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發  刊  辭

올해는 헌법재 소가 창립되어 활동한지 1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

입니다.

지난 10년동안 헌법재 소는 많은 헌법재 결정을 통하여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헌법기 으로서의 치를 확고

히 하 으며, 헌법을 국민속에 살아 있는 생활헌법으로 승화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憲法論叢 第9輯은 헌법재 소 창립 10주년을 기념하기 하

여 지난 10년간의 다양한 헌법재 소 례를 정리‧분석하여 헌법재

소가 지향해온 理念을 되돌아보고, 헌법문제해결을 한 새로운

觀點을 밝 헌법재 의 改善方向을 제시해 보고자 하 습니다.

이를 하여 편집 원들이 헌법 헌법재 반을 통하여 요

하다고 생각되는 주제를 미리 선정하고 각 주제에 하여 필자들에

게 연구를 의뢰하 고 그 연구결과를 모아 창립 10주년 특집호로 발

간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여기 실린 논문들이 헌법재 에 한 심과 이해를 높

이고, 헌법재 의 발 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 합니다.

끝으로 바쁘신 에도 훌륭한 논문을 작성해 주신 필자 제 께 충

심으로 감사드리며 이 책이 나오기까지 애써주신 헌법연구 직

원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1998. 12.

헌 법 재 소

사무처장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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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행복  체 에 어  과 학 상

 란

헌법의 기본권편에 있어서 행복추구권만큼 논란의 상이 되어

온 것도 찾아보기 어렵다. 행복추구권의 헌법 수용 자체부터 잘

못된 것이라는 비 이 있는가 하면,1) ‘행복’이라는 말이 법조문화될

수 있는 성격의 개념이 아니라고 하면서 기본권 형식의 실정헌법

규정을 무시한 채 구체 규범성을 부인하는 견해까지도 있다.2) 그

러나 행헌법의 해석을 주임무로 하는 헌법문헌에서 이러한 주장

을 하게 되는 것은 의외라고 아니할 수 없다. 입헌 배경의 불

명확성이 해당헌법조문을 사문화하는 것도 아니며, 사용된 개념의

불명료성이 해석의 임무를 도외시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것도 아니

다. 오히려 이러한 경우에 해석을 실존 과제로 하는 법학의 역할

이 특히 기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물론 행복이라는 말이 일반 인 언어사용례에 따를 때 어떤 개인

의 주 ․심리 상태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지극히 상 인 탓에

규범 인 개념정의가 쉽지 않고,3) 그로 인하여 행복추구‘권’의 보호범

1) 권 성, 헌법학원론, 1998, 344, 각주 1)：“1980년헌법에서의 행복추구권조항의 신설은 한국헌

법의 체계에 비추어보거나, 행복추구권의 실체가 애매한 것이라는 등을 감안할 때, 인기

만을 의식한 개헌시안들의 무책임성과 무지의 일면을 드러낸 좋은 일례라고 할 수 있다.” 허

, 한국헌법론, 1998, 320：“우리 헌법규정 에서 체계 으로 가장 문제가 있는 규정이다.

무나 당연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오히려 불필요한 의문만을 생기게 하기 때문이다.” 행복

추구권조항의 헌법 도입의 배경에 하여는 문홍주, 제6공화국 한국헌법, 1990, 212～213,

특히 각주 2) 참조.

2) 허 , 앞의 책(주 1), 321：“행복추구는 특히 행복이라는 말의 상 성과 세속성 때문에 규범

인 차원에서 쉽사리 그 가치로서의 성격을 인정하기가 어렵다…. 행복추구는 기본권의 문제

로 다루어지기 보다는 인간의 본능의 문제로 다루어져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규범

화의 상이 될 수도 없다…. 행복추구권은 그것이 아무리 기본권 인 형식으로 규정되었다

하더라도 어떤 구체 인 권리를 내용으로 한다기 보다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 받

으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국민의 당 이고 이상 인 삶의 지표를 설정해놓음으로써…” 그

러나 해석론을 시도하여 구체 으로 타당성있는 결론에 이를 수 없게 되는 한계선상에서 입

헌론 입장을 개진하는 것이라면 이해할 수도 있으나 그것이 아니고, 해석의 상인 조문내

용의 일상 ․세속 의미만을 강조하여 규범 의미내용을 탐구해야 할 해석자의 일차 임

무를 포기하면서 이미 규범화된 내용을 사문화시키는 이러한 태도는 납득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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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확정하기 곤란하다는 은 인정된다. 그러나 헌법조문의 구성요

건을 형성하는 개념의 해석에 있어서 오로지 문언의 일상 의미만

이 기 이 되는 것은 아니다.4) 오히려 해당조문이 헌법의 체계내에

서 규범 으로 어떠한 기능․역할을 수행하도록 규정된 것인지를 면

히 검토하여 헌법 보장의 구체 내용을 해명해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 헌법상 행복추구권조항은 헌법 제10조, 즉 기본권총칙

조항에 규정되어 있다.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규정한 헌

법 제10조 제1문( 문) 단에 이어 그 후단에 행복추구권이 규정

되고, 제2문(후문)에 국가의 일반 인 기본권보장의무가 규정되어

있다. 하나의 기본권총칙 조항인 헌법 제37조(제1항에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권리의 경시불가 조항, 제2항에 기본권제한의 일

반 법률유보 그 한계조항)와 더불어 헌법 제10조는 우리 헌법

상의 기본권을 이해함에 있어서 거가 된다. 이와 같이 행복추구

권조항이 개별기본권임을 명시하는 별도의 조항에 규정되지 아니하

고 기본권총칙조항에 함께 규정됨에 따라 행복추구권의 규범 의

미, 법 성격, 구체 보호내용 등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규

정과의 계, 그밖에 헌법에 열거된 개별기본권과의 계,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권리와의 계를 종합 으로 검토하여야 획득할

수 있게 된다.

학설은 이러한 행복추구권조항의 해석문제와 련하여 다양한

해석론을 개해 왔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행복추구권을 통합하

여 하나의 주기본권으로서 모든 기본권을 포 하는 권리로 보고

그 아래에 다시 의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의 한 내

3) 컨 , 헌재 1997. 7. 16. 95헌가6 등, 례집 9-2. 1,29-30(이재화․조승형재 소수의견)：

“행복추구권이란 소극 으로는 고통과 불쾌감이 없는 상태를 추구할 권리, 극 으로는 만족

감을 느끼는 상태를 추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일반 으로 해석되고 있으나, 행복이라는 개념

자체가 역사 조건이나 때와 장소에 따라 그 개념이 달라질 수 있으며, 행복을 느끼는 정신

상태는 생활환경이나 생활조건, 인생 , 가치 에 따라 각기 다른 것이므로 일률 으로 정

의하기가 어려운 개념일 수밖에 없고, 이와 같이 불확실한 개념을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규정

한데 한 비 논의도 없지 아니하며…”

4) 한 문언의 의미를 오로지 문법 으로 한정하여 해석의 한계로 바라보는 것은 구체화로서의

헌법해석에 부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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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으로서 행복추구권(일반 행동자유권, 신체의 불훼손권, 평화

생존권)을 인정하는 견해,5) 자유권으로서의 성격과 사회 기본권

으로서의 성격을 아울러 가지는 기본권 반에 한 총칙 규정으

로서6) 헌법에 열거된 기본권으로서 행복추구의 수단이 될 수 있는

개별 기본권 외에 행복을 추구하는데 필요한 것이면 헌법에 열

거되지 아니한 자유와 권리(생명권, 신체를 훼손당하지 아니할 권

리, 자유로운 활동과 인격발 에 한 권리, 평화 생존권, 휴식

권, 수면권, 일조권, 스포츠권 등)까지도 그 내용으로 하는 포

기본권이라는 견해,7) 행복추구권으로부터 헌법의 개별기본권에 포

섭되지 아니하는, 그럼에도 그 주체에게는 개별기본권에 포섭되는

다른 행동과 마찬가지로 요한 의미를 갖는 개인의 무정형 인

자유로운 행동을 포 하는 일반 행동자유권이 도출되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의 계에서는 인격의 핵심 역과 련되는 일반

인격권이 도출되며, 나아가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권리를 인정함

에 있어서 그 내용 인식표지로서 행복추구권이 포 규범의 역할

을 수행한다는 견해8) 등을 표 인 것으로 들 수 있다.9) 학설은

행복추구권이 독자 인 기본권이라는 , 그리고 특정한 보호 역

을 가지는 개별 기본권이라기 보다는 헌법에 명시된 개별기본권

의 보호 역에 포섭되지 아니하는 요가치들을 포 하는 기능을

맡은 포 기본권이라는 에는 체로 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행복추구권이 규정되기 에 이미 우리 헌법에는 그러한

포 권리조항이 있어 왔다. 제헌헌법때부터 헌법에 열거된 기본

권들이 시에 지나지 않으며 그밖에도 얼마든지 국민의 자유와 권

5) 김철수, 헌법학개론, 1998, 265～266, 368～369.

6) 권 성, 앞의 책(주 1), 344～345.

7) 권 성, 앞의 책(주 1), 345～347.

8) 김선택, “행복추구권”과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권리”의 기본권체계 해석, 안암법학 창간

호, 1993, 177.

9) 이러한 견해들에 한 최근의 분석으로서는 김 수, 행복추구권에 한 비 시론, 공

법의 연구, 미 김운용교수화갑기념논문집, 1997,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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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자유와 권리도

열거된 기본권들과 마찬가지로 질서유지․공공복리를 하여 필요

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만 제한가능하다고 보아 일응 포 권

리규범의 역할을 맡아 온 것이 헌법 제37조 제1항(제헌헌법 제28

조)의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권리조항이었다.10) 결국 행복추구권

의 도입은 행복추구권조항과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권리조항의

계를 어떻게 이해하여야 할 것인지에 한 어려운 문제를 제기하

다. 학설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이 주기본권으로서

그 기능을 떠맡게 되었고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권리조항은 헌법

제10조를 다시 확인하는 하나의 주의 ․선언 규정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는 견해11)로부터,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기 으로 그것

을 리기 해 필요한 것이면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자유와 권

리에 해당하게 되고, 이러한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권리들은 열

거된 기본권들과 마찬가지로 행복추구권에 포 되는 내용이라는 견

해,12) 행복추구권에서 도출되는 일반 행동의 자유권이 무정형

인 자유행동을 포 하는 반면에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권리 조항

은 다른 열거된 기본권조항에 있어서처럼 일정한 카테고리로 묶을

수 있는 정형 인 행 유형을 독자 개별 권리로서 보장한다는

견해13)가 립한다.14)

아래에서는 이와 같이 행복추구권의 규범 의미내용, 법 성격,

구체 보장내용, 기본권체계 련 등 학설상 논란을 빚고 있는

문제들에 하여 헌법재 실무가 어떠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지를 알

10) 유진오, 헌법해의, 1949, 66～67.

11) 김철수, 앞의 책(주 5), 357, 431～432.

12) 권 성, 앞의 책(주 1), 282～283, 340～341, 345～346; 문홍주, 앞의 책(주 1), 219.

13) 김선택, 앞의 (주 8), 177, 특히 196이하. 헌법의 기 자 유진오박사가 헌법에 열거되지 아

니한 권리의 로서 “ 업의 자유, 계약의 자유”를 들고 있음을 상기할 것, 유진오, 앞의 책

(주 10), 66.

14) 앞의 두 입장처럼 헌법에 열거된 권리조항의 독자 의의를 상실시키려 하지 않고, 행복추

구권조항의 포 성과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권리조항의 포 성, 양자를 동시에 인정할 수

밖에 없다고 한다면, 기본권 자유의 공백없는 보장을 하여 양자의 기능을 히 분배

하는 것이 해석론의 에 놓여야 할 것으로 본다.



13

아보기로 한다. 다만, 그에 앞서 ‘행복’, ‘행복추구’라는 문언의 입헌

선례로 볼 수 있는 미국헌법문서의 규정내용이 우리 헌법상의 행복

추구권의 해석에 있어서 일응의 기 이 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독일

헌법상의 ‘인격의 자유발 권’규정의 해석례를 좇고 있는 우리 헌법

재 소 례의 태도가 정당화될 수 있는지를 간략히 검토한다.

 Ⅱ. 행복  래  해 향

1. 

주지하다시피 ‘행복’이라든가 ‘행복의 추구’는 문언상 미국헌법문

서의 통에 속하는 개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학설․

례가 그러한 개념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독일의 학설․ 례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것은 모순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

다.15) 물론 문언의 유사성이 있다고 하여 바로 입법 계수로 보아

야 할 필연성이 있는 것은 아니며, 한 입법 계수의 한 로 보

아야 한다 하더라도 해석론까지 모국의 해석론에 구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행복’, ‘행복추구’의 의미내용의 불명확성이 비

으로 거론되고 있고, 독일기본법 제2조 제1항의 ‘인격의 자유로

운 발 권’의 해석례가 우리 헌법상의 행복추구권조항의 해석에 결

정 인 향을 미치고 있음을 직시할 때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지

아니할 수 없다.

2. 미 헌 상  행복

가. John Locke  생 , , 재산

15) 김 수, 앞의 (주 9), 90～91에서는 특히 독일기본법 제2조 제1항의 인격의 자유발 권에

서 도출되는 일반 행동의 자유가 우리 헌법에서는 인정될 필요가 없다고까지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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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독립 명기의 헌법문서에서는 John Locke의 결정 인 사

상 향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Locke에 따르면 모든 인

간은 자연상태에서 자유롭고 평등하며 독립되어 있는 존재이다. 인

간이 스스로의 동의에 의해서 정치 권력에 복종하며 시민사회의

구속을 받아들이는 것은 자신의 안락하고, 안 하며, 평화로운 삶을

공동체 속에서 확보하고자 하는 목 때문이다.16) 따라서 정부의

목 은 인간의 공동선이다.17)

따라서 Locke에 있어서는 국가(창설)이 부터 인간이 생래 으로

가지는 자연권이 제되어 있다. 그는 이것을 생명, 자유와 재산이

라는 이름으로 총 으로 표 하고 있다.18)

나. George Mason  한 1776  6월 12  지니아 리

 ‘행복’, ‘행복  ’

1776년 6월 12일의 미국 버지니아권리선언(Virginia Declaration

of Rights of June 12, 1776)은 제3조에서 최선의 정부형태는 최

한도의 안 과 행복을 형성해낼 능력이 있는 정부라고 하여 국민의

안 과 ‘행복’이 국가의 목 임을 밝히고 있다.19) 국가는 자기목

16) John Locke, Two Treatises of Government-The Second Treatise of Government(1698) §

95: “Men being, as has been said, by Nature, all free, equal and independent, no one can

be put out of this Estate, and subjected to the Political Power of another, without his

own Consent. The only way whereby any one devests himself of his Natural Liberty,

and puts on the bonds of Civil Society is by agreeing with other Men to joyn and unite

into a Community, for their comfortable, safe, and peaceable living one amongst another,

in a secure Enjoyment of their Properties, and a greater Security against any that are

not of it.” 이 에서는 Peter Laslett가 편집하고 서문을 쓴 Cambridge texts in the

history of political thought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8년 ‘정부2론’을 참조하 다.

17) John Locke, 앞의 책(주 16) §229：“The end of Government is the good of Mankind.”

18) John Locke, 앞의 책(주 16) §87: “Man being born, as has been proved, with a Title to

perfect Freedom, and an uncontrouled enjoyment of all the Rights and Privileges of the

Law of Nature, equally with any other Man, or Number of Men in the World, hath by

Nature a Power, not only to preserve his Property, that is, his Life, Liberty, and Estate,

against the Injuries and Attempts of other Men.”

19) “Section 3. That government is, ought to be, instituted for the common benefit, protection

and security of the people, nation or community; of all the various modes and forms of

government, that is best which is capable of producing the greatest degree of happiness

and safety, and is most effectually secured against the danger of maladministration; and

that, when any government shall be found inadequate or countrary to these purposes, a



15

인 것이 아니라 개인들의 결합체로서 개인들에게 사할 뿐이라

는 개인주의 사고를 표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국가목 에 응하는 것으로서 제1조에서는 개인에게 ‘행

복과 안 을 추구할 불가양의 권리’가 있음을 한 선언하고 있

다.20) 이로써 ‘행복’이 국가목 인 동시에, ‘행복의 추구 획득’이

국민개인의 권리임이 명시된 것이다.

이 버지니아권리장 은 생명, 자유, 재산과 같은 Locke가 강조한

권리들외에 행복과 안 의 추구를 추가한 것을 제외하면 Locke와

완 히 일치하고 있다고 평가된다.21) 물론 용어상의 새로운 이

있긴 하지만 사회계약체결의 목 이 국민의 최 한의 복지 확보에

있는 것이라면 국민 개인에게 부여된 ‘행복의 추구’가 기본 으로

그 당시의 (사회계약설에 입각한) 자연법 사고의 통에 입각하

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22)

미국내에서도 이미 1717년에 비국교도 성직자에 의하여 “모든 좋

은 정부의 목 은 인간성을 교양하고 모든 사람의 행복을 증진하는

것”23)이라는 주장이 있었고, 1774년 펜실베니아의 James Wilson은

모든 합법 인 정부는 피치자의 동의에 기 하는데, 그러한 동의는

피치자가 자연상태에서 렸을 것 이상으로 행복을 확보해 것으

로 기 하여 부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24),25)

majority of the community hath an indubitable, inalienable and indefeasible right to

reform, alter or abolish it, in such manner as shall be judged most conducive to the

public weal.”

20) “Section 1. That all men are by nature equally free and independent and have certain

inherent rights, of which, when they enter into a state of society, they cannot by any

compact deprive or divest their posterity; namely, the enjoyment of life and liberty, with

the means of acquiring and possessing property and pursuing and obtaining happiness

and safety.”

21) Gustav Adolf Salander, Vom Werden der Menschenrechte. Ein Beitrag zur modernen

Ver- fassungsgeschichte unter Zugrundelegung der virginischen Erklärung der Rechte

vom 12. Juni 1776, 1926, S.54.

22) Blackstone도 인간은 행복을 추구한다(“That man should pursue his own happiness.”)는 원

칙을 자신의 자연법개념의 심내용으로 하 다고 한다. Blackstone, Commentaries on the

Laws of England, Oxford 1765-69, Ⅰ, 38. Salander, 앞의 책(주 21), 55에서 재인용.

23) “the end of all good government is to cultivate humanity and promote the happiness of

all, and the good of every man in all his rights, his life, liberty, honor,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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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Thomas Jefferson  한 1776  7월 4  미 독립 언

 ‘행복’, ‘행복  ’

1776년 7월 4일의 미국독립선언서는 모든 인간이 평등하게 창조

되었으며 창조주로부터 일정한 불가양의 권리들, 그 에서도 생명,

자유와 ‘행복의 추구’를 부여받았다는 것, 새로운 정부를 창설함에

있어서 그들의 안 과 ‘행복’을 가장 효과 으로 확보하여 것으

로 보이는 정부형태를 기 로 할 것임을 선언하고 있다.26)

버지니아권리장 과 마찬가지로 미국독립선언서는 국가의 목 으

로서 안 과 ‘행복’을, 그에 응하는 개인의 권리로서 ‘생명, 자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규정한 것으로 내용상 일치한다.27)

Thomas Jefferson이 ‘행복의 추구’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가

는 그의 술 가운데 “인간의 최 의 행복은 언제나 좋은 양심, 좋

은 건강, 직업, 그리고 자유를 추구한 결과이다.”라고 한 말이나 “인

간의 자유와 행복은 모든 정당한 정부의 유일한 목표이다.”라고 한

말에서28) 짐작해 볼 수 있다.

라.   결

24) “… all lawful government is founded in the consent of those who are subject to it; such

consent was given with a view to ensure and to increase the happiness of the governed

above what they would enjoy in an independent … state of nature.”

25) Samuel A. Pleasants Ⅲ, The Declaration of Independence, 1966, 54.

26) “We hold these truths to be self-evident, that all men are created equal, that they are

endowed by their Creator with certain unalienable Rights, that among these are Life,

Liberty and the pursuit of Happiness. -That to secure these rights, Governments are

instituted among Men, deriving their just powers from the consent of the governed.

-That whenever any Form of Government becomes destructive of these ends, it is the

Right of the People to alter or to abolish it, and to institute new Government, laying its

foundation on such principles and organizing its powers in such form, as to them shall

seem most likely to effect their Safety and Happiness.”

27) Thomas Jefferson은 버지니아권리장 의 기 자 George Mason과 가까운 친구사이 다고

한다.

28) Thomas Jefferson, Notes on Virginia, 1782, Samuel A. Pleasants Ⅲ, 앞의 책(주 25), 54:

“great happiness is always the result of good conscience, good health, occupation, and

freedom in all just pursuits.” “freedom and happiness of man are the sole objects of all

legitimate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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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7년 9월 17일 제정된 미국헌법에는 인권편이 들어가지 못했으

며 1791년 12월 15일 추가된 수정헌법에서야 비로소 인권이 헌법

에 규정되었다. 그런데 미국헌법 수정 제5조29)는 생명, 자유와 재산

이라는 Locke의 본래의 표 형식을 채택함으로써 버지니아권리장

과 미국독립선언서의 행복추구권규정을 따라가지 않고 있다. 물

론 이러한 규정양식의 차이가 실질 인 내용상의 차이를 의도한 것

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생명, 자유와 재산’이든 ‘생명, 자유와 행복의 추구’이든 개인이 국

가창설이 부터, 즉 자연상태에서부터 생래 으로 가지는 천부 인

불가양의 인권을 포 하는 개념으로 쓰인 것이라는 이다.

3. 본헌  13

미군정의 향하에 채택된 1946년 11월 3일 제정․공포된

일본헌법은 미국헌법문서의 통에 따라 ‘생명, 자유와 행복추구’에

한 규정을 두고 있다. 즉 일본헌법 제13조는 “모든 국민은 개인

으로서 존 된다. 생명, 자유 행복추구에 한 국민의 권리에

하여는 공공의 복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입법 기타의 국정에 있

어서 최 의 존 을 필요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본의 해석론

(다수설)은 ‘생명, 자유 행복추구에 한 국민의 권리’를 포

권리로 이해하고 있다.30)

4. 독  본  2  1항  격  운 

우리의 학설․ 례가 헌법 제10조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와

29) “… 구도 법 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생명, 자유 는 재산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nor be deprived of life, leberty, or property, without due process of law)”

30) 일본에서의 해석론( 로그램규정설, 개별 권리설, 포 권리설의 립)에 한 소개는

김철수, 앞의 책(주 5), 1998, 352～35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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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해석함에 있어서 주로 참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독일기본법의 해당조문은 다음과 같다. 즉 제1조 제1항에

“인간의 존엄은 불가침이다. 그것을 존 하고 보호하는 것은 모든

국가권력의 의무이다.”라고 규정하고 있고,31) 제2조 제1항에 “ 구

든지, 그가 타인의 권리, 합헌 질서, 도덕률을 반하지 아니하는

한, 자신의 인격을 자유로이 발 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

다.32)

특히 우리헌법상의 행복추구권을 일반 행동자유권으로 해석함

에 있어서 주된 거(典據)가 되고 있는 독일기본법 제2조 제1항의

문구가 어떻게 형성된 것인지를 발생사 으로 살펴보면 요한 시

사를 얻을 수 있다. 원래의 독일기본법 안(이른바 킴제 안)에서

는 “모든 인간은 자유이다. 구든지 법질서와 선량한 풍속의 한계

내에서 타인에게 해가 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을 할 자유를 가진

다.”33) 다. 이것이 문구를 다듬는 편집 원회에서 “ 구든지 타인

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합헌 질서나 도덕률을 반하지 않는

것을 하거나 하지 아니할 자유가 있다.”34)로 되었다가 “무엇을 하거

나 하지 아니할 자유”라는 문구가 법률상의 표 양식으로서는 천박

하여 기본권에 부여하고자 하는 품 를 손상할 우려가 있다 하여

Mangoldt가 제안한 재의 문구로 변경된 것이라고 한다.35)

독일기본법 제2조 제1항이 “자신의 인격을 자유로이 발 할 권

리”라는 다소 념 이고 추상 인 표 을 사용하여 오히려 난해해

31) “Die Würde des Menschen ist unantastbar. Sie zu achten und zu schützen ist Ver-

pflichtung aller staatlichen Gewalt.”

32) “Jeder hat das Recht auf die freie Entfaltung seiner Persönlichkeit, soweit er nicht die

Rechte anderer verletzt und nicht gegen die verfassungsmäßige Ordnung oder das

Sittengesetz verstößt.”

33) “Alle Menschen sind frei. Jedermann hat die Freiheit, innerhalb der Schranken der

Rechtsordnung und der guten Sitten alles zu tun, was anderen nicht schadet.”

34) “Jedermann ist frei, zu tun und zu lassen, was die Rechte anderer nicht verletzt und

nicht gegen die verfassungsmäßige Ordnung oder das Sittengesetz verstößt.”

35) 독일기본법 제2조 제1항의 발생사에 한 자세한 정보는 Entstehungsgeschichte der Artikel

des Grundgesetzes, Jahrbuch des öffentlichen Rechts der Gegenwart n.F. Bd. 1, 1951, 54

～6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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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면이 있지만, 발생사 으로 살펴볼 때 결국 개인이 가지는 일반

인 자유를 규정하고자 했음이 분명하다. 독일기본법 제1조 제1항

이 원래의 안에서 “국가가 인간을 해 있는 것이지 인간이 국가

를 해 있는 것은 아니다.”36)라고 되어 있다가 재의 규정으로

변경된 것과 연 지어 보면 그 개인주의 인 기 와 자연법 통

과의 연결을 인식할 수 있다. 즉 개인은 국가이 으로 존엄하고

국가는 오로지 개인의 존엄에 사할 목 으로 창설된 것이며, 따

라서 개인은 자유롭게 하고 싶은 일을 하거나, 하고 싶지 않은 일

을 하지 아니할(내지는 거부할) 자유를 가지고 있고, 공익목 이 인

정되는 특수한 경우에 한하여 외 으로만 그 자유가 제한될 수

있을 따름이라는 것이다.

이 게 보게 되면 미국헌법문서상의 ‘생명, 자유와 행복추구’와

독일헌법문서상의 ‘인간의 존엄과 인격의 자유발 ’ 사이에 공통

을 발견할 수 있다. 즉 기본권(물론 이 용어는 미국헌법에는 익숙하

지 않은 것이지만)에 한 이해에 있어 개인주의 내지 반 체주의

사고에서 출발할 뿐만 아니라 자연법 통에 기 하여 개인의

생래 ․포 자유를 인정하고 있다는 이다. 법실증주의 특

징을 가지고 있었던 독일헌법사에 있어서 인간의 존엄성조항과 개

인의 일반 자유조항이 체주의체제의 상징과도 같았던 나치스체

제의 붕괴후에 나타난 례없는 새로운 입법시도라는 것도 그들 조

항의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해 다

5. 한민 헌  ‘행복’  ‘행복 ’과 해  

향

가. 헌 상  “행복” 규

한국헌법에 ‘행복’이라는 문언은 두군데서 발견된다. 헌법 문에

36) “Der Staat ist um des Menschen willen da, nicht der Mensch um des Staates will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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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 과 자유와 행복을 원히 확

보할 것…”을 다짐한 것과 헌법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

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

한 것이 그것이다.

나. 한민  가목  ‘행복’

헌법 문에 규정된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 과 자유와 행

복”이 한민국의 국가목 을 축약 으로 표 한 것으로 보는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문언에서 이미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규정은

미국헌법문서의 통의 맥락에 서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여

기에서의 ‘행복’의 의미를 안 과 자유와 구분하여 ‘복지’의 방향으

로 해석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 개  ‘행복 ’

헌법 제10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

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행복의 추구’를

명시 으로 개인의 권리로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인간으로서

의 존엄과 가치’는 독일헌법문서의 통의 맥락에 서있는 개념임이

분명하다.

문제는 ‘행복을 추구할 권리’인데 미국헌법문서라든가 그의 향

하에 제정된 일본헌법과는 달리 생명, 자유와 병렬 으로 행복의

추구가 규정되지 아니하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로서 독자 으로 규

정된 것이 두드러진다. 오히려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와 병렬

으로 규정된 이 주목된다.

그 기 때문에 문언상의 표 이 미국헌법문서에 맞닿아 있다면

규정의 체계는 오히려 독일헌법문서에 맞닿아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혼합’이 해석론상 특별한 어려움을 더해 것같지는

않다. 왜냐하면 ‘생명, 자유와 행복의 추구’와 ‘인격의 자유로운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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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권리’ 모두 자연법 통의 기 에서 개인의 일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래에서 살펴볼 우리 헌법재

소 례가, 비록 “일반 행동자유권과 개성의 자유로운 발 권”

이라는 표 을 사용한데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독일학설의 향을

받은 것이 분명하다 하더라도, 행복추구권에서 개인의 일반 (행

동)자유를 도출해낸 것은 한 방향이었다고 생각된다.

Ⅲ. 헌 재 에 나타난 행복

1. 행복   격

가. 행복  본 (＝주  리 )  

헌법재 소는 1989년 10월 27일 선고한 군검찰 의 불기소처분에

한 헌법소원사건에서 “공소제기에 충분한 의가 있다고 인정한

기소유 처분이 유죄 결에 하는 취 을 받아 법률 , 사실 측

면에서 사회생활에 유형, 무형의 불이익과 불편을 주는 것이 실상

이라면 어느 모로 보아도 의없고 무고함에 의심없는 사안에 해

군검찰 이 자의로 기소유 처분에 이른 것은 헌법 제10조 소정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이 상당할 것이다.”37)라고 함으로써

행복추구권의 주 권리성 내지 기본권성을 일 감치 인정하

다. 이 례에서는 “… 어도 자의 지의 원칙을 배한 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에 한 평등권이 침해되었음에 틀림없으며 이에 의

하여 부당하게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38)이라고 하여 평

등권을 침해하는 공권력행사의 결과로 발생한 사회생활상의 유무형

의 불편과 불이익이 개인의 행복추구에 부정 향을 미치고 있음

과 련하여 행복추구“권”의 침해를 인정함으로써 헌법 제10조의

37) 헌재 1989.10.27. 89헌마56, 례집 1. 309,317.

38) 헌재 1989.10.27. 89헌마56, 례집 1. 309,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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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을 추구할 권리”조항에서 청구인의 기본권을 바라본 것이다

.39),40)

나. 포   행복

1995년 7월 21일 선고된 국가유공자 우등에 한법률 제9조 본문

에 한 헌여부심 사건에서 헌법재 소는 “헌법 제10조의 행복추

구권은 국민이 행복을 추구하기 하여 필요한 부를 국가에게 극

으로 요구할 수 있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행

복을 추구하기 한 활동을 국가권력의 간섭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

다는 포 인 의미의 자유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므로 국민에 한

일정한 보상 의 수 기 을 정하고 있는 이 사건 규정이 행복추구권

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41)고 하고 있고, 1997년 11월 27일 선고된

약사법 부칙 제4조 제2항 헌소원사건에서는 “포 이고 일반조항

인 성격을 갖고 있는 행복추구권…”42)을 언 하고 있다.

행복추구권의 포 성격을 인정하되, 자유권 성격의 보장만

을 내용으로 한다는 을 분명히 한 것이다. 사회보장 성격을 갖

는 부가 국가를 제로 한 것임을 생각해볼 때, 국가이 인 자

유의 포 성을 인정하는 행복추구권조항이 그러한 부까지를 내용

으로 한다고는 보기 어려울 것이다.

39) 이와 유사하게 헌법재 소는 검사의 기소 지처분에 한 헌법소원사건에서 “검사가 기소

지처분을 한 경우 그 피의사건의 피의자에게는 검사가 다시 사건을 재기하여 수사를 한 후

종국처분을 하지 않는 한 ‘범죄의 의자’라는 법 인 불이익상태가 그 로 존속된다 할 것

이므로, 만약 검사가 자의 으로 기소 지처분을 하 다면 그 사건의 피의자도 헌법상 보장

된 자기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

아야 할 것”이라고 시하고 있다. 헌재 1997. 2. 20. 95헌마362, 례집 9-1. 179, 183.

40) 그러나 헌법재 소는 그 후의 불기소처분사건에서는 평등권 외에 피해자의 재 차상 진술

권 침해를 이유로 드는(헌재 1992. 7. 23. 91헌마142; 1993. 11. 25. 93헌마113; 1995. 4. 20.

93헌마203; 1995. 9. 28. 94헌마48; 1995. 9. 28. 94헌마263; 1995. 10. 26. 95헌마216 등 확립된

례이다.) 외에는 행복추구권침해까지를 별도로 들고 있지 아니하다. 특히 기소유 처분을

취소한 결정에서 평등권침해 이외에 행복추구권의 침해도 인정한 례가 더 발견되기도 하

지만(헌재 1993. 3. 11. 92헌마191, 례집 5-1. 170, 183), 역시 재 청구권 내지 재 차진

술권과 평등권의 침해를 주된 논거로 하여 취소결정을 하고 있다( 컨 , 헌재 1996. 3. 28.

95헌마170, 례집 8-1. 255, 257; 헌재 1996. 3. 28. 95헌마208, 례집 8-1. 262).

41) 헌재 1995. 7. 21. 93헌가14, 례집 7-2. 1, 32.

42) 헌재 1997. 11. 27. 97헌바10, 례집 9-2. 651, 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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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복  내용

가. 행복 에  도 는  행동

(1) 최 의 언

1990년 1월 15일 선고된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 2 등에 한

헌심 사건(제3자개입 지 합헌결정)에서 김진우․이시윤 재

은 소수의견에서 “제3자는 무차별하게 쟁의행 에 여못하게하고

형사제재를 하는 것은 헌법 제10조 문의 행복추구권의 생이라

고 볼 일반 인 행동자유권의 침해가 될 수 있다…. 이러한 행복추

구권 속에 함축된 일반 인 행동자유권과 개성의 자유로운 발 권

은 국가안 보장․질서유지 는 공공복리에 반하지 않는 한 입법

기타 국정상 최 의 존 을 필요로 하는 것이라고 볼 것이다. 보다

구체 으로 본다면 이러한 기본권은 행동이 남의 권리를 침해하거

나 합헌 질서에 배되거나 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한 입법자도 제약해서는 안되는 기본권인 것으로 표

의 자유도 그 하나의 시에 속한다. 하고자 하는 바를 자유스럽게

할 수 있는 자유이며 자유사회(free society)의 이념이기도 한 행동

자유권은, 자기이익추구의 행동자유는 물론 타인의 이익추구에

력하는 행동자유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 … 사회생활과정에서 그

뜻 로 조언․조력 등으로 정당행 를 도와주는 행동의 자유, 특히

표 의 자유가 제약받고 기야는 개성의 자유로운 발 을 어렵게

하여 ‘자유사회’이상의 실 에 제동이 될 것이다.”43)라는 의견을 제

시하 다. 이 의견은 독일기본법 제2조 제1항 해석례 일본헌법

제13조 규정의 향을 받았음이 문구상 명백하다.

(2) 일반 행동자유권의 도출 그 구체 내용

43) 헌재 1990. 1. 15. 89헌가103, 례집 2. 4, 22-23; 이 견해는 노동조합법 제45조의 2에 한

헌소원사건에서도 두재 의 소수의견으로 되풀이되고 있다: 헌재 1993. 3. 11. 92헌바33,

례집 5-1. 29,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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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 소 자신이 행복추구권으로부터 일반 행동의 자유권이

나온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은 1991년 6월 3일 선고된 화재보험법

결정에서이다. “헌법 제10조 문은 …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의 행

복추구권 속에 함축된 일반 행동자유권과 개성의 자유로운 발

권은 국가안 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에 반하지 않는 한 입법 기

타 국정상 최 의 존 을 필요로 하는 것이라 볼 것이다.”44)라고

하고, 그 구체 내용으로서 “일반 행동자유권에는 극 으로 자

유롭게 행동을 하는 것은 물론 소극 으로 행동을 하지 않을 자유

즉 부작 의 자유도 포함되는 것”45)으로 보았다.

이 결정에서 헌법재 소는 행복추구권으로부터 일반 행동자유

권이 도출된다는 것, 그러한 일반 행동자유권의 보호내용으로서

는 행 당사자 자신의 의사에 따른 것이면 작 든 부작 든 넓게

포섭될 수 있다는 것, 일반 행동자유권은 헌법 제37조 제2항의

일반 법률유보에 따라 제한된다는 것 등 일반 행동자유권의 기

본권으로서의 윤곽을 제시하 다.

(3) 일반 행동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 헌법재 소가 결정한

① 계약의 자유

“법률행 의 역에서는 계약을 체결할 것인가의 여부, 체결한다

면 어떠한 내용의, 어떠한 상 방과의 계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느냐 하는 것도 당사자 자신이 자기의사로 결정하는

자유 뿐만 아니라 원치 않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자유 즉 원치

않는 계약의 체결은 법이나 국가에 의하여 강제받지 않을 자유인

이른바 계약자유의 원칙도 여기의 일반 행동자유권으로부터 생

되는 것”46)이라고 하거나, “계약의 자유도 헌법상의 행복추구권에

포함된 일반 행동자유권으로부터 생하므로, 계약의 자유 한

44) 헌재 1991. 6. 3. 89헌마204, 례집 3. 268, 275-276; 헌법재 소는 다른 결정(헌재 1998. 5.

28. 96헌가5, 례집 10-1. 541, 549)에서 “행복추구권은 그의 구체 표 으로서 일반 인

행동자유권과 개성의 자유로운 발 권을 포함”한다고 표 하고 있다.

45) 헌재 1991. 6. 3. 89헌마204, 례집 3. 268, 276.

46) 헌재 1991. 6. 3. 89헌마204, 례집 3. 268, 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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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추구권에 의하여 보호된다”47)고 하여 헌법재 소는 계약의 자

유를 일반 행동의 자유에 속하는 한 로 보고 있다.48)

② 헌법재 소는 1993년 5월 13일 선고된 이른바 당구장결정(체

육시설의설치이용에 한법률시행령 제5조에 한 헌법소원사건)에

서는 “당구를 통하여 자신의 소질과 취미를 살리고자 하는 소년에

하여 당구를 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행복추구권의 한 내용인

일반 인 행동자유권의 침해가 될 수 있을 것이다”49)고 함으로써

일정한 카테고리로 묶기 어려운 무정형 행동을 일반 행동자유

로 포섭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50)

이와 같이 일반 행동자유에 속하는 무정형 행 의 로서 헌

법재 소가 들고 있는 것으로는 그밖에도 18세미만자의 노래연습장

출입,51) 하기 싫은 일(음주측정에 응하는 일)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권리,52) 기부 품모집행 ,53) 부동산을 양수한 자가 소유권이 등기

를 할 것이지 여부를 결정할 자유,54) 결혼식하객에게 주류와 음식

물을 하는 행 55)가 있다.

(4) 개성의 자유로운 발 권과 일반 행동자유권

헌법재 소는 종래 일부 례에서 헌법 제10조 문의 행복추구권

규정으로부터 일반 행동자유권 이외에 개성의 자유로운 발 ‘권’

이 별개의 권리로 나오는 것으로 시해 왔다.56) 그러나 행복추구

47) 헌재 1998. 5. 28. 96헌가5, 례집 10-1. 541, 549.

48) 그러나 계약의 자유처럼 정형화된 행 모델은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자유와 권리의 한

로 보는 것이 바람직했을 것으로 본다.

49) 헌재 1993. 5. 13. 92헌마80, 례집 5-1. 365, 383-384.

50) 행복추권에서 일반 행동의 자유가 도출된다는 것은 헌법재 소의 확립된 례에 속한다.

헌재 1992. 4. 14. 90헌바23, 례집 4. 162, 171; 1997. 1. 16. 92헌바6 등, 례집 9-1. 1,28

(“행복추구권에서 도출되는 일반 행동의 자유”); 1997. 1. 16. 89헌마240, 례집 9-1. 45,

79(“행복추구권에서 도출되는 일반 행동의 자유”) 등.

51) 헌재 1996. 2. 29. 94헌마13, 례집 8-1. 126, 145.

52) 헌재 1997. 3. 27. 96헌가11, 례집 9-1. 245, 264.

53) 헌재 1998. 5. 28. 96헌가5, 례집 10-1. 541.

54) 헌재 1998. 5. 28. 96헌바83, 례집 10-1. 624, 634.

55) 헌재 1998. 10. 15. 98헌마168, 보 1998. 10. 28. 69, 73.

56) 헌재 1990. 1. 15. 89헌가103, 례집 2. 4, 23(김진우․이시윤재 소수의견); 1991. 6. 3.

89헌마20 4, 례집 3. 268, 275-276; 1995. 7. 21. 94헌마136, 례집 7-2. 169, 186(조승형재

소수의견); 1998. 5. 28. 96헌가5. 례집 10-1. 541, 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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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을 원용한 부분의 례에서는 개성의 자유로운 발 권이 별도

로 언 되고 있지 않으며, 일반 행동의 자유와 별도로 그러한 개

성의 자유로운 발 권이 어떤 내용의 권리인지 구체 으로 설시한

를 발견할 수 없다. 한 1997년 3월 27일 선고된 도로교통법 제

41조 제2항 헌여부심 사건에서 “일반 행동의 자유는 개인의

인격발 과 히 련되어 있으므로 최 한 존 되어야 하는

것”57)이라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개성의 자유발

권이 앞으로도 행복추구권에서 도출되는 하나의 ‘권리’로서 계속 주

장될 수 있을 지, 아니면 일반 행동자유권에 융해될 지는 지켜볼

일이다. 다만, 독일기본법상의 ‘인격의 자유로운 발 권’에서 일반

행동의 자유가 도출된다는 독일학설․ 례의 입장을 염두에 두고서

개성의 자유로운 발 “권”이 언 되어 온 것이라면 불필요한 사족

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나. 간  엄과 가  결합한 행복  내용  

결

(1) 자기운명결정권과 성 자기결정권

헌법재 소는 1990년 9월 10일 선고된 형법 제241조 간통죄규정

의 헌여부에 한 헌법소원사건에서 “헌법 제10조는… 모든 기본

권보장의 종국 목 (기본이념)이라 할 수 있는 인간의 본질이며

고유한 가치인 개인의 인격권․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리

고 개인의 인격권․행복추구권에는 개인의 자기운명결정권이 제

되는 것이고, 이 자기운명결정권에는 성행 여부 그 상 방을

결정할 수 있는 성 자기결정권 한 포함되어 있으며 간통죄의

규정이 개인의 성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임은 틀림없다.”58)고

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행복추구권을 련지어 이해하 다.

57) 헌재 1997. 3. 27. 96헌가11, 례집 9-1. 245, 265.

58) 헌재 1990. 9. 10. 89헌마82, 례집 2, 306, 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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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바탕으로 하는 인격권

반면에 헌법재 소는 1991년 4월 1일 선고된 민법 제764조 헌

여부에 한 헌법소원사건에서 “사죄 고과정에서는 자연인이든 법

인이든 인격의 자유로운 발 을 해 보호받아야 할 인격권이 무시

되고 국가에 의한 인격의 외형 변형이 래되어 인격형성의 분열

이 필연 으로 수반되게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사죄 고제도는 헌

법에서 보장된 인격의 존엄과 가치 그를 바탕으로 하는 인격권

에 큰 해도 된다.”59)고 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인격권의 헌

법 근거임을 분명히 하 다. 1991년 9월 16일 선고된 정정보

도청구권결정에서도 “모든 권리의 출발 인 동시에 그 구심 을 이

루는 인격권…”,60) “인간의 존엄성에서 유래하는 개인의 일반 인

격권”61)이라고 언 되기도 하 다.

(3) 자기생활 역의 자율형성권

그러나 헌법재 소는 1993년 3월 27일 선고된 민법 제847조 제1

항(친생부인의 소 제척기간 기산 ) 헌여부심 사건에서 “헌법

제10조는 …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로써 모든 국민은 그의 존엄한

인격권을 바탕으로 하여 자율 으로 자신의 생활 역을 형성해나갈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친생부인의

소의 제척기간을 일률 으로 자의 출생을 안 날로부터 1년으로 규

정함으로써 부가 자의 친생자여부에 한 의심도 가지기 에 그

제척기간이 경과하여버려 결과 으로 부로 하여 연 계가 없는

친자 계를 부인할 수 있는 기회를 극단 으로 제한하고 자의

출생후 1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그의 자가 아님을 알게 된 부로 하

여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면서까지 친생부인권을 상실하게 하는

것이다. 이는 인간이 가지는 보편 감정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자

유로운 의사에 따라 친자 계를 부인하고자 하는 부의 가정생활과

59) 헌재 1991. 4. 1. 89헌마160, 례집 3. 149, 155.

60) 헌재 1991. 9. 16. 89헌마163, 례집 3. 505, 524.

61) 헌재 1991. 9. 16. 89헌마163, 례집 3. 505, 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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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 계에서 려야 할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

이다.”62)라고 시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행복추구권이 자

기결정권과 련하여 한 계에 있음을 시사하 다.

특히 이 사건에서 김진우재 은 소수의견으로서 “인간의 존엄

과 행복추구권(헌법 제10조 문)으로부터 도출되는 일반 인격권

은 각개인에게 그 개성을 발 시키고 유지하기 하여 그 삶을 사

으로 형성함에 있어서 필요한 자율 역을 보장한다”63)고 함으로

써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행복추구권 양자의 결합으로부터 일반

인격권의 도출을 시도하고 있어 주목된다.

(4) 자기운명결정권, 성 자기결정권의 내용으로서 혼인의 자유

헌법재 소는 1997년 7월 16일 민법 제809조 제1항(동성동본

혼)에 한 헌법불합치결정 가운데 김용 ․김문희․황도연․신창

언․이 모재 의 단순 헌의견에서 “헌법 제10조는…고 규정함

으로써 모든 기본권의 종국 목 (기본이념)이라 할 수 있고 인간

의 본질이며 고유한 가치인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

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개인의 인격권․행복추구권은 개인의 자기

운명결정권을 그 제로 하고 있으며, 이 자기운명결정권에는 성

자기결정권 특히 혼인의 자유와 혼인에 있어서 상 방을 결정할 수

있는 자유가 포함되어 있다”64)고 시함으로써 다시 자기결정권

의 헌법 근거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와 행복추구권 양자임

을 밝히고 있다.

(5) 사 자치권

1998년 8월 27일 선고된 민법 제1026조 제2호(상속의 한정승인)

헌법불합치결정에서 헌법재 소는 “헌법 제10조는 국민의 행복추구

권과 여기에서 생된 일반 행동자유권 사 자치권을 보장…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의 기본원리인 사 자치의 원칙과 과실책

62) 헌재 1997. 3. 27. 95헌가14 등, 례집 9-1. 193, 204.

63) 헌재 1997. 3. 27. 95헌가14 등, 례집 10-1. 193, 208.

64) 헌재 1997. 7. 16. 95헌가6 등, 례집 9-2. 1,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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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 원칙에 한 외 규정으로서 헌법상 보장된 상속인의 재산

권과 사 자치권 등을 제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상속인이

귀책사유없이 상속채무가 극재산을 과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고려기간내에 한정승인 는 포기를 하지 못한 경우에도 이 사건

법률조항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 것은 기본권제한의 입법한계

를 일탈한 것으로 재산권을 보장한 헌법 제23조 제1항, 사 자치

권을 보장한 헌법 제10조 제1항에 반된다.”65)고 시하고 있다.

사 자치권이 결국 자기결정권을 의미한다고 할 때 헌법재 소는

행복추구권만을 그 근거로 제시한 것이다.

(6) 소 결

이제까지의 례를 살펴볼 때 헌법재 소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의 보호법익으로서의 ‘인격(성)’을 염두에 두고 ‘인격권’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정태 인 ‘인격’개념을 기 로 하여

그것이 동태 으로 외부로 표출될 때 내지는 발 될 때는 행복추구

권과 련되는 것으로 보는 것 같다. 따라서 자기의 삶을 스스로 결

정하여 형성해나갈 수 있다는 자기결정권에 해서 헌법재 소는 인

격권과 더불어 행복추구권을 동시에 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헌법재 소는 정태 인 ‘인격(성)’ 자체의 헌법 보장과

‘그 발 으로서의 자유로운 결정․형성이라는 동태 인 활동’의 헌

법 보장을 구분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

치의 보호법익으로서의 ‘인격(성)’이라는 좁은 범주에 해 인격권이

라는 용어를 쓰기 보다는 ‘존엄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래

의 ‘일반 인격권’과의 구분을 하여 보다 할 것으로 본다.

이와 련하여 인간의 본질 고유가치인 ‘인격(성)’자체를 훼손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인격에 직 련되는 요한 가치들을 일반

인격권이라는 개념으로 포섭하여 보호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독

일학설이 독일기본법 제1조 제1항 인간의 존엄성조항과 제2조 제1

65) 헌재 1998. 8. 27. 96헌가22 등, 공보 29. 693, 699-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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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인격의 자유발 권 사이에 형성되는 것으로 보고 있는 일반

인격권을 우리의 경우에도 유사하게 헌법 제10조 제1문 단의 인

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와 후단의 행복추구권 사이에 형성되는 것

으로 볼 것인지 여부에 하여66) 헌법재 소의 입장은 아직 정리되

지 않은 듯하다.

다. 사  는 행복  내용  아니다

1995년 7월 21일 선고된 국가유공자 우등에 한법률 제9조 본문

에 한 헌여부심 사건에서 헌법재 소는 “헌법 제10조의 행복

추구권은 국민이 행복을 추구하기 하여 필요한 부를 국가에게

극 으로 요구할 수 있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이 행복을 추구하기 한 활동을 국가권력의 간섭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포 인 의미의 자유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므로 국민

에 한 일정한 보상 의 수 기 을 정하고 있는 이 사건 규정이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67)고 하여, 행복추구권이 사

회 부를 내용으로 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 다.

이 결정을 통하여 헌법재 소는 행복추구권의 포 성이 자유권

성격의 보장에 국한하는 것이지 국가내 보장인 사회권 내용에

는 미치지 못함을 밝힌 것으로 행복추구권의 자연법 유래에 비추

어 한 태도로 보인다. 종래 일부학설이 사회 기본권까지를

포함하여 모든 - 헌법 에의 열거 여부를 불문하고 - 헌법 인 자

유와 권리를 포 하는 것으로 행복추구권을 해석해온 것은 재고되

어야 할 것으로 본다.

3. 행복  체계   

가. 다  본 과  계

66) 이에 하여는 김선택, 앞의 (주 8) 참조.

67) 헌재 1995. 7. 21. 93헌가14, 례집 7-2.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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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본 로 헌법재 소는 행복추구권을 포 의미의 자유

권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행복추구권이 기타의 개별자유권과 경합

하는 경우 일반-특별의 계에 놓일 것이라는 따라서 기타의 자

유권이 우선 으로 용되고 행복추구권은 보충 으로 원용될 것임

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하겠다.68),69)

나. 헌 에 열거 지 아니한 리(헌  37  1항)  계

헌법재 소는 1998년 10월 15일 가정의례에 한법률 제4조 제7호

(경조기간 주류 음식물 지) 헌확인 헌법소원사건에

서 “결혼식 등의 당사자가 자신을 축하하러 온 하객들에게 주류와

음식물을 하는 행 는 인류의 오래된 보편 인 사회생활의 한

모습으로서 개인의 일반 인 행동의 자유 역에 속하는 행 라 할

것이다. 그 다면 이는 헌법 제37조 제1항에 의하여 경시되지 아니

하는 기본권이며 헌법 제10조가 정하고 있는 행복추구권에 포함되

는 일반 행동자유권으로서 보호되어야 할 기본권이라 할 것이

다”70)라고 시하 다.

이 례에서 헌법재 소는 행복추구권에 포함된 일반 행동자유

권의 구체 내용이 헌법에 일일이 열거되어 있지 않음에 착안하여

그것도 헌법 제37조 제1항의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권리에 해당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 헌법에 ‘헌법

68) 이러한 행복추구권의 보충 기본권성을 역설한 헌재 1995. 7. 21. 94헌마136, 례집 7-2.

169, 186의 조승형재 의 소수의견 참조.

69) 다만, 헌법재 소가 “시 진압방식이 공격 인 양상을 취함으로써 청구인의 개인 경험이나

윤리 , 도덕 과 어 난다고 해서 …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 다고

볼 수도 없다”(헌재 1995. 12. 28. 91헌마80, 례집 7-1. 851, 871)고 하거나 “직업의 선택

혹은 수행의 자유는 각자의 생활의 기본 수요를 충족시키는 방편이 되고 한 개성신장의

바탕이 된다는 에서 행복추구권과 한 련을 갖는다”(헌재 1997. 10. 30. 96헌마109,

례집 9-2. 537, 543; 1998. 7. 16. 96헌마246, 공보29. 673, 681.)고 하여 행복추구권을 개별

자유권과 더불어 병렬 으로 언 한 도 있다. 외 인 경우지만 “ 법한 쟁의행 에 제3

자의 개입의 경우에 형사제재를 과한다면…헌법 제10조 후문의 행복추구권의 생인 일반

인 행동자유권, 특히 표 의 자유의 침해이다”(헌재 1993. 3. 11. 92헌바33, 례집 5-1. 29,

50－김진우․이시윤재 소수의견; 1990. 1. 15. 89헌가103, 례집 2. 4,23에서도 두 재

의 동소이한 소수의견)라고 언 한 경우도 발견된다.

70) 헌재 1998. 10. 15. 98헌마168, 보 1998. 10. 28. 69,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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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열거되지 아니한 권리’조항을 규정함으로써 헌법 에 열거된 기

본권은 시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얼마든지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

한 자유와 권리가 있을 수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면, 여기에서의

‘자유와 권리’는 열거된 ‘자유와 권리’와 마찬가지의 구조와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열거된 것이든 열거되지 않은 것

이든) 개별 자유권이 그 보호 역에 해당되는 삶의 일정한 단면

(‘학문’, ‘ 술’, ‘종교’ 등)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개인 행동들을 포

섭하여 보호하는 것인데 비하여, 행복추구권에 포함된 일반 행동

자유권은 삶의 일정한 단면에의 포섭여부와 상 없이 개별자유권으

로 포착되지 못하는 개인 행동들을 기본권 보호하에 포섭하는

것을 임무로 한다. 따라서 일반 행동의 자유는 개념본질상으로나

기능상으로나 일정한 보호 역을 제로 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행복추구권’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도출되는 ‘일반

행동의 자유’ 하에 특정보호 역을 설정하기 어려운 무정형 행동

들을 포섭할 수 있다면,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권리 조항은 특정

보호 역을 가질 수 있는 자유와 권리들을 개별 ․독자 으로 인

정하는 헌법 근거로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따라서 헌법에 열거

되어 있지 아니한 모든 개인 행동이 다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권리도 되고 행복추구권하의 일반 행동자유의 내용이 되는 것은

아니다. 례의 하객 행 는 정형화된 권리의 행 모델의 하

나로 보기 어려운 무정형 행동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행동의 자유하에 포섭되는 것으로 본 헌법재 소 례의 태도는 옳

다고 본다. 반면에 이 게 행복추구권에 포섭되어 이미 보호되고

있는 개인 행동을 다시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하는 ‘기본권’의

하나로 본 것은 불필요한 복일 뿐만 아니라 헌법에 열거되지 아

니한 권리조항의 독자성을 무시하게 될 우려가 있다.71)

71) 행복추구권조항과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권리조항의 계에 하여는 김선택, 앞의 (주

8), 195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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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행복  한 

가. 내재  한계

헌법재 소는 1995년 7월 21일 선고된 화법 제26조에 한 헌

법소원사건에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행복추구권이 공동체의 이

익과 무 하게 무제한의 경제 이익의 도모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는 볼 수 없으므로, 와 같은 경제 고려와 공동체의 이익을

한 목 에서 비롯된 국산 화의무상 제는 바로 청구인들의 행복추

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72)고 하여 행복추구권도

무제한․ 인 기본권이 아니고 공동체의 이익이라는 유보하에

서만 보장되는 내재 한계가 있는 것으로 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헌법 제37조 제2항은 일반 법률유보규정을 두어서

헌법에의 열거여부와 상 없이 헌법 으로 보장되는 모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법률로써 제한가능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재 한계논의는 기본권제한법률유보의 정당화근거로서 논의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독자 인 제한사유로서는 실익이 없다. 따라서

아래(나.)에서 살펴볼 것처럼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의 헌여부는

그것이 모종의 내재 한계를 일탈했는가 여부를 기 으로 심사할

것이 아니라 헌법 제37조 제2항의 일반 법률유보에 규정된 국가

안 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기 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나.  보

헌법재 소는 “행복추구권 속에 함축된 일반 행동자유권과 개

성의 자유로운 발 권은 국가안 보장, 질서유지 는 공공복리에

반하지 않는 한 입법 기타 국정상 최 의 존 을 필요로 하는 것이

라 볼 것”73)이지만, 다른 기본권과 마찬가지로 그 본질 내용을

72) 헌재 1995. 7. 21. 94헌마125, 례집 7-2. 155,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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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하지 않는 한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가안 보장․질서

유지 는 공공복리를 하여는 제한될 수 있다.”74)고 시하여 행

복추구권도 자유권 기본권 제한의 일반 인 에 따라 제한가능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 체  용

그동안 헌법재 소가 행복추구권의 제한한계의 일탈여부를 심사

하여 침해를 인정하거나 부정한 사례는 아래와 같다.

(1) 행복추구권 침해를 인정한 사례

－ 군검찰 의 자의 인 기소유 처분75)

－ 특수건물소유자에게 특약부화재보험계약 체결의 강제76)

－ 법률문언의 용범 의 범성과 불명확성77)

－ 검사의 자의 인 기소유 처분78)

－ 소년에 한 당구장출입 지79)

－ 검사의 자의 인 기소 지처분80)

－ 친생부인의 소를 출생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로 제한 한

것81)

－ 기부 품모집행 지 행정자치부장 등 허가제82)

－ 치과 문의자격시험불실시로 문과목 표시 불가능83)

－ 고려기간내에 상속의 한정승인 내지 상속포기 안한 경우 단순

73) 헌재 1991. 6. 3. 89헌가204, 례집 3. 268, 275-276.

74) 헌재 1990. 9. 10. 89헌마82, 례집 2. 306, 310; 1996. 2. 29. 94헌마13, 례집 8-1. 126, 145;

1997. 3. 27. 96헌가11, 례집 9-1. 245, 265; 1998. 5. 28. 96헌가5, 례집 10-1. 541, 553;

1998. 5. 28 96헌바83, 례집 10-1. 624, 634.

75) 헌재 1989. 10. 27. 89헌마56, 례집 1. 309.

76) 헌재 1991. 6. 3. 89헌마204, 례집 3. 268.

77) 헌재 1992. 4. 14. 90헌바23, 례집 4. 162, 171; 1997. 1. 16. 92헌바6 등, 례집 9-1. 1, 28;

1997. 1. 16. 89헌바240, 례집 9-1. 45, 79 참조.

78) 헌재 1993. 3. 11. 92헌마191, 례집 5-1. 170.

79) 헌재 1993. 5. 13. 92헌마80, 례집 5-1. 365.

80) 헌재 1997. 2. 20. 95헌마362, 례집 9-1. 179.

81) 헌재 1997. 3. 27. 95헌가14 등, 례집 9-1. 193.

82) 헌재 1998. 5. 28. 96헌가5, 례집 10-1. 541.

83) 헌재 1998. 7. 16. 96헌마246, 공보 29. 673, 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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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으로 간주84)

－ 경조기간 주류 음식물 지85)

(2) 행복추구권 침해를 부정한 사례

－ 간통죄 형사처벌86)

－ 경과실로 인한 실화자에 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 제

한87)

－ 국산 화의무상 제88)

－ 투경찰순경의 시 진압 임무 투입89)

－ 18세미만자의 노래연습장출입 지90)

－ 재심사유의 제한91)

－ 음주운 여부확인을 한 음주측정92)

－ 공무원의 정년제로 인한 조기퇴직93)

－ 토지거래허가제(계약자유의 원칙에 배치 안됨)94)

－ 동성동본 혼제95)

－ 고이상의 형의 집행유 결시 공무원의 임용결격 당연

퇴직96)

－ 약사의 한약조제권의 한시 인정97)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 의 결시 경찰공무원의 당연

퇴직98)

84) 헌재 1998. 8. 27. 96헌가22 등, 공보 29. 693, 699-700.

85) 헌재 1998. 10. 15. 98헌마168, 보 1998. 10. 28. 69, 73.

86) 헌재 1990. 9. 10. 89헌마82, 례집 2. 306.

87) 헌재 1995. 3. 23. 92헌가4 등, 례집 7-1. 289.

88) 헌재 1995. 7. 21. 94헌마125, 례집 7-1. 155.

89) 헌재 1995. 12. 28. 91헌마80, 례집 7-2. 851.

90) 헌재 1996. 2. 29. 94헌마13, 례집 8-1. 126.

91) 헌재 1996. 3. 28. 93헌바27, 례집 8-1. 179.

92) 헌재 1997. 3. 27. 96헌가11, 례집 9-1. 245.

93) 헌재 1997. 3. 27. 96헌바86, 례집 9-1. 325.

94) 헌재 1997. 6. 26. 92헌바5, 례집 9-1. 595, 605.

95) 헌재 1997. 7. 16. 95헌가6 등, 례집 9-2. 1.

96) 헌재 1997. 11. 27. 95헌바14 등, 례집 9-2. 575, 587.

97) 헌재 1997. 11. 27. 97헌바10, 례집 9-2. 651, 673.

98) 헌재 1998. 4. 30. 96헌마7, 례집 10-1. 465, 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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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소유권이 등기신청을 의무화하고 반시 과태료부과99)

Ⅳ. 맺 말－평가  망

1988년 9월 개소한 헌법재 소의 지난 10년간의 재 실무는 우리

헌법학의 고질 폐단이었던 ‘실무없는 이론의 한계’를 알게 모르게

드러내주는 반면교사의 역할을 하여 왔다. 이 에서 살펴 본 행복

추구권 련 례에서도 학설의 회의 ․부정 시각과는 계없이

헌법재 소는 처음부터 행복추구권을 실무화하는데 주 하지 않았

다. 학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조항과 헌법에 열거되지 아

니한 권리 조항 외에 별도로 행복추구권이 헌법 으로 수용된데

하여 당황감을 토로하는 상황에서 헌법재 소는 그 법리 가능성

을 진지하게 모색하여 ‘학설을 선도하는 례형성’에 성공하 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일부학설이 여 히 헌법재 소 례와 거리를 두

고 있기는 하지만 헌법재 소의 행복추구권 해석은 학설에도 결정

인 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 소의 행복추구권 례는 우리 헌법상의 기본권이해에도

기 인 단서를 제공하여 왔다. 우선 “이제 우리 국민은 자신이 스

스로 선택한 인생 ․사회 을 바탕으로 사회공동체안에서 각자의

생활을 자신의 책임하에서 스스로 결정하고 형성하는 성숙한 민주

시민으로 발 … 우리 헌법의 인간상인 자기결정권을 지닌 창의

이고 성숙한 개체로서의 국민”100)을 출발 으로 하여 이러한 국민에

게 행복추구권의 내용으로서 일반 인 (행동)자유권이 보장된다고

해석함으로써 국가와 국민의 기본 인 계를 분명히 하 다. 즉 개

인의 자유는 생래 인 것으로 원칙 으로 무제한한데 반하여 국가

99) 헌재 1998. 5. 28. 96헌바83, 례집 10-1. 624.

100) 헌재 1998. 5. 28. 96헌가5, 례집 10-1. 541, 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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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권력은 국가의 설립목 의 한도내에서만 허용되기 때문에 원칙

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자유법치국가 기본권 이 드러난다.

한 ‘행복추구’(와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자유와 권리’)라는

문언을 통하여 시사되고 있는 미국헌법문서의 통에로의 연결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라는 독일헌법문서의 통에로의 연결과

함께 우리 헌법이 자연법 통 에서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헌법재 소는 행복추구권이 포 성격의 자유

권임을 분명히 함으로써 기본권(특히 자유권․평등권)의 자연법

연원과 실정헌법상의 기본권(체계)의 개방성을 인정하 다. 어떤 행

동이든 본인의 의사에 따라 하고 싶은 행동은 그것이 헌법에 구체

으로 명기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국가안 보장․질서유지․공

공복리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얼마든지 할 수 있으며, 본인의 의사

에 따라 하고 싶지 않은 일은 국가안 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하여 불가피하여 사 에 법률로 정하여 놓은 외 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강제당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모든 자유로운 행동은 일

차 으로는 개별자유권에 의해 포섭되는지 여부가 문의되나 그에 포

섭되지 아니하더라도 보충 으로 일반 행동의 자유에 포섭됨으로

써 헌법 으로 공백없는 기본권 자유의 보장이 완성된다.

물론 헌법재 소가 그동안의 례 가운데 일부에서 논증의 부족을

드러내기도 하 지만, 지난 10년간의 재 성과를 돌아볼 때 앞으로도

헌법재 소를 통한 기본권법리의 발 을 기 해볼만 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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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리말

헌법은 제11조에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구든지 성

별․종교 는 사회 신분에 의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

화 생활의 모든 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평등권을 보장하고 있다. 自由權이 국가의 침해 행 에 의하여

개인의 자유 역이 제한되는 경우에 용되는 반면에, 平等權은 국

가의 침해 행 뿐이 아니라 수혜 는 부 행 에 있어서도

용되기 때문에, 기본권 에서 가장 넓은 용범 를 가진 기본

권이자 헌법재 에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심사기 이며, 한편

으로 평등권은 그 구조와 심사기 에 있어서 가장 불확실하고 아직

해명되지 않은 기본권이라고 볼 수 있다.1)

“법 앞”이라는 명시 인 헌법 표 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기본

권은 모든 국가권력을 기속하므로,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은 法適用

의 平等뿐이 아니라 法制定의 平等을 의미한다.2) 평등권을 법문에

따라(“법 앞에 평등”) 단지 법 용의 평등으로 이해한다면, 평등권

은 아무런 법이론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다. 法適用의 平等이란,

법원이나 행정청이 법 용 상자의 지 ․신분․권 등과 계없이

법규정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구에게나 용해야 한다는

지극히 당연한 법치국가 요청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

은 오늘날 이미 일반․추상성이란 법률의 개념 요소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평등권을 ‘법 용의 평등’만이 아니라 법률 스스로 평등원

1) Vgl. Jarass, Folgerung aus der neueren Rspr. des BVerfG für die Prüfung von Verstößen

gegen Art. 3 I GG, NJW 1997, S.2545; Gubelt, in: v. Münch, GG, Bd.I, 4. Aufl., Art. 3

Rn.4; Schoch, Der Gleichheitssatz, DVBl 1988, S.864; Rupp, in: BVerfG und GG II, 1976,

S.365

2). Vgl. Dürig, in: Maunz/Dürig, GG, Art. 3 Abs. 1, Rn.280 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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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에 부합해야 한다는 ‘法制定의 平等’으로 악한다면, 헌법상의

평등권이 입법자와 헌법재 소에 하여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있

는가 하는 어려운 문제를 제기하게 된다. 입법자가 제정하는 법률

이 평등원칙에 부합해야 한다면, 법률은 정의에 입각해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 해야 한다. 헌법은 제11조 제1항에서

‘성별․종교․사회 신분’을 언 함으로써 이러한 특징을 차별기

으로 삼아서는 안된다는 것을 명시 으로 표 할 뿐, 어떠한 인

집단이 는 어떠한 사실 계가 같기 때문에 법 으로 같게 취 해

야 할 것인가에 해서는 시사하는 바가 없다.

여기서 수많은 인 집단과 사실 계 에서 ‘무엇이 같은 것인

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비교의 상은 모든 에서 동일한 것

이 아니라 단지 일정한 에서만 동일할 뿐이며, 그외의 에

서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두개의 비교 상이 같다’고 하는 단은

서로 일치하는 요소를 本質的인 것으로, 그외의 서로 상이한 요소

를 非本質的인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두 비교 상간에 필연 으로

존재하는 상이함을 도외시한 결과이다. 그러나 ‘무엇이 본질 인가’

하는 문제는 비교의 을 선택함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서 논리

의 문제가 아니라 主觀的 評價와 判斷의 문제이다.3) 따라서 立法

가 ‘본질 으로 같다 는 다르다’고 단한 주 평가를 憲法裁

判所가 어느 정도로 심사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입법

자와 헌법재 소 모두 平等原則의 구속을 받을 뿐이 아니라 헌법상

의 權力分立秩序에도 구속을 받기 때문에, 평등원칙을 근거로 한

헌법재 소의 심사에 있어서 어디에 규범심사의 한계가 있으며 평

등심사의 기 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 핵심 문제이다.4)

3) Vgl. Alexy, Theorie der Grundrechte, 2. Aufl., 1984, S.364ff.; Hesse, Der Gleichheitssatz in

der neueren deutschen Verfassungsentwicklung, AöR 109(1984), S.177, Gubelt, 주 1, Rn. 17

4) Vgl. Hesse, Der allgemeine Gleichheitssatz in der neueren Rspr. des BVerfG zur

Rechtssetzungsgleichheit, in: FS für Peter Lerche, 1993, S.121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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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平等原則  構造  特性

1. 平等原則  構造

평등권이 용되기 해서는 두개의 사실 계의 差別的 待遇나

同一한 待遇와 같이 국가의 積極的인 行爲가 존재해야 한다. 평등

권 그 자체로부터는 국가의 행 의무를 이끌어 낼 수 없기 때문에,

국가의 積極的인 行爲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평등권은 용될 여지

가 없다.5) 일단 국가가 일정 내용의 극 인 활동을 해야만 비로

소, 국가의 모든 행 는 평등원칙을 수해야 하기 때문에, 國家의

事前的 行爲에서 비롯되는 평등권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6) 컨

평등원칙 그 자체는 立法 에게 헌법 으로 아무런 구체 인 입

법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7) 그러나 일단 입법자가 일정 내용의 입

법을 하면, 평등원칙은 본질 으로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

게 취 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입법자와의 계에서 ‘立法’이라는

事前行爲에서 유래하는 規範力을 가지고 있다.

自由權은 각각 그의 고유한 보호 역이 존재하고 그 기능에 있어

서 일차 으로 국가 방어권으로서 보호범 에 한 국가의 부

당한 침해를 배제한다. 그러나 平等原則은 특정한 생활 역, 인간의

행 나 법익을 국가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行爲指

5) 자유권의 경우, 그의 가장 요한 기능인 방어권 성격에 있어서는 국가의 극 인 침해행

가 있어야만 자유권이 비로소 용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자유권의 객 가치질서

측면으로부터 국가의 보호의무 는 행 의무가 존재할 수 있으며 국가가 보호의무를 해태한

다면 경우에 따라 자유권의 침해가 인정될 수 있다. 따라서 반드시 극 인 국가작용이 있

어야만 자유권이 침해되는 것은 아니다, 보호의무에 하여 자세한 것은 한수웅, 입법부작

에 한 헌법소원, 헌법학이론(이명구교수 화갑기념논문집), 1996, 710면 이하 참조

6) Vgl. Schoch, Der Gleichheitssatz, DVBl 1988, S.868; Sachs, Zur dogmatischen Struktur der

Gleichheitsrechte als Abwehrrechte, DÖV 1984, S.415; Gubelt, in: v. Münch, GG, Art.3 I,

Rn.10

7) 평등권과 헌법 입법의무에 하여 한수웅, 평등권과 입법부작 , 법조 1997/2, 13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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針으로서 정의에 부합하는 국가행 를 할 것을 요청한다.8) 平等權

에 있어서는 국가의 침해로부터 보호하려는 고유한 保護範圍가 존

재하지 않으며, 이로써 보호범 에 한 侵害 한 있을 수 없다.9)

평등권은 자유권과는 달리 보호범 를 형성하는 구체 생활 역과

의 연 성이 없기 때문에, 평등원칙의 내용은 보다 형식 이고 빈

약하다.

평등권은 자유권과는 달리 국가작용 그 자체를 禁止하는 것이 아

니라, 국가작용이 평등원칙에 합치하는 한 모든 국가작용을 許容한

다. 즉 국가가 혜택을 부여한다면 구에게나 平等한 惠澤을, 부담

을 부과한다면 구에게나 平等한 負擔을 부과할 것을 평등권은 요

구할 뿐, 국가의 부담으로부터의 해방 는 침해의 배제나 국가로

부터 일정 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다.10)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이 평등원칙에 합치한다고 하여

곧 합헌 인 법률이 아니라, 자유권을 침해할 가능성은 언제나 있

는 것이다. 컨 국민 모두에게 ‘均等하게’ ‘過度한’ 조세부담을 부

과하는 세법규정의 경우, 재산권침해의 가능성을 별론으로 하고, 부

담이 평등하게 부과된 이상, 평등권의 에서는 헌법 으로 하자

가 없다. 한, 국민은 평등권을 근거로 하여 일정 부를 국가로부

터 요구할 수는 없고, 단지 국가가 이미 일정 인 집단에게 혜택

이나 부를 제공한 경우에 한하여 평등권의 반을 주장하여 給付

에의 參 를 요구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평등권은 負擔이나 惠

澤․機 를 分配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요한 의미를 가진다.

평등권이 용되는 主要領域으로는 특히 부행정의 역( 부의

균등한 분배), 교육 역(교육기회의 균등), 세법의 역(조세평등주

의), 노동법의 역(근로조건이나 취업기회에 있어서의 남녀평등)

등을 들 수 있다.

8) BVerfGE 3, 58, 135

9) 이에 하여 자세하게 아래 VI. 3. ‘평등권과 헌법 제37조 제2항’ 참조

10) Vgl. Sachs, 주 6, S.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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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권은 국가로부터 不作爲 그 자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단

지 差別的 國家行爲의 不作爲를 요구하는 主觀的 公權이다. 물론

평등권을 ‘부당한 차별의 부작 ’를 요구하는 國家的 防禦權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부당한 침해나 부담의 부과에 한 방어권이 아

니라 불평등한 우 그 자체에 한 방어권으로서, 부담의 평등 아

니면 혜택의 평등이 문제되는가 하는 상황에 따라 防禦權의 內容이

달라진다.11) 따라서 평등권은 단지 동일한 것의 동일한 취 이라는

법 형성을 입법자로부터 요구하는, 즉 입법자에게 평등원칙에

배되는 입법을 평등원칙에 합치하는 입법으로 체하여 것을 요

구하는 相 的이며 形式的인 權利이다.

자유권의 국가 방어권으로서 국가의 부작 를 요구하는 消極

的 성격과 평등권의 차별 지기능으로서의 相 的 성격의 근본 인

차이는 決定類型에 있어서도 나타난다. 自由權的 基本權이 침해된

경우에는 헌법재 소가 헌결정을 통하여 헌 법률을 제거하

고, 이로써 헌 법률에 의한 자유권에 한 침해를 제거함으로

써, 다시 합헌 상태를 자동으로 회복할 수 있다. 그러나 平等權違

反의 경우에는 합헌 상태가 여러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실 될 수

있기 때문에, 헌법재 소의 헌결정을 통하여 헌 법률을 단순

히 제거함으로써는 합헌 상태가 궁극 으로 회복될 수 없다. 따

라서 법규정이 평등권에 반되는 경우, 평등원칙에 합치하는 상태

로 환해야 할 立法改善義務를 입법자에게 부과하는 憲法不合致決

定이 내려지게 된다.12)

2. 平等權과 自己關聯性

11) Vgl. Schoch, 주 6, S.867; Sachs, 주 6, S.414

12) 평등권에 반된 법률에 한 결정유형으로서의 불합치결정에 하여 자세하게, 한수웅, 헌

법불합치결정의 소 효력, 례월보 1997/10, 10면 이하; 헌법불합치결정의 헌법 근거와 효

력, 헌법논총 제6집, 486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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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 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 은 공권력의

행사 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

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가 혜택을 부여한다면 구에게나 平等한

惠澤을, 부담을 부과한다면 구에게나 平等한 負擔을 부과할 것을

평등권은 요구하므로, 청구인은 惠澤規定의 경우 국가가 다른 집단

에게 부여한 혜택으로부터 자신이 속한 집단을 평등원칙에 배되

게 배제하 다는 주장으로, 侵害規定의 경우 국가가 부담을 부과하

면서 자신이 속한 집단에게만 불평등하게 부담을 부과하 거나 아

니면 불평등하게 과도한 부담을 부과하 다는 주장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하게 된다. 자기 련성은 재․직 련성과 함께 일반 인

권리보호이익이 구체화된 형태이므로, 청구인의 헌법소원이 인용되

는 경우 청구인의 법 지 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는가 하는 權利

保護利益의 有無는 자기 련성을 단하는 요한 기 이 된다. 헌

법재 소가 심 상의 평등권 반을 확인한다면, 그 결과로 침해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부과된 불평등한 負擔이 除去될 가능성

이 있거나 혜택규정에 의하여 배제된 惠澤에 參 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비로소 청구인의 自己關聯性은 인정될 수 있다.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부담을 부과하는 소 侵害的 法律에

있어서는 법률의 수규자가 당사자로서 자신의 기본권침해를 주장하

게 되지만, 반 로 법률의 성격이 受惠的인 경우에는 수혜범 에서

제외된 청구인은 형식 으로는 혜택규정의 수규자가 아닌 제3자이

지만 실질 으로는 혜택부여규정에 의한 자신의 평등권 침해를 주

장할 수 있는 당사자에 해당한다. 즉 평등권 반을 이유로 제기되

는 법률소원에 있어서는 법률의 직 인 수규자(수혜자)가 아니라

법률의 수규자범 에서 배제되는 자가 자신의 기본권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 실체 당사자의 범 에 속한다.13) 그러므로 평등권의 침

13) 1980년 정화계획에 의하여 강제해직된 정부산하기 의 임직원을 보상 상자에서 제외한

‘1980년 해직공무원의 보상 등에 한 특별조치법’에 한 헌법소원(헌재 1993. 5. 13. 92헌가

10등, 례집 5-1, 253, 265, 270, 273)에서 다수의견은 특조법이 당해소송사건에 용할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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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에 있어서 자기 련성을 결정하는 기 은 법률이 규정하는 용

상의 범 가 아니라, 헌법재 소가 청구인의 주장을 인용하는 경

우에 청구인에게 유리한 법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다. 헌법재 소가 법률에 하여, “청구인을 법률의 수혜 상에 포

함시키지 않은 것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확인하는 불합

치결정을 내린다면, 청구인은 입법개선을 통하여 심 상규정이

부여하는 혜택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고, 따라서 청구인의

법 지 의 향상을 기 할 수 있다.

그러나 두 개의 사실 계가 서로 비교의 상을 이루는 것만으로

는 수혜범 에서 제외된 모든 자의 자기 련성을 인정할 수 없고,

이 경우 헌법재 소가 심 상규범의 헌성을 확인한다면 청구인

의 法的 地位의 向上을 가져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는가 하는

것이 일차 이고 요한 기 이 된다. 청구인이 혜택부여규정에서

그가 부당하게 배제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청구인이 서로 비교

상을 이루는 2 개의 사실 계를 서술하고 거기서 불평등을 이끌어

낸다고 하여 이미 자기 련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설사 입법

자가 달리 규율한 사실 계들이 본질 으로 유사하고, 그 의 하

나의 사실 계에 청구인을 귀속시킬 수 있다 하더라도, 헌법소원이

인용되는 경우에 지 까지 당해법률에 의하여 혜택을 받은 집단의

혜택이 단지 제거되는 것 뿐이 아니라 자신의 法的 地位의 向上을

에 해당한다고 하여 재 의 제성을 인정하 고, 본안에서 평등원칙의 반을 확인하 다.

그러나 소수의견은, “특조법의 용 상은 어디까지나 해직공무원이고 따라서 이 법률은 청

구인이 속하는 정부산하 임직원과는 무 한 법률이며 당해소송사건에 용할 법률이 아니므

로, 재 의 제성이 없기 때문에 본안에 들어갈 필요도 없이 각하하여야 한다”고 하 는데,

혜택의 상에서 자의 으로 배제된 집단은 평등원칙의 반을 주장하는 것 외에는 달리 자

신을 법률의 규율 상에 포함시켜 달라고 주장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입법자가 일정 사항

을 규율함에 있어서 혜택을 받는 상의 경계설정을 잘못하여 그 결과로 일정 집단이 수혜

상에서 제외된 경우가 바로 평등원칙의 형 인 용례인 것이다(이에 하여 자세하게

한수웅, 평등권과 입법부작 , 법조 1997/2, 17면 이하 참조). 결정은 헌법재 소법 제68

조 제2항의 소 헌제청성 헌법소원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裁判의 前提性이 문제되고 있

으나, 결국 문제의 실체는 청구인이 정상 인 헌법소원 차에서 평등권의 침해를 주장한 경

우에 있어서의 自己關聯性의 有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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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져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해야 한다.14) 따라서 청구인이 평등

권 반을 주장하더라도 법규정이 부여하는 혜택이 자신에게도 확

되지 않으리라는 것이 확실하고, 따라서 청구의 취지나 인용결정의

결과가 受惠 象範圍의 擴大가 아니라 재의 수혜자에게 부여되는

惠澤을 剝奪하려는 것에 있다면, 權利保護利益, 즉 自己關聯性이 인

정될 수 없다.15) 컨 회사원이 공무원의 겨울철 5시 퇴근규정을

문제삼는다면, 남성직장인이 여성에게만 산후휴가를 부여하는 규정

이 평등권에 반된다고 주장한다면, 국회의원의 그 의원직 수행으

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의 보상에 한 세법상의 면세규정에 하

여 ‘일반국민인 자신은 평등원칙에 반하여 그러한 혜택에서 제외되

었다’는 주장을 한다면,16) 이러한 경우 모두 법률이 헌인 경우 타

인에게 부여되는 惠澤만이 除去될 뿐 청구인에게 有利하게 법규정

이 改善되거나 그의 법 義務가 減 할 가능성은 없으므로,

헌법소원의 자기 련성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그러나 비교집단이 일정 생활 역에서 서로 競爭關係에 있기 때

문에, 일정 집단에게 특정 행 를 허용하는 등 惠澤을 부여하는 법

규정이 동시에 다른 집단에게는 侵害的 規範을 의미한다면, 즉 법

률의 내용이 한 집단에게는 利益을, 다른 집단에게는 不利益을 의

미하는 複效的 性格을 지닌다면, 일정 집단에 한 혜택규정에 의

14) 1993. 12. 23. 89헌마189, 례집 5-2, 639, 648, 헌법재 소는 소수의견에서 “심 상에

한 헌선언을 통하여 청구인의 권리 는 법 지 에 유리한 변동을 가져 올 수 있는 경

우라야 자기 련성이 인정된다”고 하 다.

15) 헌법재 소도 이러한 의미에서 “평등의 원칙은 개인의 기본권신장의 상향 실 을 보편화

하기 한 것이지 불평등(차별)의 제거만을 목 으로 한 나머지 하향 균등까지 수용한 것

은 아니다”고 시하 다고 본다(헌재 1990. 6. 25. 89헌마107, 례집 2, 178, 196).

16) 평등권의 침해를 이유로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자기 련성을 부인한 독일의 례를 살펴보

면, 연방의회의원의 그 의원직 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의 보상과 그에 한 세법상

의 혜택(면세)을 규정하는 법규정에 하여 평등원칙에 반하여 일반국민인 자신은 그러한

혜택에서 제외되었다는 주장으로 제기한 헌법소원(BVerfGE 49, 8 f.)에서, “의원의 세법상의

혜택을 규정하는 의원법은 단지 연방의회의원의 비용보상만을 규율하고 있을 뿐, 이 법률은

청구인의 납세의무의 변경과는 아무런 연 계가 없다. 청구인은 심 상이 된 법규정에

의하여 규율되는 사실 계, 즉 의원의 지 와 아무런 계가 없기 때문에, 설사 심 상규

범이 무효로 선언된다고 하여도, 청구인에게 유리하게 세법이 변경되거나 그의 법 의무가

감소되리라는 것은 기 할 수 없다.”고 시하여 이 법규정의 청구인과의 법 련성

을 부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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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불이익을 입는 집단에 속한 청구인에게는 자기 련성이 인정

된다.

공무원임용시험에 있어서 남성에게만 軍服務를 이유로 加算點을

부여하는 규정에 하여 여성응시자가 평등권의 반을 주장하는

경우를 하나의 로 들 수 있는데, 이 규정은 군복무를 마친 남성

응시자에게만 加算點을 부여함으로써, 남성응시자에게는 시험에서

의 이익을, 여성응시자에게는 경쟁에서의 불이익을 주고 있다. 이

규정이 헌으로 선언된다면,17) 청구인의 경쟁자인 남성응시자에

한 法的 惠澤(가산 )이 剝奪될뿐 청구인이 법 혜택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경우의 헌선언은

타인에게 부여된 혜택을 제거할 뿐만이 아니라 동시에 競爭關係에

서의 청구인의 不利益이 除去되므로, 결과 으로 청구인 자신의 法

的 地位의 向上을 가져오게 된다.

Ⅲ. 平等權에 한 獨逸 聯邦憲法裁判所 判例  傾

向18)

평등권이 용되기 해서는 두 개 이상의 사실 계나 인 집단

을 서로 비교해야 하는데, 헌법상의 평등권은 어떠한 것이 같기 때

문에 입법자가 같이 취 해야 하는지를 단할 比 의 觀點을

제공하지 않는다. 따라서 입법자도 평등권에 기속된다는 사고는 입

법자가 평등원칙을 수하 는가에 한 헌법재 소의 심사에 있어

17) 이 규정이 헌으로 확인된다면 헌법재 소는 합헌성을 다시 회복하기 하여 문제의 규정을

제거하는 것외에는 헌법 으로 달리 다른 방법이 없으므로, 이 경우 법규정을 무효로 선언하

게 된다. 즉 헌법재 소는 평등원칙에 배되는 규범에 있어서 원칙 으로 불합치결정을 하

면서도, 헌법이 스스로 헌 상태를 일정한 방향으로 제거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입법

자에게 달리 형성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외 으로 무효선언을 한다, 이에 하여 자세한

것은 한수웅, 헌법불합치결정의 헌법 근거와 효력, 헌법논총 제6집, 486면 이하 참조

18) 개 으로 소개한 것으로 vgl. Herzog, in: Maunz/Dürig, GG, Art. 3 Anh.; Schoch, DVBl

1988, S.875 f.; Hesse, AöR 109(1984), S.186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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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헌법재 소가 권력분립원칙을 고려하여 입법자에게 부여된 헌법

권한 기능을 존 하면서도 어느 정도로 법률의 평등권 반을

확인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제시한다.

1. 恣意禁止原則

가. 恣意禁止原則  理論的 背景

자의 지원칙은 평등권에 한 첫번째 결정부터 연방헌법재 소

의 례의 방향을 결정하 고, 1980년 반에 이르기까지 平等審査

의 基準이 되었다. 연방헌법재 소는 ‘南西國 決定’19)에서 “법률

차별이나 평등 우에 하여 사물의 본성으로부터 나오는 合理的인

根據나 아니면 그밖의 客觀的으로 明白한 根據가 발견되지 않는 경

우, 요컨 법규정이 恣意的인 것으로 단되는 경우에 평등원칙에

반된다.”고 시함으로써 평등원칙을 자의 지원칙으로 해석하

다. 그 이후의 결정에서 헌법재 소는 “법 차별은 規律目的의 觀

點에서 보아 恣意的이어서는 아니되고 합리 인 고려에 기인해야

한다”20)거나 “법 차별은 사물의 본성으로부터 나오는 합리 인

이유에 의하여 정당화되어야 한다”21)는 등의 여러 표 을 사용함으

로써, 자의 지원칙의 핵심 내용에 약간의 변형을 가하거나 표

을 달리했을뿐, 이 원칙을 계속 고수하 다.

Leibholz는 바이마르 공화국 때에 ‘입법자도 평등권의 구속을 받

는다’는 미국과 스 스의 례를 받아들여 평등권의 내용으로서 자

의 지원칙을 발 시켰는데, 그가 제2부 재 으로 활동한 기의

연방헌법재 소가 그의 이론을 그 로 수용하 다. Leibholz에 의하

면,22) ‘법 앞에서의 평등’이란 ‘올바른 법에 한 요청’으로서, 올바

19) Vgl. BVerfGE 1, 14, 52

20) BVerfGE 3, 162, 183

21) BVerfGE 13, 181,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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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법은 正義의 개념을 제로 하기 때문에 같게 는 다르게 취

하는 것이 정의로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正義란 내용

으로 규정될 수 없으며, 正義의 槪念은 다른 도덕 가치와 마찬

가지로 인간의 생활 계와의 연 성으로 말미암아 불변의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인간공동체와 함께 끊임없이 변화한다. Leibholz는

正義의 이러한 相 性때문에 정의을 근거로 한 가치 단은

불가능하지만, 정의에 한 인식은 共同體의 法意識에서 나타난다

고 보았다. 물론 법공동체에서도 일원 이고 통일 인 법의식이 존

재하지 않으므로, ‘무엇이 정의에 부합하는가’ 하는 극 인 단

은 불가능하지만, 그러나 ‘무엇이 正義에 反하는가’ 하는 것은 거의

확실하게 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 다. 따라서 ‘正義가 무엇인가’

하는 것은 인간공동체에서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는 正義를

극단 이고 으로 否定하는 개념인 ‘恣意’의 槪念을 설정하여

이 反 槪念을 통하여 평등권에서의 단기 , 즉 입법자를 기속할

수 있는 기 을 제시하려고 시도하 다. 다시 말하자면, 일반 인

정의는 평등권의 심사에 있어서 평가의 기 을 積極的으로 제시할

수는 없지만 지극히 부 한 을 배제하는 消極的인 機能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의가 무엇인가, 법률이 정의에 부합하는가’ 하

는 단은 공동체의 구성원 모두가 약간씩 그 단을 달리 할 수

있지만, 正義를 絶 的으로 否定하는 限의 基準을 설정하여 입

법자에게 법공동체 구나가 납득하고 동의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요

구를 한다면, 법률이 정의에 반하는가 하는 것은 그 악이 가능하

다는 것이다.

결국 비교나 평가의 아무런 기 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소 平等

權의 內容的 開放性으로 인하여, 평등권을 기 으로 단될 수 있

는 것은 최소한의 내용인 ‘恣意의 否’라는 것이다. 결론 으로,

22) Leibholz, Die Gleichheit vor dem Gesetz, 2. Aufl. 1959, S.57 ff.; Hesse, 주 3, S.176 f.;

Sachs, Die Maßstäbe des allgemeinen Gleichheitssatzes - Willkürverbot und sogenannte

neue Formel, JuS 1997, S.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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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ibholz는 두 사실 계를 같게 는 달리 취 한 입법자의 평가가

‘恣意的’이어서는 안된다는 것에서 평등의 심사기 을 찾았다.

따라서 이러한 이론 배경을 이해한다면, 평등심사의 기 으로서

의 자의 지원칙이 무엇을 요구하는가는 자명해 진다. 법률에 의한

差別에 있어서 어떠한 合理的인 理由도 찾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규정을 恣意로 볼 수 밖에 없는 경우, 즉 差別의 不合理性이 明白한

(쉽게 인식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평등원칙에 한 반은 확인

될 수 있다.23) 여기서의 ‘恣意’란, 입법자에 의하여 의도 으로 불합

리하게 행해진 차별이라는 의미의 主觀的 恣意가 아니라, 차별을 통

하여 규율하려는 사실상황과의 계에 있어서 差別의 明白한 不合

理性, 즉 客觀的 恣意를 말한다.24) 그러므로 자의 지원칙에 의하면,

차별을 정당화하는 합리 인 이유를 더 이상 인식할 수 없기 때문

에 입법자의 결정을 용인하는 것이 일반 인 正義感情에 반하다고

단되는 경우에 비로소, 헌법재 소는 입법자의 단에 이의를 제

기하게 된다. 따라서 헌법재 소는 입법자의 결정이 가장 合目的的

이고 理想的인 해결방법인가 하는 것은 단하지 아니하고, 단지

終的인 憲法的 限界의 수만을 심사하게 된다.25) 결국 자의 지원

칙에 의하면 입법자에게 廣範圍한 形成의 自由가 인정된다.26)

나. ‘恣意’ 槪念  機能

첫째, 正義의 개념을 정의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한 법공동체의

통일 인 법의식이 확인될 수 없다는 에 비추어, ‘恣意’의 개념은

정의를 실 해야 하는 國家權力에 한 限의 要求로서 평등원

칙의 반에 한 단에 있어서 구나 납득할 수 있는 明確한 基

23) BVerfGE 37, 121, 129

24) BVerfGE 2, 266, 281

25) BVerfGE 3, 58, 135 f.

26) Vgl. Jarass, 주 1, S.2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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準을 제시하게 된다.27)

둘째, 恣意의 개념은 ‘무엇이 같은 것인가’에 한 立法 의 評價

를 헌법재 소가 權力分立秩序의 觀點에서 합헌 인 것으로 인정해

야 하는 明確한 限界를 설정한다. ‘비교되는 두 사실 계가 같은 것

인가’에 하여 유일하게 타당한 기 을 제시해 주지 못하는 평등

원칙의 內容的 開放性은 權力分立의 觀點과 結合하여 명백하게 정

의에 반하는 것의 지로 축소되었다. 이로써 자의 지원칙을 기

으로 한 심사는 헌법재 소에 의한 심사의 자제를 가져오게 되므

로, 자의 지원칙은 司法的 自制의 요한 표 이다.

셋째, 연방헌법재 소는 ‘恣意’의 개념을 통하여 평등원칙으로부

터 ‘法適用의 平等’과 ‘法律內容의 平等’뿐이 아니라 그를 넘어서 ‘恣

意的인 法適用의 禁止原則’을 도출하 다. 연방헌법재 소는 법원에

의한 “법 용이나 법원 차가 합리 인 평가에 의하여 더 이상 수

될 수 없고 이로써 비합리 인 고려에 기인한다는 결론을 도 히

피할 수 없다면, 法院의 決定은 평등원칙에 반된다.”고 시함으

로써,28) 법원의 결정이 사실 계의 비교를 통하여 내려지는 결정,

즉 차별 우에 한 단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법원결정의 헌성

을 심사함에 있어서 법원결정이 한 흠결을 지닌 경우 평등원칙

에 반된다고 하 다. 이로써 構造的으로 항상 比 를 前提로 하

는 平等原則의 원래의 용범 를 넘어서 사실 계의 비교와 아무

런 계가 없는 경우도 정의의 요청에 반하는 것으로 악되었다.

자의 지원칙으로 이해된 평등원칙은 명백히 잘못된 법원결정의 취

소를 가능하게 하는 원칙으로 변형되었고, 이로써 ‘자의 지원칙’은

그의 모체인 평등원칙으로부터 分離되어 獨自的인 基準으로 형성되

었다. 그러나 자의 지원칙이 법률에 한 헌법재 소의 심사기

으로 기능하기 하여 평등원칙으로부터 생되었다는 것을 감안한

27) 평등권을 자의 지원칙으로 해석한 것에 하여 입법자에 한 지나친 제한이라는 비 이

있었다, vgl. Fortsthoff, Der Staat der Industriegesellschaft, 2. Aufl., 1971, S.136

28) BVerfGE 4, 1, 7; 42, 63, 73 f.; 59, 98,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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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 恣意禁止原則의 解釋에 한 限界는 그 모체인 平等原則으로

부터 나오며, 법치국가 으로 수인할 수 없는 모든 것이 헌법 으

로 평등원칙의 반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설득력있는 비 이 제

기되었다.29) 평등원칙은 항상 두 개의 사실 계를 서로 비교하는

것을 제로 하기 때문에, 자의 지원칙에 의한 심사에 있어서 합

리 인 이유의 결여로 인하여 자의 이라는 결론에 이르기 해서

는 평등원칙과 마찬가지로 事實關係를 서로 比 하는 경우에 제한

되어야 한다는 견해이다.

다. 恣意禁止原則에 한 批判30)

자의 지원칙에 의한 평등권 반의 심사가 입법자에게 범 한

형성의 자유를 부여하고, 일반 으로 차별을 정당화하는 이유는 항

상 발견될 수 있기 때문에, 결과 으로 자의 지원칙에 의한 심사

는 심사기 이 모호하고 평등권이 용되는 역에서의 헌법재 소

의 지나친 사법 자제를 가져온다는 비 이 제기되었다.31) 한

자의 지원칙은 ‘합리 인 이유’의 존부만을 기 으로 삼음으로써

規律 象의 領域에 따라 審査의 密度가 달라질 수 있다는 에서

도 문제가 제기되었다.

규율 상의 역에 따라 헌법재 소가 용하는 평등심사의 기

, 즉 심사 도가 다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미 美國의 聯邦大

法院의 判例32)가 보여 다. 미국의 연방 법원은 차별 우를 평등

권을 기 으로 심사함에 있어서 ‘의심스러운’ 차별(인종, 국 , 기본

29) Vgl. 연방헌법재 소의 재 이었던 Geiger의 소수의견, BVerfGE 42, 64, 79 f.; Stein,

AKGG, Art.3, Rn.29 ff.; Gusy, Der Gleichheitsschutz des Grundgesetzes, JuS 1982, S.34 f.

30) Richter/Schuppert, Casebook Verfassungrecht, 2. Aufl., Art. 3 S.104 ff.; Huster, Rechte

und Ziele, 1993, S.58ff.

31) Vgl. 연방헌법재 소의 재 Brünneck의 소수의견, BVerfGE 36, 237, 247

32) Vgl. Brugger, Grundrechte und Verfassungsgerichtsbarkeit in den Vereinigten Staaten

von Amerika, 1987, S.144ff.; ders., Einführung in das öffentliche Recht der USA, 1993,

S.112ff., 128ff.; Schuppert, Self-restraints der Rspr., DVBl 1988, S.1191ff.; Hesse, 주 3,

S.194; 황도수, 법규범으로서의 평등의 사 개, 헌법논총 제7집, 196면 이하; 안경환, 평등

권－미국헌법을 심으로, 헌법재 연구 제6권, 45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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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 침해), ‘거의 의심스러운’ 차별(성별, 사생아), ‘의심스럽지

않은’ 차별(경제, 사회분야의 입법)으로 분류하여, 일정 인종집단의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은 평등권의 에서 헌의 의심이 있는데,

물론 이 규정이 곧 헌이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연방 법원

은 그러한 평등권의 제한에 해서는 엄격한 기 33)을 용하여 심

사하는 한편, 경제, 사회 역에서의 입법에 해서는 합리 인 이유

에 의하여 차별이 정당화될 수있는가 하는 단순한 합리성의 심사

(명백성의 심사)에 그치는 방법으로 심사기 을 달리하고 있다. 엄

격한 심사기 의 용하는 경우 부분 법규정의 헌성 단을, 합

리성기 을 용하는 경우 부분 법규정의 합헌성 단을 결과로

가져오기 때문에, ‘의심스러운’ 등 의 기 이 실질 으로 어떠한

의미를 갖는가가 분명해진다.34)

독일의 연방헌법재 소도 일 기 規律領域의 特性과 基本權侵害

의 效果에 따라 심사기 을 달리한다는 원칙을 자유권의 역에서

수립하 다.35) 이에 의하면, 侵害的 法律에 해서는 受惠的 法律에

비하여 보다 엄격한 기 이 용된다.36) 헌법재 소는 침해된 法益

의 意味, 즉 基本權侵害의 效果에 따라 심사의 도를 달리하는데,

개인 자유의 핵심 역에 한 공권력의 침해는 더욱 한 공익

에 의하여 정당화되어야 하는 반면, 침해된 자유 역이 사회 기

능 사회 연 성을 가질수록 입법자는 폭넓은 규율권한을 갖는

다. 즉 침해된 법익이 個人聯關性을 가질수록 더욱 보호되어야 하

며, 社 聯關性을 가질수록 입법자에 의한 범 한 규율을 받을

수 있다.37)

33) 이 경우 입법자는 차별 우는 긴 한 입법목 을 실 하는데 기여하고 불가피한 것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34) Vgl. Brugger, 주 32, 1987, S.43, 59f.; 한수웅, 헌법재 의 한계 심사기 , 헌법논총 제8

집, 227면 이하

35) 독일의 연방헌법재 소는 수권법률의 명확성에 한 요구는 문제되는 규율 상의 특성과 규

율효과(기본권침해의 효과)의 정도에 따라 다르다고 시함으로써 이 두 가지 이 수권

법률을 포함한 모든 법률의 헌성심사의 기 을 결정하는 기본 이고 공통 인 임을

밝혔다(BVerfGE 58, 257, 277).

36) Vgl. BVerfGE 49, 280, 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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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비록 아무런 평가의 기 을 제시하지 않는 평등원칙의 價

値開放性을 고려하더라도, 평등원칙을 단지 자의 지원칙으로 이해

하는 것은 헌법 기본권의 과도한 축소가 아닌가,38) 평등원칙의

해석과 용에 있어서 헌법재 소의 自制가 모든 에서 정당화

될 수 있는가 아니면 스스로에게 부과한 사법 자제가 무 과도

한 것은 아닌가,39) 왜 평등권에 있어서는 헌법재 소의 심사기 이

자유권의 경우보다 무제한 으로 완화되어야 하는가40) 하는 의문이

제기되었다.

2. 聯邦憲法裁判所  判例  變化

가.  ‘새 운 公式’

1980 이후 연방헌법재 소의 례에서는, 恣意禁止原則을 내용

으로 보다 명확한 기 에 의하여 補完 는 代替하려는 경향을

엿볼 수 있다.

연방헌법재 소의 제1 재 부는 1980년 소송법상의 의무(소송

진의 에서 공격방어방법의 신속한 제출의무)를 해태한 소송당

사자에 하여 어떠한 상황에서 그 의무를 해태했는가에 따라 서로

다르게 失機한 공격방어방법에 한 각하규정을 두고 있는 독일 민

사소송법 제528조의 규정에 한 헌제청 헌법소원사건41)에서,

평등권 반심사에 있어서도 용례에 따라 상이한 기 이 고려될

수 있다는 것을 본안 단의 서두에서 처음으로 밝혔다.

이 결정에서 연방헌법재 소는 법률이 의도하는 차별이 인 집단

에 따른 차별(人的 差別)인가 아니면 인간의 생활 계나 행 에 따

른 차별(事 的 差別)인가로 구분하여, “일정 人的 集團이 다른 人

37) Vgl. BVerfGE 50, 290, 332 ff.

38) Vgl. Sachs, JuS 1997, S.125

39) Vgl. 연방헌법재 소의 재 Brünneck의 소수의견, BVerfGE 36, 237, 247

40) Vgl. Alexy, 주 3, S.375 f.; Schoch, DVBl 1988, S.877

41) BVerfGE 55, 72, 88 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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的 集團에 하여 달리 취 되는 경우에 특히 평등권이 침해될 여

지가 많다.”고 제하면서, 그에 반해 개인의 生活關係나 行爲를 규

율 역에 따라 달리 취 하는 경우를 소 事 的 差別로 보았다.

헌법재 소는 인 차별․사항 차별로 구분하여 각 相異한 基準

을 제시하고 있는데, “人的 差別의 경우에는 두 인 집단사이의 차

별 우를 정당화할 만한 정도로 성질과 비 에 있어서 차이가 없음

에도 불구하고 달리 취 한다면 평등권에 반된다”(소 ‘새로운

공식’)고 하면서, 事 的 差別의 경우에는 단순히 恣意禁止原則이

용되므로 차별의 불합리성이 명백한 경우에만 평등권의 반을

확인할 수 있다고 시하 다.

이 사건에서는 소송법상 의무의 해태로 인하여 발생하는 상이한

배제 효력이 청구인의 주장의 시 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러한

에서 인 차별이 아니라 同一한 人間의 소송상의 행 를 달리

취 한다고 단하여 소 ‘事 的 差別’로 분류되었고, 이에 따라

자의 지원칙을 기 으로 심사하여 법규정의 차별이 명백히 비합리

이지 않다는 이유로 심 청구를 기각하 다. 이 결정에서 연방헌

법재 소는 그 이 에 선고한 결정의 사실 계42)를 事 的 差別을

설명하기 한 例로 들었는데, 보호자를 동반하는 경우에만 22시

이후 16세 이상의 청소년의 디스코텍 출입을 허용하는 청소년보호

법 규정의 평등권 반여부가 문제된 이 결정에서, 헌법재 소는

규정이 16세 이상의 청소년 모두에게 해당되므로 人的 差別이 아니

고, 규정이 16세 이상의 청소년에 하여 음식 과 디스코텍의

출입을 서로 다르게 규율하고 있는 것은 동일한 청소년의 생활 계

를 규율 역에 따라 달리 취 하는 것이므로 事 的 差別이라고

시하 다.

42) Vgl. BVerfGE 52, 277, 282 연방헌법재 소는 이 결정에서 자의 지원칙을 용하여, ‘심

상규정이 청소년에게 디스코텍의 출입을 지한 이유는 춤 자체의 有害性이 아니라 늦은

시간 의 디스코텍 분 기의 청소년 有害性때문인데, 입법자의 이러한 결정이 명백히 잘못

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하여 이 규정의 합헌성을 인정하 다. 물론, 이 결정은 ‘새로운 공식’

에 한 결정 이 에 선고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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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헌법재 소가 人的 差別과 事 的 差別로 구분하여 인 집

단이 서로 다르게 취 되는 경우에 엄격한 심사가 요청된다고 한

것은 무엇보다도 평등권을 규정한 기본법 제3조 제1항의 法文과 그

의미에 충실한 해석이라 할 수 있다. “모든 인간은 법 앞에서 평둥

하다”는 원칙은 일차 으로 인간사이의 차별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

이므로, 事務職 勤勞 와 生産職 勤勞 의 차별,43) 旣婚 와 離婚

와의 차별,44) 25세 이상과 25세 미만의 성 환수술자의 차별45) 등

과 같이, 인 집단을 서로 달리 취 하는 경우, 특히 나이, 혼인여

부, 성별 등 당해 인 집단의 특징 인 징표인 인 련 특징을

차별기 으로 사용하여 차별하는 경우에는, 입법자는 평등권에 의

하여 보다 강한 구속을 받는다는 것이다.

연방헌법재 소는 에서 언 한 1980년의 결정(BVerfGE 55, 72)

에서 두개의 인 집단의 차별에 있어서 ‘差別待遇를 정당화할 정

도로 두 집단 사이에 性質과 比重에 있어서 差異가 존재하는가’를

기 으로 제시하 는데, 이 기 에 따르면 차별 우가 정당화되기

해서는 자의 지원칙의 경우와 같이 법 차별을 정당화할 수 있

는 ‘어떠한 합리 인 이유’의 존재가 아니라, ‘두 인 집단사이의

差異의 性質과 比重이 차별 우과 정한 계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하므로, 이 기 은 평등심사에 ‘비례원칙’의 을 도입

43) Vgl. BVerfGE 82, 126, 생산직 근로자의 해고기간을 사무직 근로자의 해고기간보다 短期로

규정하는 民法規定의 헌여부가 문제된 이 결정에서, 연반헌법재 소는 생산직 근로자와

사무직 근로자의 차별을 人的 差別로 보았고, 두 인 집단 사이의 差異가 해고기간에 있어

서의 차별을 정당화할 수 있는가를 엄격한 기 을 용하여 심사하 는데, 차별을 정당화하

는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하 기 때문에 평등원칙의 반을 확인하 다.

44) Vgl. BVerfGE 91, 389, 배우자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다는 에서는 長期 別居中인 旣婚 나

離婚 의 경제 상황이 동일한데도, 長期 別居中인 기혼자를 이혼자와는 달리 직업교육보

조 의 지 에 있어서 배우자의 수입을 고려함으로써 보조 지 에 있어서 차별하는 규정이

평등권에 반되는가가 문제된 결정에서 연방헌법재 소는 두 집단사이의 人的 差別을

인정하 고 ‘새로운 공식’을 용하여 차별을 정당화하는 이유를 부정하 다.

45) Vgl. BVerfGE 60, 123, 연방헌법재 소는 성 환수술을 한 를 25세 이상의 와 25세 미

만의 를 차별하여 25세 이상의 에게만 호 상의 姓名變更을 허용하는 규정이 평등권에

반되는가를 심사한 결정에서 이를 人的 差別로 보아 엄격한 기 인 새로운 공식을 용하

여 평등 반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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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46)

나. 判例  發展

연방헌법재 소의 제1 재 부는 의 결정에서 제시한 기 인 소

‘새로운 공식’을 그 이후에 제기된 문제 을 고려하여 보완하고

세분화하 다. 제1 재 부에 의하여 그 동안 형성된 구체 인 개별

기 을 살펴본다면, 다음과 같다.47) 人的 集團을 서로 달리 취 하

는 경우 입법자는 평등권에 의하여 보다 강한 구속을 받는다. 인

차별이나 사항 차별이 基本權的으로 보호된 自由의 行使에 하

여 不利하게 작용할수록 입법형성권은 축소되고 따라서 엄격한 기

에 따른 심사가 이루어진다.48) 이러한 은 처음에는 인 차

별의 범주내에서 심사기 을 더욱 엄격히 하기 하여 개발된

이었으나, 차츰 인 는 사항 차별인가와 계없이 엄격한 심

사를 요하는 獨自的인 基準으로 형성되었다. 한 事 的 差別이

間接的으로 人的 差別을 結果로 가져온다면, 이 경우에도 인 차

별과 마찬가지로 간주하여 엄격한 기 이 용된다.49)

인 집단의 차별의 경우 이미 엄격한 기 이 용되는데, 인

집단을 차별하면서 차별기 으로서의 人的關聯 特徵이 기본법 제3

조 제3항50)의 差別基準에 接近할수록, 이로써 인 련 특징에 연

된 차별이 數의 差別을 가져올 험이 클수록 심사기 은 더욱

엄격해진다. 반면에, 인 집단의 차별이라도 인 련 특징이 차별

기 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면, 자의 지원칙과 엄격한 심사사이의

46) Vgl. Hesse 주 3, S.188; Robbers, DVBl 1988, S.751

47) 개별기 을 개 으로 설명한 것으로는 vgl. Sachs, JuS 1997, S.125 f.; Herzog, in:

Maunz/Dürig, GG, Art. 3 Anh. Rn.69; BVerfGE 88, 87, 96; 91, 389, 401

48) Vgl. BVerfGE 60, 123, 134; 85, 238, 245, 이 결정들에서는 차별이 자유권에 미치는 불리한

효과를 고려하여 엄격한 기 을 용하 다.

49) Vgl. BVerfGE 55, 72, 89, 이 결정에서 단지 이러한 원칙을 이론 으로 체계화했을 뿐, ‘언

제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해서는 그 이후의 결정에서도 구체 인 용례를 찾을

수 없다.

50) “아무도 그의 성별, 가문, 인종, 언어, 출생지와 통, 신앙, 종교 내지 정치 인 견해 때문

에 차별되거나 는 특권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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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間段階의 審査가 이루어진다. 단지 行爲聯關的인 差別에 있어서

는 어느 정도로 당사자가 그의 행 를 통하여 차별의 기 이 된 특

징을 실 하는데 향을 미칠 수 있는가에 따라 입법자의 구속의

정도가 달라진다.51)

의 여러 기 들이 제시하는 핵심 인 내용은, 人的 集團의 差

別을 가져오는 경우와 차별이 다른 基本權의 行使에 不利한 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嚴格한 審査를 하고, 그외의 경우에는 恣意審査를

한다는 것이다.52)

이에 반하여 연방헌법재 소의 제2 재 부는 제1 재 부의 새로

운 시도를 따르지 않고 여 히 자의 지원칙을 평등심사의 기 으

로 고수하고 있다.53) 州의 헌법재 소와 행정입법의 심사에 한

행정법원의 례도 ‘새로운 공식’이 아니라 종래의 자의 지원칙을

계속 사용하고 있다.54) 제1 재 부도 비례심사를 좁은 의미의 비례

성(법익의 균형성)의 심사에 국한함으로써, 평등심사에 있어서 자유

권과 동일한 심사유형(입법목 의 정당성, 수단의 합성 필요성,

법익의 균형성)을 요구하는 학계의 견해를 따르지 아니하고 있다.

다. 聯邦憲法裁判所  새 운 判例에 한  批判

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자의 지원칙을 보완하기 하여 연방

헌법재 소 제1 재 부가 제시한 새로운 기 들이 무 복잡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이러한 기 스스로가 恣意에 근하는 인상마

주고 있다. 연방헌법재 소의 새로운 례는 언제 엄격한 심사가

는 완화된 심사가 이루어 지는지에 하여 명확한 답을 주기에

는 아직 완 히 해명이 되지 않은 상태이고, 특히 일 성과 측성

51) Vgl. BVerfGE 55, 72, 89; 88, 87, 97

52) BVerfGE 89, 15, 23

53) Vgl. Hesse, 주 4, S.123ff.; Schoch, DVBl 1988, S.876

54) Vgl. Schoch, DVBl 1988, S.876, Fn. 209, 210; Hesse, 주 4, S.125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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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결여되어 있다. 한 연방헌법재 소가 심사기 을 실제에 용

함에 있어서는 ‘새로운 공식’과 자의 지원칙의 차이가 불분명한 경

우를 자주 찾아 볼 수 있다. 인 집단의 차별에 한 것이 아님에

도 ‘새로운 공식’이 용되거나,55) 는 ‘새로운 공식’을 서두에 언

한 다음 단지 ‘비교집단 사이에 있어서 충분한 합리 인 이유가

있는가’56) 아니면 ‘차별이 합리 인 이유로 충분히 정당화되는가’57)

하는 것만을 심사함으로써 사실상 자의 지원칙에 의한 심사에 그

치는 경우도 있다.

한편, 연방헌법재 소의 새로운 공식은 人的 差別과 事 的 差別

의 區分이 모호하고 유동 이라는 결 을 안고 있다.58) 모든 사항

련 차별규정은 인 련 차별규정으로 바꾸어 표 할 수 있으므

로, 이미 바이마르 공화국 당시 그 구분이 가능한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었다. 모든 사항 련 차별규정의 수규자는 인간이므로 사항

에 연 되어 차별을 받는 인 집단이 형성되고 이로써 다른 인

집단과의 차별문제가 항상 발생한다. 즉, 모든 규정에 있어서 규정

의 용을 받는 인 집단과 규정의 용을 받지 않는 인 집단이

라는 2개의 인 집단이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인 련 는

사항 련에 의한 구분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연방헌법재 소 스스로

도 바로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사항 차별이 간 으로 인 집단

에 한 차별효과를 가져온다면 인 차별과 같이 취 하고 있다.

이에 따라 恣意禁止原則은 사항 련차별이면서 차별규정이 다른

기본권에 불리한 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와 명백히 잘못된 법원의

결과 같이 자의 법 용의 경우등 例外的인 경우에 制限되고,

비례원칙에 의한 嚴格한 審査는 인 련차별이거나 아니면 사항

련차별이 간 으로 인 차별을 가져오는 경우와 인 는 사항

55) Vgl. BVerfGE 64, 229, 239

56) BVerfGE 78, 238, 247; 81, 1, 8

57) BVerfGE 79, 87, 98

58) Vgl. Hesse, 주 3, S.189; Herzog, 주 47, Art. 3 Anh. Rn.9f.; Sachs, JuS 1997, S.128;

Osterloh, in: Sachs, Grundgesetz, 1996, Art. 3 Rn.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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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이 다른 기본권의 행사에 향을 미치는 경우 등 차별규정

의 거의 부분에 용된다.59) 그 다면 평등심사에 있어서 결국

거의 모든 법 차별에 하여 엄격한 기 을 용해야 하므로, ‘새

로운 공식’을 계기로 한 연방헌법재 소의 判例의 轉換은 사실상

자의 지원칙을 엄격한 기 에 의하여 代替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한편으로는, ‘새로운 공식’에 의하여 평등심사의 기 이 엄격해

졌다는 것에 해서는 理論的으로는 이론의 여지가 없지만, 지 까

지 ‘새로운 공식’에 의하여 심사를 한 연방헌법재 소의 례를 살

펴 본다면, 종래의 恣意禁止原則에 의하여 차별의 허용여부를 심사

했다면 다른 결과가 나왔으리라고 단되는 어떠한 결정도 찾아 볼

수 없다.60) 이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는 불확실하지만, 이는 ‘새로운

공식’의 실효성이나 존재의미를 의심 하는 이다.

Ⅳ. 平等權  違反與否  判斷하는 審査構造

평등권은 ‘본질 으로 같은 것은 같게 본질 으로 다른 것은 다

르게 취 할 것’을 요청한다. 따라서 평등권 반여부의 심사는 다음

의 두 단계로 이루어 진다. 첫째, 본질 으로 동일한 것을 다르게

취 하고 있는가 하는 本質的인 差別待遇의 확인과 둘째, 차별 우

가 憲法的으로 正當化되는가의 단이다.61)

1. 本質的  差別待遇

평등심사의 첫번째 단계로서 사실 계의 비교를 통하여 우선, 본

59) Jarass, NJW 1997, S.2547f.

60) Vgl. Herzog, 주 47, Rn.7

61) Vgl. Alexy, 주 3, S.365f.; Pieroth/Schlink, Staatsrecht II, 11. Aufl. 1995, Rn.474 ff.;

Gallwas, Grundrechte, 2. Aufl., 1995, S.41 ff.; Gubelt, 주 1, Rn.16a ff.; Manssen,

Staatsrecht, 1995, S.200 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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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으로 같은 것을 다르게 차별취 하고 있는가를 확인해야 한다.

이를 확인하기 해서는 비교되는 집단간의 本質的인 同一性이 존

재하는지의 여부를 밝 야 한다. 그러나 서로 비교될 수 있는 두

집단(사실 계)은 모든 에서 완 히 동일한 것이 아니라 단지

일정 요소에 있어서 部分的으로 同一할 뿐이므로, 평등권의 용은

부분 으로 일치하는 사실 계의 비교에서 출발한다.62) 두개의 비

교 상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무엇이 같은가 는 다른가의 질문

은 단지 일정한 比 의 觀點에서만 제기될 수 있다. 따라서 같다는

것은 항상 一定觀點에서의 同一함이며, 일정한 에서 그외의 상

이함을 도외시한 결과이다.63) 여기서 무엇을 기 으로 하여 비교되

는 두 집단을 본질 으로 동일한 것으로 단해야 하는가가 문제된

다.

그런데 다수의 사실 계를 서로 같은 것 는 다른 것으로 간주

해야 하는가의 확인은 어떠한 에서 비교가 이루어져야 하는가

하는 比 基準 는 共通의 上位槪念을 選定해야만 가능하다.64)

컨 경제 능력이 없어서 국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와 그

지 않은 자 사이의 비교에 있어서 ‘人間’을 비교기 으로 한다면 두

집단은 같게 취 되어야 할 상이 되고, ‘財産’을 비교기 으로 한

다면 두 집단은 달리 취 되어야 할 상이 된다.

따라서 비교기 의 選定에 따라 비교 상의 範圍가 달라진다. 비

교기 의 의미․내용이 부정확하고 빈약할수록( 의 에서 ‘인간’)

같은 것으로 간주해야 할 사실 계의 범 가 넓어지고, 반 로 비

교기 의 내용이 정확하고 엄 할수록( 의 에서 ‘재산’) 같은 것

으로 보아야 할 비교 상의 범 가 축소된다.65) 이러한 이유에서

62) Robbers, Der Gleichheitssatz, DÖV 1988, S.749 f.

63) Vgl. Radbruch, Rechtsphilosophie, 8. Aufl. 1973, S.122

64) Vgl. Kirchhof, Der allgemeine Gleichheitssatz, in: Isensee/Kirchhof(Hrsg.), Handbuch des

Staatsrechts, Bd.V, §124 Rn.20; Schoch, 주 6, S.873; Robbers, DÖV 1988, S.749 f.;

BVerfGE 51, 300

65) Vgl. Gubelt, 주 1, Rn.1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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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권의 반을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부정확한 비교기 을 택함으

로써 ‘같게’ 취 되어야 할 것이 ‘다르게’ 취 되고 있다는 주장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한편으로는 청구인들이 평등권 반을 빈번하

게 주장하지만, 헌법재 소가 평등권의 반을 드믈게 인정하는 것

도 바로 이 이유때문이다.

비교집단이 본질 으로 동일한가의 단, 즉 비교기 의 선정은

일반 으로 심 상인 당해 法規定의 意味와 目的을 통하여 이루

어진다.66) 입법자는 정치 결정을 통하여 일정한 目標를 設定하고,

이 목표를 실 하기 하여 규율 상인 일정 생활 역이 差別的으

로 規律되어야 한다는 단을 하게 되며, 이에 따라 그에 부합하는

差別基準을 選定한다. 따라서 국가에 의한 差別의 背後에는 일반

으로 차별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일정한 목표가 있으며,67) 이러한

差別目的은 부분의 경우 법률 그 자체, 즉 법률의 의미와 목 으

로부터 얻을 수 있다. 컨 , 환경보호를 이유로 도로교통에서 발

생하는 배기가스를 인다는 目標를 설정하고 배기가스가 은 차

량에게만 세제감면혜택을 부여한다면, 이 경우 입법자가 선택한 差

別基準은 ‘배기가스가 은 차량’이다. 즉, 입법(차별)목 의 에

서 배기가스를 게 배출하는 차량은 본질 으로 같기 때문에, 만

일 입법자가 화물차에게만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승용차에게는 세제

혜택을 부여하지 않는다면, 본질 으로 같은 것을 달리 취 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본질 으로 같은 것의 차별은 합리 인 이유(

컨 화물차의 우 를 정당화할 수 있는 다른 부가 입법목 )

로 정당화되어야 한다.

결국, 平等權에 있어서 本質的 同一性의 문제, 즉 比 象 選定

66) Vgl. Gusy, Der Gleichheitssatz, NJW 1988, S.2507; Gubelt, 주 1, Rn.18; Gallwas,

Grundrechte, S.42f.; Robbers, DÖV 1988, S.752

67) Vgl. Stein, Staatsrecht, 14. Aufl., 1993, S.393; Schoch, DVBl 1988, S.874; Kirchhof, NJW

1987, S.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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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문제는 自由權에 있어서의 ‘保護範圍 設定’의 문제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自由權의 보호범 를 넓게 설정할수록 자유권에 한

제한은 공익상의 이유로 정당화될 가능성이 많은 것처럼, 平等權의

경우 비교의 상을 넓게 잡을수록 다른 것을 다르게 취 할 기능

성이 많음으로써 차별 우가 자의 인가 하는 심사가 무의미한 것

이 될 가능성이 크다.68)

하나의 를 들자면, 고령인 産婆의 助産行爲로 인하여 산모의

건강에 발생할 수 있는 험을 방지할 목 으로 조산원법이 조산원

의 정년을 60세로 제한한 경우 조산원 A가 정년규정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규정이라고 주장한다면,69) 이 경우 立法目的이 ‘조산행

에 있어서의 험방지’이므로, 법의 목 으로부터 ‘助産의 職業的

行使’가 比 의 基準 는 共通의 上位槪念으로 형성된다. ‘조산의

직업 행사’는 산 뿐이 아니라 한 산부인과 의사의 직업 역이

므로, 이러한 에서 産婆와 産婦人科 醫師는 본질 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이 된다.

그러나 다른 직업( 컨 敎員)이나 다른 의료행 에 종사하는

자( 컨 眼科醫師)는 조산원의 직업과 의미있는 비교의 상이

되지 않는다. 만일 ‘職業’을 비교기 는 상 개념으로하여 직

업들을 본질 으로 동일한 것, 즉 비교 상으로 인정하여 평등심사

를 한다면, 이미 각 직업마다 업무의 성격이 다르고 업무의 성격에

따라 정년규정이 다를 수 밖에 없으므로, 차별을 정당화하는 합리

인 이유가 외없이 존재한다. 결국, 근본 인 공통 이 없는 것

을 서로 비교하고 공통 이 없기 때문에, 즉 서로 다르기 때문에

합리 인 차별이라는 무의미한 작업을 하게 된다. 법이 조산원, 교

원, 안과의사의 정년을 서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면, 이는 근본

68) 화법상의 처벌요건과 부동산 개업법, 보건범죄단속에 한특별조치법상의 처벌요건을 비

교한 결정으로는 헌재 1996. 8. 29. 94헌바15 례집 8-2, 74, 81, 88

69) Vgl. BVerfGE 9, 338; Richter/Schuppert, 주 30, S.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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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서로 다른 것을 다르게 취 한 것이 되므로, 여기서 평등권을

기 으로 한 심사는 무의미하다. 마찬가지로 자동차의 운 자에게

는 도로교통법이 음식 을 경 하는 자에게는 식품 생법이 용된

다면, 두 집단 사이에는 차별 우가 헌법 으로 정당화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의미있는’ 공통의 상 개념, 즉 연 이 형성

되지 않는다.

본질 동일성을 결정하는 比 基準은 비교의 상을 많이 포함

하도록 넓게 설정될 수도 있고, 아니면 단지 의미있는 비교에 그치

도록 근본 인 동일성에 제한될 수도 있다. 임의의 에서 부분

동일함을 확인하고 이어서 두 사실 계 사이에 차별을 정당화할

정도의 충분한 상이함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은 불필요한

작업이다. 따라서 반 인 에서 보아 동등한 취 를 해야 할

입법자의 의무가 어느 정도 문제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두 사실

계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국, ‘본질 으로 같은 것의 차별 우’란 憲法的으로 正當化될

필요가 있는 差別待遇를 말한다.70) 다시 말하자면, 비교 상 사이에

법 으로 의미있는 연 계가 있기 때문에 차별이 정당화될 필요

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 비로소 차별 우의 정당성에 한 심

사가 의미를 가진다. 본질 으로 동일한 것의 차별 우를 확인하는

작업은 比 의 基準을 選定하는 작업이며, 이는 法的으로 意味있는

審査를 가능하게 하기 한 事前準備作業이다. 비교의 상은 비교

의 에 따라 여러가지의 형태로 설정될 수 있고, 다른 비교 상

이 선정되었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결과에 도달할 수 있으므

로, 어떠한 비교 상이 선정되는가는 비교의 결과에 큰 향을 미

칠 수 있다.

70) Vgl. Pieroth/Schlink, Grundrechte, Staatsrecht II, 1995, S.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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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差別待遇  憲法的 正當性

가. 恣意禁止原則

심사기 으로서의 자의 지원칙은 입법자에게 本質的으로 같은

것을 恣意的으로 다르게, 본질 으로 다른 것을 자의 으로 같게

취 하는 것을 하고 있다. 본질 으로 같은 것을 다르게 취 하

다고 하여 그것이 곧 평등권에 반되는 것은 아니고, 차별 우

가 헌법 인 정당성을 갖지 못하는 경우, 즉 자의 인 경우에 평등

권에 반된다. 차별 우가 자의성을 면하려면 헌법 으로 정당화

되어야 하는데, 차별 우를 정당화하는 客觀的이고 合理的인 觀點

이 존재한다면, 차별 우는 자의 이 아닌 것으로 단된다. 즉, 여

기서의 ‘恣意性’은 ‘合理的인 理由의 缺如’이므로, 이 기 에 의하면

자의성의 심사에 있어서 단지 ‘差別의 合理的인 理由가 존재하는가’

만을 단한다.

차별을 정당화하는 合理的인 理由로서, 비교 상간에 존재하는

사실상의 差異와 입법자가 법률을 통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立法目

的을 들 수 있다.71) 입법자는 일정 생활 역, 사회상황, 인간의 행

등을 규율하기 하여 법률이 의도하는 효과를 가져오도록 法律

要件을 規定한다. 이로써 그 법률의 용을 받는 집단과 그 지 않

은 집단을 法的으로 差別하게 된다. 이 경우 立法目的은 입법자가

의도하고 법률이 규율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고 이를 실 하기

하여 어떠한 法的 差別이 필요한지를 確定한다. 따라서 立法目的은

곧 差別目的이다.72)

이와는 달리, 입법자는 이미 존재하는 법 실, 통, 습등을 합

리 으로 법률에 수용하거나 사물의 본성으로부터 나오는 差異를

71) Vgl. Kirchhof, 주 64, Rn.13f.; Gusy, Der Gleichheitssatz, NJW 1988, S.2507

72) 컨 국가가 사인의 투자를 진하기 하여 일정요건을 충족시키는 집단에게 보조 이나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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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을 통하여 反映함으로써 법 차별을 가져올 수 있다. 이 경우

法律要件은 입법자의 의도나 법논리가 아니라 現實에 의하여 決定

된다.73) 물론, 법률은 많은 경우 의 2 가지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따라서 法的 差別은 規律目的의 觀點에서 보아 합리 인 고려에

기인하거나 事物의 本性으로부터 나오는 합리 인 이유에 의하여

정당화되어야 한다.74)

자의 지원칙에 기 된 사고는 입법자의 형성권에 한 존 이

며, 평등권이 헌법재 소와 입법자 구를 수범자로 하는가, 즉

구를 기속하는가에 따른 행 규범․통제규범으로서의 기능상의

구분이다. 憲法裁判所의 심사기 이 되는 統制規範으로서의 평등원

칙은 단지 恣意禁止의 原則으로서 입법, 집행, 사법기 에게 자의

인 공권력의 행사를 지한다. 즉 헌법재 소는 입법자의 결정에서

차별을 정당화할 수 있는 아무런 합리 인 이유를 찾아 볼 수 없는

경우에만 평등원칙의 반을 확인하게 된다. 그러나 평등원칙은 行

爲規範으로서 立法 에게, 본질 으로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규범의 상을 實質的으로 平等하게 規律할 것을 요구함으

로써 자의의 지 이상의 훨씬 많은 것을 의미한다. 이로써 평등원

칙은 입법자에 해서는 실질 평등의 실 의무를, 헌법재 소에

하여는 단지 자의 지원칙을 의미하게 된다.

나. 比例  原則에  審査

비례의 원칙에 따른 심사는 ‘차별을 정당화하는 合理的인 理由가

있는가’를 단하기 하여 차별 우와 차별목 간의 상호 계를

비례의 원칙을 기 으로 하여 심사한다. 근래 獨逸의 聯邦憲法裁判

73) ․ 등교원과 학교원간에 직무의 본질이 다른 것을 고려하여 겸직 지규정을 달리 정하

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이에 한 로는 아래 주 107 참조

74) BVerfGE 3, 162, 183; 13, 181,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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所도 차별 우가 정당화되는가의 문제를 자의 지원칙을 넘어서 비

례의 원칙을 사용하여 해결하려고 시도함으로써 자의 지원칙이 강

조한 입법자의 형성권을 제한하고 규율 역에 따라 보다 强化된 審

査하고 있다.

“두 비교 상 사이의 차별 우를 정당화할 만한 정도로 성질과

비 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면 차별 우는 정당화된다.”는 연방헌법

재 소의 새로운 공식에 의하면, 비교 상 사이에 어떠한 사실상의

差異가 존재하는가를 확인하고 확인된 差異가 그 성질과 비 에 있

어서 법 인 差別待遇를 正當化하는가, 즉 입법자에 의한 법 차

별이 존재하는 차이에 의하여 정당화되는가의 문제이다. 물론, 이

새로운 공식은 不充分하게 表現되었기 때문에 오해의 여지가 있

다.75) 입법자는 이미 존재하는 差異에 해서만 반응할 수 있는 것

이 아니라 법 차별을 통하여 일정한 目的을 추구할 수 있다. 따

라서 법 차별을 정당화하는 이유는 ‘존재하는 사실상의 差異’76)뿐

이 아니라 입법자가 차별 우를 통하여 실 하려는 ‘立法目的, 즉

差別目的’77)일 수도 있다. 따라서 연방헌법재 소는 ‘성질과 비 에

있어서의 差異’란 표 신, '차별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러

한 성질과 비 의 理由가 있는가'하는 표 을 사용하고 있다.78)

입법자가 차별을 통하여 차별목 을 달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差別待遇(수단)와 差別目的간에 -자유권의 심사와 유사한- 상

75) Vgl. Gusy, NJW 1988, S.2507; Huster, Rechte und Ziele, S.165 ff.; Manssen, Staatsrecht I,

1995, S.206; Pieroth/Schlink, Grundrechte, Staatsrecht II, 1995, Rn.482

76) 컨 한달에 500만원의 수입이 있는 자가 200 만원의 수입이 있는 자보다 세 을 많이 납

부해야 한다면, 이러한 차별은 담세능력에 따른 납세의무의 부과라는 에서 정당화된다.

이 경우 두 집단 사이의 담세능력의 차이라는 사실상의 차이가 법 차별을 정당화한다. 여

기서 응능부담의 원칙을 입법목 으로 보아 법 차별이 이 원칙을 달성하기 하여 합하

고 필요한가를 묻는 것은 무의미하다, vgl. Huster, JZ 1994, S.543

77) 같이 500 만원의 수입이 있는 경우라도 국가가 ‘건축경기’를 부양할 목 으로 자신의 주택

을 마련하고자 하는 자에게만 조세감면혜택을 부여한다면, 이 경우의 법 차별은 이미 존

재하는 사실상의 차이에 의한 것이 아니라 국가의 일정한 경제정책 고려에 기인하는 것이

다. 이 경우 차별(조세감면혜택)과 입법목 (건축경기의 부양)의 비례성의 심사가 가능하다,

vgl. Huster, JZ 1994, 544

78) BVerfGE 88, 87, 97; 82, 126,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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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가 이루어 진다. 그러나 차별 우를 정당화하는 근거로서 단지

‘사실상의 差異’만이 고려되는 경우에는 차별목 을 제로 한 ‘목

의 정당성’, ‘수단의 합성’, ‘수단의 필요성’은 모두 용될 수 없

기 때문에, 단지 法益均衡性의 심사에서만 ‘차이’와 ‘차별 우’의 비

교형량이 이루어질 수 있을뿐이다.

自由權侵害의 헌심사는 우선 보호범 에 한 제한을 확인하고

제한의 헌법 정당성의 문제로서 자유권의 제한과 입법목 간의

상 계에 한 심사이지만, 平等權의 경우에는 차별 우를 확인

한 후 차별 우가 헌법 으로 정당화되는가의 문제로서, 여기서는

차별 우과 입법(차별)목 간의 상 계를 비례의 원칙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심사하게 된다.79)

－ 正當한 差別目的: 차별을 통하여 정당한 목 을 추구하는 경

우에만 입법자는 법규정을 통한 차별을 할 수 있다. 따라서 개별

인 경우마다 입법자가 차별을 통하여 어떠한 목 을 추구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하고, 이러한 목 의 추구가 헌법 으로 문제가 없는지

를 심사해야 한다. 차별이 실 하려는 정당한 목 을 인식할 수 없

거나 차별목 스스로가 헌 이라면, 차별 자체가 이미 평등원칙

에 반된다. 를 들자면, 여성을 주부와 어머니로서의 통 인

역활에 고착시키고 이를 더욱 조장하려는 목 을 가진 법률은 헌법

제34조 제3항(여성의 권익을 향상할 국가의무조항), 제36조 제1항

(양성의 평등에 기 한 혼인과 가정생활), 제11조 제1항 후문에

배된다. 물론 실제에 있어서 차별목 의 헌성이 확인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할 것이다.

－ 差別待遇의 適合性: 차별 우는 입법자가 추구하는 입법목

을 달성하는데 합해야, 즉 차별목 을 진하는데 기여해야 한다.

－ 差別待遇의 必要性 는 不可避性: 이는 ‘ 같이 유효한 수단

79) Vgl. Kloepfer, Gleichheit als Verfassungsfrage, 1980, S.54 ff.; Schoch, DVBl 1988, S.874;

Gubelt, 주 1, Rn.14 ff.; Stein, AK-GG, Art.3, Rn. 34, 48, 50 ff.; Kirchhof, NJW 1987,

S.2536; Jarass, NJW 1997, S.2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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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가장 평등권을 게 침해하는 수단’이라는 의미에서의 自由

權의 侵害性原則을 의미하지 않는다. 차별 우가 입법목 을

달성하기에 불가피한가 는 불가결한 것인가의 문제이다. 즉, 입법

자의 차별목 은 차별 우없이는 달성될 수 없어야 한다. 그러나

차별이 자유권에 불리한 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차별은 최소한의

부담을 가져오는 수단이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차별효과의 최소침

해성을 의미한다.80)

－ 法益均衡性 는 比例性: 평등권심사의 핵심 부분이다. 비례

의 원칙을 기 으로 한 聯邦憲法裁判所의 심사는 주로 이 부분에

한정되고 있다. 비교 상 사이의 차이나 입법목 이 그 성질과 비

에 있어서 그 정도로 커서 차별 우를 정당화하는가의 문제이다.

이로써 사실상의 差異의 정도 는 차별 우를 통하여 달성하려는

立法目的의 比重은 법 인 差別待遇의 程度와 한 균형 계를

이루어야 한다. 여기서의 비교형량은 자유권의 경우와 구분해야 한

다. 자유권에서의 비교형량은 제한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공익과 자

유권사이의 법익형량이지만, 평등권의 경우 입법목 인 ‘公益’ 는

‘사실상의 差異’를 ‘差別待遇’와 비교형량하게 된다.

V. 平等權에 한 韓國 憲法裁判所  判例

1. 平等權에 한 主要決定

가. 恣意禁止原則  審査基準  한 決定例81)

－ 사인과 달리 국가가 피고인 경우에는 가집행의 선고를 붙일

80) BVerfGE 85, 238, 245; 91, 389, 403 f., 이에 하여 자세하게 아래 VI. 1. 나. 참조

81) 자의 지원칙을 기 으로 하여 평등 반의 여부를 심사한 결정이 무 많으므로, 아래에서

는 이를 일일이 서술하지 아니하고 단지 법리 으로 새로운 것을 제시한 결정만을 언 하기

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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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도록 규정한 소송 진둥에 한특례법규정에 한 헌제청사

건82)은 헌법재 소가 최 로 선고한 결정이었는데, 이 결정에서

“평등의 원칙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한 우리 헌법의 최고원리

로서 국가가 立法을 하거나 법을 解釋 執行함에 있어 따라야할

기 ”이라고 함으로써 평등권이 헌법상의 법문과는 달리 법의 용

기 뿐이 아니라 입법기 을 구속한다는 것을 밝히고, 이어서 “국가

에 하여 合理的 理由없이 불평등한 우를 하지 말것과, 평등한

우를 요구할 수 있는 모든 국민의 권리”라고 헌법상 평등권의 내

용을 정의하 다. 헌법재 소는 이 결정에서 평등권심사의 기 에

한 자세한 언 이 없이, 단지 합리 인 이유없는 차별 우의 경

우 평등권에 반된다는 것을 밝히고, 이 결정에서는 “민사소송의

당사자를 차별하여 국가를 우 할만한 합리 이유도 찾기 어렵

다.”고 하여 평등권의 반을 확인하 다.

－ 곧이어 사법서사법시행규칙에 한 헌법소원사건83)에서 “

입법에 헌법재 소가 여할만큼 顯著한 合理性이 缺如되거나 입법

형성권에 明白한 濫用내지 恣意가 있어서 평등권의 침해가 있었다

고 할 사유를 찾을 수 없다.”고 시함으로써 심사기 으로서의 恣

意禁止原則의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하 다.

－ 주류 매업자로 하여 소주의 총구입액의 반 이상을 自道

燒酒를 구입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지방소주업체를 경쟁으로부터 보

호하는 주세법조항(소 自道燒酒購入命令制度)에 한 헌제청사

건84)에서, 헌법재 소는 “서로 비교될 수 있는 두 사실 계가 모든

에서 완 히 동일한 것이 아니라 단지 일정 요소에 있어서만

동일한 경우에, 비교되는 두 사실 계를 법 으로 동일한 것으로

82) 헌재 1989. 1. 25. 88헌가7, 례집 1, 1, 2

83) 헌재 1989. 3. 17. 88헌마1, 례집 1, 9, 22

84) 헌재 1996. 12. 26. 96헌가18, 례집 8-2, 680, 701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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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것으로 볼 것인지를 단하기 하여는 어

떠한 요소가 결정 인 기 이 되는가가 문제된다. 두개의 사실 계

가 本質的으로 同一한가의 判斷은 일반 으로 당해 法律條 의 意

味와 目的에 달려 있다.”고 시함으로써, 법률의 평등권 반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 ‘무엇을 비교 상으로 삼을 것인가’, 즉 ‘무엇이 본

질 으로 동일한가’의 단에 하여 요한 基準을 提示하 다. 이

어서 헌법재 소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의미와 목 을 ‘독과 규제

소기업의 보호’로 본다면, 소기업이 주조회사냐 다른 제조기

업이냐 하는 것은 본질 인 차이가 될 수 없고, 단지 기업의 형태

가 소기업이고 그 상품시장에 시장지배 지 나 독과 상

이 존재한다는 것이라면, 주조회사와 다른 제조기업은 본질 으로

동일한 것으로 즉 법 으로 동일하게 단해야 하는 것”으로 간주

하고, 본질 으로 동일한 사실 계를 그 소기업이 소주제조업자

냐 아니면 다른 제조업자냐에 따라 달리 취 함에 있어서 객 으

로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여기서 헌법재 소는

차별을 정당화하는 合理的인 理由로서 비교집단간의 사실상의 差異

(‘ 통 , 문화 유산으로서의 지역소주’)와 다른 立法目的(‘다른

공익’)이 존재하는가를 심사하 는데, 아무런 합리 인 이유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평등원칙의 반을 확인하 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등에 한 헌법소원 등 병합사건85)

에서 헌법재 소는 “헌법재 소와 입법자는 모두 헌법에 기속되나,

그 기속의 성질은 서로 다르다. 헌법은 입법자와 같이 극 으로

형성 활동을 하는 국가기 에게는 행 의 지침이자 한계인 行爲

規範을 의미하나, 헌법재 소에게는 다른 국가기 의 행 의 합헌

성을 심사하는 기 으로서의 裁判規範 즉 統制規範을 의미한다. 평

등원칙은 行爲規範으로서 입법자에게, 객 으로 같은 것은 같게

85) 헌재 1997. 1. 16. 90헌마110등, 례집 9-1, 90,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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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것은 다르게, 규범의 상을 실질 으로 평등하게 규율할 것

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 소의 심사기 이 되는 統制規範

으로서의 평등원칙은 단지 恣意的인 立法의 禁止基準만을 의미하게

되므로 헌법재 소는 입법자의 결정에서 차별을 정당화할 수 있는

합리 인 이유를 찾아 볼 수 없는 경우에만 평등원칙의 반을 선

언하게 된다. 즉 헌법에 따른 立法 의 平等實現義務는 憲法裁判所

에 하여는 단지 恣意禁止原則으로 그 의미가 한정축소된다. 따라

서 헌법재 소가 행하는 규범에 한 심사는 그것이 가장 합리 이

고 타당한 수단인가에 있지 아니하고 단지 입법자의 정치 형성이

헌법 한계내에 머물고 있는가 하는 것에 국한시켜야 하며, 그럼

으로써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와 민주국가의 權力分立的 機能秩序가

보장될 수 있다.”라고 시함으로써, 자의 지원칙의 理論的 背景을

설명하고 그 內容을 한층 분명히 밝혔다.

－ 헌법재 소는 受惠的 法律의 평등심사에 있어서 恣意禁止原則

이 용됨을 밝혔다.

학교 의무교육의 단계 실시가 평등원칙에 반되는가가 문제

된 교육법 제8조의 2에 한 헌제청사건86)에서 평등심사의 경우

에도 ‘국가가 국민에게 혜택을 부여할 때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할

때보다 더 넓은 형성의 자유를 가진다’고 밝힘으로써 수혜 성격

이 강한 법률의 헌성심사에 있어서는 단지 합리 인 근거의 존재

만을 확인하는 자의 지원칙이 용됨을 시사하 다. ‘移民’을 이유

로 보상에제한을 둔 1980년解職公務員의補償등에 한 特別措置法에

한 헌법소원87)에서 ‘在外國民을 국내거주 국민과 차별하여 재외

국민의 평등권을 침해했는가’의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헌법재 소는

특조법을 시혜 성격의 법률로 규정하고 ‘시혜 법률에 있어서는

86) 헌재 1991. 2. 11. 90헌가27, 집 3, 11, 24

87) 헌재 1993. 12. 23. 89헌마189, 례집 5-2, 622, 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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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법률과는 달리 입법자

에게 범 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제정된 법률의 내용

이 하게 합리성을 결여되고 있는 것이 아닌 이상 헌법에 반

된다고 할 수 없다’는 논거로 의 차별을 합리 차별로 보아 평

등권 반을 부인하 다.

－ 헌법재 소는 1989년 4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한 헌법소원

사건88)에서 처음으로, “검사의 恣意的인 搜査 는 단에 의하여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같은 것은 같게, 같지 아니한 것

은 같지 않게’ 처리함으로써 실 되는 헌법 제11조에 정한 법 앞에

서의 평등권을 침해하게 된다.”고 결정함으로써 검사의 불기소처분

이 자의 으로 행해지는 경우 刑事被害 의 平等權이 침해된다는

것을 밝혔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사실 계의 비교를 통하여 내려

지는 결정이 아님에도, 검사의 결정이 한 흠결을 지닌 경우 정

의의 요청에 반하는 것으로서 평등원칙에 반된다고 하 다. 이로

써 構造的으로 항상 比 를 前提로 하는 平等原則의 원래의 용범

를 넘어서 자의 지원칙은 그의 모체인 평등원칙으로부터 分離되

어 獨自的인 基準으로 형성되었다.

나. 比例  原則에 한 審査

－ 경매 차에 있어서 융기 이 경매신청인이 된 사건에서만

경락허가결정에 한 항고를 하고자 하는 자에게 공탁을 하도록 규

정한 융기 의연체 출 에 한특별조치법 제5조의2에 한 헌

제청사건89)에서 헌법재 소는 “헌법 제11조 제1항에 정한 법앞에서

의 평등의 원칙은 결코 일체의 차별 우를 부정하는 평

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나, 법을 용함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입

88) 헌재 1989. 4. 17. 88헌마3, 례집 1, 31, 37

89) 헌재 1989. 5. 24. 89헌마37 등, 례집 1, 48, 54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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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함에 있어서도 불합리한 차별 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것

을 뜻한다. ……헌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미루어 이러한 기본권

에 한 제한이나 차별 인 우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첫째, 제한

는 차별의 목 이 국가안 보장․질서유지 는 공공복리를 하

여 필요하고 정당한 것이어야 하고, 둘째, 그 수단․방법이 목 의

실 을 하여 실질 인 계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정도

한 정한 것이어야 한다고 하겠다.”고 밝힘으로써 차별 우의 합

리성을 심사함에 있어서 헌법 제37조 제2항을 용하여 비례의 원

칙에 의한 심사를 하 다.

－ 회사정리 차에서 융기 의 채권을 일반채권보다 우선 으

로 보호하는 金融機關의延滯貸出金에 한特別措置法 제7의3( 社整

理節次에 한 特例)에 한 헌제청사건90)에서 헌법재 소는 목

의 정당성, 수단의 정성 등을 심사하는 比例의 原則을 용하

여 평등권의 반을 확인하 다. 이에 하여 재 한병채는 소

수의견에서91) 경제 자유와 인권 자유를 구분하는 미국의 二重

基準理論을 바탕으로 ‘경제 련법률의 헌성심사에서는 차별의 합

리 이유가 있는가를 단하는 恣意禁止原則을 용해야 하며 그

지 않은 경우 헌법상의 권력분립제도에 반하는 결론이 도출된다’

고 주장함으로써, 평등심사에 있어서 어떠한 경우에 어떤 기 이

용되어야 하는가의 문제가 처음으로 제기되었다.

－ 국․공립 사범 학교 출신자를 교사로 우선 채용하도록 규정

한 교육공무원법 규정에 한 헌법소원사건92)에서 평등권의 심사구

조를 ‘差別의 存在’와 ‘差別의 合理性’의 단계로 구분하여 체계화하

다. 헌법재 소는 우선, 이 사건 조항이 국․공립사범 학을 졸업

90) 헌재 1990. 6. 25. 89헌가98 등, 례집 2, 132, 153

91) 헌재 1990. 6. 25. 89헌가98 등, 례집 2, 132, 163

92) 헌재 1990. 10. 8. 89헌마89, 례집 2, 332, 342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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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교사자격자를 우 함으로써 사립사범 학을 졸업한 교사자격자

나 일반 학에서 교직과정을 이수한 교사자격자를 교사임용에 있어

서 불리하게 차별한다는 것을 확인하고(‘差別待遇’의 확인),93) 이어

서 다음단계로 “이러한 차별은 합리 인 이유가 있지 아니하는 한,

헌법이 규정한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하여, 差別의 合理性을 심

사하 다. 차별을 정당화하는 합리 인 이유가 있는가의 단에 있

어서 헌법재 소는 比例의 原則에 입각한 審査를 하 다. 우선, 우

선채용제도의 입법목 이 취업기회의 보장을 통한 우수인력의 확보

라는 것을 확인하고 立法目的의 正當性을 인정하 다.94) 이어서 차

별이 입법목 의 달성에 기여하는가 하는 差別의 適合性을 단하

는데, ‘이러한 차별은 오히려 교원의 자질 하를 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수교사의 확보라는 당 의 입법목 에 기여하지 못

하고 있다’고 단하여 차별의 합성을 부인하 다.95) 헌법재 소

는 이 결정에서 法益의 均衡性을 명시 으로 심사하지는 않았지만,

비교집단들사이에 교원자격이나 자질에 있어서 본질 차이가 없다

는 것을 확인하고, 따라서 비교집단 사이의 사실상의 差異(교원의

자질)가 이 사건 조항에 의한 차별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단을

함으로써 差異와 差別간의 相關關係를 검토하 다.96) 따라서 결론

으로, 우선채용제도에 의하여 사립사범 학 졸업자와 교직과정

이수자를 차별하는 것은 이를 정당화하는 合理的인 根據가 없다고

하여 평등권에 반된다고 결정하 다.97)

－ 조합원의 자격을 無住 로 한정함으로써 有住 를 배제하

고 있는 주택건설 진법 제3조 제9호 헌확인사건98)에서, “헌법

93) 례집 2, 343

94) 례집 2, 345

95) 례집 2, 349

96) 례집 2, 345

97) 례집 2, 350

98) 헌재 1994. 2. 24. 92헌바43, 례집 6-1, 72,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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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제1항의 평등의 원칙은 일체의 차별 우를 부정하는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과 법의 용에 있어서 합

리 근거 없는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상 평등을 뜻하고

따라서 합리 근거 있는 차별 내지 불평등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

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합리 근거 있는 차별인가의 여부는 그

차별이 인간의 존엄성 존 이라는 헌법원리에 반하지 아니하면서

정당한 입법목 을 달성하기 하여 필요하고도 정한 것인가를

기 으로 단되어야 한다.”고 시함으로써 합리 근거있는 차별

의 기 으로서 “차별이 입법목 을 달성하기에 필요하고 정한가”

를 제시하 다. 이어서 입법목 의 정당성 차별이라는 수단이

입법목 을 달성하기에 합한가(수단의 정성)만을 확인하 을뿐

차별과 입법목 의 상 계의 정성은 심사하지 않고 합리 인

차별이라고 하여 평등 반을 부정하 다.99)

그외에도 헌법 제37조 제2항을 직 인용한 결정례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 자에게 신고의무를 부담시키고 있는 도로

교통법 규정에 한 헌제청사건100)에서 “……과잉제한 지원칙에

반하는 규정이라 볼 수 없고, 따라서 평등원칙에 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시하 는데, 과잉 지원칙과 평등원칙사이에 어떠한 연

계가 있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겸직 지를 규정한 지방의회의원선거법 규정에 한 헌소원101)

에서 평등심사에 헌법 제37조 제2항을 직 용하여 “……평등권에

99) 비범과 미수범을 기수범에 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한 세법 제182조 제2항 헌제청사

건(헌재 1996. 11. 28. 96헌가13, 례집 8-2, 507, 517면 이하)에서도 마찬가지로, 헌법재

소는 1994. 2. 24. 선고한 92헌바43 결정을 인용하여 “차별이 정당한 입법목 을 달성하기

하여 필요하고도 정한 것인가”의 기 을 용하여 합리 근거가 있는 차별인지의 여

부를 단하 다. 헌법재 소는 이 결정에서 우선 입법목 의 정당성을 확인하고 이어서

차별이 입법목 을 달성하기에 필요하고 정하다는 것을 인정하여 평등권 반을 부정하

다.

100) 헌재 1990. 8. 27. 89헌가118, 례집 2, 222, 236

101) 헌재 1991. 3. 11. 90헌바28, 례집 3, 63,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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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도 히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당화될 수 없는 과도

한 제한이며 그 기본권의 침해라고 할 것이다”라고 결정하 고, 약

사나 의사와는 달리 한약업사에게만 업지를 제한하는 약사법 규

정의 평등권 직업의 자유의 반여부가 문제된 헌법소원102)에서

헌법재 소는 평등권과 자유권에 하여 각 다른 심사기 을 용

하지 아니하고 ‘지역 제한이 공공복리를 한 것이고 제한의 정도

한 목 을 달성하기에 정한 것이므로 평등의 원칙에 배된다

거나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함으로써

자유권과 평등권을 하나로 묶어 단하 다. 마찬가지로 상속세법

제29의4 제2항에 한 헌심 등 병합사건103)에서 헌법재 소는

“……평등권, 재산권, 재 청구권도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법률로써 제한될 수 있다”고 하고, 이어서 ‘평등권 등을 제한함에

있어서 얻어지는 공익과 제한되는 기본권사이에 합리 인 비례 계

가 유지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평등권 등을 제한하는정도가 지나

치고 불합리하여 그 본질 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헌법 제37조

제2항에 배된다’고 결정하 는데, 이 결정에서도 헌법재 소는 평

등권과 자유권을 그 구조와 심사기 에 있어서 완 히 동일시하 다.

2. 平等權에 한 憲法裁判所 判例  傾向

평등권에 한 헌법재 소의 례는, 합리 인 이유의 결여, 즉

자의의 확인에 그치는 恣意禁止原則에 의한 審査,104) 비례의 원칙을

용하여 보다 체계 으로 심사하려는 比例의 審査로 크게 나 어

볼 수 있다.

그러나 헌법재 소가 어떠한 경우에 자의 지원칙을 기 으로 하

102) 헌재 1991. 9. 16. 89헌마231, 례집 3, 542, 551

103) 헌재 1992. 2. 25. 90헌가69등, 례집 4, 114, 122, 124

104) 헌법재 소 례 에는 평등심사의 기 으로서 우선 비례의 원칙을 단지 언 만하고 사실

상은 자의 지원칙을 용하여 심사하는 경우도 지 않게 찾아 볼 수 있다, 컨 헌재

1991. 7. 22. 89헌가106, 례집 3, 387, 423; 1992. 4. 28. 90헌바27등, 례집4, 255, 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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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심사하며 어떠한 경우에 비례심사를 하는지에 하여는, 헌법재

소 스스로 밝힌 바도 없을 뿐이 아니라, 헌법재 소의 례를

반 으로 검토하더라도 조감할 수 있는 일 된 흐름을 발견할 수

없다. 헌법재 소가 比例審査를 한다고 하여 평등심사의 결과가 심

상의 違憲을 결과로 가져오는 것도 아니고, 恣意禁止原則에 의

한 심사를 한다고 하여 그 심사결과가 규범의 合憲性으로 나타나는

것도 아니다. 자의심사보다 엄격한 기 인 비례심사를 한 경우에도

어도 같은 정도로 심 상의 합헌 단을 결과로 가져왔음을

종례의 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그 다면 美國의 大法院의

判例에서 엿볼 수 있는 바와 같이, 嚴格한 심사기 을 용하는 경

우 부분 법규정의 違憲性判斷을, 合理性의 기 을 용하는 경우

부분 법규정의 合憲性判斷을 결과로 가져온다는 의미에서의 측

성이나 일 성도 없다. 헌법재 소의 례에서 자의 지원칙과 비

례의 원칙이 아무런 기 의 제시없이 혼용되고 있다는 것을 보면,

헌법재 소 스스로가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상

을 받는다.

물론 여기서 한 가지 언 해야 할 것은, 종래 헌법재 소가 비례

의 원칙에 입각한 평등심사를 하 더라도 사실상 엄 한 의미에서

의 비례심사는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심사의 기 으로서

‘恣意禁止原則’과 ‘比例의 原則’의 本質的인 差異는, 恣意審査의 경우

‘차별을 정당화하는 합리 인 이유가 있는가’만을 심사하기 때문에

합리 인 이유에 해당하는 ‘비교 상간의 사실상의 차이’나 ‘입법(차

별)목 ’을 발견하고 확인하는 것에 그치는 반면에, 比例審査의 경

우 단순히 합리 인 이유의 존부문제가 아니라 차별을 정당화하는

이유와 차별간의 상 계에 한 심사, 즉 한편으로는 비교 상간

의 差異의 성질와 비 이나 차별 우를 통하여 달성하려는 立法目

的의 비 과 다른 한편으로는 差別의 정도사이에 정한 균형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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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루어져 있는가를 심사하는데 있다. 다시 말하자면, 恣意禁止原

則은 일차원 으로 단지 차별을 정당화하는 이유만을 확인하는데

비하여, 比例原則은 차별을 정당화하는 理由와 差別사이의 상

계의 타당성․비례성을 심사한다.

그런데 헌법재 소 결정에서 比例審査가 행해진 경우, 헌법재

소는 ‘입법목 이 정당하고 차별이 입법목 을 달성하기 하여

정한 수단이라면, 그 차별은 합리 인 차별이다’는 방식의 심사를

해 온 것을 알 수 있다. 즉, 비례원칙에 의한 평등심사에서 差別目

的의 正當性과 차별이란 手段의 適正性만을 심사할 뿐, 사실상 엄

격심사의 본질을 이루는 나머지 단계인 ‘必要性의 審査’와 ‘法益의

均衡性( 의의 비례성)심사’는 하고 있지 않다. 차별목 이 정당한

가는 부분의 경우 외없이 인정되고, 차별의 정성도 차별이

입법목 의 실 에 조 이라도 기여한다면 인정되므로, 이 단계까

지의 비례심사는 자의 지원칙에 의한 심사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할 것이다. 이와는 달리, 法益의 均衡性의 심사단계에서 차별을 정

당화하는 理由의 性質와 比重을 差別의 程度와 비교형량하게 되므

로, 이로 인하여 헌법재 소가 입법자의 평등에 한 평가를 배척

하고 자신의 평가를 철하려고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바

로 이 단계에서 사실상 比例審査와 恣意審査간의 根本的인 差異가

있고, 바로 主觀的 法益衡量의 가능성때문에 헌법재 소가 입법자

의 단을 헌법 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단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헌법재 소의 구체 결정을 보기로 삼아 살펴 본다면, 국․공립

사범 학교 출신자를 교사로 우선 채용하도록 규정한 敎育公務員法

사건105)에서 헌법재 소는 비례의 원칙을 기 으로 하여 심 상

이 평등원칙에 반된다고 결정하 다. 만일 이 결정에서 헌법재

105) 헌재 1990. 10. 8. 89헌마89, 례집 2, 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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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가 비례심사 신에 恣意禁止原則을 기 으로 한 심사를 하 더

라도, 헌법재 소는 同一한 結論에 도달했으리라는 것은 거의 확실

하다. 자의 지원칙에 의하면, 차별을 정당화할 합리 인 이유가 없

는 경우에 평등원칙에 반되는데, 여기서 合理的인 理由란 비교

상간의 사실상의 差異나 는 법 차별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立法

目的을 뜻한다. 우선 비교 상사이의 사실상의 差異(이 경우 교원의

자질이나 자격요건)가 심 상에 의한 差別을 正當化하는가를 살

펴보면, 교원의 자질이나 자격요건에 있어서 비교집단 사이에 아무

런 근본 인 차이가 없으므로, 사실상의 차이는 차별을 정당화하는

합리 인 이유가 되지 못한다. 한, 立法目的의 에서 살펴 보

더라도, 국공립 사범 학 졸업자의 우선채용은 오히려 교사의 자질

을 하할 우려가 있으므로, 우수교사의 확보라는 차별목 도 이러

한 차별을 정당화하는 합리 인 이유가 될 수 없다. 그 다면 合理

的 理由란 아무런 차이나 아무런 입법목 이 아니라 ‘차별을 정당

화할 수 있는 그러한 차이나 입법목 ’을 말한다. 따라서 立法目的

을 확인하고 그의 憲法的 正當性을 따지는 것은, 恣意審査에서도

마찬가지로 합리 差別理由의 ‘存否’를 단하기 하여 필수 으

로 거쳐야 하는 과정이며, 자의심사에 있어서 비록 手段의 適正性

의 문제를 명시 으로 언 하고 있지는 않지만, 입법목 을 달성하

는데 합하지 않은 수단(차별)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따라서 자의

이기 때문에, 手段의 適正性도 입법목 의 ‘合理性’을 심사하는

과정에 필연 으로 내재되어 있는 요소이다. 결정에서 볼 수 있

듯이, 헌법재 소는 비례심사의 핵심 부분을 빠뜨리고 단지 일반

으로 명확성의 심사에 그치는 前半部의 二段階審査(입법목 의

정당성, 차별의 정성)에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비례심사의 형식

을 갖춘 경우에도 실제로는 자의 지원칙에 의한 심사와 큰 차이가

없다.106)

106) 헌법재 소는 美國 연방 법원의 엄격심사처럼 목 의 정당성의 단계에서 ‘입법목 의

성과 긴 성’부터 따지는 강화된 심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獨逸 헌법재 소에 의한 비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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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 소의 례에 하여 한가지 지 해야 할 것은, 差別

目的의 正當性, 差別의 適正性, 差別의 必要性은 차별을 통하여 달

성하고자 하는 구체 인 공익, 즉 差別目的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심사될 수 있다는 이다. 따라서 입법자가 차별을 통하여 구체

인 공익을 실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규율 상의 특성이나 다른

비교 상과의 差異를 단지 反映하여 차별을 규정하는 경우에는 차

별을 정당화하는 理由로서 단지 비교 상 사이의 사실상의 ‘差異’만

이 고려되므로, 이 경우 比例의 審査는 ‘差異’와 ‘差別’사이의 상

계의 타당성을 묻는 法益의 均衡性의 심사로 제한된다.107)

결론 으로, 헌법재 소가 형식 으로는 비례심사의 격식을 갖추

어 심사했다고 하더라도 법익형량을 하지 않고 단지 명확하게 단

할 수 있는 것의 심사에 그친다는 에서, 헌법재 소가 행하는 比

例審査는 한마디로 ‘不完全한 比例審査’ 는 ‘體系化된 恣意審査’라

심사의 핵심인 법익균형성의 심사도 하고 있지 않다.

107) 初․中等學校 敎員에게는 교육 원직 겸직을 하면서 大學敎員에게는 겸직을 허용하는 地

方敎育自治에 한法律의 평등권 반여부를 단함에 있어서(헌재 1993. 7. 29. 91헌마69

례집 5-2, 145, 154), ‘교육법에서 양자의 직무를 달리 규정하 고 양자간의 직무의 본질이

나 태양이 다른 것을 고려할 때 합리 차별’이라고 하여 ․ 등학교 교원과 학교원

사이에 존재하는 사실상의 차이를 ‘합리 인 이유’로 고려하 다. 공탁 에 하여 일반

에서 가장 리가 낮은 별단 의 리만 지 되도록 규정한 供託金의利子에 한規則

규정에 한 헌법소원사건(헌재 1995. 2. 23. 90헌마214 례집 7-1, 245, 261)에서 ‘供託과

金은 그 제도의 본질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규정은 본질이 다른 것을 다르게 취 하는

것’이라고 하여 차별을 정당화하는 合理的인 理由로서 비교 상간의 사실상의 差異를 들었

다. 도시재개발사업의 시행자를 공법인으로 제한한 것의 헌여부가 문제된 都 再開發法

규정에 한 헌소원사건(헌재 1996. 3. 28. 95헌바47, 례집 8-1, 213, 224)에서, ‘우선

으로 공익을 추구하는 公法人과 이윤을 추구하는 一般建設 社간의 본질 차이가 차별을

정당화한다’고 하여 이 결정에서도 비교 상간의 차이가 차별을 정당화하는 합리 인 이유

가 되었다. 農村指 官의 정년을 61세, 農村指 士의 정년을 58세로 차등을 두어 규정한 國

家公務員法 규정은 ‘농 지도 과 농 지도사의 직무내용 구성정원의 차이로 인하여 어

느 정도의 차별은 불가피하다는 을 고려할 때 그러한 차별은 합리 인 차별이다’라고 하

여 사실상의 차이를 합리 인 이유로 고려하 다(헌재 1997. 3. 27. 96헌바86 례집 9-1,

325, 334). 국가공무원법 규정보다 다소 넓은 임용결격사유 당연퇴직사유를 규정한 警察

公務員法 규정에 한 헌법소원(헌재 1998. 4. 30. 96헌마7 례집 10-1, 465, 477)에서 ‘警

察公務員에게는 一般公務員보다 더 높은 윤리성과 성실성이 요구된다’고 하여 비교집단의

특성과 그로 인한 차이를 차별의 근거로 삼았으며, 승객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는 승

객이 아닌 자의 경우와는 달리 운행자에게 무과실책임을 지우고 있는 自動車損害賠償保障

法 규정에 한 헌소원(헌재 1998. 5. 28. 96헌가4등 례집 10-1, 522, 539)에서 ‘乘客과

승객이 아닌 자 사이에는 ……본질 인 차이가 있고, 過失있는 운행자와 과실없는 운행자

사이에는 ……본질 으로 차이가 없으므로, 규정이 승객을 승객아닌 자와 차별하고 과

실있는 운행자와 과실없는 운행자를 다같이 취 한 것은 합리 인 이유가 있다’고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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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할 수 있다.

Ⅵ. 憲法 11  平等權  審査基準

헌법재 소가 엄격한 는 완화된 심사를 하는가의 審査密度를

결정하는 요한 기 은 입법자에게 인정되는 形成權의 정도이다.

평등권을 기 으로 한 법률의 헌심사에 있어서도 심사 도는 입

법자에게 인정되는 입법형성권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밖에 없

다. 따라서 입법자가 평등권을 입법을 통하여 구체 으로 실 하고

형성함에 있어서 ‘언제 어느 정도로 立法形成權이 헌법 으로 제한

되는가’의 에 의하여 審査密度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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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嚴格한 審査가 청 는 경우

가. 憲法 스스 가 平等權  具體化하는 경우

우선, 헌법 제11조 제1항 제1문에 의하여 입법자에게 주어지는

형성권은 헌법의 다른 근본결정에 의하여 축소될 수 있다. 즉, 입법

자는 평등권을 자신의 정의 에 따라 실 함에 있어서 헌법 스스로

가 평등한 우 는 차별 우에 한 기 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유의해야 한다. 특히 평등권을 구체화하는 헌법규범은 입법형성권

에 있어서 요한 의미를 가진다. 평등권의 내용이 구체화된 헌법

규범을 살펴본다면, 다음과 같은 규정을 들 수 있다.

헌법 제11조 제1항 후문은 “性別․宗敎 는 社 的 身分”을 이

유로 한 차별을 지하고, 제2항은 ‘社 的 特殊階級制度의 불인정

창설 지’를 규정하고 있고, 性別에 의한 차별 지는 헌법 제32

조 제4항에서 勤勞領域에서의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 지로 다시

구체화되었고, 헌법 제36조 제1항에서는 婚姻과 家族生活에서의 성

별에 의한 차별 지로 보다 구체화되었다. 한 宗敎에 의한 차별

도 헌법 제20조 제2항에서 國敎를 이유로 한 종교의 차별 지로 구

체화되었다. 兵役의 역에서는 헌법 제39조 제2항에 의하여 ‘兵役

義務의 履行’으로 인한 차별 지로 구체화되었다.

한편, 이와는 달리 헌법이 오히려 차별을 허용하는 규정도 있는

데, 헌법 제32조 제4항은 “女子의 勤勞는 特別한 保護를 받으며”라

고 규정함으로써 근로 역에서의 여성에 한 차별 지를 넘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여성에게 유리한 차별을 허용하고 있으며, 헌법

제32조 제5항에서도 “年 의 勤勞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라고

규정하여 마찬가지로 연소자에게 유리한 차별을 허용하고 있다.108)

108) 입법자는 헌법이 허용하는 한계내에서, 특히 차별 지규정이나 차별명령규정의 범 내에서

사회국가 등 국가목표나 구체 인 입법목 을 실 하기 하여 원칙 으로 자유로이 차별

기 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차별을 할 수 있으므로, 憲法은 의 ‘차별허용규정’ 외에도 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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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34조도 사회국가를 실 하기 한 하나의 요건으로서 社

的․經濟的 弱 인 女子, 人, 靑 年, 身體障碍 , 生活能力이 없

는 國民 등에 하여 우 를 허용하고 있는 조항이다. 반면에 헌법

제32조 제6항은 근로의 기회에 있어서 國家有功 , 傷痍軍警 戰

歿軍警의 유가족에 하여 差別(우 )를 命令하는 헌법규범이라 할

것이다. 물론 헌법상의 差別禁止規定과 差別命令規定은 입법자가

모든 경우에 평등 우나 차별 우를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차별 우 는 동등한 우의 경우에는 보다 특별한 정당성을 필요

로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평등권을 구체화하는 헌법규정 에서 가장 요한 것은 “性別․

宗敎 는 社 的 身分에 의한 차별을 지하는 헌법 제11조 제1항

後文이다.109) 헌법 제11조 제1항 前文의 일반 평등권이 단지 차별

에 한 정당한 이유를 요구할 뿐이라면, 後文은 구체 으로 어떠

한 징표(기 )가 차별을 정당화하는 이유로 고려될 수 없는가를 규

정하고 있다. 헌법은 여기서 인 차별 지나 평등 우를 명령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입법자가 차별의 근거로 삼아서는 안되는 징표

(기 )를 언 하 고, 이로써 헌법 스스로가 이 에 있어서 명확한

심사기 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재 소는 이러한 에서 헌

법 요청이 수되는가를 엄격하게 심사한다.

헌법제정자는 過去의 歷史的 經驗에 비추어 性別․宗敎․社 的

身分에 의한 차별을 헌법규정을 통하여 지하는 것이 필요하고,

아직 일반 인 평등원칙(헌법 제11조 제1항 문)만으로는 효율

으로 성별 등에 의한 차별을 배제할 수 있을 만큼 국민 일반의 법

의식이나 인식이 확고하지 않다고 단하 기 때문에, 차별의 기

範圍하게 입법자에게 差別을 許容하고 있다. 따라서 ‘差別許容規定’은 국가목표조항으로서

입법자에게 실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는데에서 헌법 의미가 있을 뿐, 평등원칙의 에

서는 이 다할 법 의미가 없다.

109) 이 헌법규정의 해석에 한 학계의 의견을 자세히 소개한 것으로 황도수, 헌법재 의 심사

기 으로서의 평등(박사학 논문), 1996, 139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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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될 수 없는 특징을 특별히 명시 으로 언 하 다. 이로써 헌법

은 제11조 제1항 후문에 열거된 기 들이 법 차별에 있어서

한 이유가 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에 하여 확고하게 부정 인 입

장을 취하고 있다.

각국의 헌법은 그 나라의 역사 경험과 고유한 정치 , 사회

배경을 반 하여 평등원칙을 憲法이나 判例를 통하여 형성하 다.

美國의 경우에는 이민국가․다인종․다민족국가라는 고유한 상황에

서 인종이나 국 에 의한 차별,110) 獨逸의 경우 나치정권에 의한 인

종, 민족, 통, 언어, 신앙 등에 따른 차별111)이 역사 으로 문제가

되었고, 이러한 경험이 평등권의 구체 형성에 향을 미쳤다면,

우리 헌법은 평등권을 규정함에 있어서 다른 민족 체험에 기 하

고 있다.따라서 한국 헌법이 차별을 정당화하는 기 으로서 고려해

서는 안되는 특징으로 열거한 “성별․종교․사회 신분”은 와

같은 의미에서 해석되어야 한다.112) “성별”과 “종교”에 한 한, 그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별도의 해석의 여지없이 명백한 반면에,

“사회 신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헌법재 소는 범의 가 처벌을 규정하는 형법규정에 한 헌

소원113)에서 “여기서 社 的 身分이란 사회에서 장기간 하는 지

로서 일정한 사회 평가를 수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므

로, 前科 도 사회 신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범을 가 처

벌하는 것이 과자라는 사회 신분을 이유로 차별 우를 하는 것

이 되어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에 배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

110) 美國의 憲法이 한국 헌법 제11조 제1항 후문이나 독일 기본법 제3조 제2, 3 항과 같은 평

등권에 한 구체 인 표 을 하지 않은 신, 聯邦大法院이 스스로 례를 통하여 인종,

국 과 같은 차별 지기 을 확정하 다.

111) 헌법 제11조 제1항 후문에 해당하는 독일 기본법 제3조 제3항(“아무도 그의 성별, 가문, 인

종, 언어, 출생지와 통, 신앙, 종교 내지 정치 인 견해 때문에 차별되거나 는 특권을

받을 수 없다.”)의 의미에 하여 vgl. BVerfGE 3, 225, 239 f.; G. Müller, Der

Gleichheitssatz, VVDStRL 47(1988), S.38

112) 한국의 경우 단일민족으로서 역사 으로 한번도 인종차별을 경험한 이 없기 때문에, 미

국이나 독일의 헌법제정자가 극복하려고 하는 사회 상인 인종문제나 민족 문제가 한국

의 평등권조항에 언 되지 않은 것은 당연한 것이다.

113) 헌재 1995. 2. 23. 93헌바43, 례집 7-1, 222,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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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생길 수 있다”고 시하 다. 이로써 헌법재 소는 학계의 통

설114)을 따라 헌법 제11조 제1항 후문을 단지 문의 평등조항의

시 표 에 불과할 뿐 특별한 법 의미가 없다는 견해를 취하

는데, 이러한 해석은 헌법 제11조 제1항 후문 규정의 憲法上의

意味와 機能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115) 헌법 제11조 제1

항 후문을 문의 ‘법앞의 평등’의 내용을 단지 시한 것이라는 해

석에 의하면, 후문 규정은 헌법이 굳이 규정하지 않아도 될 당연한

사실을 규정한 조항, 즉 헌법내에서 存在意味가 없는 조항으로

락한다. 그러나 각개의 헌법규범은 헌법내에서 그에게 부여된 고유

한 의미를 갖도록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은 憲法解釋의 기본 인 出

發點이다. 학계의 다수의견도 후문의 규정이 평등원칙이란 일반

규정을 구체화한 것이라는 견해에 하여 이의가 없다면, 이 구체

화의 헌법 의미를 찾아야 할 것이다.

“社 的 身分”에 의한 차별이란 우리 헌법이 제정되기 , 그에

인 한 시 의 역사 경험에 비추어 신분에 따른 사회 차별이

있었던 것을 의미하며, 이는 곧 조선시 의 儒敎에 바탕을 둔 士農

工商의 社 的 身分制度 는 ‘양반과 상놈’이란 신분 차이를 말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헌법 제11조의 평등원칙을 제정할 당시,

우리 사회에서 유교 통에 기인한 사회 신분에 의한 차별이

아직도 완 히 폐지되지 않았고 따라서 이에 의한 차별이 특별히

우려되었기 때문에, 헌법은 차별 지기 으로서 ‘사회 신분’을 명

문으로 수용한 것이다.

특징들에 의한 차별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헌법이 스스로 차별

지규정의 무조건 인 실 과 철을 요구하므로, 헌법재 소의

보다 嚴格한 審査가 요청되며, 바로 이러한 경우에 比例審査를 하

114) 황도수, 헌법재 의 심사기 으로서의 평등(학 논문), 141면 참조

115) 같은 견해로 황도수, 앞의 책, 14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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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헌법 제11조의 차별 지규정에 언

된 특징 둥에서 특히 ‘性別’이 실 으로 요한 법 의미를 가

지고 있다. 性別에 의한 차별이란 성별을 理由로 한 차별을 뜻하는

데, ‘性別’이란 징표와 ‘差別’ 사이에 因果關係가 있어야 한다.116) 즉

성별에 의한 차별이란 ‘여자 는 남자이기 때문에 바로 그 이유로

차별받는다’는 것을 말한다.117) 따라서 헌법 제11조 제1항 후문에

열거된 특징들은 원칙 으로 차별 우의 근거로서 사용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성별 등 헌법 으로 지된 기 을 고려하지 않고서

도 차별 우가 정당화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性別에 따른 모든 차별 우가 평등권에 반되는 것은 아

니고, 사물의 본질상 단지 남자나 여자에게서만 발생할 수 있는 문

제의 해결을 하여 필연 으로 차별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차별

지에 한 정당한 例外的 事由가 있기 때문에 남녀를 차별하는 규

정이 허용된다. 따라서 남녀를 차별하는 법규정은 단지 출산, 임신,

육체 능력 등 ‘生理的 差異’에 기인하는 경우에 정당화된다. 따라

서 출산 일정 기간 동안 산모에게만 조산휴가를 부여하는 규정

은, 父가 될 자에게 조산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여 자신의 건

강이나 태아의 건강에 험이 있을리 없고, 성질상 단지 여성에게

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의 해결을 한 규정이므로, 헌법상 남녀차

별 지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차별을 정당화하는 이유가 있다. 남녀

사이의 ‘機能上의 差異’가 차별 우를 정당화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으나, 과거 통 으로 생활 계가 일정 형태로 형성되

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남녀차별이 정당화될 수 없을 뿐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사고는 헌법이 명시 인 차별 지규정을 통하여 극복

하려고 하는 傳來的 思 라고 할 수 있다.118) 기존에 형성된 사회

116) Vgl. BVerfGE 2, 266, 286

117) 헌법 으로 지된 징표를 차별의 이유로 직 언 하지는 않지만, 사실상 지된 기 에

의한 차별을 목 으로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118) BVerfGE 84,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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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과 그에 따른 남녀간의 차이를 계속 감수해야 한다면, 장래에

있어서 남녀평등을 철하려는 헌법규정은 그 의미와 기능을 상실

하고 말 것이다. 따라서 단지 男女間의 社 的 役割分擔에 기인하

는 차이는 성별에 의한 차별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본다.119)

나. 平等權  內容  다  基本權에 하여 체 는 경우

立法 의 形成權은 언제나 동일하게 존 되는 것이 아니라 規律

效果(基本權侵害의 效果)의 程度와 規律領域의 特性에 따라 그 범

가 다르다. 따라서 자유권의 역에서 침해된 자유가 개인의 핵

심 자유 역에 속하는 것인가 아니면 사회 기능이나 사회 연

성을 가지는 것인가에 따라 기본권보호에 차등을 두고 이로써 입

법자에게 인정되는 형성권의 범 를 달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120)

平等權의 경우에도 ‘헌법재 소에 의한 강화된 심사가 요청되는가’

하는 것은 差別待遇의 實質的 比重과 差別待遇가 당사자에 하여

가지는 意味와 效果에 달려 있다. 차별 우가 당사자의 기본권행사

119) 獨逸의 연방헌법재 소는 처음에는 性別의 生理的 差異만이 아니라 機能的 差異에서도 차

별을 정당화하는 이유를 인정했었는데, 근래들어서는 단지 生理的인 差異를 이유로 한 차

별만을 허용하고 있다. 남녀차별을 헌으로 선고한 연방헌법재 소의 례를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독립세 를 구성하는 女性勤勞 에게만 한달에 하루 家事를 돌볼 수 있는 有給

休暇를 부여하는 규정은 동일한 상황에 있는 男性勤勞 를 정당한 이유없이 배제하 기 때

문에 평등권에 반된다고 하 다(소 家事日 決定, BVerfGE 52, 369, 376). 헌법재 소는

이 규정은 家事를 돌보는 것이 女性의 役割이라는 통 인 사고에 기인하고 있고 그외 차

별을 정당화할 수 있는 다른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하 다. 男性 생산직 근로자와는 달리

女性 생산직근로자에게만 夜間作業을 禁止시킨 규정에 하여 연방헌법재 소는 야간작업

이 남성보다 여성에 있어서 더 건강에 해롭다는 의학 인식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남녀

간에 존재하는 근본 인 生理的인 差異가 없고, 여성의 경우 家事와 勤勞의 二重的 負擔이

있다고 하는 機能的 差異는, 남성에게도 이 부담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차별

을 정당화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하여, 평등권의 반을 확인하 다(소 여성 근로자의

야간작업 지 결정, .BVerfGE 85, 191, 207 ff.). 男子만이 自願消防手가 될 수 있다는 규정

도 마찬가지 이유로 평등권 반을 확인하 다(BVerfGE, DVBl 1995, 613).

120) 기본권에 한 침해가 진지할수록 침해규정을 정당화하는 공익이 해야 하며, 따라서

기본권의 제한은 더욱 엄격히 심사되어야 한다. 기본권침해의 진지성은 침해된 기본권의

의미, 즉 기본권의 근본성․ 성에 따라 달라지며, 이에 따라 심사의 도도 달라진다.

자유 역의 근본성을 결정하는 유일한 근거는 인간의 존엄성실 에 있어서의 침해된 자유

의 의미이므로, 개인 자유의 핵심 역에 한 공권력의 침해는 더욱 한 공익에 의하

여 정당화되어야 하는 반면, 침해된 자유 역이 사회 기능 사회 연 성을 가질수록

입법자는 폭넓은 규율권한을 갖는다, 한수웅, 헌법재 의 한계 심사기 , 헌법논총 제8

집, 2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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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미치는 불리한 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에 차별 우의 실체 비

이 하다면, 이 경우 심사기 의 강화와 입법형성권의 축소가

정당화된다고 하겠다.

美國의 연방 법원은 이미 1960년 엄격한 심사를 인종, 종교,

국 에 의한 차별에 국한시키지 아니하고 ‘基本的 權利’가 침해당한

경우에까지 확 하 고, 獨逸의 연방헌법재 소의 제1 재 부도

1980년 이래 평등권의 심사에 있어서 차별이 다른 基本權에 미치는

향을 고려하여 차별의 효과가 자유권의 행사에 불리하게 나타나

는 경우에는 엄격한 심사를 하고 있다. 차별 우가 자유권의 행사

에 불리한 향을 미치는 모든 경우에 엄격한 심사를 한다면, 이는

곧 자유권이 항상 문제되는 侵害的 法律의 경우에는 엄격한 심사를

해야 하고 자유권이 문제되지 않는 受惠的인 法律의 경우에는 완화

된 자의심사를 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른다. 그러나 자유권의 의미

가 個人의 核心的 自由領域에 하여 크면 클수록 자유권에 한

보호는 더욱 강화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평등권의 경우에도 입법자

가 차별을 통하여 自由權의 核心的인 領域을 제한할수록 입법형성

권은 축소되고, 엄격한 심사가 정당화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차별 우가 인간의 생존이나 핵심 인 자유행사의 기본 인

조건( 컨 신체의 자유, 인격권, 사생활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제약할수록 입법자의 형성권이 제한되고 엄격한 심사가 정당

화된다고 하겠다.121) 즉, 차별에 의하여 불리한 효과를 받은 다른

基本權이 인간의 嚴性實現에 있어서 얼마나 重要한 意味를 가지

고 있는가 하는 ‘침해된 自由의 意味와 機能’에 의하여 입법형성권

이 결정된다고 하겠다. 따라서 인간의 존엄성을 실 하기 하여

필요한 자유행사의 기회가 입법자의 차별 우로 인하여 받는

경우에는, 헌법재 소가 자의심사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입법목

의 정당성외에도 입법목 을 달성하기 하여 차별이 정하고, 차

121) Vgl. Hesse, 주 4, S.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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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은 그 효과에 있어서 최소한의 부담을 가져오는 수단이어야 하

며, 차별목 과 차별로 인하여 기본권주체에 있어서 발생한 부담은

정한 비례 계에 있는가를 엄격히 심사하더라도, 입법형성권에

한 과도한 제한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자유권에 있어서의 비례심사는 기본권침해의 효과로서의 負擔(制

限)의 程度와 立法目的을 비교형량하는 것이지만, 평등권에서의 비

례심사는 差別의 程度와 立法目的을 비교형량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差別의 程度란 차별로 인하여 래되는 자유권의 행사에 있

어서의 불리한 효과로서 결국 自由權的 效果를 의미한다.122) 이는

곧 平等審査를 통하여 자유권침해의 효과와 입법목 을 서로 교량

함으로써 自由權에 의한 審査가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차별이 자유권의 행사에 불리한 효과를 가져오는

경우’의 평등심사는 平等權과 自由權을 심사기 으로 한 심사이다.

따라서 비례원칙에 의한 평등심사 이후에 별도로 자유권을 기 으

로 한 헌심사는 사실상 불필요하다. 연방헌법재 소도 평등권을

기 으로 하여 심사한 후에 “평등원칙의 반이 확인된 이상, 자유

권을 침해했는가의 심사는 단할 필요가 없다.”123)고 하거나 아니

면 “ 의 평등심사에서 언 한 논거와 같은 이유로 직업의 자유도

침해되지 않았다”124)고 결정이유에서 밝히고 있다. 마찬가지로 差別

122) Vgl. BVerfGE 60, 123, 134, 성 환수술을 한 사람에 있어서 25세 이상과 25세 미만을 차

별하여 25세 이상의 자에게만 戶籍上의 姓名變更을 허용한 법규정에 한 헌법소원에서

‘차별이 성 환수술을 한 자의 人格權에 한 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입법자의 形成權

은 인격권과 인간의 존엄성에 의하여 制限을 받는다.’고 하여 규정의 평등권 반을 확인

하 다. 한, 아직 성 환수술을 받지 않은 사람에 있어서 25세 이상에게만 戶籍上의 姓

名變更을 허용하는 법규정에 한 헌제청사건(BVerfGE 88, 87, 98 f.)에서도, ‘차별 우를

정당화할 정도로 비 이 있는 한 이유가 있는가’를 심사함에 있어서, ‘차별 우가 당사

자에 미치는 효과는 人格權의 侵害로서 매우 진지한데, 이러한 매우 진지한 침해를 정당화

할 수 있는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시하여 법규정의 헌성을 확인하 다. 택시회사에게

조세감면혜택을 부여하면서 트카 회사는 그 혜택에서 배제한 세법규정에 한 헌제청

사건(BVerfGE 85, 238, 245)에서 ‘평등권을 기 으로 한 심사는 일정납세자집단이 다른 납

세자집단에 비하여 충분히 합리 인 이유없이 過度한 負擔을 받음으로써 하게 불리한

경쟁상황에 처하게 되었는가의 단에 달려있다’고 함으로써 自由權에 미치는 效果를 평등

심사의 기 으로 삼았으나, 차별의 합리성을 인정하여 평등권 반을 부인하 다.

123) BVerfGE 88, 87, 101

124) BVerfGE 85, 238, 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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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必要性’도 이 경우 ‘차별은 그 효과에 있어서 최소한의 부담을

가져오는 수단이어야 한다’는 의미에서의 ‘ 侵害性’을 뜻한다. 여

기서 최소한의 부담이란 당연히 ‘自由權制限에 있어서의 限’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평등심사를 통하여 다른 기본권의 침해여부를

함께 심사함으로써 평등권과 다른 기본권을 기 으로 한 심사가 일

원화되든지 아니면 각각 심사하더라도 그 심사의 결과가 일치하게

된다.

그런데 가치개방 이고 실정법 기 (정의)을 제시하는 헌법

규범인 평등권을 자유권을 통하여 구체화함으로써, 결과 으로 평

등심사를 자유권의 심사로 체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평등심사의 결과는 합헌, 자유권에 의한 심사의 결과는

헌으로 나올 수 있으며, 이러한 방법으로도 규범의 헌성을 확

인할 수 있는 것이다. 平等權과 自由權의 本質이 다르다는 에 비

추어 평등심사와 자유심사가 꼭 일치할 필요는 없으며, 평등심사의

과정에서 자유권에 의한 심사를 함께 하지 아니하고 평등심사와 자

유권의 심사를 각각 獨自的인 基準에 의하여 한다고 하더라도 법률

의 헌성에 한 審査結果는 同一하다.

2. 恣意禁止原則

恣意禁止原則은 平等原則을 ‘본질 으로 같은 것은 같게 본질

으로 다른 것은 다르게 취 해야 한다’는 正義의 要請으로 해석하

고, 무엇이 본질 으로 같은가에 있어서의 價値開放性과 이와

련되어 발생하는 헌법재 소와 입법자간의 權限問題의 에서 평

등원칙을 처음부터 統制規範의 機能으로 축소하 다. 이로써 법규

정이 ‘正義로운가’가 아니라 ‘단지 명확하게 正義에 反하는가’가 헌

법재 소의 심사기 이 되었다. 따라서 자의 지원칙은 헌법상의

평등원칙의 實體的 內容이라기 보다는 ‘무엇이 본질 으로 같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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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입법자와 헌법재 소 에서 가 결정하는가의 權限問題에

한 하나의 解答이라고 할 수 있다. 헌법 제11조를 그 헌법 내용

에 있어서 자의 지원칙으로 축소시킨 것의 의미는 입법자와의

계에서 憲法裁判所의 權限을 制限하려는 데 있다. 자의 지원칙에

의하여 평등원칙의 내용은 ‘자의 인 차별 우의 지’로 축소되었

고, 입법자에게 법 인 차별에 있어서 단지 합리 이거나 이성 인

근거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는 ‘差別待遇에 한 根據提示義務’로

환되었다.125)

따라서 헌법재 소가 입법자의 행 를 평등권의 역에서 자의

지원칙을 기 으로 심사한다는 것은 국가기 이 자의의 한계에 이

르기까지는 정의에 부합되지 않는 모든 행 를 해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국가기 은 당연히 언제나 가장 정의

롭고 이성 이며 타당한 해결책을 실 하려고 노력해야 하며, 평등

원칙이 국가기 에 부과하는 이러한 헌법 의무는 각 국가기 의

책임하에서 이행되어야지 헌법재 소에 의하여 그 이행이 강제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따라서 恣意禁止原則을 기 으로 한

헌법재 소의 심사는 국가행 에 있어서 限의 正義를 보장하는

데 그치므로, 입법자의 정의를 포 으로 보장할 수 없다. 법 차

별이나 평등 우를 통하여 正義를 實現하는 것은 헌법질서에서 일

차 으로 立法 의 할이자 책임이다. 헌법재 소의 평등권심사는

반 인 정의를 구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의 최소한을 확

보하려는데 있다. 헌법재 소가 合理性과 客觀性을 기 으로 법

차별에 있어서 합리 인 이유가 존재하는가를 심사함으로써, 헌법

재 소는 아직 정의를 실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이러한 방법으로

正義의 基本條件을 保障하는 과제를 이행함으로써 자의 지원칙은

正義로운 秩序의 核心的 內容을 보장하는데 그 기능이 있다.126) 헌

125) Vgl. Huster, JZ 1994, S.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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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재 소가 종래 그의 결정에서 부분의 경우 자의 지원칙을 심

사기 으로 하여 단했음에도 지않은 경우에 평등원칙의 반을

확인하 다는 에 비추어, 헌법재 소의 이러한 과제를 과소평가

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평등원칙의 實體的 內容과 權限의 問題를 분리하여 行爲

規範과 統制規範으로 구분하는 權力分立秩序 는 機能秩序的 觀點

의 정당성은 부인되어서는 안된다.127) 이러한 은 헌법재 소와

입법자의 계를 권력분립원칙의 에서 기능․권한질서 문제

로서 부각시키고 이로써 헌법재 소가 입법자의 形成權을 원칙 으

로 重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는 에서 그 의미와 타당성이

있다. 그러나 이 원칙은 법률의 헌성을 단함에 있어서 그 審査

基準이 무엇인가에 하여 구체 인 것을 제시하지는 않는다. 그러

므로 이 원칙을 인정한다고 하여 그로부터 평등심사에 한 일정

기 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 즉, 평등권의 행 규범 측면과 통제

규범 측면을 구분한다고 하더라도, 평등권의 심사기 으로서 자

의 지원칙이 필연 으로 도출되는 것은 아니다.

한편, 헌법재 소가 헌법의 해석을 통하여 평등심사에 있어서 보

다 정확한 기 을 얻을 수 있다면, 입법자의 헌법 기능과 권한의

존 을 이유로 반드시 자의 지원칙에 그의 심사를 제한해야 할 필

요는 없다고 보인다. 평등심사에 있어서 자의 지원칙보다 엄격한

심사기 이 용된다고 하더라도 입법자에게는 충분한 형성의 자유

가 주어진다.128) 따라서 憲法 스스로가 평등권을 直接 具體化하고

있거나 차별이 자유권에 향을 미침으로써 평등권의 내용이 自由

126) Vgl. Robbers, DÖV 1988, S.755; Müller, Der Gleichheitssatz, VVDStRL 47(1988), S.42 f.;

Hesse, 주 4, S.127

127) Vgl. Dürig, in: Maunz/Dürig, GG, Art. 3 Abs. 1, Rn.395; Hesse, Grundzüge des

Verfassungsrechts, 1993, Rn.439, 569; ders. 주 3, S.191 ff.; Robbers, DÖV 1988, S.755;

Huster, JZ 1994, S.541

128) Vgl. G. Müller, Der Gleichheitssatz, VVDStRL 47(1988), S.44,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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權을 통하여 具體化될 수 있는 경우에는 입법자의 권한을 침해함이

없이 憲法에 根據하여 立法形成權을 制限할 수 있지만, 그외의 경

우에는 평등원칙과 같이 개방 이고 실정법 인 기 을 제시하는

규범에 있어서 원칙 으로 법률에 한 헌법재 소의 심사는 가능

하면 명확하게 확정될 수 있는 한계에 한 반을 확인하는 恣意

禁止原則에 제한되어야 한다.

3. 平等權과 憲法 37  2항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 보장․

질서유지 는 공공복리를 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 내용

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헌법규정은 소 ‘비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비례의 원칙은 自由權의 制限과 그 制限

의 正當性이라는 심사단계를 제로 하는 自由權侵害의 比例性에

한 것이다. 자유권의 제한이 다른 법익의 실 을 하여 합하

고 필요하며 비례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만 개인의 자유에 한 제한

을 허용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은 자유권의 제한이 어떠한 조건하에

서 이루어져야 하는가, 즉 自由制限의 條件을 규정하고, 이로써 자

유를 제한하는 國家權力을 다시 制限하고 있다. 비례의 원칙은

그 構造上 法益(“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와 “국가안 보장․질서

유지 는 공공복리”)의 衝突 手段과 目的의 關係(“……를 하

여 ……제한할 수 있으며, ……”)을 제로 하고 있다. 개인의 자유

와 다른 법익이 충돌한 경우 상충하는 법익이 정한 균형과 조화

를 이룰 것을, 즉 다른 법익의 실 을 이유로 개인의 자유가 과도

하게 제한되어서는 안될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국가가 복수의 법

익을 동시에 완 히 실 할 수 없기 때문에, 상충하는 법익간의 조

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경우, 비례의 원칙은 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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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의 원칙이 그 구조상 법익충돌을 제로 하고 그의 헌법

기능이 기본권의 보호에 있으므로, 평등심사에 있어서 비례의 원칙

이 용되기 해서는 평등심사에서도 相衝하는 法益의 關係, 즉

手段과 目的의 關係가 존재해야 한다.129) 즉, 이는 평등권의 구조를

자유권의 구조로 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의의

기 에 부합하는 우’를 평등권의 保護範圍로 擬制하고, ‘외견상의

차별 우’를 평등권에 한 制限으로 간주함으로써, 평등권에 한

制限(차별 우)과 制限目的(차별목 )간의 상 계가 구성되고, 이

로써 비례원칙이 용되기 한 제조건으로서 法益衡量이 가능하

게 된다.130) 이러한 에서 보면, 평등권에서의 비례심사는 단지

제한(부담)의 비례성이 아니라 차별 우의 비례성이라는 에서만

자유권에서의 비례심사와 다를 뿐이다.

‘平等權의 保護範圍가 있는가’ 하는 질문은, 實體的인 보호범 의

개념(일정한 생활 역이나 행 등)에서 출발한다면 부정되어야 하

고, 반면에 법 실에 존재하지 않는 단지 觀念的인 보호범 (정의에

따른 우)를 제로 한다면 정되어 질 수 있다. 자유권의 심사구

조는 ‘보호범 , 그에 한 제한, 제한의 정당성’의 심사구조로 구성

되지만, 평등권은 처음부터 합리 인 이유없는 차별로부터 보호하

려고 한다. 평등권에서는 실체 보호범 의 결여로 말미암아 보호

범 와 제한의 구분이 있을 수 없으며, 단지 ‘합리 인 이유가 있는

차별’과 ‘합리 인 이유가 없는 차별’만이 있을 뿐이다. 그런데 합리

인 이유가 있는 차별은 처음부터 평등원칙에 부합되는 것이므로,

이 경우 평등권이 제한된 도 없고 제한될 수도 없다. 따라서 외

견상의 差別待遇를 ‘平等權의 制限’으로 擬制하는 것도 평등권의 본

질과 부합하기 어렵다. 설사 평등권에 헌법 제37조 제2항을 용하

129) Vgl. Huster, JZ 1994, S.542

130) 이러한 시도로는 vgl. Kloepfer, Gleichheit als Verfassungsfrage, 1980, S.54ff.; Jarass,

Bausteine einer umfassenden Grundrechtsdogmatik, AöR 120(1995), S.361 f.; Huster,

Rechte und Ziele, 1993, S.225 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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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하여 보호범 와 그에 한 제한을 의제하더라도, 평등권에

한 ‘過度한’ 制限은 존재하지 않는다. 평등권에는 념상의 보호

범 만 있을 뿐 실체 보호범 가 없으므로, 그 제한이 과도한가

미약한가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으며, 단지 합리 인 차별이유가 있

기 때문에 평등원칙에 부합하는 제한과 합리 인 이유가 없기 때문

에 평등원칙에 반되는 제한만 있을 뿐이다. ‘過度한 制限’이 있다

면 그것은 平等權에 한 과도한 제한이 아니라, 차별이 자유권에

불리한 향을 미치는 경우 문제되는 ‘自由權에 한 過度한 制限’

이다. 평등권에서는 평등원칙에 한 ‘違反 否’만이 문제이고, 자유

권에서는 制限의 ‘程度’가 문제된다. 따라서 엄 한 의미에서 평등

권에 한 制限이나 侵害라는 표 보다는 평등권의 違反이라는 표

이 더욱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手段과 目的의 계, 平等權과 公益과의 충돌 계는 입법자

가 법 인 차별 우를 통하여 특정 目的을 實現하고자 의도하는 경

우에만 그 구성이 가능하다. 입법자가 법 차별을 통하여 극

으로 일정 방향으로 사회를 형성하려는 것이 아니라 단지 사물의

본성을 고려하여 이미 존재하는 差異를 법률에 反映하는 경우에는

수단과 목 의 계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이 경우 법익충돌을

제로 하는 헌법 제37조 제2항이 용될 여지는 없다.

Ⅶ. 맺는 말

美國 聯邦大法院에 의한 合理性審査의 경우 외없이 法律의 合

憲性을 결과로 가져 오는 반면에, 韓國과 獨逸의 憲法裁判所가 恣

意禁止原則을 기 으로 하여 심사하는 경우에는 지 않은 결정에

서 규범의 違憲性을 확인하 다. 이는 한국과 독일에서의 恣意審査

가 미국 연방 법원에 의한 단순한 合理性의 審査를 넘어선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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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간 으로 표 하고 있다. 따라서 자의 지원칙에 의한 韓國과

獨逸 헌법재 소의 합리성의 심사와 美國 연방 법원의 합리성의

심사는 같다고 볼 수 없다.

恣意禁止原則은 비록 입법자가 입법을 통하여 평등원칙을 실 함

에 있어서 수해야 할 최소한의 헌법 한계를 심사한다고 하더라

도, 차별을 正當化하는 理由의 合理性에 한 심사이고, 이로써 ‘이

유 그 자체’의 합리성이 아니라 ‘差別과의 關係에서의’ 合理性에

한 심사이다.

입법자는 극 으로 사회질서를 형성하거나 아니면 일정 생활

역이나 사회상황 등을 규율하기 하여 目標를 설정하고, 이를 달

성할 수 있도록 法律要件을 정하게 된다. 이로써 입법자는 법규정

의 용을 받는 자와 받지 않는 자의 差別을 통하여 일정한 立法目

的을 실 하려고 한다. 한, 입법자는 이미 법 실에 존재하는 差

異를 고려하여 이를 법률에 반 함으로써 사물의 본성에 따른 차이

를 입법화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헌법재 소는 법률이 평등권

에 반되는가를 심사함에 있어서 ‘비교 상간에 존재하는 사실상

의 差異’와 ‘법 차별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立法目的’을 법 차별

을 정당화하는 理由로서 고려하게 된다.

따라서 헌법재 소는 差別理由의 合理性을 심사함에 있어서 ‘아

무런 이유’가 아니라 ‘事物의 本性으로부터 나오는’ 는 ‘規律目的

의 에서 보아’ 合理的인 理由가 있는가를 심사하게 된다. 差別

理由와 差別간의 계를 살피지 않고서는 차별이유의 합리성을

단할 수 없으므로, 자의심사는 필연 으로 ‘비교 상간의 差異가 차

별을 정당화하는가’ 는 ‘차별이 立法目的에 의하여 정당화되는가,

즉 차별이 입법목 을 달성하기에 정한가’에 한 단을 내포하

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헌법재 소가 종래 比例審査의 형식을

취한 평등심사를 하 던 아니면 恣意審査에 그쳤던 간에 실제로는

같은 내용의 심사를 하 다고 생각된다. 恣意審査가 차별이유의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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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성을 단하기 하여 어느 정도 차별과의 상 계를 살피지 않

을 수 없다면, 이와 내용상 동일한 성격의 심사를 소 比例審査의

이름으로 헌법 제37조 제2항에 기 하고 이로써 평등권과 자유권의

본질 인 차이를 간과하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있고 한 불필요한

작업이라고 생각된다.

단순한 자의심사를 넘어서 비교 상간의 差異의 성질과 비 이나

立法目的의 비 을 差別 는 그 효과와 비교형량하는 嚴格한 審査

는 헌법에 직 이든 간 이든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될 수

있다. 憲法 스스로가 차별 지조항 는 차별명령조항을 통하여 直

接 平等權을 具體化하고 있거나 는 평등권이 다른 憲法規範, 특

히 自由權에 의하여 具體化되는 경우, 立法形成權의 縮 는 정당화

된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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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헌  사  개

실체 진실발견과 기본 인권의 보장이라는 양 이념의 조화를

제로 하는 형사소송 차는 국가(공권력)와 개인(기본권)과의 긴

장, 갈등 계가 첨 하게 표출되는 분야이다. 이러한 형사소송 차

에서의 기본 인권의 보호, 신장이야 말로 국민 개개인이 인간으

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고 행복을 추구하게 하는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최고의 가치질서를 실 하는 길이다.

한편 헌법재 의 활성화로 과거 선언 , 명목 규범에 머물 던

헌법이 명실공히 최고규범성을 회복하면서 재 규범 내지 생활규범

으로서 국민의 법생활을 주도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특히

행 헌법은 법 차 조항의 신설(제12조 제1항, 제3항)과 더불어

헌법소원제도를 도입(제111조 제1항 제5호)함으로써 헌법의 재 규

범으로서의 역할이 더욱 빛을 발하고 있다. 그런 에서 이제 법률

을 비롯한 공권력 작용의 해석, 집행( 용)에 있어서 헌법 시각

즉 기본권 시각의 도입1)이 필연 으로 요구된다 하겠다.

우리 헌법은 다른 나라의 입법례와는 달리 형사 차에 한 상세

한 칙조항을 두고 있다. 즉 법 차의 규정을 비롯하여 죄형법

정주의(제12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장주의(제12조 제3항), 구속

부심사제도(제12조 제6항), 진술거부권(제12조 제2항),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제12조 제4항), 무죄추정의 법리(제27조 제4항),

재 을 받을 권리(제27조 제1항) 등 형사피의자, 피고인의 권리보장

1) 이른바 기본권의 放 效(Ausstrahlungswirkung der Grundrecht)이다. 이에 한 자세한 논

은 Klaus Schlaich의 Das Bundesverfassungsrecht, 2. Aufl., S. 14 이하 참조; 최근 Jutta

Limbach 독일연방헌법재 소장은 한국헌법재 소 10주년 기념축사에서 모든 법 역에 한

기본권의 방사효는 법률의 해석, 용과정에서 항상 기본권이 문제가 된다는 결과를 가져왔

으며 이로 인하여 헌법재 소의 헌법 단의 범 가 확 될 수 밖에 없다는 견해를 피력한 바

있다(헌법재 소,「한국 헌법재 의 회고와 망」, 1998. 9. 24～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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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을 비롯하여 형사피해자의 재 차에서의 진술권(제27조 제5

항),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제30조) 등 형사피해자의 기본권을 신설

하여 형사소송의 헌법화를 도모하고 있다.

이와같은 형사소송의 헌법화는 이제 헌법의 재 규범화에 의해서

형사 차법정주의를 넘어서 법률의 형식과 내용은 물론 그 운용과

정이 헌법의 기본 이념에 합치되어야 한다는 헌법 형사소송의

단계로 나가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는 형사소송법이 헌법의 하

규범이므로 헌법의 지도이념에 따라야 한다는 과거의 소극 인 개

념이 아닌 즉, 단순히 헌법이념의 구체화라는 해석상의 지침을 넘

어 헌법에 규정된 형사 차에 한 여러규정들이 바로 형사소송

차의 재 규범을 이룬다는 의미인 것이다.2)

원래 헌법 형사소송(Constitutional Criminal Procedure) 내지

형사소송의 헌법화(Constitutionalization of Criminal Procedure)는

미국의 형사소송이 부분 미국연방헌법에 의해서 규율되고 있는데

서 유래하는 것으로서 특히 동 헌법수정 제5조 제14조의 법

차조항(Clause of Due Process of Law)를 통한 인권보장을 강조

하는 의미로 소개되었다. 우리 헌법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 보기 힘들 정도로 형사소송 차에 한 상세한 칙조

항을 둠과 동시에 공권력작용으로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때에는 헌

법소원을 통하여 직 는 헌법률심사청구를 통하여 헌법재 소

에 구제 차를 밟도록 함으로써 형벌권의 실 과정인 형사소송 차

는 실질 으로 헌법 형사소송으로 나가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헌법재 소는 그 동안 형사소송 차를 규율하는 많은 법률, 제도

에 해서 헌법상 죄형법정주의, 법 차의 원리, 장주의, 재 청

구권, 무죄추정의 법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의 침해를 이

유로 헌으로 선언하여 형사 차에 있어서의 기본권 보호, 신장에

지 한 역할을 하 을 뿐만 아니라 헌법의 이념에 근거한 형사사법

2) 신동운, 형사소송법Ⅰ(1996년 개정 ), 6면



111

의 운용의 틀(기 )을 마련하도록 하는데 기여하 다.

한편 형사 차에서의 기본권 존 의 정신은 형사피의자, 피고인

뿐만 아니라 범죄피해자에게도 마찬가지로 존 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행 헌법이 신설한 재 차에서의 피해자진술권은 바로 형

사피해자의 기본권의 강화라 할 것이다. 헌법재 소가 피해자의 기

본권인 재 차진술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검사의 불기소처분

을 헌법 단의 상으로 삼아 이를 취소하여 수사단계에서의 검찰

의 소추재량권에 한 통제를 가하고 있음은 헌법 형사소송의 이

러한 측면을 반 하고 있다고 하겠다.

이하, 형사소송의 헌법화라는 기본 념을 염두에 두면서 1989. 9

헌법재 소 출범이후 지 까지(1998. 9. 1) 헌법재 에서 다루어졌

던 형사 차와 련된 례(사례)를 분석, 정리하여 헌법재 소가

형사사법 차에 한 헌법상의 기본원리들을 어떻게 구체화시켜 왔

는가를 살펴보고 아울러 그 과정에서 나름 로의 문제 은 없었는

가를 지 해 보고자 한다.

Ⅱ. 죄 주  헌  평가  

1. 죄 주  헌  

죄형법정주의는 이미 제정된 정의로운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되지 아니한다는 원칙으로서 이는 무엇이 처벌될 행 인가를

국민이 측가능한 형식으로 정하도록 하여 개인의 법 안정성을

보호하고 성문의 형벌법규에 의한 실정법질서를 확립하여 국가형벌

권의 자의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는 법치국

가 형법의 기본원리이다.3)「법률 없으면 범죄없고, 형벌없다」는 표

3) 헌재 1991. 7. 8. 91헌가4, 례집 3. 336,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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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요약되는 고 의미를 넘어서 신체의 자유를 실체 차원

에서 실질 으로 보장하는 기능을 한다. 따라서 죄형법정주의를 선

언한 헌법 제12조 제1항의「 구든지 법률과 법한 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보안처분 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와 제

13조 제1항의「모든 국민은 행 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

지 아니하는 행 로 소추되지 하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는 규정은 바로 이와같은 죄형법정주의의 헌법

의의를 구 하는 방향으로 해석, 운용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헌

법 제12조 제1항은 범죄구성요건의 기술에서 뿐만 아니라 범죄효과

에 해당하는 형사제재에 있어서도 헌법상의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4)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내지 생원칙으로서는 보통 형벌법규의 법

률주의( 습형법 지), 형벌법규불소 의 원칙, 형벌법규 명확성의

원칙(유추해석 지), 부정기형 지의 원칙을 들고 있다. 그

러나 이곳에서는 과잉형벌 지의 원칙과 이 처벌 지의 원칙을 포

함한 의의 의미로 악하고자 한다.

실정법에 투 된 죄형법정주의가 헌법 으로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가를 헌법재 소 례를 심으로 살펴본다.

2. 규  주  

형벌법규의 법률주의는 범죄와 형벌에 한 법률유보로서 법규명

령, 행정규칙이나 습형법 등에 의하여 범죄와 형벌을 규정하는

것이 엄격히 지됨을 의미한다. 여기의 법률은 어디까지나 형식

의미의 법률이다. 따라서 범죄의 구성요건, 형벌의 종류와 범 를

하 법령에 임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포 임입법 지를

선언한 헌법 제75조, 제95조의 정신에 비추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4) 헌재 1992. 4. 28. 90헌바24, 례집 4.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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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1991. 7. 8 처벌법규의 임의 한계에 한 leading case

라 할 만한 례를 남겼다. 즉「처벌법규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하여야 하는 것이나, 국가의 사회 기능증 와

사회 상의 복잡화에 따라 모두 법률로 정할 수 없어서 외 으로

명령으로 정하도록 임함을 허용하더라도 처벌법규의 명령에의

임은 특히 긴 한 필요가 있거나 미리 법률로써 자세히 정할 수 없

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어야 하고, 이러한 경우일

지라도 법률에서 범죄의 구성요건은 처벌 상인 행 가 어떠한 것

일 것이라고 이를 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 으로 정하고 형벌

의 종류 상한과 폭을 명백히 규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복표발행,

상 기타 사행행 단속법 제9조는 그 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

한 각령의 규정에 반한 행 로서 각령에서 본조의 벌칙을 용할

것을 정한 조항에 해당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는 바, 이는 막연히

포 으로 “각령의 규정에 반한 행 ”를 범죄의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각령에 반한 행 가운데서도 그 어떠한

것을 처벌할 것인가의 선택을 으로 각령에서 지정하도록 임

하여 결국 벌칙규정이면서도 형벌만을 규정하고 범죄의 구성요건의

설정은 완 히 각령에 백지 임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으므로 헌

법 제12조 제1항, 제13조 제1항에 각 반된다」고 시하 다.5)

이어 1993. 5. 13에는 부령에 의한 처벌구성요건의 설정과 련한

사건에서「죄형법정주의는 어떠한 행 가 처벌될 수 있는 행 인가

를 국민이 사 에 측할 수 있도록 성문법의 형태로 형벌법규가

제정되어야 함을 의미하고, 그럼으로써 국가의 형벌권의 자의 인

발동으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는 제도로서 우리 헌

법은 제12조 제1항 후단에서 이를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형벌불소

의 원칙(헌법 제13조 제1항 단)과 함께 형사법에 한 헌법의

2 원칙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형사법은 원칙 으로 형

5) 헌재 1991. 7. 8. 91헌가4, 례집 3. 336



114

식 의미의 법률의 형태로 제정되어야 하고 다만 부득이 외 으

로 행정부에서 법규명령의 형태로 제정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법

규명령에는 반드시 구체 이고 명확한 법률상의 임근거규정이 있

어야 비로소 가능한 것이라 할 것이다. 즉 형벌법규라고 하더라도

일정사항의 임이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비

추어 보건데 최소한도 범죄의 구성요건의 윤곽만큼은 수권규정 자

체에서 측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고 설시하면서 당구장 출

입문에 18세 미만자의 출입 지표시를 하도록 규정한 체육시설의설

치이용에 한법률시행규칙 제5조는 모법의 임없이 모법의 처벌조

항의 구성요건을 정한 것이 되어 헌이라고 하 다.6)

헌재는 처벌규정 임의 한계로서 ① 특히 긴 한 필요가 있거나

미리 법률로써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임이 가능하고 ② 범죄구성요건과 형벌의 강은 반드시 법률(모

법)에 규정되어 측가능하여야 하며 ③ 구성요건이 임법률조문

하나만으로는 측될 수 없으며 임한계를 일탈하지 아니한다는 3

가지 기 을 설정하고 있다.

따라서 벌칙 임을 규정한 수산업법 제52조 제2항 등 헌제청7),

도시계획법 제92조 제1호 등 헌제청8), 군형법 제47조에 한

헌소원9), 구 주택건설 진법 제52조 제1항 제2호 등 헌소원10) 등

에 한 합헌결정은 헌재가 설정한 이와같은 기 에 비추어 볼 때

타당성이 인정된다 하겠다. 그러나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

는 자는 노동부장 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이 경우 허가의 종류,

요건, 상 등 허가에 하여 필요한 사항을 통령령에 임한 구

직업안정 고용 진에 한법률 제10조는 허가를 받아야 할 유료직

업소개사업의 개념과 범주에 한 정의 등은 요한 사항으로 최소

6) 헌재 1993. 5. 13. 92헌마80, 례집 5-1. 365

7) 헌재 1994. 6. 30. 93헌가15 등, 례집 6-1. 576

8) 헌재 1994. 7. 29. 93헌가12, 례집 6-2, 53

9) 헌재 1995. 5. 25. 91헌20, 례집 7-1. 615

10) 헌재 1995. 10. 26. 93헌바62, 공보12. 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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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법률사항인데도 이를 시행령에 백지 임하고 있고 한 허가를

받지 않았을 경우에 처벌하고 있다는 에서(동법 제30조) 처벌법

규의 포 임의 한계를 벗어남과 동시에 형법벌규 명확성의 원

칙에도 반하는 것이라 생각된다.11) 따라서 법률조항은 헌재가

설정한 처벌규정의 임의 한계를 벗어난 것임에도 헌재가 이를 합

헌이라고 한 것은12) 처벌규정 임의 한계에 한 헌재 논지의 일

성을 벗어난 것이 아닌가 한다.

3. 규 지  원   

(1) 소 효 지의 원칙은 법률시행 이 의 행 를 처벌하기 한

소 입법은 지되며 동시에 법률시행 이 의 행 에 까지 소

용하는 것도 지된다는 원칙이다. 소 입법이나 소 용을 허용

하게 되면 형벌법규가 갖는 의사결정기능이나 행 결정기능이 무의

미하게 되기 때문이다.

소 효 지의 원칙은 행 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용되지 않는

다(형법 제11조 제2항, 제3항). 보안처분의 경우 소 효를 인정하게

되면 우회 인 방법으로 형벌불소 의 원칙을 유명무실하게 할

험성이 있으므로 보안처분도 용 상에 포함시켜야 하리라고 본

다.13)

례에 의한 소 효 지 원칙의 회피가 문제될 수 있다. 그러나

헌법이나 형법이 제정법을 통한 소 효를 지하고 있다는 , 법

은 법해석을 본질 임무로 하고 있다는 에서 례에는 소 효

지의 원칙이 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14)

소 효 지의 원칙은 실체법인 형법에 하여 용되고 차법인

11) 강경근, 유료직업소개사업허가제의 헌성, 법률신문, 1998. 8. 17자 참조

12) 헌재 1996. 10. 31. 93헌바14, 례집 8-2, 426

13) 이재상, 형법총론(1996년 ) 16면; 박상기, 형법총론(1996년 ) 31면

14) BVerfGE 18. 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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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에는 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이다. 차법은 그 속

성상 법죄의 성립과는 무 할 뿐만 아니라 측가능성을 침해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친고죄를 비친고죄로 하거나 공소시

효기간을 연장한 신법을 용한 때에는 소 효 지의 원칙이 용

되지 않는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미 고소기간이 지나거나 공소시

효가 완성된 때에는 신법을 용하여 고소기간 도과 이나 공소시

효완성 의 행 를 처벌하는 것은 지된다.15)

(2) 공소시효진행을 정지하는 입법이 소 효 지원칙에 배되는

지 여부에 하여 헌재는 소추가능성에만 연 될 뿐 가벌성에는

향을 미치지 않는 공소시효에 한 규정은 ‘행 의 가벌성’에 한

원칙인 헌법상의 형벌불소 의 원칙의 효력범 에 원칙 으로 포함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즉,「소추가능성은 가벌성의 조건이 아니므로 공소시효의 정지규

정을 과거에 이미 행한 범죄에 하여 용하도록 하는 법률이라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헌법 제12조 제1항 제13조 제1항에 규

정한 죄형법정주의의 생원칙인 형벌불소 의 원칙에 언제나 배

되는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16) 그러나 1979. 12. 12.과

1980. 5. 18.을 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괴범죄행 에 하여 공

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도록 규정한 5․18민주화운동등에 한특별

법 제2조가 소 처벌로서 헌인지 여부에 하여 헌정질서 괴 행

(내란죄)가 특별법제정(1995. 12. 21.) 당시 공소시효가 완성되

었다는 제하에「공소시효완성으로 인한 법 지 에 한 신뢰이

익은 단순한 법률 차원의 이익이고, 기본권 법익에 속하지는

않는 데 비하여 특별법 조항을 정당화하는 공익 필요(헌정질서

괴범죄자들을 응징하여 정의를 회복하고 그와 같은 불행한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자유민주 기본질서의 확립을 하기 한 필요)는

15) BVerfGE 18, 244; 25, 269

16) 헌재 1996. 2. 16. 선고 96헌가2 등, 례집 8-1. 51, 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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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하므로 진정소 입법일지라도 헌법 으로 정당화된다」하

여 법률을 합헌이라고 시하 다.17) 한편 김용 재 등 5인

의 재 은「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된 경우에 그 뒤 소추할 수 있

도록 법률로써 규정하는 것은 헌법 제12조 제1항 후단의 법 차

의 원칙과 제13조 제1항의 형벌불소 의 원칙 정신에 비추어 보아

헌이라는 제하에 특별법 조항을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된 경

우에도 용하는 한 헌이다」는 한정 헌의견을 낸 바 있다.

물론 특별법 제정당시 내란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한

다면 특별법은 소 입법으로서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

는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12․12, 5․18을 후한 헌정질서 괴행

즉 내란행 는 이른바 단계 쿠테타로서 1981. 3. 2. 5공헌법에

의하여 두환이 통령에 취임함으로써 비로소 완성(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18) 특별법 제정당시에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공소시효완성 에 제정된 특별법(신법)

은 소 효 지의 원칙이 용되지 않는 합헌법률이라 하겠다.

한 헌재는 불기소처분에 한 헌법소원사건이 심 에 회부된

경우에 당해 불기소처분의 피의자에 한 공소시효가 정지된 것으

로 볼 것인지 여부에 하여 유추해석 지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

다고 한다.19) 즉「공소시효제도의 실질은 국가형벌권의 소멸이라는

에서 형의 시효와 마찬가지로 실체법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어

서, 그 외로서 시효가 정지되는 경우는 특별히 법률로서 명문의

규정을 둔 경우에 한하여야 하고, 법률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다른 제도인 형사소송법상의 재정신청에 한 규정을

유추 용하여 공소시효의 정지를 인정하는 것은 피의자의 법 지

의 안정을 법률상 근거없이 침해되는 것이 되며, 나아가서는 헌

17) 헌재 1996. 2. 16. 선고 96헌가2 등, 례집 8-1. 51

18) 허 , 5․18 불기소처분의 헌법이론 문제 , 5․18 법 책임과 역사 책임, 1995, 이 출

부, 83면 이하

19) 헌재 1993. 9. 27. 92헌마284, 례집 5-2.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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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의 법 차주의,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여 기소되고 처벌받는 결

과도 생길 수 있을 뿐더러, 이는 당 재 소가 사실상 입법행 를 하

는 결과가 되므로 헌법소원사건이 심 에 회부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심 상인 피의사실에 한 공소시효는 정지되지 아니한다.」

4. 규  원  

(1) 형벌법규 명확성의 원칙은 범죄구성요건과 형사제재에 한

규정이 자의 인 해석이나 법 의 자유재량에 의한 단을 허용하

지 않도록 구체 이어야 할 것을 의미한다. 즉 법률이 허용하고자

하는 행 가 무엇이며 그에 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구나

알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 를 결정할 수 있게끔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20) 따라서 구성요건이 불명

확하거나 지나치게 모호하여 범 한 경우에는 국가형벌권의 자의

인 행사가 가능하게 되어 죄형법정주의에 배된다(void for

vagueness). 그리고 명확성의 원칙상 유추해석은 당연히 지된다.

유추해석을 허용하게 되면 형벌법규의 명확성의 원칙이 무 지고

자의 인 입법을 허용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2) 헌재는 국가보안법 제7조의 규정이 지나치게 다의 이고

용범 가 범 한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형벌법규의 명확성의 원칙

에 배되고 있으므로 그 가운데 국가의 존립, 안 이나 자유민주

기본질서에 무해한 행 는 처벌에서 배제하고 이에 실질 해악

을 끼칠 명백한 험성이 있는 경우로 처벌을 축소, 제한하는 한정

축소해석의 경우에 한하여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으며21),

이어 국가보안법 제9조의 편의제공죄 역시 그 용범 가 과도하고

범 하여 법 운 당국에 의한 자의 인 집행가능성으로 법치주의

와 죄형법정주의에 될 가능성이 있어 한정 으로 축소해석을

20) 헌재 1997. 3. 27. 95헌가17, 례집 9-1. 219

21) 헌재 1990. 4. 2. 89헌가113, 례집 2.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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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한다고 결정했다.22)

한 구 집회 시 에 한법률 제3조 제1항제4호에서 ‘ 히 사

회 불안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집회 는 시 ’를 주 하거나

개최한 자를 처벌하는 것은 그 용범 가 과도하게 범 하고 불

명확하므로 법운 당국에 의한 편의 ․자의 법운 집행을 가능

하게 함으로써 헌의 소지가 있다고 하여 한정합헌결정을 내렸으

며23), 군사기 보호법상의 군사상 기 개념도 구체 기 이 없어

애매하거나 무 범 하여 죄형법정주의에서 요구되는 명확성의

원칙에 배될 수 있으므로 소정의 군사기 이 비공지의 사실로서

법 차에 따라 군사기 로서의 표지를 갖추고 그 설이 국가의

안 보장에 명백한 해를 래한다고 볼 만큼의 실질가치를 지닌

경우에 한하여 용되는 것으로 한정해석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24)

그러나 헌재는 구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 제2항 등의 제3자 개입

지조항에 하여는「죄형법정주의는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명확

할 것을 요구하지만 그 구성요건이 다소 범 하여 법 의 보충

해석이 필요한 개념을 사용하 다고 하더라도 그 만으로는 처벌

법규의 명확성에 반드시 배치되는 것은 아닌 바, 법률조항이 처

벌 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조종․선동․방해라는 용어는 건 한 상

식을 가진 사람의 통상 인 해석방법에 의해 그 개념을 쉽게 악

할 수 있고 후단의 ‘기타 이에 향을 미칠 목 으로 개입하는 행

’라는 규정도 그 규정방식을 보면 단의 조종․선동․방해 등의

행 와 병렬 으로 되어 있어 어도 조종․선동․방해에 하는

것이어야 함을 알 수 있어서 구나 견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따

라서 헌법 제12조 제1항이 요구하는 명확성의 원칙을 충족하므로

22) 헌재 1992. 4. 14. 90헌바23, 례집 4. 162; 국가보안법 제8조 제1항 회합, 통신죄에 하여

도 ‘이익이 된다는 정을 알면서’라는 부분이 지나치게 포 이고 그 용범 가 범 하다

는 이유로 한정합헌결정을 하 다(헌재 1997. 1. 16. 92헌바6 등, 례집 9-1. 1)

23) 헌재 1992. 1. 18. 89헌가8, 례집 4. 4

24) 헌재 1992. 2. 25. 89헌가 104, 례집 4.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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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반되지 아니한다」고 시하여 합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25)

(3) 형벌법규 명확성의 원칙에 배되어 헌결정된 몇가지 사례

를 더 살펴본다.

특정범죄가 처벌등에 한법률 제4조 제1항의 “정부 리기업체”

라는 용어는 수뢰죄와 같은 이른바 신분범에 있어서 그 주체에

한 구성요건의 규정을 지나치게 범 하고 불명확하게 규정하여

체로서의 구성요건의 명확성을 결여한 것으로 죄형법정주의에

반되고, 나아가 그 법률 자체가 불명확함으로 인하여 그 법률에서

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의 강을 측할 수 없는 경우라 할 것이

므로 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헌이다.26)

건축법 제79조 제4호는 “ 계법령”이 정하는 기 에 합하게 유

지․ 리하지 않으면 처벌하게 되는데 계법령의 개념이 불명확하

여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반된다.27) 한 구 노동조합법 제46조

의 3은 그 구성요건을 “단체 약에 반한 자”라고만 규정함으로써

범죄구성요건의 외피만을 설정하 을 뿐 구성요건의 실질 내용을

직 규정하지 아니하고 모두 단체 약에 임하고 있어 죄형법정

주의의 기본 요청인 법률주의에 배되고 그 구성요건도 지나치

게 범 하여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배된다.28)

5. 과 지  처 지  원

(1) 형벌이 행 의 불법내용과 행 자의 책임에 상응해야 한다는

것은 법치주의 원리의 한 요소로서의 비례의 원칙상 당연한 요청이

다. 따라서 형사 차에 있어서도 과잉형벌(입법) 지의 원칙이 기본

권 제한의 한계로서 용됨은 물론이다. 헌재 역시 이를 구체 으

25) 헌재 1993. 3. 11. 92헌바33, 례집 5-1. 29

26) 헌재 1995. 9. 28. 93헌바50, 례집 7-2. 297

27) 헌재 1997. 9. 25. 96헌가16, 례집 9-2. 312

28) 헌재 1998. 3. 26. 96헌가20, 공보 27, 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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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밝힌바 있다.29) 과잉입법 지의 원칙은 법 차와 더불어 죄형

법정주의의 실질 내용을 이룬다고 할 것이다.

특히 헌재는 특정범죄가 처벌등에 한법률 제5조의3 제2항제1호

에서 과실로 사람을 치상하게 한 자가 구호행 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고의로 유기함으로써 치사의 결과에 이르게 한 경우에

살인죄와 비교하여 그 법정형을 더 무겁게 한 것은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을 상실한 것으로서 헌법 제10조의 인간으로서의 존

엄과 가치를 보장한 국가의 의무와 헌법 제11조의 평등의 원칙

제37조 제2항의 과잉입법 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시하 다.30) 즉

과실범을 고의범보다 하게 가 처벌하는 불균형과 형 자체의 과

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헌재는 결정이후 법정형의 과잉을 다투는 사건을 형벌

규정의 입법목 과 보호법익이 상이하다는 에 비추어 법정형의

형종과 형량은 입법자의 범 한 재량에 속하는 문제로서 비례성

의 원칙에 한 명백한 반을 확인할 수 없는 한 형량의 헌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모두 합헌결정을 함으로써 소극 인 입장으

로 선회하 다.31)

(2) 동일한 범죄에 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는 이 처벌

지의 원칙(헌법 제13조 제1항 후문)은 죄형법정주의와는 별개의 차

원에서 인정된 인신보호를 한 요한 헌법상의 기속원리이다. 이

처벌 지원칙은 법 안정성과 신뢰보호에 바탕을 둔 일사부재리

의 원칙(ne bis in idem)을 형벌권 기속 측면에서 악한 개념이라

하겠다.32)

29) 헌재 1992. 12. 24. 92헌가8, 례집 4. 853; 1993. 12. 23. 93헌가2, 례집 5-2. 578 각 참조

30) 헌재 1992. 4. 28. 90헌바24, 례집 4. 225, 229

31) 다만 법정형의 과잉을 다투는 사안과는 성격이 다른 것이기는 하지만 음란비디오물 매업등

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매업자가 소유 는 유하는 음반 는 비디오물을 필수 으로 몰

수하도록 규정하여 심의를 받은 법한 음반 등도 부 몰수하게 하는 음반 비디오물에

한법률 제25조 제2항은 과잉형벌 형벌체계상의 불균형을 이유로 헌결정된 바 있다(헌

재 1995. 11. 30. 94헌가3, 례집 7-2. 550).

32) 허 , 한국헌법론(1997년 ), 34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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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헌재가 이 처벌 지의 원칙 배를 선언한 사례는 아직 없

다. 다만 헌재는 사회보호법상의 보호처분과 형벌을 동시에 과하는

것에 하여「사회보호법 제5조에 정한 보호감호처분은 헌법 제12

조 제1항에 근거한 보안처분으로서 형벌과는 그 본질과 추구하는

목 기능이 다른 별개의 독자 의의를 가진 형사 제재로 볼

수 밖에 없다. 그 다면 보호감호와 형벌은 비록 다같이 신체의 자

유를 박탈하는 수용처분이라는 에서 집행상 뚜렷한 구분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본질, 추구하는 목 과 기능이 다른 별

개의 제도이므로 형벌과 보호감호를 서로 병과하여 선고한다 하여

헌법 제13조 제1항에 정한 이 처벌 지의 원칙에 반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단하 다.33)

한 헌재는 동일한 범죄에 하여 형벌부과 후에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34), 범가 처벌규정35) 상습범가 처벌

규정36) 등에 하여 각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되지 않는다고 하

다.

Ⅲ. 헌 재 에  차  원리 

1. 차  

행 헌법 제12조 제1항 후문은 “ 구든지……법률과 법한

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처벌․보안처분 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고, 제12조 제3항 본문은 “체포․구속․압수 는 수

색을 할 때에는 법한 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 이

33) 헌재 1989. 7. 14. 88헌가5 등, 례집 1. 69

34) 헌재 1994. 6. 30. 92헌바38, 례집 6-1. 619; 형사 차와 징계 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

이 이 처벌이 아니라는 독일연방헌법재 소의 례가 있다(BVerfGE 21, 391(401)).

35) 헌재 1995. 2. 23. 93헌바43, 례집 7-1. 222

36) 헌재 1995. 3. 23. 93헌바59, 례집 7-1. 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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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부한 장을 제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미법계의 국가에

서 인권보장을 한 기본원리의 하나로 발달되어온 ‘Due Process

of Law’의 원칙을 도입하여 이를 헌법에 처음으로 명문화하고 있

다. 법 차의 원칙은 연 으로 국의 마그나 카르타( 헌장)

제39조, 1335년의 에드워드 3세의 “나라의 법”(law of land), 1628년

권리청원 제4조를 거쳐 1791년 미국 헌법수정 제5조 제3문과 1868

년 미국 헌법수정 제14조에 명문화되어 미국헌법의 기본원리의 하

나가 되었으나 오늘날에는 독일 등 륙법계의 국가에서도 실질

법치국가원리 는 기본권제한의 실질 법률유보원리로 요한

치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에서의 법 차는 원래 형사 차의 법성 보장에서 출발하

으나 그 후 차일반의 정문제로 개되어 국민의 자유와 재산

에 련된 모든 공권력 작용의 내용, 방식, 목 등의 정성과 합

리성의 원리로 발 하고 근자에는 공권력 작용의 근거가 되는 모든

실체법의 정문제로까지 확 되었다.37) 그러나 여 히 요성을

가지는 것은 형사 차와 련된 사항임은 물론이다.

한 미 헌법수정 제5조 제14조의 정 차조항(due process

clause)은 차 차원의 정 차(procedual due process)뿐만 아

니라 실체 차원의 정 차(substantive due process)까지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여기서 차 차원의 정 차는 시민의 생

명, 자유, 재산을 박탈하거나 제약하는 국가공권력행사에 있어서 공

권력행사의 사 고지와 청문기회 부여 등을 골자로 하고, 실체

차원의 정 차는 용된 법률의 내용이 합리 이고 정당한 법이

어야 한다는 것 즉 헌법 으로 정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악

37) 미연방 최고재 소는 법 차의 주된 내용으로 ①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향을 미치는 국

가 행 에 하여 계 국가기 이 정당한 권한을 가질 것 ② 입법의 차는 물론 법률의

내용도 구체 이고 명확할 것 ③ 상 방에게 고지․청문의 기회가 제공될 것 ④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유리한 증인의 강제소환 등이 보장될 것 ⑤ 정기 이 공정하게 구성

될 것 ⑥ 권리․의무의 정은 정의의 원칙과 헌법의 기본이념에 합치하고 자의 인 것이

아닐 것 등을 들고 있다(권 성, 헌법학원론(1997년 ), 38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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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38)

한마디로 법 차의 원리는 국가의 모든 공권력 작용은 차상

의 법성을 갖추어야 할 뿐만 아니라 공권력 작용의 근거가 되는

법률의 실체 내용도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법리로

서 헌법상 인권보장의 가장 핵심 인 원리이다.39)

2. 차  개   용 에 한 헌 재

 

헌재는 법 차의 헌법 의의에 하여「헌법 제12조 제1항

제3항의 법한 차라 함은 인신의 구속이나 처벌 등 형사 차만

이 아니라 국가작용으로서의 모든 입법작용과 행정작용에도 범

하게 용되는 독자 인 헌법원리의 하나로, 차가 형식 법률로

정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용되는 법률의 내용에 있어서도 합리성

과 정당성을 갖춘 정한 것이어야 함을 요구하는 것이다」고 정의

하여40) 차 차원의 정성 뿐만 아니라 법률의 내용이 헌법

정의에 합치될 것을 요구하는 실체 차원의 법 차를 의미하는

것임과 동시에 그 용범 가 형사 차 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작용

체에 용됨을 밝힘으로써 인권보장의 가장 핵심 인 헌법상의

원리로 보고 있다.

특히 형사 차와 련하여서는 형벌권의 실행 차인 형사소송의

반을 규율하는 기본원리로 보고 있다. 즉「형사소송 차에 있어

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과 련시켜 용함에 있어서는 법

38) Stone / Seidman / Sutein / Tunshnet, Constitutional Law, 2nd Ed.(1991), pp. 785, 985 참조

39) 미연방최고재 소 Douglas 사는「권리장 의 부분의 규정이 차에 한 것이라는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법의 지배와 자의(恣意)의 지배와의 요한 차이는 차의 유무인 것이

며, 엄격한 차 보장을 가짐으로써만 법앞의 평등의 정의를 보장할 수 있다」(Joint

Anti-Fascist Refugee Committ v. McGrath, 34 U. S. 123(at 179), 1951)고 하여 법 차의

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40) 이러한 견해는 1989. 9. 8. 선고, 88헌가6 결정에서 처음 논 된 이래 특히 1992. 12. 24.에

선고한 형사소송법 제331조 단서규정에 한 헌결정에서(92헌가8) 더욱 구체 으로 정의

한 후 수차례에 걸쳐 시한 헌재의 일 된 견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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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에 따른 형벌권의 행사라고 할지라도 신체의 자유의 본질 인 내

용을 침해하지 않아야 할 뿐 아니라 비례의 원칙이나 과잉입법 지

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만 그 정성과 합헌성이

인정될 수 있음을 특히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

다」,41) 한「 법 차의 원칙은 법률이 정한 형식 차와 실체

내용이 모두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춘 정한 것이어야 한다는

실질 의미가 있는 것으로서 형사소송 차의 반을 기본권보장의

측면에서 규율하여야 한다는 기본원리를 천명하고 있는 것이다.」42)

고 시하여 법 차 조항이 형사 차 반에 걸친 지도이념으로

기능한다는 것을 명백히 하고 있다. 한 수사 차, 공 차는 물

론 사회보호법 등의 보안처분, 수형 차 등에서도 법 차의 원리

가 용됨은 당연하다. 따라서 차 으로나 실체 으로 합리성과

정당성이 없는 법률규정에 의하여는 피의자나 피고인의 신체의 자

유를 제한할 수 없다. 그리고 당해 법률이 차 으로나 실체 으

로 합리성과 정당성이 있는지 여부는 엄격히 따져야 할 것이다.43)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의 사례는 형사 차에서 가장 빈번하면

서도 극명하게 나타나는 계로 형사 차에서의 법 차의 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그 자체 헌법 감독기 으로 요

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할 것이다.44) 헌법재 소 역시 같은 입장에

서 있다. 즉「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의 소지가 가장 많은 형사

소추 는 재 차에 있어서 법 차주의에 따라 차의 법성

과 정성이 함께 보장되어야 하는 것은 무나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헌법 제12조 제1항 후단에서 이와같은 법 차주의

를 채택한 것은 법 차가 국가형벌권의 실행 차인 형사소송을

규율하는 기본원리임을 명시하고, 국가형벌권의 행사는 피의자

41) 헌재 1992. 12. 24. 92헌가8, 례집 4. 853

42) 헌재 1996. 12. 26. 94헌바1, 례집 8-2. 898

43) 헌재 1993. 12. 23. 93헌가2, 례집 5-2. 578 참조

44) 신동운, 형사 차와 법 차의 원칙(손해목 교수 회갑기념논문집, 1992) 701～702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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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피고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한도내에서만 그 정성이

인정될 수 있음을 강조한 것이라고 보여진다.」45)고 하여 법 차

를 차의 법성 뿐만 아니라 차의 정성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헌재는「 행 헌법상 법 차의 원칙을 법률이 정한 차

와 그 실체 인 내용이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춘 정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그 법률이 기본권의 제한입법에 해당하

는 한 헌법 제37조 제2항의 일반 법률유보조항의 해석상 요구되

는 기본권제한법률의 정당성 요건과 개념상 복되는 것으로 볼 수

도 있을 것이나, 행 헌법이 명문화하고 있는 법 차의 원칙은

단순히 입법권의 유보제한이라는 한정 인 의미에 그치는 것이 아

니라 모든 국가작용을 지배하는 독자 인 헌법의 기본원리로서 해

석되어야 할 원칙이라는 에서 입법권의 유보 한계를 선언하는

과잉입법 지의 원칙과는 구별된다고 할 것이다.」46)고 하여 법

차의 원칙을 과잉 지의 원칙과 구별되는 개념으로 보고 과잉 지

원칙의 반여부를 별도로 단하고 있다.

3. 차  체  사  

(1) 형사 차를 규율하는 형사소송법 자체에 하여 법 차의

원칙을 직 용하여 헌결정을 내린 최 의 사례는 1992. 12.

24. 선고한 형사소송법 제331조 단서규정에 한 헌심 사건이었

다. 이 단서규정은 법원으로부터 무죄, 면소 등 구속 장의 효력이

상실되는 결이 선고되더라도 검사로부터 사형, 무기 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고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진술이 있는 사건에

하여는 구속 장의 효력이 그 로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에

45) 헌재 1993. 7. 29. 90헌바35, 례집 5-2. 14

46) 헌재 1992. 12. 24. 92헌가8, 례집 4. 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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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헌재는「헌법 제12조 제3항 본문은 동조 제1항과 함께 법

차원리의 일반조항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형사 차상의 역에

한정되지 않고 입법, 행정 등 국가의 모든 공권력의 작용에는 차

상의 법성뿐만 아니라 법률의 실체 내용도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춘 실체 인 법성이 있어야 한다는 법 차의 원칙을 헌법의

기본원리로 명시하고 있는 것이므로 헌법 제12조 제3항에 규정된

장주의는 구속의 개시시 에 한하지 않고 구속 장의 효력을 계

속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취소 는 실효시킬 것인지의 여부도 사

법권독립의 원칙에 의하여 신분이 보장되고 있는 법 의 단에 의

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31

조 단서규정과 같이 구속 장의 실효여부를 검사의 의견에 좌우되

도록 하는 것은 헌법상의 법 차의 원칙에 배된다.」47)고 하

다. 이 례는 행 형사 차에 있어서 법 차의 원칙이 보다 실

질화, 구체화할 수 있는 논의의 단서를 제공함으로써 헌법 형사

소송의 토 를 마련함과 동시에 그후 이어지는 형사소송 계법에

한 헌결정의 효시가 된 요한 결정이라 하겠다.

이어 1993. 12. 23.에는 같은 맥락에서 보석허가결정에 하여 검

사의 즉시항고를 허용하여 즉시항고에 한 항고심의 재 이 확정

될 때까지 그 집행이 정지되도록 한 형사소송법 제97조 제3항에

하여「이 규정은 당해 피고인에 한 보석허가결정이 부당하다는

검사의 불복을 그 피고인에 한 구속집행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는

법원의 단보다 우선시킨 것이어서 구속의 여부와 구속을 계속시

키는 여부에 한 단을 사법권의 독립이 보장된 법 의 결정에만

맡기려는 장주의에 반되고, 그 내용에 있어 합리성과 정당성이

없으면서 피고인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법 차의

원칙에 반하며, 기본권제한입법의 기본원칙인 방법의 정성, 피해

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지 못하여 과잉 지의 원칙에도

47) 헌재 1992. 12. 24. 92헌가8, 례집 4. 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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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된다.」48)고 시하여 헌결정을 내렸다.

한 제1회 공 기일 의 증인신문 차를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

송법 제221조의2 제2항은 범인필벌의 요구만을 앞세운 과잉된 입법

수단으로 증거수집과 증거조사를 허용함으로써 법 의 합리 이고

공정한 자유심증을 방해하여 헌법상 보장된 법 의 독립성을 침해

할 우려가 있다는 에서, 피고인 등의 반 신문권을 제한하고 있

는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 제5항은 피고인 등의 공격방어권을 과다

히 제한하는 것으로써 그 자체의 내용이나 법원의 제한 해석에

의하더라도 그 입법목 을 달성하기에 필요한 입법수단으로서의 합

리성 내지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다는 에서, 각 헌법상의 법

차의 원칙 공정한 재 을 받을 권리에 배된다고 하 다.49)

(2) 형사특별법에 하여 법 차의 원칙 등에의 배를 이유로

헌선언한 를 보면 다음과 같다.

먼 필요 보호감호를 규정한 구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은 법

의 단재량을 박탈한 것으로서 헌법 제12조 제1항 후문의 법

차와 헌법 제37조 제2항, 나아가 헌법 제27조 제1항의 재 을 받

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50) 피고인이 죄를 범한 죄인이거나

는 외국에 도피 이라는 이유만으로 상소의 제기 는 상소권

회복청구를 면 쇄하고 있는 반국가행 자처벌에 한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 13조 제1항 ‘제345조 내지 제348조’ 부분은 상

소권을 본질 으로 박탈하는 것이어서 법 차의 원리 재 청

구권을 침해하는 헌규정51)이라고 선고하 다가 그후 다시 법

률 제를 법 차 과잉 지의 원칙, 공정한 재 을 받을 권리

등의 침해를 이유로 헌선언하여 폐지시켰다.52)

노동 원회의 미확정의 구제명령을 그 취소 에 이행하지 아니한

48) 헌재 1993. 12. 23. 93헌가2, 례집 5-2. 578

49) 헌재 1996. 12. 26. 94헌바1, 례집 8-2. 808

50) 헌재 1989. 7. 14. 88헌가5 등, 례집1. 69

51) 헌재 1993. 7. 21. 90헌바35, 례집 5-2. 14

52) 헌재 1996. 1. 25. 95헌가5, 례집 8-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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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를 확정된 구제명령을 반한 경우와 동일하게 처벌하고 있는

노동조합법 제46조는 국민의 기본권제한 방법에 있어 형평을 심히

잃어 법률규정의 실체 내용에 있어 합리성과 정당성을 결여하

다 할 것이어서 헌법상 법 차에 반하고 과잉 지의 원칙에

된다.53) 한 최근에는 사형, 무기 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고에 해당하는 사건을 제외한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에 한 송달

불능보고서가 수된 때로부터 6월이 경과하도록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없이 제1심재 을 진행하여

유죄 결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한 소송 진등에 한특례법 제23조에

하여 법 차의 원칙과 공정한 재 을 받을 권리의 침해라 하여

헌선언한 바 있다.54)

(3) 한편 형사 차 이외의 차에서 법 차의 원칙이 용된

로는 우선 법무부장 의 일방 인 명령에 의하여 변호사업무를

정지시키는 것은 당해 변호사가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

나 필요한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 청문의 기회를 보장하지 아니함

으로써 법 차에 반된다고 보았다.55) 한 공소제기된 사립학

교교원과 공무원을 반드시 직 해제 되는 것으로 규정한 사립학교

법 제58조의2 제1항 단서,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 단서규정

에 해서 무죄추정의 원칙과 더불어 법 차 배라고 시하

으며56), 나아가 선거 계법률이 정치 타 에 의하여 국민의 정치

참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등 불합리한 선거법을 제정하는 것도

법 차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았다.57)

53) 헌재 1995. 3. 23. 92헌가14, 례집 7-1. 307

54) 헌재 1998. 7. 16. 97헌바22, 공보 29. 652

55) 헌재 1990. 11. 19. 90헌가48 례집 2. 393

56) 사립학교법 제58조의2 제1항 단서에 하여는 헌재 1994. 7. 29. 93헌가3 등, 례집 6-2. 1;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 단서에 하여는 헌재 1998. 5. 28. 96헌가12, 공보 28. 45 각

참조

57) 과다한 고액기탁 그 국고귀속을 규정하고 있는 구 국회의원선거법 제33조, 제34조에

한 헌결정(헌재 1989. 9. 8. 88헌가6, 례집 1. 19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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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주

가. 주  리

장주의 즉 사 장주의는 법 차원리에서 생된 것으로서

헌법 제103조에 의하여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재 하

고, 사법권 독립에 의하여 신분이 보장된 법 이 발부한 장을 제

시하지 아니하고는 수사에 필요한 강제처분을 하지 못한다는 원칙이

다. 장주의의 본질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강제처분을 함에 있

어서 립 인 법 이 구체 인 단을 거쳐 발부한 장에 의하여

야만 하는데 있다. 따라서 구속개시시 에서 뿐만 아니라 그 구속

장의 효력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정지 는 실효시킬 것인지

여부도 오직 법 의 단에 의하여만 결정될 수 있는 것이다.58)

헌법은 체포, 구속, 압수 는 수색을 할 때에는 법한 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 이 발부한 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여(헌법 제12조 제3항, 제16조) 장주의를 헌법 차원에

서 보장하고 있다. 원래 법 에 의한 장제도는 수사기 의 강제

수사권 남용으로부터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한 근 형사

소송의 기본원리로서 우리의 경우 1948년 미군정법령 176호「형사

소송법의 개정」에 의하여 처음 도입된 이후 1954년 형사소송법 제

정시 계수되었다.

법 에 의한 장은 어디까지나 사 장을 원칙으로 한다. 장

주의 자체가 배제되는 경우는 없다. 다만 헌법은 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주 는 증거인멸의

염려있는 때에는 사후에 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제12조 제3

항 단서) 사 장주의의 외를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긴 체포의

경우에도 사후(형사소송법은 48시간 이내로 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58) 헌재 1992. 12. 24. 92헌가8, 례집 4. 853; 1993. 12. 23. 93헌가2, 례집 5-2. 578, 596;

1993. 3. 27. 96헌바28, 례집 9-1. 313, 320 각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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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조의4 참조)에 반드시 장을 제시하여야 한다는 것이 헌법의

요청이다. 한 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경우에 계엄당국의 특

별한 조치에 의하여 장주의가 제한될 수 있으나(헌법 제77조 제3

항) 이 경우에도 법 에 의한 장주의 자체를 배제할 수 없다는 것

이 통설, 례이다.59) 즉 사 장주의의 외가 허용될 뿐이다.

그런데 행 형사소송법(1995. 12. 29. 법률 제5054호로 개정된

것)은 체포 장제도의 도입에 응하여 구법상의 긴 구속제도를

폐지하고 신 긴 체포제도를 도입하 다(제200조의3, 4). 즉 검사

는 사법경찰 은 피의자가 사형, 무기 는 장기 3년 이상의 징

역이나 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 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

가 있고 구속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 을 요하여 체포 장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장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

고 검사 는 사법경찰 이 피의자를 긴 체포한 경우에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검사는 할

지방법원 사에게, 사법경찰 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할지방법원 사에게 구속 장을 청구하여야 하며, 이 때 구속

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

방하도록 하고 있다.

이 긴 체포제도는 종 의 긴 구속이 사후의 구속 장 발부를

요건(구법 제207조)으로 하고 있었던 것과는 달리 사후 장을 요하

지 않고 구속 장의 청구로 법 에 의한 통제를 체하고 있다. 이

와같이 긴 체포의 경우에 사후구속 장에 의한 통제를 받지 않도

록 하고 있는 행 긴 체포제도는 헌법상 장주의에 배된다고

생각한다.60) 헌법 제12조 제3항이 사 장에 의하지 아니한 체포

의 경우에도 사후에 비로소 장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사 장주의를 배제한 것이지 법 에 의한 사후통제까지를 배제한

59) 권 성, 주 37)의 책, 388면; 허 , 주 32)의 책, 343면; 헌법 원회 1993. 10. 18. 결정 참조

60) 신동운, 주 2)의 책, 161～16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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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행 긴 체포제도의 도입취지로서 ① 긴

체포후 구속의 필요가 없어 피의자를 석방하는 경우에 까지 사후체

포 장을 청구토록 하는 것은 48시간내에 무용한 차를 밟도록 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체포기간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고, ② 피의자

를 계속 구 할 필요가 있어 구속 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구속요

건이 체포의 요건보다 엄격하므로 보다 신 한 사법심사를 받게 하

는 결과가 되어 따로 사후의 체포 장을 청구하는 것이 불필요하

며, ③ 사후의 체포 장을 요구한다면 차의 번잡성, 수사상 기

유지곤란 등의 이유 때문에 수사기 이 모처럼 마련된 긴 체포제

도의 활용을 기피할 우려가 있다는 것을 들고 있다.61) 그러나 이는

주로 수사상의 편의를 고려한 것으로서 이와같은 수사상의 이유로

헌법상 장주의의 원칙이 훼손되어서는 아니된다고 본다.

법 이 발부하는 장에는 범죄사실과 피의자를 인치 구 할 장

소 등 그 내용이 특정되어야 하며(형소법 제209조, 제75조), 일반

장의 발부는 지된다. 한 장신청이 용이한 증거자료에 의해서

우선 장을 발부받아 인신을 체포, 구속해 놓고 발부된 장에는

표시하지 아니한 다른 범죄를 주로 수사하는 이른바 별건체포, 구

속은 헌법상 법 차의 원리와 장주의에 배될 뿐만 아니라 체

포, 구속의 이유가 본건에 하여 고지되지 아니하 다는 에서

헌법 제12조 제5항의 체포, 구속이유 등을 고지받을 권리를 침해하

는 것이라 하겠다.62)

나. 주  리  

(1) 앞서 본 바와 같이 장주의는 구속개시의 시 에 있어서 신

체의 자유에 한 박탈의 허용만이 아니라 그 구속 장의 효력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정지 는 실효시킬 것인지의 여부의

61) 국회법제사법 원회, 형사소송법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12면

62) 권 성, 주 37)의 책, 38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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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도 오직 법 의 단에 의하여만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

한다. 따라서 구속여부에 한 권을 갖는 법 는 법 으로 구

성된 법원이 피의자나 피고인을 구속 는 그 유지 여부의 필요성

유무에 하여 한 재 의 효력이 검사나 그 밖의 어느 다른 기 의

이견이나 불복이 있다 하여 좌우된다거나 제한받는다면 이는 장

주의에 반하고 따라서 법 차의 원칙에도 배되는 것이다. 헌재

는 이와같은 논거에 입각하여 피고인에게 무죄, 면소 등의 결이

선고되더라도 검사가 사형, 무기 는 10년 이상의 구형을 한 때에

는 구속 장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는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31

조단서63)와 법원의 보석허가 결정에 하여 검사의 즉시항고권을

인정함으로써 항고심결정때 까지 구속 장의 효력을 그 로 유지하

게 하는 형사소송법 제97조 제3항64)에 하여 헌결정을 내렸다.

한편 헌재는 법원의 직권에 의한 구속 장 발부를 규정하고 있는

형소법 제70조 제1항 등의 규정 헌여부에 하여「헌법 제12조

제3항이 장의 발부에 하여 ‘검사의 신청’에 의할 것을 규정한

취지는 모든 장의 발부에 검사의 신청이 필요하다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수사단계에서 장의 발부를 신청할 수 있는 자를 검

사로 한정함으로써 검사 아닌 다른 수사기 의 장신청에서 오는

인권유린의 폐해를 방지하고자 함에 있으므로, 공 단계에서 법원

이 직권에 의하여 구속 장을 발부할 수 있음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제73조 부분은 헌법 제12조 제3항의 장주의에

배되지 아니한다」고 시하 다.65)

한 헌재는 운 종료후의 음주측정불응죄를 규정하고 있는 도로

교통법 제41조 제2항66)에 하여「동조에 규정된 음주측정은 성질

63) 헌재 1992. 12. 24. 92헌가8, 례집 4. 853

64) 헌재 1993. 12. 23. 93헌가2, 례집 5-2. 578

65) 헌재 1997. 3. 27. 96헌바28등, 례집 9-1. 313

66)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은 다음과 같다.「경찰공무원은 교통안 과 험방지를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 하

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운 자가 술에 취하 는지의 여부를 측정할

수 있으며, 운 자는 이러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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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강제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궁극 으로 당사자의 자발 조

가 필수 인 것이므로 이를 두고 법 의 장을 필요로 하는 강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규정이 주취운 의 의자에게

장없는 음주측정에 응할 의무를 지우고 이에 불응한 사람을 처벌

한다고 하여 헌법 제12조 제3항에 규정된 장주의에 배되지 않

는다」고 하 다.67)

그러나 헌재는 이 사건에서 강제할 방법이 없는 처분은 그 처분

의 상이 무엇이든지 간에 강제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개함으로써 목 과 수단을 혼동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만

일 헌재와 같이 강제 인 집행가능성의 에서 임의수사와 강제

수사를 구별하게 된다면 컨 거짓말탐지기의 조사나 성문(聲紋)

의 조사와 같이 상 방이 평온한 마음에서 자발 으로 조사에 조

하지 않으면 정상 인 실험결과를 얻기 어려운 과학 수사기법들

은 모두 강제처분에 해당하지 않게 되고, 따라서 이러한 조사들은

법 의 장에 의한 통제를 염려할 필요없이 언제든지 시행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뿐만 아니라 입법자는 때때로 임의수

사의 수사기법에 조하지 않는 사람들에 하여 수사 조불응죄라

는 형벌법규를 제정하여 불응자를 처벌할 수도 있게 된다는 에서

이 사건 례는 문제가 있다고 하겠다.68) 미국, 일본, 독일 등에서

이와같은 운 종료후의 음주측정불응죄를 두고 있지 아니한 것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Ⅳ. 사피 , 피고  본  보 과 헌 재  

67) 헌재 1997. 3. 27. 95헌가14 등, 례집 9-1. 245, 258; 한편 법원은 1997. 6. 13. 도로교

통법상의 운 종료 후의 음주측정불응죄를 용하여 처음으로 유죄 결을 선고(확정)한 바

있다( 법원 1997. 6. 13. 선고, 96도3069 결).

68) 신동운, 운 종료후의 음주측정불응죄와 장주의, 스티스 30권 4호, 154면～156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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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 , 피고  본  보 규  재 규

헌법은 죄형법정주의와 법 차를 형사 차에 있어서의 기본권

보장의 원칙으로 선언하고 형사피의자, 피고인의 권리(기본권)를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즉 장주의(제12조 제3항), 고문을 받지 아

니할 권리(제12조 제2항 단),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제12조

제4항), 체포, 구속이유 등을 고지받을 권리(제12조 제5항), 체포, 구

속 부심사청구권(제12조 제6항), 자백의 증거능력 증명력제한원

칙(제12조 제7항), 연좌제 지(제13조 제3항), 공정하고 신속한 재

을 받을 권리(제27조 제1항, 제3항), 무죄추정권(제27조 제4항), 형

사보상청구권(제28조) 등을 통하여 형사소송법의 헌법화를 도모하

고 있고 이러한 형사 차상의 기본권은 헌법재 을 통하여 구체

으로 실 되고 있다(헌법의 재 규범화).

특히 공정하고 신속한 공개재 을 받을 권리는 형사피고인의 사

법 차상의 기본권의 핵심을 이룬다. 헌재는 재 을 받을 권리의

내용에 하여「헌법은 제27조 제1항과 제3항에서 공정하고 신속한

공개재 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바, 이 재 청구권은 재

차를 규율하는 법률과 재 에서 용될 실체 법률이 모두 합헌

이어야 하고 이에는 법률에 의한 재 을 받을 권리와, 비 재

을 배제하고 국민의 감시하에서 심리와 결을 받음으로써 공정한

재 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고 있다. 이 공정한 재 을 받

을 권리 속에는 신속하고 공개된 법정의 법 의 면 에서 모든 증

거자료가 조사․진술되고 이에 하여 피고인이 공격․방어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는 재 , 즉 원칙 으로 당사자주의와 구두변론

주의가 보장되어 당사자가 공소사실에 한 답변과 입증 반증하

는 등 공격․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는 재 을 받을 권리가 포함되

어 있다. 입법자가 형사소송에 한 차법에서 소극 진실주의의

요구를 외면한 채 범인필벌의 요구만을 앞세워 합리성과 정당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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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추지 못한 방법이나 차에 의한 증거수집과 증거조사를 허용하

는 것은 법 차의 원칙 공정한 재 을 받을 권리에 배되는

것으로서 헌법상 용인될 수 없다」고 시한 바 있다.69) 그리고 이

러한 논거에 입각하여 제1회 공 기일 증인신문제도를 규정한 형

소법 제221조의2 제5항70), 항소법원에의 형사기록 송부시 반드시

항소법원에 응한 검찰청 검사를 거치도록 하는 형소법 제361조

제1항, 제2항71), 제1심공 차에서 사형, 무기 는 단기 3년 이상

의 징역이나 고 해당사건외의 경우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없이 재 할 수 있도록 한 소송 진등에

한특례법 제23조72)등 많은 법률규정에 하여 헌선언을 한바

있다.73)

한 형사피의자나 피고인은 헌법상 알 권리 공정한 재 을

받을 권리의 확보차원에서 자신에 한 형사소송기록과 소송계속

인 증거서류 등을 열람, 복사하여 주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74)

이곳에서는 형사피의자, 피고인의 권리 특히 헌법재 과정에

서 빈번히 논 으로 부각되었던 무죄추정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

을 권리에 하여 살펴 본다.

2. 죄  리 

(1) 헌법 제27조 제4항은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결이 확정될 때

까지 무죄로 추정된다고 규정하여 피고인의 무죄추정권을 명시75)하

69) 헌재 1994. 4. 28. 93헌바26, 례집 6-1. 948, 356; 1996. 1. 25. 95헌가5, 례집 8-1. 1, 13;

1996. 12. 26. 94헌바1 례집 8-2. 808; 1998. 7. 16. 97헌바22 등

70) 헌재 1996. 12. 26. 94헌바1, 례집 8-2. 808

71) 헌재 1995. 11. 30. 92헌마44, 례집 7-2. 146

72) 헌재 1998. 7. 16. 97헌바22, 공보 29. 652

73) 재 청구권에 한 상세한 논의는 이 논총에서 별개의 주제로 다루어지므로 이곳에서는 생

략한다.

74) 헌재 1991. 5. 13. 90헌마113, 례집 3. 234, 248; 1993. 3. 11. 92헌마98, 례집 5-1. 142,

148; 1994. 12. 29. 92헌바31 례집 6-2. 367 각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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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통계 으로 볼 때 기소된 피고인의 부분이 유죄 결을

받을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헌법이 무죄추정권을 규정하고 형사소송

법(제275조의2)에 법률 차원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형사

재 을 통하여 자유, 재산 뿐만 아니라 생명까지도 침해할 수 있는

국가형벌권의 력을 감안하여 형벌권의 실 과정인 형사 차에서

피고인의 방어권을 최 한 보장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

하려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다. 따라서 아직 공소제기가 되지 아

니한 피의자에게 무죄추정권이 인정되는 것은 당연하다. 헌재는 공

소의 제기가 있는 피고인이라도 유죄의 확정 결이 있기까지는 원

칙 으로 죄가 없는 자에 하여 취 하여야 하고 불이익을 입 서

는 안된다고 할 것으로 가사 그 불이익을 입힌다 하여도 필요한 최

소한도에 그치도록 비례의 원칙이 존 되어야 하는 것이 헌법 제27

조 제4항의 무죄추정의 원칙이라고 시한 바 있다.76) 유죄 결(형

의 선고유 , 집행유 의 결 등 포함)의 확정으로 무죄추정은 깨

어지나 면소, 공소기각 결 등의 형식재 에 의해서는 무죄의 추정

은 깨지지 않고 그 로 유지된다.

무죄추정의 법리는 우선 당해 형사 차에 있어서는「의심스러울

때에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in dubio pro reo)라는 법원칙으로 표

된다. 만일 법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피고인의 유․무죄를

가리기 한 증거조사를 하 음에도 심증형성이 부족하여 의심의

여지가 있다면 법원칙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 결을 선고해야

한다. 그 결과 형사 차에 있어서의 입증책임은 원칙 으로 기소권

자인 검사에게 있다.

이밖에 당해 형사 차에서의 불이익처우의 지는 단배제의 원

칙과 불구속수사 불구속재 의 원칙으로 나타난다. 자는 공소

장일본주의(형사소송규칙 제118조 제2항), 피의사실공표죄(형법 126

75) 독일의 경우 기본법상 무죄추정권에 한 규정은 없고 일반 행동자유권 속에 포함되는 것

으로 인식되고 있다(BVerfGE 19. 342, 352).

76) 헌재 1990. 11. 19. 90헌가48, 례집 2. 393, 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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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등으로 제도화 되어 있다. 후자와 련하여 헌재는「신체의 자

유를 최 한으로 보장하려는 헌법정신 특히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인하여 불구속수사, 불구속재 을 원칙으로 하고 외 으로 피의

자 는 피고인이 도피할 우려가 있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

을 때에 한하여 구속수사 는 구속재 이 인정될 따름이며 구속수

사 는 구속재 이 허용될 경우라도 인신의 구속은 신체의 자유에

한 본질 인 제약임에 비추어 그 구속기간은 최소한에 그쳐야 한

다」고 하면서 국가보안법상의 구속기간연장규정(제19조)을 찬양, 고

무죄(제7조)와 불고지죄(제10조) 등에 용하는 것은 신체의 자유,

무죄추정원칙에 따른 불구속수사의 원칙, 신속한 재 을 받을 권리

를 침해하여 헌이라고 하 다.77) 한 미결수용자의 수용시설내

처우에 하여 유죄 결이 확정된 수형자에 한 규정을 용하도

록 하 던 구 행형법 제62조는 헌의 흠이 있다고 시한 바 있

다.78) 이에 덧붙여 보석제도(특히 필요석보석)의 운용과정에서의 법

원의 자의 인 재량권의 행사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는 헌재

의 견해가 있어79) 주목된다.

더 나아가 헌법은 “형사피의자 는 형사피고인으로 구 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 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규정함으로써(제28조) 무죄추정권에서 유래하는 구속피의자, 피고인

의 형사보상청구권을 독립된 기본권으로 구체화하고 있다.

(2) 무죄추정의 효과로서의 불이익의 범 에는 형사 차상의 처

분 뿐만 아니라 형사 차외의 분야에서의 불이익처분도 포함된다.

헌재 역시 변호사법 제15조에 한 헌결정80)에서「변호사법 제15

77) 헌재 1992. 4. 14. 90헌마82, 례집 4. 194; 그러나 헌재는 증인신문 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증거채택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직 주의와 문법칙의 외를 인정하고 있는 형사소송

법 제314조는 헌법상 무죄추정권의 침해가 아니라고 하 다(헌재 1994. 4. 28. 93헌바26,

례집 6-1. 348).

78) 헌재 1992. 1. 28. 91헌마111, 례집 4. 51, 58 참조

79) 헌재 1993. 12. 23. 93헌가2, 례집 5-2. 578, 604

80) 헌재 1990. 11. 19. 90헌가48, 례집 2. 393, 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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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에서 변호사에 해 형사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되었다는 사실만으

로 업무정지명령을 발하게 한 것은 아직 유무죄가 가려지지 아니한

범죄의 의사실뿐 확증이 없는 상태에서 유죄로 추정하는 것이 되

며, 이를 제로 한 불이익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공소의 제기가

있는 피고인이라도 유죄의 확정 결이 있기까지는 원칙 으로 죄가

없는 자에 하여 취 하여야 하고, 불이익을 입 서는 안된다고

할 것으로 가사 그 불이익을 입힌다 하여도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비례의 원칙이 존 되어야 하는 것이 헌법 제27조 제4항의 무죄추

정의 원칙이며, 여기의 불이익에는 형사 차상의 처분뿐만 아니라

그 밖의 기본권제한과 같은 처분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하여 이

를 명백히 하 다.

이어 헌재는「사립학교교원에 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약식명

령이 청구된 자 제외) 벌 형이나 무죄 결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

음에도 불구하고 공소가 제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당해 교원에

하여 아무런 청문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무조건 직 해제하

도록 한 사립학교법 제58조의2 제1항 단서규정은 헌법 제37조 제2

항의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헌법 제15조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

해하고, 헌법 제27조 제4항의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여 기소사실

만으로 유죄인 것처럼 불이익한 처분을 하는 것이므로 헌법에 반

된다」고 시하고,81) 계속해서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면 필요 으로

직 해제처분을 한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 단서규정에 해

서도 무죄추정의 원칙 반을 이유로 헌결정을 함으로써82) 무죄

추정의 원칙을 형사 차에 한하지 않고 법생활 역을 지배하는

일반 법원리로 그 용범 를 폭확장하 다. 인간으로서의 존

엄과 가치의 보장 행복추구권의 보장이라는 우리 헌법이 추구하

는 최고의 가치이념에 비추어 볼 때 헌재의 이와같은 견해는 지극

81) 헌재 1994. 7. 29. 93헌가3 등, 례집 6-2. 1

82) 헌재 1998. 5. 28. 96헌가12, 공보 28.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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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타당하다 하겠다.

3. 변    리

(1) 헌법 제12조 제4항 본문은「 구든지 체포 는 구속을 당

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하여 신

체구속을 당한 사람에 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기본권

으로 보장하고 있다. 형사소송의 역사는 변호권 강화의 역사라는

말이 상징하듯이 법 차의 원칙과 무죄추정의 원칙이 지배하는

형사 차에 있어서 변호인제도는 단순한 형사피의자, 피고인의 조

력자 이상의 의미를 떠나 무기 등의 원칙을 실질 으로 구 시킴

으로써 국가권력의 일방 인 형벌권 행사에 의한 인신의 침해를 막

기 한 제도 장치이다. 헌법은 변호인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하여 형사피고인이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국가가 변호인

을 선임하도록 하여 국선변호인제도를 도입하고(제12조 제4항 단

서), 체포, 구속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고지제도(제12조

제5항)를 두고 있다. 국선변호인제도의 구속피의자에게의 확장이 요

망된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의미하며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받기 해서는 먼 구속피의자, 피고인이

변호인과 충분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므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핵심은 변호인과의 견교통권이다.83) 그리고

변호인과의 자유로운 견은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에게 보장된 변

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본질 내용으로서 이 견교통권은 국

가안 보장, 질서유지 는 공공복리 등 어떠한 명분으로도 제한될

수 없다.84)

83) 헌재 1992. 1. 28. 91헌마111, 례집 4. 51, 59

84) 헌재 1992. 1. 28. 91헌마111, 례집 4. 51, 60; 한편 헌재는 피구속자에 한 견이 견신

청일로부터 상당기간이 경과하도록 허용되지 않고 있는 것은 견불허처분과 동일시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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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호인의 견교통권이 실효성있는 권리가 되려면 구속된 자

와 변호인의 화내용에 하여 비 이 완 히 보장되고 어떠한 제

한, 향, 압력 는 부당한 간섭없이 자유롭게 화할 수 있는

견을 통하여서만 가능한 것이다. 만약 견시 교도 이나 수사

등이 가까이서 감시하면서 화내용을 듣거나 녹취하거나 사진을

는 등 불안한 분 기를 조성한다면 변호인의 견권이 제한될 수

밖에 없고 이는 결국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진술거부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헌재는 이러한 논거 하에 국가보안법 반 의로

안기부에 의하여 구속당한 피의자가 그의 변호인과 견할 때 수사

이 참여하여 화내용을 듣고 기록하고 만나고 있는 장면을

촬 한 것은 헌법 제12조 제4항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

해한 것으로서 헌이라고 확인하 다.85) 례로 인하여 해방

이후 40년 넘게 지속되어온 변호인 견시 계공무원의 참여가

지됨으로써 수사 행에도 한 변화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인

권사 차원에서도 헌법상 인권보장을 한 사법 차 기본권에

하여 처음으로 그 직 효력과 국가작용에 한 기속력을 인정

한 획기 인 례라 하겠다.86)

그런데 변호인 자신의 구속피의자, 피고인과의 견교통권의 법

성격에 하여 헌재는 헌법상 보장되는 권리가 아닌 형사소송법

제34조에 의하여 비로소 보장되는 권리로 보고 있다.87) 그러나 이

는 의문이다. 변호인제도가 단순한 피의자, 피고인의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넘어 기본권보장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한 제도라는 을

고려할 때 변호인 자신이 구속된 피의자, 피고인과 할 권리 역

시 헌법 차원의 권리라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 한다.

한 변호인의 견교통권은 수사기 의 처분이나 법원의 결정으

로 보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침해라 하 다(헌재 1991. 7. 8. 89헌마181, 례집 3.

356).

85) 헌재 1992. 1. 28. 91헌마111, 례집 4. 51

86) 허 , 변호인 견 제한의 헌성, 헌법재 자료(제5집), 378～379 참조

87) 헌재 1991. 7. 8. 89헌마181, 례집 3. 356



142

로도 제한할 수 없다. 헌재는 미결수용자가 변호인(변호사)에게 보

낸 서신과 변호인이 보낸 서신에 하여 교도 이 검열한 행 는

통신비 의 자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본

다.88)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는 피고인이 그의 변호인을 통하여

수사서류를 포함한 소송 계서류를 열람, 등사하고 이에 한 검토

결과를 토 로 공격과 방어의 비를 할 수 있는 권리도 포함되므

로 변호인의 수사기록 열람등사에 한 지나친 제한은 결국 피고인

에게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 된다.89) 변

호인이 있는 경우에 변호인과 별도로 피고인에게도 공 조서의 열

람권이 허용되느냐의 여부가 문제되나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90)

Ⅴ. 사피해  본  보

1. 처 에 한 헌 원  헌  평가

(1) 행 헌법은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제30조)과 더불어 형사피

해자의 재 차진술권(제27조 제5항)을 기본권으로 보장함으로써

형사피해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형사피해자의 재 차

진술권의 보장 취지는 법 이 형사재 을 함에 있어서 피해자의 진

술을 청취하여 하고 공평한 재 을 하여야 한다는 것을 뜻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형사피해자에게 법 으로 하여 한 형

88) 헌재 1995. 7. 21. 92헌마144, 공보11. 526

89) 헌재 1997. 11. 27. 94헌마60, 례집 9-2. 675

90) 그러나 헌재는 변호인이 없는 피고인에 한하여 공 조서열람권을 인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55조 제1항은 합헌이라고 시하 다(헌재 1994. 12. 29. 92헌바31, 례집 6-2. 367). 다만

헌재 결정 후 제55조 제1항이「피고인은 공 조서의 열람 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

다」로 개정되었다(1995. 12. 29. 법률 제50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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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권을 행사하여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사법 차 기본권을 보

장해 다는 극 의미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하게 행사되지 못하거나 자의

으로 행사된 경우에는 형사피해자는 헌법 제27조 제5항의 재 차

에서의 피해자진술권의 침해와 아울러 제11조 제1항의 평둥권의 침

해를 들어 당해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91) 즉 국가기 이 공소권을 독 하고 피해자에 의한 복수를

허용하지 아니하면서 자력구제를 아주 제한 으로만 인정하고 있는

법제도는 국가에 의한 피해자보호가 충분히 이루어질 때 비로소 그

존재의의가 있다는 에서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여야 할 국가

의 의무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 국가의 의무 반을 국민에 한

기본권 침해로 본다는 것이다.

1989. 4. 17. 헌재가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헌법소원의 상으로

인정한 이후 불기소처분에 한 헌법소원은 체 헌법소원 사건의

60%를 하고 있을 정도로92) 그 가 많아 국민들로 하여 헌법

소원의 제도 기능을 피부로 느끼게 하고 있다. 불기소처분에

한 헌법소원이 폭주하고 있는 상은 그만큼 검찰의 소추재량권에

한 불신이 크고 그에 한 사법 권리구제장치가 미흡했음을 반

증하는 것이라 하겠다.

특히 12․12 군사반란사건과 5․18 내란사건 등 헌정질서 괴범

죄에 하여 ‘성공한 내란’도 처벌할 수 있다는 세계 헌정사상 유

의 사법 단(선고직 헌법소원의 취하로 심 종료 선언됨으로

써 소수의견으로 공표됨)이 내려지고 결국「5․18 민주화운동에

한특별법」,「헌정질서 괴범죄의공소시효등에 한특례법」의 제정을

이끌어 낸 것도 12․12 군사반란 기소유 처분에 한 헌법소원93)과

91) 헌재 1989. 4. 7. 88헌마3, 례집 1. 31

92) 1998. 6. 30. 재 헌법재 소에 심 청구된 헌법소원(헌재법 제68조1항에 의한 이른바 권리

구제형 헌법소원) 총 3152건 불기소처분에 한 헌법소원은 1893건으로 체 헌법소원

사건의 60%를 차지하고 있다(헌법재 소 통계자료 참조).

93) 헌재 1995. 1. 20. 94헌마246, 례집 7-1. 1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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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내란고소고발사건 공소권없음 불기소처분에 한 헌법소원94)

에서 발단이 되었다는 에서 그 제도 가치를 드러낸 바 있다.

(2) 검찰의 소추재량권에 한 헌법 차원에서의 통제를 바라는

이러한 상을 이제 헌법해석론의 개에서도 기본권 침해에 한

구제를 어느 국가기 에서 담당하느냐라는 기 심 인 근방법

이 아닌 어떻게 하면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실질 으로

신장시킬 수 있는가라는 기능 심 사고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불기소처분에 한 헌법소원으로 표출된

국민들의 헌법의식에 하여 종래의 기 심의 사고에 젖은 나머

지 남소유발 상으로 매도하면서 비 하거나 치지도외(置之度外)하

여서는 아니되리라고 본다. 재정신청이 범죄로 확 되더라도 검

사의 불기소처분에 한 헌법 통제는 어떤 형태로든 필요하다고

생각한다.95)

특히 헌법재 소는 불기소처분을 헌법소원의 상으로 인정하면

서 “국가는 이미 범죄가 발생한 경우에 범인을 수사하여 형벌권을

행사함으로써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여야 할 것이고 형벌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최소한 형벌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것이 오히려 보다 더 나은 결과를 래할 수 있다고 기 되는 경우

에 한정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시하여96) 범죄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국민의 주 공권 즉 기본권 우 사상에 입각하여 지 까지

형사소송법의 기본원리로서 견지되어 온 기소독 주의와 기소편의

주의(Opportunitätsprinzip)에 하여 헌법 차원에서의 통제를 시

도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이를 외 , 한정 인 것으로 보고 이른

바 수사법정주의의 원칙하에 기소법정주의(Legalitätsprinzip)를

면에 내세울 수 있음을 천명함으로써 우리 형사사법에 한 근본

인 시각의 환을 요구하고 있다는 을 지 하고자 한다.97)

94) 헌재 1995. 12. 15. 95헌마221, 례집 7-2. 697 참조

95) 이에 한 상세한 논의는 이석연, 헌법소송의 이론과 실제(개정 ), 93면 이하

96) 헌재 1989. 4. 17. 88헌마3, 례집 1. 31, 3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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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처 에 한 헌 원  내용   

검 98)

헌법소원의 상이 되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는 의없음, 공소

권없음, 죄가 안됨과 같은 의의 불기소처분 뿐만 아니라 기소

지, 기소유 처분도 포함된다. 헌재는 헌법소원은 고소인에 한정되

고 고발인은 당해 범죄(피의)사실의 직 피해자가 아니어서 자기

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 격이 없다고 한다.99) 그러나 고

발인의 청구인 격을 부인하고 있는 헌법재 소 례는 헌법소원

의 상과 불기소처분의 상을 혼동한 것으로서 고발사건도 검사

가 편 이고, 자의 으로 수사를 한 경우 고발인과의 계에서

당연히 자기 련성이 인정된다 하겠다. 검찰권의 정한 행사를 담

보하기 한 헌법 통제는 부분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지 않은

국가 , 사회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에서 더 요청되는 것임을 고

려할 때 고발사건에 한 불기소처분도 당연히 헌법소원의 상이

되어야 하리라고 본다.100)

한 인지사건 등에서의 범죄의 피해자, 기소유 처분의 피의

자101)도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 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직 헌법소원의 제기가 가능

하다. 검사의 내사종결처분에 하여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

다.102)

97) 신동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한 헌법소원, 례월보 제233호, 43면

98) 불기소처분에 한 헌법소원에 하여는 필자가 이미「헌법소송의 이론과 실제」(개정 )

1993,「검사의 불기소처분에 한 헌법소원 연구」(서울 박사학 논문, 1991. 8), 검사의

불기소처분의 헌법 통제를 한 시론, 법과 사회 6호, 105면 이하 등에서 상세히 논의하

으므로 이곳에서는 실무상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 을 심으로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99) 헌재 1989. 12. 22. 89헌마145( 례집 1. 413) 결정 이후 일 된 견해이다.

100) 이에 한 상세한 논의는 이석연, “고발인의 헌법소원 청구인 격 유무”, 인권과 정의 1990.

10, 30면 이하 참조

101) 기소유 처분의 피의자의 침해된 기본권에 하여 헌재는 1989. 10. 27. 선고 89헌마56 결

정 이후 곧 평등권과 더불어 행복추구권을 들고 있었으나 최근에는 평등권만 침해된 것

으로 보고 있다(헌재 1998. 8. 27. 96헌마37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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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이 제기하는 헌법소원은 반드시 검찰청법에 정한 항고, 재

항고를 거쳐 재항고기각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

기하여야 한다. 기타의 경우에는 당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하면 된다.

물론 항고, 재항고는 검찰청법에 정한 정한 차에 의한 것이

어야 한다. 그런데 검찰은 항고, 재항고가 제기기간 30일을 지나서

제기된 경우에도 종종 이를 간과하거나 는 이에 개의치 않고

수하여 이를 처리함으로써 30일의 기간을 훈시규정처럼 운용하

고 있다. 이 경우 헌법재 소는 송부된 수사기록에 의해서 뒤늦게

이와같은 사실을 발견하면 법한 구제 차를 밟지 않았다는 이유

로 사건을 각하하고 있는바,103) 이는 국가공권력에 한 신뢰를 정

면으로 버리는 것이 아닌가 한다. 행정에 있어서 신뢰보호의 이

념은 그 자체 헌법원칙으로서 헌법재 에서도 존 되어야 한다는

것이 각국의 통설․ 례임을 상기하고자 한다.104)

끝으로 헌재에 의한 불기소처분의 취소(인용결정)가 검찰에 하

여 어떠한 효력을 지니느냐에 하여는 기소강제 입장과 재수사명

령에 지나지 않는다는 입장이 있으며 검찰은 재수사 결과 몇차례에

걸쳐 재차 불기소처분을 한 바 있어 논란을 빚고 있다. 헌법재 소

의 인용결정은 피청구인인 검찰에 한 단순 재수사명령이 아니라

기소를 제로 한 수사의 보강을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검찰로서는

인용결정의 이유에서 지 한 의문 들을 더 수사한 후 공소를 제기

하는 것이 불기소처분에 한 헌법소원을 인정한 취지에 비추어 타

당하다 하겠다.105)

102) 헌재 1992. 1. 28. 90헌마227, 례집 4. 40

103) 헌재 1992. 6. 26. 91헌마68, 례집 4. 452; 1994. 12. 29. 93헌마70, 례집 6-2. 460; 1995.

5. 25. 94헌마200, 례집 7-1. 822 등

104) 이석연, 행 헌법재 제도와 헌법소송실무, 인권과 정의 233호(1996. 1) 27면

105) 신동운, 형사소송법(1993년 ), 193면; 계희열, 헌법재 과 국가기능, 헌법재 소(한국헌법재

의 회고와 망) 1998, 17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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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맺는말 

이상에서 형사사법 차에 있어서의 기본권보장에 한 이론과 실

제를 헌재의 례를 심으로 살펴 보고 례에 나타난 몇가지 문

제 을 제시하 다. 헌법상 형사피의자, 피고인 등의 기본권을 보장

하기 한 제도 장치인 죄형법정주의, 법 차, 장주의, 무죄

추정의 법리, 변호인의 조력권 재 차진술권 등을 심으로

기존의 이론에 례를 목시키면서 헌재 례에 한 일응의 체계

화를 시도하 으나 방 한 례의 분량에 려 어느 정도 소기의

목 을 달성하 는지는 의문이다.

이제 헌재는 헌법재 을 통하여 헌법을 살아있는 규범 즉 재 규

범 내지 생활규범으로 승화시키면서 국민의 의식속에 강한 헌법에

의지(Wille zur Verfassung)를 심어 주고 있다. 국민들이 피부로 느

끼는 헌법의식은 특히 국가형벌권 실 과 인권보장의 법리가 첨

하게 립되는 형사 차 분야에서 두드러지고 있다. 그 동안 헌법

재 소는 헌법재 의 불모지라는 척박한 토양을 딛고 헌 인 법

률과 제도 등 공권력 작용에 하여 헌법 차원에서 통제를 가함

으로써 형사피의자, 피고인 등의 기본권을 꾸 히 신장시켜 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 다만 종종 정치, 사회 으로 민감한 사안에 하여

소극 인 헌법 단으로 비 의 상이 되었음을 아쉽게 생각한다.

이와 더불어 경제, 사회 약자의 기본권을 실효성 있게 보장하

기 한 헌재의 극 인 헌법 단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한 문화

는 사회의 성숙성과 도덕성을 평가하는 기 은 바로 그 사회가

약자와 무력자를 우하는 태도에 달려 있다고 할 것이다.106)

끝으로 헌법재 특히 우리 헌법재 소의 상과 역할에 한 평

106) 미 연방최고재 소 Jerome Frank 사의 지 임(United States v. Murphy, 222 F.2d.

698(1955), at 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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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필자의 소신의 일단을 피력하면서 을 맺는다.

“국민 개개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리면서 행복을 추

구하게 하는 것이야 말로 그 어떤 이론이나 제도에도 양보할 수 없

는 우리 헌법이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질서이다. 그리고 어느 국가

기 도 결코 자기목 일 수 없다. 따라서 국가의 모든 통치기

과 통치논리는 바로 이와같은 헌법 가치를 구 하고 이에 사하

는 것이어야 한다. 여기에 헌법재 의 이념 지향 이 존재한다.

그리고 헌법재 소의 진정한 존재의의는 나라한 ‘사실과 힘의

논리’, 즉 다양한 갈등구조가 존재하는 정치, 경제, 사회생활을 헌법

의 테두리로 끌어들여 차의 논리와 정의가 수되는 헌법의 정신

을 구 하여 국민의 항권행사의 방 제 역할을 함으로써 진정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확립하는데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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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權利

成   樂   寅
嶺南大 法大 敎授

法學博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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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헌법 제10조 人間의 嚴과 價値 幸福追求權에서 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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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序  說

인 정보화사회의 진 은 이제 통 인 민주주의의 법리

뿐만 아니라 법의 패러다임 자체에 한 근본 인 변화를 래하고

있다. 일 이 장 자크 루소는 고 그리스의 도시국가에서 실천된

바 있는 직 민주주의 인 이상을 근 입헌주의하에서의 이상 인

모델로 제시한 바도 있다. 그러나 실 으로 직 민주주의를 국가

생활 속에서 면 으로 실천하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뒤따를 수밖

에 없기 때문에 근 입헌주의하에서의 민주주의는 代議民主主義를

원칙 인 모델로 정립시킨 바 있지만, 의민주주의가 안고 있는

한계를 보완하기 하여 直接民主主義 인 요소를 가미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인 과학기술의 발 에 따라 주권자인 국민

은 비록 직 민주주의 인 방법이 아니라 하더라도 국정에 직 참

여하고 여할 수 있는 제도 장치를 마련될 수 있게 되었다. 정

보를 량 ․집단 으로 수집․ 리․처리할 수 있는 기술 발

에 힘입어 이제 국민은 단순히 국가기 에서 제공하는 정보의 소극

인 수령자의 입장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주체 인 입

장에서 국가기 이 보유․ 리하는 정보에 해서 액세스(access)

할 수 있게 되었다.

情報化社 의 개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장에

해서도 종래 제 로 인식되지 못하 거나 혹은 외면당하 던 사항

들이 새로이 그 요성을 인지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들 새로이 그

요성이 인식되고 있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한 연구가 최근에

국내외 으로 본격 으로 개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법 ․제도

장치가 한층 강화되어 가고 있다. 이와 련하여 주권자인 국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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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만연되고 있는 정치 소외 상으로 부터 일탈하여 리 국

정상황을 정확히 악하여 올바른 정치 의사형성을 기함으로써

의민주정치의 기를 극복하기 하여는, 통 인 료행

정의 비 주의를 극복하여 리 국민의 알 권리를 확보하여야 할

필요성이 두된다.1)

한편 근 입헌주의 이래 정립된 통 인 표 의 자유의 의미도

국가에서 새로운 변용을 맞이하고 있다. 종래 일방 인 정보

달체계에서 이제 다원화되고 복합 인 정보 달체계로 변화함에 따

라, 국민과 매스 미디어의 계에도 근본 인 변화를 래하고 있

다. 이에 따른 정보의 형성 달과정은 정보원-정보수집-정보처

리-정보 달의 일련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러한 정보 달체계에

서 사실상 주도 인 입장을 유지하여 왔던 매스 커뮤니 이션의 기

능과 역할 한 새로운 변용을 래하게 되었다. 그것은 국민이 언

론의 자유를 향유할 수 있는 그 기본에 있어서 자신의 의사를 결정

하고 이를 표 할 수 있는 정보원이 사실상 매스 커뮤니 이션으로

부터 비롯된 고 인 정보체계의 근본 인 변화를 래할 수 있음

을 의미한다. 따라서 민주주의의 생명선으로서의 언론의 자유 특히

언론보도의 자유가 리던 독 인 지 는 새로운 정보 달체계에

따라 변화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즉 고 인 정보(원)-언론보

도-국민이라는 계가 이제 정보원으로부터 바로 국민에게로 연결

될 수 있는 정보 달체계의 변화를 의미한다.

알 權利(right to know, droit de savoir)는 흔히 情報의 自由

(Informationsfreiheit)와 동일한 의미로 이해되고 있다. 이러한 알

1) ‘국제정보자유 회’(Internatinal Freedom of Information Institute)의 창시자이며 캐나다에서

20년 이상 정보자유법제정운동을 펼쳐 온 Gerald Baldwin은 다음과 같이 역설하고 있다. "국

민은 정치 소외( 근불능), 인 이션, 료제 등 많은 문제에 한 정부의 구태의연한 태

도에 진력이 나 있다. 필요한 것은 우수한 정보자유법의 제정을 포함한 정부의 충분한 설명

의무이다." Tom Riley et Harold C. Relyea, Freedom of Information Trends in the

Information Age, London, Franck Cass., 1983, 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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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 정립은 바로 인 정보화사회의 진 에 따른 정보체계

의 근본 인 변화와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서, 일반 으로 알 권

리는 통 으로 정보 달체계와 직 인 련성을 견지하여 온

표 의 자유의 한 내용으로서 이해되어 왔다. 그러나 알 권리가 단

순히 표 의 자유의 한 내용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권자인 국

민의 정보욕구를 충족시켜 주고 이를 통하여 종래 소극 인 지 에

머무르고 있던 국민의 입장도 보다 극 인 입장, 즉 극 으로

주권자의 입장에서 정보 달체계에 직 으로 개입할 수 있다는

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것은 곧 통 인 의민주주의

의 원리에 다소간 가미되어 왔던 직 민주주의의 원리가 제 로 기

능하지 못하 던 문제 을 알 권리의 구 을 통하여 보다 실천 으

로 작동할 수 있다는 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알 권리는 단순히 소극 으로 정보를 수령하는 권리의 차원이 아니

라 보다 극 으로 국민 스스로 정보를 수령하고 이를 기 로 의

사형성을 기할 수 있는 극 인 권리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알 권리는 헌법상 명문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간 헌법 근거

에 하여 의문을 제기하는 이론도 없는 바는 아니지만 학설과

례를 통하여 헌법 가치를 갖는 기본권으로 인식하는데 이론의 여

지가 없다. 나아가서 헌법상 알 권리의 구체화는 개별 인 정보공

개법의 제정을 통하여 달성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정보

공개법이 제정된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2)

그간 외국에서의 알 권리에 한 논의나 외국의 법제에 한 논

의가 헌법재 소가 개소되기 는 ‘공공기 의정보공개에 한법

률’이 제정되기 이 의 단계에서 충분히 논의3)되었다고 보기 때문

2) 참고문헌：총무처, 외국의 정보공개제도, 1996; 한국행정연구원, 행정정보공개제도에 한 연

구, 1992; 성낙인, 언론정보법, 나남출 사, 1998, 제3편 정보사회와 법.

3) 안용교, 국민의 알 권리에 한 연구, 건국 박사학 논문, 1975; 강경근, 정보공개제도에

한 연구, 고려 박사학 논문, 1983; 김배원, 알권리에 한 연구, 부산 박사학 논문,

1989; 경건, 정보공개청구제도에 한 연구-일반행정법이론체계와의 련에서, 서울 박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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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본고에서는 國內 헌법학계의 學說과 헌법재 소를 심으로 한

법원의 判例를 살펴 으로써 한국에서의 알 권리의 황과 문제

에 을 두고 논술해 나가고자 한다.

Ⅱ. 알 權利  憲法的 根據

1. 意義－알 權利  槪念 定義

알 권리는 비교 최근에 논의되기 시작한 기본권이기 때문에 알

권리를 헌법상 명문으로 보장하고 있는 는 별로 찾아 보기 어렵

다. 다만 독일 헌법 제5조 제1항4)과 세계인권선언 제19조5)에서는

알 권리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행헌법에서는 알 권리에 한 명문의 규정이 없다. 다만 ‘공공

기 의정보공개에 한법률’ 제1조에서 명시 으로 알 권리를 규정

하고 있다.6) 하지만 이러한 련 규정에서도 알 권리에 한 구체

인 내용을 명시하지 않기 때문에 알 권리의 의의 내지 개념 정립

도 이론․ 례상 약간의 미묘한 차이를 안고 있다.

일반 으로 國內 憲法學界에서는 알 권리의 消極的 側面과 積極的

側面을 동시에 인정하는 제하에서 알 권리를 개념정립하고 있다.

金哲洙 교수：“알 권리란 일반 으로 근할 수 있는 정보원으로

부터 방해받지 않고 듣고, 보고, 읽을 권리를 말한다.” “정보화사회

논문, 1998; 김효진, 지방자치제도상 주민참가의 활성화를 한 정보공개에 한 연구-일본

의 이론과 실제를 심으로, 구 박사학 논문, 1997.

4) “ 구든지 언어․문서 도형으로 자유로이 의사를 표 하고 유포하며 일반 으로 근할

수 있는 정보원으로부터 방해를 받지 아니하고 알 권리(정보의 자유)를 가진다.”

5) “모든 사람은 모든 수단에 의하여 국경을 월하여 정보․사상를 요구하거나 입수 는 달

할 자유를 갖는다.”

6) 제1조 (목 ) 이 법은 공공기 이 보유․ 리하는 정보의 공개의무 국민의 정보공개청구

에 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 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 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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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어서 알 권리는 소극 측면에서는 국가나 사인에 의하여 방

해받지 아니하고 일반 으로 입수할 수 있는 정보원에서 정보를 얻

는 정보의 자유로 나타나며, 극 측면에서는 국가나 사회․개인

에 하여 정보를 공개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정보공개청구권으

로 나타난다. 나아가서 자기 정보에 한 Control권으로서 자기 정

보에 한 File에 하여 열람․복사할 수 있는 권리와 그 File이

잘못된 경우에 그 File의 정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며

Data Base에의 Access권과 New Media의 Access권 등을 포함한

다.”7)

安溶敎 교수：“정보의 자유라 함은 공권력의 방해 없이 일반 으

로 근할 수 있는 정보를 받아들이고 받아들인 정보를 취사․선택

할 수 있는 자유(소극 정보의 자유)와 의사형성․여론형성에 필

요한 정보를 극 으로 수집할 수 있는 자유( 극 정보의 자유)

를 말한다. 이 자유는 소극 으로 의사형성․여론형성에 필요한 정

보원에 하는 자유(정보수령권)와 극 으로는 수집할 자유(정보

수집권 는 정보공개청구권)을 포함한다. 이 정보의 자유는 국민의

알 권리(the piblic’s right to know, 보고․듣고․읽을 권리)라고 말

하여 진다.”8)

許營 교수：“정보의 자유(알 권리)라 함은 일반 으로 근할 수

있는 정보원으로부터 의사형성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수집된

정보를 취사․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한다. 정보의 자유에는 의

사형성에 필요한 정보를 극 으로 수집하는 자유와 소극 으로

정보에 하는 자유가 모두 포함되는데, 의사표 의 자유는 이같은

정보의 자유 내지 알권리를 통해서 의사형성에 필요한 정보를 손에

쥘 수 있을 때만 그 실효성을 기 할 수 있다.”9)

權寧星 교수도 “알 권리라 함은 모든 정보원으로부터 일반 정

7) 김철수, 헌법학개론, 박 사, 1998, 366-368면.

8) 안용교, 한국헌법, 고시연구사, 1991, 410면.

9) 허 , 한국헌법론, 박 사, 1998, 5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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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를 수집하고 처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10)라고하여 어

도 개념정립에 한 한 알 권리의 극 측면과 소극 측면을 명

시하고 있지는 아니하지만 알 권리에 한 설명을 살펴보면 체로

동일한 흐름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학자들의 견해를 종합해 보건 알 권리(정보의 자유)

라 함은 일반 으로 근할 수 있는 정보를 받아 들이고 받아 들인

정보를 취사․선택할 수 있고(消極的 自由), 의사형성․여론형성에

필요한 정보를 극 으로 수집할 수 있는(積極的 自由) 권리라고

정의할 수 있다.11)

2. 現行憲法上 알 權利  根據

한국헌법에서도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알 권리는 헌법 가치를

갖는 기본권으로 이해하는데 체로 학설이나 례가 일치하고 있

다. 하지만 崔大權 교수는 알 권리가 헌법 가치를 갖는 권리라는

데에는 懷疑的이다.

“알 권리를 비 로 하는 것이 국가의 유지․존속에 치명 이라고

할 만큼 요한 외교․국방상의 극비사항이 아닌 한 국가가 하는

모든 일이 공개될 것을 요구하는 권리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요청

필요성에 비추어 국민의 알 권리(즉 이에 응하는 국가의 의

무)는 보장되어야 한다. 다만 그 보장은 헌법사항이 아니고 입법사

항일 뿐이다. … 이러한 국민의 알 권리 이에 응하여야 할 정

부의 공개의무를 구체화하는 입법을 마련하지 아니하는 한 국민의

알 권리는 도덕 ․정치 권리에 머물러 있게 된다.”12) “이러한

결정례(헌법재 소)를 통하여 구체 인 이해 계는 없으나 그러나

10) 권 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1998, 445면.

11) 동지：권형 , “알 권리”, 고시계 1996.2.(468호), 95-96면.

12) 최 권, 헌법학강의, 박 사, 1998, 284-28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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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으로서 알고자 하는 바를 알려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그러

한 내용의 본격 인 알 권리를 례상으로 확립한 것이라 할 수

없고, 그리고 그 게 할 헌법상의 근거도 없다고 생각되는 것이다.

결국 본격 인 국민의 알 권리는 입법을 통하여 구체화되는 권리

라 할 수 있다.”13)

이와 같이 알 권리가 헌법상 가치를 갖는 권리라는데에 회의 인

견해는 日本에서도 정보공개법 草案作成 과정에서 논란의 상이

되었다. 특히 일본에서는 알 권리가 법 인 권리라는 것 자체에

하여 논란의 상이 되었다는 에서 지나치게 조심스러운 입법 태

도라는 비 을 받은 바 있다. 이러한 비 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정

보공개법 안에서는 제1조에 “알 권리”라는 명시 인 표 이 삽입

되지 못하고 있다.14) 이와 같은 일본에서의 논의에 비추어 본다면

한국에서 학계 뿐만 아니라 헌법재 소나 법원의 례를 통하여

알 권리가 비록 헌법상 개별 기본권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아니하

지만 헌법 가치를 갖는 기본권으로서 인정하는데 이론이 없다.

한 ‘공공기 의정보공개에 한법률’의 제정과정에서도 이론의 여

지없이 제1조에서 알 권리를 명시하 다는 에서 바람직한 입법태

도라고 평가할 수 있다.

알 권리가 헌법 가치를 갖는 기본권이라고 할 경우에 행 헌

법상 근거를 어디에서 찾을 것이냐에 해서는 학설이나 례에서

多樣性을 보이고 있다. 그것은 특히 서설에서 언 한 바와 같이 알

권리가 단순한 하나의 기본권으로서의 차원을 뛰어 넘어 인

국민주권주의의 실 을 하여 불가피한 권리라는 에서 상당히

주목을 끈다.

가. 헌  21  表現  自由에  찾는 견해

13) 앞의 책, 286면.

14) 일본에서의 정보공개법 제정을 한 최근의 논의는 右崎正博․三 弘․田島泰彦 編, 情報公

開法－立法の論點と知る權利, 三省 , 1997.11.3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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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권리의 직 근거를 헌법 제21조 표 의 자유에서 구하는

견해15)도 있긴 하나, 체로 국내에서 알 권리의 헌법 근거 내지

헌법(기본권) 체계상의 지 를 표 의 자유에서 구하는 견해가 다

수 견해이다. 그것은 곧 헌법상 여러 가지 기본권으로부터 알 권리

의 성격을 찾고 있긴 하지만 기본 으로 알 권리는 표 의 자유 특

히 언론․출 의 자유로부터 나온다든가 는 그 심 인 출발

을 언론․출 의 자유로부터 구하고 있다는 에서 언론․출 의

자유의 일부분을 이루는 내용으로서 알 권리를 설명하고 있다.16)

다만 권 성 교수와 안용교 교수는 비록 헌법상 언론․출 의 자유

에서 알 권리를 설명하고 있지만 헌법상 알 권리의 근거로서는 여

러 헌법규정을 들고 있는 바, 이는 헌법재 소의 례도 마찬가지

이다.

나. 헌  10  人間  尊嚴과 價値  幸福追求權에  찾는 견해

金哲洙 교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의 체계를 의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과 의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

복추구권으로 나 어 설명하면서, 의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

복추구권을 존엄권과 행복추구권으로 나 어 설명하고 있다. 여기

서 “인간의 존엄권은 생명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생활근거에

한 권리 등을 포함한다. 인격권은 명 권․성명권․ 상권 등을 포

함하는 것이며, 인격형성권․인격유지권 등과 련하여 알 권리, 읽

15) 문홍주, 한국헌법, 해암사, 1988, 261면; 권 호, “국민의 알 권리”, 고시계 1993. 12(442호),

70면. 구병삭 교수도 알 권리를 표 의 자유에서 구하고 있다. 즉 외면 정신활동의 자유에

서 제21조의 언론․출 ․집회․결사의 자유, 국민의 알 권리와 정보공개, 언론기 의 자유

와 책임으로 나 어 설명하고 있다(신헌법원론, 박 사, 1996, 475면 이하).

16) 권 성 교수는 언론․출 의 자유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나 어 설명하고 있다(앞의 책,

443-452면)：1. 고 의미의 언론․출 의 자유의 내용, 2. 의미의 언론․출 의 자

유의 내용, (1) 국가에서의 정보의 유통과정과 그 법 성격, (2) 알 권리, (3) 액세스권,

(4) 반론권, (5) 언론기 설립권, (6) 언론기 의 특권과 자유.

허 교수는 언론․출 의 자유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나 어 설명하고 있다(앞의 책,

514-525면)：1) 의사표 의 자유, 2) 정보의 자유(알 권리), 3) 보도의 자유, 4) 액세스권.

안용교 교수는 언론․출 의 자유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나 어 설명하고 있다(408-422

면)：1. 사상․의견을 표명․ 달할 자유, 2. 정보의 자유(알 권리), 3. 보도의 자유, 4. 액세

스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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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권리, 들을 권리 등이 포함된다”고 보아 알 권리는 헌법 제10조

에서 보장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17) 하지만 김철수 교수도 알

권리를 원칙 으로는 헌법 제10조에서 찾고 부차 으로 헌법 제21

조에서 찾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국민의 알 권리가 인격의 형성, 그 자유로운 개와 행복추구권

의 요한 내용으로 인정되고 있다는 을 고려할 때, 우리 헌법

제10조에서 정보에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고 하겠다. 한편 정보

에의 권리의 근거를 헌법 제10조에서 구하더라도 헌법 제21조가

정보의 자유와 무 한 것은 아니고 정보의 자유의 한 내용인

정보매체로부터의 정보수령방해배제청구권은 헌법 제21조에서 인

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정보수령방해배제청구권은

자유권의 성격을 띠므로, 언론․출 에 한 자유권규정인 헌법

제21조에서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라고하여 알 권리

를 언론․출 의 자유의 내용으로서 설명하고 있다.18)

다. 헌  ․ 1 (國民主權主義)․ 4 (自由民主的 基本秩

序)․ 10 (人間  尊嚴과 價値  幸福追求權)․ 34 (人

間다운 生活  할 權利)에  찾는 견해

먼 헌법재 소는 알 권리의 헌법 근거를 주된 것으로는 제21

조를 염두에 두고 있지만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헌법 제21조에 언론출 의 자유 즉 표 의 자유를 규

정하고 있는데, 이 자유는 통 으로는 사상 는 의견의 자유로

운 표명(발표의 자유)과 그것을 할 자유( 달의 자유)를 의미

하는 것으로서, 개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고 행

17) 김철수, 앞의 책, 360․366면.

18) 김철수, 앞의 책, 598-599면. 김철수 교수는 언론․출 의 자유의 내용을 1) 의견의 표 과

의 자유, 2) 정보의 자유와 알 권리, 3) 신문 등의 보도의 자유, 4) 편집권․편성권과 경

권과의 계, 5) 방송․방 의 자유로 나 어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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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을 추구하며 국민주권을 실 하는데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오늘

날 민주국가에서 국민이 갖는 가장 요한 기본권의 하나로 인식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사상 는 의견의 자유로운 표명은 자

유로운 의사의 형성을 제로 하는데, 자유로운 의사의 형성은 충

분한 정보에의 근이 보장됨으로써 비로소 가능한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 자유로운 표명은 자유로운 수용 는 수와 불가분의

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정보에의 근․수집․

처리의 자유 즉“알 권리”는 표 의 자유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

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 이와 련하여 인권에 한 세계선언 제

19조는 “모든 사람은 모든 수단에 의하여 국경을 월하여 정보와

사상을 탐구하거나 입수 는 달할 자유를 갖는다”라고하여 소

“알 권리”를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알 권리”는 민주국가에 있어서 국정의 공개와도 한 련이

있는데 우리 헌법에 보면 입법의 공개(제50조 제1항), 재 의 공개

(제109조)에는 명문규정을 두고 행정의 공개에 하여서는 명문규

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알 권리”의 생성기반을 살펴볼 때 이 권

리의 핵심은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한 국민의 알 권리

즉, 국민의 정부에 한 일반 정보공개를 구할 권리(청구권 기

본권)라고 할 것이며, 한 자유민주 기본질서를 천명하고 있는

헌법 문과 제1조 제4조의 해석상 당연한 것이라고 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에서 청구인의 자기에게 정당한 이해 계가 있는 정

부 보유 정보의 개시(開示) 요구에 하여 행정청이 아무런 검토

없이 불응하 다면 이는 청구인이 갖는 헌법 제21조에 규정된 언

론 출 의 자유 는 표 의 자유의 한 내용인 “알 권리”를 침해

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그 이외에도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국

민주권을 실 하는 핵심이 되는 기본권이라는 에서 국민주권주

의(제1조), 각 개인의 지식의 연마, 인격의 도야에는 가 많은

정보에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

치(제10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제34조 제1항)와 련이

있다 할 것이다.”19)

19) 헌재 1989. 9. 4, 88헌마22, 공권력에 의한 재산권침해에 한 헌법소원, 례집 1, 176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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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헌법 제21조에 언론․출 의 자유 즉, 표 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자유는 통 으로는 사상 는 의견의 자유

로운 표명(발표의 자유)과 그것을 할 자유( 달의 자유)를 의

미하는 것으로서 개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고 행

복을 추구하며 국민주권을 실 하는데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오늘

날 민주국가에서 국민이 갖는 가장 요한 기본권의 하나로 인식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사상 는 의견의 자유로운 표명은 자유로운 의사의 형

성을 제로 하는데, 자유로운 의사의 형성은 충분한 정보에의

근이 보장됨으로써 비로소 가능한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 자유로

운 표명은 (정보의) 자유로운 수용 는 수와 불가분의 계에

있다고 할 것이니 그러한 의미에서 헌법재 소는 일 이 정보에의

근․수집․처리의 자유 즉, “알 권리”는 표 의 자유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라고 시하여 헌법해석상 직

인 권리로서의 “알 권리”를 시하 다(헌법재 소 1989. 9. 4.

선고, 88헌마22 결정 참조).“20)

그러나 헌법재 소는 그 이후의 례에서는 알 권리의 헌법 근

거로서 헌법 제4조는 별로 제시하지 않는 것 같다.

“청구인이 침해받은 헌법상의 “알 권리” 그 제한：헌법 제21조

는 언론․출 의 자유, 즉 표 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자

유는 통 으로 사상 는 의견의 자유로운 표명(발표의 자유)과

그것을 할 자유( 달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사상 는

의견의 자유로운 표명은 자유로운 의사의 형성을 제로 한다. 자

유로운 의사의 형성은 정보에의 근이 충분히 보장됨으로써 비로

소 가능한 것이며, 그러한 의미에서 정보에의 근․수집․처리의

자유, 즉 “알 권리”는 표 의 자유와 표리일체의 계에 있으며 자

동지：헌재 1991. 5. 13, 90헌마133, 기록등사신청에 한 헌법소원, 례집 2, 234면 이하.

20) 헌재 1992. 2. 25. 89헌가104, 군사기 보호법 제6조 등에 한 헌법소원, 례집 4, 64면 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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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 성질과 청구권 성질을 공유하는 것이다. 자유권 성질

은 일반 으로 정보에 근하고 수집․처리함에 있어서 국가권력

의 방해를 받지 아니한다는 것을 말하며, 청구권 성질을 의사형

성이나 여론 형성에 필요한 정보를 극 으로 수집하고 수집을

방해하는 방해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바 이는 정

보수집권 는 정보공개청구권으로 나타난다. 나아가 사회가

고도의 정보화사회로 이행해감에 따라 “알 권리”는 한편으로 생활

권 성질까지도 획득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알 권리”는 표 의

자유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인권에 한 세계선

언 제19조도 “알 권리”를 명시 으로 보장하고 있다.

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헌법 제21조에 규정된 표 의 자유의

한 내용인 국민의 “알 권리”를 충실히 보호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

며 이는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제10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제34조 제1항)도 아울러 신장시키는 결

과가 된다고 할 것이다.”21)

이와 같은 헌법재 소의 견해는 체로 권 성 교수와 안용교 교

수의 견해와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즉 두 교수는 알 권

리의 헌법 근거를 제21조 제1항(표 의 자유․제1조 제1항(국민

주권의 원리)․제10조(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제34조

제1항(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서 찾고 있다.22) 그 외에도 알 권

리의 헌법 근거를 선거권(제24조), 국민투표권(제72조, 제130조 제

2항), 공개재 청구권(제27조 제3항)에서 찾는 견해도 있다.23)

3. 私  見

원래 알 권리는 정보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그것은 헌법상 표 의

자유 특히 언론의 자유의 한 내용으로서 이해되어 왔다. 따라서 알

21) 헌재 1991. 5. 13, 90헌마133, 기록등사신청에 한 헌법소원, 례집 2, 234면 이하.

22) 권 성, 앞의 책, 446면; 안용교, 앞의 책, 412-413면.

23) 김배원, 알 권리에 한 연구, 부산 박사학 논문, 1989, 3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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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를 표 의 자유 특히 論의 自由의 한 내용으로서의 고 인

生成基盤의 出發點을 삼는 데에는 그 타당성이 있다. 이는 알 권리

가 법제상 구 된 정보공개제도가 스웨덴에서 최 로 ‘출 의 자유

에 한 법률’(The Freedom of Press Act)에서 도입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알 권리가 갖는 인 情報化社 에서의 權利로서의

特性을 발휘하기 하여서는 알 권리를 단순히 표 의 자유 내지

언론의 자유의 한 내용으로서만 이해하는 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

다. 알 권리는 오늘날 그 극 인 측면을 강조하여 國民主權主義

의 實質的인 實現을 한 권리로서의 기능이 특히 강조되고 있음을

결코 소홀히 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특히 정보공개법이 제정되어

정보공개청구권이 제도화되고 있는 이면에는 알 권리의 구체화 내

지 실화로서의 극 인 권리행사가 바로 주권자로서의 국정에

한 비 과 감시를 실화한다는 의미를 포 하게 된다. 한 알

권리는 단순히 언론의 자유의 한 내용으로 머무는 권리가 아니라

극 으로 人間 嚴을 實現하기 한 권리로서 인정되어야 한

다.24) 이러한 국민주권주의와 인간의 존엄성 실 이라는 측면에 기

하여 참정권 인 성격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보장 내지

청구권 기본권 인 성격이 도출될 수 있다.

한편 헌법재 소의 기 례는 알 권리의 헌법 가치를 갖는

권리를 인정하 다는 에서 그 가치를 높이 평가할 수 있다. 더구

나 정보공개법이 제정되지 않은 상황하에서 헌법이념으로부터 알

권리를 도출하 다는 에서 그 의의를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알

권리의 헌법 기반을 표 의 자유에 을 두고 있는 것은 문제

의 소지가 있다. 의의에 비추어 본 알 권리는 표 의 자유

24) 독일연방헌법재 소도 정보의 자유의 본질 성격을 헌법상 국민주권주의와 인간의 존엄성

에서 찾고 있다. 미국의 경우 그 논의의 이 수정헌법 제1조로부터 출발하고 있기 때문

에 주로 언론의 자유와의 연 하에서 이해되고 있다. 랑스에서는 알 권리가 비록 개별

기본권으로서 확실하게 자리잡고 있지는 않지만 일반 으로 국민주권원리 인간의 존엄성

에 그 기 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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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에 국민주권주의의 실 이라는 에서 오히려 더 을 둘

수 있을 것이다. 한 그것은 인간의 존엄의 실 에 직 으로

계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다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해 알

권리의 헌법 기 로 이해하는 것은 자칫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기본권의 헌법 근거를 지나치게 확 해석할 소지가 있어 보인다.

왜냐하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란 그것이 기본 으로 생존권

기본권(사회권)으로서의 본질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알 권리

의 핵심 가치를 청구권 기본권에 두고 있는 것 한 자칫 알

권리의 헌법 가치를 기본권보장을 한 기본권으로 락시킬 우

려가 있다.

사실 알 권리로부터 비롯되는 정보공개청구권이 그 표 상 ‘請求

權’이라는 용례가 들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청구권 기본권

으로서의 특성이 아니라 오히려 액세스權(the right to access)의 의

미로 이해되어야 한다. 일 이 액세스권은 언론에 한 액세스를

주로 논의하 으나, 알 권리의 등장과 더불어 언론기 을 거치지

아니하고 국민이 직 공공기 의 정보원에 액세스할 수 있다는 의

미에서 알 권리로부터 비롯되는 정보공개청구권이란 다름아닌 공공

기 에 한 국민의 액세스권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마치 헌법상 기본권 분류와 체계상의 청구권 기본권으로 이해하

여 알 권리의 본질 내용을 정보공개청구권이라하여 이를 청구권

기본권으로 직 연계시키는 것은 액세스권이 갖는 본질 인 의

미를 오해한 것이다.25)

따라서 알 권리는 통 인 기본권체계하에서는 언론․출 의 자

유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나, 오늘날 국민주권주의의 실질화를 한

25) 외국의 입법례에서도 알 권리를 구 하는 정보공개법상의 명칭에 액세스권을 명시하고 있는

이유도 같은 취지로 이해할 수 있다. 컨 랑스 정보공개법의 법률명칭에서 access를 명

시한 것을 비롯해서(De la liberté d'acès aux documents administratifs) 덴마아크․노르웨

이․네델란드․카나다의 정보공개법에서 access를 명시하고 있다. 이는 세계 정보공개법을

제정하고 있는 11개 국가의 5개국에 해당된다. 이는 곧 정보공개법이 국정정보에 한

access법임을 의미한다는 을 잘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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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제로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이 갖는 기본권

으로서의 특성 그 성격에 비추어 볼 때 기본권으로서의 알 권리

의 헌법 근거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과 언론․출

의 자유로부터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알 권리의 의미에서 정

보공개청구권이 갖는 국민주권주의의 실질화 인 측면에 비추어 본

다면, 알 권리는 단순히 헌법상 개별 기본권으로부터 뿐만 아니라

헌법 제1조의 國民主權主義로부터 비롯되는 권리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헌법상 자유와 권리 어느 것도 헌법 문이나

각 개별 기본권과 연계되지 아니하는 기본권이 없다는 을 고려

한다면, 알 권리의 헌법 근거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나 재

청구권(청구권 기본권)에까지 확 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立法政策的으로는 이제 학설이나 례를 통하여 명실공히 개별

기본권으로서 자리매김한 알 권리를 憲法上 개별 기본권으로 明

示하는 것이 이러한 논의를 보다 단순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Ⅲ. 알 權利  法的 性格

알 권리의 법 성격과 련하여서는 우선 알 권리가 헌법 가

치를 갖는 권리인가의 여부가 문제되고, 한 알 권리가 헌법 가

치를 갖는 권리라 할 경우에도 알 권리가 기본권의 분류와 체계상

어떠한 권리의 성격을 갖는 것이냐와 권리의 본질과 련된 성격이

문제될 수 있다.

1. 알 權利  抽象的 權利說  權利性 否認理論

알 권리의 헌법 가치를 부인하는 논리 즉 알 권리란 헌법 가

치를 갖는 법 권리가 아닌 도덕 ․정치 권리라는 제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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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권리는 결국 입법을 통하여 구체화되는 것으로 이해하는 崔大權

교수의 입장에 의하면 알 권리는 비록 헌법에 규정되어 있다고 하

더라도 알 권리는 구체 권리일 수는 없다고 보고 있다.

“한편 세계인권선언 제19조와 독일기본법 제5조 제1항이 국민의

알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는 은 주목할 만하다. 우선 세계인권선

언이 이상의 선언임을 주의할 필요가 있고 가령 독일기본법에서와

같이 우리나라 헌법에서도 국민의 알 권리를 규정하 다고 하는

경우에 이 권리의 성격을 한 번 음미하여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

다. 권리다 의무다 하는 경우에 단순한 이상이나 도덕 권리( 는

의무)일 수도 있으며 법원에 청구하여 바로 실 될 수 있는 구체

인 권리( 는 의무)일 수도 있다. 만약 그러한 규정이 있다고 하는

경우에 알 권리를 어떠한 권리( 는 의무)로 보아야 하는 것인가?

아마도 입법을 통하여 구체화되어야 할 성질의 권리( 는 의무)로

보아야 하는 것이 아닐까? 하물며 우리나라 헌법에는 그러한 명문

의 규정도 없다. 그러하다면 언론의 자유 규정으로부터 구체 인

실 권리(그리고 이에 응하여야 할 국가의 구체 의무)를 이끌

어 낼 수 있을 것인가? 우리나라 헌법재 소의 결정 에 의하면

국민의 알 권리의 이름으로 청구인의 손을 들어 것이 여럿이 있

고 이를 기 로하여 우리나라 학계에서는 헌법상의 권리로서 국민

의 알 권리를 본격 으로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비록 알 권리라는

용어를 사용하 고 그리고 청구인의 요청을 그 이름으로 인정하

다고하여 바로 알 권리를 헌법상의 구체 인 권리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컨 토지공부의 열람 복사의 청구는 토지재산권의

경우에 토지재산권의 권리내용이나 행사가 토지 련 공부와

하게 연 되어 있다는 에서 비록 알 권리의 용어 사용에도 불구

하고 의미있는 토지재산권의 행사 는 재 청구권의 행사에 부수

하는 권리로서 혹은 토지재산권 는 재 청구권의 일환으로서 청

구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생각된다. 요컨 청구인의 권리행

사 등과 뗄래야 뗄 수 없는 한 계에서는 공문서에 하여 그

열람 등을 청구한 것이고 헌법재 소는 청구인의 주장을 국민의

알 권리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들어 것이다.”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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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최 권 교수의 견해는 한편으로는 알 권리의 독자 인

기본권성을 부인함과 동시에, 설사 알 권리가 헌법에 명시된 개별

기본권으로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구체 권리가 아닌 추상

인 권리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것은 곧 알 권리는 어떠한 경우

에도 헌법상 구체 권리로서의 성격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의미

한다. 이와 같은 문제제기는 알 권리의 추상 권리성과 직 으

로 연결시킬 수 있다. 하지만 헌법상 추상 권리라는 의미가 반드

시 명확하지 아니하고 결과 으로 추상 권리설은 권리성을 부인

하는 것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을 고려한다면 추상 권리설이

나 권리성부인설이나 본질 인 차이를 발견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알 권리를 추상 권리 는 권리성을 부인하는 한 알 권리

를 기 로하여 사법 강제를 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논리는 생존

권 기본권의 구체 권리성과 추상 권리성에 련된 논의와 비

슷한 시각에서 논의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을 이해될 수 있다. 이

에 한 한 崔光律 재 의 반 의견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

“ “알 권리”의 내용은 이를 세분하면, (1) “정보를 받을 권리”와

“정보를 구할 권리”로 나 이고, (2) 후자의 정보를 구할 권리는

다시, 국민이 일반 으로 근할 수 있는 정보원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거나 언론기 이 취재활동을 함에 있어서 공권력에 의한 방

해 는 간섭을 받지 않을 권리(자유권 인 정보수집의 자유 는

권리)와 국가 는 지방자치단체에 하여 보유하고 있는 정보의

공개를 요구한 권리(청구권 인 정보공개의 요구권)로 나 이며,

(3) 그 후자의 정보공개청구권은 다시 공권력이 보유하는 모든 정

보에 하여 일반국민 는 언론기 이 공개를 요구할 권리(일반

공개청구권)와 공권력이 보유하는 특정의 정보에 하여 이해

계가 있는 특정 개인이 공개를 요구할 권리(개별 공개청구권)

로 나 인다. 한 그 요성을 따지자면 자유권 인 정보수집의

26) 최 권, 앞의 책, 28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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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는 권리도 청구권 인 정보공개의 요구권 못지 않게 요

하다고 볼 수 있다.

다수의견은 본안에 한 단에서 “알 권리”의 헌법 근거와

핵심 내용을 와 같이 좁 서 단한 것을 제로 하여, “이러

한 ‘알 권리’의 실 은 반드시 법률의 제정이 뒤따라 이를 구체화

시키는 것이 충실하고도 바람직하지만, 그러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헌법 제21조에 의하

여 직 보장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헌법재 소의 확립된 례”

라고 시하여 이른바 구체 권리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 에 한 우리나라의 학설동향을 보면, 에 설시한 자유권

기본권인 정보수집의 자유가 아닌 청구권 기본권인 정보공개

청구권에 하여는, 그것이 일반 공개청구권이든 개별 공개청

구권이든 막론하고, 구체 권리설을 취하여 헌법 규정 자체에 의

하여 직 권리가 발생하고, 이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그 헌법규정

을 재 규범으로 삼아 사법 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을 펴는

학설은 아직 없는 듯하다. 지배 인 학설은 이른바 추상 권리설

을 취하여, “알 권리”로부터 도출되는 정보공개청구권이 아무리 헌

법상의 권리라고 하더라도, 공개청구의 주체, 상, 차 등을 명

확히 하고, 공개거부의 한계 구제 차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헌법규정을 직 근거로 한 구체 권리로 인정하기는 어

렵고, 추상 권리로 볼 수밖에 없다고 한다.

한 일종의 권리부인설 는 제도 보장설이라고 볼 수 있는

일부학설에서는, 국민의 알 권리는 헌법상의 객 원리 는 입

법 이념으로 작용하여 국가기 으로 하여 그 기본권의 실 을

하여 극 으로 시책을 강구할 입법의무를 부과하는 것이지,

그 자체가 직 주 권리로 작용할 수는 없다고 한다.”27)

2. 알 權利  具體的 權利性  保障 程度

27) 헌재 1991. 5. 13, 90헌마133, 기록등사신청에 한 헌법소원, 례집 2, 234면 이하. 그러나

최 율 재 의 반 의견은 아직 정보공개법이 제정되지 아니한 상황하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정보공개법이 제정된 이 시 에서는 상당히 달라질 소지가 있다. 바로 그 에서 알

권리의 최 권 교수의 견해와는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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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반하여 알 권리의 구체 권리성을 인정할 경우에 앞에서

시한 바와 같이 알 권리가 비록 행헌법에 명시 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헌법 가치를 갖는 권리라는 데에는 학설․

례가 일치하고 있다. 그 다면 알 권리는 그것이 도덕 ․정치

권리이든 혹은 추상 권리이든 간에 알 권리가 일단 헌법 가치

를 갖는 권리라는 을 인정한다면 어느 정도에 이르기까지 알 권

리의 實現이 擔保될 수 있느냐에 따라 알 권리의 구체 권리성 여

부가 결정된다. 즉 알 권리의 주 권리로서의 구체 권리성은

법원의 재 을 통하여 언론․출 의 자유와 동일한 정도의 보호․

보장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그 권리의 보장이 어느 정도에

까지 이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알 권리는 헌법상 명시 인 근거 규정을 갖고 있는지 여부

를 떠나서 알 권리는 헌법 가치를 갖는 기본권으로 인정되고 있

다는 에서는 학설․ 례의 지배 견해이다. 다만, 이 경우 알 권

리의 구체 실 은 이를 구체화하는 입법이 있어야만 가능할 것이

냐 아니면 具體的인 立法이 없더라도 可能할 것이냐에 하여서도

지배 인 학설․ 례는 정 이다. 헌법재 소도 원칙 으로 알

권리의 구체 권리성을 인정하고 있다.

“ “알 권리”의 실 은 법률의 제정이 뒤따라 이를 구체화시키는 것

이 충실하고도 바람직하지만, 그러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지 않다

고 하더라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헌법 제21조에 의해 직 보장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헌법재 소의 확립된 례인 것이다.”28)

둘째, 알 권리의 구체 권리성 내지 주 권리성을 인정하여

법원의 재 을 통한 司法的 救濟가 가능할 것인지 가능하다면 어느

정도 가능할 것인지가 알 권리의 구체 권리성 여부에 핵심 인

28) 헌재 1991. 5. 13, 90헌마133, 기록등사신청에 한 헌법소원, 례집 2, 234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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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이다. 즉 알 권리의 보장을 이유로 헌법재 소법 제68조 제1항

의 “공권력의 행사 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 헌법소원심 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인가가 문제된

다. 즉 알 권리의 침해를 이유로 바로 헌법상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이다. 이와 련하여 헌법재 소는 기에 비교

극 으로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입장을 취한 바 있다. 그것이

바로 林野調査書 는 土地調査簿의 열람․복사 신청이나 記 謄寫

申請에 한 헌법소원에서 직 으로 국민의 권리구제를 인정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사건들에서 헌법재 소가 과연 이 사안과 직

으로 련된 當事 以外의 에 하여서도 알 권리를 근거로

정보공개청구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에 하여서는 의문이 제기

된다. 여기에 알 권리를 추상 권리로 주장하는 견해가 자리잡게

된다.29) 그 다면 알 권리는 개별 ․구체 사안에 따라 자기의

권리가 직 으로 련된 자 만이 주장할 수 있는 정보공개청구권

이 있는가 하면 리 일반 국민이 주장할 수 있는 정보공개청구권

으로 나 어 설명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특히 헌법재 소도 최근

에는 알 권리에 기 한 정보공개청구권 행사에 하여 일정한 권리

구제 차를 밟지 아니하 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고 있다.

“청구인이 알 권리를 주장함으로써 공공기 의정보공개에 한법률

소정의 정보공개를 요구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와 같이 피청

구인이 명시 인 거부처분을 한 이상, 청구인으로서는 같은 법 소

정의 권리구제 차를 거친 후에 헌법소원심 을 청구하여야 함에

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 으므로 이 부분 심 청구는 역시 부 법

하다 할 것이다.”30)

29) 정보공개법이 제정되기 이 단계에서 역사 성숙성의 미비로 인한 일반 정보공개청구권

의 추상 권리성을 인정하는 이론은 설득력이 있지만( 컨 김문 , “알 권리와 그 한계”,

인권과정의 제193호, 1992.9, 14면), 정보공개법에 제정된 이 시 에서 일반 정보공개청구

권에 한 추상 권리성은 의미가 사라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0) 헌재 1998. 5. 16, 98헌마121, 임야도등본발 등부작 등 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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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외형 으로는 헌법소원의 보충성의 원칙을 용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알 권리에 기 한 헌법소원의 제기에는 헌

법소원의 요건인 “직 성․ 재성․자기 련성”도 엄격하게 용하

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다면 알 권리에 기 한 정보공개청구

권의 행사는 헌법소원의 요건으로 인한 제한과 헌법소원의 보충성

의 원칙에 의한 제한이 뒤따르게 된다는 에서 사실상 알 권리에

기 한 정보공개청구권의 행사는 특정 사안과 련하여서는 불가능

한 문제가 발생한다. 결국 알 권리의 구체 실 은 정보공개법 즉

‘공공기 의정보공개에 한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반 인 정보

공개의 원칙의 상으로서의 정보에 하여 정보공개법상의 차에

따라서 공개청구 거부에 따른 구제 차를 따라야 하는 문제 이

뒤따른다.

셋째, 헌법상 알 권리로부터 비롯되는 정보공개청구권의 행사는

이제 정보공개법이 실시되고 있는 이상 一般的인 情報의 경우에는

정보공개청구가 가능하다. 그러나 정보공개청구에도 일정한 정보공

개법에 기 한 권리구제 차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 경우 한

알 권리를 이유로 헌법재 소에 직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란 어려

울 것이고 다만 정보공개법상 문제 이 있다면 헌법률심 만이

가능할 것이다. 그것은 일반 인 사법 구제 차에서도 마찬가지

라고 본다면 알 권리라는 특성으로 인하여 특별히 사법 권리구제

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정보공개법상의 공개 상인 정보

인 한 그것은 구체 권리로서의 성격이나 기능에 아무런 장애를

래하지는 않는다고 본다.

3. 알 權利  複合的 權利性 與否

일 이 알 권리의 복합 성격의 권리성이 학계에서 제기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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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ㄱ) 알 권리가 국민이 일반 으로 근할 수 있는 정보원으로부

터 취재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할 경우에는, 헌법과 법률

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제한받지 아니하는 자유권의 성격을 가진

다. (ㄴ) 알 권리가 공공기 의 정보에 한 공개청구권을 의미할

경우에는 청구권 성격을 가지는 것이다.”31)

헌법재 소도 이러한 알 권리의 복합 권리성을 인정하고 있다.

“정보에의 근․수집․처리의 자유, 즉 “알 권리”는 표 의 자유

와 표리일체의 계에 있으며 자유권 성질과 청구권 성질을 공

유하는 것이다. 자유권 성질은 일반 으로 정보에 근하고 수

집․처리함에 있어서 국가권력의 방해를 받지 아니한다는 것을 말

하며, 청구권 성질을 의사형성이나 여론 형성에 필요한 정보를

극 으로 수집하고 수집을 방해하는 방해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바 이는 정보수집권 는 정보공개청구권으로 나타

난다. 나아가 사회가 고도의 정보화사회로 이행해감에 따라

“알 권리”는 한편으로 생활권 성질까지도 획득해 나가고 있다.”32)

헌법재 소는 알 권리의 자유권 성격과 청구권 성격을 동시

에 인정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생활권 성격까지도 인정하고 있

다. 그러나 어도 알 권리가 헌법 가치를 갖는 권리로 인정된

이상에는 그것의 청구권 기본권성은 당연히 도출되는 것이기 때

문에 청구권 기본권성으로 인하여 알 권리가 복합 기본권이라

는 것은 별로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헌법상 보장된 일반 인 자유

권 기본권 에서 궁극 으로 청구권 기본권이 보장되지 아니

한 기본권이 없다고 본다면, 알 권리의 청구권 성격으로 인한 복

31) 권 성, 앞의 책, 446면; 안용교 교수는 여기에 사회국가 기본권 성격을 추가하고 있다.

안용교, 앞의 책, 413면.

32) 헌재 1991. 5. 13, 90헌마133, 기록등사신청에 한 헌법소원, 례집 2, 234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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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권리성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본다. 특히 그것은 앞에서 설

명한 바와 같이 알 권리로부터 비롯되는 정보공개청구권이 청구권

기본권의 하나로 이해될 것이 아니라 액세스權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본다면, 알 권리의 청구권 기본권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한 알 권리의 생존권 기본권성을 주장하는 헌법재 소의 입

장도 알 권리가 권리로서의 본원 인 성격이 여하한가에 무게 심

을 두지 아니하고 리 알 권리와 조 이라도 련성만 있으면 그

련성을 강조하여 복합 권리성을 주장하는 것도 무리다. 다만

헌법재 소는 그러한 련성만 시하 고 복합 권리성을 구체

으로 명시하고 있지는 아니하다.

오히려 알 권리는 자유권 기본권으로서의 성격과 더불어 국민

주권주의의 실 이라는 객 헌법질서의 보장이 첩 으로 보호

되는 기본권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4. 私  見

한국헌법학계에서 알 권리가 헌법 가치를 갖는 기본권이라는

데에는 반 으로 인식을 같이 하는 것 같다. 헌법상 알 권리를

구체화시킨 정보공개법이 제정된 이상, 알 권리의 헌법상 구체

권리성 여부에 한 논쟁은 정보공개법상의 공개 상인 일반 정

보의 경우에는 아무런 이의가 없다. 그러나 정보공개법상의 공개

상인 일반 정보인지 여부가 논란의 상인 정보의 경우에는 알

권리에 기 한 정보공개청구권의 행사는 일정한 제한이 뒤따른다.

즉 알 권리의 헌법 기 를 객 헌법질서의 보장이라는 측면에

서 국민주권주의의 실 으로 보는 한 그것은 리 일반 인 정보가

될 것이지만, 알 권리의 헌법 기 를 개별 기본권으로서의 특

성에서 구한다면 그것은 개인의 주 인 권리보호에 기 한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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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리에 의거하여야 할 것이다.

고 인 의민주주의 기본권이론상 국민의 지 에 비추어

볼 경우에, 알 권리는 자유권 기본권으로서의 측면이 강하게 나

타난다면, 오늘날 정보화사회에서의 알 권리는 국민주권주의의 실

질화라는 측면에 그 무게 심을 실을 수 있다. 결국 알 권리는 國

民의 憲法上 地位論에 비추어 본다면 主權 로서의 국민의 지 에

서의 측면과 개인(기본권 주체)으로서의 國民의 지 를 동시에 갖

는 기본권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Ⅳ. 알 權利  內容

알 권리(정보의 자유)라 함은 일반 으로 근할 수 있는 정보를

받아 들이고 받아 들인 정보를 취사․선택할 수 있고(소극 권리),

의사형성․여론형성에 필요한 정보를 극 으로 수집할 수 있는

( 극 권리) 권리라고 정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알 권리는 소극

권리로서의 정보수령권과 극 권리로서의 정보수집권으로 나

어 설명할 수 있다. 이러한 정보수집권을 극 으로 행사하기

하여서는 정보공개청구권의 행사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정보공개

청구권도 당연히 정보수집권에 포함된다. 알 권리를 최 의로 이해

할 경우에는 자기에 한 정보통제권까지도 포함시킬 수 있다. 그

러나 자기정보통제권은 일반 으로 라이버시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주로 개인정보보호와 련하여 문제되고 있다. 행법

으로서는 ‘공공기 의개인정보보호에 한법률’33)에서 상세히 규정하

고 있다. 하지만 자기 자신과 련된 정보에 한 알 권리의 측면

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알 권리의 내용으로서 포 될 수 있다.

그런 에서 보면 記 謄寫申請에 한 헌법소원사건에서 崔光律

33) 성낙인, 언론정보법, 제3편 제2장 사생활의 비 과 자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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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의 의견에서 이를 잘 설명하고 있다.

“ “알 권리”의 내용은 이를 세분하면, (1) “정보를 받을 권리”와

“정보를 구할 권리”로 나 이고, (2) 후자의 정보를 구할 권리는

다시, 국민이 일반 으로 근할 수 있는 정보원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거나 언론기 이 취재활동을 함에 있어서 공권력에 의한 방

해 는 간섭을 받지 않을 권리(자유권 인 정보수집의 자유 는

권리)와 국가 는 지방자치단체에 하여 보유하고 있는 정보의

공개를 요구한 권리(청구권 인 정보공개의 요구권)로 나 이며,

(3) 그 후자의 정보공개청구권은 다시 공권력이 보유하는 모든 정

보에 하여 일반국민 는 언론기 이 공개를 요구할 권리(일반

공개청구권)와 공권력이 보유하는 특정의 정보에 하여 이해

계가 있는 특정 개인이 공개를 요구할 권리(개별 공개청구권)

로 나 인다. 한 그 요성을 따지자면 자유권 인 정보수집의

자유 는 권리도 청구권 인 정보공개의 요구권 못지 않게 요

하다고 볼 수 있다.”34)

이하에서는 정보를 받을 권리를 정보수령권으로, 정보를 구할 권

리는 다시 정보수집권과 정보공개청구권으로 나 어 설명해 나가고

자 한다.

1. 情報受領權

일반 으로 근할 수 있는 정보를 받아 들이고 받아 들인 정보

를 취사․선택할 수 있는 소극 권리(자유)의 성격을 갖는다.

소극 인 정보의 수령권은 사실 종래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일방

으로 달되는 과정을 취하여 왔다. 이러한 정보의 단순한 수령

은 정보제공자의 자의에 의하여 제공된 정보를 일방 으로 수령하

34) 헌재 1991. 5. 13, 90헌마133, 기록등사신청에 한 헌법소원, 례집 2, 234면 이하, 최 율

재 의 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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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이를 취사․선택하는 소극 인 지 에 머물고 만다. 정보의

달체계에서 본다면 알 권리의 실질 인 구 을 하여서는 제공되

는 정보 자체가 객 인 공정한 정보여야 한다는 데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바로 이러한 객 이고 공정한 정보가 제공되기

하여서는 통 으로 국민에 한 정보제공의 원천으로서의 언론보

도의 자유가 제기된다. 따라서 알 권리와 언론(보도)의 자유는 상호

보완 인 계에 놓이게 된다.

사실 언론보도에 하여서는 통 으로 이에 한 공권력의 개

입에 의한 정보의 왜곡 상이 특히 심각하게 문제제기가 되어 왔

다. 그러나 나라의 민주화와 더불어 공권력에 의한 정보의 왜곡

상은 상당부분 완화되어 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른 한편 언론

이 갖는 기 인 특성 즉 언론기 은 체로 주식회사의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기업의 합병과 결합을 통하여 정보를 제

공하는 언론기 자체가 독 화․과 화 상을 래할 경우에 공

정하고 객 인 보도가 상당부분 왜곡될 소지를 안게 된다. 특히

방송매체의 경우 비록 CATV 등의 보 이 일반화되어 가고 있다고

하지만 아직도 공 방송이 지배 인 실하에서 이들 공 방

송의 독과 은 정보의 제공 자체가 변질될 소지를 안고 있다. 언론

기업 내부의 문제 한 알 권리에 인 요소로 작동할 수 있

다. 여기에 기업으로서의 언론과 언론이 갖는 공 과업의 조화가

요망된다. 경 과 기업의 상호보완을 통한 편집․편성의 자유가 요

망된다. 그것은 궁극 으로 보도의 자유․취재의 자유의 문제로 제

기된다.

한 공공기 이 국민의 알 권리의 충족을 하여 스스로 극

으로 공공기 이 보유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알 권리의 실질화

를 하여 바람직한 일이다. 실제로 이러한 정보공개의 원리는 바

로 공공기 이 보유하는 정보의 컴퓨터화를 통하여 보다 더 실화

될 수 있을 것이다. 공공기 이 직 정보를 제공할 경우에 조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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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래 언론보도를 통하여 국민은 이를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정보

과학의 발달에 따라 PC통신이나 Internet을 통하여 직 정보에

근․이용할 수 있다는 에서 상당한 변화를 래하고 있다.

그러나 정보의 수령이 언론보도를 통하던 공공기 의 직 인

정보제공을 통하던 간에 국민의 입장에서는 단지 제공된 정보의 소

극 인 수령에 불과하다는 에서 알 권리의 극 인 구 이 요망

되게 된다.

2. 情報蒐集權

“국민이 일반 으로 근할 수 있는 정보원으로부터 정보를 수집

하거나 언론기 이 취재활동을 함에 있어서 공권력에 의한 방해

는 간섭을 받지 않을 권리” 즉 의사형성․여론형성에 필요한 정보

를 극 으로 수집할 수 있는( 극 권리) 권리를 말한다. 정보수

집권은 정보수집의 자유와 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정보를 구할

자유와 권리의 한 축이다.

국민의 입장에서 단순히 공공기 이나 언론보도를 통하여 제공되

는 정보를 수령하여 이를 취사․선택하는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극 으로 스스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권리가 알 권리의

인 측면이라 할 수 있다.

알 권리의 국민 개개인의 입장에서의 구 이라는 측면에서 본다

면 언론기 의 보도를 통한 알 권리의 실 은 그 자체로서 국민 개

개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소극 인 정보의 수령으로 이해될 수 있

다. 그러나 언론보도도 결국 국민의 알 권리를 구 하기 한 매체

라는 측면에서 이해한다면 취재의 자유를 포함한 언론보도의 자유

는 극 인 정보의 수집이라는 에서 이해될 수도 있다.35) 그

러나 알 권리를 국민 개개인의 주권 지 의 실 내지 기본권실

35) 권형 , 앞의 논문, 10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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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에서 이해한다면 역시 언론보도의 자유는 국민의 입

장에서는 소극 인 측면에서 이해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3. 情報公開請求權

정보공개청구권은 “공권력이 보유하는 모든 정보에 하여 일반

국민 는 언론기 이 공개를 요구할 권리(一般的 公開請求權)와

공권력이 보유하는 특정의 정보에 하여 이해 계가 있는 특정 개

인이 공개를 요구할 권리(個別的 公開請求權)로 나 인다.”

一般的 情報公開請求權은 바로 ‘공공기 의정보공개에 한법률’에

서 보장하고자 하는 상으로서의 정보를 청구하는 권리이다. 그런

에서 일반 정보공개청구권은 정보공개법의 目的條 에서 시

한 바와 같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한 국민의 참여

와 국정운 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 으로”하는 민주주의 원리

즉 헌법상 국민주권의 원리와 직 으로 련되는 권리이다.

“알 권리의 생성기반을 볼 때 이 권리의 핵심은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한 국민의 알 권리, 즉 국민의 정부에 한 一般的

情報公開를 구할 權利라고 할 것이며, 한 자유민주 기본질서

를 천명하고 있는 헌법 문과 제1조 제4조의 해석상 당연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36)

그러나 個別的 情報公開請求權은 어느 구나 행사할 수 있는 권

리가 아니라 특정한 이해당사자에 한하여 한정 으로 허용되는 권

리라는 에서 그것은 主觀的 權利 내지 개별 기본권으로서의 측

면이 강하다.

“국가 는 지방자치단체의 기 이 보 하고 있는 문서 등에 하

36) 헌재 1989. 9. 4, 88헌마22, 례집 1, 176면 이하(18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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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利害關係 있는 國民이 公開를 要求함에도 정당한 이유없이 이

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부하는 것은 당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

하는 것이다.”37)

즉 앞에서 시한 바와 같이 一般的 情報公開請求權은 國民主權

主義의 실 을 한 주권자로서의 권리에 이 주어진다면, 個別

的 情報公開請求權은 個人으로서의 國民의 地位에 이 주어지는

권리라 할 수 있다.

알 권리의 극 인 구 은 바로 정보공개제도로 달성될 수 있

다. 여기에 정보공개제도가 갖는 헌법 가치가 논의되게 되며, 이

러한 정보공개제도의 법 제도화가 필요하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정보공개제도는 기본 으로 국민 개개인이 행정기 을 심으로 한

공공기 에 정보공개를 청구함으로써 구 된다고 본다면 언론기

을 포함한 사 기 에 한 국민의 액세스권과는 제도 본질에서

구별된다.

매스미디어에 한 국민의 액세스는 언론이 갖는 일방 인 정보

달체계와 그에 따른 언론의 왜곡된 보도 등으로 인하여 국민의

정보의 자유가 무력화될 소지를 배제한다는 측면에서 정 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러한 액세스권은 반론권과 의견 고 등의 형태로

구 되고 있다. 그것은 언론이 갖는 공공 성격에 기 하여 제기

된 이론이나 기본 으로 사 기 인 언론에 한 액세스권의 구

형태를 각국에서 이론과 제도상의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한편 언론기 도 아닌 사 기 에 한 알 권리의 구 이 가능

할 것인지도 의문이다. 실 으로 알 권리는 공 권리로서의 성

격이 강하기 때문에 사 기 컨 기업에 한 국민의 정보공

개청구는 실 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오늘날

기업의 사회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고, 특히 소비자보호․환경보

37) 헌재 1994. 8. 31, 93헌마174.



182

호 등의 시각에서의 기업에 한 규제가 법 으로 강화되고 있는

실정에 비추어 본다면 국가기 에 의한 규제를 통한 알 권리의 간

인 구 이 가능할 것이고, 나아가서 시민단체의 활동을 통하여

서도 최소한의 목 은 달성될 수 있으리라고 본다.38)

Ⅴ. 알 權利  制限과 限界

알 권리도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가안 보장․질서유지․

공공복리를 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으

나 알 권리의 본질 내용에 한 제한은 불가능하다. 한 알 권

리의 표 의 자유의 성격에 비추어 본다면 헌법 제21조 제4항에 기

한 언론의 사회 책임의 논리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알 권리가 갖는 국민주권주의의 실 인간존엄성의 실 이라는

측면에 비추어 본다면 그 제한에는 엄격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표

의 자유의 성격에 비추어 본다면 표 의 자유의 우월 가치의

논리가 알 권리에도 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표 의 자유나 국민의 “알 권리”는 매우 비 이 큰 귀 한

국민의 기본권이긴 하지만 그 다고 해서 어떠한 경우에도 제한할

수 없는 기본권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다른 법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 내에서 존 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알 권리”라 할지라도

다른 기본권이나 국가․사회 법익과 상충 는 마찰을 일으키는

경우, 즉 타인의 명 나 권리(개인 법익), 공 도덕이나 사회윤리

(사회 법익), 국가의 안 보장이나 치안질서(국가 법익)를 침해

하는 경우에는 보호될 수 없는 것이며 이는 헌법의 명문규정(제21

조 제4항, 제37조 제2항)상 의문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다만, “알 권리”(내지 표 의 자유)라고 하는 국민의 기본권이

38) 안용교, 앞의 책, 4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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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로써 제한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 본질 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음은 물론, 과잉 지의 원칙에도 배되어서는 아니되는데(제

37조 제2항), 과잉 지의 원칙이라 함은 국가작용의 한계를 명시한

것으로서 목 의 정당성․방법의 정성․피해의 최소성․법익의

균형성을 의미하며 그 어느 하나에라도 이 되면 헌이 된다

는 헌법상의 원칙(헌법재 소 1989.12.22. 선고, 88헌가13 결정 참

조)이며,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피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

성이 문제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이다.”39)

알 권리의 제한은 곧장 정보공개법상의 공개제외 상과 직 으

로 연 된다. 미국의 정보공개법을 비롯한 외국의 정보공개법에서

일반화되어 있는 비공개정보의 범 는 한국의 ‘공공기 의정보공개

에 한법률’ 제7조에서 명시하고 있다.40)

알 권리의 제한과 련된 주된 문제 은 국가안 보장과 련된

기 ․사생활의 비 과 자유(privacy)의 보장과의 계․ 업상 비

․의료비 등이 문제되고 있다. 이하에서는 지면 계상 헌법재

소 례를 심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1. 個人  私生活  秘密과 自由

헌법 제17조에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 과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알 권리를 구 하는 과정에서도 이로 인하여 개인의 사생활

의 자유와 비 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41) 이에 정보공개법에서

도 이를 명시하고 있다.42)

39) 헌재 1992. 2. 25. 89헌가104, 군사기 보호법 제6조 등에 한 헌법소원, 례집 4, 64면 이하.

40) 제7조의 비공개 상정보는 1. 법령, 2. 국가안 보장 등 국익, 3. 개인의 권리와 공익, 4. 형사

사법 정의, 5. 업무공정성, 6. 개인정보, 7. 업상 비 , 8. 특정이익의 배제 등을 규정하고

있다.

41) 라이버시론에 한 고 인 논 로는 변재옥, 정보화사회에 있어서 라이버시의 권리,

서울 박사학 논문, 1979 참조.

42) 제7조 (비공개 상정보) ①공공기 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하여는 이를 공

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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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정보공개법상 부분공개를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의 사

생활과 직 으로 련없는 부분은 과감하게 공개하여야 할 것임에

도 불구하고 최근의 례는 매우 소극 이라는 에서 유감스럽다.

“세무조사는 행정조사의 일종으로서 그것이 언론사에 한 것인

에서 그 공개로 인하여 공익에 보탬이 될 사회 역이 포함되

어 있음을 부인할 수 없으나 ···납세자 그와 거래한 제3자의 정

보로서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면 경쟁언론사에 한 업비 의 노

출, 취재원확보를 한 략의 노출 등이 드러날 수 밖에 없으므

로 납세자의 비 , 조세비 , 법인의 사생활, 법인의 업에 속하

는 정보로서 그 부분이 개인 역에 속하는 정보라고 보지 아니

할 수 없다”43) 국세청의 언론사에 한 세무조사결과의 공개를 거

부한 바 있다.

“재개발사업에 한 이해 계인이 공개를 청구한 자료 일부는

개인의 인 사항, 재산에 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공개될 경

우에는 타인의 사생활의 비 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그

자료의 분량이 합계 9,029매에 달하기 때문에 이를 공개하기 하

여는 행정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래할 가능성이 있고, 그 자료의

공개로 공익이 실 된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재개발사업에

한 정보공청구를 배척한 바 있다.44)

2. 國家機密 

국익이나 공익의 필요성에 따라 정보공개를 제한하는 것은 외국

의 법제에서도 공통 으로 찾아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인에 한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법령등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 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표를 목 으로 하는 정보

다. 공공기 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는 개인의 권리구제

를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43) 서울고법 1995. 8. 20, 94구39262. 이에 한 상세는 성낙인, 언론정보법, 406-416면 참조.

44) 법원 1997. 5. 23, 선고 96 2439, 공 1997 하, 1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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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남북분단이라는 특수상황과 맞물려서 국가기 사항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설정하고 있다. 더구나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서 법령으로 비공개로 한 경우를 공개 상에서 제외시켜 놓고 있기

때문에 국가기 과 련된 일련의 법체제를 정보공개법의 제정취지

에 맞추어 면 인 정비를 하지 않을 경우, 자칫 정보공개법이 권

주의체제하에서 제정된 기존 국가기 련 법체계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결과를 래할 우려가 있다.45)

정보공개법의 목 이 국민의 알 권리의 최 한 보장에 있다면 국

가기 의 존재이유는 국익보호의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하기 때문

에,46) 이제 국민과 국익의 차원에서 국가기 사항의 객 ․실질

인식이 가능한 범 내로 한정하여야 할 것이다.

“군사기 보호법(1972.12.26. 법률 제2387호) 제6조, 제7조, 제10조

는 같은 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군사상의 기 이 비공지의 사실로

서 법 차에 따라 군사기 로서의 표지를 갖추고 그 설이 국

가의 안 보장에 명백한 험을 래한다고 볼 만큼의 실질가치를

가진 경우에 한하여 용된다.”47)

국가비 에 한 련법률은 형법 제98조 제2항(군사상 기 을

국에 설), 군형법 제13조 제2항(군사상의 기 ), 국가보안법 제4

조 제1항(형법 제98조의 군사상의 기 이나 국가기 을 설한 데

45) 제7조 (비공개 상정보) ①공공기 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하여는 이를 공

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 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공개될 경우 국가안 보장․국방․통일․외교 계등 국가의 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6) 미국․일본․한국에서의 국가기 련 법제와 례는 양건, 헌법연구, 법문사, 1995, 9. 국민

의 알 권리와 국가기 보호의 상 계－언론보도를 심으로, 188-220면; 안용교, “국민의

알 권리와 국가기 ”, 해암 문홍주박사 화갑기념논문집, 1978 참조.

47) 헌재 1992. 2. 25. 결정, 89헌가104, 군사기 보호법 제6조등에 한 헌심 . 동 결정에

한 분석과 참고인진술 등에 하여는 다음 문헌 참조：김일수․박윤흔․구병삭․신동운 교

수의 참고인진술, 헌법재 자료 제5집; 이승우, “군사기 보호법 제6조 등에 한 헌재결정

의 평석”, 사법행정 1992. 12. 헌법재 자료 제6집; 정재황, “군사기 보호법 제6조 등에

한 헌심 결정”, 법률신문 1992. 6. 22. 헌법재 자료 제5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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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처벌), 국가공무원법 제60조(비 엄수 무), 군사기 보호법 등

이 있다. 국가안 기획부법 제2조(국가안 기획부는 국가기 보안업

무를 장하고, 그 차에 하여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제4조에 1

, 2 , 3 으로 구분하고 있다. 국가기 사항이라 하더라도 국회

의 국정조사․국정감사 감사원감사와 국회의 정부질문등의 경

우에 한정 공개가 가능하다.

정보공개법에서는 제4조 제2항을 통하여 국가안 기획부를 심

으로 한 련 정보에 해서는 아 이 법이 용되지 아니하게 되

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제18조 제3항에서 국익 련정보에 한 재

상 비공개조항을 추가함으로써 자칫 국익 련정보 그 자체가 정보공

개의 논의 상에서 제외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신 한 운 을 기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제7조 제1항 제2호도 그 범 가 확 되어 있다.

앞으로 이 법의 시행과정에서 한국 특수성도 반 되어어야 되겠

지만 정보공개법이 갖는 순기능에 보다 귀를 기우릴 필요가 있다.

헌법재 소는 군사기 보호법 제6조 등에 한 헌법소원에서 다

음과 같이 군사상의 기 의 정범 로서 국가의 안 보장과 국민

의 “알 권리”와의 조화를 시하고 있다.48)

“(가) 군사기 보호법 소정의 군사기 의 개념 그 범 는 에

살펴본 바이지만 그것이 비록 이른바 “ 무 범 하여 무효”인

경우에까지는 이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국민의“알 권리”와 충돌

하는 면이 매우 큰 것을 부인할 수는 없는 것이다.

(다) 국민의 표 의 자유 내지 “알 권리”와 국가의 안 보장은

다같이 헌법상 단히 요한 법익으로서 보호되어야 하지만, 경

우에 따라 서로 충돌되거나 갈등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범

에서 국민의 “알 권리”가 보호되어야 하느냐(환언하면 군사상의

기 의 범 가 제한되어야 하느냐) 하는 한계의 문제는 자유민주

48) 헌재 1992. 2. 25. 89헌가104, 군사기 보호법 제6조 등에 한 헌법소원, 례집 4, 64면 이하.



187

주의 헌법을 갖고 있는 국가에서는 매우 요한 과제라고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통치권자와 피통치자가 이념상 자동

인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에서는 정치지도자들이 내리는 결정이나

행동에 해서 충분히 지식을 가지고 있는 국민 을 필요로 하

며, 자유스러운 표 체계의 유지는 개인의 자기실 을 확보하고

진리에 도달하는 수단이며 사회구성원의 정치 ․사회 인 결단의

형성에 참가하는 것을 확보하는 수단일 뿐만 아니라 사회의 안정

과 변 과의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한 자

유민주주의 사회는 체주의 사회와 달라서 정부의 무류성을 믿지

않으며 정부는 개인이나 일반 과 마찬가지로 는 그 이상으로

오류를 범한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권력을 가진 자가 오류를

범한 경우의 향은 단히 크다고 하는 역사 경험을 제로 하

여 정부가 국민의 비 을 수렴함으로써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다

는 사고방식을 보편 으로 수용하고 있는 것이다.

표 의 자유가 다른 기본권에 우선하는 헌법상의 지 를 갖는

다고 일컬어지는 것도 그것이 단순히 개인의 자유인데 그치는 것

이 아니고 통치권자를 비 함으로써 피치자가 스스로

지배기구에 참가한다고 하는 자치정체의 이념을 그 근간으로 하

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3. 裁判記 閱覽權 等

헌법재 소는 記 謄寫申請에 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알 권리’

의 헌법 가치를 앞에서 보다 진 된 입장을 보인 바 있다.49) 이

사건에서는 비록 행정처분성을 인정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

다는 반 의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소원을 인용하고 있다. 헌

법재 소의 이 결정은 알 권리에 근거하여 권리구제를 인정하면서

보충성의 원칙에 한 외를 인정한 등에서 매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50)

49) 헌재 1991. 5. 13, 90헌마133, 기록등사신청에 한 헌법소원, 례집 3, 234면 이하.

50) 정종섭, “확정된 형사재 기록을 열람․등사할 권리와 그 제한”, 헌법학연구 제1집, 한국헌법

학회, 1995, 360-381면. 정 교수는 “조규 헌법재 소시 에 나온 례 단연 빛나는 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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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 의사의 형성은 정보에의 근이 충분히 보장됨으로써

비로소 가능한 것이지, 그러한 의미에서 정보에의 근․수집․처

리의 자유, 즉 ‘알 권리’는 표 의 자유와 표리일체의 계에 있

으며 자유권 성질과 청구권 성질을 공유하는 것이다. 자유권

성질은 일반 으로 정보에 근하고 수집․처리함에 있어서 국

가권력의 방해를 받지 아니한다는 것을 말하며, 청구권 성질은

의사형성이나 여론형성에 필요한 정보를 극 으로 수집하고 수

집을 방해하는 방해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바 이

는 정보수집권 는 정보공개청구권으로 나타난다. 나아가 사

회가 고도의 정보화사회로 이행해감에 따라 ‘알 권리’는 한편으로

생활권 성질까지도 획득해 나가고 있다.

청구인이 복사하고자 하는 상기록은 자신이 무고죄의 피고인

으로 재 을 받은 형사확정소송기록의 일부이고, 그 재 은 공개

로 진행되었던 것이고, 사건내용도 통상의 사문서 조, 동행사, 무

고 등 사건이므로 피청구인은 의당 청구인이 복사를 원하는 구체

인 부분이 어떠한 것인가를 면 히 확인, 검토한 다음 그 부분

의 공개가 계인의 기본권과 충돌되는 소지가 있거나 는 국가

안 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침해하는 요소가 있는 경우가 아

니라면 그 열람․복사를 허용하는 조처를 취하는 것이 헌법 제10

조 후문에서 명시하고 있는 국가의 기본권 보장의무를 성실히 수

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행 실정법상 청

구인에게 형사확정소송기록을 열람․복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

한 명문규정이 없다는 것만을 이유로 하여 에서 본 바와 같이

요구되는 검토를 구체 으로 행함이 없이 무조건 청구인의 복사신

청을 수조차 거부하면서 복사를 해 수 없다라고 한 행 는 헌

법 제21조에 의하여 보장되고 있는 청구인의 “알 권리”를 침해한

것이므로 헌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피청구인의 거부행 는 취

소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헌법재 소는 記 複寫拒否 등에 한 憲法訴願 사건51)에

로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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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却下 결정을 내린 바 있다.

“1. 헌법소원제도는 청구인 자신의 주체 인 기본권 구제를 한

것일 뿐만 아니라 객 인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하여서도

있는 제도이므로 침해행 가 이미 종료하여서 이를 취소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객 권리구제에는 별 도움이 안되는 경우라도 당

해 사건에 한 본안 단이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하여 긴요

한 사항이어서 그 해명이 헌법 으로 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경우, 그러한 침해행 가 앞으로도 반복될 험이 있는 경우 등에

는 외 으로 심 청구의 이익을 인정하여 이미 종료한 침해행

가 헌이었음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2.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刑事記 의 閱覽 複寫申請을 拒否하

다가 청구인이 헌법소원심 청구를 하자 태도를 바꾸어 청구인에

게 형사기록의 열람․복사를 허용하 다면 이로써 청구인도 주

목 이 이미 달성된 터이고, 통상의 와 달리 불분명한 헌법

문제의 해명, 침해반복의 험 등을 이유로 심 의 이익을 인정하

여야 할 특별한 경우에 해당된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결국 청구인

의 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 내지 필요가 없는 부 법한 청구라고

본 사례”

그러나 헌법재 이 객 헌법질서의 수호 뿐 아니라 개인의 권

리보호에 있다고 본다면 거부처분이 개인의 권리를 침해한 이 인

정되는 한 그 후에 그 사유가 치유되었다는 이유로 각하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보아 소수의견에 찬성하고자 한다(재 조규 ․

변정수․김양균의 반 의견)

“2. 확정된 형사사건기록 열람․복사를 거부하는 것은 헌이라는

헌법재 소의 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열람․복사를 거부하

다가 그에 하여 헌법소원이 제기되면 그 때 가서 만부득이 허용

하고 나서 이처럼 허용하 으니 심 청구를 각하해 달라고 주장하

고 헌법재 소도 그에 따라서 권리보호이익의 사후소멸을 내세워

51) 헌재 1993. 3. 11, 92헌마98, 기록복사거부 등에 한 헌법소원, 례집 5-1, 142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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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청구를 각하한다면 이는 청구인을 피곤하게 하는 일이며, 이

러한 일이 되풀이된다면 국민은 매우 괴로운 일이 될 것이므로 이

러한 일이 없도록 하기 해서는 비록 청구인이 기록열람․복사의

목 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꼭 헌확인을 받겠다면서 헌법소원심

청구를 각하하지 아니하고 있는 한은 헌법재 소로서는 마땅히

헌선언을 해야 한다.”

헌법재 소는 변호인이 있는 피고인의 公判調書閱覽請求權을 부

인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55조 제1항 등 헌확인 사건에서도 알

권리를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시하고 있다.52)

“변호인이 있는 피고인의 알 권리를 침해한 것인지 여부에 하여

살펴 보건 ,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형사소송법상 변호인에게 소송

기록의 열람․등사권이 보장되어 있고 변호인이 있는 피고인은 그

변호인을 통해서 공 조서 등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열람, 등사할

수 있으므로 그 변호인과 별도로 피고인에게도 공 조서의 열람이

허용되지 않는다고하여 법 조항이 변호인이 있는 피고인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헌법재 소는 地稅名寄帳 열람거부 등 헌확인 사건에서도 알

권리를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시하고 있다.53) 이 사건은 문서의

不存在를 確認하는 충분한 납득이 있어야 한다는 을 명시하고 있

다는 에서 주목을 끈다.

“이해 계인의 문서열람청구에 하여 당해 행정기 이 그가 보

하고 있는 문서를 열람하게 하고 당해 문서를 보 하지 않을 경우

그 문서를 보 하고 있지 않음에 하여 일반인이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확인의 기회를 부여하 다면, 비록 청구인이 문서열람의

목 을 달성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알 권리

52) 헌재 1994. 12. 29, 92헌바31, 례집 6-2, 367면 이하, 374면.

53) 헌재 1994. 8. 31, 93헌마174, 례집 6-2, 324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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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침해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檢察의 搜査記 閱覽謄寫申請拒否處分에 하여 권리보호의 이익

이 없다고하여 각하하 다.

“피고인에 한 공소제기후 제1회 공 기일 에 변론 비를 하

여 검찰에 수사기록에 한 열람등사신청을 하 으나 동 신청이

거부된 이후 공 차가 진행되고 제1회 공 기일이 개시되자 법

원에 수사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하여 수사기록 일체를 복사받았

고 그후 1심 결까지 선고되었다면 검찰의 열람 등사거부처분

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 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

법하다.54)

그러나 이 사건에서 거부당한 그 시 에 비추어 청구인의 권리이

익이 침해되었다는 을 인정한 이상 이를 각하할 것이 아니라 오

히려 인용하여야 할 것이 아닌지 의문이다. 청구인으로서는 당해

시 에 필요한 문서가 공개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권리이익이 침

해되었다면, 그에 따른 권리보호가 이루어지도록 단하여야 할 것

이다.

헌법재 소는 陳情事件記 謄寫申請拒否處分의 取消를 구하는 헌

법소원에서 보충성의 원칙을 들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있다.

“나. 1994. 1. 1.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검찰보존사무규칙에서 사

건 계인 등이 재 확정기록, 불기소사건기록 진정, 내사사건기

록 등에 하여 일정 범 의 열람, 등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

하고, 와 같은 청구가 있는 경우 검사는 그 허가여부를 결정하

여 서면으로 통지할 의무를 지도록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열람, 등

사청구가 있는 경우, 기록보 검찰청이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한

54) 헌재 1998. 2. 27. 96헌마211, 열람 복사거부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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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규정한 실정법상의 근거가 명백히 마련되어 국민에게 진정사

건기록의 열람, 등사를 청구할 권리 내지 법에 정하여진 차에

따라 그 허부의 처분을 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의 지

가 부여되었고, 한 법원에서도 무 의처분된 기록에 한 열람,

등사거부처분의 취소를 명하는 재 을 하여 열람, 등사거부처분에

한 취소소송을 인정하기 시작하 기 때문에, 등사거부처분은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는 항고소송의 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보

아야 한다.

다. 이 사건 등사거부처분은 행정처분성이 명백히 인정되므로

권리구제 차가 허용되는지 여부가 객 으로 불확실하여 심

차이행의 기 가능성이 없는 경우도 아니며, 열람, 등사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쟁송을 통하여 심 차로 권리가 구제될 수

있는 길도 열려있기 때문에 보충성의 원칙에 한 외를 인정할

특단의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단될 뿐 아니라, 이 사건은

이미 내사종결되어 보존 인 진정사건의 등사신청에 한 것이므

로 행정쟁송이 실익이 없어 각하될 염려도 없어 행정쟁송 차에

의해 불복하게 하는 것이 청구인에게 불필요한 우회 차를 강요하

는 것이 되는 것도 아니다.”

이 사건과 같이 검찰의 사법 행 와 련된 문서의 공개요구

에 한 거부처분에 하여 단순히 검찰이 행한 처분이라는 이유로

일반 인 행정쟁송 차를 통하여 권리구제 차를 밟도록 하는 것이

합당한지도 검토를 요한다. 한 1991년 기록등사신청사건과 본 사

건이 보충성의 원칙 용에 있어서 본질 인 차이가 있는지도 검토

를 요한다.

헌법재 소는 檢察保存事務規則 제22조등 헌확인사건에서도 合

憲性을 인정하고 나아가서 보충성의 원칙에 한 외를 인정할 수

없다고하여 각하한 바 있다.55)

55) 헌론：정종섭, 앞의 논문, 380면; 합헌론：한 수, “알 권리와 정보공개청구권”, 헌법문제와

재 (하), 재 자료 제77집, 법원도서 , 1997, 468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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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와 기록열람․등사에 한업무처리

지침 제2조 나항은 기록의 열람․등사에 한 기 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므로 검사는 기록 열람․등사신청이 있을 경우 이 사건 규칙 제

22조와 이 사건 지침 제2조 나항에 따라 당연히 기록의 열람․등사

를 허가하거나 거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기 에 따라 수

사기록의 내용을 단하여 허가여부의 결정을 할 수 있고, 따라서

피청구인인 검사의 집행행 를 통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규칙과

지침이 직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규칙은 제20조에서 사건 계인 등이 불기소사건기

록 등에 하여 일정범 의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

하고, 제21조에서 와 같은 청구가 있는 경우 검사는 그 허가여

부를 결정하여 서면으로 통지할 의무를 지도록 규정함으로써 국민

에게 불기소사건기록의 열람․등사를 청구할 권리 내지 법에 정하

여진 차에 따라 그 허가여부의 처분을 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

는 법규상의 지 가 부여되었으므로 이 사건 인증등본송부신청에

한 피청구인의 거부처분은 취소소송의 상이 되고, 거부처

분에 하여 행정소송 등의 구제 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한

헌법소원심 청구는 부 법하다.”56)

결국 헌법재 소는 1991년 결정 이후에 제기된 일련의 사건에서

당사자의 청구를 각하 는 기각함으로써 결과 으로 당사자의 소

원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 다는 에서 오히려 1991년 보다 어

도 이 부분에 한 한 후퇴한 감을 지울 수 없다. 물론 여기에는

련법령의 정비 등이 뒤따랐을 뿐 아니라 계기 의 응이 극

이었다는 도 부인할 수 없으나 어도 헌법소원이 제기된 이상

헌법재 소의 결정시 보다는 소원제기당시의 시 을 기 으로 권

리보호이익을 단할 수 있는 배려도 있어야 할 것이다.

56) 헌재 1998. 2. 27, 97헌마101, 검찰사무보존규칙 제22조 등 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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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選擧  國民  알 權利

통령선거법 제65조 헌확인 사건에서도 알 권리에 비추어

헌이 아니라고 시하고 있다.57)

“ 통령선거에 한 여론조사는 그것이 공정하고 정확하게 이루어

졌다 하여도 그 결과가 공표되게 되면 선거에 향을 미쳐 국민의

진의를 왜곡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으며, 더구나

선거일에 가까워질수록 여론조사결과의 공표가 갖는 부정 효과

는 극 화되고 특히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결과가 공표

될 때에는 선거의 공정성을 결정 으로 해칠 가능성이 높지만 이

를 반박하고 시정할 수 있는 가능성은 희박해진다고 할 것이

므로, 통령선거의 요성에 비추어 선거의 공정을 하여 선거

일을 앞두고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선거에 한 여론조사결과의

공표를 지하는 것 자체가 그 지기간이 지나치게 길지 않는 한

헌이라고 할 수 없다. 선거에 한 여론조사결과의 공표 지기

간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는 그 나라의 입법당시의 시 상황

과 선거문화 국민의식수 등을 종합 으로 고려하여 입법부가

재량에 의하여 정책 으로 결정할 사항이라 할 것인데, 우리 나라

에서의 여론조사에 한 여건이나 기타의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통령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하여 선거일공고일로부터 선거

일까지의 선거기간 에는 선거에 한 여론조사의 결과 등의 공

표를 지하는 것은 필요하고도 합리 인 범 내에서의 제한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규정이 헌법 제37조 제2항이 정하고 있

는 한계인 과잉 지의 원칙에 배하여 언론․출 의 자유와 알

권리 선거권을 침해하 다고 할 수 없다.”

이러한 논리는 공직선거법 제108조 련사건에서도 그 로 용

57) 헌재 1995. 7. 21, 92헌마177 등, 례집 7-2, 112면 이하. 동지：헌재 1998. 5. 28, 97헌마362

등, 공직선거 선거부정방지법 제108조 제1항 등 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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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재 이 모의 반 의견에 귀를

기우릴 필요가 있다.58)

“여론조사결과의 공표를 지하는 공직선거 선거부정방지법 제

108조는 국내의 신문․방송 등 언론매체만이 상으로 규제할 뿐,

외국의 언론매체와 인터넷 등에는 응하지 못하는 약 을 안고

있어서 실질 인 효력면에서 의문이 있고, 민주주의는 자유로운

의견교환을 필요․불가결한 조건으로 하고 있는 , 선거는 의

민주제의 근간(根幹)이고 여론조사결과의 공표는 선거권자들의 의

견을 알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는 등을 헤아려 보면, 여론조

사결과의 공표를 지하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표 의 자유의 핵

심부분을 제한하여 여론형성을 제 로 못하게 하는 결과가 된다.

여론조사결과의 공표 지라는 알권리, 표 의 자유를 제한하는 이

법률조항은 에서 본 것처럼 실질 인 효력 면에서 의문이 있고,

더욱이 국제화․정보화 시 에 걸맞지도 아니하므로, 그 입법목

의 정당성은 수 이 된다고 할지라고 그 목 을 달성하기 한 수

단으로는 성․합리성을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법률조항은 헌법이 보장하는 알권리․표 의 자유와 참정권을 침

해하여 헌법에 반된다.”

선거과열을 막는다는 취지에 따라 법정선거기간이 지방의회의원

선거기간은 15일,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국회의원선거 포함)는 불

과 17일, 통령선거기간은 23일에 불과하다.

오늘날 여론조사방법의 문화․고도화와 더불어 여론조사의 결

과가 국민의 투표결과와 거의 일치해 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

러한 상황하에서 각국의 선거실제에 있어서도 여론조사결과는 상당

한 향을 미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여론조사결과를 미국과

같이 선거당일에 한하여 공표하는 것을 지할 것이냐, 아니면

랑스의 경우처럼 선거일 일주일 까지로 한정하여 일정한 시 이후

58) 헌재 1998. 5. 28, 97헌마362 등, 공직선거 선거부정방지법 제108조 제1항 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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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나라와 같이 선거기간동안 면 으로

지할 것이냐의 문제는 각국이 처한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

할 문제이다. 그러나 어도 선거기간내내 여론조사결과의 공표를

지시키는 것은 인 정보화사회에 있어서 국민의 알 권리의

충족 기회를 배제한다는 에서 헌의 소지가 있다고 본다.

사회를 여론정치의 시 라고도 할 수 있는 바 유권자는 자기가 지

지 혹은 반 하는 후보자에 한 일반 이고 체 인 여론동향을

악하여 이에 극 으로 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재 채택하고 있는 일회제 다수 표제 선거

제도하에서 유권자가 당선될 가능성이 없는 후보자에게 투표함으로

써 사실상 자신의 표가 사표로 머물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다. 오히려 차선의 후보라도 당선에 기여할 수 있

는 투표가 되기를 기 하는 국민 감정에도 부합하지 아니한다.

여론조사결과의 공표를 통해서 최소한 사표의 방지에도 일응 기

할 필요가 있다. 한 후보자의 입장에서도 선거기간 동안에 여론

조사를 통해서 나타난 유권자의 의사를 정확히 수렴하여 이를 선거

책에 반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유권

자의 살아 있는 의사를 선거정책에 반 하는 것보다 더 요한 선

거 책은 없을 것이다. 특히 정당을 통하여 조직 으로 여론의 향

배를 악할 수 없는 무소속후보자의 경우에는 공신력있는 여론조

사기 의 조사결과가 선거 책에 결정 인 향을 미칠 수 있다.

여론조사를 담당하는 기 이나 개인으로서도 여론조사는 할 수

있으되 이를 통해 나타난 국민의 의사를 외부에 표 할 기회를 차

단당하는 것은 표 의 자유에 한 한 침해의 소지가 있다. 뿐

만 아니라 언론의 보도를 지하는 것은 언론보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선거기간 동안 면 으로 여론조사결과의 공

표를 지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표 의

자유를 침해하는 헌의 소지가 있다. 다만 아직 민주주의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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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에 있는 한국 실에서 자칫 여론조사가 인민재 의 결과를

래한다거나 는 여론조사 자체가 특정후보에게 유리하도록 일방

으로 행해지게 함으로서 유권자의 공정한 단을 흐리게 할 소지

가 있다는 에서 일정한 제한은 불가피해 보인다.

결국 선거 일까지 여론조사결과를 무제한 으로 허용하는 것은

자칫 선거일에 임박하여 보도된 여론조사결과로 인하여 유권자의

단에 결정 인 향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여론조사결과의 정확

성 여부에 한 논란을 야기시킬 소지가 있다. 그 다고 선거기간

면 으로 여론조사결과의 공표를 지시키는 행법의 태도는

결과 으로 선거기간이 에 선거에 한 여론조사를 함으로써 사실

상 선거기간에 진입하게 해 놓고 막상 선거기간 에는 지시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아니하는 모순에 처하게 된다. 따라서 입법론

으로는 선거일 7일 혹은 5일 부터는 여론조사결과의 공표를

지하는 것이 하나의 안이 될 수 있다.

헌재는 한 공직선거법 제82조의2에 의거하여 다자간 선거방송

합동방송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한 토론 원회가 원내교섭단체 보유

정당의 통령후보자와 5개 이상의 앙종합일간지와 3개 텔 비

방송사가 조사한 후보등록 이 10일간 여론조사결과 평균지지율

10％ 이상인 통령후보자를 청하여 3회에 걸쳐 1997. 11. 24.자

결정 그 공표행 가 헌법에 반되는지 여부에 하여 이유없다

고 기각한 바 있다.59) 이 사건에서도 헌재는 알 권리의 행사에 자

기 련성을 요구하고 있다.

“피청구인인 토론 원회는, 제15 통령선거의 방송토론회의 진

행과 련하여, 3회에 걸쳐 다자간 합동방송토론회를 개최하되,

청 상 후보자는 원내교섭단체 보유 정당의 통령후보자와 5개

이상의 앙종합일간지와 3개 텔 비 방송사(공직선거법에 의한

59) 헌재 1998. 8. 27, 97헌마372 등, 방송토론회진행사항결정행 등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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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방송사와 같다)가 조사한 후보등록 이 10일간의 여론조사결

과 평균지지율 10％ 이상인 후보자로 하며 다만 기 에 해당하

지 않는 후보자에 해서도 담․토론의 기회를 수 있다고 결

정하여 공표하 다.

기 에 따르면 제15 통령선거에 출마한 7인의 후보자

지지율 상 의 3인의 후보자들이 청 상에 해당하며, 청구인을

포함한 나머지 4인의 후보자들은 이를 충족하지 못한다. 즉 여

론조사결과에 의하면, 지지율 상 3인의 후보자들은 조사기 별

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 조사기간 동안 고르게 각기 20％ 이상 40

％ 미만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으며, 그 다시 상 2인은 원내교

섭단체 보유 정당의 통령후보자들이다. 그러나 나머지 4인의 후

보자들의 지지율은 매우 미미하여 상 3인의 후보자들과는 격

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을 뿐아니라 그 에는 원내교섭단체 보유

정당의 통령후보자도 없다.

한 토론 원회에 의하여 여론조사기 으로 제시된 5개 이상의

앙종합일간지와 3개 텔 비 방송사는 상 지지율의 신용성을

담보할 수 있을 정도의 상당한 공신력이 있는 조직이라고 하지 않

을 수 없다.

한편 당시 시행되던 공직선거법 제57조 제1항 제1호(1995. 4. 1.

법률 제4947호로 개정된 후 1998. 4. 30. 법률 제5537호로 개정되

기 의 것)는 통령선거에서 기탁 이 반환되는 경우를 후보자

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 이상인 때로 한정하고 있다.

그리고 방송토론회에 참석할 후보자를 당선가능성이 있는 당

한 범 내의 후보자로 제한하여 토론의 기능을 활성화 시키는 것

이 모든 후보자들을 참석 하는 것보다 오히려 유권자들로 하여

유력한 후보자들을 히 비교하여 선택하게 할 수 있는 실질

이면서도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길이 되므로 국민의 알 권리와

후보자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 다는 청구인들의 주장 역시 이유없

다 할 것이다. 더군다나 헌법재 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

소원은 공권력작용에 의하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만이 청

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가사 피청구인의 이 사건 결정 공표행

에 의하여 일반 국민의 알 권리 등이 침해되었다 하더라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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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은 이상 이를 헌법소원의 이유로 삼

을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은 어느모로 보나

이유 없다.”

Ⅵ. 憲法裁判  통한 알 權利 具現

1. 알 權利－憲法的 價値  갖는 憲法裁判  準據規範

헌법재 을 통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구 하는 쟁송 방법으로

는 특정 법률이나 법률 조항의 헌성을 주장하는 違憲法律審判을

통하여 당사자가 헌법상 알 권리를 침해하는 법률임을 주장할 수

있다. 이것은 곧 헌법률심 의 準據規範으로서 헌법상 비록 명문

의 규정은 없지만 헌법 가치를 갖는 기본권 내지 국민주주의의

원리의 구 원리로서의 알 권리에 비추어 당해 법률의 헌성여부

를 단할 수 있다. 이 에 한 한 헌법재 소도 이를 분명히 인

정하고 있다. 따라서 알 권리는 비록 헌법상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

도 헌법 근거를 갖는 헌법재 의 거규범임에 틀림없다.60)

한편 憲法訴願을 통하여 “공권력의 행사 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된” 국민이 헌법상 알 권리의 침해를

이유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데에도 이론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 헌법재 소의 일 된 례이다.61) 그러나 헌법소원의 경우에

는 헌법소원의 요건을 충족시켜야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어려

움과 특수성이 있다. 이러한 헌법소원의 요건은 알 권리에 하여

어떻게 용될 것이냐의 의문이 제기된다.

헌법재 소가 헌법소원의 주 권리구제 뿐만 아니라 객

60) 헌재 1995. 7. 21, 92헌마177,199(병합), 례집 7-2, 112면 이하.

61) 헌재 1989. 9. 4, 88헌마22, 공권력에 의한 재산권침해에 한 헌법소원, 례집 1, 176면 이

하. 동지：헌재 1991. 5. 13, 90헌마133, 기록등사신청에 한 헌법소원, 례집 2, 234면 이

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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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질서의 수호라는 측면에서 알 권리를 폭넓게 인정하려는 기

의 의도는 최 의 알 권리를 인정한 사건에서 청구인이 공권력에

의한 재산권침해를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請求趣旨를 變更하여 알

권리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인용한 것은 매우 진보 인 결정이

라고 평가받아 왔다.

“헌법소원심 이 청구되면 헌법재 소로서는 청구인의 주장에만

단을 한정할 것이 아니라 가능한 모든 범 에서 헌법상의 기본

권침해의 유무를 직권으로 심사하여야 한다.”62)

그러나 알 권리와 련하여 헌법재 소에 제소된 사건 에서 一

般的 情報公開請求權에 한 사안은 하나도 없고, 35건 全部 個別

的 情報公開請求權의 행사와 련된 사안이다.63) 더구나 헌법재

소는 일반 정보공개청구권의 행사와 련하여 알 권리에 입각한

헌법소원의 길을 사실상 차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 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작용에 의

하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만이 청구할 수 있으므로, 가사

피청구인의 이 사건 결정 공포행 에 의하여 일반국민의 알 권

리 등이 침해되었다 하더라도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은

이상 이를 헌법소원의 이유로 삼을 수 없다”64)

2. 憲法訴願  補充性  原則－緩和에  嚴格한 適用

설령 일반 정보공개청구권의 행사와 련된 헌법소원의 제기요

건을 완화시킨다 하더라도 ‘공공기 의정보공개에 한법률’이 시행

62) 헌재 1989. 9. 4, 88헌마22.

63) 1988년 헌재 개소 이후 1998. 8. 31. 재 까지의 례.

64) 헌재 1998. 8. 27, 97헌마372등, 방송토론회진행사항결정행 등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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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이에 따른 권리구제 차가 마련된 이상 헌법소원을 통하여 권

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은 헌법재 소의 補充性原則에 한 례

에 비추어 보더라도 기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청구인이 알 권리를 주장함으로써 공공기 의정보공개에 한법률

소정의 정보공개를 요구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와 같이 피청

구인이 명시 인 거부처분을 한 이상, 청구인으로서는 같은 법 소

정의 권리구제 차를 거친 후에 헌법소원심 을 청구하여야 함에

도 불구하고, 이를 거치지 아니하 으므로 이 부분 심 청구는 역

시 부 법하다 할 것이다.”65)

결국 개별 정보공개청구권의 행사와 련하여 헌법상 알 권리

의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길만이 열려 있다.

그런데 헌법재 소는 보충성의 원칙을 일 되게 강조하고 있다.

65) 헌재 제1지정재 부 1998. 5. 16, 98헌마121, 임야도등본발 등부작 등 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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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심 청구인이 그의 불이익으로 돌릴 수 없는 정당한 이

유있는 착오로 심 차를 밟지 않은 경우 는 심 차로 권리

가 구제될 가능성이 거의 없거나 권리구제 차가 허용되는지의 여

부가 객 으로 불확실하여 심 차이천의 기 가능성이 없을

때에는 외 으로 헌법재 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심

차이천요건은 배제된다.”66)

하지만 이와 같은 보충성의 원칙은 기 헌법재 소의 례에서

는 상당히 緩和되어 있다는 評價를 받아 왔다.

“이상 법원의 례를 종합해 보면 행정청 내부의 사실행 나 사

실상의 부작 에 하여 일 하여 그 행정처분성을 부인함으로써

이를 행정쟁송 상에서 제외시켜 왔음을 알 수 있어 본건과 같은

경우도 행정쟁송에서 청구인의 주장이 받아 들여질 가능성은 종래

의 례 태도를 변경하지 않는 한 매우 희박함을 짐작하기에 어렵

지 않는 것이다. 과연 그 다면 사실상의 부작 에 하여 행정소

송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잠시 어두고 그에 한 법원의

태도가 소극 이고 아울러 학설상으로도 그 가부가 확연하다고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법률의 문가가 아닌 일반국민에 하여 심

차의 외없는 이행을 요구하는 것이 합당하겠는가의 의문이 생

겨나는 것이다. 그러나 헌법소원심 청구인이 그의 불이익으로

돌릴 수 없는 정당한 이유있는 착오로 심 차를 밟지 않은 경우

는 심 차로 권리가 구제될 가능성이 거의 없거나 권리구제

차가 허용되는지의 여부가 객 으로 불확실하여 심 차 이행

의 기 가능성이 없을 때에는 그 외를 인정하는 것이 청구인에

게 시간과 노력과 비용의 부담을 지우지 않고 헌법소원심 제도의

창설취지를 살리는 방법이라고 할 것이므로, 본건의 경우는 의

외의 경우에 해당하여 법하다고 할 것이다.”67)

“1. 확정된 형사소송기록의 복사신청에 하여 한 거부행 에

한 헌법소원심 청구에는 외 으로 헌법재 소법 제68조 제1항

66) 헌재 1989. 9. 4, 88헌마22.

67) 헌재 1989. 9. 4, 88헌마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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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서 소정의 심 차이천요건은 배제(排除)된다.

2. 확정된 형사소송기록의 복사신청에 한 서울지방검찰청의정

부지청장의 거부행 는 청구인의 헌법상의 기본권인 “알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68)

그러나 최근 헌법재 소의 례에서는 비록 보충성의 원칙을 그

로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바로 이 보

충성의 원칙으로 인하여 권리구제를 받은 사례가 없다는 사실

은, 헌법재 소가 보충성의 원칙을 比 的 嚴格하게 용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즉 기록등사신청거부처분이나 열람․

복사거부처분 등 일련의 문서공개청구사건에서 비록 그 이유는 청

구요건불비 등의 이유가 있다하더라도 단 한 건도 인용되지 못하고

있음은 이를 잘 반 하고 있다.

“이 사건 등사거부처분은 행정처분성이 명백히 인정되므로 권리구

제 차가 허용되는지 여부가 객 으로 불확실하여 심 차이행

의 기 가능성이 없는 경우도 아니며, 열람, 등사거부처분의 취소

를 구하는 행정쟁송을 통하여 심 차로 권리가 구제될 수 있는

길도 열려있기 때문에 보충성의 원칙에 한 외를 인정할 특단

의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단될 뿐 아니라, 이 사건은 이

미 내사종결되어 보존 인 진정사건의 등사신청에 한 것이므로

행정쟁송이 실익이 없어 각하될 염려도 없어 행정쟁송 차에 의해

불복하게 하는 것이 청구인에게 불필요한 우회 차를 강요하는 것

이 되는 것도 아니다.”69)

“이 사건 규칙은 제20조에서 사건 계인 등이 불기소사건기록 등

에 하여 일정범 의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제21조에서 와 같은 청구가 있는 경우 검사는 그 허가여부를 결

정하여 서면으로 통지할 의무를 지도록 규정함으로써 국민에게 불

기소사건기록의 열람․등사를 청구할 권리 내지 법에 정하여진

68) 헌재 1991. 5. 13, 90헌마133, 기록등사신청에 한 헌법소원.

69) 헌재 1998. 2. 27, 94헌마77, 등사신청거부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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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 따라 그 허가여부의 처분을 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

상의 지 가 부여되었으므로 이 사건 인증등본송부신청에 한 피

청구인의 거부처분은 취소소송의 상이 되고, 거부처분에

하여 행정소송 등의 구제 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한 헌법소원

심 청구는 부 법하다.”70)

“청구인이 알 권리를 주장함으로써 공공기 의정보공개에 한법

률 소정의 정보공개를 요구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와 같이 피

청구인이 명시 인 거부처분을 한 이상, 청구인으로서는 같은 법

소정의 권리구제 차를 거친 후에 헌법소원심 을 청구하여야 함에

도 불구하고, 이를 거치지 아니하 으므로 이 부분 심 청구는 역

시 부 법하다 할 것이다.”71)

그간 헌법재 소가 1991년 기록등사신청에 한 헌법소원사건에

서 보충성의 원칙에 한 외를 인용한 이후 제기된 일련의 사건

에서 보충성의 원칙에 한 외를 인정하지 아니하 다. 유일한

사건이 1998년 방송토론회와 련된 사건 뿐이다.

“우선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가 토론 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이의

시정을 구할 수 있는 장치를 명시 으로 두고 있지 않다. 즉 토론

원회 자체에 그 결정의 시정을 구하는 차나, 감독기 이라고

할 수 있는 앙선거 리 원회에 불복하는 차를 두고 있

지 아니하므로 토론 원회의 결정에 한 공직선거법상의 구제

차는 없다 할 것이다.

그밖에 토론 원회의 결정을 일종의 행정처분으로 보아 행정심

이나 행정소송 등에 의하여 그 시정을 구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을 수도 있으나 토론 원회의 결정이 행정쟁송의 상인 처분,

즉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 사실에 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는 거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 으로 불확실하며, 나

70) 헌재 1998. 2. 27, 97헌마101, 검찰사무보존규칙 제22조 등 헌확인.

71) 헌재 제1지정재 부 1998. 5. 16, 98헌마121, 임야도등본발 등부작 등 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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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가 가사 처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후보자 등록일부터 선거일

일까지라는 짧은 법정선거운동기간에 행정쟁송 차가 완료되어

구제될 가능성은 기 하기 어려우므로, 토론 원회의 결정을 다툼

에 있어 행정쟁송을 거칠 것을 요구하는 하는 것은 실효성 없는

우회 차를 요구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그 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은 법률상 구제 차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거나 사 에 구제 차를 거칠 것을 기 하기가 곤란한 경우

에 해당하여(헌재 1989. 9. 4. 88헌마22, 례집 1, 187 참조) 보충

성의 요건을 충족하 다고 할 것이다.”72)

Ⅶ. 結  語

1. 國民主權主義에 한 人間尊嚴  實現原理

 알 權利

헌법재 소의 기 결정을 통하여 국민의 알 권리는 헌법 가치

를 갖는 기본권으로서의 상을 확고하게 자리잡았다. 그 에서

헌법재 소의 알 권리 정착에 기여한 공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알 권리의 주된 헌법 근거를 표 의 자유에서 찾고 있는 것은 재

고의 소지가 있다. 오늘날 알 권리는 국민주권주의의 실천 과제

로서 등장하고 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한 알 권리의 핵심 요소를 청구권 기본권으로 보고 있는

것은 바로 알 권리를 이해하고 이를 실천 으로 용하는데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알 권리의 본질을 바로 국민주권주의의 실천

을 하여 불가결한 인간존엄성의 실 원리로 이해할 경우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권은 바로 언론에의 액세스가 공공기 에 한 액세스

로의 변환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기본권체계상의 청구권

72) 헌재 1998. 8. 27, 97헌마372등 병합, 방송토론회진행사항결정행 등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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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으로 이해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헌법재 소의 결정을 통하여 실정법상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헌법 가치를 갖는 알 권리로부터 바로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권을

도출하고 있는 것은 알 권리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요한 결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이상 으로는 알 권리를 국가법질서체

계에서 실천하기 하여서는 정보공개법의 제정이 불가피함은 당연

한 논리 결과라고 본다. 이에 ‘공공기 의정보공개에 한법률’의

제정은 이러한 공백을 메워주는 역할과 기능을 갖는다.

헌법상 명시 인 규정이 없는 알 권리가 이제 헌법상의 권리로서

확립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국민주권주의의 실 을 한 원리

로서의 성격을 갖는다는 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특히 이

러한 알 권리의 실화는 정보과학기술의 국가생활 속에서의 실

이라는 측면을 강하게 내포하고 있다. 앞으로 정보공개법의 극

인 실 을 통하여 알 권리의 내실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2. 알 權利：表現  自由  區別 는 獨自的 基本權性

헌법상 알 권리는 일응 정보의 자유로도 지칭되고 있는 바와 같

이 표 의 자유 특히 언론의 자유와 한 련성을 갖고 있다.

언론의 자유가 바로 언론을 통한 자유로운 정보의 취사선택을 가능

하게 한다는 에서 국민주권주의의 실천원리로서 평가받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런데 언론의 자유에서 일반 으로 연상시키

는 것이 바로 언론보도의 자유를 들 수 있다. 즉 일반국민들은 언

론보도를 통하여 정보를 충족시키고 있기 때문에 언론의 자유는 곧

언론보도의 자유가 주된 논의의 상이다. 물론 그 변에는 국민

각자의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다는 제하에서이다. 즉 종래 국

민의 알 권리는 정보원으로부터 언론보도를 통하여 충족되어 왔다.

이 경우 국민은 소극 인 정보의 수령자 인 치가 주를 이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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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정보사회의 진 에 따라 이제 국민이 직 언론에

한 액세스가 가능해 지고 결국에는 정보원에 직 할 수 있게

되었다. 즉 종래 언론의 자유의 한 내용으로서의 국민의 언론에

한 액세스권이 이제 국정 반에 걸친 정보원에 한 액세스권의 보

장형태로 구 됨으로써 비로소 알 권리의 헌법 가치가 논의된 것

이다. 따라서 알 권리는 주권자로서의 국민이 국정에 하여 직

액세스권을 행사하는데 있으므로 그것은 통 인 언론보도를 통하

여 정보를 한다는 과는 패러다임 자체를 달리하는 것이다.

특히 정보사회의 진 에 따라 이제 정보공개청구권에 을 두

는 것이 아니라 공공기 이 극 으로 정보를 공개하는 곳으로 정

보공개제도의 방향이 이행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73) 그

다면 알 권리를 청구권 기본권이라든가 는 언론의 자유의 한

내용으로만 이해하는 한 알 권리의 출 배경이나 황에 비추어 다

소 거리가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1998. 10. 15)

73) 성낙인, “미국의 자정보자유법(EFOIA)과 운용 황”, 미국헌법연구 제9호, 1998, 65-98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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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취업기회나 자격취득기회의 사실상 박탈

b) 자격취소 는 직 해제

c) 법인의 설립 쇄

d) 겸직 지

e) 공직취임 지

② 합헌결정

a) 경업 지

b) 직업허가

c) 정년제도

d) 당연퇴직

라. 소결

Ⅴ. 직업의 자유의 제한과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

Ⅵ. 직업의 자유의 제한과 포 임입법 지의 원칙

Ⅶ. 직업의 자유의 제한과 신뢰보호의 원칙

1. 헌법상 신뢰보호의 원칙

2. 약사법 부칙 제4조 제2항에 한 헌소원결정

3. 의료법시행규칙에 한 헌법소원결정

4. 국공립 등교원우선임용의 법 기 권 등에 한 헌법소원

5. 1994학년도 서울 학교 신입생선발입시안에 한 헌법소원

결정

Ⅷ. 직업의 자유와 입법부작

1. 헌법재 소의 례

2. 평 가

Ⅸ. 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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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헌법은 제15조에서 모든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

다. 헌법 제15조에 따른 직업선택의 자유는 단순히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 뿐만이 아니라 직장선택의 자유, 직업수행(행사)의 자

유와 직의 자유 등 포 인 직업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직업의 자유는 개인의 소득활동은 물론, 업의 자유까

지 포 하는 경제 기본권으로서 주 공권일 뿐 아니라, 우리

헌법이 채택하고 있는 사회 시장경제질서의 요소로서 기능하고

있다. 직업의 자유는 국민의 범 한 생활 역과 련이 되기 때

문에 그 가운데 어떠한 생활 역을 보호하는 것인지(Ⅱ) 그리고 이

러한 직업생활을 동시에 보호해 주는 그 밖의 기본권들과는 어떠한

계에 있는지(Ⅲ), 그에 한 제한은 어떻게 이루어지며(Ⅳ) 그 제

한의 한계는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직업의 자유의 제한을 헌법재

소가 통제함에 있어서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를 어느 정도로 인정할

것인지(Ⅴ)의 문제가 헌법 제15조에 따른 직업선택의 자유와 련

한 핵심 문제라고 할 것이다.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함에 있어

서 입법자가 수해야 하는 한계로서는 포 임입법 지의 원칙

(Ⅵ)과 신뢰보호의 원칙(Ⅶ)을 들 수 있는데 각 원칙들이 어떻게

용되었는지, 끝으로 직업의 자유의 보호와 련한 입법부작 는 어

떻게 다루었는지(Ⅷ)의 문제에 하여 분석・비 해 보기로 한다.

특히 직업의 자유에 한 제한과 련하여서 우리 헌법재 소는

독일 연방헌법재 소의 약국 결1)에서 개된 소 단계이론을 받

아들 는데 헌법재 소의 지난 10년간의 례2)를 직업행사의 자유

1) BVerfGE 7, 377.

2) 1998년 11월 26일 선고된 결정까지 가능한 한 련된 모든 례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216

의 제한유형과 주 요건에 의한 직업선택의 자유의 제한유형,

객 요건에 의한 직업선택의 자유의 제한유형으로 나 어서 그

이론의 용은 어떻게 이루어져 왔으며 용과정에서 나타난 문제

는 무엇인지를 비 으로 고찰해 보기로 한다.

Ⅱ. 직업 택   보 역

1. 직업  개

직업선택의 자유의 보호 역을 확정하는 것은 우선 직업개념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에서부터 시작된다. 직업의 개념을 어떻게 정

의할 것인가에 따라서 국민의 일정한 활동이 헌법상 보호되는 직업

일 수도 있고 그 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헌법제정자가 직업

의 개념을 입법자에게 임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입법자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화될 수 있는 다른 기본권과 비교할 때 요한 의미를

지닌다. 어떠한 직업활동이 헌법상 보호되는 직업에 해당되는가의

문제가 당연히 입법자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즉

이 문제는 직업개념을 가 결정할 것인가와 계되는 문제3)인데

만약 국민의 생활 역에서 개될 수 있는 다양한 직업을 모두 입

법자가 정의하여 보호되는 직업과 그 지 않은 직업으로 나 수

있다고 한다면,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는 유명무실하게 될 수 있

기 때문이다.

우리 헌법재 소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한 법률시행규칙

제5조에 한 헌법소원4)에서 직업에 하여 처음으로 정의하 다.

3) 독일 연방헌법재 소의 경우 약국 결(BVerfGE 7, 377)은 사 자율에 가까운 태도 으나 수

공업법결정(BVerfGE 13, 97)에서는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에 맡기는 입장을 취하 다이에

하여 Rüdiger Breuer, Freiheit des Berufs, in: HStR VI, § 147, Rdnr. 35 ff. 참조.

4) 1993. 5. 13. 92헌마80, 례집 5-1, 365 (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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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직업이란 생활의 기본 수요를 충족시키기 한 계속 소득

활동을 의미하며 그러한 내용의 활동인 한 그 종류나 성질을 불문”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직업개념은 상 으로 넓은 직업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헌법재 소의 입장과는 달리 직업의 개념에 법 인 허용성(Erlaub-

theit)이 개념요소로서 들어 가야 하는가가 문제될 수 있는데 이러

한 요소는 직업개념의 요소로서 당치 않다. 왜냐하면 법률 으로

지되어 있다는 이유로 그 직업이 헌법상 직업개념에서 배제될 수

있다면 법률과 헌법이 뒤바 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요건

은 직업개념에서 배제되는 것이 옳으며 단계이론이나 과잉 지의

원칙으로 법률 지 자체가 헌법 으로 정당화되는지가 걸러져야

될 것이다.5) 국내에서도 직업개념의 3요소로서 생활수단성, 계속성,

공공무해성6)이 들어지고 있는데 그러한 공공무해성이 바로 허용성

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본다면 공공에 유해가 되는 직업활동은 헌법

상 직업개념에서 배제된다는 논리이나, 오히려 그러한 직업활동에

한 지법률 자체가 단계이론이나 과잉 지의 원칙에 따라 심사

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허용되지 않는

직업은 직업의 개념규정 단계에서 배제될 것이 아니라 직업의 자유

의 제한의 단계에서 공익 사유에 의하여 그 제한이 정당화될 수

있는 활동인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기본권 보장의 측면에서 보다

효과 이라고 할 것이다.7)

2. 직업   보 역

가. 헌 재  

5) Rüdiger Breuer, Freiheit des Berufs, in: HStR VI, § 147, Rdnr. 44.

6) 허 , 한국헌법론 1998, 438면.

7) 동지, Stefan Langer, Strukturfragen der Berufsfreiheit, JuS 1993, S. 203 ff.(204); 이러한 요

건을 심사할 경우에는 지된 활동이 기본권에 의해서 보호되는 타인의 법익을 수단이나 도

구로 삼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단해야 할 것이다.(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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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 소는 변호사법 제10조 제2항에 한 헌심 8)에서 처음

으로 직업선택의 자유에는 직업선택, 직업종사, 직업변경 직장선

택의 자유가 포함된다고 언 하 다. 그 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

에 한 법률시행규칙 제5조에 한 헌법소원9)에서 직업선택의 자

유에는 직업결정의 자유, 직업종사(직업수행)의 자유, 직의 자유

등이 포함되며 직업결정의 자유나 직의 자유에 비하여 직업종사

(직업수행)의 자유에 하여서는 상 으로 더욱 넓은 법률상의

규제가 가능하다고 하는 단계이론이 처음으로 언 된 후 확립된

례로 정착되었다.

직업의 자유의 보호 역은 례에서 계속 확장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헌법재 소는 주세법 제38조의7 등에 한 결정에서

경쟁의 자유10)가, 한 행정사법 제35조 제1항 제1호 등에 한 결

정11)에서는 겸직의 자유가 직업의 자유에 포함됨을 각각 처음으로

언 하 고,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등에 한 결정12)에서는 직

업선택의 자유에 경 의 자유를 의미하는 기업의 자유가 포함된다

고 시하 다. 직업의 자유의 주체는 자연인 뿐만 아니라 법인도

될 수 있다.13) 즉 법인의 설립 자체가 직업선택의 한 방법이라는

것이다.14)

나아가 헌법재 소는 직업의 자유가 국민의 주 인 공권일 뿐

아니라 사회 시장경제질서라고 하는 객 법질서의 구성요소15)

가 된다고 보고 있다.

나. 헌 재  에 한 평가

8) 1989. 11. 20. 89헌가102, 례집 1, 329.

9) 1993. 5. 13. 92헌마80, 례집 5-1, 365

10) 1996. 12. 26. 96헌가18, 례집 8-2, 680.

11) 1997. 4. 24. 95헌마90, 례집 9-1, 474 (480).

12) 1998. 10. 29. 97헌마345.

13) 1996. 3. 28. 94헌바42,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등 헌소원, 례집 8-1, 199.

14) 1996. 4. 25. 92헌바47, 축산업 동조합법 제99조 제2항 헌소원, 례집 8-1, 370.

15) 1995. 7. 21. 94헌마125, 화법 제26조 등 헌확인, 례집 7-2, 155.; 1997. 4. 24. 95헌마

273, 행정사법시행령 제2조 제3호 헌확인, 례집 9-1, 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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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리 헌법재 소가 헌법 제15조가 단지 직업선택의 자유라는

개념만을 가지고 있지만 직업활동의 거의 반을 포 하는 넓은 의

미의 직업의 자유로 이해하고 있는 것은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직업교육장선택의 자유가 헌법 제15조에 따른 직업의 자유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아직 명시 으로 언 한 바가 없다. 직업교육장

선택의 자유가 직업선택의 자유에 포함된다고 할 경우에는 서울

학교의 1994년 학입시요강에 한 결정16)에서 청구인의 직업선택

의 자유의 침해여부를 심사했어야만 했을 것이다.

② 한 학설에 따라서는 직업의 자유로부터 계약의 자유17)와 직

업상 거주이 의 자유18)도 도출된다고 보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

헌법재 소는 계약의 자유는 헌법 제10조의 일반 행동의 자유로

서의 행복추구권으로부터 나온다고 보고 있고, 거주이 의 자유는

헌법 제14조에 의하여 보호된다고 본다.19)

③ 다음으로 직업의 자유는 독자 인 직업(자 업) 뿐 아니라 종

속 인 직업(비자 업)도 보호한다는 이다. 물론 종속 인 직업에

서 독자 인 직업으로 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20)

종속 인 직업을 직업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하게 될 경우에는 고

용주의 업의 자유나 재산권이 일정한 범 내에서 제약을 받지 않

을 수 없는데 바로 여기에서 직업의 자유의 사인 효력 내지는

보호의무의 문제가 나온다고 할 수 있다.21)

④ 직업활동의 축소와 확 의 문제

법률에 의하여 그 유형이 확정된 직업활동의 내용과는 달리 그

직업에 종사하는 자가 해당 직업활동을 축소하거나 확 하고자 할

16) 1992. 10. 1. 92헌마68 등 병합, 례집 4, 659.

17) Rüdiger Breuer, Freiheit des Berufs, in: HStR VI, § 147, Rdnr. 63.

18) Rüdiger Breuer, Freiheit des Berufs, in: HStR VI, § 147, Rdnr. 67.

19) 독일과는 달리 우리 헌법상 각 기본권규정은 기본권효력의 강도 면에서 차이가 없기 때문에

굳이 그와 같이 계약의 자유와 직업상의 거주・이 의 자유를 직업의 자유로부터 도출된다

고 해야 될 것인지에 하여는 이견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20) Rüdiger Breuer, Freiheit des Berufs, in: HStR VI, § 147, Rdnr. 42.

21) Rüdiger Breuer, Freiheit des Berufs, in: HStR VI, § 147, Rdnr. 65; Georg Hermes,

Grundrechtsschutz durch Privatrecht auf neuer Grundlage?, NJW 1990, S. 1764 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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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법률 직업유형으로부터 벗어나려는 목 은 자의 경우

에는 직업활동의 특화에 있으며 후자의 경우에는 다른 조건이나 서

비스의 제공을 결부시키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화된 활동이나

추가된 활동을 하기 해서 추가 인 법 요건이 필요한 경우에

직업의 자유의 침해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역시

문제되는 것은 그것이 주 는 객 요건에 의한 직업선택의

자유의 제한인지 아니면 단순한 직업수행의 자유의 규율인지의 문

제이다. 이에 하여는 일정한 직업활동의 역을 축소하여 특화하

거나 아니면 다른 역을 추가하여 확 하는 경우에 이것이 독자

인 직업을 구성하는지 아니면 단순히 기존의 직업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지가 건이 된다. 즉 독자 인 직업인 경우에는 이에 한 법

인 지는 주 혹은 객 허가요건에 의한 직업선택의 자유

의 제한이 된다고 할 수 있으며, 특화되거나 는 추가되는 활동이

단순히 그 직업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직업행사의 자유에

한 제한이라고 할 수 있다.22)

⑤ 다음으로 공무원직도 직업개념에 포함될 것인지가 문제된다.

독일 연방헌법재 소에 따르면 공무원직에는 직업공무원규정(Art.

33 GG)이 우선 용된다고 보고 있다. 동일한 자격을 가진자들이

공무원직을 동일하게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바로 직업공무원제 규

정으로부터 나온다고 보고 있다.23) 그러므로 공무원의 경우 우선

22) Rüdiger Breuer, Freiheit des Berufs, in: HStR VI, § 147, Rdnr. 40

23) “기본법 제12조 제1항에서의 “직업”의 개념은 원칙 으로 국가에 유보되어 있는 사항에

한 활동을 하는 직업들과 “국가 으로 기속된” 직업들도 포함한다. 하지만 “공무원”인 직업

들에 하여는 기본법 제33조가 반 으로 특별규정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 수 으로

한정된 직장에 의하여 제한된 개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는 모든 공직에 하여 같은 자격을

가진 경우에(기본법 제33조 제2항) 모든사람이 동등하게 근할 수 있도록 됨으로써 보장된

다.”(BVerfGE 7, 377 (397 f.)). “직업이 공법 구속과 의무에 의하여 ‘공직’의 성격을 띠면

띨수록 기본법 제33조에 의거한 특별규정들이 기본법 제12조 제1항으로부터 나오는 기본권

의 효력을 사실 으로 더욱 강하게 배제할 수 있다.”(BVerfGE 7, 377 (398)) “기본법 제12조

는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직업에 한 자유로운 근가능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이

조항은 오히려 국가의 조직구성권(Organisationsgewalt)에 의하여 제한된다. 국가 인 행정

의 제도와 과제를 규정하고 이러한 국가 과제들이 수행되어야 하는 양식과 방법을 자세하

게 규정하는 것, 특히 한－기본법 제33조의 원칙의 범 내에서－ 구에게 이러한 국가

과제의 수행을 맡길 것인가를 규정하는 것은 국가의 조직구성권에 맡겨져 있다.”(BVerfGE

16, 6 (21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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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직업의 자유를 행사하기 보다는 맡겨진 국가권력을 행사한다

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24)

우리 헌법재 소의 경우 공무원직에 하여도 직업선택의 자유를

용하고 있는데 오히려 독일 연방헌법재 소의 입장과 같이 헌법

제7조의 직업공무원제나 헌법 제25조의 공무담임권에 의하여 그 직

이 보호되며 따라서 이 경우 직업의 자유의 용은 배제된다고 보

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다만 공무원의 경우도 부업은 직업의

자유하에서 보호된다고 할 것이다.

⑥ 다음으로 부업(Nebenberuf)도 역시 직업의 자유의 보호 상이

된다.25) 노동시장의 수 사정을 고려하여 공무원의 부업을 제한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독일에서 다투어지고 있으나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26) 그러나 학문과 술분야의 부업등과 같이 질 인 경쟁이

문제가 되는 분야의 부업에 해서는 그것이 공무수행에 지장을 주

지 않는 한에서는 지될 수 없다고 보고 있다.27)

3. 직업 택   직업수행  

직업선택의 자유란 원하는 직업을 타인의 의사에 향을 받지 않

고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이다. 이것은 내 인 결정만이 아니라 외

부 행 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이다. 그리고 소극 측면에서 직

업선택의 자유에는 특정한 직업의 선택을 강제받지 않을 자유가 포

함된다.28)

직업수행의 자유는 선택된 직업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모든 실

활동을 포함한다. 이에는 가령 일정한 직업의 구체 인 노동이

24) Rüdiger Breuer, Freiheit des Berufs, in: HStR VI, § 147, Rdnr. 47

25) Hans-Jürgen Papier, Art. 12 GG-Frciheit des Berufs und Grundrecht der Arbeit, DVBl.

1984, S. 804.

26) Rüdiger Breuer, Freiheit des Berufs, in: HStR VI, § 147, Rdnr. 54.

27) Rüdiger Breuer, Freiheit des Berufs, in: HStR VI, § 147, Rdnr. 52.

28) Rüdiger Breuer, Freiheit des Berufs, in: HStR VI, § 147, Rdnr.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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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생산 역의 범 와 내용을 결정하는 것, 한 공 과 제품조달,

생산공정의 조직 그리고 업라인 조직 다른 사람의 고용, 기계나

설비의 선택과 형성 사용, 자원과 자본의 조달, 고 그리고 마

켓 등이 이러한 범 에 속한다.

그러나 직업선택과 직업수행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보여진다.29)

4. 직 택  

직업의 자유에는 직장선택의 자유가 포함된다.30)

직장선택의 자유가 비자 업자에게 뿐 아니라 자 업자에게도

용되는 것인지가 문제될 수 있다. 직장선택의 자유는 자 업자의

경우에는 포개설의 자유를 의미하는데 이것은 Breuer에 따르면

경제 인 거주이 의 자유의 보호 역이 아니라 직업의 자유의 보

호 역에 속한다고 하고 있다.31) 이에 반해서 비자 업자의 경우는

자유로이 직장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직장선택의 자유이다.

직장을 선택하는 것 역시 직업의 자유하에서 보호되기 때문에 직

장을 가령 출신지역 등과 같은 특정지역에 국한시키는 것은 직장선

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32) 그리고 계약상 경쟁 지나 고용계

약의 해지의 경우에 을 납부할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계약의

경우에는 직장선택의 자유의 간 제3자효33)가 용될 수 있다.

따라서 근로자가 직업훈련비용을 보상해야 한다거나 상여 을 반환

해야 하는 등의 계약상의 의무조항은 이러한 직장선택의 자유의

29) Rüdiger Breuer, Freiheit des Berufs, in: HStR VI, § 147, Rdnr. 58; Hans-Jürgen Papier,

DVBl. 1984, S. 803.

30) 허 , 한국헌법론 1998, 440면.

31) Rüdiger Breuer, Freiheit des Berufs, in: HStR VI, § 147, Rdnr. 68.

32) Rüdiger Breuer, Freiheit des Berufs, in: HStR VI, § 147, Rdnr. 71.

33) BVerfGE 81, 242; Georg Hermes, Grundrechtsschutz durch Privatrecht auf neuer

Grundlage?, NJW NJW 1990, S. 1764 ff; 기본권의 사인 효력이론에 하여는 방승주,

사법질서에 있어서 기본권의 효력, 독일의 이론과 례를 심으로, 청암정경식박사화갑기념

논문집, 법과 인간의 존엄 1997, 266-289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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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그것이 상황에 맞고, 정하며 시간 으로 한정이 되어 있

는 한에서 그리고 직장선택을 부당하게 어렵게 하지 않는 한에서

합법 이고 유효하다고 할 수 있다.34)

5. 직업 (Ausbildungsstätte) 택  

직업교육장이란 일반 인 학교교육을 넘어서 하나 는 몇 개의

직업교육에 기여하는 모든 시설을 의미한다.35) 독일 기본법과는 달

리 우리 헌법은 이와 같은 직업교육장 선택의 자유를 명문으로 포

함하고 있지 않으나 넓은 의미의 직업활동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에서 보면 우리 헌법상 직업의 자유 역시 이러한 직업교육장 선

택의 자유도 보호한다고 볼 수 있다.36)

독일 연방헌법재 소는 이러한 직업교육장 선택의 자유의 의미를

통 인 방어권으로서만이 아니라 국가 부에의 참여를 기본권

으로 보장하는 것으로서 보았다.37) 그러나 자유권으로부터 이와

같이 참여권 성격을 도출하는 것은 사회 기본권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은 독일에서는 필요할지 모르나 우리 헌법하에서는 그럴 필

요성이 없다고 보여진다. 오히려 이에 따른 문제는 헌법 제31조의

교육을 받을 권리 등 사회 기본권에 의하여 해결되어야 할 몫이

기 때문이며 더구나 이러한 사회 기본권의 실 은 입법자의 우선

과제로서 입법자에게 범 한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는 역이

라고 할 수 있다.

Ⅲ. 직업   다  본 과  경합

34) Rüdiger Breuer, Freiheit des Berufs, in: HStR VI, § 147, Rdnr. 72.

35) Rüdiger Breuer, Freiheit des Berufs, in: HStR VI, § 147, Rdnr. 75.

36) 동지, 허 , 한국헌법론 1998, 440면; 권 성, 헌법학원론 1998, 496면；권형 , 직업선택의

자유, 고시계 1995. 7. 84-97(89).

37) BVerfGE 33, 303 (330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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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의 자유는 다른 기본권과 제도보장들과 다양한 체계 ・경합

계하에 있다. 동일한 기본권주체의 하나의 행 가 여러 개의

기본권 규정과 계되는 경우에 기본권경합의 문제가 발생한다.38)

기본권의 경합은 법 경합(Gesetzeskonkurrenz)과 상상 경합

(Idealkonkurrenz)으로 나 어 볼 수 있다.39) 법 경합의 경우에는

각각의 경우에 특별규정에 해당하는 기본권이 우선 효력을 가진

다. 즉 직업의 자유나 아니면 그와 계되는 보장규정이 내용 인

특별성을 근거로 하여 체계 으로 우선 효력을 가지게 된다. 특

별규정에 해당하는 우선 보장은 그 보다 일반 인 규정을 배제하

여 결과 으로는 그것만 유일하게 용된다.40) 이에 반하여 상상

경합의 경우에는 경합하고 있는 두 개의 기본권이 병행 으로 용

된다.41) 상상 경합에는 두가지 기본권들이 내용 으로 서로 련

이 되어 있어서 통일 인 효력을 가지게 되는 경우와 특별한 내용

을 가진 기본권들이 상호 병립 으로 효력을 가지며 서로 독자 인

한계를 가지는 경우가 있다.42)

상상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각 기본권에 존재하는 기본권의 한

계 내지는 법률유보 에서 어떤 것이 용되어야 하는지가 결정되

어야 한다. 이 경우에 “의심스러울 경우에는 자유에 유리하게(in

dubio pro libertate)”나 “의심스러울 경우에는 자유에 불리하게(in

dubio contra libertatem)”와 같은 극단 인 해결방법은 당하지 않

다.43) “최약효력설” 는 “최강효력설”44)의 양자 택일 역시 마찬가

38) Albert Bleckmann/Claudia Wiethoff, Zur Grundrechtskonkurrenz, DÖV 1991, S. 722 ff;

Rüdiger Breuer, Freiheit des Berufs, in: HStR VI, § 147, Rdnr. 96.

39) Roman Herzog, Art. 5 Abs. 1, 2 GG, in: Maunz-Dürig Kommentar zum GG(Lfg, 28

1989), Rdnr. 31 ff.; Rupert Scholz, Art. 12 GG, in: Maunz-Dürig Kommentar zum

GG(Lfg. 19), Rdnr. 113; Rüdiger Breuer, Freiheit des Berufs, in: HStR VI, § 147, Rdnr.

96.; 이밖에 다른 기 에 의한 고찰로서는 Albert Bleckmann/Claudia Wiethoff, Zur

Grundrechtskonkurrenz, DÖV 1991, S. 722 ff; Lothar H. Fohmann, Konkurrenzen und

Kollisionen im Grundrechtsbereich, EuGRZ 1985, S. 49 ff.

40) Rüdiger Breuer, Freiheit des Berufs, in: HStR VI, § 147, Rdnr. 96.

41) Rupert Scholz, Art. 12 GG, in: Maunz-Dürig Kommentar zum GG(Lfg. 19), Rdnr. 113.;

Rüdiger Breuer, Freiheit des Berufs, in: HStR VI, § 147, Rdnr. 96.

42) Rüdiger Breuer, Freiheit des Berufs, in: HStR VI, § 147, Rdnr. 96.

43) Roman Herzog, Art. 5 Abs. 1, 2 GG, in: Maunz-Dürig Kommentar zum GG(Lfg,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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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해서는 Herzog45)가 히 지

하고 있듯이 모든 기본권은 국가의 권력에 의한 침해 험이 있고

따라서 보호되어야 하는 인간의 일정한 행 방식을 염두에 두고 있

고, 역으로 모든 기본권의 한계와 법률유보는 기본권의 행사로 인

하여 제3자나 공공에 하여 험이 래될 수 있는 행 방식을 염

두에 두고 있다. 상상 경합이 실제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자의

은 두 가지 기본권의 병합 용을 통해서 문제 없이 해결될

것이다. 이에 반해 후자의 을 해서는 구체 인 경우에 발생

할 수 있는 험상황에 하여 면 한 분석이 필요하다. 각각의 경

우에 따라 구체 으로 용가능한 기본권의 한계 내지는 법률유보

가 선택되어야 할 것이다.

1.  경합(Gesetzeskonkurrenz)

가. 직업   행복

헌법재 소는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으로부터 일반 행동의

자유를 도출하고 있다. 직업의 자유는 이러한 일반 행동의 자유

를 규정하고 있는 행복추구권보다 내용상 특별성을 가지기 때문에

법 경합의 원리에 따라서 우선 인 효력을 가진다.46) 따라서 직

업의 자유가 용될 수 있을 경우에는 별도로 행복추구권의 헌여

부의 심사는 배제된다고 해야 할 것이다.

1989), Rdnr. 37.

44) 허 , 한국헌법론 1998, 259면. 허 교수는 “기본권이 경쟁하는 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특정사안과 가장 직 인 계가 있는 기본권을 심으로 해서 최강효력설에 따라 풀어나

가려는 융통성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하고 있다.

45) Roman Herzog, Art. 5 Abs. 1, 2 GG, in: Maunz-Dürig Kommentar zum GG(Lfg, 28

1989), Rdnr. 37.

46) 한편 계약의 자유를 행복추구권으로부터 도출하고 있는 우리 헌법재 소의 입장과는 달리

이를 직업의 자유의 한 내용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Rüdiger Breuer, Freiheit des Berufs,

in: HStR VI, § 147, Rdnr. 97; Rudolf Wendt, Berufsfreiheit als Grundrecht der Arbeit,

DÖV 1984, S. 601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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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직업   공 담 , 직업공 원 도

우리 헌법상으로는 직업공무원제47) 말고도 공무담임권이 규정되

어 있다. 따라서 공무담임권은 직업선택의 자유보다 우선 효력을

갖는지 그리고 직업선택의 자유의 용을 배제하는지의 문제가 제

기될 수 있다.

우리 헌법재 소는 공무원직의 선택 는 제한과 련한 부분

의 사건에서 직업선택의 자유의 반여부를 함께 심사48)하거나 공

무담임권의 반여부를 심사하지 않고 있다.49)

공무담임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되는 데 비해 직업

선택의 자유는 그러한 개별 유보조항이 없어 외 상으로는 그 효

력 면에서 차이가 있어 보이지만 우리 헌법상 일반 법률유보조항

(헌법 제37조 제2항)이 양 규정에 모두 용될 수 있으므로 헌법

규정상 그러한 차이는 거의 없어지게 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헌

법재 소 례는 직업선택의 자유에 하여 단계이론에 따라 기본

권제한을 심사하고 있다는 에서 좀더 효과 인 보호가 가능한지

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공무원직은 그 자체가 다른 사

인 직업들과는 달라서 그 수50)가 한정이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주 객

사유에 의한 제한이 제되어 있다. 그러므로 공무원직 선택의

제한과 사 인 직업선택의 자유의 제한의 경우는 공익상의 요청의

47) 직업공무원제의 내용에 하여는 헌법재 소, 1989. 12. 18. 89헌마32 등, 례집 1, 343 (352

이하); 허 , 한국헌법론 1998, 755면 이하；김철수, 헌법학개론 1998, 190면 이하；권 성,

헌법학원론 1998, 214면 이하；장 수, 헌법사례연습 1998, 111면 이하 등 참조.

48) 1997. 3. 27. 96헌마86, 례집 9-1, 325.; 1997. 7. 16. 97헌마26, 검찰청법 제12조 제4항 등

헌확인, 례집 9-2, 72 (80); 1998. 5. 28. 96헌가12, 구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 단

서 헌제청, 례집 10-1, 560 (569).

49) 1990. 10. 8. 89헌마89,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1항에 한 헌법소원, 례집 2, 332 (350); 이

에 반하여 1995. 5. 25. 90헌마196, 국공립 등교원우선임용의 법 기 권 등에 한 헌법소

원결정에서 조승형 재 은 반 의견에서 우선임용권을 헌법상의 공무담임권으로 악하고

있다. 례집 7-1, 669 (683).

50) 공무원직의 경우 “특히 직장의 수는 국가의 조직구성권한에 속한다.” BVerfGE 84, 133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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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가 서로 다를 수밖에 없다. 그리고 공무원직의 수행의 경우는

직업행사의 자유가 아니라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며 공무원 계에

서 근무의무를 지게 되므로 이 경우에 직업수행의 자유의 용은

가능하지 않다. 따라서 공무원직의 선택 내지는 제한에 있어서는

공무담임권과 직업공무원제도에 한 헌법규정이 직업의 자유에

한 특별법으로서 우선 으로 용되어야 하며 그러한 한 직업의 자

유의 용은 배제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51)

다.   타

거주・이 의 자유와 직업상의 거주・이 의 자유간에는 일반・

특별의 계로서 법 경합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직업상의 거주・

이 의 자유와 포개설의 자유는 헌법 제15조의 직업선택의 자유

에 의하여 보호된다.52)

그리고 직업의 자유와 주거의 자유(헌법 제16조)간에도 일정한

직업상의 목 으로 이용되는 주거공간(사무실, 공장 등)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경합 계가 존재한다. 이러한 공간을 직업상 는

업상 이용하는 것은 직업행사의 자유의 일부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러한 경우에 주거의 자유(헌법 제16조)가 직업의 자유에 하여

특별규정이라고 본다. 따라서 양 기본권간에는 법 경합 계가 존

재한다. 그러므로 직업상 는 업상 이용되는 주거공간의 보호를

해서는 헌법 제16조만 용되고 제15조는 용되지 않는다.53)

2. 상상  경합(Idealkonkurrenz)

51) Scholz는 원칙 으로 직업의 자유는 공무원 계에 용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Rupert

Scholz, in: Maunz-Dürig, Kommentar zum GG(Lfg. 19), Rdnr. 196; Rüdiger Breuer,

Freiheit des Berufs, in: HStR VI, § 147, Rdnr. 98. Vgl. BVerfGE 7, 377 (397 f.); 39, 334

(369).

52) Rupert Scholz, Art. 12 GG, in: Maunz-Dürig, Kommentar zum GG(Lfg. 19), Art. 12 GG,

Rdnr. 191 ff; Dürig, Art. 11 GG, Rdnr. 20; Rüdiger Breuer, Freiheit des Berufs, in: HStR

VI, § 147 , Rdnr. 68.

53) Rupert Scholz, Art. 12 GG, in: Maunz-Dürig, Kommentar zum GG(Lfg. 19), Art. 12 GG,

Rdnr. 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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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밖의 기본권들에 하여 직업의 자유는 상상 경합 계에 있

어 내용 으로 보완되며 병행 인 효력을 가진다.

가. 평등  원

직업의 자유는 흔히 평등의 원칙과 상상 경합 계에 놓이게 된

다. 이러한 경우에 직업의 자유의 구체 인 내용과 범 는 평등취

의 원칙과 자의 지의 의미에서의 차별 지와의 상 계 가운데

서 결정된다. 우리 헌법재 소 례 가운데서는 국・공립사범 학

등 출신자를 교육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사로 우선하여 채용하도

록 규정한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1항이 평등의 원칙과 직업선택의

자유에 반된다고 보아 헌으로 선언한 1990. 10. 8. 89헌마89결

정54)을 그 로 들 수 있을 것이다.

나. 재산

직업의 자유는 특히 재산권보장과 첩 인 보장 계에 있다. 독

일 연방헌법재 소는 양 기본권의 보호 역에 하여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다. 즉 직업의 자유는 우선 으로 인격과 련된다. 직

업의 자유는 연방헌법재 소에 따르면 개인 인 능력발휘와 생계유

지 역에서의 인격의 자유로운 발 권을 구체화하는 것이며 한

주로 “미래지향 (zukunftgerichtet)”이다. 이에 반해서 재산권보장

은 “ 상과 련한(objektbezogen)” 보장기능을 한다. 즉 개인이 자

신의 근로와 능력발휘를 통해 획득한 재산 가치를 보장하는 목

을 갖는다는 것이다.55) 결국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재산권보장은

소득된 바를 보호하는 데 반해서 직업의 자유는 소득활동 자체를

보호한다고 할 수 있다.56)

54) 례집 2, 332 (350).

55) BVerfGE 30, 292 (335).

56) BVerfGE 30, 292 (335); Rupert Scholz, Art. 12 GG, in: Maunz-Dürig, Kommentar zum

GG(Lfg. 19), Rdnr. 139; Rüdiger Breuer, Freiheit des Berufs, in: HStR VI, § 147 , Rdnr.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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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인 경제활동 내지는 기업활동의 역에서 원칙 으로 모든

경제 자유는 직업의 자유와 재산권에 의하여 첩 으로 보장된

다.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특히 기업의 처분의 자유, 투자의 자

유, 생산의 자유, 시장진입과 시장활동의 자유, 성장의 자유, 가격결

정의 자유, 조직의 자유, 고와 매의 자유 근로조건, 근로장

소, 근로내용, 임 , 근로자의 참여 등에 한 사용주의 부제공

처분권 등57)이며 한 경쟁의 자유58) 역시 이러한 계하에서

보장된다.

한편 기본권 제한과 련하여 독일 연방헌법재 소는 일반 으로

직업의 자유와 재산권은 본질 으로 동일한 차원에 놓이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수의 경우 직업행사에 한 규제는 곧 재산권의 내

용 한계가 된다. 그러나 모든 경우에 다 그런 것은 아니다. 그리

고 양 기본권의 한계를 자동 으로 같게 보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다. 그러한 한 양기본권의 보장 내용과 한계는 서로 그것이 기능

으로 구별되는 한에서 구분되어야 한다.59)

다. 언 ・  

언론・출 의 자유 역시 직업의 자유와 상상 경합 계에 있

다.60) 언론・출 역시 헌법 제15조의 직업활동의 상이 될 수 있

기 때문이다.

출 (신문)의 자유와 련해서는 출 (신문)의 자유가 출 (신문)

의 직업 측면까지 포 하며 따라서 직업의 자유에 한 특별규정

이라고 하는 입장61)이 있는 반면, 발행인, 기자, 논설가 등 형

57) Rupert Scholz, Art. 12 GG, in: Maunz-Dürig, Kommentar zum GG(Lfg. 19), Rdnr. 124 f.

58) Rupert Scholz, Art. 12 GG, in: Maunz-Dürig, Kommentar zum GG(Lfg. 19), Rdnr. 136.

59) Rupert Scholz, Art. 12 GG, in: Maunz-Dürig, Kommentar zum GG(Lfg. 19), Rdnr. 142.

60) Rupert Scholz, Art. 12 GG, in: Maunz-Dürig, Kommentar zum GG(Lfg. 19), Rdnr. 161 f;

Roman Herzog, Art. 5 Abs. 1, 2 GG, in: Maunz-Dürig Kommentar zum GG(Lfg, 28

1989), Rdnr. 142.

61) Roman Herzog, Art. 5 Abs.1 GG, in: Maunz-Dürig Kommentar zum GG(Lfg, 28 1989),

Rdnr. 141 f.; Pieroth/Schlink는 직업의 자유와 출 의 자유는 체 으로 일반・특별의

계에 있지 아니하나 편집인이라고 하는 직업활동은 그것이 신문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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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신문업도 직업의 자유하에서 보호되는 직업이라고 보는 입장62)

이 있으나, 언론・출 의 자유는 직업의 자유의 특별법 계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론・출 업의 경우 언론・출 의 자유

의 에서만이 아니라 직업의 자유의 에서도 기본권제한의

한계를 일탈했는지 여부를 심사해야 할 것이다. 더구나 언론・출

의 자유의 경우 헌법 제21조 4항은 “언론・출 은 타인의 명 나

권리 는 공 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아니된다. 언론・

출 이 타인의 명 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헌법 한계를 직

규정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헌법 제21조 제2항에서 언론・출

에 한 허가나 검열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제한

의 한계를 직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권제한의 요건이나 한계

면에서 직업의 자유의 제한의 경우와 다른 기 이 용될 수 있다

는 을 고려할 때 더욱 그 다.

우리 헌법재 소는 1998. 4. 30. 출 사 인쇄소의등록에 한법률

제5조의2 제5호 등 헌제청결정63)에서 여러 기본권이 경합하는 경

우에 어떠한 기본권을 기 으로 심사해야 할 것인지를 다루고 있

다. 헌법재 소는 이 결정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언론․출 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재산권을 경합 으로 제약하고 있다. 이

처럼 하나의 규제로 인해 여러 기본권이 동시에 제약을 받는 기본

권경합의 경우에는 기본권침해를 주장하는 제청신청인과 제청법원

의 의도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자의 객 동기 등을 참작하

여 사안과 가장 한 계에 있고 침해의 정도가 큰 주된 기

본권을 심으로 해서 그 제한의 한계를 따져 보아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 이 사건에서는 제청신청인과 제청법원이 언론․출 의 자

하는 추가 인 표지를 통해서 특징지워진다고 하면서 그러한 한 출 (신문)의 자유는 직업

의 자유에 한 특별성을 가진다고 하고 있다. Pieroth/Schlink, Grundrechte, Staatsrecht

II(11. Auflage), Heidelberg 1995, Rdnr. 372.

62) Rupert Scholz, Art. 12 GG, in: Maunz-Dürig, Kommentar zum GG(Lfg. 19), Rdnr. 161.

63) 95헌가16, 례집 10-1, 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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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침해를 주장하고 있고, 입법의 일차 의도도 출 내용을 규

율하고자 하는 데 있으며, 규제수단도 언론․출 의 자유를 더 제

약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언론․출 의 자유를 심으로 해서 이 사

건 법률조항이 그 헌법 한계를 지키고 있는지를 단하기로 한

다.”고 하고 있다.64)

우선 “기본권침해를 주장하는 제청신청인과 제청법원의 의도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자의 객 동기”65)는 참작사유는 될 수

있을지언정 그것이 기본권경합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 이 될 수

는 없을 것이다.66) 한 “사안과 가장 한 계에 있는지 여부”

라고 하는 기 도 마찬가지로 한 계에 있는 다른 기본권이

존재할 경우에 어떻게 용해야 할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지 못하

고, 마지막으로 “침해의 정도가 큰 주된 기본권을 심으로” 해서

제한의 한계를 따져 보아야 한다고 하고 있으나 헌법 한계 내지

는 법률유보의 내용을 서로 달리 하고 있는 기본권이 경합하는 경

우에는 각각의 헌법 한계 내지는 법률유보에 입각한 기본권침해

의 성은 달리 심사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헌법재 소가 이러

한 논리로 단순히 언론・출 의 자유의 반여부만 심사하고 만 것

은 기본권제한에 한 심사과정의 일부를 락시킨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주고 있다고 하겠다. 구체 으로 이 사건에서는 음란 는

속한 간행물을 출 한 출 사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

고 있는 출 사 인쇄소의등록에 한법률 제5조의2 제5호가 청구인

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에 하여 단계이론에

64) 례집 10-1, 327 (337).

65) 이러한 기 은 추측컨 “경쟁하는 기본권간의 효력의 우열은 기본권을 주장하는 기본권주

체의 의도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동기를 감안해서 개별 으로 단하되 기본권의

효력이 되도록 강화되는 방향의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라는

기본권경합에 한 허 교수의 설명(헌법이론과 헌법, 1998, 404면; 한국헌법론, 1998, 260

면)에 향받은 것으로 보인다.

66) 오히려 제청신청인이나 제청법원이 주장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계된 다른 기본권이 존재하

면 경합 인 용을 하여 그에 한 침해여부를 심사하여야 할 것이다. 한 이 사건의 경

우 입법자의 객 인 동기가 출 내용을 규제하고자 함에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동시에 출

업 수행의 내용 규제를 의미하기 때문에 입법자의 객 인 의도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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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과잉 지의 원칙 반여부도 심사하 어야 할 것이다.67)

라. 학 과 술   

직업의 자유는 학문과 술의 자유와 역시 상상 경합 계에 있

다. 학문 직업은 학문의 자유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직업의 자유

에 의해서도 보호된다. 그리고 술활동 역시 술의 자유에 의해

서만이 아니라 직업의 자유에 의해서도 보호된다. 만일 학문・ 술

활동이 공무활동으로 수행되는 경우에는 직업의 자유 신 직업공

무원제도와 공무담임권규정이 용될 것이다.68)

헌법재 소는 1998. 7. 16.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2항 헌소원

등69)에서 사립 학 교육기 의 교원을 정 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

간을 정하여 임면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

3항이 헌법에 반되는지 여부와 련하여, 주로 교육의 자주성・

문성・정치 립성 학의 자율성과 학문의 자유의 침해여

부에 하여서만 심사하고 합헌으로 선언하 다. 그러나 이 경우에

직업의 자유의 반 여부도 심사할 수 있었을 것이다.

67) 헌법재 소는 엄격한 의미의 음란표 은 언론・출 의 자유의 보호 역에 해당되지 않는다

고 보고 있다( 례집 10-1, 327 (341)). 그러면서도 동시에 음란한 간행물 출 에 한 제재

조치가 과연 언론・출 의 자유를 과잉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닌지를 심사하고 있다. 그러나

오히려 음란한 간행물이 언론・출 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될 수 없는 언론・출 의 범 에

속한다면 다른 기본권의 보호 역에 포섭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그에 한 침해여부를 심

사하 어야 할 것이다. 즉 첫 번째로 언론・출 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지 못하는 표 은

일반 행동의 자유라고 할 수 있는 행복추구권에 포섭될 수 있다(Pieroth/Schlink,

Grundrechte, Staatsrecht II, 1995, Rdnr. 369 f. 참고. “설령 음란표 이 행복추구권의 한 내

용으로서 인정된다 하더라도”라고 하는 헌법재 소의 지 은 이 을 어느 정도 인정한 듯

한 표 으로 보인다[344]). 두 번째로 표 물을 제작하여 유통하는 것은 출 업이라고 하는

직업의 자유의 보호 역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이 경우에는 굳이 행복추구권의 침해여부

는 심사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여기에서 직업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는 우리 헌법 제15조의

어느 곳도 타인의 명 나 권리 는 공 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아니된다고 하는

헌법 한계를 직 규정하고 있지 않다. 즉 공 도덕이나 사회윤리에 반되는 표 물을 출

하는 업이라 하더라도 처음부터 직업의 자유의 보호 역 단계에서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가안 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하여 비로소 제한될 수 있을 뿐

이며 그 경우에도 단계이론에 따른 과잉 지의 원칙의 용을 받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 헌법

재 소가 언론・출 의 자유의 제한에 한 과잉 지원칙 반 여부를 심사하는 신에 오히

려 직업의 자유의 제한에 한 과잉 지원칙 반여부를 심사하 어야 할 것이다.

68) Rupert Scholz, Art. 12 GG, in: Maunz-Dürig, Kommentar zum GG(Lfg. 19), Art. 12 GG,

Rdnr. 172 f.

69) 96헌바33 등 병합, 헌법재 소공보, 1998. 10. 1. 제29호, 620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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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1992. 10. 1. 1994학년도 신입생선발입시안에 한 헌법소원

결정70)에서도 헌법재 소는 서울 학교의 94학년도 학입학고사주

요요강에서 인문계열 학별고사의 제2외국어에 일본어를 제외한

것이 헌법에 반하는지 여부에 하여 교육의 자주성, 학의 자

율성과 청구인들의 교육의 기회균등의 에서만 고찰하고 있으

나,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의 에서도 다루어 수도 있었

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왜냐하면 직업의 자유에는 학과 같은 직

업훈련장 선택의 자유가 포함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71)

마.   타

그밖에도 종교의 자유(헌법 제20조)72)나 근로자의 노동기본권(헌

법 제33조)73) 등도 직업의 자유와 상상 경합 계에 있을 수 있다.

Ⅳ. 직업   한

헌법재 소는 직업의 자유의 제한에 있어서 직업행사의 자유의 제

한과 직업선택의 자유의 제한의 경우로 나 어서 그 요건의 엄격성을

달리하여 심사하고 있는데 이것은 독일 연방헌법재 소의 소 약국

결(BVerfGE 7, 377)에서 개된 단계이론을 받아들인 것이다.

70) 92헌마68 등, 례집 4, 659.

71) 독일 연방헌법재 소는 국가가 독 하고 있는 교육기 , 특히 학에 한 한 직업의 자유

와 평등의 원칙 그리고 사회국가원리로부터 참여권이 도출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Vgl.

BVerfGE 33, 303 (330 ff.); 43, 291 (313 ff.); Rupert Scholz, Art. 12 GG, in: Maunz-Dürig,

Kommentar zum GG(Lfg. 19), Art. 12, Rdnr. 174.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서울 학교라는

특정 학교에의 입학기회를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업선택의 자유가 단의 기 으로 원

용될 수는 없다고 보는 견해로는 석, 1994학년도 서울 학교 신입생선발시안에 한 헌

법소원, 사법행정 1993. 4. 40-51(50)면 참조.

72) Rupert Scholz, Art. 12 GG, in: Maunz-Dürig, Kommentar zum GG(Lfg. 19), Art. 12 GG,

Rdnr. 157 ff.

73) Rupert Scholz, Art. 12 GG, in: Maunz-Dürig, Kommentar zum GG(Lfg. 19), Art. 12 GG,

Rdnr. 190 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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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독  연 헌 재  단계

독일 연방헌법재 소가 소 약국 결에서 개한 단계이론의 내

용을 보면다음과 같다.

가. 직업수행(행사)  에 한 규

“입법자는 직업선택의 자유에 향을 미치지 않고 오히려 직업수

행자가 자신의 직업활동을 구체 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형성해야

하는지를 정할 뿐인 순수한 직업행사만을 규율하는 경우에 입법자

는 가장 자유롭다. 여기에서는 합목 성의 이 상당한 정도로

고려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일반에 한 해악과 험을 방지하기

해서 직업수행자에게 어떠한 의무가 이행되어야 하는지를 측할

수 있다. 직업의 장려와 직업수행자의 보다 많은 사회 기여의 목

은 직업행사의 자유를 어느 정도 제한하는 규정을 정당화할 수

있다. 그러한 한 가령 지나치게 부담이 되는 그리고 기 가능성이

없어서 그 자체 헌인 법 의무부과만이 지될 따름이다. 이러

한 외를 제외하고는 여기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직업의 자유의

제한은 기본권주체를 무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

면 그는 이미 직업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행사할 권한이 방해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74)

나. 주  건에 한 직업 택   한

“이에 반해 이미 직업을 특정한 제조건의 충족에 따라 허가하

는 것은, 즉 직업선택의 자유와 계되는 규율은 단지 이를 통하여

개인의 자유보다 우선하는 우 의 공익이 보호되어야 하는 한에서

만 정당화된다. 여기에서 문제되는 요건이 “주 ” 제조건 특히

74) BVerfGE 7, 377 (405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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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교육과 직업훈련인가 는 직업희망자의 개인 자질과는 무

하여 그가 아무런 향을 끼칠 수 없는 허가의 객 조건인가가

구별된다.

주 제조건을 규율하는 것은 직업교육의 법 질서의 일부

분이다. 이것은 특정한－그리고 부분 일정한 방법으로－자질을

갖춘 직업희망자에게만 직업종사를 허용한다. 그러한 제한은 사리

상 정당화된다. 그러한 제한은 많은 직업이 이론 이고 실무 인

교육에 의하여서만 얻어질 수 있는 특정한 기술 지식과 (넓은 의

미에서의) 자격을 필요로 하고 이러한 직업의 행사는 그러한 지식

이 없이는 불가능하거나 사리에 맞지 아니하여 일반에 하여 해악

이나 심지어 험을 래하게 될 것이라는 에 근거하고 있다. 입

법자는 주어진 생활 계로부터 나오는 요청을 구체화하고 “정형화”

할 뿐이다. 개인에게는 규정된 형식 교육의 형태로 단지 그가 그

직업을 법하게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에 원칙 으로 사리상 습득

해야 하는 것만 요구될 뿐이다. 따라서 이러한 자유제한은 가능한

해악과 험을 방지하기 한 한 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

고 이것은 모든 직업희망자에게 균등하며 한 그들에게 사 에 고

지가 되었기 때문에, 개인이 이미 직업선택을 하기 에 자신에게

요청된 조건들을 충족하는 것이 가능하 는지 여부에 하여 단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한은 가능하다. 여기에서 규정된 주

제조건들이 직업활동의 법한 이행이라고 하는 추구된 목

에 하여 비례 계를 벗어나서는 안된다는 의미에서 비례의 원칙

이 용된다.”75)

다. 객  허가 건에 한 직업 택   한

“직업을 객 조건에 따라 허가하는 경우는 이와 다르다. 객

조건의 충족 여부는 개인의 향력과는 상 이 없다. 이것은 기

75) BVerfGE 7, 377 (406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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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권의 의미에 반한다. 왜냐하면 자신에게 요청된 모든 제조건들

을 충족시킴으로써 이미 실 으로 직업을 선택하 고 한 행사

해도 되었던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업에 한 허가를 받지

못할 수 있다. 이러한 자유제한은 사 교육과 직업훈련이 장기 이

었고 문 으로 특수할 수록, 이러한 직업교육의 선택과 동시에

이러한 구체 인 직업이 선택되었다는 것이 명백할 수록 하고

이에 따라 심각하게 느껴진다. 이에 하여 우선 으로 문 이고

윤리 으로 자격을 갖춘 지원자에 의한 직업행사가 일반에 한 어

떠한 직 인 해악을 래할 것인가가 명백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

한 직업선택의 자유의 제한과 추구된 결과간의 상호 계가 흔히 명

백하게 설명될 수 없게 될 것이다. 따라서 그 제한의 동기가 사리

에 맞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특히 직업허가에 한 제한은

이미 진행되고 있는 직업활동의 경쟁보호에 기여할 것이라는 추측

도 가능한데 이것은 일반 인 견해에 따르면 직업선택의 자유의 제

한을 결코 정당화할 수 없는 동기이다. 문 이고 윤리 으로 (추

정상) 완 히 합한 지원자를 차단하는 가장 조야하고 가장 극단

인 수단의 선택에 의하여－평등원칙에 한 반은 차치하고－개

인의 자유권은 극도로 민감하게 침해될 수 있다. 이로부터 그러한

자유가 제한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은 특별히 엄격히 입증되어야 한

다고 할 수 있다. 일반 으로 압도 으로 요한 공익(Gemeins-

chaftsgut)에 한 입증가능하거나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한

험만이 직업선택의 자유에 한 침해를 정당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밖의 공공이익(Gemeinschaftsinteressen)의 장려라고 하는 목 ,

소속인의 수 제한에 의한 직업의 사회 기득권의 배려는 그러한

목 이 그 밖의 입법 조치를 정당화하게 될 것이라 하더라도 충

분하지 않다.

입법자는 기본법 제12조 제1항 제1문에 따른 규율을 함에 있어서

그때 그때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장 최소한으로 침해하게 될 “단계”



237

로 하여야 하고 다음의 “단계”는 우려되는 험이 이 “단계”의

합헌 수단에 의하여 효과 으로 제지될 수 없다고 하는 이 높

은 개연성을 가지고서 설명될 수 있는 경우에 비로소 취해질 수 있

다.”76)

2. 우리 헌 재  단계

우리 헌법재 소도 역시 직업의 자유의 제한과 련하여 이러한

단계이론을 받아들 으나 독일 기본법의 규정과는 다른 상황을 감

안하여 변용하고 있다.

단계이론이 처음으로 언 된 것은 법무사법시행규칙에 한 헌법

소원77)에서 재 이성렬의 반 의견을 통해서이다. 즉 직업선택

에 한 제한에 있어서는 직업행사에 한 제한에 있어서보다 엄격

한 제약을 받는다고 보며 한 주 사유를 이유로 하는 직업선

택에 한 제한의 경우보다는 객 사유를 이유로 하는 경우에

침해의 진지성이 가장 크므로 매우 엄격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이것이 허용된다고 하는 3단계이론에 한 명확한 인식이 처음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와 같이 각 단계에 따라서 제한의 엄격성이 강

하게 요구된다 하더라도 각각의 경우에 있어서 어느 범 에서 제한

이 허용되는 것인지는 일률 으로 말할 수는 없다고 하면서 ① 제

한의 목 내지는 필요성, ② 제한되는 직업의 성질과 내용, ③ 제

한의 정도 방법 등을 종합 으로 비교・교량하여 신 히 결정하

여야 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 “제한의 목 이 사회・경제정책 인

경우에는 그 타당성 여부의 단은 1차 으로 입법기 의 권한 내

지 책무로서, 그 제한이 명백히 비합리 이고 불공정하지 아니하는

한 그 단은 가 존 되어야 할 것”이라고 하고 있다.

76) BVerfGE 7, 377 (407 f.)

77) 1990. 10. 15. 89헌마178, 례집 2, 365(38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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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직업행사의 자유와 직업선택의 자유에 하여 법률상의 규

제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다고 하는 단계이론 인식이 다수의견에

의하여 반 된 것은 이미 언 한 1993. 5. 13. 체육시설의 설치・이

용에 한 법률시행규칙 제5조에 한 헌법소원78)에서이다.79)

그리고 주 요건에 의한 직업선택의 자유의 제한을 처음으로

언 한 것은 1995. 6. 29. 군법무 임용법 부칙 제3항 등에 한 헌

법소원80)에서 다.

그러나 객 요건에 의한 직업선택의 자유의 제한에 한 명시

언 은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내용상 직업허가제도에 한 례

들이 바로 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다음에서는 우리 헌법재 소의 직업의 자유의 제한에 한 례

를 직업행사의 자유에 한 제한과 주 객 요건에 의한

직업선택의 자유의 제한으로 나 어서 분석하여 본다. 직업활동의

체 역은 서로 유기 인 계에 있기 때문에 어떠한 활동에

한 제한이 직업행사의 자유에 한 제한인지 아니면 직업선택의 자

유에 한 제한인지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은 매우 쉽지 않고,

한 Papier81)의 지 로 상 일 수밖에 없다.82) 그러나 이와 같이

구분함으로써 직업의 자유의 제한에 있어서 과잉 지의 원칙의

용을 좀더 투명하고 측 가능하게 하기 해서 이하에서 이러한

분석을 시도해 보기로 한다.

가. 직업행사  에 한 한

헌법재 소는 그 동안의 많은 례에서 직업행사의 자유의 제한

입법에 하여 과잉 지의 원칙에 따라 그 헌여부를 심사하여 왔

78) 92헌마80, 례집 5-1, 365.

79) 그 후 1993. 5. 13. 92헌마80, 례집 5, 365 (373-374) 등.

80) 90헌바43, 례집 7-1, 854, 869.

81) Hans-Jürgen Papier, DVBl. 1984, S. 803.

82) 동지, 윤진수, 보존음료수의 매제한조치의 헌여부, 인권과 정의 1995. 1. 94-114

(109-1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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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사례들을 유형별로 나 는 방법으로는 직업행사의 제한

의 목 에 따른 방법과 직업행사제한의 내용에 따른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자의 경우는 경제규제 등 공익의 내용에 따른 것이고 후

자의 경우에는 업지의 제한, 업무내용의 제한, 업무방식의 제한,

업상 일정한 의무의 부과, 의무 반 시 일정한 제재 등이 속한다

고 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후자의 방법에 따라서 유형화해 보겠다.

① 업지의 제한

먼 업지를 제한하는 규정을 헌으로 한 사례를 들 수 있다.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우선 1989. 11. 20. 변호사법 제10조 제2항에

한 헌법률심 결정83)에서 헌법재 소는 변호사 개업지에 한

제한을 규정한 변호사법 제10조 제2항을 직업행사의 자유에 한

과잉제한이라고 보았다.

다음으로 1997. 3. 27.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3호에 한 헌

법소원결정84)에서 학 이와 유사한 교육기 의 정화구역 안에

서 당구장시설을 하지 못하도록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교육의 능

률화라는 입법목 의 달성을 하여 필요하고 정한 방법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 각 학 이와 유사한

교육기 에 한 부분은 기본권제한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헌법

에 반된다고 결정하 다. 업지를 제한하는 것은 자 업자의 직

장선택의 자유85)에 한 제한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하여 1991. 9. 16. 약사법 제37조 제2항의 헌여부에

한 헌법소원결정86)에서 헌법재 소는 한약업사의 업지제한은 직

업의 자유에 한 침해가 아니라고 보았다. 한약업사의 경우에는

시험을 공고할 때 업허가 정지역과 그 허가 정인원을 공고하

고, 그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에 업 정지 약

83) 89헌가102, 례집 1, 329 (339).

84) 94헌마196 등, 례집 9-1, 375 (386-7).

85) Rüdiger Breuer, Freiheit des Berufs, in: HStR VI, § 147, Rdnr. 66 ff.

86) 89헌마231, 례집 3, 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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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미리 공고한 업허가 정지별로 허

가 정 인원수를 합격시키고 있어 한약업사는 처음부터 지역 제

한과 인원제한이 있음을 제로 시험을 치르고 업허가도 받게 된

다는 것이다. 그리고 행 약사법체계상 한약업사의 지 는 약사가

없는 제한된 지역에서 약사업무의 일부를 수행하는 보충 인 직종

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약업사가 업지 제한의 규제를 받는

것이 그의 거주이 의 자유 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거나 평등의 원칙에 배된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② 업무내용의 제한

업무내용을 제한한 사례로서 일정한 연령 이하의 경우 출입을

지시킨 규제조항을 헌으로 선언한 결정이 있다. 즉 1993. 5. 1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한 법률시행규칙 제5조에 한 헌법소

원결정87)에서 헌법재 소는 당구장(撞球場) 경 자인 청구인에게

당구장 출입문에 18세 미만자에 한 출입 지 표시를 하게 하는

법령은 직 으로 청구인에게 그러한 표시를 하여야 할 법 의무

를 부과하는 사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표시에 의하여 18세 미

만자에 한 당구장 출입을 지하는 사실상의 규제력을 가지게 되

는 것이므로 이는 결국 그 게시의무규정으로 인하여 당구장 이용고

객의 일정범 를 당구장 업 상에서 제외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을 포함한 모든 당구장 경 자의 직업종사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여 헌법상 보장되고 있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마찬가지의 것으로 1996. 2. 29. 풍속 업의규제에 한법률 제3조

제5호 등에 한 헌법소원결정88)에서는 18세 미만자들의 노래연습

장 출입 지는 노래연습장업자의 직업행사의 자유의 제한이나 이러

한 지규정이 과잉 지의 원칙에 배하여 직업행사의 자유를 침

87) 92헌마80, 례집 5-1, 365.

88) 94헌마13, 례집 8-1,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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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하 다고 볼 수 없다고 하 다. 여기에서 헌법재 소는 노래연습

장의 성격을 성인이나 일정한 연령 이상의 미성년자만 출입할 수

있는 곳으로 할 것인지 일반 으로 미성년자에게도 출입이 허용되

는 장소로 할 것인지는 입법정책의 문제라고 보았다.

그리고 1996. 8. 29. 지가공시 토지등의평가에 한법률시행령 제

30조 등에 한 헌법소원결정89)에서 헌법재 소는 공공 성격을

갖는 감정평가라는 업무와 련하여 자격제도를 도입하고, 유자격

자 사이에서도 형화․법인화를 유도하기 한 정책 고려에서

감정평가의 상과 목 에 따른 업무상의 차등을 둘 것인지 여부

그 기 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하는 등의 문제는 궁극 으로

“국토의 효율 인 이용과 국민경제의 발 에 이바지”(법 제1항)하고

자 하는 목 을 염두에 둔 입법자의 합리 재량의 범 내에 속하

는 것으로서 감정평가업자의 업무범 등을 제한하고 감정평가법인

의 설립을 한 최소한의 인원을 규정한 것은 우리 헌법이 요구하

는 경제질서 하에서 수 되는 성질과 정도의 것으로 이를 들어 우

리 헌법의 경제질서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하 다.

한 1997. 11. 27. 약사법 부칙 제4조 제2항 헌소원결정90)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 개정 이 부터 한약을 조제하여 온 약사들

에게 향후 2년간만 한약을 조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이후는 이를

지함으로써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으나 직업의 자유의

본질내용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시하 다.91)

다음으로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을 원칙 으로 지하면서 용도

변경의 허용기 을 통령령에 임하고 있는 주차장법 제19조의4

제1항을 건물소유권자의 재산권이나 직업선택의 자유에 한 공공

이익을 한 부득이한 제한으로 본 1998. 2. 27. 주차장법 제19조의

89) 94헌마113, 례집 8-1, 141 (165).

90) 97헌바10, 례집 9-2, 651.

91) 이 결정에 있어서 신뢰보호의 문제는 “Ⅶ. 직업의 자유의 제한과 신뢰보호의 원칙”(266면) 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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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1항 헌소원결정92)도 이 유형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93)

그리고 1998. 3. 26. 세법 제186조 제1항에 한 헌법소원결

정94)에서 헌법재 소는 수품에 한 감정행 를 지하고 있는

조항을 합헌으로 보았다.95) 이 사건에서 직업행사의 자유에

한 제한이 과도하여 그 직업을 더 이상 하는 것이 무의미할 정

도로 그 직업활동의 역을 축소하여 좁은 의미의 직업선택의 자유

를 제한한 것인지를 처음으로 심사하 다는 이 특기할 만하다.

즉 이것은 지나친(erdrosselnd) 직업행사의 제한96)은 직업선택의 자

유의 제한에 가깝다는 독일 연방헌법재 소의 례97)와도 유사하다

고 볼 수 있다.

끝으로 1995. 2. 23. 건축사법 제28조 제1항 제2호에 한 결정98)

에서는 건축사가 업무범 를 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이를 필요

등록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건축사법 제28조 제1항 단서 제

2호는 건축사와 같이 일정한 자격 는 허가요건을 요하는 타 문

직종에서 업무범 를 반한 경우 임의 취소나 업정지의 불이

익을 당하는 데 비추어 과도하게 무거운 제재를 가하는 것이고,

한 건축사법 제28조 제1항의 등록의 “필요 취소사유”와 “임의

취소사유”로 규정된 다른 경우와 비교해 보아도 과도하게 무거운

제재를 가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

하는 입법으로서 과잉 지원칙에 배되고, 헌법 제15조 소정의 직

업선택의 자유의 본질 내용을 침해한 것이라고 보았다.

③ 업무방식의 제한

92) 95헌바59, 례집 10-1, 103.

93) 이 사건은 직업선택의 자유보다는 재산권의 제한에 직 인 련이 있다고 보여진다.

94) 97헌마194, 례집 10-1, 302.

95) 이 사건에서 헌법재 소는 처음으로 헌법 제15조에 의한 직업선택의 자유는 “좁은 의미

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직업수행의 자유를 포함하는 직업의 자유를 뜻한다고 함으로써

직업선택의 자유의 개념 혼란을 피하고자 하고 있는데 이러한 수식은 앞으로도 유지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96) Rupert Scholz, in: Maunz-Dürig, Kommentar zum GG (Lfg. 19), Art 12 GG, Rdnr. 415 f.

97) BVerfGE 11, 30 (44 f.)；30, 292 (313 f.)

98) 93헌가1, 례집 7-1,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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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식을 제한하는 것 역시 직업행사에 한 규제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속하는 것으로 우선 1996. 4. 25. 법무사법시행규칙 제35

조 제4항에 한 헌법소원결정99)을 들 수 있는데 헌법재 소는 사

무원의 수를 제한하고 있는 규정에 하여 자의 차별이라거나

사 경제활동에 한 부당한 간섭이라고 할 수 없고, 입법 목

한 정당하다면서 합헌으로 보았다.

그리고 1996. 4. 25. 의료기사법 제1조 등에 한 헌법소원결정100)

에서 물리치료사와 임상병리사를 의사의 진료를 지원하는 측면에서

의사의 지도하에서만 업무를 담당하도록 한 조항을 합헌으로 선

언하 다. 이 결정에서 헌법재 소는 물리치료사와 임상병리사의

업무가 의료행 에서 상 으로 험성이 덜하고 의사로 하여

직 수행하게 하지 않아도 될 만한 것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입

법부가 여러 가지 정책 인 고려하에 이를 의사로 하여 담당하도

록 하면서, 이와 별도로 물리치료사와 임상병리사제도를 두어 의사

에게 고용되어 의사의 지도하에서 각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의

사의 진료행 를 지원하도록 제도를 마련하 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두고 입법재량을 남용하 다거나 그 범 를

일탈하 다고 단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

그리고 1997. 11. 27. 구 방문 매등에 한법률 제18조 제1항 등

에 한 헌법소원결정101)에서 헌법재 소는 다단계 매에 한 규

제는 직업수행의 자유에 한 제한으로서 과잉 지의 원칙에 배

되지 않는다고 시하 다.

한 1998. 2. 27. 공 생법시행규칙 [별표3] 2의 나의 (2)의

(다)목에 한 헌법소원결정102)에서 헌법재 소는 공 생법시행규

칙[별표3] 2의 나의 (2)의 (다)목이 선량한 풍속의 유지 국민

99) 95헌마331, 례집 8-1, 465.

100) 94헌마129, 95헌마121(병합), 례집 8-1, 449.

101) 96헌바12, 례집 9-2, 6-7.

102) 97헌마64, 례집 10-1, 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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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건강증진을 하여 터키탕(증기탕) 업소안에 이성의 입욕보조자

를 둘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터키탕 업을 지시키거나

입욕보조자 자체를 둘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

에 터키탕 업에 종사하는 자들의 재산권이나 직업의 자유를 본질

으로 침해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보았다.

그리고 1995. 4. 20. 부천시담배자동 매기설치 지조례 제4조 등

에 한 헌법소원결정103)에서 헌법재 소는 담배 자 기설치를

하고 있는 조항에 하여 자 기를 통한 담배 매는 그 특성상

익명성・비노출성 등으로 인하여 청소년으로 하여 담배구입을 용

이하게 함으로써 청소년보호에 유해한 결과를 래할 수 있으므로

청소년 보호를 한 자 기설치의 제한은 반드시 필요하며 이로 인

하여 담배소매인의 직업수행의 자유의 제한은 법익형량상 감수될

수밖에 없다고 하 다.

④ 업무의 첩 허용

일정한 업무 역을 해당 자격소지자에 하여 독 으로 인정하

지 않고 다른 직역에 있는 자에게 첩 으로 허용하고 있는 것이

당해 자격증 소지자의 직업행사의 자유에 한 제한이 되는가의 문

제도 여러번 제기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문제에 하여 헌법재

소는 체 으로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

라고 보고 있다.

이에 속하는 것으로는 1997. 3. 27.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규

칙 제3조 제1항 제2호에 한 헌법소원(358)결정104), 안경사에게 한

정된 범 내의 시력검사를 허용하고 있는 의료기사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가 안과의사의 문 인 의료 역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고, 나아가 그 규정이 청구인의 직업선택(수행)

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도 보기 어렵다고 한, 1993. 11. 25. 의

103) 92헌마264, 279(병합), 례집 7-1, 564.

104) 93헌마159, 례집 9-1, 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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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기사법시행령 제2조에 한 헌법소원결정105), 1997. 3. 27. 엔지니

어링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2호에 한 헌법소원결

정106), 행정기 에서 발 하는 서류를 외국어로 번역하는 일을 외국

어번역행정사는 물론이고 어느 구라도 할 수 있도록 하여 이를

으로 당해 서류의 번역을 하는 의뢰자의 단에 따르도록

한 것을 합헌으로 본 1997. 4. 24. 행정사법시행령 제2조 제3호에

한 헌법소원결정107), 1997. 10. 30. 자동차등록신청 행업무를 일

반행정사 이외의 자동차매매업자 자동차제작· 매자 등에게도

첩 으로 허용한 자동차 리법 제2조 제7호 등에 한 헌법소원

결정108) 등이 바로 그것이다.

⑤ 의무부과와 반에 한 제재

업활동의 일정한 내용을 법 으로 강제하는 것 역시 직업행사

의 자유에 한 제한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우

선 1996. 3. 28. 종합유선방송법 제2조 제1호 등에 한 헌소원결

정109)을 들 수 있다. 이 결정에서 헌법재 소는 종합유선방송법 제

27조 제1항에서의 공 방송의 동시재송신의 의무화는 종합유선방

송의 공익성의 확보와 난시청지역 시청자의 시청료이 부담의 문제

를 해결하기 한 조치로서 입법목 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의무화

되는 공 방송도 공 방송인 한국방송공사와 교육방송의 2개로

한정되어 제한의 방법과 정도의 정성도 인정되므로, 이로써 계

유선방송사업자의 재산권이나 직업선택의 자유 등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하 다.

한 1996. 12. 26. 주세법 제38조의 7 등에 한 헌법률심 결

정110)에서 헌법재 소는 경제질서에 한 국가의 규제권한이 직업

105) 92헌마87, 헌 집 5-2, 468, 485.

106) 93헌마159, 례집 9-1, 344 (360).

107) 95헌마273, 례집 9-1, 487.

108) 96헌마109, 례집 9-2, 537.

109) 92헌마200, 례집 8-1, 227.

110) 96헌가18, 례집 8-2, 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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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자유의 제한의 목 이 될 수 있으며 그러한 입법목 과 국세청

장의 자도소주 50%이상 구입명령제도가 그러한 목 을 달성하기에

합한지 등을 비례의 원칙에 입각하여 심사하고 그러한 명령제도

는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았다. 헌법재 소는 이 결정에서

“기본권인 직업행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이 헌법에 되지 아

니하기 하여는 그 기본권의 침해가 합리 이고 이성 인 공익상

의 이유로 정당화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입법자는 경제정책의 목

표와 그 목표를 달성하기 하여 합한 수단을 결정하는 데 있어

서 범 한 형성의 자유가 부여되고, 한 경제정책 조정조치를

통하여 시장경제의 자유로운 힘의 결을 수정할 수 있다.”고 하면

서도 “그러나 자유로운 직업행사에 한 침해는 그 침해가 공익상

의 충분한 이유로 정당화되고 한 비례의 원칙을 수하여야 비로

소 직업의 자유와 조화될 수 있다.”고 하 다.111)

반면에 1995. 7. 21. 화법 제26조 등에 한 헌법소원결정112)에

서 헌법재 소는 국산 화의무상 제를 합헌으로 보았다. 헌법재

소는 헌법 제119조 제2항 규정이 한민국의 경제질서가 개인과 기

업의 창의를 존 함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나, 그것이 자유방임

시장경제질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따라서 입법권자가

국내의 화시장을 수요와 공 의 법칙만에 의하여 방치할 경우 외

국 화에 의한 국내 화시장의 독 이 래되고, 국내 화의 제

작업은 황폐하여진 상태에서 외국 화의 수입업과 이를 상 하는

소비시장만이 과도히 비 하여질 우려가 있다는 단하에서, 이를

방지하고 균형 있는 화산업의 발 을 하여 국산 화의무상 제

를 둔 것이므로, 이를 들어 우리 헌법의 경제질서에 반한다고는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 결정에서 헌법재 소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111) 소수의견의 경우 경제정책을 실 함에 있어서 국가가 범 한 입법형성의 자유를 가지기

때문에 그러한 범 내에서 자도소주 50%이상 구입명령제도는 헌법에 반되지 않는다고 보

았다(707).

112) 94헌마125, 례집 7-2,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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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공권으로서의 성격도 가지지만 사회 시장경제질서라고 하

는 객 법질서의 구성요소이기도 하다는 을 처음으로 언 하

다.

한 1996. 3. 28.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등에 한 헌법

소원결정113)에서는 도시내에서 설립 등의 목 을 하여 취득하

는 부동산등기에 하여 통상보다 높은 세율의 등록세를 부과하는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가 법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

는지에 하여 헌법재 소는 이 사건 조항이 단순히 지방자치단체

의 재원조달이라는 목 을 넘어서 인구와 경제력의 도시 집 을

억제함으로써 도시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존․개선하고 지역간의

균형발 내지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복지국가 정책목표에

이바지하는 규정이므로 그 목 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침해의 최소

성과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어졌다고 보았다.

업활동에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고 이에 반할 경우에 일정한

제재조치를 가하는 것 역시 직업행사에 한 규제라고 볼 수 있다.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에서 언 한 주세법 제38조의 7에 한

결정과 한 1998. 5. 28. 의료보험법 제33조 제1항에 한 헌법

률심 결정114)의 경우를 들 수 있다. 이 결정에서 헌법재 소는

국민을 상 로 의료보험이 실시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체계

하에서 의료기 으로서는, 요양기 의 지정이 취소되고 일정기간

동안 재지정이 지되면, 의료보험환자의 진료와 치료 등을 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막 한 수입의 감소를 가져와 그 운 에 큰 지장

을 래하게 되므로, 요양기 지정의 취소는 의료기 개설자에게

는 막 한 불이익을 주는 제재 처분으로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직업선택의 자유의 한 내용인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

고 하 다.115)

113) 94헌바42, 례집 8-1, 199.

114) 96헌가1, 례집 10-1, 509.

115) 례집 10-1, 509 (514-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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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밖에 편의치 (Flag of Convenience)의 방법에 의한 선박수입

을 구 세법 제180조 제1항 본문 소정의 “사 기타 부정한 방법

으로 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해석하더라도 죄형법

정주의 내용인 명확성의 원칙과 유추해석 지에 반된다고 볼 수

없고, 헌법상의 재산권보장이나 직업선택의 자유( 업의 자유)에

배되지 아니한다고 한 1998. 2. 5. 세법 제180조 제1항 등에 한

헌소원결정116)도 이 유형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그밖에 1998. 5. 28. 지방세법 제112조 제5항 등에 한 헌소원

결정117)에서 헌법재 소는 “청구인은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로 자

동차부품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지방세법 제112조 제5항

제132조의2 제3항이 법인을 제외하고 개인만을 상으로 1가구

당 1 과 승용차량의 취득 등록에 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2배로 과한다고 하여 제조업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비용부

담이 커서 청구인이 개인기업의 형태로 직업에 종사하는 것이

제한받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하 고, 1998. 10. 29. 97헌마

345 결정에서 헌법재 소는 운수종사자들에 하여 운송수입 의

액을 납부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는 기업

의 자유를 포함하는 직업선택의 자유의 본질 내용을 침해하 다

고 볼 수 없다고 선언하 다.

나. 주  건에 한 직업 택   한( 격 )

① 헌결정

아직까지 우리 헌법재 소의 례상으로는 주 요건에 의한

직업선택의 자유에 한 제한법률을 헌선언한 사례는 없는 것으

로 보인다. 이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직업활동과 련하여 일

정한 자격제도를 규정하는 것은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에 맡겨져 있

116) 96헌바96, 례집 10-1, 4.

117) 95헌바18, 례집 10-1, 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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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보기 때문인 것 같다.

② 합헌결정

주 사유에 의한 직업선택의 자유의 제한이라고 하는 명시

인 언 은 없지만 이에 해당하는 첫 번째 결정으로는 1989. 3. 17.

사법서사법시행규칙에 한 헌법소원결정118)을 들 수 있다. 이 결정

에서 헌법재 소는 “사법서사법에 동등 이상의 규정을 정하지

아니하여 경합자 환산 규정의 근거를 잃게 되었고 따라서 서기직

종사기간이 주사직 종사기간으로 환산되지 아니함으로써 사법

서사자격의 문호를 좁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결과가 되었

다 해도 직업선택의 자유가 제한될 수 없는 자유가 아닐진

이와같은 제한은 에서 본 바와같이 서기직의 지 를 고려하여

사법서사의 자질 하를 막고 국민 해를 방지코자하는 공공복리

를 한 제한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제한이 헌법상의 비례의 원

칙 내지 과잉 지의 원칙의 배로 보여지지는 않는다”고 하 다.

다음 1995. 6. 29. 군법무 임용법 부칙 제3항 등에 한 헌법소

원결정119)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 하여만 변호사의 자격을

인정하는 것은 기본권 주체의 능력과 자질에 의한 제한으로서 이른

바 “주 요건에 의한 직업선택의 자유의 제한”이라는 것을 처음

으로 언 하 다. 즉 “일반 으로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함에 있

어, 어떤 직업의 수행을 한 제요건으로서 일정한 주 요건

을 갖춘 자에게만 그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 요건을 갖추도록 요구하는 것이, 구에게나 제한

없이 그 직업에 종사하도록 방임함으로써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공공

의 손실과 험을 방지하기 한 한 수단이고, 그 직업을 희망

하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용되어야 하며, 주 요건 자체

가 그 제한목 과 합리 인 계가 있어야 한다는 비례의 원칙이

118) 88헌마1, 례집 1, 9 (21).

119) 90헌바43, 례집 7-1, 854 (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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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되어야 할 것이다.”는 것이다.

헌법재 소는 주 요건에 의한 직업선택의 제한에 있어서 비

례의 원칙이 용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그러나 그러한 제한에 있

어서는 “ 구에게나 제한 없이 그 직업에 종사하도록 방임함으로써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공공의 손실과 험의 방지”의 요건이 갖추어

져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

다음으로 1996. 10. 4. 법무사법 부칙 제3조 등에 한 헌소원

결정120)에서 헌법재 소는 어떤 자격제도를 만들면서 그 자격요건

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하는 것은 그 업무의 내용과 제반여건 등

을 종합 으로 고려한 입법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다만 그 자격요건의 설정이 재량의 범 를 넘어 명백히 불합리하게

된 경우에는 평등권 침해 등의 헌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하

다. 즉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정리의 직에 있던 자에 하여는 법

무사자격인정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칙 으로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사항이라 할 것이며,

법무사제도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15년 이상 법원서기보 이상의

직에 있던 자에게만 법무사자격을 인정한 것은 그 입법목 의 정당

성과 방법의 상당성 등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

인의 직업선택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1998. 2. 27. 미수복지등에서귀순한의약업자에 한특별조치법 부

칙 제4항에 한 헌소원결정121)에서 헌법재 소는 미수복지에서

귀순한 의약업자에게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한민국에서 의

사 는 한의사로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어떤 방법으로 어느 정

도로 부여할 것인지는 보건의료정책에 한 입법자의 범 한 입

법정책에 맡겨져 있다 할 것이고, 그러한 입법자의 정책 단은 그

것이 히 자의 이거나 불합리하여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일탈하

120) 94헌바32, 례집 8-2, 345.

121) 96헌바5, 례집 10-1,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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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입법형성권을 남용한 것이 아닌 한 존 되어야 한다고 시

하 다.

③ 소 결

자격요건에 한 규율은 주 요건에 의한 직업선택의 자유의

제한이 되는데 이 경우는 분명히 직업수행의 자유의 제한에 있어서

보다 한 공익 사유가 이러한 직업선택의 자유의 제한을 정당

화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 헌법재 소는 체 으로 일정한 자격요건에 하여

규정하는 것은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에 속한다고 하면서 그 입법행

가 재량의 범 를 넘어 명백히 불합리하게 된 경우에는 평등권

침해 등의 헌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고, 소 명백성 통제122)

에 머무르고 있는데 이는 단계이론의 에서 보면 좀더 엄격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 최소한

과잉 지의 원칙에 따른 심사를 항상 하 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다. 객  건에 한 직업 택   한(허가 )

① 헌결정

a) 취업기회나 자격취득기회의 사실상 박탈

1990. 10. 8.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1항에 한 헌법소원결정123)

에서 헌법재 소는 국・공립 사범 학 출신의 교육공무원 우선 임

용제는 사립 사범 학 졸업자 교직과정이수자들의 교육공무원취

업기회를 사실상 쇄하는 기능을 하므로 직업선택의 자유에 한

제한이며 이에 한 정당화근거가 없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경우는

교육공무원 임용에 한 것이므로 공무담임권의 침해가 우선 용

122) 이에 하여는 계희열, 헌법재 과 국가기능－헌법재 의 기능 제도 ( 할권 ) 한계

를 심으로－, 헌법재 소 창립10주년 기념 세미나, 한국 헌법재 의 회고와 망,

201-266 (220-222)면；방승주, 독일연방헌법재 소의 입법자에 한 통제의 범 와 강도,

헌법논총 제7집, 299-348(308 이하)면 참조.

123) 89헌마89, 례집 2, 332,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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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것으로 보았어야 하지 않을까 한다.

1990. 10. 15. 법무사법시행규칙에 한 헌법소원결정124)에서 법무

사법시행규칙 제3조 제1항은 법원행정처장이 법무사를 보충할 필요

가 없다고 인정하면 법무사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해도 된다는 것으

로서 상 법인 법무사법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모든 국민에게 부여

된 법무사 자격취득의 기회를 하 법인 시행규칙으로 박탈한 것이

어서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보았다.

와 같은 사례들은 자격과 련한 주 사유에 의한 제한과

련되면서도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도 취업의 기회를 사실

상 쇄하거나 자격취득의 기회 자체가 박탈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것은 오히려 객 사유에 의한 직업선택의 자유의 제한에 가깝

다고 보여진다.

b) 자격취소 는 직 해제

1990. 11. 19. 변호사법 제15조에 한 헌법률심 결정125)에서

헌법재 소는 법무부장 은 형사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된 변호사에

하여 그 결이 확정될 때까지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

하고 있는 변호사법 제15조는 과잉 지의 원칙에 배되어 헌법 제

15조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하 다.

그리고 1994. 7. 29. 사립학교법 제58조의2 제1항 단서 제3호

에 한 헌법률심 결정126)에서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에

하여 필요 으로 직 해제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립학교

법 제58조의2 제1항 단서 제3호는 제소된 사안의 심각한 정도,

증거의 확실성 여부 상되는 결의 내용 등을 고려하지 아니

하고 약식명령을 청구한 사건 이외의 형사사건으로서 공소가 제기

된 경우, 당해 교원이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의 진술이나 증거를 제

출할 방법조차 없이 일률 으로 결의 확정시까지 직 해제처분을

124) 89헌마178, 례집 2, 365.

125) 90헌가48, 례집 2, 393.

126) 93헌가3, 7, 례집 6-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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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과잉 지의 원칙에 배되어 헌법 제15

조를 침해한다고 하 다. 헌법재 소는 이 사건 법률규정이 사립학

교 교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으나127)

더 이상 직업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직업선택의 자유

에 한 제한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의 사건으로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기만 하면 그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유죄 결

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가의 여부와 무 하게 경우에 따라서

는 벌 형이나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큰 사건인 경우에 해서까

지도 당해 공무원에게 일률 으로 직 해제처분을 하지 않을 수 없

도록 한 규정은 헌법 제37조 제2항의 비례의 원칙에 반되어 직업

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헌법 제27조 제4항의 무죄추정의 원

칙에도 반된다고 본 1998. 5. 28의 구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 제

1항 단서에 한 헌법률심 사건128)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오히려 공무담임권 내지는 직업공무원제도에 배되는 것으로 보았

어야 하지 않을까 한다.129)

c) 법인의 설립 쇄

한편 1996. 4. 25. 축산업 동조합법 제99조 제2항에 한 헌소

원결정130)에서 헌법재 소는 “법인의 설립은 그 자체가 간 인

직업선택의 한 방법이다. 그런데 이 사건 심 상조항에 의하여

청구인의 법인설립(축 법 제4조에 의하여 축 은 법인이다)이 제

한됨으로써 헌법상의 직업의 자유가 제한된다”고 보았다.

d) 겸직 지

다음으로 겸직의 자유가 직업의 자유에 포함됨을 처음으로 언

127) 례집 6-2, 1 (13).

128) 96헌가12, 례집 10-1, 560.

129) 즉 헌법재 소는 기본권경합에 한 문제를 이미 1998. 4. 30. 95헌가16사건에서 다루었으

면서도 그 후의 결정인 이 사건에서 직업선택의 자유와 공무담임권 내지는 직업공무원제도

의 법 경합 계 즉 일반・특별 계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보여진다.

130) 92헌바47, 례집 8-1, 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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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 이에 한 지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함을 확인한 것으

로는 1997. 4. 24. 행정사법 제35조 제1항 제1호 등에 한 헌법소

원결정131)에서 다. 즉 일반 으로 겸직 지규정은 당해 업종의 성

격상 다른 업무와의 겸직이 업무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

우에 제한 으로 둘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겸직 지규정을 둔 그 자

체만으로는 헌 이라 할 수 없으나, 법률 제35조 제1항 제1호

는 행정사의 모든 겸직을 지하고, 그 반행 에 하여 모두 징

역형을 포함한 형사처벌을 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으므

로 공익의 실 을 하여 필요한 정도를 넘어 직업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헌 규정이라는 것이다.

e) 공직취임 지

그리고 1997. 7. 16. 검찰청법 제12조 제4항 등에 한 헌법소원

결정132)에서 “검찰청법 제12조 제4항은 검찰총장 퇴임후 2년 이내

에는 법무부장 과 내무부장 직 뿐만 아니라 모든 공직에의 임명

을 지하고 있으므로 심지어 국․공립 학교 총․학장, 교수 등

학교의 경 과 학문연구직에의 임명도 받을 수 없게 되어 있다. 그

입법목 에 비추어 보면 그 제한은 필요 최소한의 범 를 크게 벗

어나 직업선택의 자유와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허용될 수 없다”고 시하 다. 이 경우 역시 공무담임권은 직업선

택의 자유에 비해 특별법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직업선택의 자유

의 침해를 언 하고 있는 것은 기본권 경합의 법리가 아직 정리되

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② 합헌결정

a) 경업 지

다음으로 경업 지의무와 직업선택의 자유의 제한문제를 처음으

로 다룬 것으로는 1996. 10. 4. 상법 제41조 제1항에 한 헌법률

131) 95헌마90, 례집 9-1, 474 (480).

132) 97헌마26, 례집 9-2,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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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결정133)에서이다. 이 결정에서 헌법재 소는 “ 업양도인의 경

업가능성은 업의 종류 업지 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어 경업 지구역과 기간을 세분한다는 것이 입법기술상 쉽지 아

니할 뿐 아니라, 구 상법(1984. 4. 10. 법률 제3724호로 개정되고

1994. 12. 22. 법률 제4796호로 개정되기 의 것) 제41조 제1항은

그에 반하는 특약을 인정하고 있고 그 반에 한 처벌규정을 두

고 있지 않으며 경업과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 계가 있어야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서 일률 인 경업 지구역 기간의 설정에

서 오는 불합리성이 완화되고 있는 등에 비추어 입법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잉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결정하 다.

그러나 서울특별시와 같은 범 한 지역 내에서도 동, 구 구별

없이 양도 후 10년간 경업 지 간주를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규정

은 양도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 것이 아닌가 생각

된다. 이 경우 오히려 양수인이 직업선택의 자유에 간 으로 구

속된다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 한다(간 제3자효)134).

b) 직업허가

1996. 10. 31. 직업안정 고용 진에 한법률 제10조 제1항 등에

한 헌소원결정135)에서 헌법재 소는 “이와 같이 직업소개업은

그 성질상 사인이 리목 으로 운 할 경우 근로자의 안 보

건상의 험, 근로조건의 하, 공 도덕상 해로운 직종에의 유입,

미성년자에 한 착취, 근로자의 피해, 인권침해 등의 부작용이

래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유료직업소개사업은 노동부장

의 허가를 받아야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것은 그 목 의 정당

성, 방법의 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등에 비추어 볼

133) 94헌가5, 례집 8-2, 228.

134) 이에 하여는 BVerfGE 81, 242; Georg Hermes, Grundrechtsschutz durch Privatrecht auf

neuer Grundlage?, NJW NJW 1990, S. 1764 ff 참조.

135) 93헌바14, 례집 8-2, 422. 최근 같은 결정으로 1998. 11. 26. 97헌바31, 직업안정법 제33조

등 헌소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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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합리 인 제한이라고 할 것이고 그것이 직업선택자유의 본질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면서 직업소개업의 허가

의 종류와 내용 기 등을 모두 통령령에 임한 것도 포 임

입법 지의 원칙에 배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 경우는

객 허가요건에 의한 제한에 해당되고, 객 허가요건에 의한

직업선택의 자유의 제한은 압도 으로 요한 공익 사유에 의하

여 정당화될 수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는 것이 단계이론의 용이

다. 따라서 허가의 종류와 내용, 기 등은 반드시 법률로 정할 것

이고 이를 모두 통령령에 임한 것은 반 의견과 같이 포 임

입법 지의 원칙에 배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이

하 Ⅵ. 직업의 자유의 제한과 포 임입법 지의 원칙 참조).

c) 정년제도

정년제도 역시 객 인 사유에 의한 직업선택의 자유의 제한이

라고 할 수 있다. 헌법재 소는 1997. 3. 27.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제1항 제1호 등에 한 헌소원결정136)에서 공무원정년제도가 직

업공무원제도를 규정한 헌법 제7조와 공무담임권을 규정한 헌법 제

25조에 반되지 않는다고 보면서도 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

하지 않는다고 하 다.

d) 당연퇴직

그리고 당연퇴직규정도 객 요건에 의한 직업선택의 자유의

제한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헌법재 소는 1997. 11. 27. 국가공무

원법 제69조 등 헌소원 등 결정137)에서 “공무원에게 가해지는 신

분상 불이익과 보호하려는 공익을 비교할 때 고 이상의 형의 집

행유 결을 받은 것을 공무원 임용 결격 당연퇴직사유로 규

정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입법자의 재량을 일탈하여 직업선택의 자

유나 공무담임권, 평등권, 행복추구권, 재산권등을 침해하는 헌의

136) 96헌바86, 례집 9-1, 325.

137) 95헌바14 등 병합, 례집 9-2, 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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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조항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하 다.

라.   결

헌법재 소는 헌법 제15조의 직업선택의 자유에 하여 직업행사

의 자유와 직업선택의 자유를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직업의 자유로

해석하면서 직업선택의 자유에 한 규제에 있어서보다는 직업행사

의 자유에 한 규제에 있어서 국가가 보다 넓은 형성의 자유를 갖

게 된다고 함으로써 단계이론을 용하고 있다.

그러나 직업수행의 자유의 제한과 직업선택의 자유의 제한을 나

어서 각각의 요건의 엄격성을 달리한다는 은 인정하면서도 직

업수행의 자유가 아닌 직업선택의 자유의 제한의 경우에 어느 정도

의 엄격한 요건이 필요한지를 아직 정형화시키지 못하고 있다. 특

히 주 요건에 의한 직업선택의 자유의 제한과 객 요건에

의한 직업선택의 자유의 제한이 각각 어떠한 공익 사유가 필요한

지에 하여 구별가능한 기 을 제시하기 보다는 단순히 과잉 지

의 원칙의 반여부만을 심사하고 있는 모습은 직업선택의 자유의

제한에 있어서 과잉 지의 원칙의 구체화라고 할 수 있는 단계이론

이 아직도 정착단계에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해 다.

Ⅴ. 직업   한과   

입법자가 공익을 하여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헌인지 여

부를 통제함에 있어서 헌법재 소가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를 어떠한

경우에 어느 정도로 인정해 것인지가 문제된다.138) 이러한 문제는

138) 이에 하여는 계희열, 헌법재 과 국가기능－헌법재 의 기능 제도 ( 할권 ) 한계

를 심으로, 헌법재 소 창립10주년 기념 세미나 발표문, 한국 헌법재 의 회고와 망,

1998, 201-266 (210-227)면; 방승주, 독일연방헌법재 소의 입법자에 한 통제의 범 와

강도, 헌법논총 제7집, 299-348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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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직업의 자유의 제한에 한 단계 구조가 그 해답을 주고 있다

고 할 수 있다. 즉 보호되어야 할 공익 사유의 요성과 그에 한

험의 정도 긴박성에 따라서 직업의 자유의 제한의 단계가 나

어지게 되는데 이러한 단계에 맞추어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에 한

헌법재 소의 통제의 강도 역시 단계화된다고 할 수 있다.

우선 직업행사의 자유를 규제하는 역에서는 원칙 으로 헌법재

소는 입법자가 국민에게 지나친 부담을 주거나, 기 가능성이 없

는 의무를 부과하여 입법재량의 한계를 명백히 일탈하지 않았는지

의 여부만을 심사하는 명백성 통제에 머문다.139) 즉 그만큼 입법자

에게 넓은 형성의 자유를 부여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주 요건에 의한 직업선택의 자유의 제한의 경우에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는 보다 제한될 수밖에 없다. 이 경우에 입법

자는 단순히 공익을 합리 으로 고려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

고 개인의 자유보다 우선하는 보다 우월한 공익이 보호될 필요가

있을 때에만 이러한 제한이 가능하다. 과잉 지의 원칙의 반여부

를 어느 정도로 엄격하게 할 것인가는 기본권 제한입법을 정당화하

는 공익 사유와 그 험의 정도 험을 방지하기 한 수단의

합성, 필요성 기 가능성이 입증 가능하여 헌법재 소에 의한

완 한 사법심사가 가능한지, 아니면 이러한 문제에 하여 입법자

의 단여지 내지는 측의 여지가 불가피하게 인정되어야 할지에

따라서 개별 인 경우에 상이하게 단될 수밖에 없다.140)

끝으로 객 인 요건에 의한 직업선택의 자유의 제한, 즉 직업

허가의 제한이 문제가 될 경우에는 입법자에게 보호되어야 할 공익

의 요성, 그 사실 인 험의 정도 투입된 수단의 합성, 필

요성과 련하여 단여지와 평가의 우선권(Einschätzungspräroga-

tive)이 인정될 수 없다. 그러한 한 객 인 입증책임이 입법자에

139) BVerfGE 7, 377 (405 ff.).

140) Hans-Jürgen Papier, DVBl. 1984, S. 801 ff.(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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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있다. 따라서 입법자의 험에 한 구체 인 측과 조치의

합성 필요성이 입증될 수 없을 경우에는 곧바로 직업의 자유의

침해가 인정된다.141) 그러므로 이 경우에는 보통 소 내용통제142)

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 헌법재 소 역시 체로 직업행사의 규제 역에서는 과잉

지의 원칙을 심사함에 있어서 입법목 을 달성하기 한 수단의

선택에 있어서는 입법자에게 넓은 형성의 자유가 인정된다고 하면

서 명백성통제에 입각한 심사를 하고 있다.143) 한 일정한 문분

야에 한 자격제도를 마련함에 있어서 그 제도를 마련한 목 을

고려하여 정책 인 단에 따라 자유롭게 제도의 내용을 구성할 수

있고, 그 내용이 명백히 불합리하고 불공정하지 아니하는 한 원칙

으로 입법부의 정책 단은 존 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입법자

의 형성의 자유를 넓게 인정하고 하고 있다.144) 따라서 주 사유

에 의한 직업선택의 자유에 한 제한의 경우 오히려 직업수행의

자유의 제한에 있어서보다 입법자에게 더욱 넓은 형성의 자유를 부

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향은 직업의 자유에 제한에 있어

서 단계이론의 용이 올바르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을 말해

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직업행사의 자유의 제한과 주 사유 객 사유

에 의한 직업선택의 자유의 제한에 있어서 술한 공익 사유의

요성과 그에 한 험의 정도 긴박성, 그리고 방법의 정성

과 침해의 최소성 등이 각각의 경우에 어느 정도로 입증가능한지,

그리고 그에 따라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를 어느 정도로 인정할 수

141) Hans-Jürgen Papier, DVBl. 1984, S. 801 ff.(805).

142) 이에 하여 계희열, 앞의 논문 223면；방승주, 헌법논총 제7집, 299-348(315-319)면 참조.

143) 가령 1996. 4. 25. 92헌바47, 례집 8-1, 370; 1996. 4. 25. 95헌마331, 례집 8-1, 465

(473); 1998. 2. 27. 97헌마64, 례집 10-1, 187 (197).

144) 1996. 4. 25. 94헌마129 병합, 례집 8-1, 449 (460); 1997. 11. 27. 97헌바10, 약사법 부칙

제4조 제2항 헌소원, 례집 9-2, 651; 1998. 2. 27. 96헌바5, 미수복지등에서귀순한의약업

자에 한특별조치법 부칙 제4항 헌소원, 례집 10-1, 131; 1998. 7. 16. 96헌바33 등 병

합,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2항 헌소원, 헌법재 소공보 1998. 10. 1. 제29호, 6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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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겠는지에 한 문제는 아직 체계 으로 충분히 정리되었다고 볼

수 없는데 이러한 은 앞으로의 례의 발 과정에서 보다 정리되

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Ⅵ. 직업   한과 포 지  원

헌법 제75조의 포 임입법 지의 원칙이란 법률에 이미 통령

령으로 규정될 내용 범 의 기본사항이 구체 으로 규정되어 있

어서 구라도 당해 법률로부터 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의 강을

측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145) 헌법재 소에 따르면 임입법

의 구체성・명확성의 요구정도는 그 규제 상의 정도와 성격에 따

라 달라질 것이지만, 국민의 기본권을 직 으로 제한하거나 침해

하는 내용의 법규에 있어서는 일반 인 부행정법규에서와는 달

리, 그 임의 요건과 범 가 보다 엄격하고 제한 으로 규정되어

야 한다.146) 물론 그 측가능성의 유뮤를 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특정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단할 것이 아니고 련 법조항 체를

유기 ・체계 으로 종합 단하여야 하며, 각 상법률의 성질에

따라 구체 ・개별 으로 검토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147)

문제는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임입법의 경우, 포 임입법

지원칙에 한 반여부를 심사148)함에 있어서 그 임입법의 구

145) 헌 집 7-2, 598 (607)과 그곳의 인용들 참조.

146) 행정부의 조치나 행정입법이 국민의 기본권 역과 한 련이 있으면 있을 수록 그만

큼 더 많이 법률 근거를 필요로 하며, 임입법의 경우에도 행정입법의 규율 역이 기본

권 지 를 제한하면 할 수록 그만큼 엄격한 기 이 요구된다고 하는 것이 독일 연방헌법

재 소의 례이기도 하다. 이에 하여 Gunnar Folke Schuppert, Self-restraints der

Rechtsprechung, DVBl. 1988, S. 1191 ff.(1194)와 그곳의 인용들 참조.

147) 1998. 2. 27. 97헌마64, 례집 10-1, 187 (195).

148) 1996. 10. 31. 93헌바14, 직업안정 고용 진에 한법률 제10조 제1항 등 헌소원, 례집

8-2, 422; 1996. 8. 29. 94헌마113, 지가공시 토지등의평가에 한법률시행령 제30조 등 헌

확인, 례집 8-2, 141; 1997. 4. 24. 95헌마273, 행정사법시행령 제2조 제3호 헌확인, 례

집 9-1, 487; 1997. 11. 27. 96헌바12, 구 방문 매등에 한법률 제18조 제1항 등 헌소원,

례집 9-2, 607; 1998. 2. 27. 97헌마64, 공 생법시행규칙 [별표3] 2의 나의 (2)의

(다)목 헌확인, 례집 10-1, 187; 1998. 5. 28. 96헌가1, 의료보험법 제33조 제1항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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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성・명확성 내지 측가능성의 요구정도를 어느 정도까지 할 것

인지이다. 단계이론에 따르면, 직업의 자유의 제한은 직업행사의 자

유의 제한으로부터 주 사유에 의한 직업선택의 자유의 제한과

객 사유에 의한 직업선택의 자유의 제한으로 향할 수록 그 침

해의 성이 증가된다는 것이므로 포 임입법 지의 원칙 반

여부의 심사에 있어서도 임입법의 구체성・명확성 내지 측가능

성의 요구정도는 바로 이러한 단계에 따라서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 즉 직업선택의 자유에 한 제한의 경우에

있어서는 직업행사의 자유에 한 제한의 경우보다, 그리고 객

사유에 의한 직업선택의 자유에 있어서는 주 사유에 의한 경우

보다 임입법의 근거가 되는 법률의 내용이 보다 구체 이고 명확

하여 임입법에 의하여 행해질 기본권제한의 내용이 보다 측가

능하도록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에서 보면 1996. 10. 31. 직업안정 고용 진에 한법

률 제10조 제1항 등에 한 헌소원결정149)과 한 동일한 내용을

다룬 1998. 11. 26. 직업안정법 제33조 등에 한 헌소원결정150)은

포 임입법 지의 원칙 반여부의 결론을 달리 할 수 있었지 않

았을까 생각된다. 즉 여기에서 문제된 법률은 단계이론에 의하면

객 허가요건에 의하여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이다.

그러므로 이 경우에는 기본권제한을 법률에 의해서 해야만 할 것이

고 임입법에 의한 제한은 극히 외 인 사례에 국한해야 할 것

이며 그러한 경우에도 기본권제한의 내용이 구체 으로 측가능하

도록 법률에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법

률은 유료직업소개사업허가의 종류, 요건, 상 기타 허가에 필요한

사항은 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임하고 있는데 이것은 헌법상 포

임입법 지의 원칙에 배된다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 한다.151)

제청, 례집 10-1, 509; 1998. 11. 26. 97헌바31, 직업안정법 제33조 등 헌소원.

149) 93헌바14, 례집 8-2, 422 (432 이하).

150) 97헌바31.



262

이에 반해 1998. 5. 28. 의료보험법 제33조 제1항 헌법률심 결

정152)은 직업의 자유의 제한과 포 임입법 지의 원칙을 모범

으로 잘 다루고 있다. 헌법재 소는 이 사건에서 문제된 법률규정

이 입법 임을 하면서 “보건복지부장 이 정하는 바에 따라”라고

하는 형식을 사용함으로써 법규명령에 임한 것인지 행정규칙에

임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에 임입법의 한계의

일탈여부가 엄격하게 심사되어야 한다고 하고 있다. 결론 으로 헌

법재 소는 의료보험요양기 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는 그 지

정취소의 경우, 국회는 그 취소의 사유에 하여 국민들의 정당한

의료보험수 권의 보호․보험재정의 보호 의료보험 수 질서의

확립이라는 공공복리 내지 질서유지의 필요와 그 지정취소로 인하

여 의료기 등이 입게 될 불이익 등을 비교형량하여 일반 국민이

그 기 을 강이라도 측할 수 있도록 법률로서 명확히 정하여야

하고, 하 법령에 임하는 경우에도 그 구체 인 범 를 정하 어

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는 그 지정취소 사유의

강이라도 측할 수 있게 규정하지 아니한 채 보건복지부장 에게

포 으로 백지 임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상 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헌법 제75조 제95조에 반된다고 보았다.

의료보험요양기 의 지정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의료기 개설자

는 의료보험환자의 진료와 치료 등을 하지 못하게 되고 이로 인하

여 막 한 재정 손실을 보게 된다. 이 경우는 그만큼 기본권침해

의 성이 심한 경우로서 직업선택의 자유의 제한에 가까운 직업

행사의 자유의 제한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임

입법의 한계는 더욱 엄격하게 지켜져야 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헌법재 소의 입장은 타당하다고 보여진다.

그밖에 감정평가업자의 종별에 따라 업무범 등이 다름을 제

151) 동지, 93헌바14사건의 김진우, 황도연, 이재화, 조승형 재 의 반 의견, 례집 8-2, 422

(435 이하)과 97헌바31사건의 이재화, 조승형재 의 반 의견.

152) 96헌가1, 례집 10-1, 509 (514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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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여 명시 으로 그에 따른 업무범 는 업무지역의 규정을

통령령에 임하고 있는 지가공시 토지등의평가에 한법률시행

령 제20조 제1항과 제2항은 구체 으로 감정평가업자의 종별에 따

른 업무범 등을 임하고 있다고 본 1996. 8. 29. 지가공시 토지

등의평가에 한법률시행령 제30조 등에 한 헌법소원결정153)과,

1997. 4. 24. 행정사법시행령 제2조 제3호에 한 헌법소원결정154),

1997. 11. 27. 구 방문 매등에 한법률 제18조 제1항 등에 한

헌소원결정155), 1998. 2. 27. 공 생법시행규칙 [별표3] 2의 나

의 (2)의 (다)목에 한 헌법소원결정156) 등의 경우는 해당법률이

모두 직업행사에 한 규제에 해당하고 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

지 않았다고 보고 있는 바, 이와 같은 헌법재 소의 결론들은 상술

한 단계이론에 따른 임입법의 한계의 엄격성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모두 무난한 결론이었다고 보여진다.

Ⅶ. 직업   한과 신뢰보  원

1. 헌 상 신뢰보  원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리로부터 신뢰보호의 원칙이 도출157)되는데,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원칙 으로 소 효를 가지는 입법은 지된

다.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입법의 경우에도 그것은 마찬가지이다.

소 입법에는 헌법재 소 례에 따르면 진정소 입법과 부진정

소 입법으로 나뉜다.158) 자의 경우는 개정법률의 발효 이 에 이

153) 94헌마113, 례집 8-2, 141.

154) 95헌마273, 례집 9-1, 487.

155) 96헌바12, 례집 9-2, 607.

156) 97헌마64, 례집 10-1, 187.

157) 1995. 6. 29. 94헌바39, 례집 7-1, 896 (910).

158) 1995. 10. 26. 94헌바12,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3조 등 헌소원, 례집 7-2, 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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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완료된 요건에 개정 보다 불리한 법 효과를 결부시키는 개

정법률의 경우159)이고 후자의 경우는 아직 완료되지 않고 재 진

행 인 요건에 하여 보다 불리한 법 효과를 결부시키는 개정법

률의 경우160)라고 할 수 있다. 진정소 입법의 경우에는 원칙 으로

국민의 신뢰이익이 개정법률에 의해서 추구하는 공익보다 우선하여

보호되므로 이러한 법률은 원칙 으로 지된다. 그러나 부진정소

입법의 경우는 원칙 으로 허용되는데, 입법자는 국민의 신뢰이

익과 입법자가 추구하는 공익간의 법익형량을 통해서 어느 것이 우

선 으로 보호되어야 할지를 결정하여야 하며 공익을 하여 부진

정소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서도 경과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신뢰이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161)

직업의 자유와 련하여서는 입법자가 서로 유사한 직종을 통합

하거나 새로운 직종을 신설함에 있어서 기존 종사자들의 이해 계

를 어느 정도까지 보호할 것인지, 한 국가가 일정한 자격제도 등

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가 이를 폐지한 경우에 이러한 자격을

취득하기 하여 상당기간동안 직업을 비하고 있던 개인은 과거

의 국가 제도를 신뢰하고서 직업을 선택하기 하여 노력하여 왔

었기 때문에 그의 자격취득에 한 기 이익은 과연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등의 문제가 제기된다. 즉 이것은 부진정소

159) BVerfGE 30, 272 (285 f.).

160) BVerfGE 30, 367 (386); 30, 292 (402); 63, 312 (328 ff.).

161) 이러한 진정소 효와 부진정소 효의 구분과는 달리 최근 독일 연방헌법재 소의 제2재

부는 소 효를 새로이 구분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즉 어떠한 법률의 용시 이 그 법률이

법 으로 존재하여 효력을 가지기 이 의 시 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그 법률은 소

효를 가진다(BVerfGE 63, 3434 (353); 72, 200 (241))는 것이다. 과거와 련된 그 밖의 모

든 경우를 연방헌법재 소의 제2재 부는 “요건의 소 련(tatbestandliche Rückank-

nüpfung)”이라고 지칭하면서 소 효와는 다른 헌법 기 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이러한

제2재 부의 입장이 과연 “법 효과의 소 ”만이 소 효 여부의 단기 이 될 수 있다는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체로 제2재 부가 말하고 있는 소 효는 기존의 진정소 효개념에

해당하고, 소 “요건의 소 련”은 기존의 부진정소 효개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결론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다고 지 되고 있다. 이에 하여 Bodo Pieroth, Die

neuere Rechtsprechung des BVerfG zum Grundsatz des Vertrauensschutz, JZ 1990, S.

279 ff,(280); Alfred Katz, Staatsrecht, Heidelberg 1994, Rdnr. 201 ff. 국내 문헌으로는 한

수웅, 법률개정과 신뢰보호, 부진정소 효에 한 헌법재 소 례평석을 겸하여, 인권과

정의 1997. 6, 76-9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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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를 가지는 입법이 될 것인데, 이와 같이 부진정소 입법이 이루

어지는 경우에는 원칙 으로 입법자에게 범 한 형성의 자유가

인정162)되지만 보호할 만한 국민의 신뢰이익을 해서는 경과규정

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163)

2. 약사   4  2항에 한 헌 원결

직업과 련한 법개정에 있어서 신뢰보호의 문제를 잘 다루고 있

는 것으로는 1997. 11. 27. 약사법 부칙 제4조 제2항 헌소원결정164)

을 들 수 있는데, 여기에서 헌법재 소는 법률이 개정되는 경우에는

기존 법질서와 사이에 어느 정도의 이해 계의 상충이 불가피하며

이 경우 구법질서에 하여 가지고 있던 당사자의 신뢰는 보호되어

야 한다고 하면서 법률의 개정시 구법질서에 한 당사자의 신뢰가

합리 이고도 정당하며 법률의 개정으로 야기되는 당사자의 손해가

극심하여 새로운 입법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 목 이 그러한

당사자의 신뢰의 괴를 정당화할 수 없다면 그러한 새 입법은 신뢰

보호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하고, 이러한 신뢰이익보호원칙의

배여부를 단하기 하여는 한면으로는 침해받은 이익의 보호가

치, 침해의 한 정도, 신뢰가 손상된 정도, 신뢰침해의 방법 등과 다

른 한면으로는 새 입법을 통해 실 하고자 하는 공익 목 을 종합

으로 비교․형량하여야 한다고 제하 다. 결론 으로 이 사건 법

률 이 부터 한약을 조제하여 온 약사들이 가지고 있었던 한약의 조

제권에 한 신뢰보호의 이익은 무한정한 것이 아니라 정한 유

기간을 두고서 보호될 수 있는 것165)이라고 본 헌법재 소의 결정은

162) 1997. 11. 27. 97헌바10, 례집 9-2, 651 (667).

163) Alfred Katz, Staatsrecht, Heidelberg 1994, Rdnr. 204; 직업을 비하던 자의 신뢰보호를

해서 어느 정도의 경과규정을 마련해야 할지를 부진정소 효의 에서 다루어야 한다고

한 독일연방헌법재 소 례로는 BVerfGE 75, 246 (279 f.) 참조.

164) 97헌바10, 례집 9-2, 651.

165) 례집 9-2, 651 (670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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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진정소 입법의 문제를 잘 다룬 결정이었다고 할 것이다.

3. 료 시행규 에 한 헌 원결

한편 1993. 3. 11. 의료법시행규칙에 한 헌법소원결정166)에서 헌

법재 소는 구 의료법 부칙 제3항이 침구사제도를 폐지하면서 침구

사자격 취득을 비하고 있던 사람들을 한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

으므로 입법부작 로서 헌이라고 하는 청구인의 헌법소원을 이

사건 규정이 부진정입법부작 에 해당하며 이 경우는 극 으로

법률에 한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하는데 이미 청구기간이 경과

했으며,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 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

하기 한 국가의 행 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 음이 명백함

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은 경우

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진정입법부작 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각하하 다.167)

그러나 문제는 구 의료법 부칙 제3항의 경과규정을 합격여부가

미정인 침구사 시험 비 이던 사람의 이른바 기 이익을 고려하

지 않겠다는 극 인 배제규정으로 볼 때 그것이 신뢰보호의 원칙

상 정당화될 수 있겠는가이다. 오히려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하여

침구사학원까지 수료한 청구인과 같은 부류의 사람들에 한 보호

에 한 문제가 언 되지 않았다면 이는 진정입법부작 에 해

당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이다. 이러한 신뢰이익을 보호할 의무는

헌법상 법치국가원리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입법자에게는 극 인

행 의무 내지는 보호의무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에 응하

지 않은 것은 진정입법부작 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이 결정은 신뢰보호의 에서 지나치게 청구인에게 불리한

해석을 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을 주고 있다고 할 것이다.

166) 89헌마79, 례집 5-1, 92.

167) 례집 5-1, 92 (101-102).



267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으로 1993. 9. 27. 침구사자격취득에

한 헌법소원결정168)을 들 수 있는데 이 결정에서의 이시윤, 김양

균재 의 보충의견은 술한 의문 을 어느 정도 반 하고 있다

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만일 이제라도 입법자가 침구 문시술

의 문화를 하여 일본식의 문침구사제도를 선택한다면 이 사

건에서 문제되는 침구사자격의 시험 비생의 경우에는 그 기 이익

은 자연히 보호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며, 그 다면 청구인들의

지 가 보호되느냐의 여부는 근본 으로 침구사제도를 다시 부활하

느냐의 여부와 직결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

러한 문제는 정책 문제이지 헌법소원의 상으로 삼기에는 부

합하다고 하고 있다.

4. 공립 등 원우 용    등에 한 

헌 원

다음으로 신뢰이익의 보호가 문제된 사건으로는 1995. 5. 25. 국

공립 등교원우선임용의 법 기 권 등에 한 헌법소원169)을 들

수 있다. 이 사건에서 문제된 것은 헌법재 소에 의하여 1990. 10.

8. 평등원칙과 직업선택의 자유의 침해를 이유로 헌선언한 구 교

육공무원법 제11조 제1항에 근거한 국공립 등교원 우선임용권인데

헌법재 소는 이러한 경우에 그들이 우선임용권을 신뢰하거나 기

하 다는 이유만으로 헌법에서 유래하는 국가의 보호의무가 생겼다

고 할 수 없다고 하면서 국회의 경과규정에 한 입법부작 교

육부장 의 경과조치부작 에 한 헌법소원을 각하하 다. 그리고

교육부장 의 1990. 2. 27.의 개정 교육공무원법 부칙 제2항에 따른

신뢰이익 보호조치에 하여 1993. 3. 23.에 이르러 한 헌법소원청

168) 89헌마248, 례집 5-2, 284.

169) 90헌마196, 례집 7-1, 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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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청구기간의 도과를 이유로 각하하 다. 헌법재 소의 헌결

정은 법률을 폐지하는 효과가 있고 그에 따라 일정한 직업에의 임

용과 련한 법제도가 폐지되는 경우에는 이미 임용을 한 자격을

갖추고 기하고 있던 자에 한 신뢰보호의 문제는 입법자에 의한

개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발생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과 같은 부류의 임용 기자에 한 경과규정의 필요성

은 신뢰보호의 원칙상 인정될 수 있다고 볼 것이고 그에 한 진정

입법부작 와 추후의 입법조치의 불완 성을 따지는 헌법소원에

하여 청구기간 도과로 각하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하여 의문을 제

기하는 조승형 재 의 반 의견은 주목할 만 하다.

5. 1994학 도 울 학  신 생 시안에 한 

헌 원결

끝으로 1994학년도 신입생선발입시안에 한 헌법소원결정170)에

서 헌법재 소는 서울 학교의 94학년도 학입학고사주요요강에서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의 침해여부를 신뢰보호의 원칙의 에서

다룰 수 있었을 것이다. 만일 서울 학교가 최소한 그 다음 해인

1995학년도부터 개정된 신입생선발입시안을 실시하기로 하 다거나

아니면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에게는 종 의 시험제도를 그 로

용하기로 하는(즉 3년의 비기간을 두는) 경과규정을 두었다면 청

구인들과 같이 서울 학교를 목표로 일본어를 제2외국어로 선택하

여 이미 1년 이상 비해 왔던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의 신뢰이익

은 침해되지 않을 수 있었다는 에서 이 사건의 결론은 달리 내릴

수도 있었다고 생각된다.171)

170) 1992. 10. 1. 92헌마68 등, 례집 4, 659. 이에 한 평석으로는 김선택, 공법인의 기본권주

체성과 기본권제한의 특수문제로서 기본권충돌의 법리, 고려 학교 법학연구소, 례연구

제7집, 1995. 9. 65면 이하; 한수웅, 법률개정과 신뢰보호, 인권과 정의 1997. 6. 76-97

(93-95); 석, 1994학년도 서울 학교 신입생선발시안에 한 헌법소원, 사법행정 1993.

4. 40-5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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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직업   

1. 헌 재  

헌법재 소는 일정한 자격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그러

한 자격을 보호하는 입법을 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그러한 입법

부작 가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거나, 일정한

분야의 업에 한 배타 이고 독 인 권한을 주장하면서 국가

가 극 으로 이를 보호하기 한 입법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

하는 헌법소원에 하여는, “입법부작 에 한 헌법재 소의 재

할권은,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해 법령에 명시 인 입법 임

을 하 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 그리고 헌법해석

상 특정인에게 구체 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지 한 국가의

행 의무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 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

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제

한 으로 인정할 것”이라며 각하결정을 해 오고 있다. 그러한 사례

에 해당되는 것으로는 1991. 9. 16. 약사 리제도 불법운용과 한약

업사업권 침해에 한 헌법소원결정172), 1991. 11. 25. 침술의사자격

에 한 헌법소원결정173), 1992. 12. 24. 의사국가시험응시자격에

한 헌법소원결정174), 1993. 11. 25. 한방의료제도운용과 침구사업권

171) 동지, 한수웅, 의 논문, 95면; 석, 의 논문, 49면.

172) 89헌마163, 례집 3, 505. 이 결정에 한 평석으로는 이승우, 약사법에 한 헌법재 소결

정의 평석, 사법행정 1993. 9. 44-49면.

173) 90헌마19, 례집 3, 599.：“외국에서 침구사자격을 얻은 사람들을 하여 국내에서도 그들

의 침구사자격을 인정하는 법률을 제정하여야 한다는 헌법상의 명시 임은 없으며 달리

그러한 내용의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보호하여야 할 입법자의 행 의

무 내지 보호의무가 존재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고, 오히려 국가의 국민보건을 한

보호의무를 규정한 헌법 제36조 제3항에 의하여 청구인들에게 침구사자격을 인정하여야 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범 한 입법형성권을 가진 입법자가 국민보건향상이

라는 공공복리를 고려하여 합목 으로 정할 재량사항이라 할 것이다. 그 다면 청구인들

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입법자의 입법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270

에 한 헌법소원결정175), 1998. 6. 16. 침구사자격시험폐지에 한

헌법소원결정176)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최근 헌법재 소는 입장과는 달리 1998. 7. 16. 96헌마

246, 문의 자격시험 불실시 헌확인 등 결정에서 행정입법부작

를 헌으로 확인하 다. 이 결정에서 헌법재 소는 주 허가

요건에 의한 직업선택의 자유의 제한(면허제도)에 하여, 이를 직

업선택의 자유를 면 으로 지시켜 놓은 다음 일정한 자격을 갖

춘 자에 한하여 회복시켜 주는 것으로 설명하면서, 청구인들이 치

과 학을 졸업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치과의사 면허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공의수련과정을 사실상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치과

문의를 시행하기 한 시행규칙의 미비로 일반치과의로서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은 직업으로서 치과 문의를 선택하고 이를 수행할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시하 다.

2. 평  가

진정입법부작 에 한 헌법소원을 각하하면서 국가의 극 인

작 의무나 보호의무가 헌법 으로 명시되지 않았다고 하는 이유로

청구인의 헌법소원을 각하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에 한 국가

의 극 인 보호의무나 신뢰보호의 원칙의 에서 보면 다소 미

흡한 면이 없지 않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가령 국민이 국가에

게 극 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소 ‘알 권리’177) 역시

174) 90헌마174, 례집 4, 930.

175) 90헌마209, 례집 5-2, 433: “기득권 보호의 차원에서 아직 존치시키고 있는 재의 침구

사만이 독 이고 배타 인 침구술업권을 갖도록 보호하고 한의사 등은 침구시술을 지

시키는 내용의 입법의무가 입법자에게 생길 명백한 경우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한

원래 헌법상의 직업선택의 자유로부터 자유경쟁원리를 배제하여 기존의 침구사들에게만 독

이고 배타 인 권한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아볼 수 없고, 에서 시한 바와 같

은 경 로 한의사에게 의료행 의 일종으로서의 침구시술을 할 수 있게 한 것은 국민의 보

건에 하여 국가의 보호의무 이행에 한 입법자의 입법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다.”(442)

176) 98헌마184.

177) 1989. 9. 4. 88헌마22, 례집 1, 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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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와 같은 내용을 결코 헌법이 직 명시하고 있지는 않다는 만

상기해 보더라도 입법부작 와 련하여 직업을 보호하도록 임하

고 있는 헌법 규정이 없다고 하는 논거는 지나치게 청구인에게

불리하게 헌법을 해석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을 주고 있다.

따라서 최근에 행정입법부작 와 련하여 헌법재 소가 극

으로 헌을 확인한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에 한 극 인 보호의

무의 178)에서는 매우 고무 인 결정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Ⅸ. 결  어

이상으로 우리 헌법재 소의 지난 10년간의 례를 심으로 직

업의 자유와 련한 제반 문제를 검토하 다. 그 결과를 간단히 요

약하면 다음과 같다.

헌법재 소는 직업선택의 자유의 보호 역을 넓게 인정함으로써

직업수행의 자유와 직업선택의 자유를 포함해서 국민의 직업생활

역을 포 으로 보호하려 하고 있다.

직업선택의 자유와 타기본권과의 경합문제에 하여는 체로

련되는 모든 기본권의 반여부를 심사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

이 여러 가지 기본권이 하나의 행 에 동시에 련될 경우에 어떠

한 기본권을 용할 것인지를 기본권경합이론에 따라 더욱 체계

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그리고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단계이론에 따라 과잉

지의 원칙의 반여부를 심사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 직업수행의

자유의 제한에 있어서는 직업선택의 자유에 있어서보다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를 넓게 인정하고 있다. 다만 우리 헌법재 소는 주

사유에 의한 직업선택의 자유의 제한의 경우 입법자의 형성의

178) 이에 하여는 Georg Hermes, NJW 1990, S. 1764 ff.(176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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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를 직업수행의 자유의 제한의 경우보다 넓게 인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단계이론의 체계상 치 못하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직업

의 자유를 제한함에 있어서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의 문제 역시 직업의 자유의 제한의 단계에 따라 더욱 체

계화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직업선택의 자유의 제한을 입법자가 행정입법으로 임하는 경우

에 헌법재 소는 헌법 제75조에 따라 임입법의 한계를 지켰는지

를 심사하는데 이 경우 심사의 엄격성의 정도 역시 체 으로 직

업의 자유의 제한의 단계에 따라 조 되어야 하리라고 본다.

직업과 련한 입법자의 개정과정에서 기존에 구법에 의하여 보

호되던 직업을 가진 사람들의 신뢰보호의 문제를 몇 개의 결에서

다루고 있으나 체로 신뢰보호의 이익을 인정하기보다는 입법자의

공익을 우 에 두고 있으며 한 진정입법부작 를 주장하는 경우

에는 헌법상 국가의 극 인 행 의무 내지 보호의무의 결여를 이

유로 각하하고 있는데 신뢰이익의 보호와 기본권의 보호의무의

에서 보다 극 인 결정이 요청된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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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리말

財産權과 自由權은 상호간에 한 연 계가 있다. 財産權이

보장됨으로써 개인은 독립 인 생존의 근거를 마련할 수가 있으며

스스로의 책임하에 생활을 형성할 수 있다. 自由權이 개인의 모든

생활 역에 있어서 스스로 책임지는 활동을 보장하는 것이라면 財

産權은 그러한 활동을 통하여 획득한 재산의 존속을 보호하는 것이

다. 이에따라 財産權은 自由權에 한 필연 인 보완이며 개념 인

한 을 이루고 있다.1)

한국헌법 10조는 헌법질서의 최고의 구성원리와 가치규범으로서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개념은 경제 인 實體를 아울러 갖고 있으며 이는 일정한 수

의 재화와 생활조건의 존재를 제하고 있다.2) 이는 내용 으로 개

인이 자신과 그의 가족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마련하기 하여 필요

한 실질 재화의 불가침의 존속을 의미한다. 憲法裁判所는 우리헌

법은 사유재산제도와 시장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고 있음을 선언하

고 있는바 “이는 국민 개개인에게 자유스러운 경제활동을 통하여

생활의 기본 수요를 스스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고 사유재산과

그 처분 상속을 보장해주는 것이 인간의 자유와 창의를 보장하

는 지름길이고 궁극에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증 시키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이상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시하여 財

産權과 自由權의 상호 계를 강조하고 있다.3)

제헌헌법은 基本權으로서 財産權을 처음으로 보장하 다. 제헌헌

1) W.Weber, Eigentum und Enteignung, in：Die Grundrechte II, S.353, 1954

2) Dürig, Der staat und die vermögenswerten öffentlich - rechtlichen Berechtigungen seiner

Bürger, FS für Apelt, 1958, S.24

3) 헌재 1989. 12. 22. 88헌가13, 례집 1. 368; 헌재 1993. 7. 29. 92헌마20, 례집 5-1.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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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15조는 그의 기본 인 체계와 구성에 있어 독일의 바이마르헌법

153조를 모델로 하여 “(1) 모든 국민의 財産權은 보장된다. 그 내용

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2) 財産權의 행사는 公共福利에 합하

도록 하여야 한다. (3) 公共必要에 의하여 국민의 財産權을 수용․

사용 는 제한함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당한 보상을 지

함으로서 행한다.”고 규정하 다.4) 이와 같은 제헌헌법의 財産權

規定은 그동안 9차례에 걸친 헌법개정과 련하여 모두 5차례나 바

었다. 이러한 변경에 있어서 제헌헌법 제15조 1항과 2항은

변경됨이 행헌법 제23조 1항과 2항에 그 로 존속되고 있는 반

면, 財産權에 한 公用侵害와 그에 한 損失補償規定만이 변경되

어 왔음은 그동안의 한국헌법의 財産權保障에 하여 많은 시사를

던져주고 있다. 해방이후 속한 國家建設, 經濟發展 現代化가

국가의 최우선과제가 되었던 지난날의 권 주의 독재체재하에서는

憲法上의 財産權保障기능은 거의 실 인 의미를 갖지 못하 으며

基本權으로서 財産權保障은 여타의 기본권들과 마찬가지로 명목

인 장식에 지나지 않았다. 단지 속한 개발과 화라는 역사

으로 부여된 국가임무의 실 과정속에서 토지를 심으로 한 개인

의 財産權의 수용, 사용, 제한이 불가피한 상으로 나타났으며 이

에따라 지난날의 財産權保障에 있어서 요한 실무 심사는 公

用侵害에 한 보상문제가 되었다. 그동안 5차례에 걸친 헌법상의

손실보상규정의 변경은 公用侵害와 이에 한 손실보상을 둘러싼

국가와 개인간의 첨 한 이해의 립과 갈등의 해결이 財産權保障

의 내용에 있어 핵심 인 역할을 하여왔다는 것을 말하여 주고 있

다. 여 히 신도시건설, 공업단지건설, 택지건설, 고속 철건설, 도

로건설을 한 개인토지의 수용 사용과 이에 한 보상문제는 損

失補償의 근거에 한 학설의 논쟁에서 볼 수 있듯이 행정법학에서

4) 제헌헌법의 기본권조항 안작성에 결정 인 역할을 하 던 유진오박사는 제헌헌법 15조가

Weimar헌법 153조를 모델로 하여 기 되었음을 명시 으로 밝히고 있다. 유진호, 헌법해의,

1952, 7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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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이론 이고 실무 인 문제로 다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憲法

23조 3항의 외 인 요건하에서 허용되는 公用侵害와 이에 한

보상문제는 헌법상의 財産權保障에 있어 하나의 제한된 역에 지

나지 않는다. 따라서 종래의 개인의 財産權保護는 행정법 인 차원

의 보호, 비록 그것도 내용 으로 볼 때 충분하지는 않았으나 財産

權侵害에 한 補償保護에 지나지 않았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1988년 9월 1일의 憲法裁判所의 설치는 한국헌정사에 있어 획기

인 轉換點을 이루고 있다. 비록 그의 權限과 構成 그리고 節次와

判決의 效力 등에 있어서 지 않은 문제 들을 갖고 있으나 憲法

裁判所는 그의 違憲法律審判, 憲法訴願審判, 權限爭議審判 등에

한 管轄權을 갖고 과거의 헌법재 기 들과는 달리 기본권을 침해

하는 법률과 행정작용을 헌.무효라고 선언함으로서 헌법의 수호

자로서 그리고 실 자로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특히 平

等의 原則이나 比例의 原則을 배하여 財産權을 침해하거나 그의

본질 인 내용을 침해하는 법률들을 違憲이라고 단하여 財産權의

內容과 限界를 형성하는 입법자에게 헌법 인 한계를 설정함으로써

違憲的인 國家權力의 行事로부터 개인의 財産權의 존속을 보호하여

왔다.

본 연구에서는 憲法上의 財産權保障의 이념과 規範構造를 이론

으로 상세히 고찰하고 이러한 財産權保障의 체체계속에서 지난

10년간의 憲法裁判所의 례들을 분석하고 照明함으로써 財産權保

護의 기능과 의미를 확인하고 향후의 法發展을 한 理論的 基盤을

제시하는 데 목 이 있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1998년 4월 30일

까지의 憲法裁判所의 判例를 상으로 하 으며 外國의 文獻과 判

例로는 한국의 헌법과 매우 유사한 재산권보장체계를 갖고 있으며

한국의 학설과 실무에 상당한 향력을 미치고 있는 獨逸의 文獻과

聯邦憲法裁判所의 判例를 참고하 음을 밝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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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憲法上  財産權保障內容

憲法 23조는 이른바 社 的 法治國家에 한 헌법의 근본 인 가

치결정의 하나로서 財産權을 보장하고 있다. 憲法 23조는 개인의

모든 재산 가치가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나 그것은 개인의

임의 이고 자의 인 행사에 속되고 있는 財産權에 한 보장이

아니라 社 的으로 羈束된, 즉 공공의 복리에 하여 의무지워지고

책임지고 있는 財産權에 한 보장을 의미한다. 憲法 23조는 自由

의 保障과 사회공동체에 한 義務사이에 존재하는 긴장 계를 직

으로 포착하여 이것을 시 상황에 따라 항상 새롭게 실화되

는 均衡關係로 확정시켜 나간다.

憲法 23조에 의한 財産權保障은 사유재산에 한 制度保障(Insti-

tutsgarantie)과5) 기본권으로서 개인의 財産權에 한 保障(Rechtss-

tellungsgarantie)이라는 두가지 보장내용을 갖고 있다. 양자는 상호

간에 한 련이 있는바 한편으로는 개인의 기본권으로서 구체

인 財産權에 한 보장은 사유재산이라는 제도가 허용하는 한계

내에서 의미를 갖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 사유재산의 제도보장의

의미와 가치는 그것이 얼마만큼 개인의 구체 인 財産權의 확보를

하여 효과 인 근거를 제공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6)

1. 私有財産  制度保障

5) 제도보장에 하여：Carl Schmitt, Freiheitsrechte und institutionelle Garantien in der

Reichsverfassung, 1931, S.20 ff. Carl Schmitt는 공무원제도나 지방자치제도와 같은 공법상

의 제도에 한 헌법상의 보장을 제도 보장(institutionelle Garantie)이라고 정의한 반면 재

산이나 상속과 같은 통 인 규범체계와 법 계로 이루어진 사법상의 제도에 한 헌법

상의 보장을 제도보장(Institutsgarantie)이라고 표 하고 있다.

6) W. Weber, aaO, S. 355 ; Kimminich, Bonner Komm. GG, Art. 14 Rdn.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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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재산의 제도보장에 의하여 비로서 자기책임 이고 사 유용

인 사회질서의 형성수단으로서 자유로이 처분이 가능한 財産權의

존재가 보장된다.7) 사유재산의 제도보장은 일정한 재산 권리를

사유재산이라고 표 할 수 있기 하여 요구되는 기본 인 규범체

계의 존속을 제하고 있다. 사유재산제도의 보장은 기본권으로서

財産權保障과는 달리 입법자만을 수범자로 한다. 사유재산의 제도

보장은 입법자에게 사유재산의 존재와 그의 사 유용성을 실 시

키고 사회질서내에서 안정된 법 지 를 갖도록 핵심 인 규범체

계를 마련하도록 의무지운다.8) 제도보장은 한 입법자로 하여

재산법 역에서 기본권으로 보호되는 행 의 본질 인 존속에 속하

는 그러한 사안 역을 사법질서에서 박탈하고 이에 따라 기본권으

로 보호되는 자유 역이 폐지되거나 본질 으로 축소되는 것을

지시킨다. 私有財産制度를 보호하기 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법규

범의 핵심 인 존속에는 원칙 으로 財産權 의 使用과 處分의 權

限이 속한다.

그러나 그것은 모든 재화가 사 유용성과 원칙 인 처분권에 의

하여 특징되는 私法上의 지배에 속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하

는 것은 아니다. 공공에 본질 으로 요한 재화들의 경우에 있어

서 공공복리에 한 한 험을 방지하기 하여 공법상의 사용

체계에 속된다면 제도보장은 침해되지 않는다.9) 憲法裁判所는 토

지거래허가제를 도입한 국토이용 리법 제21조의3 제1항에 한

헌제청사건과,10) 무허가 거래계약의 사법상의 효력의 부인을 규정

하고 동조 7항에 한 헌법소원사건에서11) 토지거래허가제는 토지

의 투기 거래라는 사회 병폐를 방지하기 한 한 공익을

7) Papier, Unternehmen und Unternehmer in der verfassungsrechtlichen Ordnung der

Wirtschaft, VVDStRL 35(1977), S.82 ff.

8) Papier, in： Maunz / Dürig / Herzog / Scholz, Art. 14., Rdn. 11, GG

9) Schwerdtfeger, Eigentumsgarantie, Inhaltsbestimmung und Enteignung, JuS 1983, S.107

10) 1989. 12. 22. 88헌가13, 례집 1. 378-380

11) 헌재 1997. 6. 26. 92헌바5, 례집 9-1. 595-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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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시키기 한 제도로서 과잉 지의 원칙에 배되지 않는다고

시하 다. 사유재산의 제도보장에 한 가장 한 험은 국가

의 財産權收用과 沒收, 生産手段의 國.公有化에서 발생되는바 財産

權의 몰수는 형법상의 일정한 구성요건이 실 되는 경우에 법 에

의하여 명하져지며, 財産權收用과 생산수단의 國.公有化는 헌법 23

조 3항과 憲法 126조의 엄격한 요건하에서만 실 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입법자는 한 사유재산의 제도보장의 변질과 역

기능에 하여 보호할 의무를 지는바 를 들어 사유재산제도의 기

능 의미에 반하는 재산의 집 을 방지하여야 한다. 사유재산의

심각한 불균형구조는 헌법과 사회질서 일반에 하여 그리고 사유

재산의 제도보장에 잠재 일 뿐 아니라 치명 인 험을 래한다.

分配構造, 특히 생산수단의 소유권에 있어서 分配構造의 기를 극

복하는 것은 憲法 119조 2항에서 도출될 뿐 아니라 憲法 23조 1항

에서 보장되는 제도보장에 의한 규범 요청인 것이다.

2. 基本權  個人  財産權保障 

私有財産制度의 보장이외에 憲法 23조 1항 1호는 헌법에 의하여

財産權으로 이해되는 개개의 권리의 구체 인 법 지 를 보장한

다. 이러한 基本權으로서 財産權의 主體는 자연인과 내국법상의 사

법인과 공법인이 해당된다.12) 憲法 23조 1항에서 보장하는 基本權

으로서 財産權은 立法權뿐만 아니라 行政權과 司法權을 수범자로

하고 있다. 법원은 그가 용하는 법이 헌법상의 財産權保障規定과

합치하는 지를 검토하여야 하며 만일 자신의 단에 비추어 볼 때

해당법률이 憲法 23조와 합치되지 않는다고 단할 때에는 憲法裁

判所에 제청하여 그 심 에 따라 재 하여야 한다(憲法 107조 1항).

行政權이 財産權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37조 2항에 따른 一般的 法

12) 재산권의 주체성에 하여 상세히는：Kimminich, aaO, Art. 14, Rdn.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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律留保에 따라 반드시 의회가 제정한 법률의 근거하에 행하여야 한

다. 개인의 基本權은 사실 이고 간 인 작용에 의하여 침해될

수 있기 때문에13) 行政權에 의한 財産權의 침해는 반드시 행정행

등 법 행 에 제한될 필요가 없다. 憲法裁判所는 국제그룹해체에

한 헌법소원에 한 결에서 권력 사실행 에 의한 財産權侵

害를 인정하 다.14)

憲法 23조 1항이 보장하는 基本權으로서의 財産權은 구체 으로

존재하고 있는 재산 재화의 소유, 사용과 처분을 보장한다. 財産

權保障의 의미는 財産權主體가 소유하고 있는 구체 인 재산 권

리의 존속에 있으며 이에따라 財産權保護는 우선 으로 존속보호를

의미한다. 단지 공공의 필요를 하여 財産權에 한 침해가 불가

피한 경우에 있어 존속보호는 가치보호로 환한다.15) 이러한 財産

權의 存續保護思想은 基本權의 효과 인 보호에 기여하며 종래에

표되는 견해, 財産權이란 그의 본질 인 내용에 있어서 財産權의

價値保護이며 財産權에 한 침해는 계인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

기만 하면 충분하다는 사상은 헌법 23조의 의미내용과 더 이상 합

치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基本權으로서 財産權은 무엇보

다도 보호된 재화의 존속에 한 모든 부당한 침해를 방어할 권한

을 부여한다.16) 헌법 23조 3항의 엄격한 요건하에 행하여진 公用收

用에 있어서 이후 수용의 요건이 탈락된 경우에 被收用 의 還買權

은 이러한 財産權의 존속보호사상으로부터 도출되는 것이다. 憲法

裁判所는 公共用地의 取得 損失補償에 한 特例法 9조 1항에

한 違憲提請事件과17) 徵發財産整理에 한 特別措置法 제6조, 제

20조 제1항에 한 違憲訴願事件에서18) 이들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

13) Pieroth/Schlink, Staatsrecht II, 5.Aufl. 1990, Rdn. 274

14) 헌재 1993. 7. 29. 89헌마31, 례집 5-2. 89

15) BVerfGE 24, 367 ; 35, 348 ; 56, 249

16) BVerfGE 24, 367

17) 헌재 1994. 2. 24. 94헌가15 등, 6-1. 38-39

18) 헌재 1995. 2. 23. 92헌바12. 7-1. 152; 헌재 1995. 10. 26. 95헌바22, 7-2. 472; 헌재 1996. 4.

25. 95헌바9. 8-1. 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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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還買權은 憲法 23조 1항의 財産權保障規定에서 도출되는 권리로

서 인정하 으며, 財産權主體가 손실보상을 받고 소유권의 박탈을

수인할 의무는 그 財産權의 목 물이 공공사업에 이용되는 것을

제로 하기 때문에 헌법상의 권리는 피수용자가 수용당시 이미

정당한 損失報償을 받았다는 사실로 인하여 부인되지 않는다는 입

장을 취하 다.19)

3. 憲法上  財産權槪念

基本權으로서 財産權保護는 필연 으로 헌법상의 財産權槪念에

한 문제를 제기한다. 헌법상의 財産權槪念은 사법상의 財産權槪

念과 동일시 될 수 없으며 헌법 스스로에서 도출되어야 한다.20) 財

産權主體의 사 유용성과 원칙 인 처분권에 의하여 특징지워지

는21) 헌법상의 財産權槪念은 민법상의 財産權槪念보다 훨씬 더 포

인 내용을 갖고 있다. 憲法 23조에 의하여 보호되는 財産權은

동산,부동산 등 물건에 한 소유권뿐만 아니라 무체재산권, 채권,

유가증권, 공법상의 권리 등 모든 개인의 재산 가치가 있는 권리

를 포함하고 있다. 헌법상의 財産權槪念은 개인의 재산 역에 한

국가권력의 침해가능성에 정향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財産權의 보

호기능이 財産權槪念의 범 를 결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의 사회국가가 국민의 생존배려를 하여 극 인 경제, 사회, 문

19) 서울민사지방법원은 토지수용의 근거가 된 국가보 특별조치법 제5조 4항과 이에 근거한 특

별조치령이 헌법재 소의 결에 의하여 무효가 된 경우에는(헌재 1994. 6. 30. 92헌가18,

6-1. 557) 비록 환매권이 헌법 23조 1항에서 도출되는 권리라고 할지라도 새로운 입법을 하

기 에는 련자는 헌법 23조 1항에 근거하여 還買權을 주장할 수 없다고 시하 다(서울

지방법원 1996. 8. 8. 선고 95가단234800 결, 법률신문 제2534호) 이와 련하여 還買權을

헌법상의 재산권보장규정에서 직 도출하고 있는 독일의 실무와 학설에서는 개별법에서 환

매의 요건에 하여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피수용자는 학설과 례에 의하여 발 되어온

結果除去請求權에 의하여 還買權을 행사하고 있다는 은 향후 우리의 법발 에 좋은 시사

가 되고 있다. 獨逸의 結果除去請求權의 發展에 하여는: 拙稿, 結果除去請求權의 法的 根

據와 性格, 法政 試,1998.4, 7면이하; 拙稿, 獨逸의 結果除去請求權의 發展過程과 韓國에서의

同請求權의 入可能性, 試硏究, 1993.11, 102면이하

20) W. Leisner, Soazialbindung des Eigentums, 1972, § 149 Rdn. 72 ff.

21) 헌재 1996. 8. 29. 95헌바36, 례집 8-2. 91; 헌재 1997. 11. 27. 97헌바10, 례집 9-2. 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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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정책의 형성에 한 포 인 임을 부여받고 자신의 임무수행

을 하여 개인의 체재산 역을 침해하고 있다면, 財産權은 자신

의 보호기능을 상실하지 않기 하여는 개인의 체재산 역으로 확

된 포 인 개념으로 응하여야 하는 것이다. 여기서 가 헌

법상의 財産權槪念을 정의하는가의 문제가 발생하는바 憲法 제23조

1항 2호에 따라 財産權의 내용과 한계는 법률에 의하여 정하여진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상의 財産權保障機能은 우선 으로 立

法權을 상으로 하기 때문에 法律만에 의한 財産權槪念은 존재하

지 않는다. 반면 그의 실체에서 확정될 수 있고 해석에 의하여 그

의 한계와 내용을 악할 수 있는 자연법 으로 주어진 財産權槪念

은 존재하지 않는다. 財産權의 개념은 법률과 통에 의하여 형성

된 법개념으로서 지속 인 변화에 속되고 항상 새로운 사상에

응되어야 한다.22) 헌법은 어떠한 고정 이고 상유지 인 재산을

알지 못하며 인 財産權槪念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財産權

의 내용과 한계를 결정하는 것은 立法 의 일이다. 여기서 立法

는 그 시 의 사상과 사회 인 통념에 定向하여야 하며 헌법의 근

본 인 가치결정과 법원칙들을 수하여야 한다. 이로부터 나오는

財産權의 내용이 헌법 으로 보장된다.

이러한 헌법상의 財産權保障은 개개의 財産權을 보호가치성의 다

소에 따라 구별하지 않는다(이른바 財産權槪念의 一元性). 즉 헌법

상의 財産權保障은 구체 인 개인의 財産權이 상속에 의하여 는

자신의 노력에 의하여 획득되어졌는지 자신의 투자에 의하여

는 단순한 행운에 의하여 획득되어졌는가에 따라 차별하지 않는

다.23) 만일 財産權保護를 범주 으로 단계화한다면 이러한 범주들

은 자신의 고유한 역을 형성하여 장기 으로 비록 차별 이지는

22) Sendler, Die Konkretisierung einer modernen Eigentumsverfassung durch Richterspruch,

DÖV 1971, S. 16; Leisner, aaO, § 149 Rn. 25 ff.

23) W. Weber, Das Eigentum und seine Garantie in der Krise, in: FS für Michaelis, 1972, S.

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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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을지라도 財産權에 으로 그리고 보호감소 으로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24) 그럼에도 불구하고 財産權의 내용은 그의 公

共關聯性에 따라, 를 들어 토지나 생산수단과 같이 다양한 강도

로 각인되고 있으며 그러한 차이들은 財産權의 社 的 羈束의 정도

에 의하여 조건지워져 있다.25) 그러나 이러한 차이들은 특정한 財

産權의 종류를 基本權保護로부터 배제시키는 것을 정당화하지 않는

다. 財産權秩序의 형성에 있어서 財産權의 사회 기속을 구체화하

는 입법자의 형성의 여지는 다양하게 걸쳐있다. 財産權이 사회 인

련성을 갖고 사회 인 기능을 가지면 가질 수록 財産權의 내용과

한계를 결정하는 입법자의 형성의 권한의 폭은 넓게 된다.26)

헌법 23조 1항에서 보호하고 있는 財産權은 이미 財産權主體에게

존하고 있는 재산 가치가 있는 재화의 존속을 보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수익의 기회나 가능성을 보호하

지 않는다. 憲法裁判所는 産業災害補償保險法 4조 단서와 藥師

法 附則 4조 2항에 한 違憲訴願事件에서 “헌법 23조 1항의 財産

權保障에 의하여 보호되는 財産權은 사 유용성 그에 한 원

칙 인 처분권을 내포하는 재산 가치가 있는 구체 권리이다.

그러므로 구체 권리가 아닌, 단순한 이익이나 재화의 획득에

한 기회 등은 財産權保障의 상이 아니다.”라고 시하 다.27)

Ⅲ. 財産權  內容과 限界規律(憲法 23  1항 2 ) 

1. 憲法 23  1항 1 과 憲法 23  2항과  계

24) Ossenbühl, Staatshaftungsrecht, 1991, 4. Aufl., S.128

25) W.Weber, aaO, S. 325

26) 헌재 1989. 12. 22, 88헌가13, 례집 1. 373

27) 헌재 1996. 8. 29. 95헌바36, 례집 8-2. 91; 헌재 1997. 11. 27. 97헌바10, 례집 9-2. 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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憲法 23조는 이른바 財産權의 社 的 羈束을 헌법 23조 1항 2문

과 23조 2항의 두 규정을 통하여 표 하고 있다. 財産權의 내용과

한계는 헌법 23조 1항 2문에 따라 법률로 정하여지며 헌법 23조 2

항은 財産權의 행사는 公共福利에 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여기서

는 두개의 별개의 財産權의 제한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과거 독

일의 일부문헌에서와 같이 한국의 학설의 일부에서는 헌법 23조 2

항(財産權行事의 公共福利適合性)이 입법자에 의한 구체화가 필요

없는 헌법상의 직 인 명령이라는 견해가 주장되고 있다.28) 이러

한 견해에 따르면 23조 2항의 수범자는 立法 뿐만 아니라 財産權

主體자신도 포함된다. 즉 財産權주체는 헌법규정에 의하여 자신의

財産權을 공공복리에 합하게 사용하도록 헌법조항에 의하여 직

으로 의무지워진다고 한다. 그러나 헌법 23조 2항에 의한 財産權

행사의 공공복리 합성은 국민에 한 직 의무규정 이라기보다

는 단지 財産權의 내용과 한계를 규율하는 입법자에 한 지침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헌법 23조 1항 2문과 23조 2항은 사실상 두 개의

다른 財産權의 제한가능성이 아니라 일원 인 법률유보에 해당된

다.29) 財産權의 내용과 한계를, 즉 財産權의 社 的 羈束을 근거지

우는 것은 오로지 立法 일 뿐이다. 왜냐하면 구체 인 재산 가

치가 있는 권리가 어느 정도로 공공의 복리에 련되는지, 어떠한

범 내에서 보호를 받아야 할 것인가에 하여는 政治的, 經濟的,

그리고 社 的 觀點에서 개인마다 견해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구체 인 財産權의 사회 의무의 내용과 범주는 사회 통념에 따

라 변화한다. 발생된 변화를 따를 것이지 는 그에 반 하여야 할

것인지는 하나의 정치 인 가치 단의 결정이며 그의 평가와 결정

권은 헌법 23조 1항 2문의 범 내에서 立法 에게 주어진다고 보아

28) 權寧星, 憲法學原論, 1994, 564면; 金哲洙, 憲法學槪論, 1993, 417면

29) Papier, in: Maunz/Dürig/Herzog/Scholz, Art.14, Rdn.298; Leisner, Sozialbindung des

Eigentums, 1972, S.44; Schwerdtfeger, Die dogmatische Struktur der Eigentumsgarantie,

1983, S.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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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할 것이다.30)

憲法裁判所는 “財産權행사의 사회 의무성을 헌법자체에서 명문

화하고 있는 것은 私有財産制度의 보장이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공동체생활과의 조화와 균형을 흐트러뜨리지 않는 범 내에서

보장임을 천명한 것으로서……”31) 이러한 공공복리 합의무는 헌법

상의 의무로 입법형성권에 의하여 구체화 된다고 하 다.32) 立法

는 23조 1항 2문에 의하여 그에게 부과된 입법 임에 따라 23조 2

항의 의미의 財産權의 社 的 羈束을 결정하며 법 용하는 기 에

게는 이러한 권한이 부인되어진다.33) 헌법 23조 2항을 財産權主體

에 한 직 인 헌법 의무로 해석하는 한 이는 궁극 으로 법

유보로 락된다는 의미를 갖는다.

立法 는 私益과 公共福利의 형량속에서 財産權秩序를 형성하여

야 한다. 헌법 23조 1항 2문에 의한 財産權의 내용과 한계의 규율

에 있어서 立法 는 한편으로는 私有財産制度의 헌법 인정에서

다른 한편으로는 23조 2항의 財産權의 社 的 羈束에서 도출되는

사회 모델을 실 하여야 한다.

2. 立法者規律  限界

憲法裁判所는 民法 245조 1항에 한 헌법소원사건에서 “우리 헌

법상의 財産權에 한 규정은 다른 基本權규정과는 달리 그 내용과

한계가 법률에 의하여 구체 으로 형성되는 基本權形成的 法律留保

의 형태를 띠고 있으므로, 財産權의 구체 인 모습은 財産權의 내

용과 한계를 정하는 법률에 의하여 형성되고, 그 법률은 財産權을

제한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財産權을 형성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30) Schwerdtfeger, aaO, S. 16.

31) 헌재 1989. 12. 22. 88헌가13, 례집 1. 372

32) 헌재 1989. 12. 22. 88헌가13, 례집 1. 371

33) BVerfGE 56, 249 ; 58,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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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財産權의 내용과 한계를 정하는 법률의 경우에도 私有財産

制度나 사유재산을 부인하는 것은 財産權報障規定의 침해를 의미하

고, 결코 財産權形成의 法律留保라는 이유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시하고 있다.34) 비록 헌법 23조 1항 2문은 어떠한 규율의 명시

인 한계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立法 는 자신에게 부여된 임무

에 있어서 완 히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憲法裁判所는 여기서 基

本權制限立法의 한계를 규정하는 37조 2항을 용하여 본질 내용

의 침해 지와 과잉 지의 원칙을 용하고 있는바 그를 넘어서서

財産權의 私的 有用性과 財産權의 社 的 羈束과의 正當한 衡量

平等의 原則, 信賴保護의 原則등과 같은 憲法上의 原則이 立法 의

規律形成權의 限界로 용되어야 할 것이다.

가. 衡量  命令과 財産權保護  段階理論

상술한 바와 같이 헌법상의 財産權槪念은 특정한 통에 의하여

경직되어진 것이 아니라 비록 완 히 개방 이지는 아닐지라도 탄

력 인 財産權의 개념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立法 는 헌법 23조

1호 2문에 의한 규율 임에 따라 財産權의 내용과 한계를 새롭게

규율할 수 있다. 그는 새로운 권리를 도입할 수 있고 종래의 법에

따라 부여된 권리를 장래의 방향으로 배제할 수 있다. 이러한 立法

의 재량은 우선 정당한 형량의 명령에 의하여 제한되어진다.35)

立法 는 23조 1항 2문에 의한 규율에 있어 基本權으로서 개인의

財産權保障과 사회 으로 정당한 財産權秩序를 동일한 정도로 형량

하여야 한다. 그는 련자의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올바로 조

정하여 하나의 균형된 계로 이끌어야 한다. 立法 에 한 이러

한 정당한 형량의 명령은 이른바 단계화된 基本權保護로 이끈다.

財産權의 보호 상이 개인의 自由形成의 표 에 해당하면 할수록

34) 헌재 1993. 7. 29. 92헌바20, 례집 5-2. 36

35) Schwertfeger, aaO, S. 15 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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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23조 1항 1호에 의한 보장기능은 더욱 강력하게 작용한다. 반

면 財産權保護 象의 사회 련성이 크면 클 수록 立法 의 형성

의 폭은 보다 넓어진다.36) 민법 245조에 한 헌법소원사건에서 憲

法裁判所는 취득시효제도는 “등기부상의 소유자일뿐 권리의 객체인

부동산에 하여 장구한 기간동안 사용, 수익 등의 권리를 일체 행

사하지 않은 자와 권리의 객체에 하여 유하면서 실질 소유자

로서 보다 두터운 실질 이해 계를 구축하여 온 자를 상 으로

비교형량하여 후자를 보호하는 것이 타당하고 그것이 사회질서 내

지 법률 계의 안정과 증거보 의 곤란의 구제를 하여 필요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제도”로서 헌법 23조 1항 2문에 의거한 토지소유

권의 득실에 한 내용과 한계를 이익교량의 형평 견지 등에서

법률에 의하여 형성한 제도로서, 헌법 23조 3항의 의미의 보상을

요하는 수용․사용․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시하 다.37) 특히

국토이용 리법 21조의 3에 의한 토지거래허가제에 한 憲法裁判

所의 다음과 같은 설시는 정당한 형량명령에 의한 단계화된 財産權

保護를 하게 설명하여 주고 있다. “토지는 수요가 늘어난다고

해서 공 을 늘릴 수없기 때문에 시장경제의 원리를 그 로 용할

수 없고, 고정성, 인 성, 본원 생산성, 환경성, 상린성, 사회성, 공

공성, 토성 등 여러가지 특징을 지닌 것으로……그 이용을 자유

로운 힘에 맡겨서도 아니되며, 개인의 자의에 맡기는 것도 당하

지 않은 것이다. 토지의 자의 인 사용이나 처분은 국토의 효율

이고 균형있는 발 을 해하고 특히 도시와 농 의 택지와 경지,

녹지등의 합리 인 배치나 개발을 어렵게 하기 때문에 올바른 법과

조화있는 공동체질서를 추구하는 사회는 토지에 하여 다른 財産

權의 경우보다 더욱 강하게 사회공동체 체의 이익을 철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38) “그 기 때문에 土地財産權에 하여는

36) 단계화된 재산권보호에 하여: Papier, in: Maunz / Dürig / Herzog / Scholz, GG, 1994,

Art.14, Rdn. 303 ff.

37) 헌재 1973. 7. 29. 92헌바20, 례집 5-2. 5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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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부가 다른 財産權보다 더 엄격하게 규제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는데 이에 한 입법부의 입법재량의 여지는 다른 정신 基本

權에 비하여 넓다고 야 하는 것이다.”39)

나. 過剩禁止  原則 

財産權의 내용과 한계를 결정하는 立法 는 한 比例의 原則을

수하여야 한다. 일반 인 법치국가의 최소보장에 해당되는 比例

의 原則은, 첫째 입법목 의 정당성을 요구하고, 둘째 선택된 수단

은 공익 목 을 달성에 효과 이고 합하여야 하며(방법의

성), 동일한 효과를 가진 수단 에서 선태된 수단이 개인의 基本權

을 가장 덜 제한하는 최소한의 것이며(피해의 최소성), 그 공익

목 과 그 제한으로 선택된 수단을 교량할 때 그 수단으로 받는 基

本權主體의 불이익보다 그 수단으로 달성하려는 공익 목 의 이

익이 커야함을 의미하고 있다(법익의 비례성).40) 憲法裁判所은 거의

모든 財産權保障에 련된 결에서 문제가 된 법률을 比例의 原則

에서 검토하 다. 憲法裁判所는 國土利用管理法 21조의3에 한

憲法訴願事件에서 토지거래허가제가 토지거래의 정상 인 기능을

마비시키고 여러 가지 사회 인 병폐와 모순을 발생시키는 토지의

투기 거래를 방지한다는 한 공익을 실 시키기 한 제도라

는 , 투기가 성행하거나 우려되는 지역, 는 지가가 폭등하는 지

역에 하여 제한되어 실시된다는 , 처분권이 완 히 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 거래불허가처분에 하여 불복수단이 마련되고

있다는 을 종합하여 볼 때 比例의 原則에 반되지 않는다는

시하 다.41) 한 憲法裁判所는 국세나 지방세의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 에 설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담보물권에 한 조세채권의 일반

우선성을 규율하고 있는 國稅基本法 35조 1항 3호의 違憲提

38) 헌재 1989.12. 22. 88헌가13, 례집 1. 372

39) 헌재 1989.12. 22. 88헌가13, 례집 1. 373

40) 헌재 1990. 9.3. 89헌가95, 례집 2. 260; 헌재 1992. 6. 26. 90헌바26, 례집 4. 373

41) 헌재 1997. 6. 26. 92헌바5, 례집 1. 604-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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請事件과 地方稅法 31조 2항 3호에 한 違憲訴願事件에 있어서

“으로부터 1년”이라는 부분은 과세 청의 과세징수상의 편의만을

도모할 뿐 선량한 국민에 하여서는 합리 인 이유없이 그 희생을

강요하는 것으로서, 방법의 정성 내지는 피해의 최소성의 원칙에

반하며 결국 과잉 지의 원칙에 배된다고 결하 다.42) 반면에

憲法裁判所는 국세의 신고일을 기 으로 국세채권을 담보물권에 우

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改正國稅基本法 35조 1항 가목과 지방세와

담보물권과의 우선순 를 담보물권과 납세의무의 각 성립일을 기

으로 정하고 있는 改正地方稅法 31조 2항 3호를 過剩禁止의 原則에

배되지 않는다고 결하 다.43) 아울러 憲法裁判所는 정기간행물

의 납본제도를 규정한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한 법률 제 10조 1

항에 한 헌법소원사건에서 정기간행물의 납본제도는 정간물을 효

율 으로 리하고 외형 인 질서를 유지하는 공익 인 필요에서

실시되는 發行 의 財産權에 한 제한으로서 납본자는 이에 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납본으로 인한 財産權상의 제한

은 경제 인 손실이 아니라 정간물 2부에 한 자유로운 처분에

한 제한에 그치는바 이러한 제한은 납본제도가 추구하고 있는 공익

목 과 비교하여 볼 때 경미하고 기 가능한 범 이기 때문에

過剩禁止의 原則에 배되지 않는다고 시하 다.44) 憲法裁判所는

한 都 再開發法 10조 1항에 한 違憲訴願事件에서 過剩禁止

의 원칙에 배되지 않는다고 결을 내렸다. 도시재개발사업은 본

질상 공공성이 크게 강조되는 공익사업으로서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으로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만 맡길 수는 없기 때문에 소유자에

게는 사업시행의 우선권을 주되, 그들이 사업을 제 로 추진하지

못하여 산청기간내에 시행인가신청을 하니한 때에는 공신력이 큰

42) 헌재 1990. 9. 3. 89헌가95, 례집 2. 273-274; 헌재 1991. 11. 25. 91헌가6, 례집 3. 580

43) 헌재 1995. 7. 21. 93헌바46, 례집 7-2. 49; 헌재 1995. 7. 21. 94헌바18 등, 례집 7-2. 65

참고: 조승형재 의 반 의견

44) 헌재 1992. 6. 26. 90헌바26, 례집 4. 373-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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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인을 지정하여 재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한 동 법률조항

은 입법 정당성이 있으며, 한 도시재개발법은 소유자의 권리보

호를 하여 많은 규정(기간의 1회연장, 소유자의 우선분양신청권,

계서류의 일반인에 한 공람, 계인의 의견서제출 등)을 두고

있는바 을 고려할 때 그 상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 다.45)

 다. 本質的 內容  侵害禁止原則

헌법 37조 2항은 基本權制限立法의 한계로서 본질 내용의 침해

지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바 財産權의 내용과 한계를 규율하는 立

法 는 基本權으로서 그리고 私有財産制度로서 헌법 23조 1항의 財

産權保障의 본질 내용을 침해하여서는 안된다. 比例의 原則과 마

찬가지로 財産權을 제한하는 모든 법률에 있어서 본질 인 내용의

침해여부를 검토하여온 憲法裁判所는 “財産權의 본질 내용은 財

産權의 核이 되는 실질 요소 내지 근본요소를 뜻하며, 따라서 財

産權의 본질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라고 하는 것은 그 침해로 私

有財産權이 유명무실하여지고 私有財産制度가 형해화 되어 헌법이

財産權을 보장하는 궁극 인 목 을 달성할 수 없게 되는 지경에

이르는 경우”라고 하며 이른바 私有財産制度의 면 부정, 財産權

의 無償沒收, 遡及立法에 의한 財産權剝奪이 형 인 본질 인 침

해에 해당한다고 하 다.46) 본질 내용보장이란 基本權으로서 財

産權과 私有財産의 制度保障에 한 이고 실질 인 본질의

핵을 보장함을 의미한다.47) 이러한 이고 실질 인 핵의 내용

은 財産權의 私的 有用性과 財産權의 상에 한 원칙 인 處分의

權限이다. 비록 財産權이 社 的 義務에 제약되고 있기는 하나 이

러한 社 的 羈束은 財産權의 사용이 으로 公共이나 他人에게

45) 헌재 1996. 3. 28. 95헌마47, 례집. 8-1, 222-223

46) 헌재 1989. 12. 22. 88헌가13, 례집 1. 373; 헌재 1989. 12. 22. 89헌가95, 례집 2. 256

47) Breuer, Die Bodensnutzung im Konflikt zwischen Städtebau und Eigentumsgarantie, 1976,

S.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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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有用하도록 하여서는 안된다. 23조 1항에 의한 財産權保障은 재

산법 역에서 私的自治를 보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모든 구체

인 財産權에 있어서 私的自治的인 處分權이 박탈된다면 그의 실질

인 핵인 본질 내용이 침해된다고 보아야 한다.48)

다른 한편 헌법 23조 1항에서 보장하고 있는 制度保障의

이고 실질 핵은 基本權으로서 財産權을 사회질서의 사 자치

인 형성수단으로 구성하는 법규범의 기본 인 존속을 포함하고 있

다. 개인은 법과 사회질서의 형성과 구축에 있어서 자기책임 이고

그리고 사 유용 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制度保障의 본질 인 내

용의 보호는 재산법 역에 있어서 개인 인 활동의 본질 인 존속

에 속하는 사안 역을 私法秩序로부터 완 히 박탈하여 私權의 보

호로부터 벗어나도록 하는 것을 배제시킨다.

憲法裁判所는 國稅基本法 35조 1항 3호에 한 違憲提請事件

에서 “먼 성립하고 공시를 갖춘 담보물권이 후에 발생하고 공시

를 갖추고 있지 않은 조세채권에 의하여 그 우선순 를 추월

당함으로써…… 당권이 그 본래의 취지에 따른 담보기능을

발휘할 수 없게 되었는바……담보물권이 합리 인 사유없이 담보기

능을 수행하지 못하여 담보채권의 실 에 기여하고 있지 못하

고 있다면 그것은 담보물권은 물론, 나아가 私有財産制度의 본질

내용의 침해가 있는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라고 시

하 다.49) 한 피용자의 최종 3개월간의 임 과 퇴직 재해보

상 을 질권 는 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하

도록 규정한 勤勞基準法 30조의 2의 2항에 한 헌법소원에서

헌법재 소는 퇴직 부분에 련하여 “근로자에게 그 퇴직 액에

하여 질권자나 당권자에 우선하는 변제수령권을 인정함으로써

결과 으로 질권자나 당권자가 그 권리의 목 물로부터 거의

48) Papier, Unternehmen und Unternehmer in der verfassungsrechtlichen Ordnung in der

Wirtschaft, VVDStRL 35(1977), S. 55 ff.

49) 헌재 1989. 12. 22. 89헌가95, 결집 2. 256



297

는 변제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질권이나 당권의

본질 내용을 이루는 우선변제수령권이 형해화하게 되므로 이 사

건법률조항 퇴직 부분은 질권이나 당권의 본질 내용을 침

해한다”고 시하 다.50) 반면 구 도시재개발법 제10조 1항에 한

헌소원사건에 있어서는 “ 행 재개발사업은……사업시행기간동안

종 의 권리가 그 로 유지되고 사업이 완료된 후 새로운 권리로

변환시켜주는 이른바 권리변환방식에 의하기 때문에 원칙으로 소유

자의 권리가 변환될 뿐이며, 한 가 사업시행자가 되든간에 권

리 계는 마찬가지라는 이유에서 본질 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다.”고 하 다.51)

라. 平等  原則 

헌법은 그 문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라고 규정하고, 제 11조 1항에 “모든 국

민은 법앞에 평등하다”고 규정하여 기회균등 는 평등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憲法裁判所는 평등의 원칙은 국민의 基本權保障에

한 우리 헌법의 최고원리로서 국가가 입법을 하거나 법을 해석하

고 집행함에 있어 따라야 할 기 인 동시에, 국가에 하여 합리

이유없이 불평등한 우를 하지 말 것과, 평등한 우를 요구할 수

있는 모든 국민의 권리로서, 국민의 基本權 에 基本權이라고 시

하고 있다.52) 憲法裁判所는 국가를 상 로 하는 財産權의 청구에

하여는 假執行의 선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訴訟促進에

한 특례법 6조 1항에 한 違憲提請事件에서 평등의 원칙은 헌법

23조에 의하여 보장된 財産權과 헌법 27조 3항에 의하여 보장된 신

속한 재 을 받을 권리에도 당연히 용되어야 하며 財産權 등 사

50) 헌재 1997. 8.21. 94헌바34 등, 243：여기서 헌재는 기업 융제도를 훼손하지 않고 근로자의

퇴직후의 생활보장 내지 사회보장을 하여 기업연 제도 등 사회보험제도의 도입 활용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은 주목할 내용이다.

51) 헌재 1996. 3. 28. 95헌바47, 례집 8-1, 223-224

52) 헌재 1989. 1. 25. 88헌가7, 례집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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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의 구제 차인 민사소송에 있어서 비록 국가라 할지라도 권력작

용이 아닌 국고작용에 있어서는 사인과 동등하게 다루어져야 하면

합리 인 이유없이 우 받아서는 안된다는 이유에서 違憲判決을 내

렸다.53) 아울러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을 민법 245조에 의한 시효취

득을 배제시키고 있는 국유재산법 5조 2항과 지방재정법 74조 2항

에 한 헌제청사건에서 이들 규정을 잡종재산에 용하는 것은

헌법에 반한다는 一部違憲判決을 내렸다. “국가는 時效制度를 원

용하여 일반국민이 소유하는 사유재산을 시효취득할 수 있는 반면

에 일반 국민에게는 사유재산과 그 법 성질이 같은 국유잡종재산

에 하여까지 시효취득을 배제하는 일방 인 법 규정을 두고 있

는 것은 국유잡종재산에 한 리소홀의 책임을 시효취득자에게

가하여 시효취득자의 基本權을 희생하고 국가의 이익을 특권 으

로 보호하려는 지나치게 불평등한 것으로서 헌법에서 명시한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는 일반 법치의 원리에 어 나는 형평을 잃

은 헌 인 내용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54) 지나간 權 主義 獨裁

國家時代에서 私法上의 財産權主體로서 국가에게 부여된 재산법상

의 특권 지 를 박탈한 이와같은 憲法裁判所의 결은 民主的 法

治國家로의 요한 환을 의미하는 것이다.

마. 信賴保護  原則과 遡及立法에 한 財産權剝奪  禁止 

法治國家의 실질 요소를 이루는 信賴保護의 原則은 財産權의

내용과 한계를 규율하는 立法 의 형성의 여지를 제한하는 다른

요한 헌법상의 원칙이다. 헌법 13조 2항은 이러한 信賴保護의 原

則의 표 으로써 遡及立法에 의한 財産權剝奪을 명문으로 지시키

고 있다. 遡及立法은 과거에 완성된 사실 는 법률 계를 규율

상으로 하는 眞正遡及立法과 과거에 시작되었으나 아직 완성되지

53) 헌재 1989. 1. 25. 88헌가7, 례집 1. 1

54) 헌재 1991. 5. 13. 89헌마97, 례집 3. 21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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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하고 진행과정에 있는 不眞正遡及立法으로 구분된다.55) 財産權

을 소 으로 박탈하는 眞正遡及立法은 원칙 으로 지되고 있으

며 不眞正遡及立法의 경우에도 제한없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新

法의 제정시에 法에 의하여 근거지워진 법 지 와의 마찰이 있

는 경우에는 立法 는 일반 으로 경과규정을 두어 기득권자의 이

익을 고려하는 신 한 이행을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憲法裁判所

는 부천시 담배자동 매기설치 지조례 제 4조 등에 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동조례의 시행 에 설치된 자 기는 시행일로부터 3월이

내에 철거하여야 한다는 동조례 부칙 제2항에 하여 “ 부칙조항

은 조례의 시행일 이 까지 계속되었던 자 기의 설치․사용에

하여는 규율하는 바가 없고, 장래에 향하여 자 기의 존치․사용을

규제할 뿐이므로 그 규정의 법 효과가 시행일 이 의 시 까지

미친다고 할 수 없어 헌법 13조 2항에서 지하고 있는 소 입법이

라고 볼 수 없다.”고 시하 다. 아울러 과거에 법하게 설치된 자

기의 계속 인 존치․사용을 허용하는 것은 청소년의 보호라는 공

익상의 필요에 비추어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자 기를 철거하도록 하

되, 3개월의 유 기간을 두어 자 기의 처분경로의 모색 등 경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구인들을 비롯한 담배소매인

에 하여 어느정도 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信賴保護와 法的 安定

性을 외면하여 法治主義의 원리에 배되지 않는다고 시하 다.56)

憲法裁判所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5조 1항에 한 違憲訴願

事件에서 “특별부과세는 자산의 양도에 의하여 과세요건이 성립하

는 것이므로 구 조세감면법 부칙 5조 1항은 특별부가세의 과세요건

완성후에 새로운 입법으로 특별부가세를 과세하거나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를 가 한 것이 아니어서 헌법 13조 2항이 지하는 遡及

立法에 해당하지 않고, 법률규정으로 인하여 1989년 1월 1일이

55) 헌재 1989. 3. 17. 88헌마1, 례집 1. 17-18

56) 헌재 1995. 4. 20. 92헌마264 등, 례집. 576-577. 開設된 營業에 한 財産權保護에 하여

는：拙稿, 財産權의 保護 象으로서 開設된 營業, 鑑定評價論集, 1997.2, 181면 이하



300

에 매립면허를 받은 자의 특별부가세를 부과당하지 아니할 기 가

충족되지 못한 것을 財産權의 박탈이라고 할 수도 없다.”고 하 으

며 한 “구 조세감면법 부칙 5조 1항은 조세공평의 원칙을 실 하

기 하여 공유수면매립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한 특별부가세

의 비과세 감면제도를 차 으로 축소, 폐지하여 가는 과정에

서 기존법질서에 한 신뢰와 개정법률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목

사이에 조화를 도모하고 있으므로 신뢰보호의 원칙에 배되지

아니한다.”고 시하 다.57) 한 憲法裁判所는 보상 을 받을 권리

의 발생시기를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한 달로부터 발생한다고 규정

한 국가유공자 우에 한 법률 제9조에 한 헌제청사건에서 과

거 몰군경유족과 상이군경연 법이 폐지되기 이 에 몰한 유족

의 연 수 권은 동 법률의 시행일인 1984년 8월 2일 에 이미 소

멸한 것으로 소 입법에 의한 財産權박탈이라고 할 수없다고 결

하 다.58) 아울러 憲法裁判所는 공무원연 법 64조 1항에 한

헌소원사건에서 공무원의 퇴직 여청구권은 공무원의 퇴직 는 사

망으로 인하여 비로서 발생하는 것이지 공무원의 임용시부터 발생

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지 에 하여 일정한 요건하에 제한을 가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이미 발생되어 있었던 권리를 퇴직 혹은

사망의 시 에 소 하여 제한하는 것이라고 하여 遡及立法에 의한

財産權剝奪을 부인하 다.59) 한 憲法裁判所는 한 민법시행일

의 법률행 로 인한 부동산에 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민법시행일

로부터 6년내에 등기하지 않으면 그 효력을 잃도록 규정하고 있는

민법부칙 제 10조 1항에 한 헌소원사건에서 “민법이 제정되면

서 부동산물권변동에 하여 형식주의로 환하는 과정에서

한 공익 목 을 하여 그 경과조치로서 부득이 구법하에서 취득

한 물권에 하여 민법 시행후 장기간 등기를 하지 않고 방치한 경

57) 헌재 1995. 3. 23. 93헌바18등, 례집 7-1. 376-377

58) 헌재 1995. 7. 21. 93헌가14, 례집 7-2. 2. 22-24

59) 헌재 1995. 7. 21. 94헌바27 등, 례집 7-2,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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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 한하여 물권변동을 상실시키고 채권 효력으로서의 등기청구

권만 존속시키는 정도의 제한을 가하 다고 하여 이를 가지고 遡及

立法에 의한 財産權剝奪이라고 볼 수 없다”고 說示하 다.60)

Ⅳ. 財産權  保護對象  公法上  權利  一般的 

財産에 한 특별한 고찰 

1. 財産權  保護對象  財産的 價値가 는 公

法上  權利

국민연 법 공무원연 법상의 연 수 권, 고용보험법상의 실

업 여수 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험 수 권, 국가유공자 우

법상의 보상 수 권 등 재산 가치가 있는 공법상의 권리가 헌법

상의 財産權의 보호 상에 속하는지 여부는 독일에서 오래동안 학설

과 례의 논쟁의 상이 되어왔다.61) 이들 재산 가치가 있는 공

권을 헌법상의 財産權槪念에 포함시킨다는 것은 종래 自由權과 財産

權의 발 의 토 가 되었던 자유주의사상의 일 환과 왜곡처럼

보인다. 基本權에 한 이해가 獨立的이고 自足的인 人間像에 의하

여 각인된 시민 법치국가시 에서는 基本權은 사회 역에서 주어

진 자유와 재산을 국가의 침해에 하여 보호하는 의미를 가졌다.

個人이 자신의 생존과 배려를 스스로의 비용과 책임속에서 부담하는

그러한 시 에 있어서는 공법상의 권리를 財産權에 포함시킨다는

60) 헌재 1996. 12. 26. 93헌바67, 례집 8-2. 800

61) Dürig, Der Staat und die vermögenswerten öffentlich-rechtglichen Berechtigungen seiner

Bürger, in：FS für Apelt, 1958, S.13 ff.; W.Weber, Öffentlicch-rechtliche Rechtsstellungen

als Gegenstand der Eigentumsgarantie in der Rechtsprechung, AöR 91(1966), S.382 ff.;

Katzenstein, Aspekte einer zukünftigen Rechtsprechung des BverfGE zum

Eigentumsschutz sozialrechtlicher Positionen, in：FS für W. Zeidler, 1987, S.645; Rüfner,

Stober, Grimm und Papier, in: Verfassungsrechtlicher Eigentumsschutz sozialer Rechts-

positionen,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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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은 성립할 수가 없었다.62) 그러나 산업화와 결부된 사회경제 인

여건의 근본 인 변화와 더불어 개인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는 生活

領域은 축소되어 갔고 이는 국가의 부체계의 확 에 의하여 보충

되어졌다. 스스로 획득한 소유를 통한 독립 인 생활유지라는 19세

기의 시민사회상은 국가에 의하여 보장된 수입을 통한 사회 안

이라는 상에 의하여 체되어 갔다. 이미 바이마르시 에 있어

“公法上의 損失補償”이라는 大作을 남긴 Stödter는 자신의 서에서

“헌법에 있어서 靜的인 財産權槪念으로부터 탄력 인고 경제 인 財

産權槪念으로의 변화가 발생하 으며 이제 재산 가치가 있는 공권

은 그의 경제 인 가치에 있어서 사법상의 財産的 權利와 동일하다”

고 하면서, 그것을 憲法上의 財産權의 보호 상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 다.63) 오늘날 부분의 국민은 노동수입과 그와 결부된 퇴

직연 내지는 산재보험 등에 자신의 생존을 의존하고 있다. 인간

의 존엄성의 법개념이 경제 인 실체를 갖고 실질 재화와 외 인

생활조건의 불가침의 존속을 포함하고 있다면 이러한 인간의 존엄성

에 필요한 외 재화의 범주는 흠결이 없어야 하며 물권이나 채권이

나 한 공법상의 권리도 그것이 인간의 존엄에 본질 인 한 동등하

게 우하여야 한다.64) 헌법의 23조의 財産權은 공법상의 권리도 포

함하여야 한다는 당 성은 무엇보다 오늘날 기능 으로 이해되고 있

는 財産權의 개념에서 나온다. 財産權保障이 基本權主體에게 재산법

역에서 자유의 역을 확보시키고 그리고 이를 통하여 스스로 책

임을 지는 생활의 형성을 가능하게 하려면, 財産權保障은 오늘날의

인간생존을 하여 불가결한 社 保險受給權을 배제시켜서는 안된

다. 그러나 모든 재산 가치가 있는 공권이 財産權에 제한없이 귀

속될 수는 없다. 모든 공법상의 권리를 존속 이고 그리고 보상의

62) E.R.Huber, Die Garantie der kirchlichen Vermögensrechte in der Weimarer Verfassung,

1927, S. 7 ff.

63) Stödter, Öffentlich - rechtliche Entschädigung, 1933, S. 158 ff.

64) Dürig, aaO, S. 25



303

조건하에서만 박탈이 가능한 財産權에 귀속시킨다는 것은 오히려 사

회국가원리에 포함된 社 的 正義의 실 의 요청에 모순될 것이다.

경제 상황이 악화되어 지 까지 부여되고 견된 사회 부의

축소가 불가피한 경우에도 헌법상의 財産權保護의 이유에서 국가가

일단 법에 의하여 부여된 부수 을 유지하려고 한다면 이는 부

상자들을 하여 다른 사람이나 공공의 이익을 희생하게 될 수밖

에 없는 결과를 래할 것이다. 모든 公法上의 權利를 財産權에 포

함시킨다는 것은 결국 防禦的 權利로서의 財産權의 기능의 변질과

基本權效力의 상 화를 의미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하나의 세분화

된 고찰방식이 요구되고 있다.65)

비록 헌법 23조의 財産權保障이 구성요건 으로 공법상의 재산

권리를 포함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公法上의 權利와 財産權과의 단

순한 동일화는 지된다. 기에 공법상의 권리에 한 財産權保護

를 원칙 으로 부인하 던 獨逸聯邦憲法裁判所는 공법상의 권리를

근거지우는 사실 계가 개인의 私法上의 財産權에 상응할 만큼 강

력하여 그것의 체없는 박탈이 헌법상의 법치국가 인 내용에 반

하는 경우에 財産權保護를 인정하 다.66) 문헌에서의 지배 인 견

해와 같이 獨逸聯邦憲法裁判所는 개인의 행동과 형성의 자유를 보

완하는 財産權保障의 기능에 을 맟추어, 자신의 노동과 투자에

의하여 획득되고 이에 따라 자신의 부의 등가물에 해당되며,

한 압도 으로 국가의 부여에 근거되지 않고, 아울러 자신의 생존

의 확보에 기여하는 공법상의 권리만을 財産權에 포함시켰다.67) 특

히 사회보장법상의 권리에 련하여 그것이 권리주체에게 사 유

용 으로 귀속되고, 한 자기노력에 근거하며 추가 으로 그의

생존의 확보에 기여하는 지에 의존시켰다.68) 여기서 공법상의 권리

65) Dürig, aaO, S.23 ff.; Rufner, Papier in: Verfassungsrechtlicher Eigentumsschurz sozialer

Rechtsposition, S.169 ff.; Krause, Eigentum an subjekiven offentlichen Rechten, S.65 ff.;

Durig, aaO, 134 ff.; Katzenstwein, FS für W. Zeidler, 1987, S.645

66) BverfGE 2, 380 ff; 1, 264 ; 4, 219

67) BVerfGE 14, 288; 30, 292; 53, 257; 69, 272; 72, 9; 72,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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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개인의 역무나 투자와 완 한 등가 계를 이룰 필요가 없으나

그것은 압도 으로 국가의 일방 부여에 의존되어서는 안된다. 만

일 공법상의 권리에 있어서 엄격한 등가의 원칙을 고수한다면 행

의 국민연 법, 공무원연 법상의 연 수 권, 고용보험법상의 실업

여수 권에 있어 財産權保護는 단지 자신의 부담한 기여 액으로

축소된다는 결과가 될 것이다. 國家나 事業主가 公務員이나 被傭

의 사회 보험을 하여 부담한 기여 도 後 의 財産權에 귀속되

어야 한다. 국가나 사용주의 기여 도 공무원이나 피용자의 보수를

근거로 확정되며 간 으로는 피보험자의 노동 부에 해당되기 때

문이다.69)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있어서 事業主가 보험료를 일방

으로 부담하나 保險金受給權은 피고용인의 역무와 필연 인 등가

계에 있기 때문에 공법상의 권리로서 財産權에 해당된다. 사회보험

법상의 권리에 한 財産權保護는 단지 이자를 포함하여 그동안

축되어진 기여 에 제한되고 있다는 잘못된 견해는 포기되어져야

한다.70)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부담한 기여 의 몫은 財産權保

護의 정도에 있어서 결정 으로 요하다. 자신의 부담한 몫이 크

면 클수록 크면 클수록 그를 뒷받침하는 헌법상의 財産權保護가 강

력하게 나타나게 된다. 여기서 자신의 고유한 역무와 엄격한 등가

계를 이루고 있는 財産權부분과 第三 의 기여 에 의존된 財産

權부분과 구별되어야 한다. 후자에 있어서 立法 의 형성의 여지는

자의 경우보다 넓다. 그에 한 압도 인 공익 이유가 존재하

고 比例의 原則이 수된다면 입법자는 존하는 연 청구권을 축

소시키는데 방해되지 않는다. 그러나 입법 인 침해가 자신의 부

에 의존된 등가의 핵을 침해한다면 특별한 헌법 인 정당화를 필요

로 하는 바 를 들어 이행능력이 있는 사회보험제도의 유지와 보

68) BVerfGE 69, 272 ; 72,9

69) Rüfner, in: Verfassungsrechtlicher Eigentumsschutz sozialer Positionen, S.170; Isensee,

DRV 1980, S.145

70) R.Scholz,Sozialstaat zwischen Wachstum und Rezessionsgesellschaft, 1981, S.42; H.

Schneider, Der verfassungsrechtlicher Schutz vor Renten, S.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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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는 이에 해당될 것이다.71)

憲法裁判所는 이와같은 독일과 같이 공법상의 권리의 헌법상의

財産權에 포함여부를 두고 큰 논쟁과 고뇌를 겪음이 없이 공무원

군인의 퇴직 여 과 국가유공자의 보상 수 권을 헌법상의 財

産權에 포함시켰다.72) 憲法裁判所는 軍人年金法 21조 5항에 한

違憲提請事件에서 “군인연 법상의 퇴직연 은 군인이 장기간 충실

히 복무한 공로에 한 공 보상으로서 지 된다고 하는 은혜

성질을 갖는 한편 퇴역연 기여 에 상당하는 부분만은 연

불 인 성질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공 재해보험의 성격이 있

고 국고의 부담 은 군인과 그 가족을 한 사회보험 부담 으로서

의 성질이 있다고”73) 하면서 어떠한 추가 인 제한이 없이 퇴직연

을 경제 인 가치가 있다는 이유하에 財産權에 포함시켰다.74) 애

석한 은 군인의 퇴직연 을 군인이 장기간 충실히 복무한 공로에

하여 공 보상으로서 지 된다고 하는 은혜 인 성질을 갖는다

는 표 인바, 이는 과거 君主制의 공무원제도에서나 비로서 발견할

수 있는 시 낙후 인 표 인 것이다. 오히려 군인의 퇴직연 은

장기간 충실히 근무한 데 한 공 보상으로서 국가의 특별신분

계의 구성원에 한 사회 배려의무의 이행으로 보아야 한다. 이

러한 의무에 상응하여 군인의 공법상의 권리로서 연 청구권이 존

재하는 것이다. 憲法上의 財産權은 결코 국가의 은혜에 의하여 주

어지는 것은 아니다.75) 事件에서 憲法裁判所는 퇴직연 을 받을

권리가 있는자가 국가 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 의 2분의 1 이상

을 출자한 기 한국은행과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단독 는

71) BVerfGE 53, 257; 58, 81; 74, 203; 75, 78; Papier, in: Maunz / Dürig / Herzog / Scholz,

Art.14, Rn. 138

72) 헌재 1995. 6. 29. 91헌마50; 헌재 1995. 7. 21. 94헌바27 등, 례집. 7-2. 82면; 헌재 1994. 6.

30. 92헌가9, 례집. 6-1. 543면

73) 헌재 1994. 6. 30. 92헌가9, 례집 6-1. 543

74) 헌재 1994. 6. 30. 92헌가9, 례집 6-1, 550

75) 군인이나 공무원의 퇴직연 이 은혜 성격을 갖고 있다는 표 은 이후의 헌법재 소의

결에서도 발견되고 있다. 참고: 헌재 1995. 6. 29. 91헌마50; 1996. 10. 31. 93헌바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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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으로 출자한 총액이 자본 의 2분의 1이상인 기 에 근무하는

경우에 퇴직연 의 부 는 일부의 지 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

정하고 있는 군인연 법 21조 5항 2호를 퇴역연 수 자의 퇴역연

수 권을 제한하는 정도가 지나쳐 헌법상의 比例의 原則에 어

나므로” 헌법 23조 1항 37조 2항에 배된다고 시하 다.76)

구 공무원연 법 제 64조 1항에 한 違憲訴願事件에서 憲法裁判所

는 모든 재산 가치가 있는 공법상의 권리가 財産權에 속하는 것

이 아니라 개인의 노력과 기여를 통하여 취득되고 자신과

그 가족의 새활비를 충당하기 한것이라는 징표를 통하여 제한을

가하 다.77) 여기서 憲法裁判所는 “공무원연 법에 의한 퇴직 여

가 후불임 으로서의 성격뿐만 아니라 사회보장 혹은 공로보상

여로서의 성격을 아울러 갖는다는 에 비추어 볼 때, 구법 제64

조 제1항에 의한 퇴직 여청구권의 제한은 국민 체에 한 사자

로서 엄격한 직무상의 의무를 부담하는 공무원으로 하여 재직

성실하고 청렴하게 근무하도록 유도하기 한 것으로서 그 목 의

정당성이 인정될 뿐만아니라, 제한의 사유를 범죄행 로 인하여

고이상의 형을 받거나 탄핵 혹은 징계처분에 의한 면이라는

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 한정하고, 제한의 범 도 후불임 으로서

의 성격을 가지는 본인의 기여 과 그에 한 이자의 합산액을

과하는 부분에만 한정함으로써 그 수단의 상당성과 법익의 균형성

도 갖추었다.”는 이유하에 합헌 결을 내렸다. 憲法裁判所는 공무원

의 연 청구권이 憲法上의 財産權에 해당되는가의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기여 에 해당하는가 는 국가의 기여 으로 이루어지는가

에 따라 구별을 하지 않았다. 이미 상술한 바와 같이 사회보험에

있어서 권리자가 스스로 부를 행하 는지가 요하지 않다. 제삼

자가 권리자의 사회보장 인 보호를 하여 이행한 기여 도 자신

76) 헌재 1994. 6. 30. 92헌가9. 례집 6-1. 543-544

77) 헌재 1995. 7. 21. 94헌바27 등, 례집 7-2.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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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여 과 동일한 정도로 財産權保護의 상이 된다. 그럴지라도

연 청구권에 있어서 자신의 기여 액은 財産權保護의 정도에 있어

서 매우 요한 것이다. 여 에 있어 자신의 기여 몫이 크면 클

수록 그만큼 財産權保護가 강력하게 나타난다. 한편으로는 특히 개

인의 기여 에 의존된 등가로 나타난 부분과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

공법인의 기여 으로 이루어진 부분과 구별되어야 하는바 후자

의 역에 있어서는 자의 여역에서보다 立法 의 넓은 형성의 여

지가 부여된다. 국민 체에 한 사자로서 재직 성실, 청렴하게

근무하여야 하며 그 품 를 손상하는 행 를 하지 말아야 할 의무

를 지고 있는 공무원이 이러한 의무를 반하여 고이상의 형을

받았거나 탄핵 는 정계에 의하여 면된 경우에는 국가분담 만

큼의 여를 지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公務員年金法 64조

1항은 공무원범죄를 사 에 방하고 공직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자 함에 목 이 있는 것으로서78) 개인의 기여 과의 등가의 핵을 침

해하지 않는 比例의 原則에 합당한 규율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國家有功 禮遇 등에 한 법률 9조에 한 違憲提請事件에서 憲

法裁判所는 어떠한 구체 인 제한이 없이 國家有功 의 보상 수

권을 경제 가치가 있는 권리라는 이유하에 헌법 제23조의 의미의

財産權에 귀속시켰다.79) 국가유공자 우에 한 법률에 의한 보상

은 몰군경이나 상이군경과 같이 국토방 등의 국가의 특수임

무수행과정에서 입은 특별한 희생에 하여 부여되는 각종 보상인

바 공무원의 퇴직 연 이 근무와 노력에 한 가인것과 마찬가지

로 자신의 신체와 생명의 희생에 한 가에 해당되며 이는 헌법

23조에서 보호하고 財産權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80) 사

건에서 憲法裁判所는 몰군경의 유족 공사상자의 수 권은

78) 헌재 1995. 7. 21. 94헌바27 등, 례집 7-2. 92

79) 헌재 1995. 7. 21. 93헌가14, 례집 7-2. 22

80) 신체, 생명에 한 특별한 희생에 한 보상권의 재산권 성격에 하여는：Dürig, aaO, S.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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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국가보훈 수 권이나 사회보장수 권과 마찬가지로 구체

인 법률에 의하여 비로서 부여되는 권리이며, 보상수 권의 내용과

발생시기도 立法 의 범 한 입법형성의 자유 역에 속하는 것으

로서 기본 으로는 국가의 입법정책에 달려 있다고 하 다. 동 법

률조항에서는 여 수 권 발생시기를 등록을 한 날이 속하는 달

로 규정하고 있는바, 등록신청을 하지않을 경우 국가유공자에 해당

하는 사람을 악하여 국가 산을 수립하고 보상수 자체를 결정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 공상 순직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보상 수 권을 인정하게 되면 등록을 지체한 체 오랜 세월

이 지나 공상과 여타 사유로 인한 증상이 병발한 경우 그 구별이

어렵게 된다는 , 우 상자의 수가 폭 증가함에 따라 소 지

이 국가재정상 어렵게 된 등을 고 할 때 동 법률조항은 나름

로의 합리성을 갖추고 있고 객 으로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거

나 자의 인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합헌 결을 내렸다. 憲

法裁判所는 아울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로부터는 인간의 존엄

에 상응하는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물질 생활의 유지에 필요한

부를 요구할 수 있는 구체 인 권리가 상황에 따라서는 직 도

출될 수 있다고 할 수 있어도, 그 이상의 부를 내용으로 하는 구

체 인 권리를 발생 한다고는 볼 수 없으며 이러한 구체 권리

는 국가가 재정형편 등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 으로 감안하여

법률을 통하여 구체화할 때에 비로서 인정되는 법률 권리” 라고

설시하 다.81) 憲法裁判所는 공공자 리기 법 제5조 제1항 등에

한 헌제청사건에서 연 수 권은 사회보장수 권의 하나로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한 社 的 基本權의 성격과 아울러,

연 의 주요재원인 연 보험료의 일부를 수 권자 자신의 부담하는

재산 가치가 있는 권리라는 에서 憲法 23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財産權의 성격을 갖는다고 하여 자신의 종래의 입장을 재확인하

81) 헌재 1995. 7. 21. 93헌가14, 례집 7-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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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아울러 국민연 기 의 여유자 을 공공자 리기 에 강제로

탁하도록 규정한 공공자 리기 법 5조 1항이 제청신청인들의

장래의 연 수 권(Rentenanwartschaften)을 침해한다는 제청신청

인의 주장에 하여 국가가 연 기 의 운 성과에 계없이 국민

연 법에 정하여진 국민연 법에 정해진 지 기 에 따라 연 지

을 해야 하는 종국 인 책임을 부담하고 있다면, 비록 연 수 권

이 財産權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할 지라도, 정부는 연 기 을 헌

법규정과 국민연 법의 입법목 에 부응하도록 합리 재량에 따라

이를 리․운용할 수 있다고 하 다. 연 기 의 운용에 있어서는

安定性, 收益性, 公共性 등을 종합 으로 고려되나 그 에서도 장

기 인 안정성을 최우선 으로 고려할 것이 요청된다고 하 다. 비

록 연 기 의 여유자 을 공공자 리기 에 치하는 경우 융

부분보다 그 수익률이 다소 떨어진다고 할지라도 장기 인 에

서 안정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국민연 가입자의 장래의 연 수 권

(Rentenanwartschaften)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시하 다.82)

결국 연 수 권 등 사회보험법상의 공법상의 권리를 財産權保護

象으로의 확 는 오늘날 국가 실에 있어 필연 이나 여타의 사

법상의 권리와는 달리 國家財政, 經濟狀況과 연 수 등 국가에

의하여 완 히 지배될 수 없는 經濟的인 關係와 指標에 한 依存

性 때문에 일정한 한계가 존재한다. 사회보험제도의 각종 受給權은

헌법상의 財産權保護에 속되나 財産權의 내용과 한계를 결정하는

立法 에게는 比例의 原則에 의하여도 제한되기 어려운 범 한

형성의 여지가 주어진다. 향후 국민연 보험, 고용보험, 산법재해보상

보험등의 확충과 이와 련된 기여 수 권의 수 , 이들 제도의

기능성과 이행능력 등의 문제는 경제 상황과 더불어 財産權保護에

있어 어렵고도 복잡한 憲法的인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82) 헌재 1996. 10. 4. 96헌가6, 례집. 8-2. 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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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財産權保護對象  一般的 財産－租稅徵收  

財産權保護

가. 租稅徵收  財産權

개인의 자유롭고 창의 인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헌법국가는 그의

본질에 있어서 필연 으로 조세국가(Steuerstaat)이다.83) 한편으로

사회국가로써의 그의 사회형성의 임무를, 다른 한편으로 법치국가

로서의 그의 基本權報障任務를 실 하기 하여 국민의 사경제활동

의 결실의 일부를 조세로써 징수하여야 한다. 즉 법치국가와 사회

국가가 되기 하여는 조세국가가 되어야만 한다. 그러나 실에

있어서 法治國家, 社 國家, 租稅國家의 이상 인 화합은 존재하지

않고 있다. 조세국가는 그의 補充的 機能을 떠나 차 基本權保障

을 내용으로 하는 법치국가와 충돌하고 있다.84) 오늘날의 국가의

조세징수는 과거 경제 자유주의 시 와 같이 립 이지도 않고

공공의 질서와 안녕의 유지를 한 최소한에 그치지 않는다. 국가

목 의 확 , 그와 결부된 재정수요의 속한 증 , 사회정책 인

형성임무를 한 조세의 립성원칙의 포기는 국민의 조세부담을

가속시켜왔다. 오늘날 국민의 조세부담은 일정한 한계에 도달하

는바 그것이 더 이상 이탈될 경우에는 법치국가의 실질 인 질을

근본 으로 변경시키게 될 것이다. 국가의 조세징수권이 국민의 재

산을 임의 으로 침해하고 박탈하며, 행 를 유도하고 교살하는 곳

에서는 어떠한 자유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오늘날의 조세부

담의 정도와 다양성과 세분화에 비추어 국가의 조세징수권의 헌법

인 한계설정의 문제는 모든 민주 법치국가의 숙명 인 과제가

되었다.

83) Isensee, Steuerstaat als Staatsform, in: FS für H. P. Ipsen, 1977, S.409 ff.; Frilauf, Unser

Steuerstaat als Rechtsstaat, Steuer-Jahrbuch, 1977/78, S. 39 ff.

84) Friauf, Eigentumsgarantie und Steuerrecht, DöV 1980, S.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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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租稅徵收權과 憲法上의 財産權保障과

의 계는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과제 으며 오히려 상호무 하

다는 견해가 지배하여왔다. 무엇보다 租稅徵收를 財産權의 보호

역으로부터 배제시키는 념은 시민 법치국가시 의 국가 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개인의 自由와 財産權의 행사는 자신의 利益과

아울러 社 全體의 이익을 최선으로 실 시키며 국가는 단지 이를

한 법질서를 유지시키기만 하면 되었다. 이러한 법질서는 국가의

경찰권과 사법권에 의하여 유지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마련을

하여 과세는 불가피하 다. 개인은 자신의 자유와 재산을 방해없이

향유하는데 기여하는 조세징수에 하여 자신의 표자인 의회를 통

하여 동의를 부여하 다. 스스로 떠맡은 의무이행으로써 납세는 어떠

한 부담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財産權保護는 조세징수를 제

로 하기 때문에 조세징수에 의하여 처음부터 내재 으로 제한되었다.

한 통 인 학설은 財産權保護를 公用侵害에 한 보상보호로

이해하여 조세징수와 財産權保護와의 무 성을 주장하 다. 조세는

평등하게 효과를 발생하는 반면, 수용의 본질은 바로 평등권의

반에 있다. 보상의 조건하에 징수하는 조세는 그 자체가 모순이며

이에따라 公用侵害에 한 보상으로 이해되는 財産權保護와 조세징

수는 서로의 별개의 개념으로서 상호 충돌할 수가 없었다.85)

이러한 課稅와 財産權保護의 무 성의 학설은 헌법 상황이 근

본 으로 변화된 국민주권국가시 에 있어서도 여 히 강력한 향

력을 발휘하 다. 를 들어 Forsthoff는 조세국가는 법치국가헌법

이 포함하는 특별한 조건, 즉 국가의 재정고권과 財産權保護의 상

호간에 명확한 구별에 근거하고 있다고 주장하 다.86) 여기서 이른

바 개인의 조세부담을 정당화하는 불문의 헌법규범으로서 이른바

재정유보(Fiskalvorbehalt)사상이 발 된바87) 조세징수의 허용성의

85) Max Layer, Principien des Enteignungsrecht, 1902, S.63 ff.

86) Forsthoff, Begriff und Wesen des sozialen Rechtsstaats, VVDStRL 12(1954), S.8 ff.

87) Huber, Wirtschaftsverwaltung, 2. Aufl. Bd. II, 1954, S.21 ; Hettlage, VVDStRL 14(1956),



312

원칙은 헌법상의 권한규정과 결합하여 헌법상의 특별규정으로서 財

産權保障에 하여 우선권을 갖게 되었다. 국가의 재정고권은 이러

한 방식으로 내부 인 논리성을 갖고 財産權保障으로부터 그리고

法治國家的인 基本權保障體系로부터 면제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財

政留保의 통 인 학설은 오늘날의 민주 법치국가에서 극복된

념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비록 헌법은 국가의 과세권을 허용하

고 있으나 이는 무제한하게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國家

權力과 같이 基本權과 憲法의 諸原則에 羈束되어야 한다.

오늘날 課稅와 財産權保護의 무 성을 주장하는 상당수의 학설은

그 논거로서 憲法上의 財産權은 財産權主體가 보유하고 있는 具體

的인 財産的 權利이며 따라서 단순한 개인의 재산자체는 보호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88) 헌법 23조의 의미의 財産權(Eigen-

tum)은 개인의 체 인 경제능력으로서 재산(Vermögen)이 아니라

立法 의 합헌 인 법률에 의하여 형성된 구체 인 재산 가치가

있는 권리이다. 단순한 재산자체를 財産權保護의 상으로 한다면

그의 특수한 보장기능이 상실되며, 그것은 법한 재산침해를 보호

하기 한 일반 인 법성을 보장하기 한 基本權으로 변질되고

만다고 주장하고 있다. 개인의 재산은 自由權의 補充的 基本權으로

서 일반 행동의 自由權(Art. 2 Abs. I GG)에 의하여 충분히 보호

된다고 한다. 상당수의 학설은 헌법상의 財産權은 개인의 단순한

財産을 보호하지는 않지만 조세를 통하여 구체 인 財産的 價値가

있는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그러한 한도에서 租稅徵收

와 財産權의 련성을 인정하고 있다.89) 즉 개인의 財産을 침해하

는 조세는 土地나 山林의 보유에 한 財産稅, 不動産賃貸에 한

S.2 ff.

88) BVerfGE 4, 7; Selmer, Steuerinterventionismus und Verfassungsrecht, 1972, S.304 ff.;

Papier, Der Staat 11(1972), S.483 ff.; Schenke, in: FS für Armbruster, S.177 ff;

Raumsauer, Die faktischen Beeinträtigungen des Eigentums, 1980, S.133

89) Papier, in：Maunz/Dürig/Herzog/Scholz, Art. 14, Rdn. 169 ff.; Sendler, Die Konkreti-

sierung einer modernen Eigentumsverfassung durch Richterspruch, DöV 1971, S.16 ff ;

Kriele, VVDStRL 30, S.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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所得稅와 같이 동시에 財産權의 보호 상이 되는 個人의 구체 인

財産的 가치가 있는 權利를 침해할 수가 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래의 有力說은 財産을 헌법상의 財産權의

보호 역에 포함시키고 그로부터 조세징수에 의한 개인의 財産權侵

害를 인정하고 있다.90) 개개의 구체 財産的 권리는 財産權에 의

하여 강력하게 보호되는 반면 財産的 가치가 있는 權利의 총체로서

財産은 아무런 제한이 없이 박탈될 수 있다는 것은 논리 인 모순

에 해당된다고 비 하 다.91) 조세징수에 의한 財産侵害는 특정한

財産權保護 象에 한 개별침해와 다르지 않다. 납세자는 조세를

자신의 抽象的인 財産에서 납부하지 않고 오히려 財産權保障下에

있는 개개의 상을 포기함으로서 납부한다. 단지 침해의 형태만이

다를 뿐인바 과세는 납부자에게 그의 채무의 이행을 하여 그의

財産의 어느부분을 포기할 것인가에 한 선택권을 부여한다. 조세

는 개개의 財産權 象에 하여 동일한 강도로 강제하며 단지 방식

에 있어서만 차이가 있을뿐이다. 침해의 종류와 방식에 있어서 이

러한 차이는 단지 형식 인 의미만이 있을 뿐 租稅徵收를 財産權侵

害로부터 배제시키는 것을 정당화하지는 않는다. 어떤 재화를 23조

의 의미의 財産權으로 보아야 할 것인가는 헌법의 체 인 체계속

에서 財産權保障의 目的과 意味에 을 맟추어야 한다.92) 오늘날

기능 으로 이해되고 있는 헌법상의 財産權保障은 財産法領域에서

개인의 자유 역을 확보시키고 자기책임 인 생활의 형성을 가능하

게 하고 있다. 조세를 비롯한 각 종 公課金賦課를 통하여 財産權主

體는 그의 收入과 財産을 자유로이 그리고 자신의 선택에 따라 처

분할 가능성을 히 제한당한다. 憲法的 財産權保護는 구체 인

90) Martens, VVDStRL 30,1972, S.7 ff.; Kirchof, Besteurungsgewalt und GG, 1973, S. 20 ;

Meessen, DöV 1970, S. 812 ff.; Sendler, Gedanken zu einer Neukonzeption der

Eigentumsverfassung, 1972, S.21 ; Frilauf, Eigentumsgarantie und Verfassung, DöV 1980,

S.488ff.; Schmidt-Bleibtreu/Schäfer,DöV 1980, 494 ; Kimminich, Bonner Komm., Art. 14,

Rdn.50 ff. ; Armin, Besteurung und Eigentum, VVDSTRL 39, S.287 ff.

91) Friauf, Eigentumsgarantie und Steuerrecht, DöV 1980, S.488

92) BVerfGE 36, 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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財産的 權利뿐만 아니라 그의 총체로서 財産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

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個人의 財産을 침해하는 租稅立法 는 이

미 상술한 바와 같은 基本權制限의 限界 즉, 正當한 衡量의 原則,

比例의 原則, 平等의 原則, 信賴保護의 原則을 수하여야 한다.

외 인 경우( ：교살 는 몰수 조세)를 제외하고 比例의 原

則은 租稅法律에 하여 효과 인 통제수단이 되기 어려운 에 비

추어 보다 엄격한 법치주의 인 요건을 통한 보완이 요구되고 있

다. 헌법 59조의 租稅法律主義가 요구하는 바와 같이 法律留保는

租稅侵害에 련하여 특별한 방식으로 형식화 되고 한 엄격하여

야 한다. 租稅徵收는 自由와 財産權에 한 다른 어떤 침해보다 높

은 民主的 正當性의 근거를 요하기 때문에 租稅義務는 단지 議 法

律을 근거로 부과되어야 하며 하 법률에 의한 조세부과와 租稅規

範의 유추 용은 배제되어야 할 것이다.

독일의 聯邦憲法裁判所는 통 인 견해에 따라 조세징수를 비롯

한 공과 부과는 헌법상의 財産權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한

동안 고수하 으나93) 차로 유력한 학설의 견해에 따라 공과 부

과와 財産權保障과의 련성을 인정하기 시작하 다.94) 聯邦憲法裁

判所는 부과의무가 납세자의 財産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그의

財産狀況을 근본 으로 변화시킨다면 헌법상의 財産權을 침해한다

고 하 다. 조세를 비롯한 공과 부과가 상 방을 심각한 경제

험으로 이끌고 그리고 그의 財産과 기업활동에 하여 몰수 이

고(Konfisaktorische Wirkung) 교살 으로 작용(Erdrosselungs-

wirkung)하는 경우에는 財産權侵害를 인정하고 있다.

나. 租稅法律에 한 憲法裁判所  判決

한국의 憲法裁判所는 와 같은 독일에 있어서 租稅徵收와 財産

93) BVerfGE 4, 7; 6, 290; 10, 89; 11, 105; 14, 221

94) BVerfGE 14, 221; 19, 119; 19, 253; 23, 288; 26, 327; 22,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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權保障과의 계에 한 심각한 논쟁과는 달리 처음부터 개인의 財

産을 憲法 23조의 財産權保護領域에 귀속시켰고 이에따라 租稅立法

을 財産權保障으로부터 나오는 한계에 속시켰다. 憲法裁判所는

조세법률들은 당연히 개인의 財産權을 제한하는 것으로 제하고

이들 법률들을 우선 으로 憲法 59조의 租稅法律主義와 憲法 11조

에 근거하고 있는 租稅平等主義觀點에서 그리고 사안에 따라 比例

의 原則 는 本質的 內容의 侵害禁止原則에서 검토하 다.

憲法裁判所는 우선 租稅法律主義와 련하여 다음과 같이 시하

고 있다. “조세행정에 있어서 법치주의의 용은 조세징수로부터

국민의 財産權을 보호하고 법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데 목

이 있는 것으로서, 과세요건법정주의와 과세요건명확주의를 그 핵

심 인 내용으로 하는 것이지만 오늘날의 법치주의는 국민의 권리.

의무에 한 사항을 법률로써 정해야 한다는 형식 법치주의에 그

치는 것이 아니라 그 법률의 목 과 내용 한 基本權保障의 헌법

이념에 부합되어야 한다는 실질 법치주의를 의미한다.”95) “조세는

財産權을 침해하는 것이 되므로 납세의무를 성립시키는 납세의무

자, 과세물건, 과세표 , 과세기간, 세율 등의 모든 과세요건과 조세

의 부과․징수 차는 모두 국민의 표기 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

로 이를 규정하여야 한다는 것(과세요건법정주의)과 과세요건을

법률로 규정하 다고 하더라도 그 규정내용이 지나치게 추상 이고

불명확하면 과세 청의 자의 인 해석과 집행을 래할 염려가 있

으므로 그 규정내용이 명확하고 일의 이어야 한다는 것(과세요건

명확주의)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조세법률주의는

국민의 財産權을 보장함과 동시에 국민의 경제생활에 법 안정성

과 측가능성을 부여하는 것을 이념으로 하고 있다고 설시하여 財

産權保護에 있어 조세법률주의의 결정 인 요성을 강조하 다.96)

95) 헌재 1992. 2. 25, 90헌가69 등, 례집 4. 114

96) 헌재 1992. 12. 24. 90헌바21, 례집 4. 899-900; 헌재 1995. 10. 26. 94헌바7 등, 례집

7-2. 444; 헌재 1995. 11. 30. 94헌바40, 례집. 7-2. 616; 헌재 1998. 4. 30 95헌바55, 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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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憲法裁判所는 임입법에 련하여 “헌법 75조의 입법취지

에 비추어 볼 때 ‘구체 으로 범 를 정하여’라 함은 법률에 통령

령등 하 법규에 규정될 내용 범 의 기본사항이 가능한 한 구

체 이고도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구라도 당해 법률 그 자체

로부터 통령령등에 규정될 내용의 강을 측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하고,”97) “租稅法律主義의 理念에 비추어 국민의 財産權을 직

으로 제한하거나 침해하는 내용의 租稅法規에 있어서는 일반 인

부행정법규에서와는 달리 委任立法의 요건과 범 가 보다 엄격하

고 제한 으로 규정되어야 한다.”고 시하고 있다.98) 헌법재 소는

배우자 는 직계존비속간에 부담부증여의 경우에 통령령으로 정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더라도 당

해 채무액을 공제하지 않도록 규정한 구 상속세법 29의4조 2항,99)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에 락된 財産은 상속세 부과당시의 가액

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한 구 상속세법 9조 2항,100) 法人稅의 課稅標

準을 결정 는 갱정함에 있어서 익 에 산입한 액의 처분은

통령령이 정하는바에 의한다고 규정한 구 법인세법 32조 5항,101) 과

세 상이 되는 유휴토지의 지가를 통령령이 정하는 基準時價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土超稅法 11조 2항,102) 寡占株主의 제2차

납세의무를 규정한 國稅基本法 39조 2호,103)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규정한 國稅基本法 41조, 大統領令이 정하는 특수한

계에 있는 자로부터 히 렴한 가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27. 357

97) 헌재 1991. 7. 8. 91헌가4, 례집 3. 336

98) 헌재 1995. 11. 30. 93헌바32, 례집 7-2. 598; 헌재 1998. 4. 30. 96헌바70, 법률신문 2704

99) 헌재 1992. 2. 25, 90헌가69 등, 례집 4. 114

100) 헌재 1992. 12. 24. 90헌바21, 례집 4. 890

101) 헌재 1995. 11. 30. 93헌바32, 례집 7-2. 598

102) 헌재 1994. 7. 29, 92헌바49 등, 례집 6-2. 65; 그러나 헌법재 소는 부분의 세법규정이

그 기 시가를 구 토 세법과 같이 단순히 시행령에 임하여 두고 있는 상황에서 성 하

게 조문을 무효화 할 경우 세정 반에 일 혼란이 야기된다는 이유로 헌선언결정을

하는 신에 입법개선 구를 하 다.

103) 헌재 1997. 6. 26. 93헌바49 등, 례집 9-1, 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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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을 받은 자에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액을 증여받은 것

으로 규정하고 있는 相續稅法 34조의4,104) 相續財産이 사실상 임

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財産의 경우에 그 가액을

상속시 황의 가액과 통령령에서 정하는 가액 큰 액을 상속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는 相續稅法 제9조 4항 4호105) 등 부분

의 심 상이 된 법률들에 하여 租稅法律主義에 반된다는 이

유로 違憲判決을 내렸다. 한 상속개시일 1년이내에 피상속인이

相續財産을 처분한 경우 그 액이 財産種類別로 계산하여 5천만원

이상이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

으로서 용도가 객 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통령령이 정하

는 경우에는 과세가액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相續稅法 7

조 2항에 있어서 “용도가 객 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통령

령이 정하는 경우”를 간주규정으로 해석하는 한 租稅法律主義에 반

한다고 하여 限定違憲判決을 내렸다.106) 憲法裁判所는 1990년 12월

31일에 개정되어 그 “1년”이 “2년”으로, “5천만원”이 “1억원”으로,

여타의 부분은 동일하게 규정된 개정법률조항에 하여도 동일한

결을 내렸다.107) 반면 국민주택건설용지에 한 양도소득세의 면

제신청의 방법을 통령령에 임한 구 조세감면규제법 62조 3항에

한 憲法訴願事件에서 면제신청에 한 제도의 취지, 임의 목 ,

내용 정도를 감안할 때, 조세면제에 한 요한 사항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하여 합헌 결을 내렸다.108)

다른 한편 財産權의 내용과 한계를 규율하는 立法 의 形成權을

제한하는 平等의 原則은 租稅法律에서는 특히 租稅平等主義에 의하

여 보다 강력하게 표 되고 있다. 憲法裁判所는 “국가는 租稅立法

을 함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이 공평하게 국민들 사이에 배분되도록

104) 헌재 1997. 11. 27. 95헌바38, 례집9-2. 591-592

105) 헌재 1998. 4. 30. 96헌바70, 법률신문 2704호

106) 헌재 1994. 6. 30. 93헌바9, 례집 6-1. 631

107) 헌재 1995. 9. 28. 94헌바23, 례집 7-2. 319

108) 헌재 1995. 10. 26. 94헌바7 등, 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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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제정하여야 할 뿐 아니라 조세법을 해석․ 용함에 있어서도

모든 국민을 평등하게 취 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 이러한 조세평

등주의는 정의의 이념에 따라 ‘평등한 것은 평등하게’ 그리고 ‘불평

등한 것은 불평등하게’ 취 함으로써 조세법의 입법과정이나 집행

과정에 있어서 자의를 배제하고 조세정의를 실 하려는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고 설시하고 있다.109) 憲法裁判所는 實質課稅의 原則을

규정한 國稅基本法 14조와는 달리 권리의 이 이나 그 행사에 등

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財産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

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相續稅法 제32조

의2의 헌법소원에 있어서 “다만 법률조항에는 무차별한 증여의

제로 인한 헌의 소지가 있으므로 외 으로 조세회피의 목 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하

고, 와 같이 해석하는 한 憲法 11조의 租稅平等主義에 배되지

않은다.”고 하여 限定合憲判決을 내렸다.110) 한 50%의 단일비례

세율을 토 세에 용하고 있는 土超稅法 12조에 하여 土超稅

와 같이 財産의 이득에 한 租稅에 있어서는 租稅의 수직 공평

을 이루어 所得水準이 다른 사람들 사이에 실질 인 평등을 도모하

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율체계를 單一比例稅로 한 것은 헌법상의

평등에 배된다고 시하 다.111) 아울러 相續稅法 29조의4 2

항,112) 相續稅法 9조 2항,113) 國稅基本法 39조 2호를114) 조세

법률주의에 반할 뿐 아니라 합리 이유없는 차별 과세라는 이

유로 조세평등주의에 반한다는 결을 내렸다.

憲法裁判所는 한 租稅法律이 比例의 原則을 배하여 개인의

109) 헌재 1989. 7. 21. 89헌마38, 례집 1. 141-142

110) 헌재 1989. 7. 21. 89헌마38, 례집 1. 131

111) 헌재 1994. 7. 29. 92헌바49등, 례집 6-2. 109

112) 헌재 1992. 2. 25. 90헌가69, 례집 4. 114

113) 헌재 1992. 12. 24. 90헌바21, 례집 4. 890

114) 헌재 1997. 6. 26. 93헌바49 등, 례집 9-1. 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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財産權을 침해하 는지의 여부에 하여 심사하 는바 國稅基本

法 41조가 제2차 납세의무자의 책임한도를 한 범 내로 한정하

지 않고 讓受財産의 價額을 과한 부분에도 제2차 납세의무를 지

게하는 것은 實質的 租稅法律主義뿐만 아니라 比例의 原則에도

반하여 財産權을 침해한다고 시하 다. 아울러 相續財産에 가산

할 증여의 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황에 의하도록 규정한 相

續稅法 9조 1항에 하여 진세율에 의한 상속회피행 를 방지하

고 조세의 형평을 기하려는 입법목 은 상속개시 일정기간의 贈

財産價額을 증여당시의 價額으로 평가하여 相續財産에 가산하는

것만으로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당시의 황에

의하도록 한 것은 過剩禁止의 原則에 반한다는 이유로 違憲判決

을 내렸다.115) 특히 미실 이득에 한 課稅 重複課稅의 문제는

그의 몰수 효과로 인하여 比例의 原則 本質的 內容의 侵害禁

止의 원칙에 배하여 財産權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학설과 실무

에서 격력한 논쟁을 야기시킨 土超稅法 8조 등의 違憲訴願事件

에서116) 憲法裁判所는 미실 이득에 한 과세의 허용성을 원칙

으로 인정하 으나 미실 이득은 그 이득이 아직 자본과 분리되지

아니하여 실 으로 지배. 리.처분할 수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는 특성을 갖고 있어 과세 상이득의 공정하고도 정확한 계측문제,

조세법상의 응능부담원칙과 모순되지 않도록 납세자의 실 담세력

을 고려하는 문제, 지가변동 순환기를 고려한 정한 과세기간의

설정문제, 지가하락에 비한 한 보충규정의 설정문제 등의 문

제가 선결되어야 하며 만약 유휴토지 등 소유자가 가공이득에 한

토 세를 부담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이는 원본인 토지자체를 몰수

115) 헌재 1997. 12. 24. 96헌가19, 례집 9-2. 762-763

116) 헌재 1994. 7. 29. 92헌마49 등, 례집 6-2. 64; 金文顯, 토지문제에 한 헌법 시각과 토

세헌법불합치결정에 한 평가, 제46회 한국공법학회학술발표회, 16면이하; 徐元宇, 財産

權保障과 課稅權의 限界－토지 과이득세의 헌논의에 련하여－, 월간고시 1994. 1, 169

면이하; 석종 , 헌법재 소의 토지 과이득세법 제10조등의 헌법불합치결정, 토지공법연구

I(1995), 13면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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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셈이 되어 수득세의 본질에도 반하는 결과가 될 뿐 아니라,

결과 으로는 財産權保障原則과 公平課稅의 理念에도 반된다고

하 다.117) 土超稅法上 개별토지지가의 조사.산정업무가 객 성

과 문성이 결여되고 있는 , 토지 과이득의 계측수단의 구조

인 미비 과 여러 과세기간에 걸쳐 장기간 토지를 보유하는 경우

체 보유기간 동안의 지가의 변동상황에 하여 처함에 있어서

아무런 보충규정도 두고 있지 않은 에 비추어 토 세가 이득에

한 과세가 아니라 원본에 한 과세가 되어버릴 험이 매우 크

며, 이는 토 세과세로 인하여 원본자체가 잠식되는 경우로서 수득

세인 토 세의 본질에도 반함으로써 헌법 제23조가 정하고 있는 私

有財産權保障 취지에 반된다고 시하 다.118) 한 土超稅法

26조 1항은 土超稅決定日로부터 6년이내에 당해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토 세 결정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경과년수에 상응하여

양도소득세 등의 납부세액에서 토 세액의 40～80%만을 공제하도

록 규정하고 있는바 토 세는 양도소득세와 같은 수득세의 일종으

로서 그 과세 상 한 양도소득세 과세 상의 일부와 완 히 복

되고, 목 한 유사하여 어느 의미에서는 토 세가 양도소득세의

납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 상당한데도 토 세액 액을 양도

소득세에서 공제하지 않도록 규정한 것은 실질 세의 원칙에 반한

다고 설시하 다. 한 土超稅法 8조 1항은 임 토지를 원칙

으로 유휴지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바로 財産權의 본질 기능

인 使用․受益․處分의 자유, 즉 사 유용성을 히 제한하는

財産權의 本質的 內容을 침해하는 법률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이

다. 憲法裁判所는 “토지소유자가 스스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이

유만으로 다른 토지소유자와 비교하여 법상 불리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헌법상 근거없이 토지임 인을 차별하는 것이

117) 헌재 1994. 7. 29. 92헌바49, 례집 6-2. 96-97

118) 헌재 1994. 7. 29. 92헌바49, 례집 6-2. 104-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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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토지소유자와 임 인사이에 자본의 자유로운 결합을 방해함으

로써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 함을 기본으로 하

는 헌법상의 경제질서에도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하 다.119)

 Ⅴ. 財産權에 한 公用侵害(收用․使用․制限)과120) 

正當한 補償 

1. 財産權  社 的 羈束(憲法 23  1항 2 )과 公用

侵害(憲法23  3항)  關係 

憲法 23조 3항은 公共必要에 의한 財産權의 수용․사용 는 제

한 그에 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 23조는 財産權의 內容과 限界(헌법 23

조 1항 2문)와 財産權에 한 公用侵害(헌법 23조 3항)를 각 각 독

자 인 법제도로서 규율하고 있다.121) 헌법 23조 1항 2문은 財産權

의 내용과 한계에 한 일반 이고 추상 인 규율인 반면에 憲法

23조 3항은 公的 目的을 하여 보상을 조건으로 한 財産權主體의

財産權의 收用, 使用 그리고 制限을 의미한다. 立法 는 헌법 23조

1항 2문에 따라 財産權의 내용과 한계를 규율함에 있어서 헌법에

의하여 주어진 한계를 수하여야 하며 만일 이와같은 규율이 比例

의 原則, 信賴保護의 原則, 平等의 原則 등에 배된다면 이는 違憲

인 내용규율에 해당하며 헌법 23조 3항의 의미의 公用侵害에 해당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財産權主體에게 헌법

119) 헌재 1994. 7. 29. 92헌마49등, 례집 6-2. 67

120) 한국헌법 제23조 3항은 公權力에 의한 법한 財産權의 침해형태를 독일의 제국재 소이래

확 된 收用의 개념(이른바 세속화된 수용의 개념)에 해당하는 收用, 使用, 制限으로 각 각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이러한 公權力에 의한 침해형태들을 이미

행정법학에서 일반화된 경향에 따라 公用侵害라는 用語(參 : 金 南辰, 行政法 I, 1997, 607

면)로 사용하고자 한다.

121) 헌재 1973. 7. 29. 92헌바20, 례집 5-2. 5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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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조 3항에 의한 손실보상청구권이 아니라 헌법 23조 1항 1문에서

도출되는 방어 인 권리가 주어진다. 財産權主體는 헌 인 법률

에 근거한 행정작용에 의한 침해에 하여는 行政訴訟을 제기할 수

있으며 법률에 의한 직 인 公用侵害에 하여는 憲法訴願을 제

기할 수 있다. 한 련인은 그의 財産을 침해하는 작용이 헌법

23조 3항의 公用侵害에 해당된다고 단하는 경우에도 법률에 의한

보상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보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 公用侵害法律

에 보상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련자는 문제가 되는 公用侵害行爲

에 하여 行政訴訟을 제기하여 구체 규범통제에 의하여 자신의

財産權을 보호받을 수 있다. 근래의 獨逸聯邦憲法裁判所의 결에

따르면 財産權주체에게는 방어권과 보상청구권사이에 어떠한 선택

권을 갖고 있지 않다. 헌법 23조 1항 1문에서 보장하고 있는 財産

權의 存續保護는 단지 헌법 23조 3항의 엄격한 외 인 요건하에

서만 財産權의 價値保護로 환된다.122)

2. 公用侵害  要件

헌법 제 23조 제3항은 公共必要에 의한 財産權의 收用, 使用

는 制限 그에 한 보상은 법률로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 하여

야 한다고 규율하고 있다. 개인의 財産權에 한 公用侵害는 公共

必要를 하여 하되 국회가 제정한 형식 의미의 법률에 직 의

하거나(立法的 公用侵害) 는 그것에 근거하여야 하며(行政的 公用

侵害) 아울러 公用侵害를 허용하는 법률은 반드시 그에 한 정당

한 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補償을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가. 財産權에 한 公用侵害 

헌법 23조 3항의 의미의 財産權이란 23조 1항 2문에 의하여 立法

122) BVerfGE 52, 1; 58, 137; 58,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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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하여 형성된 내용을 갖는 모든 財産的 가치가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公用侵害의 한 형태로서 수용이란 공용수용을 의미하는

바 公共必要를 하여 국가․공공단체 는 사업주체가 개인의 특

정한 財産權을 강제 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그의 형 인 경우

로서 토지수용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토지수용이 있다. 使用은 공용

사용을 의미하며 이는 국가․공공단체 는 사업주체가 公共必要를

하여 개인의 財産權을 일시 으로 그리고 강제 으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制限은 국가․공공단체 는 사업주체가 개인의 특

정한 財産權에 하여 가하는 모든 공법상의 제한으로 이의 형

인 경우로서 計劃制限, 保全制限, 使用制限 등을 들 수가 있다. 이

와같은 公用侵害는 직 법률의 형식에 의한 公用侵害(立法的 公用

侵害)와 법률에 근거한 행정작용에 의한 公用侵害(行政的 公用侵害)

를 들 수 있다. 행정작용에 의한 公用侵害에는 그것이 法的 行爲이

든 事實行爲( ： 건설로 인한 농경지의 수몰, 국 기업의 운 에

서 발생하는 공해)이든 무 하다. 憲法裁判所는 河川法 2조 1항 2호

다목에 한 헌법소원사건에서 河川法 2조 1항 2호 다목과 河川法

3조에 따른 제외지의 국유화는 立法的 收用에 해당하는바 “立法的

收用은 법률에 근거하여 일련의 차를 거쳐 별도의 행정처분에 의

하여 이루어지는 소 행정 수용과는 달리 법률에 의하여 직

수용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법률’에 의하여 수용하라는 헌법 요

청을 충족한다.”라고 결하여 立法的 公用侵害의 헌법 허용성을

정하 다.123) 그 다고 하더라도 立法 에게는 입법 公用侵害와

行政的 公用侵害사이에 자유로운 선택권이 인정되어서는 안된다.

憲法 23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財産權保護는 우선 으로 財産權의

存續을 보호하는 효과 인 권리보호가 본질 인 요소를 이루고 있

다. 立法的 公用侵害에 하여는 行政訴訟을 통한 권리구제가 가능

하지 않으며 한 財産權主體에게 주어지는 憲法訴願은 그에 한

123) 헌재 1998. 3. 26. 93헌바12, 공보 27. 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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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한 체 인 권리구제수단이 되지 못하고 있다. 憲法裁判所는

行政訴訟의 一審과 같은 事實審의 기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

다. 이에따라 입법 公用侵害, 즉 형식 법률 는 그에 근거한

法規命令이나 조례에 의한 직 公用侵害는 단지 외 으로 아

주 제한된 경우에만 허용되는바, 行政的 公用侵害에 의하여는 공

목 의 수행이 한 기간내에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는 입법

수용이 없이는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조치의 실 이 하게 지

연되는 경우에 허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124)

나. 公共必要 

財産權에 한 公用侵害는 公共必要를 하여만 가능한바 이러한

公共必要은 형 인 불확정개념으로서 그 내용에 하여 학설에서

는 논란이 되고 있으나125) 일반 으로 헌법 37조 2항의 국가안 보

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포 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러한 公共必要槪念의 구체화는 立法 의 임무인

바 그는 公用侵害法律에 公用侵害의 목 과 조건을 가능하는 한 명

확하게 규율하여야 하며126) 憲法裁判所는 해당법률의 公共必要性

否에 하여 구체 으로 심사를 하여야 한다. 私法上의 事業主體에

게 公用侵害의 권한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에게 공 임무가 부여

되고 그러한 임무가 公共必要를 하여서 수행되는 것이 확보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127) 公共必要에 의한 財産權

에 한 강제 인 財産權의 침해인 公用侵害는 헌법의 財産權保障

體系에 있어서 마지막 수단으로서 법치국가에서 도출되는 比例의

原則에 속되어야 한다. 公用侵害는 공 목 의 실 에 합하고

124) Schwerdtfeger, aaO, S.31 ; Papier, in：Maunz / Dürig / Herzog / Scholz, Art. 14. Rdn.

563 ; Badura, in：Handbuch des Verfassungsrechts, Rdn. 60 ; BverfGE 24, 367 ; 45, 297

125) 이에 하여는: 權寧星, 前揭書, 566면

126) 를 들어 토지수용법 3조는 토지를 수용 는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을 구체 으로 열

거하고 있다.

127) Ossenbühl, Staatshaftungsrecht, 4.Aufl. 1991, S.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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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필요한 수단이 되어야 한다. 의도된 목 을 실 하는데 있어서

동일한 효과를 발행한다면 개인의 財産權의 剝奪보다는 사용이나

제한방법을 사용하여야 할 것이다. 憲法裁判所는 河川法 제2조 1항

2호 다목에 한 헌법소원사건에서 하천 리목 을 하여 “……국

가가 택할 수 있는 방법에는 제외지를 국유화하는 방안 는……하

천의 리 등을 하여 필요한 토지를 개별 으로 수용하든가 하천

리상의 필요에 응하여 사소유권의 이용․처분에 제한을 가하는

것에 그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두가지 방안 어느 것을

택할 것이지는 立法 가 홍수피해방지와 하천의 정한 이용 등 효

율 인 하천 리라는 공익 필요성의 정도와 이를 해 국민의 財

産權이 희생되고 제한되는 정도를 조화롭게 형량하여 결정할 문제

고 이에 한 사실의 평가와 가치 단은 일차 으로 立法 의 몫으

로 그것이 히 자의 이거나 비례성을 벗어난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 한 이를 존 하여야” 한다고 시하 다.128)

다. 公用侵害에 한 法律留保 

헌법 제23조 3항에 의한 公用侵害는 법률에 의하여 직 , 는

법률의 수권에 의하되 이러한 公用侵害法律은 동시에 보상에 하

여 규율하여야만 하는 이른바 독일 기본법 14조 3항의 附帶條

(Junktim-Klausel)과 유사한 구조를 갖추고 있다. 이에 따라 헌법

23조 3항은 헌법 37조 2항의 일반 법률유보에 하여 加重된 法

律留保를 두고 있다. 학설에서는 헌법 23조 3항에 헌법 37조 2항의

용여부에 하여 논란이 일고 있으나 헌법 23조 3항은 財産權保

障에 있어서 공 목 의 실 을 한 외 인 요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헌법 37조 2항의 추가 인 용은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이미 財産權에 한 公用收用은 개인의 財産에 한 본질 인 침해

를 의미하며 한 헌법 23조 3항에 용되는 比例의 原則은 헌법

128) 헌재 1998. 3. 26. 93헌바12, 공보 27. 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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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조 2항에서만 용되는 원칙이 아니라 법치국가원리에서 도출되

는 모든 국가작용에 하여 용되는 원칙이기 때문이다. 財産權에

한 公用侵害法律은 국회가 제정한 形式的 意味의 法律을 의미하

며 法規命令이나 條例도 국회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公用侵

害法律이 될 수가 있다. 그러나 法規命令의 경우에는 헌법 75조와

95조에서 나오는 명확성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할 것이다. 憲法裁判

所는 국가보 에 한 특별조치법 5조 4항에 한 違憲提請事件에

서 同 法律條 은 “토지의 收用․使用의 要件과 範圍 限界 등에

한 기본 인 사항조차도 규정하지 않은채 포 으로 통령령에

임하고 있어, 財産權制限을 법률로써 하도록 규정한 헌법 23조

제3항 委任立法의 限界를 규정한 憲法 75조에 반된다.”고

시하 다.129)

公用侵害法律은 한 公用侵害에 한 보상을 규율하여야 하며,

그 보상은 정당하여야 한다. 헌법 23조 3항이 獨逸基本法 14조 3항

2문의 의미의 附帶條 을 도입하고 있는지에 하여 학설에서는 논

란이 되고 있다.130) 이러한 논쟁은 특히 財産權主體가 헌법 23조 3

항의 의미의 公用侵害를 당하고 있으나 公用侵害法律에 보상규정이

없는 경우에 헌법에 직 근거하여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의 여

부와 련하여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을 직

근거로 하여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直接效力說은131) “……財産

權의 수용․사용 는 제한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제 3공화국 헌법 제20조 3항아래서만 가능

한 해석이며132) “……보상은 공익 계자의 이익을 정당하게 형

량하여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한 제5공화국헌법이나 “……보상은

129) 헌재 1994. 6. 30. 92헌가18, 례집 6-1. 558

130) 이에 하여 상세히는: 拙稿, 獨逸 Bonn 基本法 14조상의 附帶條 (Junktimklausel)의 意味

와 韓國憲法 23조 3항의 解釋, 司法行政, 1992. 9. 35면이하 ; 1992. 10. 27면이하

131) 金哲洙, 前揭書, 421면; 金東熙, 行政法 I, 1998, 495면; 洪準亨, 行政救濟法, 1996, 143; 朴均

省, 試界, 1990.8, 114면

132) 법원 1967. 11. 2. 선고 97다37326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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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 하여야 한다.”는 행헌법의 해

석에는 무리가 따르고 있다. 憲法 23조 3항의 문장구조로 보거나

同條 의 연 으로 볼 때 財産權의 被侵害 는 개별 公用侵害法律

에 보상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국가 등에 하여 損失補償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133) 만일 財産權에 한 公用侵害가 있었으나 근거

법률에 보상규정이 없는 경우, 는 보상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보상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률은 違憲․無效에

해당된다. 被侵害 는 해당법률에 하여 憲法訴願을 제기하거나,

公用侵害行爲에 하여 行政訴訟을 제기하여 당해 법률이 裁判의

前提가 되는 경우에는 헌법 107조 1항의 구체 규범통제를 통하여

구제받을 수가 있다. 만일 이러한 침해행 로 인하여 피할 수 없는

손해가 발행될 경우에는 국가배상청구를 통하여 배상받을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이른바 附帶條 이 개인의 財産權保障에 있어서 수

행하고 있는 요한 法治國家機能을 한 간과하여서는 안될 것이

다. 附帶條 은 公用侵害와 보상과의 필연 인 입법 결합을 통하

여 立法 에 한 警告機能을 수행하고 있다. 立法 는 자신이 규

율하고자 하는 사실 계가 23조 3항의 의미의 公用侵害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와 이 경우에 공재정에 부담이 되는 보상을 부여하여야

하는지 미리 사 에 검토하고 스스로에게 석명시키는 기능을 갖고

있다. 한 附帶條 은 국가재정 인 측면에 있어서도 요한 의미

를 갖고 있는바 立法 로 하여 다양한 이해 계를 고려하여 補償

의 基準과 方法에 하여 결정하도록 하여 다른 국가기 , 특히 법

원에 의한 공재정지출의 결정을 통하여 더 이상 교정시킬 수없는

133) 現行憲法으로의 개정시 野間의 상과정에서 당시 야당인 통일민주당에서는 제 3공화국

헌법 로 하자는 입장도 있었으나 이러할 경우에 국민은 “특별한 희생”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는 경우까지도 민사소송으로 보상을 청구하게 될 것이며, 그에 따른 국민의 경비, 노

력, 시간의 낭비, 행정청의 행정력의 낭비 등 혼란이 생겨 법률생활의 안정 내지는 법 평

화를 유지하기가 어렵게 될 우려가 제기되었다. 이러한 혼란을 방하기 하여 최종합의

과정에서 “……그에 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라는 문구를 삽입하여 공용침해법률에

의한 제한이 특별한 희생인 경우에는 반드시 당해법률에서 보상을 규율하도록 하 다. 이

에 하여는：朴鈗忻, 新行政法講義(上), 1996, 48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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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지출의무를 발생시키는 것을 방지한다. 아울러 附帶條 은

반드시 보상이 결부된 公用侵害에 하여만 개인에게 수인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개인의 권리보호에도 기여한다.

물론 모든 公用侵害法律에 하여 보상규율을 두는 것은 쉬운 일

은 아니다. 를들어 財産權을 강제 으로 국가 등에 이 하는 公

用收用은 그것의 明確性과 可視性으로 인하여 보상규정을 두는데

문제가 없으나 使用이나 制限과 같은 財産權의 침해의 경우에는 그

것이 財産權의 社 的 羈束의 한계를 넘어 개인에게 특별한 희생을

부여하는지 여부에 하여 이른바 구별기 설인 형식 기 설

실질 기 설의 용에 의하여 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

러나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이른바 이른바 豫見可能說을 용하여

단한다면 부분의 문제는 쉽게 해결될 것이다. 즉 정상 이고

형 인 침해, 즉 사실 계가 財産權을 社 的 羈束이상으로 제한

하는 것이 立法 에게 객 으로 견될 수 있는 경우에는 보상규

율을 마련하는데에는 큰 어려움이 없다.134) 여기서 요구되는 豫見可

能性의 程度는 제3자의 사 이고 객 인 찰에 따른 침해의

효과와 범 침해행 의 의미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것이

다. 를 들어 한국에서 학설에서 논쟁이 되고 있는 開發制限區域

의 지정이나 도로공사의 경우에 있어서 경우에 따라 개인에게 사회

제약을 벗어나 特別한 犧牲을 가할 수 있다는 것은 구나가 다

견할 수 있는 것이다. 大法院은 “都 計劃法 제21조 제 1항, 제2

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안에 있는 토지의 소유자는 財産

134) 이에 하여 상세히는 拙稿, 前揭論文(下), 37면. 여기서 견할 수 없는 재산권의 침해에

한 보상문제가 발생하나 23조 3항의 公用侵害는 공공필요를 한 계획되고 견된 침해

를 제로 하는 공법상의 제도이다. 견할 수 없는 침해는 본질 으로 危險責任의 領域

에 속하는 것으로 財産權領域에서만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신체, 생명 직업의 자유의

침해에 있어서도 발생될 수 있는 것이다. 민법에서 험책임제도는 어떠한 일정한 체계를

갖고 발 하여 오지 않고 개별법 인 해결을 보아왔으며 독일이나 랑스에서 례를 통하

여 발 되어온 공법상의 험책임제도 역시 아주 제한된 역에서 발 하여 왔으며 최근

에는 이를 입법화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염병 방법 54조의 2에서 규정한 험책

임은 비록 그 보상내용은 열악하기는 하나 이러한 개별법 인 해결은 향후 법발 을 한

바람직한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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上의 권리행사에 많은 제한을 받게 되고, 그 한도내에서 일반토지

소유자에 비하여 불이익을 받게 되었음은 명백하지만……, 그 제한

으로 인한 토지소유자의 불이익은 공공의 복리를 하여 감수하지

아니하면 안될 정도의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손실보상의 규정을 두

지 아니하 다 하여 도시계획법 제제21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을

헌법 제23조 제3항이나 제37조 제2항에 배된다고 할 수 없는 것

이다.”라고 시하여 원고의 違憲提請申請에 하여 기각결정을 하

는바,135) 개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소유자가 사회 제약을 넘는

특별희생을 받는지의 여부는 일 으로 단할 수 없으며 구체

상황에 따라 다를 수가 있는 것이다. 이에따라 도시계획법 21조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으로 특별한 희생을 당한 경우에는 보상을 하

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어야 할 것이며 재의 보상규정이 없는 법

률은 헌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사건에서 원고는 憲法裁判所

법 68조 2항에 의한 憲法訴願審判請求를 하여 都 計劃法 제21조 1

항과 2항에 한 憲法裁判所의 결을 끌어내었으면 보다 바람직

하 을 것이다.136)

憲法裁判所는 1994년 12월 29일 조선철도주식의 보상 청구에

한 헌법소원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요한 결정을 내렸다. “우리 헌법

은 제헌이래 재까지 일 하여 財産의 수용, 사용 는 제한에 한

보상 을 지 하도록 규정하면서 이를 법률이 정하도록 임함으로

써 국가에게 명시 으로 수용 등의 경우 그 보상에 한 입법의무를

부과하여 왔는바, 해방후 사설철도회사의 財産을 수용하면서 그

보상 차를 규정한 군정법령 제75호에 따른 보상 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단계에서 조선철도의 통일폐지법률에 의하여 군정법령이 페

지됨으로써 한민국의 법령에 의한 수용은 있었으나 그에 한 보

135) 법원 1990. 5. 8. 89부2, 공보 875

136) 이와 별도로 憲法裁判所는 違憲審判提請의 신청을 거치지 않고 직 제기된 都 計劃法 21

조에 한 憲法所願事件에 있어서 憲法所願의 補充性에 근거하여 却下判決을 하 다(헌재

1991. 6. 3. 89헌마46, 례집 3. 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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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을 실시할 수 있는 차를 규정하는 법률이 없는 상태가 계속되고

있으므로 한민국은 군정법령에 근거한 수용에 하여 보상에

한 법률을 제정하여야 하는 立法 의 헌법상 명시된 입법의무가

발생하 으며, 폐지법률이 시행된 지 30년이 지나도록 立法 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은 입법재량의 한계를

넘는 입법의무불이행으로서 보상청구권이 확정된 자의 헌법상 보장

된 財産權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헌이다.”라고 시하 다.137) 즉

憲法裁判所는 財産權의 收用, 使用, 制限의 경우에는 立法 로 하여

반드시 그 보상에 하여 규율하도록 하는 憲法上의 義務를 인정

하 다. 그후 憲法裁判所는 하천법 2조 1항 2호 다목에 한 헌법소

원사건에서 “……立法 에게 보상입법의 의무가 있음이 거듭 확인되

었고, 국유로 된 사유토지의 제외지에 한 보상규정이 없다는 에

하여 국민의 財産權차원에서 문제 이 지 되어, 결국……개정된

하천법은 부칙 제2조 제1항에서 리청이 그 손실을 보상하도록 규

정하 으며, ……그 다면 결과 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 제23

조 제3항이 요구하는 ‘법률에 의한 보상’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이 에서도 헌법에 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시하

는바138) 이는 바로 公用侵害법률이 보상을 규율하지 않는 경우에는

헌이 되며 따라서 헌법 23조 3항이 독일 基本法 14조 3항 2문과

같은 附帶條 의 구조를 갖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 特別한 犧牲과 正當한 補償

國家 公共團體 등의 보상의무를 발생시키는 헌법 23조 3항의

의미의 公用侵害가 발생되기 하여는 피침해자에게 特別犧牲이 발

생되어야 한다. 규율되는 사실 계가 財産權主體에게 특별한 희생

에 해당하는지 는 헌법 23조 1항 2호에 의하여 立法 에 의하여

137) 헌재 1994. 12. 29. 89헌마2, 례집 6-2. 395-396 ; 이에 한 評釋으로는: 洪準亨, 損失補

償의 法的 根據, 判例月報, 1995.6. 9면; 1996. 7. 9면

138) 헌재 1998. 3. 26. 93헌바12, 공보 27. 3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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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화 되는 보상의무를 발생시키는 사회 제약에 해당하는가에

하여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기 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立

法 는 지 까지 독일의 학설과 례에 의하여 발 되어 한국의 문

헌에 의하여 계수된 個別行爲說, 受忍限度性說, 重大性說, 私的 有

用說, 狀況拘束性說 등을 용하여 해당되는 사실 계가 財産權의

社 的 羈束을 넘는 특별한 희생에 해당하는지를 단하여야 하며

특별한 희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公用侵害法律에 정당한 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상규율을 마련하여야 한다. 지 까지의 立法例에

따른 보상규율의 형태는 토지수용법 46조이하와 같이 직 법률에

서 보상의 기 과 방법을 규정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河川法 74

조, 75조, 道路法 79조, 80조와 같이 보상의무와 보상의 차만을

규정하고 보상의 내용은 법 에게 임하는 경우, 산림법 63조, 하

천법부칙 제2조(제외지에 한 보상)와 같이 법률에서는 단지 행정

주체의 보상의무만을 규정하고 그 구체 인 보상의 내용과 기 을

시행령에 임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헌법 23조 3항는 독일 기본

법 14조 3항 2문과는 달리 반드시 보상의 方法과 基準까지도 국회

입법에 의하여 직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은 에 비추어 국

회법률에서 단지 공권력주체에 한 보상의무만을 규정하고 그의

구체 인 기 과 방법은 다시 하 법에 임하는 경우도 무방할 것

이다. 한 河川法 74조, 75조나 道路法 79조, 80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른바 救濟的 補償規律(Salvatorische Entschädigungsre-

gelung)의 형태로 법률에서 보상의무만을 정하고 그 구체 인 내용

을 법원의 결에 임하는 것도 아주 제한된 범 에서는 가능하다

고 보나 어느 경우에서나 정당한 보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139) 헌법

23조 3항에서 의미하는 정당한 보상이란 “원칙 으로 被收用財産의

객 인 財産가치를 완 히 보상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완 보상을

뜻하는 것으로서 보상 액뿐 아니라 보상의 시기와 방법 등에 있어

139) 救濟的 補償規律에 하여는：拙稿, 前揭論文, 4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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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어떠한 제한을 두어서는 아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객

가치란 그 물건의 성질에 정통한 사람들의 자유로운 거래에 의하여

도달할 수 있는 합리 인 매매가능가격, 즉 시가에 의하여 산정되

는 것이 보통이다.”140)

憲法裁判所는 국가보 에 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 4항에 한

헌법소원에 있어서 “징발법에 의한 보상은 사용에 한 보상이므로

그 보상규정은 특별조치법에 의한 토지수용의 경우에 보상기

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징발법의 규정 로 과세표 을 기 으

로 보상을 한다면 이는 정당한 보상이 될 수가 없어 특별조치법

제5조 제4항은 財産權을 수용하는 경우 정당한 보상을 지 하도록

규정한 헌법 제23조 제3항에 배된다.”고 결하 다.141) 반면 憲

法裁判所는 국토이용 리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 지

가가 고시된 지역에서의142) 토지에 한 보상은 고시된 기 지가를

기 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구 토지수용법 46조 2항에 한 헌

법소원사건에 있어서 기 지가가 고시된 지역에서의 보상 액 산정

은 재결당시의 거래가격이 아니라 고시된 기 지가를 기 으로 하

되, 당해 토지의 이용계획이나 인근토지의 지가변동률, 도매물가상

승률 기타 사항을 참작하여 평가한 액으로 행하도록 하고 있

어 개발이익을 보상액의 산정에서 배제하고 있는바 공익사업의 시

행으로 인한 개발이익은 완 보상의 범 에 포함되는 피수용토지의

객 가치 내지 피수용자의 손실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시하

다. 아울러 “기 지가는 그 평가의 기 이나 차로 미루어 상지

역공고일당시 갖는 객 가치를 평가하기 한 것으로서 부

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구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이 들고 있는

보정시 의 방법은 보정결과의 정성에 흠을 남길만큼 요한 기

140) 헌재 1990. 6. 25 89헌마107, 례집 2. 188-189

141) 헌재 1994. 6. 30. 92헌마18, 례집 6-1. 558

142) 국토이용 리법 29조에 의한 基準地價制度는 이후 1989년 4월 1일에 제정된 地價公示

土地 등의 評價에 한 法律의 公示地價制度로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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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락되었다거나 치 않은 기 을 용한 것으로 단되지

않는다.” 하여 동 조항에 한 합헌 결을 내렸다.143) 이후 토지수

용법은 1989년 4월 1일에 다시 개정되었으며 동법 46조 2항은 기

지가 신에 공시지가를 보상기 으로 하 는바 동조항에 한 헌

법소원심 청구에서도 같은 취지하에 合憲判決을 내렸다.144) 한

河川法 附則 2조는 堤外地의 하천으로의 편입에 한 보상을 규정

하고 있으며 보상 의 청구 차․산정기 일. 보상의 기 기타 필

요한 사항을 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동 규정 9조는

토지평가사나 공인감정사 는 감정회사 2인 이상에 하여 편

입토지에 한 평가를 의뢰하여 보상 액을 산정하되 각 토지평가

사 등의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 으로 삼고 있고, 동 규정 제10

조는 토지의 평가를 보상을 한 평가당시의 가격을 기 으로 행하

되, 편입당시의 지목 이용상황, 당해 토지에 한 공법상의 제

한, 실의 이용상황 유사한 인근토지의 정상가격을 충분히 고

려하여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憲法裁判所는 하천법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한 헌법소원심 청구에서 보상조항의 내용이 헌

법에서 요구하는 정당한 보상의 원리에 배되지 않는다고 결하

다.145) 정당한 보상과 련하여 헌성이 심각하게 지 되고 있는

것은 徵發財産整理에 한 特別措置法에서 규정하고 있는 徵發財産

에 한 國家의 매수가격인바 그것은 매수당시의 시가를 기 으로

하되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격기 에 의하여 산출한 평가액을 참

작하여 결정하도록 되어있는바(동법 제2조 제1항, 제3조 제3항, 제8

조의 3), 여기서 고시되는 가격기 은 과세표 가액이며 아울러 徵

發財産의 매수 이나 징발보상 은 징발보상증권으로 지 하되

그 증권은 발행한 날부터 1년간 거치후 10년간 균등분할상환하고

상환 에 한 이자는 연 5푼으로 하고 있다(동법 제9조, 제15조 1

144) 헌재 1995. 4. 20. 93헌바20 등, 례집 7-1. 520

144) 헌재 1995. 4. 20. 93헌바20 등, 례집. 7-1. 520

145) 헌재 1998. 3. 26. 93헌바12, 공보 27. 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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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과세표 가액은 시가에 히 미달하며

그것도 은행의 정기 리에 훨씬 못미치는 이자만을 가산한

액을 1년 거치 10년간 분할상환하는 것은 財産權侵害에 한 정당

한 보상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실질 으로는 國民의 財産을

몰수하는 헌 보상규정이라고 할 것이다.146) 이에 한 조속한

憲法裁判所의 결이 기 되고 있다.

Ⅵ. 要   

社 的 法治國家에 한 헌법의 근본 인 가치결정의 하나로서

헌법 23조는 국민의 財産權을 보장하고 있다. 憲法에서 보장되고

있는 것은 財産權主體의 任意的이고 恣意的인 행사에 속되고 있

는 財産權이 아니라 공공의 복리에 의무지워지고 책임을 지고 있는

財産權을 의미한다. 헌법상의 財産權保障은 사유재산에 한 제도

보장과 基本權으로서 개인의 구체 인 財産權에 한 보장의 두가

지 내용을 갖는바 양자는 상호간에 보완 계에 있다. 한편으로 사

유재산의 제도보장은 立法 에게 私有財産의 存在와 그의 私的 有

用性을 실 시키고 사회질서내에서 안정된 법 지 를 유지하도록

核心的인 規範體系를 마련하도록 의무지운다. 다른 한편으로 基本

權으로서 개인의 財産權은 구체 으로 존재하고 있는 재산 가치

가 있는 권리의 소유․사용․처분을 보호한다. 憲法 23조 1항의 재

산권의 보호는 우선 으로 재산권주체가 보유하고 있는 구체 인

재산 권리의 존속이며 이들에 한 가치보호는 헌법 23조 3항의

엄격한 요건에서 외 으로 허용되고 있는 公用侵害의 요건에서

발생된다. 한 재산권은 존하고 있는 재산 가치가 있는 권리

의 존속을 보호하기 때문에 단순한 이익이나 재화획득에 한 기회

146) 헌재 1996. 4. 25. 95헌바9, 례집 8-1. 김진우, 조승형 재 의 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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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은 財産權의 보호 상이 아니다.147) 基本權으로 재산권보호는 필

연 으로 財産權槪念에 한 문제를 제기하는바 헌법상의 재산권개

념은 동산, 부동산 등 물건에 한 소유권뿐만 아니라 무체재산권,

채권, 유가증권, 공법상의 권리 등 모든 개인의 재산 가치가 있는

권리를 포함하고 있는 민법상의 재산권개념보다 훨씬 넓은 개념이

다. 이러한 헌법상의 財産權槪念은 어떠한 고정 이고 상유지

인 개념이 아니라 법률과 통에 의하여 형성된 개념으로써 지속

인 변화에 속되고 새로운 사상에 응되어야 하는 탄력 인 개념

이다. 이러한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결정하는 것은 헌법 23조 1

항 2호에 따른 立法 이다. 여기서 立法 는 그 시 의 사상과 사

회 인 통념에 정향하여야 하며 헌법의 근본 인 가치결정과 법원

칙을 수하여야 한다. 아울러 財産權의 내용과 한계결정에서 立法

는 헌법 23조 2항의 재산권의 사회 기속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하며 사익과 公共福利의 衡量속에 재산권질서를 형성하여야 한

다.148) 헌법 23조 2항에 의한 재산권행사의 공공복리 합성은 국민

에 한 직 인 義務規定이라기 보다는 財産權의 內容과 限界를

규율하는 立法 에 한 지침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立法 는 財産

權의 內容과 限界規律에 있어서 憲法 37조 2항에서 나오는 比例의

原則과 本質的 內容의 侵害禁止原則에 제한될 뿐 아니라 아울러 정

당한 衡量의 命令, 平等의 原則, 信賴保護의 原則에 기속된다.

공법상의 권리, 특히 사회보험법상의 권리가 재산권포함여부는

오래동안 논쟁의 상이 된 문제이나 그것이 자신의 노동과 투자에

의하여 획득되고 이에따라 자신의 부의 등가물에 해당되며, 한

압도 으로 국가의 부에 근거되지 않고 자신의 생존의 확보에 기

여하는 경우에는 헌법상의 재산권에 해당된다도 할 것이다. 조세징

수와 재산권의 상호 계 역시 오래동안 학설의 논쟁의 상이 된

147) 헌재 1996. 8. 29. 95헌바36, 례집 8-2. 91; 헌재 1997. 11. 27. 97헌바10, 례집 9-2. 651

148) 헌재 1989. 12. 22. 88헌가13, 례집 1, 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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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이나 憲法裁判所는 처음부터 조세징수가 財産權을 제한하는 것

으로서 제하고 조세법률들을 租稅法律主義, 租稅平等主義, 比例의

原則, 本質的 內容의 侵害의 禁止原則에서 심사하 다. 특히 超

土稅法에 한 憲法不合治決定은149) 조세징수와 재산권보호의 상호

계를 명확히 하고 조세立法 에 하여 엄격한 法治主義要件을

부과한 획기 인 결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헌법 23는 財産權의 內容과 限界規律(헌법 23조 1항 2호)과 財産

權에 한 公用侵害(헌법 23조 3항)를 각 각 독자 인 제도로서 규

율하고 있다. 立法 가 財産權의 內容과 限界를 규율함에 있어서

比例의 原則, 信賴保護의 原則, 平等의 原則, 本質的 內容의 侵害禁

止의 원칙을 배한다면 그것은 헌인 법률이 되며 이러한 경우에

재산권주체에게는 헌법 23조 3항에 의한 補償請求權이 주어지는 것

이 아니라 防禦的 權利가 부여된다. 재산권주체는 구체 규범통제

와 헌법소원을 통하여 자신의 재산권을 방어할 수 있다. 헌법 23조

3항의 공용침해는 공공의 필요에 의하여 국회가 정한 법률에 의하

여 직 는 그에 근거하여 행하되 해당법률은 반드시 정당한 보

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상규정을 두어야 한다. 헌법재 소는 조선철

도주식의 보상 청구에 한 憲法訴願事件과150) 河川法2조 1항 2호

다목에 한 憲法訴願事件에서151) 보상규율에 한 立法 의 憲法

的 義務를 확인하 으며 이는 보상규율이 결여된 公用侵害法律은

違憲.無效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만일 재산권에 한 공용침해가 있

었으나 근거법률에 보상규정이 없는 경우, 는 보상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보상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피침해자는 해당법

률에 하여 憲法訴願을 제기하거나 公用侵害行爲에 하여 행정소

송을 제기하여 자신의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 財産權主體는 防

禦權과 補償請求權사이에 어떠한 선택권을 갖고 있지 않다.

149) 헌재 1994. 7. 29. 92헌마49 등, 례집 6-2. 64

150) 헌재 1994. 12. 29. 89헌마2, 례집 6-2. 395-396

151) 헌재 1998. 3. 26. 93헌바12, 공보 27. 320-321



341

비록 재산권이 비록 1948년의 제헌헌법에 의하여 기본권으로서

보장되었으나 그의 방어 보장기능이 비로서 의미를 갖게 된 것은

헌법재 소의 설치이후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私的 有用

性과 원칙 인 處分權으로 특징되는 財産權은 재산법 역에서 개인

의 자유를 확보시키고 자기책임 인 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自由權에 한 필연 인 보완을 이루고 있는 憲法上의 財産權은 더

이상 과거의 權 主義 獨裁時代에서와 같은 違憲的인 法律과 恣意

的인 行政權의 행사에 의하여 침해될 수 없는 것이다. 재산권의 내

용과 한계를 결정하는 立法 는 한편으로는 비례의 원칙, 본질

내용의 지원칙, 신뢰보호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 등의 헌법원칙들

을 수하여야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개인의 자유와 사회 기속

을 정당하게 형량하여야만 하는 어려운 과제를 떠맡고 있다. 그 뿐

아니라 公共必要를 한 財産權의 收用․使用․制限의 경우에 그에

하여 정당한 보상규율을 마련하여야만 한다. 立法 에게 부과되

는 이 모든 헌법상의 기속들은 앞으로도 계속 헌법재 소의 엄격한

심사의 기 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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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緖  論

1. 租稅  憲法 

가. 오늘날 경제구조의 고도화와 국민의 복리욕구 증 에 따라

국가의 활동 역이나 기능이 방 해졌고 그에 소요되는 재정수요도

막 하게 팽창되기에 이르 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재정조달의

부분을 차지하는 조세의 문제가 국민의 재산권과 가장 이해 계가

상충되는 문제가 되고 있다. 국가의 조세정책의 향방에 따라 국민

의 재산권에 미치는 향은 지 하게 되었고, 조세는 국가력

(staatliche Macht)의 본질 인 기 가 되고 있다.1)

우리 나라 역시 선진국의 열에 진입하면서 재정수요가 늘고 이

에 따른 조세부담률이 격하게 증가2)하기에 이르 다. 이에 따라

국민 개개인은 어떠한 형태로든 그에 상응하는 조세를 더 부담하지

않으면 안되었고 이는 조세마찰과 조세쟁송의 증가로 이어졌다.

의 자본주의 국가에 있어 국가의 租稅高權(Steuerhoheit)은

국가주권에 내재하는 뚜렷한 속성의 하나로서 국가의 구성원인 국

민이 국가의 재정수요를 충족시키기 하여 경비를 분담하는 납세

의무는 헌법의 규정을 기다릴 것이 없는 당연한 의무라고 할 것이

다. 그러나 국가의 과세권에 한 헌법상의 租稅法律主義의 역사

생성․발 과정은 지배자와 피지배자 사이에 반복된 립항쟁을 거

쳐 정착되었다. 오늘날의 국민주권국가에서 治 와 被治 의 계

는 自同性, 同質性을 기본원리로 삼고 있고 종래의 租稅法律主義의

의미도 방어 , 소극 측면에서 국민의 경제생활에 있어 法的安定

1) Dieter Birk, Steuerrecht Ⅰ, 2.Aufl. 1994, S. 3

2) 우리 나라의 국민소득(GNP)에 한 조세부담률은 1994. 처음으로 20%를 기록한 이후 계속

증가하여 1997.은 22.2%를 기록하여 선진국의 조세부담률(20～29% 내외)에 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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性과 豫測可能性을 극 으로 보장하는 측면이 강하게 되었으나,3)

조세 그 자체의 침해 성격으로 인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장의 이

념과 더불어 합헌성의 요청은 무엇보다도 크다고 하겠다.

우리 헌법은 비교법 으로 볼 때 조세에 하여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지만, 국민주권주의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의 차원

에서 조세의 부과징수에 있어서는 반드시 법률 근거를 요하도록

하고, 조세 계 법률의 내용에 있어 형평 내지 평등의 원칙에 따라

조세부담이 국민에게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나. 우리 헌법이나 국세기본법에 조세에 한 개념정의는 없으나

조세는 국가 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요를 충족시키거나 경제

․사회 특수정책의 실 을 하여 국민 는 주민에 하여 아

무런 특별한 반 부없이 강제 으로 부과징수하는 과징 을 의미

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4) 헌법재 소는 조세에 있어서의 誘

的․形成的機能을 헌법이 승인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5)

그리고 조세법의 理想은 국가의 조세수입을 충분히 확보하면서도

조세구조가 경제자원의 최 배분에 합당하고 징세비는 게 소요되

며 납세자에게 최 한의 편의가 보장되어 국민의 租稅正義 내지 租

稅感情에 부합하는 내용의 것이라야만 할 것이다6).

이러한 租稅法의 理想은 헌법의 원리와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

야함은 당연하다고 할 것인데, 그 실 을 하여서는 먼 국회의

조세입법에서 헌법이념에 부합하는 입법이 행하여져야 하고, 행정

3) 李喆晟, “조세법률주의와 헌법 보호기능”, 성균 법학, 1987(창간호), 290면

4) 헌재 1990. 9. 3. 89헌가95, 례집 2. 251

5) 헌재 1994. 7. 29. 92헌바49, 례집 6-2. 96

6) 헌재 1990. 9. 3. 89헌가95, 례집 2. 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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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조세입법을 구체 집행함에 있어서도 이를 수하여야 할 것

이다. 각국의 헌법은 기본권 보장을 한 三權分立의 原則上 입법

과 행정을 통제하기 한 국가권력으로서 헌법재 권과 사법재 권

을 사법기 에 부여하고 있는데 이러한 재 권은 조세와 련한 기

본권보장에 있어서도 타 역과 마찬가지로 기능한다.

우리 헌법은 국회의 조세법률에 한 헌심 권을 헌법재 소에

(헌법 제111조 제1항 제5호), 행정부의 임입법과 처분에 한

헌심 권을 법원에(헌법 제107조 제2항) 分掌시키고 있다. 그 조

세에 한 헌심 의 핵심은 헌법재 소의 조세법률에 한 헌

심 권임은 말할 나 가 없다.

2. 租稅法에 한 違憲審査制度

가. 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우리 나라의 헌심사권의 장기

은 제1 공화국 헌법에서는 헌법 원회, 제2공화국에서는 헌법재

소, 제3공화국에서는 법원, 제4, 제5공화국에서는 헌법 원회,

제6공화국에서는 헌법재 소이었다. 이처럼 헌심사기 이 정착되

지 못하 고, 거기에 제도 문제와 정치 상황 등으로 헌심사

는 소극 인 것에 그쳤다. 특히 조세법에 한 헌심사는 인식의

밖에 놓여 있을 정도이었다.

그러나 제6공화국에서 법률에 한 헌심사권을 다시 헌법재

소에 부여하고 그 권한의 하나로 憲法訴願을 제도화함에 따라 비로

소 헌법재 제도가 그 기틀을 마련하 다. 종래 법원 이외의 기

이 법률에 한 違憲審査權을 가진 時期에는 헌심사의 발동요건

에 법원의 헌제청을 제요건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법원에서

헌제청을 기각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헌법재 기 의 헌심

의 기회가 쇄되어 있었던 것이 실이었다.

제6공화국 헌법에서는 憲法訴願制度를 채택하고, 헌법재 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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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제2항에서 법원에서 헌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경우 이를 憲

法訴願의 하나로서 헌법재 소에 헌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

정하 다. 이 것이 종 의 제도와 행을 획기 으로 환하는 契

機가 되어 조세법의 역에 있어서도 활발한 헌심사가 이루어지

고 있다. 특히 헌법재 소가 1994. 7. 29. 택지소유상한에 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 한법률과 더불어 토지공개념 입법의 하나로 신설

한 토지 과이득세법에 하여 憲法不合致決定을 한 것은 租稅法의

憲法羈束性에 한 인식을 새롭게 한 역사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

다. 사건 이후 국민의 조세법에 한 헌법 인식이 고양됨에

따라 수많은 조세법률이 헌심 상이 되었다.

한편 헌법재 소의 조세법에 한 극 인 헌심 활동은 법

원에 하여서도 종래 소홀하 던 조세법에 한 헌법 인식을 일

깨워주는 자극제가 되었다.

3. 硏究  目的과 範圍

本稿의 目的은 조세와 헌법재 을 주제로 하여 양자의 계를 규

명하는데 있으며, 헌법재 의 주종인 조세법률에 한 헌심 을

헌법재 소 례를 심으로 다루고자 한다. 주제를 다루기

하여서는 우리 헌법재 의 기본 인 문제, 즉 違憲審査의 構造와

體系, 憲法裁判所와 法院 사이의 權限分掌의 문제, 違憲決定의 遡及

效의 범 문제, 재 이나 原行政處分에 한 憲法訴願의 가부에

한 문제, 변형결정의 허용성 여부 등 여러 요한 쟁 을 포함하

고 있으나 이에 한 논의는 이미 발표된 논문 등에 미루고 조세

례와 련이 있는 범 내에서만 다루기로 한다.

여기에서는 제6공화국의 출범과 함께 활동을 개시한 헌법재 소

의 조세법 련 결정의 황과 추이를 살피고, 례를 통하여 나타

난 조세법에 한 헌심사의 기 과 그 구체 인 용례, 헌법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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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른 국회와 법원과의 계, 재까지의 헌심 의 문제 과

향후의 운용방향에 하여 논하기로 한다.

Ⅱ. 租稅憲法裁判  現況

1. 槪  觀

조세법률에 한 최 의 헌 단은 1989. 7. 21. 선고된 증여의

제에 한 구 상속세법 제32조 제1항에 한 한정합헌결정이다.7)

결정의 주문은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1981. 12. 31. 법률 제

3474호 개정)은, 조세회피의 목 이 없이 실질소유자와 명의자를 다

르게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반되지 아니한다.”는 것으로 이는 헌법재 소가 한 최

의 변형결정이다. 헌법재 소법 제45조가 “헌법재 소는 제청된

법률 는 법률조항의 헌여부만을 결정한다.”고 규정한 것(같은법

제75조 제6항, 제5항에 의하여 違憲訴願에 용된다)과 련하여 헌

법재 소가 憲法合致的解釋의 必要를 내세워 결정 주문의 다양화

가능성을 스스로의 결정에서 확인한 에서 헌법재 소의 헌심

형식에 있어 요한 의미를 가진다.8)

최 의 단순 헌결정은 1990. 9. 3. 선고된 국세 우선의 범 에

한 구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으로부터 1년”에 한

부분의 헌결정9)이며, 최 의 憲法不合致決定은 1994. 7. 29. 선고

된 토지 과이득세법 제10조 등에 한 것이다.10) 한편 限定違憲決

7) 헌재 1989. 7. 21. 89헌마38, 례집 1. 131

8) 그러나 이에 하여 한정합헌결정은 재산권 보장을 약화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이는 정치

련 사건에 국한되어야 한다는 지 이 있었다. 姜京根, “헌법재 소의 재산권보장기능”, 부동

산법학(Ⅱ), 1991, 18면

9) 헌재 1990. 9. 3. 89헌가95, 례집 2. 245

10) 헌재 1994. 7. 29. 92헌바49 등, 례집 6-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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定은 1994. 6. 30.에 선고된 구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 “용도가

객 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하여 이를 추정규정으로 보지 아니하고 간주규정으로 해석하는 것

은 헌법에 반된다고 결정11)한 것이 최 가 된다.

헌법재 소의 헌심 은 특히 조세법의 역에서 활발한 것으로

지 되고 있다. 재까지(1998. 10. 15.)의 조세법률에 한 단순

헌결정12) 건수는 20건(그 헌제청사건 9건, 違憲訴願事件 11

건13)), 憲法不合致決定 건수는 2건, 限定違憲決定은 6건( 부 헌

소원 사건임), 한정합헌결정 건수는 2건(그 헌제청사건 1건,

違憲訴願事件 1건)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1998. 2. 28. 기 헌법

재 소의 헌법률심 사건 헌결정(변형결정 포함) 사건 총수

70건 조세법 련 사건 수는 25건에 이르러 약 35% 정도를

하고 있다.14) 한편 부과처분에 한 憲法訴願에 하여는 認容된

件數가 1건15)이다.

違憲決定件數(변형결정 포함)를 각 세목 별로 보면, 국세기본법에

한 것이 7건, 지방세법 2건, 구 상속세법 13건, 법인세법 2건, 소

득세법 2건, 조세감면규제법 1건, 지방세법 2건, 세법 1건이다. 그

리고, 違憲決件數(변형결정 포함)를 각 세목 별로 보면, 국세기본법

에 한 것이 7건, 지방세법 2건, 구 상속세법 13건, 법인세법 2건,

소득세법 2건, 조세감면규제법 1건, 지방세법 2건, 세법 1건, 주세

법 1건으로 나타나고 있다.16)

주요 단 상을 보면, 국세기본법에서는 國稅優先의 範圍, 심사․

심 ․제소기간의 산정규정, 제2차 납세의무의 범 등이고, 상속세

11) 헌재 1994. 6. 30. 93헌바9, 례집 6-1. 631

12) 당해 조항에 한 부 는 일부 헌 포함.

13) 헌제청사건 1건에는 違憲訴願事件이 병합됨.

14) 다만 조세법률은 수시로 개정되는 특성이 있어 련 조항의 개정으로 복하여 헌결정이

내려진 경우도 다수 있으므로 건수만의 비교에는 문제 이 있기는 하다.

15) 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례집 9-2. 842

16) 사건 수는 와 같으나 지방세법 사건 2건, 법인세법 2건, 상속세법 3건은 동일한 조항이

거나 實質的으로 동일 내용이나 개정일이 다른 조항에 한 것임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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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증여의제 규정, 상속재산평가 규정에 집 되고 있으며, 소득세

법은 양도소득세에서 기 시가의 임, 기 시가 원칙의 헌여부,

법인세법은 소득처분 임규정, 공과 의 손 산입 규정 등이다.

2. 主要事件

재까지의 헌법재 소의 조세법에 한 헌결정 주요한 것

을 보기로 한다. 우선 최 의 헌 단인 명의신탁의 경우의 증여

의제에 한 구 상속세법 제32조 제1항에 한 한정합헌결정(헌재

1989. 7. 21. 89헌마38, 례집 1. 131)은 헌법합치 해석에 따른 변

형결정의 선례가 되었고, 단은 법원의 례변경과 그 후 개

정입법의 근거를 마련하 다.

다음은, 가장 비 이 있다고 단되는 토지 과이득세법에 한

憲法不合致決定(헌재 1994. 7. 29. 92헌바49 등, 례집 6-2. 1)17)으

로 이는 일련의 土地公槪念立法에 한 시험 가 되었다. 몇 조항

의 헌성으로 인하여 법 체의 용이 지된 미증유의 사건으로

그 당부에 하여 수많은 논란이 야기되었다. 미실 이익에 한

과세문제, 기 시가의 문제, 재산권보장과 경제질서 등, 단일세율의

정당성 등 향후의 헌법재 소의 조세법에 한 헌심사의 토 가

될 요한 논 에 한 단이 있었다. 憲法不合致決定은 조세에

한 헌법기속성이 무엇인가를 실감하게 하는 결정으로서 법원 등

각 국가기 국민에 엄청난 장을 미치게 되었다.

이어 양도소득세의 근간이 되어 온 기 시가 문제에 한 구 소

득세법 제60조에 한 憲法不合致決定(헌재 1995. 11. 30. 91헌바1

17) 결정은 조세법에 한 지 까지의 헌 단 가장 요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이에

하여 많은 논문이 발표되었다. 徐元宇, “과세권의 헌법 한계 -토지 과이득세의 헌법소원과

련하여-”, 토지연구 1993. 11.-12.(제4권6호)；石琮顯, “토지 과이득세법 제10조 등 헌법불

합치결정”, 법률신문 2338호(1994. 8.), 14면；崔先集, “헌법재 소의 토 세 결정에 하여”,

국세 1994. 10.(332호), 15면；南福鉉, “토 세법의 헌소원과 개선입법”, 법조 1995. 12.(95년

12월호), 14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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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례집 7-2. 562)과 기 시가 과세원칙에 한 구 소득세법 제

23조 제4항 단서, 제45조 제1항 단서에 한 限定違憲決定(헌재

1995. 11. 30. 94헌바40 등, 례집 7-2. 626)을 들 수 있다. 前 는

그 헌성보다는 그 결정형식에 문제가 있다는 이 지 되었고,

後 는 그 당부에 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이들 모두 오랜 기간

동안 양도소득세 과세기 으로 정착되다시피한 제도이었기 때문에

법원이 그 기속력을 부인하는( 법원 1996. 4. 9. 선고 95 11405

결, 공96, 1442) 진통을 겪었다. 이는 다시 憲法訴願에 의한 결

취소(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례집 9-2. 842)라는 결과를

낳게 되었고 결국 헌법재 소와 법원간의 최 의 마찰을 가져온 사

건이 되었다.

그리고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에 한 단순 헌결정(헌재

1995. 11. 30. 94헌바32 등, 례집 7-2. 598)18)도 요한 의미를 갖

는다. 결정으로 인하여 수 천억 원에 달하는 법인세부과가 법

하게 되었고 이는 사회 으로 큰 장을 가져왔다.19)

마지막으로 이혼한 자의 재산분할에 한 증여세를 규정한 구 상

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에 한 헌결정(헌재 1997. 10. 30.

96헌바14, 례집 9-2. 454)이다. 이 결정에서는 증여세의 본질, 증

여의제규정의 성격을 구명하고, 재산분할청구권의 법 성질을 규

정한 후 구 상속세법 규정은 實質的租稅法律主義와 租稅平等主

義에 배된다고 단하 다. 앞으로 부부재산제, 부부재산에 한

과세문제 등에 상당한 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3. 傾  向

18) 결정에 한 평석은 崔先集,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의 헌결정과 소득처분의 효력”,

인권과 정의 1996. 5.(237호), 111면

19) 토지 과이득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에 한 결정의 문제 에 하여는 淳茂, “조세법

의 헌법 조명”, 재 자료 제77집(1997), 572-58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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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 소가 조세법률에 한 헌 단을 함에 있어서의 이념

기 는 우리 헌법상의 경제질서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와

한 련이 있다. 학자들은 우리 경제질서를 “사회 시장경제질서”

라고 보는 것이 일반 인데,20) 이에 한 헌법재 소의 인식은 아

직 분명하지 아니하다. 그러나 재산권과 련하여서 保守的인 自由

主義的性向을 보이고 있다는 지 이 있다.21)

조세법률의 헌 문제에 있어 헌 단의 사유는 包括委任 否가

주된 쟁 이 되어 왔다. 해방 이후 1970년 에 이르러 고도의 경제

성장과 격한 재정수요의 요구, 부동산 투기 등의 경제․사회

문제 긴장이 계속된 남북 계는 행정권의 비 상을 래하여

조세법률에 있어서도 주요 내용을 통령령에 임하는 입법이

례화 되다시피 하 다. 조세법률보다는 시행령, 시행령보다는 시행

규칙이 더 많은 사항에 하여 규율하는 기형 인 형태가 되어 租

稅法律主義는 헌법상의 규정에 불과한 것이 되었다. 이는 한 조

세입법에 하여 실질 으로 산에 부수하는 법률로서 국회에서

제 로 심의가 이루어지기 어려웠고, 심사능력도 미치지 못하 던

데에도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임입법의 례화 상으로 인하여 헌법재 소는 기에

는 이에 신 하게 처하여 개선을 구하는 정도에 머물 으나,22)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아니하자 1995. 11. 30. 법인세법 제32조 제5

항에 하여 단순히 包括委任임을 들어 헌결정을 내린 이래 같은

유형의 헌결정이 상당수에 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종래의 조세

입법 행이 차 개선되고 있다.

이러한 包括委任禁止의 문제는 헌 단에 있어 조세법률에 특유

한 것이 아니라 국회 固有의 입법권에서 당연히 도출되는 것이라고

20) 金哲洙, 헌법학개론(1997), 205면；權寧星, 헌법학원론(1996), 162면；許 營, 한국헌법론

(1996), 160면

21) 鄭在晃, “재산권보장에 한 헌법재 소 례의 경향”, 고시계, 1994. 11., 102면

22) 헌재 1995. 7. 27. 93헌바1 결정에서는 기 시가에 하여 包括委任을 지 하 으나 이를

헌 단의 사유로 삼지 아니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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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지만, 조세법률은 그 문성 기술성으로 인하여 어느

정도의 하 법령에 한 임은 불가피한 것이므로, 그 허용한계가

요한 문제로 등장한다.

다만 조세법률의 包括委任의 문제를 비롯한 租稅法律主義의 형식

인 측면인 課稅要件法定主義 課稅要件明確主義의 요청은 입법

과정에서 용이하게 개선될 수 있는 것이므로 향후에도 계속 문제가

제기되겠으나 그 요도는 떨어질 것으로 생각한다.

반면, 租稅法律主義의 실질 인 내용인 재산권보장, 신뢰보호, 조

세형평 등의 문제가 향후 조세법률의 헌 단에 있어 요한 과제

로 등장하게 될 것이다.

한편 헌결정의 형식에 있어서는 법원에서 限定違憲決定에

한 羈束力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견해를 밝힘에 따라 소 質的으로

一部違憲이라고 단되는 경우에는 실 으로 그 결정형식이 주

되는 면이 있을 것이나 이 은 앞으로 시간을 두고 해결하여야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Ⅲ. 租稅에 한 憲法裁判  體系23)

1. 違憲審査  構造

조세에 련한 헌법재 은 헌법 제111조 제1항 헌법재 소법

제41조 제68조에 근거한 법원의 제청에 의한 조세법률에 한

헌법률심 과 조세법률에 한 헌제청신청 기각시에 하는 헌

법률의 헌법소원심 (이른바 違憲訴願審判) 과세처분 등에 한

헌법소원심 으로 나 수 있다. 그러나 과세처분이나 그에 한

재 에 한 헌법소원은 인정되지 아니함이 원칙이므로 헌심사가

23) 이 문제는 비단 조세법에 한정되는 문제는 아닐 것이나 조세법에 한 헌심 과 련하여

쟁 이 부각되어 왔으므로 필요한 범 내에서 간략하게 살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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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부라고 할 것이다. 조세법률이 헌법에 규정된 련조항에

배된 경우에는 법원의 헌제청신청 혹은 헌법재 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제청기각결정에 한 憲法訴願에 의하여 헌법재

소의 헌심사를 받게 되고, 그 하 의 명령․규칙 는 처분의

헌, 법여부는 법원이 최종 으로 심사하게 된다.24) 이러한 二

元的인 조세 련 헌심사제도는 헌법상 법원과 헌법재 소를 각

기 독립 인 헌법기 으로 구성하면서도 필연 으로 발생하게 될

權限의 충돌에 하여 아무런 장치를 마련하지 아니하여 어려운 문

제를 야기하고 있다.25)

헌법률심 이나 헌법재 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違

憲訴願審判에 있어서 헌 여부에 한 단 상이 되기 하여서

는 당해 법률이 裁判의 前提性要件을 갖추어야 한다(헌법 제107조

제1항). 헌법재 소는 이에 하여 헌법재 소가 별도로 독자 인

심사를 하기보다는 되도록 법원의 이에 한 법률 견해를 존 해

야 할 것이며, 다만 그 제성에 한 법률 견해가 명백히 유지

될 수 없을 때에만 헌법재 소는 이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26) 不可爭力이 발생한 賦課處分 혹은 徵收處分에 하여

그 근거법규가 헌임을 이유로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한 경우, 혹

은 같은 이유로 이미 납부한 세액에 하여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24) 헌법 제107조 제2항에 의하여 명령․규칙심사권은 법원에 속되어 있다고 해석되나(이에

한 법원행정처 헌법재 연구반의 “명령․규칙에 한 헌심사권”, 11-17면；郭泰哲, “법

원의 재 을 거친 행정처분의 헌법소원심 상성”, 재 자료 제75집(1997), 382면 이하；崔

完柱, “원처분의 헌법소원 상성에 한 고찰, 재 자료 제75집(1997), 473면 이하；劉南碩,

”재 에 한 헌법소원 지의 논리 정책 이유“, 재 자료 제75집(1997), 310면 참조),

헌법재 소는 법무사시험의 실시 여부에 한 구 법무사법시행규칙 제3조 제1항에 하여

이는 별도의 집행행 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이므로 憲法訴願의 象

이 되어 헌법재 소가 그 헌여부를 단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헌법 제107조 제2항은 이

러한 조치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는 입장으로(헌재 1990. 10. 15. 89헌마178, 례집 2.

365), 법령심사가 아닌 憲法訴願의 측면에서 근하고 있다. 이른바 憲法訴願의 요건인 직

성, 보충성의 요건의 외가 인정되는 경우라고 법리를 구성하고 있고 이는 헌법재 소의

명령․규칙에 한 심사에 있어서의 일 된 태도이다(헌재 1998. 5. 28. 96헌마151, 공보 28.

492).

25) 에서 본 구 법무사법시행규칙의 헌심 상성의 문제, 限定違憲決定의 羈束力 문제

를 둘러싼 헌법재 소와 법원 사이의 립이 그 이다.

26) 헌재 1993. 5. 13. 92헌가10, 례집 5-1. 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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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 재 의 제가 될 것인지에 하여 문제가 있다. 헌법재

소는 이에 하여 행정처분의 집행이 이미 종료되었고 그것이 번복

될 경우 법 안정성을 크게 해치게 되는 경우에는 후에 행정처분

의 근거가 된 법규가 헌으로 선고된다고 하더라도 그 행정처분이

當然無效가 되지 않음이 원칙이나, 헌인 조세법률에 근거한 物的

納稅義務 로서 납부고지를 받고 당해 양도담보 재산에 하여 압

류처분을 당하 으나 아직 후행 체납처분이 속행되지 아니한 것과

같은 외 인 경우에는 당연무효로 볼 여지가 있고 이러한 경우에

는 일응 재 의 제성이 인정된다고 하고 있다.27) 와 같은 사례

의 경우 법원 례의 입장은 그러한 하자가 하고 명백하여28)

로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29) 헌법재 소가 이러한

경우 제성을 인정하여 헌이라고 단하여도 어차피 그 訴訟의

認容 否는 법원의 단에 달린 것이므로 소극 으로 보는 것이 더

합당하다고 생각된다.

다음 命令․規則의 違憲審査權에 하여 헌법 제107조 제2항은

그 최종 인 헌심사권을 법원에 부여하고 있다. 법 체계상 명

령․규칙은 법률의 하 규범이므로 법률심사권이 있다면 당연히 명

령․규칙에 한 심사권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에서 명령․규칙

에 한 심사권이 법원에 屬되는 것인가 하는 에 하여 다툼

이 있다. 헌법재 소의 이에 한 입장은 재 의 제가 되는 경우

이는 法院에 屬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30)

27) 헌재 1994. 6. 30. 92헌바23, 례집 6-1. 592；재 5인의 다수의견이나 4인의 소수의견은

근거조항이 헌이라고 하더라도 그에 따른 처분이라는 사유로 당연무효가 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이에 하여 법원이 당연무효라고 단함은 별론이나 법원이 그러한 결론을 이끌

어 내는데는 당해 조항의 헌 여부가 향이 없다는 반 론을 펴고 있다.

28) 헌재 결정의 다수의견은 “당연무효의 기 에 하여 학설상 重大明白說 외에 重大說도

주장되고 있고, 법원의 례로서도 반드시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만 행정처분의

무효가 인정된다고 속단할 수 없다.”고 하고 있으나, 그 이후의 법원 1995. 7. 11. 선고 94

4615 원합의체 결(공95, 997)은 다시 重大明白說을 확인한 바 있다.

29) 법원 1994. 10. 28. 선고 92 9463 결(공94, 3139)； 결에 한 평석은 尹眞秀, “ 헌

인 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여부”, 법원 례해설, 통권 제22호(1994), 447면 이

하에 수록되어 있다. 그 밖에 같은 취지로는 법원 1994. 10. 28. 선고 93다41860 결(공94,

3109)；1996. 6. 11. 선고 96 1689 결(공96, 2246)

30) 헌재 1997. 12. 24. 96헌바172 등, 례집 9-2. 854；1998. 6. 25. 95헌바24, 공보 28. 514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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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헌법재 소의 授權法律의 헌성 여부에 한 단에서도

看取할 수 있다. 즉 헌법재 소는 授權法律에 의하여 제정된 통

령령의 내용이 헌법에 반될 경우 그 통령령의 규정이 무효일

것은 물론이지만, 반 로 통령령의 내용이 合憲的으로 부당함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授權法律의 合憲性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

라는 것이므로31), 법률의 헌 여부는 하 규범과는 별개로 단되

어야 한다는 에서 법률에 한 헌심사와 명령․규칙에 한

헌심사를 분명히 分離하여 判斷하고 있다.

2. 法院에 한 租稅關聯 違憲審査

여기에서 조세에 한 명령․규칙․처분에 한 헌심사권을 갖

고 있는 법원의 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 租稅法令에 한 違憲審査

우리 憲政史上 법률에 한 헌심사권이 법원에 귀속되었던 기

간에도 조세법률에 하여 헌 단을 한 사례는 보이지 아니한다.

다만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하여 무효로 단한 사례는 드물지

아니하나, 이 경우도 그것이 헌법 반이라는 이유를 명시한 는

고 당해 시행령 등이 모법의 임범 를 벗어났다거나 임 없이

제정된 것이라는 이유로 단한 것이 많은 비 을 차지한다.

여태까지 法院의 違憲法令審査는 그 헌 단의 근거로서 租稅法

律主義違反을 들고 있으나 그 사유는 法段階說의 형식 법리인

임입법의 한계(헌법 제75조)에 의하여 단한 것이 부분이다. 이

경우 법령의 무효를 단함에 있어서는 무효 단의 가장 명백한 근

조；그리고 앞에서 본 구 법무사시행규칙에 한 헌 단은 그 법리구성으로 보아 명령․

규칙에 한 헌심사권도 헌법재 소가 법원과 竝存的으로 갖는다는 뜻은 아니라고 해석된

다.

31) 헌재 1995. 11. 30. 93헌바32, 례집 7-2. 609；1998. 3. 26. 96헌바57, 공보 27. 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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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인 임범 의 문제를 제시함으로서 족하다고 할지 모르나, 그

설시의 출발 인 기본법인 헌법의 實質的原理에 한 단을 소홀

히 하 다는 지 을 받을 수 있다.

법원에 의한 조세법령에 한 무효의 단은 헌법재 소의 헌

결정과는 달리 그 법률조항 자체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 아니라

개별 인 사건에서 그 適用拒否에 그치는 것에 불과하고 주문에 그

에 한 단이 기재되지도 아니한다는 에서 구별된다. 그러나

법원이 당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무효로 단한 경우 그 단

의 하 심에 한 羈束力(법원조직법 제8조)에 의하여 사실상 무효

로 되는 효과를 갖는다고 할 것이다.

법원의 무효 단은 당해 조항 부에 하여 무효라고 본 것이

부분이나 한정무효 단도 보인다. 법원 1981. 2. 10. 선고 79

403 결(공81, 13693)이 그것이다.

그리고 조세법에 하여 형식 인 무효 단을 회피하고 그 의미

를 한정하거나 축소하는 해석방법에 의하여 實質的으로 無效判斷을

하는 사례도 있다. 이는 법원의 法律解釋權의 限界와 련이 있다.

즉 양도소득세에서 기 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제로 양도한

가액의 범 를 넘을 수 없다거나32) 양도소득세액이 실제의 양도차

익을 넘을 수 없다고 함으로써33) 기 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할 경우에 있어서 명문의 근거 없이도 해석에 의하여

기 시가 용의 한계를 설정하는 해석을 한 것이다.

그 밖에 名義信託에 하여 贈 를 擬制하는 구 상속세법(1990.

12. 31. 개정 의 것) 제32조의2의 해석에 있어서 법문에 없는 증여

세의 회피목 없이 명의신탁을 한 경우에는 용이 없다는 제를

설정하여 시하여 온 것도 그 이다.34)

32) 법원 1983. 12. 13. 선고 83 307 결(공84, 204)；1994. 3. 8. 선고 93 16963 결(공94,

1214) 등

33) 법원 1996. 12. 10. 선고 96 4022 결(공97, 424)；1997. 3. 28. 선고 95 17960 결(공95,

1274)

34) 법원 1992. 3. 10. 선고, 91 3956 결(공92, 1326)；1993. 3. 23. 선고 92 17754 결(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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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구 토지 과이득세법시행령 제11조 제3항(1993. 8. 27. 통

령령 제13965호로 개정된 것) 본문 후단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하

는 건축물로서 사용검사 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을, “건축법 등 계 법령상 요구되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을 하 으나 시정명령, 차의 지연 등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재에는 그 사용에 필요한 사용검사 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지 못

하고 과세기간 종료일 이후에야 비로소 사용검사 는 임시사용

승인을 받게 된 건축물은 모법에서 말하는 무허가건축물의 범주에

속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하여 그 범 를 축소해석하여

시행령을 무효로 단하지 아니하 다.35)

와 같은 한정․축소해석을 통하여 법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지 아니면 일부무효의 법리를 취하는 것이 옳은지에 하여는

아직 정설이 없다. 생각건 租稅法의 嚴格解釋原則이 合目的的解釋

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그 해석에 의하여 一部無效

判斷을 하지 아니하 다고 하여 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

다. 이에 하여는 憲法合致的解釋의 原理도 援用될 수 있을 것이다.

법원의 조세법령에 한 무효 단기 특히 課稅要件法定主義

와 련하여 보면, 그것이 包括 혹은 白紙委任이냐의 문제에 있어

법문 자체에는 명시 , 구체 인 임범 가 나타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입법취지, 다른 조항과의 체계 해석, 입법기술의 제약성

등을 이유로 임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 아니라고 해석한 가 많

이 보인다.36) 특히 임의 근거를 둔 경우에 그 임이 구체 인

93, 1321)；1994. 4. 26. 선고 93 20634 결(공94, 1542) 등 다수； 례들은 헌재 1989.

7. 21. 89헌마38에 따른 것이나 헌재 결정에서의 “조세”를 증여세로 다시 限定解釋한 것이다.

35) 법원 1996. 5. 10. 선고 93 6683 결(공96, 1903)； 사건의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1993.

2. 10. 선고 92구22468 결은 당해 규정을 문리해석한 후 이를 무효라고 단하 다. 기타

의 한정해석의 로는 ‘私道法에 의한 私道 이외의 道路’의 용에 하여 법원 1997. 4.

25. 선고 96 13651 결(공97, 1651) 참조

36) 컨 부당행 계산에 한 임규정인 구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법원 1992. 11. 24. 선

고 91부13 결정；공93, 287), 모법의 정함이 없는데도 양도일 재를 기 으로 양도소득세

감면이 배제되는 유휴토지를 단하도록 한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20조의6( 법원 1995.

3. 24. 선고 94 6871 결；공95, 1770),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이 상속재

산인 토지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보충 평가방법으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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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 를 정하지 아니하고 이루어졌다고 하여 법한 것이라고 단

한 는 보이지 아니한다.

課稅要件法定主義을 엄격하게 용하기보다는 종래의 임입법의

행과 임된 입법의 타당성이나 합리성을 고려하여 상당히 그럽

게 해석하여 온 것이다. 이 은 법원에서 그 유효성을 인정한 여

러 임조항이 헌법재 소에서 헌으로 결정한 것에서도 나타난다.

즉 大法院이 合憲的이라거나 有效하다고 단한 상속세법 제7조

의2 제1항( 법원 1989. 9. 12. 선고 89 510 결；1993. 4. 13. 선

고 92 10982 결)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단서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 법원 1995. 6. 13. 선고 95 580 결)37)에 하

여 限定違憲決定(헌재 1994. 6. 30. 93헌바9 결정 등；1995. 11. 30.

94헌바 40 병합 결정)이 선고되었고, 구 소득세법 제60조( 법원

1990. 9. 11.선고 90 5634 결；1991. 7. 26. 선고 90 9629

결)38)에 하여는 憲法不合致決定(헌재 1995. 11. 30. 91헌바1 등 병

합 결정)이 선고되었으며, 구 상속세법 제9조 제2항( 법원 1989. 9.

9. 선고 86 237 결；1991. 10. 25. 선고 91 8395 결)이 헌법재

소에 의하여 헌결정(헌재 1993. 5. 13. 92헌바32 결정)이, 구 상

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법원 1987. 8. 18. 선고 87 185 결；

1989. 3. 14. 선고 88 2632 결)에 하여는 한정합헌결정(헌재

1989. 7. 21. 89헌마38 결정)이 각기 선고되었다.

나. 課稅官廳  處分에 한 違憲判斷

법원에서 조세부과처분 등 과세 청의 처분이 바로 헌법 반이라

고 하여 이를 취소한 사례는 보이지 아니한다. 그 이유는 조세부과

한 것( 법원 1995. 3. 10. 선고 94 14896 결；공95, 1650) 등이 그것이다.

37) 법원은 조항을 모법으로 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에 하여서도 유효라

고 단하 다( 법원 1990. 2. 27. 89 3557 결；1994. 9. 30. 선고 94 1654 결)

38) 법원은 조항을 모법으로 하는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하여

서도 임의 한계에 반되지 아니한다고 단하 다( 법원 1989. 12. 12. 선고 88 11940

결；1991. 7. 26. 선고 90 9629 결；1992. 4. 28. 선고 91 11223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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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이 법하다고 단되면 취소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법 단이

가장 명확하고 한 계에 있으며 이 경우 굳이 헌법 반을 지

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단에 지장이 없다는 에서 유래한다고

생각된다.39)

한 헌법 반이냐 단순한 법령 반이냐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

하고 처분에 한 헌․ 법 단권이 법원에 속되어 있는 이상

그 구별의 실익도 없기 때문이다. 헌법 측면에서 본다면 租稅法

의 基本原理가 거의 헌법상의 원칙으로 高揚되어 있으므로40) 법

단의 많은 경우는 헌 단을 겸하고 있다고 해석하여도 좋을 것

이다.

3. 憲法訴願對象性  問題

헌법 제111조 제1항 제6호는 法律에서 定한 憲法訴願을 헌법재

소의 장사항의 하나로 규정하고, 헌법재 소법 제68조 제1항은

憲法訴願審判 청구사유로서 “공권력의 행사 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 을 제외하고는

헌법재 소에 憲法訴願審判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 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와 같은 憲法訴願의 근거법규의

해석과 련하여 憲法訴願의 상에서 과연 법원의 재 혹은 原行

政處分 그 자체는 제외되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헌법재 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상, 행정처분의 하나로서 그

구제에 하여 행정소송 차가 인정되는 과세․징수처분 등에 하

여 憲法訴願이 허용된다고 해석하기 하여서는, 헌법 제107조 제2

39) 다만 이와 련하여 처분에 한 헌심사권을 헌법재 소가 갖는다는 헌법재 소 결정의 소

수의견이 있다. 법원의 처분에 한 헌․ 법심사권은 그 처분이 재 의 제가 되는 경우

에 한정되는 것이 헌법 제107조 제2항의 문언이므로 처분자체에 의한 기본권 침해를 다투는

憲法訴願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헌재 1998. 5. 28. 91헌바98 등, 공보 28, 488(소수의견 1인)

40) 淳茂, “조세법의 헌법 조명”, 재 자료 제77집, 494-49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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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에도 불구하고 처분의 헌성의 단이 헌법재 소의 권한에도

속하는지와 조항에서 정한 제한 즉, 재 을 제외한다는 이 극

복되지 않으면 안 된다. 여기에서 정론의 입장에서는 재 제

외 부분이 헌이라고 보거나 혹은 이를 우회 으로 회피하여

재 을 제외한다는 부분이 原行政處分41)을 憲法訴願으로 삼는데 지

장이 되지 아니한다고 보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재 혹은 原行政

處分에 한 憲法訴願의 인정 여부는 헌법상 법원과 헌법재 소

의 권한과 상에 직 련이 있는 것이다. 이를 허용하는 경우

어도 행정재 의 역에서는 제4심을 인정하게 되어 재 구조 자

체에도 엄청난 향을 미치게 되는 민감한 문제로서 그 동안 정

론과 부정론 사이에 치열한 논쟁이 제기된 바 있다.42)

헌법재 소는 조항이 원칙 으로 헌이 아니라는 입장을 견

지하여 왔다.43) 다만 외 으로, 법원이 헌으로 선언된 조세법률

을 용하여 처분을 유지하 다고 하는 경우에는 그 裁判이 憲法訴

願 象이 되고, 나아가 原行政處分에 하여 직 헌법재 소가 그

違法 否를 심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44) 한 헌법재 소는 재

을 거친 原行政處分 자체를 憲法訴願의 심 상으로 삼을 수 있는

41) 재 자체를 소원 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재 에서 다루어진 행정처분을 상으로 직

그 처분의 헌성 여부를 단한다는 제에서 原行政處分 는 原處分이라고 부르고 있다.

42) 정론으로는, 李時潤, 헌법재 개 (하), 례월보, 1989. 6., 15면；許 營, 헌법이론과 헌법

(하), 1991, 396면；李石淵, 헌법소송의 이론과 실제(1992), 41-42면；辛奉起, “법 쟁송 상

으로서의 행정처분”, 인권과 정의, 1993. 4., 75면；金鐵容, “헌법재 차의 개선을 한 입

법론 연구”, 헌법재 연구 제4권(1993), 290면；黃道洙, “原處分에 한 憲法訴願審判”, 헌

법논총 제6집(1995), 191면 이하. 부정론으로는, 權寧星, 헌법학원론(1995), 1041면；朴一煥,

“재 에 한 헌법소원심 ”, 인권과 정의, 1989. 11., 82면；鄭然宙, “재 에 한 헌법소원

심 ”, 고시계, 1992. 6., 186면；丁泰鎬, “原處分의 憲法訴願審判 象性에 한 ”, 헌법논

총 제6집(1995), 251면 이하；郭泰哲, “법원의 재 을 거친 행정처분의 헌법소원심 상성”,

재 자료 제75집, 345면 이하；崔完柱, “원처분의 헌법소원 상성에 한 고찰”, 재 자료 제

75집, 431면 이하

43) 헌법재 소는 재 을 헌법소원 상에서 제외시킨 헌법재 소법 제68조 제1항이 헌이라는

주장에 하여 조항에 근거하여 부 법하다고 단하여 온 것(헌재 1989. 2. 14. 89헌마9,

례집 1. 6；1992. 6. 26. 89헌마132, 례집 4. 387；1993. 12. 23. 92헌마251 결정, 례집

5-2. 717 등)은 조항이 헌법에 반되지 아니하다는 것을 제로 한 것이라고 할 수 있

다. 헌법재 소는 1997. 12. 24. 선고 96헌마172, 173 결정( 례집 9-2. 842)에서 이 을 분

명히 하 다고 할 것이다.

44) 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례집 9-2. 842；1998. 6. 25. 95헌바24, 공보 28. 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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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에 하여서는, 와 같이 재 이 헌이어서 그 재 자체를 취

소하는 경우에 한하여 외 으로 原行政處分이 憲法訴願의 審判

象이 될 뿐이지 이와 달리 재 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確

定判決의 旣判力에 되고, 헌법 제107조 제2항이나 헌법재 소

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도 어 나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45)

헌법재 소의 와 같은 결정으로 재 법원의 재 은 원칙 으

로 憲法訴願의 象이 되지 않으며, 原行政處分 자체를 憲法訴願의

象으로 하는 것도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으로 일응 확정되었다

고 할 수 있다.

4. 租稅法에 한 違憲決定  效力 

가. 헌법재 소의 조세법에 한 헌결정이 납세자나 법원에 미

치는 장이 큰 이유의 하나는 違憲決定의 遡及效의 문제이다.46)

헌법재 소는 헌결정에 하여 형사사건을 제외하고는 來效

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는 헌법재 소법 제47조 제2항의 합헌성을

인정하면서도 외 으로 遡及效가 인정되어야 하는 경우로서 ①

當該事件 竝行事件, ② 당사자의 권리구제를 한 구체 타당

성의 요청이 한 반면에 遡及效를 인정하여도 법 안정성을 침

해할 우려가 없고 나아가 구법에 의하여 형성된 기득권자의 이득이

45) 헌재 1998. 5. 28. 91헌마98 등, 공보 28. 481；재 8인의 다수의견(그 1인, 3인의 각

별개의견이 있다)이다. 소수의견 1인은 原行政處分도 憲法訴願의 象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 논거로 헌법재 소법 제68조 제1항은 그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헌법재

소의 취소․ 헌확인결정은 서로 충돌하는 것이 아니고, 헌법재 소의 헌결정의 기속력으

로 기 력이 소멸하는 것이며, 헌법 제107조 제2항은 명령․규칙 는 처분이 재 의 제

가 되는 때에 법원이 헌여부를 최종 으로 심사할 권한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처분

자체의 헌․ 법성이 재 의 제가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분자체에 하여 직 憲

法訴願을 제기할 수 있다는 등의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46) 헌결정의 遡及效가 미치는 범 에 한 상세한 논문은 孫容根, “ 헌결정의 遡及效가 미치

는 범 에 한 비 고찰”, 사법논집 제24집(1993), 11-98면 참조. 논문에서는 헌법재

소와 법원의 례분석, 비교법 고찰, 해결방안 등 범한 범 에서 문제 을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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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쳐질 사안이 아닌 경우로서 遡及效의 부인이 오히려 정의와 형평

등 헌법 이념에 심히 배치되는 때를 들고 있다.47) 반면 法院에서

는 이에서 더 나아가 장래 소가 제기될 사건에 하여서도 미친다

고 解釋하고 있고,48) 이러한 견해는 거의 확립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법원의 이러한 태도는 원래 다른 민사 등 사건에서 될 수 있는

로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겠다는 정 인 면에서 출발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법리가 租稅法의 特質을 도외시한 채 조세법의

역에서도 그 로 용됨으로써 소송을 제기한 납세자에게만 혜택

을 주고 부과처분에 應한 납세자에게는 아무런 구제수단이 인정

되지 아니하여 납세자 사이의 불공평을 시정할 길이 없게 되는 심

한 부작용을 래하 다. 한 법원 과세 청으로서도 수많

은 사건에 하여 처분을 변경 는 취소하여야 하는 업무상의 부

담도 커지게 되었다.

나. 여기에서 獨逸의 경우를 살펴보기로 한다. 독일에서는 헌법

률은 當然無效라는 견해에 입각하여 헌결정에 하여 遡及效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연방헌법재 소가 행한 조세법 련

헌결정에 있어 종래의 遡及效原則이 실 으로 문제를 야기하게

되었다.49) 이를 계기로 하여 재정법 분야에 하여는 조세법과

산상의 특성을 들어 헌법률의 暫定適用(과세처분이나 결의 확

정력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잠정 으로 추후 조세확정의 유보하에

47) 헌재 1993. 5. 13. 92헌가10 등, 례집 5-1. 226

48) 법원 1993. 1. 15. 선고 92다12377 결(공93, 698) 등, 다만 법원 1994. 10. 25. 93다

42740 결(공94, 3077)에서 국세우선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우선 징수한 국세에 하여 담보

권자가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에서는 헌결정의 효력은 헌결정 이후 제소된 모

든 사건에 미치지만 그 범 는 무한정일 수 없고 일반사건의 경우 제한할 수 있다고 시하

여 이를 제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다. 법원의 태도에 의하면, 헌결정은 헌법재

소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遡及效가 原則이고 외 으로 제한이 있

는 것처럼 해석하는 결과가 되었다.

49) 1962. 1. 24. 업세법의 일부조항에 한 헌결정으로 이미 세 을 납부한 사람과 그 지

않은 사람 사이에 형평의 문제가 일어났고, 1966. 12. 20. 부가가치세법의 憲法訴願에 한

각하결정에서 법조항의 평등원칙 배를 명시하여 헌결정의 경우 국가재정이 마비됨을 인

식하게 되었다. 상세한 것은 韓秀雄, “憲法不合致決定의 根據와 效力”, 헌법논총 제6집(1995),

513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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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하는 것이다)을 허용하면서 입법자에게는 소 하여 헌 상

태를 규율할 의무을 부과한 사례가 나오게 되었고,50) 그 이 에

매세법(Umsatzsteuergesetz)에 하여는 평등조항의 배에도 불구

하고 法的欠缺을 容認하고 합헌결정을 하면서 세법 개정을 구하

는 결정을 한 사례가 있다.51) 이러한 태도는 1996. 6. 22.의 재산

세․상속세법에 한 憲法不合致決定52)의 경우에도 유지되고 있다.

사례 모두 當該事件에 하여 헌 인 조세법률을 잠정 혹은 그

로 용하게 하고 있다. 이 은 헌법재 소가 헌결정의 효력에

있어서 다른 분야의 사건과 마찬가지로 취 하여 그 효력에 별다른

제한이나 형식을 두지 아니하고 있는 것과 조 이라고 할 것이다.

다만 헌재 1995. 11. 30. 91헌바1 등 결정( 례집 7-2. 562)의 이

유 부분에서 구 소득세법 제60조가 包括委任立法이라는 이유로 헌

법불합치를 선언하면서, 법 공백상태의 야기, 조세수입감소, 납세

자 사이의 형평 등을 들어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모든 사건과 앞으

로 행할 처분 모두에 하여 이미 합헌 으로 개정된 조항을 소

용하기로 한다는 단을 하 다. 사건에서 헌법재 소가 조세

수입감소, 납세자 사이의 형평 등 조세법률에 한 헌결정이 가

져오는 특징을 인식하고 될 수 있는 로 처분을 유지하려는 에

서는 鼓舞的인 接近이라고 할 것이나, 결정이유에 몇 가지 의문

을 남김으로서 아쉬움이 있다.53)

조세는 근본 으로 私的自治의 原理가 지배하는 私法的法律關係

와는 달리 국가의 과세권에 근거한 法定債權債務關係로서 일정한

課稅要件事實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법 취 을 하여야 하

는 것이 무엇보다도 평등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다. 이미 과세요

건사실이 완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세법규의 헌 단으로 인하

50) 소득세법에 하여, BVerGE 87, 153；61. 319

51) BVerGE 21, 12

52) NJW 1995. S. 2615

53) 결정에 한 평석과 그에 따른 법원의 조치에 하여 淳茂, “구 소득세법 제60조에

한 헌법불합치결정과 당해사건의 처리” 법조 1997. 10.(통권 493호), 127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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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납세자 사이에 쟁송여부에 따라 불균형이 생기는 것은 어떠한

형태로든 시정되는 것이 조세정의에 부합하는 길이라고 할 것이므

로, 헌결정에 일률 으로 遡及效를 인정하여 쟁송을 제기한 納稅

群에게만 납세의무를 免하게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할 수 없

다.54) 따라서 헌법재 소는 향후 조세법률의 헌결정에 있어 獨逸

의 를 참고로 하여 遡及效의 인정범 에 하여 숙고하여 사안별

로 탄력있게 그 遡及效의 범 를 제한하거나 축소하는 방안을 채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 헌결정의 遡及效를 헌법재 소의

경우보다 넓게 보아 이를 원칙 인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법원이

특히 조세법률에 한 헌결정에서 겪고 있는 딜 마를 해결하는

데 一助하는 것이 될 것이다.

5. 違憲法律에 根據한 賦課處分 등  效力

가. 處分  當然無效 與否

조세법에 한 헌결정이 當該事件 등에 遡及效를 갖는다는 법

원의 태도에 따르면, 헌결정이 내려진 조세법에 의한 부과처분은

행정쟁송 차에서 그 처분이 법한 것으로 취소될 것이고, 이 경

우 이미 세액을 납부한 경우라면 그 취소 결에 따라 납부세액을

환 으로서 가산 까지 과세 청으로부터 되돌려 받을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51조, 제52조, 지방세법 제45조, 제46조).

그러나 그 처분이 當然無效인지에 하여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 차이는 행정쟁송 차에 의하여 불복을 제기하여 그 처분이 확정

된 납세자에 한 권리구제 가능여부로 나타난다. 즉 당해 부과․

징수처분에 한 무효확인청구 는 이미 납부한 세액에 한 부당

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한가 혹은 체납처분 속행을 지할 수 있는가

54) 다만 이 경우 당해 사건의 당사자는 헌결정의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헌심사신청이

무의미하여져 그 제도자체를 유명무실하게 만든다는 난 이 있으나 당해 사건에 한하여서는

遡及效를 인정하는 오스트리아의 가 참고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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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문제이다.

헌법재 소는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헌법에 반된다는

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헌법재 소에 의하여 有權的으로

確定되기 까지는 어느 구에도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당연무효는

아니라고 하고 있다.55)56)

이에 하여 법원은 “헌법재 소의 헌결정 에 행정처분의

근거되는 當該法律이 헌법에 반된다는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그 행정처분의 취소소송의 제가 될 수 있을 뿐 당연무효

사유는 아니라고 이 상당하다.”고 시한다.57)

나. 徵收處分과 滯納處分

헌 인 조세법률에 근거한 부과․징수처분이 확정되었으나 납

세자가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체납처분이 개시된 경우 그 체납

처분의 효력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 부과․징수처

분과 체납처분은 상호 독립된 처분으로 前 의 하자는 그것이 당연

무효가 아닌 한 後 에 승계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58)

55) 헌재 1994. 6. 30. 92헌바23, 례집 6-1. 592

56) 독일 연방헌법재 소법 제79조 제2항은 헌법률은 당연무효라고 보면서도 “더 이상 취소할

수 없게 된 법 행 (die nicht mehr anfechtbaren Entscheidungen)”에 하여는 헌법재

소의 무효선언에 향을 받지 아니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미 확정된 행정처분이 당연무

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57) 법원 1994. 10. 28. 선고 92 9463 결(공94, 3139)； 결에 한 평석은 尹眞秀, “ 헌

인 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여부”, 법원 례해설 통권 제22호(1994), 447면 이

하에 수록되어 있다. 그 밖에 같은 취지로는 법원 1994. 10. 28. 선고 93다41860 결, 공

94, 3189；1996. 6. 11. 선고 96 1689 결, 공96, 2246；종래 헌법률에 기한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단한 사례도 있었고(구 국가보 입법회의법 부칙 제4항에 근거한 공무원 해

직,면직처분에 한 법원 1991. 6. 28. 선고 90 9346 결, 공91, 2056；1993. 2. 26. 선고

92 12247 결, 공93, 1100), 조세법에 한 명령․규칙․조례가 헌․ 법인 것으로 단

된 경우 그에 기한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인가의 문제에 하여서도 법원의 견해가 일치되

어 않고 있었으나(당연무효라고 한 는 법원 1969. 2. 18. 선고 68다2431 결, 집17<1민

>, 203；1977. 3. 8. 선고 76다886 결, 공77, 9942；1980. 12. 23. 선고 79 382 결, 공80,

13523이 있고, 당연무효가 아니라고 한 는 1995. 6. 13. 선고 94 13626 결, 공95, 2286；

1993. 7. 13. 선고 91다42166 결, 공93, 2231；1984. 8. 21. 선고 84다카354 결, 공84, 155

2；1974. 12. 24. 선고 72다2222 결, 공74, 8251), 1995. 7. 11. 선고 94 4615 원합의체

결(공95, 2633)에서 처분권한의 근거가 되는 조례가 무효인 경우 그 근거 규정에 기하여 행

한 행정처분(건설업 업정지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라고 단함으로써 재는 헌․ 법

인 법령에 근거한 부과처분 등이 당연무효가 아니라는 견해가 확립된 것이라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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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체납처분이 개시된 후 당해 부과․징수처분이 헌 인

조세법률에 근거한 것으로 단된 경우에도, 그 처분이 당연무효라

고는 볼 수 없으므로 체납처분의 속행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할 것이다.

이에 하여 근거 법률에 한 헌결정 이후에도 헌법률에 기

한 처분을 계속 유효한 것으로 집행되도록 보장하는 것은 합리성을

결한 것으로, 법률에 한 헌결정은 법원을 비롯한 국가기 을

기속한다는 헌법재 소법 제47조 제1항의 취지에 정면 배치되는 것

이라고 하며, 헌결정시 이후에는 헌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存

續力을 부인하고 집행을 지함이 헌법재 소법 제47조 제2항의

來效의 원칙에 부합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59)

다만 압류․환가․충당배분의 체납처분 차 내에는 조세채권의

강제 만족이라는 목 을 같이 하는 일련의 행 로서 선행행 의

하자는 후행행 에 승계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만일 체납 차

와 련되는 압류․공매 등에 한 조세법규에 하여 헌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는 그 체납처분이 종결되지 아니한 이상 헌결정에

련된 조항에 기한 처분의 하자는 승계되는 것이므로 선행처분

련 조세법규의 헌결정의 효력은 당연히 후행처분에 향을 미쳐

그 구제가 가능할 것이다.60)

58) 당연무효라고 단되는 외 인 경우라면 체납처분은 유효하게 확정된 조세채권의 존재를

제로 하는 것이므로 이미 행한 압류 등의 차는 무효이고 더 이상 차를 속행할 수 없

다고 할 것이다. 법원 1973. 8. 31. 선고 73 72 결；1987. 9. 22. 선고 87 383 결；姜

仁崖, “조세부과처분의 무효와 취소”, 조세법Ⅰ(1988), 394-395면；崔明根, 조세법총론(1998),

516면

59) 南福鉉, “헌법재 소 결정의 효력에 한 쟁 해결방안”, 헌법재 연구 제7권(1996),

280-284면；그는 아울러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다른 법률효과를 지향하고 있을지라도

선행처분이 헌법률에 기하 음이 확인되는 한 법원은 기존태도를 버리고 법성의 승계

의 폭을 넓게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헌조세법에 기한 부과처분에 근

거한 체납처분의 경우라면 그 집행이 더 이상 계속되어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보인다. 同旨,

李康國, “ 헌법률의 효력”, 행정 례연구(Ⅱ), 한국행정 례연구회(1996), 343면

60) 淳茂, “조세법의 헌법 조명”, 재 자료 제77집, 571면；참고로 헌법재 소의 1990. 9. 3.

89헌가95 구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한 일부 헌결정의 결과는 국세우선의 효

력범 는 최종 으로 배분 차에 용되는 것이므로 배분 차가 종료되지 아니한 모든 체납

처분에 용이 있게 된다( 법원 1992. 1. 17. 선고 91다42524 결, 공92, 867；1993. 9. 28.

선고 93다24995 결, 공93, 296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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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不當利得返還請求

헌법률에 근거한 조세부과처분을 당연무효로 보지 아니하는 결

과 이미 부과처분이 확정된 경우라면 체납처분의 속행이 가능하고,

이미 세액을 납부한 경우라면 행정소송으로서의 부과처분무효확인

소송은 이유가 없게 될 것이고, 세액상당액에 한 부당이득반환청

구도 이유가 없게 된다.61)

이 에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가부는 헌조세법률에 근거한 과

세처분을 당연무효로 볼 것이냐와 表裏關係에 있는바, 와 같은

결과 성실납세자는 보호받지 못하고 법에 이의를 제기하고 세 납

부를 게을리 한 자에 하여 보호하는 것이 되어 정의 념에 배치

된다는 난 이 지 된다. 결국 헌결정의 來效를 인정하지 아니

하는 한 행정쟁송을 제기한 납세자와 그 지 아니한 납세자와의 조

세형평의 불균형의 문제는 司法的次元에서는 해결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62)

6. 法院․ 國  關係

가. 法院과  關係 

조세와 헌법재 의 문제에 있어 요한 안의 하나가 헌법재

소와 법원과의 계이다. 우리의 헌법재 違憲審査나 憲法訴願

의 목 은 헌법보장을 하여 주로 국회에 한 입법통제와 행정기

에 의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에 한 구제에 두고 있을 뿐, 법원

에 한 통제63)에 있지 아니하다. 그런데 우리의 상은 오히려 법

61) 처분이 당연무효인 경우 이미 납부한 세액은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의 오납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공법상의 부당이득의 일종이므로 국가를 상 로 하는 당사자소송에 의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고 이 옳을 것이다. 그러나, 례는 이를 私權으로 보아 民事訴訟의 方法에 의하여

야 한다는 것이 확고한 태도이다( 법원 1970. 2. 10. 선고 69다1536 결, 집18<1민>, 66；

1971. 5. 24. 선고 71다744 결, 집19<2민>, 75；1990. 2. 13. 선고 88 6610 결, 공90, 68

0；1991. 2. 6. 고지 90 2 결정, 공91, 898).

62) 淳茂, “조세법의 헌법 조명”, 재 자료 제77집, 57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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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과의 문제가 큰 비 을 차지하고 있다. 양자 모두 헌법상 독립된

헌법기 으로써 사법기 이라는 속성상 법률해석과 아울러 국민의

권리침해에 하여 각자 단하게 되는 것이므로, 형식 으로는 양

기 의 직무를 구별할 수 있을지라도 실제에 있어서는 법원이 구체

사건에 하여 하는 법률해석과 헌법재 소가 헌법재 을 함에

있어 헌 단의 제로 되는 법률에 한 해석은 언제든지 충돌할

수 있는 것이다. 그 지만 우리 헌법은 독일의 와는 달리 이러한

상충과 모순발생에 비한 규정을 마련하지 아니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 이 드러난 것이 헌법재 소와 법원 사이의 구 소

득세법 제23조 제4항 단서,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한 헌재

1995. 11. 30. 94헌바40 등 결정을 둘러싼 다툼이다.

헌법재 소는 결정에서 양도소득세에 있어 양도차익의 산정에

한 기 시가 원칙을 규정한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단서, 제45조

제1항 단서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경우를 그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세액이 그 본문의 기 시가에 의한 세액을 과하는 경우까지를 포

함하여 통령령에 임한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반된다는

限定違憲결정을 하 다.

이에 하여 법원은 1996. 4. 9. 선고 95 11405 결에서,

헌법재 소의 결정은 단순 헌결정과는 달리 당해 조항에 하여

특정의 해석기 을 제시하면서 그러한 해석에 한하여 헌임을 선

언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는 당해 조항의 문언이 그 로 존속하는

것이므로 限定違憲결정은 결국 당해 조항의 의미, 내용과 용범

를 정하는 법률해석에 견해에 불과한 것으로서 구체 사건에 하

여 속 인 법률해석권을 갖는 법원을 기속하지 않는다고 하고 나

서, 授權條 구 소득세법 제170조 제4항 제1호, 제2호가 유

효하다는 종래의 견해64)를 유지하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 다.65)

63) 재 에 한 憲法訴願의 인정 여부에 한 문제가 있으나 우리 나라에서 원칙 으로 인정되

지 아니하고 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64) 법원 1995. 6. 30. 선고 95 580 결(공95, 2425)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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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헌법재 소는 헌재 1997. 12. 24. 96헌바172, 173(병합) 결정에

서, 법원 결은 헌법재 소의 限定違憲決定으로 이미 부분

으로 그 효력이 상실된 법률조항을 용한 것으로서 違憲決定의 羈

束力에 반하는 재 이므로 헌법상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단한 후, 헌법재 소법 제75조 제3항에 근거하여 법원 결

당해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 다. 그 이유의 요지는 “재 을 憲法

訴願 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헌법재 소법 제68조 제1항이 평등원

칙이나 재 청구권 등을 침해하는 헌 인 법률조항은 아니나, 법

원이 헌법재 소가 헌으로 결정하여 그 효력을 부 는 일부

상실하거나 헌으로 확인된 법률을 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게 되는 경우는 그 한도 내에서 헌법에 반된다. 헌법재

소의 한정합헌, 限定違憲, 憲法不合致決定 모두 법원에 하여서도

기속력을 갖는다. 법원 결은 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

이므로 憲法訴願이 허용되며 그로 말미암아 국민의 기본권인 재산

권이 침해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신속하고 효율 인 국민의

기본권구제를 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도 취소되어야 한다.”는 것

이다.66) 이에 련하여 형식 인 실정법의 측면에서 보면 헌법재

소는 헌법재 소법 제68조에 하여서도 헌심 권을 갖는 것이므

로, 그 권한에 기하여 조항을 헌이라고 단한 다음, 그에 따

라 결에 하여도 憲法訴願 象으로 삼을 수 있고, 나아가 결

65) 결에 한 해설은 淳茂, “한정 헌결정의 법원에 한 기속력”, 재 자료 제75집, 535

면 이하； 례를 비 하는 견해로는 黃致連, “헌법재 소 결정의 효력과 법원 결”,

인권과 정의, 1997. 11., 43면；南福鉉, “당해 헌법소원과 련된 소송사건의 재심청구와 한정

헌결정“, 법률신문, 1988. 8. 10.자 14면

66) 소수의견(3인)의 요지는, 헌법재 소법 제68조 제1항은 합헌이나, 이 사건 법원 결은 實

質的으로 헌법상 헌법재 소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법률에 한 헌심 을 한 것으로

헌법재 소법 조항이 이러한 헌법 반의 재 의 경우까지 憲法訴願 상에서 제외하려는 것

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결에 하여서는 헌법재 소법 조항이 합헌인 것과는 상

없이 憲法訴願 상이 된다. 그러나 결 자체를 취소하는 경우 법 혼란 등이 야기되므

로 헌확인만을 하고 후속조치는 법원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것

은 처분에 한 최종 인 헌심사권을 부여하고 있는 헌법 제107조 제2항과 재 을 憲法訴

願에서 제외하는 헌법재 소법 제68조 제1항에 배치될 뿐더러 처분은 헌결정 이

에 행하여진 것으로 헌법재 소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것도 아니므로 헌법소원심 상이

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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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상이 된 처분 자체도 취소할 수 있는 方途까지는 주어질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헌법재 소의 결정은 구체 인 집행력을 갖지 아니한다는

한계로 인하여 아직 결정에 의하여 문제가 완결된 것으로는 보

기 어렵고, 이 은 헌법기 사이의 權限分掌에 한 다툼의 성격

을 갖는 것으로서 理論上의 當否에 의하여서만 해결하기 어려운 宿

題로 남게 되었다.

한편 헌법재 소는 1995. 11. 30. 양도소득세에 있어 기 시가의

결정은 통령령에 의한다고 규정한 所得稅法 第60條에 한 憲

法不合致決定67)을 하면서, 그 이유에서 조항은 기 시가의 내용

자체에 한 기 이나 한계는 물론 내용 결정을 한 차조차도

규정함이 없이 이를 으로 통령에 임하여 헌이지만, 이에

하여 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헌법에 합치하는 내용의 개

정입법이 시행 에 있으므로 법률조항을 용하여 행한 양도소

득세부과처분 확정되지 아니한 모든 사건과 앞으로 행할 양도소

득세 부과처분 모두에 하여 개정법률을 용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한다고 단하 다. 그러나 이에 하여

법원 1997. 3. 28. 선고 96 15602 결(공97, 1282)에서는 不合

致決定을 당해 조항의 헌을 선언한 것이기는 하지만 당해 사건

등에 하여서는 처분유지를 하여 구법을 계속 용할 수 있다는

결정으로 해석하여, 일견 헌법재 소의 주문과는 어 나는 단을

하 다.68) 이에 하여 헌법재 소의 단은 아직 나오지 아니하고

있으나 사건 역시 헌법재 소와 법원 사이에 마찰의 소지가 있

다.

생각건 , 헌법재 소와 법원 사이의 와 같은 갈등은 근본 으

67) 헌재 1995. 11. 30. 91헌바1등, 례집 7-2. 562

68) 법원 결에 한 평석으로는, 淳茂, “구 소득세법 제60조에 한 헌법불합치결정과

당해사건의 처리”, 법조 1997. 10.(통권 493호), 127면 이하；반면 이를 비 하는 견해로는 黃

致連, “헌법재 소결정의 효력과 법원 결”, 인권과 정의 255호(1997. 11.), 4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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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는 우리 憲法上의 權限分掌 규정의 模糊性, 헌법소원 규정의 包

括性69)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 지만, 특히 이러한 문제가 조세법률

을 둘러싸고 야기된 것은, 종래 법원이 조세법령에 한 헌․

법 단을 소극 으로 하여 왔고 특히 헌의 문제는 법원과 국민

모두가 거의 의식하지 않던 것이었다는 , 이에 따라 법원으로서

는 합헌이라는 제 아래 오랫동안 용하여 이미 그 유효성에

하여 의문을 갖지 아니하 던 조세법률이 헌이라고 하여 새삼 이

를 소 용하는 문제는 보수 인 사법의 속성상 용이하지 아니하

을 것이라는 70), 법원 스스로 헌결정의 遡及效의 範圍를 헌

법재 소의 견해보다 더욱 넓 오히려 遡及效가 原則인 것처럼 운

하여 옴으로써 조세법률에 한 경우 수많은 동종사건을 처리하

여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 , 헌법재 소로서는 그 출범 이후 고

양된 국민의 헌법의식에 부응하여야 할뿐만 아니라 先例에 구애될

사정이 없었다는 租稅法律主義의 原則상 헌성의 단

은 비교 용이하게 할 수 있다는 등을 지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헌법재 소의 발족과 함께 필연 으로 겪어야 할 克

服過程이라고 할 수 있다.

재 헌법재 소와 법원은 葛藤期에 속하여 있다고 할 것이나 향

후 調整期를 거쳐 安定期로 향하여야 할 것이다.71) 다만 그 극복방

안이란 양 기 의 타 과 조화라고 할 것인데, 구체 으로 헌법재

소는 조세법에 한 헌결정의 遡及效를 가능한 억제하고 독일

에서와 같이 주문에서 사안에 따라 그 결정의 효력을 다양화할 필

요가 있다. 법원으로서도 조세법의 역에 있어서라도 종래 무

69) 제6공화국 헌법은 처음으로 憲法訴願制度를 도입하면서도 그 의미 내용, 차 모두를 법

률에 임하 고, 이에 따른 헌법재 소법 제68조 제2항은 이른바 違憲訴願을 인정하여 법

원에 의하여 헌제청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법률에 한 헌심 이 가능하게 하 다.

이로 인해 “법원의 제청에 의한 헌법률심 권”이라고 하여 법원의 헌제청이 있는 경우

에 한하여 심 하도록 한 헌법 제111조 제1항 제1호의 취지가 形骸化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헌법재 소법 제68조 제2항 자체의 헌성이 문제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70) 법원에서 그 合憲性이 이미 확인된 여러 조세법률이 뒤에 출범한 헌법재 소에 의하여

헌 단이 내려졌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71) 물론 이는 헌법개정에서 그 해결책이 강구되는 것이 근원 인 방법이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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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하게 인정하여 오던 遡及效에 한 태도를 변경하여 양 기 이

일치된 遡及效의 範圍를 劃定할 필요가 있다. 헌법재 소의 임무

가장 요한 것은 헌법의 보장으로서 헌법률심사가 주된 것이

고 그에 따르는 국민의 개별 인 기본권 구제는 부차 인 것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국민의 개별 인 기본권 구제는 일반 법원의

가장 기본 인 임무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憲法訴願을 제기한 당

사자의 개별 인 이익에 집착하여 그에게 구제수단을 주기 하여

범한 遡及效가 인정되는 단순 헌결정을 하는 것은, 이미 조세법

률에 순응하여 조세를 납부하고 쟁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다수의 납

세자와의 사이에 해결할 수 없는 불평등을 야기하는 것을 방 하는

것이므로, 될 수 있는 한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법원으로서도 향후 限定違憲決定에 하여 羈束力을 인정하

여 나아감으로써 헌법재 소의 헌 단을 존 하여야 할 것이고,

헌법재 소로서도 限定違憲決定의 형식은 불가피한 최소한도에 그

침으로써 상호 존 의 기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나. 國  關係

조세법률에 한 違憲審査의 中核은 國 의 租稅立法權에 한

統制에 있다고 함은 이론이 없다. 그러나 우리의 실은 앞에서 지

한 바와 같이 조세입법은 거의 부가 행정부가 이를 입안하고

입법권을 주도하는 것이므로 국회의 조세입법권은 形骸化되어 있

다. 조세법률에 한 헌심사는 마치 행정부의 조세입안에 한

통제와 같이 된 형국이 되고 있다. 한 에서 본 바와 같이 법원

과의 계는 오로지 헌결정의 遡及效가 미치는 한정된 사건에

하여서만 문제가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양 기 이 遡及效를

범하게 인정함에 따라 헌결정은 오히려 헌법재 소와 법원 사이

의 문제가 주가 되는 것처럼 나타나고 있는 것은 행 인 상이

라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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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토지 과이득세법에 한 憲法不合致決定에 하여 행정부

나 국회가 보여 태도는 우리 헌법재 제도의 실을 나라하게

나타낸 사건이라고 할 것이다. 헌법재 소는 不合致決定에서 토

지 과이득세법 일부조항의 헌성으로 인하여 법 체를 시행할

수 없다고 보고 그 용을 지하도록 하 다. 이는 개선입법을 소

용하기 한 조치이었으나 행정부는 결정의 취지를 자의

으로 해석하여 부칙에서 소 용규정을 마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개정 이후 시행을 명문화 한 채 개정안을 마련하 고 국회

한 제 로 심의조차 하지 아니하고 원안을 통과시켰던 것이다.

憲法不合致決定의 취지를 무시한 조치이었다.

한 1990. 12. 31. 개정된 국세기본법의 부칙 제5조는 헌법재

소 1993. 9. 27. 92헌가5 결정에서 헌 단을 받았는바, 그 이유는

구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국세우선 규정에 한 1990.

9. 3. 89헌가95 헌결정에 따라 국세에 우선권을 갖게 되는 당권

자 등에 하여 부칙조항이 종 의 헌규정을 그 로 용하도

록 함으로써 이를 소 으로 박탈하는 것이 명백하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과 주주에 한 제2차 납세의무를 규정한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하여 일부 헌결정을 하 음에도 이를 개정한 국

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 등에서 헌성을 제거하지 아니

하여 다시 헌 단을 받게 되었다.72) 이러한 입법태도 역시 국회

의 불성실한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이 듯 행정부와 국회에 의하여 헌법재 소의 입법통제는 그 실

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에 한 문제 의 제시는 뒷

으로 린 채 부수 인 當該事件 등의 처리를 둘러싸고 헌법재 소

와 법원이 립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비쳐지는 것은 本末이 顚

倒된 느낌이 있다. 이 은 행정부와 국회에서 깊은 성찰이 있어야

할 것이고 일반의 인식도 환될 것이 요구된다.

72) 헌재 1998. 5. 28. 97헌가13, 공보 28. 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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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違憲審査  基準

1. 槪  觀

가. 上位槪念；財産權保障 

(1) 조세법률에 한 헌심사의 기 을 논함에 있어 종래의 고

인 국민의 납세의무라는 측면에서 헌법상의 재산권 보장의 법

리와는 거리가 멀다거나 혹은 그 외로 인식되어 왔던 이 재검

토될 필요가 있다.

19세기 입헌군주제하에서는 의회의 동의를 얻었다면 그에 의하여

부과된 조세는 합헌 인 것으로 간주되어 이 시기에는 과세권에 의

한 재산권의 침해가능성이라는 명제는 성립될 수 없었다. 이러한

태도는 독일의 바이마르(Weimar)공화국 시 에도 이어졌다. 이에

의하면 기본권으로서의 재산권보장과 국가의 과세권이 엄격하게 분

리되어 상호간에 제약을 주지 아니하는 특수한 헌법상황이라

고 인식함에 따라, 헌법 으로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아니한다는 국

가의 財政高權理論은 국민에 한 조세부담을 정당화시키는 근거로

서 財政留保 혹은 租稅留保라는 개념을 탄생시켰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국가의 과세권에 의하여 국민의 재산권에

한 무제한 인 침해를 허용하는 헌법상의 授權規定으로 변질할

험성이 있으며 헌법상의 재산권보장뿐만 아니라 헌법상의 체

인 법치국가 권력통제장치로부터 자유로워질 우려가 지 되었다.

오늘날 국가의 과세권의 행사에는 헌법상 일정한 한계가 존재하며

특히 국민의 재산권보장규정은 특정한 조세의 합헌성을 심사할 수

있는 헌법 근거규범이라는데 하여 범한 합의가 성립되어 있

다고 할 수 있다.73)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독일의 연방재 소 례

73) 金性洙, “국가의 과세권과 국민의 재산권보장과의 계”, 고시계 1991.2. 75면 이하；金炯盛,

“기본권의 개념과 범 에 한 연구”, 헌법재 연구 제6권(1995), 40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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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추이에서 잘 나타나 있는데, 이른바 絞殺的 혹은 沒收的效果

(Erdrosselungswirkung od. Konfiskation)를 가져오는 조세는 허용

될 수 없으며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재산권은 국가 과세권의 행사

의 합헌성여부를 심사하는 기 이 되어야 한다는 방향으로 견해를

발 시켜 왔다.74) 더욱이 1995. 6. 22. 연방헌법재 소는 재산세․상

속세에 있어 상 부동산에 한 평가규정이 다른 자산의 평가방법

과 비교하여 헌법상의 평등조항에 배된다는 이유로 재산세법

(1974. 4. 17.) 제10조 제1호 등 련조항에 하여 憲法不合致決

定75)을 하 다. 결정에서 연방헌법재 소는 국가의 과세권이 헌

법상의 재산권보장 규정에 합치되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함과 아

울러 그 이유에서 재산수익에 한 과세의 허용한계는 그 수익의

50%는 납세자의 수 에 남아있어야 한다는 기 을 제시한 것으로

(독일에서 재산세는 소득세의 범주로 악되고 있다) 획기 결정

으로 평가되고 있다.

헌법재 소의 입장도 당연히 이를 제로 하고 있고 다수의 결정

례에서 재산권보장 규정 배를 헌 단 사유로 삼고 있다. 컨

토지 과이득세법에서 토지 과이득의 계측수단인 개별공시지가

제도에 구조 미비 이 있고, 장기간의 지가변동에 한 보충규정

을 두지 아니하여 토지 과이득에 한 과세가 아니라 元本에 한

과세가 되어버릴 불합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헌법 제

23조가 정하고 있는 私有財産權保障의 취지에 반된다고 시하고

있다.76) 한 국세가 당권 등 보다 후에 성립하 는데도 불구하

고 1년간은 조세채권이 우선하도록 규정한 구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하여 이는 담보물권은 물론 나아가 사유재산제도

의 본질 내용의 침해가 있는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고 시

하고 있다.77) 그 밖에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 이

74) 金性洙, 게논문, 80-84면

75) NJW 1995. S. 2615

76) 헌재 1994. 7. 29. 92헌바49 등, 례집 6-2.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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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주식에 한 권리를 행사하는 자가 아닌 과 주주에게도 제2

차 납세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

등78)은 재산권보장에 반된다고 시하 다.

조세법률의 헌성 여부의 단에 있어서 한 것이 재산권 보

장의 원칙이지만, 이에 한하지 아니하고 기본권 반에 걸치는 것임

은 당연하다. 조세법률은 그 내용이 재산권보장의 이념에 합치되어야

함은 물론 그 차에 있어서도 헌법의 이념에 부합하여야 한다.

이러한 法原理는 조세법률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實質的으로는 조

세와 같은 부담을 지우는 각종 부담 에 하여서도 용된

다고 할 것이다.79)

헌법재 소의 결정례를 보면, 국세기본법상의 심 청구기간에

한 구 국세기본법 56조 제2항에 한 헌결정에서 헌법 제27조 제

1항의 재 청구권 침해와 헌법 제10조 후문에서 정한 국가의 기본

권보장의무 배가 지 되었다.80) 한 토지 과이득세법에 한

憲法不合致決定에서 토지 과이득세법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인

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헌법상의 국가의 사회보장, 사회복지 증

진의무 국가의 쾌 한 주거생활보장의무에도 배치되고 헌법상의

경제질서에도 합치하지 아니한다고 단하고 있으며81), 헌법 제 14

조의 거주․이 의 자유의 보장 여부가 문제된 것도 있다.82)

그러나 헌법재 소가 조세와 재산권보장과의 계에 하여 직

언 한 것을 보면, “헌법 제23조 제1항이 보장하고 있는 사유재산권

은 사유재산에 한 임의 인 이용, 수익, 처분권을 본질로 하기 때

문에 사유재산의 처분 지를 내용으로 하는 입법조치는 원칙으로

재산권에 한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일탈하는 것이고, 조세의 부과,

77) 헌재 1990. 9. 3. 89헌가95, 례집 2. 258

78) 헌재 1998. 5. 28. 헌가13, 공보 28. 457

79) 개발부담 에 한 개발이익환수에 한법률 제10조 제3항 단서에 한 헌여부 단에

한 헌재 1998. 6. 25. 95헌바35 등, 공보 28. 519 참조

80) 헌재 1992. 7. 23. 90헌바2, 례집 4. 506

81) 헌재 1994. 7. 29. 92헌바49 등, 례집 6-2. 64

82) 헌재 1997. 2. 20. 95헌바27, 례집 9-1.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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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는 국민의 납세의무에 기 하는 것으로 재산권의 침해가 되지

않지만 그로 인하여 납세의무자의 사유재산에 한 이용, 수익, 처

분권이 한 제한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것도 재산권의 침해가

될 수 있다”고 한 시를 들 수 있다.83)

이 듯 국가의 과세권 특히 조세법률은 헌법상의 각종 기본권규

정과 제도보장규정에 합치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租稅

法律主義, 租稅平等主義 등 실천원리를 포 하는 上位槪念으로서

指 理念으로 기능한다고 할 것이다.

나. 租稅法律主義  租稅平等主義

조세에 한 憲法上의 上位槪念인 基本權保障의 理念은 그 실천

원리로서 租稅法의 基本原則이 제시된다. 조세법의 기본원칙이 어

떠한 것을 포함하는 것인가 하는 에 하여서는 학자들마다 각기

다르지만84) 租稅法律主義와 租稅平等主義가 2 원칙임에는 체로

이론이 없다.85)

헌법재 소의 기의 결정례에서도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

3호가 규정하고 있는 조세우선조항의 헌여부를 단함에 있어서

는……재산권의 본질 인 내용이 무엇이며 어느 정도일 때 그 침해

가 있다고 할 것인지의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할 것인바, 이를 가리

는 단기 은 헌법의 기본정신과 일반원칙 즉, 조세의 합법률성의

원칙과 조세의 합형평성의 원칙이라고 할 것이다.”고 설시하고 있

다.86)

租稅平等主義를 租稅法律主義와는 별개인 조세법의 기본원칙으로

83) 헌재 1997. 12. 24. 96헌가19 등, 례집 9-2. 762：구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이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을 상속당시의 황에 의하도록 규정한 것은 피상속인의 사유재

산에 한 처분권에 하여 한 제한을 가하는 것으로 재산권에 한 입법형성권의 한계

를 일탈하는 것이라고 보았다(소수의견 1인 있음).

84) 조세법의 기본원칙에 한 각 견해에 하여는 淳茂, “조세법의 헌법 조명”, 재 자

료 제77집, 497-500면

85) 헌재 1992. 12. 24. 90헌바21, 례집 4. 899；1997. 12. 24. 96헌가19 등, 례집 9-2. 762

86) 헌재 1990. 9. 3. 89헌가95, 례집 2. 254, 결정 이후는 조세의 합법률성 원칙이라는 용어

는 사용되지 아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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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독립한 조세법상의 기본원칙 사이의 계에 한 문제가 되

고, 이를 租稅法律主義의 實質的內容을 이루는 것으로 보면 과세요

건법률주의, 과세요건명확주의, 엄격해석의 원칙, 조세법률 불소

의 원칙 등 형식 인 내용과 비되는 同一原則 내의 形式과 實質

의 내부 가치 립과 조정의 문제로 돌아간다.87)

조세법의 해석 용에 있어서 租稅法律主義는 납세자의 기본권

보장 경제생활의 法的安定性과 豫測可能性의 보장을 하여 납

세자 측으로부터 보다 강조되어야 할 원칙이다. 이에 반하여, 租稅

平等主義는 이를 유지하여야만 비로소 조세제도가 제 로 존립하게

된다는 에서 조세법의 정한 집행을 하여 과세권자 측에서 보

다 더 강조되어야 할 원칙이 된다고 볼 것이므로, 조세법 해석 용

의 모든 면에서 양자는 緊張關係로 나타난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조세법의 근본이념이 조세정의의 실 에 있다고 볼 때 兩

의 어느 하나의 원칙만으로는 이를 구 하기 어렵다. 기본 으로

조세란 公共經費의 配分原理라는 을 염두에 둔다면 공평부담이

제되지 아니하는 租稅法律主義는 형식 조세정의에 그칠 우려가

있다.

조세법의 해석에 있어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정의를 실 수단

으로서 통 인 租稅法律主義는 법의 외형 존재인 형식 인 측

면을, 租稅平等主義의 원칙은 구체 實質的 내용으로서 實質的 측

면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88) 따라서 납세자기본

권의 實質的 극 보장을 한 조세정의를 실 하기 한 形式的

手段으로서 통 인 租稅法律主義를, 實質的手段으로서 租稅平等

主義를 원칙으로 삼아 양자의 타당한 조화를 꾀하고 체를 종합

으로 이해하여 조세정의를 한 올바른 조세법의 해석 용이 이루

어져야 한다.89) 다만 조세법의 해석기 으로서 租稅平等主義를 강

87) 金炫彩, 세법의 기본문제(1), 1986. 174면

88) 松澤 智, 租稅實體法(1983), 19면

89) 金炫彩, 게서, 177-179면, 여기에서는 租稅法律主義와 租稅平等主義를 조화롭게 해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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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하는 것은 租稅法律主義의 보장 기능을 후퇴시킬 수 있으므로

어디까지나 납세자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아니하는 범 내에서만

租稅平等主義가 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에서 租稅平等主義

용의 한계가 인정되는 것이다.

헌법재 소의 결정례 에서 양자의 조화를 시사하는 시로는

임입법의 필요성에 하여 “租稅法律主義를 지나치게 철 하게

시행한다면 복잡다양하고도 끊임없이 변천하는 경제상황에 처하

여 확하게 과세 상을 포착하고 정하게 과세표 을 산출하기

어려워 擔稅力에 응한 공평과세의 목 을 달성할 수 없게 된다. 따

라서 租稅法律主義를 견지하면서도 租稅平等主義와의 조화를 하

여 경제 실에 응하여 공정한 과세를 할 수 있게 하고 탈법 인 조

세회피행 에 처하기 한 것”이라는 설시를 들 수 있다.90) 이러

한 양자 사이의 조화의 요청은 비단 조세 임입법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조세입법 해석, 집행에 있어서도 타당한 것이다.

다. 租稅法  基本原則과 憲法

조세법의 기본원칙은 일반 으로 조세 “법률”의 원칙으로 논의되

고 있으나 헌법이 모든 법률의 근본규범이라는 에서 그 기본원칙

은 헌법상의 조세에 련한 조항에서부터 도출되어야 함은 당연하

다. 다만, 헌법의 하 규범인 조세법에서 구체 으로 규정하고 있는

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 실질과세의 원칙, 근거과세의 원칙, 기업

회계존 의 원칙 등이 바로 헌법규범에서 도출되는 기본원리라고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음은 물론이나, 오늘날 이른바 基本權의 放

效理論91)에 의하여 뒷받침되는 바와 같이 기본권 용의 법해석,

로 법원 1978. 4. 25. 선고 78 51 결(집26<특1>, 177)을 들고 있다.

90) 헌재 1998. 3. 26. 96헌바57, 공보 27. 326

91) 基本權의 放 效(Ausstrahlungswirkung der Grundrechte)란 기본권규범에서 통 인 防禦

權뿐만이 아니라, 공동체의 객 가치가 구 되어 있음을 확인하면서 소 基本權의 兩面

性을 인정하고 있다. 그리하여 기본권의 객 측면으로부터 개별 법령의 해석․ 용에 있

어서 기본권규정에 담긴 객 가치로서의 기본권의 의미를 실 하고 존 하여야 한다는

이론이다. 이에 의하면 법 용기 이 구체 사건에 한 법령의 해석. 용의 지침으로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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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면에서의 확 경향은 그것이 헌법 원리인지 단순한 법률차원

의 원리인지의 구별을 애매하게 하고 있다.

그리고 租稅法律主義와 租稅平等主義 양 기본원리에서 도출되는

課稅要件法定主義, 課稅要件明確主義, 信賴의 原則(信義誠實의 原

則), 遡及課稅禁止의 原則, 實質課稅의 原則, 租稅法 嚴格解釋의 原

則 등 생원칙에 하여는 학자마다 그 내용과 분류가 다르고 과

연 그것이 모두 헌법상의 원리로까지 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에

는 反論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그 구별의 애매성으

로 인하여 구별실익이 별로 없고, 이러한 派生原則은 양 기본

원리를 실천 내지 담보하기 한 것이라는 에서 모두 살펴보기로

한다. 다만 조세법에 한 헌 단에서 자주 등장하는 比例의 原

則(과잉 지의 원칙)은 오늘날 일반 인 법원리로서 租稅法律主義

나 租稅平等主義 2 원칙 에서 租稅平等主義 이념과 한 계

가 있다는 에서 편의상 租稅平等主義를 논함에 있어 같이 다루기

로 한다.

2. 租稅法律主義

  가. 意  義

(1) 租稅法律主義는 법률의 근거 없이는 국가는 조세를 부과․징

수할 수 없고 국민은 조세의 납부를 요구받지 아니한다는 헌법상의

고 인 원칙에 바탕을 두고 있다. 우리 헌법 제58조에서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한 것이 그 租稅法律主義를

선언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의 租稅法律主義

의 원칙이라는 것은 와 같은 消極的, 防禦的槪念에 머물지 아니

기본권의 의미를 착오하 다거나, 오인하 다거나 충돌하는 法益들 간의 衡量에 있어서 기

본권의 비 을 잘못 測量하고 법령을 해석, 용하 을 경우에는 그 해석․ 용은 법하다

는 것이다. 이처럼 기본권이 입법자를 구속할 뿐만 아니라, 이미 기본권에 합하게 제정된

법령의 해석. 용의 지침으로 재차 작용한다는 것을 말한다고 한다. 丁泰鎬, “원처분의 헌법

소원 상성에 한 소고”, 헌법논총 제6집(1995), 28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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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조세입법 조세법의 해석․ 용에 있어서의 국민의 납세와

련된 재산권 보장이라는 積極的, 實質的槪念으로 사용되고 있다.

여기에서 租稅法律主義를 형사법에서의 죄형법정주의의 법리와

비교하여 모두 헌법상의 자유권 기본권에 속하는 것이고 국가권

력으로부터의 권리보장 기능과 내용이 거의 동일한 것이므로 죄

형법정주의의 원리가 조세법에 그 로 용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92) 그러나 조세법은 국가의 공공경비의 국민에 한 분배방법

이라는 에서 형사법과 기능과 목 을 달리하는 것으로 양자를 동

일 평면 에 놓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된다.93) 다만 그 침해

성격으로 인하여 유사한 법 원리가 지배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94)

한편 헌법재 소는 租稅法律主義의 이념에 하여 ① 자의과세의

배제에 의한 납세자재산권의 보장 ② 납세자 기본권의 극 보장

③ 경제생활의 측가능성과 법 안정성의 확보에 있다고 시하

고 있다.95)

(2) 憲法裁判所의 立場

헌법재 소는 조세법률에 한 최 의 헌 단인 1989. 7. 21.

89헌마38 결정( 례집 1. 139)에서 租稅法律主義에 하여 “헌법이

그 문에서 “…자유민주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라는 표

을 하고, 제1조에서 국민주권주의를 선언하며, 제23조 제1항에서

재산권을 보장하면서, 그 제38조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다시 제59조에서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바로 조세의 합법률성(合法律性)의 원칙(租稅法律主義)을 천명한 것

으로서, 결국 조세의 요건과 그 부과․징수 차는 국민의 표기

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어야 하고, 나아가 그 법률

92) 李 昌, “租稅法律主義”, 재 자료 제60집(1993), 12-13면；헌재 1995. 2. 23. 93헌바24,42 결

정의 소수의견

93) 南 博方, 租稅法の基礎理論(租稅法硏究 第11號), 1983. 8-10面

94) 淳茂, “조세법의 헌법 조명”, 재 자료 제77집, 501면

95) 헌재 1989. 7. 21. 89헌마38 례집 1. 139；同旨, 金炫彩, 세법의 기본문제(1), 98-10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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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집행에 있어서도 이것이 엄격하게 해석․ 용되어야 하며 행정

편의 인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음을 명백히 한 것

이다. ( 략) 조세의 합법률성의 원칙은 형식 으로는 국민의 표

기 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하여서만 조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는 뜻이지만, 實質的으로는 과세요건과 차 그 법률효과를

미리 법률로써 명확하게 규정하여 이를 국민에게 공포함으로써, 국

민으로 하여 세제상 자신에게 불이익을 래할 행 를 스스로 삼

가거나 자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장래에의 측과 행동방향의 선

택을 보장하고 그 결과로 국민의 재산권이 국가의 과세권의 부당한

행사로부터 침해되는 것을 방하고 국민생활의 법 안정성을 보

호하려는데 그 참뜻이 있는 것이다.”고 시하여 租稅法律主義의

헌법상의 근거와 그 形式的, 實質的 意味를 설명하고 있다. 租稅

法律主義의 핵심 내용은 그 후 課稅要件法定主義와 課稅要件明確

主義로 나 어 사용하고 있다.96)

시 이후의 租稅法律主義에 한 설명은 그 표 을 약간 달

리하여 實質的法治主義 혹은 實質的租稅法律主義를 강조하고 있다.

헌법재 소는 1992. 2. 25. 90헌가69 등 결정97)에서 “租稅法律主義

의 이념은 과세요건을 법률로 규정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과세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국민생활의 법 안 성과 측가능

성을 보장하기 한 것이며, 그 핵심 내용은 課稅要件法定主義와

課稅要件明確主義이다.”라고 시하고, 나아가 “조세행정에 있어서

의 법치주의의 용은 조세징수로부터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법 생활의 안 을 도모하려는 데 그 목 이 있는 것으로서, 課稅

要件法定主義와 課稅要件明確主義를 그 핵심 내용으로 하는 것이

지만 오늘날의 법치주의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한 사항은 법률로

써 정해야 한다는 형식 법치주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법률

96) 헌재 1992. 12. 24. 90헌바21, 례집 4. 899；1995. 2. 23. 93헌바24 등, 례집 7-1. 199；

1995. 11. 30. 94헌바40 등, 례집 7-2. 632；1998. 3. 26. 96헌바57 등, 공보 27. 326

97) 헌재 1992. 2. 25. 90헌가69 등, 례집 4.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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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목 과 내용 한 기본권 보장의 헌법 이념에 부합되어야 한다

는 實質的法治主義를 의미하며, 헌법 제38조, 제59조가 선언하는 租

稅法律主義도 이러한 實質的法治主義를 뜻하는 것이므로 비록 과세

요건이 법률로 명확히 정해진 것일지라도 그것만으로는 충분한 것

이 아니고 조세법의 목 이나 내용이 기본권의 보장의 헌법이념과

이를 뒷받침하는 헌법상의 제 원칙에 합치되지 아니하면 아니된

다.”고 하여 租稅法律主義에 한 일반 인 정의를 내렸다. 근래에

는 實質的法治主義를 實質的租稅法律主義라고 표 하는 것이 일

반화되고 있는 듯 하다.98)

(3) 租稅法律主義와 地方稅

우리 헌법은 지방자치제도를 채택하면서 제117조에서 지방자치단

체가 법령의 범 안에서 자치에 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하

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126조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이 정하는 바

에 의하여 지방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지방세법 제

3조는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가 조례로서 규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7조 제2항은 지

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는 不均一

課稅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등 지방재정에 하여 별개로 정하

고 있는 것이 있으므로 租稅法律主義의 용이 국세의 경우와 비교

하여 어떻게 될지 문제된다. 헌법재 소는 지방세법 규정들의 합헌

성의 문제는 지방자치를 제도 으로 보장하고 있는 헌법의 규정과

연 시켜 이해하여야 할 것이고, 필요한 자치입법권을 갖는 이상

지방세법은 그 규율 상의 성질상 어느 정도 要綱的性格을 띨 수밖

에 없다는 에서 조세입법권을 부분 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임하

다고 하더라도 租稅法律主義 혹은 包括委任禁止에 반한 것이라

고 할 수 없다고 說示하고 있다.99) 이는 지방세의 경우에 있어서는

98) 헌재 1994. 6. 30. 93헌바9；1997. 6. 26. 93헌바49；1997. 7. 16. 96헌바36 등；1997. 10. 30.

96헌바14；1997. 11. 27. 95헌바38

99) 헌재 1995. 10. 26. 94헌마242, 례집 7-2. 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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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의미에서의 租稅法律主義의 내용이 완화될 수 있음을 시사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물론 자치입법권이 있다고 하여도

租稅法律主義의 근간을 흔들 수는 없는 만큼 법률의 임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는 조례로서 새로운 조세항목을 신설하거나 조세부담을

증가시키는 것은 허용될 수 없을 것이다.

나. 課稅要件法定主義

(1) 課稅要件法定主義는 과세요건(Steuertatbestand)인 납세의무

자, 과세물건, 과세표 , 세율 등 납세의무를 성립시키고 이를 변경

․소멸시키는 실체법 사항과 부과징수에 한 차법 사항은

물론 환 ․불복․벌칙 등에 한 사항은 국회가 제정한 형식 인

법률(formelles Gesetz)로서 규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헌법재 소는 헌법 제59조의 “조세의 종목과 세율”을 넓게 보아

납세의무의 요한 사항 내지 본질 내용이라고 여겨지는 “과세요

건인 납세의무자, 과세물건, 과세표 세율뿐만 아니라 조세의 부

과․징수 차까지” 모두 법률로써 가능한 한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요청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는 것이라고 하고 있다.100) 課稅要件法

定主義와 련하여 가장 요한 문제는 임입법의 허용한계에 한

것이고 이에 한 헌법재 소의 헌 단 사례도 지 아니하다.

한편 헌법재 소는 국세의 과세표 의 조사와 결정에 한 국세

기본법 제16조 국세징수에 있어 산출근거를 명시한 납세고지서

에 의한다는 국세징수법 제9조를 들어 根據課稅의 原則이라는 용어

를 사용하는 가 있으나101) 이는 課稅要件法定主義의 하나의 내용

일 뿐이다.

(2) 租稅委任立法의 限界

(가) 委任立法의 許容性

100) 헌재 1995. 11. 30. 91헌바1 등, 례집 7-2. 590

101) 헌재 1995. 11. 30. 91헌바1 등, 례집 7-2. 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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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75조는 통령은 법률에서 구체 으로 범 를 정하여

임받은 사항에 하여 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임입

법의 근거와 한계를 제시하고 있다. 한편 租稅法律主義를 규정한

헌법 제59조에서도 과세요건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조세법률의 임입법에 있어서는 양 조항이 같이 용된다.

복지국가에서는 국민의 복지증진을 한 국가활동의 극화에

따른 행정기능의 확 , 조세의 複雜多岐化, 조세법 계의 문기술

화, 변하는 경제 상에 처하기 한 필요성의 증 로 인하여

조세법률에서도 오히려 임입법이 증가하는 상을 래하 다.

컨 행 토지 과이득세법은 모법이 29개조에 불과한데 비하여

시행령은 49개조에 걸쳐 과세 상인 토지 과이득의 발생의 상인

유휴토지 등의 범 확정에 한 실질 인 부분을 거의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임입법이 남용되는 표 인 라고 할 것이다.

임입법의 헌성 여부에 한 문제는 그 동안 입법 례 으로

인정되고 법원에 의하여서도 별다른 통제를 받지 않았으나 헌법

재 소의 극 인 활동에 의하여 헌법 통제가 제 로 실 되어

가고 있는 분야의 하나이다. 법원은 이러한 임입법의 허용성에

하여 오랫동안 그러운 태도를 취하여 유효성을 인정하여 왔기

때문에 새로이 출범한 헌법재 소의 단과 相違한 경우가 많아 양

기 사이의 립의 장이 된 면이 없지 않다.102)

헌법재 소는 사회 상의 복잡다기화와 국회의 문 ․기술

102) 컨 , 법원이 합헌 이라거나 유효하다고 단한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 법원

1989. 9. 12. 선고 89 510 결；1993. 4. 13. 선고 92 10982 결)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단서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 법원 1995. 6. 13. 선고 95 580 결)에 하여

한정 헌결정(헌재 1994. 6. 30. 93헌바9 결정 등；1995. 11. 30. 94헌바 40 병합 결정)이 선

고되었고, 구 소득세법 제60조( 법원 1990. 9. 11.선고 90 5634 결；1991. 7. 26. 선고

90 9629 결)에 하여는 헌법불합치결정(헌재 1995. 11. 30. 91헌바1 등 병합 결정)이 선

고되었으며, 구 상속세법 제9조 제2항( 법원 1989. 9. 9. 선고 86 237 결；1991. 10. 25.

선고 91 8395 결)에 하여 헌결정(헌재 1993. 5. 13. 92헌바32 결정)이,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법원 1987. 8. 18. 선고 87 185 결；1989. 3. 14. 선고 88 2632 결)

에 하여는 한정합헌결정(헌재 1989. 7. 21. 89헌마38 결정)이, 구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 법원 1986. 9. 9. 선고 86 237 결；1992. 7. 28. 선고 91 10732 결)에 하여 헌

결정(헌재 1997. 12. 24. 96헌가19 등)이 각 선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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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의 한계 시간 응능력의 한계로 인하여 경제 실의 변화

나 문 기술에 즉시 응하여야 할 필요 등 부득이 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조세부과에 하여 탄력성 있는 통령령에 임함이

허용된다고 하고 있다.103) 임이 가능한 범 는 납세의무의 본질

인 내용에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경제 실의 변화나 문 기술

에 즉응하여야 하는 세부 인 사항에 하여 임할 수 있다고 한

다.104) 그리고 임의 기 으로 處罰法規나 租稅法規 등 국민의 기

본권을 직 으로 제한하거나 침해할 소지가 있는 법규에서는 일

반 인 부행정법규와는 달리 그 委任의 要件과 範圍가 보다 嚴格

하고 制限的으로 규정되어야 한다고 하고 있다.105) 아울러 법리

를 설시하면서도, 규율 상이 지극히 다양하거나 수시로 변화하는

성질의 것일 때에는 임의 具體性, 明確性의 要件이 緩和되어야

할 것이라고 하고 있다.106) 즉 조세법규에서는 그 침해 성격에 의

하여 임요건이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과 동시에 그 임범

의 확 가 요구되는 것이 실이므로 양자의 조화는 매우 어려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헌법재 소 결정례를 보면 체로 헌 단을 하는 경우에는 前

의 嚴格性理論을,107) 합헌 단을 하는 경우에는 後 의 緩和理論

을108) 채택하고 있다. 과세입법권의 임에 하여 의 조세행정

기능에 비추어 부득이 행정권에 임은 인정하되 납세자 기본권을

보장하기 하여 일정한 한계를 지우는데 그 의미가 주어지고 있

다.

그러나 여기서 강조되어야 할 것은, 세법에 있어서 임규정이

103) 헌재 1996. 6. 26. 93헌바2, 례집 8-1. 534；1997. 10. 30. 96헌바92 등, 례집 9-2. 494

104) 헌재 1995. 11. 30. 94헌바40, 례집 7-2. 633

105) 헌재 1991. 2. 11. 90헌가27, 례집 3. 29；1994. 7. 29. 92헌바49 등, 례집 6-2. 101；

1995. 11. 30. 94헌바40 등, 례집 7-2. 634；1997. 10. 30. 96헌바92, 례집 9-2. 495；

1998. 4. 30. 95헌바55, 공보 27. 357

106) 1995. 11. 30. 94헌바40 등 례집 634；1995. 11. 30. 91헌바1 등, 례집 7-2. 591；1997.

10. 30. 96헌바92 례집 9-2, 495.

107) 컨 헌재 1998. 4. 30. 95헌바55, 공보 27. 357

108) 컨 헌재 1997. 10. 30. 96헌바92, 례집 9-2. 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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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피한 경우에도 모법에 그 목 , 범 , 기 , 조건 등을 명시하

여야 한다는 원칙은 반드시 수되어야 한다는 이다. 왜냐하면,

헌법상의 기본 원칙인 租稅法律主義와 個別授權의 原則들은 조세

법의 문성․기술성․긴 성과 같은 문제 때문에 훼손될 수 없는

근본 원칙이기 때문이다.109)

(나) 委任立法의 許容性에 한 基準

委任立法의 한계로 논의되는 것이 “구체 으로 범 를 정하여”

즉 구체 개별 임만이 가능하다는 에 하여는 이론이 없

다. 그러나 이와 반 개념인 일반 ․포 임과 어떻게 구별되

는가 하는 이 실제에 있어 가장 어려운 문제를 제기한다. 그 기

을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 독일 기본법 제80조 제1항은 법규명령

의 임에 있어서는 임된 권한의 내용, 목 범 가 법률에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Dabei müssen Inhalt, Zweck und Ausmaβ 

der erteilten Ermächtigung im Gesetze bestimmt werden)고 규정

하고 있는바,110) 이는 통설 견해와 마찬가지 취지라고 할 것이다.

헌법재 소는 임의 한계와 기 에 하여 “법률에 통령령 등

하 법규에 규정될 내용 범 의 기본사항이 가능한 한 구체 이

고도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구라도 당해 법률 그 자체로부터

통령령 등에 규정될 내용의 강을 측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

하고, 이러한 측가능성의 유무는 당해 특정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단할 것이 아니고 련 법조항 체를 유기 ․체계 으로 종합

단하여야 하며, 각 상법률의 성질에 따라 구체 ․개별 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하여 그 단기 을 제시하고 있다.111) 이 은

법원의 입장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112) 다만 헌법재 소는

109) 崔明根, 조세법총론(1998), 77면；李康國, “租稅法律主義”, 법과 정의(이회창선생화갑기념),

1995. 94면

110) 조항의 의미와 이에 한 독일연방헌법재 소의 례의 변천에 하여는, 洪基宗, “ 임

입법의 한계”, 재 자료 제76집(1997), 121-132면

111) 헌재 1991. 7. 8. 91헌가4 례집 3. 336, 341；1994. 7. 29. 93헌가12, 례집 6-2. 53, 59；

1995. 11. 30. 91헌바1 등, 례집 7-2. 593；1995. 11. 30. 94헌바40 등, 례집 7-2. 635；

1998. 4. 30. 96헌바78, 공보 27. 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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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임법한계의 법리는 헌법의 근본원리인 권력분립주의와 의회주

의 내지 법치주의에 바탕을 두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부에서 제정된

통령령에서 규정한 내용이 정당한지 여부와는 직 계가 없다

고 할 것이므로 하 법규인 통령령의 내용이 합헌 이라고 하여

授權法律의 合憲性까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여,113) 임

한계 일탈여부의 단에 있어 통령령 등의 조항을 직 고려의

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단하고 있다.114) 한편 임의 한

계는 과세요건 뿐만 아니라 조세감면규정에 하여서도 마찬가지로

법률의 구체 인 근거 없이 통령령에서 감면 상․감면비율 등

국민의 납세의무에 직 향을 미치는 감면요건 등을 규정하 는

가 여부가 문제된다.115)

헌법재 소의 임한계 일탈을 이유로 한 헌 단은 기에는

立法促求에 그친 경우가 있었으나 최근에는 이를 엄격히 요구하고

있는 경향이다.

(다) 適用事例

* 課稅 象 課稅標準

토지 과이득세법에 한 憲法不合致決定에서 헌법재 소는 같은

법 제11조 제2항이 과세표 의 산정에 있어 지가를 산정하는 기

과 방법을 직 규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으로 통령령에 임

하고 있는 것은 헌법 제75조에 반된다고 하면서도 입법 례와

규정과 련된 세법과의 계를 고려하여 개선입법을 구하는데

그쳤다.116)

그러나 양도소득세의 과세표 산정에 한 기 시가를 통령령

112) 법원 1996. 3. 21. 선고 95 3640 원합의체 결(공96, 1166)

113) 헌재 1995. 11. 30. 94헌바32, 례집 7-2. 609；1996. 6. 26. 93헌바12, 례집 8-1. 525；

1998. 3. 26. 96헌바57, 공보 27. 329

114) 이 은 만일 하 법령의 정당성에 의하여 授權法律의 합헌성이 인정될 수 있다면 법원이

갖는 명령심사권과의 한계를 애매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타당한 법리라고 할 것이다

115) 헌재 1996. 6. 26. 93헌바2, 례집 8-1. 525；1997. 2. 20. 95헌바27, 례집 9-1. 156

116) 헌재 1994. 7. 29. 헌바49 등, 례집 6-2. 103, 유휴토지로 규정한 임 용 토지의 범 에

하여 아무런 기 이나 범 에 한 제한 없이 ‘ 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로 규정한 것에

하여서도 같은 지 을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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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임한 구 소득세법 제60조에 하여는, 기 시가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그 자체의 요한 사항 내지 본질 내용이라고 제한

다음 조항은 소득세법의 반 인 체계, 련조항들의 취지

규율 상의 성질 등을 종합 으로 고려하여도 합리 이고도 체계

인 해석에 의하여 기 시가의 개념을 명확히 할 수 없고 행정입법

에 임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租稅法律主義 임입법의 한계를 규정한 헌법의 취지에 반한다

고 단하여 不合致決定을 하 다.117) 다만, 같은 사건에서 양도차

익 산정에 있어 원칙 으로 기 시가에 의하도록 한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에 하여는 실질과세원칙과 근

거과세원칙의 외규정이나 실질 인 조세공평을 한 제도라는

, 납세자가 실거래가액에 의하여 납세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는 이유 등을 들어 租稅公平主義, 實質的租稅法律主義, 過剩禁止의

原則에 배되는 것은 아니라고 단하 다. 그런데 같은 날 양도

소득세에 있어 기 시가 원칙의 외로서 통령령이 정하는 경

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한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단

서,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하여는 임의 범 를 구체 으

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소득세법의 체계, 양도소득세의 본질

과 기 시가과세원칙에 내재하는 헌법 한계 본문과의 계를

종합 으로 고려하여 합리 으로 해석하면 그 임범 를 구체 으

로 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단한 후 조항에 하여 “실지거래가

액에 의할 경우를 그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세액이 그 본문의 기

시가에 의한 세액을 과하는 경우까지를 포함하여 통령령에

임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반된다”고 하는 限定違憲決定

을 하 다.118)

증여의제에 한 구 상속세법 제34조의4의 “ 히 렴한 가

117) 헌재 1995. 11. 30. 91헌바1, 례집 7-2. 562

118) 헌재 1995. 11. 30. 94헌바40 등, 례집 7-2. 616；1인의 소수의견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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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통령령이 정하는 이익” 부분에 하여 어떠한 이익에 하

여 증여세가 부과될 것인가를 법률만으로는 합리 으로 측할 수

없어 증여세의 과세 상 내지 과세물건을 특정하 다고 보기 어려

워 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고 보았고,119) 상속재산 사

실상 임 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평가방법에

하여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액과 상속개시 당시

의 시가 큰 액으로 평가한다는 구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제4

호 역시 임된 하 법규에 규정될 내용이 어떠한 것이 될 것인지

를 측하기 곤란하므로 포 임에 해당한다고 단하 다.120)

비업무용부동산에 한 차입 이자의 손 불산입에 한 법인세

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에 하여 이는 그 범 를 상당히 구체

으로 범 를 한정하여 하 법규인 통령령에 임함으로써 구라

도 법률조항으로부터 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의 강을 측할

수 있다고 보았다.121) 한 상속인이 공익사업에 출연한 상속재산의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요건을 통령령에 임한 구 상속세법 제8

조의2 제6항 단은 상속인이 공익사업에 출연한 상속재산의 상속

세과세가액불산입 요건의 기본사항을 국민이 측할 수 있을 정도

로 구체 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단하 다.122)

* 非課稅, 減免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가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

의 건설용역으로서 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재화 는 용역의 공

에 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하

여, 조항은 문 , 기술 분야로서 통령령에 임한 것은 정

당하고 그 임에 있어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으로 구체 개별

으로 한정하여 임하고 있고, 통령령으로 정하여질 사항은 입법

119) 헌재 1998. 4. 30. 95헌바55, 공보 27. 354；3인의 소수의견 있음

120) 헌재 1998. 4. 30. 96헌바78, 공보 27. 365；2인의 소수의견 있음

121) 헌재 1997. 10. 30. 96헌바92 례집 9-2, 478.

122) 헌재 1998. 3. 26. 96헌바57, 공보 27. 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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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에 비추어 이를 측할 수 있는 것이므로 포 임에 해당

하지 아니한다.123) 양도소득세의 면제신청방법(특히 신청기한)을

통령령에 임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3항은 면제신청에

한 제도의 취지, 임의 목 , 내용 정도 등을 감안할 때 임입

법의 한계를 넘은 것으로 볼 수 없다.124)

(3) 課稅要件法定主義와 련한 단에서 가장 비 이 있는 것은

임입법의 한계에 한 것이다. 헌법재 소가 토지 과이득세법에

한 不合致決定에서 그 동안 포 임입법이 행화되어 왔다

는 이유를 들어 곧바로 헌 단을 하지 아니하고 개선을 구한

것은 실을 고려한 합당한 결정이라고 할 것이다. 그 후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에 하여 包括委任을 이유로 단순 헌 단을 한 것을

시작으로 하여 많은 조항에 하여 극 으로 헌 단을 하고 있

는 것은 종 의 조세입법의 행을 바꾸는 정 인 효과가 있었다

고 할 것이다. 헌법재 소가 包括委任 否에 한 단에 있어 下

位法令의 正當性이 授權法律의 合憲性을 의미하지 아니한다는 원칙

을 세운 것은 법원의 명령심사권과의 계에서 보아도 합당한 선택

으로 보인다. 다만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단서,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한 限定違憲決定에서 기 시가에 의한 세액을 과

할 수 있도록 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 제2호

가 헌법에 반되는 해석을 하고 있다고 한 것은 법원의 명령심사

권과의 계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과 모법의 헌성

단의 기 에 한 단과 일치하지 않음을 지 할 수 있다.125)

그리고 상속세에 있어 상속재산의 평가에 한 조항 贈 擬制

에 하여 다수 헌 단을 하 는데 이는 상속재산 자체는 이 되

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교환가액이 없다는 에서 그 평가가 가장

핵심 으로 되는 것임에도 과세행정 측면에서 편의 조항에 의하

123) 헌재 1996. 6. 26. 93헌바2, 례집 8-1. 535

124) 헌재 1995. 10. 26. 94헌바7 등, 례집 7-2. 445

125) 淳茂, “조세법의 헌법 조명”, 재 자료 제77집, 58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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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운용되어 왔다는 에서 그에 한 헌통제는 타당성을 갖는

다. 행 상속세법 증여세법에서 종래의 증여의제규정은 많이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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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되었으나 행법이 부유층의 각종 탈법 방법에 의한 실질증여

에 하여 체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 이 강하므로 앞으로도 이를

둘러싼 입법과 그에 한 헌문제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입법

자의 精緻한 規律이 요청되는 부분이다. 한편 조세 차법에 한

임입법에 하여는 비교 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

인다.126)

다. 課稅要件明確主義

법률 는 임명령에 과세요건, 부과징수 차 등에 하여 입법

할 경우 그 규정의 내용이 一義的이고 명확하며 상세하게 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課稅要件法定主義의 생원칙으로 이해하는 견해도 있으며,127).

課稅要件法定主義와는 立槪念이 아니라 補完槪念으로 양자의 구

별이 분명한 것은 아니다.

미국의 조세입법에서도 형사입법에 련한 미국 수정헌법 제5조

가 정하는 정 차조항(due process clause)을 근거로 하여 불명확

하므로 무효라는 원리(doctrine of void for vagueness)가 용되고

있다고 한다.128)

과세요건은 명확주의의 원칙에 따라 해석상 疑義를 남기지 아

니하도록 가 이면 一義的槪念을 가지고 규정될 것이 요청되며

객 으로 그 내용이 인식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됨이 바람직

할 것이나, 조세법의 규율 상인 경제 상은 複雜多岐하고 끊임없

이 생성, 변화하는 것이므로 불확정개념이 사용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不確定槪念은 조세의 공평이나 합목 성 는 공익에 합

하도록 하는 의도에서 사용되는 “공익”, “공평”, “실질”, “조세의 부

126) 헌재 1995. 10. 26. 94헌바7, 례집 7-2. 434 등.

127) 北野弘久, 稅法學原論(1984), 67面；金子 宏, “通達課稅と租稅法律主義”, ジュリスト 憲法判

例百選 Ⅱ(1980), 425面

128) 金炫彩, 게서, 1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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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을 부당히 감소”, “부당하게 낮은 가”, “일반 으로 공정타당하

다고 인정되는” 등이 그 이다. 이러한 불확정개념은 과세 청에

게 자의 재량을 부여할 수 있다는 에서 그 사용이 억제되어야

하나 한편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하여 공정한 징수 나아가 조세를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제 로 부과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는 면

도 있다고 할 것이다.129)

헌법재 소는 課稅要件明確主義의 의의와 한계에 하여 “課稅要

件明確主義는 과세요건에 한 법률규정의 내용이 지나치게 추상

이거나 불명확하면 이에 한 과세 청의 자의 인 해석과 집행을

래할 염려가 있으므로 그 규정 내용이 명확하고 일의 이어야 한

다”고 설시하고 있다.130) 한 그 용에 있어 헌 단 기 에

하여는 “課稅要件明確主義는 과세요건과 차 그 법률효과를 규

정한 법률규정은 명확하여야 한다는 것이나, 법률은 일반성, 추상성

을 가지는 것으로서 법률규정에는 항상 법 의 법 보충작용으로서

의 해석의 여지가 있으므로, 조세법규가 당해 조세법의 일반이론이

나 그 체계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그 의미가 분명해질 수 있다

면 명확성을 결여하 다고 하여 헌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하고

있다.131)

헌법재 소의 이 에 한 결정례 심을 끄는 것은 구 조세

감면규제법 제66조의3의 헌여부에 한 것이다. 조항은 양도

소득세 감면배제 상으로 “토지 과이득세의 부과 상이 되는 토

지”를 규정하고 있었는데 이에 하여 그것이 실제로 토지 과이득

세 부과 상이 되는 토지 과이득이 발생한 토지인지 혹은 유휴토

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족한 것인지가 불분명하다고 다투어진 사안

이었다. 헌법재 소는 이에 하여 그 입법취지, 다른 법률규정과의

체계 등을 종합하여 합리 으로 해석하면 양도 당시를 기 으로 토

129) 戶波江二, “稅金と憲法”, 法學敎室, 1993. 7. 41面

130) 헌재 1992. 12. 24. 90헌바21, 례집 4. 899；1994. 8. 31. 91헌가1, 례집 6-2. 153

131) 헌재 1995. 2. 23. 93헌바24 등, 례집 7-1.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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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과이득세의 과세 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에 하여 양도소득세

의 감면을 배제한다는 의미임이 명확하여, 다의 인 해석이 가능한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고 결정하 다. 결정에서는 합헌의견이 5

인이었던 반면 헌이라는 의견이 4인으로 팽팽한 의견 립을 보인

사건이다.132)

그 밖에 헌법재 소는 법한 부과처분 등에 한 제소기간에

하여 규정한 구 국세기본법 제2항 호부분(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81조 단서의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이 불명확하고

모호하다고 하여 헌법 제10조 후문의 기본권보장 규정과 제27조 제

1항의 재 청구권 규정에 배된 것이라고 단하고 있다.133).

다음 課稅要件明確主義의 용기 으로서 헌법재 소가 제시한

것을 보면, 해석상 논란이 있는 경우이더라도 한정해석을 통하여

課稅要件明確主義에 배될 소지를 없애면서 그 입법목 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헌으로 선언할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134) 이는

憲法合致的解釋의 한 例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례에 의하여 확

립된 개념이 있다면 이를 추상 이거나 불명확한 개념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135)

구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에서 “용도가 객 으로 명

확하지 아니한 것”은 사회생활에서 통상 일어나는 경험을 통하여

132) 헌재 1995. 2. 23. 93헌바24 등, 례집 7-1. 188, 헌의견 토지의 의미에 하여 두

가지 견해가 팽팽하게 립하고 있는 것 자체가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논거를 내세운 것이 길을 끈다.

133) 헌재 1992. 7. 23. 90헌바2 등, 례집 4. 506, 결정에서는 課稅要件明確主義에 하여는

언 하지 아니하고 있으나 원칙은 조세법의 역에서 반드시 ‘과세요건’에 국한되는 것

은 아니고 부과․징수, 쟁송 차 모두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결정과 유사한

쟁 인 구 지방세법 제58조 제3항 단에 한 헌결정에서는 ‘법치주의의 생인 불변기

간 명확성의 원칙’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헌재 1993. 12. 23. 92헌바11, 례집 5-2.

573).

134) 헌재 1994. 8. 31. 91헌가1, 례집 6-2. 163(소수의견 1인 있음),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

3호 단서가 정한 지방세 우선 조항에서 “당해 재산에 하여 부과되는 지방세와 가산 ”의

범 에 한 것이다.

135) 헌재 1995. 7. 21. 92헌바40, 례집 7-2. 43, 사건은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서

말하는 “취득가격”은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뜻하는 것으로서 사실상의 취득가격은 과세 상

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 으로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하여 거래 상 방 는 제3자에게

지 하거나 지 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 함은 일반법원의 례에 의하여 확립된

개념으로서 이를 추상 이거나 불명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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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할 수 있는 사항이고 그 취지가 과세권자로 하여 일반 인

경험칙에 의하여 과세요건 해당성의 단을 요구하는 것으로 課稅

要件明確主義에 반하지 아니한다.136) 그리고 양도소득세 면제신청권

자를 매입자로 규정함으로써 결과 으로 양도자의 조세부담 여부가

매입자의 면제신청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하더라도 법 자체에서 면제

신청자를 명확히 규정한 이상 양도자의 法的安定性이나 豫測可能性

을 침해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다.137) 한 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1세 1주택”부분은 그 사 의미와 투기 목

이 없는 주택의 양도에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으

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 거주이 의 자유를 보장하여 주려

는 입법취지에 비추어 지나치게 추상 이고 불명확하여 과세 청의

자의 인 해석과 집행을 래할 염려가 있다고 할 수 없어 課稅要

件明確主義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한다.138)

라. 實質的租稅法律主義

에서 본 課稅要件法定主義와 課稅要件明確主義는 租稅法律主義

의 형식 인 측면으로서, 조세법률은 그 목 과 내용이 기본권의

보장의 헌법이념과 이를 뒷받침하는 헌법상의 제 원칙에 합치되지

아니하면 아니된다고 하는 實質的租稅法律主義(實質的法治主義)의

에서 그 기 (다만 조세형평에 한 부분은 다음에서 고찰하므

로 제외한다)을 살펴보기로 한다. 이는 곧 조세법률이 재산권보장

의 이념에 부합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재산권보장에 배

와 연결되므로 이와 분리하여 기 을 설정하기 어렵다. 헌법재 소

는 이 경우를 實質的法治主義에 違背, 단순히 租稅法律主義에 違背,

財産權保障에 違背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를 들면, 신고가 없거나 락된 경우 상속재산가액을 상속세

136) 헌재 1995. 9. 28. 94헌바23, 례집 7-2. 326

137) 헌재 1995. 10. 26. 94헌바7 등, 례집 7-2. 434

138) 헌재 1997. 2. 20. 95헌바27, 례집 9-1.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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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도록 한 구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은 과

세 청의 과세처분시기의 선택에 따라 세 액이 달라질 수 있는 것

으로 法的安定性과 豫測可能性을 침해하여 租稅法律主義에 반된

다.139) 이혼한 자의 재산분할에 한 증여세를 규정한 구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는 증여세제의 본질에 반하여 증여라는 과세

원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그 내용이

히 불합리하고 자의 이며 재산권보장의 헌법이념에 부합하지 아

니하여 實質的租稅法律主義에 배된다. 그 밖에 實質的租稅法律主

義에 배된다고 단한 것은 구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 “용

도가 객 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를 추정규정으로 보지 아니하고 간주규정으로 보는 것140), 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한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법인의

경 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발행주식의 100분의 51 이상을 실질 으

로 행사하는 자 이외의 자에 한 규정141), 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외의 공과 에 하여는 손 불산입하도록 한 구 법인세법 제16

조 제5호142), 사업양수인으로 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과하

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하는 경우의 구 국세기본법 제41조143)

등을 들 수 있다.

마. 遡及課稅禁止  原則

(1) 根 據

헌법 제13조 제1항은 그 단에서 형벌에 한 소 지의 원칙

을 선언함과 동시에 동조 제2항에서 모든 국민은 소 입법에 의하

여 참정권의 제한 는 재산권의 박탈을 받지 아니한다고 하여 참

139) 헌재 1992. 12. 24. 선고 90헌바21, 례집 4. 901, 상속세법에서 정한 평가액과 상속세 부과

당시의 가액 큰 가액으로 한다는 조항의 개정조항에 하여서도 같은 취지이다.(헌

재 1993. 5. 13. 92헌바32, 례집 5-1. 297)

140) 헌재 1994. 6. 30. 93헌바9, 례집 6-1. 631

141) 헌재 1997. 6. 26. 93헌바49 등, 례집 9-1. 611；1998. 5. 28. 97헌가13, 공보 28. 454

142) 헌재 1997. 7. 16. 96헌바36 등, 례집 9-2. 44

143) 헌재 1997. 11. 27. 95헌바38, 례집 9-2. 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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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의 제한 재산권 박탈에 한 소 입법 지의 원칙을 선언하

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은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행 는 거래에 하여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 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헌법상 인정되는 소 과세 지의 원칙을 재확인하고 있는 것이다.

獨逸의 경우 소 과세입법은 法的安定性 信賴保護原則을 근거

로 지된다고 해석되고 있으나, 연방헌법재 소는 眞正遡及效도

외 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144) 조세의 성격상 소 과

세 지를 엄격히 모든 경우에 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컨

양도소득세와 같은 세목은 시행당시로 보면 이미 자산을 취득한 국

민에게는 그 자산의 양도에 하여 취득시 측하지 아니한 조세를

부담시키는 결과가 되는 것이므로 소 과세의 문제가 제기되기도

한다. 이에 하여 법원은, 불소 의 원칙은 법령의 효력발생

에 완성된 과세요건사실에 하여 당해 법령을 용할 수 없다는

것일 뿐 계속된 사실이나 그 이후에 발생한 과세요건사실에 한

용까지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여 배척하고 있다.145)

쟁 이 되고 있는 것은 소득세, 법인세 등 기간과세를 하는 조세

에 있어 不眞正遡及課稅가 인정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소 과세

지의 원칙은 조세법률 계에 있어서의 법 안정성의 요구와 납세

자의 기득권 존 신뢰이익의 보호에 이바지한다. 목 과 기

능상 납세자에게 유리한 소 입법은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146)

(2) 憲法不合致決定과의 關係

憲法不合致決定의 유형 헌조항의 용을 잠정 지하거나 허

용하면서 입법자에게 그 개선입법의 의무를 부과하고 향후 개선된

144) 독일연방헌법재 소의 眞正遡及效의 인정기 에 하여는 金性洙, “조세법의 기본원칙”, 한

국공법의 이론, 884면

145) 법원 1990. 2. 27. 89 3557 결(공90, 814)；1991. 11. 12. 선고 91 1424 결(공92, 145)；

1993. 5. 11. 선고 92 14984 결(공93, 1740)；1994. 2. 25. 선고 93 20726 결(공94,

1133) 등 다수

146) 컨 , 토지 과이득세법시행령 부칙(1993. 8. 27.) 제3항은 이미 과세요건이 완성된 1990.

1991.의 정결정기간분에 하여도 개정 시행령을 소 용할 것을 규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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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조항을 용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개선된 법률조항이 이미 과

세요건이 완성된 당해사건 등에 소 으로 용된다. 헌법재 소

는 토지 과이득세법에 한 憲法不合致決定 이후 국회가 개정한

법률조항이 당해사건 는 병행사건에 하여 소 으로 용되어

야 하며 이는 憲法不合致決定이 의도하는 효력의 본질 부분이라

고 시한 바 있다.147) 와 같이 憲法不合致決定에 따라 소 용

이 되는 것은 소 과세 지의 원칙과는 별개로서 헌결정의 효력

제한에서 오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우리 헌법재 제도가 이러한

형태의 헌결정을 승인하고 있다고 보는 입장에서는 그 헌성은

문제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오히려 헌성이 제거된 법률조항

에 의하여 부당한 과세가 해소되는 것이고 조세형평의 원리에도 더

부합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3) 適用事例

헌법재 소 1993. 9. 27. 92헌가5 결정( 례집 5-2, 253)에서는 구

국세기본법 부칙(1990. 12. 31. 법률 제4277호) 제5조 개정 국

세기본법(1981. 12. 31. 법률 제3471호) 제35조 제2항이 헌결정에

따라 효력을 상실하게 된 종 의 규정을 용하도록 한 것은 소

입법에 해당한다고 시하고 있다.

반면, 공유수면매립지의 양도소득에 한 특별부가세 감면규정을

단계 으로 축소한 조세감면규제법에 하여 조세우 조치는 조세

공평에 배치되므로 그에 한 신뢰가 으로 보호되어야 할 필

요나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오히려 이러한 우 조치는 잠정

인 것으로 장래 개정이 쉽사리 측되는 것이므로 이미 사업을 완

147) 헌재 1995. 7. 27. 93헌바1 등, 례집 7-2. 246, 다만 결정에 하여 국회는 토지 과이

득세법 개정법률의 부칙 제2항에서 그 시행 후 최 로 발생하는 토지 과이득분부터 용

하도록 정함으로써 소 용이 되는 경우를 배제하 는데도 憲法不合致決定의 本質的效力

이라고 하여 立法形成的效果를 바로 인정한 것이 타당한 것인가 하는 의문이 남는다. 이

은 93헌바1 등 결정 이후 법원이 개정된 토지 과이득세법령에 하여 납세자에게

불리하지 아니하는 한 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가릴 것이 없이 소 하여 용된다고 해석한

( 법원 1996. 1. 26. 선고 93 17911 결, 공96, 814 등)에 하여서도 마찬가지로 지

이 가능하다. 그러나 부분에 하여서는 오히려 헌법재 소의 憲法不合致決定에 따른 개선

입법의무를 제 로 이행하지 아니한 국회의 책임이 더 크다고 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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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한 매립지에 하여 그후 감면을 축소하 다고 하여 信賴保護의

原則에 배한 것이라거나 소 과세 지의 원칙에 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148)

문제는 아직 종료되지 아니한 과세요건 사실이나 법률 계에 신

법을 용하는 경우인 부진정소 입법의 허용성 여부이다. 법원

은 “조세의무를 경감하는 세법조항에 하여는 조세공평의 원칙에

어 나지 않는 한 遡及效가 인정됨은 명백하고, 과세단 가 시간

으로 정해지는 조세에 있어서 과세표 기간이 과세연도 진행 에

세율인상 등 납세의무를 가 하는 세법의 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미 충족되지 아니한 과세요건을 상으로 하는, 강학상 이른바 不

眞正遡及效의 경우이므로 그 과세연도 개시시에 소 용하는 것이

허용되는 바, 이는 재정경제정책 필요에 수시 처할 수 있는 입법

자의 단을 존 하여야 한다는 에서 정당성을 갖는 것이다”라고

하고 있다.149)

한편 부진정소 법률에 하여 그 효력을 인정하는 다수설150)에

하여 구법실시기간과 신법실시기간으로 나 어 구분계산하자는

견해(區分適用說)가 있다.151)

이에 하여 헌법재 소는 1995. 10. 26. 94헌바12 결정152)에서 부

148) 헌재 1995. 3. 23. 93헌바18 등, 례집 7-1. 376

149) 법원 1964. 12. 15. 선고 64 93 결(집12〈2특〉, 69)；1970. 3. 24. 선고 법원 1981. 4.

26. 81 423 결(집31〈2특〉, 121), 법원 례는 부진정소 입법이 허용성된다고 단하

고 있을 뿐, 그 허용의 한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이 주류 경향이다. 다만 법원

1983. 4. 26. 선고 81 423 결에서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9에 신설된 기술개발 비

의 미사용 액에 한 익 산입규정과 련한 소 용 문제에 하여, 사건의 경우

납세자의 신뢰를 깨뜨릴 수 있는 조세공평상 내지 공공복리상의 간 한 필요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부과처분을 취소한 선례가 있다. 례는 당시로서는 주목할만한 것이었으나

그후의 례에서는 같은 법리가 뒷받침되지 못하 다( 례에 하여는 朴容相, “소 과

세 지의 원칙과 조세감면규제법”, 법조 1984. 2.(33권 2호), 60면에 해설이 있다). 不眞正遡

及立法이 허용된다고 하는 경우에도 무제한 이 아니라 信賴保護의 原則이 용되어야 할

것이다.(BVerGE 36,73；40, 65)

150) 崔明根, 조세법총론, 87-89면, 金炫彩, 게서, 155면；北野弘久, 稅法解釋の個別的硏究 Ⅱ,

243-244면

151) 全綎九, 한국조세법의 제문제(1989), 41-47면；禹昌 , “부진정소 과세론의 허구”, 인권과

정의 1994. 10.(217호), 111면.

152) 결정( 례집 7-2. 447)에서는 부진정 소 의 개념에 하여 의문을 표시하면서, 일응 그 구

분을 유지하되 이를 소 과세 지의 법리가 아닌 신뢰보호의 원칙의 측면에서 근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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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 소 과세의 경우 신뢰보호의 필요성과 공익을 비교형량해 보

면 신뢰의 보호가치가 있다고 할 특단의 사정이 있음에도,153) 이미

기간이 경과된 부분에 하여도 遡及效를 미치게 하여서는 안될 것

이라면서 법인세의 증자소득의 공제율을 인하하는 조감법규정을 법

시행일 이 의 기간에 하여 용하는 것은 헌이라고 시함으

로써 信賴保護를 한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區分適用하여

야 한다는 일종의 折衷的立場을 취하고 있다.154)

일본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부진정 소 과세는 소 과세 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일반 이라면서도 이를

측가능성 문제라 보는 견해도 있고,155) 일본 하 심의 사례들은 사

업연도를 통하여 익 뿐 아니라 손 도 고려되므로 기득권침해가

없다거나, 측가능성 곤란, 납세자에 한 불이익이 없는 경미

한 사유라는 등을 고려하여 不遡及原則에 반하지 않는다고 시

한 것들이 있다.156)

. 信賴保護  原則 

(1) 意 味

信賴保護의 原則에 하여 헌법재 소는 이는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칙에서 도출되는 헌법상의 원리라고 하고 있다.157) 입법과 련하

153) 헌재 1989. 3. 17. 88헌마1 결정( 례집 1. 9)에서 헌법재 소는 구법질서에 하여 기 했

던 당사자의 信賴保護보다는 범한 입법자의 立法形成權을 경시해서는 안될 일이므로 특

단의 사정이 없는 한 새 입법을 하면서 구법 계 내지 구법상의 기 이익을 존 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시한 바 있다.

154) 결정에서는 청구인 구법에서 기 하 던 것보다 약 5600만원 정도 법인세를 부과받게

된 을 들어 청구인의 신뢰이익을 공익과 비교형량할 때 상당할 정도로 침해되었다고 인

정하고 있는바, 이는 하지 아니한 설시로 보인다. 왜냐하면 만일 구법에서 기 하 던

것보다 얼마되지 않은 법인세를 더 부담하게 된 제3자가 청구인이 되었다면 이러한 기 은

그 타당성을 잃게 된다고 할 수밖에 없다. 법률에 한 헌 단은 무차별 으로 그 법률

부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이므로 개개의 사안에서 드러난 신뢰보호의 필요성을 기 으

로 새 입법의 헌여부를 단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同旨, 金喆權, “1995년도 조세

련 헌법재 소 결정회고”, 조세법연구 Ⅱ(1996), 446면) 더구나 동일 과세연도에서 그

용법률을 구분하는 것은 번거롭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 차라리 不眞正遡及效에 하여

긴 한 공익상의 필요가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효력이 없는 것으로 단하는 것이 하

지 않았나 생각된다.

155) 金子 宏, 租稅法講座Ⅰ(租稅法基礎理論), 1976. 227-228面

156) 宮崎良夫, “遡及立法”, 別冊 ジュリスト, 租稅判例百選 Ⅱ(1983), 13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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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서는 “법률의 개정시 구법질서에 한 당사자의 신뢰가 합리 이

고도 정당하며 법률의 개정으로 야기되는 당사자의 손해가 극심하

여 새로운 입법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 목 이 그러한 당사자

의 신뢰의 괴를 정당화할 수 없다면 그러한 새 입법은 신뢰보호

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하며, 그 단기 으로는 “한 면으로

는 침해받은 이익의 보호가치, 침해의 한 정도, 신뢰가 손상된 정

도, 신뢰침해의 방법 등과 다른 한 면으로는 새 입법을 통해 실

하고자 하는 공익 목 을 종합 으로 비교․형량하여야 한다고

한다.158) 한 조세감면입법과 련하여 헌법 신뢰보호는 개개의

국민이 어떠한 경우에도 ‘실망’을 하지 않도록 하여 주는 데까지 미

칠 수는 없는 것이며, 입법자는 구법질서가 더 이상 그 법률 계에

하지 못하며 합목 이지도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그 受惠 群

을 하여 이를 계속 유지하여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다.”고 하

고 있다.159) 조세에 한 헌법재 과 련하여 信賴保護의 原則의

문제는 조세입법에 있어 납세자의 신뢰보호로 나타나고 있다. 信賴

保護의 原則에 배되는 조세입법은 헌이라는 것이지만 소 과세

지의 원칙이 용되는 이상 별도로 信賴保護의 原則의 배로서

헌 단까지 가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信賴保護의 原則은 신의성실의 원칙 소 과세 지의 원칙과

동일선상에서 신뢰보호를 그 이념으로 하고 있어 이들 원칙과의 구

별이 문제된다.

(2) 信義誠實의 原則과의 關係

신의성실의 원칙은 원래 계약자유의 원칙이 지배하는 私法의 一

般原理의 하나로 출발하 으나 公․私法 法律關係 一般의 法原則으

로 용되어야 한다는 은 재 학설, 례가 일치되어 있다고 할

157) 헌재 1995. 6. 29. 94헌바39, 례집 7-1. 910

158) 헌재 1995. 6. 29. 94헌바39, 례집 7-1. 910-911；1995. 10. 26. 94헌바12, 례집 7-2. 447；

유사취지 1995. 3. 23. 93헌바18 등, 례집 7-1. 376

159) 헌재 1995. 6. 29. 94헌바39, 례집 7-1. 91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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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한편 신의성실의 원칙을 헌법상의 원리로 보고 租稅平等

主義의 구 을 규정하는 헌법 제10조 제1항에 근거하는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160)

국세기본법은 제15조에 信義誠實의 原則을 규정하여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

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한 같다.”고 규정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조세분야에 있어 신의

성실의 원칙은 주로 구체 인 조세법률 계에 있어 즉 조세법의 해

석과 집행에 있어 문제되는 것으로 신의성실에 어 난 과세처분 등

에 하여 합법성의 원칙에 우선하여 그 효력을 부인하는 법리인

것이나, 그것이 조세입법의 면에서 나타난 것이 信賴保護의 原則으

로 이해하여도 무방할 것이다.161)

(3) 遡及課稅禁止原則과의 關係

信賴保護의 原則과 遡及課稅禁止의 原則은 서로 구별되어야 한

다. 소 과세 지는 새로운 입법으로 과거에 소 하여 과세하거나

이미 납세의무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소 하여 重課稅할 수 없다는

것으로, 넓게 보면 납세자의 신뢰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이지만, 소

과세 지 원칙은 헌법상 독립 인 법리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양자의 이러한 계로 인하여 소 과세 지 여부의 단에

있어 많은 경우 信賴保護原則의 문제로 단이 되고 있는 것이

실이다. 종래 법원 례 많이 에 뜨이는 것은 세법 개정시

부칙에 경과규정을 두어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 의 규정을

용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이다.162) 그러나 이 경우는 이미 발생한 사

실에 하여 새로운 법을 소 하여 용하는 것이 아니라 조세법규

의 변경 이후에 과세요건이 발생한 사실에 하여서도 종 의 법규

160) 金炫彩, 게서, 302면；金子 宏, 租稅法(1982), 53面；北野弘久, 稅法學の基本問題(1972), 62面

161) 淳茂, “조세법의 헌법 조명”, 재 자료 제77집, 529면

162) 법원 1983. 4. 26. 선고 81 413 결(공84, 1195)；1985. 4. 9. 선고 83 453 결(공85,

738)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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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용한다는 것으로 소 과세 지원칙과 직 계가 있다기보다

는 信賴保護의 原則에 근거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앞에서 본 공유수면매립지의 양도소득에 한 특별부가세 감면규

정을 단계 으로 축소한 조세감면규제법의 헌 여부의 단에 있

어서도 소 과세 지의 원칙에 반한 것이라는 주장을 배척하고

아울러 신뢰보호원칙 배 여부에 하여 따로 단하고 있다.

결정에서 헌법재 소는 비과세나 감면제도와 같은 조세우 조치는

조세공평에 배치되므로 비과세나 감면규정은 되도록 축소 는 폐

지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에 한 기 나 신뢰가 으로 보호

되어야 할 필요나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오히려 조세법 분야에

서 와 같은 조세우 조치는 잠정 인 것으로서 장래 개정이 쉽사

리 측가능하다고 하여 信賴保護의 原則에 배되지 않는다고

시하고 있다.163)

(4) 適用事例

헌법재 소는 특별부가세가 비과세되던 공유수면매립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을 50%로 감면하면서 그 부칙에서 시행일 후에 매립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이를 용하도록 규정한 구 조세감면규제법(1989.

12. 30. 법률 제4165호) 부칙 제5조 제1항에 하여 이는 조세공평

의 원칙을 실 하기 하여 감면제도를 차 축소, 폐지하는 과정

에서 기존 법질서에 한 신뢰와 개정법률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

목 사이의 조화를 도모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를 합헌이라고 보았

다.164) 같은 취지에서 양도소득세의 감면의 종합한도액을 3억 원으

로 한정하고 있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2에 하여, 공공사

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특혜를 계속 유지하여 향유하려는 당

사자의 신뢰는 공익목 에 우선하여 보호되어야 할 합리 인 이유

가 없다고 하여 信賴保護의 原則에 반한 입법이 아니라고 단하

163) 헌재 1995. 3. 23. 93헌바18 등, 례집 7-1. 385

164) 헌재 1995. 3. 23. 93헌바18 등, 례집 7-1. 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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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65) 반면, 이른바 기간과세 조세에 있어서의 不眞正遡及課稅가

문제가 된 구 조세감면규제법(1990. 12. 31. 법률 제4285호) 부칙 제

13조 등에 한 違憲訴願에서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信賴保護의

原則의 법리를 용하여 일부 헌결정을 하 다.166)

165) 헌재 1995. 6. 29. 94헌가39, 례집 7-1. 911

166) 헌재 1995. 10. 26. 94헌바12, 례집 7-2. 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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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租稅平等主義

가. 意  義

조세법의 입법은 물론 그 해석․ 용에 있어서 조세부담이 국민

들 사이에 공평하게 배분되지 않으면 안되고 당사자로서의 국민은

각종의 조세법률 계에 있어서도 평등하게 취 되지 않으면 안된다

는 원칙이다.

이는 근 법의 기본원리인 평등원칙이 세법분야에서 발 된 것으

로 우리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규정이 그 근거라고 할 것이고,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 제19조는 주로 세법의 해석과 집행의

면에서의 조세평등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租稅法律主義를 形式

的租稅法律主義와 實質的租稅法律主義로 나 어 설명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租稅平等主義의 實質的租稅法律主義의 핵심 내용이다.

이를 리 보면 實質的法治主義에 근거하는 財産權保障의 法理와

한 련을 갖는다. 따라서 조세법과 재산권보장의 생법리가

이에 포함될 수 있다.

오늘날에 있어서도 租稅法律主義의 자유권 보장기능을 가볍게

볼 수 없을 것이나 課稅要件法定主義나 課稅要件明確主義의 요청은

법치국가 원리의 확립에 따른 법령심사의 강화, 조세입법의 문화,

납세자의 권리의식의 향상으로 그로 인한 납세자 권리침해의 가능

성은 크게 어들었다. 상 으로 조세부담의 증가에 따른 다양한

稅源開發, 조세정책 인 면에서의 조세감면, 특히 직 세의 부담의

가 은 납세자로 하여 조세공평의 이념에 을 돌리게 하고 있

다.

조세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필수 인 공공경비 부담을 한

강제징수로서 어떠한 형태로든 그 구성원인 국민이나 주민으로부터

조달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러한 공공경비를 국민이나 주민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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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하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과거에는 조세부담은 국가로부터 公益役務의 提供으로 납세자가

받은 이익이나 가에 비례하여 배분되어야 한다는 이른바 應益課

稅의 原則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으나 재는 應能課稅(Besteuerung

nach Leistungsfähigkeit)의 原則167)에 따라 분배되어야 한다는

에는 별 이론이 없다. 그러나 납세자의 擔稅力을 측정할 수 있는

소득․재산․소비 등의 객 평가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필수 으로 조달되어야 하는 공공경비의 규모는 일정한데 하여

각 세법에 따라 그 납세의무자가 다르고 같은 세법에 의하더라도

감면․비과세 등의 우 조치로 인하여 서로 상이한 納稅 群이 생

겨나고 이들 사이에서는 어느 納稅 群의 負擔減 는 필연 으로

다른 納稅 群의 負擔增加를 가져오는 轉嫁關係에 있는 것이다.168)

여기에서 서로 다른 세법이나 세법조항이 용되는 납세자군 사이

즉 법인과 개인,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 부동산소득자와 융소

득자 사이에 납세공평에 하여 마찰이나 항이 일어나기 쉽다.

한 租稅法律主義 반에 하여는 司法的統制가 용이하지만 조

세공평주의 반에 하여는 그것이 과연 조세공평에 반되는지 여

부도 단하기 어려울 뿐더러 구체 인 과세처분의 법여부만 가

릴 수 있을 뿐 조세불공평을 시정할 수 있는 극 인 수단을 갖고

있지 아니하는 사법권의 본질 한계로 인하여 실효 인 통제가 어

렵다. 그러나 앞으로 조세공평의 시비는 증할 것으로 상되고

租稅平等主義의 이념을 어떻게 구 할 것인지가 후의 최 의 과

제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169)

167) 원칙은 조세평등의 원칙의 가장 요한 요소로 다루어지고 있다. 특히 소득세에 있어서

의미를 갖는다. 독일 바이마르 헌법 제134조에서는 이에 하여 명문 규정을 두고 있었으

나 행 독일기본법에서는 직 인 규정이 없지만 평등권을 규정한 제3조 제1항에 근거한

다고 해석되고 있다. Hartmann/Walter, Auslegung und Anwendug von Steuergesetzen,

1984. S. 95.

168) 헌재 1995. 6. 29. 94헌가39, 례집 7-1. 904；1995. 10. 26. 94헌마242, 례집 7-2. 539；

1995. 10. 26. 94헌바7 등, 례집 7-2. 442；1996. 6. 26. 93헌바2, 례집 8-1. 532

169) 淳茂, “조세법의 헌법 조명”, 재 자료 제77집, 54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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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憲法裁判所  立場

(1) 헌법재 소는 租稅平等主義에 한 근방식의 제로서, 조

세에 하여 이는 공공경비를 국민에게 강제 으로 배분하는 것으

로서 납세의무자 상호간에는 조세의 轉嫁關係가 있으므로 특정의

납세의무자를 불리하게 차별하는 것이 지될 뿐만 아니라 특정인

이나 특정계층에 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면세․감세 등의 조세우

조치를 하는 것은 다른 납세자에게 그만큼 과 과세를 하는 결과

가 된다고 하는 인식에서 출발하고 있다.170)

租稅平等主義에 하여 “이는 헌법규정에 의한 평등의 원칙 는

차별 지의 원칙의 租稅法的表現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는

조세입법을 함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이 공평하게 국민들 사이에 배

분되도록 법을 제정하여야 할뿐만 아니라, 조세법의 해석․ 용에

있어서도 모든 의무를 진다”고 하고 있고,171) 그 의미에 하여 조

세 계법률의 내용이 과세 상자에 따라 상 으로 공평(相 的平

等)하여야 함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비슷한 상황에는 비슷하게, 상

이한 상황에는 상이하게 그 상 차등에 상응하는 법 처우를

하도록 하는 비례 ․배분 평등을 의미하며, 본질 으로 불평등

한 것을 자의 으로 평등하게 취 하는 (내용의) 법률의 제정을 불

허함을 의미하는 것이고, 조세부담의 공평기 은 소 ‘應能課稅’의

原則에 따라 조세권자의 자의가 배제되고 객 인 사실을 기 로

한 합리 인 근거에 의하여 조세가 부과․징수되는 내용의 법률이

라고 할 수 있기 하여서는, 과세 상의 선정규정과 담세력의 산

정규정에 합리성이 배려되어, 결국 과세 격사유가 있는 상에

하여 그 능력에 합당한 과세액이 부과․징수되도록 규정되어 있

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 한다.172)

170) 헌재 1995. 6. 29. 94헌바39 례집 7-1. 904；1995. 10. 26. 94헌바7 등 례집 7-2. 434；

1996. 6. 26. 93헌바2, 례집 8-1. 525

171) 헌재 1989. 7. 21. 89헌마38, 례집 1.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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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법률이 조세의 合衡平性의 원칙을 침해하 는 지의 여부

를 별함에 있어서는 당해 법률의 형식 요건이나 내용 외에 그

實質的內容을 기 으로 그것이 헌법의 기본정신이나 일반원칙에 합

치하는지의 여부가 검토되어야 한다고 한다.173) 구체 으로는 입법

자는 특정 조세 계에서 납세자들을 동일하게 우할 것인가 혹은

달리 우할 것인가를 우선 으로 결정하게 되는데, 이 경우 입법

자는 그 조세 계에서 고려하여야 할 제반 요소들을 量하여 이에

합한 합리 조치를 하여야만 평등의 원칙에 부합할 수 있고, 입

법자는 조세법 분야에서도 범 한 형성의 자유를 가지며, 컨

財政政策的, 國民經濟的, 社 政策的, 租稅技術的 諸般要素들에

한 量을 할 수 있는 것이나, 다만 납세의무자들간에 차별 혹은

동등 우를 함에 있어서 합리 인 이유가 없고 정의의 념에 합치

할 수 없는 조치를 하 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租稅平等主義에

반하여 헌이 된다고 한다.174)

특히 조세감면조치의 공평성의 단기 에 하여서는 ① 그 조

치를 통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정책목표가 합리 인가 여부 ② 그

목표를 달성하기 하여 그러한 조치가 유효한가의 여부 ③ 그 조

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차별의 정도가 한가 등의 제반 요소를 종합

으로 검토하여야 한다고 한다.175) 결국 租稅平等主義 배의 여부

는 조세에 한 국회의 입법재량의 한계의 문제에 귀착되고 있다.

(2) 適用事例

* 限定解釋으로 合憲的으로 되는 境遇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가 규정한 명의신탁의 경우에 있어서의 증

여의제 규정은 이를 무차별 으로 용하는 경우는 헌이나 조세

회피의 목 이 없는 경우로 한정하면 租稅平等主義에 배한다고

172) 헌재 1990. 9. 3. 89헌가95, 례집 2. 255

173) 헌재 1990. 9. 3. 89헌가95, 례집 2. 256

174) 헌재 1995. 6. 29. 94헌가49, 례집 7-1. 903-904；1996. 8. 29. 95헌바41, 례집 8-2. 117

175) 헌재 1995. 6. 29. 94헌가49, 례집 7-1. 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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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없다.176)

* 申告 否에 따라 課稅標準이 달라질 수 있는 境遇

신고가 없거나 락된 경우 상속재산가액을 상속세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도록 한 구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은 신고의무의 이

행여부에 따라 과세표 의 평가기 자체를 달리 규정함으로써 가산

세 부과 외에 하나의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우리 조세법체계의

체 인 균형을 보더라도 히 租稅平等主義에 배된다.177)；

* 單一稅率

토지 과이득세법에 있어 유휴토지만을 그 과세 상으로 삼는 것

이 헌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을 지 몰라도 50%의 단일 세율을

용하는 것은 소득이 많은 납세자와 소득이 은 납세자 사이의 실

질 인 평등을 해하는 것이다.178)

* 減免規定의 變更

입법정책의 변경(유휴토지에 한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에 따라

조세법규가 개정된 결과 그 개정 후의 납세자 사이에 불균형이

생겨도 이를 평등원칙에 배된다고 할 수 없다.179)

* 免除申請을 免除의 法定要件으로 하는 것

국민주택건설용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의 면제에 하여 면

제신청을 요건으로 하 다고 하더라도 면제신청이 있어 면제받는

경우와 그 지 않는 경우와의 사이에 입법재량의 한계를 넘어 평등

의 원칙에 반하 다거나, 이 경우 면제신청자를 매입자로 한정하

다고 하여도 기회균등의 원칙에 반하 다고 볼 수 없다.180)

* 法人과 個人 사이의 課稅標準算定 등에 차이를 두는 것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 ‘법인장부’에 한 부분은 사실

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 으로 하는 경우를 법정한 여러 가지 경우

176) 헌재 1989. 7. 21. 89헌마38, 례집 1. 142

177) 헌재 1992. 12. 24. 90헌바21, 례집 4. 904

178) 헌재 1994. 7. 29. 92헌바49 등, 례집 6-2. 109

179) 헌재 1995. 2. 23. 93헌바24 등, 례집 7-1. 207

180) 헌재 1995. 10. 26. 94헌바7 등, 례집 7-2. 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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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하나이므로 개인에 비하여 법인에게 불리하게 자의 인 차별규

정이 아니다.181)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검인계약서 실시에 있어

개인간의 거래에 있어서만 취득세와 등록세에 한 감세를 규정한

것은 조세 항을 이고 성실신고를 유도하여 제도의 조기정착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법인과의 거래의 경우와 비교하여 감세 상 선

정에 있어 자의 이거나 합리성이 결여된 것이 아니다.182) 구 조세

감면규제법 제88조의2가 양도소득에 있어 법인의 경우에는 액을

면제하면서 개인의 경우에만 과세기간 별로 3억 원을 한도로 감면

하고 있다고 하여도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으로 과세체계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어느 한 요소를 보고 양자의 조세부과의 형평성을 쉽게

단정할 수 없어 규정이 히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183)

* 其他의 差別取扱

토지 과이득세법에 있어 임 토지에 하여서만 유휴토지로 보

는 것은 다른 토지소유자에 비하여 토지임 인을 차별하는 것이

고,184) 이혼한 자의 재산분할에 한 증여세를 규정한 구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는 배우자 상속과 이혼시 재산분할의 본질

인 차이 을 무시한 것으로서 자신의 실질 인 공유재산을 청산받

는 혼인당사자를 합리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이며,185) 주주의 제2

차 납세의무자에 한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서 법인의 경

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발행주식의 100분의 51 이상을 실질 으로

행사하는 과 주주와 그에 미달하는 과 주주에 하여 일률 으로

납세의무를 지게하는 것186)은 평등 반이다.

반면, 토지 과이득세에 있어 이미 법령상 사용이 제한된 토지를

181) 헌재 1995. 7. 21. 92헌바40, 례집 7-2. 45

182) 헌재 1995. 10. 26. 94헌바242, 례집 7-2. 521

183) 헌재 1996. 8. 29. 95헌바41, 례집 8-2. 107

184) 헌재 1994. 7. 29. 92헌바49 등, 례집 6-2. 115

185) 헌재 1997. 10. 30. 96헌바14, 례집 9-2. 454(소수의견 1인 있음)

186) 헌재 1997. 6. 26. 93헌바49 등, 례집 9-․1. 611；1998. 5. 28. 97헌가13, 공보 28. 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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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한 토지소유자와 토지 취득 후 법령상 제한이 부과된 토지소유

자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과세 상으로 삼는 것,187) 구 상속세법 제8

조의2 제6항 단과 제8조의2 제1항 그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에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각 일정한 공익사업에 출연한 상속재산

에 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범 를 각기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것,188) 조세회피목 없이 명의신탁을 한 경우를 증

여의제 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단서

조세에 증여세 이외에 다른 조세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189) 법인이 아닌 개인의 1가구 당 1 를 과하는 비 업용 승용

차의 취득에 한 취득세․등록세의 과하는 것190)은 租稅平等主

義에 배되지 않는다고 한다.

(3) 租稅平等主義 배여부에 한 헌법재 소의 견해는 특히 조

세감면규정에 하여 租稅轉嫁理論을 바탕으로 구체 인 기 을 제

시하고 있고, 이는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토지 과이득세법에 한

헌법불합치결정에서 유휴토지 소유자와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은

토지소유자, 토지임 소유자와 직 사용소유자 사이에 조세불평등

을 지 한 것은 誘 的․調整的租稅로서 표 이라고 할 수 있는

토지 과이득세법의 당부에 한 시이기는 하나, 결정에 하

여 있는 만의 보호에 치 한 것이라는 여론의 비 이 있음을 상

기할 필요가 있다. 다만 세율에 한 단은 향후 입법의 지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 實質課稅  原則

(1) 실질과세의 원칙이라 함은 조세법률 계에 있어 형식과 실질

이 다른 경우에는 형식보다 실질을 시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원

187) 헌재 1995. 7. 27. 93헌바1 등, 례집 7-2. 253.

188) 헌재 1998. 3. 26. 96헌바57, 공보 27. 323

189) 헌재 1998. 4. 30. 96헌바87 등, 공보 27. 370(소수의견 4인은 반 )

190) 헌재 1998. 5. 28. 95헌바18, 공보 28. 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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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으로, 당사자에 의하여 선택된 法律的 形式에 구애됨이 없이 그

經濟的 實質까지도 검토하여 그 실질에 따라야 한다는 이론이다.191)

이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 명문화되어 그 제1항은 소득의 귀속에

하여, 제2항은 과세표 계산에 있어서의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

에 구애되지 아니하는 實質的 評價에 하여 규정하고 있다. 실질

과세원칙에 련되는 문제로는 차용개념의 해석, 假裝行爲의 취 ,

조세회피행 의 단, 법소득과 무효․취소할 수 있는 행 에 의

한 소득에 한 과세여부 등이 있다. 여기에서의 실질이 무엇인가

에 하여 法的實質說과 經濟的實質說의 립이 있는데 조세법학에

서의 오래된 논쟁의 하나이다.192) 이러한 실질과세의 원칙을 租稅法

律主義나 租稅平等主義와 별개의 법 원리로 보는 견해가 있으나 租

稅平等主義의 派生原理라고 할 것이다.193)

실질과세의 원칙은 조세회피방지 는 조세정의의 실 을 한

기능을 하는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형식상의 외 이나 명목에 치

하는 것이 오히려 조세정의에 부합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說的

으로 와 같은 목 을 달성하기 하여 그 외 내지 특례를 인정

할 수 있다.194) 국세기본법 제3조 제1항 단서는 같은 법 제14조가

규정하는 실질과세원칙에 한 외를 단행세법에 규정할 수 있도

록 하고 있다.

(2) 適用事例

* 贈 擬制와 實質課稅의 原則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1990. 12. 31. 개정되기 의 것)가 규정한

명의신탁의 경우에 있어서의 증여의제 규정은 실질과세 원칙의

191) 실질과세의 의미는 와 같은 것이나 실무상은 이와는 달리 형식과 실질과는 직 계가

없는 과세표 에 한 실액평가와 기 평가 사이에서 실액평가가 원칙이라는 의미로도 혼

용되고 있다. 컨 양도소득세에서 기 시가 과세와 실지거래가격에 의한 과세문제가 실

질과세원칙의 외로 논란되고 있는 것이 그 이다.

192) 논쟁의 역사 경과에 하여는 尹炳角, “실질과세원칙과 조세회피행 의 부인”, 법과

정의(1995), 363-367면

193) 헌재 1989. 7. 21. 89헌마38, 례집 1. 142, 결정에서 租稅平等主義의 이념을 실 하기

한 법 제도의 하나가 실질과세원칙으로 그 생원칙이라고 하고 있다.

194) 헌재 1989. 7. 21. 89헌마38, 례집 1.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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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서, 실질과세원칙의 외를 설정한 것만으로는 헌이라고 단

정할 수 없으나 이를 무차별 으로 용하는 경우에는 헌이므로

그 용범 를 한정하여 합헌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195) 구 상속세

법 제32조의2(1990. 12. 31. 개정되고 1993. 12. 31. 개정되기 의

것) 제1항 단서의 조세회피목 에서의 ‘조세’를 증여세에 한정하지

아니하여도 租稅平等主義나 實質課稅原則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196)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할 것인지는 원칙 으로 입법자의 형성의 자

유에 속한다.197)

* 架工利得에 한 토지 과이득세

토지 과이득세에서 유휴토지 등 소유자가 가공이득에 한 토

세를 부담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실질과세의 이념에 반한다.198)

* 檢印契約 에 따른 課稅標準決定의 特例

검인계약서 제도는 개인에 하여서도 실질과세의 원칙에 맞는

실거래가액에 의한 과세가 가능하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으로

서 그 정착을 한 것이고, 실거래가액이 입증되는 법인과의 거래

의 경우까지 불균일과세하는 경우에는 실질과세의 원칙을 포기하는

것이 된다.199)

* 課稅所得稅의 基準時價原則

양도소득세에서의 기 시가에 의한 과세표 산정조항은 실질과

세원칙에 비추어 외 인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租稅平等主義나 實質的租稅法律主義에 배되는 것이 아니다.200)

* 不動産賃貸保證金에 한 看做所得

195) 헌재 1989. 7. 21. 89헌마38, 례집 1, 145(소수의견 2인)

196) 헌재 1998. 4. 30. 96헌바87 등, 공보 27. 370, 소수의견 4인은 實質的租稅法律主義 내지 租

稅平等主義에 반된다고 보았다. 법원은 89헌마38 결정 이후에는 조세를 증여세

에 한정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왔으나( 법원 1992. 3. 10. 선고 91 3956 결 등； 태도

에 찬성하는 견해로는 이인철,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과 조세회피목 ”, 조세법연구Ⅰ,

117면 이하) 개정조항에 하여서는 이를 한정하지 아니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법

원 1995. 11. 14. 선고 94 11729 결 등)

197) 헌재 1997. 10. 30. 96헌바14, 례집 9-2. 464

198) 헌재 1994. 7. 29. 92헌바49 등, 례집 6-2. 97-98

199) 헌재 1995. 10. 26. 94헌마242, 례집 7-2. 521

200) 헌재 1995. 11. 30. 91헌바1 등, 례집 7-2. 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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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소득세법 제29조 제1항은 조세정책 목 과 부동산을 월세로

임 하는 경우의 과세의 형평 임 인이 그가 수령한 보증 등

을 운용하여 얻을 수 있는 최소한의 소득의 포착 등을 고려한 규정

으로 租稅平等主義나 실질과세원칙에 반되지 아니한다.201)

* 寡占株主에 한 제2차 納稅義務

과 주주에 한 제2차 납세의무는 형식 으로는 제3자에게 재산

이 귀속되어 있으나 實質的으로는 주된 납세의무자와 동일한 책임

을 인정하더라도 공평을 잃지 않을 제3자에게 보충 납세의무를

지게 하는 것으로 국세부과 세법 용상의 원칙인 실질과세의 원

칙을 구 하려는 것으로서 그 제도의 취지 자체는 實質的租稅法律

主義에 반되지 않는다.202)

(3) 헌법재 소의 실질과세원칙에 한 시를 보면, 부분 租稅

平等主義 배와 함께 이를 지 하고 있다. 실질과세와 련하여

가장 많은 논란을 보인 것이 명의신탁에 있어 증여의제에 한 조

항으로 다수의견은 이를 실질과세원칙의 외로 보았으나, 소수의

견과 같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실질 으로 증여에 해당함에

도 불구하고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경우에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하

겠다는 실질과세 원칙의 표 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 ‘조

세’에 증여세 이외의 회피목 이 있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과잉 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실질과세원칙을 내세

워 국세기본법상의 제2차 납세의무제도 자체의 합헌성은 인정하면

서도 그 범 에 한 조정을 시도한 것은 진 이라고 보인다. 실질

과세 원칙의 의미에 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라. 比例  原則

(1)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은 그 제한의 방법에 있어서도

201) 헌재 1996. 12. 26. 94헌가10, 례집 8-2. 655, 소수의견 2인은 실제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소득세의 본질에 반하는 實質的租稅法律主義 배라고 보았다.

202) 헌재 1997. 6. 26. 93헌바49 등, 례집 9-1. 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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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원칙의 수가 요구되는데 그것이 비례의 원칙 혹은 과잉

지의 원칙이다. 이는 헌법 제37조 제2항과 법치국가 원리에서 도출

된다고 설명된다. 헌법 제23조는 국민에게 모든 재산 가치가 있

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데 이는 조세를 비롯한 공법 납부

의무부과와 한 련이 있으므로 그 역에 있어서도 비례의 원

칙이 용되어야 함으로 구태여 조세평등의 원칙을 논하기 이 의

헌법상의 기본원칙이다. 비례의 원칙은 국민의 재산권은 원칙 으

로 보장되어야 하고, 외 으로 공공복리 등을 하여 법률로써

이것이 제한될 수도 있겠으나 그 본질 인 내용은 침해가 없을지라

도 비례의 원칙 내지는 과잉 지의 원칙에 배되어서는 아니되는

것을 확실히 하는 데 있는 것이다.203)

헌법재 소의 견해204)에 따르면, “過剩禁止原則이라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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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目的의 正當性), 그 목 의 달성을

하여 그 방법이 효과 이고 하여야 하며(方法의 適切性), 입법

권자가 선택한 기본권 제한의 조치가 입법목 달성을 하여 설사

하다 할지라도 보다 완화된 형태나 방법을 모색함으로써 기본

권의 제한은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하여야 하며(被害의

性), 그 입법에 의하여 보호하려는 公益과 침해되는 私益을 비교형

량할 때 보호되는 공익이 더 커야 한다(法益의 均衡性)는 헌법상의

원칙이다”라고 하여 용기 을 제시하고 있다. 시 목 의

정당성은 입법목 에 한 것이고 나머지 방법의 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은 입법수단에 한 것이므로 비례의 원칙

은 목 과 수단 사이에는 비례 계가 성립되어야 하며 이를 일탈하

203) 헌재 1990. 9. 3. 89헌가95, 례집 2. 253

204) 헌재 1990. 9. 3. 89헌가95, 례집 2. 260；1992. 12. 24. 92헌가8, 례집 4. 878；1995. 4.

20. 92헌바29, 례집 7-1. 5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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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우에는 헌이 된다는 의미로 이해된다.205)

(2) 適用事例

* 國稅優先의 範圍

헌법재 소는 國稅優先에 한 구 국세기본법(1974. 12. 21. 법률

제2679호) 제35조 제1항 제3호가 국세의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

에 세권․질권 는 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매각 에 우선하

여 국세 는 가산 을 우선하여 징수하도록 규정한 데 하여

와 같은 比例原則에 반의 단기 을 최 로 제시하면서 “으

로부터 1년” 부분이 헌이라고 시하 다.206)

* 相續財産價額의 算定

피상속인인 처분한 상속재산의 가 일정 액 이상으로서 용

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것 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상속재산가

액에 산입하도록 한 구 상속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

정되기 의 것) 제7조의2 제1항에서 “용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것

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간주규정으로 보는 것은 헌법상 보

장되고 있는 평등권, 재산권, 재 청구권 등 한 기본권을 제한

함으로써 얻어지는 공익과 제한되는 기본권 사이에 합리 인 비례

계가 유지되었다고 볼 수 없다.207)

배우자 는 직계존비속 간의 負擔附贈 에 하여 수증자가 증

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 있어 일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

면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는 구 상속세법 제29

조의4 제2항은, 실지조사와 쟁송의 번거로움을 피하고 편리한 세

징수의 방법만을 강구한 나머지 조세형평이나 국민의 기본권보장은

도외시한 것으로 평등권, 재산권, 재 청구권 등 한 기본권을

제한함으로써 얻어지는 공익과 제한되는 기본권사이에 합리 인 비

205) 朴洪佑, “재산권제한의 법리와 그 용한계”, 재 자료 77집(1997), 628면

206) 헌재 1990. 9. 3. 89헌가95, 례집 2. 245, 헌이라는 다수의견에 반 하고 소수의견(2인)

에 찬동하는 견해로는, 金容大, “국세우선권의 헌여부”, 조세법연구 Ⅰ(1995), 273면 이하

207) 헌재 1994. 6. 30. 93헌바9, 례집 6-1. 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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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 계가 유지되었다고 볼 수 없다.208)

구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에서 피상속인이 처분한 상속재산

액 용도가 객 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통령령이 정하

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도록 규정한 것은, 이를

간주규정으로 보는 한 96헌가69 등 결정에서와 마찬가지로 比例

原則에 배된다.209)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황

에 의하도록 한 구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은, 상속개시 일정기간

의 증여재산가액을 증여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여 상속재산에 가산

하는 것만으로 진세율에 의한 상속세회피방지와 조세형평을 기하

려는 입법목 은 충분히 달성될 수 있으므로 이는 過剩禁止原則에

배된다.210)

* 租稅減免의 縮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2가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있어 개인

별, 과세기간별로 3억 원을 한도로 감면하고 있다고 하여도 종

규정의 수혜자에 하여 그 재산권을 제한함에 있어 피해의 최소성

과 방법의 성에 배되는 것으로 過剩禁止原則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211)

* 重課規定

도시 지역 내 법인등기에 한 등록세를 5배 과하도록 한 지

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는 도시의 인구 경제력의 집 을

억제하려는 것이고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할 정도의 재정능력을 갖

춘 법인에 한 과라는 지역간의 균형발 이라는 공익

요청에 비추어 過剩禁止原則에 배되지 아니한다.212) 법인이 아닌

개인의 1가구 당 1 를 과하는 비 업용 승용차의 취득에 한

208) 헌재 1992. 2. 25. 96헌가69 등, 례집 4. 114；소수의견 2인은 한정합헌의견

209) 헌재 1994. 6. 30. 93헌바9, 례집 6-1. 631

210) 헌재 1997. 12. 24. 96헌가19 등, 례집 9-2. 762

211) 헌재 1995. 6. 29. 94헌바39, 례집 7-1. 911

212) 헌재 1996. 3. 28. 94헌바42, 례집 8-1. 499；1998. 2. 27. 97헌바79, 공보 26. 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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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의 과하는 것213)도 과잉 지원칙 배가 아니다.

* 看做賃貸料

구 소득세법 제29조 제1항은 조세정책과 과세의 형평 실질과세

원칙을 고려하여 임 보증 에 하여 융기 에 하는 등으로

수익을 얻었을 때에는 그 수익만큼을 간주임 료의 과세 상에서 공

제하여 주고, 부동산취득 등 실물자산에 투자한 경우에는 그 공제를

하지 아니하는 것이 過剩禁止原則에 배되었다고 할 수 없다.214)

(3) 헌법재 소가 조세법률 比例原則에 배한 헌 조항으

로 단한 것은 국세우선에 한 국세기본법 조항과 구 상속세법에

서 상속재산가액의 평가에 한 것에 국한되고 있다. 비례의 원칙

은 국회의 조세법에 한 입법재량을 통제하는 것이고, 租稅의 誘

的․調整的機能이 승인되어 있다는 에서 헌법재 소가 제시한

원칙에 비추어도 그 한계를 설정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시례는 헌법재 소가 재산권 기타 경제 활동의 자유규제는 다

른 정신 자유규제의 경우에 비하여 보다 넓은 입법재량권을 인정

하는 이른바 二重基準의 原則215)이 반 된 결과인지는 분명하지 않

다. 국세우선의 원칙은 담보제도의 정상 인 운용과 련이 깊은

것인데 담보권자의 측가능성을 심 하게 해하 다는 에서 이

해가 되고, 구 상속세법 련규정은 이미 오랫동안 헌주장이 계

속되어 왔던 에서 수 이 간다고 할 것이다. 다만 조세회피목

의 증여의제에 있어 그 ‘조세’를 증여세에 한정할 것인가의 문제는

근본 으로 증여의제의 법 성격에 하여 制裁說(실질과세원칙의

외로서 명의신탁에 한 제재라고 보는 설)과 推定說(실질은 역

시 증여로서 입증책임의 환이라고 보는 설)의 립에서 차이가

나는 것이다. 생각건 , 다수의견보다는 취득세 과 등의 회피를

목 으로 명의신탁을 하 다고 하여 여기에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

213) 헌재 1998. 5. 28. 95헌바18, 공보 28. 458

214) 헌재 1996. 12. 26. 94헌가10, 례집 8-2. 655

215) 朴洪佑, “재산권제한의 법리와 그 용”, 재 자료 제77집, 6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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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조세의 본래 기능에서 벗어나는 것으로서 취득세 등 다른 조

세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比例原則에 반된다고 보는 소수의견이

더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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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評價  展望

1. 評  價

가. 租稅法律에 한 違憲審査  定着

재의 헌법재 소가 발족한 이후 지난 10년간 조세법에 한

헌심사는 다른 법 분야와 마찬가지로 비로소 활성화되어 조세법률

의 헌법기속성의 原則을 확고하게 정착시켰다. 이는 제도 으로는

행 헌법에서 憲法訴願制度를 도입하고 헌법재 소법에서 違憲訴

願 형태의 헌법률심사가 가능하게 된 데에 힘입은 것이지만 귄

인 국가와 사회에서 좀더 민주화되는 방향으로 나아간 발 의 추

세도 크게 기여한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토지 과이득세법에 한 憲法不合致決定은 법 체의 시행

이 일시 지되는 미증유의 사건이었으며, 결정에 한 일각에

서의 비 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 체에 조세와 헌법상의 재산권

보장의 문제를 일깨워 주는 계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헌법재 소

에 位相에 한 새로운 인식을 갖게 하 다.

그 동안 조세법의 헌성의 문제는 기껏 包括委任 否 등 형식

인 문제만 다루어졌으나 헌법재 소의 출범으로 비로소 實質的租稅

法律主義, 租稅平等主義 등 조세에서의 재산권보장이라는 이념이

조세법률의 합헌성 단에 실제 으로 기능하게 된 것이다.

나. 租稅立法과 租稅法 解釋에 肯定的 寄與 

헌법재 소의 극 인 조세법률에 한 헌심사는 조세와 헌법

문제에 하여 감각이 무디었던 조세입법자에게 커다란 警鍾이 되

었다. 특히 사실상 조세입법을 成案하여 온 행정부에서는 조세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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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각 세목에 한 골격만을 정하고 實質的인 內容을 통령령

등으로 처하여 온 행을 더 이상 계속할 수 없었고, 상당한 조

세차질에 하여 비상한 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되었다. 반면 정

작 입법권을 갖는 국회는 아직까지도 별다른 의식의 변화를 느낄

수 없다. 한편 종래 조세법령에 한 헌심사는 겨우 包括委任 여

부에 머물 던 법원에 하여 조세법률의 합헌성의 문제에 하여

많은 자극을 으로써 법원에서의 조세법령의 해석에 있어서도 납

세자의 권리보장을 한 극 인 憲法․法律合致的 解釋方法이 행

하여지는 계기를 마련하 다.

다. 違憲決定  遡及效  租稅不平等  問題

헌법재 소는 조세법률의 헌심사에 있어서 유의하여야 할 특성

에 한 고려가 부족하여 그 헌결정의 遡及效의 範圍에 하여

다른 분야의 경우와 달리 보지 아니하 고, 더구나 법원이 그 遡及

效의 範圍를 當該事件․竝行事件 이외에 一般事件에까지 범하게

넓힘에 따라 종래의 조세 념 아래에서 과세처분에 순응하여 세액

을 납부한 납세자와 그 지 아니하고 쟁송을 제기한 납세자 사이에

해결할 수 없는 조세불평등의 결과를 낳게 되었다. 이는 일반 국민

의 종래의 법감정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었다. 특히 토지

과이득세법에 한 憲法不合致決定에서는 그 당부를 떠나 법

체의 용을 지하면서도 이미 세액을 납부하여 쟁송에 의하여서

는 구제받을 수 없는 납세자에 한 문제는 입법 구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라. 法院과  葛藤

헌법재 소가 헌 단을 한 조세법률 에는 이미 오래 동안

법원에서 합헌성이 확인되어 례로서 확립된 조항이 여럿 있었고,

이는 모두 違憲訴願에 의하여 헌심사가 개시된 것이었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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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률은 특히 헌문제의 제기가 용이한 분야로서 헌법재 소와

법원이 립하게 된 限定違憲決定의 效力이나 재 에 한 憲法訴

願의 문제, 原行政處分에 한 憲法訴願의 문제 등은 조세법 분야

에 집 되어 있다. 이러한 문제의 근본원인은 헌법이 양 기 을

등한 별개의 헌법기 으로 규정하면서도 “법률의 해석”이라는 간섭

역에 한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아니한데서 연유하는 필연 인 것

이거나, 혹은 제도발 단계의 필수 과정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여러 문제 이 야기되었다.

마.  가지 施行錯誤

토지 과이득세법에 하여 법 체에 한 시행을 지하는 憲

法不合致決定을 하면서 憲法不合致決定에 한 명확한 규정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정부 일각에서 이를 장래의 과이득에 하여 개선

입법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强辯하고 실제 개정법률의 부칙에서도

같은 취지로 규정되었다. 한 개정 법률을 개선입법으로 보아

當該事件 등에 遡及適用할 것인가에 한 논란이 야기되어 결국 토

지 과이득세법에 한 제2차 결정에서의 헌법재 소의 견해표명으

로 인하여 비로소 종결되게 된 것이나, 제1차 결정에서 몇 가지 조

항에 한 헌 단을 보류하고 재차 2차 결정에서 단한 것이 문

제 으로 지 된다. 그리고 구 소득세법 제60조에 한 憲法不合致

決定에서 이미 개선입법이 되어 있다고 하여 이를 소 용하도록

하 으나 이 경우 일부 법 공백의 문제가 발생한 것 등이 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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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展  望 

가. 租稅法律主義에  租稅平等主義

지난 10년간의 조세법에 한 헌 단은 그 동안 행화 되어

있던 包括委任 등 租稅法律主義의 형식 측면인 課稅要件法定主義

와 課稅要件明確主義의 실 에 크게 이바지하 다. 이에 따라 많은

조세법률에서 종래 법률에서는 강만을 규정하는 태도에서 벗어나

법률 자체만으로도 조세부담의 측가능성이 확보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측가능성의 확보는 입법자가 의지만 가지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앞으로 그 요도가 떨어질 것이다. 문제는 公共經

費의 分配方式인 조세에 있어 어떻게 하면 조세평등을 이룰 것이냐

하는 에 이 주어질 것이다. 재까지의 헌 단에는 소수의

納稅 群에 있어서의 조세평등 반 여부의 단사례는 보이나 근로

소득자와 사업소득자 상호간, 기업과 소기업 상호간, 간 세와

직 세의 조정의 문제 등 근본 인 것은 아직 심 상이 되지 않

고 있다. 헌법재 소의 조세평등에 한 견해는 입법자에게 많은

향을 것이기 때문에 많은 연구가 따라야 할 것이다. 납세자의

조세 항은 자신에 부과된 조세의 다과보다는 다른 납세자와의 부

담액의 형평이 항상 문제되어 발생하는 것이다.

憲法裁判所에게는 租稅正義 즉 조세평등의 실 에 한 사법

통제에 있어 효과 인 수단이 부여되어 있다. 一般法院에서는 어느

조항이 일정한 납세자에게만 감면을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그와 동

일하게 취 하여야 할 다른 납세자에게 그 혜택을 부여할 방법은

없다. 그 다고 하여 감면 상자에게 감면을 거부하는 것이

형평에 부합한다고 볼 지라도 그에게 이미 과세 청에 의하여 주어

진 감면혜택을 박탈할 방법도 없다. 헌법재 소는 이에 하여 입

법을 구하고, 변형결정에 의하여 그 해결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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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 소의 결정이 입법 체 인 효과를 가질 수 없는 것은 분명

하지만 입법통제의 본래 기능에 비추어 그 결정이 갖는 의미는

크다.

나. 個人  個別的 權利救濟보다는 未來指向的  

헌법재 의 목 은 헌법의 규범력을 보장하여 궁극 으로는 개개

국민의 기본권을 확보하는데 있음은 물론이나 그 주된 방법은 법률

의 헌심사이다. 헌법이 새로이 憲法訴願制度를 도입하여 개인의

권리구제 수단을 확충하 으나, 조세법 분야에서 과세처분 등에

한 憲法訴願은 허용되지 아니함이 원칙이므로 헌법재 은 조세법률

에 한 헌심사에 국한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헌심

이 법원의 제청에 의하여 발동되든 국민의 違憲訴願에 의하여 개시

되든 헌조세법률의 통제로서 재산권보장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조세는 국가의 財政的基礎가 되는 필수 인 것이고 국민을 상

로 반복 , 계속 , 량 으로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앞서 본 바

와 같이 납세자들 사이의 조세평등의 문제가 무엇보다도 시되고

있다. 인간의 기본 권리의 침해와는 구별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개개 납세자의 권리구제 이외에도 체 인 조세평등에 보다

을 두어 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곧 헌 단에 있어 구체 인

사건인 당해 사건에서 당사자의 구제의 필요성이 있다 하여도 반드

시 이에 구애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 헌결정은 來

效가 原則이 되는 방식을 채택하여야 할 것이다.

더욱이 우리의 헌법률심사제도가 채택하고 있는 事後的, 具體

的規範統制의 단 을 보완하기 하여서도 특히 조세법의 역에서

의 事前的, 豫防的인 구제를 목표로 하는 입법방향의 제시가 효과

일 것이다.

다. 決定類型  多樣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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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 소 결정의 미래지향 태도와 련하여 제기되는 것

이 결정의 다양화이다. 헌결정에 있어서도 그 결정에 하여 遡

及效를 부여할 것인가도 당해 조항의 헌성의 정도, 침해 요소

의 강도, 그로 인한 총 재정차질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

이다. 이는 조세평등의 실 을 하여서도 필요하다. 헌법재 소는

변형결정에 하여 헌법재 소법상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

고 다양한 변형결정형식을 취하여 왔고 이제는 확고한 형식으로 굳

어졌다고 할 것이다. 憲法不合致決定 개선입법의 소 용을 목

으로 하는 경우이더라도 그 결정에 하여 집행력은 인정되지 아

니한다. 어차피 헌법재 소 결정의 집행력은 한계가 있는 이상 입

법 구의 결정도 효과 인 수단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어차피 헌

법재 은 입법권 통제라는 에서 一般司法과는 성질을 달리하는

것인 만큼 조세법률에 한 헌법합치 방향을 설정하는 것도 요

하다. 재의 조세입법의 실이 국가의 재정수요의 용이한 확보와

정치․경제집단의 로비에 좌우되는 경우가 흔하다고 지 되는 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라. 法院과  妥協과 調和

지난 동안에 경험하 던 법원과의 갈등도 해소의 계기가 마련되

었다고 할 것이다. 가장 큰 쟁 의 하나이었던 재 는 原行政處

分에 한 憲法訴願의 허용 여부에 하여 헌법재 소가 일단 이를

부정 으로 결정함으로써 소강상태에 어드는 契機를 마련하 다

고 본다. 명령․규칙에 한 헌심사권의 문제도 헌법재 소는 憲

法訴願에 있어서 직 성과 보충성의 원칙을 인정하고 다만 외를

인정하는 것뿐이므로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와 같

이 限定違憲決定의 羈束力의 問題는 一回的 問題로 그칠 가능성이

있던 차에 최근 법원에서 같은 취지의 결이 나옴으로써 그 해

결 망이 불투명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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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의 조세법에 한 헌법재 의 문제는 ‘변형된 형태의 재 에

한 헌법소원’의 형식을 띨 가능성이 높다. 즉 법원의 법령(특히 명

령이나 규칙)해석에 하여 限定違憲形式을 빌어 법원과 같이 해석하

는 한 모법이 헌법에 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하여 實質的인 명령․규칙

에 한 심사나 사실상의 례의 변경을 시도하는 경우 등이다. 이러

한 경향 역시 법원과의 緊張을 불러오게 될 우려가 있다. 여기에서 헌

법재 소의 한 결정례에서 소수의견이 이에 련하여 표 한 바를 인

용하고자 한다. “憲法裁判所와 法院의 兩憲法守護機關은 서로의 權限

을 신 行使할 수 없으려니와 서로의 責務를 신 遂行할 수도 없

다.” 헌법재 소와 법원은 모두 기본권 보장기 으로서 이제까지의

립 양상에서 벗어나 서로 상 방을 포용하여 타 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진정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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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憲法上 節次的 基本權
- 헌  27  재 청 에 한 해 －

張   晳   朝

憲法硏究官

서울高等法院 判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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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참작의무의 발 형태

5. 법 청문 청구권 침해의 효과

가. 법 청문 청구권의 효력

나. 권리침해의 소송상 효과

(1) 차상의 하자

(2) 하자의 치유

(3) 결편취의 문제

다. 권리침해의 헌법재 상 효과

(1) 규범통제제도에 의한 구제

(2) 헌법소원제도에 의한 구제의 문제

라. 민사법원의 법형성에 의한 구제의 문제

(1) 동일심 에서의 시정 심 확 의 문제

(2) 재심 차의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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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법률이 정한 법 에 의하여 재 을 받을 권리

1. 법률이 정한 법 에 의하여 재 을 받을 권리의 의미

2. 법률이 정한 법 에 의하여 재 을 받을 권리의 법 성격

3. 법률이 정한 법 에 의하여 재 을 받을 권리의 요건

가. 법 (재 기 )

나. 사법행

다. 차에의 실 여

라. 차상의 이익

4. 법률이 정한 법 에 의하여 재 을 받을 권리의 규범 내

용

가. 특별법원의 지

나. 법률의 유보

다. 특정성의 원칙

5. 법률이 정한 법 에 의하여 재 을 받을 권리 침해의 효과

가. 법률이 정한 법 에 의하여 재 을 받을 권리의 효력

나. 권리침해의 소송상 효과

다. 권리침해의 헌법재 상 효과

Ⅵ. 신속한 재 을 받을 권리

1. 신속한 재 을 받을 권리의 의미

2. 신속한 재 을 받을 권리의 요건

가. 사법 차의 개시

나. 차에의 실 여

다. 차상의 이익

3. 신속한 재 을 받을 권리의 규범 내용

가. 사법행 의 시간 효율성의 보장

나. 사법행 의 기능 효율성의 보장



436

4. 신속한 재 을 받을 권리 침해의 효과

가. 신속한 재 을 받을 권리의 효력

나. 권리침해의 소송상 효과

다. 권리침해의 헌법재 상 효과

Ⅶ. 맺는



437

Ⅰ.  

1.   

우리 헌법 제27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

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 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

고, 제27조 제3항은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 을 받을 권리를 가진

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 을 받

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흔히 제27조 제1항

제3항을 아울러 이는 이른바 재 청구권에 하여 규정하고 있다고

이해되고 있다. 나아가 헌법재 소는 각 조항 헌법 제12조

제1항 후문을 종합하여 공정한 재 을 받을 권리를 차 기본권

으로 인정하는 헌법해석을 개한 바 있다. 이러한 례이론은 실

정헌법 규정의 한계를 한 단계 넘어 보다 포 이고 실질 인 권

리구제의 길을 열어 주었다는 에서 큰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러나,

각 헌법조항 자체에도 이질 이고 상호 갈등 계에 있는 요소들

이 공존하고 있음에도 이를 공정이라는 불확정 개념으로 포 함으

로 인하여 차 기본권의 용범 가 유동 으로 될 험성이 내

재하고 있어 해석의 견가능성이라는 에서는 무리가 따를 수

있다는 문제 을 안고 있었다.

그런데, 헌법재 소 1997. 8. 21. 선고 94헌바2 결정( 례집 9-2,

223)의 반 의견은 처음으로 사법행 청구권과 구분되는 법 청

문 청구권의 존재를 확인해 주었고, 헌법재 소 1998. 9. 30. 선고

98헌가7등 결정은 법 청문 청구권을 헌법률심사의 기 으로 삼

기에 이르 다. 따라서, 이와 같은 례를 보면서 우리는 차 기

본권에 한 그 동안의 례이론을 정리해 과 동시에 새로운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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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을 모색해 볼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이 에서는 우리 헌법

상 요한 차 기본권을 그 각 규율내용의 헌법 기능에 따라

체계 으로 이해함으로써 보다 명확한 해석기 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러한 노력을 통하여 개방 이고 유동 이라 할 수 있는 헌법해석

에 보다 강한 설득력과 신뢰감을 제공해 수 있다고 생각한다.

2.   

이 의 방법 기 는 변증법 ·해석학 법이론에 두고 있다.

법률실증주의의 방법 기 라 할 수 있는 법률 포섭삼단논법의

극복에서 출발하여,1) 법이란 존재와 당 의 상호지시·순환 계(이른

바 해석학 순환, hermeneutischer Zirkel)를 통한 양자의 일치(In-

die-Entsprechung-Bringen)가 법이라고 이해하는 방법론이다.2) 법

결정(Rechtsentscheidung)을 순수한 규범연역에만 의존하여 획득하

려는 실증주의 개념법학 사실 분쟁상황에서의 이익형량에서

만 모색하려는 이익법학(내지 자유법론)이라는 두 가지 방법 입

장을 지양하고자 하는 입장에 서 있는 동 발 사고유형으로서

법결정에 한 생활세계의 요청과 규범 구속성의 상호작용을 잘

반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언어 행 속에서 규범과 사실이 범주 으로는 구별된

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하여야 한다’와 ‘······이다’라는 언어

범주의 립). 그러나, 구체 법인식과정에서는 이 양자가 통합

는 혼합된 형태로만 존재하는 것은 아닐까? 즉, 소송상 제출된

사실은 무한히 연속된 생활사실 가운데 이미 규범 시각, 구성요

1) 법률 포섭삼단논법에 한 비 에 하여는 이상돈, 법이론, 1996, 박 사, 서울, 31면 이하

참조.

2) Kaufmann, Arthur / Hassemer, Winfried, Grundprobleme der zeitgenössischen Rechts-

philosophie und Rechtstheorie, 1971, Athenäum Verlag GmbH, Frankfurt/M, S.71;

Kaufmann, Arthur, Grundprobleme der zeitgenössischen Rechtsphilosophie, 1994, C. H.

Beck, München, S. 136.



439

건 제 아래 획정된, 규범의 옷을 입은 사실에 불과하다.3) 소

송상 필요한 규범은 법 의 의식세계 속에 자리잡고 있는 총체 인

규범의 그물망4) 에서 구체 사실을 하고서야 추출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규범과 사실의 상호작용(Wechselwirkung) 계에

한 이해는 문제의 근에 유용한 을 제공해 다.

이 에서 문제되는 헌법해석과 련해서는 우선 헌법규범의 개

방성, 불확정성으로 인하여 기존의 실증주의 법률해석 방법에 의

존할 수 없다는 에서 와 같은 변증법 ·해석학 방법에 의함

이 불가피하다 할 것이고, 나아가 보다 극 인 방법까지도 고려

될 수도 있을 것이다.5) , 법원의 법형성기능에 한 새로운 인식

은, 이 에서 제기되는 법률해석의 문제 개념 혼란의 문제

해결에 근함에 있어서 다른 차원에서의 합리 해결을 한 새로

운 길을 열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차 기본권의 과

제를 명확히 인식함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Ⅱ. 차  본  체계

1. 차  본  헌 상 지

차 기본권은 실체 기본권의 실 을 한 기본권이다. 그러

나, 차 기본권의 확고한 보장이 없이는 실체 기본권은 국가

질서의 한갓 장식물로 락할 험성을 안고 있다. 특히 실체 기

본권의 기본 인 목록이 확립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사회에

3) 통상 사물 상에 한 가장 객 설명이라고 일컬어지는 과학 지식 한 그 상 자체와

일치할 수 없고 의식구조 는 언어 개념을 떠날 수 없는 주 표상에 불과하다고 한다

(박이문, 과학철학이란 무엇인가, 1993, 민음사, 서울, 27면).

4) 분석철학자 콰인(W. O. Quine)이 사용한 믿음의 거미 (the web of belief)이라는 개념도 이

와 일맥 상통하는 인식구조를 보여 다고 생각한다(박이문, 인식과 실존, 1982, 문학과 지성

사, 서울, 134, 135, 144면 참조).

5) 계희열, 헌법의 해석, 1993, 고려 학교 출 부, 서울, 83면 이하 참조. 정신과학 해석방법,

문제변증론 등도 철학 해석학에 기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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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는 헌법에 선언되어 있는 실체 기본권을 어떻게 실효성 있

게 보장할 수 있는가 하는 과제에 을 돌릴 필요가 있다

할 것인데, 그 핵심 치에 차 기본권이 놓여 있다.

그러나, 차 기본권의 요성과 더불어 함께 고려해야 할

은 차 기본권의 인 이션 상이다. 사법 차의 헌법 재구

성이라는 명제 아래 많은 소송법 문제가 헌법문제로 환될 가능

성이 있는데, 이는 결에 한 헌법소원을 인정하는 독일에 있어

서 차 기본권 침해가 결에 한 헌법소원 사유의 다수

를 차지함으로써 연방헌법재 소에게 과부담을 안겨 주범이 되

었다는 경험은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크다. 따라서, 우리가

차 기본권을 논의함에 있어서는 실정헌법의 엄 한 해석 아래 신

하게 차 기본권의 인정 여부 인정 범 를 검토해야 할 것

으로 생각된다.

2. 차  본   격

가. 가 내 본

차 기본권이 국가내 기본권에 속한다는 에 하여는 별

다른 이견이 없다.6) 차 기본권은 사법제도의 존재를 제로 하

기 때문에 국가 는 헌법질서에 의하여 비로소 형성된 실정법상의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차 기본권에 하여 자연권

성질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하여 그 기본권의 구체 내용, 효력

이 정의의 원칙과 유리되어 입법자의 단에 내맡겨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나. 주  공 가 도  보 가

자연권인가 실정권인가 하는 문제는 어느 기본권이 헌법질서에

6) 김철수, 헌법학개론, 1997, 박 사, 서울, 67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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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재하는가 여부에 한 것임에 반하여, 주 공권인가 제도

보장인가의 문제는 헌법질서상 인정되는 규범 내용의 헌법 구

성에 한 것이다. 차 기본권의 법 성격은 주 공권이라

고 일반 으로 일컬어진다.7)

다.  본 가 청  본 가

기본권의 분류와 련하여 차 기본권의 성격에 해서는 수

익권설, 기본권 보장을 한 기본권설, 청구권 기본권설,8) 이

성격설9) 등의 립이 있다. 분류 기 은 G. Jellinek의 소 지

이론에서 비롯되었다고 하는데,10) 그 기본권 분류의 실효성에

하여는 의문이 없지 아니하다.

그래도 학계의 동향을 살펴보면, 소 재 청구권을 자유권 기

본권과 청구권 기본권의 양성격을 함께 갖추었다는 이 성격

론이 다수설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선, 기본권의 이 성격

(Doppelnatur)은 원래 기본권의 권리로서의 성격과 객 가치질서

로서의 성격을 해명하기 하여 등장한 개념인데, 이를 자유와 청구

라는 이 성을 나타내는데 사용하는 것은 그다지 실익이 없음을 지

하고자 한다. , 일본 헌법 제32조11)와는 다른 규정형식을 취하

고 있는 우리 헌법에서는, 차 기본권이 실정헌법에 의하여 인정

된 주 공권으로서 그 침해를 받지 아니하도록 보호받는 것은 주

공권의 속성상 당연한 것이지 이를 들어 별도로 방어권 는 자

유권으로 이해할 필요는 없다. 만일 이러한 을 들어 자유권이라고

한다면 모든 기본권은 자유권이라는 기이한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7) 김철수, 책, 674면.

8) 김철수, 책, 674면.

9) 구병삭, 신헌법원론, 1996, 박 사, 서울, 674면; 권 성, 헌법학원론, 1998, 법문사, 서울, 519

면; 안용교, 한국헌법, 1989, 고시연구사, 서울, 598면.

10) 허 , 한국헌법론, 1998, 박 사, 서울, 223면.

11) 일본 헌법 제32조 “ 구도 재 소에 재 을 받을 권리를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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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필자는 차 기본권은 재 제도에의 근 는 재 제

도의 한 운 을 요구할 수 있는 청구권 기본권이라 할 망정

자유권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보지는 아니한다. 이러한 은

차 기본권의 주체 문제와 련하여 실익이 있다. 실체 기본

권에 있어서는 기본권주체성이 인정되지 않는 국가 는 공법인에

게도 차 기본권이 귀속될 수 있는지가 별도로 검토되어야 하는

것은 와 같은 차 기본권의 청구권 성격과 련이 있다. ,

청구권 기본권으로서 원칙 으로 입법 형성을 기다려서 기본권

이 실 된다. 형사사건에 있어서도 피의자 는 피고인은 형사재

는 형사 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당하지 아

니할 권리를 갖고 있다고 할 것이고, 이를 들어 차 기본권에

자유권 성격이 있다고 하는 것은 방어 상(신체의 자유)과 방어

수단( 차 기본권)을 혼동하는 논리 오류를 범하는 결과가 된

다. 굳이 방어권 성격을 고집한다면 이는 다른 실체 기본권의

보호 문제로 넘어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라. 식  본

형식 기본권(formelles Grundrecht)은 실체 기본권(mate-

riales Grundrecht)의 보장과 실 을 한 구제 기본권(Hilfs-

grundrecht)이다.12) 기본권 보장을 한 기본권으로 성격을 규정하

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13)

실체 합리성에서 차 합리성에로의 추이를 받아들일 수 있

다면, 기본권 보장 체계에서 형식 기본권의 요성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언론, 출 의 자유가 정치생활과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정치 콘센스 형성의 방법 기 로서 민주주의 원리 실 의 핵심

수단이라면, 차 기본권은 구체 분쟁 상황에 있어서의 법

12) Maunz-Dürig, Grundgesetz Kommentar, 1987, Beck, München, Art. 103Ⅰ S. 3.

13) 구병삭, 책, 674면 이하; 권 성, 책, 514면; 김철수, 책, 674면; 안용교, 책, 59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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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 기능의 방법 기 로서 법치주의 원리 실 의 핵심 수단이

라 할 수 있다. 양자는 헌법질서의 범 내에서 정치 통일체를

유지하면서도 개인의 기본권을 보호한다는 헌법과제의 수행

에 있어서 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언론, 출 의 자유와 차

기본권이라는 방법 기 어느 하나라도 무 지게 될 때 그

헌법질서는 화려한 인권 이념에 의하여 치장된 명목 인권 목록으

로 락하게 되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3. 차  본  체계

가. 차  본  

이상의 논의를 통하여 차 기본권의 제유형이 어느 정도 그

윤곽을 드러냈다고 할 수 있다. 사법행 청구권(der Anspruch auf

Justizgewährung),14) 법률이 정한 법 (gesetzlicher Richter)에 의

하여 재 받을 권리,15) 법 청문 청구권(der Anspruch auf

rechtliches Gehör),16) 신속한 재 을 받을 권리17) 등이 그 요

한 것이다. 우선, 보호 역에 따라 사법 차에의 근을 한 기본

권과 사법 차상의 기본권으로 별할 수 있다. 사법행 청구권은

자에, 나머지 셋은 후자에 각 속한다.18)

헌법재 소 1997. 8. 21. 선고 94헌바2 결정( 례집 9-2, 223)의

14) 장석조, 사법행 청구권－재 을 받을 권리－, 안암법학 1997년 하반기(통권 제6호), 세창출

사, 서울(이하 “사법행 청구권”이라 한다), 323면; 장석조, 사법행 청구권의 보호 역－

권리보호의 필요성을 심으로－, 인권과 정의 1998. 7.(이하, “보호 역”이라 한다), 50면 이

하 참조.

15) 상세는 장석조, 공정한 재 을 받을 권리－법 청문 청구권을 심으로－(이하 “공정한 재

”이라 한다), 재 자료 제76집 헌법문제와 재 , 법원도서 , 1997, 서울, 525면 참조.

16) 상세는 장석조,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법 청문 청구권, 고려 학교 학원 법학과 석사학

논문, 1990, 19면 이하; 장석조, 민사소송상 법 청문청권, 채권법에 있어서 자유와 책임,

1994, 박 사, 서울, (이하, "법 청문 청구권"이라 한다) 728면 이하; 장석조, 공정한 재 ,

540면 이하 참조.

17) 상세는 장석조, 공정한 재 , 534면 참조.

18) 장석조, 공정한 재 , 5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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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의견은 차 기본권의 체계론에 하여 와 같은 해석을

폭 으로 수용하 다.19) 결정의 다수의견 반 의견은 형사소

송법 제260조 제1항을 심사함에 있어서 고소·고발인의 사법행 청

구권의 문제로 근하 다는 에서는 견해가 일치하나20) 법률

조항이 택한 조치가 입법 재량의 범 를 벗어난 것인지의 여부에

한 시각만을 달리 하고 있다는 에서, 다수의견이 와 같은

체계론 자체에 하여 반 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후 헌법

재 소 1998. 9. 30. 선고 98헌가7등 결정에서는 융기 의연체

출 에 한특별조치법 제3조 단 부분이 정하고 있는 “발송송

달제도자체가 재 청구권( 는 법 청문청구권)을 침해하는 헌

조항은 아닌지를 살피기로 한다”고 함으로써 법 청문 청구권을

헌법률심사의 한 기 으로 삼았다. 와 같은 례만으로는 아직

새로운 체계론에 따른 헌법재 소의 입장이 확고하게 정착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지만, 어도 기존에 공정한 재 을 받을 권리라

는 일반조항에 의존하여 헌 여부를 심사하던 흐름과 더불어 하

나의 차 기본권의 체계론이 들어설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었다

는 에서 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 사법 차상의 기본권은 그 보호법익에 따라 차 공정성에

기여하는 기본권과 차 효율성에 기여하는 기본권으로 분류될

수 있다. 와 같이 설정한 차 기본권의 상호 계에 하여도

다툼이 있을 수 있는데, 이에 하여는 뒤에 다시 보기로 한다.

그 밖에 4가지 유형에 포섭되지 아니하는, 차형성과 련이

있는 헌법 규정들이 산재한다. 가령, 헌법 제109조 본문(재 공개의

19) 결정의 반 의견은 “헌법 제27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 에 의하

여 법률에 의한 재 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 청구권은 그 보호 역에

따라 사법 차에의 근을 한 기본권과 사법 차상의 기본권으로 나 수 있고, 자는

사법행 청구권을, 후자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 에 의한 재 을 받을 권리, 청문청구권,

신속한 재 을 받을 권리 등을 그 내용으로 한다.“고 하 다.

20)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유를 정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등에 한 헌 소원사

건에서 제27조 제5항의 피해자의 재 차진술권만을 문제삼았던 헌법재 소 1997. 1. 16.

선고 90헌마110, 136(병합) 결정의 합헌의견보다는 진일보한 입장이라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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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제12조 제1항(신체의 자유, 법한 차) 따 가 그것이다.

아래에서는 차 기본권 우리 사법제도의 구성에 추 역할

을 담당한다고 할 수 있는 재 을 받을 권리 (사법행 청구권), 법

률이 정한 법 에 의하여 재 을 받을 권리, 법 청문 청구권, 신

속한 재 을 받을 권리에 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나. 차  본  상 계

(1) 공정한 재 을 받을 권리와의 계

(가) 종래의 헌법재 소 례

종래 우리 헌법재 소는, 공정한 재 을 받을 권리에 하여 다

음과 같이 시한 바 있다. 즉, “헌법은 제12조 제1항에서 ‘모든 국

민은 ······ 법률과 법 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법 차에 의한 형사처

벌의 원칙을 선언하 다. 이 법 차는 차가 법률로 정하여지고

그 법률에 합치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용되는 법률의 내용에

있어서도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춘 정한 것이어야 하며, 특히 형

사소송 차와 련하여 용함에 있어서는 형벌권의 실행 차인

형사소송의 반을 규율하는 기본 원리로서 형사피고인인 국민의

기본권이 공권력에 의하여 침해당할 수 있는 가능성을 최소화하도

록 차를 형성·유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헌법은 제27조 제1

항에서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 에 의하여 법률에 의

한 재 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재 청구권을 보장하

고 있다. 이 재 청구권은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 을 받을 권리

를 포함한다.”고 시함으로써21) 공정한 재 을 받을 권리를 차

기본권의 하나로 인정하면서 그 실정헌법상의 근거를 헌법 제12

조 제1항 후문 후단 제27조 제1항에서 찾고 있다. 특히 헌법 제

27조 제1항과의 련성에 하여는, 헌법 제27조 제1항의 “법률에

21) 헌재 1996. 1. 25. 95헌가5, 례집 8-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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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재 ”이라 함은 합헌 인 법률로 정한 내용과 차에 따라, 즉

합헌 인 법률로 정한 내용과 차에 따라, 즉 합헌 인 실체법과

차법에 따라 행하여지는 재 을 의미하는데, 합헌 인 실체법과

차법에 따라 행하여지는 재 이라고 하려면 죄형법정주의와 법

차주의에 반되지 아니하는 실체법과 차법에 따라 규율되는

재 이어야 한다22)고 시하여 헌법 제12조 제1항 후문 후단에 정

해진 법 차를 공정한 재 을 받을 권리의 주된 근거로 삼고 있

다. 나아가 헌법재 소는 와 같이 인정된 공정한 재 을 받을 권

리의 용 상을 형사소송 차에 국한하지 아니하고 모든 국가작

용에 확 되어야 한다고 시하고 있다.23)

헌법재 소는 군용물 도죄를 정한 구 군형법(법률 제3993호,

1994. 1. 5. 법률 제4703호로 개정되기 의 것) 제75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9조의 죄를 범한 때에 한 부분은 법정형의 하한을

살인죄의 그것보다 하게 규정하 고 작량감경만으로는 집행유

를 선고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이 정하 다는 것만으로는 헌법 제27

조 제1항의 본질 내용을 침해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한

다.24) , 법 의 양형 단재량권을 침범하여 재 청구권을 침해하

다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에 하여 법 이 형사재 의 양형에 있

어 법률에 기속되는 것은, 법률에 따라 심 한다고 하는 헌법규정

(제103조)에 따른 것으로 헌법이 요구하는 법치국가원리의 당연한

귀결이며, 법 의 양형 단재량권 특히 집행유 여부에 한 재량

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제한될 수 없다고 볼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한다.25) 이와 같은 시는 실체법의 규정내용을 헌법 제27조 제1항

의 문제로 보았다는 에서 공정한 재 을 받을 권리를 그 단의

기 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경우도 공정한 재 을 받을 권

22) 헌재 1993. 7. 29. 90헌바35, 례집 5-2, 14.

23) 헌재 1992. 12. 24. 92헌가8, 례집 4, 853；1993. 7. 29. 90헌바35, 례집 5-2, 14.

24) 헌재 1995. 10. 26. 92헌바45, 례집 7-2, 397.

25) 헌재 1997. 8. 21. 96헌바9, 공보 23, 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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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의 규범 내용이 불명확해 질 수 있다는 한 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나) 연 입법례

독일에서는 이와 련이 있는 차 기본권으로서, 이른바 공정

차 청구권(der Anspruch auf ein faires Verfahren)이 연방헌법재

소에 의하여 독일 헌법질서에 편입된 바 있다. 그 기원은 코먼로

(Common Law)상의 공정성(fairness), 특히 공정한 재 (fair trial)

의 개념에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미국에서는 법 차 조항(due

process-Klausel)에 의하여 헌법 지 를 차지하게 되었다.26) 차

기본권 규정이 미흡한 스 스에서는 평등원칙에서 도출되는 많

은 헌법상 원칙을, 공정성을 지도원리(Leitmaxime)로 하여 체계화

하려는 시도가 있었다.27)

독일에서는 와 같은 공정 차 청구권의 근거를 법치국가원리

에서 찾고 있는데,28) 이에 하여는 그 규범 윤곽이 분명하지 아

니하다 하여 헌법 일반조항(eine verfassungsrechtliche General-

klausel)이라는 지 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29) 소송법에 일반조

항을 끌어들이는 경우에는 상소법원 는 헌법재 소의 심사의 긴

장도(Prüfungsintensität)를 상실할 우려가 있다는 회의 인 견해30)

가 있다. 독일에서 공정 차 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독일 기

본법 제103조 제1항이 보장하는 법 청문 청구권과의 계가 한

문제되는데, 기본법 제103조 제1항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보다 일반

인 공정 차 청구권의 침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31)과 첩

26) Tettinger, Peter J., Fairneß und Waffengleichheit: Rechtsstaatliche Direktiven für Prozeß

und Verwaltungsverfahren, 1984, C. H. Beck'sche Verlagsbuchhandlung, München, S. 2, 3.

27) Tettinger, Peter J., a.a.O., S. 3, 5.

28) Tettinger, Peter J., a.a.O., S. 5ff. ; Stein-Jonas, Kommentar zur Zivilprozeßordnung, 20.

Aufl., 1983, J. C. B. Mohr, Tübingen, vor § 128 Rn. 65, S. 26.

29) Stein-Jonas, a.a.O., vor § 128 Rn. 66, S. 26.

30) Waldner, Wolfram, Der Anspruch auf rechtliches Gehör, 1989, Carl Heymanns Verlag

KG, Köln- Berlin- Bonn- München, Rn. 31, S. 10. 공정 차 청구권으로 인한 기본권 체계

상의 난맥상에 하여는 Schilken, Eberhard, Gerichtsverfassungsrecht, 1990, Carl Hey-

manns Verlag KG, Köln-Berlin-Bonn-München, Rn. 109, 110, 111, S. 60ff..



448

심사(eine kummulative Prüfung)를 인정하여 양권리의 침해는

상상 경합 계에 놓이게 된다는 입장32)이 있다.

(다) 인정 여부

결론 으로 우리 나라에서는 규범 윤곽이 불명확한 공정

차 청구권 는 공정한 재 을 받을 권리를 별도의 차 기본권

으로 받아들이는데 회의 인 생각을 갖고 있다. 그 주된 이유는 그

권리의 성격이 모호하여 서로 모순되는 법익의 주장이 모두 공정한

재 을 받을 권리라는 옷을 입고 헌법재 에 등장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컨 , 한 쪽에서는 차의 신 한 진행을 요구하는가

하면, 다른 쪽에서는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차를 요구한다. 한쪽

에서는 차의 견가능성과 안정성을 요구함에 하여, 다른 쪽에

서는 시의 하고 효율 인 사법기구의 운 을 주장할 수 있다.

권리 주장들은 서로 모순되거나 상충될 수 있다.33) 헌법재 소

례 에도 헌법 제27조 제3항을 공정한 재 을 받을 권리의 근거

조항으로 들고 신속한 공개재 을 받을 권리가 그 내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결정34)도 에 띈다. 문제는 각 주장이 모두

공정한 재 을 받을 권리로 포 될 수 있다는 데 있는데, 여기서

공정한 재 을 받을 권리라는 개념이 얼마나 문제 해결에 도움을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그 내용의 모호성으로 인하여 차의

안정을 해칠 우려도 존재한다고 보인다. 따라서, 규범 내용과 법

성격이 보다 선명한 차 기본권( 컨 후술할 법 청문 청

구권)을 인정한 토 에서 합리 논의를 통해 그 용 범 를

확 는 조정함으로써 제기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람

직하다고 생각한다. 행정심 차에도 사법 차가 용되는(헌법

제107조 제3항) 우리 제도하에서는 와 같은 공정 차 청구권

31) BVerfGE 40, 95(98ff.).

32) Tettinger, Peter J., a.a.O., S. 12.

33) 배종 , 이상돈, 형사소송법, 1997, 홍문사, 서울, 19면.

34) 헌재 1994. 4. 28. 93헌바26, 례집 6-1, 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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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재 을 받을 권리의 수용이 큰 실익이 없을 것으로 생각된

다.35)

사견으로는, 공정한 재 을 받을 권리를 하나의 독립된 차

기본권으로 인정하느니, 여러 차 기본권을 포 으로 지칭하

는 강학상의 용어, 평등원칙이 구체화된 지도이념 는 보충 인

일반원칙 정도로 이해하고 이를 구 하는 제도 는 구체 인 차

기본권을 별도로 검토함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리고, 법 차

주의 역시 헌법 제12조 제1항 후문의 문언에 충실하게 처벌·보안처

분 는 강제노역을 과함에 있어서 가 된 차 요건 는 넓게

보아 인신의 자유 재산권에 심각한 향을 미칠 수 있는 형사

차에 하여 인정되는 포 인 원칙규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생

각한다.

따라서, 앞서 든 4 가지 차 기본권을 사법 차와 련된 주

된 차 기본권으로 악하고 나머지 사법 차상의 문제는 헌법

에 다른 차보장에 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면 가 단순한

차 법률의 문제로 남겨 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단순한 법

률문제로 본다 하더라도 평등권 등과 같은 포 인 기본권들이 인

정되고 있어 제도상의 극단 인 불합리성은 구제될 수 있다고 생각

한다. 공정한 재 을 받을 권리는 별도의 기본권이 아닌, 평등원칙

의 한 하 원칙으로 남는 것으로 족하고 본다. 물론 이 게 악하

는 경우에 그 헌법 통제의 도는 떨어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

다.36)

(2) 차 기본권의 상호 계

앞서 본 주요 차 기본권의 상호 계를 보면, 상호 보완하는

35) 상세는 장석조, 책, 30면 참조

36) 다만, 우리 헌법재 소에서는 이미 공정한 재 을 받을 권리를 기본권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향후 례이론의 발 으로 다른 차 기본권을 각각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정한

재 을 받을 권리를 각 차 기본권을 포 하는 상 의 기본권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

다. 그리고, 실무의 운용은 주요 차 기본권의 보호 역 외에는 공정한 재 을 받을 권리

의 보호 역에 속하지 않는다고 이 상당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운용이 차 기본권의

인 이션을 막을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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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에 있는가 하면 상호 립 계에 있기도 하다. 사법행 청

구권은 차의 개시 단계를 보호 역으로 하여 법 청문 청구권

신속한 재 을 받을 권리와 같은 차상의 권리에 시간 으로

앞설 뿐만 아니라 논리 으로도 그 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논

자에 따라서 는 사안에 따라서는 신속한 재 을 받을 권리가 사

법행 청구권의 한 부분으로 설명되기도 하고, 이른 바 법 청문

청구권을 사법행 청구권에서 도출하기도 하는 상이 나타난다.

사법행 청구권은 실제로 양 차상의 권리에 한 주춧돌과

같은 역할을 담당하여 크게 상충되는 상은 찾아보기 어렵다. 그

러나, 차상의 권리 법 청문 청구권은 신 하고 견가능

한 차를, 신속한 재 을 받을 권리는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차

를 요구하는 경향이 있어 서로 상충 계에 놓이기 쉽다고 생각된

다. 물론 기능 으로는 서로 보완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주

로 상충하는 경우가 우리의 주의를 끌게 마련이다. 컨 , 심리의

집 을 하여 민사소송법상 실권조항을 첨 화하는 경우에는 양

기본권을 축으로 하여 헌법재 의 도마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법

률이 정한 법 에 의하여 재 을 받을 권리는 사법 차 반을 지

배하는 조직의 원리로서 사법행 청구권과는 주로 보완 계에,

신속한 재 을 받을 권리와는 상충 계(Kollisionsverhältnis)에 서

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법 청문 청구권과 법률이 정한 법 에

의하여 재 을 받을 권리는 모두 차의 안정을 추구하는 측면이

있지만, 자는 차의 동 인 진행과정을 후자는 법원조직의 정

인 구성원리를 규율 상으로 한다.

차 기본권을 고찰하는 주된 이유도 이러한 차 기본권을

통하여 차법 문제를 헌법문제로서 악할 수 있는 범 와 한계

를 명확히 하고, 되는 법익, 기본권 사이의 경쟁, 상충문제를

어떻게 합리 으로 해결하느냐 하는데 있다고 본다. 인격 가치

우선의 원칙, 자유 우선의 원칙, 실제 조화의 원칙과 같은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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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 기 이 원용될 수 있을 것이지만, 먼 각 차 기본권의

보호 역을 명확히 하여 당해 사안이 용 상이 되는지를 확정할

수 있어야 할 것이고, 그 이후에 기본권의 상충 는 제한의 문제

가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Ⅲ. 사 행  청

1. 사 행  청  미

사법행 청구권(Justizgewährungsanspruch, 의의 재 을 받을

권리)이라 함은 국가에 하여 법원에서의 재 을 청구할 수 있는 권

리를 말한다.37) 즉, 국민의 법원에의 근(Zugang zum Gericht)을

보장함으로써 일반 인 권리구제수단(Rechtsweg)을 열어 주기 한

(사법) 차 기본권이다.38) 이는 당사자 간의 권리의무에 한 구체

인 분쟁(법률상의 쟁송)에 하여 법원의 법 단을 구하고 그

집행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부분의 학설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 에 의하여 재 받을 권리” “법률에 의하여 재

받을 권리”를 소 재 청구권의 규범 내용의 일부로 설명하고

있다.39) 그러나, 법률이 정한 법 (der gesetzliche Richter)에 의하여

재 받을 권리는 수소법원의 구성원리에 한 것으로서 법원의

차에의 근 가능성을 보장하는 사법행 청구권과는 이질 인 요소

37) Stein-Jonas-Schumann, Kommentar zur Zivilprozeßordnung, 1984, J. C. B. Mohr,

Tübingen, Einl. Rn. 204, S. 131. 법원의 특정 내용의 행 를 요구하는, 실질 인, 내용 인,

주 권리라고 볼 수 있는 민사소송상 권리보호청구권과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Stein-Jonas-Schumann, a.a.O., Einl. Rn. 212, S. 133. ). 장석조, 사법행 청구권－재 을

받을 권리－, 안암법학 1997년 하반기(통권 제6호), 세창출 사, 서울(이하 “사법행 청구

권”이라 한다), 323면 참조.

38) Maunz-Dürig, Grundgesetz Kommentar, 1987, Beck, München, Art. 19 IV S. 126.

39) 구병삭, 책, 674면 이하; 권 성, 책, 521, 523면: 김철수, 책, 674면: 안용교, 책,

5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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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지니고 있으므로, 이를 별개의 차 기본권으로 이해함이 상당

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법률에 의하여 재 받을 권리는 법 의

독립을 기본권을 통해서 보장하고자 한 것으로 볼 수도 있겠으나, 이

는 재 의 결론에 한 실체법을 주로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차 기본권이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40)

사법행 청구권은 결국 법원의 설치 그 법원에의 근 가능

성 보장을 그 주된 규범 내용으로 한다. 사법 차가 개시된 이후

차의 구체 구성은 사법행 청구권의 과제에 속하지 않는다.

사법행 청구권과 련해서는 단지 법원 는 사법 차의 최소한

의 표지가 문제될 수 있다. 와 같은 사법행 청구권의 규범

내용41)은 ① 형성의 자유가 원칙 으로 배제되는 최소한 보장의

역과 ② 형성의 자유 아래 입법화를 제로 하여 헌법 효력을 갖

게 되는 효과 보호의 역으로 그 효력를 층화시켜 살펴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42)

2. 사 행  청  건

가. 귀 주체

헌법 제27조는 사법행 청구권의 주체를 “모든 국민”이라고 규

정하고 있으나,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에게도 인정되며, 한 우리

나라에 있는 외국인과 외국법인에도 인정된다. 한 무국 자와 권

리능력이 없는 사단에게도 인정된다.43)

40) 만일 법률에 의하여 재 받을 권리를 차 기본권이라고 본다면, 법률에는 차법뿐만

아니라 실체법도 포함되므로 실체법의 용문제까지도 차 기본권의 문제로 귀착된다.

그런데, 법률문제와 헌법문제 사이에 명확하게 한계를 설정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 쉽지 않

은 일이기는 하지만, 이론 으로 모든 법률 용상의 오류를 차 기본권 침해로서 헌법문

제화하는 것이 부당함은 명백하다.

41) 상세는 장석조, 사법행 청구권, 319면 참조.

42) 김선택, 사법 권리구제와 헌법 보장, 법실천의 제문제, 1996, 박 사 서울, 47면에서는 입

법자에 원칙 으로 범 한 형성의 여지가 인정되나, 법원에 한 청구가능성 그에 연

결된 권리구제 차가 기 불가능한 방식으로 는 사리상 도 히 정당화될 수 없는 방식으

로 어렵게 되는 경우에 입법형성의 한계가 인정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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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기본권이라는 특성상 국가 는 국가기 에게도 사법행

청구권이 인정된다.44) 다만, 헌법재 소 1994. 12. 29. 선고 93헌마

120 결정( 례집 6-2, 477)의 다수의견은 국가나 국가기 는 국

가조직의 일부나 공법인은 기본권의 ‘수범자(Adressat)’이지 기본권

의 주체로서 그 ‘소지자(Träger)’가 아니고 오히려 국민의 기본권의

보호 내지 실 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지니고 있는 지 에 있을

뿐이므로, 국가기 인 국회의 일부조직인 국회의 노동 원회는 기

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고 따라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격

이 없다고 시하 다. 헌법재 소가 시한 와 같은 법리는 실

체 기본권에 하여는 타당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국가의 소유

권은 재산권의 보호 상이라고 보기 어렵다.45) 그러나, 국가도 권리

능력이 있으므로 국가에게 소유권이 귀속된다면, 국가가 국고로서

활동하는 범 내에서는 그의 권리에 하여는 차 기본권에 의

한 보호는 부여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국가가 권력분립의 원칙상

법 의 고권 작용에 구속된다는 에서 다른 법인과 구별할 필요

가 없기 때문이다. 국가라 하더라도 자신의 소유권에 기하여 소유

권이 등기 말소등기 청구를 할 수 있고, 그 권리가 다른 법인의

경우와 구별할 필요가 없다는 에 비추어 보면 보다 명백해진다.

와 같은 일반 인 자격을 제로 아래에서 보는 권리보호의 필

요성이 인정되는 자에게 사법행 청구권이 인정된다.

나. 리보  필

사법행 청구권은 소제기에 요구되는 권리보호의 필요성(Rechts-

43) Leibholz / Rinck / Hesselberger, Grundgesetz für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Kommentar an Hand der Rechtsprechung des Bundesverfassungsgerichts, 7. Aufl., 1993,

Verlag Dr. Otto Schmidt KG, Köln, GG Art. 19 Rn. 246; AK-GG-Wassermann, 2. Aufl.

1989, Hermann Luchterhand Verlag, Neuwied, Art. 19 VI Rn. 22, S. 1285; BVerfGE 22,

106, 120; 김철수, 책, 674면.

44) AK-GG-Wassermann, a.a.O., Art. 19 VI Rn. 22, S. 1286.

45) BVerfGE 45, 79; Leibholz / Rinck / Hesselberger, a.a.O., GG Art. 14 Rn.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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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utzbedürfnis)이라는 일반원칙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46) 사법

행 청구권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한편으로는 단순히

심만 갖고 있을 뿐 생활 역에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는 시민에

의하여 제기된 소를 배제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헌법규정을 지배하

는, 포 인 권리보호의 보장이라는 목 을 제한하지 않아야 한

다.47) 권리보호의 필요성이라는 요건은 헌법규정에 명시되지 아니

하 지만, 차 기본권의 내재 한계의 한 발 형태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사법행 청구권은 당사자 간의 권리의무 는 법률 계

에 한 구체 인 분쟁(법률상의 쟁송)에 하여 법원의 법 단

을 구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그러한 재 을 청구할 자격이 있는

자(당사자 격)가 법 단을 구하기에 합한 사건(청구 격)에

하여, 소를 제기할 실 인 필요성 는 이익(소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행사할 수 있다.48)

(1) 보호의 상

보호의 상에는 실체 권리와 법 이익이 포함된다. 이에

하여 차례로 본다.

(가) 권 리

1) 권리의 의미

권리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기 해서는 기본권 주체에게 보호의

상이 되는 실체 기본권 는 실체법상의 권리( 는 후술할 법

이익)가 존재해야 한다. 실체법이 권리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이

에 하여 원칙 으로 사법행 청구권에 의한 보호가 부여된다.

사법행 청구권의 인정범 는 실체법이 정하는 권리개념에 의존할

46) Maunz-Dürig, a.a.O., Art. 19 IV S. 134. 차 기본권의 하나인 법 청문 청구권은 권리

제약성이라는 요건 아래 인정되므로, 이와 칭되는 요건으로 권리보호의 필요성이라는 개

념을 사용한다.

47) AK-GG-Wassermann, a.a.O., Art. 19 VI Rn. 24, S. 1286.

48) Maunz-Dürig, a.a.O., Art. 19 IV S. 13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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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밖에 없는데, 이는 형식 기본권이라는 차 기본권의 속성상

불가피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사법행 청구권의 보장은 기

존의 소송제도 이론을 면 으로 무시하는 것은 아니다.

일반 으로 주 권리(subjektives Recht)라 함은 법 으로 보

호되는 이익(법 이익 Rechtgut)의 독자 인 실행을 하여 객

법에 의하여 부여된 의사의 힘(Willensmacht)이라고 한다. 따라

서, 주 권리는 법 으로 보호되는 이익(Rudolf v. Jehring)만

을 의미하는 것도, 객 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의사의 힘

(Bernhard Windscheid)만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양자를 결합

한 것을 의미한다.49)

2) 사법상 권리

사법상의 권리개념에 하여는 의사설(F. C. Savigny)과 이익설

(R. v. Jehring)의 립이 있었는바, 근래에는 양자를 결합한 결합설

이 지배 인 지 를 차지하고 있다. 즉,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의

사의 지배가 권리라거나, 자기의 이익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이 권리라고 한다.50) , 인간의 이익을 만족시키기 하여 법질

서에 의하여 부여된, 인간(Person)의 의사의 힘이라고 정의하기도

한다.51) 이에 하여 의사의 힘 는 법의 힘이라는 표 은 채권

인격권의 경우에는 치 않고, 이를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본

다면 무 다의 인 것이 되어서 치 않다고 비 하면서, 군

가가 주 인 권리를 가졌다는 것은 그에게 올바른 것(etwas

rechtens)이 귀속되거나 보장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함으로써 권

리의 정의를 사실상 포기하고 윤곽개념(Rahmenbegriff)으로 신하

는 주장이 있다.52) 즉, 구에겐가 귀속되는 올바른 것은 매우 다양

49) Kaufmann, Arthur, a.a.O., S. 90.

50) 곽윤직, 민법총칙, 1992, 박 사, 서울, 96면; 이 , 민법총칙, 제5 , 1990, 박 사, 서울, 40

면.

51) Brox, Hans, Allgemeiner Teil des Bürgerlichen Gesetzbuchs, 16. Aufl., 1992, Carl

Heymann Verlag KG, Köln-Berlin-Bonn-München, Rn. 568, S. 260.

52) Larenz, Karl, Allgemeiner Teil des deutschen Bürgerlichen Rechts, 6. Aufl., 1983, C.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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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종류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의사 요소, 이익 요소 규범 요소를 모두 고려한

다면, 인간의 이익의 만족을 하여 법질서에 의하여 부여된, 인간

(Person)의 의사의 힘이라고 하는 결합설에 의한 권리 개념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의사의 힘이라는 것을 반드시 지배

는 철수단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 아니라 보다 넓게 요구행

의 법성, 자유로운 행동의 허용성 등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민사소송에서는 사법상 청구권이나 형성(소)권(이행소송, 형성소

송에서) 지배권과 청구권 등을 모두 포 하는 사법상 권리(확인

소송에서) 등이 보호 상인 권리라고 볼 수 있다. 소권이란 사권의

부속물이라고 이해하는 사법 소권론은 이미 극복되었다는 것이

통설이므로,53) 소구가능성이 와 같은 실체법상의 권리, 특히 그

의사의 힘이라는 요소의 한 내용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한편, 형사소송의 경우에는 형사실체법상 보호의 상이 되는 권

리(고소, 형사소송에서)가 보호 상인 권리라고 볼 수 있다. 이는

형사피해자를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3) 공법상 권리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주로 공법상 권리(항고소송, 당사자소송에

서)가 사법행 청구권의 인정요건이 되는 권리라고 볼 수 있다. 물

론 행정소송의 보호의 상이 되는 권리에는 사법상 권리도 포함된

다는 견해가 있지만,54) 개는 공법상 권리가 주된 치를 차지하

게 마련이다. 여기서 문제삼는 공법상 권리는 개인의 국가에 한

주 공권이라 할 것인바, 주 공권은 사법상 권리와는 다른

발생사 인 배경을 갖고 있다. 즉, 체주의 국가 내에서는 개인이

Beck, München, S. 201.

53) 강 , 민사소송법, 1997, 박 사, 서울, 32면; 이시윤, 민사소송법, 1997, 박 사, 서울, 290

면; 정동윤, 민사소송법, 1995, 법문사, 서울, 25면.

54) 박성덕, 항고소송의 당사자 격(소의 이익 포함), 재 자료 제67집 행정소송에 한 제문제

(상), 1995, 법원행정처, 서울, 187면; 홍정선, 책, 743면; 법원 1970. 3. 24. 선고 70 15

결(집 18-1특,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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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주 공권을 가질 수 없고, 특히 국가에 하여 소를 제

기할 수 없었다.55) 주 공권은 법치국가의 생성과 발 에 따라

형성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가) 공권이론(공권과 법 이익의 구별 문제)

여기서 공권개념의 이해에 필요한 학설을 간략히 살펴본다.

① 결합설(Kombinationstheorie)

뷜러(O. Bühler)는 리네크(G. Jellinek)의 이익설(Interessen-

theorie)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공권은 신민이 법률행 는 그의

개인 이익을 보호하기 하여 설정된, 행정에 해 주장할 수 있

는 강행법규에 기하여 국가에 하여 무엇을 요구할 수 있거나 국

가에 해 무엇을 하는 것이 허용되는 신민의 국가에 한 법 지

라고 한다.56) 그는 공권이 성립하기 해서는 첫째, 강행법규가

존재할 것, 둘째, 그 법규가 개인의 이익의 만족에 기여할 것(보호

규범), 셋째, 의사의 힘 는 법상의 힘이 부여되어 있을 것 등 3가

지 요소가 요구된다고 한다.57) 결합설에 있어서 의사의 힘과 련

하여, 사법 철가능성 권리보호가 공권의 구성요소인지는 일

부 불명료하기는 하지만 체로 정되었다고 한다.58)

② 보호규범설(Schutznormtheorie)

마우러(H. Maurer)는 한편으로는 결합설에 따라 국민의 에서

본 공권이라 함은 개인의 고유한 이익을 실 하기 하여 국가에

하여 특정한 행태를 요구할 수 있는, 공법에 의하여 개인에게 부

55) Kaufmann, Arthur, Geschichtliche Grundlage der Lehre vom subjektiven öffentlichen

Recht, 1986, Dunker & Humbolt GmbH, Berlin, S. 91. 19세기 엽의 공권부인론에 하여

는 Bauer, Hartmut, a.a.O., S. 34, 39, 125; ders, Subjektive öffentliche Rechte des Staats－

Zugleich ein Beitrag zur Lehre vom subjektiven öffentlichen Recht－, DVBl 1986, 211; 서

원우, 행정법상의 공권개념의 재검토, 환기의 행정법이론, 1997, 박 사, 서울, 185면 참조.

56) Bühler, Ottmar, Die subjektiven öffentlichen Rechte und ihr Schutz in der deutschen Ver-

waltungsrechtsprechung, 1914, Berlin, S. 21, 224; ders, Zur Theorie des subjektiven öf-

fentlichen Rechts, in: FS für Fritz Fleiner zum 60. Geburtstag, 1927, Tübingen, S. 26ff.

(27, 36) (Bauer, Hartmut, a.a.O., S. 77에서 재인용 ).

57) Bauer, Hartmut, a.a.O., S. 77, 135; 유지태, 행정법신론, 1995, 신 사, 서울, 82면; 변재옥,

반사 이익·법률상 보호이익·공권, 고시연구 1988. 6., 69면(수익권에 한하여).

58) Bauer, Hartmut, a.a.O., S. 79. O. Bühler의 경우는 소구가능성에 근하 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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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된 권리의 힘이라고 정의한다.59) 그런데, 독일 기본법 제19조 제4

항 독일 행정법원법 제42조 제2항의 해석과 련해서는 이와는

달리 행정으로 하여 일정한 행 를 하도록 의무지우는 강행법규

(행정의 법 의무)가 공공의 이익뿐만 아니라 어도 개개의 시민

의 이익(개인의 이익)에 기여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때에만 주

권리를 인정한다고 한다.60) 여기서는 법률이 추구하는 이익보호가

기 이 되고, 권리의 힘 는 의사의 힘이라는 공권의 요건은 더

이상 심사되고 입증될 필요가 없다고 한다.61) 우리나라에서도 우리

의 헌법은 국민의 재 청구권을 기본권의 하나로서 규정(제27조)하

고 있고, 행정소송법은 행정소송사항에 하여 개 주의를 취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제12조, 제19조), 공권의 성립에 한 제3의

요소(의사력의 존재)는 우리의 경우에도 역시 독자 인 의의를 가

지지 않는다는 주장62)이 있다.

, 결합설에 따른 통 의미의 공권개념을 의의 공권, 보호규

범설에 의한 공권개념을 의의 공권이라고 하고, 행정소송법 제12

조 소정의 법률상 이익은 의의 공권을 의미한다는 견해63)도 있다.

③ 기본권설

취소소송의 원고 격을 정하는 권리는 법률규정에 기 하여, 그

리고 기본권에 의해서도 원고에게 귀속될 수 있다고 한다.64) 자유

권과 수익권을 구분하여 자유권에 하여는 자유권이 국가권력을

직 구속하고 입법자의 의사와 계 없이 출소의 길을 개방하여

개 주의를 택하고 있으므로 뷜러의 3요소를 기 으로 단할

59) Maurer, Hartmut, Allgemeines Verwaltungsrecht, 11. Aufl., 1997, C. H. Beck, München, §

8 Rn. 2, S. 149.

60) Maurer, Hartmut, a.a.O., § 8 Rn. 8, S. 152.

61) Bauer, Hartmut, a.a.O., S. 138.

62) 김남진, 행정법 I, 제6 , 1997, 법문사, 서울, 109면; 김동희, 행정법 I, 1996, 박 사, 서울, 82

면.

63) 석종 , 일반행정법(상), 제7 , 1997, 삼 사, 서울, 122, 130, 848면; 홍정선, 책, 162면.

64) Hufen, Friedhelm, Verwaltungsprozeßrecht, 2. Aufl., 1996, C. H. Beck, München, Hufen,

§ 14 Rn. 82, 95, 109, S. 283, 289, 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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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가 없다는 주장65)도 의사의 힘이라는 요소를 별도로 요구하지

않는다는 에서는 보호규범설과 맥을 같이 한다.

④ 윤곽개념설

보호규범설에 의한, 시민(Zivilperson)의 법 지 로서의 공권만

으로는 공법상 계약에 의한 권리, 의무를 히 설명하기 어렵고,

결합설에 의한, 의사의 힘이라는 개념으로는 법 가능성, 법 허용

성이라는 요소를 모두 포 하기 어렵다고 비 하면서, 열린 윤곽개

념(Rahmenbegriff)으로 주 권리를 설명하는 라 츠(K. Larenz)

의 이론을 받아들이는 견해가 있다. 권리가 있다는 것은 구에겐가

올바른 것이 귀속되거나 보장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한다.66)

나) 법원 례

법원 례는 행정소송에서 소송의 원고는 행정처분에 의하여

직 권리를 침해당한 자임을 보통으로 하나 직 권리의 침해를

받은 자가 아닐지라도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의 이익을 가진 자는

그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고 해석된다고 하고, 업허가

가 있었던 경우에 기존허가 업자의 이익은 공법상의 권리는 아니

지만, 단순한 사실상의 이익이 아닌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이

라고 한다.67) 법원 례는 공권과 법 이익을 구별하고 있다는

에서 결합설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다) 공권이론의 방법론 재검토

이 문제에 한 개념 혼란, 즉, 뷜러의 권리개념의 동요는 사법

권리보호 범 의 확 요청과 독일 기본법 제19조 제4항 행정

법원법 제42조 제2항의 “권리”라는 문언의 한계 사이의 긴장 계에

서 발생한 것으로 보여진다. 법률실증주의 인 개념법학의 방법에

65) 변재옥, 논문, 68면; 서원우, 행정법(상), 1988, 박 사, 서울, 186면.

66) Bauer, Hartmut, a.a.O., S. 174.

67) 법원 1969. 12. 30. 선고 69 106 결(집 17-4특, 39)(해상운송사업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허가에 한 것); 법원 1974. 4. 9. 선고 73 173 결(집 22-1특, 45)(자동차운수사업법 제

6조 제1호 소정의 면허에 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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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면, 법률은 흠이 없이 완 하다는 제에 서게 되므로 법률해

석 법문언의 의미의 한계를 넘어서는 일은 없다고 보게 마련이다.

보호규범설은 이와 같은 도그마를 유지하면서도 보호의 필요성

이 있는 사안에도 조항을 용할 수 있도록 하기 하여 그

용 상인 권리의 개념 자체를 변형시키는 방법을 선택하 다. 그러

나, 해석학 방법론 는 평가법학(Wertungsjurisprudenz)68)에 의

하면, 법률의 흠결은 오히려 일상 인 것이고, 어느 조항에 가치

모순이 있는 경우에는 법 에 의한 법률 월 법형성69)까지도 허

용된다고 한다. 따라서, 결합설의 입장에서 권리성이 인정되지 않는

이익이라 하여도 법률해석상 권리의 경우에 상응하는 보호의 필요

성이 논증되는 경우에는, 법률의 흠결을 시인하고 “권리”라는 법문

언에도 불구하고 와 같은 이익에 해서도 독일 행정소송법 제42

조 제2항 소정의 효과(원고 격)를 부여하는 이른바 유추해석70)의

방법을 취할 수 있었을 것이다.

우리 헌법 행정소송법은 ‘권리’의 제약을 명시 으로 요구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행정소송법 제12조는 원고 격의 인정요건으로

‘법률상 이익’을 정함으로써 스스로 보호범 를 확 하고 있어 와

같은 논쟁의 실익은 그다지 크지 않다고 보여지고 고 인 공권개

념을 그 로 유지해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된다. 법률상 이익이 보

호된다면 보다 엄격한 요건에 의하여 인정되는 공권은 당연히 보호

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정법상으로도 권리와 법률상 이

익은 구별되어 사용되고 있다(행정소송법 제1조, 제12조). 따라서,

사법행 청구권의 보호 상이 될 수 있는 공법상 권리라 함은 개

인의 고유한 이익을 실 하기 하여 국가에 하여 특정한 행태를

68) Larenz, Karl, Methodenlehre der Rechtswissenschaft, 5. Aufl., 1983, Springer Verlag, Ber-

lin-Heidelberg-New York-Tokto, S. 117.

69) Larenz, Karl, a.a.O., 351, 397ff..

70) 법문언의 한계설정 유추해석이라는 용어에 한 비 고찰에 하여는 이상돈, 책,

147, 165면 참조. 그러나, 유추해석이라는 개념은 아직 그 유용성을 지니고 있다고 보여지므

로 다른 법개념들과 같이 일응 이를 그 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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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할 수 있는, 공법에 의하여 개인에게 부여된 의사의 힘이라고

본다.71) 이러한 개념정의가 이익 요소, 의사 요소 규범 요

소를 모두 고려한 것으로 하다. 이 때 의사의 힘은 소구가능성

과는 분리하여 악함이 상당하고 소구가능성을 분리해 내더라도

실체법상 의미는 여 히 남아 있다고 본다. 컨 , 청구권에 기하

여 타인에 하여 특정 행 를 요구하더라도 타인의 역에 한

부당한 간섭이 되지 않는다. , 자신의 공권에 한 공권력의 침해

에 하여 소송 외에서도 이를 거부하고 주장할 수 있는 실체법

권한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공권과 법률상 이익의 구별은

당사자소송에서도 구별의 실익을 찾을 수 있다. 법률상 이익의 보

호를 한 이행소송은 인정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들을 고려하면, 공권과 법률상 이익을 구별하는 법원 례

의 입장은 타당하다고 본다.

라) 기본권과 행정법상 공권의 계

① 이론이원론(Lehrendualismus)

그리고, 헌법상 기본권을 주 공권으로 보는 경우에72) 개별 법

률에 의한 권리성의 인정이 없이도 기본권 자체가 보호의 상이 되

는 권리에 해당하는가? 특히 행정소송에 있어서 헌법상의 주

공권과 행정법상의 주 공권은 구별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보호규범설에 의하면, 헌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기본권과 행정법

상의 공권 상호간의 자체가 일반 으로 부정되는 것은 아니

다.73) 그러나, 여기서는 “ 로부터”의, 그리고, “아래로부터”의 극히

한정 인 이 문제될 뿐 양 권리에 한 이론 자체가 동일하게

71) Maurer, Hartmut, a.a.O., § 8 Rn. 2, S. 149 참조.

72) Hesse, Konrad, Grundzüge des Verfassungsrechts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14.

Aufl., 1984, C. F. Müller Juristischer Verlag, Heidelberg, S. 112ff.

73) 즉, 헌법 시각에서는 주 권리인지를 심사함에 있어서 행정법상 권리의 기본권에 한

향이 고려되고(BVerfGE 53, 30(65)), 행정법 시각에서는 행정법상 주 권리의 헌법

련성이 승인된다(Maurer, Hartmut, a.a.O., § 8 Rn. 11, S. 156; Erichsen in Erichsen,

AllgVerwR, 10. A., § 11 Rn.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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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것은 아니고, 양자는 본질 으로 분리되어 있다고 한다. 이러

한 이론이원론(Lehrendualismus)에 의하면, 주 공권은 이론의

상으로서 헌법 행정법 역에서 달리 취 된다고 한다.74)

이에 하여 일원론은 기본권과 행정법상의 공권을 동일시한다.

즉, 원고 격을 정하는 권리는 법률규정에 기 하여, 그리고 기본권

에 의해서도 원고에게 귀속될 수 있다는 견해,75) 자유권 기본

권은 그 방어권 측면에서는 구체성을 띠는 개인 공권(방해배제

청구권)이라는 견해76) 헌법이 국민에게 인격발 을 한 포

자유를 보장하고 한 그에 하여 실정법 효과를 부여하고 있으

므로, 공권개념은 포 자유권이라는 개념 속에 흡수된다는 견

해77)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일반 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법률의 헌법에 한 용

우 (Anwendungsvorrang)78)의 원칙, 헌법의 해석 구체화 그리

고 기본권 사이의 한계설정에 하여 일정한 권한을 갖고 있는 입

법자의 지 , 결합설 보호규범설에 있어서 법률 차원의 행정법

인 보호규범 등을 고려하면, 기본권과 주 공권은 개념상 구별

된다고 본다. 추상 인 헌법규범보다는 법률 차원의 행정법에서

공권의 인정근거를 찾는 것이 보호범 의 확정에 한 측가능성

을 보다 높임으로써 법 안정성의 확보에 기여할 수 있다. 특히,

다수의 기본권주체들 사이에 특정 공권력의 행사에 의한 공권 침해

여부를 확정함에 있어서 일원론은 기본권주체들 사이의 분쟁과 간

섭을 심화시킬 험성을 안고 있다.79) 다만, 기본권에 따라서는 법

74) Bauer, Hartmut, a.a.O., S. 132; 김남진, 책, 112면; 석종 , 책, 131, 852면; 유지태,

책, 81면.

75) Hufen, Friedhelm, a.a.O., § 14 Rn. 82, 95, 109, S. 283, 289, 298.

76) 홍정선, 책, 169면.

77) 서원우, 책, 187면.

78) Maurer, Hartmut, a.a.O., § 4 Rn. 42, S. 78 참조.

79) 기본권에 있어서의 련성의 범 획정에 한 문제에 하여는 Erichsen in Erichsen,

AllgVerwR, 10. A., § 11 Rn. 3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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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의 제정을 기다리지 않고 직 효력을 갖는 보호 역(최소한의

요청)과 입법을 기다려서 비로소 효력을 갖는 보호 역이 있을 수

있다. 후자의 경우에는 입법자의 입법 형성이 있기 에는 보호

의 상인 주 공권이라고 보기 어렵겠지만, 자의 경우에는

행정법 역에서도 법 의 법형성을 통하여 주 공권으로 쉽게

인정될 수 있겠다. 이 에서 기본권과 행정법상의 공권을 동일시

하는 것만이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기여하게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② 행정소송법과 실체 기본권

헌법 차원에서 보면, 사법행 청구권은 형식 기본권으로서

원칙 으로 주 공권의 성격을 갖는 기본권도 보호의 상으로

삼는다고 할 수 있다.80) 그런데, 행정소송법 제12조가 ‘법률상 이익’

을 취소소송상 원고 격 인정의 한 기 으로 들고 있는 것은, 모든

기본권 제약에 하여 원고 격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의

하여 인정되는 공법상의 권리의 제약에 해서만 원고 격을 인정

함으로써 이론이원론을 따르고 있다고 볼 수 있다.81) 결과 으로

행정소송법 제12조는 사법행 청구권에 한 제약을 내포하고 있

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제약에 하여 기본권을 주 공권으로

인정하면서도 실정법의 해석 용과정에서는 권리성을 인정하지 않

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비 82)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약은 앞서

본 이론이원론에서 그 이론 기 를 찾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소송에 있어서 원고 격이 부당하게 확 되는 것을 억제함으로

써 타인의 권리 계에 한 부당한 간섭을 방지할 필요성 한 인

정될 수 있으므로 일응 합리성이 인정될 수 있다. 결국 헌법상 기

본권의 침해에 한 구제수단(헌법재 소법 제68조)과 행정법상 공

80) AK-GG-Wassermann, a.a.O., Art. 19 VI Rn. 27, S. 1287.

81) 법원 1997. 10. 14. 선고 96 9829 결(공 1997[46], 3489)은 법률상의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 이고 구체 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고 한다.

82) 서원우, 책, 186면.



464

권의 침해에 한 구제수단(행정소송법 제12조)은 일응 구별된다는

것이 우리 실정법의 태도라고 이해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법

원 1969. 12. 30. 선고 69 106 결(집 17-4특, 39)을 비롯한 례

의 입장은 타당하다고 본다.

(나) 법 이익

1) 법 지 의 보호

와 같이 권리보호의 필요성은 원래 권리의 보호를 출발 으로

삼는 것이기는 하지만, 권리보호의 공백 없는 보장을 하여 법역

에 따라서는 차 확 되는 추세에 있다. 이를 헌법학에서는 법

지 (rechtliche Position)라는 개념을 매개로 설명하기도 한다. 즉,

개인의 이익을 하여 보장되는 법 지 가 바로 헌법 인 권리구

제 보장의 상이라는 것이다.83) 이러한 의미에서의 법 지 는

객 법에 의한 의도 인, 는 우연 이지 않은 이익부여(Be-

günstigung)가 존재하면 인정될 수 있다고 한다.84)

2) 법 이익

가) 의 미

와 같은 법 지 는 그 구체 인 내용에 있어서는 결국 법에

의하여 부여된 이익, 즉, 법 이익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사실

상의 이익 는 반사 이익은 보호의 상에 포함되지 않는다.85)

이 때 법 이익에 있어서의 ‘법’은 법률에 국한되지는 않지만, 그

인정범 획정의 필요상 헌법보다 하 의, 법률 차원의 규범을 의

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기본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은 이

미 주 공권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이를 별도로 법 이익에

83) BVerfGE 27, 305; 83, 194; Leibholz / Rinck / Hesselberger, a.a.O., GG Art. 19 Rn. 331;

AK-GG-Wassermann, a.a.O., Art. 19 VI Rn. 27, S. 1287.

84) AK-GG-Wassermann, a.a.O., Art. 19 VI Rn. 28, S. 1287. 우리 헌법과는 달리 독일에서는

Art. 19 IV GG이 권리의 침해(“in seinen Rechten verletzt”)를 요건으로 하고 있어, 권리 이

외의 것이 보호의 상이 되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85) BVerfGE 31, 33, 39; AK-GG-Wassermann, a.a.O., Art. 19 VI Rn. 28, S. 1287. 법원

1997. 4. 25. 선고 96 14906 결(공 1997[35], 1653); 1997. 10. 14. 선고 96 9829 결(공

1997[46], 3489); 1997. 12. 12. 선고 97 317 결(공 1998[50], 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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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시켜 검토할 필요는 없고, 법이 법률과 구별된다고 하여 객

인 헌법규범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까지도 법 이익이라고 본

다면, 나아가 ‘법’의 개념이 헌법차원을 넘어 일반 정의의 원칙

는 자연법까지 확 되는 것을 막기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권리,

법 이익, 보호의 가치가 있는 이익 사실상의 이익 사이의 구

별 한 학설상 크게 다투어 지고 있다.

나) 민사소송 역

민사소송에 있어서 이행소송 형성소송의 경우에는 청구권

형성권 외에 법 이익만의 보호를 한 소송이 허용되는 경우를

찾아보기 어려운데, 이를 들어 사법행 청구권에 한 침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진다. 법 이익의 보호의 문제는 범

한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에 속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확인

소송의 경우에는 법률상 이익 법 지 86)가 그 보호의 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제3자도 자신의 법 이익의 보호를 하여 타

인 사이의 권리 는 법률 계의 존부의 확인을 구할 수 있다. 물

론 이 때에도 보호의 상이 되는 법률상 이익 법 지 는 심

의 상이 되는 권리 권리 계와 구별되어야 한다.

한편, 제3 련자가 타인 사이의 기존의 소송에 여하는 보조참

가제도의 헌법 기 에 하여는 법 청문 청구권에서 찾아야 한

다는 견해,87) 사법행 청구권에서 찾아야 한다는 견해,88) 독일 기

본법 제103조 제1항에 공통의 기 를 두고 있는 법 청문 청구권

사법행 청구권에서 찾아야 한다는 견해89) 참가의 형식면에

86) 강 , 책, 327면; 김홍규, 민사소송법, 1996, 삼 사, 서울, 300면; 이시윤, 책, 308면;

정동윤, 책, 376면 참조.

87) Waldner, Wolfram, Der Anspruch auf rechtliches Gehör, 1989, Carl Heymanns Verlag

KG, Köln-Berlin-Bonn-München, Rn. 406, S. 116

88) Lerche, Peter, Zum Anspruch auf rechtliches Gehör, ZZP 78(1966), 1(23f.)(Waldner,

Wolfram, a.a.O., Rn. 406, S. 116에서 재인용).

89) Calavros, Constantin, Urteilswirkungen zu Lasten Dritten, Diss. Würzburg, 1978, S. 25ff,

27. (Schultes, Hans-Jörg, Beteiligung Dritter am Zivilprozeß, 1994, Carl Heymann,

Köln-Berlin-Bonn-München, S. 25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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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사법행 청구권에, 차의 각 단계에 따른 내용면에서는 법

청문 청구권에 각 근거를 두고 있다는 견해90)의 립이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사법행 청구권, 법 청문 청구권 신속한 재

을 받을 권리가 각기 다른 기본권으로 보장된다고 할 수 있다는

에서 독일에서의 해석론과는 다를 수밖에 없다. 보조참가는 이미

소송계속이 발생한 뒤 여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고, 참

가 후의 소송상 지 에도 많은 제약이 따르며(민사소송법 제70조),

특히 주된 당사자 사이의 소송에서 청구의 변경을 할 수 없음은 물

론 그 소송이 취하 등으로 종료하면 독자 인 소송수행이 불가능하

게 되므로, 이를 사법행 청구권에 기 한 것으로 보기에는 난

이 많다. 따라서, 보조참가는 련제3자의 법 청문 청구권을 보장

하기 한 제도라고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다) 행정소송 역

앞서 언 한 보호 상의 확 는 주로 행정소송 역에서 문제되

고 있는데, 법률상 이익의 침해에 한 구제수단으로서의 항고소송

(행정소송법 제1조, 제12조, 제16조, 제31조, 제36조)이 인정되고 있

다. 앞서 본 결합설에 의하면, 공권과 법률상 이익 즉 법률에 의하

여 보호되는 이익은 구별될 수 있다고 하는 반면, 보호규범설에 의

하면, 공권과 법률상 이익은 동일한 것이라고 본다. 앞서 언 한 바

와 같이 법률상 이익은 권리의 인정요건 의사 요소를 제거한

것으로 공권과 구별될 수 있다는 결합설을 취한다. 이 때 이익의

개념을 극 으로 정의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부분 시

으로 그 범 를 설명하고 있다.91)

법률상 이익을 매개로 하여 처분의 상 방이 아닌 제3자가 자신

의 법률상 이익의 침해에 한 구제를 받기 하여 타인을 상 방

90) Schultes, Hans-Jörg, a.a.O., S. 32.

91) 철학 개념으로서의 가치는 인간의 욕구, 특히 지 ․감정 ․의지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을 가리킨다. , 경제학 으로는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재화의 요 정도를 가리킨

다. 이익은 이러한 가치를 그 귀속주체의 측면에서 본 것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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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한 처분을 심 의 상으로 삼아 항고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열리게 되었다. 경업자소송,92) 인인소송(隣人訴訟),93) 환경소송 등이

문제되고 있다. 례는 채권자가 채무자를 하여 항고소송을 제

기할 수 없고,94) 법인의 주주나 임원은 당해 법인에 한 행정처분

에 하여 사실상이나 간 인 경제 이해 계를 가질 뿐이어서

스스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 격이 없다고 한다.95)

그리고, 당사자소송에 하여는 행정소송법 제39조 내지 제44조의

각 조항이 용되는 외에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용될 것이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당사자소송의 경우에도 민

사소송의 경우와 같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요구된다.96) 이 경우에도

법 이익이 기 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행정소송법 제3조

제3호는 법률상 이익과 계 없이 인정되는 소송유형으로 민 소송

을 들고 있다. 실정법에 의하여 민 소송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이를

사법행 청구권의 보호 역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라) 형사소송 역

한편, 형사소송의 경우에는 형법상 보호의 상이 되는 이익의

침해에 한 보호로서의 형사소송이 각 허용된다고 할 수 있다. 헌

92) 정례: 법원 1982. 7. 27. 선고 81 271 결(집 30-2특, 233)( 업권설정허가취소처분취

소); 1988. 6. 14. 선고 87 873 결(공 1998[828], 1040)(약종상 업소이 허가처분 련);

1992. 5. 8. 선고 91 13274 결(집 40-2특, 359)(엘피지충 소허가처분취소): 1997. 4. 25. 선

고 96 14906 결(공 1997[35], 1653)(시외버스운송사업양도양수인가처분취소). 부정례: 법

원 1975. 7. 22. 선고 75 12 결(집 23-2특, 68)(직행버스정류장설치인가 련); 1981. 1. 27.

선고 79 433 결(집 29-1특, 27)(제분업허가처분취소); 1991. 11. 26. 선고 91 1219 결

(공 1992[912], 330)(도로부지 용허가처분취소); 1992. 3. 13. 선고 91 3079 결(공

1992[919], 1317)(석유 매업허가처분취소).

93) 정례: 법원 1983. 7. 12. 선고 83 59 결(집 31-4특, 44) 참조(엘.피.지.자동차충 소설

치허가처분취소); 1995. 9. 26. 선고 94 14544 결(공 1995[1003], 3538)(도시계획결정처분

련). 부정례: 법원 1981. 9. 22. 선고 80 449 결(공 1981[669], 14442)(고압가스제조등

의허가취소); 1993. 11. 9. 선고 93 13988 결(공 1994[959], 100)(건축물 공검사처분무효확

인); 1995. 9. 26. 선고 94 14544 결(공 1995[1003], 3538)(상수원보호구역변경처분등취소).

94) 법원 1956. 7. 6. 선고 4289행상33 결(집 4특, 5); 1971. 12. 28. 선고 71 109 결(집

19-3특, 49).

95) 법원 1997. 12. 12. 선고 96 4602 결(공 1998[50], 310).

96) 김남진, 책, 859면; 유지태, 책, 467면; 홍정선, 행정법원론(상), 제5 , 1997, 박 사, 서

울, 8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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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재 소 1997. 8. 21. 선고 94헌바2 결정( 례집 9-2, 223)의 다수

의견 반 의견은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을 심사함에 있어서

고소·고발인의 사법행 청구권의 문제로 근하 다는 에서는

견해가 일치하 다고 볼 수 있다.97)

헌법재 소 1998. 6. 25. 선고 95헌마100 결정(공보 28, 539)은 단

체는 원칙 으로 단체자신의 기본권을 직 침해당한 경우에만 그

의 이름으로 헌법소원심 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 구성원을

하여 는 구성원을 신하여 헌법소원심 을 청구할 수 없으며, 고

발인은 범죄사실에 한 직 피해자가 아니므로 불기소처분 자체

로 인하여는 그 자신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직 침해받은 바가

없어 자기의 기본권의 침해가 있었음을 제로 자기 련성을 내세

워 헌법소원심 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한다.98) 그러나,

이에 앞서 헌법재 소 1992. 2. 25. 선고 90헌마91 결정( 례집 4,

130)은 형사피해자의 개념은 헌법이 형사피해자의 재 차진술권을

독립된 기본권으로 인정한 취지에 비추어 넓게 해석할 것이므로 반

드시 형사실체법상의 보호법익을 기 으로 한 개념에 의존하여 결

정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고 하고,99) 헌법재 소 1993. 3. 11. 선고 92

헌마48 결정( 례집 5-1, 121)도 헌법조항의 형사피해자의 개념

은 문제된 범죄행 로 말미암아 법률상 불이익을 받게 되는 자의 뜻

으로 풀이하여야 할 것이라고 시하여 피해자 개념을 확 하 다.

3) 보호의 가치가 있는 이익의 포함 여부

행정소송 역에서는 행정소송법 제12조와 련하여 법 이익에

서 더 나아가 보호의 가치 있는 이익을 보호 상에 포함시킬 것인

지가 다투어지고 있다.

97)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유를 정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등에 한 헌 소원사

건에서 제27조 제5항의 피해자의 재 차진술권만을 문제삼았던 헌법재 소 1997. 1. 16.

선고 90헌마110, 136(병합) 결정( 례집 9-1, 90)의 합헌의견보다는 진일보한 입장이라고 보

인다.

98) 헌재 1997. 2. 20. 95헌마295, 공보 20, 261도 유사한 취지.

99) 헌재 1997. 2. 20. 95헌마362, 공보 20, 263도 같은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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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정설

실정법규의 해석에서 벗어나, 사실상의 불이익이라 하더라도 그

불이익이 일반 추상 인 것이 아니라 구체 , 개인 이익이며, 동

시에 직 그리고 한 불이익인 경우에는 그러한 이익도 법

이익에 하여 구제의 필요성이 있는 이익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

다.100) , 취소소송상 원고 격의 유무는 행정실체법의 취지나 목

의 해석에 의해서 결정할 것이 아니라,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국

민이 실 으로 입는 불이익이 법원의 보호에 가치 있을 정도로

실질을 구비하고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는 견해101)

실체법 해석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므로 소송법 으로 보호이

익을 형성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견해102)도 맥을 같이한다.

와 같은 견해는 개 주의원칙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 남소에

한 우려보다는 인인소송 경업자소송과 같은 행정의 문제상

황에 히 처할 필요성이 강하다는 , 실질 법치주의의 원

리 아래에서는 개인의 권리·이익의 보호와 더불어 행정의 법성의

확보 내지 행정의 민주 통제도 기본 인 헌법상 요청이라는

등을 그 요한 논거로 하고 있다.103)

그리고, 민사소송에 있어서도 국가에 있어서 행정작용이 다

양화되고 그 기능·내용이 확 ·변화되면서 ‘권리의 보호에서 이익의

보호’로 국가의 개인에 한 권리보호의 방향이 확 되는 경향에

비추어 실체법 으로는 반사 이익에 지나지 아니하더라도 소송으

로 보호할 만한 개인의 실질 ·구체 이익은 소송의 상이 된다

100) 白石建三, 反 的 利益과 訴의 利益, 行政法演習 2, 有斐閣, 69面(박성덕, 논문, 181면에

서 재인용.).

101) 천병태, 공권과 반사 이익, 고시연구 1987. 5., 82면. 同旨: 原田尙彦, 行政事件における訴

訟の利益, 公法硏究 第37號, 97面 이하(천병태, 논문, 83면에서 재인용).

102) 서원우, 책, 816면; 서원우, 의 행정소송과 소의 이익－법률상 보호된 이익설 비

－, 고시연구 1990. 9., 79면; 이상규, 신행정법론(상), 제6 정 , 1988, 법문사, 서울, 738면;

최송화, 법률상 이익과 반사 이익－행정소송의 소의 이익의 범 를 심으로－, 법학, 17

권2호(36호), 1976, 서울 학교 법학연구소, 서울, 143면.

103) 宮崎良夫, 原告適格, 行政法の爭點(新版), ジュリスト 增刊, 平成 2年, 有斐閣, 東京, 210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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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견해가 있다.104)

나) 부정설

행정소송법 제12조 소정의 법률상 이익에는 보호의 가치가 있는

이익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가 우리 나라의 다수설이다.105)

실체법이 보호하지 않는 이익을 쟁송법으로 보호 할 수 없다는

,106) 정설에 의하면 법원에 법창조 기능을 부여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부당하다는 107) 등을 그 논거로 삼고 있다.

다) 법원 례

법원은 기본 으로 실체 법률에 기 하지 않은 이익에 하

여 원고 격을 인정 않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법원 1975. 5. 13.

선고 73 96, 97 결(집 23-2특, 1)은 도시계획법 제17조, 제19조

제1항과 개정 건축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법률들이 주거지역 내에서의 일정한 건축을 지하고 는 제한

함으로써 주거지역 내에 거주하는 사람이 받는 보호이익은 단순한

반사 이익이나 사실상의 이익이 아니라 바로 법률에 의하여 보호

되는 이익이라고 하 다. 한편, 결에서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이라고 표 하고 있는 것은 통 인 견해에 따를 때 법 이익

이라 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고, 우리 법원의 입장은 보

호의 가치가 있는 이익설에 근한다고 평가하는 견해108)가 있다.

라) 결 론

와 같은 보호의 가치가 있는 이익만으로는 보호의 상에 포함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사법행 청구권에 의한 보호의 상을

정하는 기 에 하여 보호의 필요성을 제시하는 것은 동어반복이

104) 강 , 책, 318면.

105) 김남진, ‘법률상 이익’의 개념 혼란과 책－서원우 교수에 한 반론을 겸하여－, 고시연

구 1990. 11., 115면; 김동희, 책, 542면; 석종 , 책, 852면; 홍정선, 책, 743면.

106) 김남진, 논문, 115면.

107) 홍정선, 책, 161면.

108) 박성덕, 논문, 18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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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고, 입법자의 의지 는 법의 목 을 고려하

지 않고 보호의 상인 이익의 범 를 정함에 있어서 실체법질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형식 기본권의 본질상 치 않을 뿐만 아

니라 법 안정성을 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만일 어

느 이익의 보호가 필요함에도 실정법규의 규율이 불완 하다고

단된다면 흠결의 보충 는 법 의 법형성에 의한 구제수단의 부여

를 고려할 수 있다. 특히, 기본권이 행정법에 미치는 방사효과를 고

려한다면, 보다 극 인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기본권합

치 법률해석).

이 때 법발견의 해석학 순환 계를 고려한다면 정한 보호의

범 는 결국 사안 는 사회 요청(보호의 가치 있는 이익)과 규

범의 목 (보호규범) 사이의 상호 향 계를 통하여 발견된 합치

에서 찾아질 수밖에 없다고 본다. 이에 의하면 각 사안에 한 사

회 요청을 반 한다 하더라도 결코 실정법의 향으로부터 완

히 해방되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실체법과 무 하게 소송

법 으로 구성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이는 결국 법 이익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행정법규의 해석에 터잡아 원고

격의 범 를 확 해 나가는 법원 례의 방법 입장은 바람직하

다고 생각한다.

(2) 심 의 상

사법행 청구권에 의한 보호를 받기 해서는 그 심 의 상이

권리 는 법률 계에 한 구체 인 분쟁(법률상의 쟁송)이어야

한다. 이를 소송법상 청구 격 는 권리보호의 자격이라고 하기도

한다.109) 법원조직법 제2조 제1항은 “법률 쟁송”만을 법원의 권한

으로서 심 한다고 규정하 는바, 이는 심 의 상이 법 단에

합한 “법률 ”인 것이어야 하고, 사건성이 인정되는 “쟁송”이어야

함을 선언한 것으로 사법행 청구권의 인정요건을 확인 으로 규

109) 강 , 책, 316면; 정동윤, 책, 37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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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고 있다고 본다.

(가) 보호의 상과 심 의 상의 구별

보호의 상이 되는 권리가 바로 심 의 상이 되는 경우가 많

기는 하지만, 언제나 그러한 것이 아니다. 어느 권리가 침해되거나

받는 경우에 그 권리자에 하여 원칙 으로 권리보호의 필요

성이 인정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고 제3자가 자신의 권리를 보호

하기 하여 타인의 권리를 심 의 상으로 삼아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민사소송상 채권자 소송(민법 제404조)

채권질권자의 직 청구소송(민법 제353조 제1항)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은 제3자의 소송담당(Prozeßstandschaft des Dritten)이 그

것이다. 행정소송상으로는 제3자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하여

행정청의 타인에 한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찾

아보기 어렵다.110)

, 법 이익이 보호의 상은 될 수 있지만, 심 의 상은 법

률상의 쟁송이라고 볼 수 있는 권리 는 법률 계에 한 분쟁이

어야 하므로 법 이익 그 자체가 심 의 상이 되는 경우를 상정

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보호의 상과 심 의 상이 혼동을 일으

킬 우려는 크지 않다고 보인다. 제3자가 자신의 법 이익을 보호

하기 하여 타인의 권리 는 법률 계를 심 의 상을 삼는

는 많이 찾아 볼 수 있다. 민사소송으로는 타인의 권리 계에 한

확인의 소가, 행정소송으로는 처분의 상 방이 아닌 제3자의 취소

소송 등이 그것이다.

(나) 민사소송

민사소송상 최소한의, 가장 기 인 권리보호를 부여하는 소송

유형이 확인소송이라고 할 수 있고, 이행소송 형성소송에는 확

인 요소 이상의 법 효과(집행력, 형성력 등)를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행소송에 한 확인소송의 보충성의 원

110) 박성덕, 논문, 180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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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이 인정되고 있다.111) 와 같은 확인의 소의 심 의 상은 특정

한 권리 는 법률 계의 존부에 한 주장이라는 에 학설상 큰

다툼이 없다.112) 다만, 증서진부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법률 계를

증명하는 서면의 진부의 주장을 심 의 상으로 삼을 수 있을 것

이나(민사소송법 제228조), 이는 사법행 청구권의 보호 역 밖에

있는 것으로 실정법률이 창설한 제도라 볼 수 있다.

소송물이론상 소송법설(신소송물이론)에 의하면, 이행소송 형

성소송에 있어서 권리 는 권리 계는 소송물을 뒷받침하는 공격

방어방법에 불과한 것이 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권리 는 법률

계에 한 구체 인 분쟁에 하여 심 한다는 에는 변함이 없

고, 결의 기 력 한 소송물의 범 에 속한 권리 는 법률 계

에 모두 미친다 할 것이므로 사법행 청구권의 보호 역에 포함됨

을 인정하기에 어려움이 없다.

청구 격이 인정되기 해서는 소구가능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따라서, 소권이 없는 자연채무에 한 청구는 청구 격이 없다고

한다.113) 그런데, 실체법상의 권리에 하여는 사법행 청구권에

의한 보호가 부여됨이 원칙이므로, 소구가능성을 제한함에 있어서

는 기본권제한에 한 헌법 제37조 제2항 소정의 요건이 충족되어

야 할 것이다.

(다) 행정소송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공법상 권리 는 법률 계에 한 구체

분쟁이 심 의 상이 된다(행정소송법 제1조, 제3조).

항고소송 취소소송에 있어서 법 이익의 침해 자체가 심 의

111) 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1264 결(집 39-4민, 10); 정동윤, 책, 377; RGZ 128,

359, 364; BGH ZZP 69, 283; Schilken, Eberhard, Zivilprozeßrecht, 1992, Carl Heymanns

Verlag KG, Köln-Berlin-Bonn-München, § 6 Rn. 186, S. 111.

112) 강 , 책, 341면; 김홍규, 책, 296면; 이시윤, 책, 275면; 정동윤, 책, 372면.

113) 이시윤, 책, 295. 이행소송 련: 정동윤, 책, 367면; Rosenberg, Leo / Schwab, Karl

Heinz, Zivilprozessrecht, 13. Aufl., 1981, C. H. Beck, München, S. 521; Schilken,

Eberhard, a.a.O., § 6 Rn. 182, S. 108.



474

상이 될 수 있는가는 그 소송물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의 문제와

련이 있다. 이에 하여는 ① 계쟁 행 는 법률 계 자체가

소송물이라는 견해, ② 취소소송의 소송물은 행정처분의 법성이

라는 견해(우리나라의 다수설),114) ③ 처분의 법사유를 소송물로

보는 듯한 견해,115) ④ 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상이 되는 처분에 의

하여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원고의 법 (권리)주장(Rechts-

behauptung)에서 찾아야 한다는 견해,116) ⑤ 행정처분( 는 부작 )

이 법하고 원고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원고의 법률상 주장이 소송

물이라는 견해(독일의 다수설)117) ⑥ 원고의 취소청구(Aufhe-

bungsanspruch)가 소송물이라는 견해118) 등의 학설이 립한다.

법원의 주류 인 례는 처분의 법성 일반이 소송물이라고

하고,119) 취소 결의 취소사유가 행정처분의 차나 형식상의 하자

에 있었던 경우에 취소 결의 기 력은 확정 결에 시된 차 내

지 형식에 한하여 미친다고 한다.120) 한편,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소

송물은 객 인 조세채무의 존부 확인이라고 하거나,121) 당해 과세

114) 김동희, 행정법 I, 1996, 박 사, 서울, 532면; 박윤흔, 최신 행정법강의(상), 1996, 박 사, 서

울, 826면; 서원우, 책, 795면; 홍정선, 책, 728면. Niese, JZ 1955, 354; Wacke, AöR

79(1953/54), 176; Bachof, JZ 1954, 411.(Detterbeck, Steffen, Streitgegenstand und Ent-

scheidungswirkungen im Öffentlichen Recht, 1995, J, C. B. Mohr, Tübingen, S. 155에서

재인용)

115) 석종 , 책, 917면. 기 력의 객 범 를 좁게 보고 있는 듯하다.

116) 김남진, 책, 747면; 유지태, 책, 453면.

117) BVerwGE 29, 210; 40, 101, 104; Friedhelm, a.a.O., § 10 Rn. 9, S. 169; Eyermann, Erich /

Fröhler, Ludwig, Verwaltungsgerichtsordnung Kommentar, 9. Aufl., 1988, C. H. Beck,

München, § 121 Rn. 10ff.; Ule, Carl Hermann, Verwaltungsprozessrecht, 9. Aufl., 1987,

C. H. Beck, München, S. 217. 독일의 다수설.

118) Detterbeck, Steffen, Streitgegenstand und Entscheidungswirkungen im Öffentlichen

Recht, 1995, J. C. B. Mohr, Tübingen, S. 156. Bettermann, DVBl 1953, 163; Grunsky,

Frundlagen, § 5; Kopp, VwGO, § 90, Rn. 7f.; Frank/Langrehr, VwProzR, 50.(Hufen,

Friedhelm, Verwaltungsprozeßrecht, 2. Aufl., 1996, C. H. Beck, München, § 10 Rn. 10, S.

169에서 재인용)

119) 법원 1996. 4. 26. 선고 95 5820 결(공 1996[12], 1741). 과세처분취소소송에 하여

는 법원 1989. 4. 11. 선고 87 647 결(공 1989[849], 758).

120) 법원 1985. 5. 28. 선고 84 408 결(집 33-2특, 201); 1987. 2. 10. 선고 86 91 결

(공 1987[797], 456).

121) 법원 1992. 3. 31. 선고 91다32053 원합의체 결(집 40-1민, 241). 다수의견은 과세처분

의 취소 는 무효확인청구의 소가 조세환 을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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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에 의한 세액의 객 존부라고 한다.122) 이 경우에도 이를 넘

어 납세자의 실제의 과세표 이나 세액 자체는 심리의 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123)

독일 행정법원법 제42조 제2항,124) 제113조 제1항 제1문에 의하

면, 원고 격이 인정되기 하여는 권리침해가 주장되기만 하면 되

기 때문에 본안에서 권리침해에 하여 심리, 단할 필요가 있으

므로, 독일실정법상으로는 다수설인 제5설이 일응 타당하다고 보인

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원고 격(행정소

송법 제12조 참조)의 존부에 하여도 원고의 입증이 필요하다 할

것이므로, 권리 는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다시 소송물의 한 요소

로 볼 필요는 없다고 본다. 항고소송의 법성심사에 있어서는 보

호의 상인 법률상 이익이 행정처분에 의하여 제약(Eingriff)125)되

었는지가 단의 상이 되고 본안심리에 있어서는 행정처분의

법성이 단의 상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취소소송의 소송물은

법성 일반이라고 보는 우리 법원의 주류 입장이 타당하다고

본다. 와 같은 법원의 입장은 구실체법설을 따르고 있는 법

원의 입장과 일 될 뿐만 아니라, 행정소송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취소소송의 정의에도 충실한 해석이라고 보여진다. 만일 취소소송

의 소송물을 소송법 에서 재구성한다면, 취소소송의 형성소

송 성격에 비추어126) 청구취지에 표시된 형성의 상과 내용,127)

사유인 재 상 청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한다.

122) 법원 1992. 8. 14. 선고 91 13229 결(공 1992[929], 2691).

123) 법원 1987. 11. 10. 선고 86 491 결(집 35-3특, 528). 같은 취지: 1990. 3. 23. 선고 89

5386 결(공 1990[872], 981) 등.

124) VwGO § 42 (2) “······ ist die Klage nur zulässig, wenn der Kläger geltend macht, ······ in

seinen Rechten verletzt zu sein.”

125) 공권력의 행사가 법률상 이익의 보호 역 내에 들어 왔다는 의미로서, 침해의 법성까지

도 확인된 침해(Verletzung)와 구별된다. Pieroth, Bodo / Schlink, Bernhard, Staatsrecht II

Grundrechte (Schwerpunkte; Bd. 14), 13. Aufl., 1997, C. F. Müller Verlag, Heidelberg,

Rn. 207, 224, S. 52, 55.

126) 법원 1992. 4. 24. 선고 91 11131 결(공 1992[922], 1738); 김동희, 책, 531면; 석종

, 책, 8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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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행정처분의 취소의 신청( 제6설)에서 찾아야지, 원고의 권리

는 법 주장이 소송물이라( 제4설)고 하여 그 목표가 달성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제6설에 의하면 행정처분의 법성은 소

송물을 뒷받침하는 선결 주장 는 에 불과하게 된다.128)

여기서 행정소송상 소송물논쟁의 특수성을 엿볼 수 있는데, 민사

소송상 소송물논쟁에 있어서는 결의 실권효가 미치는 동일소송물

의 범 결정(다수의 법 사이의 수평 범 )이 주된 심

사임에 반하여, 행정소송상 소송물논쟁에 있어서는 결의 내용

기속력이 미치는 상인 소송물의 질 구분(본안신청과 주장 사이

의 수직 범 )이 주된 심사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법원 례

의 입장은 소송물의 범 결정(결과 으로 소송법설의 입장에

근)에 있어서 할 뿐만 아니라, 후행 련소송( 컨 , 국가배상

청구소송)에 미치는 결효라는 에서도 하다고 보인다. 취

소소송상 행정처분의 법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이

취소됨으로써 행정처분에 의하여 형성된 법률 계에 변동이 있게

될 것이므로, 법률 계에 한 구체 인 분쟁으로서 법률 쟁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사법행 청구권의 최소한 요청의

역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무효 등 확인소송(행정소송법 제35조 참조)의 소송물에

하여 법원 례는, 소송의 소송물이 처분 등의 유·무효, 존재·

부존재이고 청구취지만으로 소송물의 동일성이 특정된다고 하는가

하면,129) 과세처분무효확인소송의 경우 소송물은 권리 는 법률

계의 존부 확인을 구하는 것이라고 시하고 있다.130) 이 경우에도

127) 강 , 책, 344면; 이시윤, 책, 333면 참조.

128) Detterbeck, Steffen, S. 156, 161. 국가배상청구소송과 같은 후행소송에 기 력이 미치지 않

는다.

129) 법원 1992. 2. 25. 선고 91 6108 결(공 1992[918], 1196); 1985. 6. 11. 선고 85 157

결(집 33-2특, 258).

130) 법원 1982. 3. 23. 선고 80 476 결(집 30-1특, 95); 1988. 6. 28. 선고 87 1009 결(집

36-2특, 241); 1992. 2. 25. 선고 91 6108 결(공 1992[918], 1196); 1992. 3. 31. 선고 91다

32053 결(집 40-1민,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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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법률상 쟁송에 해당하여 사법행 청구권의 보호 역에 속한

다고 할 수 있다. 부작 법확인소송(행정소송법 제36조 참조)의

소송물은 당해소송의 상인 행정청의 부작 의 법성이라고 한

다.131)

당사자소송의 상은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

계와 그 밖의 공법상의 법률 계이고, 사법행 청구권의 보호 역

에 속하게 됨은 의문이 없다.

(라) 형사소송

형사소송은 공소제기 이후의 형사 차로서 피고인의 형사책임의

유무와 그 정도를 단하는 일련의 쟁송활동을 가리킨다.132) 이는

표 을 달리 하면 국가의 피고인에 한 형벌권의 존부 범 를

심 의 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법률 쟁송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3) 법 보호의 필요성

법 보호의 실 필요성은 의의 소의 이익이라 할 수 있다.

와 같은 보호의 상인 권리 는 법 지 에 한 직 인 침

해 133)이 재 존재해야 하고, 소의 제기가 권리보호에 가장

유효 한 수단이어야 한다. 종결된 국가행 (erledigtes Staats-

handeln)에 한 사법 구제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권리보호의 필

요성이 특히 엄격히 확정되어야 한다.134) 행정소송법 제12조 후문은

이러한 실 필요에 하여 정하고 있다 할 수 있다.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어 기간 경과로 실효된 행정처분이 이에 해당하는바,

이 경우 그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 이익

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의 취

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다.135) ,

131) 석종 , 책, 936면.

132) 배종 , 이상돈, 책, 3면.

133) 법원 1996. 8. 20. 선고 96 1405 결(공 1996[19], 2879).

134) Maunz-Dürig, a.a.O., Art. 19 IV S. 134.

135) 법원 1995. 10. 17. 선고 94 14148 원합의체 결(집 43-2특, 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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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한 건축허가처분을 취소한다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

우,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한다.136)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사법상 청구권이나 형성권 등 권리의 행사

그 보 (이행소송, 형성소송) 사법상 권리 는 법 지 에

한 불안 는 험(확인소송)이,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공법상 권

리 는 법 이익에 한 침해 험의 존재(항고소송)나 공법

상 권리의 행사 공법상 권리에 한 불안 는 험(당사자소

송)이, 형사소송의 경우에는 형사실체법상 보호의 상이 되는 권리

는 이익에 한 침해 험(형사소송)이 사법행 청구권의 귀

속을 하여 필요하다. 보호의 필요성은 권리 는 법 이익에

한 침해 는 불안이 존재하면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확인소

송의 경우에는 보다 엄격한 요건이 요구된다.

특히 문제되는 것은 민사소송상 이행소송에 한 것으로 이 경우

원고의 청구 는 주장 자체로써 권리보호의 이익이 인정됨이 원칙

이다.137) 그러나, 이행소송의 경우에도 보호의 상이 심 의 상

인 이행청구권과 으로 일치하게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별도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인정되어야 한다( 컨 , 채권자 소송). 그리

고,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청구에 있어서는 별도로 보호의 필요성

이 인정되어야 하는지가 문제된다.138) 원고에게 보호의 상인 권리

136) 법원 1996. 11. 29. 선고 96 9768 결(공 1997[26], 213); 1994. 1. 14. 선고 93 20481

결(공 1994[963], 738.

137) 강 , 책, 321면.

138) 진성규,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청구와 소의 이익, 민사 례연구[XII], 1991, 박 사, 서울,

311면 참조. 이에 하여 법원 1990. 12. 26. 선고 88다카8934 결(집 38-4민, 210)은 토

석채취허가명의변경 차 이행청구의 소에 하여 허가명의자인 피고로서는 허가로 인해

어떠한 권리를 취득하는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허가상의 수허가자 명의를 변경해

수 있는 지 에 있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므로 소를 각하함이 상당하다고 시하 으

나, 법원 1992. 4. 14. 선고 91다39986 결(집 40-1민, 308)은, 학원의 설립.운 에 한법

률(1989. 6. 16. 법률 제4133호에 의하여 개정되기 에는 사설강습소에 한법률) 제5조 제2

항에 의한 학원의 설립인가에 있어서 법률 제5조 제2항 후단의 규정에 근거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1항 법률시행규칙 제11조 제2항에 의하면(설립자 변경의 경우에

인수자와 인계자가 공동으로 서명날인한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규정) 학원의 수인가자의 지

의 양도인이 변경인가신청의 의사표시를 거부할 때에는 양수인은 그 의사표시에 갈음하

는 결을 청구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다고 시하 다. 각 사안에 있어서 소송에 의

한 보호의 상은 사법상 양도계약에 의한 이행청구권이라 할 것이므로 보호의 상인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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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법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에 구제수단은 그 권리 는 법

이익의 보호에 한 것이어야 한다는 에서 이행청구의 실익이

권리보호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한 요소가 될 수는 있겠으나, 강제

집행이 불가능하다거나, 권리 계의 공시방법이 아니라는 이유만으

로 이행청구의 실익이 부정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139) 사법행

청구권을 과도하게 제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유권

이 등기말소등기 차 이행소송에서 부동산등기법이 인정하는 차

상의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의 지 에 따른 당사자 격의 제한140)

은 실체법상청구권의 소구가능성이 차 인 이유로 제한되는 것으

로서 법률에 근거한 사법행 청구권의 제한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헌법재 소는 공소시효가 완성된 피의사실에 하여는 공소제기

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피의사실에 한 검사의 불기소처분

에 한 헌법소원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 법하다고 한다.141)

(4) 입증의 문제

(가) 문제

독일에는 권리보호의 필요성에 무 고도의 입증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하는 견해가 있다. 왜냐하면, 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 제도가 사법 구제 보장의 아킬 스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

고 한다.142) 이 때 입증이 완화되는 정도에 하여는 당사자의 주장

자체에 의하여 권리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족하다고 설명된

리는 존재하고, 다만, 결에서 문제삼은 권리보호의 이익은 이행청구의 실익(김홍규,

책, 288면; 정동윤, 책, 369면 참조)이 있는가의 문제로 보아야 할 것이다(진성규, 논

문, 322면 참조).

139) 진성규, 논문, 316면 이하. 법원 1957. 10. 31. 선고 4290민상60 결(민 집 26-708);

1972. 10. 10. 선고 72다1501 결(민 집 180-250)은 이행의 실 이 불가능하거나 히

곤란한 경우에 소의 이익을 부정하 다.

140) 법원 1979. 7. 24. 선고 79다345 결(집 27-2민, 185); 곽윤직, 부동산등기법, 1991, 박

사, 서울, 144, 256면.

141) 헌재 1995. 3. 27. 95헌마72, 공보 10, 296; 1998. 4. 30. 97헌마117, 공보 27, 397.

142) Maunz-Dürig, a.a.O., Art. 19 IV S.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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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43) 그러나, 이러한 법리를 우리 제도에 그 로 받아들일 수 있

는지는 좀더 면 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나) 민사소송

민사소송 이행소송에 있어서는 원칙 으로 원고가 소송상 이

행청구권을 주장하여 이행을 구하는 것만으로 권리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한다.144) 그러나, 입증이 면제되는 것은 보호의 상인

권리가 본안 단의 상이 되는 권리(소송물)와 동일하여 권리보호

의 필요성에 한 심사가 바로 본안 단과 동일하게 되는 경우에

국한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컨 채권자 소송에 있

어서 소송물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한 이행청구권이지만, 당사

자 격을 이루는 채권자의 채무자에 한 피보 권리가 별도로 존

재하므로145) 당사자 격, 즉 피보 권리의 존재에 하여도 본증에

상응하는 증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146)

이에 하여는 반 설147)이 있으나, 타인의 권리 행사를 허용하는

다른 경우인 추심명령의 경우에는 피보 채권에 상응하는

채권에 하여 채무명의를 얻고, 다시 추심명령을 받을 것을 요건

으로 하고 있음(민사소송법 제563조)에 비추어 유독 채무명의도 없

이 허용되는 채권자 소송에서 채권자의 채무자에 한 피보 채

권의 존재에 한 입증이 필요하지 않다고 함은 원고가 부당하게

타인 사이의 법률 계에 간섭하는 결과를 래하게 되어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피보 채권이 소송물의 한 요소라고 한다면, 다수의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 하여 각각 채권자 소송을 제기한 경우

에는 모두 소송물을 달리 하게 되므로 제3채무자는 아무런 귀책사

143) AK-GG-Wassermann, a.a.O., Art. 19 VI Rn. 28, S. 1287.

144) 법원 1977. 8. 23. 선고 75다1676 결(공 1977[569], 10264). 강 , 책, 321면; 정동

윤, 책, 366면.

145) 법원 1988. 6. 14. 선고 87다카2753 결(집 36-2민, 57).

146) 법원 1988. 6. 14. 선고 87다카2753 결(집 36-2민, 57).

147) 호문 , 채권자 소송에 있어서의 피보 채권과 당사자 격, 민사 례연구[XII], 1991, 박

사, 서울,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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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없이 2 지 의 험에 빠지게 되거나 다수의 채권자들에 의한

반복된 소송에 시달리게 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피보 채권의 존

재에 하여도 증명을 요구하는 법원 례의 입장은 정당하다.

(다) 행정소송

한편, 행정소송에 있어서도 소의 법성이 인정되기 해서는 권

리제약의 가능성(die Möglichkeit einer Rechtsbeeinträchtigung)이

인정되기만 하면 족하므로 원고는 자신의 권리의 침해가 문제될 수

있음을 주장하기만 하면 된다는 견해148)가 있다. 견해는 권리침

해의 주장만을 요구하는 독일 행정법원법 제42조 제2항의 문언에는

충실한 해석이라고 생각된다. 독일 헌법재 소법 제90조 제1항149)도

같은 취지로 읽을 수 있다. 이에 하여는 원고 격 단의 기 인

사실은 증명이 필요하다는 반 설이 있다.150)

생각건 , 우리 행정소송법 제12조는 원고 격을 이루는 법률상

이익의 침해가 주장되기만 하면 된다는 을 명시하고 있지 않으므

로, 와 같은 독일법상의 해석이 우리 법 아래에서도 타당할지는

의문이다. 처분의 법성과 법률상 이익의 침해가 논리필연 인 불

가분의 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법률상 이익의 제약

(Eingriff)이 인정된다고 하여 이것이 공권력에 의한 법률상 이익

침해의 법성까지 함께 확정짓는 것은 아니므로, 법률상 이익의

제약을 항고소송의 법성의 문제로 심사한다고 하여 종국 인 본

안 단까지 끝내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만일 당사자의 주장만

으로 족하다고 보는 경우에는 아무런 이해 계가 없는 제3자가 허

의 주장으로 원고가 됨으로써 타인의 법률 계에 간섭하는 것을

용인하게 되고, 그 결과 취소 결이 선고된다면 그 세 효력(행

정소송법 제29조 제1항)으로 인하여 처분의 상 방 등이 부당하게

148) AK-GG-Wassermann, a.a.O., Art. 19 VI Rn. 28, S. 1287.

149) BVerfGG § 90 I “ ······ mit der Behauptung, durch die öffentliche Gewalt in einem seiner

Grundrechte ······ verletzt zu sein, ······ ”

150) 박성덕, 논문, 19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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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의

내 용

보호의

역
(가) 최소한의 요청

(나) 효과 보호

(형성의 자유)
(다) 다른 제도

(1) 법원

의 설치

∙독립된 재 기

의 설치

∙ 정 수의 법

원의 설치

∙ 정히 배분된

할의 법원의

설치

∙기능성을 갖춘

법원의 설치

∙효율 인 차

규범의 제정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

(2) 근

가능성의

보장

민사소송 ∙청구권의 제소가

능성

∙형성소권의 행사

가능성

∙권리주체의 권리

련 분쟁 해결

∙법 지

련 분쟁 해결

∙사실상 이익

련 분쟁 해결

∙상소권

∙소송구조제도

행정소송 ∙공법상 권리 침

해의 구제

∙권리주체의 공법

상 권리 련 분

쟁 해결

∙법 지 침

해의 구제

∙불복방법의 고

지

∙사실상 이익 침

해의 구제

∙상소권

∙소송구조제도

형사소송 ∙보호권리 보

호법익 침해에

한 고소권

∙검찰항고제도

∙재정신청

∙불복방법의 고

지

[  1]  사 행  청  규  내용

불이익을 입게 될 수 있다. 그리고, 견해가 소송물에 한 독일

의 다수설(소송물에 한 제5설) 는 권리침해에 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물이라는 견해(소송물에 한 제4설)와 결합하게 되

면, 행정소송법 제12조가 법률상 이익은 원고 격의 한 요소임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원고의 련성(Betroffenheit)이 부정되는 경우에

소각하 결이 아닌 청구기각 결을 선고하게 됨으로써,151) 실정법에

반하는 결과를 용인하게 되어 부당하다.

따라서, 우리 행정소송법 제12조가 법률상 이익을 원고 격의 한

요소로 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소송법 일반이론에 따라 원고 격 인

정의 요건사실이라 할 권리 는 법률상 이익의 존재 공권력에 의

151) Detterbeck, Steffen, a.a.O., S. 16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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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에 한 제약의 은 증거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한다고 본다.

3. 사 행  청  규  내용

사법행 청구권은 앞서 언 한 바와 같이 당사자 간의 권리의무

법 지 에 한 구체 인 분쟁(법률상의 쟁송)에 하여 법원

의 법 단을 구하고 그 집행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바, 이는 법원의 설치 그 법원에의 근 가능성 보장을 그 주된

규범 내용으로 한다. 와 같은 사법행 청구권의 규범 내용

은 ① 형성의 자유가 원칙 으로 배제되는 최소한 보장의 역과

② 형성의 자유 아래 입법화를 제로 하여 헌법 효력을 갖게 되

는 효과 보호의 역으로 그 효력를 층화시켜 살펴볼 수 있다

고 생각한다. 어느 규범 내용이 각 역 어느 곳에 속하는

지는 아직 구체 으로 논의되지 아니하여 불명확한 이 많지만,

일응 규범 내용의 요성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보았다[표

1]. 앞으로 학설 례의 발 에 따라 보다 구체화될 수 있을 것

으로 생각한다.

한편, 기능성을 갖춘 법원의 설치 효율 인 차규범의 제정

이 사법행 청구권의 보호 역에 속하는가가 문제될 수 있으나,

우리 헌법상 신속한 재 을 받을 권리는 사법행 청구권과는 별개

의 기본권으로 규율되고 있으므로 와 같은 내용은 신속한 재 을

받을 권리의 보호 역에 속한다고 생각한다.152)

가. 원(재   집행 )  

사법행 청구권에 의하여 보장되는 근가능성의 상인 법원에

하여는 헌법 제5장에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원의 개념

권한분배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제도의 설치·운 은 헌법 반의

152) 장석조, 공정한 재 , 517, 534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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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제기될지언정 곧바로 기본권인 사법행 청구권의 제한

는 침해의 문제로 되지는 않는다고 본다. 다만, 법원이라고 볼 수

있는 최소한의 표지(다른 국가기 에 한 독립성 등)조차 갖추지

못하 음이 명백한 기 에 의한 권리보호는 사법행 청구권의 침

해가 문제될 수 있겠다.153)

헌법 권한분배에 기 하여 국가는 각 권리보호를 구하는 국민

들에게 상당한 근 가능성이 보장될 만큼의 수의 법원과 지역 으

로 분배된 법원을 설치할 의무를 부담한다.154) 일반 으로 그 상당

성의 특정에 문제가 있지만, 어도 극단 해결이 치 않음은

명백하다. 인구의 집 도 교통수단의 연결과 같은 실용

이 와 같은 문제를 정함에 향을 미칠 수 있으나, 심 제도의

설정, 효율성, 할 집 의 합목 성 역시 향을 미칠 수 있다. 따

라서, 여러 지방법원의 상사 사건을 집 으로 한 지방법원의 상

사부 할로 정하는 것은 사법행 청구권의 요청에 부합한다고 한

다.155) 제1심법원이 소수의 심지에 집 되는 것이 사법행 청구

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은 하다. 그러나, 극단 인 경우가

아닌 경우에 개인에게 소구 가능한 청구권이 발생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사법행 청구권은 민사소송상 결 차, 집행 차 보 철차

를 보호 역으로 하므로,156) 강제집행을 한 법원 집달 의 설

치 역시 요구된다.

나. 원에  근  보

153) 헌재 1995. 9. 28. 92헌가11등, 례집 7-2, 264에서는 “특허법 제186조 제1항에 따른 특허

청의 심 차에 의한 심결이나 보정각하결정은 특허청의 행정공무원에 의한 것으로서 이

를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 에 의한 재 이라고 볼 수 없다.”고 시하 는바, 이와 같이

근 상의 문제를 법률이 정한 법 에 의한 재 을 받을 권리의 문제로 근한 것은

하다고 단된다.

154) Schilken, Eberhard, a.a.O., S. 50

155) Schilken, Eberhard, a.a.O., S. 48.

156) Schilken, Eberhard, a.a.O., S.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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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 미

국민이 자신의 법 사항을 법원에 갖고 가 재 그 집행을

구할 수 있다는 의미를 지닌 법원에의 근가능성의 보장은, 사법

행 청구권의 가장 요한 규범 내용에 속한다. 사법행 청구

권은 권리 계의 확정을 한 결 차는 물론 그 확정된 청구권의

집행 잠정 권리보호를 공법 사법 역에서 범 하게 보

장하고 있다. 이는 민사, 형사, 행정소송상 각기 다른 발 형태를

보여 다.

주의할 것은 사법행 청구권은 법원에의 근의 가능성을 보장

하는 것이지 특정 내용의 재 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

는 이다. 권리 는 법 지 의 보호를 하여 동일한 규율효과

를 가져올 수 있다면 여러 재 권이나 할법원 택일 는

첩 으로 권리보호의 기회를 부여하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

은 맥락에서 헌법재 청구권이 재 을 받을 권리에 당연히 포함된

다고 하는 견해157)에는 찬성할 수 없다. 국민의 권리 는 법 지

의 침해 는 에 한 보호를 하여서는 가.항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법원이라면 민사법원에 의한 구제의 길을 열어주든, 행정

법원에 의한 구제의 길을 열어주든 권리구제의 길을 열어 주기만 한

다면 사법행 청구권 제약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는

헌법재 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 할 것인데, 권리침해에 한 구제의

길을 행정법원만이 맡는다고 하든, 헌법재 소만이 맡는다고 하든,

는 첩 으로 구제의 길을 열어주든 이는 헌법상 권한배분규정의 문

제일 뿐 사법행 청구권의 보호 역에 속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리고, 불복방법의 고지 역시 사법행 청구권의 보호 역에 속

한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는 구제수단보장의 효과 인 철을

한 것으로 효과 보호의 역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158)

157) 강경근, 헌법재 청구권과 헌법재 의 본질, 고시연구 96. 8., 74면.

158) Vgl. AK-GG-Wassermann, a.a.O., Art. 19 VI Rn. 59, S. 1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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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의 근을 보장함이 불이익 처분에 앞서 반드시 법원에서

의 차가 보장될 것을 요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헌법 제12

조 제1항은 처벌, 보안처분 는 강제노역을 과함에 있어서는 법

한 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보다 가 된 요건을 요구하고 있다.

헌법재 소는 법 차의 원칙에 의하여 그 성질상 보안처분의 범

주에 드는 모든 처분의 개시 내지 결정에 법 의 단을 필요로 한

다고 단정할 수 없고, 보안처분의 개시에 있어 그 결정기 내지

차와 당해 보안처분으로 인한 자유침해의 정도와의 사이에 비례

의 원칙을 충족하면 법 차의 원칙은 수된다고 하고, 보안 찰

법상 보안 찰처분의 심의․의결을 담당하는 보호 찰처분심의 원

회는 어느 정도 독립성이 보장된 사법 기 이라고 할 수 있어

원회에서 보안 찰처분을 심의․의결하는 것은 법 차의 원

칙 내지 법 에 의한 정당한 재 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

니라 한다.159)

(2) 민사소송 역

(가) 보장형식

민사소송상 사법행 청구권은 실체법상 권리 이익의 유형에

따라 각각 다른 소송유형에 의하여 실 된다. 청구권의 확정 그

행사를 해서는 이행의 소가, 형성권(형성소권)의 확정 그 행사

를 해서는 형성의 소가, 권리 법률 계의 존부의 확인을 해

서는 확인의 소가 각 허용된다. 각 소송 유형은 원래 권리의 보

호 는 이에 한 분쟁의 해결을 하여 인정되는 것이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법률상의 지 , 이익에 불안, 험이 있는 경우에도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160) 사법행 청구권은 법원에의 근을 요

구할 뿐 특정 내용의 소송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나) 상소제도의 보장 여부

159) 헌재 1997. 11. 27. 92헌바28, 공보 25, 55.

160) 이시윤, 책, 308면; 정동윤, 책, 37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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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헌법재 소 1996. 3. 28. 선고 93헌바27 결정( 례집 8-1,

179)은 상소심에서 심 을 받을 권리 재심을 청구할 권리가 사법

행 청구권의 보호 역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한다. 상소심에서

심 을 받을 권리를 헌법상 명문화한 규정이 없고 상소 문제가 일

단 법률에 맡겨진 우리 법제 하에서 헌법 제27조에서 규정한 재

을 받을 권리에 모든 사건에 하여 상소법원의 구성 법 에 의한,

상소심 차에 의한 재 을 받을 권리까지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단

정할 수 없고, 모든 사건에 하여 획일 으로 상소할 수 있게 하느

냐 않느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입법정책의 문제로서 입법부에

범 한 입법재량 내지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한다.161) 이러한 맥락에서 소액사건에 하여 상고의 이유를 제한한

소액사건심 법 제3조는 헌법 제27조 제1항에 반되지 아니한다고

하고,162) 가집행선고부 결에 한 집행정지의 재 에 하여 불복

할 수 없음을 정한 민사소송법(개정 1990. 1. 13. 법률 제4201호) 제

474조 같은 법 제473조 제3항 후문은 헌법 제27조 제1항의 재

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 될 수 없다고 한다.163) , 공탁 의이자에

한규칙(1984. 8. 22. 법원규칙 제873호) 제2조 1991. 2. 13.

법원규칙 제1155호로 삭제되기 의 같은 규칙(1981. 7. 8. 법원규

칙 제776호) 제4조는 공탁제도 나아가 변제공탁, 가압류, 가처분, 강

제집행정지신청을 할 권리 내지 기회를 배제하여 헌법 제27조의 재

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주장에 하여 헌법상 재 청구권에

161) 헌재 1996. 2. 29. 92헌바8, 례집 8-1, 98. 결정에서 소송비용의 재 에 하여 독립

인 상소를 제한한 민사소송법 제361조가 헌법 제27조 제1항에 반되지 않는다고 시하

다. 헌재 1996. 10. 31. 선고 94헌바3 결정(공보 96, 632)도 같은 취지에서 재정신청기각결정

에 한 보통항고의 길을 막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은 합리 인 이유 없이 헌법

제27조 제1항이 정하는 재 을 받을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그 본질 내용을 침해하

는 헌 인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다.

162) 헌재 1995. 10. 26. 94헌바28, 례집 7-2, 464.

163) 헌재 1993. 11. 25. 91헌바8, 례집 5-2, 396. 결정에서 헌법재 소는 앞 부분에서는 상

고제도가 재 을 받을 권리의 보호 역에 속하지 않는 듯이 설시하 으나, 뒤에서는 상소

의 제한에 합리성이 있는 것인지 여부에 권리의 침해 여부가 달려 있다는 취지로 시

하여 기본권 제한의 문제로 볼 수도 있게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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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공탁 이자를 지 하여야 한다는 근거를 찾는 것은 무리라고

하여 각 조항이 헌법에 반되지 아니한다고 한다.164)

그런데, 이와는 달리 헌법재 소는, 민사소송법에 의하여 인정되

는 상소제도에 따라 항소 는 상고를 제기하고자 하는 자에 하

여 특별한 제한요건을 가하는 법규정을 따로 두는 경우에 그 특별

한 제한요건이 객 인 정당성이 없는 방법으로 항소 는 상고의

제기를 어렵도록 하는 것이라면 그러한 제한요건은 국민의 실체

권리의 실 을 한 기본권인 재 청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27조 제

1항에 반될 수 있다고 시한 바 있다.165) 같은 맥락에서 상고심

차에 한특례법 제4조 제1항 제3항과 제5조 제1항 제2항은

비록 국민의 재 청구권을 제약하고 있기는 하지만, 상고심 재 을

받을 수 있는 객 인 기 을 정함에 있어 개별 사건에서의 권

리구제보다 법령해석의 통일을 더 우 에 둔 규정으로서 그 합리성

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에 반되지 아니한다고 시하 다.166)

그리고, 헌법 제27조 제1항 소정의 재 청구권이 곧바로 모든 사건

에서 상고심 는 법원의 재 을 받을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 다고 하여 형사재 에서 피고인이 죄를 범

한 죄인이라거나 외국에 도피 이라는 이유만으로 상소의 제기

는 상소권회복 청구를 면 쇄하는 것은 재 청구권의 침해임

에 틀림이 없다고 한 바 있다. 이러한 제 아래 반국가행 자의처

벌에 한특별조치법 제11조는 피고인이 체포되거나 임의로 검사에

게 출석한 때에 한하여 결 선고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상소할 수

164) 헌재 1995. 2. 23. 90헌마214, 례집 245.

165) 헌재 1994. 2. 24. 93헌바10, 례집 6-1, 79. 결정에서 민사소송등인지법(1990. 12. 31.

법률 제4299호 문 개정) 제3조는 소송구조제도가 마련되어 있어 자력이 부족한 자에

하여 항소 는 상고를 제 로 이용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렵게 하거나 차단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재 청구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시하 다. , 헌재 1998. 8.

27. 97헌바17, 공보 29, 702 결정은 즉시항고기간을 규정하지 아니한 비송사건 차법 제248

조 제3항, 즉시항고기간을 1주일로 정한 민사소송법 제414조 제1항이 재 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인지에 한 헌법소원사건의 본안에 하여 단한 뒤 청구를 기각하여 항고권

행사의 제한을 사법행 청구권의 문제로 보고 있는 듯하다.

166) 헌재 1997. 10. 30. 97헌바37, 례집 9-2, 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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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게 하고, 제13조 제1항은 상소권회복 청구에 한 형사소송법 제

345조 내지 제348조를 용 배제하여 상소권회복 청구의 길을 면

쇄하고 있어 결국 상소권을 본질 으로 박탈하는 것으로서 법

차주의에 반할 뿐만 아니라 재 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시

하 다.167) 그리고, 융기 의연체 출 에 한특별조치법(개정 1970.

1. 1. 법률 제2153호, 1973. 3. 3. 법률 제2570호) 제5조의 2는 자력

이 없는 항고권자에게 부당하게 재 청구권인 항고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것이어서 공정한 재 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헌법 제27조

제1항에 반된다고 한다.168) 반면 형사소송법 제34조 제2항이 상소

기간을 재 서 송달일이 아닌 재 선고일로부터 계산하는 것은 과

잉으로 국민의 재 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169) 그리

고, 심 제도는 헌법 제27조 제1항을 보장하기 한 하나의 수단이

기는 하지만, 신속한 재 을 받을 권리와 어 나는 것이 될 수 있

어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에 속한다고 보고, 상고이유 제한 상고

허가제를 규정한 구 소송 진등에 한특례법(1990. 1. 13. 법률 제

4203호로 개정되기 의 것) 제11조 제12조는 법질서의 통일

법의 발 을 구체 사건에서의 정한 단에 의한 당사자의 권리

구제보다 더 우 에 둔 규정으로서 합리성이 있으므로 헌법에 반

되지 않는다고 한다.170)

에서 본 바와 같이 상소제도의 보장이 공정한 재 을 받을 권리

의 보호 역 는 보장내용에 포함되는지에 하여 헌법재 소의

입장이 명확한 것 같지는 않다. 이 은 규범 내용의 측면에서 공

정한 재 을 받을 권리의 외연이 명백하지 아니하다는 것도 그 이유

의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사법행 청구권의 보호 역에

는 법원에서 재 받을 권리까지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

167) 헌재 1993. 7. 29. 90헌바35, 례집 5-2, 14.

168) 헌재 1989. 5. 24. 89헌가37등, 례집 1, 48.

169) 헌재 1995. 3. 23. 92헌바1, 례집 7-1, 358.

170) 헌재 1995. 1. 20. 90헌바1, 례집 7-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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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일단 법원에의 근을 보장한 이상 상소심에 의한 재 을 받을

기회를 제한한다고 하여 재 청구권을 제약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민사소송상 소권론과의 계

민사소송에서는 주로 소권론과 련되어 논의된다. 소권의 개념

에 하여는 소권을 사법행 청구권과 동일하게 악하는 견해171)

와 민사소송법상 특유의 개념으로 이해하려는 견해172)가 립되어

있다.

생각건 , 소권이 사법행 청구권과 계를 갖는 경우에도, 사법

행 청구권은 민·형사소송 행정소송 모두를 보호 역으로 함에

하여 소권이 민사소송상에서만 문제될 수 있다는 에서 후자

는 자의 하 개념임은 부인하기 어렵다. 이 에서도 양자가 완

히 동일하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소권이 민사소송

의 반 으로서 서로 다른 세계 과 가치 이 채색된 민사소송의 이

론 기반을 제시한다면, 사법행 청구권은 비교 무색, 투명하게

국민의 법원에의 근을 보장한다는 최소한의 규범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소권론에 있어서는 권리보호, 분쟁해결 등 당사자가

소권에 의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목 이 주된 심사이나, 민사소송

상 사법행 청구권에 있어서는, 실효의 원칙에 의한 소권의 상실

여부,173) 소송상의 제척기간,174) 소송비용에 의한 소제기의 장애175),

소송 리의 제한176) 등 주로 법원에의 근 장애와 련하여 논의되

고 있다. 이러한 을 고려하면, 사법행 청구권은 권리보호 청구권

과 같은 소권과는 구별되는 개념이라고 생각된다.177)

(라) 법원에의 근 장애의 문제

171) 강 , 책, 32면; 이시윤, 책, 293면；정동윤, 책, 26면.

172) 김홍규, 책, 90면.

173) Maunz-Dürig, a.a.O., Art. 19 Ⅳ S. 127 ff.

174) Maunz-Dürig, a.a.O., Art. 19 Ⅳ S. 128 ff.

175) Maunz-Dürig, a.a.O., Art. 19 Ⅳ S. 132 ff.

176) Maunz-Dürig, a.a.O., Art. 19 Ⅳ S. 133 ff.

177) Schilken, Eberhard, a.a.O., a.a.O., Rn. 86, S. 47; Jauernig, Othmar, Zivilprozeßrecht, 23.

Aufl., 1991, Beck, München, S.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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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 소는, 변호사강제주의(헌법재 소법 제25조 제3항)가 특

히 변호사 선임의 무자력자에게는 헌법재 의 근장애 내지는 헌

법재 을 받을 권리의 침해요인이 될 수는 있으나, 헌법재 소법

제70조에서는 국선 리인제도를 두어 사인이 당사자로 될 수 있는

주된 경우인 헌법소원심 청구에서 변호사를 리인으로 선임할

자력이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국고에서 그 보수를

지 하게 되는 국선 리인을 선정해 주도록 함으로써 상조치를

별도로 마련한 이상 그러한 제한을 두고 재 을 받을 권리의 본질

내용의 침해라고 할 수 없다고 시하 다.178) 그리고, 행 민

사소송인지법상 인지액 산정비율의 정성 소송상의 구조제도,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제한되는 재 청구권과 그

에 의하여 추구되는 공익 사이의 상당한 비례 계 등을 참작하면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이 재 청구권을 과잉 지의 원칙에

반하여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다.179)

국가배상법이 정한 배상결정 차에 있어서 배상심의회의 제3자성·

독립성이 희박한 , 심의 차의 공정성·신 성도 결여되어 있는

, 배상심의회에서 결정되는 배상액이 법원의 그것보다 하회하는

, 신청인의 배상결정에 한 동의에 재 청구권을 포기할 의사까

지 포함된 것으로 볼 수도 없는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국가배상

법 제16조 “심의회의 배상결정은 신청인이 동의한 때에는 민사

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재 상의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라는

부분은 신청인의 재 청구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어서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권 제한입법에 있어서의 과잉

입법 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한다.180)

(3) 행정소송 역

178) 헌재 1990. 3. 3. 89헌마90등, 례집 9-2, 502.

179) 헌재 1996. 10. 4. 95헌가1등, 례집 8-2, 258.

180) 헌재 1995. 5. 25. 91헌가7, 례집 7-1, 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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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보장형식

사법행 청구권은 특히 행정재 을 받을 권리와 련하여 요

한 의미를 갖는다. 독일 기본법 제19조 제4항은 특히 공권력에 의

하여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의 사법행 청구권에 하여 정하고 있

는데, 이는 나치 시 에 행정재 이 기능을 상실한 역사 체험에

기 한 것이다.181) 1936년 비 국가경찰의 처분이 행정법원의 심사

에서 제외되었고, 1939. 11. 6. 자 행정단순화령(VO)에 의하여 행정

법원에 한 제소는 항고제기 가능성으로 체되었으며, 이로써 행

정법원을 통한 권리보호는 제거되고 만 것이다. 제2차세계 이

후에 제정된 독일 기본법 제19조 제4항은 공권력에 한 권리보호

가 공백 없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戰前)에 존재하 던

규율 이상의 권리구제를 보장하고 있다.182) 행정소송사항에 한 개

주의는 이러한 역사 맥락을 통해서 그 요한 의의를 음미해

볼 수 있다.

우리 행정소송법 제1조는 “이 법은 행정소송 차를 통하여 행정

청의 법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

의 권리 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 계 는 법

용에 한 다툼을 정하게 해결함을 목 으로 한다”라고 규정하

여 행정소송사항에 한 개 주의를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조

항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에 의한 직 인 구

제가 가능하고, 조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반

할을 가진 민사소송에 의하여 구제될 것이다.

행정소송의 역에서는, 행정청의 법한 행정처분이나 부작 에

하여 항고소송이 허용되는바(행정소송법 제3조 제1호), 법률상의

이익이 침해된 경우에 원고 격이 인정된다(같은 법 제12조). 한편

당사자소송은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 계에 한

181) AK-GG-Wassermann, a.a.O., Art. 19 IV Rn. 3.

182) AK-GG-Wassermann, a.a.O., Art. 19 IV Rn.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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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 계에 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 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이다(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그

러나, 행정소송법이 정하고 있는 민 소송(행정소송법 제3조 제3호)

기 소송(행정소송법 제3조 제3호)은 원고에게 속하는 권리나

법 이익을 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어서 사법행 청구권의 보호

역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

헌법재 소 1998. 7. 14. 선고 95헌바19등 결정(공보 29, 611)은

교원지 향상을 한특별법 제10조 제3항에서 재심 원회의 재심결

정에 하여 재심청구를 한 교원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

징계처분권자인 학교법인 는 사립학교 경 자는 이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 다 하더라도 이는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보장을 한 것

으로서 합리 이유가 있으므로 평등원칙에 배된다고 할 수 없

고, 재심결정은 일반 행정처분과 달리 행정심 의 재결에 유사한

감독권 행사로서의 처분이므로 학교법인 등이 재심결정에 하여

불복할 수 없도록 제한하 다 하여 재 청구권 등을 보장한 헌법규

정에 반되지 아니한다고 한다.183) , 헌법재 소 1996. 10. 4. 선

고 95헌바11 결정(공보 96, 587)은 구 지가공시 토지등의평가에

한법률 제8조 제1항이 표 지공시지가에 하여 그 이의신청기간을

‘공시일로부터 60일 이내’의 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표 지공

시지가의 특성상 이를 조속히 그리고 이해 계인 모두에 하여 일

률 으로 확정할 합리 인 필요에 기인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입법권자에게 허용된 입법재량의 범 내에서의 공

공복리 등을 한 합리 인 제한이므로, 법률조항은 행정심 청

183) 결정의 다수의견은 감독자인 국가의 감독 상자인 학교법인 등에 한 감독권 행사인

재심결정에 하여 감독 상자인 학교법인 등이 불복, 행정소송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

인지 여부는 결국 교육제도와 교원의 지 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에 한 문제로서 입법정

책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하지만, 사법행 청구권이 행정처분에 하여 법률상 이익이 있

는 자에게 일반 으로 원고 격을 인정하는 것으로 이미 입법 인 형성(행정소송법)을 통

하여 구체화되어 있었는데, 이를 다시 제한하는 것이 단순히 입법정책에 속하는 사항이라

고 볼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좀더 엄격한 기 에 의하여 사법행 청구권의 제한이 정당

화될 수 있는지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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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권이나 재 청구권 평등권을 침해하는 조항이라 할 수 없다고

한다.

(나) 헌법소원에 의한 구제

공권력의 행사 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

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 을 제외하고는 헌법재 소에 헌법소원심

을 청구할 수 있다(헌법재 소법 제68조 제1항). 행정소송상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아 행정소송에 의하여 구제될 수 없는 경우에도

헌법소원심 에 의한 구제가 부여될 수 있다. 와 같이 헌법소원

심 에 의한 구제가 부여된다면 사법행 청구권의 요청을 충족시

킨 것으로 볼 것인가? 이 에 하여는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헌

법 제111조 제5호는 헌법재 소의 장사항으로 “법률이 정하는 헌

법소원에 한 심 ”이라고 정함으로써 헌법소원의 인정범 에

하여 입법자에게 범 한 형성의 자유를 부여하 는데, 이에 기하

여 제정된 헌법재 소법 제68조 제1항이 와 같이 헌법소원의 범

를 정함으로써 어느 사건의 권리구제가 가능하게 되었다면, 구제

방법을 행정소송에 의할 것인가 아니면 헌법소원에 의할 것인가의

결정은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보여지므로, 일

응 사법행 청구권의 요청은 충족시켰다고 볼 수 있다. 헌법재

소의 헌법상 지 에 하여는 사법기 이라는 견해와 정치 사법

기 이라는 견해의 립이 있기는 하지만, 사법행 청구권에 있어

서의 법원이라 함은 독립된 재 기 으로서 최소한의 개념 표지

만을 충족시키면 족하다 할 것이므로 어느 견해에 의하더라도 독립

으로 심 권한을 행사한다고 할 헌법재 소가 사법행 청구권에

있어서의 법원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다) 권리구제수단의 명확성

헌법은 법원에의 근을 보장하기 하여 권리구제수단의 명

확성을 요구한다.184) 우리 헌법재 소는 행정소송과 련하여 불변

184) Maunz-Dürig, a.a.O., Art. 19 IV S.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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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명확화의 원칙을 천명하 다. 즉, 법한 처분에 한 행정소

송은 심 청구에 한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81조

단서의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호 부분은, 법한

과세처분에 한 국민의 재 을 받을 권리에 직 련된 불변기간

에 한 규정으로서, 그 기간계산에 있어서 나무랄 수 없는 법의

오해로 재 을 받을 권리를 상실하는 일이 없도록 쉽게 이해되게,

그리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률 문가의 입장

에서도 그 내용 악이 어렵고 모호할 정도로 불명확하고 모호하게

규정함으로써 그 기산 에 하여 혼선을 일으키게 하고 있으므로,

헌법 제27조 제1항의 재 을 받을 권리의 생원칙인 불변기간 명

확화의 원칙에 반하고, 한 헌법으로 확보된 기본권이 그 하 법

규로 인하여 잃기 쉽게 하 다는 에서 헌법 제10조 후문이 규정

하는 국가의 기본권보장 의무에도 반된다고 한다.185)

(라) 불복방법의 고지

행정심 법 제42조 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서면으로 하는 경

우에는 그 상 방에게 처분에 하여 행정심 을 제기할 수 있는지

의 여부, 제기하는 경우의 심 청구 차 청구기간을 알려야 한

다.”고 하고, 제2항은 “행정청은 이해 계인으로부터 당해 처분이

행정심 의 상이 되는 처분인지의 여부와 행정심 의 상이 되

는 경우에 재결청 청구기간에 하여 알려 것을 요구받은 때

에는 지체없이 이를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서면으로 알려 것을

요구 받은 때에는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불복방법의 고지제도는 사법행 청구권의 실질 인 보장에

기여한다.

다만, 이는 효과 보호의 역에 속하므로, 입법자에게 형성의

185) 헌재 1992. 7. 23. 선고 92헌바2등, 례집 4, 493. 헌재 1993. 12. 23. 92헌가12, 례집 5-2,

567; 1998. 6. 25. 97헌가15, 공보 28, 506; 1996. 11. 28. 96헌가15 공보 19, 49 등도 같은 취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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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헌법재 소는, 법률에 제소기간 는

그와 동일한 법 효과를 갖는 수계신청기간이 명시된 경우에는 그

자체가 실권에 한 경고로서의 의미를 갖는 것이므로, 별도로 그

기간을 해태할 경우 소권을 상실한다고 사 에 통지 는 경고하는

차규정을 두지 아니하 다 하여 재 청구권 는 재산권을 헌

으로 침해한 것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고, 이 사건 심

상 규정은 “권리의 조사가 있는 날로부터 1월내에” “소송을 수계

하여야” 함을 문언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법률

의 규정 그 자체로서 사 경고의 기능을 충분히 한다고 볼 수 있어

이 사건 심 상 규정에 의한 수계신청기간에 하여 별도의 경고

차규정이 없다 하여 재 청구권이나 재산권을 헌 으로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바 있다.186)

(4) 형사소송 역

(가) 보장형식

근 형사소송법은 이론상 사 (私的) 소추를 배제하는 방향으로

발 해 왔는바, 이는 형벌의 사 복수와의 분리, 응보형의 극복 과

정과 한 련이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 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고

규정한 헌법 제27조 제5항, 범죄행 로 인한 피해 구조를 정한 헌

법 제30조 등에서 읽을 수 있는 바와 같이 우리 헌법상 피해자의

보호, 특히 형사소송에의 여가 확 되는 추세를 감안할 때, 와

같은 헌법의 하 법인 형사소송법상 이론 발 과정만으로 우리

형사소송을 지배하는 기소독 주의를 의문의 여지 없는 당연한 법

리라고 제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특히 기소독 주의와 기소편

의주의가 결합되어 남용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이에 한 헌법

통제가 실하게 된다. 따라서, 범죄 피해자가 가해자의 범행을 처

벌해 것을 법원에 구할 권리 역시 사법행 청구권의 한 내용으

186) 헌재 1996. 8. 29 95헌가15, 례집 8-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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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해할 수 있다.187) 다만, 앞서 본 근 형사소송법 이론의 요

청을 반 하여 기소독 주의의 기 에 그 남용에 한 법원의

통제라는 완화된 법형식을 취함은 사법행 청구권의 요청에 부합

한다고 본다. 이 경우에도 형사실체법에 의하여 보호의 상에 편

입된 권리 이익의 귀속자인 피해자에게 고소권을 인정함은 사법

행 청구권의 최소한의 요청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형사재 에

서 상소권자의 범 를 규정하는 문제에 한 해답 한 헌법에 명

문이 없는 한 입법정책에 맡겨져 있다고 한다.188)

그리고, 피해자가 형사소송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국가의 형

벌권의 행사라는 목 은 민사소송 는 행정소송의 그것과는 매우

이질 이라 할 것이므로, 어느 한가지 유형의 보호방법이 보장되었

다 하여 다른 유형의 보호가 배제되거나 불필요하게 되는 것은 아

니라고 본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 헌법재 소가 비록 그 이론

근거는 평등권 헌법 제27조 제5항이 정한 피해자의 재 차에

서의 진술권 침해에서 찾고 있기는 하지만, 검찰의 모든 불기소처

분을 헌법소원의 상으로 삼아 구제의 길을 열어 놓은 것189)은 사

법행 청구권의 보장 측면에서도 지극히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

각한다.

(나) 재정신청제도의 인정범

기소독 주의 아래에서 피해자의 사법행 청구권은 결국 검사에

의하여 고소사건에 한 공소제기가 거부된 경우에 어떠한 구제수

단이 부여될 수 있는가의 문제로 귀착된다.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

187) 장석조, 공정한 재 , 522면 참조. 헌법 제27조 제1항에는 사법행 청구권의 용범 에

아무런 제약을 가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그 용범 에서 형사소송을 제외하기 해서는

방법론상 이른바 합목 제한의 방법에 따라야 할 것인데, 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

면 그 제한의 근거를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보여진다.

188) 헌재 1998. 10. 29. 97헌마17.

189) 헌재 1989. 4. 17. 88헌마3, 례집 1, 31; 헌재 1995. 9. 28. 94헌마48, 례집 7-2, 355; 헌재

1995. 9. 28. 94헌마263, 례집 7-2, 372 등 다수. 헌법재 소는 헌법 제27조 제5항의 문제

로 보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헌법 제27조 제5항의 정신을 받아들여 헌법 제27조 제

1항의 규정 내용에 포함시키는 것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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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항은 불기소처분에 한 재정신청의 상을 소정의 일정 범죄에

국한하고 있다. 헌법재 소 1997. 8. 21. 선고 94헌바2 결정( 례집

9-2, 223)의 다수의견은,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은 재정신청의

상범죄를 일정 범 로 한정함으로써 그 범죄 이외의 범죄에 한

고소․고발인의 재 청구권과 특히 고소인인 경우 범죄의 피해자로

서 재 차진술권 등에서 차별 우를 받는 것이 되므로 이것이 헌

법상의 평등의 원칙에 배되는 것이 아닌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

다고 제함으로써 문제를 고소·고발인의 재 청구권의 문제로

악하면서도, 기소독 주의와 기소편의의주의의 남용, 즉 검사의

자의 인 불기소처분에 한 통제방법에 하여 헌법에 아무런 규

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으로 어느 범 에서 이를

제한하여 그 남용을 통제할 것인가 하는 문제 역시 기본 으로 입

법자의 재량에 속하는 입법정책의 문제라고 한 뒤, 법률조항은

입법재량의 범 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어 재 청구권에 한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에 배되는 것이 아니라고 시하 다. 이에

하여 반 의견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차 기본권의 체계론에

하여 시한 뒤 “한편, 우리 헌법은 제27조 제5항에서 ‘형사피해

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 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범죄피해자가 가해자의 범행을

처벌해 것을 법원에 청구할 권리 역시 사법행 청구권이므로,

재정신청제도는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인 재 청구권을 형사 차법

상 보장하기 하여 마련된 제도로 볼 수 있다.”고 한 뒤, 법률

조항은 형사피해자로 하여 당해 사건의 형사재 차에 참여하여

증언하는 이외에 형사사건에 한 의견진술을 할 수 있는 청문의

기회를 부여하기 하여 헌법상 보장된 피해자진술권을 과도하게

제약한다는 , 헌법소원에 의한 불기소처분의 구제제도는 구조

인 결함으로 인해 재정신청제도에 가름할 조치로서 충분히 기능하

지 못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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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 제27조 제1항의 재 청구권, 제27조 제5항의 피해자의 재 차

진술권을 침해하 다고 시하 다.

다수의견 반 의견은 법률조항을 심사함에 있어서 고

소·고발인의 사법행 청구권의 문제로 근하 다는 에서는 견

해가 일치하나,190) 법률조항이 택한 조치가 입법 재량의 범 를

벗어난 것인지의 여부에 한 시각을 달리 하고 있다. 생각건 , 헌

법소원의 방식으로 불기소처분에 불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다면

일응 법원(재 기 )에의 근가능성은 보장되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나, 반 의견이 지 하는 것과 같은 구제제도로서 구조 결함

이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는 재정신청제도의 확 를 통하여 해결됨

이 입법정책 으로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법률조항에 하여

헌선언을 함으로써 법치국가원리를 상세한 입법 규율에까지

철시킬 것인지, 아니면 민주주의원리에 따른 입법 형성의 여지를

남겨 놓을 것인지의 결단이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다) 형사 차상의 공권력행사에 한 구제

, 아직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피의자 는 피내사자의 기본

권 는 법률상 이익에 한 국가기 의 침해행 에 하여는 그것

이 형사 차에 의하든 행정 차에 의하든 법원에 의한 구제수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에서 형사소송법 제417조가 정한

수사기 의 처분에 한 항고제도는 이러한 피의자 등의 사법행

청구권을 형사소송법 차원에서 실정법화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

다. 그러나, 항고제도는 구 , 압수 는 압수물의 환부에

한 처분에 한 불복만을 상으로 하고 있어 이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침해행 에 한 구제가 문제될 수 있다. 사법행 청구권은

법 문제에 한 국민의 법원에의 근 가능성의 공백 없는 보장

190)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유를 정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등에 한 헌 소원사

건에서 제27조 제5항의 피해자의 재 차진술권만을 문제삼았던 헌법재 소 1997. 1. 16.

선고 90헌마110, 136(병합) 결정( 례집 9-1, 90)의 합헌의견보다는 진일보한 입장이라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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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요청하고 있다는 에서 어떤 형태이든 법원에 의한 구제수단이

부여되어야 할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417조는 개 주의를 채택한

행정소송법 제1조에 한 특별규정으로 이해할 수 있으므로 제

417조의 용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 으로 행정소송 차에 의하여

구제되어야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시 민사소

송에 의한 구제까지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191) 그 어느 차에 의

한 구제도 부여될 수 없는 경우에는 헌법재 에 의한 구제도 고려

할 수 있다.

헌법재 소는, 구속당한 사람의 자유로운 견 방해 행 가 계속

인 것이 아니라, 이미 종료된 사실행 여서 취소·변경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법원으로서 재 할 이익이 없다고 하여 청구를 각하할

수밖에 없을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417호 소정의 불복방법은 수사

기 에 의한 견 방해에 한 구제방법이 될 수 없고 헌법소원의

심 청구 이외에 달리 효과 있는 구제방법을 발견할 수 없다 하고,

국가안 기획부 면회실에서 피의자가 그의 변호인과 견을 하는데

있어 소속직원(수사 )으로 하여 견에 참여하게 하고 가까이서

지켜보면서 화 내용을 듣거나 기록하게 한 조치는 헌법 제12조

제4항에 규정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헌임을 확인하고 행형법(1950. 3. 2. 법률 제105호, 최후 개정 1980.

12. 22. 법률 제3289호) 제62조는 그 행형법 제18조 제3항을 미

결수용자의 변호인 견에도 용하도록 한 부분은 헌법에 반된

다고 시함으로써,192) 형사소송법에 의한 구제가 부여되지 않는 경

우 형사 차상 처분에 한 헌법소원에 의한 구제를 정하 다.

191) 법원 1986. 10. 28. 선고 86다카220 결(공 1986[790], 3113) 참조. 인삼사업법 반 의

로 수사를 받던 피의자가 수사기 으로부터 여러차례 압수된 인삼에 한 소유권포기를 종

용받고도 이를 명백히 거 하 음에도 검사가 피의사실에 하여 기소유 처분을 하면

서 압수물을 국고 귀속처분하 다면 국고귀속처분은 법령상 아무런 근거도 없는

법한 처분으로서 그 하자가 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고 시하고 민사소송에 의한

구제를 부여하 다.

192) 헌재 1994. 4. 28. 93헌바26, 례집 6-1, 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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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보

사법행 청구권은 사법 독 을 유지하고 있는 국가 즉 체로서

의 국가권력을 향하고 있다. 국가는 법원과 집행기 을 설치할 의

무를 부담한다. 이러한 의무는 1차 으로는 입법자에 부과된 것이

고 나아가 행정권 사법행정의 권한을 가진 국가기 에게도 부과

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법원 역시 사법행 청구권을 보

장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있다.

4. 사 행  청  해  과

가. 사 행  청  

사법행 청구권은 기본권으로서 모든 국가작용, 즉, 입법, 행정

사법기능을 직 구속한다. 입법자는 상세한 개별규율(Einzelre-

gelung)의 권한을 갖고 있지만, 권리의 원칙 효력(최소한의 요

청)은 헌법 으로 보장되고 이 범 에서 입법자의 처분권한은 배제

되는 것이다. 그러나, 법원에의 근이 형식 차법률에 의하여

충분히 규율되는 범 에서 법 은 사법행 청구권을 직 사용하

여서는 안 되고 그 법률에 구속되며, 이러한 법률을 통하여 사법행

청구권이 보장되는 것이다.193)

일반 으로 기본권의 객 질서로서의 성격으로부터 기본권의

사인 효력(Drittwirkung)이 도출될 수 있다고 하고,194) 그 구체

용방법에 하여는 간 사인효력설이 지배 견해이다. 그런

데, 차 기본권은 그 성질상 사인 상호간에는 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사인간의 기본권효력 문제의 고찰 상으로 삼을 수 없

다는 견해가 있다.195) 물론 당사자들 사이의 합의의 효력이 문제되

193) Maunz-Dürig, a.a.O., Atr. 103Ⅰ Rn. 20, 21, S. 7 참조.

194) 허 , 책, 249면; Hesse, Konrad, a.a.O., Rn. 346ff., S. 137ff. .

195) 허 , 책, 257면. 반 : 앞서 본 구병삭, 책, 674면(간 용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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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우에는 그 합의는 제3자인 국가권력을 구속하지 않으므로,

차 기본권의 사인 효력은 문제삼을 필요도 없을 것이다. 그러

나, 결의 편취와 같은 경우에 법 청문 청구권의 사인 효력을

인정할 실익이 있는 것196)과 같이 사법행 청구권에 해서도 사

인 효력을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즉, 법원에

의 근을 방해하는 경우, 특히 출소기간이 정하여져 있거나, 일정

시 에서 제소하지 않는 경우에는 한 권리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제소을 방해하는 행 는 사법상의 일반조항을 통하여 불법

행 등 효과가 부여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부제소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그 약정이 사회질서에 반되는가

를 심사함에 있어서는 사법행 청구권이 하나의 단기 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앞서 본 효력의 계구조([표 1] 참조)를 제로 할 때 사법행

청구권의 침해에 한 구제수단이 보다 선명히 논의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제도에 의할 때에는 소송법상의 구제방법, 헌법재

에 의한 구제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나. 리 해  상 과

사법행 청구권은 법원에의 근을 보장하고자 하는 기본권이므

로 소송상 법원이 이를 침해한 경우에는 부분 소각하 결 는

공소기각결정이라는 형식 단에 의하여 차가 종결된다. 결국 사

법행 청구권의 침해에 한 소송상 효과는 소송 결(결정)에

한 구제의 문제로 귀착될 수 있다. 사법행 청구권이 침해된 재

의 하자는, 재 의 무효사유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지만 통상의 불

복제도에 의하여 책문할 수 있는 차상 하자를 구성한다.

민사소송에 있어서 소를 각하한 제1심 결에 하여 불복 항소하

196) 장석조, 결의 편취와 차 기본권, 법조 1997. 10.(이하, “ 결의 편취”라 한다), 31면 이

하 참조.



503

면, 항소법원이 제1심 차에 사법행 청구권을 침해하는 차상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결을 취소, 환송함이 원칙이다(민사소송법

제388조 본문). 상고심에서는, 차상 하자가 있는 결은 그 법규

반이 결에 향을 미친 경우에 한하여 기될 수 있다(민사소

송법 제393조).

형사소송에서는, 기소독 주의에 따라 공소제기의 권한이 검사에

게 속하므로, 직 피해자의 사법행 청구권이 문제되는 경우는 많

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공소제기에 피해자의 고소가 요구

되는 경우에 고소의 요건이 흠결된 때와 같이 법원에의 근이 방해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사법행 청구권의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사법행 청구권을 침해한 차상의 하자는 우선 검사

에 의하여 책문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피해자는 형사소송 차상

직 사법행 청구권이 침해되었다는 차상의 하자를 책문할 수

있을 것인가?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제1항은 피해자의 신청이 있

는 경우 그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한다고 하고, 제2항은 법

원은 이 경우 당해 사건에 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고 정하고 있을 따름이어서 피해자가 증인의 지 에서 증거자료를

제공함은 별론으로 하고 소송행 로써 직 차상 하자를 책문하

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197) 항소심법원은 결 결과에 향을

미친 경우에 한하여 법령 반을 이유로 원심 결을 기하고 자

하게 된다(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호). 상고심에서는 형사소송법

제394조에서 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결에 향

을 미친 법령 반의 경우에만 상고이유로 삼고 있는데(형사소송법

제383조), 상고이유에는 차법 반이 포함되어 있지 않

다. 그 지만 법 차기 설에 의하면 차 기본권의 침해를 이

유로 하는 경우에는 원칙 으로 결에 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해

197) 그러나, 헌법 제27조 제5항은 “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

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피해자의 법 청문 청구권을 정하고 있어 입

법조치가 타당한지에 하여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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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할 것이다.198) 형사소송법상의 재심의 상은 유죄의 확정 결이

므로 피해자의 사법행 청구권이 침해된 경우 재심제도에 의한 구

제를 기 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형사소송법 제420조 참조).

다. 리 해  헌 재 상 과

1987년 헌법은 종래의 헌법 원회 신에 헌법재 소를 설치하고

(헌법 제111조 이하), 헌법률심 , 탄핵심 , 정당해산심 , 권한

쟁의심 헌법소원심 을 그 권한으로 하고 있다(헌법 제111조).

그 특히 사법행 청구권의 침해와 련하여 문제될 수 있는 헌

법재 제도로는 헌법률심 헌법소원심 을 들 수 있다.

(1) 규범통제제도에 의한 구제

헌법 제107조 제1항과 제11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헌법재 소

가 구체 규범통제 권한을 장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은 헌법

률심사의 범 를 확정지을, 헌법재 소, 입법자 법원의 권한 사

이의 내용 한계설정에 하여는 구체 언 이 없다. 문제의

해명을 해서는, 원칙 으로 입법자에게는 법정립독 권(Rechts-

setzungsmonopol)이 귀속된다는, 즉, 헌법과 헌법에 내재하는 헌법

원칙을 통하여 설정된 한계 내에서 입법자는 일정한 형성의 자유

(Gestaltungsfreiheit, 주 단)와 일정한 진단의 여지(Prog-

nosespielraum, 객 단)를 갖는다는, 입법이론상 입법자의 권

한(Zuständigkeit des Gesetzgebers) 논의가 참고할 만하다.199)

이러한 범주 아래 우리는 사법행 청구권의 규범 내용을, 원

칙 으로 형성의 자유가 허여되는 효과 보호의 역과 한정된 범

에서 제한 으로만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는 최소한 요청(Mi-

198) 배종 , 이상돈, 책, 743면.

199) 김승환, 입법학에 한 연구－입법의 주체․원칙․기술을 심으로-, 고려 학교 학원 법

학과 박사학 논문, 1987, 61, 64면. 형성의 자유는 입법자가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내용

으로, 어떠한 형식으로 그리고 어떠한 경로를 거쳐서 정치 목표를 달성하고 생활사안

(Lebenssachverhalt)을 법 으로 규율할 것인가라는 선택의 가능성(Wahlmöglichkeit)을 내

용으로 한다. 한편, 진단의 여지는 입법의 기 가 되는 인식 사실의 악에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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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malforderung)의 역( 는 핵심 역 Kernbereich)으로 층화시

켜 악할 수 있음은 앞서 보았다.200) 여기서 최소한 보장의 역도

입법에 의하여 제한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아니고, 다만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가 원칙 으로 배제되므로 기본권 제한 입법의 정당성

에 한 논증책임 분배의 에서 그 실익이 있을 따름이라고 생

각한다.201)

(2) 헌법소원제도에 의한 구제의 문제

사법행 청구권과 련하여 법원에의 근에 한 규율이 없는

경우에는 가장 원칙 인 소송형태인 민사소송에 의한 권리보호가

부여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아무런 입법조치가 없어 헌법소원이 인

정될 수 있는 이른바 진정입법부작 의 경우는 상정하기 어렵다.

그 지만,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가 크게 제약되는 본질 내용

최소한 요청의 경우에는, 당해 규범 내용이 입법자 는 법원을

직 구속하여 어떤 형태로든 그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정당한 입법이 실행된 경우 는 입법이 실행되지 아니한 경우에

법원의 조치에 의하여 사법행 청구권이 침해된 경우 소송법상의

구제수단이 더 이상 남아 있지 않은 때에는 그 구제수단으로 헌법

소원제도를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헌법재 소법 제68조 제1

항 본문은 헌법소원의 상을 정하면서 법원의 재 을 제외시키고

있으며(법원재 의 배제),202) 같은 항 단서는 다른 법률에 구제수단

이 있는 경우에는 그 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

다고 하여(보충성의 원칙), 결국, 우리 나라에서는 법원의 조치에

의한 사법행 청구권의 침해가 있는 경우 원칙 으로 헌법소원제

도에 의하여 구제 받을 수는 없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법

200) 법 청문 청구권에 하여 Maunz-Dürig, a.a.O., Art. 103Ⅰ Rn. 20, S. 7; Kopp,

Ferdinand O., Das rechtliche Gehör in der Rechtsprechung des Bundesverfassungsge-

richts, AöR 1981, 604(616) 참조. 비 견해로는 Waldner, Wolfram, a.a.O., Rn. 513, S.

146.

201) 와 같은 층 악에 하여는 장석조, 공정한 재 , 602면 이하 참조.

202) 이에 한 한정 헌결정으로는 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례집 9-2, 84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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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이 원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부 법하다고 하여 각하하

고 본안 단을 않은 경우에는 법원의 재 을 헌법소원의 상으로

삼지 않고도 원행정처분을 상으로 삼아 헌법소원의 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다시 심사할 수 있을 것이다.203)

다만, 사법행 청구권이 차법규에 한 헌법률심사의 기 으

로는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소송 차에서 당사자가 법원의

조치의 근거가 된 어느 법률이 사법행 청구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반됨을 주장하여 헌법률심사의 제청을 하 다가 배척된 경우에

는 이를 헌법소원을 통해 주장할 수 있다(헌법재 소법 제68조 제2

항). 그리고,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진 경우에는 다시 법원에서 재

심 차에 의하여 구제 받을 수 있다(헌법재 소법 제75조 제7항).

Ⅳ.  청  청

1. 우리 헌 질   청  청

가.  청  청   필

실체 기본권 목록의 확립과 포 권리구제의 보장이 달성된

국가에 있어서,204) 경제 역에 한 국가의 극 개입에 따른

국가기능의 확 ․강화와 합목 단(특히 과학 -기술 단)

을 요하는 문 , 사회보장 입법과제의 행정부 사법부에의

임에 따른 불확정한 법 개념의 증 로 인하여, 차 기본권

203) 그러나, 헌법재 소 1998. 6. 25. 선고 98헌마17 결정은 소각하 결을 한 원심 결에 한

상고를 기각한 법원 결이 선고된 경우 각 결이 취소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행정처분을 상으로 한 헌법소원심 청구를 각하 다.

204) 행정소송법 제1조. 불완 한 구제수단의 확충이라는, 차 기본권의 근 과제에서 보

면, 서독에서도 제2차 이후에 행정소송에 한 개 주의를 받아들임으로써 공권력에

의한 권리침해에 한 포 권리구제가 달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Jauernig, Othmar,

Zivilprozessrecht, 20. Aufl., 1983, C. H. Beck, München, S.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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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법원에의 근을 보장한다는 근 과제를 넘어서 사법 차 자

체의 합리화라는 과제의 수행을 하여 새로이 정립될 필요

가 있게 되었다. 이는 일치론(Korrespondenztheorie) 진리 205)에

터잡은 실증주의 법인식 패러다임은 더 이상 결의 정당성을 근

거 지울 수 없게 되어206) 결의 정당성의 조건을 실체 정당성보

다는 차 정당성에서 찾아야 한다는 에서도 그 당 성이 뒷

받침될 수 있다. 결의 정당성(Legitimität des Urteils)의 조건은

결 차 바깥에는 존재하지 않고, 계자들 사이의 논의(Argu-

mentation)와 합의(Konsens)를 통해서만 이루어 질 수 있다.207)

나.  청  청  헌 상 근거에 한 

법 청문 청구권을 우리 헌법질서 내에 받아들인다면, 그 실정

헌법상의 근거는 어느 헌법 조문에서 끌어올 것인가? 우리 나라에

서는 주로 정당한 재 을 받을 권리의 내용으로 이해되는 것 같은

데, 법 청문 청구권을 직 인정하는 학설로서는, ① 헌법 제11조

(평등원칙), 제27조 제1항(법률에 의한 재 을 받을 권리), 제3항(신

속한 재 을 받을 권리) 제109조(심리와 결의 공개를 요구할

권리)를 근거로 차 기본권으로 인정하는 견해,208) ② 헌법 제27

조 제1항을 근거로 하는 견해,209) 그리고, ③ 헌법 제10조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최 한 보장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독일과

같은 규정이 없어도 법 청문 청구권을 헌법 요청이라 할 수 있

205) 어느 명제의 진리성을 그 명제가 지칭하는 상과의 일치에서 찾는 철학 입장. 가장 선

명한 형태는 논리실증주의[이명 , 이성과 언어－ 철학의 지평을 찾아서-, 1982, 문학과

지성사, 서울, 45면. 비트겐쉬타인(L. Wittgenstein), 카르납(R. Carnap) 등에 의하여 제시된

바 있다.].

206) 이상돈, 법 의 말행 와 올바른 법－고도산업사회에서의 법률 용의 화이론 재구성-,

스티스 제25권 제2호, 1992, 한국법학원, 서울, 157면 이하 참조.

207) Kaufmann, Arthur / Hassemer, Winfried, Grundprobleme der zeitgenössischen Rechts-

philosophie und Rechtstheorie, 1971, Athenäum Verlag GmbH, Frankfurt/M, S. 72.

208) 정동윤, 책, 160면.

209) 강 , 책,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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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견해210)로 나뉘어 있다.

그러나, 실정헌법상 근거를 헌법 제27조 제1항에 두고 있는 주장

에 하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찬성하기 어렵다. 첫째, 헌법 제27

조 제1항의 문언이다. 동조항은 법률(Gesetz)에 의한 재 에 하여

규정하고 있을 따름이다. 문언만을 가지고는 그 차 법률 자

체를 평가할 보다 상 의 정당성 규 , 즉 기본권 는 헌법원칙을

기 지울 수가 없다.211) 둘째, 사법행 청구권과 법 청문 청구권

사이의 이질성이다. 법 청문 청구권은 사법 차상의 기본권임에

반하여, 사법행 청구권은 사법 차가 개시되기 이 에 사법 차

에의 근을 보장하는 기본권이므로, 양자를 동일 조항에서 이끌어

내는데는 어려움이 많다.212) 게다가 법 청문 청구권은 신속한 재

을 받을 권리(헌법 제27조 제3항)와 내용 으로 상충 계에 놓이

기 쉽다는 을 고려하면, 만일, 법 청문 청구권의 헌법 근거를

헌법 제27조 제1항에서 찾는다면, 헌법 제27조 제1항은 헌법 제27

조 제3항의 논리 제 는 출발 이 되면서 동시에 상충 계에

놓이게 된다는 기이한 결과를 래하게 된다.

한편, 헌법 제11조(평등원칙)를 헌법 근거 의 하나로 들고 있

는 견해(①)는 법 청문 청구권뿐만 아니라 일본에서 논의되는 당

사자권을 포 하는 의의 차 기본권을 상으로 하고 있으며,

평등원칙은 자의 지라는 형식 원리에 의하여 모든 권리 법

단의 기 가 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론상 별다른 문제는 없다

210) 이시윤, 책, 128면.

211) 이에 하여는 법률이라 함은 차법을 포함하는 개념이고 그 법률은 합헌 인 것이어야

하는데, 헌법 제12조 제1항 후문 후단은 법 차를 명문화하여 차법에 한 정당성의

기 을 제시하 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앞서 지 한 바와 같이 헌법 제12조 제1항 후문

후단은 그 개념과 보호 역이 모호하여 조항이 정한 처벌·보안처분 는 강제노역에

한 차를 넘어 독립된 차 기본권으로 일반화함에는 찬성할 수 없다.

212) 독일에서도 법원에의 근(Zugang zum Gericht)을 정하고 있는 기본법 제19조 제4항 이

총체 권리보호의 보장(eine universalle Rechtsschutzgarantie)에 기여하는 것은 아니라고,

즉, 사법 차상의 차 기본권까지 보호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해되고 있다. Tettinger,

Peter J., Fairneß und Waffengleichheit: Rechtsstaatliche Direktiven für Prozeß und

Verwaltungsverfahren, 1984, C. H. Beck'sche Verlagsbuchhandlung, München, S.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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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할 수 있다. 다만, 여기에서는 법 청문 청구권은 평등원칙과는

구별되는 별개의 차 기본권임을 지 해 놓기로 한다.213)

다.  청  청  실 헌 상 근거

그러면, 법 청문 청구권은 과연 우리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인가? 필자는 법 청문 청구권의 기 가 되는 헌법

가치결단을 법치주의의 원리와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보장에서 찾는다. 법 청문 청구권은 소송에 있어서의 법치국가성을

유지하기 한 본질 구성부분이며, 국민이 차의 단순한 객체로

락하지 아니하고 차의 주체로서 존 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어

느 기본권보다도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실질 보장과 긴 한 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다.214) 이 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보장에서 그

이론 근거를 찾는 앞서 본 ③의 견해는 그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나, 법 청문 청구권의 근거규정을 헌법 제10조에서 찾는

다면 이는 제한불가능한 기본권에 해당하게 되므로 문제가 있다.

이러한 법 청문 청구권의 우리 헌법상 근거조항은 어디에서 찾

을 수 있는가? 필자는 헌법 제107조에서 제시한 “사법 차”의 구

조 본질로서 요청된다는 , 이미 헌법 제27조 제5항은 당사자가

아닌 형사피해자의 재 차진술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

12조 제1항 후문 후단이 정한 법 차 원칙에서 읽을 수 있는 우

리 헌법의 가치설정을 고려하여, 헌법 제37조 제1항의 헌법에 열거

되지 아니한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법 청문 청구권이 존 되고 보

호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이는 권리가 실정화되지 아니한 경우

에도 민사소송의 당연한 제로서, 자명한 권리로서 시인되고 있었

다215)는 에서 명백하다 할 것이다. 특히, 우리 헌법이 유독 신속

213) Waldner, Wolfram, Der Anspruch auf rechtliches Gehör, 1989, Carl Heymanns Verlag

KG, Köln-Berlin-Bonn-München, S. 7.

214) Stein-Jonas, Kommentar zur Zivilprozeßordnung, 20. Aufl., J. C. B. Mohr, Tübingen, vor

§ 128 S. 8; Maunz-Dürig, a.a.O., Art. 103Ⅰ S.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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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재 을 받을 권리를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권리와

길항 계에 놓여 있으면서 보다 근본 인 요청이라고 할 수 있는

차 기본권, 즉 법 청문 청구권의 존재를 그 당연한 제로서

시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216)

법원 례는, 채무자가 채권자 권에 의한 소송이 제기된 것

을 알았을 경우에는 그 확정 결의 효력은 채무자에게도 미친다고

하고,217) 결의 편취로 인하여 확정 결에 의한 강제집행이 불법행

가 되기 한 기 으로 차 기본권을 들고 있는 바,218) 이를

통하여 민사소송 차에 한 가치 단의 근 에는 법 청문의 요

청이 놓여 있음을 읽을 수 있다.

2.  청  청  미

가.  청  청  개

법 청문 청구권이라 함은 “법원의 구체 인 차에서 제기된

모는 사실상․법률상의 문제에 하여 진술하고(sich zu äußern),

법원으로 하여 이를 듣게 할(gehört zu werden) 기회를 요구할

수 있는, 차 계인(der Verfahrensbeteiligte)의 차 기본권”을

의미한다.219) 즉, 재 차상 말할 수 있는 권리 는 법원에 하

215) Stein-Jonas, a.a.O., vor Art. 182 S. 8; Schwab, Karl Heinz / Gottwald, Peter,

Verfassung und Zivilprozess, 1984, Verlag Ernst und Werner Gieseking GmbH, Bielefeld,

S. 50; Maunz-Dürig, a.a.O., Art. 103Ⅰ S. 3.

216) 그 기본권체계상의 지 에 하여는 장석조, 책, 16면 이하 참조

217) 법원 1975. 5. 31. 선고 74다1664 원합의체 결(집 23-2민, 30); 1991. 12. 27. 선고 91

다23486 결(집 39-4민, 423). 이시윤, 책, 710면；정동윤, 책, 713면에서는 례

의 입장을 차보장 여부에 의하여 기 력의 확장을 좌우하려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다.

218) 법원 1995. 12. 5. 선고 95다21808 결(집 43-2민, 346).

219) Maunz-Dürig, a.a.O., Art. 103Ⅰ Rn. 28, S. 10 참조. Der Anspruch auf rechtliches Gehör

의 역어에 하여는 약간의 문제가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개 법 심문 청구권(정동윤,

책, 159면.) 는 심문 청구권(강 , 책, 27면; 이시윤, 책, 128면; 방순원, 민사소

송법, 1987, 한국사법행정학회, 서울, 155면.) 등의 역어가 사용되고 있다. 그 밖에 독일 기

본법 제103조 제1항의 법문의 번역에 있어서는 법 청문권이라는 역어를 사용한 도 있

다(콘라드 헷세 , 계희열 역, 서독헌법원론, 1985, 삼 사, 서울, 487면; 배종 , 이상돈,

책, 16면.) 한편, 일본에서도 심문 청구권으로 번역되고 있는가 하면(紺谷浩司, いわゆる審

問請求權とはなにか. そのような觀念を認める實益を 察せよ, 法學敎室 <第二期> 第1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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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자기의 진술을 경청하여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는 독일 기본법 제103조 제1항의 규범 내용을 주로 하여 정

의를 내린 것이지만, 독일과 비슷한 헌법 체계를 지닌 우리 나라에

서도 다른 헌법상 는 소송상 원칙과의 한계 설정을 고려할 때

정의를 그 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단된다.

법 청문은 기본권이기 이 에 이미 법률가의 차법 가치

단의 근 에 놓여 있는 기 인 소송상의 원칙이라 이해할 수 있

다. 당사자의 방어권, 정 차 등이 유사한 법 개념이라 할 수

있지만, 이를 포 하면서도 일정한 방향의 가치를 반 한 권리로서

의 성격을 드러내기 하여 별도의 기본권으로 구성하는 실익이 있

다고 생각한다. 소송 차상의 차 기본권이라는 에서 차의

1973, 有斐閣, 東京, 135面; 有紀 新, 非訟手續における審問請求權－その法的根據に關する一

察, 民事訴訟雜誌21, 1975, 法律文化社, 京都, 162面.), 법률상의 청문[山田 晟, ドイツ法律

用語辭典, 昭和57(1982), 有斐閣, 東京, 316面.]이라는 역어가 사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우선

역어 rechtlich의 의미에 하여는 여러 가지 해석가능성이 있다. 즉, Recht라는 단어

에는 권리(subjektives Recht) 법질서(Rechtsordnung, Recht im objektiven Sinne)라는

의미 외에도 소송(Prozeß), 법원(Gericht)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지명렬 엮음, 동아

라임 독한사 , 1988, 1480면). 그런데, rechtliches Gehör는 법 문제에 한 Gehör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님에도 rechtlich의 역어로서 법 는 법률상이라는 어휘를 선택하는 경

우에 rechtliches Gehör의 규범 내용에 오해를 불러일으킬 험이 있다. 이러한 을 고

려하 는지 일본에서는 rechtlich는 gerichtlich를 의미한다는 주장이 제시되고 있다(三け月

章, 裁判を受ける權利, 民事訴訟法硏究 第7卷, 昭和53(1978), 有斐閣, 東京, 12面; 山田 晟,

책, 316면.). 그러나, 이 에서는 rechtlich의 통상 어의에 따라 “법 ”이라는 역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이 경우에도 그 실질 의미는 “재 상”이라는 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

다. 그리고, 나아가 Gehör의 번역에 하여도 문제가 있다. 우리 민사소송법상 Gehör와 비

슷한 의미를 지닌 법개념으로 심문이라는 어휘가 그 역어로 사용되고 있지만, Gehör의 외

연은 실정법상의 심문보다는 넓다는 것이다. 일본에서는 일본 민사소송법상의 개념인 심심

(審 )이 구두변론을 열지 아니하는 경우에 서면 는 구두에 의하여 당사자 기타 이해

계인에게 개별 으로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일본 민사소송법 § 125Ⅱ 참조. § 74Ⅱ, §

149, § 314Ⅱ, § 602, 민사소송규칙 § 12)을 의미하여 우리 민사소송법상 심문에 상응하지

만, Gehör는 당사자 이해 계인에게 차상의 권리를 보장하는 에 이 있고 구

두변론을 포함하는 것이어서 그 범 가 심심보다 넓기 때문에 혼동을 피하기 하여 심문

이라는 역어를 사용한다는 것이다(紺谷, 논문, 136면.). , 독일에서도 우리 법제상 심문

이라는 개념을 Anhörung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구별하여 표 하고 있다(§ 387 Ⅰ ZPO).

이러한 들을 종합하면 Gehör는 형식 법률 차원의 민사소송법이 정하고 있는 심문(독일

의 Anhörung)의 개념과 구별할 필요가 있다 하겠고, 그 필요성을 충족시키기 하여 법률

용어로서 조 어색하기는 하지만 청문이라는 새로운 법개념을 사용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

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rechtliches Gehör”는 법 청문으로 번역함이 좋겠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에서 민사소송법상의 심문(§ 75, § 288, § 565, § 673, § 694)은 법 청문이라

는 헌법상 요청이 실정법화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독일 기본법 제103조 제1항의

rechtliches Gehör를 법 청문으로 번역한다면, 동조항의 “vor Gericht”는 권리의 보호

역을 한정하는 기능을, “rechtliches”는 법이 형성되어 가는 재 차라는 권리의 내용

을 각 지시하는 기능을 각 담당하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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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를 요구하는 사법행 청구권과는 보호 역을 달리하고, 권리

의 속성상 신 한 차 구성 진행을 요구하고 있어 소송 차상

의 다른 차 기본권과의 계가 문제될 수 있다. 특히 우리 헌

법재 소가 인정한 공정한 재 을 받을 권리의 보장과 가장 한

계에 있는 기본권이라 할 수 있다.

권리의 보호정도가 기회의 보장 는 최소한의 요청(Mini-

malforderung)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220) 법원의 평가 지

(Verwertungsvervot)라는 소극 ․방어 성격221)과 함께 극 ․

공격 인 면222)을 함께 갖고 있다. “법은 그 법이 획득되는 법과정

과 분리될 수 없다(Das Recht ist nicht trennbar vom Rechts-

gang, auf dem es gewonnen wird. Adolf Arndt).”223)

나.  청  청   격

(1) 법 청문 청구권의 2 성격

법 청문 청구권을 기본권 유사의 권리(grundrechtsähnliches

Recht)로 이해하는 견해도 있었지만,224)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보장

에 불가결한 기 가 되는 규범 내용을 직시하여 헌법 등 의

보호를 받는 차 기본권(prozessuales Grundrecht od. formelles

Grundrecht)으로 악함이 상당하다.225) 따라서, 권리는 직

220) Vgl. Kopp, Ferdinand O., AöR 1981, 604(607).

221) Laumen, Hans-Willi, Das Rechtsgespräch im Zivilprozeß, 1984, Carl Heymanns Verlag

KG, Köln. Berlin. Bonn. München, S. 249; Maunz-Dürig, Art. 103Ⅰ Rn. 29, S. 10. 일본

에서는 이 만을 지 하는데 그치는 견해가 있다(紺谷, 논문, 136면.)

222) Laumen, Hans-Willi, a.a.O., S. 249. 독일 연방헌법재 소도 역시 이러한 법 청문 청구권

의 목표 설정을 고려하고 있다: BVerfGE 1, 418(429); 11, 218(220); 15, 303(307); 18,

380(383); 41, 324(326); 42, 128; 44, 302(306); 55, 94(99).

223) Laumen, Hans-Willi, a.a.O., S. 1.

224) Arndt, Adolf, Das rechtliche Gehör, NJW 1959, 6(6).

225) Laumen, Hans-Willi, a.a.O., S. 249; Maunz-Dürig, a.a.O., § 103Ⅰ Rn. 3, S. 3; Baur,

Fritz, Zivilprozeßrecht, 4. Aufl., 1982, Alfred Metzner Verlag, Frankfurt am Main, S. 61;

Zeiss, Walter, Zivilprozeßrecht, 5. Aufl., 1982, J. C. B. Mohr(Paul Siebeck), Tübingen, S.

71; Rosenberg, Leo / Schwab, Karl Heinz, Zivilprozeßrecht, 13. Aufl., 1981, C. H.

Beck'sche Verlagsbuchhandlung, München, S. 146; Kleinknecht-Meyer-Meyer-Goßner,

Strafprozeßordnung : Gerichtsverfassungsgesetz, Nebengesetze und ergänzen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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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이 있는 기본권으로서 입법, 행정 사법을 구속한다.226)

법 청문 청구권은 그 법 성격상 2 성격(Doppelcharakter)을

지닌다. 즉, 주 기본권임과 동시에 객 차규범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다.227) 따라서, 법 청문의 요청은 일반 소송법규에

한 상 의 규범을 형성한다. , 객 가치질서로서의 성격이

가장 하게 드러나는 것은 기본권의 제3자 효력에서이다.

권리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사인 간에서도 효력을 갖는 것은 이

러한 성격에서 연유한다.228)

(2) 소송 차상의 지

차원을 달리 하여 법 청문 청구권은 소송 차상의 권리를 형성

하고 이를 침해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소송상 효과가 부여된다. 민·

형사소송 내에 있어서는 권리가 단지 최소한의 방법에 의하여

충족되는 것이 아니라, 차가 권리의 지도이념에 따라 구성

되고 최선의 방법에 따라 권리가 실 되어야 한다.229) 즉, 최소

한의 보장이 아닌, 효과 인 청문의 보장이 법 에 한 지침이 되

는 것이다. 헌법 차원에서 인정된 법 청문 청구권은, 소송 차

에 있어서 입법자 법 을 인도하는 지도이념 근본 가치

념으로서,230) 민사소송상 변론주의 처분권주의, 그리고 형사소송

상의 법 차 실체 진실주의 등 소송상 원칙과 더불어 그리고

이에 우월한 제일의 원칙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 법 청문 청구권이 헌법 제27조 제3항에서 정한 신속한 재

Bestimmungen, 40. Aufl., Beck, München, 1991, Rn. 24, S. 5.

226) Baur, Fritz, Der Anspruch auf rechtliches Gehör, in: Beitäge zur Gerichtsverfassung und

Zivilprozeßrecht, 1983, Mohr, Tübingen, S. 85.

227) Maunz-Dürig, a.a.O., Art. 103Ⅰ Rn. 7, S. 4; Laumen, Hans-Willi, a.a.O., S. 244. 기본권

의 이 성(der Doppelcharakter der Grundrechte)에 하여는 허 , 책, 225면 이하

Hesse, Konrad, a.a.O., S. 122ff. 참조.

228) 구병삭, 책, 674면에서는 사인 간에 있어서 재 청구권을 부인하는 법률 계는 기본권의

제3자 효력에 한 간 용설에 의하여 그 효력이 배제된다고 하여 제3자 효력을 인

정하고 있다.

229) Stein-Jonas, a.a.O., vor § 128 Rn. 19, S. 10.

230) Stein-Jonas, a.a.O., vor § 128 Rn. 19, S.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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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받을 권리와 충돌 계에 서는 경우에 종국 으로는 법 청문

청구권이 요청하는 법 가치가 신속한 재 을 받을 권리가 요청하

는 가치에 앞선다고 생각되며(인격 가치 우선의 원칙 는 자유

우선의 원칙),231) 이익형량(Güterabwägung)232) 실제 조화

(praktische Konkordanz)의 원칙233)에 의하여도 충돌 계의 해소가

불가능한 보호 역에서는 법 청문 청구권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

다. , 법 청문은 법원에 재량을 부여하는 차법규의 용에 있

어서도 존 되어야 한다. 재량의 행사는 충분한 청문의 보장이라는

유보 하에서만 정당화될 수 있고, 이러한 에서는 해석기 으로서

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234)

다.  청  청  능

법 청문 청구권은 각 개인이 언제나 인간으로서 인식되고 취

되며 국가 처분 는 재 의 단순한 객체로 락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보장을 그 근거로 한다.235) 이러한

에서 권리는 인간의 소송상 원권(das prozessuale Urrecht

des Menschen)이라 불리고 있다. 그리고, 권리는 개인의 형식

안정을 보장하는 법치국가원리를 그 지도원리로 하여 법치국가

법원의 보호에 기여하게 된다.236)

나아가 우리는 법 청문 청구권의 기능을 밝 볼 수 있

231) 허 , 책, 262, 263면.

232) 허 , 책, 261면; 홍성방, 기본권의 충돌, 고시연구, 1986년7월호(총권 148호), 고시연구

사, 서울, 73면.

233) 허 , 책, 263면; 홍성방, 논문, 74면 이하; Schneider, Harald, Die Güterabwägung

des Bundesverfassungsgerichts bei Grundrechtskonflikten, 1979, Nomos Verlagsgesell-

schaft, Baden- Baden, S. 209ff. .

234) Waldner, Wolfram, a.a.O., Rn. 280, S. 85.

235) Laumen, Hans-Willi, a.a.O., S. 245; Maunz-Dürig, a.a.O., Art. 103Ⅰ Rn. 5, S. 3; Klein-

knecht-Meyer-Meyer-Goßner, a.a.O., Rn. 24, S. 5.

236) Tettinger, Peter J., a.a.O., S. 10, 6; Pfeiffer, Gerd, Karlsruher Kommentar zur Straf-

prozeßordnung und zum Gerichtsverfassungsgesetz mit Einführungsgesetz, 2. Aufl., 1987,

Beck, München, Einl. Rn. 26, S.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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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실체법규의 구속에서 상당 정도 해방되어 있는 법 으로부터

정당한 결을 이끌어 내기 해서는 차 기본권이 결정 역할

을 담당하게 된다. 라우멘은 히도 다음과 같은 을 지 하고

있다. 개인은 재 의 객체로 그쳐서는 안되고 차의 주체로서 진

리 법발견(die Wahrheits - und Rechtsfindung)에 공동으로 참

여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는 화 상호성원칙의 실 을 한 본

질 요소인 것이다.237) 법 청문은 정당하고 한 재 의 추구

에 기여한다고 할 수 있다.238)

라. 다  상 도  계 

민사소송에 있어서 법 청문은 당사자의 주장입증을 허용하고

이를 가능 만들어 다는 논리구조의 측면에서, 당사자의 주장입

증의 구속력을 내용으로 하는 변론주의와 구별되고, 소송물에 한

권리보호가 아닌 재 자료제출의 허용이라는 용 역의 측면에서

사법행 청구권과 구별된다.239) 한편, 형사소송상 불고불리의 원칙

이 차의 개시를 규율하는 범 에서는 법 청문 청구권과 이 다

할 련이 없지만, 나아가 심 의 상도 특정하는 기능을 담당하

여240) 소송상 제출된 사실 계의 법원에 한 구속력을 의미함에

있어서는 법 청문 청구권과의 계가 문제될 수 있다. 사실인정

범 에 한 엄격한 구속력은 검사 제출의 사실(공소사실)에 국한

되고, 법원이 재 의 기 로 삼을 수 있는 재 자료의 제한을 의미

하는 법 청문 청구권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검사에게는 인정

되지 않는 피고인의 권리이므로, 양자는 모두 형사소송상 피고인

237) 이상돈, 논문, 165면 이하.

238) Laumen, Hans-Willi, a.a.O., S. 260.

239) Waldner, Wolfram, a.a.O., Rn. 16, S. 6. 따라서, 차가 법원에 아직 계속되지 아니한 범

에서는 자가 문제되고, 법한 소가 제기된 이후에는 오직 후자의 문제로 귀착된다. 법

한 소가 제기되고 소송비용이 납되었음에도 송달을 하지 않거나 기일 지정을 하지 않는

것은 법 청문의 거부에 해당한다.

240) 배종 , 이상돈, 책, 38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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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의 안정성에 기여하는 소송원칙이라 할 수 있다. 평등원칙의

생원칙이라 할 무기평등의 원칙241)과의 계에 하여는, 다른 쪽

당사자로부터도 들어야 한다(audiatur et altera pars)는 원칙에 따

라 청문은 방의 청문을 의미한다고 보아 권리는 무기평등의

원칙에서 비롯된다는 입장242)이 있으나, 법 청문 청구권은 방심

리주의가 지배하지 않는 차에도 용이 있으므로 오히려 무기평

등이 법 청문 청구권의 존재를 제로 한다고 이 상당하다.243)

한편, 자의 지와 련하여서는,244) 양법리의 첩 용이 문제되

나,245) 헌법 단의 일반조항으로의 도피 경향을 견제하기 해서도

법 청문 청구권의 용 역 밖에서만 평등원칙에 의한 자의 지

가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246) 유사한 문제로 공정 차 청구권

과의 계가 문제될 수 있는데, 사견으로는 그러한 헌법 일반조

항의 편입에 찬성하고 싶지 않다는 은 앞서 밝힌 바와 같다.247)

3.  청  청  건

법 청문 청구권의 정의로부터 다음과 같은 요건을 읽어 낼

수 있다. 원래는 모든 인간에게 인정되어야 할 기본권이지만, 차

기본권이라는 특성상 권리제약성248)이라는 개념표지를 매개로

241) 이 섭 편, 주석 민사소송법(상), 1983(1979), 한국사법행정학회, 서울, 556면; 김홍규, 책,

485면.

242) Blomeyer, Arewd, Zivilprozessrecht Erkenntnisverfahren, 1963, Springer-Verlag, Berlin·

Göttingen· Heidelberg, S. 100.

243) Waldner, Wolfram, a.a.O., Rn. 17, S. 7; Baur, Fritz, a.a.O., S. 93.

244) 다른 소송에서의 당사자들과 비교하여 동일 상황에서 동일 취 이 요구된다고 보는 경우에

는 자의 지와 법 청문 청구권 사이의 계가 문제될 수 있다.

245) 독일 연방헌법재 소는 당 에는 기본법 제103조 제1항을 평등원칙에 한 특칙으로 이해

하여 기본법 제3조제1항의 자의 지는 그 용이 필요하지도, 가능하지도 않다고 하 다

(Waldner, Wolfram, a.a.O., Rn. 18, S. 7; Kopp, Ferdinand O., AöR 1981, 604(610). ). 그러

나, 1980. 4. 29. 의 결정(BVerfGE 54, 117) 이후부터는 양법리의 첩 용을 인정하기

도 하여 유동 인 상태이다.

246) Kopp, Ferdinand O., AöR 1981, 604(611).

247) 상세는 장석조, 책, 30면 참조.



517

하여 법 청문 청구권의 귀속에는 다음과 같은 추가 인 요건이

요구된다고 해석하는 것이다.

① 법 청문 청구권은 “모든 인간”에게 보장된다. 다만, 소송법

이론뿐만 아니라 권리제약라는 추가 구성요건표지의 에서

차 계인 는 실체 련자일 것이 요구된다(주체 요건).249) ②

법 청문 청구권은 권리침해의 가능성을 지닌 법원의 차 는

조치에서만 용된다( 차 요건).250) ③ 권리제약이라는 제3의 구

성요건표지에 따라 어느 단일 소송 내에서의 구체 차상황이 문

제된다. 립 당사자 어느 한 당사자에 하여 단순히 이익만을

부여하는 조치에 하여는 그 당사자에게 다시 주장의 기회를 보

장함이 요구되지 않는다(상황 요건).251)

가. 주체  건－ 차 계  또는 실체  

앞서 언 한 바와 같이 주체와 련된 요건은 결론 으로 권리주

체가 차 계인이거나 실체 련자일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기

본권을 취득하기 한 일반 요건이 갖추어져 있을 것을 제로

한다. 독일에서는 기본법 제103조 제1항의 “jedermann(모든 인간)”

의 개념을 둘러싸고 법 청문 청구권의 귀속주체의 범 설정이 논

의되고 있다. 어느 당사자 사이의 소송에 하여 아무런 련이 없

는 어떠한 자까지도 임의로 간섭하는 것은 용납되기 어렵다는

에서 근한다면 우리 헌법질서 내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어떤 사람도 한 인간으로서 기본권이 귀속

될 일반 지 를 갖는다는 의미에서 “jedermann”이라는 문언의

248) 종래 권리침해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 으나, 법 청문 청구권에 있어서 문제되는 권리침

해는 차와 실체 권리 사이의 련성을 확정하기 한 것으로 반드시 법성을 요구하

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침해의 법성을 사상한 권리제약(Rechtseingriffod. Rechtsbeein-

trächtigung)이라고 함이 좀더 정확한 표 이라고 생각된다.

249) Waldner, Wolfram, a.a.O., Rn. 403, S. 115; Kleinknecht-Meyer-Meyer-Goßner, a.a.O., Rn.

25, S. 6.

250) Schilken, Eberhard, a.a.O., Rn. 135; Waldner, Wolfram, a.a.O., Rn. 272, S. 83; BVerfGE

27, 88, 103.

251) Waldner, Wolfram, a.a.O., Rn. 371, S.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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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론 의의를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1) 권리귀속의 일반 요건

여기서는 기본권론상 기본권주체성(기본권능력)과 기본권의 행사

능력의 문제를 살펴보기로 한다.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법 청문 청구권의 주체가 될 수 있

다.252) 국고로서 소송에 계하는 국가에게도 역시 법 청문이 보

장되며, 다른 법인의 지 와 구별되지 아니한다. 그 다고 고권

작용의 주체로서의 국가라 하여 달리 해석되는 것은 아니다. 법

청문 청구권의 귀속 여부는 오로지 소송 련성의 존부에만 달려 있

는 것이다.253) 법 청문 청구권은 내국인에게만 귀속되는 기본권이

아니며, 외국인, 외국법인과 무국 자에게도 보장된다고 한다.254)

법 청문 청구권은 모든 인간에게 용되는 기본권이기 때문에

행 무능력자 제한 행 능력자(beschränkt geschäftsfähige

Person)에게도 귀속된다. 그러나, 그 행사는 소송능력자에게만 인정

되며, 소송무능력자의 청문은 그의 법정 리인을 통해서만 보장된

다. 이러한 결과는, 법 청문 청구권은 소송상 권리로서 실제로 소

송을 수행하는 자에 의해서만 행사될 수 있다는 에서 비롯된

다.255) 다만, 법원의 조치라는 형식을 통하여 소송무능력자의 인격

생활 역이 침해될 경우는 외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무능력자

자신에게도 방어가능성이 부여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

송무능력자도 자신의 소송능력에 한 분쟁에서는 직 법 청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256) 민사소송에서는 특히 그 상소 차

252) Waldner, Wolfram, a.a.O., Rn. 384, S. 111; Rosenberg, Leo / Schwab, Karl Heinz, a.a.O.,

§ 85Ⅱ.

253) Waldner, Wolfram, a.a.O., Rn. 385, S. 111; Maunz-Dürig, a.a.O., Art. 103Ⅰ Rn. 14, S. 6.

254) Waldner, Wolfram, a.a.O., Rn. 386, S. 112; Rosenberg, Leo / Schwab, Karl Heinz, a.a.O.,

§ 85Ⅱ; Maunz-Dürig, a.a.O., Art. 103Ⅰ Rn. 31; Stein-Jonas, a.a.O., vor § 128 Rn. 22, S.

11; BVerfGE 12, 6 참조.

255) Waldner, Wolfram, a.a.O., Rn. 390, 391, S. 112.

256) Waldner, Wolfram, a.a.O., Rn. 393, S. 112; 강 , 책, 157면도 같은 취지로 간주되어

야 한다.



519

취소청구 차를 포함하는 한정치산 치산선고 차가 고려되어

야 한다.

소송무능력자의 청문 청구권은 리행사되어야 하므로, 법 청

문 청구권은 소송요건 심사의 순서상 법원 소송물에 한 소송

요건에 앞서 우선 당사자와 련된 소송요건을 심사할 것을 요구한

다.257) 소송 결에 앞서서도 당사자들에게 법 청문이 보장되어야

한다. 강제집행에 있어서도 법 청문은 소송능력자에 해서만 사

실상 보장될 수 있다는 견지에서 이 때에도 소송능력이 요구된

다.258) 따라서, 채무자가 결의 송달 이후에 소송무능력자가 된 경

우에는 그에게 다시 법정 리인이 선임되어야 한다. 소송능력의 흠

결은 법원이 이를 간과한 때에만 재심의 사유가 되는가,259) 아니면

명시 으로 소송능력의 존재를 정한 경우에도 재심의 사유가 되

는가260)에 하여 다툼이 있다. 그러나, 소송무능력자의 법 청문

의 보장이라는 견지에서 본다면 법원의 조치로 인한 법 청문 청

구권의 침해도 구제되어야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3호를 유추 용하여 재심의 길을 열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261)

(2) 권리귀속의 격

법 청문 청구권의 귀속이 인정되는 형 인 경우는 소송상 당

사자(Partei)의 경우이다. 이 때 자신의 권리의무에 하여 소송을

수행하는지, 아니면 타인의 법률 계에 하여 소송담당 형식으로

소송을 수행하는지는 문제되지 않는다. 공동소송에 있어서는 각 공

257) Waldner, Wolfram, a.a.O., Rn. 395, S. 114; Rosenberg, Leo / Schwab, Karl Heinz, a.a.O.,

§ 97Ⅴ5. 반 설 Thomas-Putzo, Zivilprozeßrecht : mit Gerichtsverfassungsgesetz u. d.

Einführungsgesetzen, 11. Aufl., 1981, Beck, Müchen, vor § 253 Anm. Ⅲ A, S, 454; 정동

윤, 책, 358면.

258) Jauernig, Othmar, Zwangsvollstreckungs- und Konkursrecht, 17. Aufl., 1987, § 1ⅤⅡ

(Waldner, Wolfram, a.a.O., Rn. 396, S. 114.).

259) Rosenberg, Leo / Schwab, Karl Heinz, a.a.O., § 44 Ⅳ 6; 정동윤, 책, 188면.

260) BGHZ 84, 24(29).

261) Waldner, Wolfram, a.a.O., Rn. 398, S.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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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송인이 법 청문 청구권을 갖고 있다.262)

나아가 자신의 권리가 기되는 재 과 련되어 있는 당사자 유

사의 지 (parteiähnliche Stellung)에 있는 자에게도 법 청문 청

구권이 보장된다. 이러한 법리는 공동소송 보조참가에 해서 뿐

만 아니라 단순한 보조참가에 해서도 타당하다.263) 다만, 보조참

가의 경우에는 주된 당사자와 모순되는 지 에 서게 되는 경우에

한하여 권리가 배제된다. 증인과 감정인은 그 자체로서는 법

청문 청구권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형사소송에 있어서도 불이익을 입을 우려가 있는 계인에게 법

청문 청구권이 인정된다.264) 즉, 법원의 차에 여하는 피의자,

당사자 그와 유사한 지 에서 여한 자에게 귀속된다. 여기에

는 공익상의 이유 는 자신의 법 불이익을 방지하기 하여

차에 참여하거나, 참여할 수 있는 보조 계인도 포함된다. 우선

헌법 제27조 제5항은 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

해 사건의 재 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이에 따라 형

사소송법 제294조의 2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해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함을 정하고 있으므로, 형사피해자에게 법 청문 청구

권이 인정됨은 명백하다. 독일법상 재무 청(Finanzbehörde)은 검찰

법원에서의 세무형사 차에 여하고(§ § 395, 402, 402, 407

AO), 행정 청은 법원에서의 과태료재 에 여한다(§ 76 OWiG).

형사 차는 국가의 법 지 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므로, 검사는

헌법이 보장하는 법 청문 청구권을 갖고 있지 않고, 차법 으

로 보장되는 심문(Anhörung)의 권리를 갖고 있을 따름이라고 한

다.265)

262) Stein-Jonas, a.a.O., vor § 128 Rn. 24, S. 12.

263) Stein-Jonas, a.a.O., vor § 128 Rn. 24, S. 12.

264) Kleinknecht-Meyer-Meyer-Goßner, a.a.O., Rn. 30, S. 7; Pfeiffer, Gerd, a.a.O., Rn. 27, S.

12.

265) Kleinknecht-Meyer-Meyer-Goßner, a.a.O., Rn. 27, S. 6; Braunschweig, NJW 62, 753. a.

M. Maunz-Dürig, a.a.O., Art. 103Ⅰ Rn.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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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과 일정한 실체 련성을 갖고 있는 소송외의 제3자에게는

어떠한 보호가 부여되는가? 이는 별항으로 상세히 보기로 한다.

(3) 실체 련 있는 제3자의 법 청문 청구권

민사소송법은 차에 여하지 아니한 제3자의 권리침해를 방지

하기 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고 있음이 통례이다(기 력의 상

성). 그러나, 재 의 효력이 당사자들 사이에서만 발생함에 그치지

아니하고, 차에 형식 으로는 여하지 않은 제3 련자(der

Drittbetroffene)에게도 미치게 되는 외 인 경우가 있다. 이 때

형식 으로 소송에 여하는 자(소송 계인) 외에 결에 실체 으

로 련되어 있는 제3자(실체 련자)에게도 법 청문 청구권이

귀속된다는 것은 일반 으로 승인되고 있다. 이는 제3 련자가

특정 사안에서 법원에 제소하고(anrufen) 그 법원의 권리보호 활동

의 개시를 청할 수 있는가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266) 이미 법원에

계속된 차에 참여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는 에서 이것은 오로

지 법 청문 청구권의 문제인 것이다.267)

이러한 제3 련자의 범 를 정하는 기 이 권리제약성이다. 따라

서, 그 인정범 에 하여 보건 , “권리”를 엄격히 이해하는 경우

에는 권리제약의 상은 주 권리에 국한된다. 이러한 견해는

법 청문이 용되는 차의 범 를 명확하고 좁게 획정함으로써

차의 진 단순화에 기여할 수 있으나, 법 청문이 부당하게

좁은 범 로 제약될 험성을 안고 있다. 반 로 “권리”라는 개념을

극히 넓게 이해하여 주 권리를 넘어 사실상의 이익까지도 포함

한다는 견해도 있을 수 있다. 이 문제는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련자의 범 획정과도 련이 있다. “주 권리”라는 기 에 의하

여 확정되는 법 청문의 용범 는, 다른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266) 제3 련자의 보호를 사법행 청구권의 문제로 악하여 그의 권리보호가 문제될 따름이라

는 견해도 있다[Häsemeyer, Ludwig, Drittinteressen im Zivilprozeß, ZZP 101(1988),

385(412); Peter Lerche, Zum Anspruch auf rechtliches Gehör, ZZP 78(1965), 1(23f)(aus:

Waldner, Wolfram, a.a.O., Rn. 406, S. 116)].

267) Waldner, Wolfram, a.a.O., Rn. 406, S.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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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을 무시하게 될 수 있으므로 무 좁다고 본다. 특히 집행에

한 이의에 한 민사소송법 제504조의 용에 있어서는 단지

차법상의 법 지 가 문제될 따름이다.268) 게다가 권리제약이라는

구성요건표지를 요건에 추가한다는 것은 법 청문 청구권이라는

기본권의 제한을 의미하게 되므로, 합리 이고 차법 인 근거제

시 없이는 이를 함부로 받아들여서는 안된다 할 것이다. 그러나,

“사실상의 이익”이라는 기 역시 부 하다고 단된다. 왜냐하

면, 사실상의 인과 계는 자연과학 으로 보아 무한히 연속되므로,

법 청문이 용되는 차와 실질 련자의 범 가 무 넓어지

고, 이는 차의 지연과 효과 권리보호의 침해를 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필자는 “법 이익”이라는 기 이 상당하다고 본

다. 이는 제3자가 차에 진입(Eintritt)함(민사소송법 제65조)에 필

요한 요건에 한 차법의 가치 단인 법률상의 이해 계269)에 상

응한다.

그러나, 원래의 당사자에게도 자신의 법 청문 청구권에 기하여

제3자의 혼입(Einmischung)을 방지할 이익이 존재한다270)할 것이므

로, 형식 계인(die formelle Beteiligte)의 효과 인 법 청문과

실체 련자(der nur materiell Betroffene)의 참여권 사이의 긴장

계에서 양자를 조화시키는 범 설정이 문제된다. 제3자는 (1) 주

소송 결과와의 법 련성(rechtliche Betroffenheit),271) (2) 침해

방지의 보충성(Unmöglichkeit anderer Abwehr des Eingriffs),272)

(3) 제3자 이해 계의 상 요성(주된 당사자들의 법 청문 청

구권에 한 과도한 방해 지)273) 등과 같은 요건을 충족시켜야

268) Rosenberg, Leo / Gaul, Hans Friedhelm / Schilken, Eberhard, a.a.O., S. 439.

269) 이시윤, 책, 219면; 정동윤, 책, 913.

270) Waldner, Wolfram, a.a.O., Rn. 409, S. 117.

271) Wolf, Manfred, Rechtliches Gehör und die Beteiligung Dritter am Rechtsstreit, JZ 1971,

405 (406); Waldner, Wolfram, a.a.O., Rn. 411, S. 117.

272) Waldner, Wolfram, a.a.O., Rn. 413, S. 118.

273) Waldner, Wolfram, a.a.O., Rn. 439, S. 125; Wolf, Manfred, a.a.O., S. 407. 컨 혼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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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청문을 보장받을 수 있다.

제3 련자가 자신의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래할 수 있는 소

송의 존재를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제3자에게 청문의 기회를 부여하

는 수단으로 보조참가, 나아가 공동소송 보조참가274)가 고려될 수

있다. 특히 후자는 민사소송법 제70조 제2항의 제한이 없어 기 력

이 제3자에게 확 되는 경우에 한 한 응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275) 제3 련자가 차계속사실을 모르는 경우에는 와 같은

차를이용할 수 없게 된다. 법원이 제3 련자의 존재 인 사항

(die Person)을 알거나 당사자를 통하여 지득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가사소송법 제7조 제1항의 유

추). 이 때에는 소송 개시시의 제1회 소환으로 족하고[제3 련자의

추가 소환(Beiladung)], 제3자가 소송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에 그 이상의 소환은 요구되지 않는다.276)

제3 련자의 법 청문이 거 된 경우에는 어떠한 효과가 발생하

는가에 하여 독일에서는 결효력제도설,277) 상소설(연방헌법재

소의 입장),278) 충설279)의 립이 있었다. 이와 련하여 우리 나

효의 결에 의하여 부부 일방에 한 채권을 상실하는 경우는 배제된다[Schlosser, Peter,

Urteilswirkungen und rechtliches Gehör, JZ 1967, 431(aus: Waldner, Wolfram, a.a.O., Rn.

438, S. 125.)].

274) 정동윤, 책, 923면.

275) Waldner, Wolfram, a.a.O., Rn. 441, S. 126; Rosenberg, Leo / Schwab, Karl Heinz, a.a.O.,

§ 47Ⅴ2a.

276) Waldner, Wolfram, a.a.O., Rn. 443, S. 127; Stein-Jonas, a.a.O., vor § 856 Anm. 2; Tho-

mas-Putzo, a.a.O., § 640e, S. 1033; Baumbach-Lauterbach, Zivilprozeßordnung mit Ge-

richtsverfassungsgesetz und anderen Nebengesetz, 37. Aufl., 1979, C. H. Beck'sche Ver-

lagsbuchhandlung, München, § 640e Anm. 1, S. 1215. 독일에서는 § 642e ZPO의 유추해석

문제로 보고 있다. 반 설 Schlosser, Peter, Gestaltungsklagen und Gestaltungsurteile, S.

211 (aus: Waldner, Wolfram, a.a.O., Rn. 443, S. 127.).

277) Zeuner, Albrecht, Rechtliches Gehör, materielles Recht und Urteilswirkungen, 1974, C. F.

Müller Juristischer Verlag, Karlsruhe, S. 50ff. .

278) Stein-Jonas, a.a.O., vor § 606 Rn. 20; BVerfGE 21, 132; 60, 7.

279) Waldner, Wolfram, a.a.O., Rn. 448, S. 128. 충설은 개별 차의 특이성을 고려한다. 결

이 당사자들 사이에서도 의미가 없게 되고 당사자들이 결효력의 존속에 더 이상 이해

계를 갖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소 헌법소원에 의한 결의 제거는 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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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에서는 행정소송법 제31조 제1항이 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본다. 이는 같은 법 제29조 제1항에 의하여 항고소송에서의 취소

결의 효력이 일반 제3자에게 미치게 되므로, 법 청문의 요청에

따라 제3자에게 청문의 기회를 인정하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다.

어느 소송의 결이 제3자에게 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31조 제1항과 같은 명시 인 법률상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법률

의 흠결), 헌법 정신에 비추어 동일한 규율을 인정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흠결의 보충).280) 따라서, 어느 소송의 결이 제3자에

향을 미치게 됨에도 제3 련자의 차 여가 배제된 경우에는 행정

소송법 제31조 제1항의 유추해석을 통하여 재심사유를 구성하게 되

고, 그 다면 그러한 규율과의 균형상 상소사유가 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상소설).281)

나. 차  건－ 리 약  원  차

법 청문 청구권은 권리제약 인 법원의 차(das gerichtliche

Verfahren)에서만 그 효력을 갖는다.

(1) 소송원칙들과의 계

법 청문의 원칙은 변론주의가 타당한 차에서뿐만 아니라 직

권탐지주의가 지배하는 차에서도 그 효력이 있다.282) 어떤 면에서

는 법 청문의 원칙은 직권탐지주의의 경우에 비로소 그 효용을

발휘한다고도 할 수 있다. 비송사건 차에 있어서도 법 청문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요청283)은 이러한 기능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볼

280) 법률의 흠결과 그 보충에 하여는, 김형배, 법률의 해석과 흠결의 보충－민사법을 심으

로-, 민법학연구, 1986, 박 사, 서울, 2면 이하 참조.

281) 좀더 상세한 논증은 장석조, 책, 43면 이하 참조. 가사소송법 제21조 제2항은 청구를 배

척한 결이 확정되었어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 력 확장의 외를 인정하고

있다. 이것 역시 법 청문 청구권을 염두에 둔 입법이라고 생각되나, 어느 경우든 차

여가 배제된 경우에는 어도 와 같은 효과가 인정되는 것이 헌법 정신에 합치하는 해석

이라고 생각한다.

282) Waldner, Wolfram, a.a.O., Rn. 12, S. 5; Maunz-Dürig, a.a.O., Art. 103 I Rn. 32, S. 12.

283) Habscheid, Walter J., Freiwillige Gerichtsbarkeit, 7. Aufl., 1983, C. H. Beck'sche

Verlagsbuchhandlung, München, S.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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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법 청문 청구권은 변론주의는 물론 소송의 심구조와

도 직 인 련이 없다. 다만, 법 청문 청구권은 잠재 으로라

도 재 기 성이 있는 재 자료만을 문제삼고 있기 때문에 변론주

의는 그 용범 의 획정에 일정한 향을 미칠 수 있다.

형사소송에 있어서는 소송구조를 당사자주의 으로 이해하는가

아니면 직권주의 으로 이해하는가에 계 없이 법 청문의 원칙

이 용된다. 그러나, 불고불리의 원칙은 심 상의 특정을 규율하

므로, 법 청문 청구권의 실 용범 에 향을 미칠 수 있다.

이 곳에서는 청구권이 용되는 차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를 본다.

(2) 통상의 소송 차

통상의 민사소송에서는 법원의 소송행 에 의한 당사자의 권리

역 제약에 앞서 계인(der Beteiligte)에게 청문이 보장되어야 한

다. 따라서, 권리제약을 상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진술가능성을 보

장하는 것이 요구되지 않는다.

비권리제약 재 으로는 소송기술 재 과 비 재 을 들

수 있다. 차의 병합 분리, 기일의 지정, 기간의 신장․불신장

등이 소송기술 재 에 속한다. 만일, 실정법이 와 같은 재 에

도 사 심문을 요구한다 하더라도( 컨 민사소송법 제255조

제2항의 기간신장), 이를 법 청문 청구권의 요청으로 이해할 수는

없다. 법원의 비 재 에도 역시 잠재 인 권리제약의 요소조차

포함되어 있지 않다. 가령, 법원의 석명 비명령(민사소송법 제127

조)은 차를 비하는 의미만을 갖고 있고 이러한 조치가 실행됨

으로써 비로소 권리 역의 침해가 문제된다. 따라서, 비 조치의

단계에서는 법 청문이 요구되지 않는다.284)

그 지만, 법원의 소송행 는 원칙 으로 계인의 권리침해가능

성을 안고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법 청문이 필요불가결하다.

284) Waldner, Wolfram, a.a.O., Rn. 285, 286, S.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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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에서 본 두 가지 범주 이외에는 부분의 재 이 권리제약 재

(rechtsbeeinträchtigende Entscheidung)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통상의 본안 차에서는 물론 부수 차에서도 법 청문은 보장되어

야 한다. 증거결정의 경우에도 잠재 권리제약의 우려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법 청문 청구권이 보장되어야 한다.285) 특히 집 심리제

와 련되어 논의되는 기일 증거조사제도 등에 하여서는 신

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생각한다.286)

독일에서는 1974년의 소 단독 사 개정법(Einzelrichternovelle)

에 의하여 개정된 민사소송법 제348조 제1항에 의한, 단독 사에게

의 사건의 이 (Übertragung des Prozesses auf den Einzelrichter)

에 하여 헌 논의가 있었는데, 그 헌법합치 해석의 요건

하나가 법 청문의 보장이라고 한다.287)

상소심 특히 문제되는 것은 결정 차에 해당하는 항고심 차

이다. 여기서도 항고의 상 방에게 재 자료 제출권이 인정되는데,

여기서 상 방의 심문(Änhörung des Gegners)은 민사소송법이 이

를 정한 경우에 비로소 헌법 요청으로 승화되는 정도의 보장강도

를 지니고 있다고 본다.288)

강제집행의 역도 법 청문의 원칙이 존 되어야 하는 법원의

차에 속한다.289) 그리고, 이를 법 이 주재하는지 아니면 사법보

좌 기타 법원직원 등이 주재하는지는 문제되지 아니한다.290) 그러

나, 본안 결의 기 력이 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채무자에게 강제

285) 상세한 논의는 장석조, 법원의 법 표명의무, 민사소송법의 제문제, 1992, 삼 사, 서울

(이하 “표명의무”라 한다.), 108, 109면 참조.

286) 한손해보험 회의 1992. 12. 19. 자 건의문에 의하면, 원고의 일방 증거조사로 인한 피

고의 참여권 침해의 우려를 지 하고 있는데, 이는 피고의 법 청문 청구권 침해의 문제

로 비화될 소지가 있다.

287) Arens, Peter, Probleme und Wirkung der Vereinfachungsnovelle(1990. 10. 8. 서울민사지

방법원강연원고), S. 23. 상세는 장석조, 책, 49면.

288) Waldner, Wolfram, a.a.O., Rn. 323, S. 95.

289) 상세는 장석조, 집행 차에 있어서의 채무자 보호, 민사집행에 한 제문제(상), 법원도서

, 1996, 서울(이하 “채무자보호”라 한다), 61면 이하 참조.

290) Waldner, Wolfram, a.a.O., Rn. 331, S. 96; Stein-Jonas, a.a.O., vor § 128 Rn. 21, S.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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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상 모든 주장에 하여 청문의 기회가 부여되지는 않는다. 기

력에 의하여 차단된 실체 항변은 재 자료 제출권(das Recht

auf Stellungnahme)의 용 상이 아니다. 그러나, 기 력의 기 시

이후에 사실 법률상태가 변경된 경우에는 다르다. 이와 더불어

강제집행에 계된 재 이 항상 권리제약 인 것은 아니고 채무명

의 실행을 넘어서는 범 에서만 권리제약 인 것이 된다.291)

형사소송에 있어서도 불이익을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Nur

bei drohender Beschwer) 계인에게 법 청문 청구권이 인정된

다.292)

(3) 특별소송 차

다른 결정 명령과 비교할 때, 지 명령 자체는 권리제약 재

이 아니고 이의가 없어 확정된 경우에만 비로소 권리제약 성격

을 갖게 되므로(민사소송법 제436조, 제445조, 제519조 제2호, 제521

조 제2항), 지 명령 이 에 채무자를 심문하지 아니한다 하여 법

청문 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293)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지 명령이 이의의 범 에서 효력을 상실하게 되므로(민사

소송법 제439조), 독 차에서는 법 청문이 철되고 있다 할 수

있다. 이의신청에 따른 차는 동일 심 에서 이루어지므로(민사

소송법 제444조 제1항), 이의신청은 법 청문 보장의 한 형태로 이

해할 수 있을 것이다.

형사 차상 약식명령에서도 유사한 문제를 발견할 수 있다. 약식

명령에 한 정식재 청구에 의하여 동일 심 에서 공 차에 의

하여 심 하게 되고(형사소송법 제455조 제3항), 정식재 의 청구에

의한 재 이 있는 때에는 약식명령이 실효되므로 역시 법 청문이

보장되고 있다.

291) Waldner, Wolfram, a.a.O., Rn. 331, S. 97.

292) Kleinknecht-Meyer-Meyer-Goßner, a.a.O., Rn. 30, S. 7.

293) Waldner, Wolfram, a.a.O., Rn. 339, S.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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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상 방의 사 심문(vorherige Anhörung) 없이 발하여 지고

있는 가압류 가처분의 허용성에 하여는 의문이 없다. 받는 이

익의 보 을 하여는 즉각 인 장악(sonstiger Zugriff)이 요구되는

데, 사안의 완 한 사 해명 계인의 사 심문에 의해서는 그

목 을 달성할 수 없다는 에서 외가 인정되는 것이다.294) 다만,

계인에게는 보 처분에 하여 사후 청문의 기회, 즉, 방어가

능성이 부여되어야 한다. 통상 결 차에서 피고에게 기일소환을 통

하여 청문의 기회를 이용할 것을 구하는 것과의 균형상, 보 재

에 잠정 권리행사 제한의 취지 외에도 생략된 청문의 기회를 이용

할 방법을 명시한 불복수단의 안내(Rechtsmittelbelehrung)를 함께

기재하는 것이 법 청문 청구권의 요청에 합치하는 것이 된다.295)

(4) 법원 외에서의 차

독일 기본법의 해석상 법 청문 청구권은 법원 외에서의 차에

하여는 용이 없다고 한다. 따라서, 행정 차에는 기본법 제103

조 제1항의 직 용은 없고, 다만 법치국가원리 그 이념 핵

인 인간의 존엄성 보장에서 청문의 요청을 끌어낼 수 있을 따름이

라고 한다.296) 우리 헌법은 이 에 있어서는 보다 진취 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우선 행정 차 행정심 의 차에서는 사법 차가

용되므로(헌법 제107조 제3항) 그 범 에서는 청문의 보장이 헌

법 요청임이 명백하고, 형사 차에 하여는 헌법 제12조 제1항

후문에 정한 경우에는 법 차가 요구되므로 그 합리 인 해석에

의하여 수사 차 등에서도 법 청문의 요청을 실 할 수 있는 규

범 내용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다. 상  건－ 리 약

294) Laumen, Hans-Willi, a.a.O., S. 246. 외로 보지 않는 견해는 Waldner, Wolfram, a.a.O.,

Rn. 355, S. 103. 압류와 마찬가지로 처분권한이 제한되는 물 부담에 해당하여 권리제약

이라고 이 상당하다.

295) Waldner, Wolfram, a.a.O., Rn. 359, S. 102.

296) Maunz-Dürig, a.a.O., Art. 103Ⅰ Rn. 92, S.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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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차 상황에서 법 청문 청구권이 인정되는가가 문제된

다. 엄 히 말하자면, 이는 앞서 본 주체 요건의 문제 차

요건의 문제와 명확히 구별되지 않고 상호 연 되어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특히 특정 차 내에서의 이익상황과 련하여 다음과 같

은 두 가지 측면에서 상황 요건의 윤곽을 그려본다.

(1) 권리제약성

그 속성상 어느 계인의 권리 역도 침해하지 아니하는 재

(비권리제약 재 )이 있는가 하면, 권리제약 인 재 도 동일

사항에 해서는 단지 어느 일방 계인에 해서만 불이익을 주게

마련이다. 바로 그 계인에 해서만 진술가능성의 보장이 요청된

다. 그리고, 승소한 일방 계인에게 한번만 청문이 보장되면, 그

계인은 그 이후의 진술(Äußerung)에 하여는 이해 계를 갖지

않게 된다. 주장과 반론의 연쇄(die Kette von Äußerung und

Gegenäußerung)가 무한히 계속될 수 없다면, 바로 여기에서 단

되어야 하는 것이다.297) 특히, 독일에서는 최후의 승소자(der

spätere Sieger)에 부여될 추가 청문의 생략가능성이야말로 강화

된 서면 차를 의미 있게 철시키기 한 제조건이다.

형사소송에 있어서도 사실과 증거조사의 결과가 불이익하게 평가

될 경우에만 계인에게 법 청문 청구권이 인정된다.298)(§ 33 III

StPO 참조)

(2) 잠재 재 기 성

재 자료와 련된 법 청문 청구권의 보장에 있어서는 어도

잠재 인 재 기 성(potentiell sacherheblich)을 갖출 것이 요구된

다.299) 이는 특히 재 자료 제출권과 한 계가 있다. 이러한

재 기 성은 실체법뿐만 아니라 차법, 특히 처분권주의 변론

297) Waldner, Wolfram, a.a.O., Rn. 371, 376, S. 107, 108.

298) Pfeiffer, Gerd, a.a.O., Rn. 27, S. 12.

299) Pfeiffer, Gerd, a.a.O., Rn. 26, S.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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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에 의존하여서도 결정된다. 형사소송에 있어서는 심 의 상

이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에 의하여 제한되므로 공소장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실은 공소장이 변경되기 에는 재 기 성이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공소장 변경이 없이 인정할 수 있는 사실 계에

하여는 재 의 기 가 될 여지가 남아 있으므로 그 사실 계에

하여 법 청문이 보장되어야 하는지 어느 범 에서 보장되어

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다. 다른 권리구제수단(Rechtsweg)에 의

하여야 하거나 는 다른 법원에서 제출되어야 할 사유에 기해서는

법 청문 청구권을 보장받을 수 없다. 변론이 특정 쟁 에 제한된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3) 재 기 의 미확정성?

재 의 기 가 되는 법 ․사실 사항이 미확정 상태에 있을 것

이 법 청문의 제라고 하면서, 사실 기 가 더 이상 미확정

상태에 있지 아니하다면, 법 청문은 생략 가능하다는 견해가 있

다.300) 그러나, 독일 연방헌법재 소는 형사법원이 한(offen-

kundig) 사실이라고 취 한 사실이 증거법상(nachweislich) 정당치

않다고 시한 바 있다.301) 법원이 직무상 한(gerichtskundig)

는 공지의 사실이라고 평가하고자 하더라도 계인에게는 이에

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것이다.302) 따라서, 법률상의 문제를

포 하여 재 의 기 인 사항이 미확정 상태에 있는지 여부는 언제

나 평가의 문제를 남기는 것이므로, 법원이 어느 사항이 확정 이

라고 본다 하여 법 청문 청구권을 배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

다. 즉, 재 의 기 가 미확정 상태에 있을 것은 청구권의 요건

으로 보기 어렵다.

300) BayBVerfGE 48, 206 (207F.) (aus: Waldner, Wolfram, a.a.O., Rn. 377, S. 109).

301) BVerfGE 48, 206(207f.).

302) Stein-Jonas, a.a.O., vor § 128 Rn. 35, S. 16; Kleinknecht-Meyer-Meyer-Goßner, a.a.O.,

Rn. 28, S. 6; BVerfGE 10, 177, 182 = NJW 58,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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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호

정도

보호 역

(가)최소한의 요청 (나)효과 인 청문

(다)법 청문

에 기여하는

다른 제도

(1) 정보제공

청구권

차의 통보

제출자료의 통지

기록열람청구권

기습 재 지

－석명의무

－표명의무

－법 화의무

(2) 재 자료

제출권

공격 요소(제출권)

방어 요소(진술권)

구두변론, 심구조,

청문기회의 안내

무기평등원칙

소송구조

(3) 참작의무
참작의무-인식,

고려,이유제시
일반 회답의무

[  2]   청  상 계

4.  청  청  규  내용

법 청문의 헌법 요청은 각 보호 역에서의 구체화가 필요하

다. 그 구체화는 보호 역에 따라 3층구성(eine dreistufige Struk-

tierung)의 방법에 의하여 진행될 수 있으며,303)([표 2] 참조) 보호

의 정도에 따라서도 법 청문 청구권은 효력상 계구조(Rangs-

truktur)를 갖고 있다고 악한다. 그 경계는 에 따라 유동 일

수도 있겠으나, 이를 거칠게 나 어 그 윤곽을 제시하면 [표 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그 (가)항은 입법권의 형성의 자유의 한계

(부작 의 경우는 직 효력), (나)항은 입법화를 제로 하는 헌

법 효력(미실 의 경우는 입법 해석의 목표 설정)을 각 나타

낸다.

303) Ankermann, Ernst / Menne, Heinz, Kommentar zur Zivilprozeßordnung, 1987,

Luchterhand, Neuwied u. Darmstadt, Rn. 86, S. 37; Waldner, Wolfram, a.a.O., Rn. 10, S.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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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보 공 청

(1) 정보제공 청구권의 의미

정보제공 청구권(das Recht auf Information od. das Recht auf

Orientierung)이라 함은 련자(der Betroffene)로 하여 자신이 특

정 차에 련되었다는 사실을 인식 할 뿐만 아니라( 차의 통

보), 소송 재 의 기 가 되는(prozeß-und entscheidungs-

erheblich) 모든 자료에의 근을 가능 하여 것(재 자료의 통

지)을 요구할 수 있는 련자의 소송상 권리를 말한다.304) 이 권리

는 련자로 하여 다음 단계의 재 자료 제출권의 행사를 가능

해주는 기능을 담당한다.

[표 2]에서 보듯이 권리의 규범 내용은 그 권리의 배제로

인하여 련자의 재 자료제출 법원에 한 주체 지 설정이

불가능해지는 최소한 요청과 입법자의 범 한 형성의 자유 아래

놓여 있는 효과 청문의 보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차의 통보

정보제공 청구권에는 우선 차(소송)의 계속 사실을 통보 받을

권리가 포함된다. 차통보 청구권은 소환 송달 규정을 통하여

보장된다. 이를 통하여 련자가 사실상 그리고 시에 차 그

상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규정들에 반하여 송달 받을

자가 진술의 기회를 상실한 경우에는 법 청문을 침해하는 결과가

된다.

소송 련자가 송달할 서류를 개인 으로 교부 받은 이른 바 출회

송달의 경우에도 법 청문 청구권을 충족시킨다(민사소송법 제170

조 제2, 3항). 그러나, 교부송달의 외로서 민사소송법 제172조가

정하고 있는 보충송달(die Ersatzzustellung)의 경우에는 송달 받을

자가 귀책사유 없이 소송계속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송달에 의

304) Ankermann-Menne, a.a.O., Rn. 36, S.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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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진행되는 기간의 수를 하여 한 시기에 이를 인식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도 소송행 추완

는 재심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한 그 보충송달이 곧바로 법 청

문을 침해한다고 할 수는 없다.305) 따라서, 송달 받을 자의 행인

(Ersatzperson)의 과실에 의하여 송달 받을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지

아니하 다 하여도 소송행 의 추완을 인정할 여지가 없다는 견

해306)는 재검토를 요한다.

보충송달과는 달리 공시송달에 의하여 보장되는 정보획득가능성

은 순 히 이론상의 것에 불과하다. 이러한 송달의 허구(Fiktion

der Zustellung)는 법 청문 보장의 허구(Fiktion der Gewährung)

로 귀결되기 마련이다. 이러한 청문의 거 을 시정하기 하여 공

시송달은 민사소송법 제179조가 정하는 요건 외에 다음과 같은 실

질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만 법 청문 청구권의 요청에 부합

된다고 보아야 한다. 첫째, 기존의 생활 역으로부터의 이탈, 둘째,

이탈의 임의성, 셋째, 법 청문 거 의 최소한 제한이다. 앞서의

요건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속행되는 차에서 송달 받을 자의 신주

소가 확인된 경우에는, 법원은 그에게 사후 으로라도 충분한 진술

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307) 그러나, 3가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소송행 의 추완 등에 의하여 구제될 수 있는

길이 남아 있다면 송달 자체를 무효화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다.

이 역에서 민사소송법은 형성의 자유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의 제도에 의해서도 법 청문이 보장될 수 없는 경

우에만 법 청문 청구권이 직 용된다.

형사 차에 있어서 법원은 공소의 제기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공소장 부본을 피고인 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하되 제1회 공

305) Waldner, Wolfram, a.a.O., Rn. 39, S. 14.

306) 이 섭 편, 책, 742면; 일본 최고재 소 소화 25. 9. 21. 결 민집 4권 9호 433면.

307) Waldner, Wolfram, a.a.O., Rn. 41, S.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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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일 5일까지 송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형사소송법 제266

조) 차의 통보와 아울러 피고인의 방어 비에 하여 배려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제1회 공 기일은 소환장의 송달 후 5일

이상의 유 기간을 두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형사소송법 제269

조 제1항). 형사소송상의 송달에 하여 형사소송법 제7장에 특

칙을 둔 외에는 송달에 하여 민사소송법을 용하도록 되어 있으

므로(형사소송법 제65조), 앞서 지 한 내용은 형사 차와 련하여

서도 문제될 수 있다. 헌법재 소 1998. 7. 16. 선고 97헌바22 결정

(공보 29, 652)은 피고인의 공 기일출석권을 제한하고 있는 소송

진등에 한특례법 제23조는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용

상이 무 범 하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 지의 원칙에

배되어 피고인의 공정한 재 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한다.

차의 통보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의 법 효과는 어떠한가?

결정본의 송달 자체가 무효인 경우에는 상소기간이 진행하지 아

니하여 상소에 의하여 구제될 수 있다.308) 법 청문 청구권 침해로

인한 불변기간 도과의 경우에는 소송행 추완제도에 의한 당사자

의 구제를 생각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179조가 정하고 있는 “책

임질 수 없는 사유”의 단에 있어서는, 법 청문 청구권이 간과

되어서도 과장되어서도 안된다. 아직 우리 나라 법원은 여행으로

인한 기간의 해태에 하여는 소송행 의 추완을 인정하지 않고 있

다.309) 우리 민사소송법상 소송행 의 추완에는 독일에서와는 달리

불변기간의 종료로부터 당사자의 인식 여부를 묻지 않고 당연히 기

산하는 추완기간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민사소송법 제160조 제1

308) 법원 1993. 1. 12. 선고 92다43098 결(공 1993[93], 693).

309) 법원 1966. 4. 19. 선고 66다253 결(민 집 107-274). 그러나, 독일 연방헌법재 소는 특

히 통례 인 기간의 휴가는 우편으로 송부된 서면을 받아 보지 못한데 한 충분한 면책사

유가 된다고 한다[BVerfGE 25, 158(165ff.); 40, 88(91) u. 95(99)]. 휴가가 일반 인 휴가철

에 있었는지 여부도 아무런 항이 없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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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당사자가 추완기간을 수하지 못하여 추완의 기회를 상실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잘못으로 돌려야 할 것이어서 법 청문 청구권

침해의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고 본다. , 재심의 소에 의한 구제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때에도 상 방이 소송의 진행 그 소

송계속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재심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310)

(3) 소송상 재 자료의 통지

정보제공 청구권은 계속 차의 통보만으로는 충족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다른 차 계인이 제출한 재 자료가 통지되어야 한다. 다

른 계인이 제출한 재 자료의 인식은 재 자료 제출권 보장의

제이다. 그 통지는 법원의 사무(Sache des Gerichts)이다. 계인에

게는 상 방의 제출 여부에 한 탐색의무가 부과되어 있지 않다.

계인이 새로운 주장을 감안할 필요가 없었을 경우에조차도 통지

의무가 인정된다.311)

독일에서는 통지의 형식에 하여 이를 엄격히 보는 연방헌법재

소의 입장312)과 특별한 형식을 갖추지 않은 교부로 족하다는 견

해313)의 립이 있다. 우리 실무상으로도 하 심의 소송 차에서는

비서면의 부본을 당사자 사이에 수수하는 례가 있는 바, 이러

한 실무례는 법 청문 청구권이 요구하는 형식성의 완화 경향에

비추어 무방하다고 단된다. 특히 법정에서 서면을 교환하고 수

인을 받는 경우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형사소송상으로는 공소장 부본의 송달제도(형사소송법 제266조)

공소사실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신속히 피고인 는

변호인에게 고지하는 제도(형사소송법 제298조 제3항)는 피고인에

의 재 자료 통지에 기여한다. 그 밖에도 증거조사의 방식에 하

여 재 장은 검사, 변호인 는 피고인에게 증거물을 제시하고 증

310) 법원 1992. 10. 9. 선고 92다12131 결(공 1992[933], 3109).

311) Waldner, Wolfram, a.a.O., Rn. 50, S. 18.

312) BVerfGE, 36, 85(88); Rosenberg, Leo / Schwab, Karl Heinz, a.a.O., § 85Ⅳ1.

313) Waldner, Wolfram, a.a.O., Rn. 52, 53, S.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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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물인 서류인 때에는 그 요지를 고지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청구

가 있는 때에는 재 장은 증거된 서류를 서기로 하여 낭독하게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92조). 피고인 는 변호인의 참여 없

이 증인을 신문할 경우에 피고인에게 기하지 아니한 불이익한 증

언이 진술된 때에는 반드시 그 진술 내용을 피고인 는 변호인에

게 알려주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164조 제2항).

(4) 기록열람 청구권

기록열람 청구권(das Recht auf Akteneinsicht)도 역시 당사자의

소송 계정보 획득에 기여한다(민사소송법 제151조, § 299 ZPO).

형사소송법 제35조는 변호인의 계서류, 증거물의 열람 는 등사

에 하여 정하고, 형사소송법 제55조는 공 조서 열람권을 규정하

고 있다. 소송기록은 법원의 재 에 본질 인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어, 그 열람은 계인에 부여된 효과 인 통제권을 의미한다. 다

만, 법원의 내부 서류(die internen Akten des Gerichts)는 독일

민사소송법 제299조 제3항이 정하듯이 기록열람청구권의 외를 구

성한다고 보아야 한다. 외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재 의 고,

합의에 한 서류 등을 들 수 있다. 이는 재 의 기 가 될 수 있

는 재 자료가 아니기 때문이다.314) 헌법재 소 1997. 11. 27. 선고

94헌마60 결정(공보 25, 94)은 검사가 보 하는 수사기록에 한 변

호인의 열람․등사는 실질 당사자 등을 확보하고, 신속․공정한

재 을 실 하기 하여 필요불가결한 것이며, 그에 한 지나친

제한은 피고인의 신속․공정한 재 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라고 하나, 검사가 보 하는 수사기록의 열람은 법원에 하여 정

보의 제공을 구할 수 있는 법 청문 청구권 공정한 재 을 받

을 권리의 보호 역에 속하지 않는다고 이 상당하다.315)

314) Waldner, Wolfram, a.a.O., Rn. 56, 57, S. 20.

315) 헌재 1998. 2. 27. 선고 97헌마101 결정(공보 26, 272)은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검찰청

기록열람․등사에 한업무처리지침 제2조 나항의 직 성이 흠결되었고, 법원의 인증등본

송부 탁에 따른 불기소사건기록 열람․등사청구에 한 검사의 거부처분에 한 헌법소원

은 보충성을 흠결하 다고 하여 헌법소원청구를 모두 각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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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헌법재 소 1995. 12. 28. 선고 91헌마114 결정의 다수 의견

은, 형사소송규칙 제40조에 한 헌법소원 사건에 하여, 진술인은

원칙 으로 자기의 말을 가 녹음할 것인지와 녹음된 자기의 음성

이 재생될 것인지 여부 가 재생할 것인지 여부에 하여 스스

로 결정할 권리가 있고, 이는 인격권이나 사생활의 비 과 자유의

보호 역에 속한다고 제하고, 피고인이나 변호인에 의한 공 정

에서의 녹취는 진술인의 인격권 는 사생활의 비 과 자유에 한

침해를 수반하고, 실체 진실 발견 등 다른 법익과 충돌할 개연성

이 있으므로, 녹취를 지해야 할 필요성이 녹취를 허용함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이익보다 큰 경우에는 녹취를 지 는 제한함이

타당하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56조의 2 제2항의 규정은 반드시

공 정에서의 속기 는 녹취권을 당사자의 인 권리로서 보

장하려는 취지라고 볼 수는 없고, 단지 당사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속기 는 녹취를 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한 데 불과하며 반드시

법원이나 재 장의 허가를 배제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하고, 형사소

송법 제40조는 합리 인 이익형량에 따라 녹취를 제한할 수 있는

기속 재량을 의미한다고 시하 다. 형사소송법 제52조의2 제

2항은 새로운 정보취득의 측면이 없어 법 청문 청구권의 보호 역

에는 속하지 아니한다고 이 상당하다. 헌법 제12조 제1항 후문 후

단이 정한 법 차의 보호 역에 속하는지는 신 히 검토할 일이

다.

(5) 기습 재 의 지

앞서 든 내용들이 차 자체 재 자료에 한 외형 ․형식

정보의 획득가능성을 보장하기 한 것이라면, 기습 재 지

(das Verbot der Überraschungsentscheidung)의 원칙은 법원의

과 련된 내면 ․실질 정보의 획득가능성에 기여하게 된다.

계인의 재 자료 제출권을 실질 으로 보장하기 해서는 계인

이 재 의 실체형성 정도를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고,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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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인이 응할 수 없었던 사실상․법률상 사항에 기 하여 패소 당

하지 않을 것이 요구되는 것이다. 따라서, 원칙은 법원의 투명성

(Transparenz des Gericht)을 통하여 효과 청문에 기여하게 된다.

일반론으로서는 석명의무가 법 청문에 의한 보호 역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다. 변론주의의 원칙상 변론에 제출되지 않은

재 자료는 재 의 기 로 삼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석명의

무의 불이행이 기습 재 을 래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

는 것이 법 청문의 요청이라 하겠고, 그 범 에서만 석명의무가

법 청문 청구권에 기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316)

민사소송법 제126조 제4항은 법원의 법 표명의무(die

gerichtliche Pflicht zur Äußerung des rechtlichen Gesichts-

punktes)를 정하고 있다.317) 표명의무는 법원의 법 과 련된

내면 실질 정보의 획득가능성을 높여 으로써, 차 계인이

재 의 실체형성 정도를 인식할 수 있게 하여 기습 재 의 방지

에 기여하게 된다. 나아가 이는 법원의 투명성을 추구함으로써 재

차의 법치국가성 고양에 기여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법치국가

인 법원의 보호). 따라서, 제126조 제4항은 사회국가원리의 반

이라 할 제126조 제1항과는 달리 법 청문 청구권과 직결되어 있

고, 제126조 제4항을 반하는 경우에는 차 기본권인 청구

권이 침해되는 것이다.318)

한편, 표명의무와는 반 되는 경우, 즉 법원이 소송에서 법

의견을 표명하거나, 명시 으로 혹은 자신의 태도를 통하여 묵시

으로 특정 문제가 재 의 기 가 된다든가 안된다든가 하는 단을

316) Laumen, Hans-Willi, a.a.O., S. 189, 190 참조. 우리 민사소송법 제126조 제1항과 흡사한 §

139Ⅰ ZPO에 한 해석론이다.

317) 학설은 체로 의무를 지 의무(Hinweispflicht) 는 법 지 의무라고 부르는

추세에 있으나, 의무가 법정보제공(die Rechtsinformation)의 요소를 함축하고 있음을 직

시하여 표명의무라는 용어를 사용함이 하다고 생각한다. 상세한 논증은 장석조, 표명의

무, 99면 참조.

318) Laumen, Hans-Willi, a.a.O., S. 254; Waldner, Wolfram, a.a.O., Rn. 211, S.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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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으로 인식되게 한 뒤 자신의 법 견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

우에는, 법원은 그러한 사항을 지 해 주여야 한다는 범 에서 자

신의 태도에 구속된다. 이 경우는 당사자의 간과 는 오해가 존재

하는지 여부가 문제되어 법 표명의무에의 포섭 여부에 하

여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어도 법 청문 청구권의 보호 상이

됨은 명백하다고 생각된다.

법 화(das Rechtsgespräch)라 함은 당사자의 진술기회를 보

장함을 제로 소송물( 는 당사자에 의하여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해 차 내에 편입된 다른 쟁 )의 법 측면에 하여 어도

법원이 당사자에게 하는, 구두 는 서면에 의한 의견표명을 말한

다.319) 일 기 아른트(A. Arndt)에 의하여 법원의 법 화 의무가

주장된 바 있지만,320) 연방헌법재 소321) 지배 견해322)는 이러

한 주장에 반 하고 있다. 그러나, 진리 법의 발견(Wahrheits-

und Rechtsfindung) 과정은 포섭삼단논법에 의하여 진행될 수는 없

는 창조 과정임을 직시한다면, 법원의 재 도 역시 법원, 당사자

변호사들 사이의 의사소통 논쟁(eine kommunikative Ausein-

andersetzung)의 결과일 수밖에 없음을 부인할 수 없다 할 것이

다.323) 따라서, 소송의 화 구성을 하여서는 민사소송법 제126

조 제4항의 확 는 유추해석을 통하여, 아니면, 법 청문 청구

권의 직 용에 의하여 일정 범 에서 와 같은 법원의 법

화 의무가 인정됨이 상당하다고 생각한다.324)

형사소송에 있어서는 불고불리의 원칙 공소장제도와 련하여

319) Laumen, Hans-Willi, a.a.O., S. 148.

320) Arndt, Adolf, NJW 1959, 6(8) u. 1297(1300).

321) BVerfGE 31, 364(370).

322) Waldner, Wolfram, a.a.O., Rn. 202, 205, 206, S. 61; Benda, Ernst / Weber, A., Der

Einfluß der Verfassung im Prozeßrecht, ZZP 96(1983), S. 302; Maunz-Dürig, a.a.O., §

103Ⅰ Rn. 38, S. 13; Blomeyer, Arewd, a.a.O., § 16Ⅱ2b, S. 76; Rosenberg, Leo /

Schwab, Karl Heinz, a.a.O., § 85Ⅲ3.

323) Laumen, Hans-Willi, a.a.O., S. 113.

324) 좀더 상세한 인정근거와 인정범 에 하여는 장석조, 책, 61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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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습 재 지의 원칙이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 형사소송규칙

제141조 제1항은 재 장은 소송 계를 명료하게 하기 하여 검사,

피고인 는 변호인에게 사실상과 법률상이 사항에 하여 석명을

구하거나 입증을 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항은 실체

진실주의의 차원에서 범 한 석명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

피고인의 기치 못한 사실상 사항에 한 석명은 피고인의 법

청문 보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검사가 형사소송상 모든

입증책임을 부담하고 있는 에 비추어 법원이 갖고 있는 사실 계

에 한 이 달라 탄핵방법이 간과되거나 모순, 불비된 경우에

이를 지 하여 무죄 입증을 돕는 경우, 공소장변경 없이 공소장 기

재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하려 할 때 이 에 한 사실

을 지 하는 경우 등에는 기습 재 지 원칙의 발 형

태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실 계의 변동이 없

이 용법조에 한 법 만 공소장 기재 용법조와 다르게

형성된 경우에도 피고인에 하여 유죄의 결을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지 하거나 그 을 표명하는 것은 피고인의 법 청문 보

장과 련이 없다.

따라서, 규칙 제141조가 정한 석명권은 와 같이 사실상의

사항에 하여 피고인의 법 청문 청구권 보장에 기여하는 범 에

서는 법원의 의무를 구체화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 바, 이를

법원의 지 의무(Hinweispflicht)라고 명명할 수 있을 것이다. 법원

의 정보제공기능이 법 에 국한되는 민사소송의 경우와는 달

리, 사실상의 사항에 한 것이 포함되는 형사소송에 있어서는 이

를 시하는 방법이 법원의 사실 을 표명하기에 이르는 경우

에는 구체 사건에 한 법원의 심증 는 결론을 노출하는 결과

에 이를 수 있으므로 단순한 지 에 그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경우도 모순, 불비된 경우의 지 는 질문, 다른 사실 계 인정의

가능성 암시 등 매우 조심스러운 방법을 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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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리고, 검사에게는 법 청문 청구권이 귀속되지 않는다는

에서, 규칙 제141조에 의한 검사에 한 석명권의 행사는 법원

의 의무로 악할 수 없다. 이러한 에서 법원의 공소장변경 요구

에 한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3항은 의무사항이 아니고 재량사항

이라고 하는 법원의 입장325)은 조항이 지니고 있는 법익형량

의 불균형성326)을 고려할 때 타당한 제한이라고 단된다.

(6) 사후 청문의 원칙

통설은, 원래 이 법 청문 청구권은 차 계인이 재 의 발령

에 의견을 제출할 권리를 내용으로 한다고 본다.327) 그러나, 결 차

에서와는 달리 강제집행 차는 법발견 자체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발견된 법의 실행을 추구하므로,328) 채무자에게는 단지 외

으로만(민사소송법 제694조) 사 에 청문의 기회가 부여된다는 연기

된 법 청문의 원칙이 용된다. 이러한 규율은 실효성 있는 강제집

행의 실 －강제집행 차에 있어서 효과 권리보호의 우월 지

－을 근거로 하여 법 청문의 요청에 합치한다. 왜냐하면, 채무자에

게는 불복수단 등을 통하여 사후 으로 법 청문의 기회를 부여받을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329) 이는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사 에

인지한 경우에는 강제집행의 실 을 면탈(Vereitelung)할 가능성이

있다는 에 근거하고 있다. 독일 연방헌법재 소는, 이 경우 련자

325) 법원 1979. 11. 27. 선고 79도2410 결(공 1980[624], 12377) 등.

326) 공소유지의 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공소장 로의 사실 법 구성에 실패하면 유죄의

결을 얻을 수 없다는 에서 공소장변경 요구는 사실상 검사에 한 석명을 의미한다. 법

청문 청구권이 귀속되는 피고인에 한 석명은 도외시하고 검사에 한 석명만을 의무

로 정하 다는 에서 불균형한 측면이 있다.

327) Schilken, Eberhard, a.a.O., Rn. 147; Hoeren, Thomas, Der Pfändungs- und Über-

weisungsbeschluß: Praktikabilität vor Verfassungsrecht?, NJW 1991, 410 (411); BVerfGE

9, 79, 89; BVerfGE 55, 95 (98); 60, 305 (310).

328) Rosenberg, Leo / Gaul, Hans Friedhelm / Schilken, Eberhard, Zwangsvollstreckungs-

recht, 10. Aufl., 1987, C.H.Beck, München, S. 10.

329) Rosenberg, Leo / Gaul, Hans Friedhelm / Schilken, Eberhard, a.a.O., S. 51; Schilken,

Eberhard, a.a.O., Rn. 144, S. 103; BVerfGE 9, 89, 98 = NJW 1959, 427, 428 (betr.

Haftbefehl); BVerfGE 57, 346, 358 = NJW 1981, 2111, 2112 (betr. richterliche Durch-

suchungsanordnung). 강제집행 차상 사후 법 청문의 원칙에 한 상세한 내용은 장

석조, 채무자보호, 63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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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권리제약이 항상 문제되므로, 사 심문 원칙에 한 외는 (집

행)처분의 목 을 하지 않기 하여 불가결한 경우에 한하여 허

용될 수 있다330)는 을 강조하고 있다.

상설하면, 채권에 기한 개별 강제집행 차의 진행을 시간

경과에 따라 ‘신청-압류-환가-만족’으로 세분하는 경우 사후

법 청문은 강제집행 목 물의 압류 후에 법 청문을 보장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도 압류 이 에는 법 청문이 요구되지 않는

다. 압류야말로 처분 지라는 효력을 통하여 강제집행의 면탈을 안

정 으로 방지할 수 있으면서도 채무자에게 아직 궁극 인 권리상

실을 래하지 않는, 강제집행 차상 최 의 조치이기 때문이다.331)

압류는 처분 지의 효력을 보유하고 있어,332) 제한물권과 같이 물

부담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압류는 권리제약 인

처분이고, 압류에 있어서의 사 법 청문의 생략은 법 청문

청구권의 제한에 속한다.

형사 차에 있어서도 원칙 으로 법원의 재 에 앞서 법 청문

이 보장되어야 하지만, 사 심문이 당해 재 (구속 장, 압수

우편과 기통신의 감시)의 목 자체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계인의 사 청문은 단된다(§ 33 IV StPO 참조). 이 경우 생

략된 심문은 즉시 추완되어야 한다.333) 우리 형사소송법상 구속 부

심사제도는 이러한 사후 청문의 보장에 기여한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201조의 2 제1, 2항은 구속 장청구시의 피의

자 심문에 하여 정하고 있다. 조항은 임의 심문을 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법 청문의 보장을 한 진일보한 조치라 할 수

있다. 법 청문은 원래 권리제약 인 재 에 앞서 보장되어야 할

330) Hoeren, Thomas, Der Pfändungs- und Überweisungsbeschluß: Praktikabilität vor Ver-

fassungsrecht?, NJW 1991, 410 (411); BVerfGE 9, 89 (98) = NJW 1959, 427.

331) 유사한 사고방식으로는 Borck, Hans- Günther, MDR 1988, 908(910).

332) Rosenberg, Leo / Gaul, Hans Friedhelm / Schilken, Eberhard, a.a.O., S. 585.

333) Pfeiffer, Gerd, a.a.O., Rn. 27, S.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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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지만, 사 심문이 재 의 목 자체를 할 수 있는 경우

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고 이는 즉시 추완되어야 한다. 법 청문

의 보장형식은 변론 심문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므로 구속 부심

사 보석제도는 사후 법 청문의 보장에 기여한다고 할 수 있

다. 따라서, 개정법은 구속 장발부시의 청문을 생략할 여지를

남겨 놓고 있어 이는 기본권의 제한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와 같

은 장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헌법 제37조 제2항이 정한 기

본권 제한의 기 에 합치한다고 생각된다.

나. 재 료 

(1) 재 자료 제출권의 의미

재 자료 제출권(das Recht auf Stellungnahme od. das Recht

auf Äußerung im weiteren Sinn)이라 함은 계인이 법원 차에서

모든 법률상 사실상의 에 하여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기

회를 부여받으며, 이러한 기회가 부여된 사항에 한하여 재 의 기

로 삼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334) 법 청문 청

구권의 본원 인 내용을 이룬다고 할 수 있다.

권리의 규범 내용은 공격 요소(aggresive Komponente)와

방어 요소(defensive Komponente)로 구성되어 있다. 공격 요소

는 법원에 하여 신청을 할 수 있고 주장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그

내용으로 한다.335) 증거제출권 역시 공격 요소에 포함된다. 계인

은 권리의 실 방어에 의미를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장할 수

334) Äußerung 는 Stellungnahme 라는 어휘는 통상 의견표명 는 주장이라는 의미로 이해

되고 있음에도, 굳이 이를 재 자료제출이라고 번역하는 것은 이 권리가 소송자료와 증거

자료 양자 모두를 그 상으로 삼고 있음을 선명히 하기 함이다. 양자를 함께 지칭하

기 하여 재 자료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강 , 책, 412면). 필자는 증거제출권을

포함하는 재 자료 제출권은 das Recht auf Stellungnahme로, 의의 진술권은 das Recht

auf Äußerung으로 표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해 본다. 재 자료 제출권을 W. Waldner는

das Recht auf Äußerung이라는 용어로, Ankermann은 das Recht auf Stellungnahme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나타내고 있다.

335) Waldner, Wolfram, a.a.O., Rn. 60 S. 21; Rosenberg, Leo / Schwab, Karl Heinz, a.a.O., §

85Ⅲ; BVerfGE 6, 19(20); 64, 135(144); 67, 154(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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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야 한다. 방어 요소는, 법원의 재 은 계인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었던 사실과 증거조사 결과만을 그 기 로 삼아야 한다는 요청

을 지칭한다.336) 이는 달리 말하면 계인은 모든 사실 계

(Sachverhalt) 즉 재 의 기 에 하여 진술할 기회를 갖는다는 것

이 된다.337)

(2) 공격 요소

(가) 소송자료의 제출

당사자의 모든 주장은 소송물과 일정한 계 아래에 있어야 한

다. 즉, 모든 주장된 것은 각 소송상황에 따라 객 으로 찰할

때 어도 잠재 으로는 재 의 기 가 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따라서 사건의 성숙을 진하는 것이어야 한다.338) 법 청문 청구

권은 계인에게 자신의 심경을 털어놓을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아

니기 때문이다.339) 이러한 에서 소송 (Querulanten)에게 무제

한의 법 청문을 허용할 수는 없다.

당사자는 사실상 주장의 제출 외에도 법률상 주장을 하고 자신의

법 의견을 표명할 권리를 갖는다. 이는 사실 계의 법규범에의

포섭(Subsumtion)에 해서 뿐만 아니라, 순수한 규범해석 법률

상 주장에 해서도 타당하다. 당사자는 법 문제에 해서도

차의 객체로 락하지 않고 극 인 향가능성을 보유하고 있어

야 한다.340) 발트 (W. Waldner)도 법은 단순히 생활사실에 기계

으로 용되는 확정 인 것이 아니라 토픽 차(ein topisches

Verfahren) 즉 논증의 립, 입론과 반론으로 특징 지워진 소송 속

336) BVerfGE 6, 12(14); 55, 95(98); 67, 96(99).

337) Waldner, Wolfram, a.a.O., Rn. 60 S. 21; Schwab, Karl Heinz / Gottwald, Peter, a.a.O., S.

52; Stein- Jonas, a.a.O., Einl. Rn. 504.

338) Waldner, Wolfram, a.a.O., Rn. 66 S. 23; Stein-Jonas, a.a.O., vor § 128 Rn. 40, S. 17.

339) Waldner, Wolfram, a.a.O., Rn. 66 S. 23; Maunz-Dürig, a.a.O., Art. 103Ⅰ Rn. 86.

340) Waldner, Wolfram, a.a.O., Rn. 69, S. 23; Stein-Jonas, a.a.O., § 85Ⅲ2; Wassermann,

Rudolf, Zur Bedeutung, zum Inhalt und zum Umfang des Rechts auf Gehör, DRiZ 1984,

425(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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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형성 으로 발견된다는 을 지 하고 있다.341) 따라서, 법률

상 주장도 사실상 주장과 같이 차 계인의 주체 정립(Subjekt-

stellung)에 기여하게 된다고 한다.342)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세법

상 간주규정은 소송물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고 다만 사실상 는

법률상 주장의 제출을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이를

법 청문 청구권의 제한의 문제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아가 이러한 상은 사법권의 기능 변화를 반 하고 있다. 즉,

법률에 구속되어 이에 복종한다는 종래의 법 의 표상은, 단순한

포섭을 넘어 법발견, 나아가 법창조의 장소로서의 기능을 담당하게

된 법원의 상에 치 않게 되었다는 것이다. 물론 형사 차에

서는 죄형법정주의 유추해석 지의 원칙으로 인하여 법창조에

극 이기 어려운 면이 있으나, 앞서 지 한 바와 같이 불확정개

념의 증가, 행정범의 확 속한 사회변동으로 인하여 와 같

은 추세를 배제하기는 어렵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나) 증거자료의 제출

공격 요소에는 한 증거를 제출할 권리(das Recht, Beweis

anzubieten)가 포함된다. 주장의 정립만으로는 당사자에게 아무런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 증거신청권이 없는 재 자료 제출권은 무의

미하고 맹목 인 것이 된다.343) 당사자의 제출가능성은 재 의 기

인 사실 계에 하여 인정된다. 그러나, 법 청문 청구권은 무엇

이 재 의 기 가 될 수 있는지는 말해 주지 않는다. 증거가 수소

법원의 면 에서 조사되었는가의 문제도 법 청문과 계 없다.

341) Waldner, Wolfram, a.a.O., Rn. 70, S. 24.

342) 실상 엄 한 의미에서 순수한 사실과 순수한 규범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법률상 주장

과 사실상 주장 역시 개념필연 으로 구분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 계가 재정립될 필

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즉, 사실상 주장은 보다 구체 차원에서 증명 상제시기능을, 법률

상 주장은 보다 추상 차원에서 증명목표제시기능을 각각 담당한다는 기능 이해가 가능

하다는 것이다. 모든 재 자료는 항상 보다 구체 인 재 자료에 의하여 뒷받침되는 연쇄

계에 놓여 있으며, 상호간의 역은 불명확하고 유동 인 경계에 의하여 각 기능에 따라

법 성격이 부여될 따름이다. 법 청문 청구권은 양자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법발견에

서의 논증과정의 정당성을 담보하는 기능을 맡게 되는 것이다.

343) Waldner, Wolfram, a.a.O., Rn. 72, S.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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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로 입증책임 소재의 오해도 법 청문 청구권의 침해로 되

지 아니한다.344)

법 청문은 증거신청의 기각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증거신

청(Beweisangebote)까지는 제한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특정 증

거방법에 의한 거증(Beweiserhebung)의 요구까지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소송법상 근거 없는 이유에 기한 증거신청의 기각은

하고 있는 것이다.345) 기각 이유로서는 사실의 성, 법률상 추정

의 존재 등을 들 수 있다.

(다) 세법상 간주규정의 문제

헌법재 소는, 구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1990. 12. 31. 법률 제

4283호로 개정되기 의 것) “용도가 객 으로 명백하지 아니

한 것 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간주규정으로 해석하면,

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상속인이 상속을 받지 아니하 다고 하는 반

증이 있는 데도 이를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억울한 조세 부과에

하여 쟁송의 길마 막아 버리는 것이 될 뿐만 아니라 실지조사

와 쟁송의 번거러움을 피하고 편리한 세 징수의 방법만을 강구한

나머지 행정편의주의 획일주의의 정도가 지나치다고 아니할 수

없어, 헌법 제11조 제1항, 제23조 제1항, 제27조 제1항에 반될 뿐

만 아니라 실질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한 헌법 제38조, 제59조에도

반된다 하고, 따라서, 규정 부분을 추정규정으로 보지 아니하

고 간주규정으로 해석하는 것은 헌법에 반된다고 시하 다.346)

결정은 반증가능성의 쇄를 헌법 제27조 제1항 소정의 재 청

구권 침해의 문제로 보고 있다. 그러나, 구체 소송이 개시된 뒤

344) Waldner, Wolfram, a.a.O., Rn. 80, S. 27; Maunz-Dürig, a.a.O., Art. 103Ⅰ Rn. 73, S. 23.

345) Waldner, Wolfram, a.a.O., Rn. 75, S. 25; Rosenberg, Leo / Schwab, Karl Heinz, a.a.O., §

85Ⅲ1.

346) 헌재 1994. 6. 30. 93헌바9, 례집 6-1, 631. 그 후 헌법재 소 1995. 7. 21. 선고 94헌바27,

6, 47(병합) 결정( 례집 7-2, 82)의 다수의견은 같은 입장을 취하 으나, 소수의견은 조

항 부분을 추정규정으로 해석하더라도 헌법 제11조 제1항, 제23조 제1항, 제37조 제2항에

반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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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소송에서의 주장·입증은 사법행 청구권의 보호 역을 넘어서

법 청문 청구권의 보호 역으로 넘어가게 되므로, 결정은 법

청문 청구권의 침해를 문제 삼았어야 할 것이다.347)

(3) 방어 요소

진술의 기회가 부여되지 않은 것은 재 의 기 로 삼을 수 없다

는, 재 자료 제출권의 방어 요소에 하여 본다. 형사소송에서는

변호인의 심문으로 족한 것으로 정한 경우도 있다. 그 지 않은 경

우에는 피고인과 변호인 양자에게 보장되어야 한다.348) 반국가행

자의처벌등에 한특별조치법 제7조 제5항은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으로 하여 처음부터 의무 으로 궐석재 을 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재 의 연기도 허용하지 않고 있어, 형에 해당하는

사건에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이 일 행사될 수 없는 상태에서

재 이 진행되도록 규정한 것이므로 법 청문 청구권 침해의 문제

가 제기된다 할 것이다.349)

(가) 사 실

상 방에 의하여 주장된 사실이 재 의 기 가 될 수 있음은 자명

347) 이에 하여 정태호, 기본권의 본질 내용보장에 한 고찰, 헌법논총 제8집, 1997, 헌법재

소, 서울, 349면에서는, 국민은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법률조항에 하여 헌성을 주

장하고, 헌법재 소에 의하여 헌 단을 받음으로써 과세처분의 취소를 달성할 수 있

는 여지가 있어 법률조항으로 재 청구권 자체가 침해된 바 없다고 주장한다. 견해

는 세법상의 간주규정이 사법행 청구권을 제한할 수 없음을 지 하고 있다는 에서는

타당하다 할 것이지만, 견해가 법 청문 청구권도 제약하지 않는다는 취지라면 찬성하

기 어렵다. 처분의 법성 자체 는 객 인 조세채무의 존부 확인을 소송물로 삼는 항

고소송에 있어서 간주규정은 소송물 자체를 변경시킬 수 없어 단지 공격방어방법을 제한

는 배제하는 것이므로, 이는 법 청문 청구권을 제약한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결정

과는 달리 헌법재 소 1997. 10. 30. 선고 96헌바92등 결정(공보 24, 716)은 지 이자의 손

불산입에 해당되는 법인 소유의 비업무용 부동산의 범 를 통령령에 임하고 있는 법

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에 하여 청구인들은 그의 소유부동산을 보유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여 행정소송으로 다투어 왔으며 문제된 법인세법시행규칙 조

항들이 헌법에 반된다거나 법임을 들어 다툰 에 비추거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어

도 국민의 재 청구권 제한을 하 법령에 임하고 있지 아니함이 법문상 명백한 으로

보아, 조항이 청구인들의 재 청구권을 침해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하 는데, 손 불산

입의 범 를 정함으로써 그 효과에 있어서 간주규정과 크게 다를 것이 없음에도 앞서 본

결정과는 달리 재 청구권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본 것은 차 기본권의 체계론 문

제를 오해함으로 인하여 사법행 청구권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348) Kleinknecht-Meyer-Meyer-Goßner, a.a.O., Rn. 26, S. 6.

349) 공정한 재 을 받을 권리에 한 헌재 1996. 1. 25. 95헌가5, 례집 8-1,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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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므로, 계인은 이에 하여 진술의 기회를 부여받아야 한다. 진술

권(das Äußerungsrecht)은 한 사실로서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

는 사실에 해서도 인정된다. 그 사실이 하지 아니하다거나 법

원이 받아들이고자 하는 바와는 다른 상태에 있음을 주장할 기회가

계인에게 부여되어야 한다.350) 이러한 법리는 직무상 한 사실

에 하여는 외 없이 용되지만, 공지의 사실에 하여는 외의

유보 하에만 용된다.351) 즉, 일반 국민이 숙지하고 있다고 보이는

일력상의 단순한 날짜와 같은 경우에는 외가 인정된다.

(나) 증거조사의 결과

당사자가 증거조사의 결과에 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는

이, 변론주의에 의한 통제가 있는 소송 차에서도 실제 으로 법

청문이 요성을 갖는 내용이다. 그 게 함으로써만 당사자는 법원

의 평가에 향을 미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증거조사에의 당사자

참여(민사소송법 제154조, 제269조 제2항, 제352조, 형사소송법 제

293조, 제296조)는 이러한 규율에 기여한다. 이러한 비 증거청

문(kritische Beweisgehör)은 증인의 신빙성 서증․감정의 진정

성과 증명력에 한 탄핵을 가능 한다. 직권으로 증거조사의 결

과를 차 내에 받아들이는 경우에도 이에 한 진술의 기회는 부

여되어야 한다. 자유로운 증명에 의하는 경우에도 계인에게는 진

술권이 보장되어야 한다.352)

그러나, 법 청문 청구권은 증거조사의 직 주의353) 특정 증

거방법 는 증거방법의 특정 종류를 구할 권리354)를 포함하는 것

은 아니라고 한다. 헌법재 소 1994. 4. 28. 선고 93헌바26 결정에서

350) Waldner, Wolfram, a.a.O., Rn. 82, S. 27; Jauernig, Othmar, a.a.O., § 49Ⅶ3, S. 179.

351) Waldner, Wolfram, a.a.O., Rn. 83, S. 27; Stein-Jonas, a.a.O., vor § 128 Rn. 35, S. 16;

Rosenberg, Leo / Schwab, Karl Heinz, a.a.O., § 85Ⅲ1; Maunz-Dürig, a.a.O., § 103Ⅰ Rn.

85.

352) Waldner, Wolfram, a.a.O., Rn. 85, 86, 87, S. 28, 29.

353) Kleinknecht-Meyer-Meyer-Goßner, a.a.O., Rn. 28, S. 6；BVerfGE 1, 418, 429.

354) Kleinknecht-Meyer-Meyer-Goßner, a.a.O., Rn. 28, S. 6；BVerfGE 57, 250, 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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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형사소송법 제314조 헌소원 사건에 하여, 공 심주의에

의한 직 주의와 반 신문의 기회가 부여되지 않은 문증거에

한 증거능력을 부인하는 문법칙은 법 차에 의한 공개법정에서

의 공정한 재 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한 것이라고 시하 으

나, 그 후 헌법재 소 1995. 6. 29. 선고 93헌바45 결정에서는, 형사

소송상 문증거의 증거능력 배제에 한 이른 바 문법칙은 헌법

상 공정한 재 을 받을 권리가 직 으로 요구하고 있지 아니하다

고 하면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단서에 의한 검사 작성의 피

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에는 헌법상 보장된 법 차(헌법

제12조 제1항)의 요청에 따른 일정한 한계가 있다고 한다. 이러한

문법칙은 피고인의 반 신문권과 련이 있기는 하나, 법 청문

청구권의 보호 역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헌법

재 소 1996. 12. 26. 선고 94헌바1 결정(공보 19, 158)은 피의자 등

의 증인신문 차 참여권 반 신문권의 제한을 허용한다고 해석

되는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 제2항은 범인필벌의 요구만을 앞세워

과잉된 입법수단으로 증거수집과 증거조사를 허용함으로써 법 의

합리 이고 공정한 자유심증을 방해하여 헌법상 보장된 법 의 독

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결과 으로 그 자체로서도 법

차의 원칙 공정한 재 을 받을 권리에 배된다고 하 다. 법원

이 주재하는 차에서 그 차의 진행 결과 불이익을 입을 수 있는

피의자 등에게 증거조사에 참여하여 반 신문을 할 수 없게 한다

면, 법 청문 청구권을 제약한다고 할 것이다. 이 은 법원이 주

재하는 차가 아닌 수사 차 등에서의 진술에 한 반 신문권이

문제되는 문법칙의 경우와는 차원이 다르다고 할 수 있겠다. 형

사 차에서의 법 청문 청구권의 방어 요소는 보다 엄격하게

수되어야 한다고 본다면, 결정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다) 법률상 주장

공격 요소에서와는 달리 일방 당사자의 법률상 주장에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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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상 방의 진술권이 인정되는지에 하여는 아직 일반 인 승인

에까지 이르지는 못하 다.355) 그러나, 사실 계를 법률 으로 평가

할 권리는 다른 계인의 법률상 주장을 인식하고 이에 하여 다

툴 수 있는 경우에만 완 히 보장될 수 있으므로 진술권을 인정

함이 상당하다.356) 따라서, 변론종결 후 제출된 서면에 법률상 주장

만이 포함된 경우에도 변론의 재개 없이는 이를 참작하여 상 방

당사자를 패소시킬 수 없다.

(4) 재 자료 제출권의 보장 정도

법 청문 청구권의 보장은 계인에게 진술할 가능성을 부여한

다는 것이지 사실상 진술하여야만 한다는 것은 아니다.357) 가능

성이 이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단계인 법원의 참작은 문제조

차 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 가능성의 사 포기는 허용되지 아니

하며, 사후 인 경우에도 의식 인 불행사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법

청문 청구권의 보장 형식에는 차의 구술성과 같은 엄격한 제

약이 없으므로, 입법자의 범 한 형성의 자유에 의하여 구체화될

수 있다.358) 다만, 청문기회의 안내(Belehrung) 심 형식의 구두

변론은 효과 청문의 실 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라고 평가된다.

그러나, 재 비용의 구조(민사소송법 제119조 제1항 제1호) 변

호사 보수의 구조(민사소송법 제119조 제1항 제2호)는 변호사강제

주의가 채택되지 않은 역에서는 사회국가원리의 입법화로 이해함

은 별론으로 하고, 법 청문 청구권의 규범 내용에 포함되지 않

는다고 생각한다.359) 즉, 효과 청문의 보장은 (결과 으로는 약자

보호의 기능을 하게 되더라도) 모든 계인의 일반 정보획득가능

355) 반 설, Zeuner, Albrecht, Der Anspruch auf rechtliches Gehör, S. 1030 (aus: Waldner,

Wolfram, a.a.O., Rn. 90, S. 29.).

356) Waldner, Wolfram, a.a.O., Rn. 90, S. 29.

357) Kleinknecht-Meyer-Meyer-Goßner, a.a.O., Rn. 31, S. 7.

358) Waldner, Wolfram, a.a.O., Rn. 86, S. 28; Rosenberg, Leo / Schwab, Karl Heinz, a.a.O., §

85Ⅲ3.

359) 상세는 장석조, 책, 73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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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확충한다는 의미에서 법 청문 청구권의 한 구성요소로 이해

할 수 있는 반면, 재 비용 변호사 보수의 구조는 구체 인 경

제 ․사회 지 를 고려하여 경제 ․사회 약자의 소송수행능

력을 확충시킴으로써 차 계인의 실질 평등을 추구한다는 에

서 사회국가원리의 소송법 구 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 원  참

(1) 참작의무의 의미

법원의 참작의무(die gerichtliche Pflicht zur Berücksichtigung)

라 함은 소송 계인이 제출한 재 자료를 인식하고 고려하여 이를

재 상 이유제시를 통하여 외 으로 표시할 법원의 의무를 말한

다.

법 청문 청구권은 정보제공 청구권 재 자료 제출권의 보장

만으로는 그 목 을 달성할 수 없다. 제출된 사항이 고려되지 않는

다면 제출권은 무의미하다. 법원은 그 면 에 도달된 사항을 참작

하지 아니하고 방치하여서는 안된다. 의견표명(Äußerung)과 들어주

는 것(Gehörtwerden)의 결합을 통해서만 법치국가 차의 심권

한인 법 청문 청구권의 실 이 가능한 것이다. 독일 연방헌법재

소는 소송 계인의 주장에 한 참작의무를 다음과 같이 표 한 바

있다360)：법원은 소송 계인의 주장을 인식하고 고려하여야 한다.

(2) 참작의무의 상

참작의무의 상은 재 자료 제출권의 상인 모든 것을 포 한

다.361) 법원은 그 재 에 있어서 차법 실체법 규정에 의할 때

재 의 기 가 될 수 없는 사항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상

고심에서는 원칙 으로 사실을 참작할 수 없다는 민사소송법 제402

조의 규율이 법 청문 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362) 재 에

360) BVerfGE 11, 218(220); 70, 93(100); 215(218); 288(293).

361) Waldner, Wolfram, a.a.O., Rn. 167, S. 51.

362) 이 이 취하고 있는 방법 입장에 의할 때 상고심이 법률심이라는 규율은 새롭게 이해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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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주는 차침해는 재 자료 제출권 제한의 경우 외에는 통상

참작의무의 문제로 귀착되곤 한다. 서면제출기간이 정하여 진 경우

에, 법원은 그 기간의 당부를 묻지 않고 기간 내 제출된 서면을 참

작하여야 한다.363) 그리고, 실권규정의 그릇된 용, 사실상 주장

증거신청의 간과 등도 참작의무의 문제로 거론된다.

결정 차에서는, 결정문의 작성 후에도, 송달을 한 재 서의 교

부시까지 제출된 모든 주장이 참작되어야 한다. 결정은 이 시 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존재하게 되고 그 때까지 변경될 수 있기 때문

이다.364) 규모의 법원에서는 제출된 서면의 법 에의 달 지연

는 결정정본의 교부 지연으로 인하여 참작의무 반이 종종 야기

되고, 이는 책임 없이 야기되는 법 청문 청구권 침해의 원천이

되곤 한다.

(3) 참작의무의 발 형태

(가) 인식(Kenntnisnahme)

참작의무 이행의 내부 과정은 두 단계로 충족되는 바, 우선 법

은 제출된 사항을 인식하여야 하는데(zur Kenntnis nehmen), 이는

법 이 고려하기 한 제조건이 된다. 그러나, 인식단계에 있어서는

심사될 수 없는 내부 경과(innerer Vorgang)는 통상 문제되지 아니

한다. 단지 외 으로만 인식의무의 침해가 입증될 수 있는데, 배석

사가 심리 다른 기록을 읽거나 자는 경우, 시각 인상이 요한

경우에 법 이 맹인이거나, 청각 인상이 요한 경우에 법 이 농

자이거나 하여 제출된 사항을 인식할 수 없는 경우가 그것이다.

(나) 고려(Erwägung)

인식된 재 자료는 당해 사건의 결론을 이끌어 냄에 있어 남김

없이 고려되어(in Erwägung ziehen) 평가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는

어야 한다. 우리 법원이 사실심에 지나치게 간섭한다는, 법원에 한 비 은 재고를 요

한다고 본다.

363) Waldner, Wolfram, a.a.O., Rn. 170, S. 52.

364) Waldner, Wolfram, a.a.O., Rn. 171, S.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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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이 실질 으로(sachlich) 정당한 평가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365) 법 청문 청구권은 계인에게 참여의 권리를 부여하기

는 하지만 나아가 그 참여의 성과를 요구할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다) 이유제시

이유제시의무(die Pflicht zur Begründung)는 법원이 청문한 사항

을 인식하 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고려하 음을 재 의 이유를 통

하여 나타내야 한다는 의무이다. 이유제시는 많은 경우 “법 청문

에 한 조물(Gegenstück) 답변(Antwort)”이라 할 수 있

다.366) 참작의무, 특히 법 의 내부 사고과정인 고려의무는 법원

의 이유제시에 의하여 비로소 그 수 여부가 외 으로 표시되고

심사의 상이 될 수 있으므로, 법원의 이유제시의무는 참작의무의

필수 요청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것이다.

연방헌법재 소의 이론에 따르면, 인식 고려의무는 법원이 이

유에서 모든 주장에 하여 명시 으로 회답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

미하지는 않는다. 법 청문 청구권에 한 침해는, 각 경우의 사정

에 비추어 보아 주장이 부분 인식되지 아니하 거나, 명백히 고

려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확인될 수 있다고 한다.367) 법원의 회답의

무에 하여는 뒤에서 다시 논하기로 한다. 다만 이유제시의무는

회답의무의 부분 상은 아니고 별개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다는

만을 지 해 놓기로 하자. 즉, 가령 법원의 직권조사사항과 같은 경

우에는 당사자의 주장 없이도 재 의 기 가 될 수 있어 회답의무

와 무 하지만 이유제시의무의 상은 될 수 있는 것이다. 우리 민

사소송법 제193조는 이유의 기재에 하여 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

유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고이유가 된다. 결이 확

정된 경우에도 단유탈은 재심사유가 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

365) Waldner, Wolfram, a.a.O., Rn. 183, S. 55.

366) Waldner, Wolfram, a.a.O., Rn. 185, S. 56.

367) BVerfGE 5, 22(24); 13, 132(149); 75, 369(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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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조 제1항 제9호).

정당한 법 용은 법 청문 청구권의 보호 역 밖에 있으므로

계인의 법률상 주장에는 이유제시의무가 용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있다.368) 그러나, 법률상 주장과 사실상 주장은 선명히 구별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양자가 결합된 경우에는 앞서 본 이유제시의

요청에 부합하여야 할 것이고, 그 지 않은 경우에는 통상 법률의

용 는 부 용에 의하여 법률상 주장에 한 단을 표시하는

것이 되므로 반드시 그 용 여부에 한 이유까지 명시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이 때 그 단의 법 은 당사자가 주

지하고 있는 것이어야 함은 앞서 보았다.). 다만, 법규범의 통상

의미의 폭을 뛰어넘는 해석(이른 바 유추해석, 법형성369))을 하는

경우이거나, 최고법원의 선례가 없는 사안에 하여 어느 법규범을

용하게 되는 경우 등과 같은 경우는 그 논증 과정을 명시함이 바

람직하다 할 것이다.

일반 으로는 이유제시의무가 부과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의 경우

에도 그것이 불복의 상이 되는 경우에는 청문 청구권에 의하여

이유제시가 요청된다. 이는 사실상 주장의 평가라는 취지를 넘어,

계인에게 불복을 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으로써 효과

인 법 청문의 보장에 기여하게 된다.370)

(라) 회답의무의 문제

법 청문 청구권 자체가 답변(Antwort)을 구할 권리를 내포하고

있지 않음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이러한 소극 인 한정이,

회답(Bescheidung)은 청문의 다른 요청 의 하나일 수 있다는

측면까지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당사자의 주장에 하여 논의하

는 것(auseinandersetzen)은 고려의무의 충족을 해서도 바람직하

368) Waldner, Wolfram, a.a.O., Rn. 190, S. 57.

369) 이에 한 소송법 문제에 한 간략한 논의는 장석조, 표명의무, 112면 참조.

370) Waldner, Wolfram, a.a.O., Rn. 193, S. 57.



555

다고 할 수 있다.

회답의무(Bescheidungspflicht)를 극 으로 악하면, 법원은 재

의 이유에서 재 의 기 가 될 수 있는 당사자의 주장 가운데 명

백히 요치 않은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단하여야 한다고 이

타당하다. 그 지 않은 경우에는 법 은 당사자에게 필요한 청문을

보장하지 않았다는, 그리고, 결의 본질 인 과제인 설득력이라는

측면에서는 실패하 다는 인상을 당사자에게 주게 될 것이다.371) 이

러한 에서 회답의무는 효과 청문의 보장에 기여한다. 회답의

흠결에서 참작의 흠결로의 역추론이 가능한 것이다.

5.  청  청  해  과

가.  청  청  

법 청문 청구권은 기본권으로서 모든 국가작용, 즉, 입법, 행정

사법기능을 직 구속하지만, 실제로 행정부에 한 효력은 거

의 문제되지 않을 것이다. 입법자는 상세한 개별규율(Einzel-

regelung)의 권한을 갖고 있지만, 권리의 원칙 효력(최소한의

요청)은 헌법 으로 보장되고 이 범 에서 입법자의 처분권한은 배

제되는 것이다. 그러나, 법 청문이 형식 차법률에 의하여 충

분히 규율되는 범 에서 법 은 법 청문 청구권을 직 사용하여

서는 안 되고 그 법률에 구속되며, 이러한 법률을 통하여 법 청

문은 보장되는 것이다.372)

일반 으로 기본권의 객 질서로서의 성격으로부터 기본권의

사인 효력(Drittwirkung)이 도출될 수 있다고 하고,373) 그 구체

용방법에 하여는 간 사인효력설이 지배 견해이다. 그런

데, 차 기본권은 그 성질상 사인 상호간에는 향을 미칠

371) Waldner, Wolfram, a.a.O., Rn. 188, S. 56.

372) Maunz-Dürig, a.a.O., Art. 103Ⅰ Rn. 20, 21, S. 7; Baur, Fritz, a.a.O., S. 85.

373) 허 , 책, 249면; Hesse, Konrad, a.a.O., Rn. 346ff., S. 137f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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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으므로 사인간의 기본권효력 문제의 고찰 상으로 삼을 수 없

다는 견해가 있다.374) 물론 당사자들 사이의 합의의 효력이 문제되

는 경우에는 그 합의는 제3자인 국가권력을 구속하지 않으므로, 법

청문 청구권의 사인 효력은 문제삼을 필요도 없을 것이다. 그

러나, 뒤에 볼 결의 편취와 같은 경우에는 사인 효력을 인정할

실익이 있다 .

앞서 본 효력의 계구조([표 2] 참조)를 제로 할 때 법 청문

청구권의 침해에 한 구제수단이 보다 선명히 논의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제도에 의할 때에는 소송법상의 구제방법, 헌법재

에 의한 구제방법, 그리고, 법원의 법형성에 의한 구제방법을 고려

할 수 있다.

나. 리 해  상 과

(1) 차상의 하자

계인에 하여 법 청문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은 재 의 하자

는, 재 의 무효사유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지만 통상의 불복제도에

의하여 책문할 수 있는 차상 하자를 구성한다.375)

민사소송에 있어서 선고 에 계인에게 충분한 법 청문의 기

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제1심 결에 하여 불복 항소하면, 항소법

원이 제1심 차에 차상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결을 취소하고

자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387조). 그리고, 법 청문 청구권을

침해하는 한 차상 하자로 인하여, 항소심이 취소 자 한다면

계인의 심 의 이익을 박탈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

법 제388조 본문을 유추하여 항소법원도 취소, 환송할 수 있다고

이 상당하다고 생각한다.376) 이는 법 청문 침해는 독일 민사소

374) 허 , 책, 257면. 반 : 앞서 본 구병삭, 책, 674면(간 용설).

375) Waldner, Wolfram, a.a.O., Rn. 452, S. 129. 이 경우도 법 청문 침해로 인한 불이익(Be-

schwer)이 요구된다.

376) 종래 학설은 민사소송법 제388조 본문이 정하는 필요 환송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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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법 제539조에 의한 임의 환송의 요건인 “ 한 차상 하자”

에 해당한다고 하는 독일 민사소송법의 해석론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다.377)

상고심에서는, 차상 하자가 있는 결은 그 법규 반이 결에

향을 미친 경우에 한하여 기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393조).

이 때 하자의 향성( 결의 에서는 의존성, Beruhen)은 잠

재 향성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인 바, 법 청문의 거 이 없었

더라면 불복의 상이 된 재 이 다른 결론을 낼 수 있었을 것이라

는 사실이 인정됨으로써 족하다.378) 법 청문의 침해가 있는 경우

에는 사실상 그 재 이 청문 침해에 의존하고 있다는 추인

(Vermutung)이 가능할 것이다. 나아가 법 청문 청구권의 침해는

재심에 의하여 구제받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에 하여는 별도로

상론하기로 한다.

형사소송에서는, 항소심법원은 결 결과에 향을 미친 경우에

한하여 법령 반을 이유로 원심 결을 기하고 자 하게 된다(형

사소송법 제361조의 5 제1호). 법령 반과 결 결과 사이의 인과

계의 의미에 하여는 개연성설, 가능성설 법 차기 설이

립하는 바, 법 차기 설에 의하면 법 청문 청구권 침해를 이

재량에 의한 임의 환송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한다(정동윤, 책, 769면). 그러나, 무엇

보다도 심 이 달라짐에 따라 주장, 입증의 기회가 박탈되는 경우에는 환송하지 않는다면

당사자는 청문 침해로 인한 불이익을 제거할 아무런 방법이 없을 것이므로 이 경우에도 환

송하지 않는다고 해석한다면 제388조 본문 자체의 합헌성이 문제될 수 있을 것이다. 그

리고, 한 차 하자가 있어 심 의 이익을 박탈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 즉, 허 의

주소지에 한 송달에 의한 의제자백 결에 한 구제를 추완항소에 의하는 우리 례의

입장에 의할 때 제1심에 의한 심리가 으로 배제되는 결과가 되므로 제1심에서 소각하

결을 하여 본안에 한 심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환송 결을 한다는 민사소송법

제388조와의 균형상 역시 환송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책문권의 포기, 상실에 의

하여 해결되고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 경우가 부분이겠지만, 제1심법원과 항소법

원과의 거리가 멀어 항소심에서의 응소에 과도한 비용 노력이 드는 경우 당사자가 법

청문 침해를 이유로 환송 결을 구하는 본안 항변만을 하고 항소심에서의 본안 변론을

거부하는 극단 인 경우를 상정한다면, 그리고, 특히 그러한 본안변론의 흠결에 기 한 본

안 결의 근거가 된 민사소송법 규정의 헌성(일부라 하더라도)이 문제되는 첨 한 사안

에서는 실정법률의 기계 인 해석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377) Waldner, Wolfram, a.a.O., Rn. 462, S. 132.

378) Waldner, Wolfram, a.a.O., Rn. 464, S. 132; Rosenberg, Leo / Schwab, Karl Heinz, a.a.O.,

§ 141Ⅳ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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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 하는 경우에는 원칙 으로 결 결과에 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한다.379)

상고심에서는 형사소송법 제394조에서 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결에 향을 미친 법령 반의 경우에만 상고이

유로 삼고 있는데(형사소송법 제393조), 상고이유에는

차법 반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 지만 법 차기 설에 의

하면 법 청문 청구권의 침해를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원칙 으로

결에 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한다.380)

형사소송법의 재심사유로는 법 청문 청구권 침해에 한 구제

를 기 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형사소송법 제420조 참조). 그러나,

차법규가 법 청문 청구권을 침해하 음을 이유로 헌법재 소의

헌결정 는 헌법소원에 의한 헌선언의 결정이 내려진 경우에

는 그 법률 는 법률의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 결에 하여

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 소법 제47조 제3항, 제75조

제6, 7항), 이 범 에서 피고인은 재심에 의한 구제를 받을 수 있다.

(2) 하자의 치유

법 청문 청구권의 침해가 곧바로 재 의 무효를 래하는 것은 아

니므로 그 하자의 치유 역시 가능하다. 일정한 침해는 명시 혹은 묵

시 인 책문권의 포기에 의하여 치유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140조

에 의하여 책문권이 상실되는 경우에도 같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 재 의 기 가 될 수 있는 사실(entscheidungserhebliche Tat-

sachen)을 통지하지 아니함으로써 법 청문의 거 이 발생한 경우

에, 그 하자는 시에 당사자에게 다시 진술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치유될 수 있다.381) 침해된 청문이 사후 으로 항소심 항고심에

379) 배종 , 이상돈, 책, 730면.

380) 배종 , 이상돈, 책, 743면.

381) Waldner, Wolfram, a.a.O., Rn. 454, S. 130; Schwab, Karl Heinz / Gottwald, Peter, Ver-

fassung und Zivilprozess, 1984, Verlag Ernst und Werner Gieseking GmbH, Bielefeld, S.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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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보장된다면 마찬가지로 그 하자도 치유될 수 있다. 그러나, 그러

한 치유가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니다. 즉, 어떠한 사유가 그 주장 자

체뿐만 아니라 그 주장의 시기도 의미가 있는 경우에는 치유가 불가

능한 것이다. 상고심 차에서의 치유는 외 으로만 가능하다. 즉,

법 문제에 한 법 청문이 거론되는 경우에만 치유가 고려될 수

있다. 다만, 법률상 주장에 한 청문만이 제약된 경우에도 하자의

치유가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니다. 법 과 이를 뒷받침하는 사

실은 상호작용(Wechselwirkung)하는 계에 있기 때문이다.

(3) 결편취의 문제

(가) 문 제

결의 부당취득 는 편취(Urteilserschleichung)라 함은 당사자가

악의, 는 불법한 수단으로 상 방과 법원을 속여 확정 결을 취득

하는 것을 말한다.382) 여기서 논의되는 쟁 과 련하여서는, 채무자

의 임의 이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채권자가 강제집행으로 나아간

경우에 채무자에게 어떠한 보호가 부여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나) 불법행 의 성립 여부

학설은, 결의 편취로 인한 불법행 의 성립 여부에 하여는,

실체 정의를 하여 기 력이 후퇴하여야 한다거나,383) 차 기

본권이 박탈된 당사자에 하여는 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거

나,384) 결의 성립 과정에 있던 당사자의 부정한 행 는 결의 확

정으로 면책되지 않는다는 385)을 근거로 삼는 극설386)과 손해

배상은 확정 결의 기 력에 되어 허용될 수 없다는 소극설(재

382) 정동윤, 책, 729면; 강 , 책, 655면.

383) 정동윤, 책, 731면.

384) 김선석, 소송 차에 의한 불법행 , 사법논집 제8집, 1977, 법원행정처, 서울, 302면; 강 ,

책, 660면. 강 , 편취 결의 구제방법에 한 고찰, 사법논집 제20집, 1989, 법원행정

처, 서울, 416면에서는 결이 당연무효가 된다고 한다.

385) 김홍규, 4 민사소송법(상), 1988, 삼 사, 서울, 422면.

386) 제한 으로 인정하는 견해로는 박우동, 불법집행으로 인한 배상책임, 사실심과 법률심,

1994, 한국사법행정학회, 서울, 34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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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필요설)387)이 립하고 있다. 독일의 연방 법원은, 기 력 있는

채무명의의 실체법 부당성, 채무명의의 부당성에 한 채권자의

인식, 결의 편취 는 결의 법집행이라는 특별한 사정의 존

재를 요건으로 독일 민법 제826조에 의한 불법행 를 인정한다.388)

법원 1995. 12. 5. 선고 95다21808 결(집 43-2민, 346)은 확정

결에 기한 강제집행이 불법행 로 되는 것은 당사자의 차 기본

권이 근본 으로 침해된 상태에서 결이 선고되었거나 확정 결에

재심사유가 존재하는 등의 경우로 한정하여야 한다고 시하 다.

생각건 , 결의 편취에 있어서 불법행 성립 여부는 반 당사

자의 소송 여가 방해되어 차 기본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즉, 당사자의 소송 여가 방해되어 법

청문 청구권의 최소한 요청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것이 소송 자체에

한 통보(최 의 송달)의 흠결이든 재 자료의 제출이 방해된 경

우이든, 그 자체가 기 력의 존부와는 계 없이 법성을 구성한

다고 이 상당하다. 이를 달리 표 하면, 법 청문 청구권이라는

차 기본권의 침해가 사법(私法)상의 일반조항을 통하여 법성

을 구성하게 되는 것이다(간 사인효력설).389) 그리고, 이 법성

은 편취소송의 소송물과 직 련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헌법질

서의 침해를 사유로하는 별개의 법사유에 해당하여 기 력의 차

단효가 미치지 아니하므로, 편취된 결의 효력 자체를 부정할 필

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만일 편취된 결이 당연무효라고 본다면,

그 집행 이 의 구제수단을 청구이의의 소에 의할 것인지 여부에

387) 이시윤, 책, 720면; 한종열, 민사소송법(상), 1993, 경북 학교 출 부, 구, 490면. 독일

의 다수설 Hanns / Weth, Stephan, Rechtskraftdurchbrechung bei unrichtigen Titeln－

Die neuers Rechtsprechung zu sittenwidrigen Vollstreckungsbescheiden und ihre Folgen

für die Praxis, 1988, Carl Heymanns Verlag KG, Köln·Berlin·Bonn·München, Rn. 165, S.

41.

388) Prütting, Hanns / Weth, Stephan, a.a.O., Rn. 109, 110, 111, 112, S. 31. 1905. 10. 14.의

RG 61, 359 이래 다수.

389) 상세한 논의는 장석조, 법 청문 청구권, 763면 참조. 차 기본권의 제3자 효력에

하여는 구병삭, 책, 674면 참조. 법 청문 청구권과 결의 편취의 계에 하여는

Prütting, Hanns / Weth, Stephan, a.a.O., Rn. 224 ff., S. 55 ff.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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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의문이 있고,390) 편취소송이 청구소송이 아닐 때, 컨

소유권이 등기청구소송이라면, 그 결의 집행으로 이루어진

소유권이 등기 역시 원인무효로 보아야 할 것인데, 결편취의 상

방에 하여 불법행 에 의한 구제수단을 부여하는 것을 넘어 재

심소송을 거치지도 아니하고 제3취득자에 한 계에서까지 확정

결에 의해 형성된 결과를 번복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단된다.391)

(다) 부당이득의 성립 여부

학설은 체로 불법행 와 부당이득을 동일 차원의 문제로 이해

하고 있는 듯하다.392) 그러나, 불법행 는 “ 법성”을, 부당이득은

“법률상 원인 없을 것”을 그 각 규범 요건으로 하고 있어 동일하

게 취 할 수는 없다.

부당이득의 경우에는 기 력의 존부가 건이다. 피해자의 부

가 있는 경우에 그 부가 기 력 있는 확정 결에 기 한 경우에

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 청문

청구권의 침해가 있어 불법행 가 되는 경우에도 기 력이 발생한

경우라면 부당이득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이 상당하다.

(라) 청구이의의 소의 허용 여부

나아가 청구이의의 소에 있어서 결의 편취가 이의사유가 되는

지에 하여 본다. 이에 하여는 이를 정하는 례의 입장에 찬

성하는 정설393)과 부정설394)의 립이 있는 바, 부정설은 청구이

390) 차 기본권 침해를 근거로 불법행 의 성립을 인정하는 극설은 결이 당연무효라

고 하나, 결이 무효라고 보면서 무효인 결에 기한 집행에 하여 집행문부여에 한

이의에 의한 구제를 부여하는 방법에 의하지 않고 결의 편취가 청구이의사유가 된다고

하는 것은 모순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다.

391) 상세는 장석조, 결의 편취, 64면 이하 참조.

392) 강 , 논문, 418면; 정동윤, 책, 731면.

393) 정동윤, 책, 731면; 이재성, 결의 부당집행과 청구이의, 사법행정, 1984. 12., 60면; 김선

석, 논문, 302면; 강 , 논문, 420면; 방순원, 김 년, 민사소송법(하), 1993, 사법행

정학회, 서울, 190면.

394) Rosenberg, Leo / Gaul, Hans Friedhelm / Schilken, Eberhard, a.a.O., S. 466; Jauernig,

Othmar, Zivilprozessrecht, 20. Aufl., 1983, C. H. Beck, München, § 64 II; 한종열, 민사소

송법(하), 1995, 학출 사, 서울, 10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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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소는 기 력 있는 청구권이 존재하다가 그 청구권이 사후에

소멸되었다는 새로운 항변이 발생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므로, 당

부터 결이 부당하게 취득되었다는 주장은 기 력에 되므로

이의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한다.

보건 , 편취된 결의 집행이 불법행 를 구성하는 경우는 그

단계에서 권리남용 는 사회질서 반행 의 수단이 된 강제집

행을 배제할 필요성을 비교 쉽게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가

한편으로는 집행채권자의 집행행 에 의하여 형성된 결과에 하여

불법행 를 인정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그 집행행 에 력한다

는 상호 모순된 행 를 하여서는 안된다는 에서 보면 이를 쉽

게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불법행 의 성립을 부정하는 사안에

하여는, 집행채권자의 결취득행 가 소송사기 등으로 형사법상

범죄를 구성하게 되는 경우에는, 민사 결상의 결론이 이와는 모순

되어 민사법상의 법성을 지니지 않게 되었다 하더라도(민사 결

과 형사 결의 모순 ), 국가의 공권력 행사인 강제집행의 실시에

있어서는 범죄행 에 의하여 이루어진 법률상태의 실 에 국가가

력한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여진다. 그리고, 그 구제수

단의 흠결은 해석에 의하여 보충될 수밖에 없고, 그 방법을 우리

실정법에서 찾는다면 부당집행에 한 구제방법인 청구이의의 소를

정한 민사소송법 제507조를 유추 용함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러한 해석은 특히 차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 헌법합치 인

법률해석이 요구되는 경우라 할 수 있다. 이미 기 력이 부여된 확

정 결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 계와 다른 법률 계를 주장, 입증하

여 확정 결의 집행력을 배제하여야 하기 때문에 필요 변론에 의

할 것이 요구되기 때문이다.395)

다. 리 해  헌 재 상 과

395) 상세는 장석조, 결의 편취, 68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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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청  청 과 능

헌법재 소의 장사항인 헌법률심 , 탄핵심 , 정당해산심 ,

권한쟁의심 헌법소원심 (헌법 제111조) 특히 법 청문

청구권의 침해와 련하여 문제될 수 있는 헌법재 제도로는 헌

법률심 헌법소원심 을 들 수 있다.

(1) 규범통제제도에 의한 구제

헌법 제107조 제1항과 제11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헌법재 소

가 구체 규범통제 권한을 장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은 헌법

률심사의 범 를 확정지을, 헌법재 소, 입법자 법원의 권한 사

이의 내용 한계설정에 하여는 구체 언 이 없다. 문제의

해명을 해서는, 원칙 으로 입법자에게는 법정립독 권(Rechts-

setzungsmonopol)이 귀속된다는, 즉, 헌법과 헌법에 내재하는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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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을 통하여 설정된 한계 내에서 입법자는 일정한 형성의 자유

(Gestaltungsfreiheit, 주 단)와 일정한 진단의 여지(Prog-

nosespielraum, 객 단)를 갖는다는, 입법이론상 입법자의 권

한(Zuständigkeit des Gesetzgebers) 논의가 참고할 만하다.396)

이러한 범주 아래 법 청문 청구권의 규범 내용을, 원칙 으

로 형성의 자유가 허여된다고 할 효과 청문(effektives Gehör) 보

장의 역과 한정된 범 에서 제한 으로만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

는 최소한 요청(Minimalforderung)의 역( 는 핵심 역 Kernbe-

reich)으로 층화시켜 악해 보았다.397)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1]과 같다. 여기서 최소한 보장의 역도 입법에 의하여 제한

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아니고, 다만 논증책임 분배의 에서만

그 실익이 있을 따름이라고 생각한다.

먼 실 으로 입법이 행하여진 경우([그림 1]의 4.)를 본다. 이

때 법 청문 청구권을 실 으로 구체화하는 경우([그림 1]의 가.

나. 다.)에는 별문제가 없지만(일단 법률에 의하여 규율되는 경우에

는 그 법률의 내용은 헌법 등 의 보장을 받게 된다.398)), 이를

제약하는 경우([그림 1]의 5.의 마. 바. 사.)에는 그 헌법 한계가

문제된다. 입법자의 범 한 형성의 자유에 임되어 있는 효과

청문([그림 1]의 사.)에 한 제한은 정당성이 추정된다.399) 가령, 명

시 으로 법원의 석명의무를 부정하는 입법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법 청문 청구권의 최소한 요청([그림 1]의 바.)은

396) 김승환, 입법학에 한 연구－입법의 주체․원칙․기술을 심으로-, 고려 학교 학원 법

학과 박사학 논문, 1987, 61, 64면. 형성의 자유는 입법자가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내용

으로, 어떠한 형식으로 그리고 어떠한 경로를 거쳐서 정치 목표를 달성하고 생활사안

(Lebenssachverhalt)을 법 으로 규율할 것인가라는 선택의 가능성(Wahlmöglichkeit)을 내

용으로 한다. 한편, 진단의 여지는 입법의 기 가 되는 인식 사실의 악에 한 것이다.

397) Maunz-Dürig, a.a.O., Art. 103Ⅰ Rn. 20, S. 7; Kopp, Ferdinand O., AöR 1981, 604(616).

비 견해로는 Waldner, Wolfram, a.a.O., Rn. 513, S. 146.

398) 심형식의 구두변론이 입법화된 경우에 하여 Baumbach-Lauterbach, a.a.O., vor §

128Anm. 4, S. 325. 다만, 독일 연방헌법재 소는 법률에 규정된 구두변론의 불실행도 법

청문 청구권의 침해가 아니라 한다. (BVerfGE 9, 231(266)).

399) 다만, 입법자의 평가가 분명히 반박 당할 수 있거나 는 명백히 하자가 있거나 는 헌법

질서에 명백히 반하는 경우는 그 지 않다고 한다(김승환, 책, 66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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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한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가 원칙 으로 배제되므로,400) 법

청문에 우월한 반 가치의 존재가 극 으로 논증되기 에는 함

부로 제한할 수 없고, 그 정당화 사유가 논증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헌인 법률임을 면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401) 컨 , 비서면을

반 당사자에게 송달하지 않는다는 입법이 이에 해당한다. 양

역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제한의 상이 된다는 에서는 동

일하지만, [그림 1]의 사. 의 역에서는 제한입법의 정당성이 추정

된다는 에서 제한사유에 한 논증책임의 분배와 련하여 차이

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법 청문 청구권의 제한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정면으로 충돌하게 되는 경우([그림 1]의 마.)에는 그 본질

인 내용을 침해하는 결과가 되어 허용될 수 없다. 가령, 당사자의

재 자료 제출권을 면 으로 배제하고 당사자를 조사의 객체로

삼아 법원이 직권탐지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2) 헌법소원제도에 의한 구제의 문제

한편, 입법자가 입법을 실행하지 아니한 입법부작 의 경우([그림

1]의 아. 자. 차.), 입법의무가 인정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 조

치를 않은 이른바 진정입법부작 의 경우에는 입법부작 에 한

헌법소원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나, 기본권 보장을 한 법규정이

불완 하여 그 보충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불완 한 법규 자체를

상으로 하여 그것이 헌법 반이라는 극 인 헌법소원을 함을

별론으로 하고 입법부작 를 헌법소원의 상으로 삼을 수 없다.402)

그러나, 법 청문 청구권은 그 요건 자체가 권리제약 재 과

련되어 있으므로, 아무런 입법조치가 없는 이른바 진정입법부작

의 경우는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 지만, 입법자의 형성의

400) Maunz-Dürig, a.a.O., Art. 103Ⅰ Rn. 20, S. 7.

401) 이 경우 입법자는 우월한 공공의 이익에 의해서만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 공공이익의

우월성은 헌법률심사의 상이 된다(김승환, 책, 66면 참조.).

402) 헌재 1989. 7. 28. 89헌마1, 례집 1, 157; 1993. 3. 11. 89헌마79, 례집 5-1, 92; 1993. 9.

27. 89헌마248, 례집 5-2, 92; 1996. 6. 13. 93헌마276, 례집 8-1, 493. 진정입법부작 를

인정한 사례로는 헌법재 소 1994. 12. 29. 선고 89헌마2 결정( 례집 6-2, 395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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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가 크게 제약되는 본질 내용([그림 1]의 아.) 최소한 요

청의 경우([그림 1]의 자.)에는, 당해 규범 내용이 법원을 직

구속하여 어떤 형태로든 그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정당한 입법이 실행된 역([그림 1]의 가. 나. 다.) 는 입법이

실행되지 아니한 역([그림 1]의 아. 자. 차.)에서 법원의 조치에

의하여 법 청문 청구권이 침해된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구제수단

이 더 이상 남아 있지 않은 때에는 그 구제수단으로 헌법소원제도

를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헌법재 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헌법소원의 상

을 정하면서 법원의 재 을 제외시키고 있으며(법원재 의 배제),403)

같은 항 단서는 다른 법률에 구제수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고 하여(보충성의 원칙), 결

국, 우리 나라에서는 법원의 조치에 의한 법 청문 청구권의 침해

가 있는 경우 헌법소원제도에 의하여 구제받을 수는 없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404)

다만, 법 청문이 차법규에 한 헌법률심사의 기 으로는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소송 차에서 당사자가 법원의 조

치의 근거가 된 어느 법률이 법 청문을 침해하여 헌법에 반됨

을 주장하여 헌법률심사의 제청을 하 다가 배척된 경우에는 이

를 헌법소원을 통해 주장할 수 있다(헌법재 소법 제68조 제2항).

그리고,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진 경우에는 재심 차에 의하여 구

403) 독일과는 달리 헌법재 소가 법원조직과는 별개의 기 으로서 정치 성격을 띤 구성원리

의 지배를 받는다는 을 고려하면 수 이 가는 입법이라고 생각한다.

404) 독일에서는 법 청문 청구권의 침해를 이유로 헌법재 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93ⅠNr. 4a GG; § 90 BVerfGG). 이러한 불복수단은 재심 차 이외에 다른

기 력 배제 가능성을 열어 주는 것이다. 독일에서는 법 청문 청구권의 침해가 헌법소원

의 사유로 요한 지 를 차지하고 있으며(Waldner, Wolfram, a.a.O., Rn. 482, S. 138.), 이

로 인하여 연방헌법재 소는 헌법소원의 쇄도로 과부담의 압력을 받게 되었다. 이에 따라

연방헌법재 소가 상고심 는 항소심이라는 빈축을 사게 되었고, 이를 시정하기 한

방안이 다각도로 검토되고 있으나 어느 것도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

지는 못한 것 같다. 앞서 본 최소한 보장의 기 , 뒤에 볼 민사법원에 의한 자체통제이론은

이러한 흐름의 반 으로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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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받을 수 있다(헌법재 소법 제75조 제7항).

라. 민사 원  에 한  

입법자에게 범 한 형성의 자유가 허여되어 있는 역([그림 1]

의 차.)에 있어서는 실정 민사소송법의 총체 규율목 (Rege-

lungszweck)의 수 그 시 의 사회 여건을 함께 고려하여

법률의 흠결을 확정하고 그 흠결을 보충하는 법원의 법형성이 요구

된다 할 수 있다. 이 때 법 청문은 흠결의 확정 평가 기

으로서 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생각한다.

(1) 동일심 에서의 시정 심 확 의 문제

독일에서는 이의신청(Gegenvorstellung),405) 결의 경정(Urteils-

berechtigung),406) 결의 보충(Urteilsergänzung)407)을 통한 구제가

논의되고 있다. 그리고, 법 청문 청구권의 침해를 이유로 하여 통

상의 경우에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심 을 신설하는 것은 원칙 으

로 허용되지 않지만, 불복불가능한 결정에 한 항고의 허용408)

헌법 이유로 인한 상소의 허용409)이 주장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우리와는 다른 법제 아래에서의 논의라고 생각된다.

(2) 재심 차의 확

(가) 법률의 흠결

법원의 재 에 한 헌법소원이 인정되지 않는 우리 법제상 법원

에 의한 법 청문 청구권 침해에 한 구제수단이 만족스럽지 않

405) Waldner, Wolfram, a.a.O., Rn. 541, S. 155; Weis, Hubert, Gegenvorstellung bei der

Verletzung von Verfahrensgrundrechten, NJW 1987, 1314(1315); Stein-Jonas, a.a.O., § 60

Ⅱ1d. 하 심 례 : OLG Nürnberg, NJW 1979, 169; OLG Frankfurt, AnwBl. 1980, 70;

KG, NJW 1931, 3566(aus: Waldner, Wolfram, a.a.O., Rn. 541, S. 155.). 연방헌법재 소 :

BVerfGE 72, 84.

406) Waldner, Wolfram, a.a.O., Rn. 551, 552, S. 156, 157.

407) Waldner, Wolfram, a.a.O., Rn. 553, S. 157; Rosenberg, Leo / Schwab, Karl Heinz, a.a.O.,

§ 134Ⅰ1b. § 321 ZPO의 반 해석.

408) Waldner, Wolfram, a.a.O., Rn. 526, S. 151.

409) Waldner, Wolfram, a.a.O., Rn. 540, S. 154; LG Frankfurt, NJW 1987, 2591; OLG

Schleswig, NJW 1988,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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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여기서 우리는 법 청문의 보장수단으로

서의 재심제도에 주목하게 된다. 그러나,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에서 읽을 수 있는, 재심 차를 허용하는 규율목 (Regelungsz-

weck)의 수 (가령, 법 청문의 침해와 직 련이 없는 증거자

료의 조에 하여도 재심사유를 인정하고 있다. 제7호)과 보다

한 소송상 제1의 원칙이라 할 법 청문의 최소한 요청을 함께

고려해 보면,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에 열거된 재심사유는 법

청문의 요청에 미흡한 가치 모순(axiologische Inkonsequenz)을

면할 수 없다고 보여지고, 바로 여기에 법률의 흠결(Gesetzes-

lücke), 특히 평가상 흠결410)이 존재하게 된다.

(나) 흠결의 보충

라운(J. Braun)은 수권의 흠결에 한 규정(§ 579Ⅰ Nr. 4

ZPO)을 유추하여 법 청문 청구권의 침해를 재심사유로 삼고자

하는411) 소 개별유추(Einzelanalogie)의 방식에 의하여 문제에

근하고 있다. 그러나, 법 청문의 요청 에는 규정의 성격과

무나 거리가 먼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고려하면, 와 같은 유

추해석은 법일반원칙에 의지하는 체유추(Gesamtanalogie)412)의

방식에 의존하는 것이 낫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한편, 우리 민사소송법상으로는, 당사자의 차 기본권이 반

된 것으로 이해되고 있는,413) 소 수권의 흠결을 정한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3호 이외에도, 같은 항 제5호, 제9호, 제11호 등에

정한 재심사유가 법 청문 청구권의 규범 내용과 련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따라서, 앞서 확정한 법률의 흠결을 보충하는 것은

410) 김형배, 논문, 21면.

411) Braun, Johann, Verletzung des Rechts auf Gehör und Urteilskorrektur im Zivilprozeß,

NJW 1981, 425(428). 반 : Seetzen, Uwe, Die Anhörung kraft Verfassungsrecht, NJW

1982, 2337(2340); Schneider, Egon, Nochmals: Verletzung des Recht auf Gehör und

Urteilskorrektur im Zivilprozeß, NJW 1981, 1196.

412) 김형배, 논문, 22, 23면 참조.

413) 강 , 책, 79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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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민사소송법에서의 경우보다는 쉽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법

청문 청구권의 3요소를 재심사유에 비추어 구체 으로 보기

로 한다.

첫째, 정보제공 청구권의 침해 같은 항 제11호가 정하는 공시

송달상 하자의 경우는 그 규정의 직 용에 의하여, 나머지 경우

는 같은 항 제3호(수권의 흠결)의 유추에 의하여 구제함이 상당하

다고 본다.414) 같은 항 제11호를 모든 정보제공 청구권 침해에 유추

용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으나, 같은 항 제11호는 당사자의 행

상황(당사자가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을 제하고 있어 법원

는 당사자의 귀책사유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 정보제공 청구권의

침해에 유추함은 치 않다고 본다.

둘째, 재 자료 제출권의 침해는 같은 항 제5호(공격방어방법제출

의 방해)의 직 용 유추 용에 의하여 구제될 수 있다. 한편,

같은 항 제5호는 타인의 범죄 행 를 요건으로 함으로써 침해

가 재심사유로 됨에 하여 일정한 제약을 가하고 있으나, 재 자

료 제출권만은 당사자의 극 행사에 의존하고 제출의 기회만을

보장한다는 에 비추어 보면, 그 기회가 방해받은 경우에 한하여

기 력을 배제하는 제한이 기 력제도의 근 에 놓여 있는 법

안정성의 요청과도 부합된다고 단된다.

셋째, 참작의무의 침해는 같은 조 제9호( 단유탈)의 직 용

유추 용에 의하여 구제될 수 있다. 참작의무 침해의 발생범 는

통상 의미의 단유탈의 용범 보다 넓다고 생각되므로, 단유

탈의 유추 는 확 해석이 요구되는 것이다.

(다) 보충(유추)의 효과

414) 정보제공 청구권의 내용 특히 통지의무 기록열람청구권 등은 일견 수권의 흠결과는

무 한 듯이 보이지만, 수권의 흠결을 재심사유로 삼는 실질 인 근거는 계인이 차의

존재 차상 상황에 한 정보가 흠결된 상태에서 계인에게 결의 효력을 인수 할

수 없다는 에 있다는 을 고려하면, 같은 항 제3호와 정보제공 청구권은 동일한 규율목

아래 있다 할 수 있다. 법원 1992. 12. 22. 선고 92재다259 결(공 1993[938], 551)은

무권 리인에 한 답변서와 결선고기일소환장의 송달을 수권흠결의 문제로 보고 있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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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청문 청구권의 침해에 하여 재심사유에 한 각 규정

을 직 는 유추 용함으로써 법 청문 청구권의 침해가 있는

경우에는 기 력이 이미 발생하 다 하더라도 재심에 의하여 구제

받을 수 있게 된다. 재심의 소는 소송에서 재심사유를 상소로서

주장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보충성, 민사소송법 제

422조 제1항 단서). 다만, 재 자료 제출권 침해의 경우에는 민사소

송법 제422조 제2항(유죄 결의 확정)의 제한 아래 재심의 소를 제

기할 수 있다.

한편, 정보제공 청구권 침해의 경우는 재심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지만(같은 법 제427조), 보다 한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는

같은 법 제422조 제1항 제11호의 경우에는 다른 재심의 소와 함께

같은 법 제426조에 의한 재심기간의 제한을 받게 되는, 일응 불균

형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를 고려하면, 공시송달에

의한 결편취의 경우에는 선택에 따라 재심의 소와 함께 추완상소

가, 의제자백에 의한 결편취의 경우에는 상소기간의 제한 없이

상소가 각 허용된다는 우리 법원 례의 입장415)은, 법 청문이

라는 헌법 요청에 따라 입법상의 모순에 극 으로 처한 것으

로 이해될 수 있다고 본다.416) 이 게 해석한다면 와 같은 경우

재심기간의 도과로 인하여 기 력 제거가능성이 완 히 박탈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 입법자에 허여된 형성의 자유의 범 내

의 조치라고 볼 수 있다.

415) 공시송달: 법원 1980. 7. 8. 선고 79다1528 결(집 28-2민, 97); 1985. 8. 20. 선고 85므21

결(집 33-2특, 430); 1992. 5. 26. 선고 92다4079 결(공 1992[924], 2015)(재심의 소를 선

택한 경우에는 제척기간의 용을 받게 되고 이는 불변기간이 아니하는 취지). 의제자백:

법원 1978. 5. 9. 선고 75다634 결(집 26-2민, 1); 1992. 4. 24. 선고 91다38631 결(공

1992[922], 1680)( 결정본 송달의 무효로 기 력 불발생).

416) 례의 입장이 차 기본권을 시한 것으로 이해하고 이에 찬성하는 입장으로는 강

, 책, 800면. § 234 Ⅲ ZPO 우리 법상 재심기간과는 달리 소송행 의 추완에는

인 기간의 설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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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한 에 하여 재   리

1.  한 에 하여 재   리  

미

앞서 언 한 바와 같이 헌법 제27조 제1항은 한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 에 의하여 재 을 받을 권리를 정하고 있다. 법률이라는

기 이 헌법이라는 기 보다 완화된 것이니 권리는 법률이 정한

법 에 의하여 재 받을 권리라고 약칭할 수 있겠다. 법률이 정한

법 에 의하여 재 받을 권리는 각 사건에 할을 가진 법 은 일

반 규율에 정해진 추상 인 표지에 의하여 사 에 가 명확하

게 결정되어야 한다는 국가 보장을 구할 수 있는 차 계인의

차 기본권을 의미한다.417)

법률이 정한 법 의 보장은 특히 구체 차에 향을 미칠 목

으로 부당한 조작에 의하여 사법기 이 도에 배제될 험을

방하는 기능을 담당하기 한 것이다.418)

2.  한 에 하여 재   리  

 격

법률이 정한 법 에 의하여 재 받을 권리는 법치국가원리의 법

원조직 역에서의 구체화로서, 법원조직법의 심 조직규범이라

417) Schilken, Eberhard, a.a.O., S. 172.

418) Schilken, Eberhard, a.a.O., S. 173. 이인재,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 과 법원의 사무분담,

헌법재 연구 (1), 1993, 헌법재 연구회 편, 한국사법행정학회, 서울, 334면. 논문에서는

히도 단순히 재 소에서 재 을 받을 권리만을 정하고 있는 일본헌법 제32조( 구도

재 소에서 재 을 받을 권리를 박탈당하지 아니한다.)와의 해석상 차이 을 지 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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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419) 재 기 으로서의 법 의 독립과 사법제도에 하여

는 헌법 제5장에 규정하고 있으며, 사법행 청구권은 이러한 사법

차에의 근(Zugang) 자체를 기본권으로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

다. 그러나, 이에 비하여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 ”의 보장은 재

기 의 구성원리와 히 련되어 있어 그러한 헌법 규율을 반

드시 주 공권으로 구성하여야 하는지에 하여는 의문이 제기

될 수 있다.

독일 기본법 제101조 제1항은 “특별법원은 허용되지 않는다. 법

률이 정한 법 은 박탈될 수 없다.”420)라고 규정하여, 이를 객

헌법규범(objektive Verfassungsnormen)으로 악하고 제도 보장

(institutionelle Garantie)을 그 규율 내용의 주된 성격으로 이해하

고 있으며,421) 권리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기본권 유사의 권리라고

하는 것이 연방헌법재 소의 입장이다.422) 다만 독일 기본법 제93조

제1항 제4호는 제101조에 규정된 권리의 침해를 이유로 하는 헌법

소원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법률이 정한 법 의 보장에 주 공권

성을 인정하는가 하는 문제는 그 실 인 의미가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우리 헌법 제27조 제1항이 정한 법률이 정한 법 의 보장은 헌법

제5장과는 별도로 주 권리로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조항

에서 정하고 있는 재 을 받을 권리와 함께 실정헌법상 차 기

본권의 하나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3.  한 에 하여 재   리  

건

419) Schilken, Eberhard, a.a.O., S. 173.

420) Art. 101. I GG “Ausnahmegerichte sind unzulässig. Niemand darf seinem gesetzlichen

Richter entzogen werden.”

421) Maunz-Dürig, a.a.O., Art. 101 S. 4.

422) Maunz-Dürig, a.a.O., Art. 101 S. 5. BVerfGE 4, 416; 17, 299; 26, 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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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이 사법행 로서 하는 차에 련된 법 으로 보호되는 이

익의 실 을 구하거나 앞으로 발하여질 재 에 직 으로 법 으

로 구속되는 차 계인에 하여 법률이 정한 법 에 의하여 재

받을 권리가 인정될 수 있다. 구성요건의 표지를 상세히 보면 다음

과 같다.

가. (재 )

법 이라 함은, 모든 국가 재 권을 행사하는 모든 법 (재 기

)을 의미한다. 국가 재 권을 행사한다면, 헌법 법 이 정한

법 이라는 요건을 충족시켜야 할 것이다. 헌법재 소는 사실심의

권을 행사한다면 이러한 국가 재 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는

듯하다.423) 따라서, 법률이 정한 법 에 의하여 재 을 받을 권리는

사 인 법원에는 용이 없다.424) 이는 사 법원에 국가 법원에

갈음하여 분쟁해결 기능이 인정되고 있는 경우에 그 할이 법률이

정한 법 에 의하여 재 받을 권리의 요청에 부합하는가 라는 문

제와는 구별될 필요가 있다. 즉, 국가기 이 아닌 법원의 존재는 사

권을 주장하는 범 에서만 고려될 수 있으므로, 재법원은 그 재

행 가 자발 인 합의에 기 하는 외에 법령이 정한 최소한 요청

을 충족시킬 때에만 허용될 수 있다. 반면, 단체 사단의 법원은

그 내부의 자율권의 범 내에서는 장래의 분쟁 당사자의 명시 인

합의 없이도 허용된다는 에서 재법원의 경우와 구별된다.425) 사

법보좌 사이의 할을 정하는 것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사법보좌

에 하여 용이 없으나,426) 사법보좌 과 법 사이의 임무 배

분을 정함에 있어서는 법 의 할이 련되는 한 법률이 정한 법

의 보장에 주의하여야 한다.

423) 아래 헌재 1995. 9. 28. 92헌가11, 례집 7-2, 264 참조.

424) Schilken, Eberhard, a.a.O., S. 181.

425) Schilken, Eberhard, a.a.O., S. 181.

426) BVerwGE 19,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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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 행

그리고, 권리는 사법의 임무와 련된 법 의 행 에 해서

만 용이 있다. 이 때 사법이라 함은 좁은 의미의 사법을 의미한

다. 여기에는 결 차는 물론이고 강제집행 차, 비송 차 통제

활동(Regelungstätigkeit)도 포함된다고 한다.

다. 차에  실  여

법률이 정한 법 에 의하여 재 을 받을 권리는 주 공권으로

서 권리보호를 구하는 자이면, 헌법 제27조 제1항의 문언에도 불구

하고 국민 외에도 외국인, 불법 거주자에게도 보장된다. 자연인이거

나 법인이거나를 묻지 않으며 법원의 차상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경우에는 법인격 없는 사단도 이에 해당한다. 특히 국가 공법상

의 법인, 조물도 주체가 될 수 있다는 427)이 차 기본권에

있어서 특이한 측면이다. 법률이 정한 법 에 의하여 재 을 받을

권리에 있어서는 다른 기본권과는 달리 기본권능력(Grundrechts-

trägerschaft)이 문제되지 않는다.428)

다만, 헌법 조항상 명시되지는 아니하 으나, 구체 으로 권리

가 귀속되기 해서는 차 계인이어야 한다는 제한이 따른다는

429)에서는 법 청문 청구권의 경우와 구별된다. 차 계인에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보조참가인, 형사 차상 고소인, 피의자 등도 포

함된다.430) 독일 연방헌법재 소는 법률이 정한 법 에 의하여 재

을 받을 권리는 법원의 차에 당사자로서 여하거나 차에 직

련된 자에게 귀속된다고 하나,431) 차에 실질 으로 련되어 있

427) BVerfGE 6, 45, 49; Leibholz / Rinck / Hesselberger, a.a.O., Art. 19 Rn. 94, Art. 101 Rn.

397.

428) Schilken, Eberhard, a.a.O., S. 177

429) Schilken, Eberhard, Rn. 287, S. 177.

430) Leibholz / Rinck / Hesselberger, a.a.O., Art. 101 Rn. 92에서는 당사자로서 여할 것을

요하는 듯이 설명하고 있으나, 반드시 당사자일 필요는 없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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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실 으로 여하고 있지 않는 제3자에게는 귀속되지 않는다

고 본다. 범죄의 피해자가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신청을 한 경우에는 차에 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라. 차상  

그러나, 차에 여하는 경우에도 그 여하는 이유가 자신의 고

유한 이익에 기 한 경우여야 하므로, 이러한 고유한 이익을 갖추지

아니한 증인, 감정인 리인 등은 보호 상에 속하지 않는다. 이러한

차상의 이익은 사법행 청구권 법 청문 청구권의 보호 역

을 정하는 기 이 되는 법 이익과는 구별되는 보다 사실 인 개념

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법률이 정한 법 에 의하여 재 받을

권리에 기 하여 각 법 에게, 자신의 할에 속하게 될 사건으로부

터 자신이 배제되지 아니할 권리를 인정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

다.432) 이러한 사항은 헌법 제103조가 정한 법 의 독립이 문제될

여지는 있지만, 이를 반한 것이 기본권침해를 이유로 한 헌법재

소법 제68조 제1항 소정의 헌법소원의 상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4.  한 에 하여 재   리  

규  내용

법률이 정한 법 은, 각 재 부의, 규정된 수 구성에 따른 각

개별 법 , 련 재 부, 종국 으로는 각 재 권에 따른 물 , 장

소 심 할이 있는 법원을 의미한다.433) 법률이 정한 법

의 요청으로서 먼 특별법원의 지 원칙을 들 수 있고, 나아가

명확하고 구체 인 특정성 그 제로서 할규정의 법률 확정

431) BVerfGE 3, 363; 12, 8; 21, 373.

432) Leibholz / Rinck / Hesselberger, a.a.O., Art. 101 Rn. 95 참조.

433) Schilken, Eberhard, a.a.O., S. 181. BVerfGE 17, 294, 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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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요청이 해석상 인정될 수 있다.

가. 특별 원  지

체계 으로는 특별법원 지의 원칙은 원칙규율인 법률이 정한

법 에 의하여 재 받을 권리의 특별규율이다. 특벌법원이라 함은,

(인 는 물 기 에 따라) 정해진 개별 사건 는 사건군에

하여 재 하기 하여 법률상 는 사무분담표(Geschäftsplan)상의

일반 인 할규율을 자의 으로 배하여 창설되거나 투입된 법원

을 의미한다.434) 원칙은 입법권과 행정권만을 겨냥한 것이 아니

고, 와 같은 특별법원이 법 의 자치행정에 의한 사무분담의 범

에서도 창설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법권에 하여도 문제될 수

있다.435)

나.  보

법률의 유보는 법률이 정한 법 을 특정함에 필요한 모든 조직행

를 상으로 한다. 와 같은 법률이 헌법(특히, 헌법 제101조 제

3항, 제103조, 제104조, 제106조 등)에 합치하여야 함은 물론이다.

이 에서 우리 헌법 제27조 제1항은 법정의 요건으로 헌법과 법률

을 병렬 으로 명기하고 있다. 정한 필요성에 기 해 법률보다

하 의 규율이 요구되는 범 에서도, 법률유보가 당연히 포기될 것

은 아니고, 련규율이 입법자의 근본결정에 합치할 수 있는 경우

에만 정당화 될 수 있다. 법률의 유보는 추상 , 일반 인 법규범인

실질 의미의 법률(형식 법률, 법규명령, 조례, 습법 등)을

정하고 있다. 그리고, 나아가 형식 법률에 의할 것이 요구된다.436)

그러나, 할에 한 모든 규정이 이러한 법률에 직 정해질 수

434) Schilken, Eberhard, a.a.O., S. 178. BVerfGE 3, 213, 223; 8, 174, 182; 10, 200, 212.

435) Schilken, Eberhard, a.a.O., S. 178.

436) Schilken, Eberhard, a.a.O., S.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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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러한 형식 법률에의 유보가 사실상으로

는 무제한 실 될 수 없다. 사건 처리의 집 화 는 분산화와 같

이 법원조직상 정한 필요성(sachliche Bedürfnisse)에 의하여 하

법령에 의한 특정 조치가 요구되거나 어도 이러한 필요성이 우

월한 것일 때에는, 형식 법률에의 유보를 제한하는 것이 법률이

정한 법 에 의하여 재 을 받을 권리에 배되는 것은 아니다. 이

러한 법리는 한 법원 내에서 법 들에게 부여된 업무를 분배하는 경

우 그 법원에 설치된 재 부를 구성하는 경우에도 용이 있다.

독일에서는 이러한 경우 법원조직법 제21조의 e에서 정한 법원장의

사무분담표(Präsidialgeschäftsverteilungsplan) 같은 법 제21조의

g에서 정한 재 부 내부의 사무분담표(spruchkörperinterner

Geschäftsverteilungsplan)가 형식 법률을 신하게 된다. 그러나,

사무분담표는 법규범의 성격을 갖고 있고 추상 -일반 법규정의

요청에 부합하여야 하므로, 실질 의미의 법률에 한 외는 인

정되지 않는다.437)

헌법재 소는, 법률이 정한 법 에 의하여 재 을 받을 권리와

련하여, 헌법 제27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 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 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함

으로써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과 차에 의하여 임

명되고(헌법 제101조 제3항, 제104조, 법원조직법 제41조 내지 43

조) 물 독립(헌법 제103조)과 인 독립(헌법 제106조, 법원조직

법 제46조)이 보장된 법 에 의하여 합헌 인 법률이 정한 내용과

차에 따라 재 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고, 재 이라 함은 구

체 사건에 하여 사실의 확정과 그에 한 법률의 해석 용을

그 본질 인 내용으로 하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제하고, 특허법

제186조 제1항은 특허청의 항고심 차에 의한 항고심결 는 보

정각하결정에 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도 법 에 의한 사실확정

437) Schilken, Eberhard, a.a.O., S. 186. BVerfGE 18, 423, 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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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용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단지 그 심결이나 결정이 법

령에 반된 것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곧바로 법률심인

법원에 상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특허청의 심 차에 의한

심결이나 보정각하결정은 특허청의 행정공무원에 의한 것으로서 이

를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 에 의한 재 이라고 볼 수 없다고 시

하 다.438) , 헌법재 소 1998. 5. 28. 선고 96헌바4 결정(공보 28,

466)은 통고처분은 상 방의 임의의 승복을 그 발효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는 통고이행을 강제하거나 상 방에게 아무런

권리의무를 형성하지 않으므로 행정심 이나 행정소송의 상으로

서의 처분성을 부여할 수 없고, 통고처분에 하여 이의가 있으면

통고내용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고발되어 형사재 차에서 통고

처분의 법․부당함을 얼마든지 다툴 수 있기 때문에 세법 제38

조 제3항 제2호가 법 에 의한 재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든가

법 차의 원칙에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한다.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 이 아닌 배심원이 사실심에만 여하고

법률심에 여하지 않는다면 무방하지만, 법률심에까지 여한다면

헌법 제27조 제1항에 배되고, 그러므로, 행 헌법하에서 참심원

이 사실심 외에 법률심에까지 참여하는 참심재 제를 채택한다면

헌이라는 견해가 있다.439) 문제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 에

의하여 재 을 받을 권리와 련하여 직업법 이 아닌 소인법

는 명 직법 이 재 에 여 할 수 있는가의 문제로 귀착된다. 소

인법 의 참여가 이루어지는 참심제도가 인정되고 있는 독일에서도

기본법상 소인법 을 인정하는 명시 인 규정을 찾아 볼 수 없으므

로, 우리 헌법해석상으로도 소인법 의 여 여부는 법률사항이 아

닌가 생각할 여지도 있다. 독일 기본법 제101조 제1항 제2문의 법

은 직업법 소인법 양자를 의미한다고 하고,440) 이에 따라

438) 헌재 1995. 9. 28. 92헌가11, 례집 7-2, 264.

439) 권 성, 책, 522면; 구병삭, 책, 67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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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인법 의 재 에의 여는 법률에 의하여 규율되고 있다(독일 법

원조직법 제105조). 이 은 우리 헌법질서상으로도 소인법 의 여

를 법률로 정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측면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인 독립을 정하고 있는 독일 기본법 제97조 제2항은

직업법 만을 상정하고 있다고 해석되는 문언(Die hauptamtlich

und planmäßig endgültig angestellten Richter)을 사용하여 직업법

이외의 다른 유형의 법 을 상하고 있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

다. 이에 따라 독일에서는 물 독립은 직업법 과 소인법 양자

에 보장된다고 보나 인 독립에 한 조항은 소인법 에는 용

이 없다고 이해되고 있다.441) 반면 우리 실정헌법상에는 직업법 과

소인법 의 구별을 상한 조항은 찾아볼 수 없고, 우리 법제상 유

일하게 소인법 의 여(군사법원법 제24조, 심 )가 인정되는 군

사법원에 하여는 헌법이 별도의 헌법 근거를 두고 있다(헌법

제110조). 법 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하고(헌법 제101조 제3항),

법 의 임기는 10년으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헌법 제105조 제3항)

우리 헌법은 법 으로서는 직업법 만을 상하고 있는 것이 아닌

가 하는 생각을 갖게 한다. 따라서, 소인법 의 재 에의 여는 일

응 우리 헌법상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 에 의하여 재 을 받을 권

리를 침해하므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인다.

, 사실심과 법률심을 구별하는 에 하여도, 재 과정에 있어

서 법률 용과 사실인정이 별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필자가

찬성하는 해석학 , 변증법 방법에 의하면 이론 으로도 그 엄격

한 구별을 인정할 수 없다. 증거의 제출, 증거에 한 단, 사실상

주장 이에 한 평가가 법률 과 히 련되어 있을 뿐

만 아니라 그 요성에 있어서도 법률 측면에 비하여 가볍게 평

가될 수 없으므로 사실심에의 소인법 의 여에도 헌법 근거가

440) Schilken, Eberhard, a.a.O., S. 181.

441) Schilken, Eberhard, a.a.O., S. 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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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헌법재 소 1995. 9. 28. 선고 92헌가11,

93헌가8, 9, 10(병합) 결정( 례집 7-2, 264)도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 에 의하여 재 받을 권리는 법률 측면은 물론 사실 측면

에서도 보장되어야 함을 시한 바 있다. 이 에 있어서도 사실심

과 법률심을 구별하여 사실심에 한하여 소인법 의 여를 인정한

다는 주장에는 찬성할 수 없다.

그런데, 소인법 제도가 사법의 민주화와 신뢰강화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고 하므로,442) 헌법 해석의 개방성과 련하여 다른 해석

의 여지를 완 히 배제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생각한다. 이

은 좀더 신 한 검토가 요구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한다.

다. 특  원

한편으로는 법률유보로 인하여 추상 -일반 이어야 하는 할

등에 한 규율은, 다른 한편으로는 그 규범의 용에 있어서도 조

작가능성을 배제하기 하여 가 명확하게 특정되어야 한다.443)

특히 단 는 형량의 여지(Beurteilungs- oder Ermessensspiel-

raum)의 도입은 이러한 특정성의 요청에 상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도 불가결한 는 우월한 정한 필요성에 의하여 범

한 한계가 설정될 수 있다. 따라서, 심각한 지연 는 (효과 ) 권

리보호의 거 을 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인정되는 긴 할

(Eilzuständigkeit)의 설정이 상 으로 불특정한 요건에 의존하게

되더라도 반드시 지되는 것은 아니다.444) 민사소송법 제721조가

박한 경우의 계쟁물 소재지 법원의 가처분 할을 인정한 것

민사소송법 제339조 제2항이 정한 박한 경우의 증거보 의 할

을 인정한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442) Schilken, Eberhard, a.a.O., S. 313.

443) Schilken, Eberhard, a.a.O., S. 187；BVerfGE 17, 294, 298.

444) Schilken, Eberhard, a.a.O., S. 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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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성의 원칙은 법원들 간의 일반 할을 정함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각 재 부의 인 구성에 하여도 용이 있다. 이러한 사

항은 법원조직법에 의하여 정하여 지기도 하지만, 구체 인 법 을

지정해야 하는 한 법원장의 사무분담표에 의하는 수밖에 없다. 이

사무분담표에 의하는 경우에도, 개별 재 부에 속하게 되는 법 이

구인가를 사 에 상세히 확정함으로써 특정성의 원칙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445)

5.  한 에 하여 재   리 

해  과

가.  한 에 하여 재   리  

법률이 정한 법 에 의하여 재 을 받을 권리는 기본권으로서 모

든 국가작용, 즉, 입법, 행정 사법기능을 직 구속한다.446)

권리는 우선 사법행정을 포함한 행정권의 침해로부터 사법권의 독

립을 보호한다. 나아가 이는 입법권에 의한 침해 재 행 에 의

한 침해로부터의 보호도 그 상으로 한다.

나. 리 해  상 과

법률이 정한 법 에 의하여 재 을 받을 권리는 법원이 법하게

할을 정하거나 부정하여 법률이 정한 할에 변경이 있어 소송

당사자에게 불이익하게 작용함으로써 침해될 수 있고,447) 이 경우에

는 부분 할 반의 차 하자가 있게 될 것이다. 이 때에는

소각하 결을 할 것이 아니라, 할이 있는 법원에 직권 이송할 것

이다(민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이를 간과하고 본안 결을 하 을

445) Schilken, Eberhard, a.a.O., S. 189. 법원 내 사무분담에 한 구체 내용은 이인재, 논

문, 337면 이하 참조.

446) Leibholz / Rinck / Hesselberger, a.a.O., Art. 101 Rn. 28.

447) Leibholz / Rinck / Hesselberger, a.a.O., Art. 101 Rn. 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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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에는 임의 할의 경우에는 그 하자가 치유되지만(민사소송법 제

381조), 속 할의 경우에는 상소심에서 이를 다툴 수 있다. ,

결법원구성에 법이 있거나 재 에 여할 수 없는 법 이 여한

경우에는 재심사유가 된다(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 2호).

명확성의 원칙에 기하여 사무분담, 사건배당의 헌, 법성을 다

투는 방법이 문제될 수 있다. 사무분담표의 작성 사건배당행

는 수소법원의 재 행 가 아니므로, 당해사건에서는 이를 다툴 길

이 없고, 당해사건의 결이 선고된 후에도 상소심에서 이를 다투

기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 와 같은 행 의 본질을 깊이 검토

해볼 필요가 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법 의 기피제도에 의하

여 이를 다툴 수 있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다. 리 해  헌 재 상 과

앞서 본 바와 같이 법률이 정한 법 에 의하여 재 을 받을 권리

는 입법권 한 구속하므로 이를 침해하는 법률이 제정된 경우에는

헌법률심 제도에 의하여 구제될 수 있다. 우리 헌법재 소법 제

68조 제1항 본문은 헌법소원의 상을 정하면서 법원의 재 을 제외

시키고 있으며(법원재 의 배제),448) 같은 항 단서는 다른 법률에 구

제수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고 하여(보충성의 원칙), 결국, 우리 나라에서는 법원의 조치

에 의한 법률이 정한 법 에 의하여 재 을 받을 권리의 침해가 있

는 경우 원칙 으로 헌법소원제도에 의하여 구제 받을 수 없다. 다

만, 사무분담표의 작성 사건배당행 가 재 행 에 속하지 않고

헌법재 소법 제68조 제1항 소정의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보

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의 상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고 하겠지만,

그 법 성격의 규명에는 좀더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448) 이에 한 한정 헌결정으로는 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례집 9-2, 84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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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신 한 재   리

1. 신 한 재   리  미

신속한 재 을 받을 권리는 사법 차를 시간 는 기능 차원

에서 실효성 있게 운 해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차 기본권이

다. 권리는 실체 권리의 실 는 권리침해에 한 구제를 주

된 목표로 하는 민사소송 행정소송에서는 효과 권리보호 청구

권이라는 형태로도 발 되는 바, 신속한 재 을 받을 권리는 반드시

실체 권리를 제로 하지는 않는다는 에서 효과 권리보호 청

구권과 완 히 동일한 개념이라고 이해할 수는 없을 것이다.449)

우리 헌법은 신속한 재 을 받을 권리를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으

므로, 그 법 근거를 기 지우기 하여 재산권 보장과 같은 실

체 기본권을 거론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450) 우리 헌법

재 소는 신속한 재 을 받을 권리의 헌법상 의의에 하여, 신속

한 재 을 받을 권리는 주로 피고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하여 인

정된 기본권이지만 동시에 실체 진실발견, 소송경제, 재 에 한

국민의 신뢰와 형벌 목 의 달성과 같은 공공의 이익에도 그 근거

가 있기 때문에 어느 면에서는 이 인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어, 형사사법체제 자체를 해서도 아주 요한 의미를 갖는 기

본권이라 설명하고 있다.451)

449) 민사소송의 역에서도 민사소송의 목 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따라(특히 분쟁해결설) 효

과 권리보호라는 용어에 거부감을 가질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신속한 재

을 받을 권리는 재 을 받을 권리와 같이 민사소송법 차원의 논쟁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공

법상의 권리로 이해함이 상당하다고 생각한다.

450) 독일에서는 신속한 재 을 받을 권리에 한 명문의 조항이 없어 법치국가원리, 실체 기

본권 보장 기본법 제19조 제4항이 그 법 기 라고 한다. Schilken, Eberhard, a.a.O.,

S. 54 BVerfGE 35, 348, 361f. ; 65, 1, 70, 90 등 참조.

451) 헌재 1995. 11. 30. 92헌마44, 례집 7-2, 646. 뒤에 보는 바와 같이 결정은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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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27조 제3항의 문언상 시간 인 효율성 외에 기능 인 효

율성을 권리의 내용이라 할 수 있는가 하는 에 하여는 의문

의 여지가 있겠으나, 조항의 용범 에는 결 차 외에 집행

차도 포함된다고 해석되므로, 신속의 개념 아래 법 문제 해결

의 시간 단축뿐만 아니라 차의 효과 인 운 도 상정할 수 있

다고 보여진다.

2. 신 한 재   리  건

신속한 재 을 받을 권리는 사법 차상의 기본권으로서 사법 차

가 개시된 이후에 그 차에 고유의 이익을 갖고 실 으로 여

한 자에 하여 인정된다.

가. 사 차  개시

사법 차의 개시는 원칙 으로 소의 제기를 의미한다. 특히 민사

소송과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소가 제기되기 까지는 사법행 청

구권의 보호 역에 속할 뿐 신속한 재 을 받을 권리는 문제되지

않는다.452)

그러나, 형사소송에 있어서는 공소제기 의 수사단계에 있어서

차의 신속이 신속한 재 을 받을 권리의 보호 역에 속하는가가

문제될 수 있다. 학설은 체로 수사단계에도 신속한 재 의 원칙

이 용된다고 보는 듯하나,453) 이것이 헌법 제27조 제3항의 용에

의한 것인지는 명확히 하고 있지 않다. 이 에 하여 헌법재 소

는, 구속기간의 제한은 수사를 진시켜 형사피의자의 신체구속이

라는 고통을 감경시켜 주고 수사를 진시켜 신속한 공소제기

제361조 제1항, 제2항은 헌법에 반된다고 시하 다.

452) Waldner, Wolfram, a.a.O., Rn. 16, S. 6.

453) 배종 , 이상돈, 책, 19면; 이재상, 형사소송법, 1991, 박 사, 서울, 32면; 백형구, 형사소

송법강의, 1993, 박 사, 서울,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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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따른 신속한 재 을 가능 한다는 에서 헌법 제27조 제3항

에서 보장된 신속한 재 을 받을 권리의 실 을 해서도 불가결한

조건이라고 시하여454) 수사단계의 피의자도 신속한 재 을 받을

권리의 보호 상으로 이해하고 있는 듯하다.

생각건 , 수사 차는 아직 공소 제기 여부가 결정되지 아니한

형사 차의 한 단계에 불과하므로 신속한 재 을 운 하기는 아직

이른 단계라고 볼 수 있고, 법률가인 검사의 지휘 아래 진행된다고

는 하지만 결국 행정부가 그 책임 아래 주 하는 차로서 재

차와는 다른 지도원리가 지배한다고 볼 수 있다. , 수사의 효율이

강조된다면 오히려 피의자에 한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갖게 된다. 수사 차에 법원이 여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이는 고유의 차 목 이 있다기 보다는

인신의 구속 는 재산의 압수 등 국가기 에 의한 실체 기본권

침해에 한 보장 기능을 담당하는 외 인 상이므로, 수사

차 반이 신속한 재 을 받을 권리의 보호 역에 속한다고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된다. 헌법 제27조 제3항 제2문도 형사피고인일

것을 요구하고 있어 수사단계를 그 보호 역으로 할 문언상 근거는

없다. 앞서 본 구속기간 제한의 문제도 신속한 재 을 받을 권리의

보호 역으로 악할 것이 아니라, 합목 성에 의하여 지배되는 수

사 차에 의한 신체의 자유에 한 침해 가능성에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수사단계에서 법원이 여하는

차에 있어서는 부수 이기는 하나 법원이 주재하는 차가 별도로

개시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 차에 한하여 신속한 재 을 받

을 권리가 용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 이라고 본다.

454) 헌재 1992. 4. 14. 90헌마82, 례집 4, 194. 이 결정은 국가보안법 제19조 제7조 제10

조의 죄에 한 구속기간연장 부분은 신체의 자유, 무죄추정의 원칙 신속한 재 을 받

을 권리를 침해하여 헌법에 반된다고 단하 다. 반면, 헌재 1997. 6. 26. 96헌가8등, 공

보 22, 457 결정은 국가보안법 제19조 , 제3조, 제5조, 제8조, 제9조의 죄에 한, 1997. 8.

21. 96헌마48 공보 23, 625 결정은 국가보안법 제19조 제8조의 죄에 한 각 구속기간

연장부분은 평등의 원칙, 신체의 자유, 무죄추정의 원칙 신속한 재 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하는 헌법률조항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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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차에  실  여

그리고, 사법 차가 개시된 이후에는 그 차에 실 으로 여

할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잠재 으로 재 의 결과에 법 이익을

갖고 있는 잠재 인 련성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당해

소송의 당사자, 당사자참가인, 보조참가인 는 피고인으로서 실

으로 차에 여할 것을 요한다. 범죄의 피해자가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신청을 한 경우에는 차에 여한 것

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 차상  

차에 여하는 경우에도 그 여하는 이유가 자신의 고유한 이

익에 기 한 경우여야 하므로, 이러한 고유한 이익을 갖추지 아니

한 소송 리인, 변호인, 보조인 등은 신속한 재 을 받을 권리의 보

호 역에 속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차상의 이익은 사법행 청구

권 법 청문 청구권의 보호 역을 정하는 기 이 되는 법 이

익과는 구별되는 보다 사실 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3. 신 한 재   리  규  내용

가. 사 행  시간   보

효과 인 사법행 보장에 있어서 사법 차에 소요되는 시간의

단축이 최우선의 과제이다. 법원은 법원에 부과된 업무를 정한

시간 내에 처리하여야 하는 바, 컨 , 결을 정기간 내에 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455) 집 심리주의는 이러한 요청의 반 으로도

볼 수 있다.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는 신속한 재 을 한 제

도로서 법 청문 청구권을 제약하고 있다.

455) Schilken, Eberhard, a.a.O., S. 57；BVerfGE, NJW 1980,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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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헌법재 소는, 형사소송법 제361조 제1항, 제2항은 제1심법

원과 항소법원 간에 직 기록송부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비하여 기

록송부가 늦게 되어 피고인의 신속한 재 을 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분명하다고 시하 다.456)

나. 사 행  능   보

사법행 로서 권리보호 는 분쟁해결에 합한 수단이 선택되어

야 한다. 따라서, 기능성을 갖춘 법원의 설치 효율 인 차규범

의 제정도 신속한 재 을 받을 권리의 요청이라 할 수 있다. 결

차는 물론 집행 차 보 처분의 차에도 용이 있다. 따라

서, 신속한 재 을 받을 권리는 기 력제도의 필요성을 뒷받침하

고,457) 집행 차를 통한 집행 상의 실효성 있는 장악을 요구한다.

이와 같은 요청으로 인하여 강제집행 차에 있어서는 법 청문 청

구권이 보다 완화된 형태로서 사후 청문의 원칙이 용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헌법재 소 1989. 1. 25. 선고 88헌가7 결정( 례집 1, 1)에서도

국가를 상 로 하는 재산권의 청구에 하여 가집행의 선고를 하

는 소송 진등에 한특례법 제6조 제1항 단서는 재산권과 신속한

재 을 받을 권리의 보장에 있어서 합리 이유 없이 소송당사자를

차별하여 국가를 우 하고 있는 것이므로 헌법 제11조 제1항에

반된다고 시하 는 바, 결정은 가집행제도가 상소권의 남용을

억제함으로써 신속한 재 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한 제도라고

보고 있으나, 가집행 자체가 실효성 있는 집행행 의 실 을 한

것이라는 에서 신속한 재 을 받을 권리의 보호 역에 속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생각한다.

456) 헌재 1995. 11. 30. 92헌마44, 례집 7-2, 646. 결정은 조항이 과잉 지의 원칙에 반

하여 신속한 재 을 받을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 음을 이유로 하여 조항이 헌법에

반된다고 시하 다.

457) Schilken, Eberhard, a.a.O., S.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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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 한 재   리 해  과

가. 신 한 재   리  

신속한 재 을 받을 권리는 기본권으로서 모든 국가작용, 즉, 입

법, 행정 사법기능을 직 구속한다. 다만, 신속한 재 은 입법

형성 는 법원의 조치와 같은 국가 행 를 통하여 실 되는

경우가 많을 것인데, 이러한 국가 행 가 헌법상의 의무로서 요

구된다고 할 것이지만, 입법 으로 형성됨에 있어서는 다른 차

기본권에 비하여 많은 입법재량이 허여된다고 볼 수 있다.

나. 리 해  상 과

구체 소송에 있어서 신속한 재 을 받을 권리는 소송상 법원의

부작 , 즉 소송지연에 의하여 침해됨이 통례이다. 이에 하여는

통상의 소송 차상 다툴 수 있는 길이 일반 으로 보장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외 으로 형사소송에 있어서는 공소가 제기된 범

죄는 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1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 한

편, 권리를 실 하기 한 구체 인 제도에 한 입법 형성이

있는 경우에 그 차법령을 반한 때에는 역시 통상의 불복제도에

의하여 책문할 수 있는 차 하자에 해당한다. 실기한 공격방어

방법의 각하 신청이 있었음에도 이를 배척한 것이 법한 경우, 가

압류신청을 배척한 것이 법한 경우 등이 그것이다.

다. 리 해  헌 재 상 과

신속한 재 을 받을 권리는 헌법 제107조 제1항과 제111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헌법률심사의 기 이 될 수 있다. 특히 많은 소송

상의 제도가 법 청문 청구권과 신속한 재 을 받을 권리의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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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에서 합리 인 조화 을 찾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할 수 있으

므로, 차법규의 헌 여부 심사에는 신속한 재 을 받을 권리의

규범 내용이 고려되어야 할 경우가 많을 것이다.

법원에 의하여 신속한 재 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으나 소송법

상의 구제수단이 없는 때에는 그 구제수단으로 헌법소원제도를 고

려할 수 있다. 우리 헌법재 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헌법소원의

상을 정하면서 법원의 재 을 제외시키고 있으며(법원재 의 배

제),458) 법원의 조치에 의한 신속한 재 을 받을 권리의 침해가 있

는 경우에는 원칙 으로 헌법소원제도에 의하여 구제 받을 수는 없

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재 의 지연의 경우에는 신속한 재

을 받을 권리에서 도출되는 작 의무에 기한 공권력의 불행사로

서 헌법소원 상성이 문제될 수 있다. 이에 하여는 차의 지연

으로 신속한 재 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면 헌법소원에 의하여 구제

받을 수 있다는 견해459)가 있으나, 헌법재 소는, 헌법재 소법 제

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

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 을 제외하고는 헌

법재 소에 헌법소원심 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 으로 법원의 재 을 상으로 하는 헌법소원 심 청구는 허

용되지 아니하고, 규정의 ‘법원의 재 ’에는 재 자체뿐만 아니

라 재 차에 한 법원의 단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

이라 하고, 재 의 지연은 결국 법원의 재 차에 한 것이므로

헌법소원의 상이 될 수 없다고 한다.460)

458) 이에 한 한정 헌결정으로는 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례집 9-2, 842 참조.

459) 이시윤, 책, 129면. 헌재 1993. 11. 25. 92헌마169, 공보 1994, 85에서 재 변정수의 보

충의견: 법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재 을 지연시키고 있다면 이는 공권력의 불행사로 인하

여 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되므로 법원의 재 지연은 헌법소원의 상이 된

다.

460) 헌재 1998. 5. 28. 96헌마46; 1997. 12. 24. 96헌마172, 례집 9-2, 84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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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맺는 

이상 우리 헌법상 차 기본권의 체계론 개별기본권의 해석

론에 비추어 그 동안의 우리 헌법재 소 례를 정리해 과 더불

어 앞으로의 발 방향에 하여 생각해 보았다. 헌법재 소 례에

의하여 발 되어 온 공정한 재 을 받을 권리는 포 인 권리보호

를 가능 함으로써 차 기본권에 한 헌법해석을 풍성하게 함

에 기여하 다는 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그 간의 례는 ‘공

정성’이라는 불확정개념에 의존함으로 인하여 그 용범 가 유동

일 수밖에 없으므로, 헌법 제27조 제1항 소정의 재 청구권은 그

보호 역에 따라 사법 차에의 근을 한 기본권과 사법 차상의

기본권으로 나 고, 자는 사법행 청구권을, 후자는 헌법과 법률

이 정한 법 에 의한 재 을 받을 권리, 법 청문 청구권, 신속한

재 을 받을 권리 등을 그 내용으로 한다고 구분하여 이 상당하

다. 앞서 본 헌법재 소 1997. 8. 21. 선고 94헌바2 결정의 반 의견

1998. 9. 30. 선고 98헌가7등 결정은 와 같은 새로운 체계

해석으로 나아가는 분수령이 될 수 있는 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고 본다. 이 때 공정한 재 을 받을 권리를 각 권리를 포 하는

지도이념으로 하고 실제 용할 구체 인 규범 내용은 각 개

별 기본권에서 도출하는 충 인 해석방법도 생각할 수 있겠다.

차 기본권의 실질 용 기 은 실체 권리와의 련성과

차에의 실 여라는 두 가지 요소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사

법행 청구권에 있어서는 차에의 실 여는 문제되지 않고

실체 권리와의 련성만이 문제된다. 이는 “권리보호의 필요성”이

라는 개념으로 발 된다. 법 청문 청구권은 원칙 으로 차에

실 으로 여할 것, 즉 “ 차 계인”일 것을 요구하지만,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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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 여하지는 않지만 그 차로 인하여 법 이익이 제약되는

“제3 련자”에게도 인정된다. 반면, 법률에 의한 재 을 받을 권리

신속한 재 을 받을 권리의 경우에는 차에의 실 여를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경우 차에 련된 제3자는 법

청문 청구권에 의하여 청문의 기회를 요구할 수 있고, 이를 통하여

다른 사법 차상 기본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에서는 용요건의 실질 기 인 ‘ 련성’의 한계설정을

법 이익에 두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법 이익은 헌법보다 하

인 법률차원의 규범에 기 한 것으로 본다. 법률 는 법형성에 기

한 법 이익을 보호의 출발 으로 삼되, 헌법합치 법률해석

는 기본권의 방사효 등을 법 에 의한 법형성의 기 으로 삼아

헌법 보호를 확 하는 것이 구체 타당성과 법 안정성의 조화

를 도모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된다. 이를 통해서도 구제될 수

없는 기본권보호의 공백 지 에 헌법소원제도가 있고, 헌법문제

단의 문기 인 헌법재 소가 상호 경합하는 기본권 문제에 하

여 보다 합리 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본문에서 언 한 바와 같이 불확정한 법 개념이 증 일로에 있

는 국가에서 과연 법률실증주의 인 포섭삼단논법이 과연 가능

할 것인가를 반성 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미 민사재 에

서 실제 으로는 이익법학 방법, 이익형량이 지배 인 방법론으

로 용되고 있다고 생각되고, 다른 역에서도 사 에 확정된 법

문언의 의미내용에 포섭되는 사실인정을 하기만 하면 사안이 해결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기는 어렵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한

다. 이 듯 유동성을 지닌 법발견 과정에서 두되는 문제는 결국

결의 정당성에 한 신뢰의 확보라 할 것이고, 필자가 보기에 이

러한 정당성의 근거 신뢰의 기 는 결국 차 정당성에서 찾

을 수밖에 없다고 보여진다. 이 역에서 차 기본권, 특히 법

청문 청구권이 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592

그런데, 실제 인 문제에 을 돌려보면, 소송당사자의 입장에서

는 자신에게 불리한 재 에 하여는 어떠한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이를 제거해 보려는 의지를 갖게 마련인데, 차 기본권은 이러

한 당사자에게 좋은 구실을 제공해 수 있다. 즉, 본안의 내용과

계 없이 차 사유를 들어 모든 분쟁을 헌법문제화할 가능성이

잠재해 있는 것이다. 독일에서도 이러한 상 때문에 헌법재 소가

상고심 나아가 항소심이라는 빈축을 사게 되었다고 한다. 우리

헌법재 소법상 법원의 재 은 헌법소원의 상에서 제외되어 있기

는 하지만, 헌법률심사제도를 통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이를

통해서 확정 결에 한 재심을 시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차 기본권의 규범 내용이 선명하게 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심각한 차 불안정 헌법재 에 한 불신을 래할

험이 있다. 이러한 에서 차 기본권의 요성에도 불구하고

그 인 이션 상을 경계하는 것이다.

따라서, 매우 포 보호를 제시하는 공정한 재 을 받을 권리

보다는 권리구제의 범 가 제한될 수는 있겠지만, 불가결한 차보

장을 담고 있는 앞서 열거한 4 가지 차 기본권을 출발 으로

하여 그 보호범 를 구체화해 나감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것이다.

이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보호의 흠결은 일반 으로는 평등의

원칙 는 평등권 등을 통하여, 형사 차에 하여는 법 차원칙

에 의하여 구제될 수 있을 것이므로, 크게 불합리한 결과는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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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리말

산업사회의 출 으로 인한 인간의 삶의 양식의 변화는 自由

의 狀況을 근본 으로 변화시켰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그 자유

를 의미 있게 행사하려면 생존배려를 한 국가의 극 활동에

의존하게 되었다. 우리 헌법도 산업사회에서 자유가 직면한 危機狀

況의 克服을 한 책으로 다수의 사회 기본권 기타 사회국

가 련 헌법규정들을 통하여 국민에게 事實上의 自由를 보장할 의

무를 국가에게 부과하 다.

그러나 物理的 法則의 限界 속에서 활동할 수밖에 없는 국가가 개

인의 사실 자유의 보장의무를 이행하기 해서는 국민으로부터 세

등의 형태로 社 的 生産物의 일부를 빼앗아 이를 필요한 국민들

에게 나 어 수밖에 없으며, 이는 결국 다른 법익들과의 상충을

래한다. 다른 한편, 事實的 自由의 實現을 하여 국가가 처분할

수 있는 재화가 한정되어 있다는 사정 때문에 이 재화의 分配方式․

分配基準에 한 결정은 본질상 典型的인 政治的 決定으로서의 성격

을 띠게 된다. 이처럼 사회 기본권을 통한 事實的 自由의 實現構

造는 자유에 한 침해행 를 억제함으로써 실 되는 法的 自由의

그것과는 근본 으로 다르다. 社 的 基本權의 法的 性格 司法的

統制可能性의 범 를 둘러싼 논쟁1)은 모두 여기에 기인한다.

1) 국내문헌으로는 졸고, 원리로서의 사회 기본권 －알 시의 원리모델을 심으로－, “법과

인간의 존엄” 정경식박사화갑기념논문집, 238쪽 이하; 한태연, 사회 기본권의 헌법 과제,

“헌법과 국민”, 1995, 305쪽 이하; 김선택,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헌법규범성 －생계보호

기 결정: 헌법재 소 1997. 5. 29. 선고, 94헌마33 결정, “ 례연구” 제9집, 1998. 2. 고 법학

연구원, 1쪽 이하; 석, 노동의 권리의 실 구조 －헌법의 변천과 이론의 형성 개－,

허 박사 화갑기념논문집, “한국에서의 기본권이론의 형성과 발 ”, 421쪽 이하; 홍성방, 사회

권이란 무엇인가, “고시연구” 1994년 2월호, 81쪽 이하; 한수웅, 헌법소송을 통한 사회 기본

권실 의 한계 －법 권리설로부터의 결별－, “인권과 정의” 1997년 1월호, 70쪽 이하; 권

성, 사회 기본권의 헌법규범성고 －헌법소송 실 을 한 시론－, “헌법논총” 제2권, 헌법

재 소, 1991, 177쪽 이하; 한상범, 시민 기본권과 사회 기본권, “고시계” 1983년 8월호,

12쪽 이하; 한동섭, 사회 기본권의 법 성격, “법정” 1962년 3월호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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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본고의 과제는 사회 기본권에 한 논의에 필자 나름

로의 이해를 추가하는 것이 아니고 그에 해서 헌법재 소가 지난

10년의 례를 통해 피력한 입장을 악하고 그 의미를 분석하는

것이다. 물론 이 작업의 과정에서 사용되는 분석의 도구나 이해의

틀은 그 간의 학계의 연구성과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

이하에서는 사회 기본권과 련된 헌법재 소의 례들을 분석

하여 헌법재 소가 이해하고 있는 社 的 基本權의 槪念 그 問

題點을 지 하고(Ⅱ), 이어서 社 的 基本權의 法的 性格에 한 헌

법재 소의 입장과 그 의미를 분석한 뒤(Ⅲ), 다시 례에 나타난

社 的 基本權의 保障水準 統制密度의 適合性 여부(Ⅳ)에 해

서 고찰한다.

Ⅱ. 社 的 基本權  槪念과 그 問題點

헌법재 소는 어떠한 권리들을 사회 기본권으로 이해하고 있는

가? 이 문제에 한 해답은 일견 간단해 보인다. 그러나 헌법재

소의 례는 이 문제와 련하여 부분 으로 난맥상을 보여주고 있

다. 그것은 헌법재 소가 사회 기본권의 본질에 한 이해, 따라

서 그 개념요소들을 정확히 악하고 있지 못한 데 그 원인이 있다

고 생각된다.

먼 우리 헌법재 소가 직 사회 기본권으로 명명한 권리들

이 무엇이며 그 근거를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문제

을 그 례를 통해 분석하고 그 안을 제시해 본다.

1.  

가. ‘ 간다운 생  할 리’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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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 소는 국가유공자 우등에 한법률(1984. 8. 2. 법률 제

3742호) 제9조 본문에 한 헌법소원사건2)에서 다음과 같이 시하

고 있다.

헌법 제34조 제1항에서 보장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여타 사회 기본권에 한 헌법규범들의 이념 인 목표를 제시하

고 있는 동시에 국민이 인간 생존의 최소한을 확보하는 데 있어

서 필 한 한  재  가에게 할 수 는 리를 내용

으로 하고 있다. 국가의 사회복지․사회보장증진의 의무도 “국가

에게 물질 궁핍이나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책을

세울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결국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실

을 한 수단 인 성격을 갖는다고 할 것이다. 이 헌법의 규정

에 의거하여 국민에게 주어지게 되는 사 보 에  민  수

(受給權)  가에게 단순  민   해하지 말 것  

내용  하는 것  아니라 극   할 수 는 

리  주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그 권리의 구체 인 부여 여부,

그 내용 등은 무엇보다도 국가의 경제 인 수 , 재정능력 등에

따르는 재원확보의 가능성이라는 요인에 의하여 크게 좌우되게 된

다. …… 한편, 연 수  사 보 수  하나  간다

운 생  보 하  한 사  본  격과 아울러, 연 의

주요재원인 연 보험료의 일부를 수 권자 자신이 부담한다는

과 이는 재산 가치가 있는 권리라는 에서 헌법 제23조에 의하

여 보장되는 재산권의 성격을 갖는데(헌법재 소 1994. 6. 30. 선

고, 92헌가9 결정 참조) 이에 응하여 국가는 법률에 정해진 요건

을 갖춘 수 권자에 하여 법률에 정해진 여를 지 할 의무를

부담한다.” (*인용문 강조표시는 필자가 한 것임)

이 결정에서 헌법재 소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직 사

회 기본권을로 명명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동 권리가 다른 사회

기본권에 한 헌법규범들의 이념 지표인 동시에 인간 생존에

2) 1995. 7. 21. 93헌가14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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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최소한의 재화를 국가에 하여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규

정함으로써 간 으로 동 권리를 사회 기본권의 하나로 보고 있

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리고 헌법재 소는 사회보장에 따른 年金受

給權이 헌법 차원에서 보장되는 사회 기본권임을 제로3), 그

결정 징표를 “국가에 하여 극 으로 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는 것에서 찾고 있다. 한편, 이 부도 社 保障受給權의

“구체 인 부여여부, 그 내용 등은 무엇보다도 국가의 경제 인 수

, 재정능력 등에 따르는 재원확보의 가능성이라는 요인에 의하여

크게 좌우되게 된다”고 함으로써 사회 기본권의 본질을 권리의

구체 내용과 범 , 그 실 차나 방법 등을 규율하는 법률의 제

정과 같은 規範的 給付가 아닌 “事實的 給付”, 즉 개인이 충분한 財

源을 보유하고 있고 시장에서의 공 이 원활한 경우에 私人으로

부터도 획득할 수 있는 財貨나 機 와 같은 事實上의 給付의 요구

권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만일 부의 내용이 자에

국한되고, 따라서 국가의 의무가 法律의 制定․執行으로서 이행될

수 있는 것이라면, 이는 국가의 경제 수 재정능력과 직

련성이 없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결정의 결론부분을 통하여 보다 선명해

진다. 즉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로부터는 인간의 존엄에 상응하

는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물질 인 생활’의 유지에 필요한 부

를 요구할 수 있는 구체 인 권리가 상황에 따라서는 직 도출될

수 있다”4)고 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인간존엄성의 유지

에 필요한 물 제를 충분히 보유하지 못한 개인이 국가에 하

여 물 재화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헌법

재 소는 1994년도 생계보호기 에 한 헌법소원사건5)에서도 국가

3) 과연 각종 사회보험수 권이, 헌법재 소의 결정에서 언 된 바와 같이, 헌법규정에 의해서

부여되는 기본권인지는 의문이다. 이 문제에 해서는 이 논문의 다른 곳(아래 Ⅲ. 1. 다.)에

서 따로 상세하게 언 한다.

4) 1995. 7. 21. 93헌가14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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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한 생계보호 수 을 구체 으로

결정함에 있어서는 국민 체의 소득수 과 생활수 , 국가의 재정

규모와 정책, 국민 각 계층의 상충하는 갖가지 이해 계 등 복잡하

고도 다양한 요소들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고 함으로써 결정과

같은 기조 에서 논증하고 있다.

나. ‘   리’에 한 

사회 기본권이 이처럼 국가에 하여 사실 부를 요구할 수

있는 개인의 권리라고 보는 입장은 헌법 제31조 제1항에서 보장된

교육을 받을 권리에 한 례에서도 유지되고 있다. 즉 “교육을

받을 권리는 능력이 있으면서도 경     수 없

는 자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여건정비를 국가에 하여 극

으로 요구할 수 있는 사회 기본권의 하나”6)라고 하거나, 는

“통상 국가에 의한 교육조건의 개선․정비와 교육기회의 균등한 보

장을 극 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7)로 정의하면서 ‘교육을 받

을 권리’를 사회 기본권의 하나로 지칭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이해에 따르면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에 응하는

국가의 의무가 단순히 필요한 법령의 정비를 통한 제도 환경의

구축의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받을 능력이 있고 이를 원

하는 이들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事實的 條件을 보장해야

하는 것이다. 헌법재 소는 ‘교육을 받을 권리’의 이러한 측면을 3

년의 등교육에 한 의무교육을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순차 으로 실시하도록 한 교육법(1984. 8. 2. 개정 법률 제3739호)

제8조의 2에 한 헌제청사건8)에서 “의무교육의 실시범 와 련

5) 1997. 5. 29. 94헌마33 결정.

6) 1991. 2. 11. 90헌가27 결정－의무교육.

7) 1992. 11. 12. 89헌마88 결정－국정교과서제도. 헌법재 소는 이 결정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를

修學權이라 약칭하고 있다. 부분 으로는 修業權이라는 표 도 보인다(1992. 10. 1. 92헌마68

등 [병합] 결정에서 김양균 재 의 소수의견).

8) 1991. 2. 11. 90헌가27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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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의무교육의 무상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31조 제3항은 등교육

에 하여는 직 인 효력규정으로서 개인이 국가에 하여 학

․수업료 등   수 는 헌 상  리라고 볼 수 있

다.”고 함으로써 명확히 한 바 있다.

다. 근 3 에 한 

그러나 헌법재 소는 근로자의 근로3권에 한 례에서 사회

기본권의 개념 악에 있어서 잖이 동요하고 있다. 근로3권의 자

유권성을 부각시킨 례, 그 사회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을 강조한

례, 자유권성과 사회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을 함께 보유하는 복

합 성격을 갖는 기본권으로 본 례 등 근로3권의 성격이 사건에

따라 상이하게 규정되고 있는 것은, 헌법재 소가 사회 기본권의

개념을 확고히 정립하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실증하고 있다.9)

(1) 자유권으로 본 례

강제 재제도의 한 헌법소원사건에 한 결정에서10) 김진우,

황도연, 이재화, 조승형, 고 석 재 등 5인의 헌의견은 근로3

권이 기본권으로 보장되게 된 이유에 비추어 보거나 동 기본권규범

의 문구 등 구성요건의 측면에서 볼 때 국가권력 기업주에 한

근로자의 자유를 방어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자유권임을 확인하고

있다.

즉 “세계 여러 나라의 헌법은, 근로자들이 단체를 결성하고 이

를 배경으로 사용자와 등한 지 에서 근로조건에 한 교섭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단체행동을 함으로써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활동이 과거에 국가권력에 의하여 공식 ․비공식 으로 탄압 받

았을 뿐만 아니라 재도 그러한 권리가 국가권력이나 경제 으로

우월 지 에 있는 사용자에 의하여 억압받기 쉽다는 에 근거

9) 법원은 근로3권을 생존권 기본권으로 이해하고 있다( 1990. 5. 15. 90도357－서울지

하철공사 사건).

10) 1996. 12. 26. 90헌바19 등 (병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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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기본권으로서

보장하고 있다. 우리 헌법 제33조 제1항도 근로자가 와 같은 내

용의 활동을 ‘自主的’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다면

헌법 제33조 제1항에 보장된 근로3권은 근로자가 자주 으로 단결

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복지증진 기타 사회 ․

경제 지 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 으로 단체를 자유롭게 결성하

고 이를 바탕으로 사용자와 근로조건에 한 교섭을 자유롭게 하

며 때로는 자신의 요구를 철하기 하여 단체행동을 할 수 있는

自由  保障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고 할 것이다.”(*강조표시는 필자

가 한 것임)

(2) 사회권 성격을 띤 자유권으로 본 례

그러나 헌법재 소는 노동조합의 표자에게 단체 약체결권을

부여한 구 노동조합법 제33조에 한 헌소원사건에 한 결정11)

에서 근로3권의 법 성격과 그 권리의 내용에 하여 비교 상세

하게 언 하면서 이를 ‘사회권 성격을 띤 자유권’이라고 보았다.

즉 “근로3권은 근로자가 국가의 간섭이나 향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단체를 결성하고 그 목 을 집단으로 추구할 권리를 보

장한다는 의미에서 일차 으로 자유권의 성격을 가지나 고 인

자유권이 국가와 개인 사이의 양자 계를 규율하는 것과는 달리

국가․근로자․사용자의 3자 계를 그 상으로 한다. 따라서 근

3  가공 에 하여 근  단결  어  차  

목  하지만, 근로3권의 보다 큰 헌법 인 의미는 근로자단체라

는 사회 반 세력의 창출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노사 계의 형성

에 있어서 사회 균형을 이루어 근로조건에 한 노사간의 실질

인 자치를 보장하려는 데 있다. (…) 이러한 의미에서 근로3권은

‘사  보 능  담당하는 ’ 는 ‘사  격  띤 

’이라고 말할 수 있다.” (*강조표시는 필자가 한 것임)

11) 1998. 2. 27. 94헌바13 등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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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 소는 결정에서 근로3권이 자유권 기본권일 뿐만 아

니라, 사회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기 하

여 동 기본권이 수행하는 기능, 즉 근로자들에게 노동시장에서의

근로조건에 한 상에 있어서 사용자와 등한 지 를 보장해

다는 을 부각시키고 있다.

이어서 사회권 측면의 효과로서 국가는 근로자의 근로3권의 행

사를 한 실질 조건을 형성하고 유지해야 할 극 인 활동, 무

엇보다 입법활동을 통해 권리행사를 한 법 여건을 조건을 조성

해야 할 의무를 진다고 한다. 그러나 근로3권의 실 을 한 法的

件의 造成義務가 근로3권의 사회권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지는 의

문이다. 이 문제에 해서는 사회 기본권의 체계 치에서 다

시 살펴보기로 하고, 일단 이 결정의 논리를 그 로 추 해 본다.

즉 “이러한 근로3권의 성격은 국가나 단지 근로자의 단결권을

존 하고 부당한 침해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보장되는 자유권 측

면인 국가로부터의 자유뿐이 아니라, 근로자의 권리행사의 실질

조건을 형성하고 유지해야 할 국가의 극 인 활동을 필요로 한

다. 따라서 근 3  사  격   통하여 근

 헌  리  보 할 가  에 다. 이는 곧, 입법자가

근로자단체의 조직, 단체교섭, 단체 약, 노동쟁의 등에 한 노동

조합 련법의 제정을 통하여 노사간의 세력균형이 이루어지고 근

로자의 근로3권이 실질 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기 하여 필요

한 법 제도와 법규범을 마련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의미

한다.” (*강조표시는 필자가 한 것임)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근로3권의 사회권성으로부터 나오는 입법

자의 입법의무가 결과 으로 자유권으로서의 근로3권의 제한을 정

당화하는 사유로 작용하고 있다는 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입법자가 근로자에게 근로3권을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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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으로 보장하기 한 법 제도와 법규범을 형성함에 있어서

단체 약제도의 기능확보라는 요한 공공복리를 하여 노동조합

의 활동의 자유를 제한한 것이고, 그 제한의 내용 한 근로3권의

본질 내용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처럼 근로3권의 사회권 측면이 동 권리의 자유권 측면에

한 제한의 강력한 근거로 작용하는 사례는 이른바 국교원노조

사건에서도 찾아 볼 수 있는 바, 이에 해서는 아래에서 별도로

살펴본다.

(3) 사회 기본권성을 보다 강조한 례

국교원노조사건12)에서는 노동3권의 사회 기본권성이 자유권

성에 비하여 본질 인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헌법 제32조 제33조에 각 규정된 근로기본권은 근로자의 근로

조건을 개선함으로써 그들의 경제 ․사회 지 의 향상을 기하

기 한 것으로서  본  격보다는 생  내

지 사  본   보다 강한 것  그 리

 실질  보  해 는 가  극  개 과 뒷  

는 본 다.” (*강조표시는 필자가 한 것임)

이 결정의 특징 의 하나는 헌법재 소가 헌법 제32조의 근로의

권리와 제33조의 근로3권을 함께 묶어서 “勤勞基本權”으로 지칭하고

양자를 모두 사회 기본권으로 단하고 있다는 이다. 그러나 두

기본권이 이념 인 측면에서 한 계에 있음은 인정할 수 있으

나, 양자가 통일 인 취 을 가능하게 할 정도로 권리의 내용과 그

보장형식에서도 일치하는 것인지는 의문이 아닐 수 없다.

헌법 제32조에서 규정된 근로의 권리는 국가에 하여 일할 기회

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그 핵심내용으로 한다. 이처럼

12) 1991. 7. 22. 89헌가106 결정－사립학교교원에 한 노조활동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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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의 권리는 노동시장에서 구할 수 있는 근로의 기회의 보장을

그 주된 내용으로 한다는 에서 술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나 ‘교육을 받을 권리’와 공통 을 갖는다. 그리고 이 권리의 실

을 해서는 국가가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직교육 내지 재교

육을 통해 구직자가 노동수요의 변화에 응할 수 있도록 하고, 구

직기간 동안에 실업수당을 지원해야 하는바, 이를 해서는 단순히

근거법률을 제정하여야 할뿐만 아니라, 필요한 재원을 확보․배정

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사기업의 업의 자유에 한 제한

을 가하면서 실업자를 고용하도록 강제하여야 한다.

이에 비하여 근로3권의 실 에 있어서 건 인 문제는 오히려

국가가 근로자단체와 사용자 내지 사용자 단체 사이에서 립성을

견지하고, 노사가 법질서의 틀 안에서 교섭과 상을 진행하도록

질서유지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노사의 갈등이 증폭되는 경우

에는 공정한 재자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근로3권의 실

을 해 국가가 근로자나 그 단체에 해 財貨와 같은 事實的 給

付를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는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헌법재 소

도 이 을 의식했음인지 결정에서 다음과 같이 근로3권의 의미

를 부연 설명하고 있다.

“근로기본권에 한 규정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기본 으로 근로

자와 사용자 사이의 자유로운 계약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한다는

계약자유의 원칙을 그 바탕으로 하되, 근로자의 인간다운 존엄성

을 보장할 수 있도록 계약기 의 최 선을 법정하여 이를 지키도

록 강제하는 한편, 사용자에 비하여 경제 으로 약한 지 에 있는

근로자로 하여 사용자와 등한 지 를 갖추도록 하기 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이른바 근로3권을 부여하

고, 근로자가 이를 무기로 하여 사용자에 맞서서 그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하도록 하는 제도를 보장함으로써 사

자치의 원칙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가가 직  근

 생  보 하는 신 근 에게 근 본  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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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 가 주  보다  근 건  마 할 수 도

 하 는 것 다.” (*강조표시는 필자가 한 것임)

헌법재 소는 의 인용문에서 低賃金制(제31조 제1항 제2문)

人間 嚴性에 상응하는 勤勞條件의 法定(제32조 제3항)에 이어

근로3권의 의미를 설명한 뒤 필자가 부각시킨 부분에서는 다시 근

로기본권에 부여된 의의를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 사

용된 ‘근로기본권’이라는 개념은 후 계에 비추어 볼 때 근로3권

을 가리키고 있음이 분명하다. 왜냐하면 근로자가 “自主的으로” 보

다 좋은 근로조건을 마련할 수 있는 수단이 되는 것은, 국가의

극 인 사실 부활동을 통해서 비로소 실 될 수 있는 근로의

권리도 국가가 법률을 통해 강제로 시행하여야 할 최 임 제나 근

로조건의 법정주의도 아닌 근로3권이기 때문이다. 그 다면 헌법재

소 스스로 근로3권은 국가의 사실 부를 통해서가 아니라, 근

로자가 다른 근로자들과 연 하고 이를 기 로 사용자와 교섭하며

행동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실 되는 권리라는 을 인정

하고 있는 것이다.

그 다면 헌법재 소가 근로3권과 근로의 권리가 보장내용에 있

어서 이처럼 근본 인 차이가 있고 이 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

구하고 사건에서 양자를 근로기본권이라는 용어로 묶어서 의도

으로 근로3권의 사회권성을 면에 부각시킨 이유는 무엇일까?

헌법재 소의 의도는 의 인용문에 이어지는 다음과 같은 논증에

서 잘 드러난다.

“그러므로 국가가 특수한 일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하여 헌법이

허용하는 범 안에서 입법에 의하여 특별한 도   강

하여 그들  근 건  지․개 하도  함  그들  생

 직  보 하고 다 ,  실질  근 본  보

에 하여 룩하고  하는 목  달  수 다. 이러한 특정근

로자는 비록 일반근로자에게 부여된 근로기본권의 일부가 제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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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하더라도 실질 으로 그들에게 아무런 불이익을 입히지 아니

하는 결과에 이른 수도 있다. … 이러한 의미에서 교원에 한 처

우를 개선하고 그 신분을 보장하며, 경제 ․사회 지 의 향상을

기하기 하여 제정된 각 법률의 규정을 종합하면 결국 일반근로

자에게 근로3권을 보장함으로써 노동조합이라는 단체를 조직하게

하고, 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등의 행사를 통하여 그들의 경제 ․

사회 지 의 향상을 스스로 기할 수 있도록 한 것에 갈음하여 사

립학  원에 하여는  규  직  보수  신  보

 하는 한편, 원 라는 신 에 걸맞는 직단체   통하

여 그들  경 ․사  지 향상  도 할 수 도  보 하고 

는 것  보아야 할 것이다.”(강조표시는 필자가 한 것임)

결정에서 근로3권의 사회권성은 근로3권의 효력을 보강해주는

작용이 아니라 그에 한 제한을 정당화하는 작용을 하고 있다. 근

로3권의 사회권성이 이처럼 자유권성을 제한하기 한 정당화사유

로 원용된 배경은 교원노조사건의 특수성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즉 사립학교 교원들에게 단체행동권과 단체교섭권은 물론 단결권까

지 부인하는 법률규정의 합헌성을 인정하기 한 논리의 개발이

실했기 때문이다. 그 배경이야 어떻든 자유권의 주체에게 자유를 인

정하는 신 자유사용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궁극 목 을 국

가가 후견 으로 확보해 주기만 하면 된다는－그것이 과연 가능할

지도 의문일 수밖에 없지만－논리는 곧 인간의 자율능력에 그 이념

뿌리가 있는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의 종언으로 이어질 수 있는

험한 논리라는 것을 여기서 애써 강조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2. 社 的 基本權  槪念規定 

근로3권의 법 성격을 둘러싼 논의는 사회 기본권의 본질을

악함에 있어서 方向提示的인 意味를 갖는다. 따라서 여기서 에

서 살펴본 헌법재 소의 일부 례와 같이 근로3권을 사회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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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으로 악하는 입장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

기본권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해 본다.

가. 근 3 에 한 에  社 權的 要素  役割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근로3권의 사회권성이 강조되는 례에

서 사회권성은 그 자유권 측면을 제한하기 한 논거로 사용되고

있다. 근로3권에 의해 보호되는 법익이 기본권들 내지 헌법질서

체에서 한 의미를 가짐을 강조하여 타 법익들과의 형량에 있어

서 근로3권에 유리한 결론을 이끌어 내기 한 포석 아래 자유권

요소와 함께 사회권 요소가 강조되는 것도 아니며, 그 다고 국

가의 재정 능력과 같은 사실 한계와 입법자의 정책 결정권한

을 부각시켜 그 실질 보장내용을 최소화하기 해서 사회권 요

소가 강조되는 것도 아니었다.

나. 社 的 基本權  本質

근로3권이 그 發生史的인 側面에서는 無産勤勞大衆이 출 하게

되는 산업사회의 등장을 배경으로 하고, 그 機能的인 側面에서는 노

동시장에서 근로자의 사용자 交涉能力을 제고시켜 으로써 分配

의 正義를 실 하는 데 기여한다. 따라서 자본주의 시장메카니즘

을 통한 부의 배분과정에서 소외된 자들에게 事實的 自由의 實現을

한 物質的 前提條件을 마련해 주기 하여 보장되는 다른 사회

기본권들과 근로3권이 상호 한 련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

러므로 基本權生成의 時代的 背景이나 그 機能的인 側面을 심으

로 근로3권을 사회 기본권으로 분류할 수 없는 것은 아닐 것이다.

우리 헌법이 근로3권을 다른 자유권들과 함께 규정하지 아니하고

형 인 사회 기본권들의 한 복 에 치시키고 있는 것도 아마도

근로3권의 그와 같은 측면에 주목하 기 때문일 것이다.13)

13) 우리 나라에서도 노동자의 근로3권을 자유권과 사회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을 겸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견해가 다수설 인 입장을 하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이라고 본다. 를 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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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기본권의 내용상 社 的 生産物의 分配와의 關聯性, 즉

社 的인 聯關이 있는 경우에는 權利의 保障樣式을 불문하고 이를

사회 기본권으로 분류하는 견해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에 따르

면 해당 기본권이 個人的 自由領域의 단순한 重 내지 防禦를 理

念的 目標로 하고 있느냐, 아니면 개인에게 결여되어 있거나 필요

한 만큼 확보되어 있지 아니한 財貨 내지 機 의 賦 를 목표로 하

느냐의 문제는, 즉 해당 基本權의 保障樣式은 요하지 않게 된다.

이러한 입장에서는 職業의 自由, 財産權, 勤勞 의 勤勞3權과 같은

職業 經濟生活에 한 기본권들은 그 보장의 양식에 있어서는

자유권임에도 불구하고 사회 기본권으로 분류하게 될 것이다.14)

사회 기본권의 본질 특성을 어떤 기본권에 集團的 性格이

있느냐, 즉 한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他人과의 提携를 통해서만 행

사될 수 있는 권리냐의 여부에서 찾기도 한다.15) 이러한 입장에서

는 언론․출 ․집회․결사의 자유도 근로3권과 함께 사회 기본

권으로 분류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와 같은 분류기 들은 강학상의 의미는 있을지 모르나

헌법재 에서의 실용성은 별로 없다.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의

헌성 단의 구조는 해당 기본권의 보장형식에 결정 으로 좌우되

기 때문이다. 권리의 보장형식이 원칙 으로 국가의 부작 인지, 아

니면 극 행 인지, 그리고 후자라면 그 행 의 내용이 단순한

입법활동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넘어서 사실 부의 제

권 성, 헌법학원론, 1998, 588쪽; 김철수, 헌법학개론, 1997, 632쪽 이하; 허 , 한국헌법론,

1998, 477-478쪽; 한수웅, 근로3권의 법 성격과 그 한계, 청암정경식박사 화갑기념논문집

“법과 인간의 존엄”, 1997, 216(220쪽 이하). 이러한 입장에 서있는 독일의 견해로는 를 들

면 K. Lange, Soziale Grundrechte in der deutschen Verfassungsentwicklung und in den

derzeitigen Länderverfassungen, in: (Hrsg.) Böckenförde/Jekewitz/Ramm, Soziale

Grundrechte, 1981, S. 49. 그러나 박일경, 제5공화국헌법, 1980, 207쪽은 근로3권을 자유권으

로만 이해하고 있다.

14) P. Badura, Das Prinzip der sozialen Grundrechte und seine Verwirklichung im Recht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Der Staat 1975, S. 17(31).

15) H. J. Wipfelder, Die verfassungsrechtliche Kodifizierung sozialer Grundrechte, ZRP 1986,

S.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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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까지를 포함하는 것인지에 따라 그 권리침해여부에 한 論證構

造는 질 차이를 보이게 되기 때문이다. 그 다면 권리의 보장형

식을 심으로 기본권을 분류할 때에만 헌법재 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권리의 보장형식을 기 으로 사회 기본권을 정의한다

면, 그것은 개인이 충분한 財源을 보유하고 있고 시장에서의 공

이 충분한 경우에 私人으로부터도 획득할 수 있는 財貨나 機 와

같은 事實上의 給付를 국가에 하여 요구할 수 있는 개인의 권리

를 의미한다.16) 즉 사회 기본권은 개인의 국가에 한 사실

부요구권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事實的 給付(要求)權(Recht auf

eine faktische positive Handlung)이란 그 권리의 실 을 하여 국

가에 의한 사실상의 극 행 를 필요로 하는 권리를 말한다. 그

권리의 실 이 법 형식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정 때문에 그 권리의

법 성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종류의 권리의 결정

인 표지는 권리에 응하는 국가의 의무의 이행을 한 행 의 법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이다. 반면 規範的 給付權 내지 積

極的 規範制定 要求權(Recht auf positive normative Handlungen)

이란 국가로 하여 일정 방향의 법규범을 제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Recht auf staatliche Normsetzungsakte)를 말한다.17) 헌

법재 소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나 ‘교육을 받을 권리’에 한

례에서 이들 권리들이 사실 부권이라는 에서 동 권리들

을 사회 기본권으로 분류하 다.

한편, 古典的 自由主義的 基本權理論18)에 의하면 自由權的 基本

16) 이것이 사회권 기본권에 한 주류 인 정의이다. 이에 해서는 Alexy, Theorie der

Grundrechte, 1986, S. 454; Isensee, Verfassung ohne soziale Grundrechte, Der Staat 1980,

S. 367(373); Stern, Das Staatsrecht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I, 2. Aufl., 1984, S.

937; J. Lücke, Soziale Grundrechte als Staatszielbestimmungen und Gesetzgebung-

saufträge, AöR 107(1982), S. 15(17); D. Murswiek, § 112 Grundrechte als Teilhaberechte,

soziale Grundrechte, in: (Hrsg.) Isensee/Kirchhof, HdbSR Bd. V, 1992, Rdnr. 21 등 참조.

17) 이 개념에 해서 자세한 것은 Alexy, aaO, S. 179ff. 참조.

18) C. Schmitt, Verfassungslehre, 5. Aufl. 1970, S. 163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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權의 本質은 개인의 자유 역을 공권력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장하

는 것이다. 즉 자유권은 국가권력에 한 개인의 防禦權이다. 자유

권은19) 인간의 특정 활동 역들을 법질서의 보호 아래 두고 이에

한 국가의 간섭을 완 히 배제하거나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일정한 요건에 따라서만 그에 한 제한을 허용한다. 따라서 자유

권은 국가권력행사의 消極的 限界規範으로서의 성격도 동시에 갖게

된다. 자유권은 한 자유의 존재를 제로 한다. 자유는 법률규정

에 의하여 비로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며, 단지 보호되거나 행사

될 수 있게 되는 것이거나 제한되는 것이다. 요컨 자유권은 국가

의 消極的 行爲(negative Handlung), 즉 不作爲의 要求權이다. 따라

서 자유권은 廣義의 消極的 地位(der negative Status)20)에 속한다.

그 다면 노조활동에 한 국가의 원칙 불간섭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근로3권은 그 권리의 보장형식의 측면에서 볼 때 사회 기본

권이 아닌 자유권 기본권이라고 보아야 한다.

19) 자유권의 본질에 한 설명에 해서는 E.-W. Böckenförde, Die sozialen Grundrechte im

Verfassungsgefüge, in: Böckenförde/Jekewitz/Ramm (Hrsg.). 1981, S. 10 참조.

20) Alexy, aaO, S. 395.

국민의 지 를 受動的 地位, 消極的 地位, 積極的 地位, 能動的 地位 등의 4가지로 분류한

것은 리네크(G. Jellinek)이다(ders., System der subjektiven öffentlichen Rechte, 2. Aufl.

1905, S. 86f.). 리네크에 의하면 국민에게는 그 자신이 주인이 되는 역, 즉 국가로부터

자유로운 역이 있는 바, 이 개인의 자유 역, 消極的 地位 내지 自由의 地位(status

libertatis)에 있어서 개인 목 은 개인의 자유로운 행 를 통하여 달성되고(ders., aaO, S.

87), 이 개인의 자유 역은 국가에 하여는 법 으로 무 한(rechtlich irrelevant) 개인 행

의 집합(ders., aaO, 104)이라고 한다. 여기서 요한 것은 리네크는 우리가 일반 으로

防禦權으로 지칭하는 국가에 한 妨害行爲의 不作爲請求權을 소극 지 가 아닌, 극

지 에 귀속시키고 있다는 이다(ders., aaO, S. 105). 따라서 그에 있어서 소극 지 는

防禦權과 같은 ‘保護裝置를 갖추지 아니한 自由(無防備의 自由; unbewehrte Freiheit)’의 狀

態를 의미하게 된다. 이처럼 소극 지 에 속하는 자유를 보호하려면 방어권은 극 지

로 이동해 와야 하기 때문에 리네크에 있어서 방어권은 ‘放浪 的 性格’(Alexy, aaO, S.

234)을 띠게 된다.

이와 같은 문제 을 해결하기 하여는 리네크 분류체계에서의 소극 지 개념이

아닌 새로운 소극 지 개념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즉 그가 말하는 소극 지 를 지키

는 방어권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소극 지 를 넓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리네크

가 이해하는 소극 지 , 즉 ‘無防備의 自由’를 狹義의 消極的 地位라 하고, 방어권과 같이

국가에 하여 개인의 자유행사를 방해하는 행 에 하여 부작 를 요구할 수 있는 청구권

을 포함한 소극 지 를 廣義의 消極的 地位라 칭한다(이에 해서 자세한 것은 Alexy,

aaO, S. 24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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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社 的 基本權  體系的 位置: 給付權

(Leistungsrecht)  一種

사회 기본권은 국가의 積極的 行爲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狹義의 積極的 地位(der positiver Status)21)에 속한다. 廣義

의 “給付” 개념을 기 로 하면 국가의 극 행 를 요구할 수 있

는 권리는 모두 廣義의 給付權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

서 부권은 국가의 소극 행 , 즉 부작 를 요구하는 권리인 방

어권에 립되는 개념이다. 부권의 상이 되는 국가의 극

행 의 종류는 사인을 다른 사인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 것, 節

次規範이나 組織規範의 制定, 財貨의 給付 등 다양하다. 狹義의 給

付權, 즉 사회 기본권은 기술한 바와 같이 그 권리의 주체가 충

분한 재원을 확보하고 있고 場에서의 供給이 원활한 경우에는 사

인으로부터도 구입할 수 있는 것을 상으로 한다.

그럼에도 부권의 개념을 넓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은 두 가

지 이유 때문이다.22) 그 첫째 이유는 형 인 부권으로 볼 수

있는 다수의 사회 기본권들은 事實的 給付나 規範的 給付를 지향

하는 地位(Position)들23)의 집합이라는 이다. 컨 사회 기본

권의 하나로 분류되는 環境權은 본질상 사실 부를 상으로 하

21) 리네크는 극 지 에 국가의 극 행 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만이 아니라 방해행

의 부작 와 같은 국가의 소극 행 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까지 귀속시킨다(ders., aaO, S.

105, 111). 이를 여기서는 廣義의 積極的 地位라 칭한다. 그러나 이같은 의의 개념은 방해

행 의 부작 청구권과 국가의 극 행 가 근본 인 차이가 있다는 을 도외시하고 있

다. 그 다고 그와 같은 부작 청구권을 극 지 에서 배제하면 방어권과 같은 기본권의

핵심 내용의 하나가 리네크의 지 이론의 체계에서 갈 곳을 잃게 된다. 그러므로 이를

의의 소극 지 개념에 포함시키되 이 게 부작 청구권이 공제된 극 지 개념을

‘ 의의 극 지 ’로 지칭하는 것이 타당하다(Alexy, aaO, S. 240f.).

22) 이에 하여 자세한 것은 Alexy, aaO, S. 403ff. 참조.

23) 여기서 規範(Norm)이란 法規(Normsatz)가 표 하는 것이다. 반면 地位(Position)라는 용어는

人格體 行爲의 規範的 特性(normative Eigenschaft)과 인격체와 인격체 상호간 는 인격

체와 行爲의 規範的 關係(normative Relation)를 나타내기 해 사용된다(Alexy, aaO. S.

16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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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는 다른 規範的 構造를 갖는 권리이

다. 환경권은 극히 상이한 종류의 기본권 지 들의 집합체이다.

즉 국가에 하여 환경침해의 부작 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防禦

權), 국가에 하여 제3자의 환경침해행 에 한 보호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保護請求權), 環境關聯節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것

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節次形成에 한 權利), 국가에 하여 환

경개선을 한 사실상의 조치를 취하여 것을 요구할 권리(事實

的 給付權; 狹義의 社 的 基本權) 등이 환경권의 내용에 포함될 수

있다. 이들 가운데 방어권 요소를 배제한 나머지 지 들을 완

히 악하고 체계상 방어권에 립시키기 해서는 廣義의 給付權

이라는 개념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의의 부권의 개념을 유지

하여야 할 두 번째 이유는 국가에 하여 극 행 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들은 방어권에서 나타나지 아니하는 문제들을 공유한다는

때문이다. 방어권은 국가의 목 설정과 그 달성방식 등에 한계

를 설정하지만 그 목 자체에 하여는 아무런 明을 주지 아니

한다. 이에 비하여 국가에 하여 극 행 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들은 국가가 추구해야 하는 목 을 확정하고 있다. 그리하여

국가에 하여 극 행 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들에 있어서는

모두 국가행 의 목 을 구속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구

속력을 발휘하는지의 문제가 발생한다. 모든 헌법상의 권리가 법

구속력을 갖고 헌법재 에 있어서의 통제기 이 되는 헌법에 있

어서 이 문제는 결국 憲法裁判作用과 立法作用 사이의 權限分配의

문제로 나타난다. 극 행 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들이 모두 이

와 같은 문제들을 공유하고 있다는 사정 때문에 廣義의 給付權이라

는 개념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事實的 給付를

상으로 하는 통 인 의미의 사회 기본권은 廣義의 給付權의 一

種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헌법재 소가 노조 표자에게 團體協約權을 부여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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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제33조에 한 합헌결정에서 근로3권의 실 을 해서

는 입법자의 극 인 입법활동이 요구된다는 것을 근거로 하여 근

로3권에 사회권성이 있다고 본 것은 합당하다고 볼 수 없다. 사회

실에서 근로3권을 의미 있게 실 하기 해서 입법활동이 요

구된다는 사정은 근로3권이 의의 부권으로서의 차원을 가지고

있음을 말해 주는 것이기는 하나, 그 때문에 근로3권이 사회 기

본권이 되는 것은 아니다. 사회 기본권의 본질은 개인이 국가의

재정수요를 유발하는 재화나 기회를 제공해 것을 국가에 하여

요구할 수 있다는 데에 있기 때문이다. 물론 가 어떤 범 에서

어떤 경우에 그와 같은 권리를 갖는지는 원칙 으로 입법자가 확정

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사회 기본권들은 일반 으로 그것이

실제 의미를 갖기 해서는 국가의 입법 부를 요구한다. 그

러나 국가의 입법활동이 필요하다는 사정은 개인의 헌법 권리를

사회 기본권의 일종으로 분류하기에 충분한 조건은 아니라는

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Ⅲ. 社 的 基本權  主觀的 公權性

사회 기본권은 주 공권인가? 여기서 主觀的 公權이라 함

은, 개인이 직 자신을 하여 국가에 하여 일정한 이익, 다시

말하면 作爲․不作爲․受忍을 요구할 수 있는 법 힘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개인의 주 공권에 응하여 국가는 작 ․부

작 ․수인의무를 지게 된다. 주 공권으로서의 사회 기본권

에 응하는 국가의 본질 의무는, 기술한 바와 같이, 개인에 한

사실 부의 제공의무이다.

이하에서는 우리 헌법상의 사회 기본권 규정이 와 같은 의미의

주 공권을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의 문제에 한 헌법재 소의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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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을 그 례를 조사․분류하여 추출한 다음 그 의미를 밝 본다.

1.  

사회 기본권에 한 헌법재 소의 례를 분석함에 있어서 유

의할 것은, 국내 학계의 주류 입장이 형 인 사회 기본권으로

분류되는 기본권들로부터 의의 부권 차원만이 아닌 자유권

차원까지도 추출해 내고 있다는 이다. 헌법재 소도 이와 같은 주

류 견해와 궤를 같이 하는 례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므로 헌법

재 소가 흔히 사회 기본권으로 분류되는 헌법 권리가 개인의

주 공권임을 확인한 경우에도 그것이 본고의 심 상인 의

의 부권 차원인지 여부에 해서는 면 한 검토를 요구한다.

가. 客觀訴訟에 어  社 的 基本權

(1) ‘교육을 받을 권리’

헌법재 소는 3년의 등교육에 한 의무교육은 통령령이 정

하는 바에 의하여 순차 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한 교육법(1984. 8.

2. 개정 법률 제3739호) 제8조의 2에 한 헌제청사건24)에서

“의무교육의 실시범 와 련하여 의무교육의 무상원칙을 규정한

헌  31  3항  등 에 하여는 직  규

 개  가에 하여 학 ․수업료 등   수 는 

헌 상  리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등교육의 경우에는 등

교육과는 달리 헌법 제31조 제2항에서 직 학교교육 는 고등

학교교육 등 등교육을 지칭하지 아니하고 단지 법률이 정하는

교육이라고 규정하 을 뿐이므로 무상의 의무교육 등교육을

넘는 학교교육 이상의 교육에 하여는 국가의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입법권자가 법률로 정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될 수 있는

24) 1991. 2. 11. 90헌가27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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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강조표시는 필자가 한 것임)

고 함으로써 자녀로 하여 의무교육을 받게 할 학부모의 의무에

상응하는 의무교육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 국민의 헌법 권리가

어도 등교육과 련해서는 헌법 제31조 제2항으로부터 직 도

출될 수 있음을 명시 으로 인정하 다.

이 사건은 교육분야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의 사회권 측면, 즉

자녀에게 의무교육을 시켜야 할 부모의 의무에 응하여 국가가 제

공해야 하는 사실 부의 범 가 본격 으로 다루어진 최 의 그

리고 유일한 사건이었다.

(2)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국가유공자 우등 한법률(1984. 8. 2. 법률 제3742호) 제9조 본문

에 한 헌법소원사건25)에서도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로부터는

인간의 존엄에 상응하는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물질 인 생활’의

유지에 필요한 부를 요구할 수 있는 구체 인 권리가 상황에 따

라서는 직 도출될 수 있다”고 시함으로써 경우에 따라서는 개

인이 헌법 제34조 제1항을 국가에 한 청구권의 기 로 삼을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으나, 그러한 청구권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

요건을 시하고 있지는 않다.

(3) 환경권

공원시설의 세부 종류를 건설부령이 정하도록 임하고 있는

도시공원법 제2조 제2호 자목과 도시계획을 변경함에 있어 지방의

회의 의견청취 앙도시계획 원회의 의결을 거칠 필요가 없는

“경미한 사항”을 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임하고 있는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 단서 등에 하여 제기된 규범통제형 헌법소원26)에서

헌법재 소는 법률조항들이 임입법의 범 와 한계를 일탈한

25) 1995. 7. 21. 93헌가14 결정.

26) 1997. 10. 30. 95헌바7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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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조항인지 여부와 아울러 그것들이 환경권을 침해하는지를 단

하 다. 그러나 헌법재 소는 법률조항들에 의해서 다차원 인

환경권의 보호내용 어느 것이 제한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정하

지도 않은 채 단정 으로 그 침해를 부인하 다.

그러나 사건의 성격상 법률규정에 의해서 직 인 타격을 받

고 있는 것은, 환경권의 자유권 측면, 즉 환경침해 인 공권력작

용에 한 방어를 내용으로 하는 권리이며, 좁은 의미의 부권으

로서의 사회 기본권의 침해, 다시 말해 국가에 해 환경개선을

한 사실상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의 침해가 문제되고 있

는 것은 아니다.

(4) 간평가

그러나 의 사건들 좁의 의미의 부권이 문제되고 있는 사

건들도 모두 客觀訴訟의 일종인 헌법률심 사건들이기 때문에 헌

법 제34조 제1항이나 헌법 제31조 제3항이 각각 개인의 국가에

한 주 공권을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가 사건해결의 건 인 문

제는 아니었다. 특히 헌법 제34조 제1항이나 헌법 제31조 제3항이

사실 부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 국가에 한 개인의 주

공권이 아닌 국가의 객 의무만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한

다고 하더라도 심 의 결론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헌법률심 차에서는 법률에 의한 개인의 주 권리침해유무나

개인의 법 지 개선의 가능성의 존부가 아닌, 객 헌법 반만

이 문제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건들에서 헌법재 소가 “권리”라는 용어를 사용하

고 있다는 사실로부터 곧바로 헌법재 소가 의 권리들을 개인이

국가에 하여 司法的으로 訴求할 수 있는 주 공권들로 보고

있는 것이라는 추론을 곧바로 이끌어 낼 수는 없다는 반론의 가능

성을 완 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헌법조항들이

의 권리들을 명시 으로 “권리”로 부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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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일각에서 계속하여 그 권리성이 부인되고 있는 것처럼 헌법재

소도 헌법 의 용어인 권리라는 말을 그 로 받아쓰고 있을 뿐 그

말에 ‘주 공권’이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해

석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나. 主觀訴訟에 어  社 的 基本權

(1) ‘교육을 받을 권리’

(가) 就學年齡制限

헌법재 소는 취학의 최 연령을 일률 으로 만6세로 규정한 교

육법 제96조 제1항에 의한 교육권 침해27)여부가 문제된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사건에서 헌법 제31조 제1항의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

육을 받을 권리’가 소원청구인 개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며

교육법 제96조 제1항에 의해 이 권리가 재, 직 침해되었음을

제하고 본안 단에 임하 다. 헌법재 소는 이 사건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의 구체 내용에 해서는

“이는 정신 ․육체 능력 이외의 성별․종교․경제력․사회

신분 등에 의하여 교육을 받을 기회를 차별하지 않고, 즉 합리

차별사유 없이 교육을 받을 권리를 제한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국

가가 모든 국민에게 균등한 교육을 받게 하고 특  경  약 가 

실질  평등   수 도  극  책  실 해야 한

다는 것이다.” 다만 능력에 따른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란 “법률

이 정하는 일정한 교육을 받을 제조건으로서의 능력을 갖추었을

경우 차별없이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기회가 보장된다는 것이지,

일정한 능력－ 컨 지능이나 수학능력 등－이 있다고 하여 제한

없이 다른 사람과 차별하여 어떠한 내용과 종류와 기간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보장된다는 것은 아니다.”(*강조표시는 필자가 한 것임)

27) 1994. 2. 24. 93헌마192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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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하 다.

이 사건에서는 국가에 의해 제공되고 있는 교육기회의 평등한 이

용의 문제, 즉 “법률에 의해서 이미 제공되고 있는 교육 부에 한

평등한 참여권”의 침해문제 “교육받을 자유의 침해”의 문제가

복합 으로 제기되고 있다.

교육 부에 한 평등권의 문제는 재능이 있는 자를 법정취학연

령의 미달을 이유로 일률 으로 그 수혜 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규정이 자의 차별로서 헌은 아닌가의 형태로 제기되

고 있다. 헌법재 소는 바로 이 문제의 해명에만 을 맞추었다.

그러나 국가의 교육 부에 한 평등한 참여를 내용으로 하는 특별

평등권은 국민의 교육권에 응하는 국가의 의무, 즉 재능이 있는

이들이 실제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의 물 여건을 조성하

고 경우에 따라서는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떠안아야 할 의무

를 실 으로 이행하고 있음을 제로 할 때에 비로소 의미를 가

진다. 그런데 입법자가 법률을 통해 국민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평등의 원칙을 수하여야 하기 때문에 수혜 상에서 배

제된 자들은 평등권을 원용하여 자신을 차별하는 법률규정을 다툴

수 있다. 따라서 교육권의 이 측면은 헌법차원에서 명문으로 보장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사회국가원리 평등권의 복합 효력의

문제로 해결될 수 있다. 교육권의 특별평등권 측면은 결과 으로

독일에서 논의되고 있는 이른바 派生的 參 權(derivatives Teilha-

berecht)에 유사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헌법재 소가 사건에

서 거리낌없이 ‘교육을 받을 권리’의 주 공권성을 인정할 수 있

었던 것도 이 사건의 본질이 평등권의 침해여부에 있기 때문이라고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만일 이 사건에서 교육 련 부에 한 始原的 參 權(origi-

näres Teilhaberecht)이 문제되었다면 헌법재 소는 의무교육사건에

서와 같이 ‘교육을 받을 권리’의 주 공권성의 인정여부, 권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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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 논증의 방식과 련하여 지 아니한 고민을 해야 했을 것

이다. 가령 재능은 있으나 소요재원이 없는 자가 자신의 교육비

생활비를 제공해 주지 아니함을 이유로 교육권침해를 주장하거나 교

육시설이 부족함을 이유로 교육 상에서 배제된 자가 교육권에 기

하여 교육시설의 확충을 요구할 경우의 헌 단의 구조는 생 참

여권의 문제와는 이하게 다를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사건에서 교육권의 자유권 측면과 련된 문제는 학부모가

자녀를 교육시킬 경제 능력이 있고 자녀 역시 교육을 받을 재능

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법률규정이 취학연령을 획일 으로

규정함으로써 그 연령에 달하지 못한 아동이 자유롭게 학교교육을

받을 수 없게 된 것이 헌법 으로 정당화되는지의 형태로 제기된

다. 이 문제는 특히 국공립학교가 아닌 사립학교에 입학하려 해도

이 사건 법률규정으로 인하여 취학할 수 없는 아동의 경우에 두드

러지게 나타난다. 그러나 헌법재 소는 사건에서 교육권의 자유

권 측면이 과도하게 제한되지는 않았는지 여부에 해서는

단하지 않았다.

(나) 학부모거주지에 의한 학생의 학교선택권제한사건

학부모의 居住地를 기 으로 학생의 ․고등학교 선택을 제한하

는 교육법시행령 제71조 등에 한 헌법소원사건28)에서도 역시 헌

법재 소는 헌법 제31조 제1항으로부터 청구인 개인의 기본권이 도

출되고 있음을 제로 헌법소원의 법요건인 자기성․ 재성․직

성을 인정하고 있다. 헌법재 소는 이 사건의 본안 단에서 미성

년인 자녀의 ‘교육을 받을 권리’의 근거규정인 헌법 제31조 제1항으

로부터 그의 동 권리를 실효성 있게 보장하기 한 수단으로서 학

부모의 학교선택권을 도출하 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은 의의 부권 차

원이 아닌, 자유권의 차원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헌법재 소는

28) 1995. 2. 23. 91헌마204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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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에서 이 문제를 명시 으로 언 하지는 아니하 으나 법령

에 의한 기본권침해여부의 단기 으로 과잉 지의 원칙을 용하

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29) 이 사건이 갖는 와 같은 측면을

의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헌법재 소가 여러 국․공․사

립 고등학교들을 통해 제공되고 있는 다양한 교육기회들 하나

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학생의 주거지를 기 으로 제한하는 것

의 헌법 정당성을 단 상으로 삼았다고 생각한다. 만일 헌법재

소가 사건에서 심 청구의 취지를 국민의 학교선택권의 실

을 해 국민이 원하는 지역의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각 지역

에 충분한 교육시설을 마련해 의무가 있음에도 이 의무에 반하

여 국가가 충분한 교육시설을 마련하지 않음으로써 청구인이 원하

는 지역에서 학교를 선택할 권리가 침해되었음을 확인해 달라는 것

으로 이해했다면 이 사건과 련한 헌법재 소의 논증은 다른

양상을 보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직업선택의 자유의 에서 진학은 職業選擇의 準備段階로서의

의미를 가지며, 따라서 학교선택의 자유에 한 제한은 간 으로

는 직업교육장선택의 자유에 한 제한을 의미하기도 한다. 행

․고등학교의 입학제도는 학교의 공․사립, 그에 따라 건학이념

의 차이를 불문하고 학부모의 거주지를 기 으로 학교선택권을 제

한하고 있다. 결과 으로 종교 인 이유 때문에 부모거주지 이외의

학교로 자녀를 입학시킬 수도 없다. 행 제도하에서는 학생과 학

부모의 학교선택권 내지 직업선택의 제로서의 직업교육장 선택의

자유에 한 한 제한이 가해지고 있지만, 헌법재 소는 그와

같은 자유의 제한을 무엇보다도 입시경쟁의 과열을 방지하기 한

것으로 정당한 것으로 보았다.

29) “거주지별로 학교선택권을 제한하는 이 사건 규정은, 학부모의 자녀를 교육시킬 학교선택권

의 본질 내용을 침해하 거나 과도하게 제한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헌법 제31조

제1항 헌법 제37조 제2항에 반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자녀를 교육시킬

학교선택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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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학입시 련사건

헌법재 소는 1994년도 서울 학교신입생선발입시안에 한 헌법

소원사건,30) 서울 술고 학생들이 소 특수목 고등학교의 내신성

평가기 에 한 내용으로 하는 교육부장 의 1995학년도 학입

시기본계획의 일부보완지침에 해서 제출한 헌법소원사건,31) 학

입학본고사실시방향에 한 1996학년도 학입시기본계획에 한

헌법소원사건32)에서도 ‘교육을 받을 권리’의 주 공권성이 의문

의 여지없이 인정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 다.

그러나 이 사건들에서 공히 문제되었던 것은 학교육기회에

한 참여의 자격요건 내지 기 설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신뢰이익과

함께 교육기회의 향유에 있어서의 평등권이 침해되었는지의 여부

다. 결국 이 사건에서 문제되었던 교육권의 본질은 생 참여권

즉, 기존의 부에 한 평등한 참여권이며, 따라서 그 건 인 문

제는 차별기 의 합리성이었다.

(라) ‘교육을 받을 권리’에 한 례에 한 종합평가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교육을 받을 권리’와 련된 사건들에

서는 교육기회를 실질 으로 제공받기 해 필요한 사실 부의

국가 요구보다는 교육을 받을 자유나 이미 제공되고 있는 교육

기회에 한 참여의 평등의 측면이 주된 심사 상이 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교육기회에 한 법 평등권의 침해가 문제된 경우

에 헌법재 소가 그 주 공권성을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왜냐

하면 이 경우에 문제되고 있는 기본권은 평등권이기 때문이다33).

여기서 평등원칙이 국가 부의 분배기 이고 따라서 사회 생

산물을 재분배하는 사회국가 활동에 있어서 심 의미를 갖게

됨34)을 알 수 있다.

30) 1992. 10. 1. 92헌마68등 (병합) 결정.

31) 1996. 4. 25. 94헌마119 결정.

32) 1997. 7. 16. 97헌마70 결정.

33) P. Badura, Soziale Grundrechte im Recht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Der Staat

1975, S. 34; J. P. Müller, Soziale Grundrechte in der Verfassung? S. 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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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헌법재 소의 례가 치 한 해석론의 개를 보여주지 못

하고 있다는 것도 밝 졌다. ‘교육을 받을 권리’가 갖는 여러 가지 차

원들을 세심하게 나 고 그 보호 역들을 설정한 뒤 그 침해여부를

단하는 차를 거치기보다는 그 권리의 내용으로 의의 부권

측면만을 부각시키면서 각 사건에서 실제로 문제된 그 권리의 다른

차원들을 간과한 채 단한 경우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본래의 의미의 사회권으로서의 교육권이 주 공권성을

갖는지에 해서는 주 권리구제 차에서는 검토된 바 없다.

(2)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1994년도 생계보호기 에 한 헌법소원사건35)은 헌법 제34조 제

1항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가지는 의의 부권 측면의

침해여부를 정면으로 제기한 것으로서 세인의 주목을 끌었다. 주

권리구제 차인 헌법소원심 차에서 생활보호 상자들에게 최

생계비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부를 제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

는 1994년도 생계보호기 에 의해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침해되었는지 여부의 문제가 제기됨으로써 헌법재 소는 인간다운

생존에 불가결한 물 제를 는 부분 으로밖에 보유하고

있지 못한 사람들이 결여된 는 부족한 재화의 부를 국가에

해 요구하기 하여 헌법 제34조 제1항을 헌법소원의 기 로 삼을

수 있는지 그럼으로써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의의 부권

측면이 명실상부하게 개인의 국가에 한 주 공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인지의 문제에 한 답변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헌법재 소는 사건의 심 청구의 법성 단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주 공권성 자체를 명시 으로 확정하지는

않았으나 생계보호기 에 의해서 청구인들의 헌법상 보장된 기

본권이 “직 으로” 침해되었음을 정함으로써 간 으로 동 권

34) Hesse, Der Rechtsstaat im Verfassungssystem des Grundgesetzes, in: FG f. R. Smend,

1962, S. 84f.

35) 1997. 5. 29. 94헌마33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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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가 헌법상 보장된 개인의 주 공권의 하나라는 것으로부터 출

발하 음을 보여주고 있다.

다. 社 保障受給權  法的 性格：社 的 基本權  ?

헌법은 제34조 제2항에서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여 국가에게 국민이 사회생활 가운

데 직면하는 각종 험에 비해 社 的 安全網을 구축하고 사회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한 生活 件을 조성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

고 있다. 여기서 “社 保障”과 “社 福祉”가 각각 무엇을 의미하며

구체 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양자를 엄

히 구분하지 않는 입장36), 양자를 구분하기는 하되 사회보장의 범

속에 사회복지를 포함시켜 이해하는 입장37) 등이 있다. 생각컨

두 용어가 동일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굳이 헌법제정자가

두 용어를 나란히 나열했을 리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즉 헌법제정

자는 두 개념들 사이에 존재하는 한 련성은 인정하 으나 각

각의 의미는 다른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하나의 조항에서 두 개념

을 병열 으로 사용하 다고 이해하는 것이 합당하다. 여기서 사회

복지는 여 이외의 방식으로 생활여건을 개선함으로써 국

민의 사회 삶의 질을 제고하는 일체의 정책을 말하며, 이에 비하

여 사회보장은 여 기타 이에 하는 방법으로 국민이 사

회생활에서 직면하는 각종 험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확보해주는

일체의 정책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한다.38)

어 든 헌법 제34조 제2항은 條文構造上 국가에 해서 객

의무만을 부과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그럼에도 국가의 객 의무

에 개인의 주 공권이 응하는 것처럼 논증하고 있는 우리 헌

법재 소의 례들을 볼 수 있다39). 이러한 례를 어떻게 이해할

36) 가령 허 , 한국헌법론, 1998, 494-495쪽.

37) 권 성, 헌법학원론, 1998, 566쪽 이하.

38) 김동희, 행정법 II, 1998, 268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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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인가?

이 문제에 답하기 에 먼 헌법재 소의 례부터 분석해 보자.

(1) 헌법재 소의 련 례

(가) 社 報償請求權과 련된 례

헌법재 소는 국가유공자 우등에 한법률 몰군경의 유족

공사상자의 報償金受給權에 한 법률규정들에 한 결정

에서 보상 수 권이 헌법 제34조 제1, 2항에 근거를 두고 있는 사

회보장의 실 을 해서 주어지는 헌법상의 권리로 보면서도 그것

이 구체 인 권리로 형성되려면 그 수 요건, 수 자의 범 , 수

액 등을 구체 으로 정하는 법률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시하

다.40)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여타 사회 기본권에 한 헌법규

범들의 이념 인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 동시에 국민이 인간 생

존의 최소한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최소한의 재화를 국가

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가의 사회복

지․사회보장증진의 의무도 국가에게 물질 궁핍이나 각종 재난

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책을 세울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결국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실 을 한 수단 인 성격을 갖는다

고 할 것이다.  헌  규 에 거하여 민에게 주어지게 

는 사 보 에  민  수 (受給權) 국가에게 단순히 국

민의 자유를 침해하지 말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극

으로 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주된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39) 례뿐만 아니라 일부 문헌에서도 그러한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가령 권 성, 게서, 566

쪽 이하. 그러나 허 , 게서, 494쪽 이하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한 내용으로 이해

된 “사회국가실 의무”의 한 내용으로 사회보장․사회복지 증진의무를 악하고 있는 것으

로 보아 사회보장수 권이 헌법 차원에서 권리를 갖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한 내용으로 악하 다면, 그것을 단순히 객

의무로만 볼 수 있는 근거를 제시했어야 하지 않았을까.

40) 사건에서 문제된 몰군경의 유족 공사상자의 연 수 권은 국가를 하여 헌신하

던 국민이 상해를 입거나 사망하거나 노동능력을 상실함으로써 본인 는 유족의 생활이 곤

궁하게 된 때에 본인이나 부양가족 는 유족의 의료와 생활을 보장하기 하여 본인 는

그 유가족에게 주어지는 것으로 강학상 사회보상청구권(가령 권 성, 헌법학원론, 1998,

568-569쪽)으로 불리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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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권리의 구체 인 부여 여부, 그 내용 등은 무엇보다도 국가의

경제 인 수 , 재정능력 등에 따르는 재원확보의 가능성이라는

요인에 의하여 크게 좌우되게 된다. 즉 국가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국민에게 보장하기 하여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국민들에게 한정된 가용자원을 분배하는 이른바 사회보장권에

한 입법을 할 경우에는 국가의 재정부담능력, 체 인 사회보장

수 과 국민감정 등 사회정책 인 고려, 제도의 장기 인 지속을

제로 하는 데서 오는 제도의 비탄력성과 같은 사회보장제도의

특성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감안하여야 하기 때문에 입법자에게

범 한 입법재량이 부여되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헌 상  사

보  그에 한 수 건, 수  , 수 액 등 체

 사항  에 규  비  체   리  

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강조표시는 필자가 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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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 법률에 의해서 구체 인 권리가 된다면 “헌법상의 사회보

장수 권”은 어떠한 법 효력 내지 법 의미를 가지는 것일까?

개인이 헌법 제34조 제2항에 의거하여 구체 인 사회보장 부를 요

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도 그 규정을 근거로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실 을 한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거나(입법의 부

작 ) 는 이미 취한 입법조치가 히 미흡한 경우에 그 권리침

해를 헌법소원을 통해 다툴 수 있는 정도의 권리라는 것인가? 아니

면 ‘권리’라는 표 의 사용은 으로 헌법재 소의 부주의에 기인

하는 것이고 실제로는 국가의 객 의무에 불과한 것인가? 물론

헌법재 소는 이 사건이 객 소송의 일종인 헌법률심 차에서

다루어졌기 때문에 이 문제에 한 답변을 할 필요가 없었고 실

제로 하지도 않았다.

(나) 社 保險金請求權에 한 례

① 국민연 기 을 공공자 리기 에 탁하도록 한 공공자

리기 법(1993. 12. 31. 법률 제4677호) 소정의 법률규정에 한

헌제청사건에 한 결정41)의 이유에서 헌법재 소는 역시 국민연

수 권을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한 사회 기본권의 하나

로 보았다.

“한편, 연 수  사 보 수  하나  간다운 생  

보 하  한 사  본  격과 아울러, 연 의 주요재원

인 연 보험료의 일부를 수 권자 자신이 부담한다는 과 이는

재산 가치가 있는 권리라는 에서 헌법 제23조에 의하여 보장

되는 재산권의 성격을 갖는데(헌법재 소 1994. 6. 30. 선고, 92헌

가9 결정 참조) 이에 응하여 국가는 법률에 정해진 요건을 갖춘

수 권자에 하여 법률에 정해진 여를 지 할 의무를 부담한

다.” (*강조표시는 필자가 한 것임)

41) 96. 10. 4. 96헌가6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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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분만 여의 범 상한기 을 보건복지부장 이 정하도록

임한 의료보험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한 헌법소원사건에

한 결정에서도 유사한 표 을 볼 수 있다42).

“(의료보험)법 제31조 제1항이 규정하는 이른바 만 여청  

 같  사 보 도  사 보험  료보험 여  

 료보험 라는 에 하여 체   리

이다. 그러나 일단 입법을 통하여 주 권리로 구체화한 경우라

도 분만 여와 같이 국가로부터 일정 부를 요구하는 이 구체

권리는 국가의 재정능력이나 다른 공공복리의 목 으로 다시 법률

로써 축소․제한될 수 있다. 사  본  하는 사  평

등   격  강한 역 고, 에 한 결  1차

는  책 단에 보  수 에 없  다.”(*

강조표시는 필자가 한 것임)

분만 여청구권에 한 결정에서는 매끄럽지 못한 논리 개가 특

히 에 띤다.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1, 2호에 의거하여 사회보장

사회보험을 정의한 뒤 분만 여청구권은 의료보험법에 의해 형

성된 권리라고 하여 동 청구권이 으로 법률차원의 권리인 것으

로 기술함으로써 이 권리가 국가의 재정형편 등에 따라 제한될 수

도 있다는 지극히 당연한 설명을 한 뒤에 갑자기 사회 기본권에

한 입법의 특성을 언 하고 있다. 이 결정이 ‘사회 기본권’이라

는 용어를 단순히 국가의 부에 한 요한 권리라는 의미로, 따

라서 입법자에 의해서 법률 차원에서 창설된 사회권들 기본

인 의미를 갖는 권리들도 포 하는 개념으로 사용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은 확인되지 아니한다.43) 이 결정 역시 사회보험의 일

종인 의료보험청구권을 헌법 차원에서 보장된 사회 기본권의

42) 1997. 12. 24. 95헌마390 결정.

43) 혹은 사회 기본권이라는 용어를 잘못 사용했다고 해석할 여지도 있다. 즉 각종 사회법에

의거하여 법률차원에서 비로소 인정되는 권리, 즉 사회권을 지칭하기 해서 무심코 사회

기본권이라는 용어를 잘못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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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종인 사회보장수 권의 하나로 이해함과 동시에, 그것이 구체

권리로 형성되기 해서는 입법자에 의한 구체화가 필요하다는, 이

미 다른 유사 례에서 피력된 입장에 서 있는 것으로 볼 때 이 결

정을 덮고 있는 안개는 거치게 된다.44)

(다) 社 扶助請求權에 한 례

헌법재 소는 94년도 생계보호기 에 한 헌법소원심 45)에서는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기 하여 국가가 시행

하는 사회보장의 방법에는, 국민 스스로의 기여를 기 로 생활의

여러 가지 험에 비하도록 하는 ‘사회보험’과 국민의 자기기여를

제로 하지 않고 국가가 순수한 사회정책 목 에서 지 하는

‘사회부조’의 방법 등이 있다”거나 “(헌법 제34조 제1항이나 같은

조 제5항은) 입법부나 행정부에 하여는 국민소득, 국가의 재정능

력과 정책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범 안에서 최 한으로 모든 국

민이 물질 인 최 생활을 넘어서 인간의 존엄성에 맞는 건강하고

문화 인 생활을 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행 의 지침 즉 행

44) 뿐만 아니라 의료보험청구권이 수혜자의 아무런 기여 없이 국가에 의해서 일방 으로 주어

지는 社 扶助와 같은 정도로 입법자의 범 한 정책결정의 상이 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

다. 왜냐하면 행 의료보험제도는 동일한 험에 직면한 사람들이 법률에 의하여 강제 으

로 조직되는 의료보험조합에 낸 보험료를 주된 재원으로 하여 운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

역의료보험조합의 경우에는 보험료의 액을 조합원인 세 주 는 피보험자가 부담한다(의

료보험법 제52조 제1항). 한편 직장의료보험조합의 경우 사용자가 보험료의 50%에 상당하는

분담 을 내지만(같은법 제52조 제2항), 이는 노동자가 받아야 할 임 의 일부를 분담 의

형태로 사용자가 직 의료보험조합에 낼뿐이라고 이해한다면 결국 사용자의 분담 은 노동

자 자신이 내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이와 같이 G. Haverkate, Verfassungslehre

-Verfassung als Gegenseitigkeitsordnung- 1992, S. 30). 국가가 의료보험공단에 일부 보조

를 한다(같은법 제48조)고 하더라도 그것이 보험재원 큰 몫을 하지 못하는 것이 실

이다. 의료보험조합이 의료보험법에 의해 강제 으로 구성된다고 하더라도 의료보험수 권

은 보험가입자 개인의 노력 내지 기여가 바탕이 되고 있기 때문에 헌법 제23조 제1항에 의

해서 보장되는 재산권의 일종이라고 보아야 마땅하다. 이 역에서의 국가의 주된 과제는

결국 조합원들 상호간의 계를 법으로 규율하는 것일 뿐, 타인의 돈을 마음 로 처분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이처럼 사회보험의 조합 성격을 강조하는 설로는 G. Haverkate, aaO,

S. 298ff. 참조). 따라서 결정이 의료보험 여가 으로 국가의 재정능력에 의존한다고

단정하면서 그 법 규율에 있어서 사회부조에 한 규율에 있어서 처럼 폭넓은 정책형성권

을 입법자가 갖는다고 본 것은 행 의료보험제도의 본질을 간과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

다. 사회보험의 일종으로서의 의료보험이 헌법에 의해 부과된 사회보장증진의무를 이행하기

하여 국가에 의해서 강제 으로 추진되었고 법률에 의해 규율되고 있지만, 행 의료

보험제도는 국가가 세 을 통해 재원을 충당하는 방식으로 운 되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직시할 필요가 있다.

45) 1997. 5. 29. 94헌마33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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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범으로서 작용”한다고 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보장

내용을 넓게 보고 있다.

이 례에 따르면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응하여

국가가 지는 의무인 ‘인간다운 생활보장의무’는 사회보장․사회복지

증진의무를 비롯하여 생활무능력자보호의무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헌법재 소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34조 제1항이 개인의 주 공권을 포함하고 있다는

제 아래서는 당연히 사회보장수 권 역시 개인의 헌법상 보장된

주 공권으로 보고 있다고 분석하는 것이 논리 이다.

(2) 례의 분석과 평가

헌법재 소의 례들에서는 국가에 한 객 의무부과의

형식을 취하고 있을 뿐인 헌법 제34조 제2항의 명문규정에도 불구

하고 사회보장수 권이 헌법 차원의 권리, 즉 사회 기본권의

일종으로서 악되고 있다. 그러나 그 근거에 해서는 이해를

해 필요한 만큼의 언 이 없다. 다만, 결정들에서 사회보장이

‘인간다운생활을 할 권리’의 실 수단으로 악되고 있다는 에서

이와 같은 의문에 한 해답의 실마리를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내용에 사회보장이 포함되므로 제

34조 제2항이 비록 국가에게 사회보장증진의무만을 규정하고 이에

상당하는 개인의 권리를 명시하지 않았지만 이는 헌법 제34조 제1

항에 의해서 개인에게 이미 부여되어 있다고 본 것이라고 추정해

볼 수 있다.46)

그러나 그와 같은 해석은 그다지 설득력이 없다. 그 이유로 체

로 다음과 같은 것을 지 할 수 있다.

(가) 國家目標로서의 社 保障․社 福祉

그 첫째 이유는, 만일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한 국가의

의무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한 내용이고 그에 따라 국가의

46) 국내의 헌법학자들 에서도 헌법 제34조 제1항과 제2항의 계를 이와 같이 이해하는 이가

있다. 를 들면 권 성, 게서, 56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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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의무에 응하는 개인의 권리로서의 사회보장수 권이 보

장되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헌법이 제34조에서 제1항에서는 과감히

‘권리’라는 표 을 사용하고, 제2항에서는 ‘노력할 의무’라는 매우 조

심스러운 표 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오히려 헌법 제34조 제2항의 문구는 사회보장․사회복지증진이 하

나의 국가목표일 뿐 개인의 권리는 아니라는 것을 강력히 시사해

주고 있다. 국가목표규정47)은 國家活動의 原則과 指針을 제시함으

로써 그 방향과 과제의 내용을 정하는 일반성을 띠는 규정이다.48)

국가목표규정은 국가에 의해서 장차 형성되어야 할 사회 문제들

을 지 하며 국가활동에 한계를 기보다는 그 길을 제시한다는

때문에 動態的 性格을 가지며,49) 입법․집행․사법작용 등 국가의

모든 작용을 구속한다.50) 헌법재 소가, 사회보장권은 법률로 구체

화될 때 비로소 구체 권리로 된다는 그 주장의 근거로 들고 있는

사유들은 사회보장․사회복지 과제의 廣範性 動態性과 한

련을 맺고 있음은 긴 설명을 요하지 아니한다.

그 다면 헌법 제34조 제2항에서 국가에게 부과된 사회보장․사

회복지 증진의무에 응하여 개인에게 주어지는 헌법 차원의 사

회보장수 권은 존재하지 않으며, 사회보장수 권은 국가목표를

실 하기 하여 제정된 법률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법률차원의 주 공권에 불과한 것이다. 사회보장수

권의 와 같은 법 성격에 비추어 볼 때 동 권리의 침해를 다투

기 해서 헌법 제34조 제2항을 헌법소원심 청구의 기 로 삼을

수는 없다. 왜냐하면 사회보장수 권은, 헌법소원심 청구의 기 가

47) 國家目標規定이라는 용어는 H. P. Ipsen, Über das Grundgesetz, 1950, S. 14에서 유래하고

U. Scheuner, Staatszielbestimmungen, in: FS f. Forsthoff, 1972, 325(330ff.)에 의하여 이론

으로 정치하게 뒷받침되었다.

48) U. Scheuner, aaO, S. 335. 그는 사회 기본권을 국가목표규정으로 분류하고 있다(aaO, S.

338).

49) U. Scheuner, aaO, S. 333.

50) U. Scheuner, Normative Gewährleistungen und Bezugnahme auf Fakten im Verfas-

sungstext; in: FS f. Scupin, S. 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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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있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아니기 때문이다. 헌법재 소

가 사회보장수 권을 헌법 차원의 권리 는 사회 기본권의 하

나로 본 것은 모두 와 같은 사정을 간과한 데서 비롯된 오류라고

할 수밖에 없다.

(나) 理念的 指標인 동시에 權利인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그 둘째 이유는, 헌법재 소가 국가유공자 우등에 한법률에 의

한 보상 수 권에 한 례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내

용을 국민이 인간 생존의 최소한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최소한의 재화를 국가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는 이다. 그런데 국가에게 부과된 사회보장․사회복지 증진의무

는, 기술한 바와 같이, 국민이 사회 삶 속에서 직면하는 험들,

가령 질병, 노령, 실업, 재해 등에 한 사회 안 망을 구축함은

물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한 각종 사회 여건을 조성하여

야 할 의무를 말하며, 이러한 과제는 최소한의 물질 생존보장을

훨씬 상회하는 것이다. 헌법재 소는 결정들에서 사회보장수

권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실 수단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다는 표 을 사용함으로써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내용을

와 같은 최소한의 인간 생존보장 이상으로 확장하고 있다는 인

상을 다.

그러나 그 경우에 사용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라는 용어는

하나의 권리가 아닌 사회 기본권 일반의 이념 지표를 의미한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51) 헌법 제34조 제1항이 이념 으로는 靈肉의

存在인 인간이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가치 에 따라 자율 으로 설

계하고 추구할 수 있는 정도의 이상 인 생활수 을 모든 국민에게

51) 헌법재 소는 이미 국가유공자 우등에 한법률에 의한 보상 수 권에 한 례에서 인간

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사회 기본권의 이념 지표인 동시에 인간 생존에 필요한 최소

한의 재화에 한 요구권으로 으로써 이와 같은 입장을 취한 바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이해에도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이에 해서는 기본권의 이

념 목표를 그 내용에 따라 각각 헌법 제10조 제1문 단과 제34조 제1항에서 찾는 경우

있을 수 있는 이념간의 갈등을 지 하고 있는 김선택, 게논문, 19-20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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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하는 것을 국가작용의 궁극 목표로 삼을 것을 요구하지만,

하나의 권리로서는 최소한의 인간 생존만을 보장한다고 해석하는

경우에만 헌법재 소가 결정의 이유제시에서 논리 모순을 범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헌법재 소의 례들 상

호 간에 불일치가 있다는 을 부인할 수 없다. 왜냐하면 헌법재

소는 94년도 생계보호기 에 한 례에서 제34조 제1항의 보장내

용이 사실상 가능한 범 내에서 최 한 것을 지향한다고 보고 있

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례가 헌법 제34조 체의 규율체계에

하여 얼마나 고민했는지는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어 든 여기서 제시된 것과 유사한 이해를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한 해석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한편으로는 헌법의 최고 이념으로 모든 국가작용의 방향과

목표를 규정하고 동시에 다른 모든 기본권들의 이념 기 라는 매

우 포 인 내용을 갖지만, 그것이 자유권의 하나로 이해되는 경우

에는 그 침해여부의 단기 으로 주장되고 있는 ‘客體의 公式

(Objektsformel)’이 시사하는 것처럼 극단 인 기본권제한에 한 방

어권으로서 매우 소한 보호내용을 가지는 것과 같은 것이다.52)

(다) 헌법 제34조 제1～6항의 체계 이해

그 다면 사회보장․사회복지 증진의무를 국가가 이행하면 당연

히 인간의 존엄성에 상응한 최소한의 생존은 보장되는 것임에도 불

구하고 먼 권리로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한 뒤에 비

로소 사회보장증진의무를 규정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 취지를 다음

과 같이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먼 사회 기본권 일반의 ‘최소

한’53)으로서 다른 모든 사회 기본권의 실 에 앞서 보장되어야

할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개인의 권리로 확고히 보장하여 국

민에게 소송을 통하여 그 법 지 에 한 침해를 다툴 수 있게

52) 97. 3. 27. 96헌가1 결정; 92. 4. 28. 90헌바24 결정 등 참조.

53) 김선택, 게논문, 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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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으로써 국가의 과제이행에 한 통제가능성을 높인 반면, 의무의

내용과 질에 있어서 그와 같은 최소한의 생존보장의무를 훨씬 상회

하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의무’는 경제․사회의 발 단계

에 맞추어 탄력 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국가에게 폭넓은 형성의

여지를 부여한 것이다.

그러면 같은 조 제3, 4, 5, 6항에 각각 규정된 여자의 복지향상의

무,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의무, 생활무능력자의 보호의무, 재해

방의무 등과 제1, 2항은 어떠한 계에 있는 것인가? 제3, 4, 5, 6

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이행하여야 할 과제는 모두 무엇보다도

시장에서의 경쟁이나 그 이익의 사회․정치 철력이 약한 사회

약자들에게도 건강한 삶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제2항의

사회복지․사회보장의 과제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제5항에

의한 국가의 보호의무 특히 생활무능력자의 보호의무는 제1항의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응하여 국가가 지는 의무의

범 에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의무들을 한 나라의

기본법인 헌법의 차원에서 굳이 별도로 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느

냐의 의문이 제기된다. 어 든 헌법은 이처럼 여러 규정들에 사회

의 소외집단들의 다양한 소망들을 담게 되었다. 그러나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부분 과제들이 이 게 2 3 으로 헌법에 규정됨으

로써 헌법해석학은 해석론 난제들에 직면하게 되었다.

조항들의 표 이 조 씩 다르다는 것도 체계 해석의 어려움

을 가 시키는 요인이다. 즉 “권리를 가진다”(제1항), “노력할 의무

를 진다”(제2항), “노력하여야 한다”(제3, 6항), “정책을 실시할 의무

를 진다”(제4항),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

다”(제5항)와 같은 실로 다양한 표 들이 사용되고 있다. 이들 각

규정들이 국가에 하여 상이한 정도의 구속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

인가? 그 다면 그 구속력의 정도는 어떻게 다른 것인가? 그 구속

력의 크기를 정확히 계량할 수는 없으나 체로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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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정책을 실시

할 의무를 진다”＞“노력할 의무를 진다”＝“노력하여야 한다”의 순

으로 그 법 구속력의 크기의 차이를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제1항에 기하여 개인은 소송유형에

좌우되지 않고 국가의 의무이행여부를 어느 정도까지는 통제할 수

있다는 에서 이들 조항들 제1항이 가장 강력한 법 효력을

발휘한다.

그 다면 “신체장애자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제5항의 법 성격은 무엇인가? 이에 한 해답을

얻기 해서는 먼 제5항이 제1항에 하여 독자성을 가지는지 여

부가 확인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최소한의 인간 삶을 보장하는

제1항이 제5항에서 규정된 내용을 이미 포함하고 있다고 볼 경우에

는 제5항의 문언이 주는 인상에도 불구하고 그 규정이 권리를 포함

하고 있다는 것을 부인하기 힘들 것이기 때문이다. 생활능력이 없

는 이들은 최소한의 물질 삶도 자력으로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은 바로 제1항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실 주체와

겹치게 된다. 헌법재 소가 94년도 생계보호기 에 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제1항에 한 반여부에 한 심사를 진행하면서 제5항

에 한 반여부의 단을 별개의 시사항으로 다루지 아니하고

제1항의 침해여부에 한 단을 할 때 부수 으로 매우 간단히 언

한 이유도 동 재 소가 양자의 계를 어도 그 사건에서 문제

된 범 에 있어서는 포함 계로 보았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제1항과는 별도로 제5항에 생활무능력자들의 보호의무

를 규정한 이유는 생활무능력자와 련된 범 에서 제5항의 독자성

을 인정할 수 있을 만큼 이들에 한 보호의무의 내용이 어도 제

1항의 그것보다 넓거나 보호의 강도나 질이 다르다는 데에 있을 것

이다. 제1항은 그 권리주체인 국민의 범 에 한 아무런 제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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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잠재 주체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이 때의 보호수 은 원칙 으로 보호를 요하는 자

들 사이에 존재하는 구체 인 차이를 무시하는 평균 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비하여 제5항은 보호를 요하는 국민들 에서도

각별한 보호와 책을 필요로 하는, 즉 평균이상의 보호를 요하는

이들을 인 구성요건으로 하여 이것에 법률이 정하는 보호의 효과

를 부여할 것을 명령하고 있다. 그 다면 제5항에서 언 된 인 집

단들에 한 국가의 보호의무는 제1항의 보호내용을 상회한다고 볼

수 있다. 제5항에서 언 된 자들은 입법자의 보호입법이 제정될 때

비로소, 즉 법률차원의 권리를 청구의 기 로 하여 제1항에 의한 최

소한의 보장수 을 넘는 부를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다면 헌

법 제5항은 입법자에 의해서 이행되어야 할 과제의 내용 방향을

국가목표규정에 비하여 비교 명확하고 구체 으로 규정한 立法委

任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쇼이 (U. Scheuner)에

의하면 立法委任이란 특정한 내용의 입법활동을 하도록 입법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憲法的 指示를 말한다.54) 그의 주장에 의하면 국

가목표규정이 입법, 행정, 사법의 3 국가작용 모두를 구속하는

데55) 비하여, 입법 임은 입법자만을 구속한다고 한다. 다만, 입법

임이 국가목표규정에 비하여 비교 명확한 내용을 가지고 있고

일반 으로 원칙 인 문제가 아닌 종종 제한 의미를 갖는 執

行的 憲法補完規定이기 때문에 일반 으로 입법 임이 국가목표규

정보다 큰 구속력을 갖는다고 한다.56) 입법 임규정의 강화된 법

구속력은 특히 입법자의 입법부작 의 헌성확인에 있어서 그 의

미를 발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입법 임규정이 입법자만을 구속한

다는 쇼이 의 입장에 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 입법 임규정은

입법자를 국가목표규정에 비하여 강력하게 구속한다는 에 그 특

54) 를 들면 U. Scheuner, FS f. Scupin, S. 330, 333; J. Lücke, aaO, S. 22.

55) U. Scheuner, in: FS f. Scupin, S. 333.

56) 이에 해서는 J. Lücke, aaO, S. 2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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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있을 뿐 입법권 이외의 다른 국가권력도 련 입법자가 제정

한 련 법률의 해석과 용에 있어서 동 규정의 구속을 받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여타의 규정들 사이에는 그 표 에 있어서 약간의 뉘앙스의 차이

를 느낄 수는 있으나 법 구속력에 근본 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는 없다. 정책의 실시는 법치국가에서 법률의 뒷받침을 필요로 하

는 경우가 부분이지만, 반드시 법률의 제정을 요하는 것은 아니

다. 따라서 정책실시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을 입법 임으로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 지만 그 규정에 따라 국가는 반드시 련

정책을 추진해야 할 의무를 진다는 에서 단순히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들에 비해서는 상 으로 강한 구속력을 갖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은 정책

실시시기 등에 해서까지 국가권력의 단에 임하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헌법이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하는 것은

‘노력할 의무’를 지우고 있는 것이므로 결국 양자는 같은 의미를 갖

는다. 제3, 4, 6항의 규정들 사이에 이처럼 규범 구속력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 차이가

국가목표규정과 입법 임 사이에 하나의 독자 인 카테고리를 형성

할 정도는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제3, 4, 6항의 규정들은 모두 입

법 임에 비하여 상 으로 구속력이 떨어지는 국가목표규정으로

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본다. 그러므로 이 규정들은 국가에게 객

인 의무만을 부과하며, 따라서 개인의 헌법 차원의 권리를 포

함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2.  본 과 그 미

와 같은 례의 분석을 통해 헌법재 소가 사회 기본권을

“국가에 하여 사실 부를 요구할 수 있는 개인의 헌법상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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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으로서 악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는 최근 국내 학

계의 일각에서 사회 기본권의 주 공권성을 부인하는 견해들

이 주장되고 있는 상황에서 요한 시사 을 던져주고 있다. 헌법

재 소의 기본입장이 갖는 의미를 설명하기 이 에 먼 사회 기

본권의 주 공권성을 원칙 으로 부인하는 견해의 논거부터 살

펴볼 필요가 있다.

가. 客觀說  論據

여기서 객 설이라 함은 抽象的 權利說,57) 國家目標規定 내지 立

法委任說,58) 憲法委任說,59) 기타 객 법규범설60) 등 구체 인 명

칭이나 논거의 차이를 떠나서 사회 기본권의 주 공권으로서

의 성격을 부인하고 단지 개인을 한 사실 부를 이행하여야

할 의무를 국가에게 부과하는 객 법규범에 불과하다고 보는 견

해들을 총칭한다.61) 객 설은 사회 기본권의 권리성을 부인해야

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먼 헌법이 입법자와 헌법재 소 사이에 세워놓은 “權限配分”의

57) 추상 권리설은 사회 기본권에 하여 법 구속력을 인정하지는 하지만 사회 기본권

에 한 헌법규정만으로는 개인이 직 국가에 하여 부를 요구할 수 없다고 본다. 물론

재 국내에서 추상 권리설을 주장하는 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58) 장 수, 게논문, 410 (416-417)쪽; 석, 개논문, 421(437쪽)은 근로의 권리를 국가목표

규정으로 이해한다.

59) 한수웅, 게논문, 75쪽. 헌법 임은 국가권력에게 일정한 방향으로의 활동을 수행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헌법 명령이다. 독일에서 헌법 임은 례나 문헌에서 입법 임의 의미

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 보통이라고 한다(이에 해서 자세한 것은 J. Lücke, aaO, S. 25f. 참

조). 그러나 Böckenförde, Die sozialen Grundrechte im Verfassungsgefüge, S. 14는 헌법

임이 立法은 물론 行政과 司法 모두를 구속한다고 보아, 立法委任과 憲法委任을 구분하고

있다.

60) 홍성방, 게논문(주2), 93쪽.

61) 이는 주로 독일, 스 스 등에서 행하여진 사회 기본권에 한 논의에서 향을 받고 있다.

헤벌 는 “給付國家에 있어서는 기본권과 련된 客觀的 法이 主觀的 (基本)權을 上廻한다.

(아직) 그에 상응하는 어떠한 주 공권도 존재하지 아니하는, 基本權的 效用을 갖는 憲法

委任(원리)이 존재한다.”(P. Häberle, Grundrechte im Leistungsstaat, VVDStRL 30(1972), S.

108 주 279b)고 하여 사회 기본권의 문제를 일차 으로 국가의 객 의무의 문제로 보

는 독일 학계의 다수설 인 입장(E.-W. Böckenförde, Die sozialen Grundrechte im

Verfassungsgefüge, S. 12ff.; J. P. Müller, Soziale Grundrechte in der Verfassung? S. 192,

239ff.; P. Badura, aaO, S. 27f.; Murswiek, aaO, Rdnr. 53ff.; K. Hesse, § 5 Bedeutung der

Grundrechte, in: Handbuch des Verfassungsrechts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2.

Aufl. , 1994, hg. v. Maihofer/Vogel, Rdnr. 32)을 인상 으로 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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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를 그 논거로 한다. 부분의 사회 기본권규정들이 그 상,

즉 사실 부의 내용과 정도, 수혜기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

지 아니하기 때문에 사법 단을 한 충분한 척도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고 그에 따라 사회 기본권의 내용에 한 결정은 실정

헌법상의 權力分立原理 民主主義原理에 의하면 헌법재 소를 비

롯한 司法權이 아닌 民主的 正當性을 획득한 입법자가 해결하여야

하는62) 政治問題가 되므로,63) 사회 기본권은 司法的으로 철될

수 없거나 극히 한정된 범 에서만 司法的으로 철될 수 있는 것

이다.64) 뿐만 아니라 사회 기본권의 실 에 수반되는 비용을 國

家財政에서 충당하여야 하기 때문에 包括性을 띠는 사회 기본권

들을 司法的으로 철할 수 있다고 할 경우에는 국회가 보유하는

산에 한 권한의 상당 부분은 헌법재 소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러한 결과는 헌법에 반하게 된다65)는 것이다.

그밖에도 사회 기본권에 권리성을 인정할 경우 자유권과 양립

할 수 없거나 충돌할 수밖에 없다66)는 사정도 사회 기본권의 권

리성을 부인해야 하는 논거로 제시된다.

나. 헌 재   미

객 설이 사회 기본권의 주 공권성 내지 그 법 구속력을

부인 내지 약화시키기 하여 제시하고 있는 와 같은 유력한 논

거에도 불구하고 헌법재 소가 사회 기본권의 주 공권성으로

62) 무엇보다도 E.-W. Böckenförde, Die sozialen Grundrechte im Verfassungsgefüge, S. 11f.

참조.

63) D. Wiegland, Sozialstaatsklausel und soziale Teilhaberechte, DVBl 1974, S. 660.

64) J. P. Müller, Soziale Grundrechte in der Verfassung? S. 5f., 20ff.; D. Murswiek, aaO,

Rdnr. 49ff.

65) C. Starck, Staatliche Organisation und staatliche Finanzierung als Hilfen zur

Grundrechtsverwirklichungen? in: Bundesverfassungsgericht und Grundgesetz, Festgabe

aus Anlaß des 25jährigen Bestehen des Bundesverfassungsgerichts, hg. v. C. Starck, Bd.

2, 1976, S. 480(518) 참조.

66) E. Forsthoff, Der Staat der Industriegesellschaft, 2. Aufl. 1973, S. 73, 78; H. Huber,

Soziale Verfassungsrechte? in: Rechtsstaatlichkeit und Sozialstaatlichkeit, 1968, S. 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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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출발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일까?

(1) 實定憲法規正의 文 에 담긴 事實的 自由實現의 重要性 慮

우리 헌법은 명시 으로 개인의 권리의 형태로 사회 기본권들

을 보장하고 있다(제31조 제1항의 교육권, 제32조 제1항의 근로권,

제34조 제1항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제35조 제1항의 환경권).

객 설은 사회 기본권에 한 헌법 규정들이 주 권리를 원칙

으로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며, 단지 국가의 의무만을 포함하고

있다고 주장하므로 사회 기본권들이 이처럼 명문의 규정에 의하

여 주 권리의 형태로 보장된 경우에 난 에 착하게 된다. 憲

法解釋의 限界는 規範文句의 의미 있는 이해가 더 이상 가능하지

아니한 곳 는 해석이란 이름 아래 제시된 해결책이 규범의 문구

와 명백히 상치되는 곳에서 시작된다.67) 그 다면 명백히 권리로

보장된 것을 權利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客觀規範으로만 이해하는

것은 이미 해석의 한계를 넘어 해석이라는 이름 아래 헌법을 사실

상 개정하는 것이 아닐까? 헌법규정에 사용된 ‘권리’라는 용어가 단

지 그와 같은 사실 자유의 실 에 한 헌법규정에 부여된 요

성을 강조하기 하여 사용된 것일 뿐이며, 통 인 자유권에

응하는 사회 기본권의 기능을 강조하기 하여 사용되었다고 해

석하여 단지 修辭的인 意味만을 부여하기는 어렵다고 본다.68) 헌법

재 소가 와 같은 기본 입장을 정립한 주된 이유들 의 하나

는 바로 명시 인 헌법조문, 그에 따른 헌법해석의 한계를 무시하

기 어려웠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우리 헌법이 개인의 사실 자유의 실 에 한 국가 과제를

개인의 권리의 형태로 실정헌법에 수용한 이유는 우선 무엇을 어떻

게 할 것인지에 하여 자유로운 선택을 허용하는 法的 내지 形式

67) K. Hesse, Grundzüge des Verfassungsrechts der Bundesrepublik Deutscland, 20. Aufl.,

1995, Rdnr. 77.

68) 그러나 D. Murswiek, aaO, Rdnr. 53은 그러한 용어가 국제 으로 일반화되었기 때문에 그

용어를 근거로 하여 사회 기본권의 권리성을 주장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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的 自由(rechtliche bzw. formale Freiheit)는 허용된 것들을 선택하

여 실제로 행사할 수 있는 사실상의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즉 事實上의 自由(faktische Freiheit)가 없는 경우에는 가치가 없

다69)는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산업사회의 상황에서 다수의 기본권 주체가 그 사실상의 자유를 확

보하기 하여 필요한 사실상의 제를 그들의 自主的 生活空間 안

에 보유하고 있지 못하며, 이와 련하여 오히려 주로 국가의 극

인 부활동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헌법이 특히 ‘권리’의 형

태로 사회 기본권을 헌법에 수용한 것은 이러한 자유의 상황에서

사실상의 자유의 확보가 ‘개인에게 특별히 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특별히 요한 측면들을 헌법 으로 보장하여 그것을 으

로 立法 의 好意에만 맡겨두지 아니하겠다’는 의지의 표 이며, 바

로 이것이 헌법에 기본권을 보장하는 취지인 것이다.70) 헌법에 사

회국가원리와 같은 하나의 추상 인 국가목표규정만을 규정하거나

국가의 객 인 의무의 형태로만 사실상의 개인 자유의 확보의

과제를 명시하기보다는 권리의 형태로 헌법에 수용하는 것이 국민

각 개인의 憲法과의 一體感을 향상시키고 궁극 으로 憲法의 統合

力을 제고할 수 있는71) 것이다.

요컨 헌법재 소가 사회 기본권의 주 공권성을 인정한

69) BVerfGE 33, 303 (331): “자유권은 이를 주장할 수 있는 사실상의 제가 존재하지 아니한

다면 가치가 없다.” 유의할 것은 법 자유의 보장이 가치가 없다는 말은 사실 자유보장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하여 부분 으로 修辭的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이다. 법 자유 자체

는 정치 비 과 통제를 가능하게 하고 사회 기본권실 을 한 정책에 향을 미치

는 것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오히려 사회 기본권 실 의 장애요인이 아니라 진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홍성방, 게논문[주2], 81[82]; M. Kriele, Freiheit und Gleichheit, in:

Benda/Maihofer/Vogel [Hrsg.], Handbuch des Staatsrechts, 1983, S. 129ff.[147] 참조).

70) Alexy, aaO, S. 406f., 460 참조.

71) J. Lücke, AöR 107, S. 37ff.는 그러나 사회 기본권들은 -國家目標規定이나 立法委任의 형

태이든 권리의 형태이든- 모두 그 규범 약속이 실 되지 않는 경우에는 統合的 作用이 아

니라 解體的 作用(desintegrierende Wirkung)을 할 수 있고, 따라서 社 的 基本權의 실제

인 작용은 어떤 식으로 그것이 規範化되느냐의 문제보다는 경제 상황의 개와 같은 社

政策의 環境的 要因들에 달려 있다고 하면서, 그 효과의 문제에 하여 확정 인 입장을 취

하는 것을 피하고 있다. 그는 한 社 國家原理를 사회 기본권을 통하여 구체화할 경우

변화하는 사회 상황에 탄력 인 응이 어려워진다고 하면서, 사회 기본권을 실정화하

는 것이 유리한지에 해서도 회의 이다(aaO, S. 52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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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도 사회 기본권에 한 헌법규정에 담긴 와 같은 의도를 외

면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 主觀的 權利救濟節次를 통한 貫徹可能性의 賦

사회 기본권의 주 공권성의 인정은 이를 기 로 한 헌법소

원심 청구에 한 문호개방을 의미한다. 따라서 개인은 국가가 사

실 자유의 실 을 한 정책을 추진하기만을 만연히 기다리지 아

니하고 헌법소원을 통하여 자신의 권리에 응하는 국가의 의무의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치에 놓이게 되었다.

객 설에 의하면 원칙 으로 主觀的 權利救濟節次를 통해 사회

기본권을 철할 수 없고,72) 외 으로 입법자가 명백히 그 의무

이행을 해태한 경우나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

하여 그 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한다.73) 그러나 객 설은 객

의무에 한 반이 일정한 臨界點에 다다르면 갑자기 주

권리를 발생 하는 이유를 설득력 있게 설명하지 못한다. 주

권리가 객 의무규범으로부터 도출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뵈

푀르데74)와 같이 이 경우 주 권리의 측면은 헌법 임에 의하

여 입법자에게 부과된 義務의 不履行, 명백한 不完全履行, 그 의무

이행의 일환으로 이미 취해진 조치를 책 없이 폐지하는 것에

한 련 개인의 防禦權의 形態로 나타난다고 설명하는 것은 납득하

기 힘들다. 만일 그러한 논리에 의한다면 모든 사회 기본권의 문

제는 궁극 으로 방어권의 문제로 번역할 수 있다는 것이 될 것이

나, 이것이 부당함은 긴 설명을 요하지 아니한다. 뵈 푀르데가 그

게도 강조하고 있듯이75) 사회 기본권과 자유권은 그 실 형태

72) 그 기 때문에 를 들면 사회 기본권의 권리성을 원칙 으로 부인하면서도 이를 주

권리구제 차인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있다고 설명하는 것(한수웅, 게논문, 76면 이하)이

論理的인지 의문스럽다. 이 견해에 의하면 사회 기본권의 문제를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도

있는 근거로서 우리 헌법재 소법 제68조 제1항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라는 문구를 사

용하고 있음을 지 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주장은 별로 설득력이 없다. 왜냐하면 그는 스

스로 권리형태로 보장된 사회 기본권의 권리성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73) D. Murswiek, aaO, Rdnr. 56; Böckenförde, Die sozialen Grundrechte im Verfas-

sungsgefüge, S. 14f.

74) Böckenförde, ebenda. 국내에서도 한수웅, 게논문, 75-76쪽이 그와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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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권리침해의 양상이 근본 으로 다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그가

국가의 社 的 義務의 主觀化의 문제와 련해서 돌연 방어권의

념을 원용하는 것은 자가당착이 아닐 수 없다.76)

헌법재 소는 사회 기본권의 주 공권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부터 출발하고 있으므로 와 같은 문제와 결할 필요는 없다.

한 와 같은 입장은, 사회 기본권의 주 공권성을 부인하더

라도 헌법률심 차나 헌법재 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범통제형

헌법소원심 차와 같이 주 권리침해를 소송요건으로 하지 아

니하는 객 소송에서는 객 규범으로 이해된 사회 기본권에 한

헌법규정이 재 규범이 될 수밖에 없다는 77)을 직시한 데서 형성

된 것이라고 분석할 수 있다. 객 설이 사회 기본권의 주 공

권성을 부인함으로써 복잡한 문제들을 피할 수 있다고 믿었다면 이

와 같은 헌법재 의 구조를 간과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3) 主觀的 公權性의 실제 의미：違憲確認의 主觀化

헌법재 소가 사회 기본권의 주 공권성을 인정하기는 하

으나, 그것이 개인이 헌법소원을 통하여 직 헌법규정을 근거로

하여 구체 으로 특정한 부를 소구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오히려 헌법재 소의 례는 헌법상 보장된 사

회 기본권이, 국민의 사회 기본권에 응하여 국가가 부담하고

있는 사회 기본의무의 이행을 한 제로서 부의 구체 인 내

용과 수 , 분배기 등을 정하는 법률을 제정하지 아니한 입

법자의 입법부작 나 이미 제정한 사회 법률들이 사회 기본권

의 실 에 미흡하다는 을 다툴 수 있는 법 힘을 개인에게 부여

하고 있다는 의미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결국 이 역에서의 다

75) Böckenförde, aaO, S. 9ff.

76) D. Murswiek, aaO, Rdnr. 56은 헌법 임이 “권리”의 형태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뵈 푀르데가 인정하는 바와 같은 구조의 주 권리를 인정할 수 있는 근거에 하여 이

론 해명이 필요하다고 하여 유보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객 국가의무의 형

태로 규정된 경우만이 아니라 설사 주 권리의 형태로 규정된 경우라 하더라도 그 주

권리성을 원칙 으로 부인하고 있는 한 동일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77) 이미 앞에서 검토한 바 있는 1991. 2. 11. 90헌가27; 1995. 7. 21. 93헌가14 등 참조.



653

른 국가권력, 무엇보다도 입법자에 한 헌법재 소의 통제는 입법

자의 입법부작 에 한 헌확인이나 사회 기본권의 실 에

히 불충분한 입법 사회 기본권을 구체화하기 하여 제정된

기존의 사회 법률들을 아무런 책도 없이 폐지하는 법률에 한

헌확인 내지 헌법불합치 선언의 형태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처럼 개인이 사회 기본권에 기하여 그 양 내용이 특정된

수 권을 헌법재 을 통하여 확보할 수는 없을지라도 입법자의 부

작 가 헌이라는 확인 내지 련 사회입법이 불충분하여 헌임

을 확인받음으로써 새로 제정된 법률이나 개선된 법률에 기하여 헌

법이 요구하는 수 의 부에 참여할 수 있다면 그 근거규범인 사

회 기본권은 개인의 주 공권을 내포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소 確認의 主觀化; Feststellungssubjektivierung).

Ⅳ. 社 的 基本權  保障水準

국민은 사회 기본권에 한 헌법조항에 기하여 구체 으로 어

느 수 의 부를 요구할 수 있는가, 다시 말하면 헌법재 소는 사

회 기본권과 련된 국가의 극 ․소극 작용이 어느 경우에

사회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가? 여기서는 물

론 의의 부권에 한 례만을 분석 상으로 삼는다. 이와

련된 례가 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에 헌법재 소가 이 문제와 련

하여 아직은 확고한 입장을 정립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을 미리 언 해 두고자 한다.

1.  

이 문제와 련한 례의 태도는 크게 두 갈래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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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保障內容  小化 

그 하나는 주 공권으로서의 사회 기본권의 보장내용을 최

소화하되 그 범 에서는 개인에게 확정 부청구권이 부여되어

있다고 보는 경향으로서 이에 따르면 국가가 이 최소한의 사실

부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회 기본권을 침해한

다고 보게 된다.

이러한 경향은 국가유공자 우등에 한법률에 한 헌제청사

건78)에서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여타 사회 기본권에

한 헌법규범들의 이념 인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 동시에 국민이 인

간 생존의 최소한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최소한의 재화를

국가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시한

데서 확인될 수 있다. 헌법재 소는 같은 례에서 국가가 공상

자 등에게 법률에 의한 보상 수 권을 인정해 으로써 이러한

최소한의 재화에 한 수요를 충족시켜주고 있다고 함으로써 그 침

해를 부인하 다.

이 례에 의하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사회보장․사회보장

의 이념 지표인 동시에 하나의 구체 권리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구성요건이 추상 이고 불명확하여 범

한 내용을 포 할 수 있음에도 이처럼 ‘최소한의 내용’으로 환원될

수 있는 해석론 근거에 해서는 구체 인 언 이 없다. 그것은 가

령 이 권리에 한 헌법조항(제34조 제1항)을 다른 조항들(제34조 제

2～6항)과의 체계 련 속에서 해석한 결과라든가79) 사회 기본권

의 실 구조에 비추어 그 권리가 실 의미를 발휘할 수 있도록, 즉

사법 으로 소구할 수 있는 범 로 그 의미내용을 목 론 으로 축소

해석한 결과라는 등의 논증이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78) 1995. 7. 21. 93헌가14 결정.

79) 기술한 바 있는 사회보장수 권의 법 성격에 한 필자의 논증부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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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統制基準  低化 

다른 하나는, 사회 기본권을 실 하기 해서 국가는 사실 으

로 가능한 범 내에서 최 한의 것을 보장해야 하는 의무를 진다

고 하여 동 권리의 보장내용을 넓게 보되 헌법재 소의 헌통제기

을 낮추어 객 으로 필요한 최소한을 기 으로 의무이행여부,

따라서 권리침해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고 보는 경향이다.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은 94년도 생계보호기 에

한 헌법소원사건에서 다. 헌법재 소는 이 례에서 이른바 헌법

재 의 한계를 각 국가기능의 본질과 차이에서 찾고자 하는 機能法

論 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이른바 行爲規範과 統制規範이라는

념에 의하여 보장내용과 침해여부의 단기 을 확정하고자 했다.

“ 와 같은 헌법의 규정(즉 헌법 제34조 제1항)이, 입법부나 행정

부에 하여는 국민소득, 국가의 재정능력과 정책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안에  한  든 민  질  생  

어  간  엄 에 맞는 건강하고  생  누릴 수 

도  하여야 한다는 행 의 지침 즉 행 규범으로서 작용하지

만, 헌법재 에 있어서는 다른 국가기 즉 입법부나 행정부가 국

민으로 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하도록 하기 하여 객

 필 한 한   취할  다하 는지   

가  행  합헌  심사하여야 한다는 통제규범으로 작

용하는 것이다.”(* 강조표시는 필자가 한 것임)

이 례는 “행 규범”과 “통제규범”이라는 념을 통해서 헌법재

을 통해서 철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사회 기본권의 實效的

保障領域을 확정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도했다. 그러나 그 권리

의 내용이 가능한 大限의 보장임에도80) 헌법재 에 있어서는 그

80) 이미 사회보장수 권의 법 성격과 련하여 기술한 바와 같이, 헌법 제34조의 각 항들을

체계 으로 이해할 때 과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보장범 를 이 례와 같이 최 보

장을 지향하는 것으로 보는 것 자체도 의문의 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이 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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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 보장 역이 객 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수 으로 凝縮되는

이유가 와 같은 구분만 가지고 충분히 설명될지는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사회 기본권의 실효 보장 역이 이 게 응축되는 이유는 오

히려 우리에게 익히 알려진 논거들에 의해서 보다 잘 설명된다고

생각한다. 즉 사회 기본권을 통한 사실 자유의 실 가능성은

국민경제의 수 , 이와 긴 히 결부되어 있는 국가의 재정능력 등

사실 요인에 좌우된다. 한 사실 자유의 실 을 하여 필요

한 물 부의 내용과 수 에 한 결정권은 민주 법치국가의

헌법에서는 일차 으로 민주 으로 정당화된 입법자에게 귀속되어

있다. 나아가 사회 기본권의 실 은 다른 개인 ․집단 성격의

실체 법익들과의 상충을 래할 수 있는바, 헌법의 테두리 안에

서 이를 조정하는 문제도 일차 으로 입법자의 소 사항일 수밖에

없다. 특정 생활 역에서 포 으로 보장되어 있는 자유권의 경우

에도 공익실 을 하여 합헌 으로 제한될 수 있는 것처럼, 폭넓

게 보장되어 있는 특정 사회 기본권 역시 술한 이유들 때문에

실제로는 제한된 범 내에서 주어질 수밖에 없으며 이와 같은 제

한은 헌법 으로 정당화되는 것이다. 결국 개인에게 확정 으로 보

장되는, 따라서 사법 으로 철될 수 있는 사회 기본권의 실효

보장범 는 그 사회 기본권을 통하여 실 되어야 하는 개인의

사실 자유가 긴 한－사실상의 자유의 최소한의 경우에는 이 긴

성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반면 이 사실 자유의 실 으로

인하한 술한 요인들에 한 제한은 심각하지 아니한 최소한의 것

이라고 할 것이다.81) 물론 이 객 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것 이상

가 갖고 있는 이와 같은 문제 을 어두고 다만 동 례에 담긴 사회 기본권의 보장범

와 련한 헌법재 소의 태도를 분석하기 한 소재로 삼는다는 을 언 해 둔다.

81) 사회 기본권을 원리로 보고 이것이 민주주의원리나 권력분립원리와 같은 형식원리들

다른 실체 법원리들과의 형량과정 속에서 확정 인 권리로 응축되는 상을 알 시의 원

리모델은 잘 설명해 주고 있다. 이 모델은 사회 기본권의 실제 보장내용이 객 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것에 국한되는 상을 치 하고 설득력 있게 논증하고 있다. 이 모델의 내

용과 장 에 해서는 졸고, 원리로서의 사회 기본권 -알 시의 원리모델을 심으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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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국가가 개인에게 부여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헌법에 반되는

것은 아니나, 그 이상의 것을 직 사회 기본권규정을 근거로 사

법 으로 소구할 수는 없다. 그 다면 헌법재 소가 상 으로 보

다 친숙하고 실질 인 언명력을 갖고 있는 와 같은 논거들을 제

쳐두고 굳이 막연한 방향만을 제공할 뿐 실제 문제해결에는 능력

이 턱없이 부족한 행 규범과 통제규범의 개념에 의거할 필요가 있

었는지는 의문이다.82)

개념들을 실효 보장내용을 확정함에 사용하는 것이 부 합

하다는 은 동 례의 다음과 같은 시내용에서 비교 선명하게

밝 진다.

“국가가 행하는 생계보호가 헌법이 요구하는 객 인 최소한도의

내용을 실 하고 있는지의 여부는 결국 국가가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함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조치를 취하 는가의 여부에

달려있다고 할 것인바, ‘인간다운 생활’이란 그 자체가 추상 이고

상 인 개념으로서 그 나라의 문화의 발달, 역사 ․사회 ․경

제 여건에 따라 어느 정도는 달라질 수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국가가 이를 보장하기 한 생계보호 수 을 구체 으로 결정함에

있어서는 국민 체의 소득수 과 생활수 , 국가의 재정규모와 정

책, 국민 각 계층의 상충하는 갖가지 이해 계 등 복잡하고도 다양

한 요소들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생계보호의 구체 수

을 결정하는 것은 입법부 는 입법에 의하여 다시 임을 받은

행정부 등 해당기 의 범 한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보아야 한

다.

그러므로 국가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한 헌법 의무를

다하 는지의 여부가 사법 심사의 상이 된 경우에는, 가가 

경식박사화갑기념논문집, 238쪽 이하 참조.

82) 례에 한 김선택, 게논문, 1(34쪽)의 다음과 같은 비 참조. “헌법규정이 헌법재

소에 하여 통제규범으로서 효력을 가진다는 것은 그러한 규정이 헌법재 소에 통제권한을

부여한다는 말이 되는데 그것으로써 통   해당 헌 규  보 하는 한  내

용   하라는  아들여야 하는 지는 이며, 오히려 해당 헌법규정이

객 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내용 자체를 기 으로 하여야지 그 내용 가운데 최소한이라

는 식으로 축소 이해할 것은 아니다.”(*강조표시는 필자가 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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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보 에 한   하지 아니하 다든가 그 내용  

 합리하여 헌 상 용  수 는 재량    

탈한 경우에 한하여 헌 에 다고 할 수 있다.”(*강조표시는

필자가 한 것임)

인용내용 앞의 단락에서는 사회 기본권의 規範構造的 特性

上 사법 으로 소구될 수 있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내용은

결국 객 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것으로 응축될 수밖에 없는 근거

들이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이 부분의 논증은 권리의 실효 보

장내용이 객 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것에 국한되는 것임을 확정

하기 하여 이용되었어야 하지 않았나 하는 의문이 든다. 한, 첫

번째 단락은 굳이 행 규범과 통제규범의 개념에 의거하지 않더라

도 사법 으로 소구할 수 있는 사회 기본권의 내용은 보통 객

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것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음을 보여 다. 두 번째 단락이 헌법재 의 한계와 한 본래의

논증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다. 헌법재 소는 입법자 등에게 주

어져야 하는 재량권의 범성에 비추어 볼 때 그 의무이행에 한

통제의 도로 “明白性統制”를 택하여야 함을 분명히 하고 있다.83)

그 다면 이 사건에서 건 인 문제는 오히려 도 체 국가가 객

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다했는지 여부 다. 헌법재 소

는 이 문제를 단함에 있어서 국가가 자신에게 부여된 재량의 범

를 명백히 일탈하 는지를 기 으로 해야한다고 보았다. 즉 헌법

재 소는 행 규범과 통제규범의 개념에 내포된 헌법재 의 한계설

정을 한 機能法的 契機를 實效的 權利保障領域의 凝縮現象을 설

명하기 하여 앞당겨 사용한 뒤, 헌법재 의 한계설정을 해서

83) 이같은 입장은 국가유공자 우등에 한법률 제6조 등에 한 헌제청사건에서도 이미 피력

되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우법 제6조에 의한 등록신청일이 속한 달 이후의 보상 만

지 하는 것으로 규정하 다고 하여도 (…) 헌법 제34조 제2항 소정의 헌법상의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이념이나 이를 증진시킬 국가의 의무에  한다거나 헌법 제32조 제6항

소정의 국가유공자에 한 우선 보호이념에도 반한다고 할 수 없어 입법재량의 범 를 일

탈한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강조표시는 필자가 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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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이 역에서 입법자 등에게 주어질 수밖에 없는 “ 범한 立法

裁量權”을 강조하면서 “明白性統制”라는 統制의 密度를 용하여야

한다고 본 것이다.

그 다면 헌법재 소는, 례에서 헌법재 의 한계설정을

하여 사용되고 있는 행 규범과 통제규범이라는 기능법 개념을

권리의 실효 보장내용을 확정하기 하여, 즉 부 한 맥락에서

사용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2.  미

가. 小限保障  사  본

에서 설명한 두 가지 갈래의 례들은 논증의 구체 방식은

다르지만 결과 으로 헌법재 소를 통하여 소구할 수 있는 사회

기본권의 구체 범 를 최소한의 것으로 축소시키고 있다는 에

서는 일치하고 있다. 즉 사회 기본권의 보장내용 자체를 축소하

는 방식을 취하든 아니면 통제기 을 낮추는 방식을 취하든 어느

경우에나 그 권리주체에게 확정 으로 보장될 수 있는 것은 최소한

의 것에 국한된다( 限保障; Minimalgarantie)는 것이 헌법재 소

의 입장이라고 분석된다.

물론 각 사회 기본권의 최소한의 내용은 항상 명확한 것은 아니

다. 일반론 으로 말하면 그와 같은 限의 權利는, 사회 기본권

을 통한 事實的 自由의 實現要請이 그것을 매우 긴 히 요구하는 반

면, 權力分立原理와 議 의 財政權을 포함한 民主主義原理와 같은

形式的 原理 相衝하는 實體的 法益들(특히 타인의 법 자유와

련된 자유권 기본권들)이 사회 기본권의 보장에 의해서도 상

으로 은 정도로 제약받게 되는 경우에 개인에게 부여된다고

할 것이다.84) 와 같은 기본조건들은 어도 限의 人間的 生存

84) Alexy, aaO, S. 46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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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한 社 的 基本權, 限度의 診療를 받을 權利, 義務敎育에

상당하는 기본 인 ‘교육을 받을 권리’ 등과 같은 이른바 작은 社 的

基本權(Kleine Sozialrechte)의 경우에는 충족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 최소한의 내용이 상 으로 명확한 사회 기본권의 경우에

도 그 최소한의 내용은 국민의 사회의식의 변화, 사회․경제 상

황의 변화와 같은 사실 요인에 따라 動態的으로 변화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최소한의 수 에 해당하는 사실 부의 양과 종

류를 數量化하여 劃一的으로 確定하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다.

한편, 권리의 형태로 보장된 사회 기본권의 실제 보장내용을

이처럼 최소한의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면, 상 으로 구속력이 떨

어지는 立法委任規定이나 國家目標規定에 의하여 국가에게 부과된

사회 의무의 이행여부가 객 소송에 있어서 문제되는 경우에도

헌법재 소는 국가가 객 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것을 실 하기

한 조치를 취하 는지를 기 으로 삼을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

다. 물론 이 경우에도 각 헌법규정들의 規律의 密度의 차이에 따라

국가권력, 특히 입법자에게 미치는 구속력의 정도에도 차이가 발생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에 따라 가령 低賃金制實施義務(헌법

제32조 제1항 제2문) 등과 같이 의무의 내용이 명확히 한정되어 있

는 등 규율의 도가 상 으로 높은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여 헌

법재 소의 統制의 密度도 상 으로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와 같은 최소한의 보장내용이 국가에 의하여 실 으로 실

되었는지를 심사함에 있어서 헌법재 소는 원칙 으로 明白性統制

의 段階를 채택하고 있다. 사회 기본권에 의하여 부과된 의무이행

을 하여 선택할 수 있는 정책 수단들이 다양하고 다양한 수단들

이 발휘하는 효과들이 모여 최종목 을 달성할 수도 있다는 을 감

안하면 그 최소한의 수 이 명확히 수량화되기는 곤란하다는 을

감안한다면 례의 태도는 기본 으로 정당화된다고 할 것이다.

어 든 사회 기본권의 주 공권성을 비롯한 여타의 사회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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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헌법조항들의 법 구속력이 인정됨으로써 헌법재 소는 개인

에게 보장되는 최소한의 부의 수 을 구체 사건이 제기된 시

의 경제 지표, 재정상황 등 사실 요인을 감안하여 최종 으로

확정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게 된다.

3.  본 에 한 상 는 비   

가. 國  財政權限  侵害?

헌법재 소는 사회 기본권이 그 최소한에 있어서는 헌법재 을

통해 철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 작은 社 的 基本權을 실

하기 해서도, 다수인이 그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지 아

니한 재정 부담을 유발하므로 그에 한 確定的 給付를 내용으로

하는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는 비 이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국회가 재정권한을 보유한다는 이유만으로는 최소한의 생

존을 한 권리의 確定的 權利性을 부인할 수는 없다고 본다. 國

의 財政權이 갖는 비 도 무한한 것이 아니다. 즉 국회의 재정권이

결코 絶 的 限界가 될 수는 없다. 개인의 사실상의 자유의 확보가

국회의 재정권보다도 훨씬 비 이 높은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

이다. 국회의 재정권한도 헌법질서의 테두리 안에서 행사되어야 하

는 것이다. 국회가 산에 한 권한을 갖는다는 것만으로는 작은

사회 기본권의 확정 권리로서의 성격을 부인하기 힘들다. 오히

려 국회는 헌법상 존재하는 확정 권리로서의 사회 기본권에

응하여 그 권리를 실 하기 하여 필요한 재원을 우선 으로 확보

하고 배정할 의무를 진다고 보아야 한다.85)

나. 確定的 社 的 基本權  非彈力性?

85) 최근 IMF 리체제에서 그 동안 입법자가 사회 기본권의 실효 보장을 한 노력을 얼마

나 게을리 해왔는가를 우리는 실감하고 있다. 사회보장체계의 미비는 경제에 한 구조개

을 가로막는 하나의 요인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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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본권의 행사는 경제가 기에 직면할 때 늘어나게 되는

데, 이 시기에는 그러나 稅收의 減 로 인하여 분배할 자원이 어

들게 된다. 그에 따라 만일 확정 사회권이 존재하게 되는 경우에

는 그것이 작은 社 的 基本權이라 할지라도 기시에 필요한 탄력

응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經濟危機는 결국 憲法危機를 낳게

된다는 유력한 비 이 제기될 수 있다.86)

그러나 헌법재 소가 최소한의 범 내에서는 확정 권리로서의

성격을 갖는 사회 기본권에 의해 보장되는 給付水準의 可變性을

부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을 의 비 은 간과하고 있는 것

이다. 즉 최소한의 권리의 내용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그때그때 상

이한 상황을 고려하는 것이 가능하고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이한 상황은 상이한 내용의 확정 권리를 낳을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국가는 경제 기에 처해 있다고 하더라도 인간의 기본 생

존과 련된 지 를 기본권 으로 보호해야 하는 과제를 회피할 수

없으며,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경우에 오히려 국가는 더 심

각한 기국면에 빠질 수도 있다는 도 감안하여야 한다. 그러므

로 확정 사회 기본권을 인정할 경우에는 그 非彈力性으로 인하

여 憲法政策的으로 바람직하지 아니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주장

은 객 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것에 국한된 사회 기본권의 확정

권리성을 부인하기 한 논거로서는 그다지 설득력이 없다.

다. 司法的 貫徹基準  缺如?

헌법재 소가 최소한의 보장내용을 갖는 사회 기본권을 인정하

더라도 이 권리는 사법 으로 철되기 한 기 이 결여되어 사법

으로 철될 수 없다는 이의가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사법 철의 문제는 통 인 기본권과 련하여 제기

되는 문제들과 본질 으로 다른 것이 아니라는 반론을 제기할 수

86) 를 들면 J. Isensee, Verfassung ohne soziale Grundrechte, S. 381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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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87) 자유권의 경우에도 공동체에 범 한 여 를 미치게 되어

매우 복잡한 형량의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다. 나아

가 권리의 존재여부를 으로 사법 철가능성과 결부시키는

것은 사법 철가능성을 어떤 식으로 정의하든 간에 부당하다.

오히려 권리가 존재한다면 이 권리는 사법 으로 철될 수 있어야

한다. 사회 기본권이 법률에 의한 형성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 결

코 그것의 권리성을 부인할 수 있는 유효한 논거라고 볼 수 없다.

물론 사회 기본권에 기하여 개인이 구체 으로 어떤 부를 요구

할 수 있으려면, 이와 련하여 管轄權, 節次, 給付의 量과 受給權

의 範圍 등이 법률로 정해져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와 같은 사

정은 사회 기본권 이외의 기본권들의 경우에 있어서도 나타난다.

를 들면 公務擔任權, 裁判請求權, 選擧權 등의 경우에도 그 行使

節次나 方法 등을 정하는 基本權形成的 法律規定이 존재하지 아니

하면 그 권리를 실제로 행사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그 다고 하

여 이 권리들의 주 권리성을 구도 부인하지 아니한다. 한

소송법 논거에 기반을 둔 반론들도 사회 기본권의 사법 철

가능성을 부인하기에는 합하지 않다. 왜냐하면 헌법재 소는 사

회 기본권을 실 하기 한 입법을 하지 아니하거나 불충분

한 입법만을 하고 있는 입법자에 하여 무력하지 아니하기 때문이

다. 즉 입법자에 한 헌법소송의 수단들은 憲法違反을 단순히 確

認하는 것, 헌법재 소가 정하는 일정한 기한 내에 헌법에 합치하

는 내용의 입법을 해야 할 의무를 입법자에게 부과하는 것, 헌법재

소가 스스로 입법자의 입법조치시까지 경과기간을 헌법이 명령하

는 것을 따라 규율하는 방법 등 다양하게 존재한다.

라. 國民欺瞞  法學的 技術?

헌법재 소가 사회 기본권에 하여 권리성을 인정하여도 개인

87) 이에 해서는 L. Wildhaber, Soziale Grundrechte, S. 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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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확정 권리로 귀속되는 부분은 최소한의 것에 불과하다면 사

회 기본권의 주 공권성을 인정한 의미가 별로 없으며 오히려

헌법재 소의 입장은 국민을 법기술 으로 기만하는 것에 불과하다

는 비 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자유권의 경우에도 일견 그 자유보장이 포 인 것 같지

만 실제로 공익 인 필요에 의해 제한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유

권의 실제 보장 역은 그 게 포 이 아니다. 그 다면 사회

기본권 역시 그 실효 보장내용이 최소한의 것으로 수축된다고 보

더라도 그것이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헌법재 소의 례에 의하면 헌법재 소나 법원은 개인이 사

회 기본권의 역에서 일반 으로는 주 공권을 갖고 있다는

것으로부터 출발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 청구를 기각하기 하여

지 아니한 논증의 부담을 안게 된다. 반면 객 설에 의하면 헌법재

소나 법원은 부분의 경우 本案判斷에 이르지 아니하고도 그 請

求를 却下할 수 있기 때문에 實體法的 論證의 負擔을 지지 않는다.

그러나 이처럼 사회 기본권에 한 개인의 소송법 청구가 본안

단의 문턱도 넘어보지 못하고 각하된다면 사회 기본권은 統合

作用이 아니라 오히려 련된 개인을 欺罔하게 되고, 결과 으로

共同體 解體作用을 발휘하게 될 수 있다. 사회 기본권에 主觀的

公權性을 인정하는 것은 구체 인 경우에 개인에게 확정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련된 모든 국가기 이 그 확정 권리

성을 부인하기 하여 어도 應分의 論證 내지 說明을 해야 할 의

무를 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궁극 으로 련된 모든 국가기

으로 하여 ‘사실 자유가 개인에 하여 갖는 요성 때문에’

기본권의 형태로 헌법에 수용된 사회 기본권의 의미를 진지하게

다루도록 구하는 것이다. 련 개인도 어도 왜 자신에게 사회

기본권에 기한 확정 권리가 발생하지 아니하는지에 하여 진

지한 설명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권리가 국가에 의하여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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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게 다루어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되며, 따라서 개인이 헌법

과의 一體感을 상실하게 되는 험성을 일 수 있을 것이다.

Ⅴ. 맺 말

사회 기본권의 역에서 형성된 헌법재 소의 례분석의 결과

를 다음과 같이 결론을 신하여 요약한다.

(1) 헌법재 소는 사회 기본권의 개념을 체로 개인이 재정

능력이 있고 시장에서의 공 이 충분한 경우에는 스스로 획득할 수

있는 물 재화나 기회와 같은 사실 부를 국가에 하여 요구

할 수 있는 의의 부권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기본입장이 근로3권의 법 성격을 이해함에

있어서는 심하게 동요하고 있다. 여기서는 권리의 보장형식이 아닌

권리가 생성된 이념 ․사회사 배경 는 권리의 사회 기능이

근로3권을 사회 기본권으로 분류하는 기 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분류기 은 강학상의 의미는 있을지 모르지만 헌법재

의 실제에 있어서는 그다지 유용성이 없고 오히려 오해만을 유발할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포기하는 것이 타당하며 근로3권을 그 보장

형식의 측면에 착안하여 주로 자유권 기본권으로 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한편, 근로3권이 사회 실에서 충분히 의미를 발휘하기 하

여 입법을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근로3권을 의의 부권으

로 악할 수 있게 하는 요인이 될 수는 있으나 동 권리를 사회

기본권으로 악하는 충분조건이 아니다. 왜냐하면 국가에 한 사

실 부요구권인 사회 기본권은 의의 부권의 하나에 불과

하기 때문이다.

(2) 헌법재 소는 의의 부권으로서의 사회 기본권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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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성을 인정함으로써 이를 부인하는 이른바 객 설의 입장을

채택하지 않았다. 이는 사회 기본권을 주 권리의 형태로 보

장하여 사실 자유의 실 의지를 강조한 헌법의 정신을 존 한 것

으로 해석된다. 그럼으로써 사회 기본권이 주 소송을 통해서

철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그러나 주 공권성의 인정이 사회 기본권을 기 로 개인이

양과 종류에 있어서 특정된 사실 부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사회 기본권에 응하는 국가의 의

무의 불이행, 특히 입법자의 입법부작 의 헌확인 는 그 의무

이행의 정도가 헌법이 요구하는 수 에 명백히 미달하는 법률의

헌 확인, 는 기존의 련법률들을 아무런 책없이 폐지하는 법

률에 한 헌확인을 통하여 간 으로 사실 부의 이행을 강

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헌법재 소의 례에서는 통 으로 사회 기본권으로

분류되는 사회 기본권들이 포함하고 있는 의의 부권 차원,

자유권 측면, 특별 평등권 측면 등 다차원 요소들이 상호 명

확하게 구분되지 않은 채 다루어지고 있어 아쉬움을 안겨주고 있

다. 를 들면 ‘교육을 받을 권리’와 련된 례의 부분은 의

의 부권 차원이 아닌, 교육기회의 참여에 한 법 평등권, 즉

특별 평등권의 침해여부를 주된 상으로 삼고 있다. 이는 평등원

칙이 사회 생산물을 재분배하는 사회국가 활동의 핵심 인 규

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사회보장과 련된 례들이 사회보장수 권을 사회 기

본권으로 지칭하고 있으나, 이는 헌법 제34조 제1항과 제2항의

계를 제 로 악하지 못한 데서 발생한 오해라고 생각한다. 사회

보장수 권은 객 국가목표로서의 사회보장 사회복지증진의

무의 이행을 하여 제정된 법률에 의하여 비로소 형성된 법률

차원의 권리이지 헌법 으로 보장된 기본권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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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헌법재 소는 사회 기본권의 주 공권성을 인정하면서

도 헌법재 을 통해서 철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실효 으로 보장

된 수 은 객 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것으로 국한시키고 있다.

이와 련하여 두가지 경향의 례가 확인된다. 즉 사회 기본권

의 보장내용 자체를 최소한의 것으로 축소시켜 이해하는 례와 권

리의 보장내용은 축소하지 아니하고 행 규범과 통제규범의 개념을

원용하여 다만 그 통제기 을 최 화하는 례가 있다. 어 든 이

같은 논리구성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어느 례에서나 사회 기본

권은 결과 으로 최소한보장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 소는 아직까지 사회 기본권이 이와 같이 최소

한의 보장으로 응축되는 이유를 설득력 있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고 생각한다. 특히 행 규범과 통제규범이라는 개념을 이 문제의

해결에 원용하는 것이 합한지는 의문이다. 오히려 국가의 재정능

력과 같은 사실 한계, 사회 기본권과 상충하는 다른 개인 ․

실체 법익, 민주주의원리, 권력분립원리를 울의 한편에 올려놓

고, 사회 기본권을 통한 사실 자유의 필요성을 울의 다른 한

편에 올려놓고 형량할 때, 사실 자유가 긴 하게 실 되어야 하

는 데 비하여 그 실 으로 인하여 울의 다른 편에 있는 요소들에

한 제한은 그다지 심 하지 아니한 경우 사회 기본권은 확정

권리가 되며, 그 긴 성은 객 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경우에는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기 때문에 이 보장수 은 보통

객 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것으로 응축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하

는 것이 보다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어 든 최소한의 보장수 이 이행되었는지를 통제함에 있어서 헌

법재 소가 용하고 있는 통제의 도는 명백성통제의 단계이며,

이는 사회 기본권의 실 구조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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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리말

헌법재 소의 지난 10년은 우리나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발

사의 요한 한 章이었다. 헌법재 소의 헌법해석 작업을 통하여

헌법은 실질 으로 그 규범 힘과 실효성을 발휘하게 되었고, 헌

법이 갖는 최고 법규범성(the fundamental and permanent law of

the nation1))을 국가기 과 국민들이 명백히 재인식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기반 에서 헌법과 다른 법률 분야간의 화도 모색되기에

이르 다.2)

돌이켜 보면 헌법재 소의 창설은, 우리나라 민주주의와 법치주

의의 환 이라 할 수 있는, 1987년 국민들의 민주화 운동의 결과

(제9차 개정헌법)에 의한 것이므로, 헌법재 소의 활발한 활동은 그

러한 배경에 따른 당연한 귀결이라 할 수 있다.3) 그러나 재 헌법

재 소는 그 결정에 해서 지 않은 비 에도 직면하고 있는 바,

헌법이 왜곡되어 왔던 우리나라의 헌정사 재 우리나라의 국가

기 이 헌법을 수하는 상황을 주된 변수로 삼아, 보다 극 이

고 설득력 있는 례로서 국민들의 신망을 얻는 헌법재 에 임해야

할 것이다.

헌법재 소가 그간 행한 역할 요한 것은 헌법에 명시 혹은

묵시 으로 흩어져 있던 여러 헌법원칙들을 구체 으로 재정립한

것이었다. 그 에서도 헌법 제37조 제2항과 련한 비례의 원칙 혹

은 과잉 지의 원칙은 가장 요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헌법재

1) Marbury v. Madison, 5 U.S. 137, 177.

2) 서울 법학연구소, 헌정 50년 세미나 자료집(1998. 10. 16.) 참조. 헌법과 민법, 행정법, 사회

법, 형사법, 국제법의 상 계가 논의된 바 있다.

3) 1987년 이후 비로소 “헌법논의의 개방”이 이루어졌고(우리 헌정사는, 멀리 70년 의 긴 조치

까지 갈 것 없이, 두환 통령의 직선제 개헌 지 조치가 1987년 시민운동을 발시킨 것

에서 보듯이, 헌법논의 자체가 기시된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간 헌법재 들이 그 논의

를 담을 그릇을 나름 로 만들어간 것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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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는 이 원칙을 최 로 자세히 언 한 례에서 다음과 같이

시하 다：

“과잉 지의 원칙은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입

법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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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

야 하며(방법의 성), 입법권자가 선택한 기본권 제한의 조치가

입법목 달성을 하여 설사 하다 할지라도 보다 완화된 형태

나 방법을 모색함으로써 기본권의 제한은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치

도록 하여야 하며(피해의 최소성), 그 입법에 의하여 보호하려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을 비교형량할 때 보호되는 공익이 더 커야

한다(법익의 균형성)는 헌법상의 원칙이다.”4)

한편 이러한 원칙이 지켜질 때 “국가의 입법작용에 비로소 정당

성이 인정되고 그에 따라 국민의 수인(受忍)의무가 생겨나는 것”5)

이라고 하 다.

비례의 원칙 혹은 과잉 지의 원칙(이하 “비례의 원칙”이라 함6))은

헌성 단의 심사기 (재 규범)으로서는 매우 엄격한 것이다. (입

법)목 이 정당한 것이어야 하고, 그 도달방법이 해야 하며, 더구

나 기본권 제한이 필요최소한으로 그쳐야 하며, 한 법익간의 균형

성도 갖춰야 한다는 심사기 은 매우 강도가 높고 엄격한 것이며,

4) 헌재 1990. 9. 3. 89헌가95, 례집 2, 245, 260. 이 시는 입법활동에 한 것이며, 다른 국가

작용과 비례의 원칙과의 계, 헌법 제37조 제2항과 비례의 원칙의 계는 후술한다.

5) 같은 곳.

6) 같은 개념들이 사용되는 독일의 경우, “법익의 균형성”을 “ 의의 비례성 원칙(Grundsatz

der Verhältnismäßigkeit im engeren Sinne)으로 표 하고 있으므로 복을 피하기 해, 한

편 원래 행정법(경찰법)상의 비례성 원칙(필요성 원칙)이 연 으로 먼 등장한 것이어서,

헌법상의 포 인 해당 원칙을 표 할 때 비례의 원칙이란 개념 신에 과잉 지

(Übermaßverbot)란 개념을 쓰는 것으로 보이나, 우리의 경우, 그러한 혼동의 염려가 없고,

“목 의 정당성”이 하부원칙으로 추가되어 있으며, 과잉 지란 개념은 무 일차원 인 느낌

이 있어 여기서는 비례의 원칙으로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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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 인 공권력이 이를 무사통과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비례의 원칙 자체가 바로 헌성 단의 내용 지침을

제공해주는 것은 아니다. 이 원칙은 自由와 이를 제한하는 公益의

상 계에 있어서 자유의 제한에 필요한 조건들을 설정한(제도화

한) 것이며, 그 조건들의 충족여부에 한 다양한 법 논의와 비교

형량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마련해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원

칙 자체는 매우 립 이고, 그런 에서 성격상 (내용 이 아닌)

형식 인 것이다.7) 그러므로 비례의 원칙의 구체 내용은 결국 개

별 사건에서 채워지게 된다.8)

그 다면 비례의 원칙을 논함에 있어서는, 다른 원칙들도 마찬가

지지만, 개별사안에서 그 원칙이 어떻게 논증될 것인가, 어떻게 논

증되어 왔는가라는 문제까지 살펴 보아야 할 것이다. 만일 어떤

결이 비례의 원칙을 심사기 으로 용하면서 하 원칙들을 나열

한 뒤 간단하면서도 정당성이 의심스런 이유만으로 그 반 여부를

결론지운다면, 비례의 원칙은 결국 그 구체 사건에서는 빛을 잃

어 버리는 결과가 된다. 비례의 원칙은 목 의 정당성, 방법의

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이란 골격에 해당하는 문구가 어

떻게 논증되는가에 따라 살아있을 수도, 단지 명목만 유지하고 있

을 수도 있는 것이다.

이 은 이러한 문제의식 에서 비례원칙이 구체 으로 어떻게

헌법재 소의 개별사건에서 용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러기

해서는 먼 비례의 원칙의 의미를 비교법 인 시각과 헌법재

의 심사강도란 측면에서 재확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다음으

로 통상 결의 논증방법은 어떻게 구성될 수 있는지, 즉 어떤

7) Robert Alexy, "Individual Rights and Collective Goods", Carlos Nino 편, Rights (New

York University Press, 1992), 178쪽.

8) 개방성을 지닌 최고법 혹은 기 법 성격 때문에 헌법규정은 부분 미완결 이고 의

이다. 따라서 헌법은 그 규범구조가 일반 법률과는 매우 다르다. 그러므로 해석에 의한

보충은 일반 법률에서보다 훨씬 클 수밖에 없다. 계희열 편역, 헌법의 해석(고려 학교 출

부, 1992), 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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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이 설득력이 있게 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여기서 일련의

모델(이념형)을 정립한 다음 비례의 원칙에 비시키는 작업이 필

요하다. 이러한 에서 헌법재 소 례상의 비례의 원칙 심사과

정을 분석하고자 한다.

Ⅱ. 비  원  재 : 비  

비례성이란 Verhältnismäßigkeit의 번역이며 이는 Verhältnis 즉

계를 제한다. 이는 결국 목 과 수단 혹은 보호하려는 법익과

침해당하는 법익간의 합당한 계를 뜻하게 된다. 이는 어로는

proportionality를 뜻하며 balancing (of interests)을 내포하게 된다.

국가작용의 헌성 심사를 하는 한 이러한 비례성 심사는 주도 인

심사기 이 되게 된다. 왜냐하면 모든 국가작용은 그 목 이 있으

며 그 목 에 비추어 합리 이고 정당한 수단만이 용인되는 바, 인

권(기본권)은 원래 국가로부터의 자유를 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 국가에서 그것이 독일식의 비례의 원칙이라고 명명되든 아니든

일정한 비례의 원칙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미국에서의 심

사기 은 그러한 의미의 비례성 심사가 면에 등장하고 있다.

1. 독 헌  비  원

독일에서의 비례의 원칙은 보통 합성(Geeignetheit), 필요성

(Erforderlichkeit), 의의 비례성(Verhältnismäßigkeit im engeren

Sinne)의 원칙을 말한다.

합성의 원칙이란 수단은 그 목 실 에 합하여야 한다는 원

칙이며 여기서 목 자체의 정당성은 당연한 논리 제라고 하

며, 필요성의 원칙이란 목 실 을 해 필요한 한도를 넘어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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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도 더 침해하는 수단을 선택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으로서 수단

간의 비교를 제하며, 의의 비례성의 원칙은, 여러 가지 형태로

표 되는데, 통상 일정한 목 을 실 하기 하여 특정한 수단을

행사하는 경우 목 과 수단의 계가 명백히 비례 계를 벗어나서

는 안된다거나, 목 과 수단의 계에서 (정당하고 이성 인) 상당

한 계가 성립되어야 한다거나, 채택된 수단으로 기본권이 과잉

제한되어 당사자에게 수인(受忍)의 기 가능성을 넘어서는 안된다

는 원칙이다.9)

비례의 원칙은 독일 헌법상 명시 근거는 없으며 통상 헌법상의

법치국가원리 혹은 기본권의 본질 자체에서 도출한다. 이 원칙은

국가작용 반에 인정되는 것으로, 즉 입법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법의 해석과 용에 있어서도 항상 수되어야 하는 원칙이다.10)

그 연 은 18세기 말 자유주의 국가이념에서 싹이 터, 19세기 후

반에는 행정(경찰)처분은 법 으로 허용된 목 을 달성할 수 있는

범 를 넘는 강도의 것이어서는 안된다는 원칙으로 례법에서 확

립되었고, Otto Mayer가 처음으로 행정법 책에서 경찰권 발동에

해 방어의 비례성(Verhältnismäßigkeit der Abwehr)이란 표 을 사

용하 고, 1931년의 로이센 경찰행정법은 여러 가지의 수단이 있

을 때 “가장 최소한으로 침해하는 수단(am wenigsten beeinträ-

chtigende Mittel)”을 선택해야 한다고 규정하 다.11)

제2차 까지는 주로 이 필요성의 원칙만이 때로 비례의 원

칙으로 알려졌었는데, 이미 1912년에 Fleiner가 “경찰은 포로 참

새를 쏘아서는 안된다”고 했을 때, 이웃에 주는 소음공해가 곡식의

9) 황치연, 헌법재 의 심사척도로서의 과잉 지원칙에 한 연구, 연세 법학박사논문, 1996,

65쪽 이하; 양삼승, “과잉 지의 원칙－특히 독일에서의 이론과 례를 심으로－”, 헌법논

총 제1집, 1990, 126쪽 이하; 이병주, “독일에 있어서 비례성원칙의 발 과 형법해석”, 경원

학교 법학논총 제3호(1996), 90-2쪽 참조.

10) BVerfGE 19, 342 (348); 43, 101 (106); 43, 242 (288). 재 소원 사건에서도 비례의 원칙 심

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11) Hirschberg, Der Grundsatz der Verhältnismässigkeit (Göttingen: Verlag Otto Schwartz

& Co, 1981), 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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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앗으로부터 참새를 쫒는 것 보다 더 크다는 에서 이 말은, 필

요성의 원칙 뿐만 아니라, 의의 비례의 원칙으로 원용될 여지를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12) 의의 비례성의 원칙 개념은 1950년에

들어 등장하 는데, 1953년의 연방행정집행법은 제9조 제2항에서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었다：

강제수단은 그 목 과 상당한 비례에 있어야 한다. 따라서 강제

수단은 당사자와 일반인을 가장 게 침해하도록 결정되어야 한

다.13)

의의 비례성 원칙 개념을 최 로 쓴 것은 Von Krauss의 1955

년 서이며, 1958년 연방헌법재 소는 오늘날의 ( 의의) 비례의

원칙을 례로서 정착시켜 나갔다.14) 이 과정에서 연방헌재는 합

성 원칙을 별도로 분리시켰으며, 합성, 필요성, 비례성( 의)의 원

칙을 통틀어 비례의 원칙이라고 명명하 다.

한편 1961년 Lerche가, 일 기(1913년) Jellinek이 경찰법상의 필

요성 원칙에 해 썼던 과잉(Übermaß)이란 개념에, 의의 비례성

원칙을 포함하여 과잉 지(Übermaßverbot)라고 표 한 이후 비례

의 원칙은 과잉 지원칙이라고도 불리게 되었다.

참고로 종래 평등의 원칙이 련된 경우 연방헌재는 자의성 심사

만을 하 으나, 1980년 이후 제1부 재 부는 좀더 엄격한 심사기

으로서 때로는 비례의 원칙 심사를 하고 있다. 즉 사항 인 련성

뿐만 아니라 인 련성을 갖는 차별인 경우 평등권 외 다른

기본권이 련된 차별인 경우, 비례성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그

차별은 정당화되지 못한다.15)

12) 같은 책, 6쪽.

13) 같은 책, 13쪽 인용: "Das Zwangsmittel muß in einem angemessenen Verhältnis zu

seinem Zweck stehen, Dabei ist das Zwangsmittel möglichst so zu bestimmen, daß der

Betroffene und die Allgemeinheit am wenigsten beeinträchtigt werden."

14) BVerfGE 7, 377. 본격 인 언 은 BVerfGE 19, 342 (348).

15) 황도수, 헌법재 의 심사기 으로서의 평등, 서울 법학박사논문, 1996, 36-8쪽 참조; 방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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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 문제에서의 비례성 심사는 자유의 침해에 한 목 과 수단

의 비례성 문제가 아니라, 차별 취 에 한 것이라는 에서 종

래의 비례의 원칙 심사와는 성격을 달리한다. 그러나 그 심사범

나 방법은 마찬가지이다. 즉 차별 인 상태가 이로 인해 추구하는

목 에 합한지, 보다 덜 차별 인 조치가 있을 수 있는 것인지,

차별취 으로 인한 불이익이 그 목 보다 더 큰 것인지,16) 혹은 차

별취 과 이를 정당화하는 이유가 상당한 비례성이 있는지17)를 심

사하게 된다.

이러한 신경향은 2가지 에서 바라볼 수 있다.

첫째, 독일 연방헌재는 종래 자의 지 원칙을 매우 완화된 헌

심사기 으로 시하여 왔다는 이다. 즉 거기서 자의 지원칙은

입법자가 입법형성권의 외부 한계를 넘어섰을 때만 반되는데,

입법자가 가장 정당한, 가장 목 에 합한 입법을 한 여부는 심사

상이 아니다.18) 입법자는 특히 노동법, 사회법, 세법 역에서 넓

은 재량을 가진 것으로 보았다.19)

이미 1973년에 재 Rupp-v. Brünneck은 소수의견에서 연방헌

재가 평등원칙 심사에서 사법자제(judicial restraint)를 행해서는 안

되며, 컨 사회국가원칙를 평등 규정의 해석에도 작동시켜야 하

고 이 경우 평등원칙 심사를 엄격히 하여야 한다20)고 밝힌 것에서

보듯이, 연방헌재는 사실상 자의 지 심사를 입법자의 입법형성권

을 존 하는 쪽으로 하여 온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평등원칙이 입법권까지 기속하게 된 역사가 일천

주, “독일 연방헌법재 소의 입법자에 한 통제의 범 와 강도", 헌법논총 제7집, 1996,

324-6쪽 참조; Hans D. Jarass, "Folgerungen aus der neueren Rechtsprechung des BVerfG

für die Prüfung von Verstößen gegen Art. 3 Ⅰ GG", NJW 1997, 2545 (2547-8).

16) BVerfGE 91, 389 (403f.); 85, 238 (245).

17) BVerfGE 82, 126 (146).

18) Stefan Huster, "Gleichheit und Verhältnismäßigkeit", JZ 1994, 541.

19) Rainald Maaß, “Die neuere Rechtsprechung des BVerfG zum allgemeinen Gleichjeitsatz -

Ein Neuansatz?", NVwZ 1998, 14 (18).

20) 의 논문, 16쪽; BVerfGE 36, 237 (247-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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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독일헌법의 발 과정과 무 하지 않다. 바이마르 시 의 주도

인 견해는 평등원칙은 법 용상의 평등만을 말하고 입법자는 이에

구속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제2차 후 기본법은 명문으로 모

든 기본권이 입법자를 직 구속하는 법이라고 선언하여 입법자가

평등원칙 혹은 평등권에도 구속된다는 것을 명백히 하 지만, 연방

헌재가 기부터, 종래의 주류 인 법 용상만의 평등원칙을 쉽게

훌쩍 뛰어넘어, 평등원칙을 입법의 헌성 심사에서 사법 극주의

으로 용하 을 것이라고는 상하기는 어렵다. 연방헌재는 본

질 으로 같은 것을 다르게, 본질 으로 다른 것을 같게 취 하

을 때만 자의 인 것이라고 하 다는데, 이는 례상, 입법이 진실

로 명백하게 부 당한 경우에만(nur bei tatsächlicher und

eindeutiger Unangemessenheit) 자의 이라는 것으로 해석되었

다.21) 기에 설정된 이러한 자의 지 원칙 시는 연방헌재에게는

사법심사의 역을 매우 축소시켜 버린 것이므로, 평등원칙이 문제

되지만 보다 엄격한 심사가 필요한 앞서 언 한 경우, 결국 자의

지를 떠나 비례의 원칙 심사를 선호하게 만든 것이다.

둘째, 보다 엄격한 심사기 을 찾고자 자의 지로부터 비례원칙

으로 이동한다는 것은, 결국 비례의 원칙이 갖고 있는 엄격한 헌

심사기 이라는 일반 성격에 주목하게 만든다. 본래 헌법재 을

담당하는 기 은 사안에 따라, 를 들면 기본권 침해의 정도가 심

할 경우, 공권력 작용에 해 (자의 지와 같은 한 심사만 가지

는 것이 아니라) 엄격한 심사를 하는 심사기 을 따로 정립할 필요

성을 갖게 된다. 비례의 원칙은 이러한 필요성을 충족시켜 주는 심

사기 이 될 수 있다. 뒤에 미국의 엄격한 심사기 (strict scrutiny

review)을 논하는 자리에서 좀더 살펴본다.

어 든 평등원칙에도 비례의 원칙이 용됨에 따라 독일에서 비

례의 원칙은 더 요하게 되었다. 그러나 비례원칙의 남용에 한

21) BVerfGE 1, 14 (52); 4, 144 (155).



681

비 도 지 않다.

(1) 우선 비례의 원칙이라는 상 기 이 개별 인 사안의 다양한

구조와 내용을 무시하는 무차별 인 헌성 심사의 도식 인 틀로

이해될 험성이 있다. 특히 비례의 원칙의 일원 인 용으로 말

미암아 분화된 기본권론이 획일화되고, 상이한 내용을 갖는 자유권

이 그 차별성이 부인되면서 일반 인 자유권으로 과잉 통합되는 경

향이 우려된다고 한다.22)

(2) 국가기능체계상 권한분배의 왜곡이 래된다고 한다. 즉 백지

형식인 비례의 원칙에 목 의 설정 평가, 사실의 확인(개별 인

사안이건, 입법 인 사안이건), 황 단과 미래의 망 등을 입

하여 주 성이 배제되기 어려운 단과정을 통해 목 과 수단간의

계를 교량함에 있어서, 통제기 에게는 사법자제로부터 포 인

통제까지 폭넓은 재량 역이 주어지고23), 따라서 법원의 권력을 강

화시키고 법원에 의한 자의 지배의 험이 내재하게 된다24)는 것

이다.

(1)의 문제는 Lerche가 이미 1961년에 주장했던 바와 같이 기

본권의 역에 따라 비례의 원칙이 섬세하게 유형화하고, 차별화함

을 통하여 치될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 가령 재산권에 해서는

비례의 원칙을 폭넓은 입법형성권의 에서 심사한다는 것이

다.25) 비례의 원칙이 하나의 일률 인 기 만으로 용될 때, 오히

려 헌법재 소의 입장에서는 사안에 맞는 시를 할 재량이 어들

고, 사안에 합당한 시를 무리하게 하다보면 논증과정에서 모순과

비약이 나타날 수 있다. 어떻게 비례의 원칙을 유형화, 차별화할 수

있는가는 뒤에서 보도록 한다.

한편 (2)의 문제는 후술할 법 논증과정의 합리 구성을 통

22) F. Ossenbühl, "Maßhalten mit dem Übermaßverbot" (1993), 이덕연 역, “과잉 지원칙 용

의 제", 경원 법학논총 제3호(1996), 271, 266쪽.

23) 의 번역문, 267쪽.

24) 양삼승, 의 논문, 153쪽.

25) Ossenbühl, 이덕연 역, 의 , 266, 27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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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극복할 수 있다. 비례의 원칙이 재 부의 자의 인 해석으로

귀결되지 않도록 하기 해서는 매우 보편 이고, 논리 이고, 설득

력 있는 결정이유 설시방법의 제도화가 필요하다.

2. 미 상  엄격한 심사(strict scrutiny)

미국 연방 법원은 헌성에 한 사법심사의 기 혹은 심사强

度을 크게 2가지(엄격한/완화된 심사) 혹은 3가지(엄격한/완화된/

간단계 심사)로 나 고 있다.26) 그 기 은 기본 으로 법원이 국가

권력 작용에 하여 헌성 심사를 엄격하게 할 것이냐, 완화하여

할 것이냐의 이며, 구체 으로는 국가가 추구하는 목 이 어느

정도로 필요한 것이고, 그 달성 수단은 어느 정도로 그 목 에 연

되어야 하느냐, 즉 목 과 수단간의 련성은 어느 정도로 긴

하여야 할 것이냐에 한 목 -수단에 한 심사이다. 그러므로 미

국 연방 법원의 사법심사의 이러한 기 은 그 자체가 의로 비례

의 원칙이라고 이해될 수 있으며, 독일과 우리 례상의 비례의 원

칙은 그 에서도 엄격한 심사(strict scrutiny)와 거의 유사하다.

엄격한 심사일수록 결과는 헌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고, 완화

된 심사기 을 용할 수록 그 반 이다. 입증책임의 문제에 있어

서도 개, 자의 경우는 국가가 공권력행 가 헌이 아니라는

을 입증해야 하지만, 후자의 경우는 청구인이 그 헌성의 입증

을 부담하게 된다.

(1) 합리성 심사(Mere Rationality)의 경우, 상이 된 공권력이

“정당한”(legitimate) 목 (governmental objective)이 있고, “목 과

수단 사이에 합리 인 연 성”(rational relation)만 있으면 헌성

26) Barron/Diens, Constitutional Law in A Nutshell, 3 (West Publishing Co., 1995); Steven

L. Emanuel, Constitutional Law, 14 (Emmanuel Law Outline, Inc., 1996). 그런데 후술할

간단계의 심사는 사안에 따라 그러한 심사기 이 제될 때도 있고, 그 지 않고 2단계의

심사(완화된/엄격한 심사)기 만이 제될 때도 있다는 에서 반 인 심사기 이 반드시

3단계라고 말하기 어려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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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를 무난히 통과하게 된다.

여기서 례는 “정당한 목 ”을 넓게 보아 왔으며, 사실상 부분

의 입법목 혹은 기타 공권력의 목 을 “정당한” 것이라고 보아

왔다. 한 목 과 수단 사이의 합리 인 연 성도 그것이 완 히

자의 이거나 비합리 인 것이 아닌 한 그 연 성은 충족된 것으로

보아 왔다.

용 상은, ① 근본 권리(fundamental right27))가 개입되지 않

은 실체 법 차 사건, 즉 부분의 사회-경제 입법 분야28)29),

27) 의의 라이버시권 내지 사 자치권을 말하며, 결혼, 임신, 육아와 련된 권리.

28) 그 표 인 역이 소 사회-경제 (socio-econmic) 입법 분야이다. 그 흐름을 살펴보려면

역시 Lochner v. New York, 198 U.S. 45 (1905)에서 출발하여야 한다. 여기서 연방 법원은

뉴욕주가 제빵업 근로자들의 과도한 근로시간을 그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하여 제한한 입

법을 헌이라고 선언하 다. 수정 제14조의 자유 개념에서 계약의 자유가 보장된다고 보았

으며, 뉴욕주 입법은 이 권리를 비합리 이고 자의 으로 제한하 다는 것이다. 이는 합리성

심사를 내세운 것이긴 하나 강도가 높았다. 이 결정에 하여는 Holmes 법 의 날카로운

반 의견이 있은 이외에, 사회 , 경제 인 근로자의 열악한 실을 지나치게 도외시한 것이

라는 각계의 심한 비 을 받게 되었다. 그후 연방 법원은 사회경제 입법에 해서는 심

사를 매우 완화하는 쪽으로 나아 갔다. 그 표 인 Nebbia v. New York, 291 U.S. 502

(1934)에서, 우유의 최 가격을 정한 입법이 합헌이라고 선언되었는데, “州는 공공복리를 증

진시키기 하여 합리 인 경제정책이라면 어떤 것이든 채택할 수 있다”고 하 다. 이는 선

택된 수단이 당한(proper) 입법목 에 합리 으로 연결되고, 자의 이거나 차별 인 것이

아니라면 합헌이라는 것이다. Nebbia 결 이후 그러한 입법에 해서는 거의 사법포기에

이를 정도로 입법형성권이 존 되고 극 단이 자제되었다. “입법자의 단에 합당한 사

실 계의 존재는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United States v. Carolene Products Co., 304 U.S.

144 (1938)). 사회-경제 계에 한 이러한 매우 완화된 심사기 은 이후 계속되었는데,

North Dakota State Board of Pharmacy v. Snyder's Drug Stores, Inc., 414 U.S. 156

(1973)는, 의약 매를 약사와 약사들이 다수 지분을 가진 법인에 한정한 것에 하여, “주의

회는 입법수단과 입법목 , 즉 약국이 약에 해 문외한인 자에 의해 소유되는 것을 방지하

려는 목 사이에 다소간 계가 있다는 에 하여 합리 으로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하

다.
재산권 분야에 한 이러한 완화된 심사(소 2 기 의 원칙)는 재산권을 기타의 자유

권에 비해 지나치게 등한시한 잘못된 2분법이라는 비 이 있게 되었고(Lynch v. Household

Finance Corp., 405 U.S. 538 (1972)), 헌법에 명문규정도 없는 라이버시권이나 사 자치권

보다도 덜 보호되는 근거가 문제되었다(G. Gunther/K. M. Sullivan, Constitutional Law, 13

(The Foundation Press, 1997), 485-6쪽 참조).
최근 연방 법원은 재산권 법제에 있어서 좀더 강화된 심사기 을 용하기 시작했다. 재

산권의 수용(Taking)과 정당한 보상 문제와 련하여, Nollan v. California Coastal

Commission, 483 U.S 825 (1987)에서는, 재건축 허가시 일정한 조건( 컨 일부 지를 공

용출입구로 기부하는 것)을 부여하는 경우 그 조건과 건축규제의 목 사이에는 본질 상

계가 있어야만 합헌 제한(즉 보상이 필요없는)이라고 하 고, Dolan v. City of

Tigard, 129 L.Ed.2d 304 (1994)에서는, 재산권 행사에 조건을( , 조건부 재건축허가) 다는

것이 합헌 인 제한인지 혹은 정당한 보상을 요하는 것인지에 해, ① Nollan 결에서

언 된 바 본질 상 계(essential nexus)가 있는 여부, ②목 과 수단사이에 략의 비례

성(rough proportionality)이 있는지 여부가 기 이 된다고 하 다. 이는 종래의 합리성 심사

보다 엄격한 것이다. Dolan 결에서 스티 스 법 은 반 의견에서 “Lochner 결의 부

활"이라고 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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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평등원칙 심사30)에 있어서 의도 이거나 의도 인 차별

(suspect or quasi-suspect classification31))이나, 근본 인 권리

(fundamental right32))가 개입되지 않은 차별분야, ③ 州간의 通商

에 한 州法이 헌법의 통상조항(Commerce Clause)에 배되는 여

부에서 합리성 심사가 용된다.

(2) 엄격한 심사(Strict Scrutiny) 기 의 용범 는 ① 실체

법 차 역의 경우는 근본 권리가 개입된 사건 ② 평등원칙

역의 경우, 의심스런 차별이거나 근본 권리가 개입된 차별, ③

표 의 자유 역에서는 표 내용을 규제하는 경우33), 자유로운 결

사를 방해하는 경우, ④ 종교의 자유 역에서는, 종교수행의 자유

한편 연방 법원이 재산권 분야에 있어서 평등원칙 반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단순히 합

리성 심사에 머무르지 않고 있는 것도 최근의 재산권 강화 추세를 반 하는 것이다.

29) 한편 근본 권리 역은 아니지만, 민사 계의 징벌 손해배상(punitive damage) 분야에서

는 합리성 심사보다는 더 엄격한 심사가 용된 가 있다. TXO Production v. Alliance

Resources Corp., 125 L.Ed.2d 366 (1993); Honda Motor Co. v. Oberg, 129 L.Ed.2d 336

(1994).

30) 평등원칙 반의 심사에 있어서도 사회-경제 입법 혹은 재산권 분야에 있어서는 연방 법

원은 종래 단순한 합리성 심사만을 하여 왔다. 1930년 부터 1970년 까지 평등원칙 반으

로 선언된 그러한 사례는 1건(Morey v. Doud, 354 U.S. 457 (1957))에 불과한데 그나마

1976년에(New Orleans v. Dukes, 427 U.S. 297 (1976)) 번복되었다. Gunther/Sullivan,

Conmstitutional Law, 483 참조. 구분(classification)이 허용되는 목 에 합리 으로 연 되

면 평등원칙의 침해는 아닌 것으로 단되었다(F.S. Royster Guano Co. v. Commonwealth

of Virginia, 253 U.S. 412 (1920); Massachusetts Board of Retirement v. Murgia, 427 U.S.

307 (1976)). 입법목 도 단지 그럴듯한(plausible) 이유만 있으면 정당한 입법재량의 범 에

속하는 것으로 인정되었다(United States Railroad Retirement Bd. v. Frizt, 449 U.S. 166

(1980)).
그러나 평등원칙 심사에서 경제입법 분야에 있어서도 합리성 심사를 좀더 실질 으로 하는

강화된 심사가 나타났다. 입법목 이 정당하지 않다거나(Metropolitan Life Insurance Co.

Ward, 470 U.S. 869 (1985)), 목 과 수단간에 합리 으로 연 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City

of Cleburne v. Cleburne Living Center, 473 U.S. 432 (1985)) 한 례가 있었다. 이러한 경

향은 입법목 을 실질 으로 평가하며, 립되는 법익간에 실질 인 비교형량을 하고 있다

(Allegheny Pittsburgh Coal Co. v. County Commission, 488 U.S. 336 (1989) 참조;

Barron/Dienes, Constitutional Law, 226쪽).

그러나 례가 경제 분야에서 종래의 입법자 존 인(deferential) 합리성 심사를 격히

변경하고 있는 것이라고는 아직 말할 수 없다(FCC v. Beach Communications, Inc., 508

U.S 307 (1993) 참조).

31) race, national origin, alienage와 같은 분야의 차별인 사건.

32) 여기서는 같은 단어이면서도 법 차의 근본 권리와 달리, 선거권, 참정권, 재 청구권,

이주권(여행의 자유) 같은 권리를 말한다.

33) 표 의 자유 역에서는 홈즈- 랜다이즈 법 에 의해 정립된 명백, 존성 험의 원칙

(clear and present danger)이 있었는데 이 심사기 은 결국 엄격한 심사의 한 변형으로 볼

수 있다. 오늘날 이 원칙이 용될 역에서 례는 이 원칙을 용하는 신에 엄격한 심

사 기 을 용하고 있다고 한다. Barron/Dienes, Constitutional Law, 3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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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방해한 경우이다.

그 심사의 구체 기 은 첫째, 국가가 달성하려는 목 은 필수

(compelling)이어야 한다. 둘째, 국가에 의해 선택된 수단은 그 필

수 목 을 달성하기 하여 필요하여야(necessary) 한다. 다시 말

하면 목 과 수단과의 합성(fit)은 매우 긴 해야(tight) 한다. 많

은 례가 “필요한”(necessary) 수단일 것은, 국가의 목 을 달성하

는데 있어서 보다 덜 제약 인 수단이 없을 것을(no less

restrictive alternatives) 요구하고 있다34).

(3) 그런데 2가지 심사强度가 실 인 사건 해결에 하지

않자 연방 법원은 간단계의 심사방법을 모색하 는데, 이를 흔

히 간단계 심사(Intermediate Review)라고 한다.

여기서는 국가의 기본권 제한의 목 은 “정당한”과 “필수 ”

인 것 사이라 할 수 있는 “ 요한”(important) 것이어야 하며, 그러

한 목 달성에 필요한 수단은 “실질 으로 련있는“(substantially

related) 것이어야 하는데, 이는 역시 “합리 으로 련된” 것과

“필요한” 것 간에 치하는 개념으로 본다.

이러한 간단계 심사의 용은 ① 평등원칙 사건에서 半의도

인(semi-suspect) 역, 즉 례상 性別이나 불법이민자가 련된

경우, ② 헌법상 계약조항(Contract Clause) 배를 심사할 경우, ③

표 의 자유 사건에 있어서, 간 인 제한, 즉 립 인

(non-content-based) 제한35) 혹은 단지 시간-장소-방법상(time,

place and manner)의 제한일 경우이다.

이러한 심사기 들은 결국 목 -수단 계의 비례성을 어느 정도

로 심사할 것이냐에 따라 구분된 것이다. 헌법재 의 심 상이

34) 일례로 Bowen v. Roy, 476 U.S. 693 (1986); Thomas v. Review Board of Indiana

Employment Security Div., 450 U.S. 707 (1981); Nebraska Press Assn. v. Stuart, 427 U.S.

539 (1976).

35) 간 으로 제한의 결과가 나타나는 경우 “입법이, 요한 혹은 실질 인 국가목 을 증진시

키는 것이라면, 표 의 자유의 부수 제한이 그 입법목 을 증진시키는 것보다 더 크지 않

다면 충분히 정당화된다“(O'Brien v. United States, 391 U.S. 367 (1968); Turner

Broadcasting System, Inc. v. FCC, 512 U.S. 622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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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공권력은 특정한 목 을 달성하기 하여 기본권 혹은 헌법상의

다른 규정을 제한하게 되는데, 이 경우 하나의 일률 인 심사기

만으로는 사항에 합당한 결론을 도출할 수 없으므로, 공권력이 추

구하는 목 의 내용에 따라 법원이 그 심사강도를 단계별로 조정한

것이다.

이러한 심사기 특히 엄격한 심사는 그 형식과 내용에 있어서

독일의 비례의 원칙과 매우 유사하다. 독일헌법상의 비례의 원칙

합성의 원칙은 엄격한 심사 목 달성을 한 수단의 합

성이란 측면에서 유사하고36), 필요성의 원칙은 가장 덜 제약 인

수단을 요하는 에서 내용이 일치된다. 의의 비례의 원칙은

반 인 목 -수단상의 계를 엄격히 균형되게 요구한다는 에서

엄격한 심사에서도 같은 취지의 심사기 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엄격한 심사를 포함한 심사기 들은 거의 모든 국가작용

에 하여 용될 수 있는 것이므로, 처음부터 평등원칙이 련되

는 경우에도 용될 수 있는 이 주목된다. 이 에서 독일에서

종래 평등원칙은 자의 지로, 기타 자유권 부분은 비례의 원칙으로

심사기 의 용을 구분하 다가, 최근 평등원칙이 문제되는 일정

분야(다른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등)에서도 미국식의 엄격한 심사

를 하고 있는 상황은, 미국의 경우 애 에 생각할 수 없는 불필요

한 우회 발 단계일 뿐이다.

3. 한 헌 상  비  원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 보장․

질서유지 는 공공복리를 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36) 그러나 독일의 경우 합성의 원칙은 “목 을 달성하는데 있어서 어도 원하는 결과가

진될 수 있을 것”(BVerfGE 33, 171, 187)이란 정도의 의미이므로 미국의 엄격한 심사의

경우보다는 훨씬 완화된 형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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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 인 내

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헌법재 소는 이 규정의 단부

분을 해석하면서 독일식의 비례의 원칙을 고려하여, 우리헌법상의

비례의 원칙을 시하고 있다. 즉 “과잉 지의 원칙은 국가작용의

한계를 명시하는 것인데 목 의 정당성, 방법의 정성, 피해의 최

소성, 법익의 균형성(보호하려는 공익이 침해되는 사익보다 더 커야

한다는 것으로서 그래야만 수인(受忍)의 기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한다.37)

여기서 주목되는 은 헌법재 소가 말하는 비례의 원칙은 독일

헌법상의 비례의 원칙과는 같지 않다는 이다. 즉 목 의 정당성

이란, 헌법 제37조 제2항이 자유와 권리의 제한목 을 명시 으로

언 하고 있기 때문에 설정된 것이며, 한편 이는 “법률로써”라는 요

건에 연 되어 결국 입법상의 목 을 뜻하는 것이 된다.38) 독일에

서 말하는 비례의 원칙이 입법 뿐만 아닌 행정, 사법의 역에도

용되는 것과는 달리 우리헌법 제37조 제2항상의 비례의 원칙은

통상 입법(법률 는 그 임을 받은 하 법령)에만 용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례상의 비례의 원칙은 단순히 수단만을 통

제하기 한 것이 아니라 목 자체를 통제하기 한 것으로 제

되고 있는 것이다.39)

37) 헌재 1989. 12. 22. 88헌가13, 례집 1, 357, 374.

38) 목 의 정당성이 입법목 에 한 것이라는 취지는 다음과 같이 시되고 있다: “과잉 지

의 원칙이라는 것은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입법활동을 함에 있어서,

수하여야 할 기본원칙 내지 입법활동의 한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

려는 입법의 목 이 헌법 법률의 체제상 그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하고(목 의 정당성)

...”. 헌재 1990. 9. 3. 89헌가95, 례집 2, 245, 260.

39) 이러한 례의 태도에 하여는, 목 의 정당성은 합성 원칙의 당연한 논리 제인데

이를 별도로 과잉 지원칙의 한 내용으로 삼고 있는 것은 실제 으로 무의미한 사족에 불과

하다고 하는 견해가 있다(황치연, 학 논문, 70-1쪽). 그러나 비례의 원칙이 제하는 목

수단간의 비례 계란 “기본권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되어야 한다”라는 사고를

제하는 것인데, 수단의 합성에 목 의 정당성이 제되어 있다는 정도의 사고방식만

으로 올바른 기본권 제한의 한계론을 펼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다. 더구나 이 견해는,

“방법의 정성에서 그 방법이 ‘효과 ’이어야 한다는 수 까지 설정하고 있는 것은

합성심사에 있어서 무나 과 한 요건”이라고 하고 있는데(71쪽), 이러한 논의는 상

인 것에 불과한 독일 견해를 지나치게 이념형화 하여 우리의 심사기 으로 덮어

우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미국에서는 목 -수단간 심사에서 엄격한 심사의 경우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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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재 소원이 인정되어 헌법재 소가 본격 으로 법원의 재

는 행정처분에 하여 기본권 침해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면, 비

례의 원칙상의 목 의 정당성에 련하여서는, 이를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유추하여 입법목 이외의 다른 공권력 행사의 목 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보든지, 아니면 법치국가원리에서 생되는 보다

일반 인 비례의 원칙을 설정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헌법재 소는 비교 기부터 평등원칙 부분은 자의 지/

나머지 부분은 비례의 원칙이라는독일 연방헌재의 종래 태도처럼 2

분 입장을 보여오지 않았던 이 주목된다. 헌법재 소는 평등의

원칙 반여부를 따지면서, “합리 근거 있는 차별인가의 여부는

그 차별이 인간의 존엄성 존 이라는 헌법원리에 반하지 아니하면

서 정당한 입법목 을 달성하기 하여 필요하고도 정한 것인가

를 기 으로 단되어야 한다”고 하 다.40) 그러나 평등권 침해 내

지 평등원칙 반 사안 에서도 어떠한 경우 비례원칙 인 심사를

하게 되는지는 명확한 기 을 찾기 어렵다.

비례의 원칙의 4가지 하부원칙은 그 안에서도 어떤 정도로 심사

강도를 조 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목 의 정당성, 방법의 정성,

수단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이란 개념을 좀더 구체 인 단계로

구분하여 定義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가. 헌 재  상  비  원

우선 헌법재 소는 정당성, 정성, 최소성, 균형성과 같은 개념

들이 침해된 기본권이나 사안이 련된 역에 따라 다층 일 수

있다고 정의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역으로 이 개념들은 일단 각각

단일의 심개념이 있는 것이고, 개별 사안에 따라 주변으로 퍼져

나가는 것이라고 이해된다.

우 긴 한 합성을 요구하는 것이 주목된다.

40) 헌재 1994. 2. 24. 93헌바43, 례집 6-1, 72, 75. 한 1991. 5. 13. 89헌가97, 례집 3, 202,

215 참조. 한 황도수, 학 논문, 121쪽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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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입법목 의 정당성은 그 입법으로 규율하려는 사항이 헌법

제37조 제2항의 국가안 보장, 공공복리, 질서유지에 해당되는 사항

일 것인가가 심사 상이 될 것이다. 헌법재 소는 사안에 따라서는

3가지 사유 의 하나에 속하는 것인가를 명시 으로 따지는 경

우가 부분이나, 개념 자체가 추상 이고 범 한 속성을 가

지고 있어서인지, 지 않은 사안에서는 개념들을 직 언 함

이 없이 바로 구체 인 입법목 의 정당성을 언 하고 있다.

자의 경우로는, 국유잡종재산 시효취득 사건에서, 잡종재산에

하여 일반 민사 계와 달리 취득시효를 지하는 입법은 민사사

안에서 국가를 우 하여야 할 헌법상의 근거가 없으므로 “헌법상의

기본권제한의 근거가 되는 공공의 이익과 복리증진에 합치된다고

볼 수 없는 이러한 입법은 과잉제한 지의 원칙에 반한다”라고 하

여 헌법상 사유를 명시 으로 언 하고 있고,41) 한 동성동본

혼 사건에서, “그 입법목 이 이제는 혼인에 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사회질서”나 “공공복리”에 해당될 수 없다는 에

서 헌법 제37조 제2항에도 반된다”42)고 한 사례를 표 으로 들

수 있다.

후자의 경우로는, 국세우선징수 사건에서는, 국세를 세권․질권

는 당권보다 우선징수하면서 국세 납부기간으로부터 1년 에

설정된 것만 외로 한 규정에 하여, “이상의 논거43)가 조세우선

의 원칙의 배경이며 일부 논거에 의문이 없는 것은 아니나 조세의

우선징수의 필요성은 일반 으로 인(肯認)되고 있는 바이므로

국세기본법 조항의 목 의 정당성은 일응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

이다”고 하 고44), 정정보도청구 사건에서, 법이 정한 정정보도청구

권은 “이른바 반론권을 뜻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보장된 인격권, 사

41) 헌재 1991. 5. 13. 89헌가97, 례집 3, 202, 213.

42) 헌재 1997. 7. 16. 95헌가6등, 례집 9-2, 1, 18.

43) 앞부분에서 조세채권의 우선징수 이유로서, 공공성, 우선공제성, 無代價性, 公示性 이론을 들

고 있다.

44) 헌재 1990. 9. 3. 89헌가95, 례집 2, 245, 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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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의 비 과 자유에 그 바탕을 둔 것이며, 나아가 피해자에게 반

박의 기회를 허용함으로써 언론보도의 공정성과 객 성을 향상시켜

제도로서의 언론보장을 더욱 충실하게 할 수도 있다는 뜻도 함께

지닌 것이다. 따라서 그 제도의 목 은 정당하다”고45) 한 사례를

시할 수 있다.

방법의 정성 원칙에 하여 헌법재 소는 과연 어느 정도일 때

‘ 정한’ 방법(수단)인지 일 인 입장은 보이지 않고 있다. 방법의

성에 하여, “그 목 의 달성을 하여 그 방법이 효과 이고

하여야 하며”라고 일반 설시를 한 바 있다.46) 그후의 례

에는 수단의 합성과 피해의 최소성을 한데 묶어, “선택하는 수단

은 목 을 달성함에 있어서 합리 인 단에 입각하여 추구하고자

하는 사안의 목 을 달성함에 있어서 필요하고 효과 이며 상 방

에는 최소한의 피해를 때에 한하여 그 국가작용은 정당성을 가

지게 되고 상 방은 그 침해를 감수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한 바

있다.47)

헌법재 소는 방법의 정성 원칙 반을 지 않게 시하고 있

다. 를 들면 이 원칙을 용한 기의 결정에서, 국세징수시 담보

물권보다 우선시키고 있는 국세기본법 조항에 하여 방법의 정

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하고 있으며,48) 한편 국가보안법이 그 소정

의 범죄에 하여 구속기간을 장기간으로 허용하고 있는 것은 “입

법목 의 정당성만 강조한 나머지 방법의 정성 피해의 최소성

의 원칙 등을 무시한 것”이라 하 고,49) 보석결정에 하여 검사에

게만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는 즉시항고를 허용한 것에 하여, “피

고인의 신병확보 내지 부당한 보석허가결정의 시정을 도모한다는

명목으로 검사에게 즉시항고를 허용한 것은 방법의 정성을 갖춘

45) 헌재 1991. 9. 16. 89헌마165, 례집 3, 518, 529-30.

46) 헌재 1990. 9. 3. 89헌가95, 례집 2, 245, 260.

47) 헌재 1989. 12. 22. 88헌가13, 례집 1, 357, 378-9.

48) 헌재 1990. 9. 3. 89헌가95, 례집 2, 245, 267.

49) 헌재 1992. 4. 14. 90헌마82, 례집 4, 194,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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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고 하 다.50)

반 으로 볼 때 헌법재 소의 방법의 정성 원칙은, 때로는

매우 완화된 심사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으나, 원칙 으로 “그 방법

이 효과 이고 하여야” 한다는 것이므로, 독일에서 말하는

합성(Geeignetheit) 원칙 보다는 더 엄격한 목 과 수단과의 련

성을 요구한다고 할 수 있다.

피해의 최소성 원칙은 달리 기본권을 덜 제한하는 방법이 있는

가, 즉 기본권의 제한이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치고 있는가가 단

기 이 되며, 이 에서 독일의 필요성 원칙 혹은 미국의 엄격한

심사에서의 no less restrictive alternatives 기 과 외형상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하여는 헌법재 소는, 독일 연방헌재의

입장과 유사하게, 공익과 사익의 비교형량이라는 차원에서 바라보고

있는데, 즉 “그 입법에 의하여 보호하려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을

비교형량할 때 보호되는 공익이 더 커야 한다”는 것이다.51) 그런데

례를 볼 때 이를 구체 으로 어떻게 비교형량할 것인가에 한

일반 인 방향 은 측하기 어렵다. 구체 인 사회 상을 법

련 에 연결시켜 단하는 가 많지만, 때로는 매우 함축 으로 이

를 단하는 경우도 있다. 후자의 는 정정보도청구권 사건에서,

“정정보도청구권은 언론의 자유를 일부 제약하는 성질을 가지면서

도 반론의 범 를 필요․최소한으로 제한함으로써 양쪽의 법익 사

이의 균형을 도모하고 있다 할 것이다”52)라고 것에서 볼 수 있다.

그런데 주목할만한 은 비례의 원칙 심사에서 기본권제한의 강

도에 따라 그 심사기 이 차별되어야 한다는 시이다. 국가보안법

구속기간 연장 사건에서, “구속기간을 더 연장하는 것은 외에

하여 다시 특례를 설정하여 주는 것이 되고 이처럼 기본권제한

50) 헌재 1993. 12. 23. 93헌가2, 례집 5-2, 578, 602-3.

51) 헌재 1990. 9. 3. 89헌가95, 례집 2, 245, 260.

52) 헌재 1991. 9. 16. 89헌마165, 례집 3, 518, 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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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한 사항에 하여 그 외의 범 를 확장하는 데에는 국가안

보장과 질서유지라는 공익과 국민의 기본권보장이라는 상충되는

긴장 계의 비례성 형량에 있어서 더욱 엄격한 기 이 요구되며”라

고 한 바 있다.53)

이상 4가지 원칙의 심사순서 내지 상 계에 하여 헌법재 소

는 다음과 같은 경향을 보여 왔다. 많은 사건의 경우 4가지 원칙

을 순서 로 따져 가지만(특히 비례의 원칙 단부분이 합헌일 경

우), 헌결정일 경우 때로는 그 어느 하나 는 둘의 원칙만을

순서에 상 없이 따지고 나머지 원칙에 한 단은 생략하는 경우도

있었다. 후자의 는, 지방의회의원선거 기탁 사건에서는 비례의

원칙 심사에서 주로 법익의 균형성의 원칙을 심으로 단한 것

을54) 들 수 있다.

나. 람직한 비  원   

과연 헌법재 의 심사기 으로서 올바른 비례의 원칙은 어떠하여

야 하는지, 당 의 문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례상의 비례의 원

칙은 무 고정 이어서 사항에 합당한 기 이 되기에는 미흡하다

고 보여지기 때문이다. 일단 헌법재 소가 설정한 4가지의 하 원

칙들이 타당하고 헌법 심사기 으로서 합한 것임을 제한다.

입법에 있어서 지켜져야 할 헌법상의 비례의 원칙을 헌법재 의

한 심사기 으로 할 때는 그 강의 윤곽이 정해져 측가능성을

가질 수 있게 되어야 할 것이다. 한 개별 인 사안의 성격에 맞

춰져 구체 타당성을 가질 수도 있도록 비례의 원칙은 획일 이거

나 고정 이 아니라 융통성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도 국가가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을 할 때는 최소한으로 필요한

조치만을 취하여야 한다는 헌법상의 비례의 원칙의 근본취지가 반

53) 헌재 1992. 4. 14. 90헌마82, 례집 4, 194, 207-8.

54) 헌재 1991. 3. 11. 91헌마21, 례집 3, 91,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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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야 할 것이다.

입법목 의 정당성은 좀더 엄격하게 보아야 한다. 헌법 제37조

제2항의 국가안 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란 개념은 무 범 하

고 다의 이다. 이러한 소 기본권제한에 한 일반 법률유보를

두는 것은 각 기본권마다의 개별 인 법률유보조항 보다도 남용될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지난 시 우리나라의 권

주의 정치 실에서 악법들이 양산되었던 것은 이러한 헌법조항과

무 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더구나 통상 공공복리라는 보편 인

기본권 제한목 외에 국가안 보장, 질서유지라는 개념까지 설정

한 것은 기본권 제한의 가능성을 더 확 시킨 것이라는 해석을 가

져올 소지가 있는 것이다.55) 어 든 권 주의 정치체제를 겪은 뒤

탄생된 헌법재 소로서는, 기본권의 의미와 국가의 그 보장의무를

염두에 둘 때, 개념들을 좀더 엄격하게 제한 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국가안 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란 개념이 구체 으로 어떠한

것인가는 쉽게 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여기서도 그 문제를 상

세히 다룰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학계의 견해를 잠시 살펴보

면, ‘질서유지’란 개념에 하여는, 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견해들이

있다. 김철수 교수는, 의로 공공의 안녕질서를 의미하며, 헌법의

기본질서유지 외에 타인의 권리유지, 도덕질서유지, 사회의 공공질

서유지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 소극 인

존질서유지 목 만을 해 제한할 수 있을 뿐 극 인 복리증진

을 해서는 할 수 없다고 한다. 로서 형법, 집회 시 에 한

법률, 윤락행 방지법, 도로교통법, 민방 기본법, 미성년자보호법,

경찰 직무집행법, 풍속 업의 규제에 한 법률을 든다.56) 권 성

교수는 자유민주 기본질서를 포함하는 헌법 질서는 물론 그 밖

55) 최 권, 헌법학(박 사, 1989), 200쪽.

56) 김철수, 헌법학개론, 1995, 28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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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회 안녕질서를 말한다고 하며, 와 유사하게 법률들을

시하고 있다.57) 허 교수는 구체 으로 정의하고 있지 않지만, 막

연히 사회에 해악을 끼친다는 이유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을 제

정하는 것은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한다.58)

한편 공공복리 개념은 더욱 강의 범 를 측하기 어렵다. 공

공복리는 공동으로 사회생활을 하는 사회구성원 체의 이익이

라거나,59) 복지국가의 이념을 구 하는 극 인 의미를 갖

는 것으로서 인권 상호간의 충돌을 조정하고 각인의 인권보장을 최

한 꾀하는 사회정의의 원리라고 하는60) 견해가 있다.

이러한 견해 어떤 것이 바람직한가는 쉽게 말할 수 없지만, 질

서유지나 공공복리라는 불확정개념을 넓게 해석할 때는 기본권 보

호를 최 의 가치로 삼는 자유주의 법치국가의 기본 구도가 와

해된다는 이 주목되어야 할 것이다.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어떤

때에 제한할 수 있는가는 J. S. Mill에 의하면 실은 매우 제약 인

것이었다.

자유권의 제한에 한 한 고 이면서도 여 히 통 인 자유

권에 있어서 기본 으로 타당한 命題는 그의 害惡의 원리(harm

principle)라 할 수 있다. 이는 근 입헌주의 의미의 헌법에 있어

서 기본권의 보장원리의 출발 이라 할 수 있다. 은 ‘자유론’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 구든지 다른사람에게 해악(harm)을 끼치지 않는 한 자유롭게

사고하고 행동할 수 있으며, 권력이 개인에게 그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하게 행사될 수 있는 유일한 목 은 다른 사람들에 한 해악

을 방지하기 한 것이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의견과 행동이 단

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는 그의 의견과 행동에 간

57) 권 성, 헌법학원론, 1997, 320쪽.

58) 허 , 헌법이론과 헌법, 1997, 428쪽.

59) 권 성, 의 책, 321쪽.

60) 김철수, 의 책, 28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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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할 수 없다.” 61)

오늘날 인구의 증가와 국가의 역할의 증 에 따라 의 자유론이

말하는 ‘해악’이 어떤 것인지 구체 으로 합의되거나 계량화 되기는

어렵다. 자유가 보장된다는 사회가 모든 개인의 충족된 삶쪽으로가

아니라 빈부의 격차와 사회 약자의 증가로 나타나자, 19세기 후

반 Green은 자유는 침해의 부존재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극 조

건을 마련함으로써 진정한 자유에 이를 수 있다고 보았으며, 이는

사회 약자와 노동자를 한 차별 입법의 정과 복지국가론을

낳게 되었다.62) 따라서 개인의 인권의 제약은 반드시 타인에 해를

때만 가능하다는 논리는 오늘날 무 제약 인 것이다.63)

그러나 어도 국가가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는 정당한 목

을 가져야 하며 이를 단하기 해서는 의 해악의 원리의 정신

을 살려야 할 것이다.64) 어도 의제된 가상 인 공익이라는 간

61) J. S. Mill, On Liberty (Penguin books, 1985), 68쪽. 이는 주체 인 개인과 그들이 세운 국

가간의 계설정의 좌표로서, 은 인간의 창의 인 본성과 합리 인 이성을 믿었으며, 다수

혹은 소수에 의해 개인의 자유가 억압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 다.

62) 자료 155-8쪽 참조. 그러나 이사야 벌린(Berlin)은 “ 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옳다고 결정하겠

는가?”라고 하면서 그린의 견해가 오용될 수 있음을 견하 다. 노동자의 이익과 자유를

한 집단 권력행사 혹은 민족 선(善)을 한 권력집 이 나타나자 다른 체주의가 도

래되었던 것이다.

63) 개인과 국가간의 계설정을(인권의 보장과 련하여) 어떻게 할 것인가는 오늘날 사회국가

원리에 따라 국가의 역할이 증 된 상황에서 매우 어려운, 그러나 포기할 수 없는 과제이다.

필자는 오늘날에도 여 히 고 자유주의가 기 으로 설정될 필요가 있음을 (Hayek와

J. Rawls의 이론을 토 로) 피력한 바 있다. 이를 정리하면, 의 자유론에 바탕을 두면서

기본권 제한에 한 추가 으로서, 첫째, 타인이 아닌 자신에게 해로운 행 로서 사회

으로 공동손실이 나타나는 행 에 해서는 일정 부분 국가의 법 家父長주의(legal

paternalism)가 용인된다(흔히 드는 로서 안 벨트 착용, 마약단속, 음란단속 등). 그러나

이 경우 개인의 명시 의사에 반 해서 그 개인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은 매우 자제되어야 한다. 둘째, 특정한 집단에게 혜택을 주기 한 사회-경제 입법(정

책결정)을 할 때는 그러한 입법의 결과가 명백하게 측되고, 장기 으로 경쟁질서의 복원을

추구하는 제가 구비되어야 한다. 국가로 하여 비효율 이고 시행착오 인 경제․복지입

법을 지하고, 시장의 경쟁질서를 회복시키는 역할에는 극 으로 나가도록 해야 한다. 이

명웅, 한국헌법의 자유주의 이념, 서울 박사논문 참조.

64) 미국 례상의 엄격한 심사는 이러한 사고방식이 근 에 깔려있다고 할 수 있다. 홈즈 사

는 명백․ 존 험성 기 을 제시하면서, “출 물은 사용된 단어들이 명백하고 존하는

험을 창출하는 성격을 지녀, 의회가 방지할 권한을 갖는 실질 인 惡(substantive evil)을

래할 상황에서 처벌될 수 있다”고 하 다(Schenck v. United States, 249 U.S. 47 (1919)).

랜다이즈 사는, “오직 사회질서가 심각하게(drastically) 될 때만 국가는 표 의 자유

의 주체를 벌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하 다(Whitney v. California, 274 U.S. 357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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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서 소수의 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은 지되어야 하는 것

이다.

특히 오늘날의 정당 민주주의하에서는 국회의 입법이 항상 국민

체의 안 과 복리를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게 되었고, 따라

서 헌법률심사제도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헌법재 제도는 그 필

요성이 증 하 던 것이다.65) 입법목 의 정당성을 따질 때에는 기

본권의 제한을 정당화할 만큼 필요하고 부득이한 최소한의 것이어

야 할 것이다.66)

방법의 정성 원칙은 헌법재 소의 례에 따르면 “그 방법이

효과 이고 하여야”함을 뜻한다. 즉 선택된 방법(수단)이 입법

목 을 달성하는데 과연 효과 이고 한 것이냐를 따지게 된다.

방법의 정성은 선택된 수단이 달성하려는 입법목 에 효과 인

것이냐하는 효율성을 따지는 에서, 공익과 이를 달성하기 하여

침해되는 사익의 크기간의 균형성, 즉 법익의 균형성 심사와는 일

응 구별된다. 목 과 수단간의 연 성, 즉 효율성을 따지는 것은 헌

법재 소로서는 쉽지 않은 문제이다. 일반 , 추상 성격을 갖는

입법이 어떤 경우에 그 선택된 수단간에 결연성이 없는 비효과 인

것인지는 다양한 사례군을 헌법재 소가 모두 포섭하여 논할 수 없

기 때문이다. 한 입법자가 입법당시에 기 으로 한 것만을 고려

할 수는 없으며 상되는 개별 가능성을 포함하여 논하는 것도 고

려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방법의 정성은, 독일 헌재의 례에

서 처럼 채택된 수단이 결과발생에 향을 주지 않거나 완

히 부 합한 수단만을 배제하는 의미67)로 이해될 공산이 크다.

그러나 헌법재 소는 보다 엄격한 효과성 내지 성을 따지고

한 “정부는 사회가 특정 사상을 공격 이거나 동의할 수 없는 것으로 본다는 이유만으로는

그 사상의 표 을 지해서는 안된다”(Texas v. Johnson, 491 U.S. 397 (1989)).

65) 헌법재 소 창립10주년 기념 세미나(1998. 9. 2.)의 포르투갈 헌법재 소장 Jose Cardoso da

Costa의 연설문 참조.

66) 최 권, 의 책, 199쪽.

67) 황치연, 의 논문, 65-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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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이러한 시는 방법의 합성 심사를 실질 인 것으로 본다

는 에서 타당하다. 그런데 구체 상황에서 방법의 합성 심사

는 입법목 이 기본권을 침해하는 정도가 강할수록, 해당 기본권의

특성에 비추어 그 제한의 성이 클수록 보다 엄격한 연 성을

요구하는 것으로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미국 례법처럼 사안군을

구분하여 엄격한 혹은 완화된 정성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피해의 최소성 원칙은 매우 엄격한 심사기 이다. 선택된 수단

이외에 목 달성이 가능한 다른 수단들이 있을 수 있다면, 그 수단

들 에서 가장 제한정도가 가벼운 수단이 선택되지 않았다면 헌

이 되는 에서 그러하다. 이러한 단기 은 미국의 경우 매우

한 기본권 침해 사례군에 해당될 때만 채택되고 있다. 그러나 우

리 례는 독일 례와 같이 어떠한 기본권 침해상황에서도 이 원

칙이 용되어야 하도록 설정하고 있다.

그런데 사안에 따라서 이 원칙 역시 다층 으로 용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기본권 침해상황이 항상 가장 덜 제약 인

수단(the least restrictive mean)을 요구할 만큼 심각한 것은 아니

기 때문이다. 수단간의 비교를 하다보면 입법자에 의해 선택된 것

보다 덜 제약 인 것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일례로 입법형성

역이 상 으로 많은 재산권과 같은 역에 있어서는 비록 가장

덜 제약 인 수단이 선택되지 않았더라도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헌법재 소도 강조하고 있는 표 의

자유68)와 같은 요한 권리침해에 해서는 엄격하게 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앞서의 미국 례를 참고할 때, 를 들어 의도

인 차별입법이 아닌 경우나, 평등권 이외의 다른 기본권이 침해

되지 않은 차별입법이나, 표 의 자유 문제에 있어서 표 내용 자

체를 제한하지 않는 간 이고 부수 인 제한인 경우 침해의 최소

성(엄격한 심사) 원칙이 용되지 않고 보다 완화된 형태로69) 용

68) 헌재 1989. 9. 4. 88헌마22, 례집 1, 176; 1994. 7. 29. 93헌가4등, 례집 6-2, 15.



698

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여 히 “피해의 최소성”이란 심사기 개

념을 사용하되 사안에 따라서 개별 으로 종래보다 완화된 기 으

로 용할 수 있음을 시하여야 할 것이다.

법익의 균형성 원칙이란 목 과 수단간의 법익형량을 말한다. 이

원칙은 피해의 최소성 원칙과는 내용상 복되는 요소가 있다. 왜

냐하면 피해의 최소성을 따질 때에는 그 상으로서 특정된 입법목

을 제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수단간의 계만을 따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목 에 비추어 어떠한 수단이 최소한의 제

한이냐의 문제에 이르게 되고, 그 경우 목 과 수단간의 합한 비

례성을 은연 에 심사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피해의 최소성

단의 이 역시 특정 수단을 다른 수단과 비교형량하는데 비해

법익의 균형성 단은 보다 종합 으로 목 과 수단간의 법익형량

을 행하게 된다는 에서 차이가 있다.

사실상 법익의 균형성 원칙은 일반 ․보편 正義(virtue entire)

의 한 내용이기도 하겠지만, 경제학 인 최 성(optimum)의 단이

가능할 것, 즉 비교의 상이 計量化될 수 있다는 이 어느 정도

제되고 있다. 그 지 않고서는 감정 , 추상 인 벨의 심사에

서 벗어나기 어렵게 된다.

물론 수학 혹은 사회과학과는 달리 법학은 규범학이고 법학의 當

爲 개념은 사실과 동떨어진 논리일 정합성을 가진 것이 아

니다. 따라서 법익의 균형성 단에 있어서는 특정한 공식이 있을 수

없고, 단자의 건 한 상식과 legal mind가 요하고, 그러한 단

자의 수 을 낳고 단자의 이유와 결론을 받아들이는 한 시 의 사

회 가치 , 법문화, 의사소통의 수 이 요하다. 그러나 한편 법익

의 비례성을 단하는데 있어서는 헌법재 의 자의성을 도외시할

69) 간단계의 심사기 으로, 최소한의 피해를 가져오는 수단의 선택(least restrictive

alternative)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목 달성에 맞추어 좁게 裁斷된(narrowly tailored),

즉 선택된 수단이 아니라면 그 목 의 달성이 효과 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정도의 수단이

라면 충분한 것으로 설정할 수 있다(미국 례상의 간단계 심사). Ward v. Rock Against

Racism, 491 U.S. 781 (198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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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는 것이 실이므로, 결국 결의 정당성을 검증하는 방법으로

서 후술할 논의방법론 혹은 법 추론(legal reasoning)의 일정한

수 을 요구하는데 이르게 되는 것이다.

한편 비례의 원칙을 용하는데 있어서 입증책임의 문제가 간과

할 수 없는 요소이다. 미국의 경우 립당사자주의에 입각한 소송

구조로 인하여 헌법재 에 있어서도 입증책임분배의 원칙이 비교

명백하다. 엄격한 심사에 있어서는 국가가 자신의 행 가 헌이

아니라는 을 입증하고, 완화된 심사에 있어서는 청구인이 헌이

라는 을 입증하고, 간단계의 심사는 확실치 않지만 개 국가

쪽이 헌이 아니라는 을 입증해야 한다.70) 그러나 사실심이라기

보다는 법률심(헌법심)에 해당하는 헌법재 의 경우 입증책임의 문

제는 그리 큰 요성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71) 재 헌

법재 소는 부분의 헌법문제를 직권으로 단하고 있으므로,

어도 본격 인 헌법재 이 시작된 지 얼마 안된 이 시 에서는 헌

법재 에 있어 엄격한 입증책임의 법리를 확립하는 것은 하지

않다고 단된다.72)

Ⅲ. 결 거  당

헌법 자체가 원리에 한 법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헌법은 불확

정 인 많은 이념 법개념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헌법재 은 이러

한 원리를 구체 사건에 임하여 다시 풀어가는 차를 밟게 되는

데73), 여기서 많은 재량 단의 여지가 생긴다. 그러나 그 재량은 헌

70) S. L. Emanuel, Constitutional Law, 3쪽 참조.

71) 황치연, 의 논문, 133쪽 참조.

72) 그러나 헌법재 소의 단의 은 당사자가 헌 여부에 해 충실한 입증을 행할수록 그

당사자에게 유리하게 개될 것이라는 은 재론을 요하지 아니한다.

73) 헌법해석은 하 법규의 해석의 문제에 비할 수 없는 신 함이 요구되고 어려움이 동반되는

작업이다. 구체 문맥속에 헌법해석이 요구되는 구체 문제(사실 계)의 설정도 쉬운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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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체계성과 헌법정신 그리고 당해 사회가 합리 인 것이라고 보

는 제목 과 가치체계에 의해 구속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

다. 올바른 헌법재 을 해서는 결에 붙이게 되어 있는 이유를

(헌법재 소법 제36조 제2항), 보다 실질 이고 극 으로 이해하

여야 할 것이다.

왜 결에는 이유를 붙이게 되는가. 분쟁 당사자들과 독립된 제3

의 기 (재 소)이 단지 심 의 결과만을 “이것이다”라고 결론만 얘

기하거나 형식 인 혹은 동어반복 인 이유만 같다 붙인다면, 분쟁

은 형식 으로 종국되지만, 납득되고 설득되는 것은 아니다. 한마디

로 무 썰 하다. 법이 다른 강제74)와 다른 은 동의와 설득에

기반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의 이유가 그 결을 정당화하기

한 충분한 논증을 나타내고 있을 때, 그러한 동의와 설득에 한발

다가가는 것이다. 그럴 때 그 결은 진정한 권 를 갖게 된다. 아

무리 비례의 원칙과 4가지 하부원칙의 의미를 강조한다고 하여도,

이들 원칙이 구체 사건에서 어떻게 심 의 상과 합되는지,

왜 그 반 는 합이라는 결론이 도출되었는지가 설득력 있게

논증되지 못한다면, 헌법재 은 단지 획일 이고 제된 가치를 선

언하는 권 기 에 불과하게 될 것이다.

그 다면 과연 결을 정당화하는 결이유의 논거 혹은 논증을

검증하는 체계 인 단기 이 확립될 수 있는 것인가?

이 문제에 하여 유럽(독일)의 법철학자들은 juristische Argu-

mentation 이론이라는 주제로, 미의 법률가들은 legal(juridical)

reasoning이란 주제로 논해 왔다. 자는 흔히 법 論議(논증 혹은

談話)로 후자는 법 推論이라고 번역되나 서로 혼용되기도 한다.

법철학이면서 논리학자 던 Perelman은 (司法에서의) 법 추론

을 특정 사건에서 법 이 자신의 단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하며,

아니다. 최 권, “헌법의 해석“, 헌법재 연구 제5권, 헌법해석에 한 연구(1994), 83-5쪽.

74) 컨데 루소가 사회계약론에서 든 강도의 박.



701

다툼이 있는 당사자, 심 상의 상 법원 유 에게 자신의

결정이 가진 장 을 납득시켜 이유를 제공해 주는 것이라 한

다.75) 한편 그 성격에 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 다:

“법률가들의 추론 기법이 철학자들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논쟁이라

는 특징을 갖는 것은 분명하다.……논쟁은 법문의 해석을 둘러싸

고, 특정한 상황에서 법 안정성을 우 에 둘 것인가 합목 성을

우 에 둘 것인가의 문제, 그리고 문제되고 있는 그 가치들의 내

용, 그리고 그 가치들이 어떻게 측정되는가 하는 식으로 제기된

다.…… 결은 그러한 결이라는 결론을 도출하게 한 제들의

집합이라는 형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제시된 이유에 의하여

정당화되는 결정으로 주어진다. 형식 추론에서는 결론은 제로

부터 필연 으로 인격과는 무 하게 도출된다. 그러나 법 이

결정을 내릴 때에는, 그의 책임과 성실성이 문제되는 것이며, 자신

의 결정을 정당화하기 하여 제시한 이유, 그리고 자신에 항하

여 제기될 가능성이 있는 실제 는 잠재 반론에 반박하기

하여 제시하는 이유(reasons)는, 실천 추론(practical reasoning)

의 한 가 된다.……법 추론의 방법을 사용하여, 법체계가 증진

시키려는 가치들에 부합되도록 법조문과 법정신을 화합시키는 일

이야 말로 법 의 임무인 것이다. 따라서 법 추론은 그리이스-

로마의 변증법( 화술)과 修辭學을 일반화한 논의 이론의 특수한

응용인 것이다.” 76)

페를만은 그러나 법 추론에 동원되는 법 논의 차가 一義的

인 공식으로 환원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한다. 그는 법 추론의

한 형태로서, 합의된 념들이나 원리들의 존재, 추정과 반증, 입증

의 부담77)을 거론하고 있다.

75) Chaim Perelman 지음, 심헌섭 / 강경선 / 장 민 역, 법과 정의의 철학(종로서 , 1986), 제8장

법 추론(1972년 발표논문) 191쪽.

76) 같은 책, 184, 187-9, 191쪽.

77) 즉 추정되는 것을 변경하려면 정당화가 요구된다. 를 들면, 유사한 상황에 해 유사한

우를 하여야 한다는 형식 正義에 따라, 확립된 선 례에 따른 결은 정당한 것으로 추정

되고, 이를 수정하려면 그 정당화가 요구된다. 같은 책, 194-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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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논의 이론78)을 보다 체계 으로 발 시킨 이는 Robert

Alexy이다. 그는 법 논의를 (철학 인) 일반 인 합리 , 실천

談話(Diskurs, discourse)의 한 특수한 경우로 설정한다. 일반 으로

문제되는 것은 가치 단을 요하는 규범 인 말( 明, Aussage)에서,

제시된 이유가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혹은 논거가 타당한 것인

지 아닌지를 평가할 기 혹은 규칙이 존재하는가이다. 담화란, 그

말(언명)속에서 진실성 혹은 올바름이 평가될 수 있는 행 련성

을 뜻하며, 담화 에서 규범 인 말의 올바름이 문제되는 담화를

실천 담화(praktische Diskurs)라 한다.79) 司法的 담화는, 법과 도

그마틱, 선 례와 같은 조건들에 제약되지만, 그래도 일반 실천

담화의 한 특수한 경우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80)

이러한 은 법 논의를 담화라고 보아 ‘합의’를 목표로 하게

되고－즉 정의로운 것은 정의로운 것으로 입증된 것이라는 식으로－

‘논의의 합리성’을 실천 논의규칙과 논의형식을 사용함으로써 보장

하려고 한다. 말하자면 말의 진리성에 한 조건은 모든 타인의 잠

재 합의이며, 그 합의는 근거가 부여된 합의이고, 그 근거는 보다

나은 논거가 갖는 비강제 인 강제력에서 나온다는 것이다(소 진

리의 합의설). 여기서 논거(Argument)는 주장, 명령, 평가의 타당성

요청을 우리가 승인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근거지움(Begründung)

이 되는 것이다.81) 법 단에 있어 이러한 일반 인 이성 , 합리

78) 서구법학에서, 가치평가의 합리성은 근거부여를 바탕으로 한 정당화를 통해서 논의 참여자

들을 납득하게 함으로써 획득할 수 있다는 논의 이론을 바탕으로, 법 논의 이론이 3갈래

로 개되고 있다고 한다. 즉 ① 종래의 3단논법을 실천 3단논법으로 재구성하여 법 근

거부여 이론을 정립하려는 시도(Weinberger, Klug 등), ② 법 논의를 일반 실천 담론

과 연 시켜 악하는 이론(Alexy, Habermas), ③ 토픽 수사학 근으로 법 의 결과

정의 기술 분석을 통하여 논의의 구조를 밝히는 시도(Vidhweg, Perelman 등)라고 한다.

장 민, “법․이성․논의”, 유기천박사 고희기념논문집(박 사, 1988), 710-1쪽 참조.

79) Robert Alexy, Theorie der juristischen Argumentation, 2 (Suhrkamp, 1991), 224쪽.

80) 같은 곳. 그는 법 담화를 입법과 학설의 역에서도 있을 수 있는 것이라 제하지만 주

로 결을 정당화시키는 담화론을 심으로 하고 있다.

81) 장 민, 의 논문, 715쪽 참조. 그런데 보다 나은 논거가 나오기 해서는 Habermas식 이

상 화상황(ideale Sprechsituation), 즉 구든지 담화내․외에서 지배 인 강제없이 어떤

주장도 표명할 수 있는 상황이 보장되어야 하고, 화 참여자들이 지켜야 할 규칙이 필요하

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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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논의 이론에 연결시키는 것은, 이성의 힘의 복권, 특히 실천이

성의 복권론에 해당한다.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이성 인가라는 문

제를 합리 논의를 통하여 이해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82)

그러면 과연 Alexy는 법 논의, 특히 결에 있어서 논거의 정

당성을 단하는 기 을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가. 그는 지 까지의

법 논증방식의 제형태를 집 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가

설정한 司法的 논의형식 규칙들은 매우 포 이기 때문이다.

결의 정당화에 해서는 內的 정당화와 外的 정당화가 구분된

다.83)

1. 내  당

이는 결이 그 이유에서 설정된 제들로부터 논리 으로 도출

되는 것이냐의 문제이다.84) 종래의 법률 3단논법과 유사하다.

(J.1.1) .(1) (x)(Tx → ORx)

.(2) Ta

(3) ORa

여기서 x는 人的(혹은 사항 ) 변수이고 a는 특정인(혹은 특정사

안)을, T는 구성요건 행 (혹은 사실)이고 R은 규범을, →는 조건

(“…하면”)을 O(Operator)는 여기서는 기호로서 “…되어야 한다”라

는 당 를 나타내고, (x)는 모든 x에 용됨을, (J.1.1)과 같은 번호

는 Alexy가 말하는 사법 논의원칙을 뜻한다.

(J.1.1)을 우리 형법 제250조와 련하여 읽으면 다음과 같다: (1)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82) 이재승, 법 논의이론에 한 一 察(R. Alexy의 담화이론을 심으로), 서울 법학석사논

문, 1990, 4-5쪽 참조.

83) 이는 일 이 J. Wrobleski의 개념이라 한다. Alexy, 의 책, 273. 이러한 에서 논의를

개하고 있는 연구로는 한 심헌섭, “法獲得방법의 기본구조에서 본 법학과 법실무“, 법학

제23권 1호(1982. 3), 35쪽 이하.

84) 같은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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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사람을 살해하 다. (3) a는 사형, 무기 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러한 법률 3단논법은 같은 것은 같게 다루어야 한다는 형식

正義의 요청에 따른 것이며, 보편화가능성의 원칙에 따른 정당

화와 같은 것이라 한다.85) 이로부터 다음과 같은 하부원칙들이 설

정되었다：

(J.2.1) 결의 이유에는 어도 하나의 보편 인 규범이 제시되어

야 한다.

(J.2.2) 결은 어도 하나의 보편 규범으로부터 논리 으로 도

출되어야 한다.86)

그런데 복잡한 사안에서는 (J.1.1)에서의 前提 (2)는 한번에 확정

되지 않기 때문에 다시 (2)를 명확히 충족시키는 간단계의 해석

원칙들이 필요하게 된다. 즉,

(J.2.3) a가 T인지 M　인지 의심스럴 때에는 이 문제를 결정할

규칙이 제시되어야 한다.

이를 기호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87)

(J.1.2) .(1) (x)(Tx → ORx)

.(2) (x)(M　x → Tx)

.(3) (x)(M　x → M　)

. . . . . . . . . .

85) 같은 책, 274쪽. 원래 Hare가 설정하 던 보편화가능성의 원칙을 Alexy는 다음과 같이 재설

정한 바 있다(236-7쪽):

(1.3) 상 a에 述語(Prädikat) F를 용한 자(話 )는, 모든 에서 a와 동일한 상에

해서도 F를 용하여야 한다.

(1.3‘) 모든 話 는 동일한 상황에서는 동일한 가치 단과 의무를 명하는 단을 주장할 수

있다.

86) 275쪽.

87) 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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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x)(Sx → M　x)

.(5) Sa

.(6) ORa

따라서 내 정당화는 일종의 복합 3단논법(Polysyllogismus)이

라고 할 수 있다.88) 이는 달리 말하면 형식 正義의 규칙과 형식

이다.89) 이는 다음과 같은 원칙들로 표 될 수 있다:

(J.2.4) 명제가 문제된 사례에서 합한가90)에 하여 더 이상 다

툼이 없을 정도로 많은 계단계가 필요하다.

(J.2.5) 가능한 한 수많은 개단계가 제시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규칙은 결의 논리 형식을 정당화해 수는 있

지만 결 내용의 정당화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외 정당화의 문

제로 들어가게 된다.

2.  당  

이는 법 추론의 정당성 설정된 제들 자체의 정당성을 심

사하는 것이다.91) ( 에서 보았듯이) 제들은 실정법에 한 것,

사실에 한 언명(Aussagen), 기타의 것 3가지로 나 수 있다.92)

이들 제의 정당성 단은 각각 다른 방법을 필요로 한다. 를

들어 규범에 한 제는 그 법규의 효력기 에 일치하느냐를 따지

고, 경험 진술에 한 제는 이성 , 상식 인 추측이나 소송

차법상의 입증책임 법리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다.

88) 이재승, 앞의 논문, 77쪽.

89) Alexy, 280. 즉 같은 사례군의 처리를 일반 , 추상 으로 규범화한 제에 따라 같은 것은

같게 처리하고자 하는 것이다.

90) 즉, Sx → M　x, M　x → Tx.

91) 273쪽.

92) 283. 심헌섭 교수는 그 기타의 것으로 법학명제(해석 학설)과 례를 들고 있다. 심헌섭,

“법획득방법의 기본구조에서 본 법학과 법실무”, 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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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외 정당화의 논의형식과 논의규칙은 크게 나 면 다음 6

그룹으로 구분될 수 있다：① 해석의 규칙과 형식 ② 도그마틱 논

의 ③ 先 례의 활용 ④ 일반 , 실천 논의 ⑤ 경험 논의 ⑥

소 특수한 사법 논의형식이 그것이다.

가. 해  규 과 식

이는 Savigny 이후 많은 토의의 상이 된 해석의 기 혹은 방

법(Die canones der Auslegung)을 말한다.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문리 해석, 목 해석과 같은 것들이 이에 포함된다.93) Alexy

는 모두 6가지를 나열하고 있다94)：

1) 의미론 (semantisch, 문리 ) 논증(Argumentation),

2) 발생학 (genetisch, 입법목 ) 논증,

3) 역사 논증,

4) 비교 논증,

5) 체계 논증,

6) 목 론 (teleologisch) 논증

여기서 그 상세한 내용은 생략하지만, 다음과 같은 이 언 을

요한다. 우선 2) 발생학 논증은 입법자의 의사를 명확히 알기 어

려운 경우는 용되기 어렵다. 3) 역사 논증은 다투어지는 법

문제의 역사성으로부터 나온 사실을 특정한 법해석의 인정 혹은 불

인정 논거로 사용하는 것이다.95) 4) 비교 논증이란 다른 사회의

법상태를 비교해보는 것, 즉 비교법 논거를 말하며, 5) 체계 논

증이란 해당 규범(조항)을 그 법률 체체계에서, 한 다른 규범,

목 , 원리와의 논리 , 목 론 계에서 검토하는 것을 뜻한

다.96) 6) 목 론 논증은 목 과 수단개념의 분석, 해당 개념이 사

93) 최 권, “헌법의 해석”, 72-6쪽 참조.

94) 288-99쪽.

95) 29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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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되는 의지, 의도, 실제 인 필요성등의 분석을 제로 한다.97)

이러한 제논증방법 어떤 것을 우선 으로 용할 것인지, 혹은

체의 일 된 체계가 있는지에 해서는 여 히 확립된 견해가 마

련되어 있지 않다.98) 그러나 각자의 논증방법은 각 사안에 따라 각

각 다른 기능을 수행한다. 의미론 , 발생론 논증방법은 법률의

문구 내지 입법자의 의사에 한 결의 구속문제를 보여주고, 역

사 , 비교 논증형식은 과거 내지 다른 공동체 사회의 실천 인

경험을 원용할 수 있게 해주며, 체계 해석방법은 특히 보편 인

이성 이고 실천 인 논의의 장을 열어주고 있는 것이다.99)

그러나 각각의 논증방법은 하나의 문제에 서로 다른 근을 행하

게 되므로써 서로 다른 결론을 가져올 수 있고, 따라서 불확실성이

존재하게 된다. 그리하여 의미론 , 체계 논증방법을, 법치국가

에서, 우 에 두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게 되었던 것이다.100) 이

러한 의견을 일부 수용하면서 Alexy는 다음과 같은 각 논증방법간

의 상 계를 정립한다101)：

(J.7) 법률의 문언이나 입법자의 의사102)에 구속된다는 논거(논증

방법)는, 다른 논거가 그러한 (의미론 , 발생학 ) 논거보다

더 우 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성 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다른 논거보다 우 에 있다.

96) 294-5쪽.

97) 295쪽.

98) 303쪽. 최 권 교수는, “일차 으로 문리해석에 의하여 그리고 이차 으로 논리해석(체계해

석)이나 역사해석 는 목 해석에 의하여 행한다는 이외에는 꼭 어떠한 해석에 의하여

야 한다는 해석의 원칙은 없다고 생각한다. 다만 헌법해석의 경우에는 문리해석보다는 운

명 이라 할 만큼 논리해석(체계해석), 역사해석 목 해석에 의하여야 문제가 풀리는 경

우가 단연 많다”고 한다. 최 권, 의 논문, 76쪽.

99) 302쪽.

100) Fr. Müller의 견해라 한다. 303쪽.

101) 305-6쪽.

102) 그러나 헌법과 같이 개방성, 추상성이 강한 법분야에 있어서는 이러한 입법목 논증방

법의 우 성은 타당하지 않을 수 있다. 미국의 경우 헌법해석을 놓고 소 해석주의와 비해

석주의의 립이 치열하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서양헌법을 수용한 나라에서는 헌법상의 입

법목 , 즉 제정시의 입법목 의 규명과 요성이 그리 크지 않았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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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8) 논거들 상호간의 비 은 비 에 한 규칙에 따라 결정된다.

(J.9) 동원 가능한, 해석의 기 에 한 각 논증방법들은 모두 고

려된다.

여기서 (J.7)은 문리 해석과 입법목 해석을 일단 우 에 두

고, 다른 해석방법을 채택할 경우 그 논증방법이 주어진 사안에서

문리 , 입법목 해석보다 더 합리 , 이성 인 것이라는 을,

한 자신의 논거가 더 힘쎄다는(stärker) 것을 제시할(anführen)

경우에만 외로 한다는 것이다. 즉 일종의 논의부담규칙의 설정이

다.103) (J.8)에서는 과연 무엇이 거기서 말하는 비 에 한 규칙

(Gewichtungsregeln)인지가 문제되는데, 이는 결국 구체 인 상황

에서 발 될 수밖에 없다고 한다.104) (J.9)는 모든 논의가 참가자격

이 있다는 규칙, 즉 어느 논의도 정당성 단에서 배제되지 않는다

는 것을 뜻한다.105)

나. 도그마틱  

도그마틱이란 용어는 명확히 정의하기 어렵다. 그러나 법령이나

례 그 자체가 아니면서 이들과 련하여 법 논의를 수행하는

법학 개념 자체와 한 연 이 있다고 보여진다.

Radbruch는 이를 의로 보아, 실정법의 記述, 실정법의 개념 ,

체계 구성, 문제된 사례의 해결을 포함시켰는데, 이러한 개념규정

은 법도그마틱은 법률학이라는 등식이 된다고 한다.106) 한편 보다

의의 개념으로는 개념법학 법학방법론에서, 법개념의 논리

분석, 분석의 체계화, 법 결정의 정당화에 그 분석결과를 용하

는 것이다.107) Alexy는 자의 개념은 법 논의에 사용되는 모든

103) 305쪽.

104) 306쪽.

105) 306쪽 참조.

106) 이재승, 의 논문, 81쪽.

107) 이재승, 8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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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도그마틱이라고 함으로써 거의 쓸모가 없고, 후자는 규범

내용 이상의 내용을 갖지 못해 법 논의에 기여하지 못한다고 하

면서, 법도그마틱을, 규범과 례에 계되지만, 그에 한 단순한

記述이 아니며, 제도 으로 다루어지는 법학의 틀안에서 제기되고

토의되는, 상호연 되는 규범 내용을 지닌 명제들(Sätzen)의 部類

라고 한다.108)

한편 도그마틱의 기능은 고정 이고 제도 인 근을 가능하게

하여 안정화 기능을, 명제의 분화를 진시켜 지속 인 발 의 기

능을, 논의부담의 면책 기능을, 신참자들에 한 기술 기능을,

사례의 분화에 연결되어 일반 실천 기능을 하게 된다고 한다109)

도그마틱에 한 논의원칙들은 다음과 같다110):

(J.10) 모든 도그마틱 명제는, 의심받게 되면, 최소한 하나의 일반

실천 논거가 용되어 근거지워져야 한다.

(J.11) 모든 도그마틱 명제는 의의 체계 심사뿐만 아니라 의

의 체계 심사111)를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

(J.12) 도그마틱 논의가 가능하다면 그것을 이용할 수 있다.

도그마틱 논의에 일반 인 실천 논의론을 도입시키고 있는 것

은 도그마틱이 빠질 수 있는 비이성 결과를 방지하기 해서인

것으로 보인다.

다. 先  용

일반 으로 선 례에 한 존 은 본질 으로 유사한 상황은 동

108) 같은 곳.

109) 이재승, 84-6쪽.

110) Alexy, 325, 334쪽.

111) 자는 심사 상이 된 도그마틱 명제와 다른 도그마틱 명제 그리고 실정법규범의 형식간의

논리 계를 심사하며, 그 기 은 해당 도그마틱 명제가 다른 도그마틱 명제와 법규범의

형식에 모순없이 순응하는가이다. 후자는 도그마 명제를 통하여 정당화될 수 있는 규범

명제 다른 규범명제간의 계를, 일반 실천 담화규칙을 기 으로 하여 심사한다.

Alexy, 같은 논문, 8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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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게 다루어야 한다는 사고방식, 즉 형식 正義에 기인한다. 종

래 례법 국가인 미의 경우 선례구속의 원칙(stare decisis)은 이

러한 사고방식이 강하게 나타난다. 법 논의이론에 있어서는 다음

과 같은 논의규칙이 설정된다112)：

(J.13) 어떤 결에 찬성 혹은 반 되는 선 례가 제시될 수 있다

면, 제시되어야 한다.

(J.14) 선 례로부터 이탈하려는 자는 논증부담을 진다.

선 례로부터의 이탈은 통상 차별(distingushing)과 번복(over-

ruling)으로 나타나는데, 선 례가 유지되는 자와는 달리 후자의

경우는 매우 상세한 논의부담이 주어지고, 이 경우 일반 인 실천

논의방법이 동원되어 이성 근거를 제시할 것이 요구되며, 기

타의 법 논의방법도 사용될 수 있다.113)

라. , 실천  

Alexy는 법 논의론을 일반 , 실천 논의의 특수경우라고

제한다. 여기서 구체 으로 어떻게 일반 , 실천 논의가 법 (사

법 ) 논의에 용되는지에 하여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1)서로

다른 논증형식을 충족시키는데 요구되는 규범 제를 정당화하는

데, 2) 서로 다른, 결과에 있어서도 서로 다른, 논증형식 의 선택을

정당화하는데, 3)도그마틱 명제들의 심사하고 정당화하는데, 4)선

례의 차별 혹은 번복을 정당화하는데, 5)내 정당화에서 사용된 명

제들을 정당화하는데 용된다고 한다114).

그런데 우선 Alexy가 말하는 일반 , 실천 논의론이란 어떤 것

인지를 그가 정립한 규칙을 통하여 살펴보아야 한다. 그는 다음과

같이 공식화 하 다.115)116)

112) 339쪽.

113) 340쪽.

114) 34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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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본규칙

(1.1) 어떠한 話 도 모순되어서는 안된다.

(1.2) 모든 화자는 그가 믿는 것만을 주장할 수 있다.

(1.3) 상 a에 述語(Prädikat) F를 용한 화자는, 모든 에

서 a와 동일한 상에 해서도 F를 용하여야 한다.117)

(1.4) 각기 다른 화자는 동일한 표 을 상이한 의미로 사용해서

는 안된다.

2) 理性규칙

(2) 모든 화자는, 근거지움의 거부를 정당화하는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요구시자신이 주장한 것을 근거지워

(begründen)야 한다.

(2.1) 말할 수 있는 자는 구나 담화에 참여할 수 있다.

(2.2) a) 구나 어떤 주장이든 문제삼을 수 있다.

b) 구나 어떠한 주장이든 談話(Diskurs)에 끌어들일

수 있다.

c) 구나 자신의 태도, 희망, 요구를 표명할 수 있다.

(2.3) 어떠한 화자도 담화 안밖에서 강제에 의하여 그의 (2.1)

과 (2.2)에서 확정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방해받아서는

안된다.

3) 논의부담규칙

(3.1) 개인 A를 개인 B와 다르게 취 하려는 자는 이를 근거지

울 의무가 있다.

(3.2) 토의의 상이 아닌 진술(Aussage)이나 규범을 도입

115) Alexy, 361-4쪽(부록).

116) 이러한 규칙들은 “정당하냐”의 물음에 해서는 Alexy는 4가지의 담화규칙 자체의 정당성

기 (技術的, 경험 , 언어規定 , 普遍話用론 모델)을 시한 뒤, 이들은 어느 것도 완벽

하지 않고 다만 부분 용가능성만 지니는데(따라서 결정 인 단기 이 없다), 자신의

규칙들은 완벽하지는 않으며, 개별 인 담화참여자에 의하여 더 논의될 수 있는 개방 인

규칙군이라고 한다(담화이론 담화론). 225-33쪽 참조.

117) 여기서 이를 평가 진술에 응용하면, 앞에서 본 바와 같다：

　 (1.3‘) 모든 話 는 동일한 상황에서는 동일한 가치 단과 의무를 명하는 단을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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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greifen) 자는 그것을 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3.3) 하나의 논의를 끌어들인 자는 반 논거가 있는 경우에만

계속 인 논증을 할 의무가 있다.

(3.4) 담화안으로 자신의 태도, 희망, 요구에 한, 이미 표명된

것에 한 논거가 이닌, 주장이나 표명을 끌어들이는 자는,

요구시 그가 왜 이러한 주장과 표명을 끌어들이는가를 근

거지워야 한다.

4) 논의형식－생략118)

5) 근거지움규칙

(5.1.1) 구든지 자신이 주장한 규범 진술에 제된 규칙의

결과를, 모든 개인의 이익의 충족을 하여, 그 개인이

처한 假想 상황에서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5.1.2) 각 개인의 이익의 충족을 한 각 규칙의 결과는 모든

사람에 의하여 받아들여질 수 있어야 한다.

(5.1.3) 모든 규칙은 명백해야 하고 일반 으로 가르칠 수 있어

야 한다.

(5.2) 화자의 도덕 견해의 기 가 되는 도덕규칙은 비 , 역

사 생성에 한 심사를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 도덕규

칙이, a)처음에 합리 으로 정당화되었지만 나 에 정당성

을 상실한 경우나, b)처음부터 이미 합리 으로 정당화되

지 못했고, 나 에도 새로운 충분한 근거를 제시할 수 없

는 경우에는, 그러한 심사를 감당하지 못한다.

(5.2.2) 화자의 도덕 견해의 기 가 되는 도덕규칙은 개별

발생과정에 한 심사를 견뎌낼 수 있어야 한다. 도덕

규칙이, 정당화될 수 없는 사회화의 조건으로서 받아들

여진 경우에는, 그러한 심사를 견뎌내지 못한다.

(5.2.3) 사실상 존재하는 실 가능성의 한계는 엄수되어야 한다.

6) 移行규칙

118) 논의 형식을 규칙을 통한 근거지움과 상이 된 규범 진술의 결과를 통한 근거지움으로

나 고, 다시 규칙 자체의 근거지움과, 상이한 규칙들이 있을 때 우선규칙을 정하는 형식을

기호로서 설명하고 있다. 245-50쪽.



713

(6.1) 이론 (경험 ) 담화로의 이행이 항상 어떤 화자에게나 가

능하다.

(6.2) 언어분석 담화로의 이행은 항상 어떤 화자에게나 가능하

다.

(6.3) 담화이론 담화로의 이행이 항상 어떤 화자에게나 가능하

다.

이러한 실천 논의규칙들이 련된 역에서 법 논의론의

토 를 형성하게 된다.

마. 경험  

경험 인 진술에 있어서 그 정당화는 인 학문의 성과들을 반

하게 된다. 각각의 사안에 따라 자연과학, 사회과학, 경제학, 사회

학, 심리학, 의학, 언어학 등 학제간의 력이 필요하다. 요한 것

은 (6.1)의 이행규칙이 열려있다는 데 있다. 그런데 이러한 학문

들이 동원되어도 원하는 확실성이 달성될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한

다. 이러한 경우 이성 인 추측에 한 규칙이 요구된다.119)

.  특수한 사  식

Alexy는 마지막으로 특수한 논의형식을 다룬다. 이는 유추의 방

법, 반 추론의 방법, 달성될 수 없는 논의방법(Untragbar-

keitsargument)이 생기는 경우의 방법을 들고 있다.120) 이러한 제논

의방법의 규칙으로서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J.18) 특수한 사법 논의형식들은 충족되어야 한다.

이상으로 Alexy의 논의, 즉 규범 결은 어떻게 정당화되는가

의 문제에 한 그의 답변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논의규칙들은 기

119) 286-7쪽.

120) 34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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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의 결이유 설시에 있어서 가능한 논증방법들을 부 끌어모은

것이고(심지어 미법상의 선례구속의 원칙까지), 그 방법들을 핵심

으로 보편화하여 規則群으로 설정한 것이다. 일견 골격만 있고

구체 내용은 다시 재논의되어야 할 사항으로 보이지만, 이러한

형식군이 포섭하고 있는 내용들은 실로 방 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러나 Alexy의 논의이론에 한 비 이 지 않은 것에서도121)

보듯이, 그 논의이론은 완결 인 것은 결코 아니며, Alexy 자신도

이미 에서 본 바와 같이 그 논의이론(규칙)의 정당성 문제를 개

방시켜 두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가 설정한 논의형식 내지 방법

들은 결이유의 법 정당화가 어떤 쪽으로 이루어져야 하는가에

한 큰 그림이 되었으며, 기존의 논의방법들을 잘 정리하여 되

돌아보게 만든 것이라 할 수 있다.

어도 다음과 같은 이 결(특히 헌법 례)의 이유를 구성할

때 유의미한 그 정당성의 기본 요소가 된다고 할 수 있다.

1) 내 정당화 문제에 있어서는, 복합 3단논법에 주목할 필요

가 있다.

헌법원칙(원리)를 용함에 있어서 주어진 사실 계는 하나의

제, 즉 Ta로서만 존재하지 않는다. 컨 비례의 원칙 피해의

최소성 원칙을, 엄격한 심사기 으로, 용함에 있어서는 a가 입법

목 을 달성함에 있어서 가장 덜 제약 인 수단이다라는 제(명

제)를 정당화하기 해서는, a 이외에 b, c, d 등의 가능한 수단을

찾아내고 이들 상호간의 비교를 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b, c, d 등

이 있다는 간 명제와 a와 그들을 비교하는 다른 간명제를 거

쳐야 하는 것이다. 이때 (J.2.4)와 (J.2.5)는 더 이상 의심이 생기지

않을 정도로 가능한 한 많은 ( 간) 개단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므

로, 이러한 규칙이 수되었을 때 복합 3단논법이라는 내 정당

121) 이재승, 의 논문, 99-109쪽 참조. 주로 Alexy이론이 기 한 의사소통 구조의 실 가능

성과 련하여 비 이 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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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가 이루어진다.

2) 외 정당화 문제에 있어서는,

i) 해석방법론(canones)에 있어서 사안에 맞추어 규범의 의미론

, 발생학 , 역사 , 비교 , 체계 , 목 론 논증방법들을 풍부

하고 다양하게 용할 필요가 있다. 이들 논증방법들이 같은 사안

에서 다양하게 용될 때 서로 다른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면, (J.8)

에 입각하여 논거들 상호간에 어떤 것이 가장 비 이 큰 것인가,

더 설득력이 있는가에 따라 선택되어야 할 것이다.122)

ii) 도그마틱 논의방법에 있어서는 특히 선택된 도그마틱의 정

당성 단이 요청된다. 즉 를 들어, 어느 특정 학설(도그마틱)을

채택할 때 그 학설(명제)이 명제와 실정법규범간에 형식 논리성

을 유지하고 있는가( 의의 체계 심사), 한 일반 실천 담화

규칙 보편 인 내용에 의거할 때 무리가 없는 것인가( 의의 체

계 심사)를 심사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이성 이고 합리 인

논의를 이탈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 그러한 논의방법이 정당

화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123)

iii) 선 례의 활용에 있어서는, 우선 차별(distingushing)하는

법기술은 쉽지 않은 것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비록 미의 경우

보다는 덜하겠으나, 륙법계 법원의 경우 도 례가 집 됨에 비

례하여, 특정 사안이 기존 례의 사안과 어떻게 다른가를 찾는 것

은 쉬운 일이 아니다. 완 히 같은 사안은 없으며, 문제는 어떠한

요성에서 어떻게 다른가를 단하는 일이다.124) 따라서 다

르다, 같다라는 일종의 경험 단에 있어서는 일반 실천 논

122) 이 경우 비교 방법을 채택할 때 주의할 것은, 비교가 단순한 記述的 비교에 머물러서는

안되고, 비교를 통하여 얻어진 결과의 체계 인 비 평가가 요청된다는 것이다. 외국의

사례는 그 나라의 법 실에 입각해 나타났던 것이고 우리의 실에 바로 용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헌법재 소, 헌법재 실무제요, 1998, 368쪽 참조.

123) 특히 많은 국내의 헌법학설 에는 외국의 학설이나 례를 무비 으로 수용한 것이 많으

므로 이 경우는 다시 우리의 헌법 실에 맞춰 그러한 정당화를 엄 히 심사하여야 할 것이

다.

124) Steven J. Burton, An Introduction To Law and Legal Reasoning (Little, Brown and

Company, 1985), 3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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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론의 제보편 규칙이 용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번복(over-

ruling)의 경우 강한 논증부담의무가 주어진다. 그러나 례는 그

시 의 법 , 사회 정당화 수 을 담게되는 것이므로, 번복되어야

할 필요성이 정당하게 논증될 수 있다면, 번복이 회피되는 일은 없

어야 할 것이다125).

iv) 일반 실천 논의는, 결이유의 정당성을 논하는데 있어도

상당 부분 타당하게 된다. 법원의 규범 단은 그 논거의 정당성

을 요한다는 에서 일반 실생활의 부분 논의과정, 즉 합의도출

을 한 의사소통행 와 크게 다르지 않으며, 이 에서 Alexy가

법 논의를 일반 논의이론의 특수경우라고 설정한 것은 옳다.

특히 (1.1)의 무모순성, (2)와 (3.1) 등의 근거지움의 규칙, (5.1.3)

의, 모든 규칙은 명백해야 하고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는 규칙,

(5.2) 등의, 話 의 검증되어야 할 도덕규칙에 한 규칙, 6)의 개방

인 移行규칙은 결의 논증에 있어서 철되어야 할 기본 규칙

군이다. 특히 요한 것은 재 에 있어서 법 은 은연 미리 설정

된 자신의 도덕 ( 의의 사회, 정치 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이 명시 인 언 없이 결이유에 흘러 들어가기 쉽다. 그

게 되면 결이유의 설시에 있어서 前提의 흠결성이 나타나고 논

증의 정당성이 약해진다. 이 경우 이성 이고 합리 인 이유설시를

통한 법 논의이론은 그 기반이 약해진다. 만일 법 이 정치 인

반 의 의사표시나, 노동자들의 권리주장, 사회 기본권의 헌법

의미에 하여 특정한 을 先헌법 으로 가지고 있는데도, 이것

이 논의에 드러나 그러한 제 자체의 정당성이 검증될 기회가 없

다면, 결은 특정 세계 혹은 권 의 리인에 불과하게 되고, 헌

법의 개방성과 규범력은 사실상 무시되게 되는 불행한 사태가 일어

125) 그러나 법원의 권 는 하나의 요한 고려사항이 되기도 한다. Planned Parenthood of

Southeastern Pennsylvania v. Casey, 505 U.S. 833 (1992)에서 O'Connor 법 은 실질

으로는 낙태문제에 해 Roe 결과 다른 내용을 선언하면서도 Roe 결을 유지하는 것에

하여, “개인과 성격과 마찬가지로 법원의 정당성도 오랫동안 획득되어야 한다”고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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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다. 그러므로 (5.2) 이하의 도덕규칙의 재검증은 사법 단에 있어

서 요한 요소가 아닐 수 없다.

v) 경험 논의방법은 헌법재 과 같이 사실확정의 여지가 많

은 분야에 있어서는 매우 요하다. 침해된 기본권 주체의 집단군

의 확정과 그 역사 , 경제 , 심리 상황의 올바른 인식은 헌법재

의 결과를 좌우한다. 제빵업체 종사자의 근무시간 제한을 규정한

뉴욕 주법이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으로 선언한 Lochner

결126) 당시 제빵업계 근로자들의 과 한 근무시간과 생 환경

에 한 부 한 사실인식을 바탕으로 한 잘못된 결이라는 비난

에 직면하는 것은127) 정확한 통계수치와 경험 단의 모순성의

로 거론될 수 있다. 사법 단에 있어서는 인 학문의 다양한

연구성과를 원용하는 것이 필요하며, 일차 으로 소송당사자들은

이러한 자료들의 탐구와 제출에 성의를 보여야 할 것이다.128)

vi) 특수한 법 논의형식은 소송법상의 추정, 반증과 같은 법

리, 입증책임론과 같은 특수한 논의방법을 시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논의형식이 결이유의 정당성을 보충하는 것임은 분명하다.

3) 기타의 문제

헌법재 은 특히 정치 결정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정책 단의

여지가 많은 것은 헌법재 의 심사기 자체가 개방 이고, 추상

이기 때문이다. 법 논의의 정당성이 궁극 으로는 그 사회의 이

성 , 합리 함의와 논의수 에 좌우된다는 명제가 이러한 문제를

두드러지게 한다. 그러나 그러한 정책 , 정치 고려는 법

속으로 용해되어 통합되어져야 한다.129) 이는 법 논의의 철 함으

126) Lochner v. New York, 198 U.S. 45 (1905).

127) P. Schlag/D. Skover, Tactics of Legal Reasoning (Carolina Academic Press, 1986), 71쪽

이하.

128) 미국 헌법소송에서 Brendeis Brief로 알려진 풍부한 경험 소송자료가 당사자에게 유리한

결정을 낳게 한 것을 로 들 수 있다.

129) John Bell, "Policy Argument and Legal Reasoning", Banowsky/White/Hahn, ed.,

Infomatics and Foundations of Legal Reasoning (Kluwer Academic Publishers, 1995), 76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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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이행될 수 있다. 移行규칙에 의하여 모든 논의가 개방되어 있

지만, 단순한 정책 인 경험 논의만으로는 다른 법 논의가 내

세우는 논거의 정당성을 상쇄시키기 어려울 것이다.

Ⅳ. 상 비  원  

이상의 언 을 종합하여 헌법재 소 례상의 비례의 원칙 심사

논의의 정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헌법재 소의 례 비례의 원

칙이 용된 것은 200건에 이르고 있다. 이들을 본격 으로 체계

으로 논증방법을 심으로 분석하는 것은 다음 기회로 미루고 여기

서는 비례의 원칙이 최 로 본격 으로 용된 국세기본법 사건을

검토하기로 한다.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헌심 사건130)에서 헌법재

소는 국세의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 에 세권․질권 는 당권

을 설정한 경우에만 국세가 우선하여 징수하지 못하도록 한 조항을

헌이라고 선언하 다.

우선 입법목 의 정당성에 하여 헌법재 소는, 조세채권이 우

선하여 징수되어야 할 이유에 한 학설(공공성 이론, 우선공제성

이론, 무 가성 이론, 공시성 이론등을 나열한 뒤, “이상의 논거가

조세우선의 원칙의 배경이며 일부 논거에 의문이 없는 것은 아니나

조세의 우선징수의 필요성은 일반 으로 인(肯認)되고 있는 바이

므로 국세기본법 조항의 목 의 정당성은 일응 인정할 수 있다

고 할 것이다”고 하 다.

그런데 이러한 학설, 즉 도그마틱의 일종을 검토할 때는 그 정당

성을 나름 로( 의와 의의 체계 심사) 다시 검증하여야 할 것

이다( 도그마틱 논의 참조). 그러나 여기서 헌법재 소는 특정 학

설을 따랐다기 보다는 일반 경험 논의, 즉 “우선징수의 필요성

130) 헌재 1990. 9. 3. 89헌가95, 례집 2, 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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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일반 으로 인되고 있다”는 논거를 제시하 다. 이러한 논의

의 검증기 은 일반 , 실천 논의론이라 할 것인데, 그 논증과정

이 통상의 합리 이고 이성 인 인식에서 당연히 제되는 것이라

고는 할 수 없고131), 만약 비교 논의방법(canon)을 들면 외국의

사례에서는 그러한 제도가 없는 경우가 부분이라는 논거와 설득

력 있는 논증이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입법목 과 련하여 좀더

윗부분에서는 “국가의 재정 기 를 공고히 함과 …… 조세채권의

확보를 한 제도로서 조세우선의 원칙”을 들고 있으므로, 이러한

간 인 이유설시가 경험 논의의 제가 되었던 것으로 보이

므로 입법목 의 정당성이 있다는 이유의 설시는 잘못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만 가능한 논증으로, 우리 조세 실에서 투명성이

아직 미흡하고, 통계 으로도 국세채납의 징수사례가 되어 있

다는 것과 같은, 경험 논증을 입법목 에 연 시키는 것도 한 방

법이었을 것이다. 한편 엄격한 비례원칙의 심사라면 입법목 도 매

우 긴요한 경우로 한정시켜 보아야 한다는 은 지 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은 사회, 경제 성격의 입법에 있어서는 완화

된 심사기 과 완화된 입법목 심사를 하는 것이 하다.

한편 방법의 정성 원칙이 반되었다고 시하 는데, 직

인 논증의 결과라기 보다는 종합 으로 볼 때 그 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상되는 혹은 출된 반증은 조세의 우선징수라는 입법목

달성에 왜 채택된 수단이 비효과 일 것이냐라는 취지일 것이므

로, 이 부분에 한 반론이 논의되었어야 할 것이다.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해서는, 조세우선제도가 당권 설정 당

시 아직 성립되거나 확정되지 아니한 조세채권까지 담보물권 보다

우선할 수 있게 되어 무 범 하고, 조세채무자가 측하기 어

렵다고 하여 그 반을 인정하 다. 그런데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해서는 앞서 미국의 심사기 을 살펴보면서 사안에 따라서는 차

131) 오히려 이러한 제도가 장기간 시행되어 왔다는 것이 정당성을 인정하는 근거가 되지 않는

다고 한다. 례집 2, 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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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인 용이 사항에 합당한 헌법 단을 할 수 있게 되어 바람직

하다고 한 바 있다. 先判例인 종 의 국토이용법 사건132)에서는 재

산권의 경우 국회가 입법형성권이 넓은 것이라며, 달리 최소피해가

아니라고 하는 을 찾기 어렵다고 하여 피해의 최소성 원칙이

배되지 않았다고 한 바 있는데, 이러한 시취지는 이 사건의 선

례로서 그것이 이 사건 단과 어떻게 차별되는지(distingushing)

논증이 필요한 목이라고 보여진다. 소수의견이 국회의 입법형성

권을 강조하고 있음은 종 례의 입장을 되풀이하는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한 엄격한 심사를 한다면 a라는 수단 이

외에 b, c, d 등의 수단이 가능함을 간 제로 삼아 논의하는 것이

피해의 최소성 원칙의 용단계에 더 합당하다고 생각된다.

법익의 균형성 단에 있어서 다수의견은, “조세채무자와 신분상

일정한 연고가 있는 것도 아니고……무 한 선량한 거래자가 정당한

법익을 희생시키면서 조세의 우선을 강조하는 것은 국가가 추구하는

하나의 가치를 하여 그와 동등 는 동등 이상인 다른 가치의 희

생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하 는데, 이러한 논거는 일반 사회 합

리 기 에 비추어 납득하기가 어려운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반 으로 볼 때, 이 결은 최 로 비례의 원칙을 체계 으로

설시한 례인데도 국민의 권리보호의 입장에서 나름 로 극 인

상세한 설시를 해간 에서 례의 국민 설득력을 향상시키는 계

기가 되었다. 그러나 비례의 원칙 심사를 하나의 기 으로 모든 사

건에 같은 형식으로 진행할 수는 없는 것이며, 경제입법과 같은

분야에서는 완화된 심사를 하여야 할 것이고, 이 에서 다수의견

과 소수의견은 실질 립을 보인 것이다. 완화된 심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논증의 여지가 많은 한 이 사건에서 반드시 비례의 원칙

심사가 소극 인 쪽으로 결론이 날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132) 헌재 1989. 12. 22. 88헌가13, 례집 1, 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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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결은 법 자체와 마찬가지로 승인되고 동의될 때 가장 잘 수되

는 것이다. 재 권은 국민으로부터 임받은 권력의 행사이며, 결

은 권 에만 기 하여서는 아니되고 알기 쉽고 설득력있는 논증을

통하여 종결되어야 한다. 그로부터 법에 한 신뢰가 형성되며, 재

소에 한 국민의 신망이 강화된다. 헌법재 에서는 심사기 의 추

상성으로 말미암아 정당한 논증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쉽게 정치

이고 당 이고 자의 인 것으로 국민들과 여론에 비춰질 가능

성이 높다. 더구나 정치 사건에서는 당 성이 치열하여 헌법재

소의 결정은 쉽게 여론조작이나 일방 비난에 직면하기 쉽다. 이

때 헌법재 소가 내세울 수 있는 것은 결의 이유이고, 정확히는

합리 이고 정당성 있는 그 논증방법인 것이다.

우리나라의 짧은 헌법재 사에서도 헌법재 소의 결정을 재

에 한 행태 분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133) 결정을 재 의 재

량여지가 넓은 것으로 미리 제하기 보다는 례상의 심사기 이

구체 으로 어떻게 시되는지, 그 논증과정을 살펴보면서 재 의

재량여지를 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Jerome Frank

사가 1930년에, “사법부의 결은 감정, 본능 육감, 편견, 기분과

다른 비합리 요소들에 의하여 조건지워진다”134)고 했을 때보다는,

오늘날 헌법상의, 성기지만 충분히 촘촘한, 헌심사 기 들과 법

논의 이론이 좀더 정의와 이성에 가깝게 다가갔다고 믿기 때문이다.

한편 비례의 원칙을 용함에 있어서는 획일 기 에 입각할 것

133) 최근의 것으로는, 정종섭, “헌법재 소 결정의 배경 요인: 개별재 의 성향 는 그 임

명권자의 련성 여부”, 공법학회 월례발표문(1998. 10.), 75쪽 이하.

134) Jerome Frank, Law and the Modern Mind, 1930, E. Bodenheimer, Jurisprudence, rev. ed.

(Harvard University Press, 1974), 125쪽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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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니라 사안군에 맞추어 융통성 있는 다양한 심사강도를 용하

는 것이 요청된다. 독일 례상의 비례의 원칙과 미국 례상의 비례

성 심사기 을 참고하여 보다 보편 이고 사안에 합당한 심사기

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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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헌법 제126조의 법 요건들

다. 헌법 제126조에 한 헌법재 소의 례

라. 헌법재 소 결정의 평가

Ⅳ. 맺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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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들어가는 말

우리 헌법 제9장에서는 경제에 한 사항들을 비교 자세히 규정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 련 헌법규정들(제119조－127조)은

추상 이고 불확정 인 개념들을 내포하고 있어서 단순한 공허규정

에 불과한지, 그 지 아니하면 법 구속력을 가진 규정인지가 불분

명하다. 한 이들 헌법규정들이 국가의 사회․경제입법과 집행에

있어서 어떠한 법 효과를 미치고 있는지도 문제된다. 그리고 경제

련 헌법규정들이 헌법상 기본권규정들과 같이 사법 통제가 가

능한지도 의문시되며, 만약 사법 통제가 가능한 경우에는 어떠한

통제기 을 용해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이러한 문제들은 지 까지

의 헌법재 소결정에서도 충분히 소명되고 있지 않으며, 학문 으로

도 충분히 연구되고 있지 아니한 실정이다. 아래의 에서는 먼

이러한 문제들을 규명하고 약간의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난 후 이를 기 로 경제 련 헌법규정들을 개별 으로 하

나씩 고찰하기로 한다. 여기서는 헌법재 소가 지 까지 내린 례

들을 정리하여 평가하고, 이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 을 시하고

그 처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개별 인 고찰에서는 무엇보다 헌

법 제119조에 의거해서 특정한 헌법 경제질서를 설정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그리고 설정된 헌법 경제질서의 배여부를

단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문제 들이 발생하고 있는지를 집 으

로 검토하고자 한다.

II. 경  헌 규 들   고찰

헌법 제9장의 경제 련 헌법규정들(제119조－127조)이 어떠한 법

성격을 가지고 있고, 기본권규정들과는 달리 사법 통제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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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한지 여부와, 사법 통제가 행해지는 경우 어떠한 사법 통제

기 을 설정해야 할 것인지에 해서 고찰하기로 한다.

1. 경  헌 규 들   격  사 통

경제 련 헌법규정들이 법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만 사

법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먼 경제 련 헌법규정들이 어떠한

법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가. 단순한  또는 공허 ?

경제 련 헌법규정들은 법 으로 충분히 정의내릴 수 없는 ‘공허

문구’나, ‘단순한 방침문구’ 는 ‘경제 명령’으로서 법 구속력이

없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경제정책상으로 요구되는 목표를 헌

법에 규정함으로써 헌법규정들은 국가경제 명령을 본래의 통

인 구도에서 분리해서 헌법 인 의미를 부여해주는 규범 성격을

가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1) 따라서 경제 련 헌법규정들은 법

구속력이 없는 공허문구나 단순한 방침문구가 아니다.

나. 가목 규  

우선 경제 련 헌법규정들은 국가목표규정으로서의 법 성격을

가진다. 국가목표규정들은 “…하여야 한다.” / “…노력하여야 한다.”/

“…할 의무를 진다.” / “ …한다.” 등의 법 문구로 국가목표를 규정

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규정으로는 제119조 제1항(개인과 기업의 경

제상의 자유와 창의의 존 ), 제120조 제2항(국토와 자연의 균형있

는 개발과 이용), 제121조 제1항(경자유 의 원칙달성), 제123조 제1

항(농업 어업의 보호육성), 제2항(지역간의 균형발 ), 제3항(

1) Lücke, Jörg, Soziale Grundrechte als Staatszielbestimmungen und Gesetzgebungsaufträge,

in: AöR, 1982, S.21 ; Prokisch, Rainer, Die Justiziabilität der Finanzverfassung, 1993, S.80f.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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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 보호육성), 제4항(농수산물의 수 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

제5항(농․어민과 소기업의 자조조직 육성), 제124조(소비자 보호

운동보장), 제127조(과학기술의 신과 정보 인력의 개발) 등을

들 수 있다.

‘국가목표규정’은 국가행 에 한 헌법 지침을 제시함으로써

국가의 행동을 조정하는 법 성격을 가진다.2) 따라서 국가는 국가

목표규정을 수해야할 의무를 가진다. 국가목표규정은 법 구속

력을 가진 헌법규범이므로 일정한 범 내에서 국가행 에 한 사

법 통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국가목표규정은 일반 으로 헌법

내용을 도출하는 것이 어려울 정도로 범 하고 추상 으로 규정

되어 있어서 사법 통제에 있어서 어려움이 발생한다. 사법 통

제에 해서는 아래에서 다시 언 하기로 한다.

경제 련 헌법조항들이 ‘목표’를 포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직

으로는 ‘실 될 목 ’이 요청되는 것이 아니라 ‘목 의 실 ’이 요

청된다. 를 들어 ‘지역경제의 육성’(헌법 제123조 제2항)이라는 목

표는 쉽게 달성될 수 없는 것이다. 설정된 목표는 오직 간 으로

추구하는 상태를 말하며, 목표의 실 에 기여하는 수단은 헌법 제

123조 제2항으로부터 직 으로 도출된다. 이 경우 입법자의 지역

경제육성의무는 ‘결과’지향 이 아니라 ‘행동’지향 이다. 이러한 이

유 때문에 ‘결과’에 한 헌법재 통제는 처음부터 고려되지 않

는다.3)

다. 가수 규

다음으로 경제 련 헌법규정들은 국가수권규정으로서의 법 성

격을 가진다. 국가수권규정들은 “…할 수 있다” 는 “…할 수 없

2) Scheuner, Ulrich, Staatszielbestimmungen, in: Festschrift für Forsthoff, 1972, S.325, 335f. ;

Lücke, Jörg, Soziale Grundrechte als Staatszielbestimmungen und Gesetzgebungsaufträge,

in: AöR, 1982, S.21 참조.

3) Prokisch, Rainer, Die Justiziabilität der Finanzverfassung, 1993, S.14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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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할 수 있다” 등의 법

문구로 국가수권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규정으로는 제

119조 제2항(경제의 규제와 조정), 제120조 제1항( 물 등의 채취,

개발 이용 특허), 제122조(국토의 제한과 의무부과), 제125조(

외무역의 규제와 조정), 제126조(사 기업의 국공유화 는 리통

제) 등을 들 수 있다.

국가수권규정은 입법 임 내지 특정한 국가행 에의 수권을 부여

하는 법 성격을 가진다. 국가목표규정과는 달리 국가수권규정은

국가가 이를 수해야 할 의무가 없으며, 이 규정들을 근거로 특정

행 를 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받는다. 따라서 국가수권규정의

경우에는 원칙 으로 사법통제가 행해지지 않지만, 외 으로 사

법통제가 행해지기도 한다( ：헌법 제126조).

라. 가행  목 근거 공 또는 량에  

국가목표규정 내지 국가수권규정으로서의 법 성격을 가진 경제

련 헌법규정들은 국가행 를 한 목 정당성 근거로서도 작용

한다. 경제 련 헌법규정들은－기본권 역에서 그 한계가 존재하지

만－경제 역에서 특정한 목 을 추구하는 수단을 선택하는 국가의

행 를 정당화해 다. 이들 규정으로부터 나오는 국가목표들은 기

본권제한의 목 정당성심사에서 반 된다.

헌법재 소도 1996. 12. 26. 96헌가18 주세법 제38조의 7 등에

한 헌제청결정에서 다음과 같이 시하고 있다：“우리 헌법은 헌

법 제119조 이하의 경제에 한 장에서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과 안정, 정한 소득의 분배,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남용의 방지,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 균형있는 지역경제의 육

성, 소기업의 보호육성, 소비자보호 등’의 경제 역에서의 국가목

표를 명시 으로 규정함으로써 국가가 경제정책을 통하여 달성하여

야 할 “공익”을 구체화하고, 동시에 헌법 제37조 제2항의 기본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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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을 한 일반법률유보에서의 “공공복리”를 구체화하고 있다“(

례집 8-2, 692).

다른 한편 경제 련 헌법규정들은 국가목표의 실 을 기본권제한

의 정당성을 단하는 비례의 원칙심사에서 행하는 법익형량에서도

반 된다.

2. 가목 규  경  헌 규 들  사  

통

국가목표를 실 하기 하여 제정된 경제입법이 경제 련 헌법규

정(국가목표규정)들에 배되는지 여부를 단함에 있어서는 어떠

한 사법 통제기 을 용해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헌법상 국가목

표규정들이 어떠한 통제기 을 가지고 있는지는 개별 인 국가목표

규정에 따라서 약간씩 달라질 수 있으나 아래와 같은 일반 인 통

제기 을 상정해 볼 수 있다.

가. 경  헌 규 들만  여 가 단 는 경우

경제 련 헌법규정들의 배여부가 단되는 경우에는 경제 련

헌법규정상의 목 을 실 코자 선택된 수단에 한 심사를 통해서

그 배여부가 결정된다.

국가에 의한 국민의 기본권제한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기본권제한

의 헌법 정당성여부 심사에는 비례의 원칙이 단기 으로 용

된다.

그러나 기본권침해가 련되지 아니한 경제 련 헌법규정들의

반여부심사에 있어서 비례의 원칙을 면 으로 용하는 것은 타

당하지 않다.4) 헌법은 기본권 침해가 련되지 아니한 정치 인

4) 독일연방헌법재 소도 기본권침해가 련되지 아니한 재정헌법 역에서는 합성심사만이 행

해진다고 시하고 있다 : "헌법은 기본권 침해가 련되지 아니한 정치 인 역에서는 입법

자에게 범 한 형성여지를 부여한다. 재정입법은 이러한 역에 해당된다. 이러한 정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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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이나 경제 인 역에서는 입법자에게 범 한 입법형성권을 부

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헌법은 기본권제한의 경우에 용되는

헌법 제37조 제2항과는 달리 경제 련 헌법규정들에서는 비례의 원

칙심사를 명시 으로 요구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서

는 헌법재 소의 사법 통제권한이 그만큼 제한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경제 련 헌법규정들의 사법 통제에서는 선택된 수단

이 헌법규정에 정해진 국가목표의 실 에 합한지 여부만 심사하

는 합성원칙만이 용되고, 다수의 합한 수단들을 통제하는 최

소침해성원칙과 목 과 수단과를 비교형량하는 균형성원칙은 용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 다면 이 경우에 이루어지는 합성원칙의 심사에 해서 살

펴보기로 한다.

경제정책 역에서는 입법자에게 폭넓은 입법형성의 자유가 부여

되므로, 경제 인 수단의 합성 심사에서는 매우 완화된 사법통제

기 이 용된다. 목 의 달성에 객 으로 기여하는 모든 수단이

합하다. 이는 입법자의 주 인 평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합성을 객 인 기 에 따라서 단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주 작은 기여도 목 달성에 충분하기 때문에 수많은 수단들이

‘ 합’하다고 여겨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명백히 목 에 반되거

나 목 과 련없는 수단만이 부 합하고, 헌법상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시 말해서 명백성통제가 합성원칙심사에서 이루진다.

를 들어 제123조에서 헌법제정자는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 ’이

라는 개념을 헌법상에 규정하 지만, ‘지역균형발 ’목 을 달성하

는 수단에 한 규율은 의도 으로 포기하 다. 목 달성을 해

선정되는 수단의 선택은 입법자에게 유보되어 있다. 이 경우 지역

행동에 해서 헌법은 단순히 하나의 윤곽 내지 틀을 설정할 뿐이다. 국민경제의 균형 인

발 에 방해가 되는 장애물을 제거하기 해서 입법자가 선택한 ‘재정차입의 증 ’라는 수단

은, 국민경제의 균형 인 발 이라는 목 달성에 합해야 하지만, 다수의 합한 수단들을

통제하는 최소침해성심사나 좁은 의미에서의 비례성심사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BVerfGE 79, 311, 34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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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 목 추구를 한 모든 수단은 지역경제상황 장래 지역

경제발 에 한 측아래서 확인된 장애물을 제거하는데 합해야

한다. 이러한 합성요구는 헌법 제123조에 규정된 지역경제육성의

무로부터 직 으로 도출된다. 지역간의 균형발 을 해 지역경

제를 육성하라는 의무는 법수범자가 단순히 형식 으로 지역경제발

상황을 분석하라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해서

선택한 수단이 합해야 한다는 의미도 가진다.

나. 경  본 과 경  헌 규 들  해여 가 동시에 

단 는 경우

기본권침해 련성과 경제 련 헌법규정들의 침해성이 동시에 존

재하는 경우에는 기본권침해 단과 경제 련 헌법규정들의 침해

단을 동시에 하게 된다.

경제 련 헌법규정들의 침해여부 단에는 합성원칙만 용된

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선택된 수단이 합성원칙에 배되지

아니하면 경제 련 헌법규정들의 침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경제 기본권침해 단에는 당연히 비례의 원칙이 면

으로 용된다. 선택된 수단이 추구하는 목 실 에 합하지만

최소침해성원칙이나 균형성원칙에 어 나면 비례의 원칙에 배되

므로 기본권침해가 성립한다. 따라서 선택된 수단이 경제 기본권

을 침해하고 있지만 경제 련 헌법규정에는 배되지 아니한 경우

가 발생할 수 있다.

III. 경  헌 규 들  개별  고찰

아래에서는 지 까지 헌법재 소 결정에서 다루어진 경제 련 헌

법규정들을 심으로 련된 결정들을 정리하고, 이들 결정에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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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나고 있는 문제 을 분석하는 한편, 그에 한 해결방안을 모색

하고자 한다.

1. 헌  119

가. 헌  119 에 거한 경 질

(1) 헌법 제119조에 의거한 경제질서와 련된 헌법재 소 례

먼 헌법재 소가 헌법 제119조에 의거한 경제질서와 련하여

내린 결정들을 정리하고자 한다.

(가) 헌법 제119조 제1항에 의거한 경제질서

1) 헌법 제119조 제1항에 의거한 경제질서와 련하여 헌법

재 소는 맨 먼 1993. 7. 29. 89헌마31, 공권력행사로 인한 재산권

침해에 한 헌법소원결정에서 “헌법 제119조 제1항은 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 함을 기본

으로 한다고 하여 시 경  원리에 각한 경 체 5)임을 천명

하”고 있다고 시하 다( 례집 5-2, 115). 그리고 나서 헌법재

소는 “사기업인 은행의 자율에 맡기지 않고 공권력이 가부장 ․

극 으로 개입함은 기업 스스로의 문제해결능력 즉 자생력만 마비

시키는 것이며, 시장경제원리에의 응력을 축시킬 뿐인 것이므

로 업  경 상   창   본  하는 헌  

119  1항  규 과는 합  수 없는 것”이라고 결정하 다(

례집 5-2, 117).

2) 헌법재 소는 1994. 7. 29. 92헌바49,52(병합), 토지 과이

득세법 제10조 등 헌소원결정에서 토 세법 제8조 제1항은 “토지

소유자로 하여 그 지상건축물 소유자 등 임차인에게 토지를 자신

이 구입한 것보다 싼값에라도 강매하도록 하는 결과를 래할 우려

가 있으므로 토지이용능력이 미흡한 토지소유자와 토지구매력이 없

5) 아래의 문장들에서 진한 씨체는 필자가 강조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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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임차인 사이의 자본의 자유로운 결합을 통하여 토지를 효율 으

로 이용하는 것을 방해함으로써, 개 과 업  경 상   

창  함  본  하는 우리 헌 상 경 질 ( 119  1

항 참 )에도 합 지 아니”한다고 결정하 다( 례집 6-2, 115-

116).

3) 헌법재 소는 1995. 7. 21. 94헌마125, 화법 제26조 등

헌확인결정에서, “헌법 제119조 제1항 규정이 한민국의 경제질

서가 개인과 기업의 창의를 존 함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나, 그것

이 자유방임 시장경제질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시하

다. 그리고 나서 헌법재 소는 “입법권자가 국내의 화시장을 수요

와 공 의 법칙만에 의하여 방치할 경우 외국 화에 의한 국내

화시장의 독 이 래되고, 국내 화의 제작업은 황폐하여진 상태

에서 외국 화의 수입업과 이를 상 하는 소비시장만이 과도히 비

하여질 우려가 있다는 단하에서, 이를 방지하고 균형 있는

화산업의 발 을 하여 국산 화의무상 제를 둔 것”이어서, 우리 

헌  경 질 에 지 아니한다고 결정하 다( 례집 7-2,

167).

4) 헌법재 소는 1995. 7. 27. 93헌바1 등, 토지 과이득세법

제8조 등 헌소원결정에서, 토 세의 물납 매각의뢰제도가 토

지의 진 무상몰수를 인정하는 결과가 되어(…) “헌  119

가 하는 시 경 원 에 어 나는 것이라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고 시하 다( 례집 7-2, 253).

5) 헌법재 소는 1998. 8. 27. 96헌가22등, 민법 제1026조 제2

호 헌제청결정에서 “헌법 제119조 제1항은 사유재산제도와 사

자치의 원칙 과실책임의 원칙을 기 로 하는 시 경 질

 본으로 하고 있”다고 시하 다(공보 제29호, 699).

(나) 경제 기본권 헌법상 경제질서

헌법재 소는 경제 기본권과 련하여 헌법상의 경제질서를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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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는데, 이에 해서 살펴본다.

1) 재산권 보장

먼 헌법재 소는 헌법 제23조상의 재산권보장과 련된 경우에

서는 헌법 제119조 제1항상의 경제질서는 본주  시 경 질 라

고 일 되게 시하고 있다.

가) 헌법재 소는 1989. 12. 22. 88헌가13, 국토이용 리법 제21조

의3 제1항 등 헌심 결정에서 재산권보장에 한 헌법 제23조

헌법 제13조 제2항과 헌법 제119조 제1항에 비추어 볼 때, “우리 헌

법은 사유재산제도와 경제활동에 한 사 자치의 원칙을 기 로

하는 본주  시 경 질  본으로 하고 있음을 선언하고 있”

다고 시하 다( 례집 1, 368).

나) 헌법재 소는 1993. 7. 29. 92헌바20, 민법 제245조 제1항에

한 헌법소원결정에서 “이 재산권 보장으로서 사유재산제도와 경

제활동에 한 사 자치의 원칙을 기 로 하는 본주  시 경

질  본으로 하여 국민 개개인에게 자유스러운 경제활동을 통

하여 생활이 기본 수요를 스스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고 사유

재산의 자유로운 이용․수익과 그 처분 상속을 보장해 주는 것”

이라고 설시하 다( 례집 5-2, 44).

다) 헌법재 소는 1997. 6. 26. 93헌바49, 94헌바38․41, 95헌바64

(병합),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헌소원결정에서, “우리 헌법은 자

유민주 기본질서의 바탕 에서 제23조 제1항에서 재산권의 보장

을 규정하여 사유재산제도를 보장함과 동시에 국민의 구체 재산

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한편, 제119조 제1항에서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 하는 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한다고 규

정함으로써 본주  시 경 질 를 기본으로 하여 국민에게 자유

스러운 경제활동을 보장해” 다고 시하 다( 례집 9-1, 622).

라) 헌법재 소는 1997. 8. 21. 94헌바등(병합), 근로기 법 제30조

의2 제2항 헌소원 근로기 법 제30조의2 제2항 등 헌제청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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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헌법 제23조 제1항 문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라고 규정하고, 제119조 제1항은 “ 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

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 함을 기본으로 한다.”고 규정함

으로써, 우리 헌법이 사유재산제도와 경제활동에 한 사 자치(사

자치)의 원칙을 기 로 하는 본주  시 경 질  본으로

하고 있음을 선언하고 있“다고 시하 다( 례집 9-2, 257).

마) 헌법재 소는 1997. 11. 27. 95헌바38, 구 국세기본법 제41조

헌소원결정에서, “우리 헌법은 자유민주 기본질서의 바탕 에

서 제23조 제1항에서 재산권의 보장을 규정하여 사유재산제도를 보

장함과 동시에 국민의 구체 재산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한편

제119조 제1항에서 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 함을 기본으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본주  

시 경 질  본으로 하여 국민에게 자유스러운 경제활동을 보

장해” 다고 시하 다( 례집 9-2, 600).

2) 직업의 자유

그러나 헌법재 소는 헌법 제15조상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련된

경우에서는 헌법상의 경제질서를 사회 시장경제질서라고 일 되

게 시하고 있다.

가) 헌법재 소는 1995. 7. 21. 94헌마125, 화법 제26조 등

헌확인결정에서, 헌법 제15조에 의한 직업선택의 자유는, ”각자의

생활의 기본 수요를 충족시키는 방편이 되고 개성신장의 바탕이

된다는 에서 주 공권의 성격을 가지면서도 국민 개개인이 선

택한 직업의 수행에 의하여 국가의 사회질서와 경제질서가 형성된

다는 에서 사  시 경 질 라고 하는 객 법질서의 구성

요소이기도 하다”고 시하 다( 례집 7-2, 162).

나) 헌법재 소는 1996. 8. 29. 94헌마113 지가공시 토지등의평

가에 한법률시행령 제30조 등 헌확인결정에서, “헌법 제15조에

의한 직업의 선택 혹은 수행의 자유는 각자의 생활의 기본 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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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충족시키는 방편이 되고, 한 개성신장의 바탕이 된다는 에

서 주 공권의 성격이 두드러진 것이기는 하나, 다른 한편으로

는 국민 개개인이 선택한 직업의 수행에 의하여 국가의 사회질서와

경제질서가 형성된다는 에서 사  시 경 질 라고 하는 객

법질서의 구성요소이기도 하다“고 시하 다( 례집 8-2, 153).

다) 헌법재 소는 1997. 4. 24. 95헌마273, 행정사법시행령 제2조

제3호 헌확인결정에서, “헌법 제15조에 의한 직업의 선택 혹은 수

행의 자유는 각자의 생활의 기본 수요를 충족시키는 방편이 되

고, 한 개성신장의 바탕이 된다는 에서 주 공권의 성격이

두드러진 것이기는 하나 다른 한편 국가의 사회질서와 경제질서가

형성된다는 에서 사  시 경 질 라고 하는 객 법질서의

구성요소이기도 하다”고 시하 다( 례집 9-1, 496).

3) 근로3권

한편 헌법재 소는 헌법 제33조상의 근로3권과 련하여서는 사

회복지국가 건설을 언 하고 있다. 헌법재 소는 1993. 3. 11. 92헌

바33등 노동조합법 제45조의2 등 헌소원결정에서, 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하여 자주 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라고 규정하여 근로자의 근

로3권을 보장하고 있는데, “헌법이 근로3권을 보장하는 취지는 원칙

으로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 함을 기본으로

하는 시장경제의 원리를 경제의 기본질서로 채택하면서, 노동 계

당사자가 상반된 이해 계로 말미암아 계 립․ 의 계로

나아가지 않고 활동과정에서 서로 기능을 나 어 가진 등한 교섭

주체의 계로 발 하게 하여 그들로 하여 때로는 립․항쟁하

고, 때로는 교섭․타 의 조정과정을 거쳐 분쟁을 평화 으로 해결

하게 함으로써, 결국에 있어서 근로자의 이익과 지 의 향상을 도

모하는 사 복지 가 건 의 과제를 달성하고자 함에 있다”고 시

하 다( 례집 5-1,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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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헌법 제119조 제2항에 의거한 경제질서

다른 한편 헌법재 소는 헌법 제119조 제2항에 의거한 경제질서

는 자유방임 시장경제질서가 아니라 민주복지국가의 이상을 추구

하는 경제질서라고 언 하 다. 헌법재 소는 1989. 12. 22. 88헌가

13, 국토이용 리법 제21조의3 제1항 등 헌심 결정에서 헌법재

소는 헌법 제119조 제2항은 “헌법이 이미 많은 문제 과 모순을

노정한 자유방임 시장경제를 지향하지 않고 아울러 체주의국가

의 계획통제경제도 지양하면서 국민 모두가 호혜공 하는 실질 인

사회정의가 보장되는 국가, 환언하면 자본주의 생산양식이라든가

시장메카니즘의 자동조 기능이라는 골격은 유지하면서 근로 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하여 소득의 재분배, 투자의

유도․조정, 실업자 구제 내지 완 고용, 범한 사회보장을 책임있

게 시행하는 국가 즉 민주복지 가  상  하고 있음을 의미

하는 것”이라고 설시하 다( 례집 1, 357, 377-378).

이 결정에서 헌법재 소는 국토이용 리법 제21조의3 제1항에 의

거한 토지거래허가제는 헌법이 정하고 있는 경제질서와 아무런 충

돌이 없다고 결정함으로써, 헌법상 경제질서의 침해여부를 최 로

단하 다.

(라) 헌법상의 경제질서 는 헌법 제119조에 의거한 경제질서

헌법재 소는 헌법상의 경제질서를 헌법 제119조에 근거하지 않

고 총체 으로 설정하기도 하고, 헌법 제119조 제1항과 제2항을 종

합 으로 고찰하여 헌법상의 경제질서를 설정하기도 하 다.

1) 먼 헌법재 소는 1995. 11.3 0. 94헌가2, 공공용지의취득

손실보상에 한특례법 제6조 헌제청결정에서 헌법상의 경제질

서를 “헌법상의 복지국가이념을 실천하기 하여 국가가 공공복리

를 하여 사 역에 개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주  시 경 질 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 우리 헌법질서” 라고

시하 다( 례집 7-2, 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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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으로 헌법재 소는 1996. 4. 25. 92헌바47, 축산업 동

조합법 제99조 제2항 헌소원결정에서 “우리 나라 헌법상의 경제

질서는 사유재산제를 바탕으로 하고 자유경쟁을 존 하는 자유시장

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이에 수반되는 갖가지 모순을 제거

하고 사회복지․사회정의를 실 하기 하여 국가 규제와 조정을

용인하는 사  시 경 질 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시하

다( 례집 8-1, 380). 이어서 헌법재 소는” 개인주의․자유

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자본주의사회에 있어서는 계약자유의 미명

아래 ‘있는 자, 가진 자’의 착취에 의하여 경제 인 지배종속 계

가 성립하고 경쟁이 왜곡되게 되어 결국에는 빈부의 격차가 격해

지고, 사회계층간의 분화와 립갈등이 첨 화하는 사태에 이르게

됨에 따라 이를 폭 수정하여 실질 인 자유와 공정을 확보함으로

써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도록 하 “다고 설시하 다( 례집

8-1, 381).

3) 그리고 헌법재 소는 1996. 8. 29. 94헌마113, 지가공시

토지등의평가에 한법률시행령 제30조 등 헌확인결정에서 “ 한

민국의 경제질서가 개인과 기업의 창의를 존 함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나, 그것이  시 경 질  미하는 것  아님은

물론이다(헌법 제119조 제2항)”라고 시하 다. 이를 근거로 헌법

재 소는 “이 사건 심 상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업자의 업무범

등의 제한 감정평가법인의 설립을 한 최소한의 인원규정은 우

리 헌법이 요구하는 경제질서하에서 수 되는 성질과 정도의 것으

로 이를 들어 우리 헌  경 질 에 한다고 할 수 없다”고 결

정하 다( 례집 8-2, 165).

4) 최근 헌법재 소는 1998. 5. 28. 96헌가4등, 자동차손해배

상보장법 제3조 단서 제2호 헌제청결정에서, “헌법 제119조는 제1

항에서 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

의를 존 함을 기본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사유재산제도, 사 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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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원칙, 과실책임의 원칙을 기 로 하는 자유시장 경제질서를 기

본으로 하고 있음을 선언”하고, 그 제2항에서 국가는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하여 경제에 한 규제와 조

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사회국가원리를 수용하고 있으므로,

“우리 헌법은 시  경 질  본  하  사 가원리

 수용하여 실질   평등  아울러 달 하 는 것  근본

으로 하고 있다”고 시하 다( 례집 10-1, 533-534). 그리고

나서 헌법재 소는 “일반불법행 책임에 하여는 과실책임의 원리

를 기본원칙으로 하면서 이 사건 법률조항과 같은 특수한 불법행

책임에 하여 험책임의 원리를 수용하는 것”은 헌  119  

1항  시  경 질 에 다고 할 수 없다고 결정하 다.

(2) 헌법상 경제질서에 한 헌법재 소 례들의 평가

(가) 헌법상 경제질서의 설정

헌법재 소는 헌법상의 경제질서를 헌법 제119조 제1항에 의거할

때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질서’, ‘자유시장경제질서’, ‘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한 경제체제’ 등으로 설정하고 있다. 헌법재 소는 재산권 보장

과 헌법 제119조 제1항을 연 지어 단하는 경우에는 헌법상의 경

제질서를 ‘자본주의 시장경제질서’로 설정하고 있다. 이에 반해서

헌법재 소는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3권과 련해서는 헌법상의

경제질서를 ‘사회 시장경제질서’로 설정하고 있다. 한편 헌법재

소는 헌법 제119조 제2항에 의거할 때는 헌법상의 경제질서를 ‘민

주복지국가의 이상을 추구하는 경제질서’라고 설정하고 있다. 그리고

헌법재 소는 헌법 제119조 제1항과 제2항을 근거로 헌법상의 경제

질서를 ‘사회국가원리를 수용한 경제질서’라고 설정하기도 하 다.

이와 같이 헌법재 소는 헌법규정들(헌법 제119조 제1항, 제119조

제2항, 제119조 체 는 헌법 체)에 따라서 각각 상이한 헌법상

의 경제질서를 설정하고 있어서, 우리 헌법상 경제질서가 과연 어

느 것인지가 불분명하다. 헌법재 소가 헌법상의 경제질서를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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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에 있어서 일 성을 갖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헌법상 경제질서 배여부 단

헌법재 소는 헌법 제119조에 의거하여 특정한 경제질서( ：‘자

본주의 시장경제질서’)를 설정하고, 구체 인 법률조항이 이에

반되는지 여부를 단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 소는 자신이 설정

한 이러한 경제질서가 어떠한 본질 인 내용이나 구성요건을 가지

고 있는지를 구체화하지 않고 있으며, 경제질서의 배여부를 단

하는 기 도 명확하게 정하고 있지 않다. 헌법재 소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질서’에 한 배여부를 구체 인 논증없이 간단히 단

하고 있을 뿐이다.

(3) 헌법 제119조에 의거한 특정 경제질서 설정에 한 문제 해

결방안

(가) 헌법상 특정 경제질서의 설정에 따른 문제 타당성

우선 헌법규정들로부터 특정 경제질서를 설정하는 것이 어떠한

문제 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 타당성여부를 단하기로

한다.

1) 헌법상 특정 경제질서의 설정에 따른 문제

에서 헌법재 소의 결정례들을 살펴본 바와 같이 헌법재 소는

헌법규정(헌법 제119조)으로부터 특정 경제질서( ：‘자유시장 경제

질서’)를 헌법 질서로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규정으로부터 특정 경제질서를 설정하여 헌법규범화

한다는 것은, 모든 국가경제조치가 이러한 헌법상 경제질서에 합치

해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국가의 모든 경제정책이 이러한

헌법상 경제질서에 배되는지 여부를 단해야 한다. 이때 헌법상

경제질서에 배되는 것은 곧 헌을 의미하므로 국가의 모든 경제

정책은 ‘합시장성’을 기 으로 심사해야 한다.6) 이 게 되는 경우에

6) 특정한 경제질서를 헌법 질서로 설정하는 경우에 발생하게 될 험성에 해서 자세한 것

은 한수웅, 한국헌법상의 경제질서, 계회열교수화갑기념논문집, 공법학의 지평, 1995,

188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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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국가의 경제정책을 통제하는 하나의 헌법 통제기 을 설정

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는 입법자의 경제정책 결정재량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게 되는 문제 을 야기한다.

2) 헌법상 특정 경제질서 설정의 불필요성

헌법규정으로부터 특정 경제질서를 헌법 질서로 설정하는 것이

헌법상으로 필요한지 여부를 살펴본다.

특정한 경제질서( ：자유시장경제질서)는 헌법 으로 기본권규정

들 경제 련 헌법규정들을 통해서 이미 구체화되어 있다. 따라서

이들 헌법규정들의 배여부 단과는 별도로 특정한 경제질서를 헌

법 으로 보장하고 그 배여부를 단하는 것은 불필요하다.7)

더군다나 국가의 경제정책을 통제하는 하나의 헌법 통제기

을 설정하는 것은 헌법상 경제질서 자체가 경제정책 조치의

법성을 심사하는 기 으로는 무나 모호하고 추상 이기 때문에

아무런 실효성도 없다.

이와 같이 헌법규정으로부터 특정 경제질서를 헌법 질서로 설

정하는 것은 헌법 필요성이나 실효성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헌

법에서 특정경제질서( ：자유시장경제질서)의 보장을 도출하는 것

은 타당하지 않다.8)

3) 헌법상 경제질서의 립성

다른 한편으로 헌법은 특정한 경제질서를 직 규정하고 있지 않

으므로 헌법제정자가 특정한 경제질서를 선택하지 않고 개방시켜

놓고 있다는 을 알 수 있다. 특히 헌법 제119조에서 헌법상의 경

제질서를 시장경제질서로 확정하지 아니한 것은 나름 로의 이유가

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입법자가 특정 경제질서에 구애됨이

없이 자유롭게 경제정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범 한 형성재량을

부여하고자 한 데에 있다. 이러한 입법형성의 자유는 존하는 경

7) 한수웅, 앞의 논문, 189면 참조.

8) 한수웅, 앞의 논문, 190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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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질서를 통해서 제한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헌법은 경제질서상

립 이라고 볼 수 있다.9) 이러한 이유 때문에 입법자가 어떠한

경제정책 조치를 선택하 는지는 그리 요하지 않다. 경우에 따

라서는 입법자가 시장경제질서에 합치되지 아니한 수단도 선정할

수 있다.

경제조정입법, 과세입법 사회입법을 형성함에 있어서 입법자

는 헌법이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기본권들과 헌법 제119조 이하의

규정들이 정하고 있는 범 내에서만 구속된다. 따라서 경제 입법

조치들은 특정한 경제질서( ：자유시장경제질서)에 배되기 때문

에 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본권이나 여타의 헌법규정들을 침

해하기 때문에 헌이 된다.10)

와 같은 이유 때문에 헌법상 경제질서는 립 이어야 하므로,

특정 경제질서를 헌법규정으로부터 도출하여 설정하는 것은 타당하

지 아니하다.

(나) 헌법상 특정 경제질서의 설정 그 침해여부 단시 문

제 해결방안

그러나 헌법상 특정 경제질서를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에도 불구하고, 특정 경제질서를 설정하여 그 침해여부를 단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 과 그 해결방안을 살펴본다.

1) 헌법상 특정 경제질서 설정상의 문제 해결방안

먼 특정 경제질서를 헌법으로부터 도출함에 있어서 헌법재 소

는 헌법상의 경제질서를 헌법규정에 따라서 다르게 설정하고 있다.

즉, 헌법재 소는 헌법 제119조 제1항에 의거할 때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질서를, 헌법 제119조 제1항 제2항에 의거하거나 헌법

체 으로 고찰할 때는 사회 시장경제질서 등을 도출해 내고 있

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사회 정의를 실천하는 경제규제입법이나

9) 독일 기본법상의 경제질서의 립성에 해서는 BVerfGE 4, 7, 18 ; 14, 19, 23 참조.

10) Kriele, Recht und Politik in der Verfassungsrechtsprechung, NJW 1976, 777 ff., 780 f. 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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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입법 는 사회입법은 사회 시장경제질서에는 배되지 아니

하지만, 헌법 제119조 제1항에 의거한 자본주의 시장경제질서에

는 배된다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그러므로 만약 헌법상 경제질서를 설정해야 한다면, 헌법 제119

조 제1항과 제2항을 총체 으로 단하여 경제질서를 도출해내야

할 것이다. 그 다면 우리 헌법상의 경제질서는 자본주의 내지

자유주의 시장경제질서보다는 사회 시장경제질서 는 혼합

경제질서라고 설정하는 것이 경제 련 헌법규정들의 내용을 보다

더 정확하게 반 할 수 있다. 학설상으로도 헌법상 경제질서는 사

회 시장경제질서11) 는 혼합경제체제12)로 묘사되고 있다.

2) 헌법상 설정된 특정 경제질서의 침해여부 단에서의 문

제 해결방안

가) 경제질서의 구성요건의 불확정성

특정 경제질서를 헌법상의 질서로 설정하고 그 배여부를 단

하는 경우에는 우선 특정 경제질서( ：자유시장경제질서)가 갖는

구성요건들이 확정되어 있지 않아서 이의 반여부를 단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하기 해서는 특정 경제질서의 구성요건들

을 구체화해야 할 것이다. 를 들어, 자유시장경제질서의 구성요건

들로는 일반 으로 ① ‘생산수단에 한 사 재산권의 보장’, ② 사

인 경제주체인 기업가나 소비자가 투자, 생산. 분배 소비를 자

유롭게 결정하는 ‘분권화된 의사결정’：법 인 차원에서는 사 자치

원칙, 계약의 자유, 직업의 자유, 경쟁의 자유, 소비의 자유 근로

11) 이에 해서 자세한 것은 권 성, 헌법학원론, 1997, 156면 ; 김철수, 헌법학개론, 1997, 205

면 ; 허 , 한국헌법론, 1996, 159면 ; Müller-Volbehr, Jörg, Das Soziale in der

Marktwirtschaft, in: JZ 1982, 133 ; Ebel, Günter, Verfasssung und Ökonomie－

Grundgesetz und Wirtschaftsordnung, in: Recht im Amt 1/1991, S. 22 참조.

12) 이에 해서 자세한 것은 김형성, 한국헌법의 경제질서, 학교 논문집 제11권 제2호(인

문․사회과학편), 29면 ; 홍정선, 한국헌법의 경제체계에 한 연구, 이화여 한국문화연구

원 논총 제59집 제2호, 1991. 12, 11면 ; 김 추, 경제질서와 경제정의, 한국헌법학회, 헌법학

연구 제3집, 1997, 21면 ; 김문 , 행헌법상의 경제질서의 성격, 고시계 1997.9, 94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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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권 등의 보장, ③ 사 경제주체들의 결정을 조정하기 해서 수

요와 공 의 원칙에 따라서 작동하는 시장기구의 존속 등을 들 수

있다.13) 그런데 이러한 자유시장경제질서의 구성요건들은 부분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들의 내용과 첩되고 있다.

나) 경제질서 배여부 단에 있어서 사법 단기 의 모호성

다음으로 헌법재 소가 설정한 특정한 경제질서( ：‘자유시장경

제질서’)가 배되고 있는지 여부를 단하는 경우에는 ‘자유시장경

제질서’라는 개념이나 구성요건들이 모호하고 추상 이어서 그 사

법 통제정도와 통제기 을 설정하는 것이 어렵다.

우선 사법통제의 정도와 련하여 볼 때, ‘자유시장경제질서’에

조 이라도 합치되지 아니한 모든 국가의 경제조치가 헌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시장경제질서의 본질 인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하

는 국가의 경제조치만이 헌이 되는 것인지 등이 불분명하다. 후

자의 경우로 사법 통제정도를 한정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다음으로 사법 통제기 에 해서 살펴볼 때, 특정 경제질서의

침해여부 단에 있어서는 기본권제한의 경우와 같이 사법 통제기

으로 비례의 원칙을 면 으로 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

고, 단지 합성원칙만을 통제기 으로 용하는 것이 타당하다.14)

다시 말해서 특정한 경제조치가 시장경제질서의 유지에 합한지

여부만을 심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경제 역에서는 입법자에게

범 한 입법형성재량권이 부여되므로, 여기에서도 명백성통제가 행

해진다. 따라서 국가 경제조치는 극단 인 경우에만 합성원칙에

반되고 헌법상 시장경제질서에 배된다고 볼 수 있다.

나. 헌  119  1항과 본

13) Müller-Volbehr, Jörg, Das Soziale in der Marktwirtschaft, in: JZ 1982, 133 ; Ebel, Günter,

Verfasssung und Ökonomie－Grundgesetz und Wirtschaftsordnung, in: Recht im Amt

1/1991, S. 21 ; 정창 , 경제학원론, 1997, 981면 참조.

14) 이에 해서는 이 논문 “2. 국가목표규정인 경제 련 헌법규정들의 사법 통제기 , 가.”이

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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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19조 제1항에서 개별 국민의 기본권을 도출하고 있는 헌

법재 소의 례를 살펴보고 그에 해서 평가하기로 한다.

(1) 헌법 제119조 제1항에 의거한 주 공권 도출에 한 헌법재

소 례

(가) 계약의 자유

헌법재 소는 1991. 6. 3. 89헌마204,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

입에 한법률 제5조 제1항의 헌여부에 한 헌법소원결정에서

“계약자유의 원칙”은 헌법 제10조 소정의 행복추구권 일반 행동

자유권으로부터 생되는 것이지만, “헌법 제119조 제1항의 개인의

경제상의 자유의 일종”이라고 시함으로써, 헌법 제119조 제1항으

로부터 ‘계약의 자유’라는 주 공권을 도출하 다( 례집 3, 276).

(나) 기업활동의 자유

헌법재 소는 1993. 7. 29. 89헌마31, 공권력행사로 인한 재산권침

해에 한 헌법소원결정에서, 헌법 제119조 제1항에서 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 함을 기본

으로 한다고 하여 시장경제의 원리에 입각한 경제체제임을 천명한

것은 “기업의 생성․발 ․소멸은 어디까지나 기업의 자율에 맡긴

다는 기업자유의 표 ”이라고 시함으로써, ‘기업활동의 자유’라는

주 공권을 헌법 제119조 제1항으로부터 직 도출하 다( 례

집 5-2, 115). 이어서 헌법재 소는 국제그룹해체를 하여 행한 일

련의 공권력행사는 헌법 제119조 제1항 소정의 기업활동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므로 헌이라고 결정하 다( 례집 5-2, 119).

(2) 헌법재 소 례의 평가

헌법상의 국가목표규정으로부터도 외 으로 개인의 주 공

권을 도출해낼 수 있으나, 국가목표규정으로부터 도출되는 주

공권은 헌법상 기본권조항들에서 보장되고 있는 주 공권과

복된다. 우리 헌법구조상 기본권조항들에서 도출시킬 수 없는 주

공권이 헌법상 국가목표규정으로부터 독자 으로 발생한다고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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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는 어렵다. 따라서 국가목표규정으로부터 복 으로 주 공

권을 도출시킬 필요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헌법재 소도 에서 로 든 결정들 이후에는 더 이상 헌법 제

119조 제1항으로부터 주 공권을 도출하지 않고 있다. 헌법재

소는 가장 최근인 1998. 10. 29. 97헌마345,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

조 등 헌확인결정에서 헌법 제15조에 의거한 ‘기업의 자유’나, 헌

법 제10조에 의한 ‘계약의 자유’에 한 침해여부 단을 하면서도,

이 기본권을 다시 헌법 제119조 제1항에 의거 도출하여 그 침해여

부 단을 하지 않았다(공보 30, 811-812 참조).

다. 헌  119  1항   격  통

헌법 제119조 제1항은 국가목표규정이라는 법 성격을 가진

다.15) 따라서 헌법 제119조 제1항은 경제 역에 있어서 경제헌법의

지침으로 작용하지만, 국가경제정책을 특정 경제질서에 기속시키는

것은 아니다. 헌법 제119조 제1항은 입법자에게 범 한 입법형성

의 자유를 부여하고 있다.

헌법 제119조 제1항은 헌법의 기본권편에서 보장하고 있는 개인

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 를 재확인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특별한

의미는 없다고 할 것이다16).

헌법 제119조 제1항이 사법 통제성을 갖는다고 보는 경우에는

그 통제기 이 문제되지만, 의 ‘경제 련 헌법규정들의 일반 인

고찰’에서 제시한 사법상의 통제기 이 여기에도 그 로 용될 수

있을 것이다.

라. 헌  119  2항

(1) 헌법 제119조 제2항의 법 성격

15) 한수웅, 한국헌법상의 경제질서, 계희열교수화갑기념논문집, 1995, 190면 참조.

16) 김형성, 한국헌법의 경제질서, 학교 논문집 제112권 제2호(인문․사회과학편), 19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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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19조 제2항은 국가의 경제에 한 규제와 조정을 한

‘국가수권규정’이라는 법 성격을 가지는데, 국가목표를 시하고

있다는 에서 국가목표규정으로 볼 수 있는 여지도 있다. 그러나

헌법 제119조 제2항은 국가에게 경제규제를 할 수 있는 폭넓은 재

량권한을 입법자에게 임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한 사법통제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2) 헌법 제119조 제2항에 한 헌법재 소 결정례

(가) 헌법재 소는 1996. 11. 28. 96헌가13, 세법 제182조 제2

항 헌제청결정에서 “ 세의 부과․징수 수출입물품의 통 을

정하게 하여 국민경제를 발 시키고 세수입을 확보하는 등 보

다 더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한다는 세법 제182조 제2항의

“입법목 은 우리 나라의 경제질서에 한 헌법 제119조 제2항(경

제의 규제․조정)의 정신에 부합하여 정당하다”고 시하 다( 례

집 8-2, 518).

(나) 헌법재 소는 1996. 12. 26. 96헌가18, 주세법 제38조의 7

등에 한 헌제청결정에서, 헌법 제119조 제2항은 “국가는 …시장

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기 하여 …경제에 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독과 규제라는 경제정책 목

표를 개인의 경제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정당한 공익의 하나로

명문화하고 있다”고 시하 다( 례집 8-2, 695). 그리고 헌법재

소는 독과 규제의 목 이 경쟁의 회복에 있다면 이 목 을 실 하

는 수단 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이어야

한다고 설시한 후 주세법상의 목 달성을 해서 선정된 수단의 심

사를 하 다.

헌법재 소는 소주 매업자가 매월 소주류 총구입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자도소주로 구입하도록 하는 구입명령제도는 “지방소주

업체를 경쟁으로부터 직 보호함으로써 오히려 경쟁을 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유지하고 진하려는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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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독과 규제”라는 공익을 달성하기 한 정한 조치로 보기

어렵다“라고 시하 다( 례집 8-2, 696). 결론 으로 헌법재 소

는 비록 소주시장에서 이미 시장지배 지 가 형성되었거나 는

형성될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구입명령제도는 독 화되어 있는

시장구조를 경쟁 인 시장구조로 환시키기 하여 정한 수단으

로 볼 수 없으므로 주세법조항은 비례의 원칙에 반된다고 결정하

다( 례집 8-2, 696).

(3) 헌법재 소 결정의 평가

결정에서와 같이 헌법재 소는 헌법 제119조 제2항으로부터

기본권제한을 한 헌법 목 을 도출하여 헌법 목 정당성의

근거로 단하 다. 특히 헌법재 소는 96헌가18 결정에서 헌법 제

119조 제2항에서 독과 규제라는 국가목표를 도출하고 주세법이 선

정한 자도소주 구입명령제도라는 입법수단이 목 에 합하여

비례의 원칙에 배되는지 여부를 심사하 다. 이 결정에서 수단의

심사를 해서 용된 합성원칙심사의 기 은 지나치게 엄격하다

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경제 역에서는 일반 으로 수단의 심사를

해서는 명백성통제를 통한 완화된 합성심사를 하는 것이 타당

하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 96헌가18 결정에서 행해진 헌법 제119조 제2항과 련

하여 실시한 합성원칙 배여부 단이 기본권침해여부를 가리기

한 단인지, 아니면 경제 련 헌법규정인 헌법 제119조 제2항의

배여부를 가리기 한 단인지가 불확실하다. 기본 으로 헌법

제119조 제2항은 사법통제성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이에 한 사법

통제는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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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헌  123

가.  헌  123  2항(‘지역경  ’)

(1) 헌법 제123조 제2항의 법 성격 통제기

헌법 제123조 제2항은 “국가는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 을 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목

표규정’ 내지 ‘국가의무규정’이라는 법 성격을 가진다. 따라서 앞

에서 국가목표규정의 법 성격과 사법 통제성 그 통제기 에

해서 언 한 내용이 그 로 여기에서 용된다. 다시 말해서 헌

법 제123조 제2항은 제한된 범 내에서 사법 통제가 가능하며,

그 경우에는 통제기 으로서 합성원칙이 용된다.

(2) 헌법 제123조 제2항에 한 헌법재 소의 결정례

헌법재 소는 1996. 12. 26. 96헌가18, 주세법 제38조의 7 등에

한 헌제청결정에서 “헌법 제123조 제2항이 규정한 지역경제육성

의 목 은 일차 으로 지역간의 경제 불균형의 축소에 있다”고

설시한 후, ”입법자가 개인의 기본권침해를 정당화하는 입법목 으

로서의 ‘지역경제’를 주장하기 하여는 (…) 문제되는 지역의 존

하는 경제 낙후성이라든지 아니면 특정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지역간의 심한 경제 불균형과 같은 납득할 수 있는

구체 이고 합리 인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시하 다( 례집

8-2, 697).

그리고 나서 헌법재 소는 “ 국 각도에 균등하게 하나씩의 소주

제조기업을 존속 하려는 주세법에서는 수정되어야 할 구체 인

지역간의 차이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1도 1소주제조업체의 존속유

지와 지역경제의 육성간에 상 계를 찾아 볼 수 없다”고 확인하

다. 이러한 이유를 근거로 헌법재 소는 주세법상의 자도소주 구

입명령제도를 통하여 지방소주업체를 경쟁으로부터 보호하고 그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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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 각 도에 하나씩의 소주제조기업이 존재한다는 것 그 자체만으

로는 헌법 제123조의 ‘지역경제의 육성’이란 공익을 의미한다고 보

기가 어려워서 기본권침해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시하 다( 례

집 8-2, 698).

(3) 헌법재 소 결정의 평가

결정에서는 주세법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가 헌법 제123조 제

2항에서 정하고 있는 지역경제의 육성이라는 국가목표에 의해서 정

당화되는지 여부만이 단되고 있을 뿐, 헌법 제123조 제2항의

배여부가 단된 것이 아니다. 헌법재 소는 자도소주 구입명령제

도와 헌법 제123조 제2항이 요청하는 지역경제의 육성간에 아무런

상 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 지역경제의 육성은 기본권침

해를 정당화할 수 있는 공익이 아니라고 단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목 정당성여부에 한 단보다는 선정된 수

단의 합성여부에 한 단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훨씬

타당했다고 본다. 다시 말해서 주세법조항이 극 으로 추구하는

지역경제의 육성이라는 입법목 은 기본권침해를 정당화하는 공익

이라고 볼 수 있지만, 자도소주 구입명령제도라는 수단은 이러한

목 과는 아무런 상 계가 없으므로 이러한 목 달성에 합하지

않다고 단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 경우 수단의 합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주세법조항이 헌법 제123조 제2항에 배된다고 볼 수도

있다. 물론 이 결정의 소수의견과 같이 자도소주 구입명령제도라는

수단이 지역경제의 육성이라는 목 에 합하다고 볼 여지도 있다

( 례집 8-2, 709-710).

나. 헌  123  3항(‘ 업  보 ’)

(1) 헌법 제123조 제3항의 법 성격 통제기

헌법 제123조 제3항은 “국가는 소기업을 보호․육성하여야 한

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목표규정’이라는 법 성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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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진다. 그러므로 앞에서 국가목표규정의 법 성격과 사법 통제

성 그 통제기 에 해서 언 한 내용이 그 로 헌법 제123조

제3항에도 용된다. 다시 말해서 헌법 제123조 제3항은 제한된 범

내에서 사법 통제가 가능하며, 그 경우에는 통제기 으로서

합성원칙이 용된다.

(2) 헌법 제123조 제3항에 한 헌법재 소의 결정례

헌법재 소는 1996. 12. 26. 96헌가18, 주세법 제38조의7 등에

한 헌제청결정에서, 우리 헌법은 제123조 제3항에서 “ 소기업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요성 때문에 ‘ 소기업의 보호‘를 국가경

제정책 목표로 명문화하고, 기업과의 경쟁에서 불리한 치에

있는 소기업의 지원을 통하여 경쟁에서의 불리함을 조정하고, 가

능하면 균등한 경쟁조건을 형성함으로써 기업과의 경쟁을 가능하

게 해야 할 국가의 과제를 부과하고 있다”고 시하 다( 례집

8-2, 698). 그리고 나서 헌법재 소는 “ 소기업의 보호란 공익이

자유경쟁질서안에서 발생하는 소기업의 불리함을 국가의 지원으

로 보완하여 경쟁을 유지하고 진시키려는데 그 목 이 있으므로”,

주세법조항이 규정한 자도소주 구입명령제도는 이러한 공익을 실

하기에 합한 수단으로 보기 어렵다고 단하 다( 례집 8-2,

700).

(3) 헌법재 소 결정의 평가

헌법재 소는 결정에서 자도소주 구입명령제도라는 수단이

소기업의 보호라는 목 달성에 합하지 않다고 단함으로써 합

성원칙심사를 엄격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 역의 경우에는 입

법자에게 범 한 입법형성재량권이 부여되므로 선정된 수단이 추

구하는 목 달성에 명백히 부 합한지 여부만을 심사하는 명백성통

제를 결정에서 합성심사기 으로 선택하는 것이 타당했다고

본다. 그럴 경우에는 자도소주 구입명령제도라는 수단이 소기업

의 보호라는 목 달성에 명백히 부 합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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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 경우에 자도소주 구입명령제도라는 수단이 소기업의 보호

라는 목 달성에 명백히 부 합하다고 단된다면 주세법조항이 헌

법 제123조 제3항에 배된다고 볼 수도 있다.

3. 헌  126

가. 헌  126  격  통

헌법 제126조는 “국방상 는 국민경제상 긴 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 기업을 국유 는 공유로

이 하거나 그 경 을 통제 는 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

으므로 ‘국가수권규정’ 이라는 법 성격을 가진다. 따라서 헌법 제

126조는 일정한 법 요건들이 충족되는 경우에 사 기업의 국․공

유화나 그 경 통제 내지 리를 할 수 있다는 입법 임을 입법자

에게 부여하고 있다. 이 경우 헌법 제126조가 정하고 있는 일정한

요건들이 충족되고 있는지 여부에 한 사법 통제가 가능하지만,

그 통제는 비교 완화된 형태로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 왜냐하

면 헌법 제126조는 입법자에게 입법상 범 한 단여지 내지 형

성여지를 부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나.  헌  126  건들

헌법 제126조에서의 사 기업의 국․공유로의 이 은 공법 수

단에 의하여 사기업에 한 소유권을 국가나 기타 공법인에 귀속시

킴으로써 특정목표를 실 할 수 있도록 그 재산권의 내용을 변형하

는 것을 말하는데, 이를 ‘사회화’17)로 부를 수 있다. 그리고 사 기

업의 경 통제 는 경 리는 사기업에 한 소유권의 변경없이

사기업 경 에 한 통제 는 리를 통해서 특정목표가 실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를 편의상 ‘ 사회화’로 부를 수

17) ‘사회화’ 내지 ‘ 사회화’라는 용어에 해서는 한태연, 헌법학, 1985, 1047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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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그 방법으로는 사 기업에 한 자본참여에 의한 것 등을 들

수 있는데18), 이러한 자본참여없이 사 기업의 경 을 통제하고

리하는 것은 해당 기업의 재산권을 심하게 제한하게 된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헌법 제23조 제1항에 의거하여 보장되는 기업재산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

헌법 제126조는 사회화 내지 사회화의 실시요건을 엄격하게 정

하고 있는데, ‘국방상의 긴 한 필요’란 사기업의 운 을 통해서는

국방의 목 을 달성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를 말한다. 그리고 ‘국

민경제상의 긴 한 필요’란 사기업의 운 을 통해서는 국민경제의

정상 인 운용이 매우 곤란한 경우를 말하는데,19) 이에 해당되는

로서는 수익성부족으로 사 기업이 감당할 수 없는 국민경제상의

과제를 국가가 수행해야하는 경우나20), 특정 산업( ：은행업)의 사

기업이 산시 국민경제에 미치는 엄청난 장을 방지하기 해

서 국가가 직 개입해야 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헌법 제126조는 사회화 내지 사회화의 상으로 사 기업을 명

시하고 있는데 제조업뿐만 아니라 서비스업 등 모든 산업부문에 존

재하는 사 기업을 말한다.21) 그리고 특정산업부문의 체 사 기

업뿐만 아니라 일부 사 기업도 그 상이 될 수 있다.

헌법 제126조는 사회화 내지 사회화의 목 을 정하고 있지 아

니하지만, 원칙 으로 이윤추구원칙이 아니라 비용충족원칙에 따

라서 해당기업을 경 하는 등 여러 사회경제 목표들을 추구한다

고 볼 수 있다.22)

18) 독일의 경우에도 국가의 사 기업에 한 자본참여를 사회화(‘andere Formen der

Gemeinwirtschat')의 로서 들고 있다. 이에 해서는 Huber, Wirtschaftsverwaltungsrecht,

Bd.II, 2.Aufl., 1954, S.171 참조.

19) 한태연, 헌법학, 1985, 1047면

20) Soo-Woong Han, Merkmale der verfassungsrechtlichen Ordnung der Wirtschaft in

Deutschland und Korea, 1993, S. 183 참조

21) 김형성, 한국헌법의 경제질서, 학교 논문집 제112권 제2호(인문․사회과학편), 20면 참

조.

22) 독일 기본법 제15조에 의거한 사회화도 비슷한 목 을 추구하고 있다. 이에 해서는 무엇

보다 Kimminich, GG, BK, Art. 15, Rdnr.7 ; Krüger, Sozialisierung, in: Bettermann /

Nipperdey / Scheuner, Die Grundrechte, III/1, 1958, S.26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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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헌법 제126조에는 보상의무가 명시 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국․공유화에 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헌법 제23조 제3

항에 하는 정당한 보상을 지 하여야 할 것이다.23)

다. 헌  126 에 한 헌 재  

(1) 헌법재 소는 1993. 7. 29. 89헌마31, 공권력행사로 인한 재산

권침해에 한 헌법소원결정에서 “헌법 제126조는 국방상 는 국

민경제상 긴 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 기업을 국유 는 공유로 이 하거나 그 경 을 통제 는

리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사 기업의 경 권에 한 불간섭의 원칙

을 보다 구체 으로 밝히고 있다”고 시하 다( 례집 5-2, 116).

그리고 나서 헌법재 소는 “이 사건 과정에서 공권력에 의한 격

인 면해체 조치로 인하여 에서 본바 주거래은행이 바로 에

자율 으로 세워놓은 자구노력식 지원계획은 제 로 시행해 볼 겨

를없이 백지화되게 됨으로써 은행측의 경제의 자율성이 해되게

된 것은 차치하고, 법률 근거 없이 사 기업의 경 권에 개입하

여 그 힘으로 이를 제3자에게 이 시키기 한 공권력의 행사 다

는 에서 126   경  간  원  직  

한 것”이라고 단하 다( 례집 5-2, 119).

(2) 헌법재 소는 1998. 10. 29. 97헌마345, 자동차운수사업법 제

24조 등 헌확인결정에서헌법 제126조상의 ‘사 기업의 국유 는

공유로의 이 ’은 일반 으로 공법 수단에 의하여 사기업에 한

소유권을 국가나 기타 공법인에 귀속시키고 사회정책 ․국민경제

목표를 실 할 수 있도록 그 재산권의 내용을 변형하는 것을 말

하며, 사기업의 ‘경 에 한 통제 는 리’라 함은 비록 기업

에 한 소유권의 보유주체에 한 변경은 이루어지지 않지만 사기

업 경 에 한 국가의 범 하고 강력한 감독과 통제 는 리

23) 김철수, 헌법학개론, 1996, 20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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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체계를 의미한다“고 시하 다(공보 30, 812).

그리고 나서 헌법재 소는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규정하는 운송

수입 액 리제로 인하여 청구인들이 기업경 에 있어서 리추

구라고 하는 사기업 본연의 목 을 포기할 것을 강요받거나 으

로 사회․경제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방향으로 기업활동의 목표를

환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그 기업경 과 련하여 국가의 범

한 감독과 통제 는 리를 받게 되는 것도 아니며, 더구나 청

구인들 소유의 기업에 한 재산권이 박탈되거나 통제를 받게 되어

그 기업이 사회의 공동재산의 형태로 변형된 것도 아니”므로, 이 사

건에서 헌법 제126조의 사기업의 국․공유화 내지 그 경 의 통제․

리조항이 용될 여지가 없어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헌법 제

126조에 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단하 다(공보 30, 813).

라. 헌 재  결  평가

결정들에서는 헌법 제126조상의 ‘사 기업의 경 에 한 통

제 는 리’가 문제되었는데 89헌마31결정에서는 ‘사 기업의 경

권에 한 불간섭의 원칙’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한 반면에, 97

헌마345결정에서는 ‘기업에 한 소유권의 보유주체에 한 변경은

이루어지지 않지만 사기업 경 에 한 국가의 범 하고 강력한

감독과 통제 는 리의 체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 다. 그

러나 그에 한 구체 인 내용과 를 시하지는 아니하 다.

한 결정들에서는 앞에서 언 한 헌법 제126조의 법 요건들에

해서는 개별 으로 자세히 단되지 않고 있다.

한편 헌법 제126조상의 사 기업의 경 에 한 통제 는 리

는 기업재산권에 한 제한이 수반되므로 헌법 제23조상의 재산권

보장과도 련이 되어 있다. 그러나 89헌마31결정에서는 ‘공권력

행사로 인한 재산권침해에 한 헌법소원결정’이라는 표제에도 불

구하고 헌법 제23조에 의거 보장되는 재산권의 침해여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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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하지 않았다.

IV. 맺는말

경제 련 헌법규정들은 단순한 공허규정이 아닌 법 구속력을

가진 국가목표규정 내지 국가수권규정으로서의 법 성격을 가진

다. 국가는 이들 헌법규정들이 규정하고 있는 경제에 한 국가목

표를 수해야 하거나, 특정경제조치를 취할 수 있는 수권사항을

임받는다. 그리고 경제 련 헌법규정들은 사회․경제입법에 의한

기본권제한을 정당화하는 공익 목 근거를 제공한다.

경제 련 헌법규정들이 국가목표규정인 경우에는 제한된 범 내

에서 사법통제가 가능하며, 그 통제기 으로는 기본권제한의 경우

와는 달리 비례의 원칙 에서 합성원칙만이 용된다. 경제 인

역에서는 입법자에게 범 한 입법형성권이 부여되므로 합성

원칙심사에서는 명백성통제가 행해진다.

특정한 경제질서( ：자유시장경제질서)는 헌법 으로 기본권규

정들 경제 련 헌법규정들을 통해서 이미 구체화되어 있으므로,

이들 헌법규정들의 배여부 단과는 별도로 특정한 경제질서를 헌

법 으로 설정하고 그 배여부를 단하는 것은 불필요하다. 한

헌법상 경제질서는 립 이어야 하므로, 헌법상 특정 경제질서를

설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만약 특정 경제질서를 헌법 제119조에 의거하여 헌법상 경제질서

로 설정하려 한다면, 헌법규정들의 내용을 모두 반 하는 경제질서

( ：사회 시장경제질서)가 설정되어야 하며, 그 배여부를 단

할 때에도 설정된 경제질서의 구성요건들이 구체화되어야 하며, 그

사법 통제기 으로는 합성원칙을 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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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헌법재 소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

심 은 주 권리구제1)의 헌법소원으로서 개별 인 공권력의 행

사 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법 제75조 제5항에 의하여 부수 으로 공

권력행사의 근거가 된 법률이 헌선언될 수 있음에 하여, 법 제

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 2)은 구체 규범통제의 헌법소원으

로서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률의 헌여부심 의 제청

신청이 법원에 의하여 기각된 때에 그 신청을 한 당사자가 헌법재

소에 제청신청이 기각된 법률의 헌여부를 가리기 한 헌법소

원심 을 청구하는 것으로서, 법 제68조 제1항과 동조 제2항에 규

정된 헌법소원은 그 심 청구의 요건과 그 상이 각기 다르다(헌

재 1994. 4. 28. 89헌마221, 례집 6-1, 239, 257).3)

헌법소원의 법요건은 헌법소원심 을 청구하는 국민들의 입장

에서 본다면 청구의 본안심리를 거부당하는 셈이 되므로 그 요건을

어떻게 규정하느냐는 국민의 기본권보장과 헌법재 의 활성화에

요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4) 즉, 법이 헌법소원의 법요건을 까다롭

게 규정하고 헌법재 소의 례도 이를 엄격하게 해석한다면 국민

1) 한편으로는 헌법소원을 통하여 헌법질서도 유지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헌법보장제

도로서의 요성도 있다. 金哲洙,「헌법학신론」(박 사, 1998. 3), 880면. 헌재 1992. 1. 28. 91

헌마111, 례집 4, 51이하.

2) 이는 행 법(제68조 제1항)이 법원의 재 에 한 헌법소원심 제도를 채택하지 않음으로써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한 방편으로 구상된 제도라는 견해가 있다. 鄭

宗燮, 헌법재 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 제도,「헌법재 연구(1)」(철학과 실사, 1997.

7), 124면;「헌법재 실무제요」(헌법재 소, 1998. 8. 이하에서는 ‘실무제요’라고 한다), 115면.

3) 즉, 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은－그 실질이 구체 규범통제이므로－보충성의 원칙이나

법 련성(자기성ㆍ 재성ㆍ직 성)의 요건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고, 심 의 상이 된 법

률의 재 제성이 문제가 된다. 金文顯, 헌법재 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 고시연구

(1994. 2.), 40면.

4) 權寧星, 헌법재 소의 각하결정에 한 통계 분석과 각하사유에 한 평가,「법학 제31권 3

ㆍ4호」(서울 학교, 1990. 12.), 42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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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헌법소원심 에의 근(access)을 어렵게 하여 헌법재 의 활성

화에 어 나는 결과를 래할 것이고, 반 로 무 완화한다면 헌

법소원심 이 민 소송화하여 헌법재 소의 업무부담을 가 함

은 물론이고 보충 인 권리구제수단으로서의 헌법소원제도의 성격

에도 어 나게 된다.

헌법재 소에 수된 헌법소원심 사건은 법 제68조 제1항에 의

한 헌법소원과 동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을 불문하고 먼 지정

재 부의 사 심사를 거치게 되는데(법 제72조 제1항), 법 제72조

제3항이 규정하는 사유5)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재 부 재

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결정으로 심 청구를 각하한다.

그러나 지정재 부의 사 심사를 거쳐 원재 부에 회부된 사건

이 모두 본안 단을 받는 것은 아니다. 아래 표에서 보듯이 1989.

9. 1. 헌법재 소 창립이래 1998. 8. 31.까지 10년간 모두 1,837건의

각하결정이 있었는데, 그 원재 부에서 각하된 사건은 모두

503건이었다(27.4%). 이를 법 제68조 제1항과 제2항의 헌법소원으로

나 어 보면, 제1항의 헌법소원은 1,763건의 각하결정 460건

(26.1%)이, 제2항의 헌법소원은 74건의 각하결정 43건(58.1%)이

원재 부에서 각하된 것이었다.

헌법소원의 법요건은 그 법 가 무 넓어 제한된 지면에서 모

두 다루기에는 무리일 것이므로, 본고에서는 법 제68조 제69조

에 규정된 요건을 심으로 1988. 9. 1.부터 1998. 8. 31.까지 10년간

의 헌법재 소의 례에 따라 기술하되, 편의상 동조 제1항 제2

5) ①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 차가 있는 경우 그 차를 모두 거치지 않거나 는 법원의 재

에 하여 헌법소원의 심 이 청구된 경우(제1호)

②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 헌법소원심 이 청구된 경우(제2호)

③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리인의 선임없이 청구된 경우(제3호)

④ 기타 헌법소원심 의 청구가 부 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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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 9. 1. － 1998. 8. 31.

처 리

구분

수

처 리

미 제
합 계

본 안
결 정

각 하
종 료
선 언

취 하

합 계 4193 3771 1662 1859 2 248 422

헌법률 351 337 224 17 0 96 14

탄 핵 0 0 0 0 0 0 0

정당해산 0 0 0 0 0 0 0

권한쟁의 9 8 2 5 0 1 1

헌

법

소

원

계 3833 3426 1436 (503)
1837 2 151 407

§68ⓛ 3247 3007 1108 (406)
1763 1 135 240

§68 ② 586 419 328 (43)
74 1 16 167

※ ( )안의 숫자는 원재 부에서 처리된 건수로 본란의 숫자에 포함되었음.

항의 헌법소원을 따로 다루었다.

Ⅱ.  68  1항에  헌 원  건

○ 법 제68조 제1항：“공권력의 행사 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 을 제외하고는 헌법재

소에 헌법소원심 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 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

○ 법 제69조 제1항：“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 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

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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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구제 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 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

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1. 공  행사 또는 행사  재

가. 공  미

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 을 청

구할 수 있다. 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헌법소원의 상이 되는

행 는 국가기 의 공권력작용에 속하여야 한다. 여기서의 국가기

은 우리나라의 국가기 만을 의미하고6) 입법ㆍ행정ㆍ사법 등의

모든 기 을 포함하며(헌재 1990. 10. 15. 89헌마178, 례집 2, 365,

370), 간 인 국가행정,7) 를 들어 공법상의 사단ㆍ재단 등의 공

법인, 국립 학교(헌재 1992. 10. 1. 92헌마68등, 례집 4, 667-668

참조)와 같은 조물 등의 작용도 헌법소원의 상이 된다.

공권력의 불행사에 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 의무가 특별히 구체 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

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허용되는 것이므로 작 의무가 없

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한 헌법소원은 부 법하다(헌재 1994. 6.

30. 93헌마161, 례집 6-1, 700, 704; 同旨, 1995. 3. 23. 91헌마143,

례집 7-1, 398, 410).

6) 독일연방헌법재 소의 경우도 헌법소원의 상이 되는 “공권력처분”(Maßnahme der öffentli-

chen Gewalt)에 있어서 ‘공권력’(독일연방헌법재 소법 제90조 제1항 참조)이란 독일의 공권

력만을 뜻한다고 시하 다(BVerGE 1, 11; 6, 295; 22, 295).

7) 독일의 경우 고권 권력(Hoheitsgewalt)이 부여된 자치행정단체(변호사회: BVerGE 18, 213;

50, 27; 직능단체: BVerGE 1, 94f), 지방자치단체, 자치단체조합 공법상의 조물(선거시

방송시간 안배에 있어서의 방송국: BVerGE 69, 266)이 이에 해당된다. Christoph Gusy, Die

Verfassungsbeschwerde (1988) §2 (신 기 번역),「헌법재 의 이론과 실제(헌법재 자료

제3집)」(헌법재 소, 1990. 12.), 558-5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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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용

(1) 법 률

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규정된 공권력 가운데는 입법권도 당연

히 포함되므로 법률에 한 헌법소원도 가능하나 모든 법률이 헌법

소원의 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법률이 별도의 구체 집행행

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 으로, 그리고 재 으로 헌법상 보

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한정됨을 원칙으로 한다(헌재 1990.

6. 25. 89헌마220, 례집 2, 200, 203).

한편, 헌법재 소는 융실명거래 비 보장에 한긴 재정경제

명령( 통령긴 재정경제명령 제16호)을 상으로 한 헌법소원사건

에서, 긴 재정경제명령은 법률의 효력을 갖는 것이어서 마땅히 헌

법에 기속되어야 하므로 헌법소원의 심 상이 된다고 하 다(헌

재 1996. 2. 29. 93헌마186, 원본철 8-1, 52, 55).

(2) 입법부작 8)

어떠한 사항을 법규로 규율할 것인가의 여부는 특단의 사정이 없

는 한 입법자의 정치 ․경제 ․사회 각종 고려하에서 정하여지

는 입법정책의 문제이므로, 국민이 국회에 하여 일정한 입법을 해

달라는 청원을 함은 별론으로 하고 법률의 제정을 청구하는 헌법소

원은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해 법령에 명시 인 입법 임을 하

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방치하고 있거나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

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한 국가의 행 의무 내지 보호

의무가 발생하 음이 명백함에도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은 경우(소 ‘진정입법부작 ’)9)가 아니면 원칙 으

8) 우리재 소가 1998. 8. 31. 재 입법부작 에 한 헌법소원의 법성을 인정하여 본안 단

을 한 끝에 심 청구를 認容한 유일한 로는 1994. 12. 29. 선고한 89헌마2 결정이 있다(

례집 6-2, 395이하).

9) 넓은 의미의 입법부작 에는 첫째, 입법자가 헌법상 입법의무가 있는 어떤 사항에 하여

입법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입법행 의 흠결이 있는 경우(즉, 입법권의 불행사)와 둘째,

입법자가 어떤 사항에 하여 입법은 하 으나 그 입법의 내용ㆍ범 ㆍ 차 등이 당해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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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정될 수 없다(헌재 1989. 3. 17. 88헌마1, 례집 1, 9, 16).10)

한편, 입법은 하 으나 문언(文 )상 명백히 하지 않고 반 해석

으로 그 규정의 취의를 알 수 있도록 한 이른바 ‘부진정입법부작 ’

의 경우 는 기본권보장을 한 법규정이 불완 하여 그 보충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불완 한 법규자체를 상으로 하여 그것이 헌

법 반이라는 극 인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헌재 1993. 3.

11. 89헌마79, 례집 5-1, 92, 102).

(3) 헌법의 개별규정

독일의 경우 기본법의 개정(신설규정 포함)에 하여는 헌법소원

을 인정한다(BVerGE 4, 294ff.; 30, 1ff.).11) 그러나 우리재 소는, 헌

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제5호 법 제41조 제1항, 제68조 제2항은

헌심사의 상이 되는 규범을 ‘법률’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헌법의

개별조항 자체가 헌심사의 상이 될 수 없음은 각 규정의 문

언에 의하여 명백하다고 하 다(헌재 1996. 6. 13. 94헌바20, 례집

8-1, 475, 483; 同旨, 1998. 3. 26. 93헌마204, 1998. 6. 25. 96헌마47).

(4) 법률의 입법 차의 하자

개별 법률의 입법 차의 하자는 헌법소원의 상이 되지 않는다.

즉, 청구인들은 그 법률의 실체 내용으로 인하여 재, 직 으

로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 헌법소원심 을 청구하거나 그 법률

이 구체 소송사건에서 재 의 제가 된 경우에 헌여부심 의

제청신청을 하여 그 심 차에서 입법 차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

로 그 법률이 헌임을 주장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단순히 입법

차의 하자로 인하여 기본권을 재, 직 으로 침해받았다고 주

을 불완 ㆍ불충분 는 불공정하게 규율함으로써 입법행 에 결함이 있는 경우(즉, 결함이

있는 입법권의 행사)가 있는데, 일반 으로 자를 “진정입법부작 ”, 후자를 “부진정입법부

작 ”라고 부르고 있다(헌재 1996. 11. 28. 95헌마161, 공보 19, 93).

10) 독일의 경우 연방헌법재 소는 사회국가원리와 같은 것에서 나오는 입법자의 일반의무

(BVerGE 1, 105)나 법률에 한 일반 개선의무(Nachbesserungspflicht: BVerGE 49, 130;

50, 335; 56, 78)는 ‘명백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아 이에 한 헌법소원의 가능성을 부인하

다. Gusy, 게번역자료, 571면.

11) 鄭然宙, 헌법규범에 한 헌심사,「공법연구 제19집」(한국공법학회, 1991), 13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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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여 헌법소원심 을 청구할 수는 없다(헌재 1998. 8. 27. 97헌마8

등, 공보 29, 718, 719).

다. 행 용

(1) 행정입법：법규명령․규칙 등

헌법 제10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행정입법의 심사는 일반

인 재 차에 의하여 구체 규범통제의 방법에 의하도록 명시하

고 있으므로, 당사자는 구체 사건의 심 을 한 선결문제로서

행정입법의 법성을 주장하여 법원에 하여 당해사건에 한

용여부의 단을 구할 수 있을 뿐 행정입법 자체의 합법성의 심사

를 목 으로 하는 독립한 신청을 제기할 수는 없다( 법원 1994. 4.

26.자 93부32 결정, 공1994, 1705).

그러므로 형식 의미의 법률이 아닌 법규명령 는 규칙으로 인

하여 직 기본권을 침해당한 피해자는 헌법소원의 심 을 청구할

수 있다.12) 즉, 법 제68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헌법소원심 의

상으로서의 공권력이란 입법․사법․행정 등 모든 공권력을 말하

는 것이므로 행정부에서 제정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은 그것들

이 별도의 집행행 를 기다리지 않고 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일

때에는 모두 헌법소원심 의 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헌재 1997.

6. 26. 94헌마52, 례집 9-1, 659, 667).

이른바 행정규칙은 일반 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지

는 것이고 외 인 구속력을 갖는 것이 아니어서 원칙 으로 헌법

소원의 상이 아니다. 그러나 행정규칙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행

정 청에 법령의 구체 내용을 보충할 권한을 부여한 경우나, 재량

권행사의 칙인 규칙이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

행이 이룩되게 되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

12) 독일의 경우도 법규명령에 한 헌법소원은 가능하나(BVerGE 3, 161; 26, 236; 56, 309 등),

보충성원칙과의 계에서 논란이 있다고 한다. Rüdiger Zuck, Die Verfassungsbeschwerde,

Rn. 444의 FN 514. Gusy, 게번역자료, 568면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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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은 그 상 방에 한 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외 인 구속력을 가지게 되는바, 이러한 경

우에는 헌법소원의 상이 될 수도 있다(헌재 1990. 9. 3. 90헌마13,

례집 2, 298, 303; 同旨, 1992. 6. 26. 91헌마25, 례집 4, 444, 449).

(2) 행정입법부작

입법부작 에 한 헌법소원은 구체 사건에서 입법 임의 제요

건이 존재하고 한 그럼으로써 입법자에게 구체 작 의무가 있는

경우에만 “이유가 있다.”13) 즉, 입법부작 에 한 헌법소원에 있어서

구체 작 의무의 존재는 소송요건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청구를 배

척하는 경우에는 부 법각하의 단이 있게 되고 기각 단의 여지는

없게 된다.14) 결과 으로 이는 ‘ 법요건’이면서 한 ‘인용요건’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원칙은 한 법규명령제정자(Verordnungs-

geber)의 부작 에 하여도 마찬가지이다(BVerGE 18, 15).

헌법재 소는 1998. 7. 16. 선고한 96헌마246 결정에서, “삼권분립

의 원칙, 법치행정의 원칙을 당연한 제로 하고 있는 우리 헌법하

에서 행정권의 행정입법 등 법집행의무는 헌법 의무라고 보아야

한다”고 제하고, “행정명령의 제정 는 개정의 지체가 법으로

되어 그에 한 법 통제가 가능하기 하여는, 첫째 행정청에게

시행명령을 제정(개정)할 법 의무가 있어야 하고, 둘째 상당한 기

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셋째 명령제정(개정)권이 행사되지 않아

야” 한다고 하 다(공보 29, 673, 680).15)

(3) 조 례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하는 조례(Satzung)도 불특정다수인에

해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이므로 조례제정 행 도 ‘입법작용’의 일종

이라고 보아 헌법소원의 상이 된다.16) 즉,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13) Gusy, 게번역자료, 571면.

14) 정종섭, 국회의 입법부작 에 한 헌법소원심 차,「헌법재 연구(1)」(철학과 실사, 1997.

7), 245면.

15) 이는 우리재 소가 1998. 8. 31. 재 행정입법부작 에 한 헌법소원의 법성을 인정하여

본안 단을 한 끝에 심 청구를 認容한 유일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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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자치입법권에 근거하여 자주 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

정한 법규이기 때문에 조례 자체로 인하여 직 그리고 재 자기

의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그 권리구제의 수단으로서 조례에 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헌재 1995. 4. 20. 92헌마264등, 례집

7-1, 564, 571).

그런데 비록 하 심이지만 1995. 5. 16. 선고된 서울고등법원 94

구11554 ‘폐교처분취소’ 사건에서 동 법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제정

하는 조례는 일반ㆍ추상 규범으로서 통상 행정청의 구체 행

가 개입되지 않으면 개인의 권리의무 내지 법 지 에 직 ㆍ구

체 으로 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원칙 으로는 항고소송의 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나, 이와 같이 입법행 의 형식을 취하

더라도 조례에 기 한 행정청의 구체 처분을 기다리지 않고 조례

그 자체에 의하여 직 개인의 권리의무에 구체 인 효과를 발생하

게 된다면 순수한 입법에 그치지 않는 ‘행정소송법상의 행정처분’으

로서 이해 계인은 항고소송을 제기하여 그 효력을 다툴 수 있다”

고 시하 고, 동 사건의 상고심은 이에 하여 명시 인 단은

하지 않았으나 “경기도 … 두 분교의 폐지는 경기도의회가 … 내

용의 개정조례를 의결하고 피고(경기도교육감)가 이를 공포하여 그

효력이 발생함으로써 완결”되었다고 시함으로써 원심 결의 시

내용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법원 1996. 9. 20. 95 7994 결,

공1996하, 3207).17)

(4) 법원의 재 을 거친 행정처분

행정소송의 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경우에는, (후술하는 바와 같

16) 독일에서도 조례가 헌법소원의 상이 된다는 에 학설상 별반 다툼이 없다고 하며(Gusy,

Schlaich, Zuck, Benda/Klein 등), 연방헌법재 소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BVerfGE 1, 91; 12,

319; 40, 187; 65, 325). 헌재 1994. 12. 29. 92헌마216, 례집 6-2, 451, 457.

17) 같은 원고가 동일한 조례를 상으로 제기한 ‘조례무효확인’ 사건의 상고심에서 법원은 같

은 날 (비록 방론이지만) “조례가 집행행 의 개입없이도 그 자체로서 직 국민의 구체

인 권리의무나 법 이익에 향을 미치는 등의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는 경우 그 조례는 항

고소송의 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시하 다( 법원 1996. 9. 20. 선고 95

8003 결, 공1996하, 3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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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원의 결에 한 헌법소원이 외 으로 허용되는 경우에

그 결의 상이 된 행정처분에 한 헌법소원심 청구도 허용된

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례집 9-2, 842, 865).

즉, 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행정처분에 하여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나 그것이 법원의 재 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인 경

우에는 당해 행정처분을 심 의 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 이 헌

법재 소가 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

해한 결과 헌법소원심 에 의하여 그 재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행정처분에 한 심 청구가 가능한 것이고, 이와 달

리 법원의 재 이 취소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행정처분에 한

헌법소원심 청구도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5. 28. 91헌마98

등, 례집 10-1, 660, 671; 1998. 6. 25. 93헌마205; 1998. 6. 25. 98

헌마17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법원의 재 이 소를 각하하는 결

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헌재 1998. 8. 27. 97헌마150 참조).

(5) 검사의 처분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자의 으로 행해진 경우에는 형사피해자는

헌법 제27조 제5항의 공 차에서의 진술권과 제11조의 평등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헌재 1989. 4.

17. 88헌마3, 례집 1, 31, 36).

의의 불기소처분( 의없음처분) 이외에 기소 지처분(헌재 1991.

4. 1. 90헌마115, 례집 3, 175, 180), 기소유 처분(‘피해자’가 청구

한 사례: 헌재 1991. 4. 1. 90헌마65, 례집 3, 160, 166; ‘피의자’가

청구한 사례: 헌재 1989. 10. 27. 89헌마56, 례집 1, 309, 316)도 헌

법소원의 상이 된다.

그러나 헌법재 소는 “죄가안됨”처분(‘피의자’가 청구한 경우: 헌

재 1996. 11. 28. 93헌마229, 례집 8-2, 610, 617),18) 기소처분(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례집 4, 922, 928), 공소취소처분(헌재

18) 그러나 이 경우에도 ‘피해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물론 헌법소원의 상이 된다.



779

1997. 3. 27. 96헌마219, 례집 9-1, 412, 414), 진정(내사)종결처분

(헌재 1990. 12. 26. 89헌마277, 례집 2, 474, 480; 1998. 2. 27. 94

헌마77, 례집 10-1, 163, 170), 수사재기결정(헌재 1996. 2. 29. 96

헌마32등, 례집 8-1, 170, 176), 항고기각결정 재항고기각결정

(헌재 1991. 4. 1. 90헌마230, 례집 3, 195; 1993. 5. 13. 91헌마213,

례집 5-1, 339; 1998. 6. 25. 97헌마271)에 하여는 별도로 헌법

소원의 상으로 할 수 없다고 하 다.

다. 사 용

(1) 재 소원의 원칙 지

독일의 경우 “사법부”도 연방헌법재 소법 제90조 제1항의 ‘공권

력’이므로 원칙 으로 모든 법원의 재 은 헌법소원의 상이 될

수 있다. 즉, 연방법원의 재 (BVerfGE 1, 90), 주(州)헌법재 소를

포함한 모든 주(州)법원의 재 도 기본법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헌

법소원의 상이 된다(BVerfGE 13, 140; 6, 445ff.; 13, 132ff.; 34,

93ff.; 42, 323). 교회법원의 재 도 교회법원이 교회를 통하여 공권

력행사에 한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연방헌법재 소 그 자체”를 제외한 연방헌법재 소법 제

93a조의 사 심사 수리 원회의 결정(BVerfGE 7, 243; 18, 440),

동법 제15a조의 지정부(Kammer)의 결정 차 반(BVerfGE 7,

243)도 헌법소원의 상이 된다.19)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 을 제외하고는’ 헌법재 소에 헌법소원심 을 청구할 수 있다”

고 규정하여 법원의 재 을 헌법소원의 상에서 제외하 다. 따라

서 행법상 법원의 재 인 결․결정․명령 자체를 상으로 하

여 헌법소원을 제기한다면 이는 원칙 으로 부 법하다(법 제72조

19) Gusy, 게번역자료 57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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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항 제1호).

(2) ‘법원의 재 ’의 의미

법 제6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원의 재 ”이라 함은 소송

사건을 해결하기 하여 법원이 행하는 종국 단의 표시인 종국결

정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나 소송법상으로는 법원이 행하는 공

권 법률 단 는 의사의 표 을 지칭하는 것이며, 이러한 의미에

서는 사건을 종국 으로 해결하기 한 종국 결 외에 본안 종국

결 간 결이 모두 포함되는 것이고 기타 소송 차의 생 ․

부수 인 사항에 한 공권 단도 포함되는 것으로 일반 으로 보

고 있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례집 4, 922, 928).

그러므로 재 장의 변론지휘권의 부당한 행사를 그 상으로 하

는 헌법소원심 청구나 재 장의 소송지휘 는 재 진행에 한

헌법소원심 의 청구는 결국 법원의 재 을 직 그 상으로 하여

청구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 법하다(헌재 1992. 6. 26. 89헌마271,

례집 4, 413, 418).

(3) 헌법소원의 상이 될 수 있는 경우20)

1997. 12. 24. 선고한 96헌마172등 (병합)결정에서 헌법재 소는,

법원이 헌법재 소가 헌으로 결정하여 그 효력을 부 는 일부

상실하거나 헌으로 확인된 법률을 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도 법원의 재 에 한 헌법소원이 허용되지 않는 것

으로 해석한다면, 법 제68조 제1항의 “법원의 재 을 제외하고는”

부분은 그러한 한도내에서 헌법에 반된다고 하여 한정 헌결정을

하 다( 례집 9-2, 842, 859). 이러한 입장에서 헌법재 소는, 동

사건의 ( 법원) 결은 헌법재 소가 이미 한정 헌결정을 선고21)

함으로써 이미 부분 으로 그 효력이 상실된 법률조항을 용한 것

20) 독일의 경우 헌법소원의 상이 되는 법원의 재 은, 첫째 법원의 재 이 헌법률에 근거

한 경우, 둘째 법원이 기본법의 차규정을 배한 경우, 셋째 법원의 재 그 자체가 내용

에 있어서 기본법에 되는 경우 등이다. Gusy, 게번역자료 578-79면.

21) 헌재 1995. 11. 30. 94헌바40등, 례집 7-2, 616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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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서 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 임이 분명하므로 이에

한 헌법소원은 허용되고, 한 동 결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헌법

상 보장된 기본권인 재산권이 침해되었다 하여 법 제75조 제3항에

따라 동 결을 취소하 다( 례집 862).

따라서 결정에 의하면, 헌법재 소의 법률에 한 헌결정(변

형결정 포함)에 반하는 법원의 재 에 하여는 헌법소원심 을 제

기할 수 있다고 하겠다. 다만, 헌으로 결정된 법률(조항)은 그 결

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하므로(법 제47조 제2항), 원칙 으

로 동 헌결정일 이후의 재 이 이에 해당할 것이다(헌재 1998. 4.

30. 92헌마239, 례집 10-1, 435, 441; 同旨, 1998. 7. 16. 95헌마77,

공보 29, 668, 670).

(4) 사법입법

사법부의 자율 입법권에 기해 제정되는 법원규칙의 제정이나

동 규칙제정의 부작 에 해서도 소원요건을 갖추는 한 다른 공권

력에 의한 입법행 는 입법부작 와 마찬가지로 헌법소원의

상이 된다. 그리하여 (구)법무사법시행규칙 제3조 제1항은 법원행정

처장이 법무사를 보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법무사시험을 실

시하지 아니해도 된다는 것으로서 상 법인 법무사법 제4조 제1항

에 의하여 모든 국민에게 부여된 법무사 자격취득의 기회를 하 법

인 시행규칙으로 박탈한 것이어서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

해하 다고 하여 이를 취소하는 의미에서 헌결정을 한 사례가 있

다(헌재 1990. 10. 15. 89헌마178, 례집 2, 365, 373).22)

2. 헌 상 보  본  해  

가. 청

22) 그밖에 법원규칙(공탁 의이자에 한규칙)에 한 헌법소원의 법성을 인정한 사례로는

헌재 1995. 2. 23. 90헌마214, 례집 7-1, 24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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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은 공권력에 의하여 침해되었다고 주장된 기본권의 주체

여서 이러한 권리의 침해를 문제삼을 수 있는 사람만이 제기할 수

있다(BVerfGE 21, 367; 39, 312).23)

(1) 자연인

한민국 국 을 가진 모든 자연인은 기본권의 주체가 되며, 따

라서 한민국 국 을 가진 모든 국민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

다(헌재 1994. 12. 29. 93헌마120, 례집 6-2, 477, 480). 반면, 외국

국 는 무국 의 자연인은 자연권 성질을 갖는 기본권들과

련해서만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24)

사망으로 소원청구인이 될 수 있는 능력도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헌법소원청구인이 사망하게 되면 기본권은 일반 으로 일신

속 (一身 屬的)이기 때문에 보통 헌법재 소에 계속된 헌법소원은

종료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재산권과 같이 일신 속성이 상

으로 약한 기본권의 경우에는 소원청구인의 사망 이후에도 그 상

속인에 의한 헌법소원 차의 수계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25)

(2) 사법인(私法人)과 기타 사 결사(私的 結社)

사법인이나 기타 권리능력 없는 결사도 향유할 수 있는 기본권의

침해가 문제된 경우에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어떤

종류의 인 결합체에 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26)

23) Christoph Gusy, Die Verfassungsbeschwerde (1988) §1, §3, §4 (곽태철 외 9인 공

역),「헌법재 자료집 (제7집)」(헌법재 소, 1995. 12), 250면.

24) 실무제요, 151면.

25) 헌법재 소는 “형사소송법 제225조 제2항에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직계친족

는 형제자매에게 고소권을 인정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인 고소인이 고소 후

에 사망한 경우 피보호법익인 재산권의 상속인은 자신들이 따로 고소를 할 것 없이 피해자

지 를 수계하여 피해자가 제기한 당해 고소사건에 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하여 항고,

재항고도 할 수 있고 한 헌법소원심 도 청구할 수 있다”고 시함으로써 그 가능성을 인

정하 다(헌재 1993. 7. 29. 92헌마234, 례집 5-2, 196, 201).

26) 독일의 경우 주식회사(BVerfGE 22, 383), 유한회사(BVerfGE 3, 363), 합자회사(BVerfGE 10,

99), 합명회사(BVerfGE 4, 12), 정당(BVerfGE 3, 22; 7, 103), 재단법인(BVerfGE 46, 83), 사

단법인(BVerfGE 3, 391), 권리능력없는 사단(BVerfGE 6, 277; 24, 243), 해산된 단체가 그

해산에 하여 청구한 경우(BVerfGE 13, 175)에 이를 인정한 바 있다. Gusy, 게번역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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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이 있는 사법상의 사단이나 재단이 성질상 기본권주체가

될 수 있는 범 에서 청구인능력을 가진다는 은 명백하다. 권리

능력 없는 단체라 하더라도 그 구성원과 독립하여 집단 으로 기본

권을 행사하는 경우라면 청구인능력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헌법

재 소도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일종인 ‘정당’에 해 소원청구능력

을 인정하 다(헌재 1991. 3. 11. 91헌마21, 례집 3, 91, 98).

한편, 노동조합은 법인아닌 사단으로서 기본권능력이 인정되고,

특히 헌법 제33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권주체성이 인정되므로,

그 범 에서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외국 사법인에게는 원

칙 으로 기본권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27)

(3) 공법인(公法人) 등

법 제68조 제1항이 “공권력의 행사 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

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의 심 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

은 기본권의 주체라야만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고, 기본권의 주

체가 아닌 자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데, 국가나 국가기 는 국가조직의 일부나 공법인은 기본권의

‘수범자(Adressat)’이지 기본권의 주체로서 그 ‘소지자(Träger)’가

아니고 오히려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 내지 실 해야 할 책임과 의

무를 지니고 있는 지 에 있을 뿐이므로, 공법인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제주도지사: 헌재 1997. 12. 24. 96헌마365, 원본철 9-4, 1505,

1508)이나 의결기 인 의회(서울특별시의회: 헌재 1998. 3. 26. 96헌

마345, 례집 10-1, 295, 300)는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고 따라

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격이 없다.

그러나 공권력의 주체라 할지라도 국․공립 학이나 공 방송국

과 같이 국가에 해 독립성을 가지고 있는 독자 인 기구로서 해당

기본권 역에서 개인들의 기본권실 에도 이바지 하는 경우에는

(FN 23), 255-56면.

27) 실무제요, 15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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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으로 기본권주체가 될 수 있으며, 따라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28) 헌법재 소는 1992. 10. 1. 선고한 92헌마68등

(병합)결정에서 조물인 국립서울 학교에게 학문의 자유 학

의 자치와 련한 기본권주체성을 인정하 다( 례집 4, 659, 670).

나. 헌 상 보  본

먼 어떤 권리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지가 문제된다. 왜냐하

면 우리 헌법의 어디에도 명시 으로 기본권의 개념을 규정하거나

범 를 한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결국 헌법의 해석

을 통하여 해명되어야 할 문제이나, 일응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란 “헌법이 직 국민에게 부여한 주 공권, 즉 국민의 국가에

한 헌법 권리”라고 볼 수 있다.29)

나아가 “헌법에 의해 직 보장된” 개인의 주 공권만을 의미

한다. 여기서 ‘직 ’ 보장되었다 함은 헌법에서 명문규정으로 보장

된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에서 도출되는 것도 포함된

다.30) 그러나 입법권(헌법 제40조)은 국회의 권한이지 헌법상 보장

된 국민의 기본권이라고 할 수 없다(헌재 1998. 8. 27. 97헌마8등,

공보 29, 718, 719).

다. 본  해

“기본권의 침해”란 공권력주체가 기본권규범에 의해서 보장된 기

본권의 내용 내지 보호 역에 해 가하는 제한을 말한다. 그러므

로 원칙 으로 기본권규범의 수범자가 아닌 사인(私人), 즉 기본권

의 구속을 받지 아니하는 사인은 기본권 보호법익에 해서 사실

상의 제약을 가할 수는 있으나, “침해”할 수는 없다.31)

28) 실무제요, 154면.

29) 독일연방헌법재 소는 신뢰보호의 원칙, 비례의 원칙, 법형성권한의 남용, 소 효 지, 법

차, 국제법상 일반원칙의 수 등이 침해된 때에도 헌법소원을 허용하고 있다. 金學成, 헌

법소원에 한 연구, 박사학 논문(서울 학교 학원, 1989. 12), 211면.

30) 실무제요, 15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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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권침해의 주장

헌법소원의 법요건으로서 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며, 소원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한 공권력주체의 제한행 가 헌 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 으

로 주장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소원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

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

을 하는 경우에는 그 소원청구는 부 법한 것이 될 것이다.32) 그러

나 권리침해의 주장을 요구하는 것이지 그 증명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BVerfGE 56, 93f 참조).

헌법재 소는 그 확립된 례를 통해, 소원청구인은 원칙 으로

자신의 기본권이, 재 그리고 직 침해당한 경우라야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2) 자기 련성(自己關聯性)

일반 으로 자기 련성 는 자기성이란 헌법소원심 청구의

법성을 심사하는 기 의 하나로서, 청구인이 헌법소원의 상이 되

는 공권력행사와 일정한 련을 가지고 있어서 헌법재 소가 그 공

권력행사에 한 심 을 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아닌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을 구제하는 데 합한 계에 있는가를 말하는 것이다. 이

는 국가가 재 을 하 는데도 그것이 당사자나 청구인에게 아무런

가치도 없고 불필요한 것이어서 재 차가 무의미하게 되는 것을

배제시키기 한 것이다.33)

따라서 청구인은 공권력작용에 하여 자신이 스스로 법 으로

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법률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경우에 어떠한 경우

에 제3자(청구인)의 자기 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가의 문제는 무엇보

31) 실무제요, 156면.

32) 실무제요, 156면.

33) 黃道洙, 헌법소원심 청구의 법요건으로서의 “자기 련성”의 단기 ,「헌법논총 제2집」

(헌법재 소, 1991. 12), 5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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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도 법의 목 실질 인 규율 상, 법규정에서의 제한이나 지가

제3자에게 미치는 효과나 진지성의 정도 등을 종합 으로 고려하여

단하여야 한다(헌재 1997. 9. 25. 96헌마133, 례집 9-2, 410, 416).

(3) 재성(現在性)

청구인은 공권력작용과 재 련이 있어야 하며, 장래 어느 때인

가 련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것만으로는 헌법소원을 제기하기에 족하

지 않다. 즉, 청구인이 재 기본권을 침해당한 경우이어야 한다.34)

헌법재 소는 기본권침해가 장래에 발생하더라도 그 침해가 틀림

없을 것으로 재 확실히 측된다면 기본권구제의 실효성을 하

여 침해의 재성을 인정한다(헌재 1992. 10. 1. 92헌마68등, 례집

4, 659, 669). 따라서 컨 , 심 상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가 형

사사건의 상고심에서 원심 로 형이 확정되어야 실 으로 발생하

는 것이더라도 여러 사정에 비추어 법률심인 상고심에서 원심 결

이 번복될 가능성이 객 으로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이상 기

본권구제의 실효성을 하여 침해의 재성을 인정할 수 있다(헌재

1995. 11. 30. 94헌마97, 례집 7-2, 677, 688).

(4) 직 성(直接性)

청구인은 공권력작용으로 인하여 직 으로 기본권이 침해되어

야 한다. 이 직 성의 요건은 법령에 한 헌법소원에서는 특히

요한 의미를 가진다. 법령에 한 헌법소원에 있어서 ‘기본권침해의

직 성’을 요구하는 이유는, 법령은 일반 으로 구체 인 집행행

를 매개로 하여 비로소 기본권을 침해하게 되므로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개인은 먼 일반 쟁송의 방법으로 집행행 를 상으로 하여

기본권침해에 한 구제 차를 밟는 것이 헌법소원의 성격상 요청

되기 때문이다(헌재 1998. 4. 30. 97헌마141, 례집 10-1, 496, 503).

법률 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 인 집행행 를 기다리지 아

34) 실무제요, 15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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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하고 직 ․ 재․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

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침해의 직 성이란 집행행 에 의하

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

리 는 법 지 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례집 4, 813, 823).

3. 다  에 한 차  경 ：보충 35)

가.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 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를 모

두 거친 후에 심 청구를 하여야 한다(법 제68조 제1항 단서). 이를

헌법소원의 보충성이라고 한다.36)

헌법재 소는, 법 제68조 제1항 단서의 뜻은 “헌법소원이 그 본질

상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 침해에 한 비 이고 보충 인 최후의

구제수단이므로 공권력작용으로 말미암아 기본권의 침해가 있는 경

우에는 먼 다른 법률이 정한 차에 따라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

35) 독일에서는 ‘구제 차의 사 경료’(vorherige Erschöpfung des Rechtswegs)와 ‘보충성’

(Subsidiarität des Verfassungsbeschwerde)을 구별한다고 한다. 즉, 자는 독일연방헌법재

소법 제90조 제2항 제1문에 규정된 바와 같이 “기본권침해에 하여 구제 차가 허용되어 있

는 때에는, 그 구제 차를 거친 후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는 ‘실정법상의 원칙’을 말하

며, 후자는 자를 포함하여 연방헌법재 소가 부담경감 등에 한 고려로부터 발 시킨 ‘

례상의 원칙’을 말한다는 것이다. Christian Pestalozza, Verfassungsprozessrecht, 3. Aufl.

(Beck, 1991), §12 I Rn. 10. 朴鐘普, 헌법소원심 에 있어서 보충성의 원칙,「공법연구 제24집

제3호」(한국공법학회, 1996. 6), 252-53면에서 재인용. 그리하여 독일에서는 “권리구제 차의

사 경료원칙의 외”를 논하지만 “보충성원칙의 외”라는 형태로 논하지는 않는다고 한다.

36) 이와 련하여 독일연방헌법재 소는 “통상의 법률규정을 해석하거나 그 규정의 용에 필

요한 사실을 밝히거나 는 평가하는 것은 연방헌법재 소의 임무가 아니라 일반법원의 임

무이다. 일반법원이 당해 법률의 규범내용을 밝히거나 청구인이 제시한 사실의 규범 의미

를 밝힌 경우에 비로소 연방헌법재 소는 헌법소원심 차에서 당해 법률이 기본권에

되는지의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고 시하여(BVerfGE 55, 244), 보충성의 원칙이 연방헌법

재 소와 일반법원의 업무분담의 이론 근거로서 작용하고 있음과 동시에 연 으로 헌법

소원제도가 “사법권에 한 방어수단 내지 사법통제수단”으로 발달된 것임을 말해주고 있다.

李石淵, 헌법소원의 보충성,「헌법재 의 이론과 실제(헌법재 자료 제3집)」(헌법재 소,

1990. 12), 332-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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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받기 한 모든 수단을 다하 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비로소 헌법소원심 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을 밝힌 것”

이라고 하 다(헌재 1993. 12. 23. 92헌마247, 례집 5-2, 682, 692).

다만, 먼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나서 뒤에 종국결정 에 권리구

제 차를 거쳤을 때에는 사 에 구제 차를 거치지 않은 하자가 치

유될 수 있다(헌재 1996. 3. 28. 95헌마211, 례집 8-1, 273, 278).

나. 보충 과 재 원 지

우리 법은 보충성의 원칙을 규정한 것과 함께 ‘법원의 재 ’을 헌

법소원의 상에서 명시 으로 제외함으로써(법 제68조 제1항 본

문), “최후의 보충 인 권리구제수단”이라고 하는 독일류의 헌법소

원 이해와 부합하지 않는다.37) 그리하여 행정작용에 한 헌법소원

은 크게 제한되어 행 헌법이 공권력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에

한 구제 차로서 헌법소원제도를 새로 마련한 의의를 충분히 살릴

수 없게 되었다. 왜냐하면 행정소송의 상에 하여 개 주의를 취

하는 행 행정소송법의 체제에 의하면 행정처분에 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거의 언제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이 보충

성요건 때문에 바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고, 만일 행정소송을

제기하 다면 재 소원 지규정(법 제68조 제1항) 때문에 헌법소원

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헌재 1998. 5. 28. 91헌마98등, 례집

10-1, 660, 671; 1998. 6. 25. 93헌마205; 1998. 6. 25. 98헌마17 참조).

다. 보충  

이상과 같은 보충성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경우 외가 인정되는

바, 법에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나 우리재 소에서는 례로 일정한

경우 보충성의 외를 인정하고 있다.38)

37). 박종보, 게논문, 255면.

38) 재 에 한 헌법소원이 인정되지 않는 우리나라의 경우, 구제 차의 사 경료에 외를 인

정하는 것은 헌법재 소의 할권을 확보하거나 확 하는 기능을 한다는 견해가 있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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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령에 한 직 인 헌법소원의 경우

법령자체에 의한 직 인 기본권침해가 문제될 때에는 그 법령

자체의 효력을 직 다투는 것을 소송물로 하여 일반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길이 없어,39) 구제 차가 있는 경우가 아니므로 바로 헌법

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6. 10. 4. 94헌마68등, 공보 18, 590).

(2) 사 에 구제 차를 거칠 것을 기 하기가 곤란하거나 법률상 구

제 차가 없는 경우

헌법소원심 청구인이 그의 불이익으로 돌릴 수 없는 정당한 이

유있는 착오로 심 차를 밟지 않은 경우, 심 차로 권리가 구

제될 가능성이 거의 없거나 권리구제 차가 허용되는지 여부가 객

으로 불확실하여 심 차 이행의 기 가능성이 없을 때에는

보충성의 외로 바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헌재 1995. 12.

28. 91헌마80, 례집 7-2, 851, 865).

를 들면, 세무 학장의 ‘재임용추천거부행 ’와 같은 총ㆍ학장

의 임용제청이나 그 철회(헌재 1993. 5. 13. 91헌마190, 례집 5-1,

312, 321), 국가안 기획부장의 견거부처분(헌재 1991. 7. 8. 89헌

마181, 례집 3, 356, 365), 교도소장의 미결수용자의 서신에 한

검열ㆍ지연발송ㆍ지연교부행 (헌재 1995. 7. 21. 92헌마144, 례집

7-2, 94, 102), 형사피의자로 입건되었던 자가 기소유 처분을 받고

서 스스로 무고함을 주장하여 헌법소원심 청구를 하는 경우(헌재

1992. 11. 12. 91헌마146, 례집 4, 802, 806), 공소제기후 공 의

단계에서 변호인의 수사기록 열람ㆍ등사신청에 하여 피청구인 검

사가 한 거부행 에 한 헌법소원심 청구(헌재 1997. 11. 27. 94헌

마60, 례집 9-2, 675, 686)는 보충성의 외에 해당한다.

첫째로 헌법소원제도가 신설되기 까지는 행정소송이나 재정신청 차 등에 의하여 다툴 수

없었으나 행법하에서는(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있게 된 공권력의 행사가 어떤 것들인지를

분명히 해 것이며, 둘째로 법원의 재 할권에 속하는지 여부에 하여 의문이 있거나

학설상의 립이 있는 경우에 외를 인정함으로써 헌법재 소의 심 범 를 넓힐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박종보, 게논문, 262면.

39) 법원 1994. 4. 26.자 93부32 결정, 공1994, 170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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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부작 40)에 한 헌법소원심 청구(헌재 1998. 7. 16. 96헌마

246, 공보 29, 673, 678; 1994. 12. 29. 89헌마2, 례집 6-2, 395, 405

도 참조)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 차 가능성”이 아니라 법원의 본안심리에서 “승소가

능성”이 없다는 것은 보충성의 외에 해당할 수 없다(헌재 1993.

12. 23. 92헌마247, 례집 5-2, 682, 693).41)

4. 청 간

가.   

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 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 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

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법 제69조 제1항). 이와 같이 청구기간제도를 둔 것은 소정의 청구기

간 이후에는 문제의 공권력작용을 더 이상 다툴 수 없도록 함으로써

권리 계를 신속히 확정하여 법 안정성을 확보하기 해서이다.42)

즉, 소송 차를 인정하는 것이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기 한 것

이라면, 이러한 권리구제 차에서 청구기간을 정하는 것은 권리구

제의 기회를 시간 으로 무한정하게 둠으로 인하여 발생하게 될 법

40) 입법부작 에 한 행정소송의 법여부에 하여 법원은 “행정소송은 구체 사건에

한 법률상 분쟁을 법에 의하여 해결함으로써 법 안정을 기하자는 것이므로 부작 법확

인소송의 상이 될 수 있는 것은 구체 권리의무에 한 분쟁이어야 하고, 추상 인 법령

에 한 제정의 여부 등은 그 자체로서 국민의 구체 인 권리의무에 직 변동을 래하

는 것이 아니어서 행정소송의 상이 될 수 없다”고 시하고 있다( 법원 1992. 5. 8. 선고

91 11261 결, 공1992, 1874).

41) 그러므로 조세법령의 해석과 용에 한 법원의 확립된 례에 비추어 패소할 것이 견

된다는 만으로는 심 차로 권리가 구제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소원심 을 청구하기에 앞서 국세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 등의 구제 차와

행정소송에 의한 구제 차를 모두 거쳐야 한다(헌재 1998. 10. 29. 97헌마285). 「법률신문」

1998. 11. 9.자, 3면기사 참조.

42) 실무제요, 17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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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 권리의무 계의 불안정을 제거하기 한 것이다. 따라서

청구기간제도는 ‘권리구제’의 이념과 ‘법 안정성’의 이념이라는 둘

사이의 조화에 기 하고 있는 것이다.43)

나.   

(1)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 차를 거친 경우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 차( 컨 , 불기소처분에 하여 검찰청

법상의 항고ㆍ재항고)를 거친 경우에는 헌법소원심 의 청구는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법 제

69조 제1항 단서. 헌재 1992. 7. 23. 92헌마103, 례집 4, 554, 558).

(2)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 차가 없는 경우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 차가 없거나 보충성요건에 한 외가

인정되어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 차를 거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

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법 제69조 제1항 본문). 그러므

로 이 경우에는 헌법소원청구의 사유, 즉 기본권침해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이 지났거나 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

지났으면(즉, 둘 어느 하나의 기간이 지났으면) 그 심 청구는

부 법하다.44)

(3) 부작 에 한 헌법소원의 경우

공권력의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는 그 불행사가 계속되는 한

기본권침해의 부작 가 계속된다. 그러므로 가령 입법권의 불행사,

즉 진정입법부작 에 한 헌법소원심 은 그 불행사가 계속되는

한 기간의 제약없이 법하게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4. 12. 29. 89

헌마2, 례집 6-2, 395, 408).45) 행정입법부작 의 경우에도 마찬가

43) 정종섭, 헌법소원심 차에 있어서의 청구기간,「헌법재 연구(1)」(철학과 실사, 1997. 7),

256면.

44) 실무제요, 171면.

45) 그러나 부진정입법부작 , 즉 결함이 있는 입법권의 행사에 하여 재 상 다툴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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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이다(헌재 1998. 7. 16. 96헌마246, 공보 29, 673, 678).

다. 청 취지 변경과 청 간

헌법소원심 청구에 한 청구취지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청구기

간의 수여부는 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38조에 의하여

추가( 는 변경)된 청구서가 제출된 시 을 기 으로 단하여야

한다(헌재 1998. 5. 28. 96헌마151, 례집 10-1, 695, 703).

그러므로 청구인이 처음에는 소원의 상을 지방검찰청 87형

제13180호 기소 지처분으로 하 다가 뒤에 청구취지등정정서를 내

어 지방검찰청 천안지청 90형제2349호 기소 지처분으로 교환

으로 변경한 경우, 변경에 의한 신청구는 그 청구변경서를 제출

한 때 제기한 것이라 볼 것이고 따라서 이 시 을 기 으로 하여

청구기간의 수여부를 가려야 한다(헌재 1992. 6. 26. 91헌마134,

례집 4, 457, 459).

라. 리 신청과 청 간

헌법소원심 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가 변호사를 리인으로 선임

할 자력이 없어 헌법재 소에 국선 리인을 선임하여 것을 신청

하는 경우에는 법 제69조에 의한 청구기간은 국선 리인의 선임신

청이 있는 날을 기 으로 정한다(법 제70조 제1항 후문).

실제로 청구인이 1996. 6. 14. 국선 리인 선임신청을 하 고, 헌

법재 소에서는 같은 해 6. 19. 국선 리인으로 선정하 다가 나

에 개임하 고(헌법재 소국선 리인의선임 보수에 한규칙 제6조

참조), 동 국선 리인은 같은 해 12. 5. 헌법소원심 청구서를 제출

한 사건에서 헌법재 소는, 국선 리인의 심 청구서가 1996. 12. 5.

제출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심 청구는 법 제70조 제1항에 의하

입법부작 헌확인의 심 청구가 아니라 그 불완 한 입법규정 자체가 헌법 반이라는

극 인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할 것이고, 이 때에는 법 제69조 제1항 소정의 청구기간의

용을 받는다(헌재 1996. 10. 31. 94헌마204, 공보 18, 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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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국선 리인선임신청일인 1996. 6. 14.에 제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 다(헌재 1998. 8. 27. 96헌마398, 공보 29, 711, 713; 同

旨, 1998. 7. 16. 96헌마268, 공보 682, 688).

Ⅲ.  68  2항에  헌 원  건

○ 법 제68조 제2항：“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률의 헌

여부심 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

재 소에 헌법소원심 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

해 사건의 소송 차에서 동일한 사유로 다시 헌여부심 의 제청

을 신청할 수 없다.”

○ 법 제69조 제2항：“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

은 헌법률심 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구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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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헌여 심  청신청

가.   

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 청구의 상으로서의 법률

은 형식 의미의 법률 그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명령이다. 긴

재정ㆍ경제명령(헌법 제76조 제1항)과 긴 명령(헌법 제76조 제2

항)도 그러한 이유에서 심 의 상이 되고,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조약도 심 의 상이 된다(헌재 1995. 12. 28. 95헌바3,

례집 7-2, 841, 846 참조).

나. 한 

법률은 이미 공포된 것이어야 하고 원칙 으로 헌심 시를 기

으로 효력을 가지는 법률이어야 한다. 다만, 폐지된 법률이라 하

더라도 청구인들의 침해된 법익을 보호하기 하여 그 헌여부가

가려져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헌법

재 소의 례이다(헌재 1989. 12. 18. 89헌마32등, 례집 1, 343,

347).

다. 헌 청신청 각결  상

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 제41조 제1항에 의한

헌여부심 의 제청신청을 법원이 각하 는 기각한 경우에만 당사

자가 직 헌법재 소에 헌법소원의 형태로 심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므로, 법원의 헌제청신청기각결정의 상이 되지 아니한 규

정들에 하여 헌법소원심 청구를 추가한 경우 그 부분에 한 심

청구는 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 의 상이

되지 아니하여 부 법하다(헌재 1997. 11. 27. 96헌바12, 례집 9-2,

607, 6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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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헌  개별규

헌법의 개별규정이 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 의 상

이 되는지 여부에 하여 헌법재 소는, 헌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제5호 법 제41조 제1항, 제68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헌심사의 상이 되는 ‘법률’은 국회의 의결을 거친 이른바 형식

의미의 법률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헌법의 개별규정 자체는 헌법소

원에 의한 헌심사의 상이 아니라고 하 다(헌재 1995. 12. 28.

95헌바3, 례집 7-2, 841, 845).

2. 헌 청신청에 한 원  각결

가. 각 또는 각하결

법 제 68조 제2항은 “법률의 헌여부심 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가 헌법재 소에 헌법소원심 을 청구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실제 으로는 당해 법원이 실

질 으로 헌법문제에 한 단을 했으므로 기각결정을 해야 함에

도 불구하고 당사자의 제청신청을 각하결정이라는 재 형식으로 배

척한 경우에는 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헌법소원심 의 청

구가 허용된다(헌재 1989. 12. 18. 89헌마32등, 례집 1, 343, 346;

46) 그런데 1998. 3. 26. 선고한 93헌바12 사건에서는, “서울민사지방법원의 91카105256호 헌여

부심 제청신청사건에서 청구인들이 헌여부심 의 제청을 구하 으나 동 법원에 의하여

그 신청이 기각당한 법률조항은 하천법 제2조제1항제2호 다목임이 분명하고, 이 사건 심

청구를 통하여 청구인들이 헌확인을 구하는 것도 역시 하천법 제2조제1항제2호 다목

이나, 청구인들이 91카105256 사건에서 헌여부심 제청을 구한 이유의 요지는 결국 이

사건 토지들과 같은 사유의 제외지를 국유로 하는 것이 헌이라는 것이고, 이에 하여

법원이 그 제청신청을 기각한 것도 요컨 하천법 제2조와 제3조에 의하여 사유토지인

제외지를 하천구역에 편입시켜 국유로 귀속시킨다 하더라도 헌이라고 할 수 없다는 데에

있고, 그 다면 비록 묵시 이긴 하나 제외지를 포함하여 하천을 국유로 한다는 법률조항인

하천법 제3조에 하여도 헌여부심 제청신청과 그에 한 기각결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하여 심 상을 직권으로 ‘하천법 제2조제1항제2호 다목’에서 ‘하천법 제3조’로 변

경하 다( 례집 10-1, 226, 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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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8. 21. 93헌바51, 례집 9-2, 177, 188 참조).

한 “ 헌제청신청이 기각된 때”라는 것은 반드시 합헌 단에

의한 기각결정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재 의 제성을 인정할

수 없어 내리는 기각결정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헌재 1993.

7. 29. 90헌바35, 례집 5-2, 14, 34).

나.  68  2항 후  미

법 제68조 제2항 후문은 “그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 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헌여부심 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

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헌법소원심 의 제가 된 당해 사

건의 항소심 차에서 헌여부의 심 제청신청이 기각되었는데도

이에 하여 헌법소원심 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다시 ‘같

은 항소심 차’에서 ‘같은 법률조항’에 하여 ‘동일한 사유’를 이유

로 헌여부의 심 제청을 하고 그것이 기각되자 헌법소원심 청구

를 한 경우, 이는 법 제68조 제2항 후문의 규정에 배되어 부 법

하다(헌재 1994. 4. 28. 91헌바14, 례집 6-1, 281, 294).

그러면, 헌제청신청이 기각된 후 소정의 청구기간내에 법 제68

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 을 청구하지 않은 자라도 ‘상 심’에

서는 다시 법원에 헌제청신청을 할 수 있을까? 이러한 경우에는

각 심 마다 제청여부 단의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인정된다고 하

는 견해가 있다.47) 그러나, “법 제68조 제2항에 의하여 재차 헌여

부심 의 제청신청이 제한되는 ‘당해 사건의 소송 차’라 함은 동일

한 심 의 소송 차뿐만 아니라 상소심에서의 소송 차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일단 법률의 헌여부심 의 제청신청이 기

각되어 헌법소원심 이 청구된’ 이상 당사자로서는 상소심에서도

다시 동일한 사유로 헌여부심 의 제청신청을 할 수 없다”고 하

는 법원의 례( 법원 1996. 5. 14.자 95부13 결정, 공1996하,

47) 정종섭, 게논문(FN 2), 1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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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6) 법 제68조 제2항 후문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불가능

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그러한 경우라도 법원에서 직권으로 당해

법률(조항)에 하여 헌법재 소에 헌제청하는 것은 상 이 없을

것이다. 한 “다른 사유”를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헌제청신청이

가능함은 물론이다.

3. 재  

가.   

재 의 제성(Entscheidungserheblichkeit)이라 함은 법 제41조에

따른 헌법률심 의 제청이나 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

청구에는 법률이 헌법에 반되는 여부가 법원(군사법원 포함)이

담당하는 당해 사건의 재 에 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48) 구

체 규범통제제도(법 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은 그 본질이 구체

규범통제에 있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고 헌법재 소의 례이다)에

있어서는 통상의 사법권을 행사하는 일반법원의 차와 헌법재 소

의 차가 구조 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추상 규범통제제도

나 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제도와는 다른 큰 특징으로, 어떠한

경우에 법원과 헌법재 소가 연결되는가 하는 이 바로 재 의

제성 문제이다.49)

재 의 제성이 인정되려면 첫째 구체 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이어야 하고, 둘째 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

의 재 에 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셋째 그 법률이 헌법에 반되

는지의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

을 하게 되는 경우이어야 한다(헌재 1993. 12. 23. 93헌가2, 례

집 5-2, 578, 587; 1995. 7. 21. 93헌바46, 례집 7-2, 48, 58).

48) 실무제요, 184면.

49) 金柱賢, 재 의 제성에 한 고찰,「헌법논총 제8집」(헌법재 소, 1997. 12), 108-0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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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재 의 제성문제는 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법요건심사에 있어서 핵심 인 과제이며, 실제로 법 제68조 제2

항에 따른 헌법소원이 각하되는 이유 반 이상이 바로 재 의

제성이 결여되었기 때문이다.50)

나. 체  사건  원에 계 어야 할 것

“구체 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이어야” 한다는 것은 법 제41조

소정의 헌법률심 제청사건의 경우에는 헌제청결정 당시는 물

론이고 헌법재 소의 결정시까지 구체 사건이 법원에 계속 이어

야 한다는 의미이고, 법 제68조 제2항 소정의 헌법소원심 사건의

경우에는 헌제청신청시 구체 사건이 법원에 계속 이어야 한다

는 의미이다.51)

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경우에는 당해 소송사건이

헌법소원의 제기로 정지되지 않기 때문에 헌법소원심 의 종국결정

이 에 당해 소송사건이 확정되어 종료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

나, 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에 당해 헌법

소원과 련된 소송사건이 이미 확정된 때에는 당사자는 재심을 청

구할 수 있으므로(법 제75조 제7항), 결이 확정되었더라도 재 의

제성이 소멸된다고 볼 수는 없다(헌재 1998. 7. 16. 96헌바33등,

공보 29, 620, 629). 다만, 당해 소송사건이 소의 취하(취하간주 포

함)로 말미암아 종료된 경우(민소 제240조 제1항 참조)에는 재 의

제성은 인정되지 않는다.52)

당해사건이 법원에 원칙 으로 “ 법하게” 계속되어 있을 것을

요한다. 그러므로 당해사건이 부 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헌여부

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재

의 제성을 흠결한 것이다(헌재 1992. 8. 19. 92헌바36, 례집 4,

50) 拙稿, 헌제청형 헌법소원,「헌법논총 제6집」(헌법재 소, 1995. 12), 353면 참조.

51) 실무제요, 77면.

52) 실무제요, 18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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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2, 574).

다. 헌 여 가 는  당해 사건  재 에 용

는 것  것

어떤 법률규정이 헌의 의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당해사건

에 용될 것이 아니라면, 재 의 제성 요건은 충족되지 않는다.53)

심 의 상이 되는 법률은 법원의 당해사건에 직 용되는 법

률인 경우가 부분이겠지만, 당해재 에 용되는 법률이라면 반드

시 직 용되는 법률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즉, 제청 는 청구

된 법률조항이 법원의 당해사건의 재 에 직 용되지는 않더라

도 그 헌여부에 따라 당해사건의 재 에 직 용되는 법률조항

의 헌여부가 결정되거나(헌재 1996. 10. 31. 93헌바14, 례집 8-2,

422, 429 참조), 당해재 의 결과가 좌우되는 경우(헌재 1996. 12. 26.

94헌바1, 례집 8-2, 808, 818 참조) 는 당해사건의 재 에 직

용되는 규범의 의미가 달라짐으로써 재 에 향을 미치는 경우

(헌재 1996. 8. 29. 95헌바36, 례집 8-2, 90, 97 참조) 등과 같이 양

규범 사이에 내 련이 있는 경우에는 간 용되는 법률규정에

하여도 재 의 제성을 인정할 수 있다. 재 에 직 용되는

시행령의 헌여부가 임규정의 헌여부에 달려 있는 경우에

임규정을 심 의 상으로 삼는 경우도 여기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헌재 1994. 6. 30. 92헌가18, 례집 6-1, 557, 564 참조).

라. 그  헌 에 는지  여 에 라 당해 사건  담

당하는 원  다  내용  재  하게 는 경우  것

헌법재 소는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 을 하게 되는 경우”를 3

53) 그러므로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법률조항의 헌여부는 당해 형사사건의 재 의 제가

될 수 없다(헌재 1989. 9. 29. 89헌마53, 례집 1, 302, 304). 그러나 법 은 공소장의 변경없

이도 직권으로 공소장 기재와는 다른 법조를 용할 수 있으므로, 공소장에 시되지 아니

한 법률조항이라고 할지라도 법원이 공소장변경 없이 실제 용한 법률조항은 재 의 제

성이 있다(헌재 1997. 1. 16. 89헌마240, 례집 9-1, 45,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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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로 분류하고 있다.54)

(1) 법원이 심리 인 당해 사건의 재 의 결론이나 주문에 어떤 향

을 주는 경우

헌법재 소는 이 요건은 “법률이 헌일 때는 합헌일 때와 다른

단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 즉 결 주문이 달라질 경우”에 충족

된다고 시하 다( 를 들면 헌재 1998. 5. 28. 96헌가12, 공보 28,

451, 452 참조). 그러므로 헌법재 소의 헌결정 후 그 취지에 따

른 국회의 개정입법이 있다면 당해 사건의 주문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경우라면 재 의 제성이 있다(헌재 1993. 5. 13. 90헌바22등,

례집 5-1, 253, 262).

(2) 재 의 이유를 달리함으로써 재 의 내용과 효력에 한 법률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

이 요건에 한 헌법재 소 례의 부분은 재 의 이유를 달리

함으로써 “재 의 내용과 효력” 양자에 한 법률 의미가 달라지

는 경우에도 그 제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시하고 있으나( 를

들면 헌재 1993. 12. 23. 93헌가2, 례집 5-2, 578, 587), 외 으로

“재 의 내용이나 효력 에 어느 하나라도 그에 한 법률 의미

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재 의 제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고 하여 재 의 내용과 효력을 선택 으로 병기하고 있는 례도

있다(헌재 1992. 12. 24. 92헌가8, 례집 4, 853, 866).

(3) 재 의 결론을 이끌어 내는 이유를 달리하는 데 련되어 있는

경우

헌법재 소는 법률의 헌여부가 “재 의 결론을 이끌어 내는 이

유를 달리하는 데 련되어 있는 경우”에도55) 재 의 제성이 있

54) 실무제요, 80-82면.

55) 이는 독일연방헌법재 소에서 재 의 주문 자체에 한 요성이라는 제성의 외 인 경

우로서 “재 의 결론을 이끌어내는 이유를 달리하는 데 련되어 있고 한 재 의 내용과

효력에 한 법률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BVerfGE 44, 297; 47, 146)라는 첩 인 요건을

요하는 것을, 선택 인 요건으로 바꾸어 수용한 것으로서 재 의 제성의 범 를 획기 으

로 범 화한 것이라는 평가가 있다. 趙炳勳, 헌법률심 제청의 요건,「헌법문제와 재

(下)」(사법연수원, 1996. 10), 838면의 註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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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보았으나( 컨 , 헌재 1992. 12. 24. 례집 4, 853, 865; 1993.

5. 13. 92헌가10등, 례집 5-1, 226, 239-240; 1994. 4. 28. 91헌바15

등, 례집 6-1, 317, 333) 이 요건이 구체 으로 의미하는 바는 불

분명하다.56) 그러나 재 의 제성문제는 원칙 으로 주문을 기

으로 단할 것이고 그 이유의 설시방법 는 내용에 한 것이 아

니라고 보아야 한다.57) 실제로 헌법재 소의 태도는 그 표 에도

불구하고 결론을 이끌어내는 이유만을 달리하는 경우까지 재 의

제성을 인정하고 있다고는 할 수 없다.58)

4. 청 간

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 의 청구는 법률에 한

헌여부심 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법 제69조 제2항). 이때의 기각된 날이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제청신청에 한 기각결정을 송달받은 날을 의미한다(헌재 1992.

1. 28. 90헌바59, 례집 4, 36, 38).

이러한 14일이라는 청구기간은 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

차에서의 청구기간(법 제69조 제1항)보다 짧은 것이 특색이다. 이

게 청구기간이 매우 짧은 것은 청구기간제도가 법 안정성을

한 것이라 해도 무 짧아 청구인에게 매우 불리하다. 법 제68조 제

2항의 헌법소원심 차에도 변호사강제주의가 용되므로 변호사

를 선임할 시간 여유, 그리고 선임된 변호사가 심 청구서를 작성

해야 하는 시간까지를 고려한다면 사 구제 차를 거친 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의 경우와 같이 30일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56) 실무제요, 82면.

57) 조병훈, 게논문, 837면.

58) 김주 , 게논문, 16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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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평  가

1. 개  

지난 10년간 헌법재 소의 례에 의하여 헌법소원의 법요건은

거의 부분 정리가 된 것으로 보인다. 즉, 헌법소원의 상요건으

로서 법 제68조 제1항이 규정하는 “공권력의 행사 는 불행사”의

의미와 련하여, 그동안 문제되었던 ‘법원의 재 ’ 법원의 재

을 거친 이른바 ‘원행정처분’이 헌법소원의 상이 될 수 있는지,

된다면 그 범 는 어떠한지, 한 차요건으로서 보충성의 의미와

그 외, 청구기간 문제도 거의 확립된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에 있어서 청구인요건으로 법 련성(자기

련성ㆍ 재성ㆍ직 성)의 문제나 권리보호이익, 법 제68조 제2항

이 규정한 “법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재 의 제성’ 문

제도 거의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몇 가지 에 있어서는 례가 아직 형성 에 있다고 볼

수 있으며, 한 법의 규정과 례의 확인으로 확립된 부분도 그

타당성에 하여 의문의 여지가 있는 부분도 없지 않다. 컨 , 변

호사강제주의도 그 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2. 변 사강 주

각종 심 차에 있어서 당사자인 사인(私人)은 변호사를 리인

으로 선임하지 아니하면 심 청구를 하거나 심 수행을 하지 못한

다. 다만, 그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

제25조 제3항). 이를 ‘변호사강제주의’라고 하며, 주로 헌법소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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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문제된다.59) 헌법재 소는 일 이 법 제25조 제3항에 하여

합헌결정을 함으로써 헌법소원심 차에 있어서 변호사강제주의를

인정하 다(헌재 1990. 9. 3. 89헌마120등, 례집 2, 288이하).

그러나 헌법소원심 차에서 변호사강제주의를 철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는 여 히 의문으로 남는다. 헌법소원심 의 비

용도 국가부담이며(법 제37조 제1항 참조),60) 그 이유는 공권력의

행사 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청구

인의 권리구제를 한 차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61) 그런데

그에게 다시 변호사를 선임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된

다. 변호사를 선임할 자력이 없는 자는 국선 리인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고는 하나 실제로 그동안의 통계를 보면 국선 리인의 선정

율이 40% 미만이고,62) －이제 우리나라에서 헌법재 을 발 시켜

나감에 있어서 실제 소송수행을 담당하는 변호사의 역할과 활동이

차 한 것63)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국선 리인의 심 수행의

열의는 매우 실망스러운 수 이었던 것이 사실이다. 컨 당사자

가 제출한 심 청구서를 단순히 정리하여 제출하는 는 부지기수

이고, 심 청구서를 6개월도 넘어 제출하는가 하면, 심지어는 심

차가 종료할 때까지도 제출하지 않았던 사례도 있었다(이는 사선

리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더군다나 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에 있어서도 변호사인

59) 한편, 법 제70조에서는 국선 리인제도를 두어 헌법소원심 청구에서 변호사를 리인으로

선임할 자력이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국고에서 그 보수를 지 하는 국선

리인을 선정해 주도록 하고 있다.

60) 독일의 경우도 연방헌법재 소의 소송 차는 무료이며(독일연방헌법재 소법 제34조 제1항),

이는 헌법소원의 경우 그 청구는 국민 개개인에게 맡겨져 있지만 일단 청구가 헌법재 소에

계속된 이후부터는 국가가 이를 리한다는 취지로서 헌법소원의 객 기능에서 연유하는

제도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許慶, 헌법소원심 의 기능, 월간고시(1993. 10), 64면.

61) 주지하는 바와 같이 행정소송은 변호사강제주의를 채택하고 있지 않다.

62) 헌법재 소 창립이래 1998. 8. 31.까지 국선 리인선임신청의 총 수건수는 1360건이고, 이

1341건이 처리되었는바, 그 인용이 505건, 기각 는 각하가 813건, 취하가 23건이었

다.

63) 정종섭, 헌법소원심 차와 변호사의 헌법소송수행, 인권과정의(1992. 10), 5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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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인을 선임해야 하는바, 동 심 청구의 기 가 되어 있는 일반

법원의 소송64) 차에서 당사자가 직 소송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

에는 헌법률심 의 제청신청을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당사자가

직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당해 법원의 신청기각결정이 있은 후

헌법재 소에 문제된 법률의 헌여부심 을 구하는 때에 변호사를

리인으로 선임하게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냐 하는 다른 문제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까지 변호사강제주의를 용하게 되면 당사자

에게 소송비용의 부담을 가 시키고 경우에 따라서는 소송비용의

과도한 부담 때문에 심 청구를 포기하게 만들며, 특히 나 에 헌

법재 소의 심 에 의하여 당해 법원이 당사자의 제청신청을 기각

한 것이 잘못된 것으로 명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는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오로지 당해 법원의 단 잘못으로 인한 제청

신청기각 때문에 당사자가 리인선임 등 소송비용을 지출해야 하

는 부당한 결과를 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65)

일반법원의 재 차에서 일정한 심 이상부터는 변호사강제주의

를 채택하고 있는 독일의 경우에도 헌법소원심 은 당사자소송주의

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다만 변론을 열 경우에만 리인(변호사

는 법학교수)의 선임을 강제하고 있는바(독일연방헌법재 소법

제22조 제1항 참조), 우리의 경우에도 변호사강제주의는 반드시 재

고되야 한다고 본다.

3. 건  경합

헌법재 소는 그동안 헌법소원의 법요건이 경합하는 경우,

컨 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에 있어서 상요건 보충

성, 청구기간 등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주로 그 각하사유가 명확

64) 이를 ‘당해 사건’(법 제41조제1항, 제68조제2항), ‘당해 소송사건’(법 제42조제1항, 제44조),

는 ‘ 련사건’(법 제75조제7항)이라고 한다.

65) 정종섭(FN 2), 126-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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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보충성 는 청구기간 문제로 각하결정을 해 왔다. 그러나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경우에 보충성

내지는 청구기간 요건을 충족하면 본안 단을 받을 것이라는 기

를 갖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문제는 법원의 재 을

상으로 한 헌법소원에서, 그리고 행정심 이나 행정소송의 상이

되는 행정행 에 한 헌법소원에서 주로 이루어졌으나 이제는 이

문제에 한 헌법재 소의 입장이 례로 밝 졌다고 보여지므로

(재 : 1998. 4. 30. 92헌마239, 례집 10-1, 435이하 참조; 원행정

처분: 헌재 1998. 5. 28. 91헌마98등, 례집 10-1, 660이하 참조), 심

청구의 상이 헌법소원의 상이 아니라는 단이 서면 상요

건의 흠결을 이유로 각하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4. 보충  건과 행  상

헌법소원에서 구제 차의 사 경료를 요구하는 근본목 은 헌법

재 소의 부담경감66)과 다른 구제 차를 모두 거치게 함으로써 사

실 측면과 법 측면 양쪽에서 “일반법원의 사건심리가 헌법재

소에 달되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BVerfGE 56, 54). 그리고

구제 차의 사 경료의 의미내용 에는 법원의 재 에 한 헌법

소원이 허용되어야 한다는 제가 이미 포함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법은 한편으로 헌법소원에서 보충성을 요구하면서도

법원의 재 을 헌법소원의 상에서 제외함으로써 헌법소원의 실효

성을 크게 약화시켰다고 비 되고 있다.67)

그리하여 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상요건 행정

작용에 하여는 보충성요건 재 소원 지규정 때문에 검사의

불기소처분, 행정입법에 의한 직 기본권침해, 행정(입법)부작 ,

66) Dieter Kley, in: Umbach/Clemens (Hrsg.), Bundesverfassungsgerichtsgesetz (Müller,

1992), §90 Rn. 78.

67) 박종보, 게논문, 256-5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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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 사실행 등 행정소송에 의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거나

행정소송을 거친다 하더라도 구제받을 수 있는 기 가능성이 없어

보충성원칙의 외가 인정되는 경우로 제한되고 있다.68) 따라서 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은 상당히 제한 으로 운 될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법원이 행정소송의 상이 되는 “처분등”의 개념(행

정소송법 제2조 참조)을 확 해석하거나 소의 이익을 넓힌다면 그

에 따라 헌법소원의 상은 다시 좁아지게 된다.

생각건 ,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법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

사ㆍ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 계 는 법 용에 한 다툼을 해결함을 목 으로

한다(행정소송법 제1조). 따라서 헌법소원이나 행정소송은 모두 공

권력의 행사 는 불행사를 그 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자는 그에

의하여 헌법 차원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하는 제도이고, 후자는 법

차원의 권익침해를 구제하는 제도라는 기능상의 차이는 있다 하

더라도) 양자는 동일한 구조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69)

그러므로 컨 , 법원이 조례도 행정소송의 상이 된다고 하

는 례( 법원 1996. 9. 20. 선고 95 8003 결, 공1996하, 3210 참

조)를 확립한다면, 앞으로 조례에 하여 직 헌법소원이 제기되면

종 의 례를 변경하여 이에 하여 사 구제 차의 경료를 요구

해야 할 것이다.70) 더 나아가 법원이 직 명령ㆍ규칙을 소송물로

68) 실무제요, 132면.

69) 尹允秀, 행정소송의 소의 이익과 헌법소원심 청구의 이익,「헌법문제와 재 (下)」(사법연수

원, 1996. 10), 130면.

70) 실제로 우리재 소가 확정된 형사소송기록의 등사신청에 하여 한 피청구인(××지방검찰

청 ××지청장)의 거부행 에 한 헌법소원심 청구에서 보충성요건이 배제된다고 시한

(헌재 1991. 5. 13. 90헌마133, 례집 3, 234, 244) 이후, 1994. 1. 1.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검찰보존사무규칙(1993. 12. 10. 개정, 법무 제378호)에 재 확정기록, 불기소사건기록 진

정ㆍ내사사건기록 등에 하여 일정 범 의 열람ㆍ등사청구에 한 규정(제20조ㆍ제21조)이

신설되었고, 법원에서도 열람ㆍ등사 거부행 가 항고소송의 상이 되는 행정처분임을 인정

하기 시작하 기 때문에(서울고등법원 1998. 1. 14. 선고 97구19986 결 참조), 이와 같은

경우에는 심 차가 필요하게 되었다고 시한 사례가 있다(헌재 1998. 2. 27. 94헌마77,

례집 10-1, 163, 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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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행정소송의 법성을 인정하는 새로운 례를 내는 경우에는,

헌법재 소로서는 사 구제 차의 경료 반을 이유로 그 다음부터

는 명령ㆍ규칙에 한 헌법소원을 각하하여야 할 것이다.71)

5. 재   건  어 지 할 것 가?

헌법재 소는 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법요건의 하

나로 재 의 제성을 비교 넓게 인정하고 있다고 보인다. 컨

, 법원에 의하여 경매 차가 종료된 후에는 법률이 헌으로 결

정되더라도 그 법률의 소 무효를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당해 법률의 헌여부는 재 의 제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원이 헌제청신청을 각하한 사례에서, 이때 법

률의 소 무효를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할 수 있을지 속단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 어도 재 의 결론을

이끌어내는 이유를 달리하는 데 련되어 있을 것이므로” 재 의

제성이 인정된다고 하 으며(헌재 1993. 5. 13. 91헌바7등, 례집

5-1, 226, 240), 나아가 제가 된 법원에서의 쟁송사건과 련하여

권리보호이익이 없더라도 헌법소원제도는 개인의 주 인 권리구

제에만 그 목 이 있는 것이 아니고 객 인 헌법질서의 유지ㆍ수

호에도 있는바 ‘헌법 해명’이라는 필요성을 인정하여 본안 단을

한 사례도 있다(헌재 1993. 9. 27. 92헌바21, 례집 5-2, 267, 273).

뿐만 아니라 폐지된 법률이어서 헌심 의 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헌제청신청이 ‘각하’되었던 사례에서 재 의

제성요건에 한 단없이 법성을 인정하여 본단 단을 한 (헌

재 1991. 2. 11. 90헌바17등, 례집 3, 55, 59)도 있다.72)

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은 법원이 헌법률의 심 제청

71) 박종보, 게논문, 272면.

72) 韓柄寀,「헌법재 론」(고시계, 1994. 7), 35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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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소극 일 것을 비하여 마련한 제도로 세계에 그 가 흔치 않

은 독특한 제도인 것을 고려하면 재 의 제성을 넓게 인정하여,

실질 으로 구체 규범통제를 활성화하고 법원의 재 이 헌법소원

의 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실에서 그나마 법원을 통제할 수 있

는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을 수 있겠지만, 독일에서

논의되는(G. Leibholz ＆ R. Rupprecht, BVerfGG, §80 Rn 2;

BVerfGE 7, 1) 바와 같이 구체 규범통제는 원칙 으로 입법자에

한 통제를 의미하는 것이므로73) 재 의 제성을 지나치게 확

하는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헌법 제107조

제1항 법 제41조 제1항은 “법률이 헌법에 반되는 여부가 재

의 제가 된” 경우라는 재 의 제성 요건을 규정하 는바, 추상

규범통제를 인정하지 않는 행헌법하에서 헌법률심사는 구체

인 소송의 성립요건에 의하여 제약을 받고 이것이 헌법률심사

권에 한 소송 차상의 한계가 되기 때문이다.74)

한, 어떤 법률조항에 한 법원의 해석이 잘못이라고 다투면서

그와 같은 해석에 의하는 한 법률조항은 헌이라고 주장하는

것은75) 그 실질은 법원의 재 에 한 불복인 것으로서 이와 같은

경우에도 재 의 제성을 인정한다면 이는 재 소원 지규정을 피

하여 우회 으로 재 을 다투는 것이 되어 부당한 것이다.

6. 결  신하여

헌법소원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에 하여 우리 헌법은 입법자

에게 그 형성을 맡겼다. 즉, 헌법 제111조 제1항 제5호가 “법률이 정

하는 헌법소원에 한 심 ”이라고 규정한 뜻은 결국 헌법이 입법자

73) 조병훈, 게논문, 811면.

74) 鄭德藏, 재 의 제성, 「헌법재 의 이론과 실제 ( 랑김철수교수화갑기념)」(박 사, 1993.

10), 112면.

75) 이는 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 법률에 한 직 소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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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공권력작용으로 인하여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받은 자가 그 권리

를 구제받기 한 주 권리구제 차를 우리의 사법체계, 헌법재

의 역사, 법률문화와 정치 ㆍ사회 황 등을 고려하여 헌법의 이

념과 실에 맞게 구체 인 입법을 통하여 구 하게끔 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례집 9-2, 842, 855).

그런데, 행 법의 규정과 우리재 소의 례가 형성한 이론에

따르면 헌법소원에 있어서 보충성을 요구하는 한편 재 에 한 헌

법소원은 원칙 으로 지되므로, 행 헌법소원제도는 기형 인

모습으로 되었다.76) 즉, 법원의 재 에 하여는 원칙 으로 부 법

한 것이고, 행정작용에 한 것도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한 헌법

소원을 제외하고는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헌법재 소는 행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우

리 실정에 맞는 모습으로 헌법소원제도를 특성화해야 한다. 컨 ,

헌법소원의 주 상을 구체 규범통제제도와 함께 입법권(행정입

법 포함)에 한 통제로 집 하는 것도 －비록 “우리 법이 헌법소

원을 규범통제의 창구로 제도화함으로써 헌법소원제도가 규범통제

의 민 소송 수단으로 남용될 가능성이 크도록 헌법소원제도의

고유기능을 변질시키고 있다”는 비 77)도 있지만－ 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본다.78) 물론, 공권력의 행사( 는 불행사)인데도 일반법

원에서 확립된 례로 소송물로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권리구제의

가능성이 원천 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헌법재 소가 비상의 권리

구제기 으로서 그 역할을 마다 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76) 헌법소원제도의 본질 인 특성에 속하는 ‘보충성’을 강조한 나머지 다른 권리구제 차를 모

두 거친 후에만 헌법소원을 허용하면서 한편 사법작용은 처음부터 헌법소원의 상에서

제외시키는 우리의 헌법소원제도는 확실히 헌법소원제도의 본질과 그 헌법철학 기 를 무

시한 “體系正當性”(Systemgerechtigkeit)에 배되는 제도라고 아니할 수 없고, 바로 이곳에

우리 헌법소원제도의 가장 결정 인 모순이 내재하고 있다는 평가가 있다.

許營, 헌법소원제도의 이론과 우리 제도의 문제 , 고시연구(1989. 4), 56면.

77) 허 , 게논문, 61면.

78) 독일의 경우 헌법소원의 상으로 형 인 것은 法院의 裁判 아니면 法令이다. 여기서 헌

법소원은 ‘재 에 한 헌법소원’(Urteils Verfassungsbeschwerde)과 ‘법령에 한 헌법소

원’(Rechtssatz Verfassungsbeschwerde)으로 구별된다. Ernst Benda / Eckart Klein,

Lehrbuch des Verfassungsprozessrechts, Rn 410. 박종보, 게논문, 252-53면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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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보충성의 요건도 무리하게 필요 이상으로 완화하여 그

외를 넓게 인정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 왜나하면 헌법소원은

일반 인 권리구제수단들과 선택 지 에 있지 아니하고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해 외 으로 인정되는 구제수단으

로, 다른 일반 인 구제수단들에 비해 본질 으로 아주 제한된 요

건하에서만 허용되기 때문이다.79) 그러므로 사견으로는, 행정작용에

한 통제는 원칙 으로 통 인 권리구제기 인 법원에 맡기는

것이 옳다고 본다.

입헌주의의 역사가 말해 주듯이 일 부터 행정권이 국민의 기본

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에 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었으나 입

법권과 사법권이 기본권을 침해하리라는 인식은 연 으로는 19세

기 내지 20세기 기에야 비로소 싹트기 시작했다. 국민의 표기

으로 간주되던 입법기 이 제정한 법률은 마땅히 “합헌성의 추

정”(favor legis)을 받는다든지, 사법권은 언제나 정의의 편에 서서

“권리보호의 최후보루”로서 기능한다는 고 인 인식이 흔들리는

순간부터 국민은 입법권에 한 방어수단으로 규범통제제도를, 그

리고 사법권에 한 방어수단으로 헌법소원제도를 창안해 내게 된

것이다. 즉, 집행권에 의한 기본권침해에 비한 통 인 행정쟁송

(行政爭訟)제도 외에 입법권에 의한 기본권침해에 비한 규범통제

(規範統制)제도, 사법권에 의한 기본권침해에 비한 헌법소원(憲法

訴願)제도가 뒤늦게 헌법재 의 형태로 발달한 것이다.80) 그러므로

헌법재 소는 우선은 헌제청(구체 규범통제)사건과 법령에

한 직 헌법소원(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 그리고 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구체 규범통제로서의) 헌법소원에 노력을 경주하되

장기 으로는 학설과 례에 의하여 법원의 재 에서 헌법소원

79) Schmidt-Bleibtreu, in: Maunz/Schmidt-Bleibtreu/Klein/Ulsamer (Hrsg.), Bundesverfas-

sungsgerichtsgesetz (Stand, 1992), Kommentar zu §90 BVerfGG. 허경, 게논문, 61면에

서 재인용.

80) 허 , 게논문, 55-5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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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상이 될 수 있는 역을 차 확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

이다.81) 그리하여 헌법의 가치수호와 법치주의 확립을 통한 진정한

의미의 국민 기본권보호에 그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81) 허경, 게논문, 62면의 註 10 참조.



813

法律에 한 變形決定  類型과 效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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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全北産業大學校)

－ 目 次 －

Ⅰ. 序 論

1. 問題의 提起

2. 論議의 前提要素

3. 變形決定의 槪念

Ⅱ. 變形決定에 한 國家機關別 인식

1. 憲法裁判所

가. 多數意見

나. 數意見

⑴ 金鎭佑 재

⑵ 卞禎洙 재

⑶ 趙昇衡 재

2. 大法院

가. 判例分析

⑴ 국회의원선거법상 기탁 련 결

⑵ 토 세법과 련한 결

⑶ 구 소득세법 제60조와 련한 결



814

⑷ 限定違憲決定을 否認한, 구 소득세법 제23조와 련한

결

⑸ 국유재산 잡종재산의 시효취득 지와 련한 결

나. 整 理

Ⅲ. 變形決定의 必要性과 法的 根據

1. 헌법재 소 결정례에 나타난 變形決定의 事由分析

2. 變形決定의 必要性 否

가. 規範的 側面

나. 事實的 側面

⑴ 單純違憲決定을 선고함에 따른 副作用과 그 內容

⑵ 副作用의 發生原因

⑶ 副作用의 防止方案으로서의 變形決定

3. 變形決定의 法的 根據有無

가. 實定法的 根據

⑴ 헌재법 제45조

⑵ 헌재법 제47조

⑶ 限定決定의 否認論據로서의 法律解釋權

⑷ 立法趣旨

⑸ 憲法裁判所의 法形成

나. 比 法的 根據

다. 其 他

4. 私 見

Ⅳ. 變形決定의 類型化와 體系化

1. 變形決定의 一般的인 類型

가. 憲法裁判所

나. 大法院과 그 實務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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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 論議의 實益

⑵ 違憲 否 決定의 類型

다. 學 界

⑴ 金哲洙 교수

⑵ 權寧星 교수

⑶ 許營 교수

⑷ 文光三 교수

⑸ 姜京根 교수

라. 其 他

⑴ 韓炳寀 임 재

⑵ 金亮均 임 재

마. 見解의 比 와 整理

⑴ 決定形式의 區分

⑵ 결정례의 具體的인 分類上 爭點

⑶ 整 理

2. 決定을 類型化함에 있어 慮要素

3. 變形決定類型의 體系化

가. 體系化의 基準設定

나. 法律에 한 違憲 否의 決定類型

⑴ 違憲決定

⑵ 憲法不合致決定

⑶ 限定決定

⑷ 合憲決定

다. 爭點이 된 결정례의 分析과 檢討

⑴ 선고된 主文의 類型化와 련한 分析

⑵ 결정례 자체의 固有한 分析과 評價

4. 決定類型 상호간의 結合可能性

가. 기존 決定에 있어 結合狀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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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 一般的인 結合形態

⑵ 判例分析 - 서신검열 등 헌확인사건

나. 새로운 決定類型의 選擇可能性

Ⅴ. 變形決定의 效力

1. 憲法裁判所 決定의 效力 一般

가. 節次法的 效力

⑴ 節次法的 效力의 類型

⑵ 節次法的 效力에 있어서의 爭點과 特徵

나. 違憲決定의 效力

⑴ 違憲決定의 節次法的 效力과 實體法的 效力

⑵ 違憲法律의 效力과 違憲決定된 法律의 效力

⑶ 헌법재 소 결정례와 법원 례

⑷ 判例의 分析과 批判

⑸ 헌재법 제47조 제2항의 解釋論

다. 合憲決定의 效力

⑴ 合憲決定의 羈束力 認定 否

⑵ 合憲決定의 效力을 否認하는 法院側의 意圖와 實體

⑶ 判例分析

2. 憲法不合致決定

가. 羈束力과 法規的 效力

나. 不合致決定된 法律의 效力

다. 立法 에 한 效果

⑴ 立法 의 改善立法義務

⑵ 改善立法義務의 不完全履行에 한 統制

라. 法適用 에 한 效果

⑴ 原則으로서의 法適用節次의 中止와 改善立法에 의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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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例外로서의 不合致法律의 暫定的인 繼續適用

마. 判例分析

⑴ 특허법 제186조 제1항 등 헌제청사건

⑵ 소득세법 제60조 등의 헌소원사건

⑶ 민법 제847조 제1항 헌제청사건

⑷ 민법 제809조 제1항 헌제청사건

⑸ 근로기 법 제30조의2 제2항 ‘퇴직 ’부분 등의

헌소원사건

3. 限定決定

가. 限定決定에 있어 節次法的 效力

나. 決定類型別 效力

⑴ 限定違憲決定

⑵ 限定合憲決定

⑶ 條件附違憲決定

⑷ 狹義의 合憲的 法律解釋

4. 其 他

가. 包含違憲․適用違憲決定

나. 새로운 決定類型의 效力

⑴ 包含違憲․適用違憲決定과 限定違憲決定이 結合된 사례

⑵ 結合된 變形主文 模型別 效力

Ⅵ. 結 論

1. 問題의 整理

가. 變形決定의 類型과 效力에 한 爭點의 整理

나. 決定類型과 그에 따른 效力에 한 憲法裁判所 見解의

再定立 必要性

다. 變形決定을 否認하는 行態에 應한 憲法裁判所의 姿勢

2. 立法論的 改善方向

가. 憲裁法의 改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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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 決定의 類型과 效力에 련한 事

⑵ 其他 事

나. 憲法의 改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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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序  論

1. 問題  提起

1998. 9.로 헌법재 소가 설치되어 활동한 지 만 10년이 되었다.

그 기간은 권 주의시 에서 민주주의시 로 이행되는 과도기라 할

수 있고, 그 기간동안 헌법재 소는 심 활동과 련된 입법 근거

의 불비, 각종 기득권층의 항, 헌법소송 차에 한 체계 인 인식

의 미흡, 헌법재 에 한 문인력의 부족 등 여건이 아주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국민의 기본권이 헌법의 장식 도구가 아닌 구체

인 권리로서의 지 를 되찾도록 하 을 뿐만 아니라 종래 명목 인

최고법규범에 지나지 않던 헌법을 국민의 생활 구석구석에서 살아

움직이게 하는 법규범으로 그 상을 재정립할 수 있도록 하 다.

이러한 노력의 흔 은 1998. 6.말 재 법률의 헌결정이 101건,

헌법불합치결정이 32건, 일부 헌결정이 10건, 한정 헌결정이 19

건, 한정합헌결정이 15건, 그리고 헌법소원심 이나 권한쟁의심 의

인용결정이 64건으로 각각 나타난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1) 이러한

엄청난 활동실 은 정 인 평가를 받아 마땅하다. 그것은

재의 헌법재 소가 지난 10년간 수행한 활동실 을 그 이 의 각종

헌법재 기 이 제헌 이래 수행한 실 2)과 비교하면 아주 극명해진

다고 하겠다.

1) 공보 28. 414 참조.

2) 법률에 한 헌결정은 제헌 부터 있었다. 즉 제헌 에 구 민법 제14조 妻의 능력제한

규정( 법 1947. 9. 2. 선고 1947민상88 결)이 大法院에 의해, 제1공화국헌법에서는 농지개

법 제18조 후단 제24조 제1항 후단(4285. 9. 9. 선고 헌 1 결정)과 비상사태하의 범죄처

벌에 한 특별조치령 제9조(4285. 9. 9. 선고 헌 2 결정)가 憲法委員 에 의해, 그리고 제3

공화국헌법에서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법원조직법 제59조 제1항 단서와 부칙 제3항

( 법 1971. 6. 22. 선고 70다1010 결)과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법 1972. 4. 25. 선

고 72나331 결)가 大法院에 의해 헌으로 결되었다. 이상과 같이 총 다섯차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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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헌법재 소의 각종 심 활동에 한 항이나 비난 한

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3) 본고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법률에 한

변형결정의 유형과 효력의 문제도 이에 해당할 것이다.

이것은 두가지 측면으로 나 어 살펴 볼 수 있다. 그 하나는 변

형결정의 유형을 극 으로 활용한 헌법재 소의 태도와 련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변형결정을 받아들이는 법원을 비롯한 다른

국가기 (각 행정청 포함)의 태도라고 하겠다.

헌법재 소에서 변형결정의 필요성이 최 로 주장된 것은 융기

의연체 출 에 한특별조치법 제5조의2의 헌심 사건의 보충

의견4)에서 이었다. 그 이후 변형된 결정주문을 최 로 제시한 사건

은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헌여부에 한 헌법소원심 사건5)이었

다. 이 사건에서 변형결정의 주문에 해당하는 한정합헌주문을 최

로 제시하 다. 헌법재 소가 과연 변형결정을 할 수 있는지의 여

부에 해 본격 으로 논란이 제기된 것은 국회의원선거법상의 기

탁 에 한 헌심 사건6)이었다. 그 이후 헌법재 소는 지속 이

고 다양한 형태로 변형결정을 선고하고 있다.

헌법재 소 자체와 련된 변형결정에 한 논란을 살펴 볼 때,

다음과 같은 근본 인 몇가지 쟁 을 지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첫째로는 변형결정을 논의하기 이 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헌법재

소 결정의 차법 효력과 헌결정이나 합헌결정의 효력 등에

해 헌법재 소내에서 이론 으로 체계 인 정립이 이루어졌는가

하는 이다. 그 둘째로는 변형결정이, 그 에서도 특히 한정합헌

3) 이에 해당하는 표 인 사례로는 얼마 통령이 국회에서의 임명동의 차가 종료되지 않

은 상태에서 국무총리서리를 임명한 것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하는 권한쟁의심

청구에 해 헌법재 소가 각하결정을 선고하자 심 을 청구한 정당측에서는 도 히 납득할

수 없을 정도로 비난의 화살이 가하는 것이라든가, 자신의 활동 역의 확보에 하여 행

헌법상 나타난 체계부조화 상을 오히려 당연한 것처럼 여기면서 다른 국가기 의 유권 행

를 왜곡 는 폄하하고 헌법 인 혼란을 가 시키면서 까지 법률해석의 독 권을 주장하는

법원의 태도라든가 하는 것을 들 수 있을 것이다.

4) 헌재 1989. 5. 24. 89헌가37 등, 례집 1, 48, 62 참조.

5) 헌재 1989. 7. 21. 89헌마38, 례집 1. 131.

6) 헌재 1989. 9. 8. 88헌가6, 례집 1.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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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이 헌결정의 회피수단으로 지나치게 활용된 것은 아닌가 하

는 이다. 그 셋째로는 앞의 지 과는 정반 로 지나치게 의욕이

앞서 무나 부담이 큰 형태의 변형결정을 선고한 은 없는가도

되뇌어 보아야 할 것이다. 그 넷째로는 변형결정이나 그 효력에

해서는 물론이고 헌법재 소의 각종 심 활동을 뒷받침하는 입법

근거가 미흡하거나 취약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이다. 그 다섯째로

는 헌법재 과 련하여 종래 체계 인 인식을 경험하지 못하 던

인사들이 갑자기 헌법재 으로 발탁되어 헌법소송을 다룸으로 인

해 나타나는 혼선을 들 수도 있지 않을까 한다.7)

법원을 비롯한 다른 국가기 의 변형결정에 한 태도도 지

되어야 한다. 물론 앞서 지 한 헌법재 소 내에서의 문제와도

한 련성이 있다고 보여지기도 한다. 그 지만 고유하게 지 될

사항이 있다. 즉 간단히 한마디로 표 하면, 변화된 헌법환경을 의

도 으로 간과하고 과거부터 나름 로 정립한 역을 유지하려고

하는 보수 인 태도이다. 이것은 많은 내용을 함의한다고 하겠다.

이상과 같이 논란의 와 에 있는 변형결정에 해 필자 나름 로

개념을 정립하고 그 필요성과 법 근거를 살펴 본 다음, 변형결정

을 유형화하고 체계화하기로 한다. 그에 이어 각종 변형결정의 유

형에 상응한 효력을 제시하기로 한다. 아울러 변형결정의 유형이나

효력과 련하여 쟁 이 될 수 있는 개별 결정례에 해서는 련

된 부분에서 분석을 가하기로 한다.8)

7) 사실 그들 부분은 민사소송의 문가들이었다. 그들이 각종 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주

로 심을 기울 던 분야는 민사소송에 한 것이었고, 그것은 헌법소송과 아주 이질 인 것

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헌법소송실무를 수행하면서 민사소송에서 용되는 실무의 잣 를

그 로 용하려는 태도가 지 않게 에 띰은 부인하기 어렵다고 하겠다. 그 표 인 사

례로는 심 청구인이나 이해 계인들이 제시한 쟁 에 해서만 단을 하고 청구인이나 이

해 계인들이 제시치 아니한 쟁 에 해 헌법재 소가 직권에 의한 단을 하지 아니하고

간과하는 듯한 심 태도를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런가 하면 의욕이 충만하여 다수의견과는

다른 고유한 견해를 피력하고자 노력한 에 해서는 높이 평가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

만, 그러한 행동이 오히려 헌법재 소의 각종 심 활동을 오히려 축시키고, 헌법재 소의

구체 인 심 결과에 해 반발할 수 있는 빌미나 이론 논거를 제공하는 일종의 부메랑효

과를 야기시키고 있다는 도 그냥 지나쳐서는 안될 것으로 보여진다.

8) 필자는 법률에 한 헌법재 소 결정의 유형과 효력과 련하여 지속 인 심을 가져 왔다.

그로 인해 이 에서 다루어지는 내용이 종래 다룬 것들과 많은 부분 복된다는 이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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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법률에 한 헌여부의 결정유형에 해 1997. 12.

31.까지 선고한 결정례만을 원칙 으로 분석의 상으로 삼고자 한

다. 다만, 개별 으로 논의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1998년도에

선고한 최근의 결정례에 해서도 검토의 상으로 삼기로 한다.

2. 論議  前提要素

법률에 한 변형결정의 유형과 효력문제를 다룸에 있어 몇가지

요소가 제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보여진다.

래서 가능한 한 종래 깊이있게 다룬 사안들에 해서는 논의를 회피하고 각주로 처리하고자

한다. 이에 해서는 련되는 논문들을 참조하기 바란다. 拙稿, 憲法裁判所 決定의 確定力,

漢陽法學(漢陽法學硏究 ) 제3집, 1992.2., 213-236면; 拙稿, 法律에 한 違憲 否 決定의 法

規的 效力, 公法硏究 제21집, 1993, 313-372면; 拙稿, 憲法裁判所 決定의 羈束力, 漢陽法學(漢

陽法學硏究 ) 제4․5집(통합), 1994.2., 151-188면; 拙稿, 違憲決定된 法律의 效力과 法律에

한 違憲決定의 羈束力, 全北産業大學校 論文集 제16집, 1994.2., 173-202면; 拙稿, 法律의 違

憲決定의 效力에 한 硏究, 博士學位論文(漢陽大 大學院), 1994.8.; 拙稿, 憲法不合致決定의

法的 效果, 全北産業大學校 論文集 제17집, 1995.2., 195-228면; 拙稿, 土超稅法의 改正立法上

不備에 하여(上), 法律新聞 제2373호, 1995. 1. 9.자, 14면; 拙稿, 土超稅法의 改正立法上 不

備에 하여(下), 法律新聞 제2374호, 1995. 1. 12.자, 15면; 拙稿, 判例評釋 : 違憲法律에 기한

處分의 法的 性格, 法律新聞 제2386호, 1995. 2. 27.자, 15면; 拙稿, 憲裁法 제47조 제2항의 解

釋과 適用에 한 批判的 察, 法學論叢(漢陽大 法學硏究所) 제12집, 1995.10., 379-397면; 拙

稿, 違憲決定의 效力에 있어 廢止無效說의 理論的 展開, 心泉桂禧悅博士華甲紀念論文集Ⅰ. 公

法學의 現代的 地平, 1995, 博英社, 382-409면; 拙稿, 法律의 違憲 否 決定과 誠實納稅 保

護, 人權과 正義 제231호, 1995. 11.호, 102-115면; 拙稿, 判例評釋 : 土超稅法의 違憲訴願과 改

善立法, 法曹 통권 제471호, 1995. 12.호, 141-170면; 拙稿, 憲法裁判所 決定의 效力에 한 爭

點과 解決方案, 憲法裁判硏究 제7집. 憲法裁判所 決定의 效力에 한 硏究, 1995. 12., 151-399

면; 拙稿, 憲法裁判所 決定의 實效性 確保方案, 全北産業大學校 論文集 제18집, 1996.3., 19-47

면; 拙稿, 憲法裁判所 決定의 效力과 法院의 羈束, 公法硏究 제24집 제1호, 1996.5., 221-257면;

拙稿, 限定違憲決定의 羈束力과 大法院 判決, 全北産業大學校 論文集 제19집, 1997.3., 1-26면;

拙稿, 限定違憲決定과 羈束力. 최근 이와 련한 大法院 태도의 비 , 法과 社 (法과 社 理

論硏究 ) 통권 제14호, 1997. 상반기, 115-134면; 拙稿, 憲法裁判官에 의한 法形成과 우리 憲

法裁判所의 變形決定實際, 米峯金雲龍敎授華甲紀念論文集. 現代公法의 硏究, 1997, 241-276면;

拙稿, 獨逸 聯憲裁法 제79조 제2항과 韓國 憲裁法 제47조 제2항의 比 法的 硏究, 公法硏究

제25집 제4호, 1997.6., 435-462면; 拙稿, 合憲決定의 羈束力否認論에 한 批判的 檢討, 石霞

金基洙敎授停年紀念論文集. 21世紀 漢陽法學에의 落穗, 1997, 1170-1185면; 拙稿, 判例評釋 :

所得稅法 제60조의 憲法不合致決定과 그와 련한 後續處理方案, 漢陽法學(漢陽法學 ) 제8

집, 1997. 9., 139-157면; 拙稿, 判例評釋 : 憲法不合致決定, 改善立法 그리고 大法院 判決, 法

律新聞 제2632호, 1997. 9. 22.자, 14-15면; 拙稿, 判例評釋 : 親生否認의 訴의 提訴期間과 憲法

不合致決定, 全北産業大學校 論文集 제20집, 1998.3., 97-123면; 拙稿, 憲裁의 限定違憲決定을

遵守하지 아니한 大法院 判決과 憲法訴願. 헌재 1997. 12. 24.선고 96헌마172․173(병합)결정

을 심으로, 본(漢陽大 法科大學 學生 ) 제15집, 1998.(발간 정); 拙稿, 限定違憲決定에 違

反된 大法院 判決에 한 憲法裁判所의 取消決定, 琴浪金哲洙敎授停年紀念論文集. 韓國憲法學

의 現況과 課題, 1998, 博英社, 836-932면；拙稿, 判例硏究 : 당해 憲法訴願과 關聯된 訴訟事

件의 再審請求와 限定違憲決定, 法律新聞 제2715호, 1998. 8. 10.자, 14-15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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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법률이 계쟁물이 될 수 있는 심 유형으로는 헌법률심 ,

헌법재 소법(이하 ‘헌재법’으로 약칭한다)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

법소원심 헌재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 등을

표 인 것으로 들 수 있고, 권한쟁의심 ,9) 정당해산심 이나 탄핵

심 의 경우에서도 부수 으로 법률의 헌여부가 심 될 수 있다

는 이다. 특히 최근 법원이 헌법재 소가 선고한 한정합헌결정,

한정 헌결정 헌법불합치결정 등에 해 기속력이 없다는 등의

반응을 보이는 구체 인 사례들10)은 거의 부분 헌재법 제68조 제

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 차에서 그러한 주문이 제시된 것들이었

다. 실제로 이 심 유형은 재 소원이 입법 으로 부인되고 헌

법재 소 스스로도 부인하고 있는 상태11)에서 법원의 헌법해석이나

법률해석을 통제할 수 있는 창구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12) 이

9) 우리나라에서의 권한쟁의심 에 한 결정실제에 있어 법률이 직 다툼의 상이 되었거나

부수 으로 그 상이 된 은 없었다. 그러나 법률안의 가결선포행 가 헌․무효인지의

여부에 한 다툼이 이루어진 이 있었지만, 이 사건의 결정에서 각하의견을 제시한 재

들이 본안 단에 해 의견을 제시치 않음으로 인해 인용의견이 과반수에 이루지 못하

고 그로 인해 기각되고 말았다. 헌재 1997. 7. 16. 96헌라2, 례집 9-2. 154, 171 이하 참

조. 입법 차의 하자에 한 통제에 한 문헌으로는 成樂寅, 判例評釋 : 國 의 立法節次의

瑕疵에 한 司法審査, 法律新聞 제2569호, 1997. 1. 27.자, 14면; 李允煥, 國 의 立法節次하

자에 한 違憲法律審査, 公法硏究 제26집 제2호, 1998. 6., 119면 이하 참조. 그 지만 이 결

정은 헌법재 소 내에서의 합의방식을 쟁 별 합의제로 할 것인지 아니면 일 합의제로 할

것인지가 크게 문제시된 표 인 사례 의 하나라고 하겠다. 이에 해 상세한 내용은 崔

甲先, 韓國 憲法裁判에서의 評決方式 察. 獨逸 裁判에서의 評決方式을 基礎로, 憲法論叢

제8집, 1997. 12., 257면 이하; 拙稿, 判例評釋 : 憲法裁判所의 合議方式과 決定定足數, 明炯植

敎授華甲紀念論文集, 1998(발간 정) 참조.

10) 표 인 례로는 법 1996. 4. 9. 선고 95 11405 결(공1996상, 1442 이하); 법 1997.

3. 38. 선고 95 17690 결(공1997상, 1274 이하)을 들 수 있다. 이와 련된 헌법재 소 결

정례로는 헌재 1995. 11. 30. 94헌바40 등, 례집 7-2. 616 이하; 헌재 1995. 11. 30. 91헌바1

등, 례집 7-2. 562 이하 등이다. 이 에서 필자는 특히 헌법재 소의 헌법불합치결정취지

를 다른 방향으로 악하여 결을 선고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사건( 법 1997. 3.

28. 선고 96 11327 결)과 련하여 判例評釋을 한 바있다. 拙稿, 法律新聞 1997. 9. 22.자,

14-15면; 拙稿, 漢陽法學 제8집, 139-157면 참조. 그런데 평석의 상이 된 례는 례공보

에 게재되지 않았고 인터넷의 검색 상에도 제외되어 있음을 밝 둔다.

11) 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례집 9-2. 842 이하; 헌재 1998. 4. 30. 92헌마239, 공보

27. 378 이하; 헌재 1998. 4. 30. 95헌마93 등, 공보 27. 384 이하 참조.

12) 법률의 헌여부가 재 의 제가 된 경우 그 법률에 해 종래 그에 한 법원의 해석이

있을 때에는 법원을 비롯한 각 법원(당해사건 담당법원)은 그 해석에 의하고 소송당사자

의 헌심 제청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기 때문이다. 그때 소송당사자는 헌재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헌법소원심 을 청구하게 된다. 이 게 헌법재 소에 심 청구된 사건에서 헌

법재 소가 법원이 종래 해석한 바와 다른 형태로 헌법해석이나 법률해석을 하고 그에

해 결정으로 선고함으로써 법원의 헌법해석이나 법률해석에 한 통제가 가능하게 된다.

拙稿, 金哲洙敎授停年論文集, 917면 주60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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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해 이 제도의 불필요함을 주장하는 견해도 있다.13) 이 에서

이에 해 집 인 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된다고 본다.

둘째, 변형된 결정유형으로 고려되는 주문유형은 헌결정의 법

효과를 제약하는 형태로 이루어져야지 이를 확장하는 형태로 이

루어져서는 안된다는 이다.

셋째, 헌법재 소가 변형결정을 선고할 수 있으며 변형된 어떠한

주문을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와 이를 수하여야 하는가의 문제는

서로 다르다는 이다. 물론 결정취지에 따라야 할 의무를 부과받

는 쪽에서는 헌법재 소가 그러한 주문을 선고해서는 안되고 따라

서 수할 수 없다는 논리를 개하겠지만, 그러한 논리가 왜 제시

되는가도 주목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변형결정의 효력문제를 다루기 해서는 반드시 합헌결정

과 헌결정의 효력에 한 논의를 제로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이다. 그 이유는 헌법불합치결정의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변형결

정의 경우 단순한 헌결정의 효력을 그 로 용하는 것에 해서

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14) 다만, 그 이 단계의 문제로 그러

한 결정들을 헌결정의 한 유형으로 볼 수 있을 것인가가 본질

인 문제로 등장하기 때문이다.

13) 淳茂, 限定違憲決定의 法院에 한 羈束力. 법원 1996. 4. 9. 선고 95 11405 결, 裁判

資料(法院行政處) 제75집. 憲法問題와 裁判(上), 1997. 6. 30., 553면, 565면 주36번 참조. 그러

나 이 경우 재 소원이 부인되는 상태를 그 로 제로 하면서 의 심 차를 부인하 을

때에는 이제까지 헌법재 소가 법원의 법률해석을 통제할 수 있었던 모든 통로는 차단되

고 말게 될 것이다. 그것은 헌법재 의 형해화로 귀착될 것이다. 왜냐하면, 법원의 재 이

헌법소원의 심 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상태에서, 소송당사자가 당해사건에서 법률의 헌

심 제청신청을 한다 할지라도 사건담당법원이 제청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게 되면, 제청

신청이 기각 는 각하된 법률조항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헌법재 소에 근할 수 있는 통로

가 차단되고 말게 되기 때문이다. 그 게 되면 법원은 자신이 유지하던 종래의 견해에

해 헌법재 소에 의한 어떠한 통제도 받지 않을 수 있게 될 것이다. 그 지만 원처분소원이

나 재 소원을 부인하는 논자들은 이 심 차를 통한 사건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재 소

원이나 원처분소원이 불필요함을 주장한다. 劉南碩, 裁判에 한 憲法訴願 禁止의 論理

政策的 理由, 裁判資料(法院行政處) 제75집. 憲法問題와 裁判(上), 1997. 6. 30., 320면; 郭泰

哲, 法院의 裁判을 거친 行政處分의 憲法訴願審判 象性, 裁判資料(法院行政處) 제75집. 憲法

問題와 裁判(上), 1997. 6. 30., 393면 참조. 그러면서도 이 차를 통해 심 청구된 법률의

헌여부에 해 헌법재 소가 한정합헌이나 한정 헌으로 결정하 을 경우에 해서는 그

결정의 기속력을 부인하는 논리의 모순을 범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14) 물론 이른바 잠정합헌결정 는 단순입법 구결정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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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변형결정의 효력을 논의하기 에 반드시 그 유형이 체

계화되어야 한다는 이다. 그 지 않으면 그 효력에 있어 불필요

한 논란이 야기될 수도 있게 된다. 이는 다시 말하면 변형결정의

효력은 한가지로 획정지을 수 없고 각각의 결정유형에 따라 다른

법 효과가 지향됨을 의미한다 하겠다.

여섯째, 변형결정의 효력문제는, 특히 실체법 효력문제는 당연

무효설의 입장에서 근하는지 아니면 폐지무효설에서 근하는지

에 따라 결정유형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달라질 수 있고 그에

따라 미치는 효력의 범 나 선택될 수 있는 비 이 달라지게 될 수

있다는 을 감안하여야 한다.

일곱째, 법률의 헌결정과 련하여 우리나라에서 비교법 인

시각에서 주로 고려되는 나라는 독일과 오스트리아이다. 특히 독일

에서는 변형결정이 아주 빈번하게 선고되고 있는데 반해, 오스트리

아의 경우에는 거의 드물다고 한다. 이에 련해서도 문제의 실체

를 명확히 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여덟째, 변형결정의 효력문제를 논의함에 있어 당연히 헌법재

소 결정의 차법 인 효력이 제되어야만 한다. 특히 이는 우리

헌법이나 헌재법이 헌법재 소 결정의 확정력 내지 기 력에 한

명문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고,15) 헌재법 제47조 제1항은 법률

의 헌결정에 해서만, 제75조 제1항은 헌법소원의 인용결정에

해서만 기속력을 인정하는 듯한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

러한 규정으로 인해 해석상 불필요한 마찰과 혼란이 야기되고 있고

그로 인해 헌법재 소가 선고한 법률의 합헌결정이나 변형결정

의 기속력을 부인하려는 시도조차 나타나고 있다.

15) 헌재법 제39조에서는 “헌법재 소는 이미 심 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하여는 다시 심 할

수 없다.”고 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긴 하지만, 그것의 의미가 당해사건의 제

청법원이나 소송당사자(헌재법 제41조 제1항)에게, 는 당해 헌법소원과 련된 소송사건에

있어 제청신청을 기각한 법원이나 그 사건의 소송당사자(헌재법 제68조 제2항, 제75조 제7

항)에게 헌법재 소 결정의 기 력이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하여는 논란의 여지

가 있다고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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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홉째, 변형결정된 법률에 근거한 각종 작용의 운명문제도 원래

여기서 논의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것은 재 의 제성과 같은 심

제청이나 청구에 있어 소송요건과 한 연 성을 지니고 있고,

헌결정의 실체법 효력을 논함에 있어 헌결정의 효과가 미

치는 범 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좌우하는 것이다. 그 지만 이

문제를 다루기 해서는 부수 으로 검토되어야 할 요소가 지 않

다. 그 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논의의 집 도를 높이기 해 생략

하고, 다른 기회에 상론하기로 한다.16)

3. 變形決定  槪念

우리 헌법은 제107조 제1항에서 “법률이 헌법에 반되는 여부가

재 의 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 소에 제청하여 그 심

에 의하여 재 한다.”고 규정하고, 제111조 제1항 제1호에서는 “법

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헌여부심 ”을 헌법재 소의 장사항

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헌재법 제45조는 “헌법재 소는

제청된 법률 는 법률조항의 헌여부만을 결정한다. 다만, 법률조

항의 헌결정으로 인하여 당해 법률 부를 시행할 수 없다고 인

정될 때에는 그 부에 하여 헌의 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

하고 있으며, 제47조 제1항은 “법률의 헌결정은 법원 기타 국가기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고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 헌으

로 결정된 법률 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

을 상실한다. 다만, 형벌에 한 법률 는 법률의 조항은 소 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률에 한 헌법재 소의

변형결정에 해서는 아무런 명문의 규정이 없다. 이에 해 학설

16) 이와 련한 것으로는 拙稿, 博士學位論文, 132면 이하, 245면 이하; 拙稿, 법률신문 1995. 2.

27. 자, 15면; 拙稿, 人權과 正義 1995. 11.호, 108면 이하; 拙稿, 憲法裁判硏究 제7권, 257면

이하, 327면 이하, 370면 이하; 拙稿, 公法硏究 제24집 제1호, 247면 이하; 拙稿, 公法硏究 제

25집 제4호, 435-462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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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례만이 언 하고 있을 따름이다.

법률의 헌결정과 합헌결정을 정형 인 결정유형17)이라고 할

떄, 헌결정과 합헌결정의 간지 에 다양하게 존재하는, 법률의

헌여부결정을 변형결정이라고 할 수 있다.18) 독일에서는 변형결

정을 ‘Entscheidungsvariante’로 지칭하고 있고,19) 그것은 연방헌법

재 소가 구체 으로 정립하여 사용한 개념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는 변형결정을 형 인 결정유형인 합헌결정이나 헌결

정이 아닌 모든 결정유형을 통칭해서 지칭하고 있다.20)

변형결정의 개념에 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

첫째로는 “헌법재 소는 제청된 법률의 합헌 는 헌만을 선언하

는 것이 원칙이지만, 국회를 존 하려는 의도나 법률생활의 안정성

을 유지하려는 의도 등으로 헌결정을 하지 않고 일정기간 그 법

률의 효력을 지속시키거나 개정을 구하거나 한정 으로 합헌임을

선언하는 등의 변형된 결정”유형을 말한다는 견해이다.21) 둘째로는

“독일에서는 헌법률이 소 하여 효력을 상실하게 되므로, 법 안

정성과 입법부의 입법형성의 자유를 존 하기 하여 그 소 무효

를 제한하기 한 형식의 결도 선고되고 있다. 이를 변형결정이

라 부른다.”는 견해이다.22) 셋째로는 “우리 행법은 규범통제의 결

17) 金亮均, 憲法裁判의 立法統制와 變形決定, 公法硏究 제25집 제1호, 1997.1., 216면; 姜京根, 憲

法學, , 法文社, 1997, 247면 참조.

18) 그 지만 변형결정을 단순히 헌과 합헌결정의 간 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즉 변형결정은 헌결정을 변형한 것이지, 합헌결정에 한 변형결정을 의

미하는 것은 아니다. 同旨: 李明雄, 限定違憲決定의 效力, 試界 1998. 6.호, 152면.

19) Vgl. Rupp-von Brünneck, Verfassungsgerichtsbarkeit und gesetzgebende Gewalt, AöR

102(1977), S.19; Rupp-von Brünneck, Verfassung und Verantwortung, 1983, S.359; Klaus

Schlaich, Das Bundesverfassungsgericht, 4.Aufl., 1997, S.269.; 李基喆, 憲法裁判所의 變形決

定에 한 論據, 公法硏究 제26집 제2호, 1998.6., 181면; 金雲龍, 違憲審査論, , 三知院,

1998.7., 568면, 571면.

20) 견해에 따라서는 독일에서도 정립되지 아니한 개념을 우리나라에서 구태여 체계 으로 정립

하고 변형결정이라고 념지울 필요성이 있는가에 해 의심을 제기하기도 한다. 물론 변형

된 결정유형은 헌결정의 유형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없을 것이라고 보여지지는 않

지만, 그러한 결정유형을 나름 로 체계화․유형화하고 그에 한 효력이 부여됨을 명

확하게 악할 수 있도록 한다는 에서 본다면, 변형결정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그에

해 나름 로 개념을 정립하는 것이 결코 무의미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21) 金哲洙, 憲法學槪論, 제9 정신 , 博英社, 1998, 1275면.

22) 權寧星, 憲法學原論, 신 (1998년 ), 法文社, 1998. 1026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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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합헌결정’과 ‘ 헌결정’의 두 가지로만 규정하고 있지만, 이와

같은 양단 인 심 방법으로는 규범통제에서 나타나는 모든 유형의

문제를 부 포용할 수 없다. 따라서 독일연방헌법재 소가 그 동

안 꾸 히 례를 통해 발 시킨 ‘ 헌확인결정’과 ‘ 구결정’ 등 다

양한 결정형태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헌법

재 소도 그러한 필요성을 인식해서 합헌결정과 헌결정 외에 이

른바 변형결정이라는 제3의 결정형식을 함께 채택하고 있다”는 견

해이다.23) 네 번째로는 “변형결정이라 함은 어떠한 사안에 하여

헌법재 소가 결정을 할 때 그 결정문의 형식을 헌재법 제45조에서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조는 헌법에 반된다’, 혹은

‘…조는 헌법에 반되지 아니한다’라는 형식을 취하지 않고 그밖의

형식으로 작성하여 내린 결정”을 말한다는 견해이다.24)25)

변형결정에 한 본질 징표는 다음과 같이 형상화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첫째로는 법률에 해 단순히 헌으로 결정함으로 인해서 야기

되는 법 효과를 제약할 목 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이다.

둘째로는 그 제약이 아주 다양하다는 이다. 컨 심 상이

가분 일 경우에는 그 일부에 해서만 헌결정하는 방안도 고려

되고, 심 상에 해 법률해석을 통해 헌결정의 효과를 제약할

수도 있다는 이다. 심 상에 헌 인 요소가 있음을 인정

하면서 단순 헌을 선고하지 않고 그 효과를 입법자와 법 용자로

나 어 다르게 제시할 수도 있다는 이다. 그런가 하면 잠정합헌

23) 許營, 韓國憲法論, 신정7 , 博英社, 1997, 807면.

24) 文光三, 憲法裁判所 變形決定의 類型과 그 問題點, 憲法裁判硏究 제7권. 憲法裁判所 決定의

效力에 한 硏究, 1995. 12., 93면 이하 참조.

25) 그외에도 李明雄, 試界 1998. 6.호, 152면(변형결정이란 주로 법률의 헌여부에 한 헌법

재 에 있어서 그 법률의 단순 헌을 선언하는 신에 입법형성권의 존 , 법 공백으로

인한 혼란의 방지 등을 이유로 다른 방법으로 그 헌성을 선언한 결정을 말한다); 憲法裁判

所, 憲法裁判 實務提要, 1998. 6. 30., 106면(변형결정이라 함은 헌법재 소가 법률의 헌여

부를 심사함에 있어서 심 상인 법률의 헌성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헌법합치 해석의

필요 는 입법자의 형성권에 한 존 , 법 공백으로 인한 혼란의 방지 등을 이유로, 법

률에 한 단순 헌선언을 피하고 그 한정된 의미 역 는 용 역이 헌임을 선언하거

나 법률이 헌법에 합치하지 않음을 선언하는 등 다양한 결정유형을 말한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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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와 같이 헌성이 내재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헌법

에 반되지 않음을 주문으로 제시하기도 한다.

셋째로는 단순 헌을 선고함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법 혼란

을 방지하거나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을 존 하기 해서 그러한 변

형주문이 선택된다는 이다.

넷째로는 헌법률의 소 무효 내지 장래무효와 무 하게 변형결

정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이다.26) 즉 헌법률의 장래 폐지를

규정하고 있는 오스트리아에서 조차도 18개월간의 헌법률의 폐지

유 를 헌법 제140조 제5항에 규정하고 있는 27)을 볼 때, 이는

명확하다고 하겠다.

그 다면 변형결정이란 법률을 단순하게 헌으로 결정함으로 인

해 야기되는 법 혼란을 방지하고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을 존 할

목 으로 헌결정의 법 효과를 제약하는 결정유형이라고 하겠다.

Ⅱ. 變形決定에 한 國家機關별 식

변형결정의 허용여부는 물론이고 법률의 헌여부에 한 결정의

효력에 해서도 헌법재 소내에서도 견해가 통일되어 있지 아니함

은 물론이고 다른 국가기 , 표 으로는 법원도 헌법재 소와

는 다른 독자 인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면 여기서는 변형결

정에 한 국가기 의 인식상태를 검토하기로 한다.

1. 憲法裁判所

26) 물론 헌결정의 장래효원칙을 규정하면서 외 소 효의 허용범 를 철 하게 축소할 경

우 한정 헌결정, 한정합헌결정 일부 헌결정이 불필요할 수도 있다. 그 지만 그럴 경우

법률에 의해 이루어진 직․간 인 기본권침해에 한 구제의 폭어 좁아지게 된다는 근본

인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즉 구체 규범통제의 실효성을 약화시킨다고 하겠다.

27) 1992년 연방헌법의 개정으로 종래 유 기간이 1년이었던 것이 18개월로 조정되었다. Vgl.

Heinz Schäffer(hrsg.), Österreichische Verfassungs-und Verwaltungsgesetze, St.:1., Juli

1995, Wien & München: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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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 소는 변형결정을 선고함에 있어 지속 으로 그러한 결정

을 부인하는 소수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면 여기서는 다수의견

과 소수의견으로 나 어 허용여부 효력 인정여부에 한 논란을

살펴 보기로 한다.

가. 多數意見

헌법재 소 재 들의 다수의견은 變形決定을 면 으로 인정

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해 체계 이고 심도있게 그 입장

이 개된 것은 국회의원선거법 제33조등의 헌심 사건28)에서 이

었다. 그러면 여기서는 그 사건의 결정을 심으로 변형결정을 허

용하는 견해에 해 검토하기로 한다.29)

첫째, 헌재법 제45조 본문의 규정취지는 헌법재 소는 법률의

헌여부만을 심사하는 것이지 결코 헌제청된 제사건에 하여

사실 , 법률 단을 내려 그 당부를 심 해서는 안됨을 의미한

다고 한다.

둘째, 헌재법 제47조 제2항 본문도 변용해석하는 것이 필수 이

라고 한다. 즉 같은 법 제45조에 근거하여 한 변형재 에 응하여

違憲法律의 실효여부 는 그 시기도 헌법재 소가 재량으로 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다.

셋째, 재 주문을 어떻게 내느냐의 주문의 방식문제는 민사소송

에서 그러하듯 헌법재 에 하여서도 아무런 명문의 규정이 없으

므로 헌법재 의 본질상 주문을 어떻게 표시할 것인지는 재 의

재량에 일임된 사항이라고 한다.

넷째, 의 복잡다양한 사회 상, 헌법상황에 비추어 볼 때 헌

법재 은 심사 상법률의 헌 는 합헌이라는 양자택일의 단만

28) 헌재 1989. 9. 8. 88헌가6, 례집 1. 199, 256 이하 참조.

29) 다수의견은 헌법불합치결정은 물론이고 한정합헌결정이나 한정 헌결정도 헌법재 소가 법

률의 헌여부를 심 함에 있어 선택할 수 있는 결정유형에 해당하고 그에 해 폭넓게 인

정하여야 함을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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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허용된다고 보아서는 안된다. 만약 양자택일의 단만이 허용된

다면 법률에 한 합헌성을 확보하기 한 헌법재 소의 유연신축

성있는 한 단을 가로 막게된다. 그로 인해 오히려 法的 空白,

法的 混亂등을 야기하여 法的安定性을 해치고 立法 의 건 한 形

成自由를 제약하며, 나아가 국가사회의 질서와 국민의 기본권마

침해할 사태를 래할 수도 있게 된다. 그러므로 헌법재 소가 행

하는 헌여부 단은 그 성질상 사안에 따라 간 역으로서의 여

러 가지 변형재 이 필수 으로 요청된다고 한다.

다섯째, 違憲이냐 合憲이냐의 결정외에 限定合憲 는 憲法不合

致 등 간 역의 主文形式은 헌법을 최고법규로 하는 統一的인 法

秩序의 形成을 해서 필요하다고 한다.30)

여섯째, 입법부가 제정한 법률을 헌이라고 하여 면 폐기하기

보다는 그 효력을 가 유지하는 것이 권력분립의 정신에 합치하

고 민주주의 입법기능을 최 한 존 하는 것이라고 한다.31) 그것

은 국민의 표기 으로서 입법형성권을 가지는 국회의 정직성‧성

실성‧ 문성에 한 우이고 배려라고 할 것이다.32) 헌법상 임

된 내용을 구체화하는 방안을 선택하는 것은 헌법재 소의 소 이

아니고, 범 한 입법형성권을 가진 立法 의 裁量의 領域이며, 立

法政策的으로 결단되어야 한다.33)

일곱째, 憲法不合致宣 은 당해 법률규정이 체 으로는 헌법규

정에 되지만 부분 으로는 합헌 인 부분도 혼재하고 있기 때

문에 그 효력은 일응 존속시키면서 憲法合致的인 狀態로 改正할 것

을 促求하는 변형결정의 일종으로서 全部否定(違憲)決定權은 一部

否定(憲法不合致)決定權을 포함한다는 논리에 터잡은 것이다.34)

여덟째, 독일 연방헌재법 제31조, 제78조, 제79조 등은 1970년도

30) 헌재 1991. 3. 11. 91헌마21, 례집 3. 91, 115.

31) 헌재 1990. 6. 25. 90헌가11, 례집 2. 165, 170.

32) 헌재 1991. 3. 11. 91헌마21, 례집 3. 91, 115.

33) 헌재 1993. 3. 11. 88헌마5, 례집 5-1. 59, 76 이하.

34) 헌재 1991. 3. 11. 91헌마21, 례집 3. 91,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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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개정을 거쳐 재에 이른 것이다. 그 지만 개정된 행법에 있

어서도 그 해석이 객 으로 명백하다 할 수 없다. 독일에서는

법률의 개정을 통해 실정법에 근거하여 여러 가지 형태의 변형재

이 나온 것이 아니라, 법개정 이 부터 연방헌법재 소가 변형재

을 해왔기 때문에 立法 가 이에 뒤따라 례에 어느 정도나마 부

합키 한 노력으로서 법률개정을 시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아홉째, 헌법재 소 결정의 효력과 련해서는 다수의견 내부에

서 견해가 통일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다만, 한정합헌결정에

해서 기 력을 인정하고 있다.35) 그 지만, 헌결정에 해 비록

다수의견의 보충의견이긴 하지만 법규 효력을 인정36)하고 한

정합헌결정의 기속력도 인정37)한다.

나. 少數意見

⑴ 金鎭佑 재

金鎭佑 재 은 국회의원선거법 제33조 등의 헌심 사건38)에

서 독자 으로 의견을 개진한 이외엔 변형결정과 련하여 고유하

게 견해를 제시한 은 거의 없었다. 다만 한정합헌결정과 련하

여 의견을 제시한 이 있었다.39) 그는 변형결정이 남용되어서는

안되고 아주 제한 인 범 에서만 허용되어야 한다고 한다.40) 보다

더 바람직한 것은 헌재법의 련규정을 개정하여 법 근거를 명시

35) 헌재 1990. 6. 25. 90헌가11, 례집 2. 165, 171 참조.

36) 헌재 1992. 12. 24. 92헌가8, 례집 4. 853, 888(재 한병채, 이시윤, 김문희의 보충의견)

참조.

37) “헌법재 소가 限定縮 的 合憲解釋方法을 취할 경우에 … 본질 으로 部分的 違憲宣 의

效果를 국가기 에 한 羈束力까지를 가질 수 있게 하기 하여는 이러한 내용은 결정의

理由에 표시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결정의 主文에까지 등장시켜야 한다. 왜냐하면 헌재

법 제47조 제1항에 의하면, 法律의 ‘違憲’決定만이 법원 기타 국가기 지방자치단체를 羈

束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어떠한 결정이 헌인지의 여부는 그 결정의 主文에 포함되어야 하

기 때문이다.” 헌재 1992 .2. 25. 89헌가104, 례집 4. 64,113(조규 재 의 보충의견) 참

조.

38) 헌재 1989. 9. 8. 88헌가6, 례집 1. 199, 269 이하 참조.

39) 헌재 1992. 1. 28. 89헌가8, 례집 4. 4, 30 이하 참조.

40) 그러나 그는 재 유형화되어 있는 헌법불합치결정, 합헌 헌결정 한정합헌결정 등의 변

형결정을 나 에는 폭넓게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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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라고 한다.

헌재법 제45조 본문에 규정된 헌여부의 결정은 違憲性確認과

違憲性除去를 한 立法促求의 附隨的 결정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

라고 한다. 헌재법 제47조 제2항은 刑罰法規 이외에는 遡及效를 인

정하지 아니한다. 장래 헌법재 소가 임의로 선택하는 시기로부

터 법률 는 법률의 조항의 效力을 喪失하게 하는 결정을 할 수

있는 法的 根據를 규정함이 없이, 단지 違憲決定日로부터 違憲으로

決定된 法律 는 법률조항이 그 效力을 喪失함을 규정하고 있을

따름이다. 審判 象인 법률에 한 정도의 質的․量的 違憲性이

있다면, 違憲決定日로부터 그 법률조항을 失效시킴으로 인해 국가

존립에 해가 미칠 우려가 있는 정도의 법의 공백이나 사회 혼

란이 상되어 違憲決定의 效力을 일시 배제하여야 할 극히 이례

인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決定日로부터 법률조항의

效力을 喪失 함이 헌재법 제47조 제2항이 요청하는 바라고 한다.

헌의 정도를 나타냄이 없이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라는 표

은 통상 으로 違憲決定으로 이해된다. 그러한 표 을 사용하고

법률조항의 효력을 장래 일정시기까지 지속시키는 결정을 첨가하는

것은 일반국민에게 오해를 불러 일으킬 여지가 있다고 한다.

違憲決定의 效力을 헌법재 소가 정하는 장래의 시 에서부터 발

생하게 함이 타당한 사건도 많을 것인데, 행법으로는 이것이 불

가능하므로 이 에 한 헌재법의 개정이 요망된다고 한다. 헌재

법을 개정하기 까지는 特別한 例外的인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가 단순 헌결정만을 선고하여야 한다.

법률이 헌성이 있지만 당해법률을 개정할 때까지 그 효력을 지

속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로는 주문에는 그 헌성의 정도에 따라 양 , 질 으로 헌법

에 합치되지 않는 정도를 나타내어 헌법에의 합치여부를 선언하여

헌성을 확인하는 결정을 하고 여기에 違憲性있는 法律의 效力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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續期間을 정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상당기간내에 違憲性除去를

한 立法의 促求 내지 勸告決定을 첨가하는 것을 제시한다. 둘째로

는 主文에는 당해법률이 아직 憲法에 合致하는지의 決定만을 하고,

理由에서는 違憲性의 정도를 설시하고 아울러 입법자는 일정기간

는 상당한 시일내에 그 법률을 개정함이 요망됨을 설시하여 改正

立法을 促求 내지 勸告하는 것이라고 한다. 이상의 경우에 있어 그

구체 인 입법은 헌성이 없는 범 내에서 입법자의 고유한 권한

행사에 맡겨야만 한다고 한다.

⑵ 卞禎洙 재

卞禎洙 재 은 憲法不合致決定 뿐만 아니라 限定合憲決定41)에

해 法的 根據가 결여되었고 허용한다 할지라도 극히 제한

으로 허용하여야 함을 주장하며 變形決定의 도입을 반 하고 있

다.42)

첫째, 헌법 제107조 제1항의 규정과 헌재법 제45조 본문의 규정

에 비추어 볼 때 헌법재 소는 제청된 法律이 헌인지, 합헌인지

를 분명히 결정해야 할 의무가 있고, 헌이라고 결정하면 그에

한 효력은 헌재법 제47조 제2항에 정해진 로 발생하는 것이지 헌

법재 소가 그 효력을 변경하거나 그 效力發生을 유보시킬 수 없다

고 한다.43)

둘째, 법률의 헌성을 인정하면서도 헌법재 소가 違憲宣 을

유보하고 국회에 하여 立法을 促求할 수 있는 法的 根據가 없다.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라는 주문이 違憲決定의 주문이 아니

41) 그 지만, 한정 헌결정에 해서는 인정하고 있다.

42) 그는 한정합헌주문이나 헌법불합치주문을 선택하는 결정에 해서는 거의 모두 그러한 주문

례를 반 하는 소수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한정합헌주문과 련해서는 헌재 1989. 7. 21. 89

헌마38, 례집 1. 131, 150 이하; 헌재 1990. 4. 2. 89헌가113, 례집 2. 49,72 이하; 헌재

1990. 6. 25. 90헌가11, 례집 2. 165,172 이하; 헌재 1990. 8. 27. 89헌가118, 례집 2.

222,241 이하; 헌재 1992. 1. 28. 89헌가8, 례집 4. 4,22 이하, 28 이하; 헌재 1992. 2. 25. 89

헌가104, 례집 4. 64,102-103; 헌재 1992. 4. 14. 90헌바23, 례집 4. 162,177 등 참조. 헌법

불합치주문과 련해서는 헌재 1989. 9. 8. 89헌가6, 례집 1. 199,265 이하; 헌재 1991. 3.

11. 91헌마21 례집 3. 91,119 이하; 헌재 1993. 3. 11. 88헌마5, 례집 5-1. 59,88 이하 등

참조.

43) 헌재 1991. 3. 11. 91헌마21, 례집 3. 91,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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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한다면 어떠한 근거로 期限設定時點 이후에는 그 法律의 效力

이 상실된다는 것인지 설명할 방법이 없다.44)

셋째, 법원의 違憲決定만이 법원 기타 국가기 지방자치단체

를 기속하도록 되어 있는 헌재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취지에 비추

어 볼 때 입법자로 하여 일정한 시한까지 法律改正을 促求하는

趣旨의 主文은 아무런 法的 羈束力도 없는 것이다.45)

넷째, 憲法不合致決定은 違憲決定에 하여 原則的인 遡及效를 인

정하고 있는 독일 등의 국가에서 單純違憲決定으로 인하여 래될

법 공백과 사회 혼란 등을 방지하기 한 필요성에서 생성‧발

되어 온 유래를 보아서도 알 수 있듯이 憲法不合致 立法促求의

변형결정을 할려면 당해 법률이 헌이기는 하지만 그 효력을 일정

기간 지속시키지 않으면 안될 공익상의 부득이한 필요성이 있어야

만 하는 것이다.46) 우리 헌재법은 違憲決定에 하여 刑罰法規에

한 것을 제외하고는 來效만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違憲宣 으

로 인한 과거의 法律關係의 붕괴나 혼란을 우려할 필요가 없으므로

違憲宣 을 회피하고 立法促求 形式의 재 을 할 필요성은 없다.47)

다섯째, 처벌법규는 신체의 자유를 직 으로 침해하는 법률이

기 때문에 構成要件이 불명확한 경우는 물론이고 조 이라도 헌

성이 인정되면 마땅히 違憲宣 을 하여야 한다. 處罰法規의 違憲性

을 인정하면서도 限定合憲이나 立法促求 등의 결정을 하여 그 효력

을 지속시킨다는 것 자체가 罪刑法定主義에 배되는 처사이다.48)

여섯째, 違憲決定의 표 방법에는 법률에 정해진 형식이 따로 없

으므로 반드시 헌이다 는 헌법에 반된다라는 표 이 아니더

라도 결정문언의 내용이 헌이라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으면 되

고, 표 방법이 어떠하던 간에 違憲決定이라는 취지로 해석되면 그

44) 헌재 1993. 3. 11. 88헌마5, 례집 5-1. 59, 90.

45) 헌재 1991. 3. 11. 91헌마21, 례집 3. 91, 121.

46) 헌재 1991. 3. 11. 91헌마21, 례집 3. 91, 122.

47) 헌재 1993. 3. 11. 88헌마5, 례집 5-1. 59, 89.

48) 헌재 1993. 3. 11. 88헌마5, 례집 5-1. 59,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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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은 헌재법 제47조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다. 그런데 다수의견

의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라는 표 은 ‘헌법에 반된다’라는

표 과 마찬가지로 헌이라는 뜻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 그러므로

不合致의 主文은 違憲決定의 主文과 다름이 없고 期限設定의 主文

은 불필요하다. 不合致의 主文이 違憲決定이 아니라고 한다면 不合

致主文에 의해 法律의 效力을 상실시키는 효력이 발생할 여지가 없

으므로 期限設定의 主文에서 效力喪失을 一定時限까지 留保시킬 여

지도 없다.49)

일곱째, 憲法不合致決定 등 이른바 變形決定은 독일에서 생성‧발

된 제도이지만 독일 연방헌법재 소의 지 와 권능은 우리 헌법

재 소의 그것과는 크게 달라서 연방헌법재 소가 變形決定을 할

수 있는 법제도 뒷받침이 마련되어 있을 뿐더러 연방헌법재 소

도 變形決定을 하지 않으면 안될 공익상의 부득이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變形決定을 함으로써 그 운용의 묘를 기하고 있는

등에서 우리 헌법재 소가 變形決定을 활용하고 있는 실과는

궤를 달리 하고 있다.

⑶ 趙昇衡 재

趙昇衡 재 은 한정합헌결정이나 한정 헌결정을 변형결정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헌법불합치결정에 해서는 지속 으로 반 하고

있다.50) 그 논거는 다음과 같다.51)

첫째, 헌법불합치결정은 헌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제5호, 헌

재법 제45조, 제47조 제2항의 각 명문규정에 반한다. 즉 헌법재 소

는 제청된 는 헌법소원청구가 된 법률 는 법률조항의 ‘ 헌 여

부만’을 결정할 수 있을 뿐이며, 헌으로 결정된 법률 는 법률조

49) 헌재 1991. 3. 11. 91헌마21, 례집 3. 91, 120.

50) 헌재 1995. 9. 28. 92헌가11 등, 례집 7-2. 264, 287 이하; 헌재 1997. 3. 27. 95헌가14 등,

례집 9-1. 193, 212 이하 참조.

51) 이에 해서는 민법 제847조 제1항의 헌제청등에 한 결정(헌재 1997. 3. 27. 95헌가14

등, 례집 9-1. 193, 212 이하)을 심으로 살펴 보고, 특허법 제186조 제1항 등의 헌제청

에 한 결정에서 제시된 의견(헌재 1995. 9. 28. 92헌가11 등, 례집 7-2. 264, 287 이하)을

보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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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은 같은 법 제47조 제2항, 제75조 제6항에 의하여 그 결정이 있

는 날로부터 ‘곧바로’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한 헌법재 소가

헌결정을 하면서 법조항에 반하여 그 소 효를 인정하거나 결정

이후 일정기간 헌의 법률 는 법률조항의 효력지속 는 용을

명할 수 없음은 헌법 법률의 각 명문규정들에 따라 명백하다

고 한다.

둘째, 다수의견이 독일의 례를 수용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의

례를 정립하려 하나 이를 그 로 수용할 수는 없다고 한다.52) 독일

의 경우는 법률의 무효선언( 헌결정)으로 인하여 법률이 실효될

때에 있을 수 있는 법규범의 공백상태가 우리의 경우보다는 훨씬

심각하고 그런 경우가 훨씬 더 많이 발생할 수 있게 되므로 헌법불

합치결정의 례가 정립될 수밖에 없었으나, 우리의 법제 즉 법률

는 법률조항의 실효가 장래효에 그치는 제도하에서는 다수의견이

우려하는 법규범의 공백․법 혼란 등 법 안정성을 해치는 등의

사태는 발생할 가능성이 없으므로(당해사건 등에 하여 소 효를

인정하더라도 와 같은 심각한 사태발생의 우려는 없으므로) 다수

의견과 같이 헌법과 법률상의 명문규정에 반하면서 독일의 례를

수용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

셋째, 독일의 례확립과정과 입법과정을 보면 례의 확립이, 헌

법이나 헌재법의 명문규정에 반함이 없고 오히려 해석상으로 그 근

거규정이 있으며, 헌법재 소의 결정이 원칙 으로 소 효를 가지

고 있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심각한 법규범의 공백상태를 해소하

기 한 방편으로 례가 확립되었고, 그 후에 입법 으로 해결하

음을 알 수 있는 바, 헌법 는 헌재법 기타 법률상 근거를 찾을

수 없고 와 같은 과정을 거칠 사정이 없는 우리의 경우는 독일의

52) 우리의 헌법재 소법은 앞서 본 바와 같이 ‘ 헌여부’ 즉 ‘ 헌’이냐 ‘합헌’이냐 ‘만’을 ‘심 ’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 다른 사정을 고려하여 법률 는 법률조항의 무효선언

을 당장 할 수가 없다는 소신이 있을 때에는 헌 는 합헌 이외의 다른 결정을 할 수 있

다고 해석함에 족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며, 우리 헌법이나 헌법재 소법의 어느 조항

에도 ‘헌법에 합치하지 아니한다’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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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와 이하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재 소가 6차에 걸쳐

헌법불합치결정을 단행하고 있음은 진지한 연구와 분석 검토를 거

치지 아니하고 무책임하게 독일의 례를 수용하 다는 비난을 받

을 수밖에 없다.

넷째, 과거 권 주의시 의 헌법률 는 법률조항의 잠정

용으로 인하여 권 주의를 정당화시키는 어떠한 결정도 배제하고자

하는 뜻에서 헌법재 소가 ‘ 헌’이면 헌, ‘합헌’이면 합헌의 심

만을 할 수 있으며 그 이외의 여하한 결정도 할 수 없게 하는데 그

취지가 있었고, 이와 같은 경우 혹시라도 그 취지에 반하는 법규범

의 공백상태로 인하여 오히려 헌법상의 각 원칙과 원리에 반하는

결과가 래하는 등의 충격을 완화하기 하여 독일의 경우와는 반

로 실효된 법률 는 법률조항의 장래효만을 규정하 으므로 이

와 같은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헌법불합치라는 변형결정은 결코

허용될 수 없다.

다섯째, 가사 헌법의 기본원칙과 원리상 ‘ 헌’ 는 ‘합헌’ 이외의

결정을 허용할 수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헌법이 헌법재 소에 부여

한 기능과 권한은 헌법 제111조 제1항에 열거된 것에 한하고, 명

령․규칙 는 처분이 헌법에 반되는 여부가 재 의 제가 된 경

우에는 헌법재 소가 아닌 법원에 최종심사권을 주고 있는 등 모

든 경우에 헌법재 소에 최종 헌법해석권한을 주지 아니하 으므로,

우리 헌법은 헌법의 기본원칙 는 원리에 따라 헌법 는 헌재법상

의 명문규정에 반한 기능과 권한을 부여한 것은 아니라고 한다.

2. 大法院

법원이 변형결정에 해 보여주는 반응은 그러한 결정의 원인

을 제공한 당해사건이나 련소송사건53) 그러한 결정 당시 법원

53) 정확히 표 하면, ‘당해 헌법소원과 련된 소송사건’을 말한다. 이 사건은 사건담당법원에

헌심 제청신청을 하 지만 담당법원이 신청을 기각 는 각하결정을 하여 그 사건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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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소송이 계속 이던 사건이나 이른바 일반사건 등에 한 결문

을 통해서 몇가지를 확인할 수 있을 따름이다.54)

그러면 여기서는 변형결정과 련하여 가장 핵심 이라고 보여

지는 몇가지 례를 간략하게 소개하기로 한다.

가. 判例 分析

⑴ 국회의원선거법상 기탁 련 결55)

이 결을 변형결정과 련하여56) 다음과 같이 분석할 수 있다.57)

첫째, 헌법불합치결정은 헌결정의 일종이고 헌재법 제47조 제2항

송당사자가 헌재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헌법소원심 을 청구한 사건을 말한다.

54) 헌법재 소가 종래 선고한 바 있는 한정합헌결정, 한정 헌결정 일부 헌결정 등(다만,

헌법불합치결정은 제외)에 한 입법자와 법 용자(특히 법원)의 반응에 해 체계 으로

정리한 문헌으로는 淳茂, 憲法問題와 裁判(上), 602-618면 참조.

55) 법 1991. 6. 11. 선고 90다5450 결(공1991. 1895 이하).

56) 헌재 1989. 9. 8. 88헌가6, 례집 1. 199.

57) 헌법재 소가 1989. 9. 8. 결정(88헌가6)을 선고하면서, 그 이유에서 해당 법률조항들은 헌법

의 기본이념인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주의 기본원칙과 련하여 헌법 제24조의 참정권,

제25조의 공무담임권, 제41조의 보통․평등․직 ․비 선거의 원칙 제11조의 평등보호

규정에 반하고, 헌법 제116조․제37조에도 반되어,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

로, 헌법재 소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헌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하

여야 할 것이나, 국회의 권 를 존 하고 국민 표기 으로서의 본질 기능을 보장하기

한다는 등의 이유로, 국회가 법률조항들을 개정할 늦어도 1991년 5월말까지 계속 용될

수 있게 불합치결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단되므로, 와 같은 변형결정을 하는 것으

로서, 주문과 같은 변형결정은 헌재법 제47조 제1항에 정한 헌결정의 일종이라고 이유를

밝히고 있는 바, 헌재법이 제45조 본문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헌법재 소의 결정은

같은 법 제45조 본문 제47조 제1항 소정의 헌결정임이 틀림없고, 다만 같은 법 제47조

제2항 본문의 외로서 헌결정으로 인한 법률조항의 효력상실시기만을 일정기간 뒤로 미

루고 있음에 지나지 아니한다고 볼 것인 데, 같은 법 제47조 제2항은 헌으로 결정된 법률

는 법률의 조항은 형벌에 한 법률 는 법률의 조항을 제외하고는 그 결정이 있은 날로

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헌결정의 소 효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법률의

헌여부의 심 을 제청하게 된 당해 소송사건에 하여 헌결정의 효력이 소 하는지의 여

부에 하여는 헌법이나 헌법재 소법에 명문으로 규정된 바는 없지만, 법률의 헌여부의

심 제청은 결국 그 제가 된 당해사건에서 헌으로 결정된 법률조항을 용받지 않으려

는 데에 그 목 이 있고, 헌법 제10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헌결정의 효력이 일반 으

로는 소 하지 아니하더라도 당해사건에 한하여는 소 하는 것으로 보아, 헌으로 결정된

법률조항의 용을 배제한 다음 당해사건을 재 하도록 하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

여질 뿐만 아니라, 만일 제청을 하게 된 당해사건에 있어서도 소 효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제청당시 이미 헌여부 심 의 제성을 흠결하여 제청조차 할 수 없다고 해석되어야 하기

때문에, 구체 규범통제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하여서라도 어도 당해사건에 한하여는

헌결정의 소 효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해석되고, 이와 같은 해석은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헌법재 소가 실질 으로 헌결정을 하면서도 헌결정으로 인한 법률조항의 효력상

실시기만을 일정기간 뒤로 미루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용된다고 보여지므로, 헌

여부의 심 상이 된 법률조항들 역시 당해사건인 이 사건에 있어서는 소 하여 그

용이 배제된다고 할 것이라고 한다. 법 1991. 6. 11. 선고 90다5450 결(공1991, 1895 이

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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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에 규정된 헌결정으로 인한 법률조항의 효력상실에 있어 그 시

기만을 일정기간 뒤로 미루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본다.

둘째, 조항이 결정한 날로부터의 효력상실을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헌결정의 소 효를 인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그것은 헌법

률심 의 제청취지와 헌법 제107조 제1항에 규정된 구체 규범통

제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해서는 최소한 당해사건에 있어서는

외 인 소 효를 인정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한다.

셋째, 헌재법 제45조 본문을 아주 제한 으로 해석하여 헌법재

소는 법률의 헌여부만을 심 할 수 있는 것으로 악한다.

⑵ 토 세법과 련한 결58)

토 세법과 련한 일련의 결에서 법원은 헌법불합치결정59)

에 해 독자 인 입장을 제시하기 보다는 그 결정에 따라 입법자

인 국회가 그 법률을 개정하 고 하 법령도 그에 맞춰 개정되

었으므로 그 법령을 소송당사자들에게 불리하게 용되지 않는 한

당해사건 등에는 소 용된다고 하 다.60)

58) 법 1995. 10. 13. 선고 93 7051 결(공1995, 3818); 법 1995. 11. 10. 선고 92 18122 결

(공1995, 3945); 법 1996. 1. 26. 선고 93 17911 결(공1996상, 814); 법 1996. 2. 27. 선고

93 2469 결(공1996상, 1160); 법 1996. 3. 8. 선고 93 21408 결(공1996상, 1292); 법

1996. 4. 26. 선고 93 401 결(공1996상, 1754); 법 1996. 6. 11. 선고 96 1689 결(공1996

하, 2246); 법 1996. 6. 28. 선고 93 13810 결(공1996하, 2414); 법 1997. 8. 26. 선고 96

6707 결(공1997하, 2947) 등 참조.

59) 헌재 1994. 7. 29. 92헌바49 등, 례집 6-2. 84. 이 사건의 결정에 따라 입법자인 국회는 개

선입법(1994. 12. 22. 제정 법률 제4807호)을 하 지만, 일부 조항에 해 입법상 불비가 있

어 논란이 야기되었었다. 그래서 헌법재 소는 다시 후소에서 이에 해 헌법재 소의 입

장을 명확히 한 바 있다. 헌재 1995. 7. 27. 93헌바1 등, 례집 7-2. 225 참조. 이와 련하

여 일련의 논란에 해 상세한 내용은 拙稿, 全北産業大 論文集 제17집, 195-228면; 拙稿, 法

律新聞 1995. 1. 9. 자, 14면; 拙稿, 法律新聞 1995. 1. 12. 자, 15면; 拙稿, 人權과 正義 1995.

11.호, 102-115면; 拙稿, 法曹 1995. 12.호, 141-170면 참조.

60) 법원은 토 세법과 련한 결에서 헌법재 소는 1994. 7. 29. 92헌바49, 52(병합) 사건에

서 구 토 세법 부에 하여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면서, 입법자에게 법

의 폐지 혹은 개정은 물론, 법을 개정하는 경우에 있어서 미실 이익의 과세문제, 이 과세

문제, 과세 상의 범 문제 등 결정이유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헌 요소의 제거와 그 밖

에 헌시비가 있는 부분의 개선까지를 범 하게 입법자의 재량에 임하 고, 이에 따라

1994. 12. 22. 법률 제4807호로 결정에서 헌성이 있음이 구체 으로 지 된 조항을 포

함한 여러 토 세법 조항이 개정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하여 하 법령에 있어서도 그 취지

가 반 되어 1994. 12. 31. 통령령 제14470호로 토지 과이득세법시행령이, 1995. 5. 19. 총

리령 제506호로 토지 과이득세법시행규칙이 각 개정되었다. 따라서 구 토지 과이득세법령

에서 와 같이 입법자가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그 결정에서 지 된 헌 요소를 제거

하거나 그 개선을 하여 개정한 모든 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각 조항은 그것이 납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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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주목하여야 할 것은 종래 국회의원선거법상 기탁 련

사건61)에서 헌법불합치결정의 성격을 헌결정의 일종으로 규명짓

던 것을 이 사건에서는 언 치 않고, 단지 입법자에 의해 개

선입법이 이루어졌고, 그 개선입법에 의거하여 하 법령이 개정되

었으며 그에 따라 소 용한다는 태도를 취하 다. 그 소 용의

범 에 해서는 당해사건62)에서 결정 당시 법원에 소송이 계속

인 사건63)에까지 확장 용하 다.64)

⑶ 구 소득세법 제60조와 련한 결65)

헌법재 소는 구 소득세법 제60조에 해 단순 헌결정을 선고할

경우 많은 문제 을 래하게 되므로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함과 아

울러 이 사건 심 상인 법률조항이 이미 개정되었으므로 개정법률

을 소 용할 것을 명하 다.66) 이에 법원은 헌법재 소의 헌법불

합치결정취지를 달리 악하여 구체 인 사건을 해결하 다.67)

무자에 불리하게 용되지 아니하는 한 당해 사건 등에 하여 용된다. 법 1996. 1. 26.

선고 93 17911 결(공1996상, 814 이하) 참조.

61) 법 1991. 6. 11. 선고 90다5450 결(공901. 1895 이하).

62) 법 1996. 1. 26. 선고 93 17911 결(공1996상, 814 이하); 법 1996. 3. 8. 선고 93

21408 결(공1996상, 1292 이하) 참조.

63) 법 1995. 10. 13. 선고 93 7051 결(공1995, 3818); 법 1996. 2. 27. 선고 93 2469 결

(공1996상, 1160); 법 1996. 4. 26. 선고 93 401 결(공1996상, 1754); 법 1996. 6. 28. 선

고 93 13810 결(공1996하, 2414); 법 1997. 8. 26. 선고 96 6707 결(공1997하, 2947)

등 참조. 그리고 련소송사건에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것은 법 1995. 11. 10. 선고

92 18122 결(공1995, 3945) 참조.

64) 그러나 헌법불합치결정된 법률에 근거한 처분이 지닌 하자의 성격에 해서는 종래 법원

이 헌결정 이 에 그 법률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행정처분이 당연무효사유가 아닌 취소사

유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과 동일한 태도를 취하 다. 즉 구 토 세법 제4조 제5항의 규정이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신 토 세법 제4조 제5항으로 개정되기까지는 구 토 세법 규정이

헌법에 반된다는 사정이 객 으로 명백한 것이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는 취소사유

는 될 수 있으나 당연무효 사유라고는 할 수 없다. 법 1996. 6. 11. 선고 96 1689 결(공

1996하, 2246 이하) 참조.

65) 법 1997. 3. 28. 선고 96 11327 결. 이 결에 해서는 拙稿, 法律新聞 1997. 9. 22.자,

14-15면; 졸고, 한양법학 제8집, 139-157면 참조.

66) 헌재 1995. 11. 30. 91헌바1 등, 례집 7-2. 562.

67) 헌법재 소가 1995. 11. 30. 91헌바1, 95헌바12 등 병합사건에서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

률 제4803호로 문 개정되기 의 것) 제60조가 헌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헌법불합치결정

을 한 것은 단순 헌결정을 하는 경우 그 결정의 효력이 당해 사건 등에 범 하게 미치는

결과 구 법령에 근거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모두 취소되게 되어 법 공백의 발생, 조세

수입 감소로 인한 국가 재정의 차질, 기납세자와의 형평 배 등의 불합리가 발생하므로 이

러한 부작용을 회피하기 하여 개정법령의 시행일 이 에 종 의 법령을 용하여 한 부과

처분을 그 로 유지함이 옳다는 단에서 나온 것임이 분명하다. 그런데 결정 이유의

단에서는 종래의 법령의 계속 용이 가능하다고 하면서도 후단에서는 개정법률이 헌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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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법원은 조항이 헌임에도 불구하고 헌법재 소가 굳

이 헌법불합치결정을 한 것은 단순 헌결정을 하는 경우 그 결정의

효력이 당해 사건 등에 범 하게 미치는 결과 구 법령에 근거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모두 취소되게 되어 법 공백의 발생, 조

세수입 감소로 인한 국가재정의 차질, 기납세자와의 형평 배 등의

불합리가 발생하므로 이러한 부작용을 회피하기 하여 개정법령의

시행일 이 에 종 의 법령을 용하여 한 부과처분을 그 로 유지

함이 옳다는 단에서 나온 것임이 분명하다고 한다.

둘째, 법원은 헌법재 소 결정이 제시한 이유의 논리 문제

을 지 하면서 개정법률을 소 용할 법리상 근거가 없음을 제시

한다.

셋째, 게다가 법원은 개정법률은 양도 당시의 과세시가표 액

등에 의한 기 시가를 개정법률이 정하고 있는 개별공시지가로

환산하는 규정을 결하고 있으므로, 개별공시지가 시행 이 에 이미

양도가 이루어진 사건에 있어서는 그 처분이 부 취소될 수밖에

없어 헌법불합치결정을 채택하는 근거로 내세운 법 공백의 회피,

국가의 재정차질 방지 납세자 사이의 형평유지에 정면으로 모순

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는 을 지 한다.

넷째, 이상의 에서 법원은 헌법불합치결정을 당해 조항의

헌성이 제거된 개정법률이 시행되기 이 까지는 종 구 소득세

법 제60조를 그 로 잠정 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취지의 결정이라

제거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당해 사건 등에 소 하여 용할 것을 설시하고 있으나, 이를 소

용할 법리상 근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개별공시지가 시행 이 에 이미 양도가 이루어진

사건에 있어서는 개정 법률은 양도 당시의 과세시가표 액 등에 의한 기 시가를 개

정법률이 정하고 있는 개별공시지가로 환산하는 규정을 결하고 있으므로, 그와 같은 사례에

있어서는 그 처분이 부 취소될 수밖에 없어 헌법불합치결정을 채택하는 근거로 내세운 법

공백의 회피, 국가의 재정차질 방지 납세자 사이의 형평 유지에 정면으로 모순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 그 다면 결국 헌법불합치결정은 당해 조항의 헌성이 제거된

개정법률이 시행되기 이 까지는 종 구 소득세법 제60조를 그 로 잠정 용하는 것을 허

용하는 취지의 결정이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당해 사건이라고 하여 달리 취 하

여야 할 이유가 없다. 법 1997. 3. 28. 선고 95 17960 결(공1997상, 1274); 법 1997. 3.

28. 선고 96 15602 결(공1997상, 1282); 법 1997. 5. 7. 선고 96 16704(공1997상, 1777);

법 1997. 10. 24. 선고 96 9973 결(공1997하, 3679); 법 1998. 2. 10. 선고 97 2771

결(공1998상, 792)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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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해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⑷ 限定違憲決定을 否認한, 구 소득세법 제23조와 련한 결68)

이 사건에서 법원은 근거법률을 한정 헌결정함으로써 사실상

하 법령을 헌법재 소가 헌심 한 것이라는 이유로 헌법재 소

의 한정 헌결정69)을 면부인하는 결을 선고하 다. 이를 변형

결정과 련하여 간략하게 쟁 별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70)

첫째, 단순 헌결정은 그 결정으로 심 상인 법률 는 법률조

항의 효력을 상실시키고, 그 헌결정은 법원을 포함한 모든 국가

기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하는 효력을 가지는 것이므로, 헌법재

소의 헌결정을 법원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 지방자치단체

68) 법 1996. 4. 9. 선고 95 11405 결(공1996상, 1442 이하). 이 결의 평석에 해서는 拙

稿, 全北産業大 論文集 제19집, 1-26면; 拙稿, 법과 사회 제14호, 115-134면 참조.

69) 헌재 1995. 11. 30. 94헌바40 등, 례집 7-2. 616.

70) 헌법재 소의 결정이 그 주문에서 당해 법률이나 법률조항의 부 는 일부에 하여 헌

결정을 선고함으로써 그 효력을 상실시켜 법률이나 법률조항이 폐지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온 것이 아니라, 그에 하여 특정의 해석 기 을 제시하면서 그러한 해석에 한하여

헌임을 선언하는, 이른바 한정 헌결정의 경우에는 헌법재 소의 결정에 불구하고 법률이나

법률조항은 그 문언이 달라지지 않은 채 그냥 존속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와 같이 법률

이나 법률 조항의 문언이 변경되지 아니한 이상 이러한 한정 헌결정은 법률 는 법률조항

의 의미, 내용과 그 용범 를 정하는 법률해석이라고 이해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구체

사건에 있어서 당해 법률 는 법률조항의 의미․내용과 용범 가 어떠한 것인지를 정

하는 권한, 곧 법령의 해석․ 용 권한은 바로 사법권의 본질 내용을 이루는 것으로서,

으로 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법원에 속한다. 이러한 법리는 우리 헌법에 규정된

국가권력분립구조의 기본원리와 법원을 최고법원으로 규정한 헌법의 정신으로부터 당연히

도출되는 이치로서, 만일 법원의 이러한 권한이 훼손된다면 이는 헌법 제101조는 물론이요,

어떤 국가기 으로부터도 간섭받지 않고 오직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

여 심 하도록 사법권 독립을 보장한 헌법 제103조에도 반되는 결과를 래한다. 그러므

로 한정 헌결정에 표 되어 있는 헌법재 소의 법률해석에 한 견해는 법률의 의미․내용

과 그 용범 에 한 헌법재 소의 견해를 일응 표명한 데 불과하여 이와 같이 법원에

속되어 있는 법령의 해석․ 용 권한에 하여 어떠한 향을 미치거나 기속력도 가질 수

없다. … 법률보다 하 법규인 통령령의 제정근거가 되는 법률조항(이른바 임 규정)에

하여 한정 헌결정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그 법률조항의 문언이

변경되지 않은 채 원래의 표 그 로 존속하고 있는 이상 그 법률조항의 의미․내용

과 용범 는, 역시 법령을 최종 으로 해석․ 용할 권한을 가진 최고법원인 법원에 의

하여 최종 으로 정하여질 수밖에 없고, 그 법률조항의 해석은 어디까지나 의연히 존속하고

있는 그 문언을 기 으로 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므로 그 문언이 표 하고 있는 명백한

임취지에 따라 제정된 통령령 조항 역시 의연히 존속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에 용된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 8. 1. 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의 것) 제170조 제4항 제2호는 그 임 근거 규정인 구 소득세법(1990. 12. 31. 법률 제

4281호로 개정되기 의 것) 제23조 제4항 단서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각 규정이

헌법재 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그 문언의 표 이 변경되지 않은 채 존속하고 있는

이상 시행령 조항의 헌법 반여부와 상 법의 반여부에 하여는 법원이 최종 으로

단하여 이 사건에 용할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법 1996. 4. 9. 선고 95 11405

결(공1996상, 1442 이하) 참조.



844

는 엄정하게 존 하여야 한다.

둘째, 법률이 일정한 사항에 하여 구체 인 내용의 입법을

통령령 등 하 법규에 임하고 있는 경우에 그 임규정인 법률조

항에 하여 헌법재 소의 헌결정이 선고되면, 당해 법률조항이

효력을 상실하게 됨은 물론, 그 법률조항의 임에 의하여 제정된

통령령 등 하 법규 역시 그 존립의 근거를 상실함에 따라 당연

히 그 효력을 상실한다.

셋째, 헌법재 소가 결정주문에서 당해 법률이나 법률조항의 부

는 일부에 하여 헌결정을 선고함으로써 그 효력을 상실시켜

법률이나 법률조항이 폐지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넷째, 헌법재 소가 결정주문에서 당해 법률이나 법률조항에

하여 특정의 해석기 을 제시하면서 그러한 해석에 한하여 헌임

을 선언하는 것을 한정 헌결정이라 하고, 그러한 헌법재 소의 결

정에 불구하고 심 상인 법률이나 법률조항은 그 문언이 달

라지지 않은 채 그냥 존속하고 있게 된다.

다섯째, 이와 같이 법률이나 법률조항의 문언이 변경되지 아니한

이상 이러한 한정 헌결정은 법률 는 법률조항의 의미, 내용과

그 용범 를 정하는 법률해석이라고 이해하지 않을 수 없다.

여섯째, 구체 사건에 있어서 당해 법률 는 법률조항의 의미․

내용과 용범 가 어떠한 것인지를 정하는 권한 곧 법령의 해석․

용 권한은 바로 사법권의 본질 내용을 이루는 것으로서,

으로 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법원에 속하는 것이다.

일곱째, 법원의 법령에 한 해석․ 용권은 우리 헌법에 규정

된 국가권력분립구조의 기본원리와 법원을 최고법원으로 규정한

헌법의 정신으로부터 당연히 도출되는 이치로서, 만일 법원의 이러

한 권한이 훼손된다면 이는 헌법 제101조는 물론이요, 어떤 국가기

으로부터도 간섭받지 않고 오직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 하도록 사법권 독립을 보장한 헌법 제103조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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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되는 결과를 래하는 것이다.

여덟째, 한정 헌결정에 표 되어 있는 헌법재 소의 법률해석에

한 견해는 법률의 의미․내용과 그 용범 에 한 헌법재 소

의 견해를 일응 표명한 데 불과하여 이와 같이 법원에 속되어 있

는 법령의 해석․ 용 권한에 하여 어떠한 향을 미치거나 기속

력도 가질 수 없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한다.

⑸ 국유재산 잡종재산의 시효취득 지와 련한 결71)

법원은 잡종재산의 시효취득 지에 한 헌법재 소의 헌결

정72)과 련한 일련의 결에서 헌재법 제47조 제2항에 해 헌결

정의 장래효주의를 채택한 것으로 악하고 장래효원칙의 외로서

소 효가 미치는 범 를 이른바 일반사건에까지 확장73)하고 있다.

그 게 확장하는 논거로는 헌법재 소가 같은 법조에 한 여러

개의 헌여부심 제청사건을 부 병합하여 하나의 헌결정을 하

지 아니하고 그 일부에 하여만 헌결정을 한 경우에, 당해사

건이나 일반사건 등은 어느 것이나 헌결정이 있기 에 헌법재

소의 헌결정을 한 계기를 부여할 수 있었던 것이 있는데도 헌

법재 소의 헌결정을 미리 받지 못한 우연한 사정때문에 여 히

헌법률의 용을 받게 되어 권리구제의 측면에서 매우 불공평하

고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그 게 보지 아니하면 헌법 제107조 제1

항과 제111조 제1항 제1호가 규정하는 헌법률에 한 구체 규

범통제의 실효성도 보장하기 어려우며 한 헌결정의 효력에

하여 와 같이 제한 인 소 효를 인정한다 하여 법 안정성을 크

71) 법 1991. 12. 24. 선고 90다8176 결(공1992, 640 이하).

72) 헌재 1991. 5. 13. 89헌가97, 례집 3. 203 참조. 그리고 공유재산 잡종재산의 시효취득

지를 헌으로 결정한 것으로는 헌재 1992. 10. 1. 92헌가6 등, 례집 4. 589.

73) 법원에 소송이 계속 인 사건에 해서도 외 인 소 효가 미친다는 례로는 법 1991.

12. 24.선고 90다8176 결(공1992, 640) 참조. 그리고 헌결정 이후에 제기된 이른바 일반

사건에 해서도 소 효가 미친다는 례로는 법 1993. 1. 15. 선고 92다12377 결(공

1993, 698); 법 1993. 7. 16. 선고 93다3783 결(공1993, 2290); 법 1994. 2. 22. 선고 93

다58295 결(공1994, 1087); 법 1994. 9. 27.선고 94다22309 결(공1994, 2813); 법 1995.

7. 28.선고 94다20402 결(공1995, 999); 법 1995. 11. 7. 선고 95다33948 결(공1995,

3901); 법 1996. 3. 12. 선고 95다40755 결(공1996상, 1240)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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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해칠 우려도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74)

나. 整  理

이상에서는 헌법재 소가 법률의 헌여부에 해 변형결정을 선

고한 표 인 사례들과 련하여 법원이 당해사건 는 그러한

결정 당시 법원에 소송이 계속 인 사건 이른바 일반사건 등에

서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변형결정을 어떻게 악하고

있는지를 살펴 보았다.

법원이 가지고 있는 변형결정과 련한 인식상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헌재법 제45조 본문을 아주 제한 으로 해석하여 헌법재

소는 법률의 헌여부만을 심 할 수 있는 것으로 악한다는 이

다.

둘째, 헌재법 제47조 제2항 본문은 헌결정의 장래효원칙을 규

정하고 있지만, 헌법 제107조 제1항에 규정된 구체 규범통제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해 외 인 소 효가 필수 임을 제시한다.

셋째, 헌결정에 있어 비형벌법규의 외 인 소 효의 용범

를 기에는 당해사건으로 한정하다가 차로 확 하여 이른바

일반사건도 그 용범 에 포함시키고 있다75)는 이다.76)

74) 법 1991. 12. 24. 선고 90다8176 결(공1992, 640 이하).

75) 당해사건에 소 효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례로는 법 1991. 6. 11.선고 90다5450 결(공

1991, 1895); 법 1991. 6. 28. 선고 90 9346 결(공1991, 2056면) 참조. 법원에 계속 인

사건에 한 례로는 법 1991. 12. 24. 선고 90다8176 결(공1992, 640); 법 1992. 2.

14. 선고 91 1462 결(공1992, 1065) 참조. 그리고 일반사건에 한 례로는 법 1993. 1.

15. 선고 92다12377 결(공1993, 698); 법 1993. 1. 15. 선고 91 5747 결(공1993, 735);

법 1993. 2. 26. 선고 92 12247 결(공1993, 1100); 법 1993. 7. 16. 선고 93다3783 결

(공1993, 2290); 법 1994. 2. 22. 선고 93다58295 결(공1994, 1087); 법 1994. 9. 27. 선고

94다22309 결(공1994, 2813); 법 1995. 7. 28. 선고 94다20402 결(공1995, 999); 법

1995. 11. 7. 선고 95다33948 결(공1995, 3901); 법 1996. 3. 12. 선고 95다40755 결(공

1996상, 1240) 참조.

76) 그러나 법원은 “헌법재 소의 헌결정의 효력은 … 그 미치는 범 가 무한정일 수는

없고 법원이 헌으로 결정된 법률 는 법률의 조항을 용하지는 않더라도 다른 법리에

의하여 그 소 효를 제한하는 것까지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법 안정성의 유지

나 당사자의 신뢰보호를 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헌결정의 소 효를 제한하는 것은 오히

려 법치주의의 원칙상 요청되는 바”라고 하여 다른 법리에 의한 헌결정의 소 효의 제한

을 인정하고 있다. 법 1994. 10. 15. 선고 93다42740 결(공1994, 307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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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법원이 헌법불합치결정을 헌결정의 일종으로 악함은

분명하다. 다만 지향하는 법 효과와 련해서는 체로 헌법재

소와 마찬가지로 이원 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즉 토 세법의 헌

법불합치결정과 련해서는 사실상 불합치법률의 용 차를 지

하고 개선입법된 내용에 따라 구체 인 사건을 처리하 고, 국회의

원선거법상 기탁 에 한 결정과 련해서는 헌결정의 일종으로

효력상실시 을 일정시한 유 하는 것으로 악함과 아울러 불합치

결정의 원인을 제공한 당해사건에 해서는 외 인 소 효가

용된다고 보아 권리구제의 상에 포함시켰다.77)

다섯째, 한정합헌결정이나 한정 헌결정에 해서는 명시 으로

이를 허용하는 자세를 취하지는 않는 듯하다. 련사건에 한 헌

법재 소의 결정내용을 하고 사실상 수용하는 듯한 자세를 취하

을 따름이지, 다시 말하면 독자 인 검토에 따른 결과로써 헌법

재 소의 결정내용과 동일한 형태의 시를 하 을 따름이지, 극

으로 헌재법 제47조 제1항이나 제75조 제1항을 시하면서 그에

따른 것은 아니라고 보여진다.78)

여섯째, 국유재산 잡종재산의 시효취득 지에 한 헌법재 소

결정에 한 반응을 살펴 보면, 법원은 기본 으로 그 결정을

헌결정으로 악하고 있다. 그리고 국유재산 행정재산이나 보존

재산에 해서는 헌법재 소의 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 음을 명

확히 하고 있다.79)

77) 소득세법 제60조에 한 헌법불합치결정에 해 법원은 헌법재 소의 결정취지와는 달리

불합치법률을 잠정 으로 계속 용하는 것으로 악하여 구체 인 사건들을 처리하고 있는

데, 이것은 헌법불합치결정 자체를 부인한 것이 아니고, 구체 타당성의 시각에서 법원이

독자 인 견해를 피력한 것으로, 이 문제는 결정의 기속력문제이지 결정 자체의 인정여부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진다.

78) 이 은 법원 계 실무자들의 에서도 명확하게 나타난다. 金命洙, 憲法問題와 裁判(上),

532면, 533면; 淳茂, 憲法問題와 裁判(上) 546면(한정합헌이나 한정 헌에 하여 그 허용

성에 있어 명시 인 단을 유보한 채 법원이 그 결정을 참고하여 당해조항을 용하여 왔

다고 이해할 수 있다.) 참조.

79) “헌법재 소 1991. 5. 13.자, 89헌가97결정은 민법상의 시효취득 규정의 용을 배제한 국유

재산법 제5조 제2항 규정을 잡종개산인 국유재산에 하여 용하는 것이 헌이라는 것이

지 행정재산에 하여 민법의 시효취소의 규정의 용을 배제하는 것이 헌이라는 것이 아

니므로 결정으로 인하여 행정재산에 하여 공용폐지가 있기까지의 유에 어떤 향이



848

일곱째, 변형결정의 기속력에 한 태도이다. 일단 법원은 헌

결정의 기속력을 인정한다.80) 그러나 한정 헌결정의 기속력은 명

확히 부인하고 있다.81) 헌법불합치결정의 경우에는 체로 직

으로 그 결정의 기속력을 인정하지는 않고,82) 단지 사실상 기속되

는 듯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83) 이러한 모습은 헌법재 소가 종래

선고한 바 있었던 한정합헌결정이나 한정 헌결정에 해서도 마찬

가지로 나타나는 듯하다.84)

Ⅲ. 變形決定  必要性과 法的 根據

앞에서는 변형결정에 해 헌법재 소와 법원이 취하는 자세에

해 살펴 보았다. 여기서는 변형결정의 필요성과 법 근거 등에

있는 것은 아니”다. 법 1992. 11. 10. 선고 92다25489 결(공1993, 85) 참조.

80) “단순 헌결정은 그 결정으로 심 상인 법률 는 법률조항의 효력을 상실시키고, 그 헌

결정은 법원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하는 효력을 가지는 것이므로,

헌법재 소의 헌결정을 법원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 지방자치단체는 엄정하게 존 하

여야” 한다고 한다. 법 1996. 4. 9. 선고 95 11405 결(공1996상, 1442 이하).

81) 물론 이것은 특정한 헌법재 소의 결정례와 련된 태도이지 그것을 일반화시킬 수 있는 것

은 아니다. 왜냐하면 법원 결은 구체 사건과 련하여 개별 인 효력을 가지는데 지

나지 않기 때문이다.

82) 다만 국회의원선거법상 기탁 련 헌법불합치결정에 해 법원은 헌재법 제47조 제1항

의 헌결정의 일종에 해당한다고 악하고 있다. 법 1991. 6. 11. 선고 90다5450 결(공

1991, 1895 이하) 참조.

83) 컨 헌법재 소의 토 세법에 한 헌법불합치결정과 련하여 법원이 일련의 쟁송사

건을 결함에 있어 그 결정취지에 따라 입법자인 국회에서 개선입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에 해 소 용한다는 자세를 취하고 있고, 개선입법이 이루어질 때까지 불합치법률의

용 차를 지하는 것에 해서는 사실상 그 게 하 을 따름이지 이에 해 극 인 입

장을 개진하지는 않고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은 의장법 제75조 등의 헌심 사건의 결

정(헌재 1995. 9. 28. 92헌가11 등, 례집 7-2. 264)에 해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다.

법 1996. 3. 12. 선고 95 18826 결(공1996상, 1262) 참조.

84) 이와 련해서는 淳茂, 憲法問題와 裁判(上), 557-558면(“헌법재 소의 한정 헌결정등에

하여 입법자나 법원은 체로 결정의 취지에 따라 온 것으로 보인다. … 법원의 태도는 그

것이 한정 헌결정등에도 단순 헌결정과 동일한 기속력을 갖는지의 여부에 한 명시 인

단이 없이 그 결정취지를 존 하여 그 결정취지를 채택 혹은 수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이 사건 결에서 법원이 종래 한정 헌결정의 기속력을 인정하던 견해를 변경한

것이라는 지 이 있으나 이는 잘못이다. 종래 … 법원이 한정 헌결정과 같은 견해를 취하

다고 하여 그것이 바로 기속력을 인정한 결과라고 단정한 수는 없다. 만일 기속력을 인정

하 다면 이 사건 결은 한정 헌결정에 하여 기속력을 인정한 종래의 법원 례를

원합의체 아닌 소부에서 변경한 것이 되어 법한 것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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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학설과 례가 제시하는 바에 해 쟁 별로 나 어 검토하기

로 한다.

그런데 변형결정을 허용할 것인지의 여부, 허용한다면 어떠한 유

형을 허용할 것인지에 해서는 견해에 따라 아주 다양하게 나타나

고 있다.85) 그 기 때문에 여기서 통일 으로 다룸에 있어 어려운

이 지 않지만, 나름 로 유형화하여 서술하기로 한다.

1. 헌 재  결 에 나타난 變形決定  事由分

析

헌법재 소는 단순 헌결정을 회피하면서 변형결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는 사유를 구체 인 결정례마다 나름 로 고유하게 제시

하고 있다. 그러면 여기서는 그러한 주문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는

사유로 제시된 것에 해 검토하기로 한다.

① 국회의원선거법 제33조등의 헌심 사건86)이다. 이 사건에서

다수의견은 일반 인 사유로서 법 공백이나 법 혼란 등으로 인

해 법 안정성을 해치고, 입법자의 건 한 형성자유를 제약하며 국

가사회의 질서와 국민의 기본권마 침해할 사태를 래할 수 있음

을 제시한다.87) 그리고 이 사건의 특수한 사유로는 다음과 같다.88)

첫째, 국회의 권 를 존 하고 국민 표기 으로서의 본질 기능

을 보장하기 해서임을 제시한다. 둘째, 국회의 동질성을 보장하고

85) 이와 련한 문헌으로는 앞서 검토한 헌법재 소 결정례와 법원 례 이외에도 金鐵容․

金文顯․鄭在晃, 憲法裁判硏究 제4권. 憲法裁判節次의 改善을 한 立法論的 硏究, 1992. 12.,

147면 이하; 韓炳寀, 憲法裁判論, 試界社, 1994, 527면 이하; 拙稿, 博士學位論文, 48면 이

하; 文光三, 憲法裁判硏究 제7권, 95면 이하; 宋永勳, 違憲法律審判과 決定形式에 한 硏究,

博士學位論文(朝鮮大 大學院), 1995, 175면 이하; 洪鳳奎, 憲法裁判所 變形決定에 한 硏究,

博士學位論文(京畿大 大學院), 1996, 108면 이하; 金命洙, 變形決定(限定合憲, 限定違憲 憲

法不合致決定)의 羈束力과 法院의 裁判, 裁判資料(法院圖書館) 제75집, 憲法問題와 裁判(上),

1997. 6. 30., 496면 이하; 淳茂, 憲法問題와 裁判(上), 573면 이하; 文光三, 變形決定, 試

界 1998. 3.호, 81면 이하; 金雲龍, 違憲審査論, 571면 이하, 594면 이하 등 참조.

86) 헌재 1989. 9. 8. 88헌가6, 례집1. 199.

87) 례집 1. 199,259 참조.

88) 례집 1. 199, 256-25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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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조건에 있어서 평등성을 확보하기 해서임을 제시한다. 셋째,

차후의 총선거부터는 실질 주권론에 부합하는 합리 인 선거제도

와 평등한 참정권의 보장이 확보되는 새로운 선거법에 의하여 국회

를 구성하여야 한다는 등이다. 이 사건의 반 의견은 국가존립

에 해가 미칠 우려가 있는 정도의 법의 공백이나 사회 혼란이

상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가능함을 지 한다.89)

②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36조 제1항에 한 헌법소원사건90)이

다. 이 사건에서는 기탁 제도 자체는 헌법상 일응 합헌이어서 기

탁 액 부에 하여 헌무효를 선고하기가 어렵고 그 구체 인

한도액은 국회가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을 제시한다.

③ 국회의원선거법 제55조의3 등에 한 헌법소원사건91)이다. 이

사건에서 헌법재 소는 종래 선고한 바 있던 한정합헌결정이나 한

정 헌결정과는 달리 일부 내용을 보충하는 형태인 조건부 헌결정

을 선고하 다. 그러한 결정을 선고한 사유로는 선거운동의 기한을

도과하면 청구인들의 기본권 침해를 구제할 수 없게 되는 반면에

해당 법률조항의 헌선언으로 말미암아 야기될 수 있는 선거의 혼

란을 방지하여야 하는 실 인 필요성을 고려한 것임을 제시한다.

④ 노동쟁의조정법에 한 헌법소원사건92)이다. 이 사건에서는

입법자가 헌법불합치의 상태를 제거하기 하여 일정한 범 의 공

무원에게 단체행동권을 부여하는 입법방안 어느 것이 가장 이상

이며, 그 어느 것이 선택되어야 하는가는 헌법재 소의 소 이

아니라 범한 입법형성권을 가진 입법자의 재량의 역이며 입법

정책으로 결단되어야 할 문제라는 을 제시한다.

⑤ 토지 과이득세법 제10조등의 헌소원사건93)이다. 이 사건에

서 헌법재 소는 국민의 기본권보장이라는 헌법재 의 기본 인 사

89) 례집 1. 199, 270(김진우 재 의 반 의견).

90) 헌재 1991. 3. 11. 91헌마21, 례집 3. 91, 114 이하 참조.

91) 헌재 1992. 3. 13. 92헌마37 등, 례집 4. 137, 157 참조.

92) 헌재 1993. 3. 11. 88헌마5, 례집 5-1. 59, 72-78 참조.

93) 헌재 1994. 7. 29. 92헌바49 등, 례집 6-2. 64, 118-12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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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과 배치되지 않는 범 내에서 단순 헌으로 선고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정 인 결과의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는 을 지 하

면서, 헌무효를 선언할 경우 야기되는 세가지 부작용을 제시한다.

첫째로는 법제 재정 양면에 걸쳐 국정상 지 않은 법 혼란

내지는 공백을 래할 우려가 있다는 이다. 둘째로는 헌 인

규정들을 다시 합헌 으로 조정하는 임무는 입법자의 형성의 재량

에 속하는 사항이라는 을 든다. 셋째로는 헌결정을 선고할 경

우 당해사건의 당사자들과 성실납세자들과의 사이에서 형평의 문제

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래한다는 을 든다.

⑥ 특허법 제186조 제1항 등 헌제청사건94)이다. 이 사건에서

불합치결정의 사유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제시되어 있다. 첫째, 산

업재산권 계의 쟁송 차에 한 반 인 일 변 을 의미하는 것

이므로 그로 인한 충격과 혼란이 매우 심각하고 범 할 것이

라는 이다. 둘째, 행정소송법을 용한다 할지라도 특허쟁송의

문성과 기술성을 고려하지 않아 여러 가지 법 미비나 불합리성

혼란과 특허쟁송에 한 재 기 의 문성 미확보로 인한 혼란

충격이 매우 클 것임을 제시한다. 그리고 불합치법률의 잠정

인 계속 용을 명하는 사유로는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따른 차를

진행시킬 경우 실 으로 재 을 담당할 비를 갖추지 못한 일반

법원에 하여 재 의 담당을 강제하는 결과를 래할 우려가 있음

과 불합치선언으로 인해 당해사건등에 미칠 효과로 인한 법률 충

격과 혼란을 방지하여야 한다는 을 들고 있다.95)

⑦ 소득세법 제60조 등에 한 헌법소원사건96)이다. 이 사건에서

단순 헌결정을 선고하지 않는 사유로는 네가지를 제시한다. 첫째

94) 헌재 1995. 9. 28. 92헌가11 등, 례집 7-2. 264, 283-287 참조.

95) 그러나 이 사건에서의 소수의견은 헌재법 제45조와 제47조의 입법취지는 법규범의 공백상태

로 인하여 오히려 헌법상의 각 원칙과 원리에 반하는 결과가 래하는 등의 충격을 완화하

기 해서 장래효원칙을 규정한 것이라고 한다. 헌재 1995. 9. 28. 92헌가11 등, 례집 7-2.

264, 293 참조.

96) 헌재 1995. 11. 30. 91헌바1 등, 례집 7-2. 562, 594-59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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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는 기 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게 된다는 이

다. 둘째로는 이 법률조항의 임에 근거한 시행령을 인용하고 있

는 다른 법령도 시행할 수 없게 되는 등의 법 공백상태를 야기하

게 된다. 셋째, 조세수입을 감소시키고 국가재정에 상당한 향을

주게 된다. 넷째로는 이 조항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납세의

무자들과 사이에 형평에 어 나는 결과를 래하게 된다.

⑧ 구 증권거래법 제197조 제1항 등 헌제청사건97)이다. 이 사

건에서는 증권거래법 제15조를 단순 헌으로 선언할 경우에는 “같

은 법 제197조 제1항에 근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주식투자자는

일반 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와 마찬가지로 감사인의 부실감사와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 계를 입증하여야 하는데 이는 사실상 곤란

하고 이를 심리하는 법원도 큰 부담을 안게 될 것이므로” 가

법규정의 효력을 유지하는 쪽으로 이를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고 하면서 조항을 간주규정이 아닌 추정규정으로 해석함으로

써 헌성을 제거할 수 있다고 한다.

⑨ 민법 제847조 제1항의 헌제청사건98)이다. 이 사건에서는 단

순 헌이 아닌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는 사유로는 세가지를 제시

한다. 첫째, 친생부인의 소의 제척기간의 제한이 일시 으로

없게 되는 법 공백상태를 래한다. 둘째, 이로 인해 지 않은

법 혼란을 래할 우려가 있게 된다. 셋째, 헌 인 규정에 하

여 합헌 으로 조정하는 임무는 원칙 으로 입법자의 형성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라는 이다.

⑩ 민법 제809조 제1항의 헌제청사건이다.99) 이 사건에서 헌법

97) 헌재 1996. 10. 4. 94헌가8, 례집 8-2. 239, 255-256 참조.

98) 헌재 1997. 3. 27. 95헌가14 등, 례집 9-1. 193, 205-206 참조.

99) 헌재 1997. 7. 16. 95헌가6 등, 례집 9-2. 1, 20-21 참조. 그런데 이 사건의 결정주문이 헌

법불합치로 제시되었지만, 그 의견에 재 6인 이상이 찬성한 것은 아니었고, 단지 2인에

불과하 다. 그리고 단순 헌의견이 재 5인이기 때문에, 헌재법 제2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심 정족수를 충족시키지 못하 고, 여기에 헌법불합치의견을 포함시킬 경우 그 정족

수를 충족시킬 수 있었다. 이에 해 헌의견이 헌법불합치의견도 받아들일 수 있다고 인

정하 기 때문에 그러한 주문을 제시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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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치의견은 “비록 조항에 헌성이 있다고 하여도 헌법재 소

가 곧바로 헌결정을 할 것이 아니라 입법형성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가 우리 민족의 혼인풍속, 윤리의식, 친족 념 그 변화 여

부, 동성동본 혼제도가 과연 사회 타당성이나 합리성을 완 히

상실하 는지 여부, 그 제도의 개선방법, 그리고 동성동본 혼제도

를 폐지함에 있어 행 근친혼 지규정이나 혼인무효 취소에

한 규정을 새로 정비할 필요는 없는지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새로

이 혼인제도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한다.

⑪ 근로기 법 제30조의2 제2항의 헌소원등의 사건100)이다. 이

사건에서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는 사유로는 두 가지를 제시한다. 첫

째로는 다른 채권들보다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퇴직 채권의 정한

범 를 결정하는 것은 그 성질상 입법자의 입법정책 단에 맡기

는 것이 옳다고 생각된다고 한다. 둘째로는 퇴직 채권과 련되는

근로자의 퇴직 보장을 한 각종 사회보험제도의 활용, 그 제도에

의한 체 내지 보완이나 그 제도들과의 조화 등도 제반사정을 감안

해야 하는 입법자의 사회정책 단 역이라는 을 제시한다.

2. 變形決定  必要性 與否

가. 規範的 側面

변형결정을 인정하는 견해는 입법자의 입법형성권 존 , 헌법을

최고법규로 하는 통일 인 법질서의 형성 는 기본권보장의 극

화 등을 해 변형결정이 필요함을 제시한다.

그러나 부인하는 견해는 우리 헌재법이 제47조 제2항에서 헌결

정의 장래효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단지 외 으로만 소 효를 인

정하기 때문에 변형결정을 선고할 필요성이 없음을 주장한다.101)

100) 헌재 1997. 8. 21. 94헌바19 등, 례집 9-2. 243, 263 참조.

101) 그런데 논리 일 성의 측면에서 볼 때, 헌법소송에서 불고불리의 원칙을 엄격하게 용

하려고 할 경우 소송물은 당사자 격을 가진 사람의 제소에 의하여 특정지워진 법률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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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건 , 변형결정을 선고할 필요성에 해 규범 인 측면에서

제시되는 사유에 해서는 몇가지로 지 이 가능하다.

첫째,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을 존 하여야 한다는 은 두 가지

측면에서 지 할 수 있을 것이다.102)

그 하나는 사회 기본권과 련하여 평등의 원칙이 용되어야

할 역에서 나타난다. 즉 동등한 여건을 갖춘 집단이지만, 특정집

단은 사회 기본권의 향유 상에서 포함되어 있는데 반해, 다른

집단은 그 상에서 배제되어 있을 경우, 이를 규율하는 법률에

해 단순하게 헌결정을 선고한다면, 기존에 사회 기본권을 향유

하던 집단조차도 배제되는 상을 래할 것이고, 배제된 집단

을 헌법재 소의 결정으로 편익의 상에 포함시킨다면,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의 침해나 국가의 재정 규모의 간과 등을 야기할 것이

다.103) 이런 경우 헌법재 소는 단순히 헌결정을 선고하기 보다는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고 구체 인 개선입법을 입법자의 입법형

성권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른 하나는 심 상이 된 조항이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고, 그

해석가능성 합헌으로도 해석될 수 있고 헌으로도 해석될 수 있

는 경우 단순하게 헌으로 결정하기 보다는 헌 인 해석방법만

을 배제함으로써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을 존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통일 인 법질서의 형성에 해서도 두가지 측면으로 검토

할 수 있다.

그 하나는 심 상인 법률조항을 유지․존속시키면서도 헌해

석된 부분을 헌법질서에서 배제함으로써 그러한 질서의 확보가 가

능하게 될 것이다.

법률조항의 헌여부이어야 하고, 문제로 지목한 법률 는 법률조항 자체(즉 체)가 헌

여부 단의 상이 되어서는 안되며, 결정의 효력을 확정함에 있어서도 이 원칙이 용될

것이므로 변형결정의 필요성은 없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견해로는 崔大權, 憲法裁判의 訴訟

物과 決定의 效力, 法學(서울大 法學硏究所) 제38권 제1호, 1997, 15-16면 참조.

102) 李基喆, 公法硏究 제26집 제2호, 192면 이하 참조.

103) 상세한 내용은 拙稿, 博士學位論文, 292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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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하나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헌법재 소가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함에 있어 법 용자에 한 효과로써 불합치법률의 용 차를

지하고 개선입법에 의해 처리하도록 하는 것도 비록 심 상에

헌성이 내재해 있지만 헌결정을 선고할 경우에 야기되는 불합

리를 해소하기 한 것이다. 이것은 기존의 헌법불합치질서를 신속

하게 합헌 인 질서로 이행시키는 것이라고 하겠다.

셋째, 기본권보장을 극 화한다는 은 주로 사회 기본권과

련하여 논의될 수 있다. 즉 사회 기본권에 있어 법률은 기본권을

형성하고 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그와 아울러 그러한 기본권이

제 로 향유할 수 있기 해서는 국가재정의 뒷받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된다. 그런데 사회 기본권에 해 술한 바와 같이 단

순하게 헌결정을 선고할 경우 기존에 사회 기본권을 향유하던

집단의 법익이 훼손된다는 문제 을 래하게 된다. 이때 헌법재

소는 헌결정을 선고하지 아니하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입법자로 하여 국가의 재정 인 상태를 고려하면서 기존에 편익

을 향유하는 집단은 물론이고 향유하지 못하던 집단까지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입법을 구하게 된다. 그와 아울러 법 용자

에게는 불합치법률의 용 차를 지하고 개선입법에 따라 사회

기본권과 련한 법 분쟁을 해결하도록 함으로써 궁극 으로는

사회 기본권의 향유 상이 확장 내지 조정될 수 있게 된다고 하

겠다.104) 헌법재 소는 이런 이 재산권이나 인격권과 련해서

도105) 나타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106)

104) 컨 개별 근로자의 권리와 련해서는 헌재 1997. 8. 21. 94헌바19 등, 례집 9-2.

243 참조.

105) 재 헌법재 소의 헌법불합치결정 실제를 살펴 볼 때, 사회 기본권보다는 재산권이나

인격권과 련하여 그러한 결정을 주로 선고하는 것은 아닌가 한다. 재산권 련 결정례로

는 헌재 1994. 7. 29. 92헌바49 등, 례집 6-2. 84; 헌재 1995. 11. 30. 91헌바1 등, 례집

7-2. 562 참조. 인격권과 련해서는 헌재 1997. 3. 27. 95헌가14 등, 례집 9-1. 163; 헌재

1997. 7. 16. 95헌가6 등, 례집 9-2. 1 참조.

106) 그러나 사회 기본권이 아닌 자유권 기본권의 역에서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함이 바

람직한 것인가에 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지 않다고 본다. 상세한 내용은 vgl. Peter E.

Hein, Unvereinbarerklärung verfassungswidriger Gesetze durch das Bundesverfass-

ungsgericht, Baden-Baden 1988, S.112ff.; 拙稿, 博士學位論文, 145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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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事實的 側面

⑴ 單純違憲決定을 선고함에 따른 副作用과 그 內容

사실 측면에서 변형결정의 필요성이 제기된다는 것은 법률을

단순하게 헌으로 결정함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실 인 문제

을 해소시키지 않으면 안되는 요인이 있음을 의미한다. 그 문제

은 시 을 기 으로 크게 세가지 형태로 유형화할 수 있다. 즉

첫째 규범의 충돌시 부터 헌법재 소의 결정시 까지의 사이에서

제기되는 법익침해, 둘째 그 결정시 부터 개선입법시 까지의 사

이에서 제기되는 법익침해, 그리고 셋째 양 기간 모두에서 나타나

는 법익의 침해이다.107)

우리 헌법재 소는 술한 바와 같이 부분 으로 와 같은 시각

에서 근하는 사례도 없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보다 근본 으로

헌법불합치결정 등의 변형결정이 하 는지에 의문의 여지가 없

지 않은 결정례를 사상한다면, 이러한 분류의 의미는 상 으로

다고 하겠다. 따라서 여기서는 일반화시켜 개 으로 검토하기

로 한다.

헌결정을 선고함으로 인한 부작용은 헌법재 소가 선고한 변형

결정의 사례를 분석할 때 몇가지로 유형화할 수 있다.

첫째, 헌결정을 선고함으로써 법 공백상태를 야기하게 되고

그로 인해 법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이다.108) 그러나 이

념을 지나치게 확 해서는 안된다고 하겠다. 왜냐하면 헌결정

은 후술하는 바와 같이 필연 으로 사실상의 기성질서를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런 논리를 확장하게 되면 어떠한 경우

에도 헌결정을 선고할 수 없는 상황이 래될 수도 있다는 을

107) 이에 한 상세한 내용은 拙稿, 博士學位論文, 292면 이하 참조.

108) 법 공백과 법 혼란을 비교할 때, 후자가 포 인 개념으로 보여진다. 헌법재 소도

기에는 양자를 별개의 개념으로 사용하는 듯하 지만, 최근들어 법 공백상태로 인해 법

혼란이 래될 수 있다는 형태로 논리체계를 조정하는 듯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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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둘째, 국가재정에 엄청난 부담을 래할 수도 있다는 이다. 특

히 국가재정에 커다란 비 을 차지하고 있는 조세이고 제정된지

오래된 근거법률이라면 이 문제는 간과할 수 없는 요한 사항이라

고 할 것이다. 게다가 소송의 범람이 래될 수도 있다는 이 지

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선거법을 단순 헌으로 결정함에 따라 선거운동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한 것이라는 문제 을 래할 수도 있을 것이다.109)

이 사례는 보다 헌 인 상황의 래방지라는 시각에서 근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넷째, 국가기 의 업무수행에 있어 어려움의 래문제이다. 그 내

용으로는 재 과정에서의 인과 계 입증여부에 한 단이나 법제

도의 미비 는 문성의 결여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다. 물론 여

기서는 그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와 국민의 기본권상 불이익을 형량

하여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다섯째, 국민들이 재 차에서 기본권구제를 받음에 있어 실

인 장애를 래할 수도 있다는 이다. 이 문제는 차법과 련

하여 논란의 여지가 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기도 한다.

여섯째로는 그 이외에도 공무원 여와 련된 법률이 헌결정되

어 당장 여를 단하고 개선입법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만 하는

상황이 래될 수 있다거나 국회의원선거 련 법률이 헌결정되

어 이미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그 직을 상실함으로 인해 선거법을

개정하여야 하는 국회 자체가 구성불능상태를 래할 수 있는 경우

를 상정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기존의 상태보다 더 헌 인

상황의 발생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러한 경우도 헌결정으로 인한

부작용에 해당한다고 하겠다.110)

109) 이에 해서는 拙稿, 金雲龍敎授華甲論文集, 273면 참조.

110) 李基喆, 公法硏究 제26집 제2호, 195-198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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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변형결정을 선고할 수밖에 없는 사유로 제시된 것 부

한 것도 없지 않다고 보여진다. 그것을 지 하면 다음과 같다.111)

첫째, 세법과 련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는 사유로 이미 세

을 납부한 성실납세자와 당해사건등의 당사자들과 형평성을 제시한

다는 이다. 그러나 이것은 헌결정 뿐만 아니라 헌법불합치결정

을 선고한다 할지라도 해소할 수 없는 필연 인 한계문제이다. 헌

법재 소는 이에 해 개선입법과정에서 입법자로 하여 성실납세

자가 이미 납부한 세 의 반환문제를 고려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제

시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럴 경우 국가재정상의 부담은 더욱 심각

하게 될 것이다.112) 어차피 형평성의 문제는 헌법재 소가 제시한

사례에서만 제기되는 것은 아니라는 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하

겠다.113)

둘째, 헌결정을 회피함으로써 기본권침해문제가 야기되는 것이

지 정반 로 헌결정을 함으로써 그런 문제가 등장하게 된다는 사

유를 제시하는 것은 비 의 가치조차 없다고 하겠다.

셋째, 국회의원을 헌 으로 선출한 상태를 그 로 유지함으로

써 동질성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논거도 앞의 지 과 마찬가지라고

하겠다.

그리고 이상과 련하여 지 되어야 할 것은 헌결정의 지나친

회피문제이다. 법률을 헌결정함으로 인해 기성 법질서에 술한

바와 같은 법 혼란이 래됨은 부인하기 어렵다. 이것은 헌결

정을 선고하여 구체 사건에 있어서의 정의를 추구함으로 인해 야

기되는 당연한 결과이다. 이를 지나치게 두려워하여 단순 헌결정

111) 게다가 구체 인 사안에 응하는 변형결정을 선고함에 있어 부 한 사유를 제시한 경우

도 지 않다고 보여진다. 이에 해서는 拙稿, 博士學位論文, 313면 이하; 拙稿, 金雲龍敎

授華甲論文集, 250면 이하 참조.

112) 그 뿐 아니라 법 용 차에 있어 재심청구를 포 으로 허용하여야 한다거나 이미 납부된

세 을 일일이 반환하여야 하는 불필요하고 복잡한 업무과 을 래할 것이다.

113) 컨 특정 법률이 헌법불합치로 결정됨에 따라 세 을 반환하 다면, 다른 법률에 해

서도 그러한 결정이 선고되었을 경우 마찬가지로 세 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측면에서의 형

평성도 문제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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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바람직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회피하기 하여 한정합헌결정이

나 다른 변형결정 는 합헌결정을 선고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고 하겠다. 이러한 에 한 집 인 비난이 가해지

고 있음은 익히 알려진 바와 같다고 하겠다.114)

⑵ 副作用의 發生原因

법률에 해 단순하게 헌결정을 선고할 경우 어째서 술한 바

와 같은 사실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며, 그러한 상황이 야기될 수

있는 구조 인 요소는 없는가를 검토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에

한 답변은 몇가지 형태로 제시할 수 있다.

첫째, 후술하겠지만, 헌법률의 효력을 부인하는 이론 인 틀은

크게 두가지로 유형화할 수 있다. 그 하나는 당연무효설이고, 다른

하나는 폐지무효설이다. 어떠한 이론 인 틀로 근하든지 간에 법

률에 해 헌심 을 하여 그에 따른 결정을 선고하고 헌법률에

기해 만들어진 기성질서를 부인하려고 하는 한, 법 불안정성을

래할 것임은 분명하다 할 것이다.

둘째, 구체 규범통제 내지 사후 규범통제의 제도 한계성이

다.115) 이러한 규범통제는 규범의 충돌상태가 발생한 다음에서야 비

로소 행해질 수밖에 없다는 이다.116)

법률에 해 헌결정이 이루어지는 시간 흐름을 입법 차

법 용 차와 련하여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① 일단 심 상이

된 법률이 국회의 제정 차를 밟아 제정되어 통령이 서명․공포

114) 이러한 비난을 받는 표 인 결정례로는 사립학교법 합헌결정, 국가보안법에 한 한정합

헌결정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컨 일부 헌요소 때문에 면 헌을 선언하는 데서

래될 충격을 방지하고 법 안정성을 갖추기 해서 한정합헌결정이 필요하다고 한다. 헌

재 1990. 6. 25. 90헌가11, 례집 2. 165, 170-171 참조.

115) 법률의 시행 이 에 규범통제가 이루어지는 사 ․ 방 규범통제를 도입할 경우 이러

한 문제 이 래됨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규범통제는 정치 통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법 통제에는 이질 인 것이고, 그러한 통제를 허용할 경우 규범통제

의 사법작용 성격을 훼손할 우려가 단히 크다고 하겠다.

116) 헌법재 소는 규범의 충돌상태를 세가지로 유형화하고 있다. 즉 첫째로는 제정당시에는 합

헌이었으나 후발 인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헌인 법률이 되는 경우, 둘째로는 법률의 조

항 자체에는 헌성이 없으나 평등의 원칙 반이나 체계부조화 등으로 말미암아 재조정하

지 않으면 안되는 경우, 그리고 셋째로는 제정 당시부터 원시 으로 헌인 법률 는 법

률조항의 경우이다. 헌재 1993. 5. 13. 92헌가10 등, 례집 5-1. 226, 24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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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야 한다. ② 그 법률이 시행되고 구체 인 법률 계를 형성하

여야 한다.117) ③ 그 법률이 용됨으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 인 이

익이 침해되어야 한다. ④ 침해받은 국민은 법 인 쟁송을 제기함

과 아울러 재 의 제가 된 법률에 해 사건담당법원에 헌심

제청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이에 해 사건담당법원은 직권이나

제청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헌법재 소에 헌심 을 제청하여야 한

다.118) ⑥ 헌법재 소는 그 법률을 헌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⑦

당해사건 담당법원이나 헌결정 당시 그 게 결정된 법률을 용

하여야 하는 법원은 담당 사건에서 그 법률의 용을 배제하여야

한다. ⑧ 그리고 마지막으로 헌결정 이후에 소송이 제기된 사건

을 담당하는 법원은 당연히 헌결정된 법률의 용을 배제하여야

한다.

이상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헌법률의 제정 내지 시행시 과 그

법률의 헌결정시 은 많은 시간 인 편차가 나타나게 된다.119)

헌법률을 당연무효로 보든 아니면 폐지무효로 보든120) 간에 이러한

편차가 존재함은 어떠한 이론 인 시각에서도 부인하기 어렵다.121)

117) 물론 이 단계에서 헌법률을 용받아야 할 국민은 헌재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

심 을 청구할 수 있다. 그 청구단계에서 침해의 재성과 침해의 직 성이라는 심 청구

요건의 제약을 받게 되지만, 이에 해 헌법재 소는 단히 그러운 자세를 취하고 있다.

침해의 재성과 련하여 그와 같은 사례로는 헌재 1990. 9. 3. 89헌마120 등, 례집 2.

288; 헌재 1991. 3. 11. 90헌마28, 례집 3. 63; 헌재 1991. 3. 11. 91헌마21, 례집 3. 91;

헌재 1992. 11. 12. 89헌마88, 례집 4. 739; 헌재 1995. 11. 30. 94헌마97, 례집 7-2. 677;

헌재 1996. 8. 29. 95헌마108, 례집 8-2. 167 등 참조. 침해의 직 성과 련한 사례로는

헌재 1990. 6. 25. 89헌마220, 례집 2. 200; 헌재 1990. 9. 3. 89헌마120 등, 례집 2. 288;

헌재 1990. 10. 15. 89헌마178, 례집 2. 365; 헌재 1992. 4. 14. 90헌마82, 례집 4. 194; 헌

재 1992. 11. 12. 89헌마88, 례집 4. 739; 헌재 1993. 12. 23. 89헌마189, 례집 5-2. 622;

헌재 1995. 12. 28. 91헌마114, 례집 7-2. 876; 헌재 1995. 2. 23. 90헌마214, 례집 7-1.

245; 헌재 1996. 4. 25. 95헌마331, 례집 8-1. 465 등 참조.

118) 이 단계에서 사건담당법원이 헌심 제청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게 되면, 당해사건의

소송당사자는 헌법재 소에 헌재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 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119) 추상 규범통제를 도입한다 할지라도 그 규범통제가 심 상인 법률의 사후 통제를 지

향하는 한, 시간 편차를 축소시키는데 일정부분 기여할 것은 분명하지만, 그 편차를 완벽

하게 해소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 재 우리 헌법재 소는 법률소원을 가능한 한 폭넓게

허용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지만 완벽한 것은 아니라고 보여진다.

120) 이에 한 상세한 내용은 拙稿, 博士學位論文, 103면 이하 참조.

121) 이러한 요인으로 인해 독일에서는 1970년 당연무효설의 입장에서 규율된 내용을 폐지무효

설에 부합하게 연헌재법을 개정하고자 한 시도를 포기하기에 이른 것이다. 상세한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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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률에 의해 이루어진 사실상의 기성 법질서를 헌결정을 통

해 부인하여야 하는데, 그러한 시간 편차는 실 인 한계 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122) 바로 이러한 은 구체 규범통제의 제

도 한계성이라고 하겠다. 이미 만들어진 법질서를 부인함에 있어

구체 사건에서의 정의를 추구함과 아울러 법 안정성도 확보하여

야 한다는 이 인 지향 이 존재한다. 그 속에서 입법자의 입법

형성권이 개입할 여지가 생기는 것이고 변형결정이 등장하게 되

는 요인이라고 하겠다.

셋째, 헌결정에 의해 심 상인 법률의 효력을 부인하는 방법

은 폐지무효설에 따르면 세가지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 즉 소 효,

장래효 미래효가 그것이다.123)

그런데 술한 바와 같이, 구체 규범통제가 존재하는 목 은

헌법률에 의해 침해된 국민의 기본권을 구제하기 한 것이다.

즉 구체 사건에서의 정의를 추구하기 한 것이다. 그 다면,

헌결정된 법률의 효력을 부인함에 있어 한편으로는 법 안정성도

도모하여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구체 사건에서의 정의도 확보

하여야 하는 상호간 정면 배치되는 법익을 추구한다는 실 인 문

제 을 래하게 된다. 이러한 시각에서 헌법률의 효력을 부인하

는 방법에 해 검토하기로 한다.

먼 , 헌결정된 법률을 소 무효시키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의

해 사실상 이미 만들어진 질서를 부인하여야 하게 된다. 이 방안을

채택할 경우 구체 사건에서의 정의는 확실하게 확보할 수 있겠지

만, 반면에 법 인 불안정성을 심각하게 래할 것이다. 법 불안정

성이 래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해 독일의 경우에는 연헌재법 제

拙稿, 博士學位論文, 114면 이하 참조.

122) 특히 심 상인 법률이 제정된 지 아주 오래되었을 경우라든가, 규율 상 역이 단히

복잡하고 다양하다든가, 규율하는 인 범 가 량 이라든가 는 그 법률이 국가생활

역에서 핵심 인 비 을 차지하고 있다든가 하는 경우에 헌결정을 선고할 때 그로 인해

야기되는 인 법 효과는 엄청날 것이다.

123) 상세한 내용은 拙稿, 憲法裁判硏究 제7권, 128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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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조에 헌법률에 기한 각종 작용에 한 처리방안을 제시한 것이

다.

다음, 미래 인 무효를 지향하는 경우이다. 헌법률의 효력과

련하여 이 방안을 원칙으로 설정하여 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거

나 이를 입법화한 사례는 없다. 다만, 외 인 경우에 한해서만 허

용하려고 한다.124)

그 다음으로는 장래 인 무효를 지향하는 경우이다. 이 방안은

오스트리아 연방헌법 제140조에 규정된 것이다.125) 다수설은 우리

헌재법 제47조 제2항 본문도 이에 해당된다고 한다. 이 방안을 선

택하는 경우 법 안정성을 확보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왜냐하

면 기성질서가 비록 헌 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그

로 유지시켜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문제되는 것은 이를 철

하게 고집할 경우 구체 규범통제의 존재의의를 면 부인하게

된다는 이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해 이른바 개시자혜택이란

이름으로 헌결정의 원인을 제공한 당해사건에 한해 외 인 소

효를 허용할 수밖에 없게 된다.

외 인 소 효를 당해사건으로 한정하는 경우 법원이나 헌법

124) 오스트리아 연방헌법 제140조에서 18개월까지 헌법률의 폐지유 를 하도록 입법화한 것

이라든가, 독일에서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입법자에게는 신속한 개선입법을 구함

과 아울러 법 용자에게는 불합치법률을 개선입법이 있을 때까지 잠정 으로 계속 용하

도록 명하는 것이라든가, 주문에서는 합헌결정을 하면서 이유에서는 아직은 헌법에 반되

지 아니한다거나 입법자에게 개선입법을 구한다든가 하는 사례 등이 이에 해당할 것이

다.

125) 淳茂 부장 사는 오스트리아에서 변형결정이 거의 문제시되지 않는 이유로 네가지를 제

시한다. 첫째, 헌결정의 효과가 장래에 향하여 미치기 때문에 그 이 에 구성요건이 완성

된 행 는 그 로 헌결정 상 법률의 용을 받는 것이므로, 법질서의 혼란이나 법

공백이 생기지 아니하여 변형결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둘째, 헌법재 소는 법원

등의 헌제청이 없으면 단이 불가능하고, 재 에 한 헌법소원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어도 한정합헌결정을 할 여지가 없고 이는 헌법합치 해석에 불과한 것으로 실용성이

없다. 셋째, 이른바 질 인 일부 헌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폐지선언의 효과는 당해사건에만

미치고 다른 사건에는 헌법률이 계속 용되며, 폐지시 입법자가 헌법재 소의 결정에서

지 한 부분을 입법에 반 하면 되므로 굳이 주문에서 한정 헌을 선고할 필요가 없다(오

스트리아 헌법재 소의 례 질 인 일부 헌의 경우에 당해조항 부에 하여 헌을

선언하여야 한다는 례가 있다.). 넷째, 한정 헌결정은 법원에 하여서는 당해사건에만

그 효력을 주는 것이므로 다른 사건의 해결에는 향이 없어 별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변

형결정은 주로 입법자의 입법권과의 계에서 문제될 따름이라고 한다. 淳茂, 憲法問題와

裁判(上), 585-586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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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소가 지 한 바와 같이126) 구체 규범통제의 실효성을 하시

키고 당해사건과 유사사건과의 형평의 문제를 래하게 된다. 이로

인해 외 인 소 효의 용범 를 당해사건 뿐만 아니라 헌결

정 당시 법원에 소송이 계속 인 사건이나 결정 당시 구체 인 사

실 계를 형성하 지만 아직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한 사건, 즉 이

른바 일반사건에까지 확장하여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아무튼 헌결정의 장래효원칙을 철 하게 고집할 경우, 법 안

정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하기는 하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구체

규범통제에 있어 논리 기 가 되는 구체 사건에서의 정의를 지

나치게 소홀히 다룬다는 비 을 모면할 수 없게 된다. 바로 이

에서 그에 한 해소책으로 외 인 소 효의 범 를 확장하려 한

것이라고 하겠다.

분명 외 인 소 효의 용범 를 아주 제한 으로 허용할 경

우 변형결정이 불필요함은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이다. 컨 당해

사건에 한해서만 외 인 소 효를 허용한다면127) 구태여 한정합

헌결정이나 한정 헌결정 는 부분 헌결정을 선고할 필요128)가

126) 헌재 1993. 5. 13. 92헌가10 등, 례집 5-1. 226; 법 1991. 12. 24. 선고 90다8176 결(공

1992, 640}; 법 1992. 2. 14. 선고 91 1462 결(공1992, 1065); 법 1993. 1. 15. 선고 92

다12377 결(공1993, 698); 법 1993. 1. 15. 선고 91 5747 결(공1993, 735); 법 1993.

2. 26. 선고 92 12247 결(공1993, 1100) 등 참조.

127) 오스트리아의 경우 1975년 헌법개정으로 소 효의 허용범 를 당해사건과 헌법재 소가 달

리 정한 사건으로 확장하 고, 재 오스트리아 헌법재 소는 법률의 헌여부 다툼이

헌결정 당시 헌법재 소에 계속 인 사건까지 확장하고 있다. 상세한 내용은 vgl. Werner

Schreiber, Die Reform der Verfassungsgerichtsbarkeit in Österreich, Diss. Granz 1976,

S.25ff.; Robert Walter & Heine Mayer, Grundriß des österreichischen Bundesverfas-

sungsrechts, 7. Aufl., Wien: 1992, S.409f.; 朴一煥, 違憲法律의 效力, 憲法裁判資料 제2집.

憲法裁判에 한 參 人 陳述, 1989. 9., 167면 이하; 尹眞秀, 違憲法律의 效力. 憲法裁判所

法 제47조 제2항의 憲法的 檢討, 憲法論叢 제1집, 1990.12., 292면; 黃祐呂, 違憲決定의 效力,

琴浪金哲洙敎授華甲紀念論文集. 憲法裁判의 理論과 實際, 博英社, 1993, 328면; 孫容根, 違憲

決定의 遡及效가 미치는 範圍에 한 批判的 察, 司法論集(法院行政處) 제24집, 1993.12.,

34면; 拙稿, 博士學位論文, 186면 이하. 이러한 상태에서 법 안정성의 괴여부는 헌법재

소에 계속 인 사건이 얼마나 많은지에 따라 좌우될 것이다. 상세한 내용은 拙稿, 博士學位

論文, 183면 이하 참조.

128) 그러한 결정을 선고하는 요인은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을 존 함과 아울러 헌결정의 상

을 특정 조항이나 특정 조항의 일부로 가능한한 축소시킴으로써 헌결정으로 인해 야기되

는 량 효과를 최소화하려는 의도를 제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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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을 것이다.129) 게다가 헌법불합치결정의 법 효과에 있어 법 용

자에게 불합치법률의 용 차를 지하고 개선입법에 따라 처리하

도록 하는 것130) 역시 불필요하다고 하겠다.131)

구체 사건에서의 정의를 추구하기 해서는 법 안정성의 괴

는 필연 이라고 하겠다. 그 다면, 양자를 하게 도모할 수 있

는 방안을 찾지 않을 수 없었고, 바로 본고에서 논의의 상이 된

변형결정을 극 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요인으로 작용하

다고 하겠다.

⑶ 副作用의 防止方案으로서의 變形決定

법률의 헌결정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법 혼란을 방지하는

방안은 체로 크게 두가지 형태로 고려될 수 있다. 그 하나는 앞

에서 지 한 헌결정의 장래효원칙을 철 하게 고집하는 방안이

고, 다른 하나는 여기서 논의하고자 하는 변형결정제도를 폭넓게

도입하는 방안이다.

그런데 헌법재 소는 헌재법 제47조 제2항 본문을 헌결정의 장

래효원칙을 규정한 것으로 악하려 함은 후술하는 바와 같다. 이

를 제로 법률에 한 헌결정의 효력을 다루다 보니 구체 사

건에서의 정의를 소홀히 취 하는 것이 되고 구체 규범통제의 실

효성을 해하는 헌 인 방안임을 인식하게 된 것이다. 이로 인

해 야기되는 문제 을 해소하기 해 헌법재 소는 변형결정을

극 으로 고려하게 된 것이 아닌가 한다.132)

129) 헌결정된 법률을 용한, 당해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유사사건들은 합헌해석된 부분에 근

거한 것이든 헌해석된 부분에 근거한 것이든, 는 심 상이 되지 아니한 부분에 근거

한 것이든 심 상된 부분에 근거한 것이든, 그에 계없이 결과 으로 동일하게 권리구

제의 상에서 배제될 것이기 때문이다.

130) 이러한 법 효과를 의욕하는 결정을 선고하는 목 은 헌성이 내재된 불합치법률의 용

을 배제함으로써 합헌 인 질서를 유지함과 아울러 기존의 완성된 법질서를 면부인함으

로 인해 야기되는 한 법 불안정성을 회피하기 한 것이다.

131) 왜냐하면 18개월까지 폐지를 유 하는 결정을 선고하는 경우에도 그러한 결정의 원인을 제

공한 당해사건에 한해서만 권리구제의 상에 포함될 뿐이고 나머지 사건들에 해서는 근

거법률에 해 그 결정이 선고되지 않은 것과 동일한 결과를 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132) 이와 련해서는 金雲龍, 違憲審査論, 600면(독일의 경우에는 헌결정은 해당 법률의 무효

를 뜻하고, 이 때의 무효는 곧 소 무효를 의미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만, 한국의 경우

에는 헌재법 제47조 제2항에 의하여 헌결정의 향후효만 인정되고, 소 효가 인정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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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법원은 어떠한 태도인가가 문제된다. 기본 으로 법원

도 헌법재 소와 같은 태도가 아닌가 한다.133) 다만, 변형결정이

극 으로 빈번하게 헌법재 소에 의해 선고되자 그로 인해 법

인 불확실성이 야기되고,134) 구체 인 사건에서 이를 해명하지 않으

면 안되는 법원은 경우에 따라서는 불필요한 부담을 지게 되고 그

로 인해 이에 항 인 태도를 취하게 된 것으로 보여지기도 한다.

아무튼 헌법재 소의 논리 로 악할 때, 법 안정성도 확보하고

구체 사건에서의 정의도 최 한 구 하려고 하는 한, 헌결정에 있

어 외 인 소 효의 범 를 최 한 확장시킴과 아울러 심 상이나

헌결정의 상을 가능한한 축소시키는 방안이나 헌성이 내재하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결정이 아닌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는 방

안135)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은 아닌가 한다.

개략 으로 매듭을 짓는다면, 법 안정성을 확보함과 아울러

외 인 소 효의 범 를 확장하여 구체 규범통제의 실효성을 보

장하고 구체 인 사건에서의 정의를 구 하려고 하는 한, 변형결정

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독일에서는 헌결정의 효력이 소 하는 경우, 그

로 말미암아 이미 정착되어 있는 수많은 법률 계가 일거에 뒤집히게 되어, 결국 심각한

법 불안정이 유발될 수 있다는 것이 문제 다. 그래서 이런 상의 도래를 피할 목 으

로 헌결정의 변형을 모색하게 된 것이다. 이런 에서 본다면 독일에서의 변형결정은 그

발단이 소 효와 련된 문제에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한편 한국의 경우에는

형벌에 한 법률을 제외하고는 소 효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어도 헌결정의 소 효

로 인한 법 불안정의 문제가 야기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헌결정은 향후효만

갖도록 되어 있는 탓으로 별개의 문제가 야기된다. 즉, 하나의 법률이 헌으로 결정

나더라도 그 헌심 의 계기를 제공하여 당해사건의 당사자는 그 게 헌으로 결정난

그 법률로 말미암아 실제로 권리의 침해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헌결정의 효력이 소 되

지 않기 때문에 제 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게 된다는 모순을 이르는 것이다.) 참조.

133) 법원이 “소 효에 한 종래의 태도를 유지한다면 헌법재 소의 결정의 효력이 미치는

사건의 범 가 이미 확정된 사건 이외에는 다 미치는 범 한 것이 되어 기존 법질서에

심 한 향을 미쳐 그 효력을 제한하려는 변형결정의 필요성이 증 되는 에서, 변형결

정의 기속력을 제한하려는 법원의 태도는 이론 혹은 실 으로 향후 상당한 항과 비

이 따를 소지를 안고 있다. 한편 헌결정의 장래효를 취하는 입법례에서도 명문의 근거

없이 헌법재 소가 헌법 통제를 강화하기 하여 소 효의 범 를 넓 가거나 혹은 해석

헌, 합헌방식을 발 시키고 있는 에서 보면, 헌법재 소 결정의 효력범 의 문제는 각

국의 헌법 실에 비춘 헌법재 소의 활동과 상당한 연 을 맺고 있음을 알 수 있다. 淳

茂, 憲法問題와 裁判(上), 590면 참조.

134) 여기에는 기존에 법원이 행하던 헌법해석이나 법률해석이 부인되는 경우까지 포함된다.

135) 이 때 지향하는 법 효과는 입법자에게 신속한 개선입법을 구하고 법 용자에게는 불합

치법률의 용 차를 지하고 개선입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명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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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필연 이라고 보여진다. 반면에 법 안정성을 확보하기 해

외 인 소 효의 범 를 최 한 축소한다면, 그 필요성은 상 으

로 어들 것이다. 그 지만 구체 사건에서의 정의를 확보하는

것은 치명 인 것이 된다.

3. 變形決定  法的 根據有無

헌법재 소는 과연 법률의 헌여부를 심 함에 있어 변형결정을

할 수 있는가? 이에 한 법 근거가 있는가에 해 논란이 제기

되고 있다.

가. 實定法的 根據

⑴ 헌재법 제45조

변형결정의 부인설이 제시하는 가장 강력한 부인논거는 헌재법

제45조 본문이다. 즉 헌법재 소는 ‘법률의 헌여부만’을 심 할

수 있기 때문에, 헌이면 ‘ 헌’, 합헌이면 ‘합헌’으로 결정할 수 있

을 뿐이지, 그 간단계의 변형된 결정주문을 제시할 수 없음을 주

장한다.136) 게다가 그 게 결정하는 것은 의무에 해당한다고 한

다.137)

그러나 정설은 본문의 규정취지는 헌법재 소는 법률의

헌여부만을 심사하는 것이지 결코 헌제청된 제사건에 하여

사실 , 법률 단을 내려 그 당부를 심 해서는 안됨을 의미한

다고 한다.138)

136) 여기에는 변정수 재 , 조승형 재 법원이 해당될 것이다. 법 1991. 6. 11. 선

고 90다5450 결(공1991, 1895 이하); 淳茂, 憲法問題와 裁判(上), 541면(“헌재법은 당해

법률 는 법률조항의 헌이 문제되었을 때에는 그 ‘ 헌여부’만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그 헌결정의 효력은 당해 법률 법률조항의 효력상실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참조.

137) 헌재 1991. 3. 11. 91헌마21, 례집 3. 91, 120(변정수 재 의 반 의견) 참조.

138) 이에 해당되는 견해로는 헌법재 소의 다수의견, 김진우 재 등이다. 김진우 재 은

“헌재법 제45조 본문에 규정된 헌여부의 결정은 헌성확인과 헌성제거를 한 입법

구의 부수 결정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헌재 1989. 9. 8. 88헌가6, 례집 1.

199, 269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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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건 조항은 본문만을 분리하여 본문에 규정된 ‘ 헌여부

만을’을 해석해서는 안된다고 보여진다.139) 이 조항은 두가지의 의

미로 악할 수 있다. 즉 그 하나는 헌법재 소에게 법률에 한

헌여부의 결정권을 부여한 것이라는 이다. 다른 하나는 원칙

으로 ‘제청된 법률 는 법률조항’의 헌여부만을 결정할 따름이

지, 제청되지 아니한 조항이라든가 제청된 제사건의 사실 ․법

률 단의 당부에 해서까지 헌여부를 결정해서는 안됨을 의

미한다는 이다.140) 후자의 의미는 단서조항과 련해서 그 취지를

더욱 명확히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다고 해서 오직 헌이면

헌, 합헌이면 합헌만을 결정하라는 취지는 아니다.141) 그 본문에 규

정된 헌여부‘만’이라는 의미는 단서조항과의 련성에서 악될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이 헌법재 소에게 부여된 결정유형의 자유로

운 선택권을 제한하는 의미로 악해서는 안된다고 하겠다.142)

⑵ 헌재법 제47조

헌법재 소는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법 효과를 입법

자에게는 신속한 개선입법을 구함과 아울러 법 용자에게는 불합

치법률의 용 차를 지하고 개선입법에 따라 처리할 것을 명하

거나 불합치법률의 잠정 인 계속 용을 명하고 있다. 헌법재 소

가 이러한 법 효과를 지향할 법 근거가 있는지 여부에 해 논

란이 제기되고 있다.143)

정설은 헌재법 제47조 제2항 본문을 변용해석하고 헌법률

의 실효여부 는 그 시기도 헌법재 소가 재량으로 정할 수 있다

139) 拙稿, 博士學位論文, 94면 이하; 拙稿, 憲法裁判硏究 제7권, 209면 이하; 拙稿, 金哲洙敎授停

年論文集, 910-911면 참조.

140) 同旨: 方勝柱, 憲法裁判所의 憲法合致的 解釋의 效力, 金南辰敎授停年紀念論文集. 現代公法

學의 再照明(法學論集 특별호), 1997, 高麗大 法學硏究所, 439면 참조.

141) 그리고 견해에 따라서는 이 이외에도 헌법재 소는 심 상이 된 법률 는 법률조항의

‘ 헌여부만’을 단할 것이지, ‘ 헌 단에 부수되는 법률해석’은 행할 수 없다는 해석이

제기된다는 을 지 하기도 한다. 黃道洙, 憲法裁判所와 大法院의 關係. 憲法裁判所의 違

憲法律審判權과 法院의 法律解釋權, 試界 1997. 5.호, 84면 참조.

142) 이와 련해서는 金雲龍, 違憲審査論, 595-597면 참조.

143) 이와 련해서는 金雲龍, 違憲審査論, 597-599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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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을 제시한다. 그런가 하면 헌법불합치결정을 헌재법 제47조

제2항 본문의 ‘효력상실’을 제한 으로 용하는 변형 헌결정으로

규정짓고 있다.144)

그러나 부인설은 체로 두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그 하나는 헌법

불합치결정 자체가 헌재법 제47조 제2항에 어 나는 것이라는 태도

이다. 다른 하나는 그러한 결정을 제한 으로 인정하려는 태도이다.

자는 헌법불합치결정을 면 으로 부정하는 견해로써, “헌법재

소가 임의로 선택하는 시기로부터 법률 는 법률의 조항의 效力

을 喪失하게 하는 결정을 할 수 있는 法的 根據를 규정”하지 않았

다거나,145) 헌결정을 하면 그에 한 효력은 헌재법 제47조에 정

해진 로 발생하는 것이고 헌법재 소가 그 효력을 변경하거나 그

효력발생을 유보시킬 수 없다고 한다.146)

그런가 하면 후자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헌결정의 일종으로 보

고, 헌재법 제47조 제2항에 규정된 헌결정된 법률의 효력상실에

있어 효력상실시기만을 일정기간 유 된 것으로 본다.147) 그 지만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법 용자인 법원으로 하여 불합치

법률의 용 차를 지하고 개선입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명하는

것에 해 명시 인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소송 차의 지나 법률

용의 지를 요구함은 법 의 독립을 침해하는 것으로 법원이 이

에 기속될 것은 아님을 주장한다.148) 그리고 헌법재 소가 구법에

144) 헌재 1994. 7. 29. 92헌바49 등, 례집 6-2. 64,120; 헌재 1997. 3. 27. 95헌가14 등, 례집

9-1, 193, 206.

145) 헌재 1989. 9. 8. 88헌가6, 례집 1. 199, 270(김진우재 의 반 의견), 268(변정수 재

의 반 의견) 참조.

146) 변정수 재 은 그 외에도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라는 주문이 헌결정의 주문이 아니

라고 한다면, 어떠한 근거로 기한설정시 이후에는 그 법률의 효력이 상실된다는 것인지

설명할 방법이 없음을 지 한다. 헌재 1993. 3. 11. 88헌마5, 례집 5-1. 59,90 참조. 그리고

조승형 재 은 그 게 하는 것은 헌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헌재법 제45조, 제47조 제2

항의 명문규정에 배치된다고 한다. 헌재 1995. 9. 28. 92헌가11 등, 례집 7-2. 264,287 이

하 참조.

147) 법원과 련 실무자들의 태도이다. 법 1991. 6. 11. 선고 90다5450 결(공1991, 1805 이

하) 참조.

148) 金命洙, 憲法問題와 裁判(上), 531면. 그러면서도 “물론 법원이 스스로의 단에 따라 새로

운 입법이 있을 때까지 차를 지하 다가 새로운 입법이 있을 때 그에 따라 재 을 하

는 것은 계없을 것”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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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면서 구법이 이미 신법으로 개정되었음을

이유로 법 용자로 하여 개정법률을 불합치법률(구법)의 용사

안에 소 용할 것을 명한 것149)과 련하여 소 용할 법리상

근거가 없음을 제시하면서 구법을 계속 용하고 있다.150)

헌법재 소가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면서 입법자에게 개선입법을

구하고 법 용자에게 법 용 차를 지하고 개선입법에 따라 처

리하도록 명하거나 잠정 으로 불합치법률을 계속 용하도록 명할

법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함은 분명하고 본다.

그러나 술한 바와 같이 헌법불합치결정이 필수 으로 요구되는

역이 있음을 부인해서는 안된다고 본다. 그 지만 이것은 헌법재

소가 변형결정과 그 효력에 있어 헌재법에 흠결된 역이 존재함

을 인식하고, 구체 인 사례를 하게 해결하기 해 헌법재 소

스스로가 흠결보충 인 법형성을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

한다.151) 물론 여기서도 헌결정의 법 효과를 제약하는 형태로

이루어져야 함은 당연하다고 하겠다.152)

아무튼 제47조 제1항이 ‘법률의 헌결정’으로, 제2항이 ‘ 헌으로

결정된 법률’로 규정하고 있긴 하지만, 그것은 국가기 이나 일반국

149) 헌재 1995. 11. 30. 91헌바1 등, 례집 7-2. 562.

150) 법 1997. 3. 28. 선고 95 17960 결(공1997상, 1274); 법 1997. 3. 28. 선고 96 15602

결(공1997상, 1282); 법 1997. 5. 7. 선고 96 16704(공1997상, 1777); 법 1997. 10. 24.

선고 96 9973 결(공1997하, 3679); 법 1998. 2. 10. 선고 97 2771 결(공1998상, 792)

등 참조.

151) 그리고 헌법불합치결정에 있어 기한설정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과 련해서는 이 인

근이 가능하다. 그 하나는 명시 인 법 근거가 없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비록 법 근거가 없다 할지라도 그 실 인 필요성으로 인해 허용할 수밖에 없다

는 것이다. 물론 오스트리아의 경우에는 헌결정에 의한 법률의 폐지시한을 최장 18개월

까지 유 하는 기한설정규정을 헌법에 명시하고 있지만, 독일의 경우 그러한 명시 인 근

거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필요성 때문에 허용하고 있다는 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직 이고 명시 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연헌재법의 다른 규정, 컨 제32조나 제35조

에서 극 으로 도출해보고자 하는 시도가 나타나게 된 것이다.

152) 헌법재 소가 불합치법률의 용 차를 지하고 개선입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명하는 것은

헌법상 사법부에게 보장된 권한규범을 침해한 것이고 헌결정의 법 효과를 제약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확장한 것이라고 하는 주장도 나름 로 설득력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그러나 그 게 하도록 헌법재 소가 법원에게 명한 취지가 국민의 기본권을 철 하

게 보장하도록 한 것이라면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이다. 게다가 가능한한 합헌 인 질서를

신속하게 확보하고 법 으로 하여 헌법과 합헌인 법률에 따라 재 을 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헌법 제103조에 극 으로 부합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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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에게 인 효과가 가장 큰 결정유형만을 표 으로 시한

것으로 이해함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⑶ 限定決定의 否認論據로서의 法律解釋權

법원은 헌법재 소의 한정 헌결정은 헌결정이 아니라 법률

해석에 지나지 않고, 법률해석권은 헌법 제101조와 제103조에서 도

출된 사법권의 본질 구성부분에 해당함을 주장한다.153) 이를 근거

로 법원은 한정 헌결정을 부인한다.

그러나 그에 반해 헌법재 소는 한정 헌결정이 헌법 제107조 제

1항과 제111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한 법률의 헌심 의 결과에 해

당된다고 하면서 법원이 가지고 있는 법률해석권은 제한 인 해

석권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154)

이에 해서는 몇가지 지 이 필요하다.155)

첫째, 법률을 단순 헌결정할 경우 법률해석이 불필요한가 하는

이다. 그 지 않다면, 헌법재 소가 행한 헌결정시의 법률해석

에 해서는 법원도 용인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156) 그 다

면 법원이 주장하는 법률해석권은 배타 이고 속 인 사법권의

일부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치 않을 것이다. 즉 법률의 헌결

정에서 헌법재 소가 행하는 법률해석권을 제외한 나머지 역에서

만 법원의 법률해석권이 인정될 수밖에 없게 된다.157)

둘째, 법원의 교묘한 논리의 왜곡도 지 되어야 한다. 즉 법

153) 법 1996. 4. 9. 선고 95 11405 결(공1996상, 1442 이하) 참조.

154) 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례집 9-2. 842, 859-865 참조.

155) 상세한 내용은 拙稿, 全北産業大 論文集 제19집, 10면 이하; 拙稿, 법과 사회 제14호, 122면

이하; 拙稿, 본 제15집(발간 정); 拙稿, 金哲洙敎授停年論文集, 911-914면 참조.

156) 淳茂, 憲法問題와 裁判(上), 567면(헌법재 소가 법률조항에 해 법률해석을 하더라도 그

것은 헌 단에 부수되는 것이며 그런 법률해석이 바로 사법기 인 법원을 기속할 수는

없고, 다만 그것이 헌결정의 결과로 나타난 경우에 한하여 헌결정의 효력으로 법원에

하여 기속력을 갖게 되는 간 계에 있는 것에 불과하다.) 참조.

157) 黃道洙, 試界 1997. 5.호, 87면(“이 에서 법원의 법률해석권은 법률내용에 한 헌심

권이 제외되어 있는 제한된 법률해석권으로 이해된다.”) 참조. 反 : 淳茂, 憲法問題와

裁判(上), 569면(“동일한 법률조항의 해석에 하여 그 해석을 헌법재 소가 하 다고 하여

법원의 법률해석권이 그에 우선당하여 헌법재 소의 해석에 기속되어야 한다면 헌법상 헌

법재 소에 양자의 법률해석권의 경합이나 에 있어서의 우 를 인정하는 실정법의 규

정이 없이는 가능하지 아니한 것이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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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은 “구체 사건에 있어서 당해 법률 는 법률조항의 의미․내용

과 그 용범 가 어떠한 것인지를 정하는 권한, 곧 법령의 해석․

용권한은 사법권의 본질 내용을 이루는 것으로서 으로

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법원에 속하는 것”이라고 한다. 여기

서 분명 법원은 ‘구체 사건에서’의 법령의 해석․ 용권을 사법

권의 본질 내용으로 악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구체 사건에

한정된 권한을 언 하면서도 그것을 헌법 제107조 제1항, 제11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는 사항에도 용할 수 있는 ‘일반 인’ 권한

으로 확 해석하고 있다는 이다.158)

셋째, 한정 헌결정은, 비록 그 결정이 있다 할지라도 심 상인

법률조항의 외부 존속에 향을 미치지 않지만, 그 본질에 있어

부분 헌결정인 것은 분명하다는 이다. 법률의 헌성심사의

결과로서 법률조항이 특정의 용 역에서 제외되는 부분은 헌이

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그것은 법률해석에 한 헌법재 소의

단순한 견해가 아니라, 헌법에 정한 권한에 속하는 법률에 한

헌심사의 한 유형이라고 하겠다.

이상에서 볼 때, 법원이 가진 법률해석권은 헌법 제107조 제1

항과 제111조 제1항 제1호와 련된 법률해석권을 제외한 제한된

해석권에 지나지 않는다 할 것이고, 한정 헌결정 역시 의 조

항에 근거한 헌법률심 의 결과에 해당함을 부인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법률해석권이 법원에 속한 배타 인 사법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한정 헌결정을 헌법재 소가 선고할 수 있는 변형결정의

일종으로 볼 수 없다는 부인론은 타당치 않다고 하겠다.

158) “이러한 법리는 우리 헌법에 규정된 국가권력분립구조의 기본원리와 법원을 최고법원으

로 규정한 헌법의 정신으로부터 당연히 도출되는 이치로서, 만일 법원의 이러한 권한이 훼

손된다면 이는 에서 본 헌법 제101조는 물론이요, 어떤 국가기 으로부터도 간섭받지 않

고 오직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 하도록 사법권 독립을 보장한

헌법 제103조에도 반되는 결과를 래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정 헌결정에 표 되어

있는 헌법재 소의 법률해석에 한 견해는 법률의 의미․내용과 그 용범 에 한 헌법

재 소의 견해를 일응 표명한 데 불과하여 이와 같이 법원에 속되어 있는 법령의 해석․

용권한에 하여 어떠한 향을 미치거나 기속력도 가질 수 없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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⑷ 立法趣旨

변형결정 부인설은 “과거 권 주의시 의 헌법률 는 법률조

항의 잠정 용으로 인하여 권 주의를 정당화시키는 어떠한 결

정도 배제하고자 하는 뜻에서 헌법재 소가 ‘ 헌’이면 헌, ‘합헌’

이면 합헌의 심 만을 할 수 있으며 그 이외의 여하한 결정도 할

수 없게 하는데 그 취지가 있었고, 이와 같은 경우 혹시라도 그 취

지에 반하는 법규범의 공백상태로 인하여 오히려 헌법상의 각 원칙

과 원리에 반하는 결과가 래하는 등의 충격을 완화하기 하여

독일의 경우와는 반 로 실효된 법률 는 법률조항의 장래효만을

규정하 으므로 이와 같은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헌법불합치라는

변형결정은 결코 허용될 수 없다.”고 한다.159)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치 못한 것으로 보여진다. 헌결정의

장래효원칙이라고 하는 것을 그 로 고집할 경우에는 구체 사건

에서의 정의를 지나치게 소홀하게 다룬다는 비난을 받을 것이다.160)

바로 이러한 을 감안하여 이른바 외 인 소 효의 용범 에

한 확 를 헌법재 소나 법원이 시도하게 된 것이다.161) 그리고

만약 소 효의 용범 를 확 하지 않는다면, 헌결정 이후 많은

159) 헌재 1995. 9. 28. 92헌가11 등, 례집 7-2. 264, 293(조승형 재 의 반 의견).

160) 왜냐하면 헌결정의 장래효원칙에 따른다면, 당해사건조차도 권리구제의 상에 포함되지

않고 그것은 헌법 제107조 제1항의 헌법률심 에 한 규정에 반되기 때문이다. 즉

장래 인 효력상실로 인해 원래 로 한다면 당해사건에서도 아무런 편익을 향유할 수 없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을 법률에 한 헌결정의 효력과 련한 법원 례는

하게 지 하고 있다. 법 1991.6.11. 선고 90다5450 결(공1991, 1895. 즉 법률의 헌

여부의 심 제청은 그 제가 된 당해사건에서 헌으로 결정된 법률조항을 용받지 않으

려는 데 그 목 이 있으며, 만약 제청하게 된 당해사건에 있어서도 遡及效를 인정하지 않

는다면, 제청 당시 이미 違憲 否 審判의 前提性을 흠결하여 제청조차 할 수 없다고 해석

되어야 하기 때문에, 具體的 規範統制의 實效性을 보장하기 해 例外的으로 遡及效를 허

용한다); 법 1991. 12. 24. 선고 90다8176 결(공1992, 640); 1992. 2. 14. 선고 91 1462

결(공1992, 1065. 즉 法院에 係屬中인 事件”은 어느 것이나 違憲決定이 있기 에 憲法裁

判所의 違憲決定을 한 계기를 부여할 수 있었던 것인 데도 憲法裁判所의 違憲決定을 미

리 받지 못한 우연한 사정 때문에 違憲法律의 適用을 받게 되어 權利救濟의 측면에서 매우

불공평하고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그 게 보지 아니하면 헌법 제107조 제1항, 헌법 제111

조 제1항 제1호가 규정하는 違憲法律에 한 具體的 規範統制의 實效性도 보장하기 어려우

며, 한 違憲決定의 效力에 하여 와 같이 制限的인 遡及效를 인정한다 하여 法的安定

性을 크게 해칠 우려도 없다.”) 참조.

161) 상세한 내용은 拙稿, 博士學位論文, 219면 이하; 拙稿, 憲法裁判硏究 제7권, 230면 이하 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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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도과된 이후에도 법 용자는, 특히 법원은 그 로 헌법률

을 용하여야 하는 상이 래될 것이다.162) 이것은 바로 부인설

이 두려워 하는 ‘권 주의를 정당화시키는’ 것과 동일한 결과가 나

타나게 된다고 하겠다.

⑸ 憲法裁判所의 法形成

변형결정 부인설은 술한 바와 같이 법 근거에 해서도 엄격

하게 해석함과 아울러 헌법재 에 의한 법형성에 해서도 소극

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에 반해 정설은 “재 주문을 어떻게 내느냐의 주문의

방식문제는 민사소송에서 그러하듯 헌법재 에 하여서도 아무런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헌법재 의 본질상 주문을 어떻게 표시할

것인지는 재 의 재량에 일임된 사항”이라고 한다.

그런가 하면 입법자가 입법 당시에 법문에 부여코자 했던 정책

인 고려는 헌법의 기본원리와 헌법해석상 당연히 설정되는 합헌

인 범 내에서만 참작될 수 있고 이에 맞추어 입법권을 행사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헌법재 은 일반법률을 해석하는 순수한 사법 기

능이라기 보다 고도의 재량 상황 단을 종종 요구하는 입법 기

능이라고 표 되기도 하는 것이다. 때문에 이에 따라 헌법재 소가

결함이 있는 법률의 헌심사인 규범통제를 함에 있어서는 가

심 상법률의 합헌 인 의미와 합리 인 목 을 찾아 법문에 가

장 가깝게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고 거기에서 헌법에 충실한 법률의

객 의미를 발견하고, 그리고 입법정책 인 내재 규범의 의미

가 있다면 가능한 한 그에 따른 해석기능을 통하여 이를 끄집어 내

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난 후에도 헌법상 결함있는

법률에 하여는 헌을 선언할 것인지, 헌확인의 취지인 헌법불

합치를 선언할 것인지 혹은 해석가능한 한정 헌을 선언할 것인

지 등에 한 규범통제를 하는 방식은 헌법재 당시에 있어서의

162) 拙稿, 博士學位論文, 228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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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어진 모든 헌법 상황을 근거로 종합 으로 재량하여 단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163)

생각건 , 술한 바와 같이 변형결정을 선고할 필요성이 단히

크고 법 근거가 이를 명시 으로 부인하지 않는 한, 헌법재 소

가 법률의 헌여부를 심 함에 있어 헌재법상 명문의 규정이 없다

할지라도, 헌법형성 인 기능을 부정해서는 안된다고 보여진다.164)

이 은 후술하는 바와 같이 독일의 경우에도 흠결보충 인 법형성

에서 규범내재 인 법형성으로 이되었던 바와 동일한 시각에서

악할 수 있을 것이다.165)

나. 比較法的 根據

변형결정의 허용여부에 해 정설은 비교법 인 시각에서 독일

의 입법례와 운 실제를 제시하는 데 반해, 부인설은 독일의 경우

에 해 비 을 가함과 아울러 우리의 입법실제가 독일과 유사하기

보다는 오스트리아와 흡사함을 제시한다. 이와 련하여 몇가지 쟁

별로 검토하기로 한다.

첫째, 독일에서 변형결정의 법 근거가 불확실하나마 헌재법에

규정된 것은 1970년 연헌재법 개정 이후임은 분명하다.166) 그 이

까지는 법 근거가 명료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연방헌법재 소가

163) 헌재 1992. 3. 13. 92헌마37 등, 례집 4. 137, 156-157.

164) 이 은 법 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재 을 함에 있어 법 근거가 불충분

하다고 하여 재 을 포기할 수 없는 것과 동일한 이치로 보아야 할 것이다. 법 이 법을

해석함에 있어 이러한 기능 역할이 부인되지 않는다면, 마찬가지로 헌법재 에 의한

그러한 역할을 부인해서는 안될 것이다.

165) 상세한 내용은 拙稿, 金雲龍敎授華甲論文集, 248면 이하 참조.

166) Vgl. BT-Drucksache VI/1471. S.6(“ 행법 제79조 제1항에 따르면, 연방헌법재 소에 의해

무효로 선언된 규정에 근거한 확정된 형사 결에 해서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재심

차가 허용된다. 형사 결이 헌법재 소에 의해 헌으로 선언된 법규범의 해석에 근거하

다면, 그때에도 재심 차가 가능한지의 여부에 해 논란이 있다. 본 원회는 이러한 경

우는 재심에서 법규범의 무효선언과 동등하게 취 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어떠한 형사

결이 헌 인 법 용에 근거하 거나 헌 인 법규범에 근거하 는지의 여부는 본질 으

로 아무런 차이 도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법규범이 헌법재 소에 의해 무효선언된

것이 아니라 단지 기본법에 불합치하는 것으로 선언된 사례도 명확히 이에 포함됨은 분명

하다. 컨 이것은 제67조에 따라 연방헌법재 소가 법규범의 무효를 선고하지 않고 단

지 기본법 규정의 반만을 선고한 기 쟁의에도 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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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로 확립한 것이다. 게다가 변형결정의 유형에 해당하는 것

헌법불합치결정과 합헌 법률해석에 한해서만 입법 으로 수용된

것이지 그밖의 결정유형은 아직도 입법 으로 해결된 것이 아님을

간과해서는 안된다.167)

둘째, 독일에서는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오스트리아에서는 필요성

이 없다는 과 련한 부분에 한 검토이다. 이에 해서는 두가

지 측면에서 답변이 가능하다.

그 하나는 이미 술한 바와 같이, 폐지무효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외 인 소 효의 범 를 확장하려는 한, 필연 으로 그 필

요성이 제시될 수밖에 없다는 이다.

다른 하나는 오스트리아조차도 연방헌법 제140조 제5항에서는 헌

법재 소 결정에 의한 헌법률의 폐지를 원칙 으로는 결정일로부

터 발생하지만, 헌법재 소가 헌법률의 경우 18개월을 기한으로

폐지를 유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이다. 우리는 여기서

헌법률을 최장 18개월까지 그 효력을 유지시키는 것168)이 헌법불

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불합치법률의 잠정 인 계속 용과 어떠한

차이 을 지니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169) 이것은 헌

결정의 장래 폐지를 규정함과 아울러 당해사건 등에 해서만

외 인 소 효를 허용하고 있는 오스트리아에서 조차도 변형결정에

해 최소한도나마 그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하겠다. 그 다면

변형결정이 으로 불필요하다는 견해는 부 하다고 하겠다.

다. 其  他

167) 독일연헌재법은 명시 으로 연방헌법재 소가 구체 인 특정 유형의 변형결정을 선고할 수

있다는 형태로 규정을 두지 않고, 단지 간 인 형태로 언 을 하고 있을 뿐이다. 컨

제31조에서는 “기본법에 합치 는 불합치하…는 것으로 선언”한다거나, 제79조에서는 “기

본법에 불합치하…는 것으로 선언된 규범”이라거나 “연헌재가 기본법에 불합치하는 것으로

선언한 규범의 해석”이라고 하고 있다.

168) 이에 한 상세한 내용은 拙稿, 博士學位論文, 178면 이하 참조.

169) 다만 차이 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은 폐지유 결정의 경우 당해사건에 한해 개시자혜택을

부여하여 권리구제의 상에 포함시키는데 반해,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불합치법률의 잠

정 인 계속 용의 경우에는 당해사건 조차도 불합치법률을 그 로 용하여야 한다는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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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형결정을 부인설은 특히 헌법불합치결정과 련하여 헌결정

과 어의상 구분이 어렵다는 을 강조한다. 즉 다수의견의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라는 표 은 ‘헌법에 반된다’라는 표 과 마찬

가지로 헌이라는 뜻에 아무런 차이가 없음을 지 한다.170) 그러나

용어의 의미는 형성하기에 나름이 아닌가 한다.

4. 私  見

이상에서 논의된 바에 해 간략하게 필자의 입장을 제시하면 다

음과 같다.

첫째, 헌법불합치결정 등의 변형결정을 선고할 수 있는 법 근거

가 명확하지 않지만, 헌법재 소는 그 필요성이 있을 경우 흠결보충

인 법형성을 할 수 있고, 변형결정도 이에 해당한다는 이다.

둘째, 한국의 입법례가 독일과는 다르고 오히려 오스트리아와 유사

하다는 을 들어 변형결정, 특히 헌법불합치결정을 부인하는 견해도

있지만, 그 필요성이 상 으로 축소되기는 하겠지만, 오스트리아의

입법례도 이를 부분 으로 인정한다는 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셋째, 변형결정에 해 독일에서 취한 일련의 태도는 우리에게

좋은 시사 이 된다고 하겠다. 특히 1970년도에 있었던 연헌재법

제4차 개정의 시도에서 연방법원의 횡포에 한 연방의회의 한

제동은 그 을 명확히 해 다고 하겠다. 즉 폐지무효설의 입장으

로 연헌재법을 개정한다 할지라도 성실납세자를 보호하기가 어렵다

는 인식을 바탕으로 국가재정의 탄이라는 문제 을 해소시킬 수

없다는 에 해 깊이 인식하고, 헌법재 소의 결정을 수하지

않으려는 연방법원의 태도에 주목하고 변형결정, 즉 헌법불합치결

정과 합헌 법률해석에 한 법 근거를 연헌재법 제31조와 제79

조에 명시하 었다는 이다.

170) 헌재 1991. 3. 11. 91헌마21, 례집 3. 91,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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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다수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헌재법 제47조 제2항 본문을

헌결정의 장래효원칙을 규정한 것으로 악한다 할지라도, 외

인 소 효의 범 를 이른바 일반사건으로 확장시키는 한, 변형결

정은 필수 이라는 이다. 소 효의 범 를 당해사건으로 한정

할 경우 변형결정의 필요성이 상 으로 축소되기는 하겠지만, 구

체 규범통제의 실효성을 해하고 평등의 원칙을 침해한다는

한 문제 을 래한다는 이다.

다섯째, 구체 규범통제를 제도 기반으로 하여 법률의 헌결

정을 선고함에 있어서는 구체 사건에서의 정의와 법 안정성은 서

로 배치되는 법익일 수밖에 없고, 양자의 법익을 모두 충족시키

려고 하는 한, 변형결정을 극 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다는 이다.

여섯째, 재 변형결정을 선고할 수 있는지에 해 불필요한 논

란이 지 않으므로, 입법자는 개략 으로나마 변형결정의 법 근

거를 입법화함이 바람직할 것이다.171)

Ⅳ. 變形決定  類型化  體系化

이상에서는 변형결정의 필요성과 법 근거를 둘러싼 논란에

해 검토하 다. 변형결정에 해 어떻게 유형화하고 체계화할

것인가의 문제는 법 효과를 명확하게 획정하는데 나름 로 요

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

그러면 여기서는 먼 변형결정에 해 헌법재 소와 법원 등

의 실무계 학계에서 제시하는 일반 인 유형을 살펴 본다. 이어

결정을 유형화함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요소를 검토한다. 그 다음,

필자 나름 로 그 유형을 체계화하고 새로운 결정유형의 선택가능

성에 해서도 논의하기로 한다.

171) 同旨: 金鐵容․金文顯․鄭在晃, 憲法裁判硏究 제4권, 171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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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變形決定  一般的  類型

가. 憲法裁判所

헌법재 소가 처리한 심 사건통계표172)를 살펴 볼 때, 헌법재

소는 결정유형을 헌, 헌법불합치, 일부 헌, 한정 헌, 한정합헌,

인용, 합헌, 기각, 각하 기타 등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법률의

헌여부결정과 련한 유형으로는 헌, 헌법불합치, 일부 헌, 한

정 헌, 한정합헌, 합헌 등을 들 수 있다.173) 여기서 합헌결정이나

헌결정은 형 인 결정유형에 해당하고, 나머지 유형인 헌법불

합치결정, 일부 헌결정, 한정 헌결정 한정합헌결정 등이 본고

에서 검토하고자 하는 변형결정에 해당된다고 하겠다.

그런가 하면 헌법재 소가 헌여부를 심 한 법령조항에 해

헌법재 소 례집174)에서 제시한 유형을 살펴 보면, 운 기와 비

교할 때, 최근에는 아주 달라진 듯한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즉 기에는 법률에 한 헌여부의 결정에 해 합헌결정과

헌결정 이외에도 다양한 변형결정의 형태로 주문을 제시하

다.175) 그 유형으로는 일부 헌결정, 헌법불합치결정, 한정합헌결정,

한정 헌결정 헌불선언결정 등이었다.176)

그러나 최근에 제시된 유형을 살펴 보면, 헌불선언결정과 일부

헌결정이 종래 변형결정의 한 유형으로 제시되던 것이 사라지

172) 컨 공보 27. 300 참조.

173) 물론 각하결정도 법률이 계쟁물이 되었을 경우 그 선고가 가능하겠지만, 본고에서의 논의

상과는 직 인 연 성이 없으므로 제외하기로 한다.

174) 례집 1. 421 이하; 례집 2. 509 이하; 례집 3. 620 이하; 례집 4. 986 이하; 례집

5-1. 448 이하; 례집 5-2. 725 이하; 례집 6-1. 723 이하; 례집 6-2. 552 이하; 례집

7-1. 917 이하; 례집 7-2. 913 이하; 례집 8-1. 569 이하; 례집 8-2. 878 이하; 례집

9-1. 702 이하; 례집 9-2. 900 이하 참조.

175) 례집 1. 421 이하; 례집 2. 509 이하; 례집 3. 620 이하; 례집 4. 986 이하 참조.

176) 좀더 정확하게 표 하면, 헌결정에 의하여 효력이 상실된 법률(령)조항과 합헌결정된 법

률조항 이외에도 일부 헌결정된 법률조항, 헌법불합치로 해석된 법률조항, 한정 헌으로

해석된 법률조항, 한정합헌으로 해석된 법률조항 헌불선언된 법률조항 등으로 표기․

분류되어 있다.



879

고,177) 단지 憲法不合致決定, 限定合憲決定, 限定違憲決定 등으로만

제시하고 있다.178)

그러면 여기서는179) 憲法不合致決定, 限定合憲決定, 限定違憲決定

一部違憲決定 등에 해서만 소개하기로 한다.180)

우선, 憲法不合致決定은 違憲決定을 선고하는 신, 단순히 ‘…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주문만을 제시하거나181) 그러한

177) 그런데 여기서 헌불선언결정이 종래의 결정유형으로 선택되던 것이 최근들어 이 유형을

단순합헌결정으로 악하고 주문에서도 그 게 표기하고 있지만, 일부 헌결정에 해

서 그 결정유형의 선택을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헌법재 소 례집 제5-1권 이후부

터는 일부 헌결정의 유형으로 분류하지 않고 있다.

178) 례집 5-1. 448 이하; 례집 5-2. 725 이하; 례집 6-1. 723 이하; 례집 6-2. 552 이하;

례집 7-1. 917 이하; 례집 7-2. 913 이하; 례집 8-1. 569 이하; 례집 8-2. 878 이하;

례집 9-1. 702 이하; 례집 9-2. 900 이하 참조. 그런데 여기서 몇 가지 특징 인 면이

나타나고 있다. 즉 합헌결정된 법률조항과 한정합헌으로 해석된 법률조항이라는 표 은

체 례집에 걸쳐 통일 으로 그 용어가 사용되고 있지만, 종래 한정 헌으로 해석된 법률

조항과 헌법불합치로 해석된 법률조항이라는 표 이 각각 한정 헌으로 결정된 법률조항

( 례집 9-2. 900,901 참조)과 헌법불합치로 결정된 법률( 례집 9-2. 900,901 참조)로 바

었다. 그리고 헌결정에 의하여 효력이 상실된 법률조항이라는 표 은 단순 헌으로 해석

된 법률조항( 례집 6-2. 552; 례집 7-1. 917; 례집 7-2. 913; 례집 8-1. 569; 례집

8-2. 878; 례집 9-1. 702 참조)을 거쳐 단순 헌으로 결정된 법률조항( 례집 9-2. 900 참

조)으로 그 표 이 변경되었다. 이를 볼 때, 종래 결정이라는 표 을 사용하기 보다는 해석

이라는 표 을 선호하 지만, 법률해석을 둘러싼 불필요한 논란이 야기됨으로 인해 해석이

라는 표 을 사용하여 결정유형을 분류하던 것을 가능하면 해석이라는 표 을 배제한 것이

아닌가 한다. 그래서 최근의 헌법재 소 례집인 제9-2권에서는 단순 헌으로 결정된 법

률조항, 합헌결정된 법률조항, 헌법불합치로 결정된 법률조항, 한정 헌으로 결정된 법률조

항 등으로 표기된 것이 아닌가 한다.

179) 여기서의 통계가 헌법재 소가 공보에서 제시한 통계와 그 수치가 다른 것은 병합사건이나

두 개 이상의 법률조항이 심 상이 된 것에 해 헌법재 소의 경우 별건으로 나 거나

하나로 악하여 사건의 통계수치를 잡은 것이고, 필자는 그런 것을 한건으로 처리하여

악하기 때문임을 밝 둔다.

180) 헌불선언결정에 해 헌법재 소는 더 이상 선고하지 않고 있다. 종래 헌불선언결정은

“…은 헌법에 반된다고 선언할 수 없다”는 형태의 주문형식으로 제시되었다 헌재 1989.

12. 22. 88헌가13, 례집 1. 357, 363; 헌재 1993. 5. 13. 90헌바22 등, 례집 5-1. 253, 257;

헌재 1994. 6. 30. 92헌바23, 례집 6-1. 592, 598 등 참조. 이러한 결정유형은 違憲意見이

多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헌법상 違憲決定定足數가 재 6인 이상의 찬성으로 규정되

어 있음에 따라, 당해법률을 헌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 활용되는 주문형식이다. 그러

나 이와 같이 主文이 선고되었다 할지라도, 헌결정으로서의 기속력이 발생하는 것도 아

니고 계쟁된 법률조항의 효력에도 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단지 사정변경이 있거나

재 의 구성이 변경될 경우 당해법률이 헌으로 결정될 수도 있다는 에서 입법자에게

사실상의 기속이라는 의미를 지닐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결정유형은 법 으로는 단순합

헌결정으로 취 된다고 할 것이다. 우리 헌법재 소는 1996년부터 헌불선언결정 신 합

헌결정의 형식으로 통일하려는 듯하다. 許營, 韓國憲法論, 808면 주2번 참조. 헌재 1996. 2.

16. 96헌가2 등, 례집 8-1. 51, 96; 헌재 1996. 12. 26. 90헌바19 등, 례집 8-2. 729, 783;

헌재 1997. 1. 16. 90헌마110 등, 례집 9-1. 90, 154; 헌재 1997. 12. 24. 97헌마16, 례집

9-2. 881, 894 등 참조.

181) 헌재 1994. 7. 29. 92헌바49 등, 례집 6-2. 86; 헌재 1995. 11. 30. 91헌바1 등, 례집 7-2.

569; 헌재 1997. 3. 27. 95헌가14 등, 례집 9-1. 19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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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을 제시함과 아울러 기한설정의 주문을 부가하는182) 결정유형

을 말한다. 이 결정유형은 1997년 12월말까지 총 9차례 선고된 바

있다.

둘째, 限定違憲決定이라 함은 “법률의 헌여부가 심 의 상이

되었을 경우, 재 의 제가 된 사건과의 계에서 법률의 문언, 의

미, 목 등을 살펴 한편으로 보면 합헌으로, 다른 한편으로 보면

헌으로 단될 수 있는 등 다의 인 해석가능성이 있을 때 일반

인 해석작용이 용인되는 범 내에서 종국 으로 어느 쪽이 가장

헌법에 합치되는가를 가려, … 합헌 인 한정축소 해석의 타당 역

밖에 있는 경우에 까지 법률의 용범 를 넓히는 것은 헌이라는

취지로 법률의 문언 자체는 그 로 둔 채 헌의 범 를 정하여”

선고하는 결정유형을 말한다.183) 그 주문은 ‘…으로 해석되는 한 헌

법에 반된다’는 형태로 제시되고 있다. 이 결정유형은 기에는

선고되지 아니하다가 1992년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 한법률 제7조

제1항의 헌심 사건184) 이래 총 14차례나 선고되었다.185)

셋째, 限定合憲決定이라 함은 “법률의 헌여부가 심 의 상이

되었을 경우, 재 의 제가 된 사건과의 계에서 법률의 문언, 의

미, 목 등을 살펴 한편으로 보면 합헌으로, 다른 한편으로 보면

헌으로 단될 수 있는 등 다의 인 해석가능성이 있을 때 일반

인 해석작용이 용인되는 범 내에서 종국 으로 어느 쪽이 가장

182) 헌재 1989. 9. 8. 88헌가6, 례집 1. 201; 헌재 1991. 3. 11. 91헌마21, 례집 3. 94; 헌재

1993. 3. 11. 88헌마5, 례집 5-1. 62; 헌재 1995. 9. 28. 92헌가11 등, 례집 7-2. 268; 헌

재 1997. 7. 16. 95헌가6 등, 례집 9-2. 6; 헌재 1997. 8. 21. 94헌바19 등, 례집 9-2. 246

참조.

183) 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례집 9-2. 842, 861-862.

184) 헌재 1992. 6. 26. 90헌가23, 례집 4. 302.

185) 헌재 1992. 6. 26. 90헌가23, 례집 4. 302; 헌재 1993. 5. 13. 91헌바17, 례집 5-1. 277; 헌

재 1994. 4. 28. 92헌가3, 례집 6-1. 207; 헌재 1994. 6. 30. 92헌가9, 례집 6-1. 545; 헌

재 1994. 6.30. 93헌바9, 례집 6-1. 633; 헌재 1994. 7. 29. 93헌가4 등, 례집 6-2. 21; 헌

재 1994. 12. 29. 93헌바21, 례집 6-2. 380; 헌재 1995. 7. 21. 92헌마144, 례집 7-2. 97;

헌재 1995. 9. 28. 94헌바23, 례집 7-2. 321; 헌재 1995. 10. 26. 94헌바12, 례집 7-2.

450; 헌재 1995. 11. 30. 94헌바40 등, 례집 7-2. 622; 헌재 1997. 6. 26. 93헌바49 등, 례

집 9-1. 614; 헌재 1997. 11. 27. 95헌바38, 례집 9-2. 592; 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례집 9-2. 848.



881

헌법에 합치되는가를 가려, 한정축소 해석을 통하여 합헌 인 일

정한 범 내의 의미내용을 확정하여 이것이 그 법률의 본래 인 의

미이며 그 의미 범 내에 있어서는 합헌이라고” 선언하는 결정유형

을 말한다.186) 이 유형이 헌법재 소 운 기에 變形決定으로서 가

장 일반화되었었고, 헌법재 소가 자주 활용하는 주문형식이었다.

체로 ‘…으로 해석되는 한 헌법에 반되지 아니한다’는 형태로

제시되고 있다.187) 그와 아울러 단순 헌으로 결정이 가능한 것을

이 결정유형을 선택함으로 인해 헌결정의 회피수단으로 활용한다

는 비 을 받았던 유형이다.

넷째, 一部違憲決定이다. 이에 해당하는 결정유형에 해서는 헌

법재 소 례집 제4권까지에서만 나타나고 그 이후에는 이 유형으

로 분류된 것이 없다.188)

즉 ① 민법 제764조 ‘명 회복에 당한 처분’에 사죄 고를 포함

시키는 것,189) ② 국유재산법 제5조 제2항을 동법의 국유재산 잡

종재산에 하여 용하는 것,190) ③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

에 한법률 제5조 ‘특수건물’부분에 동법 제2조 제3호 가목 ‘4층 이

상의 건물’을 포함시키는 것,191) ④ 국회의원선거법 제55조의3

‘정당연설회에 당해 지역구후보자를 연설원으로 포함시킨 부분’과

제56조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한 지역구마다 2종의 소형인쇄물

을 따로 더 배부할 수 있도록 한 부분’,192) ⑤ 국가보안법 제19조

186) 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례집 9-2. 842, 860-861.

187) 1997년 12월말 재 총 12차례 선고된 바 있다. 헌재 1989. 7. 21. 89헌마38, 례집 1. 133;

헌재 1990. 4. 2. 89헌가113, 례집 2. 52; 헌재 1990. 6. 25. 90헌가11, 례집 2. 168; 헌재

1990. 8. 27. 89헌가118, 례집 2. 225; 헌재 1992. 1. 28. 89헌가8, 례집 4. 8; 헌재 1992.

2. 25. 89헌가104, 례집 4. 71; 헌재 1992. 4. 14. 90헌바23, 례집 4. 164; 헌재 1994. 4.

28. 92헌가3, 례집 6-1. 207; 헌재 1994. 8. 31. 91헌가1, 례집 6-2. 156; 헌재 1996. 10.

4. 94헌가8, 례집 8-2. 241; 헌재 1997. 1. 16. 92헌바6 등, 례집 9-1. 8; 헌재 1997. 1.

16. 89헌바240, 례집 9-1. 64 등 참조.

188) 종래 양 이 아닌 질 인 일부 헌결정을 일부 헌이란 제목으로 헌법재 소 통계상 표

되어 왔으나, 차후 한정 헌으로 단일화하기로 하 다고 한다. 李明雄, 試界 1998. 6.호,

151면 주2번.

189) 헌재 1991. 4. 1. 89헌마160, 례집 3. 149, 150.

190) 헌재 1991. 5. 13. 89헌가97, 례집 3. 202, 203.

191) 헌재 1991. 6. 3. 89헌마204, 례집 3. 268, 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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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제10조의 죄에 한 구속기간연장부분,193) ⑥ 지방재정

법 제74조 제2항을 같은 법 제72조 제2항에 정한 ‘잡종재산’에 하

여도 이를 용하는 것,194) 그리고 ⑦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

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차 이상의 보수를 받는

자’에 법 을 포함시키는 것195) 등이 제시되었다.196)

나. 大法院과 그 實務者들

법원과 그 실무자들이 변형결정의 유형에 해 어떠한 태도를

취하는지의 문제는 실 으로 그 논의의 실익이 크지 않다고 보여

진다. 그러면 그 요인에 해 먼 살펴 보고, 이어서 법원이 인

식하는 법률의 헌여부 결정유형에 해 검토한다.

⑴ 論議의 實益

법원과 그 실무자들이 헌법재 소가 선고한 변형결정에 한

반응을 간략하게 한마디로 표 하면, 단히 부정 이라는 이다.

이와 련하여 몇가지를 지 할 수 있다.

첫째, 법원은 헌법재 소의 변형결정에 해 사실상 따르면서

도 이를 명시 으로 확인하려 하지 않는다는 이다. 법원이 헌

법재 소가 선고한 법률의 헌결정에 한 기속력을 명시 으로

인정한 사례는 한정 헌결정을 부인하기 한 논거를 제시하면서

방론으로 언 한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는 이다.

둘째, 법원은 헌법재 소 결정취지를 존 하여야 하는 것이 아

니라 반드시 수하지 않으면 안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존 하는

정도로 헌법재 소 결정의 의미를 격하시키고 있다는 이다.

셋째, 앞의 두가지 지 과 련되는 것으로 단지 lip service로 헌

192) 헌재 1992. 3. 13. 92헌마37 등, 례집 4. 137, 140.

193) 헌재 1992. 4. 14. 90헌마82, 례집 4. 194, 199.

194) 헌재 1992. 10. 1. 92헌가6 등, 례집 4. 568, 589.

195) 헌재 1992. 11. 12. 91헌가2, 례집 4. 713, 715.

196) 그리고 憲法裁判所가 간행한 憲法裁判 實務提要에서는 변형결정을 한정 헌결정, 한정합헌

결정 헌법불합치결정 등으로 유형화하고 있다. 同 實務提要, 107-113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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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재 소 결정에 따라야 한다거나 사실상 따르면서도 그것을 명확

히 하지 않으려 한다는 은 변형결정을 유형화함에 있어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이다.

따라서 법원과 그 실무자들이 변형결정을 어떻게 유형화하고

있는지의 문제는 논의의 실익이 상 으로 다고 할 수밖에 없다

고 하겠다.

⑵ 違憲 否 決定의 類型

법원과 그 실무자들은 헌재법 제45조 본문을 엄격하게 해석하

면서 법률의 헌결정과 합헌결정을 인정하고 있다.

그 외에 변형결정에 해서는 사실상 따르면서도 그것을 명시

으로 확인하지는 않았다는 에서 변형결정의 유형을 허용하는 것

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이러한 은 한정합헌결정이나 한정

헌결정에서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다. 게다가 최근에는 한정 헌

결정을 선고한 법률조항과 련하여 그러한 결정은 단순한 법률해

석에 지나지 않음을 이유로 이를 면 부인하기 까지 하 다.197)

다만, 헌법불합치결정에 해서는 헌결정의 일종으로 악하여

이를 체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198) 물론 그 다고 해

서 명시 으로 이를 확인하는 경우는 아주 드물다.199) 오히려 구체

인 사건을 해결함에 있어 장애가 되는 경우에는 문제 을 지 하

면서 극 으로 부인하기도 한다.200)

197) 그 지만 이러한 태도가 한정합헌결정이나 한정 헌결정된 다른 법률조항에 해서까지 그

로 용할 수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구체 ․개별 으로 사안마다 달리 근할 수 있

는 것이 법원 결의 고유한 속성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법원 결은 사실상의 기속력

을 지닐 따름이고 미법계에서 인정되는 선례구속력을 가진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198) 헌법재 소가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한 사례는 많지만, 법원과 련하여 직 문제된 사

례는 많지 않다. 법원과 련된 결정으로는 헌재 1989. 9. 8. 88헌가6, 례집 1. 199; 헌

재 1994. 7. 29. 92헌바49 등, 례집 6-2. 84; 헌재 1995. 9. 28. 92헌가11 등, 례집 7-2.

264; 헌재 1995. 11. 30. 91헌바1 등, 례집 7-2. 562; 헌재 1997. 3. 27. 95헌가14 등, 례

집 9-1, 193; 헌재 1997. 7. 16. 95헌가6 등, 례집 9-2. 1; 헌재 1997. 8. 21. 94헌바19 등,

례집 9-2. 243 등이다. 그 지만, 헌재 1995. 9. 28. 92헌가11 등, 례집 7-2. 264의 경우

불합치법률의 잠정 인 계속 용을 명하 었고, 헌재 1997. 3. 27. 95헌가14 등, 례집

9-1, 193; 헌재 1997. 7. 16. 95헌가6 등, 례집 9-2. 1의 경우에는 아직 개선입법이 이루어

지지 않았다. 그리고 헌재 1997. 8. 21. 94헌바19 등, 례집 9-2. 243의 경우에는 아직 법

원 결이 선고되지 않은 듯하다.

199)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헌재 1989. 9. 8. 88헌가6, 례집 1. 199에 지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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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學  界

학계에서도 변형결정의 유형에 해 견해가 통일되어 있지는 않

은 것으로 보인다. 유형화에 해 조 은 조심스럽게 근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다. 그러면 여기서는 교과서와 근래에 변형결

정에 해 다룬 논문들을 심으로 살펴 보기로 한다.201)

⑴ 金哲洙 교수

金哲洙 교수202)는 헌법률심 결정의 형식으로 합헌결정, 변형결

정 헌결정으로 구분하고, 변형결정의 유형으로 헌법불합치결

정, 입법 구결정, 한정합헌결정, 한정 헌결정, 일부 헌결정, 용

헌결정 등을 제시하고 있다.

헌법불합치결정이란 비록 헌성이 인정되는 법률이라고 하더라

도 국회의 입법권을 존 하고자, 그리고 헌결정의 효력을 즉시

발생시킬 때 오게 될 법률의 공백을 막아 법 안정성을 유지시키고

자 하는 목 에서 헌선언하는 법률의 효력을 일정기간 지속시키

게 하는 결정을 말한다. 그는 이에 해당하는 결정례로는 구 국회의

원선거법 제33조․제34조의 헌심 203) 등을 제시하고 있다.204) 그

200)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헌재 1995. 11. 30. 91헌바1 등, 례집 7-2. 562 참조.

201) 헌법재 소 설립 기 변형결정을 나름 로 체계화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그 시도는 주로

독일의 사례와 문헌을 심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재 우리의 실제를 분석하는데

있어서는 커다란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고 본다. 이와 련한 논문들로는 컨 黃祐呂,

違憲決定의 形式 - 變形決定?, 憲法裁判硏究 제1권. 法律의 違憲決定과 憲法訴願의 象,

1990, 115면 이하; 李石淵, 憲法訴願審判의 決定類型과 效力에 한 察, 憲法論叢 제1집,

1990, 359면 이하; 全光錫, 憲法裁判에 있어서의 決定文의 類型과 效力, 憲法裁判硏究 제2

권. 憲法裁判 制度의 活性化에 한 硏究, 1991, 11면 이하; 金鐵容․金文顯․鄭在晃, 憲

法裁判硏究 제4권, 152면 이하; 李憲煥, 違憲決定의 方式에 한 硏究, 琴浪金哲洙敎授華甲

紀念論文集. 憲法裁判의 理論과 實際, 博英社, 1993, 268면 이하 참조. 이 이외에도 宋永勳,

博士學位論文, 181면 이하; 洪鳳奎, 博士學位論文, 118면 이하; 李基喆, 公法硏究 제26집 제2

호, 177면 이하; 桂禧悅, 憲法裁判과 國家機能, 헌법재 소 창립10주년 기념 세미나(한국 헌

법재 의 회고와 망) 발표자료, 헌법재 소, 1998. 9. 2., 159-165면 참조. 아주 최근에 우

리나라의 변형결정에 해 도입동기, 해석론과 실제론, 합헌 법률해석이 변형결정의 근거

인지 여부, 변형결정의 유형, 그에 한 비 검토 등의 순으로 상세하고 철 하게 검토

한 문헌으로는 金雲龍, 違憲審査論, 594-636면 참조. 다만, 아쉬운 은 金雲龍 교수의 서

가 본고를 탈고한 상태에서 필자에게 입수되었다는 이다. 좀더 일 할 수 있었다면

본고의 본문에서 쟁 별로 보다 심도있게 다루고 비 인 견해를 제시할 수 있었을 것

이다. 본고에서는 피치 못하게 서에 해 각주처리로 만족해 할 수밖에 없다는 을

밝 둔다.

202) 金哲洙, 憲法學槪論, 1273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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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헌법불합치결정을 네가지 형태로 유형화하고 있다.205)

입법 구결정이란 결정 당시에는 합헌이지만, 헌으로 될 소지

가 있다고 하여 입법자에 하여 문제되는 법률의 개정이나 보충

등 입법을 구하는 결정을 말하고, 이는 당해 재 의 제가 되지

아니한 법률조항 등에 해서도 헌이 될 소지가 있음을 경고하고

입법자의 충분한 임무수행을 유념시키는 목 을 가진다고 한다.

한정합헌결정은 한정 합헌해석을 하여 내리는 결정형식이라고

하고, 구 국가보안법 제7조,206) 도로교통법 제50조 제2항․제111조

제3호,207) 구 집회 시 에 한법률 제3조 제1항 제4호․제14조 제1

항,208) 군사기 보호법 제6조․제7조․제10조,209) 국가보안법 제9조

제2항210) 등의 결정을 그 사례로 제시하고 있다.211)

203) 헌재 1989. 9. 8. 88헌가6, 례집 1. 199,201.

204) 그 외에도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36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 (헌재

1991. 3. 11. 91헌마21 례집 3. 91,94),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 (헌재

1993. 3. 11. 88헌마5, 례집 5-1. 59,62), 토지 과이득세법의 헌소원(헌재 1994. 7. 29.

92헌바49 등, 례집 6-2. 84,86), 의장법 제75조 등의 헌심 (헌재 1995. 9. 28. 92헌가11

등, 례집 7-2. 264,268), 소득세법 제60조 등의 헌소원(헌재 1995. 11. 30. 91헌바1 등,

례집 7-2. 562,569), 친생부인의 소의 제소기간제한에 한 헌심 (헌재 1997. 3. 27. 95

헌가14 등, 례집 9-1, 193,196), 동성동본혼인 지에 한 헌심 (헌재 1997. 7. 16. 95헌

가6 등, 례집 9-2. 1,6), 근로기 법 제30조의2 제2항 “퇴직 ”부분등의 헌소원(헌재

1997. 8. 21. 94헌바19 등, 례집 9-2. 243,246) 등의 사건에서의 결정을 들고 있다.

205) ① 헌법불합치결정의 효력으로서 불합치선언된 법률(규정)을 입법자가 개정 혹은 폐지할

때까지 법원 기타 국가기 이 더 이상 용․시행할 수 없도록 정지하되 그 형식 존속만

을 인정하는 경우(헌재 1994. 7. 29. 92헌바49 등, 례집 6-2. 84,86; 헌재 1997. 3. 27. 95헌

가14 등, 례집 9-1, 193,196; 헌재 1997. 7. 16. 95헌가6 등, 례집 9-2. 1,6; 헌재 1997. 8.

21. 94헌바19 등, 례집 9-2. 243,246 등), ② 헌법불합치를 선언하면서도 헌법재 소의 심

도 이미 국회의 합헌 법률개정이 있어 이 개정법률이 시행될 때까지는 이를 잠정

으로 그 로 계속 용할 것을 명함과 동시에, 헌법불합치선언이 당해사건 등에 미칠 효과

로 인한 법률 혼란과 충격을 막기 하여 제청이 이루어진 당해사건을 포함한 모든 쟁송

사건에 하여 불합치선언된 법률조항의 잠정 용을 명하는 계속 용효를 인정하는 경

우(헌재 1995. 9. 28. 92헌가11 등, 례집 7-2. 264,268), ③ 헌법재 소의 심 에 이미 헌

법합치 개정입법이 있어 그 개정입법을 용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헌재 1995. 11.

30. 91헌바1 등, 례집 7-2. 562,569) ④ 입법자의 개정시한을 주문에 명시한 경우(헌재

1989. 9. 8. 88헌가6, 례집 1. 199,201; 헌재 1991. 3. 11. 91헌마21 례집 3. 91,94; 헌재

1993. 3. 11. 88헌마5, 례집 5-1. 59,62; 헌재 1997. 7. 16. 95헌가6 등, 례집 9-2. 1,6; 헌

재 1997. 8. 21. 94헌바19 등, 례집 9-2. 243,246) 등으로 나 고 있다. 金哲洙, 憲法學槪

論, 1277면 주3번 참조.

206) 헌재 1990. 4. 2. 89헌가113, 례집 2. 49,52; 헌재 1990. 6. 25. 90헌가11, 례집 2. 165,168;

헌재 1992. 1. 28. 89헌가8, 례집 4. 4,8.

207) 헌재 1990. 8. 27. 89헌가118, 례집 2. 222, 225.

208) 헌재 1992. 1. 28. 89헌가8, 례집 4. 4,8.

209) 헌재 1992. 2. 25. 89헌가104, 례집 4. 64,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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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헌결정․한정 헌결정․ 용 헌결정 등에 해서는 “독일

에서는 법률의 문언을 축소제한하거나 는 문언은 그 로 두고

헌으로 단되는 부분만을 ‘…한 헌이다’라는 주문형식으로 일부

를 헌으로 선언하기도 한다. 일본 등에서는 용 헌도 내리고

있는데, 이는 법률의 조항이 가분 인 경우 헌부분이 용되는

한에 있어서 헌이라고 단하는 면에서는 일부 헌과도 같다.”고

한다. 일부 헌결정의 사례로는 헌법재 소 례집이 분류한 것과

동일하게 제시하고 있다.212) 그리고 한정 헌결정의 사례로는 정기

간행물의등록등에 한법률 제7조 제1항,213) 음반에 한법률 제3조

제1항․제13조 제1항 제1호,214)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단서․제45

조 제1항 제1호 단서,215)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주주에 한

부분216)과 제41조,217) 헌재법 제68조 제1항 본문218) 등을 시하

고 있다. 그리고 용 헌결정의 사례로는 민법 제764조 ‘명 회복

에 당한 처분’에 사죄 고를 포함시키는 것219)을 들고 있다.

⑵ 權寧星 교수

權寧星 교수는 법률의 헌여부 결정의 형식을 합헌결정, 헌결

정 변형결정으로 구분한다.220) 합헌결정은 단순합헌결정과 헌

불선언결정으로 구분짓고, 헌결정은 단순 헌결정과 일부 헌결

정으로 나 고 있다. 그리고 변형결정은 헌법불합치결정, 입법 구

210) 헌재 1992. 4. 14. 90헌바23, 례집 4. 162, 164.

211) 그 외에도 상속세법(1981. 12. 31. 법률 제3474호) 제32조의2 제1항(헌재 1989. 7. 21. 89헌

마38, 례집 1. 131, 133)의 결정을 들고 있다.

212) 헌재 1991. 4. 1. 89헌마160, 례집 3. 149, 150; 헌재 1991. 5. 13. 89헌가97, 례집 3. 202,

203; 헌재 1991. 6. 3. 89헌마204, 례집 3. 268, 272; 헌재 1992. 3. 13. 92헌마37 등, 례집

4. 137, 140; 헌재 1992. 4. 14. 90헌마82, 례집 4. 194, 199; 헌재 1992. 10. 1. 92헌가6 등,

례집 4. 568, 589; 헌재 1992. 11. 12. 91헌가2, 례집 4. 713, 715.

213) 헌재 1992. 6. 26. 90헌가23, 례집 4. 300, 302.

214) 헌재 1993. 5. 13. 91헌바17, 례집 5-1. 275, 277.

215) 헌재 1995. 11. 30. 94헌바40 등, 례집 7-2. 616, 622.

216) 헌재 1997. 6. 26. 93헌바49 등, 례집 9-1. 611, 614.

217) 헌재 1997. 11. 27. 95헌바38, 례집 9-2. 591, 592.

218) 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례집 9-2. 842, 848.

219) 헌재 1991. 4. 1. 89헌마160, 례집 3. 149, 150.

220) 權寧星, 憲法學原論, 1025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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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한정합헌결정과 한정 헌결정으로 분류한다.

그러면 여기서는 일부 헌결정, 헌법불합치결정, 입법 구결정,

한정합헌결정과 한정 헌결정 등에 해 살펴 보기로 한다.

일부 헌결정은 그 상을 독립된 법조문이나 법조문 특정의

항, 일정한 문 혹은 문의 일부분으로 하는 헌결정을 말하고, 여기

에는 ① 무효선언으로써 법조문의 일부분이 삭제되는 효과를 가져

오는 경우221)가 있는가 하면, ② 법조문은 그 로 둔 채 그 법조문

의 용례에 해서만 헌을 선언하는 경우222)가 있다고 한다.

헌법불합치결정이란 법률의 실질 헌성을 인정하면서도 입법

자의 입법형성의 자유를 존 하고 법의 공백과 혼란을 피하기 하

여 일정기간까지는 당해 법률이 잠정 인 계속효를 가진다는 것을

인정하는 결정형식을 말한다고 한다. 표 인 사례로는 구 국회의

원선거법 제33조․제34조,223) 구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36조 제2

항,224)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2항225) 등의 결정226)을 들고 있다.

입법 구결정이란 결정 당시에는 합헌 법률이지만 헌법률이

될 소지가 있다고 인정하여, 헌법에 완 히 합치하는 상태를 실

하기 하여 는 장차 발생할 헌의 상태를 방지하기 하여 입

법자에게 당해 법률의 개정 는 보완 등 입법을 구하는 결정형

식이라고 한다.

한정합헌결정이란 해석여하에 따라서는 헌이 되는 부분을 포함

221) 이에 해당하는 표 인 사례로는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호 내인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81조 단서의 결정 기간이 경과한 날” 부분의 헌결정(헌재 1992. 7.

23. 90헌바2 등, 례집 4. 493, 495)을 들고 있다.

222) 이에 한 표 인 사례로는 민법 제764조에 한 헌법소원심 사건에서 ‘명 회복에

당한 처분’에 사죄 고를 포함시키는 것은 헌이라는 것을 들고 있다. 헌재 1991. 4. 1. 89

헌마160, 례집 3. 149, 150 참조.

223) 헌재 1989. 9. 8. 88헌가6, 례집 1. 199, 201.

224) 헌재 1991. 3. 11. 91헌마21 례집 3. 91, 94.

225) 헌재 1993. 3. 11. 88헌마5, 례집 5-1. 59, 62.

226) 그 외에도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토지 과이득세법의 헌소원(헌재 1994. 7. 29. 92헌바49

등, 례집 6-2. 84, 86), 친생부인의 소의 제소기간제한에 한 헌심 (헌재 1997. 3. 27.

95헌가14 등, 례집 9-1, 193, 196), 동성동본혼인 지에 한 헌심 (헌재 1997. 7. 16.

95헌가6 등, 례집 9-2. 1, 6), 근로기 법 제30조의2 제2항 “퇴직 ”부분등의 헌소원

(헌재 1997. 8. 21. 94헌바19 등, 례집 9-2. 243, 246) 등의 사건에서의 결정을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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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는 법령의 의미를 헌법의 정신에 합치하도록 한정 으로 해

석하여 헌 단을 회피하는 결정형식을 말한다고 한다. 이에 해당

되는 표 인 사례로는 군사기 보호법 제6조․제7조․제10조, 국

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제5항, 도로교통법 제50조 제2항 동법

제111조 제3호에 한 경우를 제시한다.227)

한정 헌결정이란 불확정개념이거나 다의 인 해석가능성이 있는

조문에 하여 헌법과 조화를 이룰 수 없는 확 해석은 헌법에

반되어 채택될 수 없다는 뜻의 결정을 말한다고 한다. 이에 해당되

는 사례로는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 한법률 제7조 제1항, 보훈기

법 부칙 제5조, 군인연 법 제21조 제5항 제2호,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등의 결정례를 제시하고 있

다.228)

⑶ 許營 교수

許營 교수는 법률에 한 헌법재 소의 결정유형으로 합헌결정과

헌결정 외에도 변형결정을 들고 있고, 변형결정에 해당하는 것으

로 헌불선언결정, 한정합헌결정, 한정 헌결정, 일부 헌결정, 조

건부 헌결정, 헌법불합치결정, 부분 헌결정 등을 들고 있다.229)

그러면 이상의 결정유형에 한 인식과 그 사례로 제시된 바를

살펴 본다.230)

헌법불합치결정이란 실질 으로는 헌결정에 해당하지만, 법률

의 공백상태를 방지하고 입법자의 입법개선을 구하기 해서 심

의 상이 된 법조문을 헌결정하는 신 단순히 ‘헌법에 합치

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면서 동시에 그 법조문의 효력시한을 정해

227) 헌재 1990. 4. 2. 89헌가113, 례집 2. 49, 52; 헌재 1990. 8. 27. 89헌가118, 례집 2. 222,

225; 헌재 1992. 1. 28. 89헌가8, 례집 4. 4, 8; 헌재 1992. 2. 25. 89헌가104, 례집 4. 64,

71

228) 헌재 1992. 6. 26. 90헌가23, 례집 4. 300, 302; 헌재 1994. 4. 28. 92헌가3, 례집 6-1.

203, 207; 헌재 1994. 6. 30. 92헌가9, 례집 6-1. 543, 545; 헌재 1994. 6. 30. 93헌바9, 례

집 6-1. 631, 633; 헌재 1994. 12. 29. 93헌바21, 례집 6-2. 379, 380.

229) 許營, 韓國憲法論, 807면 이하 참조.

230) 헌불선언결정도 변형결정의 한 유형으로 소개하고 있지만, 합헌결정과 동일한 것으로

악하기 때문에 더 이상 논의하지 않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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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 결정유형이라고 한다.231) 이에 해당하는 표 인 사례로는 구

국회의원선거법상 기탁 조항232)과 구 지방의회의원선거법상 기탁

조항233)의 결정을 제시하고 있다.234)

한정합헌결정이란 심 의 상이 된 법조문을 헌법과 조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축소해석함으로써 그 법조문의 효력을 유지시키는

결정유형을 말하고, 이에 해당하는 표 인 사례로는 국가보안법

에 한 결정235)을 제시한다.236)

한정 헌결정이란 심 의 상이 된 법조문의 해석 에서 특히

헌법과 조화될 수 없는 내용을 한정해서 밝힘으로써 그러한 해석의

법 용을 배제하려는 결정유형이라고 한다. 이에 해당하는 사례로

는 민법 제764조의 ‘명 회복에 당한 처분’에 사죄 고를 포함시

키는 것은 헌법에 반된다는 경우237)나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 한

법률 제7조 제1항은 제9호 소정의 제7조 제3항 제1호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시설을 자기소유이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반된다는 경우238)를 제시하고 있다.

일부 헌결정이란 심 의 상이 된 법조문을 그 로 둔 채 그

231) 헌법불합치결정은 의의 입법개선 구결정과 더불어 의의 입법개선 구결정에 포함되지

만, 후자는 ‘아직은 헌이라고 볼 수 없지만’ 머지 않아 헌이 될 가능성이 큰 경우에 채

택되는 결정유형인데 반해서, 헌법불합치결정은 ‘지 도 이미 헌이지만’ 헌결정으로 인

한 법 공백상태를 방지할 필요가 있고, 입법권자에게 시한을 정해서 입법개선을 구해

두는 것이 헌결정하는 것보다 합목 이라고 단되는 경우에 채택되는 결정유형이라고

한다. 許營, 韓國憲法論, 810면.

232) 헌재 1989. 9. 8. 88헌가6, 례집 1. 199, 201.

233) 헌재 1991. 3. 11. 91헌마21 례집 3. 91, 94.

234) 그 외에도 헌재 1993. 3. 11. 88헌마5, 례집 5-1. 59, 62; 헌재 1995. 9. 28. 92헌가11 등,

례집 7-2. 264, 268; 헌재 1994. 7. 29. 92헌바49 등, 례집 6-2. 84, 86. 그러나 토 세법

에 해서 시한을 정하지 않고 헌법불합치결정을 한 것에 해서는 비 이다.

235) 헌재 1990. 4. 2. 89헌가113, 례집 2. 49, 52; 헌재 1990. 6. 25. 90헌가11, 례집 2. 165,

168; 헌재 1992. 1. 28. 89헌가8, 례집 4. 4, 8; 헌재 1992. 4. 14. 90헌바23, 례집 4. 162,

164.

236) 그 외에도 헌재 1989. 7. 21. 89헌마38, 례집 1. 131, 133; 헌재 1990. 8. 27. 89헌가118,

례집 2. 222, 225; 헌재 1992. 2. 25. 89헌가104, 례집 4. 64,71; 헌재 1994. 8. 31. 91헌가1,

례집 6-2. 153, 156 등 참조.

237) 헌재 1991. 4. 1. 89헌마160, 례집 3. 149, 150. 이와 동일한 취지의 결정례로는 헌재 1994.

6. 30. 93헌바9, 례집 6-1. 631, 633을 들고 있다.

238) 헌재 1992. 6. 26. 90헌가23, 례집 4. 300, 302. 이와 동일한 취지의 결정례로는 헌재 1992.

11. 12. 91헌가2, 례집 4. 713, 715를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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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문의 특정한 용사례에 해서만 헌으로 선언하는 결정을

말한다고 한다. 이에 해당하는 사례로는 ① 국유재산법 제5조 제2

항을 동법의 국유재산 잡종재산에 하여 용하는 것,239) ② 국

가보안법 제19조 제7조 제10조의 죄에 한 구속기간연장부

분,240) ③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 한법률 제5조 ‘특수건

물’부분에 동법 제2조 제3호 가목 ‘4층 이상의 건물’을 포함시키는

것,241) ④ 지방재정법 제74조 제2항을 같은 법 제72조 제2항에 정한

‘잡종재산’에 하여도 이를 용하는 것242) 등을 제시하고 있다.

조건부 헌결정이란 심 상이 된 법조문을 ‘축소 내지 제한해

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확 해석’하여 심 상이 된 법조문이

입법자가 제정한 규범내용과는 ‘완 히 다른 내용’을 갖는 결정유형

을 말한다고 한다.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국회의원선거법 제55조

의3 ‘정당연설회에 당해 지역구후보자를 연설원으로 포함시킨

부분’과 제56조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한 지역구마다 2종의 소형

인쇄물을 따로 더 배부할 수 있도록 한 부분’에 한 결정243)을 들

고 있다.

부분 헌결정이란 심 상이 된 법조문을 그 로 놓아둔 채 그

법조문 일부 문구나 표 만을 헌이라고 선언하는 결정유형을

말한다.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소송 진등에 한특례법 제6조 제

1항 단서,244)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호부분,245)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으로부터 1년’부분246) 등의 헌결정을 들

고 있다.

⑷ 文光三 교수

239) 헌재 1991. 5. 13. 89헌가97, 례집 3. 202, 203.

240) 헌재 1992. 4. 14. 90헌마82, 례집 4. 194, 199.

241) 헌재 1991. 6. 3. 89헌마204, 례집 3. 268, 272.

242) 헌재 1992. 10. 1. 92헌가6 등, 례집 4. 568, 589.

243) 헌재 1992. 3. 13. 92헌마37 등, 례집 4. 137, 140.

244) 헌재 1989. 1. 25. 88헌가7, 례집 1. 1.

245) 헌재 1992. 7. 23. 90헌바2 등, 례집 4. 493, 495.

246) 헌재 1990. 9. 3. 89헌가95, 례집 2. 245, 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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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光三 교수는 변형결정의 유형으로 헌법불합치결정, 일부 헌결

정, 한정합헌결정, 한정 헌결정, 입법 구결정 헌불선언결정

을 들고 있다.247) 여기서는 헌불선언결정을 제외한 나머지를 살펴

보기로 한다.

헌법불합치결정이라 함은 당해 법률규정이 체 으로는 헌법규

정에 되지만 부분 으로는 합헌 인 부분도 혼재하고 있기 때

문에 그 효력을 일응 존속시키면서 헌법합치 인 상태로 개정할 것

을 구할 필요가 있을 때 혹은 법률 는 법률의 조항이 헌법에

반된다는 헌성을 인정하면서도 그 법을 당장 무효화시킬 수 없

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 일정기간 그 법률의 효력을 잠정 으로 지

속시킬 필요가 있을 때 상 법률 는 법률조항의 효력상실만을

잠정 으로 유보하는 변형결정이라고 한다.248)

한정합헌결정은 제사건의 사실 계에 하여 용하게 될 법률

의 합헌성 여부가 심사 상이 되었을 경우 제사건과의 상 계

하에서 당해 법률의 문언, 의미, 목 을 합헌 인 한정축소해석을

통하여 헌 인 해석가능성과 그에 따른 법 용을 소극 으로 배

제하여야 할 경우에 행하는 결정형식이다.249)

한정 헌결정은 제사건과의 상 계하에서 당해 법률의 용

범 의 축소를 통하여 헌 인 법 용 역과 그에 상응하는 해석

가능성을 극 으로 배제할 경우에 행하는 결정형식이다.250)

일부 헌결정은 당해 법률 는 당해 조문 그 자체는 합헌이나

247) 文光三, 憲法裁判硏究 제7권, 107면 이하 참조.

248) 이에 해당하는 사례로는 헌재 1989. 9. 8. 88헌가6, 례집 1. 199,201; 헌재 1991. 3. 11. 91

헌마21 례집 3. 91,94; 헌재 1993. 3. 11. 88헌마5, 례집 5-1. 59,62; 헌재 1994. 7. 29. 92

헌바49 등, 례집 6-2. 84,86; 헌재 1995. 9. 28. 92헌가11 등, 례집 7-2. 264,268 등이 제

시되고 있다.

249) 이에 해당하는 사례로는 헌재 1989. 7. 21. 89헌마38, 례집 1. 131, 133; 헌재 1990. 4. 2.

89헌가113, 례집 2. 49,52; 헌재 1990. 6. 25. 90헌가11, 례집 2. 165, 168; 헌재 1990. 8.

27. 89헌가118, 례집 2. 222, 225; 헌재 1992. 1. 28. 89헌가8, 례집 4. 4,8; 헌재 1992. 2.

25. 89헌가104, 례집 4. 64,71; 헌재 1992. 4. 14. 90헌바23, 례집 4. 162, 164; 헌재 1994.

8. 31. 91헌가1, 례집 6-2. 153, 156 등이 제시되고 있다.

250) 이에 해당하는 사례로는 헌재 1992. 6. 26. 90헌가23, 례집 4. 300, 302; 헌재 1993. 5. 13.

91헌바17, 례집 5-1. 275, 277; 헌재 1994. 12. 29. 93헌바21, 례집 6-2. 379, 380 등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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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상이 된 법률조항 의 일부분만이 헌의 소지가 있어 그

부분만에 헌결정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그 헌 인 부분이

하나의 법률조항에서 언어구조상 분할하는 것이 가능하고, 그러므

로 그 부분이 헌무효로 되어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그 법률조항의 효력이 체 으로 무효가 되는 결과를 래하지 않

을 경우, 그 부분에 한해서만 헌결정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251)

입법 구결정이란 시간의 흐름에 따라 헌의 소지가 있을 것으

로 견되는 경우, 즉 장래에는 재와는 다른 헌법 단이 견

되는 경우에, 그래서 헌법재 소가 결정할 지 의 시 에서는 아직

은 합헌이나 시간의 경과로 인하여 헌으로 될 가능성이 있는 경

우에 입법자로 하여 이에 하여 극 으로 처하도록 구하

는 결정이라고 한다.252)

⑸ 姜京根 교수

姜京根 교수는 합헌결정과 헌결정을 정형결정으로 하여, 정형

결정에 변용을 가하는 결정양식을 변형결정이라고 한다.253) 그는 합

헌결정의 유형에는 단순합헌결정과 헌불선언결정이 있고, 헌결

정유형을 단순 헌결정, 부 헌결정 부분 헌결정254)으로 구분

한다. 그리고 변형결정으로는 헌법불합치결정, 질 일부 헌결정,

251) 이에 해당하는 사례로는 헌재 1991. 4. 1. 89헌마160, 례집 3. 149, 150; 헌재 1991. 5. 13.

89헌가97, 례집 3. 202, 203; 헌재 1991. 6. 3. 89헌마204, 례집 3. 268, 272; 헌재 1992.

3. 13. 92헌마37 등, 례집 4. 137, 140; 헌재 1992. 4. 14. 90헌마82, 례집 4. 194, 199; 헌

재 1992. 10. 1. 92헌가6 등, 례집 4. 568, 589; 헌재 1992. 11. 12. 91헌가2, 례집 4. 713,

715; 헌재 1993. 12. 23. 92헌가12, 례집 5-2. 578, 568; 헌재 1995. 5. 25. 91헌마67, 례

집 7-1. 722, 726 등을 제시한다. 그런데 文光三 교수는 이 결정유형을 ① 법문의 일부분이

헌인 경우와 ② 법조문의 일정 용례 혹은 특정한 사항을 법률조항이 정하고 있는 요

건에 포함시키는 것이 헌인 경우로 나 고 있다.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헌재 1992.

3. 13. 92헌마37 등, 례집 4. 137, 140; 헌재 1992. 4. 14. 90헌마82, 례집 4. 194, 199을

들고, 후자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헌재 1991. 4. 1. 89헌마160, 례집 3. 149, 150; 헌재

1991. 5. 13. 89헌가97, 례집 3. 202, 203; 헌재 1991. 6. 3. 89헌마204, 례집 3. 268, 272;

헌재 1992. 10. 1. 92헌가6 등, 례집 4. 568, 589; 헌재 1992. 11. 12. 91헌가2, 례집 4.

713, 715; 헌재 1993. 12. 23. 92헌가12, 례집 5-2. 578, 568; 헌재 1995. 5. 25. 91헌마67,

례집 7-1. 722, 726 등을 들고 있다.

252) 입법 구결정은 합헌결정과 병행하여 선언하는 경우와 헌법불합치결정과 병행하여 선고하

는 경우로 나 어 제시될 수 있다고 한다. 文光三, 憲法裁判硏究 제7권, 131면 이하 참조.

253) 姜京根, 憲法學, 247면 이하 참조.

254)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헌재 1993. 9. 27. 92헌가5, 례집 5-2. 253, 255를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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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합헌결정 한정 헌결정 조건부 헌결정을 들고 있다.

헌법불합치결정은 법률의 합헌성은 인정되기 어려운 것이지만,

제청법률이 헌이라 하여 헌결정과 동시에 나오는 법률의 무효

화로부터 침해될 수 있는 당사자의 법 안정성을 유지하기 하여

그 효력상실의 일시 유 성을 인정하여 이를 형식 으로 존속시

키는 결정이라고 한다.255)

질 일부 헌결정은 법률효력존속상태에서 특정 용시에만 법률

헌이라는 선언을 하는 결정이라고 한다.256)

한정합헌결정이란 법률 자체는 합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법률내

용한정 내지 보완 해석하의 법률효력유지 결정이라고 한다.257) 역시

이는 법률효력이 존속된다는 에서 질 일부 헌에 해당한다고

한다.

한정 헌결정은 법률은 헌이나 그 효과의 부무효가 아니라

법률해석 헌법부조화 인 내용한정에 의한 특정해석사례만의 무

효를 말한다고 한다.258)

조건부 헌결정은 법률확 해석하의 헌선언결정을 말한다고 한

다.259)

라. 其  他

여기서는 헌법재 이었던 분들이 재 직을 퇴임한 후에 발표

255) 이에 해당하는 사례로 헌재 1989. 9. 8. 88헌가6, 례집 1. 199,201; 헌재 1994. 7. 29. 92헌

바49 등, 례집 6-2. 84, 86; 헌재 1995. 9. 28. 92헌가11 등, 례집 7-2. 264, 268 등을 제

시함과 아울러 련시켜 입법 구결정을 설명하고 있다.

256)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헌재 1991. 4. 1. 89헌마160, 례집 3. 149, 150; 헌재 1991. 5. 13. 89

헌가97, 례집 3. 202, 203을 제시한다.

257) 이에 해당하는 사례로 헌재 1990. 4. 2. 89헌가113, 례집 2. 49, 52를 들고 있다. 그는

한정합헌결정은 법률 자체는 합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법률내용의 한정 내지 보완 해석하

에 법률효력 유지결정이라고 하면서 그 기 때문에 헌법재 소에 제청된 법률 는 법률조

항의 형식 인 문언 자체에 하여 헌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문언의 내용이 다의

으로 해석가능한 경우이어서 그 질 인 축소해석으로 한정하여 해석 용하는 한 합헌

인 법률이 된다는 변형주문의 결정이라고 한다. 姜京根, 憲法裁判의 訴訟物과 變形의 決定

主文, 判例月報 제327호, 1997. 12.호, 9면.

258) 이에 해당하는 사례로는 헌재 1992. 6. 26. 90헌가23, 례집 4. 300, 302를 제시한다.

259) 이에 해당하는 사례로는 헌재 1992. 3. 13. 92헌마37 등, 례집 4. 137, 140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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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문헌을 심으로 살펴 보기로 한다.260)

⑴ 韓炳寀 임 재

韓柄寀 재 은 그의 서에서 변형결정의 유형을 상세하게 나

름 로 체계 으로 소개하고 있다.261) 그는 단순 헌결정과 단순합

헌결정 일부 헌결정262)을 제시한 다음, 변형 결의 주문형태를

소개한다. 거기에는 한정합헌결정, 한정 헌결정, 불합치결정

헌확인결정, 입법 구결정, 헌선언불가결정, 그리고 잠정합헌결정

등으로 유형화하고 있다. 그리고 한정 헌결정을 세분화하여 용

헌결정, 포함 헌결정, 시행령 헌결정 조건부 헌결정으로 나

고 있다.

여기서 특징 인 것으로는 세가지를 지 할 수 있다. 첫째로는

한정 헌결정을 세분화하고 있다는 이다. 둘째로는 입법 구결정

과 잠정합헌결정을 동일한 시각에서 악하지 아니하고 서로 다르

게 이해하고 있다는 이다. 그리고 셋째로는 불합치결정과 헌확

인결정을 동일시하고 있는데, 이는 독일의 사례에 향을 받은 것

이 아닌가 한다.263)

⑵ 金亮均 임 재

金亮均 재 은 헌결정과 합헌결정을 정형결정이라 하고 정형

결정 이외의 모든 결정을 변형결정이라고 한다.264) 그는 변형결정의

유형을 체계 으로 제시하기 보다는 변형결정의 필요성, 우리 헌법

260) 헌법재 을 퇴임한 분들이 변형결정의 유형을 비롯하여 헌법재 에 해 논문이나 서

로 발표한 것은 그리 많지 않아 보인다. 여기서는 주로 다수의견의 입장에서 변형결정을

극 으로 활용하여야 한다는 시각에서 근한 재 들 단할 수 있는 자료가 제시

된 인사들만을 분석의 상으로 한다. 그 지만 李時潤 재 의 경우 사임직 까지는 헌

법재 에 한 많은 이 발표되었다. 그 지만, 사임하고 감사원장직을 수행한 이후 그에

한 이 있긴 하지만, 결정유형을 별도로 체계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그 상

으로 삼지는 않기로 한다. 李時潤, 憲法裁判 10년의 回顧와 展望, 韓國公法學 제77회 學

術發表 (憲法裁判 10년: 그 評價와 課題) 發表資料, 1998. 9. 19., 7면 이하 참조.

261) 韓炳寀, 憲法裁判論, 534-615면 참조.

262) 여기서 일부 헌결정이라 칭해진 것은 통상 으로 부분 헌결정을 의미하는 것이지 질 일

부 헌결정이나 한정 인 결정과 련하여 논의된 것은 아니다.

263) 독일에서는 헌과 무효를 구분하여 헌선언이 곧 무효선언을 의미하는 형태로 제시하지

는 않고 있다. 즉 헌이므로 따라서 무효라고 하지를 않고, 단지 헌임을 확인함에 그치

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그 의미는 헌법불합치결정과 동일시할 수 있을 것이다.

264) 金亮均, 公法硏究 제25집 제1호, 216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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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소가 변형결정을 선고한 사례, 변형결정의 법성 헌법재

의 입법통제와 변형결정 등에 해 소개하고 있다. 그 내용을 살펴

볼 때, 변형결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시한 사례로는 헌법불합치결

정, 입법 구결정, 조건부결정 등이다.265)

마. 見解  比較  整理

이상에서 살펴 본 바를 헌법재 소 례집에서 구분한 결정유형

을 기 으로 비교하면 몇가지 특징 인 이 나타난다.

⑴ 決定形式의 區分

첫째, 변형결정에 헌법불합치결정, 한정 헌결정 한정합헌결정

을 포함시키는 것은 체로 견해가 일치되어 있다는 이다.266)

둘째, 헌법재 소는 부분 헌결정이라는 표 을 활용하지 않고

있다는 이다. 그것은 아마도 부분 헌결정은 양 인 일부 헌에

해당하고 헌결정의 유형에 명확하게 해당함을 제로 하기 때

문이라고 보여진다.

셋째, 헌법재 소는 입법 구결정 내지 잠정합헌결정을 변형결정

의 한 유형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이다. 그 요인은 세가지로

265) 그러나 그가 발표한 논문이 변형결정의 유형을 체계 으로 소개하고자 한 것이 아니고 변

형결정이 입법자에 미치는 효과등에 주로 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유형화하고

있는지에 해서는 커다란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 다만, 그 논문에서 별첨한 변형결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소개한 결정례로는 헌재 1989. 9. 8. 88헌가6; 헌재 1990. 4. 2. 89헌가113;

헌재 1990. 6. 25. 90헌가11; 헌재 1990. 8. 27. 91헌마21; 헌재 1992. 1. 28. 89헌가8; 헌재

1992. 2. 25. 89헌가104; 헌재 1992. 3. 13. 92헌마37등; 헌재 1992. 4. 14. 90헌바23; 헌재

1992. 6. 25. 90헌가23; 헌재 1992. 10. 1. 92헌가6 등; 헌재 1993. 3. 11. 88헌마5; 헌재 1993.

5. 13. 91헌바17; 헌재 1994. 4. 28. 92헌가3; 헌재 1994. 6. 30. 92헌가9; 헌재 1994. 6. 30.

92헌바23; 헌재 1994. 6. 30. 93헌바9; 헌재 1994. 7. 29. 93헌가4 등; 헌재 1994. 7. 29. 92헌

바49 등; 헌재 1994. 8. 31. 91헌가1; 헌재 1994. 12. 29. 90헌바13; 헌재 1994. 12. 29. 93헌

바21; 헌재 1995. 7. 21. 92헌마144; 헌재 1995. 9. 28. 92헌가11 등; 헌재 1995. 9. 28. 94헌

바23; 헌재 1995. 10. 26. 94헌바12; 헌재 1995. 11.30. 91헌바1 등; 헌재 1995. 11. 30. 94헌

바40 등; 헌재 1995. 12. 15. 95헌마221 등, 이었다. 金亮均, 公法硏究 제25집 제1호, 227-231

면 참조. 이상에서 제시한 결정례를 두가지 측면에서 분석할 수 있다. 그 하나는 1995년 말

까지 헌법재 소가 선고한 변형결정 일부가 락되어 있다는 이다. 다른 하나는 변형

결정의 개념정의와 련한 것이다. 즉 통상 으로 변형결정이라 칭하는 것 이외에도 심

차의 종료선언결정, 헌불선언결정 등도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악한다는 이다. 이런

은 변형결정을 법률의 헌여부 결정에 한정되는 것으로 악하지 않고, 단지 정형화되

지 않은 주문으로 악할 경우에는 나름 로 그 타당성이 인정될 수도 있을 것이다.

266) 물론 법원을 비롯한 법원 계 실무자들은 한정 헌결정과 한정합헌결정을 부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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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어 악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그 하나는 이에 해당하는 결

정유형을 제시한 바가 없다는 이다.267) 다른 하나는 비록 나 에

이러한 형식을 선고한다 하더라도, 례집에는 심 상이 된 법률

조항의 헌여부를 기 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게 된다는 이다. 그 세 번째로는 잠정합헌 내지 아직은 합헌이

라는 주문을 구태여 제시할 이유가 있는가에 해 의문시 할 수도

있다는 이다. 어차피 합헌이라면 결정주문에서 제시하는 것이 아

니라 결정이유에서 시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변형결정의 유형을 검토함에 있어 결국 쟁 은 이른바 일

부 헌결정에 한 것이라고 하겠다. 이에 해 일부 헌 그 자체

를 하나의 고유한 변형결정유형으로 악하는 견해,268) 일부 헌결

정을 순수한 헌결정에 해당하는 부분 헌결정269)에 포함시켜

악하는 견해,270) 일부 헌결정에서 일정한 결정유형을 용 헌271)

이나 조건부 헌272)으로 구분하고 나머지를 일부 헌(내지 질 일

부 헌)결정으로 악하는 견해 등으로 나 어 볼 수 있다.

다섯째, 결정유형에 따라 고유한 결정유형이 선고됨에 따라 법

효과가 달리 나타날 수 있다는 이다. 이에 해서는 두 가지 측

면으로 나 어 살펴 볼 수 있다. 그 하나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용 헌․포함 헌의 경우에는 후술하는 한정결정이나 부분 헌결정

과 구별되는 고유한 특징 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이다. 다른

하나는 헌법불합치결정이 선고되는 경우 법 용자에 한 법 효

267) 그러나 소수의견으로 이를 제시한 바는 있다. 컨 헌재 1989. 5. 24. 89헌가37 등, 례

집 1. 48; 헌재 1989. 12. 22. 88헌가13, 례집 1. 357; 헌재 1990. 9. 10. 89헌마82, 례집

2. 306; 헌재 1995. 3. 23. 94헌가4, 례집 7-1. 342; 헌재 1996. 3. 28. 96헌마9 등, 례집

8-1. 289; 헌재 1996. 3. 28. 96헌마18 등, 례집 8-1. 289 등 참조.

268)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헌법재 소 례집의 분류방법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지 한

바와 같이 1993년도 결정례부터는, 즉 례집 제5-1권부터는 그러한 분류방법을 채택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金哲洙, 憲法學槪論, 1282면 주4번 참조.

269) 이것은 이른바 양 일부 헌결정을 의미한다.

270) 權寧星, 憲法學原論, 1026면; 文光三, 憲法裁判硏究 제7권, 122면 이하.

271) 金哲洙, 憲法學槪論, 1282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헌재 1991. 4. 1. 89헌마160, 례집 3.

149, 150.을 제시하고 있다.

272) 許營, 韓國憲法論, 809면; 姜京根, 憲法學, 25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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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가 달리 나타날 수 있다는 이다.

⑵ 결정례의 具體的인 分類上 爭點

그러면 구체 인 결정례를 각 견해마다 어떠한 결정유형에 해당

하는 것으로 분류하는지를 살펴 보기로 한다.273) 물론 부분의 경

우 그 분류가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 지만 몇가지 결정례에

해서는 그 분류가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우선, 명 회복에 당한 처분에 사죄 고를 포함시키는 것이

헌이라는 결정에 한 것으로 일부 헌,274) 한정 헌,275) 용

헌276) 포함 헌277) 등으로 악하고 있다.

둘째, 국유재산 잡종재산의 시효취득 지에 한 헌결정을

일부 헌(질 일부 헌 포함)278)과 용 헌279)으로 악하고 있

다.280)

셋째, 국회의원선거법 제55조의3 ‘정당연설회에 당해 지역구후

보자를 연설원으로 포함시킨 부분’과 제56조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한 지역구마다 2종의 소형인쇄물을 따로 더 배부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의 헌결정에 해서는 일부 헌281)과 조건부 헌282)으로

악하고 있다.

넷째,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 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273) 그런데 이를 추 함에 있어 두가지 에 그 한계가 나타난다. 그 하나는 각종 문헌이나 교

과서가 련된 모든 결정례를 소개한 것이 아니라 핵심 인 결정례만을 표 으로 시한

데 지나지 않는다는 이다. 둘째로는 그러한 문헌이 어느 정도의 기간이 경과되어 최근에

이루어진 결정례에 해서는 분류의 상에 포함시키지 않은 경우가 지 않다는 이다.

274) 憲法裁判所, 金哲洙 교수, 文光三 교수, 姜京根 교수 등. 질 일부 헌도 이에 해당하는 것

으로 볼 경우에는, 權寧星 교수, 姜京根 교수 등도 해당된다. 淳茂, 憲法問題와 裁判(上),

604면 이하; 金命洙, 憲法問題와 裁判(上), 522면.

275) 權寧星 교수, 許營 교수 등.

276) 金哲洙 교수.

277) 拙稿, 博士學位論文, 97면 이하 참조.

278) 憲法裁判所, 金哲洙 교수, 許營 교수, 文光三 교수, 姜京根 교수 등이다. 淳茂, 憲法問題와

裁判(上), 605면; 金命洙, 憲法問題와 裁判(上), 527면(그는 이 결정유형을 형식상 한정 헌

결정이지만 일부 헌결정과 같이 취 하여 기속력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한다.).

279) 拙稿, 博士學位論文, 98면 참조.

280) 지방재정법상 잡종재산의 시효취득 지에 한 헌결정(헌재 1992. 10. 1. 92헌가6등, 례

집 4. 588, 589)도 이에 해당할 것이다.

281) 憲法裁判所, 金哲洙 교수, 文光三 교수 등.

282) 許營 교수, 姜京根 교수, 筆 등. 拙稿, 憲法裁判硏究 제7권, 312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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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호의 ‘차 이상의 보수를 받은 자’에 법 을 포함시키는 것의

헌결정에 해서는 일부 헌,283) 한정 헌284) 포함 헌285) 등

으로 악하고 있다.286)

다섯째, 형사소송법 제97조 제3항 ‘보석을 허가하는 결정’부

분287)과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35조 제1항 제6호288)의 헌결정을

단순 헌289)과 일부 헌290)으로 악하고 있다.

⑶ 整 理

첫째, 부분 헌결정과 일부 헌결정의 개념상 구분이 불분명하다

는 이다.

둘째, 한정 헌결정과 일부 헌결정의 구분에 있어 일부 견해가

서로 상충된다는 이다.

셋째, 일부 헌결정과 용 헌결정, 포함 헌결정 조건부 헌

결정을 구분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이다.

넷째, 헌법재 소가 종래 단순 헌결정으로 구분하던 것 변형

결정으로 악해야 할 것은 없는가 하는 이다.

그러면 이상과 같이 정리된 바를 바탕으로 변형결정을 유형화함

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요소를 검토하기로 한다.

2. 決定  類型化함에 어 慮要素

283) 憲法裁判所, 金哲洙 교수, 文光三 교수 등.

284) 許營 교수. 그는 이 결정유형을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 한법률 제7조 제1항의 한정 헌결

정(헌재 1992. 6. 26. 90헌가23, 례집 4. 300, 302)과 동일한 것으로 악하고 있다. 許營,

韓國憲法論, 809면 주1번 참조.

285) 拙稿, 博士學位論文, 98면 주208번 참조.

286) 이 이외에도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 한법률 제5조 “특수건물” 부분에 동법 제2

조 제3호 가목 “4층 이상의 건물”을 포함시키는 것의 헌결정(헌재 1991. 6. 3. 89헌마204,

례집 3. 268, 272)에 해 다수설은 일부 헌으로 악하지만, 필자의 경우 이를 포함 헌

으로 악한다. 拙稿, 博士學位論文, 98면 주208번 참조.

287) 헌재 1993. 12. 23. 93헌가2, 례집 5-2. 578, 581.

288) 헌재 1995. 5. 25. 91헌마67, 례집 7-1. 722, 726.

289) 憲法裁判所의 태도이다.

290) 文光三, 憲法裁判硏究 제7권, 122면, 124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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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 소가 법률에 한 헌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제시한 주

문과 련하여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고291) 그것을 바탕으로 유

형화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할 것이다.292)

첫째, 결정주문이 어떻게 표기되었는가 하는 이다. 사실 가장

기본 이고 당연한 것이긴 하지만, 결정을 유형화함에 있어 꼭 필

요한 사항이다. 여기서 상정될 수 있는 것은 두가지 측면이다. 그

하나는 심 상이 된 조항의 상태를 어떻게 시하는가의 문제이

다. 즉 ‘헌법에 반된다’, ‘헌법에 반되지 아니한다’, ‘헌법에 합치

되지 아니한다’, ‘아직은 헌법에 반되지 아니한다’ 등이 그것이다.

다른 하나는 심 상인 조항과 직 련된 표 양식이 어떻게 나

타나는가의 문제293)이다.

둘째, 제청취지(내지 청구취지)와 심 상의 계이다.294) 헌재법

291) 金雲龍 교수는 변형결정의 단기 으로 두가지를 제시한다. 즉, 그 하나는 주문에 있어서

의 표 양식이 다르다는 이다. 다른 하나로는 결정의 효력과 련된다는 이다. 이 두가

지를 모두 갖춘 경우를 변형결정이라 하고, 만약 둘 에 하나만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변

형결정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다. 金雲龍, 違憲審査論, 610면 참조.

292) 여기서 논의되는 사항은 헌법재 소가 법률의 헌여부심 과 련하여 어떠한 결정주문을

제시하 을 때, 그 주문이 변형결정의 유형 어디에 해당하는지의 문제이지, 헌법재 소

가 법률의 헌여부심 을 제청이나 청구받고 이를 심 하여야 할 때, 어떠한 주문을 제시

함이 쟁 이 된 사안을 하게 해결함은 물론이고 세 인 효과에 있어서도 가장 바람

직한 것인가의 문제가 아님을 주목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때에 따라서는 양자가 첩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진다. 아무튼 후자의 문제는 구체 인 개개의 결정례를

분석하면서 논의하기로 한다.

293) 이것은 특히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아직은 헌법에 반되지 아니한다’ 등과 련될

것이다.

294) 헌법재 소가 법률의 헌여부를 심 할 때 법률의 헌여부

가 재 의 제가 된 당해사건에 의해 얼마만큼 제약을 받아야

할 것인가의 문제는 헌법소송 차를 이론 으로 체계화함에 있

어 요한 의미를 지닌다. 왜냐하면 그 게 재 의 제가 되어

일단 헌법재 소가 심 상으로 삼아 그 법률에 해 헌

는 변형결정을 선고하 을 경우, 당해사건에는 확정력을 통해

효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헌재법 제47조 제1항과 제2항에 의해

기속력과 일반 구속성을 의미하는 법규 효력을 통해 유사사

건 뿐만 아니라 이른바 일반사건에 해서도 효력을 미치기 때

문이다. 그 다면 어떠한 법률의 헌여부가 헌법재 소에 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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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에 따르면, “헌법재 소는 제청된 법률 는 법률조항의 헌

여부만을 결정한다. 다만, 법률조항의 헌결정으로 인하여 당해 법

률 부를 시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부에 하여 헌

의 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련하여 헌법재

소는 부분 제청된 법률이나 법률조항에 해 그 로 헌여부를

결정하지만, 직권에 의해 심 상을 확장295)하거나 축소296)하기도

하는 과정에 해 지나치게 엄격한 당사자주의 소송구조를 고

집할 의미는 없지 않을까 한다. 이런 은 술한 세 효과

로 인해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본다. 이런 시각에

서 본다면 재 의 제성이나 헌법소원심 에 있어 청구인 격

과 같은 소송요건을 엄격하게 심사하여 제청이나 청구를 각하할

의미는 별로 없다고 보여진다. 왜냐하면 소에서 각하한 요건

을 충족시켜 후소에서 심 청구나 제청이 이루어지고 그에 따라

일반 효력과 세 구속성을 지닌 헌여부 결정이 선고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시각에서 볼 때, 심 청구인이나 제청법

원 는 이해 계인들이 헌여부에 한 의견을 제시한 것에

헌법재 소가 만족해 하여 그에 해서만 심 을 해서는 안된다

고 할 것이고, 오히려 헌법재 소는 직권으로 당사자들이나 이

해 계인이 제시치 아니한 쟁 들을 탐지하려는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 이런 은 심 상이 일반 추상 규율로서

의 속성을 지닌 법규범으로 할 때에는 특히 강조되어야 할 것이

다. 이것은 헌법소송이 민사소송과 구별되어야 할 가장 본질

인 징표라고 하겠다. 이와 련해서는 崔大權, 法學 제38권 제1

호, 1-17면 참조.
295) 련된 법률조항이 독립하여 존속할 의미가 없음을 이유로 심 상을 확장하여 헌결정

한 사례로는 헌재 1989. 11. 20. 89헌가102, 례집 1. 329, 331; 헌재 1991. 11. 25. 91헌가6,

례집 3. 569, 572; 헌재 1993. 12. 23. 92헌바11, 례집 5-2. 606, 610; 헌재 1996. 12. 26.

94헌바1, 례집 8-2. 808, 814 등 참조. 법률 체에 한 헌결정의 사례로는 헌재 1996.

1. 25. 95헌가5, 례집 8-1. 1,5 참조. 그리고 법률 체에 해 헌법불합치결정한 사례로는

헌재 1994. 7. 29. 92헌바49 등, 례집 6-2. 84, 86 참조. 강경근 교수의 경우 이를 부

헌결정으로 칭한다. 姜京根, 憲法學, 248면.

296) 헌재 1993. 7. 29. 90헌바35, 례집 5-2. 14,18; 헌재 1995. 5. 25. 91헌가7, 례집 7-1. 598,

603; 헌재 1996. 10. 31. 94헌가6, 례집 8-2. 395, 397; 헌재 1997. 5. 29. 96헌가17, 례집

9-1. 509, 510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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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297) 이러한 시각에서 본다면, 확장 헌, 동일 헌,298) 축소 헌

으로 구분할 수도 있을 것이다.299)

셋째, 심 상이 법률 체,300) 조,301) 항,302) 본문,303) 단서,304)

호,305) 호,306) 별표307) 등이고 이에 해 헌결정이 이루어졌을

경우 각각 이를 어떻게 호칭할 것인가가 문제이다. 이를 부 헌

297) 심 상의 직권에 의한 확장은 두가지 측면으로 나 어 볼 수 있다. 그 하나는 심 상

을 직권으로 확장하여 심 제청이나 청구된 법률조항을 포함한 법률 체 는 다른 조항까

지로 확 해서 결정을 선고하는 경우를 상정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심 상은 그 로

유지하면서 그에 해 결정을 선고함에 있어 그 결정의 효과를 동일법률 체나 다른 조항

에 까지 확장하여 선고하는 경우이다.

298) 심 상을 특정해석부분으로 축소하여 심 청구하거나 제청한 경우에 해 헌법재 소는

이를 부인하는 입장이지만, 만약 이를 인정하고 그 해석부분에 해 헌결정한다면, 결정

유형을 분류할 때 여기에 해당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헌재 1995. 7. 21. 92헌바40, 례

집 7-2. 34; 헌재 1997. 2. 20. 95헌바27, 례집 9-1, 156 참조.

299) 拙稿, 博士學位論文, 101면 이하 참조.

300) 법률 체에 해 심 제청이나 심 청구가 이루어져 그에 해 그 로 헌결정이나 변형

결정이 이루어진 은 없다. 그 지만, 일부 조문에 해 헌결정이나 헌법불합치결정을

함으로 인해 법률 체가 독립하여 존립할 의미가 없다는 에서 그 체로 확장한 사례는

있다. 헌재 1996. 1. 25. 95헌가5, 례집 8-1. 1, 5; 헌재 1994. 7. 29. 92헌바49 등, 례집

6-2. 64, 117 참조.

301) 헌법재 소가 법률의 조에 해 헌결정한 사례로는 헌재 1989. 5. 24. 89헌가37 등, 례

집 1. 48, 49; 헌재 1990. 6. 25. 89헌가98 등, 례집 2. 132, 138; 헌재 1990. 11. 19. 90헌가

48, 례집 2. 393, 395; 헌재 1995. 10. 26. 93헌마246, 례집 7-2. 498, 500; 헌재 1995. 11.

30. 94헌가2, 례집 7-2. 538, 540; 헌재 1996. 1. 25. 95헌가5, 례집 8-1. 1,5 등 참조.

302) 헌법재 소가 법률의 항에 해 헌결정한 사례로는 헌재 1989. 7. 14. 88헌가5 등, 례집

1. 69, 73; 헌재 1989. 11. 20. 89헌가102, 례집 1. 329, 331; 헌재 1990. 10. 8. 89헌마89,

례집 2. 332, 333; 헌재 1990. 10. 15. 89헌바178, 례집 2. 365, 368; 헌재 1992. 2. 25. 90헌

가69 등, 례집 4. 114, 116; 헌재 1993. 7. 29. 90헌바35, 례집 5-2. 14, 18; 헌재 1994. 6.

30. 92헌가18, 례집 6-1. 557, 560; 헌재 1995. 9. 28. 93헌바50, 례집 7-2. 297, 299; 헌

재 1995. 11. 30. 94헌가3, 례집 7-2. 550, 552; 헌재 1995. 11. 30. 93헌바32, 례집 7-2.

598, 600; 헌재 1995. 11. 30. 92헌마44, 례집 7-2. 646, 648; 헌재 1996. 1. 25. 95헌가5,

례집 8-1. 1,5; 헌재 1996. 4. 25. 92헌바47, 례집 8-1. 370, 371; 헌재 1996. 12. 26. 96헌가

18, 례집 8-2. 680, 684; 헌재 1996. 12. 26. 94헌바1, 례집 8-2. 808, 814; 헌재 1997. 7.

16. 97헌마26, 례집 9-2. 72, 75 등 참조.

303) 헌법재 소가 조항의 본문에 해 헌결정한 사례로는 헌재 1992. 12. 24. 90헌바21, 례

집 4. 890, 891; 헌재 1993. 5. 13. 92헌바32, 례집 5-1. 297, 298 등 참조.

304) 헌법재 소가 조항의 단서에 해 헌결정한 사례로는 헌재 1989. 1. 25. 88헌가7, 례집

1. 1,1; 헌재 1989. 12. 18. 89헌마32 등, 례집 1. 343, 345; 헌재 1992. 12. 24. 92헌가8,

례집 4. 853, 859; 헌재 1994. 7. 29. 93헌가4 등, 례집 6-2. 1, 2 등 참조.

305) 헌법재 소가 조항의 호에 해 헌결정한 사례로는 헌재 1992. 4. 28. 90헌바24, 례집

4. 225, 227; 헌재 1996. 12. 26. 96헌가18, 례집 8-2. 680, 684; 헌재 1997. 4. 24. 95헌마

90, 례집 9-1. 474, 476; 헌재 1997. 7. 16. 96헌바36 등, 례집 9-2. 44, 48 등 참조.

306) 헌법재 소가 조항의 내용 호부분에 해 헌결정한 사례로는 헌재 1992. 7. 23. 90헌

바2 등, 례집 4. 493, 495; 헌재 1993. 12. 23. 92헌가12, 례집 5-2. 567, 568; 헌재 1996.

11. 28. 96헌가15, 례집 8-2. 526, 527; 헌재 1997. 10. 30. 96헌바14, 례집 9-2. 454, 457

등 참조.

307) 헌법재 소가 법률의 별표에 해 헌결정한 사례로는 헌재 1995. 12. 27. 95헌마224 등,

례집 7-2. 760, 765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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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체 헌과 부분 헌이나 일부 헌으로 구분하려고 할 경우,

그 구분은 상 인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어째서 그 게 칭할 수

있는지에 해 명확한 구분기 이 설정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겠

다.

넷째, 심 상에 해 일부분만 헌결정이 이루어졌을 경우이

다. 컨 동일 법률의 여러 조항이 헌여부 다툼의 상이 되었

지만, 일부 조항만이 헌으로 결정되었다든가, 원칙과 외조항

는 본문과 단서조항 모두 상이 되었지만, 단서나 외만이 되었

다든가, 아니면 일부의 문구만 헌으로 결정하 다든가 등등의 경

우에 있어 이를 어떻게 획정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그 지만 이 부

분에 있어서는 직권에 의해 심 상을 축소하여 단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308)

다섯째, 심 상과 주문의 계이다. 헌법재 소 결정주문은 심

상에 해서만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 심 상이 되지

아니한 부분에 해서 까지 주문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이 에서 이른바 용 헌이나 포함 헌은 한정합헌이나 한정 헌

과 구별되어야 한다.309)

여섯째, 앞의 항목과 유사하지만 별도로 취 하여야 할 것이 심

상규범의 가분성여부이다. 심 상이 헌인 부분과 합헌인

부분으로 명확하게 나 어 질 때, 헌인 부분에 해서만 직권으

로 심 상을 획정하여 그 결정을 선고한다.310)

일곱째, 심 상에 해 심 의 결과인 주문이 제시되었을 때,

그 主文에 해 反 解釋이 可能한지 여부이다. 심 상에 해

해석이나 용에 있어 그 범 를 한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

에 주목하여야 한다.

308) 이 방안은 헌결정이 미치는 효력 용범 를 최소화하기 해 고려될 수 있는 한 방

안 의 하나라고 하겠다.

309) 상세한 내용은 拙稿, 博士學位論文, 98면 이하; 拙稿, 憲法裁判硏究 제7권, 321면 참조.

310) 체로 이것은 실무상 행으로서 독일이나 우리나라에서도 심 상을 직권으로 축소할

수 있고 축소된 부분을 기 으로 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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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덟째, 심 상이 된 법규범의 헌농도( 헌성의 정도)에 따른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311)

아홉째, 심 상이 된 법규범이 용되는 인 범 와의 련성

도 짚어 볼 수 있다. 물론 그 인 범 를 구체 으로 특정하는 사

례는 없겠지만, 심 상규범의 잠정 인 계속 용의 경우312)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313)

열째, 결정주문의 시 효력범 와 련되는 에서도 고려할 수

있다고 하겠다. 이것은 두가지 측면으로 나 어 볼 수 있다. 그 하

나는 결정주문의 효력발생시 과 련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주문

의 시 효과에 한 것이다.314) 특히 후자와 련해서는 헌재법 제

47조 제2항 본문에 있어 비형벌법규에 한 헌결정의 장래효원칙

과 외 인 소 효315) 그리고 헌법불합치결정의 미래효 등에 한

주장이 가장 쉽게 해명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헌법재 소는 법률의 헌여부를 결정주문으로 제시

함에 있어, 비록 법 근거가 명확하지 않지만 근거법률에 흠결이

있는 까닭에, 흠결보충 인 법형성을 할 수도 있다고 하겠다. 이

에서 어떠한 결정주문이 한 것이었는지는 개별 인 결정례에

311) 裵俊相, 憲法裁判所와 立法權 , 法學論叢(漢陽大 法學硏究所) 제9집, 1992. 10., 46면 참조.

312) 헌법불합치결정에 있어 심 상이 헌법에 불합치함을 선언함과 아울러 입법자에게는 개선

입법을 구하고 법 용자에게는 입법자가 개선입법을 할 때까지 불합치법률을 잠정 으로

계속 용하도록 하 을 경우, 불합치결정의 원인을 제공한 당해사건, 그 결정 당시 법원에

소송이 계속 인 사건 결정 당시 법원에 아직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한 사건 등은 물론

이고 불합치결정시 과 개선입법시 사이에 사실 계를 형성한 사건에 해서 조차도 불

합치법률을 계속 용토록 하는 것은 인 범 를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313) 이 부분에 한 해명은 필자가 주장하는 당연무효설보다는 폐지무효설에서 훨씬 용이하다

고 보여진다. 특히 왜냐하면 遡及效範圍 差等化論(孫容根, 司法論集 제24집, 94면)이나 一般

事件 法益衡量論(헌재 1993. 5. 13. 92헌가10 등, 례집 5-1. 226, 251)의 경우 사건별 외

인 소 효의 확장범 를 달리 설정하여 구체 인 소송사건을 기 으로 헌결정의 편익

을 향유하게 할 것인지의 여부가 좌우되는데, 결국 그 편익은 소송당사자에게 그 로 반

될 것이기 때문이다.

314) 여기서 자에 있어 결정주문의 효력은 선고한 날로부터 장래 으로 발생한다. 물론 이에

해 일부에서는 혼동을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을 제기할 여지가 없지 않다. 상세한

내용은 拙稿, 桂禧悅博士華甲論文集, 402면 이하 참조. 그러나 후자는 헌재법 제47조 제2항

에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즉 헌결정된 형벌법규의 경우에는 결정의 소 인 효과로서

의 소 인 효력상실이, 비형벌법규의 경우에는 장래 인 효과로서의 결정한 날로부터의

효력상실이 발생하게 된다.

315) 헌재 1993. 5. 13. 92헌가10 등, 례집 5-1. 226, 251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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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구체 인 사안에 따라 별도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고, 이로 인

해 결정유형을 획정함에 있어 제약받을 것은 아니다.

아무튼 이상에서는 법률에 한 헌여부결정을 유형화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요소를 나름 로 악하여 열거하 다. 그러면 여기

서 몇가지 을 지 하기로 한다.

첫째, 심 상을 직권으로 확장 내지 축소하 는지의 문제와 심

상이 법률조항 자체인지 아니면 그 일부인지의 문제를 구분하지

않고 결정유형을 유형화함으로써 혼선을 빗을 수 있다는 이다.

둘째, 이 지 하 지만, 결정주문은 심 상에 해서만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지, 심 상이 되지 아니한 조문이나 조문의

일부에는 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이다.

셋째, 심 상이 더 이상 불가분 일 경우 헌결정이 되는 부

분을 최 한 축소하고자 정성 으로 헌결정을 선고할 수 있고,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헌성의 정도 내지 헌농도에 따라 결

정주문을 달리 제시할 수도 있다는 이다.

마지막으로 법률해석권은 사법권의 본질 내용에 해당하기 때문

에, 단순한 법률해석에 지나지 않는 변형결정을 헌법재 소는 선고

할 수 없음을 주장하는 견해도 있지만, 법률해석권이 변형결정을

유형화함에 있어 고려할 요소는 아니라고 본다.

3. 變形決定類型  體系化

가. 體系化  基準設定

첫째, 결정주문이 헌, 합헌, 헌법불합치, 아직은 합헌 등으로 제

시되었는지의 여부이다.

둘째, 심 제청이나 청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와는 무 하게 결

정유형을 획정하여야 한다는 이다. 즉 심 상을 기 으로 구분

하여야 한다고 하겠다. 컨 ① 헌법재 소가 심 상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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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여부를 심 하고 결정함에 있어 조, 항, 본문, 단서, 호, 호, 별표

등과 같이 명확하게 조문상의 단 에 해 결정을 선고한 것이라면,

단순 헌이나 단순합헌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② ‘으로부터 1년’316)

이라든가 ‘보석을 허가하는 결정’317) 등과 같이 조문상의 단 가 아

닌 조문의 단지 일부에 해서만 헌으로 결정하 다면, 부분 헌

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318) ③ 심 상과 무 하게 특정법률 체에

해 헌으로 결정하 다면 부 헌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319)

셋째, 결정주문에 해석상의 한정, 조건 는 효과를 표 하는 문

구가 표시되었는지의 여부이다. 즉 ‘…로 해석하는 한’, ‘…로 해석한

다면’ 는 ‘…로 해석되므로’ 등이 제시되었는지의 여부이다. 이와

더불어 앞에서 시한 헌, 합헌 는 헌법불합치 등의 표 이 결

합될 수도 있을 것이다.

넷째, 심 상과의 련성이다. 결정주문과 이유를 살펴 보아,

316) 헌재 1990. 9. 3. 89헌가95, 례집 2. 245, 246(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헌심

사건) 참조.

317) 헌재 1993. 12. 23. 92헌가12, 례집 5-2. 578, 581(형사소송법 제97조 제3항의 헌심 사

건) 참조.

318) 다음과 같은 경우도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①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35조 제1

항 등의 헌법소원심 사건에서 같은 법 제35조 제1항 제7호 지방자치법 제33조 제1항

제6호 농업 동조합․수산업 동조합․축산업 동조합․산림조합․엽연 생산 동조

합․인삼 동조합의 조합장에 한 부분은 헌법에 반된다고 결정한 바 있다(헌재 1991.

3. 11. 90헌마28, 례집 3. 63, 71). 이 주문에 있어 ‘농업 동조합․수산업 동조합․축산업

동조합․산림조합․엽연 생산 동조합․인삼 동조합의 조합장’부분이 헌선언된 것이

아니라 단지 ‘조합장’부분만이 선언된 것이다. ② 국가배상법 제16조에 한 헌심 사건

(헌재 1995. 5. 25. 91헌가7, 례집 7-1. 598, 603 참조)에서 국가배상법(제정 1967. 3. 3. 법

률 제1899호) 제16조 “심의회의 배상결정은 신청인이 동의한 때에는 민사소송법의 규정

에 의한 재 상의 화해가 성립한 것으로 본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반된다는 주문을 제시

한 바 있다. 그런데 조는 “심의회의 배상결정은 신청인이 동의‘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 을 지 ’한 때에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재 상의 화해가 성립한 것으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결정주문이나 심 상과 비교할 때, “심의회의 배상결정은 지방

자치단체가 배상 을 지 한 때에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재 상의 화해가 성립한 것

으로 본다”는 부분에 해서는 헌심 의 상이 되지 아니하 다. 이 에서 나 의 결

정주문은 포함 헌으로 취 할 필요성도 있다고 보여진다.

319) 심 상이 특정법률의 일부조항이었지만, 심 상을 확장하여 법률 체에 해 헌결

정을 하 을 경우에도 여기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부 헌과 부분 헌을

구분함에 있어 객 기 에 따라 그 획정이 가능하다고 하는 견해도 있다. 張永喆, 憲法

裁判所의 法律에 한 ‘部分的 違憲’決定. 특히 全部違憲․部分的 違憲決定의 基準에 하

여, 公法硏究 제26집 제2호, 1998. 6., 211면 이하 참조. 그러나 그것은 심 상을 획정함에

있어 상의 확장이나 축소의 필요성이라는 시각에서 근함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는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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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된 심 상을 기 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이다.320)

다섯째, 경우에 따라서는 선고된 결정유형이 미치는 법 효과에

따라 달리 악할 수도 있을 것이다.

나. 法律에 한 違憲與否  決定類型

그러면 이상에서 제시한 기 을 바탕으로 결정유형을 다음과 같

이 구분지을 수 있다.

⑴ 違憲決定

(가) 單純違憲決定

이 결정유형은 조, 항, 본문, 단서, 호, 호, 별표 등과 같이 명확

하게 조문상의 단 를 심 상으로 삼아 그에 해 헌으로 결정

하는 가장 일반 인 모형이라 할 수 있다.

헌재법은 이 유형을 심으로 효력문제나 심 범 등을 규정하고

있다. 즉 제45조에서는 “헌법재 소는 제청된 법률 는 법률조항의

헌여부만을 결정한다. 다만, 법률조항의 헌결정으로 인하여 당해

법률 부를 시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부에 하여

헌의 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47조 제1항은 “법률의 헌

결정은 법원 기타 국가기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고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 헌으로 결정된 법률 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

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형벌에 한 법률 는

법률의 조항은 소 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部分違憲決定

조문상의 단 가 아닌 조문의 단지 일부에 해서만 헌으로 결

정한 경우 이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이 결정유형은 단순 헌결정과

마찬가지로 헌결정의 효력이 인정된다. 조문상의 단 그 자체를

헌심 의 상으로 삼지 않고 심 청구나 제청된 바에 따라 는

직권에 의한 심 상의 조정을 통해 조문의 단지 일부분에 해

320) 확정된 심 상내에서 반 해석이 가능한지 여부는 이른바 한정결정과 포함 헌 내지

용 헌결정과의 구분기 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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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결정을 하는 것은 입법자를 존 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

다321)고 하겠다.322)

그러나 이 결정유형을 헌법재 소가 선택함에 있어 헌결정한

후 잔존한 조문이 그 본질 의미에 있어 다르게 변경되거나

소통될 수 없어서는 안된다고 하겠다. 즉 이 유형은 조문에 있어

가분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하겠다.

(다) 包含違憲․適用違憲決定323)

이 결정유형 역시 심 상에 해 단순 헌결정을 선고한 것과

그 효과에 있어 동일하게 나타난다고 하겠다.324) 다만, 심 상에

있어 몇가지 주의하지 않으면 안될 요소가 있다고 하겠다.

즉, 이 결정유형은 조문상의 단 나 조문상의 명시 인 일부를

심 상으로 삼은 것이 아니고 그것을 보다 더 세분화시켜 해석례

나 용례의 일부로 한정해서 심 상으로 삼는다는 에서 술

한 부분 헌결정과 구분된다고 하겠다.

그러나 심 상이 되지 아니한 해석례나 용례에 해서는 주

문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을 주목하지 않으면 안된다.325) 즉

321) 그런데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단서 등의 헌소원사건에서 헌법재 소가 한정 헌결정

을 선고한 것(헌재 1995. 11. 30. 94헌바40 등, 례집 7-2. 611)에 해 사물의 본성이라는

시각에서 실질과세의 원칙이 타당하고 이러한 시각에서 볼 때 헌법재 소의 그러한 결정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벗어난 것으로 부 하다고 하는 비 이 있다. 金相容, 實去來價額에

의한 讓渡所得稅 課標額 算定의 正當性, 法律新聞 제2714호, 1998. 8. 6. 자, 14-15면 참조.

그러나 심 상을 보다 근본 인 사항으로 확 함과 아울러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에 맡겨

진 사항에 해서 사물의 본성이란 기 으로 헌여부를 심 하고 그에 해 입법 구

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 을 것이라고 함은 헌법재 소가 극 으로 입법지침이나 입

법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써 경우에 따라서는 입법자의 자유로운 입법형성권을 침해할 수

도 있게 된다는 에서 정 으로 평가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한다.

322) 그런데 문제는 심 상을 조문의 일부로 축소하 음에도 불구하고, 심 상내에서 특정

된 내용 내지 사항에 해, 한정 인 해석을 하지 않았음에도 헌여부가 명확하게 구분되

는 그러한 결정을 선고한 사례가 있다는 이다. 이에 해서는 한정결정에서 후술하기로

한다.

323) 결정의 형식을 유형화함에 있어 이러한 용어가 한 것인가에 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지 않으나, 일부 헌이라는 용어 역시 혼란의 여지가 지 않고 체되는 한 용

어도 찾지 못하 음에 따라 잠정 으로 이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324) 종래 이 결정유형을 한정결정과 구분짓기 해 한정결정이라는 표제하에서 다루었지만(拙

稿, 憲法裁判硏究 제7권, 312-313면 참조), 심 상과 주문과의 련성이라는 시각에서 볼

때, 그 결정유형보다는 단순 헌결정과 그 성격이 동일하다는 에서 헌결정의 한 유형

으로 악하기로 한다.

325) 상세한 내용은 拙稿, 憲法裁判硏究 제7권, 321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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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해 나 에 헌심 이 제청되거나 청구된다면, 헌법재 소

는 소의 결정과는 무 하게 독립 으로 심 을 하고 본안 단

이 이루어졌을 경우 단에 따른 한 결정유형을 선택할 수 있

다고 하겠다. 이 에서 후술할 한정 헌결정과는 구분된다고 하겠

다.326)

이러한 주문유형을 고유한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부분 헌결

정이나 후술하는 한정결정(한정합헌이나 한정 헌)에 흡수시켜

악할 경우 결정의 효력문제에서 요한 문제 을 래할 수 있게

된다.

⑵ 憲法不合致決定

헌법재 소가 제시한 헌법불합치결정의 유형은 체로 두가지 형

태로 구분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물론 후술하는 바와 같이 기본

으로 헌법재 소는 심 상이 된 법률의 헌법불합치성을 확인하

고 입법자에게 개선입법을 구한다는 측면에서는 동일하지만, 그

선고 역327)과 법 효과는 서로 달리 나타난다고 하겠다. 법 효

과는 법 용자와 련하여 불합치법률의 용 차를 지하고 개선

입법에 의해 처리할 것을 명하는 경우와 불합치법률을 잠정 으로

계속 용하도록 명하는 경우로 나 어 볼 수 있다.328)

(가) 原則 : 不合致法律의 適用中止

헌법재 소는 기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함에 있어 그 지향하는

효과와 련하여 많은 논란의 여지를 남겨 놓았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입장이 어느 정도 정리 체계화되어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다.

326) 그러나 “ 체로 법문의 양 인 일부 헌이 아니면서 부분 인 헌성을 선언하고 있다면,

체 헌이 아닌 부분 헌결정의 하나로서의 한정 헌결정에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이해하기 쉬운 분류”일 것이라고 하는 견해로는 李明雄, 試界 1998. 6.호, 154면 주

14번 참조.

327) 이에 한 상세한 내용은 拙稿, 博士學位論文, 140면 이하, 305면 이하; 韓秀雄, 憲法不合致

決定의 憲法的 根據와 效力. 獨逸에서의 判例와 理論을 심으로, 憲法論叢 제6집, 1995,

485면 이하; 拙稿, 憲法裁判硏究 제7권, 334면 이하 참조.

328) 이러한 결정주문을 제시하면서 명시 인 기한설정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에 해서는 拙

稿, 博士學位論文, 298-305면; 拙稿, 憲法裁判硏究 제7권, 335-347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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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불합치결정이란 심 상인 법률에 헌성이 내재하여 있다

할지라도 단순히 헌결정을 선고하여 당해 법률의 일반 용배

제라는 법 효과를 추구할 경우에 야기되는 법 혼란을 회피하고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을 존 하기 해 헌결정의 법 효과에 일

정한 제약을 가하는 주문유형을 말한다.329)

비록 헌성이 내재하여 있긴 하지만, 헌으로 확인하지 않고

단지 불합치성만을 확인하 다는 을 이 결정유형의 특징으로 들

수 있다. 그 기 때문에 헌법불합치결정이 선고되었다고 하더라도,

헌성이 내재하여 있다는 에서 불합치성이 확인된 법률은 가능

한한 구체 인 법률 계에 용되어서는 안된다. 헌결정으로 인

한 법 혼란을 방지하고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을 존 하기 해

헌법재 소는 심 상인 법률에 해 단지 헌법불합치성을 확인하

고, 입법자에게는 개선입법을 구함과 아울러 법 용자에게는 불

합치법률의 용 차를 개선입법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려 개선입

법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을 명할 수 있다고 하겠다.330)

(나) 例外 : 不合致法律의 暫定適用

각종 법의 용 역에서 존재하는 법 인 계는 단히 다양하

다. 그런데 단순 헌결정을 선고하 을 때 경우에 따라서는 결정시

부터 개선입법시 까지 기존의 헌상태보다 더 헌 인 상태가

래되거나 한 법 혼란이 래될 때도 있다. 게다가 그 기간

동안 불합치법률의 용 차를 지하고 기다릴 수도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와 같이 법 공백상태로 인해 회복할 수 없는

한 법익의 손상을 가져올 수 있는 경우를 부인하기 어렵다고 본

다.331)

329) 拙稿, 博士學位論文, 292면; 拙稿, 憲法裁判硏究 제7권, 332면.

330) 헌재 1994. 7. 29. 92헌바49 등, 례집 6-2. 84, 86; 헌재 1995. 11. 30. 91헌바1 등, 례집

7-2. 562, 569; 헌재 1997. 3. 27. 95헌가14 등, 례집 9-1, 193, 196; 헌재 1997. 7. 16. 95헌

가6 등, 례집 9-2. 1, 6; 헌재 1997. 8. 21. 94헌바19 등, 례집 9-2. 243, 246 등 참조.

331) 이것은 헌법률이 입법자에 의해 법률의 외 을 갖춰 사실상 제정되고 구체 사실

계를 형성한 다음, 많은 시일이 지난 후에서야 비로소 그 헌성이 확인된다고 하는 사후

규범통제의 제도 한계성으로 인해 야기되는 필연 인 결과라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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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헌법재 소는 아주 외 으로 심 상의 헌법불합

치성을 확인하고 입법자에게 신속한 개선입법을 구함과 아울러

법 용자에게는 개선입법시 까지 불합치법률을 잠정 으로 계속

용하도록 명할 수도 있다고 하겠다.332)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법 용자에 한 효과를 제시함에

있어 불합치법률의 용 차를 지토록 하는 것과 불합치법률을

잠정 으로 계속 용하도록 하는 것 헌법재 소는 어느 것을

우선시하여야 할 것인지가 문제될 수 있다. 이에 해 견해에 따라

서는 헌재법 제47조 제2항의 해석과 련하여 후자에 해서만 그

개연성을 인정하고 자에 해서는 부인하려는 시각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오히려 자를 우선시하여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자는

시간 편차가 발생하고 법 용자로 하여 불필요하게 번잡스러운

차를 요구한다는 약 이 존재하긴 하지만, 헌법질서에 있어 헌

인 요소 내지 헌법불합치 인 요소를 최 한 억제한다는 과 기

본권 보장을 극 화할 수 있다는 에서 자의 유용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⑶ 限定決定

우리 헌법재 소는 ‘…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반되지 아니한

다’ 는 ‘…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반된다’는 형태의 결정주문을

빈번하게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한정 인 형태의 주문을 제시하는

사례를 통칭해서 한정결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한정결정이 선고되기 해서는 먼 심 상 규범의 가

분성여부가 단되어야 하고, 그 다음 해석기 이 제시되어야 한다.

그로 인해 심 상규범의 내용이 일부 제한되거나 보충되는 결과

가 래되어야 한다.333)

332) 헌재 1989. 9. 8. 88헌가6, 례집 1. 199, 201; 헌재 1991. 3. 11. 91헌마21 례집 3. 91, 94;

헌재 1993. 3. 11. 88헌마5, 례집 5-1. 59, 62; 헌재 1995. 9. 28. 92헌가11 등, 례집 7-2.

264, 268 등 참조.

333) 한정결정의 이론 근거로는 권력분립의 원칙에 입각한 입법권 존 , 법 안정성의 확보,

법률의 합헌성 추정 등이 제시되고 있다. 申鉉直, 合憲的 法律解釋과 變形決定의 問題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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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여기서는 한정결정 내지는 의의 합헌 법률해석에 해

당하는 결정유형334)을 구분하여 유형화335)하기로 한다.

(가) 限定合憲決定

한정합헌결정이란 법률의 헌여부에 한 헌법재 에 있어서 그

법률이 다의 인 해석가능성이 있을 때 합헌 인 한정축소해석을

한 후 그 의미 범 내에 있어서는 합헌이라는 결정을 말한다.336)

한정합헌결정의 의미337)에 해서는 헌법재 소 결정의 보충의

견338)에서 이를 하게 제시하고 있다. 즉 “… 제사건의 사실

琴浪金哲洙敎授華甲紀念論文集. 憲法裁判의 理論과 實際, 博英社, 1993, 252면 이하 참조.

334) 견해에 따라서는 “헌법재 에서 헌법부합 법률해석에 의하여 끌어낼 수 있는 결정은 합

헌결정 뿐이고, 합헌결정인 한 그것을 변형결정이라고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변형결정은

헌결정의 한 변형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헌법재 에서 헌결정을 내리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그로 말미암아 심각한 법 공백과 후유증이 뒤따를 것이 상되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하여 기본 으로 헌결정은 내리되, 그 결정을 부분 으로 변형시킴으로써 그의

효력발생에 제한을 가하려는 데에 변형결정의 참뜻이 있는 것이다. 이와는 달리 헌법부합

법률해석에서는 비록 한편으로 헌이라는 해석이 나오더라도, 이를 무시하고서 합헌이

라는 해석을 그 법률에 한 타당한 해석으로 받아들여 합헌결정을 내리는 것인 만큼, 이

것은 결코 헌이라는 해석을 변형함으로써 도출되는 것은 아니다. 합헌의 경우에는 그 결

정을 변형해야 할 아무런 이유나 필요성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한다. 金雲龍, 違憲審査論,

529면 참조. 이러한 주장은 기본 으로 변형결정의 성격을 헌결정의 일종으로 한정해서

악함을 제로 한다는 이다. 그러나 반드시 그러한 의미로 축소할 것은 아니라고 본다.

왜냐하면 법률의 헌여부에 한 본안 단이 이루어지고 단순 헌결정이나 단순 합헌결

정이 아닌 형태의 결정을 총칭한다고 본다면, 설득력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335) 합헌 법률해석에 근거한 결정유형은 합헌결정만이 가능하고 한정합헌결정, 한정 헌결정

는 조건부 헌결정 등이 도출될 수는 없으며, 그러한 결정유형을 합헌 법률해석에 포

함시켜서는 안된다는 견해로는 金雲龍, 違憲審査論, 529-530면 참조.

336) 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례집 9-2. 842, 860-861.

337) 한정합헌결정은 헌결정의 일종이 아니고 합헌결정에 지나지 않는다는 견해로는 金雲龍,

違憲審査論, 616면 이하 참조. 金雲龍 교수는 합헌결정으로 보아야 할 논거로 두가지를 제

시한다. 그 하나는 한정합헌결정과 한정 헌결정의 구별실익이 없다는 이고, 다른 하나는

결정정족수에 있어 헌결정정족수를 용할 것이 아니고 단순히 과반수의 찬성을 필요로

한다는 을 제시한다. 자에 해서는 여러 군데에서 지 되었거나 지 될 것이므로 여

기서는 더 이상의 논의를 생략한다. 후자에 있어 이른바 헌불선언결정과 한정합헌결정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의문이다. 아울러 합헌결정은 재 4인으로도 가능하다는 을 지

하고자 한다. 그러한 주장보다는 “한정합헌결정은 어도 외형상으로는 심 상 법률의

효력에 아무런 향을 주지 않는다. 다만 어떠한 한정 해석으로 해서 얻어진 법 의사

만을 합헌으로 본다고 밝힘으로써 애매모호하게 추상 으로 표 되어 있던 법의 뜻을 명료

하게 구체화시켜 다는 에서 그의 내면 의의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 게 함으

로써 애매모호하고 폭넓은 표 으로 인하여 함부로 용되어 결국 헌결정에까지 이르게

될는지도 모르는 법률을 살려내게 되는 것이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변형결정이 헌결

정의 일종이라는 틀에 얽매이기 보다는 단순 헌결정의 법 효과를 제약하기 한 결정

의 일종으로 악함이 타당하고 더 바람직스러울 것이 아닐까 한다.

338) 헌재 1989. 7. 12. 89헌마38, 례집 1. 131, 146 이하(조규 재 의 보충의견); 헌재

1992. 2. 25. 89헌가 104, 례집 4. 64, 111 이하(조규 재 의 보충의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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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에 하여 용하게 될 법률의 합헌성여부가 헌법재 소의 심사

상이 되었을 경우, 제사건과의 상 계하에서 법률의 문언, 의

미, 목 을 살펴 ‘한편으로 보면 합헌이고 다른 한편으로 보면 헌

으로 단될 수 있는 등 다의 인 해석가능성이 생길 때’,339) 헌법

재 소는 일반 인 해석작용이 용인되는 범 내에서 종국 으로 어

느 해석가능성이 가장 헌법에 합치되는가를 가려 한정축소 해석

을 통하여 합헌 인 일정한 범 내의 의미내용을 확정하여 이것이

그 법률의 본래 인 의미이며 그 의미 범 내에 있어서는 합헌이라

고 말할 수 있고(따라서 그 이외의 해석가능성은 헌임을 지시),

하나 방법으로는 와 같은 합헌 인 한정축소해석의 타당 역

밖에 있는 사안례까지 법률의 용범 를 넓히는 것은 헌이라는

취지로 법률 문언 자체는 그 로 둔 채 한정조항을 붙여 한정

헌선언을 할 수도 있다”고 한다.

(나) 限定違憲決定

한정 헌결정이란 법률의 헌여부에 한 헌법재 에 있어서,

그 법률의 다의 인 해석가능성이 있을 때 합헌 인 한정축소해석

을 한 후, 그 타당 역밖에 있는 경우까지 법률의 용범 를 넓히

는 것은 헌이라는 결정을 말한다.340)

이 결정유형은 술한 한정합헌결정과 비교할 때, 반 해석이 가

339) 이 구 과 련하여 “마치 한 법률의 어느 부분은 합헌으로 그리고 다른 한 부분은 헌으

로 단되는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헌법부합 법률해석은 어

디까지나 법률의 부 혹은 한 부분이 합헌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가 하면 반 로 헌

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용될 수 있는 해석방법으로서, 서로 다른 부분이

각기 합헌으로나 헌으로 해석되는 경우에는 이런 해석방식의 용은 있을 수 없는 것이

다. 이 때 합헌으로 해석되는 부분은 간단하게 합헌으로, 그리고 헌으로 해석되는 부분은

그 헌으로 선언될 뿐이고, 여기에 헌법부합 법률해석이 개입해 들어갈 여지는 없는

것으로 야 한다.”고 한다. 金雲龍, 違憲審査論, 526면. 그러나 한정합헌결정은 기본 으로

심 상의 불가분성을 제로 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즉 심 상의 어느 어구

가 합헌이고 다른 어구는 헌이라는 취지로 악해서는 안되고, 심 상이 된 계쟁물의

해석이 그 게 될 수 있음을 의미할 따름이다.

340) 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례집 9-2. 842, 861. 그러나 한정 헌결정이란 “단순

헌결정이 그 주문에서 당해 법률이나 법률조항의 부 는 일부에 하여 헌결정을 선

고함으로써 그 효력을 상실시켜 법률이나 법률조항이 폐지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 온

것이 아니라 그에 하여 특정의 해석기 을 제시하면서 그러한 해석에 한하여 헌을 선

언하는 방식”이라고 한다. 법 1996. 4. 9. 선고 95 11405 결(공1996상, 1442 이하);

淳茂, 憲法問題와 裁判(上), 54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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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하고 헌성이 강하게 내포된 사례에 해 행하는 것으로 보

아야 할 것이다.341) 그리고 한정합헌은 해석과 련해서 문제되지

만, 한정 헌은 용사례와 문제되는 것으로 구분하려고 하기도 하

지만, 해석과 용을 별개로 논의할 여지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왜

냐하면 용의 문제는 당연히 해석을 제로 하지 않을 수 없기 때

문이다.

차라리 한정 헌결정, 한정합헌결정 후술하는 합헌 법률해

석은 심 상규범의 해석기 을 설정함342)과 아울러 그 규범에 내

재에 있는 헌성의 정도 내지 헌농도로 구분하여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343)

견해에 따라서는344) 한정 헌결정이 법률해석에 지나지 않고, 법

률의 해석․ 용권은 사법부의 속 인 권한에 해당함을 들어, 이

를 부인하려고 하지만, 이는 타당치 않다고 본다. 이에 해서는

술하 으므로 더 이상의 논의는 생략하기로 한다.

그런데 법률의 헌여부결정에 있어 심 상을 가분성의 념에

입각하여 조문의 일부로 축소하 음에도 불구하고, 심 상내에서

특정된 내용 내지 범 로, 한정 인 해석을 하지 않았음에도 헌

여부가 명확하게 구분되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이다.345)

이 경우 특정한 해석기 을 제시치 아니한다는 에서 기존의 한

341) 한정합헌과 한정 헌의 계에 해서는 申鉉直, 金哲洙敎授華甲論文集, 252-256면 참조.

342) 한정합헌과 한정 헌은 양 결정유형 모두 해석이나 용의 다양성 법률의 합헌성 추정

을 제로 하여 일정한 기 을 제시함으로써 헌성의 배제를 의도로 한다는 에서 동질

성이 인정된다. 同旨: 韓秀雄, 憲法裁判의 限界 審査基準. 憲法裁判所와 立法 의 關係를

심으로, 憲法論叢 제8집, 1997, 210면(한정합헌 한정 헌결정은 합헌 법률해석의 필

연 인 결과이다.); 金雲龍, 違憲審査論, 614면(한정합헌결정은 물론이고 한정 헌결정까지

도 심 상 법률의 본문에 어떠한 변동을 주지 않고 다만 그 법률의 해석방향만을 지시해

뿐이다) 참조.

343) 裵俊相, 法學論叢 제8집, 46면; 拙稿, 憲法裁判硏究 제7권, 315면. 이에 해 조규 재

은 법문의 의미가 미치는 사정거리를 악하는 , 법문의미의 평가에 한 근방법 그

리고 개개 헌법재 사건에서의 실무 인 의성 등을 단요소로 보고 있다. 헌재 1989.

7. 12. 89헌마38, 례집 1. 131, 147-148 참조.

344) 법 1996. 4. 9. 선고 95 11405 결(공1996상, 1442 이하); 金命洙, 憲法問題와 裁判(上),

526 이하; 淳茂, 憲法問題와 裁判(上), 569 이하 참조.

345) 헌재 1992. 4. 14. 90헌마82, 례집 4. 194, 199; 헌재 1995. 5. 25. 91헌마67, 례집 7-1.

722, 726; 헌재 1997. 3. 27. 94헌마196 등, 례집 9-1. 375, 377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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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합헌결정이나 한정 헌결정과는 구별된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결정은 가분된 조문의 일부를 더욱 세분화시켜 특정

해석례나 용례를 심 상으로 삼아 헌여부를 결정하는 포함

헌․ 용 헌결정과도 구분된다. 왜냐하면 포함 헌이나 용 헌

의 경우 심 상 자체에 해 단순 헌결정이 선고되었고, 심

상이 되지 아니한 부분에 해서는 결정으로 인한 아무런 효력도

미치지 않는 반면에, 여기서 논의하고자 하는 사례는 헌여부를

명확하게 구분지어 결정을 선고하 기 때문이다.

생각건 이런 사례에 있어서는 심 상이 되었지만 헌으로

단되지 아니한 부분에 해서는 합헌 단을 한 것으로 악하여

야 하지 않을까 한다. 그 다고 한다면, 그 본질에서 있어 한정합헌

결정이나 한정 헌결정과는 다르다는 에서는 다른 고유한 결정

의 형식으로 유형화할 수 있겠지만, 결정이 선고됨으로 인해 나타

나는 법 효과가 한정 헌결정과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시각에서

볼 때, 별도로 유형화할 필요성은 상 으로 다고 하겠다. 따라

서 그러한 사례군의 경우 한정 헌결정과 동일시한다고 해서 크게

문제될 여지는 없지 않을까 한다.

여기서 검토하는 사례가 한정 헌결정으로 취 될 수 있기 해

서는 몇가지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으면 안된다고 본다. 첫째, 주문

이 헌결정의 형식으로 선고되어야 한다는 이다. 둘째, 심 상

이 술한 포함 헌이나 용 헌결정의 경우와 같이 특정사안례군

으로 한정되어서는 안되고 최소한 특정 조문의 양 인 일부분으로

범 가 획정되어야 한다는 이다. 셋째, 결정이유 단부분에서

헌인 부분과 합헌인 부분에 해 각각 개별 으로 검토가 충분하

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이다. 넷째, 주문을 도출하는 이유의 결론

부분에서 술한 두 번째와 세 번째 사항을 반복하여 명료하게 제

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래야만 여기서 논의하는 사례가

다른 결정유형, 즉 부분 헌결정이나 포함 헌․ 용 헌결정과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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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게 구분될 수 있고, 그로 인해 심 상에 한 결정주문의 효

력을 간명하게 인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지만 헌 인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해사건과의 련

성 때문에 특정한 범 를 정하여 합헌으로 결정하는 것346)은 바람

직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왜냐하면, 한정합헌결정에 해 후

술하는 바와 같이 당연히 기속력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주문에서

단지 합헌선언을 하 다는 에서 일반 인 단순합헌과 동일시하려

한다는 실 인 문제 도 래할 수 있고, 요한 이유의 기속력

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 條件附違憲決定

조건부 헌결정이란 법률의 헌여부를 심 함에 있어 그 법률의

다의 인 해석가능성이 있을 때, 법문의 일부내용을 보충할 경우 합

헌 으로 단될 수 있는 경우에 제시할 수 있는 주문유형을 말한다.

조건부 헌결정은 한정합헌결정이나 한정 헌결정과 마찬가지로

반 해석을 허용한다는 에서는 공통 을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

그 지만, 한정 헌이나 한정합헌은 일반 으로 법문의 의미를 축

소 는 제한하는 형태로 나타나는 데 반해, 조건부 헌은 법문의

의미를 보충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는 에 차이가 있다.

이러한 결정유형은 일반 인 한정결정에 있어 기능 한계를 유

월한 것이 아닌가 하는 논란이 제기된다. 즉 합헌 법률해석이나

한정결정은 법문의 의미를 일부 축소 는 제한하는 범 에서만 이

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오히려 헌법재 소가 입법자인

국회를 체한 것이라는 비 이 제기될 여지가 지 않게 된다. 따

라서 가능한한 피치 못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유형을 선택함에

있어 신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겠다.

(라) 合憲的 法律解釋

346) 컨 헌재 1997. 3. 27. 94헌바24, 례집 9-1. 274, 28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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合憲的 法律解釋이라 함은 어떠한 법률이 외형상 헌으로 보인

다 할지라도, 합헌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을 경우에는 가능한한 합

헌으로 해석하여 당해 법률이 존속될 수 있도록 하는 해석기술을

말한다. 合憲的 法律解釋의 이론 근거로는 헌법의 최고규범성에

서 나오는 법질서의 통일성, 권력분립의 원리, 법률의 합헌성추정의

법리347) 등을 들 수 있다. 법률을 가능하면 통일 으로 해석해서 입

법부가 제정한 법률의 효력을 유지시키는 것은 결국 권력분립의 원

리와 민주주의 입법기능을 최 한으로 존 하는 결과가 된다고

하겠다. 법률의 합헌 해석이 규범통제의 한계를 뜻한다고 보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348)

그러면 한정합헌결정과 법률의 합헌 해석은 어떠한 련성이

있는지를 검토하기로 한다.

우선, 한정합헌결정의 경우에는 주문에서 명확히 합헌 인 해석

을 하고 있고, 그 해석기 을 제시하고 있다는 이다. 그러나 합헌

법률해석의 경우에는 그것이 주문에서는 단지 합헌으로 제시될

뿐만 아니라 이유에서도 특정된 방법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임을 제

시하고 있다.349)

둘째, 양자 모두 반 해석이 가능함을 제로 하고 있다는 이

다. 다만 그 정도와 가능성에 있어 차이가 나타날 따름이다.

결국 한정합헌결정이나 한정 헌결정과 합헌 법률해석의 차이

은 그 결정취지가 주문으로 도출되었는가 하는 , 후자의 경우

347) 이에 해 상세한 내용은 金雲龍, 違憲審査論, 496면 이하 참조.

348) 許營, 韓國憲法論, 77면 이하 참조.

349) 反 : 金雲龍, 違憲審査論, 607면(“헌법재 에서 헌법부합 법률해석으로부터 끌어낼 수 있

는 결정은 합헌결정뿐이고, 합헌결정인 한 그것을 변형결정이라고 할 수는 없는 일이다. …

하나의 법률을 해석함에 있어서 합헌이라는 해석 뿐만 아니라 헌이라는 해석도 함께 나

오게 되면, 헌법부합 법률해석에서는 헌이라는 해석은 이를 버리고, 오로지 합헌이라는

해석만을 그 법률을 한 타당한 해석으로 받아들여 이에 따라 합헌결정을 내리는 것이다.

따라서 이 때의 결정은 결코 헌이라는 해석을 변형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합헌

의 경우에는 그 결정을 변형해야 할 아무런 이유나 필요성도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만

약 심 상에서 합헌해석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이 행해졌고 행정

청이 그 처분의 법 근거로 심 상이 된 법률조항을 제시한다면, 이런 경우 어떻게 해

서 그 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을 것인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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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조항은 합헌이라는 등에서 차이 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그 구분은 마찬가지로 헌농도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한정합헌결정과 합헌 법률해석의 계에 해 술한 바와 같

이 해석가능성과 용범 를 기 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고, 기

규범으로서의 헌법의 역할에 따라 구분하려 하기도 한다. 즉 헌법

은 후자에 있어서는 심사기 으로, 자에 있어서는 해석기 으로

작용한다는 을 제시한다.

그러나 합헌 법률해석이 논의되는 역은 다양하다고 할 수 있

겠지만, 일단 규범통제를 제로 해서 논의한다면, 해석기 과 심사

기 으로 구분하는 것은 그 논의의 실익이 많지 않다고 보여진다.

그리고 해석은 궁극 으로 용을 한 인 단계에 불과하고,

그 다고 한다면 용의 문제를 별도로 구분짓는 것은 의미없어 보

인다. 규범통제를 함에 있어서는 당연히 해석의 문제가 제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⑷ 合憲決定

(가) 單純合憲決定

합헌결정은 심 상이 헌성을 결여한 경우에 선고되는 형

인 결정유형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법률의 헌여부를 심 하고

합헌으로 결정한 것은 기존의 법 상태가 합헌임을 권 으로 확

인함을 의미한다. 이것은 입법자로 하여 개선입법을 지하거나

제약을 가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이와 련하여 지 되어야 할 것은 헌재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 이나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 에 있어

심 청구된 법률에 해 합헌주문을 제시할 것이 아니라, ‘… 심

청구를 기각한다’는 주문을 제시함이 타당하다는 견해350)가 제시되

거나 실제로 그러한 주문이 제시되는 경우351)이다.352)

350) 헌재 1995. 10. 26. 92헌바45, 례집 7-2. 397, 410-418; 헌재 1995. 10. 26. 93헌마246, 례

집 7-2. 498, 511-519(조승형 재 의 반 의견) 참조.

351) 헌법재 소는 1995년 이래 헌재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 사건에서 심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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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은 심 청구사건에서 심 상이 법률인 경우 청구불인용

에 한 주문의 표시를 ‘헌법에 반되지 아니한다’는 것보다는 ‘심

청구를 기각한다’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에 해 다음과 같

이 몇가지 논거를 제시한다.

첫째, 청구인이 헌일 것을 기 하고 청구하 지만 이를 인용하

지 못한 것에 불과하므로 구태여 청구인에게 실망감을 안겨 에 지

나지 않는 합헌선언은 무의미하다는 이다.

둘째, 헌결정이 없는 한 모든 법률은 합헌인 것으로 집행되는

것이며 비록 헌법재 소에서 합헌결정이 선고되더라도 합헌인 효력

은 헌법재 소의 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헌법

재 소의 헌결정이 선고되지 아니하는 한 성립된 법률 자체,

통령의 공포행 로 인하여 합헌인 효력이 이미 지속되고 있는 것이

라는 이며, 그러하기 때문에 헌법재 소는 헌이 아닌 경우는

모두 심 청구를 기각함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셋째, 헌법소원심 사건의 경우 국민이 헌이라고 주장하여 심

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그 뜻을 받아 들일 수 없는 결론 즉 합헌

이라면 굳이 아무런 실효도 없이 국민이 청구한 바도 없는 ‘합헌임’

을 주문에 표시할 필요가 없다는 이다.

이 견해에 따르면, 합헌결정의 경우 권리구제가 불가능함을 확인

하는 것에 지나지 않고 아무런 효력 내지 기속력도 없는 합헌결

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어떠한 법률이 이미 합헌결

정되었다 할지라도, 좀더 정확히 표 하면 헌여부의 심 이 청구

된 법률이 심 청구의 기각이 있었다 할지라도, 다른 소송사건의

소송당사자에 의해 이미 합헌결정된 법률에 해 반복심 의 청구

법률일 경우 합헌주문을 제시하지 않고 심 청구의 기각주문을 제시하고 있다. 다만 외

으로는 헌재 1996. 6. 13. 94헌마118 등, 례집 8-1. 500 참조. 그러나 이 결정의 경우 헌

바사건과의 병합사건이었기 때문에 심 청구의 기각주문을 제시치 않고 합헌주문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352) 그러나 법률의 헌여부심 을 사건담당법원이 제청한 경우에 해서는 단순합헌으로 선고

하는 것에 해서는 양해하는 것으로 보인다. 례집 7-2. 397,41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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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청이 가능함을 제로 하는 것은 아닌가 한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몇가지 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여

진다.

첫째로는 이미 심 청구를 기각하 지만 다른 심 청구인에 의해

심 청구가 이루어지면, 반복심 을 하여야 하는 불필요함을 래

하게 된다는 이다.353)

둘째로는 헌법재 소 결정 자체의 효력을 면 부인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이 지 되어야 한다. 이런 은 법률에 한 합헌

결정은 차법 으로 심 상인 법률이 합헌임을 권 으로 확인

하는 것이고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하는 효과를 가지게 된다.354) 이

것은 기 력이나 기속력의 시 한계355)와 한 련성을 가진다

고 하겠다.

셋째, 헌법소송은 기본 으로 심 청구 차에 있어서는 비록 주

소송의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심 의 결과인 결정은, 그 결정

이 본안 단에 한 것인 한, 객 소송의 효과를 지니지 않을

수 없게 된다는 이다. 이런 을 명확히 하는 것이 헌재법 제47

조 제1항과 제75조 제1항에 규정된 기속력과 제47조 제2항에 규정

된 세 인 법규 효력이라고 할 것이다.

넷째, 헌법소송의 고유한 기능 속성은 개인의 주 인 권리구

제와 헌법질서의 보장이라고 할 것이다. 헌법소송은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헌법질서보장기능, 즉 공익실

기능이 강하다고 하겠다. 그 다면, 후자의 기능 요성을 무

소홀히 다루고 주 권리구제기능을 본연의 활동 역으로 축소시

353) 이 은 합헌결정에 해 기속력을 인정하지 않는 한, 합헌결정을 한다 할지라도 래되는

문제 이다.

354) 법률의 합헌결정이 실효성이 없음을 주장하지만, 그것은 합헌결정의 기속력이나 법규 효

력 헌법재 소 결정 자체의 확정력을 부인하려는 태도가 올바르지 못한 것이지 실효성

이 없음을 탓해서는 안된다고 하겠다. 그 나름의 의미가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할

것이다.

355) 이에 한 상세한 내용은 拙稿, 漢陽法學 제3집, 230면 이하; 拙稿, 博士學位論文, 87면 이

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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켜 악하여 민사소송과 유사하게 취 하는 것은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라고 본다.

이상의 에서 볼 때, 법률이 계쟁물이 된 경우 심 청구를 기각

한다는 주문을 제시할 것이 아니고 오히려 계쟁물인 법률이 합헌임

을 권 으로 확인해 주는 것이 법질서의 안정성을 확보하는데 기

여할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헌법소송의 특성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하겠다.356)

그리고 법률을 심 상으로 하여 헌재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 이 청구되었거나 같은 법 제75조 제5항과 련하여 부

수 으로 법률에 해 부수 으로 쟁 이 되었을 경우에도 지 처

럼 심 청구의 기각주문을 제시할 것이 아니고 극 으로 합헌주

문을 제시함이 타당할 것이다. 이것은 앞서 지 한 바와 동일한 논

거를 제시할 수 있다.357)

(나) 暫定合憲決定

잠정합헌결정은 ‘아직은 합헌’결정 는 입법 구결정으로 칭해지

기도 한다. 이 결정유형이 선택될 수 있는 상황은 두가지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358) 그 하나는 심 상에 이미 헌성이 강하게 내

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결정을 회피할 목 으로 아직은 헌

356) 그리고 유사사건의 소송당사자가 이미 합헌결정된 법률에 해 거듭 다투는 경우에는 사정

변경의 사유를 시하지 않는 한, 심 청구를 각하하여야 할 것이다. 이것이 오히려 소송경

제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상세한 내용은 후술 참조.

357) 헌결정을 할 경우 국민에게 사한다는 취지에서 그 주문에 구체 으로 반되는 헌법조

항을 명시할 것을 주장하지만 그것 역시 받아 들이기 어렵다고 보여진다. 컨 헌법의

기본원리나 기본원칙에 반될 경우 그 구체 인 헌법조항을 명시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과 그 게 할 경우 불필요하게 결정주문이 길어질 수 있다는 을 지 할 수 있다. 그런

방법보다는 오히려 결정이유 요한 부분에 해서는 기속력을 인정함을 제로 결정이

유의 결론부분에서 간략하게 심 기 인 헌법조항이나 헌법원리 내지 원칙을 명시하는 것

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한다.

358) 그러나 헌법불합치결정과 결부시켜 입법 구결정을 하는 경우

를 하나의 결정유형으로 유형화하는 것은 입법자와의 련성을

명확히 하려 한다는 측면에서 넓은 의미의 입법 구결정에 포함

시킬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결정유형을 구분함에 있어 그러

한 유형은 헌법불합치결정으로 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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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반되지 아니한다는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이다.359) 다른 하나

는 앞의 경우와는 달리 심 상 자체에 그 게 헌성이 강하게

내포되어 있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의 시일이 경과한 후에 때에 따

라서는 헌결정이 선고될 수 있음을 상징 으로 시사하는 경우이

다.360)

문제는 이러한 내용이 주문으로 시되는 경우이다. 그 지만 이

경우 조차도 합헌결정으로서의 효과를 가짐은 당연하다.361) 그러나

부분의 경우에는 결정주문에서는 단순히 합헌으로 제시하고 그러

한 취지의 내용을 이유의 결론부분이나 단의 결론부분에 제시하

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결정유형은 후술하는 바와 같이 그 효력에 있어 기본 으로

합헌결정과 동일한 법 효과를 가진다. 다만, 입법자와 련해서는

개선입법을 구하는 의미를 지니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법 인 기

속력을 갖는 것이 아니고, 단지 선언 이고 사실상의 효과를 가짐

에 지나지 않게 된다. 즉 차후 사정변경이 있거나 재 들의 구성

이 변경되었을 경우362) 헌결정이나 헌법불합치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는 상징성을 지니게 될 것이다.

359) 이런 사례는 독일에서도 자주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련사안으로는 공무원 여법이나

선거법을 들 수 있을 것이다. 헌재 1993. 5. 13. 92헌가10 등, 례집 5-1. 226, 243-244; 李

基喆, 公法硏究 제26집 제2호, 197-198면 참조.

360) 李基喆, 公法硏究 제26집 제2호, 184면 이하 참조.

361) 그런데 만약 이러한 형태의 주문이 제시되었다면, 이를 어떻게 악할 것인가가 문제될 수

있다. 그러나 그 법 효과는 입법자에게 불확정기한부 개선입법을 구하는 의미를 지닐

것임과 아울러 법 용자에게는 개선입법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로 그 법률을 용하면 될

것으므로 문제되지 않는다. 다만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입법자에게는 신속한 개선입

법을 구함과 아울러 법 용자에게는 불합치법률의 잠정 인 계속 용을 명하 을 경우와

어떻게 구획지을 것인가가 문제될 수 있겠지만, 입법자에 한 개선입법책임의 신속성여부

를 구분하는 거로 삼을 수 있다고 하겠다. 물론 이것은 입법자가 개선입법의무를 신속히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한 국가배상청구권의 허용여부와 련성을 지닐 수 있을 것이다.

362) 이런 에서 본다면, 이른바 헌불선언결정의 경우에도 그 개

연성이 높다는 에서 그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을 것이긴 하지

만, 규범 인 틀로 인해 야기된 것임에 따라 그 이상의 의미를

찾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922

다. 爭點   결  分析과 檢討

그러면 여기서는 쟁 이 될 수 있는 구체 인 결정례를 선택하여

분석․검토하기로 한다. 이 작업은 이원 인 시각에서 근하기로

한다. 그 하나는 기존에 분석된 틀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한

것인지의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개별 결정례에 해 그 자체 고유

한 내용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이다.

⑴ 선고된 主文의 類型化와 련한 分析

(가) 국유재산법 제5조 제2항의 헌심 사건363)

이 사건의 결정에서 헌법재 소는 “국유재산법 제5조 제2항을 동

법의 국유재산 잡종재산에 하여 용하는 것은 헌법에 반된

다.”는 주문을 제시하 다. 이 사건 헌법률심 의 상은 국유재

산 잡종재산을 시효취득의 상에서 제외하는 국유재산법 제5조

제2항이 헌법에 반되는 여부에 한 것이라고 하 다. 그리고 직

권으로 심 범 를 획정하는 것과 련하여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국유재산법 제5조 제2항의 규정 반에 하여 헌여부를 단할

것이 아니라, 그 규정을 법 제4조 제4항에 규정한 잡종재산에 용

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헌여부를 단함이 합당하다”고 하 다.

그에 반해 이 사건의 반 의견은 “다수의견이 단을 회피한 국유

의 행정재산․보존재산에 하여는 그 공공성이 뚜렷하여 이에

한 시효취득배제규정의 합헌성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국유의 잡종

재산에 하여도 그 배제규정이 합헌이라”고 한다.

이상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헌법재 소는 이 사건 심 상을 국

유재산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을 제외한 잡종재산에 해 시효취

득을 지한 것이 헌법에 반되는지의 여부로 하 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헌법재 소가 국유재산 잡종재산의 시효

취득을 지한 것에 해서는 헌으로 결정하 지만, 행정재산과

363) 헌재 1991. 5. 13. 89헌가97, 례집 3. 202,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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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재산에 해서는 심 의 범 에 포함시키지 아니하 으므로,

이에 해 별도로 헌여부의 다툼이 이루어질 경우 헌법재 소는

소의 결정과 무 하게 새로이 심 을 하여야 한다.364)

이와 유사한 결정례로는 지방재정법 제74조 제2항에 한 헌심

365)을 들 수 있다.

(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한 헌법소원사건366)

이 사건에서 헌법재 소는 주문으로 “1. 청구인이 1991. 6. 14. 17

시부터 그날 18시경까지 국가안 기획부 면회실에서, 그의 변호인

과 견할 때 피청구인의 소속직원(수사 )이 참여하여 화내용을

듣거나 기록한 것은 헌법 제12조 제4항이 규정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므로 헌임을 확인한다. 2. 행형법 제62조

는 그 행형법 제18조 제3항을 미결수용자의 변호인 견에도

용하도록 한 부분은 헌법에 반된다.”고 제시하 다.

이 사건에서 법률조항의 헌여부가 제기된 것은 피청구인의

헌 인 공권력행사의 법 근거가 법률조항이었음에 따른 것

이었다. 이에 해 헌법재 소는 헌재법 제75조 제5항에 근거하여

와 같은 결정주문을 제시하게 된 것이다.

헌법재 소는 조항의 헌여부와 련해서 “행형법 제18조 제

3항에는 ‘수형자의 견과 서신수발은 교도 의 참여 는 검열을

364) 이 사건의 결정을 한정 헌결정과 동일한 것으로 악한다면, 행정재산이나 보존재산의 시

효취득 지에 해 다툼이 있을 경우 헌법재 소는 반복심 을 하고 합헌결정을 선고하여

야 한다. 그러나 필자의 견해에 따른다면, 심 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부분에 해 심 청구

나 제청이 있었으므로, 소의 결정과는 무 하게 새로이 심 을 하여야 한다. 이와 련하

여 잡종재산에 해 헌여부의 다툼이 이루어진다면, 당연히 헌법재 소는 그것을 각하하

여야 할 것이다. 그 논거에 해서는 후술 참조.

365) 헌재 1992. 10. 1. 92헌가6 등, 례집 4. 585, 589(지방재정법 제74조 제2항은 같은 법 제72

조 제2항에 정한 ‘잡종재산’에 하여도 이를 용하는 것이 헌법에 반된다). 이 사건의

결정에서 심 상과 련하여 헌법재 소는 “이 사건 각 제청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민사

소송사건에서 각 청구목 부동산은 모두 ‘이 법에서 정한 공유재산 잡종재산’이고, 이에

따라 제청법원은 이 법 제74조 제2항을 공유의 잡종재산에 하여 용하는 것에 한

헌여부의 심 을 제청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헌법률심 의 상은 구체 인

민사소송사건에서 그 재 의 제가 되는 법 에 한정하여, 이 법 제74조 제2항 이 법

제72조 제2항에 정한 공유의 잡종재산에 하여도 용하는 부분이 헌법에 반되는지 여

부에 한 것이다.”라고 하여 심 범 를 명확히 하고 있다.

366) 헌재 1992. 1. 28. 91헌마111, 례집 4. 51,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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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같은 법 제62조는 ‘미결수용자에

하여 본법 는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에 특별한 규정

이 없는 때에는 수형자에 한 규정을 용한다.’라고 규정하여 미

결수용자(피의자, 피고인)의 변호인 견에도 행형법 제18조 제3항

에 따라서 교도 이 참여할 수 있게 하 는 바 이는 … 신체구속을

당한 미결수용자에게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

는 것이어서 헌법에 반되는 법률”이라고 한다.

여기서의 결정형식은 법 효과에 있어 부분 헌결정과 동일하지

만, 부분 헌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오히려 포함 헌 내

지 용 헌으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 한다. 특히 부분 헌에 있어

심 상의 특정이 어렵기 때문이다.

(다) 국가보안법 제19조에 한 헌법소원사건367)

이 사건 결정주문은 “국가보안법 제19조 제7조 제10조의

죄에 한 구속기간 연장 부분은 헌법에 반된다.”고 제시되었다.

그리고 심 청구 상법률은 같은 법 제19조 제1항, 제2항 제3항

을 시하고 있다. 그러면서 국가보안법 제19조를 용하여 구속기

간을 연장하여야 하는 범죄유형 찬양․고무의 죄나 불고지의 죄

는 구성요건이 특별히 복잡한 것도 아니고 사건의 성질상 증거수집

이 어려운 것도 아니라는 을 들어 구속기간을 지나치게 연장하는

것은 침해의 정성과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고 한다.368) 이러한

367) 헌재 1992. 4. 14. 90헌마82, 례집 4. 194, 199.

368) 국가보안법 제19조가 용될 수 있게 되어 있는 동법 제3조

내지 제10조의 모든 범죄에 다 해당될 수 있는 여부를 단함에

있어 “ 법률조항 등을 자세히 검토해 보면, 수사에 착수하여

공소 제기여부의 결정을 하기까지 소요되는 구성요건의 내용으

로 볼 때 일응 국가보안법 제3조(반국가단체의 구성 등), 제4조

(목 수행), 제5조(자진 지원․ 품수수), 제6조(잠입․탈출), 제8

조(회합․통신 등), 제9조(편의 제공)의 각 죄에 있어서는 모든

사건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사건에 따라서는 수사에 착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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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국가보안법 제19조(구속기간의 연장) 동 규정에 의한 구

속기간연장을 동법 제7조 제10조 소정의 각 범죄에 하여도

용하도록 한 부분은 헌법에 반된다고 하 다.

이 결정을 검토하면, 첫째로는 구속기간의 연장제도 자체에 해

서는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고, 둘째로는 찬양․고무의 죄나 불

고지의 죄 이외의 범죄에 해서는 구속기간의 연장 필요성도 있음

을 확인하고 있다는 이다.

그 다면, 이 결정례는 본고에서 획정한 부분 헌과도 다르고

포함 헌이나 용 헌과도 다르다고 보여진다. 오히려 이 결정은

반 해석이 가능하다는 에서 볼 때, 한정 헌결정으로 분류함이

타당하지 않을까 한다.

(라) 지방세법 제58조 제3항에 한 헌법소원사건369)

이 사건의 결정주문은 “지방세법 제58조 제3항 단 제2항에

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결정통지가 없을 때에는 그 결정기간이 경

과한 날로부터 심사청구기간을 기산하도록 규정한 부분과 그 후단

여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을 하기까지는 일반 형사사건에서보다

는 비교 시간과 노력이 더 필요할 수도 있다고 보여진다. 그

러나 동법 제7조(찬양․고무 등) 제10조(불고지)의 죄는 구성

요건이 특별히 복잡한 것도 아니고 사건의 성질상 증거수집이

더욱 어려운 것도 아니어서 굳이 수사시 에서 일반형사사건의

최장구속기간 30일보다 더 오래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가 인정되

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보안법 제19조가 제7조

제10조의 범죄에 하여서까지 형사소송법상의 수사기 에 의한

피의자 구속기간 30일보다 20일이나 많은 50일을 인정한 것은

국가형벌권과 국민의 기본권과의 상충 계 형량을 잘못하여 불

필요한 장기구속을 허용하는 것이어서 입법목 의 정당성만을

강조한 나머지 방법의 정성 피해의 최소성의 원칙을 무시

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고 한다. 례집 4. 194, 209-210.
369) 헌재 1993. 12. 23. 92헌바11, 례집 5-2. 606, 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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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항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결정기간이 만료한 날로부터 심사청구기간을 기산하도록 규정한

부분은 헌법에 반된다.”로 제시되었다. 이 결정에서 심 의 상

은 지방세법 제58조 제3항 결정기간 내에 결정통지가 없을 때에

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고 한 부분이다.370)

그와 아울러 결론에서는 “지방세법 제58조 제3항 단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결정의 통지가 없을 때에는 제2

항에 정하는 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의 청구를

하도록 규정한 부분은 헌법상의 법치주의의 법리에 반됨은 물론

헌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반된다고 단된다. 나아가 직권으

로 보건 동 조항 후단 심사결정기간(제5항에 정하는 기간) 내

에 결정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5항에 정하는 기간이 만료

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의 청구를 하도록 규정한 부분도

단의 경우와 다를 바 없는 헌요소가 있으므로 이 역시 헌법규

정에 반된다고 단된다.”고 하 다.

이 사건에 있어 심 상인 부분은 규정취지가 명시 으로 구분

되기는 하지만 조문상 명문을 명확하게 가분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고 보여진다. 아무튼 규정의 취지가 가분 일 경우에는 부분 헌으

로 보아야 할 것이다.371)

(마) 군인연 법 제21조 제5항 헌제청사건372)

370) 제58조 제3항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2항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결정의 통지가 없거

나 그 결정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제2항에 정하는 기간이 경과한 날 는 그 결정의 통지

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하여는 내무부장 에게, 시장․군수의

결정에 하여는 도지사에게 각각 제1항의 결정에 하여 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으며, 도

지사가 심사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결정에 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청구인은 그가 원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그 결정의 통지를 받

은 날 는 제5항에 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내무부장 에게 다시 그

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371) 그 다고 해서 포함 헌 내지 용 헌으로 볼 수 없는 것도 아니다. 어떠한 형태이든 심

상이 된 부분에 해서는 헌결정의 법 효과가 동일하게 나타나므로 크게 문제될

여지는 없다고 하겠다.

372) 헌재 1994. 6. 30. 92헌가9, 례집 6-1. 543, 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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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결정주문은 “군인연 법 제21조 제5항 제2호의 규정

지 정지되는 퇴역연 액이 퇴직연 액의 2분의 1을 과하는

부분은 헌법에 반된다.”고 하 다. 그리고 심 상으로는 비록

제청법원이 이 법 제21조 제5항 부에 하여 헌법률심 제청을

하고 있지만, 제청법원에 계속 인 소송사건에서 용되는 법률은

이 법 제21조 제5항 본문과 제2호에 한한다는 에서 이 법 제21조

제5항 제2호로 제한하 다.

이 사건에서 한정 헌을 결정하게 된 것은 군인연 법 제22조 제

5항 제2호에 해당하는 기 으로부터 보수 기타 여를 지 받고 있

는 경우 그 퇴역연 의 2분의 1이내에서 그 지 을 정지하는 조치

는 재의 제도와 상황에서는 입법자의 형성재량의 범 내에 속하

는 것으로 정당하다 할 것이나, 이를 과하여 지 을 정지한다면

이는 퇴역연 수 자의 퇴역연 수 권을 제한하는 정도가 지나쳐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어 나므로 헌법 제23조 제1항 제37조 제

2항에 반될 뿐만 아니라, 군인연 법 제21조 제5항 제1호에 해당

하는 기 으로부터 보수 기타 여를 지 받고 있는 자와 비교하여

도 그 차별의 정도가 지나쳐 헌법 제11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평등

권에도 반된다는 을 제시한다.

이 결정은 심 상인 법률조항이 퇴직연 의 부 는 일부의

지 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에 해 이러한 한정해석을 통

해 퇴직연 액의 2분의 1을 과하여 지 정지를 할 수 없도록 한

것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한정 헌으로 분류가 가능하다.

(바)건축사법 제28조 제1항 제2호의 헌제청사건373)

이 사건 결정주문은 “건축사법 제28조 제1항 단서의 제1호 내지

제4호 제2호는 헌법에 반된다.”고 하 다. 이 사건에서 제2

호에 규정된 “이 법에 의한 업무범 를 반하여 업무를 행한 때”

가 헌결정된 것이 아니라, 제2호의 반사실이 발생하 을 경우

373) 헌재 1995. 2. 23. 93헌가1, 례집 7-1. 130,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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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필요 등록취소사유로 악한 것에

해 헌결정을 한 것이라고 하겠다.

이 결정례는 당연히 부분 헌결정으로 악할 수 있다고 하겠다.

(사) 구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35조 등에 한 헌법소원사건374)

헌법재 소는 이 사건의 결정주문을 “1. 구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35조 제1항 제6호의 ‘정부투자기 의 임․직원’ ‘직원’부분에

‘정부투자기 리기본법시행령 제13조 제1항에서 정하는 집행간부’

가 아닌 직원을 포함시키는 것은 헌법에 반된다. 2. 청구인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로 제시하 다. 심 상으로는 선거법

제35조 제1항 제6호와 지방자치법 제33조 제1항 제4호의 각 ‘정부

투자기 리기본법 제2조에 규정된 정부투자기 (한국은행을 포함

한다)의 임․직원’ 각 ‘직원’에 한 부분 정부투자기 리기

본법 제16조 ‘직원은 소속 투자기 의 사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

무를 겸할 수 없다.’는 규정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 는지의

여부로 하 다.

결정이유에서는 정부투자기 의 ‘임원’이나 정부투자기 리기본

법시행령 제13조 제1항에서 정하는 ‘집행간부’에 한 지방의회의원

선거에서의 입후보제한은 그 합리 필요성이 있고 이를 공무담임

권의 과도한 제한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나, 정부투자기 의 경

에 한 결정이나 집행에 상당한 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

에 있다고 볼 수 없는 직원을 임원이나 집행간부들과 마찬가지로

취 하여 지방의회의원직에 입후보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구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35조 제1항 제6호의 입후보 지 규정은 정부

투자기 의 직원이라는 사회 신분에 의하여 합리 인 이유없이

청구인들을 차별하는 것이어서 헌법 제10조의 평등원칙에 배되

고, 헌법 제37조 제2항의 비례의 원칙에 어 나서 청구인들의 기본

권인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헌법에 반된다고 한다.

374) 헌재 1995. 5. 25. 91헌마67, 례집 7-1. 722, 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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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지방자치법 제33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정부투자기 의

직원에게 임원이나 집행간부들과 마찬가지로 지방의회의원직을 겸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공공복리를 해 그 필요성이 인정되고,

겸직 지로 인하여 공무담임권이 제한된다 하여도 이때 얻는 이익

과 잃는 이익을 비교 형량하여 어느 것이 더 큰지는 단하기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경우 겸직 지 규정을 두느냐의

여부는 차라리 범 한 입법형성권을 가진 입법자의 결단 사항이

라고 이 무방하다. 따라서 이 범 에서 정부투자기 직원의 공

무담임권에 한 부당한 차별이라고 할 수 없으며, 공무담임권나

평등권의 침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다.375)

생각건 이 결정은 직원 집행간부를 기 으로 지방의회의원

선거에의 입후보허용여부가 좌우된다는 에서 볼 때, 반 해석을

허용하는 취지로 볼 수 있다는 에서 한정 헌결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376) 따라서 이 결정을 단순 헌이나 부분 헌결정으로 분류

하는 것은 치 않다고 본다.

(아)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3호 헌확인사건377)

이 사건의 결정에서 헌법재 소는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3

호 ‘당구장’ 부분 교육법 제81조에 규정한 학, 교육 학, 사범

학, 문 학, 방송통신 학, 개방 학, 기술 학, 유치원 이와

유사한 교육기 에 한 부분은 헌법에 반된다.”는 주문을 제시

하 다. 그리고 이 사건 심 의 상은 주 으로 학교보건법 제6

375) 그러나 이에 해서는 반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즉 정부투자기 의 경 에 한 결정이

나 집행에 상당한 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 에 있다고 볼 수 없는 직원을 ‘임원’이나

‘집행간부’들과 마찬가지로 취 하여 지방의회의원직을 겸할 수 없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33조 제1항 제4호는 정부투자기 직원이라는 사회 신분에 의하여 합리 인 이유없이

청구인들을 차별하여 헌법 제10조의 평등의 원칙에 배되고, 헌법 제37조 제2항의 비례의

원칙에 어 나서 청구인들의 기본권인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헌법에 반된다.

례집 7-1. 722, 766(재 김진우, 김문희, 이재화, 고 석의 반 의견)

376) 이 결정과 같은 취지의 결정례로는 헌재 1995. 6. 12. 95헌마172, 례집 7-1. 847, 848(주

문: 공직선거 선거부정방지법 제53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정부투자기 의 상근 임․직원’

‘직원’부분에, ‘정부투자기 리기본법시행령 제13조 제1항에서 정하는 집행간부’가 아

닌 직원이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를 포함시킨 것은 헌법에 반된다.) 참조.

377) 헌재 1997. 3. 27. 94헌마196 등, 례집 9-1. 375, 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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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제1항 제13호 ‘당구장’부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기본권

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비 으로는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호

부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었다.

헌법재 소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직업

행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임을 인정하면서 그 헌법 한계를 획정

하고자 하 다. 그 한계를 획정함에 있어 정화구역을 설정한 학교

의 성격에 따라 당구장과의 련성 당구장이 학교교육에 미치는

향을 구체 으로 세가지 형태로 나 어 악하고 있다. 그 결과

이 사건 법률조항 교육법 제81조에 규정한 학, 교육 학, 사범

학, 문 학, 방송통신 학, 개방 학, 기술 학, 유치원 이와

유사한 교육기 에 한 부분은 청구인들의 직업행사의 자유를 침

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반된다고 한다.

그러면 에서 제시한 주문형태를 어떻게 악할 것인가가 문제

된다. 이에 해 부분 헌결정으로 악하는 시각도 없지 않다. 그

러나 이 사건 결정이유에서는 ‘ 등학교, 학교, 고등학교, 공민학

교, 고등공민학교, 기술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이와 유사

한 교육기 ’과 련하여 학교주변에 당구장설치를 허용함으로 야

기되는 교육 인 유해환경여부를 단하여 당구장설치를 제한하고

자 하는 입법목 의 정당성과 제한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그 다면 이 결정은 심 상 체에 해 헌여부를 단하여

헌 단이 되지 아니한 나머지 부분에 해서는 합헌 단을 한 것

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런 에서 결정은 오히려 한정 헌결

정으로 악함이 타당하지 않을까 한다.

(자) 구 국세기본법 제41조 헌소원사건378)

헌법재 소는 이 사건의 결정에서 “구 국세기본법 제41조는 사업

양수인으로 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과하여 제2차 납세의무

를 지게 하는 범 내에서 헌법에 반된다.”는 주문을 제시하 다.

378) 헌재 1997. 11. 27. 95헌바38, 례집 9-2. 591, 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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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심 의 상은 법 제41조가 헌법에 반되는지 여부이

었다.

결정이유에서는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제도는 조세징수의

확보라는 공익목 의 실 을 하여 담보재산을 취득한 양수인에게

부족액에 한 보충 납세책임을 지우는 것이므로 입법목 의 합

리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구 국세기본법 제41조가 제2차 납세의무

자의 책임한도를 한 범 내로 한정하지 아니하고 양수재산의

가액을 과한 부분에 하여도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하는 것은

과세요건법정주의와 명확주의의 기조에 서있는 헌법 제38조, 제59

조의 실질 조세법률주의와 비례의 원칙에 반되므로 그 범 내

에서 헌법에 반된다고 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헌법재 소는 해석기 으로 ‘사업양수인으로

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과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하

는 범 내’를 지정한 것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에서 본다면, 이

결정은 반 해석을 가능 하는 한정 헌결정이라고 할 수 있다.

⑵ 결정례 자체의 固有한 分析과 評價

(가) 민법 제764조의 헌여부에 한 헌법소원사건379)

헌법재 소는 이 사건의 결정에서 “민법 제764조의 ‘명 회복에

당한 처분’에 사죄 고를 포함시키는 것은 헌법에 반된다.”는

주문을 제시하 다. 그런가 하면 이 사건 심 의 상은 사죄 고

를 민법 제764조 소정의 ‘명 회복에 당한 처분’에 포함시킬 때

조항이 헌인가의 여부로 획정하고 있다.380) 그리고 결정이유에

서는 민법 제764조가 동조 소정의 ‘명 회복에 당한 처분’에 사죄

고를 포함시키는 것이라면 동 규정은 헌법에 반될 수밖에 없

다. 바꾸어 말하면 민법 제764조는 동조 소정의 ‘명 회복에 당한

처분’에 사죄 고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여야 헌법에 반되지 않

379) 헌재 1991. 4. 1. 89헌마160, 례집 3. 149, 150.

380) 례집 3. 149,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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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다고 하 다.381)

이 사건의 결정을 유형화함에 있어 쟁 은 체로 세가지로 제시

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로는 민법 제764조에 규정된 ‘명 회복에 당한 처분’ 자체

를 심 상으로 삼았는지 여부와 그에 한 구체 인 단이 이루

어졌는지 여부이다. 분명 그 자체를 심 상으로 삼은 것이 아니

고 명 회복에 당한 처분에 사죄 고를 포함시키는 것이 헌법에

반되는 여부만을 상으로 삼았다는 이다. 그리고 사죄 고 이

외에 법원이 취할 수 있는 다른 형태의 명 회복에 당한 처분에

해 헌법재 소가 헌여부를 심 하 다고 볼 수 있는가 하는

이다. 그러나 이에 해 헌법재 소는 사죄 고의 제도 필요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시 으로 단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이

다.

둘째, 헌법재 소가 심 상으로 삼지도 않은 부분에 해 반

해석이 가능하다고 논리를 개하는 것은 한 태도가 아닐 것이

다.

셋째, 이 사건의 결정을 한정 헌결정으로 악할 경우 커다란

문제 을 래할 수 있게 된다는 이다. 즉 심 상에 포함시키

지 않고 단되지 아니한 부분에 해 반 해석에 따른 그에 상

응한 효력382)을 인정하게 되면, 나 에 그 부분에 해 헌심 청

구나 제청이 이루지게 될 경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문제된다는

이다. 이에 해서는 후술한다.

아무튼 이 사건 결정을 한정 헌결정으로 보는 것383)은 치

381) 이와 아울러 “이는 민법 제764조와 같이 불확정개념으로 되어 있거나 다의 인 해석 가능

성이 있는 조문에 하여 한정축소해석을 통하여 얻어진 일정한 합헌 의미를 천명한 것

이며, 그 의미를 넘어선 확 는 바로 헌법에 반되어 채택할 수 없다는 뜻이”라고 한다.

례집 3. 149, 159.

382) 여기서는 합헌결정으로서의 효력을 의미한다.

383) 朴一煥, 限定合憲決定에 따른 諸問題, 司法論集(法院行政處) 제

27집, 1997, 527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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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고, 독자 인 결정유형으로, 즉 포함 헌으로 악함이 타당치 않

을까 한다.

그리고 이 사건 결정은 헌법재 소가 일반법원이 수행한 법형성

을 통제한 사례로도 볼 수 있다고 하겠다.384)

(나) 국회의원선거법 제55조의3 등에 한 헌법소원심 사건385)

헌법재 소는 이 사건의 결정에서 “국회의원선거법 제55조의3(정

당연설회)의 규정 ‘정당연설회에 당해 지역구후보자를 연설원으

로 포함시킨 부분’과 같은 법 제56조(소형인쇄물의 배부등)의 규정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한 지역구마다 2종의 소형인쇄물을 따로

더 배부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은, 당해 지역구에서 정당이 그와 같

은 정당연설회를 개최하거나 소형인쇄물을 제작 배부하는 경우에

는, 무소속후보자에게도 각 그에 하는 선거운동의 기회를 균등하

게 허용하지 아니하는 한 헌법에 반된다”는 주문을 제시하 다.

이것은 헌법재 소가 조항을 헌으로 선언하면서 무소속입후보

자에게 정당추천 입후보자와 동일하게 정당연설회에 한 선거운동

의 기회와 2종의 소형인쇄물 제작허용이라는 보완입법을 사실상 수

행한 것이었다.

이에 해 헌법재 소는 “입법자가 입법 당시에 법문이 부여코자

했던 정책 인 고려는 헌법의 기본원리와 憲法解釋상 당연히 설정

되는 합헌 인 범 내에서만 참작될 수 있고 이에 맞추어 입법권을

행사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헌법재 은 일반법률을 해석하는 순수한

사법 기능이라기 보다는 고도의 재량 상황 단을 종종 요구하

는 입법 기능이라고 표 되기도 하는 것이다. 때문에 이에 따라

헌법재 소가 결함이 있는 법률의 헌심사인 규범통제를 함에 있

어서는 가 심 상법률의 합헌 의미와 합리 목 을 찾아

법문에 가장 가깝게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고 거기에서 헌법에 충실

384) 이에 해 상세한 내용은 拙稿, 金雲龍敎授華甲論文集, 269-271면 참조.

385) 헌재 1992. 3. 13. 92헌마37 등, 례집 4.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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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법률의 객 의미를 발견하고, 그리고 입법정책 인 내재

규범의 의미가 있다면 가능한 한 그에 따른 해석기능을 통하여 이

를 끄집어 내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

다.386)

이에 해 헌법재 소가 그러한 결정을 선고한 것은 합헌 법률

해석의 문의 한계와 법목 한계를 벗어난 것이며, 규범통제나

법률해석의 차원을 넘어선 입법통제인 동시에 법정립작용을 수행한

것이라는 비 을 가하고 있다.387) 그러면서 그 견해는 그 안으로

서 조건부 헌결정한 부분에 해 일부 헌결정을 하 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하 다.

그러면 헌법재 소는 이러한 결정주문을 제시할 수 없는 것

인가, 할 수 있다면 어떤 경우에 가능한 것인가 등에 검토하지 않

으면 안된다고 본다. 이를 해서는 헌법재 소가 그 당시 선택할

수 있었던 결정유형에 한 검토가 제되어야 한다.

우선, 일부 헌결정의 가능성이다. 만약 헌법재 소가 이 결정유

형을 선택하 다면, 헌법재 소가 법창설기능을 수행한다는 비 을

받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 지만 구 국회의원선거법은 제40조에서

포 인 선거운동의 규제를 규정하고 있었다. 그로 인해 논란이

된 당해 조항 조차 헌결정되어 효력을 상실할 경우, 당해 법률이

허용하고 있는 외 인 선거운동방법 이외에는 허용되지 않는 그

당시의 입법실제를 볼 때, 선거제도의 운 에 오히려 역행하는 것

이 될 것이다. 즉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해 기존에 부여된 최소

한에 지나지 않는 선거운동방법을 더욱 더 축소시킨다는 실 인

문제 을 래하게 된다. 따라서 일부 헌결정을 선택하는 것이 바

386) 례집 4. 137, 156-157. 그리고 난 후에도 헌법상 결함있는 법률에 하여는 헌을 선언

할 것인지, 헌확인의 취지인 헌법불합치를 선언할 것인지 혹은 해석가능한 한정 헌

을 선언할 것인지 등에 한 규범통제를 하는 방식은 헌법재 당시에 있어서의 주어진 모

든 헌법 상황을 근거로 종합 으로 재량하여 단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387) 許營, 合憲的 法律解釋의 理論과 實際, 牧村金道昶博士古稀紀念論文集. 韓國公法의 理論,

1993, 130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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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직하다는 견해는 타당치 않다고 생각한다.388)

둘째, 시한을 정한 개선입법의 구와 아울러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는 방안이다. 그런데 이 결정은 1993. 3. 13.에 선고된 것으로

그 당시 국회의원선거의 입후보등록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 사안이 국회의원선거법에 한 것이 아니었고 지방의회의원선거

법에 한 것이었다면, 신속한 국회의 소집을 기 하 을 수도 있

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당시 국회의원의 구성비율을 볼 때, 무소속

과 정당소속은 격하게 차이가 났었다. 목 에 선거를 앞둔 국

회의원들이 자신에게 불리한 선거법을 신속하게 개정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기 가능성이 없는 것이라고 하겠다.389) 따라서 이

방안 역시 한 것은 아니었다고 보여진다.

셋째, 단순하게 입법 구결정을 하는 방안이다. 이 방안을 선택하

을 경우, 심 청구인에게는 아무런 혜택도 없거니와 헌인 선거

법에 의한 선거실시를 방조하는 것과 동일한 형태가 되었을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 볼 때, 심 상이 국회의원선거법이었다는 , 국

회의원선거의 실시가 임박하 다는 그리고 합헌상태에서의 선거

실시를 통한 선거무효등의 논란방지라는 등에서, 헌법재 소가

선택한 조건부 헌결정은 그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을까 한다. 그

지만, 여기서 지 되어야 할 것은 헌법재 소가 이러한 결정유형을

일반 으로 선택해서는 안된다는 이다.390) 이것은 극히 외 인

388) 반면에 해당 법률조항의 헌선언으로 말미암아 야기될 수 있는 선거의 혼란을 방지하여야

하는 실 인 상황하에서 모든 헌법 상황을 종합 으로 재량하여 심 하여야 하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법률조항의 헌성으로 말미암아 야기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고

한편 법규정에 내재된 합헌 인 의미부분을 살려가면서 헌법배치 상태를 제거하기 하

여는 결론도출에 장애가 될 수 있는 국회의원선거법 제60조와 기타 이 사건 법률의 련

조항에 하여도 역시 헌법 제116조 제1항에 명시된 선거운동의 균등한 기회보장원칙에 부

합하도록 해석하여 주문과 같은 재 을 하는 것이다.

389) 더구나 이 사건 헌법소원은 1992. 2. 25.과 같은 달 29.에 각각 심 청구되었고 같은 해 3.

7. 입후보자등록에 따른 선거운동이 시작되었으며 선거운동의 기간마감은 같은 달 23.

24:00로 정하여져 있어서 이 기한을 도과하면 청구인들의 기본권 침해를 구제할 수 없는

박한 상황속에서 심리가 진행되었다.

390)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자의 의도는 헌법 제8조에 근거한 정당에 한 국가의 보호의 의

무를 앞세워 선거운동에 있어서도 이를 구체화한 것으로 짐작할 수 있기 때문에 정당이 목

하는 바의 정강정책의 선 홍보와 자기정당 후보자 반에 한 국민의 지지를 구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범 내에서는 이것을 결코 차별 인 특혜라고까지 할 수 없는 것이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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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 한해서만 허용되는 것이다. 그 지 않으면 헌법재 의 기능

한계에 한 논란에 휩쓸리게 될 것이라고 하겠다.

(다)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 한법률 제5조 제1항의

헌여부에 한 헌법소원사건391)

이 사건의 결정주문은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 한법률

제5조 ‘특수건물’ 부분에 동법 제2조 제3호 가목 ‘4층 이상의 건물’

을 포함시키는 것은 헌법에 반된다.”고 하 다. 이 사건 심 의

상은 화보법 제5조 제1항이 헌법에 반되는지의 여부이다.

이 사건의 결정에서는 보험가입강제는 기본권제한이 틀림없는 것

으로 “이 사건 본안문제인 법률 제2조 제3호 가목 소정 4층 이

상의 건물도 무조건 가입강제의 특수건물에 포함시킨 입법이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당화될 수 있는 제한”에 해당하는지를 검

토하고 있다. 그 검토결과를 결론에서는 “ 법률 제5조 제1항에서

4층 이상의 건물에 해 획일 인 보험가입강제를 한 것은 그 한도

에서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당화될 수 없는 것으로 필요부

득이한 제한이 아니며 따라서 헌법…에 반된다고 할 것”이라고

한다.392)

그러면 이와 같은 결정례를 어떠한 유형으로 악할 것인가가 문

제된다.

첫째, 화보법 제5조 제1항의 헌여부로 심 상을 정하 다는

에서 보면, 술한 한정 헌결정으로 악할 수도 있을 것이다.

게다가 특약부 화재보험의 가입강제는 그 자체 합헌임을 제시한다.

러나 이 법조항들의 문면만을 볼 때에는 이미 의 이유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그 지역구

내에서의 선거운동에 있어서까지 정당추천후보자와 무소속후보자간에 불합리한 자의 인

차별 우를 하여 헌법에 반되므로 우리는 이 법률속에 숨어 있는 내재 규범의 의미를

발견하여 보완하는 제한해석을 통하여 주문과 같은 형태의 헌을 선언하기에 이른 것이다.

391) 헌재 1991. 6. 3. 89헌마204, 례집 3. 268, 272.

392) “나아가 법률 제5조 제1항과 함께 보험가입의무와 직 련있는 동조 나머지 조항의

경우도 같은 헌법 반의 문제가 생긴다고 할 것으로, 그 다면 법률 제5조의 ‘특수건물’

부분에 제2조 제3호 가목 소정의 ‘4층 이상의 건물’을 포함시키면 그 한도에서 동 규정은

헌법에 반될 수밖에 없다.”고 한다. 이와 같이 심 상을 확장하 다. 례집 3. 268,

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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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그 지만 심 상 특수건물에 4층 이상의 건물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건물을 포함시킨 부분에 해서는 합헌임을 주장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이에 해서는 간단하게 그 다는 답변이 제

시되기 어렵다고 본다. 왜냐하면, 컨 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에 규정된 건물유형 소규모의 공동주택에 해 보험가입의무를

강제한 것에 해 헌심 이 청구 는 제청되었을 경우, 결정

을 반 해석하여 단순합헌으로 보기 어려운 이 지 않기 때문이

다. 게다가 나목에 정한 건물유형에 해 헌법재 소가 개별 으

로 헌여부에 한 단을 수행하 다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이상의 에서 볼 때, 두가지 측면으로 입장을 정리할 수 있다.

첫째로는 이 사건의 결정을 한정 헌결정으로 보기 보다는 포함

헌결정의 사례로 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이다.

둘째로는 헌법재 소는 이 사건의 심 상을 “화보법 제5조의

‘특수건물’부분에 동법 제2조 제3호 가목 소정의 ‘4층 이상의 건물’

부분을 포함시키는 것이 헌인지 여부”로 축소하여 그에 해서만

단을 함이 타당하 을 것이다. 그 게 하 을 경우에는 나목

소정의 건물에 해 헌여부의 단이 이루어졌는지에 한 논의

는 야기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여진다.

(라)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 한특별조치법 제2조에 한

헌심 사건393)

이 사건 결정주문은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 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2항 제1호의 ‘차 이상의 보수를 받은 자’에 법 을 포함

시키는 것은 헌법에 반된다.”고 하 다. 이 사건에서 심 의 상

이 되는 것은 같은 법 제2조 제2항 제1호 ‘… 차 상당 이상

의 보수를 받은 자’라는 부분이 헌법에 반되는지의 여부에 한

것이다.

헌법재 소는 특조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헌여부를 검토함

393) 헌재 1992. 11. 12. 91헌가2, 례집 4. 713, 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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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어 차 상당의 보수를 받았던 법 에 해 보상 상에서

제외한 것에 해 논의를 집 시키고 있다.394)

이를 검토함에 있어 몇가지 사항에 한 지 이 가능하다.

첫째, 이 사건에서는 심 상을 특조법 제2조 제2항 제1호

‘… 차 상당 이상의 보수를 받은 자’라는 부분이 헌법에

반되는지의 여부이었다. 이를 기 으로 한다면, 법 을 보상 상에

서 제외한 것이 헌이라고 할 때, 그 이외의 경우에 해서는 합

헌으로 악하여야 할 것이다. 이런 시각에서 본다면, 이 결정례는

한정 헌결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둘째, 그러나 차 상당 이상의 보수를 받는 자들 일반직 공

무원들에 해 보상 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헌인지의 여부에

해 심 이 구체 으로 이루어졌는가 하는 이다. 결정이유를 분석

할 때, 단지 법 의 경우에 해서만 논의를 집 시켰을 따름이지,

일반직 공무원의 사례에 해서는 검토가 없었다는 이 지 되어

야 한다.395)

이상의 시각에서 볼 때, 한정 헌결정으로 악되기 해서는 비

록 심 상을 포 으로 규정하고 있긴 하지만, 보상 상에서 제

외한 것이 합헌인지의 여부가 먼 단되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

된다. 그러므로 이 결정례는 법 을 제외한 차 상당 이상의 보

394) “특조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취지는 한마디로 (보상 상자를 1980. 7. 1.부터 같은 해

9. 30.까지의 기간 정화계획에 의하여 해직된 공무원으로 하되, 다만) 장 ․차 차

상당 이상의 보수를 받은 자는 그 직책의 여하를 불문하고 상에서 제외하겠다는 데

있다. 그러므로 1980년 당시 차 상당의 보수를 받았던 지방법원장 내지 고등법원 부장

사의 신분을 받았던 신청인들이 보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이 과연 정당한 것인지의 여

부를 가려야 할 것인 바, 그러기 하여서는 보상에서 제외되지 않은 여타의 법 이나 일

반공무원과 비교하여 그 평등권이 침해되었는지의 여부가 검토되어야 함은 물론 법 에

한 가 인 신분보장규정의 존재이유가 다시 한번 음미되어야 할 것이다.” 례집 4. 713,

723.

395) 다만, “모든 직업공무원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지만 그 에서도 시비선악을 가리는

인 법 은 더욱 두텁게 그 신분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며 그것이 헌법이 법 에 하여

일반 인 공무원 신분보장규정과는 별도로 제헌 헌법 당시부터 그 신분보장규정을 두고 있

는 이유인 것이다. 따라서 특조법의 해석 그 용에 있어서도 와 같은 법 의 특수지

를 고려에 넣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라고 하고 있다. 례집 4. 713, 729. 그러나 이것

은 법 의 신분을 일반공무원보다 가 해서 보장하여야 한다는 취지에서 헌성을 강조하

기 한 것이지 극 으로 일반직 공무원을 보상 상에서 제외한 것이 합헌임을 입증하는

논거로 제시된 것은 아니라고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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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를 받는 자를 보상 상에서 제외한 부분에 해서는 헌여부의

단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그

다면 이 결정례는 포함 헌 내지 용 헌결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

다.

(마) 증권거래법 부칙 제1조 헌소원사건396)

이 사건에서 헌법재 소는 “구 증권거래법 부칙 제1조 제208

조 제6호의 제118조의2 제2항 부분은 헌법에 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 다. 그런데 결정문을 살펴 보면,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

2 제2항이 재무부령에 임하고 있는 사항은 당해 법인이 다수인으

로 하여 알 수 있도록 일반인에게 정보를 공개하는 방법과 그 방

법에 따라 정보가 공개된 것으로 보게 되는 시 에 한 것 뿐이므

로, 정보가 어떤 방법으로든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하 다

면 그 정보가 공개되기 에 그 정보를 이용하여 이루어진 내부자

거래에 하여는 법의 임에 의한 재무부령의 규정내용과는

계없이 법 제208조 제6호에 의하여 당연히 처벌할 수 있다. 다

만, 법 시행일부터 증권거래법시행규칙 시행일 날까지 사이에

일반인에게 어떠한 형태로든 정보가 공개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경우

그 정보를 이용하여 내부자거래를 한 자에 하여까지 법 제208

조 제6호를 용하여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구성요건 명확성의 원

칙에 반하여 용상 헌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나 이 사건의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굳이 한정 헌을 선고할 필

요가 없다 할 것이며, 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 자

체가 헌이라고 할 수도 없다.”고 설시하고 있다.

이 사건과 련된 소송사건은 내부자거래가 증권거래법시행규칙

시행일 이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구성요건 명확성의 원칙을 용

할 수 있고, 따라서 구태여 한정 헌으로 결정할 필요성이 없음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397) 즉 그를 이유로 헌법재 소는 이 사건과

396) 헌재 1997. 3. 27. 94헌바24, 례집 9-1. 274, 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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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련성만을 시하여 조항에 해 한정 헌결정을 회피하

다. 그 지만 이러한 태도는 한 것이 아니라고 보여진다.

그런데 만약 증권거래법 시행일부터 그 시행규칙 시행일 까지의

사이에 내부자거래가 있음에 따라 이에 해 법 부칙 제1조

반의 죄로 기소되어 피고가 이에 해 헌심 제청을 신청할 경

우, 사건담당법원은 이를 어떻게 처리하여야 할 것이며 헌법재

소는 헌여부의 심 을 반복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만약 그러한

사례가 심 제청이나 청구가 된다면 헌법재 소는 결정주문과는

달리 한정 헌주문을 제시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 그 다

면 그것은 불필요한 차를 반복함에 지나지 않을 것이고, 구체

인 사정을 잘 알지 못하는 국민들에게는 헌법재 소 결정이 법

불명확성만을 래한다는 비난을 면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생각건 이 사건에서 헌법재 소는 이 사건 련 소송사건과의

계만을 시하여 합헌주문을 제시하 을 것398)이 아니라, 헌법

률심 의 객 소송으로서의 성격을 감안하여 ‘증권거래법 시행

일부터 그 시행규칙 시행일 날까지의 사이에 내부자거래를 한 경

우에도 용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한 헌법에 반된다’는 형태의

한정 헌주문이 타당하 다고 본다.

4. 決定類型 상 간  結合可能性

이상에서는 이제까지 헌법재 소가 선고한 바 있던 결정 결정

유형을 체계화함에 있어 논란의 여지가 있거나 특정 결정주문의 선

택에 있어 합리성에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결정례를 심으로 살펴

397) 이러한 사례와 정반 로 심 상을 확장한 사례로는 헌재 1996. 11. 28. 96헌가13, 례집

8-2. 507, 516(법률조항 련사건의 재 에서 용되지 않는 내용이 들어 있는 경우에도

제청법원이 단일 조문 체를 헌제청하고 그 조문 체가 같은 심사척도가 용될 헌

심사 상인 때에는 그 조문 체가 심 상이 된다고 할 것이며, 세법 제182조 제2항과

같이 병렬 으로 용 상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라도 그 내용이 서로 한 련이 있어

같은 심사척도가 용될 헌심사 상인 경우 그 내용을 분리하여 따로 단하는 것이

하지 아니하다.) 참조.

398) 이러한 논지를 취하는 견해로는 崔大權, 法學 제38집 제1호, 4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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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았다.

그리고 결정유형을 모형화함에 있어 부분 으로는 모형화될 수

있는 내용을 주요한 요소에 용해시켜 검토하 다. 그러면 여기서는

먼 그러한 구체 인 사례를 검토한 다음, 새로운 결정유형의 선

택가능성에 해 제시하기로 한다.

가.  決定에 어 結合狀態

⑴ 一般的인 結合形態

이러한 사례로 일반화되어 있는 경우가 심 상을 양 인 일부

로 제한하여 제한된 부분에 해 결정을 선고하는 것이다. 이런 경

우에 해 단순 헌결정을 선고하 다면, 술한 결정유형 부분

헌에 해당한다고 유형화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지만 그와 같이 일부로 제한된 사항에 해 단순 헌결정이

아닌 다른 결정이 선고되었을 경우 그에 해서는 별도로 논의되지

는 않고 있다. 이에 해 구체 인 결정유형별로 나 어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한 경우이다.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는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36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 ,399) 노동쟁의

조정법 제12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 ,400) 의장법 제75조 등의 헌

심 ,401) 민법 제847조 제1항의 헌심 ,402) 근로기 법 제30조의2

제2항 ‘퇴직 ’부분등의 헌소원403) 등이다.

둘째, 한정 헌결정을 선고한 경우이다.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의 헌소원,404) 군인연 법 제21조 제5항

399) 헌재 1991. 3. 11. 91헌마21 례집 3. 91, 94(시․도의회의원 후보자는 700만원의 기탁 ).

400) 헌재 1993. 3. 11. 88헌마5, 례집 5-1. 59, 62(국가․지방자치단체에 종사하는 근로자).

401) 헌재 1995. 9. 28. 92헌가11 등, 례집 7-2. 264, 268(의장법 제75조 특허법 제186조 제1

항을 용하는 부분).

402) 헌재 1997. 3. 27. 95헌가14 등, 례집 9-1, 193, 196(그 출생을 안 날로부터 1년내).

403) 헌재 1997. 8. 21. 94헌바19 등, 례집 9-2. 243, 246.

404) 헌재 1994. 6.30. 93헌바9, 례집 6-1. 631, 633(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 “용도가 객

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추정규정으로 보지 아니하고

간주규정으로 해석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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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제청405), 헌재법 제68조 제1항 본문의 헌법소원406) 등에서의 결

정을 들 수 있다.

셋째, 한정합헌결정을 선고한 경우이다. 보훈기 법 부칙 제5조

한국보훈복지공단법 부칙 제4조 제2항 후단에 한 헌심 407)

과 국가보 입법회의법, 국가보안법의 헌여부에 한 헌법소원408)

에서의 결정을 그에 한 사례로 들 수 있다.

넷째, 단순 합헌결정을 선고한 경우이다.409)

405) 헌재 1994. 6. 30. 92헌가9, 례집 6-1. 543, 545.

406) 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례집 9-2. 842, 848(헌재법 제68조 제1항 본문 ‘법원

의 재 ’에 헌법재 소가 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용함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 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도내).

407) 헌재 1994. 4. 28. 92헌가3, 례집 6-1. 203, 207(주문 제2항. 한국보훈복지공단법 부칙 제4

조 제2항 구 원호기 법 부칙 제5조에 한 부분은 ‘원호 상자정착직업재활조합 서울

목공분조합’으로부터 ‘원호기 ’( 재의 보훈기 )에로의 자산 부채 귀속이 정당한 한,

헌법에 반되지 아니한다.).

408) 헌재 1997. 1. 16. 89헌바240, 례집 9-1. 45,64(주문 제2항. 국가보안법 제5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2호 단에 한 부분은, 그 소정의 ‘국가기 ’을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아니

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설되는 경우 국가의 안 에 명백한 험을 래한다고 볼 만큼의

실질가치를 지닌 사실, 물건 는 지식이라고 해석하는 한, 헌법에 반되지 아니한다.).

409) 헌재 1991. 3. 11. 90헌마28, 례집 3. 71(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35조 제1항 제7호 농지

개량조합의 조합장에 한 부분, 지방자치법 제33조 제1항 제6호 농지개량조합의 조합

장에 한 부분); 헌재 1993. 5. 13. 90헌바22 등, 례집 5-1. 257(1980년해직공무원보상등

에 한특별조치법 제2조 정화계획에 의하여 강제해직된 정부산하기 의 임직원을 보상

상자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부분); 헌재 1994. 2. 24. 92헌가15 등, 례집 6-1. 50(공공용지

의취득 손실보상에 한특례법 제9조 제1항 그 첫머리의 ‘토지등의 취득일부터 10년 이

내에’라는 부분); 헌재 1994. 6. 30. 93헌가15 등, 례집 6-1. 578(수산업법 제52조 제1항 제

4호 ‘어구의 선 는 그 사용에 한 제한 는 지’부분, 같은 법 제52조 제2항, 제3

항 제79조 제1항 제2호 ‘어구의 제한 는 지’ 부분, 같은 법 제52조 제2항 제

52조 제2항, 제3항 용부분); 헌재 1994. 7. 29. 93헌가4 등, 례집 6-2. 22( 통령선거법

제162조 제1항 제1호 제34조 부분); 헌재 1995. 4. 20. 92헌바29, 례집 7-1. 500(지방의

회의원선거법 제57조, 제67조 제1항, 제181조 제2호 제57조, 제67조 제1항 부분); 헌재

1995. 5. 25. 93헌바23, 례집 7-1. 640( 통령선거법 제60조 제2항, 제162조 제1항 제1호

제60조 제2항 부분); 헌재 1995. 7. 21. 92헌바40, 례집 7-2. 35(지방세법 제111조 제5

항 제3호 ‘법인장부’ 부분); 헌재 1995. 7. 21. 94헌바18 등, 례집 7-2. 67(지방세법 제

31조 제2항 제3호 ‘납세의무성립일’ 부분); 헌재 1995. 7. 27. 93헌바1 등, 례집 7-2. 225

(토지 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나목 다목․제3항 ‘…취득후’ 부분); 헌재

1995. 9. 28. 94헌바23, 례집 7-2. 329(군형법 제75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9조의 죄

를 범한 때’ 부분); 헌재 1995. 10. 26. 95헌바22, 례집 7-2. 476(징발재산정리에 한특별조

치법 제20조 제1항 ‘이 법에 의하여 매수한 징발재산의 매수 으로 지 한 증권의 상

환이 종료되기 는 그 상환이 종료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부분); 헌재 1996. 1. 25.

93헌바5 등, 례집 8-1. 29(회사정리법 제241조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계획의 규정 는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 회사는 모든 정리채권에

하여 그 책임을 면하며’ 부분); 헌재 1996. 3. 28. 93헌바27, 례집 8-1. 181(민사소송법

제431조 ‘제206조의 조서가 … 확정한 경우에 제422조 제1항에 기재한 사유가 있는 때

에는 확정 결에 한 제422조 내지 제430조의 규정에 하여 재심을 제기할 수 있다.’ 부

분); 헌재 1996. 4. 25. 95헌바9, 례집 8-1. 394(징발재산정리에 한특별조치법 제20조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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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증권의 상환이 완료되기 는 그 상환이 종료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부분); 헌

재 1996. 6. 13. 94헌바20, 례집 8-1. 477(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향토 비군

원’ 부분); 헌재 1996. 6. 13. 94헌마118 등, 례집 8-1. 500(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경찰공무원’ 부분); 헌재 1996. 6. 26. 93헌바2, 례집 8-1. 527(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으로서 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분); 헌재 1996. 10. 31. 94헌가7, 례

집 8-2. 409(의료법 제25조 제1항 본문의 단부분, 제66조 제3호 ‘제25조 제1항’ 본문의

단에 한 부분); 헌재 1996. 10. 31. 94헌바3, 례집 8-2. 468(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 항의 결정에 하여는 항고할 수 없고’ 부분); 헌재 1996. 12. 26. 96헌가21, 례집

8-2. 717(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 ‘과세기 일’ 부분); 헌재 1996. 12. 26. 90헌바19

등, 례집 8-2. 739(노동쟁의조정법 제4조 제5호의 방송사업에 한 부분, 제30조 제3호,

제31조, 제47조의 ‘제31조’에 한 부분 각 제30조 제3호에 의하여 재에 회부된 때에

한 부분); 헌재 1997. 6. 26. 96헌가8 등, 례집 9-1. 581(국가보안법 제19조 제3조, 제

5조, 제8조, 제9조의 죄에 한 구속기간 연장부분); 헌재 1997. 2. 20. 95헌바27, 례집

9-1. 158(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1세 1주택’ 부분); 헌재 1997. 3. 27. 96헌가11,

례집 9-1. 249(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 ‘경찰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반하여 술을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 하 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운 자가

술에 취하 는지의 여부를 측정할 수 있으며, 운 자는 이러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

여야 한다.’는 부분); 헌재 1997. 3. 27. 94헌바24, 례집 9-1. 276(증권거래법 부칙 제1조

제208조 제6호의 제188조의2 제1항 부분); 헌재 1997. 3. 27. 96헌바21, 례집 9-1. 305

(토지수용법 제48조 제2항 ‘사용’ 부분); 헌재 1997. 3. 27. 96헌바28 등, 례집 9-1.

315(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제73조 ‘피고인을 … 구인 는 구 함에는 구속 장

을 발부하여야 한다.’ 부분); 헌재 1997. 4. 24. 96헌가3 등, 례집 9-1. 421(도시재개발법

제69조 ‘임원’에 한 부분); 헌재 1997. 4. 24. 95헌바48, 례집 9-1. 437(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2호 나목 동장 부분); 헌재 1997. 5. 29. 94헌바5, 례집 9-1. 521(주택건

설 진법 제3조 제9호 직장조합의 구성원자격을 ‘주택이 없는 근로자’로 한정한 부분);

헌재 1997. 8. 21. 93헌바51, 례집 9-2. 181(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 한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8호, 제22조 제3호 제7항 제1항 제1호 내지 제8호 부분); 헌재 1997. 8.

21. 93헌바60, 례집 9-2. 203(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3년 이하의 징역 는 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부분, 제337조); 헌재 1997. 8. 21. 94헌바2, 례집 9-2. 225(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123조 내지 제125조의 죄에 하여’ 부분); 헌재 1997. 8. 21. 96

헌바9 례집 9-2. 274(형법 제335조와 제337의 강도에 강도를 포함시켜 용하는 부분);

헌재 1997. 9. 25. 96헌바18 등, 례집 9-2. 361(지방세법 제234조의 15 제2항 단서 제3호

‘ 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지 …의 가액’ 부분); 헌재 1997. 10. 30. 97헌바37 등, 례

집 9-2. 505(상고심 차에 한특례법 제4조 제1항과 같은 조 제3항 호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헌재 1997. 11. 27. 95헌바14 등, 례집 9-2. 577(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

33조 제1항 제4호 부분) 등 참조. 헌재 1994. 6. 30. 92헌바23, 례집 6-1. 598(국세기본법

제42조 제1항 단서 ‘으로부터 1년’이라는 부분)은 합헌결정이 아니고 각하결정으로 보아

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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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判例分析－서신검열 등 헌확인사건410)

이 사건의 결정에서 헌법재 소는 주문 제3항으로 “구 행형법 제

62조의 용규정 같은 법 제18조 제3항 같은 법시행령 제62

조를, 미결수용자와 그 변호인 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 사이의 서

신으로서 그 서신에 마약 등 소지 지품이 포함되어 있거나 그 내

용에 도주․증거인멸․수용시설의 규율과 질서의 괴 기타 형벌법

령에 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 인 이유

가 없는 경우에도 용하는 것은 헌법에 반된다.”고 제시하 다.

이 사건은 청구인이 변호인이 되려고 하는 자에게 보내기 해

발송의뢰한 서신을 피청구인이 검열한 것으로서 통신의 비 을 침

해받지 아니할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심 이 청구된 것이다. 이에 해 헌법재 소는 술한 주

문 이외에도 그러한 침해행 를 헌확인하 다.

이상과 같은 단의 논거로서 헌법재 소는 다음과 같은 것을 제

시하고 있다.

헌법 제12조 제4항 본문은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에 하여 변호

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바, 이를 하여서는 신체

구속을 당한 사람에게 변호인과 사이의 충분한 견교통을 허용함

은 물론 교통내용에 하여 비 이 보장되고 부당한 간섭이 없어야

하는 것이며, 이러한 취지는 견의 경우뿐만 아니라 변호인과 미

결수용자 사이의 서신에도 용되어 그 비 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

다. 다만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사이의 서신으로서 그 비 을 보장

받기 하여는, 첫째, 교도소측에서 상 방이 변호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둘째, 서신을 통하여 마약등 소지 지품의

반입을 도모한다든가 그 내용에 도주․증거인멸․수용시설의 규율

과 질서의 괴․기타 형벌법령에 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고 의심할 만한 합리 인 이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

410) 헌재 1995. 7. 21. 92헌마144, 례집 7-2. 94,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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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행형법 제62조는 형이 확정된 수형자에 하여 서신검열을 규

정한 같은 법 제18조 제3항 시행령 제62조를 미결수용자에 하여

도 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피청구인의 검열행 도 규정에

따른 것이므로, 검열행 가 헌임을 확인함에 있어서, 구 행형법

제62조의 규정 앞서 본 변호인과의 서신검열이 허용되는 조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도 검열을 할 수 있도록 용하는 부분에 하

여는 헌법재 소법 제75조 제5항에 따라 헌을 선언한다고 한다.

이 사건 결정을 어떠한 결정유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악할 것인

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우선, 주문 제3항을 분석하여 주문에 제시된 한정 인 문구를 배

제하고 살펴 보면, “구 행형법 제62조의 용규정 같은 법 제18

조 제3항 같은 법시행령 제62조를 … 용하는 것은 헌법에

반된다.”는 의미를 도출할 수 있다. 이것은 부분 헌에 해당한다기

보다는 포함 헌 내지 용 헌결정과 유사한 것으로 보여진다. 부

분 헌으로 볼 경우 심 상을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411)

다음, 포함 헌 내지 용 헌에 해당되는 형태로 심 상을 한

정하고 그 내에서 “미결수용자와 그 변호인 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 사이의 서신으로서 그 서신에 마약 등 소지 지품이 포함되어

있거나 그 내용에 도주․증거인멸․수용시설의 규율과 질서의 괴

기타 형벌법령에 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

리 인 이유가 없는 경우”로 용기 을 제시하고 있다고 하겠다.

이것은 분명 한정 헌결정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이러한 결정주문은 포함 헌․ 용 헌결정과 한정 헌결

정이 결합된 표 인 사례라고 하겠다.

나. 새 운 決定類型  選擇可能性

우리 헌법재 소는 종종 헌인 부분과 합헌인 부분이 혼재하고

411) 이와 련한 결정례로는 헌재 1992. 1. 28. 91헌마111, 례집 4. 51, 5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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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가능한 한 합헌 인 부분도 살릴 필요성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다.412)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변형결정을 서로 결합시켜 선고함이

바람직스러운 것이 아닌가 한다.

그러면 그러한 모형으로 고려될 수 있는 사안들을 시하기로 한다.

첫째, 헌법불합치결정과 한정결정이 결합된 경우를 상정할 수 있

다. 그것의 주문제시는 ‘…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

다’ 는 ‘… 하는 범 내에서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로 나타날

것이다. 이 경우는 해석기 에 따라 합헌해석과 헌법불합치해석으

로 나뉘어질 수 있게 된다.

둘째, 잠정합헌과 부분 헌 요소가 결합된 경우이다. 즉 ‘…의

부분은 아직은 헌법에 반되지 아니한다’로 제시한다.

셋째, 잠정합헌과 한정합헌이 결합된 경우를 상정할 수 있다. 즉

‘…로 해석하는 한 아직은 헌법에 반되지 아니한다’로 제시하는

것이다.

이상에서는 간략하게 제3의 모형으로 새로운 결정유형을 시하

다. 그런데 법 효과를 명확하게 하고 국민들에게 법률생활의

안정성을 제공하기 해서는 변형결정의 유형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는 시각도 없는 것이 아닌 듯하다.

그러나 필자의 짧은 소견으로는 오히려 변형결정을 극 으로

활용함으로써 얻어지는 법익의 폭이 훨씬 넓은 것이 아닌가 한다.

그래야만 다양하게 운용되는 법 용실제에 하게 응할 수 있

을 것이고, 헌인 부분과 합헌인 부분이 혼재할 때 변형결정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불필요한 법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

다. 아무튼 다양한 입법형식이나 존재양식, 용범 상 등의

측면에서 그 필요성을 부인해서는 안된다고 하겠다. 다만, 헌법재

소는 변형된 결정유형에 따른 한 효력을 정확하게 획정해야 할

412) 컨 헌재 1990. 6. 25. 90헌가11, 례집 2. 165, 171(만일 법률에 일부 헌요소가 있을

때 합헌 해석으로 문제를 수습하는 길이 없다면 일부 헌요소 때문에 면 헌을 선언

하는 길밖에 없을 것이다); 헌재 1993. 5. 13. 88헌마5, 례집 5-1. 59, 7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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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Ⅴ. 變形決定  效力

그러면 여기서는 이미 선고된 결정유형을 바탕으로 각각의 결정

이 지닌 효력에 해 논의하기로 한다. 그런데 변형결정의 효력을

정확하게 악하기 해서는 헌법재 소의 각종 결정의 차법

효력413)에 한 논의와 법률의 헌여부결정에 있어 형 인 유형

에 해당하는 헌결정과 합헌결정의 효력에 한 검토가 제되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먼 , 헌법재 소 결정의 효력에 한 일반 인 검토로써

차법 효력과 법률에 한 헌결정과 합헌결정의 효력을 살펴

보기로 한다. 이어 변형결정에 해당하는 헌법불합치결정, 한정 헌

결정, 한정합헌결정 포함 헌․ 용 헌결정 등의 효력에 해

순차 으로 논의하기로 한다.

1. 憲法裁判所 決定  效力 一般

가. 節次法的 效力

⑴ 節次法的 效力의 類型

(가) 確定力

헌법재 의 본질을 순수한 사법작용 내지 사법작용의 일종으로

악하는 한, 헌법재 소의 각종 심 에 따른 결정에는 일반법원의

재 에서 인정되는 효력인 확정력이 당연히 인정된다. 확정력은 불

가변력(자기기속력), 불가쟁력(형식 확정력) 기 력(실질 확

정력)을 그 내용으로 한다.414)

413) 憲法裁判所, 憲法裁判 實務提要, 52-57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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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불가변력 내지 자기기속력에 해 헌법재 소는 “헌법재

소가 이미 행한 헌법소원 각하결정은 자기기속력 때문에 취소․변

경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헌법소원의 형식에 의하여서도 그 취

소를 구할 수 없다.”415)고 하여 이를 인정하고 있다.

다음, 불가쟁력 내지 형식 확정력에 해 헌법재 소는 “이미

심 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하여는 다시 심 할 수 없으므로, 헌

법재 소의 결정에는 원칙 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하 다.416) 그런가 하면 “헌법재 소가 각종의 심 차를 거쳐 선

고한 결정은 그 선고와 동시에 곧바로 형식 으로 확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취소될 수 없다”417)고 하여 이를 인정하고 있다.

셋째, 기 력(실질 확정력)이라 함은 확정된 당해소송은 물론이

고 후소에서도 형식 으로 이미 확정된 재 에 당사자가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것을 말한다.

헌법재 소는 한정합헌결정과 련하여 제청법원은 어도 이 사

건 제청당사자로서 헌법률심 의 기 력을 받을 것418)이라고 하

여 기 력을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청법원의 상 심법원은 물론

이고 하 심법원도 이에 기속됨은 당연하다고 하겠다.419)

그리고 법원도 헌법재 소 결정의 기 력을 인정하고 있다.420)

414) 이에 한 상세한 내용은 拙稿, 漢陽法學 제3집, 213면 이하; 拙稿, 博士學位論文, 58면 이

하 참조.

415) 헌재 1992. 12. 8. 92헌마267, 례집 4. 839; 헌재 1993. 2. 23. 93헌마32, 례집 5-1. 15; 헌

재 1993. 7. 28. 93헌마157, 례집 5-1. 11.

416) 헌재 1994. 12. 29. 92헌아1, 례집 6-2. 538, 541.

417) 헌재 1994. 12. 29. 92헌아2, 례집 6-2. 543, 547.

418) 헌재 1990. 6. 25. 90헌가11, 례집 2. 165, 171. 게다가, 헌법

제107조 제1항의 규정상 제청법원이 본안재 을 함에 있어서 헌

법재 소의 심 에 의거하게 되어 있는 이상 헌법규정에 의

하여서도 직 제청법원은 이에 의하여 재 하지 않으면 안될

구속을 받는다 할 것이다.
419) 이것은 헌재법 제68조 제2항에서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 차에 동일한 사

유를 이유로 다시 헌여부심 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다.”고 규정한 취지와 부합하는 것

이다.

420) 법원은 “헌법재 소 결정은 … 기 력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법 1991. 6. 28.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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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법원은 5․18민주화운동등에 한특별법(이하 ‘5․18특

별법’으로 약칭한다) 제2조에 해 헌법재 소가 법률조항이 헌

법에 반되지 아니한다는 합헌결정을 하 으므로, 법률조항의

용범 에 속하는 범죄에 하여는 이를 그 로 용할 수밖에 없

다421)고 하여 합헌결정의 기속력을 인정하거나 는 최소한 헌법재

소 결정의 기 력을 인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422)

여기서의 주 범 에는 심 청구인이나 심 제청법원이 속할

것이다.423) 그리고 헌법률심 에 있어 당해사건의 소송당사자도

이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객 범 는 결정주문이라 할 것이고, 주문을 해석하는데 필요

한 요한 이유에는 후술하는 기속력이 인정되므로 구태여 기 력

에 해서도 이를 인정할 필요성은 없을 것이다.

기 력의 표 시는 헌법재 소의 결정시 이다. 결정시 이후에

사정변경의 사유424)가 발생하는 경우 그 결정의 효력은 종료된다.425)

(나) 羈束力

헌법재 소의 법률에 한 헌여부의 결정은 헌재법 제47조 제1

항과 제75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을 비롯한 모든 국가기 과 지방자

치단체를 기속하는 기속력을 가진다.426)

90 9346 결(공 1991, 2056) 참조.

421) 법 1997. 4. 17. 선고 96도3376 결(공1997상, 1303 이하) 참

조.
422) 그러나 이에 해 “이는 합헌결정의 기속력때문이 아니라 우리 헌법이 헌법재 소의 헌

결정이 없는 한 법 은 헌으로 의심되는 법률이라도 용할 것을 명하고 있기 때문으로

이해하면 족하다”는 견해가 있다. 金柱賢, 裁判의 前提性에 한 察, 憲法論叢 제8집,

1997. 12., 133면 주53번 참조.

423) 이에 한 상세한 내용은 拙稿, 漢陽法學 제3집, 227면 이하 참조.

424) 사정변경의 사유로는 심 기 과 심 객체의 변경, 일반 인

법 견해의 변경, 사회경제 인 사실요건의 변경 등을 들 수

있다. 상세한 내용은 拙稿, 漢陽法學 제3집, 232면 이하 참조.
425) 다시 말하면 반복심 이 가능하게 된다. 사정변경의 사유가 존재하는 여부는 최종 으로

헌법재 소에 의해 단된다.

426) 독일에서는 연헌재법 제31조에 연헌재의 재 은 연방과 주의 헌법기 모든 법원과 행

정청을 기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독일내에서는 모든 법원이나 행정청에 해 연헌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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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속력은 일반법원의 재 에 인정되는 기 력과는 구별되는 특유

한 효력이라고 하겠다.427)

헌법재 소의 결정유형에 따라 기속력을 다르게 획정하려는 견해

가 다수설이긴 하지만, 헌결정 뿐만 아니라 헌법불합치결정, 한정

헌결정, 한정합헌결정 합헌결정에도 기속력이 인정된다고 하

겠다. 이것은 헌재법 제47조 제1항을 시규정으로 해석하면 가능

하게 된다. 일부에서는 한정합헌결정이나 한정 헌결정의 기속력을

부인하려는 태도를 취하지만, 그것은 타당치 않다고 본다.428)

기속력의 주 범 는 헌재법 제47조 제1항과 제75조 제1항에

규정된 모든 국가기 과 지방자치단체이다. 이것은 기 력의 주

범 를 확장한 것이지만, 후술하는 법규 효력의 주 범

가 일반국민인 데 반해, 모든 국가기 등으로 한정된다는 에 특

색이 있다.

객 범 는 결정주문과 요한 결정이유이다. 물론 결정이유

요한 부분에 해 기속력을 인정할 것인지에 해서는 견해가

통일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이다.429) 그리고 법원이 이를 인정하는

지는 불분명하다.430) 그 지만 요한 이유에 기속력을 인정할 필요

재 이 기속력을 가짐에 해서는 문제되지 않는다. 다만, 입법자와의 계에서 헌법

해석을 통해 입법자의 자유로운 입법형성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시각에서 논란이

제기될 따름이다. 그런가 하면 오스트리아에서는 1975년 헌법개정을 하면서 연방헌법 제

140조 제7항에 기속력에 한 법 근거를 명시하 다. 즉 “법률이 헌으로 인해 폐지되

거나 제4항에 따라 헌법재 소가 헌이었음을 선고하면, 모든 법원과 행정청은 기속된다”

는 것이다. 비교법 인 시각에서 볼 때, 그리고 기속 상기 으로 모든 법원과 행정청을 명

시한 것으로 볼 때, 기속력의 존재의도는 서로 다른 법 견해가 표출되어 법 불안정성이

래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의도로 악된다. 이러한 은 우리에게도 그 로 용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拙稿, 博士學位論文, 187면 이하 참조.

427) 同旨: 憲法裁判所, 憲法裁判 實務提要, 54면.

428) 부인론에 한 상세한 비 은 련된 결정유형의 효력에서 이루어질 것이므로 여기서는 생

략하기로 한다.

429) 특히 헌법재 소내에서도 통일되지 아니한 상태이다.

430) 이에 해 법원은 명확한 입장을 제시치 않고 있다. 다만 “헌법재 소 결정은 주문에 포

함된 것에 한하여 기 력이 있”다고 하고 있으나 주문은 일반 으로 간결하므로 그 기 력

이 미치는 범 를 악하자면 주문의 해석이 필요한 바, 이 사건 헌법재 소 88헌마32․33

국가보 입법회의법등의 헌여부에 한 헌법소원사건의 헌결정은 그 주문을 이유에

비하여 보면 구 국가보 입법회의법 부칙 제4항 후단이 행헌법 제7조 제2항 뿐만 아니라

구 헌법 제6조 제2항의 각 공무원신분보장규정 모두에 헌이라고 설시하고 있”다고 하여

요한 이유에 한 기 력은 부인하고 있다. 법 1991. 6. 28. 선고 90 9346 결(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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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은 단히 크다고 하겠다.431)

기속력이라 할 때, 기속의 의미가 무엇인지 문제된다. 여기서 기

속의 의미는 모순 지의무를 부과한 것이지 아니면 반복 지의무를

부과한 것인지에 해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체로 후자로 악

하는 것으로 보인다.432)

그리고 기속의 내용은 헌법재 소 결정취지의 ‘ 수’의무부과이

다. 그런데 법원은 일 하여 결정취지의 ‘존 ’으로 악하는 듯

하다.

여기서 결정취지의 수와 존 은 그 의미에 있어 엄격하게 구별

되어야 할 것이다. 즉 결정취지를 존 한다는 의미는 윤리 ․도덕

의무를 부과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데 반해, 수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법 의무를 부과한 것이고, 수하지 않을 경우 법 인 제

재가 가해질 수 있다고 하겠다.433) 그러나 자는 윤리 인 비난가

능성만이 존재할 따름이고 이에 한 법 인 제재는 곤란하다고 하

겠다. 이런 에서 헌법재 소의 결정에 기속된다는 의미는 법 용

자에게는 결정을 수할 의무를 부과한 것이지, 단지 존 하는 정

도로 충분한 것은 아니다.

(다) 法規的 效力

법규 효력이라 함은 헌법재 소가 법률의 헌여부를 심 하여

선고한 결정에 부여된 힘을 말한다.434) 헌재법은 제47조 제2항에서

법률의 헌결정에 헌으로 결정된 법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힘

을 부여하고 있다.435)

법규 효력이란 의미가 법률의 속성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1991, 2056) 참조.

431) 同旨: 桂禧悅, 헌재 창립10주년 기념세미나 발표자료, 167면.

432) 同旨: 憲法裁判所, 憲法裁判 實務提要, 54면.

433) 수의무 반은 곧 법률 반에 해당하므로 탄핵사유로의 성립이 가능하다고 하겠다.

434) 이에 한 상세한 내용은 拙稿, 公法硏究 제21집, 313면 이하; 拙稿, 博士學位論文, 63면 이

하 참조.

435) 同旨: 憲法裁判所, 憲法裁判 實務提要, 56면. 법규 효력은 법률의 헌결정 뿐만 아니라

변형결정 합헌결정에도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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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 소의 결정은 형식 의미의 법률도, 실질 의미의 법률도

아니다.436) 결정은 법률과 유사하지만, 재 에 지나지 않는다.437)

법률유사성은 일반 구속성을 의미한다. 법규 효력이라는 표

으로 인해 ‘법률(법규)’의 효력과 혼란이 야기될 여지가 없지 않

다.438) 그러나 이것은 엄격히 구별되지 않으면 안된다.

법규 효력의 객 범 는 결정주문으로 한정된다.439) 그리고

주 범 에 있어서는 일반국민에게 미치는 세 효력과 일반

구속성으로 나타난다.440)

법률에 한 헌결정의 법규 효력에 해 형사소송법 제331조

단서에 한 헌심 사건에서 다수의견의 보충의견은 “헌재법 제

47조 제2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헌결정의 법규 효력에 하여

소 효가 인정되는 ‘형벌에 한 법률 는 법률의 조항’의 범 는

실체 인 형벌법규에 한정하여야 하고 헌으로 결정된 법률이 형사

소송 차에 한 차법 인 법률인 경우에는 조항이 용되지

않는 것으로 가 좁게 해석하는 것이 제도 으로 합당하다.”441)고

436) 따라서 헌법재 소의 결정은 법률과는 달리 헌심 의 상도 헌법소원심 의 상도 되

지 아니한다. 反 : 吳世赫, 오스트리아의 違憲法律審査制度, 人權과 正義, 통권 제260호,

1998. 4.호, 40면 주43번 참조.

437) Vgl. Theodor Maunz, in: Maunz / Dürig / Herzog / Scholz / Lerche / Papier /

Randelzhofer /Schmidt-Assmann, Grundgesetz Kommentar, 6. Aufl., München 1989,

Rn.20 zu Art.94; Theodor Maunz, in: Maunz / Schmidt-Bleibtreu / Klein / Ulsamer,

Bundesverfassungsgerichtsgesetz Kommentar, 3. Aufl., München 1992, §31, Rn.28.

438) 이러한 혼란의 표 인 사례로는 헌재 1991. 7. 8. 91헌마42, 례집 3. 380, 383(검찰사건

사무규칙의 규정은 검찰청 내부의 사무처리지침에 불과한 것일 뿐 ‘법규 효력’을 가진 것

이 아니다.); 헌재 1993. 3. 11. 88헌마5, 례집 5-1. 59, 78(헌법불합치의 법률…의 법규

효력은 지속되어야 할 것이고, 규정의 효력은 그때가 경과하여 비로소 상실되게 될 것

이다.) 참조.

439) 同旨: 憲法裁判所, 憲法裁判 實務提要, 57면.

440) 同旨: 憲法裁判所, 憲法裁判 實務提要, 56-57면 참조.

441) 헌재 1992. 12. 24. 92헌가8, 례집 4. 853, 888(재 한병채, 이시윤, 김문희의 보충의견).

게다가 “다만 이 사건 헌결정의 법규 효력은 이 사건 헌법률심 을 제청한 법원이

담당하는 당해사건과 더 나아가 당해법률이 재 의 제가 되어 재 법원에 계속 인 모

든 동종의 피고사건에도 당해사건에 하여 구속 장의 효력이 실효되도록 하는 것이

법치주의 이념에 부합될 것이므로, 제청법원에 계속 인 당해사건은 이 결정에 따라 재

을 선고하면 될 것이고, 이 사건 결정선고 당시 이 법 제331조 단서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서 결이 선고되고 아직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재 상소심에 계속 인 동종의 피고사건

은 이 사건 결정선고와 동시에 구속 장의 효력이 실효되어 즉시 석방되어야 할 것”이라고

까지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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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이를 인정하고 있다.

⑵ 節次法的 效力에 있어서의 爭點과 特徵

헌법재 소 결정의 차법 효력과 련하여 많은 논란이 제기

되고 있다. 그러면 여기서는 최근에 특히 논란이 되는 부분에 해

서만 집 으로 검토하기로 한다. 다만, 헌결정의 기 력 인정여

부와 시 한계,442) 기 력과 기속력의 계,443) 요한 결정이유의

기속력 인정여부,444) 헌재법상 기속력과 다른 법률에 규정된 기속력

의 계,445) 법 기속과 사실상 기속의 계,446) 법규범의 단계

구조에서 결정의 법규 효력의 등 ,447) 헌법재 소 결정의 효력발

생시 448) 결정의 효력에 있어 주 범 의 복449) 등에

해서는 이미 다른 곳에서 상세하게 다룬 바 있으므로 여기서는 생

략하기로 한다.

(가) 前訴와 後訴에 있어 審判 象이 同一한 事件의 처리

법률의 헌여부에 해 소에서 이미 결정을 선고하 고 나

에 다시 소와 동일한 법률조항이 헌심 제청이나 심 청구가

있어 다툼의 상이 되었을 때, 이에 해 헌법재 소는 어떻게 처

리하여야 하는가가 문제된다. 이에 해 헌법재 소는 결정유형에

따라 다른 태도를 보여주는 듯하다.450)

우선, 소에서 이미 단순 헌결정을 선고하 을 경우이다. 이 경

우 후소에서 동일한 심 상을 심 하여야 할 경우 심 청구나 제

442) 拙稿, 漢陽法學 제3집, 223면, 230면; 拙稿, 博士學位論文, 60면 이하, 87면 이하; 拙稿, 憲法

裁判硏究 제7권, 161면 이하 참조.

443) 拙稿, 漢陽法學 제3집, 221면 이하; 拙稿, 博士學位論文, 66면 이하 참조.

444) 拙稿, 漢陽法學 제4․5집(통합), 154면 이하; 拙稿, 博士學位論文, 68면 이하; 拙稿, 憲法裁判

硏究 제7권, 164면 이하 참조.

445) 拙稿, 憲法裁判硏究 제7권, 186면 이하; 拙稿, 公法硏究 제24집 제1호, 233면 이하 참조.

446) 拙稿, 憲法裁判硏究 제7권, 187면 이하; 拙稿, 公法硏究 제24집 제1호, 235면 이하 참조.

447) 拙稿, 公法硏究 제21집, 318면 이하; 拙稿, 博士學位論文, 65면 이하; 拙稿, 憲法裁判硏究 제

7권, 192면 이하 참조.

448) 拙稿, 公法硏究 제21집, 319면 이하; 拙稿, 博士學位論文, 86면 이하; 拙稿, 憲法裁判硏究 제

7권, 197면 이하 참조.

449) 拙稿, 憲法裁判硏究 제7권, 206면 이하; 拙稿, 公法硏究 제24집 제1호, 231면 이하 참조.

450) 憲法裁判所, 憲法裁判 實務提要, 54면, 92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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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을 각하하고 있다.451) 그 사유는 이미 헌결정으로 인해 심

상이 된 법률조항이 효력이 상실되었고 따라서 청구나 제청은 심

의 이익이 없음을 들고 있다.452)

둘째, 소에서 헌법불합치결정이 선고되었을 경우이다. 동일한

심 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유일한 사례로는 토 세법에

한 헌법불합치결정을 들 수 있지만,453) 그 사건의 결정에서 소의

심 상을 어떻게 획정할 것인가를 두고, 재 들사이에서 서로

상충되었었기 때문에,454) 헌법재 소가 소에서 헌법불합치결정을

하 을 경우 후소에서 이에 해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해 명

확하게 악하기는 어렵다.

셋째, 소에서 한정합헌이나 한정 헌결정이 선고되었을 경우이

다. 이에 해 헌법재 소는 후소에서 거듭 헌여부를 심 하고

사정변경의 사유가 없음을 제시하면서 소와 동일한 유형의 결정

주문을 선고하고 있다.455)

451) 헌재 1989. 9. 29. 89헌가86, 례집 1. 284, 286-288; 헌재 1994. 4. 28. 92헌마280, 례집

6-1, 443, 444-446; 헌재 1994. 8. 31. 91헌가1, 례집 6-2. 153, 155, 161 이하; 헌재 1997.

1. 16. 93헌바54, 공보 20. 217, 219 참조. 그러나 종래 선고한 헌결정을 달리 변경할 필요

가 없다는 이유를 제시하면서 반복하여 헌결정을 선고한 사례로는 헌재 1993. 5. 13. 92

헌바32, 례집 5-1. 297, 298, 305 참조.

452) 헌재 1997. 1. 16. 93헌바54, 공보 20. 217, 219 참조. 이미 헌결정된 법률조항에 해 반

복 으로 심 청구나 제청이 된 경우에 해 헌법재 소는 각하결정을 하지만 각하사유의

논지는 조 씩 그 의미를 달리 나타내고 있다. ① “ 법률의 조항이 헌법에 반된다고

이미 시한 바 있어 법률의 조항의 헌여부는 더 이상 심 의 상이 될 수 없고, 따

라서 이 사건 헌심 제청 법률의 조항에 한 부분은 부 법하다 할 것”이라고 하

여 심 상이 될 수 없는 사유를 시하지 아니한 사례로는 헌재 1989. 9. 29. 89헌가86,

례집 1. 284, 286-288; 헌재 1994. 4. 28. 92헌마280, 례집 6-1, 443, 444-446 참조. ②

(조항)“부분이 헌법에 반된다고 선고한 바 있으므로 헌재법 제47조 제2항에 의하여

그 부분 법률규정은 그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하 다 할 것이고 따라서 그 부분의 헌여부

는 더 이상 심 의 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한 헌여부심 의 제청

은 부 법하다”고 하여 심 상의 효력상실을 각하사유로 제시한 사례로는 헌재 1994. 8.

31. 91헌가1, 례집 6-2. 153, 155, 161 이하 참조. ③ “ 법률조항들이 헌법에 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한 바 있으므로 동 법률조항들은 헌재법 제47조 제2항에 의하여 결정일로부

터 효력이 상실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 부분에 한 청구는 심 의 이익이 없어 부 법

하다”고 하여 심 상의 효력상실과 심 청구의 이익이 없음을 동시에 각하사유로 제시한

사례로는 헌재 1997. 1. 16. 93헌바54, 공보 20. 217, 219 참조.

453) 헌재 1994. 7. 29. 92헌바49 등, 례집 6-2. 84, 86; 헌재 1995. 7. 27. 93헌바1 등, 례집

7-2. 221, 225 참조.

454) 이에 해 상세한 내용은 拙稿, 法曹 1995. 12.호, 141면 이하 참조.

455) 한정합헌결정의 사례로는 헌재 1990. 6. 25. 90헌가11, 례집 2. 165, 170; 헌재 1997. 1. 16.

89헌마240, 례집 9-1. 45, 77-78; 헌재 1997. 1. 16. 92헌바6 등, 례집 9-1. 1, 25-27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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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법률에 해 합헌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후소에서는 앞의

세 번째 사례, 한정합헌이나 한정 헌의 경우와 동일하게 반복심

을 하고 거듭 합헌결정을 하고 있다.456)

정리하면, 소와 후소에 있어 심 상의 동일성이 인정될 경우

헌법재 소는 이에 한 태도는 이 으로 나타난다.457) 즉 단순

헌결정의 경우에는 후소의 각하결정을, 한정합헌, 한정 헌 단순

합헌결정의 경우에는 후소에 해 반복심 을 하고 그에 상응한

소의 결정주문을 거듭 제시하고 있다.458)

필자는 여기서 아주 요한 문제 을 지 하지 않을 수 없다. 즉

헌법재 소는 헌법재 소 결정 자체의 차법 효력을 간과하고

지나치게 실체법 효력 내지는 결정의 법 효과에 의존하여 문제

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이다. 헌법재 소는 법률

에 해 단순 헌결정이 이루어졌고, 그로 인해 헌재법 제47조 제2

항에 규정된 효력상실이라는 법 효과를 발생하기 때문에, 이미

효력을 상실한 법률에 해 거듭 심 청구나 제청이 이루어진 것은

심 의 이익이 없음을 제시하고 있다.459)

그러나 그러한 태도는 한 것이 아니라고 본다. 왜냐하면, 단

순 헌결정과 한정합헌, 한정 헌 합헌결정의 계에서 볼 때,

결정 자체가 서로 이질 인 것처럼 보이게 하고, 각각의 결정유형

에 해 국가기 이 서로 다른 태도를 보일 수 있는 여지 내지 공

간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다.460) 구체 으로 살펴 보면, 법원을

참조.

456) 헌재 1989. 9. 29. 89헌가86, 례집 1. 284, 286-288; 헌재 1993. 3. 11. 90헌가70, 례집

5-1. 18, 20-21 등 참조.

457) 헌법불합치결정의 경우에는 아직 어떠한 입장을 추구한다고 특정할 수 없기에 일단 논의의

상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458) 한정합헌결정이나 합헌결정에 해 이 게 처리하는 것은 합헌결정에 하여는 명문상 기

속력을 인정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憲法裁判所, 憲法裁判 實務提要, 54면.

459) 헌재 1994. 8. 31. 91헌가1, 례집 6-2. 153, 155, 161 이하; 헌재 1997. 1. 16. 93헌바54, 공

보 20. 217, 219 참조.

460) 이와 련하여 淳茂 부장 사는 헌법재 소의 한정 헌결정이 “일부 헌결정이라면 그

단은 종국 인 것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고 그 질 인 일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하여

야 할 것이다. 이를 양 인 일부 헌과 구별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 결국 헌법재 소

는 한정 헌결정을 당해 법률이나 법률조항에 한 헌법 해석에 불과한 것으로 그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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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롯한 각 법원과 행정청이 한정 헌결정이나 한정합헌결정 합

헌결정의 기속력을 부인하려는 것도 이와 한 련성을 가진 것

으로 보여진다고 하겠다.461)

필자의 짧은 소견으로는 결정 자체의 차법 인 효력이라는 측

면에서, 특히 확정력, 그 에서도 기 력의 념을 인정함과 아울

러 헌법소원심 과 헌법률심 에 있어 본안 단이 이루어졌을 경

우 그에 해서도 기속력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본다. 이를 바탕으로

헌결정 뿐만 아니라 다른 결정유형에 해서도, 후소에서 거듭 다

툼의 상이 되었을 경우에는, 심 청구나 제청의 이유에서 사정변

경의 사유를 시하고 사정변경을 인정할 만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재 부 내지는 지정재 부에서 각하결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고 보여진다. 이것은 불필요한 차의 반복을 방

지한다는 소송경제 인 측면에서도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첨언하면, 이미 헌법재 소에 의해 헌여부의 심 이 이루어진

법률조항이 구체 인 사건에서 재 의 제가 되었을 경우, 심 제

청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각하하고, 소의 결정에서 선고된

바에 따라 구체 인 사건을 처리하면 될 것이다. 그러한 사건들은

모두 소 결정의 효력에 의해 그 용 상범 에 모두 포 되므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즉 소 결정의 기 력, 기속력

법규 효력에 의해 그에 상응한 법 효과를 부여받을 수 있게

된다. 컨 한정 헌결정이 소에서 이루어지고 후소에서 다툼

의 상이 되었을 경우, 이에 해 각하결정을 한다 할지라도, 소

의 변경가능성을 제로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사례이다. 그 다면 헌법재 소도 한정

헌결정은 단순 헌결정과는 달리 당해 조항의 일반 효력상실을 가져 오는 것이 아니라

장래 변경이 가능한 당해 조항에 한 해석에 불과한 것으로 보는 것이 된다. 그러나 이러

한 것은 헌재 의 법 안정성과 측가능성을 해하는 것으로, 그러한 결정유형에 단순

헌결정이 갖는 동일한 기속력을 부여할 근거가 박약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고 한다.

淳茂, 憲法問題와 裁判(上), 581-582면 참조.

461) 법원은 한정 헌결정의 경우 단순 헌결정과는 달리 그 결정으로 인해 심 상인 법규

범의 외부 존속에 있어 변경이 없으므로 법률해석에 지나지 않고, 법률해석권은 법원

의 속 인 권한에 해당하는 사법권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한정 헌결정의 기속력을 부인

한다. 이러한 태도를 비추어 볼 때 합헌결정에 해 기속력을 인정하지 않으려 함은 더 말

할 나 가 없을 것이다. 법 1996. 4. 9. 선고 95 11405 결(공1996상, 1442 이하) 참조.



957

결정의 기속력과 법규 효력에 의해 후소 사건의 담당법원은 소

결정취지에 맞춰 사건을 해결하여야 한다. 그러한 사건들은 모두

이른바 헌결정 당시 법원에 소송이 계속 인 사건이나 헌결정

당시 아직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한 사건의 념에 해당할 것이

다.462)

(나) 憲法裁判所 決定의 效力規定의 適用上 同等性

헌재법 제47조 제1항에는 법률에 한 헌결정의 기속력이, 같

은 조 제2항에는 헌결정된 법률의 효력상실이, 제75조 제1항에는

헌법소원 인용결정의 기속력이 각각 규정되어 있다. 그런가 하면

제75조 제6항에서는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 을 인용할

경우에는 의 제47조를 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서울고등법원은 1998. 5. 20. 헌재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 사건463)과 련하여 헌법재 소에 의해 인용결정이 선

고된 당해 헌법소원과 련된 소송사건의 재심사건464)에서 헌재법

제75조 제7항을 정면 부인하는 결을 선고하 다. 이 사건은 헌법

재 소가 1995. 11. 30.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단서와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를 한정 헌으로 결정한 95헌바13사건과 련한

소송사건에 해 재심을 청구한 것이다.465)

462) 게다가 한정합헌결정이나 한정 헌결정이 비록 변형된 것이긴 하지만 헌결정의 한 유형

에 해당하는 것으로 악한다면, 한정합헌이나 한정 헌결정된 법률이나 법률조항에 해

반복심 을 하고 후소에서 소와 동일한 결정주문을 제시한다는 것은 법 효과의 복이

발생하게 된다. 왜냐하면 한정합헌결정이나 한정 헌결정은 헌결정에 해당한다는 을

제로 할 때, 소의 결정과 련해서는 헌재법 제47조 제2항 본문의 헌심 사건(헌재

1993. 5. 13. 92헌가10 등, 례집 5-1. 226, 250-251 참조)에서 헌결정의 외 인 소 효

가 용되는 범 로 설정한 헌결정 당시 법원에 소송이 계속 인 사건이나 헌결정 당

시 아직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한 사건에 해당할 것이고, 그와 아울러 후소의 결정에서는

헌결정의 원인을 제공한 당해사건에 해당할 것이기 때문이다.

463) 헌재 1995. 11. 30. 94헌바40 등, 례집 7-2. 616, 622.

464) 서울고법 제8특별부 1998. 5. 20. 선고 95 215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결. 이와 련하

여 상세한 내용은 拙稿, 法律新聞 1998. 8. 10.자, 14-15면 참조.

465) 이 사건의 진행경과를 간략하게 소개하면, 이 사건의 원고(재심 상 결의 원고와 동일)는

피고( 할 세무서장)로부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을 받고 서울고법에 처분의 취소소송

을 제기하여 1994. 6. 23. 청구기각 결을 받았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법원에 94 9993

호로 상고함과 아울러 구 소득세법 조항에 해 헌심 제청신청을 하 으나 법원은

1995. 4. 3. 제청신청을 기각하고 이어서 1995. 4. 7. 상고도 기각하 다. 원고는 이에 1995.

4. 29. 헌법재 소에 헌재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 을 청구하 고(95헌바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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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은 재심사유의 존재여부를 단함에 있어 그 부인의

논거로서 한정 헌결정은 법문의 외부 인 존속에 향을 미치지

않는 법률해석에 지나지 않고 그러한 법률해석은 사법부의 고유한

권한에 해당하기 때문에 헌법재 소의 그러한 결정은 단지 방론에

지나지 않는다는 견해를 제시하면서 이 사건 규정이 하 법규에

임한 입법목 내지 입법이유가 실질과세원칙의 배우려와 과세형

평을 해치는 부작용 등에 처하기 한 것이므로 이 사건 규정이

기 시가에 의한 과세보다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과세가 납세자에게

유리한 경우만을 한정하여 통령령에 임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

다고 한다.

이런 에서 “이 사건 부과처분에 용된 이 사건 규정에 하여

헌법재 소의 한정 헌과 같은 헌법소원 인용결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에 따라 헌재법 제47조 제2항 본문이 규정하는 바와 같

이 이 사건 조항의 효력이 상실되어 폐지되었다고 할 수 없고 당원

이 이 사건 규정을 와 같이 해석하는 이상 재심 상 결에 동법

제75조 제7항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어 결국 원고

들의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재심사유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부

법하다”고 하 다.

이 사건 결은 헌결정의 제거효이론466)에 따라 헌재법 제47조

헌법재 소는 1995. 11. 30. 구 소득세법 조항에 해 94헌바40사건과 병합하여 “실지거래

가액에 의할 경우를 그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세액이 그 본문의 기 시가에 의한 세액을

과하는 경우까지를 포함하여 통령령에 임한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반된다”고

하는 한정 헌결정을 선고하 다. 이 결정을 선고받은 이 사건 원고는 헌재법 제75조 제7

항에 따라 서울고법에 재심을 청구하 다. 이 사건과 련하여 법원과 헌법재 소에서

논란이 제기된 사건을 간략하게 소개하면, 1996. 4. 9. 법원은, 헌법재 소의 헌결정 당

시 법원에 계속 인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헌재가 1995. 11. 30. 선고한 구 소득세법

조항의 한정 헌결정을 면 부인하는 결( 법원 1996. 4. 9. 선고 95 11405 결)을 선

고하 다. 이에 그 사건의 원고는 법원 1996. 4. 9. 선고 95 11405 결과 동작세무서장

이 1992. 6. 16. 청구인에게 과한 1989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각각 청구인의 기

본권을 침해하 는지의 여부와 헌재법 제68조 제1항의 ‘법원의 재 을 제외하고는’의 부분

의 헌여부에 해 다투는 헌법소원심 을 청구하 다. 이에 해 헌법재 소는 1997. 12.

24. 헌재법 제68조 제1항을 한정 헌으로 결정함과 아울러 법원 결과 부과처분

을 각각 취소하는 결정을 선고하 다.

466) 張潤基, 憲法裁判所에서 違憲으로 決定된 法律의 效力. 법원 1993. 1. 15. 선고 92다12377

결, 司法行政 1993. 6.호, 56면 이하 참조. 그리고 제거효이론에 한 상세한 비 은 拙稿,

桂禧悅博士華甲論文集, 406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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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의 효력상실을 폐지로 이해하고 그로 인한 법 에서의 제거에

커다란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이 사건 결이 이해하는 바에 따르

면, 진정한 헌결정은 법문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고 그 이

외에 헌법재 소가 이제까지 수행하 던 각종 변형결정은 헌결정

의 효력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에서 한정 헌결정

에는 헌재법 제47조 제2항이나 제1항이 용되지 않음을 주장한다.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헌법재 소의 한정 헌과 같은 헌법소원

인용결정’은 헌재법 제75조 제7항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되지 않

는다고 한다.

그러나 여기에는 한 논리 모순이 숨겨져 있다고 하겠다.

첫째, ‘한정 헌과 같은 헌법소원 인용결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라 헌재법 제47조 제2항에 규정된 효력상실로 인한 폐지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원이 기속을 받아야 하는 헌결

정이 아님을 주장한다. 이것은 분명 헌재법 제75조 제6항에 의거하

여 제45조와 제47조의 규정이 용됨을 제로 한 것이다. 그러면

서도 같은 조 제7항에 규정된 ‘당해 헌법소원과 련된 소송사건이

인용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와 련하여 두가지 이 지 되어야 한다. 그 하나는 용되

는 규정이 용을 하고자 하는 제75조의 규정 반의 의미를 제약

할 수는 없다는 이다. 다른 하나는 헌재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

소원심 에서 한정 헌결정도 심 청구에 한 인용결정의 한 유형

이라는 이다. 그 다면 제75조 제1항의 기속 상기 으로 모든

국가기 을 명시하 고 거기에는 당연히 법원도 포함되기 때문에,

이를 부인한 결과를 래하게 된다고 하겠다.

둘째, 만약 헌법재 소가 헌재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

심 에 있어 ‘심 청구를 인용한다’는 명시 인 주문을 제시함과 아

울러 추가 으로 한정 헌주문을 제시한다면,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이 사건 재 부에게 묻고 싶다.



960

정리하면, 이 사건 결은 헌재법 제47조 제2항의 효력상실을 폐

지로 이해함을 제로 해서 같은 조 제1항의 용범 를 자의 으

로 축소함은 물론이고 제75조 제1항, 제6항 제7항에 규정된 의

미를 변질시킨 것이라고 하겠다.467) 그 게 볼 때, 헌재법 제47조

제2항은 헌법률심 과 헌법소원에 있어 가장 우선 으로 고려되

어야 하는 핵심조항이 되는 셈이다. 그러나 헌재법의 효력규정 상

호간의 계는 등 계이지 어떠한 조항에 우선 인 효력이 인정

되는 것은 아니다.

(다) 法規的 效力, 一般的 效力 形成力의 相互關係

술한 바와 같이 법률에 한 헌여부 결정에는 법규 효력이

인정된다. 견해에 따라서는 이에 해 일반 효력468) 는 형성

력469)이라고 칭하기도 한다. 법규 효력과 일반 효력이나 형성력

은 심 차, 차에 따른 결정유형 효력을 지칭하는 시각 등에

서 구별되어야 한다고 본다.

우선, 법규 효력은 헌법재 소 결정 법규범을 계쟁물로 하여

선언된 헌여부 결정에 해 인정되는 효력이다. 다시 말하면 법

규범 이외의 다른 국가작용이 심 상이 되어 헌여부가 결정되

었다 할지라도, 그 국가작용에 해서까지 법규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법규 효력을 인정할 실익은 그 주 범 에 있어

일반 구속성을, 객 범 에 있어 법규범유사성을, 그리고 계쟁

물의 등 에 따른 결정의 상을 획정한다는 에서 찾을 수 있다

고 하겠다.

다음, 일반 효력은 법규범을 계쟁물로 하는 경우보다는 포

인 의미로 받아 들여야 하고, 통상 세 인 일반 구속성(inter

467) 이 사건 원고는 상고하 을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만약 법원도 상고를 각하한다면, 분명

원고는 헌재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 을 청구하게 될 것이다. 그 때 헌법재 소

는 다시 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례집 9-2. 842)과 동일한 취지의 결정을 선고

하면서 결과 재심 상 결에서 다투어진 과세처분을 취소할 것임은 자명하다 하겠다.

468) 黃祐呂, 金哲洙敎授華甲論文集, 312면 이하; 李明雄, 試界 1998. 6.호, 161면 참조.

469) 李聖煥, 憲法裁判所 決定의 效力, 博士學位論文(서울大 大學院), 1994. 2., 120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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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mnes Allgemeinesverbindlichkeit)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주로 효력의 주 범 에 을 맞춘 것이라고 하겠

다.470) 이 에서 법규 효력이 법규범이라는 계쟁물을 심으로

근하는 것과 비된다고 하겠다. 그러나 일반 효력은 컨

헌법소원심 차에 있어 계쟁물이 된 구체 인 특정 국가작용과

련하여 동종 국가작용의 반복 지를 요구하는 주문471)을 제시하

거나 요한 결정이유에서 이를 제시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셋째, 헌법재 소 결정의 형성력은 다른 각도에서 근하지 않으

면 안된다고 보여진다. 견해에 따라서는 행 헌재법 체계상 법규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고 체되는 효력으로서 형성력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것 역시 서로 다른 각도에서 근하는 것은 아

닌가 한다472). 통상 형성력은 법률 계의 발생, 변경, 소멸시키는 효

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된다. 그 다면 이것은 헌법재 소 결정

반에 걸쳐 논의의 실익이 있는 것이라고 하겠다. 컨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소원의 심 상이 되었을 때, 헌법재 소가 헌

법소원의 심 청구를 인용결정할 경우 당해 불기소처분을 취소하게

된다. 이것은 처분의 존재를 소멸시키는 것이 되고 이러한 측면에

서 형성력이라는 의미는 그 존재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형성력

을 헌법재 소 결정 반에 확장시키기 어려운 이 있음도 부인하

기 어렵다고 보여진다.473)

470) 反 : 桂禧悅, 헌재 창립10주년 기념세미나 발표자료, 166면 주1번 참조.

471) 이러한 형태의 주문제시에 해서는 독일의 경우 연방헌법재 소법 제95조 제1항 제4 에

서 이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게 제시된 주문의 효력은 법규 효력이라고 할 수

는 없고 단지 일반 효력이 인정된다고 하겠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명확히 이에 해

당하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미결수용자의 변호인 견에 있어 교도 의 배석

지에 해서는 이러한 시각 보다는 근거법령인 행형법 제62조의 헌결정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헌재 1992. 1. 28. 91헌마111, 례집 4. 51, 61 이하 참조.

472) 李聖煥, 博士學位論文, 124면 이하 참조.

473) 그 논거는 체로 세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헌법재 의 각종 심 차에 있어 심 청구

의 인용결정에만 형성력이 인정되고 기각결정이나 각하결정에서는 형성력을 해명하기 어렵

다는 이다. 컨 법률의 합헌결정은 기존 법 상태에 해 합헌임을 확인하는 것에 지

나지 않게 된다고 하겠다. 둘째로는 권한쟁의심 차에 있어 부작 와 헌법소원심 차에

있어 공권력의 불행사도 각각의 심 차에서 심 상이 될 수 있고, 이를 각각의 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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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違憲法律審判의 訴訟物과 決定의 效力의 關係

헌법률심 에 있어서도 용되어야 할 본질 징표 에 하나로

불고불리의 원칙을 제시하면서 헌법소송에 있어서의 당사자 격,

소송물 결정의 효력 등 3자 상호간의 계에 해 재 이루어

진 헌법재 소의 결정실제를 분석할 때, 논리 일 성이 결여되어

있음을 지 하는 견해가 있다.474)

즉, 법률의 헌여부가 헌법소송의 소송물이 된다고 할 때, 제청

된 법률 는 법률조항 ‘ 체’의 헌여부가 소송물인지, 아니면 ‘제

청된 사건의 사실 계와 련된 범 ’에서의 법률 는 법률조항의

헌여부(즉 당사자 격을 가진 사람의 제소에 의하여 ‘특정지어진

범 ’에서의 법률 는 법률조항의 헌여부)가 소송물인지가 문제

된다고 한다. 그러면서 당사자 격을 확장할 경우 민 소송화할 수

도 있으며, 소송물을 확장하고 이에 해 결정을 선고할 경우

때에 따라서는 그 헌법소송에 참여하지 못한 국민들의 헌법상 보장

된 법 차와 재 청구권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지 한다.

이상의 시각을 바탕으로 헌법재 소 결정의 기 력이나 기속력은

제소에 의하여 쟁 화된 범 의 기 력과 기속력만을 문제삼아야

하며, 동일한 쟁 의 법률 는 법률조항의 헌여부가 다시 제기

되는 경우에 헌법재 소는 선결정례를 바꾸지 않는 한 선결정례의

구속력을 인정하여야 하고 나아가 그러한 구속력의 결과 내지 반사

효과로서 결정의 법규창조력 내지 법률 효력을 문제삼아야 할

것이라고 한다.

서 헌법재 소가 심 청구의 인용결정을 선고하 을 경우 그 결정은 부작 나 공권력의 불

행사가 무효이거나 헌임을 확인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 다면 이러한 경우에 있어

형성력을 일반화시키는 것은 곤란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셋째로는 법률의 헌결정과 련

해서 지 되지 않으면 안된다. 법률에 해 헌결정이 선고되면 당해 법률은 원칙 으로

결정한 날로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다. 이로 인해 헌법재 소의 결정은 기존에 헌이었지만

유효한 법률을 원칙 으로 결정일을 기 으로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이 된다. 이러한 논

리형식은 폐지무효설의 시각에서 근하지 않으면 도 히 설명하기 어렵다는 이 지 되

어야 한다. 그러나 당연무효설에 따르면 헌법률은 처음부터 당연무효이었고, 헌법재 소

는 단지 그것을 권 으로 헌이었음을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게 된다. 그 다면 여기서도

헌법재 소 결정의 형성력을 일반화시키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지 않는가 한다.

474) 崔大權, 法學 제38집 제1호, 1-17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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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결정의 기 력이나 기속력 뿐만 아니라 결정의 법규창조

력 내지 법률 효력은 당사자 격을 가진 사람의 제소에 의하여

특정지워진 범 내에서 지목된 법률 내지 법률조항의 헌여부 문

제와 련해서 논의되어야 하기 때문에 재 우리 헌법재 소가 선

고한 변형결정유형에 해당하는 한정합헌결정이나 한정 헌결정은

불필요하다고 한다.

이상과 같은 지 에 해 몇가지 필자의 짧은 소견을 제시하기로

한다.

첫째, 헌법소송에도 일반소송과 동일하게 사법 속성을 인정한

다고 할 때, 불고불리의 원칙이 용됨은 부정할 수 없다는 이다.

다만 이 원칙을 얼마만큼 고집하는지가 문제될 것으로 본다.

둘째, 헌법률심 에 있어 그 차는 개개인의 기본권침해에

한 구제라는 측면에서 주 소송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겠지

만, 그 법률이 지닌 일반 추상 규율로서의 속성으로 인해

그 법률에 의해 발생된 량 인 침해효과를 지하기 해 헌법

률의 효력을 일반 으로 부인하고 합헌 인 헌법질서를 유지하여야

한다는 측면에서는 객 소송의 성격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된다

고 본다.

셋째, 소송물을 심 제청이나 청구된 법률 는 법률조항 체로

할 것이 아니고 제청이나 청구에 의해 특정지워진 범 로 한정해야

한다는 측면은 불고불리의 원칙을 엄격하게 유지함을 제로 해서

당사자 격의 요건을 강화시키는 것과 일맥상통하고 그 논리

일 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그럴 경우 법률에 한

헌법재 소의 본안결정이 지닌 법규 효력이나 기속력을 용함에

있어 불필요한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고, 반복심 의 제청이나

청구에 해 소 결정과의 동일성 여부를 개별 으로 일일이 단

해야 하는 차의 번거로움을 래할 수도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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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소송물을 확장하고 결정의 효력을 확장함으로써 법률의

헌여부 심 차에 참여하지 않는 국민에게 보장된 헌법상 법

차와 재 청구권을 박탈하는 결과를 야기시킬 수 있음을 지 한

다. 그러한 헌법소송은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과 같은 당사자주의

소송구조라기 보다는 객 소송으로서의 특성에 용해되어 있

는 헌법질서의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직권주의 소송구조에 근 하

여 있다는 에 주목하여야 한다.475) 이런 때문에 헌재법에서는

이해 계인과 참고인의 진술(제30조),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제31

조), 심 에 필요한 사실조회, 기록송부 자료제출요구(제32조),

심 비용의 국가부담(제37조), 법무부장 의 의견서제출(제44조)

헌심 범 의 확 (제45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고 하겠다.476)

다섯째, 소송물을 제청이나 청구에 의해 특정지워진 범 로 한정

한다 해서 한정합헌결정이나 한정 헌결정의 필요성이 부인되는 것

은 아니라는 이다.477) 그 표 인 사례로는 술한 서신검열등

헌확인사건478)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심 상의 가분성이

인정될 경우 가능한 한 심 상을 축소시켜야 하고 제청이나

청구에 의해 특정된 범 를 한정함이 바람직하겠지만, 소송기술

인 측면에서 나타나는 어려움을 감안하여야 하지 않을까 한다.

아무튼, 헌법소송에 인정되는 객 소송으로서의 성격과 그 결

정의 효력이 가지는 기속력과 법규 효력이라는 시각에서 볼 때,

당사자 격의 요건을 보다 완화하고 직권주의 요소를 보다 강화

시키며 의의 이해 계인들에게 헌법소송 차에 폭넓게 참여시킴

475) 이런 시각에서 헌법소송법을 일반소송법에 응한 독자성을 확보하려 시도한 문헌으로는

丁泰鎬, 憲法裁判官의 忌避와 憲法訴訟法의 獨自性, 憲法訴訟 제7집, 1996, 255면 이하 참조.

476) 이런 에서 직권주의의 강화필요성을 제시한 문헌으로는 金鐵容․金文顯․鄭在晃, 憲法裁

判硏究 제4권, 37-53면 참조.

477) 이에 해당하는 논거로 제시한 사죄 고에 한 결정에 해 한정 헌결정으로 악하지만,

필자는 술한 바와 같이 헌결정의 일종인 포함 헌결정으로 본다. 그리고 국가보안법

제7조의 한정합헌결정 역시 한정합헌이 한 것이었는지에 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지

않지만, 시한 사례에 해서도 헌법재 소가 제시한 해석기 을 용하지 못할 것은 아

니라고 본다. 崔大權, 法學 제38권 제1호, 11-13면 참조.

478) 헌재 1995. 7. 21. 92헌마144, 례집 7-2. 94, 97 참조. 이 결정에서는 포함 헌 내지 용

헌과 한정 헌을 결합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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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

나. 違憲決定  效力

⑴ 違憲決定의 節次法的 效力과 實體法的 效力

법률에 해 헌결정이 이루어졌을 경우 그것의 법 효과문제

는 헌법재 소 결정의 효력이라는 시각에서 우선 으로 근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본다. 즉 헌법재 소 결정에 인정되는 확정력, 기

속력 법규 효력 등의 시각에서 법률에 한 헌결정의 효력이

다루어져야 한다. 이미 이에 해서는 술한 바와 같다.

그 다음 논의되어야 할 것이 법률의 헌심 이나 헌법소원심

이라는 개별 인 차에서 법률이 헌으로 결정되었을 경우 그 결

정으로 인해 제시되는 실체법 인 효과를 어떻게 악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이에 해서는 항목을 달리하여 검토하기로 한다.

그러면 여기서는 법률에 한 헌법재 소의 헌결정으로 인해

각 국가기 등에 나타나는 법 효과를 간략하게 소개하기로 한다.

우선, 입법자에 한 법 효과이다. 헌법재 소가 법률에 해

헌결정을 하 다고 해서 구체 인 기존의 입법상태와 련해서

입법자에게 특별한 의무가 부과된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하면 새로

운 형태로의 개선입법의무나 헌결정된 법률의 법질서에서의 제거

의무가 부과된 것은 아니다.479) 헌법재 소의 헌결정으로 인해 이

미 합헌 질서가 확보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다만 헌결정으

로 인해 입법자에게는 동일내용의 입법을 반복해서 제정하지 말아

야 할 지의무가 부과된 것으로 악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최

근 독일에서는 이와 련하여 그러한 정도의 의무가 부과된 것으로

악하는 것은 입법자의 입법형성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비

이 제기되고 있다.480)

479) 그런데 일부의 견해에 따르면 이미 헌으로 결정된 법률을 법 에서 제거하거나 개정법률

을 반드시 제정하여야만 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없지 않다.

480) 상세한 내용은 vgl. Gregor Stricker, Subjektive und objektive Grenzen der Bindu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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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법원과 행정청 등의 법 용자에 한 헌결정의 법 효

과는 헌결정된 법률을 용해서는 안되는 지의무를 부과한 것

이라고 하겠다.481) 그런데 이와 련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결정주

문의 경우 심 상인 법률이 헌법에 반된다고 아주 간략하게 설

시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 으로 헌법의 어느 조항이나 어느 원칙에

반되는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게 된다. 이로 인해 결정주문 뿐

만 아니라 결정이유 요한 부분에 한 기속력을 인정할 필요성

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야만 법 용기 들 상호간에 있어

헌법재 소의 결정취지를 달리 해석해서 용함으로 인해 야기되는

혼란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⑵ 違憲法律의 效力과 違憲決定된 法律의 效力

법률에 한 헌결정의 실체법 효력과 련하여 논의되는 문

제가 헌법률의 효력과 헌결정된 법률의 효력에 한 것이다.

양자는 명백하게 다르게 악하여야 한다. 즉 자는 선험 인 것

으로 존재의 문제라 할 수 있고, 후자는 헌법률이 선험 으로 존

재하고 그것이 구체 으로 문제되고 그에 해 권 있는 국가기

에 의해 헌으로 확인되었을 때, 이를 어떻게 처리하여야 할 것인

가 하는 당 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에 해 근하는 태도는 체로 이원화되어 있다. 우리 헌법

재 소나 법원이 이에 해 어떠한 태도를 취하는지도 분석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것은 실제 입법에 있어 결과 으로는 동일한 것

으로 귀착될지 몰라도, 그에 한 근방식은 아주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482)

wirkung verfassungsgerichtlicher Entscheidungen gemäß § 31 Abs. 1 BVerfGG, DÖV

1995, S.980ff.

481) 淳茂, 憲法問題와 裁判(上), 542면(법원에 한 계에 있어 헌법재 소 결정의 기속력은

당해 헌결정에서 시한 당해 법률이나 당해 법률조항에 한 헌 단에 구속되어 그와

다른 단을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482) 구체 사건에서의 정의와 법 안정성도 실질 법치주의를 지향함에 있어 양자 모두 소홀

히 할 수 없는 법원칙이라고 할 것이다. 다만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양자가 서로 충돌될

경우 어느 것을 우선시할 것인가 하는 이고, 어느 것을 우선시하여 헌법률의 효력

을 해명할 것인가 하는 이다. 즉 후술하는 당연무효설은 법 안정성보다 구체 사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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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當然無效說과 廢止無效說

헌법률의 효력에 해서는 헌법이나 련 법률규정에 따라 국

가마다 다르게 규정하고 있지만, 이에 한 인식방법은 당연무효설

과 폐지무효설로 체계화할 수 있다.483)

당연무효설(Nichtigkeitstheorie)에 따르면 헌법률은 헌상태의

발생과 동시에 무효이다. 헌법률은 비록 그것이 법률인 것처럼

보이고 법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처음부터 법이 아니었고 법질서에 속하지도 않기 때문에 처음부

터(ex tunc), 별도의 조치가 없어도 당연히(ipso iure) 무효라는 것

이다. 즉 헌법재 소가 법률에 해 헌결정을 선고하는 것은 단

지 그 법률이 헌임을 확인하는 데 지나지 않게 된다. 이러한 결

정의 법 성격은 확인 결로써 선언 효과를 가지는 데 지나지

않는다. 헌법재 소가 법률을 헌결정하 을 경우 헌결정된 법

률은 소 으로 처음부터 당연히 무효가 된다. 따라서 헌선언된

법률에 근거하여 형성된 모든 법률 계는 법률 근거가 없이 행해

진 것이 되는 셈이다.484) 이와 련하여 이러한 법률 계의 효과를

어떻게 악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Geiger에 따르면, 무효란 처음부터, 원래부터의 缺效(Ungültig-

keit)를 의미한다고 한다. 연방법이 기본법에 합치되지 않을 경우

연방헌법재 소는 당해 연방법을 무효로 시할 수 있을 따름이기

때문에, 헌법재 소의 결에 의해 확정되는 것은 기본법의 효력과

하 규범의 효력이 모순 된 시 에서의 당해 하 규범의 무효뿐

서의 정의를 우선시하는 데 반해, 폐지무효설은 당연무효설과 정반 의 시각에서 근한다

고 하겠다.

483) 이에 해 상세하게 체계화하여 소개한 문헌으로는 金雲龍, 違憲審査論, 539-558면 참조.

484) 그런데 헌법률이 당연무효라고 하는 것은 헌법률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다. 단지 효력이 없다는 무효를 의미

할 따름이다. 이것은 마치 행정행 의 부존재와 무효를 구분짓

는 것과 동일한 이치라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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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한다485). 마찬가지로 Lechner는 제78조에 의해 확인된 법규

범의 무효는 원칙 으로 소 으로 작용한다. 즉 헌선언된 당해

규범에 근거하여 행해진 모든 법률 계의 법 근거는 소 으로

배제된다고 하 다.486) 독일의 경우 이들 이외의 많은 사람들이

헌법률의 당연무효를 제로 하고 있다.487) 이와 같이 기본법과 연

헌재법의 제정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헌법률은 처음부터 무효

라고 하는 입장은 지속 으로 다양하게 주장되고 있고 다수설이

기도 하다.

헌법률을 당연무효로 악하는 입장에서는 그것이 의문의 여지

없이 자명한 것으로 인식하 고, 따라서 별도의 근거제시가 필요치

않은 것으로 생각하 었다. 그러나 폐지무효설이 등장하게 되고

그 이론이 연헌재법 개정 논의에 이르기까지 진 되면서, 당연무효

설을 지지하는 학자들은 헌법률의 당연무효에 한 헌법 근거

를 찾으려 시도하게 되었다. 그들은 헌법률이 당연무효임은 확고

한 것이며, 이 원칙은 헌법 원칙에 해당되는 것으로 악하려고

하 다.

그 지만 왜 헌법률이 처음부터 당연무효인지에 해 학자들마

다 서로 다르게 주장하고 있다. 그 근거로는 체로 독일의 경우

기본법 제100조 제1항의 문언과 거기서 도출된 법 의 사법심사권,

헌법의 최고규범성(법의 단계 구조), 하 법규에 한 헌법의 법

효력규범성, 헌법재 의 보호, 헌법소원심 차와의 련성, 기본

485) Willi Geiger, Gesetz über des Bundesverfassungsgericht von 12. März 1951. Kommentar,

1952, S.249.

486) Hans Lechner, Bundesverfassungsgerichtsgesetz Kommentar, 3. Aufl., München 1973,

S.242.

487) Moench에 따르면 서독학계에서 當然無效說을 주장하는 학자로는 A. Arndt, C. Arndt, O.

Bachof, K. A. Bettermann, H. Brinkmann, E. Forsthoff, E. Friesenhahn, W. Geiger, Th.

Maunz, H. H. Klein, Y. Huh, H. Lechner, G. Leibholz /R. Rupprecht, M. Löwisch, A.

Hamann, H. Maurer, H. Michel, H. von Olshausen, H. Schneider, U. Scheuner, H.

Sigloch, K. Stern, W. Weißauer & D. Hesselberger, H. Wobst 등을 들 수 있다. Vgl.

Christoph Moench, Verfassungswidriges Gesetz und Normenkontrolle, Baden-Baden

1977, S.11 fn. 3; Hartmut Söhn, Anwendungspflicht oder Aussetzungspflicht bei festge-

stellter Verfassungswidrigkeit von Gesetzen?, Frankfurt a. M. 1974, S.7f. fn.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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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1조 등이 제시되고 있다.488)

폐지무효설(Vernichtbarkeitstheorie)에 따르면, 물론 주장하는 학

자에 따라 그리고 실정법규정에 따라 약간씩 다르기는 하지만, 헌

법에 반되는 법률도 일단 권 있는 단이 있을 때까지 유효하며

사실상 법질서의 일부를 구성한다는 것이다. 헌인 법률은 특별한

취소행 에 의해 폐지될 때까지 비록 헌법에 반한다 할지라도 유효

하다는 것이다.489) 헌법률은 선험 인 측면에서 논의할 것이 아니

고 헌법재 소가 헌으로 결정한 법률로써 논의되어야 한다는 것

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헌인 법률은 헌법재 소의 결정이 있어야

만 비로소 그 효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헌법재 소의 결정은 창설

효력을 가진다고 한다. 그리고 폐지무효설에 따르면 헌법률은 헌

법재 소의 재 이 있어야만 그 효력을 상실하므로 그 폐지가 소

으로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장래 으로 이루어지는지는 입법정책

에 맡겨질 수 밖에 없다고 한다.

헌법률은 처음부터 당연무효라는 등식은 1950년 반까지만

해도 독일에서 거의 다툼이 없었다. 그러나 이에 한 재고의 여지

를 제공한 것이 1958년 12월 12일 1959년 2월 20일의 연방재정

법원의 결이었다490). 이들 결에서 연방재정법원은 연방헌법재

소에 규범통제 차가 진행된다 할지라도 잠정 으로 국세청이 조세

를 부과하거나 연방법원이 재 을 단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

고 하 다. 이들 결은 일반법원과 행정청의 사법심사권에 한

논쟁의 계기를 제공하 다. 여기서 이들 기 의 사법심사권을 부인

하는 입장은 헌법률은 당연무효가 아니고 연방헌법재 소에 의해

취소될 때까지는 유효하다는 것을 제로 하 다. 이러한 입장은

488) 이에 한 상세한 내용은 拙稿, 博士學位論文, 116면 이하 참조.

489) Vgl. Heinrich Götz, Der Wirkungsgrad verfassungswidriger Gesetz, NJW 1960, S.1177ff.;

Gerhard Hoffmann, Die Verwaltung und das verfassungswidrige Gesetze, JZ 1961,

S.94ff.; Christoph Böckenförde, Die sogenannte Nichtigkeit verfassungswidriger Gesetze,

Berlin 1966, S.21ff.; Söhn, Anwendungspflicht, S.13ff.; Moench, Verfassungswidriges

Gesetze, S.114ff. 이에 해서는 拙稿, 博士學位論文, 124면 이하 참조.

490) Vgl. BFH BStBl. 1959 Ⅲ, S.140f; BFH BStBl. 1959 Ⅲ, S.172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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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헌법률의 폐지무효설로 연결되게 되었다.491)

우리나라에서 헌법률의 효력에 련한 논의는 부분 폐지무효

설에 입각한 듯하다. 헌법재 소나 법원의 견해는 물론이고 헌재

법 제47조 제2항의 헌론,492) 이른바 구체화설493)이나 재 설494)도

기본 으로는 폐지무효설에 의거한 것이라고 보여진다.

(나) 遡及效, 來效 未來效

폐지무효설에 따르면, 법률에 해 헌결정을 선고하면 헌결

정의 효과가 소 으로(ex-tunc Wirkung), 장래 으로(ex-nunc

Wirkung), 는 미래 으로(ex-futuro Wirkung) 나타나게 할 것인

지는 입법정책의 문제라고 한다.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념을

제로 하지 않으면 안된다.

첫째, 여기서 말하는 소 효, 장래효 는 미래효는 헌법재 소

결정 자체가 소 으로 이루어지거나 장래 는 미래 으로 이

루어진 것을 의미함이 아니라는 이다. 즉 결정의 효과가 소 ,

장래 는 미래 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이다. 그것을 달리 말

하면 헌결정된 법률이 소 으로 효력상실하는지 아니면, 장래

으로 는 미래 으로 이루어지는 것인가의 문제라고 하겠다495).

둘째, 헌결정의 장래효나 미래효는 구체 규범통제의 본질

속성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다. 오스트리아에서는 이러한 문제

을 인식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해 당해사건에 한해 외 인 소

효를 허용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 다. 그 구체 인 근거로 개

시자혜택496)이라는 기괴한 논리체계를 도입하게 되었다. 그리고 당

해사건에 한해 외 인 소 효를 인정하고 다른 사건유형에 해

491) 廢止無效說을 주장하는 독일의 견해에 한 상세한 내용은 拙稿, 博士學位論文, 124면 이하

참조.

492) 尹眞秀, 憲法論叢 제1집, 306면 이하 참조.

493) 孫容根, 司法論集 제24집, 94면 이하 참조.

494) 黃祐呂, 金哲洙敎授華甲論文集, 322면 이하 참조.

495) 그 사용례의 혼동에 한 상세한 검토는 拙稿, 桂禧悅敎授華甲論文集, 388면 이하 참조.

496) 桂禧悅, 法律에 한 違憲判決의 效力, 憲法裁判硏究 제1권. 法律의 違憲決定과 憲法訴願의

象, 1990. 10., 180면 주30번; 吳世赫, 人權과 正義 1998. 4.호, 42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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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권리구제의 상에 포함시키지 않음으로 인해 형평의 문제를

야기시킴과 아울러 기본권보장을 지나치게 소홀히 한다는 비 을

받게 되었다. 이로 인해 오스트리아에서는 1975년 헌법을 개정하면

서 당해사건497)과 헌법재 소가 달리 정한 경우의 사건유형에 해

서는 외 인 소 효가 인정된다는 자세를 취하게 되었다.498)

셋째, 폐지무효설이 주장하는 헌결정의 장래효원칙이나 미래효

원칙을 채택할 경우에는 반드시 외 인 소 효를 제로 하지 않

는 한 성립이 불가능한 이론체계이다. 구체 규범통제 차의 개시

원인을 제공한 사건, 즉 당해사건에 한 처리방안은 폐지무효설이

취하는 이론 틀과는 무 하다는 이다.

넷째, 폐지무효설이 헌결정의 소 효원칙, 장래효원칙 는 미

래효원칙을 주장함에 있어, 이 견해의 논리체계는 기본 으로 이미

제정되어 유효하게 용되고 있었음을 항상 제로 하고 있다. 그

기 때문에 헌결정에 의해 당해 법률의 폐지시 만을 고려하게

되는 것이다.499) 이러한 태도는 일단 성립한 이상 존 되어야 한다

497) 오스트리아에서 당해사건의 개념과 소 효를 인정하여야 할 당 성을 제시한 문헌으로는

Vgl. Richard Novak, Die Fehlerhaftigkeit von Gesetzen und Verordnungen. Zugleich ein

Beitrag zur Gesetzes- und Verordnungskontrolle durch den Verfassungsgerichtshof,

Wien & New York 1967, SS. 126-171.

498) 拙稿, 博士學位論文, 185면 이하 참조.

499) 헌결정의 소 효원칙이 폐지무효설을 이론 근거로 하여 제시될 때, 그것의 이론 체

계화는 기본 으로 “ 헌법률은 유권 인 국가기 (헌법재 소)에 의해 폐지(취소)될 때까

지는 유효하게 성립된 법률로써, 그러한 유권 단을 통해 소 으로 그 효력을 부인한

다”는 의미를 지니게 된다. 즉 법률의 헌결정에 의해 그 게 결정된 법률의 효력을 소

으로 부인함에 지나지 않는다는 이다. 다시 말하면 헌법률이라 할지라도 일반 유효

하게 성립된 이상, 헌결정을 할 때까지 그 효력이 존속되어야 하지만, 헌법이나 헌재법에

서 그 법 효과에 소 효를 부여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논리체

계를 바탕으로 한다면, 궁극 으로는 헌법률에 의해 침해된 기본권이 사후 으로 구제받

을 수 있다는 결과를 도출할 수는 있겠지만, 기본권의 상이나 체계가 실정헌법이나 실정

법률에 의해 정립된 것에 지나지 않게 된다는 에 문제의 핵심이 있다고 하겠다. 바로 이

러한 논리는 Kelsen을 표 인 학자로 표징되는 법실증주의의 기본권인식에 해당된다는

을 부인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와 련해서는 尹眞秀, 憲法裁判所 違憲決定의 遡及效, 裁

判資料(法院圖書館) 제75집. 憲法問題와 裁判(上), 1997. 6. 30., 667면 이하 참조. 물론 폐지

무효설을 이론 기반으로 하여 헌재법 제47조 제2항 본문을 헌으로 보는 견해가 헌결

정의 장래효원칙을 제로 외 인 소 효의 범 를 확장하려는 것을 논의의 상으로 삼

는 견해보다는 실체 인 측면에서 기본권보장의 폭을 증 시킬 것이라는 에서는 탁월하

다 하겠다. 그 지만 천부불가양의 기본 인권을 실정권으로 락시키는 것에 해서는

결코 찬동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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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법 안정성 사고를 우선시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해명방법 이외에도 헌법률에 근거한 법률 계에

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도 있음을 부인해서는 안된다. 헌법

률을 이해함에 있어 형성 인 시각에서 근할 것이 아니고 존재상

태의 헌확인하는 시각에서의 근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만약

우리나라의 법체계에 있어 이상과 같은 시각에서 헌법률의 효력

문제를 해명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방안도 극 으로 고려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⑶ 헌법재 소 결정례와 법원 례

(가) 헌법재 소 결정요지

헌법재 소는 헌재법 제47조 제2항 본문에 한 헌심 사건500)

에서 결정주문에서는 계쟁물이 단순합헌임을 선고하면서, 결정이유

에서는 조항을 특별한 외를 허용하는 원칙규정으로 이해‧해석

하는 한, 헌법에 반되지 아니한다고 설시하 다.

헌법재 소는 조항 본문이 합헌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

고 있다. 첫째로 헌법재 제도의 본질과 기능이 미래지향 인 법규

정의 재정비라는 을 든다. 둘째로 비교법 고찰을 할 때, 같은

조항의 입법례는 우리만의 독특한 입법례가 아니며 오스트리아나

터어키와 유사한 입법례라는 을 제시한다. 그리고 셋째로 헌법

률의 效力에 해 헌법은 직 인 명문을 규정하지 아니하고 입법

자의 입법형성권에 임하고 있다는 을 들고 있다.

여기서 특별한 외는 구체 규범통제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해서 인정된다고 한다. 특별한 외는 두가지 형태를 제시하고 있

다. 그 하나는 당해사건과 법원에 계속 인 사건을 제시하고 여기

서는 반드시 외 소 효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한다.501) 다른 하

500) 헌재 1993. 5. 13. 92헌가10 등, 례집 5-1. 226.

501) “구체 규범통제의 실효성의 보장의 견지에서 법원의 제청․헌법소원의 청구 등을 통하여

헌법재 소에 법률의 헌결정을 한 계기를 부여한 당해사건, 헌결정이 있기 에 이와

동종의 헌여부에 하여 헌법재 소에 헌제청을 하 거나 법원에 헌제청신청을 한

경우의 당해사건, 그리고 따로 헌제청신청을 아니하 지만 당해 법률 는 법률의 조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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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이른바 일반사건에 한 것으로 여기서는 법익을 형량하여야

한다고 한다.502)

(나) 법원 례

법원은 법률의 헌여부의 심 제청은 그 제가 된 당해사건

에서 헌으로 결정된 법률조항을 용받지 않으려는 데 그 목 이

있으며, 만약 제청하게 된 당해사건에 있어서도 소 효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제청 당시 이미 헌여부 심 의 제성을 흠결하여 제

청조차 할 수 없다고 해석되어야 하기 때문에, 구체 규범통제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해 외 으로 소 효를 허용한다503)고 한다.

다른 결504)에서 법원은 법원에 계속 인 사건“은 어느 것이

나 헌결정이 있기 에 헌법재 소의 헌결정을 한 계기를 부

여할 수 있었던 것인 데도 헌법재 소의 헌결정을 미리 받지 못

한 우연한 사정 때문에 헌법률의 용을 받게 되어 권리구제의

측면에서 매우 불공평하고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그 게 보지 아니

하면 헌법 제107조 제1항, 헌법 제111조 제1항 제1호가 규정하는

헌법률에 한 구체 규범통제의 실효성도 보장하기 어려우며,

한 헌결정의 효력에 하여 와 같이 제한 인 소 효를 인정한

다 하여 법 안정성을 크게 해칠 우려도 없”다는 을 들고 있다.

그리고 법원은 헌법재 소의 헌결정의 효력은 법원에 계속

인 사건“뿐만 아니라 헌결정 이후에 같은 이유로 제소된 일반사

재 의 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인 사건에 하여는 소 효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502) “ 다른 한가지의 불소 의 원칙의 외로 볼 것은, 당사자의 권리구제를 한 구체 타

당성의 요청이 한 반면에 소 효를 인정하여도 법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없고 나아

가 구법에 의하여 형성된 기득권자의 이익이 해쳐질 사안이 아닌 경우로서 소 효의 부인

이 오히려 정의와 형평 등 헌법 이념에 심히 배치되는 때라고 할 것으로, 이 때에 소

효의 인정은 법 제47조 제2항 본문의 근본취지에 반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어떤 사안

이 후자와 같은 테두리에 들어가는가에 하여는 다른 나라의 입법례에서 보듯이 본래 으

로 규범통제를 담당하는 헌법재 소가 헌선언을 하면서 직 그 결정주문에서 밝 야 할

것이나, 직 밝힌 바 없으면 그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일반법원이 구체

사건에서 해당 법률의 연 ․성질․보호법익 등을 검토하고 제반이익을 형량해서 합리 ․

합목 으로 정하여 처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본다.”

503) 법 1991. 6. 11. 선고 90다5450 결(공1991, 1895).

504) 법 1991. 12. 24. 선고 90다8176 결(공1992, 640}; 법 1992. 2. 14. 선고 91 1462 결

(공1992, 1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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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에도 미친다”고 보고 있다.505) 이러한 태도는 종래 당해사건에 한

해 외 으로 헌결정의 소 효가 인정된다는 태도506)에서 헌

결정 당시 법원에 계속 인 사건에 해서도 인정된다는 태도507)를

거쳐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으로 보여진다. 이와 같은 용배제범

의 확 에 해 법원은 직 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다

만 종래의 입장508)이 타당함을 밝힌 것일 뿐 당해사건이나 법원에

계속 인 사건에 하여만 한정 으로 헌결정의 소 효를 인정한

취지는 아니라는 소극 인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509)

⑷ 判例의 分析과 批判

헌재법 제47조 제2항에 한 헌법재 소와 법원의 인식상태에

해서는 다른 곳에서 상세하게 다룬 바 있으므로,510) 본고에서

다시 분석하지는 않기로 한다. 다만 핵심 인 사항과 비 에 해

간략하게 요약하기로 한다.

첫째, 헌법재 소와 법원 모두 헌결정된 법률의 효력을 해명

함에 있어 당연무효설의 입장에서 근하기 보다는 폐지무효설에

따른다는 이다.

둘째, 조항에 규정된 ‘결정한 날로부터의 효력상실’을 헌결

정의 장래효원칙으로 악한다는 이다.

셋째, 조항에 규정된 ‘효력상실’을 헌결정된 법률의 ‘폐지’로

악한다는 이다.511) 이로 인해 헌결정시 을 기 으로 행 시

505) 법 1993. 1. 15. 선고 92다12377 결(공1993, 698); 법 1993. 1. 15. 선고 91 5747 결

(공1993, 735); 법 1993. 2. 26. 선고 92 12247 결(공1993, 1100).

506) 법 1991. 6. 11. 선고 90다5450 결(공1991, 1895); 법 1991. 6. 28. 선고 90 9346 결

(공1991, 2056).

507) 법 1991. 12. 24. 선고 90다8176 결(공1992, 640); 법 1992. 2. 14. 선고 91 1462 결

(공1992, 1065).

508) 법 1991. 12. 24. 선고 90다8176 결(공1992, 640); 법 1992. 2. 14. 선고 91 1462 결

(공1992, 1065).

509) 법 1993. 1. 15. 선고 92다12377 결(공1993, 698).

510) 拙稿, 博士學位論文, 219-242면; 拙稿, 憲法裁判硏究 제7권, 230-253면 참조. 그리고 憲法裁

判所, 憲法裁判 實務提要, 102-106면 참조.

511) 헌재 1993. 5. 13. 92헌가10 등, 례집 5-1. 226, 244( 헌결정의 효과에는 법률폐지의 법규

효력이 따르는 것); 법 1996. 4. 9. 선고 95 11405 결, 공1996상, 1442 이하(결정주

문에서 당해 법률이나 법률조항의 부 는 일부에 하여 헌결정을 선고함으로써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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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재 시법이 달라지게 된다는 주장이 성립할 수 있게 된다.

넷째, 헌법재 소가 법률에 해 헌결정함으로써 심 상인

법률이 폐지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고 하는 것은 헌

법재 소가 소극 이나마 입법작용을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인데, 헌법률심 의 본질을 입법작용으로 보는 견해512)는 없다

는 이다.513)

다섯째, 법률에 한 헌결정으로 인해 그 법률은 폐지되는 것

이고, 헌결정 이후에는 그 게 결정된 법률은 법 에서 제거되어

야 하며, 이것을 헌결정의 본질로 악하고 있다는 이다. 그러

나 헌결정된 법률을 법질서에서 제거하거나 법 에서 제거하는

작업은 그리 요한 것이 아니다. 헌결정으로 인해 그러한 효과

는 당연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514)

여섯째, 구체 규범통제는 기본권침해의 사후 인 구제장치이지

폐지무효설의 이론 근거로 작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다.515)

효력을 상실시켜 법률이나 법률조항이 폐지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온 것) 등 참조. 그

런데 폐지무효에 해 이러한 시각에서 비 을 가하는 것과 련하여 “ 헌결정의 결과로

인하여 어느 법률의 효력이 원천 으로 소 해서 무효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 결정의 시

부터 장래를 향하여 소멸된다는 의미에서 폐지무효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다. 헌법재 소

가 하나의 법률을 헌으로 결정하는 경우 그 효과로서 해당 법률을 취소한다거나 무효화

한다는 뜻에서 폐지무효라는 표 을 쓴다는 것이지, 입법권자가 법률개폐 차에 따라 법률

을 폐지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는 그런 차원에서 이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단순히

헌결정의 효과로서 법률의 효력을 소멸시키고, 그 게 함으로써 해당 법률이 법규범으로

써의 구실을 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뜻이 그에 담겨져 있을 뿐이다. 따라서 헌심사권자에

게는 법률을 폐지할 수 있는 권능이 부여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폐지무효라는 표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내용에 해서까지 비 을 가하는 것은 치 않다.” 金雲龍, 違憲

審査論, 559-560면 참조. 그러나 폐지무효라는 표 속에 담긴 의미내용을, 즉 효력상실을

폐지로 악하지 아니하면, 우리 헌법재 소의 결정례와 일련의 법원 례에 해 도

히 해명이 불가능하다는 이다. 이와 련하여 그 게 이해하지 않으면 안될 당 성을 논

증하고자 한 문헌으로는 拙稿, 桂禧悅博士華甲論文集, 391-403면 참조.

512) 朴一煥, 司法論集 제27집, 505면(“헌법재 소의 법률심사권능은 사법작용의 하나라고 하지

만, 일반 효력에 의해 헌법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에서 소극 의미에서의 입법작

용인 면을 지니고 있”다.).

513) 다만 우리 헌재법 제47조 제2항에 따른, 헌법재 소의 법률에 한 헌결정의 효력은 그

“규정상 장래에 향하여 당해 법률 는 법률조항이 효력을 상실하는 에서 일반 효과를

갖게 되고 이는 당해 조항의 폐지라는 소극 입법의 기능과 효과를 가진다.”고 한다. 淳

茂, 憲法問題와 裁判(上), 565-566면 참조.

514) 그런데 헌결정이 그 게 결정된 법률을 법 에서 제거하는 힘을 갖는다는 주장(이른바

헌결정의 제거효)은 본고에서 상세하게 검토한 바 있는 한정 헌결정의 기속력부인과 아

주 한 련성을 가지게 된다. 왜냐하면 단순 헌결정은 법규범의 외부 존속에

한 향을 미치지만, 한정 헌결정은 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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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간략하게 법원과 헌법재 소가 제시하는 견해에 해

비 을 가하기로 한다.

첫째, 폐지무효설이 이해하는 헌결정의 장래효원칙이 성립될

수 있기 해서는 반드시 외 인 소 효를 기본 인 제로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이다. 그 다면 원칙과 외의 계에 있어 원

칙을 일반 으로 용하 지만 도 히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외가 용되는 것이다. 외는 원칙에 벗어나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다. 외가 원칙의 내부에 핵심 인 것으로 자리잡고 있다면

그것은 외가 아니다. 바로 폐지무효설이 주장하는 헌결정의 장

래효원칙은 오히려 외를 기본 인 제로 삼지 않으면 도 히 성

립할 수 없다는 이다. 즉 ‘ 외 소 효를 기본 인 제로 한

장래효원칙’이라고 하겠다.

둘째, 술한 바와 같이 법원은 외 인 소 효의 용범 를

이른바 일반사건에까지 확장하고 있다. 이것의 의미는 비형벌법규

에 있어 소송요건을 갖춰 법하게 제기된 모든 사건에 해 권리

구제의 상에 포함시킨다는 것이 된다. 그 다면 ‘ 외 소 효의

일반 확장’을 주장한 것이 된다. 그 다면 오히려 소 효원칙을,

다시 말하면 그에 해 규정한 헌재법 제47조 제2항 본문의 헌론

515) 헌재법 제47조 제2항 본문의 헌설이 헌결정의 소 효를 제로 한 폐지무효설을 구체

규범통제와 련하여 비 을 하는 것에 해 반론을 제시함은 그 나름 로 타당성이 있

다고 하겠다. 尹眞秀, 憲法問題와 裁判(上), 668-669면 참조. 그러나 문제는 기본권을 실정

법상의 권리로 격하시키고 국가우월 인 사고를 결부시키게 되면, 국민의 기본권보장이 극

화될 수 없고 기본권은 국가권력의 발동이 제됨으로써 향유될 수 있는 권리에 지나

지 않게 됨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러한 우려가 실제로 곳곳에서 실화되고 있음을

주목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런 에서 “오스트리아의 헌법률심사제도가 제도 으로는 실

질 정의보다 법 안정성을 우선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운 에 있어서는 실질 정

의 내지 구체 타당성에 해서도 충분히 배려하고” 있다는 에 주목하여야 한다고 하면

서 우리 헌법재 소가 “일률 인 소 효의 인정이 부당한 결과를 발생시 듯이 일률 인 소

효의 완 부인도 부당한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한 결정은 지극히 정당하다고 하는

견해가 있다. 吳世赫, 人權과 正義 1998. 4.호, 47면 참조. 필자도 그 기본 인 논지를 부정

하는 바는 아니다. 단지 문제가 되는 것은 헌법률에 기해 이루어진 법 작용에 의해 침

해된 기본권을 구제받고자 법하게 소송요건을 갖춰 소송 차를 진행하 음에도 불구하

고, 법익형량을 이유로 는 아직 헌법재 소에 소송이 계속 인 사건이 아니라는 이유로

(오스트리아의 경우이다) 침해된 기본권을 구제 상에 포함시키지 않을 수 있다는 을 간

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게다가 이러한 논증 차가 Kelsen의 법실증주의 인 기본권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음으로 인해 야기된다는 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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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주장함이 논리 으로 타당할 것이다. 결국 법원은 헌결정의

장래효원칙에 있어 원칙이라는 기 을 잘못 설정하 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 아닌가 한다.

셋째, 헌법재 소는 헌결정의 장래효원칙을 제시하면서 외

인 소 효의 용범 를 법원처럼 확장하질 아니하고 이른바 일

반사건에 해서는 법익을 형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권리라

함은 통상 법이 보호하는 힘이라고 한다. 즉 권리가 침해되었음에

도 불구하고 침해된 권리를 어떠한 이유로든 구제해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권리가 아닌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 소는 일반

사건에 있어 외 인 소 효가 용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주장하

고 있고, 그에 따라 권리구제의 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음을 인정

하고 있다. 어떠한 사건에서 용이 배제되어야 할 법률이 이미 오

래 에 헌결정되었음을 이유로 법 안정성을 주장하면서, 소송

요건을 법하게 갖춰 구체 사건에 해 다투는 소송당사자의 권

리를 구제해주지 않는다면, 특히 자유권에 있어 주 공권성과

구체 권리성을 부인하는 것이라는 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될 것

이다. 이러한 태도는 헌법재 소가 기본권보장기 이 아닌 제한기

으로 기능한다는 비 을 면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넷째, 헌법재 소가 이른바 일반사건에 해 법익형량을 하도록

한 것은 헌법불합치결정등과 같은 변형결정을 활용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을 구태여 헌결정으로 처리할 것을 의욕하 기 때문이 아

닌가 하는 이다. 이로 인해 헌결정과 헌법불합치결정등의 변형

결정의 법 효과를 각각 명확하게 획정하는데 어려움을 래하

다고 하겠다. 법익형량을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안이라면 차

라리 변형결정이 할 것이라고 본다.516)

516) 원래 이 문제는 보다 근본 으로는 기본권과 법률의 계라는 측면에서 다루어야만 한다.

법률은 원칙 으로 국민의 기본권제한과 련해서 존재한다는 이다. 이 은 우리 헌법

제37조 제2항도 명확히 하고 있다. 그 지만 법률은 사회 기본권과 련해서는 기본권을

형성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청구권 기본권이나 참정권과 련해서는 그 기본권의 실 기

능을 수행한다는 이다. 법률이 기본권을 제한하는 형태를 통한 침해에 있어서는 법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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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헌결정된 법률의 효력에 해, 우리 헌법재 소도 그

지만, 헌법 인 논거를 고려함이 없이 그 단순하게 입법정책의

산물로 헌재법 제47조 제2항에 규정된 것으로 악하여 해명하려는

시도가 없지 않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헌법의 사상 ․이념 기

가 자연법 인 사고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에 상충된다는 을

간과함과 아울러, 이론 한계를 모면하고자 하는 기교에 지나지

않는다는 을 지 하고자 한다. 즉 이론 근방법과 이론 인

구조 틀은 분명 당연무효설과 폐지무효설에 있어 서로 달리 구성

될 수밖에 없다. 그것이 우리 헌재법 제47조 제2항처럼 헌결정의

장래효원칙을 선언하고 있는 한, 더욱 부각된다는 이다.517)

아무튼 헌결정의 법 효과는 일반국민이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그 지 않고 어떤 경우에는 법익형량을 하여 침해된

권리를 구제 상에서 배제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은 불필요한 혼란

만을 가 시킬 따름이라고 하겠다.518)

⑸ 헌재법 제47조 제2항의 解釋論519)

헌법률은 처음부터 당연무효임이 헌법상의 기본원칙임을 제

헌결정을 통해 그 해결이 비교 간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할 것이다(물론 세법과

련해서는 국가재정의 탄과 같은 문제가 등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기본권의 형성 내지

실 과정에서 제기되는 법률에 의한 기본권침해는 제한을 통한 침해와는 다른 시각에서

근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이 경우에는 헌법불합치결정이 극 으로 검토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겠다. 아무튼 기본권과 법률의 계라는 시각에서 법률에 한 헌여부 결정의

유형이 검토되어야만 한다고 본다.

517) 특히 헌법률에 기해 각종 법 인 작용들이 행해졌고 그러한 작용의 법 근거이었던

헌법률이 사후 으로 헌이었음이 확인되었을 때, 이로 인해 이미 침해된 권리를 구제함

에 있어 그 허용의 폭이 달라질 수 있고, 그에 해 소극 이거나 항 일 수 있다는

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518) 헌재법 제47조 제2항의 해석과 련하여 “그래서 법률의 규정도 기본 으로 향후효의 원칙
에 입각하고 있으면서도, 구체 규범통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해서는 법 안정성을
해하지 않는 범 내에서 외 으로 그리고 제한 으로 소 효를 인정한다는 등으로 한
국에서의 폐지무효설의 황을 정리할 수 있다”고 하면서 헌결정의 장래효원칙과 외
소 효를 인정하지만, 외 소 효의 용범 를 가 권 으로 확정할 것에 해서
“스스로 헌결정에 소 효가 인정되는가 하는 것은 주문에서는 이를 언 하는 일이 없고,
언 한다 하더라도 이를 결이유에서 언 하는 것이 보통이다. 일단 헌결정이 내려지는
경우, 그 결정에 소 효를 인정할 것인가 여부에 한 문제는 실질 으로 법 용과 계된
문제이고, 따라서 소 여부를 단․결정하는 것은 구체 인 사건의 재 에서 법 용의 실
무를 담당한 법원일 수밖에 없다. … 요컨 헌결정의 소 효를 인정할 것인가 여부는 헌
법재 소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구체 인 사건의 재 을 담당한 일반 법원이 한다는 것”
이라고 한다. 金雲龍, 違憲審査論, 566면 참조. 이에 해서는 아 비 을 생략하기로 한다.

519) 拙稿, 法學論叢 제12집, 394면 이하; 拙稿, 憲法裁判硏究 제7권, 235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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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할 때, 헌법재 소가 법률에 해 헌결정을 선고하게 되면 당

해법률은 헌법과의 충돌시 부터(처음부터) 무효이었음을 확인하는

것이 된다. 이러한 을 제로 해서 해석되어야 한다.520)

우선, 헌재법 제47조 제2항에서는 헌결정된 법률의 효력상실을

규정하고 있는 데, 이것의 의미는 헌으로 확인된 법률의 일반

인 용배제(allgemeine Anwendungssperre)로 악할 수 있다. 즉

효력상실은 법 용자에 해 헌법률의 일반 인 용배제로 나타

난다.521) 헌확인된 법률은 원래부터 당연히 무효이었기 때문에 구

체 인 법률 계를 형성하지 아니한 경우522)( 헌결정시 이후의

효과)는 물론이고, 구체 규범통제의 제도 한계성으로 인해 헌

임에도 불구하고 구체 인 법률 계에 용된 경우에도 그 용은

원칙 으로 부인되어야 한다(규범충돌시 과 헌결정시 사이의

효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헌으로 결정된 법률은 헌결정시

이 에 사실상 용된 것이므로 이에 한 효과가 부인되어야 한

다. 이러한 측면에서 효력상실은 법 용자에게 일반 인 용배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된다.

다음, 같은 항은 헌결정과 련하여 비형벌법규에는 ‘결정한 날

로부터’와 형벌법규에는 ‘소 하여’라고 하는 시 을 제시하고 있다.

이 시 은 헌결정의 선고시 이 에 형성된 법률 계에 한 처

리방향을 지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형벌법규의 경우에는 소

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당연히 소

520) 同旨; 李康國, 違憲法律의 效力, 心泉桂禧悅敎授華甲紀念論文集. 公法學의 現代的 地平,

1995, 博英社, 378면 이하 참조.

521) 一般的인 適用排除와 련해서 독일에서는 allgemeine Anwendungssperre라는 표 을 사용

하고 있다. 適用排除라는 용어는 용배제의 목 물, 즉 법률이 유효인지 는 무효인지의

여부를 제로 한 념이 아니라고 보여진다. 독일에서는 當然無效說을 개하는 견해도

연방헌법재 소가 헌으로 확인한 법률은 구체 인 법률 계에 용되는 상태를 부인한다

는 의미에서 Anwendungssperre를 사용하고 있다. 물론 보다 정확한 표 은 違憲法律에 의

하여 형성된 法的 狀態의 청산이라고 할 것이다. Vgl. Jörn Ipsen, Rechtsfolgen der

Verfassungswidrigkeit von Norm und Einzelakt, Baden-Baden 1980, S.217ff.; Hein, Un-

vereinbarerklärung, S.181ff. 다시 말하면 헌이지만 유효한 법률에 해서만 適用排除라

는 용어가 사용되는 것은 아니다.

522) 다시 말하면 違憲法律은 처음부터 當然無效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決定日 이후에는

구체 인 법률 계를 형성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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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용배제가 가능하다. 다시 말하면 헌법률이 용된 법률

계가 이미 확정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 확정된 법률 계가 헌

법률에 근거하여 형성된 것이므로 이것조차 부인하여야 한다는 의

미가 된다.523) 그리고 비형벌법규에 있어 ‘결정한 날로부터’라는 시

은 헌법률에 근거하여 형성된 법률 계가 확정력을 발생하 는

지의 여부를 단하는 시 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입

법자는 헌결정 이후의 일정시 이나 헌결정 이 의 일정시 을

헌법률에 근거한 법률 계의 확정여부 단시 으로 제시한 것이

아니라, 헌결정시 을 그 시 으로 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 게 본다면 헌결정시 당시 확정된 법률 계는 비록 헌법

률에 근거하여 형성된 것이긴 하지만, 이미 용이 완료되어 확정

되었기 때문에 법 안정성의 측면을 고려하여 용배제의 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그 이외의 사례, 즉 헌결정

당시 아직 확정력이 발생하지 않아 계쟁된 법률 계에 해서는 당

연히 헌법률의 용이 배제되어야 한다.524) 정리하면 ‘결정한 날

로부터’는 헌결정시 을 의미하고, ‘소 하여’는 규범충돌시 을

의미하며, 이것은 기존에 형성된 법률 계의 확정력발생여부와 직

결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셋째로, 헌재법 제47조 제2항 단서조항은 헌인 형벌법규의 소

인 일반 용배제를 규정하고 있는 데, 이것과 같은 조 제3

항에 규정된 유죄의 확정 결에 한 재심청구가 어떠한 련성을

523) 그런데 이와 련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은 비록 형벌에 한 것이기는 하

지만 불처벌의 특례를 규정한 것이어서 법률조항에 한 헌결정의 소 효를 인정할

경우 오히려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던 자들에게 형사상의 불이익이 미치게 되므로 이와 같

은 경우까지 헌재법 제47조 제2항 단서의 용범 에 포함시키는 것은 그 규정취지에 반하

고, 따라서 법률조항이 헌법에 반된다고 선고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던 자들

을 소 하여 처벌할 수 없다.”고 한다. 헌재 1997. 1. 16. 90헌마110등, 례집 9-1. 90.

524) 이와 련하여 요한 문제로 등장하는 것이 헌법률에 기한 각종 법 작용의 효력문제

이다. 특히 이 에서도 헌법률에 기한 처분의 법 성격문제가 핵심 인 것으로 이에

해 헌법재 소나 법원 모두 행정행 의 하자이론으로 쟁 을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그

리고 이 문제는 구체 인 소송 차에서는 재 의 제성과 련하여 논의가 등장하게 된

다. 이와 련한 상세한 사항은 拙稿, 公法硏究 제24집 제1호, 247면 이하; 拙稿, 憲法裁判

硏究 제7권, 257면 이하; 拙稿, 公法硏究 제25집 제4호, 435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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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니는지 문제될 수 있다. 행의 형사소송법 제420조에 규정된 재

심청구의 사유는 법률이 헌으로 확정되었을 경우에 해 아무런

언 이 없다. 따라서 같은 조 제3항은 헌확인에 따른 처리방안으

로서의 재심 차를 허용한 것으로 이해하여야 하고, 동조 제4항은

재심 차의 구체 인 사항을 규율하는 것으로 악하여야 한다.

이상을 정리하면, 헌재법 제47조 제2항을 규정한 취지는 당연무

효설의 입장에서 볼 때, 비형벌법규의 경우에는 결정시 을 기 으

로 하여 그 때까지 아직 확정력을 발생하지 아니한 모든 법률 계

에 해서는 헌확인된 법률의 용이 모두 배제되어야 함을 의미

하는 것이고, 형벌법규의 경우에는 소 하여 처음부터 당연히 용

이 배제되어야 함을 확인하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

고 헌법률은 처음부터 당연무효이었기 때문에 헌결정시 이후

에는 당연히 그 용이 배제되어야 하고 구체 인 법률 계를

형성조차 할 수 없다고 하겠다. 이상과 같은 측면으로 조항을

변형해석할 수 있고, 입법자의 입법취지525)가 와 같은 의미라

고 한다면, 조항을 헌이라고 까지는 할 수 없을 것이다.526)

다. 合憲決定  效力

헌법재 소가 법률에 해 합헌으로 결정하 을 경우 그 결정은

몇가지 그 효력을 가진다. 실체법 인 효력에 있어 법률에 한 합

헌결정은 기존의 법 상태가 합헌임을 권 으로 확인한다는 의

미를 지닌다. 그리고 법 용자와 련해서는, 헌심 을 제청한 당

해사건의 담당법원이라 할지라도, 합헌결정된 법률을 그 로 용

하여야 한다는 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실제에 있어 합헌

결정의 실체법 효력은 커다란 의미를 지니지 않는다. 그 지만

차법 인 효력에 있어서는 나름 로 요한 의미를 지닌다.

525) 행 헌법과 헌법재 소법의 입법취지에 해서는 李康國, 桂禧悅博士華甲論文集, 376면 이

하 참조.

526) 反 : 尹眞秀, 憲法論叢 제1집, 3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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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에 해서는 이미 술한 차법 인 효력에서 논의가

되었으므로 상세한 검토는 생략한다. 다만, 몇가지 쟁 인 사항에

해서만 집 으로 검토하기로 한다.

⑴ 合憲決定의 羈束力 認定 否

법률의 합헌결정에 해 기속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헌

법재 소 결정의 효력과 련해서 뿐만 아니라 재 논란의 핵심이

되고 있는 한정 헌결정의 기속력 인정여부를 가름하는 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게다가 법원과 헌법재 소간에 제기되고 있

는 갈등도 많은 부분 해소할 수 있는 사안이다. 그러면 여기서는

그에 해 살펴 보기로 한다.527)

(가) 認定說의 論據

우리 헌재법 제47조 제1항은 ‘법률의 헌결정’은 법원 기타 국가

기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과

련하여 오직 헌결정에 해서만 기속력이 인정되고 합헌결정이나

기타 변형결정에 해서는 이를 부인하여야 하는지의 문제에 있어

필자는 變形決定은 물론이고 合憲決定에 해서도 기속력이 인정되

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한 바 있다.528)

이러한 해석은 규정이 헌법재 소의 결정 다른 국가기 에

해 미치는 향이 단히 큰 헌결정에 해서만 표 으로

시한 것으로 악함으로써 가능한 것이다.

법률의 합헌결정에 해 기속력을 인정한다고 해서 입법자에게

다른 형태로의 계쟁물의 변경을 하는 것도 아니고, 법 용자에게

다른 측면에서의 해석과 용을 하는 것도 아니다. 즉, 합헌결정

은 기존의 법 상태가 합헌임을 확인하는 의미에 지나지 않는

다.529) 헌법재 의 사법작용 성격으로 인해 심 상이 된 부분이

527) 이하에 한 사항은 拙稿, 金基洙敎授停年論文集, 1172면 이하 참조.

528) 拙稿, 漢陽法學 제4․5집(통합), 179면 이하; 拙稿, 博士學位論文, 82면 이하; 拙稿, 憲法裁判

硏究 제7권, 301면 이하 참조.

529) 同旨: 崔大權, 法學 제38권 제1호, 13면 주21번; 黃致連, 법원 1996.4.9.선고 95 11405

결과 련된 爭點들에 한 批判的 察, 人權과 正義 1997. 8.호, 155면; 方勝柱, 金南辰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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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반되지 아니한다는 소극 인 단을 제시한 것이지, 체

될 수 있는 다른 형태의 국가작용으로의 수정이나 변경을 극 으

로 지하는 것은 아니다.530)

법률의 합헌결정에 해 기속력을 인정할 필요성에 해 다음과

같이 필자의 견해를 제시한 바 있다.

첫째, 합헌결정에 기속력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이미 합헌결정이

이루어진 법률에 해 反復的인 提請申請이나 提請이 가능하게 된

다는 이다. 이것은 불필요하게 동일한 법 문제를 반복하여

단하여야 함을 의미한다.531)532) 이것은 이미 합헌으로 결정된 법률

을 용하여야 하는 개개의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나 헌법재 소

에게 業務過重을 래하게 된다.533)

둘째, 결정이유에서는 명백히 합헌 해석을 하 으나 주문에서

는 단순히 합헌을 제시한 경우를 들 수 있다. 합헌결정의 기속력을

부인한다면 이러한 결정유형은 아무런 의미도 지닐 수 없게 된다.

이러한 사례가 구체 으로 문제가 된 결정례로는 후술하는 헌재법

제47조 제2항 본문에 한 헌심 사건534)을 들 수 있다.535)

授停年論文集, 443면 참조.

530) 견해에 따라서는 최근 이른바 교조를 합법화하는 것과 련하여 종래 헌법재 소가 교원

노조설립 지를 규정한 사립학교법 제55조와 제58조 제1항 제4호 등을 합헌으로 결정한 것

(헌재 1991. 7. 22. 89헌가106, 례집 3. 387 참조)에 정면 배치되는 것이라는 에서 헌법

재 소 합헌결정의 효력의 측면에서 이를 검토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李時

潤, 제77회 學術發表 發表資料, 11면 참조. 그러나 합헌결정은 기존 법 상태가 합헌임

을 확인함에 지나지 않고 그것이 입법자에게 개선입법의 지의무를 부과한 것은 아니라고

하겠다. 다만 법 용자로 하여 그 법률을 헌으로 주장할 수 없도록 하는 힘만이 인정

된다고 하겠다. 따라서 입법자가 교조를 합법화하는 것은 입법형성권의 범 내에서 이루

어질 수 있는 법한 것으로 보여진다.

531) 同旨: 李聖煥, 博士學位論文, 97면 이하, 110면 참조.

532) 이 문제는 헌법재 소 결정의 旣判力의 時的 限界와 한 련성이 있지만, 양자는 이론

상 구별되어야 한다고 본다. 事情變更의 事由가 발생하여야 시 한계를 벗어날 수 있고,

그래야만 앞으로 제기될 동일사건에 해 헌법재 소 결정의 효력이 종료하게 된다. 따라

서 사정변경의 사유가 발생하 을 때, 反復審判이 허용되게 된다. 그러나 여기서의 반복심

문제는 그러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는 데도 불구하고, 단순히 헌법재 소의 합헌결정에

기속력이나 기 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으로 인해 야기된 것이다.

533) 同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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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憲法裁判

所 決定의 效力에 한 硏究, 1995.12., 60면 참조.

534) 헌재 1993. 5. 13. 92헌가10 등, 례집 5-1. 226, 251 참조.

535) 이에 한 상세한 내용은 拙稿, 博士學位論文, 84면; 拙稿, 憲法裁判硏究 제7권, 302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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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否認說의 論據

법률에 한 합헌결정의 기속력을 부인하는 견해는 다음과 같이

제시되고 있다.

첫째로는 법률의 합헌결정에 해 직 이고 명시 으로 기속력

을 부인한 은 없지만, 이른바 限定合憲決定과 련하여 “주문‘에

언 된 바는’ … 본질 으로 合憲決定에 지나지 않는 이상 그 자체

가 法院 기타 國家機關 地方自治團體에 한 羈束力이 없다(물

론 법원이나 수사기 이 결정주문을 존 하여 그에 따라주면 다행

한 일이다)”는 견해이다.536)

둘째로는 헌재법 제47조 제1항“은 결정의 종류로서 헌결정에만

국가기 에 한 기속력을 인정한 것이 아니고, 어떠한 종류의 결

정이든, 그 결정에 포함된 違憲性의 確認은 羈束力을 갖는다는 해

석이 가능할 것”이라는 견해이다.537) 이 견해는 한정합헌결정이나

한정 헌결정에 있어 헌해석부분에 해서는 헌성의 확인이 이

루어진 것이므로, 기속력이 인정되지만, 합헌해석부분이나 합헌결정

에 해서는 기속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셋째로는 우리 헌재법 제47조 제1항에는 헌결정에 한 기속력

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합헌결정의 기속력에 해서는 아무런

규정도 없으므로, 일단 합헌으로 결정된 법률에 하여도 提請法院

이외의 다른 法院은 기 력이나 기속력 등의 아무런 제한없이 새로

운 헌심 제청을 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538)

넷째로는 헌법재 소의 소수의견으로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등에 한 헌소원사건에서 조항을 합헌으로 선언할 것이 아니

고, 헌재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사건이므로 주문의 표시

를 어떠한 법률의 어떠한 조항에 한 ‘심 청구는 기각한다’로 함

536) 헌재 1992. 2. 25. 89헌가104, 례집 4. 64, 102(변정수 재 의 소수의견) 참조.

537) 全光錫, 憲法裁判硏究 제2권, 180면.

538) 金知衡, 憲法裁判所 決定의 旣判力. 특히 獨逸에서의 論議를 심으로, 憲法論叢 제3집,

1992. 12., 3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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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당하다고 하면서, “그 이유는 헌재법 제75조 제7항, 제47조 소

정의 기속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합헌결정을 굳이 할 필요가 없으

며, 이 사건의 경우는 국민이 헌이라고 주장하여 심 을 청구하

는 것이므로 그 뜻을 받아 들일 수 없는 결론 즉 합헌이라면 굳이

아무런 실효도 없이 국민이 청구한 바도 없는 ‘합헌’임을 주문에 표

시할 필요가 없기 때문”임을 제시한다.539) 다시 말하면 主文의 表示

方法에 한 異見을 제시하기 한 논거로서 합헌결정은 기속력이

인정되지 않음을 주장한다.540)

다섯째로는 법원의 결에서도 합헌결정의 기속력을 부인하는

취지를 도출해 낼 수 있다. 법원은 헌법재 소가 행한 한정 헌

결정의 기속력을 정면 부인하는 결을 선고한 바 있다.541) 즉 “한

정 헌결정에 표 되어 있는 헌법재 소의 법률해석에 한 견해는

법률의 의미․내용과 그 용범 에 한 헌법재 소의 견해를 일

응 표명한 데 불과하여 이와 같이 법원에 속되어 있는 법령의 해

석․ 용 권한에 하여 어떠한 향을 미치거나 기속력도 가질 수

없다”고 한다. 이러한 시각에 따른다면, 법률에 한 헌법재 소의

합헌결정도 법원에 속되어 있는 법령의 해석․ 용권에 하여

기속력을 가지지 않는다고 은 당연할 것이다.

여섯째로는 違憲法律審査權의 趣旨나 憲法裁判所法의 文 등에

비추어 합헌결정에 기속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견해이다.542) 즉

“헌법재 소의 헌법률심사권이라는 것이 헌법에 반되는 법률을

539) 헌재 1995. 11. 30. 선고 91헌바1 등, 례집 7-2. 562, 596(조

승형 재 의 주문표시에 한 별개의견) 참조.
540) 이러한 입장은 재 으로 임명된 이래 일 되게 주장하고 있다. 헌재 1995. 10. 26. 93헌마

246, 례집 7-2. 498, 511 이하; 헌재 1995. 10. 26. 93헌바62, 례집 7-2. 419, 433; 헌재

1995. 10. 26. 92헌바45, 례집 7-2. 397, 410 이하; 헌재 1995. 10. 26. 94헌바7 등, 례집

7-2. 434, 445; 헌재 1995. 10. 26. 94헌바28, 례집 7-2. 464, 471; 헌재 1995. 10. 26. 95헌

바22, 례집 7-2. 472, 497; 헌재 1995. 11. 30. 94헌바40 등, 례집 7-2. 616, 644; 헌재

1995. 11. 30. 93헌바32, 례집 7-2. 598, 614 이하; 헌재 1995. 12. 28. 95헌바3, 례집

7-2. 841, 849 이하 등 참조.

541) 법 1996. 4. 9. 선고 95 11405 결(공1995상, 1442면 이하) 참조.

542) 金命洙, 憲法問題와 裁判(上), 352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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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 이 용하는 것을 막아 궁극 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

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고, 이에 하여 합헌결정은 당해 법률

등의 합헌성을 확인하는 것이며, 한 헌재법이 다른 나라의 경우

와 달리 명문으로 기속력이 있는 결정을 ‘違憲決定’이라고 표 하고

있음에도 단지 합헌결정에 기속력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같은 法的

事案에 하여 헌법재 소가 단을 하여야 한다는 때문에 기속

력을 인정하려 함은 헌재법의 문언을 무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한다. 그리고 “합헌결정이 있으면, 이 결정에는

기속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법원으로서는 이후에도 헌의 여부

가 재 의 제가 된다고 단되면 헌재법에 따라 다시 헌심 을

제청할 수도 있고, 제청이 이유없다고 하여 당사자의 제청신청을

棄却할 수는 있으나, 이 에 합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당사자의

제청신청을 却下할 것은 아니다”라고 한다.543)

일곱째로는 앞의 견해와 마찬가지로 “헌재법 제47조 제1항은

헌결정에만 기속력을 인정하고 합헌결정이나 한정합헌결정 등 이른

바 변형결정에는 기속력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이때의 주문기재는

憲法裁判所의 희망 내지 권고에 불과하여 그 해석이 법원 기타 국

가기 에 하여 기속력을 갖는 것이 아니다”라고 한다.544)

여덟째로는 “합헌결정에 까지 기속력을 넓게 인정하는 것은

치 못하다. 헌결정은 하나의 헌법재 심사기 에만 반되어도

다른 심사기 에 해 단을 생략하고 내려질 수 있는 반면, 합헌

결정은 가능한 모든 심사기 을 충족하여야 하는 에서 헌결정

과는 심사범 와 도에 있어 차이가 있다.”545)고 한다.546)

543) 金命洙, 憲法問題와 裁判(上), 358면.

544) 淳茂, 憲法問題와 裁判(上), 408면.

545) 李明雄, 試界 1998. 6.호, 160면 주20번.

546) 그 이외에도 金雲龍, 違憲審査論, 538면 주12번(“일반 효력은 헌결정에만 한정된다고

하는 견해가 합당한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합헌으로 결정된 법률이 계속 효력을 지니는

것은 합헌결정 때문이 아니고, 본래 유효하기 때문이다. 합헌결정은 단순히 ‘본래의 유효’를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다. 합헌결정이 내려진 다음의 법 상태는 그 게 합헌으로 결정된

법률이 일반 구속력을 지속해 나가는 상태일 뿐 합헌결정 자체가 일반 효력을 지님으

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상태는 아니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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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주장내용을 정리하면, 법률에 한 헌법재 소의 합헌결

정에 해 기속력을 부인하는 이유로 체로 네가지를 제시하고 있

다고 보여진다. 그 하나는 헌재법 제47조 제1항의 문언을 제시하고,

그 둘째는 구체 사건에서의 권리구제기능으로서의 헌법률심사

권의 취지를, 그 셋째는 법령의 합헌결정은 법령의 해석․ 용권에

해당하고 이것은 법원의 속 인 권한에 속함을, 그리고 그 넷째

로는 헌심 에 있어서의 심 의 범 와 도를 들고 있다. 그리

고 헌법재 소가 행한 합헌결정의 주문은 헌법재 소의 희망 내지

권고에 지나지 않으므로, 다른 사건에서 사건담당법원은 새로운 제

청이 가능하고, 제청신청에 해 각하할 것이 아니고 기각하여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다) 否認說의 批判

첫째로는 헌재법 제47조 제1항에 규정된 文 의 擴張解釋에 한

것이다. 그 논거로는 비교법 인 시각에서 독일의 연방헌재법 제31

조에서는 ‘연방헌법재 소의 결정’으로 규정하고 있음에 반하여 우

리의 경우에는 ‘ 헌결정’으로 한정하고 있다는 에서 독일의 경우

에는 헌법재 소의 모든 결정에 해 기속력을 인정할 수 있지만,

우리의 경우에는 文理解釋에 따라 불가능함을 주장한다. 필자가 보

기엔 이러한 시각에서의 비 보다는 오히려 결정의 효력이 가진

체 인 구조속에서 헌결정이라는 표 이 어떠한 의도로 규정되어

있는가를 보는 것이 더 요하다는 을 강조하고자 한다. 그리고

부인설이 그 게 해석하는 태도는 오히려 지나치게 文理解釋에 의

존하고 있다는 을 지 하지 않을 수 없다.

둘째로는 구체 사건에서의 權利救濟機能으로서의 헌법률심사

권의 취지문제이다. 분명 법률의 헌심 차는 구체 인 사건에

서 재 의 제가 된 법률에 해 헌법재 소에 헌심 을 제청하

고 그 심 에 따라 법원은 당해사건의 재 을 진행하도록 하고 있

다. 따라서 제청된 법률을 헌법재 소가 합헌으로 결정하 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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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 소의 심 차는 제청신청한 소송당사자의 권리구제에 아

무런 기여도 하지 못함은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의 헌법률심사제

가 개인의 권리구제를 기본 인 제로 하는 구체 규범통제를

제로 하고 있음은 필지의 사실이지만, 법률에 한 헌여부의 심

을 행함으로써 헌법률로부터 憲法을 保障하는 機能을 수행하기

도 한다. 이러한 은 기존의 법 상태가 합헌임을 확인하는 합헌

결정에 해서도 마찬가지로 인정되어야 한다. 즉 이미 심 의

상이 되었던 법률이 합헌이므로 그 게 해석하는 것은 헌법의 틀속

에서 허용됨을 권 으로 확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법원을 비롯

한 다른 국가기 은 그러한 해석을 합헌이 아니라고 다투는 것을

하는 취지로 이해해야 한다.

셋째로는 법령의 합헌결정은 법령의 해석․ 용권에 해당하고 이

것은 법원의 속 인 권한에 해당하는지의 문제이다. 구체 인 사

건에서 헌법과 법률을 비롯한 각종 법령에 해 해석하고 용할

권한이 법원을 비롯한 각종 법원에 부여되어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즉 법원을 비롯한 각 법원도 헌법이나 법률을 해석하고

용할 권한을 지니고 있다. 이를 부인해서는 안된다고 본다. 그

지만 그 다고 해서 그러한 해석이 최종 이고 배타 인 속

권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보여

진다.

그리고 넷째로는 그러면 과연 법률에 해 합헌결정을 선고함에

있어 개연성있는 모든 심사기 을 충족시키지 않고도 그러한 결정

을 선고할 수 있는가 하는 이다. 헌결정에 있어 모든 심사기

을 고려하지 않고도 그 결정이 가능함은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나

합헌결정에 있어서는 어느 기 하나에서만이라도 배되는 한 그

러한 주문이 선고되어서는 안된다고 본다. 왜냐하면 그럴 경우

헌여부심 의 회피로 비추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547) 이런 에서

547) 게다가 이러한 논거는 헌법재 소에 의한 국민의 기본권보장의 회피라는 비난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보여진다. 컨 과잉 지원칙에 반되지 아니한다고 해서 평등의 원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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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다면 이 논거 역시 부 하다고 보여진다.

(라) 羈束力 認定의 當爲性

그러면 여기서는 헌법재 소가 행한 법률의 합헌결정에도 기속력

이 인정되지 않으면 안될 당 성을 제시하기로 한다.

헌법재 소가 법률에 해 합헌으로 결정하고 그것이 법원을

비롯한 각 법원과 련하여 문제시될 수 있는 심 차는 체로

두가지 형태로 악된다. 그 하나는 헌법 제107조 제1항과 헌재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사건담당법원이 재 의 제가 된 법률을 헌

법재 소에 헌심 을 제청함으로써 진행되는 법률의 헌심

차이고, 다른 하나는 헌재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

차이다.

법률의 합헌결정이 법원을 기속할 수 없다고 주장하게 된 주된

요인을 제공한 차는 필자가 보기에는 후자의 차가 아닌가 한

다.548) 게다가 이 차를 통해 헌법재 소가 심 에 따른 결정을 선

고하면서 주로 한정합헌이나 한정 헌 등의 變形主文을 선택하 다

는 이 가미된 것으로 보여진다.549) 그 기 때문에 법원 계 실무

자들이 감연하게 합헌결정이나 변형결정의 기속력을 부인하고

법원도 그러한 태도를 취하려고 하 던 것이다.

그러나 법률의 합헌결정에 한 기속력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될

당 성은 헌재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차에 의해 입증되는 것이

아니고, 사건담당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헌심 차에서 등

배여부를 단하지 않고 합헌으로 결정할 수도 있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548) 컨 淳茂, 憲法問題와 裁判(上), 388면 주36번(“ 와 같이 헌법재 소의 헌심사권 발

동요건을 법원의 제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고 있는 규정에 비추어 볼 때, 행 헌법재 소

법 제68조 제2항이 헌법 제111조 제1항 제5호가 정하는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한

심 ’에 근거하여 법원의 헌제청기각결정에 한 헌법소원을 그 제1항의 헌법소원과는

다른 형태로 인정하여 헌법재 소의 헌심사권의 발동개시요건을 법률 차원에서 별도로

마련한 것은 그 필요성의 여부를 떠나 입법론으로는 기형 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참조.

549) 표 인 사례로는 헌재 1994. 6. 30. 93헌바9(구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의 헌소원),

례집 6-1. 631 이하; 헌재 1995. 7. 21. 92헌바27 등(구 상속세법 제7조의2 헌소원), 보

1995. 8. 28.자, 50면 이하; 헌재 1995. 9 .28. 94헌바23(상속세법 제7조의2 헌소원), 보

1995. 11. 1.자, 45면 이하; 헌재 95.10.26. 94헌바12(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3조등 헌소

원), 보 1995. 11. 28.자, 77면 이하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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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게 된다. 논의의 편의상 사건유형별로 나 어 검토하기로 한다.

① 當該事件

우선, 당해 법률의 합헌결정의 원인을 제공한 이른바 당해사건과

련하여 지 하기로 한다. 즉 헌법 제107조 제1항과 제111조 제1

항 제1호에 따라 사건담당법원은 법률의 헌여부가 구체 사건에

서 재 의 제가 되었을 때, 헌의 의심이든 헌의 확신을 가지

고 헌법재 소에 어떠한 법률의 헌심 제청을 하 다고 가정하

자. 그러한 차의 진행이 소송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것이든 사건

담당법원의 직권에 의한 것이든 간에 일단 사건담당법원이 이를 제

청하고, 그 제청에 따라 헌법재 소는 헌여부를 심 하게 될 것

이다. 여기서 헌법재 소는 사건담당법원의 提請意見과는 달리 단

순합헌결정을 선고하 다고 할 때, 사건담당법원은 구체 인 사건

을 재 함에 있어 합헌결정된 법률을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가가

문제되는 것이다.

사건담당법원의 개인 인 소신은 그 법률이 헌이라는 확신이라

고 한다면, 합헌결정에는 기속력이 없으므로 당해 법률을 헌인

것으로 단하여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가 하는 이다. 만약 일부

의 견해가 주장하듯이 법률의 합헌결정이 헌법재 소의 희망 내지

권고에 불과하다고 한다면, 사건담당법원은 그 법률을 용하지 않

을 수도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헌으로 처리하거

나 다시 헌심 을 제청할 수도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후

자에 해서는 헌재법 제39조에 一事不再理의 原則을, 같은 법

제41조에서의 제청결정과 제42조에서의 재 의 정지 등을 각각 규

정하고 있음에 따라 이를 주장할 수는 없다. 그리고 자에 해서

는 이것까지 헌법이나 헌재법이 허용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겠

다.

사건담당법원은 비록 자신의 개인 인 소신과는 다르지만 헌법재

소에서 당해 법률에 해 합헌결정하 으므로, 헌법재 소의 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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憲決定趣旨에 따라 사건을 처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때 사건

담당법원이 자신의 개인 인 소신을 버리고 그 법률이 합헌이라고

선언한 헌법재 소의 결정취지에 따라야만 하는 것은 법 으로 무

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즉 사건담당법원으로 하여 법률에 한

헌법재 소의 합헌결정에 따라 그 합헌결정된 법률을 당해사건에

용하여 처리하지 않으면 안되도록 강요하는 힘은 과연 무엇인

가?550)

이에 한 답변은 두가지 형태로 나타나지 않으면 안된다. 그 하

나는 재 에 제가 된 법률의 합헌결정에 기속력이 인정됨을 수용

하여야 한다는 이다. 다른 하나는 헌법재 소의 결정에 해서도

일반법원의 결에서 인정되는 확정력의 념을 동원하여 당해사건

에 해 해결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법률의 합헌결정에 한 기속력을 부인하는 입장은 동시에 헌법재

소의 결정에 한 확정력도 부인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이

다.551)

필자는 종래 이러한 을 감안하여 법률의 합헌결정에도 기속력

이 인정되어야만 하며, 헌법재 소의 결정에 해 최소한이나마 사

법작용으로서의 성격을 인정하는 한, 헌법재 소의 모든 결정에는

기 력을 비롯한 확정력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됨을 주장한 것이다.

게다가 최소한으로나마 문제의 소지를 없애려면 양자 의 하나만이

라도 선택 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안됨을 제시한 것이다.552)

② 類似事件

다음은 유사사건과 련하여 법률의 합헌결정에 한 기속력 내

550) 이와 련하여 헌법재 소는 “합헌한정해석에 하여 제청법원은 어도 이 사건 제청당사

자로서 심 의 기 력을 받을 것임은 물론, 헌법 제107조 제1항의 규정상 제청법원이

본안재 을 함에 있어서 헌법재 소의 심 에 의거하게 되어 있는 이상 헌법규정에 의

하여서도 직 제청법원은 이에 의하여 재 하지 않으면 안될 구속을 받는다 할 것이”라고

하 다. 헌재 1990. 6. 25. 90헌가11, 례집 2. 165, 171 참조.

551) 張潤基, 司法行政 1993. 6.호, 56면 이하; 金命洙, 憲法問題와 裁判(上), 358면; 淳茂, 憲法

問題와 裁判(上), 389면, 408면 참조

552) 拙稿, 漢陽法學 제4․5집(통합), 181면 이하; 拙稿, 博士學位論文, 85면 이하; 拙稿, 憲法裁判

硏究 제7권, 300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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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기 력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될 당 성과 부인할 경우 그에

응하여 헌법재 소가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한다. 여

기서 類似事件이라 함은 당해 법률에 해 헌법재 소가 합헌결정

의 원인을 제공한 사건과 합헌결정 당시 모든 소송 차가 종료하여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확정력이 발생된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

유형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합헌결정 당시 법원에 소송이 계속

이거나 그 당시 아직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한 사건을 말한다.

이러한 유사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이미 합헌결정된 법률에

해 헌의 확신 내지 의심을 가지고 있을 경우 이를 어떻게 처리하

여야 하는가 하는 이다. 이에 해 재차 직권에 의한 는 소송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헌심 제청을 허용하여야 함이 바람직한

것인가 하는 이 문제된다.553)

만약 정상 인 시각에서 근한다면, 다시 말하면 법 이 헌법과

법률에 의해 재 을 한다고 할 때, 사건담당법원은 헌법재 소의

합헌결정취지에 따라 당연히 이미 합헌결정된 법률에 한 헌심

의 제청신청을 각하하고 자신이 지닌 헌의 확신이나 의심을

버리고 재 을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아무런 사정변경의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합헌결정된 법률에 해 사건담당

법원이 개인 인 독단에 의거하여 거듭 제청을 하는 것은 헌법이

허용하는 ‘良心에 따른 審判’이 아니라고 보여진다. 다시 말하면 헌

법 제103조에서 보장하는 법 의 양심에 따른 심 은 헌법과 법률

이 차 는 실체 으로 허용할 수 있는 심 이지 개인 인 소

신 내지 독단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백보양보하여 법률의 합헌결정이 아무런 효력도 인정할 수 없는

헌법재 소의 권고 내지 희망에 불과하다면, 이미 합헌결정된 법률

에 해 헌의 의심이나 확신을 가진 유사사건의 담당법원이나 그

사건의 소송당사자가 존재한다고 가정할 때, 합헌결정된 법률이 어

553) 이러한 은 논리 으로 결코 부인해서는 안된다고 본다. 그러한 개연성이 있다고 한다면

그 개연성 자체도 하나의 논거로 제시될 수 있음을 인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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떻게 다투어질 수 있고 그로 인해 야기되는 효과는 어떠한 것인

지를 살펴 보는 것은 나름 로 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하겠다.

우선, 類似事件의 擔當法院이 헌의 확신이나 의심을 지닌 경우

을 살펴 보자. 이 경우 이미 합헌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그 법률은 거듭 헌법재 소에 헌심 제청이 되고 이에 해 헌법

재 소는 헌심 차를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미 합헌

으로 결정하 었고 그러한 결정을 번복할만한 사정변경의 사유가

없으므로, 당연히 헌법재 소는 다시 합헌으로 결정하게 될 것이

다. 이 게 될 경우 유사사건의 담당법원은 헌심 을 제청한 효

과를 얻을 수 없게 된다. 이것은 당연한 귀결이라고 보여진다.

다음, 類似事件의 訴訟當事 가 헌의 확신을 가지고 있음을 가

정하자. 그러나 이에 반해 사건의 담당법원은 합헌의 확신을 가지

고 있다면, 헌심 의 제청신청을 기각 는 각하할 것이다.554) 이

에 그 소송당사자는 제청신청의 기각이나 각하를 이유로 헌법재

소에 헌심 형 헌법소원심 을 청구하게 될 것이다. 이에 해

헌법재 소는 소에서 이미 합헌결정하 음을 이유로 다시 합헌

결정을 선고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는 이 두가지 사례에서 법률의 합헌결정에 한 효력을 인정

하지 않음으로 인해 헌법재 소는 불필요하게 법률의 헌심 차

를 거듭 진행하게 되고 지정재 부는 헌법소원심 의 사 차

를 반복하여야 한다는 을 다시 확인하 다. 그리고 합헌결정에

한 효력을 인정하지 않음으로 인해 헌법재 소는 이상과 같은 불

필요한 차를 반복하 는 데 반해, 유사사건의 담당법원이나 소송

당사자는 아무런 편익도 얻지 못하 다. 왜냐하면 유사사건조차 헌

554) 여기서 類似事件의 訴訟當事 가 이미 합헌결정된 법률에 해 헌의 확신을 가지고 있고

그 사건의 담당법원 한 그러한 확신을 가진다면, 그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당연히 법률의

헌심 차에 의해 헌여부의 다툼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 다면 결국 요한 것

은 유사사건의 담당법원이 지닌 그 사건에 용될 법률의 헌에 한 확신이나 의심이 될

것이다. 이것에 의해 법률의 헌심 차로 진행될 것인지 아니면 헌법재 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 차로 진행될 것인지가 좌우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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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재 소에 심 제청이나 청구가 이루어지고 그에 따라 헌법재

소가 결정을 선고하게 되면 그 자체 당해사건으로 환될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불필요한 차를 진행하게 함으로써 사건담당법원을

비롯한 법원측에서는 법률의 합헌결정의 기속력을 부인함과 아울러

그 다음 단계로서 한정합헌결정이나 한정 헌결정의 기속력을 부인

하는, 이론 인 틀속에서의 편익을 볼 수는 있을 것이다.

필자의 짧은 소견으로는 이미 당해 법률이 합헌으로 결정되었다

면 유사사건의 담당법원은 개인 인 소신을 버리고 그 사건을 심

하여야 하고 소송당사자가 제청신청을 할 경우 却下決定을 하여

야 할 것이다. 만약 이를 이유로 그 사건의 소송당사자가 헌심

형 헌법소원심 을 청구한다면, 헌법재 소의 지정재 부는 事前審

査에서 却下決定을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유사사건의 담당법원이 소송당사자의 제청신청을

각하할 수 있는 憲法裁判所 決定의 效力根據는 무엇인가 하는 이

다. 그 하나는 여기서 문제삼고 있는 합헌결정에 해 기속력을 인

정하는 방법이다. 그 두 번째로는 이른바 당해사건개념의 확장이다.

이 논리는 법률의 헌결정에 있어서의 외 인 소 효확장논리를

원용하는 것이다. 이것은 논리체계상 여러 가지 우여곡 을 빗겠지

만, 궁극 으로는 헌재법 제47조 제2항을 합헌결정에도 확장해석해

서 용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으로 귀착된다. 그 세 번째로는

기 력의 주 범 를 확장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⑵ 合憲決定의 效力을 否認하는 法院側의 意圖와 實體

기속력을 부인하는 견해는 체로 두가지로 분석이 가능하다고

보여진다.

그 하나는 헌법재 소 결정의 효력 반에 한 體系的인 認識의

缺如를 지 하여야 할 것이다.555) 그리고 다른 하나는 법원을 포

555) 그런데 더욱 안타까운 것은 헌법재 소 계자조차도 합헌결정의 기속력을 부인하는 것이

라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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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하여 법원 계 실무자들이 취하는 것으로서 일정한 목 을 획득

하기 한 의도를 제로 하여 제시되는 아 인수격의 태도라고 할

것이다.

그러면 왜 법원측에서는 합헌결정의 효력은 물론이고, 헌법재

소의 각종 결정에 한 확정력을 부인하려는 것인지에 해서도 검

토해보지 않으면 안된다.

첫째로는, 이른바 각종 限定決定의 法的 根據를 부인하려는 데

서 나타나고 있다는 이다. 즉 법률의 합헌결정에 해 기속력을

부인하려고 하는 시도는 기본 으로 한정합헌결정이나 한정 헌결

정의 기속력을 부인하기 해 그 단계로 주장되는 것이 아닌가

한다.

둘째로는, 사건담당법원이 구체 인 사건을 재 함에 있어 재

에 제가 된 법률에 해 소송당사자의 제청신청에 해 기각결정

을 하 음에도 불구하고, 소송당사자가 제청신청기각결정을 이유로

헌법재 소에 헌재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 을 청구하

고, 이에 해 헌법재 소가 계쟁된 법률에 해 헌으로 결정하

는 사례가 많음에 한 반발로 악될 수도 있다는 이다. 좀더

구체 으로 검토하면, 사건담당법원이 법률의 헌심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이유는 체로 제청신청의 취지가 종래 법원에서 행한

법리의 해석과 용에 어 나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제청신청의 기각을 이유로 근하는 심 차에서 헌법재 소

는 법원이 종래 취하던 견해와는 다른 시각에서 근하고,

헌결정이나 한정합헌결정 내지는 한정 헌결정을 선고함으로써

법원의 법률해석과는 상이하게 나타나고, 이로 인해 법원을 비롯

한 각 법원이 종래 유지하던 해석방향이나 용기 을 경우에 따

라서는 부분 으로 면수정하지 않으면 안되는 그러한 상이 종

종 래되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이것은 때에 따라서는 사법기

의 자존심에 배치되는 것으로 나타날 것이다.556) 그래서 이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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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측에서는 극 으로 응책을 강구하기 해 그러한 시도가

행해지는 것으로 보여지기도 한다는 이다.

⑶ 判例分析

(가) 헌재법 제47조 제2항 본문의 헌심 사건557)

헌법재 소는 헌재법 제47조 제2항 본문에 한 헌심 사건에

서 조항 본문에 해 主文에서는 單純合憲으로 결정하 다. 그

지만 決定理由 判斷部分에서는 “결론 으로 법 제47조 제2항

본문의 규정을 특별한 외를 허용하는 원칙규정으로 이해 해석하

는 한, 헌법에 반되지 아니하며, 따라서 일률 소 효를 인정하

여야 합헌이 된다는 제하에 법 제47조 제2항 본문의 규정이 헌법

반이 된다는 주장은 그 이유없다”고 설시하여 限定合憲的 解釋을

시도하 다.

이 결정에 해서 헌법재 소가 大法院을 비롯한 法適用 들로

하여 이 결정취지를 수하여 조항을 특별한 외를 허용하는

원칙규정으로 처리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에 해

주의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 결정은 決定主文만을 볼 때, 명백히 合

憲決定이다. 그 지만 이 결정은 결정주문의 도출근거를 명확히 하

기 해 決定理由를 살펴 보면, 이 결정은 특별한 외의 허용을

제로 한 限定合憲的 解釋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것이 법 으로

다른 국가기 에 해 기속력을 가지기 해서는 重要한 決定理由

(tragende Entscheidungsgründe)에 羈束力을 부여하지 않으면 불가

능하게 된다. 그러나 실 으로 헌법재 소의 일부 재 은 물론

이고 부분의 논자들이 같은 법 제47조 제1항에 규정된 기속력은

법률의 違憲決定에만 인정되는 것이지 合憲決定에는 인정되지 않음

을 주장하고 있다.

556) 이러한 사례 표 인 것으로는 법무사법시행규칙에 한 헌법소원심 사건(헌재 1990.

10. 15. 89헌마178, 례집 3. 365)과 그 결정에 한 법원행정처의 반응(法院行政處 憲法裁

判硏究班, 命令․規則에 한 違憲審査權에 한 硏究報告書, 法院行政處, 1990.11.)을 들 수

있다.

557) 헌재 1993. 5. 13. 92헌가10 등, 례집 5-1. 226, 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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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지 한 바 로 살펴 본다면, 법률에 한 헌결정의

효력을 규정한 헌재법 제47조 제2항 본문에 한 헌여부의 결정

은 실질 으로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공허한 결정으로 락되지 않

을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헌법재 소의 의 결정이 제 로 기능

하고 國家機關들에게 遵守義務를 强制하려 한다면, 최소한 기본

인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만 한다. 즉 그 하나는 羈束力과

法規的 效力은 헌결정 뿐만 아니라 合憲決定에도 인정되어야 한

다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결정주문만이 아니라 決定理由의

重要한 부분도 羈束力이 인정되어야만 한다고 하겠다.

(나) 형법 제250조등 헌소원사건558)

이 사건의 결정에서 헌법재 소는 생명권 역시 헌법 제37조 제2

항에 의한 일반 법률유보의 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생

명권에 한 제한은 곧 생명권의 완 한 박탈을 의미한다 할 것이

기 때문에, 사형이 비례의 원칙에 따라서 최소한 동등한 가치가 있

는 다른 생명 는 그에 못지 아니한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한

불가피성이 충족되는 외 인 경우에만 용되는 한, 그것이 비록

생명을 빼앗는 형벌이라 하더라도 헌법 제37조 제2항 단서에 반되

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한다. 그런데 이 결정은 주목하지 않으면

안될 요한 요소를 담고 있다. 이 사건의 심 상은 형법 제250조

제1항 제41조 제1호, 제66조 행형법 제57조 제1항이었다.

비록 이 사건에서는 특정 실정법률 조항의 헌여부를 심 하는

형태를 취하 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다른 법률이나 이 법률조항에

규정된 사형제도까지 심 상으로 삼았다는 이다. 그것을 감안

하여 헌법재 소는 형법 제41조 제1호(사형제도)의 헌여부와 형

법 제250조 제1항의 헌여부로 나 어 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결정에서 자에 해서 헌법재 소는 ‘… 한 헌법에

반되지 아니한다’는 형태의 문언을 사용함으로써 한정합헌해석을

558) 헌재 1996. 11. 28. 95헌바1, 례집 8-2. 537, 54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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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다. 이것은 사형제도에 해 제한 인 범 내에서 용되는 것

으로 악하여야 함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유사규범과의

련성, 즉 다른 법률이나 동일 형법내의 조항에서 사형제도를 규정

하고 있는 경우와의 련성에 비추어 볼 때, 차라리 결정주문을 이

원화하여 형법 제41조 제1호에 해서는 한정합헌주문을, 그리고

같은 법 제250조 제1항에 해서는 단순합헌주문을 제시함이 바람

직하지 않았을까 한다.559)

그리고 결정이유에서 한정합헌해석을 한 것은 엄격하게 악할

때, 여기서 검토하는 합헌 법률해석과는 다르다고 하겠다. 그 지

만 실제에 있어서는 커다란 차이를 찾기 어렵다고 하겠다. 그리고

이 결정이 의미를 지니기 해서는 주문 뿐만 아니라 요한 이유

에 해서도 그리고 합헌결정에 해서도 기속력을 인정하지 않으

면 안된다.

(다) 법 1997. 4. 17. 선고 96도3376 결

① 헌법재 소는 5․18특별법 제2조의 헌심 등의 사건에서

법률조항을 합헌으로 결정하 다.560) 법률조항을 용하여야 할

상고심사건561)에서 법원은 헌법재 소가 이미 선고한 합헌결정의

효력과 련하여 법 들 사이에서 견해의 립이 있었다.562)

② 다수의견은 5․18특별법 제2조에 하여는 헌법재 소가

법률 조항이 헌법에 반되지 아니한다는 합헌결정을 하 으므로,

559) 이와 련해서는 姜京根, 判例月報 1997. 12.호, 13면 이하 참조.

560) 헌재 1996. 2. 16. 96헌가2 등, 례집 8-1. 51 이하 참조. 물론 헌법재 소에서는 이 사건의

결정에서 단순합헌의 주문을 제시하 다. 그 지만, 심 상인 법률조항이 부진정소 효를

갖는 것으로 볼 경우에는 합헌이라는 것에는 재 이 원일치의 입장이었지만, 진정소

효를 갖는 것으로 볼 경우에는 헌이라는 의견이 재 5인의 다수의견이었다. 그러나

조항은 재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만 헌결정을 할 수 있다는 헌법 제113조 제1

항과 헌재법 제23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으로 인해 단순합헌으로 결정되었다.

561) 이 사건에서 용될 법률조항은 구속 장의 청구단계에서 피의자들이 헌심 제청신청을

하 고, 96헌가2사건에서는 이에 해 사건담당법원이 심 을 제청하 지만, 96헌바7등의

사건에서는 담당법원이 제청신청을 기각하자 피의자들이 헌법재 소에 헌재법 제68조 제2

항에 따른 헌법소원심 을 청구하 다. 당해사건 련소송사건의 소송당사자들인 피의

자들은 모두 이 사건에서의 피고이었음에 따라 이 사건은 헌재법 제68조 제2항 단서에 규

정된 당해사건의 소송 차에 해당된다고 하겠다.

562) 법 1997. 4. 17. 선고 96도3376 결(공1997상, 1303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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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조항의 용범 에 속하는 범죄에 하여는 이를 그 로

용할 수밖에 없다고 하 다.

③ 이러한 다수의견에 반해 제1의 소수의견은 법원은 헌법재 소

의 결정에서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된 경우에도 법률 조항이 합

헌이라고 한 결정이유 의 단내용에 기속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합헌으로 선고된 법률조항의 의미․내용과 용범 가 어떠한 것인

지를 정하는 권한 곧 법령의 해석․ 용의 권한은 바로 사법권의

본질 내용을 이루는 것으로서, 으로 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법원에 속하는 것이며, 법원이 어떠한 법률 조항을 해석․

용함에 있어서 한 가지 해석방법에 의하면 헌법에 배되는 결과

가 되고 다른 해석방법에 의하면 헌법에 합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

을 때에는 헌 인 해석을 피하고 헌법에 합치하는 해석방법을 택

하여야 하는 것임은 하나의 헌법수호기 인 법원의 당연한 책무

이기도 한 만큼 헌법재 소의 합헌결정에 불구하고 법률 조항을

와 같이 해석․ 용함에 아무런 장애가 없다고 하 다.

④ 제2의 소수의견은 법원은 법률의 내용이 헌법에 반되더라도

곧바로 그 용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법률이 헌법에

반되는 여부가 재 의 제가 된 경우에 헌법 제107조 제1항에

의하여 헌법재 소에 제청하여 그 심 에 의하여 재 하여야 하는

바, 이 경우 헌법재 소의 결정 각종 헌결정은 헌재법 제47조

에 의하여 법원을 기속하게 되나, 합헌결정은 그 법률을 재 에

용할 수 있다는 효력이 있을 뿐이므로, 그 법률을 용함에 있어서

합헌 으로 해석할 책무는 여 히 법원에 남아 있는 것이다. 그런

데 헌법재 소의 결정은 5․18특별법 제2조가 합헌이라는 것인

만큼 법원에게는 그 법률 조항을 합헌 으로 해석할 의무가 여 히

있는 것이고, 공소시효에 한 법률 조항은 … 그 시행 당시 공

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자에 하여만 용된다고 해석함이 합

헌 이라고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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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헌법재 소가 선고한 5․18특별법의 합헌결정에 해 받아들

이는 법 들의 태도를 비교․분석하면, 다수의견은 이미 합헌결

정이 있었으므로 이를 그 로 용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인데 반

해, 제1의 소수의견은 그러한 결정에 기속력이 인정되지 않고 법원

스스로 단컨 합헌 인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이었고, 제2의 소

수의견은 합헌결정은 그 법률을 재 에 용할 수 있다는 효력이

있을 뿐이므로, 그 법률을 용함에 있어서 합헌 으로 해석할 책

무는 여 히 법원에 남아 있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태도들을 볼 때, 소수의견은 헌법재 소의 법률에 한

합헌결정에 해 기속력을 인정할 수 없고 독자 인 단에 의해

합헌임을 주장한 것으로 보인다.563) 그러나 다수의견은 ‘이미 합헌

결정이 있었으므로 이를 그 로 용할 수밖에 없다’고 하여 불분

명하기는 하지만, 합헌결정에 해 기속력을 인정하거나 헌법재

소 결정 자체에 확정력을 인정564)하려 하는 것은 아닌가 한다.

2. 憲法不合致決定

헌법재 소가 법률에 해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 을 경우 그

효력을 어떻게 악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그러면 여기서는 헌법불

합치결정의 기속력과 법규 효력을 먼 살펴 보고, 이어 헌법불

합치결정된 법률의 성격을 규명하고, 그 다음에 입법자와 법 용자

에 한 효과를 검토하기로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까지

헌법재 소가 선고한 바 있는 결정실제에 해 분석하기로 한다.

가. 羈束力과 法規的 效力

563) 물론 제2의 소수의견은 진정소 효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서는 법률조항이 용되지

않음을 주장한 것으로 보인다.

564) 그러나 법원은 “헌법재 소 결정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 력이 있으나 주문은

일반 으로 간결하므로 그 기 력이 미치는 범 를 악하자면 주문의 해석이 필요”하다고

하여 헌법재 소 결정의 기 력을 인정하고 있다. 법 1991. 6. 28. 선고 90 9346 결(공

1991, 2056) 참조.



1001

헌법불합치결정도 헌법재 소가 법률의 헌여부를 심 하고 그

결과로써 선고한 결정유형 에 하나인 이상, 당연히 확정력이 인정

된다. 여기에는 불가변력, 불가쟁력 기 력이 포함된다. 마찬가

지로 기속력이나 법규 효력도 당연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헌법불합치결정에 법규 효력과 기속력을 인정하

는 논리 근거를 어디서 그리고 어떻게 도출할 것인가 하는 이

다.

우선, 헌법불합치결정을 헌결정의 한 유형으로 악할 수 있는

한, 당연히 기속력이 인정된다는 이다.565) 헌법불합치결정이 이에

해당함은 이미 술한 바와 같이 헌재법 제47조 제1항에 규정된

‘법률의 헌결정’을 시규정으로 악할 수 있다는 에서 당연한

것이다.566)

둘째, 헌법재 소가 법률의 헌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정에 따라

법률의 운명을 달리하게 하는 힘을 법규 효력이라고 악할

때,567) 심 상인 법률이 헌법에 불합치함을 확인하는 힘을 헌법불

합치결정의 법규 효력이라고 할 것이다.568) 그리고 이 역시 헌재

법 제47조 제2항에서 도출할 수 있다고 하겠다.

아무튼 술한 바와 같이 헌법불합치결정은 헌법재 소가 규범외

부 인 법형성기능을 수행하여 례법으로 확립된 제도로 이해하여

야 한다.

565) 그러나 필자는 헌결정이나 변형결정의 일부에 해서만 기속력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법률의 헌여부에 해 본안 단이 이루어져 선고된 모든 결정유형에는 기속력이 당연히

인정된다고 본다.

566) 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례집 9-2. 842, 860-861(“헌법재 소의 법률에 한

헌결정에는 단순 헌결정은 물론, 한정합헌, 한정 헌결정과 헌법불합치결정도 포함되고 이

들은 모두 당연히 기속력을 가진다.” “헌법재 소의 다른 변형결정의 하나인 헌법불합치

결정의 경우에도 개정입법시까지 심 의 상인 법률조항은 법률문언의 변화없이 계속 존

속하나, 헌법재 소에 의한 헌성 확인의 효력은 그 기속력을 가지는 것이다.”).

567)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두가지 측면이다. 그 하나는 법규 효력에서 핵심 인 사항이

무엇인가 하는 이고, 다른 하나는 법률의 합헌결정에도 법규 효력이 인정되는가 하는

이다. 후자에 해서는 이미 술한 바 있다. 그리고 법률의 헌결정으로 인해 심 상

인 법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힘이 자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이 역시 술한 바 있다.

568) 물론 법률의 헌결정에 법규 효력이 인정되는 여부 자체가 논란이 되고 있지만, 필자는

당연히 법규 효력이 인정됨을 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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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변형결정제도를 인정하면서 그 결정에 해 아무런 효력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무의미한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될 것이다. 즉 헌법불합치결정도 의의 헌결정에 있어 한 유형

으로 악한다면, 기속력이나 법규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

겠다.

나. 不合致決定  法律  效力

헌법불합치결정은 단순 헌결정이 아니다. 따라서 헌법불합치선

언된 법률은 헌선언된 법률이 아니다. 헌법률은 처음부터 당연

무효라고 하는 당연무효설의 입장에서 볼 때, 법률에 한 헌확인

은 처음부터 당연무효라는 법 효과가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이러

한 효과를 제약할 목 으로 행해지는 것이 바로 헌법불합치결정이

다.

헌법재 소가 법률에 해 헌법불합치로 결정하 다 할지라도,

그것은 당해 법률을 헌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다. 단지 그 법률에

헌성이 내재해 있음을 확인하고 그 헌성을 입법자로 하여 개

선토록 조치하는 것이다. 불합치선언된 법률의 법 성격은 헌이

지만 유효한 법률도 아니고, 처음부터 당연무효인 법률도 아니라고

할 것이다. 즉 헌성이 내재하여 있지만 헌으로 확인되지는 아

니한 법률이라고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헌결정의 법 효과를

제약할 목 을 지니고 있지만 실제 인 헌선언은 회피된 법률이

다. 그에 따라 불합치결정된 법률은 입법자에게 처리를 임한 법

률이라고 하겠다.569)

그것의 의미는 기존에 형성한 구체 인 법률 계는 물론이고,

특별한 경우에 외 으로 허용되는 때를 제외하고는, 결정시 이

569) 이와 련하여 헌법재 소가 종래 선고하 던 헌법불합치결정, 즉 헌재 1989. 9. 8. 88헌가

6, 례집 1. 199; 헌재 1991. 3. 11. 91헌마21, 례집 3. 91; 헌재 1993. 3. 11. 88헌마5,

례집 5-1, 59 등은 이 념에 한 것이 아니다. 이와 련한 상세한 내용은 拙稿, 博士

學位論文, 313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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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에도 불합치선언된 법률은 용되어서는 안되고, 그 용여부는

입법자에 의해 처리된 결과에 따르도록 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여

기서 특별한 경우에 외 으로 허용된다고 함은 법 공백상태로

인해 헌법률을 방치함보다 더 헌 인 상황이 래될 수 있는

때에는 이에 한 잠정 인 계속 용(입법자가 개선입법을 할 때까

지)을 허용함을 의미한다.

다. 立法者에 한 效果

⑴ 立法 의 改善立法義務

헌법불합치결정이 선고되면 입법자는 신속히 개선입법의무를 수

행하여야 한다.570) 개선입법을 수행함에 있어 입법자는 헌법재 소

가 제시한 입법범 에 으로 기속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개

선입법의 효과는 입법상 일반원칙에 따라 당연히 시행한 날로부터

장래 으로 발생하지만, 그것의 소 용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헌결정은 당해 법률을 헌법질서에 반하는 것임을 확인하는 것

이므로, 그로 인해 기존에 존재하 던 법 틈새(Regelungslücke)를

확인하는 것이 된다. 이에 반해 헌법불합치결정은 이러한 법 틈

새의 발생을 방지할 목 으로 행해지는 것이다. 이에 따라 헌결

정에 있어 입법자는 이미 존재하는 법 틈새를 보완할 것인지 아

니면 방치할 것인지에 한 입법재량권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헌

법불합치결정에서는 그 결정으로 헌상태의 확인이 이루어졌고,

구체 인 입법형성은 입법자에게 맡겨진 것이다. 다시 말하면 헌

결정에서는 헌법재 소의 헌결정 자체로 인해 합헌질서의 확보가

이루어졌지만, 헌법불합치결정에서는 입법자에 의한 개선입법에 의

해 마무리가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571)

입법자에게 개선입법의무가 부과되는 법 근거에 해 헌법 제

570) 이와 련해서는 韓秀雄, 憲法論叢 제6집, 521면 이하; 辛奉起, 憲法不合致決定의 理由에 基

礎한 改善立法義務, 憲法論叢 제7집, 1996, 353면 이하 참조.

571) 反 : 金雲龍, 違憲審査論, 582-583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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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조에서 찾는 견해와 헌법재 소법 제47조 제1항의 기속력과 제2

항의 법규 효력에서 찾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

자의 견해에 따르면, 헌법 제10조 후단에서는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

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입법자인 국회는 헌법재 소가 헌

법불합치결정을 통해 확인한 헌법불합치상태를 신속히 교정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후자의 견해에 따르면, 헌법재 소가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 다 할지라도, 그것은 변형된 형태의 헌결정에 해당하므

로 당연히 헌재법 제47조 제1항에 따른 헌결정의 기속력이 인정

되고, 그것은 입법자인 국회를 기속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입법자가 헌법재 소의 결정취지에 기속된다고

할 때, 구체 으로 어느 범 에서 기속되느냐 하는 것이다.572) 그리

고 같은 조 제2항은 헌결정된 법률의 효력상실을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헌결정의 법률효력상실력을 규율하는 것이다. 이 의미는

법규 효력의 핵심 인 내용에 해당한다. 이러한 법규 효력은

세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이에는 입법자인 국회도 당연히 기속

된다는 것이다.

아무튼 입법자에게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에 따른 개선입법의무

를 부과한다는 의미는 헌재법에서 찾기가 용이하겠지만, 그럴 경우

헌법이 보장한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그리고 입법자의 개선입법의무는 헌법 제

10조 후단에서도 찾을 수 있다 하겠다. 그러한 은 헌법불합치

결정이 선고되었다 해서 국민의 기본권침해에 한 구제의 폭이 축

소되어서는 안되고, 가능한한 그 로 유지하여야 한다는 법 용자

에 한 법 효과와 부합하는 것이라고 하겠다.573)

572) 이에 한 상세한 내용은 拙稿, 博士學位論文, 68면 이하 참조.

573) 그러나 이러한 은 종래 헌법재 소가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한 취지와는 부합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겠다. 헌결정이 이루어졌을지라도 이른바 일반사건에 있어서는 법익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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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改善立法義務의 不完全履行에 한 統制

헌법재 소가 헌법불합치결정이나 입법부작 에 한 헌확인결

정을 선고하 을 경우 이로 인해 입법자는 개선입법의무를 부과받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흠결이 있을 때, 이에

해 헌법재 소는 어떠한 방법으로 통제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이와 련하여 구체 으로 문제된 이 있었다. 헌법재 소는 구

토 세법에 해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입법자로 하여 빠

른 시일내에 개선입법 는 폐지입법할 것을 구하 다. 이러한

결정취지에 따라 입법자인 국회는 개선입법을 하기는 하 지만,

1992년도까지의 결정과세분에 한 처리방안을 명확히 부칙에서 경

과규정으로 정하 어야 하 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규정하지 않아

문제된 이 있었다.574)

이에 해 독일에서도 논란이 되었지만, 연방헌법재 소는 아무

런 입장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에 한 해결방안에 해 견

해가 통일되어 있지 않다.575)

우리나라에서는 종래 이에 한 논의가 활성화되지는 않았었다.

그러나 입법자가 신속하게 개선입법을 하지 않고 장기간 지체되는

경우가 야기될 수 있다. 헌법재 소가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한 취

지에 따라 개선입법을 수행하지 않은 경우 집행력을 확보할 수 있

는 방안이 있는가가 논의의 상이 된다. 기한이 도과함으로써 당

연히 효력을 상실한다는 견해576)와 거듭 헌심 의 상으로 삼아

후소에서 헌결정을 선고하여야 한다는 견해577)가 있다. 자는 헌

을 하여야 한다는 입장에도 부합하는 것은 아니다. 그 지만 권리 는 기본권이라는 의미

가 법이 보호하는 힘 는 의사력이라고 한다면, 실 인 필요성이 있어 헌법불합치결정

이 선고된다고 할지라도, 기본권의 본질에 반하는 형태로 헌법재 소 결정의 효력을 이해

해서는 안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헌법불합치결정이 선고되었다고 해서 침해된 권리의 구

제를 포기한다거나 헌결정에 있어 일반사건에 있어서는 법 안정성때문에 권리구제의

상에 포함될 수 없다는 논리는 그 수용가능성이 없다고 하겠다.

574) 이에 한 상세한 내용은 拙稿, 法律新聞 1995. 1. 9. 자, 14면; 拙稿, 法律新聞 1995. 1. 12.

자, 15면 참조.

575) 이에 해 상세한 내용은 拙稿, 博士學位論文, 154-155면; 拙稿, 憲法裁判硏究 제7권,

358-360면 참조.

576) 이 견해가 우리 헌법재 소의 입장이고 다수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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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한 취지에 결코 부합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후자도 헌법불합치결정이 당해법률 자체에 헌성이 내포되어 있음

을 제로 하고 있는 념이라는 에 비추어 볼 때, 후소에서 당

해법률에 해 거듭 헌결정을 선고한다고 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한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 아니다. 그 다고

한다면 양자의 견해 모두 실 으로 수용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

각된다.

그리고 어느 구에 의해서도 입법자로 하여 개선입법의무를

강제할 수는 없다.578) 집행력확보수단으로서의 입법 집행도 허용되

어서는 안된다.579) 단지 국가기 의 불법책임에 한 손해배상청구

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라. 法適用者에 한 效果

헌법불합치결정의 법 효과는 헌결정의 법 효과인 일반

용배제에 한 일정한 제약을 의미한다. 일정한 제약은 헌결정

이 선고될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법 혼란580)을 방지하기 한

것이다. 법 효과의 내용은 법 용자와 련하여 두 가지로 나

어 악할 수 있다.581) 즉 그 하나는 不合致法律의 暫定的인 繼續適

用이고, 다른 하나는 不合致法律의 法適用節次의 中止와 개선입법

에 의한 處理이다.

⑴ 原則으로서의 法適用節次의 中止와 改善立法에 의한 처리

헌법재 소가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법 용자로 하여

법 용 차를 지하게 하고 개선입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는 것

도 그 법 효과 에 하나이다. 이러한 방안이 선택되는 요인은 주

577) 李石淵, 憲法訴訟의 理論과 實際, , 圖書出版 三善, 1992, 190면.

578) 이것은 民主的 正當性, 立法權 의 立法形成權, 權力分立의 原理 등에 배치된다고 보여진다.

579) 同旨; 裵俊相, 法學論叢 제9집, 48면; 權寧星, 憲法學原論, 381면.

580) 이것의 유형화에 해서는 拙稿, 博士學位論文, 310면 이하 참조.

581) 拙稿, 博士學位論文, 305면 이하; 拙稿, 憲法裁判硏究 제7권, 364면 이하; 韓秀雄, 憲法論叢

제6집, 522면 이하; 憲法裁判所, 憲法裁判 實務提要, 111-113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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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不合致法律의 制定時點부터 決定時點까지의 사이에서 나타나는

혼란을 방지하기 한 것이다.

이러한 법 효과가 그 의미를 지니는 역은 두가지로 나 어

살펴 볼 수 있다. 그 하나는 社 的 基本權과 련하여 平等의 原則

을 侵害한 경우이다. 즉 동등한 여건을 갖춘 어느 집단에 해서는

사회 기본권을 형성하여 향유하게 하는 데 반해, 다른 집단에

해서는 그러한 특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차단되었을 때, 논의

의 상이 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법률에 해 단순히 헌결정

을 선고할 때에 야기되는 法的 混亂이 重大할 경우를 들 수 있다.

다음으로 지 되어야 할 것이 헌법재 소가 헌법불합치결정을 선

고하면서 법 용자로 하여 법 용 차를 지하고 개선입법에 따

라 처리하도록 요구한 것이 한 것인지의 여부이다.

후술하는 불합치법률의 잠정 인 계속 용은 법 안정성을 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 내에서만 허용되는 것이다. 만약 법률에 해

헌결정을 선고함으로써 국가재정의 기 래 등 한 법 혼

란이 야기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러한 경우에 헌결정의 법 효

과를 제약하는 변형결정이 필수 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여기서 논

의하는 불합치법률의 용 지는 그 이 단계에 해당한다고 하겠

다. 즉 불합치법률을 잠정 으로 계속 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

서도 용 차를 지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타당성을 결여한 것

이다. 이런 시각에서 근할 때, 헌법률의 용상태를 방치해서는

안된다. 그 다고 한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헌결정의 법 효과를

제약하는 방안을 고려함이 필수 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헌재법상 명문의 규정이 없긴 하지만, 입법자의 개선입법

에 따른 처리를 요구함은 헌법재 소가 스스로 체입법을 하는 것

이 아니고, 입법자가 개선입법을 하여야 하고 법 용자로 하여

개선입법된 결과에 따라 처리할 것을 요구하는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실 으로 입법자인 국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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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입법을 하는 과정에서 개선입법을 遡及適用할 것임을 經過規定

에서 명시하면 된다.582) 그리고 그것은 헌법률을 용함보다는 국

민에게 법익의 침해정도를 완화하는 것이고, 야기될 수 있는 법

혼란도 방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하

겠다.

견해에 따라서는 재 차를 지하고 개선입법에 따를 것을 헌

법재 소가 법원에게 명하 을 때, 법원에게 이를 수하여야 할

기속의무가 부과된 것은 아님을 주장하기도 한다.583) 그 논거는 다

음과 같다.584)

첫째, 우리 헌법재 소법 제42조 제1항은 당해사건에 한해 재

을 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지, 헌여부의 결정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소송 차를 지하여야 할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일

반 소송법 어디에도 그런 조항을 발견할 수 없다는 을 지 한다.

둘째, 이러한 소송 차 지에 한 조항은 헌재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 사건에 조차 용되지 않는다는 을 지 한다.

셋째, 소송 차의 지나 진행은 헌법상 독립이 보장된 법 의 고

유한 책무이기 때문에 아무런 명시 인 규정이 없이 단지 헌법불합

치결정이 선고되었다고 해서 차를 지할 수는 없다는 을 든

다. 그리고 넷째로는 헌법재 소가 법원에 해 소송 차의 지를

요구함은 법 의 독립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법원이 이에 기속될 것

은 아님을 제시한다. 그 지만 법원이 스스로의 단에 따라 새로

운 입법이 있을 때까지 차를 지하 다가 재 을 재개하는 것은

계없음을 밝히고 있다.585)

이에 해서는 다음과 같이 몇가지 시각에서 비 이 가능하다.

첫째, 분명 헌재법상 재 의 정지는 헌심 제청이 이루어진 당

582) 韓秀雄, 憲法不合致決定의 遡及效力, 判例月報 제325호, 1997. 10.호, 12면(개정법률의 소

효력은 불합치결정에 내재되어 있는 본질 인 요소인 것이다.).

583) 상세한 내용은 拙稿, 全北産業大 論文集 제20집, 115-117면 참조.

584) 金命洙, 憲法問題와 裁判(上), 531면.

585) 金命洙, 憲法問題와 裁判(上), 5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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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건586)에 한해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유사사건에서 재 의 정지

가 논의될 수 있는 있겠지만, 여기서 논의되는 것과는 다르다고 보

아야 한다. 왜냐하면 재 의 정지는 헌심 의 제청을 제로 하

여 헌여부의 단이 이루어질 때까지의 념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재 의 정지를 여기에 원용할 이유가 없다는 이다.

그리고 헌재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 에 있어 재 의

정지가 논의되지 않는 요인은 소송의 지연등을 목 으로 한 남소의

방지라는 차원에서 이해해야 하고, 그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 을

해소하기 해 같은 법 제75조 제7항에서는 ‘당해 헌법소원과 련

된 소송사건이 이미 확정된 때’에는 소송당사자로 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은 헌심 형 헌법소원의 형태

로 법률의 헌심 이 제기되어 헌결정이 아닌, 헌법불합치결정

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용된다. 다시 말하면, 헌재법상

논의되는 재 의 정지와 여기서 검토하는 법 용 차의 지는

다른 각도에서 근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겠다.

둘째, 법 의 독립성 침해에 한 것으로, 법 으로 하여 헌

성이 내재되어 있는 불합치법률을 용하지 말고 개선입법이 있을

때까지 차를 지하고 개선입법에 따라 처리토록 하는 것은 국민

의 기본권보장이나 실질 법치국가의 원리에서 당연히 도출되는

것이다. 이에 해 실정법 근거가 없음을 이유로 재 의 독립을

제시한 것은 치 않다고 보여진다. 법 이 양심에 따라 독립하

586) 헌법재 소는 당해사건의 념을 “법원의 제청․헌법소원의 청구 등을 통하여 헌법재 소

에 법률의 헌결정을 한 계기를 부여한 당해사건, 헌결정이 있기 에 이와 동종의

헌여부에 하여 헌법재 소에 헌제청을 하 거나 법원에 헌제청신청을 한 경우의

당해사건”(헌재 1993. 5. 13. 92헌가10 등, 례집 5-1. 226,250 이하)으로 규정지었다. 그리

고 법원은 “ 헌제청을 한 당해사건, 헌결정이 있기 에 이와 동종의 헌여부에

하여 헌법재 소에 헌여부심 제청을 하 거나 법원에 헌여부심 제청신청을 한 경우

의 당해사건”( 법 1993. 1. 15. 선고 92다12377 결, 공1993, 698)으로 규정지었다. 이를

볼 때, 헌법소원의 청구 등을 통하여 헌법재 소에 법률의 헌결정을 한 계기를 부여한

당해사건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소한 당해사건에 한 인식은 헌법재 소와 법원이 동

일하다 하겠다. 여기서 서로 다른 념이 나타나는 것은 헌법재 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

른 헌법소원심 의 형태로 법률에 한 헌여부심 이 이루어지는 것에 한 포함여부로

인한 것이라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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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심 하는데 있어 용하여야 할 법규범은 헌법과 헌법질서에 부

합하는 법률이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재 의 지는 불합치법률의

각 국가기 별 자의 인 법 용을 방지함으로써 통일 인 법질서의

형성에도 기여할 것이다.

셋째, 헌법재 소가 차의 지를 요구한 취지는 불합치선언된

법률의 용을 배제하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불합치결정

된 법률은 헌성이 내재하여 있지만, 헌으로 결정할 경우에 야기

될 수 있는 제반 문제 을 고려하여 헌결정이 자제된 법률이다.

그러한 법률이라고 한다면, 비록 헌법불합치결정이 이루어졌다고 해

서 당해 법률을 그 로 용되도록 방치되어서는 안된다고 할 것이

다.

아울러 지 되어야 할 것은, 법 용 차의 지요구가 부당한 것

이라고 한다면, 불합치법률의 잠정 인 계속 용을 요구함은 더욱

더 부당한 것이 될 것이라는 이다. 물론 단지 법 용 차만을 고

려한다면 잠정 인 계속 용은 헌법재 소의 결정취지에 따르기만

하면 되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그 지만 이

러한 태도는 불합치법률로 인한 법 혼란을 도외시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헌법이 실질 법치국가를 지향하고 있는 이상, 법

안정성때문에 피치 못한 경우에 한정하여 허용할 수 밖에 없다는

을 제로 한다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긴 어려울 것이다.587)

넷째, 법 에게는 물론이고 헌법재 에게도 법형성기능이 어느

정도의 범 내에서 허용됨을 부정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시각에서

볼 때, 헌법재 소가 헌법불합치결정이라는 결정유형과 법 용 차

의 지와 개선입법에 의한 처리라는 그에 따른 법 효과를 입법

흠결에 따른 보충으로서의 법형성을 하 다고 해서 그것이 불가능

함을 주장해서는 안될 것이다.588)

587) 同旨: 韓秀雄, 判例月報 1997. 10.호, 11면 참조.

588) 이것은 마치 법원이 하자의 승계와 련하여 지향하는 법 효과의 동일성이라는 측면에

서 승계의 인정여부를 아무런 실정법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련의 례로 확립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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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견해에 따라서는 법률 계가 이미 헌법불합치결정의 시

이 에 형성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개선입법에 의해 처리하도록 요구

함은 헌법 제13조 제2항에 규정된 財産權의 遡及立法에 의한 剝奪

禁止에 반된다고 지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헌법

불합치결정을 선고함으로써 고려되는 것은 國家財政상의 負擔과 個

人의 財産權保障과의 衡平性추구라고 할 수 있다. 그로 인해 개

인의 재산권이 본질 으로 박탈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즉

헌법재 소가 재산권과 련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 다는

의미는, 비록 당해 법률을 헌결정함으로써 침해된 재산권의 회복

정도보다는 취약할지 모르지만, 재산권의 박탈과는 본질 으로 다

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⑵ 例外로서의 不合致法律의 暫定的인 繼續適用

불합치법률의 잠정 인 계속 용은 법 안정성을 해 필요한 최

소한의 범 내에서만 허용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헌법불합치결

정의 법 용자에 한 법 효과는 술한 법 용 차의 지와 개

선입법에 따른 처리가 원칙이라고 할 수 있고, 여기서 검토하고자

하는 불합치결정시 부터 개선입법시 까지 불합치법률의 잠정

인 계속 용은 외 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불합치법률을 용하는 법 용 차의 지와 개선입법에 따른 처

리가 요구되는 경우와 불합치법률의 잠정 인 계속 용이 요구되는

경우는 한 법 혼란이 래될 수 있는 시 에 따라 다르게

용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후자는 체로 결정시 과 개선입법시

사이에 나타날 수 있는 법 혼란, 즉 법 공백상태의 래방

지를 목 으로 행해지는 것이다. 그리고 불합치결정된 법률은 그

자체에 내부 으로 헌성이 내재되어 있지만, 그 다고 해서 헌

결정이 이루어진 법률은 아니다. 그러므로 헌성이 내재한 법률임

에 따라 그러한 법률이 구체 인 법률 계에 잠정 으로나마 계속

그에 따라 계 행정청으로 하여 그에 기속되도록 하는 것과 다른 것이라고 보아서

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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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용될 필요성이 있다고 할지라도, 계속 용되는 것은 최소

한에 그치지 않으면 안된다 하겠다. 다시 말하면 아주 외 이고

제한된 범 내에서만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자는 주로 불합치법률의 제정시 부터 결정시 까지의

사이에서 나타나는 법 혼란을 방지하기 한 것이다. 그리고 아

주 드물겠지만, 이 두 가지 내용은 경우에 따라서는 충하여 동시

에 용될 수도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의미로 악하지 않을 수 없는 요인은 다음과 같다.

즉 헌법률은 처음부터 당연무효이지만, 어떠한 법률이 헌법률

이었음을 확인하는 것은 시행된 이후 사후 으로만 가능하다는

이다. 이것은 구체 규범통제의 제도 한계성으로 인해 야기되는

것이다. 헌법불합치법률은 헌이며, 유효한 법률이 아니다. 불합치

선언된 법률은 헌무효인 법률이지만, 구체 규범통제의 제도

한계성과 법 안정성을 고려한 변형된 결과에 지나지 않는다. 즉

불합치법률은 헌법재 소가 헌결정을 통해 당연무효임을 확인하

는 것이 아니고, 입법자에게 입법 인 처리를 임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법률의 잠정 인 계속 용은 헌법률이나마

없음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더 큰 법익의 침해를 방지하기 하

여 아주 외 인 경우에 한정해서 허용되는 것이다.

그리고 원래 잠정 인 계속 용의 의미는 주로 불합치결정시 부

터 개선입법시 까지의 사이에 용될 법률이 없음으로 인해 법

공백상태를 래할 경우 이를 방지하기 한 목 에서 행해지는 것

이다. 그러나 견해에 따라서는 잠정 인 계속 용이 불합치법률의

제정시 부터 불합치결정시 의 사이에서도 요구될 수 있음을 주장

할지 모른다. 그 지만 잠정 인 계속 용을 폭넓게 허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겠다. 첫째로는 다른 변형결정, 컨 잠정합

헌결정의 법 효과와 복된다는 이다. 이러한 문제는 실제로

노동쟁의조정법상 공무원인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제한에 한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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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치결정에서 노정되었었다. 둘째로는 헌성이 내재된 법률을

계속 용토록 함은 실질 법치주의의 지향이라는 측면에 반한다는

이다. 이미 지 한 바와 같이 헌법불합치결정 자체가 외 으로

허용되는 변형결정제도이고, 불합치법률의 잠정 인 계속 용은

불합치결정의 법 효과에 있어서도 원칙에 한 외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보다 헌 인 상황의 래방지에 그 목 이 있

다고 한다면, 그 취지에 부합하게 운용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마. 判例分析

헌법재 소가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한 사례는 총 9차례이다. 결

정실제에 있어 다양한 문제 이 있음은 이미 술한 바와 같다. 그

러면 여기서는 비교 최근에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한 사례에

해서만 분석의 상으로 삼기로 한다. 그리고 구 국회의원선거법

제33조․제34조의 헌심 사건,589)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36조 제1

항의 헌법소원심 사건,590)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2항의 헌법소

원심 사건,591) 토지 과이득세법의 헌소원사건592) 등에 해

서는 다른 곳에서 이미 상론한 바 있으므로 생략하기로 한다.593)

⑴ 특허법 제186조 제1항 등 헌제청사건594)

헌법재 소는 이 사건의 결정에서 “특허법 제186조 제1항 의

장법 제75조 특허법 제186조 제1항을 용하는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다만, 두 법률조항은 특허법 개정법률

의장법 개정법률이 시행되는 1988. 3. 1.의 일까지 이 사건 헌

589) 헌재 1989. 9. 8. 88헌가6, 례집 1. 199, 201.

590) 헌재 1991. 3. 11. 91헌마21 례집 3. 91, 94.

591) 헌재 1993. 3. 11. 88헌마5, 례집 5-1. 59, 62.

592) 헌재 1994. 7. 29. 92헌바49 등, 례집 6-2. 84, 86.

593) 앞의 세가지 결정례에 해서는 拙稿, 博士學位論文, 313-318면 참조. 그리고 토 세법에

한 결정례에 해서는 拙稿, 全北産業大 論文集 제17집, 195-228면; 拙稿, 法曹 1995. 12.

호, 141-170면; 拙稿, 憲法裁判硏究 제7권, 352-357면 참조. 그리고 토 세법과 련해서는

후소의 결정도 요한 의미를 지닌다. 아울러 헌재 1995. 7. 27. 93헌바1 등, 례집 7-2.

225 참조.

594) 헌재 1995. 9. 28. 92헌가11 등, 례집 7-2. 264, 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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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심 제청의 각 당해사건을 포함한 모든 특허 의장 쟁송사건

에 하여 그 로 용된다.”는 주문을 제시하 다.

이것은 첫째 심 상 법률조항이 헌법에 불합치함을 선언하고,

둘째 합헌 인 개정법률이 시행될 때까지는 불합치선언된 법률을

잠정 으로 계속 용을 명하여, 셋째 헌법불합치선언이 당해사건등

에 미칠 효과로 인한 법률 혼란과 충격을 막기 하여 이 사건

헌여부 심 제청의 당해사건을 포함한 모든 특허 의장쟁송사

건에 하여 심 상 법률조항의 용을 명한 것이다.

여기서는 헌법불합치결정의 효력과 련하여 몇가지 사항의 검토

가 가능하다.

첫째, 이 사건 결정이 선고되기 에 이미 심 상이 된 법률조

항에 해 개선입법이 이루어졌다는 이다. 이로 인해 입법자에게

개선입법의 구를 명할 필요성은 없었다. 즉 헌법재 소가 헌법불

합치결정을 선고함에 있어 반드시 입법자에게의 개선입법 구를

제로 하는 것은 아님을 의미한다. 즉 이미 개선입법이 있었다면, 그

것의 소 용이나 향후 용의 구도 가능하다고 하겠다.

둘째, 이 사건 결정에서는 불합치법률의 잠정 인 계속 용을 명

하 다는 이다. 술한 바와 같이 이러한 법 효과는 아주 외

이어야 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것을 합리화하는 논거로써 헌법재

소는 “ 실 으로 (특허 의장쟁송사건의) 재 을 담당할 비

를 갖추지 못한 일반법원에 하여 재 의 담당을 강제하는 결과”

가 되고, 이러한 은 입법자가 개정법률의 시행시기를 1998. 3. 1.

로 정한 것과 부합하다는 595)을 시한다.

그러나 이로 인해 사실확정에 있어 법 에 의한 재 을 받을 권

리를 구제받고자 한 소송당사자들의 시도는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595) 입법자가 개정법률의 시행시기를 1998. 3. 1.로 정하고 헌법재 소가 입법자의 이러한 의사

를 존 하여 시 까지 이 사건 심 상 법률조항의 용을 명하는 것은 재의 일반법

원의 조직과 인력으로서는 특허쟁송의 문성에 상응하는 재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어렵다는 단에 근거한 것이라고 한다. 례집 7-2. 264, 286.



1015

물론, 그러한 권리를 구제하지 않는 것과 불합치법률의 잠정 인

계속 용과의 법익형량을 입법자가 시행일자를 뒤로 늦춘 의도를

들어 해명한 것으로 보여지기도 한다. 그 지만, 일반법원으로 하여

개정법률의 시행시기인 1998. 3. 1. 이후에 사실상 재 을 하도

록 할 수도 있었고, 이것을 명함으로 인해 야기되는 신속한 재 을

받을 권리와의 상충 계도 검토하 어야 함이 바람직하지 않았을까

한다.

아무튼 불합치법률의 잠정 인 계속 용은 가능한한 최소화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⑵ 소득세법 제60조 등의 헌소원사건596)

헌법재 소는 이 사건의 결정주문 제2항을 “구 소득세법 제60조

는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하고, 결정이유에서는 “… 이 사

건 임조항의 헌성은 국회에서 법률로 제정하지 아니한 단지 입

법형식의 잘못에 기인하는 것으로서 이를 한시 으로 계속 용한

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구체 타당성을 크게 해쳐 정의와

형평 등 헌법 이념에 심히 배치되는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아니하

고 더욱이 이 사건의 경우에는 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헌법

에 합치하는 내용의 개정입법이 이미 행하여져 헌조항이 합헌

으로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므로 당재 소는 단순 헌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임조항을 용하여 행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확정되지 아니한 모든 사건과 앞으로 행할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모두에 하여 개정법률을 용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헌법불합

치결정을 하기로 한다.”고 하 다.

결정의 요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사건과 련하여 불합치법률이 이미 개정되었다는 이다.

둘째, 이 사건에서 헌법재 소는 헌법불합치결정의 법 용자에

한 효과로서 불합치법률의 잠정 인 계속 용과 불합치법률을

596) 헌재 1995. 11. 30. 91헌바1 등, 례집 7-2. 562, 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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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한 개선입법의 소 용을 제시하 다는 이다.

셋째, 그 지만 이 사건에 있어서는 법 용자로 하여 개선입법

을 소 용하여 구체 인 사건597)을 처리하도록 하 다.

이 결정과 련하여 법원은 개정법률을 소 용할 법리상 근

거도 없으며 법 공백이 래될 우려가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의

헌법불합치결정취지를 헌법재 소가 방론으로 제시한 불합치법률의

잠정 인 계속 용의 의미로 왜곡하 다.598)

그러면 여기서는 간략하게 몇가지 사항에 해 검토한다.

첫째, 불합치법률이 이미 입법자에 의해 개선입법이 있었다면, 개

선입법 구를 구태여 추가 으로 선고할 필요성은 없다고 하겠

다.599)

둘째, 이미 불합치법률이 개선입법이 되었다면, 개선입법의 소

용을 법 용자로 하여 명하는 것도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고 하

겠다. 이것은 법 에게 헌법과 헌법에 합치되는 법률에 의하여 재

하도록 한 헌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하겠다.600)

셋째, 구체 인 사건을 해결함에 있어 어려움을 래한다고 해서

다른 국가기 의 유권 인 결정을 다른 의미로 왜곡하거나 무

시하는 태도는 결코 바람직스러운 것이 아니라는 이다.601)

아무튼 보다 일반 인 시각에서 볼 때, 세법에 해 불합치법률

597) 정확히 표 하면, “이 사건 임조항을 용하여 행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확정되지 아

니한 모든 사건과 앞으로 행할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모두”이다.

598) 법 1997. 3. 28. 선고 96 11327 결; 법 1997. 3. 28. 선고 96 11068 결; 법 1997.

3. 28. 선고 95 17960 결(공1997상, 1274); 법 1997. 3. 28. 선고 96 15602 결(공1997

상, 1282); 법 1997. 5. 7. 선고 96 16704(공1997상, 1777); 법 1997. 10. 24. 선고 96

9973 결(공1997하, 3679); 법 1998. 2. 10. 선고 97 2771 결(공1998상, 792)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결태도 법 1997. 3. 28. 선고 96 11327 결과 련한 평석으로는

拙稿, 法律新聞 1997. 9. 22. 자, 14-15면; 拙稿, 漢陽法學 제8집, 139-157면; 韓秀雄, 判例月

報 1997. 10.호, 8면 이하 참조.

599) 反 : 淳茂, 租稅法의 憲法的 照明, 裁判資料(法院行政處) 제77집. 憲法問題와 裁判(下),

1997. 6. 30., 583면 참조.

600) 개정법률을 소 용토록 함으로 인해 입법흠결의 문제가 야기되긴 하지만 이 역시 해소하

기 어려운 사안은 아니었다고 보여진다. 이에 한 상세한 내용은 拙稿, 漢陽法學 제8집,

147-148면, 152-154면 참조.

601) 同旨: 黃道洙, 憲法裁判과 國家機能에 한 討論, 헌법재 소 창립10주년 기념 세미나(한국

헌법재 의 회고와 망) 토론자료, 헌법재 소, 1998. 9. 2., 257-258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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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용 차를 지하고 개선입법에 의한 처리를 의욕하는 헌법불

합치결정을 선고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는 의문이다. 차라리 잠

정합헌결정은 어떨까 한다.

⑶ 민법 제847조 제1항 헌제청사건602)

헌법재 소는 이 사건 결정주문에서 “민법 제847조 제1항 ‘그

출생을 안 날로부터 1년내’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하

고, 이유에서는 “우리 재 소는 입법자가 이 사건 심 상조항을

어도 이 결정에서 밝힌 헌이유에 맞추어 새로이 개정할 때까지

는 법원 기타 국가기 은 민법 제847조 제1항 ‘그 출생을 안 날

로부터 1년내’라는 부분을 더 이상 용․시행할 수 없도록 지하

되 그 형식 존속만을 잠정 으로 유지하게 하기 하여 이 사건

심 상조항에 하여 단순 헌결정을 선고하지 아니하고 헌재법

제47조 제2항 본문의 효력상실을 제한 으로 용하는 변형 헌결

정으로서의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는 것”이라고 한다.

이 결정에서 제시한 헌법불합치결정의 특성은 다음과 같은 몇가

지로 정리될 수 있다.603)

첫째로는 헌법불합치결정의 개념을 헌재법 제47조 제2항 본문의

효력상실을 제한 으로 용하는 변형 헌결정으로 정의하 다는

이다.

둘째로는 불합치결정된 법률의 형식 인 존속만을 잠정 으로 유

지시킨다는 이다.

셋째로는 입법자에게 신속하게 개선입법을 구하 다는 이다.

넷째로는 입법자에게 개선입법의 시한을 구체 으로 밝히지 않고

단지 ‘하루빨리’라는 추상 용어를 사용하 다는 이다.

다섯째로는 입법자가 개선입법을 할 때까지 법원 기타 국가기

은 불합치결정된 조항을 더 이상 용․시행을 지할 것을 명하

602) 헌재 1997. 3. 27. 95헌가14 등, 례집 9-1. 193, 196.

603) 이하에 한 상세한 내용은 拙稿, 全北産業大 論文集 제20집, 113-115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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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이다.

그러면 이상의 특성에 해 술한 바와 복되지 않는 범 내에

서 각각 검토하기로 한다.

첫째로는 불합치결정된 법률의 형식 인 존속만을 잠정 으로 유

지시킨다는 이다. 불합치법률의 형식 인 존속의 잠정 인 유지

를 제시하는 것은 헌법재 소가 기본 으로 헌법률의 효력에

해 폐지무효설을 이론 바탕으로 삼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604)

형식 인 존속은 헌재법 제47조 제2항에 규정된 효력상실을 폐

지로 이해하게 하는 결정 인 요소로 작용하기도 한다고 하겠다.605)

그러나 당연무효설의 입장에서 볼 때, 불합치법률의 형식 존속은

실 으로 아무런 의미도 찾아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606)

둘째로는 입법자에게 개선입법의 시한을 구체 으로 밝히지 않고

단지 하루빨리라는 추상 용어를 사용하 다는 이다. 견해에 따

라서는 명시 인 개선입법의 시한을 밝힘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기

도 하지만, 그럴 경우 오히려 불필요한 문제를 야기시킬 것으로 보

여진다. 오히려 이 사건의 결정에서와 같이 단지 ‘하루빨리’라는 추

상 용어를 사용함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607)

이 사건의 결정에서 헌법재 소는 “우리 재 소로서는 국회의

범 한 형성의 자유를 제약하기 해서가 아니고 앞에서 시한 추

상 기 론에 의한 입법형성의 실 어려움을 감안하여 일응의

거가 될 만한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608) 그러나 이것은 입법자에

게는 단지 방론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겠다.609)

⑷ 민법 제809조 제1항 헌제청사건610)

604) 拙稿, 憲法裁判硏究 제7권, 232면 이하 참조.

605) 拙稿, 全北産業大 論文集 제17집, 195면 이하 참조.

606) 拙稿, 全北産業大 論文集 제17집, 202면 이하 참조.

607) 이와 련한 상세한 내용은 拙稿, 博士學位論文, 298면 이하; 拙稿, 憲法裁判硏究 제7권,

343이하; 拙稿, 金雲龍敎授華甲論文集, 250면 이하 참조.

608) 례집 9-1. 193, 206.

609) 拙稿, 全北産業大 論文集 제20집, 117-118면 참조.

610) 헌재 1997. 7. 16. 95헌가6 등, 례집 9-2.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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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 소는 이 사건의 결정주문에서 “1. 민법 제809조 제1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2. 법률조항은 입법자가 1998. 12.

31.까지 개정하지 아니하면 1999. 1. 1. 그 효력을 상실한다. 법원

기타 국가기 자방자치단체는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법률

조항의 용을 지하여야 한다.”고 하고, 결정이유 결론부분에서

는 5명의 헌의견이 “다수의견이기는 하나 헌재법 제2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법률의 헌결정’을 함에 필요한 심 정족수에 이

르지 못하 으므로 이에 헌법불합치의 결정을 선고하기로 하는 바,

법률조항은 입법자가 1998. 12. 31.까지 개정하지 아니하면 1999.

1. 1. 그 효력을 상실하고, 법원 기타 국가기 자방자치단체는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법률조항의 용을 지하도록 하는 것

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고 한다.

이 결정은 헌의견이 다수의견임에도 불구하고 헌결정의 정족

수를 충족시키지 못하여 헌법불합치의 주문이 선고된 사례이다. 이

사건의 결정은 몇가지 특징을 지 할 수 있다.

첫째, 개선입법의 시한을 명시하 다는 이다.

둘째, 입법자가 그 시한까지 개선입법을 하지 아니하면, 불합치법

률의 효력이 상실됨을 명확히 하 다.

셋째, 법 용자는 개선입법이 있을 때까지 불합치법률의 용

차를 지하도록 명하 다는 이다.

이상에 해 간략하게 검토하기로 한다.

첫째로는 종래의 유사한 헌법불합치주문과는 다른 두가지 에 주

목할 수 있다. 그 하나는 개선입법의 시한과 불합치법률의 용 지

시한을 명확하게 구분하 다는 이다. 다른 하나는 법 용자를 특

정하고 불합치법률의 용 지를 주문으로 제시하 다는 이다.

둘째, 명시 으로 개선입법시한을 1989. 12. 31.로 하고 그 다

음 날인 1999. 1. 1.부터 불합치법률이 효력상실함을 정하 다는

이다. 여기서도 두가지 을 지 할 수 있다. 그 하나는 명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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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설정은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이다.611) 다른 하나는 입법시한 이 에 개선입법이 이루어졌을 경우

에는 개선입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불합치법률의 운명은 정해지게

된다고 할 것이다.

셋째, 만약 개선입법시한까지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불합치법률은 효력을 상실하게 됨은 분명하지만, 법 용자는 지된

차를 어떻게 해야 하며 불합치법률을 어떠한 상태로 악하여

야 하는가 하는 이다. 생각건 개선입법의 시한이 도과되기 까

지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법 용자는 지된 차를 속

개하여야 하고 불합치법률의 효력이 상실된 것으로 악하여 불

합치법률의 용을 배제하여야 한다고 하겠다. 이와 련하여 헌법

재 소는 법 용자에게 실정법 근거없이 차의 지를 명할 수

있는가 하는 이 문제되지만, 이에 해서는 술한 바와 같다.

⑸ 근로기 법 제30조의2 제2항 ‘퇴직 ’부분 등의 헌소원사

건612)

헌법재 소는 이 사건의 결정주문에서 “1. 구 근로기 법 제30조

의 2 제2항 근로기 법 제37조 제2항 각 ‘퇴직 ’부분은 헌법

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2. 법률조항 각 ‘퇴직 ’부분은 입법자

가 1997. 12. 31.까지 개정하지 아니하면 1998. 1. 1. 그 효력을 상실

한다. 법원 기타 국가기 지방자치단체는 입법자가 개정할 때

까지 법률조항 각 ‘퇴직 ’부분의 용을 지하여야 한다.”고

하고, 결정이유 단부분에서는 “헌법재 소로서는 이 사건 법률

조항 ‘퇴직 ’부분에 하여 바로 헌선언을 할 것이 아니라 헌

법불합치의 선언을 한 다음, 입법자로 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담

611) 오히려 이 보다는 특정하지 않고 토 세법의 결정(헌재 1994. 7. 29. 92헌바49 등, 례집

6-2. 64, 121)이나 술한 친생부인의 소에 있어 제소기간에 한 결정(헌재 1997. 3. 27. 95

헌가14 등, 례집 9-1, 193, 206)에서 처럼 단지 ‘빠른 시일내’ 는 ‘하루빨리’라고 함이 바

람직하지 않았을까 한다. 이와 련한 상세한 내용은 拙稿, 博士學位論文, 303-305면; 拙稿,

憲法裁判硏究 제7권, 343-347면; 拙稿, 全北産業大 論文集 제20집, 115면 참조.

612) 헌재 1997. 8. 21. 94헌바19 등, 례집 9-2. 243, 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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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물권제도의 근간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 내에서 질권 는 당

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근로자의

퇴직 채권의 ‘ 정한 범 ’를 확정하도록 하여 근로자를 보호하는

한편 그때까지는 에서 본 이 사건 법률조항 ‘퇴직 ’부분의

헌성 때문에 그 부분의 용을 지하도록 함이 상당하다고” 하고,

결론부분에서는 “이 사건 법률조항 각 ‘퇴직 ’부분은 헌법에 합

치되지 아니함을 선언하고, 그 부분은 입법자가 1997. 12. 31.까지

개정하지 아니하면 1998. 1. 1. 그 효력을 상실하며, 법원 기타 국가

기 지방자치단체는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그 각 부분의

용을 지하도록 하게 하기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고 한다.

이 사건의 결정은 몇가지 특징을 지 할 수 있다.

첫째, 개선입법의 시한을 명시하 다는 이다.

둘째, 입법자가 그 시한까지 개선입법을 하지 아니하면, 불합치법

률의 효력이 상실됨을 명확히 하 다.

셋째, 법 용자는 개선입법이 있을 때까지 불합치법률의 용

차를 지하도록 명하 다는 이다.

이상의 특징에 한 개별 인 검토는 민법 제809조 제1항 헌제

청사건와 동일한 취지이므로 생략하기로 한다.

3. 限定決定

원래 한정결정의 효력문제는 그러한 결정을 헌법재 소가 선고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련해서 문제될 뿐이지 효력 자체의 문제는

그리 복잡한 사안이 아니다.613) 왜냐하면 합헌해석부분에 해서는

613) 한정합헌이나 한정 헌결정을 부인하는 논거로써 강제수단이 수반되지 않았다는 을 지

하지만, 이는 치 않다고 본다. 왜냐하면 한정결정 자체에 기속력과 법규 효력이 인정

되고 그 내용은 법원을 비롯한 각종 국가기 에게의 헌법재 소 결정취지 수의무의 부과

이기 때문에, 헌법재 소의 그러한 결정을 수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런데 문제는 법원이

결정취지를 수하지 않고 그것을 강제할 수 있는 제도 장치인 재 소원이 부인되어

있다는 이다. 이와 련해서는 金雲龍, 違憲審査論, 591-594면 참조. 그러나 이보다 더 문

제되는 것은 재 소원을 인정한다 할지라도 헌법소원의 인용결정에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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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헌결정으로서의 효력이, 헌해석부분에 해서는 헌결정과 동

일한 효력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 용자인 법원이나 행정청이 헌법재 소가 행한 한정결정

을 수하지 않으려 한다든가 헌재법 제45조와 제47조를 아주 제한

으로 해석한다든가 하여 그로 인해 복잡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가. 限定決定에 어 節次法的 效力

헌법재 소가 한정결정, 즉 한정합헌결정, 한정 헌결정 조건

부 헌결정을 선고하 다 할지라도, 그 결정 자체가 헌법재 소가

행한 법률의 헌여부심 에 따른 결과를 의미하므로, 헌법재 소

결정 자체에 인정되는 확정력은 당연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한정합헌이나 한정 헌결정의 경우 합헌으로 해석되는 부분과

헌으로 해석되는 부분이 계쟁물인 법률조항에 공존한다는 에

해서는 의론이 없지만,614) 그러한 결정유형 자체에 기속력이나 법규

효력이 인정되는 여부가 쟁 이 되고 있다. 이에 해서는 체

로 세가지 형태로 나 어 볼 수 있다.615)

첫째, 헌해석부분 뿐만 아니라 합헌해석부분에 해서도 각각

의 효력이 인정된다는 견해이다. 즉 헌해석부분에 해서는 헌

결정으로서의 효력이, 합헌해석부분에 해서는 합헌결정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된다는 것이다.616)

둘째로는 합헌해석부분에 해서는 헌법재 소 결정의 효력이 인

정되지 않고, 단지 헌해석부분에 해서만 부분 으로 헌결정

의 효력이 인정된다는 견해이다.617)

고 그 인용결정 조차도 무시하려 한다는 이다. 즉 재 법원을 비롯한 각 법원의 태

도는 규범 인 틀속에서 논의를 진 시킬 사항이 아니고 사실상의 힘이라는 시각에서 분석

해야만 실체를 정확하게 규명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가 한다.

614) 다만 金雲龍 교수는 이를 부인한다. 金雲龍, 違憲審査論, 526면 참조.

615) 물론 견해에 따라서는 한정합헌결정 자체를 부인하려고 하기도 한다. 헌재 1990. 6. 25. 90

헌가11, 례집 2. 165, 172-176(변정수 재 의 반 의견).

616) 拙稿, 博士學位論文, 94면 이하; 拙稿, 憲法裁判硏究 제7권, 324면; 田正煥, 憲法裁判硏究 제

7권, 60면 참조.

617) 全光錫, 憲法裁判硏究 제2권, 180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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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로는 합헌해석부분이든 헌해석부분이든 간에 모두 그 효력

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견해이다. 이 견해는 한정합헌결정이나 한정

헌결정은 법률해석에 지나지 않고, 그러한 법률해석은 구체 사

건에서 법령의 해석․ 용권을 본질로 하는 사법권에 해당하는 것

으로, 헌법재 소의 그러한 결정은 사법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단순

한 법 견해의 표명, 즉 방론에 해당된다는 것이다.618)

결국 한정합헌결정이나 한정 헌결정의 효력에 한 논의는 에

서 제시한 개별견해들에 한 검토가 제되지 않으면 안되고, 그

것은 궁극 으로 어떠한 견해로 귀착되느냐에 따라 그 효력의 인정

여부가 좌우된다고 하겠다.

다시 말하면, 한정합헌결정이나 한정 헌결정이 변형된 헌결정의

한 유형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여기서의 쟁 이고, 인정될 수

있다면 그 구체 인 효력문제는 헌해석된 부분에 해서는 헌결

정의 효력과 동일하게 악된다고 하겠다. 물론 여기서도 합헌해석된

부분은 합헌결정의 효력과 동일하게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619)

나. 決定類型別 效力

⑴ 限定違憲決定

한정 헌결정의 효력문제에 해서는 한정 헌결정의 기속력을

부인한 법원 결620)과 그 결에 해 외 인 헌법소원의 심

상에 해당한다고 악하고 그 결을 취소한 헌법재 소 결

정621)을 심으로 간략하게 검토하기로 한다.622)

618) 법 1996. 4. 9. 선고 95 11405 결(공1996상, 1442 이하); 張潤基, 司法行政 1993. 6.호,

57면; 金命洙, 憲法問題와 裁判(上), 526면; 淳茂, 憲法問題와 裁判(上), 591-592면; 朴洪

佑, 大法院과 憲法裁判所의 權限配分, 헌법재 소 창립10주년 기념 세미나(한국 헌법재 의

회고와 망) 토론자료, 헌법재 소, 1998. 9. 2., 204-206면 참조.

619) 同旨: 憲法裁判所, 憲法裁判 實務提要, 55면(한정 헌과 한정합헌결정의 경우 모든 국가기

은 헌으로 단된 법률의 해석 용례에 근거한 국가행 를 지하고 합헌으로 인식

된 범 내에서 행동해야 한다는 의무가 부여된다.).

620) 법 1996. 4. 9. 선고 95 11405 결(공1996상, 1442 이하).

621) 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례집 9-2. 842.

622) 이에 한 논란에 해서는 金雲龍, 違憲審査論, 620-627면; 拙稿, 본 제15집(발간 정); 拙

稿, 金哲洙敎授停年論文集, 896-932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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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限定違憲決定 자체의 否認論과 效力否認論의 關係

법원은 한정 헌결정의 기속력을 정면부인하는 결을 선고한

바 있다. 이와 련하여 부분의 논의가 기속력이 부인되었다는

시각에서 개하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그러한 결정 자체를 부인하

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물론, 법원측의 시각은 헌법재 소

가 그러한 형태의 결정을 선고한다 할지라도, 그에 해 아무런 효

력도 인정할 수 없다는 논리를 개하고 있다.

법원은 헌결정에 해서는 기속력을 인정하고 있지만, 합헌

결정에 해서는 기속력을 부인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623)

한정합헌결정이나 한정 헌결정 자체를 헌법재 소가 선고할 수 있

다고 하는 을 인정할 경우에는 그 결정에 부여된 효력문제만을

가지고 다투어야 하는 한계 이 나타나게 된다.624) 그래서 이러한

을 감안하여 그러한 결정 자체를 헌법재 소는 선고할 수 없다고

한 것이 아닌가 한다.

그래야만 법원측이 스스로 설정한 사법권의 고유 역을 유지․

확보를 한 논리 개에 용이할 것이기 때문이다. 즉 법원측은

헌법재 소는 한정합헌이나 한정 헌결정을 선고할 수도 없고, 설

령 선고한다고 해서 그러한 결정에 아무런 효력도 인정할 수 없다

는 2단계의 논리를 개하고 있다는 이다.625)

623) 법1997. 4. 17. 선고 96도3376 결(공1997상, 1303 이하).

624) 한정 헌결정의 기속력을 부인함과 아울러 행법상 재 소원이 부인된다는 이 타당하고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법원측 계자들은 오스트리아의 입법례를 과옥조처럼 여기면

서 그에 한 비교법 인 근거로 제시한다. 그러나 오스트리아 내에서는 재 소원이 부인

된다는 이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보호에 장애를 래한다는 을 지 하면서, 오

스트리아의 헌법재 에 있어 개선의 주안 으로 규범통제에 있어서는 제청권자로서의 사법

권의 정당성의 확장과 이미 효력을 상실한 법률의 취소를 제시하 고, 헌법소원에 있어서

는 법원의 재 을 취소시키는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상세한 내용은 Vgl. Hans Spanner,

Normenkontrolle und Verfassungsbeschwerde in Österreich. Entwicklung und gegen-

wärtiger Stand, in: Bayer. Verfassungsgerichtshof(hrsg.), Verfassung und Verfassungs-

rechtsprechung. Festschrift zum 25.jährigen Bestehen des Bayer. Verfassungsgerichts,

München 1972, S.41 u. S.44. 그런데 1975년 헌법개정에서는 외 인 소 효의 범 가 확

장되었고 이미 효력상실된 법률의 규범통제에 한 헌법 근거가 마련되었다. 다만, 아

직 재 소원의 허용문제만이 철되지 아니한 상태이다.

625) 이러한 사고에 바탕을 둔 표 인 사례로는 金命洙, 憲法問題와 裁判(上), 532면(“한정합헌

결정이나 한정 헌결정이 있으면, 결정들에는 기속력이 없으므로 헌법재 소의 견해에

기속될 것은 아니고, 법원은 헌법재 소의 견해를 참고하여 독립 인 입장에서 법률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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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限定違憲決定과 法律文 의 變更 否

법원은 1996. 4. 9.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결에서 헌법재 소

의 결정이 그 주문에서 당해 법률이나 법률조항의 부 는 일부

에 하여 헌결정을 선고함으로써 그 효력을 상실시켜 법률이나

법률조항이 폐지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온 것이 아니라, 그에

하여 특정의 해석기 을 제시하면서 그러한 해석에 한하여 헌

임을 선언하는, 이른바 한정 헌결정의 경우에는 헌법재 소의 결

정에도 불구하고 법률이나 법률조항은 그 문언이 달라지지 않

은 채 그냥 존속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와 같이 법률이나 법률 조항

의 문언이 변경되지 아니한 이상 이러한 한정 헌결정은 법률 는

법률조항의 의미, 내용과 그 용범 를 정하는 법률해석이라고 이

해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 다.626)

법원이 여기서 제시한 바에 따르면, 헌법재 소의 결정에 의한

법률의 문언변경여부는 기속력이 인정되는 헌결정과 기속력이 부

인되는 한정 헌결정의 구분기 이 된다고 할 것이다. 즉 법원은

헌결정의 경우에는 법문을 제거하는 힘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기

속력을 인정할 수 있지만, 한정 헌결정의 경우에는 법문의 외부

존속에 있어 아무런 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효력을 인

정할 수 없다는 시각이다. 이러한 태도는 헌재법 제47조 제1항을

같은 조 제2항에 교묘하게 결부시켜 해석하는 것이다. 그 지만 이

러한 해석기법에는 한 결함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627)

석하여 구체 인 사건에 용하면 될 것이다. 를 들어 당해 법률을 어떠한 방향으로 해

석하는 한 헌법에 반된다고 하는 한정 헌결정이 있더라도 법원에 반드시 그러한 해석기

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법원으로서는 스스로의 견해에 따라 법률을 해석하고 용

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실제로는 헌법재 소의 견해가 다른 학설이나 견해와는 달리 상

당한 정도로 존 될 것임은 충분히 상할 수 있다”고 한다.) 참조.

626) “ 법원과 헌법재 소가 상하 계가 아닌 수평 계에 있는 것으로 하고, 법 의 독립을

보장한 우리 헌법제도와 헌법정신에 비추어 볼 때 법률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성격을 가

진 한정합헌결정이나 한정 헌결정에 기속력을 부여하는 것은 어렵다”고 할 것이다. 金命

洙, 憲法問題와 裁判(上), 533면.

627) 그런데 한정 헌결정의 기속력을 부인하는 견해는 “이 사건 결의 당부에 한 인식의 차

이는 근본 으로는 헌법상 헌법재 소에 부여된 헌법률심 권의 한계와 범 에 한 해

석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다. 결국 우리 헌법규정에 정한 법원과 헌법재 소의 권한분장

에 한 헌법해석의 문제인 것이지, 한정 헌결정의 필요성이나 이론구성의 당부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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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 으로 검토하면, 법원의 주장은 헌결정은 법문의 문언

을 수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만 그 효력이 인정된다는 이른바

헌결정의 제거효논리628)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이 견해

에 따르면, 헌결정으로 인해 헌결정된 법률은 헌재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효력상실이 이루어지며, 효력상실은 여기서 폐지를

의미하게 된다고 한다. 이 게 볼 때, 헌결정은 헌결정된 법률

을 법질서에서 는 법 에서 제거한다는 힘을 가지게 된다는 논리

가 성립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헌결정의 제거효이고 이

게 제거된 것, 즉 법문의 수정이나 변경을 가하는 결정유형에

해서만 일반 효력이나 기속력이 인정된다는 것이다.629) 이러한 논

리형식은 결국 제2항에 의해 제1항의 용 역을 축소하는 것으로

밖에 이해할 수 없게 된다.630)

생각건 헌결정에 의해 법문의 수정이나 변경이 이루어지는

것과 무 하게, 다시 말하면 한정 헌결정이건 헌결정이건 간에

모두 기속력과 법규 효력이 인정된다. 헌해석에 한 결정 자

체가 국가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하는 것이고, 그 결정 자체에

세 인 법규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다. 그리고 헌해석된 부분은

그 해석에 해당하는 용 역에서 더 이상의 용이 배제되는 것이

라고 할 것이다.

(다) 違憲法律審判의 結果로서의 限定違憲決定과 그 效力

헌법재 소는 한정 헌결정에 반된 법원 결에 한 취소결

정631)에서 한정 헌결정은 그 본질에 있어 부분 헌결정이며 법

이를 가릴 문제는 아니”라고 한다. 淳茂, 憲法問題와 裁判(上), 543면 참조.

628) 張潤基, 司法行政 1993. 6.호, 56면 이하 참조.

629) 원래 헌결정의 제거효를 주장하는 견해는 헌결정 이후에 형성된 법률 계에 해서는

除去效가, 헌결정 이 에 형성된 경우에 해서는 羈束力이 각각 용된다는 입장을 개

진하고 있다. 그래서 헌결정의 효력과 련하여 具體化說을 취하는 견해 이 견해만이

독특하게 기속력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羈束力根據 遡及效擴張論이라 칭해지기도 한다.

이에 한 상세한 내용은 孫容根, 司法論集 제24집, 70면 이하 참조.

630) 헌결정의 제거효논리에 한 상세한 비 은 拙稿, 桂禧悅博士華甲論文集, 406면 이하 참조.

631) 이에 해 상세한 내용은 拙稿, 金哲洙敎授停年論文集, 909-918면; 拙稿, 본 제15집(발간

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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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의 헌성심사의 결과로서 법률조항이 특정의 용 역에서 제외

되는 부분은 헌이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 그것은 법률해석에

한 헌법재 소의 단순한 견해가 아니라, 헌법에 정한 권한에 속

하는 법률에 한 헌심사의 한 유형이라고 한다.

법원이 헌법재 소의 헌결정에 따르지 않는 것은 법원 스스로

가 ‘입법작용에 한 규범통제권’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하여, 헌법

제107조와 제111조를 정면 배한 것이고, 헌법재 소의 존재의의,

헌법재 제도의 본질과 기능, 법치주의의 원리와 권력분립의 원칙

을 부인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법원의 견해와 같이 한정 헌결정을 법원의 고유권한인

법률해석권에 한 침해로 악하여 헌법재 소가 선택할 수 있는

결정유형에서 배제한다면, 헌법재 소는 헌법합치 으로 해석하여

존속시킬 수 있는 많은 법률을 무효로 선언할 수밖에 없고, 이것은

합헌 법률해석을 통래 실 하려는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에 한

존 과 헌법재 소의 사법 자제를 포기하는 것이 된다고 한다.632)

헌법재 소는 기속력과 련해서는 한정 헌결정도 단순 헌결정,

한정합헌결정 헌법불합치결정과 더불어 헌법재 소의 법률에

한 헌결정유형에 포함되고 이들은 모두 당연히 기속력을 가진다

고 한다. 그리고 헌법재 소의 한정 헌결정에도 불구하고 헌으로

확인된 법률조항이 법률문언의 변화없이 계속 존속된다고 하는

은 기속력을 결정하는 기 이 될 수 없다고 한다. 게다가 헌법불

합치결정의 경우에도 법률문언의 변화없이 존속하지만 당연히 기속

력이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헌법재 소 결정의 효과로서의 법률문

언의 변화와 헌법재 소 결정의 기속력은 상 계가 없다고 한다.

생각건 , 한정 헌결정이 헌결정의 한 유형으로 인정되는 이

상 당연히 그 기속력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모든 국가기 과 지

방자치단체는 이 결정을 수하지 않으면 안될 법 의무를 부과받

632) 拙稿, 全北産業大 論文集 제19집, 20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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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다고 하겠다.633)

(라) 變形決定의 實效性確保手段으로서의 裁判訴願

우리 헌재법 제68조 제1항에서는 법원의 재 을 헌법소원의 심

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런데 헌법소원심 은 헌법재 소 결정

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요한 제도 장치로 기능할 수 있

다. 왜냐하면 헌법재 소의 결정취지에 따르지 아니한 법원의 재

이나 행정청의 행정처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 결이나 행정처분을

취소시킴으로써 법 용자로 하여 수의무를 사실상 강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시각에서 볼 때, 이미 헌법재 소가 선고한 한

정 헌결정을 수하지 아니한 법원 결에 해 헌법재 소가

헌법소원심 차를 통해 취소결정을 선고하 다는 은 그 나름에

있어 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

이와 련한 사건의 결정에서는 재 들의 의견이 두 가지 형태

로 제시되었다. 그러면 여기서는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을 비교․검

토하기로 한다.

이 사건의 결정에서 요한 쟁 의 하나가 헌법재 소에서 이

미 헌으로 결정된 법률을 용한 재 은 헌재법 제68조 제1항 본

문에 규정된 ‘법원의 재 ’에 포함되는지 여부이었다. 이와 련해

서 재 소원을 제외한 것이 헌법에 반되는지 여부, 헌법률을

용한 법원 결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이미 헌으로 결정

된 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주된 논

의의 상이 되었다.634)

① 헌재법 제68조 제1항 본문의 違憲여부

633) 同旨: 韓秀雄, 憲法論叢 제8집, 210면; 桂禧悅, 헌재 창립10주년 기념세미나 발표자료, 191면

참조.

634) 이에 해서는 鄭然宙, 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1항에 한 限定違憲決定의 問題點, 試界

1998. 2.호, 113면 이하; 金文顯, 判例評釋 : 憲法訴願의 象에서 除外한 憲法裁判所法 제68

조 제1항의 違憲性, 法律新聞 제2670호, 1998. 2. 16.자, 14-15면; 成樂寅, 法院의 裁判에

한 憲法訴願과 憲裁의 變形決定의 效力, 試界 1998. 3.호, 128면 이하; 洪性邦, 憲法裁判所

法 제68조 제1항 본문은 違憲이다, 判例月報 제335호, 1998. 8.호, 12면 이하; 金文顯, 憲法

裁判所法 제68조 제1항의 違憲性, 試硏究 1998. 9.호, 102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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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법 제68조 제1항 본문의 헌여부에 해 다수의견과 소수의

견 모두 합헌으로 악하고 있다. 다만, 다수의견은 입법형성의 과

제로 악하여 원칙 으로 합헌임을 주장하는 데 반해, 소수의견은

법원행정처장의 의견과 동일하게 재 소원의 인정여부는 입법정책

사안으로서, 재 소원을 부인한 것은 입법형성의 범 내에서 이

루어진 것이므로 합헌이라고 한다.

그러나 합헌임을 제시한 것에 해 몇가지 문제 을 지 할 수

있다.

첫째, 심 상을 조항 본문으로 한정함으로 인해 조항 단

서에 규정된 보충성원칙이 가지는 헌법소원에 있어서의 본질 측

면을 간과하 다는 이다. 둘째, 헌법소원이 주 권리구제 차

라는 것을 그 본질 요소로 하고 있으므로, 비록 헌법이 입법자에

게 헌법소원을 입법형성하도록 임하 다고 할지라도, 그 본질

인 사항을 형해화시켜서는 안된다는 이다. 셋째, 기본권보호의무

의 주체는 법원 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권력이라는 이다. 법원의

재 이 기본권의 보호자로 기능하는데 반해, 입법작용과 행정작용

은 잠재 인 기본권침해자로 기능한다고 구분하여, 헌법소원의

상에서 법원의 재 을 제외한 것이 합리 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부 하다고 하겠다. 물론 법원의 재 이 법 분쟁에 한 해결

기능을 담당함은 분명하지만, 그것은 작용의 속성에 지나지 않고

그것이 상에서 제외된 것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진다.

넷째, 헌법소원심 청구권도 재 청구권의 내용이고, 단지 일부에

해서만 형식 으로 심 상을 인정한다고 해서 청구권 기본권

성을 충족시킨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② 違憲決定된 法律을 適用한 裁判이 訴願 象이 되는지 여부

헌법재 소가 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

권을 침해한 법원의 재 에 해서, 다수의견은 이 경우의 재 은

헌재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규정된 재 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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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를 한정 헌의 주문으로 제시한다. 그러나 소수의견은 그러한

재 이 조항 본문에 규정된 법원의 재 에 포함되지 않고, 그러

므로 이 사건 결은 조항의 합헌여부와 무 하게 헌법소원심

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 즉 한정 헌의 형태로 주문을 제시하는

것에 해서는 소극 인 것으로 보인다.

어느 국가기 이건 다른 국가기 에 의해 행사된 공권력 작용

을 존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이다. 이런 시각에서 볼 때, 이미

헌법재 소에 의해 헌으로 결정된 법률을 법원이 자신의 견해

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해서 합헌으로 악하여 그 로 용하는 것

은 헌법상 보장된 헌법재 소의 헌법률심 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부분에 해서까지 방치한다면, 그것은 헌법질서를

괴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③ 違憲法律을 適用한 大法院 判決의 取消 는 違憲確認 여부

다수의견은 “… 이 사건 법원 결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재산권 역시 침해되었다”고 보고 이 사건 법원

결을 헌재법 제75조 제3항에 따라 취소하여야 한다고 하 다. 이

에 반해 소수의견은 이 사건 결 자체를 직 취소할 것이 아니라

헌확인만을 하고 그 후속조치를 법원에 맡겨야 함을 주장하 다.

이와 련해서 몇가지를 지 할 수 있다.

첫째, 법원 결 역시 헌재법 제75조 제3항에 규정된 공권력행

사에 해당하므로 당연히 취소시킬 수 있다는 이다. 둘째, 단지

헌확인만을 하고 후속조치를 법원에게 맡기는 것은 헌법재 소의

존립여지를 스스로 축소시키는 것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이다. 셋

째, 헌법재 소가 결을 직 취소시키든 헌확인만을 하든, 구체

인 후속 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은 분명하다. 그로 인해 법

혼란이 불가피함은 필연 이긴 하지만, 직 취소시킴으로써 차

를 간명히 하고 신속한 권리구제에 기여한다는 이다. 넷째, 소수

의견은 취소시키는 신에 헌확인을 하여야 한다고 하지만,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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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의 법 근거도 없고, 법 요건만을 확인하고 그 구체 인

법 효과의 획정을 피통제기 에 맡기는 것은 아주 부 하다고

하겠다.635)

④ 이른바 原行政處分과 이 사건 처분의 계와 그 處分의 取消

여부

원래의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처분이 헌법에 반되는 것이라는 이

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 으나 법원에 의하여 그 청

구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후 헌법소원심 이 청구된 처분을 말한다.

이에 해 다수의견은 원래의 행정처분과 이 사건의 처분을 구분

하여 자에 해서는 단을 유보하고, 단지 후자에 해서만 심

상이 될 수 있고 그것을 취소하 다.636) 이에 반해 소수의견

은 이 사건의 처분을 원처분의 범주로 악하 고 원처분은 헌법소

원의 심 상에서 제외됨을 설시하 다.

생각건 , 이 사건 처분도 원처분의 일종에 해당함은 분명하다.

그 지만 이 사건 처분과 통상 으로 논의되는 원처분을 구분하여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 사건 처분과 직

으로 련된 이 사건 결이 취소된 마당에 구태여 원처분에 한

법리에 의존하여 문제를 해결할 필요성도 없고, 헌법재 소 결

정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해되는 방안을 불필요하게 고집할 이

635) 통상 違憲確認은 구체 인 공권력 행사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 고려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 경우 법원 결이라는 구체 인 공권력행사가 존재하고 있다는 이다. 개별 구체

조치에 한 취소 는 무효확인은 그 의미에 있어 취소의 경우에는 違法有效를, 확인

의 경우에는 違法無效를 제로 한 념이다. 이것을 제로 할 때, 법 요건이 헌이면,

그에 따른 법 효과는 무효이거나 취소이어야 할 것이다.

636) 즉 행정처분은 헌법 제111조 제1항 제5호와 헌재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 으로

헌법소원의 심 상이 될 수 있고, “다만, 행정소송의 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경우에는,

헌법재 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헌법소원심 을 청구하기에 앞서 행정소송 차

를 거치도록 되어 있고, 이러한 경우 행정소송 차에서 선고되어 확정된 결과 헌법재

소가 헌법소원심 차에서 선고하게 된 인용결정의 기속력과의 계, 법원의 재 을 원칙

으로 헌법소원심 의 상에서 제외한 헌법재 소법 제68조 제1항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

어 그에 한 헌법소원심 청구의 법성이 문제되었던 것”이라는 을 제시하면서 이에

한 구체 인 단을 유보하 다. 그러나 “법원의 결에 한 헌법소원이 외 으로 허

용되는 경우에는 달리 그 결의 상이 된 행정처분에 한 헌법소원심 의 청구가 허용

되지 아니한다고 볼 여지가 없다”는 을 제시하면서 원처분과 이 사건의 처분을 구분하여

본안 단의 상으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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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 없기 때문이다.637)

이 이외에도 몇가지 에서 소수의견의 논거638)에 해 비 을

가할 수 있다.

첫째, 쟁 이 구체 으로 구분될 수 있다면, 쟁 별로 나 어 세

부 으로 단함이 구체 타당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는

이다. 둘째, 소수의견은 이 사건 처분과 직 련된 재 은 헌재

법 제68조 제1항의 용 상이 아님을 주장하면서도, 원처분에

한 헌법소원의 부인근거로 조항을 들고 있다는 이다. 셋째, 이

사건 처분이 근거법률에 한 헌결정 이 에 행해졌기 때문에

헌결정의 효과가 미치지 않음을 주장하는데, 이것은 구체 규범통

제의 속성을 부정확하게 악한 것이라고 하겠다. 넷째, 헌법재 소

결정의 기속력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발생하는 것이고, 장래

으로 결정취지를 수할 의무를 부과한 것이다. 물론 이 사건 처

분이 확정력이나 존속력을 이미 발생하 다면, 그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겠지만, 확정 결 자체가 취소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주장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다.

⑵ 限定合憲決定

한정합헌결정의 효력문제는 체로 술한 한정 헌결정의 효력

과 그 궤를 같이 한다고 하겠다. 다만, 일부의 견해는 한정합헌결정

의 기속력을 부인하고 있다.639) 즉 헌법재 소가 한정합헌결정을 하

고 합헌결정이유를 주문에 기재하더라도 이것은 심 상인 법률을

그와 같이 엄격하게 해석․ 용하여 달라는 헌법재 소의 희망 내

637) 그러나 최근 헌법재 소는 원행정처분의 헌법소원심 상성을 부인하 다. 헌재 1998. 5.

28. 91헌마98 등, 공보 28. 481 참조.

638) “다수의견이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행정처분이 헌이라고 주장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행

정소송을 제기하 다가 법원이 받아들이지 아니한 후 다시 원래의 그 행정처분에 한 헌

법소원심 을 허용하는 것은 명령․규칙․처분에 한 최종 인 헌심 권을 법원에 부

여하고 있는 헌법 제107조 제2항과 법원의 재 을 헌법소원심 의 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헌법재 소법 제68조 제1항에 배치될 뿐 아니라, 이 사건 처분은 헌법재 소가 문제된 법

률에 하여 헌결정하기 이 에 행하여진 것이어서 헌법재 소 결정의 기속력에 반한 것

도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헌법소원심 의 상이 될 수 없다.”

639) 헌재 1990. 6. 25. 90헌가11, 례집 2. 165, 172-176(변정수 재 의 반 의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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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권고에 불과할 뿐이지 그러한 해석에 기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

라고 한다. 이에 해서는 변형결정의 필요성과 법 근거에서 상

세하게 검토하 으므로 더 이상의 논의를 생략하기로 한다.

⑶ 條件附違憲決定

조건부 헌결정에도 헌법재 소 결정 자체에 인정되는 각종 차

법 효력이 인정됨은 당연하다. 실체법 효력 내지 법 효과에

해서는 얼마간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

우선, 법 용자와 련해서는 이 결정 자체가 심 상의 흠결을

보충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결정취지에 따라 심

상인 법률을 용한다면, 아무런 문제도 야기되지 않을 것이다.

다음, 입법자와 련해서 문제될 사안은 이러한 결정이 선고되었

을 경우 차후 개선입법의무가 입법자에게 새로이 부과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가 하는 이다. 이미 헌법재 소의 결정에 의해 합헌질

서로의 회복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별도로 새로운 입법의무가 부과된

것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입법자가 스스로 헌법재 소

의 결정취지에 맞춰 심 상인 법률을 개정하는 것은 별건이다.

⑷ 狹義의 合憲的 法律解釋

의의 합헌 법률해석은 주문에서 합헌으로 제시함과 아울러

결정이유에서도 ‘…하는 한 헌법에 반되지 아니한다’는 등의 특정

한 조건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640) 특정조항의 의미를 제한 으로

해석하거나 종래와는 다른 해석방법을 시하여 다르게 용될 수

있는 여지를 차단하는 형태의 결정을 말한다. 이 결정은 합헌결정

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만, 요한 이유의 기속력을 인정함으로

써 특정해석방법을 배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이 결정은 헌

성의 정도 내지 헌농도가 가장 엷은 것을 의미한다 하겠다.

그러면 여기서는 합헌 법률해석으로 악할 수 있는 결정례를

시하기로 한다.

640) 이에 해당하는 사례로는 헌재법 제47조 제2항 본문의 헌심 사건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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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회보호법 제5조의 헌심 사건641)에서 다수의견은 구 사회

보호법 제5조 제2항의 보보감호처분은 재범의 험성을 보호감호의

요건으로 하고 있고, 감호기간에 한 7년의 기한은 비록 규범의

규정형식상 7년의 정기보호감호의 형식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지 집행상의 상한을 정한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 제12조 제1항 후문에 정한 법 차에 반되지 않

는다고 단하 다.642)

②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 등에 한 헌심 사건643)에서 다

수의견은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가 규정한 제3자개입 지는 헌

법이 인정하는 노동3권의 범 를 넘어 분쟁해결의 자주성을 침해하

는 행 를 규제하기 한 입법일 뿐, 근로자가 단순한 상담이나 조

력을 받는 것을 지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자 등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함과 아울러 제3자

개입 지조항은 근로자측으로의 개입뿐만 아니라 사용자측으로의

개입에 하여서도 마찬가지로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들이 변호사나

공인노무사 등의 조력을 받는 것과 같이 근로3권을 행사함에 있어

자주 의사결정을 침해받지 아니하는 범 안에서 필요한 제3자의

조력을 받는 것을 지하는 것이 아니므로 근로자와 사용자를 실질

으로 차별하는 불합리한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다.644)645)

③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 한법률 제16조 제3항등의 헌소원사

건646)에서 다수의견은 이 법에서의 정정보도청구권은 정기간행물의

보도에 의하여 인격권 등의 침해를 받은 피해자가 반론의 게재를

641) 헌재 1989. 7. 14. 88헌가5 등, 례집 1. 69, 88-89.

642) 그러나 이에 해 변정수 재 과 김진우 재 은 “7년의 보호감호기간을 단순히 집행상

의 상한기간을 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하면서 구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은

형의 집행을 종료한 시 에서의 재범의 험성에 비례하여 감호기간을 선택할 수 있는 법

의 재량을 배제하 다는 에서도 헌법 제12조 제1항에 반된다고 한다. 례집 1. 69,

118-120 참조.

643) 헌재 1990. 1. 15. 89헌가103, 례집 2. 4, 14-18 참조.

644) 이에 해 3인의 한정합헌의견과 1인의 헌의견이 제시되었었다. 례집 2. 4, 20 이하

참조.

645) 동일한 취지의 결정례로는 헌재 1993. 3. 11. 92헌바191, 례집 5-1. 170 참조.

646) 헌재 1991. 9. 16. 89헌마165, 례집 3. 518, 525-52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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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할 수 있는 권리, 즉 이른바 ‘반론권’을 뜻하는 것으로서 헌법

상 보장된 인격권, 사생활의 비 과 자유에 그 바탕을 둔 것이며,

나아가 피해자에게 반박의 기회를 허용함으로써 언론보도의 공정성

과 객 성을 향상시켜 제도로서의 언론보장을 더욱 충실하게 할 수

도 있다는 뜻도 함께 지닌다고 한다. 그러면서 행 정정보도청구

권제도는 언론의 자유와는 비록 서로 충돌되는 면이 없지 아니하나

체 으로 상충되는 기본권 사이에 합리 조화를 이루고 있으므

로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 한법률 제16조 제3항, 제19조 제3항은

결코 평등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하고, 언론의 자유의 본질 내용

을 침해하거나 언론기 의 재 청구권을 부당히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헌법에 반되지 아니한다고 한다.647)648)

④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 한법률 제10조제1항의 헌심 사건649)

을 들 수 있다. 이 사건에서 헌법재 소는 납본제도가 사 제한

인 의미로 이용될 수 있는 여지를 차단하고 있다. 즉 “다만 공보처

가 법률을 집행함에 있어서 실질 으로는 사 검열의 효과를

래하는 정도로 법률규정을 악용한다면 이는 헌 인 공권력 행

사가 될 것이다. 즉 정간물을 발행‘즉시’ 납본하도록 한 법률규

정에 있어서 발행‘즉시’라는 의미는 발행의 ‘이 에’ 는 ‘동시에’라

는 의미가 아니라 발행의 ‘후에 지체없이’ 라는 의미이므로 공보처

가 이를 배포 ‘이 에’ 는 배포와 ‘동시에’ 납본을 강제한다거나,

정간법시행령 제10조의 … 규정을 악용하여 납본필증의 교부를 지

연시키거나, 나아가 납본필증없이 배포하 다는 이유로 그에 한

647) 이에 해 한병채 재 과 이시윤 재 은 반 의견을 제시하면서, 정정보도청구권이 입

법연 상 독일법과 연계되어 있는 것이고 례에서도 반론권인 것으로 시되고 있다 하더

라도 제도 본지 로 실무상 반론권으로 운 되기는 어려울 것이며, 정정보도청구에 해

가처분 차에 한 규정에 의한 재 은 간이약식재 을 허용하므로 정기간행물의 발행주체

에 한 법 차별이며 법 앞에서의 평등(헌법 제11조, 국제인권규약 B규약 제14조 제1항)

에 반되며, 나아가 행 제도를 그 로 존치시키는 한 차 기본권의 침해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한다. 례집 3. 518, 535-540 참조. 그리고 그 안으로 개선입법을 구하

고 있다.

648) 동일한 취지의 결정례로는 헌재 1996. 4. 25. 95헌바25, 례집 8-1. 420 참조.

649) 헌재 1992. 6. 26. 90헌바26, 례집 4. 362, 37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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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를 가한다면 이는 사 검열에 해당되는 조치로서 헌 인 공

권력 행사가 된다”고 하 다. 이것은 납본제도의 취지를 소개하면

서 합헌 으로 해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만약 공권력이 이러한

규정취지에 벗어나게 납본제도를 활용함은 헌법에 반되는 것이라

는 반 해석이 가능하게 된다.

4. 其  他

가. 包含違憲․適用違憲決定

포함 헌 내지 용 헌결정을 술한 한정결정이나 부분 헌결

정과 구분하여야 할 필요성은 결정의 효력을 인정함에 있어 나름

로 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하겠다.650)

부분 헌결정과 마찬가지로 포함 헌 내지 용 헌결정은 심

상이 된 부분에 해 그 게 선고한 주문의 효력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한정결정의 경우에는 결정주문이나 이유에 제시된 해석기

에 따라 반 해석이 가능하고, 각각 해석된 부분에 해 합헌결정

이나 헌결정과 동등한 효력이 인정된다.

그런데 포함 헌 내지 용 헌결정을 한정결정, 특히 한정 헌

결정으로 볼 경우에는 심 상이 되지 아니한 부분에 반 해석에

따른 결정의 효력이 부여된다는 문제 을 래하게 된다. 컨

심 상을 포함 헌 내지 용 헌결정하 다면, 심 상이 되지

아니한 부분은 합헌결정된 것으로 악하게 되는 것이고, 심

상을 합헌으로 하 다면, 상이 되지 아니한 부분은 헌결정된

650) 反 : 金雲龍, 違憲審査論, 613-614면(“요컨 주문의 표 이 ‘ 용하는 것은 헌법에 반된

다’의 경우에는 용 헌결정이 되고, ‘포함시키는 것은 헌법에 반된다’의 경우에는 포함

헌결정이 된다는 것인데, 그러나 그 어느 경우에 있어서나 이 양자가 어떤 에서 한정

헌결정과는 구별되는 별개 유형의 변형결정인지가 분명하게 밝 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

겠다. 결정의 효력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에서는 아무런 차이도 들어내 보이지 않는데도,

다만 주문표 의 형식이나 용어가 다르다는 이유 하나만을 가지고서 변형결정의 유형을 정

하기로 한다면, 사실상 개개 변형결정을 유형별로 구분하는 의미는 사라지고 말 것이다. 변

형결정은 어디까지나 정형에서 벗어난 것으로서 외 인 것이다. 외 인 것이기 때문에

그 수는 어야 하고, 지나치게 다양한 세분화를 피해야 하는 것이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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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악하는 셈이 된다고 하겠다.

이것은 차법 인 시각에서도 논의의 여지가 발생한다. 즉

이미 심 상이 된 부분에 해 합헌이나 헌으로 결정하 을 경

우 당연히 그에 따른 효력이 인정되고, 반복심 이 청구되었을

경우 사정변경의 사유가 없는 한, 각하결정을 선고하면 된다.651) 그

러나 심 상이 되지 아니하 던 부분에 해 심 청구나 제청이

이루어지면, 그것은 반복심 을 청구한 것이 되고 이 결정유형

을 한정 헌결정의 한 유형으로 볼 경우 반 해석이 가능함에 따라

당연히 합헌으로 악하면서 각하하여야 하는 문제를 야기시키

게 된다. 그 지만, 이 결정유형은 한정 헌결정과는 다르므로, 이

결정에서 심 상이 되지 아니한 부분에 해 심 청구나 제청이

이루어지면, 새로운 심 청구나 제청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소

와 무 하게 독자 으로 심 하여야 한다고 하겠다.

나. 새 운 決定類型  效力

⑴ 包含違憲․適用違憲決定과 限定違憲決定이 結合된 사례

서신검열 등 헌확인사건의 결정652)에서 헌법재 소는 주문 제3

항으로 “구 행형법 제62조의 용규정 같은 법 제18조 제3항

같은 법시행령 제62조를, 미결수용자와 그 변호인 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 사이의 서신으로서 그 서신에 마약 등 소지 지품이 포

함되어 있거나 그 내용에 도주․증거인멸․수용시설의 규율과 질서

의 괴 기타 형벌법령에 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 인 이유가 없는 경우에도 용하는 것은 헌법에 반된

다.”라고 제시하 다.

이 주문이 포함 헌․ 용 헌과 한정 헌을 결합시킨 것임은 이

651) 이에 해 헌법재 소는 술한 바와 같이 다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즉 헌결정의 경우

에는 각하를, 그 이외에 변형결정이나 합헌결정의 경우에는 반복심 을 허용하고 있다. 그

에 따라 소와 동일한 주문을 반복하여 제시하고 있다.

652) 헌재 1995. 7. 21. 92헌마144, 례집 7-2. 94,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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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술한 바와 같다. 여기서의 문제는 어떻게 그 결정의 효력 내

지 법 효과를 획정할 것인가하는 이다.

우선, 구 행형법 제62조의 용규정 같은 법 제18조 제3항

같은 법시행령 제62조 이외의 조항들에 해 용하는 부분은 심

상에 포함되지 아니하 으므로, 그 조항들에 해 심 청구나 제

청이 이루어지면 반복심 여부의 논란이 없이 심 청구나 제청이

가능하다는 이다.653)

둘째, 구 행형법 제62조의 용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18조 제3

항 같은 법시행령 제62조를 용함에 있어 주문에 제시한 합리

인 이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기 으로 헌여부가 좌우되게

된다. 합리 인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헌결정으로서의 효과가 발

생하는 반면에, 합리 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합헌결정으로서의

효과를 지니게 된다고 하겠다.

⑵ 結合된 變形主文 模型別 效力

술한 바와 같은 몇가지 모형에 있어 그 법 효과를 어떻게 획

정할 것인가가 논의되어야 한다.

첫째, 헌법불합치결정과 한정결정이 결합된 경우이다. 이 경우는

해석기 에 따라 합헌해석과 헌법불합치해석으로 나뉘어지게 되고,

그 결정에 따른 차법 효력을 당연히 인정할 수 있고, 실체법

효력에 있어서는 헌법불합치해석된 부분은 헌법불합치결정과 동일

한 형태의 법 효과가 발생한다고 보면 될 것이다. 물론 여기에서

는 개선입법의 구와 더불어 법 용자로 하여 불합치해석된 부

분의 용 차를 지하고 개선입법에 따르도록 명하는 것과 불합

치해석된 부분의 잠정 인 계속 용을 명함도 가능하다고 하겠다.

653) 물론 여기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한 헌법소원심 사건(헌재 1992. 1. 28. 91헌마

111, 례집 4. 51, 54)에서 행형법 제62조 행형법 제18조 제3항을 미결수용자의 변호인

견에도 용하도록 한 부분이 헌결정되었으므로, 그 부분에 해서의 반복심 이 청구

되거나 제청되면, 헌법재 소는 소 결정의 확정력으로 인해 각하결정을 선고하게 된다.

그러나 이에 해 헌법재 소는 헌결정으로 인해 심 상인 법률조항이 이미 효력상실

되었음을 각하결정의 사유로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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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잠정합헌과 부분 헌 요소가 결합된 경우이다. 이 경우

그 법 성격은 합헌결정으로 볼 수 있고, 결정이유에서 입법자에

한 효과를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이고, 법 용자와 련해서는 단

순합헌으로 처리하면 될 것이다.

셋째, 잠정합헌과 한정합헌이 결합된 경우를 상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반 해석된 부분은 헌해석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합헌해

석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을 도입할 필요성은 상

으로 어 보인다고 하겠다.

Ⅵ. 結  論

그러면 이상에서 개한 쟁 을 정리하고 헌법재 소에서 선고한

변형결정의 유형이나 효력과 련하여 개선방향을 제시하기로 한다.

1. 問題  整理

가. 變形決定  類型과 效力에 한 爭點  整理

법률에 한 변형결정의 유형과 효력에 해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다만 후술하는 헌법재 소가 종래 제시한 바 있던 의

견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고 단되는 부분에 한 검토를 제외한

부분에 해서만 정리하기로 한다.

① 변형결정이란 심 상인 법률을 단순하게 헌으로 결정함으

로 인해 야기되는 법 혼란을 방지하고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을 존

할 목 으로 헌결정의 법 효과를 제약하는 결정유형이라고

하겠다. 변형결정은 법률이 심 상이 되어 본안 단이 이루어졌

을 경우 단순합헌결정과 단순 헌결정을 제외한 결정형식을 통칭한

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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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변형결정의 법 근거가 명확하지 않음은 분명하지만, 그 필

요성으로 인해 헌법재 소가 행한 흠결보충 인 법형성의 사례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변형결정은 구체 규범통제의 제도 한계성

을 필연 인 제로 하고 있으며, 헌결정의 장래효원칙에 따른

외 인 소 효의 범 를 확장시키면서 법 안정성을 도모하려 한

다면 그것은 필요불가결하다고 하겠다. 그 지 않고 외 인 소

효의 범 를 당해사건등으로 아주 한정하려고 한다면, 법 안정성

은 확보할 수 있겠지만, 구체 사건에서의 정의를 지나치게 소홀

히 하는 것이 되고 구체 규범통제의 실효성을 해한다는 한

문제 을 래하게 된다.

③ 법원 결에서는 헌법재 소 결정, 특히 헌결정이나 헌법

불합치결정의 취지를 ‘존 ’한다는 형태의 표 을 사용하고 있지만,

그것은 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법 의무를 부과받는 ‘ 수’라

는 것이 합하다는 것을 지 하고자 한다.

④ 변형결정의 유형을 구태여 헌법불합치결정과 한정합헌결정

한정 헌결정으로 한정하려고 해서는 안된다고 본다. 왜냐하면 입

법형식이나 존재양식, 용범 상 등에 있어 그 실제가 다양

하다고 한다면, 그에 부합하는 결정유형을 헌법재 소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이 구체 인 타당성을 확보하는데 기여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밖의 변형결정의 사례로는 종래 헌법재 소

가 일부 헌결정이라고 표 하 던 결정형식을 좀더 개발하여 활용

할 필요가 있고 한정결정과 헌법불합치결정을 결합시키는 방안

도 극 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⑤ 헌법재 소 결정이 미치는 효과를 제약하기 해서는 경

우에 따라서는 심 상을 축소함으로써 그러한 목 을 달성할 수

도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이런 에서 이른바 포함 헌 내지

용 헌결정을 극 으로 활용함도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⑥ 헌법재 소의 각종 심 작용이 사법작용으로서의 성격을 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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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음을 인정한다면, 일반법원의 결에 인정되는 확정력을 헌법

재 소의 각종 결정에도 당연히 인정하여야 한다.

⑦ 동일한 심 상에 해 소에서 결정으로 헌여부의 단

이 이루어졌으면, 후소에서는 사정변경의 사유가 시되지 않는 한

그에 해 각하결정을 선고하여야 한다. 재 이에 해 헌법재

소는 단순 헌결정이 선고된 경우에 한해서만 후소에서 각하결정을

선고하고 있고 그 근거로는 이미 심 상인 법률조항이 효력상실

되었음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것은 치 않다고 본다. 왜냐하면

헌법재 소 결정 자체에 각종 효력을 인정하는 것을 바탕으로 문제

를 해결하려 하여야지, 결정의 효과로 해소하려 하면 그로 인해 헌

법재 소 결정의 효력 자체의 체계를 혼란에 빠뜨리는 결과를 래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⑧ 헌재법 제47조 제1항에서는 헌결정의 기속력을, 같은 조 제

2항에서는 헌결정된 법률의 효력상실을, 제75조 제1항은 헌법소

원 인용결정의 기속력을, 그리고 같은 조 제6항에서는 헌재법 제47

조의 용규정을 각각 두고 있는데, 이들 조항에 규정된 효력은 상

호간에 있어 동등한 것이지, 다른 조항이 우선하거나 효력의 범

를 제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을 법원은 이른바 헌결

정의 제거효라든가 그것을 확장시켜 헌재법 제75조 제7항에까지

용하려는 것은 그 타당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하겠다.

⑨ 법률의 합헌결정에도 당연히 기속력이 인정된다. 이 은 헌법

재 소가 심 제청된 법률을 합헌으로 결정하 을 경우 제청법원이

비록 제청한 법률에 해 헌이라는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게 결정된 바에 따르지 않으면 안되도록 강제하는 힘

을 갖는다는 에서 볼 때, 명확하다고 하겠다. 여기서 기속의 내용

은 기존의 법 상태가 합헌임을 확인하는 것으로 법 용자들로 하

여 합헌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을 차단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⑩ 법률해석권은 사법권의 본질 내용에 해당하므로 법률해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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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지 않는 한정 헌결정에는 기속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법원과 일부 견해는 그 타당성이 없다고 하겠다. 왜냐하면, 구

체 사건에서의 법률해석권은 비록 법원이 지니고 있을지 모르

지만, 법률의 헌심 의 결과로서 제시된 한정 헌결정에 용해된

법률해석권은 헌법재 소의 본질 권한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⑪ 최근 헌법재 소는 헌재법 제68조 제1항에 규정된 ‘법원의 재

을 제외하고는’에 해 한정 헌결정을 선고함으로써 사실상 법

원의 재 을 헌법소원의 심 상에서 제외시켰고 원행정처분에

해서도 심 상에서 제외하 음에 따라, 최종 인 헌법해석기

을 헌법재 소와 법원으로 이원화시킨 셈이 되었다. 그로 인해

최종 인 헌법해석이 이원화될 수밖에 없게 되었고 그에 따라 앞으

로 야기될 법 혼란은 엄청날 것으로 보여진다.

⑫ 헌법재 소는 심 상을 획정하고 그에 해 단을 함에 있

어 지나치게 당해사건 내지 련된 소송사건을 의식하는 것이 아닌

가 한다. 물론 당해사건과의 련성이 심 상을 정함에 있어

요한 요소임은 부인할 수 없겠지만, 심 상에 해 한정 헌결정

을 선고함이 바람직한 것을, 당해사건을 지나치게 의식하여 단순합

헌으로 결정한 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그 경우 당해사건은 합

헌해석부분에 련됨을 결정이유에서 명시하면서 한정 헌결정을

선고하 어야 하 다고 본다.

⑬ 헌법재 소 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해서는 법원의 재

을 헌법소원의 심 상에 포함시킴이 필연 이고 법원 결

에 해 사실상의 기속력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 장치가 필수

이라고 하겠다.

나. 決定類型과 그에  效力에 한 憲法裁判所 見解  再定

立 必要性

헌법재 소가 재 부딪히고 어려움을 겪는 많은 부분은 헌법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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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스스로가 법률에 한 헌여부결정을 선고함에 있어 련되는

사안들에 해 반 인 구조속에서 체계 으로 악하여 입장을 정

리하여야 할 것을 그 게 하지 않음으로 인해 야기되는 바가 없지

않다고 보여진다. 그러면 여기서는 시 히 헌법재 소가 자신의 견

해를 재정립하지 않으면 안되는 사안들에 해 시하기로 한다.

먼 , 헌재법 제45조에 한 인식이다. 조항은 두가지 의미를

지닌 것으로 악하여야 할 것이다. 그 하나는 헌법재 소가 법률

에 해 헌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법 근거로 작용한다는 이

고, 다른 하나는 심 상의 범 에 한 것이라는 이다. 그 지

만 그 조항에 규정된 헌여부‘만’에서의 ‘만’의 의미는 단서조항과

련해서 해석되어야지 결정유형을 제한하는 법 근거는 아님을

명확히 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둘째, 헌법재 내지 헌법률심 의 본질에 있어 사법작용으로

서의 성격을 부인하지 않는 한, 당연히 헌법재 소의 각종 결정에

해서는 일반법원의 재 에서 인정되는 확정력(불가변력, 불가쟁

력, 기 력 등)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 역시 헌법재 소가

스스로 법 의견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셋째, 헌재법 제47조 제2항 본문에 해 헌법재 소는 자신의 견

해를 다시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본다. 그 까닭은

종래의 결정례에 따르면 그 결정은 합헌결정이었고, 합헌결정에

해서는 헌법재 소 스스로도 기속력을 인정하지 않는 듯한 태도를

취하고 있으며, 결정이유에서는 한정합헌해석을 하고 있고, 그것이

법원 기타 국가기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하기 해서는 요한

이유에 한 기속력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해석에

해 헌법재 소의 결정으로 인해 자신의 활동 역이 좁아질 여지가

있는 국가기 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함은 어쩌면 당연하다고 까지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넷째, 법률의 합헌결정에 해서도 당연히 기속력이 인정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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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 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법원측에서 합헌결정의 기속력이

나 결정 자체에 한 확정력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근본취지는 헌

결정 뿐만 아니라 합헌결정에 해서도 기속력을 인정하게 되면 각

종 변형결정을 부인할 수 있는 이론 논거 자체가 단히 취약하

게 될 수도 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그 다면 이를 헌법재 소 스

스로 명확히 하여야 함이 바람직스러울 것이며 그것이 타당하다

고 할 것이다.

다섯째, 법률의 헌심 이나 헌재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

소원심 이 동일한 심 상에 해 반복 으로 제청이나 청구가

이루어졌을 때, 이에 해 헌법재 소는 이 인 태도를 보이는데,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심 제청서나 청구서에 사정변경의 사유

가 시되지 않는 한, 반복제청이나 청구된 사건(후소)을 통일 으

로 각하함이 타당할 것이다.

여섯째, 보다 근본 으로는 폐지무효설에 의거하여 이론 인 체

계화를 도모하기 보다는 당연무효설 인 시각에서 근함이 바람직

할 것이다. 헌법학자들 거의 부분이 자연법 인 시각에서 기본

권을 인식하고 있고, 우리 헌법 자체도 자연법이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음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물론 헌법재 소에서의 각종

심 활동에서 헌법재 이 자연법이론과 법실증주의이론이 만나는

장으로 기능할 것임에 따라 이론 인 체계화에 있어 많은 어려움

이 따를 것이지만, 그래도 기본권보장기 으로서의 헌법재 소의

사명을 다하기 해서는 그것은 숙명 인 과제로 받아들이지 않으

면 안된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지 하여야 할 것은 이제까지 다양하게 주장되었던

헌법재 소 결정의 효력에 해 면 인 재검토를 하고 새로이 다

시 체계화하려는 시도가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이다.

다. 變形決定  否認하는 行態에 對應한 憲法裁判所  姿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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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법원이나 행정청이 헌법재 소의 결정을 수하지 않는다

는 것과 헌법재 소가 그러한 변형결정의 주문을 제시해서는 안된

다는 것은 다르게 악하여야 한다. 이론 ․법 근거가 명

확하게 제시될 수 있고, 그 필요성이 크다고 한다면 헌법재 소

는 마땅히 변형된 결정주문을 제시할 수 있다.

헌법재 소 결정을 수하여야 할 책임은 으로 법 용자인

행정청과 법원에게 부과된 것이라는 범한 시각에서 문제를 해결

하려는 시도가 필요하다고 본다. 헌법재 소 결정의 기속력에 한

헌재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으로 인해 그에 따라야 할 법 의무는

법 용자에게 이미 부과된 것이다. 다만, 수하지 않으려는 태도가

문제인 것이고, 그것을 법 으로 는 사실상으로 강제할 수 있

는 제도 장치가 취약하다는 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하겠다.

둘째, 헌법재 소가 진정으로 의식해야 할 국가기 은 민주 정

당성을 지닌 입법자인 국회이고 그들이 지닌 입법형성권이지 자의

인 법 용을 일삼는 국가기 이 아니라는 이다.

셋째, 헌법재 소는 다소간 비난과 혼란이 야기되고 있긴 하지만,

다양한 변형결정유형을 선택할 수 있음에 따른 편익을 소홀히 하거

나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하겠다. 물론 그 유형이 다양함으로 인해

일반국민이나 법 용자에게 혼선을 가져오는 경우가 없지 않겠지

만, 이에 해서는 결정이유나 방론으로라도 그것을 확실히 해

수 있는 기술 인 측면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고 하겠다.

넷째, 헌법재 소가 심 상이 된 법률의 헌결정을 회피하는

것도 헌법재 정책 인 시각에서 하나의 기술임을 부인하기는 어렵

다고 본다. 그 지만 그것이 헌법재 소에게 가해진 정치 부담을

지나치게 의식하여 사법 자제가 오히려 퇴행 인 행태로 나타나

서는 안된다고 할 것이다.

다섯째,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많은 역에서 헌법재 소의

각종 심 활동이 가진 비 으로 인해 어떠한 형태의 결정을 선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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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지 간에 그 결정의 내용이 이해 계집단의 입장에서 볼 때, 의욕

한 바와 다르게 나타나는 한, 개개의 결정에 해 비 인 시각에

서 근할 것이고 그로 인해 헌법재 소는 비 으로부터 자유로

울 수는 없다고 보여진다. 이런 에서 헌법재 소는 보다 범한

시각에서 근하고 이론 인 틀을 보다 정치하게 구축하려는 노력

을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고 하겠다.

2. 立法論的 改善方向

변형결정의 유형과 효력과 련해서 해석론 인 개선방향에 해

서는 쟁 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부분 언 되었고 이미 에 상세

하게 지 한 바 있다.654) 따라서 여기서는 그에 해서는 생략하기

로 한다.

가. 憲裁法  改正

헌법재 소법을 개정할 필요성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시된다.

그러면 여기서는 본고의 주제와 련한 사항과 기타 사항으로 구분

하여 논술하기로 한다.

⑴ 決定의 類型과 效力에 련한 事

그러면 여기서는 체 인 입법 개선방향을 모색하고, 그에 이

어 구체 인 입법방안을 제시하기로 한다.

첫째, 헌재법 제45조가 실제 규정된 내용을 살펴 볼 때, 그 나름

로 논란의 여지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에 한 보완책이 마련되

어야 하지 않을까 한다.655)

둘째, 헌법재 소 결정의 효력과 련하여 확정력, 특히 기 력에

한 규정을 명시 으로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기속력과 법규 효력에 있어서도 헌재법에 보다 명확하게

654) 拙稿, 憲法裁判硏究 제7권, 384면 이하 참조.

655) 同旨: 金鐵容․金文顯․鄭在晃, 憲法裁判硏究 제4권, 172-17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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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리고 결정이유 요한 부분에

한 기속력이 있음도 아울러 명시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변형결정의 유형을 시하면서 그러한 결정을 헌법재 소

가 선고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을 명시함이 불필요한 논란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656)

다섯째, 우리 헌법은 자연법 인 시각에서 성문화되어 있다고

이 학계의 일반 인 시각이다. 그 다면, 헌법소송의 차법에 해당

하는 헌법재 소법도 동일한 시각에서 성문화됨이 바람직하다고 본

다. 특히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가장 핵심 인 수단인 법률이

헌으로 결정되었을 경우 그 처리방안도 법 안정성보다는 구체

사건에서의 정의라는 시각에서 근함이 타당하고 바람직할 것

이다.

여섯째, 헌법재 소 결정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입

법 으로 마련함이 필연 으로 본다.657) 왜냐하면 법 용자인 법원

이나 행정청이 헌법재 소의 결정취지를 수하지 않으려 하는 태

도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실에서 이를 방치할 경우 헌법의 통

일성을 확보하기 어렵게 되고 국민들에게 가해지는 법 혼란이

무나 클 것이기 때문이다.

이상을 바탕으로 구체 인 입법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헌법재 소는 제청된 법률 는 법률조항의 헌여부만을

결정한다.”라고 규정한 헌재법 제45조 본문을 “헌법재 소는 제청된

656) 同旨: 金鐵容․金文顯․鄭在晃, 憲法裁判硏究 제4권, 172면; 李尙圭, 憲法裁判 10년의 功過

와 改善方向, 헌법재 소 창립10주년 기념 세미나(한국 헌법재 의 회고와 망) 토론자료,

헌법재 소, 1998. 9. 2., 68-69면; 桂禧悅, 헌재 창립10주년 기념세미나 발표자료, 193-194

면; 李時潤, 제77회 學術發表 發表資料, 15면.

657) 同旨: 金哲洙, 基本權保障機關으로서의 憲法裁判所 10년, 헌법재 소 창립10주년 기념 세미

나(한국 헌법재 의 회고와 망) 발표자료, 헌법재 소, 1998. 9. 2., 56면; 이 주, 헌법재

10년의 공과와 개선방향, 헌법재 소 창립10주년 기념 세미나(한국 헌법재 의 회고와

망) 토론자료, 헌법재 소, 1998. 9. 2., 80면; 桂禧悅, 헌재 창립10주년 기념세미나 발표자

료, 170면. 反 : 韓秀雄, 憲法裁判所의 主要決定, 헌법재 소 창립10주년 기념 세미나(한국

헌법재 의 회고와 망) 토론자료, 헌법재 소, 1998. 9. 2., 133면; 洪孝植, 憲法裁判所와

行政府와의 關係. 憲法裁判과 國家機能에 한 토론, 헌법재 소 창립10주년 기념 세미나

(한국 헌법재 의 회고와 망) 토론자료, 헌법재 소, 1998. 9. 2., 25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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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는 법률조항만을 심 상으로 한다”로 개정한다.

둘째, “법률의 헌결정은 법원 기타 국가기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라고 규정한 헌재법 제47조 제1항을 “헌법재 소는 법률

의 헌여부, 헌법불합치, 한정 헌 는 한정합헌 등으로 결정할

수 있다. 그 결정은 법원 기타 국가기 과 지방자치단체를 각각 기

속한다.”로 개정한다.

셋째, “ 헌으로 결정된 법률 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형벌에 한 법률 는 법률의 조

항은 소 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라고 규정한 헌재법 제47조 제

2항을 “ 헌법률은 무효이다. 다만, 형벌에 한 법률을 제외한 다

른 법률 는 법률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더 이상 용되

어서는 안된다.”로 개정한다.

넷째, 헌재법 제39조에 규정된 “헌법재 소는 이미 심 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하여는 다시 심 할 수 없다.”를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에 “헌법재 소의 결정은 기 력을 가진다.”는 규정을 신설한

다.

다섯째, 헌재법 제36조 제4항과 제5항을 각각 제5항과 제6항으로

하고 제4항에는 “헌법재 소는 종국결정을 선고함에 있어 그 결정

의 집행권자, 집행방법과 수단 등을 결정문에 특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한다.

⑵ 其他 事

입법론 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보여

진다. 그 에서 법원의 재 을 헌법소원의 심 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이나 헌법재 소의 할사항으로 헌법의 최종 인 유권해

석을 명시하여야 한다는 등에 해서는 다른 곳에서 지 한 바

있으므로 생략한다.658) 여기서는 그 이외의 사항에 해 제시하기로

한다.

658) 拙稿, 憲法裁判硏究 제7권, 388면 이하 참조.



1049

첫째, 헌법재 소를 구성하는 인력의 자격과 련한 문제이다.

재 헌법재 으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을 변호사로 한정하고

있다. 이를 개정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공법학 교수도 헌법재

으로 선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변호사 강제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것 역시 완화하여

공법학 교수에게도 소송 리인의 자격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헌법재 의 보조인력으로 헌법연구 제도를 도입하고 있고, 실제

에 있어 과반수 정도를 법원이나 검찰의 견인력으로 충원하고 있

는데, 이 역시 재검토를 요하는 사안이라고 보여진다. 헌법재 소가

진정으로 활성화되고 그에 상응한 지 를 확보하기 해서는 고유

한 문인력의 확보가 시 한 과제라고 하겠다. 이에 해서는 두

가지로 나 어 지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하나는 법원이나 검찰 등에서 견된 인력들의 경우이다. 그

들이 헌법재 소에 근무하면서 헌법소송에 한 인식을 새롭게 하

여 견복귀된 다음, 장에서 실무를 수행함에 있어 헌법 인 사

고를 증진하는데 크게 기여하 음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

지만 그에 상응하는 두가지 측면에서의 문제 도 지 되어야 할 것

이다. 하나는 그들이 헌법연구 으로서 헌법재 소에 수된 심

사건에 해 구체 인 검토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법원을 비롯

한 법원의 이해와 상충되는 사안이 등장하 을 경우 과연 공정하게

견해의 제시가 이루어졌었을 것이라고 기 할 수 있는가 하는 이

다. 하나는 견복귀가 이루어진 다음 그들이 보여 일련의 행

태도 조심스럽게 추 해 보아야 할 것이다. 즉 법원과 헌법재

소 사이에서 제기된 각종 민감한 사안에 해 그들이 개하는 논

리의 흐름을 일별해 보면, 헌법재 소에 기여하는 측면은 상 으

로 취약한 것이 아닌가 한다.

다른 하나로는 박사학 를 취득한 학자들을 헌법연구원이나 헌법

연구 보로 확보하여 활용하고 있지만, 그들 역시 기회만 닿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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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계, 특히 학으로 진출하려는 흐름이 일반화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그것은 그들이 헌법재 소에 머물러도 장래에 한 희망이

많지 않고 근무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그들에게

일방 인 사명감만을 요구하는 것은 지나친 것이 아닐까 한다. 그

다면 그들이 머물 수 있도록 각종 여건을 개선해 이 바람직하

다고 하겠다.

둘째, 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 등

과 련한 소송에 해서는 재 법원과 각 법원의 할사항으

로 하고 있지만, 이는 치 않다고 본다. 이것 역시 헌법소송에

해당하므로 헌법소송을 헌법재 소가 담하도록 입법 개선이 있

어야 할 것이다.

셋째, 추상 규범통제에 한 근거규정을 신설하여 법률에 한

헌법소원심 의 부담을 경감시켜야 할 필요성이 단히 크다고 할

것이다.

나. 憲法  改正

헌법개정을 통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기본 으로 헌법재

체계 반에 해서 면 인 재검토를 의미하므로, 본고에서는 종

래 제시한 개선방안659)을 수정 보완하는 한도에서 검토하기로

한다.660)

첫째, 헌법재 소의 구성방법을 개선하는 것이다. 행의 구성방

법은 많은 문제 661)을 내포하고 있음에 따라 헌법재 소를 강화함

659) 특히 헌법재 소의 할사항, 헌법재 소 결정의 효력과 헌법률의 운명, 헌여부결정에

있어서 정족수의 조정 등에 해서는 拙稿, 憲法裁判硏究 제7권, 393면 이하 참조.

660) 이에 한 사항은 拙稿, 現行憲法上 權力構造의 改編必要性에 한 檢討. 이른바 野大

와 大野 로 인해 야기되는 극단 인 現狀을 지켜보면서, 公法硏究 제26집 제3호, 1998.

6., 292면 이하 참조.

661)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첫째 재의 방법이 지분분할식으로 이루어져 있음에 따라 민주

정당성이 취약하고, 둘째 정당제가 활성화됨에 따른 응책을 마련치 못하고 있으며, 셋

째 헌법재 의 독립성이 침해되고, 넷째, 정치 공평성의 확보가 불가능하다는 등을 들

수 있다. 상세한 내용은 拙稿, 憲法裁判所의 國家權力構造上 機能的 地位의 提高方案. 現行

憲法의 構造的 問題點과 그 解決方案과 련하여, 裵俊相敎授停年紀念論文集, 1997. 3., 法

元社, 256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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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써 정당국가화 경향에 해 보완함과 아울러 실질 인 권력분

립을 구 하도록 모색하는 것이다.662) 즉 헌법재 의 추천권을 국

회의석의 과반수를 유하지 못한 정당에게 부여하고 국회의 의결

을 받아 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이다.663) 이 게 추천된 헌

법재 후보자가 국회에서의 선출 차를 통과하기 해서는 소수

의 입장에 부합하는 인물이어서도 안될 것이고, 다수 에 부

합해서도 안될 것이다. 결국 이러한 방법에 의해 선출된 재 은

철 하게 정치 인 불편부당성을 지니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 방

안은 우리 헌법이 정당국가화 경향에 한 아무런 보완장치도 마련

하지 못하고 있다는 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664) 즉 정당을

통한 입법권과 행정권의 통합은 통령제 정부형태에서는 필연 으

로 통령의 독재로 귀착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 실이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은 헌법 인 수 에서 고려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다.665)

둘째, 헌법재 소의 할사항을 확 하는 것이다. 이것은 두가지

로 나 어 제시할 수 있다. 그 하나는 헌법재 소의 할사항을 확

하는 것으로 추상 규범통제의 확 , 헌법의 최종 인 유권해석

의 명시, 선거소송등의 헌법소송의 이 , 재 소원의 허용 등이 해

당된다. 다른 하나로는 헌법재 소에의 근통로를 확 하는 것으

662) 이에 한 상세한 내용은 拙稿, 裵俊相敎授停年論文集, 261면 이하 참조.

663) 拙稿, 裵俊相敎授停年論文集, 261면 이하 참조.

664) 이 방안을 채택함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문제 과 책에 해서는 拙稿, 裵俊相敎授停

年論文集, 267면 이하 참조.

665) 재 통령은 각종 국가기 의 임명권을 가지고 국회는 단지 임명에 한 동의권을 행사

할 따름이다. 다시 말하면 통령이 국가기 의 담당후보자를 선택하여 국회에 임명동의를

받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바로 이에 해 헌법 통제를 가하는 것이다. 어차피 국회의 동

의는 통령 소속 정당인 여당이 과반수를 차지할 경우 단지 형식 인 차에 지나지 않는

다. 그 다면 이에 해 헌법재 후보자의 선택권을, 즉 국가기 구성의 주도권을 소수

에게 부여하는 것이다. 이 게 할 경우 소수 인 야당은 국회의 선출 차를 통과할 수

있는 후보자를 선택할 수 밖에 없게 된다. 게다가 자신에게 불리한 여당성향의 후보자도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 그 다면 국가기 을 구성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정당의 개입으로

인한 행 상을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이에 한 반론으로 여당이 과반수의석

을 차지하지 못하고 단일야당이나 야당연합세력이 과반수의석을 차지할 경우에는 어떻게

응할 것인가하는 을 지 할 것이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다른 국가기 을 담당할 후보

자의 선택권을 정부․여당에게 부여하면 문제되지 않는다고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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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추상 규범통제나 권한쟁의심 의 청구인 격을 국회의 소수

에게도 인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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