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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반사실 공표명령과 양심의 자유 -

(2002. 1. 31. 2001헌바43, 례집 14-1, 49)

김 승
*

1)

【 시사항】

1. 양심의 자유의 보호 범

2. 사업자단체의 공정거래법 반행 가 있을 때 공정거래 원회가 당해

사업자단체에 하여 법 반사실의 공표를 명령하는 것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3. 법 반사실 공표명령이 일반 행동 자유권이나 명 권등을 과잉

되게 침해하는지 여부

4. 법 반사실 공표명령이 무죄추정 진술거부권의 보장에 배되

는지 여부

【심 상】

이 사건 심 상은 독 규제 공정거래에 한법률(1999. 2. 5. 법률 제

5813호로 개정된 것) 제27조 ‘법 반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다’는 부

분이 헌법에 반하는지 여부인바, 이 사건 법률조항 련 규정의 내용

은 다음과 같다.

* 헌법연구 ,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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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사건 법률조항

독 규제 공정거래에 한법률 제27조(시정조치) 공정거래 원회는 제

26조(사업자단체의 지행 )의 규정에 반하는 행 가 있을 때에는 당

해 사업자단체(필요한 경우 련 구성사업자를 포함한다)에 하여 당해

행 의 지, 법 반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2. 련 규정

독 규제 공정거래에 한법률 제26조(사업자단체의 지행 ) ①사업자

단체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 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구성사업자(사업자단체의 구성원인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

업내용 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

【사건의 개요】

1. 심 청구에 이르게 된 경

가. 청구인(사단법인 한병원 회)은 병원 이상의 의료기 , 국공립병

원 군병원의 병원장 는 그 의료책임자 등을 구성사업자로 하여 설립

된 결합체로서 독 규제 공정거래에 한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고 한

다)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에 해당한다.

나. 보건복지부가 2000. 7. 1.자로 의약분업을 시행함을 앞두고 의약품유

통구조의 투명화를 하여 1999. 11. 15. ‘의약품실거래가 상환제’를 실시하

자, 같은 달 30. 서울 소재 장충체육 에서 청구인과 청구외 사단법인 한

의사 회의 공동주최로 제1차 의사집회를 개최하고 이어서 2000. 2. 17. 서

울 여의도 문화 장에서 제2차 규모 의사 회를 개최하 다.

다. 이에 청구외 공정거래 원회는 청구인의 행 가 구성사업자들로

하여 휴업 는 휴진을 하게 함으로써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는 활동

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 로 보아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

한다는 이유로 같은 달 24. 청구인에게 동 행 를 지함과 동시에 4

앙일간지에 동 법 반사실을 공표하도록 함과 아울러 청구인을 고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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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의 시정명령등 처분을 하 다.1)

라. 청구인은 공정거래 원회를 상 로 처분의 무효 혹은 취소를 구

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당해 소송이 계속 처분의 근거조항인 법

제27조의 헌제청신청을 하 으나 2001. 5. 17. 당해 소송 법원이 이를

기각하자 헌법재 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헌법소원을 제기하

다.

2. 청구인의 주장과 이해 계인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공정거래 원회로부터 이 사건 법률조항인 공정거래법 제27조

에 의거하여 ‘청구인이 그 회원들에게 이 사건 의사 회에 참가하라고 권

고하는 행 를 함으로써 공정거래법에 반하 다는 사실을 시인하고 이를

공표하라’는 것인데, 이 사건 법률조항 법 반사실의 공표명령부분은

(1) 공정거래법 반의 잘못을 질 다고 믿지 않는 자에게 본심에 반하

여 법행 를 자인하는 의미의 의사표시를 강요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보

장된 양심의 자유,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를 바탕으로 한 인격권을 침

해하는 것이고 (2) 형사소추기 에 고발하는 결정권을 갖고 있는 공정거래

원회가 그 고발사실에 하여 행 자 이름으로 그 반사실을 스스로 공

표할 것을 명하고, 나아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일정한 범 의 형벌을

부과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결국 조항은 묵비권을 침해하여 형사상 자기

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한 것이며 (3) 공정거래법 반행 에 하여 이

를 시정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수단으로 시정명령, 과징 부과, 형사처벌 등

1) 동 시정명령 내용의 문은 다음과 같다.

시정명령등

1. 피심인은 구성사업자들로 하여 휴업 는 휴진을 하도록 함으로써 구성사업

자의 사업내용 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 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1의 행 를 함으로써 독

규제 공정거래에 한법률을 반하 다는 사실을 4개 앙 일간지( )에 5단

×37cm크기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에 각 1회 게재함으로써 공표

하여야 한다. 단, 공표 련 상 일간지의 범 , 게재면, 문안 활자의 크기는

사 에 공정거래 원회의 의를 거친 것이어야 한다.

3. 피심인을 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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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되어 있는데도 그 이외에 구태여 양심의 자유와 인격권을 침해하는

요소를 갖는 공표명령까지 규정함은 과도하고도 불필요하게 국민의 기본권

을 제한하는 것으로 과잉 지의 원칙에 배된다.

나. 헌심 제청신청기각이유 공정거래 원회의 의견

공정거래 원회의 이 사건 처분 (1) 공표명령 부분은 신청인으로 하

여 공정거래법을 반하 다는 사실을 밝히고 그 뜻을 표명하라는 데에

그치는 것이어서 윤리 결정을 강요한 것이 아니고 양심의 자유나 인격권

을 침해하지 아니하 고, (2) 공표의 결과가 바로 범죄의 직 증거로

활용된다고 보기 어려워 형사상 불리하다고 할 수 없으며, 진술거부권이나

묵비권을 침해한 것도 아니고, (3) 자본주의 사회의 경쟁원리를 합리 으로

확보하기 한 공정거래법의 내용을 반한 사업자단체에게 그 반사실의

공표를 명하는 것은 법의 목 에 비추어 볼 때 수단의 성이 인정되고

과도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워 헌법상 과잉 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

기 어렵다.

【결정요지】

1. 헌법 제19조에서 보호하는 양심은 옳고 그른 것에 한 단을 추구

하는 가치 ․도덕 마음가짐으로, 개인의 소신에 따른 다양성이 보장되

어야 하고 그 형성과 변경에 외부 개입과 억압에 의한 강요가 있어서는

아니되는 인간의 윤리 내심 역이다. 따라서 단순한 사실 계의 확인과

같이 가치 ․윤리 단이 개입될 여지가 없는 경우는 물론, 법률해석에

하여 여러 견해가 갈리는 경우처럼 다소의 가치 련성을 가진다고 하더

라도 개인의 인격형성과는 계가 없는 사사로운 사유나 의견 등은 그 보

호 상이 아니다.

2.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경제규제법 성격을 가진 공정거래법에 반

하 는지 여부에 있어서도 각 개인의 소신에 따라 어느 정도의 가치 단이

개입될 수 있는 소지가 있고 그 한도에서 다소의 윤리 도덕 련성을

가질 수도 있겠으나, 이러한 법률 단의 문제는 개인의 인격형성과는 무

하며, 화와 토론을 통하여 가장 합리 인 것으로 그 내용이 동화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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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렴될 수 있는 포용성을 가지는 분야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 제19

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양심의 역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사업자단

체의 공정거래법 반행 가 있을 때 공정거래 원회가 당해 사업자단체에

하여 법 반사실의 공표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한 이 사건 법률조항 부분

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3. 공정거래법 반행 의 내용 형태에 따라서는 일반공 이나 련

사업자들이 그 반여부에 한 정보와 인식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공정거

래 원회의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법사실의 효과가 지속되는 사례가 발

생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조속히 법 반에 한 요 정보를 공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일반공 이나 련 사업자들에게 리 경고함으로써 계속되

는 공공의 손해를 종식시키고 법행 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는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해서는 일반공 이나 련 사업자들의 의사결정

에 요하거나, 그 권리를 보호하기 하여 실질 으로 필요하고 하다

고 인정될 수 있는 구체 정보내용을 알려주는 것이 보다 효과 일 것이

다. 그런데 소비자보호를 한 이러한 보호 , 경고 , 방 형태의 공표

조치를 넘어서 형사재 이 개시되기도 에 공정거래 원회의 행정처분에

의하여 무조건 으로 법 반을 단정, 그 피의사실을 리 공표토록 한다면

이는 지나치게 범 한 조치로서 앞서 본 입법목 에 반드시 부합하는

합한 수단이라고 하기 어렵다. 나아가 ‘법 반으로 인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에 의할 경우, 입법목 을 달성하면서도 행 자에 한 기본권

침해의 정도를 히 감소시키고 재 후 발생가능한 무죄로 인한 혼란과

같은 부정 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므로, 법 반사실을 인정 하

고 이를 공표시키는 이 사건과 같은 명령형태는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

는 것이 된다.

4. 공정거래 원회의 고발조치 등으로 장차 형사 차내에서 진술을 해야

할 행 자에게 사 에 이와 같은 법 반사실의 공표를 하게 하는 것은 형

사 차내에서 법 반사실을 부인하고자 하는 행 자의 입장을 모순에 빠뜨

려 소송수행을 심리 으로 축시키거나, 법원으로 하여 공정거래 원회

조사결과의 신뢰성 여부에 한 불합리한 단을 발할 소지가 있고 이는

장차 진행될 형사 차에도 향을 미칠 수 있다. 결국 법 반사실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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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은 공소제기조차 되지 아니하고 단지 고발만 이루어진 수사의 기단

계에서 아직 법원의 유무죄에 한 단이 가려지지 아니하 는데도 련

행 자를 유죄로 추정하는 불이익한 처분이 된다.

【해 설】

1. 헌심 상범 의 확장 가능 여부

가. 공정거래법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 이외에도 각 반행 의 유형별로

별된 각 장별로 시정조치에 한 조항이 설치되어 있고, 동 조항들은 모

두 ‘법 반사실의 공표’를 시정조치의 한 수단이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

다.(동 법 제5조, 제16조, 제21조, 제24조, 제31조) 나아가 1999. 2. 5. 법률

제5814호로 제정된 표시‧ 고의공정화에 한법률에도 부당한 표시 고에

한 시정조치의 한 수단으로 ‘법 반사실의 공표’가 규정되어 있다.(동 법

제7조 제1항) 이와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체 공정거래법의 체계상으

로는 독 규제 공정거래에 반하는 내용의 행 유형별로 규정된 시정조

치 조항들 의 하나에 불과하고, 앞서본 조항들은 이 사건 법률조항과 체

계 으로 불가분하며, 동일 내지 유사한 헌법 심사척도가 용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나. 헌법재 소의 련 례

이 사건의 경우와 직 으로 유사한 사례에 한 헌법재 소의 결정례

는 발견되지 않는다. 그러나 헌제청은 개정 법률조항에 하여 이루어

졌지만 개정법률 는 다른 유사법률에 제청신청된 법률과 마찬가지의

헌성이 있는 경우, 이에 하여 심 상을 확장할 수 있는가 하는 에

하여 헌법재 소는 부정 입장을 취하고 있다.(헌재 2001. 4. 26. 2000헌

가4, 공보 56, 416, 418),

다만 제청법원이 단일 조문 체를 헌제청하고 그 조문 체에 같은

심사척도가 용될 심사 상인 경우에 그 조문 체에 하여 심 상을

확장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헌법재 소는 이와 련하여 법률조항 당

해사건의 재 에서 용되지 않는 내용이 들어 있는 경우에도 “제청법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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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 조문 체를 헌제청하고 그 조문 체가 같은 심사척도가 용될

헌심사의 상인 때”에는 그 조문 체가 심 상이 된다고 하 다.(헌

재 1996. 11. 28. 96헌가13, 례집 8-2, 507, 516).

다. 평 가

독일의 경우에는 연방헌법재 소법 제82조 제1항, 제78조 제2문(“동일한

법률의 다른 규정이 동일한 이유로 기본법 는 기타의 연방법률과 합치하

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연방헌법재 소는 그 규정도 무효로 선언할 수 있

다”)에 의하여 같은 조문 가운데의 내용에 하여만이 아니라 동일한 법률

의 다른 규정에 하여까지 심 상을 확장하고 있는바(BVerfGE 78,

77; 78, 132),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독일과 같은 명문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독일의 법 상황과는 차이가 있다.

이 사건의 경우 단일 조문내의 문제가 아니라 단일 법률의 다른 조항 나

아가 다른 법률의 내용이 문제되는 경우이므로 비록 법체계상 헌법 평가

가 유사하게 내려질 요소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각 조항들

에 따라서는 독자 인 입법목 과 고유한 존재의미가 있을 수 있고 이

에 하여는 동 조항 자체에 한 별개의 헌법심사가 이루어짐에 의하여

이해 계자의 의견과 자료를 제시받아 심층 단되어야 하고 일 단은

하지 아니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이 사건 법률조

항이외의 조항에 포함되어 있는 시정조치로서의 ‘법 반사실의 공표’ 부분

에까지 심 의 범 를 확장할 필요가 없다고 할 수 있다.2) 이 사건 결정의

이유에서 이 문제에 하여 명확히 언 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주문에서 당

해 법률조항에 한정하여 헌을 선고하고 있는 것은 이와 같은 단을

제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2.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경과

가. 1980. 12. 31. 법률 제3320호로 제정된 독 규제 공정거래에 한법

2) 그러나 이 사건 법률조항의 ‘법 반사실의 공표’ 부분이 헌결정됨으로써 타 조

항에 규정된 ‘법 반사실의 공표’ 부분도 사실상 규범력을 잃을 것이고, 시정조치

의 한 수단으로서의 실효성도 상실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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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에 이 사건 법률조항은 제6장 사업자단체 편에 제19조 제1항으로 설치되

었고, 동 조항은 ‘경제기획원장 은 제18조의 규정3)에 반하는 행 가 있

을 때에는 당해 사업자단체에 하여 당해 행 의 지 기타 시정을 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 다.

나. 동 법률은 1990. 1. 13. 법률 제4198호로 면개정되어 이 사건 조항

은 제27조로 편제되었는바, 동 조항(시정조치)은 ‘공정거래 원회는 제26조

에 반하는 행 가 있을 때에는 당해 사업자단체에 하여 당해 행 의

지, 정정 고, 법 반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 다. 그 입법의 취지는 동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하여 시정조치수단을 강화하고자 한 것으로 구체 으로는 ‘정정 고와 법

반사실의 공표’라는 시정조치 수단이 새로 부가되어 명문화되었다.

다. 동 조항은 1992. 12. 8. 다시 개정되었는바, 시정명령 상인 사업자단

체에 필요한 경우 ‘구성사업자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시정조치의 실

효성을 제고하고자 하 다.

라. 1996. 12. 30. 개정에서는 ‘‧‧‧제26조‧‧‧’부분을 ‘‧‧‧제26조(사업자단

체의 지행 )‧‧‧’로 하여 조문의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하는 자구수정을

행하 다.

마. 1999. 2. 5. 개정은 ‘표시‧ 고의공정화에 한법률’의 제정에 따른 입

법체계의 정비에 해당한다. 동 법은 독 규제 공정거래에 한법률에 규정

된 표시‧ 고 련 제도의 미비 을 보완하여 부당한 표시‧ 고를 상세히

규정하고 이에 한 시정조치로서 정정 고를 할 수 있도록 별도로 규율하

으므로 독 규제 공정거래에 한법률상의 이 사건 조항에 있던 ‘정정

고’부분을 삭제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법개정의 경과에 따라 행법상 사업자단체의 지행 반

에 한 시정조치로서는 당해 행 의 지, 법 반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

을 한 필요한 조치 만이 남게 되었다.

3) 제18조는 사업자단체의 지행 를 열거한 조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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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교법 검토

가. 미 국

(1) 일반 차

1915년 설립된 미연방거래 원회(U.S. Federal Trade Commission, 이하

FTC라고 한다)는 독 지 공정거래업무를 장하는 독립규제 원회로

서 우리 공정거래 원회 제도의 원형이다. FTC는 임기 7년의 5인의 원

으로 구성되는바 원은 상원의 동의를 얻어 통령이 임명한다. FTC는

독 지 공정거래 련 법률의 집행을 담당하며, 동 법 반사건을 조

사하여 처리할 권한을 가진다. 조사는 계자에 한 임의 조사에 의거

하여 행하는 비조사(preliminary investigation)와 비조사로는 미흡한

사항을 강제 조사방법까지 동원하여 보완함으로써 조사를 완료하는 본조

사(full investigation)의 단계로 행하여 진다. 조사결과 법 반이 인정되면

당사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내리는 합의시정명령(consent order)을 내릴 수

있으나, 당사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행정고발(administrative

complaints)을 하게 된다. 동 고발에 의하여 원회 심결 차(commission

adjudication)가 시작된다. 심리는 1단계로 1인의 행정심 이 담당하는

비심리의 형태로 진행되며 동 차에서 증인신문, 소환등을 통한 청문회가

개최되고 사실조사가 이루어진다. 동 결과에 따라 행정심 은 비심결

(initial decision)을 내리는데 당사자가 이에 불복하거나 원회가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원회의 최종심결(final orders) 차에 회부된다. 원회의

심리결과는 최종명령으로 공표되며 동 명령에는 당해 반행 의 지

(cease and desist orders)와 기타 원회가 하다고 단하는 보조

명령(anciliary mandate)이 포함된다.

(2) 법행 에 한 FTC 조치의 범

FTC는 법행 에 한 조치를 행함에 있어서 지명령을 포함한 범

한 형태의 명령을 재량으로 발할 수 있다. 여기에는 단순히 소극 인

지명령의 정도를 넘어서 극 (affirmative) 조치를 하는 것이 포함된다.

계속되는 공공의 손해와 과거 법행 의 효과를 종식시키고 법행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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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혹은 유사 방식으로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하여 필요한 모든 조

치를 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다. 그리고 FTC가 합의시정명령이나 심결 차

를 거친 경우에는 범 한 역에서 ‘ 고에 의한 극 공표(affirmative

advertising disclose)'를 명할 권한을 가진다.

이러한 공표명령이 인정된 사례를 보면, 소비자의 신용거래의 부정 측

면, 특정 상품의 소비자측 의무의 한계, 토지거래와 련된 투자 험, 특정

상품의 가치나 효용의 한계, 상품의 성분에 한 정보의 한계, 가정방문

매원의 진정한 방문목 , 특정 상품에 상되는 해로운 효과 등을 알리도

록 하는 것이나, 소비자의 의사결정에 요하거나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

기 하여 실질 으로 필요하다고 평가되는 정보를 알려주는 것 등이다.4)

나아가 FTC는 이와 같은 보호 , 경고 , 방 형태의 공표조치를 넘

어서 ‘시정 형태의 고조치(corrective advertising)’를 요구할 수도 있다.

FTC는 특정 회사가 그 구강청소액이 감기와 기 지통증을 방하는 효과

가 있다고 80년간 고해온 것을 확인하고 동 회사에 하여 그 시정 고

를 함에 있어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 하도록 하는 명령을 내린 바 있고

법원은 이와 같은 FTC 명령의 합헌성을 인정하 다.5)

(3) FTC 조치의 헌법 한계

그러나 법행 의 시정을 한 조치의 형태와 내용을 정함에 있어서

FTC가 가지는 범 한 재량에는 헌법 한계가 있다. 허 고의 시정조

치에는 수정헌법 제1조가 용된다. 동 조항에 따라 허 과장 고의 지

조치가 허용되기는 하지만 그 내용상 기망(deception)을 방하거나 과거의

기망효과를 시정하는데 필요한 한도 내에서의 구제조치만이 허용될 수 있

다고 함이 례이다.6) 즉, FTC의 시정조치는 먼 연방거래 원회법에 정

한 입법목 , 즉 장래의 법 반의 방지를 포함한 구제목 에 명확히 부합

되어야 한다. 법원은 막연하고 무 범 하고 기록상 뒷받침되지 아니하

4) Section of Antitrust Law of ABA, Antitrust Law Developments, pp. 301-306

5) Warner-Lambert Co. v. FTC Case, 562 F. 2d 749(D.C. Cir. 1977) cert. denied,

435 U.S. 950(1978)

6) Porter & Dietisch, Inc. v. FTC, 605 F.2d 294, 304, 307 (7th Cir. 1979), cert.

denied, 445 U.S. 950(1980) 등 다수의 연방고등법원 례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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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FTC의 명령은 취소하여 왔다. 법원이 이를 단함에 있어서는 반의

정도와 기간, 빈번성, 당해 회사의 업의 성격과 경쟁 련법 반 력,

당해 회사측에서 법 반사실을 확신하고 있었는지 혹은 법규상의 불명확성

으로 인하여 다른 견해를 가졌는지 여부등을 모두 종합하여 고려한다. 만

약 시정명령의 정도가 법 반 내용에 비추어 합리 인 정도를 넘어서고 있

을 경우에는 이는 지나치게 범 (overbroad)한 것으로 취소된다.7)

나. 일 본

(1) 일반 차

일본의 공정거래 원회는 총리 신 직속으로 행정 각부로부터 독립되어

있고 원장을 포함하여 5인으로 구성된다. 일본의 공정거래 련 규율은

‘私的獨占의 禁止 公正去來 確保에 한 法律’에 의한다. 동 법 반사

건에 한 조사는 원회가 지정한 심사 에 의하여 개시된다. 심사 은

법 반사건을 조사하여 인정이 된다고 단하면 당해 행 자에게 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법 제48조 제1항, 제2항)

권고를 받은 자는 지체없이 공정거래 원회에게 당해 권고의 응낙 여부

에 하여 통지하여야 하고(법 제48조 제3항), 응낙의 경우 원회는 심

차를 거치지 않고 당해 권고와 같은 취지의 심결을 할 수 있다.(법 제48

조 제4항)8)

심 차가 개시되는 경우 원회는 심 을 지정하며 문서로 피심인

에게 심 차의 개시사실을 송달하여 피심인측에서 이에 한 비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송달일로부터 30일 이후에 심 기일을 지정하고 피심인은

자신의 입장과 답변을 서면으로 작성 제출할 수 있다. 심 차는 원칙

으로 공개하며 심사 측과 행 자측의 주장을 듣고 증거를 조사한다. 심

은 심 차 종료후 30일 이내에 심결안을 작성하여 원회에 제출하고

7) 컨 , ‘ITT Continental Baking Co. v. FTC, 532 F.2d 207(2nd Cir. 1976)’ 동

결에서 연방고등법원은 당해 회사에 하여 ‘어떠한 형태이든’ 모든 식품의

양성분의 허 표시를 함을 지한다고 하 던 FTC의 시정명령이 장래의 법 반

을 방하기 하여 고안된 조치로서의 합리성이 없다는 이유로 동 명령을 변경

하는 결을 하 다.

8) 미국의 경우 consent orders에 응되는 제도이나 반드시 필요 이 아닌 에서

미국법과 차이가 있고 후술하는 바와 같이 우리 법제와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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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회는 이를 검토하여 최종 으로 심결을 내린다.

(2) 법행 에 한 원회 조치

법 제8조는 사업자단체의 불공정거래행 의 유형을 5가지로 열거하고

이를 지하고 있으며, 제8조의2는 ‘ 조의 규정에 반하는 행 가 있을

때에는 공정거래 원회는 제8장 제2 에 규정한 차9)에 따라 사업자단체

에 하여 신고를 명하거나 는 당해 행 의 지, 당해 사업자단체의 해

산 기타 행 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법행

에 한 원회의 조치범 를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일본법은 사업자단

체의 법 반시 시정조치에 하여 우리 법의 경우와 거의 유사한 조항을

가지고 있으나, 시정조치의 내용으로 ‘법 반사실의 공표’와 같은 수단을

명문으로 허용하고 있지는 아니하다.

다. 독 일

(1) 일반 차

독일은 흔히 카르텔의 모국이라고 불릴 만큼 각종 카르텔이 성행하 는

바, 공정거래법도 이러한 부당 카르텔에 한 규제를 심으로 출발하 고,

이를 규제하는 기 도 연방카르텔청(Bundeskartellamt)등 카르텔 청

(Kartellbehörden)이다. 부당한 카르텔 등 독 행 를 비롯한 각종 경쟁제한

행 의 규율은 경쟁제한 지법(Gesetz gegen Wettbewerbsbeschränkungen)

에 의하여 행하여진다. 그리고 이와는 별도로 부정경쟁방지법(Gesetz

gegen unlautern Wettbewerb)을 두어서 고, 선 이나 상품에 한 각종

표시행 가 그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과장 등에 의하여 소비자의 이익이 침

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업거래에 있어서의 선량한 풍속의 반행 를

규제하는 것을 규제하고 있다.

규제기 인 카르텔 청은 직권 는 신청에 의하여 차를 개시한다.(경

쟁제한 지법 제54조)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하며, 당

사자의 생략동의가 없는 한 구두변론에 의하여 심리하되 변론은 원칙 으

9) 앞서 (가)항에서 기술한 일반 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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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공개하여야 한다.(동법 제56조) 카르텔 청은 필요한 모든 조사와 증거

수집을 할 수 있으며, 증인신문등 증거조사에 하여는 민사소송법을 용

한다.(동법 제57조) 카르텔 청은 종국결정이 있기 임시 상태의 규제

를 하여 가처분(Einstweilige anordnung)을 내릴 수 있다.(동법 재60조)

카르텔 청의 처분에는 그 이유가 제시되어야 하고, 행정송달법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에게 송달되어야 한다.(동법 제61조) 동 처분에 하여는 할

고등법원에 항고(Berschwerde)할 수 있다.(동법 제63조)

(2) 법행 에 한 카르텔청의 조치

독일법은 우리 법이나 일본법의 경우와 같이 규제기 시정조치의 구체

내용에 한 일반조항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 그 신 지행 를 규

정하는 각 개별조항에서 카르텔 청이 내릴 수 있는 조치를 구체 으로 정

하고 있다. 그러나 동 조항들의 내용을 보아도 당해 법 반행 의 지지

시 혹은 변경지시, 무효선언, 용 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을 뿐 법 반

사실의 공표와 같은 조치는 명문화되어 있지 아니하다.

독일법의 경우 공정거래 련 규율의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경쟁제한

지법 외에 별도로 부정경쟁방지법을 둔 것은 우리법 체계상 1999. 2. 5.

‘표시‧ 고의공정화에 한법률’을 별도로 제정하여 공정거래법에 규정된 표

시‧ 고 련 제도의 미비 을 보완하여 부당한 표시‧ 고를 상세히 규율

한 것과 유사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독일의 경우 부정경쟁방지

법 반 행 에 하여는 형사처벌의 상이 되거나 직 피해자가 가해자

에게 행 의 지 혹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

고(부정경쟁방지법 제1조), 카르텔 청은 물론 우리나라의 공정거래 원회

와 유사한 어떠한 규제기 도 이에 직 개입하는 구조로 규율하고 있지

아니하다.

4. 양심의 자유의 침해 여부

가. 헌법 제19조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라고 하여 양

심의 자유를 기본권의 하나로 보장하고 있는바, 여기의 양심이란 세계 ․

인생 ․주의․신조 등은 물론, 이에 이르지 아니하여도 보다 리 개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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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격형성에 계되는 내심에 있어서의 가치 ․윤리 단도 포함된다고

볼 것이다. 그러므로 양심의 자유에는 리 사물의 시시비비나 선악과 같

은 윤리 단에 국가가 개입해서는 안되는 내심 자유는 물론, 이와 같

은 윤리 단을 국가권력에 의하여 외부에 표명하도록 강제받지 않는 자

유 즉 윤리 단사항에 한 침묵의 자유까지 포 한다고 할 것이다. 이

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다른 나라의 헌법과 달리 양심의 자유를 신앙의 자

유와도 구별하고 사상의 자유에 포함시키지 않은 채 별개의 조항으로 독립

시킨 우리 헌법의 취지에 부합할 것이며, 이는 개인의 내심의 자유, 가치

단에는 간섭하지 않겠다는 원리의 명확한 확인인 동시에 민주주의의 정신

기 가 되고 인간의 내심의 역에 국가권력의 불가침으로 인류의 진보

와 발 에 불가결한 것이 되어 왔던 정신활동의 자유를 보다 완 히 보장

하려는 취의라고 할 것이다. 우리나라가 1990년에 가입한 시민 정치

권리에 한구제규약(이른바 국제인권규약 B규약) 제18조 제2항에서도 스스

로 선택하는 신념을 가질 자유를 침해하게 될 어떠한 강제도 받지 않는다

고 규정하고 있다(헌재 1991. 4. 1. 89헌마160, 례집 3, 149, 153-154; 헌

재 1998. 7. 16. 96헌바35, 례집 10-2, 159, 159).

나. 양심의 자유는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한 기본조건이며 민주주

의 체제가 존립하기 한 불가결의 제인 정신 자유권 에서도 가장

핵심 인 최상 기본권(Supergrundrecht)이다. 양심의 자유는 양심결정의

자유, 침묵의 자유, 양심상 결정을 표명하거나 실 할 자유로 분류되는 바

그 양심결정의 자유와 침묵의 자유는 어떠한 경우에도 규제될 수 없

다.10) 이 사건의 경우 당해 행 자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내심의

단을 외부에 공표하도록 요구받고 있는 것이므로 만약 양심의 자유의

역에 든다면 이는 침묵의 자유의 침해가 될 것이다. 그 다면 결국 이 사

건 법 반사실의 공표명령이 양심의 자유의 역의 문제가 된다면 이는 바

로 내면 정신 역에 한 침묵의 자유의 침해로서 더 이상 살펴볼 필요

가 없이 바로 헌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의 경우 과연 ‘양심’의

역범 에 들 수 있는 문제인가에 한 단이 먼 필요하다.

다. 헌법재 소는 명 훼손의 사죄 고 결의 헌결정에서 비행을 질

10) 양심의 자유에 한 제한이론 통설인 ‘내면 무제한설’의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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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믿지 않는 자에게 본심에 반하여 사죄 내지 사과를 강요하는 것은

윤리 도의 단을 강요하는 것으로서 양심의 자유 침묵의 자유의

침해라고 시한 바 있다.11)

이 사건 법률조항의 경우 ‘법 반사실의 공표’를 명하는 것이 과연 사죄

혹은 사과의 의미를 가지는 것인지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법규정의

문언상 단순히 법 반사실 자체를 공표하라는 것일 뿐 사죄 내지 사과하라

는 의미요소를 더 가지고 있지 아니하며 원회의 실제 운용에 있어서도

‘……내용의 행 를 함으로써 공정거래법을 반하 다는 사실’을 일간지등

에 공표하라는 식으로 명령하고 있는바, 이는 행 자에게 사죄 내지 사과

11) 1991. 4. 1. 89헌마160 례집 3, 149면：154면～155면 ; 동 결정문 사죄의 강

요가 양심의 자유와 인격권의 침해가 된다는 을 설시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사죄 고제도란 타인의 명 를 훼손하여 비행을 질 다고 믿지 않는 자에게

본심에 반하여 깊이 “사과한다.” 하면서 죄악을 자인하는 의미의 사죄의 의사표시

를 강요하는 것이므로, 국가가 재 이라는 권력작용을 통해 자기의 신념에 반하여

자기의 행 가 비행이며 죄가 된다는 윤리 단을 형성강요하여 외부에 표시하

기를 명하는 한편 의사․감정과 맞지 않는 사과라는 도의 의사까지 포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사죄 고의 강제는 양심도 아닌 것이 양심인 것처럼 표 할 것의

강제로 인간양심의 왜곡․굴 이고 겉과 속이 다른 이 인격형성의 강요인 것으

로서 침묵의 자유의 생인 양심에 반하는 행 의 강제 지에 되는 것이며

따라서 우리 헌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정신 기본권의 하나인 양심의 자유의 제

약(법인의 경우라면 그 표자에게 양심표명의 강제를 요구하는 결과가 된다.)이

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더 나아가 원래 깊이 “사과한다”는 행 는 윤리 인 단․감정 내지 의사의 발

로인 것이므로 본질 으로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자발 인 것이라야 할 것이

며 그때 비로소 사회 미덕이 될 것이고, 이는 결코 외부로부터 강제하기에 합

치 않은 것으로 이의 강제는 사회 으로는 사죄자 본인에 하여 굴욕이 되는 것

에 틀림없다. 사과의 정도에 따라 굴욕감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어도  사

과 의 문구가 포함되는 한 그것이 마음에 없는 것일 때에는 당사자의 자존심에

큰 상처요 치욕임에 다름없으며, “사과문”, “진사문”, “해명서” 등 어떠한 명목의

것이든 계없이 그러하다. 더구나 사죄 고란 양심의 자유에 반하는 굴욕 인 의

사표시를 자기의 이름으로 신문․잡지 등 매체에 게재하여 일반 세인에게

리 포하는 것이다. 이러한 굴욕 인 내용을 온 세상에 포하면서도 그것이 소

송의 성질상 형식 형성의 소에 하는 것임에 비추어 그 구체 내용이 국가기

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본인의 자발 의사형성인

것 같이 되는 것이 사죄 고이며 본인의 의사와는 무 한 데도 본인의 이름으

로 이를 외 으로 표명되게 되는 것이 그 제도의 특질이다. 따라서 사죄 고 과

정에서는 자연인이든 법인이든 인격의 자유로운 발 을 해 보호받아야 할 인격

권이 무시되고 국가에 의한 인격의 외형 변형이 래되어 인격형성에 분열이 필

연 으로 수반되게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사죄 고제도는 헌법에서 보장된 인격

의 존엄과 가치 그를 바탕으로 하는 인격권에 큰 해도 된다고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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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경우 례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사죄 내지 사과를 강요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심의 자유등 기본권의 침해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라. 양심은 옳고 그른 것을 추구하는 윤리 도덕 마음가짐으로 다양

성이 보장되어야 하고 컨센서스가 불가능한 인간의 윤리 도덕 내심

역의 문제이다. 이는 단순한 사유, 의견, 사상, 확신 등과는 다르다고 할 것

이다. 법률해석의 문제를 포함한 어떤 특정한 사항에 하여 가지는 사람

의 사유, 의견, 사상, 확신등도 어느 정도 윤리 도덕 련성을 갖는 것

은 사실이지만, 그것들은 컨센서스가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서로 화와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그 내용이 동화되거나 변질될 수 있는 포용성을 가

지므로 헌법 제19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양심의 역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고 함이 상당하다.

이 사건의 경우 공정거래법 반 여부의 법률 단에 하여 사람에

따라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이러한 견해와 소신은 상호간의 토론이

나 화에 의하여 가장 바람직한 모양으로 동화될 수 있는 문제이며, 반드

시 양심의 역에서 그 다양성이 보장되는 가치 윤리 단이라고 하기

어렵다.

따라서 법 반사실의 공표를 명하고 있을 뿐인 이 사건 조항은 이 사건

결정에서 단하고 있는 바와 같이 반행 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수

는 없다고 보아야 정당한 것이다.

5. 일반 행동의 자유 등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기본권의 침해 여부

그러나 앞서본 바와 같이 이 사건의 경우 양심의 자유의 침해의 문제까

지는 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일반 행동자유권, 명 권 등 타 기본권의

침해 여부는 문제가 될 것이다.

헌법 제37조 제1항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

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은 헌법 제10조에서 규정한 인간의 존

엄과 가치를 리기 하여 필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헌법에 규정하지 아

니한 모든 자유와 권리를 보장함을 의미한다고 함이 통설이다.12) 이에

12) 권 성, 헌범학원론, 340면; 허 , 한국헌법론, 319면; 김철수, 헌법학개론, 357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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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헌법 제37조 제1항에 의하여 보장되는 기본권으로 표 인 것이 일

반 행동자유권과 명 권 등이다. 생각건 이 사건의 경우 행 자가 자

신의 법 반 여부에 하여 원회와는 단을 달리 하고 있음에도 불구

하고 불합리하게 법률에 의하여 이를 공표할 것을 강제 당한다면 동 행

자에 한 일반 행동자유권과 명 권의 침해 여부가 당연히 문제될 것

이다.

6. 무죄추정의 원칙의 배와 진술거부권의 침해 여부

헌법 제27조 제4항은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

죄로 추정된다”고 규정하여 이른바 무죄추정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무

죄추정의 원칙은 형사 차와 련하여 아직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피의

자는 물론 비록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이라 할지라도 유죄의 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원칙 으로 죄가 없는 자로 다루어져야 하고, 그 불이익은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이 원칙은 언제나 불리한 처지에

놓여 인권이 유린되기 쉬운 피의자나 피고인의 지 를 옹호하여 형사 차

에서 그들의 불이익을 필요한 최소한에 그치게 하자는 것으로서 인간의 존

엄성 존 을 궁극의 목표로 하고 있는 헌법이념에서 나온 것이다. (1997. 5.

29. 96헌가17 례집 9-1, 509면 : 517면)

한 헌법 제12조 제2항은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진술거부권을 보장하 는바 이는 피고인이나 피의

자가 수사 차 는 공 차에서 수사기 는 법원의 신문에 하여 진

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러한 진술거부권은 형사 차 뿐만

아니라 행정 차나 국회에서의 조사 차에서도 보장된다. 진술거부권은 고

문등 폭행에 의한 강요는 물론 법률로서도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함을 의

미한다(헌재 1997. 3. 27. 96헌가11, 례집 9-1, 245, 266).

헌법재 소의 례는 형사사건으로 공소제기가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변

호사에 하여 업무정지명령을, 교원 혹은 공무원에 하여 무조건 인 직

해제처분을 각 하도록 한 것은 아직 유무죄가 가려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유죄로 추정하는 것이 되며 이를 제로 한 불이익한 처분이라고 시한

바 있다.13)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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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법률조항의 법 반사실 공표명령은 그 자체가 형사 차의 일부

는 아니고 고발로 인하여 형사 차가 개시되기 진행된 행정 차 종료시

에 행하여진 최종 행정처분의 하나이기는 하다. 그러나 원회의 고발조

치등으로 장차 형사 차내에서 진술을 해야할 행 자의 입장을 고려할 때

사 에 이와 같은 법 반사실의 공표를 행하게 하는 것이 형사 차에

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하여 생각하기 어렵다. 결국 법 반사실

의 공표명령은 공소제기조차 되지 아니하고 단지 고발만 이루어진 수사의

기단계에서 아직 법원의 유무죄에 한 단이 가려지지 아니한 채로

련 행 자를 유죄로 추정하는 것이 되며 이를 제로 한 불이익한 처분이

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한 진술거부권은 형사 차가 아닌 행정 차에서도 인정되고 법률에

의한 강요도 가능한 것인바, 이 사건 공표명령에 따르면 그 내용상 행 자

로 하여 형사 차에 들어가기 에 법 반행 를 자백하게 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으므로 이 사건 결정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은 진

술거부권도 침해한다고 보아야 정당할 것이다.

13) 변호사법 제15조에서 변호사에 해 형사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되었다는 사실만

으로 업무정지명령을 발하게 한 것은 아직 유무죄가 가려지지 아니한 범죄의

의사실뿐 확증없는 상태에서 유죄로 추정하는 것이 되며 이를 제로 한 불이익

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헌재 1990. 11. 19. 90헌가48, 례집 2, 393, 402).

14) 교원에 해 형사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직 해제처분을 행

하게 하고 있는 것은 아직 유무죄가 가려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유죄로 추정하는

것이 되며 이를 제로 한 불이익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공소의 제기가 있는 피

고인이라도 유죄의 확정 결이 있기까지는 원칙 으로 죄가 없는 자에 하여 취

하여야 하고, 불이익을 입 서는 안 된다고 할 것으로 가사 그 불이익을 입힌다

하여도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비례의 원칙이 존 되어야 하는 것이 헌법

제27조 제4항의 무죄추정의 원칙이며, 여기의 불이익에는 형사 차상의 처분뿐만

아니라 그 밖의 기본권제한과 같은 처분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4. 7.

29. 93헌가3등, 례집 6-2, 1-14, 12).

15) 기소된 사안의 법성의 정도, 증거의 확실성여부 상되는 결의 내용 등

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형사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 당해 공무원을 일률 으

로 결의 확정시까지 직 해제처분을 하도록 한 구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

항 단서는 헌법 제37조 제2항의 비례의 원칙에 어 나서 헌법 제15조의 직업선택

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며 한 무죄추정의 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27조 제4항에

도 반된다(헌재 1998. 5. 28. 96헌가12, 례집 10-1, 560, 568-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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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과잉 지 원칙의 배 여부

가. 입법목 의 정당성

법 반사실을 공표함으로써 국민의 일반 행동자유권이나 명 권을 제

한하는 법률은 그 목 이 헌법상 허용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한 것이어야 하고 그를 넘어서 제한을 정당화하는 공익이나 처하여야 할

험이 어느 정도 명백하게 실 으로 존재해야만 비로소 헌법에 반되

지 아니한다.

공정거래법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진하여 창의 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 을 도모함을

목 으로 한다. 한 공정거래법 반의 행 가 있을 때 동 법 반사실의

공표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한 이 사건 법률조항 부분의 입법목 은 ‘계속되

는 공공의 손해와 과거 법행 의 효과를 종식시키고 법행 가 동일 혹

은 유사 방식으로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하여 필요하다는 데에 있는

것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입법목 은 입법자가 추구할 수 있는 헌법상 정당한 공익이라고

할 것이고, 한 요한 것으로서 이러한 공익을 실 하여야 할 실 필

요성이 존재한다는 것도 명백하다.

나. 수단의 합성

수단의 합성과 침해의 최소성을 심사함에 있어서는 입법자의 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는 소극 심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입법자로 하여

법률이 공익의 달성이나 험의 방지에 합하고 최소한의 침해를 가져오

는 수단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납득시킬 것이 요청된다(헌재 1999. 12. 23.

99헌마135, 례집 11-2, 800, 818).

공정거래법 반행 의 내용과 형태에 따라서는 일반 공 이나 련 사

업자들이 그 반여부에 한 정보와 인식이 부족함으로 인하여 공정거래

원회의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법사실의 효과가 지속되고 피해가 계속

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조속히 동 법 반에 하여

요한 정보를 공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일반 공 이나 련 사업자들에게 시

기 하게 리 경고함으로써 계속되는 공공의 손해와 과거 법행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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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를 종식시키고 법행 가 동일 혹은 유사 방식으로 재발하는 것을 방

지하는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입법목 에 합한 수

단이라고 인정될 수 있기 하여는 일반 이나 련 사업자들의 의사결

정에 요하거나 그 권리를 보호하기 하여 실질 으로 필요하고 하

다고 인정될 수 있는 구체 정보내용을 알려주는 조치가 되어야 할 것이

며, 법 반사실의 인정 여부가 형사재 에 의하여 확정되기도 에 원회

의 행정처분에 의하여 무조건 으로 법 반을 단정하여 그 피의사실을

리 공표하도록 하는 것은 지나치게 범 한 조치로서 앞서본 입법목 에

반드시 부합하는 합한 수단이라고 납득하기 어렵다.

다. 침해의 최소성

이와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의 기본권 제한수단으로서의 합성을 인정

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최소침해성의 에서 볼 때에도 동 조항이 반

드시 입법목 을 달성하면서 기본권에 한 침해를 최소화하고 있는 것

인지 의문시된다. 법 반사실에 련하여 원회가 이 사건 조항에 의하여

재 을 통한 유죄 결을 받기 이 에 이와 같은 법 반사실의 공표를 행하

는 것은 동 재 에서 무죄가 선고되어 확정되면 그 행 자에게 죄가 되지

아니하는 사실에 하여 죄가 되는 것으로 일반에 공표하도록 하는 조치가

될 것이며 이는 동 행 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권리침해를 가져올 것이다.

이를 회복시켜 주기 하여는 ‘법 반사실의 공표’에 한 정정 고를 하는

등의 방법을 써야 할 것인데 이러한 방법에 의한다고 하더라도 행 자의

이미 침해된 권리가 완 히 회복될 수 있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한편 이 사건 법률조항의 ‘법 반사실의 공표’는 해석상 행 자가 ‘공정

거래법을 반하 다는 사실을 인정하여 공표’하라는 의미이며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원회도 동 법률조항부분을 이와 같은 의미로 해석‧운용하고

있는바, 이는 행 자가 ‘동 법 반으로 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

의 공표’와는 개념상 구분될 수 있다. 그런데 원회는 행 자로 하여

‘공정거래법을 반하 다는 사실을 인정하여 공표’하라는 과잉된 조치를

하는데까지 나아가지 않고,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조치가 이루어질 시

에는 행 자가 법 반으로 조사받아 시정명령을 받는 상태에 있음을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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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하여 ‘법 반 의로 인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라는 수단을

통하여 앞서본 입법목 인 공 에 한 보호 , 경고 , 방 목 을 얼

마든지 달성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이와 같은 방법에 의한다고 하더라도

원회가 어떠한 사실 계에 하여 법 반을 문제삼아 조치한 것인지에

하여는 일반공 에게 충분히 인식시킬 수 있을 것이고 그 정도는 앞서본

이 사건 조항 부분인 ‘법 반사실의 공표’의 방법과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단된다. 이와 같이 ‘법 반으로 인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에 의

한다면 행 자에 한 기본권 침해의 정도와 재 후 무죄로 인한 혼란과

같은 부정 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태여 법률규정에 의

하여 명문으로 ‘법 반사실의 공표’를 시정명령의 한 형태로 인정하는 것은

비록 입법목 에 부합하는 조치라고 하더라도 기본권에 한 침해가 불합

리하게 과도한 것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16)

라. 법익의 균형성

법 반사실의 공표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공익 효과는 공표 후 만약

행 자의 법 반사실 인정여부에 한 재 이 진행되어 무죄 결이 확정되

는 경우에는 기본권에 한 제한을 정당화할 수 없게 된다. 무죄의

경우 공표된 내용 자체가 법 반이 아님이 확정되는 것이므로 공표명령 자

체가 법한 상황이 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 보호하여야 할 공익은

무한 것이므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법익의 균형성은 무 지는

것이다.

법 반사실의 공표가 법 반여부에 한 법원의 재 이 확정되기 이

원회의 조사가 완결되는 시 에서 행하여지는 한 이와 같은 무죄의 험

은 상존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다면 이 단계에서의 이 사건 법률

조항에 의하여 얻는 공익 효과는 불안한 것이며 확정 이 아니다. 이러

16) 이와 같은 취지에서 법원도 ‘허 , 과장, 비난 고 행 를 지하고 고가 공

정거래법에 반되어 공정거래 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신문에

게재하여 공표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이는 공정거래 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객 사실을 신문에 게재하라는 것에 불과하고 따라서 시

정명령의 근거법률의 규정이 헌법 제19조(양심의 자유)에 반된다고 할 수 없다

고 시한 바가 있다. 법원 1994. 3. 11. 선고 93 19719 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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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불확정 공익의 보호라는 정 효과와 행 자가 입는 기본권 침해의

확정 피해라는 부정 효과 사이에 교량하여 보더라도 합리 인 비례

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8. 법 차의 배 여부

가. 헌법 제12조 제1항 후문은 “모든 국민은 …… 법률과 법 차에 의

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

하고 있다. 헌법조항이 규정한 법 차의 원칙은 차는 물론 법률의

실체 내용도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는 원리로서, 공권력

에 의한 국민의 생명, 자유, 재산의 침해는 합리 이고 정당한 법률에 의거

하여 정당한 차를 밟은 경우에만 유효하다는 것으로 이러한 법 차는

특히 기본권 보장에 한 헌법정신을 형사소송 차에도 구 하여 형사소송

의 반을 규율하는 기본원리로서 기능하고, 형사피고인의 기본권이 공권

력에 의하여 침해당할 수 있는 가능성을 최소화하도록 차를 형성․유지

할 것을 요구한다(헌재 1997. 5. 29. 96헌가17, 례집 9-1, 509, 515).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원회의 법 반사실의 공

표명령이 과연 와 같은 헌법상의 법 차의 원리에 부합하는지 여부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동 공표명령은 법 반행 자에 하여 원회가 내

리는 시정조치의 일종으로서 법원의 단에 앞서 내리는 요한 기본권 제

한조치이므로 그 차 합리성과 정당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안된다. 앞서

본 외국의 입법례에서 미국과 일본 독일은 공히 이와 같은 공정거래법

반행 에 한 시정조치를 한 조사 차를 사법 구조로 구성하여

모두 법률에 의하여 상세히 규율하고 있다. 그리고 조사는 단독의 조사

에 의하여 일단 개시되어 일차 인 단을 하게 되나 이러한 일차 조치

는 당해 행 자의 승낙이 있어야만 효력이 있고17) 만약 행 자가 거부하면

반드시 의견진술과 증거제출을 한 석 구두변론의 기회가 부여된

사법 차를 거쳐야만 조치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에 비하여 우리 공정거래법상의 조사 차에서는 당사자의 동의권이

17) 컨 미국의 경우 앞서본 ‘consent or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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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화되어 있고 사법 차로서의 요소가 배제되어 미국‧일본‧독일에 비

하여 법 차성이 크게 미흡하다(법 제49조 내지 제55조의2). 원회가 조

사 후 법 반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면 행 자에게 이를 시정권고할 수 있고

행 자가 이를 수락하면 시정조치가 명하여진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어(법

제51조) 언뜻 앞서본 외국의 사례와 유사한 것으로 보이나, 우리의 경우

원회는 반드시 당사자의 승낙여부를 묻는 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 아니

라 원회의 임의의 단에 따라 권고를 행할 수도 있다는 정도에 불과하

여 제도 의미가 크게 축소되어 있다. 그리고 시정조치 등을 내릴 경우에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보장하도록 되어 있기는 하지만(법 제52조),

앞서 본 외국의 경우와 같이 충분한 사 비를 한 기간의 보장이 없고

석 구두변론 차 등 사법 차라고 할 만한 차는 완 히 배제되

어 있다.18) 이와 같은 우리 법상의 차는 그 차 이후에 행 자가 받게

되는 법 반사실의 공표 그 밖의 시정조치가 당해 행 자에게 주는 권

리 침해의 성에 비추어 볼 때 그 차 정당성과 합리성이 충분하지

못한 것이라고 하겠다.

다. 한 공정거래법 반의 여부는 반드시 공정거래 원회가 고발하고

검사가 기소한다고 하여 반드시 유죄가 확정되리라는 보장도 없고 원

회의 법 반사실 공표명령이 집행된 후 무죄로 인하여 결국 법 반이 되지

아니하는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가 되어버릴 수도 있어 이는 결과 으로 그

차의 내용이 심히 정치 못한 경우로서 역시 법 차에 배되며, 나

아가 정의에도 반한다.

라. 이와 같이 이 사건에서는 법 차의 배 여부도 주요한 쟁 의 하

나가 될 수 있으나, 이 사건 결정에서는 이 에 한 단을 유보하고 있

다. 그 이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다른 여러가지의 헌

법 쟁 에서 이미 헌인 것으로 단하고 있으므로 이 에서 다시 그

헌 여부를 따져볼 실익이 없어졌기 때문으로 보이며, 한 법 차

수의 문제는 공정거래법의 반 체제 내에서 볼 때 비단 이 사건 법률조

항 부분만의 문제가 아니라 동 법상의 조사 심 차 체에 련된

18) 다만 공정거래 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져

있을 뿐이다. (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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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문제이므로 이 에 한 단을 보다 신 히 하기 한 배려에서

그러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9. 결정의 의의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결정은 공정거래법 반사실의 공표

를 명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부분이 비록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

니지만 행 자의 일반 행동자유권과 명 권을 과잉되게 침해하고 법

차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헌법상 보장된 진술거부권을 침

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반된다고 단하 다. 이 사건 결정은, 비록 자

유로운 시장경제를 유지하기 하여 독 규제 공정거래 유지를 한 입

법과 엄격한 집행이 필수 인 것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조치를 행함에 있

어서 행정 효율성을 고려함과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 이는 수규자의 권리

와 이익에 한 한 침해가 됨을 생각하여 반드시 사법 차로서의 제반

한계를 수하고 과잉된 기본권 제한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을 명확히

한 에서 평가할 만한 결정이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 문제

된 법 반사실 공표명령의 제도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며 독 규제 공정거래의 유지와 련된 제반 법률과 그 조항들에서

다수 발견되고 있는 것이다. 비록 이 사건 결정이 이러한 유사조항들에

해서까지 직 단을 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이 결정으로 인하여 유사

조항상의 법 반 사실공표명령의 제도도 사실상 운용이 불가능하게 되었

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 사건의 공정거래제도에 한 향은 보다 범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양심의 자유에 한 보호범 를 밝힘으로

써 이 문제에 한 헌법 해결을 하고 있는 에서도 법리 으로 참고할

목을 가지고 있는 결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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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보호법 제2조의2 제1호 등

헌제청
- “불량만화” 반포 등 처벌규정과 명확성의 원칙 -

(헌재 2002. 2. 28. 99헌가8, 례집 14-1, 87)

지 철
*

1)

【 시사항】

1. 미성년자에게 음란성 는 잔인성을 조장할 우려가 있거나 기타 미성

년자로 하여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게 하는 “불량만화”의 반포 등

행 를 지하고 이를 반하는 자를 처벌하는 미성년자보호법 조항은 명

확성의 원칙에 배된다.

2. 아동의 덕성을 심히 해할 우려가 있는 도서, 간행물, 고물, 기타의

내용물의 제작 등 행 를 지하고 이를 반하는 자를 처벌하는 아동보호

법 조항은 명확성의 원칙에 배된다.

【심 상】

1. 미성년자보호법 (1999. 2. 5. 법률 제5817호로 폐지되기

의 것)

제2조의2 (불량만화 등의 매 지 등) 구든지 다음 각호의 행 를 하

여서는 아니된다.

1. 미성년자에게 음란성 는 잔인성을 조장할 우려가 있거나 기타 미성

년자로 하여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게 하는 만화(이하 “불량만화”

* 인천지방법원 부장 사, 헌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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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한다)를 미성년자에게 반포, 매, 증여, 여하거나 람시키는 행 와

이러한 행 를 알선하거나 는 이에 제공할 목 으로 불량만화를 소지

제작수입수출하는 행

제6조의2 (벌칙) 리의 목 으로 제2조의2의 반행 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 구류 는 과료에 처한다.

제7조 (양벌규정) 법인의 표자 는 법인이나 개인의 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는 개인의 업무에 하여 제6조 는 제6조의2의

벌칙사유에 해당하는 행 를 한 때에는 행 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는 개인에 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 형을 과한다.

2. 아동복지법 (2000. 1. 12. 법률 제6151호로 문개정되기

의 것)

제18조 ( 지행 ) 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 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1. 아동의 덕성을 심히 해할 우려가 있는 도서, 간행물, 고물, 기타의

내용물을 제작하거나, 이를 아동에게 매, 반포, 공여, 교환, 시, 구연,

방송하거나 하게 하는 행

제34조 (벌칙) 제18조의 규정에 반한 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4. 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 는 제11호에 해당하는 행 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는 100만원 이하의 벌 에 처한다.

제37조 (양벌규정) 법인의 표자 는 법인이나 개인의 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는 개인의 업무에 하여 제34조 는 제35조

의 반행 를 한 때에는 그 행 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는 개인에

하여도 각 본조의 벌 형을 과한다.

【사건의 개요】

만화가 는 그 만화가 게재된 일간지를 발간하는 신문사 등인 제청신청

인들은 미성년자보호법 아동복지법을 반하 다는 이유로 서울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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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에 공소제기되어 동 법원에 사건이 계속 , 그 용 법률조항인 미성년

자보호법 제2조의2 제1호, 제6조의2, 제7조(이하 “이 사건 미성년자보호법

조항”이라 한다) 아동복지법 제18조 제11호, 제34조 제4호, 제37조(이하

“이 사건 아동복지법 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반된다 하여 헌심 제

청신청을 하 고, 법원은 이 신청을 받아들여 1999. 8. 27. 헌법재 소에

헌심 을 제청하 다.

【결정요지】

1. 이 사건 미성년자보호법 조항

가. 다수의견 (7인)

이 사건 미성년자보호법 조항의 불량만화에 한 정의 단 부분의

“음란성 는 잔인성을 조장할 우려”라는 표 을 보면, ‘음란성’은 법 의

보충 인 해석을 통하여 그 규범내용이 확정될 수 있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으나, 한편 ‘잔인성’에 하여는 아직 례상 개념규정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이고 그 사 의미는 “인정이 없고 모짊”이라고 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미성년자의 감정이나 의지, 행동 등 그 정신생활의 모든 역을 망

라하는 것으로서 살인이나 폭력 등 범죄행 를 이루는 것에서부터 윤리

ㆍ종교 ㆍ사상 배경에 따라 도덕 인 단을 달리할 수 있는 역에 이

르기까지 천차만별이어서 법집행자의 자의 인 단을 허용할 여지가 높

고, 여기에 ‘조장’ ‘우려’까지 덧붙여지면 사회통념상 정당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은 것까지 처벌의 상으로 할 수 있게 되는바, 이와 같은 경우

를 모두 처벌하게 되면 그 처벌범 가 무 범 해지고, 일정한 경우에

만 처벌하게 된다면 어느 경우가 그에 해당하는지 명확하게 알 수 없다.

다음으로 불량만화에 한 정의 후단 부분의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게’라는 표 은 그것이 과연 확정 이든 미필 이든 고의를 품도록 하는

것에만 한정되는 것인지, 인식의 유무를 가리지 않고 실제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 로 나아가게 하는 일체의 것을 의미하는지, 더 나아가 단순

히 그 행 에 착수하는 단계만으로도 충분한 것인지, 결과까지 의욕하거나

실 하도록 하여야만 하는 것인지를 알 수 없어 그 규범내용이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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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미성년자보호법 조항은 법 의 보충

인 해석을 통하여도 그 규범내용이 확정될 수 없는 모호하고 막연한 개

념을 사용함으로써 그 용범 를 법집행기 의 자의 인 단에 맡기고

있으므로, 죄형법정주의에서 생된 명확성의 원칙에 배된다.

나. 별개의견 (2인)

이 사건 미성년자보호법 조항은 법 의 보충 인 해석을 통하여 그 규범

내용이 확정될 수 있다고 생각하나, 음란성 는 잔인성을 조장할 우려나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게 한다는 의심의 여지가 있는 한 특히 학생

과 같이 단능력의 성숙도가 상당한 미성년자의 알 권리에 한 과도한

규제에 해당하고, 한 모든 표 물의 제작행 등을 단지 그 수록 만화의

내용이 미성년자에게 해로울 수 있다는 이유로 처벌할 수 있게 되므로 미

성년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그 목 을 달성하기 한

수단이 하지 못하고, 이로 인한 국민의 언론ㆍ출 의 자유 학문ㆍ

술의 자유에 한 침해가 하며, 이로써 추구하고자 하는 공익과 침

해되는 사익간의 균형을 갖추지 못한 과도한 규제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아동복지법 조항

이 사건 아동복지법 조항의 “어질고 그러운 품성”을 뜻하는 ‘덕성’이라

는 개념은 도덕이나 윤리가 품성으로 인격화된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인바,

도덕이나 윤리는 국민 개개인마다 역사인식이나 종교 , 가치규범에 따라

자율 인 구속력을 지닌 내면 인 당 (當爲)로서 일의 으로 확정된 의미

를 가진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용범 의 한계가 명확하다고 할 수 없

고, 이에 덧붙인 ‘심히 해할 우려’라는 요소까지 고려하면 과연 무엇을 기

으로 그 덕성을 심히 해하는 경우와 다소 해하기는 하지만 심히 해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못하는 경우를 나 수 있을지 알 수 없으며, 나아가

심히 해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못하는 경우 에서도 심히 해하지는 않을

까 하는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와 그러한 우려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를 다

시 나 는 것도 어렵다. 그러므로, 이 사건 아동복지법 조항 역시 법 의

보충 인 해석을 통하여도 그 규범내용이 확정될 수 없는 모호하고 막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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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을 사용함으로써 그 용범 를 법집행기 의 자의 인 단에 맡기고

있으므로, 죄형법정주의에서 생된 명확성의 원칙에 배된다.

【해설】

1. 이 사건 미성년자보호법 아동복지법 조항의 폐지

미성년자보호법은 1999. 2. 5. 법률 제5817호로 면 폐지되었다.

법률에 의한 개정 청소년보호법이 시행된 1999. 7. 1. 청소년보호 원

회는 “오늘부터 만화에도 표 의 자유가 확 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단지

법의 균등한 보호원칙이 실 되었다는 것만이 아니라, 청소년보호법에 의

한 국가 주도의 등 분류제 하에서 더 이상 미성년자보호법을 존치시킬 필

요가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부칙 제4조에 따라 미성년자보호법의 종 벌칙은 계속 용되

고, 법률에 의한 개정 청소년보호법에서 외국 매체물에 한 특례로 신

설된 제23조의2, 제50조 제1호는 사실상 이 사건 미성년자보호법 조항과

동일한 규정인데, 이 사건 헌제청 이후 2001. 5. 24. 법률 제6479호로 수

정되었다.

이 사건 아동복지법조항은 2000. 1. 12. 법률 제6151호에 의하여 개정된

아동복지법에서 삭제되었지만, 부칙 제1조에 따라 2000. 7. 12.까지 유효

하다.

2. 미성년자와 아동에 한 국가의 보호의무

국가가 미성년자와 아동을 유해한 매체 내지 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그

복지향상을 꾀하려는 실 인 개입의 정당성은 부인될 수 없으며(헌재

1996. 10. 31. 94헌가6, 례집 8-2, 395; 헌재 1998. 4. 30. 95헌가16, 례집

10-1, 327), 헌법은 국가에게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한 정책을 실시할 의

무를 지우고도 있다(제34조 제4항).

미성년자보호법 아동복지법은 청소년보호법, 청소년성보호에 한법률,

풍속 업의규제에 한법률, 학교보건법 등과 함께 국가가 유해한 매체 내

지 환경으로부터 미성년자와 아동을 보호(Jugendschutz)하여 그 복지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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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꾀한다는 입법목 으로 제정된 것이다.

3. 표 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에 한 헌법 기

이 사건 아동복지법 조항에서 규율하는 도서, 간행물, 고물, 기타의 내

용물은 물론, 이 사건 미성년자보호법 조항에서 규율하는 만화는 모두 의

사표 을 한 수단에 해당하므로 표 의 자유를 향유하는 매체이다(헌재

1993. 5. 13. 91헌바17, 례집 5-1, 275; 미국 연방 법원 역시 오락용 만화

에 한 표 의 자유를 인정한 바 있다. Winters v. People of State of

New York, 333 U.S. 507).

표 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의 막연함에 한 헌법 기 은 그 보호

상의 연령에 따라 변화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규제 상이 범

(overbroad)하거나 모호(vague)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이 헌법 기 은, 비

록 미성년자와 아동의 보호를 한 경우 입법자의 규제 권한이 성인의 경

우보다 크다 할지라도, 언제나 존 되어야만 한다(미국 연방 법원

Interstate Circuit v. Dallas, 390 U.S. 676).

이 사건의 법정의견은 이를 다시 강조한 것이다.

4. 과잉제한 지의 원칙

이 사건 미성년자보호법 조항에 한 별개의견은, 이 사건 아동복지법

조항에도 그 로 용된다.

가. 성인에 하여

국가는 미성년자와 아동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헌법상 보호를 받는 표

물에 한 성인의 근까지 막아서는 아니된다. 따라서, 헌법상 보호를

받지만 미성년자와 아동에게 해로운(legal but harmful) 표 물에 한 성

인의 근은 완 히 보장되어야 한다(미국 연방 법원 Butler v. Michigan,

352 U.S. 380).

헌법재 소는 헌법 보장을 받는 속한 표 으로서 성인이 볼 수 있는

것을 청소년 보호라는 명목으로 면 지시킨다면, 이는 성인의 알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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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청소년의 수 에 맞추도록 국가가 강요하는 것이어서 성인의 알 권리를

명백히 침해한다고 시한 바 있다(1998. 4. 30. 95헌가16, 례집 10-1,

327).

먼 이 사건 아동복지법 조항은, 아동에게 제공할 목 의 유무를 가리

지 아니한 채, 아동의 덕성을 심히 해할 우려가 있는 도서, 간행물, 고물,

기타의 내용물의 제작 그 자체를 지하고 있으므로, 각 매체를 통한

성인의 알 권리는 아동의 수 으로 낮아질 수밖에 없다.

다음 이 사건 미성년자보호법 조항의 경우, 등 분류제가 채택되지 아니

하여 신문이나 잡지 등 불특정 다수를 상 로 하는 표 물에 한 미성년

자의 근을 차단할 수 없는 실에서는, 처벌의 험을 무릅쓰는 신 그

수록 만화의 내용을 언제나 미성년자에게 합하게 만듦으로써, 성인이

근할 수 있는 표 물의 형성부터 억제하는 결과에 이른다.

한편, 오늘날 미성년자와 아동의 보호 성인의 알 권리를 동시에 충족

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되고 있는 등 분류제는 사 에 행하여지든 사

후에 행하여지든 헌법 제21조 제2항에 의하여 법률로써도 지되는 사 검

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헌재 1996. 10. 4. 93헌가13등, 례집 8-2, 212).

헌법재 소는 등 분류제의 하나인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유해매체물

제도는 통보나 고시 등으로 사 에 그 처벌의 상행 여하를 알 수 있

고, 이에 하여 독자 으로 법원의 단을 받을 길도 열려 있으므로, 헌법

에 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 다(헌재 2000. 6. 29. 99헌가16, 례집

12-1, 767).

합헌결정에 의하여, 이 사건 미성년자보호법 아동복지법 조항보다

완화된 방법으로도 동일한 입법목 을 실 할 수 있음이 명된 만큼, 결

국 이 사건 미성년자보호법 아동복지법 조항은 그 수단의 성, 피해

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등을 갖추지 못하 다는 비 을 면할 수 없게

된 셈이다.

나. 미성년자와 아동에 하여

미성년자와 아동의 경우 신체 , 정신 인 미성숙성으로 인하여 성인의

경우보다 그 제한의 강도가 높을 수 있고(미국 연방 법원 Ginsberg v.



32 헌법재 소결정해설집 2002

New York, 390 U.S. 629), 특히 성도덕에 하여 conservative moralist

theory, liberal theory, feminist theory 등 각기 다른 normative theory를

가진 보수와 자유, 페미니스트 진 모두 성표 물에 한 그 근을 제한

하여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미성년자와 아동 한 인간으로서 그 존엄성을 존 받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으며(헌재 1996. 2. 29. 94헌마13, 례집 8-1, 126; 음란

표 도 행복추구권의 내용이 될 수 있다. 헌재 1998. 4. 30. 95헌가16, 례

집 16-1, 327), 헌법상 모든 기본권의 주체가 됨은 두말할 나 가 없다. 따

라서, 그 알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 역시 기본권 제한의 한계원리 내에 있

어야만 한다.

이 사건 미성년자보호법 아동복지법 조항은 정치ㆍ종교ㆍ문학ㆍ 술

ㆍ교육ㆍ과학ㆍ학문 등 제반 가치가 있는 표 물(독일 형법 제130조 제5항,

제2항, 제86조 제3항, 제131조 제3항; 이탈리아 형법 제529조 제2항; 국

음란출 법 제4조 제1항 참조)에 한 외를 두지 아니함으로써, 미성년

자와 아동이 한층 완성된 인간으로 성장하는 데 보탬이 되는 계몽 ㆍ교훈

인 의미 내지는 그 소질과 능력을 발휘하는 데 필요한 내용을 담은 표

물에까지 그 근을 제한하고 있다.

반면 미성년자와 아동의 신체 ㆍ정신 성숙성은 연령차와 개인차가

크므로(헌재 1997. 6. 26. 96헌마89, 례집 9-1, 674), 특히 단능력의 성

숙도가 상당한 학생 등의 경우 이와 같은 표 물의 근을 제한하는 것

은 미성년자와 아동의 알 권리에 한 과도한 규제에 해당한다고 아니할

수 없다.

한, 이 사건 미성년자보호법 아동복지법 조항은 미성년자 아동

의 교육 양육에 한 부모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도 해석될 여지가

있다.

미성년자 아동의 교육 양육은 헌법 제36조 제1항 등에 의하여 제1

차 으로 부모가 담당하는 것이므로(헌재 2000. 4. 27. 98헌가16등, 례집

12-1, 427), 부모가 허용한 표 물에 한 자녀의 근을 차단한다면 이는

가족의 자율성을 무시하여 사회의 다원성을 괴하게 된다(독일 형법 제

131조 제4항, 제184조 제6항; 국제인권A규약 제17조, 제23조; 아동의권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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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 약 제18조 참조).

5. “천국의 신화” 사건

청소년용 “천국의 신화”를 극화한 만화가는 1997. 7. 14. 한국간행물윤리

원회(청소년보호법 제46조)의 심의결과 합하다는 정을 받았으나, 서

울지방법원에서 2000. 7. 18. 이 사건 미성년자보호법 조항 반으로 유죄

결(98고단5625)을 받았다. 재 부는 “법 인 단 이 에 부모의 입장에

서 만화를 봤을 때 자식들에게 보여줘도 괜찮은 것인가를 단, 그 지 않

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청소년보호법만이 용될 경우 재 부의 주장은 더 이상 통용될 수

없다. 청소년보호법은 표 물의 내용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유통을

리하여, 19세 미만으로 정의된 청소년에게 유해한지만를 가리는 것이므

로, 기 연령보다 어린 청소년에게 유해한지 여하는 문제되지 않게

된다.

그 기 연령은 시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겠지만, 이보다 어린 자녀

에게 유해한 표 물을 통제하는 것은 으로 부모의 책임이 되고, 그 책

임을 표 물의 창작자나 유통업자가 신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그 성숙

도에 따라 표 물의 근을 허용할지 여부도 부모의 책임으로 돌아간다.

유죄 결에 하여 한국만화가 회는 순수 창작물에 한 규제라며

반발하 고, 한국민족 술인총연합, 한국 음악작가연 , 한국만화탄압비

상 책 원회 등 22개 단체가 반 성명을 발표하 으며, 문화 술단체와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공동 책 원회가 구성되어 항의집회 등을 추진하기

도 하 다.

만화가 자신의 말처럼 청소년보호법상의 심의에도 불구하고 창작자

스스로 “자기검열”을 하도록 강요하는 이 사건 미성년자보호법 조항은 표

의 자유에 한 과도한 제한일 뿐 아니라,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국가 주

도의 등 분류제를 유명무실하게 만든다는 비 이 있었다.

한편, 법원은 공연윤리 원회 심의를 마친 화작품을 상 할 경우 공

연윤리 원회 심의를 마쳤다는 사정으로 범의가 부정되거나 법성이 조각

될 수 있음을 시사하 고(1990. 10. 16. 90도1485, 공1990, 2348), 자발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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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성인용 상물로 출시할 경우 등 분류가 불필요한 독일에서는 미리 법

률가 원회에 형법 규정의 반이 없다는 감정의견을 구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이후 만화가는 서울지방법원 항소심에서 2001. 6. 14. 무죄 결(2000

노7104)을 받았고, 이 사건 헌결정이 선고된 후 법원은 2003. 1. 24. 검

사의 상고를 기각하는 결(2001도3630)을 함으로써 이를 확정했다.

6. 음란 표 에 한 규제

이 사건 미성년자보호법 조항에 한 법정의견은 그 불량만화의 정의

‘음란성’은 법 의 보충 인 해석을 통하여 규범 내용이 확정될 수 있는 개

념이라며, 그 련 법원 례( 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도4372 결,

공2001상, 402)와 헌법재 소 선례(헌재 1998. 4. 30. 95헌가16, 례집

10-1, 327, 341)를 차례로 열거하고 있다.

명확성의 원칙 여하가 문제된 ‘음란성’ 개념은 법 의 보충 인 해석

을 통하여 규범내용이 확정될 수 있다며, 법정의견이 그 합헌 단의 근거

로서 법원 례를 인용하는 것은 자연스럽다 할 것이지만, 법원

례와 연이어 설시된 헌법재 소 선례는 실상 그 견해를 서로 달리하

고 있다.

헌법재 소 선례는 음란 표 을 “인간존엄 내지 인간성을 왜곡하는

노골 이고(patent) 나라한(explicit) 성표 으로서 오로지 성 흥미

(prurient interest)에만 호소할 뿐 체 으로 보아 하등의 문학 ㆍ 술

ㆍ과학 는 정치 가치를 지니지 않는 것”으로 정의하면서, 덧붙여

“ 법원도 … ‘음란’ 개념을 해석 용하면서 체로 … 동일한 의미로 그

개념을 악하여 왔다”라고 부연하 다.

하지만, 음란성 개념에 한 헌법재 소 선례의 정의와 법원의 종

해석은 그 견해에 커다란 차이가 있음을 부인할 수 없으며(한 수, “음

란물의 형사 규제에 한 제문제”, 재 과 례, 제7집, 구 례연구회),

인용 법원 례 한 음란을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 인 성 수치심을 해하여 성 도의 념에 반하는

것”이라 하여 종 해석을 계속 유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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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가변 음란(variable obscenity) 내지 상 음란(relative

Unzüchtigkeit) 개념이 극복된 오늘날, 세계 각국이 성인에 한 단순 음란

물(einfache Pornographie, 독일 형법 제184조 제1항 참조)을 규제하지 않

는다는 에서, 음란 표 을 악성 음란물(harte Pornographie, 독일 형법

제184조 제3항 참조)로 한정한 헌법재 소 선례에 한 정 인 평가

도 있었다.

그 반면 종래 우리 사회에서는 개인의 사생활 역에 속하는 내 한 성

문제에 한 법의 개입 한 입법정책의 문제로 보아, “즐거운 사라”를

집필한 학교수의 보석신청 기각사유 그 로, 성에 한 풍속과 질서는

곧 ‘국가 사안’이기에, 국민 의식과 법감정의 변화는 통탄할 상으로서

그 ‘입법정책을 약화시킬 우려’가 없게끔 마땅히 경종을 울려야만 한다는

견해도 우세하 다.

독일에서 확립된 인격 역론(Sphären－theorie der Persönlichkeit)에 의

하면, 결혼이나 부부 계 등은 사사 (私事的) 역(Privatsphäre)에 속하고,

성 계 는 성 습 이나 습성 등은 인 보호를 받는 내 (內

密) 역(Intimesphäre)에 속한다(박용상, “표 의 자유의 제한에 한 일반

이론”, 재 자료, 제77집, 법원도서 ).

과거 근 형법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Feuerbach가 당 의 성풍속 범죄

를 권리 침해범으로 분류하지 아니함으로써 이를 법익으로 승인하기를 거

부하 던 것은 바로 성 인 문제는 개개인마다 그 념과 가치 의 편차가

무나 커서 결국 윤리와 결부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이다.

국내 PC 통신업체가 1999. 네티즌을 상 로 벌인 음란 사이트에 한

의견조사에서 성인만 이용하면 문제될 것 없다는 의견은 48.7%, 무제한 개

방되어야 한다는 의견은 16.6%이었고, 2000.까지 시행된 각국의 윤리의식

비교결과에서 우리나라는 응답자 40.67%가 도색물의 욕구를 인간

성의 자연 인 발로라고 여겨 성 표 에 가장 한 국민성을 보 다.

성 표 의 자유를 제약하는 헌법 원리는 당 국의 1868년

Hicklin 결에서, 교육 수 이 낮고 의지력이 박약한 청소년이나 여성 등

과 같이 부도덕한 향을 받기 쉬운 사람들을 부패, 타락시키는 경향이 있

는지와 그들의 손에 입수되는지 여하, 즉 나쁜 성향(bad tendency)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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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에서 출발한 것이다.

성인 특히 여성을 청소년과 동일시하여, 술과 문학작품에 한 검

열을 정당화한 Hicklin test는 연방 국가 먼 호주와 뉴질랜드 법

원에서 community standard를 도입하여 그 용을 부정하 고, 캐나다 연

방 법원도 1962년 Brodie 결에서 Hicklin test를 폐기하고 음란에

한 객 기 , 즉 Exclusive test를 정립하 다.

미국의 경우 1917년 연방하 심법원 Masses Publishing 결이 채택한

Hicklin test는 연방 법원의 1925년 Gitlow 결에서 험한 성향

(dangerous tendency)의 평가 기 을 거쳐 1966년 Brandenburg 결에서

명백하고 존하는 험(clear and present danger)의 평가 기 으로 치

되었다.

최종 인 평가 기 은 이미 Holmes 법 이 연방 법원의 1919년

Abrams 결에서 반 의견으로 제시한 것으로, 그가 사상의 자유시장(free

trade in ideas)이라는 표 으로 되새긴 자유주의는 1938년 Carlone

Product 결에서 표 의 자유에 한 이 기 의 원리(double standards

principle)라는 성과를 낳기도 하 다.

자유주의에서 인정될 수 없는 자유란 원칙 으로 다른 사람에게 해악을

끼치는 경우로 한정되나(harm principle 는 Millian principle), 다만 나

라한 성 표 의 자유에 있어서는 성 자기결정권의 보호를 하여 자신

의 의사와 달리 그 표 을 하게 되는 성인(unwilling adult recipients)에

게 노골 으로 수치심 내지 불쾌감을 유발하는 등, 해악에는 미치지 못하

는 감성 불편(offensiveness)을 끼치는 경우에도 그 제한이 정당화된다

(offense principle).

헌법재 소 선례를 수용하지 아니한 인용 법원 례는, 단순 음

란물과 악성 음란물을 가리지 않는 ‘공연성’의 해석과 결부하여, 동의한 성

인에게 제공된 성 표 을 면 규제하는 결과에 이른다는 에서, 제7차

개정 이래 헌법 문(前文)에서 한민국의 이념으로 밝힌 자유주의와의

그 함수 계를 과제로 남긴 듯하다(특히 단순 음란물의 면에 동의한 성

인의 수치심 내지 불쾌감을 의제하는 ‘공연성’의 해석이 건이다).

다른 한편, 헌법재 소 선례는 음란 표 을 “헌법상 보호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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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표 이라고 설시하여, 자유와 권리의 본질 내용에 한 침해를 지

한 헌법 제37조 제2항에 비추어 헌법재 소가 사 에 그 보호 역

(Schutzbereich)에서 자유와 권리 일정 부분을 선험 으로 완 히 배제

시키는 목록을 작성할 권한이 있는지 하는 논란을 일으켰다.

미국 수정헌법 제1조는 “의회는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하

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음란 표 의 규제를 하여 헌법상 보호

되는 표 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론 구성이 부득이하다 하여도, 기

본권 제한에 한 일반 인 법률유보 조항을 두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음

란 표 이 “헌법상 보호되지 않는”다고 설시할 필요가 있느냐는 반론도

있었다.

당 미국 연방 법원은 1942년 Chaplinsky 결에서 음란은 구어(口語)

인 speech 에서 가장 정교하게 정의되고 소하게 한정된 유형이라면

수정헌법 제1조의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다고 하 으나, 1991년 Barnes

결에서 음란 표 에 하여 수정헌법 제1조에 의한 그 주변 인(marginal)

보장을 정하 다.

헌법재 소 선례는 단지 이익형량을 통한 헌법 통제에서 일정한 제

약의 경우 합헌으로 단될 수 있다는 원론 인 설시를 한 것으로 선해할

여지가 없지 않지만, 과연 헌법재 소 선례가 성 표 의 자유를 보장

하는 역할을 수행하는지 하는 의문은 여 히 가시지 않고 있다.

선례에서 실제 헌법재 소는 음란 간행물을 발간한 출 사에 해 등

록취소를 가능하게 하는 출 사 인쇄소의등록에 한법률 조항에 한 과

잉 지의 원칙 여하를 단함에 있어, 명확성의 원칙 여하 단에서 설시

한 종 법원 례의 해석에 따른 그 실 인 용은 다루지 아니한 채

합헌논증을 마감한 바 있다.

나아가 헌법재 소는 착오에 기하여 혼 성 계에 이른 음행의 상습 없

는 여성의 경우, 음행의 상습 없는 남성 내지 음행의 상습 있는 여성 등과

그 성 자기결정권의 차별을 인정하여, 미성년자 는 심신미약자 등과

동일시함으로써(2002. 10. 31. 99헌바40등, 례집 14-2, 390), 일견

Hicklin test를 원형 그 로 부활시킨 인상을 받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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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59조 제2항 헌소원

- 평등의 원칙을 심으로 본 존속상해치사죄의 헌 여부 -

(헌재 2002. 3. 28. 2000헌바53, 례집 14-1, 159)

이 규 진
*

1)

【 시사항】

1. 형법 제259조 제2항이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2. 형법 제259조 제2항이 사생활의 자유 등 다른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심 상】

형법 제259조 제2항(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이하 “이 사

건 법률조항”)이 헌법에 반되는지 여부

형법 제259조(상해치사)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자기 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하여 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무

기 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건의 개요】

1. 심 청구에 이르게 된 경

청구인은 부 정○문에게 두부출 상을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 다는

내용의 존속상해치사죄로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 기소된 후, 이 사건 법

* 서울고등법원 사, 헌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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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조항이 평등의 원칙에 배되고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혼인․가족제도 보장의 원

칙에 배된다는 등의 이유로 같은 지원에 헌법률심 제청신청을 하 으

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심 청구를 하 다.

2. 청구인의 주장 계기 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형법상 존속에 한 범죄를 가 처벌하는 근거는 패륜에 한 책임의 가

에 있으나,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가 처벌은 ① 특히 존속살해에 있

어서 패륜에 해당하는 이욕(利慾)을 범행원인으로 하는 경우보다 오히려

존속 피해자의 학 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가 더 많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국가가 존속에 의한 가정폭력에 한 보호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할

것임에도, 이러한 상태에서 존속에 한 범죄를 가 처벌하는 것은 존속

에 의한 폭력을 감수할 것을 강요하는 것에 다름 아니라는 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 제10조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침

해하는 것이고, ② 비속인 가해자를 합리 근거 없이 차별하는 것이므로

헌법 제11조의 평등의 원칙에 배되며, ③ 존속에 한 비속의 도덕 의

무, 즉 효를 강요하는 것으로서 개인의 윤리문제에 직 개입하는 결과가

되어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고, ④ 이와 같은 효의 강요는

건 의미의 가부장제를 제로 한 것으로서 가족 구성원들 개개인이 가

정의 주체로서 존엄성이 인정되며 평등하다는 원칙 국가의 모성 보호의

무를 규정한 헌법 제36조에 반한다.

나. 법원의 헌법률심 제청신청 기각이유

형벌법규에 있어서 법정형의 종류와 범 의 선택은 여러 가지 요소를 종

합 으로 고려하여 입법자가 결정할 사항으로서 범 한 입법재량 내지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어야 할 분야이므로, 법정형의 높고 낮음은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 등에 명백히 배되는 경우가 아닌 한 헌이

라고 할 수 없는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비속의 패륜성이라고 하는 정상을

‘존속’이라는 구성요건요소로 객 화하여 도덕 윤리를 보호한다는 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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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에 기한 것으로서, 입법목 이 정당하고 수단의 정성을 잃은 것이라

고 볼 수 없으며 그 법정형 역시 지나치게 무겁다고 말할 수 없으므로, 헌

법상 평등의 원칙이나 과잉 지의 원칙에 반되지 아니한다.

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학 를 일삼는 존속의 폭력을 감수하도록 그

비속에게 강요하는 규정은 아니므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

권을 보장한 헌법 제10조에 반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패륜 범

죄행 가 사생활의 역에 속한다고 볼 수 없어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다

고 말할 수도 없다.

그리고,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존속인 피해자가 더 강한 보호를 받

게 되는 것은 가 처벌규정의 일반 방 기능에 기인한 반사 효과일 뿐

반민주주의 신분제도를 유지하려는 목 에 기인한 것이 아니므로, 개인

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 로 한 가족생활의 보장에 한 헌법 제36조

에 반하지 아니한다.

다.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장의 의견

부모에 한 자녀의 도덕 의무에 근거를 둔 이 사건 법률조항은, 존속

보호에 입법목 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윤리와 질서의 유지 측면에서 비속의

패륜성을 비난한다는 정당한 입법목 을 갖고 있고 법정형 한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말할 수 없으므로 헌법에 반되지 아니한다.

【결정요지】

1. 비속의 직계존속에 한 존경과 사랑은 건 가족제도의 유산이라

기 보다는 우리 사회윤리의 본질 구성부분을 이루고 있는 가치질서로서,

특히 유교 사상을 기반으로 통 문화를 계승․발 시켜 온 우리나라

의 경우는 더욱 그러한 것이 실인 이상, 통상의 상해치사 범행보다 존속

상해치사 범행에 있어서의 패륜성에 하여 고도의 사회 비난이 가능하

다는 가 처벌의 이유와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상실하 다거나 형벌 본래의

목 과 기능을 달성함에 있어 필요한 정도를 일탈하 다고 볼 수 없는 가

처벌 정도의 타당성 등에 비추어 그 차별 취 에는 합리 근거가 있

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원칙에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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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고 할 수 없다.

2. 가. 존속상해치사죄와 같은 범죄행 가 헌법상 보호되는 사생활의

역에 속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 이

정당하고 그 형의 가 에 합리 이유가 있으며 직계존속이 아닌 통상인에

한 상해치사죄도 형사상 처벌되고 있는 이상, 그 가 처벌에 의하여 가

족 계상 비속의 사생활이 왜곡된다거나 존속에 한 효의 강요나 개인 윤

리문제에의 개입 등 외부로부터 부당한 간섭이 있는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나. 가 처벌에 의하여 가족 개개인의 존엄성 양성의 평등이 훼

손되거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지 못하게 되리라는 사정은 찾아볼 수 없

고, 오히려 패륜 ․반도덕 행 의 가 처벌을 통하여 친족 내지 가족에

있어서의 자연 ․보편 윤리를 형법상 보호함으로써 개인의 존엄과 가치

를 더욱 보장하고 이를 통하여 올바른 사회질서가 형성될 수 있다고 보아

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혼인제도와 가족제도에 한 헌법 제

36조 제1항에 배되거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는 행복추구권도 침

해하지 아니한다.

【해설】

1.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취지

이 사건 법률조항 이외에 우리 형법상 존속에 한 범죄를 가 처벌하는

로는 존속살해(제250조 제2항), 존속상해(제257조 제2항) 존속 상해

(제258조 제3항), 존속폭행(제260조 제2항), 존속유기 존속 유기(제271

조 제2항, 제4항), 존속학 (제273조 제2항)와 동 치사상(제275조 제2항),

존속체포․감 (제276조 제2항) 존속 체포․감 (제277조 제2항)과 동

치사상(제281조 제2항), 존속 박(제283조 제2항) 등이 있는바, 그 입법취지

는 모두 동일하다고 말할 수 있다.

즉, 범죄의 객체가 자기 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라는 특수한 신분 계

에 해당하는 경우 가해자인 비속의 패륜성에 한 고도의 사회 비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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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이유로 형을 가 하고자 하는 것이다.

2. 입법례

가. 일본

원래 일본 형법(명치 40. 4. 24. 법률45호로 제정)상 존속에 한 범죄를

가 처벌하는 로는 존속상해치사(제205조 제2항) 외에 존속살(제200조),

존속유기(제218조 제2항). 존속체포․감 (제220조 제2항) 등이 있었다.

헌 여부가 최 로 문제된 것은 존속상해치사의 조항이었는데, 일본 헌

법 제14조 제1항의 평등원칙 반 등을 이유로 헌론이 제기되어 오다가

소화 25.(1950.) 10. 11.의 최고재 소 결1)은 조항이 평등의 원칙에

배되지 않는다면서 합헌이라고 단하 고(다수의견), 그 후 최고재 소는

존속살, 존속체포․감 의 각 조항에 하여도 결을 원용하여 합헌

단을 하 다.

그런데, 소화 48.(1973.) 4. 4.의 최고재 소 결2)은 15인의 재

14인의 의견으로 존속살 조항은 헌이라고 단함으로써 동 조항에 한

례를 변경하 는바, 14인 8인은 “피해자가 존속이라는 을 형의

가 요건으로 삼더라도 그 차별 취 에 있어서 합리 근거가 없다고 말

할 수는 없으나, ‘사형 는 무기징역’이라는 법정형은 보통살인죄에 비하

여 그 가 의 정도가 무 무거워 차별의 불합리성이 인정되고 따라서 헌

법 제14조 제1항의 평등의 원칙에 반된다.”는 의견을 피력하 고, 그

6인은 “피해자가 존속인 경우의 차별 취 자체가 평등의 원칙에

반된다.”는 의견을 개진하 다.

한편, 존속살 조항이 헌이라는 결 이후에도 최고재 소는 법정형이

‘무기 는 3년 이상의 징역’인 존속상해치사 조항에 하여는 그 합헌성을

정하여 왔으나,3) 조항은 학설상 합헌론과 헌론이 계속 립되던

다른 존속 련 가 처벌 규정들과 함께 평성 7.(1995.) 5. 12. 법률91호 개

1) 刑集 4卷 2037

2) 刑集 27卷 265

3) 日 判 昭和 49. 9. 26. 刑集 28卷 329; 日 判 昭和 50. 11. 20. 判例時報 797號

153; 日 判 昭和 50. 11. 28. 判例時報 797號 156; 日 判 昭和 51. 2. 6. 刑集 30

券 1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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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 의하여 모두 삭제되었다.

나. 기타 국가

국, 미국 등 커먼 로(Commom Law)를 심으로 발달하여 온 미법

계의 국가들에서는 과거부터 존속상해치사죄는 물론 존속살해 등 존속 련

범죄를 가 처벌하는 는 없었고, 화인민공화국을 비롯한 다수의 국

가에서도 마찬가지이다.4)

다만 존속 련범죄의 표 규정인 존속살해죄에 있어서는, 독일과 헝

가리에서는 존속살해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었으나 독일은 1941년에, 헝가

리는 1961년에 이를 각 삭제하 고, 그밖에 아직 그 규정을 두고 있거나

( 랑스, 벨기에, 만 등), 존속 뿐 아니라 비속이나 배우자를 살해한 경우

에도 이를 가 처벌하는 경우(이탈리아, 아르헨티나 등) 등 각국의 역사

배경이나 사회문화 차이에 따라 그 입법례는 다양하다.

근래의 입법추세는 존속살해죄 규정을 두지 아니하거나 기존의 규정을

삭제하는 경향이다.5)

3. 평등의 원칙에 배되는지 여부

가. 평등심사의 기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구든지 성별․

종교 는 사회 신분에 의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생활의

모든 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평등의 원칙은 일체의 차별 우를 부정하는 평등을 의미하는 것

이 아니라 입법과 법의 용에 있어서 합리 근거 없는 차별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상 평등을 뜻하므로, 합리 근거가 있는 차별 내지 불평등

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고, 합리 근거가 있는 차

별인지의 여부는 그 차별이 인간의 존엄성 존 이라는 헌법원리에 반하지

아니하면서 정당한 입법목 을 달성하기 하여 필요하고도 정한 것인가

4) 三原憲三, 屬殺人と裁判, 第三文明社, 18, 33-34 참조.

5) 주석 형법(IV), 제3 , 한국사법행정학회, 165; 大コンメンタール刑法 第八卷, 靑

林書院, 88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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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기 으로 단되어야 한다(헌재 1994. 2. 24. 92헌바43, 례집 6-1, 72,

75; 헌재 1998. 9. 30. 98헌가7등, 례집 10-2, 484, 503-504; 헌재 2001.

11. 29. 99헌마494, 공보 63, 88 등 참조).

평등 반 여부의 심사에 있어서는 차별을 정당화하는 합리 이유의 존

부에 하여 심사하는 자의 지의 원칙에 의한 완화된 심사기 과 비례의

원칙에 의한 엄격한 심사기 이 있다.

(1) 완화된 심사기

헌법 제11조 제1항 후문은 그 문의 “법 앞에 평등”의 내용을 시한

것으로서 그 내용인 성별⋅종교 등에 의한 차별의 지는 문의 평등원리

의 일반 규정을 면 으로 구체화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는 견해에 의

하면, 문과 후문은 법 으로 같은 의미를 갖고 이들 사이에는 아무런

법 효력상의 차이를 발견할 수 없게 되어, 후문이 규정하고 있는 성

별⋅종교 는 사회 신분에 의한 구분과 그밖에 연령, 학력, 건강, 민족,

인종, 언어, 정치 견해, 빈부의 차이, 출신지역 등에 의한 구분 사이에는

법 으로 차이를 찾아볼 수 없게 되므로, 문이나 후문 모두에서 평등원

칙의 일반 원리에 따라 완화된 심사기 인 자의 지의 원칙에 의한 심사가

용된다고 할 수 있다.

완화된 심사기 은 평등원칙 반 여부에 한 원칙 심사기 으로서,

차별을 정당화하는 합리 인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 즉 자의성 유무에

하여 심사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의 심사는 그것이 가장 합리 이고

타당한 수단인가에 있지 아니하고 단지 입법자의 정치 형성이 헌법 한

계 내에 머물고 있는가 하는 것에 국한된다(헌재 1997. 1. 16. 90헌마110등,

례집 9-1, 90, 115 참조).

다만, 합리 이유의 존부에 한 심사는 “이유 그 자체”의 합리성이 아

니라 “차별과의 계에서의” 합리성에 한 심사이므로, 자의심사라고 하

더라도 입법목 을 달성하는 데 합하지 않은 수단(차별)은 아무런 의미

가 없다는 에서 “수단의 정성”도 입법목 의 합리성을 심사하는 과정

에 필연 으로 내재되어 있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6)

6) 한수웅, 평등권의 구조와 심사기 , 헌법논총 제9집, 41, 87, 10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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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엄격한 심사기

그러나, 헌법 제11조 제1항 문은 평등심사의 원칙을 선언하는 규정이

고, 후문은 헌법이 다수결의 원리에 의하여 피해를 당할 수 있는 소수를

보호하기 하여 입법권을 특별히 통제하기 하여 정한 특별규정이라는

견해에 의하면, 후문 소정의 “성별, 종교 기타 사회 신분”에 의한 차별을

하는 입법에 하여는 헌법상 보다 엄격한 심사를 하여야 하고, 성별, 종교

와 함께 열거된 “사회 신분”은 앞서 시한 성별과 종교에 버 가는 성

질의 기 에 한한다고 이해된다.

엄격한 심사척도가 용되어야 하는 경우로서는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

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 즉, 후문에서와 같이 헌법이 스스로 차별의 근

거로 삼아서는 아니되는 기 을 제시하거나 차별을 특히 지하고 있는

역을 제시하고 있는 경우, 는 차별 취 으로 인하여 련 기본권에

한 한 제한을 래하게 되는 경우 등이 거론된다(헌재 1999. 12. 23.

98헌바33, 례집 11-2. 732, 748-755; 헌재 2001. 2. 22. 2000헌마25, 례

집 13-1, 386, 403-405 등 참조).7)

엄격한 심사는 차별 우와 차별목 사이의 상호 계를 비례의 원칙을

기 으로 하는 심사로서, 정당한 차별목 , 차별 우의 합성, 차별 우의

필요성(불가피성), 법익균형성(비례성) 등의 요건을 심사하게 된다.

(3) 본건에서의 심사기

그 동안 헌법재 소는 원칙 으로 자의 지의 원칙을 기 으로 심사하

여 왔고, 비례의 원칙을 기 으로 심사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도 비례심

사의 본질에 해당하는 “법익균형성( 의의 비례성)”에 한 본격 인 심사

를 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려웠으나, 1999. 12. 23. 선고한 98헌바33 구 국

가유공자 우등에 한법률 제70조 등 헌소원 ( 례집 11-2. 732) 결정

같은 날의 98헌마363 제 군인지원에 한법률 제8조 제1항 등 헌확인

( 례집 11-2, 770) 결정에서 평등 반 여부의 심사에 하여 본격 으로

비례의 원칙에 의한 엄격한 심사를 한 바 있고, 2000. 8. 31. 97헌가12 국

7) 한수웅, 게논문, 89～9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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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조 제1항 제1호 헌제청 ( 례집 12-2, 167) 결정 2001. 2. 22.

선고한 2000헌마25 국가유공자등 우 지원에 한법률 제34조 제1항 헌

확인 ( 례집 13-1, 386) 결정에서도 같은 심사를 한 바 있다.

이와 같이 엄격한 심사기 을 인정하는 견해에 의하면, 헌법이 스스로

차별의 근거로 삼아서는 아니되는 기 을 제시하거나 차별을 특히 지하

고 있는 역을 제시하고 있는 경우, 는 차별 취 으로 인하여 련

기본권에 한 한 제한을 래하게 되는 경우 심사기 을 용하여

야 한다는 것이므로, 직계비속의 범죄를 가 처벌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있어서 과연 “비속”이라는 지 가 헌법이 스스로 차별의 근거로 삼아서는

아니되는 기 에 해당하는지, 는 비속에 한 가 처벌이 헌법에서 차별

을 특히 지하고 있는 역에서 이루어지는 것인지 등이 문제된다.

(가) “비속”이라는 지 가 헌법 제11조 제1항 후문에서의 “사회 신분”

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직계비속의 범죄를 가 처벌하는 규정이므로, “비

속”이라는 지 가 헌법 제11조 제1항 후문에서의 “사회 신분”에 해당한

다고 보는 경우에는 엄격한 심사기 에 의하여 단되어져야 할 것인 반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완화된 심사기 에 의한 단으로 족하게 된다.8)

우선 “사회 신분”의 구체 의미에 하여 살펴보면, 헌법재 소는

“사회 신분”이란 사회에서 장기간 하는 지 로서 일정한 사회 평가

를 수반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시함으로써 후천 신분설의 입장을 취하

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헌재 1995. 2. 23. 93헌바43, 례집 7-1, 222,

8) 다만, 평등원칙의 심사기 에 한 입장이 명확하지 않은 시기에는 “사회 신

분”임을 인정하면서도 완화된 심사를 한 결정례가 많다.

컨 , ① 농업 동조합 등의 조합장이 그 직을 유지한 상태에서는 지방의회의

원의 후보자가 될 수 없고 지방의회의원의 겸직도 불가능하게 하는 지방의회의원

선거법 제35조 제1항 제7호 지방자치법 제33조 제1항 제6호의 헌여부에

한 헌재 1991. 3. 11. 90헌마28 ( 례집 3, 63, 76) 사건에서는, 이를 사회 신분에

의한 정치생활 역에 있어서의 차별로 보여진다는 단을 하면서도 차별이

합리 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하여만 단하 고, ② 정부투자기 의 직원

이 와 같이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것을 제한하고 겸직을 불가능하게

하는 같은 조항 제6호의 헌여부에 한 헌재 1995. 5. 25. 91헌마67( 례집 7-1,

722, 737) 사건에서는, 이를 사회 신분에 의한 정치생활 역에 있어서의 차별이

라고 단하면서도 합리 근거의 유무, 자의 차별인지의 여부에 하여만 단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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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9) 그밖에 “사회 신분”을 출생에 의하여 고정 으로 정해진 사회

신분으로 해석하는 견해(선천 신분설)에 의하면 귀화인, 범죄인의 자손,

존비속 등이 이에 해당하는 것이고, “사회 신분”이란 선천 후천

인 것을 불문하고 헌법해석권자에 의하여 역사 편견이 입증되었다고

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고 보는 견해에 의하면 헌법 제정 의 역

사 경험에 비추어 유교에 바탕을 둔 사농공상의 사회 신분제도 는

“양반과 상놈”이라는 신분 차이만이 이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다.10)

본건에 있어서는, “사회 신분”의 의미에 한 헌법재 소의 와 같은

견해 등을 고려할 때 “비속”의 지 는 헌법 제11조 제1항 후문의 “사회

신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이 상당하다.

(나) 비속에 한 가 처벌이 헌법에서 차별을 특히 지하고 있는 역

에서 이루어지는 것인지 여부

비속의 직계존속에 한 범죄를 가 처벌하는 차별 취 이 헌법상 특

히 평등이 요구되고 있는 역에서 이루어진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은

찾아 볼 수 없고, 다만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가족 구성원들 개개

인의 존엄성과 평등에 한 헌법 제36조에 반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혼

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 로 성립되고 유지되어

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규정한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을 포

함한 가족생활 역에 있어서의 '양성의 평등'을 명문화한 것으로 이해되

므로(헌재 1997. 7. 16. 95헌가6등, 례집 9-2, 1, 17; 헌재 2000. 8. 31. 97

헌가12, 례집 12-2, 167, 182 등 참조),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평등의 원칙

과 련하여 헌법 제36조 제1항에 반된다고는 말할 수 없다.

(다) 차별 취 으로 인하여 련 기본권에 한 한 제한을 래하

게 되는지 여부

이 사건 법률조항은 형벌조항이라는 에서 신체의 자유와 련이 있게

되는바, 통상의 상해치사죄의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인 데 비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의 법정형은 무기 는 5년 이상의 징역인 , 1회의 법

9) 헌법재 소의 입장이 후천 신분설이 아니라는 반 의 견해도 있다. 한수웅,

게논문, 91-92; 국상종, 99헌마494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 지 에 한법률 제2조

제2호 헌확인 사건에 한 r99m494 연구보고서 등 참조.

10) 한수웅, 게논문, 92～9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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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상 감경 는 작량감경에 의하더라도 집행유 의 선고가 가능한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가 처벌의 정도가 형벌체계상 특히 과 하다거나 균형을

상실하여 그와 같은 차별 취 이 신체의 자유를 하게 제한하는 셈이

된다고는 말할 수 없다.

그밖에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한 제한이 래될 만한 다른 기

본권은 찾아볼 수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평등의 원칙에 배되는지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는 원칙 으로 완화된 심사기 을 용하기로 하되, 엄격한 심사기

에 의한 검토도 아울러 하기로 한다.

나. 완화된 심사기 에 의한 구체 검토

(1) 합헌론

이 사건 법률조항이 존속상해치사죄라는 특별한 죄를 설정하여 형을 가

하는 것에 하여 이는 합리 근거에 의한 것으로서 평등의 원칙에 반

한다고 말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와 같은 입법취지를 달성하기 한 수

단으로서 균형을 잃었다고 말할 수도 없다는 입장인 합헌론의 논거는 다음

과 같다.

(가) 평등의 원칙은 일체의 차별 우를 부정하는 평등 는

산술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과 법의 용에 있어서 합리

근거 없는 차별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상 평등을 뜻하므로, 평등의 원

칙 범 내에서 각자의 연령, 소질, 직업, 사람과 사람 사이의 특별한 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도덕이나 정의, 합목 성 등 합리 근거에 기한

구체 차이를 두는 것은 헌법에 반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혼인과 연에 의하여 형성되는 친족에 있어서는 존경과 사랑이

그 존재의 기반이라고 말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직계존속은 비속에

하여 경제 측면에서는 물론 정신 ․육체 측면에서 올바른 사회구성원

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랑하고 양육하며 보호하는 것은 물론 그 비속의

행 에 하여 법률상․도의상 책임까지 부담하는 한편, 비속은 직계존속

에 하여 가족으로서의 책임 분담과 존경과 보은의 기본 의무를 부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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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는 것이 바로 친족 내지 가족에 있어서의 자연 ․보편 윤리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윤리는 사회를 유지․발 시키는 기본질서를 형성하

게 된다는 에서 형법상 보호되어야 할 가치라고 말할 수 있다. 특히, 유

교 사상을 기반으로 통 문화를 계승․발 시켜 온 우리나라의 경우

는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자기 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하여 상해치사의 죄를 범한다

는 것은 와 같은 보편 사회질서나 도덕원리, 나아가 인륜에 반하는 행

로 인식되어 그 패륜성은 통상의 상해치사죄에 비하여 고도의 사회 비

난을 받아야 할 이유가 충분하므로, 이러한 을 그 처벌에 반 시킨다 하

더라도 이를 불합리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나) 도덕원리를 법에 반 시키고 법에 의하여 이를 강제하는 것이라는

비 에 하여는, 비록 법과 도덕이 별된다 하더라도 책임 단에 있어서

윤리 요소를 완 히 제거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에

의한 도덕의 강제가 아니라 패륜으로 인한 책임의 가 을 근거로 형을 가

하는 데 지나지 않는 것일 뿐만 아니라, 법에 의하여 도덕이 강제될 수

없다 하더라도 사회도덕의 유지를 한 형법의 역할을 으로 부정할 수

는 없을 것이다.

더욱이, 구체 사건의 양형에 있어서 직계존속이 피해자라는 이 범정

의 하나로 시되는 것이 허용되는 이상 이를 법규의 형식으로 유형화하여

형의 가 요건으로 삼는다 하더라도 그러한 차별 취 이 곧 합리 근거

를 결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도 없다.

(다) 존속인 피해자가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통상인인 피해자보다

두텁게 보호받는 결과가 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률로써 비

속의 직계존속에 한 도덕 의무를 특히 요시한 것으로, 그 입법목

은 가해자인 비속의 패륜성 는 반윤리성을 엄벌하여 그와 같은 죄의 발

생을 특히 억제하고자 함에 있을 뿐 피해자인 존속을 더 보호하고자 함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와 같이 존속이 강한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은 반사

이익에 불과한 것이라는 에서, 그리고 개개인의 일생을 통하여 보면 결

국에는 각자 동등한 보호를 받게 된다는 에서,11) 이 사건 법률조항이 통

11) 植松, 全訂刑法槪論 II 各論, 248 참조(三原憲三의 前揭書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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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상해치사죄와 처벌의 정도를 달리 함에는 합리 근거가 있는 것이라

고 볼 수 있다.

(라) 한편, 그 가 처벌의 정도가 극단이어서 와 같은 입법목 달성

의 수단으로 심히 균형을 잃거나 이를 정당화할 수 없는 근거를 발견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차별 취 이 히 불합리하여 헌법에 반된다고 보아

야 할 것인바, 원칙 으로 범죄의 처벌에 한 문제, 즉 법정형의 종류와

범 의 선택은 그 범죄의 죄질과 보호법익에 한 고려 뿐만 아니라 우리

의 역사와 문화, 입법 당시의 시 상황, 국민 일반의 가치 내지 법감

정 그리고 범죄 방을 한 형사정책 측면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

으로 고려하여 입법자가 결정할 사항으로서 범 한 입법재량 내지 형성

의 자유가 인정되어야 할 분야이므로, 어느 범죄에 한 법정형이 그 범죄

의 죄질 이에 따른 행 자의 책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어서

히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잃고 있다거나 그 범죄에 한 형벌 본래의

목 과 기능을 달성함에 있어 필요한 정도를 일탈하 다는 등 헌법상의 평

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 등에 명백히 배되는 경우가 아닌 한 쉽사리

헌법에 반된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될 것인데(헌재 1992. 4. 28. 90헌바

24, 례집 4, 225, 229; 헌재 1995. 4. 20. 91헌바11, 례집 7-1, 478, 487;

헌재 1997. 7. 16. 95헌바2등, 례집 9-2, 32, 41; 헌재 1999. 5. 27. 98헌바

26, 례집 11-1, 622, 629; 헌재 2001. 11. 29. 2001헌바4, 공보 63, 1162 등

참조), 본건에 있어서는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이 통상의 상해치사죄와의 법

정형의 비교, 1회의 법률상 감경 는 작량감경에 의하더라도 집행유 의

선고가 가능한 등에 비추어, 그 가 처벌의 정도가 형의 양정에 있어서

지나치게 가혹하다거나 불합리하다고 말할 수 없다.

(2) 헌론

통상의 상해치사죄와 구별하여 존속상해치사죄에 한 규정을 두는 것

은 단순한 입법정책의 타당성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배된다고 보는 헌론의 논거는 다음과 같다.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비속의 존속에 한 도덕 의무를 강조하는

규정이고, 이러한 도덕 의무의 강조는 결국 존속에 한 보은에 그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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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는 것으로서 조상숭배 내지 친권우 의 구 가족제도 사상을 기반으

로 하는 호주권력 심주의 사회 는 건주의 ․권 주의 주종 계의

사회에서나 가능한 것이고, 근 이후의 자연법사상은 친자 계라 할지라

도 개인 개인의 계로 고찰할 것을 요구하므로, 피해자가 존속인 경우

그 책임을 가 하는 것은 개인의 존엄과 인격가치의 평등을 기본으로 하는

민주주의의 이념에 반하는 반인권 통일 뿐 아니라, 비속의 존속에

한 범죄가 더욱 강한 도의 비난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일종의 신분제 도

덕의 입장이라고 말할 수 있다.

(나) 형법이 도덕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근 형법의 기본원칙상 “효”라는

도덕 가치는 법률에 의하여, 즉 형벌의 가 에 의하여 강제될 수 있는

가치가 아니므로12) 이 사건 법률조항은 도덕에 한 법률의 한계를 넘어선

법률만능사상에 기 한 규정이라고 말할 수 있고, 결국 존․비속이라는 도

덕 계는 형의 양정(量定) 문제에 불과하다는 에서 이는 법 앞의 불

평등을 기 지울 수 있는 합리 근거가 될 수 없는 것이다.

(다) 피해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무거운 법정형을 용하는 것은 존속을

일반인보다 두텁게 보호하여 생명의 보호가치성을 차별 으로 취 하는 셈

이 되어 법률상 불평등의 결과를 래하고, 개개인의 일생을 통하여 보더

라도 특정인 사이의 존․비속 계는 불변하여 역 되지 않는다는 에서

동등한 보호의 보장은 허구에 불과하게 된다.

(라) “비속”이라는 신분은 자기의 자유의사와 무 하게 결정된다는 에

서 이를 이유로 한 차별 취 은 평등의 원칙에 배되는 것인바,13) 특히

그 불합리성은 존속이 비속에 하여 도의에 반하는 행 를 함으로써 비속

의 범죄를 유발시키는 사례에서 더욱 극명하게 나타난다.

(마) 친족 내지 가족간의 윤리 보호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 이라

면, 직계친족 사이에 못지 않게 윤리성이 강조되어야 하는 부부 사이의 범

죄에 하여도 동일한 가 처벌 규정을 두어야만 일 된 입법이라고 할 것

임에도 그 지 못하다.14)

12) 배종 , 제4 형법각론, 홍문사, 76 참조

13) 유기천, 全訂新版 형법학 [각론강의 上], 일조각, 36～37 참조.

14) 존속살 조항이 헌이라고 시한 일본의 昭和 48. 4. 4.의 高裁判所 결의

제1심 결인 昭和 44. 5. 29. 宇都宮地方裁判所 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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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결론

비속의 직계존속에 한 존경과 사랑은 건 가족제도의 유산이라기

보다는 우리 사회윤리의 본질 구성부분을 이루고 있음이 실인 이상,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 과 이를 달성하기 한 수단의 정성, 즉 가

처벌의 이유와 그 정도의 타당성 등에 비추어 그 차별 취 에는 합리

근거가 있다고 이 상당하므로 합헌론이 타당하다고 단된다.

다. 엄격한 심사기 에 의한 검토

가사, 이 사건 법률조항의 평등원칙 배 여부의 심사에 있어서 비례의

원칙에 의한 엄격한 심사기 을 용한다 하더라도 그 합헌성은 정될 수

있다고 본다.

우선, 직계존속과 그 비속을 포함한 가족 계에 있어서의 도덕 윤리

보호라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 (차별목 )이 정당함은 이미 합

헌론에서 살펴본 바와 같고, 나아가 입법목 이에 근거한 강한 비

난가능성의 측면에서 존속 련범죄에 한 가 처벌은 입법목 을 달성

하기 한 수단으로서 합리 이고 하다고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차별 취 으로 인한 불이익이 형사법 분야, 즉 형벌의 범 내에서만 발

생한다는 에 비추어 불가피한 최소한의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한, 법정형에 있어서 보통 상해치사죄와의 비교 1회의 법률상 감경

는 작량감경에 의하더라도 집행유 의 선고가 가능한 등에 비추어 보

면, 우리의 헌법규정과 법률체계상 입법목 의 비 에 비추어 그 차별

취 의 정도, 즉 가 처벌로 인한 불평등의 효과는 비례 계를 유지하여

균형성이 인정된다고 단된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어느 심사기 에 의하더라도 평등의 원칙에

배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4. 다른 기본권의 침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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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사생활의 자유”란, 사생활과 련된 사사로운 자신만의 역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타인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권리인 “사생활의 비

”과 함께 헌법상 보장되고 있는 기본권으로서, 사회공동체의 일반 인

생활규범의 범 내에서 사생활을 자유롭게 형성해 나가고 그 설계 내

용에 해서 외부로부터의 간섭을 받지 아니할 권리인바,15) 우선 존속상해

치사죄와 같은 범죄행 가 헌법상 보호되는 사생활의 역에 속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 이 정당하고 그 형의

가 에 합리 이유가 있는 이상 이로써 직계존속에 한 상해치사죄가 가

처벌된다 하여 가족 계상 비속의 사생활이 왜곡된다거나 존속에 한

태도나 행동 등에 있어서 외부로부터 부당한 간섭을 받는 결과가 된다고는

말할 수 없다.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존속에 한 비속의 도덕 의무, 즉 효를

강요함으로써 개인의 윤리문제에 직 개입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직계존

속이 아닌 통상인에 한 상해치사죄도 형사상 처벌되고 있고 이 사건 법

률조항은 합리 이유에 근거하여 직계존속에 한 상해치사죄를 가 처벌

함에 그치고 있다는 에서, 이를 가리켜 비속에 하여 효를 강요하거나

개인의 윤리문제에 개입하는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나. 혼인제도와 가족제도에 한 헌법 제36조 제1항에 배되거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는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 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규정함으로

써, 혼인제도와 가족제도가 인간의 존엄성 존 과 민주주의의 원리에 따라

규정되어야 하고 가족생활은 ‘양성의 평등’을 기 로 성립, 유지될 것을 명

문화하는 한편(헌재 1997. 7. 16. 95헌가6등, 례집 9-2, 1, 17; 헌재 2000.

8. 31. 97헌가12, 례집 12-2, 167, 182 등 참조), 국가가 개인의 자율 의

15) 허 , 新訂14版, 한국헌법론, 박 사, 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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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와 양성의 평등에 기 한 혼인과 가족생활의 자유로운 형성을 보장할 것

을 규정하고 있는바(헌재 1990. 9. 10. 89헌마82, 례집 2, 306, 312; 헌재

1997. 3. 27. 95헌가14등, 례집 9-1, 193, 205 등 참조), 이 규정의 성격에

하여는 평등권설, 자유권설, 생존권설, 제도보장설 등이 립되고 있다.

헌법재 소는 규정에 하여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에 기 한

혼인과 가족생활에 한 기본권”이라는 표 (헌재 1997. 3. 27. 95헌가14등,

례집 9-1, 193, 205)과 함께 “혼인제도와 가족제도에 한 헌법원리를 규

정한 것”이라는 표 (헌재 1997. 7. 16. 95헌가6등, 례집 9-2, 1, 17; 헌재

2000. 8. 31. 97헌가12, 례집 12-2, 167, 182)을 함께 사용하고 있으므로,

규정은 인간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이 가족생활에 있어서도 보장되어야

한다는 요청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기본권 보장의 성격을 갖는 동

시에 그 제도 보장의 성격도 갖고 있는 것으로 악할 수 있다.

본건에 있어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비속의 직계존속에 한 상해치사죄

를 가 처벌하는 것에 합리 근거가 있음은 이미 앞에서 살핀 바와 같으

므로, 이러한 가 처벌에 의하여 가족 개개인의 존엄성 양성의 평등이

훼손되거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

고, 오히려 패륜 ․반도덕 행 의 가 처벌을 통하여 친족 내지 가족에

있어서의 자연 ․보편 윤리를 형법상 보호함으로써 개인의 존엄과 가치

를 더욱 보장하고 이를 통하여 올바른 사회질서가 형성될 수 있다고 보아

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 제36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가족제

도에 한 원리에 배되지 아니하고, 헌법 제10조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5. 존속 련범죄 폐지론

존속 련범죄에 하여 법정형의 차이를 두어 가 처벌하는 것이 헌법

으로 정당하다 하더라도 입법론으로서 이 사건 법률조항 등 존속 련범

죄에 한 형법 각 규정을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다.16)

16) 특히 존속살해죄에 하여는 다수의 형법학자들이 이를 주장하고 있다.



56 헌법재 소결정해설집 2002

그 논거로는, ① 각국의 입법례가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일반 이라

는 , ② 존속 련범죄 오히려 피해자인 존속이 잔학하고 비윤리 인

경우가 많은 데 비하여 가해자인 비속에게 참작할 정상이 많은 , ③ 사

회윤리 측면에서 아무리 비속의 패륜성이 큰 경우라도 통상의 형법 규정

(본건에 있어서는 보통 상해치사죄)에 의한 법정형 범 내에서 충분한 처

벌이 가능하므로, 피해자가 직계존속이라는 사정은 범죄의 동기나 수단 등

과 같은 범죄정상의 한 요소로만 악됨으로써 족하다는 , ④ 인륜에 반

한다는 사정은 존속의 직계비속에 한 범죄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므로 균

형상 비속 련범죄에 하여도 가 처벌하여야 한다는 ,17) ⑤ 문화의 변

천, 경제의 발 등으로 인하여 사회 반의 가치 이나 윤리질서가 변화

하면서 유교 윤리 이나 통 효의 념에 기반을 두고 있는 존․비속

간 는 가족구성원간의 계 역시 변질되고 있는 시 상황 등이 거론

되고 있다.

형법상 존속 련범죄를 가 처벌하는 것은 형벌에 있어서의 사회윤리

측면을 시한 것으로 보이는바, 실질 으로 형법 가치 단의 측면에서

볼 때 반드시 비속의 직계존속에 한 범죄가 비난가능성이 더 크다고는

말할 수 없지 않을까. 컨 , 부모가 자식을 이유 없이 학 , 살해하여 형

법 비난의 가치가 더욱 큰 경우도 있듯이 도덕 측면만을 시하여 가

의 구별을 둘 것은 아닌 듯 싶다.18)

이러한 각 사정을 근거로, 비록 다른 국가들보다 사회질서나 가족윤리를

시하는 우리의 법감정상 아직 존속 련범죄에 한 가 처벌이 헌법에

반된다고 할 수 없다 하더라도 형법학 으로는 궁극 으로 이를 폐지하

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견해가 유력하게 두되고 있는

것이다.

17) 랑스 형법은 비속살인에 하여 규정하고 있다고 한다. (진계호, 게서, 47

참조)

18) 독일에서 1941. 9. 4. 존속살인죄를 폐지한 것도 평등원칙 등 헌법상 이유에서가

아니라 사회도덕 인 면만을 시하여 가 의 구별을 둘 것은 아니라는 견지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박동희, “존속살인죄의 헌여부”, 法曹春秋 1973. 4월호, 3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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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정의 의의

이 결정은, 범죄의 객체가 자기 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해당하는 경

우 가해자인 비속의 패륜성에 한 고도의 사회 비난가능성을 이유로 형

을 가 하는 우리 형법상의 많은 존속 련 처벌조항에 있어서 헌 여부를

단한 최 의 결정이라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다만, 법정형 등에 있어서 각 범죄마다 차이가 있는 이상 이 결정을 근

거로 모든 존속 련 처벌조항이 헌법에 반되지 아니한다고 단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일응 그러한 단에 한 유력한 근거는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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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에 한법률 제62조 제1항

헌확인
- 교육 원 교육감의 선거제도와 지방교육자치 -

(헌재 2002. 3. 28. 2000헌마283등, 례집 14-1, 211)

성 기 용
*

1)

【 시사항】

1. 교육 원 교육감의 선거인단을 학교운 원회 원 원으로 구

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지방교육자치에 한법률 제62조 제1항이 선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2. 법률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3. 법률조항이 교육의 자주성을 침해하는지 여부

【심 상】

이 사건 심 상은 지방교육자치에 한법률 제62조 제1항(2000. 1. 28.

법률 제6216호로 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헌여부

이고, 그 규정내용 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1. 심 상조항

지방교육자치에 한법률 제62조(선거인단의 구성 등) ① 교육 원 는

교육감의 선거인단은 선거일공고일 재 ․ 등교육법 제31조(학교운

원회의 설치)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 원회 원 원(이하 “학교운

* 헌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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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회선거인”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 생략

2. 련조항

․ 등교육법 제31조(학교운 원회의 설치) ① 학교운 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 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하여 국․공립 사립의 등학교․ 학교․고등학교

특수학교에 학교운 원회를 구성․운 하여야 한다.

② 국․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 원회는 당해 학교의 교원 표․학부

모 표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한다.

③ 국․공립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 원회의 원정수는 5인 이

상 15인 이내의 범 안에서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통령령으로 정

한다.

․ 등교육법 제34조(학교운 원회의 구성․운 ) ① 제31조의 규정

에 의한 학교운 원회 국립학교에 두는 학교운 원회의 구성․운

에 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령령으로 정하고, 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

원회의 구성․운 에 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령령이 정하는 범 안에

서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②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 원회의 원구성에 한 사항은 통령

령으로 정하고, 기타 운 에 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 으로 정한다.

【사건의 개요】

1. 심 청구에 이르게 된 경

가. 2000헌마283 사건

청구인들은 각 등학교, 학교, 고등학교 유치원에 재학 인 학생

들의 학부모들로서, 교육 원 교육감의 선거인단을 학교운 원회

원 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자신들의 선거

권, 평등권 등을 침해하고 교육의 자주성에 배된다고 주장하면서, 2000.

4.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 을 청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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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000헌마778 사건

청구인들은 역시 시민들로서,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2000. 12.

19. 실시되는 역시 교육감선거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자, 법률조항

이 자신들의 선거권, 평등권 등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2000. 12.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 을 청구하 다.

2. 청구인들의 주장 이해 계인의 의견

가. 청구인들의 주장

(1) 학교운 원회는 ․ 등교육기 에만 설치되어 있고, 유치원 등

유아교육기 이나 사설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등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다. 학교운 원회의 원은 학부모 교원들에 의하여 선출되고,

그 선출과정에 학부모나 교원이 아닌 지역주민의 의사는 반 되지 않

는다.

따라서, 학교운 원회는 당해 학교와 련되어 있는 학부모 교원들

의 의기 에 불과할 뿐, 지역주민의 표성을 지닌 의기 으로 볼 수

없음에도, 이러한 학교운 원회의 원들이 교육 학 에 하여 지방

자치단체를 표하는 교육감과 교육 원을 선출하도록 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상 주민자치의 원칙에 배되어 지역주민의 자치권과 선거

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2) 이 사건 법률조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인 교육감과 교육 원의 선

거권을 지역주민 체 는 지역주민을 표하는 의기 에 부여하지 아

니하고 학교운 원회 원들에게 부여함으로써, 학교운 원회 원으

로 선임된 지역주민 는 학교운 원회 원을 선출할 권한이 있는 지역

주민들만 선거권을 가지게 되므로, 선거권을 가지지 못한 나머지 지역주민

들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

(3) 이 사건 법률조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집행기 인 교육감 교육 원을 선출함에 있어, 학교운 원회 원이

나 학교운 원회 원의 선출권한이 있는 일부 교육당사자들만 참여하도

록 함으로써, 학교운 원회가 설치되지 않는 ․유아교육기 이나 사회

교육기 등의 교육당사자들의 참여가 불가능하게 되어 교육의 자주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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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손하고 있다.

나. 교육인 자원부장 의 의견

(1) 청구인들은 교육감 교육 원의 선출과정에 학부모나 교원이 아닌

지역주민의 의사는 반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지역주민이면 구

든지 학교운 원회의 지역 원으로 선출되어 교육 원․교육감 선거권을

부여받을 수 있어 지역주민의 의사가 반 될 여지가 얼마든지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2) 교육․학 에 한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서 그 사무를 장

하기 해 자치단체 내에 별도의 집행기 을 두도록 한 행법체계를 감안

해 볼 때, 교육감이 주민직선이나 는 의기 에 의한 간 선거에 의해

선출되지 않았다 해서 이것이 주민자치의 원칙에 반하여 헌이라고 할 수

없다.

한 헌법 제24조에 의한 선거권의 보장은 반드시 모든 국민이 모든 선

거에서 선거권을 가져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선거의 목 이나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 인 범 내에서 제한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 지방자치단체의 표가 아닌 당해 지방자치단체 내의 한 집행기 으로

서 교육의 문성을 담보하기 해 설치한 교육감을 어떻게 선출 는 임

명할지는 정책 인 문제라고 할 것이므로, 교육감의 선출을 체의 지역주

민이 하도록 하기보다는 직 으로 교육에 계되는 자들로 하게 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선거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3) ․유아교육기 이나 사회교육기 등은 우리 나라의 교육체계상

기간제 정규교육기 에 해당되지 않아, 그 실체 개념을 정의하기가 어

렵고, 교육인 자원부 교육감의 할이 아닌 경우도 있어, 그 할도 일

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규모나 시설 등에서 차이가 천차만별이어서

어느 정도까지를 교육기 으로 보고 선거권을 부여할지를 결정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사회 인 합의를 얻기도 어려우므로, 행 교육체계상 정

규교육기 으로 인정하고 있는 ․ 등교육법 제31조에 규정된 학교의 학

교운 원회 원에게만 교육감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고 하여 교육의 자

주성을 훼손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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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교육감선출권은 교육당사자들이 교육에 해 의견을 표 할 수 있

는 여러 방법 의 하나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정책 결정 집행

과정에서 얼마든지 의견제출 등을 통한 교육에의 참여가 보장되므로, 교육

원 교육감 선출과정에서 제외된 것만으로 교육의 자주성이 침해되었

다고 할 수 없다.

【결정요지】

1.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교육 원 교육감의 선거인단을 학교운

원회 원 원으로 구성하도록 한 것은, 기본 으로 과거의 교육 원 등

선출제도에서 드러난 단 과 폐해를 보완․시정하기 한 것으로서, 교육

원 교육감 선거인을 획기 으로 증원함으로써 품수수 등 선거비리

의 소지를 원천 으로 차단하고, 직선제 요소를 가미함으로써 교육 원

교육감의 주민 표성을 제고하기 한 것이다.

지방교육자치의 역에서는 주민자치의 원칙이라는 민주주의 요청만

을 철 하게 철하는 것이 반드시 바람직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교육자치

의 특성상 민주 정당성에 한 요청이 일부 후퇴하는 일이 있다 하더라

도 이는 헌법 으로 용인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

항이 교육 원 교육감의 선거인단을 학교운 원회 원 원으로 하

고 있는 것은, 지방교육자치제에서 요구되는 교육의 자주성에 한 요청과

민주 정당성에 한 요청 사이의 조화를 꾀하기 한 것으로서, 비록 주

민의 표성이나 주민자치의 원칙의 측면에서는 다소 부족한 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입법부에 주어진 합리 인 재량의 범 내의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주민자치의 원칙을 배하여 청구인들의 선

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2. 이 사건 법률조항이 ․ 등교육법 제31조 소정의 일정한 학교에만

설치되어 있는 학교운 원회 원들로 교육 원 교육감 선거인단을

구성한 것은, 교육자치의 특성 실 여건 등을 고려한 것으로서 정당

화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은 구든지 지역 원으로 선출되어

교육 원 교육감 선거권을 부여받는 길도 열려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

조항이 선거권을 갖지 못한 나머지 지역주민들을 합리 이유 없이 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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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차별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3. 비록 일부 교육당사자가 교육 원 교육감의 선거과정에서 배제되

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 인 여건 등을 고려한 것으로서 정당화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와 같은 선거는 교육의 자주성을 구 하기 한 한

방편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밖에도 교육정책의 결정 집행과정에서 의견

제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한 참여에 의하여 교육의 자주성을 실 할 수 있

는 길이 보장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교육의 자주성

이 침해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해설】

1. 교육 원 교육감 선출제도의 연 2)

가. 5․16 군사 명(1961년) 이

1948년 정부수립 후 1949. 12. 31. 법률 제86호로 교육법이 제정․공포되

었으나, 6․25 사변으로 그 시행이 지연되어 오다가 1952. 4. 23. 통령령

제633호로 교육법시행령이 제정되면서 기 단 의 교육자치제를 실시하게

되었다.

① 敎育區

당시 지방자치단체가 아니었던 郡을 단 로 교육구를 설치하고, 집행기

으로 교육감을, 의결기 으로 구교육 원회를 두었다. 교육구는 교육세를

부과․징수하고, 교원의 인사 기타 할구역 내 국민학교의 설치․운 업

무를 담당하 는바, 이러한 교육구는 지방자치법에서는 상하지 아니한

교육법에 의하여 창설된 등학교의 설치․운 을 한 특수한 형태의 지

방자치단체라 할 수 있다.

교육감은 구교육 원회의 추천으로 도지사와 문교부장 을 거쳐 통령

이 임명하고, 구교육 원회는 당연직 의장인 군수와 각 읍․면회의에서 1

인씩 선출한 임기 4년의 원으로 구성되었다.

② 시교육 원회

시(특별시 포함)에 지방의회의 교육분야 前審機關의 성격을 가진 교육

2) 이화성, “지방교육자치와 납세자의 권리”, 월간조세 2000. 6., 55쪽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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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회를 두었다. 교육 원회는 시장과 시의회에서 선출한 10인의 원으로

구성되었다. 시교육 원회의 집행기 으로 교육감을 두었는데, 그 선출방법

은 교육구의 교육감과 같았다.

③ 도교육 원회

도의 교육에 한 요정책을 심의하기 하여 심의기 인 도교육 원

회를 두었다. 도교육 원회는 각 교육구 각 시교육 원회에서 선출한 1

인씩과 도지사가 선임한 3인을 원으로 구성되었고, 의장은 원 에서

선출하 다. 도지사가 교육에 한 최고집행기 이었기 때문에, 교육감은

따로 두지 않았다.

나. 지방교육자치에 한법률 제정(1991년) 이

(1) 1962. 1. 6. 법률 제955호로 교육법이 개정되어, 군단 의 교육구를

폐지하고, 특별시․시의 교육감을 폐지하 다. 이에 따라 특별시․도․시․

군 단 로 교육 원회를 설치하 고, 일반행정업무와 교육행정업무를 통합

하여 시․도지사 시장․군수가 장하도록 하 다.

(2) 1963. 11. 1. 법률 제1435호로 교육법이 개정되면서, 서울특별시․부

산시․도3)에 교육 원회를 두고, 시․군에 교육장을 두어, 이들이 당해 지

방자치단체의 교육행정업무를 행하도록 하 다.

합의제 행정기 인 서울특별시․부산시․도의 교육 원회는 당해 지방

의회에서 선출하는 5인의 원(선출 원)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

육감(당연직 원)으로 조직하도록 하 다. 의장은 서울특별시장․부산시

장․도지사가 되었고, 교육감은 교육 원회의 원인 동시에 교육 원회의

사무집행을 하는 사무장의 성격을 가졌다.

독임제 행정기 인 시․군의 교육장은 교육감의 제청으로 문교부장 을

경유하여 통령이 임명하 으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분야 행정기

이 되었다.

그런데 이들 교육 원회나 교육장이 지방의회에서 독립된 것은 아니고,

조례․ 산안 등은 지방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 다. 그러나 당시 시․

도의회나 시․군의회가 실 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아 그 기능은 시․도

3) 이는 뒤에 서울특별시․직할시․도로 바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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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교육부장 , 시․군의 경우 도교육 원회가 그 기능을 행하 다.

이러한 제도는 20여년간 시행되었다.

(3) 다시 1988. 4. 6. 법률 제4009호로 교육법이 개정되어, 특별시․직할

시․도뿐만 아니라 시․군 자치구에도 교육 원회를 두고, 특별시․직

할시․도와 시․군 자치구에 교육장을 두었다.

특별시․직할시․도의 교육 원회는 단순히 심의기 으로 하여 종 의

행정기 으로서의 지 가 상실되었고, 교육장이 교육분야의 집행기 이 되

었다.

다. 지방교육자치에 한법률 제정(1991년) 이후

(1) 지방의회의 구성과 함께 1991. 3. 8. 법률 제4347호로 지방교육자치

에 한법률이 제정되면서, 시․도 단 의 교육자치를 실시함에 있어 그 심

의․의결기 으로 교육 원회를, 그 집행기 으로 교육감을 두도록 하 다.

한편, 시․군․구 단 의 교육자치는 시행하지 않기로 하여 시․군․구

교육 원회를 폐지하 는바, 이는 재정이 빈약한 시․군․구 단 의 지방

교육자치가 실 으로 곤란하다고 보고 모든 지방교육업무를 시․도 단

에서 행하도록 한 것인데, 이러한 골격은 지 까지 유지되고 있다.

교육 원은 각 시․군․구의회에서 2인씩 추천한 후보자 에서 시․도

의회에서 선출하도록 하고(5조), 교육감은 당해 교육 원회에서 선출하도록

하 다(28조).

(2) 1997. 12. 17. 법률 제5467호로 법률이 개정되어, ․ 등교육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 원회에서 선출한 선거인과 교육기본법 제

15조의 규정에 따라 시․도에 조직된 교원단체에서 추천한 교원인 선거인

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에서 교육 원과 교육감을 선출하도록 하 다(제5조,

제28조).

(3) 2000. 1. 28. 법률 제6216호로 법률이 면개정되면서, 교육 원

는 교육감의 선거인단은 선거일공고일 재 ․ 등교육법 제31조의 규

정에 의한 학교운 원회 원 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여(제62조 제1항),

재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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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국의 교육 원 교육감(장) 선출제도4)

가. 일본

① 교육 원 선출제도

교육 원회는 都道府縣, (特別區를 포함)町村 지방교육행정의조직

운 에 한법률 제23조(교육 원회의 직무권한)에 규정된 사무의 부

는 일부를 처리하는 지방공공단체의 조합에 설치되는 교육에 한 합의

제집행기 이다(지방교육행정의조직 운 에 한법률 제2조, 제23조).

교육 원회는 원칙 으로 5인의 원으로 구성되고(동법 제3조), 교육

원은 지방공공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동법 제4조

제1항).

② 교육장 선출제도

교육 원회에는 교육장을 두고(동법 제16조 제1항), 교육장은 교육 원

회의 지휘감독하에 교육 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모든 사무를 담당한다(동

법 제17조 제1항).

교육장은 당해 교육 원회의 원( 원장을 제외) 에서 교육 원회가

임명한다(동법 제16조 제2항).

나. 미국

미국은 연방제국가이기 때문에 교육행정은 주정부의 권한에 속한다. 주

교육 원회(State Board of Education)는 주의 교육행정을 직 운 하는

책임을 지고 있으나, 교육행정체계의 조직, 구성 권한은 주마다 다소 차

이가 있다.

부분의 주정부는 교육정책 결정기 인 주교육 원회와 주교육장을 두

고 있으며, 간단 의 교육구인 County 수 의 中間敎育區(Intermediate

School District)와 기 기방교육행정단 로서 基礎敎育區(Local School

District)가 있다.

간교육구는 지방교육자치단체로서의 자격을 갖지 못하므로 직 학교

4) 김범주, “교육자치제와 지방교육자치에 한 법률”, 법의 이론과 실제( 랑

김철수 교수 화갑기념), 1993, 155쪽 이하 김원갑, “교육자치제의 문제 과 주

요과제”, 입법조사월보 1992. 11., 40쪽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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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설치․유지하는 일이 없으나, 기 교육구는 지방교육자치단체로서 정책

결정기 인 교육 원회를 두고 있는 것이 부분이고, 그 교육 원회는 주

에서 임된 교육행정의 부분에 하여 독자 인 권한을 갖고 학교와 기

타 교육기 의 설치․유지․ 리․운 의 책임을 진다.

① 교육 원 선출제도

주교육 원회는 7～11명의 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일부 주에서는 주민

에 의한 직 선거나 주민의 표에 의한 간 선거를 통하여 원을 선출하

고 있으나, 부분의 주에서는 주의회의 승인을 얻어 주지사가 임명하고

있다.

한편, 지방교육 원회는 부분 5～7명의 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원

의 선임방법은 주교육 원과는 달리 주민의 직선으로 선임하는 경우가

부분이다.

② 교육장 선출제도

주교육장의 선임방법은 주에 따라 다른데, 주민의 직 선거를 통하여 선

출하는 주, 주교육 원회에서 선출하는 주도 있고, 주의회의 승인을 얻어

주지사가 임명하는 주도 있다.

한편, 지방교육장은 부분 지방교육 원회에서 선임한다.

다. 국

국의 지방평의회(Local Council)는 지방자치단체인 郡(County) 區

(Borough)의 최고기 으로서 의결기 인 동시에 집행기 이며, 그 지역의

지방교육당국이다.

국의 교육 원회(Education Committee)는 지방교육당국인 평의회의

한 문 원회로서 평의회의 임을 받아 교육에 한 평의회 기능의 부

분을 행하는 의결기 임과 동시에 집행기 이다.

① 교육 원 선출제도

교육 원의 과반수는 평의회의원이어야 하고, 평의회의원인 교육 원은

평의회의 연차총회에서 임명한다. 나머지 교육 원은 교육행정가나 그 지

역의 교육사정에 정통한 자 에서 평의회가 선임한다.

② 교육장 선출제도



지방교육자치에 한법률 제62조 제1항 헌확인 69

모든 교육 원회에는 교육장을 두어 교육행정의 문 리를 맡기고

있는데, 교육장은 교육 원회가 교육과학부장 과의 의를 거쳐 임명한다.

라. 독일

국가권력의 입법과 행정은 기본법에서 별도의 규정을 하지 않는 한 각주

의 권한에 속하는바, 독일의 교육행정권은 주에 귀속된다.

독일은 주정부가 심체가 되어 교육행정을 펴고 있지만 그 운 은 원

회 심이다. 원회에는 주정부차원의 주학교 원회와 학교단 의 학교

의회가 있다.

교사 표, 학부모 표, 학생 표는 거의 같은 비율로 주단 의 원회와

학교단 의 원회에 참여하며, 이들 표 원은 당해 구성원 사이에서 직

선된다.

마. 랑스

랑스는 교육은 국가의 직무라고 여기는 통 념에 의하여 고도의

앙집권주의와 교육 문가에 의한 지배를 특색으로 하고 있다.

랑스는 지방교육행정구를 27개의 大學區(Academie)로 나 어 앙정

부의 교육에 한 행정을 추진하는데, 학구의 책임자는 학구총장으로

서 통령이 임명한다. 학구총장은 고등교육을 함께 장하는데,

등교육에 하여는 문교부장 의 감독을, 고등교육에 하여는 고등교육

부( 학부라고도 함)장 의 감독을 받는다.

랑스에서는 교육 문가로 구성된 각종 원회 내지 심의회의 활용이

두드러지고, 비 문가인 일반민 의 참여여지가 거의 없다.

3. 교육 원회 교육감의 지 와 권한

가. 교육 원회의 지 와 권한

교육 원회는 시․도의 교육․학 에 한 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 이다(지방교육자치에 한법률 제3조).

교육 원회의 법 성격은 지방자치단체의 최고의결기 인 시․도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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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로부터 교육․학 에 한 의결권을 수임받아서 행하는 임형 의결기

이라고 할 수 있다.

교육 원회는 당해 시․도의 교육․학 에 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바, 그 시․도의회에서 의결할 조례안, 산안 결산, 특별부과 등

의 부과와 징수에 한 사항, 기채안 등 주민의 권리․의무에 련된 사항

은 이를 사 에 심의하여 시․도의회에 제출하고, 그밖에 기 의 설치․운

용, 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재산의 취득․처분 등에 한 사항은 이를

최종 으로 심의․의결한다(동법 제8조 제1항, 제2항).

나. 교육감의 지 와 권한

교육감은 시․도의 교육․학 에 한 사무의 집행기 으로서, 교육․학

에 한 소 사무로 인한 소송이나 재산의 등기 등에 하여 당해 시․

도를 표한다(동법 제20조 제1항, 제2항).

국가행정사무 시․도에 임하여 시행하는 사무로서 교육․학 에

한 사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육감에게 임

하여 행한다(동법 제21조).

교육감은 교육․학 에 하여 조례안 결산안의 작성, 산안의 편성,

교육규칙의 제정, 학교 기타 교육기 의 설치․이 폐지에 한 사항,

교육과정의 운 에 한 사항 등에 한 사무를 장한다(동법 제22조).

4. 학교운 원회의 구성과 기능

가. 학교운 원회의 구성

․ 등교육법 동법시행령에 의하면, 국․공립 사립의 등학

교․ 학교․고등학교 특수학교에 학교운 원회를 구성․운 하여야

하고, 학교운 원회는 학부모 원(40～50%), 교원 원(30～40%), 지역

원5)(10～30%)으로 구성하며, 학교운 원회의 원정수는 5인 이상 15인

5) 지역 원은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교육행정에

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사업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 당해 학교를 졸업한 자 기타 학교운 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를 말

한다(동법시행령 제58조 제2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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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내의 범 안에서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

고 있다( ․ 등교육법 제31조, 동법시행령 제58조, 제63조).

학부모 원은 학부모 에서 민주 의 차에 따라 학부모 체회의

에서 직 선출한다. 다만, 학교의 규모․시설 등을 고려하여 원회규정이

정하는 체회의에서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원회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 별 표로 구성된 학부모 표회의에서 선

출할 수 있다(동법시행령 제59조 제2항, 제63조 제2항).

당연직 교원 원인 교장을 제외한 교원 원은 교원 에서 선출하되, 교

직원 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동법시행령 제59조 제3항). 다만,

사립학교의 경우 당연직 교원 원을 제외한 교원 원은 정 이 정한 차

에 따라 교직원 체회의에서 추천한 자 학교의 장이 한다(동법시행

령 제63조 제2항).

지역 원은 학부모 원 는 교원 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 원 교

원 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동법시행령 제59조 제4항, 제63조 제2항).

나. 학교운 원회의 기능

국․공립학교의 학교운 원회는 학교헌장 학칙의 제정 는 개정,

학교의 산안 결산, 학교교육과정의 운 방법 등에 한 사항에 하

여 심의한다( ․ 등교육법 제32조 제1항). 국․공립학교의 장은 학교운

원회의 심의결과를 최 한 존 하여야 하며, 그 심의결과와 다르게 시행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운 원회와 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동법시행령 제60조 제1항).6)

사립학교의 장은 ․ 등교육법 제32조 제1항 각호의 사항에 하여

학교운 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다만, 제6호(교육공무원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빙교원의 추천에 한 사항)의 사항은 제외하고,

6) 국․공립학교의 장은 운 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교육활동 학교운 에

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

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때에는 동법 제32조 각호의 사항에 하여 운 원

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으나, 이와 같이 시행한 때에는

련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없이 운 원회와 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

다(동법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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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학교헌장 학칙의 제정 는 개정에 한 사항)․제2호(학교의

산안 결산에 한 사항)에 하여는 학교법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

한다(동법 제32조 제2항). 사립학교의 장은 학교운 원회의 자문결과를

최 한 존 하여야 한다(동법시행령 제63조 제3항).

이와 같이 국․공립학교의 학교운 원회는 심의기구로, 사립학교의 학

교운 원회는 자문기구로 설치하도록 하여 차별을 둔 것은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한 것이다.

다만, 국․공립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 원회는 학교발 기 의

조성․운용 사용에 한 사항에 하여는 심의․의결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동법 제32조 제3항).

5. 이 사건 법률조항의 헌 여부

가. 지방교육자치제도의 헌법 본질

(1) 헌법 제31조 제4항은 “교육의 자주성․ 문성․정치 립성

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11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한 사무를 처리하

고 재산을 리하며, 법령의 범 안에서 자치에 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제도보장으로서의 교육자치와 지방자치를 규정하

고 있다.

교육자치의 개념에 하여는 지방교육행정의 자치에 국한하여 생각하는

입장과 앙교육행정의 자치까지 포함하여 생각하는 입장의 립이 있다.

자의 입장에 의하면 교육자치는 지방교육자치와 개념 으로 동일한

것이 된다. 교육자치의 완성을 하여는 국 획일성을 탈피하여야 하고

이를 하여는 지방분권이 필연 으로 요청된다고 할 것이나, 교육자치는

국가 차원에서 모든 교육 련기 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교육자치는

지방교육자치를 포 하는 상 개념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보게 되면 지방교육자치는 교육자치라는 역 자치와 지

방자치라는 지역 자치가 결합한 형태로서, 교육자치를 지방교육의 특수

성을 살리기 해 지방자치단체의 수 에서 행하는 것을 말한다고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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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의 기본원리로 통상 거론되는 것으로는 주민참여의 원리,

지방분권의 원리, 일반행정으로부터의 독립, 문 리의 원칙 등이 있

다.7)

(2) 우리 재 소는 교육 원선거에서의 선거운동의 제한을 규정하고 있

는 법률조항에 한 헌법소원사건의 결정에서, 지방교육자치제도의 헌법

본질에 하여 다음과 같이 시한 바 있다(헌재 2000. 3. 30. 99헌바113,

례집 12-1, 359, 368-369).

「국민주권의 원리는 공권력의 구성․행사․통제를 지배하는 우리 통치

질서의 기본원리이므로, 공권력의 일종인 지방자치권과 국가교육권(교육입

법권․교육행정권․교육감독권 등)도 이 원리에 따른 국민 정당성기반을

갖추어야만 한다(헌재 1999. 11. 25. 99헌바28, 공보 40. 19, 21 1992. 11.

12. 89헌마88, 례집 4. 739, 751; 1994. 2. 24. 93헌마192, 례집 6-1. 173,

177 등 참조). 그런데 국민주권․민주주의원리는 그 작용 역, 즉 공권력의

종류와 내용에 따라 구 방법이 상이할 수 있다. 국회․ 통령과 같은 정

치 권력기 은 헌법 규정에 따라 국민으로부터 직선된다. 그러나 지방자

치기 은 그것도 정치 권력기 이긴 하지만, 앙․지방간 권력의 수직

분배라고 하는 지방자치제의 권력분립 속성상, 앙정치기 의 구성

과는 다소 상이한 방법으로 국민주권․민주주의원리가 구 될 수도 있다

(헌재 1999. 11. 25. 99헌바28, 공보 40. 19, 22 참조). 한 교육부문에 있어

서의 국민주권․민주주의의 요청도, 문화 권력이라고 하는 국가교육권의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정치부문과는 다른 모습으로 구 될 수 있다(헌재

1992. 11. 12. 89헌마88, 례집 4. 739, 762-763 참조).

지방교육자치도 지방자치권행사의 일환으로서 보장되는 것이므로, 앙

권력에 한 지방 자치로서의 속성을 지니고 있지만, 동시에 그것은 헌

법 제31조 제4항이 보장하고 있는 교육의 자주성․ 문성․정치 립성

을 구 하기 한 것이므로, 정치권력에 한 문화 자치로서의 속성도

아울러 지니고 있다. 이러한 ‘이 의 자치’의 요청으로 말미암아 지방교육

자치의 민주 정당성요청은 어느 정도 제한이 불가피하게 된다. 지방교육

7) 신 직, “지방교육자치 합리화를 한 법제정비방안”, 법제연구 1995(통권 제9호),

60～63쪽 참조



74 헌법재 소결정해설집 2002

자치는 ‘민주주의․지방자치․교육자주’라고 하는 세 가지의 헌법 가치를

골고루 만족시킬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이다. ‘민주주의’의 요구를 시하

여 비정치기 인 교육 원이나 교육감을 정치기 (국회의원․ 통령 등)의

선출과 완 히 동일한 방식으로 구성한다거나, ‘지방자치’의 요구를 시

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가 교육 원․교육감의 선발을 무조건

으로 좌우한다거나, ‘교육자주’의 요구를 시하여 교육․문화분야 계

자들만이 으로 교육 원․교육감을 결정한다거나 하는 방식은 그 어느

것이나 헌법 으로 허용될 수 없다.」

우리 재 소의 지방교육자치제도의 헌법 본질에 한 와 같은 이해

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헌여부를 단함에 있어서도 그 토 가 되고 있

다고 할 수 있다.

나. 선거권의 침해 여부

(1) 선거권과 입법자의 재량

헌법 제24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

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선거권이란 국민이 공무원을 선거하는

권리를 말한다.

간 민주정치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공무원선거권은

국민의 참정권 가장 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에서 말하는 공무원은 일반직공무원은 물론 통령․국회의원․지방

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법 등 국가기 과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모든 자를 포 하는 의미에서의 가장 의의 공무원이다.8)

헌법은 통령선거권(헌법 제67조 제1항), 국회의원선거권(헌법 제41조

제1항), 지방의회의원선거권(헌법 제118조 제2항9))만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한 선거권도 공직선거 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다(제15조 제2항).

그밖에도 법률에 의하여 특정공무원에 한 선거권도 부여할 수 있음은

8) 김철수, 헌법학개론, 2001, 830쪽; 권 성, 헌법학원론, 1995, 512쪽.

9) 헌법 제118조 ②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

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 에 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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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이고, 교육 원 교육감 선거권도 지방교육자치에 한법률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다.

지방교육자치에 한법률은 제51조 이하에서 교육 원 교육감 선거에

하여 많은 조항을 두어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바, 선거인단의 구성에

하여 정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도 그러한 조항 의 하나이다.

선거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되는 것으로서 선거법의 제정

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화된다고 할 것인데, 입법자가 입법형성권에 의하

여 선거법을 제정하는 경우에 헌법에 명시된 선거제도의 원칙을 존 하고

국민의 선거권이 부당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은 물론이나, 입법

자가 구체 으로 어떠한 입법목 의 달성을 하여 어떠한 방법을 선택할

것인가는 그것이 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것이 아닌 한 입법자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7. 6. 26. 96헌마 89, 례집 9-1, 674,

683 참조).

(2)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교육 원 교육감의 선거인단을 학교운 원회

원 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는바, 기본 으로 이러한 방식은 과거에

시행된 교육 원 교육감 선출제도가 많은 단 과 폐해를 드러낸 데 따

른 반성 고려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991. 3. 8. 지방교육자치에 한법률(법률 제4347호)이 제정된 이후 처음

으로 채택된 제도는 지방의회에서 교육 원을 선출하고, 교육 원들로 구

성된 교육 원회에서 교육감을 선출하는 방식이었다. 그런데 이 제도를 시

행해 본 결과 선거권자의 수가 어 수수와 같은 선출 련비리가 발생

하는 일이 빈번하 고, 이로 인하여 교육계의 신이 크게 실추되는 결과

가 래되었다. 이에 따라 1997. 12. 27. 법률 제5467호로 개정된 법률에서

는 교육 원 교육감을 학교운 원회에서 선출한 선거인과 교육단체에

서 추천한 교원인 선거인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에서 선출하도록 하는 제도

로 변경되었으나, 이 제도에 하여도 여 히 선거인의 수가 어 와 같

은 폐단이 남아 있을 뿐만 아니라, 주민 표성이 미흡하고 학교 장의 의

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어렵다는 등의 문제 이 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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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다시 제도를 변경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교육 원 교육감의

선거인단을 학교운 원회 원 원으로 구성하도록 한 것은, 교육 원

교육감 선거인을 획기 으로 증원하여10) 품수수 등 선거비리의 소지

를 없애고, 나아가 교육 원 교육감의 주민 표성을 제고하기 한 것

으로서, 학교운 원회 제도를 교육 원 교육감 선거제도에 긴 하게

목시키고 있다는 에서 그 특색을 찾아볼 수 있다.

학교운 원회 제도는 학부모의 교육참여권의 보장수단으로 단 학교

의 교육자치를 활성화하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

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교원, 학부모, 지역사회인사 등이 학교의 운 에

한 요사항에 하여 심의 는 자문하게 하는 제도인바, 이 사건 법률

조항에서 이 제도를 교육 원 교육감 선거제도에 연계시키면서 특히 학

교운 원회 원 원으로 선거인단을 구성하도록 한 것은 직선제 요

소를 가미한 것으로서, 지방교육자치제에서 요구되는 교육의 자주성에

한 요청과 민주 정당성에 한 요청간의 조화를 꾀하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입법자의 재량범 의 일탈 여부

(가) 학교운 원회는 그것이 설치되어 있는 일부 교육기 의 학부모

교원들의 의기 에 불과할 뿐 지역주민의 표성을 지닌 의기 으

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서, 그 원들로 하여 교육 원 교육감을 선출

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상 주민자치의 원칙에 배되어 지역주민의 자치권

과 선거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다.

사실 지역주민 체가 직 선거에 의하여 교육 원 교육감을 선출하

도록 하는 주민직선제가 주민의 표성이나 주민자치의 원칙의 측면에서

가장 바람직한 방법임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주민직선제는 지나치게 많은 인력과 경비가 소모될 뿐만 아니라,

행의 선거제도에 비하여 교육의 자주성과 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격

10) 2000. 7. 26. 시행된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는 1,088개 ․ ․고교 소속 학교운

원 원으로 구성된 선거인단 13,401명 1,0981명이 투표에 참가하 다고

하고, 2001. 6. 19. 실시 정인 구시교육감선거의 경우 선거인단은 4,600명에 이

른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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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를 교육 원이나 교육감으로 선출할 가능성은 오히려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 주민들의 교육에 한 심이나 이해 계는 자녀가 재학 인 동안에

최고조에 달하는 것이 보통이라는 을 감안하면, 학부모집단 교원집단

으로 하여 교육 원이나 교육감을 선출하게 하는 방식이 어도 교육의

자주성이나 문성의 측면에서는 주민직선제보다 한 방법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교육 원 등을 지방의회에서 선출하는 간선제도 지역주민을 표

하는 의기 에 의한 선출이라는 에서 형식 으로는 주민자치의 원칙을

충족시킬 수 있는 제도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이미 시행해 본

일이 있고, 그 결과 실제로는 극심한 선거비리 등 많은 사회 부작용을

래한 경험이 있다.

(나) 행법상 학교운 원회는 ․ 등교육법 제31조에 규정된 일부

정규교육기 에만 설치되어 있고, 유치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기

술학교, 사설학원 등 기타의 교육기 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상

황에서 학교운 원회의 원에게만 교육 원 교육감 선거권을 부여하

고 있는 것은 학부모집단 교원집단의 일부마 도 교육감 교육 원의

선거과정에서 사실상 배제하는 결과가 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교육체계상 기간제 정규교육기 에 해당되지 않는

․유아교육기 이나 사회교육기 등은 그 실체 개념을 정의하기가

어렵고, 그 규모나 시설 등에서 차이가 천차만별이라고 할 수 있다. 더구나

그 할도 일정하지 않아 교육인 자원부 교육감의 할이 아닌 경우도

있으므로, 무엇을 기 으로 교육기 으로 인정하고 선거권을 부여할지를

결정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사회 인 합의를 얻기도 어렵다는 을 고

려하면, 와 같은 상황은 부득이한 것으로서 정당화될 수 있을 것이다.

(다) 앞에서 본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는 지방교육자치에 한법률의 시

행 이 에도 교육 원 교육감 선출과 련하여 임명제나 다양한 형태의

간선제가 시행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외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교육 원이나 교육감(장)의 지 권한이 나

라마다 일정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선출제도 한 임명제, 간선제,

주민직선제 등 매우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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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문제에 하여는 나라마다 각기 다른 역사와 통 교육의식을 갖고

있고, 그에 따라 교육제도도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라) 지방교육자치의 역에서는 주민자치의 원칙이라는 민주주의 요

청만을 철 하게 철하는 것이 반드시 바람직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교육

자치의 특성상 민주 정당성에 한 요청이 일부 후퇴하는 일이 있다 하

더라도 이는 헌법 으로 용인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교육 원 교육감의 선거인단을 학교운

원회 원 원으로 하고 있는 것은, 지방교육자치제에서 요구되는 교육

의 자주성에 한 요청과 민주 정당성에 한 요청간의 조화를 꾀하기

한 것으로서 입법부에 주어진 합리 인 재량의 범 내의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주민자치의 원칙을 배하여 청구인들의 선

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다. 평등권의 침해 여부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는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

될 수 있다.

첫째로, 학교운 원회가 설치된 교육기 의 학부모 교사와 학교운

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교육기 의 학부모 교사와 사이에 발생하

는 불평등의 문제이다.

학교운 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유치원, 사설학원 등 기타 교육기

의 학부모와 교사는 다같이 교육기 의 이해 계자임에도 불구하고, 학

교운 원회가 설치된 일부 정규교육기 의 학부모와 교사에 비하여 교육

감 교육 원의 선거과정에서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들은

단지 지역주민의 지 에서 일부 정규교육기 에 설치된 학교운 원회의

지역 원으로 선출되는 방법을 통하여서만 선거에 참여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기간제 정규교육기 을 제외한 ․유아교

육기 이나 사회교육기 등은 그 실체 개념을 정의하기가 어렵고, 그

할도 일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규모나 시설 등에서 차이가 천차만

별이어서, 이들에 하여까지 학교운 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것은 오

히려 부 한 측면이 많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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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 등교육법 제31조에 규정된 일부 정규교육기 에만 한정하

여 학교운 원회를 설치하도록 한 것은 합리 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

고, 이로 인하여 선거권에 있어서 차별 취 이 래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합리 이유 없는 자의 인 차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둘째로, 학교운 원회에 의하여 표되는 주민 즉 학교운 원회가

설치된 교육기 의 학부모 교사와 기타 일반주민 사이에 발생하는 불평

등의 문제이다.

학교운 원회가 설치된 교육기 의 학부모와 교사는 학교운 원회

원 각각 학부모 원과 교원 원을 선출하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기타 일반주민은 학교운 원회 원의 선출과정에는 참여할

수 없고, 단지 학부모 원 는 교원 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 원 교

원 원의 무기명투표에 의하여 학교운 원회 원 지역 원으로 선출

될 수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이 일반주민은 교육 원 교육감의 선거권을 갖는 학교운

원회 원을 선출함으로써 간 으로 교육 원 교육감의 선거에 참여

할 수 있는 권한을 갖지는 못하나, 지역주민은 구든지 지역 원으로 선

출되어 직 교육 원 교육감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어

선거참여가 완 히 쇄된 것은 아닐 뿐 아니라, 이는 상당 부분 교육 원

교육감의 선거인단을 학교운 원회 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는

데 따른 부득이한 결과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기타 일반주

민을 합리 이유 없이 자의 으로 차별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라. 교육의 자주성의 침해 여부

교육의 자주성이란 교육이 정치권력이나 기타의 간섭 없이 그 문성과

특수성에 따라 독자 으로 교육 본래의 목 에 기하여 조직․운 ․실시되

어야 한다는 의미에서의 교육의 자유와 독립을 말한다고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학교운 원회가 설치되지 않는 교육기 의 일부 교육당사자들

이 교육 원 교육감의 선거과정에서 사실상 배제됨으로써, 교육의 자주

성이 침해되기에 이르 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교육 원 교육감의 선거는 교육기 의 조직․구성을 한 것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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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자주성을 구 함에 있어 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

이다.

그러나 앞에서 자세히 살펴본 바와 같이 비록 일부 교육당사자가 교육

원 교육감의 선거과정에서 배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실 여

건상 부득이한 것으로서 정당화될 수 있음은 앞에서 자세히 살펴본 바와

같다.

한 교육의 자주성은 교육 원 교육감의 선거에 참여하는 것 이외에

도 교육정책의 결정 집행과정에서 의견을 제출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한 참여를 통하여 실 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

여 일부 교육당사자들이 교육 원 교육감의 선거과정에서 사실상 배제

되는 결과가 발생하 다고 하여도 그것만으로는 교육의 자주성이 침해되기

에 이르 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6. 이 사건 결정의 의의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교육 원 교육감 선출제도와 련하여 임명

제나 다양한 형태의 간선제가 시행되어 왔는바,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교

육 원 교육감의 선거인단을 학교운 원회 원 원으로 구성하도록

한 것은 과거의 선출제도에서 드러난 결 이나 폐해를 보완․시정하기

한 고육지책의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사실 와 같은 선거제도는 민주 정당성의 측면에서는 지 않은 문제

이 있는 것도 사실이나, 교육의 자주성이나 실질 주민 표성의 측면

등을 강조하여 합헌의 결론에 이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사건 결정은 지방교육자치제에서 요구되는 교육의 자주성에 한 요

청과 민주 정당성에 한 요청간의 갈등과 조화에 한 하나의 단기

을 제시했다는 에서 의미가 있으나,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와 같은 선

거제도 한 많은 문제 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서 장차 어떤 형태로든

개정될 가능성도 많은 만큼, 앞으로도 지방교육자치제의 구 방법을 둘러

싸고 많은 헌법 쟁송과 논의가 개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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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서약제 등 헌확인,

가석방심사등에 한규칙 제14조 제2항

헌확인
- 법서약제와 양심의 자유 -

(헌재 2002. 4. 25. 98헌마425등, 례집 14-1, 351)

김 승 *1)

【 시사항】

1.국가보안법 반 집회 시 에 한법률 반 수형자의 가석방 결정시

법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 법서약제)이 법서약의 내용상 서약

자의 양심의 역을 침범하는 것인지 여부

2. 법서약제가 법서약의 강제방법상 서약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

는 것인지 여부

3. 법서약제가 국가보안법 반 집회 시 에 한법률 반 수형자의

가석방 결정시에만 법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은 동 법 반자들에

한 불합리한 차별로서 평등권의 침해가 아닌지 여부

【심 의 상】

1. 이 사건 심 의 상

가석방심사등에 한규칙(1998. 10. 10. 법무부령 제467호로 개정된 것)

제14조(심사상의 주의) ②국가보안법 반, 집회 시 에 한법률 반 등의

수형자에 하여는 가석방 결정 에 출소 후 한민국의 국법질서를 수

* 헌법연구 ,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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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겠다는 법서약서를 제출하게 하여 법의지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야 한다.

2. 련 규정

형법 제72조(가석방의 요건) ①징역 는 고의 집행 에 있는 자가

그 행장이 양호하여 개 의 정이 한 때에는 무기에 있어서는 10년, 유

기에 있어서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② 항의 경우에 벌 는 과료의 병과가 있는 때에는 그 액을 완납

하여야 한다.

행형법 제50조(가석방심사 원회의 구성) ① 심사 원회는 원장을 포

함한 5인 이상 9인이하의 원으로 구성한다.

② 원장은 법무부차 이 되고, 원은 사·검사·변호사, 법무부 소속

공무원 교정에 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에서 법무부장 이 임명

는 한다.

③심사 원회에 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행형법 제51조(가석방심사) ①소장은 형법 제72조 제1항의 기간을 경과

한 수형자가 행형성 이 우수하고 재범의 험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

는 법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 원회에 가석방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심사 원회가 가석방의 격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는 수형자의 연령,

죄명, 범죄의 동기, 형기, 수형 의 행장, 가석방 후의 생계수단과 생활환

경, 재범의 험성 유무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③심사 원회가 가석방 격결정을 한 때에는 5일 이내에 법무부장 에

게 가석방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행형법 제52조(가석방허가) 법무부장 은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

원회의 가석방신청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다.

행형법시행령 제153조(가석방심사 상자의 기 등) 가석방심사 원회는

형법 제72조 제1항의 기간을 경과한 수형자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

는 자를 심사하여 가석방의 신청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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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행형성 심사결과 진계 이 최상 에 속하는 자

2.제1호 외의 수형자로 재범의 험성이 없고 사회생활에 응할 수 있

다고 인정되는 자

행형법시행령 제156조(가석방심사 등) 가석방의 심사 등에 하여 필요

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가석방심사등에 한규칙(1998. 10. 10. 법무부령 제467호로 개정된 것)

제3조(심사사항) ①가석방심사 원회(이하 " 원회"라 한다)는 가석방의

격여부를 결정하기 하여 수형자의 신원 계, 범죄 계, 보호 계, 기타

필요한 사항에 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사건의 개요】

1. 심 청구에 이르게 된 경

가. 98헌마425호 사건

사건청구인은 1978. 2. 2. 국가보안법 반으로 구속되어 같은 해 12. 26.

무기징역형이 확정된 후 안동교도소에서 복역하던 , 당국의 법서약서

제출요구를 거 하여 1998. 8. 15. 단행된 가석방에서 제외되었다. 이에 청

구인은 국가보안법 반 등의 수형자에 한 가석방심사시 법서약서를 요

구하는 '가석방심사등에 한규칙 제14조 제2항'은 청구인의 양심의 자유,

행복추구권,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1998. 11. 26. 이 사건 헌법소

원심 을 청구하 다.

나. 99헌마170호 사건

사건청구인은 1993. 2.경 민족해방애국 선사건으로 구속되어 국가보안

법 반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춘천교도소에서 복역하던 , 당국의

법서약서 제출요구를 거 하여 1998. 8. 15. 1999. 2. 25.에 단행된 가석

방에서 각 제외되자, 조항에 하여 와 같은 이유를 들어 1999. 3.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 을 청구하 다.

다. 99헌마498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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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청구인들은 1996.부터 1998.까지 사이에 '국제사회주의자사건', '한총

련사건' 는 '범청학련집회사건' 등으로 징역 1년 6월 내지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각 복역하던 , 당국의 법서약서 제출요구를 거 하여 1999.

2. 25. 단행된 가석방에서 각 제외되자, 조항에 하여 와 같은 이유

를 들어 1999. 8.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 을 청구하 다.

2. 청구인들의 주장 법무부장 의 의견

가. 청구인들의 주장

법서약서제도는 사실상 사상의 향을 요구하거나 국법질서의 수의

지를 외부에 표출하도록 강제하는 것으로 헌법상 양심의 자유 자유로운

정신세계를 형성할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다른 수형자들과는 달리 국가

보안법 반·집회 시 에 한법률 반 등의 수형자에 한하여 가석방심사시

법서약서 제출을 요구함으로써 평등권도 침해한다. 나아가 이 사건 규칙

조항은 기본권제한의 목 ·방식·정도를 벗어남으로써 헌법 제37조 제2항에

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권제한의 한계를 일탈하 을 뿐 아니라, 헌법 제12

조 제1항 후문의 법 차 조항에도 반된다.

나. 법무부장 의 의견

이 사건 규칙조항 자체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직 침해된다고 보

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인들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 청구 이후 모두

석방되어 더 이상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지 않으므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

어 이 사건 헌법소원은 부 법하다. 한 가석방제도에서의 법서약은 수

형자에게 내심의 변경 자체를 요구하지 아니하며 법서약서의 제출여부는

으로 수형자 자신의 결정에 달려 있는 것이므로 양심의 자유 등 기본

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른바 사상범 내지 확신범은 다른 범죄인과는 달리 자신이 지

른 범법행 가 정당하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존 법질서에 한 체계 인 반

의사가 형성되어 있는 자들이므로 이들에 한 재범의 험성을 단함

에 있어서 다른 범죄인들과 달리 취 하는 것은 합리 인 근거가 있어 평

등의 원칙에도 배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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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서약서제도는 남북 치의 실상 국가보안법 반 등으로 수형된 자

들의 재범 험성을 단하기 해 필요한 것인바, 그 수단의 정성은 물

론, 내심의 결정을 침해하거나 강요하지 않는다는 에서 기본권 침해의

정도도 최소화되어 있다. 한 이 사건 규칙조항은 공안사범에 한

한 행형을 통하여 한 국가이익을 실 하는데 기여하는 반면, 조항

에 의하여 법서약서 제출 상자가 받는 불이익은 비교 경미한 것이어

서 보호되는 공익과 침해되는 기본권 사이에 과도함을 넘지않는 균형이 성

립되어 과잉 지원칙의 기 에도 부합된다.

【결정요지】

1. 내용상 단순히 국법질서나 헌법체제를 수하겠다는 취지의 서약을

할 것을 요구하는 이 사건 법서약은 국민이 부담하는 일반 의무를 장

래를 향하여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며, 어떠한 가정 혹은 실제 상황하

에서 특정의 사유(思惟)를 하거나 특별한 행동을 할 것을 새로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법서약은 어떤 구체 이거나 극 인 내

용을 담지 않은 채 단순한 헌법 의무의 확인·서약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

서 양심의 역을 건드리는 것이 아니다.

2. 양심의 자유는 내심에서 우러나오는 윤리 확신과 이에 반하는 외부

법질서의 요구가 서로 회피할 수 없는 상태로 충돌할 때에만 침해될 수

있다. 그러므로 당해 실정법이 특정의 행 를 지하거나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특별한 혜택을 부여하거나 권고 내지 허용하고 있는 데에 불

과하다면, 수범자는 수혜를 스스로 포기하거나 권고를 거부함으로써 법질

서와 충돌하지 아니한 채 자신의 양심을 유지, 보존할 수 있으므로 양심의

자유에 한 침해가 된다 할 수 없다. 이 사건의 경우, 가석방심사등에 한

규칙 제14조에 의하여 법서약서의 제출이 반드시 법 으로 강제되어 있

는 것이 아니다. 당해 수형자는 가석방심사 원회의 단에 따라 법서약

서의 제출을 요구받았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의사에 의하여 법서약서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한 가석방은 행형기 의 교정정책 혹은 형사정

책 단에 따라 수형자에게 주는 은혜 조치일 뿐이고 수형자에게 주어

지는 권리가 아니어서, 법서약서의 제출을 거부하는 당해 수형자는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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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조항에 의하여 가석방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될 것이지만, 단지

그것뿐이며 더 이상 법 지 가 불안해지거나 법 상태가 악화되지 아니

한다. 이와 같이 규칙조항은 내용상 당해 수형자에게 하등의 법 의무

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며 이행강제나 처벌 는 법 불이익의 부과 등 방

법에 의하여 법서약을 강제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당해 수형자의 양심

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3. 남북한의 결상황에서 북한은 여 히 남 명 략을 추구하며 한

민국의 존립을 하고 있으므로 한민국으로서는 국가의 존립 보장을

하여 북한의 남 명 략에 방어 으로 처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한

북한에 연계하거나 혹은 자발 의사에 의하여 한민국의 자유민주 기

본질서를 침해하거나 붕괴시키려는 세력의 법행 는 그 행 의 성격상

주로 국가보안법 반죄 는 집회 시 에 한법률 반죄를 통하여 처단하

여온 것이 재 우리의 법 실이라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당해 수형자들에게 그 가석방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 다른 범죄의 수형자

들에게 일반 으로 용되는 심사방법을 공히 용하는 외에, 국민의 일반

의무인 '국법질서 수의 확인 차'를 더 거치도록 하는 것은 당해 수

형자들이 지니는 차별 상황을 합리 으로 감안한 것으로서 그 정책수단

으로서의 합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법서약제는 당해

수형자의 타 수형자에 한 차별취 의 목 이 분명하고 비 이 큼에 비하

여, 차별취 의 수단은 기본권침해의 문제가 없는 국민의 일반 의무사항

의 확인 내지 서약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차별취 의 비례성이 유

지되고 있음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고, 결국 이 사건 규칙조항은 헌법상 평

등의 원칙에 배되지 아니한다.

(재 김효종, 재 주선회의 헌의견)

1. 헌법재 소는 양심의 자유의 보호범 에 하여, 헌법 제19조에서 말

하는 양심이란, 개인의 인격형성에 계되는 내심에 있어서의 가치 ·윤리

단뿐만 아니라 세계 ·인생 ·주의·신조 등을 포함한다고 한 바 있다.

그런데 다수의견은 이러한 선례를 고려하지 않고 양심의 범 를 도덕 양

심에 국한시키면서, 개인의 윤리 정체성에 한 박하고 구체 인 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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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한정시켜 이 사건을 단하고 있는바, 이는 명백히 종래의 례취지를

축소 내지 변경하는 것이다. 한 다수의견은 더 나아가 양심의 자유의 보

호범 를 첫째, 둘째, 셋째로 나 어 개념 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례가

아직 집 되어 있지 않음에도 그러한 연역 개념 주로 형식 단을 하

는 것은 양심의 자유의 보호 역을 넓히기보다는 이를 제약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는 에 문제 이 있다.

2. 가. 다수의견은 이 사건 법서약은 "단순한 헌법 의무의 확인·서약

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양심의 역을 건드리는 것이 아니다"라고 한

다. 일반인을 상 로 한 법서약에 한 한 그러한 단에 이의가 없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문제된 법서약서제도가 국가보안법 반죄로 무기징

역을 선고받아 수감 인 폭력 방법에 의한 국가 복을 도모하려는 공산

주의자에 한 것이라면 문제는 달라진다. 폭력 방법으로 정부를 복할

권리는 구에게도 보장되어 있지 않지만, 그러한 사고가 개인의 내면에

머무는 한 이를 고백하게 하거나 변경하게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

하는 것이다.

나. 설사 다수의견의 시와 같은 양심 개념을 차용한다고 하더라도,

양심의 자유나 표 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은 국가에 의한 요한 혜택의

배제시에도 제한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무엇이 그러한 혜택에 포함될

것인지는 개별 으로 논해야 할 것이나, 어도 장기수에 있어 가석방의

배제는 그의 일생 일 의 요한 문제로서 이에 포함시켜 보아야 할 문제

이다. 그러므로 법서약서제도는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의 보호 역

내에 포섭되어야 마땅하다.

3. 가. 법서약서제도는 “개인의 세계 ․인생 ․주의․신조 등이나 내

심에 있어서의 윤리 단”을 그 상으로 하고 있다는 에서 내심의 자

유를 직 제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비록 법서약서라는 ‘표 된 행

’가 매개가 되지만 이는, 국가가 개인의 내심의 신조를 사실상 강요하여

고백시키게 한다는 에서, 양심실 행 의 측면이라기 보다는, 내심의 신

조를 사실상 강요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나. 법서약서제도는 어느 법률에서도 이를 직 규정하고 있지 않으

며 한 이를 하 법령에 임하는 근거규정도 없다. 그러므로 더 나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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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것 없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도록 한 헌법

제37조 제2항에 반된다고 할 것이며, 설사 이를 내심의 자유에 련된

것이 아니라 양심 "실 "의 자유에 한 제한으로 보는 경우에도 이 사건

규칙은 비례의 원칙을 수한 것이라 볼 수 없다.

【해 설】

1. 국가충성서약과 양심의 자유의 보호범

가. 충성서약의 내용과 양심의 자유

법서약제에 한 이 사건 헌법재 소의 결이 선고된 이후 상당수의

비 논평이 있어왔다. 그 논평의 주안 은 개 북한의 공산주의 체제

와 우리 체제간의 경쟁이 이미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승리가 무나

명백하여 이미 경쟁이 끝난 상태에서 굳이 체제수호 보수 결을 내어

체제 결에서 불안감을 드러낼 이유가 없으며 우리의 자신감을 표 하기

하여서라도 헌결정을 내지 아니한 것이 아쉽다는 논리를 개하는 것

이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단은 정치 내지 정치학 단이며 법률가

가 결을 논평함에 있어서 기 으로 삼을 논리는 아닐 것이다. 이 사건

결정을 헌법 으로 해설함에 있어서는 순수한 법 논리에 의하여 생각하

고 평가되어야 하며 정치 요소는 특히 배제되어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주요 쟁 은 양심의 자유의 보호범 이며 이는 헌법재 소

로서는 한편으로는 단순논리에 의한 지나친 확 가 오히려 기본권 보호의

충돌과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개인의 내심의 윤리 과 가치 , 사상등을 충분히 보장하여야

하는 을 고려하여 법이론 한계선을 설정하는데 고심하지 않을 수 없는

사건이었다.

이 사건은 개인에게 서약을 하게 함으로써 나타나는 헌법 문제, 즉 서

약을 통하여 불가피하게 개인의 내심에 있는 그 무엇을 끌어내는 것이 양

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되겠느냐의 의문으로부터 출발한다. 일반 으

로 인간사회에 있어서 서약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나 양심의 자유의 침해가

된다고 하여서는 센스일 것이다. 통령이나 일반 공무원도 취임에 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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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개 선서를 하도록 되어 있고 구속된 도피의자등 일반 형사범의

경우에도 검사가 기소유 석방하기 에 반드시 반성과 장래 법질서 수

를 맹세하게 하는 내용의 서약서를 받고 있다. 이러한 내용의 서약이 헌법

반이 된다고 하면 상식이 없는 단이 될 것이므로 아무도 이를 헌이

라고 말하는 학자는 없을 것이다. 그 다면 이 사건과 같이 수형자에게

가석방하기 한 심사자료로 국법 수의 서약을 하게하는 것은 앞서본 타

서약행 와 무엇이 다를 것인가. 이를 양심의 자유의 문제에 있어서 헌법

으로 동일하게 평가하여야만 할 것인가, 아니면 다르게 평가하여야 할

것인가, 같게 혹은 다르게 평가한다면 그 법 논리는 어떠한 것인가, 나아

가 이러한 서약행 에 있어서 보호되는 양심의 범 는 어떠해야만 할 것인

가 등에 한 논리 설명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헌법 쟁 과 논리

에 하여는 깊이있는 논리 검토가 없이 ‘체제 자신감의 결여’만을 내세

우며 이 결을 비 한다면 이는 합리 주장이 될 수 없다. 헌법재 소는

이 결에서 오로지 양심의 자유의 합리 보호범 에 하여 장래에도 계

속 용되어야 할 범(典範)으로서의 이론구성을 하는 것에 고심한 것일

뿐, 우리 체제에 자신이 없어서 이와 같이 결한 것은 아니라고 사료된다.

앞서 본 공무원의 서약과 구속된 형사범의 기소유 석방시의 서약( 컨

검사는 구속된 도범을 기소석방함에 있어 석방하기 에 반드시

서약서를 쓰게 하며 만약 구속자가 이를 거부한다면 아무리 죄가 가벼워도

바로 이 만을 이유로 당연히 기소하게 된다) 이 사건 법서약의 경

우 공통되는 이 있다. 그것은 바로 세 경우 모두 어떤 구체 사상이나

이를 해 활동하는 단체 등에 한 자세를 강요하거나 어떤 구체 주제

나 가치에 한 평가등을 강요하는 내용 -달리 표 하면 어떤 구체 컨텐

츠(contents)를 가진 것- 이 아니고, 단지 국법의 수만을 요구하고 있다

는 인 것이다. 이들 서약의 내용에 사상과 윤리의 면에서 특정한 가치

단을 요구한다면 양심의 자유가 문제될 것이다. 그러나 이들 서약에 있어

서는 이와 같은 내용이 들어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러한 서약은 양심의

자유와 무 한 것이다. 이와 같은 결론이 주요 선진국 충성서약의

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그리고 풍부하게 다루고 있는 미국의 연방 법원

례의 입장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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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미국 례에 한 검토

미국 연방 법원은 공무원으로 임용될 때 행하는 충성서약(Loyalty

oath)제도의 합헌성 여부에 하여 다수의 례를 통하여 례이론을 발

시켜 왔다. 이 상당수의 례는 충성서약이 헌 인 것으로 결정한 바

있으나 ‘충성서약’이라는 방식 자체에 의하여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

로 보지는 아니하며 충성서약이 헌법 으로 허용되는 범 는 서약의 구체

인 내용(context) 여하에 따라 다르게 단하고 있다.2)

(1) 충성서약이 헌인 경우

연방 법원은 다음의 경우들에 해당하는 내용을 가진 충성서약은 수정

헌법 제1조(신념․양심의 자유의 근거규정)와 제14조( 법 차 원칙의 근

거조항)에 반하는 것으로 헌이라고 시하고 있다.

즉 충성서약의 내용이 ① 정치 신념에 계된 것이거나3) ② 정부제도

를 비 한다거나 특정형태의 정부를 복할 것을 허용하는 정치 이념을

논하는 등 헌법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할 표 활동에 참여하지 말 것을 요

구하거나4) ③ 헌법 으로 보호되어야 할 결사활동에 련하여 과거에 이

에 여하 던 것을 비 하고 장래에 이러한 활동을 포기할 것을 요구하거

나5) ④ 서약하는 내용이 지나치게 막연(vague)하여 일반 지각력을 가진

보통인이 그 의미를 추측해내야 하고 그 용이 서로 달라지는 경우6)에는

헌이라고 시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들은 모두 이로 인하여 충성서약자

로 하여 과거로 돌아가서 이 의 모든 사소한 행 들을 다시 생각하여

불안하게 함으로써 결국 정부가 해당자의 정치 견해에 하여 조사하고,

2) Erwin Chemerinsky, Constitutional Law -Principles and Policies-, 1997, pp.

908-909

3) Law Students Research Council v. Wadmond, 401 U.S. 154 (1971); Baird v.

State Bar of Arizona, 401 U.S. 1 (1971); Connell v. Higginbotham, 403 U.S.

207, 209 (1971)

4) Keyishian v. Board of Regents, 385 U.S. 589 (1967); Baggett v. Bullitt, 377

U.S. 360 (1964); Cramp v. Board of Public Instruction, 368 U.S. 278 (1961)

5) Whitehill v. Elkins, 389 U.S. 54 (1967); Keyishian v. Board of Regents, supra;

Elfbrandt v. Russell, 384 U.S. 11 (1966); Wieman v. Updegraff, 344 U.S. 183

(1952)

6) Cramp v. Board of Public Instruction, 368 U.S., at 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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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하며, 허가하고, 처벌하는 검열권을 가지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

온다는 에서 수정헌법 제1조에 반한다는 것이다.

(2) 충성서약이 합헌인 경우

그러나 연방 법원은 Cole v. Richardson 결에서 단순히 국가의 헌법

을 지지하는(support) 내용의 서약을 요구하는 조항의 합헌성을 인정하

다.7) 이러한 ‘헌법 수 충성서약’ 조항은 정치 견해나 이념과 계없이

단순히 미국체제의 헌법 차에 따라 생활할 것을 서약받는 것일 뿐 동

서약을 통하여 특별히 구체 이고 극 인 행동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아

니므로 수정헌법 제1조에 반하지 않는다고 단하 다.8) 그리고 이러한

가치 립 ‘헌법 수(abide by the constitution)’의 충성서약은 반드시 문

언 그 로의 직설 표 을 사용하지 않고 문맥의 차이를 가져 올 수도 있

고, 컨 ‘헌법을 옹호한다(uphold)’ 내지 ‘헌법을 방어한다(defend)’고 하

든지 ‘무력이나 폭력 기타 불법 헌 방법으로 미국정부를 복함에

반 한다’고 하든지 하는 것도 의 헌법 수의 내용과 아무런 차이가 없

으며 그 내용도 명확한 것으로 역시 합헌이라고 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이 헌법 수의 서약이 합헌인 이유로서, 구든지 무력이

나 폭력 기타 불법 헌 방법으로 미국정부를 복할 헌법 으로 보장

된 권리가 없기 때문에 장래를 향하여 미국의 헌법 체제를 수한다는

서약에 의하여는 어떠한 헌법 권리도 침해될 수 없다는 을 들고 있으

며9), 따라서 헌법 수의 충성서약을 거부한 자에 하여는 청문(hearing)

등 사실 계 조사를 한 차 기회를 부여할 하등의 필요가 없으며

법 차를 반한 것도 아니라고 시하고 있다.10)

7) 405 U.S. 676 (1972)

8) 미국 법원 사들의 입장이 비록 다른 문제에서는 의견이 갈라지나, 이와 같이

‘헌법 수’만을 내용으로 한 서약을 받는 것은 양심과 신념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고 합헌이라 함이 미연방 법원의 원일치의 견해이다. 동 Cole 결, 405 U.S.

682.

9) “Since there is no constitutionally protected right to overthrow a government

by force, violence, or illegal or unconstitutional means, no constitutional right

is infringed by an oath to abide by the constitutional system in the future.”

405 U.S. p. 686. 참조

10) 405 U.S. pp. 685-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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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성서약에 한 사건들에 있어서 Cole 결은 매우 요한 치를

하고 있으며 아직도 유효한 결이다. 그리고 이 결은 이 에 나온 각종

내용의 헌 결과 배치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 의 결로서

헌선고된 사건들은 모두 선서의 내용 에 사회주의 사상을 신 하지 않

겠다든지 이러한 사상을 지향하는 단체에 가입하지 않겠다든지 하는 사상

에 한 구체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이었기 때문이다.11) 그리고 이 결

이유에서는 행 자가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선서가 합헌이라는 것

을 암시할 어떠한 논리도 개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합헌의 모든 논거는

‘보통 인간에 한 충성서약’에 그 로 용될 수밖에 없는 일반 논거에

의존하고 있다.

다. 독일 례에 한 검토

독일의 경우 공무원의 경우를 포함하여 직 으로 ‘충성서약’이 문제가

된 헌법 례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공무원의 임용에 있어서 ‘기본법

의미에서의 자유민주 기본질서를 항상 옹호할 것이라는 것을 보증할 것’

이라는 요건을 둔 슐 스비히-홀슈타인주 공무원법 규정에 한 합헌성의

심사에서 연방헌법재 소는 동 조항이 합헌임을 시한 사례가 있다.( 2

BvL 13/73 vom 22. Mai 1975, BVerfGE 39, 334ff.)

이 례는 국가와 헌법에 한 ‘충성서약’은 아니라도 ‘충성의무(Treupflicht)’

를 논하고 있다. 특히 동 례는 공무원의 국가와 헌법에 한 충성의무를

인정하고 그 내용을 밝히고 있는바, 이러한 공무원의 충성의무는, 일반인의

경우와는 달리, '국가와 헌법에 하여 형식 으로 정확하기만 하고 그밖

의 다른 에서는 무 심하고, 냉정하며, 내심 으로 거리를 두는 정도의

지지를 하는 것'12)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한다. 공무원의 경우에는 더 나아

가 국가와 헌법기 , 헌법질서를 공격하고 침해하며 모략하는 집단과 그

행 에 여하여서는 안되며 고도의 정 가치체(einen hohen positiven

11) Erwin Chemerinsky, Constitutional Law -Principles and Policies-, 1997, pp.

908-909

12) 례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nur eine formal korrekte, im übrigens

uninteressierte, kühle, innerlich distanzierte Haltung gegenüber Staat und

Verfassung” BVerfGE 39, S. 334. nr.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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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rt)로서 국가와 헌법을 승인하고 인정하여야 한다고 하 다.

이와 같은 내용이 공무원의 충성의무이며, 이를 근거로 공무원의 임용요

건으로 ‘헌법질서에 한 옹호’를 두고 있는 것에 한 헌법 단을 하

다. 즉, 연방헌법재 소는 공무원 임용 상자가 기본법상의 자유민주 기

본질서를 옹호하는 자라는 에 한 보증이 있어야 함을 요구하는 것은

헌법에 부합한다고 하 으며, 보증이 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서는 상자의 체 인격성에 한 단이 필요하고 각각의 구체 경우

에 따라 형성되는 제반 정황들에 한 악과 이에 한 종합 평가가

제되어야 한다고 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충성선서에 한 독일연방헌법재 소의 명확한 결정례는 없

다. 그러나 공무원의 임용에 있어서 당해 상자는 헌법과 국가에 한 충

성의무에 근거하여 ‘자유민주 기본질서에 한 옹호(Eintritt für die

freiheitliche demokratische Grundordnung)’를 보증하여야 하며, 이러한 보

증은 당해 상자에 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그 인격성에 하여 총체

단을 내림으로써 인정된다고 하고 있다.13)

2. 양심과 법질서의 충돌의 의미와 양심의 자유의 보호범

양심의 자유는 내심에서 우러나오는 윤리 확신과 이에 반하는 외부

법질서의 요구가 ‘서로 회피불가능한 상태로 충돌’할 때에만 침해될 수 있

다. 법질서가 특정의 행 를 지하거나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권고

내지 허용하고 있는데에 불과하다면 수범자는 법질서의 요구와 충돌하지

아니한 채 자신의 양심을 유지, 보존할 수 있으므로 양심의 자유에 한

침해는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여기서 양심의 자유에 반하는 정도의 외부

법질서의 요구가 있다고 할 수 있기 하여는 법 인 의무부과와 반시의

이행강제 혹은 처벌 등 방법에 의하여 법 강제력이 있을 것임을 요한다.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규칙조항에 의하여 법서약서의 제출이 반드시

법 으로 강제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당해 수형자는 가석방심사 원회의

단에 따라 법서약서의 제출을 요구받았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의사에

13) BVerfGE 39, S. 334. nr.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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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여 법서약서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이를 거부하더라도 가석

방심사 원회는 당해 수형자에게 동 서면의 제출을 강제할 아무런 법 권

한이 없다. 다만 이러한 수형자의 태도는 가석방심사를 함에 있어서 재범

의 험성등을 단하는 심사자료가 될 뿐인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규칙

조항에 의하여 수형자는 법서약서의 제출을 법 으로 강제받고 있다고

할 수 없고, 동 규칙조항은 내용상 당해 수형자의 양심의 자유의 보장과

필연 으로 서로 모순 충돌하는 상황에 있지도 아니하다. 법서약서의 제

출은 단지 국가로부터 가석방이라는 은 을 부여받기 한 요소일 뿐으로

서 이러한 요건을 충족시켜 것인가 어떤가는 당해 수형자가 자신의 양심

의 목소리에 따라서 여 히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것이다.14)

3. 기타 쟁 들에 한 검토

충성서약에 련한 양심의 자유의 보호범 가 공무원의 취임의 경우나

구속된 미결수용자의 경우(기소유 시)나 형이 확정된 기결수의 경우(가석

방시)나 서로 달라져야 할 아무런 합리 인 이유가 없다. 양심의 자유는

단지 인간으로서 향유하여야 할 기본권이기 때문이다. 각 경우에 모두

타당한 보편 이론으로서의 양심의 자유의 범 에 한 논지를 이 사건

결에서 헌법재 소는 밝히고 있는 것이라는 을 이해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 있어서 양심의 자유의 범 에 한 이론이 시와 같이 해결

되는 것인 한 이 사건은 소 ‘ 헌 조건의 이론’이 용될 여지도 없다.

이는 조건이 기본권을 침해하는 헌 인 것이어야 하는데 그러한 제가

충족되지도 아니하는 것이다. 이는 헌 조건의 문제가 되기 이 에 ‘서

약을 통한 양심침해에 해당하느냐’의 문제일 뿐이다. 양심의 보호범 에

한 검토의 결과, 법서약이 양심침해에 해당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른

것이므로 사건에서는 어떠한 헌 조건도 문제되어 있지 않다고 할 것

이다.

나아가 국가보안법 반자의 상당수는 북한에서 한 간첩이며 이들이

이와 같은 서약을 함으로써 북한으로 귀환하 을 때 북한당국으로부터 남

14) 한수웅,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 헌법논총 제12집(2001), 398-399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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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에서의 서약에 따른 불이익을 받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자들의

경우 이를 고려해 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그

러나 그들이 북한당국으로부터 반드시 불이익을 받게될지 어떤지는 속단할

수 없는 문제이며 우리 재 기 이 고려할 수 있는 명확한 사정이 아니다.

그들은 단지 남한에서 석방조치를 받았으면 서약여부에 계없이 교화 상

이 될 수도 있으며 북한지도부의 정치 단에 따라 서약을 한 자건 아니

건 웅취 을 받으며 선 상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이는 오로지 그들

의 상황 단에 따를 문제이다. 이와 같이 북한지도부가 그들의 계산에 따

라 어떻게 단할지도 모를 것을 우리 재 기 이 미리 자상하게 고려하여

다는 것은 합리 이지 아니하다. 따라서 간첩들의 이러한 정황은 우

리 헌법재 소가 고려하여야 할 명백하고 확정 인 사정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4. 이 사건 결정의 의의

이 사건 헌법재 소의 결정은 정치 을 배제한 채 양심의 자유에

한 보편 헌법이론을 엄격히 개하여 당연히 그와 같이 이를 수 밖에

없는 결론을 도출한 것일 뿐이다. 이는 미국의 연방 법원이 채택하고

있는 견해와 그 방향을 같이 하고 있다고도 평가할 수 있다. ‘이 의 사상

향제를 외피만 바꾼 것이니 속을 수 없다. 이것도 헌이다’는 식의 논리

는 이 사건에서 제기된 보편 헌법문제인 ‘양심의 자유의 보호범 ’에

한 쟁 의 심각성을 간과한 것이라고 하겠다. 이 사건 결정은 단지 간

첩의 사상보호의 문제가 아니라 이를 넘어서 앞으로 우리 사회의 제반

역 특히 각종 서약행 에 하여 헌법 단을 할 경우에 양심의 자유의

보호를 어떻게 하여야만 명한 것인지에 하여 올바른 해답을 내고자 하

다는 데에 그 핵심 의의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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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 제7조 제8항 등 헌확인

- 경비업법상 兼營禁止 규정과 직업선택의 자유 -

(헌재 2002. 4. 25. 2001헌마614, 례집 14-1, 410)

金 顯 哲*1)

【 시사항】

1. 하나의 규제로 인해 여러 기본권이 동시에 제약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경우의 단방법

2. 당사자의 능력이나 자격과 상 없는 객 사유에 의한 직업의 자유

의 제한과 심사척도

3. 청구인들과 같이 경비업을 경 하고 있는 자들이나 다른 업종을 경

하면서 새로이 경비업에 진출하고자 하는 자들로 하여 , 경비업을 문으

로 하는 별개의 법인을 설립하지 않는 한 경비업과 그밖의 업종을 겸 하

지 못하도록 지하고 있는 경비업법(2001. 4. 7. 법률 제6467호로 문개

정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제8항, 제19조 제1항 제3호, 부칙 제4

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기본권제한입법에 한 헌법

한계인 과잉 지원칙을 수하지 못하여 헌법에 반되는지 여부

【심 상】

경비업법(2001. 4. 7. 법률 제6467호로 문개정된 것)

제7조(경비업자의 의무) ⑧ 경비업자는 이 법에 의한 경비업외의 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9조(경비업허가의 취소 등) ① 허가 청은 경비업자가 제1호 내지 제

* 헌법연구 ,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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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고, 제7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의 부 는 일부에

하여 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3. 제7조 제8항의 규정에 반하여 경비업외의 업을 한 때

부칙 제4조(경비업외 다른 업의 겸 에 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

시 종 의 규정에 의한 경비업 허가를 받은 자에 하여는 제7조 제8항

제19조 제1항 제3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1년까지는

경비업외의 다른 업의 겸 에 하여는 종 의 규정에 의한다.

【사건의 개요】

1. 심 청구에 이르게 된 경

청구인들은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경비업 허가를 받은 후 시설경비

업, 기계경비업 등을 하고 있는 회사들로서, 그동안 경비업을 하면

서 갖추게 된 사업설비, 경 능력 등을 바탕으로 안 ․설비기기 매업, 도

난차량회수사업 등 다른 업을 함께 하고 있다. 청구인들은 와 같

은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기공사업등록, 정보통신공사업허가 등

련 법령에 의한 인․허가 등록을 모두 법․유효하게 취득 는 경료

하 으며, 와 같은 사업 이외에도 각종 새로운 사업모델의 개발 진출

을 계획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경비업자에게 경비업 이외

의 업을 지하고, 이를 반할 경우 경비업 허가를 취소하도록 하면서,

다만 기존에 경비업 허가를 받은 자에 하여는 법 시행일1)부터 1년까

지만 종 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업을 겸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에 청구인들은 2001. 8. 31. 법률조항들로 말미암아 직업의 자유, 재산권

평등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당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

심 을 청구하 다.

2. 청구인들의 주장과 이해 계인의 의견

가. 청구인들의 주장요지

1)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 부칙 제1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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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법률조항은 경비업에 새로이 종사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 다른

업종을 포기하도록 강요하고, 청구인들과 같이 이미 경비업에 종사하는 자

로 하여 다른 업종을 일체 수행할 수 없도록 제한함으로써 직업의 자유

를 침해하고 있다. 한, 경비업과 다른 업을 겸 하는 사업자로 하여

한쪽을 포기하도록 강요함으로써 경비업 이외의 업을 한 시설 등의 재

산을 사실상 사용수익할 수 없게 하고, 그 시설운 을 통하여 장래에 재

산을 획득할 기회를 제한하는 결과가 되어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경비업무에는 무기를 사용하여 국가 요시설을 경비하는 특수경비

업무 이외에 시설경비업무, 기계경비업무 등 다양한 유형이 있음에도 불구

하고, 모든 경비업자에 하여 일반 으로 경비업 이외의 업을 겸 하는

행 를 지하고 있으므로 자의 으로 평등을 강요하는 것이어서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

나. 경찰청장의 의견요지

이 사건 법률조항은 특수경비원제도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노사분규시

문제가 되었던 경비원의 구사 사용, 노사 계 개입 등을 지시키기

한 목 으로 규정되었다. 그런데, 공청회나 청문 차 없이 진행되어 정부

(경찰청)의 의견이 충분히 반 되지 못한 이 있다.

다. 국회의원 추미애의 의견요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원래 비 문 인 세경비업체의 난립을 막고 문

경비업체를 양성하여 총기를 소지하는 특수경비원에 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자 도입한 것이다. 그동안 경비업체가 제조업 등을 겸 하면서 노

동자들의 법한 단체행동에 경비원들을 구사 로 투입하여 노조원들을 폭

력으로 진압한 사례가 많아 경비업체의 다른 업종 겸 을 지할 필요가

있다. 한, 경비업체의 겸 을 지함으로써 세한 경비업체의 무분별한

난립을 막을 수 있고 문성을 확보해 나갈 수 있다.

【결정요지】

1. 하나의 규제로 인해 여러 기본권이 동시에 제약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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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기본권침해를 주장하는 청구인의 의도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

법자의 객 동기 등을 참작하여 먼 사안과 가장 한 계에 있고

침해의 정도가 큰 주된 기본권을 심으로 해서 그 제한의 한계를 따져

보아야 한다. 청구인들의 주장취지 입법자의 동기를 고려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한 규제는 직업의 자유와 가장 한 계에 있다.

2.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들과 같이 경비업을 경 하고 있는 자들이

나 다른 업종을 경 하면서 새로이 경비업에 진출하고자 하는 자들로 하여

, 경비업을 문으로 하는 별개의 법인을 설립하지 않는 한 경비업과 그

밖의 업종간에 택일하도록 법으로 강제하고 있다. 이와 같이 당사자의 능

력이나 자격과 상 없는 객 사유에 의한 제한은 월등하게 요한 공익

을 하여 명백하고 확실한 험을 방지하기 한 경우에만 정당화될 수

있고, 따라서 헌법재 소가 이 사건을 심사함에 있어서는 헌법 제37조 제2

항이 요구하는바 과잉 지의 원칙, 즉 엄격한 비례의 원칙이 그 심사척도

가 된다.

3.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 지원칙을 수하지 못하고 있다.

가. 목 의 정당성

비 문 인 세경비업체의 난립을 막고 문경비업체를 양성하며, 경비

원의 자질을 높이고 무자격자를 차단하여 불법 인 노사분규 개입을 막고

자 하는 입법목 자체는 정당하다고 보여진다.

나. 방법의 성

먼 “경비업체의 문화”라는 에서 보면, 의 첨단기술을 바탕

으로 한 소 디지털시 에 있어서 경비업은 단순한 경비자체만으로는 ‘

문화’를 이룰 수 없고 오히려 경비장비의 제조․설비․ 매업이나 네트워

크를 통한 정보산업, 시설물 유지 리, 나아가 경비원교육업 등을 포함하는

‘토탈서비스(total service)’를 실히 요구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좁은 의미의 경비업만을 하도록 법에서 강제하는 수단

으로는 오히려 세한 경비업체의 난립을 방치하는 역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한 “경비원의 자질을 높이고 무자격자를 차단하여 불법 인 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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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규 개입을 방지하고자” 하는 도, 경비원교육을 강화하거나 자격요건이

나 보수 등 근무여건의 향상을 통하여 그 목 을 효과 이고 하게 달

성할 수 있을지언정 경비업체로 하여 일체의 겸 을 지하는 것이

한 방법이라고는 볼 수 없다.

다. 피해의 최소성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 입법목 경비업체의 문화 추구라는 목 달

성을 하여 효과 이거나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반 의 결과를 가

져올 수 있다는 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다른 입법목 인 경비원의 자

질향상과 같은 공익은 이 법의 다른 조항에 의하여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

음에도 불구하고 노사분규 개입을 방한다는 이유로 경비업자의 겸 을

일체 지하는 것은 기본권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어 나는 과도하고 무리

한 방법이다.

라. 법익의 균형성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인 경비업체의 문화, 경비

원의 불법 인 노사분규 개입 방지 등은 그 실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데

반하여, 경비업자인 청구인들이나 새로이 경비업에 진출하고자 하는 자들

이 짊어져야 할 직업의 자유에 한 기본권침해의 강도는 지나치게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보호하려는 공익과 기본권침해간의

한 불균형으로 법익의 균형성을 잃고 있다.

【해 설】

1. 서론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직업결정 내지 개시의 자유, 직

업수행 내지 업의 자유, 겸직의 자유 등을 포함하는 직업의 자유와 재산

권, 그리고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들과 같이 제조업 등 다른 업종을 겸 하고 있는 기존의 경비업자로

하여 경비업만을 하거나 는 경비업을 포기하고 다른 업종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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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록 강제하고 있고, 경비업에 새로이 진출하고자 하는 자가 기왕에

다른 업종을 경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업종을 포기하지 않는 한 경비업

에의 진출 자체가 원천 으로 쇄되고, 재 경비업만을 하고 있는

자도 경비업을 포기하지 않는 한 다른 업종에 진출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

므로 기본 으로 직업의 자유 침해 여부가 쟁 이라고 할 수 있다.

헌법재 소는 재 원일치의 의견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기본권

제한입법의 헌법 한계인 과잉 지원칙을 수하지 못하여 헌법에 반된

다는 결정을 선고하 다.

2.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 과 경

가. 이 법은 인천국제공항의 개항2)에 따라 “국가 요시설에 한 효율

인 경비체계의 구축을 하여 경비업의 종류에 ‘특수경비업무’를 추가하고,

기계경비산업이 속히 발 함에 따라 기계경비업무의 신고제를 허가제로

변경하는 한편, 기계경비업자의 신속 응조치 의무에 한 사항 등을 규정

하는 등 행 제도의 운 상 나타난 일부 미비 을 개선ㆍ보완” 하고자3)

정부(행정자치부: 소 경찰청)가 개정법률안을 2000. 11. 21. 국회에 제출

하 고, 동 법률안은 같은 해 12. 15. 제216회 국회(임시회) 행정자치 원회

제2차 원회에 상정되어 체토론 끝에 법안심사소 원회에 회부되었으

며, 2001. 2. 23. 제218회 국회(임시회) 행정자치 원회 제3차 원회에서

소 원회의 심사에 한 보고와 의결이 있었다.4)

나. 경찰청의 개정법률안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들어 있지 않았다.

즉, 애 에 겸 지조항인 제7조 제8항이 없었고, 따라서 그 반자에

한 허가취소규정인 제19조 제1항 제3호와 경비업외 다른 업의 겸 에

한 경과조치규정인 부칙 제4조가 필요하지 않았던 것이다.5) 그런데, 행정

자치 원회에서는 경찰청의 개정법률안에 한 수정안을 내어 이를

상으로 2001. 2. 23. 제218회 국회(임시회) 행정자치 원회 제3차 원회에

2) 실제 개항일은 2001. 2. 28.

3) 경찰청, 경비업법개정법률안, 1면(제안이유) 참조.

4) 국회 행정자치 원회, 경비업법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01. 3., 1면 참조.

5) 경찰청 개정법률안, 8ㆍ13ㆍ20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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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소 원회의 심사에 한 보고와 토론을 하 는데, 동 소 원회의 수정

안에는 제7조 제8항에 “특수경비업자”의 겸 지조항이 들어 있었다. 그

수정이유는 “특수경비업자가 경비업무외의 제조업, 근로자 견업 등 다른

업무를 병행할 경우 무자격자의 유입, 총기유출의 험성이 높으므로 이를

차단하기 함이라는 것이었다.6) 이때 소 원회 원이기도 한 추미애

의원은 발언권을 얻어 「 수정안 제7조 제8항이 “특수경비업자는 이

법에 의한 경비업외의 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

로, 기계나 시설, 신변경비업자는 경비업 외의 업을 해도 된다는 것으로

되는데, 기존의 기계경비원 등이 실제로 제조업 하도 업 등에 종사하면서

노사문제에 개입하고 장에서 주먹이 법보다 더 가까운 것을 실감나게

하고 있는바 이를 사후에 발하는 것이 어렵고 그래서 새로운 노사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많이 목격했다. 따라서 동 8항의 특수경비업자 “특수”를

삭제하여 “경비업자는 이 법에 의한 경비업외의 업을 하여서는 아니된

다”로 바꾸어 경비업자 모두에게 겸 지가 용되도록 하자.」는 취지의

발언을 하 고,7) 이에 하여 당시 참석한 경찰청 계자도 동의하고 다른

행정자치 원회 원들도 이의가 없어 “특수” 부분이 삭제되었다. 이때 이

사건 법률조항 제7조 제8항 제19조 제1항 제3호가 신설되었으나, 부

칙 제4조의 경과조치에 한 언 은 기록상 나와 있지 않다. 이와 같은 겸

지조항을 신설한 이유로는 “경비업자가 경비업무외 제조업, 근로자

견업 등 다른 업무를 병행할 경우 무자격자 유입, 총기유출의 험성이 높

으므로 이를 차단하기 해 경비업자는 경비업 이외의 업을 할 수 없도

록” 한다는 것이다.8)

다. 그 후 2001. 2. 26. 법제사법 원회 제4차 회의에서는 법 제7조 제8항

의 겸 지조항에 따라 재 다른 업을 겸 하고 있는 경비업자들에

해서는 유 기간을 둘 필요가 있다고 보아 경과조치를 신설하되 허가

면허의 반납 등 업의 정리를 하여는 최소한 2년의 유 기간이 필요하

다는 해당 부처(경찰청)9)의 의견을 반 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동안

6) 행정자치 원회(2001. 2. 23.자) 회의록 참조.

7) 추미애 의원은 이 부분에 하여 소 원회에서도 논의가 있어 결론이 “유보”된

상태 다고 발언하고 있다.

8) 행정자치 원회 원장, 경비업법개정법률안에 한수정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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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종 의 규정에 의하도록 하 다가 그 후에 다시 “1년”으로 바 는 등

약간의 수정을 하 다.10) 이 개정안은 2001. 3. 8. 제219회 국회 제1차 본회

의에서 의결을 하 는데, 이때는 주로 기본 으로 민간인 신분인 특수경비

원들이 총기를 소지하는 문제에 하여 토론이 있었고 이 때문에 표결까지

이어져 재석 150, 찬성 79, 반 54, 기권 17로 가결되었다.11)

라. 한편, 이러한 개정법률안에 하여는 정부내 의견수렴 과정에서 법체

처와 국방부가 반 의견을 제출하 는데, 그 이유는 “법 반자에 한

해목 으로 무기휴 ㆍ사용은 요한 공권력행사 작용으로서 행 헌법상

민간이양이 불가능하고, 법한 직무수행을 보장할 수 있는 안 장치 없이

무기휴 ㆍ사용을 허용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보장에 역행한다”는 것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한 문제제기는 없었다.

3. 겸 지의 입법례

가. 외국의 경비업 련 법률에 이 사건 법률조항과 같은 겸 지조항을

둔 입법례는 찾아볼 수 없다.12) 한편, 다른 법률에서 겸업 는 겸 을

지하고 있는 규정은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그 유형을 보면, 첫째로 “업자”

에 한 겸업 지조항을 둔 법률로는 직업안정법과 견근로자보호등에

한법률이 있고, 둘째로 “기 ”에 한 겸업 지조항을 둔 법률로는 선주상

호보험조합법이 있으며, 셋째로 “임직원”에 한 겸업 지조항을 둔 법률

로는 지방공기업법이 있으며, 넷째로 “겸 지”를 규정한 법률으로는 방

송법이 있다.13)

나. 먼 방송법(제8조)의 경우를 보면, 이른바 특수 계에 있는 자의

방송사업자 주식 는 지분의 소유제한(제2ㆍ4ㆍ6ㆍ7ㆍ8항), 특수 계자의

방송사업 겸 주식 는 지분 소유 지(제3ㆍ5ㆍ9항)에 한 내용일

9) 당시 심의과정에 참 하 던 경찰청 계자의 말에 따르면 경찰청에서는 처음에

3년의 유 기간을 주장하 다고 한다.

10) 법제사법 원회 회의록, 49면 참조.

11) 본회의회의록, 31면 참조.

12) 용인 학교 경찰행정학과 박병식 교수, 경비업자의 “겸 지” 규정의 개정에

한 청원, 2001. 6. 22., 7면.

13) 박병식, 청원서,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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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이다.

다음으로 지방공기업법(제61조)은 지방공사의 임원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리를 목 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 의 50% 이상을 출자한(동법 제53조) 지방공기

업의 공공성과 지방공사의 임ㆍ직원에게는 공무원에 버 가는 정도의 청렴

성과 그 직무의 不可買收性이 요구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헌재 2001.

11. 29. 2001헌바4, 례집 13-2, 678, 685).

한 선주상호보험조합법(제6조)은 “선주상호보험조합은 동법 제3조에서

정한 손해보험사업 그에 부수하여 행하는 사업외의 사업을 행할 수 없

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선박소유자․선박임차인․용선자 기타 선박운

항업자의 선박운항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책임 비용에 한 상호보험인

손해보험사업을 실시하기 하여 특별법인 동법에 의하여 설립된 선주상호

보험조합이라는 특수법인(제2조ㆍ제4조)의 성격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14)

한편, 직업안정법(제26조) 견근로자보호등에 한법률(제14조)은 식

품 생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 객업, 공 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 가정의례에 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결혼상담 는

매행 를 하는 업 기타 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을 하는 자는 직업소개사

업과 근로자 견사업을 할 수 없다고 각 규정하고 있으나, 이들 법률은 일

정한 업을 하는 자가 “직업소개사업”이나 “근로자 견사업”과 같은 특정업

을 겸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다. 따라서 상법 등 일반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면 족한(법 제3조)15)

경비업자로 하여 경비업 이외의 다른 모든 업을 하지 못하도록 포 으

로 지하고 있는 입법례는 찾아 볼 수 없다.

4. 경비업 일반에 한 고찰

가. 법상 “경비업”의 의의

법 제2조는 경비업이란 “경비업무”의 부 는 일부를 도 받아 행하는

14) 동법 제10조 이하에서는 법인의 설립요건과 차에 하여 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15) 제3조(법인) 경비업은 법인이 아니면 이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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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을 말하며, 경비업무에는 시설경비업무ㆍ신변보호업무ㆍ기계경비업무

ㆍ특수경비업무의 5가지 유형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시설경비업무 :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장소에서의 도난․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2) 호송경비업무 : 운반 에 있는 ․유가증권․귀 속․상품 그 밖

의 물건에 하여 도난․화재 등 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3) 신변보호업무 :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한 해의 발생을 방지하

고 그 신변을 보호하는 업무

(4) 기계경비업무 : 경비 상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하여 감지․송신된

정보를 그 경비 상시설 외의 장소에 설치한 제시설의 기기로 수신하여

도난․화재 등 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5) 특수경비업무 : 공항(항공기를 포함한다) 등 통령령이 정하는 국가

요시설의 경비 도난․화재 그 밖의 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나. 외국의 경우

(1) 미국

미국은 각 주마다 독자 으로 규율하고 있는데, 일반 으로 우리나라보

다 포 으로 규정하고 있다. 컨 로리다주의 경우 경비업과 련된

문직 는 업종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그 각각에 한 허가 면허요

건을 규정하고 있다.16)

A 면허(Class “A” license) : 사설탐정 취 (private investigative

agency)

B 면허(Class “B” license) : 인력경비원 취 (watchman, guard, or

patrol agency)

C 면허(Class “C” license) : 사설탐정 (private investigator)

CC 면허(Class “CC” license) : 사설탐정 인턴 (private investigator intern)

D 면허(Class “D” license) : 인력경비원 (watchman, guard, or patrolman)

E 면허(Class “E” license) : 유실물회복자 (repossessor)

16) 박병식, 청원서,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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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면허(Class “CC” license) : 유실물회복자 인턴 (repossessor intern)

G 면허(Class “G” license) : 무장경비원 (armed guard)

K 면허(Class “K” license) : 총기류 교 (firearms instructor)17)

(2) 일본

일본의 경비업법 제2조는 경비업무 경비업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제2조(정의) ①이 법률에서 “경비업무”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

무로서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행하는 것을 말한다.

1. 사무소, 주택, 흥행장, 주차장, 유원지 등(이하 “경비업무 상시설”이라

한다)에 있어서의 도난 등의 사고발생을 경계하고 방지하는 업무

2. 사람 혹은 차량이 혼잡하는 장소 는 이들의 통행에 험이 있는 장

소에 있어서의 부상 등의 사고발생을 경계하고 방지하는 업무

3. 운반 의 , 귀 속, 미술품 등과 련된 도난 등의 사고발생을 경

계하고 방지하는 업무

4. 사람의 신체에 한 해의 발생을 그 신변에서 경계하고 방지하는

업무

②이 법률에서 “경비업”이란 경비업무를 행하는 업을 말한다.

그러므로 일본의 경비업법은 우리나라의 법이 규정하고 있는 경비업무

외에 “교통유도경비”( 제1항 제2호)를 경비업무에 포함시키고 있어 우리

나라보다 경비업의 범 가 넓다고 할 수 있다.18)

17) 한편, 미국의 민간경비업 황을 종합 으로 분석하고 경비업의 장래를 측한

「홀크 스트 보고서 (Hallcrest Report)」는 다음과 같이 경비업의 범 를 훨씬

다양하게 분류하고 있다. 박병식, 청원서, 8면.

ㆍ자체경비 (proprietary security)

ㆍ경호 순찰 서비스 (guard and patrol services)

ㆍ기계경비업 (alarm services) ㆍ자물쇠 제조업 (locksmith)

ㆍ사설탐정업 (private investigations) ㆍ호송경비업 (armed car services)

ㆍ경비장비 제조 유통업 (security equipment manufacturing and distributing)

ㆍ경비자문업 (security consultant services)

ㆍ기타 (경비견, 마약검사, 법의학 검사, 거짓말탐지 등)

18) 박병식, 청원서,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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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경비업과 련된 산업

법 제7조 제8항은 경비업자로 하여 다른 업의 겸 을 지하고 있다.

그런데 경비업은 미국의 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단순히 인력에 의한 경비

차원을 넘어 고객 경비 상시설의 “안 ”을 담당하는 안 산업으로 발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면 경비업과 련없는

업의 경 은 물론이고, 아래와 같이 경비업과 련은 있지만 직 경비업

이 아닌 사업도 마찬가지로 겸 이 지된다.

(1) 경비장비의 제조ㆍ설비ㆍ 매업19)

작 의 경비업은 과거의 수 나 경비원의 개념을 떠나 정보통신을 이용

한 기계경비 분야로 나아가고 있다. 기계경비 분야에 있어서의 건은 그

인 라를 이루는 각종 센서, CC TV, 管制장비 등 기술 인 발달에 있다.

재 기계경비업체에서는 연구개발을 통해 우리나라에 합한 경비장비의

첨단화를 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자사가 사용하는 장비를 직 생산하고

있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2) 네트워크를 활용한 정보산업

경비업은 정보산업(Information Technology, IT)과 불가분의 계에 있

다. 우리나라에서는 경비업체가 아 트 등 경비 상시설의 홈페이지를 제

작하고 리하는 소 “사이버 아 트”(cyber apartment)가 이미 등장하

다. 한편, 정보화는 해커나 크래커 등을 낳게 하는 부작용을 수반하고 있으

며, 그 결과 정보안 (information security 는 internet security)의 요

성이 날로 더해가고 있다. 그러므로 기계경비업체의 입장에서 볼 때 네트워

크의 괴는 경비업 자체의 붕괴를 의미하기 때문에 정보안 에 많은 노력

을 경주해 왔으며 이에 한 상당한 노하우를 축 하 다고 한다. 이에 경

비 상시설에 정보안 을 독자 으로 제공하는 경비업체까지 있다. “정보시

큐리티” 혹은 “인터넷시큐리티” 라고 하면 경비업과는 무 한 산업으로 인

식되기 쉬우나 경비업도 정보산업과 불가분의 계를 맺고 있는 것이다.

19) 이하의 내용은 박병식, 청원서, 12～16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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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설물 유지 리업

재 경비업자의 상당수는 경비 상시설의 유지ㆍ 리업에도 종사하고

있는 실정으로, 오늘날의 경비업은 건축물의 유지 리와 불가분의 계에

있다. 즉 방범ㆍ방화는 물론 엘리베이터나 보일러, 에어컨 설비의 고장, 지

하실 침수, 실내공기의 오염 등을 체크할 수 있는 기능이 하나의 기계로

통합되고 있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이를 “시스템통합(system integration)”

이라고 부른다. 한편, 청소 내지 생업도 최근 문업체가 등장하고 있으

며, 첨단화된 시스템을 이용한 청소ㆍ 생업을 겸 하고 있는 경비업체도

있다. 청소업이나 생업은 불결한 환경과 오염된 공기로부터 시설 근무자

의 건강을 지킨다는 에서 “안 산업”의 하나이며, 결코 경비업과 무 한

산업이라고 할 수 없다.

(4) 경비교육업

우리나라 경비업계의 가장 큰 안의 하나는 경비원의 질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하는 이다. 경비원의 질 향상 문화는 결국 교육을 통해서만

가능할 것이며, 이를 해 경비원 교육을 한 문교육기 의 양성이

실하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경비업체 에는 경비업무의 문화를 해

독자 으로 연수원을 설립하여 교육사업을 행하고 있는 업체도 있다.

(5) 경비자문업

미국과 국에서는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 방을 목 으로 한 “환경범죄

학”이 범죄학의 한 분야로 자리잡고 있다. 그리고 이를 활용하여 미국에서

는 지역사회나 빌딩, 아 트단지를 설계할 때 단지 건축학 인 교려뿐만

아니라 범죄 방 개념까지 포함시켜서 설계하는 첨단기법이 구사되고 있

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경비 상시설의 요소를 분석하고 그 책에

해 자문하는 경비자문(security consulting)업이 등장하 으며, 경비업체

도 경비자문을 통해 경비업의 과학화를 추진하고 있다.

5. 이 사건 법률조항의 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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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직업선택의 자유의 의미와 성격

헌법 제15조는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

다. 헌법 제15조가 규정하는 직업선택의 자유는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자

유롭게 선택하는 좁은 의미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그가 선택한 직업을 자

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는 ‘직업수행의 자유’를 포함

하는 “직업의 자유”를 뜻한다(헌재 1998. 3. 26. 97헌마194, 례집 10-1,

302, 314). 이러한 직업의 선택 혹은 수행의 자유는 각자의 생활의 기본

수요를 충족시키는 방편이 되고, 한 개성신장의 바탕이 된다는 에서

주 공권의 성격이 두드러진 것이기는 하나,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 개

개인이 선택한 직업의 수행에 의하여 국가의 사회질서와 경제질서가 형성

된다는 에서 사회 시장경제질서라고 하는 객 법질서의 구성요소이

기도 하다(헌재 1997. 4. 24. 95헌마273, 례집 9-1, 487, 496).

나. 직업의 자유의 주체

자연인은 물론 법인도 직업의 자유의 주체가 된다.20) 헌법재 소도 “법

인도 성질상 릴 수 있는 기본권의 주체가 되는바, 직업(수행)의 자유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하 고(헌재 1996. 3. 28. 94헌바42, 례집 8-1, 199,

206), “법인의 설립은 그 자체가 간 인 직업선택의 한 방법”이라고 시

한 도 있다(헌재 1996. 4. 25. 92헌바47, 370, 380).

다. 직업의 자유의 제한

(1) 의의

국민은 구나 자유롭게 자신이 종사할 직업을 선택하고, 그 직업에 종

사하며,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이에는 개인의 직업 활동을 하는 장소 즉

직장을 선택할 자유도 포함된다. … 직업선택의 자유는 삶의 보람이요 생

활의 터 인 직업을 개인의 창의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선택 함으로써

자유로운 인격의 발 에 이바지하게 하는 한편 자유주의 경제ㆍ사회질서

의 요소가 되는 기본 인권이라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그 제한은 반드

20) 허 , 한국헌법론, 박 사, 2003, 445면; 계희열, 헌법학(中), 박 사, 2000, 46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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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법률로써 하여야 할 뿐 아니라 국가안 보장, 질서유지 는 공공복리

등 정당하고 요한 공공의 목 을 달성하기 하여 필요하고 정한 수단

ㆍ방법에 의하여서만 가능한 것이다(헌재 1989. 11. 20. 89헌가102, 례집

1, 329, 336).

(2) 직업의 자유 침해와 단계이론 : 헌심사기

(가) 독일 연방헌법재 소의 단계이론21)

우리 헌법재 소는 직업의 자유의 제한에 있어서 “직업행사”의 자유의

제한과 “직업선택”의 자유의 제한의 경우로 나 어서 그 요건의 엄격성을

달리하여 심사하고 있는데, 이것은 독일 연방헌법재 소의 소 약국 결

에서 개된 단계이론을 받아들인 것이다. 독일 연방헌법재 소가 약국

결(BVerfGE 7, 377)에서 개한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의 헌심사

에 있어 단계이론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22)

1) 직업수행( 업)의 자유에 한 규제

“직업선택의 자유에 향을 미치지 않고 직업수행자가 자신의 직업활동

을 구체 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형성해야 하는지를 정할 뿐인 순수한 직업

행사만을 규율하는 경우에 입법자는 가장 자유롭다. 여기에서는 “합목 성”

의 이 상당한 정도로 고려될 수 있다. … 그러한 한, 컨 지나치게

부담이 되는 그리고 기 가능성이 없어서 그 자체 헌인 법 의무부과만

이 지될 따름이다.”23)

2) 주 제조건에 의한 직업선택의 자유의 제한 (자격제)

“이에 반해 이미 직업을 특정한 제조건(자격)의 충족에 따라 허가하는

것, 즉 직업선택의 자유와 계되는 규율은 이를 통하여 개인의 자유보다

우선하는 우 의 공익이 보호되어야 하는 한에서만 정당화된다. … 주

제조건들은 직업활동의 법한 이행이라고 하는 입법목 에 하여 비례

계를 벗어나서는 안된다는 의미에서 비례의 원칙이 용된다.”24)

21) 이에 하여는 국내의 헌법교과서에 자세한 내용이 실려 있다. 컨 허 ,

게서, 447～452면; 계희열, 게서, 464～469면 참조.

22) 자세한 내용은 방승주, “직업선택의 자유”, 헌법논총 제9집, 헌법재 소, 1998,

235면 이하를 참조할 것.

23) BVerfGE 7, 377 (405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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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객 허가요건에 의한 직업선택의 자유의 제한 (허가제)

“직업을 객 조건에 따라 허가하는 경우는 이와 다르다. 객 조건

의 충족 여부는 개인의 향력과는 상 이 없다. … 그러므로 일반 으로

압도 으로 요한 공익(Gemeinschaftsgut)에 한 입증가능하거나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한 험만이 직업선택의 자유에 한 침해를 정당화할

수 있을 것이다.”25)

(나) 한국 헌법재 소의 단계이론

우리 헌법재 소의 례에서 단계이론이 처음으로 언 된 것은 법무사

법시행규칙에 한 헌법소원(헌재 1990. 10. 15. 89헌마178)에서 이성렬 재

의 반 의견26)을 통해서이다. 즉, 직업선택에 한 제한에 있어서는 직

업행사에 한 제한에 있어서보다 엄격한 제약을 받는다고 보며 한 주

사유를 이유로 하는 직업선택에 한 제한의 경우보다는 객 사유를

이유로 하는 경우에 침해의 진지성이 가장 크므로 매우 엄격한 요건을 갖

춘 경우에만 이것이 허용된다고 하는 3단계이론에 한 명확한 인식이 처

음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각각의 경우에 있어서 어느 범 에서 제한이 허

용되는 것인지는 ①제한의 목 내지는 필요성, ②제한되는 직업의 성질과

내용, ③제한의 정도 방법 등을 종합 으로 비교・교량하여 신 히 결

정하여야 한다고 하 다.27) 그 후 직업행사의 자유와 직업선택의 자유에

하여 법률상의 규제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다고 하는 단계이론 인식이

다수의견에 의하여 반 된 것은 1993. 5. 13. 선고한 92헌마8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한 법률시행규칙 제5조에 한 헌법소원28)에서이다.29)

(다) 소결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들의 능력이나 자격에 상 없이 경비업을 경

하고 있는 청구인들로 하여 경비업과 그밖의 업종간에 택일하도록 법

으로 강제하고 있으므로 에서 본 3단계의 제한, 즉 가장 심각한 제한이

24) BVerfGE 7, 377 (406f.).

25) BVerfGE 7, 377 (407f.)

26) 례집 2, 365, 373.

27) 례집 381면.

28) 례집 5-1, 365면 이하.

29) 방승주, 게논문, 2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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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이러한 제한은 “월등하게 요한 공익에 한 명백하고 확실한

험”을 방지하기 한 경우에만 정당화될 수 있다.30) 그러므로 헌법재

소가 이 사건을 심사함에 있어서는 헌법 제37조 제2항이 요구하는바 과잉

지의 원칙, 즉 엄격한 비례의 원칙이 그 심사척도가 된다고 하겠다.

라. 과잉 지원칙의 배 여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은 그 제한의 방법에 있어서도 일정한 원

칙의 수가 요구되는바, 그것이 과잉 지의 원칙이며 … 과잉 지의 원칙

이라는 것은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입법활동을 함에 있

어서, 수하여야 할 기본원칙 내지 입법활동의 한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려는 입법의 목 이 헌법 법률의 체제상 그 정당

성이 인정되어야 하고(목 의 정당성), 그 목 의 달성을 하여 그 방법이

효과 이고 하여야 하며(방법의 성), 입법권자가 선택한 기본권 제

한의 조치가 입법목 달성을 하여 설사 하다 할지라도 보다 완화된

형태나 방법을 모색함으로써 기본권의 제한은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하여야 하며(피해의 최소성), 그 입법에 의하여 보호하려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을 비교형량할 때 보호되는 공익이 더 커야 한다(법익의 균형성)는 헌법

상의 원칙이다(헌재 1998. 5. 28. 95헌바18, 례집 10-1, 583, 595).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과잉 지원칙을

수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1) 목 의 정당성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입법된 경 는 앞에서 본 바와 같고, 그 입법목 은

“경비업자가 경비업무외 제조업, 근로자 견업 등 다른 업무를 병행할 경

우 무자격자 유입, 총기유출의 험성이 높으므로 이를 차단하기 해 경

비업자는 경비업 이외의 업을 할 수 없도록” 한다는 것이다.31) 그밖에

이 사건 법률조항의 신설에 주도 역할을 한 국회의원 추미애의 의견서에

기재되어 있는바 “경비업체의 겸업을 지함으로써 세한 경비업체의 무

30) BVerfGE 7, 377 (408f.); 계희열, 게서, 469면.

31) 행정자치 원회 원장의 경비업법개정법률안에 한수정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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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별한 난립을 막을 수 있고, 경비업체는 경비업 ‘경비 련 부 사업’32)

을 심으로 문성을 확보하도록”33) 한다는 도 입법목 의 하나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비 문 인 세경비업체의 난립을 막고 문경비업체를 양성

하며, 경비원의 자질을 높이고 무자격자를 차단하고자 하는 입법목 자체

는 정당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2) 방법의 성

에서 본 입법목 의 달성을 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 취한 방법, 즉

경비업체로 하여 다른 업종을 일체 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는 목 달성

을 한 한 방법인지 의문이 있다.

무릇 국가가 입법, 행정 등 국가작용을 함에 있어서는 합리 인 단에

입각하여 추구하고자 하는 사안의 목 에 합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그때 선택하는 수단은 목 을 달성함에 있어서 필요하고 효과 이며 상

방에게는 최소한의 피해를 때에 한해서 그 국가작용은 정당성을 가지고

상 방은 그 침해를 감수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국가작용에 있어서 취

해진 어떠한 조치나 선택된 수단은 그것이 달성하려는 사안의 목 에 합

하여야 함은 당연하지만 그 조치나 수단이 목 달성을 하여 유일무이한

것일 필요는 없는 것이다. 국가가 어떠한 목 을 달성함에 있어서는 어떠

한 조치나 수단 하나만으로서 가능하다고 단할 경우도 있고 다른 여러가

지의 조치나 수단을 병과하여야 가능하다고 단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

므로 과잉 지의 원칙이라는 것이 목 달성에 필요한 유일의 수단선택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헌재 1989. 12. 22. 88헌가13,

례집 1, 357, 378～379). 그러나 기본권을 제한하는 방법은 최소한 그 목

의 달성을 하여 효과 이고 하여야 한다(헌재 1990. 9. 3. 89헌가

95, 례집 2, 245, 260).

먼 “경비업체의 문화”라는 에서 보면,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이

32) 그러나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할 때, “경비 련 부 사업”을 겸 할 수 있는지

는 의문이다.

33) 국회의원 추미애, 의견서,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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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한 디지털시 에 있어서 경비업은 단순한 경

비자체만을 해서는 그 ‘ 문화’를 이룰 수 없고, 오히려 경비장비의 제

조ㆍ설비ㆍ 매업이나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산업, 시설물 유지 리업, 나아

가 경비교육업 등을 포함하는 ‘토탈서비스(total service)’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므로 좁은 의미의 경비업만을 하도록 법에서 강제할 때에는 오히

려 세한 경비업체의 난립을 방치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한 “경비원의 자질을 높이고 무자격자를 차단하고자” 하는 을 보

면, 경비원에 한 교육을 강화하거나 경비원의 자격요건이나 보수 등 근

무여건의 향상을 통하여 그 목 을 효과 이고 하게 달성할 수 있을지

언정 경비업체로 하여 일체의 겸 을 지하는 것이 한 방법이라고

는 볼 수 없다고 하겠다. 그동안 노동 장에서 경비업체가 사용주의 요청

에 따라 근로자들의 법한 노동쟁의행 를 분쇄하기 하여 이른바 “구사

”라는 이름으로 “경비원”을 투입한 사례가 많았다는 지 34)에 하여 보

건 , 첫째, 경비업체가 ‘제조업’을 겸하는 경우에 경비원을 제조업의 생산

라인에 배치해 두었다가 근로자들의 단체행동 발생시 곧바로 구사 로 동

원시키고, 둘째, 경비업체가 ‘인력 견업’을 겸하는 경우 이들이 노숙자나

리랜서 경비원 등을 동원하여 이들로 하여 근로자들의 단체행동을 폭

력으로 진압한 사례가 있었다는 것인바,35) 경비업체로 하여 다른 업

( 컨 제조업이나 인력 견업)을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이러한 사태의

발생을 막고자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연 계를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구사 ’로서의 근로자 단체행동 진압행 는 그 자체가 불법이라는 에서

지되는 것이므로 이를 하여 별도로 이 사건 법률조항과 같이 경비업체

의 (제조업 등) 겸 을 일체 지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하겠다. 뿐

만 아니라 이러한 불법 인 노사분규 개입이 있었다 하여 제조업이나 인력

견업이 아닌 경비 련 업종까지 일체 겸 을 지하는 것은 그 수단으로

서 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3) 피해의 최소성

34) 국회의원 추미애의 의견서에 사례가 있음.

35) 추미애의원, 의견서, 6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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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자는 공익실 을 하여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입법목 을

실 하기에 합한 여러 수단 에서 되도록 국민의 기본권을 가장 존 하

고 기본권을 최소로 침해하는 수단을 선택해야 한다. 기본권을 제한하는

규정은 기본권행사의 ‘방법’에 한 규정과 기본권행사의 ‘여부’에 한 규

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침해의 최소성의 에서, 입법자는 그가 의도하

는 공익을 달성하기 하여 우선 기본권을 보다 게 제한하는 단계인 기

본권행사의 ‘방법’에 한 규제로써 공익을 실 할 수 있는가를 시도하고

이러한 방법으로는 공익달성이 어렵다고 단되는 경우에 비로소 그 다음

단계인 기본권행사의 ‘여부’에 한 규제를 선택해야 한다(헌재 1998. 5. 28.

96헌가5, 례집 10-1, 541, 556).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경비업과 그밖의 업 사이에서 한 쪽을 선

택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므로 직업의 자유라는 기본권행사의 ‘여부’에 한

강한 규제인바, 이와 같은 규제방법을 선택하려면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입법목 )을 한 다른 수단이 없는 경우에만 가능한 것

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공익은 이 사건 법률조항 이외에 다

른 조항에 의하여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 법에서는 경비지도사와 경비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여 자격에 제

한을 가하고 경비업자는 이러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를 경비지도사 는

경비원으로 고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제10조)36) 있을 뿐만 아니라, 경비

지도사에게는 시험을 통하여 자격을 부여하고(제11조)37) 경비업자는 반드

36) 제10조(경비지도사 경비원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경

비지도사 는 일반경비원이 될 수 없다.

1. 만 18세 미만인 자, 치산자, 한정치산자

2. 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 선고를 받고 그 유 기간 에 있는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특수경비원이 될 수 없다.

1. 만 18세 미만 는 만 58세 이상인 자, 치산자, 한정치산자

2.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되는 자

3. 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 를 받고 그 유 기간 에 있는 자

4.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신체조건에 미달되는 자

③경비업자는 제1항 각호 는 제2항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경비지

도사 는 경비원으로 채용 는 근무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37) 제11조(경비지도사의 시험 등) ①경비지도사는 제10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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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이러한 경비지도사를 고용하여 소속 인력을 리하도록 규정하고(제12

조),38) 경비원은 할 경찰공무원의 지도ㆍ감독하에 일정한 교육을 받도록

강제하고 있다(제13조).39)

한 경비업자 는 경비지도사가 법의 규정을 반하는 경우 허가 청

은 허가 등이나 자격을 취소할 수 있고(제19조ㆍ제20조),40) 경찰청 는 지

지 아니하는 자로서 경찰청장이 시행하는 경비지도사시험에 합격하고 행정자치부

령이 정하는 교육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②경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은 자에게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지도사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경비지도사시험의 시험과목, 시험공고, 시험의 일부가 면제되는 자의 범 그

밖에 경비지도사시험에 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령령으로 정한다.

38) 제12조(경비지도사의 선임 등) ①경비업자는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

지도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경비지도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경비원의 지도․감독․교육에 한 계획의 수립․실시 그 기록의 유지

2. 경비 장에 배치된 경비원에 한 순회 검 감독

3. 경찰기 소방기 과의 연락방법에 한 지도

4. 그 밖에 통령령이 정하는 직무

③선임된 경비지도사는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39) 제13조(경비원의 교육 등) ①경비업자는 경비업무를 정하게 실시하기 하여 경

비원으로 하여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원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②특수경비업자는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 으로 특수경비원 교육을

받게 하고 특수경비원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를 특수경비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서

는 아니된다.

③제2항에 의한 특수경비원의 교육시 할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이 교육기

에 입회하여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40) 제19조(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①허가 청은 경비업자가 제1호 내지 제6호의 1

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고, 제7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

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의 부 는 일부에 하여 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허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2. 제7조제5항의 규정에 반하여 허가받은 경비업무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

하게 한 때

3. 제7조제8항의 규정에 반하여 경비업외의 업을 한 때

4.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경비 도 실 이 없거나 계

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때

5. 정당한 사유없이 최종 도 계약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경비 도

실 이 없을 때

6. 업정지처분을 받고 계속하여 업을 한 때

7. 이 법 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반한 때

②허가 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취소 는 업정지처분을 하는 때에

는 경비업자가 허가받은 경비업무 허가취소 는 업정지사유에 해당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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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경찰청장에게 경비업자 경비지도사에 한 일반 인 지도ㆍ감독권

특수경비업자에 한 보안지도ㆍ 검권까지 부여하고 있다(제24조ㆍ제25

조).41)

둘째, 법은 특히 특수경비업의 경우 무기를 소지ㆍ사용함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무기유출, 무기사용의 과ㆍ오용 등을 방지하기 하여 특수경비업의

경우 임원자격, 특수경비원의 자격 등을 다른 경비업자에 비하여 더욱 강

화하고(제5조ㆍ제10조),42) 특수경비원의 직무 무기사용ㆍ 리, 특수경비

비업무에 한하여 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허가취소를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경비지도사자격의 취소 등) ①경찰청장은 경비지도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10조제1항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2. 허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경비지도사자격증을 교부받은 때

3. 경비지도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한 때

②경찰청장은 경비지도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통령령이 정하

는 바에 따라 1년의 범 내에서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반하여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경찰청장 는 지방경찰청장의 명령을 반한 때

③경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지도사의 자격을 취소한 때에는 경비

지도사자격증을 회수하여야 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지도사의 자격을 정

지한 때에는 그 정지기간동안 경비지도사자격증을 회수하여 보 하여야 한다.

41) 제24조(감독) ①경찰청장 는 지방경찰청장은 경비업무의 정한 수행을 하

여 경비업자 경비지도사를 지도․감독하며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지방경찰청장 는 할 경찰 서장은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하여 할구역

안에 있는 경비업자의 주사무소 출장소와 경비원배치장소에 출입하여 근무상

황 교육훈련상황 등을 감독하며 필요한 명령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

하는 경찰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5조(보안지도․ 검 등) 지방경찰청장은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수

경비업자에 하여 보안지도․ 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계기 에

보안측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42) 제5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경비업을 하는 법

인(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특수경비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을 말하고, 제5

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허가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비업무와 동종의 경비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치산자 는 한정치산자

2. 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 는 통령경호실법에 반하여 벌 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이 법 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반하여 허가가 취소된 법인의 허가취소

당시의 임원이었던 자로서 그 취소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10조 (경비지도사 경비원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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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의 특별한 직무상 의무와 무기사용방법, 할 경찰청에 의한 리ㆍ감독

등에 한 엄격한 제한규정을 두고 있다(제14조ㆍ제15조).43) 이러한 제한

지도사 는 일반경비원이 될 수 없다.

1. 만 18세 미만인 자, 치산자, 한정치산자

2. 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 선고를 받고 그 유 기간 에 있는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특수경비원이 될 수 없다.

1. 만 18세 미만 는 만 58세 이상인 자, 치산자, 한정치산자

2.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되는 자

3. 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 를 받고 그 유 기간 에 있는 자

4.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신체조건에 미달되는 자

③경비업자는 제1항 각호 는 제2항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경비지

도사 는 경비원으로 채용 는 근무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43) 제14조(특수경비원의 직무 무기사용 등) ①특수경비업자는 특수경비원으로

하여 배치된 경비구역안에서 할 경찰서장 공항경찰 장 등 국가 요시설

의 경비책임자(이하 “ 할 경찰 서장”이라 한다)와 국가 요시설의 시설주의 감

독을 받아 시설을 경비하고 도난․화재 그 밖의 험의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②특수경비원은 국가 요시설에 한 경비업무 수행 국가 요시설의 정상

인 운 을 해치는 장해를 일으켜서는 아니된다.

③지방경찰청장은 국가 요시설에 한 경비업무의 수행을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설주의 신청에 의하여 무기를 구입한다. 이 경우 시설주는 그

무기의 구입 을 지불하고, 구입한 무기를 국가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④지방경찰청장은 국가 요시설에 한 경비업무의 수행을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할경찰 서장으로 하여 시설주의 신청에 의하여 시설주로부

터 국가에 기부채납된 무기를 여하게 하고, 시설주는 이를 특수경비원으로 하여

휴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수경비원은 정당한 사유없이 무기를 소지하고

배치된 경비구역을 벗어나서는 아니된다.

⑤시설주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받은 무기에 하여 시설주 할 경

찰 서장은 무기의 리책임을 지고, 할 경찰 서장은 시설주 특수경비원의

무기 리상황을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⑥ 할 경찰 서장은 무기의 정한 리를 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

기를 여받은 시설주에 하여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⑦시설주로부터 무기의 리를 하여 지정받은 책임자(이하 “ 리책임자”라 한

다)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이를 리하여야 한다.

1. 무기출납부 무기장비운 카드를 비치․기록하여야 한다.

2. 무기는 리책임자가 직 지 ․회수하여야 한다.

⑧특수경비원은 국가 요시설의 경비를 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필요한 한도안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사람에게 해를 끼쳐서는 아니된다.

1. 무기 는 폭발물을 소지하고 국가 요시설에 침입한 자가 특수경비원으로부

터 3회 이상 투기(投棄) 는 투항(投 )을 요구받고도 이에 불응하면서 계속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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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 반하는 경우 당해 특수경비업자의 허가 등이 취소될 수 있음은

물론 당해 특수경비업자와 해당 특수경비원에게 한 형사처벌까지 과하도

록 규정하고 있다(제28조).44)

거하는 경우 이를 억제하기 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

다고 인정되는 때

2. 국가 요시설에 침입한 무장간첩이 특수경비원으로부터 투항(投 )을 요구받

고도 이에 불응한 때

⑨특수경비원의 무기휴 , 무기종류, 그 사용기 안 검사의 기 등에 하

여 필요한 사항은 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특수경비원의 의무) ①특수경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시설주․ 할

경찰 서장 소속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②특수경비원은 소속상사의 허가 는 정당한 사유없이 경비구역을 벗어나서는

아니된다.

③특수경비원은 업․태업 그 밖에 경비업무의 정상 인 운 을 해하는 일

체의 쟁의행 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특수경비원이 무기를 휴 하고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무기의 안 사용수칙을 지켜야 한다.

1. 특수경비원은 사람을 향하여 권총 는 소총을 발사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구두 는 공포탄에 의한 사격으로 상 방에게 경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목

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때에는 경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특수경비원을 습하거나 타인의 생명․신체에 한 한 험을 야기

하는 범행이 목 에 실행되고 있는 등 상황이 박하여 경고할 시간 여유가 없

는 경우

나. 인질․간첩 는 테러사건에 있어서 은 히 작 을 수행하는 경우

2. 특수경비원은 무기를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범죄와 무 한 다 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무기

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타인 는 특수경비원의 생명․신체에 한 한

을 방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 안에서 이를 사용할

수 있다.

3. 특수경비원은 총기 는 폭발물을 가지고 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4세

미만의 자 는 임산부에 하여는 권총 는 소총을 발사하여서는 아니된다.

44) 제28조(벌칙) ①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반하여 국가 요시설의 정상 인 운

을 해치는 장해를 일으킨 특수경비원은 7년 이하의 징역 는 5천만원 이하의 벌

에 처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는 3천만원 이하의 벌

에 처한다.

1.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비업을 한 자

2. 제7조제4항의 규정에 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 을 설하거나 부당한 목

을 하여 사용한 자

3. 제7조제7항의 규정에 반하여 경비업무의 단을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경비

업무를 즉시 인수하지 아니한 특수경비업자 는 경비 행업자

4. 과실로 인하여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반하여 국가 요시설의 정상 인 운

을 해치는 장해를 일으킨 특수경비원

5. 특수경비원으로서 경비구역안에서 시설물의 도, 손괴, 험물의 폭발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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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나아가 법은 경비업자 는 경비원이 다른 회사의 경 는 노사

문제에 개입하는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하여 경비업자에게 허가받은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시키지 않을 의무를 부과하면서(제7조

제5항),45) 만일 이에 반하는 경우 허가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9

조 제1항 제2호).46) 한 경비업자에게 경비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의무

와 만약 도 을 의뢰받은 경비업무가 법 는 부당한 것일 때에는 이를

거부할 의무를 부과하면서(제7조 제2항),47) 이를 반하는 경비업자에 해

반 회수에 따라 각각 업정지 1개월, 3개월 는 허가취소의 행정처분

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9조 제1항 제7호, 법시행령 제24조ㆍ별표4).48)

그 밖에 법은 경비업자에게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거나 그의

정당한 활동에 간섭하지 않을 의무를 부과하고(제7조 제1항),49) 경비원의

사유로 인한 사태가 발생한 때에 제15조제1항 는 제2항의 규정에 반한

자

③제14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무기를 소지하고 배치

된 경비구역을 벗어난 특수경비원은 2년 이하의 징역 는 2천만원 이하의 벌

에 처한다.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는 1천만원 이하의 벌

에 처한다.

1. 제14조제7항의 규정에 반한 리책임자

2.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반하여 쟁의행 를 한 특수경비원

45) 제7조(경비업자의 의무) ⑤경비업자는 허가받은 경비업무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46) 제19조(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①허가 청은 경비업자가 제1호 내지 제6호의 1

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고, 제7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

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의 부 는 일부에 하여 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2. 제7조제5항의 규정에 반하여 허가받은 경비업무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

하게 한 때

47) 제7조(경비업자의 의무) ②경비업자는 경비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고, 도

을 의뢰받은 경비업무가 법 는 부당한 것일 때에는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

48) 경비업법

제19조(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①허가 청은 경비업자가 제1호 내지 제6호의 1

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고, 제7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

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의 부 는 일부에 하여 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7. 이 법 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반한 때

경비업법시행령(2001. 7. 7 통령령 제17298호로 문개정된 것)

제24조(행정처분의 기 )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 은 별

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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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부를 작성ㆍ비치하고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배치를 폐지하는 경우 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할 의무 등을 부과하고 있다(제18조).50)

이상의 규정에 의할 때 특수경비업자는 물론 기타 다른 경비업자의 경우

에도 무자격자가 소속 종사자로 유입될 험은 방지될 수 있고, 특수경비

업자로부터 무기가 외부로 유출되거나 과ㆍ오용될 가능성이 제거될 수 있

으며, 경비업자가 경비원을 본연의 직무 외에 다른 활동에 종사하게 하거

나 다른 회사의 경 는 노사문제에 개입하는 등의 부작용은 방지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노사분규 개입문제 등을 방지하기 하여 경비

업자의 겸 을 일체 지하는 방법에 의하여 해결하려는 것은 기본권침해

의 최소성 원칙에 어 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4) 법익의 균형성

청구인들과 같이 경비업과 그밖의 업을 겸 하고 있는 자들이나 다른

업을 경 하면서 새로이 경비업에 진출하고자 하는 자들이 경비업외 다

른 업의 경 을 유지하면서 이 사건 법률조항을 충족하려면 경비업을

문으로 하는 별개의 법인을 설립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런데 경비업을 별

개의 회사로 분리하여 하는 경우, 경비업을 문으로 하는 회사의 설

립단계 는 분사단계에서부터 막 한 비용부담이 발생한다. 뿐만 아니라,

한 회사가 경비업과 다른 업을 겸 하는 경우와는 달리, 경비업과 다른

업을 별도로 하는 경우에는 상법규정에 따라 각 회사에 3인이상의

이사 감사 등을 두어야 하고 각종 운 비용도 회사별로 이 으로 지

하여야 하는 회사 재정상의 부담요인이 발생한다. 한 행법상 단일회사

체제인 경우에 비해 지주회사 체제인 경우에는 세제상 불이익을 입는 경우

도 있다. 나아가 경비업을 분리시키기 하여 설정된 지주회사 계가 독

규제 공정거래에 한법률상 지주회사로 인정되는 경우 그 지주회사는

49) 제7조(경비업자의 의무) ①경비업자는 경비 상시설의 소유자 는 리자(이하

“시설주”라 한다)의 리권의 범 안에서 경비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

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거나 그의 정당한 활동에 간섭하여서는 아니된다.

50) 제18조(경비원의 명부와 배치 등) ①경비업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

라 경비원의 명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경비업자가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배치를 폐지한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

하는 바에 따라 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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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비율의 제한 등 각종 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지주회사 는 자회사

가 동법에 의한 기업집단 는 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출자총액의 제한, 상호출자 지 등의 각종 규제를 받게 되는 등, 단일

회사 체제에 의할 때보다 그 업의 자유를 크게 제한받게 된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인 경비업체의

문화, 경비원의 불법 인 노사분규 개입방지 등은 그 실 여부가 분명하

지 않은데 반하여, 이 법률조항으로 말미암아 경비업자인 청구인들이나 새

로이 경비업에 진출하고자 하는 자들이 짊어져야 할 직업의 자유에 한

기본권침해의 강도는 지나치게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

은 보호하려는 공익과 기본권침해간의 한 불균형으로 법익의 균형성을

잃고 있다.

(5) 결론 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 지원칙에 어 나게 청구인들

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헌법에 반된다.

6. 결정의 의의 후속 경과

기본권제한입법의 헌법 한계라고 평가되는 과잉 지의 원칙 는 비

례성원칙에 하여 독일의 라이 (Fleiner)는 “경찰이 참새를 잡기 해

포를 쏘아서는 안된다”(Die Polizei soll nicht mit Kanonen auf Spatzen

schießen) 라고 표 하 다.51) 이 결정은 그동안 경비업체가 제조업 등을

겸 하면서 노동자들의 법한 단체행동에 경비원들을 구사 로 투입하여

노조원들을 폭력으로 진압한 사례가 많았다는 이유로 이를 방지하기 하

여 경비업체로 하여 다른 업종의 겸 을 일체 지하는 극단 인 처방을

내리는 입법을 한 것인데, 이는 라이 가 말한바 (밭의 곡식을 먹어치우

는) 참새를 잡기 해 포를 쏜 것과 같은 형 인 라 할 수 있을 것

이다.

국회는 이 결정 후 헌법재 소의 시를 반 하여 2002. 12. 18. 법률 제

51) F. Fleiner, Institution des Vervaltungsrecht, S. 267.; 김형성, 과잉 지의 원칙

과 용상의 문제 , 헌법실무연구(제3권), 박 사, 2002, 55면.; 황치연, 헌법재

의 심사척도로서의 과잉 지원칙에 한 연구, 박사학 논문, 연세 학교 학원,

1995.1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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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87호로 이 사건 법률조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 다. 이 개정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하는 2003. 12. 19.부터 시행된다(동법 부칙).

제7조 제8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⑧특수경비업자는 이 법에 의한 경비업과 경비장비의 제조ㆍ설비ㆍ 매

업, 네트워크를 활용한 정보산업, 시설물 유지 리업 경비원교육업 등

통령령52)이 정하는 경비 련업 외의 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9조 제1항 제3호 “경비업”을 “경비업 경비 련업”으로 한다.

법률 제6467호 경비업법개정법률 부칙 제4조를 삭제한다.

이와 같은 개정의 이유로 국회는 “경비업자의 부분이 경비업 외에 다

른 업무를 겸업하고 있는 경비업계의 실정에 맞추어 이 법에 의한 경비

업 외의 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경비업자의 겸업 지의무를 특수경비업

자로 한정함으로써 경비업자의 업에 한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 경비분

야의 성장과 발 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하고 있다.53)

52) 이에 한 동법시행령은 아직 마련되지 않고 있다.

53) 한민국 보, 2002. 12. 18.자, 4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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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규정등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 법령에 한 헌법소원에서의 가처분 -

(헌재 2002. 4. 25. 2002헌사129, 례집 14-1, 433)

황 치 연*1)

【 시사항】

1. 신분이 군인이거나 군형법의 용을 받는 구속피의자에게 군사법경찰

의 조사단계에서 10일의 구속기간 연장을 더 허용하고 있는 군사법원법

제242조 제1항 제239조 부분의 효력을 가처분으로 당장 정지시켜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2. 법령의 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 에서 법령의 효력을 정지시키

는 가처분의 허용기

3. 군사법원법에 따라 재 을 받는 미결수용자의 면회 횟수를 주 2회로

정하고 있는 군행형법시행령 제43조 제2항 본문 단부분의 효력을 가

처분으로 정지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계쟁 상조문】

이 사건 계쟁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1)

* 헌법연구 , 법학박사

1) 이와 련된 계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군사법원법

제239조(군사법경찰 의 구속기간) 군사법경찰 이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피의자를 검찰 에게 인치하지 아니하는 한 석방하여야 한다.

제240조(검찰 의 구속기간) 검찰 이 피의자를 구속한 때 는 군사법경찰 으

로부터 피의자의 인치를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한

석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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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제242조(구속기간의 연장) ① 보통군사법원 군 사는 검찰

는 군사법경찰 의 신청에 의하여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

고 인정한 때에는 10일을 과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제239조 는 제240

조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각각 1차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군행형법시행령 제43조(면회의 횟수) ② 미결수용자의 면회횟수는 매주

2회로 하되, 참모총장은 미결수용자의 견교통권을 보장하기 하여 필요

한 경우에는 그 횟수를 증가시킬 수 있다. 다만, 변호인과의 면회는 그 횟

수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사건의 개요】

신청인 A는 역 공군 령으로 공군본부 항공사업단 고등훈련기 사업

처장으로 재직 인 자로서 차기 투기 사업(F-X 사업) 시험평가단 부단장

에 편성되어 투기 기종에 한 시험평가 결과보고서 작성을 총 하는

직 에 근무한 이 있고, 신청인 B는 신청인 A의 처이다.

신청인 A는 월간조선 기자, MBC의 PD, 그리고 KBS 기자와 인터뷰를

하면서 차기 투기 기종 선정 심사가 불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등의

말을 하여 군사기 설 등의 의로 특수 사령부 유치장에 구속되었고,

2002. 3. 18. 군사법원법(1994. 1. 5. 법률 제4704호로 개정된 것) 제242조

제1항 제239조 부분에 의하여 구속기간이 10일 연장되었으며, 신청인 A

가 구속되어 있는 동안 신청인 B는 신청인 A를 면회하려 하 으나 군행형

형사소송법

제202조(사법경찰 의 구속기간) 사법경찰 이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10일 이

내에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

제203조(검사의 구속기간)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때 는 사법경찰 으로부터

피의자의 인치를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

제205조(구속기간의 연장) ① 지방법원 사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수사를 계속

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10일을 과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제203조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1차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행형법시행령

제56조( 견의 횟수) ① 생략

② 미결수용자의 견(변호인과의 견을 제외한다) 횟수는 매일 1회로 한다.

제57조( 견의 외) 소장은 수용자의 교화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

54조 내지 제5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용자의 견을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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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시행령(1999. 10. 30. 통령령 제16587호로 문개정된 것) 제43조 제2항

본문 단부분에 의하여 주 2회만 면회가 허용되었다.

신청인들은 군사법원법 규정이 피의자가 군인의 신분이거나, 수사

상이 군형법상의 범죄라는 이유로 일반형사범보다 군사법경찰 의 조사단

계에서 10일의 구속기간 연장을 더 허용하고 있는 것은 평등권과 신속한

재 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하는 것이고, 일반 미결수들의 견 횟수가 매

일 1회임에 반하여 군행형법시행령 규정이 군인의 신분이거나 군형법의

용을 받는 미결수용자의 면회 횟수를 주 2회로 제한하는 것은 행복추구

권과 평등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규정들의

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 을 청구(2002. 3. 20. 수 2002헌마193)한 데

이어, 같은 달 22. 규정들의 효력을 본안 사건의 결정 선고시까지 임

시로 정지할 것을 구하는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을 하 다.

【결정요지】

1. 군사법원법 제242조 제1항 제239조 규정에 의하여 신청인에 하

여 한 1차 연장 구속기간은 2002. 3. 28.에 이미 끝나 더 이상 군사법경찰

의 조사단계에서 구속기간이 연장될 험이 없으므로 규정의 효력을

가처분으로 당장 정지시켜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2. 헌법재 소법 제40조 제1항에 따라 용되는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

항의 집행정지규정과 민사소송법 제714조의 가처분규정에 의하면, 법령의

헌확인을 청구하는 헌법소원심 에서의 가처분은 헌이라고 다투어지는

법령의 효력을 그 로 유지시킬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

가 있어 가처분에 의하여 임시로 그 법령의 효력을 정지시키지 아니하면

안 될 필요가 있을 때 허용되고, 다만 재 시행되고 있는 법령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것일 때에는 그 효력의 정지로 인하여 으로 발생되는 효

과가 클 수 있으므로 비록 일반 인 보 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공공복리에 한 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인용되어서는 안될 것

이다.

3. 면회제도는 피구속자가 가족 등 외부와 연결될 수 있는 통로를

히 개방, 유지함으로써 한편으로는 가족 등 타인과 교류하는 인간으로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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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인 생활 계가 완 히 단 되어 멸에 이르는 것을 방지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조력하고자 존재하는 것으로 군행형법

시행령의 용을 받는 미결수용자들의 면회의 권리를 행형법시행령의 용

을 받아 매일 1회 면회할 수 있는 피구속자와 비교하여 합리 인 이유 없

이 차별한다면, 군행형법시행령의 용을 받는 자들은 이로 인하여 인간으

로서의 행복추구권이나 피고인으로서의 방어권 행사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

상을 입게 될 것이다.

4. 규정에 한 가처분신청이 인용된다면 군인의 신분이거나 군형법

의 용을 받는 미결수용자가 외부인과의 잦은 을 통해 공소제기나 유

지에 필요한 증거를 인멸하거나 국가방 와 련된 요한 국가기 을

설할 우려가 있을 수 있으나, 수용기 은 면회에 교도 을 참여시켜 감시

를 철 히 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면회를 일시 불허함으로써 증거인멸이

나 국가기 설을 방지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가처분을 인용한다 하여

공공복리에 한 향을 미칠 우려는 없다.

5. 재 한 , 재 김효종, 재 주선회의 반 의견

군행형법시행령 규정은 미결수용자에게 외부인과의 면회를 주 2회

허용하고 있으므로 이 기회에 신청인들은 다수의견이 설시하는 바와 같은

면회의 목 을 체로 달성할 수 있을 것이고, 여기에다 변호인과의 견

이 원칙상 제한 없이 허용되고 있는 등을 종합하면 면회제한 규정의 효

력을 가처분에 의하여 긴 히 정지시켜야 할 박한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

는다.

【해설】

1. 가처분제도의 의의와 필요성

가처분은 본안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하여 다툼이 있는 법 분쟁

과 련하여 잠정 으로 임시의 지 를 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가구제

제도이다. 가처분제도는 본안종속성․긴 성․필요성․잠정성을 그 주된

성격으로 한다. 헌법소송에서의 가처분은, 가처분을 할 공공의 필요성에

을 두어 헌법질서의 보호라는 헌법재 의 객 기능에 근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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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제도를 인정하는 취지는 본안결정이 에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손

해가 발생함으로써 본안결정이 실효성을 상실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있다.

헌법재 에 있어서는 본안결정이 있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본안결정이 있기 에 ‘완성된 사실’이 형성되어 이 사실발생으로 더 이상

극복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면 심 청구의 당사자 내지 헌법질서에 회복하

기 어려운 불이익을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그 기간동안 상의 변화로

인해 승소하더라도 소기의 목 을 달성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본

안결정이 있기까지 잠정 으로 임시의 법 계를 정하는 가처분 차가

필요한 것이다.

2. 가처분에 한 입법상황

우리 헌법재 소법은 일반심 차에서는 가처분에 하여 명문규정을

두지 아니한 채 민사소송에 한 법령의 일반 용규정(제40조)을 두는

한편, 특별심 차에서 정당해산심 과 권한쟁의심 에 하여 각각 피청

구인의 활동정지결정(제57조)과 피청구기 의 처분효력 정지결정(제65조)만

을 규율하고 있다.

독일의 연방헌법재 소법은 일반심 차에서 모든 심 차에 용되

는 가처분에 하여 세세하게 규율한 7개항의 일반규정(제32조)을 두고 있

다.2) 특별심 차에서는 명시 으로 연방 통령탄핵 차에 하여 통령

2) 제32조(가처분) (1) 연방헌법재 소는 쟁송사건에서 한 불이익의 방지를 하

여, 인 폭력( 박한 강포)을 지하기 하여, 는 기타의 요한 이유로

공공복리를 하여 가처분이 긴 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이 가처분을 통하여 상황

을 잠정 으로 규율할 수 있다.

(2) 가처분은 구술변론없이 발할 수 있다. 특별히 긴 한 경우에는 연방헌법재

소는 본안 차의 당사자, 소송참가권이 있는 자 는 의견진술권을 갖는 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3) 가처분이 결정으로 행해지거나 는 기각되었을 때에는 이의를 신청할 수 있

다. 이것은 헌법소원심 의 청구인에게는 용되지 아니한다. 이의에 하여는 연

방헌법재 소가 구술변론을 거쳐 재 한다. 구술변론은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후 2

주일 내에 열어야 한다.

(4) 가처분에 한 이의는 집행정지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연방헌법재 소

는 가처분의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5) 연방헌법재 소는 이유를 붙이지 아니하고 가처분 는 이의에 한 재 을

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에게는 개별 으로 그 이유가 고지되어야 한다.

(6) 가처분은 6개월이 지나면 효력을 상실한다. 가처분은 재 3분의 2의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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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의 행사 지결정(제53조)을 규정하고 이를 법 탄핵 차(제58조) 헌법

재 의 퇴직 차(제98조 제2항, 제5항)에 용하고 있으며, 한 헌법재

의 퇴직 면 차에서 직무배제결정(제105조 제5항)을 명문으로 규

정하고 있다. 그 밖에도 연방의회의 의원자격상실결정이 있는 경우 확정

결이 있을 때까지 의원은 그 권리와 의무를 보유하게 되지만, 연방의회의

의원자격상실결정이 재 의원 3분의 2이상의 결정으로 행해지는 경우 연방

헌법재 소의 확정 결 이 에도 연방의회는 당해 의원에 해 의회활동참

여 지결정을 할 수 있는데 이에 해 선거심사법(제16조 제3항)은 명문의

가처분규정을 두고 있다.

독일에서도 처음에는 연방헌법재 소의 신인 國事裁判所(Staatsgericht)

의 계법령에서 가처분에 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으며 1951. 4. 17.

시행된 연방헌법재 소법에서 가처분에 한 명문의 규정(제32조)을 두었

고, 이 규정은 최근까지(1993. 8. 11. 연방헌법재 소법 개정) 여러 차례 개

정을 통하여 보강되어 재의 7개항을 두게 되었다.

3. 헌법재 에서의 가처분에 한 허용 여부

우리 헌법재 에서 특별규정을 두고 있는 정당해산심 과 권한쟁의심

에서만 가처분이 인정되는가 아니면 일반 으로 가처분이 인정되는가의 문

제가 제기될 수도 있었으나 정당해산심 과 권한쟁의심 에서도 가처분의

요건과 효과를 명확하게 규율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일반 인 용규정(제

40조)을 통하여 가처분이 모든 심 차에 허용된다는 것이 우리 헌법재

소의 실무이다.3)

독일의 경우 바이마르 공화국 시 에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던

국사재 소 시 에도 가처분의 허부에 해서 헌법학계의 논란이 있었으나

로 갱신될 수 있다.

(7) 재 부가 결정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특별히 긴 한 때에는 어도

재 3인 이상이 출석하고 가처분 결정이 출석 재 의 원일치로 내려진다

면 가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가처분은 1개월이 지나면 효력을 상실한다. 이 가처

분이 재 부에 의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처분선고 후 6개월이 지나면 효력을

상실한다.

3) 헌법재 실무제요, 제1개정 (2003), 43쪽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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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사재 소는 례를 통하여 가처분을 불문법 으로 불가결한 헌법재 의

내재 인 제도로 악했으며, 다만 규정이 없는만큼 가처분의 자제 용

의 태도를 취해 본안결정을 선취하는 것을 배제했다.4) 국사재 소는 명문

의 용규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당시 민사소송법 제935조 내지 제940조

를 용하 던 것이었다.5) 일반 으로 가처분을 허용하고 있는 연방헌법재

소법이 발효된 이후에도 권한쟁의심 이나 헌법률심 에서는 그 본질

상 가처분이 부 합하다는 학설도 있었으나 이제 명백한 실정법의 태도와

이에 한 축 된 례에 비추어 낡은 이론이 되었다.

4. 가처분 부정설

헌법재 에서 가처분의 허용을 부정하는 견해가 있다.6) 그 요지는 다음

과 같다.

① 행 헌법재 소법상 가처분이 정당해산심 권한쟁의심 에만

허용되고, 헌법재 소법이 두 가지 심 차에만 가처분규정을 둔 것은 특

별한 이유가 있는 것이고, 헌법재 소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 차에

있어서 가처분이 허용된다고 하면서, 그 실정법 근거로서 행정소송법의

집행정지규정과 민사소송법의 가처분규정이 용될 수 있다는 을 들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처분의 효력

정지를 명하는 것과 법령의 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에서 법령의 효력

정지를 명하는 것은 그 성질을 달리하므로, 행정소송법의 집행정지규정은

헌법소원의 가처분에 한 근거 규정이 될 수 없다. 한 민사소송법의 가

4) 바이마르 공화국 당시 국사재 소법과 국사재 소규칙상에는 가처분 규정이 없어

서 학설상 가처분의 허용성과 국가정책 인 목 합성에 하여 견해가 나 어

있었으나 다수설은 허용설이었다. 국사재 소는 가처분을 일반 으로 인정하고 제

국과 주 상호간 주 상호간의 여러 가지 쟁송에서 가처분을 발하 다. Vgl. F.

Klein, Einstweilige Anordnung, in: Maunz/Schmidt-Bleibtreu/Klein/Ulsamer,

Bundesverfassungsgerichtsgesetz, 3. Aufl. 1992, §32, S. 4f. u. FN3.; N. Huber,

Die einstweilige Anordnung nach §32 BVerfGG am Beispiel der

Verfassungsbeschwerde - Eine Kritik am Entscheidungsmodell des

Bundesverfassungsgericht - , Diss.(1999), Universität Passau, S. 20.

5) Vgl. N. Huber, a. a. O.

6) 박상훈, 헌법재 소법상 가처분 일반조항의 신설필요성에 하여, 재 자료 제92

집 헌법재 제도의 이해(법원도서 , 2001. 11), 686쪽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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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에 한 규정은 가처분의 근거 규정(가처분 실체법)과 가처분의 차

에 한 규정(가처분 차법)으로 나 수 있는데, 헌법재 소가 민사소송

법을 용할 수 있는 ‘심 차’에 한 규정은 후자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즉, 가처분의 근거 규정 자체는 헌법재 소법에 마련되어 있

어야 하고, 그 차에 하여만 민사소송법을 용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헌법재 소법에 가처분의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

정당해산심 과 권한쟁의심 의 경우에만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가처분의

차규정에 따라 가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고, 헌법소원심 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에서 가처분의 근거를 찾을 수 없는 것이다. 립당사자의 심

구조를 취하는 민사소송법의 가처분규정은 심 구조를 취하지 않는

헌법소원에서는 ‘성질상’ 용될 수 없다는 주장도 있다.7)

② 헌법률심 차와 헌심사형 헌법소원심 차에서 법률의 효력

을 정지시키는 가처분은 허용되지 않는다. 먼 헌법재 소법은 법원이

헌제청을 한 경우에는 재 차의 정지를 규정하면서도, 법원의 헌제청

신청 기각결정에 따라 당사자가 직 헌법재 소에 헌법소원심 을 청구하

는 경우에는 재 차의 정지를 규정하지 않음으로써 헌법재 소의 헌결

정 이 에 당해 헌법소원과 련된 소송사건의 재 의 확정되는 것을 허용

하고, 재 이 확정된 후 헌결정이 있는 경우 재심의 길을 열어 놓고 있

다. 따라서 헌법재 소법은 법원이 헌제청을 한 경우에는 법원의 재 을

정지함으로써, 법원이 헌제청신청을 기각하고 재 을 진행하여 재 이

확정된 경우에는 재심을 허용함으로써, 어느 경우에나 법원이 헌법재 소

결정에 따라 당사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헌법재 소로서는

따로 상법률의 효력정지를 명하는 가처분을 발할 필요가 없다.

5. 헌법재 소법 제40조상의 용의 의미

행헌법은 제5장 법원편에 한 독립된 장으로서 제6장 헌법재 소에

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 제111조 제1항에서 헌법재 소의 장사항을

규정하고 제113조 제3항에서 헌법재 소의 조직과 운 기타 필요한 사항

7) 강 , 헌법소원심 에 가처분이 허용되는가, 법률신문 2001. 3. 26. 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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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정된 우리 행 헌법재

소법은 제1조(목 )에서 이 법은 헌법재 소의 조직 그 심 차에

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 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심 차에 한

한 모든 특별심 차에 공통 으로 용되는 일반심 차(제3장)와 헌법

에서 구체 으로 특정한 할권에 한 심 차인 특별심 차(제4장)로

나 어 규정하고 있다. 일반심 차에 규정되어 있는 제40조( 용규정)는

어떤 특별심 차에서 민사소송에 한 법령이나 행정소송법을 용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특별심 차에 공통으로 용된다는

것을 제로 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천재지변의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규정이 일정한 특별심 차에만 용하고 일정한 특별심 차에는

용배제한다는 논리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 그 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0조( 용규정) ① 헌법재 소의 심 차에 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 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민사소송에 한 법령의 규정을 용한다. 이 경우 탄핵심 의 경

우에는 형사소송에 한 법령을, 권한쟁의심 헌법소원심 의 경우에

는 행정소송법을 함께 용한다

② 제1항 후단의 경우에 형사소송에 한 법령 는 행정소송법이 민사

소송에 한 법령과 될 때에는 민사소송에 한 법령은 용하지 아니

한다』

따라서 일반심 차에서 가처분에 한 명시 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

은 상태에서8) 헌법재 도 재 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 이상, 가처분제도는

헌법재 에 내재되어(innewohnend) 있는 제도라고 볼 수 있고, 한 본안

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할 실제 필요성이 있는 한, 용규정에 따라 민

사소송법상의 가처분9)을 용할 수 있는 것은 무나 당연한 것이다. 따라

8) 아울러 헌법재 소는 법률에 되지 아니하는 범 안에서 심 에 한 차에

해 독자성과 자율성을 가진 규칙을 제정할 수 있기 때문에(헌법 제113조 제2항)

가처분심 차에 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고 이러한 규칙제정 이 에는 례법

을 통한 법발견 내지 법형성도 허용된다. 긴 한 헌정상황에서 가처분제도는 헌법

과 헌법재 에 산소호흡기로서의 구실을 한다고 할 수 있다. 헌법재 에서의 가처

분제도는 본안심 이 있기까지의 정치 충돌을 방지하거나 완화시킬 수 있는 완

충지 를 제공한다.

9) 가처분에 한 규정이 기존의 민사소송법(2002. 6. 30.까지 시행)에는 제4장 제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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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모든 특별심 차에는 민사소송에 한 법령이 용되고 권한쟁의심

헌법소원심 의 경우에는 민사소송에 한 법령과 함께 행정소송법이

용되며 이 경우 형사소송에 한 법령 는 행정소송법이 민사소송에

한 법령과 될 때에는 민사소송에 한 법령은 용되지 아니한다.

‘ 용’이라는 말과 련된 라틴어 mutatis mutandis는 ‘ 한(필요한)

변경을 가하여’란 것을 의미한다.10) 「 용한다」라는 법령용어는 어떤 사

항에 하여 정하고 있는 규정을 그와는 다르나 본질 으로는 유사한 다른

사항에 하여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용하는 경우에 사용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래의 규정이 상으로 하는 사항에 하여 수정 없이 그 로

다른 곳에 용되는 경우에 사용하는 「 용한다」와는 구별된다.11) 입법

기술상 이러한 용의 방식은 용근거규범이 용 상규범을 반복 으로

담는 것을 피하여 법률경제 목 에 이바지하고 법의 탄력성을 제고시키

며 불완 한 법규를 보완하기 한 보조수단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12)

용근거규범인 헌법재 소법 제40조와 용 상규범인 민사소송에 한 법

령과의 계를 살펴보면 ‘포 용’형식을 띠고 있다.

6. 가처분 부정설의 문제

이러한 포 용에 입각할 때 용 상규범인 민사소송법의 한 내용으

로서 가처분과 련하여 보면 민사소송법상의 가처분의 근거 규정(가처분

실체법)과 가처분의 차에 한 규정(가처분 차법)으로 나 어 자가

조 이하에 규정되어 있었으나 2002. 7. 1.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민사집행법 제4편

보 처분 제300조 이하에 규정되어 있다. 극단 인 법실증주의자들은 민사소송법

에서 분리된 민사집행법에서 가처분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가처분을

용할 수 없다(헌법소원심 에서는 행정소송법상의 좁은 범 의 집행정지만을

용)고 해석하여 용감하게 주장할지도 모르나 민사소송에 한 법령이란 민사소

송상의 청구 차, 재 차 집행 차를 포함하여 이에 한 법령을 의미한다고

넓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10) Black의 법률용어사 은 “세부내용에 있어서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즉 사항

는 사물이 일반 으로 동일하나 필요한 경우에 변경될 수 있다는 의미”로 설명하

고 있다. Cf. H. C. Black, Black's Law Dictionary(West, 1990), p. 1019.

11) 한국법제연구원, 입법기술의 이론과 실제(책임집필자: 박 도, 1997), 512쪽 이하

참조; 조정찬, 용에 한 몇가지 문제, 법제(2000. 10), 28쪽 참조.

12) 김 권, 다른 법규범의 용․ 용(지시)의 공법 문제 에 한 소고, 법제연

구 제20호(2001), 142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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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근거규범인 헌법재 소법에 존재할 때에 후자에 해서만 용하고 있

다고 한정할 수 없다. 따라서 가처분의 근거 규정 자체는 헌법재 소법에

마련되어 있어야 하고, 그 차에 하여만 민사소송법을 용할 수 있다

고 해석하는 것은 포 용의 실정법 태도와 거리가 있는 것이다.

한 열거설에 입각하여 정당해산심 과 권한쟁의심 의 경우에만 민사

소송법에 규정된 가처분의 차규정에 따라 가처분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은

가처분의 요건이나 효력에 해 헌법재 소법 제57조나 제65조가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 일반 용규정에 의탁할 수밖에 없다는

을 간과하고 있다.13)

립당사자의 심 구조를 취하는 민사소송법의 가처분규정은 심

구조를 취하지 않는 헌법소원에서는 ‘성질상’ 용될 수 없다는 주장에

해서 본다. 헌법률심 과 헌법소원심 도 재 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론을 열 수 있는데(헌법재 소법 제30조 제2항 단서, 제25조

제1항, 제27조 제2항) 심 구조를 취하여 변론을 여는 경우에는 가처분

을 용할 수 있고 변론을 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처분을 용할 수 없

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특히 헌법률심 과는 달리 헌법소원심 에서는

피청구인이 존재해서14) 립당사자의 심 구조를 이루고 있는 것이 일

반 인데, 부정설의 견해는 헌법소원심 에서 직권심리주의를 원칙으로 하

고 외 으로 변론주의를 취하고 있는 에만 바탕을 두고, 직권심리주의

와 립당사자주의의 구별, 헌법소원심 에서 립당사자의 석구조를 소

홀히 하고 있다.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처분의 효력정지를 명하는 것

과 법령의 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에서 법령의 효력정지를 명하는 것

13) 헌법재 소법 제57조나 제65조는 가처분의 요건이나 심 차, 가처분결정의 내

용 그 효과 등에 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서 이에 해서는 민사

소송법상의 가처분과 행정소송법상의 집행정지 규정을 용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여 용하지 않을 수 없다.

14) 헌법소원심 은 형 인 립당사자의 구조로 되어있다. 공권력의 행사 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을 때 청구인은 헌법소원심

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헌법재 소법 제68조) 컨 공권력의 행사로 기본권

의 침해를 받은 경우 청구 상이 특정되어야 하고 청구 상이 특정되면 그 공권

력을 행사한 자를 피청구인으로 하여 답변서를 제출받는 것(헌법재 소법 제27조

제1항, 제29조 제1항 제2항)이 우리 헌법재 의 일반 인 실무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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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그 성질을 달리하므로, 행정소송법의 집행정지규정은 헌법소원의 가처

분에 한 근거 규정이 될 수 없다는 주장도 문제가 있다. 헌법재 소의

할과 행정법원의 할이 다르기 때문에 행정소송법의 집행정지규정을

용한다는 핵심 인 의미는 행정소송에서 처분의 효력정지에 응하여 이에

히 변경을 가하여 헌법재 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헌법소원에서 법령을

심 상으로 하는 경우 법령의 효력정지의 가처분을 할 수 있다는 의미이

다. 의 주장들은 근본 으로 해석론 차원에서 용과 직 용의 차이

를 명백하게 오해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15)

헌법재 소법은 법원이 헌제청을 한 경우에는 법원의 재 을 정지함

으로써, 법원이 헌제청신청을 기각하고 재 을 진행하여 재 이 확정된

경우에는 재심을 허용함으로써, 어느 경우에나 법원이 헌법재 소 결정에

따라 당사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헌법재 소로서는 따로

상법률의 효력정지를 명하는 가처분을 발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가처

분의 본질을 오해하고 있는 것이다. 헌바사건에서 사후 으로 재심에 의한

구제를 받는다는 것과 사 인 보 조치로서의 가처분을 구별하여야 한

다. 헌바사건에서 재심제도를 마련하고 있다는 사실은 가처분결정에서 형

량 단의 요소로 고려할 수는 있지만 개별 인 경우에 다양한 사안에서 고

려될 수 있는 상황을 배제한 채 재심제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가처분제도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는 것이다.

한 헌법률심 과 탄핵심 차에는 차정지가처분과 유사한 성질

을 가진 당해사건의 재 정지(헌법재 소법 제42조)와 피소추자의 권한행

15) 필자의 와 같은 비 은 박종보 교수의 다음과 같은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

항은 행정소송의 상인 행정처분의 집행정지에 한 규정이고 민사소송법 제714

조는 계쟁물에 한 가처분과 임시의 지 를 정하는 가처분에 한 규정이다. 이

조항들은 원래 당해 사건 당사자의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해서 필요한

경우에 법원이 임시구제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법령의 일반

효력정지까지 상하고 있는 규정은 아니다. 당해 사건의 당사자를 구제하기

한 가처분규정을 근거로 법령의 효력을 정지시킴으로써 당사자가 아닌 일반인

에게까지 효력을 미치게 하는 것은 법률들에 규정된 가처분제도의 원취지를

벗어나는 것이다. 이번 결정은 행정소송법의 집행정지규정이나 민사소송법의 가처

분 규정에는 없는 내용(법령에 한 효력정지)을 용한다고 한 결과가 되어, 헌

법재 소가 법률상 근거 없는 헌법소원심 에서의 법령의 효력정지가처분제도를

창설하 다는 비 을 면하기 어렵다」는 주장(법령의 효력정지를 명하는 가처분,

법률신문 2002. 6. 6., 14쪽)에도 정확하게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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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지(헌법재 소법 제50조)가 규정되어 있지만 이것은 해당 차 개의

논리 귀결일 따름이지16) 본안 결의 실효성 확보를 한 사 인 보

조치로서의 가처분과는 구별된다. 컨 와 같은 심 차에서 재

역 이외에 한 부분에서의 가처분의 필요성이나 권한행사정지된 피소추자

가 실제로 행한 행 의 효력을 지할 필요성 등을 고려해 볼 때 필연 으

로 가처분의 내용이 당해사건의 재 정지나 피소추자의 권한행사정지에 국

한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7. 헌법재 의 실제에 있어서 가처분에 한 이용 황

우리 헌법재 에서 1989. 9. 헌법재 소 창설 이래 가처분신청사건은

재 심리 인 사건을 포함하여 2002. 6.말 재 총 53건이 신청되었으며 그

에 3건(98헌사98, 2000헌사471, 2002헌사129)이 인용되었다. 3건의 인용사

건 본안심 차가 권한쟁의심 인 사건이 1건이고, 헌법소원심 인 사

건이 2건이다.

독일의 경우 연방헌법재 소 발간 례집(1993년 86권까지)에 실린 가처

분사건 결정만을 기 으로 할 때 가처분신청사건은 229건이었고 이 가운데

53건이 인용되어 23.14%의 인용률을 보이고 있다. 이 에 부 법 각하한

것은 114건(49.86%), 기각된 것은 62건(27.07%)이었다.17) 지정재 부 신청

사건까지를 고려한다면 독일의 헌법재 에서는 가처분제도가 아주 활성화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독일에서 연방헌법재 소에 청구되는 개의 사

16) 헌법 제107조 제1항은 법률이 헌법에 반되는 여부가 재 의 제가 된 경우에

는 법원은 헌법재 소에 제청하여 "그 심 에 의하여" 재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헌법재 소의 결정에 따라 재 하여야 할 법원은 당연히 헌법재 소의 결

정을 기다리고 당해 재 을 정지해야 되는 것이다. 법원에 계류된 당해소송의 입

장에서 보면 헌법률심 은 쟁 정리에 한 간 결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헌법 제65조 제3항은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

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에서 직 규정하

고 있는 이러한 피소추자의 권한행사정지는 탄핵‘심 ’제도에 앞서 탄핵소추의 효

력을 확보하기 한 탄핵‘소추’제도의 본질상 당연한 것이다. 헌법정책론상으로도

탄핵소추의 의결받은 자가 권한행사의 정지 없이 헌법상의 국가기능을 괴하고

( 컨 탄핵심 자체의 거부) 활보하며 권한행사를 하는 것을 방치한다면 탄핵

소추제도와 탄핵심 제도를 포함한 탄핵제도 자체가 의미 없는 것이 될 것이다.

17) Vgl. J. Berkemann, Das "verdeckte" summarische Verfahren der einstweiligen

Anordnung des Bundesverfassungsgerichts, JZ 1993, S. 161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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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들은 보통 가처분신청이 선행되어 있다.

1990년부터 2001년까지 가처분사건이 연방헌법재 소에 총 787건이 계

류되었으며 이 26건이 인용되어 3.3%의 인용률을 보이고 있는데 재 부

에서 인용된 것은 4건이었고 지정재 부에서 인용한 것은 22건이었다. 구

체 인 통계는 다음 목록과 같다.

업무년도 1990년부터 2001년까지의 연방헌법재 소법 제32조에 의한 가

처분사건수와 가처분선고사건수18)

연도
가처분 차에 계류된

사건수

가처분 선고된 사건수

재 부 지정재 부

제1

재 부

제2

재 부
합계

제1

재 부

제2

재 부
합계

제1

재 부

제2

재 부
합계

1990 13 22 35

1991 10 26 36

1992 27 30 57 1 1

1993 17 71 88

1994 10 52 62 1 1 1 1

1995 10 62 72 1 1 1 1

1996 12 40 52 2 2

1997 18 42 60

1998 16 38 54 1 1

1999 21 64 85 2 2

2000 39 49 88 5 5

2001 50 48 98 1 1 9 1 10

합계 243 544 787 4 4 17 5 22

다만 주의할 것은 통계목록은 연방헌법재 소의 업무년도 1990년에

18) 독일연방헌법재 소의 가처분에 한 통계는 1990년에서 2001년까지의 가처

분통계에 해서는 문헌상의 자료 근이 불가능해 필자가 직 독일연방헌법재

소에 통계자료를 요청하여 제공받은 통계목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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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2001년까지 독립된 차로서 가처분신청 차에 따른 통계목록이라는 것

이다. 본안 차에서 그 간재 부수 인 재 으로 하는 가처분 차에

해서는 1998년부터 별도의 항목으로 통계를 잡기 시작하 는데 1998년부

터 2001년까지의 본안 차에서 그 간재 부수 인 재 으로 하는 가

처분 차의 통계는 다음과 같다.

업무년도 1990년부터 2001년까지의 본안 차에서 그 간재 부수

인 재 으로 하는 가처분 련통계

1998 1999 2000 2001

가처분선고

사건수

(Erlass)

4 1 4 3

가처분의 재신청 는

가처분갱신사건수

(Wiederholung)

17 17 10 6

기각사건수

(Ablehnung)
16 1 7 3

의미상실선언

(Gegenstandlos-erklärung)
2

합 계 37 19 21 14

8. 가처분신청

가. 신청권자

이미 계속 이거나 장래 계속될 본안소송의 당사자 격자는 가처분심

의 신청권자가 될 수 있다. 여기서 계속사건의 소송당사자에는 소송참가

인은 포함되는 반면 단순히 심 차에 있어서 의견진술권을 가진 데 불과

한 이해 계인은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가처분심 은 외 으로 헌

법재 소의 직권으로도 할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헌법재 소

법 제40조, 제57조, 제65조). 신청인이 소송당사자인 경우와는 달리 직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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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가처분결정을 하기 해서는 반드시 본안 차가 헌법재 소에 계속

이어야 한다. 본안심 이 계속하지 아니한 때에는 헌법재 소는 피청구인

의 신청 는 직권으로 변론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본안심 청구를 제기

할 것을 신청인에게 명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87조 제1항, 제300조 헌

법재 소법 제40조, 제28조).

나. 신청형식과 신청기간

신청권자는 가처분 신청 취지와 이유에 한 사항을 기재한 가처분신청

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에는 필요한 증거서류 는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헌법재 소법 제26조 제2항). 신청이유는 본안

심 의 청구이유가 아닌 가처분심 자체의 신청이유여야 한다. 가처분신

청은 원칙 으로 특별한 기간제한은 없으며 본안심 의 청구가 허용되는

기간 내이거나 본안청구가 계속 인 이상 신청이 가능하다. 본안심 에

한 청구기간이 도과하여 본안심 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처분신청

도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본안소송 자체가 아직 사건의 성숙성을 지니

고 있지 않거나 본안심 이 종결되었거나 사안의 성질상 본안심 이 適時

에 종결될 수 있거나 본안심 차가 충분하게 진행되어 본안결정을 내릴

수 있는 정도에 이른 시 에서는 가처분신청은 할 수 없다. 변호사 강제주

의(헌법재 소법 제25조)가 가처분 차에도 용된다.

다. 가처분신청사건의 수 송달

가처분신청이 있으면 별건의 가처분신청사건으로 수하여 특별사건부

(가처분신청사건부)에 등재한 후 독립한 기록으로 작성한다. 가처분심 사

건의 사건부호는 ‘헌사’이다. 가처분심 사건의 기록은 본안사건 배당 재

에게 신속히 배당하여 본안소송사건기록에 첨철한다. 가처분심 의 청구

서를 수한 때에는 담당사무 은 지체 없이 그 등본을 피청구기 는

피청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헌법재 소법 제27조).

9. 가처분신청의 법성

가.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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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의 신청인은 본안심 의 당사자이다. 당사자 격이 없으면 신청인

이 될 수 없다. 본안의 피청구인과 가처분의 피신청인이 같지 아니할 수도

있다(헌재 1998. 7. 14. 98헌사31 결정 참조). 여기의 당사자 격을 가진 자

의 해당범 에 해서는 가처분신청권자의 측면에서 이미 설명한 바 있다.

나. 본안심 과의 계

가처분 차는 본안심 에 한 종속성으로 인해 법한 본안심 이 존

재할 것을 그 제로 한다. 먼 가처분을 하기 해서는 본안심 에서 다

투고자 하는 쟁송사건이 헌법재 소의 할사항이어야 한다. 가처분은 본

안심 이 헌법재 소에 계속 에 신청할 수 있음이 원칙이다. 가처분신청

은 본안심 과 동시에 는 그 이 에 할 수 있다. 본안심 의 계류 의

가처분신청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가처분제도의 본래의 목 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외 으로 본안심 의 계속 에 가처분신청

을 할 때에는 본안심 을 청구할 것을 소명하여야 한다.

계속되어 있는 본안 차가 부 법한 때에는 가처분신청도 당연히 부

법한 것이 된다. 본안심 이 명백히 부 법하거나 이유 없는 때에는 바로

본안심 에 한 결정을 하면 되기 때문이다.

본안결정에서 할 수 없는 내용도 가처분의 내용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소송물의 차원에서는 가처분신청은 본안청구와 그 동질성이 유지되어야 함

은 물론 본안심 에 해 미리 단할 것을 그 내용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

다. 심 상의 측면에서 본안심 에서 결정할 수 없는 내용을 가처분을

통하여 규율하려 하는 것은 상의 동질성이 없는 것으로 허용되지 아니한

다. 본안심 의 소송물 범 를 과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이유는 가

처분신청이 임시의 권리보호를 구하는 것이지 종국 인 권리보호를 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 권리보호이익

가처분심 의 신청은 헌법재 소의 개입을 요구하게 하는 권리보호이익

내지 심 의 이익이 있어야 한다. 본안결정 자체가 시에 선고될 수 있는

경우에는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본안소송에 한 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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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다릴 만한 여유가 없을 때에 가처분신청은 허용된다. 법 보호를 한

다른 구제수단이 가능한 경우에도 체헌법의 체계에서 자리잡고 있는 헌

법재 의 보충성에 입각할 때 그러한 다른 권리구제수단의 용으로 하는

가처분신청은 권리보호이익이 없다. 가처분결정을 내린 사안에 해 법

․사실 상황의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재신청한 경우

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심 의 이익을 갖지 못한다.

라. 독일 례정리

연방헌법재 소의 례에 따라 가처분신청의 법성에 해서 간략히

언 한다면 다음과 같다. 본안심 의 청구권과 참가권이 있는 자만이 가처

분신청을 할 수 있다.19) 신청인이 본안심 을 청구하고자 하는 것이 명

될 수 있는 한, 본안 차가 제기되기 에도 가처분을 신청을 할 수 있고

이에 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20) 본안사건이 계속 인 경우에는 당사자

의 신청이 없이도 연방헌법재 소가 직권으로 가처분 결정을 내릴 수 있

다.21) 잠정 인 규율조치를 필요로 하는 신청인의 불복이익이 존재하지 않

는 한, 가처분신청은 부 법하다.22) 본안청구가 법한지의 여부가 불명확

한 경우에는 가처분결정의 장애가 되지 아니하나 본안청구가 명백히 연방

헌법재 소의 할권 밖에 있거나 기타의 이유로 본안청구가 부 법하거나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 가처분신청은 부 법하다.23) 연방헌법재 소가

시에 본안 단을 내릴 수 있어서 상되는 한 불이익을 막을 수 있

는 경우에는 가처분결정을 내릴 여지가 없다.24) 사실 는 법 에

서 본안 단을 미리 끌어내려 하거나 본안결정의 내용을 선취하려는 가처

분의 신청은 원칙 으로 부 법하나,25) 이 경우에도 본안 결정이 무나

늦게 내려질 것이 상되고 달리 충분한 구제수단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19) BVerfGE 3, 267(277); 7, 367(371); 42, 103(119f.).

20) BVerfGE 16, 236(238).

21) BVerfGE 1, 74(75); 35, 12(14); 42, 103(119f.).

22) BVerfGE 16, 236 (238f.).

23) BVerfGE 7, 367(371); 3, 34(36); 16, 220(226).

24) BVerfGE 7, 367(371); 12, 36(40).

25) BVerfGE 3, 41(43); 7, 99(105); 14, 192(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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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법하다.26) 잠정 인 사실 규율을 목 으로 하는 가처분 차에서 원

칙 인 법 문제의 단을 내용으로 하는 가처분 신청은 부 법하다.27)

가처분으로 인한 보 목 이 다른 방법으로 실 될 수 있는 경우,28) 즉 일

반법원에 한 재 청구나 신청인 자신의 조치로 달성될 수 있는 경우에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 법하다.29) 나아가 컨 사실 인 에서

신청한 가처분조치가 실 될 수 없는 것30)이기 때문에 신청한 가처분조치

가 어느 모로 보나 효과를 발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자체로 부 합하기

때문에 부 법하다.31) 가처분신청이 각하된 다음 재청구된 경우라도 새로

운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권리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된다.32)

10. 가처분결정의 이유구비요건

독일 연방헌법재 소법 제32조 제1항은 “연방헌법재 소는 분쟁사건의

경우에 한 불이익의 방지를 하여, 인 폭력( 박한 강포)을

지하기 하여, 는 기타의 이유로 공공복리를 하여 가처분이 긴 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이 가처분을 통하여 상황을 잠정 으로 규율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동조항의 구조와 문언의 해석, ‘할 수 있다’의 의미, 나

아가 여기에서 설정된 가처분사유의 의미와 내용, 그 사유들 상호간의

계 등에 하여 무수한 해석과 분석이 박사학 논문 헌법소송문헌상의

논문, 례의 입장과 그에 한 상이한 인식들을 통하여 난립하고 있다. 여

기에 한 상세한 논술은 생략하기로 한다. 어 든 실체 가처분사유를

어떻게 설정하든지 간에 종국 으로 가처분결정을 해서는 제반법익의 형

량 단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가. 가처분사유

26) BVerfGE 12, 36(42f.); 34, 160(162f.); 46, 160(163f.)

27) BVerfGE 15, 77 (80).

28) BVerfGE 15, 77 (78).

29) BVerfGE 17, 120 (122); 21, 50 (51).

30) BVerfGE 23, 42 (48).

31) BVerfGE 23, 33 (39f.).

32) BVerfGE 35, 193 (202); 35, 257 (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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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의 요건에 해서 우리 헌법재 소법은 명시 으로 규정하지 않

고 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와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가

처분사유를 다음과 같이 정할 수 있다(헌법재 소법 제40조). 종국 으로는

우리 실무는 가처분 결정모델로서 독일과 같이 이 가설이론이라는 이익형

량모델을 취하고 있으며 이는 이미 우리 헌법재 소의 례33)에 반 되어

있다.

(1) 회복하기 어려운 한 손해의 방지

회복하기 어려운 한 손해가 무엇인지를 단함에 있어서는 우선 가

처분을 허용하 음에도 불구하고 나 에 본안청구가 이유 없다는 결론에

이른 경우의 모든 험부담과, 반 로 가처분을 허용하지 않았는데 나 에

본안청구가 이유 있다고 명되는 때의 험부담을 비교형량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한 손해의 존재 여부를 단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유

의 존재 여부는 후술하는 이익형량과 한 계하에 있다.

(2) 긴 한 필요성의 존재

가처분에서 요구되는 긴 성은 먼 가처분으로 규율하고자 하는 상

의 발생이 시간 으로 매우 근 해 있음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가처분조치

를 지체할 수 없음을 뜻한다. 소기의 목 을 다른 방법을 통하여 달성할

수 있을 때에는 가처분심 을 하여야 할 긴 할 필요성은 존재하지 아니한

다. 회복이 곤란한 손해의 발생이 박하여 본안결정을 기다릴 여유가 없

는 경우에 가처분의 긴 성은 존재한다. 이러한 긴 한 필요성은 나머지

요건과 상 계 아래에서 결정될 것으로서 구체 , 개별 으로 결정해야

할 것이다.

(3) 박한 强暴의 방지

이 사유는 회복하기 어려운 한 손해의 방지의 한 내용으로 볼 수 있

다. 사회공동체에 한 불이익으로 평가되는 권력의 개입 내지 폭력 행사

33) 헌재 1999. 3. 25. 98헌사98, 례집 11-1, 264, 270; 헌재 2000. 12. 8. 2000헌사

471, 례집 12-2, 381, 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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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방지가 여기에 해당할 것이다.

(4) 기타 필요한 이유

이것은 특별히 다른 가처분사유를 시하기 어려운 경우를 비한 것이

다. 그러나 행정소송법 제23조 제3항과 같이 가처분의 모든 사유를 공공복

리와의 연 성 속에서 단한다면 실무상으로 별다른 의미를 갖지 아니한

다. 결국 가처분 사유의 존재 즉 이유구비의 실체 요건은 객 이고 구

체 인 측면에서의 이익형량의 문제로 귀결된다.

나. 이익형량

가처분결정을 해서는 공공복리상 긴 한 필요가 있어야 하는데 이것

은 곧 가처분을 할 것인가에 한 이익형량의 문제로 환원된다. 이익형량

을 함에 있어서는 가처분신청을 인용하 음에도 불구하고 본안청구가 기각

되었을 때 발생하게 될 불이익과 가처분신청을 기각하 음에도 불구하고

후에 본안청구가 인용되었을 때 발생하게 될 불이익을 형량하여 어느 쪽이

공공복리상 우선해야 하는가를 단하여야 한다. 가처분결정은 어디까지나

잠정 이고 외 인 조치이기 때문에 여기의 이익형량에 있어서 가처분사

유에 해 엄격하고 제한 으로 해석․ 용하여야 한다는 엄격기 의 원칙

에 의거해야 한다. 법규범의 집행을 정지시키거나 헌법재 소가 통치기능

의 역으로 개입하게 되는 경우 가처분결정은 매우 자제되어야 한다. 가

처분 차가 정치기 들 사이에서 그 정치 책임을 묻기 한 기능의 방편

으로 용되어서는 아니 되기 때문이다. 이익형량을 함에 있어서 본안청구

의 승소가능성이 있느냐의 여부는 원칙 으로 고려의 상이 되지 아니한

다. 가처분 차가 추구하는 목 이 본안결정의 실효성확보이지 본안에

한 심 차로서의 지 를 갖고자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

안심 의 극 승소가능성은 고려의 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어도 그 소극 승소가능성 내지 패소가능성은 고려되지 않을 수 없을 것

이다. 가처분심 의 본안심 과의 종속성으로 인하여 본안심 이 명백히

부 법하거나 이유 없는 경우에는 가처분심 도 각하될 수밖에 없게 될 것

이기 때문이다. 가처분에 있어서 본안에 한 사 단 지의 원칙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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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가능성에 해서는 상 으로 보다 엄격하게 용됨에 반하여 그 패

소가능성에 해서는 상 으로 덜 엄격하게 용된다.

11. 이 가설공식에 한 비

우리 헌법재 에서 독일의 이 가설이론을 도입하여 가처분결정에 한

형량 단을 할 때 그 인용요건으로 가처분을 인용한 뒤 종국결정에서 청구

가 기각되었을 때 발생하게 될 불이익과 가처분을 기각한 뒤 청구가 인용

되었을 때 발생하게 될 불이익에 한 비교형량을 하여 후자의 이익이

자의 불이익보다 커야 한다는 것을 설시하고 있다.34)

독일 헌법재 에서 이 가설이론은 헌법학계에서 제창된 이론이 아니라

재 실제상의 재 법에 의해 발견된 형량 단의 공식이다. 이 가설이론

은 창기의 형성과정을 거쳐 연방헌법재 소가 1970. 7. 22.의 가처분 결

정35)에서 이 단원리가 연방헌법재 소의 ‘확고한’ 례(die ‘gefestigte’

Rechtsprechung)라고 설시하기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이 공식이 이상 으

로 작동하기 해서는 어느 정도 본안결정의 내용이 먼 밝 져야 한다.

그래야만 본안청구가 인용되었을 때 는 기각되었을 때의 불이익을 단

할 수 있을 것이다. 한 연방헌법재 소가 가처분으로 규율하게 될 때와

가처분으로 규율하지 않게 될 때 가정 일지라도 가처분신청 재의 시

에서부터 본안결정이 내려질 때까지의 발생될 극 ․소극 결과들이 밝

져야만 하고, 그러한 결과들이 신청인의 이익․이에 상충되는 이익․공

공복리․긴 성의 에서 형량되어야 한다. 한편 연방헌법재 소의 례

에 의하면 이 공식의 용에 있어서 본안의 헌 여부는 고려의 상이 되

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 본안과 완 히 동떨어진 가정 결과들만을 상정

하여 형량 단을 한다는 이 공식은 종국 으로 지탱될 수 없는 것이다. 모

든 형량요소들을 악하고 난 후 이러한 이상 ․ 념 형태의 형량공식

을 엄 하게 실제로 용하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일이다.36) 결국 구체

34) 헌재 1999. 3. 25. 98헌사98, 례집 11-1, 264, 270; 헌재 2000. 12. 8. 2000헌사

471, 례집 12-2, 381, 385.

35) BverfGE 29, 120(123).

36) 이상에 하여 자세한 것은, vgl. N. Huber, (FN4), S. 25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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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해결에서 문제가 될 때, 가처분의 본안종속성을 고려해 보면 본안청구

에 한 략 인 심사와 본안의 성공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연방헌법재 소 재 을 지낸 학자가 쓴 에서도 나타나듯이 헌

법재 들이 실제로 이 공식에 따른 형량 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처분

의 인용 여부에 한 찬반 단(Pro und Contra)만을 한다는 것이다.37) 따

라서 이 형량모델을 포기하고 략 인 본안심사를 하여 가처분신청의 인

용 여부를 단하고 본안청구기각이 상되면서도 가처분을 인용해도 문제

가 되지 아니하는 외 인 경우에만 이 형량공식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38)

12. 가처분심 의 차

가. 구술변론

가처분심 도 구술변론을 열 수 있으나 구술변론 없이도 심 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281조․제301조․제312조, 헌법재 소법 제40조). 따라서 특

별히 긴 을 요하는 경우에는 본안소송의 당사자나 소송참가자나 기타 진

술권을 가진 이해 계인에게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

다. 원칙 으로 가처분심 청구의 상 방은 본안심 의 피청구인이 된다.

다만 국무총리서리 임명행 의 효력정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사건(헌재

1998. 7. 14. 98헌사31)에서 보듯이 본안의 피청구인( 통령)과 가처분의 피

신청인(자연인 김종필)이 같지 아니할 수도 있다. 재 부가 변론을 열 때에

는 기일을 정하고 당사자와 계인을 소환하여야 한다(헌법재 소법 제30

조 제3항).

나. 증거조사 자료제출요구

재 부는 가처분심 의 심리를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 는 직권에 의하여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헌법재 소법

37) Vgl. Benda/Klein, Lehrbuch des Verfassungsprozeßrechts(2001), S. 505f.

38) Vgl. Chee Youn Hwang, Zur Entscheidung des Bundesverfassungsgerichts

über den Antrag auf Erlaß einer einstweiligen Anordnung gegen das

Lebenspartnerschaftsgesetz, 정천 허 박사 정년기념논문집, 헌법의 규범력과 법

질서(박 사, 2002), S. 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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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한 재 부는 다른 국가기 는 공공단체의 기 에 하여 심

에 필요한 사실을 조회하거나, 기록의 송부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헌법재 소법 제32조).

다. 심 기간과 재가처분신청

헌법불합치결정에서의 경과조치를 가처분의 일종으로 보아 본안결정과

더불어 가처분결정을 할 수 있고 나아가 본안결정 이후에도 가처분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지만 헌법불합치결정에서의 경과조치는 어디까지나

본안결정의 한 내용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가처분심 은 본안결정 이

에만 할 수 있으며 본안결정의 단계에서의 가처분결정은 심 의 이익을 갖

지 못한다. 가처분심 에서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용되기 때문에 재가

처분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가처분 결정의 효력기간을 두고 있

는 입법례에 있어서는 그 기간만료 후 재가처분신청에 한 심 이 있을

수 있다. 독일에서는 재가처분결정에 해서 결정정족수를 가 하여 출석

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 헌법재 소법 제57조

와 제65조에서는 종국결정의 선고시까지를 가처분결정의 효력기간으로 삼

고 있다. 종국결정의 선고시까지를 가처분결정의 효력기간으로 보는 제도

가 보다 더 탄력 이고 타당한 입법이라고 본다. 본안결정이 마냥 늦어지

는 경우 가처분의 성격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가처분의 취소

제도(민사집행법 제307조, 헌법재 소법 제40조)를 두고 있는 한 문제의 소

지가 없다. 따라서 가처분 결정의 효력기간을 두고 재가처분결정을 하는

제도는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고 본다.

라. 심 정족수와 결정정족수

우리 헌법재 에서 헌법 헌법재 소법에 의한 가 정족수(재 6인

이상의 찬성)에 한 특별규정이 없는 한, 재 9인으로 구성되는 원

재 부에서 재 7인 이상의 출석으로 가처분사건을 심리하며, 종국심리

에 여한 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처분에 한 결정을 한다(헌법재

소법 제23조 제1항, 제2항). 헌법소원 본안사건에 해 3인 재 원일

치의 각하결정만을 할 수 있는 지정재 부에서 가처분 결정을 할 수 있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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냐에 해서는 논란이 있으나 지정재 부가 가처분신청을 이유 없다고 기

각한 사례가 있다.39) 본안사건이 부 법 각하되는 경우에는 본안종속성을

가지는 가처분에 한 신청이 부 법하여 각하되어야 하기 때문에 의 기

각결정도 엄 히 말하면 각하결정의 의미일 것이다. 지정재 부는 본안청

구에 한 법성심사만 하기 때문에 가처분심 에 해 3인의 재 의

일치된 의견으로 각하결정을 할 수 있으나 의견이 일치되지 않은 경우의

각하결정이나 그 밖에 기각결정 내지 인용결정은 할 수 없다. 한 재

에 한 제척 기피, 재 의 사고나 궐 의 사유로 재 부가 가처분심

의 정족수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때에 어떻게 되느냐에 해서 우리 법은

련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독일에서는 긴 가처분결정제도를 두고 있

다. 즉 독일 연방헌법재 소는 특별히 긴 을 요하는 때에는 심 정족수미

달인 경우에도 재 3인 이상의 출석과 출석재 원의 찬성으로 가

처분결정을 할 수 있고 이 긴 가처분결정의 효력은 1월을 넘지 못하는데

재 부가 이를 확인한 때에는 가처분결정을 한 때로부터 6월의 효력을 갖

게 된다(연방헌법재 소법 제32조 제7항). 이 때의 확인 차는 사후 으로

심사하는 재 부의 단순한 추인 차가 아니라 오히려 확인재 시에 재 부

는 가처분의 일반 인 요건이 존재하는지에 해 재 한다. 따라서 그 심

사범 는 독립 으로 단되며 이 의 긴 가처분의 법 ․사실 단에

기속되지 아니한다.40) 어 든 연방헌법재 소법 제15조 제2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긴 가처분제도가 독일에서 존재하는 것은 재 들의 휴

가와 계되어 있는 것 같다. 우리나라에서의 헌법재 실에 비추어 볼

때 특별히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되지 아니한다.

법률의 헌심 ․권한쟁의심 헌법소원심 에 여한 재 은 결

정서에 의견을 표시하여야 하기 때문에(헌법재 소법 제36조 제3항) 이러

한 심 에 부속되는 가처분심 에 있어서는 소수의견표시가 가능하나 탄핵

심 이나 정당해산심 에 부속된 가처분심 에서는 소수의견발표가 있기

어렵다고 해석된다. 모든 심 차에서 소수의견표시가 가능하도록 입법론

차원에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39) 헌재 1997. 12. 16. 97헌사189; 1997. 12. 23. 97헌사200.

40) Vgl. BVerfGE 77, 130(134); 21,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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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헌법재 소에는 8인 재 구성의 2개의 재 부가 있는데, 각

재 부의 본안사건 할은 법정되어 있다. 그러나 1개의 재 부가 지속

인 업무과 으로 할조정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재 원회의가 다

음 업무개시년도에 효력을 가지는 할조정을 할 수 있다. 어느 재 부가

할권을 가지고 있는지 의문시될 때에는 재 소장․부소장, 각 재 부에

서 임명된 각 2인의 재 으로 구성되는 6인 원회에서 그에 해 결정을

한다. 가처분사건은 본안사건 할권을 가지고 있는 재 부에서 할한다.

각 재 부는 6인 이상의 재 이 출석한 경우에 결정할 수 있는 정족수를

충족하고 일반 으로 그 과반수로 결정하지만 기본권실효재 ․정당해산심

․연방 통령 법 의 탄핵심 에서는 인용결정을 하는 경우 재 부의

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결정정족수가 모자라지만 어

떤 심 차에서 특별히 긴박한 경우에는 각 재 부의 재 장은 다른 재

부에서 그 재 장을 제외하고 모자라는 재 을 행할 수 있는 그 재

을 뽑는 추첨 차를 명한다. 그러나 가처분에 하여 6인의 결정정족수

가 모자라는 경우에도 특별히 긴박한 때에는 3인 이상의 재 이 출석하

여 일치된 의견으로 긴 가처분 결정을 할 수 있다. 기본권실효재 ․정당

해산심 ․연방 통령 법 의 탄핵심 에서는 인용결정을 하는 경우 재

부의 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들어 이 때 피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가처분결정을 할 때에도 재 부의 재 3분의 2 가

다수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41) 그러나 필자의 견해로는 가처

분의 본질과 독일의 긴 가처분제도에 비추어 볼 때 이것은 타당한 해석이

라고 보여지지 아니한다. 우리의 가처분결정의 정족수에 한 해석에도 참

고가 될 것이다. 지정재 부가 헌법소원에 해 부 법하거나 명백히 이유

가 없어 본안청구의 수리를 거부하는 경우 지정재 부는 가처분신청을 거

부할 수 있다. 헌법소원을 단함에 있어서 요한 헌법 문제가 연방헌

법재 소에서 이미 결정된 바 있고 헌법소원이 명백히 이유 있는 경우에

지정재 부도 헌법소원인용결정을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지정재

부가 가처분인용결정도 할 수 있다. 그러나 헌법소원에서 법률의 용

41) Vgl. J. Berkemann, Einstweilige Anordnung, in: Umbach/Clemens,

Bundesverfassungsgerichtsgesetz(1992), S. 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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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를 명하는 가처분에 해서는 지정재 부가 아닌 재 부만이 결정권을

가진다(연방헌법재 소법 제93d조 제2항 제2문).

마. 가처분결정요건의 충족이후의 재 부의 재량권 여부

가처분신청이 신청의 형식 요건과 신청이유의 실질 요건을 모두 갖

추어 이유있는 경우에 헌법재 소는 반드시 가처분을 하여야 하는가 아니

면 이 경우에도 재량권을 발동하여 가처분을 하지 않을 수 있는가에 해

서 견해가 립될 수 있지만 가처분심 의 헌법질서 보호에 한 객

기능에 비추어 볼 때 그 재량권을 부인하여야 한다는 것이 독일의 통설

견해이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는 념 가정 논쟁으로서 무의미하

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신청이유의 실질 요건이 모두 갖추어 있느냐

하는 것이 항상 실 으로 문제되는데 이것은 언제나 형량 단의 문제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바. 가처분결정에 한 이의신청과 그 재

가처분심 에서 변론을 거쳐 내려진 결정에는 이의신청이 이루어질 수

없으나 변론을 거치지 않고 내려진 가처분에 한 기각결정과 인용결정에

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독일에서는 헌법소원심 청구인에게는 이의신

청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의신청이유서가 제출된 후 2주 이

내에 심 하도록 되어 있다(연방헌법재 소법 제32조 제3항). 이의 신청에

는 그 신청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가처분결정에 한 이의신청은 정지

효력을 갖지 못한다(민사집행법 제283조, 제301조, 헌법재 소법 제40조).

그러나 이 경우 독일에서 연방헌법재 소 자신은 가처분결정의 집행을 정

지할 수 있다(연방헌법재 소법 제32조 제4항).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헌

법재 소는 변론하기 하여 당사자를 소환하여야 한다. 헌법재 소는 가

처분의 이의신청에 한 종국결정으로 가처분의 부나 일부의 인가, 변경

는 취소를 선고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86조 제2항, 제301조, 헌법재

소법 제40조).

그러나 체 인 측면에서 헌법재 의 특수성 헌법재 에서 가처분

의 기능 등을 고려해 볼 때 가처분제도에 한 이의제도는 입법론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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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결하다고 보지 아니한다. 본안재 의 결정이 문제해결의 핵심이 되어

야 하는데 가처분결정이 면에서 장기간 다투어지는 것은 소송경제상으로

볼 때도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이다.

사. 가처분 결정의 취소

가처분결정은 종국결정의 선고시까지 지속되기 때문에 가처분결정이 내

려지고 난 후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가처분 결정을 취소할 수 있

다(민사집행법 제307조).

13. 가처분결정의 내용과 효력

가. 가처분결정의 내용

헌법재 실무제요(52쪽 이하)에 의하면 헌법재 소는 가처분신청의 목

을 달성함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일단 법한 가처분의 경우 실

으로 회복할 수 없는 완성된 사실의 방지를 목 으로 하는 한, 가처분을

할 필요성이 있느냐의 단이 요한 것이지 그 가처분 본안심 의

상이나 내용 자체의 성격으로부터 가처분결정이 향을 받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모든 심 차에서 본안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사 보 조치로

서 본안결정을 선취하는 내용이 아닌 한, 가처분결정의 내용에 한 제한

은 따르지 아니한다.

독일의 헌법재 에서 법률의 집행정지, 집행조치의 집행정지, 법원재 의

집행정지등 개별 심 차에 따라 다양한 가처분이 행해지고 있다.42) 가처

분인용결정만을 심으로 살펴볼 때에도 형집행정지, 징계 차정지, 장집

행정지, 법률집행정지, 법률효력정지, 추방․송환․인도 지, 정당의 선

고 지, 국민투표실시 지, 선거일폐지, 제2방송국개설안 지, 추가선거방송

시간부여 지, 방 지, 방송토론참여명령, 의료보험의사면허박탈 지, 법

원결정효력 지, 입학허가명령, 인구조사 지, 통독후 총선에서 추천인서명

명부제출의무면제 등 다양한 내용의 가처분이 행해지고 있다.43)

42) Vgl. J. Berkemann, a. a. O., S. 615ff.

43) Vgl. Bundesverfassungsgericht, Nachschlagwerk der Rechtsprechung des

Bundesverfassungsgerichts, §32 BVerfG, S. 35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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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가처분결정의 효력

(1) 확정력

가처분결정에 해 확정력을 부인하는 견해도 있으나 확정력을 정하

는 것이 타당하다. 구술변론을 거치지 않은 가처분결정에 해 이의신청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이의신청은 확정력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구술변

론을 거치지 않은 것에 한 통제수단에 불과한 것이고 가처분결정의 내용

이 후에 본안 차나 기타 다른 차에 의하여 달리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가처분 차의 잠정성이라는 특성 때문이지 그 확정력이 부인되는 결

과 때문인 것은 아니다.

(2) 형성력

가처분결정이 선고되면 피청구인의 별도 차가 없더라도 본안결정이 있

을 때까지 가처분결정의 내용 로 법률 계를 형성하는 효력을 가진다.

(3) 기속력

가처분결정은 당해사건에 하여 당사자인 피청구인을 기속한다(행정소

송법 제23조 제6항 제30조 제1항). 따라서 피청구인은 동일내용으로 새

로운 처분을 할 수 없다. 한 가처분결정의 효력은 모든 국가기 을 기속

하며, 주문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본안소송에 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기속력을 가진다.

14. 가처분결정의 송달과 공고

가처분에 한 결정이 선고되면 서기는 지체 없이 결정서 정본을 작성하

여 이를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헌법재 소법 제36조 제4항). 가처분

결정은 보에 게재함으로써 이를 공시한다(헌법재 소법 제36조 제5항).

이 때 독일과 같이 헌법재 소는 이유를 붙이지 아니하고 가처분 는 이

의에 한 재 을 선고할 수 있고, 이 경우 당사자에게는 개별 으로 그

이유가 고지되어야 한다(연방헌법재 소법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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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결정에 한 기존의 평석과 그 문제 결정의 의의

가. 평석요지44)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과 민사소송법 제714조는 원래 당해사건 당사

자의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해서 필요한 경우에 법원이 임시구

제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법령의 일반 효력정지까

지 상하고 있는 규정은 아니다. 당해사건의 당사자를 구제하기 한 가

처분규정을 근거로 법령의 효력을 정지시킴으로써 당사자가 아닌 일반인에

게까지 효력을 미치게 하는 것은 법률들에 규정된 가처분제도의 원취지

를 벗어나는 것이다. 따라서 행정소송법의 집행정지규정이나 민사소송법의

가처분 규정에는 없는 내용(법령에 한 효력정지)을 용한다고 한 결과

가 되어, 헌법재 소가 법률상 근거 없는 헌법소원심 에서의 법령의 효력

정지가처분제도를 창설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원칙 으로 헌결정의 소 효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와 같은 가처분을 허용한다면 법률의 효력상실이라는 헌결정의 효력을

가처분이라는 별도의 제도로 선취하는 결과가 될 것인데, 이는 우리 헌법

재 소법 제47조 제2항과 조화될 수 없다.

이 사건 심 상인 군형법시행령 제43조 제2항 본문 후단부분은 “참

모총장은 미결수용자의 견교통권을 보장하기 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횟수를 증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여 면회 횟수에 한 행정청의 재량여

지를 인정한다. 조문 체의 취지로 볼 때 면회 횟수를 주 2회만으로 직

제한하는 것이 입법자의 의도는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 그 다면 이 헌법

소원 본안사건은 침해의 직 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 으므로 각하되어야

마땅하다. 이 사건 헌법소원은 법원의 권리구제 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한 것으로서 부 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사건에서 법령의 효

력을 일반 으로 정지하는 가처분까지 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결론

으로 이 사건은 법령의 효력정지를 명하는 가처분신청을 인용할 만한 사

건이 못된다.

44) 박종보, 주15, 13-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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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문제

헌법재 소의 할과 행정법원의 할이 다르기 때문에 행정소송법의

집행정지규정을 용한다는 핵심 인 의미는 행정소송에서 처분의 효력정

지에 응하여 이에 히 변경을 가하여 헌법재 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헌법소원에서 법령을 심 상으로 하는 경우 법령의 효력정지의 가처분을

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의 주장은 근본 으로 해석론 차원에서 용

과 직 용의 차이를 명백하게 오해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본안결정의 상인 법률의 효력 는 집행이 실 으로 발생 는 진행

되고 있는 한 그리고 본안결정이 있을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한,

나아가 본안결정이 있을 때까지 회복할 수 없는 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한 ‘그 법률에 한 헌결정의 시간 효력과는 상 없이’ 이에 한

사 보 조치로서 법률의 효력정지 내지 집행정지의 가처분이 가능하다.

사 보 조치로서 일시 이고 잠정 인 법률의 효력정지 내지 집행정지의

가처분이 법률의 효력을 획일 으로 면 으로 무효화시키는 본안결정에

서의 헌결정과 결코 등가물이 될 수 없기 때문에 헌결정된 법률의 향

후무효법제에서 가처분을 인정하면 본안결정을 선취한다는 결과가 된다는

것은 가처분에서 본안결정 선취 지를 명백히 오해하고 있는 것이다.

법령에 한 헌법소원의 법요건으로서 기본권침해의 직 성이란 집행

행 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의무의 부

과․권리 는 법 지 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한다.45) 이러한 직 성

에 한 기본 인식을 바탕으로 할 때 평석자의 주장은 군행형법시행령

제43조 제2항 본문 후단부분에 을 맞추어 우회 인 법원의 구제

차의 이행을 지나치게 강조한 것 같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심 상은 정

확히 군행형법시행령 제43조 제2항 본문 단부분이고 주문에서 군행형

법시행령 제43조 제2항 본문 단부분의 효력은 본안사건인 2002헌마

193 헌법소원심 청구사건의 종국결정선고시까지 이를 정지한다고 명확하

게 표 하고 있다. 나아가 평석자가 이 가처분결정의 형량 단에 한 구

체 인 논증 없이 이 사건은 법령의 효력정지를 명하는 가처분신청을 인용

할 만한 사건이 못된다고 하는 주장은 문제가 있다.

45) 헌재 1992. 11. 12. 94헌마213, 례집 8-1, 147,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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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결정의 의의

이 결정은 헌법소원심 에서 가처분이 인정되는가, 법령의 효력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가처분이 인정되는가에 한 논란을 불식시키고, 헌재 2000.

12. 8. 2000헌사471 사법시행령 제4조 제3항 효력정지 가처분결정46)에서와

같이 헌법소원심 에서 법령의 효력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가처분을 허용하

고 있는 것이다. 이 결정에서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이 나뉘어 있는 것은 가

처분의 이유구비요건에 한 가치 단의 을 달리하기 때문이다. 즉 가

처분신청을 인용하는 경우와 기각하는 경우에 각각 발생하는 불이익들을

형량 단하는 과정에서 그 가치 단을 달리하고 있을 뿐이다.

46) 헌법재 소법은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헌법소원심 차에 있어서

도 가처분의 필요성은 있을 수 있고, 달리 가처분을 허용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

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가처분이 허용된다.

가처분의 요건은 헌법소원심 에서 다투어지는 ‘공권력 행사 는 불행사’의

상을 그 로 유지시킴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방할 필요가

있어야 한다는 것과 그 효력을 정지시켜야 할 긴 한 필요가 있어야 한다는 것

등이 된다. 따라서 본안심 이 부 법하거나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는 한, 와

같은 가처분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면, 가처분을 인용한 뒤 종국결정에서

청구가 기각되었을 때 불이익과 가처분을 기각한 뒤 청구가 인용되었을 때 발생

하게 될 불이익에 한 비교형량을 하여 후자의 불이익이 자의 불이익보다 큰

경우에 가처분을 인용할 수 있다.

사법시행령 제4조 제3항이 효력을 유지하면, 신청인들은 곧 실시될 차회 사법시

험에 응시할 수 없어 합격기회를 쇄당하는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되어

이를 정지시켜야 할 긴 한 필요가 인정되는 반면 효력정지로 인한 불이익은 별

다른 것이 없으므로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허용함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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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기통신사업법 제74조 등 헌소원

- “ 화방” 단속규정과 명확성의 원칙 임입법의 한계 -

(헌재 2002. 5. 30. 2001헌바5, 례집 14-1, 478)

지 철*1)

【 시사항】

통령령이 정하는 경우가 아닌 한 구든지 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

는 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구 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 2 제

74조가 명확성의 원칙 포 임입법 지의 원칙에 반되는지 여부

【심 상】

구 기통신사업법(2000. 1. 28. 법률 제6230호로 개정되기 의 것) 제

32조의2 (타인사용의 제한) 구든지 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4조 (벌칙) 제32조의2 본문의 규정에 반하여 기통신사업자가 제

공하는 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

에 제공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 에 처한다.

【사건의 개요】

1. 심 청구에 이르게 된 경

* 인천지방법원 부장 사, 헌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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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청구외인과 공모하여, 1997. 4. 20.부터 같은 해 6. 3.경까지 사

이에 구 구 남산2동 소재 건물 2층 약 30평을 13개의 방으로 구분하여

텔 비 , 화기, 안락의자 등을 갖추고 그곳을 찾아오는 남자 손님 등에게

화번호 ○○○-○○○-○○○○로 화를 걸어온 성명불상의 여자들을 연

결하여 주고 그 가로 시간당 10,000원씩, 10분 과시 1,500원을 받는 방법

으로, 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 다는 범죄사실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공소제기되어 동 소송이

계속 , 청구인에게 용된 구 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2 제74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반된다며 헌심 제청신청을 하

으나 기각되자, 2001. 2. 9. 이 사건 헌법소원 심 을 청구하 다.

2. 청구인의 주장과 이해 계인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 용범 가 무 범 하고 포 이며 극히 불

명확하므로 죄형법정주의에서 생되는 명확성의 원칙에 반되고, 나아가

직업선택의 자유 는 통신의 자유 등을 과도하게 제한한다. 한, 비록 일

부 화방이나 화상PC방에서 탈선의 우려가 있다 할지라도, 이 에서 다

를 바 없는 캬바 , 단란주 , 러 호텔 등 다른 유흥업소를 면 규제하지

않고 있다는 면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용은 평등의 원칙에 반되고,

정보통신부장 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한 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기

통신역무를 이용하는 신기술의 개발 등을 면 으로 쇄한다는 면에서

법 차의 원리에도 반된다.

나. 법원의 헌제청신청기각이유

이 사건 법률조항은 통상의 해석방법에 의하여도 그 의미가 명백하므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으며, 청구인의 경우에는 기통신사업자로서

요건을 갖추어 화방 등의 직업을 할 수 있고, 일반인의 경우에도

화 등에 의한 통신이 불가능한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그 단서에서 외

으로 허용되는 행 유형을 통령령에 임하고 있으므로, 직업선택의

자유 는 통신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구 기통신사업법 제74조 등 헌소원 159

다. 정보통신부장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장의 의견

법원의 헌제청신청기각이유와 체로 같다.

【결정요지】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면, 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는 더 한층 발 된 기통신역무의 제공이

나 그 산업발 의 기 가 되는 새로운 기술과 장비의 연구개발 행 등도

지될 수 있고, 한 가의 수령 여부를 불문하고, 화나 PC통신 등을

하여 개인이 그 화기나 컴퓨터를 친지 는 이웃에게 빌려주든지,

자제품 매장에서 시ㆍ 매용 화기나 컴퓨터를 시용(試用)하도록 하는

것 등도 모두 지행 에 해당하게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될

여지가 있어 죄형법정주의에서 도출되는 명확성의 원칙에 배된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통령령이 정하는 외 인 경우에는 타인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한 통령령인 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10조의2에 의하면, 국가비상사태 하에서 재해의 방ㆍ구조, 교통ㆍ통신

력공 의 확보 는 질서의 유지를 하여 필요한 경우(제1호)와 기

타 공공의 이익을 하여 필요하거나 기통신사업자의 사업경 에 지장을

래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사항으로서 정보통신부장 이 인정하는 경우(제

2호)가 그 외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와 같이 처벌의 상에서 제외되

는 상행 가 어떤 것일지는 법률에서 도 히 측할 수 없어 국민들로서

는 어떠한 행 가 지되고 어떠한 행 가 허용되는지를 알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은 죄형법정주의에서 도출된 명확성의 원칙에

배될 뿐만 아니라 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헌법에 반된다.

【해설】

1.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제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수범자는 기통신사업자를 제외한 일체의 자이고,

기통신사업자와 기통신역무의 이용에 한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로 한

정되지는 않는다(1996. 12. 30. 법률 제5220호로 개정되기 의 구 기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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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사업법 제38조, 제74조 참조).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지되는 유형으로 그 첫 번째는 기통신사

업자가 제공하는 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는 행 이

고, 그 두 번째는 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하는 행 이다.

두 번째 지유형은 가의 수령 여하를 불문하고 화나 PC통신 등

을 하여 개인이 그 화기나 컴퓨터를 친지 는 이웃에게 빌려주거나,

자제품 매장에서 시ㆍ 매용 화기나 컴퓨터를 시용(試用)하도록 하

는 것 등과 같은 일상 인 행 를 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의 심각성은 첫 번째 지유형에 있어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정보통신부 자체에서도 과거 음성통신 사업자 심의 분류 등 제도 한

계가 지 되고 있는 오늘날, 새로이 출 한 별정통신사업의 와 같이 미

처 법에서 기통신사업의 내용으로 규율하지 못한 유형의 기통신역무를

가능하도록 하는 기술과 장비의 연구개발 등 행 까지 억제할 수 있다.

2.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 입법목 을 규명하기 어렵다.

1996. 12. 30. 법률 제5220호로 이 사건 법률조항을 둔 구 기통신사업

법의 반 인 개정취지가 기통신사업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에 있다는

은 국회회의록과 그 개정조항에 비추어 명백하다 할 것이나, 이 사건 법

률조항의 입법취지를 기통신산업의 진입규제로 보기는 어렵다.

기통신산업의 진입규제는 자연독 , 보편 역무의 제공, 통신자원의

효율 이용 등을 근거로 하는데, 이 에서 자연독 , 보편 역무의 제공

은 물론, 번호자원 내지 자원 등 그 통신자원의 효율 이용도 용될

것이 아니다.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규제는 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기통신역무를 이용할 것을 제로 하여 통신자원의 이용에는 아무런 변

화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일 인 규제는 오히려 자본투자 규모가 크고 수익성이 불

확실한 기통신산업의 자연독 성격이나 그 경쟁확 로 수익성이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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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만 선호하는 탈지행 (cream-skimming)의 폐단을 방지, 보완할 수 있

는 정 기능을 외면하 다고 비난될 여지가 있어 보인다.

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통신사업은 허가, 등록, 신고를 각 요건으

로 하는 기간, 별정, 부가통신사업 등으로 구분되는바, 각 요건을 구비

하지 않고 기통신사업을 경 할 경우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별도로 존재

하므로, 기통신사업자로서 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한 업활동을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규제할 필요도 없다.

한편,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단지 기통신역무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타인

의 통신이 매개되거나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되는 결과에 이르는 행 일체

를 지하고 있을 뿐, 타인의 통신 내용 그 자체를 문제삼지 않으므로, 사

생활의 비 과 통신 표 의 자유 등에 한 직 인 제한성을 입법목

으로 논하기 어렵다. 기통신사업법에는 불온통신을 단속하는 별개의

규정이 있다.

그럼에도 법집행자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근거하여 화방 화상PC방

등을 불건 한 내용의 통신을 매개하는 신종 풍속업으로 단속하여 왔는데,

정작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규정하는 행 유형만을 기 으로 할 때 화방

화상PC방 등 업과 동화상 핸드폰 인터넷 화상회의용 카메라 등

연구개발ㆍ시연 행 를 구분할 수 없다.

이처럼 특정한 행 유형에 의한 통신 내용의 평균 인 건 성 여하에

한 법집행자의 독단 인 단에 따라 그 행 유형에 의한 통신의 면

인 쇄까지 가능한 것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규정상 원칙 으로 타인

의 통신 매개 등 행 일체가 지되어 있기 때문이다.

3. 죄형법정주의에서 도출된 명확성의 원칙

범죄와 형벌이 법률로 정해져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에서 생되는 명

확성의 원칙은 구나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 가 무엇이며, 그에

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 를 결

정할 수 있도록 구성요건이 명확할 것을 의미한다(헌재 2000. 6. 29. 98헌

가10, 례집 12-1, 741).

명확성의 원칙은 법률에 범죄와 형벌을 가능한 한 명확하게 규정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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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법집행자의 자의를 방지하며, 국민들에게 어떠한 행 가 지되어 있

고 그 행 에 하여 어떠한 형벌이 과하여질지를 측할 수 있도록 하여

규범의 의사결정효력을 담보할 수 있다는 데 근거를 두고 있다(헌재 1997.

9. 25. 96헌가16, 례집 9-2, 312).

개인의 법 안정성의 보호(헌재 1991. 7. 8. 91헌가4, 례집 3, 336) 내

지 처벌법규의 보장 기능(헌재 1995. 9. 28. 93헌바50, 례집 7-2, 297)을

수행하는 명확성의 원칙은, 법률에서 원칙 으로 지하되 통령령에

서 외 으로 허용하는 규율 형식이든, 법률에서 원칙 으로 허용하되

통령령에서 외 으로 지하는 규율 형식이든 그 용에 다름이 없다.

마찬가지로 형벌조각사유에 하여도 그 용이 있다는 선례(헌재 2001.

6. 28. 99헌바31, 례집 13-1, 1233)가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원칙 으로 지, 처벌되는 행 유형의 경우 그 문

언이 일의 으로 해석되는 한 명확성의 원칙에 배된다고 볼 수 없다 하

여도, 통령령에 의하여 외 으로 허용되는 행 유형을 견할

수 없다는 에서 명확성의 원칙에 배된다.

4. 포 임 지의 원칙

독일 연방헌법재 소는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임의 경우에는 수익

인 규율을 수권하는 경우보다 수권 규범의 내용 명확성에 한층 엄격함

이 요구된다고 하 고(BverfGE 7, 3020), 우리 헌법재 소도 “ 임의 구체

성ㆍ명확성의 요구 정도는 규제 상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서 달라진다.

기본권 침해 역에서는 부행정 역에서보다는 구체성의 요구가 강화되

고, 다양한 사실 계를 규율하거나 사실 계가 수시로 변화될 것이 상될

때에는 임의 명확성의 요건이 완화되어야 한다”고 보았다(헌재 1991. 2.

11. 90헌가27, 례집 3, 11).

이 사건 법률조항은 원칙 으로 타인의 통신 매개 등 행 일체를 지

하면서, 외 으로 허용되는 행 유형을 통령령에서 규정하도록 임

하고 있는바, 종국 으로 면 인 지가 아닌 부분 인 지를 꾀한 입

법자의 의도에 따라, 일단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제한된 기본권이 통령

령에 의하여 부분 으로 회복된다는 면에서 기본권 침해에 한 임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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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는 수익 부에 한 임규정에 가깝다고 볼 여지가 없지 않다.

반면,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지된 행 유형만으로는 그 처벌이

정당화되는 합헌 인 가벌성(Strafbarkeit) 표지를 찾을 수 없다. 따라서,

먼 통령령의 규정이 선행된 연후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으로 그

통일 인 가벌성 표지를 악할 수밖에 없으며, 법집행자로서도 통령령

의 규정이 선행되기를 기다려 비로소 이 사건 법률조항의 집행이 가능한

셈이 된다.

실제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지된 행 유형 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10조의2의 규정으로 허용되는 행 유형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으로,

화나 PC통신 등을 하여 개인이 그 화기나 컴퓨터를 친지 는 이웃에

게 빌려주든지, 자제품 매장에서 시ㆍ 매용 화기나 컴퓨터를 시용

(試用)하도록 하는 경우 등 그 처벌이 정당화될 수 없는 행 유형이 포함

되어 있는 만큼, 시행령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통일 인 가벌성 표지를

연역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이처럼 처벌규정인 이 사건 법률조항에 그 독자 인 가벌성 표지가 흠결

되어 있다는 면에서, 가사 이를 수익 부에 한 임규정으로 선해하

여 수권 규범으로서 내용 명확성의 요청을 최 한 완화하더라도, 이 사

건 법률조항만으로는 통령령에서 규정될 내용을 도 히 측할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은 포 임 지의 원칙에도 배된다.

5. 이 사건 법률조항과 기본권의 제한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통령령에 한 수권 규정을 아 삭제할 경우

명확성의 원칙은 수할 수 있다 하여도, 그 독자 인 가벌성 표지가 흠결

된 탓으로 자의 인 법집행을 허용한다는 면에서 백지형법과 크게 다를 바

없다.

청구인의 와 같은 직업의 자유를 시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

여 제한되는 기본권 목록은 의사소통과 정보교환 등을 제로 하는 정치ㆍ

경제ㆍ사회ㆍ문화ㆍ종교ㆍ학문ㆍ 술ㆍ교육 등 일체의 분야에 걸쳐 매우

범 하다.

만약 법집행자가 범행을 방하거나 그 증거를 확보한다는 명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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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없이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행 유형의 통신을 감청할 수

있다면, 이는 바로 헌법이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 과 통신의 자유(헌재

1998. 8. 27. 96헌마398, 례집 10-2, 416)를 직 침해하게 될 것이다(국제

인권A규약 제17조 참조).

이러한 번거로움을 피하고자 애당 법집행자의 단에 따라 특정 행

유형의 통신을 면 쇄할 수 있도록 한다면, 그 평균 인 통화 내용의

건 성 여하에 한 독단 인 단에 따른 것이든 나름 로 신뢰할 수 있

는 여론조사 결과에 기 한 것이든, 이는 표 의 자유에 한 한

이 될 것이다.

한편, 청소년을 상 로 하는 화방과 화상PC방 등 업은 청소년보호

법 제2조 제5호 가목의 (5) 본문이 규정하는 “ 기통신설비를 갖추고 음란

폭력 인 내용의 화통화를 할 수 있도록 하게 하거나 음란폭력 행 를

매개하는 업”을 하는 청소년유해업소로서 그 단속이 가능하다.

입법자가 성인을 상 로 하는 화방과 화상PC방 등 업을 단속하고자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 을 단순히 건 한 성도덕의 함양을 한 “색

청교육(色淸敎育)”으로 삼았다면, 과거 사회풍토 문란사범의 순화를 한

“삼청교육(三淸敎育)”의 례와 마찬가지로(헌재 1996. 6. 13. 93헌마276,

례집 8-1, 493), 한민국의 이념인 자유주의와 사이에 서로를 합할 수

있는 선의 존재 여하가 문제될 것이다.

헌법재 소는 최소한의 도덕률일지라도 “미풍양속”을 해하는 불온통신을

규제하는 기통신사업법 제53조는 헌이라고 보았으나(2002. 6. 27. 99헌

마480, 례집 14-1, 616), “선량한 성도덕 … 의 보장을 하여서나” 간통

행 를 규제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보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법

제241조는 입법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범 내의 것으로서 합헌이라고 보았

다(2001. 10. 25. 2000헌바60, 례집 13-2, 480).

미국 연방 법원은 그 수령인의 극 인 조치를 요하는 음란 화 서비

스에 하여 성인의 근을 지하는 것은 수정헌법 제1조에 반된다고

보았으며(Sable Communication of California v. FCC, 492 U.S. 115), 독일

연방헌법재 소는 국민의 도덕 인 개선을 “강제”하는 것은 국가의 헌법

의무가 아니며, 그 권리는 더더욱 아니라고 단하 다(BVerfGE 22,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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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법 제28조 제2항 헌확인

- 지 법상 지 측량 행독 규정과 직업선택의 자유 -

(헌재 2002. 5. 30. 2000헌마81, 례집 14-1, 528)

김 철*1)

【 시사항】

1. 지 측량 업무를 비 리법인만 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지 법 제41

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침해되는 기본권

2. 이 사건 법률조항이 기본권제한입법에 한 헌법 한계인 과잉 지

원칙에 반되는지 여부

3. 이 사건 법률조항에 하여 헌법불합치결정과 잠정 용명령을 하는

이유

【심 상】

지 법(2001. 1. 26. 법률 제6389호로 문개정된 것)

제41조(지 측량업무의 행) ① 행정자치부장 은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 측량 업무의 일부를 지 측량을 주된 업무로 하여 설립된

비 리법인에게 행시킬 수 있다.

【사건의 개요】

1. 심 청구에 이르게 된 경

청구인은 1999. 12. 6.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지 기사 자격을 취득한

* 헌법연구 ,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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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로서, 지 측량 업무를 비 리법인만 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구 지

법(2001. 1. 26. 법률 제6389호로 개정되기 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28조 제2항은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00. 2. 1. 이 사건 헌법소원심 을 청구하 는데, 그

후 와 같이 지 법이 문개정되어 2002. 1. 27.부터 시행되자 2002. 3. 7.

심 청구의 상을 개정된 지 법 제41조 제1항으로 변경하는 청구취지변

경신청서를 제출하 다.

2. 청구인의 주장과 이해 계인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재단법인 한지 공사에게 독 인 행권한을

부여하기 한 것이므로, 결국 청구인과 같이 지 기술자의 자격을 취득한

개인이나 그들로 구성된 리법인 등을 자의 으로 차별하는 것이며, 자유

경쟁을 통한 개성신장의 구 에 바탕이 되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헌법에 반된다.

나. 행정자치부장 의 의견

지 측량은 그 측량성과가 지 공부의 등록사항이 되는 만큼 그 업무의

공익성신뢰성계속성책임성이 담보되어야 하므로 리사업자에게

탁시킬 수는 없다. 재단법인 한지 공사만이 행자로 지정된 것도 지

측량수수료 수입에만 의존하면서도 이러한 공익성신뢰성계속성책임

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규모의 자산을 갖추고 국 인 업무구역을 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 재단법인 한지 공사의 의견

지 기술자의 자격취득은 지 측량을 담당하기 한 필요조건일 뿐 충

분조건은 아니라는 것이 지 법의 입법취지이고, 재단법인 한지 공사만

이 재까지 독 으로 지 측량 행자로 지정된 것은 국가사무인 지

업무의 수행에 있어서 요구되는 안정성계속성통일성 문성 등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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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하기 하여 행정자치부장 이 그 자유재량으로 탁계약의 상 방으로

선택한 결과이며, 이는 리를 배제하고 과당경쟁으로 인한 복투자를 방

지하는 등 행정목 달성을 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결정요지】

1. 토지소유자의 탁에 의한 제1단계 지 측량, 즉 “ 벌측량”의 행용

역 활동을 자신의 독립 인 직업으로 선택하고자 하는 국민은 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지 기술자의 자격을 취득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지 측량을 주된 업무로 하는 비 리법인을 설립하기

하여 주무 청인 행정자치부장 의 허가를 얻어야만 한다. 그러므로, 청

구인과 같이 지 기술자의 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말미

암아 비 리법인을 설립하지 아니하는 한 벌측량의 행용역 활동을 자

신의 독립 인 직업으로 선택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좁

은 의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2.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벌측량을 행하려면 비 리법인을 설립하도록

강제하고 있는바, 그러한 요건은 그 비 리법인의 주된 목 사업인 지 측

량이란 결국 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토지소유자로부터 지 측량수수료를

직 납부받는 벌측량을 뜻하는바 벌측량은 지 측량수수료를 가로

한 수익사업이므로 비 리법인이 추구할 목 사업 자체가 될 수 없다는 의

미에서 측량성과의 정확성을 확보한다는 입법목 달성과는 무 한 수단으

로 보이고, 법인의 형태와 개인인 지 기술자의 업무 역을 나 다거나 같

은 법인형태라도 자본규모나 소속 지 기술자의 수에 따라, 그리고 개인인

지 기술자의 경우는 그 자격의 차이에 따라 업무 역을 나 는 등 덜 제

한 인 방법이 가능하다는 에서 기본권침해의 최소성을 충족시키지 못하

고 있고, 나아가 그 입법목 에 비추어 볼 때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당하

는 청구인 등 지 기술자의 기본권과의 법익의 균형성도 하게 상실하

고 있으므로, 과잉 지의 원칙에 배되는 헌 인 법률이다.

3. 이 사건 법률조항의 경우 벌측량의 행을 비 리법인(사실상 재단

법인 한지 공사)에게만 행하도록 하는 “ 담 행체제”가 헌이라는

것이지 비 리법인에게 벌측량의 행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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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벌측량의 행을 모든 지 기술자에게 허용하는 이른바 경쟁체제를

택하는 경우에 행자가 법인인지 는 개인인지 여부에 따라, 같은 법인

인 경우에도 소속 지 기술자의 수나 자본 의 크기, 개인의 경우에는 그

자격의 차이 등 합리 인 기 에 따라 행할 수 있는 벌측량의 범 를

제한할 수는 있다 할 것이고 이는 입법자가 입법형성의 범 내에서 자유

롭게 정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입법자가 합헌 인 방향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을 개선할 때까지(2003. 12. 31을 시한으로) 일정 기간 동안 이를

존속 하고 한 잠정 으로 용하게 할 필요가 있다.

재 김경일의 별개의견

벌측량을 포함한 지 측량은 기본 으로 국가(소 청)의 행정사무에

속하는바,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국가의 행정사무인 지 측량업무

벌측량의 행업무가 비 리법인에게 허용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

률조항은 벌측량의 행을 직업으로 선택하도록 “기회 내지는 혜택”을

부여하는 규정이고, 그러한 기회 내지 혜택을 부여함에 있어 실질 으로

지 기술자 재단법인 한지 공사에 소속된 자와 청구인과 같이 그

지 아니한 자를 차별하고 있으므로 평등권의 침해 여부가 문제될 뿐이다.

한지 공사는 1976. 11. 6. 그 신인 재단법인 한지 회가 내무부

장 으로부터 벌측량의 행자로 지정받은 이래 25년 이상 지 측량의

행업무를 수행해 왔고, 지 계 기술자를 포함한 4,000여명의 문인력

과 고가의 측량장비, 국 인 조직망, 문연구기 을 보유하고 있는 에

비추어 볼 때, “재단법인 한지 공사에 의한 벌측량의 행” 자체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추구하는 입법목 에 어느 정도 기여할 것이라는 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결과 으로 한지 공사

에 소속된 지 기술자에게만 벌측량의 행을 허용하고 있다는 에서

차별취 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입법목 의 비 에 비하여 차별로 인한 기

본권제한의 정도가 매우 하므로 차별취 의 비례성을 상실하고 있어 청

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헌 인 법률이다.

재 한 , 재 하경철, 재 김효종의 반 의견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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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지 리의 공공성․공익성, 기술 ․제도 인 통일성의 요청, 지 정비

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입법수단 선택에 해 합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 밖에 지 측량업무의 부 는 일부를 자유로운 직업 역

에 개방하는 경우 행정 리 국가의 사후검증에 행정력이 상 으로

더 소모되어야 하고, 어도 이 사건 법률조항 자체에서는 청구인과 같은

개인도 비 리법인을 설립하여 인가를 받고 지 측량업무를 행하는 길이

열려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행주체에 개인이나 리법인을 포함시키지

않은 것이 불합리하다고 하기 어렵다. 마찬가지로, 비 리법인제도 자체의

운 상 문제 에도 불구하고 개인이나 리법인을 행주체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을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

인 등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해설】

1. 서론

이 사건에서는 지 측량 업무를 비 리법인만 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이 사건 법률조항의 법 성격이 무엇인지, 즉 침익 규정인지 아니면 수

혜 규정인지 하는 문제와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침해되는 기본권

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사건 법률조항이 기본권제한입법에 한 헌법

한계인 과잉 지원칙에 반되는지 여부가 쟁 이라고 할 수 있다.

2. 지 측량제도의 개

가. 지 의 의의

地籍이란 국가가 토지에 한 물리 ㆍ인 ㆍ권리 황을 공시할

목 으로 필지단 로 등록한 기록 내지 정보체계를 말하며, 지 은 토지에

한 과세ㆍ등기ㆍ평가ㆍ이용계획 등의 기 가 된다.1) 지 법은 토지에

련된 정보를 조사ㆍ측량하여 지 공부에 등록ㆍ 리하고, 등록된 정보의

1) 정 환/박노형, “지 측량의 담 행제도에 한 연구”, 한지 공사 연구과제,

한지 공사, 2000, 7ㆍ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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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에 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 인 토지 리와 소유권의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 으로 제정되었으며(법 제1조), 여기에서 “지 측량”이란 토

지를 지 공부에 등록하거나 지 공부에 등록된 경계 을 지상에 복원할

목 으로 소 청(시장ㆍ구청장ㆍ군수)이 직권 는 이해 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각 필지의 경계 는 좌표의 면 을 정하는 측량을 말한다(법 제2

조 제2호, 제32조 제1항).

나. 지 측량의 운 방식에 한 입법례2)

지 측량의 운 방식은 국가직 체제, 경쟁체제 이들의 혼합형태가

있을 수 있는데, 각 나라마다 한결같지는 아니하다.

(1) 유럽의 경우 랑스는 지 재조사ㆍ구획정리ㆍ경지정리 등 규모의

국가사업에 수반되는 측량은 국가직 으로, 분할측량ㆍ경계복원측량ㆍ 황

측량 등의 소규모 측량은 국가로부터 면허를 받은 개인측량사의 측량성과

를 국가가 검사하는 경쟁체제를 취하여 양자를 병행하고 있다. 이탈리아도

랑스와 유사한 제도이며, 독일의 경우는 바이에른(Bayern)주와 같이 모

든 측량을 공무원이 직 수행하는 외도 있으나 부분의 주는 공공측량

사 개인측량사 제도를 두어 체로 랑스와 유사한 형태로 운 하고

있다. 한편, 국토면 이 좁은 네덜란드는 지방지 청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

원 신분의 측량사가 직 측량을 실시하고 지 도면을 정리하는 업무를 담

당하고 있다.

(2) 국ㆍ미국ㆍ호주 등 미법계 국가에서는 륙법계 국가와는 달리

지 제도와 토지등기제도가 분화되지 않고 하나의 형태로 존재해 오고 있

는데, 토지를 등록하여 그 권리 계와 물리 황을 공시하게 되는 독특

한 토지등록제도인 Torrens System을 시행하는 결과 지 측량은 허가된

개인측량사가 토지소유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실시하는 경쟁체제이다(다만,

미국은 주에 따라 다른 제도도 있다).

(3) 일본은 지 공부와 등기부가 일체화되어 있고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지 측량 외에 국토조사법에 의한 지 측량이 별도로 존재하는데, 부동산

2) 정 환/박노형, 연구서, 101～121면; 류병찬, “한국과 외국의 지 제도에 한

비교연구”, 박사학 논문, 단국 학교 학원, 1999, 161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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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법에 의한 통상의 소규모 지 측량(토지가옥조사측량)은 토지가옥조사

사에 의한 경쟁체제로, 국토조사법에 기한 지 재조사를 한 지 측량(국

토조사측량)은 국가직 과 일반측량사에 의한 경쟁체제를 혼합한 형태로

운 하고 있다.

(4) 만의 경우는 지 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 신분의 측량기술자가 지

측량업무를 수행하므로 지 측량업무를 한 측량사 자격제도는 따로 마

련되어 있지 않다. 즉, 단일화된 국가기 에 의하여 모든 지 업무를 총

하는 국가직 체제이다.

다. 우리나라 지 측량 자격제도의 연 3)

(1) 우리나라는 근 지 측량을 시작한 한제국 시기는 물론 1910년

부터 1923년까지 일제에 의한 토지조사사업ㆍ임야조사사업의 시행에 있어

통일 이고도 획일 인 지 창설의 필요성 때문에 국가가 이를 직 운

ㆍ감독하는 ‘국가직 체제’를 시행하 다. 그 후 1937년까지는 국가직 체

제에 따른 산과 기술인력의 어려움 등으로 기업자측량제도 지정측량

자제도가 채택되었는데, 이는 각각 다수의 기업자와 지정측량기술자가 국

가의 지 측량업무를 행하 다는 에서 ‘경쟁체제’로 평가된다. 1938년

에는 종래의 기업자측량제도 지정측량자제도가 폐지되고 ‘재단법인 조

선지 회’가 설립되었다(동 회는 1945년 사실상 해산되었다가 1949년

‘재단법인 한지 회’로 재편ㆍ부활됨). 해방후 미군정청에 의한 지 측

량이나 1948. 8. 15. 한민국 정부수립후 지 측량업무는 일부 지정측량자

들이 활동하기는 하 으나 사실상 국가가 이를 직 하 다고 할 수 있다.

(2) 1950. 12. 1. 지 법(법률 제165호)과 1951. 4. 1. 지 법시행령( 통령

령 제497호)이 제정된 이래, 경계 지 은 토지소유자의 신고, 즉 그 신

고서에 첨부ㆍ제출된 측량도서에 의하되 토지소유자의 신고가 부 당하다

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부의 조사에 의하도록 규정되었다. 그리고 지 법에

의한 측량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으로는 토지소유자의 탁에 의한 제1단

계 지 측량(이하 “ 벌측량”이라 한다)은 사세청장의 자격인증을 받은 자

3) 정 환/박노형, 연구서, 88～100면; 류병찬, 게논문, 138～151면; 이범 , “한국

의 지 제도에 한 연구”, 박사학 논문, 단국 학교 학원, 1996, 92～96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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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그 벌측량의 정확도를 심사하기 한 토지의 검사 측량 등 제2단

계 지 측량(이하 “검사측량”이라 한다)은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각

하는 것으로 구분되었다(동법 제36조, 1961. 12. 7. 재무부령 제194호로 제

정된 지 측량사규정시행규칙 부칙 제2항).

(3) 1960. 12. 31. 제정된 지 측량사규정(국무원령 제176호)은 타인으로

부터 벌측량을 탁받아 이를 행하는 자인 代行測量士와 국가공무원으로

서 검사측량에 종사하는 자인 常置測量士는 모두 실무능력의 형에 합격

하여 지 측량사 자격을 취득하도록 규정하 고(동규정 제3조ㆍ제4조ㆍ제7

조), 지 측량사 자격은 그 후 1973. 12. 31. 국가기술자격법(법률 제2672호)

과 1974. 10. 16.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통령령 제7283호)의 제정으로 지

기술분야의 기술계 국가기술자격에 흡수되었다.

(4) 1975. 12. 31. 지 법(법률 제2801호)과 1976. 5. 7. 지 법시행령( 통

령령 제8110호)이 문개정되면서 벌측량 검사측량 등 일체의 지 측

량을 소 청의 행정사무로 규율하고 그 벌측량의 탁 행은 지 측량을

주된 목 으로 설립된 비 리법인에게만 허용함으로써 과거 개인 법인

업으로 이루어진 행측량사의 독립 인 지 측량이 지되었는바(동법

제28조 제2항), 지 법시행령(제61조)은 행자 요건으로 제1항에서 재

단법인일 것(제1호), 자산규모가 5억원 이상일 것(제2호), 300인 이상의 지

기술자를 고용할 것(제3호), 업무구역을 국으로 하고 서울특별시․부산

시 5개도 이상에 지부를, 시․군․구의 3분의 2 이상에 출장소를 두

고 있을 것(제4호)을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내무부장 이 지 측량 업무

를 행시킬 법인은 1개로 한다”는 규정을 두었다.

(5) 당시 지 측량사의 품 보 과 지 제도의 개선 운 을 조성하기

함을 목 으로 한 국 사업자단체 던 재단법인 한지 회는

1976. 11. 6. 내무부장 으로부터 지 측량 행법인으로 지정받은 다음

1977. 7. 1. 정 을 개정하여 재의 ‘재단법인 한지 공사’로 명칭을 변

경하 으며, 1999. 2. 26. 지 법시행령( 통령령 제16124호)이 개정되면서

행법인의 수를 1개로 한정하는 규정(동시행령 제67조 제2항)은 삭제되었

으나 지 까지 새로 행자로 지정된 비 리법인은 출 하지 않고 있다.

비교법 으로 우리나라의 행법과 같은 담 행체제를 택하고 있는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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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찾아보기 힘들다.

라. 지 측량과 측량법상 측량의 비교

(1) 측량법상의 측량이란, 지표면ㆍ지하ㆍ수 공간의 일정한 의

치를 측정하여 그 결과를 도면 수치로 표시하고 거리ㆍ높이ㆍ면

변 의 계산을 하거나 도면 수치로 표시된 치를 지에 재 하는 것

을 말하며, 지도의 제작, 연안해역의 측량과 측량용 사진의 촬 을 포함한

다(동법 제2조 제1항 제1호). 측량법상의 측량은 그 실시주체에 따라 건설

교통부장 의 명을 받아 국립지리원장이 실시하는 “기본측량”, 국가ㆍ지방

자체단체ㆍ정부투자기 이 실시하는 “공공측량”, 그 외의 자가 기본측량

는 공공측량의 측량성과 측량기록을 기 로 하여 실시하는 “일반측

량”으로 나 어지는데(동법 제2조 제2호ㆍ제3호, 제36조), 지 법에 의한

지 측량은 측량법상의 공공측량 일반측량에서 제외된다(동법시행령 제

2조 제2호). 한 지 측량의 경우에는 국가(소 청)가 검사하는 반면, 측

량법상의 측량에는 국가에 의한 검사제도가 없다.4)

(2) 한편, 지 측량과 측량법상 측량의 용역을 독립 으로 수행할 수 있

는 자격을 지 법과 측량법에서 각기 독자 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

법이 이 법률조항에 따라 지 측량을 주된 목 으로 하여 설립된 비 리법

인에게만 지 측량을 독립 으로 수행할 수 있는 문호를 개방하고 있는 반

면, 측량법상의 측량의 경우에는 측량업자의 개인 법인 업의 선택에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동법시행령 제18조 제1항, [별표2]). 그 결과

2000년말까지 지 기술자 자격을 취득한 14,445명 지 직 공무원은

2,581명, 재단법인 한지 공사 직원은 2,866명 등 합계 5,447명으로5) 총

취업률은 37.7% 상당에 지나지 않는 반면, 측량법상 측량업자의 경우 2001

년 7월 재 측량업자로 등록한 1,680여 업체 개인업체가 668개, 리법

인업체가 1,011개이며 비 리법인업체는 재단법인 한국철도기술공사 1개뿐

이다.6)

4) 정 환/박노형, 연구서, 75～78면 참조.

5) 행정자치부 한지 공사 자료.

6) 한측량 회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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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직업선택의 자유의 침해로 보는 입장

다수의견7)은 기본 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침익 규정이며, 직업선택

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가.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침해되는 기본권

“측량”에 한 정의규정은 측량법에만 존재한다.8) 지 법에 의한 지 측

량도 토지를 측량한다는 에서 측량법이 정의한 측량에 포함된다. 하지만

지 측량은 지 공부를 제로, 지 공부에 등재할 경계 는 좌표의 면

을 정한다는 그 목 에 있어서 여타의 측량과 구별되기 때문에, 측량법시

행령은 그 규율 상에서 지 법에 의한 지 측량을 원칙 으로 배제하고

있다.9) 따라서, 지 측량을 규율하는 지 법은 측량법에 한 특별법인 셈

이다.10) 측량법상 측량기술자가 아닌 자의 측량은 지되며 처벌규정도 있

다.11) 그리고, 청구인과 같이 지 기술자의 자격을 취득하 다 할지라도 측

량법상 측량기술자가 될 수는 없다.12) 따라서, 청구인과 같은 지 기술자가

지 공부의 등재를 하여 토지를 측량한 경우라도 그 측량이 지 법에 의

한 지 측량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측량법의 규율을 받고 결국 처벌의

상이 된다.

한편, 구법 제25조 제1항은 지 측량을 소 청의 사무 즉 행정사무로 정

7) 재 윤 철ㆍ김 일ㆍ권성ㆍ송인 ㆍ주선회의 의견

8) 측량법 제2조 제1호.

9) 측량법시행령 제2조 제2호. 다만, 일정한 경우 측량법령에 의한 측지측량ㆍ공공

측량ㆍ일반측량업자도 지 법에 의한 지 측량을 할 수 있다. 이처럼 지 법에 의

한 지 측량이 측량법의 공공측량 일반측량에서 명시 으로 배제된 것은,

1975. 12. 31. 법률 제2801호에 의한 문개정으로 지 법에 이 사건 법률조항과

같은 내용인 제28조 제2항(이하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함은 구법 제28조 제

2항을 의미한다)이 신설된 후 한참이 지난, 1988. 1. 4. 통령령 제12376호에 의하

여 문개정된 측량법시행령이 그 시작이다.

10) 재의 지 법에 의한 지 측량은 측량법령에 의한 기본측량을 기 으로 하지

않으며, 지 측량 기 지 삼각 의 측량성과를 도지사가 건설교통부장 에

게 통보할 따름으로 측량법에 한 그 종속성이 완화되어 있는바, 이러한 지 측

량의 상당한 독자성의 획득은 그 고유한 업무독 기술자격의 확립과 병행된 것

이다.

11) 측량법 제65조 제7호, 제50조.

12) 측량법 제2조 제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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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구법 제28조 제2항을 의미함. 이하 같다)은 청구

인과 같이 지 기술자 자격을 취득한 자에 하여 오로지 그 “ 행”에 의

하여만 이 지 측량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다.13) 따라서 청구인과

같이 구법 제28조 제1항에 의하여 지 측량 업무를 독 하는 지 기술자

자격을 취득하 다 할지라도,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규정한 “ 행”요건을 갖

추지 못하는 이상 측량법의 용을 피할 수 없으므로 일체의 토지측량이

지되는 결과에 이른다.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규정한 그 행요건은,

청구인과 같이 지 법에 의한 지 측량을 독립 인 직업으로 하려는14) 지

기술자에 한 계에서 그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나. 객 사유에 의한 제한

구법 제28조 제1항은 지 측량의 업무를 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지 기술자의 자격을 취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이 사건 법률조항

은, 청구인과 같이 지 기술자 자격을 취득한 개인에 의하여 좌우될 수 없

는 비 리법인의 설립을 요구하고 있다. 통상 구법 제28조 제1항과 같은

제한의 유형은 ‘주 사유’에 의한 제한이라고 하며, 이 사건 법률조항과

같은 제한의 유형은 ‘객 사유’에 의한 제한이라고 한다. 이러한 분류는

독일 연방헌법재 소가 이른바 단계이론을 처음으로 개한 “약국 결”15)

에서 시작된 것이다.16) 우리 헌법재 소가 수용한 이 단계이론의 요체는,

13) 1975. 12. 31. 법률 제2801호에 의하여 문개정된 지 법 이 에는 그 “지 법

에 의한 측량” 일체를 행정사무로 규율하지는 않았다. 문개정 이후 지 법에 의

한 지 측량 소 청의 검사측량에 한하지 않고 그 일체를 행정사무로 규율한

것은 입법례상 유례가 없으며, 특히 구법 제38조 제2항의 정정신청과는 모순이 발

생하고, 구법 제17조 제1항에 의하여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한 분할신청을 하자면 토지소유자가 求積과 그 방법을 특정하기 한 측량성과

를 첨부하여 신청을 한다는 것이 제되어야 한다는 면에서도 부당하다.

14) 구법시행령 제67조 제1항 제3호는 300인 이상의 지 기술자를 고용할 것을 요건

으로 하고 있는바, 지 기술자가 재단법인 한지 공사에 고용되거나 소 청의

지 직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등 그 종속 인 직업의 성립 여하는 이 사건의 쟁

이 아니므로 이를 고려하지 않는다. 독일 연방헌법재 소의 “약국 결”도 고용 약

사를 그만두고 새로이 자신의 약국을 개설하려는 청구인의 독립 인 직업선택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단하 다.

15) 1958. 6. 11. BVerfGE 7, 377.

16) 민법 제32조에 의한 비 리법인의 설립허가는 행정소송의 상으로도 되지 않는

주무 청의 자유재량에 맡겨져 있기에( 법원 1979. 12. 6. 선고 79 248 결,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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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자가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율을 함에 있어서 그때 그때 직업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가장 최소한으로 침해하게 될 “단계”로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의 합헌 수단에 의하여 효과 으로 제지

될 수 없는 험의 존재가 높은 개연성을 가지고서 설명될 수 있는 경우에

만 비로소 다음 “단계”의 제한이 취해질 수 있다.

독일 연방헌법재 소의 “약국 결”에 의하면, 이러한 단계는 직업수

행의 자유에 한 제한이라는 제1단계, 주 사유에 의한 직업선택의 자

유에 한 제한이라는 제2단계,17) 객 사유에 의한 직업선택의 자유에

한 제한이라는 제3단계로 분류될 수 있다. 제1단계, 즉 직업수행의 자유

에 한 제한은 합리 인 공공복지의 고려에 의하여 그 제한이 합목 으

로 볼 수 있으면 허용된다. 기본권주체는 이미 직업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

제한은 이미 직업을 가지고 있는 기본권주체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 아

니기 때문이다. 단지 지나치게 부담이 되고 한 기 가능성이 없어 그 자

체로 헌인 법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만이 지된다. 반면 그 이후의 제

한, 즉 직업선택의 자유에 한 제한은 일단 개인의 자유보다 우선하는 공

익이 보호되어야 할 것이 요구된다.

이 에서 제2단계, 즉 주 사유에 의한 직업선택의 자유에 한 제

한은 특정한 자질을 갖춘 직업희망자에게만 직업종사를 허용하는 것으로

그 성질 자체에서 통상 정당화된다. 이는 직업교육의 법 질서 일부분

으로서 가능한 해악과 험을 방지하기 한 한 수단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직업활동의 법한 이행이라고 하는 그 추구된 목 에 하여 비

례 계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의미에서 비례의 원칙이 용된다. 하지만

제3단계, 즉 객 사유에 의한 제한은 직업의 자유에 한 가장 높은 단

627, 12553), 독자 으로 그 헌의 시비가 있다. 아무튼, 기본권주체가 그 충족에

아무런 향도 미칠 수 없는 제조건에 의한 허가 여부의 재량이 인정되는 한,

행정소송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객 사유에 의한 제한이 된다. 독일 연방헌법재

소는 “약국 결”에서 거리제한 등의 사정을 감안하여 공공의 이익에 합치되는

지 여하라는 사유에 의한 약국개설 허가조항은 행정청의 결정에 의한 특허의 부

여와 다름없이 객 사유에 의하여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보았다.

17) 우리 헌법재 소가 주 사유에 의한 제한을 처음으로 언 한 헌재 1995. 6. 29.

선고 90헌바43 헌법소원( 례집 7-1, 854) 사건에서는 “주 요건에 의한 직업선

택의 자유의 제한”은 기본권주체의 능력과 자질에 의한 제한이라고 정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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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의 제한이기 때문에, 엄격한 요건을 갖춘 외 인 경우에만 허용될 수

있다. 즉, 매우 요한 법익에 한 명백하거나 존하는 한 험의 방

지를 해 필요한 경우에만 헌법 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제한

은 기본권주체의 개인 인 능력 내지 자격과는 하등의 계가 없고 기본권

주체가 그 충족에 아무런 향도 미칠 수 없는 제조건에 의한 제한이므

로, 원칙 으로 개인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기본권의 의미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약국 결”에 의하면 제3단계, 즉 객 사유에 의한 제한이

제2단계 즉 주 사유에 의한 제한과 경합될 경우, 특히 제2단계의 주

사유를 충족한 자에 한 계에서 사 교육과 직업훈련이 장기 이었

고 문 으로 특수할수록 그 직업교육의 선택과 동시에 이러한 구체 인

직업이 선택되었다는 것이 명백할수록 하고 심각한 것이 된다고 한다.

단계이론의 당연한 귀결로서 이 경우 제3단계, 즉 객 사유에 의한 제

한이 정당화되려면 이보다 앞선 제2단계 즉 합헌 인 주 사유에 의한

제한에 의하여도 방지할 수 없는 명백하고 존하는 한 험까지 존재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할 것이다.18)

다. 제한의 불합리성

이 사건 법률조항은 지 측량을 주된 업무로 하는 비 리법인의 설립을

요구하고 있다. 지 법상 지 측량의 행은 리활동으로 수행되는 비

리활동으로 수행되든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측량수수료를 수입한다는 면

에서 하등 다를 바가 없다(구법 제43조 제1항 단서 참조). 다시 말하자면,

측량수수료에 의하여 얻은 수익을 구성원인 지 기술자에게 분배하든 말든

측량업무의 수행과는 직 인 련이 없다.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지 측량을 주된 업무로 하여 비 리법인을 설립한다 할지라도, 그 주된

업무인 지 측량은 비 리법인이 그 측량수수료로 얻은 수익을 분배하지

않고 사용하여야 할 비 리 목 사업이 될 수 없다.19) 비 리 목 사업의

18) 독일 연방헌법재 소는 국민건강의 증진 등 공공의 이익을 장려한다고 하는 목

에 의하여도 곧 이러한 객 사유에 의한 제한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단

하 고, 행정감독에 의한 험방지의 가능성까지 그 헌논증의 근거로 삼았다.

19) 실제 행정사무의 민간수탁자격을 비 리법인에 한정한 법령으로는, 모자보건법

그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그 시행령, 진흥법 그 시행령, 소기업근



178 헌법재 소결정해설집 2002

실체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곧 그와 같은 비 리법인을 설립하도

록 직업의 자유를 제한할 합리 인 이유가 없다는 뜻이 된다.

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설립된 비 리법인이 지 측량을 행

하기 하여는 구법 제28조 제3항의 임에 의하여 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요건을 구비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수지를 맞춘다

는 의미에서의 리활동 즉 기업성이 요구되고 있다.

라. 기본권의 과잉제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 은 행정자치부장 의 의견과 같이 행업

무의 공익성ㆍ신뢰성ㆍ계속성ㆍ책임성을 담보함으로써 종국 으로 그 측량

성과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제한은 과잉제한에 해당한다.

측량법상 기본측량이나 공공측량 등은 그 공익성ㆍ신뢰성ㆍ계속성ㆍ책

임성을 담보함으로써 그 측량성과의 정확성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성이 지

법에 의한 지 측량보다 결코 못하지 않음에도, 그 용역을 도 받는 측

지측량ㆍ공공측량ㆍ일반측량업자의 경우 그 인 구성이나 기술능력 장

비기 등의 요건만이 그 등록기 으로 요구되며,20) 개인과 법인인지 여하

는 가리지 않는다. 이 측지측량ㆍ공공측량ㆍ일반측량업자는 외 으로 지

법에 의한 지 측량 업무도 수행할 수 있다.

반면, 이 사건 법률조항의 비 리법인이라는 요건은 측량법령상의 등록

기 과 비하여 그 행업무의 공익성ㆍ신뢰성ㆍ계속성ㆍ책임성을 담보함

으로써 그 측량성과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한 요건으로 견 만한 어떠한

로자복지진흥법, 문화재보호법, 청소년기본법 그 시행령 등이 보인다. 하지만,

이는 모두 그 탁사무의 성질 자체에서부터 당해 활동에 한 법인이라면, 민법

제32조가 시하는 학술ㆍ종교ㆍ자선ㆍ기 ㆍ사교 등을 목 으로 하는 비 리법

인을 설립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이다. 따라서, 구태여 법령에서 민간수탁자격을

제한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민간 탁 상기 을 법인으로 선정하고자 한다면 비

리법인이 아닌 경우 그 선정이 불가능하다. 이처럼 비 리법인으로만 민간수탁

자격을 제한한 경우 비 리활동을 하는 단체나 개인에 한 계에서 그 직업“수

행”의 자유에 한 제한 내지 평등권의 반이라는 문제를 남길 뿐이며, 달리 이

사건과 같이 민간수탁자격의 제한규정 그 자체가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

는 문제가 발생하는 를 상정하기는 어렵다.

20) 측량법 제39조 제1항, 측량법시행령 제15조, 제16조, 제17조, [별표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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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도 가지고 있지 않다. 구법 제28조 제3항에서 통령령에 임하고 있

는 그 시설기 ㆍ자산ㆍ감독 등에 한 사항을 덧붙인다 할지라도,21) 비

리법인이라는 요건이 입법목 의 달성에 필요하고 한 수단인지부터 의

심스럽다.

한편, 측량법에 의한 측량에는 허 측량에 한 제재규정이 있는 반

면,22) 지 법에 의한 지 측량은 아 그 제재규정이 없다. 왜냐하면 지

법에 의한 지 측량은 설혹 그 행측량이 부실할지라도 동등한 지 기술

자 자격을 취득한 지 직 공무원의 지측량에 의한 엄정한 검사측량이 뒤

따르기 때문이다.23) 지 측량이 측량법에 의한 여타의 측량과 구별되는 가

장 큰 특징은 벌측량을 하는 과거의 代行측량사 재의 행자, 그리

고 그 측량성과를 검사하는 공무원으로서 과거의 常置측량사 재의 지

직 공무원이 서로 동일한 자격을 취득함으로써,24) 벌측량과 검사측량

이라고 하는 2원 지 측량 구조에서, 地籍國定主義를 철하기 하여

그 공무원에게 인정되는 실질심사권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있다는 것이

다.25)

이와 같이 지 직 공무원의 엄정한 검사측량이 뒤따른다는 사정만으로

도 지 법에 의한 지 측량은 측량법에 의한 측량과 비교할 때 그보다 규

제의 강도를 높일 필요성이 부정된다고 아니할 수 없다. 즉, 측량법에 의한

규율보다 과도한 제한을 하지 않으면 곧 그 행업무의 공익성ㆍ신뢰성ㆍ

계속성ㆍ책임성, 나아가 그 측량성과의 정확성까지 훼손된다고는 볼 수 없

는 것이다. 실제 구법시행규칙 제33조는 행자가 지 측량을 한 때에는

지 공부의 정리를 요하지 아니하는 세부측량이 아닌 한 측량부ㆍ측량결과

도ㆍ면 측정부 등 측량성과에 한 자료를 소 청에 제출하여 그 성과의

21) 기본권 제한규정이 과잉제한에 해당하는지 여하를 단함에 있어, 그 제한의 강

도를 하 규범에서 완화할 수 있는 가능성의 존재를 따로 고려할 수는 없다 할

것인바, 지 법시행령은 오히려 그 제한의 강도를 강화하고 있다.

22) 측량법 제64조 제4호.

23) 이러한 지측량에 의한 검사측량은 가 측량자가 한 측량방법과 다른 방법

으로 하여야 한다(구법시행규칙 제33조 제4항, 지 사무처리규정 제64조 제2항).

한편, 구법시행규칙 제34조는 검사측량의 엄정한 기 을 규정하고 있다.

24) 과거의 행측량사는 검사측량까지 행할 수 있었다.

25) 우리나라의 지 리는 직권등록주의, 지 국정주의, 실질심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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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성에 한 검사를 받아야 하며, 소 청의 검사․확인을 받지 아니한

측량성과를 신청인에게 교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 지측량에

의한 검사측량을 수행하는 지 직 공무원과 동일한 자격을 취득하기 때문

에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동일한 자격 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동법

제9조, 제11조, 제12조, 제18조), 구법 제28조 제3항에 의하여도 그 직무범

ㆍ복무ㆍ징계 등에서 동일한 규정의 용을 받는다. 구법 제28조 제3항

의 임에 의하여 구법시행령 제70조는 행업무의 처리에 한 사항,

산 결산에 한 사항, 지 기술자 지 기능자의 인사 보수 등에

한 사항, 기타 정 에서 정한 사항 등의 감독을 정하고 있으며, 나아가

지 사무처리규정은 시ㆍ도지사 소 청의 감독업무 범 와 한계, 감사

등에 하여 한층 구체 이고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동 규정 제70조,

제71조).26)

이와 같은 지 공무원의 엄정한 검사측량, 자격에 한 엄격한 법정 리,

구체 이고 상세한 행정감독규정 등으로도 부족하다면, 측량법을 감안하여

지 공무원에 하는 결격사유를 설정하든지,27) 일정등 이상 기술자의

장배치 리규정을 덧붙이거나,28) 허 측량에 한 제재와 아울러 측

량도서를 실명화하는 방안 등을 강구할 수도 있을 것이다.29)

결국 이와 같이 침해의 정도가 더 완화된 수단을 사용하지 않은 채 오로

지 비 리법인을 설립하여서만 지 법에 의한 지 측량을 행하도록 강제

할 만큼 그 실한 필요성을 달리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

은 기본권제한입법에 한 헌법 한계인 과잉 지원칙에 반된다.

4. 평등권침해로 보는 입장

이는 다수의견의 결론에는 찬성하면서도 이 사건 법률조항은 수혜 규

26) 이와 같은 그 감독규정은 행정자치부 경찰청소 비 리법인의설립 감독에 한

규칙보다도 한층 구체 이고 상세한 것이다.

27) 측량법 제40조 참조. 한편, 1999. 1. 5. 통령령 제16124호로 일부개정되면서 삭

제되기 이 의 지 법시행령 제64조는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지 측량 업

무에 종사하는 것을 지하 다.

28) 측량법 제42조, 측량법시행령 제22조 참조.

29) 측량법 제64조 제4호, 측량법시행령 제26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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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고, 따라서 평등권의 침해가 문제된다고 보는 의견30)이다.

가. 침해되는 기본권

이 사건 법률조항은 “행정자치부장 은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

측량 업무의 일부를 지 측량을 주된 업무로 하여 설립된 비 리법인에

게 행시킬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지 측량을 주된 목 으로 하여 설

립된 비 리법인에게만 지 측량(구체 으로는 벌측량)의 행을 허용하

고 있다. 그러므로 지 측량의 행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계 지

측량 자격자(지 기술자) 비 리법인, 실 으로는 재단법인 한지

공사에 소속된 자만이 할 수 있고 같은 지 기술자라 하더라도 청구인을

포함한 그 이외의 자들은 지 측량의 행업무를 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사정은 한지 공사 지 직 공무원직을 사직한 자들도 마찬가지이

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지 측량의 행을 직업으로 선택하도록

기회를 부여함에 있어 실질 으로 지 기술자 한지 공사에 소속된

자와 청구인과 같이 그 지 아니한 자를 차별하고 있으므로 평등권의 침해

여부가 문제된다.

나. 심사척도

평등 반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엄격한 심사척도에 의할 것인지, 통상의

자의 지원칙에 의할 것인지는 입법자에게 인정되는 입법형성권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인바, 헌법재 소는 엄격한 심사척도에 의하여야 할

경우로서, 첫째 헌법이 차별의 근거로 삼아서는 아니되는 기 는 차별

을 지하고 있는 역을 제시하고 있음에도 그러한 기 을 근거로 한 차

별이나 그러한 역에서의 차별의 경우, 둘째 차별 취 으로 인하여

련 기본권에 한 한 제한을 래하게 되는 경우를 들고 있다(헌재

1999. 12. 23. 98헌마363, 례집 11-2, 770, 787). 직업선택의 자유는 삶의

보람이요 생활의 터 인 직업을 개인의 창의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선택

함으로써 자유로운 인격의 발 에 이바지하게 하는 한편 자유주의 경

30) 재 김경일의 별개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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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ㆍ사회질서의 요소가 되는 기본 인권이라 할 수 있는바(헌재 1989. 11.

20. 89헌가102, 례집 1, 329, 336), 이 사건 법률조항은 결과 으로 “직업

선택의 자유”라는 요한 기본권에 한 차별을 래하는 것이므로 엄격한

심사척도가 용되는 경우라고 할 것이다. 엄격한 심사를 한다는 것은 자

의 지원칙에 따른 심사, 즉 합리 이유의 유무를 심사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비례성원칙에 따른 심사, 즉 차별취 의 목 과 수단간에 엄격한

비례 계가 성립하는지를 기 으로 한 심사를 행함을 의미한다.

다. 비례의 원칙의 반 여부

평등의 원칙은 입법자에게 본질 으로 같은 것을 다르게, 본질 으로 다

른 것을 같게 취 하는 것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비교의 상을 이루는

두 개의 사실 계 사이에 서로 상이한 취 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차

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두 사실 계를 서로 다르게 취 한다면, 입법자는

이로써 평등권을 침해하게 된다. 그런데 서로 비교될 수 있는 사실 계가

모든 에서 완 히 동일한 것이 아니라 단지 일정 요소에 있어서만 동

일한 경우에, 비교되는 두 사실 계를 법 으로 동일한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것으로 볼 것인지를 단하기 하여는 어떠한 요소가 결정

인 기 이 되는가가 문제된다. 두 개의 사실 계가 본질 으로 동일한가의

단은 일반 으로 당해 법률조항의 의미와 목 에 달려 있다(헌재 1996.

12. 26. 96헌가18, 례집 8-2, 680, 701; 헌재 2001. 11. 29. 99헌마494, 례

집 13-2, 714, 727).

(1)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이른바 담 행체제는 벌측량에 있어서 측

량성과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한 것인바, 벌측량에 의한 측량도서는 토

지소유자의 신청서류에 첨부ㆍ제출되며 그 측량성과가 지 직 공무원의 검

사측량을 통하여 토지소유권을 제 로 행사하기 한 제요건으로서 실체

상의 권리 계에 한 련이 있는 지 공부의 등록사항이 된다는 에

비추어(헌재 1999. 6. 24. 97헌마315, 례집 11-1, 802, 820; 헌재 2001. 1.

18. 99헌마703, 례집 13-1, 139, 144), 통일 이고 획일 인 지 측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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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지 제도의 공공성과 토지 련 법률 계의 법 안정성을 보장하고 수

수료의 안정화, 신속한 민원처리 등을 통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

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 은 정당하다고 볼 수 있다.

(2) 입법목 과 차별수단간의 비례 여부

재단법인 한지 공사는 1976. 11. 6. 그 신인 재단법인 한지 회

가 내무부장 으로부터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행자로 지정받은 이래

25년 이상 지 측량의 행업무를 수행해 왔고, 지 계 기술자를 포함한

4,000여명의 문인력과 고가의 측량장비, 국 인 조직망, 문연구기

을 보유하고 있는 에 비추어 볼 때31) 한지 공사에 의한 벌측량의

담 행체제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추구하는 입법목 에 어느 정도 기여

한다는 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차

별취 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입법목 의 비 에 비하여 차별로 인한 기본

권제한의 정도가 매우 하므로 차별취 의 비례성을 상실하고 있다.

(가) 청구인이 취득한 지 기사 자격은 동종의 기술사를 제외한 가장 높

은 등 의 자격이며, 지 기술자의 자격을 취득하기 하여는 장기간에 걸

친 사 교육과 직업훈련을 이수하거나 실무경험을 쌓아 국가기술자격검정

에 합격할 수 있을 만큼 높은 수 의 문성을 획득하지 않으면 아니 된

다.32) 이와 같이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지 기술자가 되려면 엄격한 자격

요건과 검정이 요구되고 이러한 지 기술자인 한 그가 가진 기능이나 기술

은 한지 공사에 취업하고 있는지 여부와는 직 인 상 계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과 같은 지 기술자가 한지 공사에 소속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사정은 이들이 지 측량의 행업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다르게 취 되어야 할 본질 인 성격이라고 할 수 없다.

정부는 이러한 차별의 이유로서 지 측량의 행은 행정사무의 민간

탁이고, 그 행업체는 지 민원을 담당하는 행정기 으로서 지 를 가지

므로, 행업무의 공익성ㆍ신뢰성ㆍ계속성ㆍ책임성이 담보되어야 하는바,

31) 정 환/박노형, 연구서, 190면 참조.

32) 국가기술자격법 제3조, 제6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11조 [별표 4], 제15조 [별표

7의2], 제16조, 동법시행규칙 제5조 [별표 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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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까지 한지 공사만이 행자로 지정된 것은, 한지 공사가 수수료

수입에만 의존하면서도 이러한 행업무의 공익성ㆍ신뢰성ㆍ계속성ㆍ책임

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자산규모를 갖추고 국 인 업무구역을 장하고 있

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33) 그러나 한지 공사는 “공사”라는 명칭에도

불구하고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이고 민법 제32조에 의한 비

리법인의 설립허가는 주무 청의 정책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법원 1996.

9. 10. 선고 95 18437 결, 공1996하, 3041; 법원 2001. 1. 5. 선고 99두

2864 결34) 등 참조),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지 기술자”라는 요건을 충

족한 자로 하여 이에 더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 구법시행령 제67조 소

정의 행자 요건을 요구한 것은, 결국 재단법인 한지 공사만이 사실상

이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여 그에게 지 측량 행업무의 독 을 보장하

기 함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런데 지 측량의 행을 반드시 한지 공사만이 해야 할 필요성은

그다지 실하지 않다. 이는 행자가 한 지 측량이라 하더라도 지 직

공무원이 다시 검사를 함으로써 그 공익성ㆍ신뢰성ㆍ계속성ㆍ책임성을 담

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동일한 자격을 취득한 지 기술자가 수행하

는 이상, 벌측량에 의한 측량성과의 정확도 확보에 별다른 지장이 있다

고 할 수 없으며, 가사 그 정확도가 다소 미흡하다 할지라도 다시 지

직 공무원의 지측량에 의한 엄정한 검사측량이 뒤따르기 때문에 지 공

부의 부실로까지 이어질 개연성은 희박하다. 따라서 법은 지 기술자가 아

닌 자의 지 측량만을 엄벌할 뿐(구법 제47조), 측량법과 같은 허 측량에

한 제재규정을 두지 않고 있고, 이에 더하여 구법 제28조 제3항 구법

시행령 제70조, 구법시행규칙 제23조 제4항, 제33조, 지 사무처리규정 제

37조 제1항, 제62조 제2항ㆍ제3항, 제66조, 제70조 등은 벌측량 행업무

의 반에 걸쳐 구체 이고 상세한 행정감독 규정을 두고 있다.

뿐만 아니라 1995. 8. 4. 제정된 정보화 진기본법(법률 제4969호)에 따

른 ‘정보화 진기본계획’의 일환으로 건설교통부가 주 하여 추진해 온 국

가지리정보체계(NGIS: National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사업의

33) 2000. 4. 12. 수된 행정자치부장 의견서 참조.

34) 공보불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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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단계 사업이 2000년말에 종료되었는데 그 때 ‘지리정보분과’ 사업으로

“지형도 수치지도”가 제작ㆍ완료되어 2001년부터는 수정 갱신작업이 진

행되고 있으며(국립지리원 자료), 국가지리정보체계사업은 2001년부터 제2

단계 사업에 들어갔는바,35) 국가지리정보체계사업추진 원회에 참여하여

‘토지정보분과’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자치부 한지 공사는 지 측량의

기본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면에 있는 경계를 수치화하여 데이터베이

스(DB)로 구축하는 사업인 “지 도면 산화” 작업을 1999년부터 추진하

여 2003년말까지 완료할 정이라 하므로( 한지 공사 자료), 이와 같은

지형도 수치지도 산화와 지 도면 산화가 모두 완료되면 한층 정 하

고 통일 인 측량성과가 가능해지리라고 망된다.

그럼에도 입법자가 그 측량성과의 정확성 확보에 미흡하다는 단을 한

다면 지 측량을 행하는 자에게 지 직 공무원에 하는 결격사유를 설

정하든지, 측량법을 감안하여 일정 등 이상 기술자의 장배치 내지

리규정을 덧붙이거나, 허 측량에 한 제재와 아울러 측량도서를 실명화

하는 방안 등을 강구할 수도 있고, 기 측량 공공측량의 용역을 도 받

는 측량업자와 마찬가지로 그 인 구성이나 기술능력 장비기 등의

등록요건을 요구할 수도 있다. 즉, 컨 한지 공사와 같은 법인의 형

태와 개인인 지 기술자의 업무 역을 나 다거나 같은 법인형태라도 자본

규모나 소속 지 기술자의 수에 따라, 그리고 개인의 지 기술자의 경우는

그 자격의 차이(기술사인지, 기사인지, 산업기사인지 등)에 따라 업무 역

을 나 는 방법이 가능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비례성원칙 기본권

침해의 최소성(최소차별성)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나) 나아가, 와 같이 그 응시자격에서부터 장기간의 사 교육과 직업

훈련 내지 실무경험이 요구되는 지 기술자의 자격을 취득한 자에게,

다시 지 측량을 주된 목 으로 하는 비 리법인을 설립하도록 는 그 비

리법인에 취업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게 하고 심각한 제한이라

고 아니할 수 없다. 지 법이 측량에 한 정의규정을 따로 두지 않았기

때문에, 지 기술자로서는 소 청의 지 측량을 행하지 않는 이상, 국가

35) 2000. 1. 21. 법률 제6201호로 제정된 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 활용등에 한법

률 제5조, 부칙 제2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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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방자치단체ㆍ정부투자기 그리고 토지소유자 등으로부터 탁을 받

아 측량업무에 종사할 경우 측량법에 의한 처벌을 받고,36) 지 기술자는

측량법상 측량기술자가 아니므로 측량업자로 등록할 수도 없다. 한편, 지

기술자 기술사는 기술사사무소를 등록ㆍ개설하여, 과학기술에 한

문 응용능력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하여 계획ㆍ연구ㆍ설계ㆍ분석ㆍ조

사ㆍ시험ㆍ시공ㆍ감리ㆍ평가ㆍ진단ㆍ사업 리ㆍ기술 단ㆍ기술 재 는

이에 한 기술자문과 기술지도를 업으로 할 수 있다.37) 그러나 이는 지

측량의 수행과는 무 하고, 한 기술사가 아닌 지 기술자 즉 청구인과

같은 기사 내지 산업기사에게는 그와 같은 활로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반하여 국가로부터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의 양면으로

그 문성을 검정받아 지 기술자의 자격을 취득한 자가 수행한 벌측량

에서, 오로지 비 리법인을 설립하지 못하 거나 비 리법인에 취업하지

않았다는 사정 그 자체만으로, 측량성과의 정확도를 확보하는 데 지장이

래될 개연성은 희박하다. 왜냐하면 다소 그 정확도가 미흡하게 될지라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행법상 벌측량과 검사측량이 결합된 2원 측량

구조로 인하여 지 공부에 벌측량의 성과가 반 되기에 앞서 지 직 공

무원의 엄정한 검사측량에 의하여 보완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비 리법인의 설립요건으로 달성될 수

있는 공익과 침해되는 지 기술자의 사익을 서로 비교형량한다면, 자의

공익은 그 긴 성이 하지 않은 반면, 후자의 사익은 이 사건 법률조항

이 신설되기 이 과 비추어 볼 때 결과 으로 지 측량의 행을 업무로

하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하게 제한받고 있다는 에서 그 불이익의 차

이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므로, 법익의 균형도 상실하고 있다.

5. 직업선택의 자유도 평등권도 침해되지 않았다고 보는 입장

재 3인의 소수의견38)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합

헌이라고 보고 있다.

36) 측량법 제65조 제7호, 제50조 참조.

37) 기술사법 제6조, 제3조 참조.

38) 재 한 ㆍ하경철ㆍ김효종의 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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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가기능의 수행은 “독립 직업”의 내용이 될 수 없다.

행정에 의해 독 됨으로써 어떤 활동의 수행이 국가에 유보되고 있는 경

우에도 국민은 그것을 독립 직업의 내용으로 삼을 수 없다.39)

이 사건과 련해서 를 들면 ‘유상으로 측량을 하는 일’은 독립 직업

의 내용이 될 수 있으나( 컨 측량법상의 일반측량), 측량 에서도 국가

사무에 편입되어 있는 ‘지 측량’은 독립 직업의 내용이 될 수 없다.40)

즉 기술 으로 “측량”에 속하는 일 가운데서도 지 의 공 인 리에 수반

되는 업무로서의 ‘지 측량’은 독립 직업의 내용이 될 수 없는 것이

다. 한편, 와 같이 입법자가 지 측량을 공무로 규정하 을 뿐만 아니

라,41) 지 리사무의 공공성에 비추어 지 측량업무의 본질이 공무성을

띤다고 할 수 있다.42) 독일헌방헌법재 소의 “측량사 결”43)도 지 측량업

무가 개인의 법률상 거래나 사회의 법 평화, 개인 국가의 계획의 기

가 되는 것이라 하여 공무성을 정하 다.

나. 공직에서의 국가기능의 수행은 “종속 직업”의 내용이 된다.

이 때는 공무담임권도 련을 맺게 되는데, 이와 같이 공무담임권과 직

39) B. Pieroth / B. Schlink, Grundrechte, Staatsrecht Ⅱ (1999) 丁泰鎬(옮김), 기본

권개론-헌법 II (제15 ), 헌법재 소, 2000, 271～272면.

40) 구법 제25조 제1항은 “지 측량은 토지를 지 공부에 등록하거나 지 공부에 등

록된 경계를 지표상에 복원할 목 으로 소 청이 직권 는 이해 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각 필지의 경계 는 좌표의 면 을 정하는 측량을 말한다”고 규정함으로

써 지 측량을 지 공부의 유지, 사용에 수반되는 행정사무로 보고 있다.

41) 구법 제25조 제1항 참조.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도 이를 제하고 있다.

42) 지 법의 지 측량을 벌측량과 검사측량으로 분리하여 후자만 공무성을 가진

다고 볼 필요는 없다. 후자의 경우 고권 인 성격이 더 강하고 공무성도 더 강하

기는 하나 자 역시 지 리에 부수되는 사무로 볼 수 있다. 가령 경계오류의

정정을 고려하기 해 벌측량만 실시하 으나 오류가 없어서 정정신청을 않기

로 하는 경우를 상정해 보아도 이 때의 측량이 지 의 정연한 리에 수반하는

공공성을 띤 사무로서의 성격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반면, 오류가 발견되는 경우

에는 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정정하여야 한다. 결과 으로, 오류가 발견되었는

지 여부나 신청이 있는지 여부는 별로 요하지 않다. 한, 공무성은 반드시 문

제의 행 나 그 성과물이 공신력ㆍ기속력ㆍ기 력이나 처분성을 가져야만 하는

것도 아니다. 행정부에서 수행되는 많은 공무행 가 그러하다. 그리고, 지 공부와

무 하게 개인 고려를 해 측량을 해 보고 싶다면 측량법에 의한 일반측량이

가능할 것이다.

43) 1986. 7. 1. BVerfGE 73,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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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의 자유가 경합될 때는 공무담임권의 문제로만 보아야 한다는 견해도 있

다.44) 이러한 공직에 직업의 자유가 용된다고 보더라도 내용상 공무담임

권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없다고 볼 수 있으므로,45) 직업의 자유를 용

하든 공무담임권을 용하든 결과 으로 보호내용과 정도에 있어서는 별

차이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헌법에는 공무담임권 조항이 따로 있으

므로, 어도 순수한 공직의 경우 그 진출과 련해서 기본권 침해가 문제

되면 공무담임권만 다루는 것이 간명하다는 장 이 있다고 단된다.

기본권으로서의 공무담임권 조항을 가지지 않은 독일의 다수설 례

는 공직에도 원칙 으로 직업의 자유에 한 기본법 제12조 제1항46)이 여

히 용된다고 본다. 다만, 독일의 례는 이 역에 있어서는 직업공무

원제에 한 제33조47)가 직업의 자유에 한 제12조 제1항을 체 으로

배척하지는 않지만 ‘특별한 규율’을 할 수 있으며 국가의 조직권 때문에 직

업의 자유의 보호 역이 ‘공직에의 균등한 근권’으로 축소된다고 한다.

즉 평등한 근의 문제만 남게 된다는 것이다.48) 공무원직 자체는 아니지

44) 방승주, “직업선택의 자유”, 헌법논총 9집, 헌법재 소, 1998, 211ㆍ226면; 독일의

일부 학설( 방승주 논문 참조). 우리 헌법재 소의 례 에는 공직진출에

한 사건에서 제 군인가산 사건(헌재 1999. 12. 23. 98헌바33, 례집 11-2, 732;

헌재 1999. 12. 23. 98헌마363, 례집 11-2, 770)과 같이 공무담임권만 다룬 것이

있는가 하면, 직업의 자유만 다루거나 직업의 자유와 공무담임권을 함께 다룬

들(헌재 1997. 3. 27. 96헌마86, 례집 9-1, 325; 헌재 1997. 7. 16. 97헌마26, 례

집 9-2, 72; 헌재 1998. 5. 28. 96헌가12, 례집 10-1, 560)도 있다.

45) 즉, 보호 역 내에 있어도 내용상 축소가 일어난다고 볼 수 있다.

46) 독일기본법 제12조(직업의 자유) ①모든 독일인은 직업, 직장 직업훈련장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직업행사는 법률에 의하여 는 법률에 근거하여

제한될 수 있다.

47) 독일기본법 제33조(국민으로서의 동등한 지 ; 공무) ①독일인은 구나 어느 지

방에서나 국민으로서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②독일인은 구나 그의

성, 능력, 문 인 업 에 따라 모든 공직에 취임할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③

시민 ․국민 권리의 향유, 공직취임의 허용, 그리고 공직근무에서 취득하는 권

리는 종교 고백과 무 하다. 구도 어떤 신앙이나 세계 에 속하거나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 ④고권 권한의 행사는 일반 으로

공법상의 근무 계와 충성 계에 있는 공직종사자에게 상시과제로서 임된다. ⑤

공직법은 직업공무원제의 통 인 원칙들을 고려하여 규율하여야 한다.

※ 직업공무원제에 한 규정임. 우리의 공무담임권과 같은 ‘기본권’조항은 없다.

48) “공무원직은 그 자체가 다른 사 인 직업들과는 달라서 그 수가 한정이 되어 있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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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가 서로 다를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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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공 과제의 수행을 사인이 하는 경우, 즉 주체가 사인이지만 업무성격

이 국가사무인 경우(“국가 으로 결부된” 직업)에는 그것이 독립 직업의

형태로 수행되더라도 공직의 경우와 유사하게 직업의 자유의 효력이 축소

는 배제된다고 볼 수 있다.

독일의 경우 사인이 국가사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직업의 자유가 용

되기는 하나 직업의 자유의 효력은 국가의 조직권 때문에 어느 정도 驅逐

된다고 본다.49) 를 들면 독일연방헌법재 소의 “공증인 례”50)와 같이

공무원은 아니지만 국가사무 성격의 직무를 수행하는 직업에서는 조직권

때문에 직업의 자유의 보호 역이 구축되는 효과가 일어나는데,51) 그 구축

효과의 정도는 업무의 ‘공무근 성’의 정도에 비례한다고 본다. 그리하여

공증인사건에서 독일연방헌법재 소는 함부르그시에서 임명하는 공증인

의 數는 그 업무의 성격에 따른 ‘의무에 합당한 재량’에 따라 정해져야 하

는 것이나,52) 이는 공증인이 되려 하는 자의 직업의 자유 등 기본권과는

무 하다고 하 다. 그러나 직업의 자유는 완 히 구축되는 것이 아니어서

기본법 제12조 제1항 제2문의 개별 법률유보에 있어 여 히 효력을 발휘

하여, 공증인의 자격요건, 선발기 같은 것은 그 기본 인 내용을 법률로

정해야 하므로53) 직업의 자유는 이러한 제한 범 내에서 실효를 나타낼

수 있다고 한다.

다. 독일의 례이론을 참조하여 우리의 경우를 생각해보면 다

음과 같다.

정부기능 일부를 분담․수행하는 의의 비 리법인은 많다.54) 이러

없다. 그리고 공무원직의 수행의 경우는 직업행사의 자유가 아니라 공권력의 행사

에 해당하며 공무원 계에서 근무의무를 지게 되므로 이 경우에 직업수행의 자유

의 용은 가능하지 않다.” 방승주, 게논문, 227면.

49) 체 으로 구축된다고 보는 독일학설도 있다.

50) 1986. 6. 18. BVerfGE 73, 280.

51) 즉, 실질 으로는 합헌 으로 제한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일어나나 형식상은 직

업의 자유가 여 히 용된다.

52) 즉, 선발인원 결정과 같은 ‘수요심사’는 공증인 제도를 둔 목 의 정연하고 효과

인 수행에 맞추어 행해져야 함을 뜻한다.

53) 이때 헌법이 요구하는 기회균등의 요구도 수되어야 한다고 시사함.

54) “각종 정부투자기 , 공단, 기 , 사업단, 감독원, 정부투자기 이외의 공사,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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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법인들이 수행하는 체 업무의 성격은 종종 복합 이어서 일률 으로

공무성을 도식화하기 어렵고, 그와 같이 하는 것이 반드시 하지도 않

다. 한, 공무담임권만 용시키는 경우 직업의 자유를 용하는 경우보다

보호범 와 내용이 처음부터 제한될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과 같이 공무를 국가기 이 직 수행하지 않고 민간

기구 는 민간인에게 탁하는 경우 직업의 자유가 용되는 것으로 취

하되, 그 보호내용에 있어 공무담임권 인 성격을 고려하는 방법이 장 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와 같이 할 경우, 보다 넓은 범 의 자유 역을

가진 직업의 자유에서 출발하되 반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는 조직권 때문

에 그 보호내용과 범 는 일반 으로 축소되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 이 조

직권과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비례의 원칙에 의한 심사는 동 의 양면

과 같이 상호 계를 맺게 된다. 한편, 공무에의 균등한 근권을 고려하여

야 하므로 일반 인 자유직업의 경우보다 직업의 자유에 의한 심사자체에

서 평등권 성격을 지닌 균등한 근권이 고려되게 된다. 구체 으로 보

면, 그 업무의 성격이 공무성을 가지는 경우 (독일의 례와 같이) 그 공무

성격의 강도에 비례하여 국가의 조직권이 작용되고, 이것이 직업의 자유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작용하면 그에 따라 직업의 자유의 효력은 뒤로 물러난

다. 이때 남아 있는 직업의 자유는 최종 으로는 “공무에의 균등한 근권”

과 실질 으로 같은 내용으로까지 어들 수도 있다. 다만, 업무의 공무성

은 입법자가 어떤 사무를 공무로 규정하 는지 여부에 의해 결정 으로 좌

우되는 것은 아니고, 원칙 으로 그 업무성격의 본질에 따라 단되어야

할 것이다.

지 측량의 국가사무화, 즉 국가독 의 헌여부는 간 으로 그리고

근본 으로 이 사건에 계되는 쟁 이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지 측량

을 국가사무화한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직 쟁

이 되고 있지는 않고, 청구인도 바로 이를 다투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국가사무화 자체는 합헌 이라고 제하고 본다면, 이 사건 법률조

타 특수비 리재단법인, 정부출연기 , 일부 민법상 비 리법인 등”을 그 로 들

수 있다. 이 우, “비 리법인의 황․문제 개선방안”, 법제연구 제13호, 한

국법제연구원, 1997. 11., 1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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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의 “지 측량 행”에 직업의 자유가 효력을 발휘하는 부분이 얼마나 남

게 될 것인지? 그 결과는 회의 이다. 그 다면,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심사를 하는 경우에도 선택된 입법수단의 불합리성이 객 으로 상당한

정도 명백하지 않은 한, 같은 조항의 기본권제한요건을 갖추지 못하 다고

단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지 측량업무의 “일부를” “비 리”법인에게 행시

킬 “수 있다”고 규정한다. 즉, 원칙 으로 국가가 직 이를 수행하는 것을

제로 한 뒤에 외부에 일부 행시키는 것을 허용하는 형식으로 규정하

는데, 그것도 리를 추구하는 순수한 직업 역에 완 히 개방해 놓지 않

고 비 리법인에게만 맡길 수 있도록 하 다. 여기서 입법자의 의사는

어도 명분에 있어서는 사무의 부담을 경감하되 지 측량업무의 공무로서의

성격을 최 한 살리려고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여기서 지 측량업무의 공무성이 어느 정도인가가 고려되어야 할 것인

데, 국가의 지 리가 가지는 의미와 기능, 입법당시 재의 우리나라

의 지 정비 정도,55) 다수국가에서 지 국정주의 원칙이 채택되고 있는 ,

지 측량사무를 국가 청에서만 수행하는 입법례들도 있는 등을 고려할

때, 공무성의 정도는 상당히 강하다고 보아도 좋다고 생각된다. 그 다면

이러한 업무의 탁에 해서는 넓은 범 의 조직권이 작용될 수 있고, 실

질 으로 직업의 자유의 내용은 매우 축소되어 균등한 근권 정도로만

어든다고 볼 수 있을 것이며, 그것도 어느 정도의 합리 사유가 있는 경

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의 기본권제한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고 단된

다. 즉, 직업의 자유에서의 ‘균등한 기회’의 심사 는 평등권에서의 평등심

사를 할 때 원칙 으로 합리성 심사의 상이 되는 것이다.

라. 이 사건 법률조항의 “비 리 법인”은 따로 설립근거가 마련되어 있

지 않는 한 민법56)에 의해 설립되는 그것을 말한다. 다만, 지 법과 하 법

령에 의해 일종의 특별규율을 용받는다. 그런데, 실질 으로 “지 측량업

55) 수치지도 산화가 완료될 때까지는 미비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56) 민법 제32조(비 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 , 사교 기타 리

아닌 사업을 목 으로 하는 사단 는 재단은 주무 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

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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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를 직업 으로 수행”하는 자들을 직원으로 하고 있는 한지 공사가 과

연 민법상의 비 리 법인의 성격에 본질 으로 부합되는 것인지는 매우 의

심스러운 면이 있다.57)

한편, 의의 비 리법인에는 민법에 의해 설립되는 비 리법인뿐만 아

니라 공익법인의 설립․운 에 한법률에 의해 설립되는 법인, 특수법인58)

등 민법 상법에 의한 리사단법인을 제외한 여러 가지 형태의 법인들

이 포함된다고 분류하는 견해도 있다. 이러한 견해를 참작하면, 이 사건 법

률조항의 ‘비 리법인’은 실제로는 별도의 설립근거가 마련되지 않는 한 민

법에 의해 설립되는 비 리법인으로 귀착될 수밖에 없지만 그 취지는 굳이

민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 아니더라도 민․상법상의 회사를 제외한 법인

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한, 민법에 의해 설립되는 비 리법인을 지 측량업무의 행기 으로

하는 것이 비 리법인제도의 왜곡된 운 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조직권 행

사에 련된 자의성 내지 불합리성이 반드시 기본권으로서의 직업의 자유

에 의한 보호의 범 와 내용을 축소하거나 리법인이나 개인과의 계에

서 평등권을 침해하는 표지가 되는 것은 아니다. 를 들어 특수법인을 설

립하여 행을 담시키는 경우 혹은 국가기 에서 직 지 측량사무를

부 수행하는 경우,59) 청구인이 주장하는 직업의 자유는 재 이상으로

제한될 수 있으나 지 측량사무의 국가독 이 합헌이라고 제하는 한 이

를 직업의 자유의 헌 제한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마. 입법자가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비 리법인”으로 탁 상을 한정

한 이유는, 리를 추구하는 자유로운 직업 역에 행업무를 개방하지 않

는 편이 지 측량업무의 공공성을 유지하는 데 보다 합하다고 보는 한

편, 의의 비 리법인에 속하는 것으로 행정사무의 일부를 수행하는 다른

57) 한지 공사의 ‘지 측량의 담 행제도에 한 연구’에서도 이를 인정하

고, 한국소방검정공사, 도로교통안 리공단, 수도권매립지 리공사처럼 특수법인

으로 하는 것이 보다 합하다고 제시하고 있다. 정 환/박노형, 연구서, 171면.

58) 특수법인은 설립근거를 개별법에 두고 있는 법인으로서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회계법인, 특별법에 의한 은행, 각종 조합 그 연합회, 법무법인, 상공

회의소 등이 있다. 이 우, 게논문, 120면.

59)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는 국가의 인 수행의 가능성을 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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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국가의 통제를 긴 히 유지하려면 리법인

는 리를 추구하는 직업인으로서의 개인보다는 비 리법인에 탁 상

을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와 같이 지 측량업무가 민법상 비 리법

인에 의해 수행되는 것이 민법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부 합한 면이 있음에

도 불구하고 이러한 방식의 비 리법인의 설립․운 이 법률상․사실상 가

능하다고 보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60) 아울러, 일정 정도 규모 이상

의 조직체에게 사무를 탁함으로써 기술 ․제도 통일성을 기한다거나

리성이 없는 사무, 규모 사업 같은 것들을 편리하게 맡길 수 있

다고 보아 “법인”이라고 한정하 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방식의 행을 통한 국가의 긴 한 통제는 장단 을 가지고 있어

서 그 합리성 유무를 단정하기 어렵다. 직업의 자유만 고려한다면 일부 입

법례와 같이 ․소 규모의 지 측량은 따로 분리하여 개인 행업자에게

개방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이러한 개방이 이른바 규제개 에 의

한 효율성, 투명성을 제고할 수도 있다. 그러나 직업의 자유 외에도 심사에

고려되어야 하는 지 리사무의 공공성이나 지 측량업무를 자유로운 직

업 역에 폭넓게 개방할 경우 상되는 행정 ․경제 ․법 인 제반 효과

가 어우러져 이루어 내는 결과는 직업의 자유만을 고려하 을 경우와 비교

할 때 측곤란하다. 다른 경제분야의 입법과 유사하게 이러한 분야에서도

결과를 명백히 측할 수 없다면 헌법재 소가 입법자의 단을 쉽게 배척

해서는 아니 된다.

우선, 앞에서 본 입법취지와 지 지 리의 공공성․공익성, 기술

․제도 통일성의 요청, 지 정비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입법

수단 선택에 해 합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리고 와 같은 측면들

외에 지 측량사무의 부 는 일부를 자유로운 직업 역에 개방하는 경

우 행정 리 국가의 사후검증에 행정력이 상 으로 더 소모되어야

하고, 어도 이 사건 법률조항 자체에서는 청구인과 같은 개인도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가리키는 비 리법인을 설립하여 인가를 받고 지 측량업무

를 행하는 길이 열려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61) 탁 상에 리법인이나

60) 이는 지 까지 비 리법인 설립허가에 하여 행정부에게 과도한 재량이 인정되

어 온 것과도 련이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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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을 포함시키지 않은 것이 불합리하다고 하기도 어렵다. 그리고, 행기

을 ‘비 리법인’으로 한정한 에서 본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비 리법인

제도 자체의 운 상 문제 에도 불구하고 ‘개인이나 리법인’을 탁 상

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 자체가 불합리한 차별이라 보기 어렵다. 즉, 이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바. 한편, 직업기술․능력 련 자격제도는 특정분야 기술․능력을 공인

하는 데 목 과 기능이 있는 것이며 자격취득 그 자체가 새로 직업의 자유

의 보호를 요구하지는 않는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자격제도는 주로 어떠한

직업에 진출함에 있어 이미 존재하는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주 조건

으로 나타난다. 즉, 자격취득 자체가 직장을 보장하지 않는다.62) 이 사건

지 측량사무 행의 역에 있어서 청구인과 같은 지 기술자 자격취득은

새삼 직업의 자유에 의한 보호의 범 와 내용을 창출하거나 넓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즉, 국가기능과 결부된 사무의 성격으로 인한 조직권

때문에 어든 보호내용과 범 가 이러한 자격 때문에 되살아나지는 않는

것이다.

결론 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나 평등권을 침해

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6. 헌법불합치결정과 잠정 용명령을 하는 이유

가. 헌법불합치결정은 헌법재 소법 제47조 제1항에 정한 헌결정의 일

종으로서(헌재 1989. 9. 8. 88헌가6, 례집 1, 199, 261), 심 상이 된 법

61) 비 리법인 인가나 행기 지정에 있어 재량행사를 자의 으로 한다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법률조항 자체의 문제는 아니다. 그리고 이 사건 법률조항 자체는

기타 격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시행령이 규정하는 “자산규모 5억원,

300인 이상의 지 기술자 고용, 체 시군구의 3분의 2 이상에 출장소를 둘 것”과

같은 요건을 미리 고려할 것은 아니다.

62) 다만, 이러한 자격은 자격 외 다른 사유에 의한 직업의 자유의 제한의 필요성이

나 그러한 사유에 의한 제한효과의 정도와 련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많을 것인

데, 이 경우 자격취득요건에 의한 제한 외에 기타 요건에 의한 직업의 자유 침해

여부 심사를 함에 있어서 자격취득이 고려되어야 한다. 를 들어, 자격취득자

에 해서는 무자격자에 해서보다 자격 외의 사유에 의한 제한을 할 필요가

어질 것이고, 제도를 바꾸는 경우 신뢰보호원칙 반의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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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조항이 실질 으로는 헌이라 할지라도 그 법률조항에 하여 단순 헌

결정을 선고하지 아니하고 헌법에 합치하지 아니한다는 선언에 그침으로써

헌법재 소법 제47조 제2항 본문의 효력상실을 제한 으로 용하는 변형

헌결정의 주문형식이다. 법률이 평등원칙에 반된 경우가 헌법재 소의

불합치결정을 정당화하는 표 인 사유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자유권을

침해하는 법률이 헌이라고 생각되면 무효선언을 통하여 자유권에 한

침해를 제거함으로써 합헌성이 회복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평등원칙

반의 경우와는 달리 헌법재 소가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입

법자의 형성권은 존재하지 않음이 원칙이다. 그러나, 그 경우에도 법률의

합헌부분과 헌부분의 경계가 불분명하여 헌법재 소의 단순 헌결정으로

는 하게 구분하여 처하기가 어렵고, 다른 한편으로는 권력분립의 원

칙과 민주주의원칙의 에서 입법자에게 헌 인 상태를 제거할 수 있

는 여러 가지의 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자유권의 침해에도 불

구하고 외 으로 입법자의 형성권이 헌법불합치결정을 정당화하는 근거

가 될 수 있다.

나. 이 사건의 경우 이른바 벌측량의 행을 비 리법인(사실상 재단

법인 한지 공사)에게만 행하는 담 행체제가 헌이라는 것이지 비

리법인에게 벌측량의 행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다. 한 벌측

량의 행을 모든 지 기술자에게 허용하는 이른바 경쟁체제를 택하는 경

우에 행자가 법인인지 는 개인인지 여부에 따라, 같은 법인인 경우에

도 소속 지 기술자의 수나 자본 의 크기, 개인의 경우에는 그 자격의 차

이 등 합리 인 기 에 따라 행할 수 있는 벌측량의 범 를 제한할 수

는 있다 할 것이고 이는 입법자가 입법형성의 범 내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입법자가 합헌 인 방향으로 법률을 개선할 때

까지(2003. 12. 31을 시한으로) 일정 기간 동안 헌 인 법규정을 존속

하고 한 잠정 으로 용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7. 결정의 의의 후속 경과

이 결정에서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은 이 사건 법률조항과 련하여 “지

측량 업무의 행업무”라는 것이 독립한 ‘직업’으로서 직업선택의 자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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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이 있는지 여부에 하여 치열한 견해의 립을 보여주었다. 뿐만 아

니라 헌법불합치라는 주문에는 동의한 의견 사이에서도 이 사건 법률조항

이 직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는 견해(다수의견)와 직업선택

의 기회를 부여함에 있어서 차별취 에 그치는 것으로 평등권침해의 문제

만이 있을 뿐이라는 견해(별개의견)로 나뉘었다.

이 결정은 주문이 단순 헌이 아니라 헌법불합치 선언이었는데, 자유권

침해의 경우에도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할 수 있는지,63) 국회의 입법형성

권의 존 을 이유로 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이 바람직한지에 한 논란64)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종 의 헌법재 소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헌법재 소는 이 결정에서 “…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이 법률조항

의 헌성을 고려할 때 입법자는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늦어도 2003. 12.

31.까지 개선입법을 마련함으로써 이 법률조항의 헌 상태를 제거하여

야 할 것”이라고 하 는데,65) 국회는 2003. 9. 재 개선입법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63) 이에 하여는 헌법재 소 발행, 헌법재 실무제요(제1개정 ), 2003. 6., 136～

137면 참조.

64) 슐라이히(Schlaich)는, 불합치결정은 평등의 원칙에 반된 경우에만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이고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를 존 한다는 명목으로 불합치결정이 이루어져

서는 안된다고 한다. Klaus Schlaich, Das Bundesverfassungsgericht, 4.Auflage,

München: C.H.Beck, 1997, S. 275.; 같은 취지로 윤진수, “상속의 단순승인 의제규

정에 한 헌법불합치결정의 문제 ”, 헌법논총, 헌법재 소, 2000, 208면.; 정종섭,

헌법소송법, 박 사, 2002, 318면. 특히 정교수는 헌법재 소의 헌법불합치결정 가

운데 국회의 입법형성권을 존 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유로 든 것은 헌법재 소

가 법률의 헌여부심 의 권한을 사실상 포기한 것과 다름없다고 비 한다(같은

책, 같은 면).

65) 례집 14-1, 5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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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통신사업법 제53조 등 헌확인

- 불온통신에 한 행정 규제와 표 의 자유 -

(헌재 2002. 6. 27. 99헌마480, 례집 14-1, 616)

한 수
*

1)

【 시사항】

1. 공공의 안녕질서 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내용의 통신을 하는 기

통신사업법1) 제53조 제1항이 명확성의 원칙 과잉 지원칙에 배되는

지 여부

2. 공공의 안녕질서 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통신의

상 등을 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같은 법 제53조 제2항이 포 임입법

지원칙에 배되는지 여부

3. 공공의 안녕질서 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통신에 하여 정보통신부

장 이 기통신사업자로 하여 그 취 을 거부․정지 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한 같은법 제53조 제3항 같은법 제53조의 제2항의

임에 따라 공공의 안녕질서 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통

신을 규정하는 같은법시행령 제16조가 헌법에 반되는지 여부

【심 상】

• 기통신사업법 제53조 (불온통신의 단속)

* 헌법연구부장, 부장 사

1) 2002. 12. 26. 법률 제6822호로 개정되기 의 것을 말한다(이하 같다). 재 개정

된 법률조항이 시행 이므로 엄격하게는 “구 기통신사업법”이라고 표 하여야

할 것이나, 결정문에서는 “ 기통신사업법”으로 표 하고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편

의상 그냥 “ 기통신사업법”이라고 표시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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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통신을 이용하는 자는 공공의 안녕질서 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내용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의 안녕질서 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것으

로 인정되는 통신의 상 등은 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정보통신부장 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에 하여는 기통신사

업자로 하여 그 취 을 거부・정지 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 같은 법 제71조 (벌칙)2)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는 2천만원 이하의

벌 에 처한다.

1.-6. 생략

7. 제53조 제3항 는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기통신사업법시행령(1991. 12. 31. 통령령 제13558호로 문개정

되고 1999. 3. 17. 통령령 제16186호로 개정된 것) 제16조(불온통신)

법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의 안녕질서 는 미풍양속을 해하

는 것으로 인정되는 기통신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범죄행 를 목 으로 하거나 범죄행 를 교사하는 내용의 기통신

2. 반국가 행 의 수행을 목 으로 하는 내용의 기통신

3.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내용의 기통신

【사건의 개요】

1. 심 청구에 이르게 된 경

청구인은 항공 학교 학생으로서 1998. 9. 14.부터 주식회사 나우콤에서

운 하는 종합컴퓨터 통신망인 ‘나우 리’에 ‘이의제기’라는 이용자명(ID)으

로 가입하여 컴퓨터 통신을 이용해 왔다.

청구인은 1999. 6. 15. 나우 리에 개설되어 있는 ‘찬우물’이라는 동호

회의 ‘속보란’ 게시 에 “서해안 총격 , 어설 다 김 !”이라는 제목의

을 게시하 는데 나우 리 운 자가 같은 달 21. 게시물에 하여 정

보통신부장 으로부터 삭제명령과 이용자명에 한 1개월 이용 지명령

2) 이 조항에 한 청구는 직 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으나 해설을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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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받아 게시물을 삭제하고 청구인에 하여 나우 리 이용을 1개월

지시켰는바, 청구인은 와 같은 조치에 하여 항변도 못한 채 일방 인

통보만을 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정보통신부장 이 한 행 의 근거조항인 기통신사

업법 제53조, 같은 법 제71조 제7호 제53조 제3항 부분은 청구인의 헌

법 제21조 표 의 자유, 헌법 제22조 제1항 학문과 술의 자유, 헌법 제12

조 제1항 법 차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 지원칙에 배되는 헌

조항이라고 주장하며 이의 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 을 청

구하 다.

2. 청구인의 주장 이해 계인의 의견3)

가. 청구인의 주장

(1) 기통신사업법 제53조 제1항, 제2항은 표 행 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로 “공공의 안녕질서 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내용”이라는 추상 이고

포 인 기 만을 제시함으로써 행정부의 자의 인 개입을 인정하고 있

고, 이를 구체화한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한 “반국가 행 의 수행을

목 으로 하는 내용”,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내용” 등과 같

이 추상 인 규정을 두고 있다. 표 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령의 규정은 구

체 이고 명확해야 하며, 막연한 용어를 사용할 경우 ‘막연하므로 무효’라

고 할 것인바, “공공안 ”이나 “미풍양속”과 같은 용어는 그 용범 가 과

도하게 범 하고 불명확하므로, 표 의 자유를 침해함은 물론 법치주의

와 권력분립원칙 죄형법정주의에 배되어 무효이다.

(2) 규정들에 의하면, 폭력을 선동하는 것이 아닌 일반 인 국가체제

변경론의 주장이나, 정부를 비방하는 내용물까지 규제될 수 있으며, 헌법과

형법에 의하여 지되는 ‘음란한 표 ’ 외에도 ‘성인을 상으로 하는 속

한 내용’도 면 으로 지되어, 결국 표 의 자유의 본질 인 내용을 침

해한다.

(3) 기통신사업법 제53조에 의하면, 정보통신부장 은 기통신사업자

3) 지면 계상 앞서 본 시사항과 계없는 부분은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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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여 이른바 ‘불온통신’에 해당하는 내용에 한 ‘취 의 거부, 정지

는 제한’을 하도록 명할 수 있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같은 법 제71조

제7호에 의하여 형사처벌을 가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정보통신부장 의

명령에 기통신사업자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진술을 할 수 있는 차가 없

으며, 직 표 의 자유를 제한당하는 이용자도 자기의 주장을 진술하거나

반론을 제기할 차나 구제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헌법 제12조 제1항

의 법 차규정에 배된다.

(4) 설사, ‘불온통신’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기통신사업법

제53조 제3항은 해당표 물의 삭제 외에 이용자의 통신망 이용권 자체를

정지 는 지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

지원칙에 반된다.

나. 정보통신부장 의 의견

(1) 이 사건 심 상조항이 “공공의 안녕질서 는 미풍양속”이라는 평

가 내지 가치개념을 사용하고 있으나, 재차 그 구체 인 내용을 시행령에

서 정하도록 임하고 있다. 그리고 안녕질서 는 미풍양속이라는 개념은

헌법 제21조 제4항이나 제37조 제2항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 도덕, 사회윤

리나 국가안 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라는 개념과 비교하여 가치 내지 평

가개념으로서 그 내용이 불명확하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행법상으로도

수많은 개별 법률에서 동일한 개념이 그 로 사용되고 있으며, 일반국민으

로 하여 측가능성을 해하고 이로 인해 법 안정성이 문제될 만큼

불명확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2) 기통신사업법은 기통신사업자에 한 규율을 목 으로 하는 것

이므로, 이용자는 직 인 이해당사자가 아니며, 따라서, 이용자의 차

권리가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것은 아니다. 한 취 거부, 정지 는 제한

등의 처분에 앞서 이용자나 사업자에게 그 당부에 한 차 권리를 인

정하게 되면, 온라인 미디어의 근의 용이성, 의 신속성 때문에 사실

상 불온정보의 유통을 규제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없게

된다.

(3) 이 사건 심 상조항은 목 의 정당성과 방법의 정성, 침해의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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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모두 갖추고 있어 과잉 지의 원칙에 반되지 않

는다.

【결정요지】

1. 표 의 자유를 규제하는 입법에 있어서 명확성의 원칙은 특별히 요

한 의미를 지닌다. 무엇이 지되는 표 인지가 불명확한 경우에, 자신이

행하고자 하는 표 이 규제의 상이 아니라는 확신이 없는 기본권주체는

체로 규제를 받을 것을 우려해서 표 행 를 스스로 억제하게 될 가능성

이 높기 때문에 표 의 자유를 규제하는 법률은 규제되는 표 의 개념을

세 하고 명확하게 규정할 것이 헌법 으로 요구된다. 그런데, “공공의 안

녕질서 는 미풍양속을 해하는”이라는 불온통신의 개념은 무나 불명확

하고 애매하다. 여기서의 “공공의 안녕질서”는 헌법 제37조 제2항의 “국

가의 안 보장․질서유지”와, “미풍양속”은 헌법 제21조 제4항의 “공 도덕

이나 사회윤리”와 비교하여 볼 때 동어반복이라 해도 좋을 정도로 구

체화되어 있지 아니하다. 이처럼, “공공의 안녕질서”, “미풍양속”은 매우 추

상 인 개념이어서 어떠한 표 행 가 과연 “공공의 안녕질서”나 “미풍양

속”을 해하는 것인지, 아닌지에 한 단은 사람마다의 가치 , 윤리 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고, 법집행자의 통상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

내용을 객 으로 확정하기도 어렵다.

2. 기통신사업법 제53조는 “공공의 안녕질서 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이라는 불온통신의 개념을 제로 하여 규제를 가하는 것으로서 불온통신

개념의 모호성, 추상성, 포 성으로 말미암아 필연 으로 규제되지 않아야

할 표 까지 다함께 규제하게 되어 과잉 지원칙에 어 난다. 즉, 헌법재

소가 명시 으로 보호받는 표 으로 분류한 바 있는 ‘ 속한’ 표 이나, 이

른바 ‘청소년유해매체물’ 음란물에 이르지 아니하여 성인에 의한 표 과

근까지 지할 이유가 없는 선정 인 표 물도 ‘미풍양속’에 반한다 하여

규제될 수 있고, 성(性), 혼인, 가족제도에 한 표 들이 “미풍양속”을 해

하는 것으로 규제되고 민한 정치 , 사회 이슈에 한 표 들이 “공공

의 안녕질서”를 해하는 것으로 규제될 가능성이 있어 표 의 자유의 본질

기능이 훼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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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통신사업법 제53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의 안녕질

서 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통신의 상 등은 통령령으

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포 임입법 지원칙에 배된다. 왜

냐하면, 에서 본 바와 같이 “공공의 안녕질서”나 “미풍양속”의 개념은

단히 추상 이고 불명확하여, 수범자인 국민으로 하여 어떤 내용들이

통령령에 정하여질지 그 기 과 강을 측할 수도 없게 되어 있고, 행정

입법자에게도 정한 지침을 제공하지 못함으로써 그로 인한 행정입법을

제 로 통제하는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 그리하여 행정입법자는 다분히

자신이 단하는 는 원하는 “안녕질서”, “미풍양속”의 념에 따라 헌법

으로 보호받아야 할 표 까지 얼마든지 규제 상으로 삼을 수 있게 되어

있다.

4. 불온통신의 취 거부, 정지, 제한에 한 기통신사업법 제53조 제3항

불온통신의 개념을 정하고 있는 같은법시행령 제16조는 헌인 같은 조

제1항, 제2항을 제로 하고 있어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각 헌이다.

재 하경철, 재 김 일, 재 송인 의 반 의견

1. 기통신사업법 제53조 제1항, 제2항에 하여

법률의 합헌 해석의 원칙 특히, 기본권의 최 보장, 최소제한의 원칙에

의거하면, 법률조항들에서 임의 기 으로 사용되고 있는 ‘공공의 안녕

질서’ 는 ‘미풍양속’은 ‘모든 국민이 수하고 지킬 것이 요구되는 최소한

도의 질서 는 도덕률’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개념들이 행

정입법자에게 아무런 한계규범으로 작용하지 못한다거나, 는 규제되지

않아야 할 표 까지 싸잡아 규제하는 과잉규제를 필연 으로 래한다고는

말할 수 없고, 어도 임의 기 으로서는 비교 명백하다고 할 수 있다.

가사 법률조항들이 임입법의 명확성과 련하여 최선의 입법이 아니

고 입법개선의 여지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구라도 법률조항들의

임에 따라 통령령으로 정하게 될 불온통신에 한 기 과 범 의 강을

측할 수 있어 법률조항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의 불명확성이 포 임

입법 지의 원칙상 수 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는 볼 수 없는 이

상, 이를 헌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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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16조에 하여

시행령 제16조 제1호가 규정하고 있는 “범죄행 를 목 으로 하거나

범죄행 를 교사하는 내용의 기통신”은 형사법규로 처벌되는 범죄행 를

수행하기 한 것이거나, 그러한 범죄행 를 교사하기 한 통신을 의미하

는 것으로 쉽게 해석할 수 있으므로, 규정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같은 조 제2호가 규정하고 있는 “반국가

행 의 수행을 목 으로 하는 내용의 기통신”이나, 같은 조 제3호가 규

정하고 있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내용의 기통신”의 경

우는 지나치게 추상 이고 불명확한 표 으로서 법집행기 의 자의 인

단을 막을 길이 없고, 이에 따라 표 의 자유에 한 침해가능성이 쉽게

상되는 등 제2호 제3호에서 제시하는 기 은 표 의 자유를 완결

으로 규제하는 기 이 될 수 없으므로, 제2호 제3호는 명확성의

원칙을 반하여 표 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단된다.

3. 기통신사업법 제53조 제3항에 하여

법률조항에 의하면, 불온통신에 하여는 당해 정보의 개별 삭제명

령뿐만 아니라 사이트폐쇄명령이나 이용자명(ID)정지명령까지 가능하다고

할 것이나, 법률조항은 이용자에 하여 일체의 직 인 법 책임을

부과하고 있지 아니하고, 온라인매체의 경우 불온통신의 게재에 하여 당

해 표 물의 개별 삭제명령만으로는 효과 으로 처할 수 없음이 명백

하며, 사이트폐쇄명령이나 이용자명(ID)정지명령도 당해 기통신사업자가

운 하는 통신망에 한정되는 것이어서, 이용자는 그 밖의 통신망의 이용에

하여는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는 등을 고려하면, 법률조항

이 과잉 지의 원칙에 배하여 표 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는 없

다. 한편, 행정 차법에 의하면, 기통신이용자는 이해 계인으로서 처분

의 사 통지를 받고, 의견제출을 할 기회가 열려 있으며, 청문이 실시되거

나 공청회가 개최되는 경우에는 이에 참가할 수 있는 길도 열려 있으므로,

법률조항에서 기통신이용자에 하여 별도의 의견진술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법률조항이 법 차의 원칙에

반되는 것으로도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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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설】

1. 서론

오늘날 인터넷과 같은 온라인 매체의 등장과 발 은 종래 인쇄매체와 방

송매체로 별되어온 언론매체환경에 명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그리하

여 온라인매체에 한 규제가 요한 쟁 으로 등장하고 있는데, 이에 한

규제는 필연 으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 의 자유를 제약하게 된다. 온

라인 매체에 한 규제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문제되고

있는데, 이 사건 결정은 이른바 불온통신을 지하고 불온통신에 한 행정

상의 규제를 할 수 있도록 한 기통신사업법상의 규정을 헌으로 선언하

면서, 아울러 새로운 언론매체로 등장하고 있는 인터넷 등 온라인매체에

한 내용 인 규제와 그 허용범 에 하여 기 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는 문제된 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규제의 내용과 그 연 나아가

인터넷통신의 특징과 그에 용할 법리 등을 살펴보고, 심 상조항들에

한 결정 내용을 구체 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2. 기통신사업법 제53조에 의한 ‘불온통신’ 규제제도의 구조와

내용

가. 불온통신의 개념

기통신사업법 제53조는 ‘불온통신의 단속’이라는 표제아래 제1항에서

“ 기통신을 이용하는 자는 공공의 안녕질서 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내용

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함으로써, 이른바 ‘불온통신’의 개념

을 “공공의 안녕질서 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내용의 통신”으로 정의하고

있었다. 그리고 같은 조 제2항은 다시 ‘공공의 안녕질서 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통신’ 즉 불온통신의 상을 통령령으로 정하도

록 하고 있고, 임에 따라 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16조는 다음과 같

은 세 가지 유형의 불온통신을 규정하고 있었다. 즉 “1. 범죄행 를 목 으

로 하거나 범죄행 를 교사하는 내용의 기통신, 2. 반국가 행 의 수행

을 목 으로 하는 내용의 기통신, 3.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

는 내용의 기통신”이 바로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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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불온통신 규제제도의 구조 내용

기통신사업법상의 불온통신에 한 규제는 기본 으로 ‘불온통신에

한 정보통신부장 의 취 거부‧정지‧제한명령제도’( 기통신사업법 제53조

제3항)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부차 으로는 ‘불온통신에 한 정보통신윤리

원회의 내용심의 시정요구제도’( 기통신사업법 제53조의2 제4항 제2

호)라고 하는 두 가지 수단에 의해 이루어졌으며4), 이는 통 인 통신수

단인 유선 화 내지 무선 화를 통해 유통되는 정보뿐만 아니라, PC통신이

나 인터넷 등 소 온라인매체를 통해서 유통되는 정보에까지 미쳤다.

이러한 기통신사업법상의 불온통신 규제제도 외에도 온라인매체에

한 내용규제에 한 법률조항으로는 ‘허 통신’을 처벌하고 있는 기통신

기본법 제47조 제1항과 제2항5) ‘음란통신’을 처벌하는 ‘정보통신망이용

진 정보보호 등에 한 법률’ 제65조 제1항 제2호6)가 있다. 기통신

사업법상의 불온통신 규제제도가 행정기 에 의한 규제임에 반하여 이들

조항에 의한 규제는 바로 형벌이 부과되는 사법 규제인 에서 큰 차이

가 있다. 특히, 음란통신을 처벌하는 ‘정보통신망이용 진 정보보호 등

에 한 법률’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인터넷상의 음란물에 해서

는 형법상의 음란물 련조항을 용하기 어려우므로 인터넷상의 음란물을

규제하기 한 수단으로서 요한 의미를 가진다.7)

4) 정보통신부장 은 정보통신윤리 원회의 건의와 상 없이 불온통신에 해서 취

거부‧정지‧제한명령을 발동할 수 있지만, 정보통신윤리 원회의 심의제도와 정

보통신부장 의 취 거부‧정지‧제한명령제도는, “정보통신윤리 원회에 의한 정보

심의 → 기통신사업자에 한 시정요구 → 기통신사업자의 불응 → 정보통신

부장 에 한 취 거부‧정지‧제한명령의 건의 → 정보통신부장 의 취 거부‧정

지‧제한명령의 발동 → 기통신사업자의 불이행 → 형사 처벌”과 같은 단계로

상호 연결될 수 있다.

5) 기통신기본법 제47조 (벌칙) ① 공익을 해할 목 으로 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 의 통신을 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는 5천만원이하의 벌 에 처한

다. ② 자기 는 타인에게 이익을 주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 으로 기통

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 의 통신을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는 3천만원이

하의 벌 에 처한다.

6) 제65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는 1천만원 이

하의 벌 에 처한다. ... 2.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는 상을 배포, 매, 임 하거나 공연히 시한 자. ...

7) 법원도 1999. 2. 24. 선고 98도3140 결(공 1999상, 604)에서, 사설게시 (BBS)

를 통하여 음란한 상화면을 수록한 컴퓨터 로그램 일을 컴퓨터통신망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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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에서는 정보통신부장 의 취 거부‧정지‧제한명령제도만이 문제

되었으므로 이에 하여만 살펴보기로 한다.

기통신사업법 제53조 제3항은 “정보통신부장 은 불온통신에 하여는

기통신사업자로 하여 그 취 을 거부‧정지 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해

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는 2천만원 이하의 벌 에 처해질 수 있다( 기통

신사업법 제71조 제7호). 이외에도 기통신사업법은 거부‧정지‧제한명령

을 반한 때에는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하고(제65조 제1항 제1호), 이

러한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와 정보통신부장

의 거부‧정지‧제한명령을 반한 때에는 사업의 폐지나 1년 이하의 사업정

지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하고 있다(제28조 제2항).

다. 불온통신에 한 규제제도의 특색

불온통신에 한 정보통신부장 의 취 거부‧정지‧제한명령제도는 다음

과 같은 특색을 가지고 있다.

첫째, 규제되는 불온통신은 시간이나 장소, 방법이 아니라 그 내용에 따

라 결정된다. 즉 이는 표 의 자유에 한 제한인 동시에 내용에 따른 규

제(content-based regulation)라는 에서 더욱 엄 한 심사기 이 용될

필요가 있다.

둘째, 취 거부‧정지‧제한명령의 주체는 사법기 이 아니라 행정기 인

정보통신부장 이다. 이러한 취 거부 등의 명령에 하여 행정소송 등으

로 사후 인 사법심사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으나, 불온통신인지 여부

취 거부 등의 규제가 한지 여부는 일차 으로 행정청의 단에 의하

하여 송하는 방법으로 매한 행 에 해서, “‧‧‧형법 제243조는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매 는 임 하거나 공연히 시 는 상 한 자

에 한 처벌규정으로서 피고인들이 매하 다는 컴퓨터 로그램 일은 규

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와 같은 행 에 하여 기통신기본법 제48조의2의 규정[이 조항

은 2001. 1. 16. 법률 제6360호로 폐지되면서 ‘정보통신망이용 진 정보보호

등에 한 법률’ 제65조 제1항 제2호로 흡수되었다. 필자 첨가]을 용할 수 있음

은 별론으로 하고 원심이 형법 제243조의 규정을 용하여 유죄의 결을 한 데

에는 형법 제243조의 음화 매죄의 법리를 오해한 법이 있다”고 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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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되어 있다는 에서 문제될 소지가 있다.8)

셋째, 불온통신에 한 규제는 인쇄매체에 하여는 용되지 아니하고

오로지 기통신에 하여만 용된다는 에서 이른바 온라인매체가 인쇄

매체보다 더 많은 규제를 받아야할 근거가 있는지 문제된다.

넷째, 불온통신의 취 거부‧정지‧제한명령이 발동되는 상은 기통신

의 이용자가 아닌 기통신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 기통신사업자’이다.9)

그러나 정보통신부장 이 기통신사업자에게 발하는 취 거부‧정지‧제한

명령은 궁극 으로 형사처벌의 담보아래 결국 이용자의 표 의 자유를 제

한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반면, 취 거부‧정지‧제한명령이 발동되는 상이 기통신의 이용자(일

반 인 이용자)가 아니라 기통신사업자라는 은, 기통신의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규제조치의 직 인 상 방이 아니라 제3자에 불과하므로 사

고지나 청문 등 행정 차에의 참여나 행정소송의 제기 등 권리구제의 면

에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

다섯째, 형식 으로는 표 의 자유에 한 사후제한이지만, 이용자－ 기

통신사업자 기통신사업자－정보통신부장 의 각 계에서는 후자가

으로 우월한 지 를 하므로, 기통신사업자는 정보통신부장 의

8) 물론 이와 같이 의사표 의 매개체를 통해서 유통되는 표 물이나 정보에 해

행정청이 직 으로 처분의 형태로서 규제하고 있는 는 여타의 매체에서도 볼

수 있다. 우선 ‘인쇄매체’의 경우에는 출 사 는 인쇄소의 등록을 한 자가 음란

한 출 물을 간행하는 등 일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청이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출 사 인쇄소의 등록에 한 법률’ 제5조의2가 있고,

‘방송매체’의 경우로는 방송사업자가 심의규정에 반한 경우 방송 원회가 방송

사업자에 해, ① 시청자에 한 사과, ② 해당 방송 로그램의 정정‧ 지, ③ 방

송편성책임자 는 해당 방송 로그램의 계자에 한 징계 등 제재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한 방송법 제100조 제1항 등이 있다.

9) ‘ 기통신사업자’란 기통신사업법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등록 는 신고를 하고

電氣通信役務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고( 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1항 제1호), 이러

한 기통신사업자에는 基幹通信事業 (허가 상: 기통신사업법 제5조 제1항),

別定通信事業 (등록 상: 기통신사업법 제19조 제1항), 附加通信事業 (신고

상: 기통신사업법 제21조)가 포함된다( 기통신사업법 제4조 제1항). 특히 인터

넷이나 PC통신 등 온라인매체상에서의 불온통신과 련된 사업자는 이 에서 부

가통신사업자에 해당한다. 컨 천리안, 하이텔, 나우 리, 유니텔, 넷츠고 등의

PC통신사업자와 하나로통신, 두루넷 등의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 Internet

Service Provider, 인터넷에 속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부가통

신사업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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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 거부 등 명령이 없더라도 미리 사용약 등에 의하여 이용자의 통신내

용을 규제하고 이에 따라 이용자는 스스로 조심할 수밖에 없는, 실질 으

로는 상시 인 자체 검열체계로 기능하기 쉽다. 즉 이러한 규제는 이용자

에게 엄청난 축효과(chilling effect)를 가지므로 이를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

3. 불온통신 규제제도의 연 과 황

가. 불온통신규제제도의 연

불온통신에 한 규제의 연 은 1961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즉, 1961.

12. 30. 기통신법이 처음으로 제정되었는데(그 이 에는 일본의 電信法

등이 依用되었다), 당시 기통신법 제6조는 ‘불온통신의 단속’이라는 제목

아래 “통신 서 는 화 서는 公安을 방해하거나 미풍양속을 해하는 것

이라고 인정되는 公衆電氣通信은 이의 수를 하지 아니하거나 송의

부 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 다.

1981. 4. 7.에 공포된 기통신법 개정법률(법률 제3421호)은 한국 기

통신공사를 설립하여 지 까지 체신부장 이 리‧운 하던 공 기통신

사업의 경 을 1982년부터 公社가 담당하도록 하면서, 이와 동시에

제6조 에서 “공안을 방해하거나 미풍양속을 해하는” 부분을 “공공의 안

녕질서 는 미풍양속을 해하는”으로 개정하 다.

한편 1983. 12. 30. 기존의 기통신법이 ‘ 기통신기본법’(법률 제3685호)

과 ‘공 기통신사업법’(법률 제3686호)으로 분리되었는바, 이 당시 공

기통신사업법 제80조는 ‘불온통신의 단속’이라는 제목아래, “① 공 통신이

용자는 공공의 안녕질서 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내용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의 안녕질서 는 미풍양속을 해하

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통신의 상 등은 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체신부

장 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의 안녕질서 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것

이라고 인정되는 공 통신의 취 을 公社로 하여 거부‧정지 는 제한하

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오늘날과 같은 불온통신규제제도의 틀을 갖추

게 된다. 하지만 체신부장 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의 한국 기통신

공사에 한 제재규정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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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그동안 독 체제로 운 되어 왔던 기통신산업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기 하여 1991. 8. 10. 기통신기본법이 면개정되고, 동시에 공

기통신사업법도 동일자에 ‘ 기통신사업법’으로 면개정되었다. 이 당시

기통신사업법은 불온통신에 한 취 거부‧정지‧제한명령의 상을 한국

기통신공사에서 기통신사업자로 확 하면서, 이러한 명령을 반한 사

업자에 한 벌칙규정도 두게 되었다.

나. 불온통신 규제제도의 황

기통신사업법 제53조에 의한 불온통신 규제제도는 PC통신이나 인

터넷 등 소 ‘온라인매체’를 통해 유통되는 정보에 한 주요한 규제수단

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다.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정보통신부장 의 거부‧정

지‧제한명령제도가 도입된 이래 이 사건 헌법소원이 제기될 무렵인 1999.

8. 31.까지 실제로 불온통신으로 단속되어 취 거부‧정지‧제한명령이 내려

진 경우는 게시물 삭제가 203건, ID정지가 78건, 속차단이 13건이었다고

한다.

한편 정보통신윤리 원회에 의한 내용심의 시정요구제도는 의 정

보통신부장 의 취 거부‧정지‧제한명령제도와 마찬가지로 PC통신이나 인

터넷 등 소 ‘온라인매체’를 통해 유통되는 정보에 한 규제수단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의 정보통신부장 의 취 거부‧정지‧제한명령

제도보다 더욱더 활발하게 기능을 하고 있다. 정보통신윤리 원회의 통계

에 따르면 2001년 한해 동안만 해도 25,210건을 심의하여 내용삭제 7,085

건, 경고 5,323건, 이용정지 5,080건, 이용해지 4,014건 등 합계 21,502건의

시정요구를 하 다.

4. 온라인매체의 특성과 이에 한 규제원리

앞서본 바와 같이 불온통신규제제도는 PC통신이나 인터넷 등 소

‘온라인매체’를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에 한 규제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는

바, 의사표 의 매개체로서의 ‘온라인매체’의 법 성격을 어떠한 것으로

악하는가에 따라 표 의 자유와 련하여 그 보호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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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매체에 따른 통 인 3분할 제도와 이에 한 규제원리

의사표 의 매개체는 다양하겠지만 통 으로 인쇄매체, 방송매체, 통신

매체의 3가지로 분류하고 각각의 매개체들의 특성에 따라서 서로 다른 원

리에 따라 규제된다고 보았다. 즉 인쇄매체에 해서는 ‘언론‧출 의 자유

의 엄격한 보장’, 방송매체에 해서는 ‘공익성 공공성의 강조’, 통신매

체에 해서는 ‘통신의 비 보호’라는 원리가 용되고 있다.10)

우선 인쇄매체와 방송매체는 의사표 의 매개체라는 에서는 동일하지

만, 방송매체가 희소한 자원인 를 이용하고 있는 등 인쇄매체와는 다

른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이유로, 방송매체에 해서는 그 설립에 정부의

허가를 필요로 하고(제9조 제1항), 공 책임, 공정성, 공익성 등이 강조되

며(방송법 제5조 제6조), 합의제 행정기구인 방송 원회가 방송의 공정

성 공공성을 심의하여 일정한 경우에는 제재조치명령을 내리나(방송법

제32조, 제33조, 제100조 제1항), 이러한 규제는 인쇄매체에서는 볼 수 없

다. 한편, 통신매체에 해서는 개인과 개인간이 의사연락수단이라는 성질

상 통신의 비 보호라는 원리가 용되며, 우리 헌법 제18조는 “모든 국민

은 통신의 비 을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를 명문으로 보호하

고 있다.

10) 3분할 제도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매체
규제정책

인쇄매체 방송매체 통신매체

구체 인
형태

신문, 잡지, 도서 공 방송 우편, 신, 화

이용자원 종이, 인쇄
자(우편의 경우는 외)

무선에서 출발 유선에서 출발

커뮤니 이션
방식

一 多(일방향) 一 多(일방향) 一 一( 방향)

사업자의
편집자율권

인정 인정 부정

내용 규제
원칙 불가(단, 음란물,
명 훼손, 작권침해
등에 해서는 규제가능)

인정 불가

규제원리
표 의 자유의
엄격한 보장

공익성 통신의 비 보호

규제근거 역사 통
희소성, 침투성,
공공신탁

개인간의 방향
커뮤니 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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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온라인 매체의 특성과 규제원리

인터넷과 같은 온라인 매체는 애당 통신으로 출발하 지만 와 같은

통 인 3분할제도의 한쪽으로 포섭시키기 곤란하다는 데 문제가 있다.

‘인터넷신문’이나 ‘인터넷방송’이란 용어에서 보듯 통신분야에 있어서의 획

기 인 기술 발 으로 온라인매체는 더이상 발신자와 수신자 일 일의

계만이 아니라 불특정다수인에 한 정보 달매체로도 기능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그 사회 향력 한 인쇄매체나 방송매체에 못지 않게 되었

으므로, 통 인 통신의 비 보장이라는 원리에 따라 내용에 한 국가의

불개입이란 원칙을 고수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서 온라인매체를 인쇄매체에 가까운 것으로 볼 것인가 방송매체에

가까운 것으로 볼 것인가 즉 온라인매체에 해서 인쇄매체와 같이 높은

정도의 언론․출 의 자유를 보장할 것인가 아니면 방송매체와 같이 높은

정도의 규제를 할 것인가의 문제가 생긴다.

먼 , 온라인매체는 기존의 매스미디어 형태의 언론매체와 비교하면 다

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11)

첫째, 의사표 의 방식에 있어서, 기존의 인쇄매체나 방송매체는 정보제

공자(신문사, 방송국)의 편집 는 事前編成에 의해 정보이용자(구독자, 시

청자)에게 일방 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정보이용자는 단순히 신문선택권

는 채 선택권만 가질 뿐인 一 多의 형 인 일방향의 매스미디어인

반면에, 인터넷은 一 一 커뮤니 이션은 물론이고 多 多 커뮤니 이션도

가능한 ‘ 방향매체’이다. 따라서 인터넷의 경우에는 정보제공자와 정보제

공자의 구분이 모호해져 구나가 정보이용자인 동시에 정보제공자가 될

수 있다.

둘째, 근의 용이성에 있어서, 방송은 희소한 자원인 를 이용하는

계로 소수의 허가받은 방송사업자만이 를 독 으로 이용하고, 신

문 등 인쇄매체 한 윤 기 등 량 고속의 인쇄수단 효율 인 보

망이 필요한 등 진입장벽이 매우 높아, 자신의 의견이나 사상을 표 하고

싶은 정보제공자들은 그에 한 근이 어려웠던 반면에, 인터넷은 그러한

진입을 가로막는 법 장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로 렴한 비

11) 이해완, “불온통신규제와 표 의 자유”, 언론과 법 창간호(2002), 35-37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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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으로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자신의 의견이나 사상을 표 할 수

있다.

셋째, 정보이용자의 측면에서 기존 미디어 경우는 수동 인 소비자에

불과하 으나 인터넷 등 온라인 매체의 경우 정보이용자가 정보의 분배와

재생산에 극 참여할 수 있게되어 정보에 한 이용자의 통제권도 높아

졌다.

넷째, 기존의 매체에서는 볼 수 없는 다음과 같은 역기능도 있다. 즉, 개

인의 정보발신이 용이한 반면 발신인에게 기자 등 문인과 같은 직업윤리

가 결여되어 있고, 익명으로 용이하게 음란물, 명 훼손 등 불법하거나

질의 정보가 유통되기 쉬우며 인터넷의 가공할 속도와 력 때문에 질

의 정보가 단시간에 범 하게 확산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온라인매체를 방송매체와 비교할 경우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첫째, 방송매체는 유한한 자원인 를 사용하기 때문에 희소성의 원칙

에서 정부의 규제가 정당화되는 데 비하여 온라인 매체는 인쇄매체와 마찬

가지로 구나 이용할 수 있어 희소성의 원칙이 용될 여지가 없다.

둘째, 방송은 이른바 침투 성격(pervasive presence) 있어 정보이용자

(청취자, 시청자)는 아무런 사 고 없이 정보제공자(방송국)의 표 내용

에 막바로 노출될 수밖에 없으나 온라인매체의 경우는 이와는 달리 정보이

용자가 언제나 자기가 원하는 정보를 선택하여 극 으로 이용하고 통제

할 수 있다.12)

한편, 이상과 같은 온라인매체의 특성이 온라인매체에 한 규제를 완

히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의사표 의 매개체에 한 규제는 당해

매개체의 특성을 반 하지 않을 수 없는바, 온라인매체를 방송매체와 동일

한 정도로 규제할 수는 없다는 은 분명하다고 할 것이다.

12) 방송의 침투 성격과 정보수용자에 의한 표 정보의 통제가능성의 유무는

특히 매스미디어와 련하여 내용 규제의 요한 근거가 된다. 컨 미국연방

법원은 FCC v. Pacifica Foundation, 438 U.S. 726 (1978) 결에서 방송의 침

투 성격(uniquely pervasive presence)을 규제의 주요 근거로 제시하 으나, 반

면 통신매체인 화에 한 Sable Communications of Cal., Inc. v. FCC, 492

U.S. 115 (1989) 결에서는 이용자의 통제능력이 인정된다는 것을 주된 이유로

화상에서의 속한 표 (indecency)에 한 국가의 규제를 헌이라고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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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온라인매체의 내용 규제에 한 입법례13)

앞서본 바와 같이 인터넷과 같은 온라인매체는 ‘정보의 바다’로서 많은

유익한 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하지만, 한편으로는 음란물, 명 훼손 등 불

법하거나 질의 정보가 유통되기 쉬우며 인터넷의 가공할 속도와 력

때문에 질의 정보가 단시간에 범 하게 확산될 험성을 내포하고 있

다. 그리하여 각국에서는 질의 정보가 유포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규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에 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가. 미국

(1) 연방통신품 법(Communications Decency Act: CDA) 사건

미국에 있어서 인터넷에 한 내용 규제가 문제된 것은 1996년의 연

방통신품 법에서부터이다. 연방통신품 법은 지상 방송, 이블방송

인터넷상의 유해매체물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하려고 하는 의도에서 입

법화된 것이었다. 그 에서 특히 문제가 된 것은 미성년자에게 속하거

나(incecent) 명백히 불쾌한(patently offensive) 정보를 의도 으로 송하

는 행 를 처벌하는 규정이었다. 이에 하여는 수정 제1조의 표 의 자유

와 수정 제5조의 법 차보호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이 주장되었고 정

부에서는 방송에 있어서 속한(indecent) 표 에 한 규제를 인정한 선

례14)에 비추어 합헌이라고 주장하 으나, 연방 법원은 Reno v. ACLU

결15)에서 CDA의 “indecency transmission”에 한 조항과 “patently

offensive display”에 한 조항은 그 규제범 가 범 하여 수정 제1조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 결을 내렸다. 다수의견에 의하면 이는 표 에

한 내용 (content-based) 규제이고, 방송매체에 한 규제근거들 즉, 방송

에 한 범 한 정부규제의 역사, 주 수의 희소성, 방송의 침투 성격

등은 “사이버공간(cyberspace)”에서는 존재하지 않으며, 당해 조항들의

용범 와 련하여 애매모호성과 범 성은 형사법률로서의 억지력과 함

13) 이에 하여는, 박선 , 언론정보법연구I (법문사, 2002), 491-501면 참조.

14) FCC v. Pacifica Foundation, 438 U.S. 726 (1978) 결은 의 희소성 방

송의 침투 성격 등을 이유로 방송에서는 속한(indecent) 표 에 한 규제가

허용된다고 시하 다.

15) 521 U.S. 844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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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 표 의 자유에 한 축효과(chilling effect)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을 지 하고 있다.

(2) 어린이온라인보호법(Child Online Protect Act: COPA) 사건

통신품 법이 헌 결을 받자 미국 의회는 어린이 온라인 보호법을 제

정하 는데 이에 의하면 5만명 이상의 고객을 가진 인터넷서비스업체에서

는 3년 이내에 음란물의 근을 원천 으로 쇄하는 차단소 트웨어를 설

치하도록 하고 인터넷등 제의 인터넷보조 을 받고 있는 공립학교와 공공

도서 에서는 이를 의무 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률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자료(material harmful to

minors)’를 청소년이 받아볼 수 있게 월드와이드웹(World Wide Web)을

통하여 상업 으로 통신을 하는 행 를 형사처벌하는 조항(47 U.S.C. §

231(a)(1))이 문제되었는바, 1998. 11. 19. 미연방 펜실베니아 동부지구 지방

법원에 의해, 최종 인 헌여부 결이 날 때까지 그 집행이 정지되는 “잠

정 지명령(temporary restraining order)”이 내려졌고16), 1999. 2. 1.에

는 “ 비 지명령(preliminary injunction)”이 내려졌다. 그리고 2000. 6.

22. 연방항소법원에서도 헌 결17)을 받은 상태일 정도로 헌논쟁에 휩

싸여 있다.18)

(3) 이처럼 인터넷내용규제에 하여 법원의 헌 결이 뒤따르자 미국

은 인터넷에 하여는 규제를 하지 아니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나. 독일

독일은 1997년 이른바 멀티미디어법을 제정하여 인터넷상에서 유통되는

불법 이고 해로운 정보의 유통을 방지하는 데 주안 을 두고 있다. 이 법

은 서비스제공자가 불법 이거나 해로운 정보가 유통되고 있다는 것을 알

16) 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v. Reno, 31 F.Supp.2d 473 (E.D.Pa. 1999).

17) 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v. Reno, 217 F.3d 162 (3rd Cir. 2000).

18) 결은 일부 이유에 하여 연방 법원의 Ashcroft v. 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535 U.S. 564 (2002) 결로 기환송되었으나, 환송받은 제3순회

구 연방항소법원은 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v. Ashcroft, 322 F.3d 240

(3rd Cir. 2003) 결로 규제범 가 지나치게 범 하다는 이유 등으로 1심 결을

유지하고 법의 헌을 선언하 다.



기통신사업법 제53조 등 헌확인 215

고 그 것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기술 으로 가능하고 그러한 차단조치

가 합리 으로 기 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3자가 게재한 인터넷 정보

내용에 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한다. 다만 제3자가 올린 정보를 이용자

들이 단지 이용할 수 있도록 매개역할만 할 경우는 그러한 책임을 지지 아

니한다(동법 제5조).

한편, 독일은 청소년보호를 한 언론매체 규제제도로서 청소년보호법과

청소년유해물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 여부에 따른 등 분류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청소년유해매체물로 목록등재가 고시된 문서의 경우에는 기통신

을 이용한 정보통신서비스를 통해서도 배포되거나 근이 허용되어서는 안

되며(청소년유해물법 제3조 제1항 제4호), 이에 반한 경우 형사처벌을 받

게 되지만(동법 제21조 제1항 3a호), 기술 방책을 통해 국내에서의 제

공 는 배포가 성인이용자에게 국한될 수 있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를 통한 배포나 근은 허용된다(동법 제3조 제2항 제2문).

다. 랑스

랑스는 인터넷에 해서도 기존의 법률을 그 로 용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특히 미국에 의해 주도되는 인터넷상에서 자국의 문화를 보

호하기 한 목 에서 인터넷에 한 국가의 규제가 정당화되고 있으며,

다른 매체보다 인간의 존엄성 존 , 소비자 권리보호, 사생활보호, 표 의

자유 등이 강조되고 있다.

한편, 랑스에는 1978년 정보자유 원회가 설치되어 정보처리 텔

커뮤니 이션의 자유에 한 법 , 기술 제반사항을 조정하고 통제하는

데, 원회는 인터넷을 통한 텔 커뮤니 이션의 일반화와 기술 운용

의 화에 따른 안 문제와 기술 인 문제를 해결하기 한 방법과 기술

감시를 주된 임무로 할 뿐, 소 트웨어와 내용규제는 하고 있지

않으며, 인터넷서비스공 자 회와 이용자단체, 자상거래 회 등이 인터

넷자율규제를 통해 등 제를 시행하고 있다.

라. 일본

일본에서는 1999년 시행되는 개정 풍속 업법에서는 음란물의 유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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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기 하여 성인정보제공자의 정화노력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같은 해 아

동포르노처벌법을 제정하여 어린이를 소재로 한 음란물을 인터넷서비스를

통하여 제공하는 것을 하고 있다.

한편, 온라인 통신이 래하는 새로운 사회 문제에 한 책으로

1997년 통상산업부와 정보통신사업자들로 구성된 일본정보통신 의회가

‘정보통신사업운 에 한 윤리강령’과 ‘PC통신서비스이용자규범’이라는 정

보통신윤리강령을 제정하 는데, 이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주최자는 타인에 한 상, 비방, 미풍양속 반 등의

다양한 윤리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고 지도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은 강제 인 불온통신규제제도는 택하고 있지 아

니한 것으로 단된다.

6. 기통신사업법 제53조 제1항에 한 단

가. 쟁

기통신사업법 제53조 제1항은 “ 기통신을 이용하는 자는 공공의 안녕

질서 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내용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

여 국민에게 이른바 불온통신의 지의무를 부과하고 있었다.

이 조항에 하여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공공의 안녕질서”

는 “미풍양속”과 같은 추상 개념을 사용하고 있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

지 아니하는가, 한 이 조항은 불법통신 즉 다른 법률에 의하여 불법으로

규정된 내용의 통신뿐만 아니라 이에 이르지 못하는 불온통신까지 하고

있는바 이것이 과잉 지원칙에 반하지 않는가가 문제된다.

나. 명확성의 원칙에 한 반 여부

(1) 명확성의 원칙19)과 표 의 자유

명확성의 원칙이란 행정부가 법률에 근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재산을 침

19) 이에 하여는 홍기태, “명확성의 원칙에 한 연구”, 헌법논총 제11집(2000),

267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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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하는 경우 법률이 그 범 를 명확하게 확정해야 하고, 법원이 공권력의

행사를 심사할 때에는 법률이 그 심사의 기 으로서 충분히 명확해야 한다

는 것을 말한다.20)

그리고 명확성의 원칙은 법치국가 원리의 한 표 으로서 모든 기본권 제

한입법에 하여 요구된다. 규범의 의미내용으로부터 무엇이 지되는 행

이고 무엇이 허용되는 행 인지를 수범자가 알 수 없다면 법 안정성과

측가능성은 확보될 수 없게 될 것이고, 한 법집행당국의 자의 집행

을 가능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21)

명확성의 원칙은 모든 법률에 하여 동일한 정도로 용된다고는 할 수

없고, 그것이 형벌법규인지 여부, 규제 상이 되는 권리의 보호정도, 사

억제 규제인지의 여부 등에 따라 명확성의 정도가 달라진다고 이 타당

하다.22)

그런데, 표 의 자유를 규제하는 입법에 있어서 이러한 명확성의 원칙은

특별히 요한 의미를 지닌다. 민주사회에서 표 의 자유가 수행하는 역할

과 기능에 비추어 볼 때, 불명확한 규범에 의한 표 의 자유의 규제는 헌

법상 보호받는 표 에 한 축효과를 수반하기 때문이다. 즉, 무엇이

지되는 표 인지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자신이 행하고자 하는 표 이 규제

의 상이 아니라는 확신이 없는 기본권주체는 체로 규제를 받을 것을

우려해서 표 행 를 스스로 억제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그 기

때문에 표 의 자유를 규제하는 법률은 그 규제로 인해 보호되는 다른 표

에 해 축효과가 미치지 않도록 규제되는 표 의 개념을 세 하고 명

확하게 규정할 것이 헌법 으로 요구된다.23)

한 우리 헌법재 소는 표 의 자유는 다른 기본권 특히 경제 기본권

에 비하여 우월 지 를 인정하고 있으므로24) 조항과 같이 표 의 자

20) 명확성의 원칙은 법치국가원리에서 비롯되며, 죄형법정주의, 조세법률주의도 이

원리의 특수한 형태라 할 수 있다. 홍기태, 앞의 논문, 274-279면 참조.

21) 헌재 1990. 4. 2. 89헌가113, 례집 2, 49, 59; 헌재 1996. 8. 29. 94헌바15, 례

집 8-2, 74, 84; 헌재 1998. 4. 30. 95헌가16, 례집 10-1, 327, 341; 헌재 1999. 9.

16. 97헌바73등, 례집 11-2, 285, 300.

22) 홍기태, 앞의 논문, 284-292면 참조.

23) 헌재 1998. 4. 30. 95헌가16, 례집 10-1, 327, 342.

24) 헌법재 소는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 한법률 제16조 제3항 등의 헌여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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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를 규제하는 경우에는 일반 인 경우보다 명확성의 요구가 더 강화되고,

특히 이 조항과 같이 표 의 내용에 따른 규제인 경우에는 규제되는 표

의 개념을 세 하고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른 한편, 모든 법규범의 문언을 순수하게 기술 개념만으로 구성하는

것은 입법기술 으로 불가능하고 바람직하지도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치개념을 포함한 일반 , 규범 개념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

로 법문언이 해석을 통해서, 즉 법 의 보충 인 가치 단을 통해서 그 의

미내용을 확인해낼 수 있고, 그러한 보충 해석이 해석자의 개인 인 취향

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이 없다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25)

(2) 이 사건에 있어서의 쟁

기통신사업법 제53조 제1항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른바 불온통신을

하면서 그 개념을 “공공의 안녕질서 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내용의 통

신”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지되는 불온통신의 범 를 정하는 기

으로서의 ‘공공의 안녕질서’와 ‘미풍양속’이라는 개념이 명확성의 원칙에

부합할 정도로 명확하고 구체 인가가 문제된다.

(3) 합헌론 (소수의견)

소수의견은 기통신기본법 제53조 제1항을 같은 조 제2항과 함께 고려

할 경우 불온통신의 구체 인 범 를 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임하고 있

는 것이므로 명확성원칙 배 여부를 포 임 여부의 단과 함께 하면서

명확성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본다.

먼 소수의견은, “표 의 자유의 역에서 그 반에 한 제재수단이

형벌일 경우에는 어떠한 역보다도 명확성의 요구 정도가 강할 것이지만,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그 반의 제재수단이 비교 경미하여 형벌 는

한 헌법소원에서 “언론의 자유는 바로 민주국가의 존립과 발 을 한 기 가 되

기 때문에 특히 우월 인 지 를 지니고 있는 것이 헌법의 한 특징이다”고

시하 고(헌재 1991. 9. 16. 89헌마165 례집 3, 518, 524), 국가보안법 제7조에

한 헌심 에서 조항에 한 제한해석은 “표 의 자유의 우월 지 에 비

추어 당연한 요청”이라고 시하 다 (헌재 1996. 10. 4. 95헌가2 례집 2, 49,

63).

25) 헌재 1998. 4. 30. 95헌가16, 례집 10-1, 327, 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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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유사한 강도의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때에는, 단지 문제되는 역이

표 의 자유라는 이유만으로 명확성의 원칙 내지 포 임 지의 원칙과

련하여 특별히 엄격한 심사기 이 채택되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26)

고 하고, “ 임입법은 그 자체로서 완결 인 명확성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법령 자체에서 완결 으로 내용을 정하는 경우에 비하여 그 정

도에 있어서 완화된 명확성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27)고 한다.

나아가 소수의견은, 법률의 합헌 해석의 원칙에 의거하면, “ 법률조

항들에서 사용되고 있는 ‘공공의 안녕질서’ 는 ‘미풍양속’은 ‘모든 국민이

수하고 지킬 것이 요구되는 최소한도의 질서 는 도덕률’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하고,28) “과연 무엇이 ‘모든 국민이 수하고 지킬 것

이 요구되는 최소한도의 질서 는 도덕률’인가는 행정입법자의 구체 형

성과 이에 한 헌법재 소나 법원의 단을 기다려 비로소 명확하여질 수

있을 것”이므로29) “합헌 법률해석의 원칙에 따라 해석된 ‘공공의 안녕질

서’ 는 ‘미풍양속’의 개념은 어도 임의 기 으로서는 비교 명백한

것”30)이라고 시하여, 명확성원칙에 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4) 헌론(다수의견)

이에 하여, 다수의견은 먼 , “표 의 자유를 규제하는 경우에 일반

으로 명확성의 요구가 보다 강화된다고 할 것이고, 특히 조항과 같이

표 의 내용에 의한 규제인 경우에는 더욱 더 규제되는 표 의 개념을 세

하고 명확하게 규정할 것이 요구된다”31)고 설시하면서, 다음과 같은 이

유로 법조항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시한다.

“공공의 안녕질서 는 미풍양속을 해하는”이라는 불온통신의 개념은

무나 불명확하고, 애매하다.

26) 헌재 2002. 6.27. 99헌마480, 례집 14-1, 616, 635-636.

27) 같은 책, 636.

28) 같은 책 636-627.

29) 같은 책, 637-638.

30) 같은 책, 638.

31) 같은 책, 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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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37조 제2항은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의 안 보장․질서유지

는 공공복리를 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음

을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21조 제4항은 언론․출 은 공 도덕이나 사회

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기통신사업

법 제53조 제1항은 불온통신을 “공공의 안녕질서 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통신”으로 규정하고 이를 지하고 있는바, 여기서의 “공공의 안녕질서”는

헌법 제37조 제2항의 “국가의 안 보장․질서유지”와, “미풍양속”은 헌

법 제21조 제4항의 “공 도덕이나 사회윤리”와 비교하여 볼 때 동어반복이

라 해도 좋을 정도로 구체화되어 있지 아니하다. 즉 “불온통신”의 개

념을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헌법상 기본권제한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

건 는 헌법상 언론․출 자유의 한계를 그 로 법률에 옮겨 놓은 것에

불과할 정도로 그 의미가 불명확하고 추상 이다.

이처럼, “공공의 안녕질서”, “미풍양속”이라는 것은 매우 추상 인 개념

이어서 어떠한 표 행 가 과연 “공공의 안녕질서”나 “미풍양속”을 해하는

것인지, 아닌지에 한 단은 사람마다의 가치 , 윤리 에 따라 크게 달

라질 수밖에 없고, 법집행자의 통상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내용을 객

으로 확정하기도 어렵다.

와 같이 불명확한 불온통신의 개념은 (…) 수범자인 국민으로 하여

어떤 내용의 통신이 지되는 것인지 고지하여 주지 못하고 있다. “공공의

안녕질서”나 “미풍양속”에 하여 어렴풋한 추측마 불가능한 것은 아

니라 할지라도, 그것은 각자마다 다른 단히 주 인 것일 수밖에 없다.

물론 입법에 있어서 추상 가치개념의 사용이 필요한 것은 일반 으로

부인할 수 없으며, 한 “공공의 안녕질서”, “미풍양속”이라는 개념을 사용

하는 것이 언제나 허용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법률의 입법목 ,

규율의 상이 되는 법률 계의 성격, 련 법규범의 내용 등에 따라서는

그러한 개념의 사용이 허용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

도 공권력에 의하여 표 의 내용을 규제하는 입법에서 아무런 추가 인

제한요건 없이 막연히 “공공의 안녕질서 는 미풍양속을 해하는”이라는

잣 로 일체의 표 을 규제하는 것은 (…) 표 의 자유에서 요구하는 명확

성의 요청에 하게 부응하지 못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32)

다수의견은, 표 의 자유를 규제하는 경우는 제재수단이 형벌인 경우가

32) 헌재 2002. 6. 27. 99헌마480, 례집 14-1, 616, 628-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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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더라도 다른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 비하여 더 엄격한 정도의 명확

성을 필요로 함을 분명히 하고, “공공의 안녕질서 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내용의 통신”을 하는 법조항은 설사 그 구체 범 를 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임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명확성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시하고 있다.

나아가, ‘공공의 안녕질서’나 ‘미풍양속’과 유사한 개념이 헌법에도 사

용되고 있다는 을 들어 명확성원칙에 배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하여

는, “직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에서 헌법상의 개념이나 그

와 같은 정도로 추상 인 개념을 그 로 사용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

다”고 밝히면서33), 다만 “공공의 안녕질서”, “미풍양속”이라는 개념을 사용

하는 것이 언제나 허용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법률의 입법목 , 규율의

상이 되는 법률 계의 성격, 련 법규범의 내용 등에 따라서는 그러한

개념의 사용이 허용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이라고 밝 34) 유사

한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 다른 법률조항35)에 한 단순한 유추 용을 경계

하고 있다.

다. 과잉 지원칙 반여부

(1) 과잉 지원칙과 표 의 자유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면 국민의 기본권을 법률로써 제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 본질 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고, 한 과잉 지

의 원칙에 배되어서도 아니 되는바, 과잉 지의 원칙이라 함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함에 있어서 국가작용의 한계를 명시한 것으로서 목 의 정

당성, 방법의 정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등을 의미하며, 그 어

느 하나에라도 이 되면 헌이 된다는 헌법상의 원칙을 말한다.36) 과

33) 같은 책, 630.

34) 같은 책, 629.

35) 그 표 인 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 는 무효로 한다”는 민법 제103조의 경우를 들 수 있으나, 이는 표 의 자

유가 아니라 경제 계를 규율하는 법률이고 그 의미나 범 에 하여는 법

원의 례가 집 되어 있는 만큼 이를 헌으로 보기 어려울 것이다.

36) 헌재 1997. 3. 27. 95헌가17, 례집 9-1, 219, 234; 헌재 1998. 5. 28. 95헌바18

례집 10-1, 583, 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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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 지 원칙은 모든 기본권침해법률에 하여 용되는 것이나, 특히 표

의 자유를 규제하는 법률에 하여는 헌법이 허용하는 범 를 과하여 표

을 규제하는 경우에는 ‘과도하게 범하여 무효라는 법리’ 는 ‘과도한

범성의 법리’(the overbreadth doctrine)로 불리어진다.37)

(2) 이 사건에서의 쟁

불온통신 이른바 불법통신 즉 다른 법률에 의하더라도 그 제작 자체

가 지되는 정보 컨 음란물, 작권침해정보, 명 훼손 정보 등을 온

라인매체에서도 지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불법정보에

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정보, 컨 청소년유해매체물(이는 제작은 지되

지 않으나 유통은 규제를 받는다) 는 동성애, 징집반 운동 등 련 정보

까지 조항에 의하여 지되는 것인지 한 그러한 정보의 지가 허용

될 것인지의 여부가 문제가 된다.

(3) 합헌론(소수의견)

이에 하여 소수의견은, 입법자가 ‘ 기통신을 이용하는 자는 공공의 안

녕질서 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내용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

정한 취지는, “넓은 의미의 공공의 안녕질서 는 미풍양속에 조 이라도

해가 되는 모든 표 을 규제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표 의 자유의 요

성을 감안하더라도 양보할 수 없는,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최소한도의 질

서 는 도덕률의 침해에 하여는 이를 규제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38), “‘공공의 안녕질서’ 는

‘미풍양속’의 의미를 와 같이 보게 되면, 규제되지 않아야 할 표 까지

싸잡아 규제하는 과잉규제를 필연 으로 래한다고는 말할 수 없다”고 설

시한다39). “즉, 개념들은 ‘모든 국민이 수하고 지켜야 할 것’만을 의미

하므로, 성인에게는 근이 허용되지만 청소년에게만 지되는 표 물인

37) Erwin Chemerinsky, Constitutional Law : Principles and Politics (Aspen Law

& Business, 1997), 764-765 참조.

38) 헌재 2002. 6. 27. 99헌마480, 례집 14-1, 616, 636-637.

39) 같은 책, 637



기통신사업법 제53조 등 헌확인 223

‘청소년유해매체물’은 불온통신의 이름으로 규제되어서는 아니됨을 요청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최소한도의 질서 는 도덕률’을 의미하므로, 우리 재

소가 보호받는 표 으로 분류한 ‘ 속한’ 표 한 불온통신의 이름으로

규제되어서는 아니됨을 요청하고 있”으니40), 과잉규제의 험이 크다고 보

기도 어렵다고 본다.

(4) 헌론(다수의견)

다수의견은 다음과 같이, 기통신사업법 제53조는 “공공의 안녕질서

는 미풍양속을 해하는”이라는 불온통신의 개념을 제로 하여 규제를 가하

는 것으로서 불온통신 개념의 모호성, 추상성, 포 성으로 말미암아 필연

으로 규제되지 않아야 할 표 까지 다함께 규제하게 되어 과잉 지원칙에

어 난다고 시한다.

먼 , 우리 재 소가 명시 으로 보호받는 표 으로 분류한 바 있는 “

속한” 표 (헌재 1998. 4. 30. 95헌가16, 례집 10-1, 327)도 "미풍양속"에

반하는 것으로 되어 규제될 수 있다. 우리 재 소는 “음란한” 표 과 달리

“ 속한” 표 은 일정한 사회 가치를 가지고 있어서 이를 면 지시키

는 것은 표 의 자유에 한 침해가 된다고 하면서, 외설성이 음란에는 달

하지 않는 성 표 , 한두 번의 폭력 표 , 다소 상세한 살인 장의 묘

사, 성을 소재로 한 유머, 왜곡된 사회도덕이나 윤리를 풍자하는 다소 품

없는 표 등이 “ 속”에 해당한다고 하 는데(헌재 1998. 4. 30. 95헌가

16, 례집 10-1, 352-353), 이러한 속한 표 에는 “공공의 안녕질서”

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것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청소년보호를 해 그 유통․ 리를 규제하는

매체물이다. 여기에는 성인에게도 지되는 음란물 같은 불법표 물도 포

함될 수 있지만, 성인에게는 근이 허용될 수 있지만 청소년에게만 지

되는 표 물도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공공의 안녕질서 는 미풍양속” 개념의 포 성으로 말미암아

청소년에 한 근만 지하여도 족할 표 물도 불온통신에 해당되어 규

제받게 된다. 를 들어 성 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 인 표 물은 청소

40) 같은 책, 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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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의 근으로부터는 차단할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청소년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참조), 그것이 음란물에 이르지 않는 한 성인에 의한 표 과

근까지 지할 이유는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표 물들

도 “미풍양속”에 반하는 불온통신이라 하여 규제받을 수 있게 된다.

(…) 다양한 의견간의 자유로운 토론과 비 을 통하여 사회공동체의 문

제를 제기하고, 건 하게 해소할 가능성을 쇄한다. 성(性), 혼인, 가족제

도에 한 표 들( 컨 , 혼 동거, 계약결혼, 동성애 등에 한 표 )이

“미풍양속”을 해하는 것으로 규제되고 민한 정치 , 사회 이슈에 한

표 들( 컨 , 징집반 , 양심상의 집총거부, 통일문제 등에 한 표 )이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하는 것으로 규제된다면, 기통신의 이용자는 표

행 에 있어 축되지 않을 수 없고, 이로 말미암아 열린 논의의 가능성

은 원천 으로 배제되어 표 의 자유의 본질 기능이 훼손된다.41)

다수의견은 조항상의 불온통신은 실 으로 소수의견이 설시하는

바와 같이 제한 으로 해석되고 있지 아니하고 있다고 보고(이 사건에서

문제된 게시물의 내용 한 소수의견이 설시하는 바와 같은 좁은 범 의

불온통신에 속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조항은 과잉 지원칙에

배된다고 보고 있다. 특히 “다원성과 가치상 주의를 이념 기 로 하

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공공의 안녕질서’나 ‘미풍양속과 같은 상 이고

가변 인 개념을 잣 로 표 의 허용 여부를 국가가 재단하게 되면 언론과

사상의 자유시장이 왜곡되고, 정치 , 이데올로기 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

고’ “더욱이 집권자에 한 비 표 은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하는 것

으로 쉽게 규제될 소지도 있다”는 것과, “오늘날 가장 거 하고, 주요한 표

매체의 하나로 자리를 굳힌 인터넷상의 표 에 하여 질서 주의 사고

만으로 규제하려고 할 경우 표 의 자유의 발 에 큰 장애를 래할 수 있

다”는 것을 지 하고 있음42)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7. 기통신사업법 제53조 제2항에 한 단

가. 쟁

41) 헌재 2002. 6. 27. 99헌마480, 례집 14-1, 616, 630-631.

42) 같은 책, 63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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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통신사업법 제53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의 안녕질서

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통신의 상 등은 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이는 이른바 불온통신의 구체 범 를 통령령에

임하고 있는바 이것이 포 임입법 지원칙에 배되는지의 여부가 문제

된다.

나. 포 임입법 지의 원칙

헌법 제75조는 “ 통령은 법률에서 구체 으로 범 를 정하여 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하여 필요한 사항에 하여 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포 임입법 지의 원칙은 행정부에 입법

을 임하는 수권법률의 명확성원칙에 한 것으로서, 헌법 제75조의

“법률에서 구체 으로 범 를 정하여 임받은 사항”이라 함은 법률에 이

미 통령령으로 규정될 내용 범 의 기본사항이 구체 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구라도 당해 법률로부터 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의 강을 측

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43) 그리고 이 같은 임의 구체성과 명확성의

요구정도는 규제 상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달라지는데, 기본권침해 역에

서는 부행정 역에서 보다는 구체성의 요구가 강화되고, 다양한 사실

계를 규율하거나 사실 계가 수시로 변화될 것이 상될 때에는 임의 명

확성의 요건이 완화될 수 있을 것이다.44)

그런데 이 사건에서 문제되고 있는 불온통신에 해서는 정보통신부장

이 그 취 거부‧정지‧제한을 명령할 수 있고,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71조 제7호에 의하여 형사처벌이 가해지며, 이

명령으로 인해 기통신이용자의 표 의 자유라는 기본권이 분명히 제한된

다는 에서, 여타의 경우보다는 임입법에 있어서의 구체성과 명확성의

요구가 강화된다고 할 것이다.

다. 합헌론(소수의견)

먼 소수의견은 “표 의 자유의 역에서 그 반에 한 제재수단이

43) 헌재 1991.7.8. 91헌가4, 례집 3, 336, 341.

44) 헌재 1991.2.11. 90헌가27, 례집 3, 11, 2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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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일 경우에는 어떠한 역보다도 명확성의 요구 정도가 강할 것이지만,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그 반의 제재수단이 비교 경미하여 형벌 는

이와 유사한 강도의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때에는, 단지 문제되는 역이

표 의 자유라는 이유만으로 명확성의 원칙 내지 포 임 지의 원칙과

련하여 특별히 엄격한 심사기 이 채택되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다.45)

그리고, “이용자에게 직 으로 용되는 것은 임입법인 법률조항

들이 아닌 구체 인 시행령조항이므로, 어떤 표 이 '공공의 안녕질서'

는 '미풍양속'에 배된다는 이유로 규제되는 일은 있을 수 없고, 구체 인

시행령조항의 배를 이유로 규제되는 것”이므로, “'공공의 안녕질서' 는

'미풍양속'이라는 개념은 시행령조항에 한 구체 지침의 기능을 할 수

있을 정도까지만 명확하면 되는 것”이라고 하여46), 법률의 합헌 해석의

원칙에 의할 때, ‘공공의 안녕질서’ 는 ‘미풍양속’은 ‘모든 국민이 수하

고 지킬 것이 요구되는 최소한도의 질서 는 도덕률’을 의미한다고 보아

야 할 것인바,47) 그 다면 “ ‘공공의 안녕질서’ 는 ‘미풍양속’의 개념은

어도 임의 기 으로서는 비교 명백한 것으로서, 행정입법자에게 그

임의 내용, 목 범 등 구체 인 지침을 제시하는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고, “ 구라도 법률조항들의 임에 따라 통령령으로 정하게

될 불온통신에 한 기 과 범 의 강을 측할 수 있다”고 하여48) 포

임입법 지의 원칙상 수 할 수 없을 정도는 아니라고 설시한다.

라. 헌론(다수의견)

이에 반하여 다수의견은 “‘공공의 안녕질서’나 ‘미풍양속’의 개념은 단

히 추상 이고 불명확하여, 수범자인 국민으로 하여 어떤 내용들이 통

령령에 정하여질지 그 기 과 강을 측할 수도 없게 되어 있다”고 하

여49) 다음과 같이 포 임입법 지 원칙에 반한다고 시한다.

45) 헌재 2002. 6. 27. 99헌마480, 례집 14-1, 616, 635-636.

46) 같은 책, 636.

47) 같은 책, 636.

48) 같은 책, 638.

49) 같은 책, 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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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념은 행정입법자에게 정한 지침을 제공하지 못함으로써 그로 인

한 행정입법을 제 로 통제하는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 이러한 기능은

임입법에서 임사항을 명백히 한계지울 수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한데,

“공공의 안녕질서”나 “미풍양속”의 개념은 행정입법의 범 에 한 아무런

한계로도 작용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행정입법자는 다분히 자신이

단하는 는 원하는 “안녕질서”, “미풍양속”의 념에 따라 헌법 으로

보호받아야 할 표 까지 얼마든지 규제 상으로 삼을 수 있게 되어 있다.

이는 조항의 임에 의하여 제정된 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16조 제

2호와 제3호가 “공공의 안녕질서 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것으로 인정되

는 통신”으로서 “반국가 행 의 수행을 목 으로 하는 내용의 기통

신”,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내용의 기통신”을 각 규정하

여 기통신사업법 제53조 제1항에 못지 않게 불명확하고 범 하게

통신을 규제하고 있는 에서 더욱 명백하게 드러난다고 할 것이다.

(…) 나아가 기통신사업법 제53조 제2항은 불온통신 즉 “공공의 안녕

질서 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통신”의 상 등을 부

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임함으로써,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국

가의 안 보장, 질서유지 는 공공복리를 해 필요한 경우” 는 “공

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법률”로써 구체화하여야 할 것

을 법률에 의하여는 구체화하지 아니한 채 으로 행정입법에 맡

겨놓은 결과를 래하 는바…50)

다수의견은 불온통신의 규제가 표 의 자유를 침해하고 나아가 내용에

근거한 규제라는 에서 그 범 를 행정입법에 임하는 경우에도 엄격한

정도의 명확성을 요한다고 시하고 있는 것이다.

8. 기통신사업법 제53조 제3항에 한 단

가. 쟁

기통신사업법 제53조 제3항은 “정보통신부장 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에 하여는 기통신사업자로 하여 그 취 을 거부・정지 는 제

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정보통신부장 이 불온통신에 하여

50) 같은 책, 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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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 의 거부, 정지 한 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여기서는 정보

통신부장 이 불온통신의 취 거부 등 명령을 함에 있어 불온통신인지 여

부에 한 사법부의 단을 미리 거치지 아니하며 실제 피해를 받는 이용

자의 의견진술 등의 기회가 보장되지 아니함을 이유로 법 차원칙에

배된다고 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문제되며, 나아가 불온통신의 취 거부,

정지 한 제한 조치의 하나로서 실무상 당해 정보의 삭제 이외에 이용자

명(ID)사용정지 사이트폐쇄 명령까지 하고 있는데 이러한 제도가 기본

권제한입법의 한계인 과잉 지원칙에 배되는지의 여부가 문제된다.

나. 합헌론(소수의견)

소수의견은 조항은 법 차원칙에 반하지 않으며 과잉 지원칙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한다.

(1) 먼 , 법 차원칙에 하여는, 기통신사업법 제53조 제3항에서

기통신이용자에 하여 의견청취에 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하더라

도, 기통신이용자는 이해 계인으로서 행정 차법 제22조 제3항, 제2조

제4호 등에 의하여 처분의 사 통지를 받고, 의견제출을 할 기회가 열려

있으며, 청문이 실시되거나 공청회가 개최되는 경우에는 이에 참가할 수

있는 길도 열려 있으며, 실 으로 기통신의 이용자에게 의견진술권이

부여되지 않는 경우가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법률 조항에 별도

의 의견진술권이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정보 의 신속성에

따른 규제의 실효성 확보를 한 것으로서, 이 한 행정 차법 제22조 제

4항, 제21조 제4항 등에 그 근거를 둔 것이라고 한다.51)

(2) 한, 과잉 지원칙에 하여는, 온라인매체의 경우 불온통신의 게재

에 하여는 당해 정보를 제공한 이용자가 삭제에도 불구하고 반복 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불법정보를 게시하는 사태가 흔히 발생하는 등

단지 당해 표 물의 개별 삭제명령만으로는 효과 으로 처할 수 없으

므로 이러한 경우에 사이트폐쇄명령이나 이용자명(ID)정지명령을 인정하지

아니한다면 달리 한 처방법을 생각하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규제수단

의 인정은 부득이한 것이고, 사이트폐쇄명령이나 이용자명(ID)정지명령도

51) 같은 책, 642-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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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기통신사업자가 운 하는 통신망에 한정되는 것이어서, 이용자는

그 밖의 통신망의 이용에 하여는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아니하므로, 와

같은 규제수단의 인정으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게 되는 피해는 이를 인정할

필요성이나 그로 인한 공익에 비하여 그다지 크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과

잉 지의 원칙에 반되지 아니한다고 본다.52)

다. 헌론(다수의견)

반면, 다수의견은 조항 자체의 헌성에 한 구체 인 언 은 피하

면서, “ 기통신사업법 제53조 제1항과 제2항이 헌법에 반되므로 조

항들을 제로 하는 기통신사업법 제53조 제3항 한 더 나아가 살필 필

요 없이 헌”이라고 시하면서, 다만, “ 조항에 의한 정보통신부장 의

취 거부․정지․제한 명령 제도는 실질 인 피규제자인 기통신이용자에

게 의견진술권이 보장되어 있지 아니한 에서 법 차원칙에도

배될 소지가 있”다는 과, “ 취 거부․정지․제한에 이용자명(ID)의 사

용 지 는 사이트폐쇄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이용자가 당해

사이트를 통하여 다른 법한 정보를 유통하는 것까지 불가능하게 한다는

에서 과잉 지원칙에 반될 소지가 많음”을 지 하고 있다.53)

라. 해설

먼 , 법 차원칙에 하여 보면, 다수의 학자들은 당해 통신이 지되

는 것인지 여부에 한 사법부의 단 이 에 행정부의 단만으로 규제가

발동되는 시스템 자체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지만54)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은

이에 하여는 언 하지 않았다. 청구인이 이러한 시스템 자체에 한

헌성을 문제삼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다수의견의 입장에서는 그에

한 제가 되는 기통신사업법 제53조 제1항과 제2항에 하여 헌으

로 선언하고 있으므로 굳이 이에 하여까지 단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기

52) 같은 책, 640-641.

53) 같은 책, 643.

54) 표 인 경우로, 박선 , 언론정보법연구 I (법문사, 2002), 486면; 황성기, “불온

통신규제와 표 의 자유”, 인터넷법률 제15호(2003.1.), 74면; 이해완, 앞의 논문,

66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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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일 수도 있다. 그 다고 해서 이러한 행정부에 의한 규제시스템 자체

에 합헌성을 인정한 것이라고는 볼 수는 없고 그에 한 단이 유보되었

다고 이 타당할 것이다.55)

한 소수의견이, 이용자가 이해 계인으로서 처분의 사 통지를 받고,

의견제출을 할 기회가 열려 있으며, 청문이 실시되거나 공청회가 개최되는

경우에는 이에 참가할 수 있는 길도 열려 있다고 설시함에 하여, 다수의

견은 이용자가 이해 계인으로서 당연히 의견진술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부

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행정 차법에 의하여 의견진술등을 할 수 있는

이해 계인은 같은 법 제2조 4호에 의하면 “행정청이 직권 는 신청에 의

하여 행정철차에 참여하게 한” 경우에 한하고 있어 사실상 이용자는 의견

진술 등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쇄되어 있는 을 시하여 법 차원칙

에 배될 소지가 있음을 지 하고 있다.

나아가, 기통신사업법 제3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에 하여

는… 그 취 을 거부, 정지 는 제한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문리해석상 취 의 거부, 정지 는 제한의 상은 어디까지나 불온통신

그 자체이고 불온통신을 게시한 자의 ID 사용이나 불온통신이 게재된 사이

트가 아님이 분명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 조항에 근거하여서는 ID 사용

정지나 사이트폐쇄 등의 조치를 취할 수는 없다고 이 타당하다. 다수의

견은, 설사 조항을 근거로 ID 사용정지나 사이트폐쇄 등을 할 수 있다

고 해석하더라도, 그러한 경우는 이용자의 표 의 자유를 과다하게 제한하

는 것으로서 헌의 소지가 있음을 지 하고 있다.

9. 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16조에 한 단

55) 입법정책 인 문제에 가까운 것이긴 하나 과연 정보통신부장 이 온라인매체의

내용규제에 여하는 것이 한 것인지 의문이다. 통신에 있어 가장 요한 가

치가 통신의 비 보장이란 을 감안하면 기통신의 주무부처인 정보통신부장

이 통신의 내용을 체크하여 규제한다는 자체가 부 하다고 할 것이므로 정보통

신부장 은 내용규제에 여하지 아니하는 쪽이 나을 것이다. 이 경우 명

나 라이버시, 상권, 지 재산권 등 개인 법익을 침해하는 기통신은 그

피해자가 직 법원에 삭제등을 신청하게 하는 방법을, 음란한 내용의 기통신,

범죄를 교사 방조하는 기통신, 는 국가기 는 공무상비 을 설하는 통신

등에 하여는 수사기 이 직 법원에 삭제등을 청구하는 방법을 취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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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쟁

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16조는 법 제53조 제2항의 임에 따라 이른바

불온통신의 구체 인 내용으로서 “1. 범죄행 를 목 으로 하거나 범죄행

를 교사하는 내용의 기통신, 2. 반국가 행 의 수행을 목 으로 하는

내용의 기통신, 3.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내용의 기통

신”의 세 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규정 역시 명확성의 원칙이나 과잉 지의 원칙에 반하여 표

의 자유를 침해하는지가 문제되었다.

나. 일부 헌론(소수의견)

소수의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조항 제1호에 하여는 합헌, 제2호

제3호에 하여는 각 헌이라고 단한다.

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16조 제1호가 규정하고 있는 "범죄행 를 목

으로 하거나 범죄행 를 교사하는 내용의 기통신"은 형사법규로 처벌되

는 범죄행 를 수행하기 한 것이거나, 그러한 범죄행 를 교사하기 한

통신을 의미하는 것으로 쉽게 해석할 수 있고, 그 다면, 제1호의 규정

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 그러나, 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16조 제2호 제3호는 지나치게

추상 이고 불명확한 표 을 사용함으로써 수범자에게 최소한의 해석지침

만을 제공하고 있을 뿐이므로, 표 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 요구되는

명확성의 원칙에 크게 미달한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우선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반국가 행 의 수행을 목 으로

하는 내용의 기통신”의 경우를 살펴보면, ‘반국가 행 ’의 개념 자체가

매우 추상 이고 불명확하여 와 같은 규정만으로는 구체 인 경우에 어

떠한 행 가 반국가행 로 규제될 것인지가 다분히 법집행기 의 의사에

좌우될 가능성이 높고, 무엇보다도 정부에 한 비 인 견해가 반국가행

라는 명목으로 규제될 가능성이 크다는 에서 표 의 자유에 한 침

해가능성이 쉽게 상된다. 그러므로 제2호에서 제시하는 기 은 표

의 자유를 완결 으로 규제하는 기 이 될 수 없다.

다음으로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내용의 기통신”의 경우를 살펴보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라는 개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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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권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의 안녕질서 는 미풍양속’에 비하여 그 명

확성의 면에서 한치도 나아간 것이 없는 개념으로서, 이와 같은 추상 기 의

제시로는 법집행기 의 자의 인 단을 막을 길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제3호에서 제시하는 기 은 수권법률의 임의 기 으로는 허용될 수 있을

지라도, 표 의 자유를 확정 으로 규제하는 기 이 되기에는 무나도 추상

이고 불명확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56)

다. 헌론(다수의견)

다수의견은, 에서 본 바와 같이 기통신사업법 제53조 제2항이 헌

법에 반되므로 이를 근거로 한 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16조는 모두 당

연히 헌이라고 시한다.57)

수권규정이 헌인 이상 이에 근거한 통령령은 당연히 헌으로서 효

력을 상실할 것이므로 굳이 시행령 자체의 헌성은 단하지 아니한 것이

나, 이에 하여 단한다면 소수의견의 단내용과 별로 다르지 아니

할 것으로 짐작된다.

10. 결정의 의의 후속 경과

이 결정은 우리나라에서 인터넷 등 온라인매체의 내용에 따른 규제를 가

하는 입법에 하여 헌법재 소가 내린 최 의 결정이란 에서 요한 의

미를 지니고 있을 뿐 아니라, 인터넷 등 사이버스페이스에서 헌법상의 표

의 자유가 어떻게 보호되어야 하는가에 하여 분명히 밝힌 기념비 인

결정으로 평가받고 있다.58)

56) 헌재 2002. 6. 27. 99헌마480, 례집 14-1, 616, 639.

57) 같은 책, 634.

58) 이해완, 앞의 논문, 34면 참조.

한편, 이 결정은 한국언론법학회에 의하여 ‘올해의 례’로 지정되기도 했다(조

선일보 2002. 7. 24.자 21면 기사 참조). 학회는 그 선정이유로서, “다수의견의

헌론은 기본권제한에 한 통설 인 해석원리와 헌법재 소의 선행결정의 기본

에 바탕을 둔 것으로서 한 헌법 단”으로 평가하고, 결정은 “‘미

풍양속’이나 ‘공공의 안녕질서’ 등 막연하고 허술한 용어로 표 의 자유를 제한하

는 행정만능 인 사고방식에 제동을 거는 것으로서 앞으로 우리 사회 특히 가상

공간에서의 법치주의 실 과 향상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 하면서, 소수의견 역

시 법률의 명확성의 원칙 등을 좀더 심층 으로 분석한 뒤 일부조항의 합헌론을

개한 도 주목할 가치가 있으며, 이러한 소수의견의 제시는 “견해의 다양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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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 결정으로 헌으로 단된 기통신사업법 제53조는 2002. 12.

26. 법률 제6822호로 지 상통신을 “불법통신”으로 한정하고 불법통신의

내용을 법률에서 구체 으로 규정하고 규제의 상이 된 기통신이용자에

게도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개정되어

2003. 3. 27.부터 시행되었다.

제53조 (불법통신의 지 등) ① 기통신을 이용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행 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는 상을 배포․ 매․임 하거나

공연히 시하는 내용의 기통신

2. 사람을 비방할 목 으로 공연히 사실 는 허 의 사실을 시하여

타인의 명 를 훼손하는 내용의 기통신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는 상을

반복 으로 상 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내용의 기통신

4.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는 로그램 등을 훼손․

멸실․변경․ 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기통신

5.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 방의 연령확인, 표시

의무 등 법령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리를 목 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기통신

6. 법령에 의하여 지되는 사행행 에 해당하는 내용의 기통신

7. 법령에 의하여 분류된 비 등 국가기 을 설하는 내용의 기통신

8. 국가보안법에서 지하는 행 를 수행하는 내용의 기통신

9. 범죄를 목 으로 하거나 교사 는 방조하는 내용의 기통신

②정보통신부장 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통신에 하여는 제53조

의2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윤리 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통신사업자로

하여 그 취 을 거부․정지 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통신의 경우에는 그러한 기통신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이를 명할 수 없으며, 제1

반 하는 것으로서 논쟁의 장을 열어주는 의미도 가진다는 에서 다른 가치

를 찾을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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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제7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의한 기통신의 경우에는 계 앙행정기

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명할 수 있다.

③정보통신부장 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의 상이 되는 기통신

사업자 해당 이용자에게 사 에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공의 안 는 복리를 하여 긴 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의견청취가 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한 경우로서 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3. 의견제출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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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 법 제64조 제3항 헌소원

- 퇴직후의 사유에 기한 공무원 연 여제한과 재산권 보장 -

(헌재 2002. 7. 18. 2000헌바57, 례집 14-2, 1)

학 선
*

1)

【 시사항】

1. 공무원연 법 제64조 제3항의 여제한을 퇴직후의 사유에도 용하

는 것이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2. 이 사건 법률조항을 퇴직후의 사유에도 용하는 것이 명확성의 원칙

에 배되는지 여부

3. 이 사건 법률조항을 퇴직후의 사유에도 용하는 것이 평등의 원칙에

배되는지 여부

4. 이 사건 법률조항이 법 차원칙과 이 처벌 지의 원칙에 배되는

지 여부

【심 의 상】

이 사건 심 의 상은 공무원연 법(1995. 12. 29. 법률 제5117호로 개

정되고, 2000. 12. 30. 법률 제6328호로 개정되기 의 것) 제64조 제3항으

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무원연 법(1995. 12. 29. 법률 제5117호로 개정되고, 2000. 12. 30. 법

률 제6328호로 개정되기 의 것)

제64조(형벌등에 의한 여의 제한)

③ 형법 제2편 제1장(내란의 죄), 제2장(외환의 죄), 군형법 제2편 제1장

* 단국 법학과 교수․ 헌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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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란의 죄), 제2장(이 의 죄), 국가보안법(제10조를 제외한다)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고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기여 의 총액에

민법의 규정에 의한 이자를 가산한 액을 반환하되 여는 지 하지 아니

한다.

【사건의 개요】

1. 심 청구에 이르게 된 경

청구인은 1966. 11. 1.부터 ○○ 학교 교수로 재직하다가 1993. 8. 1. 퇴

직한 후 같은 해 9.부터 1998. 11.까지 공무원연 법에 의한 퇴직 여로 퇴

직연 111,741,870원과 퇴직수당 39,414,590원을 지 받았다. 그런데 청구

인은 1997. 9. 10.경 남 간첩인 최정남 등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수 차례

회합하 고, 이로 인하여 1998. 7. 23. 서울고등법원에서 국가보안법 제8조

(회합․통신) 반죄로 징역 2년의 형을 선고받아 그 결이 1998. 11. 13.

확정되었다.

이에 공무원연 리공단은 같은 해 12. 26. 청구인에 하여 공무원연

법 제64조 제3항과 동법 제31조 제1항 제2호를 용하여 기지 된 퇴직

여 합계 151,156,460원에서 청구인에게 반환할 기여 15,128,620원(청구

인으로부터 납부받은 기여 이에 한 민법 소정의 이율에 의한 이자)

을 공제한 136,027,840원을 1999. 1. 29.까지 납부하라는 처분을 하 다.

청구인은 서울행정법원에 공무원연 리공단을 상 로 퇴직 여환수처

분취소소송(99 9888)을 제기하 으나 청구기각되자,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

등법원에 항소(당해사건인 99 10935)하 다. 청구인은 항소심 재 공

무원연 법 제64조 제3항이 헌법에 반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률심 제

청을 신청(2000아109)하 으나 서울고등법원이 이를 기각하자, 2000. 7. 21.

헌법재 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 다.

한편 서울고등법원은 2000. 6. 29. 당해사건에 한 청구인의 항소를 기

각하는 결을 선고하 고, 청구인이 상고를 하지 않아 그 결이 확정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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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구인의 주장 계기 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1) 당해사건에 하여 법원은 이 사건 법률조항상의 퇴직 여청구권의

제한사유는 재직 의 사유임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범죄행

가 퇴직 후에 발생한 경우에도 용된다고 시하고 있으나, 공무원연 법

상 퇴직 여청구권은 공무원으로서 재직 의 근무사실을 제로 성립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퇴직 여청구권의 제한사유도 당연히 재직 에 발생한

사유로 한정되어야 한다.

(2) 공무원 는 공무원이었던 자라는 사실은 당해 범죄행 로 인한 형

벌의 양형에서 충분히 참작되었을 터인데, 이 사건 법률조항이 다시 퇴직

여청구권마 박탈하는 것은 이 처벌인 동시에 재산권에 한 지나

친 제한으로서 퇴직 여청구권의 본질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고, 특히 퇴

직한 후에 발생한 사유에 하여도 용하는 것은 퇴직 여청구권의 행사

를 제한함에 있어서 과잉 지의 원칙에 배되는 것이다.

(3) 이 사건 법률조항은 퇴직 여의 제한에 하여 일반범죄와 국가보안

법 등 국가 법익을 침해하는 일정한 범죄를 차별하여 취 하고 있는데,

이는 평등원칙에 배된다. 퇴직 후 일반범죄를 지른 자는 퇴직 여청구

권에 아무런 제한이 없는데, 국가보안법 반 등의 범죄를 지른 자는 퇴

직한 후 시일이 얼마나 경과하 는지에 상 없이 퇴직 여를 소 하여 박

탈하는 것은 아무런 합리 근거없이 차별 우하는 것이다.

(4) 한 퇴직 여청구권의 제한과 같은 불이익처분을 내리기 해서는

당연히 사 에 그 처분의 정성을 심사하는 차가 마련되어 당사자에게

항변할 수 있는 의견개진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기회가 보

장되지 않고 있는 것은 법 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받지 않는다는

헌법상의 원칙에 배된다.

나. 서울고등법원의 헌제청신청 기각결정 이유의 요지

(1) 공무원연 법상의 퇴직 여는 후불임 으로서의 성격 뿐만 아니라,

사회보장 혹은 공로보상 여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공무원은 재직

국민 체에 한 사자로서 국가의 안 과 국민의 생존 자유를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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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서서 수호하여야 할 헌법상의 책임을 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비록 퇴직

한 후라 할지라도 공무원이었던 자가 국가보안법 반죄 등의 범죄행 를

범할 경우에는 공무원이 아니었던 자에 의한 경우 일반범죄를 범하는

경우보다 국가의 안 에 훨씬 심각한 해가 래될 가능성이 높고, 공무

원은 퇴직 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비 을 수하는 등 일정한 의무를 부담

하는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 제23조 제1항에 반하

여 재산권의 본질 인 내용을 침해하 거나 과잉 지의 원칙 평등원칙

에 반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

(2) 한 헌법 제12조 제1항 후단의 법 차원칙이라 함은 형사사법

차상의 원칙으로서 행정 차상의 근거를 규정한 이 사건 법률조항과는 아

무런 련이 없고, 공무원 등이 국가보안법 반죄 등을 범하여 고 이상

의 형을 받은 경우 그 사실 자체로써 퇴직 여청구권을 박탈할 것인지, 아

니면 일정한 차를 거쳐 퇴직 여청구권을 박탈하는 별도의 처분을 할 것

인지는 입법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고, 당사자의 의견진술권이 반드시

차 권리로 보장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 공무원연 리공단 이사장의 의견요지

(1) 퇴직 여청구권의 제한은 언제나 재직 에 발생한 사유일 것을

제로 하는 것은 아니다. 공무원은 퇴직 후라도 반국가 활동에 나설 경

우에는 국가의 안 에 훨씬 심각한 해가 래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반

국가 활동에 해서는 공무원의 재직시기를 불문하고 엄 한 법 제재

를 가하는 것이며, 직 공무원 국가가 안 보장・질서유지에 반하여

범죄행 를 한 자에 해서는 더 이상의 부양의 의무를 질 필요가 없는

것이다.

(2) 공무원연 수 권은 사회보장 성격과 재산권의 성격을 아울러 지

니고 있는 것으로 사회보장 여, 보험료, 후불임 으로 정확히 구별하기 어

려우며,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공무원의 특수성, 범죄행 가 사회에 미치는

향, 국가 상황 등을 고려하여 반국가행 자에 한 사회보장수 권을

박탈하기 한 국가정책 목 에서 만들어진 조항으로, 일부 재산권의 성

격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는 법률에 의한 재산권의 한계를 설정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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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청구인이 부담하 던 기여 과 그 이자는 반환하므로 사유재산권의 본

질을 침해하거나 과잉 지의 원칙에 배되는 것은 아니다.

(3) 여의 제한에 있어 개인에 한 살인이나 공 의 횡령 등은 국가

체에 해를 가하는 행 는 아닌 반면, 내란이나 외환 는 국가보안법

상의 범죄는 국가의 안녕과 공공질서에 직 이고 범 한 해악을 끼칠

수 있다는 에서 반국가행 에 한 여의 제한과 일반 사범에 한

여의 제한에 차별을 두는 것은 법의 형평성을 고려한 합리 차별이라 할

것이다.

(4) 법 차원리란 형사사법 차상의 원칙으로서 퇴직 여의 환수에

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행정 차상의 근거를 규정한 이 사건 법률조항

과는 련이 없는 것이다. 오늘날 법 차의 원리가 형사 차 외에도 행

정 차에까지 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나,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고지・청취 는 변명의 기회를 주더라도 그 결과에 따라 법률

용의 내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며, 이 법에 따른 퇴직 여환수처분에

하여 그 결정에 이의가 있는 수 자는 공무원연 여재심 원회에 심사를

청구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충분히 구제받을 수 있는 차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퇴직 여의 환수처분에 앞서 청문 차 등을 거치도록 직 규정

하지 아니하 다고 하여 법 차의 원칙에 어 난다고 할 수 없다.

【쟁 】

이 사건의 쟁 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퇴직후의 사유에도 용되는가 하

는 해석의 문제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재산권보장과 명확성의 원칙 평

등의 원칙․ 법 차원칙․이 처벌 지의 원칙에 배되는지 여부이다.

【결정요지】

1. 이 사건 법률조항은 같은 조 제1, 2항에서 여제한사유를 ‘재직 의

사유’로 명확히 한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재직 의 사유로 한정하는지

여부에 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아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여지

제한사유가 재직 의 사유에 한정되는지, 아니면 재직 의 사유는 물론

이고 퇴직 후의 사유도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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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에 하여 당해사건의 제1, 2심 법원이 취한 바와 같이 재직 의

사유는 물론이고 퇴직 후의 사유에도 여의 제한이 용된다는 견해가 있

을 수 있고, 법원이 2002. 5. 31. 선고 2000두4514 퇴직 여환수처분취소

등 사건에서 취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여의 제한은 ‘재직

의 사유’로 한정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

소정의 여제한이 ‘재직 의 사유’만으로 한정되는가, 아니면 ‘퇴직 후의

사유’로도 제한될 수 있는가에 하여 상반된 해석을 낳고 있으므로, 이 사

건 법률조항의 헌여부를 단함에 있어서는 재직 의 사유와 퇴직 후의

사유가 모두 용될 여지가 있음을 제로 하여 단하기로 한다.

2. 공무원연 법 제64조 제3항에 의한 여의 제한사유인 범죄행 를 공

무원으로 재직하던 에 범한 죄로 한정하여 보는 한, 연 제도와 같은 사

회보장 분야에 한 입법에 있어 입법자가 범 한 입법형성권을 갖는

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이 사유재산권을 보장한 헌법규정에

반하여 퇴직 여청구권의 본질 인 내용을 침해하거나 입법형성권의 범

를 벗어나 과잉 지의 원칙에 반하는 자의 인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그

러나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여제한의 사유가 퇴직 후에 범한 죄에도

용되는 것으로 보는 것은, 입법목 을 달성하기 한 방법의 정성을

결하고, 공무원이었던 사람에게 입법목 에 비추어 과도한 피해를 주어 법

익균형성을 잃는 것으로서 과잉 지의 원칙에 배하여 재산권의 본질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반된다 할 것이다.

3. 이 사건 법률조항은 여청구권을 제한 내지 박탈하는 부담 성격을

갖고 있는 규정이므로 명확성의 원칙에 하여 엄격한 기 이 용되는 것

인데도,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 앞의 제1항, 제2항에서 “재직 의 사유로”

라고 그 사유의 발생시기를 명확히 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그 사유가 ‘재

직 의 사유’만인지 ‘퇴직 후의 사유’도 해당되는지에 하여 일체의 언

이 없이 해당 범죄의 종류만을 열거하고 있다. 이러한 법문상의 표 은 입

법의 결함이라고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립 해석을 낳고 있는바, 이러

한 불명확한 규정에 의하여 ‘퇴직 후의 사유’를 여제한의 사유에 해당하

는 것으로 본다면, 이는 법규정이 불명확하여 법집행당국의 자의 인 법해

석과 집행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서 헌법상의 명확성의 원칙에 어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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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이라 하겠다.

4. 이 사건 법률조항을 ‘재직 의 사유’로 한정하여 보는 입장을 취할

경우, 공무원 재직 에 일반범죄를 범한 자와 재직 반국가 범죄를

범한 자 사이에는 제한되는 여의 범 에 차등이 있으나, 이러한 차별은

공무원이 재직 반국가 범죄를 범할 경우 국가에 한 해가 일반범

죄의 경우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한 것으로서 합리 이

유가 있으므로 평등의 원칙에 반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법률조항을 퇴직 후의 범죄에 하여도 용되는 것으

로 해석한다면, 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범죄를 범하는 경우와 반국가 범

죄를 범하는 경우에 큰 차별이 있게 된다. 퇴직 후 일반범죄를 지른 자

는 퇴직 여청구권에 아무런 제한이 없는데, 국가보안법 반죄 등 반국가

범죄를 지른 자는 퇴직한 후 시일이 얼마나 경과하 는지에 상 없이

퇴직 여를 소 하여 박탈당하게 되는 것으로 평등의 원칙에 배된다.

5.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반드시 여를 지

하지 않게 되어 있어 청문 차를 거치더라도 그 결과에 따라 여제한의

내용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여제한에 한 결정은 행정

처분으로서 그 결정에 이의가 있는 수 자는 공무원연 여재심 원회에

심사를 청구하고(공무원연 법 제80조 제1항, 공무원연 법시행령 제84조)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으므로 여의 제

한조치에 앞서 청문 차를 거치도록 직 규정하지 아니하 다고 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 법 차의 원칙에 어 난다고 할 수는 없다. 한 헌법

제13조 제1항 후단에 규정된 일사부재리 는 이 처벌 지의 원칙에 있어

서 처벌이라고 함은 원칙 으로 범죄에 한 국가의 형벌권 실행으로서의

과벌을 의미하는 것이고 국가가 행하는 일체의 제재나 불이익처분이 모두

그에 포함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여를 제

한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헌법이 하고 있는 이 인 처벌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해설】

이 사건 헌법소원심 청구는 청구인이 퇴직후에 국가보안법 제8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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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하여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서울고등법원에서 퇴직 여환수처분취소를 다

투던 이 사건 법률조항에 한 헌심 청구를 신청하 으나 기각되자

헌법재 소에 헌법재 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을 청구하 던

것이다. 헌법재 소는 공무원연 법 제64조 제3항은 퇴직 후의 사유를

용하여 공무원연 법상의 여를 제한하는 범 내에서 헌법에 반된다고

하면서 한정 헌결정을 하 는데, 결정이 갖는 특징은 법원 2002. 5.

31. 선고 2000두4514 결에서 공무원연 법 제64조 제3항의 의미에 하

여 같은 취지의 해석이 이미 내려진 상태에서 한정 헌결정을 하 다는

이다.

1. 공무원연 법상의 여의 종류와 성격

공무원연 제도는 공무원을 상으로 퇴직 는 사망과 공무로 인한 부

상․질병․폐질에 하여 한 여를 실시함으로써, 공무원 그 유

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하는 데에 그 목 이 있는 것으로서(공

무원연 법 제1조), 의 사유와 같은 사회 험이 발생한 때에 국가의

책임아래 보험기술을 통하여 공무원의 구제를 도모하는 사회보험제도의

일종이다.

공무원연 제도는 연 제도 본래의 기능인 퇴직연 이외에도 기업의

퇴직 에 해당하는 일시 퇴직수당, 민간의 산재보험에 해당하는 공무

상 재해보상 여, 기타 일반재해에 한 각종 부조 여를 실시하는 등의

폭넓은 보장기능이 있으며, 아울러 ․ 직 공무원을 한 다양한 후생복

지 로그램도 마련하고 있다. 즉, 공무원연 제도는 공무원이라는 특수직

역을 상으로 한 노후소득보장, 근로보상, 재해보상, 부조 후생복지 등

을 포 으로 실시하는 종합 인 사회보장제도이다.1)

공무원연 법상의 여는 크게 단기 여와 장기 여로 나 어진다.

단기 여로는 공무상요양비․공무상요양일시 ․재해부조 ․사망조

등 4종이 있고(공무원연 법 제34조), 장기 여로는 퇴직 여 4종(퇴직

연 ․퇴직연 일시 ․퇴직연 공제일시 ․퇴직일시 ), 장해 여 2종(장

1) 최재식, 실무해설 공무원연 법, 삼익출 사, 199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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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연 ․장해보상 ), 유족 여 6종(유족연 ․유족연 부가 ․유족연 특

별부가 ․유족연 일시 ․유족일시 ․유족보상 ) 퇴직수당 등 13종

이 있다(공무원연 법 제42조).

이러한 공무원연 법상의 여를 그 보호내용의 성격에 따라 구분해 보

면, ① 퇴직이나 사망 등에 의한 소득상실시 그 소득을 보장해주는 所得保

障的 性格의 퇴직 여와 유족 여2) ② 민간의 법정퇴직 에 해당하는 勤

勞報償的 性格의 퇴직수당 ③ 근로재해에 해 보상을 해주는 災害補償的

性格의 공무상요양 여(공무상요양비․공무상요양일시 ), 장해 여 유

족보상 ④ 일반재해에 해 로하는 차원에서 지 하는 扶助的 性格의

재해부조 과 사망조 등으로 나 어진다.3)

그러나 공무원연 법상의 각종 여는 퇴직수당과 같이 후불임 의 성

격이 강한 것도 있고 그 지 아니한 것도 있지만, 기본 으로는 모두 사회

보장 여로서의 성격을 가짐과 동시에 공로보상 내지 후불임 으로서의

성격도 함께 가진다고 할 것이다.4)

헌법 제34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국가는 사회보장ㆍ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는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입법자는 사회보장과 사회복지의 증진

을 하여 극 인 입법활동을 하며, 이러한 법률을 제정할 때에는 국가

의 재정능력, 국민 체의 소득 생활수 , 기타 여러가지 사회 ․경제

여건 등을 종합하여 합리 인 수 에서 결정하여야 하며 그와 같은 정

책 단의 과정에서 입법자는 범 한 입법형성의 자유를 가진다. 따라서

입법자는 연 수 권의 구체 내용, 즉 그 시행시기를 언제부터로 할 것

인지, 지 상을 어떤 범 로 한정할 것이며 지 액은 어느 정도로 할 것

인지, 여액 산정의 기 가 되는 재직기간은 얼마로 할 것이며 재직기간

의 계산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등을 법률로 형성함에 있어 범 한

형성의 자유를 가진다. 다만 국가가 입법을 통하여 사회보장의 증진에 기

2) 유족 여 유족보상 은 제외한다.

3) 최재식, 공무원연 의 안문제와 개선방향, 공무원연 리공단, 1998, 10쪽.

4) 헌재 1998. 12. 24. 96헌바73, 례집 10-2, 856, 866; 헌재 2000. 3. 30. 99헌바53,

2000헌바9, 98헌마401(병합), 례집 12-1, 344, 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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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한다 하더라도 수혜의 정도에 따라 효과에 차별이 생길 수 있고 나아가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에 이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측면에서 입법자

의 형성의 자유도 제한을 받을 수 있다.5)

2. 이 사건 법률조항의 해석문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같은 조 제1, 2항에서 여제한사유를 ‘재직 의 사

유’로 명확히 한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재직 의 사유로 한정하는지 여

부에 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아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여지 제

한사유가 재직 의 사유에 한정되는지, 아니면 재직 의 사유는 물론이

고 퇴직 후의 사유도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된다. 따라서 해석상으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견해가 가능하다.

가. “재직 의 사유”로 한정된다는 견해

공무원연 법상의 형벌에 의한 여의 제한은 공무원연 법 제정 당시

부터 규정되어 있었다. 구 공무원연 법(1960. 1. 1. 법률 제533호로 제정된

것) 제9조는 공무원 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재직 의 사유로써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되거나, 형의 집행유 의 선고를 받

고 그 재 이 확정되거나, 탄핵 는 징계에 의하여 면직된 경우(군인이

재 에 의하여 면직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혹은 국 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연 법에 의한 여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 다.

이를 분석하면, 자격정지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주체가 ‘공무원 는 공무원이었던 자’임은 당연하여 별 의미가

없으나, 그 사유 발생시기가 반드시 ‘재직 의 사유’에 한하는 것이 아니라,

재직 의 사유나 퇴직 후의 사유도 포함된다고 볼 여지가 있어 ‘재직 의

사유’에 한정함에 큰 의의가 있다. 그러나 탄핵 는 징계에 의하여 면직된

때의 경우는 탄핵이나 징계사유가 공무원법령 등의 규정이나 성질에 비추

어 그 주체는 ‘공무원’, 그 사유발생시기는 ‘재직 의 사유’로 한정되고(징계

등의 사유는 공무원 련 법령에서 정할 것이지 공무원연 법에서 징계의

5) 헌재 1999. 9. 16. 97헌바28 례집 11-2, 272, 278-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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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인 종류가 아닌 그 징계사유의 발생시기를 구분하여 지 제한사유를

다시 결정할 것은 아니다), 국 을 상실하 을 때에는 그 성격상 그 주체가

‘공무원 는 공무원이었던 자’, 그 사유발생시기는 ‘재직 은 물론 퇴직 후

의 사유’도 포함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즉 지 제한사유의 주체에

한 ‘공무원 는 공무원이었던 자’의 의미는 그 표 이 없더라도 당연한 것

이어서 별 의미가 없고, 사유발생시기에 하여 ‘재직 의 사유로써’에 한

정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자격정지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되었을 때‘에 하여 의미가 있는 것이고, 나머지 사유에 있어서

는 그 사유의 성질에 비추어 해석하여야 할 것이지 법문의 표 에 얽매

어 해석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된다.

그 후 1962. 8. 31. 법률 제1133호로 개정된 구 공무원연 법 제49조 제1

항에서 “공무원 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고 이상의 형을 받았거나 공무

원이 탄핵 는 징계처분에 의하여 면직 는 정직된 경우에는 각령의 정

하는 바에 의하여 여의 부 는 일부를 지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재직 의 사유가 삭제되었다.6)

그러나 동법 시행령에 의하면 이는 표 상의 잘못으로 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유의 발생시기가 ‘재직 ’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

다. 이는 감액비율을 규정하면서 그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서 ‘...... 그 해당

하게 된 날 이후에 속하는 그 자의 재직기간에 련된 퇴직 여의 액 에

서……’ 라고 한 것으로 보아도 당연하다.

즉 법에서는 지 감액사유를 ‘재직 의 사유’로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으

면서 지 감액의 범 만을 시행령에 임하고 있음에도 시행령에서는 지

감액사유를 ‘재직 의 사유’로 한정하여 규정하는 것은 ‘재직 의 사유’가

당연한 제라서 그 다고 볼 수 있다.

그 후 1982. 12. 28. 법률 제3586호로 구 공무원연 법을 개정하면서 제

64조 제1항에서 “공무원 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재직 의 사유로 고이

6) 이 조항은 1972. 12. 6. 법률 제2354호로 개정된 구 공무원연 법에서 “공무원

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고이상의 형을 받았거나 공무원이 탄핵 는 징계처분에

의하여 면직된 경우에는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여액의 일부를 감액

하여 지 한다”라고 개정되었으나 반국가 범죄에 하여 별도로 규정하지는 않

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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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형을 받았거나, 공무원이 탄핵 는 징계에 의하여 면된 경우에는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여액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 한다. 이

경우 이미 납부한 기여 의 총액에 민법의 규정에 의한 이자를 가산한

액이하로 감액할 수 없다”고 규정하 고, 제2항에서 “형법 제2편 제1장(내

란의 죄), 제2장(외환의 죄), 군형법 제2편 제1장(반란의 죄), 제2장(이 의

죄), 국가보안법(제10조를 제외한다)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고이상의 형

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기여 의 총액에 민법의 규정에 의한 이자

를 가산한 액을 반환하되 여는 지 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반국

가범죄에 하여 별도의 조항을 신설하여 여를 제한하도록 하 다.

이 때에 일반범죄에 해서는 재직 의 사유로 고이상의 형을 선고받

은 경우에 한하여 여의 제한을 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규정하 고, 반국

가범죄에 해서는 ‘재직 의 사유’라는 규정을 두지 아니하 다. 그러나

법 제64조 제1항에서도 공무원이 탄핵 는 징계에 의하여 면되는 경우

도 재직 의 사유라는 표 은 없지만 당연한 것으로 악할 수 있는 것처

럼, 반국가범죄에 하여 여를 제한하는 사유를 재직 의 사유로 제한하

는 것은 당연한 것이므로 다시 표 하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

반국가범죄에 해서는 액지 제한사유이므로 시행령에서 따로 지 감액

의 범 를 정할 필요가 없으므로 시행령이 필요없고, 따라서 법률에서는

지 제한사유가 명확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재직 의 사유로 한정함이 타당

하다 할 것이다.

그 후 1991. 1. 14. 법률 제4334호로 개정된 구 공무원연 법 제64조 제1

항의 “…이 경우…”를 “…이 경우 퇴직 여액은…”으로 개정하 고, 1995.

12. 29. 법률 제5117호로 개정된 공무원연 법에서 행과 같이 규정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1982. 12. 28. 개정 까지는 반국가범죄에 하여 특별히 규정하

여 여의 제한을 한 것이 아니라 일반범죄와 함께 포함되어 고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여의 제한이 되었으나, 1982. 12. 28. 개정 후부터 반국가

범죄에 하여 특별히 규정을 두어 여를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1982. 12. 28. 개정 에는 일 으로 여의 지 제한 사유를 “재직

의 사유”로 한정하고 있었고 반국가범죄에 하여 따로 규정하기 시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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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 12. 28. 개정 후에도 일반범죄에 해서는 지 제한사유를 명확하게

“재직 의 사유”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연 을 보았을

때 이 사건 법률조항도 지 제한 사유가 “재직 의 사유”로 한정되는 것

이다.

한 아래의 견해처럼 지 제한 사유의 제한이 없으므로 퇴직 후에도

용이 된다고 한다면, 재직 의 사유와 퇴직후의 사유뿐만이 아니라 재직

의 사유도 포함되어야 할 것인바 이는 용인될 수 없을 것이다.

나. “퇴직후의 사유”에도 용된다는 견해

공무원연 법 제64조 제1항과는 달리 제3항은 “재직 의 사유”라는 제한

된 표 이 없으므로 그 해석상 재직 의 사유는 물론이고 당연히 퇴직 후

에도 용된다고 볼 수 있다. 1982. 12. 28. 개정 에는 일반범죄와 반국가

범죄를 함께 규정하다가 1982. 12. 28. 개정 후에는 이를 분리하여 규정하

다면 반국가범죄에 하여 규정하면서 재직 의 사유라는 제한을 특별히

하지 않은 것은 지 제한사유를 제한하지 않으려는 의도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즉, 1982. 12. 28. 이 에는 “공무원 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고이상의

형을 받게 되는 경우” 여의 부 는 일부를 감액하여 지 하도록 함으

로써, 여의 제한의 요건을 재직 의 사유로 제한하지 않고 퇴직 후라도

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여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불하도록

하 다. 그 후 1982. 12. 28. 공무원연 법을 개정하면서 일반범죄와 반국가

범죄를 구별하여 규정하 는데, 일반범죄에 하여는 재직 의 사유7)로

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여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불하

도록 하고 있으며, 반국가범죄에 해서는 재직 의 사유라는 조건없이

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기여 에 이자를 가산한

액 이외에는 지 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입법연 으로 살펴볼 때 일반범죄는 재직 의 사유로 고이

7) 재직 의 사유라 함은 재직 에 발생한 사유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것이 직무와

련된 것인지 여부는 묻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재 소(헌재 1995. 7. 21. 94헌바

27, 29(병합), 례집 7-2, 82, 92-92)와 법원( 법원 1997. 4. 25. 선고 95

14046, 퇴직연 감액지 처분등취소)의 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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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에 한하여 여의 제한이 있고 반국가범죄의 경우

에는 재직 의 사유라는 표 이 없으므로 퇴직후라도 고이상의 형을 받

게되는 경우에는 여의 제한사유가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8) 한

공무원은 퇴직후라 할지라도 국가보안법 반죄 등의 범죄행 를 범한 경우

에는 공무원이 아니었던 자에 의한 경우 일반범죄를 범한 경우보다 국

가의 안 에 훨씬 심각한 해를 래할 가능성이 높으며, 공무원은 퇴직

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비 을 수하는 등 일정한 의무를 부담한다는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여의 제한은 공무원 등이 퇴직

후를 불문하고 국가보안법 반 등의 범죄행 를 한 경우에 용이 된다

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다. 소결론

이 사건 법률조항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여의 지 제한 사유를 “재직

의 사유”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공무원연 법 제64조 제

1항과 제2항에서는 명시 으로 여지 제한사유를 “재직 의 사유”로 한

정하고 있지만, 이와 연계하여 의미를 악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도 당연

히 여의 지 제한 사유를 “재직 의 사유”로 한정하여야 할 것이다.

법원도 최근에 2000두4514 퇴직 여환수처분취소등 사건9)에서 “법 제

4장 4 에서 여의 제한에 한 제 규정을 하면서, 와 같이 법 제64조

에서 형벌등에 의한 여의 제한규정을 두게 된 입법목 , 그러한 규정의

연 , 제1・3항의 취지와 내용 상호 계, 형평과 정의 념, 평등권 기

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의 헌법정신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법 제64조

8) 1982. 10. 29. 공무원연 법 개정당시(일반범죄와 반국가범죄를 구별하여 여의

제한을 규정하는 것) 제11 국회 내무 원회 제114회 제14차 회의록을 보면, 당

시 김성훈 문 원의 이 사건 법률조항에 하여 보고를 한 것이 있는데, 이에

따르면 “ 행법상 형벌에 의한 여제한은 퇴직후의 사유와 유족의 행 로 인한

경우에도 여를 제한하고 형집행 은 연 지 을 액 폐지하고 있는 바 연 의

생계비 성격을 감안할 때에 案에서와 같이 퇴직 여제한은 재직 의 사유로 인

하여 형벌을 받게되는 경우와 반국가 행 등으로 제한하고 퇴직후의 행 에

의한 연 지 제한과 유족연 수 권자의 형벌에 의한 연 지 제한은 폐지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니다”라고 하고 있다. 따라서 입법자도 반국가행 에 한

여제한은 재직 의 사유로 제한하려는 것은 아닌 것으로 단된다.

9) 법원 2002. 5. 31. 선고 2000두4514 퇴직 여환수처분취소등



공무원연 법 제64조 제3항 헌소원 249

는 공무원이 재직 에 성실의무를 버리고 범죄를 질러 고이상의 형

을 받은 때에는 재직 의 성실근무에 한 공로보상 는 사회보장 성

격을 갖는 퇴직 여를 제한하고자 하는 규정으로서, 제1항은 지른 죄명

을 묻지 아니하는 일부 감액의 경우를 규정하고, 제3항은 거기에 열거된

범죄를 지르는 데에 따른 액 지 제한의 경우를 규정한 것이라 할 것

인바, 비록 제3항에서 제1항의 규정과 달리 ‘공무원 는 공무원이었던 자’

라든가 ‘재직 의 사유로’라는 표 을 빠뜨리고 있다고 하여도 이는 제1항

의 기본 규정에서 말하는 요건을 당연히 제로 하는 것이라고 새겨야

할 것이다”라고 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재직 의 사유”에 한정되어

용된다고 해석하고 있다.10)

그러나 헌법재 소는 이 사건 헌법소원의 결정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 소정의 여제한이 ‘재직 의 사유’만으로 한정되는가, 아니면 ‘퇴직 후

의 사유’로도 제한될 수 있는가에 하여 상반된 해석을 낳고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헌여부를 단함에 있어서는 재직 의 사유와 퇴직 후

의 사유가 모두 용될 여지가 있음을 제로 하여 단하”고 있으므로 헌

법재 소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퇴직 후의 사유에도 용되는 것을 제로

해석하고 있다.

3. 재 의 제성 여부

헌법률심 의 제청(헌법재 소법 제41조)이나 헌심사형 헌법소원심

청구(같은 법 제68조 제2항)의 경우에는 법률이 헌법에 반되는 여부가

법원(군사법원 포함)이 담당하는 당해사건의 재 에 있어서 제가 되어야

하는바, 이 경우 재 의 제가 된다고 하려면, 첫째 구체 인 사건이 법원

에 계속 이어야 하고, 둘째 헌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

의 재 과 련하여 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셋째 그 법률이 헌법에 반

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을 담당한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 을

10) 법원의 해석이 있기 까지 당해사건의 법원을 비롯하여 서울행정법원 99

9888 (당사자 고 복), 서울행정법원 99구11645 (당사자 심정웅), 서울고등법원 99

13975 (당사자 심정웅) 등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퇴직후의 사유’에도 용된

다고 해석하여 용하여왔으나 최근에 법원에서{2000두4514 (당사자 심정웅)}

‘재직 의 사유’로 한정되어 용된다고 시하 던 것이다.



250 헌법재 소결정해설집 2002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법률의 헌여부에 따라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 을 하게 되는 경우라

함은, 원칙 으로 제청법원이 심리 인 당해 사건의 재 의 결론이나 주

문에 어떠한 향을 주는 경우 이외에, 문제된 법률의 헌여부가 비록 재

의 주문 자체에는 아무런 향을 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재 의 결론을

이끌어내는 이유를 달리 하는 데 련되어 있거나 는 재 의 내용과 효

력에 한 법률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에도 재 의 제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11)

한편, 법률이 재 의 제가 되는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는 제청

법원의 견해를 존 하는 것이 원칙이나, 재 의 제와 련된 법률 견

해가 명백히 유지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면 헌법재 소가 직권으로 조사할

수도 있는 것이다.12)

이 사건 법률조항이 당해사건에서 용법조로 시된 법률조항인데, 만

약 이 사건 법률조항이 당해사건의 재 에 용될 법률조항이라고 한다면

그 헌 여부에 따라 재 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 의 내용과 효력에

한 법률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헌

여부는 당해사건의 재 의 제가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과연 이 사건 법률조항이 당해사건의 재 에 용되는

법률조항인가 하는 것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재직 의 사유”로 인한

경우로 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게 되는 경우에만 용이 된다고 해석하

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당해사건에는 용되지 않는 법률조항이 된다. 왜

냐하면 청구인이 국가보안법 반으로 처벌받은 것은 재직 의 사유가 아

니라 퇴직후의 사유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당해사건의

재 에 있어서 제가 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은 각하

11) 헌재 1990. 6. 25. 89헌가98등, 례집 2, 132, 142; 헌재 1993. 12. 23. 93헌가2,

례집 5-2, 578, 587; 헌재 1995. 7. 21. 93헌가14, 례집 7-2, 1, 11; 헌재 1995.

7. 21. 93헌바46, 례집 7-2, 48, 58; 헌재 1998. 5. 28. 96헌가12, 례집 10-1,

560, 565; 헌재 2001. 6. 28. 2001헌바16 등 참조.

12) 헌재 1993. 5. 12. 92헌가10등, 례집 5-1, 226, 239; 헌재 1997. 9. 25. 97헌가5,

례집 9-2, 344, 351; 헌재 1999. 9. 16. 98헌가6, 례집 11-2, 228, 235; 헌재

1999. 9. 16. 99헌가1, 례집 11-2, 245, 252; 헌재 2001. 4. 26. 2000헌가4, 례집

13-1, 783, 790-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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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법률조항에 해서는 와 같은 상반된 해석이 가능하고

한 당해사건의 1심․2심 법원이 퇴직후에도 이 사건 법률조항이 용된

다고 해석을 하여 용하 다. 따라서 청구인은 1심과 2심을 거치면서 법

원이 퇴직후의 사유에도 이 사건 법률조항을 용하 으므로 그러한 해석

하에 이 사건 법률조항을 용하는 것이 헌법에 반된다고 청구하 으므

로 재 의 제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4. 이 사건 법률조항의 헌여부

헌법재 소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법 차원칙이나 이 처벌 지의 원

칙에는 배되지 않지만 퇴직후의 사유에도 용하는 것은 재산권보장과

명확성의 원칙 평등의 원칙에 반되는 조항이라고 하면서 한정 헌선

언을 하 다.

가. 재산권보장의 배 여부

공무원연 법상의 퇴직 여 등 여수 권은 재산권의 성격을 갖고 있

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재산권으로서의 여수 권이 제한된다

고 볼 수 있는 바,13) 공무원연 제도는 공무원을 상으로 퇴직 는 사망

과 공무로 인한 부상․질병․폐질에 하여 한 여를 실시함으로써,

공무원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하는 데에 그 목 이 있

다. 공무원은 국민 체에 한 사자이며 국가작용을 수행하는 공직자로

서 국가의 안 과 헌법수호 국민의 자유보장에 앞장서야 할 책임이 있

다. 공무원이 반국가활동에 나설 경우에는 그 지 않은 자의 경우보다 국

가의 안 과 국민의 생존 자유에 훨씬 심각한 해가 래될 가능성이

13) 독일의 연방헌법재 소와 연방사회법원도 경우를 나 어 a) 개인의 노력이나

기여를 통하여 취득한 사회 여청구권, 컨 연 수 권, 산업재해보상보

험수 권 등은 헌법상의 재산권으로 보호를 받으나, b) 본인의 노력이나 개인

기여에 의하지 아니하고 국가에 의해 일방 으로 행하여지는 사회 여, 컨 사

회원호 여는 헌법상의 재산권으로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하고 있다.(BVerfGE, 1.

264,277f : 14. 288 : 30, 292 : BSGE 5. 44 - 민경식, 국가에 있어서의 사회

보장권의 보호, 공법연구 제20집, 1992, 65면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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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므로, 공무원에 하여는 반국가활동에 나서지 못하도록 유도하여야

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 할 수 있으며,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해서

는 공무원 개개인이나 공직에 한 국민의 신뢰가 기본바탕이 되어야 하는

바, 공무원이 국가보안법 반죄 등 반국가 범죄로 인하여 고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에는 공직 체에 한 신뢰를 실추시켜 공공의 이익

을 해하는 결과를 래하게 되므로, 와 같은 범죄행 로 형사처벌을 받

은 공무원에게 그에 상응하는 재산상의 불이익을 가하는 것은 국민 체의

이익을 하여 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여의 제한사유로 형법 제2편 제1장(내란의 죄),14)

제2장(외환의 죄),15) 군형법 제2편 제1장(반란의 죄),16) 제2장(이 의

죄),17) 국가보안법 반죄(제10조를 제외한다)를 열거하고 있다. 내란의 죄

는 국가존립의 내부 기 인 국토와 헌법질서에 한 죄이고, 외환의 죄

는 국가존립에 한 외부 으로부터 국가를 보호하기 한 것으로 외

국과 모의를 하여 외환을 유치하거나 한민국에 항 하거나 인 ․물

이익을 제공하여 국가존립을 태롭게 하는 것을 말한다.18) 군형법상 반란

의 죄는 작당하여 병기를 들고 헌에 반항하여 다 항거행 를 하는

범죄이며, 이 의 죄는 군 군용시설 등을 에게 제공하거나 을

하여 간첩을 하는 등 국을 이롭게 하는 행 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

다.19) 한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안 을 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

함으로써 국가의 안 과 국민의 생존 자유를 확보하기 한 법률이다

14) 형법 제2편 제1장 내란의 죄는 내란죄(제87조), 내란목 의 살인죄(제88조)

이에 한 미수범을 처벌하며, 내란 비․음모죄(제90조 제1항)와 내란선동․선

죄(제90조 제2항)을 규정하고 있다.

15) 형법 제2편 제2장 외환의 죄는 외환유치죄(제92조), 여 죄(제93조), 이 죄(제94

조～제97조, 제99조), 간첩죄(제98조) 시군수계약불이행죄(제103조)에 하여

규정하고 있다.

16) 군형법 제2편 제1장 반란의 죄에서는 제5조(반란), 제6조(반란목 의 군용물탈

취), 제7조(미수범), 제8조( 비, 음모, 선동, 선 ), 제9조(반란불보고), 제10조(동맹

국에 한 행 )에 하여 규정하고 있다.

17) 군형법 제2편 제2장 이 의 죄에서는 제11조(군 군용시설제공), 제12조(군

용시설등 괴), 제13조(간첩), 제14조(일반이 ), 제15조(미수범), 제16조( 비, 음

모, 선동, 선 ), 제17조(동맹국에 한 행 )에 하여 규정하고 있다.

18) 박상기, 형법각론, 박 사, 1997, 605면, 614면.

19) 육군사 학교, 군사법원론, 일신사, 1996, 117면, 1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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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제1조 제1항). 입법자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여수

권을 제한하면서 제한의 사유가 되는 범죄를 와 같이 국가의 존립에

해를 가하고 헌정질서를 태롭게 하는 범죄들로 한정하고, 소극 행 인

국가보안법상의 불고지죄의 경우는 제외시키고 있다.

한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공무원연 법에 의하여 납부한 기여 은

민법의 규정에 의한 이자를 가산하여 수 자에게 반환하도록 하고 있다.20)

공무원연 법상 연 재원은 보수월액의 1000분의 85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기여 과 국가 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으로 구성되는바(공무원연 법

제65조, 제66조 제2항, 제69조 제1항, 시행령 제59조, 제65조의3 제1항), 공

무원연 법상의 여 본인의 기여 에 해당하는 부분은 재직 근무의

가로서 지 하 어야 할 임 의 후불 성격이 강하고, 그 나머지 부분

은 재직 의 근무에 한 은혜 인 보상 는 사회보장 여의 성격이

강하다고 할 것인데, 재산권의 성격이 강한 기여 과 그 이자부분은 반환

하는 것이다.

그 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여의 제한사유인 범죄행 를 공무

원으로 재직하던 에 범한 죄로 한정하여 보는 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목 의 정당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제한의 사유를 국가의 존립을 태

롭게 하는 범죄행 로 인하여 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로 한정

하고, 제한의 범 도 후불임 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본인의 기여 과 그

에 한 이자의 합산액을 과하는 부분에만 한정함으로써 그 수단의 상당

성과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다고 할 것이며, 연 제도와 같은 사회보장

분야에 한 입법에 있어 입법자가 범 한 입법형성권을 갖는 에 비추

어 볼 때,21) 이 사건 법률조항이 사유재산권을 보장한 헌법규정에 반하

여 퇴직 여청구권의 본질 인 내용을 침해하거나 입법형성권의 범 를 벗

어나 과잉 지의 원칙에 반하는 자의 인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여의 제한사유를 퇴직 후에 범한 범

죄에 하여도 용하는 것으로 본다면, 이는 헌법에 반되는 것이라고

20) 기여 반환의 계산은 민법의 규정에 의한 이자가 연 5分이므로 년단 로 이자

를 계산하여 ‘납부한 기여 연액 × 1.05 × 이자계산년수’로 한다.(최재식, 실무해설

공무원연 법, 삼익출 사, 1996, 229면)

21) 헌재 1999. 9. 16. 97헌바28 례집 11-2, 272, 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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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공무원으로서의 직무상 는 직무 외의 의무인 성실의무, 복종의무, 친

공정의무, 비 엄수의무, 청렴의무, 법령 수의무, 명령복종의무, 품 유지

의무 등도 원칙 으로 재직 에 부과되는 의무이지( 외 으로 비 수

의무는 법령의 특별한 규정에 의하여 퇴직 후에도 부담하게 된다), 공무원

의 직에서 퇴직한 후에도 국가에 한 무한정의 성실의무와 충성의무를 계

속 부담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인데,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퇴직 후에 범한 범죄에 의하여 퇴직 여 등 수 권을 제한한다면 이는 공

무원에게 그 퇴직 후에도 계속 재직시와 같은 의무를 부과하는 것과 마찬

가지가 될 것이며, 공무원이 이 사건 법률조항에 규정된 국가의 존립을

태롭게 하는 범죄를 범할 때에 국가에 한 해가 일반인의 경우보다 크

다고 하는 것도 원칙 으로 공무원으로 재직시에 범죄를 지를 경우에 해

당되는 것이지, 퇴직 후에도 그 험성이 같은 정도로 높다고 할 수는 없

다. 물론 공무원이었던 자가 퇴직 후에 이러한 범죄에 가담할 때, 일반인의

경우보다는 더 해가 클 개연성이 있겠지만, 그 차이는 퇴직 여수 권을

제한 내지 박탈할 정도의 한 법익침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정도로 큰

것은 아니다.

한 공무원의 업무의 성격은 단순노무 등에 종사하는 자에서 국가기

을 담당하는 자까지 매우 다양하고, 그 근무기간도 1～2년에서부터 수십

년으로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공무원에 한 성실의무와 국가에 한

충성의무를 요구하는 것도 해당 공무원이 취 하는 업무의 성격과 그 근

무기간 등에 의하여 국가의 존립이나 안 국민의 안녕에 미치는 정도

를 구분하여 불이익의 정도를 달리하는 것이 합리 이라고 할 것인데, 직

무의 종류나 근무기간 등을 구분함이 없이 일률 으로 규정하여 단

기간 단순노무직에 근무한 공무원이었다는 사유만으로도 평생에 걸쳐

여의 환수라는 불이익을 가하게 되는 것은 입법형성의 자유를 넘어선 과

도한 제한이다.

뿐만 아니라, 공무원연 법상의 여청구권은 공무원의 퇴직 는 사망

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퇴직 후의 사유로 여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은 이미 발생한 여청구권을 사후에 발생한 사유로 소 하여 제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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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여제한의 사유가 퇴직 후에 범한 죄

에도 용되는 것으로 보는 것은, 입법목 을 달성하기 한 방법의 정

성을 결하고, 공무원이었던 사람에게 입법목 에 비추어 과도한 피해를 주

어 법익균형성을 잃는 것으로서 과잉 지의 원칙에 배하여 재산권의 본

질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반된다고 하 다.

나. 명확성의 원칙 반여부

명확성의 원칙에서 명확성의 정도는 모든 법률에 있어서 동일한 정도로

요구되는 것은 아니고, 개개의 법률이나 법조항의 성격에 따라 요구되는

정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각각의 구성요건의 특수성과 그러한 법률

이 제정되게 된 배경이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일반

론으로는 어떠한 규정이 부담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는 수익 성격을 가

지는 경우에 비하여 명확성의 원칙이 더욱 엄격하게 요구되고, 죄형법정주

의가 지배하는 형사 련 법률에서는 명확성의 정도가 강화되어 더 엄격한

기 이 용되지만, 일반 인 법률에서는 명확성의 정도가 그리 강하게 요

구되지 않기 때문에 상 으로 완화된 기 이 용된다.22)

이 사건 법률조항은 여청구권을 제한 내지 박탈하는 부담 성격을 갖

고 있는 규정이므로 명확성의 원칙에 하여 엄격한 기 이 용되는 것인

데도, 이 사건 법률조항인 공무원연 법 제64조 제3항은 그 앞의 제1항, 제

2항에서  재직 의 사유로 라고 그 사유의 발생시기를 명확히 하고 있

는 것과는 달리, 그 사유가  재직 의 사유 만인지  퇴직 후의 사유 

도 해당되는지에 하여 일체의 언 이 없이 해당 범죄의 종류만을 열거하

고 있다. 이러한 법문상의 표 은 입법의 결함이라고 할 것이고, 이로 인하

여 앞서 본 바와 같은 립 해석을 낳고 있는바, 이러한 불명확한 규정에

의하여  퇴직 후의 사유 를 여제한의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면,

이는 법규정이 불명확하여 법집행당국의 자의 인 법해석과 집행을 가능하

게 하는 것으로서 헌법상의 명확성의 원칙에 어 나는 조항이라 하겠다.

22) 헌재 2000. 2. 24 98헌바37, 례집 12-1, 169,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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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평등의 원칙 반여부

이 사건 법률조항을 ‘재직 의 사유’로 한정하여 보는 입장을 취할 경

우, 공무원 재직 에 일반범죄를 범한 자와 재직 반국가 범죄를 범

한 자 사이에는 제한되는 여의 범 에 다음과 같은 차등이 있다. 즉, 공

무원이 재직 에 일반범죄를 지른 경우에는 공무원연 법 제64조 제1항

과 공무원연 법시행령 제55조 제1항에 의하여 퇴직 여와 퇴직수당이 일

부 감액되어 지 되는데 반하여, 재직 에 반국가 범죄를 범한 경우에

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이미 납부한 기여 의 총액에 민법의 규정

에 의한 이자를 가산한 액 외에는 지 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차별은 공무원이 재직 반국가 범죄를 범할 경우 국가에 한 해가

일반범죄의 경우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한 것으로서 합리

이유가 있으므로 평등의 원칙에 반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법률조항을 퇴직 후의 범죄에 하여도 용되는 것으

로 해석한다면, 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범죄를 범하는 경우와 반국가 범

죄를 범하는 경우에 큰 차별이 있게 된다. 퇴직 후 일반범죄를 지른 자

는 퇴직 여청구권에 아무런 제한이 없는데, 국가보안법 반죄 등 반국가

범죄를 지른 자는 퇴직한 후 시일이 얼마나 경과하 는지에 상 없이

퇴직 여를 소 하여 박탈당하게 되는 것이다.

공무원에게 퇴직 후에도 계속 일반인보다 무거운 의무를 부과할 수는 없

는 것이고, 퇴직 후에는 반국가 범죄가담으로 인한 험성도 감소하게

되므로, 퇴직 후에 지른 반국가 범죄와 일반범죄를 근본 으로 다르게

취 할 합리 이유는 없다 할 것이다.

라. 법 차의 원칙과 이 처벌 지의 원칙의 반여부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반드시 여를 지 하

지 않게 되어 있어 청문 차를 거치더라도 그 결과에 따라 여제한의 내

용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여제한에 한 결정은 행정처

분으로서 그 결정에 이의가 있는 수 자는 공무원연 여재심 원회에 심

사를 청구하고(공무원연 법 제80조 제1항, 공무원연 법시행령 제84조) 행

정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으므로 여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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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에 앞서 청문 차를 거치도록 직 규정하지 아니하 다고 하여 이 사

건 법률조항이 법 차의 원칙에 어 난다고 할 수는 없으며, 이 사건

법률조항이 일정한 범죄를 범한 공무원에 하여 형벌이나 공무원법상의

징계 외에 추가 인 경제 불이익을 부과하는 것이기는 하나, 헌법 제13

조 제1항 후단에 규정된 일사부재리 는 이 처벌 지의 원칙에 있어서

처벌이라고 함은 원칙 으로 범죄에 한 국가의 형벌권 실행으로서의 과

벌을 의미하는 것이고 국가가 행하는 일체의 제재나 불이익처분이 모두

그에 포함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여를 제

한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헌법이 하고 있는 이 인 처벌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5. 한정 헌결정의 타당성 여부

당해사건의 1심과 2심에서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퇴직후에도 용된다

고 해석하여 청구인에게 퇴직 여반환을 명하는 결을 하 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을 퇴직 후에도 용하는 것은 헌법에 반된다

고 하여 헌법재 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을 청구하 던 것이

다. 즉 당해사건에서 재 부가 이 사건 법률조항을 퇴직후에도 용된다고

해석하 던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헌법소원이 선고되기 인 2002. 5. 31.

법원은 다른 사건과 련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재직 의 사유로 한정

된다는 결을 하 다( 법원 2002. 5. 31. 선고 2000두4514) 따라서 법원

의 최종 인 해석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재직 의 사유로 한정된다는 것이

었다.

헌법재 소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 사건에서 “공무원연 법 제64조 제3

항은 퇴직 후의 사유를 용하여 공무원연 법상의 여를 제한하는 범

내에서 헌법에 반된다”는 한정 헌결정을 하 다.

그러나 최근 이 결정에 해서 단순합헌결정을 했어야 한다는 비 이 제

기되었다. 즉, “ 법원이 어떤 법률규정에 하여 헌법합치 해석원칙에

따라 합헌 해석을 하 음에도 헌법재 소가 그와 다른 해석, 즉 헌법불

합치 해석을 제로 당해 법률규정에 하여 한정 헌결정을 하는 것은,

합헌 해석이 가능한 경우 헌이라고 단하여서는 아니된다는 헌법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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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해석의 원칙에 어 나는 것이 된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법원의

합헌 해석과 같은 취지를 나타내는 한정 헌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견해를

취하면, 법원 는 행정기 이 합헌 으로 해석․ 용을 하고 있는 법률규

정에 하여도 그와 다른 해석을 제로 하여 한정 헌결정이 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고, 이는 합헌 인 해석․ 용을 통하여 헌의 소지가

제거된 법률조항에 하여도 헌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견에 의하면 헌법재 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 헌

심사형 헌법소원)은 헌법률을 심사하게 되는 계기만 다를 뿐 헌법률심

과 동일한 성질의 것이고, 헌법률심 이나 헌심사형 헌법소원의 본

래의 목 은 모두 헌법률을 제거하는 규범통제에 있다고 할 것인데, 헌

법에 합치하지 않는 하 심의 해석에 따라 권리보호를 받지 못하게 된 당

사자를 구제하기 하여 법원의 합헌 해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정

헌결정을 내리는 것은 결국 헌심사형 헌법소원이 구체 권리구제를

하여 기능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결과 헌법률심사를 통하여

규범통제의 기능을 해야 할 헌법재 소가 구체 권리구제기 으로 변화되

는 것과 마찬가지가 된다고 비 하고 있다. 한 확정된 당해사건의 결과

를 번복하기 하여서는 재심을 통할 수밖에 없는데, 구체 사건을 담당

하는 법원이 한정 헌결정을 재심사유로 보지 않는 상태에서23) 헌법재 소

가 한정 헌결정을 내리는 것은 당사자에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오

해를 불러일으키고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시키며 법원과 헌법재 소 양

기 사이에서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법원에 의한 합헌 해석

의 선례가 있음에도 하 심에서 그 해석을 달리하여 헌 해석․ 용을

한 경우에, 이를 시정하기 하여 헌법재 소가 법원의 선례와 동일한

취지의 한정 헌결정을 할 수 있다고 보면, 당사자는 불복에 의하여 교정

을 받을 수 있는 하 심의 법률 단에 하여 상소에 의하지 아니하고 막

바로 헌법소원을 제기하게 되어 헌법재 이 통상의 소송 차(상소 차)를

체하는 결과를 래할 수 있고, 이는 헌법재 의 본질에도 맞지 않는 다

고 비 하고 있다.24)

23) 법원 2001. 4. 27. 선고 95재다14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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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구체 분쟁

사건의 재 에 즈음하여 법률 는 법률조항의 의미․내용과 용 범 가

어떠한 것인지를 정하는 권한, 곧 법령의 해석․ 용 권한은 사법권의 본

질 내용이라고 하면서 우리나라의 헌법재 소가 한정 헌 혹은 한정합헌

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이는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을 과도하게 제

한하는 것이 된다고 하면서 한정결정의 안으로서 헌법불합치선언을 주장

하고 있다.25)

헌법재 에서는 어떤 법률규정이 복수의 규범해석가능성들, 즉 일부는

헌 인 결과를, 일부는 합헌 인 결과를 낳는 용 역이나 해석들이 있

다면, 합헌 인 용․해석을 살리고 헌 인 용․해석을 제거하여 법

률규정 자체의 효력을 존속시켜야 할 요청이 매우 강하다. 이러한 경우 단

순합헌을 선고한다면 상 규범에 어 나는 헌 인 용․해석이 존속하

게 되고, 단순 헌을 선고하면 법률조항을 하나의 부분 인 요소로 인하여

체를 헌으로 폐지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법 혼란과 공백상태가 래

된다. 그러므로 규범통제제도에 있어서 한정 헌․한정합헌과 같은 결정유

형은 헌법재 기 이 재량 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헌법재 제

도에 당연히 내재하는 필수 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 사건과 련하여 당해사건에서 법원이 퇴직후에도 용하 고, 따라

서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퇴직후에도 용되는 것이 헌이라고 주

장하 는데, 헌법재 소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재직 의 사유로 한정되고

따라서 단순합헌을 선언하게되면 청구인의 주장과 계없는 부분에

해서만 단을 하게 되는 것으로서, 당해사건에서 분명히 법원이 이 사

건 법률조항을 퇴직후의 사유에도 용되는 것으로 해석하여 용하 고

이에 따라 청구인이 당해건에서 법원이 해석하여 용한 법률에 한 헌

여부를 단해 달라고 헌법재 소에 청구하 으므로 헌법재 소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퇴직후의 사유에 한 부분도 단을 한 것이고, 헌법재 소는

이 사건 법률조항을 퇴직후의 사유에도 용하는 범 내에서는 헌이라는

24) 홍기태, 법원 결과 동일한 취지의 해석을 제로 한 한정 헌결정이 가능한

지 여부, 법률신문, 2002. 8. 26.

25) 최완주, 한정결정, 필수인가? 법률신문, 2002. 10. 3.



260 헌법재 소결정해설집 2002

한정 헌결정을 한 것이다.26)

26) 동지 이명웅, 합헌 법률해석과 한정 헌 결정, 법률신문, 2002. 9. 5; 남복 ,

한정결정은 선택이 아닌 필수, 법률신문, 2002.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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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과잉수색행 헌확인

- 신체과잉수색과 인격권 -

(헌재 2002. 7. 18. 2000헌마327, 례집 14-2, 54)

이 명 웅
*

1)

【 시사항】

1. 행범으로 체포된 청구인들을 경찰서 유치장에 수용하는 과정에서

흉기 등 험물 반입 지물품의 소지․은닉 여부를 확인하기 하여 실

시한 피청구인(성남남부경찰서장)의 청구인들에 한 정 신체수색이 헌법

재 소법 제68조 제1항의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정 신체수색 행 가 종료된 경우 심 청구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3. 피청구인이 청구인들로 하여 경찰 에게 등을 보인 채 상의를 속옷

과 함께 겨드랑이까지 올리고 하의를 속옷과 함께 무릎까지 내린 상태에서

3회에 걸쳐 앉았다 일어서게 하는 방법으로 실시한 정 신체수색으로 인하

여 청구인들의 인격권 신체의 자유가 침해된 여부

【심 상】

성남남부경찰서장이 청구인들을 2000. 3. 20. 13:30경 유치장에 재수용하

는 과정에서 유치장 담당 여자경찰 으로부터 흉기 등 험물 반입 지

물품의 소지․은닉 여부 등의 확인을 한 자세한 검사를 요구받고 경찰

에게 등을 보인 채 뒤로 돌아서서 상의를 속옷과 함께 겨드랑이까지 올리

고 하의를 속옷과 함께 무릎까지 내린 상태에서 3회에 걸쳐 앉았다 일어서

는 방법으로 정 신체수색을 한 행

* 헌법연구 ,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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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1. 심 청구 경

청구인들은 2000. 3. 20. 00:20경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배

포가 지된 인쇄물을 배포한 의로 공직선거 선거부정방지법 반의

행범으로 체포되어 성남 남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후 속옷을 걸친 상태

에서 신체를 더듬는 방법으로 간단한 신체수색을 받고 유치장에 수용되었

다. 청구인들은 같은 날 13:30경 변호인 견을 마친 후 유치장에 재수용되

는 과정에서 유치장 담당 여자경찰 으로부터 흉기 등 험물 반입 지

물품의 소지․은닉 여부 등의 확인을 한 자세한 검사를 요구받고 경찰

에게 등을 보인 채 뒤로 돌아서서 상의를 속옷과 함께 겨드랑이까지 올리

고 하의를 속옷과 함께 무릎까지 내린 상태에서 3회에 걸쳐 앉았다 일어서

는 방법으로 정 신체수색(이하 ‘이 사건 신체수색’이라 한다)을 받았다.

이에 청구인들은 법률상의 근거 없이 청구인들에게 모욕감과 수치심만

을 안겨주는 수단과 방법으로 실시된 과도한 이 사건 신체수색으로 인하여

헌법 제12조의 신체의 자유, 제10조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당하 다고 주장하면서 2000. 5. 18. 그 헌확

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 을 청구하 다.

2. 청구인들의 주장 계기 의 의견

가. 청구인들의 주장

구 행형법 제68조(유치장)에 의하여 경찰 서에 설치된 유치장이 미결수

용실에 한다 하더라도 용되는 구 행형법 제10조(신체검사 등)에 의한

신체검사의 상이 되는 자는 제1조(목 )의 ‘형사피의자 는 피고인으로

서 구속 장의 집행을 받은 자’ 즉 ‘미결수용자’에 한하고, 따라서 청구인들

과 같이 행범으로 체포되었으나 구속 장이 집행되지 아니한 자는 미결

수용자가 아니므로 조항을 용할 수 없다.

설령 청구인들에 하여 조항이 용된다 하더라도 청구인들은 경미

한 피의사실로 체포되었고, 흉기 등 험물 반입 지물품을 소지․은닉

하지 아니하여 자해의 우려가 없었으며, 처음 유치장에 수용되면서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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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검사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변호인 견을 마치고 다시 유치장에 재

수용되는 상황이었던 등을 고려하면 정 신체수색의 필요성이 없

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법률상의 근거가 없고 법 차를 수하지 아니한 채 그 수단

과 방법에 있어서도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 를 벗어나 청구인들에게 극도

의 모욕감과 수치심만을 안겨주어 수인의 범 를 하게 넘어선 피청구

인의 과도한 이 사건 신체수색은 청구인들의 헌법상 보장된 신체의 자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등을 침해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 경찰청장의 의견

경찰 직무집행법 제9조(유치장)는 경찰서에는 법률이 정한 차에 따라

체포․구속되거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결 는 처분을 받은 자를 수

용하기 하여 유치장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행형법 제68조는 경찰

서에 설치된 유치장은 미결수용실에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규칙은 구 행형법에 근거하여 제8조 제10조에다 신체검사에 한 규정

을 두고 있으므로, 행범으로 체포되어 유치장에 수용되는 피의자들에

하여도 구 행형법 제10조에 하는 신체검사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수용

자의 생명·신체에 한 해를 방지하고 유치장 내의 안 과 질서유지를

하여 유치장에 수용되는 모든 피의자들에 하여 정 신체검사를 반드시

실시하여야 하며, 청구인들에 한 이 사건 신체수색 역시 해당 규칙에 따

라 법하게 이루어졌으므로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 할 수 없다.

【결정요지】

1. 유치장 수용자에 한 신체수색은 유치장의 리주체인 경찰이 피의

자 등을 유치함에 있어 피의자 등의 생명․신체에 한 해를 방지하고,

유치장 내의 안 과 질서유지를 하여 실시하는 것으로서 그 우월 지

에서 피의자 등에게 일방 으로 강제하는 성격을 가진 것이므로 권력 사

실행 라 할 것이며, 이는 헌법소원심 청구의 상의 되는 헌법재 소법

제68조 제1항의 공권력의 행사에 포함된다.

2. 청구인들에 한 침해행 는 이미 종료되어 이 사건 신체수색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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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헌확인을 하더라도 청구인들에 한 권리구제는 불가능한 상태여서

주 권리보호의 이익은 이미 소멸되었다 할 것이나, 재에도 국의

일선 경찰서에서 유치장에 수용되는 피의자들에 한 신체검사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해당 규칙에 의하더라도 정 신체검사의 요건을 자의

으로 해석하여 청구인들에 한 이 사건 신체수색과 동일 는 유사한 조

치로 인한 기본권 침해행 가 여러 사람에 하여, 그리고 반복하여 일어

날 험이 여 히 있다고 보여지므로 심 청구의 이익이 인정된다.

3. 피청구인이 유치장에 수용되는 자에게 실시하는 신체검사는 수용자의

생명·신체에 한 해를 방지하고 유치장 내의 안 과 질서를 유지하기

하여 흉기 등 험물이나 반입 지물품의 소지·은닉 여부를 조사하는 것

으로서, 목 에 비추어 일정한 범 내에서 신체수색의 필요성과 타당

성은 인정된다 할 것이나, 이러한 행정목 을 달성하기 하여 경찰청장이

일선 경찰서 그 직원에 하여 그 직무권한 행사의 지침을 발한 피의자

유치 호송규칙에 따른 신체검사가 당연히 법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그 목 달성을 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 내에서 한 수용자의 명

나 수치심을 포함한 기본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배려한 상당

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들은 공직선거 선거부정방지법 반의 행범으로 체포된

여자들로서 체포될 당시 흉기 등 험물을 소지·은닉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거의 없었고, 처음 유치장에 수용될 당시 신체검사를 통하여 험물 반

입 지물품의 소지·은닉 여부를 조사하여 그러한 물품이 없다는 사실을 이

미 확인하 으며, 청구인들이 변호인 견실에서 변호인을 견할 당시 경

찰 이 가시거리에서 그 견과정을 일일이 육안으로 감시하면서 일부 청

구인의 휴 폰 사용을 제지하기도 하 던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유치

장에 재수용되는 과정에서 흉기 등 험물이나 반입 지물품을 소지·은닉

할 가능성이 극히 낮았던 한편, 당해 경찰서의 경우 변호인 견 후 신체

검사를 실시하여 흉기 등 험물이나 반입 지물품의 소지·은닉을 발한

사례가 없었던 사실을 피청구인이 자인하 으며, 특히 청구인들의 옷을

부 벗긴 상태에서 청구인들에 하여 실시한 이 사건 신체수색은 그 수단

과 방법에 있어서 필요 최소한의 범 를 명백하게 벗어난 조치로서 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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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미암아 청구인들에게 심한 모욕감과 수치심만을 안겨주었다고 인정하기

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청구인들에 한 이러한 과도한 이 사건 신체수색은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 를 벗어났을 뿐만 아니

라, 이로 인하여 청구인들로 하여 인간으로서의 기본 품 를 유지할

수 없도록 하는 것으로서 수인하기 어려운 정도라고 보여지므로 헌법 제10

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로부터 유래하는 인격권 제12조의 신체의 자유

를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 다고 단된다.

【해설】

1. 법요건 부분

가. 헌법소원의 상 문제

헌법재 소는 이 사건 신체수색이 헌법재 소법 제68조 제1항 소정의

‘공권력 행사’에 해당된다고 보았다.

헌법재 소의 례에 의하면, 헌법소원의 상이 되는 행 는 국가기

의 공권력작용에 속하여야 하고, 국가기 은 입법․사법․행정의 모든 기

이 포함되며 공권력을 실제 으로 행사하여 직 으로 일정한 사실상의

결과발생을 목 으로 하는 권력 사실행 도 포함된다(헌재 1999. 5. 27.

97헌마137등, 례집 11-1, 653, 666; 1995. 7. 21. 92헌마144, 례집 6-1,

462, 485). 다만 “어떠한 행정상 사실행 가 권력 사실행 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행정주체와 상 방과의 계, 그 사실행 에 한 상 방의

의사‧ 여정도‧태도, 그 사실행 의 목 ‧경 , 법령에 의한 명령‧강제수단

의 발동가부 등 그 행 가 행하여질 당시의 구체 사정을 종합 으로 고

려하여 개별 으로 단하여야 한다”(헌재 1994. 5. 6. 89헌마35, 례집

6-1, 462, 485-486).

이러한 기 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신체수색은 유치장담당경찰 (이하

‘담당경찰 ’이라 한다)과 피수용자와의 계에서 발생하 고, 행범으로

체포된 피의자의 신분으로서 유치장에 수용된 피수용자의 지 에 있었던

청구인들로서는 감독경찰 의 신체수색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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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던 등을 종합 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신체수색은 유치장의 리주

체로서 경찰이 피의자 등을 유치함에 있어 피의자 등의 생명․신체에 한

해를 방지하고, 유치장 내의 안 과 질서유지를 하여 실시하는 신체검

사로서 그 우월 지 에서 피의자 등에게 일방 으로 강제하는 성격을 지

닌 것”( 례집 14-2, 59-60)으로서 권력 사실행 에 인정되는 것이다.

나. 종료된 침해행 의 경우 권리보호이익 문제

청구인들은 2000. 3. 20. 행범으로 체포되었다가 다음날 경찰이 장을

신청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여 석방되었고, 이 사건 신체수색은 이미 종료

되었으므로 이 사건에서 심 을 구할 청구인들의 주 인 권리보호이익은

이미 소멸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헌법소원제도는 개인의 주 권리구제뿐 아니라 객 인 헌

법질서의 수호․유지의 기능도 아울러 가지고 있으므로 심 계속 에 주

인 권리보호이익이 소멸된 경우라도 그러한 기본권 침해행 가 반복될

험이 있거나 당해 분쟁의 해결이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하여 긴요

한 사항이어서 헌법 으로 그 해명이 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경우에는

심 청구의 이익을 인정하여 이미 종료한 침해행 가 헌이었음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헌법재 소의 례이다.

헌법재 소는 미결수용자의 처우와 그 밖의 공권력 작용에 한 헌법소

원 사건에서 비록 침해행 가 종료되었지만 헌법 해명이 필요하거나 반

복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본안 단을 한 바 있다. 를 들면, 서신검열 등

헌확인(1995. 7. 21. 92헌마144, 례집 7-2, 94, 103)2), 등사신청거부처분

취소(1997. 11. 27. 94헌마60, 례집 9-2, 675, 688-689)3), 통신의 자유 침

2) 청구인이 미결수로서 변호인에게 발송한 편지를 교도소장이 검열한 행 그

근거규정인 구 행형법 제62조 등에 하여, 청구인이 출소하여 주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으나, 미결수용자의 서신에 한 검열이나 지연발송 지연교부행 는

헌법상 보장된 통신의 자유나 비 을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의 계에서 그 헌 여부가 해명되어야 할 요한 문제이고, 그러한

검열행 는 행형법의 규정에 따라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검열 후 서신

의 발송지연․교부지연행 등의 헌 여부에 하여도 논란의 여지가 있으므로,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하여 긴요한 사항으로서 그 해명이 한 의미를 지

니고 있고 동종행 의 반복 험성도 있어 심 청구의 이익이 있다고 보았다.

3) 국가보안법 반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청구인의 변호인이 사건 수사기록 일체의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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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등 헌확인(1998. 8. 27. 96헌마398 례집 10-2, 416, 425-426)4), 공권

력행사로 인한 재산권 침해에 한 헌법소원(1993. 7. 29. 89헌마31, 례집

5-2, 87, 114),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 한특별조치법제4조에 한 헌

법소원(1993. 9. 27. 92헌바21, 례집 5-2, 267, 273), 형사소송법 제448조에

한 헌법소원(1999. 12. 23. 98헌마345), 방송토론회진행사항결정행 등

취소(1998. 8. 27. 97헌마372등, 례집 10-2, 461, 4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등에 한 헌법소원(1997. 1. 16. 90헌마110등, 례집 9-1, 90,

109-111) 등이 있다.

헌법재 소는 이 사건에서 앞으로도 청구인들에 한 이 사건 신체수색

과 동종 는 유사한 조치로 인한 기본권 침해행 가 여러 사람에 하여,

그리고 반복하여 일어날 험이 여 히 있다고 보아 심 청구의 이익을 인

정하 다.

그러한 단은 신체수색행 가 지니는 개인의 인격과 신체에 한 요

성과 차후 법집행기 에 의한 과잉수색이 행해지지 않도록 방하기 한

헌법 해명의 요성 등을 고려할 때 필수 인 것이었다.

다. 사 구제 차 문제

헌법재 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는 헌법소원 청구에 앞서 다른 법률에

정한 구제 차가 있으면 이를 거치도록 하 는데, 청구인들은 다른 법률에

람‧등사를 요청하 으나, 검사가 거부 사유를 밝히지 아니한 채 거부한 처분에

한 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사건에서, 청구인에 한 재 이 확정되어 주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으나, 피청구인의 주장 내용 답변의 취지로 미루어 보건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것으로 보여지고, 헌법 정당성 여부의 해명은 헌법질서의

수호를 하여 매우 긴요한 사항이므로 심 청구의 이익은 존재한다고 하 다.

4) 국가보안법 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확정된 기결수(수형자)인 청구인이 변

호인에게 발송 의뢰한 서신을 검열하고, 발송을 거부한 교도소의 처분은 서신검열

행 가 종료되었고, 청구인이 형기종료로 출소하 으나, 수형자의 서신에 한 검

열행 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통신의 자유‧비 을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 등과

의 계에서 그 헌 여부가 해명되어야 할 요한 문제이고, 이러한 검열행 는

행형법의 규정에 의하여 앞으로도 계속‧반복될 것으로 보이며, 미결수에 한 서

신검열행 의 헌여부에 하여는 헌법재 소가 1995. 7. 21.에 선고한 92헌마144

서신검열 등 헌확인 결정에서 헌법 해명을 하 으나, 수형자에 하여는 아직

견해를 밝힌 사실이 없으므로 헌법 단의 격성을 갖추었다고 인정되어 심 청

구의 이익이 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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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구제 차를 거친 이 없이 바로 헌법소원을 청구하 으므로 보충성

의 원칙의 에서 문제가 있다.

그러나 헌법소원의 객 성격과 기본권 구제의 실효성이란 에서

보충성 원칙에는 례상 외가 인정되는데, 이에 해서는 결정문에 언

이 없으나, 이 사건은 다른 구제 차가 없거나, 있더라도 그러한 권리구제

차를 통해 기본권 침해가 구제되기 어려운 경우 다고 볼 수 있을 것이

다. 이 을 좀더 살펴본다.

우선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 차로서 청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행형법

제68조는 “경찰서에 설치된 유치장은 미결수용실에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행형법 제6조는 미결수용실에 수용된 자는 처우에 하여 불복이 있

을 때 법무부장 는 순회 검공무원에게 청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행형법상의 와 같은 청원제도는 교도소, 구치소에 수감된 자에

한 규정으로 경찰서 유치장에 수용된 자에 하여 그 로 용할 수 있

는 법률 근거가 희박하고, 그 처리기 이나 차 효력의 면에서 권리

구제 차로서는 단히 불충분하고 우회 인 제도이므로, 행형법 제6조의

청원 차를 헌법소원에 앞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사 구제 차라고 보기는

어렵다(헌재 1998. 10. 29. 98헌마4, 례집 10-2, 637, 644; 1999. 5. 27. 97

헌마137등, 례집 11-1, 653, 661 참조).

한편 이 사건 행 는 이른바 권력 사실행 는 행정상강제조사로서

이미 종료되어 행정심 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소의 이익이 부정될

수밖에 없으므로 헌법소원심 을 청구하는 외에 달리 구제방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보충성의 원칙에 한 외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

다(헌재 1998. 8. 27. 96헌마398, 례집 10-2, 416, 424-425 참조).

2. 본안 부분

가. 제한된 기본권

헌법재 소는 이 사건 신체수색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인격권과 신체

의 자유가 제한된 것으로 보았다.

헌법 제10조 제1문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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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이 보호하는 인

간의 존엄성으로부터 개인의 일반 인격권이 보장된다(헌재 1990. 9. 10.

89헌마82, 례집 2, 306, 310; 1991. 9. 16. 89헌마165, 례집 3, 518,

526-527). 한편 제12조는 정신 자유와 더불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구

하기 한 가장 기본 인 자유로서 모든 기본권 보장의 제가 되는 신

체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헌재 1992. 4. 14. 90헌마82, 례집 4, 194, 206

등 참조).

이 사건에서 국가는 과도한 신체수색을 강요함으로써 청구인들로 하여

심한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끼게 한 것이고, 이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에서 유래하는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나. 신체수색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심사기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는 외 으로 공익상의 필요성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과잉 지의 원칙에 배되

어서는 안된다.

따라서 목 의 정당성, 방법의 정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등을 의미하는 과잉 지의 원칙에 배되어서는 아니 되며, 한 기본권의

본질 내용이 침해될 수 없다(헌재 1997. 3. 27. 95헌가17, 례집 9-1,

219, 234; 헌재 1998. 5. 28. 95헌바18 례집 10-1, 583, 595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과 같은 유형의 기본권 제한 사례에 있어서 헌법재 소는

보다 구체 인 심사기 을 제기하고 있다. 즉 신체검사는 “그 목 달성을

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 내에서 한 수용자의 명 나 수치심을 포

함한 기본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배려한 상당한 방법으로 이루

어져야 한다. 따라서 수용자에 한 정 신체검사는 수용자가 신체의 은

한 부 에 흉기 등 험물 반입 지물품을 소지․은닉한 채 입소할 가

능성이 있다고 단되며, 다른 방법 컨 외부로부터의 찰 는 진

에 의한 검사 등으로는 물품을 도 히 찾아내기 어렵다고 볼만한 합리

인 이유가 있고, 수용자에 한 기본권 침해의 여지를 최소화하는 수단

과 방법으로 실시되는 경우에 한하여만 허용된다.”( 례집 14-2, 62)고

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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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시는 과잉 지 원칙 에서 특히 ‘피해의 최소성’ 원칙의 내용

을 정 신체검사의 경우에 구체 으로 제시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다. 이 사건 신체수색의 경우

우선 헌법재 소는 수용자에 하여 신체검사를 행할 공익 필요성을

인정하 다. 즉 “유치장에 수용되는 자에 하여 실시하는 신체검사는 수

용자의 생명·신체에 한 해를 방지하고 유치장 내의 안 과 질서를 유

지하기 하여 흉기 등 험물이나 반입 지물품의 소지․은닉 여부를 조

사하는 것으로서, 목 에 비추어 일정한 범 내에서 신체수색의 필요

성과 타당성은 인정된다.”고 하 다.

그런데 나아가 과잉 지 원칙상 요구되는 ‘피해의 최소성’ 원칙이 구비되

지 못한 것으로 보았다.

우선 이 사건에서 청구인들이 “신체의 은 한 부 에 흉기 등 험물

반입 지물품을 소지․은닉한 채 입소할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보았다.

즉 청구인들은 공직선거 선거부정방지법 반의 행범으로 체포된 여자들

로서 체포될 당시 흉기 등 험물을 소지 은닉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거의

없었고, 처음 유치장에 수용될 당시 신체검사를 통하여 흉기 등 험물

반입 지물품의 소지․은닉 여부를 조사하여 그러한 물품이 없다는 사실을

이미 확인하 으며, 청구인들이 변호인 견실에서 변호인을 집단으로

견할 당시 경찰 이 가시거리에서 변호인 견과정을 일일이 육안으로 감

시하면서 일부 청구인의 휴 폰 사용을 제지하기도 하 던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유치장에 재수용되는 과정에서 흉기 등 험물이나 반입 지물

품을 소지․은닉할 가능성이 극히 낮았다고 본 것이다.

한편 이 사건 신체수색은 “수용자에 한 기본권 침해의 여지를 최소화

하는 수단과 방법으로 실시되는 경우”라 볼 수 없다고 단하 다. 즉 청

구인들의 옷을 부 벗긴 상태에서 앉았다 일어서기를 반복하게 하는 방법

으로 행해진 것은 그 자체로서 청구인들의 명 와 자존심 등을 심하게 손

상하는 것이라는 을 볼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에 하여 실시한 이 사

건 신체수색은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필요 최소한의 범 를 명백하게

벗어난 조치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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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피청구인의 그러한 과도한 신체수색은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

고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 를 벗어났을 뿐만 아

니라, 이로 인하여 청구인들로 하여 인간으로서의 기본 품 를 유지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수인하기 어려운 정도라고 보여진다며,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로부터 유래하는 인격권 제12조의 신체의 자유를 침

해한다고 단한 것이다.

라. 외국(미국과 일본)의 실무5)

(1) 미국

체포된 피의자에 하여 신체를 수색하는 것은 체포에 수반한 수색으로

장 없이 시행될 수 있는 것이라 보며 이에 하여는 수정헌법 제4조의

보호 상이 되지 않는다. 즉 체포된 자 구 시설에 억류된 자의 사생활

에 한 권리는 수감기 의 감시와 내부질서유지의 필요성에 우월하지 않

기 때문이다6). 다만 일반 경찰의 실무는 지역에 따라 신체검사의 요건이

다르다. L.A.경찰국은 체포된 자에 하여 내의, 가슴, 둔부, 생식기의 검사

에 필요에 따라 옷을 부 벗게 하거나, 일부를 벗게 하여 검사하도록 규

정하고 있고7), Chicago경찰국도 그 내용은 동일하다8). 그러나 워싱턴 D.C.

경찰국은 “피구 자가 간이신체검사만으로는 발견할 수 없는 무기, 지품

(마약등), 증거물을 소지하 다고 의심될 경우에 한하여 정 신체검사(strip

search)를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9).

연방 법원은 Bell v. Wolfish, 441 U.S. 520 (1979) 사건에서 뉴욕주 소

재 연방단기구 시설(Metropolitan Correctional Center)에 피의자로 일시

구 된 Bell이 면회 후 다시 수용되면서 신체질강에 한 육안검사(visual

cavity search)를 당한 것이 수정헌법 제4조에 반된 수색이라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구 된 피의자는 유죄 결을 받은 자와 달리

5) 이 부분은 이 환 헌법연구 의 보고서를 참조한 것이다.

6) 박강우, “미국 형사실무에서 장에 의하지 않는 수색과 압수”, 형사정책연구소식

제35조(1996. 5‧6월호), 62쪽

7) Manaul of the Los Angels Police Department, Vol 4. 620.

8) General Order of Chicago Police Department.

9) General Order of Washington D.C. Police Department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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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추정을 받으며, 피구 자가 지품을 반입하 을 것이라는 합리 인

이유가 없었고, 와 같은 검사를 통하여 지품반입을 발견한 것은 단 1

회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수색이 합리 이유가 없으며, 개인의 라이

버시를 과도한 침해가 정부의 시설의 안 유지를 한 이익보다 우선한다

는 이유로 원고승소 결을 선고한 연방1심법원 연방항소심 결을 기

하고, 원고청구를 기각하 다.

연방 법원은 그 이유로서 “기결수나 일시 피구 자 모두 수정헌법 제4

조에 의한 불합리한 압수‧수색을 당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나, 무

죄추정의 원칙은 유죄 결시까지 무죄로 추정되어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

다는 취지이지 구 된 시설에서까지 무죄추정의 원칙이 용되는 것은 아

니고, 수정헌법 제4조는 모든 사안에 기계 으로 용할 수는 없으며, 신체

검사(수색)으로 인하여 침해되는 개인 이익과 수색의 필요성을 개별 으

로 심사하여야 하고, 이러한 심사에는 침해의 방법, 장소, 경 등을 종합

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구 시설은 험으로 가득찬 곳이고, 비록 시

설에서 단 한번 지품의 반입시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와 같은 수색은

지품반입을 사 으로 억지하는 효과가 있다. 침해되는 개인 권리를

경시할 수는 없으나, 질강에 한 신체검사가 합리 인 방법으로 과도하게

행하여지지 않는다면 이러한 검사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시하 다.

그러나 하 심인 연방항소법원에서는 경찰서 유치장(jail)에 구 된 자에

하여 정 신체검사를 한 사안에 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시한

사례10)가 있는 반면 경미한 범죄(교통 반등)에 하여 ‘합리

(reasonable)인’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명한 결이 수차례11)

있다.

이러한 례의 차이는 신체수색에 하여 표 인 Bell v. Wolfish

10) 경미한 교통 반으로 체포되었으나, 신원에 하여 묵비하고 1,000달러를

소지한 자에 한 알몸신체검사(strip search)에 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례(Wachtler v. County of Herkimer, 35 F. 3d 77 (2nd Cir. 1994)

11) Justice v. City of Peacetree City, 961 F. 2d 188 (11th Cir. 1992); Ernst v.

Borough of Fort Lee, 739 F. Supp. 220 (D.N.J. 1990); 참고로 남자 보안 이 경

미범죄로 체포된 여성에 하여 알몸수색을 한 사안으로 본건과는 수색실시자가

이성(異性)인 에서 차이가 있는 Dugas v. Jefferson County, 931 F. Supp. 1315

(E.D.Tex.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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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례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으로 보인다.

즉 신체수색의 방법, 장소, 경 등을 종합하면서 침해되는 개인 이익과

수색의 필요성을 개별 으로 심사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살려 수색의 필요

성에 을 두는 경우 신체검사로 인한 침해가 한 것으로 단하고,

수색의 필요성이 낮았다고 단하는 사안에 하여는 침해가 있었다고

단한 것으로 보여진다.

련 례로 Block v. Rutherford, 468 U.S. 576 (1984)가 있는바,

례에서 연방 법원은 “구 시설은 필요한 경우 수용자에 한 면회를 제한

하고, 불시에 사 통고없이 수용자들의 방을 수색할 수 있고, 이러한 행정

상 필요성은 수용자 개인의 권리보다 훨씬 한 것이므로 수용자들의 헌

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시하 다.

(2) 일본

피의자유치규칙(昭32.8.22. 國公委規則4, 改正 昭59.1.12. 國公委規則1) 제8

조에는 “간수자는 피의자를 유치함에 있어 그 신체에 흉기소지여부를 조사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실무상에서도 유치장에 수용되는 피의자

에 하여 사진촬 , 지문을 한 후 라의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항문에

한 조사도 실시한다. 피의자로 하여 수치심을 느껴 자백을 받는 도구로

사용한다는 비 이 있다12).

례로서는, 최고재 소의 례는 없으나 하 심 례가 3건 있다.

1) 기결수로서 폭력단의 간부 고, 교도소 내 폭동을 기도한 력이 있

던 자가 독방에 수용되고 출역도 하지 않았음에도 공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항문과 발바닥 등을 검사한 사안에 하여 교도소가 경비 교도소이

고, 수용인의 과‧ 력 등에 비추어 보면 도주 폭동과 연결되는 사태

를 미연에 발견하고 방지하기 한 방법으로 알몸검사를 하는 것은 재량권

을 일탈한 것은 아님(廣島地裁 昭和 46. 3. 24. 결).

2) 택시운 수로서 제한속도 반으로 발되어 조사에 조하지 않고 도

주하려다가 행범으로 체포된 자에 하여 알몸신체검사를 한 사안에

하여 동인이 도, 사기 등의 과가 있고, 문신이 있으며, 폭력단원으로

12). 庭山英雄 외 1인, 代用監獄과 民的 自由, 5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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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할 수 있는 행동거지를 보임으로서 험물을 은닉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것은 객 으로 보아 합리 인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법함(京

都地裁 平成 3. 6. 4. 결).

3) 스낵바를 경 하는 여자가 무면허운 으로 체포되었고, 도로교통법

반의 력이 수회 있으나, 체포 후의 상황으로부터 험물을 은닉할 개

연성을 인정함에 충분한 구체 인 사실 계가 객 으로 존재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알몸신체검사를 한 것은 필요성이 없는 신체검사를 한 것

이고, 검사가 허용되는 한계를 일탈한 법한 것임(東京高裁 平成 4. 9. 24.

결)13).

3. 기타 련된 문제

가. 경찰서 유치장 내의 수용자에 한 신체검사의 법률 근거

경찰서 유치장 내의 수용자들에 한 신체검사의 법 근거가 문제되는

바, 헌법재 소는 이 사건에서 행형법(1998. 12. 28. 법률 제6038호로 개정

되기 의 것) 제68조, 제10조14)를 그 법률 근거로 보았다.

제68조 (유치장) 경찰 서에 설치된 유치장은 미결수용실에 한다.

제10조 (신체검사등) ①신입자에 하여는 신체, 의류를 검사하고 지문

을 채취하며 사진을 촬 하여야 한다.

②수용 의 자에 하여도 당해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신

체, 의류를 검사하고 지문을 채취하며 사진을 촬 할 수 있다.<개정

1995·1·5>

13) 청구인들이 국가를 상 로 제기한 자료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원고인 청구인

들이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기한 이유 에 일본의 례가 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 례의 이론구성도 상당부분 유사하다.

14) 제10조는 1998. 12. 28.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다.

제17조의2 (신체검사 등) ①교도 은 교도소등의 안 과 질서유지를 하여 필

요한 경우에는 수용자의 신체·의류·휴 품·거실 작업장을 검사할 수 있다.

②교도 은 교도소등의 안 과 질서유지를 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도소등을

출입하는 수용자외의 자에 하여 의류와 휴 품을 검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교도

소등의 안에서 휴 할 수 없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는 때에는 이를 교도소등에 맡

기고 출입하게 하거나 이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퇴거를 명할 수 있다.

③여자의 신체·의류 휴 품에 한 검사는 여자인 교도 이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9.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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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여자인 수용자의 신체 의류에 한 검사는 여자인 교도 이 하여야

한다. <신설 1995·1·5>

이 사건에서 청구인들은 조항들은 미결수용자, 즉 형사피의자 는

피고인으로서 구속 장의 집행을 받은 자에게만 용되며, 청구인들과 같

이 행범으로 체포되었으나 구속 장이 집행되지 아니한 자에게는 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 으나, 제68조가 미결수용실을 警察官署에 設置된 留

置場에 한다고 하고 있고 이는 유치장에 청구인들과 같이 구속 장의 발

부 없이 행범으로 체포되어 유치장에 수용된 경우에도 같이 볼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헌법재 소는 와 같이 행형법 제10조를 법률 근거로

본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경찰서 유치장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

내에서 미결수용실에 한 련규정을 용하여 운 된다고 해석한 것

이다.

나. 강제신체검사와 장주의 문제

한편 이 사건에서 유치장 등 수용시설에 입소할 때 행해지는 (정 )신체

검사에서 헌법상의 장주의가 용될 것인지가 문제될 수 있으나 헌법재

소는 이를 별도의 단 상으로 삼지 않았다. 이는 청구인들이 극

으로 이 문제를 다투고 있지 아니하고, 어차피 인격권 침해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신체검사는 헌이라고 단하 기 때문에 다른 모든 헌법

에 따른 심사가 불필요했기 때문이라고 보여진다.

그러나 이 문제는 차후 요한 쟁 이 될 수 있으므로 여기서 간략히 필

자의 개인 견해를 언 한다.

이 사건 신체검사와 같은 유치장 수용자에 한 신체검사는 형사 차상

의 강제처분에 속한다고 하기 보다는, 권력 사실행 로서 행정상 강제에

속하는 것이라고 볼 여지가 많다. 즉 청구인들에 한 신체검사는 청구인

들의 범죄 의에 한 증거물이나 몰수물의 수집과 보 을 목 으로 이루

어진 형사 차상의 신체검사가 아니라 유치장을 리하는 행정기 인 경찰

이 유치장내의 안 과 질서유지를 하여 실시하는 행정조사의 성격을 가

지는 권력 사실행 이고, 이러한 행정조사에 한 력 는 이행의무라

는 비 체 작 는 수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유치장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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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 의하여 강제 으로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행정상 직 강제가 가능하다

고 해석할 여지가 있는 것이다15).

그런데 이러한 차에 있어서 헌법 제12조 제3항의 장주의가 용될

것인지 문제된다.

헌법재 소는 장주의 일반에 하여, “헌법 제12조 제3항은 체포․구

속․압수 는 수색을 할 때에는 법한 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

여 법 이 발부한 장을 제시하도록 함으로써 장주의를 헌법 차원에

서 보장하고 있다. 이 장주의는 법 이 발부한 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는 수사에 필요한 강제처분을 하지 못한다는 원칙을 말한다.”고 시하거

나16), “ 장주의란 형사 차와 련하여 체포․구속․압수 등의 강제처분

을 함에 있어서는 사법권 독립에 의하여 그 신분이 보장되는 법 이 발부

한 장에 의하지 않으면 아니된다는 원칙이고, 따라서 장주의의 본질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강제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립 인 법 이 구체

단을 거쳐 발부한 장에 의하여야만 한다는 데에 있다고 할 수 있

다. 수사단계이든 공 단계이든 수사나 재 의 필요상 구속 등 강제처분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는 있게 마련이지만 강제처분을 받는 피의자나 피

고인의 입장에서 보면 심각한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므로 헌법은 강제처

분의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한 수단으로 장주의를

천명한 것이다.”고 설시한바 있다.17)

그런데 이러한 시만으로 수사 차 외에 행정상 강제 차에도 장주

의가 용될 것인지 여부에 하여 헌법재 소의 명확한 입장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15) 구 행형법 제10조 제1항은 “… 신체를 검사 … 하여야 한다”, 제2항은 “수용 의

자에 하여도 … 신체를 검사 …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행 행형

법 제17조의2 제1항에서도 같다.

16) 헌재 1997. 3. 27. 96헌가11, 례집 9-1, 245, 258(호흡에 의한 음주측정을 거부

한 자에 한 처벌이 헌법 제12조 제3항의 장주의에 배되었다는 헌제청에

하여, 헌재는 음주측정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은 상자의 력이 궁극 으

로 불가피한 것이므로 강제처분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음주측정이 장을 필

요로 하는 강제처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음주측정거부를 처벌하는 도로교통법 제

41조 제2항은 장주의를 규정한 헌법 제12조 제3항에 반되지 아니한다고 시

하 다)

17) 헌재 1997. 3. 27. 96헌바28등, 례집 9-1, 313, 319-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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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설상으로는, 권력억제와 기본권보장을 하여 장주의는 행정상 즉시

강제에도 용되어야 하나, 합리 이유가 있는 특수한 경우에 한하여

장주의의 용을 배제할 수 있다는 견해와, 행정상즉시강제 각각의 경우에

강제의 정도와 목 을 구체 ‧개별 으로 고찰하여 용여부를 단하여야

하므로 보통의 경우 장주의가 배제될 것이나 인신의 자유, 주거에서의

사생활의 자유, 개인의 존엄 등 법익을 심하게 침해하는 경우에는 장주

의가 용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이 사건에서 보면 실 으로 경찰서 유치장에 수용되는 자들은 수없이

많은 반면, 유치장에 수용하기 유치장 수용자의 도주 등을 방지하고, 화

재나 기타 사고발생 원인이 되는 물건을 검사하고 유치장 내의 안 과 질

서를 유지하기 하여 신체검사를 행할 필요성은 큰 것이다. 그런데 이러

한 모든 신체검사에서 사의 장을 요구하는 것은 실 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이고, 모든 신체검사가 이 사건에서와 같이 인권침해 요소가 있

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여하한 신체검사에 있어서도 장주의로부터 면제된다면 헌법상

신체의 자유와 법 차를 보장하는 취지가 몰각될 수 있으므로, 통상 인

신체검사가 아닌 정 신체검사로서 은 하거나 특수한 신체부 에 한 강

제 인 신체수색의 성격을 가지게 되는 경우라면, 이는 신체의 자유와 인

격권 등 기본권 침해와 연 되며, 행정상 조사 이상으로 신체수색의 성격

을 가지는 것이므로,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헌법상 장주의가 용

되어야 할 것이다.

다. 이 사건 련 민‧형사사건의 경과

(가) 경찰은 이 사건 신체검사가 있은 후에 청구인들에 하여 구속 장

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석방하 는데, 그 후 청구인들은 각 기소유 처분,

징역 8월에 집행유 1년, 벌 형을 각 받았다.

(나) 한편 청구인들은 와 같은 담당경찰 의 법한 신체수색으로 인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서울지방법원 2000가합35295 자료)을 제기하 고,

2000. 11. 10. 서울지방법원에서 피고 한민국은 한 청구인에게 200만원,

나머지 청구인들에게 각 100만원을 지 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결이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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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18).

(다) 결에 하여 국가가 항소하 고(서울고등법원 2000나59403),

2001. 7. 6. 서울고등법원은 구 피의자유치 호송규칙이 유치장 내의 안

과 질서유지를 하여 의무 으로 신체검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에

비추어볼 때 청구인들이 재입감 차를 거치면서 이루어진 이 사건 신체검

사는 부당하다거나 재량권을 남용하 다고 볼 수 없으며, 이례 인 방법

는 청구인들에게 참기 힘든 모욕을 주는 신체검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국

가의 항소를 인용하 다.

(라) 청구인들은 이에 하여 상고하 고( 법원 2001다51466), 2001. 10.

26. 법원은 규칙이 행정명령의 성질을 갖는 것에 불과하고 법규명령

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따른 처분이 당연히 법한

처분이라 할 수 없고, 정 신체검사는 반입 지물품을 다른 방법으로는 찾

아내기 어렵다고 볼만한 합리 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고

설시하면서, 정 신체검사를 할 합리 인 이유가 보이지 않는 이 사건 신

체검사에 하여 원심이 법리오해 채증법칙 배가 있다는 이유로 기

환송하 다.

(마) 그 후 그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에서(2001나66996) 2002. 5. 21. 항소

기각으로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4. 결정의 의의

이 결정은 해당 청구인들의 권리구제와 함께, 일선 수사기 에서의 유사

한 인권침해 방과 반 인 인권의식의 강화에 기여하 다. 이 결정이

있자 각 언론은 결정내용을 상세히 보도하고 사설을 통하여 수사기 에

서의 인권의식 강화를 요청하 다.

이 결정 후 청구인들은 국가를 상 로 제기했던 이 사건 신체검사로 인

한 자료 소송에서 에서 본 것처럼 승소하 다.

헌법재 소는 이미 2001. 7. 19. 유치장내 화장실설치 리가 차폐시

설이 불충분하여 신체부 가 찰되는 등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결정하

18) 유치장 담당경찰 에 한 청구는 법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는 과

실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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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2000헌마546, 례집 13-2, 103), 이번 결정 역시 인격권이 수사기

내지 교정기 에서의 지나친 신체검사로 인하여 침해된다는 것을 선언한

에서, 헌법재 소의 이러한 결정들은 수사기 내지 교정기 에서의 인

권침해 문제의 심각성과 함께 이에 한 일반 인 경각심을 제고하는 것

이다.19)

이러한 결정들은 종래 인권의 사각지 로 인식되어 왔던 수사기 에서

의 인권 문제에 한 헌법재 소의 극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며, 한편

국민들이 극 으로 신속하게 헌법소원제도를 통하여 공권력작용에

한 인권침해를 다툰다면, 헌법소원제도가 매우 요한 사회 기능을 수행

하게 된다는 것을 재확인 시켜주는 것이다.

19) 한편 참고로 최근에도 교정기 에서의 과잉신체검사를 다투는 다른 헌법소원에

하여 결정선고가 있었는데(헌재 2003. 6. 26. 선고 2002헌마543 결정. 교도소내

신체검사 등 헌확인 사건), 동 사건은 헌법소원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인격권 침해의 신체검사행 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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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 에 한 고시 부작 의 헌 확인

- 행정입법 의무의 헌법 근거 -

(헌재 2002. 7. 18. 2000헌마707, 례집 14-2, 65)

김 상 환
*

1)

【 시사항】

1. 공권력의 불행사에 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

2. 주 인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동종의 기본권

침해가 반복될 험이 있거나 헌법질서의 유지․수호를 하여 헌법 해

명이 한 의미를 지니고 있을 경우 외 으로 심 청구의 이익이 인정

되는지 여부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2호 단서 근로기 법 시행령 제4조가

정하는 경우에 하여 노동부장 이 평균임 을 정하여 고시하지 아니한

부작 는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헌법에 반되는지 여부

【심 상】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 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2호 단서

근로기 법 시행령 제4조가 정하는 경우에 하여 피청구인 노동부장

이 평균임 을 정하여 고시하지 아니하는 부작 가 청구인들의 헌법상 보

장된 기본권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이고, 련 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2. “근로자”․“임 ”․“평균임 ”․“통상임 ”이라 함은 각각 근로기 법

* 서울고등법원 사, 헌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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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한 “근로자”․“임 ”․“평균임 ”․“통상임 ”을 말한다. 다만, 근로기

법에 의하여 “임 ” 는 “평균임 ”을 결정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 이 정하여 고시하는 액을 당해 “임 ” 는 “평균임

”으로 한다.

근로기 법

제19조(평균임 의 정의) ①이 법에서 “평균임 ”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

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 3월간에 그 근로자에 하여 지 된 임

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 액을 말한다. 취업 후 3월 미만도

이에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액이 당해 근로자의 통상임 보다

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 액을 평균임 으로 한다.

근로시 법시행령

제2조(평균임 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 임 ) ①② 생략

제3조(일용근로자의 평균임 ) 일용근로자에 하여는 노동부장 이 사

업별 는 직업별로 정하는 액을 평균임 으로 한다.

제4조(특별한 경우의 평균임 ) 법 제19조, 이 제2조 제3조의 규

정에 의하여 평균임 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노동부장 이 정하는 바

에 의한다.

【사건의 개요】

1. 심 청구에 이르게 된 경

가. 청구인들의 남편들은 1998. 1. 9. 옥돔잡이 연승어선의 선원으로 첫

승선하여 조업 같은 달 11. 서귀포 남방 80마일 해상에서 어선이 풍

랑으로 침몰하여 실종되었다.

나. 청구인들은 실종자들의 생사불명 상태가 3개월 이상 계속되어 실

종자들의 사망이 추정됨을 사유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유족 여 장의비의 지 을 청구하 는데, 근로복지공단은 공용

호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용제외 사업장에 해당함을 이유로 그 지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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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하 으나, 청구인들이 그 부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제주

지방법원 98구673)을 제기하여 승소하 다.

다. 청구인들은 결 선고 후 노동부장 이 발행한 임 구조기본통계

조사보고서상의 어업숙련근로자 여액을 기 으로 유족보상일시 장의

비를 각 청구하 다.

라.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청구인들에 한 유족 여 장의비를 지 하

기 하여 실종자들의 임 을 조사하 는바, 공용호와 같은 옥돔잡

이 연승어선의 선원들은 일반 으로 체 어획물 매 에서 비용을 공

제한 액을 선주와 선장 선원들이 일정 비율로 분배하는 방식으로 임

을 받아 왔는데, 공용호의 경우 선주가 30%, 선장이 20%, 나머지 선

원 5명이 각 10%씩을 분배받기로 되어 있었으나, 실종자들이 선주에게

채용된 후 실제로 임 을 지 받았다는 자료가 없음을 이유로, 산업재해보

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의 것) 제38조 제4항

같은법시행규칙(2000. 7. 29. 노동부령 제165호로 개정되기 의 것) 제

10조 제1항에 의한 최 보상기 인 1일 22,353원을 기 으로 유족 여

장의비를 산정하여 청구인들에 하여 각 유족일시 29,058,900원(평균

임 의 1,300일분) 장의비 2,682,360원(평균임 의 120일분)을 각 지 하

는 내용의 처분을 하 다.

마. 이에 하여 청구인들은, “ 실종자들이 1998. 1. 9. 채용되어 첫 출

어에 나섰다가 재해를 당하 으므로 근로기 법의 규정에 의하여 평균임

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고, 이런 경우 근로기 법시행령 제4조에

따라 노동부장 이 정하는 바 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2호에 의

하여 노동부장 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평균임 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나, 아직까지 노동부장 의 정함이나 고시가 시행되지 않고 있으므로,

결국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 을 사실 로 산정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

야 할 것인데, 신속하고 공정한 재 을 하여 노동부장 이 통계법에 근

거하여 발표하는 임 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에 의하여 평균임 을 산정하

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이유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

하 고(제주지방법원2000구201), 그 소송계속 청구인들은 근로기 법의

규정에 의하여 실종자들의 평균임 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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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불구하고 노동부장 이 이에 한 결정 는 고시를 하지 아니함은 청

구인들의 평등권, 재산권, 재 을 받을 권리 근로의 권리 등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반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을 제기하 다.

바. 한편 소송에서 제주지방법원은 청구인들의 임 구조기본통계조

사보고서에 의한 평균임 산정주장을 배척하고, 실종자들의 실제임

을 기존 법원 례의 취지에 따라 추산하여 보아도 그 액이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소정의 최 보상기 에 미달함을 이유로

하여 2001. 4. 25. 원고 패소 결을 선고하 고, 이에 한 청구인들의 항

소( 주고등법원 제주부 2001 153) 상고( 법원 2001두9387)도 모두

기각되었다.

2. 청구인의 주장 피청구인의 답변요지

가. 청구인의 주장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유족보상일시 을 근로기 법상 평균임 의 1,300

일분에 상당하는 액으로 하도록 하면서 근로기 법에 의하여 평균임 을

결정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 이 정하여 고시하는

액을 당해 평균임 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기 법시행령은 평

균임 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노동부장 이 이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실종자들과 같은 근로자의 평균임

을 정하여 고시한 바 없고, 그 결과 실종자들과 같이 고용기간이 극

히 짧아 수령임 이 없는 사람은 정당한 산재보험 여를 받을 수 없게 됨

으로써 청구인들의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 재 을 받을 권리, 평등권, 근로

의 권리가 침해되었다.

나. 피청구인의 답변

청구인들의 헌법소원은, 법요건으로서의 보충성 자기 련성을 결여

하 을 뿐만 아니라 청구기간도 도과하 으므로 부 법하다.

그 지 않더라도 이 사건의 경우, 노동부장 의 평균임 결정․고시가

없다고 하더라도, 평균임 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 체 어획량 매

에서 경비를 공제한 후 일정비율로 분배하여 근로자의 임 을 산정)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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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될 뿐만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은 그와 같은 방법으로 실종자들의 평균임

을 산정한 결과 그 평균임 액수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최 보상액

에 미달하여 그 최 보상액을 평균임 으로 하여 보상 을 결정하 으므로

청구인들의 재산권, 재 을 받을 권리, 근로의 권리 등 기본권이 침해되었

다고 할 수 없다.

【결정요지】

1. 공권력의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 침해는 그 불행사가 계속되는 한 기

본권 침해의 부작 가 계속된다고 할 것이므로 공권력의 불행사에 한 헌

법소원은 그 불행사가 계속되는 한 기간의 제약 없이 법하게 청구할 수

있다.

2. 헌법소원제도는 주 인 권리구제 뿐만 아니라 객 인 헌법질서

보장의 기능도 겸하고 있으므로, 설사 주 인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동종의 기본권 침해가 반복될 험이 있거나 헌법질서

의 유지․수호를 하여 헌법 해명이 한 의미를 지니고 있을 때에는

외 으로 심 청구의 이익이 인정된다.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2호 단서 근로기 법시행령 제4조는

근로기 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여 근로자의 평균임 을 산정할 수 없

는 경우에 노동부장 으로 하여 평균임 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노동부장 으로서는 그 취지에 따라 평균임 을 정하여 고시하

는 내용의 행정입법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 바, 노동부장 의

그러한 작 의무는 직 헌법에 의하여 부여된 것은 아니나, 법률이 행정

입법을 당연한 제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권이 그 취지에 따

라 행정입법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법령의 공백상태를 방치하고 있는 경우

에는 행정권에 의하여 입법권이 침해되는 결과가 되는 것이므로, 노동부장

의 그러한 행정입법 작 의무는 헌법 의무라고 보아야 한다.

【해설】

1. 법요건에 한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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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청구기간

입법부작 에는 ① 입법자가 헌법상 입법의무가 있는 어떠한 사항에

하여 입법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입법행 의 흠결이 있는 경우(진정입

법부작 - 입법권의 불행사)와 ② 입법자가 어떤 사항에 하여 입법을

하 으나 그 입법의 내용․범 ․ 차 등이 당해 사항을 불완 ․불충분

는 불공정하게 규율함으로써 입법행 에 결함이 있는 경우(부진정입법부

작 - 결함 있는 입법권의 행사)가 있다(헌재 1996. 11. 28. 선고, 95헌마

161).

그리고 공권력의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는 그 불행사가 계속되는 한

기본권침해의 부작 가 계속된다고 할 것이므로 공권력의 불행사에 한

헌법소원심 은 그 불행사가 계속되는 한 기간의 제약 없이 법하게 청구

할 수 있다(헌재 1994. 12. 29. 89헌마2 례집 6-2, 395, 408)

이 사건의 경우 법률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통령령인 근로기 법

시행령이 정하는 경우에 하여 노동부장 이 평균임 을 결정․고시하여

야 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부장 이 이에 따른 행정입법

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는 것이므로 이는 진정입법부작 에 속한다고 할 것

이므로 청구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나. 보충성

법원은 행정입법부작 에 한 행정소송의 법여부에 하여 이를

부 법한 것으로 보고 있다. 즉 법원은 1992. 5. 8. 선고 91 11261 결

에서 “행정소송은 구체 사건에 한 법률상 분쟁을 법에 의하여 해결함

으로써 법 안정을 기하자는 것이므로 부작 법확인소송의 상이 될

수 있는 것은 구체 권리의무에 한 분쟁이어야 하고 추상 인 법령에

하여 제정의 여부 등은 그 자체로서 국민의 구체 인 권리의무에 직

변동을 래하는 것이 아니어서 행정소송의 상이 될 수 없다”고 시하

다.

따라서 이 사건 청구는 다른 법률에 구제 차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2)

2) 행정입법부작 를 원인으로 한 국가배상 등의 청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헌법재 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소정의 “다른 권리구제 차”라 함은 공권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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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자기 련성 권리보호의 이익

청구인들은 모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 여의 최선순 수

권자로서 노동부장 의 평균임 산정에 한 결정․고시가 이루어진다면

이를 기 로 하여 계산된 보험 여를 받게 될 것이므로 청구인들은 이 사

건 헌법소원 심 청구의 자기 련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들은 근로복지공단의 최 보상기 에

의한 보험 여 결정․지 처분에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 고 그 소송

에서 청구인들의 패소가 이미 확정되었으므로 별도의 차에 의하여 확

정 결의 기 력이 제거되지 아니하는 한 청구인들로서는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에 한 법성을 더 이상 다투지 못하게 되었다. 한 청구인들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 청구가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는 확

정 결에 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도 없다.

이러한 에서 청구인들은 노동부장 의 평균임 산정에 한 결정․고

시가 이루어지더라도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어 이 사건 헌법소원 심 청구

는 그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다.

그러나 청구인들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 청구가 인용되어 노동부장

이 평균임 산정에 한 결정․고시를 하게 되면, 와 같이 기 력에 의

하여 더 이상 법성을 다툴 수 없게 된 처분과는 별도로 그 결정․고시에

따른 새로운 처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므로 그 한도 내에서 이 사건 헌법

소원 심 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헌법소원제도는 주 인 권리구제뿐만 아니라 객 인 헌법질

서보장의 기능도 겸하고 있으므로, 설사 주 인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동종의 기본권침해가 반복될 험이 있거나 헌법질서의

유지․수호를 하여 헌법 해명이 한 의미를 지니고 있을 때에는

외 으로 심 청구의 이익이 인정되는 것이 우리 재 소의 선례이다(헌재

1999. 5. 27. 97헌마137, 례집 11-1 653, 660-661 등). 이 사건에서 설사

청구인들의 주 인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보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행사 는 불행사를 직 상으로 하여 그 효력을 다툴 수 있는 권리구제 차를

의미하고, 사후 ․보충 구제수단을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헌재 1993. 7. 29. 선

고, 92헌마51 례집 5-2, 175), 설사 국가배상 등의 청구가 가능하다고 할지라도

이를 사 구제 차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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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장 의 행정입법 부작 로 인하여 청구인들과 같은 처지에 있는 사

건들이 계속 반복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부작 가 헌법에 반되

는지 여부에 한 해명이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하여 필요하다고 보

지 않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 심 청구는 그 심 청구의 이익도

인정된다.

2. 평균임 의 의의와 산정방법

가. 평균임 의 개념

평균임 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 3개월 간

에 그 근로자에 하여 지 된 임 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날짜수로 나

액을 말한다(근로기 법 제19조 제1항). 다만, 와 같은 방법에 의하여

산출된 액이 근로자의 통상임 보다 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 액을

평균임 으로 한다(근로기 법 제19조 제2항).3)

“평균임 ”은 근로기 법상의 퇴직 , 휴업수당, 연차휴가수당,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상의 휴업 여, 장해 여, 유족 여, 상병보상연 , 장의비 등을

산출하는 기 가 된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나. 평균임 의 산정방법

(1) 원칙 : 평균임 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 3개월 동

안 근로자에 하여 지 된 임 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 액

(2) 외

가) 일용근로자(근로기 법시행령 제3조)

건축목공, 도장공, 벽돌공, 일반잡역부, 항만하역인부 등의 경우와 같이

매일 매일 일당을 지 받고 고용되는 근로자의 경우이다. 실제로 일하는

3) “통상임 ”은 근로자에게 정기 , 일률 으로 소정 근로 는 총근로에 하여

지 하기로 정하여진 시간 액, 일 액, 주 액, 월 액 는 도 액을

말하며(근로기 법시행령 제6조), 이는 근로의 양 질에 계되는 근로의 상

으로서 실제 근무일수나 수령액에 구애됨이 없이 정기 , 일률 으로 1 임 산정

기간에 지 하기로 정하여진 고정 임 을 의미한다( 법원 1994. 10. 28. 선고 94

다26615 결 등 다수)

통상임 은 시간외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해고 고수당 등의 산

정기 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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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이 고르지 않고, 그 임 액도 사업장에 따라 일정하지 아니하다.

이러한 을 고려하여 근로기 법시행령 제3조는 “일용근로자에 하여

는 노동부장 이 사업별 는 직업별로 정하는 액을 평균임 으로 한

다.”라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일용근로자의 평균임 에 한 노동부장 의 정함이

없고, 다만 이에 하여 노동부 유권해석은 “일반(상용)근로자의 경우와 같

이 근로기 법 제19조에 의하여 3개월간의 지 총액을 총일수로 나 면 된

다”고 하고 있다.4)

나) 근로기 법의 계규정에 따른 평균임 의 산정방법에 의하여 평균

임 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근로기 법시행령 제4조)

이 경우에는 노동부장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균임 을 산정하여야

한다(근로기 법시행령 제4조).

그러나 이에 하여 근로자가 퇴직한 후 업무상 질병이 발생한 경우 산

업재해보상보험 여의 산정기 인 평균임 을 정하기 하여 1981. 5. 7.

노동부 규 제31호(개정 1982. 6. 26. 노동부 규 제66호)로써 ‘퇴직근로자

평균임 산정업무처리규정’5)이 마련된 것 외에는 재까지 이에 하여 노

동부장 이 정하는 구체 인 산정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실에서 법원은 구체 사건해결을 하여 다음과 같은 법리

를 제시하고 있다. 즉 “근로기 법시행령 제4조의 ‘평균임 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 을 사실 로 산정하는 것을 기본

원리로 하되, 그와 같은 방법이 없을 때에는 당해 근로자가 근로하고 있는

지역을 심으로 한 일 에 있어서 동종의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상용근로

자의 평균임 의 액을 표 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시하고 있다.6)

따라서 지 까지 근로기 법의 규정에 의하여 평균임 을 산정할 수 없

는 경우 규에 의하여 해결되는 극히 일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

4) 1970. 10. 23. 근기 1455-9989

5) 이 규에 의하면 그러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날의 평균임 을 기 으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감한 액을 산업재해보상

보험 여의 산정기 인 평균임 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규 제2조 제1

항).

6) 법원 1991. 4. 26. 선고 90 2772 결, 1993. 12. 28. 선고 93 14936 결,

1995. 2. 28. 선고 94다8631 결, 1997. 11. 28. 선고 97 14798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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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제시하고 있는 법리에 의하여 해결되고 있는 실정이다.

컨 , ⓐ 근로자의 의도 인 행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평균임

산정 사유 발생 3개월 간의 임 이 통상의 경우보다 하게 많은 경

우 - 의도 인 행 를 한 기간을 평균임 산정기간에서 제외,7) ⓑ 근로자

가 수습기간 의 기간 동안에 평균임 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8) - 수습

기간 의 임 총액을 수습기간 의 총 날짜수로 나 어 평균임 을 산

정,9) ⓒ 취업당일 평균임 의 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 법원은 이 경우

평균임 은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 을 사실 로 산정하는 것을 그 기본

원리로 하되, 그와 같은 방법이 없을 때에는 당해 근로자가 근로하고 있는

지역을 심으로 한 일 에 있어서 동종의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상용근로

자의 평균임 의 액을 표 으로 삼아야 한다고 하는데, 와 같이 취업 당

일 평균임 의 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구체 으로 통상의 생활임 이라

함은 당해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었던 특정의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 더

라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인정되는 임 을 평균임 으로 보아야 할 것이

라고 한다.10) 그리고 그 구체 인 산정방법은 일정액의 임 이 정되어

있었던 경우에는 그 임 액과 제반 근무조건을 고려하여 추산하고, 그러한

임 이 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 날 같은 사업장에서 동종 작업에

종사하고 있던 근로자의 평균임 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만약 그러한 방

법으로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득이 ‘근로자가 근로하고 있는 지역

을 심으로 한 일 에 있어서의 동종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상용근로자의

평균임 ’을 당해 근로자의 평균임 으로 하여야 한다.11) ⓓ 기타 : 이른바

품떼기계약을 체결하여 건설공사 도 인으로부터 자재를 공 받아 그의 책

임과 계산하에 일정 공사를 완성하되 도 인으로부터 공사 반에 걸쳐 지

7) 법원 1995. 2. 28. 선고 94다8631 결

8) 근로기 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수습 의 기간 그 기간 의

임 은 근로기 법 제19조 제1항의 평균임 산정기간 그 기간 의 임 에서

공제되어야 하므로 이 경우에도 근로기 법에 의하여 평균임 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

9) 사법연수원, 「해고와 임 」, 1999, 101-102면

10) 법원 10993. 12. 28. 선고 93 14936 결. 이 결에 한 해설로는, 길기 ,

“취업 당일 사망한 근로자의 평균임 ”, 법원 례해설 제20호 법원행정처,

1994, 353-358면

11) 법원 례해설 제35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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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감독을 받으면서 공사를 시행하여 온 노무도 수 인의 평균임 12) ; 노

동조합 임자로 있다가 퇴직 등 평균임 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13) 등.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특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여산정과 련하여 평균임 을 산정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앞서 본 평균임 산정방법과 원칙 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다. 다만 근로자보호를 하여 몇가지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14)

다. 입법례

일본의 노동기 법 제12조 제8항도 우리 근로기 법시행령 제4조와 마

찬가지로 “제1항 내지 제6항에 의하여 산정할 수 없는 경우의 평균임 은

후생노동 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리고 노동기 법시행규칙(후생노동성령) 제3조에서는 ‘시용기간 에

평균임 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평균임 산정방법에

한 규정을 두고 있고, 제4조는 ‘노동기 법 제12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4호

의 기간15)이 평균임 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 3개월 이상

에 걸쳐 있는 경우’ 는 ‘고용된 날에 평균임 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평균임 은 都, 道, 府, 縣 노동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 외에도 일본의 경우에는 후생노동성고시 는 통달 등의 형식으로 평

균임 의 산정기 을 상세히 정하고 있어, 우리와는 달리 근로기 법

같은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평균임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한 법규가 공백으로 남아 있지는 않다.16)

컨 , 고용된 날에 평균임 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생긴 경우에

12) 법원 1991. 4. 26. 선고 90 2772 결

13) 법원 1998. 4. 24. 선고 97다54727 결

14) 그 특례 하나를 로 들면, 보험 여의 경우 당해 근로자의 임 이 낮아 그

평균임 을 용하는 것이 근로자의 보호에 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 최 보상기 액을 당해 근로자의 평균임 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註1, 2 참

조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 제4항, 같은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15) 그 日數 그 기간 의 임 이 평균임 산정기 가 되는 총일수 임 총액

에서 공제되는 기간을 의미한다.

16) 법원 례해설 제35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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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都, 道, 府, 縣 노동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하여 해당 지역의

노동국장이 구체 인 사안마다 결정하도록 임하고 있는 은 술한 바

와 같고, 이와 같이 노동국장이 평균임 을 정함에 있어서의 기 에 하

여 일본 후생노동성 1947. 9. 13. 통달 제17호가 “당해 노동자에 하여 일

정액의 임 이 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액에 의하여 추산하고, 그 지

않은 경우에는 그날 당해 사업장에 있어서 동일한 업무에 종사한 근로자의

1인 평균임 액에 의하여 추산한다”는 기 을 제시하고 있다. 나아가 都,

道, 府, 縣 노동국장이 노동기 법 제12조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

여 평균임 을 산정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노동성 노동기 국장

이 그 평균임 을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1949. 노동성고시 제5호 제2조)

3. 헌여부에 한 단

행정입법의 제정 는 개정의 지체가 법으로 되어 그에 한 법 통

제가 가능하기 하여는 첫째, 행정청에게 행정입법을 제정(개정)할 법

의무가 있어야 하고 둘째,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셋째, 행정

입법 제정(개정)권이 행사되지 않아야 한다(헌재 1998. 7. 16. 96헌마246,

례집 10-2, 305, 306).

가. 행정입법의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1963. 11. 5. 법률 제1438호로 제정될 당시에는

행법과 같이 노동부장 으로 하여 평균임 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었으나, 1973. 3. 13. 법률 제2607호로 개정될 당시 행법 제4조

제2호 단서에서와 같이 노동청장으로 하여 평균임 을 정하여 고시하도

록 하는 규정17)을 신설한 이후 재에 이르고 있다.

한편 행 근로기 법시행령 제4조에서와 같이 노동부장 으로 하여

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73. 3. 13. 법률 제2607호로 개정된 것) 제3조(용어의 정

의) ② 이 법에서 “근로자”, “임 ”, “평균임 ” 는 “통상임 ”이라 함은 근로기

법에 규정된 “근로자”, “임 ”, “평균임 ” 는 “통상임 ”을 말한다. 다만, 근

로기 법의 규정에 의하여 “임 ” 는 “평균임 ”을 결정하기 곤란하거나 이를

용하는 것이 하게 부 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동청장이 따로 정하

여 고시하는 액을 당해 “임 ” 는 “평균임 ”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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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 을 정하도록 하는 취지의 규정은 제정당시인 1954. 4. 7.부터 존재

하여 왔는데, 처음에는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다가,18) 1997. 3. 27. 통령

령 제15320호로 개정되면서 조문 치가 바 었을 뿐이다.

이와 같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2호 단서와 근로기 법시행령

제4조가 정하는 경우에 노동부장 으로 하여 평균임 을 정하여 고시하

도록 한 것은 퇴직 , 유족보상 등의 산정기 가 되는 평균임 을 근로

기 법에 의하여 산정할 수 없거나 이를 용하는 것이 히 부 당한

경우에 비하여 노동부장 으로 하여 구체 타당성을 가진 상세한 기

을 마련하도록 한 것으로서 그 표 은 서로 다르지만 그 취지는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규정들은 평균임 의 산정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 법 같은

법시행령에 의하여도 근로자의 평균임 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를 정하

고 있고, 실제로도 그러한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은 앞서 를 든 바

와 같으므로, 노동부장 으로서는 규정들의 취지에 따라 행정입법을 하

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물론 이 사건에 있어서 노동부장 의 작 의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기 법시행령에 의하여 부여된 것이고 헌법의 명문규정에 의하여

부여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삼권분립의 원칙, 법치행정의 원칙을 당연한

제로 하고 있는 우리 헌법하에서 행정권의 행정입법의무는 헌법 의무

라고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법률이 행정입법을 당연한 제로 규정하고

있고 그 법률의 시행을 하여 그러한 행정입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행

정권이 그 취지에 따라 행정입법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법령의 공백상태를

방치하고 있는 경우에는 행정권에 의하여 입법권이 침해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헌재 1998. 7. 16. 96헌마246, 례집 10-2, 284 참조).

그리고 재까지의 행정입법 부작 로 인한 법령의 공백을 법원 례

가 신하고 있어 그러한 내용의 행정입법이 이루어져도 실질 인 평균임

산정방법에 아무런 변경이 없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노동부장 의

18) 근로기 법시행령(1954. 4. 7. 통령령 제889호) 제5조 : 법 제19조 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균임 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회부장 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94 헌법재 소결정해설집 2002

행정입법 부작 로 인하여 법령의 공백상태가 발생함으로써 부득이 법원의

례가 형성되었던 것에 불과하므로19) 그러한 사유로는 노동부장 의 행정

입법 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

나. 작 의무의 내용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2호 단서는 “ … 경우에는 노동부장 이

정하여 고시하는 액을 …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 액을”이라

는 표 을 하 음을 근거로 하여 근로기 법에 의하여 평균임 을 결정하

기 곤란한 경우가 발생할 때마다 노동부장 이 구체 인 평균임 의 액

을 결정하여야 하는 취지로 규정된 것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규정에서 문언상 “ 액을”이라는 표 을 하 다고 하더라도,

평균임 을 근로기 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가 발생할

때마다 노동부장 으로 하여 구체 인 평균임 의 액을 결정하도록 하

는 내용으로 해석하는 것은 부당하다. 왜냐하면 규정에서 “고시”하도록

한 것은 노동부장 으로 하여 행정입법을 하여 리 알리라는 취지로 보

아야 할 것인바, 구체 인 경우마다 액을 결정하라고 한다면 그 액을

구태여 고시할 필요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즉 규정의 취지는 노동부

장 으로 하여 평균임 산정의 기 을 만들어 이를 “고시”함으로써 법

령의 공백상태를 방지하라고 하는 취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근로기 법시행령 제4조는 “ … 경우에는 노동부장 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도 와 마찬가지로 노동부장

으로 하여 행정입법을 하도록 한 취지로 해석된다.

(2) 나아가 노동부장 이 어떠한 내용의 행정입법을 할 것인지는 노동부

장 의 입법재량에 달려 있다. 추측컨 앞서 본 법원 례가 제시하고

있는 법리20)와 동일한 내용의 추상 인 기 이 제시되는 형식으로 규정될

19) 이에 한 법원 결들은 “ … 노동부장 의 정함 내지 고시가 재까지 시행

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제로 평균임 을 산정할 수 있는 길도 없으나, 평균임

은 근로자에 한 퇴직 등 근로기 법상의 여러가지 여 등을 산정하는

기 이 되고, 여 등에 한 근로기 법의 계규정의 취지는 근로자의 생

활을 보장하고자 하는데 있으므로, …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 을 사실 로 산정

하는 것을 그 기본원리고 하고, … ”라고 하여 그 법리가 노동부장 의 정함 내지

고시를 신하고 있는 것임을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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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이 많다고 할 것이나, 그 밖에도 노동부의 통계 자료21)를 근거로 하

여 새로운 평균임 의 산정방법을 제시하는 방법을 취한다든지, 외 인

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본의 입법례처럼 근로복지공단 등으로 하여

구체 인 액을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규정을 두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다. 입법지체의 정당화 사유

상 법령을 시행하기 하여 하 법령을 제정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함

에 있어서는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므로 합리 인 기간 내의 지체를

헌 인 부작 로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1973.

3. 13. 법률 제2607호로 개정되어 행정입법의 작 의무가 발생한 때로부터

이미 30년 정도가 경과되어 그동안 충분한 시간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

하고(근로기 법시행령의 제정당시인 1954. 4. 7.부터는 약 50년 정도가 경

과되었다) 아직도 행정입법의 작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22)

20)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 ”을 사실 로 산정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하되 그와 같

은 방법이 없을 때에는 당해 근로자가 근로하고 있는 지역을 심으로 한 일 에

있어서 동종의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상용근로자의 평균임 의 액을 표 으로 삼

아야 한다.

여기서 “통상의 생활임 ”이란 당해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었던 특정의 사업장에

서 계속 근무하 더라면 받을 수 있었을 추정 평균임 을 의미한다.

따라서 그 구체 인 산정방법은 ① 일정액의 임 이 정되어 있었던 경우에는

그 임 액과 제반 근무조건을 고려하여 추산하고, ② 그러한 임 이 정되어 있

지 않은 경우에는 그날 같은 사업장에서 동종 작업에 종사하고 있던 근로자의 평

균임 에 의하며, ③ 임 도 정되어 있지 않았고 당해 사업장에 당해 근로자와

동종의 작업에 종사하고 있었던 다른 근로자도 없었던 경우에는 부득이 “근로자

가 근로하고 있는 지역을 심으로 한 일 에 있어서의 동종 작업에 종사하고 있

는 상용근로자의 평균임 ”을 당해 근로자의 평균임 으로 하여야 한다.

21) 임 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직종, 산업 등 다양한 속성별 임 , 근로시간 등에 한 사항을 악하기 한

조사로서 매년 5,400개 표본사업체를 상으로 6월 여계산기간동안 성별, 연령,

혼인상태, 학력, 직종, 근속년수, 경력년수, 직 , 근로일수, 근로시간수, 월 여액,

조사기간 년도의 연간특별 여액 등에 한 통계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통계조사보고서의 자료는 평균임 을 정함에 있어 참

고자료로 감안할 수 있을 뿐이고, 이를 직 평균임 산정의 기 으로 삼을 수 없

다고 시하고 있다( 법원 90 2772 결 등 다수).

이 사건 청구인들도 제주지방법원에서의 행정소송에서 이 조사보고서에 근거

하여 평균임 을 산정할 것을 주장한 바 있으나 법원에 의하여 배척되었음은 앞

서 본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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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합리 인 기간 내의 지체라고 볼 수 없다.

라. 기본권의 침해

청구인들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실종자들

의 유족으로서 모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유족 여 장의비의 최

선순 수 권자들이다. 그리고 그 유족 여 장의비는 모두 실종자

들의 평균임 을 기 로 하여 산정된다. 그런데 실종자들은 모두 어

선에 처음으로 승선하여 임 을 한 번도 받아 보지 못한 채 실종되어 근로

기 법의 계규정에 의하여 실종자들의 평균임 을 산정하기가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이를 산정할 수

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한 피청구인의 정함이나 고시가 아직 없는

것이다. 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2호 단서에 한 입법자의 의사는

청구인들과 같은 경우에는 피청구인의 정함이나 고시를 용받아 구체 인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인데도, 그 부존재로 말미암아 그러한 권

리를 침해당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청구인들이 행정소송을 통하여 권리구

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피청구인의 정함이나 고시를 신할 수 있는

법원 례가 형성되어 있지만, 그와 같은 간 ․보충 ․사후 권리구

제방법이 존재하고 피청구인의 정함이나 고시를 신할 재 규범이 마련되

어 있다는 만으로는 청구인들의 기본권 침해가 부정된다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청구인들로서는 피청구인의 정함이나 고시가 부존재함으로 인하

여 이를 직 용받아 권리구제를 받을 기회를 원천 으로 박탈당하 고,

그 신 근로복지공단의 처분 는 이에 한 법원의 재 등 그 처분에

한 불복방법에 의하여 우회 이고 비경제 인 권리구제방법을 택하지 않

을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결국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의 와 같은 부작

로 말미암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정당한 유족 여 장의비를

22) 다만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 업무상 질병이 발생하여 재해보상 는 산재보험

여의 산정기 인 평균임 을 산정하여야 할 경우에 하여 1981. 5. 7. 노동부

규 제31호 “퇴직근로자평균임 산정업무처리규정”(1982. 6. 26. 개정 노동부 규

제66호)이 제정된 바 있음은 술한 바와 같다(註8 참조). 그러나 이것은 근로기

법의 규정에 의하여 평균임 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와 같은 사정이 발생

한 경우에만 용할 수 있을 뿐이므로 노동부장 이 행정입법의 작 의무를 다하

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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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게 될 재산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는 것이다.

한 향후 피청구인의 평균임 산정에 한 정함이나 고시가 마련되고

청구인들에게 용된 결과 청구인들에게 지 될 보험 여액이 청구인들에

게 유리하게 변동될 것인지 여부와 계없이 청구인들에 한 와 같은

기본권 침해에는 아무런 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청구인들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 여를 받기 하여는 피청구인의 행정입법을

용받아야 하는데, 피청구인이 헌법에서 유래하는 행정입법의 작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

다면, 향후 그 행정입법의 내용에 의하여 청구인들에 한 보험 여액이

달라질 것인지의 여부와는 계없이 그 자체로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4. 반 의견

앞서와 같은 논증을 기 로 한 다수의견에 하여 1인의 재 은, 산업

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2호 단서 근로기 법시행령 제4조에 의하여 노

동부장 이 행하는 평균임 의 결정 행 는 행정입법이 아니고, 구체 인

사안에 즉응하여 이를 처리하는 하나의 행정작용인 에서 오히려 행정처

분 인 작용이라고 할 것이므로 노동부장 의 평균임 결정행 를 행정입

법이라고 하고 그 부작 를 입법부작 로 의율하여 그 헌임을 주장하는

청구인의 헌법소원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다수의견에 반 한 이 견해의 근거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다수의견은 평균임 의 성질에 맞지 않는다는 이다. 평균임 은

본래가 개개의 근로자에 한 계에서 개별 으로 그리고 구체 으로 산

정 는 결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성격의 평균임 을, “장래에 향하

여 용되는 일반․추상 인 규범”인 행정입법에 의하여 결정한다는 것은

두 개념의 성질상 서로 조화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평균임 산정을 한

공식은 법률이나 행정입법으로 규정이 가능하지만 평균임 의 액 자체를

법률이나 행정입법으로 규정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둘째, 다수의견은 법령 조문의 문리와도 맞지 않는다. 즉 산업재해보상보

험법 제4조 제2호 단서는 노동부장 으로 하여 평균임 의 ‘ 액’을 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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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하고 있지 ‘기 ’이나 ‘산정방법’을 정하라고는 하고 있지 않다. 우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 액’과 ‘기 ’을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다. 한 근

로기 법은 한편으로는 그 법 제19조(평균임 의 정의)와 그 시행령 제2조

(평균임 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 임 ) 제3조(일용근로자의 평

균임 )에서 평균임 산정의 구체 방법과 기 즉 공식을 정하여 놓고

있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그 시행령 제4조에서 평균임 을 근로기 법

이 정하는 공식에 의하여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노동부장 이 이를 정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법률이 이와 같이 두 개의 길을 마련한 이유는,

근로형태는 시간 , 공간 , 기술 , 인 요소에 따라 다양하고 가변 이

기 때문에 근로기 법이 정하는 통상 인 방법으로는 평균임 을 산정할

수 없는 분야와 상황(앞에서 언 한 바와 같이 공식 자체가 합치 않은

사정이 있는 경우와 공식에 입할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한

다)이 있을 수 있고 그 다고 하여 그러한 분야 등에 합한 특별한 방법

을 일반․추상 인 기 의 형태로 미리 설정하여 놓는 것도 역시 곤란한

경우가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 즉 공식에 따

른 산정이 불가능 내지 곤란한 경우에 비하여 그러한 때에는 비록 의거

할 기 이 없다고 하더라도 노동부장 이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문제

된 개별 근로자의 평균임 의 ‘ 액’ 자체를 개별 으로 결정하여 문제를

해결하도록 정하여 놓은 것이 시행령 제4조라고 해석된다. 이 게 이해

하는 것이 시행령 제4조의 문리에 가장 합하고 동시에 합리 인 해석

방법일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2호 단서도 동

일한 규정을 두고 있다고 이해된다.

셋째, 노동부장 의 평균임 결정행 를 구체 이고 개별 인 액의 결

정이라고 이해한다고 하여 이것이 그와 같은 액결정을 도출하기 한 어

떤 차나 방법 등의 가이드라인을 일부 분야에 하여 부분 으로 결정하

여 두는 것까지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평균임 산정의 기 을 미리 설

정하는 것이 곤란한 분야가 있다고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어느 정도의

사례 축 이 있거나 공통 이 발견되어 그러한 경우의 일부를 제한 인 범

내에서 유형화하고 그 유형에 타당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여 놓는 일도

얼마든지 가능하고 한 노동부장 의 평균임 결정행 에 신속성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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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수 있다는 의미에서 이러한 일은 필요하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가이드라인은 어디까지나 노동부장 자신을 하여 스스로 만들어 놓은

참고용 칙에 해당될 뿐이므로 이러한 가이드라인의 설정 여부 그 법

성격 여하의 문제는 평균임 자체에 한 노동부장 의 결정행 자체

와는 별개의 문제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본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2호 단서가 사용

하고 있는 ‘고시’라는 문언의 의미도 이를 행정규칙의 한 형식으로 이용되

는 고시라고 반드시 해석하여야 할 사정은 없다. 오히려 노동부장 의 평

균임 결정행 는 당해 근로자뿐만 아니라 다른 잠재 이해 계인들과

계 공무원들도 이를 알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리 알리는 방법으로 고시

의 형식을 취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앞에서 설명한 것

처럼 노동부장 스스로가 참고할 칙으로서 사 에 평균임 결정을 한

가이드라인 같은 것을 만들어 놓을 수도 있는 것이고 이 게 해서 만든 가

이드라인을 공개하는 한 방법으로 고시의 형식을 취할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록 노동부장 의 평균임 결정이 고시의 형식으로 이

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성질상 행정입법은 될 수 없는 것이다.

5. 결정의 의의

청구인들은 이미 근로복지공단의 보험 여 결정․지 처분에 하여 행

정소송을 제기하 고 그 소송에서 청구인들의 패소가 이미 확정되었으므로

별도의 차에 의하여 확정 결의 기 력이 제거되지 아니하는 한 청구

인들로서는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에 한 법성을 더 이상 다투지 못하

게 되었다는 에서, 이 사건 헌법소원 심 청구는 그 권리보호의 이익이

부정될 여지도 없지 않았으나, 헌법재 소는, 청구인들의 주 권리보호

이익의 존재 여지를 인정하는 한편 이 사건을 기본권침해의 반복 험과

헌법 해명의 필요성이 있는 사안으로 극 으로 이해함으로써 결과 으

로 헌법소원제도의 객 인 헌법질서 보장기능을 다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한편, 청구인들이나 그와 동일한 처지에 있었던 국민들로서는 그동안 행

정입법의 부존재로 말미암아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에 하여 행정소송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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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등 사후 권리구제방법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으

나, 앞으로는 이 사건 헌확인결정에 따라 제정될 행정입법을 직 으로

용받음으로써 효율 인 권리구제의 길을 확보하게 되었다는 에서도 이

사건 결정의 요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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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업에있어서의불공정거래행 시장지배

지 남용행 의유형 기 제3조제1항등

헌확인
- 공정거래 원회의 신문고시와 자유경쟁 원칙 -

(헌재 2002. 7. 18. 2001헌마605, 례집 14-2, 84)

김 승
*

1)

【 시사항】

1. 신문구독자 혹은 신문 매업자가 신문발행업자의 행 를 제한하는 규

정의 헌여부를 다툴 기본권 침해의 자기 련성이 있는지 여부

2. 신문 매업자가 독자에게 1년 동안 제공하는 무가지와 경품류를 합한

가액이 같은 기간에 당해 독자로부터 받는 유료신문 의 20%를 과하

는 경우 동 무가지와 경품류의 제공행 가 공정거래법 제23조 소정의 불공

정거래행 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한 신문업에있어서의불공정거래행

시장지배 지 남용행 의유형 기 (공정거래 원회 고시 제2001-7호, 이

하 “신문고시”라고 함) 제3조 제1항 제2호가 임입법 재 임의 헌법

한계를 벗어나 헌인지 여부

3. 신문고시 조항이 재산권을 제한함에 있어서 수하여야 할 헌법

제37조 제2항에 근거한 과잉 지의 원칙에 배되거나 헌법 제119조 제1항

에 정한 자유경제질서에 반하여 헌인지 여부

【심 상】

* 헌법연구 ,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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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사건 심 의 상

신문고시 제3조(무가지 경품류 제공의 제한)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행 는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 의 지) 제1항 제3호 단에 규정

하는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 ”에 해

당된다.

1. 신문발행업자가 신문 매업자에게 1개월 동안 제공하는 무가지와 경

품류를 합한 가액이 같은 기간에 당해 신문 매업자로부터 받는 유료신문

의 20%를 과하는 경우

2. 신문 매업자가 독자에게 1년 동안 제공하는 무가지와 경품류를 합한

가액이 같은 기간에 당해 독자로부터 받는 유료신문 의 20%를 과하

는 경우. 이 경우는 구독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도 같다.

3. 신문발행업자가 직 독자에게 1년 동안 제공하는 무가지와 경품류를

합한 가액이 같은 기간에 당해 독자로부터 받는 유료신문 의 20%를

과하는 경우

신문고시 제10조(시장지배 지 남용의 지) ①시장지배 사업자인 신

문발행업자가 거래상 방에 한 신문 매가격 는 고 가를 원가변동

요인 등에 비하여 하게 높은 수 으로 결정․유지 는 변경하는 행

는 법 제3조의2(시장지배 지 의 남용 지)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상

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가(이하 “가격”이라 한다)를 부당하게 결정․유지

는 변경하는 행 ”에 해당된다.

②시장지배 사업자인 신문발행업자가 자기 신문 매업자들에게 지나치

게 낮은 가격으로 신문을 공 함으로써 다른 신문발행업자를 배제시킬 우

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3조의2(시장지배 지 의 남용 지) 제1항 제5호

단에 규정하는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하여 거래하는 행 ”

에 해당된다.

2. 련 규정

독 규제 공정거래에 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고 한다) 제3조

의2(시장지배 지 의 남용 지) ① 시장지배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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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행 (이하 “남용행 ”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가(이하 “가격”이라 한다)를 부당하게 결

정․유지 는 변경하는 행

2. 상품의 매 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 하는 행

3.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

4.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

5.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하여 거래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히 해할 우려가 있는 행

② 남용행 의 유형 는 기 은 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공정거래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 의 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행 로서 공정한 거래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 (이하 “불공

정거래행 ”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부당하게 거래를 거 하거나 거래의 상 방을 차별하여 취 하는 행

2.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

3.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

4. 자기의 거래상의 지 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 방과 거래하는 행

5. 거래의 상 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

6. <삭제 1999.2.5>

7. 부당하게 특수 계인 는 다른 회사에 하여 가지 ․ 여 ․인

력․부동산․유가증권․무체재산권등을 제공하거나 히 유리한 조건으

로 거래하여 특수 계인 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

8. 제1호 내지 제7호 이외의 행 로서 공정한 거래를 해할 우려가 있

는 행

② 불공정거래행 의 유형 는 기 은 통령령으로 정한다.

공정거래법시행령 제5조(남용행 의 유형 는 기 ) ① 법 제3조의2(시

장지배 지 의 남용 지)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의 부당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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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지 는 변경은 정당한 이유 없이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가를

수 의 변동이나 공 에 필요한 비용(동종 는 유사업종의 통상 인 수

의 것에 한한다)의 변동에 비하여 하게 상승시키거나 근소하게 하락시

키는 경우로 한다.

②～⑤생략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남용행 의 세부 인 유형 기

은 공정거래 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공정거래법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 의 지정) ① 법 제23조(불공정

거래행 의 지)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 의 유형 는 기 은

별표1과 같다.

② 공정거래 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

한 불공정거래행 의 유형 는 기 을 특정분야 는 특정행 에 용하

기 하여 세부기 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 원회는

미리 계행정기 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별표1] 일반 불공정거래행 의 유형 기 (제36조 제1항 련)

1. 내지 3. 생략

4. 부당한 고객유인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 의 지) 제1항 제3호 단에서 “부당하게 경

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 ”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 를 말한다.

가.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정상 인 거래 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 한 이익을 제공 는 제공

할 제의를 하여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

나. 계에 의한 고객유인

제9호의 규정에 의한 부당한 표시․ 고외의 방법으로 자기가 공 하는

상품 는 용역의 내용이나 거래조건 기타 거래에 한 사항에 하여 실

제보다 는 경쟁사업자의 것보다 히 우량 는 유리한 것으로 고객을

오인시키거나 경쟁사업자의 것이 실제보다 는 자기의 것보다 히 불

량 는 불리한 것으로 고객을 오인시켜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

하도록 유인하는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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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타의 부당한 고객유인

경쟁사업자와 그 고객의 거래에 하여 계약성립의 지, 계약불이행의

유인등의 방법으로 거래를 부당하게 방해함으로써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

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

신문고시 제1조(목 ) 이 고시는 신문업(신문을 발행 는 매하는 사

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있어서 독 규제 공정거래에 한법률 제23조

(불공정거래행 의 지) 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거나 법 제3조의2(시장지

배 지 의 남용 지) 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어 지되는 불공정거래행

시장지배 지 남용 지의 유형 기 을 정함으로써, 법집행의 일

성 객 성을 제고하고 신문업 사업자의 법 반행 를 방함과 동시에

당해 사업자단체등의 자율 인 법 수활동을 지원하여 신문업시장의 공정

한 거래질서확립을 도모함을 목 으로 한다.

【사건의 개요】

1. 심 청구에 이르게 된 경

청구인 김◯◯는 신문구독자이고 청구인 윤◯◯는 신문 매업자이다. 청

구인들은 2001. 7. 1.부터 시행되고 있는 “신문업에있어서의불공정거래행

시장지배 지 남용행 의유형 기 ”의 모법인 독 규제 공정거래에

한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고 한다)이 경쟁의 진과 경쟁방해의 억지

를 목표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건 신문고시 제3조 제2항 제1호, 제2

호, 제3호, 제10조 제1항, 제2항은 모법의 입법목 과는 반 로 신문업

자간의 경쟁을 억지하고 방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모법의

임을 벗어난 것이고, 자유경제체제를 기본으로 하는 헌법 제119조 제1항과

헌법 제23조 제1항 소정의 재산권을 제한함에 있어서 헌법 제37조 제2항에

서 정한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01. 8. 29. 이 사건 헌법소원 심 을 청구하 다.

2. 청구인들의 주장과 이해 계인의 의견

가. 청구인들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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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신문고시의 모법인 공정거래법이 경쟁의 진과 경쟁방해의 억

지를 목 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신문고시 제3조 제1항 제1

호, 제2호, 제3호 제10조 제1항, 제2항은 와 같은 모법의 입법목 과

는 반 로 신문업자간의 경쟁을 억지하고 방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

으므로 모법의 임범 를 벗어난 것이고, 자유경제체제를 기본으로 하는

헌법 제119조 제1항에 배되며, 헌법 제23조 제1항 소정의 재산권을 제한

함에 있어서 지켜야 될 헌법 제37조 제2항 소정의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헌이라고 주장한다.

나. 피청구인의 답변과 문화 부장 의 의견

이 사건 고시는 행정규칙으로서 헌법소원의 상이 아니다. 그 지 않

더라도 청구인 김◯◯는 신문구독자로서 이 사건 신문고시의 시행으로 무

가지나 경품류를 제공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권리를 직 침해당

한 자라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 윤◯◯는 신문 매업자라고 하나 이 사건

신문고시 조항들이 아직 구체 으로 집행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권리침해의 재성이 없다. 나아가 권리침해가 있기 하여는 구체 인

행정처분이 있어야 하므로 조항들은 청구인의 권리를 직 침해할 수

도 없다.

우리나라 신문시장의 특수한 과당경쟁상황에서 무가지와 경품 등 부당

한 방법에 의한 고객유인행 나 시장지배 사업자의 약탈 가격설정행

는 공정한 경쟁의 회복을 하여 규제되어야 하며, 이 사건 조항들은 이러

한 행 를 공익상 필요한 최소한의 한도에서 규제하고 있을 뿐이므로 과잉

지의원칙에 배되지 아니하며, 헌법상의 자유경제질서원칙에도 반하지

아니한다.

【결정요지】

1. 청구인 김◯◯는 단지 신문구독자일 뿐이고 청구인 윤◯◯는 신문

매업자인바, 이 사건 규정들 신문고시 제3조 제1항 제1호와 제3호, 제10

조 제1항과 제2항은 모두 신문발행업자를 규율 상으로 하여 신문발행업자

의 행 를 제한하는 조항들로서 이들로부터 신문을 공 받아 매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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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구독하는 청구인들은 동 규정들의 용을 받지 아니하며 단지 신문발

행업자와 거래함으로써 간 , 사실 , 경제 이해 계만을 가질 뿐이므

로 동 조항들을 상으로 한 헌법소원 심 청구부분에 하여는 청구인

들은 자기 련성이 없다.

2. 불공정거래행 는 각종의 경쟁 거래에서 복잡다양하게 이루어지며

한 그 형태도 부단히 변동되고 있음에 비추어 그 행 형태와 기 에

한 규정도 이에 맞추어 시기 하게 효과 으로 처할 수 있어야 할 것

인바 국회가 모든 분야의 경쟁 거래왜곡 상들을 그때그때 측하거나

악할 수 없고, 그러한 상황에 즉응하여 그때마다 법률을 개정하는 것도

용이하지 아니하므로 불공정거래행 의 유형과 기 을 미리 법률로서 자세

히 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명령에 임한 것은 부득이한 것으로 인정되고,

이 사건 수권규정인 공정거래법 제23조에서 임한 사항인 ‘불공정거래행

의 유형 는 기 ’이 어떠한 내용을 가질 것인지에 하여는, 동 조항에

서 열거하고 있는 표 불공정거래행 의 내용을 참작할 수 있으며 나아

가 동법 제1조가 요구하는 바와 같이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진하여

창의 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 을 도모하기 하여는 우월 지 를 이용하여 경쟁사업자나 일

반소비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 를 규제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

건 임사항이 이러한 의미의 불공정거래행 의 기 과 유형을 한계지우는

내용이 될 것임은 무리 없이 측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조항인 신문고시

제3조 제1항 제2호는 동 수권사항을 임받은 범 내에서 이를 구체화하

고 있을 뿐이어서 임입법의 헌법 한계를 과하지 아니한다.

3. 이 사건 조항에 의하여 침해되는 사익은 신문 매업자가 발행업자로

부터 공 받은 신문을 무가지로 활용하고 구독자들에게 경품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 리는 사업활동의 자유와 재산권 행사의 자유라고 할 수 있는

반면, 동 조항에 의하여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은 경제 으로 우월 지

를 가진 신문발행업자를 배경으로 한 신문 매업자가 무가지와 경품 등 살

포를 통하여 경쟁상 신문의 구독자들을 탈취하고자 하는 신문업계의 과

당경쟁상황을 완화시키고 신문 매⋅구독시장의 경쟁질서를 정상화하여 민

주사회에서 신속⋅정확한 정보제공과 올바른 여론형성을 주도하여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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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의 공 기능을 유지하고자 하는 데 있는바, 이러한 공익과 사익을 서

로 비교할 때 신문 매업자가 거래상 방에게 제공할 수 있는 무가지와 경

품의 범 를 유료신문 의 20%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 이 사건 조항은

그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이 침해하는 사익에 비하여 크다고 단되므로 동

조항은 양쪽의 법익교량의 측면에서도 균형을 도모하고 있다고 할 것이어

서 결국 과잉 지의 원칙에 배되지 아니하며, 헌법 제119조 제1항을 포

함한 우리 헌법의 경제질서조항에도 반되지 아니한다.

【해설】

1. 법요건 검토

이 사건 결정에서 법요건에 하여는 헌법소원의 상성, 청구인의 자

기 련성, 직 성 재성의 문제를 다루었다. 그러나 이에 하여 이 사

건에서 특별히 새로운 이론을 정립한 것은 없으며 종래의 확립된 이론에

이 사건의 구체 사실 계를 입하여 단하고 있다.

먼 헌법소원의 상성 문제에 있어서, 이 사건 신문고시가 행정규칙에

해당한다고 제한 다음1) 행정규칙은 원칙 으로 헌법소원의 상은 아니

나, 외 으로 ① 행정규칙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 청에 법령의

구체 내용을 보충할 권한을 부여한 경우나, ② 재량권 행사의 칙인 규

칙이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 행이 이룩되게 되면 평등

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 은 그 상 방에 한 계에

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외 구속력

을 가지게 되는 바,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소원의 상이 될 수도 있고(헌

재 1990. 9. 3. 90헌마13, 례집 2, 298, 303), ③ 한 법령의 직 임

에 따라 수임행정기 이 그 법령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구체 사항을 정한

1) 행정규칙은 행정조직 내부 는 특별권력 계 내부와 같은 행정기 내부 계에

있어서의 조직과 활동을 규율하는 일반추상 규정을 뜻하고, 법규처럼 일반국민

에 한 계를 규율하는 것이 아니다. 행정규칙의 일반형식으로는 행정기 이 일

정한 사항을 불특정 다수의 국민에게 알리는 행정규칙인 ‘고시’와 상 행정기

이 소 사무에 한 지도감독권에 의거하여 하 행정기 에 발하는 훈령․통첩의

두 유형을 들 수 있다. 훈령은 기본 명령사항을, 통첩은 세부 시달사항에

한 것이라 한다. 김도창, 일반행정법론(상) 청운사, 1993, 324, 3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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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면, 그 제정형식은 비록 법규명령이 아닌 고시․훈령․ 규 등과 같은

행정규칙이더라도 그것이 상 법령의 임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상 법

령과 결합하여 외 인 구속력을 갖는 법규명령으로서 기능하게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헌법소원의 청구인이 법령과 규의 계규정으로 말미

암아 직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면 이에 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1992. 6. 26. 91헌마25 례집 4, 444, 449)고 하 다. 그리고 이 사건 심

상인 신문고시는, 신뢰원칙에 따라 행정기 이 자기구속을 당할 만큼 반

복시행된 경우도 아니나, 공정거래법과 동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

래 원회에 법령 내용을 보충할 권한이 부여된 경우에 해당하고,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 의 유형과 기 을 한계지움으로써 상 법령인 공

정거래법과 동 시행령과 결합하여 일반 국민에 한 외 구속력을 가지

는 일종의 법규명령 성격을 함께 갖는다고 할 수 있다는 이유로 헌법소

원의 상성은 인정하 다.

다음으로 청구인 격 자기 련성의 문제는 제기요건과 련하여서는

이 사건에서 가장 의미 있는 쟁 이다. 이 사건 결정은 공권력 작용이 단

지 간 , 사실 는 경제 인 이해 계로만 련되어 있는 제3자에게

는 자기 련성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종래의 례상의 원칙을 제한 다음,

신문구독자인 청구인 김◯◯는 이 사건 신문고시 규정들에 따라 무가지나

경품을 공 받지 못하게 되거나 정하지 못한 신문 으로 계약을 하게

되는 등의 사유로 청구인의 경제 이해에 향을 받을 수는 있겠으나, 신

문 을 좀 더 내고 덜 내는 정도의 이러한 향 정도만으로는 청구인에

게 단순히 경미한 간 , 사실 , 경제 이해 계가 있을 뿐이라는 이유

로 자기 련성을 부정하 으며, 신문 매업자인 윤◯◯도 동 매업자의

무가지, 경품류 공 제한에 한 내용을 담고 있는 신문고시 제3조 제1항

제2호에 해서만 자기 련성을 인정하 다.

그리고 이 사건 신문고시 조항은 반할 경우 공정거래법 제23조(불공정

거래행 의 지) 제1항과 제3조의2(시장지배 지 의 남용행 ) 제1항에

따라 과징 등 행정벌과 아울러 형사벌의 상이 되는바, 이러한 형벌이

나 행정벌의 부과를 직 성에서 말하는 매개 집행행 라고는 할 수 없다

고 하는 확립된 례에 의거하여2) 이 사건에서 직 성은 인정하 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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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공정거래 원회가 아직 이 사건 신문고시의 내용을 집행하여 이에 따

른 제재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재 이 사건 신문고시가 시행

인 사실에는 차이가 없는 것이므로 동 고시의 규율 상자는 이를 수하여

야 할 것이고, 따라서 권리침해의 재성이 인정된다고 단하 다.

2. 본안에 한 검토

가. 불공정거래행 의 의의와 규제입법의 형태

(1) 의의

공정거래법은 제5장에서 불공정거래행 의 지에 련된 규정을 두고

(제23조), 그 반에 하여는 공정거래 원회의 시정조치를 인정하는 한편

(제24조), 원칙 으로 매출액의 2% 한도 내에서의 과징 을 부과할 수 있

도록 하고 있다(제24조의 2). 반행 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에게는 무

과실 손해배상책임이 있으며(제56조, 제57조) 반에 하여는 징역과 벌

과 같은 형사책임도 부과하고 있다(제67조 제2호).

공정한 거래는 자유로운 경쟁이 보장되어야만 이루어질 수 있으며 자유

로운 경쟁은 거래당사자의 경제력이 등할 때 가능하다. 따라서 한쪽 당

사자의 경제력이 보다 강한 경우, 특히 시장을 지배할 수 있는 힘을 가지

는 경우에는 자유로운 경쟁을 통한 공정한 거래를 기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공정거래법은 시장지배력 획득을 한 기업결합 등 경제력집 을

경쟁제한행 로 규제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자유경쟁사회에서는 거래당사

자간에 어느 정도의 경제력 차이는 불가피한 것이므로 공정거래법은 원인

규제를 하지 않고 패혜규제주의의 입장에서 경제력의 남용만을 규제하고

있다. 시장지배 지 의 남용 지와 불공정거래행 의 지가 이러한 취

지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자는 사업자가 시장에서 압도 지 를 가지

는 것을 제로 하는 데 하여 후자는 우월 지 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

는 차이가 있다.3)

2) 헌재 1998. 3. 26. 97헌마194, 공보 27, 339

3) 서헌제, 신문사의 불공정거래행 에 있어서의 부당성의 단기 , 민사 례연구

[ⅩⅪ], 1997. 7. 민사 례연구회, 57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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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규제입법의 형태

불공정거래행 란 공정한 거래(경쟁)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 를 말한

다. 여기에서 공정한 거래라 함은 경쟁수단의 공정성만을 문제삼는 것이

아니라 보다 넓은 의미에서 사업활동을 한 수단 반에 있어서의 공정성

을 문제삼는다. 불공정거래행 에는 경쟁사업자간의 공정한 경쟁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 를 규제 상으로 할 뿐 아니라 사업자와 경쟁 계에

서게 되는 일반소비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 도 그

규제의 상으로 한다.

불공정거래행 를 규제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미국이나

독일의 경우처럼 불공정한 거래행 를 일반 , 포 으로 지하는 방법

이고, 다른 하나는 일본과 우리나라처럼 불공정한 거래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 를 불공정거래행 로 지정․고시하고, 지정․고시된 행 만을

지하는 방법이다.4) 이러한 입법방식에 따라 우리 공정거래법은 불공정거래

행 에 해당될 행 유형을 7가지로 나 어 열거하고(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구체 인 불공정행 의 유형과 기 을 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제23조 제2항) 이에 따라 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는 모든

사업분야에 공통 으로 용되는 “일반 불공정행 의 유형 기 ”을 정

하고 있다.5) 한 법시행령 제36조 제2항은 공정거래 원회로 하여 특정

분야 혹은 특정 행 에 하여만 용되는 불공정거래행 를 분리하여 고

시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6) 이 사건 신문고시는 이와 같은 상 법의 근

거에 따라 제정, 시행되고 있는 고시 의 하나이다.7)

4) 권오승, 불공정거래행 와 소비자 보호, 경쟁법연구 제5-6권, 7-8면

5) 이를 일반 으로 ‘기 고시’라고 칭한다. 기 고시가 정하는 불공정거래행 의 유

형에는 거래거 , 차별 취 , 경쟁사업자 배제, 부당한 고객유인, 거래강제, 거래

상 지 의 남용, 사업활동의 배제, 부당한 표시․ 고, 부당한 자 ․자산․인력

지원의 10가지가 있다.

6) 이러한 특정분야에 한 고시의 로는 경품류제공, 할인특별 매행 , 백화 업,

학교교재등의 매업, 공공건설공사에서의 가입찰 등에 련된 고시가 있다.

7) 이와 같이 일반고시와 특수분야의 고시를 나 어 규율하는 방식은 일본의 입법방

식과 같은 것이다. 일본에서는 이를 一般指定, 特殊指定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일반지정, 특수지정의 계는 일반법, 특별법 계와 유사한 것으로 특수지정

이 우선 용되고, 일반지정은 특수지정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 보충 으로 용된

다고 한다. 田中誠二 외 3인 共著.コンメンタ-ル 獨占禁止法, 187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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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신문업에서 불공정거래행 의 특징과 그 규제

이러한 불공정거래행 의 유형은 복잡다기한 경제분야에서 매우 다양하

게 나타날 수 있으나, 업종의 성격상 독과 상태가 나타나기 쉬운 신문업

의 분야에서도 특히 문제가 되고 있다. 신문업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의 신

문업계의 독특한 경쟁상황에 기 하여 특수한 불공정거래행 가 발생하고

있다고 단된다. 신문업에 있어서의 이러한 특수한 경쟁상황은 ①신문업

계는 자본에 의하여 국 으로 발행, 매되는 소수의 이른바 국지와

특정의 블록에서 발행, 매되는 블록지, 좁은 지역에서만 발행, 매되는

소규모 자본에 의한 지방지라는 복층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그 사이의 경쟁

계가 복잡하다는 ②신문의 부분은 매 에 의한 택배에 의하여 공

되기 때문에 많은 매 코스트를 필요로 하고, 그 때문에 상당수의 구독

자를 획득하는 것이 매 의 경 을 유지하는 것인데다가, 매 에

하여 경 원조를 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신문발행사에게 단히 필요불

가결한 것인 ③신문은 완 히 보 해버려야 하고, 일지(一紙)밖에 구

독하지 않는 것이 통상 이므로 자기의 신문의 구독자를 증가시키기 하

여는 경쟁지의 구독자를 탈취하는 형태를 취하지 않을 수 없고, 세력경쟁

이 격화되는 경향이 있는 , 게다가 ④신문의 구독은 통상은 월 별로 이

루어지는 것이어서, 일반소비자에 한 로확 의 기회가 많지 않고, 따라

서 로확 경쟁이 격화되는 경향이 있는 등에서, 일반상품의 제조,

매경쟁과는 이질 인 면이 두드러지고 있다. 한 신문발행사와 신문 매

과의 거래 계에 하여 보아도 이른바 매 제가 채택되어 있어 그 때

문에 발행자는 매 에 하여 거래상 압도 인 우월 지 에 있고, 발

행자 사이의 격심한 경쟁을 반 해서 매 에 하여 부당하게 불이익을

강요하게 되기 쉽다는 등도 신문 매업에서의 건 한 경쟁이 이루어지

지 못하게 하는 하나의 요인이 된다고 설명되고 있다.8)

이와 같은 신문업에서의 특수한 경쟁상황은 우리나라에서 신문의 매

부수는 신문의 향력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됨과 동시에 고유치량을

결정할 수 있는 요인이 되고 있는 사정에 의하여 더욱 가열되었으며,9) 신

8).) 이와 같은 신문업의 특징은 일본과 우리나라의 사정이 거의 동소이하다. 絲田

省吾, 新聞業․敎科書業における不公正取引方法, 獨占禁止法講座Ⅵ, 175-17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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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사들은 종래 매부수의 확 를 하여 치열하게 경쟁하여 왔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신문의 매 수입보다는 고수입이 신문발행업자의

주된 수입이 되고 있는 경 상의 사정으로 인하여10) 고수입의 증 와 직

결되는 매부수의 확 를 하여는 무가지의 다량 공 , 경품의 남용등

신문발행의 원가를 무시한 과도한 경쟁이 발된 바 있고,11) 결국은 다른

신문사 지국 사이의 살인사건으로까지 치닫는 등 커다란 반향을 일으키면

서 사회문제가 되기도 하 다.12)

결국 공정거래 원회는 신문 매경쟁이 이와 같이 지나치게 과열되자,

조선일보, 앙일보, 동아일보, 한겨 신문, 한국일보, 경향신문, 국민일보,

문화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등 거의 모든 일간지에 하여 경품제공행

등이 불공정거래행 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시정명령 과징 부과처분을

하 고, 부분의 신문사는 이에 승복하 으나, 조선일보, 한겨 신문, 한국

일보의 3개지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13)

다. 이 사건 조항의 규정형식상 헌성 여부- 임입법에서의 헌

법 통제 련

이 사건 신문고시는 상 법령으로부터 임받아 불공정거래행 의 내

용을 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임입법을 함에 있어서 헌법상 지켜야

9) 법원 1998. 5. 12. 선고 97 14125 결 이유 과징 부과등처분취소사건 참조

10) 우리나라 신문사의 수입구조는 평균 으로 볼 때 신문 매 이 20%, 고료

수입이 80%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외국의 신문사를 보면 일본의 경우 신

문 매 의 비율이 61%, 랑스는 53%, 이탈리아의 경우는 58%에 이른다고 한

다. 이는 이 사건 공정거래 원회의 의견서에서 주장된 통계이다.

11) 과당경쟁은 체로 6.29 선언 이후 언론자율화 시 가 열리며 시작된 ‘신문사 창

⋅복간 붐’, 신문의 ‘일⋅월요일 발행과 증면 경쟁’→1993. 4. 1., 1995. 4. 15.의 석

간지인 동아일보, 앙일보의 각 조간화→1996. 7.의 조선일보⋅ 앙일보 사이의

콩기름 인쇄논쟁으로 요약된다. 조한 , 신문 매와 련된 불공정거래행 , 법조,

1999. 2. 158면, 주) 4. 참조

12) 1996. 7. 15. 08:50 앙일보 고양시 남원당지국 직원이 조선일보 남원당지국 직

원을 칼로 찔러 사망하게 한 사건이 발생, 보도되었다. 조한 , 게 논문, 158면.

13) 법원 1998. 3. 24. 선고 96 11280 결은 한국일보에 한 것이고, 1998. 3.

27. 선고 96 18489 결은 조선일보에 한 것이고, 1998. 5. 12. 선고 97 14125

결은 한겨 신문에 한 것이다. 이들 사건은 이 사건 신문고시의 발효 의 일

이므로 모두 ‘경품고시’의 기 에 의하여 행정제재를 받은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신문고시의 내용과는 직 인 계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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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한계를 수하 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이 사건에서 하 법령에 하여

불공정거래행 의 규율을 임한 구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즉, 공정거

래법 제23조 제1항은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 로서 공정

한 거래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 를 하거나, 계열회사 는 다른 사업자

로 하여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그 1호에서 7

호에 이르기까지 불공정거래행 의 행 유형을 시하고 있고,14) 제2항은

‘불공정거래행 의 유형 는 기 ’은 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임하고 있

으며, 이에 따라 동 시행령 제36조 제1항은 불공정거래행 의 유형과 기

을 별표에 의하여 구체화하 다.15)16) 나아가 동 시행령 제36조 제2항은 공

정거래 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

14) 동 조항에서 시하고 있는 행 유형은 1. 부당하게 거래를 거 하거나 거래의

상 방을 차별하여 취 하는 행 , 2.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 , 3. 부당

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 , 4. 자기의

거래상의 지 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 방과 거래하는 행 , 5. 거래의 상 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 , 6. <삭제 1999.2.5>, 7. 부당하게 특수 계인 는 다른 회사에

하여 가지 ․ 여 ․인력․부동산․유가증권․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특수 계인 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

등이다.

15)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하는 불공정거래행 의 유형과 기 이 사건 고시내용에

련된 사항은 앞서본 1.나.(2)의 ‘ 련조항’에서 열거한 바 있으나, 여기에 다시

시하면 다음과 같다.

4. 부당한 고객유인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 의 지)제1항제3호 단에서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

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 ”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

를 말한다.

가.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정상 인 거래 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 한 이익을 제공 는 제공할 제

의를 하여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

나. 계에 의한 고객유인

제9호의 규정에 의한 부당한 표시․ 고외의 방법으로 자기가 공 하는 상품

는 용역의 내용이나 거래조건 기타 거래에 한 사항에 하여 실제보다 는

경쟁사업자의 것보다 히 우량 는 유리한 것으로 고객을 오인시키거나 경쟁

사업자의 것이 실제보다 는 자기의 것보다 히 불량 는 불리한 것으로 고

객을 오인시켜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

다. 기타의 부당한 고객유인

경쟁사업자와 그 고객의 거래에 하여 계약성립의 지, 계약불이행의 유인

등의 방법으로 거래를 부당하게 방해함으로써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

하도록 유인하는 행

16) 이는 앞서본 바와 같이 일본에서 칭하는 소 ‘一般指定’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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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거래행 의 유형 는 기 을 특정분야 는 특정행 에 용하기 하

여 세부기 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불공정행 의 유형과 기

을 특정분야에 용하기 한 세부기 을 다시 공정거래 원회의 고시로

정할 수 있도록 임하 다.17)

이 사건 결정에서는 우리 입법의 이러한 임구조를 제로 하여 이 사

건 고시가 헌법상 요구되는 임입법의 요건들을 충족하고 있다고 단하

다. 즉, 불공정거래행 는 각종의 경쟁 거래에서 복잡다양하게 이루어

지며 한 그 형태도 부단히 변동되고 있음에 비추어 그 행 형태와 기

에 한 규정도 이에 맞추어 시기 하게 효과 으로 처할 수 있어야

할 것인데, 국회가 모든 분야의 경쟁 거래왜곡 상들을 그때그때 측하

거나 악할 수 없고, 그러한 상황에 즉응하여 그때마다 법률을 개정하는

것도 용이하지 아니하므로 불공정거래행 의 유형과 기 을 미리 법률로서

자세히 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명령에 임한 것은 부득이한 것으로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수권규정인 동법 제23조에서 임한 사항인 ‘불공정거래행

의 유형 는 기 ’이 어떠한 내용을 가질 것인지에 하여는, 동조 제1항

에서 열거하고 있는 표 불공정거래행 의 내용을 참작하여 그 강을

측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동법 제1조가 요구하는 바와 같이 공

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진하여 창의 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 을 도모하기 하여는 우월

지 를 이용하여 경쟁사업자나 일반소비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

를 규제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임사항이 이러한 의미의 불공정거래

행 의 기 과 유형을 한계지우는 내용이 될 것임은 무리 없이 측할 수

있다고 단하 다.

라. 이 사건 조항의 규정형식상 헌성 여부-과잉 지 자유시

장경제 원칙 련

이 사건 결정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고시 그 근거조항들이 그

형식상 임입법의 한계를 수하 는가 여부를 단한 다음, 나아가 이

17) 이는 앞서본 바와 같이 일본에서 칭하는 소 ‘特殊指定’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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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조항 본안 단이 필요한 신문고시 제3조 제1항 제2호가 그 내용상

신문 매업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써 과잉 지 원칙에

배하는지 여부를 단하 다.

먼 조항은 신문 매업자가 거래상 방에게 제공할 수 있는 무가지

(無價紙)와 경품(景品)의 범 를 유료신문 의 20% 이하로 제한하는 내

용을 가진 것으로 그 입법목 은 앞서본 신문업에서의 특수한 과당경쟁상

황으로 인하여 우월 지 를 가진 신문공 업자가 그 경제력을 남용하는

것을 지하여 시장경제가 제 로 기능하기 한 제조건으로서의 가격과

경쟁의 기능을 유지하고 진하려고 하는 것에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러한

입법목 이 헌법상 추구할 수 있는 정당한 공익이라는 에서는 의문의 여

지가 없다고 하 다. 그리고 이러한 입법목 을 달성하기 해서는 무가지

의 살포와 경품류의 제공에 하여 일정한 제한을 가하는 것이 필요한

한 수단이 된다고 하 다.

나아가 이 사건 고시조항의 내용상 헌성에 한 핵심 쟁 이라고 할

수 있는 최소침해의 원칙의 배 여부를 단함에 있어서, 이 사건 신문고

시 조항은 신문 매업자가 거래상 방에게 제공할 수 있는 무가지와 경품

의 범 를 유료신문 의 20%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바, ① 이와 같은 비

율은 1996년 이래 시행되어 온 신문 의의 자율규약에 의하여도 경품의

면 지와 무가지의 20% 제한이 용되어 온 것을 기 로 이를 다소 완화

하여 정한 것이라는 , ② 이 사건 신문고시와는 별도로 시행 인 “경품

류제공에 한불공정거래행 의유형 기 ”에는 상품 는 용역의 거래가액

의 10%를 과하여 소비자경품류를 제공하는 것을 부당한 고객유인행 의

하나로 하고 있는 ,18) ③ 따라서 신문고시의 이 사건 조항은 무가지와

경품류를 합하여 유료신문 의 20%로 함으로써 신문 매업자의 경품류

운용제한을 오히려 완화한 측면이 있는 , ④ 무가지의 활용을 완 히

쇄한 것이 아니고 유가지 5부당 1부의 비율로 하여 신문 매업자가 상당한

정도의 비지의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18) 경품류제공에 한불공정거래행 의유형 기 제7조【소비자경품류의 부당한 제

공행 】 ①사업자가 상품 는 용역의 거래가액의 10%를 과하여 소비자경품

류를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제의하는 경우에는 부당한 소비자경품류 제공행

에 해당된다.



신문업에있어서의불공정거래해 시장지배 지 남용행 의유형 기 제3조제1항등 헌확인 317

조항의 내용은 앞서본 입법목 의 달성을 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제한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을 인정하 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 조항이 보호하

고자 하는 공익은 경제 으로 우월 지 를 가진 신문발행업자를 배경으

로 한 신문 매업자가 무가지와 경품 등 살포를 통하여 경쟁상 신문의

구독자들을 탈취하고자 하는 신문업계의 과당경쟁상황을 완화시키고 신문

매⋅구독시장의 경쟁질서를 정상화하여 민주사회에서 신속⋅정확한 정보

제공과 올바른 여론형성을 주도하여야 하는 신문의 공 기능을 유지하고

자 하는 것 등에 있는데 이는 동 조항에 의하여 제한되는 신문 매업자의

업상 이익에 비교하여 크다고 평가함으로써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하고

있으며, 결국 과잉 지의 원칙에 배되지 아니한다고 단하 다. 그리고

이러한 과잉 지 원칙에 기 한 단과 아울러 동 단에서 지 하고 있는

바와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고시조항은 헌법 제119조 제1항에서 보장한

자유시장 경제질서의 원칙을 배하고 있는 것이 아니며, 이는 오히려 신

문업에 있어서 시장지배와 경제력 남용을 방지하기 한 경제 규제로서

헌법 제119조 제2항에 의하여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이라고 단하여 동 조

항의 합헌성을 인정하 다.

3. 이 사건 결정의 의의

이 사건은 신문업에 있어서 무가지를 배포하고 경품을 제공하는 행 에

하여 일정한 제한을 가하는 신문고시의 내용이 과연 헌인지 여부가 문

제된 사건이다. 헌법재 소는 우리나라의 신문업계의 복잡한 제반 실에

서 이 사건 심 상이 된 신문고시 조항이 정하고 있는 정도의 규제가 신

문업자에 한 과잉된 기본권의 침해가 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결국 그

합헌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이 사건 결정을 내린 것이다. 한편 일부 신문업

자들에게 신문고시는 정부가 공정거래 원회의 힘을 빌어 신문, 즉 언론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제도로 인식되고 비난받아 온 사회 실과

맞물려서 이 사건 결정은 상당한 사회 심을 끌었다. 그러나 헌법재

은 당해 규범의 내용 자체의 헌 여부를 단하는 것이며, 합헌 제도를

집행기 이 어떻게 명하게 운용하는가의 여부는 이와는 별도의 문제일

것이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결정은 신문고시의 심 상조항이 신문업에



318 헌법재 소결정해설집 2002

있어서 건 한 경쟁질서를 유지하도록 하는 데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합헌이며, 나아가 신문고시의 형태로 신문업계의 불공정거래행 를

규제하는 것이 그 내용상 과잉되거나 기타 헌법 문제가 없다면 제도 으

로 허용된다는 것을 확정하여 으로써 향후 우리나라의 언론질서에 상당

한 향을 미친 의미 있는 결이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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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신용 고법 제37조의3 헌제청,

헌소원
- 상호신용 고 임원과 과 주주의 연 책임규정 헌여부 -

(헌재 2002. 8. 29. 2000헌가5등, 례집 14-2, 106)

한 수 웅
*

1)

【 시사항】

1. 헌법률심 차 헌법소원심 차에서 법률의 헌성을 심사하

는 기

2. 결사의 자유를 규율하는 입법형성권의 한계

3.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조항의 사례

4. 상호신용 고의 임원과 과 주주에게 법인의 채무에 하여 연 변제

책임을 부과하는 상호신용 고법 제37조의 3 규정의 입법목

5. 주주의 유한책임원칙이나 임원의 과실책임원칙이 헌법상의 원칙인지

의 여부

6. 법률조항이 비례의 원칙에 반되는지 여부

7. 연 변제책임을 부과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임원과 과 주주의 범

8. 한정 헌결정을 하는 이유

【심 상】

이 사건 심 상은 상호신용 고법(1995. 1. 5. 법률 제4867호로 개정된

* 헌법연구 , 법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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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 이하 “ 고법”이라 한다) 제37조의3 제1항과 제2항(이 두 조항을 합하

여 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반되는지 여부이며, 이

사건 법률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7조의3 (임원등의 연 책임) ① 상호신용 고의 임원(감사를 제외한

다)과 과 주주(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에 규정된 과 주주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상호신용 고의 등과 련된 채무에 하

여 상호신용 고와 연 하여 변제할 책임을 진다.

② 퇴임한 임원(감사를 제외한다)은 퇴임 에 생긴 상호신용 고의

등과 련된 채무에 하여 퇴임후 3년 내에는 제1항의 임원과 동일한 책

임을 진다.

③항 생략

【사건의 개요】

1. 심 청구에 이르게 된 경

상호신용 고법은 1972년 제정되었는데, 그 시행 후 고가 경 진의 부

실경 으로 말미암아 고 거래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피해가 빈번하게 발

생하자, 1975년 법률개정을 통하여 감사를 제외한 임원과 국세기본법 제39

조 제2항에 규정된 과 주주(주주 그와 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 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에게 보다 강력한 경 상의 책임

을 부과하기 하여 연 책임조항이 신설되었다.

이 사건 제청신청인들은 모두 부실경 으로 인하여 산한 상호신용

고의 이사나 과 주주이던 사람들인데, 상호신용 고의 임원과 과 주주의

연 책임을 규정하는 상호신용 고법 제37의3 규정에 의하여 고의 채권

자들이 제청신청인들을 상 로 소송을 제기하자, 제청신청인들은 규정

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산권에 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지방법원

에 헌여부심 의 제청신청을 하 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헌법재

소에 헌여부의 심 을 제청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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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청법원의 제청이유 이해 계인의 의견

가. 제청법원의 제청이유

(1) 행정당국의 하고 강력한 감독권의 행사 등을 통하여 상호신용

고의 임원이 상호신용 고를 건 하게 운 하도록 함이 타당함에도, 상호

신용 고의 부실화를 방지하고 상호신용 고와 거래하는 일반 ․ 거

래자들을 보호하기 해서 상호신용 고의 임원에 하여 무과실, 연 책

임을 지우는 것은 상호신용 고의 임원의 이익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

로 헌법 제11조에 반될 뿐만 아니라 과잉 지의 원칙에 배되어 헌법

제23조, 제37조 제2항에 반된다.

(2) 이 사건 법률조항은 상호신용 고의 과 주주에 하여 그 부담액의

한도를 설정하지 아니하고, 분별의 이익 한 인정하지 아니하여 과 주주

원에게 회사채무 부에 한 무제한의 연 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채권자 보호라는 입법목 에 비추어 그 수단이 정하다고

할 수 없고, 다른 주주와 일정한 친족 계 등에 있어 과 주주로 되었지

만 단지 소수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을 뿐이거나 회사의 실질 인 운 에

여하지 못하여, 회사채권자로 하여 등으로 인한 손해를 입게 할

지 에 있지 아니한 자에 하여는 최소침해의 원칙, 법익균형성의 원칙에

배하여 과 주주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의심이 든다.

나. 재정경제부장 보험공사의 의견

(1) 상호신용 고는 비록 고법 제3조에서 주식회사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그 세성이나 인 색채로 인하여 그 실질은 민법상의 조합이거

나 상법상의 합명회사 는 합자회사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그러므로

상호신용 고의 임원과 과 주주가 조합의 조합원, 합명회사의 사원 합

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과 마찬가지로 개인의 재산으로써 외 으로 책임

을 부담하는 것은 그 실질에 부합하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한 상호신

용 고의 임원과 과 주주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외 으로 상호신

용 고와 연 책임을 부담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임원이나 과 주주로

된 것이다.

(2) 과거 상호신용 고의 임원이나 과 주주가 허명 출, 도명 출, 차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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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등의 방법으로 세서민의 을 인출, 횡령함으로써 상호신용 고

가 부실화된 사례가 무 많았다. 입법자는 행정지도의 강화나 국가의 통

제․감독만으로는 와 같은 상호신용 고의 부실화를 막을 수 없다고

단한 것이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법률조항이 상호신용 고의 부실화 혹은

사 고화 방지수단으로 행정당국의 감독권의 행사와 병행하여 임원과 과

주주의 채무에 한 연 책임을 인정한 것이므로 수단의 정성이 없

다고 할 수 없다.

(3) 상호신용 고는 법률상 주식회사의 형태를 가지고 있으나, 와 같

이 실 으로는 개인회사의 형태로 운 되어 주주 는 임원들의 사

고나 다름없는 것이다. 따라서 상호신용 고의 경 부실은 곧 임원 경

진의 책임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결정요지】

1. 헌법재 소법 제41조에 의한 헌법률심 차와 같은 법 제68조에

의한 헌법소원심 차에서 심 상인 법률의 헌성을 단하는 경우,

헌제청신청인이나 청구인이 주장한 기본권의 침해여부에 한 심사에 한

정하지 아니하고 모든 헌법 에서 심 상인 법률조항이 헌법에 부

합하는가를 심사해야 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헌성심사의 기

이 되는 기본권을 악함에 있어서, ‘임원과 과 주주’의 에 얽매이

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국민의 어떠한 기본권이 제한되

는가’하는 것을 반 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2. 입법자는 결사의 자유에 의하여, 국민이 모든 요한 생활 역에서 결

사의 자유를 실제로 행사할 수 있도록 그에 필요한 단체의 결성과 운 을

가능하게 하는 최소한의 법 형태를 제공해야 한다는 구속을 받을 뿐만

아니라, 단체제도를 법 으로 형성함에 있어서 지나친 규율을 통하여 단체

의 설립과 운 을 하게 곤란하게 해서도 안 된다는 에서 입법자에

의한 형성은 비례의 원칙을 수해야 한다.

3.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임원과 과 주주의 연 변제책임이란 조건 하에

서만 고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사법상의 단체를 자유롭게 결

성하고 운 하는 자유를 제한하는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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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률조항의 입법목 은 연 변제의 형태로써 고의 부실경 에 한

책임을 물음으로써 책임경 을 실 하고 부실경 을 방지하여 주 등

고의 채권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법률조항의 목 이 결과 으로

채권자의 보호에 있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인 채권자의 보호’가 아니라

‘부실경 의 방지를 통한 채권자의 보호’에 있다고 할 것이다.

5. 상법상의 원칙인 주주의 유한책임원칙이나 임원의 과실책임원칙은 헌

법상의 원칙이 아닌 법률상의 원칙으로서, 입법자는 공익상의 이유로 이에

한 외를 설정할 수 있다. 단지, 이 경우 상법상 원칙에 한 외를 두

는 것은 입법목 을 달성하기 하여 합하고 필요한 조치에 해당해야 한

다는 것이 헌법상의 유일한 요청이다.

6. 이 사건 법률조항이 달성하고자 하는 바가 고의 경 부실 사

고화로 인한 고의 도산을 막고 이로써 주를 보호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면, 이를 실 하기 한 입법 수단이 용되어야 하는 인 범 도

마찬가지로 ‘부실경 에 련된 자’에 제한되어야 한다. 부실경 을 방지하

는 다른 수단에 하여 부가 으로 민사상의 책임을 강화하는 이 사건 법

률조항은 원칙 으로 ‘최소침해의 원칙’에 부합하나, 부실경 에 아무런

련이 없는 임원이나 과 주주에 해서도 연 변제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입법목 을 달성하기 하여 필요한 범 를 넘는 과도한 제한이다.

7. 그런데 임원에 하여 보면, 등기부에 이사로 등재되었을 뿐 고의

업무집행을 분담하지 않은 경우, 부실 출 는 편법 출 등의 결정

과정에서 소외된 경우 등과 같이 부실경 의 책임이 없는 임원이 있을 수

있는데, 이들에게까지 재직시 퇴임 후 3년 동안 고의 채무에 하여

연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본래의 입법목 을 넘어 과도한 책임을 부과하

는 것이다. 부실경 의 책임이 없는 임원에게까지 연 책임을 부과하는 것

은 과 주주와 특수한 계에 있지 아니한 문경 인의 참여를 사실상 막

는 것이고, 이로써 고법이 고의 형태를 주식회사로 단일화함으로써 궁

극 으로 실 하고자 하는 ‘소유와 경 의 분리’를 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유와 경 의 일치’를 고착화시킨다는 에서도 고법의 반

인 취지에 반하는 것이다.

한 과 주주의 경우에도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 에 비추어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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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책임은 ‘주주권을 실질 으로 행사하거나 회사에 한 자신의 향력

을 이용하여 임원에게 업무집행을 지시 는 요구하는 등 회사의 경 에

향력을 행사함으로써 부실의 결과를 래한 자’에 한정되어야 한다. 과

주주에게 합명회사의 사원이나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에 상응하는 무한

책임을 부과한 것은 ‘회사의 소유와 경 이 일치하는 경우 아니면 어도

경 에 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정당화되는 것이다. 그런데 과 주주

라고 하여 원이 외없이 고의 경 에 여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아

주 은 비율의 주식만을 소유하면서 다른 주주와의 친족 계 등으로 형식

으로는 과 주주가 되었지만 고의 경 에 여할 치에 있지 아

니한 자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과 주주에까지 부실경 으로 인한 책

임을 묻고자 하는 것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의도하는 바가 아닐 뿐만 아니

라 고법의 반 인 취지에도 반한다고 할 것이다.

8. 임원과 과 주주에게 연 책임을 부과하는 것 자체가 헌이 아니라

부실경 에 기여한 바가 없는 임원과 과 주주에게도 연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헌이라는 에서 연 책임을 지는 임원과 과 주주의 범 를

하게 제한함으로써 그 헌성이 제거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법률조항을 단순 헌으로 선언할 경우 임원과 과 주주가 고의 채무에

하여 단지 상법상의 책임만을 지는 결과가 발생하고 이로써 주인

고의 채권자의 이익이 충분히 보호될 수 없기 때문에, 가 이면 법규

정의 효력을 유지하는 쪽으로 이를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 에 비추어, 연 채무를 부과함이 상당하다고 인정

되는 임원의 범 는 ‘부실경 의 책임이 있는 자’로, 과 주주의 범 는 ‘

고의 경 에 향력을 행사하여 부실의 결과를 래한 자’로 제한 으로 해

석하여야 할 것이고, 그 범 를 넘어서 ‘부실경 의 책임이 없는 임원’과

‘ 고의 경 에 향력을 행사하여 부실의 결과를 래한 자 이외의 과 주

주’에 해서도 연 채무를 부담하게 하는 범 내에서는 헌법에 반된다.

재 주선회의 헌법불합치의견

이 사건 법률조항을 다수의견과 같이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은 일의 인

법문의 한계를 벗어나는 무리한 해석이자 법문에 드러난 입법자의 객



상호신용 고법 제37조의3 헌제청, 헌소원 325

의사를 무시하고 실질 으로 헌법재 소가 임의로 새로운 입법을 하는 것

과 다름없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함으로써 차라

리 입법자로 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헌법재 소결정의 취지를 살려 새로

이 입법하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헌법 으로 바람직하다.

재 권성의 보충의견

상호신용 고법은 주식회사가 아닌 것에 주식회사라는 간 을 달게 한

것인데, 이는 국가의 법체계를 문란시키고 국민을 당혹 하는 법률로서 수

단으로서의 정당성을 결하고 있다.

재 김효종, 재 김경일, 재 송인 의 반 의견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문상 분명하게, 고의 임원과 과 주주에게

무과실 연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다수의견과 같은 해석은 법문의 한계를

벗어난 무리한 해석이며, 무과실 책임을 지우려는 입법자의 투명한 객

의사를 뒤집고 이 사건 법률조항을 과실책임으로 환시키는 것이어서 실

질 으로는 새로운 입법을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 과 주주에 한 부분은 자 보호라는 입

법목 을 하여 불가피하나, 임원에 한 부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헌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의 목 은 ‘부실경 의 방지를 통한 채권자의 보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책임재산을 늘려 채권자를 보호’하는 데에 있다. 과 주

주에게 무과실 연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소유와 경 이 분리되지 않고,

고운 에 있어 과 주주가 지배 향력을 미치고 있는 실에서

채권자를 보호하기 한 불가결한 조치라 할 것이므로 헌법에 반되지 아

니한다. 과 주주의 경우와는 달리, 고의 임원에게 일률 으로 무과실 연

책임을 지우는 것은 입법목 달성에 필요한 이상으로 과도한 부담을 지

우는 것으로서 헌법에 반된다. 임원이 그 임무해태로 말미암아 고의

부실을 래한 경우에는 상법상의 과실책임 추궁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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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1. 헌성심사의 기 이 되는 기본권

‘임원과 과 주주의 어떠한 기본권이 제한되었는가’하는 은 헌법재

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사건(“헌마” 사건)에서 청구인의 심

청구와 련하여 기본권침해의 자기 련성 등 심 청구의 법성요건을

단하기 하여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다.1) 그러나 이 사건은 헌법률심

사건(“헌가” 사건) 헌법재 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사건(“헌

바” 사건)으로서 재 의 제성이란 법성요건이 충족된 이상, 본안 단에

서는 ‘임원과 과 주주’의 을 떠나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국민의

어떠한 기본권이 제한되는가’하는 것을 단해야 한다.

가. 재산권

(1) 재산권의 보호범

헌법은 제23조에서 ‘재산권’을 보장하고 있고 ‘재산권의 구체 내용은

법률로써 정한다’고 함으로써, 입법자에 의하여 구체 으로 형성된 재산권

만이 원칙 으로 헌법 으로 보호를 받는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한 ‘財

産’과 ‘財産權’이 법 으로 구분되어 사용된다는 과 재산권보장이 역사

으로 원래 개인의 구체 인 소유물을 보장하려고 한 에 비추어 헌법 제

23조의 法文이나 재산권보장의 生成史도 ‘재산’ 그 자체를 ‘재산권’의 보호

1) 헌마사건의 경우에도 청구인의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여부는 심 청구의 법성여

부를 단하는 단계에서만 요하고, 일단 법성요건을 인정하여 본안 단을 함

에 있어서는 청구인의 에 얽매이지 않고 모든 헌법 에서 심 상인

법률조항이 헌법에 부합하는가를 심사해야 함을 물론이다. 헌마사건의 경우에도

審判의 象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가의 여부’가 아

니라 ‘이 사건 법률조항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가의 여부 는 헌법에 반

되는가의 여부’이기 때문이다. 만일 헌마사건에서 법률의 험성심사를 ‘법률에 의

하여 구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가’를 단한다면, 법률의 헌성여부는

청구인이 처한 구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밖에 없는데, 헌재결정의 효력이 청

구인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 한 일반 효력을 가지고 있다는 에

서 법률의 헌성여부가 가 청구하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없다는 것은 긴 설명

을 요하지 않는다. 헌법재 소는 이미 1989. 9. 4. 88헌마22 결정에서 “헌법소원심

이 청구되면 헌법재 소로서는 청구인의 주장에만 단을 한정할 것이 아니라

가능한 모든 범 에서 헌법상의 기본권침해의 유무를 직권으로 심사해야 한다.”고

명시 으로 밝힌 바 있다( 례집 1, 176, 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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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 삼는 것에 하여 문제를 제기한다고 할 것이다.

헌법재 소는 명확한 법이론의 제시없이 ‘재산 그 자체’도 재산권보장의

보호 상으로 단함으로써 모든 세법규정을 재산권보장의 보호범 에

한 제한으로 악하여 헌법 제23조를 헌심사의 기 으로 삼고 있다.

‘재산권보장이 국가의 과세권행사의 헌법상 한계인가’에 하여 문제되는

것은, 과세에 의하여 구체 이고 개별 인 재산권이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조세채무자가 자신의 선택에 따라 체 재산 에서 일부을 통하여 이행할

수 있는 납부의 의무가 부과되고 이로써 납세의무자의 체 재산가

치가 감소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租稅는 재산권보장의 보호 상이 되는 特

定 客體에 한 침해가 아니고 헌법 으로 보장된 재산권의 보호 상에 속

한다고 할 수 없는 全體 財産的 價値에 한 부담을 의미하기 때문에, 기

본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재산권 지 가 조세의 부과로 인하여 直

接 침해되지는 않는다.2)

한편으로는 국가 과세권행사의 합헌성여부를 재산권보장을 근거로 하여

심사할 수 없다면, 국민에게 한 부담을 주는 공권력의 행사와 련하

여 헌법의 구속을 받지 아니하는 기본권보호의 사각지 가 발생할 수도 있

다. 그러나 재산권보장이 세법규정의 헌심사기 이 된다는 것은 재산권

의 보호범 를 ‘ 체 재산가치’에까지 확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2) 독일의 연방헌법재 소는 헌법 으로 보장되는 財産權의 保護範圍 때문에 재산권

보장을 조세법의 합헌성을 심사하는 기 으로 용하려는 것에 하여 처음부터

부정 이고 소극 인 태도를 취하 다. 그 결과 세법의 헌성을 단하는 역할은

주로 平等權이 담당하 다.

연방헌법재 소는 한편으로는 “기본법 제14조(재산권의 보장)가 조세의 부과에

의한 침해로부터 개인의 재산을 보호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납

세의무가 납세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부과하고 그의 재산상태를 근본 으로 침해

하여, 조세의 絞殺的, 沒收的 效果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본법 제14조가 용될

수 있다”고 하는 견해를 견지하여 왔다{BVerfGE 14, 221(241); 23, 288(315); 30,

250(272); 67, 70(88); 70, 219(230)}. 그러나 조세의 부과가 처음부터 재산권보장의

보호범 에 한 침해를 의미하지 않는다면, 국가가 과세권을 과잉으로 행사한 경

우라도 부담의 정도와 계없이 재산권보장에 의한 보호는 더 이상 문제될 수 없

기 때문에, 이러한 견해는 그 자체로서 논리의 모순이라고 이미 일 기 학계에서

의 비 의 상이 되어왔다. 최근 들어 연방헌법재 소는 이러한 학계의 의견을

반 하여 “세법은 재산권을 제한한다”고 제하고 “그러나 세법은 교살 효과를

가져서는 안 된다”고 시함으로써 의 례가 보이던 논리 모순을 제거하

을 뿐만 아니라,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은 국가과세권 행사의 합헌성여부를 심사

하는 기 이 된다는 것을 제한 이나마 밝혔다(BVerfGE 87,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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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아니다. 비록 헌법 제23조가 ‘재산 그 자체’를 보호하지는 않지만, 조세

의 부과가 구체 인 재산권 지 와 련되어 결과 으로 이를 제한하는

경우 ‘재산권의 보호’라는 매개를 통하여 간 으로 ‘재산에 한 보호’를

제공할 수 있다. 즉 조세는 ‘재산’으로부터 납부해야 하지만, 課稅要件과

련하여 구체 재산권( 컨 토지)의 보유․사용․수익․처분․상속 등에

연 하여 조세를 부과하고 이로써 재산을 감소시키는 경우에는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정하는 법률’로서 재산권보장의 구속을 받는다.3) 를 들자

면, 상품의 매에 하여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는 재산권보장에 의하여 보

호되는 재산권인 “상품의 처분”과 연 하여 조세를 부과하므로, 부가가치

세의 납부의무는 재산권에 한 제한으로 이해될 수 있다.

(2)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에서 재산권을 ‘제한된 기본권’으로서 간주하는 것에 하여는 다

음과 같은 의문이 제기된다.

첫째,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 재산권 지 의 사용․수익․

처분 등이 제한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단지 임원과 과 주주의 재산의 감소

를 가져올 뿐이다. 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단지 결과 으로 재산감소의

효과가 있다고 하여 이를 곧 재산권에 한 제한으로 악하는 것은 문제

가 있다.

그러나 종래 헌법재 소의 결정에서 세법의 헌성이 문제되는 경우 일

반 으로 구체 재산권 지 에 한 제한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재산권

을 조세법률의 헌성을 심사하는 기 으로 삼아 왔으므로, 재산권에 한

종래 헌법재 소의 입장을 따른다면, 이 사건의 경우에도 재산권을 제한된

기본권으로서 볼 수 있다.4)

3) Vgl. Kirchhof, Besteuerung und Eigentum, VVDStRL 39(1981), S.213 ff.;

Arnim, Besteuerung und Eigentum, VVDStRL 39(1981), S.286 ff.; Friauf,

Eigentumsgarantie und Steuerrecht, DöV 1980, S.480 ff; Wendt, Besteuerung

und Eigentum, NJW 1980, S.2111 ff.

4) 회계법인인 감사인의 경우 법문상 제3자에 하여 무과실의 손해배상책임을 부과

하는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 한법률 제17조 제2항의 헌성이 문제된 1996. 10. 4.

94헌가8 결정과 이 사건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는 ‘감사’의 책임 신 ‘이사와

주주’의 책임이 문제된다는 , 양 법률조항 모두 감사-제3자-국가 는 이사․주



상호신용 고법 제37조의3 헌제청, 헌소원 329

둘째, 세법의 경우 법률이 과세요건을 정하고 납세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국가가 국민의 재산에 하여 부담을 부과하고 이를 직 감소시킨다는

을 그나마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고의 임원이나 주주의

재산권을 규율하고자 하는 성격의 규정이 아니라 주식회사의 채권자와의

계에서 임원과 주주의 지 나 권리․의무 계를 확정함으로써 한편으로

는 채권자의 이익․기타 공익과 다른 한편으로는 임원․주주의 이익이란

상충하는 법익을 비교형량하여 채권자에게 유리하게 그 경계를 설정하는

규정인 것이다. 고의 임원이나 주주가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경

우에 따라 결과 으로 입게되는 재산 손실은 바로, 입법자가 고의 임

원과 주주의 의무를 이와 같이 규정한 것의 사실 결과인 것이다. 신용

고를 주식회사의 형태로 설립하거나 그에 임원, 주주로서 참여하고자 하는

자가 이 사건 법률조항에 하여 헌법 으로 제기하는 의문은 ‘이 사건 연

책임조항이 자신들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가’에 한 것이 아니

라, 이에 앞서 우선 으로 ‘이 사건 연 책임조항이 고의 설립이나 임원,

주주로서의 참여를 하게 곤란하게 하고 있지 않은가‘ 는 ’이러한 조

건하에서 고를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우선 으로 문제되는 기본권 규정은 헌법 제23조의

재산권이 아니라 단체의 자유로운 결성을 보장하는 결사의 자유라 할 것이

다.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규율하고자 하는 상에 비추어 볼 때, 헌

법 제21조 제2항의 결사의 자유가 보다 사안에 인 한 기본권이다.

나. 결사의 자유

헌법 제21조 제2항의 ‘결사의 자유’란 다수의 자연인 는 법인이 공동의

목 을 하여 단체를 결성하거나 는 이미 결성된 단체에 자유롭게 가입

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한다.

국민이 헌법상 보장된 결사의 자유를 법질서에서 실질 으로 행사하기

주-제3자-국가의 계가 문제된다는 에서 서로 유사한 이 많다고 할 수 있는

데, 결정에서 헌재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제한된 기본권이 무엇인가에 한

아무런 언 이나 논의도 없이, 단지 법률조항의 헌성을 비례의 원칙을 기 으로

하여 단하 다( 례집 8-2, 239). 결정에서 헌재가 제한된 기본권을 특

정하지 아니한 채 단한 것은 이를 확정하는 어려움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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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제조건으로서, 국가는 주식회사법 등과 같이 결사의 설립과 운 을

가능하게 하는 법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즉 결사의 자유가 실효성을 갖고

개개의 국민에 의하여 법 실에서 실제로 행사되기 해서는 입법자에 의

한 형성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그러한 에서 특정 형태의 단체를 설립하

기 하여 특정한 요건을 충족시킬 것을 규정한 법률( 컨 최소자본

규정)은, 한편으로는 입법자가 결사의 자유를 행사하기 한 제조건으로

서 단체제도를 법 으로 형성하는 것이자, 동시에 경우에 따라서는 어떠한

조건하에서 단체를 결성할 것인가에 하여 자유롭게 결정하는 결사의 자

유를 제한하는 규정이다.

결사의 자유에 근거하여 결성되는 단체와 련하여 특정한 법 형태를

제공해야 할 국가의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국가는 단체의 법 형태

를 형성함에 있어서 범 한 입법형성권을 가진다. 그럼에도 입법자의 형

성권은 무제한 인 것이 아니라, 입법자는 단체와 그의 기 의 최소한의

기능이 보장될 수 있도록 규율해야 한다.5) 다시 말하자면, 결사의 자유에

의하여 입법자는, 모든 요한 생활 역에서 국민이 결사의 자유를 실제

로 의미있게 행사할 수 있도록 그에 필요한 단체의 결성과 운 을 가능하

게 하는 限의 法的 形態를 제공해야 한다는 구속을 받으며,6) 뿐만 아

니라 단체제도를 법 으로 형성함에 있어서 지나친 규율을 통하여 단체의

설립과 운 을 하게 곤란하게 해서도 안된다는 에서 입법자에 의한

법률의 형성은 比例의 原則을 수해야 한다.7)

이 사건의 경우, 주식회사의 형태로서 고의 원활한 설립과 운 이 가

능하기 해서는 기업활동의 험부담이 정하게 나 어 분산되고 주주와

임원의 책임이 한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규정하

고 있는 바와 같이 임원과 특정주주 등 개인이 법인과 연 하여 기업의

험을 부담 하는 경우, 사업에 필요한 자 을 제공할 주주의 모집 회

5) BVerfGE 50, 290, 354f.

6) 그러므로 입법자가 특정 생활 역에서 단체결성을 하여 합한 법 제도를 제

거하는 경우, 이는 결사의 자유에 한 침해를 의미한다.

7) 컨 입법자가 주식회사법을 개정하여 개인 책임의 한계를 정하는 규정을 폐

지한다면, 이는 결사의 자유에 한 제한을 의미한다, vgl. Sachs, Verfassungsrecht

Ⅱ, 2000, S.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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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 기 인 이사회의 구성이 어렵고 소유와 경 의 분리를 제로 하여

임자에게 기업의 경 ․ 리를 맡기는 방식으로 기업을 운 하는 것이

곤란하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임원과 과 주주의 연 변제책임이란 조건

하에서 고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사법상의 단체를 자유롭게

결성하고 운 하는 자유를 제한하는 규정이다.

다. 평등권

달성하고자 하는 입법목 에 비추어 본질 으로 다른 것이기 때문에 달

리 규율되어야 할 상을 이 사건 법률조항이 동일하게 규율하는가를 단

해 보아야 한다는 에서, 평등권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헌성여부를

단하는 심사기 이다.

라. 소결론

(1)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제한된 기본권으로서 자유권인 ‘결사의 자유’,

‘재산권’과 ‘평등권’을 심사기 으로 하여 단하 다.

이와 같이 제한된 기본권을 확정하는 어려움이 있는 경우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의 보장내용인 ‘일반 행동의 자유’를 제한된 기본권으로 보아

단하고자 하는 견해가 있을 수 있으나, 행복추구권은 보충 자유권으로

서 다른 특별 자유권규정이 용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보충 으로 용

되는 기본권이며,8) 그 보장내용이 포 이라는 에서 사실상 기본권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법률의 헌성을 단하는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다.

(2) 그러나 종래 헌법재 소의 례에서 ‘특별자유권’과 ‘일반자유권’을

병렬 으로 서술하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이 사건에서도 문제되는 자유권

으로서 결사의 자유를 먼 언 하고 이어서 보충 으로 행복추구권을 언

할 수도 있다고 본다.

8) “ 고와 주주․임원과의 계는 사 자치의 원리에 따라 자유롭게 형성될 수 있

어야 하는데, 법률로써 연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사 자치, 계약의 자유에 한

제한이다”라는 견해가 있을 수 있으나, 여기서 말하는 ‘결사를 형성함에 있어서의

사 자치 계약의 자유’를 보장하고자 하는 특별기본권이 바로 결사의 자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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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호신용 고의 특성과 황

가. 고는 은행법 소정의 융기 은 아니지만(은행법 제4조), 사실상

서민들과 소규모기업을 상으로 한 지역 융기 으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으며( 고법 제1조), 원칙 으로 재정경제원장 의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고법 제6조 제1항).

나. 고의 업무는 상호신용계업무, 신용부 업무, 보통 ㆍ정기

의 수입업무, 소액신용 출업무, 어음의 할인업무, 내국환업무, 보호

수업무, 국가ㆍ공공단체 융기 의 리업무 각 업무에 부

되는 업무로서 재정경제원장 의 승인을 얻은 업무 등으로( 고법 제11조),

의 수입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그 비 이 미미하고, 제한 인 여ㆍ

수신기능 만을 보유하고 있어서 한국은행법, 은행법, 국민은행법 이자제

한법의 용을 배제하고 있고( 고법 제36조), 이자율 등의 결정에 있어서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다( 고법 제16조).

다. 자본 의 면에서 보면, 융기 의 최 자본 은 원칙 으로 1천억원

이고, 다만 국을 그 업구역으로 하지 아니하는 융기 의 자본 은

250억원으로 할 수 있으며(은행법 제16조 제1항), 종합 융회사의 최 자본

은 300억원인데(종합 융회사에 한법률 제3조 제2항) 비하여, 고의 최

자본 은 특별시에서는 60억원, 역시에서는 40억원, 도에 있어서는 20

억원으로 되어 있어( 고법 제5조 제1항) 다른 융기 에 비해서 아직도

자본구조가 취약하나 고법 제정당시나 고법 2차 개정 9)에 비하면 크

게 상향 되었다.

라. 고법은 이 사건 법률조항 이외에도 자보호와 신용질서의 확립

이라는 입법목 을 달성하기 하여 여러 가지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즉, 동일인에게 자기 자본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통령령이 정하는 한

도 과 출 등 제한하고 있으며(제12조), 수입 부 , 총액

의 100분의 50이내에서 융감독 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 비자

9) 고법 제2차 개정 까지 상호신용 고의 자본 은, 1) 서울과 부산에 있어서는

5천만원 이상, 2) 서울과 부산를 제외한 기타의 시와 재무부장 이 지정하는 지역

에 있어서는 3천만원 이상, 3) 그외의 지역에서는 1천5백만원 이상, 4) 고법 제

11조 제1항 제3호의 업무(할부상환방법에 의한 소액신용 출)만을 행하는 때에는

1천5백만원 이상으로 하고 있었다(2차 개정 고법 제5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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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 융기 에의 ,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상호신용 고연합회

탁 는 통령령이 정하는 유가증권을 보유하도록 하고 있으며(제15

조), 자기자본을 과한 차입을 제한하고 있고(제17조), 의결권 있는 주식

의 발행주식총수 통령령이 정한 비율 이상을 소유한 출자자, 임․직

원 특수 계인에 한 원칙 인 출을 지하고 있다(제37조). 그밖에

상호신용 고의 건 한 발 과 상호 업무 조 신용질서의 확립과 거래

자의 보호를 하여 상호신용 고연합회를 설립 운 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25조 내지 제34조), 상호신용 고의 자 등에게 특히 우선변제권10)

을 부여하고 있다(제37조의 2).

그런데 와 같은 법률규정과 그에 따른 행정처분(제24조) 등의 규정이

있음에도, 법률 스스로 그 실효성이나 한계를 인정하고, 2000. 1. 28. 법률

개정으로 특히 부실한 상호신용 고의 경 정상화를 하여 경 지도를 할

수 있는 규정(제24조의 2)과 부실․불법 출로 인하여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에 리인을 선임하여 경 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제24조의

3) 있는 등 부실 상호신용 고의 경 정상화를 한 특별규정(제24조의 2

내지 제24조의 15)을 마련하고 있다.

한편 2000. 1. 28. 법 개정으로 과 주주와 과 주주 는 표이사의 배

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는 상호신용 고의 임원이 되지 못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제35조의 2).

마. 1995. 8. 말 재 통계에 의하면, 국내 236개의 상호신용 고 36개

만이 은행계열이나 제2 융권 계열의 소유로 되어 있고 206개는 법인 는

개인이 소유하고 있다. 특히 체 상호신용 고의 73.7%에 달하는 174개

고의 실질 주주가 직․간 으로 경 에 여하고 있으며, 이들 고

의 주주 지분율은 80.8%에 달하고 있고, 이들 주주들은 부분 다른

사업을 병행하고 있어 상호신용 고의 자 을 유용하는 등 사 고화 할 수

있는 구조 인 문제 이 있다고 한다.11)

바. 보험공사 제출자료에 의하면, 2001. 1. 재 상호신용 고의 부실

10) 이 규정도 자본잠식의 책임재산이 으로 부족한 경우에는 그 의미는 감소

될 것이다.

11) 지역 융의 활성화와 상호신용 고업계의 발 방향, (주) 구상호신용 고, 은

융경제연구소 1996. 3. 38-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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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은 다음과 같다. 총 59개 부실 고의 총 사고 액은 1조 1898억 3천9

백만원이고, 이 출부당취 으로 인한 것이 80.69%인 9,601억 1천8백만

원이며, 횡령으로 인한 것이 6.44%인 766억 2천2백만원이고, 기타가

12.87%로 1530억 9천9백만원이다. 부실 련자 477명 표이사․이사가

276명(57.86%), 주주가 37명(7.76%), 감사가 97명(20.34%) 기타 직원이

67명(14.05%)이다.

3. 입법례

가. 고법과 유사한 외국 입법례로서 日本의 無盡業法, 相互銀行法12)

信用金庫法이 있다. 그런데, 일본 무진업법 제11조는 “무진회사13)가 회

사재산으로써 그 채무를 완제하기가 불가능할 때에는 무진계약에 기한 회

사의 채무에 하여 각 이사는 연 하여 그 변상의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

고 있고, 상호은행법에는 회사책무에 한 이사나 주주의 변제책임조항이

없으며, 신용 고법 제35조 제1항은 “이사가 그 임무를 해태한 경우에는

그 이사는 고에 하여 연 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그 제2항은 “이사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악의 는 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사는 제3자에 하여 연 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이 사건 법률조항과 같이 이사 과 주주에게 법인의

채무에 하여 무과실 연 책임을 인정하는 규정은 없다.14)

나. 우리나라 商法上 합명회사의 사원은 회사의 재산으로 회사의 채무를

12) 이 법은 상호은행이 보통은행으로 환됨에 따라 1993년 3월말에 폐지되었다.

13) 무진업은 자본 10만엔 이상의 주식회사로 한다(동법 제4조).

14) 獨逸株式法 제117조 제1항은 “고의로 회사에 한 향력을 행사하여 이사, 감

사, 검사인, 지배인 등으로 하여 회사 는 주주에게 손해를 가하게 한 자는 이

로 인하여 회사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주주가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가 회사가 입은 손해의 결과인 경우를 제외하고 그 주주에게도 손해를 배

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태노, 이철송, 회사법강의, 박 사 289면 참조).

美國의 경우, 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하고 주주들에게 개인 책임을 인정한 례

는 폐쇄회사(Close corporation)인 경우에 한정되고 법원이 공개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하는 는 거의 없다시피 하고(임재연, 미국회사법, 박 사, 1995년, 10면), 폐

쇄회사의 경우에는 소유와 경 이 엄격하게 분리되지 않고 주주가 직 경 에

참가하는 가 많아서 주주들이 개 이사, 임원을 겸하는 가 많다고 한다(임재

연, 의 책, 44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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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제할 수 없는 때에는 각 사원은 연 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고(상법 212

조 1항),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도 합명회사의 사원과 같은 책임을 진다

(상법 268조, 269조). 그러나, 주식회사의 주주나 유한회사의 사원은 인수한

주식 는 그 출자 액을 한도를 책임을 질 뿐이며(상법 331조, 553조), 주

식회사의 이사의 경우에 “이사가 법령 는 정 에 반한 행 를 하거나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하여 연 하여 손해를 배상

할 책임이 있고”(상법 399조 1항), “이사가 악의 는 한 과실로 인하

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이사는 제3자에 하여 연 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상법 401조 1항)는 규정이 있다.

4.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고의 임원과 과 주주에게 법인의 채무에

한 연 변제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의 헌성 심사에 있

어서, 입법자가 선택한 수단인 이 사건 심 상이 입법목 을 실 하기에

합하고도 국민의 기본권을 최소한으로 침해하는 방법인가를 단해야 하

기 때문에, 우선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 을 확인하는 것은 불가결할

뿐만 아니라 단히 요한 의미를 가진다.

나. 재 6인의 다수의견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 을 고의 경

부실 사 고화로 인한 고의 도산을 막고 이로써 주를 보호하고

자 하는 데에 있다고 보고, 이를 실 하기 한 입법 수단이 용되어야

하는 인 범 도 마찬가지로 ‘부실경 에 련된 자’에 제한되어야 한다는

논리에 기 하여 부실경 의 책임이 없는 임원과 과 주주에 해서도 연

변제책임을 부과하는 것을 헌으로 단하 다.

이에 하여 재 3인의 반 의견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목 을 ‘부실

경 의 방지를 통한 채권자의 보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책임재산을 늘려

채권자를 보호’하는 데에 있다고 보고, 이에 따라 다수의견과 다른 결과에

이르고 있다. 이 사건은 심 상인 법률조항의 입법목 을 어떻게 악하

느냐에 따라 법률조항의 헌성여부에 한 단이 달라진다는 것을 여실

히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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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 사건 법률조항의 합헌 해석과 한정 헌결정

가. 合憲的 法律解釋과 限定違憲決定

(1) 법률에 한 해석이 다양한 의미내용을 허용하고 해석방법에 따라

법률의 헌성과 합헌성을 결과로 가져온다면 그 법률은 헌으로 선언되

어서는 아니 되고, 모든 가능한 해석방법이 헌법에 반되는 경우에 비로

소 그 법률은 헌으로 선언되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합헌 법률해석의

요청이다. 사법기능을 담당하는 기 은 가능하면 입법권을 존 하여 입법

자가 제정한 규범이 존속하고 효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석해야 한다는

合憲的 法律解釋의 産物이 바로 한정합헌․한정 헌결정이며, 합헌 법률

해석은 민주주의와 권력분립원칙의 에서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에 한

존 의 표 이다.

헌법합치 법률해석은 단순히 법률을 헌법에 비추어 해석하는 것에 지

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헌법규범을 기 으로 하여 법률의 헌성여부를

심사하는 작업이며, 그 결과 특정한 해석방법을 헌 인 것으로 배척함으

로써 비록 법문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나 사실상 일부 헌선언의 의

미를 지니는 것이다.15) 즉 합헌 법률해석은, 헌법을 기 으로 하여 법률

의 헌성을 심사한다는 에서 규범통제 차에 해당하는 것이며, ‘ 헌결

정에 한 하나의 안’인 것이다.

(2) 합헌 법률해석은 법률의 효력에 한 문제, 즉 헌법 으로 문제가

있는 법률을 합헌 인 것으로 그 효력을 유지시킬 수 있는가, 이로써 법률

에 한 헌선언이 방지될 수 있는가에 그 핵심이 있다는 에서, 합헌

법률해석을 할 권한은 규범통제권한의 부수 권한이다. 합헌 법률해석

은 법률에 한 특정한 해석방법을 헌 인 것으로 배제함으로써 실질

으로 ‘해석에 의한 법률의 부분 폐지’를 의미하므로, 법률에 하여 실질

인 일부 헌선언을 함으로써 법률을 수정하는 권한은 규범통제에 한

독 인 권한을 부여받은 헌법재 소에 유보되어야 한다. 물론 사법기능

을 담당하는 국가기 은 가능한 한 입법자의 입법권을 존 하여 입법자가

제정한 규범이 계속 존속하고 효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석해야 한다는

15) 법문의 일부제거를 통해서가 아니라 헌 인 해석방법을 배제함으로써 헌성

을 제거한다는 의미에서 質的인 一部違憲決定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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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합헌 법률해석은 헌법재 소뿐만 아니라 법원에 부과된 의무이

지만, 헌법상의 권력분립원칙에 비추어 볼 때 법률의 구속을 받는 법집행

기 인 법원이 스스로 법률을 수정할 권한은 합헌 법률해석에 한 헌법

재 소의 최종 인 결정권에 의하여 제한되고 통제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법원이 헌법재 소와 동등하게 최종 인 합헌 법률해석권을 가지고 있다

는 주장은, 법원도 합헌 법률해석에 의하여 실질 으로 수반되는 입법작

용에 한 수정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법원은 법률

의 구속을 받는다’는 헌법상의 권력분립질서에 정면으로 반되는 것이다.

따라서 합헌 법률해석 그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결정유형인 한정

헌결정은 헌법상 법률에 한 헌심사권을 가진 헌법재 소의 권한에 속

한다. 헌법재 소만이 법률이 헌으로 선언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헌법합

치 해석을 통하여 유지될 수 있는지에 하여 최종 으로 결정할 수 있

다. 비록 헌법이나 법이 이에 한 권한을 명시 으로 부여한 바는 없으나,

헌법재 소의 합헌 법률해석에 한 최종 결정권은 헌법 법에 의하

여 부여받은 규범통제에 한 포 인 권한(법 제41조의 헌법률심 ,

제68조 제1항의 법률소원, 제75조 제5항의 부수 규범통제, 제68조 제2항

제75조 제7항의 ‘실질 재 소원’)으로부터 나오는 필연 인 결과이다.

나. 합헌 법률해석의 限界

(1) 입법형성권에 한 존 은 합헌 법률해석의 근거이자 동시에 限界

이며, 이로써 한 한정합헌․ 헌결정의 타당성의 한계를 제시한다. 헌법

재 소는 합헌 법률해석을 통하여 입법자의 원래 의사를 왜곡․변형하거

나 체해서는 아니되므로 헌법재 소는 법률을 해석함에 있어서 문의

한계와 법목 한계를 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상호신용 고의 임원(감사를 제외한다)과

과 주주(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에 규정된 과 주주에 해당하는 자를 말

한다. 이하 같다)는 상호신용 고의 등과 련된 채무에 하여 상호

신용 고와 연 하여 변제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여 법문상으로는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도록 일의 으로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다.

합헌 법률해석의 출발 이자 한계는 법규정의 법문이라는 을 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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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면, “임원 과 주주”를 “부실경 의 책임이 있는 임원과 과 주주”

로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은 일의 인 법문의 한계를 벗어나는 무리한 해석

이자 법문에 드러난 입법자의 객 의사를 무시하고 실질 으로 헌법재

소가 임의로 새로운 입법을 하는 것과 다름없는 자의 인 해석이라 주장

할 수 있다. 헌법재 소가 입법권에 한 존 이라는 이름아래 무리한 법

률해석을 통하여 문제되는 법률의 효력을 유지시킨다면, 오히려 입법자의

입법권이 제한될 험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차라리 법률을 무

효로 선언하여 그 규율 상을 입법자로 하여 새로이 입법하도록 되돌려

주는 것이 오히려 헌법 으로 바람직하다.

(2) 바로 이러한 이유로 재 주선회 3인의 반 의견은 이 사건 법

률조항이 합헌 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를 부인하여, 재 주선회는

한정 헌결정 신 헌법불합치결정을 할 것을 주장하 고, 3인의 반 의견

은 합헌 법률해석의 한계를 지 하여 과 주주 부분에 하여는 합헌결

정을 하면서 임원 부분에 하여는 헌결정을 해야 한다고 단하 다.

(3) 헌법재 소는 이미 1997. 6. 26. 93헌바49 등 결정에서 국세기본법

제39조의 헌여부를 단함에 있어서 합헌 인 해석방법을 사용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주주에 한 부분은 “법인의 경 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는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에 한 권리를 실질 으로 행사하는 자”이외의 과 주주에 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범 내에서 헌법에 반된다」는 형식의 결정을

선고한 바 있으나, 이 경우에도 법문이 일의 이고 명백하기 때문에 헌법

재 소의 해석은 법문이 허용하는 법률해석의 한계를 넘은 무리한 해석이

라는 비 이 가능하다.

사건의 결정이유에서 헌법재 소는 ‘국세기본법 규정을 이러한 방법

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능한가’에 하여 아무런 고려가 없이, 어떻게 하면

법규정의 헌성을 합리 으로 제거할 수 있는가의 문제를 일차 으로 염

두에 두었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으로 제한 으로 해석하는 경우에는 법규

정의 헌성이 해소될 수 있다’는 논거로써 한정 헌결정에 이르고 있다.16)

그러나 헌법재 소는 ‘합헌 법률해석을 시도했음에도 법률을 합헌 으로

16) 례집 9-1, 628-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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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할 수 없다면, 헌결정을 해야 한다’는 원칙을 상기하여 단순 헌결정

을 하거나 는 굳이 합헌 법률해석의 방법을 통하여 법규정의 효력을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면 문제되는 국세기본법규정을 추정규정으로

해석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 다고 생각된다.

다. 推定規定으로의 해석가능성

심 상조항이 이 사건 법률조항과 같이 일의 으로 규정되어 있고 이

에 하여 헌결정을 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경우, 헌법재 소는 법률을

합헌 으로 해석할 수 있는 한계를 고려하여 ‘간주규정을 추정규정으로 해

석하는 방법’을 일부 결정에서 택한 바 있다.

(1) 헌법재 소의 례 간주규정을 추정규정으로 해석하여 한정합

헌․ 헌결정을 한 例로는, 헌법재 소는 헌재 1994. 6. 30. 93헌바9 결정에

서, 『구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 “용도가 객 으로 명백하지 아니

한 것 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간주규정으로 해석하면, 통령령

이 정하는 경우 상속인이 상속을 받지 아니하 다고 하는 반증이 있는 데

도 이를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억울한 조세부과에 하여 쟁송의 길마

막아버리는 것이 될 뿐만 아니라 실지조사와 쟁송의 번거로움을 피하고 편

리한 세 징수의 방법만을 강구한 나머지 행정편의주의 획일주의의 정

도가 지나치다고 아니할 수 없어, 헌법 제11조 제1항, 제23조 제1항, 제27

조 제1항에 반될 뿐만 아니라 실질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한 헌법 제38

조, 제59조에도 반된다. 그러나 구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  용도가

객 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를 추정규

정으로 해석하면, 상속인이 상속세부과처분에 하여 불복하여 다툴 수 있

고, 비록 용도가 명백하지 아니하더라도 구체 인 소송과정에서 법원의

단으로 상속인이 상속하지 아니하 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용을 배

제할 수 있으므로, 상속인이 억울하게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를

제도 으로 방지할 수 있어서 헌법 제11조 제1항, 제23조 제1항, 제27조 제

1항에 반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실질 조세법률주의를 규

정한 헌법 제38조, 제59조에도 반되지 않는다.』고 하여 『구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  용도가 객 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통령령



340 헌법재 소결정해설집 2002

으로 정하는 경우 를 추정규정으로 보지 아니하고 간주규정으로 해석하는

것은 헌법에 반된다.』고 결정하 다.17)

한 헌재 1996. 10. 4. 94헌가8 결정에서, 『증권거래법 제15조는 증권투

자나 증권가격 결정의 특성상 와 같은 제조건을 충족시킬 수 없음에도

투자자의 보호 등 정책 이유만으로 손해배상의 범 를 법으로 간주함으

로써 배상의무자의 반증을 불허하고 법원의 재량권을 제한함으로써 헌법에

반한다. 증권거래법 제15조를 단순 헌 선언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197조

제1항에 근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주식투자자는 일반 인 손해배상청

구소송에서와 마찬가지로 감사인의 부실감사와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 계

를 입증하여야 하는데 이는 사실상 곤란하고 이를 심리하는 법원도 큰 부

담을 안게 될 것이므로 가 법규정의 효력을 유지하는 쪽으로 이를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인바, 손해배상의 범 에 한 간주규정

과 추정규정은 본질 으로 상이하다기 보다는 간주규정이 배상의무자의 반

증을 불허함으로써 추정규정보다 배상권리자를 보다 더 두텁게 보호하는

정도의 질 , 양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볼 것이고 따라서 증권거래법 제15

조를 추정규정으로 해석하더라도 입법권의 침해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므로

이를 추정규정으로 해석함으로써 그 헌성을 제거함이 상당하다.』고 하

여 『구 증권거래법 제197조 제2항은 같은 법 제15조의 규정 “……

액으로 한다”라는 부분을 추정규정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반되지 아니

한다.』고 결정하 다.18)

(2) 이 사건 법률조항은 “상호신용 고의 임원과 과 주주는 상호신용

고의 등과 련된 채무에 하여 상호신용 고와 연 하여 변제할 책

임을 진다.”고 규정하여, 그 문언만으로 보면 법인의 채무에 하여 부실경

의 책임과는 계없이 임원에게는 무과실책임을, 주주에게는 무한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을 법문 로 看做規定으로 본다면,

임원이나 과 주주가 부실경 의 책임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더라도 면책

는 감책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헌성이 문제된다.

이 사건의 경우, 일의 으로 규정된 법문에도 불구하고 입법목 에 비추

17) 례집 6-1, 631, 640-643

18) 례집 8-2, 239, 254-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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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임원 과 주주”를 “부실경 의 책임이 있는 임원과 과 주주”로 해

석하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지만,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고의 도산시 이사

나 과 주주에게 원칙 으로 부실경 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추정하여 그

에 하여 연 변제책임을 부과하는 것이”라는 내용의 추정규정으로 해석

하는 것은 법규정의 문언이나 입법목 에 상당 부분 부합할 수 있다고 보

인다.

법률의 해석은 법문으로부터 출발하나 그 문언만에 의할 것이 아니라 입

법경 나 입법목 , 련법규와의 계 등을 종합하여 이루어져야 하므로,

‘ 고가 도산하는 경우 고의 임원 과 주주에게 부실경 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추정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을 推定規定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즉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고의 도

산시 이사나 과 주주에게 원칙 으로 부실경 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추

정하여 그에 하여 연 변제책임을 부과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사나 과

주주는 부실경 의 책임이 없음을 입증해야 한다. 이 사건 법률조항을 추

정규정으로 해석하면, 구체 인 소송 차에서 법원의 단으로 임원이나

과 주주가 부실경 의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 용을 배제할 수 있으므

로, 임원과 과 주주가 억울하게 회사채권자에 하여 연 책임을 지는 것

을 방지할 수 있다.

(3) 이 사건 법률조항을 이와 같이 추정규정으로 해석한다면, 任員의 경

우 무과실책임이 아니라 입증책임이 환된 과실책임을 지게되며, 따라서

“그 임무를 해태하지 아니하 음을 증명하는 경우” 연 책임을 지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이 사건 법률조항의 헌성이 제거된다.19) 주 등

19) 헌재는 회사에 한 외부감사인이 회계감사를 부실하게 하는 바람에 이를 신뢰

하고 주식에 투자한 주주가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외부감사인을 상 로 제기

한 주식원 반환등청구소송에서 법원이 헌제청을 한 사건에서(1996. 10. 4. 94헌

가8 례집 8-2, 239), 제3자에 한 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한법률 제17조 제2항이 문언상으로는 무과실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

하고는 있으나 ‘입증책임이 환된 과실책임’으로 해석이 가능하므로, 구 증권거래

법 제197조 제1항 구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 한법률 제17조 제2항 단은 "회

계법인인 감사인이 당해 감사에 참여한 공인회계사가 그 임무를 해태하지 아니하

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구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 한법률 제17조 제2항

단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각 헌법에 반되

지 아니한다고 결정한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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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채권자가 보호되어야 한다는 공익을 고려하더라도, 상법상 이사가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경과실로 인한 행 에 해서도 이사에게 책임을 부

담시키고,20) 고의 는 과실이 없었다는 에 한 입증책임을 이사에게

환하는 정도로도 충분히 입법목 을 달성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물론

이 사건 법률조항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사는 제3자에 하여 상법 민법

에 의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나, 민법상의 일반원칙에 따라 입증을 요

구할 경우 채권자의 입증이 곤란하고 법원에 심리상의 부담을 주게되어 채

권자의 보호라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 을 충분히 달성할 수 없으므

로, 임원의 과실을 추정함으로써 채권자를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한편 상법상 출자의무 외에는 달리 아무런 의무가 없는 寡占株主의 경

우, 그가 연 변제책임을 지는 이유는 임원의 경우와 같이 의무의 해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고의 소유와 경 이 일치한다는 에서 합명회사의 사

원이나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과 동등한 지 에 있다고 입법자에 의하여

제된 것에 있으므로, 과 주주는 주식의 소유와 고의 경 이 일치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는 경우 연 변제책임을 지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

다. 따라서 과 주주의 경우 “주식의 소유를 통하여 고의 경 에 향력

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하는 경우” 연 책임을 지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반되지 아니한다.

(4) 이 사건 법률조항을 문면 로 간주규정으로 해석한다면 헌법에 반

되나, 이를 단순 헌으로 선언할 경우 임원과 과 주주가 법인의 채무에

하여 단지 상법상의 책임만을 지는 결과가 발생하고 이로써 주인

고의 채권자의 이익이 보호될 수 없기 때문에, 가 이면 법규정의 효

력을 유지하는 쪽으로 이를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간주규정과 추정규정은 본질 으로 상이한 규정이라기 보다는 간주규정

이 채무자의 반증을 불허함으로써 추정규정보다 채권자를 보다 더 두텁게

보호하는 정도의 질 ․양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볼 것이고 따라서 이 사

건 법률조항을 추정규정으로 해석하더라도 입법형성권의 침해에 해당하지

20) 상법 제401조 제1항은 “이사가 악의 는 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

한 때에는 그 이사는 제3자에 하여 연 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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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아니하므로 이를 추정규정으로 해석함으로써 그 헌성을 제거함이 상

당하다.21) 와 같이 추정규정으로 해석하는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의도하는 입법목 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고, 이를 간주

규정으로 해석할 경우에 생기는 헌 요소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 추정규정으로의 해석을 통한 債權 保護의 필요성

이 사건 법률조항을 추정규정으로 해석하는 것은, 합헌 법률해석이 허

용하는 범 내에서 해석을 하기 해서 뿐이 아니라, 부실경 의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는 에 한 입증책임을 이사와 과 주주에게 환함으로써

주 등 고의 채권자를 보호하기 해서도 필요하다.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의 “임원 과 주주”를 “부실경 의 책임이 있는

임원과 과 주주”로 해석하여 “임원과 과 주주 부실경 의 책임이 없

는 임원과 과 주주 부분은 헌이다”라는 주문의 결정을 하는 경우, ‘ 가

입증책임을 져야 하는가’에 한 문제가 불분명하다. 입증책임의 문제는

단하는 사람의 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헌법재 소의 한정 헌결정에

의하여 연 책임의 원칙에 한 외가 설정된 것이다’고 보는 경우에는

입증책임의 환을 가져올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해석상 처음부터 부실경 의 책임이 없는 임원과 과 주주는 연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이해하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입증책

임을 져야 한다고 단할 수도 있다. 후자의 경우, 고의 채권자가 ‘임원

과 과 주주에게 부실경 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 민법상

의 일반원칙에 따라 입증을 요구할 경우 채권자의 입증이 곤란하기 때문에

채권자의 보호라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 을 충분히 달성할 수 없게

된다. 헌법재 소가 이 사건 법률조항 “임원” 부분에 하여 단순 헌

결정을 하는 경우에도 이사는 상법상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에 한 책임

(고의 는 과실로 인한 임무해태)을 지게 되므로, 만일 와 같은 한정

헌결정의 주문을 선택하는 경우 고의 채권자가 입증책임을 지게된다

면, 한정 헌결정을 하는 것의 의미는 상법상 이사가 부담하지 않는 경과

실로 인한 행 에 해서도 이사에게 책임을 부담시킨다는 것 외에는 단순

21) 헌재 1996. 10. 4. 94헌가8 례집 8-2, 239, 255-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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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결정을 하는 경우와 별 차이가 없다고 할 것이다.

마. 한정 헌결정의 경우, 債權 의 信賴保護 문제

이 사건 법률조항을 와 같이 합헌 으로 해석하여 한정 헌결정을 하

는 경우, 임원과 과 주주가 부실경 의 책임이 없음을 입증해야 하기 때

문에, 채권자의 이익이 충분히 보호된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이 사건 법률

조항에 한 채권자의 신뢰보호가 문제된다면, 다음과 같은 이 고려되

어야 한다.22)

신뢰의 근거인 법률의 존재와 련하여, 違憲的인 法律도 신뢰의 근거가

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獨逸에서는 통 으로 “ 헌법률은 당

연무효”라는 소 “遡及無效”의 법리가 형성되었고, 이는 헌법률은 처음

부터(ex tunc) 그리고 별도의 형성 행 없이(ipso iure) 아무런 법 효

력을 갖지 않으므로 무효인 법률은 처음부터 법 실에 존재한 이 없다고

하는 사고이다23). 이러한 독일의 이론에 따른다면 당연히 헌법률은 신뢰

의 근거를 제공할 수 없고 헌법률에 기 한 개인의 신뢰는 보호받을 수

없다24). 그에 하여 우리 헌법재 소법은 제47조제2항에서 來效의 원칙

을 규정함으로써 헌법률은 당연히 무효인 것이 아니라 헌결정으로 장

래효력을 상실하도록 폐지될 수 있다는 입법자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따

라서 헌법재 소에 의한 헌확인시까지 헌법률도 국민에게 유효한 신뢰

의 근거로 작용하므로, 국민의 주 시각인 신뢰보호의 에서는 헌

법률도 신뢰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헌 법률에

있어서는 신뢰이익과 다른 법익을 교량하는 과정에서 헌 인 상태를 제

거해야 할 법치국가 공익을 함께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개인의 신뢰가

합헌 인 법률에 기 한 경우와 동일한 보호를 요청할 수 없다고 본다. 즉

헌 법률은 신뢰의 근거가 될 수 있으나, 법익교량과정에서 압도 으로

우세한 ‘ 헌 인 상태를 제거해야 할 법치국가 공익’이 신뢰이익에 하

22) 이에 하여 반 으로 한수웅, 법률개정과 신뢰보호, 1997. 6., 人權과 正義 76

면 이하 참조.

23) Vgl. Schlaich, Das Bundesverfassungsgericht, 3.Aufl., 1994, Rn.344 ff.

24) BVerfGE 19, 187, 197; BVerwGE 50, 2, 8; 67, 129, 131; BGHZ 84, 292, 297;

BGH, NJW 1983, S.215,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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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원칙 인 우 를 차지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 하여 한정 헌결정을 하는 것은 회사채권

자의 신뢰를 보호해야 한다는 헌법 요청인 신뢰보호원칙에 반되지 않

는다.

바. 이 사건에서의 한정 헌결정의 내용

이 사건의 경우, 일의 으로 규정된 법문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입법목

에 비추어 “임원 과 주주”를 “부실경 의 책임이 있는 임원과 과 주

주”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지만,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고의 도

산시 이사나 과 주주에게 원칙 으로 부실경 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추

정하여 그에 하여 연 변제책임을 부과하는 것이”라는 내용의 추정규정

으로 해석하는 것은 그나마 법규정의 문언이나 입법목 에 상당 부분 부합

할 수 있다고 단된다.

그러나 재 6인의 다수의견은 입증책임의 단은 원칙 으로 법원의

할이라는 고려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을 추정규정으로 해석하는 후자의

방법을 택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 에 비추어 임원과

과 주주 에서 연 책임을 져야 할 범 를 확인하는 것에 제한함으로써,

“그 범 를 넘어서 ‘부실경 의 책임이 없는 임원’과 ‘ 고의 경 에 향

력을 행사하여 부실의 결과를 래한 자 이외의 과 주주’에 해서도 연

채무를 부담하게 하는 범 내에서는 헌법에 반된다.”는 내용의 한정

헌결정을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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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지방세법 제196조의5 제1항 제1호

헌제청
- 車齡을 고려하지 아니한 자동차세와 조세평등주의 -

(헌재 2002. 8. 29. 2001헌가24, 례집 14-2, 138)

金 顯 哲*1)

【 시사항】

1. 자동차세의 과세표 에 한 입법연 과 외국의 입법례

2. 자동차세의 법 성격

3. 승용자동차세의 과세표 으로서 배기량만을 기 으로 하고 있는 구

지방세법 제196조의5 제1항 제1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상 조세평등주의나 재산권보장규정에 배되는지 여부

【심 상】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의 것)1)

* 헌법연구 , 법학박사

1) 지방세법은 이 사건 헌제청신청 인 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어,

이 사건 법률조항 다음에 제1호의2가 신설되었는데(시행일 2001. 7. 1),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96조의5 ①항

1의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 업용 승용자동차 통령령이 정하는 차령(이

하 이 호에서 “차령”이라 한다)이 3년 이상인 자동차에 하여는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당해 자동차에 한 제1기분(1월부터 6월

까지) 제2기분(7월부터 12월까지) 자동차세액을 합산한 액을 당해 연도의 그

자동차의 연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차령이 12년을 과하는 자동차에 하여는

그 차령을 12년으로 본다.

자동차 1 의 각 기분세액 = A/2 - (A/2 × 5/100) (n-2)

A :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연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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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조의5(과세표 과 세율) ①자동차세의 표 세율은 다음 구분에 의

한다.

1. 승용자동차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배기량에 시시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자동차 1 당 연세액으로 한다.

업 용 비 업용

배기량 시시당 세액 배기량 시시당 세액

1,000시시이하 18원 800시시이하 80원

1,500시시이하 18원 1,000시시이하 100원

2,000시시이하 19원 1,500시시이하 140원

2,500시시이하 19원 2,000시시이하 200원

2,500시시 과 24원 2,000시시 과 220원

【사건의 개요】

1. 헌제청에 이르게 된 경

제청신청인은 배기량 1,977cc의 1991년식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는데, 당

해사건 피고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은 2000. 12.경 제청신청인에 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에 근거하여 승용차에 한 2000년도 제2기분 자동차

세 199,700원과 교육세 59,910원을 부과ㆍ고지하 다. 이에 제청신청인은

서울행정법원에 2001구23726호로 강남구청장을 상 로 자동차세등부과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하고, 그 소송 계속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이라고 주

장하며 헌제청신청을 하 고, 법원은 이 신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헌제청을 하 다.

2. 제청법원의 헌제청이유와 이해 계인의 의견

n : 차령 (2≤n≤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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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청법원의 헌제청 이유요지

구 지방세법 제196조의3, 제196조의5의 각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세는 자

동차라는 재산을 보유한 자에 한 재산세로서의 성격을 가진 조세이고,

부담 으로서의 성격은 재산세로서의 성격에 부수되는 2차 인 것이다. 그

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동일 차종에 하여 일률 으로 동일한 세액을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감가상각으로 차량의 가액이 낮아질수록 오히려 자동

차의 실제가액에 비한 세율이 더 높아져 역진세율이 용되는 것과 같은

결과를 낳는다. 뿐만 아니라, 자동차 소유자를 포함한 일반 국민으로 하여

자동차 가액에 비할 때 고액인 자동차세의 부담으로 말미암아 제작년

도가 오래된 자동차를 계속 보유하거나 구입하는 것을 어렵게 함으로써 재

산권의 취득 행사를 제한하고 있다. 결국 이것은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조항과 제23조 제1항의 재산권보장규정, 제37조 제2항의 과잉 지의

원칙에 배된다.

나.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행정자치부장 의 의견요지

자동차세는 재산세 측면과 이용ㆍ소비세 측면 는 수익자부담 ㆍ

원인자부담 측면이 아울러 있는 것이고, 이를 어떻게 반 하는가는 지

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와 납세자의 담세능력, 당해 세 의 성격 등을 종합

으로 단하여 결정할 입법자의 입법정책의 역에 속한다. 동일한 차종

의 경우 새차와 헌차에 한 자동차세 부담이 같다고 하더라도 차량가격을

감안한 별도의 취득세ㆍ등록세가 있으며, 헌차는 환경오염을 유발하므로

오히려 세 을 더 부담시켜야 하는 요인도 있다. 따라서, 차령에 계없이

자동차세를 부과한다고 하여 평등의 원칙에 반된다고 할 수 없다. 한,

자동차세가 자동차 거래에 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고 자동차의 보유나

구입을 지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재산권행사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

【결정요지】

1. 우리나라 승용자동차세의 경우 과세의 기 은 처음에는 “등 별”로

나 어 정액제로 하 다가 “축간거리 배기량”으로 나 때도 있으며,

1990. 12. 31. 법률 제4269호 개정법 이래로 “배기량”만을 기 으로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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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2000. 12. 29. 법률 제6312호 개정법에서는 "배기량 차령"을 함께 고

려하고 있다. 한편 외국의 입법례를 보면, 미국의 일부 주에서와 같이 時價

를 과세표 으로 하는 나라도 있으나, 그밖에 배기량에 따라 과세하는 나

라(일본․싱가폴․ 만․아일랜드․ 국), 배기량과 차령을 고려하는 나라

(포르투갈), 엔진출력을 기 으로 하는 나라(오스트리아․이탈리아․스페

인․벨기에), 엔진출력과 차령을 고려하는 나라( 랑스), 차체 량에 따라

과세하는 나라(네덜란드․스웨덴․덴마크․핀란드), 오염배출량을 기 으로

하는 나라(독일) 등 국가에 따라 과세표 이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2. 자동차세는 당해 자동차의 소유 그 자체를 과세 상으로 하여 공부상

에 등재되어 있는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조세로서(지방세법 제196조의3) 일

반 으로 “재산세”의 성격이 강하다고 평가되고 있지만, 그밖에 도로이용

손에 한 사용자부담 의 성격, 교통혼잡과 기오염을 발생시키는

행 에 한 “부담 ”으로서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 그리하여 이러

한 운행․사용세 성격 때문에 기간과세제도(제196조의6), 승계취득시의

납세의무제도(제196조의7), 신규등록 차량이나 말소등록 차량에 한 일할

계산제도(제196조의8)를 도입하고 있는 것이다. 유럽에서도 도로세, 자동차

소비세, 보험세 등 자동차의 ‘이용’에 해 과세하는 나라가 다수이다.

3. 이와 같이 자동차는 그 자체로서 가치가 있는 순수한 재산이라기보다

는 오히려 사용에 가치가 있으며, 자동차에 한 과세는 재산세 측면뿐

만 아니라 도로를 운행하고 기를 오염시키는 수익자부담 ․원인자부

담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고, 이에 하여 무엇을 기 으로 어떤 형

태로 과세할 것인지는 입법자의 범한 입법형성의 범 내에 있다고 할 것

이다. 실제로 우리나라나 외국의 입법례를 보면 같은 자동차라 하더라도

화물차․버스․승용차․오토바이 등 그 종류나 용도에 따라 각각 과세의

기 이 다르고, 승용자동차의 경우만 보더라도 이 사건 법률조항과 같이

배기량만에 의하여 과세하는 나라가 일본․ 만․싱가폴․아일랜드․룩셈

부르크 ․ 국 등 여러 나라가 있으며, 특히 일본이나 싱가폴은 차령이 일

정기간 경과한 노후차량에 하여는 세율에 매년 10%씩 추가하여 가산하

는 소 “클린(Clean)세제”를 채택하고 있다. 한편, 오래된 자동차의 경우

이 사건 법률조항이 오직 배기량만을 기 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함으로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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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암아 자동차세가 당해 자동차의 실제가액의 반을 넘는다든가 심지어는

자동차 가액을 상회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자동차는 순수한 재산 가

치만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 이용에 가치가 있다는 과 자동차를 운행하

고자 하는 자의 체재산을 고려하면, 이로 말미암아 납세의무자의 당해

자동차에 한 이용․수익․처분권이 한 제한을 받게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차령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일률 으로

배기량을 기 으로 자동차세를 과세한다고 하여 조세평등주의에 반되거

나 재산권보장규정을 침해하는 헌의 법률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해 설】

1. 서론

이 사건의 당해소송에서 제청신청인이 헌제청신청을 한 시 을 후

하여 자동차세에 한 이의신청 는 감사원심사청구가 폭발 으로 늘어났

다. 이들의 견해를 사실상 변한다고 할 수 있는 제청신청인의 주장은, 자

동차세는 재산세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재산가치와 무 하게 배기량에 따

라 세 을 일 부과해 왔으며 그 결과 경우에 따라서는 당해 자동차의 실

제가액의 반을 넘는다든가 심지어는 자동차 가액을 상회하는 일도 있다

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의 쟁 은 자동차세의 법 성격이 무엇이며,

그에 따라 이와 같은 자동차세가 조세평등주의나 헌법상 재산권보장규정에

반되는지 여부에 있다고 할 것이다.

헌법재 소는 재 원일치의 의견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상

조세평등주의나 재산권조항에 반되지 아니하므로 합헌이라는 결정을 선

고하 다.

2. 이 사건 법률조항(자동차세)의 입법연

가. 자동차세는 일제시 인 1921년 “차량세”가 道稅로 신설되었고 뒤이

어 1923년에는 府ㆍ邑ㆍ面에 동 부가세가 설치되었다. 정부수립 후에도 자

동차세(차량세)는 도세 으나2) 1958년 지방세로서의 차량세가 폐지되고 國

2) 1949년 지방세법의 세율은 자가용승용차의 경우 차의 크기(정원)를 기 으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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稅로서 “자동차세”가 설치되었다.3) 그 후 1961년 세제개 시에 자동차세가

다시 지방세로 이양되면서 도세와 ㆍ郡 부가세로 설치되었다가 1976년

세목조정시 ㆍ郡稅로 통합되어 운 하 다. 1990. 12. 31.에는 자동차세에

한 세율을 폭조정하는 개편을 단행하 으며(법률 제4269호), 1991. 12.

14.에는 서울 등 6 도시에 한하여 표 세율의 50%까지 과하여 세율을

용할 수 있도록 하 다(법률 제4415호). 1998. 12. 28.에는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배기량별로 7단계로 과세하던 세율체계를 한미통상 상의 결과에

따라 5단계로 하면서 그 세율도 체 으로 하향조정하여 시행하게 되었다

(법률 제5598호).4) 이 사건 법률조항의 모체가 된 1961년 지방세법 문개

정 이후를 심으로 구체 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나. 1961. 12. 8. 법률 제827호로 문개정시 지방세(도세)로 설치된 자동

차세는 비 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3등 으로 나 어 1등 (고 승용자동

차)은 1 당 연세액이 100만환, 2등 (보통승용자동차ㆍ고 소형승용자동

차)은 65만환, 3등 (보통소형승용자동차)은 40만환으로 하는 정액제 다

(동법 제127조).5) 1963. 12. 14. 법률 제1514호로 개정된 지방세법에서는 비

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4개 등 으로 나 어 16만원부터 4만원까지 역

시 정액제로 하 다.

1967. 11. 29. 법률 제1977호로 개정된 지방세법에서는 승용자동차의 경

우 4기통 과 자동차는 축간거리(275㎝기 )를 기 으로 4단계로, 소형승용

자동차(4기통이하)는 배기량을 기 으로 6단계로 하 다(동법 제127조).6)

1976. 12. 31. 법률 제2945호로 개정하면서 조문의 치가 제196조의5로 바

형차는 년세액이 8,100환, 3인승이하는 16,200환, 4인승이상은 24,300환이었는데,

1957. 2. 12. 개정법에서는 소형차와 국산차는 3만환, 4인승이하는 6만환, 5인승이

상은 9만환으로 인상되었다(행정자치부자료).

3) 1958. 12. 29. 법률 제511호로 문개정된 지방세법에서는 보통소형승용차는 40만

환, 보통승용자동차와 고 소형승용자동차는 65만환, 고 승용자동차는 100만환으

로 폭 인상되었는데, 그 이유는 국민생활의 소비를 억제하고 유류도입에 따르는

외화를 감하기 함이었다고 한다(행정자치부 자료).

4) 권강웅, 축조 지방세법해설, 조세통람사, 2002, 806면.

5) 당시 승합자동차는 정원을 기 으로, 화물자동차는 재정량을 기 으로 과세하

다(행정자치부 자료).

6) 이때 승합자동차는 승차정원을 기 으로, 특수자동차는 재정량(4톤기 ) 는

이에 상당하는 배기량을 기 으로 과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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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으며, 1979. 4. 16. 법률 제3160호 개정법에서는 승용자동차의 경우 4기

통 과는 축간거리(275㎝기 )를 기 으로 2단계, 4기통이하 소형승용차는

배기량을 기 으로 3단계로 하 다.

1990. 12. 31. 법률 제4269호 개정법에서는 비 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배기량”을 기 으로 7단계로 나 었고,7) 1998. 12. 28. 법률 제5598호 개정

법에서는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배기량별로 7단계로 과세하던 세율체계를

한미통상 상의 결과에 따라 5단계로 하 다.

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승용자동차세의 경우 과세의 기 은 처음에는

“등 별”로 나 어 정액제로 하 다가 “축간거리(4기통 과) 배기량(4기

통이하)”으로 나 때도 있으며, 이 사건 법률조항은 1990. 12. 31. 개정법

이래로 “배기량”만을 기 으로 하 다가, 2000. 12. 29. 법률 제6312호 개정

법에서는 “배기량 車齡”을 함께 고려하고 있다. 행법의 “헌차경감”제

도에 하여는 환경을 고려하지 아니한 것으로 앞으로 문제가 제기될 것이

상된다는 비 인 견해가 있다.8)

3. 자동차(승용차)세에 한 각국의 입법례9)

가. 배기량에 따라 과세하는 나라

일본은 10단계로 나 어 배기량별로 진과세를 하고 있다. 즉 1,000cc

이하는 연 29,500엔이고 가장 큰 6,000cc 과차량은 연 111,000엔이다. 한

편, 일본은 일명 “크린세제”라는 것을 도입하여 공해차는 표 화세율보

다 13～50%를 경감하는 반면에, 차령이 13년 경과한 휘발유차(디젤차의 경

우는 11년 경과)의 경우 10%를 가산하고 있다.10)

만은 11단계로 나 어 배기량별로 진세율을 용하고 있다. 즉

500cc 이하는 연 1,620 만달러(NT)이고 가장 큰 7,800cc 과차량은 연

7) 이때 승합자동차는 차종별로 정액제를, 화물자동차는 재정량을 기 으로 과세

하 다(행정자치부 자료).

8) 권강웅, 게서(2002), 807면.

9) 2001. 10. 4. 수된 행정자치부장 의견서 행정자치부 지방세제담당 실, 유

럽국가들의 자동차 보유에 한 세제, 2001. 10. 각 참조. 여기에서 유럽 나라의

화폐단 는 유로(EURO)로 통합되기 의 각 나라의 화폐이다.

10) 2002. 4. 1.부터 시행되었다. 日本國 總務省 自治稅務局, 지방세제 계자료, 제10

회 日韓 內政關係 세미나, 2001. 9. 3. ～ 9. 7., 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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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200 만달러이다.

싱가폴은 5단계로 나 어 배기량별로 진세율을 용하고 있다. 그리하

여 600cc이하는 연 500 싱가폴달러이고, 3,000cc 과차량은 연 3,720 + 2.5

× (배기량 - 3,000) 싱가폴달러이다. 그리고 차령이 10년이상 경과한 노후

차량의 경우 매년 10%씩 추가하여 50%까지 가산하고 있다.

아일랜드는 배기량(1,000cc이하부터 3,001cc이상까지)에 따라 22단계로

나 어11) 진과세하는데, 연 98 운드부터 849 운드까지이다.12)

룩셈부르크는 배기량에 따라 25단계로 나 어 진과세하는데, 연 150

Flux부터 4,250 Flux까지이다.13)

국은 자동차보유세인 “자동차소비세”(vehicle excise duty)를 부과하는

데, 배기량 1,100cc이하는 연 100 운드, 1,100cc 과는 연 155 운드의 두

가지 종류이다.14)

그리이스는 엔진의 등 {배기량(1,357cc이하부터 2,357cc이상까지) 마

력(9이하부터 17이상까지)}에 따라 4단계로 나 어 진과세를 하는데, 연

25,000 드라크마(Dr)부터 130,000 드라크마까지이다.15)

나. 배기량과 차령을 고려하는 나라

포루투갈의 경우는 배기량은 6단계(1,000cc이하부터 3,500cc이상까지)로,

차령은 3단계(5년이하, 11년이하, 15년이하)로 나 어 과세하는데, 헌차에

하여는 경과세를 한다.

다. 엔진출력을 기 으로 하는 나라

오스트리아는 총 량 3,500kg미만의 승용차에 하여 “보험세”(motorbezogene

11) 기자동차는 배기량을 1,000cc이하로 간주함.

12) 한편, 업용차는 비 재차량무게를 기 으로, 버스는 승차정원을 기 으로 과세

한다. 모든 자동차에는 자동차세 이외에 등록세, 자동차연료세, 보험세 등이 부과

된다.

13) 버스와 12톤미만의 밴ㆍ화물차는 차체무게를 기 으로, 12톤이상의 밴ㆍ화물차

는 차체 량, 축의 수, 懸架장치(suspension)를 모두 고려한다.

14) 한편, 버스 등 승합차는 좌석수에 따라, 업용 자동차는 차체 량을 기 으로

과세한다.

15) 업용화물차는 재정량(payload)을 기 으로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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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sicherungssteur)를 과세하는데, 그 기 은 출력(kw)16)이다.

이탈리아는 엔진출력 kw당 5,000 리라이다. 한편 환경기 에 부 합한

디젤자동차에 하여는 kw당 10.145 리라의 부가세(surtax)가 부가된다.

스페인은 엔진출력을 기 으로 8마력이하부터 20마력 과까지 5단계로

나 어 과세하는데, 2,995 페세타(PTA)부터 21,015 페세타까지 있다.17)

벨기에는 엔진출력(4마력부터 20마력이상까지)에 따라18) 17단계로 나

어 “도로세”(road tax)를 과세하는데, 휘발유차의 경우 기본세액이 2,076 벨

기에 랑(BF)부터 53,148 벨기에 랑까지이다.19)

라. 엔진출력과 차령을 고려하는 나라

랑스는 엔진출력과 차령에 따라 “도로세”(road tax)를 차등세율로

용하는데, 5년까지는 통상세율을 용하고 차령이 5년이 경과한 후부터는

통상세율의 반액으로 감액한다.

마. 차체 량에 따라 과세하는 나라

네덜란드는 차체 량에 따라 여러 단계로 나 어 “도로세”(road tax)를

과세하는데, 경유차량은 과세한다.

스웨덴은 차체 량20)에 따라 “도로세”(road tax)를 과세하는데, 900kg이

하는 585 SEK, 901～1,000kg는 734 SEK, 1,000kg 과는 과 100kg당

149 SEK가 추가된다. 컨 1,200kg을 기 으로 할 때 연 1,032 SEK이

다. 역시 경유차량은 과세한다.

덴마크는 1997. 6. 30.까지 등록된 차량에 하여는 600kg부터 2,000kg

과까지 7단계로 나 어 “자동차소비세”(vehicle excise duty)와 상계세

16) 1kw = 1.36마력. EU 표 에 따라 1997. 7. 1.부터 출력의 단 가 마력에서 kw로

바 었다.

17) 그밖에 버스등 승합차는 좌석수, 업용 자동차는 수익하 (payload), 오토바이

는 배기량을 기 으로 과세한다.

18) 승용차ㆍ다용도차ㆍ미니버스ㆍ버스ㆍ고속버스가 용 상이다. 형화물자동차

ㆍ픽업ㆍ트랙터ㆍ트 일러 등 화물차량은 무게에 따라 진세율이 용된다.

19) 다만 20마력 과시 마력당 가산세가 따로 붙는다.

20) 승용차의 경우 아무 것도 싣지 않은 상태의 무게(kerb weight)가 기 이다. 화

물차는 최 재 상태의 무게를 기 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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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ervailing tax)를 부과하 으나,21) 1997. 7. 1.이후 신규등록한 모든

휘발유 경유 사용 승용차에 하여 연료소비량을 기 으로 그린세

(green owner's tax)를 부과한다.22)

핀란드는 총 량 3,500kg을 과하지 않는 휘발유사용 승용차의 경우

1993년까지 등록된 차량은 500 FIM23)을, 1994년이후 등록된 차량은 700

FIM을 부과한다. 한편, 휘발유 외에 경유, 등유, LPG, 기사용 자동차의

경우 총 량 100kg당 150 FIM을 부과한다.

바. 오염배출량을 기 으로 하는 나라

독일의 경우는24) 휘발유차의 경우 차량등록일이 1997. 7. 1.을 기 으로

그 이 인 경우에 배기량 100cc당 21.60 마르크(DM)를 부과하 는데(디젤

차는 45.50DM),25) 1997. 7. 1. 이후인 경우에는 EU 기오염배출기 (EU

emission standards)에 따라 과세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26)

사. 미국의 경우

미국의 경우 세법은 주별로 별도로 규율하고 있고 재산세의 경우 과세

상은 부동산(real property)과 동산(personal property)으로 나뉘어진다. 거

의 모든 주에서 부동산, 즉 토지와 건축물은 재산세의 과세 상이 되며, 동

산의 경우에는 주별로 다르다. 컨 자동차의 경우에는 19개주가 과세하

21) 컨 차무게가 1,500kg인 경우에는 연간세액이 3,917 Dkr(약 58만원), 2,000kg은

5,434 Dkr(약 80만원)이었다. 덴마크에서 이 게 자동차세가 높은 것은 단순히 재정

수입의 확보라는 차원보다는 자동차의 이용에 따른 인 라스트락쳐(Infrastructure)

건설과 그밖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논리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한다. 류 렬,

선진국의 지방세제도, 한국지방세연구회, 2001, 633면.

22) 자동차 제작사들은 EC의 지침에 따라 자동차의 연료소비량을 측정하고 이를 표

시해야 하는데, 자동차의 연료소비량은 여러 가지 주행조건을 고려하여 측정되며

처음 시동을 걸 때부터 측정된다.

23) 핀란드의 화폐단 .

24) 독일의 자동차세는 차종에 따라 과세기 을 달리하는데, 승합차ㆍ버스ㆍ 업용

차량은 총 량에 따라 과세한다.

25) 1986. 1. 1. 이 등록차인 경우에는 배기량 100cc당 휘발유차는 18.80 DM, 디젤

차는 42.70DM이다.

26) 자가용승용차를 제외한 자동차는 총 량에 따라 자동차세를 과세하며, 총 량이

3,500kg을 과하는 차량에 하여는 오염기 (pollution category)과 소음기

(noise category)도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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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데, 그 과세형태도 조 씩 다르나 부분 時價를 과세표 으로 한

다.27)

코네티컷주의 경우 차를 살 때 6%의 매세(sales tax : 우리나라의 취

득세에 해당)와 2년분의 등록비(registration fee : 우리나라의 등록세에 해

당)를 부과하며,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는 권리에 해 매년 과세하는 것으

로 우리나라의 ‘자동차세’에 해당하는 세 이 있는데 이것은 자치단체별로

세율은 다르지만 과표는 시가를 기 으로 한다. 따라서 세 을 싸게 무는

방법은 가 오래된 차를 사용하는 것이라고 한다.28)

캘리포니아주는 시가의 2%를 재산세로 과세하며 매년 10%씩 5년간 감

액해 주고 있다.29)

워싱턴주는 시가의 2.2%를 기본세율로 청정공기소비세(clean air excise

tax)가 당 2.2달러인데, 자동차소비세의 과표인 시가는 최 매시의 소

매가격을 기 으로 감가상각율을 용하는데, 3년째 되는 해의 과표는 당

가격의 91%가 된다고 한다.30)

그밖에 자동차세를 징수하는 주로는 버지니아, 애틀랜타, 조지아주 등이

있다. 한편, 자동차를 포함한 동산에 모두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주는 뉴

욕, 노스 다코타, 펜실배니아, 사우스 다코타, 뉴햄 셔, 델라웨어, 인디애나,

하와이, 일리노이,31) 아이오와주 등이 있다.

4. 자동차세의 법 성격

가. 조세의 종류(과세물건 기 )

헌법이나 국세기본법에 조세의 개념정의는 없으나 헌법재 소는 조세란

“국가 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요를 충족시키거나 경제 ․사회 특수

정책의 실 을 하여 국민 는 주민에 하여 아무런 특별한 반 부

없이 강제 으로 부과ㆍ징수하는 과징 ”(헌재 1990. 9. 3. 89헌가95, 례

27) 류 렬, 게서, 133면.

28) 류 렬, 게서, 143면.

29) 류 렬, 게서, 143면.

30) 류 렬, 게서, 293면.

31) 일리노이주는 1979. 7. 1. 동산세(personal property tax)를 폐지하고 이를 체하

는 소득세를 신설하 는데, 이때 자동차세가 폐지되었다. 류 렬, 게서, 24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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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2, 245, 251), 는 “국민이 국가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국가의 일반 과

제 수행에 필요한 재정수요를 각자의 경제 능력에 따라 반 부 없이

염출하는 것”(헌재 1998. 12. 24. 98헌가1, 례집 10-2, 819, 829)으로 보고

있다.

조세는 그 기 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으나 담세력의 존재를 표

상하는 과세물건을 기 으로 하면 조세는 수득세, 재산세, 소비세 유통

세로 분류할 수 있다고 강학상 일반 으로 설명되고 있다. 강학상의 이른

바 “收得稅”는 사람이 수입(화폐 는 그에 갈음하는 경제가치의 취득)을

얻고 있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부과하는 조세이고, “財産稅”는 재산을 소유

한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부과하는 조세 즉 사람이 어떤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조세이며(과세 상이

되는 재산의 범 에 따라 일반재산세와 개별재산세가 있다), “消費稅”는 사

람이 재화 는 용역을 구입․소비하는 사실에 간 으로 담세력을 인정

하여 부과하는 조세이고, “流通稅”는 권리의 취득․이 을 비롯하여 거래

에 한 각종의 사실 내지 법률 행 를 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조세

라고 설명하고 있다(헌재 1994. 8. 31. 91헌가1, 례집 6-2, 153, 166).

나. 자동차세는 재산세의 일종

지방세법상 강학상의 재산세에 해당하는 조세를 보면, 지방세법 제3장

제2 소정의 “재산세”와 같은 장 제3 의 “자동차세”가 있다. 그 재산

세는 일정한 지역내에 소재하는 토지․건축물․ 구․선박 항공기의 소

유 그 자체를 과세 상으로 하여(제181조) 재산세과세기 일 재 원칙 으

로 재산세과세 장에 그 재산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에게 부과하는

조세이고(제182조 제1항), 자동차세는 당해 자동차의 소유 그 자체를 과세

상으로 하여 공부상에 등재되어 있는 그 소유자에게 부과하는(제196조의

3) 조세이다(헌재 1994. 8. 31. 91헌가1, 례집 6-2, 153, 168). 즉, 헌법재

소는 자동차세를 재산세(그 에서도 개별재산세)의 일종으로 보았다.

법원도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사실을 과세요건으로 하여 부과되는

재산세의 성질을 가진 조세라고 밝히고 있다( 법원 1999. 3. 23. 선고 98

도3278 결, 공1999상, 806; 법원 1995. 3. 10. 선고 94 15448 결,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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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상, 1651; 법원 1991. 6. 25. 선고 90 9704 결, 공1991, 2064).

일본의 지방세법은 우리나라의 지방세법과 그 체제가 유사하다. 일본지

방세법상 일반 자동차세는 제2장 道府縣의 普通稅 항목(제8 )에서 규율하

고 있고, 輕자동차는 제3장 町村의 普通稅 항목(제3 )에서 규율하고 있

다. 미국에서도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경우32) 자동차라는 ‘동산’에 부과하는

재산세로 분류한다.

다. 기타 부담 의 성격

우리나라의 자동차세는 재산세의 성격이 강하지만 도로이용 손에

한 사용자부담 의 성격, 교통혼잡과 기오염을 발생시키는 행 에

한 부담 으로서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33)

일반 으로 “부담 ”은 ‘인 공용부담’의 일종으로서 국가 는 공공단

체가 특정한 공익사업과 특별한 계에 있는 자에 하여 그 사업에 필요

한 경비를 부담시키기 하여 과하는 지 의무를 말하고, 공익사업과

의 계가 어떤 것인지에 따라 수익자부담 ․원인자부담 손상자부담

으로 나 어지고, 이러한 통 인 공용부담제도는 일면에서는 공익상의

수요충족의 에서, 다른 면에서 공익과 사익의 조화를 통한 부담의

합리 조정이라는 에서 인정되는 것이다(헌재 2002. 9. 19. 2001헌바

56, 례집 14-2, 304, 314～315).

자동차세가 순수한 재산세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모든 차

량이 과세 상이 되어야 할 것이나 행법상 자동차세는 도로를 운행할 수

있도록 등록된 차량에 하여만 과세되고 있어 재산 가치를 가지고 있는

차량임에도 등록되지 아니한 차량, 컨 자동차운 학원의 기능교육용

차량, 임시운행허가 차량, 생산직후의 출고차량 등은 과세 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한 재산세나 종합토지세와 같은 순수한 재산세는 실질과

세의 원칙이 용되어 과세기 일 재 사실상의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으나(제182조), 자동차세는 사실상 소유자 여부를 가리지 않고

32) 미국의 경우 주마다 자동차세를 부과하는지 여부가 다른데, 부과하지 않는 주가

더 많다.

33) 김종순, 지방세제도의 개편방안, 자유기업센터, 1999, 65면.



360 헌법재 소결정해설집 2002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재 자동차등록원부상의 명의자 과세원칙이 용되

고 있고(제29조 제1항 제5호. 법원 1999. 3. 23. 선고 98도 3278 결, 공

1999상, 806), 이러한 운행ㆍ사용세 성격 때문에 기간과세제도(제196조의

6), 승계취득시의 납세의무제도(제196조의7), 신규등록 차량이나 말소등록

차량에 한 일할계산제도(제196조의8)를 도입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유럽에서는 ‘도로세’, ‘자동차소비세’, ‘보험세’ 등 자동차의 이용에

해 과세하는 나라가 다수이며, EU의 조세분류에서는 재산세(Taxes on

property : 분류번호 4000) 항목이 아닌 재화ㆍ용역세(Taxes on goods and

services : 분류번호 5000) 항목의 재화사용 는 사용허가에 한 세

(Taxes on use of goods, or on permission to use goods : 분류細番

5200), 그 에서도 “5210 Recurrent taxes”34)로 분류하고 있다.35) 1997년

에 EU 집행 원회(European Commission)에서 발간된 자료에 의하면, “자

동차 련세 (Circulation taxes)은 회원국에 따라 엔진출력(마력), 연료의

종류, 등록지역, 차령 등의 기 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들 세 은 도로인

라를 구축ㆍ재건할 필요에 향을 받기 때문에 차체 량, 차축(axles)의 수

나 懸架장치(suspension)의 유형, 운행거리(mileage)와도 계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36)

라. 지방세ㆍ보통세ㆍ종량세ㆍ직 세

우리나라의 조세를 과세권의 주체에 따라 구분하면 국세와 지방세로 분

류되는데, 국세는 국가의 재정수요 충당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하여

국가에서 과세하는 조세로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이 있고, 지방

세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 충당을 목 으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과

세하는 조세이다.37)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자동차세는 지방세 ㆍ郡稅로

서(지방세법 제3장), 조세의 징수목 이 사 에 사용용도가 정해지지 아니

34) 이 항목의 특징은 정기 간격으로 부과되며 통상 일정한 액이라는 것이다.

이 세목 가장 요한 항목은 자동차면허세(vehicle licence taxes)이다.

35) OECD, Revenue Statistics, 263-264면.

36) EUROPEAN COMMISSION, Vehicle Taxation in the European Union 1997

(Background Paper).

37) 권강웅, 지방세강론, 조세통람사, 2001,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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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일반 인 용도로 사용될 경비에 충당하기 하여 과징하는 보통세

(ordinary tax)38)이다.39) 그리고 “과세표 을 무엇으로 하느냐”에 따라 ‘수

량ㆍ용 ’ 등을 기 으로 하는 종량세40)와 ‘가격’을 기 으로 하는 종가

세41)로 나 때 종량세에 속한다고 하겠다.42) 한 “납세의무자와 실질

인 담세자가 일치하는가”에 따라 조세의 부담이 납세자에게 직 귀착되는

직 세와 납세자로부터 거래상 방에게 가될 것이 상되는 간 세43)로

나 때 직 세에 해당된다.44)

마. 요컨 , 자동차세는 종 에는 자동차의 소유로 인한 사용수익에 하

여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그 소유 는 사용하는 사실에 하여 과세하는

物稅로 보아 왔으나, 자동차가 일반 의 일상생활용품화 됨에 따라 재

산세 성격보다는 도로손상부담 성격과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환경오

염부담 성격이 강하게 두되고 있다.45) 행 자동차세의 성격으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46)

첫째는 “재산에 한 과세”로서의 성격이다. 자동차는 본질에서는 재산

세와 동일한 것이지만 그 과세객체가 재산세의 과세물건(건축물ㆍ선박ㆍ항

공기)에 비하여 특수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를 분리해서 별개의 세목

38) 이에 반하여 충당하여야 할 경비를 특별히 정하고 그 경비의 지출에 의해 직

이익을 받는 자에게 그 부담을 요구하는 세를 목 세(earmarked tax)라고 하는데,

지방세 17개의 세목 교육세ㆍ공동시설세ㆍ사업소세ㆍ지역개발세ㆍ지방교육세

가 목 세이고, 나머지는 모두 보통세이다.

39) 권강웅, 게서(2001), 50면.

40) 담배소비세(지방세법 제228조)는 표 인 종량세이다.

41) 재산세(지방세법 제3장 제2 ), 취득세(제2장 제4 ), 종합토지세(제3장 제7 )는

표 인 종가세이다.

42) 종량세는 종가세에 비하여 조세부담 배분면에서 불공평성이 강하여 경기안정기

능에 역행한다는 단 이 있다. 권강웅, 게서(2001), 54면.

43) 지방세 담배소비세, 경주ㆍ마권세(제2장 제6 ) 등 일부만 간 세이고, 나머

지 부분의 지방세는 직 세에 해당한다.

44) 일반 으로 직 세는 간 세보다 징세비가 많이 들고 근로의욕이나 축의욕 등

을 해한다는 단 이 있으나 ‘공평과세’라는 조세이념에는 더욱 부합된다고 할

수 있다. 권강웅, 게서(2001), 54면.

45) 유럽 등 OECD 국가에서는 자동차를 운행에 따라 마모되는 소비재로 단하여

“소비세”로 분류하는 나라가 많으며, 일본이나 싱가폴에서는 자동차세제를 Green

화한 세제로 개선하여 새차는 경감하고 오래된 차는 과세하는 방향으로 운 하

고 있다는 은 앞에서 보았다.

46) 권강웅, 게서(2002), 807～80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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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한 것이다.

둘째는 “도로손상부담 ”으로서의 성격이다. 자동차가 도로를 주행하게

되면 반드시 도로가 마모되는 것에 한 원인자부담의 취지에서 응분의 부

담 을 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이다.

셋째는 “과다한 소비에 한 억제”의 성격을 가미하고 있다. 에 와

서 자동차가 일반의 생활수단의 하나로 보편화되었지만 석유가 생산되지

않는 우리나라의 여건으로 보아 불필요한 자동차 소유를 억제함과 동시에

형고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는 것은 사회통념상 사치성 행 라고 할 수

있으므로 차량의 종류(배기량)에 따라 세율을 달리하고 있다.

5. 이 사건 법률조항의 헌 여부

가. 국가과세권의 헌법 근거와 한계

(1) 국가과세권의 헌법 근거

조세가 국가재정수입의 주원천으로서 특히 요한 의미를 갖기 시작한

것은 정치 으로는 세의 제군주국가가 몰락하고 근 시민사회의 형성

에 따라 민주주의, 법치주의체제의 통치기구가 수립되고, 경제 으로는 사

유재산제도와 자유경쟁 시장경제의 원리가 지배하는 자본주의 경제체제

가 두되면서 부터이다. 그런데 의 이른바 文化國家시 에 이르러 국

가의 활동 역이나 기능이 방 하여짐에 따라 그에 소요되는 재정수요도

막 하게 팽창되었으며, 그 재정자 의 종인 조세의 문제야말로 국민과

가장 하게 이해 계가 상충되는 문제로서, 조세정책의 향방에 따라 국

민의 재산권에 미치는 향은 지 하게 되었으니, 그러한 의미에서 국

가는 租稅國家라고 할 수 있고 우리나라도 그 외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

(헌재 1990. 9.3. 89헌가95, 례집 2, 245, 251).

국가는 그가 담당하는 과제의 수행을 하여 일정한 재원의 확보를 필요

로 한다. 그러나 오늘날의 조세는 국가 과제의 수행을 하여 요구되는

단순한 재정 수단으로서의 기능과 목 을 넘어서서 범 한 사회형성

ㆍ경제정책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47) 이러한 국가과세권의 헌법 근

47) 컨 소득세를 비롯한 직 세는 이른바 진 인 세율구조를 취하여 소득의

재분배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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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로는 소극 인 측면과 극 인 측면이 있다. 즉 과세권의 소극 인 근

거로는 조세법률주의(헌법 제59조)와 납세의 의무(헌법 제38조)를 들 수 있

고, 극 인 근거로는 사회국가원리(헌법 제34조 제2항)ㆍ조세국가원리ㆍ

평등권(헌법 제11조 제1항)ㆍ헌법상 경제질서(헌법 제119조 내지 제127조)

를 들 수 있다.48)

(2) 국가과세권의 헌법 한계

헌법재 소는 “이상 인 조세( 계)법률이라고 평가될 수 있기 하여서

는, 국가의 조세수입은 충분히 확보될 수 있으면서도 租稅構造가 경제자원

의 適配分에 합당하고 징세비는 게 소요되고 납세자에게도 최 한의

편의가 보장되어 국민의 조세정의 내지 조세감정에 부합하는 내용의 것이

라야만 할 것”이라고 하 다(헌재 1990. 9. 3. 89헌가95, 례집 2, 245, 25

5～256).

국가과세권의 헌법 한계 즉 조세법에 한 헌심사기 으로는 평등

권, 재산권, 조세법률주의와 임입법의 한계, 과잉 지의 원칙, 소 과세의

지 등을 들 수 있다. 우리 헌법재 소에서도 이들을 조세법의 헌심사

의 기 으로 사용해 왔다. 이 사건 법률조항의 경우 조세법률주의나 임

입법의 한계, 그리고 소 과세의 지 등은 문제되지 않으므로 나머지 심

사기 에 하여 살펴 보기로 한다.

나. 조세평등주의

(1) 조세평등주의의 의미

헌법은 제11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구든지 성

별ㆍ종교 는 사회 신분에 의하여 정치 ㆍ경제 ㆍ사회 ㆍ문화 생

활의 모든 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세평

등주의는 헌법규정에 의한 평등의 원칙 는 차별 지의 원칙의 조세법

표 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는 조세입법을 함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이 공평하게 국민들 사이에 배분되도록 법을 제정하여야 할 뿐만 아니

48) 김성수, “국가과세권과 법치주의원리”, 헌법의 규범력과 법질서, 허 박사정년기

념논문집, 박 사, 2002, 841ㆍ842ㆍ84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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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조세법의 해석ㆍ 용에 있어서도 모든 국민을 평등하게 취 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 조세평등주의는 정의의 이념에 따라 “평등한 것은 평등하게”,

그리고 “불평등한 것은 불평등하게” 취 함으로써 조세법의 입법과정이나

집행과정에서 조세정의를 실 하려는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헌재 1989. 7.

21. 89헌마38, 례집 1, 131, 141～142). 조세를 비롯한 공과 의 부과에서

의 평등원칙은 공과 납부의무자가 법률에 의하여 법 사실 으로 평

등하게 부담을 받을 것을 요청한다(헌재 2000. 6. 29. 99헌마289, 례집

12-1, 913, 956).

조세평등주의란 조세법의 입법은 물론 그 해석ㆍ 용에 있어서 조세부

담이 국민들 사이에 공평하게 배분되지 않으면 안되고 당사자로서의 국민

은 각종의 조세법률 계에 있어서도 평등하게 취 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원칙이다. 이는 근 법의 기본원리인 평등원칙이 세법분야에서 발 된 것

으로 우리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규정이 그 근거라고 할 것이고, 국세

기본법 제18조(세법해석의 기 , 소 과세의 지) 제1항은 “세법의 해석ㆍ

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 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9

조(세무공무원의 재량의 범 )는 “세무공무원이 그 재량에 의하여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세법의 목 에 비추어 일반 으로

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엄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주로 세법

의 해석과 집행의 면에서의 조세평등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49)

(2) 조세법 분야에서의 입법형성의 자유와 조세평등주의 원칙

조세평등주의가 요구하는 이러한 담세능력에 따른 과세의 원칙( 는 응

능부담의 원칙)은 한편으로 동일한 소득은 원칙 으로 동일하게 과세될 것

을 요청하며(이른바 ‘수평 조세정의’), 다른 한편으로 소득이 다른 사람들

간의 공평한 조세부담의 배분을 요청한다(이른바 ‘수직 조세정의’). 그러

나 이러한 담세능력에 따른 과세의 원칙이라 하여 외없이 으로

철되어야 한다고 할 수 없고, 합리 이유가 있는 경우라면 납세자간의 차

별취 도 외 으로 허용된다 할 것이다. 세법의 내용을 어떻게 정할 것

49) 소순무, “조세와 헌법재 ”, 헌법논총 제9집, 헌법재 소, 1998, 40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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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에 하여 입법자에게는 범 한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며, 더욱이 오

늘날 조세입법자는 조세의 부과를 통하여 재정수입의 확보라는 목 이외

에도 국민경제 ㆍ재정정책 ㆍ사회정책 목 달성을 하여 여러 가지

을 고려할 수 있기 때문이다(헌재 1999. 11. 25. 98헌마55, 례집

11-2, 593, 608). 오늘날 稅源이 극히 다양하고, 납세의무자인 국민의 담세

능력에도 차이가 많을 뿐만 아니라, 조세도 국가재원의 확보라는 고

목 이외에 다양한 정책 목 하에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조세법의 역

에서는 입법자에게 범 한 형성권이 부여되어 있다(헌재 1996. 8. 29. 92

헌바46, 례집 8-2, 17, 24).

헌법재 소는 조세평등주의 반의 단기 으로, “오늘날에 있어서 조

세는 국가의 재정수요를 충족시킨다고 하는 본래의 기능 외에도 소득의 재

분배, 자원의 정배분, 경기의 조정 등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으므

로, 국민의 조세부담을 정함에 있어서 재정․경제․사회정책 등 국정 반

에 걸친 종합 인 정책 단을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과세요건을 정함에

있어서 극히 문기술 인 단을 필요로 한다. 조세법규를 어떠한 내용으

로 규정할 것인지에 하여는 입법자가 국가재정ㆍ사회경제ㆍ국민소득ㆍ국

민생활 등의 실태에 하여 정확한 자료를 기 로 하여 정책 ㆍ기술 인

단에 의하여 정하여야 하는 문제이므로, 이는 입법자의 입법형성 재량

에 기 한 정책 , 기술 단에 맡겨져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조세

법 분야에 있어서 소득의 성질의 차이 등을 이유로 하여 그 취 을 달리하

는 것은 그 입법목 등에 비추어 자의 이거나 임의 이 아닌 한 그 합리

성을 부정할 수 없으며, 이를 조세평등주의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하 다(헌재 2001. 12. 20. 2000헌바54, 례집 13-2, 819, 824).

다. 재산권보장규정

(1) 재산권보장의 의미

헌법 제10조 문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헌법질서의 최고의 구성원리와

가치규범으로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인간의 존

엄성과 가치개념은 경제 인 실체를 아울러 갖고 있으며 이는 일정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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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재화와 생활조건의 존재를 제로 하고 있다. 이는 내용 으로 개인이

자신과 그의 가족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마련하기 하여 필요한 실질 재

화의 불가침의 존속을 의미한다.50)

헌법은 제23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고 하는 재산

권 보장에 한 일반 인 원칙규정을 두고 있으며, 아울러 제13조 제2항은

소 입법에 의한 재산권의 박탈을 지하고, 제119조 제1항은 “ 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 함을 기본으로 한

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우리 헌법은 사유재산제도와 경제활동에 한 사

자치의 원칙을 기 로 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고 있

음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국민 개개인에게 자유스러운 경제활동을

통하여 생활의 기본 수요를 스스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고 사유재산과

그 처분 상속을 보장해 주는 것이 인간의 자유와 창의를 보장하는 지름

길이고 궁극에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증 시키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이

상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헌재 1989. 12. 22. 88헌가13, 례집 1,

357, 367～368).

(2) 조세징수와 재산권보호

(가) 학설의 경향

19세기 인 입헌군주제 하에서는 의회가 조세에 한 동의권이나 재정

지출에 한 력권 등을 통하여 군주의 자의 재정권력 행사를 견제함으

로써 시민의 재산권을 수호하는 기능을 수행하 고, 의회의 동의를 통하여

부과된 조세는 합헌 이며 재산권에 한 다른 침해작용과는 달리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收用(Enteigung)이 아닌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과세권에 의한 재산권의 침해가능성이라는 명제는 성립될 수

없었다. 국가의 과세권과 국민의 재산권보장의 無關聯性이라는 통 인

견해는 폴스토 (Forsthoff)에 의해 계승되었다. 그의 견해는 조세의 부과

가 국가의 일반 과제수행을 한 인 조건이기 때문에 원칙 으로

국가의 財政高權은 아무런 법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제에서 출발하고

50) 정하 , “헌법재 소의 례에 있어서 재산권보장”, 헌법논총 제9집, 헌법재 소,

1998, 27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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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그에 의하면 조세국가로서의 법치국가는 기본권으로서의 재

산권보장과 국가의 과세권이 엄격하게 분리되어 상호간에 제약을 주

지 않는 특수한 헌법 인 상황하에서 존속한다(財政留保說).51) 이러한 재

정유보의 이론 근거는 국가의 과제수행을 한 필요성이라는 논거 이외

에도 조세의 부과는 국민을 상으로 하기 때문에 특별희생이란 있을

수 없으며 따라서 개념상 수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 조세의

부과는 납부의무의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특정한 개별 재산권만

을 보호객체로 하고 있는 헌법상 재산권보장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한

다. 그 이유는 공공필요에 의해 에 한 침해행 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것을 다시 으로 보상해야 한다면 국가의 입장에서 보아 한손에 들고

있었던 돈을 빼앗아 다른 한손에 옮겨놓는 결과에 불과하기 때문에 에

한 공용수용을 논한다는 것은 무의미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52)

그러나 오늘날 조세는 국가재정수요의 충족에만 한정되지 않고 범

한 경제조정 , 사회형성 인 목 달성을 한 수단으로 흔히 등장하고 있

으며 한 조세수입의 실 인 액수를 보아도 과세권의 행사가 최소한에

그친다는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러므로 국가재정수요의 극소화를

통하여 자동 으로 납세자인 국민의 재산권이 보호될 수 있다는 주장은 성

립될 수 없다. 그리하여 논증의 근거에 하여는 학자마다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오늘날 국가과세권의 행사에는 헌법상 일정한 한계가 존재하며 특

히 국민의 재산권보장규정은 특정한 조세의 합헌성을 심사할 수 있는 헌법

근거규범이라는 데 하여 범 한 합의가 성립되어 있다.53)

컨 , 리아우 (Friauf)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재산권은 재산권자

체에 한 보장뿐만 아니라 그 재산권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한 果

實까지도 보호객체로 한다고 보고 있다. 그에 의하면, 입법자가 재산권의

한계를 구체화하는 형식으로서 조세입법을 행한다 하더라도 그 입법권능에

는 일정한 헌법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한계내에서만 국민의 재산권

51) E. Forsthoff, Begriff und Wesen des sozialen Rechtsstaats, in: VVDStRL 12,

S. 32; ders., NJW 1955, S. 1249 (1250).

52) Forsthoff, BB 53, S. 421 (422). 김성수, “국가의 과세권과 국민의 재산권보장과

의 계”, 고시계, 1991년 2월호, 75～77면.

53) 김성수, 게논문(1991), 77～7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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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그 부수 인 권리에 한 침해가 용인되며 만약 이러한 입법권능이 일

정한 선을 넘어서게 되면 국민은 이러한 과세권의 행사를 더 이상 합헌

인 것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고 한다.54) 이슨제(Isensee)는 그의 조세국

가론에 따라서 국가과세권의 한계는 조세국가의 헌법 한계에서 구할 수

있다는 견해를 제시하 다. 그는 조세국가가 스스로의 수익활동에 의하여

재원을 조달하는 것이 아니라 사경제 주체들의 경제활동에 조세를 통하여

‘참여’하는 것이므로 국가의 과세권은 稅源을 유지ㆍ보호하여야 하는 한계

를 갖는다고 주장하 다. 따라서 세원을 유지ㆍ보호하지 못하고 납세자의

경제 창의성을 침해하는 과세권은 재산의 몰수행 로서 헌이라는 것이

다.55)

한편, 뤼 (Rüfner)는 사유재산의 취득과 사용(유지ㆍ양도)을 불가능하

게 하는 과세행 는 헌이며 이른바 재산의 몰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

다.56) 피어(Papier)도 와 유사한 견해를 제시하면서 헌법은 사유재산의

사용과 수익을 보장하고 있으므로 사유재산의 사용과 수익으로부터 발생하

는 이익에 하여 경제성이 없게 하거나 수익성을 히 감소시키는 과세

는 재산권을 헌 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보았다.57)

한, 키르히호 (Kirchhof)는 재산권이 실 으로 재산권주체에 의해

소유 는 사용되는가에 따라 재산권보호의 강약의 정도가 결정된다고 한

다. 즉 이미 확고하게 성립된 소유자의 재산권은 국가의 과세권행사로부터

강한 보호를 받지만, 납세자의 자유로운 거래나 교환행 를 통하여 항상

유동 인 가치를 갖는 재산권에 한 과세에 있어서는 오직 과잉 지의 원

칙에 어 나는 재산권침해만이 헌 인 것으로 보고 있다.58) 그에 의하면

과세권의 한계는 개별재산권에 한정되어서는 곤란하며 납세자의 체 인

54) K.H. Friauf, JurA 1970, S. 319; ders., Steuerberater-Jahrbuch 1971/72, S. 426.

김성수, 게논문(1991), 78면.

55) 김성수, 게논문(2002), 870면.

56) W. Rüfner, Die Eigentumsgarantie als Grenze der Besteuerung, DVBl 1970, S.

881 (882ff.). 김성수, 게논문(2002), 870면.

57) H.J. Papier, Die Beeinträchtigungen der Eigentums- und Berufsfreiheit durch

Steurn vom Einkommen und Vermögen, Der Staat, 1972, 483 (501ff.). 김성수,

게논문(2002), 870면.

58) P. Kirchhof, Rechtsmaßstäbe finanzstaatlichen Handels, JZ 1979, S. 156. 김성

수, 게논문(1991), 77～7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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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세수 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고 한다. 따라서 재산몰수 인 한계까

지 이르지 않는다고 하여도 국가의 과세권행사 이후에 어도 납세자에게

는 “ 체 인 재산가치로 보아” 반의 가치는 잔존하고 있어야 한다. 그

러므로 재산의 반의 가치를 상회하는 국가의 과세권행사는 헌법상 재산

권보장규범을 헌 으로 침해한다는 것이다. 이를 “ 반의 분배이

론”(Halbteilungsthese)라고 하며 그가 재 으로 재직하던 당시 독일연방

헌법재 소 제2원(Der zweite Senat)에서 이를 수용하 다.59)

티 (Tipke)는 키르히호 (Kirchhof)나 독일연방헌법재 소(제2원)의

이러한 견해를 비 하면서, 국가의 과세권이 헌법상 모든 자유권 기본권

의 근 를 이루는 자유주의원리에 비추어 납세자인 개인이나 기업의 근로

의욕이나 창의 경제활동을 지속 으로 해하는 경우에는 그 헌법 한

계를 일탈한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시장경제하에서 납세자가 소비하고

축하고 투자하는 자유를 공허하게 만드는 과세, 생존에 필수 인 최 생

계비를 상으로 하는 과세는 이러한 종합 인 개인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

으로서 재산권을 헌 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본다.60)

개인의 자유롭고 창의 인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헌법국가는 그의 본질

에 있어서 필연 으로 조세국가(Steuerstaat)이다. 한편으로 사회국가로서

의 그의 사회형성의 의무를, 다른 한편으로 법치국가로서의 그의 기본권보

장임무를 실 하기 하여 국민의 사경제활동의 결실의 일부를 조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즉, 法治國家와 社 國家가 되기 하여는 租稅國家가 되

어야만 한다. 그러나 오늘날 국민의 조세부담은 일정한 한계에 도달하 는

바, 그것이 더 이상 이탈될 경우에는 법치국가의 실질 인 질을 근본 으

로 변경시키게 될 것이다. 국가의 조세징수권이 국민의 재산을 임의 으로

침해하고 박탈하며 행 를 유도하고 교살하는 곳에서는 어떠한 자유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오늘날의 조세부담의 정도와 다양성과 세분화에 비

추어 국가의 조세징수권의 헌법 인 한계설정의 문제는 모든 민주 법치

국가의 숙명 인 과제가 되었다고 할 것이다.61)

59) 김성수, 게논문(2002), 871면.

60) K. Tipke, Steuerrechtsordnung Ⅰ, S. 458. 김성수, 게논문(2002), 877면.

61) 정하 , 게논문, 311～3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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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례의 경향

1) 독일연방헌법재 소

국가의 과세권과 국민의 재산권보장에 한 문제에 하여 독일연방헌

법재 소의 태도변화는 크게 세 시기로 나 어진다.62)

① 제1기

국가의 과세권과 국민의 재산권보장의 련성에 하여 최 로 연방헌

법재 소가 자신의 견해를 표명한 사건은 1954년의 投資促進負擔金

(Investitionshilfeabgabe) 결이었다.63) 연방헌법재 소는 이 결에서 투

자 진부담 을 조세가 아닌 ‘특별부담 ’으로 그 성격을 규정하 으나 특

별부담 역시 조세와 마찬가지로 국가에 의해 강제징수되는 공법상 부담

의 하나로 보았다. 연방헌법재 소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재산권은

납부의무의 형태를 통한 침해에 하여 개인의 재산을 보호하지 않는

다”64) 라고 하면서 이 문제에 하여는 법 인 견해의 일치가 이루어져 있

다고 시하 다.

② 제2기

이 시기에도 기본 으로는 앞에서 본 제1기의 형 인 견해가 계속되

었다. 그러나 1962년의 外國人年金法(Fremdenrentengesetz) 결에서65) 종

래의 견해와 더불어 추가 으로 다음과 같은 의견이 제시되었다. 즉, “공법

상 부담 의 부과는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만약

부담 이 부담 납부의무자에게 필요이상으로 과도한 재정부담을 지운다든

지 부담 의 부과로 인하여 부담 납부의무자의 재산상태가 근본 으로 침

해받는 경우에는 기본법 제14조에 규정된 국민의 재산권에 한 침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66) 연방헌법재 소는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 조세를

62) 이하 제1기부터 제3기까지는 김성수, 게논문(1991), 80～83면 참조.

63) BVerfGE 4, 7.

64) “Die grundgesetzliche Eigentumsgarantie schützt nicht das Vermögen gegen

Eingriffe durch Auferlegung von Geldleistungs pflichten.”

65) BVerfGE 14, 221. 연방헌법재 소는 이 사건에서, 1945년이후 독일기본법의 효

력범 외에서 재해를 입은 독일계 피난민과 무국 외국인에 한 재해보험과

련하여 외국연 지 의 부담을 동업조합(Berufsgenossenschaft)이 부 지도록

규정한 외국인연 법 제9조 제1항은 (재산권보장규정의 반이 아닌 다른 이유로)

헌법에 반된다고 결하 다.

66) 이 결에서 재산권보장규정 반 여부에 한 시는 다음과 같다. “외국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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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리켜 絞殺的 혹은 沒收的 효과(Erdrosselungswirkung od. Konfiskation)

를 가져오는 조세로 부르고 있다.

③ 제3기

연방헌법재 소는 1969년의 제1원(Der erste Senat) 사 심사 원회(Der

Vorprüfungsausschuß) 결정에서 “과세에도 불구하고 재산권의 실체

(Substanz)가 존속한다면 재산권보장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견해

를 제시하 다.67) 여기에서 사용된 ‘재산권의 실체’ 라는 개념이 분명하지

는 않지만 체 으로 보아 이 결정은 과세의 결과 재산권의 본질 내용

이 유명무실해져서는 안된다는 취지로서 헌법상 국민의 재산권보장규정이

국가의 과세권행사에 하여 정당한 심사기 으로 등장하여야 한다는 의미

로 해석될 수 있다고 하겠다.

④ 최근의 경향

연방헌법재 소는 1990. 5. 31. 제2원의 결정을 통해, “재산세는 다른 조

세 부담과 함께 작용하여 재산의 실체, 재산의 원본을 건드려서는 안되

고 정상 으로 기 할 수 있는 가능한 수익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책정되

어야 한다. 그 지 않다면 재산세는 단계 몰수를 의미한다.”고 하 고,68)

1992. 9. 25. 역시 제2원의 결정69)에서는 조세법은 재산권을 제한한다고

제하고, 그러나 조세법은 교살 효과를 가져서는 안된다고 시함으로써

법 제9조 제1항은 동업조합에게 지 의무를 부과한다. 그러나 지 의무

의 부과는 원칙 으로 헌법 으로 보호되는 재산권의 보호범 를 건드리지 않는

다. 단지 지 의무가 의무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부과하고 그의 재산상태를 근

본 으로 침해하는 경우에만 재산권보장에 한 반이 고려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경우가 존재하지 않는다. 1958년 모든 동업조합의 연 부담

액은 8억9천만 DM에 달하지만 그 외국연 부담은 단지 3,800만 DM에 지나지

않으므로 동업조합의 부담은 상 으로 다.” 국세청, 조세법규 련 헌법소송

사례, 1998, 104면.

67) BVerfGE HFR 69, 347.

68) BVerfGE 82, 159.

69) BVerfGE 87, 152. 이 사건에서는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기 공제액과 자녀공

제액이 그 액수에 있어서 헌법에 합치하는가 여부가 문제가 되었다. 연방헌법재

소는, “조세법은 ‘일반 인 행동의 자유권’을 ‘재산의 역과 직업의 역에서의

자유로운 인격의 발 ’이라는 구체 인 형태로 침해한다. 이는 조세법은 ‘교살

효과’를 가져서는 아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 소득세의 납세자에게는 조세채무

의 이행 후에 그의 소득에서 자신과 가족의 최 생계에 필요한 만큼이 남아 있어

야 한다는 요청이 나온다.”고 시하며 소득세법의 공제규정은 헌법에 합치하

지 않는다고 결하 다. 국세청, 게서, 1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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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재산권은 국가과세권 행사의 합헌성 여부를 심사하

는 기 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밝혔다.70)

한편 연방헌법재 소는 1995. 6. 22. 제2원의 재산세법 제10조 제1호 등

련조항에 한 사건71)에서, 국가의 과세권이 헌법상의 재산권보장규정에

합치되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함과 아울러 그 이유에서 “재산수익에

한 과세의 허용한계는 그 수익의 50%는 납세자의 수 에 남아 있어야 한

다”는72) 기 을 제시하 다.73) 이러한 “ 반의 분배이론”은 키르히호

(Kirchhof)의 견해를 거의 수정없이 받아들인 것인데, 그러나 독일연방헌법

재 소의 제1원은 여 히 “헌법상 재산권은 몰수 조세를 제외하고는 조

세부과에 하여 재산권주체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고수하고 있으

며74) 이러한 입장은 연방재정법원(Bundesfinanzhof) 제11부의 결75)에도

그 로 계승되고 있다.76)

2) 한국헌법재 소

헌법재 소는 일 기 조세법률이 “헌법이 규정한 조세법률주의와 평등의

원칙(조세평등주의)에 반되는 경우에는 그로 말미암아 국가가 과세권행

사라는 이름아래 합리 이유없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게 되는 것이므

로 헌법상의 재산권보장규정에도 반된다”고 하 고(헌재 1992. 12. 24. 90

헌바21, 례집 4, 904-905), 한 “조세의 부과 징수는 국민의 납세의무에

기 하는 것으로서 원칙 으로 재산권의 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납세의무자의 사유재산에 한 이용ㆍ수익ㆍ처분권이 한

제한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것도 재산권의 침해가 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하 다(헌재 1997. 12. 24. 96헌가19등, 례집 9-2, 762, 773).

(다) 소결

국가의 과세권과 국민의 재산권보장과의 계에 하여 독일의 학설과

례가 과거의 소극 인 태도를 벗어나서 국가의 과세권행사도 헌법상 일

70) 국세청, 게서, 85면.

71) NJW 1995, S. 2615. 헌법불합치결정이 선고되었다. BVerfGE 93, 121.

72) 독일에서는 재산세가 소득세의 범주로 악되고 있다고 한다.

73) 소순무, 게논문, 377면.

74) BVerfGE 95, 267, 300.

75) BFH BStBl. 1999, 771면.

76) 김성수, 게논문(2002), 87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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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한계내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방향으로 발 하고 있는 것은 국가

의 입법권도 당연히 국민의 기본권에 의한 기속을 받아야 한다는 법치국가

원칙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나라 헌법재 소가

독일의 연방헌법재 소와는 달리 시행착오를 겪지 아니하고 일단 조세입법

권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견해를 제시한 것은 시 정신에

부합하는 한 태도라고 하겠다.77)

라. 이 사건 법률조항에 한 평가

(1) 에서 본 바와 같이 헌법재 소는 조세법률이 “헌법이 규정한 조세

법률주의와 평등의 원칙(조세평등주의)에 반되는 경우에는 그로 말미암

아 국가가 과세권행사라는 이름아래 합리 이유없이 국민의 재산권을 침

해하게 되는 것이므로 헌법상의 재산권보장규정에도 반된다”고 하 고

(헌재 1992. 12. 24. 90헌바21, 례집 4, 904～905), 한 “조세의 부과ㆍ징

수는 국민의 납세의무에 기 하는 것으로서 원칙 으로 재산권의 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납세의무자의 사유재산에 한 이용

ㆍ수익ㆍ처분권이 한 제한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것도 재산권의 침

해가 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하 다(헌재 1997. 12. 24. 96헌가19등, 례집

9-2, 762, 773).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에 하여는 조세법률주의 반의 문제가 없고,

오직 배기량을 기 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함으로써 같은 배기량의 차종간에

차량연수에 따른 감가상각 때문에 자동차가액과 비교할 때 상 으로 불

평등한 결과가 래된다고 하여 이를 조세평등주의에 반된다는 평가를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오직 배기량만을 기 으로 자동차

세를 부과함으로 말미암아 납세의무자의 당해 자동차에 한 이용ㆍ수익ㆍ

처분권이 한 제한을 받게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

건 법률조항이 재산권보장규정을 침해한다고는 단되지 않는다고 하겠다.

다만,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른 자동차세액이 실 으로 과도하여 실제

로는 당해 자동차의 가격보다도 과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 다면

당해 자동차에 한 과세로 말미암아 그 자동차의 “ 반의 가치”가 잔존하

77) 김성수, 게논문(1991), 9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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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고 있는 것이므로 재산권의 침해가 될 수 있지 않은가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키르히호 (Kirchhof)가 말하는 “ 반의 분배이론”

은 납세자가 부담하는 ‘ 체 인 조세부담’이 납세자의 ‘ 체재산의 반’을

상회해서는 안된다는 이론으로, 이에 하여는 납세자가 부담하는 납세자

의 체 조세부담의 수 을 정확하게 악되지 않는 한 수용하기가 어렵

다는 비 을 받고 있다.78)

(2) 자동차세를 원칙 으로 ‘재산세’로 본다고 하더라도 자동차세는 한

수익자부담 원인자부담 성격을 갖는 조세이며, 외국의 입법례를

보더라도 이 사건 법률조항과 같이 배기량만에 의하여 과세하는 나라가 일

본ㆍ 만ㆍ싱가폴ㆍ아일랜드ㆍ룩셈부르크ㆍ 국 등 여러 나라가 있으며,

특히 일본은 차령이 13년이 넘는 휘발유차와 11년이 넘는 경유차는 10%를

가산하고 있으며, 싱가폴의 경우는 차령이 10년이상 경과한 노후차량은 매

년 10%씩 추가하여 50%까지 가산하고 있다(Clean세제 는 Green세제).

지방세법이 같은 운송수단인 선박이나 항공기는 일반 ‘재산세’ 항목에서

규율하면서도 자동차에 하여는 별도로 ‘자동차세’로 규율하는 것은 자동

차가 단순히 재산가치만을 반 하는 것이 아니라 도로를 운행함으로써 도

로의 유지ㆍ보수 등 사회 비용을 유발하기 때문에 독립된 세목으로 과세

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자동차는 순수한 재산의 의미만을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그

사용에 가치가 있으며, 따라서 그러한 자동차에 한 과세는 도로를 운행

하고 기를 오염시키는 수익자부담 ㆍ원인자부담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고, 이에 하여 무엇을 기 으로 어떤 형태로 과세할 것인지는

입법자의 범한 형성의 범 내에 있다고 할 것이다.

(3) 아 트 등 부동산에 한 재산세액에 비하여 자동차세액이 상 으

로 고액인 것은 사실이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자동차는 순수한 재산만으

로 볼 수 없고, 석유가 나지 않는 우리나라의 실에서 자동차증가를 억제

하려는 정책목 이 반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

치단체가 자동차 련 조세로 징수하는 총액은 약 20조원 정도가 되나 도로

등 교통시설 투자 산은 연간 약 18조원이 지출되고 있으며,79) 그 외에

78) 김성수, 게논문(2002), 875～87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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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오염비용, 교통사고로 인한 비용, 수송물류비용, 기타 혼잡비용 등을 감

안하면 국가 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오히려 더 많은 실정이므로 자동

차소유자들의 세부담이 다른 부동산에 한 재산세에 비하여 상 으로

많다는 이유만으로 헌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하겠다.

(4) 결론 으로, 자동차세는 순수한 재산세라기보다는 도로의 이용에

한 수익자부담 의 성격과 도로를 마모시키고 공기를 오염시키는 원인자부

담 성격 등 자동차의 이용 내지는 소비에 한 과세의 성격도 아울러

갖고 있다는 , 외국의 입법례 이 사건 법률조항과 같이 배기량만에

의하여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있는 나라도 많다는 , 자동차는 그 자체 재

산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용에 목 이 있다는 , 차령이 오래

된 자동차의 경우 기오염물질을 그만큼 더 배출하게 된다는 특성으로 말

미암아 노후한 차량에 하여는 오히려 과세하는 입법례도 있다는 등

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이 배기량만을 기 으로 자동차세를 부과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조세평등주의에 반된다거나 재산권보장규정을

침해하는 헌의 법률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6. 결정의 의의 후속 경과

승용차 보유의 격한 증가로 이른바 ‘마이카’시 가 열리면서 자동차세

에 한 심이 고조된 가운데, 차령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일률 으로 배

기량에 따라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것은 조세평등주의와 재산권보장원칙에

어 난다는 한국납세자연맹 등 일부 단체의 주장이 언론에 보도되자 물

이 터지듯 자동차세에 한 이의신청이 각 지방자치단체에 엄청나게 수

되었다.

결국 헌법재 소의 합헌결정으로 사태는 일단락되었는데, 어 든 주무

청인 행정자치부에서는 승용차를 보유한 국민들의 ‘조세 항’을 감안하여

술한 바와 같이 배기량 외에 차령도 고려하는 방향으로 지방세법을 개정

하 다.

79) 행정자치부장 의견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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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61조 헌소원

- 부부자산소득합산과세제도 -

(헌재 2002. 8. 29. 2001헌바82, 례집 14-2, 170)

최 갑 선
*

1)

【 시사항】

1. 헌법 제36조 제1항의 규범내용

2. 부부의 자산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

61조 제1항이 헌법 제36조 제1항에 반되는지 여부.

3. 심 상에 부수되는 련조항에 하여도 헌선언을 한 사례

【심 상】

이 사건의 심 상은 소득세법 제61조(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문 개정된 것)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반

되는지 여부이며, 심 상조항과 련법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득세법 제61조(자산소득합산과세)

① 거주자 는 그 배우자가 이자소득․배당소득 는 부동산임 소득

(이하 “자산소득”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와 그 배우자

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소득자(이하 “주된 소득자”라 한다)에게 그 배우

자(이하 “자산합산 상배우자”라 한다)의 자산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이

를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② 주된 소득자의 정은 당해연도 과세기간 종료일 재의 상황에 의

한다.

* 헌법연구 ,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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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소득을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

하여 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자산합산 상배우자에 하여는 그 자산소득

외의 소득에 한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④ 제1항에 규정하는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 액에 한 세액의 계산

에 있어서는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 액과 자산합산 상배우자의 자산소

득 액의 합계액을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 액으로 보고 통령령이 정하

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액에서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 액과 자산합산

상배우자의 자산소득 액에 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액을 제외한

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구 소득세법 제55조(2001. 12. 31. 법률 제6557호로 개정되기 의 것)

(세율)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

에 다음의 세율을 용하여 계산한 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종합소득과세표 〉 〈세 율〉

1천만원이하 과세표 의 100분의 10

1천만원 과 4천만원이하 100만원＋1천만원을 과하는 액의

100분의 20

4천만원 과 8천만원이하 700만원＋4천만원을 과하는 액의

100분의 30

8천만원 과 1천900만원＋8천만원을 과하는 액의

100분의 40

소득세법시행령 제120조(1999. 12. 31. 통령령 제16682호로 개정된 것)

(주된 소득자의 범 ) 법 제61조 제1항에서 “ 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소득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거주자 는 그 배우자 자산소득 액외의 종합소득 액이 많은 자

2. 자산소득 액외의 종합소득 액이 없거나 같을 경우에는 자산소득

액이 많은 자

3. 자산소득 액과 자산소득외의 종합소득 액이 모두 같을 경우에는 과

세표 확정신고서에 주된 소득자로 기재된 자. 다만, 과세표 확정신고서에

주된 소득자가 기재되지 아니한 때 는 신고서의 제출이 없는 때에는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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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지 할세무서장이 정하는 자로 한다.

【사건의 개요】

1. 심 청구에 이르게 된 경

청구인은 00 학교의료원의 의사로서 2000. 5. 30. 소득세법 제61조 제1

항, 소득세법시행령 제120조에 의거하여 자신을 주된 소득자로 하여 1999

년도 귀속 종합소득세과세표 을 확정신고하면서 자산합산 상배우자인 김

〇〇의 부동산임 소득 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자진납부하 다. 그

후 청구인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01조 제3항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에

의거하여 김〇〇의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 을 청구인과 김〇〇의 부동

산임 소득을 합한 액에서 공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공제받기 해

서 종합소득세경정청구를 종로세무서장에게 하 다. 그러나 종로세무서장

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자, 청구인은 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하 고, 이 사건의 계속 에 자

산소득의 부부합산과세를 규정한 소득세법 제61조 제1항이 헌법 제36조 제

1항, 헌법 11조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여 헌법에 반된다는 이유로 법

률조항에 한 헌제청신청을 하 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하자 2001.

10. 29. 이 사건 헌법소원 심 청구를 하 다.

2. 청구인의 주장 계기 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요지

부부의 자산소득을 주된 소득자의 자산소득으로 보고 주된 소득자의 종

합소득에 합산하여 세액을 산출하는 단순합산과세방식은 우리 소득세법의

진세율체계에 비추어 개인단 과세방식에 의할 경우보다 조세부담을 가

시킨다. 특히 부부의 자산소득합산과세로 인하여 혼인을 한 부부는 혼인

하지 아니한 성인 남녀보다 조세부담의 에서 하게 불이익을 받게 된

다. 이는 혼인한 부부를 혼인하지 않은 성인 남녀보다 조세부담의 에서

아무런 합리 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 제11조의 평등원칙에 배될 뿐만 아



380 헌법재 소결정해설집 2002

니라,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36조, 헌법 제

23조의 재산권 보장,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

에 반된다.

나. 서울행정법원의 헌제청신청기각결정의 이유 요지

(1) 이 사건 법률조항의 취지는 1) 자산소득에 하여는 부부를 같은 소

비단 로 담세력을 고려하는 것이 개인단 별 과세보다 생활실태에 합당하

고, 2) 원래 자산소득은 그 명의를 가족구성원에게 분산함으로써 세부담을

경감하기가 쉬우므로 부부를 과세단 로 보는 것이 조세회피행 를 방지할

수 있고, 3) 자산소득을 합산하여 진세율을 용함으로써 담세력에 부응

한 공평한 세부담을 실 할 수 있으며, 4) 소득불평등의 직 원인이 되

고 있는 자본 재산소유의 불평등을 소득세에 의하여 시정할 수 있기 때

문에 소득의 재분배기능을 강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

(2) 행 소득세법의 진세제 체계로 인하여 자산소득합산제도의 용을

받는 부부가 그 상이 되지 않는 독신자보다 불이익한 취 을 받고 있음

이 명백하다 하더라도 이는 국민의 생활실태 에서 본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담세력에 부합하는 공평한 과세를 실 하기 한 것으로서 합리

근거가 있는 차별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입법자의 재

량범 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어서 헌법 제11조에 배되지 아니한다.

(3) 헌법 제36조 제1항에서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할 국가의 의무를 규

정하고 있는 취지는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 로 한 혼인제도를

국가가 보장한다는 의미라 할 것이지 납세의무자의 담세력과 생활실태에

부합하는 공평한 과세를 무시하고 일률 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같이 과

세를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시키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어서, 이 사건 법

률조항은 헌법 제36조 제1항에 배되지 아니한다.

다. 재정경제부장 국세청장의 의견요지

(1) 자산소득의 부부합산과세를 규정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취지는 1)

자산소득에 하여 부부와 같은 소비단 로 담세력을 고려하는 것이 개인

단 별 과세보다 생활실태에도 합당할 뿐만 아니라, 2) 원래 자산소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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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명의를 가족구성원에게 분산함으로써 세부담을 경감하기가 쉬우므로 부

부를 과세단 로 보는 것이 조세회피행 를 방지할 수 있고, 3) 자산소득

을 합산하여 진세율을 용함으로써 담세력에 부응한 공평한 세부담을

실 할 수 있다는 데에 있다.

(2) 실 으로 부부의 경우 서로간의 소득을 공유하면서 이를 향유하는

것이 일반 이므로, 자산소득에 한 합산과세는 담세력에 부합하는 공평

한 과세를 실 하기 한 합리 근거가 있는 차별로서 평등권침해라고 볼

수 없다.

(3) 헌법 제36조 제1항에서 혼인 가족생활을 보장할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 로 한 혼인제도를

국가가 보장한다는 의미이지 납세자의 담세력과 생활실태와는 계없이 모

든 사람에게 일률 으로 같이 과세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시키는 규정이

라고 볼 수 없으므로 자산소득합산과세가 헌법 제36조 제1항에 배된다고

볼 수 없다.

【결정요지】

1.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

을 기 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라고 규정하

고 있는데,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을 스스로 결정하고 형성

할 수 있는 자유를 기본권으로서 보장하고, 혼인과 가족에 한 제도를 보

장한다. 그리고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에 련되는 공법 사

법의 모든 역에 향을 미치는 헌법원리 내지 원칙규범으로서의 성격도

가지는데, 이는 극 으로는 한 조치를 통해서 혼인과 가족을 지원하

고 제삼자에 의한 침해 앞에서 혼인과 가족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과제를

포함하며, 소극 으로는 불이익을 야기하는 제한조치를 통해서 혼인과 가족

을 차별하는 것을 지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포함한다. 이러한 헌법원리로

부터 도출되는 차별 지명령은 헌법 제11조 제1항에서 보장되는 평등원칙

을 혼인과 가족생활 역에서 더욱 더 구체화함으로써 혼인과 가족을 부당

한 차별로부터 특별히 더 보호하려는 목 을 가진다. 이 때 특정한 법률조

항이 혼인한 자를 불리하게 하는 차별취 은 한 합리 근거가 존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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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헌법상 정당화되는 경우에만 헌법 제36조 제1항에 배되지 아니한다.

2. 조세법률은 혼인한 자에게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 외에는 혼인생활

자체에 어떠한 명령이나 지를 직 으로 가하지 않는다. 따라서 헌법

제36조 제1항이 보장하는 혼인과 가족생활에 한 기본권이나 혼인과 가족

에 한 제도보장은 조세법률에는 어떠한 법 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나 헌법 제36조 제1항에서 도출되는 차별 지명령은 조세입법에서 조

세부담의 증가라는 경제 불이익을 통해서 혼인과 가족을 차별하는 것을

지한다. 그러므로 만약 조세법률이 혼인을 그 구성요건으로 삼아서 일정

한 법 효과를 결부시키고자 한다면, 혼인한 자를 경제 으로 불리하게 차

별취 해서는 안된다.

3.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거주자 는 그 배우자의 자산소득을 당해

거주자와 그 배우자 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

하여 세액을 계산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거주자 는 그 배우자라는 혼인의

구성요건을 근거로 혼인한 부부에게 더 높은 조세를 부과하여 혼인한 부부

를 혼인하지 않은 부부나 독신자에 비해서 불리하게 차별취 하고 있다.

4.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자산소득합산과세제도를 통하여 합산 상 자산소

득을 가진 혼인한 부부를 소득세부과에서 차별취 하는 것은, 아래에서 보

는 바와 같이, 한 합리 근거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헌법상 정당화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혼인 계를 근거로 자산소득합산과세를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혼인한 자의 차별을 지하고 있는 헌법 제36조

제1항에 반된다.

가. 자산소득합산과세제도가 부부간의 인 인 소득분산에 의한 조세회

피행 를 방지하고자 하는 목 을 추구하고 있지만, 부부간의 인 인 자

산 명의의 분산과 같은 가장행 등은 상속세 증여세법상 증여의제규정

(제44조) 등을 통해서 조세회피행 를 방지할 수 있다.

나. 개인이 획득한 소득을 소비하는 형태는 개인마다 다양할 것인데 부

부의 공동생활에서 얻어지는 약가능성을 담세력 내지 부능력과 결부시

켜 조세의 차이를 두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다. 소득불평등의 직 원인이 되고 있는 자산소유의 불평등을 소득세

에 의하여 시정하기 하여 진세율을 용함으로써 소득의 재분배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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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지고 있으므로, 자산소득이 있는 자와 없는 자간의 불공평의 해소를

해서 혼인과는 상 없이 자산소득이 있는 모든 납세의무자에 하여

진세율의 용에 의한 소득세부과를 통해서 소득의 재분배기능을 강화하는

것은 타당하다. 그러나 자산소득이 있는 모든 납세의무자 에서 혼인한

부부가 혼인하 다는 이유만으로 혼인하지 않은 자산소득자보다 더 많은

조세부담을 하여 소득을 재분배하도록 강요받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라. 부부자산소득합산과세와 같이 순수한 조세법 규정에서 조세부과를

혼인 계에 결부시키는 것은 가족법 등에서 혼인 계를 규율하는 것과는

달리 소득세법 체계상 사물의 본성에 어 난다.

마. 부부 자산소득 합산과세는 헌법 제36조 제1항에 의해서 보호되는 혼

인한 부부에게 조세부담의 증가라는 불이익을 래하는데, 이러한 불이익

은 자산소득을 가진 고소득계층뿐만 아니라 간 소득계층에게도 범 하

게 발생하고 그 불이익의 정도도 상당히 큼에 반해서, 자산소득합산과세를

통하여 인 인 소득분산에 의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소비단 별 담세

력에 부응한 공평한 세부담을 실 하고, 소득재분배효과를 달성하는 사회

공익은 그리 크지 않다고 할 것이므로 양자간에는 균형 인 계가 성

립한다고 볼 수 없다.

5. 그리고 심 상이 된 소득세법 제61조 제1항은 거주자 는 그 배우

자의 자산소득을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하도록

정하는 자산소득합산과세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 요소이므로, 소득세

법 제61조 제1항이 헌이라면, 이 조항과 체 ․종합 으로 분리될 수

없는 한 일체를 형성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61조의 나머지 조항들인 제

2항 내지 제4항은 독자 인 규범 존재로서의 의미를 잃게 되므로, 비록

심 상은 아니지만 이 법조항들에 해서도 헌선언을 한다.

【해설】

1.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연 과 주요내용

가. 소득세의 과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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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은 개인의 소득을 주거자의 경우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

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 소득 등을 합산한 종합소득과 퇴직소득,

양도소득, 산림소득 등으로 분류하여 각 소득의 종류마다 소득 액 세

율을 계산하는 방법을 정하고 있다(소득세법 제4조제1항, 제55조). 소득

들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 소득은 자산소득이고 여소득, 퇴직

소득 등은 근로에서 생기는 소득이며, 사업소득은 자산과 근로의 결합에서

생기는 소득이라고 볼 수 있다.

소득세법 제1조제1항은 개인은 각자의 소득에 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

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55조제1항은 진세율에 따른 소득세부

과의 근거는 개인 납세의무자의 종합소득이라고 규정함으로써, 우리 소득

세법은 소득세의 과세단 에 하여 원칙 으로 개인단 주의(개인단 과

세방식은 소득자 개인을 기 으로 과세소득을 악 측정하여 소득세액을

산출하는 방식)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소득세법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

서 자산소득에 해서는 외 으로 부부단 주의를 채택하여 개인단 과

세원칙에 한 외를 두고 있다.

나. 자산소득합산과세제도의 입법연

자산소득합산과세제도는 고소득층의 자산소득에 해서 과세하기

한 조치로 구 소득세법(1974. 12. 24. 법률 제2705호로 문개정된 것)에 의

해서 채택되어 1975. 1. 1.부터 시행되었다.

자산소득합산과세제도란 생계를 같이하는 일정범 내의 동거가족에게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 소득 등이 있을 때에 이러한 소득들을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이다.

자산소득합산소득과세제도의 입법취지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

소득 등과 같은 자산소득은 통상 세 주의 지배아래에 있으며, 그 성질상

명의분산이 용이하여 조세회피의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를 방지함으로써 담

세력에 맞는 공평한 과세를 실 하려는 데에 있다.

다. 자산소득합산과세제도의 주요내용

(1) 자산소득의 범



소득세법 제61조 헌소원 385

자산소득합산과세의 상이 되는 자산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

동산임 소득을 말한다(법 제61조제1항).

(2) 자산소득합산과세의 상자

자산소득합산과세제도를 최 로 도입한 구 소득세법(1974. 12. 24. 문

개정된 것) 제80조 제1항은 자산합산 상자의 범 를 생계를 같이하는 동

거가족인 주된 소득자, 주된 소득자의 배우자, 주된 소득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주된 소득자의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로 정하 었다.

그러나 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문 개정된 소득세법 제61조는

‘주된 소득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주된 소득자의 형제자

매와 그 배우자’는 자산소득합산과세 상자의 범주에서 제외시키고, “거주

자와 그 배우자”(부부)만을 자산소득합산과세 상자로 규정함으로써, 자산

소득합산과세 상자를 폭 으로 축소하 다.

이에 따라 행 소득세법상 자산소득합산과세의 상자는 주된 소득자

와 그 배우자(이하 ‘자산합산 상배우자’라 한다)이다(법 제61조제1항). 여

기서 ‘주된 소득자’는 거주자 는 그 배우자 자산소득 액외의 종합소

득이 많은 자, 자산소득 액외의 종합소득 액이 없거나 같을 경우에는 자

산소득 액이 많은 자, 는 자산소득 액과 자산소득외의 종합소득 액이

모두 같을 경우에는 과세표 확정신고서에 주된 소득자로 기재된 자가 된

다(법시행령 제120조).

(3) 자산소득의 합산 세액의 계산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 액에 자산합산 상배우자의 자산소득 액을

합산하여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 액을 산정한다.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

득을 근거로 각종 세액산정 차를 거쳐서 종합소득총결정세액을 산출한다.

종합소득총결정세액에서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 액과 자산합산 상배우

자의 자산소득 액에 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액을 제외한다)을 공

제하여 종합소득에 한 추가납부세액을 결정한다(법 제61조 제4항).

자산합산 상배우자에게는 주된 소득자에게 합산한 자산소득 액 외의

기타의 종합소득 액에 한하여 세액을 계산한다(법 제61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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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사건의 법률상 쟁

이 사건 법률조항은 거주자 는 그 배우자가 자산소득이 있는 경우에

당해 거주자와 그 배우자 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소득자에게 자산합산

상배우자의 자산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이를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

에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서 자산합산 상배우자의 자산소득을 합산하여

산출한 주된 소득자의 체 종합소득에 개인 납세의무자의 종합소득에

해서 용하는 진세율이 용된다. 따라서 자산합산 상배우자의 자산소

득의 합산으로 인하여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이 늘어나게 되고, 이에 따

라 그 이 보다 더 높은 진 소득세율이 용되면 그 만큼 주된 소득

자의 소득세가 더 증가하게 된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조세부과 방법의 하나인 ‘부부의 자산소득합산과세’

자체가 헌인지가 아니라, 개인에 한 진과세를 기 로 하고 있어서

‘조세증가 효과를 발생시키는 부부의 자산소득합산과세’가 헌인지 여부

가 문제된다. 왜냐하면 진세율이 용되지 않은 경우에는 부부의 자산소

득을 합산과세하더라도 아무런 조세증가 효과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헌여부 단에서의 법률상 쟁 은 진과세하에서 조세증가

효과를 발생시키는 부부 자산소득합산과세를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

조항이 헌법에 반되는지 여부이다.

3. 외국의 입법례

가. 독일

1920년에 제정된 연방소득세법에서는 부부의 소득에 미성년 자녀의 소

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가족단 의 합산비분할주의가 채택되었다. 그러나

1921년 법개정에 의해 처의 소득 독립노동으로부터 생기는 소득 부

와 계없는 사업에 있어서 비독립 노동으로부터 생기는 근로소득은 부

의 소득과 구별해서 독립 으로 과세하게 되었다. 그러나 Nazis시 에 들

어선 1934년의 소득세법에서 이 외는 배제되어 완 한 합산비분할주의가

부활되었다. 이것은 부인을 노동시장으로부터 배제하기 한 정책에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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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된 것이었다. 1941년 12월에는 쟁의 격화로 부인노동의 필요성이 높아

져, 처의 소득 부와 계없는 사업에 있어서 비독립 노동으로부터 생

기는 근로소득은 합산과세 상에서 제외되었다. 이로써 1921년 소득세법의

규정이 부분 으로 부활되었다.

제2차 세계 이 종료하고 제정된 1951년 소득세법에서는 과세단 에

해 종래의 제도를 그 로 유지하는 부부소득 합산비분할주의를 채택하여

부부의 소득은 합산하여 과세한다는 것(소득세법 제26조)과 자녀의 소득을

세 주의 소득에 합산해서 과세한다는 것(소득세법 제27조)을 규정했다. 다

만, 이 경우 부와 계없는 사업에 있어서 처의 비독립 노동으로부터 생

기는 근로소득은 합산과세로부터 제외한다는 것을 규정했다(소득세법시행

령 제43조). 따라서 부부가 제각기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합산하여 과세함

으로써 개인단 로 과세하는 경우보다 소득세의 부담이 증가하게 되었고,

이로 말미암아 ‘혼인징벌세’라는 말이 생겨나게 되었다. 이와 같은 부부단

주의는 진세율구조로 말미암아 개인단 주의에 비하여 한 소득세

부담의 증가를 래하 고, 따라서 부부합산과세를 정한 소득세법 제26조

가 독일의 기본법에 배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연방헌법재 소는 1957. 1. 17., 기본법 제6조 제1항(“혼인과 가족은 국가

질서의 특별한 보호아래 놓여 있다.”)은 단순히 혼인 가족의 보호만을

규율한 것이 아니고, 혼인 가족에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국가에게 명령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혼인으로 인하여 결혼 의 세액보다 과 하게

되는 합산과세 규정은 기본법 제6조 제1항에 배된다고 선고하 다. 즉,

기본법 제6조는 혼인 가족을 국가로부터 보호하기 한 원칙규범으로서

공법 사법에 한 구속 가치결정의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입법

자를 구속하며, 소득세법 제26조는 혼인에의 방해 조치를 의미하기 때문

에 헌임을 선언하 다(BVerfGE 6, 55-84).

한편, 독일연방헌법재 소의 결정에 따라 독일 정부는 1958년 합산분

할과세 방법인 2분2승제와 개인단 과세 에서 납세의무자 부부가 임의로

선택한 방법에 따르도록 소득세법을 개정하 다. 합산분할과세의 방법인 2

분2승제(Splittingverfahren) 방식에 따르면 부부의 방 소득은 합산된 후

다시 둘로 나 어진다. 그러나 종래와는 달리 그 합산액의 반액에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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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세율이 용되고, 그 산출액에 2를 곱하여 얻어진 세액이 부부의 세액

으로 된다. 결국 부부가 소득 소비를 공동으로 하고 있는 2인의 독신자

처럼 취 한 것이다.

독일연방헌법재 소는 에서 본 부부합산과세에 한 헌 결에 이어

서 1964. 6. 30. 만 18세 미만인 자녀가 얻는 소득(비독립 근로소득이 제

외된 자산소득 등)을 부모의 소득과 합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던 소득세법

제27조의 자녀합산과세제도도 기본법 제6조 제1항에 배되어 무효라고 선

언하 다1). 그 후 독일은 미성년 자녀의 자산소득 등을 부모의 소득과 합

산하지 않고 각각 개별 과세하도록 소득세법을 개정하 다.

나. 일본

1887년(明治 20년)에 제정된 소득세법은 호주 그 동거가족의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가족단 주의를 채용하고 있었다. 민법상의 가족제도와

소득세법상의 가족단 주의와는 호흡이 잘 맞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그런

데 1947년(昭和 22년)에 민법의 친족편이 부 개정되어 종래의 가족제도

가 폐지되었고, 이로 인하여 소득세법상의 가족단 주의는 존립의 근거를

잃게 되었다. 1949년의 Shoup권고2)에서는 가족단 주의를 폐지하고 각 납

세의무자가 독립의 신고서를 제출하여 각자의 소득액에 한 세액을 제각

기 납부하게 하도록 권고하 다. 이에 따라 1950년(昭和 25년)의 소득세법

개정시에 개인단 주의가 채택되었다. 그리고 자산소득합산과세제도는 다

음해인 1951년에 이자소득의 종합과세 폐지와 사무간소화의 견지에서 폐지

되었다.

그런데 1957년(昭和 32년)의 ‘임시세제조사회’는 자산소득은 세 를 과세

단 로 하여 합산하는 것이 자산 명의의 분할 등 표면상의 장에 의하여

부당하게 소득세가 경감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동거친족의 자산소득은

합산해서 진세율을 용하는 것이 담세력에 따른 공평한 부담이 된다는

근거로 자산소득합산과세를 채택할 것을 주장하 다. 이에 근거하여 1957

년부터 개인단 주의를 원칙으로 하되, 다만 자산소득에 한하여 세 단

1) BVerfGE 18, 97-112 참조.

2) Report on Japanese Taxation by the Shoup Mission,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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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합산과세하는 자산소득합산과세제도가 특례로서 다시 부활되었다.

그러나 일본은 1988년 소득세법 개정에서 세액계산이 복잡하다는 이유

로 자산소득합산과세제도를 폐지하고, 순수한 개인단 주의를 채택하여

재에 이르고 있다.3)

한편 일본의 최고재 소는 1980(昭和 55). 11. 20. 선고, 昭和 53 (행집)

55호 결에서, 헌법상 조세에 한 사항은 법률 는 법률에 기하여 정해

진 바에 임되어 있다고 해석되므로, 부부자산소득 합산과세에 한 일본

소득세법에 한 청구는 구체 인 세액계산을 정하는 것에 한 입법정책

상의 당․부당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헌의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한다고 시하 다.

그리고 최고재 소 결에서 다투고 있는 원심 결(1978(昭和 53). 1.

31 선고, 昭和 51 (행집) 61호)에서 동경고등재 소는 자산소득합산과세제

도가 혼인생활에 한 국가의 방해 조치라고 하여도 독일연방공화국의

기본법(제6조제1항)과 같은 혼인과 가정을 국가의 방해 조치로부터 보호

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일본 헌법 아래에서는 이것이 헌법에 반된다

고 할 수 없다고 시하 다.

이러한 시내용은 일본 神戶지방재 소 1976(昭和 51). 3. 31 (행집 27.

3. 472) 결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즉, 원고들은 헌법 13조, 14조 24조

2항의 법 앞의 평등의 원리는 서독기본법 6조 1항의 혼인보호의 원리를 포

함한 것이라는 제아래, 자산소득합산제도는 혼인생활을 하는 부부를

독신자보다 불이익하게 취 하는 것으로서 헌법의 각 조항에 반된다

는 취지로 주장하나, 헌법 24조는 가정생활에 있어서 개인의 존엄과 양성

의 평등을 선언하고 건 가족제도에 있어 가문 는 남자의 구속으로부

터 개인 특히 부인을 해방한다는 취지의 규정이고 혼인생활을 보내는 부부

와 독신자와의 사이의 평등에 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동조

2항은 서독 기본법 6조 1항과 같이 혼인이나 가정에 국가 , 사회 의의

를 인정하고 이를 유지 보호하여야만 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

로 원고들의 주장은 채용하기 어렵다고 시하 다.

3) 김완석, 소득세법, 2002, 69쪽 : 안경 , 자산소득합산과세제도의 검토, 세무사 6권

1호(1988.4.), 51, 52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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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미국

미국은 1913년 항구 세제로서 소득세를 채택한 이래 일 해서 개인단

주의를 채택해 왔다. 그러나 미국은 연방 체의 통일 재산제도가 존

재하지 않아서 부부재산제도는 각 주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상이하 다.

그런데 이러한 연방소득세에 있어서의 개인단 주의와 각 주의 부부 재산

제도의 차이와 련하여 심각한 문제를 제기한 것은 Poe v. Seaborn 사건

[282 U.S. 101, 51 S.Ct. 58 (1930)]이었다. 이 사건은 부부공유재산제를 채

택하고 있는 Washington주에 거주하는 Seaborn부처가 연방소득세신고에

있어서 부부공유재산제하에서는 부의 소득은 부부의 공유에 속한다고 하는

해석 아래, 소득의 반은 부의 소득으로, 나머지 반은 처의 소득으로 신고하

으나, 이에 해 국세청이 액을 부의 소득으로 경정처분함으로써 그

법을 다투어 소를 제기하기에 이른 사건이었다. 연방 법원은

Washington주의 재산법에 의하면 부부의 소득은 양자의 지분 1/2의 공유

에 속하므로 본 건의 부부는 그 소득합계액의 1/2을 각각의 소득으로 신고

할 자격이 있다고 시하 다.

연방 법원이 Poe v. Seaborn 결을 선고한 이후에, 부부공유제를

채택하고 있는 주에 거주하는 주민은 부부의 소득을 합산하여 이등분한

액이 각각 부 처의 소득이 되기 때문에 2분2승제의 이익을 받게 되었으

나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는 주에 거주하는 주민은 이러한 이익을 받을

수 없게 되어서 엄청난 세부담의 불공평이 발생하 다. 이러한 지역 불

공평을 해소하기 하여 연방의회는 1948년 모든 주에 하여 2분2승제도

를 선택 으로 도입하 다. 이에 따라 부부는 소득세의 신고시 각각의 소

득을 별개로 신고하는 것이 가능하고, 공동으로 신고하여 2분2승의 이익을

받는 것도 가능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2분2승제는 기혼자를 우 하고 독신자에게는 무거운 세

부담(“singles' penalty”)을 과하는 결과를 발생시킨다는 비 이 있었으며,

이러한 독신자의 제재("singles' penalty")가 헌이라는 소송이 끊임없이

제기되었으나, 법원은 이를 모두 배척하고 2분2승제가 합헌이라고 선고

하여 왔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연방의회는 1969년 독신자들의 불이익을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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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내용으로 내국세법을 개정하면서 소득세율표를 ① 합산신고를 하는

기혼자, ② 미혼 세 주, ③ 독신자, ④ 개별 신고를 하는 기혼자의 4종으

로 세분하 다.

그런데 이번에는 합산신고나 개별신고를 하는 기혼자(합산신고든 개별신

고든 기혼자에게는 세부담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음)가 독신자에 비하여 조

세부담이 증가하는 결과(“marriage penalty")가 발생하 다. 특히 맞벌이부

부로서 소득이 은 쪽이 부부합산 체소득의 20% 이상에 해당되는 소득

을 올리는 기혼자의 경우에 조세부담이 증가하 다(그러나 부부의 한쪽이

부부합산 체소득의 20%미만의 소득을 올리거나 소득이 없는 경우

에는 과세부담이 어든다).

이에 따라 기혼자 제재(“marriage penalty”)가 헌이라는 논쟁이 계속되

었으며, 미국연방제2항소법원은, 기혼자에게 소득세법상 불이익(“marriage

penalty”)을 주는 내국세법이 평등원칙을 침해하여 헌이라고 주장하며

제기된 사건(Drucker v. Comr., 697 F.2d 46)에서, 평등원칙의 배여부에

한 단은 유보한 채, 기혼자의 세부담 증가(“marriage penalty”)가 결혼

을 할 것인지 여부에 한 결정에 어느 정도 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결혼

을 할 것인지 여부는 궁극 으로 개인이 결정할 문제로 귀결되기 때문에

그 향이라는 것은 간 인 것에 불과하므로 ‘결혼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합헌을 선고하 다. 더 나아가 연방항소법원은 소득세

부과에서는 항상 ‘독신자 제재’(“singles' penalty”)나 기혼자 제재

(“marriage penalty”)의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으므로, 기혼자나 미혼자

에게 용되는 세율표상의 간격을 이고 조정하는 것은 의회 입법자가 모

든 련사항들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시하 다.

라. 국

근 소득세의 모국이라고 불리고 있는 국은 1799년에 소득세를 채

택한 이래 일 하여 부부를 하나의 과세단 로 취 하여 왔다. 즉 부부의

소득을 합산한 후에 독신자와 동일한 세율표에 의하여 과세하는 합산비분

할주의를 고수하여 왔다.

그러나 기혼여성의 사회 진출이 두드러지게 됨에 따라 1972년부터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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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근로소득은 부부 방의 신청에 의하여 남편의 소득으로부터 분리하

여 과세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 다.

그 후 1978년의 미드보고서에서 근로소득에 하여는 개인단 주의, 투

자소득에 하여는 소비단 주의를 채택할 것을 주장하 으나 채택되지 못

하 다. 이어서 1986년에 공표한 개인과세의 개 에 한 재무부의 그린페

이퍼에서 자산소득을 포함한 모든 소득에 하여 완 한 개인단 주의로

환할 것을 제안하 고, 이 제안을 바탕으로 하여 이루어진 세제개 에

의하여 1990년 4월부터 완 한 개인단 주의로 환하 다.4)

마. 랑스

랑스는 1945년 이래 가족제수제(家族除數制)라는 독특한 소득분할방식

을 채택하여 오고 있다.

우선 세 의 범 , 즉 합산 상이 되는 가족의 범 를 살펴보면 부모와

동일 세 에 속하는 자녀를 합산 상가족으로 포함시키고 있다. 그러나 자

녀가 18세 이상이거나 18세가 되기 에 결혼한 때에는 합산 상에서 제외

된다. 그리고 21세 미만(재학 인 자는 25세 미만)인 자녀 는 군에 복무

하는 자녀(연령에 계없다)의 경우에는 합산 상으로 취 되는 것을 선택

할 수 있다. 한편, 부부의 소득은 반드시 합산하여야 하나, 자녀의 소득에

하여는 분리하여 신고할 수 있다. 즉 자녀의 경우에는 합산이 강제되는

것은 아니다. 자녀의 소득을 분리하여 신고한 경우에 그 자녀는 독립된 납

세의무자로 취 되며, 뒤에서 설명하는 가족제수제의 산정에 있어서도 제

외된다.

다음으로 소득분할방식은 가족제수제라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가족제

수제는 독신자의 경우에는 1단 , 부부는 2단 , 부부 1인의 자녀는 2.5

단 , 부부 2인의 자녀는 3단 , 부부 3인의 자녀는 4단 로 하여 과

세소득을 가족제수로 나 액에 세율을 곱하여 세액을 산출하고 여기에

다시 가족제수를 곱하여 납부세액을 산정하는 방법이다. 자녀의 수가 많은

만큼 세율의 진도를 완화시키게 된다. 납세의무자가 홀아비 는 과부인

경우로서 부양하여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가족제수를 산정함에 있어

4) 김완석, 소득세법, 2002, 66-67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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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배우자가 생존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부부의 소득에 하여는 부

부가 공동으로 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아울러 연 납세의무를 진다.

가족제수제는 기혼자, 특히 자녀가 있는 기혼자의 소득세 부담을 감소시

킨다. 소득세 부담의 감소 정도는 자녀의 수가 많고 부부 부(夫) 는

부(婦)만이 소득을 얻는 경우에 가장 하다. 따라서 가족제수제는 진

소득세의 기능을 약화시키는 작용을 하는 것이다. 이 가족제수제는 인구증

가를 장려하기 하여 채용된 것이라고 하는데, 고액소득자에게 보다 큰

소득세의 경감혜택을 부여하고 있다는 에서 비 이 가하여지고 있다.5)

바. 평가

에 본 바와 같이 독일, 일본, 국, 미국, 랑스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모두 부부의 자산소득합산과세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4. 결정에 한 해설

가. 헌법 제36조 제1항에 의거한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1) 헌법 제36조 제1항의 보호 역

헌법 제36조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 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 로 유지되어야 할 혼인과 가족생활을

국가가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36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은 3가지

규범내용을 가진다.6)

5) 김완석, 소득세법, 2002, 69-70쪽 참조.

6) 독일연방헌법재 소는 BVerfGE 6, 55 결정에서 기본법 제6조제1항(“혼인과 가족

은 국가질서의 특별한 보호아래 놓여 있다.”)을 근거로 처의 근로소득을 제외한

부부의 소득에 해서 합산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던 소득세법 제26조를 헌으

로 선고하 다. 이 결정에서 시한 기본법 제6조제1항의 내용은 이후의 소득세법

과 련된 결정들에서 계속 용되고 있어서, 조세평등주의원칙과 더불어 소득세

법상 수해야 할 요한 원칙이 되었다. 독일 기본법 제6조제1항의 규정내용과

우리 헌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내용은 서로 다르다고 하지만 ‘혼인과 가족’에

한 보호 내지 보장내용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독일연방헌법재 소가 시

한 기본법 제6조제1항의 시내용은 우리 헌법 제36조 제1항의 해석에도 그 로

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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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헌법 제36조제1항은 국가에 의한 간섭을 받지 않고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본질 평등의 바탕 에서 혼인과 가족생활을 스스로 결정하고 형

성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한다. 즉, 모든 국민은 국가에 의한 간섭을 받지

않고 스스로 혼인을 할 것인가 하지 않을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고 혼인을

함에 있어서도 그 시기는 물론 상 방을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며,

이러한 결정에 따라 혼인과 가족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헌재 1997. 7. 16.

95헌가6 등, 례집 9-2, 1, 17 참조).7)

둘째, 헌법 제36조제1항은 헌법에 규정된 혼인제도와 가족제도의 본질

인 내용이 법률상으로 반드시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제도보장을 포함한

다. 혼인과 가족에 한 법률은 헌법 제36조 제1항에 규정된 혼인과 가족

의 헌법 제도 내지 개념으로부터 나오는 핵심 내용들( 컨 , 일부일

처제 등)을 규율하여야 한다. 따라서 입법자가 혼인제도와 가족제도를 폐

지하는 것은 제도보장에 배된다.

셋째, 헌법 제36조제1항은 가치결정 인 원칙규범으로서의 기능을 가진

다. 이에 따르면 헌법 제36조제1항은 극 으로는 한 조치를 통해서

혼인과 가족을 지원해야 할 국가의 과제를 포함하며8), 소극 으로는 불이

익을 야기하는 제한조치를 통해서 혼인과 가족을 차별하는 것을 지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포함한다. 따라서 헌법 제36조제1항은 독신자에 비해서

혼인한 자를 차별하거나, 자녀를 갖지 않은 자에 비해서 자녀를 가진 부모

를 차별하는 것을 지한다. 이러한 ‘차별 지원칙’은 특히 조세입법자에게

명백한 한계를 설정하고 있는데, 이에 해서는 아래에서 다시 살펴보기로

한다.

와 같이 헌법 제36조제1항에 포함된 객 법 인 원칙규범은, 헌법 제

36조제1항이 보장하는 혼인과 가족에 한 기본권이나 이에 한 제도보장

이 련되지 않은 경우에, 법 효력을 미친다. 따라서 입법자는 혼인과 가

7) 김철수 교수(헌법학개론, 14 (2002), 785)는 헌법 제36조제1항은 “혼인제도와 가

족제도의 제도보장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혼인의 자유, 양성의 평등, 가족제도의

보호를 규정한 생존권”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8) 혼인과 가족을 지원하는 구체 방법을 선택함에 있어서 입법자는 자유로운 재량

을 가지며, 특정한 국가의 부를 요구하는 구체 인 청구권을 ‘지원명령’으로

부터 도출해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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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과 련되는 공법 사법 등 모든 법규범에 한 입법에서 헌법 제36조

제1항이 가지는 혼인과 가족에 한 객 법 인 가치와 의미를 반 하고

수하여야 한다.

(2) 헌법 제36조 제1항이 가지는 가치결정 인 원칙규범과 조세입법

조세법률은 혼인한 자에게 조세지불의무를 부과하는 것 외에는 혼인생

활 자체에 어떠한 명령이나 지를 직 으로 부과하지 않는다. 따라서

조세법률은 헌법 제36조제1항이 보장하는 혼인과 가족생활에 한 기본권

이나 혼인과 가족의 제도보장과는 직 인 련을 갖지 않는다.

그러나 헌법 제36조 제1항이 가지는 가치결정 인 원칙규범은 조세입법

에서 불이익을 야기하는 제한조치를 통해서 혼인과 가족을 차별하는 것을

지한다. 따라서 입법자는 소득세와 같은 개인세의 과세요건을 설정함에

있어서 헌법 제36조 제1항이 가지는 가치결정 인 원칙규범의 가치와 의미

를 반드시 반 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만약 조세법률이 혼인 는 가족의

구성요건에 일정한 법 효과를 결부시키고자 한다면, 혼인한 자나 가족을

가진 자를 경제 으로 불리하게 취 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특정한 조세법률조항이 헌법 제36조제1항에 포함된 가치결정

인 원칙규범에 배되느냐 여부에 한 단은 혼인한 자를 혼인하지 않는

자에 비해서 불리하게 하는 차별취 이 존재하는지에 한 확인으로부터

시작된다.

(3) 헌법 제36조제1항의 가치결정 인 원칙규범에 배되는지 여부

심사기

특정한 법률조항이 헌법 제36조제1항에서 보호되는 혼인 는 가족을

차별취 하는 것은 헌법상으로 정당화되는 경우에만, 헌법 제36조제1항의

원칙규범에 배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에 한 배여부 단에서는 어

떠한 심사기 이 용되어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헌법 제11조 제1항 제1문의 일반 인 평등원칙에서와 같이 강도가 낮은

차별취 의 경우에는 자의 이거나 합리 인 근거없는 차별취 의 지원

칙이 용된다. 이는 단순한 명백성통제로서 단 하나의 단순한 합리 근



396 헌법재 소결정해설집 2002

거라도 존재하는 경우에는 차별취 이 정당화된다. 그러나 헌법 제11조 제

1항 제2문의 특별한 평등원칙에서와 같이 강도가 높은 차별취 의 경우에

는 한 합리 근거가 없는 차별취 의 지원칙이 용된다. 이 경우

에는 차별취 이 비례의 원칙에 어 나지 않은 때에만, 한 합리 근

거가 있는 차별취 으로서 정당화된다.

그런데 헌법 제36조 제1항에서 보호되는 혼인 는 가족에 한 차별취

은 강도가 높은 차별취 에 해당되므로, 한 합리 인 근거가 존재하

는 경우에만 헌법상으로 정당화된다고 할 것이다.9)

참고로, 독일연방헌법재 소는 기본법 제6조 제1항(혼인 가족의 특별

한 보호)이 '특별한 평등원칙'을 포함하며, 따라서 혼인 가족을 다른 생

활집단에 비해서 차별하는 것을 지한다고 시하 다.10) 이로써 독일연

방헌법재 소는 기본법 제6조제1항을 기본법 제3조제2항(특별한 평등원칙)

의 한 유형으로 악하 다. 연방헌법재 소는 기본법 제6조제1항이 가지

는 이러한 특별한 평등원칙의 의미를 특히 조세법의 역에 부여하고 혼인

과 가족의 조세 부담에 한 입법 한계를 도출해냈다. 그러나 독일 연

방헌법재 소는 혼인 는 가족에 한 차별취 이 헌법상 정당한지 여부

에 한 단에서 비례의 원칙을 직 으로 용하지 않고, 한 사유

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특정한 조세 계 법률조항이 기본법 제6조제

1항의 원칙규범에 배된다고 시하고 있다.11)

(4) 헌법 제36조 제1항과 헌법 제11조제1항과의 계

조세입법에서 수해야 할 헌법원칙으로는 일반 으로 헌법 제59조에 의

9) 이와는 달리, 헌법 제36조 제1항에서 보호되는 혼인 는 가족에 한 차별취

은 헌법 제11조제1항제1문의 일반 평등원칙에서 지되는 차별취 보다는 그

강도가 높지만, 헌법 제11조제1항제2문의 특별한 평등원칙에서 지되는 차별취

보다는 그 강도가 낮다고 볼 수도 있다. 이 경우에는 간 정도의 심사기 을

용하여, 혼인 는 가족에 한 차별취 이 완화된 비례의 원칙 심사를 거쳐서

한 합리 인 근거가 존재하는 경우에만 헌법상으로 정당화된다고 할 것이다.

10) BVerfGE 76, 126, 128f. ; 87, 234, 259 (독신자에 한 혼인한 자의 차별 지) ;

87, 1, 37(자녀없는 자에 한 자녀있는 자의 차별 지) ; 67, 186, 195 ; 99, 216,

232 (다른 생활 집단 양육집단에 한 혼인 가족의 차별 지) 참조.

11) 독일연방헌법재 소는 BVerfGE 99, 216, 232 쪽에서 이에 한 자세한 시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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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한 조세법률주의원칙, 헌법 제11조제1항에 근거한 조세평등주의원칙과 헌

법 제36조 제1항에 의거한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등을 들 수 있다.12)13)

에서 본 바와 같이 헌법 제36조 제1항은 헌법 제11조 제1항 제1문의

경우보다 더 엄격한 헌법심사가 요청된다. 왜냐하면 헌법 제36조 제1항은

헌법 제11조제1항 제1문에 의거한 일반 인 평등원칙을 넘어서는 헌법

가치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세법률에 한 헌법심사에서 헌법 제36조제1항의 차별 지원

칙과 헌법 제11조 제1항 제1문에 의거한 일반 인 평등원칙 에서 어느

원칙이 우선 으로 용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특정한 조세법률조항이

가지는 규율내용과 사물 연 성을 근거로 하여 우선 용여부를 결정해

야 한다.

특정한 법률조항이 가지는 ‘혼인’ 는 ‘가족’이라는 형식 인 구성요건

요소를 통해서 미혼의 납세의무자와 비교하여 혼인한 자에게 더 높은 조세

부담을 야기하는 “형식 인 차별”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6조제1항

에 의한 차별 지원칙이 용된다. 이 경우에는 차별취 이 혼인 는 가

족이라는 법률 구성요건에 직 으로 연결되고 있으므로, 헌법 제36조

제1항이 특별한 평등원칙으로서 헌법 제11조제1항제1문의 일반 인 평등원

칙에 우선하여 용된다.

이에 반해서 특정한 법률조항이 혼인하거나 가족이 있는 사람들과 그

지 아니한 다른 사람들을 형식 으로 동등하게 취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혼인과 가족이 련된 사실 계가 조세부과과정에서 고려되지 않는 경우에

는, “실질 인 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 컨 동일하게 높은 소득을 가지

는 납세의무자들을 형식 으로 동일하게 취 한다고 하더라도, 혼인하여

가족부양의무를 가지는 납세의무자는 가족부양의무에 따른 부양비용 만큼

12) 독일의 연방헌법재 소 례와 통설에 따르면, 기본법 제3조제1항에 의거한 평

등원칙(조세평등주의원칙)과 기본법 제6조제1항에 의한 혼인과 가족의 보호가 소

득세 입법상 수해야 할 핵심 인 헌법원칙이 되고 있다. 이에 해서 자세한 것

은 H.-W. Arndt / A. Schumacher, Einkommensbesteuerung und Grundrechte, in:

AöR 1993(Heft 4), 513, 516f. 564f. 참조.

13) 김완석은, 소득세법론(2002), 33-37쪽에서, 소득세의 과세원칙으로서 “응능부담의

원칙(특히 헌법 제11조제1항에 의거한 조세평등주의원칙)”, “기간과세의 원칙”

“헌법 제36조제1항에 의거한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호원칙”을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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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와 같은 혼인한 자에 한 실질 인 차별의 경우에

는 헌법 제11조제1항제1문에 의한 일반 인 평등원칙이 용된다.

그리고 혼인한 사람들 상호간의 차별취 에서는 헌법 제36조제1항이 아

니라 헌법 제11조제1항제1문이 용된다.14)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의 경우

이 사건 법률조항은 거주자 는 그 배우자가 자산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와 그 배우자 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소득자에게 자산합산

상배우자의 자산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이를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

에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거주자 는 ‘배우자’의 자산소득을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혼인’(‘배우자’) 이라는 구성요

건요소를 통하여 독신자 는 미혼의 납세의무자들보다 기혼의 납세의무자

들에게 더 높은 조세부담을 야기시키고 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

은 자산소득합산과세를 통하여 발생하는 조세상의 불이익을 납세의무자들

사이에 존재하는 혼인 계에 연계시키고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

은 독신자 는 혼인하지 아니한 납세의무자들에 비해서 혼인한 납세의무

자들을 ‘형식 으로’ 차별하고 있다.

헌법재 소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혼인한 납세의무자들에 한 형식

인 차별을 발생시키고 있기 때문에, 헌법 제11조 제1항 제1문이 아니라 헌

법 제36조 제1항이 련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헌여부는 헌법 제36

조 제1항에 의한 심사기 을 용하여 단되어야 한다고 시하 다.

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 제36조제1항에 배되는지 여부

(1) 우선 헌법재 소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자산소득합산과세 상 혼인

부부에게 미치는 향을 다음과 같이 분석하 다.

개인 납세의무자의 개별 종합소득에 한 과세에 있어서 용되는 진

세율을 부부의 자산소득을 합산하여 산출한 체소득에 해서 용하

14) H. W. Arndt, A. Schmacher, Einkommensbesteuerung und Grundrechte, AöR

1993, Heft 4, 513, 565-567 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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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우에는 그만큼 소득세가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진과세 아래에서

합산 상배우자의 자산소득을 합산하면 합산 상소득을 가진 부부는 동일

한 소득을 가진 독신자 는 혼인하지 않은 상태로 동거하고 있는 자 보다

더 많은 조세를 부담하게 된다. 이러한 조세부담액의 차이는 소득세의

진성이 증가할수록 더욱 증가될 것이다.

이를 구체 으로 살펴보면, 구 소득세법 제55조(2001. 12. 31. 법률 제

6557호로 개정되기 의 것) 제55조 제1항에 의거 종합소득과세표 비

세율은 1천만원 이하가 10%, 1천만원 과 4천만원 이하가 20%, 4천만원

과 8천만원 이하가 30%, 8천만원 과인 경우가 40%이다. 이에 따라서

연간 종합소득과세표 액이 8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자산합산 상배우자

의 자산소득 합산과세로 인하여 용되는 진세율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서 조세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연간 종합소득과세표 액이 8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자산합산 상배우자의 자산소득이 합산되더라도 진세율 상향

조정에 따른 조세부담은 증가하지 않지만, 자산합산 상배우자의 자산소득

에 해서 최고 세율이 용되기 때문에 그만큼 조세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자산소득합산과세를 통해서 자산소득합산과

세 상인 혼인한 부부를 혼인하지 않은 부부나 독신자에 비해서 불리하게

차별하고 있다.

(2) 다음으로 헌법재 소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자산소득합산과세를 통

해서 합산과세 상 혼인 부부를 혼인하지 않은 부부나 독신자에 비해서 차

별취 하는 것이 헌법상 정당화되는지를 단하 다.

(가) 헌법재 소는 ‘인 인 소득분산에 의한 조세회피방지’ 논거가 아

래와 같은 이유로 타당성을 결여하고 있다고 보았다.

1) 자산소득합산과세제도가 부부간의 인 인 소득분산에 의한 조세회

피행 를 방지하고자 하는 목 을 추구하고 있지만, 부부간의 인 인 자

산 명의의 분산과 같은 가장행 등은 상속세 증여세법상 증여의제규정15)

15) 컨 상속세 증여세법([법률제6301호 일부개정 2000. 12. 29.) 제44조 (배우자

등에 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① 배우자 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

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 통령령이 정하는 특수 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 계에 있는 자가 양수일부터 3년이내에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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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통해서 조세회피행 를 방지할 수 있다. 그러므로 획일 으로 부부의

자산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는 행정편의주의 인 발상이라고 할 것

이다.16)

2) 부부의 일방이 혼인 부터 소유하고 있던 재산 는 부부의 일방이

혼인 에 상속 등으로 취득한 재산과 같은 고유재산 등으로부터 생긴 소

득은 소득세의 부담을 경감 는 회피하기 하여 인 으로 소득을 분산

한 결과에 의하여 얻어진 소득이 아니다.17) 그러나 자산소득합산과세제도

는 부부 어느 한쪽의 특유재산에서 발생한 자산소득까지 그 다른 한쪽

의 배우자(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으로 보아 합산과세하기 때문에 불합리

하다.

3) 부부가 혼인후에 얻는 소득은 부부의 공동노력의 결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러한 소득을 기 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부부 구의

명의로 하든지 간에 이를 인 인 소득분산으로 볼 수 없다.18)

4) 따라서 부부 자산소득 합산과세제도의 핵심 인 사유가 되는 ‘인

인 소득분산에 의한 조세회피방지’라는 논거는 그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다.

그 다면 인 인 소득분산에 의한 조세회피방지를 해서 선택한 부

부 자산소득 합산과세제도는 한 입법수단이라고 할 수 없다.

(나) 헌법재 소는 ‘소비단 별 담세력에 부응한 공평한 세부담’ 논거가

타당성이 없다는 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시하 다.

개인이 획득한 소득을 소비하는 형태는 개인마다 다양할 것인데 부부의

공동생활에서 얻어지는 약가능성을 담세력 내지 부능력과 결부시켜 조

세의 차이를 두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19) 더군다나 부부의 가계공동생활에

서의 약가능성은 소득세법상 담세력의 요소로서 고려될 사항이 아

양도자의 배우자등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그 특수 계에 있는 자가 당해 재

산을 양도한 당시의 재산가액을 당 양도자가 그의 배우자등에게 직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16) 김완석, 소득세법론, 2002, 78쪽 참조.

17) 김완석, 소득세법론, 2002, 78쪽 참조.

18) 민태욱, 부부합산과세의 헌법 문제 , 연세법학연구 제7집 제2권(2000. 12.),

201, 214 쪽

19) 민태욱, 부부합산과세의 헌법 문제 , 연세법학연구 제7집 제2권(2000. 12.),

201, 212-21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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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20)

그리고 부부의 일방이 혼인 부터 소유하고 있던 재산 는 부부의 일

방이 혼인 에 상속 등으로 취득한 재산과 같은 고유재산 등으로부터 생

긴 자산소득에 해서도 주된 소득자의 소득으로 간주하여 합산과세하는

것은 소득세법상 실질과세의 원칙에 배된다.

따라서 부부 자산소득합산과세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세 부담의 증가

는 부부의 공동생활을 통하여 얻게 되는 약가능성과 이를 통해서 증 되

는 경제 부능력인 담세력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다) 한 헌법재 소는 ‘소득의 재분배기능 강화’ 논거가 아래와 같은

이유 때문에 타당성이 없다고 단하 다.

소득불평등의 직 원인이 되고 있는 자산소유의 불평등을 소득세에

의하여 시정하기 하여 진세율을 용함으로써 소득의 재분배가 이루어

지고 있다. 따라서 자산소득이 있는 자와 없는 자간의 불공평의 해소를

해서 혼인과는 상 없이 자산소득이 있는 모든 납세의무자에 하여 진

세율의 용에 의한 소득세부과를 통해서 소득의 재분배기능을 강화하는

것은 타당하다.

그러나 자산소득이 있는 모든 납세의무자 에서 혼인한 부부가 혼인하

다는 이유만으로 혼인하지 않은 자산소득자보다 더 많은 조세부담을 하

여 소득을 재분배하도록 강요받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라) 헌법재 소는 부부자산소득합산과세와 같이 순수한 조세법 규정에

서 조세부과를 혼인 계에 결부시키는 것은 가족법 등에서 혼인 계를 규

율하는 것과는 달리 소득세법 체계상 사물의 본성에 어 나므로,21) 자산소

득합산과세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세부담의 증가가 소득세법의 본질상 혼

인 계를 기 로 발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단하 다.

(마) 끝으로 헌법재 소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입법수단과 입법목

20) 독일연방헌법재 소는 BVerfGE 6, 55, 77쪽에서, “부부소득합산과세는 혼인에

결부시키는 것이 아니라, 공동가족생활을 통해서 획득한 약과 이를 통해서 증

된 담세력에 결부시키고 있다는 이유로, 부부소득합산과세가 정당화될 수 없으며,

공동생활에서 약가능성은 체 소득세법 역에서 담세력의 요소로서 고려될 수

없으며, 소득세법 체계와도 맞지 않는다”고 시하 다.

21) 독일연방헌법재 소 BVerfGE 6, 55, 77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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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의 계가 균형 이지 않다고 다음과 같이 단하 다.

부부 자산소득 합산과세는 헌법 제36조제1항에 의해서 보호되는 혼인한

부부의 조세부담이 증가하는 불이익을 래한다. 이러한 불이익은, 에서

본 바와 같이, 자산소득을 가진 고소득계층뿐만 자산소득을 가진 간 소

득계층에게도 범 하게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이 혼인하지

아니한 소득자에 비해서 받게 되는 불이익은 상당히 크다고 할 것이다. 이

에 반해서 자산소득합산과세를 통하여 인 인 소득분산에 의한 조세회피

를 방지하고, 소비단 별 담세력에 부응한 공평한 세부담을 실 하고, 소득

재분배효과를 달성하는 사회 공익은 기 하는 만큼 그리 크지 않다고 할

것이다.

그 다면 양자를 비교형량하여 볼 때 자산소득합산과세를 통해서 얻

게 되는 공익보다는 혼인한 자의 차별취 으로 인한 불이익이 더 크다고

할 것이므로, 입법수단과 입법목 간에는 균형 인 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바) 소결론

결론 으로 헌법재 소는 ‘인 인 소득분산에 의한 조세회피방지’, ‘소

비단 별 담세력에 부응한 공평한 세부담’, ‘소득의 재분배기능 강화’ 등의

논거들은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자산소득합산

과세제도를 통하여 자산소득합산과세의 상이 되는 혼인한 부부를 혼인하

지 아니한 자에 비해서 소득세부과에서 차별취 을 하는 것은 헌법상 정당

화될 수 없다고 선언하 다.

(3) 결론

이에 따라 헌법재 소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혼인을 이유로 자산소득합

산과세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혼인한 자를 차별하는 것을 지하고 있는 헌

법 제36조제1항에 반된다고 선고하 다.

라. 부수 헌선언

여기서는 이 사건 법률조항인 소득세법 제61조 제1항 외에도 이 법조항

과 련되는 같은 법조 제2항 내지 제4항에 해서도 부수 으로 헌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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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1) 헌법심 의 상이 된 법률조항 일정한 법률조항이 헌선언된

경우 같은 법률의 그 지 아니한 다른 법률조항들은 효력을 그 로 유지하

는 것이 원칙이나, 다음과 같은 외 인 경우에는 헌인 법률조항 이외

의 나머지 법률조항들도 함께 헌선언할 수가 있다. 즉, 합헌으로 남아 있

는 나머지 법률조항만으로는 법 으로 독립된 의미를 가지지 못하거나,

헌인 법률조항이 나머지 법률조항과 극히 한 계에 있어서 체 ․

종합 으로 양자가 분리될 수 없는 일체를 형성하고 있는 경우, 헌인 법

률조항만을 헌선언하게 되면 체규정의 의미와 정당성이 상실되는 때가

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헌재 1989. 11. 20. 89헌가102, 례집 1, 329,

342 ; 1996. 12. 26. 94헌바1, 례집 8-2, 808, 829 ; 2001. 7. 19. 2000헌마

91․112․134(병합), 례집 13-2, 77, 100).

(2) 이 사건 법률조항인 소득세법 제61조 제1항은 거주자 는 그 배우

자가 자산소득이 있는 경우에 자산합산 상배우자의 자산소득을 주된 소득

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하도록 정하는 자산소득합산과세제

도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 요소이다.

그런데 같은 조 제2항은 주된 소득자의 정은 당해연도 과세기간 종료

일 재의 상황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자산소득을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자산합산 상

배우자에 하여는 그 자산소득 외의 소득에 한하여 세액을 계산한다고 규

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은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 액에 한 세액

의 계산에 있어서는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 액과 자산합산 상배우자의

자산소득 액의 합계액을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 액으로 보고 계산한 세

액에서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 액과 자산합산 상배우자의 자산소득 액

에 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의 합계액을 공제한 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자산합산과세제도의 근간이 되는 소득세법 제61조 제1항이 헌

이라면, 그에 부수되는 같은 조 제2항 내지 제4항은 같은 조 제1항과 체

․종합 으로 양자가 분리될 수 없는 한 일체를 형성하고 있으므로

독자 인 규범 존재로서의 의미를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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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헌법재 소는 소득세법 제61조 제2항 내지 제4항이 비록 심

상이 아니지만 같은 조 제1항과 함께 헌선언을 함으로써 법 명확

성을 기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그에 하여도 헌선언을 하 다.

마. 결정의 의의

헌법재 소는 이 사건 결정을 통하여 헌법 제36조 제1항에서 보장하는

혼인과 가족생활에 한 규범 인 내용을 새롭게 설시하 는데, 이러한 규

범 인 내용이 소득세법 역에서 반드시 수되어야 하기 때문에 소득세

부과에서 혼인한 자를 차별해서는 안된다는 을 명확히 하 다는데 결

정의 의의가 있다.

부부의 자산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61

조가 헌으로 효력을 상실함에 따라서 자산소득을 가진 부부는 자산소득

을 개인별로 납세하게 되어 상 으로 낮은 소득세율을 용받게 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결정에 해서는 부부 합산과세에 따른 공 이익 보다는

사 이익을 우선시하여 자산소득이 많은 가진 자의 편을 들어주었다는 비

(한겨 신문 2002. 8. 31. 4면; 국민일보 2002, 9. 5. 6면)이 있었다.

한편 이 사건 심 상인 소득세법 제61조는 2002. 12. 18 개정된 소득

세법개정법률 제06781호로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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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제61조 제31조 제5호

부분 헌소원
- 공무원의 당연퇴직 제도와 공무담임권-

(헌재 2002. 8. 29. 2001헌마788, 2002헌마173(병합) 례집 14-2, 219)

김 진 한
*

1)

【 시 사항】

1. 헌법 제25조 공무담임권의 보호 역

2. 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 를 받은 경우에는 공무원직에서 당연히 퇴

직하는 것으로 규정한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제31조 제5호 부분은 헌법

제25조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심 상】

이 사건 심 의 상은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제31조 제5호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헌 여부이며, 그 내용 련조항은 다

음과 같다.

제61조 (당연퇴직) 공무원이 제31조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제31조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치산자 한정치산자

2. 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

* 헌법연구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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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 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 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 기간 에 있

는 자

6. 법원의 결 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면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사건의 개요】

1. 심 청구에 이르게 된 경

가. 청구인은 1992. 8.경 9 수산직 지방공무원으로 채용된 이후, 1995.

2. 6.경 부산 역시 기장군 장안읍사무소 산업계에서 근무하던 직무수행

과 련하여 허 공문서 작성 동행사의 의로 기소된 후, 2001. 1. 12.

부산고등법원에서 징역 6월의 선고유 결을 받고 법원에 상고하 다

가 2001. 9. 7.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선고유 의 원심 결이 확정되었다

(2001헌마788).

나. 청구인은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제31조 제5호의 고형 이상의 선

고유 의 결이 확정될 경우에 해당되어 공무원직으로부터 당연퇴직 당하

게 되었다. 청구인은 이에 지방공무원법 규정에 의하여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공무담임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01. 10. 24. 이 사

건 헌법소원을 제기하 다(2002헌마173).

2. 청구인의 주장 계기 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1)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공무원의 당연퇴직사유에 따르면 벌 형은

결격사유로 규정하지 않으면서 벌 형보다 더 가벼운 선고유 는 공무원의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헌법 제10조에 의한 인간의 존엄

성과 행복추구권, 제11조 제1항이 보장하는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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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무원 계의 종료여부에 해서는 형사 결의 결과만이 아니라 다

른 요소들까지 종합 으로 감안할 수 있도록 징계 차를 통하여 결정하도

록 하는 것이 공직제도의 신뢰성과 공무원의 기본권을 보다 하게 조화

시키는 방안이다. 순간 인 과실로 인하여 고이상의 형의 선고유 를 받

은 경우에도 공무원을 당연히 공직에서 퇴직시키는 것은 해당 공무원의 공

무담임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으로 기본권 제한의 한계인 과잉 지의

원칙에 반한다.

나. 행정자치부장 의 의견

(1) 공무원은 헌법과 계 공무원법 규정에 의하여 고도의 윤리성과 성

실성을 갖출 것이 요구되고 있다.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61조에서는 일정

한 유죄 결을 받은 자 등이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하고,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에 이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공무원직에서 당연퇴직되도

록 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무원의 윤리성 등을 확보하여 공무원에 한 국

민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하는 공익을 하여 두게 된 규정이다.

(2) 지방공무원법상에는 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 를 받은 경우와 고

미만의 형의 선고유 를 받은 경우를 구분하여, 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

를 받은 경우만 임용결격사유 당연퇴직사유로 하고 있으므로 과잉

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결정요지】

1. 헌법 제25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

을 가진다.”고 하여 공무담임권을 보장하고 있고, 공무담임권의 보호 역에

는 공직취임의 기회의 자의 인 배제 뿐 아니라, 공무원 신분의 부당한 박

탈도 포함되는 것이다.

2. 공무원이 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 를 받은 경우에는 공무원직에서

당연히 퇴직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고 이상의

선고유 의 결을 받은 모든 범죄를 포 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심지어 오늘날 구에게나 험이 상존하는 교통사고 련 범죄 등 과실범

의 경우마 당연퇴직의 사유에서 제외하지 않고 있으므로 최소침해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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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에 반한다.

오늘날 사회구조의 변화로 인하여 ‘모든 범죄로부터 순결한 공직자 집단’

이라는 신뢰를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게 공익만을 우선한 것이며, 오늘날

사회국가원리에 입각한 공직제도의 요성이 강조되면서 개개 공무원의 공

무담임권 보장의 요성이 더욱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일단 공무원으로

채용된 공무원을 퇴직시키는 것은 공무원이 장기간 쌓은 지 를 박탈해 버

리는 것이므로, 같은 입법목 을 한 것이라고 하여도 당연퇴직사유를 임

용결격사유와 동일하게 취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결국, 지방

공무원법 제61조 제31조 제5호 부분은 헌법 제25조의 공무담임권을 침

해하 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헌법재 소가 종 에 1990. 6. 25. 89헌마220

결정에서 규정이 헌법에 반되지 아니한다고 시한 의견은 이를 변경

하기로 한다.

3. 재 한 의 반 의견

기본권의 보장 등 공익실 이라는 국가작용을 실 으로 수행하는 공

무원은 직무의 내용인 공무수행 그 자체가 공공의 이익을 한 활동이라는

근무 계의 특수성 때문에 국가의 공 사무를 수행할 권리와 이에 따른 신

분상․재산상의 부수 권리를 향유함과 동시에 이에 상응하는 고도의 윤

리․도덕 의무를 부담한다.

헌법 제7조 제2항은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해임되지 아니하도록 신

분을 보장하여 국민 체에 한 사자로서 성실히 근무할 수 있도록 하기

한 것임과 동시에, 공무원의 신분은 무제한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공무

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헌법이 정한 신분보장의 원칙 아래 법률로 그 내용

을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공무원에게 가해지는 신분상 불이익과 보호

하려는 공익을 비교할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입법자의 재량을 일탈하여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헌의 법률조항이라고 볼 수는 없고, 종 의 우리

재 소 견해는 유지되어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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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사건 법률조항의 의미

가. 지방공무원법상의 당연퇴직 규정과 선고유

(1) 이 사건 법률조항의 연

이 사건 법률조항 지방공무원법 제61조는 1963. 11. 1. 동 법률이 제

정된 이래 개정된 바가 없고, 제31조 제5호는 1회의 개정이 있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방공무원법 (1963. 11. 1. 법률 제1427호로 제정된 법률)

제31조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4. 생략

5. 형의 선고유 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 기간 에 있는 자

6. 생략

지방공무원법(1966. 4. 30 법률 제1794호로 개정된 법률; 행 법률)

제31조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4. 생략

5. 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 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 기간 에 있

는 자

6. 생략

(2) 당연퇴직의 효과

이 사건 법률조항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5호가 규정하는 사유가 있

는 경우, 제61조에 의하여 당연퇴직 되는 것에 한 규정으로서 이에 의하

면 청구인과 같이 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 결을 받은 경우에는 공무

원으로 임용될 수 없고, 임용된 후에는 공무원직에서 당연퇴직하도록 되어

있다.

당연퇴직의 효과는 국가공무원법 등 계법령에 규정된 임용결격사유가

발생하는 것 자체에 의하여 법률상 당연히 퇴직하는 것이지 공무원 계를

소멸시키기 한 별도의 행정처분을 요하는 것이 아니다[ 법원 1995. 11.

14. 95 2036(공1996상, 73) 등 참조]. 따라서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당연퇴직사유가 소멸하는 것은 있을 수 없고, 당연퇴직통보가 없다고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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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부당하다거나 공무원의 신분을 계속 유지하는 것도 아니다.

(3) 선고유 의 의의 법 성질

(가) 선고유 란 범정이 경미한 범인에 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선고를 유 하고 그 유 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

도를 말한다(형법 제59조). 이 제도는 단기 자유형의 폐해를 제거하기 한

목 의 집행유 제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피고인이 처벌받았다는 오

을 남기지 않게 함으로써 장차 피고인의 사회복귀를 용이하게 하는 특별

방의 목 에 이바지하는 제도이다.1)

(나) 선고유 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고, 자격정지 는 벌 의 형을

선고할 경우로써, 범죄인의 개 의 정상이 한 경우에 할 수 있으며, 선

고유 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의한다(형법 제59조 제1항, 제51조 참고).

선고유 의 결을 하는 경우에 법원은 범죄사실과 선고할 형을 결정하여

야 하며 이러한 의미에서 선고유 의 결도 유죄 결이라고 해야 하고,

선고할 형을 정하여 둔다는 에서 그것은 순수한 보안처분도 아니다. 이

와 같이 선고유 는 책임과 형벌을 확정하여 두고 그 선고를 유 하는 제

도라는 에서 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고유한 종류의 제재로서의 성질을 가

진다.2)

(다) 형의 선고유 를 받은 자가 유 기간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

한 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과가 발견된 때에는

유 된 형을 선고한다(법 제61조). 이와 같은 사유 없이 형의 선고유 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형법 제60조).

나. 공무원 계법상의 당연퇴직제도와 타제도와의 비교

(1) 임용결격사유 당연퇴직- 직권면직-징계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 본질에 있어 공무원의 퇴직에 한 제도인바, 지

방공무원법은 이와 련된 조항으로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정하는 당연퇴

직제도(제61조) 이외에 임용결격사유, 즉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

1) 김일수, 형법총론(박 사, 1999년), 762면

2) 이재상, 형법총론(박 사, 1995), 54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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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원이 될 수 없는 사유(제31조)를 규정하고 있고, 그 이외에 직권면직을

할 수 있는 일정한 사유(제62조), 면, 해임, 정직 등의 징계의 종류(제70

조) 그 사유(제69조)를 규정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공무원 퇴직에 련

된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상의 여러 가지 제도의 의의를 살펴보고

각 제도를 비교하도록 한다.

(가) 임용결격사유 당연퇴직

모든 국민은 평등하고 공개된 일정조건하에서 헌법상의 기본권인 공무

담임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헌법 제25조), 공무원이 국민에게 양질의 사

를 하고 책임을 지도록 하기 해서는 공복으로서의 자세에 흠이 있거나,

행 ․책임능력이 없는 사람까지 공무원신분을 취득하도록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3), 이에 련 공무원법은 공무담임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사람의

유형을 규정하고 있는바(국가공무원법 제33조, 지방공무원법 제31조 등),

이를 공무원의 임용결격사유라고 한다. 한편 공무원의 당연퇴직제도란 공

무원이 법에 정한 일정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처분을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공무원 계가 소멸되는 제도로서, 련 공무원법 규정(국

가공무원법 제69조,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참고)은 공무원이 그의 재직기간

공무원의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당연히 공무원 신분을

상실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공무원 계법에서 공무원의 임용결격사유 당연퇴직에

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공무원의 직무로

부터 배제함으로써 그 직무수행에 한 국민의 신뢰, 공무원직에 한 신

용 등을 유지하고 그 직무의 정상 인 운 을 확보하기 한 것 뿐만 아니

라 공무원범죄를 사 에 방하고 공직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자 함에 그

목 이 있는 것이다( 법원 1996. 5. 14. 선고 95 7307 결).

(나) 직권면직

공무원이 일정한 사유에 해당되면 본인의사에 계없이 임용권자가 일

방 으로 신분을 박탈할 수 있는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직권면직제

도라고 한다(국가공무원법 제70조, 지방공무원법 제62조).

공무원에게 그 공무원 계를 소멸시키는 방법에는 징계책임을 통하는

3) 김 양/김명식, 공무원법(박 사, 2000년), 16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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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도 있으므로 직권면직의 사유로 규정된 사유가 징계책임의 사유에도

해당될 경우에는 징계책임을 통하여 면직할 수 있다. 그러나 직권면직제도

는 징계와 달리 당해 공무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도 있으며, 사유 발생일

로부터의 시효기간도 없고, 징계에 요구되는 징계 원회의 사 심사와 징

계 의 공무원의 진술권 부여 등 사 차가 요구되지 않으므로 임용권자

에게 상당한 재량권이 인정된다는 등 징계와 다른 이 있다.

(다) 징계

공무원이 의무를 반한 경우 국가 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 계의

질서를 유지하기 하여 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를 말한다.4) 공무원에 한

징계처분을 행하기 해서는 구체 이고, 명백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법률

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5), 징계의결요구권자는 할 징계 원회에

징계의결의 요구를 할 수 있다(국가공무원법 제82조, 지방공무원법 제72조

참고). 징계의 종류로는 면, 해임, 정직, 감 , 견책 등의 처분이 있으며

(국가공무원법 제79조, 지방공무원법 제70조), 이 가운데 면과 해임은 공

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효과가 있는 징계라는 에서 당연퇴직, 직권면직

과 유사하지만, 공무원임용결격사유가 된다는 에서 이들과 다르며(국가

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7, 8호;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7, 8호 참고), 공

무원연 법상 효과 등에도 다른 이 있다.6)

4) 김 양/김명식, 게서, 482면

5) 지방공무원법상의 징계사유

제69조 (징계사유) ①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의결의 요

구를 하여야 하고 동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하여야 한다.

1. 이 법 는 이에 의한 명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는 규칙에 반한 때

2.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

한다)에 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하 을 때

3. 공무원의 품 를 손상하는 행 를 한 때

6) 공무원연 법

제64조 (형벌등에 의한 여의 제한)

①공무원 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령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 여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 한다. 이 경

우 퇴직 여액은 이미 납부한 기여 의 총액에 민법의 규정에 의한 이자를 가산

한 액 이하로 감액할 수 없다.

1. 재직 의 사유로 고 이상의 형을 받은 때

2. 탄핵 는 징계에 의하여 면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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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업의 단체 약 등에 규정된 당연퇴직과의 비교

기업의 취업규칙이나 노사합의서(단체 약)의 규정 가운데에는 종업원이

형사상의 범죄로 유죄 결을 받았을 때는 당연퇴직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기업의 피용자도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당연퇴직사유

의 발생으로 곧바로 퇴직되는 것으로 볼 것인가 문제이다. 이는 다시 말하

면 기업이 그 피용자를 당연퇴직사유에 의하여 퇴직시키는 경우, 해고의

제한에 한 근로기 법 규정이 용될 것인지에 한 의문이다.

법원은 이에 하여 “근로자의 의사와 계없이 사용자측에서 일방

으로 근로 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면 성질상 이는 해고로서 근로기 법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조처가 유효하기 해서는

근로기 법 제27조 제1항7)이 규정하는 바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형사상의 범죄로 유죄 결을 받는 경우를 당연퇴직사유로 정한 취업규칙이

나 노사합의서의 규정은 그 규정의 형식에도 불구하고 와 같은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라야 법한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게 볼 때 의 취업규칙이나 단체 약의 당연퇴직사유에 한 규정은

근로기 법 제2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는 내재

제약(內在的 制約)을 가지고 있다.”고 시하 다[ 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결 (공1993하, 3160) ; 법원 1993. 10. 22. 선고 92다49935

결(공1993하, 3151)].

2. 헌법재 소의 결정례와 외국의 입법례

가. 종 의 헌법재 소의 결정례

(1) 이 사건 법률조항에 한 결정: 헌재 1990. 6. 25. 89헌마220( 례

집 2, 200, 203) 결정

헌법재 소는 1990. 6. 25. 선고 89헌마220 결정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

7) 근로기 법은 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새로이 제정되었는바, 새로이 제정된

근로기 법에서는 폐지된 구 근로기 법 제27조 제1항 규정 내용을 제30조 제1항

에서 규정하고 있다.

제30조 (해고 등의 제한) ①사용자는 근로자에 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

직, 정직, 직, 감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



414 헌법재 소결정해설집 2002

하여 합헌 단을 하 는바 그 설시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헌법 제7조 제2항은 직업공무원제를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의 신분은

무제한 보장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의 지 공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헌법이 정한 신분보장의 원칙 아래 법률로 그 내용을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며,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5호가 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 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 기간 에 있는 자를 결격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같

은 법 제61조가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것을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한 것

은, 신분보장의 원칙 규정인 제60조 제1항8)에 근거한 것으로서 형의 선고

유 결은 처벌효과를 수반하는 유죄 결의 일종이며, 고이상의 형의

선고유 결을 받은 사람에게 공무원의 지 를 부여하는 것은 공직에

한 국민의 신뢰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어 옳지 못한 일이므로 이것을 공무

원 결격사유 당연퇴직사유로 한 입법자의 의사결정은 수 이 가고 그것

을 지방공무원의 신분보장원칙 규정인 같은 법 제60조 제1항에 반하는 것

이라고 볼 수 없고, 고형이 벌 형보다 훨씬 무거운 형이므로 벌 형의

선고유 결을 공무원 결격사유로 아니하면서 고형의 선고유 결을

결격사유로 하 다고 해서 합리성과 형평에 반한다고도 볼 수 없다.」

(2) 공무원의 당연퇴직 규정에 한 기타의 결정례

(가) 국가공무원법 규정 : 헌재 1997. 11. 27. 95헌바14등 ( 례집 9-2,

575, 585-587) 결정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33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고이상의 형의

집행유 의 형을 받은 자는 공무원직으로부터 당연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

는바, 헌법재 소는 이 규정에 하여 합헌 단을 하 다. 그 이유의 요지

는 다음과 같다.

「…법원이 범죄의 모든 정황을 고려한 나머지 고 이상의 형에 한

집행유 의 결을 하 다면 그와 같은 사실은 공무원의 품 를 손상하는

것으로서 당해 공무원에 한 사회 비난 가능성이 결코 지 아니하며,

8) 지방공무원법은 그 제60조 제1항에서  공무원은 형의 선고․징계 는 이 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강임 는 면직을 당

하지 아니한다 라는 신분 보장의 원칙 규정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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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게는 직무의 성질상 고도의 윤리성이 요구된다는 을 함께 고려

할 때 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 결을 받은 공무원으로 하여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은 공직에 한 국민의 신뢰를 손상시키고 나아가

원활한 공무수행에 어려움을 래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 한 지

아니하다. 그 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입법자의 재량을 일탈하여 직업선

택의 자유나 공무담임권, 평등권, 행복추구권, 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헌

의 법률조항이라고 볼 수는 없다.」

(나) 경찰공무원법 규정 : 헌재 1998. 4. 30. 96헌마7 ( 례집 10-1, 465,

465-466) 결정

경찰공무원법 제21조와 제7조 제2항 제5호는 자격정지 이상의 선고유

의 결을 받은 자에 하여 당연퇴직을 규정하고 있는바, 헌법재 소는

이 규정에 하여 합헌으로 시하 다.

「범죄행 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경찰공무원에게 그에 상응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을 과하는 것은 국민의 신뢰손상 방지, 원활한 경찰권의

행사 등 국민 체의 이익을 해 불가피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선고유

결을 받은 경우 그러한 범죄의 성 경찰공무원 신분의 성에 비

추어 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입법자의 재량을 일탈하여 공무담임권,

재산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헌의 법률조항이라 할 수 없다. 한

국민의 생명․신체 재산의 보호와 범죄의 방․진압 수사 등 공공

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목 으로 하는 경찰작용을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에

게는 일반공무원보다 더 높은 윤리성과 성실성 등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

어서 경찰공무원법에서 국가공무원법의 경우보다 다소 넓은 임용결격

당연퇴직의 사유를 설정하 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차별은 합리 이고 정

당한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하 다고

할 수 없다.」

나. 외국의 입법례

(1) 일본

지방공무원법

제28조(강임, 면직, 휴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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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항 (생략)

제4항 공무원이 제16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조례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직을 상실한다.

제16조(결격조항)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조례에서 정한 경우

를 제외하고는 직원이 되거나 경쟁시험에 응시하거나 는 선발 형을 받

을 수 없다.

1. 성년 피후견인 는 피보좌인(被保佐人)

2. 고 이상의 형에 처해져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을 면제받지

않은 자

3. 당해 지방공공단체에서 징계면직처분을 받아 당해 처분일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

4. 인사 원회 는 공평 원회의 원의 직에 있는 자로서 제5장에 규

정한 죄를 범하여 형에 처해진 자

5. 일본 헌법 시행일 이후에 일본헌법 는 그것에 근거하여 성립된 정

부를 폭력으로 괴할 것을 주장하는 정당 는 그 밖의 단체를 결성하거

나 이에 가입한 자.

(2) 독일

통일 공무원법(Beamtenrechtsrahmengesetz - BRRG)

제24조 제1항 통상 인 형사소송에 있어서 이 법률의 용범 내에 있

는 독일법원의 결에 의하여

1. 고의범의 행 로 인하여 1년 이상의 자유형 는

2. 평화에 한 죄(침략 쟁 비․선동죄), 내란의 죄, 민주 법치국가

태죄 는 간첩죄와 외환죄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되는 고의범의 행 로

6월 이상의 자유형을 선고받은 자는 그 결의 효력으로 공무원의 공무원

계는 종료된다. 공무원에게 공직임용능력이 박탈되었을 때 는 공무원

이 연방헌법재 소의 결로 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기본권을 실효 당했을

때에도 이를 용한다.

제2항 공무원권리의 상실을 래한 결이 재심에서 그러한 효력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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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는 결로 체되었을 때는 공무원 계가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3) 국

(가) 몰수(박탈)법(Forfeiture Act 1870)

Chapter 23(1993. 11. 5. 개정 발효)

s 2 역죄(treason) 혹은 죄(felony)9)의 유죄 결을 받은 경우 공직의

박탈

역죄의 유죄 결을 받을 당시 군 (military or naval)의 직 는

공직(public employment)을 갖고 있거나, 학교(university or college)

일반 사기업 등에서 보수를 받는 직 를 갖고 있거나, 는 공공기 에 의

하거나, 공공기 에 의하지 않은 연 등을 받고있는 자는 여왕으로부터

유죄 결을 받은 이후 2개월 내에 사면을 받지 않는 한 그 직 를 박탈당

한다.

(나) 공무원부패방지법(Public Bodies Corrupt Practices Act 1889)

Chapter 69(1991. 2. 1. 개정 발효)

s 1. 공무원의 수뢰 공무원에 한 증뢰

(1) 이 법에 정하여져 있는 공무원(any member, officer, servant of a

public body)이 직무에 하여 부정하게 품(gift), 의 여(loan),

가(reward), 편익(advantage)을 요구하거나, 수수하거나, 수수할 것을 약속

하거나, 제3자에게 공여할 것을 약속하는 경우에는 경죄(misdemeanor)의

유죄이다.

(2) 증뢰죄에 한 규정(생략)

s 2. 죄에 한 처벌

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당해 유죄 결을 한 법원의 재량(at the

discretion of the court)에 의하여

(a) 형량에 한 규정(생략)

(b) 몰수에 한 규정(생략)

(c) 유죄 결일 이후 5년 동안 선출직, 혹은 임명직의 공무원이 될 자격

9) 법조문의 표제에는 죄(felony)가 포함되어 있으나, 그 조문의 내용에는 죄가

빠져 있는 것으로 보아 법률의 개정으로 죄의 경우는 삭제된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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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박탈된다. 유죄 결을 받은 자가 재 공직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공

직으로부터 박탈된다.

(4) 미국

미국의 다수 주의 헌법과 단행법은 특정 범죄의 유죄 결을 받은 공무

원의 당연퇴직 특정범죄의 유죄 결을 받은 사람이 공무원이 될 수 없

도록 하는 것에 한 규정을 가지고 있다. 그 규정 내용은 주에 따라 상당

히 다양하다. 를 들어 몇몇의 주에서는 죄, 악명 높은 죄(infamous

crime), 부도덕한 범죄(moral turpitude) 등을 거론하고 있으며, 다른 여러

에서는 죄 혹은 공 인 선서 반, 직무 련 범죄, 부도덕한 범죄 등을

거론하기도 한다.10) 이들 각주의 입법례 가운데 뉴 지주 루이지애나

주의 입법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가) 뉴 지주

형사법 (NEW JERSEY CODE OF CRIMINAL JUSTICE)

Subtitle 3. 양형선고(sentencing)

Chapter 51. 유죄 결의 경우 권리의 상실과 회복

2. 공직의 박탈

a. 선거직 혹은 임명직의 주정부, 독립기 혹은 정치 하부조직의 공직

을 가지고 있거나(holding any public office or position), 이들 기 과 고용

계에 있는(employment) 자가 형사 유죄 결을 받고 다음의 경우에 해당

하면 공직에서 박탈된다.

(1) 유죄 결을 받은 범죄가 주법에 규정된 범죄 부정직과 련된 범

죄(an offense involving dishonesty) 혹은 3 이상의 범죄(a crime of the

third degree or above) 는 다른 주, 연방의 법률에 규정된 범죄라고 하

여도 뉴 지 주 내에서 범하 다면 그러한 범죄(부정직과 련되거나 3

이상의 범죄)에 해당되었을 경우

(2) 유죄 결을 받은 범죄가 직무와 련된 범죄인 경우

10) Susan L. Thomas, J. D., What constitutes conviction within statuory or

constitutional provision making conviction of crime ground of disqualification

for, removal from, or vacancy in, public office: §2. Background and summary

[a] gener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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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헌법이나 다른 법률에서 이와 달리 규정한 경우

(나) 루이지애나주

루이지애나 개정입법(LOUISIANA REVISED STATUTES)

Title 42. 정부 료와 정부피고용인(public officers and employees)

Chapter 21. 유죄 결에 의한 정부 료의 퇴직

§1411. 공무원(public officer)

A. 공무원은 그의 재직기간 죄(felony)의 유죄 결을 받은 경우 퇴

직 당한다.

B. 공무원은 죄의 유죄 결을 받으면 보상 없이 자동 으로 직무가 정

지된다(automatically suspend that individual from public office without

compensation). 보상 없는 직무의 정지는 당해 유죄 결의 상소심 등의

차가 모두 종료하여 확정될 때까지 지속된다. 이 기간 동안 해당 공무원은

직무를 집행하거나, 임무를 수행해서는 안되며, 직무에 따른 어떤 보상, 수

당, , 특권을 받아서도 안 된다. (이하 생략)

C.-F. 생략

G.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죄(felony)란 루이지애나 주법상의 죄 뿐 아니라 연방법상의 죄도

포함한다.

공무원(public officer)이란 법원의 사를 제외한 선거직 혹은 임명직으

로서 주정부, 지방, 시 등의 책임자의 지 (holding a public office)에 있는

자를 말한다.

3. 단

가. 합헌론

(1) 직업공무원 제도와 공무원의 의무

직업공무원제도는 공무원이 집권세력의 논공행상의 제물이 되는 엽 제

도(獵官制度)를 지양하고 정권교체에 따른 국가작용의 단과 혼란을 방

하고 일 성 있는 공무수행의 독자성을 유지하기 하여 헌법과 법률에 의

하여 공무원의 신분이 보장되는 공직구조에 한 제도이다. 여기서 말하는

공무원은 국가 는 공공단체와 근로 계를 맺고 이른바 공법상 특별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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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내지 특별행정법 계 아래 공무를 담당하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의

의 공무원을 말하며 정치 공무원이라든가 임시직 공무원은 포함되지 않

는 것이다(헌재 1989. 12. 18. 89헌마32등 례집 1, 343, 352-353). 우리 헌

법은 제7조에서 공무원의 지 , 책임과 정치 립성에 한 기본조항을

두고 있는 외에 공무원의 노동3권의 제한에 한 규정(제33조 제2항), 통

령의 공무원 임면권(제78조),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제29조) 등에서 직업공

무원 제도의 헌법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이를 제도 으로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입법권자는 직업공무원제도에 한 이 헌법상의 규정들을 구

체화하고, 이 헌법정신에 따라 직업공무원제도의 구조 요소들을 제도화

해야 할 헌법 의무를 지고 있다.11)

한편 기본권의 보장 등 헌법이 목표로 하는 가치 즉 공공이익 실 이라

는 국가작용을 실 으로 수행하는 공무원은 직무의 내용인 공무수행 그

자체가 공공의 이익을 한 활동12)이라는 근무 계의 특수성 때문에 국가

의 공 사무를 수행할 권리와 이에 따른 신분상, 재산상의 부수 권리를

향유함과 동시에 이에 상응하는 고도의 윤리, 도덕 의무를 부담한다(헌

재 1997. 11. 27. 95헌바14등 례집 9-2, 575, 583).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에게 용할 인사행정의 기본기 의 확립을 목 (지방공무원법 제1

조 참조)으로 하는 지방공무원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수해야 할

각종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바, 공무원은 법령 수 성실한 직무수행의

무(제48조), 직무상 명령 수의무(제49조) 등의 직무상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물론이고 친 ․공정한 집무의무(제51조), 청렴의무(제53조), 품 유지

의무(제55조) 등 직무의 공공성에 상응하는 고도의 윤리성까지 갖출 의무

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2) 공무담임권의 침해 여부: 입법재량의 한계

앞서 본 바와 같이 공무원은 국민 체에 한 사자로서 고도의 윤리․

11) 허 , 게서, 761면

12) 종래 직업공무원제도는 단순히 공무원의 신분상 이익이나 공무원의 권리보호를

한 행정법상의 공무원법에 국한된 행정법 제도로 인식하 으나, 오늘날에는 기

본권 가치의 실 에 사하는 통치기구의 불가결의 조직원리로 간주되고 있다

(박규하, “직업공무원의 비교법 고찰”, 남하 서원우교수 화갑기념 논문집, 28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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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성을 갖추어야 할 뿐 아니라 그가 수행하는 직무 그 자체가 공공의 이

익을 한 것이고 원활한 직무수행을 해서는 공무원 개개인이나 공직에

한 국민신뢰가 기본바탕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공무원이 범죄행 로 인

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에 한 국민의 신뢰가 손상되

어 원활한 직무수행에 어려움이 생기고 이는 곧바로 공직 체에 한 신뢰

를 실추시켜 공공의 이익을 해하는 결과를 래하게 되므로, 범죄행 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공무원에게 그에 상응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을 과

하는 것은 공익을 해 한 수단이 될 수 있고 공무원에게 공무를 임

한 국민의 일반의사에도 부합할 것이다.

범죄행 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공무원에 하여 신분상 불이익처

분을 하는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 그 자체를 이유

로 일정한 신분상 불이익처분이 내려지도록 법률에 규정하는 방법과 별도

의 징계 차를 거쳐 신분상 불이익처분을 하는 방법 어느 방법을 선택

할 것인가는 입법자의 재량에 속하는 것으로서 그 어느 방법만이 헌법

에 합치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 그 자체만으

로 별도의 징계 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신분상 불이익처분을 하는 경우에

는 형사처벌에 따라 공무원에 하여 부과되는 신분상 불이익과 그로 인하

여 보호하려고 하는 공익이 합리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헌법 제약이

따른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7. 11. 27. 95헌바14등, 례집 9-2, 575,

585-587).

살피건 , 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 결은 당해 공무원의 범죄행 에

하여 사회 비난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 그리고 공무원에게는 직

무의 성질상 고도의 윤리성이 요구된다는 을 함께 고려할 때 고 이상

의 형의 선고유 결을 받은 공무원으로 하여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하

게 하는 것은 공직에 한 국민의 신뢰를 손상시키고 나아가 원활한 공무

수행에 어려움을 래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 한 지 아니하다는

등에 비추어 볼 때 이것을 공무원의 당연퇴직사유로 한 입법자의 의사

결정은 수 이 가고 합리성과 형평에 반한다고도 볼 수 없다(헌재 1990. 6.

25. 89헌마220, 례집 2, 200, 204-206 ; 헌재 1997. 11. 27. 95헌바14등,

례집 9-2, 575, 585-587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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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공직에 한 국민의 신뢰라는 정당한 공

익을 보호하기 한 규정으로서, 공무원에게 가해지는 신분상 불이익과 보

호하려는 공익을 비교할 때 합리 인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볼 것이므로

헌법 제25조에서 임한 입법자의 재량을 일탈하여 공무담임권 등의 기본

권을 침해하는 헌의 법률조항이라고 볼 수는 없다.

(3) 평등원칙 반 여부

법원은 불이익변경 지의 원칙에 하여 단하면서 벌 형을 선고유

의 결보다 한 것으로 단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지방공무원법 제31

조가 벌 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임용결격사유(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서 고형 이상의 선고유 의 결의 경우는 이를 임용결격사

유(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평등의 원칙에 반된다고 주

장한다.

살피건 , 불이익변경 지의 원칙이란 피고인이 항소 는 상고한 사건

과 피고인을 하여 항소 는 상고한 사건에 하여 상소심은 원심 결의

형보다 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원칙(형사소송법 제368조, 396조: 군

사법원법 제437조)으로서, 피고인이 형변경의 험 때문에 상소제기를

단념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피고인측의 상소권을 보호함을 입법 취지로

하는 원칙이다. 그리고 불이익 변경의 단기 은 형법 제50조(형의 경 )

의 규정에 의할 것이지만, 이 규정은 추상 인 법정형 상호간의 경 을 규

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구체 인 선고형의 경 을 정하는 경우에 충

분한 기 이 될 수 없다. 따라서 구체 인 불이익변경을 단함에 있어서

는 형법 제50조를 기 으로 하면서, 불이익 여부를 개별 , 형식 으로 고

찰할 것이 아니라 체 , 실질 으로 고찰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법원

1977. 3. 22. 선고 77도67 결 참조).

그런데 법원이 “제1심의 징역형의 선고유 의 결에 하여 피고인만

이 항소한 경우에 제2심이 벌 형을 선고한 것은 제1심 결의 형보다

한 형을 선고한 것에 해당된다( 법원 1984. 10. 10. 선고 84도1489 결:

법원 1999. 11. 26. 선고 99도3776 결)”고 시한 바 있으나, 이와 같은

단은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불이익변경을 단함에 있어 그 형의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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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체 , 실질 으로 단한데 따른 것일 뿐,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벌 형이 논리 으로 당연히 선고유 의 결보다 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한편, 피고인의 상소권을 보장하기 한 불이익변경제도에서는 이와 같

이 피고인에게 실질 으로 미치는 불이익의 정도가 문제될 것인데 반하여,

공무원의 임용결격사유 당연퇴직제도에서는 당해 선고형이 갖는 피고인

에 한 윤리 인 비난가능성이 더욱 커다란 의미를 지닌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입법자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공무원이 범죄행 로 인하여 형사

처벌을 받은 경우, 당해 공무원의 행 로 인한 국민의 신뢰가 손상되는 정

도를 단함에 있어 고이상의 선고유 의 결이 벌 형의 경우보다 과

함을 명백하게 선언하 는바, 형의 선고유 를 받은 자가 유 기간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과가 발견된 때에는 유 된 형을 선고(법 제61조)하게 되는 비록

고형이 선고유 의 결로 인하여 재 실화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도

자유형이므로 벌 형보다 질 으로 무거운 형이라는 에서 보면 고형

이상의 선고유 의 결에는 벌 형을 선고한 결에 비하여 더 한 윤리

비난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다면, 고형 이상의 선고유 의 결로 인한 효과를 벌 형을 선고

받은 경우보다 하게 정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합리 인 이유 없

이 자의 인 차별을 하고 있는 입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4) 소결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당한 입법재량의

행사라고 할 수 있을 뿐, 제25조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거나, 헌법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자의 인 차별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헌론

(1) 공무담임권의 침해여부

(가) 공무담임권의 보호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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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25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고 하여 공무담임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공무담임권이란

입법부, 집행부, 사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 등 국가, 공공단체의 구성원

으로서 그 직무를 담당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직무를 담당한다는 것은

모든 국민이 실 으로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있다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국민이 공무담임에 한 자의 이지 않고 평등한 기회를 보장받음을 의미

한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과 같이 일정한 사유를 임용결격사유로 규

정하고, 공무원의 재직 이와 같은 임용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연퇴

직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공무담임권의 침해의 문제가 발생

할 것인지 문제이다.13)

살피건 , 공무원 신분의 자의 인 박탈은 오히려 공무담임권의 보호

역으로 일반 으로 인정되고 있는 공직취임의 기회의 자의 인 배제보다

당해 국민의 법 지 에 미치는 향이 더욱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보

호 역에서 배제한다면 기본권 보호체계에 발생하는 공백을 막기 어려울

것이며, 헌법 제25조의 문언으로 보아도 재 공무를 담임하고 있는 자를

그 공무로부터 배제하는 경우는 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없고, 공무

담임권이 직업의 자유에 한 특별규정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공무담

임권의 보호 역에는 공무원 신분의 자의 인 박탈이 포함된다고 함이 타

당하다고 단된다.14)15)

13) 이 사건 법률조항에 한 종 의 우리 재 소의 결정문에서는 헌법소원 사건임

에도 불구하고 제한된 기본권이 무엇인지 여부에 하여는 확정하지 않은 채 헌

법 제7조 제2항의 반이 아니라고 시하 다(헌재 1990. 6. 25. 89헌마220, 례

집 2, 206면 참고).

14) 우리 재 소도 ․ 등 교원의 정년을 62세로 단축한 교육공무원법 규정 연

구, 특수기술직렬 공무원의 정년을 정한 국가공무원법의 규정에 한 단에서 이

들 법률 규정에서 공무담임권의 침해가 문제된다고 시한 바 있다(헌재 2000.

12. 14. 99헌마112 등, 례집 12-2, 399, 409-414; 헌재1997. 3. 27. 96헌바86, 례

집 9-1, 325, 332-333). 한편 공무담임권의 보호범 에 하여 상술한 학자의 견해

는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김철수 교수는 직업공무원 제도 등의 제도보장과 기본

권을 엄격히 분리하여 보는 견해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퇴직에 한 문제를

공무담임권의 제한 문제로 악하여 이에 한 헌법재 소의 결정례(이 사건 법

률조항에 한 종 재 소의 결정 등)들을 공무담임권의 항목에서 소개하고 있

다[김철수, 헌법학개론(박 사, 2000년), 831면].

15) 공무담임권의 보호 역에 연 되는 문제로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연 공무담임

권의 문제인가 아니면 보다 일반 인 직업의 수행의 문제로서 헌법 제15조의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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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 사건 법률조항과 같은 공무원 신분박탈의 사유 요건의 사항

은 공무원의 신분보장에 한 다른 어떤 사항보다도 본질 인 내용에 한

사항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와 같은 규정 내용으로 인한 공무담임권

의 침해 여부에 한 단은 과잉 지원칙에 의하여 심사함이 타당할 것으

로 보인다.

(나) 과잉 지 원칙의 반 여부16)

1)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 그 정당성

이 사건 법률조항을 포함하여 련 공무원법17)에서는 공무원의 당연퇴

직에 한 규정을 두고 있는 바, 이와 같은 당연퇴직제도를 두는 입법목

은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공무원의 직무로부터 배제함으로써 그

직무수행에 한 국민의 신뢰, 공무원직에 한 신용 등을 유지하고 그 직

무의 정상 인 운 을 확보하며 공무원범죄를 사 에 방하고 공직사회의

업의 자유의 문제인가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공무가 헌법 제15조의 직업의 일종에

포함되는 것에는 의문이 없으나, 직업의 자유가 연 상 국가나 사회의 간섭을 받

지 아니하고 사경제 활동을 자유롭게 할 권리로부터 발 되었다는 (권

성, 게서, 571면 참고), 공무원직의 수행의 경우는 직업행사의 자유가 아니라 공

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며 공무원 계에서 근무의무를 지게 되므로 이 경우에 직업

수행의 자유의 용은 가능하지 않다는 등에 비추어 볼 때 공무에 하여는

공무담임권이 보다 직 인 기본권으로서 우선하여 용된다고 이 타당한 것

으로 단된다(同旨, 방승주, 직업선택의 자유, 헌법논총 제9집, 227면).

16)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응되는 일본의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상의 당연퇴

직 규정에 하여 비례원칙에 반하여 헌이라는 견해가 있는바, 그 내용을 요약

하면 다음과 같다.

「공무원인 지 는 일반 으로는 국민의 권리는 아니지만, 일단 공무원으로 근무

한 경우에는 그 나름의 지 를 취득하기 때문에 법행 를 해도 그것과 균형을

이루지 않는 제재를 받을 이유는 없고, 따라서 경미한 반으로는 그 지 를 함부

로 불합리하게 박탈해서는 안 된다는 것과 장기간 근무한 것에 한 가인

퇴직 을 경미한 법 반으로 부 박탈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 비례원칙으로

부터 도출될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입법자는 이 보장에 반하는 법률을 제정해서

는 안되고, 이것에 반하는 법률은 헌무효가 된다. 그리고 실직처럼 입법에 의한

획일 인 처리가 비례원칙에 반되는 경우나 입법재량의 남용으로 평가된 경우

에는 헌이 된다. 고이상의 형을 받으면 그것이 집행유 가 되는 경우에도, 더

구나 범한 범죄가 구라도 범할 가능성이 있는 교통사고와 같은 업무상과실죄인

경우에도 그 내용의 악질여하를 불문하고 실직하는 행제도는, 징계처분 제도 하

에서라면 징계면직이 비례원칙에 반하여(혹은 재량남용으로서) 법이라고 할 수

있는 에 비추어 보면, 법한 처분을 법하게 한다는 에서 과도하여 헌이

라고 본다.」[阿部泰隆, 執行猶豫付き禁錮刑による公務員の失職の適用違憲性，判例

タイムズ No. 955(1998. 1. 15.), 58면]

17) 국가공무원법 제69조, 경찰공무원법 제21조, 외무공무원법 제21조 등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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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를 유지하고자 함에 그 목 이 있는 것이다( 법원 1996. 5. 14. 선고

95 7307 결). 이러한 입법목 은 입법자가 추구할 수 있는 헌법상 정당

한 공익이라고 할 것이고, 이러한 공익을 실 하여야 할 실 필요성이

존재한다는 것도 명백하다.

2) 최소침해성 원칙 반 여부

가) 범죄유형의 다양성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공무원이 지른 범죄의 종류나 내용을 불문하고 범

죄행 로 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 를 받게 되면 당연히 공직에서 퇴직하

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같은 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 를 받은 경우라고

하여도 범죄의 종류, 죄질, 내용이 지극히 다양하므로 그에 따라 국민의 공

직에 한 신뢰 등에 미치는 향도 큰 차이가 있다.18) 그 다면, 범죄의

종류 죄질, 내용을 불문하고 모든 범죄에 하여 일률 으로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여 해당 공무원을 모두 퇴직시키기보다는 범죄의 종류 내

용, 경 을 살펴 공직에 한 신뢰침해 여부를 확정한 후 이를 퇴직의 사

유로 삼는 것이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 을 효과 으로 달성하면서도

당해 공무원의 기본권을 최 한 존 하는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할 것이다.

그 다면, 어도 당해 공무원으로 하여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공직에 한 국민의 신뢰를 손상시키거나 원활한 공무수행에 어려움

을 래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극히 은 유형의 경우 마 외

없이 퇴직시키는 것은 당해 공무원의 기본권을 입법목 을 달성하기 하

여 필요한 정도 이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살피건 , 공무원의 퇴직이란 당해 공무원의 법 지 에 한 가장 본

질 인 침해라는 당연퇴직이란 일정한 사유만 발생하면 별도의 실체

, 차 요건 없이 바로 퇴직되는 것이므로 퇴직 가운데에서도 법 지

가 가장 민하게 침해받는 경우라는 을 고려하여 볼 때 유죄 결의

18) 통계에 따르면 공무원 범죄(공무원이 그 직무에 하여 범한 범죄와 공무원이

그 직무와 계없이 범한 죄)를 범한 인원은 1998년 이래 계속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0년의 경우 죄명별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반이 2,986명으로

체의 29.4%를 차지하여 가장 많은 유율을 나타내고 그 다음이 폭력행 등처

벌에 한법률 반 1,442명 14.2%, 문서범죄가 459명 4.5%, 직무유기죄 408명

4.0%, 직권남용죄 284명 2.8%, 수뢰죄 246명 2.4%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범죄백

서, (법무연수원. 200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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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에 따른 당연퇴직의 사유는 입법목 을 달성함에 반드시 필요한 범죄

의 유형, 내용 등으로 그 범 를 가 한정하여 규정하고, 그 이외의 경

우에는 공무원법상에 마련된 징계 등 별도의 제도로써도 입법목 을 충분

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되므로 당연퇴직의 사유에서 제외함이 최소

침해성의 원칙에 따른 기본권 제한 방식이라고 할 것이다. 독일, 미국,

국 등의 외국의 입법례를 살펴보더라도, 범죄의 종류 내지 내용, 경 을

시하여 국사범 혹은 직무 련범죄, 고의범 등으로 그 범 를 제한하여 이

들 범죄 이외의 경우에는 형량에 상 없이 당연퇴직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과실범의 경우

이 사건 법률조항은 특히 과실범의 경우마 당연퇴직의 사유에서 제외

하고 있지 않은 것에 문제 이 있다. 과실범은 법 인 주의의무를 게을

리 한 데 한 법 인 비난가능성은 존재하지만 이러한 범죄로 인하여

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 를 받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당연히

그 공무원을 공직에서 퇴직시켜야 할 만큼 그 행 가 공직자로서의 품 를

크게 손상시킨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더욱이 이 사건 법률조항

의 제정 당시와는 달리 오늘날은 자동차나 기타 문명의 이기의 이용

이 일상화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 그와 같은 문명의 이기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순간 인 과실로 인하여 범죄19)를 지를 수 있는 험에 노출되

어 있는 상황이며, 이러한 험에 따른 과실범의 문제를 바라보는 일반 국

민들의 시각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다는 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20)

다) ‘당연’ 퇴직 규정의 문제

이 사건 법률조항의 하나의 문제 은 개별 인 사안에 있어 법의 목

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에서는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죄 등의

경우를 반의사불벌죄로, 제4조에서는 종합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에는 공소제기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특례는 차의

교통으로 인한 경우에만 용될 뿐이고, 업무상과실치상․ 과실치상․재물손괴의

경우에만 용된다는 에서 그 용범 가 다. 한 제3조 제2항에서는 한

과실의 경우를 유형화하여 이를 제외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

의 과잉 지원칙 반을 완화시키기에는 부족한 이 있다.

20) 헌재 1997. 11. 27. 95헌바14, 96헌바63(병합) : 재 정경식의 보충의견 참고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4호 등 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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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달성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라고 하여도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달리 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이다. 즉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고 이상의 선고유 결을 받은 경우에

는 그 구체 사안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일체 배

제하는 필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런데 입법자가 임의 규정으로도 법

의 목 을 실 할 수 있는 경우에 구체 사안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고려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일체 배제하는 필요 규정을 둔다면 이는 비례의 원

칙의 한 요소인 ‘최소침해성의 원칙’에 배된다는 것을 헌법재 소는 이미

여러 차례 확인하 다(헌재 1995. 2. 23. 93헌가1, 례집 7-1, 130 1995.

11. 30. 94헌가3, 례집 7-2, 550 참조).

살피건 , 선고유 의 결이란 그것이 비록 유죄 결로서의 성질을 지

니고 있지만, 법원이 피고인 범죄피해자, 범죄의 성질 등의 개별, 구체

사유를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개 의 정이 하여 재범의 험이 없다

고 인정한 경우 선고하는 결이다. 따라서 선고유 의 결을 받은 경우

는 당해 피고인의 책임 불법의 정도가 지나치게 하여 당해 공무원

에 하여 공무원법상의 징계 등 여타의 수단을 통하여서는 도 히 공직에

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할 수 없는 경우이므로 외 없이 퇴직시켜야 하

는 경우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한 선고유 제도는 범죄를 범한 피고인이 개 의 정이 한 경우 피

고인이 처벌받았다는 오 을 남기지 않게 함으로써 장차 피고인의 사회복

귀를 용이하게 하는 특별 방의 목 에 이바지하는 제도이다. 그 다면

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 의 결을 받은 경우 외 없이 공무원직으로부터

퇴직시키기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개별 범죄인 범죄를 살펴 일정한 경

우 범죄인으로서의 오 을 남기지 않고 사회에 복귀시킴으로써 범죄인의

특별 방을 실 하고자하는 선고유 제도의 이념과도 조화되기 어려운 입

법이라고 할 것이다.

그 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결국 공무원 계의 종료여부를 공직에

한 국민의 신뢰보호라는 제도의 목 에 비추어 구체 인 경우에 개별성과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는 여지를 완 히 없애고 있어 그 규율 방식이 최소

침해성의 원칙에 배되는 것이라고 아니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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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익균형성 원칙의 반 여부

가) 공직구조와 공무원에 한 인식 - 새로운 변화

산업사회를 거쳐 정보화 사회로 이행되어 가는 오늘날의 사회구조는 공

직사회 민간기업조직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즉, 민간기업 사회에도

규모의 리조직이 생겨나고 문화가 추진되는 한편 국가조직도 능률

성, 효율성의 개념을 시하면서 민간기업의 리 경 기법이 도입됨으로

인하여 문 이고 직업 인 지식․경험․기술로 무장되고, 고도로 훈련된

료집단을 필요로 하여 공무원과 일반의 근로자간, 공직과 사직간의 유사

성의 증 , 신분 특성의 동질화를 가져왔고 이러한 상은 더 심화

되리라고 보인다.21) 이와 같은 사회구조의 변화는 일반인의 공직에 한

인식에도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는바,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사회국가

행정임무의 증 와 이에 따른 공무원 수의 폭 인 증가 상은 자연히 공

무원의 질과 사회 지 에 향을 미치게 되었고 결과 으로 공무원이 종

래 렸던 엘리트 인 면모가 손상을 입게 되었다. 한 국가의 민주화에

의하여 국가의 우월성이 상실됨에 따라 국가의 헌성은 더욱 약화되고 공

무원 상호간은 물론 공무원과 다른 근로자간의 평등화 내지 동등화가 이루

어져 공무원의 특수한 사회 지 가 하되었고, 따라서 민주국가에 있어

서는 공무원의 특권이나 특별한 사회 명 는 더 이상 인정되지 않게 되

었다.22) 물론 오늘날 공직의 구조 공직에 한 인식의 변화에도 불구하

고 공무원은 국민에 한 사자로서의 지 를 지니는 것이고 공정한 공직

수행을 한 직무상의 높은 수 의 염결성은 여 히 강조되는 것이다. 다

만 엘리트 면모와 사회 명 직으로서의 공직 인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므로 ‘모든 범죄로부터 순결한 공직자 집단’이라는 신뢰를 요구하는 것

은 오히려 국민의 공직에 한 신뢰를 과장하여 해석하는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나) 사회국가원리와 공직

한 자의 인 직무박탈로부터의 공무담임권의 보장은 오늘날 새로운

헌법 이념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즉 민주주의 국가에 이르러서는

21) 김남진, 행정법의 기본문제(법문사, 제4 ), 687면

22) 박규하, 게논문, 29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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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사회국가원리에 입각한 공직제도의 요성이 특히 강조되고 있는바,

이는 사회 법치국가이념을 추구하는 자유민주국가에서 공직제도란 사회

국가의 실 수단일 뿐 아니라 그 자체가 사회국가의 상이며 과제라는

을 이념 인 기 로 한다. 이는 모든 공무원들에게 보호가치 있는 이익과

권리를 인정해 주고, 공무원에게 자유의 역이 확 될 수 있도록 공직자의

직무의무를 가능한 선까지 완화하며, 공직자들의 직무환경을 최 한으로 개

선해 주고, 공직수행에 상응하는 생활부양을 해 주고, 퇴직 후나 재난, 질병

에 처한 사회보장의 혜택을 마련하는 것 등을 그 내용으로 한다.23) 그런

데 공무원의 생활보장의 가장 기본 인 것은 그 일자리의 보장이라는 에

서 오늘날 사회국가원리에 입각한 공직제도에서 공무원의 공무담임권 보장

의 요성은 더욱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다) 임용결격사유와의 계24)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임용결격사유를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그

런데 같은 입법목 을 한 것이라고 하여도 공무원으로 채용되려고 하는

자에게 채용될 자격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유와 기존에 공무원으로서 근

무하는 자를 퇴직시키는 사유에는 다른 취 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공무원

을 새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채용될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도 해당

자가 잃는 이익은 크다고 할 수 없지만, 일단 공무원으로 채용된 공무원을

퇴직시키는 것은 공무원이 장기간 쌓은 지 를 박탈해 버리는 것이므로 당

해 공무원이 잃는 이익은 단히 크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다루고 있는 이

익의 크기가 하게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무원의 직무를 수행하

기 한 자격의 문제로 악하여 그 사유를 규정함에 있어 공직취임 이

23) 허 , 한국헌법론(박 사, 1996년), 759-760면

24) 일본의 경우도 우리와 같이 임용결격사유를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하여는 다음과 같은 일본 학계의 비 이 있다.

「이것은 타당한 입법이 아니다. 공무원을 새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채용될 자격

이 없다고 하더라도 잃는 이익은 극히 기 때문에 비행의 정도가 경미해도 공무

원이 되는 자격을 부정하는 것은 균형상 허용된다고 본다. 이에 비해 일단 공무원

으로 채용된 후에 발생한 교통사고 혹은 비행에 의해 공무원을 실직시키는 것은

공무원이 장기간 쌓은 지 를 박탈해 버리는 것이므로 공무원이 잃는 이익은

단히 크다. 그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실직의 요건은 임용될 때의 결격사유보다도

한정 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입법론으로서는 물론 한정 으로 취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阿付泰融, 게논문, 57-5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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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임용결격사유와 이후의 당연퇴직사유를 동일하게 규율하는 것은 공직취

임 이후의 퇴직자의 사익에 비하여 지나치게 공익을 우선한 입법이라고 할

것으로, 공익과 사익간에 한 균형이 이루어진 입법이라고 할 수 없다.

라) 법원의 단과의 계

이 사건 법률조항과 같이 선고유 와 같은 결의 경우를 당연퇴직의 사

유로서 규정하는 것은 법원으로 하여 형사범죄의 단을 함에 있어 불필

요한 왜곡을 가져오기도 한다. 즉, 공무원법상의 당연퇴직이 당해 공무원의

법 지 에 미치는 효과는 한 것으로, 경미한 죄의 경우에는 오히려

형법상의 형벌의 효과보다 크다고 할 수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책임 정도에 따른 처벌을 하고자 하는 법원으로서는 당해 형사범죄에 한

유․무죄 선택형의 결정, 양형 단을 하면서, 당해 공직자로 하여 공

직을 계속 유지하게 함이 타당할 것인지 여부에 하여까지 고려하여 단

할 수밖에 없는 부담을 안게 된다. 한 이는 법원으로 하여 벌 형을

선택하게 하는 압력으로 작용함으로써 자칫 형사 결의 왜곡의 원인이 될

수 있다.25)

법원이 공무원에 한 유죄 결을 하는 경우 이 사건 법률 규정에 한

다른 문제 이 제기되기도 한다. 즉, 형법상 범죄에 한 법정형 벌

형이 선택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지 않고, 이 경우 법원으

로서는 증거에 의하여 범죄사실이 인정되면 유죄 결을 하여야 하는 것인

데, 법원으로서는 형사처벌 이외에 공무원직마 상실하게 하는 것이 범죄

행 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단한다고 하여도 달리 선택할 수 있

는 방안이 없게 된다.26)

25) 이와 같은 공무원 범죄에 한 형사정의의 왜곡 상은 검찰의 기소유 단으

로도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26)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정당성을 지지하는 견해의 근 에는 검사가 공소제기를 하

고, 법원이 유죄 결을 할 경우에는 공무원의 신분임을 고려하여 공직을 유지시킬

것인지에 한 단을 같이 한다는 조직상, 기능상 독립된 사법부의 단은

어느 기 보다 더 신 한 단일 것으로 기 된다는 이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공무원의 범죄를 담당하는 법원이 단자료로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당해 형사범죄의 재 자료일 뿐이므로 결국 담당법원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형사범죄의 재 자료로써 당해 공무원에 한 퇴직 여부까지 결정, 단하

게 된다는 에서 공무원 계를 국가가 일방 으로 종료시키는 것은 가 신

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요구에 오히려 반하게 된다는 측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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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법익균형성 원칙 반

그 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의 목 이라는 공익은 오늘날 완화하여 해석

되어야 함에 반하여 당해 공무원의 사익은 사회국가원리의 도입과 함께 종

래에 비하여 한층 강조되어야 할 이익이라고 할 것이며, 이와 같은 공익과

사익을 비교교량 함에는 우리 사법제도의 정한 운 정상 인 사회복

귀를 통한 특별 방이라고 하는 선고유 제도 나름의 공익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공직제도의 신뢰성이라는

공익과 공무원의 기본권이라는 사익 그리고 각각의 이익에 한 새로운 변

화 종래의 공익에 한 상충하는 공익 등을 하게 조화시키는 입법

이라고 할 수 없다.

(2) 소결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범죄의 종류와 내용을 가리지 않고 모두 당연

퇴직사유로 규정함으로써 입법목 을 달성하기 하여 필요한 최소한 정도

를 넘어 청구인의 기본권을 제한하 고, 한 선고유 의 결은 경미한

결인 에 비추어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입법자가 임의 규정으로도 법의

목 을 실 할 수 있는 경우에 필요 규정을 둔 경우로서, 이는 과잉 지

의 원칙의 한 요소인 ‘최소침해성의 원칙’에 배되며, 공직제도의 신뢰성

이라는 공익과 공무원의 기본권이라는 사익을 하게 조화시키지 못하고

과도하게 공무담임권을 침해하 다고 할 것이다.

4. 결정의 의의

이 사건 결정은 헌법재 소가 공익을 한다는 명분으로 공무원의 신분

을 지나치게 쉽게 박탈하는 법률규정에 하여 헌선언을 함으로써, 종래

입법 등을 통하여 쉽게 제한 내지는 침해되었던 공무원의 신분이 헌법상

엄격히 보장되어야 하는 것임을 선언한 결정이다. 이 사건 결정으로 공무

원의 ‘퇴직에 한 공포’가 다소간 경감되어 공직사회에 보다 극 인 공

무수행의 분 기가 정착될 것으로 기 된다.

한편, 이 사건 심 의 상은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제31조 제5호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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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의 헌 여부이었는바, 이 사건 법률조항 이외에도 국가공무원법 등

련 공무원법 규정 에는 다수의 당연퇴직 조항이 존재하고 그 사유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경우와 유사하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헌 단의

효과는 지 않을 것으로 단된다. 한 공무원법 이외에도 일정한 자

격 공사단체의 임원의 지 에 한 규정 에도 이 사건 법률조항과 유

사한 규정이 있으므로 헌 단으로 인하여 간 이지만 향을 받을 것

으로 단된다. 아울러 이 사건 헌결정의 효력의 소 효의 범 가 문제

되는바, 재 부는 이를 개별 사건을 담당할 법원의 단에 묵시 으로

임한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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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제16조 제1항 등 헌소원

- 약국개설과 직업수행의 자유 -

(헌재 2002. 9. 19. 2000헌바84, 례집 14-2, 268)

이 상 훈
*

1)

【 시사항】

1. “약사 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고 규정한 약사

법 제16조 제1항은 법인을 구성하여 약국을 개설․운 하려고 하는 약사들

이들로 구성된 법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결사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하

는지 여부

2. 심 상 법률조항에 헌 인 부분과 그 지 않은 부분이 혼재되어

있고 그 법률조항 체의 효력을 상실시킬 경우에는 더욱 헌법 질서와

멀어지는 법 혼란을 래할 우려가 있어, 잠정 으로 법률조항의 효력을

유지하기 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한 사례

【심 상】

이 사건 심 상은 약사법 제16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헌여부이다.

약사법 (2000. 1. 12. 법률 제6153호로 개정된 것)

제16조 【약국의 개설등록】

① 약사 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

* 헌법연구 , 서울고등법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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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1. 심 청구에 이르게 된 경

청구인은 주식회사로서 그 주주들 일부 이사들이 약사들인데,

1995. 12.경부터 서울과 제주에서 약국을 경 해 왔다. 약국들은 청구인

의 이사들 1인의 명의로 약국개설등록을 하고, 세무 회계상의 편의

를 하여 청구인의 명의로 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 다.

식품의약품안 청장은 2000. 5. 12.경 법인명의로 약국을 운 하는 것은

“약사 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고 규정한 약사법 제

16조 제1항 등에 반된다고 하면서 제약회사 약국도매상들을 상

로 청구인과 같이 법인 명의로 운 되는 약국에 의약품을 공 하는 경우에

는 해당 의약품에 하여 3개월의 매업무정지처분을 하겠다는 경고처분

을 하 고, 경고처분을 받은 제약회사 등이 청구인에게 의약품공 을

단하여 청구인은 경 난에 처하게 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서울행정법원에 경고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

기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 등이 헌이라고 주장하며 헌제청신청을 하

으나, 그 신청이 기각되자 이 헌법소원 심 을 청구하 다.

2. 청구인의 주장 계기 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이 사건 법률조항은 오로지 자연인 약사만이 약국을 개설하고 운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약사들로 구성된 법인에 의한 약국의 설립과 운 을 지

함으로써 직업선택의 자유 즉 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고, 보다 완화된

다른 방법에 의하여 법인의 약국운 으로 인한 폐해를 막을 수 있는데도

법인에 의한 약국의 개설 자체를 원천 쇄함으로써 과잉 지의 원칙에

배되며, 의사․변호사․세무사 등 다른 문직 종사자들의 법인설립을 막

지 않는 데에 비하여 약사에게만 법인설립에 의한 업을 지하는 부당한

제약을 가하므로 평등의 원칙에도 배된다.

나. 법원의 헌제청신청 기각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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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취지는 의약품이 국민건강에 미치는 향을 고

려하여 의약품의 유통 품질 리의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의약품의 오남

용의 험을 방지하는 데에 있는바, 법인명의의 약국을 개설하는 것을 허

용할 것인가 여부, 법인명의의 약국개설을 허용한다고 할 때 어떠한 형

태의 법인으로 약국개설을 하도록 할 것인가는 의약품의 사용에 한 일반

국민의 의식수 의약품의 유통규제에 한 필요성의 정도 등 변동하는

사회실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해야 하는 입법정책의 문제라고 할 것이

므로, 법인명의의 약국운 을 허용하지 않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업의

자유를 과잉 침해하는 것이라거나 평등의 원칙에 배된다고 볼 수 없다.

다. 보건복지부장 ․식품의약품안 청장 한약사회장의 의견

약사법이 약사에 한하여 약국을 개설하고 운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의

약품의 유통과 품질 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한

것이고, 법인명의의 약국이 허용되는 경우 병․의원에서 약국을 개설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의료기 과 약국간의 담합행 가 증가하는 등 의약분업의

정신이 훼손될 우려가 있으며, 형약국들이 등장함으로 인하여 동네약국

들이 도산하고 이에 따라 국민의 약국 근성이 악화되는 등의 폐단이 있으

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제한은 합리 인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헌

법에 반된다고 볼 수 없다.

라. 공정거래 원회의 의견

약국들이 형화되어 경쟁력을 강화하고 서비스를 향상시켜 소비자의

후생을 증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도,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인 운 의 약

국을 지함으로써 이러한 방향의 발 을 막고 공정한 거래를 해하게 되

므로 약사의 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헌 인 규정이다.

3. 쟁

이 사건 쟁 은 ① 법인 명의의 약국개설을 지하는 것은 약사의 직업

수행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인가 ② 이러한 제한은 약사의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가 ③ 다른 문직 종사자들에게는 법인을 구성하여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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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는 것을 허용하면서 약사에게만 지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

인가 등이다.

【결정요지】

1. 약사법 제16조 제1항은 자연인 약사만이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규

정함으로써 약사가 아닌 자연인 그들이 구성한 법인은 물론 약사들로만

구성된 법인의 약국 설립․운 도 지하고 있는바, 그 입법취지는 의약품

의 조제․ 매가 국민보건에 미치는 향이 크므로 일정한 시험을 거쳐 자

격을 갖춘 약사에게만 이를 허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입법취지는 약국에서 실제로 약을 취 하고 매하는 사

람은 반드시 약사이어야 하는 것으로 한정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는 것이

고, 약국의 개설 운 자체를 자연인 약사에게만 허용할 합리 이유는

없다 할 것이다. 다만, 입법자가 약국의 개설 운 을 약사가 아닌 일반

개인이나 그들이 구성한 법인에게까지 허용할 경우 상되는 정 효과

와 부정 효과를 모두 고려한 정책 단의 결과 약사가 아닌 일반인

일반법인에게는 약국개설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는 것은 그 입법

형성의 재량권 내의 것으로서 헌법에 반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법인의 설립은 그 자체가 간 인 직업선택의 한 방법으로서 직

업수행의 자유의 본질 부분의 하나이므로, 정당한 이유 없이 본래 약국

개설권이 있는 약사들만으로 구성된 법인에게까지 약국개설을 지하는 것

은 입법목 을 달성하기 하여 필요하고 정한 방법이 아니고, 입법형성

권의 범 를 넘어 과도한 제한을 가하는 것으로서, 법인을 구성하여 약국

을 개설․운 하려고 하는 약사들 이들로 구성된 법인의 직업수행의 자

유와 결사의 자유의 본질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다.

한 변호사․공인회계사 등 약사 이외의 다른 문직과 의약품제조업

자․의약품수입업자․의약품도매상 등 약사법의 규율을 받는 다른 직종에

하여는 법인을 구성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면서, 약사에게만

합리 이유 없이 이를 지하는 것은 헌법상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기

도 하다.

2. 다만 이 사건 법률조항에는 약사가 아닌 일반인이나 일반인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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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법인의 약국설립을 지하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헌법에

반되지 않는 것이고, 이 사건 법률조항에 하여 단순 헌을 선고하여

당장 이 사건 법률조항의 효력을 상실시킬 경우에는 약국을 개설할 수 있

는 자격에 한 아무런 제한이 없게 되어 약사가 아닌 일반인이나 일반법

인도 약국을 개설할 수 있는 상태가 됨으로써 입법자가 입법형성권의 범

내에서 설정한 제약이 무 지게 되고, 헌 인 이 사건 법률조항을 존속

시킬 때보다 단순 헌의 결정으로 인해서 더욱 헌법 질서와 멀어지는 법

혼란을 래할 우려가 있으며, 이 사건 법률조항에 있는 헌 요소를

제거하고 합헌 으로 조정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선택가능성이 있을 수 있

는데 이는 입법자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할 문제이므로, 입법자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을 체할 합헌 법률을 입법할 때까지는 헌 인

법규정을 존속 하고 한 잠정 으로 용하게 할 필요가 있어 헌법불합

치결정을 선고한다.

※ 재 권성, 재 송인 의 단순 헌의견

국민보건을 하여 약국에서 약품의 취 과 조제․ 매를 하는 사람은

반드시 약사이어야 하는 것으로 제한함이 마땅하지만, 약국의 개설자를 약

사로 한정할 합리 이유는 없다. 구든지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할

때에 래될 무질서나 보건상의 험은 그다지 크다고 볼 수 없으며, 오히

려 지식과 자본의 공개 결합을 통하여 개인의 기업활동 역과 경쟁력을

확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일반국민에게는 더 많은 연구활동의 기회를 제

공하는 등의 생 이익이 사회에 귀속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이 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약사 아닌 사람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여

헌이 된다고 할 것이다.

※ 재 윤 철, 재 하경철, 재 김경일의 합헌의견

법인의 설립 존속이 간 인 직업선택 는 직업수행의 한 방법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개인이 법인을 설립하여 구성원 개개인에게만 허용되

는 직업을 법인이 수행할 자유까지 헌법이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약사들이 그들의 권익을 옹호하기 한 단체나 그들의 활동을

보조할 수 있는 단체 등을 설립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고 다만 그 법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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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약국의 개설이라는 특수한 활동만을 제한하므로, 개개의 약사들

이 법인을 설립하는 방법으로 그들의 직업을 수행하는 자유를 침해하거나

그들의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법인과 그 구성원을

별하는 우리의 법체계상 약사들로만 구성된 법인이라 하더라도 법인 자

체는 약사면허가 없으므로 이들 법인에 약국개설을 허용하지 않음은 당연

한 것이고, 활동이 제한되는 것은 법인 자체이지 그 구성원이 아니기 때

문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취지는 약품의 조제와 매를 약사에게 맡기는

것에 그치지 않고 약국의 경 과 리를 동일약사에게 맡김으로써 국민보

건을 하여 의약품의 매체계에 만 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다수의

견과 같이 실제로 약국을 리하며 약을 취 하는 사람이 약사이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다.

한 의약품제조업자․의약품수입업자 등 약사법상의 약사 이외의 직종

은 의약품소비자와 직 거래하지 않는 등 국민보건상 미치는 향이 약국

의 경우보다 작고, 변호사․공인회계사 등 다른 문직종도 인 자원의

집 필요성이 크다는 등 약국과는 다른 들이 있으므로, 이들과 약사

를 달리 취 한다고 하여 합리 이유 없는 차별로서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해설】

1. 직업선택(직업수행)의 자유에 한 침해여부

가. 직업수행의 자유에 한 제한과 그 한계

법인의 설립은 그 자체가 간 인 직업선택의 한 방법이기도 하고,1) 법

인도 성질상 법인이 릴 수 있는 기본권의 주체가 되며 직업선택의 자유

는 헌법상 법인에게도 인정되는 기본권이기 때문에2), 이 사건에서 첫 번째

쟁 은 약사들로 구성된 법인에 하여 약국개설을 지하는 것이 개개의

1) 헌재 1996. 4. 25. 92헌바47, 례집 8-1, 370, 379-380; 2000. 11. 30. 99헌마190

례집 12-2, 325, 342-343.

2) 헌재 1991. 6. 3. 90헌마56, 례집 3, 289, 295; 헌재 1996. 3. 28. 94헌바42, 례

집 8-1, 199, 206-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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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의 직업선택의 자유에 포함되는 직업수행의 자유3)를 침해하는가 하는

것과 이러한 제한은 약사들로만 구성된 법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

는 것인가 하는 이다.

개인의 직업에 한 선택 수행의 자유는 공동체의 경제사회질서에 직

인 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공동체의 동화 통합을 진시키기

하여 필요불가결한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 문규정에 따라, 즉 국

가안 보장․질서유지 는 공공복리를 한 목 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

우에 그러한 목 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범 내에서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특히 직업결정의 자유나 직의 자유에 비하여 직업수행의 자유에

하여서는 공익을 하여 상 으로 더욱 넓은 법률상의 규제가 가능하

다4)고 보지만,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할 때에도 과잉 지의 원칙에 배

되거나 직업선택의 자유의 본질 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어서는 아니됨은

물론이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

이 사건 법률조항이 약사 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도

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약사법 제35조 제1항이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

품을 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과 결합하여 의약품의 매는 국

민보건에 미치는 향이 크므로 그 매행 를 국민의 자유에 맡기는 것은

보건 생상 부 당하여 이를 일반 으로 지하고 일정한 시험을 거쳐 자

격을 갖춘 약사에게만 일반 지를 해제하여 의약품의 매를 허용하는

데에 그 목 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5)

한편 약사법 제19조 제1항은 약사가 개설할 수 있는 약국의 수를 1개소

로 제한하고 있는데, 그 취지도 약사가 의약품에 한 조제․ 매의 업무

를 직 수행할 수 있는 장소 범 내에서만 약국개설을 허용함으로써

3) 직업선택의 자유는 자신이 선택한 직업을 자기가 결정한 방식으로 자유롭게 수행

할 수 있는 직업수행의 자유를 포함하는 개념이다(헌재 1993. 5. 13. 92헌마80,

례집 5-1, 365, 374; 헌재 1996. 8. 29. 94헌마113, 례집 8-2, 141, 153 참조).

4) 헌재 1993. 5. 13. 92헌마80 례집 5-1, 365, 374; 헌재 1995. 2. 23. 93헌가1, 례

집 7-1, 130, 135

5) 법원 1998. 10. 9. 선고 98도1967 결, 공보 1998하, 2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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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아닌 자에 의하여 약국이 리되는 것을 그 개설단계에서 미리 방지

하기 한 데에 있다.6)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단지 “약사 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

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인바, 조항이 당연히 약사로만 구성

된 법인의 약국개설도 지하는 것인가에 한 의문이 있을 수 있다.

입법연 을 살펴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약사법이 최 로 제정될 때부

터 있던 것으로서,7) 그 입법이유에 하여는 약사가 아닌 사람이 국민의

건강과 병의 치료를 목 으로 하지 않고 단지 생계를 하여 국민의 생명

과 건강에 요한 약을 취 하게 되면 우매한 국민을 속이는 등의 바람직

하지 않은 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약국의 개설과 의약품의 조제는

엄격하게 약사만이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으로 설명되어 있다.8)

이 당시에 법인에 의한 약국개설의 허용 여부가 거론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당시의 약사법 시행규칙에는 법인도 약국을 개설할 수 있는 것을

제로 한 규정들9)이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당시의 행정부에서는 법인

도 약국의 개설자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었던 것 같다. 그러다가

1965. 10. 29. 시행규칙을 면 으로 폐지하고 다시 제정하면서 법인의

약국개설을 허용하는 것을 제로 한 조항들을 삭제하 다.10) 아마도 당

시행규칙에서 법인의 약국개설을 허용하는 것처럼 규정하고 있었던

것이 법률의 명문규정에 어 난다고 생각하여 고친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6) 법원 1998. 10. 27. 선고 98도2119 결, 공보 1998하, 2812

7) 약사법(1953.12.18. 제정 법률 제300호)

제16조① 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

8) 제2 국회 16회 제53차 회의록(1953. 10. 10.)에서의 사회보건 원장 김용우의원

의 설명발언 참조.

9) 약사법시행규칙(1954.8.3. 보건부령 제20호)

제12조 (약국등록부의 등록사항)

2. 개설자의 본 , 주소, 성명, 생년월일(법인인 경우에는 그 표자의 본 , 주소,

성명, 생년월일 단, 각자 표의 경우에는 그 법인의 주소와 명칭)

제28조 (법인인 경우의 신청 차)

…(약국설립의) 신청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신청서의 본 , 주소, 성명, 생년

월일란에는 표자의 그것을 이에 기재하고 정 과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야 한

다. 단, 각자 표의 법인에 있어서는 그 법인의 주소와 명칭을 기재하고 기 서

류를 첨부한다.

10) 약사법 시행규칙(1965.10.29 폐지제정, 보건사회부령 제163호) 제4조, 제5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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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튼 재 이 사건 법률조항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법률해석의 첫 번

째 원칙인 문리해석에 의할 때 법인은 약사가 아닌 것이 명백하고 이는 구

성원11) 원이 약사로 된 법인이라 해도 마찬가지이므로 이와 달리 법인은

약국을 개설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재 법원

과 행정기 에서도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법인은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고 반 의 견해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은 약사들로만 구성된 법인을 포함한 모든 법인의 약국개설

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그 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약사들이 법인을 구성하는 방법으

로 약국설립 경 을 하는 직업수행이 제한되고, 동시에 약사들로 구성

된 법인의 직업수행이 제한됨으로써 이러한 법인 그 구성원인 약사들의

헌법상의 직업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이다.

다. 기본권 제한에 한 방법의 성 합리성

그 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와 같은 입법목 을 달성하기 하여 법

인에 의한 약국의 설립을 지하는 것은 기본권 제한의 수단과 방법 그

정도에 있어서 합리성이 있는 것인가를 구체 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1) 외국의 입법례에 한 검토

(가) 일본

일본에서는 약사 이외의 자에게도 약국의 개설을 허용하되, 약국을 개설

하기 해서는 약사이든 비약사이든 당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일

본 약사법12)에 의하면 약국은 그 소재지 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개설을 할

수 있고,13) 허가에 있어서는 약국의 구조설비가 기 에 합한지,14) 약

국에서 약사에 한 실무에 종사하는 약제사15)의 인원수가 기 에 미달하

11) 여기서 구성원이라 함은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주주, 합명회사․합자회사․유한

회사의 경우 사원을 의미한다.

12) 1960년(昭和 35년) 8. 10. 법률 제145호, 최근개정 2001년(平成 13년) 6. 29. 법률

제87호.

13) 일본약사법 제5조 제1항 참조

14) 일본약사법 제6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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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지16)등을 요한 기 으로 심사하도록 하고 있으며, 신청자가 법인

인 경우에 하여도 규정하고 있다.17)

이와 같이 일본에서는 자연인은 물론 법인(사단법인 는 재단법인)도

법령 는 법인의 정 이나 기부행 (출연행 )에 정한 목 의 범 내이면

약국개설의 신청을 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데, 약국의 개설자를

약사로 제한하지 않는 이유는 약국의 개설자가 구이든 약국에서 실제로

약을 취 하고 매하는 사람, 즉 약사에 한 실무에 종사하는 자가 약제

사이기만 하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일본에서 행 약사법의

제정을 하여 특별 원회를 설치하여 논의하던 과정에서도 약국의 개설자

를 약제사에 한정하거나 약국의 개설에 하여 약제사와 비약제사에 차별

을 두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약국의 개설은 비약제사가 하더라도 약제사에

의하여 약국의 리가 이루어지는 것이 확보되는 이상 개설자에 하여

와 같은 제한을 둘 보건 생상의 이유가 없다고 결론지었다고 한다.18)

이처럼 약국의 개설자에 하여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는 신, 약국은

의약품에 한 문가에 의하여 항상 실제로 리되는 것을 확보하여 보건

생상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약국의 리는 반드시 약제사가 하도록 규

정하고 있는데,19) 여기서의 리란 약국에 있어 조제, 의약품의 취 등에

한 기술 사항을 말하는 것이고 약국경 의 경제 측면에 한 사무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다.20)

이 약국개설 문제와 련하여 일본약사법상의 약국개설허가제가 헌법

반이라고 다투어진 사건21)에서, 일본최고재 소는 약제사의 면허는 약학의

15) 우리 약사법상의 약사(藥師)에 해당한다.

16) 일본약사법 제6조 1-2호

17) 일본약사법 제6조 제2호

18) 藥事法規硏究 , 逐條解說 藥事法 4訂版, ぎょうせい 2001. 40면

19) 일본 약사법 제8조(약국의 리)

① 제5조 제1항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약국개설자라 한다)가 약제사인 경우에는

자신이 스스로 약국을 실제로 리하지 않으면 안된다. 다만, 그 약국에 있어 약

사에 한 실무에 종사하는 다른 약제사 가운데 약국의 리자를 지정하여 그 약

국을 실제로 리시키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약국개설자가 약제사가 아닌 경우에는 그 약국에 있어 약사에 한 실무에

종사하는 약사 가운데 약국의 리자를 지정하여 그 약국을 실제로 리하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된다.

20) 약사법규연구회, 게서, 207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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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조제의 기술․능력의 구비를 주안으로 하여 수여되는 것인데 비하여,

약국개설의 허가는 약제사의 업무가 일반공 의 요구에 의한 조제, 의약품

의 매․수여라는 에 비추어 볼 때 그 업무실시의 장소인 약국이 그 목

에 합하게 설비되고 리되기 하여 필요한 법령 소정의 제반 사항을

구비하고 있는가를 심사하게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양자는 성질이 다른

별개의 것이고, 자의 면허와 달리 공 생의 견지에서 후자와 같은 허

가제를 둔다고 해도 이것을 약제사의 업무의 규제로서 과 하고 불합리하

다 할 수 없고, 공공의 복지를 한 직업에 한 제약이라고 이해할 수 있

으므로 일본헌법상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단하

다.22)

(나) 미국

미국에서도 약국의 소유와 리가 분리되어 있어서, 약사가 아닌 사람도

약국 리자로 약사를 고용하여 리한다는 제 하에 약국을 개설하고 운

할 수 있으며, 동일 소유자가 여러 곳의 약국을 운 할 수도 있다.

뉴욕주에서는 약국으로 등록을 할 수 있으려면 충분한 약과 정한 설비

등을 갖추어야 하고, 문직으로서의 약사 면허 취득의 요건(교육, 시험, 경

험, 나이, 국 등)에 하여는 따로 규정하고 있어서 약국의 등록과 약사

자격의 문제를 구별하여 취 하며, 약사면허 보유자가 아닌 사람이 약국을

소유하는 것을 허용하되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약국의 리약사를 두어야

한다. 약국의 소유자와 리약사는 약국에 한 법규를 수하는 것 등 약

국운 상의 문제에 하여 공동책임을 지도록 하고, 약사는 동시에 두 곳

이상의 약국의 리약사가 될 수 없다고 제한하고 있으며, 법인이 약국의

소유자가 될 수 있는 것을 당연한 제로 하고 있다.23)

한 이와 별도로 문서비스회사의 일종으로서 약국회사에 하여도

규정하고 있어서 약사들은 리를 목 으로 약사로서의 문서비스를 제공

21) 일본 최고재 소 소화38년 제737호, 동 41년 7월 20일 법정 결.

22) 최고재 소 례집 제20권 제6호(소화 41년 7.8월분) 1219면; 森 次, 藥劑師の藥

局開設許可制と憲法22條等, 「민상법잡지 56권」309-315면 참조.

23) 뉴욕주 통합법률 교육편 제137장(McKinney's Consolidated Law of New York

Education Art. 137 Pharmacy) 제6808조 2.a.(3)항, 제6805조 2.c.e.항, 제6805조

2.h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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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회사 즉 약국을 운 하는 회사를 만들 수 있고, 이런 회사에서는 반

드시 약사가 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약사만이 회사의 주주와 이사가

될 수 있다.24)

이러한 규정내용은 캘리포니아주의 경우도 거의 같다.25)

(다) 유럽

유럽의 국가들 국, 아일랜드, 벨기에는 미국이나 일본과 같이 약사

가 아닌 사람과 법인도 약국을 개설하여 운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랑스 등 그 외의 다수 유럽국가들은 약사 는 약사들로 구성된 법인

과 조합에게만 약국의 소유를 허용하고 있으며, 덴마크와 룩셈부르크는 우

리나라와 같이 약사가 개인 으로만 약국을 소유하도록 하고 있다.26)

국 의약법은 약사 개인이나 약사들의 조합이 약국을 개설하여 운 할

수 있음은 물론 일반법인도 약국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되 이 경우에는 실

제로 약국을 리하는 자가 약사이어야 하며, 약국이 여러 곳인 경우에는

약국마다 다른 약사가 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27) 랑스에서는

약국개설을 하려는 자가 할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약사 개인은

물론 약사들의 단체(그 형태가 조합이든 법인이든)도 약국개설허가를 받을

수 있다.28)

(라) 검토

24) N.Y. Business Corporation Law(McKinney's) Art. 15 Professional Service

Corporations(West 2002). § 1503～§ 1508

25) 캘리포니아 업 문직에 한 법률 제9장 약국법(California Business and

Professions Code Section Chapter 9, Pharmacy Law) 제4036조 내지 제4200조

참조

26) 한국보건사회연구원(노인철/남은우/권경희/박 택), 의료시장 개방에 따른 의료

서비스 경쟁력 강화방안, 1996. 182면 참조

27) Sweet & Maxwell United Kingdom Law In Force

Medicines Act 1968 Chapter 67 Part 4 Pharmacies § 69, 70, 71 참조.

28) 약국개설신청은 약국개설책임자나 법인의 표자에 의하여 행하여져야 한다. 신청

이 회사나 여러 약사들에 의하여 조합의 형태로 행하여질 때에는 조합원 는 공동

참여자들의 서명이 있어야 하고, 약국개설을 신청할 때에는 신분증과 약사로서의

자격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들이 첨부되어야 한다. 한 법인에 의하여 약국개설

신청이 행하여질 때에는 법인의 지 에 한 서류도 첨부된다. 법인이든 조합이든

단체의 명의로 약국을 개설하기 해서는 약사 회(l'Ordre des pharmaciens)에 등

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이상 랑스 보건법 (Code de la santé publique) 명령편

(Partie réglementaire - Décrets en Conseil d'Etét) 제5014-1조, 제5089-1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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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외국의 입법례를 통하여 살펴볼 때, 우리 약사법과 같이 약사 개

인에게만 약국의 개설을 허용하는 경우는 소수에 불과한 것을 알 수 있다.

미국․일본․ 국 등과 같은 나라에서는 약국의 개설자가 구이든 약국이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약국을 실제로 리하는 사람이 약사이기만 하면 국

민건강과 련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여 약국의 개설에 해서는 약사자

격을 문제삼지 않고 있으며, 그 밖의 나라들도 부분이 최소한 약사들로

구성된 단체에 하여는 약국의 개설을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2) 법인의 약국 소유의 허용 여부에 따른 장단

약국의 개설 내지 소유를 법인에게 허용하는 경우와 그 지 않은 경우에

어떠한 장단 이 있는지를 재의 약국운 실태와 장래의 망에 비추어

살펴본다.

재 우리나라에서는 학의 약학과를 졸업하여 약사면허를 취득하면

언제든지 약국을 개설할 수 있고 장기간 약업계를 떠나 있던 약사들조차도

언제든지 원하기만 하면 약국을 개설할 수 있으며, 한 도시에서 약국

을 개설하기를 선호하기 때문에 소규모 약국들이 난립하여 도시지역

심으로 약국과 화 상이 나타나고 있다. 부분의 동네약국은 자본의 부

족으로 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고, 약사 혼자 하루 10시간 이상의 고된

근무를 하는 실정이어서 책임 리가 어렵고 가족의 도움을 받거나 의약품

매를 하여 무자격자를 고용함으로써 약사 부재시 무자격자에 의한 조

제․ 매행 가 자주 문제되고 있다고 한다.29)

이러한 상황에서 뜻이 맞는 약사들이 모여 동업으로 약국을 운 하게 된

다면 보다 한 자본을 바탕으로 경 의 기법(know-how)을 모아 형

화․ 문화․분업화30)를 이루는 것이 가능해지고, 따라서 근무여건이 개선

될 뿐 아니라 고객에 한 서비스도 개선할 수 있게 된다.

문제는 동업을 할 때에 어떠한 형태로 할 것인가인데, 행 약사법과 같

이 약사들의 법인형태를 허용하지 않게 되면 조합 동업을 할 수밖에 없

29) 한국보건사회연구원(노인철 등), 게논문, 178면, 187면 참조.

30) 를 들면 의약품 구입, 결제, 홍보 등을 맡는 약국 리부문과 조제부문,

복약지도부문 등으로 업무를 나 어 맡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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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조합의 형태로 동업을 하게 되면 동업이 기되거나 이탈자가 생기는

경우 투자 액의 환수가 어렵고, 약국경 의 안정성이 결여되며, 외 으

로는 동업자 1인이 약국개설자로 될 수밖에 없어 책임 계가 실질에 부

합하지 않게 되고31), 세무상으로도 법인형태에 비하여 불이익을 입게 된

다.32)

이에 반하여 약사들이 동업을 하여 법인의 형태로 약국을 개설․운

하는 것을 허용하면, 외 으로 법주체성이 확립되어 법률 계가 명확해

지고, 개인과 법인의 경리가 별되어 주먹구구식 경 에서 기업형의 합리

경 으로 환할 수 있으며, 법인 고유의 자산축 이 가능하여 약국설

비등에 다액을 투자할 수 있고 경제기반의 안정화를 도모하게 됨에 따라

조직화, 형화, 문화의 달성을 기 할 수 있다. 구성원이 사업에서

손을 떼려고 할 때에 투하자본을 회수하는 등의 정산이 보다 원활하고 세

무면이나 종업원의 고용면에서도 유리하다. 이 게 되면 국민들에게도 보

다 양질의 다양한 서비스가 싼값에 제공될 수 있게 될 가능성이 높으며,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하에서 향후 외국의 자본이 우리나라 약국업계

에 진출하게 될 것에 비하여 국내 약국산업의 경쟁력을 키울 수도 있게

된다.

약사들로만 구성된 법인에게 약국개설을 허용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

아가 미국이나 일본과 같이 약국에 한 자본과 리를 완 히 분리하여

약사가 아닌 일반인(법인을 포함)도 약국을 소유할 수 있게 한다면 어떻게

될까?

이 게 되면 국내의 기업 등 자본가가 이 개방된 의약품 소매시장에

참여하게 되어 재 있는 것 같은 랜차이즈식 약국33)이 아닌 기업형 체

31) 특히 동업자 약국개설자로 되어 있는 1인이 외 으로 약국 채무에 한 책

임을 모두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등의 불합리한 이 있다.

32) 최면용, 성공 동업약국을 하여(상)( )(하), 인터넷 약사공론 2001. 8.

33) 약사법에 의하여 기업형 체인약국의 설립이 지되어 있기 때문에 재는 개별

소유약국들의 연합체 형식의 소 랜차이즈식 약국체인이 국내에서 활동 이다.

표 인 약국체인으로는 메디팜, (주)온 리건강 등이 있다. 이러한 국내 약국

업체는 기존의 의약품도매상이 제공하지 못하는 약국경 다각화 제품을 공 받

기를 원하는 약국들끼리의 모임에 가깝고, 체인본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도 외국

의 체인본부와 달리 포 이지 못하고, 주로 약국의 외형 인 모습 통일을 하

여 간 을 동일한 디자인으로 바꾸는 사업부터 시작하여 원하는 회원에 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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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약국이 설립될 것으로 망되고, 약국시장이 개방됨에 따라 풍부한 자본

과 문화․ 화된 장비와 경 방식을 가진 외국계 체인도 들어와 경쟁

하게 될 것으로 망된다.34) 약국시설의 화와 형화가 더욱 빠르게

이루어지고 소비자에 한 서비스가 크게 개선되며 고용된 약사들이 1일 2

교 내지 3교 로 근무하게 됨에 따라 한 명의 약사가 장시간 근무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약사 부재시 무자격자에 의한 조제․ 매행 의 논란이

사라질 수 있는 등 여러 가지 장 이 있다.

그러나 한편, 기업형 약국체인들은 이미 과포화된 약국시장 장악을 해

기존의 약국들과 경쟁을 하게될 것이며, 자본력이 약한 개인 소유 약국들

은 폐업의 기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 소규모 세한 약국들이 도산하게

되면 개설약사들은 어쩔 수 없이 피고용 약사로 근무하게 되는 취업형태의

변화가 상된다. 약국간의 경쟁심화와 형화 추세는 약국수의 감소를

래하여 소비자들이 지 처럼 편리하게 집 가까이에 있는 약국을 이용할

수 없게 될 우려도 있고, 약국이 철 히 리만을 추구하는 기업체로 변모

하여 리추구를 한 각종 방법이 총동원됨으로 인하여 의약품의 과소비

등 부작용을 래할 가능성도 있다.35)

그밖에 법인의 약국개설은 근래에 우리나라에 도입된 의약분업제도와

련하여 어떠한 문제 이 있는지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의약분업이

란 의사가 환자를 진단하여 처방 을 발행하면 약사는 처방 을 검토하여

환자에게 약을 조제․투약하는 것으로서, 의사와 약사의 직능을 구분하여

의사는 진단에 따른 처방을 하고 약사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약을 조제하

도록 함으로써 의사와 약사간에 직능분업을 이루는 제도이다. 의약분업을

하는 이유는 처방과 조제에 한 이 검으로 약화사고를 방하고,36) 소

약국구조를 감각에 맞도록 개조해 주는 작업, 투약기법 교육, 약국 경

컨설 과 시 에 범람하는 건강보조식품 에서 회원약국의 정이윤을 보장하면

서 가격경쟁에서 벗어나는 제품을 공 해주는 업무를 으로 진행하고 있다

고 한다. 한 소유권과 무 하게 약국운 방법이 체인약국별로 통일된 외국의 약

국체인과는 달리 각 회원약국이 독자 으로 운 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한국보

건사회연구원(노인철 등) 게논문 171면 참조.

34) 한국보건사회연구원(노인철 등), 게논문, 192면, 194면 참조.

35) 한국보건사회연구원(노인철 등), 게논문 181면 참조.

36) 의사의 처방 이 공개되므로 의사로 하여 정한 처방인지 여부를 한번 더 생

각하게 하고 약사는 처방 에 의심이 나는 경우 이를 확인해야 할 법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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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의 의약품 직 구매를 제한함으로써 의약품의 오남용 약화사고를

제도 으로 방하며,37) 의사와 약사의 역할을 문화하여 국가 의약자원

의 활용을 극 화함으로써 국민에게 양질의 의약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비

를 감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

이와 같은 의약분업의 취지를 살리려면 병원과 약국을 분리하는 기 분

리가 되어야 한다. 병원과 약국이 동일 소유권이나 경 권 하에 있으면

의사와 약사의 직능이 효과 으로 분리될 수 없고, 의학 동기가 아닌 경

제 동기의 추구로 인하여 상호견제를 통한 처방과 조제라는 의약분업 본

래의 취지를 달성하기 어렵게 되는 것이다.38) 그러므로 의약분업의 실효성

을 확보하기 해서는 의료기 과 약국의 담합을 막을 필요가 있어 법은

이러한 담합행 를 지하고 있고,39) 구조 으로 담합행 의 우려가 있다

고 단되는 경우에는 약국의 개설등록을 받지 않는다.40)

의약분업과 련하여 볼 때에, 법인에게 약국개설을 허용하면 병원에서

직 하는 약국이 출 하여 담합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법인의 일정한 이익

확보를 하여 처방 을 유치하려는 호객행 를 하거나 처방 알선의 가

로 의료기 계자에게 품을 제공하는 등의 법행 로 의약분업의 정

신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와 같은 우려의 부분은 재와 같이 개인 명의로 운 하는

약국제도 하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이므로 특별히 법인약국의 허용과

직결되는 것이라 할 수는 없고, 다만 의약분업제도 하에서 병원이 약국을

직 하는 것은 막아야 할 것인데, 별도의 입법에 의하여 의료기 이나 그

경 자 는 특수 계자는 약국을 개설할 수 없도록 제한할 수도 있을 것

이고, 약사들로만 구성된 법인에 한하여 약국개설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특

별히 문제될 것이 없으므로 법인에 한 약국개설의 허용은 의약분업을

있어 처방의약품의 배합 상호작용을 검하여 약화사고를 방할 수 있다.

37) 의약분업이 실시되면 문의약품은 의사의 처방 없이 약국에서 구입할 수 없

으므로 약사에 의한 임의조제가 사라지게 되어 소비자의 의약품 오남용을 제도

으로 방할 수 있게 된다.

38) 정동 , 의약분업정책의 집행요인에 한 연구, 행정학석사학 논문, 서울 학

교, 2002. 4면, 33면 참조.

39) 약사법 제22조 제2항 참조

40) 약사법 제16조 제5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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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하는 것이라는 주장은 별로 설득력이 없다 하겠다.

오히려 의약분업과 련하여 환자들이 불편을 겪는 사항 에는 야간

휴일에 의약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 사려고 하는 약이 약국에 구비되어

있지 않은 등이 있는데, 재와 같이 약사 개인이 운 하는 약국으로서

는 이러한 문제 에 하여 효과 으로 처하기 어렵지만, 약사들로 구성

된 법인이 운 하는 보다 큰 규모의 약국에서는 충분한 종류와 수량의 약

을 구비하고 근무약사를 2교 는 3교 로 24시간 근무하게 하는 것이

가능해지므로 의약분업으로 인한 환자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다.

(3) 이 사건 법률조항의 기본권제한의 정성

앞서 본 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취지가 국민보건을 하여 의약품

의 조제와 매는 그 분야의 문가인 약사에게 맡겨야 한다는 것이라면,

원칙 으로 이 문제는 약국에서 약을 취 하는 사람을 약사로 하면 되는

것이지 약국의 개설자가 반드시 약사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 다만, 입법자

로서는 일반인 는 일반인으로 구성된 법인에 하여서까지 약국개설을

개방할 경우에 생길 정 효과와 부정 결과를 종합 으로 고려하여 이

들에게는 약국개설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할 입법재량권이 있다고 할 것

이므로, 입법자가 약사가 아닌 일반 개인 는 법인에게 약국개설권을 인

정하지 않기로 결정한 부분은 헌법 반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된다.41)

그러나 구성원 원이 약사로 된 법인도 같이 취 하여 약국개설을

지할 수 있는가는 별개의 문제이다. 약사는 입법자에 의해 본래 약국을 개

설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 자

체에서 약국의 소유자를 자연인 약사로 한정할 합리 이유가 도출되지 않

는다면42) 본래 약국의 개설권이 있는 약사들이 모여 구성한 법인에게까지

41) 이 사건에서 단순 헌의견은 이 에 한 견해를 달리 해서, 일반인에 한 약

국개설 허용여부는 헌법 으로 입법자의 재량권을 벗어나는 문제로서 당연히 모

든 국민에게 약국개설권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42) 합헌의견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 이 단순히 의약품의 취 을 약사에게

맡기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약국의 경 과 리를 동일 약사에게 함께 맡김

으로써 국민보건을 하여 의약품의 매체계에 만 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

고 있는데, 입법취지를 이 게 본다면 약사들만으로 구성된 법인에 하여 약국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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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의 개설을 지하는 것은 합리 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 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약사들로만 구성된 법인에게도 약국의 개

설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이러한 법인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법인의 구성원

인 개개의 약사들이 법인을 설립하는 방법으로 그들의 직업을 수행하는 자

유를 제한하는 것이고, 그 제한에 있어 입법형성권의 재량의 범 를 넘어

과도하고 부 한 제한을 하는 것이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 소정의 과잉

지의 원칙에 배되어 헌법 제15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직업선택(직업수

행)의 자유의 본질 내용을 침해하 다고 할 것이다.

2. 평등권의 침해 여부

가. 평등의 원칙의 심사기

헌법재 소는 평등 반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엄격한 심사척도와 완화

된 심사척도의 두 가지 척도를 구별하여, 헌법에서 특별히 명시 으로 평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와 차별 취 으로 인하여 련 기본권에 한

한 제한을 래하게 되는 경우에는 비례성심사인 엄격한 심사척도가

용되어야 하고, 그 지 않은 경우에는 완화된 심사척도인 합리성심사에

의한다는 원칙을 용하고 있다.43)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는 부분에 한 것이

아니고, 순수한 직업선택의 자유와 달리 직업수행의 자유는 공익을 하여

상 으로 넓은 규제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며,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직업수행의 자유에 한 제한은 련기본권에 한 한 침해가 있는 경

우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완화된 심사기 즉 차별기 내지

방법의 합리성 여부가 헌법 정당성 여부의 단기 이 된다고 하겠다.

나. 다른 직업과의 비교

약사법의 규제를 받는 직종들 약사 이외에는 법인을 구성하여 직업을

설을 허용하지 않는다 해도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43) 헌재 1999. 12. 23. 98헌바33, 례집 11-2, 732, 749; 헌재 2001. 2. 22. 2000헌마

25, 례집 13-1, 386, 403-404; 헌재 2001. 6. 28. 2001헌마132, 례집 13-1, 1441,

1464-146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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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하는 것이 허용되고 있다. 의약품제조업자, 의약품수입업자, 의약품도

매상 등은 본인이 약사가 아니어도 계없으며, 업무를 리할 약사를 두

어 리업무 등을 담당하도록 하면 된다.44) 따라서 의 직종들은 법인을

설립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는 것도 당연히 허용되는 것이다.45)

이러한 직종들도 국민의 건강문제에 직결되는 의약품을 취 한다는

에서는 약사와 본질 으로 다르지 않은데도 이들에 하여는 법인을 설립

하여 업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약사에 하여는 법인을 설립하여 약국

을 개설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결과 으로 약사들로 구성된 법

인이나 그 구성원인 약사는 그 업무수행의 방법에 있어서 차별을 받고 있

다고 하겠다.46)

시험을 거쳐 자격이 부여되는 다른 문직종들의 경우에도 부분 법인

을 설립하여 업을 하는 것이 허용되고 있다.

변호사법은 변호사를 구성원으로 하는 법무법인의 설립에 하여 규정

하고 있는데, 법무법인의 설립목 은 그 직무를 조직 ․ 문 으로 행하

기 한 것이고, 5인 이상의 변호사로 구성되며, 구성원 아닌 소속변호사를

둘 수 있다. 법무법인에 하여 변호사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

합명회사에 한 규정을 용한다.47)

이 법무법인제도의 입법취지는 증하는 법률수요에 효율 으로 처하

고 변호사 업무의 문화․분업화․ 형화 등 법률서비스를 개선하기 한

것이며, 한 국제거래에 있어서의 개방화․국제화의 물결을 타고 법률서

비스시장이 개방되는 것에 비하기 한 것으로서 외국의 형 법무법인

들이 려올 것에 비하여 그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으려면 구멍

가게식 1인 단독사무소의 운 형태에서 벗어나 공동사무소 형태의 사무소

44) 약사법 제29조, 제34조, 제37조 참조

45) 약사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제3호, 제34조 제1항 제1호 나목, 제54조 제1항

제1호, 제56조 제2호, 제3호, 제83조 제2항 제4호, 제3항 참조.

46) 물론 이 에 하여는 합헌의견이 지 하는 바와 같이 의약품제조업자․의약품

수입업자 등 약사법상의 약사 이외의 직종은 의약품소비자와 직 거래하지 않는

다는 에서 국민보건상 미치는 향이 약국의 경우보다 작다는 을 강조할 수

도 있지만, 이들이 취 하는 약품이 결국 소비자에게 매되는 것이라는 을 생

각하면 국민보건에 한 향의 차이가 매우 큰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47) 변호사법(2000.1.28. 법률 제6207호로 문개정된 것)제40조, 제45조, 제47조, 제

58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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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이 필요하고 사무소 운 도 기업경 의 기법을 도입하여 취약한 경

기반을 보완하고 경제 세성으로부터 탈피하며 능률 이고 신속한 일처

리로 시민의 신뢰를 얻을 필요가 있다는 데 있다.48)

이와 같이 직무를 문 ․조직 으로 행하기 하여 법인을 설립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공인회계사,49) 변리사,50) 세무사,51) 건축사,52) 법무

사,53) 공인노무사,54) 세사55)등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고 있다.

한 국민의 건강과 련한 공익성이 약국보다 더 크다고 할 수 있는 병

원 등의 의료기 에 해서도 의료법인에 의한 의료기 개설을 허용하고

있다. 의료법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기 을 개설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외 으로 국가 는 지방자치단체, 의료업을 목 으로 설립된

법인(의료법인), 민법 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 리법인 등이 의료

기 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56)

이 의료법인은 법인의 설립, 정 변경 기본재산 처분에 하여, 그리

고 법인의 해산시 잔여재산의 처분에 하여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문제 이 있을 때 당국이 법인의 설립을 취소할 수 있는 등 당국의 리를

받고 있고, 민법상의 재단법인에 한 규정을 용하므로57) 그 성격상 비

리 재단법인에 해당하여, 의료인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사단법인의 형태

와는 다른 것이지만, 어 든 의료인은 법인의 설립을 원하는 경우 비록 재

단법인의 형태라 하더라도 의료법인을 설립하여 의료기 을 개설하고 운

할 수 있다는 에서 약사와는 다른 취 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약사 이외의 문직의 경우 사회의 발 과 변화에 따라 그 업

48) 제11 국회회의록 법제사법 원회 제114회 제8차(82. 11. 24.)회의록; 이해진, 법

무법인 설립운 에 한 문제 , 「인권과 정의」 1996년 1월호(통권 233호) 67면

이하 참조.

49) 공인회계사법 제23조 참조

50) 변리사법 제6조의 3 제1항 참조

51) 세무사법 제13조의 2 제3항 참조

52) 건축사법 제23조 제1항, 건축사법 시행령 제22조 제4호 참조

53) 법무사법 제33조 참조

54) 공인노무사법 제7조의 2 참조

55) 세사법 제17조 참조

56) 의료법 제30조 제2항 참조

57) 의료법 제30조, 제41조, 제44조, 제45조, 민법 제80조 제2항, 의료법 시행규칙 제

34조 제1호, 제44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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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를 조직 ․ 문 으로 수행하기 한 법인의 설립을 허용하고 있는데,

약사에 하여는 법인의 설립에 의한 직업수행 즉 약국의 개설․운 을

지하고 있으므로 이 에서 약사들로 구성된 법인 그 구성원인 약사 개

인들은 차별을 받고 있다고 하겠다.

다. 이 사건 법률조항의 평등권 침해 여부

이러한 제한이 헌법상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인가를 완화된 심사기

인 합리성의 심사에 의하여 살펴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이 약사에 하여

는 다른 문직들과 달리 법인을 구성하여 직업을 수행하는 것을 지하는

차별에는 정당한 입법목 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약사와 다른 문직과

사이에 이러한 차별을 정당화할 만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는 것이다.

약사가 다른 문직과 다른 취 을 받아야 할 사실상의 차이나 입법목

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약사가 국민의 건강에 직결되는 의약품을

취 하기 때문에 약사가 아닌 사람이 의약품을 매하고 조제하는 것을 막

아야 한다는 일텐데, 이러한 목 은 실제로 약을 취 하는 사람인 약국

의 리약사에게 약사자격을 요구함으로써 이룰 수 있는 것이고, 약국의

개설자를 자연인 약사로 한정하여 법인의 약국개설을 지할 필요는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58)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합리 근거 없이 약사들로 구성된 법인

그 구성원인 약사들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사의 자유의 침해 여부

청구인이 이 사건 법률조항의 헌성을 주장하면서 결사의 자유가 침해

되었다는 주장을 하지는 않았지만,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법인을 설

립하여 약국을 운 하려는 약사 개인들 이러한 약사들에 의하여 구성된

58) 합헌의견은 약사 이외의 문직종들은 그 업무의 성질상 인 자원을 집 할 필

요성이 약사보다 높고, 약사는 문직들과는 달리 국민들의 건강에 직결되는

약품을 국민들과 직 면하여 매한다는 , 약국의 리자만 약사로 하는 것

만으로는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려는 입법목 을 충분히 달성하기 어렵다는

등을 근거로 하여 약사들로 구성된 법인에게 그 업무를 허용하지 않는 데에

합리 이유가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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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결사의 자유59)가 침해된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이 에 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헌법재 소는 법률의 헌성을 심사함에 있어서 헌

제청법원이나 헌법소원 청구인이 주장하는 법 에서만 아니라 심

상 규범의 법 효과를 고려하여 모든 헌법 인 에서 심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60)

헌법 제21조가 규정하는 결사의 자유라 함은 다수의 자연인 는 법인

이 공동의 목 을 하여 단체를 결성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하는 것으로,

극 으로는 단체결성의 자유, 단체존속의 자유, 단체활동의 자유, 결사에

의 가입․잔류의 자유를, 소극 으로는 기존의 단체로부터 탈퇴할 자유와

결사에 가입하지 아니할 자유를 내용으로 한다.61)

그런데, 이 사건과 련하여서는 단체구성원에게 경제 이익을 분배하

는 것을 목 으로 하는 리단체도 헌법상 ‘결사’에 포함되는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결사의 자유는 역사 으로 언론․출 의 자유 집회의 자

유와 함께 정치 의견을 형성하고 하기 한 수단으로서 넓은 의미의

표 의 자유 내지 정신 자유의 하나로 형성․발 되어 왔으므로 그 성질

상 리단체와는 직 련이 없다고 볼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헌법재 소는 결사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는 “결사” 개념에 리단체도

포함되는지에 하여 직 언 한 일은 없지만, 결사에 한 개념정의를

“결사란 자연인 는 법인의 다수가 상당한 기간 동안 공동목 을 하여

자유의사에 기하여 결합하고 조직화된 의사형성이 가능한 단체”62)라고 하

여 결사의 목 에 한 일반 제한을 두지 않고 있는 으로 미루어 볼

때, 리단체라고 하여 결사의 자유의 상이 되는 결사에서 배제하는 취

지는 아니라고 단할 수 있겠다.

참고로 일본에서의 논의를 보면 리단체도 ‘결사’에 포함된다고 보는

극설과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소극설이 립하고 있는데, 극설은 리

59) 헌법재 소는 법인 등 결사체도 그 조직과 의사형성에 있어서, 그리고 업무수행

에 있어서 자기결정권을 가지므로 결사의 자유의 주체가 된다고 이 상당하다고

시한 바 있다(헌재 2000. 6. 1. 99헌마553 례집 12-1, 686, 705-706).

60) 헌재 1996. 12. 26. 96헌가18, 례집 8-2, 680, 690-691 참조

61) 헌재 1996. 4. 2. 92헌바47, 례집 8-1, 370, 377 참조

62) 헌재 1996. 4. 2. 92헌바47, 례집 8-1, 370, 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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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를 결사의 자유의 보호 상에서 제외할 뚜렷한 이유가 없다는 을 근

거로 하고, 소극설은 결사의 자유가 의의 표 의 자유로 형성되어 왔고

경제활동의 자유와는 성질이 다르다는 을 근거로 든다. 이러한 견해의

립이 있지만 실제 헌법 보호라는 측면에서 큰 차이는 없는데, 그 이유

는 소극설의 입장에서는 리단체의 결성 등에 한 자유는 업의 자유의

문제로서 일본헌법 제22조의 직업선택의 자유 제29조 재산권의 보장 규

정에 의하여 보호된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한다.63) 결과 으로 어느 설을

취하든 리목 의 단체결성․단체존속․단체활동의 자유가 헌법 으로 보

장된다는 에서 큰 차이가 없고 다만 그 보장의 근거를 결사의 자유에서

찾느냐, 직업선택의 자유( 업의 자유)에서 찾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인 것

이다.

이러한 들을 종합해 보면 우리 헌법상으로도 리목 의 단체를 결사

의 자유의 보호 상인 결사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 사건

법률조항이 약사들에 의하여 구성된 법인의 약국설립을 지하는 데에 합

당한 이유가 없다고 보는 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인을 설립하여 약국을

경 하려는 약사 개인들 이러한 법인의 결사의 자유 한 침해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4. 주문의 형태에 하여

지 까지 논한 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약사들로 구성된 법인 그 구

성원인 약사들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 결사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때 그 헌선언을 한 주문의 형태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검토해 보기로 한다.

법률이 헌법에 반되는 경우 헌법의 규범성을 보장하기 하여 원칙

으로 그 법률에 하여 헌결정을 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헌결정을 통

하여 법률조항을 법 에서 제거하는 것이 법 공백이나 혼란을 래할 우

려가 있는 경우에는 헌조항의 잠정 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할 수 있다. 즉, 헌 인 법률조항을 잠정 으로 용하는 헌 인 상태

63) 大石 眞, 結社の自由, ジュリスト增刊 (法律學の 爭点シリ-ズ), 1998. 1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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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헌결정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법 공백의 합헌 인 상태보다 오히

려 헌법 으로 더욱 바람직하다고 단되는 경우에는 헌법재 소는 법

안정성의 에서 법치국가 으로 용인하기 어려운 법 공백과 그로 인

한 혼란을 방지하기 하여 입법자가 합헌 인 방향으로 법률을 개선할 때

까지 일정 기간 동안 헌 인 법규정을 존속 하고 한 잠정 으로

용하게 할 필요가 있다.64)

이 사건 법률조항에는 약사가 아닌 일반인이나 일반인으로 구성된(구성

원 일부가 일반인인 경우를 포함한다) 법인의 약국설립을 지하는 부

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만일 이 사건 법률조항에 하여 단순 헌을 선고

하여 당장 그 효력을 상실시키게 되면 약국의 개설자격에 한 아무런 제

한이 없게 되어 구나 약국을 개설할 수 있게 되는바, 이것은 입법자가

약국개설권을 약사가 아닌 일반인에게는 개방하지 않겠다고 설정한 제약마

무 뜨리게 되어 헌 인 이 사건 법률조항을 존속시킬 때보다 단순

헌결정으로 인해서 더욱 헌법 질서와 멀어지는 법 혼란을 래할 우려

가 있는 것이다.65)

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있는 헌 인 요소를 제거하고 합헌 으로 조

정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선택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약사들만으로 구성

되는 법인의 형태로 법무법인과 같은 합명회사나 회계법인과 같은 유한회

사의 형식을 취할 수도 있고 미국의 문법인과 같이 주주 이사의 자격

을 약사로 제한하는 주식회사의 형태도 가능하며, 법인이 운 할 수 있는

약국의 수나 지역범 를 제한할 수도 있다. 이러한 선택의 문제는 입법형

성권을 갖고 있는 입법자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할 문제이다.

그러므로 헌법재 소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하여 단순 헌이 아닌 헌

법불합치를 선언하고 입법자에게 새로운 입법을 하도록 구하며 그때까지

는 이를 잠정 으로 용하도록 한 것이다.

64) 헌재 1999. 10. 21. 97헌바26, 례집 11-2, 383, 417; 2000. 8. 31. 97헌가12, 례

집 12-2, 167, 186

65) 단순 헌의견의 입장에서는 약국개설을 약사가 아닌 일반인에게 면 으로 개

방해야 한다고 보므로 이러한 을 고려할 필요 없이 바로 헌결정을 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의 효력을 무효화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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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단순 헌의견에 하여

단순 헌의견은 기본 으로 미국, 국, 일본 등의 입법례에서처럼 약국

의 개설자가 구이든 약국에서 약품을 취 하고 매하는 사람이 약사이

기만 하면 국민보건상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약사 아닌 사람도 개인 으로든 단체를 만들어서 하든, 약국을 개설할

수 있게 되면 지식과 자본의 공개 인 결합을 통하여 개인의 기업활동

역과 경쟁력을 확 할 수 있고, 일반국민에게 더 많은 투자와 고용의 기회

를 제공하며 약사에게도 더 많은 연구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여러 가

지 이익을 사회에 제공할 수 있는 반면에 그로 인한 무질서나 보건상의

험 등은 그다지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약사가 아닌 사람에게도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되, 약품의 취 과 조제․ 매 등은 약사만이 할 수

있도록 하면 충분한 것이라고 본다.

그런데도 이 사건 법률조항이 약사가 아니면 아 약국을 개설할 수 없

도록 하는 것은 약사의 기본권 뿐 아니라 약사 아닌 사람의 직업선택의 자

유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헌이고, 이 사건에서 이 사건 법률조

항에 하여 단순 헌결정을 하여 그 효력을 상실시켜도 약사가 아니면 의

약품의 조제와 매를 할 수 없게 하는 약사법 제21조 제1항 등의 규정에

의하여 비약사의 약품취 은 규제되므로 큰 문제가 없고, 따라서 굳이 헌

법불합치결정을 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의 효력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이다.

이론 으로는 약사에 의한 약품취 이 보장되는 한 약국의 개설자가

구인가는 문제될 것이 없다는 논리가 단순명쾌하며 실제로 이러한 제도를

운 하는 국가들도 여럿 있다는 에서 설득력이 있다.

그러나 직업선택의 자유와 같은 경제생활의 역에서 입법자는 비교

넓은 입법형성권을 갖고 있으며, 약국개설과 련하여서는 국민에게 최상

의 약품공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하여 제반 여건을 종

합 으로 검토하여 약국개설권을 약사에게 한정할 것인가 일반인에게도 개

방할 것인가를 입법자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인데, 단순 헌의견은 결과 으

로 이러한 입법재량권을 거의 인정하지 않는 셈이 된다는 이 문제 으로

지 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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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합헌 의견에 하여

합헌의견은 약사 개인과 약사로 구성된 법인의 입장을 엄격히 구별하는

것에서 그 논리를 출발시키고 있다. 약사 개인이 약국을 개설할 자격이 있

다고 하여 약사들로 구성된 법인도 당연히 약국개설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잘못이라고 한다. 법인 자체는 약사면허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고,

헌법재 소가 “법인의 설립 존속은 그 자체가 간 인 직업선택 는

직업수행의 한 방법”66)이라고 인정한 것은 어디까지나 구성원의 직업과

련한 법인의 설립 존속 그 자체를 직업선택 는 직업수행의 한 방법으

로 인정한 것이지, 개인이 법인을 설립하여 구성원 개개인에게만 허용되는

직업을 법인이 수행할 자유까지 그 구성원의 직업의 자유 범 내에 있다

고 본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 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개개의 약사들이 그들의 직업수행과 련

하여 법인을 설립하거나 이를 존속시키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어서 개

개의 약사들은 그들의 권익을 옹호하기 한 단체 는 그들의 활동을 보

조할 수 있는 단체를 구성할 수 있고 청구인과 같은 리법인을 설립할 수

도 있으며 다만 법인의 활동 그 에서도 약국의 개설이라는 특수한 활동

만을 제약할 뿐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약사들로 구성된 법인 자체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개개의 약사들이 법인을

설립하는 방법으로 그들의 직업을 수행하는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

는 결론에 이른다. 같은 이유로 법인의 활동에 한 제한은 어디까지나 법

인 자체의 활동의 자유와 련되는 것이지 그 구성원의 결사의 자유를 직

침해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약사들의 결

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

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취지는 실제로 약국을 리하며 약을 취

하는 사람이 약사이기만 하면 약국의 경 자는 구이든 계없다는 것이

아니고, 약품의 조제와 매를 약사에게 맡기는 것에서 더 나아가 약국의

경 과 리를 동일 약사에게 맡기려는 것이라고 본다. 의약품의 올바른

사용에 한 인식이 상 으로 낮은 우리나라에서 법인에게 약국개설을

66) 헌재 1996. 4. 25. 92헌바47, 례집 8-1, 370, 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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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하면 약국의 경 주체와 리주체가 분리되어 철 한 리 주의 약품

매와 불성실한 복약지도로 인한 의약품 오남용의 험이 더욱 크게 되며

약사의 지역주민에 한 애착이나 배려는 훨씬 약하게 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입법자가 이를 막기 하여 일반법인 는 약사들로 구성된 법

인에 의한 약국개설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과도하고 부 한 제한이 아니

라는 것이다.

평등권에 하여는, 약사법의 용을 받는 의약품제조업자, 의약품수입업

자, 의약품도매상 등의 직종은 성질상 약국보다 형화 는 자본의 집

필요성이 크고 의약품소비자와 직 거래하는 업종이 아니라는 에서 약

국과는 성질이 다르므로 약사와 이들 업종을 달리 취 하는 데에는 합리

이유가 있고,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 다른 문직종의 경우에도

그 업무의 성질상 인 자원을 집 할 필요성이 약사보다 높으며, 약사는

업종들과 달리 국민의 건강에 직결되는 약품을 국민과 직 면하여

매한다는 , 약국의 리자만 약사로 하는 것으로는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려는 입법목 을 충분히 달성하기 어려운 등을 감안하면 약사와

다른 문직 사이에 존재하는 차별은 합리 차별이라고 본다.

이러한 합헌의견의 논증은 헌법규범과 헌법 실을 보는 시각이 다수의

견과 다를 뿐 날카롭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서 음미할 이 많다고 생각되

며 상당한 설득력이 있다.

다만 다수의견의 입장에서 합헌의견을 보면, 첫째로 법인에 한 약국개

업의 규제는 결과 으로 법인 구성원인 개인들에 한 규제가 된다는 과

직업의 수행과 부수 으로 련된 단체를 구성하여 활동할 수 있다 하더라

도 그 단체가 직업수행 그 자체를 할 수 없다고 하면 법인의 설립으로 인

한 직업수행의 핵심이 빠지게 된다는 을 지 할 수 있겠다. 둘째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취지에 하여는 합헌의견과 같이 해석할 여지도 있

지만, 앞서 본 입법연 에 비추어 볼 때 입법 당시에는 법인운 의 약국을

지하겠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67) 에서 이의를 제

기할 수 있고, 법인에 한 약국개설의 허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들

67) 당시의 시행규칙에서는 법인도 약국개설을 할 수 있음을 제로 한 규정들이 있

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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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부각시키고 그로 인한 정 효과는 외면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든다

는 을 들 수 있다. 셋째로, 평등권에 하여 합헌의견이 들고 있는 바와

같이 약사와 다른 문직들 간에 차이 이 있다는 것은 수 할 수 있지만

그 차이 이 법인에 의한 업무수행의 허용여부를 좌우할 만큼 요한 차이

인가 하는 것에 하여는 선뜻 정하기 어렵다는 이다.

7. 주문의 결정방법

이 사건에서 9인의 재 4인이 헌법불합치의견, 2인이 단순 헌의

견, 3인이 합헌의견을 표명하 는데, 이러한 경우 청구인에게 가장 유리한

헌의견에 헌법불합치의견을 합산하면 헌법재 소법 제23조 제2항 제1호

에 규정된 법률의 헌결정을 함에 필요한 심 정족수 6인에 이르게 되고,

6인에 이르게 된 때의 견해인 헌법불합치가 법정의견이 되었다.68)

8. 결정의 의의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으로 인하여 국회에서 약사법 등 련법률을 개

정하여 약사로 구성된 법인에게 약국개설을 허용하게 될 것이고, 이에 따

라 약사들도 다른 문직과 마찬가지로 법인을 구성하여 약국을 개설․운

할 수 있게 됨으로써 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가 보다 실효성 있게 보장

될 것으로 상된다.

다만 이번 결정에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계속

용을 명하 고 개정입법의 시한을 정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개정시한을

못박아 효력을 상실 한다면 그 효력상실시에 단순 헌결정을 하는 경우

의 문제 이 그 로 나타나기 때문에 부득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국회에

서 헌법재 소의 결정취지에 따른 개정입법을 얼마나 신속히 하는가에 따

라 실질 권리구제의 시기가 정해지는 만큼 국회에서의 신속한 개선입법

을 기 한다.

68) 이것은 헌법재 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용되는 민사소송에 한 법령의 하나인

법원조직법 제66조 소정의 합의의 방법에 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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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반․비디오물 게임물에 한법률 제24조

제3항 제4호 게임물에 한 규정 부분

헌제청
- 불법게임물의 수거․폐기와 행정상 즉시강제 -

(헌재 2002. 10. 31. 2000헌가12, 례집 14-2, 345)

성 기 용
*

1)

【 시사항】

1. 계행정청이 등 분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 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발견한 경우 계공무원으로 하여 이를 수거․폐

기하게 할 수 있도록 한 구 음반․비디오물 게임물에 한법률 제24조 제3

항 4호 게임물에 한 규정 부분이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2. 법률조항이 재 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3. 법률조항이 장주의와 법 차의 원칙에 배되는지 여부

【심 상】

이 사건 심 의 상은 구 음반․비디오물 게임물에 한법률(2001. 5.

24. 법률 제6473호로 개정되기 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제3항

제4호 게임물에 한 규정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반되는지 여부이고, 그 규정내용 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1. 심 상조항

* 헌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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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4조(폐쇄 수거조치 등) ①～② 생략

③ 문화 부장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음반․비디오물 는 게임물을 발견한 때에는 계공무원으로 하

여 이를 수거하여 폐기하게 할 수 있다.

1.～3. 생략

4. 제1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등 분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 분류를

받은 비디오물 는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비디오물 는 게임물

5. 생략

④～⑥ 생략

2. 련조항

법 제18조(등 분류) ① 비디오물 는 게임물을 유통․시청제공 는

오락제공을 목 으로 제작하거나 수입 는 반입 추천을 받고자 하는 자는

미리 당해 비디오물 는 게임물의 내용에 하여 상물등 원회의 등

분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와 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 은 다음 각호와 같고, 등 의 분류기 과

차는 상물등 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게임제공업소에서만 사

용하고자 하는 게임물은 제1호 제3호의 등 만 분류할 수 있다.

1. 체이용가 : 연령에 제한 없이 구나 이용할 수 있는 비디오물

게임물

2. 12세이용가 : 12세미만의 자가 이용할 수 없는 비디오물 게임물

3. 18세이용가 : 18세미만의 자가 이용할 수 없는 비디오물 게임물

③ 상물등 원회는 사행성이 지나쳐서 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등 을 부여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게임물에 해서는 제2항의 규정에 불

구하고 사용불가로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불가로 결정된 게임물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유통 는 오락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④ 생략

⑤ 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 분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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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를 받은 비디오물 는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비디오물 는 게임물을

제작․유통․시청제공 는 오락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비디오물 게임물은 연소자에게 유통․시청제공 는 오락제공

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생략

법 제24조(폐쇄 수거조치 등) ①～③ 생략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공무원이 당해 음반․비디오물 는 게

임물을 수거한 때에는 그 소유자 는 유자에게 수거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 생략

⑥ 제1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게시물의 부착․ 인․수거 기타

처분을 하는 계공무원이나 회 는 단체의 임․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

하는 증표를 지니고 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사건의 개요】

1. 심 청구에 이르게 된 경

가. 제청신청인은 울산 구 성남동 255의 3에서 ‘코리아나 컴퓨터 게임

장’을 운 하면서, ‘트로피’라는 게임물을 설치하여 업하고 있는 자이다.

나. 문화 부장 은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으로부터 게임물 제작업

자가 1998. 4. 8. 게임물을 ‘램 식’으로 검사받은 다음 이와는 다

른 형태의 ‘릴식’게임기로 불법 제조하여 유통하고 있다는 통보를 받고,

1999. 12. 21. 각 시․도에 게임제공업주 책임하에 ‘릴식 트로피’ 게임물을

2000. 1. 15.까지 자진하여 폐기하도록 조치하고, 기한 이후부터는 구 음

반․비디오물 게임물에 한법률(2001. 5. 24. 법률 제6473호로 개정되기

의 것) 제24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게임기의 기 을 수거․

폐기하도록 조치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이하 문화 부장 의

행 를 “이 사건 지시”라 한다).

다. 이에 울산 역시 구청장은 2000. 5. 1. 그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

제청신청인 경 의 게임장을 단속하게 하여, 그곳에 있던 제청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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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의 ‘릴식 트로피’ 기 7 를 ‘등 분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 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이라는 이유로, 법률조항에 의하여

수거하게 하 다(이하 울산 역시 구청장의 행 를 “이 사건 수거처

분”이라 한다).

라. 이에 제청신청인은 2000. 5. 18. 서울행정법원 2000구14510호로 문화

부장 과 울산 역시 구청장을 피고로 하여, 우선 문화 부장 과

울산 역시 구청장이 함께 이 사건 수거처분을 하 음을 제로, 주

으로는 문화 부장 의 이 사건 지시, 문화 부장 과 울산 역시

구청장의 이 사건 수거처분의 각 무효확인을 구하고, 비 으로는 울산

역시 구청장의 이 사건 수거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법률조항 게임물에 한 규정 부분에 하여 헌제청신청을

하 고(같은 법원 2000아1105), 같은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이 사건 헌법

률심 제청을 하 다.

2. 제청법원의 헌심 제청이유와 계기 의 의견

가. 제청법원의 헌심 제청이유

(1) 계행정청은 게임제공업주 등이 게임장에서 사용 인 미등 분류된

게임물 등을 발한 경우, 우선 게임제공업주에 하여 그 게임물의 사용

지나 수거․폐기를 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행정목 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고, 직 게임물을 수거․폐기하는 조치는 박한 사정이 있

는 경우(게임물 제작업자가 불법게임물을 량으로 제작하여 유통시키려

하는 경우 등)나 게임제공업주 등이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 등에만

보충 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도 무방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행정상 즉시강제의 일종으로서 계행정청

으로 하여 어떤 게임물이 등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등으로 단되

면, 긴 성 등 아무런 제한요건 없이 이를 수거․폐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

고 있는바, 행정청이 규정에 의거 미등 분류된 게임물 등을 막바로 수

거하여 폐기해 버리면, 그 수거․폐기조치가 나 에 잘못된 것으로 명되

더라도 그 게임제공업주 등이 이를 반환받는 등의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게

되어 게임물 소유자의 소유권이 완 히 박탈되는 결과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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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계행정청으로 하여 행정목 달성을

하여 보다 완화된 기본권제한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함에도 불구

하고, 과도한 기본권제한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과잉 지의 원칙에

배된다.

(2) 행정청이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거 미등 분류된 게임물 등을 막바

로 수거하여 폐기해 버릴 경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원상회복이 불가

능하게 되어 그 게임제공업주 등이 소송에서 그 수거․폐기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어지게 되고, 따라서 사법 차를 통하여 구제받을 길

을 완 히 쇄당하는 결과가 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게임제공업주

등의 헌법상의 재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나. 문화 부장 의 의견

(1) 이 사건 법률조항은 불법게임물의 량․반복 유통 이로 인한 우

리 사회의 속한 사행성 조장 분 기를 차단하기 하여 부득이 불법유통

장에서 이를 수거함으로써, 게임장을 건 한 생활문화공간으로 육성하고,

나아가 우리 사회의 건 성을 기하고자 하는 입법목 을 가진 것이다.

(2) 만일 불법게임물을 시에 수거하지 아니한다면, 증거인멸의 가능성

이 농후하고(사진 진술만으로는 법정시비가 빈발할 우려가 있음), 불법

게임물이 속히 복제․변조되어 재유통되는 등 단속의 효과를 거둘 수 없

을 뿐만 아니라, 불법게임물에 한 불감증의 만연 불법게임물 단속으

로 인한 벌과 을 감수하면서라도 한탕해보겠다는 심리의 팽배를 래하여

우리 사회에 사행성이 조장되고, 건 한 사회기풍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불법게임물에 한 수거조치는 법을 반한 자에 하여 불이익을

주어 경각심을 심어주고, 나아가 이들 불법게임물이 시 에 반복 유통되는

폐해를 막기 한 부득이한 조치이다.

(3) 사법 , 입법 , 집행 기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상물등

원회의 등 분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 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

용의 게임물이라 함은 이미 사행성이 농후한 게임물로서, 그 유통을 제한

해야 할 시 성이 매우 높다고 할 것이므로, 행정부는 더 이상의 완화된

기본권제한조치로서는 그 행정목 을 달성할 수 없다. 즉, 이 사건 법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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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은 박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부득이한 행정상 즉시강

제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 국민 체의 공익증진이라는 행정목 을 실

하기 한 부득이한 행정조치로서, 과잉 지의 원칙에 배하여 재산권

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4) 게임물은 련 로그램이 부분 국내외에서 통용되는 등의 특성상

원상회복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행정소송 이외에도 손해배상 등을 통한

소송상의 구제 차도 있을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게임제공업주

등의 헌법상의 재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도 아니다.

【결정요지】

1. 이 사건 법률조항은 목 의 박한 행정상 장해를 제거할 필요가 있

는 경우에, 미리 의무를 명할 시간 여유가 없을 때 는 그 성질상 의무

를 명하여 가지고는 목 달성이 곤란할 때에, 직 국민의 신체 는 재산

에 실력을 가하여 행정상 필요한 상태를 실 하는 작용인 행정상 즉시강제

그 에서도 物的 강제를 규정하고 있다.

행정강제는 행정상 강제집행을 원칙으로 하며, 법치국가 요청인 측

가능성과 법 안정성에 반하고,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큰 권력작용인 행

정상 즉시강제는 어디까지나 외 인 강제수단이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행정상 즉시강제는 엄격한 실정법상의 근거를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그

발동에 있어서는 법규의 범 안에서도 다시 행정상의 장해가 목 에 박

하고, 다른 수단으로는 행정목 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이어야 하며, 이러

한 경우에도 그 행사는 필요 최소한도에 그쳐야 함을 내용으로 하는 조리

상의 한계에 기속된다.

2.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 은 등 분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 분류

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이하 ‘불법게임물’이라 한다)의 유통

을 방지함으로써 게임물의 등 분류제를 정착시키고, 나아가 불법게임물로

인한 사행성의 조장을 억제하여 건 한 사회기풍을 조성하기 한 것으로

서 그 입법목 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불법게임물을

즉시 수거․폐기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상 즉시강제의 근거를 규정한 것은

와 같은 입법목 을 달성하기 한 한 수단의 하나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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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게임물은 불법 장에서 이를 즉시 수거하지 않으면 증거인멸의 가

능성이 있고, 그 사행성으로 인한 폐해를 막기 어려우며, 량으로 복제되

어 유통될 가능성이 있어, 불법게임물에 하여 계당사자에게 수거․폐

기를 명하고 그 불이행을 기다려 직 강제 등 행정상의 강제집행으로 나아

가는 원칙 인 방법으로는 목 달성이 곤란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 사

건 법률조항의 설정은 와 같은 박한 상황에 처하기 한 것으로서

그 불가피성과 정당성이 인정된다.

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수거에 그치지 아니하고 폐기까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수거한 불법게임물의 사후처리와 련하여 폐기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비하여 근거규정을 둔 것으로서 실제로 폐기

에 나아감에 있어서는 비례의 원칙에 의한 엄격한 제한을 받는다고 할 것

이므로, 이를 두고 과도한 입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피해의 최소성의 요건을 반한 것으로는 볼

수 없고, 한 이 사건 법률조항이 불법게임물의 수거․폐기에 한 행정

상 즉시강제를 허용함으로써 게임제공업주 등이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는

이를 허용함으로써 보호되는 공익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으므로, 법익의 균

형성의 원칙에 배되는 것도 아니다.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행정상 즉시강제의 허용은 과잉 지의 원

칙의 배 여부를 단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목 의 정당성, 방법의

정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등 모든 요건을 충족하 다고 보여

지므로, 법률조항이 과잉 지의 원칙에 배하여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

해하 다고 볼 수 없다.

3. 재 청구권은 권리보호 차의 개설과 개설된 차에의 근의 효율

성에 한 차법 요청으로서, 권리구제 차 내지 소송 차를 규정하는

차법에 의하여 구체 으로 형성․실 되며, 한 이에 의하여 제한되는

것인바, 이 사건 법률조항은 행정상 즉시강제에 한 근거규정으로서 권

리구제 차 내지 소송 차를 규정하는 차법 성격을 갖고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는 재 청구권이 침해될 여

지가 없다.

4. 이 사건 법률조항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박한 상황에 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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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으로서 그 불가피성과 정당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이므로, 이 사

건 법률조항이 장 없는 수거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헌법상

장주의에 배되는 것으로는 볼 수 없고, 구 음반․비디오물 게임물

에 한법률 제24조 제4항에서 계공무원이 당해 게임물 등을 수거한 때에

는 그 소유자 는 유자에게 수거증을 교부하도록 하고 있고, 동조 제6

항에서 수거 등 처분을 하는 계공무원이나 회 는 단체의 임․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계인에게 이를 제시하도록 하는 등의

차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법 차의 원칙에

배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재 권성, 재 주선회의 반 의견

행정상 즉시강제에 한 실정법상의 근거를 둠에 있어서는 가능하면 그

허용범 를 최소한도로 하여 규정하여야 하므로, 행정상 즉시강제 물

강제의 근거조항을 설정함에 있어서 그 범 를 수거만이 아니라 폐기까

지 확장하는 것이 정당화되려면 그 상물을 즉시 폐기해야 할 필요성, 즉

폐기 자체의 독자 인 긴 성이 인정되어야만 한다. 이 사건의 경우 행정

상 즉시강제의 발동을 요구하는 행정목 의 실 은 불법게임물의 수거만으

로도 충분히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상 즉시강제의 근거조항에서 폐기

까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부분은 피해의 최소성의 요건에 배되는

과도한 입법으로서 헌법에 반된다.

【해설】

1. 행정상 즉시강제의 의의 한계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규정내용

이 사건 법률조항은 문화 부장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1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등 분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 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발견한 때에는 계공무원으로 하여

이를 수거하여 폐기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어떤 하명

도 거치지 않고 행정청이 직 상물에 실력을 가하는 경우로서, 조항

은 행정상 즉시강제 그 에서도 物的 강제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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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행정상 즉시강제의 의의 행정상 강제집행과의 구별

行政强制라 함은 행정목 의 실 을 확보하기 하여 개인의 신체 는

재산에 실력을 가함으로써 행정상 필요한 상태를 실 시키는 행정청의 작

용1)을 말하는바, 행정강제는 행정상 강제집행과 행정상 즉시강제로 나 는

것이 보통이다.

行政上 强制執行이라 함은 행정법상의 의무불이행에 하여 행정청이

실력을 가하여 그 의무를 이행시키거나 이행이 있는 것과 같은 상태를 실

시키는 작용을 말하고, 이러한 행정상 강제집행의 수단으로는 집행․

직 강제․집행벌․강제징수 등이 인정되고 있다.

이에 하여 行政上 卽時强制란 목 의 박한 행정상 장해를 제거할 필

요가 있는 경우에, 미리 의무를 명할 시간 여유가 없을 때 는 그 성질

상 의무를 명하여 가지고는 목 달성이 곤란할 때에, 직 국민의 신체

는 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행정상 필요한 상태를 실 하는 작용을 말한다.

행정상 즉시강제와 행정상 강제집행은 실력으로 행정상 필요한 상태를

실 시키는 사실행 인 에서 서로 같으나, 행정상 강제집행은 법령 는

행정처분에 의한 선행의 구체 의무의 존재와 그 불이행을 제로 하는

데 비하여, 행정상 즉시강제는 선행하는 구체 의무 자체가 존재하지 아

니하며, 따라서 그 불이행을 제로 하지 않는다는 에서 구별된다.

행정상 즉시강제의 경우도 의무의 존재를 상정할 수 있으나, 행정상 즉

시강제의 제인 의무는 구체 의무가 아니라 법령 는 일반처분에 의한

일반 ․추상 의무인 것이며, 그것은 행정상 즉시강제의 실행시에 비로

1) 헌법상 행정권은 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하는 것으로서(제66조 제4항),

국무총리의 통할 하에(86조 제2항), 행정각부에 의하여 수행되는바(제94조), 이러

한 행정권은 공익 견지에서 국민에 하여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일정한

행 를 지하는 경우가 지 않고, 이러한 명령․ 지의 반에 하여는 행정권

에게 법규상 그 이행 는 반상태의 시정을 한 여러 수단이 인정되어 있으며,

한 상 방에 한 의무부과 그 반이 제되어 있지 않은 행정 반상태가

있는 경우에도 이를 제거하여 한 행정상태를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서

그를 한 수단도 마련되어 있다. 종래 이와 같은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으로 직

강제수단인 행정강제와 간 강제수단인 행정벌이 인정되어 왔다.

이와 같이 행정강제는 행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한 필요․불가결한 수단으로

서 제도 자체가 헌법에 반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엄격한 법 근거 아래

서 기본권 보장과 조화될 수 있는 수단만이 인정되어야 함은 물론이다(박윤흔, 최

신행정법강의(상), 박 사, 1998, 544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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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구체화되는 것이다.

다. 행정상 즉시강제의 근거 한계

행정상 즉시강제는 사 에 구체 의무를 부과하고 그 불이행을 기다려

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 의무를 명함이 없이 직 실력을 행사한다는

에서 법치국가 요청인 측가능성과 법 안정성에 반하는 형 인

권력작용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행정강제에 있어 행정상 강제집행을 원칙

으로 하고, 행정상 즉시강제는 외 인 강제수단으로 보아야 할 뿐만 아

니라, 행정상 즉시강제의 경우 엄격한 실정법상의 근거가 필요하다.

행정상 즉시강제의 발동은 와 같이 엄격한 법 근거가 있어야 함은 물

론이고, 법규의 범 안에서도 다시 다음과 같은 條理上의 限界에 기속된다.

즉 행정상의 장해가 목 에 박하고( 박성), 다른 수단으로는 행정목

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이어야 하며(보충성), 이러한 경우에도 그 행사는

필요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비례성)는 것이다.2)

2. 불법유통물 등에 한 수거․폐기에 한 입법례

불법유통물 등에 한 수거․폐기에 한 입법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

이 세 가지 경우로 나 어 볼 수 있다.

첫째, 행정청이 우선 계 당사자 등에게 수거․폐기를 명하고, 이들이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 계공무원으로 하여 수거․폐기할 수 있

도록 하는 경우이다.

컨 , ① 마약류 리에 한법률 제42조 제1항 제2항은 허가 청은

제16조․제18조․제21조 는 제24조의 규정에 반하여 제조․ 매․ 장

는 수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이나 불량한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공 생상

의 해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폐기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마약류취 자에게 명할 수 있고,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

행하지 아니하거나 마재배자가 제3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 공무원으로 하여 당해 향정신성의약품 등 는 마

2) 박윤흔, 앞의 책, 571쪽; 김동희, 행정법Ⅰ(제6 ), 박 사, 2000, 420쪽; 석종 , 일

반행정법(상) [제6 ], 삼 사, 1995, 515-516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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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폐기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② 수산물품질 리법 제39조 제1항 제2항은 해양수산부장 은 검역

신청인․소유자 는 그 리인에게 검역 는 재검역 결과 검역기 에

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정된 이식용수산물의 폐기 는 반송을 명할 수

있고, 명령을 받은 검역신청인․소유자 는 그 리인이 해양수산부령

이 정하는 기간까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검역신청인․소유자

는 그 리인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의 소재를 알지 못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할 수 없는 때에는 해양수산부장 이 스스로 이를 폐

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긴 한 경우에는 바로 계공무원으로 하여

수거․폐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많다.

컨 , ① 약사법 제65조 제1항 제2항은 식품의약품안 청장․특별

시장․ 역시장․도지사․시장․군수 는 구청장은 약국개설자, 의료기

의 개설자, 의약품 등의 제조업자․수입자 는 그 매업자 기타의 자에

하여 제45조 제1항․제55조 제56조의 규정에 반하여 매, 장, 진

열, 제조 는 수입한 의약품 등이나 불량한 의약품 는 그 원료나 재료

등을 공 생상의 해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 폐기 기타의 처

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고,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

니한 때 는 국민보건을 하여 긴 한 때에는 계공무원으로 하여 당

해 물품을 폐기하게 하거나 는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3)

② 화장품법 제19조 제1항 제2항은 식품의약품안 청장은 제조업

자․수입자․ 매자 기타 화장품을 업무상 취 하는 자에 하여 제13조

3) 일본의 藥事法 제70조(폐기 등) 제1항은 “후생노동 신 는 도도부 지사는 의

약품, 의약부외품, 화장품 는 의료용구를 업무상 취 하는 자에 하여 제43조

제１항의 규정에 반하여 장되거나 진열되어 있는 의약품, 동항의 규정에 반

하여 매되거나 수여된 의약품……에 하여 폐기, 회수 기타 공 생상의 험

의 발생을 방지하기에 충분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동

조 제2항은 “후생노동 신, 도도부 지사, 보건소를 설치한 시의 시장 는 특별

구의 구장은 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

는 긴 의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당해직원에게 동항에 규정한 물건을 폐기하게

하거나 회수시키거나 는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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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규정에 반하여 매․보 ․진열․제조 는 수입한 화장품

이나 그 원료․재료 등(이하 “물품”이라 한다)을 폐기 기타의 처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고,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는 국민보건을 하여 긴 한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계 공무원으로 하

여 당해 물품을 폐기하게 하거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둘째, 행정청이 계 당사자 등에게 수거․폐기를 명하거나 는 계공

무원으로 하여 수거․폐기할 수 있도록 하여 선택 으로 규정하는 경우

이다.

컨 , ① 가축 염병 방법 제31조 제1항은 “검역 은 제24조․제26조

와 제28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역에서 가축 염병의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검역물을 발견

한 때 는 공 생상 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검역물을 발견한 때에

는 당해 검역물의 일부 는 부에 하여 화주로 하여 가축방역상

는 공 생상 해가 없는 방법에 의하여 처리할 것을 명하거나 스스로

이를 폐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② 공연법 제32조는 “시장․군수 는 구청장은 제5조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을 받지 아니한 선 물이 연소자에게 유해하다고 단

될 경우 원회의 확인을 받아 그 제작자 제작을 의뢰한 자에게 이를

수거하여 폐기할 것을 명하거나 계공무원으로 하여 수거․압류 는

폐기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③ 사행행 등규제 처벌특례법 제20조는 “경찰청장 는 지방경찰청장

은 제14조 제1항 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규격 기 에 맞지 아니하거

나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매되는 사행기구에 하

여 그 제조업자 는 수입자에게 이를 수거하여 폐기할 것을 명하거나,

계공무원으로 하여 이를 수거하여 폐기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④ 식품 생법 제56조 제1항은 “식품의약품안 청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 는 구청장은 업을 하는 자가 제4조 내지 제6조, 제7조 제4항, 제8

조, 제9조 제4항, 제10조 제2항, 제11조 는 제15조의 규정에 반한 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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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계공무원으로 하여 그 식품 등을 압류 는 폐기하게 하거나 업

을 하는 자에 하여 식품 생상의 해를 제거하기 하여 용도․처리방

법 등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

다.4)

셋째, 이 사건 법률조항의 경우와 같이 행정청이 곧바로 계공무원으로

하여 수거․폐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의 로는 이 사건 법률조항 이외에도, ① 먹는물 리법 제

39조 제2항은 “환경부장 은 제18조 제1항 내지 제4항 는 제23조의 규정

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조․수입

한 먹는샘물 는 수처리제나 그 용기․포장 등과 부담 증명표지가 없는

먹는샘물 등을 계공무원으로 하여 압류 는 폐기하게 할 수 있다.”라

고 규정하고 있고,

② 컴퓨터 로그램보호법 제34조 제1항은 정보통신부장 은 정당한 권

원을 가지지 아니한 자가 유통 는 사용제공 등 리를 목 으로 복제한

로그램 등을 발견한 때에는 계공무원으로 하여 이를 수거․삭제․폐

기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③ 식품 생법 제56조 제2항은 “식품의약품안 청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 는 구청장은 제22조 제1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야 하는 경우 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조․가공․조리한 식품 는 식품첨가물이나 이에

사용한 기구 는 용기․포장 등을 계공무원으로 하여 압류 는 폐기

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재산권의 침해 여부

가. 문제의 제기

이 사건 법률조항은 문화 부장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4) 일본의 식품 생법 제22조는 “후생노동 신 는 도도부 지사는 업자가 제４

조, 제５조, 제６조, 제７조 제２항, 제９조, 제10조 제２항 는 제12조의 규정에

반한 경우에는 업자 는 당해공무원에게 그 식품, 첨가물, 기구 는 용기포

장을 폐기하게 하거나 기타 업자에 하여 식품 생상의 해를 제거하기 하

여 필요한 처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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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등 분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 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발견한 때에는 계공무원으로 하여

이를 수거하여 폐기하게 할 수 있게 함으로써 게임제공업주 등의 재산

권을 제한하는 규정이다.

와 같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규정이 헌법에 배되지 않기

하여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입법활동의 한계라고 할 수

있는 과잉 지의 원칙이 지켜져야 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 지의

원칙에 배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나. 과잉 지의 원칙의 배 여부

(1) 목 의 정당성 방법의 정성

법 제18조는 게임물의 등 분류에 한 규정을 두어 게임물의 내용에

하여 상물등 원회에 의한 등 분류를 받도록 하고, 등 분류를 받

지 아니하거나 등 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작․유

통 는 오락제공하는 것을 지하고 있는바, 이는 게임물의 내용에 따라

이용연령을 제한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생활 정서생활에 미치는 악 향을

방지하고, 게임물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한 것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 은 등 분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 분류

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이하 ‘불법게임물’이라 한다)을 불법

유통 장에서 즉시 수거하여 불법게임물의 유통을 방지하고, 게임물의 등

분류제를 정착시키며, 나아가 불법게임물로 인한 사행성 조장 분 기를

차단하고, 건 한 사회기풍을 조성하기 한 것으로서, 그 목 의 정당성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한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게임제공업주에 하여 먼 불법게임물의

사용 지나 수거․폐기를 명하지 아니하고 즉시 그 게임물을 수거․폐기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상 즉시강제의 근거를 규정한 것은, 와 같은 입법목

에 기여하는 하나의 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2) 피해의 최소성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수거․폐기에 한 규정이 입법목 을 달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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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하여 하나의 효과 이고 한 수단이 될 수 있다 하더라도, 침해의

최소성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하여는 입법목 의 달성을 하여 같이

효과 인 방법 에서 기본권을 보다 게 침해하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

여부가 다음과 같은 몇가지 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침해의 최소성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하여는

무엇보다도 불법게임물에 한 긴 한 수거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그러한 긴 한 상황에 처하기 한 불가피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불법게임물을 불법 장에서 즉시 수거하지 않으면 안 될 이유로는 다음

과 같은 것들을 들 수 있다.

첫째, 증거인멸의 가능성이다.

게임물은 기본 으로 基板의 간단한 조작으로 게임의 형식이나 기능을

변경하는 것이 매우 용이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 법한 게임물을 불법게

임물로 변조하거나 불법게임물을 법한 게임물로 다시 원상회복시키는 일

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게임형식 등을 변조하여 등 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로 업을 하다가 발된 경우라도 즉시 수거

하지 않으면 후에 소송과정에서 불법 업을 입증하기가 단히 어렵다는

것이다.

불법 장에서 게임제공업소의 고객을 상 로 진술을 받는 방법이나 불

법 장의 사진촬 등이 증거방법으로 고려될 수 있으나, 실 으로 고객

의 진술을 받아내기도 어렵거니와 법정에서 이를 번복할 가능성도 있고,

사진만으로는 불명확한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이므로, 와 같은 방법들은

한 증거방법으로 보기 어렵다.

둘째, 불법게임물의 사행성으로 인한 폐해이다.

등 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은 사행성이 농후한 게임물인 경우가 부

분이고, 등 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의 경우도 램 식으

로 등 분류를 받은 후 릴식으로 변조하거나, 등 분류를 받을 당시의 정

액과 배당 배 기능을 조작하는 등으로 게임물의 사행성을 강하게 변

경하는 경우가 많은바, 이로 인하여 우리 사회에 사행성이 조장되어 건

한 사회기풍을 심각히 훼손할 우려가 크다는 이다. 불법게임물을 제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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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게임제공업주에게 그 게임물의 사용 지나 수거를 명하더라도 그

자발 이행을 기 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게임제공업주에게 먼 게임

물의 사용 지나 수거를 명하고 그 불이행을 기다려 직 수거에 나서는

것은 실효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게임제공업주의 불법 업 부당이득의

기회를 연장시키는 폐해가 래될 수 있다.

셋째, 불법게임물의 복제가능성이다.

게임물은 일반 으로 쉽게 복제가 될 수 있는 특성으로 인하여 량으로

복제되어 유통될 가능성이 있는바, 특히 등 분류를 받은 게임물에 한

변조가 게임물의 제조업자나 유통업자의 단계에서 이루어진 후 게임제공업

주에게 공 되는 경우를 상정하여 보면, 불법게임물의 확산 이 에 즉시

수거하지 않으면 그 단속의 실효성을 기 하기 어렵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넷째, 불법게임물의 수거는 사법 기능을 가지고 있는 상물등

원회가 이미 행한 등 분류라는 유권 단에 기 한 것으로서, 불법게임

물 여부의 단에 행정청의 자의가 개입될 여지가 없으므로, 행정상 즉시

강제를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한 개인의 기본권 침해의 여지는 다

는 도 지 할 수 있다.

그 다면 불법게임물에 하여 계당사자에게 수거․폐기를 명하고 그

불이행을 기다려 직 강제 등 행정상의 강제집행으로 나아가는 원칙 인

방법으로는 목 달성이 곤란하다고 할 수 있고, 이 사건 법률조항의 설정

은 와 같은 박한 상황에 처하기 한 것으로서 그 불가피성과 정당

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것으로 단된다.

(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계공무원의 압류․폐기와 계당사자에 한

필요한 조치의 명령을 선택 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식품 생법 제56조

제1항 등의 규정과는 달리 계공무원의 수거․폐기를 선택 으로 규정하

고 있지 아니한바, 이러한 이 피해의 최소성의 요건을 충족시킴에 장애

가 될 수 있는지의 문제가 있다.

선택 규정방식의 採否는 기본권의 제한 정도와 련하여 특별한 의미

를 가지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왜냐 하면, 선택 규정방식을 취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규정형식상 계공무원에 의한 즉각 인 수거․폐기가 가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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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보아야 하고, 가사 이러한 선택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행정상 즉

시강제는 다른 수단으로는 그 목 달성이 곤란한 경우에만 보충 으로 발

동되어야 한다는 조리상의 한계에 따라 계당사자에 한 수거․폐기 등

필요한 조치의 명령을 통하여 목 달성이 가능한 경우에는 계공무원에

의한 즉각 인 수거․폐기와 같은 행정상 즉시강제의 수단을 동원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랗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계공무원의 수거․폐기를 선택 인 것

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하여 피해의 최소성의 요건을 반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라) 이 사건 법률조항이 수거만이 아니라 긴 성과 무 한 것으로 보이

는 폐기까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불법게임물을 수거하여 폐기

할 경우 나 에 그 수거․폐기조치가 잘못된 것으로 명되더라도 그 원상

회복이 불가능하게 된다는 에서, 과도한 기본권의 제한이 아닌가의 문제

가 있다.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이 갈리는 것은 결국 이 문제와 련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의견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다수의견

수거한 불법게임물의 사후처리와 련하여 폐기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음은 부인할 수 없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이러한 경우에 비한

폐기의 근거규정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폐기에 나아감에

있어서는 비례의 원칙에 의한 엄격한 제한을 받기 때문에, 만일 수거만으

로 행정목 의 달성이 충분히 가능함에도 폐기까지 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

의 반이 된다.

행정의 실제를 보면, 불법게임물은 불법 장에서 이를 수거하더라도 즉

시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게임물 등의 등 분류 이외에 등 분류의 사후

리에 한 사항까지 장하고 있는 상물등 원회에 송부되어5) 등 분

5) 음반․비디오물 게임물에 한법률(2001. 5. 24. 법률 제6473호로 개정된 것) 제6

조(직무) 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상물 등의 등 분류 청소년 유해성 확인에 한 사항

2. 상물 등의 등 분류에 따른 제작․유통․시청 는 이용제공 여부의 확인

등 등 분류의 사후 리에 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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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를 받은 게임물인지 여부 는 등 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게임물인

지 여부에 한 확인 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있으므로, 법한 게임

물이 잘못 폐기되는 일은 발생하기 어렵다.

한 불법게임물의 유통․오락제공 등은 행정처분(법 제13조 제1항 제9

호) 는 형사처벌(법 제29조 제1항 제6호, 제30조 제5호)의 상이 되는바,

이에 따라 수거된 불법게임물이 형사소송 등의 소송 차에서 증거물이 되

는 경우 등에는 소송종결 까지는 폐기되지 아니하며, 소송종결 이후에

검사의 지휘를 받는 등의 차에 따라 폐기되고 있다.

요컨 ,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폐기까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도 이는 폐기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비하여 폐기의 근거를 마련하

기 한 것에 지나지 않고, 이로 인한 실제 인 폐해도 찾아볼 수 없으므

로, 이를 과도한 입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2) 소수의견

불법게임물을 불법 장에서 즉시 수거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에 있

어서는 다수의견에 동의하지만, 행정상 즉시강제의 근거가 되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수거에 한 규정을 두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폐기까지 가

능하도록 규정한 부분은 과도한 입법으로서 헌법에 반된다.

행정상 즉시강제는 법치국가 요청인 측가능성과 법 안정성에 반

하고,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큰 권력작용이므로, 극히 외 으로만 인정되

어야 하고, 그 실정법상의 근거를 둠에 있어서도 가능하면 그 허용범 를

최소한도로 하여 규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므로 행정상 즉시강제

물 강제의 근거조항을 설정함에 있어서 그 범 를 수거만이 아니라 폐

기까지 확장하는 것이 정당화되려면 그 상물을 즉시 폐기해야 할 필요

성, 즉 폐기 자체의 독자 인 긴 성이 인정되어야만 할 것이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규율 상으로 하고 있는 불법게임물에 하여 보면, 그 성격상

수거의 긴 성은 인정될 수 있으나, 이를 즉시 폐기하지 않으면 안 될 긴

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생각하기 어렵다.

3. 원회규정의 제정․개정에 한 사항

4. 상물 등의 등 분류의 객 성 확보를 한 조사․연구

5. 그 밖에 이 법 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원회의 직무 는 권한으로 규정되

거나 탁받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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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행정상 즉시강제의 발동을 요구하는 행정목 의

실 은 불법게임물의 수거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상

즉시강제의 근거조항에서 폐기까지 가능하도록 규정한 것은 규제목 을 넘

는 과도한 입법으로서, 비록 비례의 원칙과 같은 조리상의 한계가 존재하

고 행정의 실제에서 그로 인한 폐해가 발견되지 아니한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즉각 인 폐기의 길을 열어 놓은 이 조항의 헌성을 덮을 수

는 없는 것이다.

(마) 이 사건 법률조항이 긴 성의 요건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있고,

계당사자에 한 수거․폐기의 명령을 선택 으로 규정하고 있지도 아니하

며, 수거뿐만 아니라 폐기까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여도, 피해의

최소성의 요건을 반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3) 법익의 균형성

이 사건 법률조항이 불법게임물의 수거․폐기에 한 행정상 즉시강제

를 허용함으로써 게임제공업주 등이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는 이를 허용함

으로써 보호되는 공익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으므로, 법익의 균형성의 원칙

에 배되지 아니한다.

다. 소결론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행정상 즉시강제의 허용은 과잉 지의 원칙의

배 여부를 단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목 의 정당성, 방법의 정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등 모든 요건을 충족하 다고 보여지므

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 지의 원칙에 배하여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 다고 볼 수 없다.

4. 재 청구권의 침해 여부

제청법원은 행정청이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불법게임물을 곧바로 수

거하여 폐기해 버릴 경우에는 그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게 되어 그 게임제공

업주 등이 소송에서 그 수거․폐기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어지

게 되고, 따라서 사법 차를 통하여 구제받을 길을 완 히 쇄당하는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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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되어, 이 사건 법률조항은 게임제공업주 등의 헌법상의 재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이 에 하여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헌법 제27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 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 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재 청구권을 보장

하고 있다.

그런데 재 청구권의 실 은 법원의 조직과 차에 한 입법에 의존하

고 있기 때문에, 입법자에 의한 재 청구권의 구체 형성은 불가피하나,

입법자가 권리구제 차 내지 소송 차를 구체 으로 형성함에 있어서는 실

효성 있는 권리보호를 제공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재 청구권은 권리보호 차의 개설과 개설된 차에의 근의

효율성에 한 차법 요청이라고 할 것이고, 이러한 재 청구권은 권리

구제 차 내지 소송 차를 규정하는 차법에 의하여 구체 으로 형성되고

실 되는 동시에, 이에 의하여 제한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행정상 즉시강제에 한 근거규정으로서 권

리구제 차 내지 소송 차를 규정하는 차법 성격을 갖고 있지 아

니하기 때문에,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는 재 청구권이 침해될 여지가

없다.6)

가사 제청법원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불법게임물의 수거․폐기로 인하여

그 게임제공업주 등이 행정소송에서 즉시강제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어지게 된다고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재산권의 침해 여부가 문제되는 것

은 별론으로 하고, 재 청구권이 침해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5. 장주의와 법 차의 원칙에 배되는지 여부

가. 행정상 즉시강제와 장주의

헌법 제12조 제3항은 “체포․구속․압수 는 수색을 할 때에는 법한

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 이 발부한 장을 제시하여야 한

다. 다만, 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장을 청구할 수 있

6) 한수웅, “헌법 제27조의 재 청구권”, 헌법논총 제10집(1999), 361-362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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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16조는 “주거에 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

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 이 발부한 장을 제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장주의가 행정상 즉시강제에도 용되는지에 하여는 체로

다음과 같은 학설의 립이 있다.

① 장불요설

장주의는 형사사법권의 남용을 방지하기 한 것이므로 행정목 수

행을 한 행정상 즉시강제에는 용되지 않고, 한 행정상 즉시강제는

박한 상태에서 발동되는 것이어서 장을 요하게 하는 것은 즉시강제 자

체를 사실상 부정하는 것이라 하여 장주의의 용을 부정한다.

② 장필요설

형사사법작용과 행정상 즉시강제는 모두 신체․재산에 한 실력의 행

사로서 실질 으로 동일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양자가 결부되어 행사되는

경우가 많다는 을 근거로 장주의의 용을 정한다.

③ 충설

헌법상의 장제도는 형사사법권을 행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행정상

즉시강제에도 용되어야 하나, 행정상 즉시강제 에서 행정목 달성에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 인 이유가 있는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장주의가 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우리 학계의 다수 학자들이 충설을

취하고 있다.

나. 장주의의 배 여부

다수설인 충설에 의하더라도, 행정상 즉시강제는 상 방의 임의이행을

기다릴 시간 여유가 없을 때 하명 없이 바로 실력을 행사하는 것으로서,

그 본질상 박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법 의 장을 기다려서는 그 목

을 달성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칙 으로 장주의가 용되지 않

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7)

7) 김동희 교수는 실제 행정상 즉시강제의 부분이 목 에 박한 장해 는 해

를 제거 는 방지하기 한 것이라는 을 감안할 때, 통설인 충설은 그 원칙

의 타당성에도 불구하고 결과 으로 그 실질 의의는 크게 감소된다고 하면서,

이러한 을 감안하여 목 에 박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최소한 사후 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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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어떤 법률조항이 장주의를 배제할 만한 합리 인 이유가 없을 정

도로 박성이 인정되지 아니함에도 행정상 즉시강제를 인정하고 있다면,

이러한 법률조항은 그 자체로 과잉 지의 원칙에 반되는 것으로서 헌

의 조항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8)

살피건 ,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장에 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아니

하면서, 법 제24조 제4항 제6항에서 ‘수거증 교부’ ‘증표 제시’에

한 규정을 두고 있는 으로 미루어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장제도를

배제하고 있는 취지로 해석된다.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법

률조항은 박한 상황에 처하기 한 것으로서 그 불가피성과 정당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장 없는 수거를 인정

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헌법상 장주의에 배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한편, 이 사건 법률조항상의 ‘수거’는 행정작용으로서 형사사법작용인 수

사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압수’와는 구별된다.

불법게임물에 하여는 검찰․경찰 등 수사기 의 수사9)와 계공무원

의 단속이 별개로 혹은 복하여 행해질 수 있다.

수사기 이 단독으로 혹은 계공무원의 단속과 복하여 수사를 행함

에 있어 수사의 일환으로 행하는 압수에 해서는 당연히 장주의가 용

된다.10)

필요하다고 보는 견해도 있으나, 즉시강제에 있어서 사후 장제도가 국민의 권익

보호에 실질 인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한다(김동희, 앞의 책,

422쪽 참조).

8) 박정훈, “컴퓨터 로그램 보호를 한 행정법 제도”, 컴퓨터 로그램 보호를

한 행법제의 문제 과 개선방안, 행정법이론실무학회 주최 국제학술 회

(2002. 3. 23.), 81쪽 참조.

9) 법 제29조 제1항 제6호는 법 제18조 제5항의 규정을 반하여 등 분류를 받은

비디오물 는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비디오물 는 게임물을 제작․유통․시청

제공 는 오락제공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는 5천만원 이하의 벌 에 처하도

록 규정하고 있고, 법 제30조 제5호는 법 제24조 제3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음반․비디오물 는 게임물을 유통․시청제공 는 오락제공 등을 하거나 유

통․시청제공 는 오락제공 등의 목 으로 진열 는 보 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는 2천만원 이하의 벌 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0) 다만, 이러한 경우 거의 부분이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호가 규정하는

‘긴 체포 는 행범 체포의 경우 체포 장에서의 압수․수색’ 는 같은 조 제

3항이 규정하는 ‘범행 는 범행직후의 범죄장소에서의 긴 을 요하는 압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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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계공무원이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행하는 수거는 에서

본 바와 같이 장이 요구되지 아니하는바, 이는 그 수거에 의하여 바로

수사 차가 개시될 것이 상되거나, 심지어 의도되었다고 하더라도 마찬

가지라고 할 것이고,11) 사후의 수사 차에서 수사기 의 압수로 이어질 때

수사기 이 장을 발부받는 것으로 하면 될 것이다.12)

다. 법 차의 원칙의 배 여부

(1) 이 사건 법률조항은 수거에 앞서 청문이나 의견제출 등 차보장에

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행정상 즉시강제는 목 에 박한 장해에

하여 바로 실력을 가하는 작용이라는 특성에 비추어 事前的 節次와 친하

기 어렵다는 을 고려하면, 이를 이유로 법 차의 원칙에 반되는 것

으로는 볼 수 없다.

사실행 인 행정상 즉시강제가 행정 차법 제2조 제2호가 규정하는 행

정 차법상 처분개념에 포함될 것인지가 문제되는바,13) 에서 본바와 같

은 행정상 즉시강제의 특성상 처분성을 지니는 다른 사실행 와는 달리 행

정 차법상 처분개념에 포함되기는 어렵다고 보이나, 가사 포함되는 것으

로 본다 하더라도 행정 차법이 규정하는 차보장이 실화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만일 행정상 즉시강제가 행정 차법상 처분개념에 포함된다고

보게 되면, 원칙 으로 수거처분의 상 방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아무런

의견청취에 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처분의 사 통지를 받고,

색’에 해당할 것이기 때문에, 사 에 장을 발부받을 필요는 없고, 사후에 구속

장( 자의 경우) 는 압수․수색 장(후자의 경우)을 발부받으면 될 것이다.

11)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은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계공무원이 불법게임

물을 수거한 경우에는 수사 차로 이어지는 것이 보통일 것이다.

12) 박정훈, 앞의 , 85쪽 참조

13) 행정 차법이 정의한 처분개념은 행정심 법 행정소송법이 채택한 처분개념

과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고, 행정상 즉시강제는 행정심 과 항고소송의 상이

된다는 에는 이론이 없다(박윤흔, 앞의 책, 577쪽 등). 그러나 행정 차법상의

처분개념과 행정쟁송법상의 처분개념을 동일하게 정의하 다고 하여 두 개념을

완 히 일치하는 개념으로 해석하기에는 많은 문제가 있다(오 근, 행정 차법,

삼지원, 1998년, 28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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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을 할 기회가 열려 있으며,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청문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에 참가할 수 있는 길도 열려 있다고 할 것이나(행정

차법 제21조 제1항, 제22조 제1항, 제3항), 행정 차법 제21조 제4항

제22조 제4항에서 ‘공공의 안 는 복리를 하여 긴 히 처분을 할 필

요가 있는 경우’ 등에는 처분의 사 통지나 의견청취(의견진술․청문․공

청회)의 차를 생략할 수 있는 외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2)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비록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수거

가 행정상 즉시강제로서 그 성격상 사 차와 친하지 아니하고, 장

주의가 용되지 아니한다고 할지라도, 일체의 차 보장이 배제된다는

의미는 아니며, 국가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하

여 법 차의 에서 일정한 차 보장이 요청된다.

그런데 이와 련하여 법 제24조 제4항은 계공무원이 당해 게임물 등

을 수거한 때에는 그 소유자 는 유자에게 수거증을 교부하도록 하고

있고, 동조 제6항은 수거 등 처분을 하는 계공무원이나 회 는 단체

의 임․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계인에게 이를 제시하

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법 차의 원칙에 배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14)

14) 이 사건 법률조항과 마찬가지로 행정청이 곧바로 계공무원으로 하여 수거․

폐기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다른 법률들도 부분 차 요건으로

서 증표제시에 한 규정을 두고 있고, 특히 컴퓨터 로그램보호법은 수거증교부

에 한 규정도 두고 있다.

먹는물 리법 제39조(폐기처분 등) ③ 제1항 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

공무원이 압류 는 폐기를 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컴퓨터 로그램보호법 제34조(부정복제물 등의 수거조치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공무원이 당해 로그램 는 기기 등을 수거한 때에는 그 소유자

는 유자에게 수거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거 등의 처분을 하는 계공무원이나

원회 는 련단체의 임․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계

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식품 생법 제56조(폐기처분 등) ④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압류 는

폐기를 하는 경우에 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가축 염병 방법 제39조(가축방역 등의 증표) 이 법에 의하여 직무를 수행하

는 가축방역 ․검역 가축방역보조원은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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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 사건 결정의 의의

행정상 즉시강제는 박한 상황에서의 행정목 의 실 을 한 그 필요

성에도 불구하고, 법치국가 요청인 측가능성과 법 안정성에 반하는

형 인 권력작용이라는 에서 이로 인한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상존함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행정상 즉시강제의 문제는 필연 으로 기본권과 련한 많은 논

을 내포하고 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결정은 행정상 즉시강제 그

에서도 물 강제의 근거조항의 헌여부에 한 단을 통하여, 처음으

로 행정상 즉시강제에 한 본격 인 헌법 논의의 장을 열었다는 에서

지 않은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 행정상 즉시강제와 련하여 행정상 즉시강제의 구체 발동의

헌여부 등과 같이 다양한 형태로 헌법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

공연법 제35조(증표휴 ) 제31조․제32조 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

압류 는 폐쇄조치 등을 행하는 계공무원은 공무원증 는 그 권한을 증명하

는 공문서를 휴 하고 계인에게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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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청과 통령간의 권한쟁의

-지방자치단체의 헌법상 법률상 자치권한의 내용과 한계-

(헌재 2002. 10. 31. 2001헌라1, 례집 14-2, 362)

최 갑 선
*

1)

【 시사항】

1. 헌법 제117조 제1항이 보장하는 지방자치권한의 내용과 한계

2. 헌법 제11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령’의 의미

3. 시간외근무수당의 지 기 ․지 방법 등에 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

정자치부장 이 정하는 범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규정하

고 있는 지방공무원수당등에 한규정 제15조 제4항(이하 ‘문제조항’이라 한

다)이 헌법 제117조 제1항에 반되는지 여부.

4. 법률에서 임받은 것을 재 임하는 것의 한계

5. 문제조항이 재 임의 한계를 일탈한 것인지 여부

6. 문제조항이 청구인의 헌법상 자치권한을 본질 으로 침해한 것인지

여부

7.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1호 마목 사목에서 규정하는 자치권한

의 내용과 한계

8. 문제조항이 청구인의 지방자치법상 자치권한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

【심 상】

심 상은 피청구인( 통령)이 지방공무원수당등에 한규정 제15조 제4

항(2001. 1. 29. 통령령 제17113호로 신설된 것, 이하 ‘문제조항’이라 한

* 헌법연구 ,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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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 헌이어서 이를 제정한 행 가 청구인(강남구)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 이로 인하여 문제조항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하는 것인

지 여부이며, 문제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방공무원수당등에 한규정 제15조 ④ 시간외근무수당의 지 기 ․지

방법 등에 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 이 정하는 범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사건의 개요】

1. 심 청구에 이르게 된 경

가. 피청구인( 통령)은 2001. 1. 29. 통령령 제17113호로 “시간외근무

수당의 지 기 ․지 방법 등에 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 이

정하는 범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라는 내용의 지방공무원

수당등에 한규정 제15조 제4항을 신설, 제정하 는데 이로 말미암아 청구

인(강남구)은 그 소속 지방공무원들의 시간외근무수당의 지 기 ․지 방

법 등을 정함에 있어서 ‘행정자치부장 이 정하는 범 ’내에서 이를 하여야

하는 제약을 받게 되었다.

나. 청구인은 헌법 제117조, 제118조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지방자치단체로서 자치입법권, 인 고권 재정고권의 헌법상의 지방자치

권한을 가지며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1호 마목 사목에 의하여 청구

인 소속 지방공무원의 수당에 한 지 기 , 차, 방법 등을 구체화하는

규칙의 제정 시행에 한 권한과 이에 련된 산의 편성 집행에

한 권한을 가지는데, 피청구인이 와 같은 규정을 제정하여 청구인의

이 권한들을 침해하 다고 주장하면서 그 침해의 확인과 규정의 무효확

인 는 취소를 구하는 권한쟁의심 을 제기하 다.

2. 청구인의 주장 피청구인의 답변

가. 청구인의 주장 요지

(1) 청구인은 헌법 제117조, 제118조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지방자치단체로서 인 고권, 재정고권 등의 지방자치권한을 가진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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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1호 마목 사목에 의하여 소속 공무

원의 인사, 후생복지 산의 편성․집행에 한 자치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권한, 즉 규칙제정권과 산의 편성․집행권을 가진다.

(2) 청구인의 규칙제정권과 산의 편성․집행권한은 자치사무에 해당되

므로 국가의 감독은 법성의 구비 여부에 한정되는 것이고(지방자치법 제

157조 제1항 제2문은 “자치사무에 한 명령이나 처분에 있어서는 법령에

반되는 것에 한하여 시정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률 (법

률이 구체 인 범 를 정하여 임한 사항을 규정한) 통령령이나 부령에

의하여 규제받을 뿐이다.

(3) 헌법 제117조에서 말하는 ‘법령’은 ‘법률과 법규명령’에 한정되고 행

정규칙은 비록 그것이 통령령의 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도 법규

명령이 아니므로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

무는 ‘헌법-법률- 통령령 부령-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의 계에 따

라서 순차로 규율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조항은 행정규칙에

의한 자치사무의 규율을 인정하 으므로 이는 헌법 제117조에 배된다.

(4) 문제조항은 국가의 행정기 인 행정자치부장 으로 하여 , 청구인

에 소속된 공무원들의 시간외근무수당의 지 기 ․지 방법 등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인 고권과 재정고권 등 자치권한을 가진 청구인에 하

여,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이므로 이는 헌법 제117조 제118

조가 정하는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을 침해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한을

침해한 것으로서 헌이다.

(5) 지방공무원법 제45조 제1항은 지방공무원의 보수에 한 사항을 통

령령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조항은 통령령에서

정할 사항을 행정자치부장 이 정하도록 재 임하고 있으므로 헌이다.

나. 피청구인의 답변 요지

(1) 지방공무원에게 지 되는 보수 내지 수당과 후생복지차원에서 지

되는 원 등은 그 성질을 달리한다 할 것이므로,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1호 마목을 이유로 지방공무원수당규정을 제정할 권한이 청구인에게 있

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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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1호 사목에 의거하여 산을 편성하고 집

행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라는 이유를 근거로 지방공무원수당

규정을 정할 권한이 청구인에게 있다고 볼 수 없다.

(3) 지방공무원수당등에 한규정은 지방공무원법 제44조 제45조 제1

항에 의거하여 법하게 제정된 것으로써 그 제정과정에서 헌법을 반한

사실이 없다.

(4) 이 사건의 쟁 은 지방공무원의 시간외근무수당의 지 기 에 하

여 규정한 문제조항이 다시 행정자치부장 에게 일정 범 내에서 재 임한

것이 헌인지 여부가 아니고,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한

험성이 있는지 여부이다. 다시 말해서 문제조항이 정한 재 임의 합헌성

여부는 헌여부를 심사하는 헌법률심 이나 헌법소원이 아닌 이 사건

권한쟁의심 과는 무 하다.

(5)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상호간, 그리고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간의

보수와 수당은 형평성을 유지해야 하고, 국가보조에 따른 국가의 수당기

규율의 필요성이 존재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심행정을 방지하기 해서

행정자치부장 이 시간외근무수당에 한 국 인 기 을 통일 으로 제

정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통령령인 지방공무원수당등에 한규정에서

모든 형태의 시간외근무방식을 포 할 수 있는 지 방식을 규정하거나 개

별 인 지 방식을 모두 규정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바람직하지 아니하므

로, 시간외근무수당 지 기 의 세부 인 내용을 지방공무원수당등에 한

규정에서 직 규정하지 아니하고 행정자치부장 에게 재 임한 것이다.

(6) 지방공무원수당등에 한규정은 지방공무원법 제45조의 임에 따라

20여 조문과 다수의 별표 등 상세한 규정을 두면서 시간외근무수당의 지

기 등에 해서만 재 임한 것이므로 헌법과 법률상의 포 임 지

원칙에 반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문제조항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

여 행정자치부장 이 정하는 범 안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의 지 기 ․

지 방법 등에 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재 임한 것은 헌법상 규정

된 임입법의 범 내에 있다.

다. 행정자치부장 의 의견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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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무원의 후생복지 등을 자치사무로 시한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은 선언 의미의 시규정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조항 단서에서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외규정

을 두고 있고, 헌법 제117조 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 안

에서 자치에 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하여 법령의 규정이 지방자치

단체의 자치입법권에 우선하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6조

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는 조례가 임한 범 안에서 그 권한

에 속하는 사무에 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문제조항이 “시간외근무수당의 지 기 ․지 방법 등에 하여 필

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 이 정하는 범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라고 규정한 것은 지방공무원법 제44조 제3항 제45조 제1항을

근거로 제정한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은 이 규정에서 임한 범

내에서 즉, 행정자치부장 이 정하는 범 안에서 제정되어야 한다.

(3) 지방공무원법 제44조 제2항은 “경력직공무원 상호간의 보수 경력

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 상호간의 보수는 균형을 도모하여야 한다”라

고 하여 공무원보수 균형유지의 원칙을 정하고 있는데, 문제조항은 지

방공무원법 제44조 제2항 등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상호간 보수

의 형평성을 기하기 하여 불가피하게 만들어진 것이다.

(4) 한편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16조 제2항․제38조 제3항․제49조

지방공무원수당등에 한규정 제10조 제9항․제11조 제6항․제12조 제2항의

규정 등에도 지방공무원의 보수․수당 등에 한 구체 인 지 기 등을

행정자치부장 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 따라서 피청구인이 제정한 문제조항은 헌법이나 법률에 배되

지 않으므로, 문제조항을 무효 는 취소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

유없다.

【결정요지】

1. 헌법 제11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리하며, 법령의 범 안에서 자치에 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지방자치제도의 보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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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고 있다. 헌법이 규정하는 이러한 자치권 가운데에는 자치에 한 규

정을 스스로 제정할 수 있는 자치입법권은 물론이고 그 밖에 그 소속 공무

원에 한 인사와 처우를 스스로 결정하고 이에 련된 산을 스스로 편

성하여 집행하는 권한이 성질상 당연히 포함된다. 다만, 이러한 헌법상의

자치권의 범 는 법령에 의하여 형성되고 제한된다. 헌법도 제117조 제1항

에서 법령의 범 안에서 자치에 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하 고 제

118조 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 에 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

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헌법 제11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령’에 법률 이외에 헌법 제

75조 제95조 등에 의거한 ‘ 통령령’, ‘총리령’ ‘부령’과 같은 법규명

령이 포함되는 것은 물론이지만, 헌법재 소의 “법령의 직 인 임에

따라 수임행정기 이 그 법령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구체 사항을 정한

것이면, 그 제정형식은 비록 법규명령이 아닌 고시, 훈령, 규 등과 같은

행정규칙이더라도, 그것이 상 법령의 임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상 법령과 결합하여 외 인 구속력을 갖는 법규명령으로서 기능하게 된

다고 보아야 한다”고 시한 바에 따라 헌법 제11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법령’에는 법규명령으로서 기능하는 행정규칙이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

이다.

3. 문제조항에서 말하는 ‘행정자치부장 이 정하는 범 ’라는 것은 ‘법규

명령으로 기능하는 행정규칙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범 ’를 가리키는 것이

고 법규명령이 아닌 단순한 행정규칙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은 이에 포함

되지 않는다고 해석되므로 문제조항은 헌법 제117조 제1항에 반되는 것

이 아니다.

4. 법률에서 임받은 사항을 규정하지 않고 모두 재 임하는 것은

‘ 임받은 권한을 그 로 다시 임할 수 없다’는 복 임 지의 법리에 반

할 뿐 아니라 수권법의 내용변경을 래하는 것이 되고, 통령령 이외의

법규명령의 제정․개정 차가 통령령에 비하여 보다 용이한 을 고려할

때 하 의 법규명령에 한 재 임의 경우에도 통령령에의 임에 가하

여지는 헌법상의 제한이 마땅히 용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법률에서

임받은 사항을 규정하지 아니하고 그 로 하 의 법규명령에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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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임받은 사항에 하여 강(大綱)을 정하

고 그 의 특정사항을 범 를 정하여 하 의 법규명령에 다시 임하는

경우에만 재 임이 허용된다.

5. 문제조항은 법률에서 임받은 사항을 면 으로 재 임한 것이 아

니라 임받은 사항의 강을 규정한 다음 단지 그 세부사항의 범 만을

재 임한 것이므로 결코 재 임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 아니다.

6. 문제조항은 시간외근무수당의 강을 스스로 정하면서 단지 그 지

기 ․지 방법 등의 범 만을 행정자치부장 이 정하도록 하고 있을 뿐

이므로 청구인은 그 한계 내에서 자신의 자치입법권을 행사하여 시간외근

무수당에 한 구체 사항을 자신의 규칙으로 직 제정하고 이를 하여

스스로 산을 편성, 집행하고 이를 토 로 하여 련된 인사문제를 결

정할 수 있는 것이다. 한 행정자치부장 이 정하게 되는 ‘범 ’라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장의 구체 인 결정권 행사의 여지를 남기지 않는 획일

인 기 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근거는 없는 것이므로, 문제조항은

그 형식이나 내용면에서 결코 지방자치단체장의 규칙제정권, 인사권, 재정

권 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따라서 청구인의 헌법상 자치권한을 본질

으로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7.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1호 마목은 청구인에게 소속공무원의 인

사․후생복지 교육에 한 자치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고 여기의 ‘인사․후생복지’에는 보수와 수당의 지 이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1호 마목에 근거하여 청

구인 소속 지방공무원의 수당에 한 지 기 , 액, 차, 방법 등을 구

체화하는 규칙의 제정 시행에 한 권한을 가진다. 한 지방자치법 제

9조 제2항 제1호 사목은 청구인에게 자치사무에 한 산의 편성․집행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법조항에 근거하여 그 소속 공무원

의 수당에 한 산의 편성 집행권한을 가진다. 이러한 청구인의 권한

들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 안에서 자치에 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한 헌법 제117조 제1항에 따라 그 내용과 범 가 법령에 의하여

확정된다.

8. 헌법 제11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 안에서 자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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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하여 법령의 규정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

입법권에 우선하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거니와 여기서 말하는 '법령' 가운

데에는 법규명령으로서 기능하는 행정규칙이 포함되는 것이므로 문제조항

이 법규명령으로 기능하는 행정규칙에 의하여 청구인의 법률상의 권한을

제한하도록 한 것이라면, 그 제한이 지방자치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이 아

닌 한, 이는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문제조항에서 말하는 ‘행정자치부장 이 정하는 범 ’라는 것은 ‘법규명령

으로 기능하는 행정규칙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범 ’를 가리키는 것이고 법

규명령이 아닌 단순한 행정규칙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되므로 문제조항은 법규명령에 의한 자치권의 제한 이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따라서 이는 청구인의 법률상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해설】

1. 지방공무원제도에 한 외국의 입법례

가. 일본

일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에 용하는 법으로 지방공무원법, 교

육공무원특례법, 지방공 기업노동 계법, 지방공무원공제조합법, 지방공무

원재해보상법, 외국의지방자치단체의기 등에 견되는일반직의지방공무원의

처우등에 한법률, 직원단체등에 한법인격의부여에 한법률등을 제정․운

용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부분 지방공무원으로 단일화되

어 있다. 다만, 외 으로 국가공무원인 지방사무 이 배치되어 있어 주무

신이 지사의 의견을 들어 임면하고 있으나 이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지방공무원의 정원과 여는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스스로 결정하

고 있으므로 각 단체에 따라 여수 에 차이가 있고 체 으로 국가공무

원의 여수 보다 평균 10퍼센트 가량 높은 상태에 있다. 근무시간은 노

동기 법에 기 하여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고 있다. 지방공무원

의 임용․ 보․승진 등을 지방자치단체가 독자 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부



강남구청과 통령간의 권한쟁의 497

지사와 시정 조역( 町村助役)은 수장이 의회의 동의를 얻어 선임하고 있

으며 임기(4년) 에도 수시로 해직할 수 있게 되어 있다.1)

나. 독일

독일의 경우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 공무원제도가

완 히 체계화되어 있고, 동일직 은 그 소속이나 지방 여하를 불문하고

체 으로 동일한 보수를 받고 있다. 따라서 연방과 주 지방자치단체

간에 공무원의 보수에 한 차별이 존재하지 아니한다.2) 따라서 지방자치

단체는 자신의 직원들의 보수를 독자 으로 정할 수 없으며, 직원들의 보

수는 ‘연방공무원보수법’ ‘주공무원보수규정’들과 ‘노사간의 단체 약’에

의해서 정해진다. 독일에서는 국 으로 통일 인 인사 여정책을 유지하

기 해서 공무원의 보수체계를 국 으로 단일하게 국가 체차원에서

규율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의 지침에 한 구속은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균형 이고 통일 인 지방자치를 보장하기 해서 필요하다. 따라서 지방

자치단체가 가지는 자치인사권한이 미치는 효과는 더 이상 공무원에 한

인사상의 법률 계를 형성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에 한 인사

운용 자체에 놓여 있다.3) 이러한 국가의 법령에 의한 통제는 자치인사권

의 본질 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기 때문에 지방자치권과 합치된다고 보고

있다.4)

다. 국

국의 지방공무원에 한 제도는 부분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로

규정되어 있고, 지방정부법은 행정구역의 변경, 행정청 임원 차에

한 일반규정(공무원의 직무부여․직무해제․임면․선출․직무상 책임 등을

규정) 등을 규정하고 있다.

1) 鹿兒島重治, 要說 地方公務員制度, 216쪽 이하 ; 山崎宏一郞, 地方公務員の人事制

度, 381 쪽 이하 참조.

2) Post/Braun, Öffentliches Dienstrecht, Band I, Beamtenrecht, 1991, 148 쪽 이하

참조.

3) Waechter, Kay, Kommunalrecht, 1997, S. 59

4) Waechter, Kay, Kommunalrecht, 1997, S.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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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은 모두가 지방공무원이며, 지방공무원의 보수․

정원․인사 등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는 거의 완 한 자주 결정권을 가

지고 있다.

지방공무원의 여에 하여는 법률상 합리 인 여를 지불한다는 취

지가 규정되어 있을 뿐이며, 지방자치단체연합에서 임명한 고용 표와 노

조 기타 지방공무원연합에서 선출한 표로 구성되는 국합동 의회가

권고하는 기 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율 으로 결정하는데, 이 기

은 직 별로 자치단체의 인구규모에 따라 최고액과 최 액이 제시된다.5)

라. 미국

미국에서는 연방이 아닌 각 주가 지방공무원제도를 독자 으로 마련하

고 있는데 주단 로 통일 법 을 제정한 는 거의 없고, 통상 각 지방

자치단체가 자치권에 입각하여 스스로 직원에 한 제도를 정립하고 있다.

미국의 지방자치단체는 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지방공무원만으로 그

기 을 구성하고 있고 그 정원․보수․임용․승진 보 등에 폭넓은 자

치권을 가지고 있다.

지방공무원의 여는 지방정부별로 기 을 정하고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결정되므로 각 지방정부별로 상이하며, 구체 으로는 지방정부와

각 공무원노조와의 계약에 따라 결정된다.6)

마. 평가

국가들에서는 국가공무원과 련하여 지방공무원에 한 제도를 정

립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독자성과 자율성이 상당히 존 되고 있다고

보여진다.

2. 이 사건의 법률상 쟁

피청구인이 제정한 문제조항으로 말미암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간외

5) 박세진,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간의 계연구, 법제, 1991. 8. 22, 29 참조.

6) 김웅기, 미국의 지방자치, 2001, 914쪽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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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수당의 지 기 , 지 방법 등에 하여 행정자치부장 의 지침에 구

속을 받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의 지 에 하여 자율 으

로 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 가 어들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의 법률상 핵심 인 쟁 은 ① 문제조항이 청구인의

자치입법권, 자치인사권 자치재정권이라는 헌법상의 지방자치권한을 침

해하는지 여부와, ② 문제조항이 청구인의 ‘수당업무처리규칙제정 시행

권한’ ‘수당 산편성 집행권한’이라는 법률상의 권한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3. 결정에 한 해설

가. 헌법 제117조 제1항이 보장하는 지방자치권한의 내용과 의미

(1) 헌법상 자치입법권한

헌법 제11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한 사무를 처리

하고 재산을 리하며, 법령의 범 안에서 자치에 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여, 지방자치를 제도 으로 보장하고, 지방자치단체에게

는 법령의 범 안에서 자신의 지역에 련된 여러 사무를 자신의 책임하

에 수행할 수 있는 지방자치권한을 보장한다.

헌법 제117조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에게 법령의 범 안에서 자치에

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는 자치입법권한을 부여한다.7)

자치입법권한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사무에 하여 필요한 자치법규

를 정립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헌법 제117조 제1항에 의거하여 지방자

치법은 자치입법으로 조례와 규칙의 두 가지 형식을 인정하고 있다. 조례

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하는 자치입법이며,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사무의 집행기 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 는 조례가 임한 범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하여 제정하는 자치입법이다.

7) 홍정선, 지방자치법학, 2000, 50쪽 이하 ; 이기우, 지방자치행정법, 1991, 69쪽 ; 김

철용, 행정법 II, 2002, 80쪽 ; 박윤흔, 최신행정법강의(하), 2001, 124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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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헌법상 자치인사권한

헌법 제11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에게 자치인사권한을 부여한다. 자치

인사권한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사무 수행을 하여 필요한 공무원을

독자 으로 선발․임용․배치 해임하는 권한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보

수나 수당 등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8)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

내에서 자신의 고유한 인사정책을 수립하고 인사업무를 집행하는 권한

을 가진다.

(3) 헌법상 자치재정권한

헌법 제11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에게 자치재정권한을 부여한다. 자치

재정권한은 지방자치단체가 수입과 지출을 자기의 책임으로 운 할 수 있

는 권한을 말한다.9)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 내에서 국가의 지시를 받지 않고 자신의 책

임하에 재정에 한 사무를 스스로 장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나. 헌법 제11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령”의 의미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 제75조는 “ 통령은 법률에서 구체 으

로 범 를 정하여 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하여 필요한 사항에

하여 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헌법 제95조는 “국무총리

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 사무에 하여 법률이나 통령령의 임 는

직권으로 총리령 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헌

법은 법률- 통령령-총리령․부령의 법 계를 정하고 있다. 그 지만

행정각부의 장이 제정한 행정규칙(고시, 훈령, 규, 지침 등)은 헌법에 근

거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헌법 제11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령’에 헌법 제37조 제2

항, 헌법 제75조, 헌법 제95조 등에 의거한 ‘법률’과 ‘ 통령령’, ‘국무총리령’

‘부령’의 법규명령 외에 행정각부의 장이 정한 행정규칙(고시, 훈령,

8) 홍정선, 지방자치법학, 2000, 47쪽 참조.

9) 홍정선, 지방자치법학, 2000, 48쪽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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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지침 등)이 법규명령 내지 임명령의 한 형식으로 포함되는지 여부에

해서 살펴본다.

(1) 학설상의 견해

(가) 부정설

소수설10)은 경성헌법 아래서 국회입법원칙의 외가 되는 입법형식은

헌법 자체에서 명시하여야 하기 때문에, 행정각부의 장이 정한 고시, 훈령,

규, 지침 등의 행정규칙에는 법규명령의 성질을 가진 규정이 존재할 수

없다고 본다.

(나) 정설

통설11)은 헌법이 통령령․총리령․부령 등을 정하고 있지만 그것은

시 인 것이어서 임입법형식이 한정된 것이 아니며, 법률의 임에 의

하여 는 법률의 시행을 하여 실질 으로 법규 내용을 지닌 법규범을

정립하는 것은 국회입법원칙에 어 나지 아니한다고 본다. 따라서 행정각

부의 장이 정한 고시, 훈령, 규, 지침 등의 행정규칙에는 법규명령의 성

질을 가진 규정이 존재할 수 있다고 본다.

(2) 헌법재 소와 법원의 례

헌법재 소와 법원은 행정규칙의 법규 효력을 일반 으로 부인하고

있으나, 아래와 같은 외 인 경우에는 행정규칙의 법규 효력을 인정하

고 있다.

(가) “법령의 직 인 임에 따라 수임행정기 이 그 법령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구체 사항을 정한 것이면, 그 제정형식은 비록 법규명령이 아

닌 고시, 훈령, 규 등과 같은 행정규칙이더라도, 그것이 상 법령의 임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상 법령과 결합하여 외 인 구속력을 갖

는 법규명령으로서 기능하게 된다고 보아야 한다.”(헌재 1992. 6. 26. 91헌

10) 김도창, 일반행정법론(상), 1993, 325쪽

11) 최정일, 독일에서의 행정규칙의 법 성질 효력 -특히 규범구체화행정규칙을

심으로-, 서울 학교 법학박사 학 논문, 1995, 297쪽 이하 ; 김남진, 행정법 I,

1997, 191쪽 ; 김철용, 행정법 I, 2002, 144쪽 ; 박윤흔, 행정법강의(상), 2000, 249쪽

; 홍정선, 행정법원론(상), 2000, 217쪽 이하 참조



502 헌법재 소결정해설집 2002

마25, 례집 4, 444, 449).12)

(나) 보건사회부장 이 정한 1994년도 노인복지사업지침은 “노령수당의

지 상자의 선정기 지 수 등에 한 권한을 부여한 노인복지법

제13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20조 제1항에 따라 보건사회부장

이 발한 것으로서 실질 으로 법령의 규정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지니면

서 그것과 결합하여 외 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법원 1996. 4. 12. 선고 95 7727 결, 공보 1996상,

1596).13)

(3) 독일의 경우 기본법에서 지방자치권을 규율하는 ‘법률’의 의미

독일 기본법 제28조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에게 지역공동체의 모든 사무

를 ‘법률의 범 내에서’ 자신의 책임으로 규율할 수 있는 지방자치권을 보

장하고 있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법률’에는 연방의회가 제정한 형식 의미

의 법률뿐만 아니라, 기본법 제80조 제1항 제1문에 근거한 법규명령(독일연

방헌법재 소 례집=BVerfGE 26, 228, 237 ; 56, 298, 309), 그리고 州가 제

정한 법률, 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州 내무장 의 ‘토지이용계획 결정 고

시’(BVerfGE 76, 107, 117) 등의 ‘하 법규’14)와 습법도 포함된다.15)

12) 다음과 같은 헌법재 소의 설시내용도 참조 : “이른바 행정규칙은 일반 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지는 것이고 외 인 구속력을 갖는 것이 아니다.

다만, 행정규칙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 청에 법령의 구체 내용을 보충할

권한을 부여한 경우, 는 재량권 행사의 칙인 규칙이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

이 시행되어 행정 행이 이룩되게 되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 은 그 상 방에 한 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외 인 구속력을 가지게 된다.”(헌재 1990. 9. 3. 90헌마13, 례

집 2, 298, 303.)

13) 다음과 같은 법원의 설시내용도 참조 : “법령의 규정이 특정 행정기 에 그

법령내용의 구체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 권한 행사의 차

나 방법을 특정하고 있지 않은 계로 수임 행정기 이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그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 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행정규칙이 당해

법령의 임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와 결합하여 외 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을 가지는 것이”다( 법원 1999. 7. 23. 선고 97 6261 결,

공보 1999. 9. 1.(89), 1798).

14) “하 법규”는 법률 아래에 놓여 있으면서, ‘법규명령’(Rechtsverordnung)이 아닌

다른 형태의 법규(Rechtsvorschrift)로서 외부 효과를 가진 법규를 말한다. 이러

한 하 법규에는 외부 효과를 가지는 ‘규범구체화 행정규칙’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다수설의 견해이다. 이에 해서는 Kopp, VwGO, 10.Aufl., 1994,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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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州 내무장 의 ‘토지이용계획 결정 고시’가 문제되었던 독일연방

헌법재 소 례집(BVerfGE) 76, 107, 117을 좀 더 자세히 소개하고자 한다.

이 사건에서 Niedersachen州 정부는 련 주 법률의 임에 근거하여

청구인 Wilhelmshaven 의 지역 상당 부분의 토지를 ‘州 산업개발지역’

으로 지정하는 ‘州 토지이용계획 결정’을 하고, 주 내무장 이 이를 주

보에 고시하 다. 이에 청구인 는 Niedersachen州 내무장 의 ‘州 토지이

용계획 결정 고시’가 자신의 헌법상 지방자치권인 토지이용계획권을 침해

하 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하 다.

이 사건에서 독일연방헌법재 소는 ‘주 토지이용계획 결정 고시’와 련

하여 다음과 같은 시를 하 다: “기본법 제28조 제2항 제1문에 의거하여

국가는 형식 의미의 법률뿐만 아니라, 법률의 임에 근거하는 하 법

규를 통해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를 규율하고 제한할 수 있다. 연방

헌법재 소는 법규명령에 해서는 이미 와 같은 을 확인하 다

(BVerfGE 26, 228, 237 ; 56, 298, 309). 그리고 법규명령이 아닌 다른 형태

의 하 법규도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를 제한할 수 있는데, 이 사건에

서 문제되는 州 내무장 의 ‘토지이용계획 결정 고시’도 이러한 하 법규

에 속한다. 이 경우 하 법규는 기본법 제80조 제1항 제2문에서 규정한

임기 에 합치하는 상 법률의 임을 근거로 제정되어야 한다. 이 사

건에서 토지이용계획 결정 고시의 근거가 되는 법률의 임은 그 내용, 목

범 에 따라서 충분히 규정되어 있다.”

에서 본 州 내무장 의 ‘토지이용계획 결정 고시’는 련 법률의 임

에 따라서 주 내무장 이 토지이용계획을 결정한 규범구체화 행정규칙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고 외 인 효력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독일에서는

행정각부의 장이 법률이 임한 사항을 정한 ‘고시’ 등의 외 인 효력을

가진 규범구체화 행정규칙이 ‘기본법 제28조 제2항 제1문에서 정한 ‘법

률’의 의미에 포함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결론

Rdnr. 15-16 참조.

15) Alfons Gern, Deutsches Kommunalrecht, 2.Aufl., 1997, 79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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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본 학설상 통설의 견해, 헌법재 소 법원의 례, 독일의 경

우를 참고하여 헌법재 소는 다음과 같이 설시하 다.

“헌법 제11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령’에 법률 이외에 헌법 제75

조 제95조 등에 의거한 ‘ 통령령’, ‘총리령’ ‘부령’과 같은 법규명령

이 포함되는 것은 물론이지만, 헌법재 소의 ‘법령의 직 인 임에 따라

수임행정기 이 그 법령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구체 사항을 정한 것이

면, 그 제정형식은 비록 법규명령이 아닌 고시, 훈령, 규 등과 같은 행정

규칙이더라도, 그것이 상 법령의 임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상

법령과 결합하여 외 인 구속력을 갖는 법규명령으로서 기능하게 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시(헌재 1992. 6. 26. 91헌마25, 례집 4, 444, 449)한 바

에 따라 헌법 제11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법령’에는 법규명령으로서 기능

하는 행정규칙이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 문제조항이 헌법 제117조 제1항에 반되는지 여부

헌법재 소는 “문제조항에서 말하는 ‘행정자치부장 이 정하는 범 ’라는

것은 ‘법규명령으로 기능하는 행정규칙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범 ’를 가리

키는 것이고 법규명령이 아닌 단순한 행정규칙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되므로 문제조항은 헌법 제117조 제1항에

반되는 것이 아니”며, “법규명령으로 기능하는 행정규칙이 법규명령으로서

의 형식까지 마 갖추도록 하여 행정입법이 앞으로 올바른 체계를 세울

필요가 있음은 유의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단하 다.

라. 법률에서 임받은 것을 재 임하는 것의 한계

법률이 임한 입법권의 부 는 일부를 법규명령이 다시 임하는 것

이 허용되는지, 그리고 허용된다면 그 한계는 무엇인가가 문제된다.

입법권의 재 임에 한 헌법규정은 없으나, 법령에 의하여 임받은 사

항을 하 법령에 면 으로 재 임하는 것은 입법권을 임한 법률 그 자

체의 내용을 권한 없이 변경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허용되지 않지만, 임

받은 사항에 하여 체 인 규정을 한 다음에 세부 인 사항을 다시 하

명령에 임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것이 학설상 통설의 견해이다.16)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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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가 ‘ 통령의 임’이라고 한 것은 이러한 의미라고 해석할 수 있다.

헌법재 소는 자신이 1996. 2. 29. 94헌마213, 례집 8-1, 126, 163에서

시한 재 임의 법리를 그 로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설시하 다.

“법률에서 임받은 사항을 규정하지 않고 모두 재 임하는 것은 ‘

임받은 권한을 그 로 다시 임할 수 없다’는 복 임 지의 법리에 반할 뿐

아니라 수권법의 내용변경을 래하는 것이 되고, 통령령 이외의 법규명령

의 제정․개정 차가 통령령에 비하여 보다 용이한 을 고려할 때 하

의 법규명령에 한 재 임의 경우에도 통령령에의 임에 가하여지는 헌

법상의 제한이 마땅히 용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법률에서 임받은 사

항을 규정하지 아니하고 그 로 하 의 법규명령에 재 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임받은 사항에 하여 강(大綱)을 정하고 그 의 특정

사항을 범 를 정하여 하 의 법규명령에 다시 임하는 경우에만 재 임이

허용된다(헌재 1996. 2. 29. 94헌마213, 례집 8-1, 126, 163).”

마. 문제조항이 재 임의 한계를 일탈한 것인지 여부

지방공무원법 제45조 제1항은 공무원의 ․호 승 에 한 사

항(제1호), 수당에 한 사항(제2호), 보수의 지 방법, 보수의 계산 기타

보수지 에 한 사항(제3호)은 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임하 다. 이를

받아서 통령령으로 제정된 지방공무원수당등에 한규정은 지방공무원법

제45조 제1항 제2호에서 임받은 지방공무원의 수당에 한 사항을 규율

하고 있으며, 제15조에서는 시간외근무수당에 한 사항을 구체 으로 규

정하고 있다.

규정 제15조 제1항은 “근무명령에 의하여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

한 자에 하여는 산의 범 안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 한다. 다만,

비 임계약직공무원에 하여는 이를 지 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은 "시간외근무수당은 매 시간에 하여 당해 공무원에게 용되는

기 호 의 액의 7할(계약직공무원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의 연 월

16) 박 도, 임입법에 한 연구, 1999, 189, 322쪽 ; 김도창, 행정법론(상), 1993,

315쪽 ; 김남진, 행정법 I, 1997, 174쪽 ; 김철용, 행정법 I, 2002, 135쪽 ; 홍정선,

행정법원론(상), 2000, 205쪽 ; 박윤흔, 행정법강의(상), 2000, 229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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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의 60퍼센트 해당 액의 5할을 말하며, 이하 " 기 액"이라 한다)의

192분의 1의 15할을 지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조항은 “시간외근무수당의 지 기 ․지 방법 등에 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 이 정하는 범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공무원수당등에 한규정 제15조는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법률에서

임받은 지방공무원의 수당에 한 사항 시간외근무수당의 지 범 ,

지 액 등을 이미 구체 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문제조항은 수당규정 제15조 제1항 내지 제3항이 지방공무원

의 시간외근무수당에 하여 강을 정한 바탕 에서 단지 시간외근무수

당의 지 기 ․지 방법 등의 세부 인 사항에 해서만 행정자치부장

이 정하도록 재 임하고 있을 뿐이다.

결론 으로 헌법재 소는 문제조항은 법률에서 임받은 사항을 면

으로 재 임한 것이 아니고 임받은 사항에 하여 체 인 규정을 한

토 에서 세부 인 사항을 재 임하고 있으므로 재 임의 한계를 일탈

한 것이 아니라고 단하 다.

바. 문제조항이 청구인의 헌법상 자치권한을 본질 으로 침해한

것인지 여부

지방공무원수당등에 한규정 제15조 제1항은 근무명령에 의하여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자에 하여는 산의 범 안에서 시간외근무수당

을 지 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피청구인이 문제조항을 신설 제정

한 행 로 말미암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간외근무수당의 지 기 , 지

방법 등에 하여 행정자치부장 의 지침에 구속받게 되어 시간외근무수

당 지 에 해서 자율 으로 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어들게 되었다.

헌법재 소는 피청구인이 문제조항을 제정한 행 가 청구인의 헌법상

지방자치권한인 자치입법권한, 자치인사권한과 자치재정권한을 침해하고

있는지 여부를 아래와 같이 단하 다.

(1) 헌법상 지방자치권한의 본질 내용 침해 확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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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자는 헌법 제117조 제1항에 의거하여 지방자치에 한 사항을 법령

으로 형성하고 규율한다. 그런데 입법자는 지방자치사항을 법령으로 규율

함에 있어서 원칙 으로 지방자치권한의 본질 인 내용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입법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거나 지방자치권한 자

체를 말살하는 입법을 하는 것은 지방자치권한의 본질 인 내용에 한 침

해가 된다(헌재 1998. 4. 30. 96헌바62, 례집 10-1, 380, 385 ; 헌재 2001.

11. 29. 2000헌바78, 례집 13-2, 646, 657 참조). 따라서 입법자는 지방자

치권한의 본질 인 내용이 침해되지 않는 범 내에서 법령을 통해서 지방

자치단체의 지방자치권한을 제한할 수 있다.17)

(2) 문제조항이 청구인의 헌법상 자치입법권한을 본질 으로 침해하

는지 여부

(가) 문제조항의 규정형식이 자치입법권한을 침해하는지 여부

1) 문제조항에 의거 행정자치부장 이 제정한 시간외근무수당에

한 지침의 법 성격

행정자치부장 이 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한 “시간외근무

수당에 한 지침”(‘지방공무원수당등의업무처리지침’ 일부분)은 문제조

항이 직 임하고 있는 사항을 구체 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규범구체화

행정규칙의 성격을 가진다. 그리고 지침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

속 공무원의 시간외근무수당에 하여 정하는 경우에 수하도록 하고 있

으므로 외 인 효력도 가진다.

그러므로 행정자치부장 이 제정한 시간외근무수당에 한 지침은 외

효력을 가진 규범구체화 행정규칙이라고 할 것이다.

그 다면 문제조항에 의거 행정자치부장 이 제정한 “시간외근무수당의

지 기 ․지 방법 등에 한 지침”은 외 인 효력을 가지는 행정규칙

으로서 헌법 제117조에서 정하는 ‘법령’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2) 문제조항에 의거 행정자치부장 이 제정한 시간외근무수당에

한 지침의 형식이 자치입법권한을 침해하는지 여부

17) 홍정선, 지방자치법학, 2000, 29쪽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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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조항의 경우와 같이 하 법령인 ‘ 외 인 구속력을 가진 행정규칙’

을 제정하여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규율하는 것이 헌법 제117조에

의거 보장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한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가 문

제될 수 있다.

헌법상 자치입법권한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사무에 하여 필요한

자치법규(규칙, 조례)를 정립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그런데 문제조항은 “시간외근무수당의 지 기 ․지 방법 등에 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 이 정하는 범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가 상 법령에서 모든 것을 직 규율할 수 없으므로 상 법령의 시

행에 필요한 사항을 임하여 하 법령을 통하여 구체 으로 정해야 할 필

요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문제조항이 행정자치부장 에게 시간외근무수당의 지 기 등

을 정하도록 임한 규정형식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규칙제정권을 부정하거

나 말살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헌법상 자치입법권한을 본질 으로 침해한

다고 볼 수 없다.

(나) 문제조항의 규정내용이 자치입법권한을 침해하는지 여부

문제조항이 정하고 있는 규정내용이 청구인의 헌법상 자치입법권한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헌법상 자치입법권한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사무에 하여 필요한

자치법규(규칙, 조례)를 정립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그런데 문제조항은 지방공무원의 시간외근무수당의 지 기 ․지 방법

등에 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 이 정하는 범 안에서 “지방자

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제조항이 규정하는 범 내에서 시간외

근무수당에 한 사항을 자신의 규칙으로 직 제정할 수 있다.

그 다면 문제조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규칙제정권을 부정하거나 말살

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헌법상 자치입법권한을 본질

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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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으로 헌법재 소는 피청구인이 문제조항을 제정한 행 는 규정형

식상이나 규정내용상으로 청구인의 헌법상 자치입법권한을 본질 으로 침

해하지 아니한다고 단하 다.

(3) 문제조항의 제정행 가 청구인의 헌법상 자치인사권한을 본질

으로 침해하는지 여부

지방공무원수당등에 한규정 제15조제1항은 근무명령에 의하여 규정된

근무시간외에 근무한 자에 하여는 산의 범 안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 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피청구인이 문제조항을 신설 제정한

행 로 말미암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간외근무수당의 지 기 , 지 방

법 등에 하여 행정자치부장 의 지침에 구속받게 되어 시간외근무수당

지 에 해서 자율 으로 정할 수 있는 여지가 폭 축소되었다.

따라서 문제조항의 제정행 가 청구인의 헌법상 자치인사권한을 침해하

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국가는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지방공무원수당등에 한규

정 등의 지방공무원에 한 입법을 통해서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의 채용,

배치 등과 보수, 수당 등을 국가 체차원에서 통일 으로 규율하고 있다.

그 입법취지는 무엇보다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지방공무원 사이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하여 보수 수당 등을 동일 내

지 유사하게 규율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있다. 그 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

자치단체가 보다 더 나은 보수를 제공함으로써 국가 는 타 지방자치단체

쪽의 유능한 공무원을 채용하려 할 수 있으며, 재정능력이 강한 지방자치

단체가 재정능력이 약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유능한 공무원을 높은 보수로

채용하려 할 수도 있다. 한 지방자치단체간 보수 수당의 차별화가

래되고, 선심행정으로 인한 편법 인 수당지 이 가능해질 수 있다.

그러므로 국 으로 동일한 인사보수정책을 확보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균형 이고 통일 인 발 을 해서 공무원의 보수 수당체계를 국

으로 단일화하고 국가 인 통제하에 두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서 지

방자치단체는 자신의 공무원에 한 보수 수당 계를 독자 으로 형성

할 수 있는 가능성이 그리 크지 않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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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가지는 자치인사권한이 미치는 효과는 더 이상

소속공무원에 한 인사, 보수 내지 수당 등에 한 법률 계를 형성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소속공무원에 한 인사운용 자체에 놓여 있다고 할

것이다.18)

결론 으로 헌법재 소는 국가가 문제조항을 통하여 지방공무원의 시간

외근무수당의 지 기 ․지 방법 등에 하여 행정자치부장 이 정하는

범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방자

치단체에게 부여된 헌법상의 자치인사권이라는 지방자치권한을 본질 으로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단하 다.

(4) 문제조항의 제정행 가 청구인의 헌법상 자치재정권한을 본질

으로 침해하는지 여부

문제조항이 지방공무원의 시간외근무수당의 지 기 ․지 방법 등에

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 이 정하는 범 안에서 지방자치단체

18) 독일 바이에른주 행정법원 1991. 6. 26.자 결 (BayVBl 1992, 18-20) 이유 요약 :

공무원의 보수와 수당을 결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인사권한은 공익상의 이

유 때문에 제한된다.

연방행정법원은 1964. 3. 13. 결에서 다음과 같이 설시하 다: “연방주와 지방

자치단체는 공 인 과제를 동일한 주의 의무로 수행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상호간에 경쟁하는 경쟁자가 아니다. 따라서 재정능력이 강한 지방자치단체가 재

정능력이 약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유능한 공무원을 더 높은 보수로 채용할 수가

있고, 이에 따라서 유능한 공무원들이 모두 재정능력이 강한 지방자치단체에만 존

재하게 된다면, 국가의 통일 인 인사 여원칙이 괴된다. 국 으로 동일한 인

사정책상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해서는 공무원의 보수체계를 개별 인 지방자치

단체를 넘어서서 국 으로 단일화하고 국가 인 통제하에 두는 것이 필요하다.

더구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동일하게 일반 국민의 세 으로 거두어 드린 산

을 약하고 경제 으로 운용해야 하는 책임을 가진다.”

기본법 제28조 제2항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를 규율할 수 있는

권한은 법률의 범 내에서만 가능하다. 이러한 지방자치권한의 제한은 지방자치

단체가 독자 인 공법인 일뿐만 아니라 동시에 체국가의 한 부분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으로부터 정당화된다. 이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자신의 고유사무를

자신의 재량에 의해서 처리할 수 있으나 국가의 법령에 구속된다. 역사 으로 살

펴볼 때, 지방공무원의 보수와 수당은 국가가 정한 한계 내에서 지 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국가의 법령에 의한 통제는 지방자치인사권한의 본질 인 내

용을 침해하지 않기 때문에 지방자치권한과 합치된다. 지방자치단체는 여 히 자

신의 재량의 범 내에서 자신의 공무원을 채용하고 배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다. 이러한 국가의 지침에 한 구속은 모든 지방자치단체에게 균형 이고 통일

인 지방자치를 보장하기 해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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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 청구인의 헌법상 자치재정권한을 침

해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헌법 제117조 제1항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에게 부여되는 자치재정권

한은 법령의 범 내에서 보장되며, 입법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한

사항을 규율함에 있어서 자치재정권의 본질 인 내용을 침해해서는 안 된

다. 입법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재정권한을 형성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단

체가 어도 한 범 내에서 국가의 지시를 받지 않고 자기책임하에

재정에 한 사무를 스스로 장할 수 있는 여지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러

한 결정여지가 존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상 지방자치단체가 가지는 자

치재정권한의 의미는 거의 없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결국 지방자치

단체가 가지는 수입과 지출에 한 고유한 운 권한이 박탈되거나 존재한

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유명무실한 경우에는 자치재정권의 본질 인 내용이

침해된다고 할 것이다.19)

국가는 지방재정의 건 한 운 과 엄정한 리를 도모할 것으로 목 으

로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을 통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산 편성과

집행에 한 사항을 총체 으로 규율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조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시간외근무수당에 한 산을 자유

19) 독일연방헌법재 소 1986. 11. 27.자 결정 -2BvR 1241/82(= NVwZ 1987, 123)

이유 요약: “교육법 제51조 제4항 제2문의 개정으로 인하여 기본법 제28조 제2항

이 보호하는 헌법소원청구인의 재정고권이 침해되지 아니하 다. 헌법이 지방자치

단체에게 보장해 주는 자치재정고권은 자기의 책임으로 수입 지출을 할 수 있

는 운 권한을 말한다(BVerfGE 26,228(244). 여기서 보장되는 자치재정고권은 지

방자치단체가 가지는 수입과 지출에 한 고유한 운 권한을 박탈해서는 안 된다

는 내용을 가진다. 자치재정고권은 지방자치단체에게 지출비용이 막 한 신규 업

무를 부여하는 것을 지할 정도로 보호되지는 않는다. 만약 이러한 신규 업무부

여가 기본법 제28조 제2항 제1문과 합치한다면, 지출비용이 막 한 신규업무의 집

행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지출운 에 래하는 간 인 향은 자치재정고권에

한 침해로 볼 수 없다(BVerfGE 26, 228 (244). 지방자치단체가 재원조달의 범

를 자신이 직 결정할 수 있는 특정한 업무를 부여받고 동 업무에 한 재정을

계속해서 부담하는 경우에도, 자기책임하의 수입,지출운 권이 침해되는 것이 아

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재정지출을 자신이 장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책임

의 결과로서 감수해야 한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자신의 수입,지출운 권이 침해

된다고 주장할 수 없다. 자기책임하의 수입,지출운 권한과는 별도로, 한 재정

수단이나 어도 최소한의 재정수단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이 자치재정고권의

보호 역에 속하는지에 해서는 연방헌법재 소가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BVerfGE 26, 172 (181) ; 71, 25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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롭게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문제조

항이 지방자치단체가 가지는 산편성과 재정지출에 한 고유한 운 권한

을 박탈할 정도는 아니며, 재정권한을 유명무실하게 할 정도로 지나치게

규율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결론 으로 헌법재 소는 피청구인이 문제조항을 신설 제정한 행 는

청구인의 헌법상 지방자치권한인 자치재정권한을 본질 으로 침해하지 아

니한다고 단하 다.

사.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1호 마목 사목에서 규정하는 자

치권한의 내용과 한계

(1) 지방자치단체가 가지는 법률상 권한의 내용 한계

헌법 제117조 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 안에서 자치에

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하여 법령의 규정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

입법권에 우선하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법령'의 의미는 법률,

통령령, 부령뿐만 아니라 법령에 의하여 임받은 사항을 정한 훈령,

시, 지침 등도 포함된다. 따라서 행정자치부장 등이 정하는 각종 ‘지침’도

법령에 속하므로,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지침에 구속된다.

지방자치법 제16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는 조례가 임한

범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은 단서에서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

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외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

서 지방자치단체가 가지는 법률상의 권한의 내용과 범 는 문제되는 사무

와 련된 모든 법령들을 종합함으로써 비로소 확정된다.

(2)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1호 마목에 의한 ‘수당업무처리규칙제

정 시행권한’의 내용과 한계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1호 마목은 청구인에게 소속공무원의 인사․

후생복지 교육에 한 자치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여

기에서 소속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에는 보수와 수당의 지 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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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1호 마목에 근

거하여 청구인 소속 지방공무원의 수당에 한 지 기 , 차, 방법 등을

구체화하는 수당업무처리규칙의 제정 시행에 한 권한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1호 마목에 의거하여 청구인이 부여

받은 ‘수당업무처리규칙제정 시행권한’의 내용과 범 는 이와 련된 법

령들의 범 내에서 확정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수당업무처리규칙제정 시행권한’은 구체 으로 어떠

한 내용과 범 를 가지는지를 살펴본다.

청구인의 권한과 련된 법률인 지방공무원법 제44조 제3항은 “이 법

기타 법령에 의한 보수에 한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는 유가물도 공무원의 보수로 지 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5조 제1항에는 “공무원의 보수에 한 사항은 통령령으로 정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공무원법 제45조 제1항의 임을 근거로 통령은

지방공무원수당등에 한규정을 제정하 다. 그리고 행정자치부장 은 지방

공무원수당등에 한규정에 근거하여 지방공무원의 수당과 실비보상 등의

지 기 ․ 차․방법 등 지방공무원수당등에 한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업

무처리 기 을 구체 으로 정하기 하여 매년 ‘지방공무원수당등의업무처

리지침’을 작성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조항은 “시간외근무수당의 지 기 ․지 방법 등에 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 이 정하는 범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행정자치부장 은 문제조항에 근거하

여 ‘시간외근무수당의 지 기 ․지 방법 등에 한 지침’(‘지방공무원수당

등의업무처리지침’에 포함됨)을 정하고 있다.20)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1호 마목에 의한

‘수당업무처리규칙제정 시행권한’은 지방공무원법 제44조 제3항 제45

조 제1항, 지방공무원수당등에 한규정 제15조 행정자치부장 의 ‘지방

20) 이 지침에 포함된 “시간외근무수당”에 한 부분에서 권한쟁의심 청구의 계기

가 된 것은 시간외근무수당을 “1일 4시간, 월 75시간 이내”로 지 하도록 제한하

고, 시간외 근무시간을 “1일 2시간 이상 시간외근무한 경우에 2시간을 공제하도

록” 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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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당등의업무처리지침’이 정하는 범 내에서 행사할 수 있는 권한

이라고 할 것이다.

(3)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1호 사목에 의한 ‘수당 산편성 집

행권한’의 내용과 한계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1호 사목은 청구인에게 산의 편성․집행에

한 자치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법조항에 근거하여

청구인은 청구인 소속 공무원의 수당에 한 산의 편성 집행권한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이 가지는 수당 산 편성집행권한의 내용과 범 는 이와

련된 법령들의 범 내에서 확정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가지는 ‘수당 산편성 집행권한’은 구체 으로 어떠

한 내용과 한계를 가지는지를 살펴본다.

청구인의 권한과 련되는 지방재정법 제30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

는 법령 조례가 정하는 범 안에서 합리 인 기 에 의하여 그 경비를

산정하여 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그리고 같은 조 제5항은 “지방자

치단체의 매 회계년도의 산편성기본지침은 행정자치부장 이 계 앙행

정기 의 장의 의견을 들어 작성한 다음 년도 7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

체에 시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거하여 통령이 제정

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산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법 제30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산편성기본지침에 따라

편성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행정자치부장 은 매년

‘지방자치단체 산편성기본지침’을 작성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고

있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1호 사목에 의거한 청구인의 ‘수당

산편성 집행권한’은 지방재정법 제30조 제1항 제5항, 지방재정법시

행령 제30조 제1항 행정자치부장 의 ‘지방자치단체 산편성기본지침’이

정하는 범 내에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할 것이다.

아. 문제조항이 청구인의 지방자치법상 자치권한을 침해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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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 여부

청구인은 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1호 마목에 의거하여 수

당업무처리규칙제정 시행권한을 가지며,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1호

사목에 의거하여 수당 산편성 집행권한을 가진다.

그러나 청구인의 이러한 권한들은 “법령의 범 내에서”, 즉, 지방공무원

법 제44조 제3항 제45조 제1항, 지방공무원수당등에 한규정 제15조, 지

방재정법 제30조 제1항 제5항,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 제1항, 그리고

법령에 의거하여 행정자치부장 이 제정한 련 지침들의 범 내에서 행

사할 수 있는 권한이다.

이에 따라 헌법재 소는 문제조항이 지방자치법상 자치권한을 침해

한 것이 아니라고 다음과 같이 단하 다.

“헌법 제11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 안에서 자치에

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하여 법령의 규정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

법권에 우선하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거니와 여기서 말하는 '법령' 가운데

에는 이미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법규명령으로서 기능하는 행정규칙이 포함

되는 것이므로 문제조항이 법규명령으로 기능하는 행정규칙에 의하여 청구

인의 법률상의 권한을 제한하도록 한 것이라면, 그 제한이 지방자치의 본

질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 한(이 사건은 행정규칙에 의한 청구인의 권한침

해를 다투는 것이 아니고 문제조항인 통령령에 의한 권한침해를 다투는

것이므로 행정규칙에 의한 제한의 내용이 지방자치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

인지 여부의 문제에 한 검토는 하지 않는다), 이는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미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문제조

항에서 말하는 ‘행정자치부장 이 정하는 범 ’라는 것은 ‘법규명령으로 기

능하는 행정규칙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범 ’를 가리키는 것이고 법규명령

이 아닌 단순한 행정규칙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고 해석되므로 문제조항은 법규명령에 의한 자치권의 제한 이상을 의미하

는 것이 아니고 따라서 이는 청구인의 (자치에 한) 법률상 권한을 침해

하는 것이 아니다.”

4. 결정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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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은 통령이 지방공무원의 수당 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의 지

기 , 지 방법 등을 구체 으로 정한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헌법상 법

률상의 자치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단을 내린 것이다. 이 결정은 지

방자치제도가 실시된 이후 지방자치단체가 인사권한이나 산편성집행권한

등을 행사함에 있어서 앙정부와의 계에서 과연 어느 정도의 자율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한 데에 그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

는 지방공무원의 보수 수당 등을 지 함에 있어서 앙정부가 정한 법

령 지침의 범 를 넘어설 수가 없으므로 이 역에서는 자율 인 형성

권한이 계속해서 제한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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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04조 혼인빙자간음죄 헌소원

- 혼인빙자간음죄의 성 자기결정권 침해여부 -

(헌재 2002. 10. 31. 99헌바40등, 례집 14-2, 390)

이 환
*

1)

【 시사항】

1. 혼인빙자간음죄의 법성과 처벌의 필요성

2. 혼인빙자간음죄를 처벌하는 형법 제304조가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비 과 자유에서 유래하는 성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평등의 원칙에 반되는 것인지 여부

【심 상】

이 사건 심 의 상은 형법 제304조(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

되고, 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의 헌 여부이며, 그 내용

은 다음과 같다.

제304조(혼인빙자간음) 혼인을 빙자해서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를 기망

하여 간음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는 500만원 이하의 벌 에 처한다(청

구인들에 하여 용된 공소사실은 ‘혼인빙자에 의한 간음행 ’에 국한되

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 ‘기타 계로써’ 부분은 이 사건 심 의 상에

서 제외한다).

【사건의 개요】

*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부장검사, 헌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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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 청구에 이르게 된 경

가. 99헌바40

청구인 이○주는 1998. 5. 29. 서울지방법원에 혼인빙자간음죄 등으로 불

구속기소되어 공 계속 혼인빙자간음죄를 처벌하는 형법 제304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반된다고 주장하면서 헌여부심

의 제청신청을 하 으나, 법원은 1999. 5. 1. 제청신청을 기각하

다. 이에 청구인은 같은 달 4. 기각결정을 송달받고, 같은 달 17. 이 사

건 헌법소원심 을 청구하 다.

나. 2002헌바50

청구인 김○우는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 혼인빙자간음죄로 구속기소

되어 2002. 1. 24. 유죄 결을 선고받고, 항소하 으나 같은 해 5. 24. 서울

지방법원에서 항소기각 결을 선고받고, 상고하여 재 법원에 공 계속

인바, 청구인은 같은 해 5. 21. 서울지방법원에 이 사건 법률조항에 한

헌여부심 의 제청신청을 하 으나, 법원은 같은 달 24. 제청신청

을 기각하 다. 이에 청구인은 같은 달 31. 이 사건 헌법소원심 을 청구하

다.

2. 청구인들의 주장 계기 의 의견

가. 청구인들의 주장

(1) 청구인 이○주의 주장(99헌바40)

(가) 형법에 의한 성 자유의 보호는 의사의 자유를 제압하거나 자유가

없는 경우로 제한되어야 한다. 혼인빙자의 경우에는 그 의사를 제압하 다

고 할 수 없고, 진실을 제로 한 혼 성교의 강제는 도덕과 윤리의 문제

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형법이 개인간의 사생활 역까지 규제하여서는 안

된다. 따라서 남녀간의 자유의사에 의한 성 행 를 제재하는 이 사건 법

률조항은 청구인의 행복추구권(헌법 제10조) 사생활의 비 과 자유(헌

법 제17조)를 침해한 것이다. 한 행 주체를 남성으로, 그 보호 상을

부녀로 각각 한정하여 차별 우를 함으로써 평등의 원칙(헌법 제11조 제1



형법 제304조 혼인빙자간음죄 헌소원 519

항)에도 반된다.

(나) 인간의 성은 문화 상의 하나로서 성 행 여부 그 상 방 결

정권은 기본권의 본질 인 부분에 속하는 것임에도, 국가권력이 이 사건

법률조항을 통하여 남녀간의 성 행 를 직 으로 간섭․규제함으로써

기본권의 본질 인 내용을 침해하여 과잉 지의 원칙(헌법 제37조 제2항)

에 반된다.

(다) 수사실무상 행 자의 범의를 입증하기 쉽지 아니하고, 고소인들에

의하여 악용되는 사례도 지 아니하며, 재 우리 사회의 성도덕․윤리

여성의 지 가 형법 제정 당시의 시 상황과는 달리 많은 변화를 보이

고 있다. 성인 남녀간의 자유의사에 의한 성 계를 처벌하는 입법례가 없

고, 학계의 다수도 혼인빙자간음죄의 폐지에 찬성하고 있다. 실제로 1992년

의 형법 개정법률안 성안과정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을 폐지하기로 논의된

사실도 있는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법률조항은 폐지되어야 한다.

(2) 청구인 김○우의 주장(2002헌바50)

(가)의 (1)항 기재와 체로 같다.

나. 법원의 헌제청신청 기각이유

(1) 서울지방법원의 기각이유(99헌바40)

(가) 혼인빙자간음죄의 보호법익은 개인의 성 자기결정의 자유이고, 이

사건 법률조항이 형법 제32장(강간과 추행의 죄)에 규정되어 있는 을 종

합하면, 혼인빙자간음죄는 개인의 성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 즉 개인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다. 기망의 방법으로 타인의 재물을 편취하는 행 의

법성과 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처럼 기망의 방법으로 타인의 성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육체 인 쾌락을 편취하는 행 도 그 법성과 처

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혼인빙자간음죄는 남녀간의 자유로운 혼 성행 를 제재하는 것이

아니라 기망에 의하여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의 성 자유를 침해하는 행

를 처벌하는 것이다. 따라서 헌법이 규정하는 행복추구권이나 사생활의

보호규정과 양립할 수 없는 것이 아니며, 이러한 범죄행 로부터 여성을

보호하는 것이 과잉 지의 원칙에 반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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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혼인빙자간음행 의 법성과 처벌의 필요성을 고려하면 남자가 보

호 상에서 제외되는 에서는 불평등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남자

만을 혼인빙자간음죄의 처벌 상으로 규정하는 에서의 불평등은 아니므

로 평등원칙에 반된다고 할 수 없다.

(2) 서울지방법원의 기각이유(2002헌바50)

별다른 기각이유 기재가 없다.

다. 계기 의 의견:법무부장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의견(99

헌바40, 2002헌바50),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장의 의견(2002헌바50)

(1) 이 사건 법률조항은 혼인을 빙자하여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를 간음

하는 행 를 처벌함으로써 여성의 성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고자 하는데 그

입법목 이 있다. 어떠한 행 를 범죄로 규정하고 어떠한 형벌을 과할 것

인가는 원칙 으로 국가의 입법정책의 문제일 뿐 헌법 합성의 문제가 아

니다.

(2) 혼인빙자간음죄는 여성의 성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에서 기본권

행사의 내재 한계를 벗어난 것이고, 이에 한 처벌은 사회 약자인 여

성의 성 자기결정권의 보호라는 입법정책을 수행하기 한 필요 최소한의

제한으로서 자유와 권리의 본질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비 과 자유를 침해

하 다고 볼 수 없다.

(3) 혼인빙자간음죄의 행 주체를 남성으로, 보호 상을 음행의 상습 없

는 부녀로 각각 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여성의 성 자기결정권을 보호하

기 한 합리 이유가 있는 차별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평등원칙에

반되지 아니 한다.

(4) 실무상 입증의 어려움이나 남고소 등에 의한 악용가능성은 모든 범

죄수사에서 동일한 것으로서 특별히 혼인빙자간음죄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

니므로, 이러한 사유가 헌의 근거로 될 수 없다. 나아가 입법론이나 학계

에 폐지론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이라고 할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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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1. 성 자기결정권은 각인 스스로 선택한 인생 등을 바탕으로 사회공

동체 안에서 각자가 독자 으로 성 (觀)을 확립하고, 이에 따라 사생활

의 역에서 자기 스스로 내린 성 결정에 따라 자기책임 하에 상 방을

선택하고 성 계를 가질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다. 비록 여성의 입장에서도

그 상 남성이 설혹 결혼을 약속하면서 성행 를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혼

성 계를 가질 것인지 아닌지는 여성 스스로 단하고 그에 따르는 책

임도 스스로 지는 것이 원칙이다. 그리고 이러한 남녀간의 성문제는 기본

으로 개인간의 은 한 사생활의 역에 속하는 것이어서 범죄 인 측면

보다는 도덕․윤리 인 측면이 강하게 드러나는 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남성이 오로지 여성의 성만을 한낱 쾌락의 성(城)으로만 여기고

계획 으로 근한 뒤 가장된 결혼의 무기를 사용하여 성을 편취할 경우,

그 평가는 달라져야 하고 달라야 한다. 성의 순결성을 믿고있는

여성에게도 상 방을 평생의 반려자로 받아들이겠다는 엄숙한 혼인의 다짐

앞에서는 쉽사리 무 질 수밖에 없다. 혼인을 빙자하는 이와 같은 교활한

무기에 의한 여성의 성에 한 공략은 이미 사생활 역의 자유로운 성

결정의 문제라거나 동기의 비도덕성에 그치는 차원을 벗어난 것이다. 이러

한 행 는 마땅히 형법 평가의 상이 되어야 하고, 조심스럽기는 하나

국가형벌권이 개입할 지평을 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사회에서 혼인

이 상징하는 의미에 비추어 “평생을 일심동체로 함께 하겠다”고 하면서 결

혼을 앞세우고 이러한 제 아래 장된 호의와 달콤한 유혹으로 상

공세를 취하여 올 때, 미혼의 여성이 자신의 성을 꿋꿋하게 지켜나간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일일 수 있다. 바로 이러한 을 악용하여 교활하게도

엄숙한 결혼의 서약을 강력히 앞세워 여성을 유혹하고 언필칭 상호 합의에

의한 성 계라는 이름으로 순결한 성을 짓밟고 유린하는 행 는 남성의 성

자기결정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일 뿐만 아니라, 여성의 진정한 자유의사

즉 성 자기결정권을 명백하게 침해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2. 혼인빙자간음죄를 처벌하는 형법 제304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

라 한다)는 동일한 시각에서 입장을 바꾸어 보면, 청구인들의 성 자기결

정권을 제한하는 측면도 있는 것이 사실이나, 혼인을 빙자한 부녀자 간음



522 헌법재 소결정해설집 2002

행 는 그 한 피해 여성의 성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어 기본권

행사의 내재 한계를 명백히 벗어난 것으로서, 사회의 질서유지를 하여

그 제한이 불가피하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들의 성 자기결정권에

한 필요 최소한의 제한으로서 그 본질 인 부분을 침해하는 것도 아니므

로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 지의 원칙에 반된다고 볼 것도 아니다.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이나 사생활의 비

과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남녀간의 성에 한 신체 차이, 성행 에 한

인식과 평가가 다른 것이 엄연한 실이다. 행 형법에서 성범죄의 피해

자 범죄의 구성요건을 구분하여 규정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차이를 고

려한 인식의 바탕 에서 법률조항을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사회 약자인 여성의 성 자기결정권을 보호하려는 정당한 목

이 있고, 남성을 자의 으로 차별하여 처벌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

려우며, 차별의 기 이 그 목 의 실 을 하여 실질 인 계가 있고, 차

별의 정도도 정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평등원칙에 반된다고 볼 것도 아

니다.

다만 입법자로서는 첫째 개인의 사생활 역에 속하는 남녀간의 내 한

성 문제에 법이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은 부 하고, 둘째 세계 으로도

혼인빙자간음행 를 처벌하는 입법례가 드물며, 셋째 이 사건 법률조항이

박을 하거나 자료를 받아내기 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많고,

넷째 국가 형벌로서의 처단기능이 많이 약화되었으며, 다섯째 형사정책

으로도 형벌의 억지효과가 거의 없고, 여섯째 여성 보호의 실효성도 의문

이라는 등에 한 면 한 찰을 통하여 혼인빙자간음죄를 앞으로도 계

속 존치할 것인지 여부에 한 진지한 근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재 권성의 반 의견

이 사건 법률조항이 혼인빙자행 를 다른 계행 와 형법 으로 동일

하게 평가하여 이를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의 과잉 지원칙을 반함으로써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인간의 자존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여 헌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다른 에 하여 더 단할 것도 없이 이 사건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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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규정 ‘혼인을 빙자하거나’라는 부분에 하여는, 이에 한 형사처벌

이 헌법상의 과잉 지원칙에 배되고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인간의 자

존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함을 이유로, 헌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재 주선회의 반 의견

불순한 동기에 의한 성행 는 도덕과 윤리의 문제에 불과할 뿐, 사회

으로 유해한 행 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가가 이러한 개인의 사생활

역까지 규제해야 할 아무런 정당성을 찾을 수 없는 것이다. 이 사건 법률

조항은 독자 인 인격체로서 자기 책임 아래 성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여성의 능력을 부인함으로써 여성의 존엄과 가치에 반하여 그의 인격

권을 침해하고, 나아가 형법 으로 보호해야 할 법익이 없음에도 개인의

성행 를 형벌로써 규율함으로써 개인의 성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헌

인 규정이다.

【해설】

1.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연

1953년 형법 제정 이 의용형법에는 혼인빙자간음죄에 한 처벌조항

이 없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일본형법가안(日本刑法仮案)1)의 향을 받

은 것이라는 것이 다수설이다2). 건국 후 형법법률안심의 원회(1949. 6. 20.

- 같은 해 11. 12.)가 24회에 걸친 심의회의를 한 사실이 있다고 알려져 있

으나, 재 원회의 회의록이 존하지 않아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정확한

도입경 , 입법취지 등을 확인할 수 없다.

형법제정 당시의 국회 회의록을 살펴보면 3회에 걸쳐 형법 모든 조문에

1) 일본형법가안은 19세기말 륙법체계를 계수하여 제정된 형법 을 일본의 실에

맞게 개정하기 하여 1929. 일본 사법성에 설치된 ‘형법 감옥법재정조사회’에

서 조사, 기 되어 1940. 4. 25. 발표한 것이다. 그 형식 용법조 반이 우리

형법과 유사하다. 가안 제35장 ‘간음의 죄’ 제395조 ‘혼인을 행할 것으로서

부녀를 기망하여 이를 간음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이상

법무부, 법무자료 제5집, 일본개정형법가안). 따라서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계

로써 음행의 상습이 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한 자’를 처벌하는 행 혼인빙자

간음죄와는 구성요건에서 일부 차이가 있다.

2) 주석형법4, 532쪽



524 헌법재 소결정해설집 2002

하여 독회를 거쳤다. 독회 시 형법 안 제327조에 규정되었던 혼인빙자

간음죄의 구성요건은 지 과 동일하고, 조문에 한 논란은 없었다.

2. 이 사건 법률조항의 구성요건 용 황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계로써’ 음행의 상습이 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한 행 가 구성요건이다. 법원은 ‘ 계에 의한 미성년자간음죄에 있

어서 계라 함은 행 자가 간음의 목 으로 상 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

를 일으키고는 상 방의 그러한 심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의 목 을 달성

하는 것이며, 여기에서 오인, 착각, 부지란 간음행 자체에 한 오인, 착

각, 부지를 말하는 것이지 간음행 와 불가분 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른 조건에 한 오인, 착각, 부지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

다’( 법원 2001. 12. 24. 선고 2001도5074 결)3)라고 시하 다. 따라서

혼인빙자간음죄에서의 ‘ 계’도 간음의 목 을 달성하기 하여 음행의 상

습이 없는 부녀에게 오인, 착각 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행 ‘라고 해석할 수 있겠으나, 실제 그 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논란이

있을 수 있겠다. 그리고 혼인빙자간음죄의 수사실무에 의하면 혼인을 빙자

하는 사례 이외에 ‘기타 계로써’에 해당하는 사례는 실무상 거의 없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4).

성행 당시 진심으로 혼인한 의사가 있었다면 그 후 변심하여 혼인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구성요건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므로 혼인빙자간음

죄로 기소되는 사례는 드물다. 혼인에 한 약속은 부분 구두상의 약속

3) 법률신문 2001. 1. 3. 제3039호, 10면; 이 사건의 기소내용은 피고인이 미성년자에

게 품을 지 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미성년자와 성행 를 한 사안이

었다. 이에 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 하여 검사가 상고한 사건에서 상 미

성년자가 정상 인 단력을 갖춘 성경험이 있는 자이었으므로 품을 지 할 것

처럼 거짓말한 것은 간음행 와 불가분 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단한

것이다. 하 심 결에 하여 착오 내지 부지를 좁게 해석하는 것에 한 비

이 있었다(법률신문 2001. 12. 24. 15면).

4)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의 ‘ 계’에 하여는 ‘혼인을 빙자하는 행 ’ 이외에 구체

으로 설시한 사례가 없는 에 비추어 볼 때 그 용사례가 어려운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된다. 학설상 를 드는 사례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지 아니한 부녀의

방에 야간에 남편인 것처럼 들어가 성행 를 하는 경우 이 사건 법률조항을 용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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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므로 고소인인 여자측이 입증하기 어렵고, 혼인을 약속한 사실이 인정되

더라도 피고소인인 남자들은 간음한 후 사정변경, 를 들면 부모의 반 ,

성격차이 등을 주장하므로 그 범의의 입증이 어렵다. 피고소인들이 기소되

는 사례로 꼽을 수 있는 것은 기혼자가 미혼자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음행의 상습이 없는 여자에게 결혼을 하자고 유인한 후 이에 속은 여성과

성 계를 가지는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 피고소인은 혼인을 빙자한 것으로

추정할 유력한 자료가 되는 것이다.

참고로 지난 20년간(2년 단 )의 혼인빙자간음죄의 수, 처리, 기소

기소율은 아래 표와 같다5). 인원을 기 으로 하 고(혼인빙자간음죄는 공

모형태로 이루어지기 어려우므로 인원수와 사건수가 거의 같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기소율은 기소건수/불기소+기소건수이다. 91년까지는 처리

건수를 기 으로, 93년부터는 수건수를 표시하 다. 수된 후 처리되지

아니한 사건이 있으므로 93년 이후 수건수와 기소, 불기소건수의 합계가

차이가 있다.

81 83 85 87 89 91 93 95 96 97 98 99

수

(처리)
2,625 2,249 1,875 1,389 1,259 1,066 737 676 608 571 630 624

기소 269 234 169 124 128 143 25 27 20 23 20 18

불기소 2,356 2,014 1,706 1,274 1,131 923 687 616 555 505 574 573

기소율

(%)
10.2 10.4 9.0 8.9 10.2 13.4 3.4 4.1 3.4 4.3 3.3 3.0

부분의 일반 범죄들은 꾸 히 증가하여 왔으나(1981년 총 수인원6)

769,401, 1999년 2,452,605, 형법범 수인원 1981년 400,539, 1999년 782,308

명), 통계와 같이 혼인빙자간음죄의 수 인원수는 속히 감소하고 있

고, 기소율도 1993년을 기 으로 격히 하락하 다(그 이유는 확인할 수

없다. 1992년도 877명 처리에 89명을 기소하여 기소율이 10.1%에 달하 으

5) 2001년 검찰연감

6) 형법범과 특별범을 모두 합한 피의자인원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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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1993년 기소율이 3.4%로 격히 떨어진 후 다시는 두자리수의 기소율

을 회복하지 못하 다. 시 을 후하여 성풍속에 한 속한 변화가

있었거나, 검찰통계방식의 변화에 따른 기소율 변화를 추정할 수 있다).

3. 형법개정안에서의 폐지론

1992년 형법개정안의 성안과정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존폐에 하여

논란이 있었다. 존치론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부녀의 정조를 보호하는 사

회 기능을 다하고 있고, 혼처벌규정이 없는 우리 형법에 비추어 이를

엄격히 해석하여 남용을 피하면 족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을 폐지할 필요

까지는 없다고 주장하 다.

반면 폐지론은 형법에 의한 성 자유의 보호는 의사를 제압한 경우나

자유가 없는 때로 제한되어야 하는데 혼인빙자의 경우에는 의사를 제압하

다고 할 수 없고, 진실을 제로 한 혼 성교의 강제는 도덕과 윤리의

문제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형법이 개인간의 사생활 역까지 규제할 필요

가 없다고 주장하 다.

폐지론이 다수의견을 차지함에 따라 형법개정안에서는 이 사건 법률조

항이 삭제되었으나, 1995년 개정형법이 발췌개정에 그쳤기 때문에 개정안

의 취지는 반 되지 아니하 고,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유지되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의 폐지를 한 입법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이 재

에도 여 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7).

4. 외국의 입법례

가. 일본

행 일본 형법에는 혼인빙자간음죄가 없고, 형법에도 없었으며, 에

서 본 바와 같이 형법의 개정시안(改定試案)이었던 日本刑法仮案에 혼

인빙자간음죄가 있었다. 그러나 仮案에 혼인빙자간음죄가 규정된 이유,

개정 형법에 락된 경 등에 하여는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재까지

는 없다. 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독일 구 형법에 존재하 던 혼인

7) 주석형법4, 5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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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자간음죄를 모방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을 뿐이다.

나. 미국

부분의 주에서 혼인빙자간음죄는 처벌 상이 아니다8). 다만 일부 주9)

에서는 간통죄와 마찬가지로 혼인빙자간음에 하여 성문법으로 처벌규정

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on the books’), 기소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rarely enforced). 그러나 미국법률 회(Americal Law

Institute, 약칭 ALI)의 1962년의 모범형법 (Model Penal Code)에 혼인빙

자간음죄와 유사한 규정이 있다10).

다. 독일

구독일형법 제179조에 혼인빙자간음죄(Erschleichung des außerehelichen

Beischlafs)가 규정되어 있었다. 1969년의 제1차 형법개정법(Gesetz zur

Reform des Strafrechts)에 의하여 소 구시 구성요건으로 분류되는

간통죄(Ehebruch), 성인간의 동성애(Homosexualität), 獸姦(Unzucht mit

Tieren)과 함께 폐지되었다.

독일에서의 혼인빙자간음죄의 폐지근거는 다음과 같다. 구시 구성요

건의 폐지는 성형법과 성도덕의 분리, 즉 성형법의 탈도덕화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부도덕 내지 성풍속 반행 자체가 당연히 가벌성을 갖는 것

은 아니다. 성 련 행 가 형벌의 규율 상이 되기 해서는 사회의 공

동생활질서를 침해하거나 공동생활질서에 험을 래하는 행 여야 하고

이에 한 형벌필요성(보충성, 실효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성과 련된 형

벌의 필요성은 형법이 성 일탈행 에 하여 합하고 유효한 수단인가

라는 이다. 혼 성 계에 형법이 개입하지 않는다. 그 다면 순수하지

못한 혼 성 계를 처벌해야 하는가. 이는 균형에 맞지 않는다. 건 한

단능력이 있는 성년의 부녀가 혼인을 이유로 혼 성 계를 맺은 경우에 부

8) 혼죄는 처벌 상이다.

9) 6개주로 악한 자료가 있다(Patricia J. Falk, 64 Brooklyn L. Rev. 39, 117).

자료도 혼인빙자간음죄를 구시 의 유산(Remnants of the Past)으로 보고 있다.

10) 임웅, 비범죄화의 이론, 법문사, 8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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녀의 성 자기결정의 자유가 침해되는 것은 아니다. 결혼을 약속했다고

하더라도 혼 성 계를 맺을 것인지는 부녀 스스로의 단이므로 그에

한 책임도 스스로 져야 한다.

성도덕, 성풍속과 같은 윤리 가치가 그 자체로서 보호될 것은 아니고

사회유해성의 에서 사회의 공존질서를 히 교란할 때 형법의 개입

이 정당화된다. 입법자는 성풍속범죄에 한 형법 보호의 필요성과 형

벌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형법규범화할 수 없다. 의심스러울 때에

는 시민의 자유와 형법의 최후수단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장차 결

혼생활이 정상 일 수 없다는 것이 상됨에도 불구하고 혼인빙자간음죄

의 처벌이 두려워 혼인한다면 형법이 가정 탄이 상되는 혼인을 강요하

는 결과를 갖게 된다. 이것이 형법의 임무인가는 단히 의문스럽기 때문

이다11). 한 피해여성이 본 규정을 무기로 공갈, 박하거나 악용하는 경

우도 있다.

참고로 1968년의 안입법(Alternativ-Entwurf: 정부 안의 안그룹이

제시안 안임)에 따르면 혼인빙자간음죄를 처벌하는 입법례로는 에서

본 미국 모범형법 제213.3조 제1항 제4호, 터키형법 제423조, 쿠바 형법

제486조 제2호, 루마니아 형법 제424조를 들 수 있다고 한다.

라. 기타

랑스형법에도 혼인빙자간음죄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고12), 에서 본

것처럼 혼인빙자간음죄를 처벌하는 국가는 거의 없다.

5. 이 사건 법률조항의 헌여부

가. 성 자유(性的自由) 는 성 자기결정권(性的自己決定權)과

련된 헌법조항

이 사건 법률조항과 련된 헌법조항은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헌법 제10

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조

11) Simson/Geerds, Straftaten gegen die Person und Sittlichkeitsdelikte in

rechtsvergleichender Sicht, 1969, 380쪽 이하

12) 법무부, 랑스신형법,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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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헌법 제17조 사생활의 비 과 자유이라고 하겠다.

나. 혼인빙자간음죄가 헌법 제10조에서 유래되는 성 자기결정권

의 침해여부

(1) 성 자기결정권의 의미

헌법재 소는 여러 차례 성 자기결정권에 하여 시한 바 있다. 즉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 인권을 확

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함으로써 모든 기본권의 종국

목 (기본이념)이라 할 수 있고 인간의 본질이며 고유한 가치인 개인의 인

격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개인의 인격권․행복

추구권은 개인의 자기 운명결정권을 그 제로 하고 있으며, 이 자기운명

결정권에는 성 (性的) 자기결정권 특히 성행 여부 그 상 방을 결정

할 수 있는 자유가 포함되어 있다“고 시하 다(헌재 1990. 9. 10. 선고,

89헌마82, 례집 2, 306, 310; 헌재 1997. 7. 16. 95헌가6등, 례집 9-2, 1,

16-17; 헌재 2001. 10. 25, 2000헌바60, 공보 62, 1039, 1041).

넓은 의미에서의 성 권리(sexual right)는 자유로운 성행 를 할 수 있

는 권리(the right to sexual freedom), 성생활에서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권리인 성 자기결정권(sexual autonomy), 성생활에서의 라

이버시(the right to sexual privacy), 성에서의 평등(the right to sexual

equality), 성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the right to sexual pleasure), 성 표

의 자유(the right to emotional sexual expression), 성 결사의 자유(the

right to sexually associate freely), 출산결정에서의 자유(the right to

make free and responsible reproductive choices), 과학 성 정보 근

권(the right to sexual information based upon scientific inquiry), 성교육

에 한 권리(the right to comprehensive sexuality education), 성 건강

권(the right to sexual health care) 등을 의미한다고 보고 있다

(www.siecus.org). 따라서 헌법재 소의 성 자기결정권에 한 인식은

‘성생활에서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권리’인 성 자기결정권

(sexual autonomy)으로 악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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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사건 법률조항이 침해하는 기본권(성 자기결정권)

이 사건 법률조항은 남성이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계’를 사용하여

음행의 상습이 없는 부녀를 간음에 이르게 하는 행 를 처벌하는 것이다.

따라서 남성의 이러한 행 가 처벌됨으로 인하여 남성들의 어떠한 기본권

이 침해되는지, 즉 기본권의 보호 상을 먼 확정할 필요가 있다.

성 자기결정권을 성에 한 자유로운 의사결정, 즉 외부로부터의 강제,

강박이 없는 소극 인 면뿐만 아니라 극 으로 성행 여부 그 상 방

선택의 자유를 의미한다고 할 때 상 방을 성행 로 유도하는 수단을 자유

롭게 선택하는 자유까지 포함하는 것인지가 문제된다.

이러한 상 방으로 하여 성행 에 이르게 하는 방법(혼인을 빙자하거

나 기타 계)을 선택하는 자유가 성 자기결정권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

석하지 아니한다면 와 같은 자유는 일반 행동자유권에 포함된다고 할

수밖에 없다.

성 자기결정권을 성행 여부 그 상 방을 결정할 수 있는 자유로

한정시킬 필요는 없고, 성행 의 상 방을 결정하기 하여 필수불가결하

게 연결되는 행 로서 상 방을 성행 로 유도하는 행 까지 성 자기결

정권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다만 이러한 구별은 기본권의 귀속에 한 설명에 한 차이에 불과하

다. 왜냐하면 성 자기결정권과 일반 행동자유권 모두 헌법 제10조 인

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에서 도출되는 기본권이기 때문이다

(헌재 1990. 9. 10. 89헌마82, 례집 2, 306, 310; 헌재 1998. 10. 29. 97헌마

345, 례집 10-2, 621, 633).

다. 형벌의 필요성에 한 헌법 단

헌법재 소는 “범죄의 처벌에 한 문제, 즉 법정형의 종류와 범 의 선

택에 한 문제는 그 범죄의 죄질과 보호법익에 한 고려뿐만 아니라 우

리의 역사와 문화, 입법 당시의 시 상황, 국민 일반의 가치 내지 법

감정 그리고 범죄 방을 한 형사정책 측면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

으로 고려하여 입법자가 결정할 사항으로서 범 한 입법재량 내지 형

성의 자유가 인정되어야 할 분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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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어느 범죄에 한 법정형이 그 범죄의 죄질 이에 따른 행

자의 책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어서 히 형벌체계상의 균형

을 잃고 있다거나 그 범죄에 한 형벌 본래의 목 과 기능을 달성함에 있

어 필요한 정도를 일탈하 다는 등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

등에 명백히 배되는 경우가 아닌 한 쉽사리 헌법에 반된다고 단정하여

서는 안 된다“고 시하여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를 매우 넓게 인정하여 왔

다(헌재 1999. 5. 27. 98헌바26, 례집 11-1, 622, 629 등).

라. 기본권으로서의 성 자기결정권 제한의 필요성

성 자기결정권은 무제한 으로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기본권과

마찬가지로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필요한 경우 제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익이 피해자의 성 자기

결정권 는 성(性)으로서 개인 인 사안이므로 기본권제한의 근거는 공공

복리 는 국가안 보장을 한 제한으로 보기는 어렵고, 질서유지를 한

기본권제한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13).

그리고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 제37조 제2항의 단서조항에 의하여 기

본권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그 제한의 방법에 있어서 과잉 지의 원칙과 기

본권의 본질 내용의 침해 지원칙이 용된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7. 3.

27. 95헌가17, 례집 9-1, 219, 234; 헌재 1998. 5. 28. 95헌바18 례집

10-1, 583, 595).

마. 과잉 지의 원칙 배 여부

(1) 목 의 정당성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익은 에서 본 것처럼 음행의 상습이 없는

부녀의 성 자기결정권을 보호하는 것이 정당한 목 인지 여부에 하여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가) 목 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

혼인빙자간음죄의 폐지론과 그 논리를 같이 한다. 인류의 성도덕‧성풍속

13) 형법 자체를 질서유지를 한 기본권제한으로 보는 학자도 있다(김철수, 제12

정 헌법학개론, 3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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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민족과 시 에 따라 극히 다양한 모습을 보이므로 시공을 월하여 보

편타당한 규범을 끌어내는 것은 매우 어렵다. 더구나 1960년 에 서구에

어닥친 성 명을 계기로 해서 성의 자유화 물결이 범람하게되고, 그 여

로 입법과 사법에서 性에 련된 刑法(이하 ‘성형법’이라 한다)의 자유화,

性犯罪의 非犯罪化가 폭넓게 수행됨으로써 성도덕‧성풍속에 있어서 가치

의 다원화 상에 한 법 용이 베풀어졌다. 성형법은 사회의 기와 완

고한 도덕 편견을 꺾고 인간의 원 인 욕구로서의 성을 개개인이 자유

롭고도 진솔하게 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사명을 아울러 지니고 있

다. 특히 성이란 인간과 인간이 맺는 계 에서 가장 심도가 깊은 것이면

서도 은 한 것이기 때문에 인간과 삶으로부터 연한 채로 성 그 자체만

을 가지고 규범화할 수 없다는 인식과 오늘날 성윤리가 격히 변화하고

있음에 비추어 형법규범의 설정과 해석에 있어서 새로운 인식이 필요하다.

성범죄를 단하는 데에 있어서 가장 요한 것은 ‘성형법과 성도덕의

분리’이고, 성형법이 성도덕과 동일시되어서는 안된다. 형벌권은 국가 제

재 최후수단으로서 행사되어야 하기 때문에 도덕 는 풍속의 보호하고

하는 목 만으로는 국가형벌권의 행사가 정당화되지 않고 일정한 법익의

침해 내지 침해 험성이 존재하여야 한다. 부도덕, 속, 건 한 성풍속을

해하는 것, 국민 다수의 윤리의식이나 국민의 기본 인 도덕 념에 반하

는 등을 행 의 當罰性과 동일시해서는 안된다. 일정한 행 를 당벌 범

죄라고 하기 하여는 그 행 가 건 한 성도덕 는 선량한 성풍속에 반

할 뿐만 아니라 사회의 기본 공존‧공 질서를 침해하거나 태롭게 한다

는 법익침해가능성까지를 갖추어야만 한다.

남녀간의 성행 는 은 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사 비 이 보장되

어야할 부분이고, 외 으로 여성의 성 자기결정권을 폭행, 박 등의

방법으로 제압하거나, 성 자기결정권에 한 단이 미비한 미성년자

는 심신미약자의 성을 취하는 것에 하여만 처벌을 하는 것 외에 국가가

여하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남성이 와 같이 처벌의 상이 되는 방법 는 보호받아야할

미성년자 는 심신미약자가 아닌 여성을 유혹하는 행 에 국가의 개입은

억제되어야 하고, 그 유혹의 방법은 각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며,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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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남성의 여성에 한 유혹은 과장이 수반되는 것이다. 우리 형법은 혼

성 계를 처벌하지 않고 있으므로 자발 인 혼 성 계의 과정에서 이루어

지는 유도행 도 처벌하여서는 아니된다. 한 성년으로서 심신미약자가

아닌 여성이 상 방 남자로부터 ‘혼인 는 기타 계’상 방인 여성이 미

성년자 는 심신미약자가 아닌 건 한 단력을 가졌다면 이러한 여성라

면 혼 성 계를 요구하는 상 방 남자가 혼인할 의도가 있는지 여부를

스스로 확인하고, 혼 성 계를 할 것인지의 여부도 스스로 결정하는 것

이 여성의 성 자기결정권에 포함되는 것이다. 이러한 여성의 성 자기

결정권을 행사한 후 자신의 결정이 착오에 의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면서 국

가에 하여 상 방 남자의 처벌을 요구하는 것은 여성의 성 자기결정권

을 스스로 부인하는 행 이고, 국가가 과도하게 사생활에 여하는 것으로

서 여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부인하는 것이다. 즉 음행의 상습

이 없는 성년의 부녀가 남성의 혼인을 빙자한 성행 요구에 응할 것인지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국가가 이러한 사 인 분야에까지

여할 필요까지 없는 것이다.

혼인을 빙자하여 간음한 자는 형벌이 아닌 가정, 사회, 직장 등 여러 방

면에서 사회 비난과 제재를 받을 것이고 본질 으로 개인간의 사생활에

속하는 이러한 행 까지 일일이 추 하여 형법이 간섭하지 않더라도 사회

의 건 한 윤리‧도덕은 지탱되어 나갈 것이고, 만일 이러한 비난이 없을

정도로 성윤리가 무 졌다면 형사 처벌 한 그 정당성과 제재력을 잃게

될 것이다. 그리고 장차 결혼생활의 불행이 상됨에도 불구하고 남자 측

에서 혼인빙자간음죄에 의한 처벌이 두려워 혼인한다면, 결국 형법이 탄

이 자명한 혼인을 강요하는 것과 다름이 없으므로 이를 법률로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다.14)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보호할 가치가 없는 혼 성 계를 한 여성

을 일방 으로 보호하는 법률로서 목 의 정당성을 갖지 못하고 있다.

(나) 목 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근거

에서 본 혼인빙자간음죄의 고소건수 기소비율을 볼 때 성윤리의 변

화가 감지되는 것은 부인할 수 없으나 우리 사회에서 고유의 정 념 특

14) 김기춘, 형법개정시론, 1985년, 4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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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여성의 정 념은 통윤리로서 여 히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으며, 음

행의 상습이 없는 부녀를 계의 방법으로 간음한 행 는 부녀의 성 자

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우리의 법의식은 여 히 유

효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즉 부녀의 성(性)은 부녀의 의사를 억압하여 강제 으로 취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계의 방법을 사용하여 부녀를 착오에 빠지게 하여 여성의 성

자기결정권이 잘못 행사될 수도 있는 것이다. 타인의 재물을 강취 는 갈취

하는 행 가 강도죄 는 공갈죄로 처벌되는 것과 같이 부녀의 성을 강제로

취하는 경우 강간죄로, 여성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취하는 경우 혼인빙자간

음죄로 처벌할 수 있다. 부녀를 착오에 빠지게 하여 부녀의 성을 취하는 행

를 처벌할 것인지의 여부는 도덕과 법률의 구분이 불분명한 사안으로서

그 처벌여부는 기본 으로 국민의 의사에 따라야 할 것이고, 국민의 의사는

입법자들의 입법행 즉 입법권자의 입법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부분이라 할

것이다(헌재 2001. 10. 25. 2000헌바60, 공보 62, 1039, 1042 참조).

혼인빙자간음죄가 혼인을 빙자하는 등으로 여성의 성을 편취한 행 를

처벌하는 것이지 혼인의사가 있는 자가 혼 성 계 후 변심한 경우까지 처

벌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혼 성 계를 한 자로 하여

불행이 상되는 결혼을 강제하는 기능을 하는 것은 아니다.

(2) 방법의 정성

방법의 성은 결국 추구하고자 하는 사안의 목 에 합한 조치를 필

요하면서도 효과 인 수단으로 이루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 사건 법률

조항은 혼인을 기망하거나 기타 계의 방법으로 여성의 성을 편취한 행

에 하여 징역 2년 는 벌 500만원의 법정형의 상한을 두고 있을뿐 법

정형의 하한을 두고 있지는 않다. 계를 이용하여 부녀를 간음한 행 에

하여 형사 처벌이 한 방법인지, 아니면 단순한 도덕에 맡겨 둘 것

인지, 는 개인간의 민사 인 문제로 해결할 것이 보다 한 방법인지

의 여부에 하여는 논의가 있을 수 있다.

계를 사용하여 부녀의 성을 편취한 행 에 하여 일정한 법 제재를

가하여야 한다는 입장에서도 형사처벌 이외의 다른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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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부녀가 남성의 기망수단에 속아 성(性)을 편취당하는 것에 하

여 형사 제재를 가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일부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재 우리 사회에서 보호되어야 할 여성의 성의 침해에 따른 형벌의 응보

기능을 하고 있고, 계로써 부녀의 성을 편취하는 행 의 일반 방

효과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어느 범죄에 한 법정형이 그 죄질과 이에 한 행 자의 책임에 비하

여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어서 체 형벌체계상 히 균형을 잃게 되고

이로 인하여 다른 범죄자와의 계에 있어서 헌법상 평등의 원리에 반하게

된다거나, 그러한 유형의 범죄에 한 형벌 본래의 기능과 목 을 달성함

에 있어 필요한 정도를 일탈함으로써 헌법 제37조 제2항으로부터 생되는

비례의 원칙 혹은 과잉 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등 입법재량

권이 헌법규정이나 헌법상의 제원리에 반하여 자의 으로 행사되는 경우가

아닌 한, 법정형의 높고 낮음은 입법정책의 당부의 문제이지 헌법 반의

문제는 아니다(헌재 1995. 4. 10. 례집 7-1, 478, 487; 헌재 1998. 7. 16.

97헌바23, 례집 10-2, 243, 263).

따라서 계로써 여성의 성을 편취하는 행 를 형사처벌에 의하여 지

하고, 그 법정형을 징역 2년 이하 는 벌 500만원 이하로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성 자기결정권을 보호하려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방법의 성

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3) 피해의 최소성

입법자는 공익실 을 하여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입법목 을

실 하기에 합한 여러 수단 에서 되도록 국민의 기본권을 가장 존 하

고 기본권을 최소로 침해하는 수단을 선택하여야 한다(헌재 1998. 5. 28.

96헌가5, 례집 10-1, 541, 556).

청구인을 비롯한 남성들이 성 상 방인 여성들로 하여 성행 에 이

르게 하는 방법으로써 기망의 수단을 사용하는 것을 지함으로써 남성들

이 성행 상 방 여성을 성행 로 유인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수단을 사용

할 수 없게 됨으로써 남성들의 성 자기결정권에 피해를 입게 하는 을

부인할 수가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남성들의 여성과의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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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면 으로 지하거나, 미혼 남녀의 성행 를 지하거나, 기타 통상

남녀간의 애정 계에서의 과장행 를 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혼인

을 빙자하거나 기타 계’를 사용하여 여성으로 하여 성행 에 이르게

하는 행 를 지하는 것이다.

따라서 여성으로 하여 성행 에 이르게 하는 행 기망의 수단을

사용하는 것을 지하는 것이므로 그 기본권의 제약을 받는 남성들의 피해

는 최소한에 그치는 것이고, 피해최소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

(4) 법익균형성

기본권을 제약하는 입법에 의하여 보호하려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을

비교형량할 때 보호되는 공익이 더 커야 한다(헌재 1990. 9. 3. 89헌가95,

례집 2, 245, 260).

청구인과 같은 남성들의 성 자기결정권을 제한함으로써 남성들이 침

해되는 기본권과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보호되는 여성들의 성 자기

결정권을 비교하여 보자. 남성들은 성 자기결정권의 일부인 상 방 여성

을 성행 로 유인하는 여러 수단 극히 일부분을 제약받는 것에 불과한

반면 이러한 제약을 통하여 음행의 상습이 없는 여성들이 보호되는 여성들

은 성(性)에 한 결정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일부 의식의 변화가 있

으나, 남성과 여성의 신체 차이(임신가능성 등) 일반 국민들의 남녀의

성에 한 인식차이가 남아 있는 을 종합하면 재까지 기망 수단에

의한 여성의 성을 편취하는 행 를 지하는 것에 한 공익의 필요는 남

아 있고, 그 필요성도 남성의 성 자기결정권을 제약되는 것에 비하여 상

당히 높은 수 에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혼인의 의사 등 다른 기망 수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호 합의 하

에 성행 를 하 거나, 성행 당시 남성에게 혼인의 의사가 있었으나 그

후 여러 가지 사정의 변화(상호 성격차이, 부모의 반 등)에 의하여 결혼

에 이르지 못하 음에도 여성이 이 사건 법률조항을 이용하여 상 방 남성

을 고소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사정은 에서 본 혼인빙

자간음죄의 고소 기소통계에 의하여 입증된다. 이러한 낮은 기소율에

비추어 보면 남성이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계’를 사용하지 아니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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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자신의 성을 하게 지키지 못한 상 방 여성이 이 사건 법률조항

을 이용하여 상 방 남자를 고소하는 경향이 있음을 부인키는 어렵다. 이

러한 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남용 는 오용을 우려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형사처벌규정의 남용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 한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법체계 반에 걸친 문제이고, 형사처벌 조항이 남고소(濫告訴)의

원인을 제공하여 결국 법익의 균형성을 잃고 있다는 것은 형사법 체계를

이용하는 고소인들의 자질에 한 문제일뿐 그 형사처벌조항 자체에 법익

의 균형성을 잃게 하는 요인으로 삼는 것은 치 아니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익균형성의 요건도 갖추었다고 하겠다.

(5) 본질 내용의 침해 지

기본권의 본질 내용은 만약 이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기본권 그 자체가

무의미하여 지는 경우에 그 본질 인 요소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는 개별

기본권마다 다를 수 있을 것이다(헌재 1996. 1. 25. 93헌바5등, 례집 8-1,

27, 34).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성 자기결정권 제한되는 것은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계로써’ 음행의 상습이 없는 부녀를 간음하는 행 만

제한되는 것이다. 다른 방법에 의하여 여성을 성행 로 유도하는 행 를

지하거나, 혼 성행 를 지하는 것이 아니므로 남성의 성 자기결정

권이라는 기본권이 본질 으로 침해되는 것이 아니다.

다. 사생활의 비 과 자유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 과 자유가 사생활의 내용에 하여 외부로

부터 간섭을 받지 않고, 사생활과 련된 역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타

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하고, 극 으로 해석하는 경우 자신에 한 정보의

자율 통제권까지 인정되는 헌법상 권리라고 하더라도 그 범 는 소극

으로는 개인 자신만의 범 에 속하는 부분에 한정되는 것이고, 극 으로

해석하더라도 개인과 직 련이 있는 정보에 한 통제권에 한정되는 것

일 뿐 타인과 련된 문제에까지 헌법상 인정되는 사생활의 비 과 자유가

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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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개인이 사 인 공간에서 단독으로 하는 성 행 는 사생활의 비

과 자유에 해당되어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다15). 그러나 개인의 성 행

가 단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법률조항과 같이 상 방이

있는 경우 사생활의 비 과 자유의 보호범 를 벗어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 제17조

의 사생활의 비 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라. 헌법 제11조 평등조항 배여부

(1) 형사법 분야에 한 헌법재 소의 평등원칙 용례

헌법재 소는 형사법분야에 한 평등원칙의 용을 단한 사례는 아

래와 같다. 구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규정에 하여 “법운 에서

객 인 자의성을 우려가 있어 헌법 제11조의 평등권 침해가 될 수 있

으나, 각 그 소정의 행 가 국가의 존립‧안 을 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

기본질서에 해를 명백한 험이 있을 경우에만 축소 용되는 것으

로 해석한다면 헌법에 반되지 아니한다”(헌재 1990. 4. 2. 89헌가113,

례집 2, 49, 60, 66), 범의 가 처벌에 하여 “ 범에 한 비난가능성이

많고, 범증가의 실에서 사회방 , 범죄의 특별 방 일반 방이라는

형벌목 에 비추어 범가 처벌은 합리 차별로서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헌재 1995. 2. 23. 93헌바43, 례집 7-1, 222, 236 참조),

폭력행 등처벌에 한법률 제3조 제2항에 하여 “‘야간’, ‘단체나 다 의

력을 보이거나’, ‘흉기 기타 험한 물건을 휴 하여’라는 특수한 구성요

건에 해당하는 자를 특별하게 가 처벌하는 이유가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하여 필요함에 있을 뿐 특정인을 일반국민과 차별하여 특별히 엄단하려

함에 있지 아니하므로 평등의 원칙에 배되는 것은 아니다”(헌재 1995. 3.

23. 94헌가4, 례집 7-1, 342, 352 참조), 수품의 감정행 를 지하는

세법 제186조 제1항에 하여 “ 수억제를 하여 필요불가결하다는 합

리 근거가 있으므로 평등의 원칙에 배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3. 26.

15) 를 들면 자 행 , 수간, 음란서 탐독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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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헌마194, 례집 10-1, 302, 318), 선고유 는 집행유 의 선고를 할

수 없게한 형법 제59조 제1항 단서, 제62조 제1항 단서에 하여 “단기자

유형의 폐단을 막고 범죄인의 자발 개선을 통하여 재범을 방지할 목 으

로 범자나 과거 범죄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자에 한하여 선고유

는 집행유 를 할 수 있게 한 것으로서 입법목 이 정당하고 차별취 의

수단은 합리 근거가 있어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다”(헌재 1998. 12.

24. 97헌바62등, 례집 10-2, 899, 907-908 참조), 형법 제241조 간통죄에

하여 “‧‧‧‧‧‧배우자 모두에게 고소권이 인정되어 있는 이상 간통죄의 규

정은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원칙에도 반하지 아니한다”(헌재 2001. 11.

20. 공보62, 1039, 1042)라고 각 시하 다. 이러한 시를 통하여 보면 형

사법 분야에 하여도 차별취 의 합리 근거가 있는지 여부에 귀착된다

고 할 것이다.

(2) 미국에서의 유사사례

에서 본 것처럼 혼인빙자간음죄의 기소사례가 거의 없어(1920년 남

부의 몇 개 주에서 검색됨), 평등권침해여부에 하 미국 연방 법원의 유

사 례를 확인할 수 없다.

유사사건으로는 Michael M. v. Sonoma County Superior Court, 450

U.S. 464(1981)이 있다. 사건은 캘리포니아주형법이 18세 미만의 여성과

의 성행 를 의제강간(statutory rape)16)으로 처벌하고 있고, 조항 반

으로 기소된 남자가 법률은 처벌 상을 남자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미연

방수정헌법 제14조의 평등조항을 반하 다고 주장하 다17). 이에 하여

연방 법원은 ‘성에 의한 차별은 당연히 엄격심사(strict scrutiny)의 상이

16) 우리 형법 제305조 미성년자의제강간과 유사하다. 우리 형법은 13세 미만의 부

녀를 간음한 경우 해당되나, 미국에서는 주에 따라 다르나 주로 16세 미만의 부녀

를 간음한 경우 처벌된다. 다만 부분의 주 모범형법 에서는 미성년자 상호

간의 성행 를 처벌하기 어렵다는 실 인 이유에서 여자가 16세 미만이고, 상

남자가 여성보도 4살 인 경우 남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17) 피고인은 범행 당시 17세6개월이었고, 상 여성은 16세6개월이었다. 피고인은

법률이 남성만을 처벌하고 있으므로 성(性)에 의한 차별이라고 주장하 는데,

그 취지는 상 여성도 함께 처벌되어야 한다는 것이어서 본 헌법소원과는 그 주

장에서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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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것이 아니고18), 입법목 에 비추어 공정하고 상당한 계(fair and

substantial relationship)가 있는 경우 합헌이다. 성에 한 차별이 자의 이

아니고(not invidious), 오히려 실 으로 양성(兩性)이 일정한 상황에서는

동일하지 않다는 실 인 사실을 반 하는 경우 합헌이다. 미성년자의제강

간의 입법목 은 미성년자의 임신을 방하기 한 것이다. 법률은 성교

로 인한 육체 , 감정 , 정신 결과가 심각한 10 들로 하여 성행 와

임신을 방하도록 하고 있다. 10 임신은 실질 으로 여성에게 심각한 해

악 는 그와 유사한 결과를 래하므로 그 행 의 결과로 피해를 거의 입

지 않는 남성만을 처벌하는 법률은 한 것이다’고 시하 다.

(3) 이 사건 법률조항의 평등조항 배여부

(가) 평등원칙에 반된다고 보는 견해

이 사건 법률조항은 먼 헌법에 합치하는 정당한 목 이 없고, 차별의

기 이 목 의 실 을 하여 실질 인 계도 없으며, 차별의 정도도

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즉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 이 성년의 여자

의 성 자기결정권을 보호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폭행 는 박이 아닌

‘혼인빙자’ 등 기망에 의하여 여성의 성 자기결정권이 침해된다는 것은

상키 어렵다. 성 자기결정권은 매우 은 하고, 개인 인 것으로서 자유

의사가 제압당하는 것과 같은 유형, 무형의 불법 인 개인의 권익침해가

심각한 경우에만 국가가 개입하여야 하는 것이다.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과 혼인빙자간음죄에서의 기망은 구별된다.

사기죄의 기망은 기망과 재물의 편취는 직 인 상 계가 있으므로 사

기죄의 기망을 처벌하는 것은 당연하나,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의 계는

‘간음’과 직 인 련이 없는 것이다. 즉 사기죄에서의 기망은 재산 처

분행 와 인과 계가 하나,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의 계는 간음행

와 직 인 인과 계를 인정키 어려운 것이다.

그리고 재 성풍속의 변화에 의하여 남자도 피해자가 될 수 있음에도

여성만을 피해자로 규정한 것은 평등원칙에 반한다. 여성이 혼인을 빙자하

18) 성에 한 평등의 문제에 하여 미국연방 법원은 소 ‘ 간수 심사’를 하여

차별이 요한 정부목 에 실질 으로 연 되는 경우에만 합헌으로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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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기타 계로써 남자와 간음한 경우 처벌하지 아니한 것은 모든 남자

가 음행의 상습이 있다고 인정하거나, 여성만을 보호한다는 구실로 여성의

성 순결을 강요하는 법률에 불과한 것, 즉 남성의 성행동은 문제가 되지

않고, 여성만 순결하여야 한다는 성에 한 이 기 에서 나타난 법률조항

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숨겨진 입법목 은 여성을 성 으로 차

별하는 것이고, 남녀를 차별하는 것이 목 실 을 한 실질 인 계가

없으며, 남성만을 형사 으로 처벌하는 반면에 여성은 처벌되지 아니

함으로써 차별의 정도가 정한 것도 아니다.

(나) 평등원칙에 반되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

남녀의 성에 한 신체 차이, 성행 에 한 인식차이가 아직도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에 근거하여 형법은 성범죄의 피해자

범죄의 구성요건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즉 강제추행의 피해자를

‘사람’으로 규정하여 남녀 모두 강제추행의 피해자가 될 수 있도록 한 반면

강간죄는 피해자를 여성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그 법정형에도 차이를 두고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도 기망에 의한 성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하는 피

해자를 여성으로 한정하는 것이 남성에 비하여 여성의 성 자기결정권을

보다 더 보호하여야할 필요성이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있고, 그러한 차별

이 자의 인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법정형이 징역 2년 이하 는 벌

500만원 이하로서 차별의 정도도 한 범 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도 어

렵다.

(4) 헌법재 소의 결론

헌법재 소는 결정이유와 같이 합헌결정을 하 다. 다만 성 인 문제에

하여 법의 지나친 여가 하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폐지여부에 한

진지한 근이 필요하다고 시하 다. 이는 간통죄에 한 헌법재 소의

결정례(헌재 2001. 10. 25. 2000헌바60)와 같다.

6. 소수의견

가. 권성 재 의 소수의견

권성 재 은 혼인빙자간음죄의 헌성을 입증하는 방법으로 인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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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를 제시하 고, 애정의 자유에는 구애수단의 자유가 당연히 포함되고,

구애수단의 자유에는 혼인에 한 모종의 약속이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며,

그 존재여부를 국가가 사후에 단하는 것은 어려운 을 제시하 다.

한 혼인의 빙자가 상 를 기망하는 순수하지 못한 행 이기는 하나 그

비난가능성이 높지 아니하므로 이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과잉 지의

원칙에 어 나고, 제1차 책임인 도덕 책임에 그쳐야할 혼인빙자간음을

제2차 인 형사법 책임까지 강화하는 입법행 는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논거를 제시하 다. 특히 권재 은 여성의 고소를 근거로 혼인빙

자간음죄를 처벌함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선별 이고 자의 이 처벌이

래하게 됨으로써 법의 신뢰를 손상한다고 보았다. 한 혼인빙자간음죄의

일반 방 기능은 상실된 상태에 있고, 형사처벌을 두려워 결혼을 강제하

는 것은 탄이 상되는 혼인을 형법이 강요하는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다만 혼인빙자간음죄는 고소인의 고소에 의하여 좌우됨으로써 선별 이

고 자의 인 처벌이 이루어지고, 혼인의사가 없는 자로 하여 강제로 혼

인토록 강제하는 조항이라는 주장은 일부 친고죄 조항들(강간죄, 컴퓨터

로그램보호법 반, 상표법 반 등)이 피해자의 보호에 을 두고 있다는

과 일부 상반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즉 그 처벌여부를

으로 피해자에게 의존토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사 복수를 국가가 신하

고, 피해자로 하여 충분한 배상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열어 두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나. 주선회 재 의 소수의견

주선회 재 은 여성이 착오에 빠져 성 계를 맺은 후 국가에 하여

사후에 형사 처벌을 요구하는 행 는 여성이 자기 책임 아래 스스로 성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이 없는 열등한 존재라는 표 에 불과하여 결

국 여성의 성 자기결정권을 부인하는 것으로 보았다. 한 개인의 성행

와 같이 내 역에 속하는 부분은 가능하면 최 한 개인의 자기결정권

에 맡겨야 하며, 국가의 형벌권 행사는 최소한에 그쳐아 하고, 형벌권행사

여부를 국민의 의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는 다수의견은 헌법재 의 본

질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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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결정의 의의

수백년 이래 여성의 순결과 정조 에 하여 지 과 같은 격한 변화와

다양한 견해차를 나타낸 이 없을 것이다. 여성의 성 자기결정권, 혹은

여성의 순결 는 정조는 어느 범 까지 보호하여야 하는지의 문제는 쉽게

결론에 이르기 어렵다. 이 문제는 남성과 달리 여성의 순결 는 정조를

법률 으로 요구하는 취지로 볼 여지가 있다는 문제가 야기될 여지도 있는

것이다.

이 사건 결정으로 인하여 이미 헌재가 결정한 간통죄와 함께 성 인 문

제에 한 형사 처벌여부에 한 헌논쟁은 일단락되었다고 할 수 있

다. 다만 헌법재 소가 헌해석의 여지를 일부 열어두고 있고, 입법론 인

해결을 구하고 있어 향후 헌논쟁이 완 히 종결된 것으로 볼 수는 없

다. 도덕과 형벌의 모호한 경계에 있는 혼인빙자간음죄의 존치여부는 결국

국민들의 격한 성의식 변화에 따른 입법 개선에 좌우된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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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의료보험법 제32조 제1항 등 헌소원,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 제1항 헌확인
- 保險醫 강제지정제와 직업의 자유 -

(헌재 2002. 10. 31. 99헌바76등, 례집 14-2, 410)

한 수 웅
*

1)

【 시사항】

1. 요양기 강제지정제의 입법목

2. 직업의 자유에 한 제한으로서 요양기 강제지정제

3. 입법자의 측 단에 한 헌법재 소의 심사기

4. 이 사건의 경우, 입법자의 측 단에 하여 ‘명백성의 통제’에 그치

는 이유

5. 계약지정제가 아니라 강제지정제를 택한 것이 최소침해성의 원칙에

반되는지의 여부

6. 강제지정제를 택하면서 외를 두지 않은 것이 최소침해성의 원칙에

반되는지의 여부

7. 강제지정제가 입법목 을 해하지 않는 범 내에서 의료기 의 직

업행사의 자유를 배려하는지의 여부

8. 강제지정제를 유지하는 경우 수반되는 국가의 의무

9. 의료소비자의 자기결정권의 침해여부

10. 평등권의 반여부

* 헌법연구 ,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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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상】

이 사건 심 의 상은 구 의료보험법(1994. 1. 7. 법률 제4728호로 제정

되어 1999. 2. 8. 법률 제5857호로 개정되기 의 것) 제32조 제1항, 제4항,

제5항 국민건강보험법(1999. 2. 28. 법률 제5854호로 제정되어 1999. 12.

31. 법률 제6093호로 개정된 것) 제40조 제1항이고, 그 규정 련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구 의료보험법 제32조(요양기 의 지정) ① 제29조 제2항 제1호의 요

양기 은 보건복지부장 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자 는 보험자단체가

이를 정한다.

②, ③ 생략

④ 보건복지부장 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험자 는 보험자단

체에 하여 요양기 을 지정하게 할 수 있다.

⑤ 제1항 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의료기 약국은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2.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요양기 ) ① 요양 여(간호 이송을 제외한

다)는 다음 각호의 요양기 에서 행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 은 공익

는 국가시책상 요양기 으로 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 등

으로서 통령령이 정하는 의료기 등은 요양기 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의료법에 의하여 개설된 의료기

2. 약사법에 의하여 등록된 약국

3.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소․보건의료원 보건지소

4. 농어 등보건의료를 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설치된 보건진료소

② 내지 ④ 생략

【사건의 개요】

1. 심 청구에 이르게 된 경

가. 99헌바76 사건

청구인은 서울에서 외과의원을 개설하여 운 하는 자인데, 의료보험연합

회는 구 의료보험법 제32조에 의하여 청구인에 하여 의료보험요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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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처분을 하자, 이에 청구인은 의료보험연합회를 상 로 서울행정법원에

요양기 지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 고, 행정소송의

진행 의료보험요양기 을 강제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구

의료보험법 제32조가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규정에 한 헌여부심 의 제청신청을 하 으나, 법원

이 이를 기각하자 1999. 8.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 을 청구하 다.

나. 2000헌마505 사건

청구인들 3인은 병원을 각 운 하고 있는 의사들이고 1인은 학교

의과 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의사인데, 의료기 을 당연히 요양기 으

로 간주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 제1항이 청구인들의 직업행사의 자유,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00. 8. 1. 그 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 을 청구하 다.

2. 청구인의 주장 이해 계인의 의견

가. 청구인들의 주장

(1)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들의 의사와 계없이 청구인들을 사회보

험인 의료보험제도에 동원하여 의료보험제도하에서만 의료업을 수행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바, 이는 청구인들 각자의 능력이나 노력, 의료행 의 질,

의료시설의 수 에 계없이 요양 여의 방법․ 차․범 ․상한등 요양

여의 기 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여 동일한 의료보수를 지 받게 함으로

써 자신의 능력과 창의를 발휘하여 개성신장을 추구하면서 자유롭게 의료

업을 할 수 있는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헌

규정이다.

(2) 의료기 은 그에 종사하는 문인력의 수와 능력, 시설규모 시설

내용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도 이와 같은 차이를 무시하고 요양기 으로 지

정된 의료기 은 국가가 정하는 기 에 따라 일률 으로 동일한 의료서비

스를 제공하고 국가가 정해놓은 동일한 요양 여의 보수를 받도록 하는 국

민건강보험법 제40조 규정은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에 반된다.

(3)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의료기 으로 하여 법이 정한 동일한 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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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서비스만을 제공할 것을 강제하고 이로써 의료소비자들부터 각자의 사

회 ․경제 능력에 따라 의료행 를 선택할 기회를 박탈하기 때문에,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의료인이자 동시에 의료소비자인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

을 침해하고 있다.

나. 법원의 헌제청신청기각이유(99헌바76 사건)

의료보험법에서 피보험 상을 법정하고 있는 것과 요양기 을 강제지정

하도록 한 것 등은 헌법 제34조 제1항의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동조 제2항의 사회보장․사회복지에 증진에 노력해야 할 국가의 의

무, 제36조 제3항의 국민의 보건을 보호할 국가의 의무에 그 바탕을 둔 것

이다. 의료기 각자의 주 입장과 형편에 따라 요양기 여부를 스스

로 결정하는 경우, 지정된 요양기 을 확인해야 하는 국민의 불편이 가

될 뿐이 아니라 모든 의료기 는 상당수의 의료기 이 수지를 맞출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요양기 의 지정을 회피한다면, 이는 결국 의료보험제

도를 시행함으로써 이루고자 하는 국가의 사회보장․사회복지의무를 외면

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의료보험법의 입법취지가 몰각될 가능성이 있으므

로, 이러한 폐단을 방지하기 해서는 법률로써 요양기 을 강제로 지정하

게 함으로써 직업행사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다. 보건복지부장 의료보험연합회의 의견

요양기 을 계약제로 할 것인가 아니면 지정제로 할 것인가의 여부는 국

민에 한 보건의료정책에 하여 폭넓은 입법재량권을 가지고 있는 입법

자가 사회보장제도의 지역성과 역사성을 고려하여 공익과 사익의 비교형량

을 통하여 합리 으로 결정할 입법정책의 문제이다.

‘요양기 강제지정제’는 요양기 을 계약제로 할 경우 발생하게될 폐단

을 방지하기 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 이 정당하고, 보다 한 공익을

하여 사익을 다소 침해한 것으로 법익균형성이 있으며, 국민이 의료보

험 상이라는 에서 구든지 련법률에 의하여 의료기 을 설립만 하면

별다른 조건없이 요양기 으로 지정됨으로써 의료보험환자를 진료할 수 있

도록 오히려 모든 의료기 에게 요양기 을 개방한 것으로 한 방법이



구 의료보험법 제32조 제1항 등 헌소원,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 제1항 헌확인 549

고 피해를 최소화한 제도로서 헌법 제15조의 직업의 자유에 배되지 아니

한다.

【결정요지】

1. 구 의료보험법 제32조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는, 국가가 의료기

과 약국을 그의 의사와 계없이 강제로 요양기 으로 지정한다는 에서

궁극 으로 ‘요양기 강제지정제’를 의미한다. 국가가 의료보장의무를 이

행하기 해서는 국민에게 질병․부상에 하여 정한 요양 여를 행해야

하며, 이를 해서는 요양 여를 제공할 수 있는 정수의 의료기 과 약

국을 확보해야 한다. 이 사건 ‘요양기 강제지정제’의 목 은 법률에 의하

여 모든 의료기 을 국민건강보험체계에 강제로 편입시킴으로써 요양 여

에 필요한 의료기 을 확보하고 이를 통하여 피보험자인 국민의 의료보

험수 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다.

2. 의료기 을 요양기 으로서 강제로 지정하는 ‘강제지정제’는 의료인이

라는 직업의 선택을 지하거나 직업에의 근 자체를 쇄하는 규정이 아

니라 의료인이라는 직업을 구체 으로 행사하는 방법을 제한하는 규정이

다. 직업의 자유도 다른 기본권과 마찬가지로 으로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 공익상의 이유로 제한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개인의 자유가 공익실 을 해서 과도하게 제한되어서는 아니되며 개인의

기본권은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필요한 만큼만 제한되어야 한다는 비례

의 원칙(헌법 제37조 제2항)을 수해야 한다.

3. 요양기 강제지정제가 입법목 을 달성할 수 있는 유효한 수단 에

서 가장 국민의 기본권을 게 침해하는 수단에 해당하는가 하는 문제와

련하여, ‘입법자가 강제지정제가 아닌 계약지정제를 채택하여 의료기 과

보험자간의 사 계약을 통하여 보험의(保險醫)를 지정하더라도 재의 의

료보장체계가 마찬가지로 기능하고 피보험자인 국민의 의료보험수 권이

보장될 수 있는 것은 아닌가’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우리나라의 의료 실과

이에 한 우리 국민의 응행태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정하는 측과

부정하는 측이 모두 가능하다.

이 사건과 같이,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의 헌성여부가 미래에 나타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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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효과에 달려 있다면, 헌법재 소가 과연 어느 정도로 이에 한 입법

자의 측 단을 심사할 수 있으며, 입법자의 불확실한 측 단을 자신의

측 단으로 체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법률이 개인의 핵심 자유 역(생명권, 신체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경우 이러한 자유에 한 보호는 더욱 강화되어야 하므로,

입법자는 입법의 동기가 된 구체 험이나 공익의 존재 법률에 의하

여 입법목 이 달성될 수 있다는 구체 인과 계를 헌법재 소가 납득하

게끔 소명․입증해야 할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반면에, 개인이 기본권

의 행사를 통하여 일반 으로 타인과 사회 연 계에 놓여지는 경제

활동을 규제하는 사회․경제정책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서는 입법자에게

보다 범 한 형성권이 인정되므로, 이 경우 입법자의 측 단이나 평가

가 명백히 반박될 수 있는가 아니면 하게 잘못되었는가 하는 것만을

심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4. 비록 강제지정제에 의하여 의료인의 직업활동이 포 으로 제한을

받는다 하더라도 강제지정제에 의하여 제한되는 기본권은 ‘직업선택의 자

유’가 아닌 ‘직업행사의 자유’이다. 직업선택의 자유는 개인의 인격발 과

개성신장의 불가결한 요소이므로, 그 제한은 개인의 개성신장의 길을 처음

부터 막는 것을 의미하고, 이로써 개인의 핵심 자유 역에 한 침해를

의미하지만, 일단 선택한 직업의 행사방법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개성신장

에 한 침해의 정도가 상 으로 어 핵심 자유 역에 한 침해로

볼 것은 아니다. 의료인은 의료공 자로서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고, 의료소

비자인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의 실질 보장이 의료기 의 의료행

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의료행 ’의 사회 기능이나 사회 연 성의 비

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에서 볼 때, ‘국가가 강제지정제를 택한 것은 최소침해의 원

칙에 반하는가’에 한 단은 ‘입법자의 단이 하게 잘못되었는가’하

는 명백성의 통제에 그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5. 이 사건의 경우, 입법자가 강제지정제를 채택한 것은 첫째, 의료보험

의 시행은 인간의 존엄성실 과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하여 헌법상 부

여된 국가의 사회보장의무의 일환으로서 이를 한 모든 실 여건이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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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될 때까지 미루어질 수 없는 요한 과제라는 규범 인식, 둘째, 우리의

의료기 공공의료기 이 약 10여 %에 불과하기 때문에 민간의료기

을 의료보험체계에 강제로 동원하는 것이 의료보험의 시행을 해서는 불

가피다는 실 인식에 기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국가는 이

미 1977년 계약지정제를 일시 으로 도입한 바 있는데, 그 당시 지역 ․

진료부문별 의료공백이 크게 발생하 으며 지정수가제 등을 이유로 다수의

의료인이 요양기 으로의 지정을 거부하는 등 부정 인 경험을 하 는바,

이러한 ‘ 실화 된’ 우려가 강제지정제로 환하는 직 인 계기로서, 그

리고 재의 상황이 당시의 상황과 근본 으로 달라진 것이 없다는 단이

제도 유지의 근거로 각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등을 고려할

때, 입법자가 계약지정제를 취하는 경우 의료보장이란 공익을 실 할 수

없다는 실 단이 잘못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강제지정제를 택한 것

은 최소침해의 원칙에 반되지 않는다.

6. 그 다면 ‘국가가 강제지정제를 유지하면서 일정 비율의 의료인에게

강제지정에 한 외를 허용하더라도, 강제지정제가 실 하려는 의료보장

의 목 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입법자가

외를 허용하는 법규정으로도 입법목 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외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기본권 제한은 법이 실 하려는 한 공

익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과도한 제한이다.

그러나 일정 비율의 의료기 에게 일반의(一般醫)로서 진료할 수 있는

외를 허용한다면, 의료공 시장의 자유경쟁에서 살아 남기 힘든 의료기

은 건강보험에 편입되기를 원할 것이고, 보다 양질의 의료행 를 제공할

수 있는 경쟁력있는 의료기 이나 의료인은 요양기 으로서의 지정에서 벗

어나 일반의로서 활동하게 되리라는 이 쉽게 상된다. 이 게 되면 보

험진료는 결국 2류 진료로 락하고, 그 결과 다수의 국민이 고액의 진료

비를 지불해야 하는 일반진료를 선호하게 되고, 이는 산층 이상의 건강

보험의 탈퇴요구와 맞물려 자칫 의료보험체계 반이 흔들릴 험이 있다.

따라서 강제지정제의 외를 허용한다면, 의료보장체계의 원활한 기능확보

가 보장될 수 없다는 단이 가능하고, 입법자의 이러한 측이 명백히 잘

못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강제지정제에 한 외를 허용하지 않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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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최소침해의 원칙에 반되지 않는다.

7. 와 같은 이유로 국가가 강제지정에 한 외를 의료인에게 허용할

수 없다고 단한다면, 강제지정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직업행사의 자유에

한 다양한 제약은 강제지정제 하에서도 의료행 를 통하여 각자의 직업

․가치 을 실 하고 철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의료인에게 개방함으로써

완화되어야 한다. 국가가 국민의료보험의 기능보장이란 입법목 을 태롭

게 하지 않으면서도 강제지정제의 범주 내에서 의료인의 자유로운 직업활

동을 허용할 수 있음에도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이는 입법목 의 실

을 해서 필요한 정도를 넘는 과도한 제한으로서 최소침해의 원칙에 반

된다.

살피건 , 요양 여비용의 산정제도가 의료행 의 질과 설비투자의 정도

를 상당한 부분 반 하고 있고 의료보험법과 국민건강보험법은 의료행 를

비 여 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는 바, 재의 의료

보험수가제도에 미흡한 이 있다 하더라도, 요양기 강제지정제도 하에

서도 의료인이 의료행 를 통하여 개인의 직업 을 실 하고 인격을 발

할 수 있는 여지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 다면 이 사건

강제지정제는 의료인의 직업의 자유에 한 포 인 제한에도 불구하고

강제지정제의 범주 내에서 가능하면 직업행사의 자유를 고려하고 존 하는

여러 규정을 갖추고 있으므로, 강제지정제는 최소침해의 원칙에 배되지

아니한다.

8. 그럼에도, 국가는 요양기 강제지정제를 유지하는 한, 진료과목별 수

가의 불균형 동일 진료과목 내 행 별 수가간의 불균형을 시정해야 하

고, 의학의 새로운 발 과 기술개발에 부응하는 진료수가의 조정을 통하여

시설규모나 설비투자의 차이, 의료의 질 수 의 다양함을 보다 정확하게

반 해야 하며, 의료인에게 의료기술발 에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신 의

료기술의 신속한 반 체계를 획기 으로 개선해야 한다. 보다 근본 으로

는 강제지정제가 의료인의 기본권을 포 으로 제한하는 제도라는 을

깊게 인식하여 장기 안목에서 공공의료기 을 확충하거나 보험 여율을

높이는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민간의료기 이 의료보험체계에 자발

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계 당국은 노력을 기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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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할 것이다.

9. 이 사건 강제지정제가 의료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지에 하여

본다면, 국민은 진료를 받고자 하는 의료기 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의료보험법과 국민건강보험법은 의료보험에 의하여 보장되는

여부분 외에 의료소비자의 자율 인 결정에 따라 자신의 부담으로 선택할

수 있는 소 비 여 상의 의료행 를 함께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의료기 이 요양기 으로서 법이 정한 기 의 보험 여를 제공하고 이에

따라 의료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제한은 의

료보험의 기능확보라는 한 공익의 실 을 하여 행해지는 것으로서,

의료소비자인 국민의 선택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10. 이 사건 강제지정제가 평등원칙에 반되는가에 하여 본다면, 이

사건 강제지정제는 모든 의료기 을 시설․장비․인력․기술 등의 차이와

계없이 요양기 으로서 지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요양 여의 비용산정과

비 여의 가능성 등을 통하여 의료기 사이의 실질 인 차이를 반 함으

로써, 모든 의료기 의 일률 인 강제지정에도 불구하고 본질 으로 다른

것을 다르게 취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강제지정제는 평등원칙에

반되지 않는다.

재 한 , 재 권성의 반 의견

다수의견은 충분한 숫자의 공공의료시설이 확보될 때까지는 강제지정제

를 채택해야 하고 장차 공공의료시설이 충분히 확보되면 그때 가서 계약지

정제를 채택하면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것은 일의 순서가 잘못된 것

이다. 먼 공공의료시설의 확충에 힘을 쏟아야 하고 그러면서 단계 으로

그 정도에 맞추어 의료보험의 범 를 차 확 하 어야 할 것이다. 요양

기 강제지정제는 일의 순서에서 문제가 생긴 것이다.

요양기 강제지정제는 첫째로 자유와 창의를 존 하고 이로써 문화의

발 을 지향하는 우리 헌법의 이념에 비추어 그 채택이 주 되는 수단이고

둘째로 획일 통제제도의 비효율성에 비추어 그 제도의 장기 성과가 상

으로 의심되는 수단이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의심은 요양기 강제

지정제가 기본권 제한의 입법으로서 갖추어야 할 수단의 정성을 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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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결론을 짓게 하며, 따라서 헌법상의 과잉 지의 원칙에 어 남으로써

의사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헌이라고 생각한다.

【解說】

1. 社 保險으로서의 행 의료보험제도1)

의료보험의 형태는 社 保險과 私保險으로 구분되는데, 사보험의 경우

보험가입의 여부가 계약자유의 원리에 따라 당사자간의 자유로운 의사결정

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보험법 계가 자발 으로 민법상의 계약에 의하

여 성립되는 반면, 사회보험에서는 법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시키는 국민에

게 가입의무가 부과됨으로써 사회보험에의 가입이 법 으로 강제되어 지

며, 이로써 보험법 계가 당사자의 의사와 계없이 법률에 의하여 성

립한다(법률에 의한 강제가입). 사회보험에서는 보험가입의무가 인정되면서

보험료납부의무가 발생하고 동시에 보험법 보호 계가 성립하며, 피보험

자는 사회 험의 발생시 법에 규정된 여청구권을 가진다. 따라서 사

회보험에서는 피보험자가 보험가입의사를 밝혔는가 는 보험료 납부의무

를 이행했는가 하는 것은 원칙 으로 보험 계의 성립 종료에 아무런

향을 미치지 않는다.2)

사보험의 경우 상업 ․경제 이 보험재정운 의 결정 인 기 이

되지만, 사회보험에서는 사회정책 이 우선하기 때문에, 사회보험의

이러한 성격은 특히 保險料의 算定에 있어서 뚜렷하게 표 된다. 보험료의

산정에 있어서 사보험의 경우 성별, 연령, 가입연령, 건강상태 등의 피보험

자 개인이 지니는 보험 험, 즉 험발생의 정도나 개연성에 따라 보험료

가 산정되지만, 사회보험에서의 보험료는 피보험자의 경제 능력, 즉 소득

1) 사회보험과 사보험의 근본 인 차이에 하여 Schnapp, Sozialversicherungsrecht,

in: Achterberg/Puettner, Besonderes Verwaltungsrecht, 1992, S.811f.; BVerfGE

76, 256, 300ff.; 홍완식, 사회보험료부과의 헌법 제한, 2000년 공법이론의 발 과

성과(한국공법학회), 2000. 5., 45면; 석, 한국사회보장법론, 1999, 67면 이하

2) 그러나 국민의료보험법 제41조 제6항,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제3항은 ‘보험자는

일정 기간 이상 보험료를 체납한 보험가입자에 하여는 보험료를 완납할때까지

보험 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 는데, 이는 체납시 보험료를 강

제징수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는 들을 고려할 때, 사회보험의 정신에 부

합하지 않는 이질 인 요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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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비례하여 정해진다. 즉 사보험의 보험료는 보험료와 보험 여간의 보험

수리 인 개인별 등가원칙에 의하여 산정되어 지는 반면, 사회연 의 원칙

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보험의 경우 경제 인 약자에게도 기본 인 사회보

험의 여를 주고자 하는 것이 목 이기 때문에, 보험료의 산정에 있어서

원칙 으로 개인별 등가의 원칙이 철 히 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사회

보험에서는 어느 정도 피보험자간의 소득재분배가 이루어 진다.3)

사회보험법은 공법에 속하며(특별행정법의 일종), 형 인 행 형식은

행정행 이다. 사회보험법상의 보험자와 피보험자간의 보험 계 한 공법

성격의 계이다.

2. 사회보험에 있어서 被保險 의 强制加入의 합헌성여부

가. 사회보험료를 형성하는 2가지 요한 원리로서 ‘保險의 原則’과 ‘社

連帶의 原則’을 들 수 있다.4)

보험의 원칙이란 소 等價性의 원칙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보험료와 보

험 여간의 등가원칙을 말한다. 물론, 사회보험의 경우 사보험과는 달리 각

피보험자에 한 개별등가 칙이 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회보험 한

보험료를 주된 재원으로 하는 보험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험자

의 체 재정과 련하여 보험자의 수입이 보험 여를 포함한 체 지출

을 충당할 수 있도록 개인의 보험료는 산정되어야 한다.

사회보험은 사회국가원리를 실 하기 한 요한 수단으로서, 社 連帶

의 原則은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야 할 국가의 의무

를 부과하는 사회국가원리에서 나온다. 사회연 의 원칙은 보험료의 형성

에 있어서 보험료와 보험 여간의 개별 등가성의 원칙에 수정을 가하는

원리일 뿐이 아니라, 사회보험체계 내에서의 소득의 재분배를 정당화하는

근거이며, 보험의 여수혜자가 아닌 제3자인 사용자의 보험료 납부의무

(소 ‘이질부담’)를 정당화하는 근거이기도 하다. 한 사회연 의 원칙은

3) 고소득자와 소득자간의 발병율, 진료율이 동일하다는 제하에서 보험료의 산

정이 소득에 비례하여 이루어진다면, 이는 피보험자간의 소득재분배효과라고 할

수 있다.

4) 사회보험료 형성의 원칙에 하여 자세하게 홍완식, 앞의 책, 48-52면; Schnapp,

앞의 책, S.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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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에의 강제가입의무를 정당화하며, 재정구조가 취약한 보험자와 재

정구조가 건 한 보험자간의 재정조정을 가능하게 한다.

다시 말하자면, 국민 개개인에게 실히 필요한 의료보험을 제공하고 보

험가입자간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거두고자 하는 사회보험의 목 은, 동일

험집단에 속한 구성원에게 법률로써 가입을 강제하고 소득재분배를 하기

에 합한 방식으로 보험료를 부과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는 것이다.

나. 의료보험법상의 조합은 국가에 의하여 설립되어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받아 임받은 국가행정의 과제를 국가의 감독하에서 이

행하는 법인이므로, 공법상의 사단법인이다.5) 마찬가지로 국민건강보험법

에 의하여 신설된 국민건강보험공단도 공법인이다.

국가가 의료보장이라는 공 과제를 직 리운 의 주체가 되어 행정

청으로 하여 의료보장을 실시하는 방법도 있으나( 컨 국의 경우),

우리의 사회보험식 의료보장제도에서는 국가가 의료보험조합과 같은 공법

상의 법인을 설립하여 그로 하여 어느 정도 자치 으로 의료보험사업을

이행하도록 임하는 것이다. 국가가 행정과제를 직 행정 청을 통하여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 법 으로 독립된 조직에게 이행하도록 임하는 간

인 국가행정도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함은 물론이다.6)

다. 공법인에의 가입이 강제되는 경우에는 결사의 자유가 용되지 않는

다.7)

헌법 제21조 제1항의 결사의 자유는, 개인이 자유의사에 기하여 사 으

로 단체를 결성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하는 것으로서, 단체결성의 자유, 단체

5) 공법인의 개념과 법 요건에 하여 상세하게 Maurer, Allgemeines Verwaltung

srecht, 1997, S.570 ff.;

의료보험조합을 공법상의 법인이라고 언 하고 있는 문헌으로는 석, 한국사

회보장법론, 1999, 81면; 한, 우리와 같이 사회보험의 형태로 의료보험을 실시하

고 있는 독일이나 불란서의 경우, 법이 스스로 의료보험자의 법 성격을 공법인

으로 규정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사회법 제4권(SGB IV) 제29조에서 법정 질병

고는 공법상의 법인이라는 것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고, 불란서의 경우 랑스

의료보험조합은 사회보장법 제221-2조, 제222-4조, 제223-2조 등에 의하여 공법인

으로 규정되고 있다. 랑스 련자료로는 김동희, 한국, 랑스 독일의 의료보

험제도의 비교고찰, 서울 학교 법학, 22권 3호(81.9.), 132면

6) 헌재 1998. 8. 27. 97헌마372등, 례집 10-2, 461, 470; 간 국가행정에 하여

Maurer, Allgemeines Verwaltungsrecht, 1997, Rn.541ff.

7) 헌재 1996. 4. 25. 92헌바47, 례집 8-1, 370, 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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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의 자유, 단체활동의 자유, 단체가입 탈퇴의 자유 단체에 가입하

지 아니할 자유를 보호한다. 즉 결사의 자유는 私的 團體의 결성에 한

국가의 간섭을 배제하고자 하는 것이다. “결사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는

“결사”의 개념에는 단지 사법상의 단체만이 포함되므로, 결사의 자유는 개

인이 타인과 함께 公法上의 단체를 결성할 자유를 보호하지 아니하며, 이

에 따라 공법상의 단체에 가입하지 아니할 소극 인 자유도 한 보호하지

아니한다.8) 소극 자유의 보호범 는 극 으로 보호되는 범 에 상응하

는 것으로서, 소극 자유에 의한 보호가 극 인 자유가 보호하는 범

를 넘어설 수 없는 것이다.

비록 공법인의 설립의 경우 결사의 자유가 용되지는 아니하나, 이러한

경우 공권력의 행사에 한 기본권의 보호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이 보충 기본권으로서 기본권 보호를 제공한

다.9) 즉, 행복추구권으로부터 생하는 ‘일반 행동의 자유’에 의하여 공

법상의 단체에 강제로 가입하지 아니할 자유가 보호되므로, 공법인에의 강

제가입의 경우 일반 행동의 자유에 한 제한이 정당화되어야 한다.

강제가입이란, 국가가 법에 정해진 기 에 따라 설정된 인 집단을 구

성원으로 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로 하여 특정한 행정과제를 자치 으

로 이행하도록 하기 한 법 수단으로서, 강제가입을 통하여 행정과제가

부과되는 단체가 결성된다.

따라서 공법인의 설립과 이로 인한 강제가입의무의 부과가 헌법 으로

정당화되는가 하는 문제는, 국가가 공법인을 통하여 이행하고자 하는 공

과제가 헌법 으로 정당하고, 공법상의 강제결사가 공 과제의 달성을

하여 필요한가의 단에 달려 있다.10)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인간

다운 생활의 확보․유지를 하여 국가에게 포 인 의무를 부과하고 있

는 헌법상의 사회국가원리에 비추어, 의료보험은 사 인 자율 역에 맡겨

질 수 있는 성격의 사안이 아니라 공익상의 이유로 국가과제의 역에 포

8) Vgl. Merten, Vereinsfreiheit, Hb des Staatsrechts, Bd.6, 1989, Rn.58 ff.;

Loewer, in: Muench/Kunig, GGK, 1992, Art.9 Rn.17; Pieroth/Schlink,

Grundrechte, 1995, Rn.793 ff.

9) BVerfGE 10, 89, 102; 38, 281, 298

10) BVerfGE 38, 281, 299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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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되어야 할 성격의 것이다. 따라서 국가가 의료보험자인 조합이나 공단의

설립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과제는 헌법상 정당하며, 소득재분배와

험분산의 효과를 거두려는 사회보험의 목표는 임의가입의 형식으로 운 하

는 한 달성하기 어렵고, 모든 임 근로자에게 법률로써 가입을 강제함으로

써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가입의무를 강제로 부과하는 것

은 의료보험의 목 을 달성하기 하여 합하고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이

므로, 조합이나 공단의 설립으로 인한 조합원의 기본권에 한 제한은 정

당화된다.

3. 이 사건 심 상의 법 성격: 사회보험에 있어서 醫療人의

强制加入

가. 구 의료보험법 제29조에 의하면, 피보험자 피부양자의 질병 는

부상에 한 의료보험의 요양 여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요양기

”(보험자 는 보험자단체가 지정한 보건기 ․의료기 는 약국, 보험

자단체가 설치․운 하는 의료기 )만이 행할 수 있도록 하고, 법 제32

조는 보험자단체가 직 운 하는 의료기 이 아닌 다른 의료기 약국

에 해서는 보험자 는 보험자단체가 요양기 으로서 지정하도록 하면서

(제1항), 지정을 받은 의료기 약국은 정당한 이유없이 요양기 으로서

의 지정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5항). 한 법 제32조는

제4항에서 국가가 요양기 으로서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됨에도 보험자

나 보험자단체가 지정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보험자나 보험자단체에

하여 지정을 명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두고 있다. 법 제35조에 의하

면 요양기 만이 보험자로부터 요양 여의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

하고 있다.

법 제32조가 보험자 보험자단체에게 요양기 지정권한을 부여함

으로써 보험자와 의료기 간의 계는 공법상의 계로 형성되었고, 요양

기 의 지정 그 취소는 행정처분의 성격을 가진다. 즉, 요양기 의 지정

은 법률에 의하여 직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험자 는 보험자단체의

구체 인 집행행 인 지정처분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다.

나. 이에 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단일보험자로 하여 국민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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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의료보험을 실시하는 국민건강보험법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규정된

외를 제하고는11) 모든 의료기 , 약국, 보건소 등을 “요양기 ”으로 간주

하여 요양기 이 요양 여를 행하도록 하고(제40조 제1항), 요양기 은 정

당한 이유없이 요양 여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40조 제4

항). 이로써 구 의료보험법과는 달리 요양기 의 지정은 별도의 지정행

를 요하지 아니하고, 법률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의료기 등이 직 법

률로써 요양기 으로 지정된다.

다. 따라서 구 의료보험법에 의한 소 “요양기 강제지정제”와 국민건

강보험법에 의한 소 “당연 요양기 제”는 모두 의료기 의 의사와 계

없이 국가에 의하여 강제로 요양기 으로서 지정된다는 에서 궁극 으로

강제지정제를 의미하며, 구 의료보험법의 경우 법률에 근거하여 보험자의

지정행 에 의하여 요양기 지정이 이루어지는 반면에 국민건강보험법에

서는 법률에 의하여 직 지정이 이루어진다는 에 단지 그 차이가 있을

뿐이다. “요양기 강제지정제” “당연 요양기 제” 모두 국가에 의한 강

제지정이라는 에서 헌법 에서 차이가 없을 뿐 아니라 의 용어들

은 문제의 본질을 악하는데 아무런 실익이 없으므로, 아래에서는 양자를

구분하여 단하지 아니하고, “요양기 강제지정제”로 통합하여 그 헌

성을 살펴보기로 한다.

라.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 의료보험제도는 피보험자인 국민뿐이

아니라 의료공 자도 한 의료보험체계에 강제로 동원하고 있다. 사회보

험의 강제성은 피보험자의 강제가입에 한 것이므로, 요양기 의 ‘강제지

정제’는 사회보험의 본질 구성요소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4. 선진 외국에서의 보험자와 의료기 간의 계

각국의 의료보장제도는 역사, 경제, 사회 여건에 따라 다른 형태를 취

하고 있다. 국가가 의료보장을 시행하는 방법은 재원을 확보하는 재원조성

의 방법에 따라, 법률에 자격이 정해진 자가 보험료를 낼 것을 제로 하여

11) 법 시행령 제21조에 규정된 “요양기 에서 제외되는 의료기 등”이란, 국민

을 상 로 요양 여를 제공하기에 부 합한 의료기 의료인으로서 부당하게

직업활동을 하는 의료기 에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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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여를 하는 保險方式과 일반조세를 재원으로 하여 국민 는 거주자

라는 요건만 갖추면 국가가 의료서비스를 보장하는 租稅方式으로 구분된다.

세계 으로 의료보장을 시행하고 있는 국가 에서, 국, 이탈리아,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스웨덴, 덴마크 등과 같이 조세방식의 의료보장제

도를 취하고 있는 소수의 국가를 제외한다면, 부분의 국가는 사회보험방

식의 의료보장을 택하고 있다.

선진 외국의 의료보장 운 실태를 살펴 볼 때, 요양기 을 강제로 지정

하는 제도를 취하고 있는 국가는 없고, 모든 국가가 보험자 는 국가와의

계약을 통하여 보험의를 확보하고 있다.

국민의 조세를 바탕으로 의료보장을 실시하는 英國의 경우, 국가에서 운

하는 병원에 종사하는 다수의 의료인은 공무원 신분으로서 환자를 치

료하지만, 그 외의 의료인은 독립된 자 업자로서 국가와의 계약에 의하여

일정 수의 등록된 주민을 진료하고 등록된 주민수에 따라 1인당 일정액의

보수를 받는 보험의로 활동한다.12)

日本의 건강보험법은 제43조의3에서 보험의료기 , 보험약국의 지정은

명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원, 진료소, 약국으로 그 개설자의 신청이 있을

때 도도부 지사가 행하며(제1항), 보험 여에 하여 진료 는 조제의 내

용이 치 못할 우려가 있는 등 일정한 사유시에는 그 지정을 거부할 수

있다고(제2항) 규정하고 있다.13) 일본의 경우, 물론 부분의 의료인들은

요양기 지정을 받아들이고 있으나, 의료인들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보험

의로서의 진료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獨逸의 경우, 의료인은 보험의로서 는 비보험의로서 활동을 할 수 있

는데, 다수의 의료인은 보험의로서 각 州 별로 주 보험의 회를 구성하

여 의료보험조합과 계약을 체결하고, 지역별 보험의 회는 의료보험조합으

로부터 받은 진료보수를 회 소속 의료인들에게 분배한다.14)

랑스의 경우, 의료서비스의 제공방법, 의료비의 지불, 보험수가 등에

하여 의료인 회와 보험자가 정에 의하여 결정하는데, 약의 가입여

12) 외국의 건강보험제도 비교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9, 247, 259면

13) 한동 외3인, 의료보험법 분석, 한국의료법학회 학술총서 1, 147면 이하 참조

14) 외국의 건강보험제도 비교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10, 3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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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는 의료인 개인의 자유이지만 부분의 의사가 약에 가입하여 보험의

로서 활동하고 있다.15)

5. 侵害性 반여부의 단에 있어서 입법자의 豫測判斷에

한 심사

가. 입법자는 의료기 을 사회보험인 의료보험체계에 흡수함에 있어서

의료보험제도의 기능도 확보하면서 동시에 의료기 이란 기본권의 주체가

가능하면 자유로운 직업활동을 통하여 인격의 자유로운 발 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율해야 한다. 의료보험을 사회보험의 형태로 실시한다고 하더

라도 제3자인 의료기 에게 직업수행에 한 과도한 제한을 부과함으로써

일방 인 희생을 강요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에서 볼 때, 요양

기 강제지정제가 입법목 을 달성할 수 있는 유효한 수단 에서 가장

국민의 기본권을 게 침해하는 수단에 해당하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첫째, 국가가 요양기 을 강제로 지정하는 제도보다는 보험자와 의료기

간의 자유의사에 따른 계약의 형태로 요양기 을 확보하는 제도가 의료

기 의 기본권을 존 하는 방법에 해당한다는 에서, ‘입법자가 강제지정

제가 아닌 계약지정제를 채택하여 의료기 과 보험자간의 사 계약을 통

하여 보험의(保險醫)를 지정하더라도 재의 의료보장체계가 마찬가지로

기능하고 피보험자인 국민의 의료보험수 권이 보장될 수 있는 것은 아닌

가’하는 것이다.

둘째, ‘국가가 강제지정제를 유지하면서 일정 비율의 의료인에게 강제지

정에 한 외를 허용하더라도, 강제지정제가 실 하려는 의료보장의 목

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컨 , 비교

은 환자에게 보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의료인이 자신

이 원하는 의료설비를 갖추거나 고유한 치료기법을 시행하는 경우, 재의

보험수가제도에서는 시설투자비용이나 치료기법의 특수함 때문에 의료기

의 정상 인 운 이 어려운 의료기 이 있을 수 있는데, 의료인의 이와 같

은 특수한 상황이나 고유한 직업 을 고려하여 일부 의료기 을 요양기

15) 강태룡, 한동 편역, 랑스 의료보험법, 23, 59면



562 헌법재 소결정해설집 2002

으로서의 지정에서 배제하더라도 강제지정제를 통하여 실 하고자 하는 법

익이 달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입법자가 외를 허용하는

법규정으로도 입법목 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외를 허용하지 않는

다면, 이러한 기본권 제한은 법이 실 하려는 한 공익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과도한 제한이므로, 비례의 원칙에 반되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헌 인 것이다.

그런데 와 같은 질문에 하여 우리나라의 의료 실과 이에 한 우리

국민의 응행태에 따라 정과 부정의 두 가지 측이 동시에 가능하다는

것이 이 사건의 본질 인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나. 이 사건과 같이,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의 헌성여부가 미래에 나

타날 법률 효과에 달려 있다면, ‘헌법재 소가 과연 어느 정도로 이에 한

입법자의 측 단을 심사할 수 있으며, 입법자의 불확실한 측 단을 자

신의 측 단으로 체할 수 있는가’ 하는 근본 인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이에 하여는 독일 연방헌법재 소가 立法 의 豫測判斷을 심사하

는 기 으로 제안한 3단계이론이 우리에게도 유용한 기 을 제시할 수 있

다고 단된다.16)

그런데 3단계이론의 핵심 내용은 법률에 의하여 제한되는 기본권이

보다 근본 이고 개인 인 자유의 역에 속하는 경우에는 입법자의 측

단권이 보다 제한되어야 한다는 것이므로, 3단계이론을 살펴보기 에 그에

앞서 우선 우리 기본권체계 내에서 어떠한 자유 역이 보다 요하고 바로

그러한 이유로 입법자의 형성권이 더욱 엄격하게 심사되어야 하는지 ‘자유권

을 제한하는 법률에 한 헌심사기 ’에 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6. 自由權을 제한하는 法律에 한 違憲審査基準

가. 美國의 二重基準原則

우리 헌법재 소는 지 까지 몇 개의 결정에서 경제 자유와 정신

는 인권 자유를 구분하고 이를 제한하는 법률의 심사에 있어서 서로 다

른 기 이 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 다.17) 기본권의 유형에 따라

16) 이에 하여 아래 7. 참조.

17) 1990.9.3. 89헌가95, 헌 집 제2권, 262면, “국회의 입법활동에 있어서 재산권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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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한 심사 도를 용하려는 시도는 미국의 연방최고법원에 의해 형성된

“ 헌심사의 이 기 론”의 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1) 미국의 연방최고법원은 법률의 헌성을 심사함에 있어서 소 “合

理性의 심사(rational basis test)”와 “嚴格한 심사(strict scrutiny test)”의 2

단계의 심사기 으로 단하고 있다.18) 合理性의 審査는, 입법자가 수단과

목 사이의 합리 인 고려에 기 한 입법을 하 는가에 한 최소한의 심

사에 제한된다. 이 기 에 의하면, 법률이 정당한 공익을 실 하기 한 조

치이고 공익실 에 있어서의 수단의 합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 법률규정

은 합헌 인 규정으로 단된다. 헌법에 명시되지 않은 기본권으로서 최고

법원에 의하여 基本權類似 權利로도 간주되지 않는 自由權이 법률에 의하

여 침해되거나 는 平等權의 심사에 있어서 ‘의심스러운 것이 아닌 구별’

이 사용되는 경우에 합리성심사는 일반 으로 용된다.

이에 하여 嚴格한 審査는, 하고 긴 한 공익에 의하여 법률의 필

요성이 정당화되고 입법자가 선택한 수단으로서의 법률이 필요하고 합한

가를 단한다. 헌법에 明示的으로 언 된 기본권이나 최고법원에 의하여

基本權類似 權利로 인정된 自由權이 침해되었거나 아니면 平等權의 역에

서 입법자가 인종과 같은 ‘의심스러운 구별’을 사용하는 경우에 엄격한 심

타 경제 활동의 자유규제는 다른 정신 자유규제에 비하여 보다 넓은 입법재

량권을 가진다”고 다수의견에서 방론으로 언 하 고, 1990.6.25. 89헌가98, 101(병

합) 결정(헌 집 제2권 162면)에서는 한병채 재 의 반 의견에서 경제 자유

를 규제하는 입법은 인권 자유를 규제하는 입법과는 다른 이 기 에 의하여

헌성을 단해야 한다 고 주장하 고, 1991.6.3. 89헌마204 결정(헌 집 제3권

286면)에서의 변정수, 김양균 재 의 반 의견에서도 이와 유사한 논리로 이

기 의 원칙을 피력하 다.

18) Vgl. Brugger, Grundrechte und Verfassungsgerichtsbarkeit in den Vereinigten

Staaten der USA, 1987, S.38 ff.; ders. Einführung in das öffentliche Recht der

USA, 1993, S.90 f., 몇몇 분야에서는, 특히 평등권의 분야에서는 간 인 단계의

심사기 (intermediate level of scrutiny)이 형성되었다. 이러한 3가지 단계의 심사

시 외에도 최고법원의 일부 법 은 “유동 인 심사(sliding scale test)”를 사용

할 것을 주장한다. 이에 의하면 기본권의 제한을 정당화하는 공익의 비 이나 목

과 수단간의 심사 도는 국가행 가 유발하는 침해의 진지함과 당해 기본권의

근본성(근본 성격)에 따라서 정해져야 한다고 한다. 이 기 에 한 한국 문헌

으로는 양건, 법률의 헌심사의 기 , 헌법재 연구 제1권(1990), 85면 이하, 103

면 이하; 한병채, 미국 헌심사의 정치 배경과 헌법재 의 동향, 헌법논총 제1

집(1990), 35면 이하; 황도수, 법규범으로서의 평등의 사 개, 헌법논총 제7집

(1996), 197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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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 용된다.

(2) 경제 자유권과 그 외의 자유권이란 구분에 따른 합리성의 심사와

엄격한 심사의 이 기 은 경제정책 입법의 통제에 한 최고법원의

례를 통하여 1930년 에 형성되었다.19) 1930년 이 에는 연방최고법원은

경제 자유․비경제 자유의 구분없이 동일한 기 으로 헌심사를 하

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의 이 기 의 이론에서 자유권을 차등화하여 그에 한 침해에 있

어서 서로 다른 기 을 용하는 논거는, 어떠한 자유가 다른 자유보다 더

根本的인가, 즉 다른 자유권이 실효성을 갖기 하여 그의 根據이자 條件으

로서 어떠한 자유가 優先的으로 保障되어야 하는가를 기 으로 삼는데 있

다고 생각된다.20) 미국의 이러한 소 “우월 자유(preferred freedoms)”

이론에서는 표 의 자유와 같이 수정 제1조에 규정된 정신 자유는 자유

민주 국가질서의 구성 요소이며 이로써 모든 자유의 근거라고 하는 民

主主義의 논거가 결정 으로 작용한다.21) 모든 국민이 자유롭게 자신의 의

견을 표 하고 단체와 정당의 형태로 타인과 결합하고 집회를 가질 수 있

다는 것을 민주주의는 그 조건으로 한다. 민주주의는 이러한 정신 자유

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반면, -민주주의에 한 큰 손상없이 보다 강화된

사회 구속을 받을 수 있는 재산권이나 직업의 자유와 같은- 경제 이익

에는 같은 정도로 의존하고 있지 않다. 표 의 자유와 같은 정신 자유가

민주주의의 근거이자 조건으로서 다른 모든 자유의 토 가 된다는 “民主主

義”의 論據는 미국 헌법의 명시 인 규범 표 에 의하여 뒷받침 되고 있

다. 미국 헌법의 경우에는 수정 제1조부터 제10조(소 권리장 )까지의 10

개 조항처럼 헌법에 명시된 이익이 그 지 않은 이익보다 더욱 요하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한 경제 자유와 재산권에 하여는 수정 제5조가

“ 구든지 법 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생명 자유 재산을 박탈당하지 아

19) 이에 하여 자세하게 한수웅, 헌법재 의 한계 심사기 , 헌법논총 제8집,

219면 이하

20) Vgl. Kriele, Grundrechte und demokratischer Gestaltungsspielraum, in:

Isensee/Kirchhof, Handbuch des Staatsrechts, Bd.5, §110, Rn.37 ff.

21) 한병채, 앞의 책, 35면; 양건, 앞의 책, 104면 이하; Kriele, Grundrechte und

demokratischer Gestaltungsspielraum, in: Isensee/Kirchhof, Handbuch des

Staatsrechts, Bd.5, §110, S.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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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법 차가 수되는 한 경제 이익이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 반면에, 수정 제1조22)에 규정된 종교, 언론, 출

, 집회의 자유에 하여는 헌법 스스로가 침해 지의 뜻을 명백히 밝힘

으로써 이러한 기본 자유는 자유로 악될 여지가 있다.23)

나. 美國의 二重基準原則에 한 批判

(1) 그러나 經濟的 自由權도 자유 역에 따라서는 자유실 의 물질 기

로서 는 개성신장의 불가결한 요소로서 精神的 自由權에 못지 않게

요하고, 따라서 많은 경우 경제 자유에 한 침해의 효과가 정신 자유

의 제한과 유사하게 할 수 있는데, 이 기 의 원칙은 이러한 을 간

과하고 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경제 자유를 소 근본 인 자유로부터

분리하여 상이한 심사기 을 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民主主義의

論據”가 자유권 에서 보다 근본 인 자유를 악하고 강조하는 하나의 논

거가 될 수는 있으나, 자유의 근본성을 구성하는 논거로는 무 形式的이

고 制限的이다.

이 기 의 원칙에 있어서 자유권의 성격에 따른 구분에 의하여 심사기

이 선택되고, 심사기 의 선택은 부분의 경우 이미 헌성심사의 실체

결과를 결정하게 된다.24) 미국 최고법원의 례를 살펴보면, 최고법원이

엄격한 기 을 용하는 경우에는 거의 법률의 헌성확인에 이르고, 최소

한의 합리성심사에 그치는 경우에는 거의 외없이 법률의 합헌성을 인정

하게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경제 자유권과 그외의 자유권

의 구분에 따른 審査基準의 決定은 곧 規範의 運命을 決定하게 된다. 그러

므로 심사기 이 헌법률심사에 있어서 실체 으로 얼마나 요한 역할을

하는가가 분명해진다. 審査基準의 有用性은 심사기 을 형성하는 觀點의

妥當性에 으로 의존하고 있다. 일정한 심사기 을 세운다는 것은 그

22) 수정 제1조: “미합 국 의회는 종교를 수립하거나 자유로운 종교행사를 지하

거나 언론 출 의 자유, 평화로운 집회와 불만을 시정하기 해 정부에 청원하는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23) 양건, 앞의 책, 107면 이하 참조

24) Vgl. Brugger, Grundrechte und Verfassungsgerichtsbarkeit in den Vereinigten

Staaten von Amerika, 1987, S.43, 59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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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이 심사 상을 구성하는 모든 을 포 하지 않는 한, 항상 형식에

의하여 내용이 결정될 수 있다는 험을 내포한다.

물론 二重基準과 같이 單純․明快한 심사기 의 용은 헌법재 에 있

어서 큰 장 이 있다. 이 기 에 의하여 헌법재 을 보다 쉽게 조감할 수

있고, 모든 당사자에 하여 헌법재 소가 어떻게 결정하리라는 측이 가

능하고, 엄격한 심사기 을 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치 형성의 과제를

입법기 에 귀속시킴으로써 헌법재 소와 입법자간의 명쾌한 권한배분이

이루어 진다. 그러나 경제 ․비경제 기본권의 구분과 그에 따른 심사기

의 차별화는 구분의 기 을 형성하는 觀點의 硬直性 때문에 지 않은

경우 심사기 이란 形式에 의하여 헌심사의 結果가 이미 決定되는 험

이 있다. 뿐만 아니라 최고법원이 이 기 을 용한 이래 경제규제입법에

하여 경제 자유의 침해를 이유로 헌을 선고한 것은 찾아 볼 수 없으

므로, 이 기 의 용은 經濟立法에 한 違憲審査의 실질 인 抛棄를 의

미한다.

(2) 이 기 의 원칙은 다양한 을 모두 악하기에는 무 제한 이

며 헌법재 에서의 실질 정의의 실 을 제한하기 때문에, 헌법재 소의

심사기 은 경제 자유를 비경제 자유로부터 분리하는 이 아니라

자유의 모든 역을 포함하는 포 이고 다양한 에 의하여 형성되어

야 한다. 물론 이러한 경우에는 ‘엄격한 심사기 이 용되면 헌, 합리성

기 이 용되면 합헌’이라는 식의 憲法裁判의 豫測性이 減 하지만, 심사

기 은 그 자체가 목 이 아니라 헌법재 을 통한 정의의 실 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헌법재 소 행 의 일 성과 측성을 확보하기 한 수단이

므로, 헌법재 소결정의 측가능성보다는 매 경우마다 헌법의 수호와 기

본권의 보호를 통한 實質的 正義의 實現이 더욱 요하다고 생각된다.

(3) 따라서 미국의 고유한 헌법규정과 최고법원의 례에 기 하는 “二

重基準의 原則”이 우리 헌법체계에 그 로 도입될 수 있으며, 법률에 한

헌심사의 기 으로서 유용한가의 의문이 든다. 우리 憲法上의 規範的 表

現에서는 정신 자유가 경제 자유보다 더욱 보호되어야 하고 따라서 정

신 자유가 침해된 경우에는 입법자의 형성권이 더욱 엄격하게 심사되어

야 한다는 일반 원칙을 읽어낼 수 없다. 우리 헌법의 기본권에 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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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에서도 자유권이 각각 상이한 개별 법률유보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 제37조제2항에서 모든 자유권에 하여 포 으로 용되는 일반

인 법률유보조항을 두고 있으므로, 法律留保의 程度를 기 으로 개별 기

본권의 근본성이나 요성이 결정될 수도 없고, 그밖에 우리 헌법에서 경

제 자유권에 한 정신 자유권의 우 를 암시하는 어떠한 표 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헌법내에서의 기본권의 일정한 계질서를 구성할 수 있

는 근거가 없다.

다. 獨逸의 個人聯關性․社 聯關性 理論

(1) 우리 헌법구조에서 보다 요한 자유 역 는 보다 덜 요한 자유

역이 있다면, 이를 단하는 유일한 근거는 “人間의 嚴性”의 논거에

있다고 생각된다. 모든 基本權保障의 目的이자 出發點은 인간의 존엄성의

실 이고, 바로 인간의 존엄성이 자유 에서 보다 근본 인 자유, 즉 다른

자유의 근거이자 제조건으로서 자유를 단하는데 있어서 唯一한 憲法的

基準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의 존엄성을 실 하는데 있어서 불가결하고

근본 인 자유는 더욱 보호되어야 하고 이에 한 제한은 더욱 엄격히 심

사해야 하며, 그 반면에 인간의 존엄성의 실 에 있어서 부차 이고 잉여

인 자유는 공익상의 이유로 보다 범 한 제한이 가능하다.

(2) 한 獨逸 聯邦憲法裁判所의 례도 어떠한 자유가 더 근본 인가를

단함에 있어서 “民主主義” 논거보다는 오히려 기본권의 목 으로서의

“人間의 嚴性”을 주된 논거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의 례에 따

르면, 자유권의 의미가 개인의 핵심 자유 역에 하여 크면 클수록 자

유권에 한 보호는 더욱 강화되고, 한편 개인이 직업활동 는 사회 ․

경제 활동등을 통하여 타인과 사회 연 계에 치함으로써 타인의

자유 역과 하고 충돌할수록 입법자가 타인과 공동체의 이익을 하여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보다 수인해야 한다.

이러한 소 “個人聯關性”의 은 자유권의 보호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생명권, 신체의 자유, 개인 인 사 역의 보호, 개인의 성향과 인생 에

따라 자신의 인격을 발 하고 행동할 자유25)를 가장 근본 인 자유, 즉 다

25) Vgl. BVerfGE 7, 377(약국 결정/객 사유에 의한 직업선택의 자유에 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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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모든 자유의 근거이자 조건으로 악하고 이러한 자유에 한 국가의

제한을 보다 엄격하게 심사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個人聯關

性의 은 각개의 개별 자유권을 하나의 특정한 심사기 에 귀속시킬

수 없으며, 동일한 기본권이 침해되는 때에도 구체 인 경우에 따라 다른

심사기 이 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즉 표 인 經濟的 自由인 職業

의 自由와 財産權에 있어서 보장 상인 自由領域의 性格에 따라 상이한 심

사기 이 용될 수 있다.

(3) 獨逸의 聯邦憲法裁判所는 職業의 自由를 자유로운 인격발 과 긴

한 계에 있는 기본권, 개인의 개성신장을 보장하기 한 요한 기본권

으로 이해하고 있다. 직업의 자유의 이러한 個人聯關的 性格으로 인하여

입법자의 규율권한의 범 가 직업활동의 개인 , 사회 의미에 따라 향

을 받는다. 즉 입법자의 규율권은 개인의 직업활동이 보다 個人聯關性 아

니면 社 聯關性을 띠는가에 따라 차등화될 수 있다. 직업의 자유가 갖는

개인 성격에도 불구하고 大 業 한 직업의 자유의 주체가 될 수는 있

으나, 기업에서는 기본권의 개인연 성격이 거의 상실되었고 그에

하여 사회연 성 사회 기능이 뚜렷하므로, 기본권의 개인 성격이

상당히 실 되는 中 業에 비하여 법률의 제한이 가져오는 침해의 진지

성이 작고 그에 따라 기업의 직업의 자유는 소기업에 비하여 입법자에

의한 보다 범 한 규율이 정당화된다.26)

한 연방헌법재 소가 “藥局 決定”27)에서 밝힌 바와 같이, 職業의 自由

에 한 국가의 제한은 공권력의 조치가 개인의 개성신장에 어느 정도

향을 미치는가에 따라 그 제한의 허용정도를 달리한다. 職業選擇의 自由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 하기 한 수단으로서 개인의 인격발 과 개성

신장의 불가결한 요소이므로, 직업선택 자체에 한 제한은 개인의 개성신

장의 길을 처음부터 막는 것을 의미하고, 이로써 개인의 核心的 自由領域

에 한 침해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기본권의 주체가 아무런 향을 미칠

수 없는 소 客觀的 事由( 컨 동일업종 數의 제한)에 의한 職業選擇의

한); 39, 1(낙태죄 결정/태아의 생명권에 한 국가의 보호의무); 45, 187(무기징역

의 합헌성/신체의 자유에 한 제한)

26) Vgl. BVerfGE 30, 334; 50, 290, 362 ff.

27) BVerfGE 7, 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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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에 한 제한은 매우 엄격한 요건을 갖춘 외 인 경우에만 허용된

다. 이에 하여 소 主觀的 事由에 의한 職業選擇의 자유에 한 제한과

職業行使의 자유에 한 제한은 기본권의 주체가 허가요건의 충족에 스스

로 향을 미칠수 있거나 아니면 일단 선택한 직업의 행사방법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개성신장에 한 침해의 진지성이 작고 핵심 자유 역에 한

침해를 의미하지 않는다.

(4) 한 財産權保障과 련해서도, 인간의 존엄성실 을 궁극 인 목표

로 하는 모든 기본권의 기능을 고려한다면, 인간의 존엄을 확보하려는 재

산권보장의 人權的, 自由保障的 機能이 헌법 으로 결정 인 으로서

작용한다. 이에 따라 財産權의 保障에 있어서도 財産權客體의 性格과 재산

권이 基本權의 主體와 社 全般에 하여 가지는 意味에 따라 社 的 制約

의 程度가 다르다. 재산권의 이용과 처분이 소유자의 개인 역에 머므

르지 않고 생산재에 한 재산권, 기업, 투기용 부동산, 임 용 건물 등과

같이 타인의 자유행사에 향을 미치거나 타인이 자신의 자유를 행사하기

하여 문제되는 재산권에 의존하고 있는가, 아니면 재산권이 개인의 인격

실 을 하여 필요불가결한 것으로서 개인 자유를 보장하기 한 물질

바탕으로서 기능하는가에 따라 입법자의 形成權, 즉 재산권에 한 制

限의 許容 程度가 달라진다.

독일의 연방헌법재 소는 財産權의 여러 機能 에서도 그 을 특히

재산권의 個人的 意味, 즉 경제 개인신장을 통하여 개인의 자유와 인격

발 을 보장하는 의미에 두고 있다. 기본권의 체체계에서 재산권보장의

課題와 機能은, 기본권의 주체에게 재산법 역에서 자유공간을 확보하

게 하고 이로써 생활의 자주 인 형성을 가능하게 하는데 있다.28) 따라서

재산권의 보장은 개인이 재산권 역에서 자신의 생활을 자기책임하에서 형

성하도록 물질 ․경제 조건을 보장해 주는 기능을 한다. 이로써 재산권

의 보장은 自由實現의 物質的 바탕을 의미하고, 자유와 재산권은 상호보완

계이자 불가분의 계에 있다.

물론 재산권의 보장은 인격실 에 직 기여하는 개인 재산뿐이 아니

라 모든 재산 가치있는 재산권을 보호하며, 자본주의 산업사회의 발

28) BVerfGE 24, 389; 50, 339; 53, 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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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함께 헌법상의 “재산권보장”의 保護範圍는 확 되었다. 그러나 다

른 한편으로는 개인 자유와 한 계가 있는 人權으로서의 財産權保

障에 한 이해는 필연 으로 재산권의 社 的 拘束의 差等化를 가져온

다.29) 立法 의 規律權限은 재산권의 객체가 社 的 聯關性과 社 的 機能

을 가지면 가질수록 더욱 넓어지고, 이에 하여 個人的 自由를 보장하는

요소로서의 재산권의 기능이 문제될수록 재산권은 더욱 보호를 받아야 한

다.30) 연방헌법재 소는 土地財産權의 사회 기능과 사회 연 성을 근

거로 하여 動産과 비교하여 보다 강화된 不動産의 사회 기속을 이끌어

내었고,31) 社法的으로 媒介된 持分에 한 재산권에 있어서 재산권의 개

인연 성은 상당히 희박한데 반하여 사회 연 성이나 사회 기능이 뚜

렷하므로 보다 강화된 사회 기속을 정당화한다고 시하 다.32) 한 재

산권의 인권 , 자유보장 기능은 같은 土地財産權 에서도 토지재산권

이 기본권의 주체가 스스로 주거하는 장소로서 자신의 인격과 존엄성의 실

에 있어서 불가결하고 한 의미를 갖는가 아니면 상거래, 부동산투기,

임 , 그외의 업 용도로 이용되는가에 따라 사회 기속의 정도가 달

라진다.

(5) 결론 으로, 헌법재 소의 審査基準을 形成하는 實體的인 觀點으로

는 다음과 같은 요소가 고려되어야 한다. 憲法裁判所의 憲法的 課題가 헌

법과 기본권의 수호에 있으므로, 우선 이러한 헌법재 소의 과제와 先國家

的 基本權으로서의 自由權의 性格으로부터 기본권에 한 침해가 진지할

수록, 즉 헌법재 소로부터 그의 헌법 과제를 이행할 것이 요청될수록,

침해규정을 정당화하는 법익이 해야 하며 따라서 기본권의 제한은 더

욱 엄격히 심사되어야 한다 는 일반 인 이 나온다(“侵害의 程度”에

의한 ).33)

헌법재 소는 침해된 法益의 意味, 즉 基本權의 根本性․重大性에 따라

29) Vgl. Chlosta, Der Wesensgehalt der Eigentumsgewährleistung, 1975, S.140 ff.;

Rittstieg, Eigentum als Verfassungsproblem, 1975, S.313 ff.; v. Brünneck,

Eigentumsgarantie des Grundgesetzes, 1984, S.334 ff., 396 ff.

30) BVerfGE 37, 141; 42, 294; 50, 339 f.; 70, 201

31) BVerfGE 21, 82 f.

32) BVerfGE 50, 342 ff., 348

33) Vgl. BVerfGE 7, 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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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의 도를 달리하는데, 자유 역의 根本性을 결정하는 유일한 근거는

人間의 嚴性實現에 있어서의 침해된 自由의 意味이므로, 개인 자유의

핵심 역에 한 공권력의 침해는 더욱 한 공익에 의하여 정당화되어

야 하는 반면, 침해된 자유 역이 사회 기능 사회 연 성을 가질수

록 입법자는 폭넓은 규율권한을 갖는다. 즉 침해된 법익이 個人聯關性을

가질수록 더욱 보호되어야 하며, 社 聯關性을 가질수록 입법자에 의한

범 한 규율을 받을 수 있다(침해된 법익의 의미: “保護法益의 根本性”

는 “個人聯關性과 社 聯關性”에 의한 ).34)

7. 입법자의 측 단에 한 헌법재 소의 심사기

가. 입법자의 豫測判斷의 審査에 한 獨逸 聯邦憲法裁判所의 3段

階理論

(1) 독일의 연방헌법재 소는 결정의 단근거로 삼는 事實關係의 確定

과 評價에 있어서 立法 의 形成權을 重하는 례를 확립하 다. 우선

심 의 상이 되는 사실 계를 확정하고 단하기 해서는 그에 한 정

보, 자료와 문지식의 수집․평가가 요한 역활을 한다. 법률을 폐지함으

로써 어떤 의미에서는 입법 효과가 있는 헌법재 소의 헌결정은, 법률

을 제정한 입법자와 어도 동일한 정도의 정보수 을 사실 단의 근거로

할 것을 제로 한다. 그러나 의 기술, 경제, 사회의 복잡성과 문성

에 비추어 구조와 조직에 있어서 제한 인 헌법재 소가 사안에 따라서는

이러한 조건을 항상 충족시키리라고 기 하기는 어렵다. 설사 헌법재 소

가 이러한 정보를 취함으로써 사실 계를 평가하기 한 충분한 자료를 갖

춘다고 하더라도, 재의 상태나 특히 미래에 있어서의 상황발 에 한

평가는 지 않은 경우에 불확실하다.

법률이 제정되면 미래에 있어서 작용하고 효과를 발생시키므로, 입법자

는 법률제정을 통한 정치 결정을 내리는데 있어서 법률과 법 실과의

계에 한 일정한 측으로부터 출발한다. 그러나 이러한 측에는 항상

불확실한 요소가 내재되어 있다. 특히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의 합헌성이

34) Vgl. BVerfGE 50, 290, 332 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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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 있어서의 법률의 효과에 달려 있다면, 헌법재 소가 어느 정도로

입법자의 측을 심사할 수 있으며, 입법자의 불확실한 측을 자신의

측으로 체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무엇보다도 법률을 통하여

방지해야 할 험이나 실 해야 할 공익이 존재하는가의 目的의 正當性,

법률이 입법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을 실 하거나 험을 방지하기에

합하고 필요한가 하는 比例의 原則 適合性審査와 必要性審査에 있어

서 헌법재 소는 입법자의 측 단을 심사한다. 측은 항상 개연성의

단인데, 그 단근거는 어느 정도 입증될 수 있어야 한다.

(2) 독일의 연방헌법재 소는 미래의 상황발 에 한 측에 있어서 입

법자에게 일정한 측 단권을 인정하지만, 규율 역의 특성, 확실한 단

을 내릴 수 있는 실 가능성의 정도 침해된 법익의 의미에 따라 입

법자에게 상이한 측 단권을 인정하는, 소 “명백성심사, 타당성심사,

내용 심사”라는 等級化된 基準으로 입법자의 측 단을 심사하고 있

다.35)

明白性의 審査에 있어서는 법률이 그를 통하여 달성하려는 목 을 실

하기에 명백하게 부 합한가만을 심사한다.36) 이 심사의 단계에서는 헌법

재 소가 헌법의 최종 인 한계의 수만을 심사하므로, 입법자의 측

단권이 가장 범 하게 인정된다. 이러한 기 은 기본권조항과 같이 개방

성과 추상성의 정도가 큰 헌법규범, 사회 기본권과 같이 국가의무․목표

조항, 평등권, 경제정책 입법 등의 합성심사에 있어서 일반 으로 용

된다.

이에 하여 妥當性의 審査에서는 헌법재 소는 입법자의 측 단이

실체 , 내용 으로 타당한가의 단은 하지 않지만 신, 입법자가 미래에

있어서의 법률의 효과를 가능하면 신뢰할 수 있도록 단하기 하여 모든

구입가능한 인식자료를 다 동원하고 활용했는가 하는 의미에서 측 단에

이르는 節次에 하여 입법자에게 일정한 요구를 한다.37) 따라서 여기서의

35) Vgl. BVerfGE 50, 290, 332; Schneider, NJW 1980, S.2105 f.; Ossenbühl, Die

Kontrolle von Tatsachenfeststellung und Prognoseentscheidungen durch das

BVerfG, in: BVerfG und GG I, S.484 ff.; 한국문헌으로는 방승주, 헌법논총 제7

집, 308면 이하

36) BVerfGE 36, 1, 17; 37, 1, 20; 40, 196,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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節次의 統制는 헌법에 규정된 입법 차의 수에 한 문제가 아니라 입법

자가 규율 상을 논의하는 過程에서의 合理性에 한 내용 요구이다. 타

당성심사는 그 실질상, 국가기 이 기본권을 침해하는 결정을 내리는 과정

에서 기울여야 할 注意義務에 한 審査라고 할 수 있다. 일단 입법자가

이러한 주의의무를 기울임으로써 차에 한 요구를 충족시키면, 이로부

터 입법자의 측 단이 한 內容的으로도 妥當하다는 추정을 가져온다.

타당성심사를 하는 경우는 주로 경제․세법 역에서 복잡하고 쉽게 조감할

수 없는 사실 계를 규율하는 때인데, 명백성기 이 용되는 경우보다는

측의 가능성이 보다 확실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內容的 審査에서는 헌법재 소는 입법자의 측 단이 내용 으로, 실체

으로 타당한가를 심사한다.38) 법률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이 생명권이

나 신체의 자유, 의식주 등 인간의 기본 욕구, 직업선택의 자유 등 가장

기본 이고 개인 인 자유가 련되는 역에서는 법률의 효과가 어느 정

도 확실하게 측될 것을 요구한다. 인간의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가 문제

되는 역에서 입법자는 공익을 실 하기에 확실하지도 않은 법률을 가지

고 요한 기본권을 희생하면서까지 무리한 실험을 강행해서는 안된다는

것은 당연하다. 여기서는 내용 심사를 통하여 입법자의 측 단을 자신

의 측 단으로 체한다.

나. 聯邦憲法裁判所의 3段階理論에 한 批判

(1) 우선 3단계이론에 하여 제기되는 문제 은 3단계 에서 “明白性

審査”와 “妥當性審査”를 용하는 역이 거의 구분될 수 없고 유동 이라

는 이다. 어떠한 경우에 단지 명백성심사에 그쳐야 하고 어떠한 경우에

37) BVerfGE 25, 1, 12 f., 17; 30, 250, 263; 39, 210, 225 f.

38) BVerfGE 7, 377, 415; 11, 30, 45; 17, 269, 276 ff.; 39, 1, 46, 51 ff.; 45, 187, 238,

독일 연방헌법재 소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문제된 약국결정(BVerfGE 7, 377)에서

내용통제를 용하여 약국수의 제한을 페지하는 입법이 미래에 있어서 국민건강

에 한 험을 가져올 지의 여부를 평가하 고, 태아의 생명권이 문제되는 낙태

죄결정(BVerfGE 39, 1)에서 국가의 보호의무의 이행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 행

낙태죄규정이 태아를 히 보호할 수 있는가를 스스로 단하 으며, 신체의 자

유가 문제된 무기징역의 헌성에 한 결정(BVerfGE 45, 187)에서도 입법자의

측 단의 내용 타당성을 심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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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를 넘어서 입법과정에서의 입법자의 행 를 심사해야 하는지에 하여

일 된 기 이 없으므로, 3단계이론의 適用은 상당히 恣意的이라고 할 수

있다.

보다 근본 인 憲法理論的인 疑問은 헌법이 정한 입법 차 이외에 헌법

재 소의 해석에 의하여 구성되는 -立法過程에서의- 입법자의 憲法的 行

爲義務가 존재하는가의 문제이다. “타당성의 심사”에 있어서는 헌법재 소

가 당연히 심사해야 하는 헌법 으로 규정된 立法節次의 수에 한 심사

가 아니라, 헌법에 규정되지 않은 입법자의 行爲義務에 한 것이다. 즉 헌

법재 소는 타당성심사를 통하여, 입법과정에서 입법자가 가능한 모든 자

료를 동원하여 단에 필요한 정보와 문지식을 얻고 모든 이해 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상충하는 상이한 이익들을 조정하려는 노력을 기울 는가

를 심사한다. 연방헌법재 소의 견해에 의하면, 의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適한 立法方法을 택할 입법자의 行爲義務는 헌법 의무에 해당한다.

(2) 그러나 이러한 행 의무는 헌법에서 유출할 수 없다고 본다.39) 물론

법률제정 차의 결과인 법률의 內容的 審査를 하는 것보다는 그 過程의 妥

當性을 심사하는 것이 사법 기능을 담당하는 헌법재 소에게 더욱 친숙

하고 안정 인 작업이기도 하고, 한 결정에 이르는 節次가 타당하면 그

결정의 內容도 妥當하다는 추정이 가능하므로 차의 통제를 통해서 결과

의 내용 심사에 있어서는 자제할 수 있다는 利點이 있다는 것은 인정되

지만, 규범통제에서는 원칙 으로 의회에서의 법률제정 차의 산물로서의

法律 그 자체가 審査 象이 되어야지 헌법이 규정하지 아니한 행 의무를

입법자가 수했는가도 포함시켜 함께 심사해서는 안된다고 생각된다.

입법 차에서 입법자가 특정 이해 계인을 청문하지 않았거나 그의 이

익을 이익조정과정에서 간과했다고 하여 이미 이러한 이유로 법률이 헌

이 아닐뿐 아니라, 適한 立法方法에 한 違反이 곧 법률의 內容的 違憲

으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다. 법률제정 차는 그 본질상 인식 차가 아니라

정치 단에 의한 결정 차이므로, 헌법재 소가 입법 차의 결과인 법

률의 통제에 만족하지 않고, -마치 행정법원이 행정청의 재량 는 계획재

39) Vgl. Wahl, Der Staat 1981, 504; Schlaich, Das Bundesverfassungsgericht,

1994, Rn.506; Bryde, Verfassungsentwicklung, S.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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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의 심사에 있어서 재량행사의 과정을 당연히 심사하는 것처럼- 어떠한

경로로 법률이란 결정에 이르게 되었는가 하는 議 에서의 決定抽出過程도

함께 심사하려는 시도는 權力分立과 民主主義의 觀點에서 보아도 험하다

고 생각된다.

뿐만 아니라 審査의 現實的 可能性의 에서 보아도, 입법자가 수집가

능한 모든 자료를 동원하여 합리 으로 단하 는가의 妥當性審査는 법률

이 제정된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한 자료가 정비된 비교 신

법에 있어서만 가능하고, 더욱이 입법과정에 한 자료가 미비한 韓國의

實情에서는 타당성심사의 가능성과 실효성이 매우 다.

(3) 따라서 연방헌법재 소의 3段階理論은 입법자의 미래에 있어서의 불

확실한 측 단을 명확성기 에 의한 최소한의 심사와 엄격한 심사의 2가

지 기 으로 나 어 심사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결국 연방헌법재 소

는 요한 기본권 는 자유 역에 한 제한에 있어서는 엄격히 심사한다

는 一般的인 表現일뿐이다.

다. 3段階理論의 실질 意味

(1) 측 단에서 문제되는 것은 결국 立法 와 國民사이의 立證責任의

分配이다.40) 헌법재 소의 규범심사과정에서 결정의 제가 되는 요한

사실 계가 밝 지지 않는다든지 특히 법률의 효과가 측되기 어렵다면,

이러한 불확실성이 구의 부담으로 돌아가야 하는가 하는 實體法的인 立

證責任41)의 문제에 한 것이다. 연방헌법재 소에 의하여 형성된 의 3

단계의 기 은 바로 立證責任分配의 段階이다.42) 법률이 개인의 核心的 自

由領域(생명권, 신체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立

證責任을 立法 에게 가함으로써 자유의 보호는 더욱 강화된다. 이 경우

기본권의 주체에게 유리한 입증책임의 기 이 용되므로, 입법자는 입법

의 동기가 된 구체 험이나 공익의 존재 그리고 법률에 의하여 입법목

이 달성될 수 있다는 구체 인과 계를 헌법재 소가 납득하게끔 소명,

40) Vgl. Kriele, Grundrechte und demokratischer Gestaltungsspielraum, Rn.44 ff.

41) 여기서의 입증책임이란 소송법상의 차 입증책임이 아니라 실체 인 입증책

임을 말한다.

42) Vgl. BVerfGE 50, 290, 331, 333, 340 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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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증해야 할 책임을 진다.

반면에, 개인이 일반 으로 타인과의 社 的 聯關關係에 놓여지는 경제

활동을 규제하는 經濟政策的 法律을 제정함에 있어서는 입법자에게 보

다 범 한 형성권이 인정되고 이로써 그에게 有利하게 입증책임이 분배

된다. 따라서 입법자의 측 단이나 평가가 명백히 반박될 수 있는가 아

니면 명백하게 잘못되었는가 하는 명백성의 통제에 그치게 된다.

(2) 이러한 입증책임의 분배문제는 職業의 自由의 해석에 있어서 뚜렷해

진다. 연방헌법재 소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主觀的 許可要件이

입법자가 실 하려고 의도하는 요한 공익에 기여하는가의 문제에 있어서

입법자의 단이 명백하게 반박될 수 있거나 는 잘못되지 않은 한, 입법

자의 결정을 존 해야 한다는 기본권의 주체에게 불리한 입증책임분배의

기 을 용하 다.43) 이 한계까지 입법자가 무엇을 공익으로 보는가, 공익

을 어떠한 방법으로 실 하려고 하는가는 입법자의 형성권에 맡겨져야 한

다. 한 연방헌법재 소는 재산권의 공용수용이 공익에 기여하는가의

단에 있어서도 입법자에게 유리한 의 입증책임분배의 기 을 용하

다.44)

그러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客觀的 許可要件에 있어서는 기본

권의 주체에게 유리한 입증책임분배의 기 이 용되었다.45) 여기서는 개

인의 핵심 인 자유 역이 침해되기 때문에, 입법자는 법률을 통하여 실

하려는 공익이나 방지하려는 험을 소명하거나 입증해야 한다. 직업행사

의 방법이나 허가조건을 충족시킴으로써 기본권의 주체가 향을 미칠 수

있는 주 허가요건에 있어서는 개인이 직업행사와 직업선택에 있어서

공익을 고려해야 하는가의 문제인데 반해, 개인이 조건의 충족에 아무런

향을 미칠 수 없는 소 객 허가요건에 있어서는 기본권의 주체가

그가 원하는 직업을 선택해도 되는가의 문제이다. 이러한 제한은 기본권의

주체에게는 - 아주 외 인 조건하에서만 허용될 수 있는 - 인격형성의

장애를 의미한다.

43) BVerfGE 13, 97(107); Breuer, Die staatliche Berufsregelung und

Wirtschaftslenkung, Handbuch des Staatsrechts, Bd. VI., §148, Rn.38 ff., 47 ff.

44) BVerfGE 24, 367(410)

45) BVerfGE 7, 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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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段階理論의 實質的인 意味는, 比例의 原則이란 통일 인 기 에 의

한 심사과정에서 침해된 법익의 의미, 규율 역의 특성, 확실한 단을 내

릴 수 있는 실 가능성 등의 實體的 觀點에 따라 입법자의 입증책임의

정도와 헌법재 소에 의한 심사의 정도가 달라진다는 것을 밝힌데 있다.

8. 이 사건의 경우, 요양기 강제지정제의 최소침해성 반여부

에 한 헌법재 소의 단

가. 비록 강제지정제에 의하여 의료인의 직업활동이 포 으로 제한을

받는다 하더라도 강제지정제에 의하여 제한되는 기본권은 ‘직업선택의 자

유’가 아닌 ‘직업행사의 자유’이다. 직업선택의 자유는 개인의 인격발 과

개성신장의 불가결한 요소이므로, 그 제한은 개인의 개성신장의 길을 처음

부터 막는 것을 의미하고, 이로써 개인의 핵심 자유 역에 한 침해를

의미하지만, 일단 선택한 직업의 행사방법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개성신장

에 한 침해의 정도가 상 으로 어 핵심 자유 역에 한 침해로

볼 것은 아니다.

뿐만 아니라 직업활동이 사회 반에 하여 가지는 의미에 따라 직업의

자유에 한 제한이 허용되는 정도가 달라진다. 이는 개인의 직업활동

는 사회 ․경제 활동 등이 타인의 자유 역과 하고 충돌할수록 입

법자가 타인과 공동체의 이익을 하여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보다

수인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 사건의 경우, 의료인은 의료공 자로서의 기능

을 담당하고 있고, 의료소비자인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의 실질 보

장이 의료기 의 의료행 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의료행 ’의 사회 기능

이나 사회 연 성의 비 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나. 와 같은 논거로 헌법재 소는 ‘국가가 계약지정제를 택하더라도 입

법목 을 같이 효율 으로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강제지정제를 택한 것

은 최소침해의 원칙에 반하는가’에 한 단은 ‘입법자의 단이 하게

잘못되었는가’하는 명백성의 통제에 그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취하

고, 이에 따라 ‘여러 등을 고려할 때, 입법자가 계약지정제를 취하

는 경우 의료보장이란 공익을 실 할 수 없다는 실 단이 잘못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강제지정제를 택한 것은 최소침해의 원칙에 반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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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다’고 보았다.46)

마찬가지로 ‘강제지정제의 외를 허용한다면, 의료보장체계의 원활한 기

능확보가 보장될 수 없다는 단이 가능하고, 입법자의 이러한 측이 명

백히 잘못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강제지정제에 한 외를 허용하지

않은 것은 최소침해의 원칙에 반되지 않는다’는 결론에 도달하 다.

46) 명백성의 기 으로 입법자의 측 단을 심사한 결정으로는 헌재 1998. 10. 29.

97헌마345, 례집 10-2, 63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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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 등처벌에 한법률 제3조 제4항

헌소원

- 집단 ․흉기휴 폭력범죄의 범과 책임원칙 -

(헌재 2002. 10. 31. 2001헌바68, 례집 14-2, 500)

손 인
*

1)

【 시사항】

1. 폭력범죄로 2회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 는

면제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집단 ․흉기휴 폭력범죄를 범한 경우에

범가 을 하도록 한 폭력행 등처벌에 한법률 제3조 제4항이 일사부재

리원칙과 평등원칙에 배되는지 여부

2. 법률조항이 정하는 범에 한 법정형을 무기징역 는 7년 이상

의 징역형으로 정한 것이 책임원칙에 반하는 과잉형벌인지 여부

3. 집단 ․흉기휴 폭력범죄의 상습범과 범에 한 법정형을 동일

하게 정한 것이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잃은 자의 인 형벌인지 여부

4. 작량감경을 하여도 집행유 를 선고할 수 없도록 법정형의 하한을 높

이 정하는 것이 법 의 양형재량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심 상】

이 사건 심 의 상은 폭력행 등처벌에 한법률(1990. 12. 31 법률 제

4294호로 개정된 것, 이하 ‘폭처법’이라 한다) 제3조 제4항이 헌법에 반되

는지 여부이며, 조항과 련 법률조항의 내용을 다음과 같다.

* 헌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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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처법 제3조(집단 폭행 등) ① 단체나 다 의 력으로써 는 단체

나 집단을 가장하여 력을 보임으로써 제2조 제1항에 열거된 죄를 범한

자 는 흉기 기타 험한 물건을 휴 하여 그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생략

③ 상습 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

한다.

④ 이 법 반(형법 각 본조를 포함한다)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다시 제1항의 죄를 범하여 범으로 처벌할 경우도 제3항과 같다.

제2조(폭행 등) ① 상습 으로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제260조 제1항

(폭행), 제276조 제1항(체포, 감 ), 제283조 제1항( 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제324조(폭력에 의한 권리행사방해), 제350조(공갈) 는 제366

조(손괴)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는 1천만원 이하의 벌 에 처한다.

제35조( 범) ① 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

은 후 3년 내에 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범으로 처벌한다.

② 범의 형은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 한다.

【사건의 개요】

1. 심 청구의 경

청구인은 1997. 3. 26. 폭처법 반죄로 징역 2년을, 같은 해 4. 17. 상해죄

로 징역 3월을 각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2001. 3. 30. 다시

“상습으로 피해자 ○○○에게 부엌칼을 들이 면서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

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 다.”

라는 폭처법 제3조 제3항, 제1항, 제2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에 해당

하는 공소사실로 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기소되었다.

군산지원은 청구인에게 제3조 제3항이 정하는 집단 ․흉기휴

폭력범죄의 상습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3조 제1항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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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하 으나 청구인과 검사는 모두 결에 불복하

여 주고등법원에 항소하 고, 항소심 계속 검사는 청구인에 한 공

소사실을 유지하면서 그 상습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 비하여 비

용법조로 법률 제3조 제4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을 추

가하는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검사가 비 용법조로 추가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

법에 반된다며 법원에 헌제청을 신청하 으나, 법원은 비

용법조인 이 사건 법률조항을 용하여 청구인에게 징역 1년 9월을 선고

하면서 같이 헌제청신청을 기각하 고, 이에 청구인은 법률조항에

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 을 청구하 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계기 의 의견 요지

가. 청구인의 주장요지

(1) 이 사건 법률조항은 ‘폭처법 는 형법상의 폭력범죄로 2회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자로서 다시 제1항의 죄(집단 ․흉기휴 폭력범죄)

를 범하여 범으로 처벌할 경우에는 무기 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

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범에 한 가 처벌은 범에 한 처

벌이 이미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에 폭력범죄로 2회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실’과 ‘ 범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라는 범의 존재만을 기

로 후범을 지나치게 가 처벌하는 것으로 결국 범에 한 이 처벌의 효

과를 래하게 되므로 헌법 제13조 제1항 후단이 정하는 일사부재리원칙에

배된다.

(2) 범가 이 일반․특별 방 효과나 사회방 효과 측면에서 아

무런 기여를 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과자라는 사회 신분을 이

유로 형을 가 하는 것은 합리 이유 없이 해당 과가 있는 자를 차별하

는 것이므로 평등원칙에 배된다.

(3) 이 사건 법률조항에 해당하는 과가 있으면 무기 는 7년 이상의

징역형이라는 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어 법 의 양형재량권을 심히 제한

하고, 이러한 결과는 결국 형벌의 개별화원칙에 어 날 뿐 아니라 과잉

지원칙에도 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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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고등법원의 헌제청신청 기각결정의 이유요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입법론상으로 바람직한 것인지는 별론으로 하더라

도, 단체나 다 의 력 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력을 보이거나 흉

기 기타 험한 물건을 휴 하여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통상 잔혹한

행 를 수반하고, 그로 인하여 한 법익침해의 결과가 래되는 경우가

부분이다. 따라서 이러한 범행을 반복하여 지른 자에 하여 가 처벌

을 함으로써 일반 방 효과를 달성하려는 형사정책 인 고려는 합당하

고, 죄의 법정형을 형법상의 각종 형에 해당하는 범죄 등의 죄질

법정형과 비교하여 보더라도 지나치게 높거나 가혹하여 합리성이나 비례성

의 원칙을 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한 죄에 한

법정형의 하한을 높여 놓았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법률상 감경사유가 있거

나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형의 감경을 통하여 양형의

정을 유지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반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주고등검찰청 검사장의 의견요지

기각결정 이유의 취지와 동일하다.

【결정요지】

1. 폭처법 제3조 제4항이 정하는 범요건은 과실범간에 는 과실범과

고의범간에도 범의 성립을 인정하는 형법상의 범요건과는 달리, 범

과 후범이 모두 고의범으로서 폭력범죄라는 련성을 가질 것과 폭력범죄

로 인한 2회의 징역형을 요구하고 있는 에서 보다 엄격히 범요건을 정

하고 있고, 범에 한 책임가 의 근거를 범요건으로 명시함으로써 책

임원칙에 더욱 부합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범요건을 형식 인 범

과 후범의 존재 범기간만으로 정한 것에서 벗어나 범과 후범 사이

에 범죄행 의 실질 련성을 요구하고, 폭력범죄로 인한 2회 이상의 징

역형이라는 결을 요구함으로써 결의 경고기능을 실질화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형법상의 범요건과 비교하여 더욱 책임원칙과 조화되고, 일

사부재리원칙이나 평등원칙에도 배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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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정하는 범은 형법상의 범과는 달리 범과

후범이 고의범으로서 폭력범죄라는 일련의 련성을 요구하고 있어 그 자

체로서 범의 성립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고, 여기에 더하여 폭력범죄로

인한 2회의 징역형으로 범의 범 를 한정함으로써 폭력범죄에 한

결의 경고가 실질 으로 동일한 폭력범죄를 억제할 것을 명하는 기능을 하

는 경우에만 범이 성립되도록 그 요건을 엄격히 정하고 있다. 따라서 형

법상의 범조항과는 달리 이 에 어떠한 범죄로든 고 이상의 유죄 결

을 받았음에도 다시 범죄를 행한 자에게 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아니

라, 이 의 반복된 폭력범죄로 유죄 결을 받고도 죄질이 한 같은 폭력

범죄를 지른 경우에만 가 처벌을 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요건에서

이미 책임원칙과 조화되도록 하고 있다. 나아가 폭력 과자들의 반복된 폭

력행 , 그것도 조직 ․집단 폭력과 같이 그 해가 심 하거나 흉기폭

력과 같이 생명․신체에 한 손상을 래하는 폭력범죄로부터 건강한

사회를 방 하고, 고질 인 폭력풍토를 시 히 쇄신하여야 할 실 필요

성에서 제정된 폭처법의 입법배경을 고려하면, 제3조 제4항이 정한 범의

법정형이 책임원칙에 반하는 과잉형벌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상습범과 범은 서로 다른 개념으로서 범에 해당된다고 하여 반드

시 상습범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범은 상습범죄자들이 항용 빠지

기 쉬운 형사정책 제재 역이고, 범자는 보통 범죄의 습벽을 가진 자

들임이 경험 으로 입증되고 있으므로 범과 상습범은 실제상 첩되는

경우가 허다하고, 서로 한 련을 맺고 있는 것이다. 비록 폭처법 제3

조 제3항이 정하는 상습범의 경우 제3조 제1항 범죄의 상습성이 있는 자가

다시 제3조 제1항 범죄를 지른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므로 제3조 제4항의

범에 비하여 그 요건이 엄격하고, 통상 으로 그 불법과 책임의 정도가

더 큰 경우가 많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실무 행상 폭행, 손괴, 박 등

단순폭력범죄나 비교 죄질이 하더라도 범인 경우에 징역형이 선고되

는 가 거의 없고, 그것도 2회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는 경우는 극히 한

정 인 경우라고 할 것이므로 제3조 제4항이 정한 범에 해당하기 한

범은 제3조 제1항의 집단 ․흉기휴 폭력범죄에 이를 정도의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 폭력범죄에 해당할 것이 상되고, 행 자책임에 형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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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본질이 있는 상습범과 행 책임에 형벌가 의 본질이 있는 범을 단지

평면 으로 비교하여 그 경 을 가릴 수도 없다. 이에 더하여 잔혹한 조직

폭력의 발호, 최근 크게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집단 물리력의 행사 등

사안에 따라서는 오히려 범의 책임이 더 무거운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등을 고려하면, 상습범과 범에 하여 동일한 법정형을 정하

다고 하여 이를 두고 평등원칙에 반하는 자의 이고 불균형한 처벌이라

고 단정할 수는 없다.

4. 입법자는 폭력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 과 폭력범죄로 인

하여 이미 2회의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 음에도 다시 집단

․흉기휴 인 폭력범죄를 반복하는 경우에는 그 비난가능성이 특히 크

다고 보아 법률상의 감경사유가 없는 한 법 이 작량감경은 할 수 있으되

집행유 는 선고하지 못하도록 통제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입법자의

결단은 에서 본 바와 같이 수 할만한 합리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입법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자의 인 조치라고 보기는 어렵다. 한 이 사

건 법률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법률상 감경사유가 첩되거나 법률상

감경사유와 작량감경사유가 경합되는 때에는 그 형의 집행을 유 받는 길

이 쇄되어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법 의 양형결정권 재

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재 김 일, 재 김효종, 재 주선회의 반 의견

폭처법 제3조 제1항은 불법의 정도가 매우 상이하고 죄질이 다른

일련의 폭력범죄를 하나의 범죄유형으로 취 하여 이에 동일한 법정형을

정한 것이어서, 개별 인 경우에 책임원칙에 반하는 과잉처벌과 형벌체계

상의 균형을 상실한 자의 인 처벌이 정되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에 더

하여 ‘폭력범죄로 인한 2회의 징역형이라는 범의 존재’와 ‘ 범의 요건’에

해당하기만 하면, 조항이 정한 형의 상한과 하한을 모두 가 한 무기

는 7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책임원칙에 반하는 과잉형벌이

고,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상실한 불균형 인 처벌이다. 범은 결의 경

고에도 불구하고 범죄로 나아간 경우로 그 책임이 무겁다고 할 것이어서

가 처벌의 필요성이 정되지만, 범자 에는 결의 경고에 따라 자

신의 행 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억제할 수 없는 폭력성향 는 오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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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생활로 인한 사회 부 응으로 말미암아 다시 범죄로 나아간 자도 얼마

든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사유로 인한 범의 경우에는 그 책임가 의

본질이 행 자의 극복할 수 없는 범죄 인 성향이나 사회 환경에 있는

것이지 범에 해당하는 범죄 자체에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형

의 상한과 하한을 모두 가 하는 것은 책임과 형벌의 비례를 요구하는 책

임원칙에 배되는 것이다.

제3조 제3항의 상습범은 오로지 제3조 제1항의 범죄 즉, 집단 ․흉기휴

폭력범죄가 반복 으로 행해져 그 상습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상습

범이 성립하므로 단순폭력범죄의 반복을 요건으로 하는 범에 비하여 그

불법이나 책임의 정도가 높다. 한 제3조 제1항의 범죄로 2회 이상의 징

역형을 받고 다시 범기간 내에 제3조 제1항의 범죄를 행한 경우라 하더

라도 제3조 제3항의 상습범으로 처벌하기 해서는 인 범죄사실 외

에 다른 상습성을 인정하기 한 자료들이 인정되어야 하지만, 범에는

당연히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범 에서 제3조 제1항의 죄의 범

과 상습범은 동일한 법 취 을 할 수 없을 정도의 본질 인 차이를 가지

고 있다.

따라서 범과 상습범에 하여 동일한 법정형을 정하고 있는 것에는 이

를 정당화할 아무런 합리 인 이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평등원칙에 배

된다고 할 것이다.

【해 설】

1. 범에 한 형의 가 과 이 사건 법률조항의 취지

가. 형법 제35조는 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고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범으로 정하고,

범의 형을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 2배’까지 가 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이 법 반(형법 각 본조를 포함한다)으로 2

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다시 제1항의 죄를 범하여 범으로 처벌할

경우도 제3항과 같다.”라고 규정하여 폭처법이 정하는 폭력범죄나 같은 법

제2조 제1항이 정하는 형법상의 상해죄 등으로 2회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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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자가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폭처법

제3조 제1항의 범죄, 즉, 단체나 다 의 력 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력을 보이거나 흉기 기타 험한 물건을 휴 하여 상해, 폭행, 체포․감

, 박, 주거침입․퇴거불응, 폭력에 의한 권리행사방해, 공갈, 손괴의 죄

를 범한 때에는 상습으로 범죄를 행한 경우와 같이 무기 는 7년 이상

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폭처법 제3조 제1항이 정하는 조직폭력범죄나 흉기

휴 폭력범죄에 한 가 처벌규정으로서, 폭력행 로 처벌받은 력이 있

음에도 통상 범행수단이 잔혹하고 한 법익침해의 결과를 래하는 조

직 ․흉기휴 폭력범죄를 반복하여 실행한 경우에는, 폭력범죄에 한

결(前判決)의 경고를 무시하고 다시 폭력범죄를 지름으로써 그 범죄

추진력이 더욱 강화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그 책임이 무겁다고 보아 그 형

을 가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사회질서를 교란하고 민생불안을 조성하는

집단 이고 흉악한 폭력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고, 범자에게 일정 기간 징

역형의 집행을 강제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교정목 을 달성하는 한편, 폭력

으로부터 건강한 사회를 방 하는 것에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정하는 범은 그 요건면에서 범과 후범이 폭

처법 형법이 정하는 일련의 폭력범죄에 해당될 것을 요구하는 에서

아무런 련성도 요구하지 않는 형법상의 범과 차이가 있고, 그 효과면

에서도 형법의 경우 후범에 한 법정형의 상한만을 2배 가 하고 있는 데

반해, 이 사건 법률조항은 조직 ․흉기휴 폭력범죄의 상습범에 한

처벌규정인 제3조 제3항과 같이 무기 는 7년 이상의 징역형이라는 독자

인 법정형을 정함으로써 실질 으로 그 법정형의 상한과 하한1)을 모두

가 하고 있다(폭처법 외에 특정범죄가 처벌등에 한법률 등 형사특별법

도 형법상의 범에 한 특칙으로 따로 범을 정하고 있는데,2) 모두 요

1) 폭처법 제3조 제1항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을 법정형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형의 하한을 7년 이상으로 정하여 결과 으로 형의 하한도 2배

이상 가 하고 있는 셈이다.

2)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 한특례법 제3조( 범의 형) 특정강력범죄로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이내에 다시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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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과 효과(법정형)의 측면에서 형법상의 범과 다른 입법형식을 취하고

있다).

2. 이 사건 법률조항의 헌법 문제

가. 범에 한 형의 가 은 범의 존재를 요건으로 하여 후범을 무겁

게 처벌하는 것이어서 헌법 제13조 후단이 정하는 일사부재리원칙과 련

하여, 범은 범이 있다는 사실, 즉 과자라는 사회 신분을 이유로 형

을 가 하는 것이므로 헌법 제11조가 정하는 평등원칙과 련하여 그 헌

여부가 문제된다.3)

나. 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정하는 ‘무기 는 7년 이상의 징역형’이란

법정형이 책임원칙에 반하는 과잉형벌 는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상실한

자의 인 처벌인지 여부가 문제되는데, 이와 련하여서는 ① 형법상의

범과는 달리 형의 상․하한을 일률 으로 가 처벌하는 것이 책임원칙에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단기의 2배까지 가 한다.

특정범죄가 처벌등에 한법률 제5조의4(상습강․ 도죄등의 가 처벌) ⑤형법

제329조 내지 제331조와 제333조 내지 제336조․제340조․제362조의 罪 는 그

미수죄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범으로 처벌

할 경우도 제1항 내지 제4항과 같다(무기 는 3년이상의 징역형에서 사형, 무기,

10년이상의 징역형까지).

제5조의5(강도상해등 재범자의 가 처벌) 형법 제337조․제339조의 죄 는 그

미수죄로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이들

죄를 범한 자는 사형․無期 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환경범죄의단속에 한특별조치법 제8조( 범의 가 ) 제3조 내지 제5조 는 제7

조의 죄로 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내

에 제3조 제1항, 제4조 제3항 는 제7조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제7조의 죄를 범한 자는 폐기물의 투기 는 매립으

로 인하여 취득한 가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 을 병과한다.

보건범죄단속에 한특별조치법 제3조의2(재범자의 특수가 ) 제2조 는 제3조의

죄로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제2조 제1

항 제1호 는 제3조 제1항 제1호의 죄를 범한 자는 사형․무기 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우리나라와 일본의 교과서 실무에서는 범의 헌성과 련하여 일사부재리

원칙, 평등원칙이 주로 논의된다. 그러나 범가 이 이들 원칙에 배되는지 여

부는 결국 범가 이 책임원칙과 조화되는지 여부에 달려 있는 것이다. 범에

하여 책임에 상응하지 않은 형벌이 부과되는 경우에는 결국 그 책임의 범 를

넘는 한도에서 범가 의 근거를 범에서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는 곧 일

사부재리원칙과 평등원칙에도 배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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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합하는지 여부, ② 구체 인 행 의 태양과 죄질이 서로 상이한 폭처법

제2조 제1항이 정하는 형법 각 본조상의 일련의 범죄를 조직 이거나 흉기

를 휴 하여 행하 다고 하여 이를 같은 유형의 범죄로 보고 동일한 법정

형을 정한 폭처법 제3조 제1항에 더하여 형식 으로 범요건에 해당한다

고 하여 다시 일률 으로 형을 가 하는 것이 필요한 정도를 넘은 과잉형

벌이 아닌지 여부, ③ 제3조 제1항의 조직 ․흉기휴 폭력범죄를 상습

으로 행한 제3조 제3항의 상습범의 법정형과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정하는

범을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는 것이 평등원칙에 반하는 불균형 인

처벌이 아닌지 여부가 문제된다.

다. 이하에서는 먼 형법상의 범가 과 련한 우리재 소의 결정례

에 비추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정하는 범가 이 일사부재리원칙 는 평

등원칙에 배되는지 여부를 살펴본 후,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정하는 범

가 이 책임원칙에 배되는 과잉형벌인지 여부와 평등원칙에 배되는 불

균형 이고 자의 인 처벌인지 여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3.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정하는 범가 이 일사부재리원칙 는

평등원칙에 배되는지 여부

가. 헌법재 소는 1995. 2. 23. 93헌바43사건( 례집 7-1, 222)에서 형법

제35조의 범가 이 일사부재리원칙과 평등원칙에 배되지 않는다고

시하 는데,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형법 제35조 제1항이 규정하는 범은 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

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내에 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로, 같은 법조 제2항에서 범을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가 처벌하는 취지는 범인이 범

에 한 형벌에 의하여 주어진 기왕의 경고에 따르지 아니하고 다시 범죄

를 질 다는 잘못된 범인의 생활태도와, 범인이 범에 한 형벌의 경

고기능을 무시하고 다시 범죄를 지름으로써 범죄추진력이 새로이 강화되

었기 때문에 책임이 가 되어야 한다는 데 있고, 한 재범 방이라는 형

사정책 목 이 배려된 바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범을 가 처벌하는 것은 범에 하여 형벌을 받았음에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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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범행을 하 다는 데 있는 것이지, 범과 후범을 일 하여 다시 처벌한

다는 것이 아니므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배되는 것은 아니다.

한 범을 가 처벌하는 것은 범에 한 형벌의 경고 기능을 무시

하고 다시 범죄를 질 다는 에서 사회 비난가능성이 높고, 범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여 범죄 방 사회방 의 형사정책 고려

에 기인한 것이어서 합리 근거 있는 차별이라 볼 것이므로 평등원칙에도

배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나. 같은 범죄를 행하 음에도 범이라는 이유로 형을 가 하기 해서

는 범 그 자체에서 책임을 가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만 죄와 형의

균형을 요구하는 책임원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고, 범에 한 형의 가

이 책임원칙에 부합한다면 이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나 평등원칙에도

배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보건 , 범은 범에 한 형벌에 의하여 주어진 기왕의 경고

에 따르지 않고 다시 범죄를 질 다는 범인의 잘못된 생활태도4)와 범

에 한 형벌의 경고기능을 무시하고 다시 범죄를 지름으로써 범죄추진

력이 새로이 강화되어 행 책임이 가 된다는 에서 그 책임가 의 근거

를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제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정하는 범

요건을 보면 과실범간의 는 과실범과 고의범간의 범까지도 인정하는

형법상의 범과는 달리, 범과 후범이 모두 고의범으로서 폭력범죄라는

일련의 련성과 폭력범죄로 인한 2회의 징역형이라는 결을 요구한다

는 에서 범요건을 더욱 엄격히 정하고 있고, 범에 한 책임가 의

근거를 범요건에 포함시킴으로써 책임원칙에도 부합되도록 하고 있다.

다. 그 다면, 범의 요건을 형식 인 범과 후범의 존재 범기간

만을 정한 것에서 벗어나 범과 후범 사이에 범죄행 의 실질 련성과

폭력범죄로 인한 2회 이상 징역형의 결을 요구함으로써 결의 경고

4) 이에 해서는 다음과 같은 비 이 있다.

“형벌의 종류와 양을 정하는 근거로서 책임은 행 책임이어야 하는데, 생활

책임이라는 행 자의 인격 측면을 범가 의 근거로 드는 것은 부당하다. 이는

형법이 이미 극복한 행 자책임을 다시 책임의 본질로 보는 것으로 보호감

호 등 사회 방 인 처분에 있어서 책임가 의 근거로 드는 것은 일응의 타당성

이 있을는지 몰라도 범에 한 형벌가 의 근거로는 타당하지 않다.”

장 민․탁희성, 「 범에 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4, 80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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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을 실질화한 이 사건 법률조항의 범요건은 형법상의 그것과 비교할

때 더욱 책임원칙과 조화되는 된다고 할 것이므로 일사부재리원칙이나 평

등원칙에 배된다고 볼 수 없다.

4. 이 사건 법률조항이 책임원칙에 반하는 과잉형벌인지 여부

가. 범가 에 한 외국의 입법례5)

(1) 독일 형법상의 범조항과 연방헌법재 소의 례

(가) 독일 구형법의 범조항

1986. 4. 3. 개정되기 의 독일 구형법 제48조는 “이미 2회 이상 이 법

의 장소 용범 내에서 고의의 범죄행 로 인하여 형의 선고를 받았

고, 이러한 범죄로 인하여 3개월 이상의 자유형의 집행을 마친 후 다시 고

의의 범죄행 를 행하여 그 범죄행 의 종류와 사정을 고려하여 그가

결에 의한 형의 선고를 경고로 삼지 아니하 다는 것에 하여 비난할 수

있는 때에는, 그 범죄에 하여 달리 보다 높은 형의 하한이 정하여져 있

지 않는 경우에 형의 하한을 6월 이상의 자유형으로 한다. 이 경우 규정된

형의 상한은 향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의 범행과 후의 범행간에 5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의 범행은 고려되지 않는다.”라고 하여

범의 요건과 그 형의 가 을 규정하 다.

이러한 독일 구형법상의 범규정은 형법상의 범조항과 비교하여 ①

범이 고의범일 것, ② 최소한 2회의 결이 있을 것, ③ 범과 후범이

범죄행 의 종류와 사정을 고려하여 일정한 련성을 가질 것, ④ 형의 상

한은 가 하지 않고 일정기간 자유형의 집행을 강제하기 하여 형의 하한

만을 6월 이상의 자유형으로 가 하고 있다는 에서 차이가 있고, 이 사

건 법률조항과 비교할 때에는 ① 범과 후범이 모두 고의범이라는 , ②

2회의 징역형이라는 결을 요구한다는 , ③ 범과 후범 사이에 일정

한 련성을 요구한다는 에서는 공통 이 있으나, 이 사건 법률조항의

경우 단순히 폭처법 는 형법상 일련의 폭력범죄로 인하여 처벌을 받았

고, 범기간 내에 제3조 제1항의 죄를 행하면 자동 으로 범에 해당되

5) 이 사건 법률조항과 같이 특별법으로 따로 범요건을 정하고 이에 하여 독자

인 법정형을 정하고 있는 입법례는 발견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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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반하여, 독일 구형법은 범에 한 유죄 결의 경고기능을 무시하고

더욱 강화된 범죄추진력으로 후범을 행한 것에 한 비난가능성이 있는 경

우, 즉 범과 후범 사이의 실질 인 련성을 요구한다고 하는 (이를

‘실질 범조항’6)이라 한다)에서 차이가 있다.

(나) 독일 구형법 제48조에 한 헌론과 폐지

독일 구형법 제48조는 형식 요건만으로 범가 을 하는 것은 책임원

칙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그 범죄행 의 종류와 사정을 고려하여

그가 이 의 형의 선고를 경고로 삼지 아니하 다는 것을 비난할 수 있을

때’라는 실질직인 요건을 추가함으로써 책임원칙과 조화되도록 하기 한

것이었다. 동일한 범죄행 를 행하 음에도 범자라는 이유로 가 된 형

벌을 부과하기 해서는 범 그 자체에서 책임을 가 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에 해서도 다음과 같은 헌론이 제기

되었다.

① 부분의 범자는 결의 경고기능을 이해하지 못하므로 형사책

임을 가 할 수 없다. 행 자가 자신의 행 를 합리 으로 평가할 수 없고,

여러 가지 상황에 비추어 법률에 따른 행동을 할 수 없는 경우에 결의

경고기능은 의미가 없다.

② 형의 하한을 6월 이상의 자유형으로 정한 것은 범자의 재사회화에

필요하기 때문이고, 경미한 범죄(형의 상한이 1년 미만인 범죄)에 하여는

범가 으로 인하여 부당한 처벌을 받지 않게 하기 하여 범조항의

용을 배제하고 있다. 그러나 형의 상한이 1년 미만인 범죄는 거의 없고, 경

미한 범죄의 경우에도 6월 이상의 형을 부담시키는 것은 책임이 상응하지

않는 지나치게 가혹한 형벌이다.

이러한 헌론에 하여 연방헌법재 소는 다음과 같이 합헌결정

(BVerfGE 50, 125)을 선고하 다.

6) 범에 하여 우리 형법 제35조 는 이 사건 법률조항과 같이 단지 형식 요

건( 범의 존재와 일정 기간 내의 후범의 실행)만으로 범요건을 정한 입법례를

‘형식 범조항’이라 하고, 형식 인 요건에 더하여 독일 구형법 제48조와 같이

실질 인 범요건을 정한 경우를 ‘실질 범조항’이라 한다.

실질 범조항은 형식 범조항이 책임원칙과 조화되지 않는다는 비 을 받

자 이를 보완하기 하여 독일 구형법 제48조에 의해 처음 도입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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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48조에 의한 형의 가 은 행 자에 하여 범죄행 의 종류와

사정을 고려하여 그 자가 이 의 유죄 결을 경고로 유용하게 활용하지 않

았다고 하는 비난을 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이러한 실질 범개념

을 통하여 범조항은 행 책임의 원칙을 고려하고 있는 것이다. 범규정

은 경우에 따라서 강화된 범죄 에 지를 가지고 이 의 유죄 결에 의해

주어진 지충격을 무시한 자는 한 책임을 진다는 것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러므로 입법자는 구체 인 경우에 결의 경고작용에 비추어 보

아 행 자에게 한 책임비난을 행할 수 있는 경우에만 형법 제48조의

범조항이 용되도록 한 것이다. 범조항은 이 에 유죄 결을 받았는

데도 불구하고 다시 죄를 범한 자에게는 항상 한 책임비난이 가해질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 일정한 요건들의 존재하에서 이 의 유죄

결에 비추어 한 책임비난이 행해질 수 있는 경우에 한해 행 자에게

가 된 형벌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연방헌법재 소의 합헌결정에도 불구하고 독일 법무부는 1986년

형법을 개정하면서 제48조의 범조항을 삭제하 다. 그리고 양형사유에

‘행 자의 력’을 추가함으로써 일률 인 범가 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문제 을 해결하고, 범을 개별 인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책임에 부합하

는 형벌이 될 수 있도록 보완하고 있다7).

(2) 우리나라 일본의 형법개정안

7) 독일 연방정부는 범조항을 폐지하는 법률안을 제출하면서 다음과 같이 삭제이

유를 밝혔다.

“제48조의 범조항은 실무에 있어 한 것으로 입증되지 못했다. 순 히 경미

한 성격을 가지는 사안에 있어서 범요건에 존재하는 경우에 법원은 바로 6개월

의 자유형을 부과하 기 때문에 형법 제48조에 규정된 형의 하한은 효과를 나타

내지 못하 다(제48조가 6월 이상의 자유형을 부과하도록 한 것은 범자의 재사

회화를 하여 6월 미만의 단기 자유형으로는 효과가 없다는 데 기인한다. 따라서

경미한 범죄의 범에 해당하는 경우 일률 으로 6월의 자유형을 선고하는 것은

범의 재사회화를 하여 아무런 효과도 없다). 경미범죄의 범에 있어서 최소

6월의 자유형은 어떠한 경우에도 책임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형법 제

48조의 실질 범개념은 책임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형벌을 회피함에 기여하기

는 하나, 그 구체 인 단은 실무상의 문제 을 발생하여 결국 법 으로 하여

범요건에 한 충분한 심사가 행해지지 않게 하 고, 따라서 책임에 합하지

않은 형벌이 부가되는 모순이 발생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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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우리나라의 형법개정안

1992. 10. 제출된 법무부의 형법개정시안8)은 형법 제36조의 ‘ 결선고 후

범발각시의 범가 조항’을 일사부재리원칙과 피고인의 진술거부권에

배치된다는 이유로 삭제하고, 제35조의 범조항은 그 로 두면서 ‘고의로

고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라고 하여 후범이 과실범인 경우를

범에서 제외하 다.

법무부는 개정안의 제안이유에서 범에 한 형의 가 은 국제 인 형

사정책의 경향으로서 특별 방의 에서 범자의 사회복귀에 도움이

되고,9) 고의범으로 후범의 범 를 제한함으로써 책임원칙과도 조화된다고

한다.

(나) 일본의 형법개정안

1989년 일본의 형법개정 안은 일본 행형법 제56조의 재범조항10)과

유사하다. 다만, 상습 범( 범자 상습성이 인정되는 자)에 해서는 특

별 방 효과를 달성하기 하여 부정기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나. 검토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범의 형을 가 방식으로 정하지 않고 ‘무기 는

7년 이상의 징역형’이라는 독자 인 법정형으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는

형법상의 범가 과는 달리 후범의 정한 형(폭처법 제3조 제1항)의 상한

과 하한을 모두 가 한 것으로 집단 ․흉기휴 폭력범죄의 상습범을

처벌하는 폭처법 제3조 제3항의 법정형과 동일한 것이다.

그러나 범에 해당한다고 하여 후범이 정한 법정형의 상․하한을 모두

가 하는 것은 범죄의 반복 인 실행이 범자의 귀책사유로 돌릴 수 없는

8) 형법개정법률안 제안이유서, 법무부, 1992. 10. 66면 이하

9) 이에 하여 ‘독일과 국 등이 범가 을 폐지하고 있는 것을 볼 때 국제 인

행이라 단정할 수 없고, 경험 ․통계 으로도 장기간의 자유형집행이 특별 방

목 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라는 비 이 있다.

장 민․탁희성, 논문, 47면 이하 참조

10) 일본형법 제56조(재범의 요건) ①징역형에 처하여진 자가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는 면제받은 날로부터 5년 내에 다시 죄를 범하여 유기징역에 처할 경우 이를

재범으로 한다.

제57조(재범의 형) 재범의 형은 그 죄의 정해진 징역형의 장기 2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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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도 형을 가 할 수밖에 없어 책임원칙에 반하는 과잉형벌이 될 험

이 있고, 책임의 근거와 그 성립의 요건을 달리한다는 제에서 상습범과

범에 한 법 취 을 달리 정한 형법의 규율체계를 감안할 때 그 성립

요건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제3조 제1항의 상습범과 범에 하여 같은 법

정형을 정한 것이 평등원칙에 반하는 불균형 인 형벌이 아닌지 여부가 문

제된다.

(1) 합헌론의 입장

(가) 어떤 범죄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하는 문제 즉, 법정형의 종류와

범 의 선택은 그 범죄의 죄질과 보호법익에 한 고려뿐만 아니라, 우리

의 역사와 문화, 입법당시의 시 상황, 국민일반의 가치 내지 법감정

그리고 범죄 방을 한 형사정책 측면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 으로

고려하여 입법자가 결정할 사항으로서 범 한 입법재량 내지 형성의 자

유가 인정되어야 할 분야이다. 따라서 어느 범죄에 한 법정형이 그 범죄

의 죄질 이에 따른 행 자의 책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어서

히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잃고 있다거나 그 범죄에 한 형벌 본래의

목 과 기능을 달성함에 있어 필요한 정도를 일탈하 다는 등 헌법상의 평

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 등에 명백히 배되는 경우가 아닌 한, 쉽사리

헌법에 반된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된다(헌재 1992. 4. 28. 90헌바24,

례집 4, 225, 229; 헌재 1995. 4. 20. 91헌바11, 례집 7-1, 478, 487; 헌재

2002. 11. 29. 2001헌가16, 례집 13-2, 578-579 등 참조).

(나) 범에 하여 형을 가 하는 근거를 범에 한 형벌의 경고기능

을 무시하고 다시 범죄를 지름으로써 범죄추진력이 새로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행 책임이 가 된다는 에서 찾는다면, 결의 경고작용에 비

추어 보아 행 자에게 한 책임비난을 가할 수 있는 경우에만 범가

을 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범자라고 하여 결에 포함된

경고기능을 모두 이해하고, 그에 따라 행 할 능력을 가졌다고 볼 수 없으

므로 이들에 한 일률 인 형의 가 은 책임원칙에 반할 험이 크기 때

문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입법자는 형법상의 범을 정하면서 형식 인

범요건으로 말미암아 래될 수 있는 책임원칙에 반하는 과잉형벌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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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하기 하여 형의 하한은 그 로 둔 채 형의 상한만을 가 한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형법상의 범조항과는 달리 범과 후범이

고의범으로서 폭력범죄라는 일련의 련성을 가질 것을 요구함으로써 범

의 성립범 를 제한하고 있고, 여기에 다시 폭력범죄로 인한 2회의 징역형

이라는 강화된 범에 한 요건을 요구함으로써 폭력범죄로 인한 결

의 경고가 실질 으로 동일한 폭력범죄의 억제를 명하는 기능을 하는 경우

에만 범이 성립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형법상의 범조항과는 달리 이 에 유죄 결을 받았음에도 다

시 범죄를 행한 자에게 항상 한 책임비난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의 유죄 결에 비추어 범자에게 한 책임비난을 가할 수 있는 경우에

만 범가 을 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요건에서 이미 책임원칙과 조

화되도록 하고 있다.

(다) 물론 범가 의 근거를 범의 요건으로 명시하여 범의 성립단

계에서부터 책임원칙에 부합하도록 범요건을 실질 으로 정하 음에도

불구하고, 형의 상한과 하한에 한 일률 인 형의 가 으로 인하여 구체

사례에 있어서 과잉처벌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은 부인하기 어렵고,

결의 경고에 따라 자신의 행 를 결정할 능력을 가지지 못한 자의 특

별 방과 재사회화를 한 다른 제도 장치가 마련되지도 못한 상태에서

일률 인 범가 이 형사정책 으로 반드시 바람직하다고 볼 수는 없겠지

만, 집단 ․흉기휴 폭력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한다는

입법목 의 요성과 고질 인 폭력문화를 시 히 척결하여야 할 실

필요성에서 범을 형을 강화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배경을 고려하면,

이러한 이유만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정한 범가 이 책임원칙에 반하

는 과잉형벌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2) 헌론의 입장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폭처법 제3조 제1항의 집단 ․흉기휴 폭

력범죄에 한 가 구성요건이자 형법의 범조항에 한 특칙이다. 제

3조 제1항은 집단 는 조직 이거나 흉기를 휴 한 폭력범죄의 경우 이

미 그 행 자체에 내재되어 있는 불법의 정도가 크고, 이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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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법익침해의 결과가 발생될 가능성이 높아 그 책임이 하다고 할 것이

므로, 이로 인한 행 의 결과가 상해든, 박이든 이를 동일한 범죄로 취

하여 그 법정형을 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조항이 정하는 구체 범죄는 불법의 정도가 상이하고 죄질이

다른 일련의 범죄를 폭력범죄라는 동일한 범죄유형으로 취 한 것으로 개

별․구체 인 사안에 있어서는 책임원칙에 반하는 과잉처벌과 형벌체계상

의 균형을 상실한 자의 인 처벌이 정되어 있다고 할 것이지만, 에서

본 바와 같은 집단 ․흉기휴 폭력범죄의 잔혹성과 한 결과발생의

가능성 폭력범죄로부터 생명과 신체의 안 을 보호하려는 보호법익의

성에 비추어 보면, 그 나름 로 상당한 이유를 찾지 못할 바도

아니다.

(나) 그러나 이에 더하여 ‘폭력범죄로 인한 2회의 징역형이라는 범의

존재’와 ‘ 범의 요건’에 해당하기만 하면, 조항이 정한 법정형의 상한과

하한을 모두 가 하여 ‘무기 는 7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이 사

건 법률조항은 책임원칙에 반하는 과잉형벌이고,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상

실한 불균형 인 처벌로서 헌법에 반된다고 할 것이다.

앞에서도 언 한 것과 같이 범에 한 책임가 의 근거는 범인이

결에 의한 형의 경고에 따르지 않고 다시 범죄를 질 다는 잘못된 범인

의 생활태도와, 그러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다시 범죄를 지름으로써 범죄

추진력이 새로이 강화되어 행 책임이 가 된다는 데 있다. 물론 고의의

폭력범죄로 인하여 2회의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고도, 폭력

범죄를 억제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 경고를 무시하고 다시 폭력범죄로

나아간 경우에는 그 책임이 더욱 무겁다고 할 것이므로 범의 책임을 가

할 필요성이 정되기는 하지만, 그러한 범자 에는 결의 경고에

따라 자신의 행 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억제할 수 없는 폭력성향 는

오랜 수형생활로 인한 사회 부 응으로 말미암아 다시 범죄로 나아갈 수

밖에 없는 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책임가

의 본질이 행 자의 극복할 수 없는 범죄 인 성향이나 사회 환경에

있는 것이지 범에 해당하는 범죄 자체에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

로, 이 사건 법률조항과 같이 형의 상한과 하한을 모두 가 하여 그 법정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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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정한 것은 책임과 형벌의 비례를 요구하는 책임원칙에 배되는 것이다.

우리재 소도 93헌바43결정에서 형법 제35조는 후범에 정한 형의 상

한만을 2배 가 함으로써 범자에게 책임을 귀속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후범에 정해진 형의 최하한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책임원칙과 조화를

이루고 있음을 지 하고 있는데, 이러한 설시에 비추어 보아도 이 사건 법

률조항이 정한 범에 한 형의 가 은 책임원칙에 부합되지 않는 것이다.

(다) 이에 하여 합헌론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경우 형법상의 범요건

과는 달리 범과 후범간에 고의의 폭력범죄라는 련성이 존재할 것을 요

구하고, 2회 이상의 징역형이라는 결을 요구함으로써 요건 자체에서

이미 범의 성립범 를 제한하고 범가 의 근거를 범의 요건에 포함

시켜 책임원칙에 부합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법률조항의 기본범죄인 폭처법 제3조 제1항이 애당

행 의 태양 결과와 죄질이 서로 다른 형법상의 일련의 범죄를 집단

․조직 는 흉기를 소지하 다는 징표만으로 동일한 법 취 을 하

고 있는 것에 더하여 다시 범요건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그 법정형의

상․하한을 일률 으로 가 하고 있어 책임원칙에 반할 소지가 더욱 큰

,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정하는 형식 범요건에 더하여 ‘범죄행 의 종

류와 사정을 고려하여 결의 형의 선고를 경고로 삼지 아니하 다는 것

을 비난할 수 있을 때’라는 실질 범요건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범가

을 하도록 한 독일 구형법 제48조에 하여 독일연방헌법재 소가 “

조항은 ‘ 범과 후범의 존재’ ‘ 범기간’이라는 형식 인 범요건 외에

‘법 이 후범에 해당하는 구체 인 범죄행 의 종류와 상황을 살펴 범자

가 이 의 형의 선고를 경고로 삼지 않고 다시 범죄행 로 나아간 것으로

비난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범가 을 하고 있으므로 책임원칙

에 반하지 않는다.”라고 합헌결정(BVerfGE 50, 125)을 한 , 이러한 연방

헌법재 소의 합헌결정에도 불구하고 범에 한 형의 가 이 구체 인

경우에 책임원칙에 반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로 결국 조항을 폐지하게

된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형법상의 범요건에 비하여

다소 그 요건을 강화하 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원칙에 부합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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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 사건 법률조항이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상실한 불균형 인 처벌인

지 여부(폭처법 제3조 제1항의 상습범과 범을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

는 것의 헌성)

가. 합헌론의 입장

(1) 폭처법 제3조 제3항은 “상습 으로 제3조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는 7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라고 하여 제3조 제1항의 죄의 상

습범을 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폭력범죄로 인하여 2회 이상의

징역형을 받은 자가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는 후 3년 이내에 다

시 제3조 제1항의 범죄를 범한 때를 범으로 정하면서 그 법정형을 동일

하게 정하고 있다.

어떠한 범죄들 사이에 법정형이 동일하다는 것은 원칙 으로 그 범죄들

간의 불법 책임의 정도가 유사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그 다고 하여

엄격하게 그들 범죄간의 책임을 서로 형량하여 그에 상응하는 법정형을 따

로 정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한 그 게 하는 것이 가능한 일도

아니다. 상습범과 범은 서로 다른 개념으로서 범에 해당된다고 하여

반드시 상습범이 되는 것은 아니고, 반 로 상습범에 해당된다고 하여 반

드시 범이 성립되는 것도 아니지만, 범과 상습범은 실무 으로 일치하

는 경우가 부분이고 범 에서 특히 사회 인 험성이 큰 경우에 상

습성을 인정하는 경우가 일반 이다11)12). 그러나 그 다고 하더라도 그 처

벌에 차이를 두어 반드시 법정형을 달리 정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같

은 법정형을 정하 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법 취 이 히 자의 이지

않고 합리 인 한 평등원칙에 반하는 불균형 처벌이라 할 것도 아니다.

(2) 폭처법 제3조 제3항이 정하는 상습범은 단순히 폭력범죄의 상습성이

있는 자가 제3조 제1항의 범죄를 행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3조

제1항 범죄의 상습성이 있는 자가 다시 제3조 제1항의 범죄를 지른 경우

11) 이재상, 형법총론, 박 사, 1999. 557-558면, 장 민, 탁희성, 논문, 17-18면 참조

12) 범은 상습범죄자들이 항용 빠지기 쉬운 형사정책 제재 역이고, 범자는

보통 범죄의 습벽을 가진 자들임이 경험 으로 입증되고 있다. 따라서 범과 상

습범은 실제상 첩되는 경우가 부분이고, 서로 한 련을 맺고 있어 같은

종류의 사회악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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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한하여 성립( 법원 1993. 1. 19. 선고 92도2690 결 참조)하므로 단지

폭력범죄로 인한 2회의 징역형과 일정한 범기간만을 요구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정하는 범에 비하여 그 요건이 엄격하고, 통상 으로 그 불

법과 책임의 정도가 더 큰 경우가 많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흉기 는 집단 폭력을 일삼는 상습폭력범에 한 엄 한 사회

응징만 필요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에 못지 않게 거듭되는 한 형

벌이라는 국가 경고에도 뉘우침은커녕 반복하여 흉기를 휘두르거나 집단

폭력을 자행하여 귀 한 인명을 해치고 사회 평온을 깨뜨리는 가공할

폭력의 도 앞에, 국가는 단호하고 엄 한 태도를 견지할 필요가 있는 것

이다.

한 실무 행상으로도 폭행, 손괴, 박 등 단순 폭력범죄로 는 비교

죄질이 무겁다 하더라도 범인 경우에 징역형이 선고되는 는 거의

없고, 그것도 2회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는 경우는 극히 이례 인 경우라

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정한 범에 해당하기 한 범은 제

3조 제1항의 집단 ․흉기휴 폭력범죄에 이를 정도의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 폭력범죄에 해당할 것이 사실상 요구되고, 법정형의 기 이 되는

책임의 정도를 행 자책임보다는 행 책임에서 찾는 책임원칙에 비추어 볼

때 행 자책임에 형벌가 의 본질이 있는 상습범과 행 책임에 형벌가 의

본질이 있는 범을 단지 평면 으로 비교하여 그 경 을 가릴 수도 없다

고 할 것이다. 이에 더하여 잔혹한 조직폭력범죄의 발호, 최근 크게 사회문

제가 되고 있는 집단 물리력의 행사 등 사안에 따라서는 오히려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정한 범의 책임이 더 무거운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는 등을 고려하면, 폭처법 제3조 제1항 범죄의 상습범과 범에 하여

동일한 법정형을 정하 다고 하여 이를 두고 평등원칙에 반하는 자의 이

고 불균형 인 처벌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나. 헌론의 입장

(1) 형벌규정을 정함에 있어, 어떠한 범죄간에 불법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 그에 한 책임내용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의 문제 즉, 어떠한 행

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에 법 인 차별을 둘 것인가 는 그 행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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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르더라도 동일한 법 취 을 할 것인가는 원칙 으로 입법자가 결정할

사항이다. 그러나 그러한 법 차별이나 동일한 법 취 이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잃을 정도로 자의 이거나 정의의 이념과 합치되지 않을 때 즉, 그

러한 차별 취 이나 동일한 취 에 객 이고 합리 인 뚜렷한 이유를

발견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법률조항은 자의 인 것이 되어 평등의 원칙에

배된다고 할 것이다.

(2) 상습범과 범은 범죄를 으로 반복하여 행한다는 에서 서로

한 련을 가지고 있지만 서로 다른 개념으로서 범이라고 하여 반드

시 상습범이 되는 것도 아니며, 반 로 상습범이라고 하여 반드시 범이

성립되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실무 으로 범과 상습범은 동시에 성립하

는 경우가 많고, 그러한 경우에 범은 상습성을 징표하는 기능을 하게 되

므로 통상 상습범은 범 에서 특히 사회 험성이 크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취지에서 형법은 범에 해서는 후범에 정해진 형

의 장기 2배만을 가 하는 데 비해, 상습범에 해서는 부분 그 죄에 정

해진 형의 2분의 1을 가 하도록 하여 형의 하한까지도 가 하고 있고(형

법 제268조, 제279조, 제285조 등), 상습강도(제341조)나 상습도박(제246조

제2항)의 경우에는 강도죄나 도박죄에 정한 형의 상․하한을 모두 2배 이

상 가 하여 독자 으로 법정형을 정하고 있다.

이러한 계는 폭처법 제3조 제1항의 상습범과 범을 정한 제3조 제3

항과 이 사건 법률조항을 비교하면 더욱 분명해진다. 제3조 제3항은 제3조

제1항 범죄의 상습범을 정한 것으로 그 상습성이 인정되기 해서는 폭처

법 는 형법이 정하는 폭력범죄의 과사실로는 부족하고, 오로지 제3조

제1항의 범죄가 반복 으로 행해져야 한다. 이에 반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정하는 범의 경우에는 폭처법 는 형법이 정하는 폭력범죄로 2회 이상

의 징역형을 받은 과와 범기간 내의 제3조 제1항 범죄의 실행으로 성

립되므로 일반 으로 그 불법이나 책임의 정도가 상습범에 비하여 낮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더하여 제3조 제1항의 범죄로 2회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

받고 다시 범기간 내에 제3조 제1항의 범죄를 행한 경우라 하더라도, 제

3조 제3항의 상습범으로 처벌하기 해서는 인 범죄사실 외에 다른

상습성을 인정하기 한 자료들이 인정되어야 하지만, 이 사건 법률조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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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범에는 당연히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제3조 제1항 범죄의 범

과 상습범은 동일한 법 취 을 할 수 없을 정도의 본질 인 차이를 가지

고 있는 것이다.

(3) 나아가 이 사건 법률조항이나 제3조 제3항과 같이 어떠한 범죄를 기

본범죄로 하여 각 조항이 정한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범 는 상습범

으로의 처벌 여부가 결정되고, 그 성립요건의 면에서 일방이 다른 일방을

포함하는 계에 있어서는 비교 그 불법과 책임의 경 이 쉽게 구별된다

고 할 것이어서, 그 경 의 구별에 따라 법정형을 달리 정하는 것이 불가

능하지도 않고 오히려 책임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임에도, 이를 구별하

지 않고 그 법정형을 동일하게 정함으로써 수사기 등 법집행기 으로 하

여 상습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도 범요건에 해당하기만 하면 상습

성에 한 보강수사도 없이 상습범으로 의율하게 하고, 반 로 상습성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라도 상습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를 비하여 결과

으로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는 범으로 의율하게 되는 실무 인 문

제 도 야기한다.13)

그 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그 성립의 요건이나 책임의 정도를 달리

하는 제3조 제1항의 범과 상습범에 하여 동일한 법정형을 정하고 있는

것에는 이를 정당화할 아무런 합리 인 이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평등원

칙에 배된다고 할 것이다.

6. 의의

이 사건은 “어떠한 범죄에 부과될 법정형의 종류와 범 가 그 범죄의 죄

질이나 행 자의 책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어서 히 형벌체

계상의 균형을 상실하거나, 그 범죄에 한 형벌 본래의 목 과 기능을 달

13) 이 사건의 이해 계인인 주고등검찰청 검사장은 ‘제3조 제3항의 공소사실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해당하는 범의 공소사실이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공소장

변경없이 직권으로 법원이 이 사건 법률조항을 용하여 처벌할 수 있고 그

게 하여야 한다.’라고 주장한다. 이에 하여 당해사건법원은 설령 이 사건 법률조

항에 해당하는 공소사실이 제3조 제3항의 공소사실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법원

으로서는 극 으로 범에 해서까지 심리할 필요가 없으며, 더 나아가 직권으

로 이 사건 법률조항을 용하지 않았다고 하여 법이라 할 수도 없다.‘고 시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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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함에 필요한 정도를 일탈하는 등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의 원칙 비례

의 원칙에 명백히 배되는 경우가 아닌 한, 쉽사리 헌법에 배되는 것으

로 단정할 수 없다.”라는 우리재 소의 일 된 결정례에 따라 집단 ․흉

기휴 폭력범죄의 범에 한 법정형을 같은 범죄의 상습범에 한 그

것과 같이 ‘무기 는 7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정한 것에 하여 합헌결정

을 선고한 사례이다.

법정형을 정하는 것에 하여 입법권자가 범한 입법형성권을 가진다

는 은 부인할 수 없지만, 잘못된 법정형의 설정으로 인하여 신체의 자유

등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본질 인 부분을 구성하는 가장 요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다.

따라서 지 과 같은 법정형에 한 헌심사의 기 이 타당한 것인지에

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지 않지만, 처벌의 필요성에 따라 심각한 고민

없이 특별형법을 만들어 법정형을 강화한 우리의 특별형법체계에서 엄격한

심사기 을 채택하는 것은 곧바로 이러한 특별형법체계의 붕괴로 귀결된다

고 할 것이어서 신 을 기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도 있다고 보인다.

이러한 사정은 폭처법의 경우에 가장 두드러지는데 그 가 처벌의 필요

성은 쉽게 부인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 법 성격이나 유형이 서로 다

른 범죄를 폭력성이라는 포 인 공통 으로 한 데 묶어 서로 동일한 법

취 을 하고, 나아가 그 법정형을 가 하는 것은 근 형법이 이룩한 책

임원칙과 형벌체계에 심각한 을 주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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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제45조 제4항 헌확인

- 법 정년연령제한과 공무담임권 법 의 신분보장 -

(헌재 2002. 10. 31. 2001헌마557, 례집 14-2, 541)

배 보 윤
*

1)

【 시사항】

법 의 정년을 규정하고 있는 법원조직법 제45조 제4항이 청구인의 평

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내지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거나 헌법 제106조의 법

신분보장 규정에 배되는지 여부

【심 상】

이 사건 심 의 상은 법원조직법 제45조 제4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

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반되는지 여부인바, 그 법률조항 련 헌법

법률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원조직법 제45조 (임기․연임․정년) ① 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

며, 임할 수 없다.

② 법 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사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법원장의 정년은 70세, 법 의 정년은 65세, 사의 정년은 63세로

한다.

헌법 제105조 ① 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임할 수 없다.

② 법 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 헌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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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법원장과 법 이 아닌 법 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

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법 의 정년은 법률로 정한다.

【사건의 개요】

1. 심 청구에 이르게 된 경

청구인은 법 으로 재직하다가 법원조직법 제45조 제4항에 의하여 2001.

12. 5. 정년으로 퇴직한 자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수원지방법원 사로 재

직하던 2001. 8. 10.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자신의 의사와 계없이 정년

으로 퇴직하게 되므로, 이는 헌법 제10조의 기본 인권보장, 제11조의 평

등권,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제106조 법 의 신분보장 규정

에 배된다고 하여 그 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심 청구를 하 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계기 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1) 정년에 이른 법 은 본인의 의사와 계없이 법 직에서 강제퇴직을

당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와 행복을 추구할 권리 그리고 국가

로부터 기본 인권을 보장받을 권리를 상실하게 된다. 그리고 정년에 이

른 일반 법 은 강제퇴직당함으로써 정년에 이르지 아니한 법 사이에 있

어 불평등한 지 에 있게 되고, 법원장․ 법 ․일반법 상호간에 있

어서는 그 정년의 차이로 인하여 같은 법 사이에 있어서도 불평등한 지

에 있게 된다. 한 정년으로 인하여 더 이상 법 이라는 직업에 종사할

수 없다는 에서도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당하게 된다. 아울러 정년에

달한 법 은 탄핵 는 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 직

을 상실하게 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 불리한 처분을 받게 된다.

한 정년에 이른 법 은 한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강제퇴직하게 된다.

(2) 가사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 제105조 제4항의 임에 의한 것이라

고 한다 하여도, 헌법규정은 법 이외의 다른 공무원에 하여서는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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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일체 정년 임입법 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유독 법 의 정년에 하

여서만 규정을 두고 있다는 에서도 헌법 제10조, 제11조, 제15조의 각 규

정에 반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 제105조 제

4항의 임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역시 각 헌법규정에 반된다.

(3) 헌법 제105조 제4항의 임에 따라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원장

을 70세로, 법 은 65세, 그리고 그 이외의 법 은 63세로 차등을 두어

정년을 규정함으로써, 헌법 제11조 제2항에서 지하고 있는 사회 특수계

의 제도를 인정하고 이를 창설하는 결과를 래하므로 헌법에 반된다.

(4) 법 의 정년을 규정한 목 이 신분이 보장되어 있는 법 이 고령에

이르러 업무능력에 지장을 래할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법 에게 정

년 연령까지 근무의 계속을 보장함으로써 장래에 한 확실한 측을 가지

고 직무에 념하게 한다거나, 법 의 교체를 계획 으로 수행함으로써 연

령구성의 고령화를 방지하고 조직을 활성화하여 직무능률을 유지․향상시

키는 데 있다고 한다. 그 다면, 우선 상 으로 더 요한 업무를 담당한

법 인 법원장이 법 보다, 그리고 법 이 일반법 보다 정년이 고

령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정년을 규정한 취지와는 모순되고, 장래에

한 확실한 측을 가지고 직무에 념하게 한다는 목 은 오히려 정년을

폐지함으로써 더 효과 으로 달성될 수 있을 것이며, 법 의 교체를 계획

으로 수행하는 것은 헌법 법원조직법의 법 임기에 한 규정으로서

그 목 을 달성하고도 남을 것이다.

한 법원조직법 제47조에서, “법 이 한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 인 경우에는 법원장의 제청으로 통령이,

사인 경우에는 법원장이 퇴직을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에 의하여 연령 구성의 고령화를 방지하고, 업무능력에 지장을

래할 우려가 있는 법 에 한 퇴직을 명할 수 있을 것이다.

(5) 분쟁해결을 하여 오랜 사회 경험과 연륜을 필요로 하고 진보

이고 개 이기보다는 오히려 기존 법질서의 유지를 본연의 임무로 하고

있는 법 에 하여, 그 임기에 의한 근무기간의 제한을 두고 다시 정년에

의한 근무기간의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은 법 의 신분과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를 해하는 결과를 래하고 있다고 할



606 헌법재 소결정해설집 2002

것이다.

한 헌법기 가운데, 통령, 국회의장 그리고 국무총리 등에 하여는

정년에 한 규정이 없는데도 법원장에게는 정년이 있어야 하는 합리

헌법질서상 근거가 없고, 선거직 공무원 는 선출직 공무원과 달리 임명

직 공무원에 하여는 정년이 있어야 하는 헌법상의 합리 인 이유도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 제10조(기본 인권의 보장), 제11조(평

등권), 제15조(직업선택의 자유) 제106조(법 의 신분보장)에 반된다.

나. 법원행정처장의 의견

(1) 헌법 제105조 제4항에서, “법 의 정년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명문

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 정년제는 헌법상의 근거에 의한 것으로서 정

년제 그 자체의 합헌성은 특별히 문제되지 아니한다.

(2) 육체 ․정신 능력이 연령과 함께 감퇴되는 것은 자연의 법칙인데,

우리 헌법은 일정한 연령에 달한 법 을 교체함으로써 고도의 능력을 요하

는 법 의 직무가 충실히 수행될 수 있도록 사법부를 유지하고 나아가 국

민의 재 을 받을 권리라는 공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연령에

의하여 퇴직여부를 구별하는 것은 합리 인 기 에 의한 구별이므로 평등

의 원칙에 반된다고 할 수 없다.

(3) 선거직 공무원의 행 는 법 의 행 에 비하여 보다 많은 공 의 감

시하에 놓이게 되고, 그들의 행 에 좋지 않은 이 있는 경우 개는 간

단히 외부에 드러나게 될 뿐만 아니라, 그들은 법 보다 쉽게 해임당할

수 있고, 국민은 선거직 공무원의 업무수행능력을 선거에 의하여 평가하고

교체할 수 있지만, 법 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등에 비추어 볼 때,

선거직 공무원과 달리 법 에게 정년을 두는 것은 합리 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4) 법 의 정년에 하여 헌법이 법률에 임하고 있다고 하여도, 그

법률에서 구체 인 정년연령을 설정함에 있어 입법자의 재량권을 일탈하

다고 해석되는 경우에는 헌성이 문제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법률조

항이 그 정년을 정함에 있어서 법원장, 법 기타 법 의 정년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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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세, 65세, 63세로 조 씩 차등을 두고 있다고 하여도 이를 헌이라고까

지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즉, 법원장 법 은 거기에 합한

경험많고 유능한 인재를 구하기가 결코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될수록 넓은

범 에서 임자를 물색하여 임명할 수 있도록 다른 법 들에 비하여 정년

을 연장함이 합리 이고, 특히 법원장은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통령, 국

회의장과 동등한 특별한 지 에 있으므로 법 보다 그 정년을 연장함이

상당한 것이다.

【결정요지】

1. 법 은 국가의 통치권인 입법․행정․사법의 주요 3권 사법권을

담당하고 그 권한을 행사하는 국가기 이고, 다른 국가기 이나 그 종사자

와는 달리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 하는 기

으로서, 법 하나 하나가 법을 선언․ 단하는 독립된 기 이며, 그에 따

라 사법권의 독립을 하여 헌법에 의하여 그 신분을 고도로 보장받고 있

다. 따라서, 법 의 정년을 설정함에 있어서, 입법자는 와 같은 헌법상

설정된 법 의 성격과 그 업무의 특수성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 의 정년을 직 에 따라 법원장 70세,

법 65세, 그 이외의 법 63세로 하여 법 사이에 약간의 차이를 두

고 있는 것으로, 헌법 제11조 제1항에서 지하고 있는 차별의 요소인 ‘성

별’, ‘종교’ 는 ‘사회 신분’ 그 어디에도 해당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어떠한 사회 특수계 제도를 설정하는 것도 아니고, 그와

같이 법 의 정년을 직 에 따라 순차 으로 낮게 차등하게 설정한 것은

법 업무의 성격과 특수성, 평균수명, 조직체 내의 질서 등을 고려하여 정

한 것으로 그 차별에 합리 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평등

권을 침해하 다고 볼 수 없다.

2. 한, 이 사건 법률조항과 같이 법 의 정년을 설정한 것은 법 의 노

령으로 인한 정신 ․육체 능력 쇠퇴로부터 사법이라는 업무를 제 로

수행함으로써 사법제도를 유지하게 하고, 한편으로는 사법인력의 신진 사

를 진하여 사법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고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

는 것으로 그 입법목 이 정당하다. 그리고 일반 으로 나이가 들어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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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인간의 정신 ․육체 능력이 쇠퇴해 가게 되는 것은 과학 사실이

고, 개인마다 그 노쇠화의 정도는 차이가 있음도 한 사실이다. 그런데,

법 스스로가 사법이라는 요한 업무수행 감당능력을 단하여 자연스럽

게 물러나게 하는 제도로는 사법제도의 유지, 조직의 활성화 직무능률

의 유지향상이라는 입법목 을 효과 으로 수행할 수 없고, 어차피 노령에

따른 개개인의 업무감당능력을 객 으로 측정하기 곤란한 마당에, 입법

자가 법 의 업무 특성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일정한 나이를 정년

으로 설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므로, 그 입법수단 역시 하다고 하지 않

을 수 없다. 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규정한 법 의 정년은 60세 내지 65

세로 되어 있는 다른 국가공무원의 정년보다 오히려 다소 높고, 정년제를

두고 있는 외국의 법 정년연령(65세 내지 70세)과 비교하여 보아도 법

의 정년이 지나치게 낮다고 볼 수도 없다. 그 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직업선택의 자유 내지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리고, 헌법규정 사이의 우열 계, 헌법규정에 한 헌성 단은 인

정되지 아니하므로, 그에 따라 헌법 제106조 법 의 신분보장 규정은 헌법

제105조 제4항 법 정년제 규정과 병렬 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조화롭

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정년제를 제로 그 재직 인 법 은

탄핵 는 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면되지 아니하

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 감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

니한다고 해석하여야 하고, 그러한 해석하에서는 헌법 제105조 제4항에 따

라 입법자가 법 의 정년을 법원장은 70세, 법 은 65세, 사는 63세

로 정한 것은 그것이 입법자의 입법재량을 벗어나지 않고 기본권을 침해하

지 않는 한 헌법에 반된다고 할 수 없고, 에서 본 바와 같이 그 입법

자체가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나 공무담임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 다고

볼 수 없어, 결국 신분보장 규정에도 배된다고 할 수 없다.

【해설】

1. 법 의 임기․정년에 한 입법연

가. 우리 헌법 규정의 변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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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헌법은 제헌헌법부터 임기 10년의 법 임기제를 규정하고 있었고,

제5차 개정헌법(1962년 헌법)에서는 법원장인 법 의 임기는 6년, 일반

법 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는 임기제 규정을 두고 아울러 법 정년을 일

률 으로 65세로 한다고 헌법에 명시 으로 정년 연령을 직 규정하 다

가, 제7차 개정헌법(1972년 헌법)에 이르러서는 정년 연령을 헌법에 직

명시하여 규정하지 않고 다만 “법률이 정하는 연령에 달한 때에는 퇴직한

다.”라고 규정하여, 정년제를 채택하되 그 구체 인 정년 연령은 법률로 정

하도록 하 으며, 제8차 개정헌법(1980년 헌법)에서 행헌법과 같이 “법

의 정년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헌법에서 법 정년제를 규정하면서 그 구

체 인 정년 연령은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아울러 법원장, 법 , 그 이

외의 일반법 사이에 차등을 두는 임기제를 규정하여, 행헌법에 이르게

되었다.

요컨 , 역 우리헌법은 법 의 임기제와 정년제를 채택하여 왔던 것

이다.

나. 법원조직법 규정의 변천

1949. 9. 26. 법률제51호로 제정된 법원조직법 제39조에 의하면, 법원장

인 법 의 정년은 70세, 기타 법 의 정년은 65세로 규정하 다가, 1961.

8. 12. 법률제679호 개정법률에 의하여 법 의 정년을 일률 으로 65세로

규정하 고, 1962년 헌법에 따른 1963. 12. 13. 법률제1496호 개정법률에 의

하여 법원장인 법 의 임기 6년(연임불가), 그 이외의 법 의 임기 10

년(연임가능)으로 법 의 임기를 차등하여 규정하 으며, 1972년 헌법에 따

른 1973. 1. 25. 법률제2448호 개정법률에 의하여 법원장과 법원 사인

법 의 정년은 65세, 고등법원장인 법 의 정년은 63세, 그 이외의 법 의

정년은 60세로 한다고 규정하 고, 1980년 헌법에 따른 1981. 1. 29. 법률제

3362호 개정법률에 의하여 법원장의 정년은 70세, 법원 사의 정년은

65세, 고등법원장 사법연수원장인 법 의 정년은 63세, 그 이외의 법

의 정년은 60세로 한다고 규정하 으며, 행헌법에 입각한 1994. 7. 27. 법

률제4765호 개정법률 제45조 제4항(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법원장

의 정년은 70세, 법 의 정년은 65세, 사의 정년은 63세로 개정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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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 것이다.

한편, 이 사건 법률조항과 같이 법 의 정년조항이 개정될 당시 제169회

국회 법사 원회에 상정되었던 법률안 안건 , 법원에서 “시군 사의

정년을 70세로 한다”라는 안이 제기되었으나, 통과되지 아니하 다.1)

2. 법 의 임기․정년에 한 외국의 입법례․ 례

가. 미국

미국 헌법 제3장 제1조에 의하면, 연방 법원과 하 법원 사는 선행을

유지하는 한(during good behavior) 그 직을 보유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사는 종신직(lifetime tenure)으로 그 임기나 정년에 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다만, 주에 따라서는 사의 임기를 두거나(주에서는 19세기 후반이래

민주정치의 발달과 더불어 종신제를 지양하고 법 을 일정한 임기로 선거

하거나 임명하게 되었는데, 그 임기는 보통 8～10년, 2년이나 21년인 것도

있다2)), 정년(mandatory retirement)을 일률 으로 70세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한편, 미국 연방 법원은, 주(州) 사의 정년을 70세로 규정하고 있는

Missouri주 헌법 제5장 제26조가 고용에 있어서 연령차별에 한 연방법

(the federal Age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Act of 1967, ADEA)

1) 당시 동 법안에 한 국회 사법제도개 련입법에 한 공청회에서, 당시 법사

원장이었던 박희태 의원은 다음과 같은 반 의견을 제시하 다. 즉, “------ 그

리고 지 시군 사와 일반 사간에 처우와 정년 이런 면에 있어서 차등을 두겠

다고 했는데 이 게 되면 사자격이 2원화됩니다. 일반 사가 있고 시군 사가

있고 이래서 시군 사는 결국은 일반 사의 우의 반 정도밖에 지 안 받는

것으로 되는데 이 게 사제도를 2원화 한다는 것은 제 생각에는 사의 권 를

해서도 좋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더욱이나 안을 시군 사의 정년을

70세까지 했고 일반법 은 63세로 해서 7세나 높게 해가지고 이거 퇴역한 사람들

양로원을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일부 비 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을 참작하시고 그래서 결국은 지 법원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법원이 없는 시군

에 모두 시군 사를 두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 에서 골라가지고 몇 개 시군

에만 시군 사를 두고 나머지 없는 시군에는 순회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지 그

지요?”.

2) 김철수 외 9, 주석 헌법, 법원사 1996. 575-576쪽 참조. 그리고 미국은 38개주가

일정한 임기를 가진 선거제로 하고 있다. 문홍주, 한국헌법, 해암사 1990. 579족

참조.



법원조직법 제45조 제4항 헌확인 611

미국 헌법 수정 제14조의 평등조항에 반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i) 요한 고 리의 자격요건을 정하는 주(州)민의 권리는 의제 정부

(representative government)의 핵심요소로서, 미국 헌법 수정 제10조에 근

거를 두고 있으며, 미국 헌법 제4장 제4조에 의하여 보장되고 있고3), ii) 미

국 연방의회가 미국 헌법 수정 제14조 제5항에 의한 입법권한과 통상입법

권한(Commerce Clause)에 입각하여 ADEA를 제정하 고, 같은 법률을 주

의 고용 계에 확장하여 용한다고 하더라도, 같은 법률상 ‘근로자’의 개

념의 모호성으로 인하여 주 사의 경우에도 같은 법률의 규율 상으로 하

고자 하는 연방의회의 의도가 분명하지 아니하고, 그 다면 연방의회가 미

국 헌법 수정 제14조 제5항에 의한 입법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통 으

로 주의 권한이라고 인정되는 것을 제한하고자 하는 연방의회의 입법의도

가 명시되지 않은 것은 연방의회에 귀속될 수 없다는 원칙4)에 따라, 미

주리주 헌법상 사정년규정은 ADEA에 되지 아니한다고 시하

고, 한 사정년규정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차별에 합리 인 이유

가 있다고 하여 미국 헌법상 평등보호조항에 배되지 아니한다고 결하

다.5)

즉, 연령은 평등보호조항에 의하여 지되는 차별요소에 해당되지 아니

하고, 청구인들이 사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근본 인 권리로서 보

장할 만한 이익이 있다는 것을 주장하지 않음을 들어, 연방 법원은 이른

바 ‘합리성 심사기 ’에 입각하여 단하 는데, 이 경우 같은 것을 같게

다른 것을 다르게 취 하는 것이 정당한 목 성취에 련되어 있고, 그

주민의 결정이 합리 이라고 한다면 그 주의 헌법규정을 헌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하 다. 미주리주 주민은, 인간이 70세가 되면 쇠락할 험이 크고

따라서 공직에서 은퇴시키는 외 한 체수단이 없으며, 그래서 그 나

이가 되면 모든 사가 그만두어야 할 것이라고 합리 으로 결정한 것이

다. 육체 ․정신 능력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쇠퇴해 간다는 것은 사

실이므로, 사에게 요청되는 직무를 완벽하게 수행함으로써 사법제도를

3) Sugarman v. Dougall, 413 U.S. 634, 648 참조.

4) Pennhuret State School and Hospital v. Halderman, 451 U.S. 1, 16 참조.

5) Gregory v. Ashcroft, 501 U.S. 452, 115 L.Ed.2d 410, 111 S.Ct. 2395 (199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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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시키는데 정당하고 필요한 공공이익을 충족시키기 하여 나이 많은

사를 교체하고자 하는 것이다. 거의 모든 사가 70세가 되었다고 하여

심각한 쇠퇴를 겪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기 으로 차별하는 것은

합리 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자발 인 퇴직이라고 해서 반드시

사법제도가 제 로 기능하는데 기여하게 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탄

핵 등 다른 제도 장치가 그런 것도 한 아니다. 그리고 부분의 유권

자가 사를 면 히 평가하고 그가 결에서 취한 의견에 하여 결코 잘

알 수가 없는 것이고, 주 사가 다른 리들보다 더 오래 근무하고 사람

들의 의사에 덜 구애받고 간혹 있는 선거가 사의 업무수행능력의 부

성을 검증하기에 부 하기 때문에 선거제도도 한 것이 될 수 없다.6)

나. 일본

일본은 헌법에서 최고재 소 재 과 하 재 소 재 은 법률이 정

하는 바 연령에 도달하면 퇴직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일본국 헌법 제79조

제5항, 제80조 제1항 단서), 재 소법 제50조에서 최고재 소 간이재

소의 재 의 정년은 70세, 고등재 소․지방재 소 가정재 소의 재

의 정년은 65세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일본국 헌법 의 명치헌법에서는 행 일본 헌법 제79조 제5항

제80조 제1항 단서와 같은 규정이 없었고(다만, 재 은 형의 선고

는 징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면되지 아니한다는 일반 인 신분보장 규

정만이 존재하고 있었다), 한편, 재 소구성법(명치 23년 법제6호) 제67조

에서는 미국 헌법과 같이 재 을 종신직으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1921년

( 정 10년) 5. 18. 그 재 소구성법을 개정하여 심원장은 65세, 그 이외

의 재 은 63세로 하는 재 에 한 정년규정을 두게 되었으며, 그 후

1947. 5. 3. 헌법을 개정하여(일본국 헌법; 행 일본헌법), 헌법에 재

정년제의 근거를 두게 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재 정년규정의 입법목 은 고령자의 정신 ․육체 인 능력을 고려

하여 재 의 신진 사를 진하고자 하는 데 있다고 한다.7)

6) 참고로 미주리주 사는 임명직이지만, 일정한 기간 경과 후 주민의 선거에 의하

여 사의 격성에 한 찬반투표로 사직의 존속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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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독일

독일 기본법 제97조 제2항에서는 법률에 의하여 재 의 정년을 정하

고 그 연령에 도달하는 때에는 퇴직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독일 재

법(Deutsches Richtergesetz) 제48조에서, 연방상 재 소 재 의 정년은

68세에 달하는 월의 말일, 그 이외의 재 의 정년은 65세에 달하는 월의

말일로 규정하고 있다.

라. 캐나다․호주․인도

캐나다․호주․인도의 경우는 헌법에서 직 법 의 정년을 규정하고

있다.

캐나다 헌법 제99조는 원칙 으로 미국과 같이 법 을 종신직으로 규정

하면서 상 법원 법 의 경우는 75세를 정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호주 헌법 제72조는 법 의 정년을 70세로 규정하고, 다만, 의회에서 법

의 정년을 70세 이하로 하는 법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도 헌법 제124조는 법원 사의 정년을 65세로 규정하고 있다.

마. 기타

기타 법 의 임기․정년에 한 각국의 입법례8)를 살펴보면, 요컨 , 미

국․ 화민국과 같이 종신제로 하는 , 독일․일본과 같이 헌법에서 법

정년을 법률로 정한다고 정년제의 근거를 규정하고 구체 인 정년연령은

법률로 규정한 , 캐나다․호주․인도처럼 헌법에서 직 정년연령을 규

정하는 로 크게 나 어 볼 수 있다.

3. 법 정년제에 한 우리 학계의 견해

법 정년제에 한 우리 학계의 견해는 체로 그 합헌성을 인정하는

견해가 주류를 이루고 있고, 법 의 독립을 보다 효과 으로 보장하기

7) 初宿正典, 高裁判所裁判官の停年制, 園部逸夫先生古稀記念 憲法裁判行政訴訟,

有斐閣 1999. 85-118 참조.

8) Albert P. Blaustein & Gisbert H. Flanz, CONSTITUTIONS OF THE

COUNTRIES OF THE WORLD, Oceana Publications, Inc.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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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법 정년제를 폐지하자는 견해도 있다.

가. 합헌성을 인정하는 견해의 요지

합헌성을 인정하는 견해는 법 정년제를 두는 것이 통상 나이가 들어감

에 따라 육체 ․정신 능력이 쇠퇴해 가는 것이 사실이므로 그에 처하

여 사법이라는 업무를 효율 으로 제 로 수행함으로써 사법제도를 유지하

고자 하고, 한편으로는, 사법인력의 신진 사를 진하여 사법조직에 활력

을 불러 일으키고자 하는 요한 공익을 한 것이라고 본다. 즉, 법 정

년제는 법 의 쇠퇴화․보수화․ 료화를 완화 는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입법목 이 있고, 나아가 정년을 명시함으로써 법 의 신분보장에도 기

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9)

나. 정년제를 폐지하자는 견해의 요지

사법권을 독립을 보다 확실하게 보장하기 하여는 정년제를 폐지하고

종신제로 가야 한다고 주장한다.10)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즉, “우

리나라의 임기제․정년제는 이를테면 사의 노령화․보수화를 막는 장치

가 될 것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임기제는 임명권자의 정치 견해나 정

책이나 성향에 순응하지 아니하는 사를 제거하는 장치로 작용하며 따라

서 임기제는 임명권자의 견해나 정책 등에 한 사의 순응과 종속을 가

능 한다. 정년제는 법원장을 정 으로 하여 사로 구성된 료 피

라미트체제를 제로 하여 하 법원 사의 승진의 기회를 마련하여 주는

장치로 작용하고 있다. 이같은 작용을 통하여 임기제․정년제는 법원장

의 하 법원 사의 보직․승진 인사권과 함께 법원장을 정 으로 하여

사로 구성된 국 ․ 료 피라미트체제를 구축하는데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보았을 때 임기제․정년제는 법원장의 하 법

9) 구병삭, 신헌법원론, 박 사 1996. 1135쪽; 권 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1999. 955

쪽; 김철수, 헌법학개론, 박 사 2001. 1174쪽; 김철수 외9, 주석헌법, 법원사 1996.

583쪽; 문홍주, 한국헌법, 해암사 1990. 579쪽;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02. 983쪽;

최 권, 헌법학강의, 박 사 2001. 383-384쪽; 허 , 한국헌법론, 박 사 2001.

971-972쪽; 홍성방, 헌법학, 암사 2002. 858쪽 각 참조.

10) 최 권, 게서 384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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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사 보직․승진 등의 인사권과 함께 법 의 독립을 해하는 잠재 요

인으로 작용한다고 생각한다. …… 국민의 신임을 물을 수 있는 장치나 국

민소환제도의 도입 탄핵제도 등 사의 부패와 무능 등을 통제할 수 있

는 장치의 강화와 함께 사의 독립을 하여 정년제의 폐지도 검토해 볼

만하다고 생각한다.”

다. 법 정년연령 차등설정의 이유

일반법 보다 법원장․ 법 의 정년 연령을 더 높이 설정한 이유는,

첫째, 경험이 풍부하고 식견이 높은 인물을 가능한 한 연령에 제한됨이 없

이 리 구하고, 둘째, 법원은 법률심이고 사실심이 아니기 때문에 신체

인 부담이 하 법원의 법 에 비하여 비교 다는 데 있으며, 셋째, 정

원이 으므로 고령에 달할 때까지 심신이 모두 건강한 인물을 채용할 수

있다고 한다.11)

4. 이 사건에 한 검토

가. 평등권 침해여부

(1)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구든지 성

별․종교 는 사회 신분에 의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생

활의 모든 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

항에서는, “사회 특수계 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떤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법 은 국가의 통치권인 입법․행정․사법의 주요 3권 사법

권을 담당하고 그 권한을 행사하는 국가기 이고, 다른 국가기 이나 그

종사자와는 달리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 하는

기 으로서(헌법 제103조) 법 하나 하나가 법을 선언․ 단하는 독립된

기 이며, 그에 따라 사법권의 독립을 하여 헌법에 의하여 그 신분을 고

도로 보장받고 있다(헌법 제106조). 따라서 법 의 정년을 설정함에 있어

서 입법자는 와 같은 헌법상 설정된 법 의 성격과 그 업무의 특수성에

11) 김철수 외9, 주석헌법, 법원사 1996. 584-585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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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치되어야 할 것이다.

(2)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 의 정년을 직 에 따라 법원장 70

세, 법 65세, 그 이외의 법 63세로 하여 법 사이에 약간의 차이를

두고 있는 것으로, 헌법 제11조 제1항에서 지하고 있는 차별의 요소인

‘성별’, ‘종교’ 는 ‘사회 신분’ 그 어디에도 해당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

라, 그로 인하여 어떠한 사회 특수계 제도를 설정하는 것도 아니다.

그 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의 평등권 침해여부와 련하여 문제되는 것

은 와 같이 법 에 따라 그 정년 연령에 차등을 두어 설정하는 것에 합

리 인 이유가 있는가 여부라고 할 것이다.

(3) 헌법상 설정된 법 의 성격과 그 업무의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

료제도를 근간으로 하는 계층구조 인 일반 행정공무원과 달리 보아야 함

은 당연하므로, 고 법 과 일반법 을 차등하여 정년을 설정함은 일응 문

제가 있어 보이나, 사법도 심 제도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 법원은 법

률심인 , 경험이 풍부하고 식견이 높은 인물을 가능한 한 연령에 제한됨

이 없이 리 구한다는 과 법 과 법원장은 그 자격요건(15년 이상

의 법조경력)으로 인하여 상 으로 높은 연령에서 임명된다는 등을 고

려할 때, 법원장․ 법 과 사의 정년을 차등하여 설정한 것이 헌이

라고 단정할 만큼 불합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 의 정년을 규정하고 있는 외국의

입법례를 보더라도 개 65세 내지 70세 후로 설정되어 있으며, 특히 법

의 정년 연령을 2원 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체로 고 법 의

정년 연령이 고령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우리나라

공무원의 정년도 그 직무의 성격에 따라 다소 차이를 두고 있으나 군인의

경우 이외에는 체로 60세 내지 65세로 설정되어 있고, 직 가 높을수록

정년 연령이 높게 설정되어 있다.12)

12) 법 이외의 우리나라 국가 공무원의 정년에 하여는 원칙 으로 직무의 종류

계 에 따라 이를 달리 정하고 있는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를 제외하고는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5 이상의 공무원은 60세, 6 이하의 공무

원은 57세(다만 공안직 8 9 공무원은 54세)를 그 정년으로 하고 있다. 그

리고 일반직 공무원 통령령이 정하는 연구 는 특수기술직렬의 공무원은

57세 내지 60세(연구 ․지도 은 60세, 연구사․지도사는 57세), 기능직 공무원은

50세 내지 57세(등 직렬 방호직렬공무원은 59세)의 범 내에서 국회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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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법 의 정년을 법원장 70세, 법 65

세, 사 63세로 설정한 것은 법 업무의 성격과 특수성, 평균수명, 조직

체 내의 질서 등을 고려하여 정한 것으로 그 차별에 합리 인 이유가 있다

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 다고 볼 수 없다.

나. 직업선택의 자유 내지 공무담임권 침해여부

(1) 법 은 공직이므로 그 직에 정년제를 두고 그 정년연령을 규정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에 한 제한뿐만 아니라 공무담임권의 제한이 문제

되는데, 우리 헌법재 소는 양자의 계에 하여 다음과 같이 시한 바

있다.

(2) 직업선택의 자유는 모든 국민이 자신의 삶을 해 나가는 생활의

터 이 되고 각자의 개성을 발휘하고 인격을 실 하는데 필수불가결한 기

본권이다. 따라서 국민이 선택하고 수행하고자 하는 직업은 그것이 공직이

든 아니든 국가는 이를 최 한으로 보장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국

민이 선택하고 수행하고자 하는 직업이 공직인 경우에는 공무담임권과 결

부되고 그것을 통하여 실 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공무담임권도 국가

안 보장, 질서유지 는 공공복리를 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이를 불평등이나 과도하게 침해하거나 본질 인 내용을 침해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헌재 2001. 2. 22. 2000헌마25, 례집 13-1, 386,

412-413 참조).

(3)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일반법 에 63세의 정년을 설정한 것은 법

법원규칙, 헌법재 소규칙, 앙선거 리 원회 규칙 는 통령령이 정하는 바

에 따라 정년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국가공무원법 제74조). 검찰총장의 정년은 65

세, 검찰총장 외의 검사의 정년은 63세로 되어 있고(검찰청법 제41조), 경찰공무원

의 정년은 경정 이상이 60세, 경감 이하가 57세로 되어 있고 별도로 치안감 4년

등 계 정년도 규정하고 있으며(경찰공무원법 제24조 제1항), 군인의 경우는 연령

정년으로 원수 종신, 장 63세, 장 61세, 소장 59세, 장 58세 ------ 하사

40세에 이르기까지 계 별로 차등하게 설정되어 있고, 별도로 근속정년( 령 35년

등), 계 정년( 장 4년 등)도 두고 있고, 교육공무원의 경우는 고등교육법 제14조

에 의한 학교수, 총장, 학장 등 학교 교원은 65세, 그 이외에는 62세로 되어

있으며(교육공무원법 제47조 제1항), 외무공무원의 정년은 60세로 되어 있는데 다

만 외교통상부 그 소속기 의 직 통령령이 정하는 직 에 재직 인 자

는 정년을 과하여 근무할 수 있으나 64세를 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외무공무원법 제27조 제1항,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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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노령으로 인한 정신 ․육체 능력 쇠퇴로부터 사법이라는 업무를

제 로 수행함으로써 사법제도를 유지하게 하고, 한편으로는 사법인력의

신진 사를 진하여 사법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고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

고자 하는 것으로 그 입법목 이 정당하다. 그리고 일반 으로 나이가 들

어감에 따라 인간의 정신 ․육체 능력이 쇠퇴해 가게 되는 것은 과학

사실이고 개인마다 그 노쇠화의 정도는 차이가 있음도 한 사실이다. 그

런데, 법 스스로가 사법이라는 요한 업무수행 감당능력을 단하여 자

연스럽게 물러나게 하는 제도로는 사법제도의 유지, 조직의 활성화 직

무능률의 유지향상이라는 입법목 을 효과 으로 수행할 수 없고, 어차피

노령에 따른 개개인의 업무감당능력을 객 으로 측정하기 곤란한 마당

에, 입법자가 법 의 업무 특성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일정한 나

이를 정년으로 설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므로, 그 입법수단 역시 하다

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청구인은 법원조직법 제47조의 심신장해로 인한 퇴직규정에 의하

여 연령구성의 고령화를 방지하고 업무능력에 지장을 래할 우려가 있는

법 에 한 퇴직을 명할 수 있어서, 그것으로 충분히 와 같은 입법목

을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원조직법 제47조는, “법 이 한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 인 경우에는 법원장의 제청으로 통령이

사인 경우에는 법원장이 퇴직을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이는 노령으로 인한 직무수행능력결여를 염두에 둔 규정이라기 보다는, 나

이와 계없이 ‘ 한 심신상의 장애’ 즉, 병으로 인한 업무수행능력 결

여를 상정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사 이를 노령으로

인한 직무수행능력결여의 경우에도 활용한다고 할 때, 그 객 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이며 그와 같은 사유로 퇴직하게 되는 법 에 한 사회 평가

(명 손상 문제)등 지 않은 문제가 발생할 것이므로, 그 활용은 쉽지 않

을 것이다.

그리고 다른 국가공무원의 정년보다 오히려 다소 높고, 정년제를 두고

있는 외국의 법 정년 연령을 비교하여 보아도 이 사건 법률조항의 법

의 정년이 지나치게 낮다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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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공무담임권(내지 직업선택의 자유)을 침해

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법 의 신분보장 규정 배여부

(1) 청구인은 법 정년제 자체를 문제삼고 있는데, 우리 헌법 제105조에

서 법 정년제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우선, 헌법규정에 하여 헌여부를

단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그런데 우리 헌법재 소는 헌법조항은 헌여부 단의 상이 되지 아

니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즉, 헌법 헌법재 소의 규정상 헌심사의

상이 되는 법률은 국회의 의결을 거친 이른바 형식 의미의 법률을 의미

하는 것이므로 헌법의 개별규정 자체는 헌법소원에 의한 헌심사의 상

이 아니다. 한편, 이념 ․논리 으로는 헌법규범 상호간의 우열을 인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규범 상호간의 우열이 헌법의 어느 특정규정이

다른 규정의 효력을 면 으로 부인할 수 있을 정도의 개별 헌법규정

상호간에 효력상의 차등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의 개

별규정에 한 헌심사는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01. 2. 22. 2000헌바38

례집 13-1, 289; 헌재 1995. 12. 28. 95헌바3, 례집 7-2, 841 각 참조).13)

(2) 따라서, 헌법규정사이의 우열 계, 헌법규정에 한 헌성 단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는 우리 헌법재 소의 례에 의하면, 제106조 법

의 신분보장 규정은 헌법 제105조 제4항 법 정년제 규정과 병렬 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조화롭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정년제를 제

로 그 재직 인 법 은 탄핵 는 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

고는 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 감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해석하에

13) 한편, 이에 하여는 재 하경철의 다음과 같은 반 의견이 있다. 즉, 헌법에

는 보다 상 의 근본규정에 해당하는 헌법규정과 그러한 근본규정에 해당하지 않

는 보다 하 의 헌법규정이 있을 수 있고, 하 의 헌법규정이 상 의 헌법규정과

합치하지 않는 모든 경우에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나, 더 이상 감내

할 수 없을 정도로 일반인의 정의감정에 합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헌법의 개

별조항도 헌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제5호, 헌법재 소법 제41조 제1항 제

68조 제2항 소정의 법률의 개념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여 헌법재 소가 그

헌성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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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헌법 제105조 제4항에 따라 입법자가 법 의 정년을 법원장 70세,

법 65세, 사 63세로 정한 것은 그것이 입법자의 입법재량을 벗어나

지 않고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 헌법에 반된다고 할 수 없고, 에

서 본 바와 같이 그 입법 자체가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나 공무담임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 다고 볼 수 없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경우에는 결국

신분보장 규정에도 배된다고 할 수 없다.

학자에 따라서는 사법권의 독립을 보다 효과 으로 이룩하기 하여는

법 정년제를 폐지하고 종신제로 가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그런데 궁극

으로 이 문제는 사법권 독립, 사법의 민주화, 사법의 보수화․ 료화․노쇠

화 방지 등을 형량한 헌법정책 내지 입법정책의 문제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법 의 정년자체를 낮게 설정함으로써 그 결과 법 의 신분보장

규정에 배된다는 주장이라면,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법률조

항이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결과 으로 법 의 신분보장규정에도 배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 다면,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 의 신분보장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106조에도 배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5. 결정의 의의

이 사건의 청구인인 충환 사는 당시 법원의 사법개 안의 일환으로

재야 원로 법조인을 시․군법원 사로 보임하여 활용하고자 하는 안에 따

라 입․임명되었는데, 그후 법원이 시․군 법원 사의 정년을 70세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을 제안하 으나 법사 원회에서 통과되지 않아 그

개정안이 철되지 못하 으며, 그래서 청구인이 이 사건 심 상 법률조

항에 의해 63세의 정년에 이르게 되자 헌법소원심 을 청구한 사건이다.

결국 이 사건 결정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법 의 정년제를 기 로 구

체 으로 법 의 정년연령을 법원장 70세, 법 65세, 사 63세로 규

정하고 있는 행 법원조직법 규정의 합헌성을 인정하 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일부 학설의 비 인 견해가 있는 법 의 정년제에 하여는 헌법

규정 자체에 한 헌여부의 문제로 종 헌법재 소 례에 입각하여

단의 상으로 삼지 아니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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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직원법 제17조 제2항 헌제청

- 국정원직원의 재 상 진술에 한 국정원장의 허가와

재 청구권 -

(헌재 2002. 11. 28. 2001헌가28, 례집 14-2, 584)

김 승
*

1)

【 시사항】

1. 국가정보원직원법 제17조 제2항 “직원(퇴직한 자를 포함한다)이 사

건당사자로서 직무상의 비 에 속한 사항을 진술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원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부분이 과잉 지의 원칙에 배하여 소송당

사자의 재 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 극)

2. 헌상태의 제거방안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한

【심 상】

1. 심 상 조항

국가정보원직원법(1999. 1. 21. 법률 제5682호로 개정된 것) 제17조【비

의 엄수】②직원(퇴직한 자를 포함한다)이 법령에 의한 증인‧참고인‧감

정인 는 사건당사자로서 직무상의 비 에 속한 사항을 증언 는 진술하

고자 할 때에는 미리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련 규정

국가정보원직원법 제17조【비 의 엄수】① 모든 직원은 재직 은 물론

* 헌법연구 ,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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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한 후에 있어서도 직무상 지득한 비 을 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직원(퇴직한 자를 포함한다)이 국가정보원의 직무와 련된 사항을

발간 기타의 방법으로 공표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1조【직권면직】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임명권

자는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다.

1.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 때

2. 직무수행능력이 하게 부족하거나 근무태도가 극히 불량하여 직원

으로 부 합하다고 인정될 때

3. 직제 는 정원의 개폐나 산의 감소등에 의하여 폐직 는 과원이

될 때

4. 휴직기간의 만료 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정당한 이유없이 직

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② 내지 ⑥ 생략

제32조【벌칙】제17조의 규정에 반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는

1,000만원 이하의 벌 에 처한다.

국가공무원법 제60조【비 엄수의 의무】 공무원은 재직 은 물론 퇴

직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 을 엄수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306조【공무원의 신문】 제304조와 제305조에 규정한 사

람 외의 공무원 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을 증인으로 하여 직무상 비 에

한 사항을 신문할 경우에 법원은 그 소속 청 는 감독 청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307조【거부권의 제한】 제305조와 제306조의 경우에 국회․국무회의

는 제306조의 청은 국가의 한 이익을 해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의를 거부하지 못한다.

형사소송법 제147조 【공무상 비 과 증인자격】 ① 공무원 는 공무

원이었던 자가 그 직무에 하여 알게 된 사실에 하여 본인 는 당해

공무소가 직무상 비 에 속한 사항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공무소 는

감독 공서의 승낙없이는 증인으로 신문하지 못한다.

② 그 소속 공무소 는 당해 감독 공서는 국가의 한 이익을 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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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 한법률 제4조【공무상 비 에 한 증언․

서류의 제출】① 국회로부터 공무원 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증언의 요구

를 받거나, 국가기 이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 증언할 사실이나 제출

할 서류의 내용이 직무상 비 에 속한다는 이유로 증언이나 서류제출을 거

부할 수 없다. 다만, 군사․외교․ 북 계의 국가기 에 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 에 한 향을 미친다는 주무부장 ( 통

령 국무총리의 소속기 에서는 당해 서의 장)의 소명이 증언등의 요

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회가 제1항 단서의 소명을 수락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

결로, 폐회 에는 해당 원회의 의결로 국회가 요구한 증언 는 서류의

제출이 국가의 한 이익을 해친다는 취지의 국무총리의 성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국무총리가 제2항의 성명의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성

명을 발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언이나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사건의 개요】

1. 심 청구에 이르게 된 경

가. 제청신청인들은 국가정보원 직원으로 근무하던 자들로서, 1999. 3.

31. 국가정보원 직원법 제21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직권면직처분을 받았

다. 이에 제청신청인들은 처분이 법하고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1999.

10. 7. 국가정보원장을 상 로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서울행정

법원 99구29578호로 계속 이다.

나. 이 사건 소의 제기 이후 제청신청인들은 국가정보원직원법 제17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 국가정보원장에게 진술의 허가를 구하 는데 국가정

보원장은 2000. 5. 10. 제청신청인들이 신청한 내용에는 직무상 비 이

범 하게 포함되어있다는 이유로 일정한 기 을 제시하면서 보완을 요구하

다. 이에 제청신청인들은 지 된 부분을 보완하여 진술의 허가를 구하

으나, 2000. 10. 23. 국가정보원장은 제청신청인 문명호, 조규익의 신청내용



624 헌법재 소결정해설집 2002

일부에 하여는 그 진술내용이 불특정하다는 이유로 불허가하 고, 나

머지 신청내용에 하여는 직무상 비 에 한 비공개재 등 국가기 보

호에 조 등의 조건을 붙여 조건부허가를 하 다. 제청신청인 문명호, 조

규익은 2000. 11. 국가정보원장에게 불허가된 부분을 보완하여 진술허가를

신청하 고, 결국 제청신청인들은 2001. 2. 8. 비로소 소장을 진술하 다.

다. 제청신청인들은 소송에서 소장진술을 함에 있어 국가정보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약에 한 근거규정인 조항에 하여 헌법률심

의 제청신청을 하 는 바, 제청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2001. 10. 24. 헌

심 제청결정을 하 고, 이 결정은 같은달 31. 헌법재 소에 수되었다.

2. 헌심 제청이유와 이해 계인들의 의견

가. 제청법원의 제청이유와 제정신청인의 제청신청이유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소송 차에서 직무상 비

에 속한 사항에 하여 사건당사자로서 자신에게 유리한 주요사실에

한 진술이나 처분의 법사유에 한 진술을 하려면 국가정보원장인 피고

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안되고 따라서 피고의 허가여부에 따라 사건당사자

로서의 진술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되는바, 이는 원고들의 공격‧방어

권을 제한하는 것은 물론, 신속한 재 을 받을 권리도 제한한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원고들이 국가정보원장이 아닌 제3자를 피고로 하여 소송을 제

기한 경우와 국가정보원장을 피고로 하여 소송한 경우를 구별하지 아니하

고, 국가정보원장을 피고로 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조차도 외없이 직무

상 비 에 속하는 사항을 진술하고자 할 때에는 소송상 방에 해당하는 피

고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한 결과 원고들이 재 차에서 소송당사자로 진

술하는 것을 필요이상으로 곤란하게 함으로써 결국 재 청구권을 제한함에

있어서 갖추어야 할 방법의 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

지 못하 거나 재 청구권의 본질 내용을 침해하 다는 의심이 든다.

나. 국가정보원장의 의견

이 사건은 국가정보원이 다루는 국가기 에 한 보호의 필요성과 국가

정보원 직원이 가지는 재 청구권의 보호 사이의 충돌과 조화의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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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은 우리나라의 최고 정보기 으로서 국내외의 각종의 요정보

를 수집하고 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며 이러한 업무의 특수성으로 말미암

아 그 조직과 직원에게 일반 국가조직과 구별되는 특수한 권한과 의무가

부여된다. 비 보호에 한 각국의 입법과 사례를 보더라도 국가기 의

극 보호를 하여 비 취 에 하여 정보기 의 독립성과 문성을 인

정하는 추세이다. 이에 비하여 립되는 당사자의 이익은 재 청구권인바,

재 청구권은 다른 실체 기본권과는 달리 그 구체 내용을 가지지 아니

한 차상 권리로서 구체 입법에 있어서는 입법자의 형성권이 보다 존

되어야 하며 이를 제한하는 입법의 헌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 용되는

과잉 지원칙도 완화되어 용되어야 한다. 국가정보원이 다루는 정보는

최고의 국가기 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고 비공개재 만으로는 정보공개를

막기에 부족하며 소송당사자인 국가정보원 직원이 국가기 에 한 과장된

진술을 하여 국익을 해할 우려가 클 뿐 아니라, 일반 소송법상의 비 보호

규정의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국가기 의 보호를 목 으로 선택가능한 입법방식 가장 한 것이고

최소한의 법익침해만을 가져오므로 과잉 지의 원칙에 반되지 아니하며

합헌이다.

【결정요지】

1.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국가정보원장이 그 직원 등의 소송상 진술의

허가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공익상 필요성 여부 등에 한 아무런 제한요

건을 정하고 있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국가정보원장의 재량으로 동 허가여

부에 한 단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국가비 보호라는 공익 유지에

편 하여 동 허가의 상자인 직원 등의 재 청구권을 지나치게 범

하게 제한하는 것이다. 소송당사자의 진술에 한 국가정보원장의 허가에

하여는 국가이익에 한 요도와 비공개의 불가피성 여부를 기 으로

한 엄격한 요건이 설정되어야 하며, 이 요건을 수하 는지 여부에 한

사법 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국가이익에 한 요도

와 비공개의 불가피성 여부를 기 으로 한 엄격한 비교형량의 단을 도외

시한 채 정보가치가 희박한 보안사항까지 국가정보원장의 단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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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당사자의 사익의 가치와 요도에 계없이 동 사익에 우선할 수 있도

록 허용하는 것은 공익과 사익간에 합리 인 비례 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 지의 원칙에 배하여 소송당사자

의 재 청구권을 침해하고 있다.

2. 헌 인 규정을 합헌 으로 조정하는 임무는 원칙 으로 입법자의

형성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 법률조항의 헌성을

어떤 방법으로 제거하여 새로운 입법을 할 것인가에 하여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고, 그 에서 어떤 방안을 채택할 것인가는 입법자가

우리의 국가비 보호제도, 정보기 인 국가정보원 나아가 보다 일반

으로 공무원이 소송당사자로서 국가기 을 진술하여야 할 경우 이들 이해

계인들의 이익, 법 안정성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입법정책

으로 결정할 사항이므로, 법률조항 부분에 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한다.

【해 설】

1.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

원래 공무원의 비 수의무에 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60조에서 공무

원은 재직 은 물론 퇴직후에도 직무상 알게된 비 을 엄수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민사소송법 제306조, 제307조와 형사소송법 제147조에서는

공무원 혹은 공무원이었던 자를 증인으로 하여 직무상 비 에 한 사항을

신문할 경우 법원은 그 소속 청 혹은 감독 청의 동의 내지 승낙을 받아

야 하고 소속 청 등은 국가의 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한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 한법

제4조는 공무원 혹은 공무원이었던 자가 국회증언을 할 경우 직무상 비

이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할 수 없으나, 군사․외교․ 북 계의 국가기

에 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 에 한 향을 미친다

는 주무부장 의 소명이 있는 경우는 외로 하도록 하고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공무원에 한 일반 비 수나 소송상 비 보호

에 한 기존의 조항들을 용하는 것만으로는 특히 수사상 혹은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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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진술과 련하여 국가의 주요 비 정보를 다루는 국가정보원의 직원이

직무상 비 을 철 히 유지하여 국가이익을 보호하도록 하는 데에 불충분

하다고 보고, 동 직원들의 비 에 한 진술에 있어서는 포 으로 국

가정보원장의 사 허가를 받도록 특별히 규정한 것으로 단된다.1) 나아

가 그 반행 에 하여는 벌칙조항까지 두어 국가정보원 직무의 비 을

보다 강력히 보호하고 있다.2) 이와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은 직무상 비

의 유지를 하여 국가정보원직원들의 수사상 혹은 소송상 진술을 고도의

정책 단능력과 문성을 갖춘 국가정보원장의 허가사항으로 함을 규정하

여 이 문제에 있어서 국가정보원장의 단의 재량을 폭넓게 인정함과 동시

에 보다 엄격하게 국가비 을 유지․ 리가 가능하도록 하는데 그 입법목

을 두고 있는 조항이라고 할 것이다.

2. 비교법 검토

가. 미 국

국가비 과 련하여 소송상 비 에 한 사항을 진술하여야 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 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재 에서 비 을 어떻게 유지하면서 공

정한 재 을 이룰 수 있을 것인지가 항상 문제된다. 미국에서는 원래 비

을 침해한 자를 기소한 경우 정부의 비 특권은 포기한 것으로 보는 특권

포기의 이론이 례상 인정되어 왔다.(Andolschek doctrine)3)

그러나 정부는 비 설 등으로 기소한 형사소송에서 비 정보를 개시

할 것인가 아니면 비 을 유지한 채 소추를 단념할 것인가 하는 딜 마에

빠지게 되었고, 련 피고인은 이러한 례이론을 활용하여 정부측에 비

정보의 공개를 수단으로 유죄를 피하는 소 “graymail”이라고 불리는 소

송상 기술이 빈번히 활용되었다. 나아가 CIA 등 국가기 을 취 하는 부처

1) 이 사건 법률조항은 1980. 12. 31. 법률 제3314호로 국가안 기획부직원법이 제정

될 당시부터 설치되었으며, 국가안 기획부의 명칭 변경으로 인한 개정(1999. 1.

21.)외에는 내용상 변경되지 아니한 채 유지되고 있다.

2) 앞서본 국가공무원법 혹은 각 소송법상으로는 벌칙조항이 없으나, 이 사건 법률

조항의 반행 에 하여는 국가정보원직원법 제32조에 벌칙조항까지 두고 있다.

3) U.S. v. Andolschek, 142 F. 2d 503 (1994) 동 례는 항소심 결이나 연벙 법원

에서도 이를 방론으로 인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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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담당자들에게 사실상의 면책 념이 범 하게 유포되어 그들의 직무상

범법행 를 통제하는 데 심각한 장애가 발생하 다. 그리하여 의회는 이와

같은 문제 을 해소하고 한 신속한 재 을 도모하기 하여 1980년 비

지정정보 차법(Classified Information Procedure Act)을 제정하여 시행하

다.4)

이 법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을 변호하기 하여 소송상 비 지정정보

를 개시할 필요가 있다고 측하는 경우에는 사 에 법원과 검사에 하여

이를 문서에 의하여 고지(notice)하여야 한다(제5조 a항). 이러한 고지를 하

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은 그 개시를 지하고 련된 입증을 지할 수

있다(제5조 b항).5)

피고인의 고지가 있는 경우를 포함하여 소송상 비 지정정보의 개시

와 이용 조사가 있게 될 경우, 정부측은 당해 이용정보의 가부를 결정

할 심리(hearing)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심리는 비공개로 진행된

다(제6조 a항). 한 정부측은 비 정보 자체를 법원에 제출하는 신 그

요약내용(summary)으로 체하도록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체 차

(alternative procedure)를 마련하고 있다(제6조 c항). 이러한 체 차 내에

서 정부측은 당해 정보의 개시가 미국의 안 에 특정의 손해를 가한다는

을 진술하는 법무장 의 선서공술서(affidavit)를 제출할 수 있고, 그 경

우 법원은 비공개로 당사자를 배제한 채(ex parte) 직권심사를 행한다(제6

조 c항 ②). 정부측의 청구가 거부되는 경우라도 법원은 법무장 의 선

서공술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정보의 개시 지를 명한다(제6조 e항 ①).6)

4) Richard Salgado, Government secrets, fair trials, and the Classified Information

Procedure Act, Yale Law Journal, 1988. 12. 427, pp. 429-430.

5) 동 제5조에 규정한 피고인의 비 지정정보에 한 사 고지제도의 헌 여부에

하여 연방고등법원들의 입장은 확고하게 합헌이라고 하고 있으며, 연방 법원은

동 쟁 에 한 상고허가를 거부함으로써 고등법원들의 입장을 용인하고 있다. 법

원의 합헌취지는 ‘동 사 고지 제도가 수정헌법 제4조의 피고인의 묵비권과 방어

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나 자기부죄 지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도 아니다. 이는 피고인이 입증하고자 하는 내용을 특정할 것

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어떠한 비 지정정보가 사용될 것인지에 한

략 인 개시를 요구하고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라고 하고 있다. U.S. v.

Poindexter, D.D.C. 1989, 725 F. Supp. 13; U.S. v. Wilson, C.A.2 1984, 750 F.

2d 7, certiorari denied, 107 S. Ct. 143, 479 U.S. 839, 93 L. Ed. 2d 85; U.S. v.

Joliff, D.C. Md. 1981, 548 F. Supp. 229. 232 등 다수의 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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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정보의 개시 지를 명하게 되면 법원이 정의에 반한다고 단하지

아니하는 한 당해 기소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제6조 e항 ②).7)

비공개로 진행된 심리에 출된 비 지정정보는 개시될 수 없고, 그 기

록은 인되어(sealed) 항소가 있는 경우 항소심 법원의 이용을 하여 보

존된다(제6조 d항). 비 지정정보의 개시를 인정하는 취지의 결정에 하여

는 정부측에게 간소송의 제기가 허용되고 그 경우 본안의 심리는 정지된

다(제7조).

요컨 동법은 “① 비 지정정보를 재 상 활용하고자 하는 피고인은 이

를 사 에 정부(검찰)측에 고지하여야 하며 ② 통지를 받은 정부는 법원에

하여 동 정보의 소송상 이용 가부에 한 비공개심리를 청구할 수 있고

③ 비공개심리 결과 법원이 피고인의 비 정보 이용이 가능하다고 단할

경우 정부는 동 정보의 요약본으로 체하여 것을 청구할 수 있고 ④

법원이 이러한 체조차 인정하지 아니할 경우 정부는 다시 법원에 하여

동 비 정보의 개시를 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법원은 이러한 요

청에는 응하여야 하지만 신 검찰의 소추는 각하된다.”는 차상의 구조

를 가지고 있으며, 동법의 이러한 차의 합헌성 여부에 하여는 연방법

원의 다수의 례가 피고인의 방어권을 비롯한 재 청구권을 불공정하게

침해하는 것이 아니며, 법 차의 원칙에도 배되지 아니하므로 합헌이

라는 단을 하 다.8)

6) 동법이 정부측의 이익을 하여 이와 같은 체 차를 마련하고 있는 것은 평등

보호의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에 하여, 연방법원은 련조항에 하여 엄격심사

(strict-scrutiny test)를 배제하고 단순한 합리성심사(rational- relation test)에 의

하여 합헌이라고 단하 다. 즉 비 지정정보법상의 제반 규정은 비 지정정보를

소송상 이용하여 유죄 결을 회피하려는 종래의 소송기술(소 “graymail")을

쇄하려는 것이 입법자인 의회의 의도인바, 이는 정당한 국가이익임을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평등보호원칙의 반이 되지 아니한다고 한 것이다. U.S. v. Collins,

S. D. Fla. 1985, 603 F. Supp. 301

7) 동법의 고지제도와 비공개심리제도는 피고인에게 불공정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

고 할 수 없고, 법 차의 원칙에 반되지 않는다. U.S. v. Lee, D. N. M. 2000,

90 F. Supp. 2d 1324

8) 이는 연방 법원의 례는 아니고, 1․2심의 하 심 례들이다. 이 문제에서 연방

법원은 상고허가신청(certiorari)을 기각하고 있으며, 연방 법원의 이러한 입장

은 비 지정정보 차법의 내용이 연방최고법원이 단할 정도로 헌의 문제가

있는 경우가 아니고, 하 심 단과 같이 합헌성이 명백하다는 취지이기 때문인 것

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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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독 일

독일의 경우 국가공무원법(Bundesbeamtengesetz)에서 소송과 련한 공

무원의 비 수의무의 내용을 특별히 다루고 있다. 즉 동법 제61조는 ‘①

공무원은 그 직무 계가 종료한 이후에도 직무활동으로 인하여 알게 된 사

항들에 하여 침묵할 의무가 있다. 다만 이는 직무상 교류에서의 통지나

공지된 사실 는 그 요도에 있어서 하등의 비 유지가 필요하지 아니한

사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공무원은 허가(Genehmigung)없이

사항에 하여 재 상 혹은 재 외에서 진술하여서는 안된다. 허가는

직무상 상 자가 행하고, 공무원의 직무 계가 종료한 이후에는 최종상

자가 행한다.’고 규정하고 나아가 제62조는 ‘① 증언을 행함에 한 허가는

그 증언이 연방 혹은 각 주의 복지에 불이익을 가져오거나 공무의 이행을

한 험에 빠뜨리거나 하게 방해할 험이 있는 경우(wenn die

Aussage dem Wohle des Bundes oder eines deutschen Landes Nachteile

bereiten oder die Erfüllung öffentlicher Aufgaben ernstlich gefährden

oder erheblich erschweren würde)에만 거부될 수 있다. ② 감정에 한

허가는 그 감정이 공무상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만 거부될 수 있다. ③

공무원이 소송 차의 당사자 혹은 피고인인 경우 혹은 그의 주장이 그의

정당한 이익의 유지에 필요한 경우에는 허가는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

는 것 이외에 공무상의 고려에 비추어 불가피하게 요청될 경우(wenn die

dienstliche Rücksichten dies unabweisbar erfordern) 에만 거부될 수 있다.

이와 같이 독일 공무원법은 공무원의 직무상 비 수의무를 인정하고

재 상 비 을 진술하는 경우도 상 자의 허가에 따르도록 하여 엄격히 제

한하고 있으나, 공무원이 특히 소송의 당사자가 되어 자신의 정당한 이익

의 유지를 하여 직무상 지득사항의 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비

사항의 진술을 허가함에 있어 필요한 일반요건 외에 별도로 “공무상 고

려에 의한 불가피한 요청”의 요건을 요구하여 진술허가가 거부될 수 있는

요건을 까다롭게 함으로써 소송당사자가 되는 공무원의 이익을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이 소송당사자로서 국가기 과 립당사자가 되는 경

우라고 하여 별도의 외규정을 두고 있지는 아니하다.

한 증언 혹은 진술의 허가가 거부되는 경우 앞서본 거부의 요건의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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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에 하여 행정법원의 심사가 행하여질 수 있는바, 이는 물론 자신의 권

리침해가 계되는 자만이 가능하다.9)

이와 같이 독일의 경우, 비 정보의 재 상 활용 가부를 사법부의 단

에 맡기는 미국의 제도와는 달리, ① 소송당사자가 된 직 공무원의 비

개시의 요구에 하여 당해 행정청이 가부 단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② 그 불허요건은 단순히 증언을 하는 경우보다 더욱 엄격히 구체화하여

이 의 요건을 구비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③ 동 불허처분에 한 행정

소송이 가능하도록 하여 사법통제가 실 되도록 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다. 랑스

공무원은 행정청의 명시 허가없이는 그 직무수행 알게된 사실이나

서류,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 이와 같은 공무원의 직무상 비 수의무는

공무원지 법 제1장 제26조에 규정되어 있는바, 동 조항은 의무의 구체

내용을 형법규정을 원용하는 방법으로 정하고 있고, 이에 의하면 국가방

에 련된 비 에 하여는 형법 제74조 이하 418조가 원용되고 있다.10)

그러나 형사법원의 사는 통상 으로는 국가방 와 련한 비 에 속

하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일정한 경우 담당 공무원에게 그 내용에 하여

증언을 명할 수 있다는 례가 존재한다.11)

라. 일 본

일본 국가공무원법 제100조는 공무원의 수비(守秘)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바, 동조는 ‘① 공무원은 직무상 알 수 있게 된 비 을 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 직을 물러난 이후에도 이와 같다. ② 법령에 의한 증인, 감정인

등으로서 직무상 비 에 속한 사항을 발표할 때에는 소 청의 장(퇴직자에

있어서는 그 퇴직한 직 는 이에 상응하는 직의 소 청의 장)의 허가

를 요한다. ③ 항의 허가는 법률 는 정령이 정한 조건 차에 따른

9) ドイツ刑事證據法 福井 厚 譯, 成文 , Gerald Grünwald, Das Beweisrecht der

Strafprozeßordnung, Abs. 1, rn. 10.

10) Juris-classeur administratif 3, 1999, fascicule 182-4, no. 17.

11) Cass. cim. 27 nov 1909: S. 1910, 1, 329 ; 6 juill. 1929: D. 1929, 494 등 이는

랑스 법원의 형사 례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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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외에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공무원의 증언거부제도에 하여 민사소송법 제272조와 형사소송

법 제144조 의원에 있어서 증인의 선서 증언 등에 한 법률 등에서

도 규정을 두고 있는바, 컨 형사소송법 제144조는 ‘공무원 는 공무원

이었던 자가 알게된 사실에 하여 본인 는 당해 공무소로부터 직무상의

비 에 한 것임을 신고한 경우에는 당해 감독 청의 승낙이 없이는 증인

으로서 이를 신문할 수 없다. 단, 당해 감독 청은 국가의 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가 아니면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 다. 이와 같이

‘국가의 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는 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 ‘조건’이며

본인 는 당해 공무소가 직무상의 비 에 한 것임을 신고하는 것은 허

가를 거부할 수 있는 ‘ 차’에 해당한다.12) 의원에 있어서 증인의선서 증

언등에 한법률 제5조제2항도 임명권자가 그 승인을 거부할 이유를 소명한

경우도 이와 같은 조건과 차에 해당한다.13)

한 자 법 제59조는 ‘① 원은 직무상 알 수 있게 된 비 을 설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 직을 물러난 이후에도 이와 같다. ② 원이 법령에

의한 증인, 감정인 등으로서 직무상 비 에 속한 사항을 발표할 때에는 장

의 허가를 요한다. 그 직을 물러난 이후에도 이와 같다. ③ 항의 허가

는 법령에 특단의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일반공무원의 경우와 거의 같은 취지의 수비의무를 정하고 있다.14)

이와 같이 일본의 경우 정보기 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한 수비의무

소송상 진술의 제한을 특별히 규정하는 법률조항은 존재하지 아니하지만, 공

무원의 소송상 진술 증언과 감정진술의 경우에는 에서 본 바와 같이

소송법 혹은 국회법의 규정과 상응하여 비교 상세히 규정된 국가공무원법

상의 수비의무조항이 용되고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이 공무원의 직무상 비

의 증언‧진술이 문제되는 경우 ‘① 임명권자 혹은 소속 기 장의 허가를

필요로 하며 ② 이 허가는 반드시 법률 등이 특별히 정하는 요건에 따라서

만 거부될 수 있고 원칙 으로는 거부될 수 없다’고 하여 당사자의 소송상

12) 中村 博, 改正 國家公務員法, 1987, 第一法規出版株式 社, 593-595面

13) 竹之內一幸, 國家公務員法の 解說, 1996, 一橋出版, 128面

14) 齊藤豊治, 國家秘密法制の 硏究, 1987, 日本評論社, 318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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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과 국가기 보호의 공익간에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배려하고 있다.

3.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제한되는 기본권의 내용

이 사건에서 침해되는 것으로 문제가 되는 기본권은 헌법 제27조 제2항

제3항 소정의 재 청구권이다. 즉, 이 사건 법률조항은 직원이 사건 당

사자로서 직무상 비 에 속한 사항을 진술하고자 할 때 원장의 사 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직원의 재 상 진술을 제한하고 있고, 이는 법 의 면

에서 모든 자료가 신속히 진술되지 못하게 하고 나아가 이에 하여 진술

인이 히 공격․방어할 수 있는 재 상의 기회를 박탈하게 됨을 의미한

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결국 헌법상의 권리인 공정하고 신속한 재

을 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효과를 가지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의 헌법 쟁 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발생하는 재 청구권

의 제한이 과연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요구되는 과잉 지의 원칙에

합한 것인지 여부를 단함에 있다.

4. 과잉 지 원칙의 배 여부

가. 목 의 정당성

이 사건 결정은 먼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 상의 정당성을 인정하

다. 국가정보원은 국내외 정보의 수집 국가기 의 보안업무를 수행하

는 것을 그 주요한 직무로 하고 있는 국가기 이며(국가정보원법 제3조),

이 사건 조항은 재 차내에서 국가정보원의 업무활동과 련된 국가기

의 유지를 충분히 보장하여 국가정보원의 정보수집 리활동에 지장을

받지 아니함으로써 국가이익을 도모함을 목 으로 하는바, 이러한 입법목

은 입법자가 추구할 수 있는 헌법상 정당한 공익이고, 한 요한 것으

로서 이러한 공익을 실 하여야 할 실 필요성이 존재한다는 것도 명백

하기 때문이다.

나. 방법의 합성

다음으로 이 사건 결정은 방법의 합성도 인정하고 있다. 앞서 각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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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례에서 살핀 바와 같이 소송상 제기되는 국가비 의 보호에 한 입법

방식은 미국의 비 지정정보 차법의 경우와 같이 당해 재 부의 립

단에 의하는 사법심사형이 있고 독일‧일본등 법제의 경우와 같이 비 을

리하는 당해 행정청의 리자가 국가이익 보호의 차원에서 이를 단하

게 하는 행정청 단형으로 나 어질 수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당해 국

가기 을 리하는 기 의 장은 국가정보원장이 그 허가여부를 결정하게

하는 것으로써 후자의 입법례를 따른 것이라고 할 것이며, 동 리권자

가 국가비 의 가치와 그 요도 공개시의 국가이익의 침해 정도 등에

한 단을 가장 문 으로 정확히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입

법목 의 실 에 합한 수단이라고 단하 기 때문이다.

한편 이 사건 법률조항은 ․ 직 국가정보원 직원이 국가정보원장을

피고로 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와 국가정보원장이 아닌 제3자를 피고로

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를 구별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양 경우에 공

히 용되는 것임이 명백한데, 국가정보원장을 피고로 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일방 당사자인 국가정보원장이 상 당사자의 소송상 진술의 가

부를 단․결정하게 하는 결과가 되어 재 의 공정성을 고려할 때 방법상

부 하지 않는지 여부가 쟁 이 될 수 있다. 이 에 하여 이 사건 결

정에서는 비록 국가정보원장이 피고로 소송의 상 방이 된다고 하더라도

동 소송상 국가비 의 개시 내지 공개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이에 한

문 정책 단주체로서 국가정보원장이 합한 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으

며, 소송당사자로서의 지 와 국가비 의 보호주체로서의 지 는 서로 구

분되는 것이므로 동 지 가 우연히 복된다는 사실만으로 반드시 허가

의 결정권을 국가정보원장에게 부여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방법이

부 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하 다. 오히려 와 같이 두 지 가

복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국가정보원장이 허가 는 불허가를 행함에

있어서 수하여야 할 요건이 명확하고 엄격하게 설정되어야 하는 이나,

한 이러한 요건을 수하지 아니한 경우에 불허가처분을 받은 직원에게

정한 구제방법이 보장되어야 하는 이 당해 재 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하여 본질 으로 요하며, 허가권을 가진 국가정보원장이 소송상 피고

가 되어 원고와 립한다는 사정만으로는 국가기 보호의 요청이 사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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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도 아니므로 와 같이 엄격한 요건 하에 허가, 불허가의 단이 이

루어지는 한 그 방법이 반드시 부 하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15)

다. 피해의 최소성

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결정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 의 정

당성과 기본권 제한수단으로서의 합성은 인정하 다. 그러나 최소침해의

원칙에는 반된다는 시를 하고 있다.

이 에 하여 이 사건 결정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사건당사자가 직무

상 비 에 한 소송상 진술을 하기 하여는 국가정보원장의 사 허가를

받도록 하고만 있을 뿐이며 국가정보원장이 동 허가 혹은 불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요건을 갖출 것도 요구하고 있지 않음을 지 한다. 이러

한 비 사항의 소송상 주장의 가능 혹은 불가능의 여부는 오로지 국가정보

원장의 문성에 기 한 재량 단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는 것

이다. 그러나 이러한 입법내용은 국가이익의 명분하에 국민의 재 청구권

을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써 결국 동 기본권을 필

요이상으로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이 경우를 국가정보원이 아닌 다른 행정 서의 공무원 혹은 그 퇴

직자가 사건 당사자가 아닌 증인으로 소송에 출석하여 직무상 비 에 하

여 증언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공무원 등이 증언하는 경우에는 민․형

사소송법상 련 조항16)들에 의하면 증언을 하고자 하는 직 혹은 퇴직

공무원은 소속 공무소 등의 동의 혹은 승낙을 받아야 하며, 나아가 ‘국가의

한 이익을 해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의 혹은 승낙을 거부하지 못

하게 된다. 이에 반하여 국가정보원의 직 혹은 퇴직의 직원이 사건당사

자가 되어 소송상 진술하고자 하는 이 사건의 경우에는 자신의 재 청구권

이 국가정보원장의 재량 허가 여부에 의하여 직 제한되고 있어, 단순

15) 앞서본 미국, 독일, 일본의 사례들을 보아도 비 정보의 소 청이 소송의 상 방

이 되는 경우를 법률상 특별히 달리 취 하는 입법례는 없으며, 다만 소송당사자

으로 비 을 진술하는 경우 허가요건을 엄격히 하거나 사법통제를 강화하는 방법

에 의하여 이를 해결하는 것으로만 하고 있다.

16)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306조 제307조, 그리고 형사소송의 경우

에는 형사소송법 제147조의 용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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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의무충돌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권의 침해 여부가 문제되므로 더욱 보호

가치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허가 요건상 아무런 제한이 없는 것은 기본권

침해의 정도가 과도한 것이라고 단하 다.

그리하여 직원이 사건당사자로서의 진술에 하여 국가정보원장이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심사하여 그 허가를 거부하기 하여는 일반 인 증

언을 할 경우에 요청되는 요건인 ‘① 국가의 한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에 해당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나아가 사건 당사자의 재 청구권의 제한을

정당화하기에 충분한 정도가 되기 하여 ‘② 직무상 고려에 의하여 불가

피하게 요청되는 경우’에도 해당되어야 한다고 시하 다.

라. 법익의 균형성

이 사건 결정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보호되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을 비교형량할 때 법익보호의 균형성도 상실되었다고 단하 다. 즉,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보호되는 공익은 국가정보원의 직무활동과

련된 국가비 의 보호라고 할 것이고 이에 립되는 사익은 사건당사자인

직원들이 공정한 재 을 통하여 실 하고자 하는 개인 인 이익이라고 할

것인데, 동 조항의 내용만으로는 문제되는 국가비 의 국가이익에 한

성 여부를 고려할 수 없고, 아무리 사소한 외비라고 하더라도 국

가정보원장의 재량 단에 의하여 공정한 재 을 통하여 실 하고자 하

는 사익의 비 에 계없이 동 사익에 우선할 수 있게 되어있음을 지 하

고 있다. 그리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거하여, 국가이익에 한 요도

와 비공개의 불가피성 여부를 기 으로 한 엄격한 단을 도외시한 채 매

우 가치가 희박한 보안사항까지 국가정보원장의 단에 의하여 소송당사자

의 사익의 가치와 요도에 계없이 동 사익에 우선할 수 있도록 허용하

는 것은 공익과 사익간에 합리 인 비례 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라고 하 다.

나아가 직 국가정보원 직원이 국가정보원장을 피고로 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 국가정보원장이 직무상 비 에 속하는 직원의 소송상 진술

을 불허하면 동 진술이 행하여지지 못한 데 한 소송상 불이익은 동 불허

처분의 주체인 피고 국가정보원장이 아니라, 그 소송상 방인 직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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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게 되는바, 이와 같은 상황은 앞서본 바와 같이 미국의 례이론17)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가가 비 사항을 소송상 개시되지 못하게 하는 경우 그

신 국가가 그 불이익을 감수하고 소송을 포기하여야 한다는 ‘특권포기론’

의 결론과 정반 의 결과이며, 직원의 소송상 이익에 하여 공익을

하게 우선시키는 것이라고 하 다. 따라서 이러한 불균형한 결과를 최소

화하기 하여서라도 소송당사자의 진술에 한 국가정보원장의 허가에

하여는 국가이익에 한 요도와 비공개의 불가피성 여부를 기 으로 한

엄격한 요건이 설정되어야 하며, 이 요건을 수하 는지 여부에 한 사

법 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시하 다.

마. 소 결

결국 이 사건 결정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국가정보원 직원의 재

청구권이 제한된다고 보고, 이러한 제한에 하여 그 입법목 상의 정당

성과 제한 방법의 합성은 인정하 으나, 최소침해성의 원칙과 법익균형

의 요청에 배된다고 단하여 기본권을 과잉되게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이라는 결론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5. 이 사건 법률조항의 헌성제거방안과 헌법불합치결정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반된다고 하 으

나, 이를 단순 헌으로 선고하지 아니하고 동 조항의 폐지 개정과 련

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당분간 그 효력을 유지하는 헌법불합치의 결정을

하고 있다.

결에서 고려한 사정들을 살펴보면, 먼 동 조항에 하여 단순

헌결정을 하여 당장 그 효력을 상실시킬 경우에는 직원이 사건당사자로서

직무상의 비 을 진술할 때에 사 에 이를 통제할 법 근거가 상실되는

법 공백상태가 발생하고, 이로 말미암아 특히 소송당사자로 진술하는 내

용 에서 한 국가비 사항이 공개되어 국가이익을 침해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법 혼란을 래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한 헌 인 규

17) 앞서 본 바와 같이 소 ‘Andolschek doctrine’이라고 불리는 정부의 특권포기론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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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합헌 으로 조정하는 임무는 원칙 으로 입법자의 형성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 법률조항의 헌성을 어떤 방법으로 제거

하여 새로운 입법을 할 것인가에 하여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다

고 하면서 ① 국가정보원장의 진술허가권을 유지하면서 그 불허의 요건을

엄격히 하고 동 불허가처분에 하여 사법통제를 받게 하는 입법방안18)과

② 이와 같은 기본 인 틀에서 벗어나 국가정보원장의 허가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사법부의 립 심사에 의하여 차가 주도되게 하는 방안19) 등

을 시하 다. 그 에서 어떤 방안을 채택할 것인가는 입법자가 우리의

국가비 보호제도, 정보기 인 국가정보원 나아가 보다 일반 으로 공

무원이 소송당사자로서 국가기 을 진술하여야 할 경우 이들 이해 계인들

의 이익, 법 안정성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입법정책 으로 결정

할 사항이라고 하면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 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시하 다.20)

6. 이 사건 결정의 의의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일반 으로 그 나라의 국익과 련된 비 사항들을

보호하기 한 입법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데, 이러한 국가비 유지의 제

도 장치는 종종 개인의 기본권의 침해를 래하게 된다. 이와 같은 문제가

특히 재 상 발생하는 경우에는 개인의 재 청구권의 제한을 최소화하고 공

사익간의 균형을 유지하는 선에서 입법 조치가 고안되어야 하는 것이며

미국과 독일 등 선진제국은 이러한 배려를 한 입법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국가의 비 보호와 개

인의 기본권 보장의 가치충돌의 상황에서 합리 인 한계를 설정하지 못한

입법이 존재하 는바, 이 사건 결정은 이러한 분야의 헌법 한계를 처음으

로 제시하 고 향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지침이 될 수 있는 헌법

기 을 설정하고 있는 에서 의미가 있는 결정이라고 생각된다.

18) 이는 독일식 입직원법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19) 이는 미국식 입법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20) 1998. 8. 27. 96헌가22등 결정에서도 이와 유사한 이유로 헌법불합치결정을 한

바가 있다. 례집 10-2, 339면 : 359면~360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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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3 헌소원

- 지방공무원 입 사건 -

(헌재 2002. 11. 28. 98헌바101등, 례집 14-2, 609)

김 하 열
*

1)

【 시사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를 얻어 그 소속공

무원을 입할 수 있다는 규정이 공무원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지 여부에 한 법률의 합헌 해석과 헌법재 의 주문

【심 상조문】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3( 입)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를 얻어 그 소속 공

무원을 입할 수 있다.

【사건의 개요】

1. 심 청구의 경

(1) 청구인 김○흥은 경기 양평군의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자이고,

청구인 김○섭은 경기 남양주시의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양평

군수와 남양주시장은 청구인들의 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김○홍의 남

양주시로의 입 김○섭의 양평군으로의 입에 서로 동의한 다음, 양

평군수는 1997. 5. 3.자로 김○흥에게 출명령을, 김○섭에게 입임용을

* 헌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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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고, 남양주시장도 같은 날짜로 김○섭에게 출명령을, 김○흥에게

입임용을 하 다.

(2) 이에 청구인들은 출발령 등에 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

을 각 제기한 다음 출발령의 근거가 된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3에 한

헌법률심 제청신청을 하 으나, 기각당하자 1999. 1. 15. 이 사건 헌법소

원을 각 청구하 다.

2. 청구이유와 계기 의 의견

가. 청구이유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3(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은 선거에 의하여 취

임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사이의 의사 일치만으로 지방공무원을 본인의 동

의 없이 출ㆍ 입할 수 있도록 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는 해임될 수 없

다는 직업공무원 제도의 본질 내용을 침해하 고, 방 행정행 인 공

무원 임용행 의 성질상 허용될 수 없는 본인의 동의 없는 출면직

입임용의 근거가 되는 규정인 만큼 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며, 지방공

무원법 제30조의2 소정의 인사교류가 그 필요성이 있을 때 한하되 그것도

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된 것과 비교할 때 민주 인 인사행정에 반

하여 우회 인 징계 내지 자의에 의한 보복인사의 여지를 낳아, 결국 헌법

이 정한 공무원의 신분보장의 원칙은 물론 그 직업선택의 자유, 신체의 자

유, 거주ㆍ이 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며, 반드시 본인의 동의를

얻어 출ㆍ 입되는 국가공무원과 견주어 평등의 원칙에 반된다.

나. 법원의 제청신청기각 이유

이 사건 법률조항은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의 규정내용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그와 다른 입ㆍ 출 방법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에

모순이 있지는 아니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이 지방공무원의 인사와 련된

지방공무원법의 다른 법률 규정 등과 상충된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나아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입ㆍ 출 지방공무원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지 않

는다 할지라도 이는 이미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받은 자에 한 인사교류 차

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특히 그 인사교류에 의하여 지방공무원 본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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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이 과도하거나 부당하게 침해될 때에는 인사명령 자체가 인사권을 남

용한 것이거나 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사법 통제를 받을 수 있으

므로, 단지 본인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는 만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신체의 자유와 직업선택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10조, 제15조는 물론 공

무원의 신분보장에 한 헌법 제7조 제2항이나 기본권의 제한에 한 헌법

제37조 제2항 등에 반된다고 할 수 없다.

다. 행정자치부장 의 의견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지방공무원의 입은 지방자치단체간의 필요인

력의 재배치 내지 신속한 결원보충을 통한 개인의 능력 조직의 발 을

이루기 한 것인바, 그 입을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라고 볼 수 없고,

한 그로 인하여 본래의 공무원신분에 변동이 생기는 것도 아니므로 헌법

상 공무원의 신분보장의 원칙에 반되지 아니하고, 단지 본인의 동의를 요

하지 않는다 하여 지방공무원의 직업선택의 자유, 신체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거나 평등의 원칙에 반된다고 할 수 없다.

【결정요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

의를 얻어 그 소속 공무원을 입할 수 있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이러

한 입에 있어 지방공무원 본인의 동의가 필요한지에 하여 다툼의 여지

없이 명백한 것은 아니나, 법률조항을, 해당 지방공무원의 동의없이도

지방자치단체의 장 사이의 동의만으로 지방공무원에 한 출 입명

령이 가능하다고 풀이하는 것은 헌법 으로 용인되지 아니하며, 헌법 제7

조에 규정된 공무원의 신분보장 헌법 제15조에서 보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의 의미와 효력에 비추어 볼 때 법률조항은 해당 지방공무원의 동

의가 있을 것을 당연한 제로 하여 그 공무원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를 얻어서만 그 공무원을 입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

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 게 본다면 인사교류를 통한 행정의 능률

성이라는 입법목 도 히 달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공무원의 신

분보장이라는 헌법 요청도 충족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법률조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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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반되지 아니한다.

재 김효종, 재 김경일, 재 송인 의 의견

법률의 헌선언권을 유일하게 갖고 있는 헌법재 소로서는 어떤 법률

조항에 하여 헌 인 법 용 역과 그에 상응하는 해석가능성이 존재

할 경우 그러한 헌 인 부분을 종국 으로 배제하는 결정을 선고함으로

써 그 결정에 따른 기속력을 법원을 비롯한 모든 국가기 지방자치단

체에게 미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하고, 그 기속력의 수범자

의 하나인 법원이 그 법률조항에 하여 헌법재 소와 동일한 합헌 인 해

석을 하고 있다고 하여 그 법률조항에 여 히 존재하고 있는 헌 인 부

분을 제거하지 않은 채 방치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존재하

는 헌 부분을 결정주문에 명시 으로 밝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3은

지방공무원 본인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한 헌법에 반된다”

는 내용의 한정 헌결정을 선고하여야 한다.

재 김 일의 의견

이 사건 법률조항의 문언이나 입법목 을 아무리 넓게 악한다고 하더

라도 입 상이 되는 공무원 본인의 동의라는 요건이 내재되어 있다거나

제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하거나 용할 수는 없는 것이고, 한 그와 같

은 해석을 도출할 만한 어떤 다른 련규정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법률

조항에 하여는 헌선언을 하여야 할 것이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인사

리의 혼란 등 헌선언으로 야기될 혼란을 방지하기 하여, 조항이

헌법에 합치되도록 개정될 때까지 잠정 으로 용할 것을 명하는 헌법불

합치결정을 함이 타당하다.

【해설】

1. 쟁 의 정리

(1) 이 사건 법률조항의 내용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가 먼 문제된다.

법률의 헌 여부의 단은 논리 으로 법률의 내용에 한 단을 선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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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는데, 이 사건 법률조항에 공무원의 동의라는 내재 요건이 포함되

어 있는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닌지에 따라 헌 여부 단의 제조건이

달라지게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를 얻어 그 소속 공무원을 입할 수 있다”라고만 규정하고 있

어, 이러한 입에 있어 지방공무원 본인의 동의가 필요한지에 하여 다

툼의 여지없이 명백한 것은 아니다. 법문상으로 보면 지방공무원의 입에

하여 공무원 본인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명기되어 있지 않으므로 지

방공무원의 의사와 계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 사이의 상호 동의만으로

지방공무원을 출․ 입시킬 수 있다는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것도 아니다.

(2) 이 사건 법률조항의 내용에 공무원의 동의라는 요건이 내재되어 있

고, 그리하여 공무원 본인의 동의를 받고서 입시키면 헌법 반의 소지가

해소된다고 보더라도 이에 하여 단순합헌 결정을 할 것인지, 아니면

헌 인 요소를 주문에서 명백히 밝히는 한정 헌 결정을 할 것인지 한

문제된다.

2. 이 사건 법률조항의 올바른 해석

가. 재 김 일을 제외한 나머지 재 들의 의견

이 사건 법률조항을, 지방공무원의 의사와 계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

사이의 동의만으로 지방공무원을 출․ 입시킬 수 있는 것으로 풀이하는

것은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하고, 직업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규정에

합치되는 올바른 해석이라 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그 논거를 나 어 상

세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공무원의 신분보장

헌법 제7조가 “공무원은 국민 체에 한 사자이며, 국민에 하여 책

임을 진다.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 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라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바로 직업공무원제도가 국

민주권원리에 바탕을 둔 민주 이고 법치주의 인 공직제도임을 천명하고

정권담당자에 따라 향받지 않는 것은 물론 같은 정권하에서도 정당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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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없이 해임당하지 않는 것을 불가결의 요건으로 하는 직업공무원제도의

확립을 내용으로 하는 입법의 원리를 지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 기 때문

에 공무원에 한 기본법인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서도 이 원리

를 받들어 공무원은 형의 선고, 징계 는 공무원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 강임 는 면직당하지 아니하

도록 하고(국가공무원법 제68조, 지방공무원법 제60조), 직권에 의한 면직

사유를 제한 으로 열거하여(국가공무원법 제70조,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직제와 정원의 개폐 는 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는 과원이 되었

을 때를 제외하고는 공무원의 귀책사유없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

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조직의 운 개편상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임명권자의 자의 단에 의하여 직업공무원에게 면직 등의 불리

한 인사조치를 함부로 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에 어 나는 것

일 때에는 직업공무원제도의 본질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헌재 1989. 12. 18. 89헌마32등, 례집 1, 343, 353-354).

이 사건 법률조항은 지방공무원의 귀책사유를 요건으로 하지 않으며,

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동의를 함에는 직제와 정원의 개폐 는 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는 과원이 되는 등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을, 지방공무원의 의사와 계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 사이의 동의만으로 지방공무원을 출․ 입시킬 수 있

는 것으로 해석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의 단에 의하여 실질 으

로 면직에 버 가는 불리한 인사조치를 할 수 있다는 결론으로 귀착된다.

뿐만 아니라, 선거에 의하여 임명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사이에 출․

입동의가 있다는 오로지 그 한 가지 요건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을 소속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시킬 수 있다고 할 경우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국민

체에 한 사자로서의 지방공무원의 역할을 축시킴은 물론 그 공무

수행을 지방자치단체의 장, 나아가 그 소속 정당 내지 정치 세력의 교체

에 따라 좌우되게 만들 험이 다분하다. 이는 공무원이 정치과정에서 승

리한 정당원에 의하여 충원되는 엽 제를 지양하고, 정권교체에 따른 국가

작용의 단과 혼란을 방하며 일 성 있는 공무수행의 독자성과 속성

을 유지하기 하여 공직구조에 한 제도 보장으로서 직업공무원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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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헌법 제7조의 공무원의 신분보장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헌재 1997. 4. 24. 95헌바48, 례집 9-1, 435, 442-443).

(2) 직업선택의 자유

헌법 제15조가 보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는 직업“선택”의 자유만이 아니

라 직업과 련된 종합 이고 포 인 직업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다.

한 직업의 자유는 독립 형태의 직업활동 뿐만 아니라 고용된 형태의

종속 인 직업활동도 보장한다. 따라서 직업선택의 자유는 직장선택의 자

유를 포함한다.1) 헌법재 소도 일 이 직업선택의 자유에 직장선택의 자유

가 포함된다고 설시한바 있다(헌재 1989. 11. 20. 89헌가102, 례집 1, 329,

336).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를 얻어 그

소속 공무원을 입함에 있어 지방공무원 본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해석한다면, 그 지방공무원의 의사에 반한 출명령 입임용으로 자신

이 선택한 직업(지방공무원)을 수행해 나가기 한 직장(지방자치단체)을

옮기도록 강요하는 것이므로, 지방공무원의 직업선택의 자유, 그 에서도

직장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된다.

지방공무원의 경우, 그 사용자인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한 그

직무의 내용과 장소를 다소 달리한다고 하여 이를 두고 그 직장선택의 자

유를 침해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국가공무원과는 달리

지방공무원은 특정 지방자치단체와의 방 행 를 통하여 임용되므로 특

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용된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그

할구역 내에서 근무하는 것을 근무 계의 본질로 한다. 그러므로 지방공

무원을 그 소속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분리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옮긴다는 것은 그 지방공무원의 공무원으로서의 지 에 근본 변동을

래하게 된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특성, 인구, 재정자립도 등 여러

가지 면에서 단히 큰 편차를 보이므로, 지방자치단체마다 근무여건, 직무

의 내용은 물론이고 직 의 정 체계 보직 리기 등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소속 지방자치단체가 옮겨지면 근무지, 이에 따라 삶의 기 가 되

1) 허 , 한국헌법론, 2000, 박 사, 440면; 계희열, 헌법학( ), 박 사, 2000, 456-45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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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주거지 한 변경되는 것이 통상 일 것이다. 따라서 지방공무원의 의

사에 반하여 그 직장(소속 지방자치단체)의 변경을 강제한다는 것은 이를

정당화할 만한 정도의 공익 요청없이는 그 지방공무원의 직장선택의 자

유를 침해하는 것이 되므로 헌법 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런데 이 사

건 법률조항에 의한 출․ 입으로 목 하고자 하는 공익이란 인사교류를

통한 행정의 능률성 이외에는 달리 상정하기 어려운바, 이는 공무원의 신

분보장, 민주 인 공직제도라고 하는 헌법 가치에 하여 양보를 요구할

만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3) 헌법합치 해석

일반 으로 어떤 법률에 한 여러 갈래의 해석이 가능할 때에는 원칙

으로 헌법에 합치되는 해석을 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국가의 법질서는 헌

법을 최고법규로 하여 그 가치질서에 의하여 지배되는 통일체를 형성하는

것이며 그러한 통일체내에서 상 규범은 하 규범의 효력근거가 되는 동시

에 해석근거가 되기 때문이다(헌재 1989. 7. 21. 89헌마38, 례집 1, 131,

145).

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을, 해당 지방공무원의 동의없이

도 출 입명령이 가능하다고 풀이하는 것은 헌법 으로 용인되지 아

니하므로, 비록 이 사건 법률조항에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방공

무원의 출․ 입명령에는 해당 지방공무원의 동의라는 요건이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 게 본다면 인사교류를 통한 행정의 능률성

이라는 입법목 도 히 달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공무원의 신분

보장이라는 헌법 요청도 충족할 수 있게 된다.

법원도 이 사건 법률조항에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

을 출하는 것은 임명권자를 달리하는 지방자치단체로의 이동인 에 비

추어 반드시 당해 공무원 본인의 동의를 제로 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는데( 법원 2001. 12. 11. 선고 99두1823 결; 법원 2001. 12. 28. 선

고 98두19704 결), 이는 지방공무원 본인의 동의라는 요건이 이 사건 법

률조항에 의한 출․ 입의 내재 요소임을 잘 보여주고 있다 하겠다.

이 사건 법률조항을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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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왜곡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의 본래 의미를 헌법정신에 비추

어 분명히 하는 것이므로 법률해석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나. 재 김 일의 의견

(1) 이 사건 법률조항의 조문형식과 내용 입법목 , 이 사건 법률조

항 개정 당시의 입법자의 의사나 지방자치제도의 실시라는 상황변화에 비

추어 보아도 이 사건 법률조항에 ‘ 입․ 출 상 공무원의 동의’라는 요건

이 내재 는 제되어 있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한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지방자치단체간의 인사교류를 통한 행정의 능률성

을 확보한다는 입법목 을 달성하기 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다른 지방

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어 그 소속 공무원을 그의 동의 여부와 계없이

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2) 다수의견의 법률해석이 헌법합치 해석의 테두리를 넘어선 것이

라 보고 있다. 즉 다수의견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 명문상 있지도 않은 요

건을 추가하여, 그러한 요건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각 심 의 상으

로 하여, 어느 경우가 헌법에 더 부합하는지를 따지고 있는데, 하나는 이미

합헌의 상태를 만들어 놓고 그것의 헌여부를, 다른 하나는 헌법에 반

되는 상태를 만들어 놓고 그것의 헌여부를 따져, 어느 것이 헌법에 더

합치하는지를 선택하는 것이나 다름없다하면서, 이러한 논증은 결국 헌법

합치 해석의 기능을 극 으로 확장하여 보아 심 상조항의 내용마

변경하게 된 것이라 보지 않을 없다고 하고 있다.

3. 주문의 선택

이에 하여도 재 들의 견해가 나뉘고 있다.

가. 재 윤 철, 재 한 , 재 하경철, 재 권 성,

재 주선회의 의견

지방공무원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만 그를 출․ 입할 수 있다는 것으

로 해석하는 것을 제한 다음 합헌 주문을 택하고 있다. 주문 선택에



648 헌법재 소결정해설집 2002

한 특별한 설명이 없으나, 합헌 법률해석을 통하여 헌 해석의 가능

성을 제거함으로써 이 사건 법률조항의 본래 의미를 확정하 으므로(더

욱이 법원 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의미를 헌법재 소와 동일하게 악

하고 있다), 이와 같이 확정된 법률내용을 제로 할 때 이 사건 법률조항

은 합헌이라고 단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나. 재 김효종, 재 김경일, 재 송인 의 견해

이 사건 법률조항을 합헌 으로 해석하여 당해 공무원 본인의 동의를 받

는 경우에 한하여 용할 경우 이 사건 법률조항이 갖는 헌성이 제거될

수 있다는 에서는 다수 의견과 같다. 그러나 이 사건 법률조항에

한 법원의 동일한 해석이 있다 하여 이를 제로 단순히 합헌의 주문을

낼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법률조항에 존재하는 헌 부분을 결정주문에

명시 으로 밝히는 한정 헌 선고를 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밝

히고 있다.

(1) 법률의 헌선언권을 유일하게 갖고 있는 헌법재 소로서는 어떤 법

률조항에 하여 헌 인 법 용 역과 그에 상응하는 해석가능성이 존

재할 경우 그러한 헌 인 부분을 종국 으로 배제하는 결정을 선고함으

로써 그 결정에 따른 기속력을 법원을 비롯한 모든 국가기 지방자치

단체에게 미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하고, 그 기속력의 수범자

의 하나인 법원이 그 법률조항에 하여 헌법재 소와 동일한 합헌 인

해석을 하고 있다고 하여 그 법률조항에 여 히 존재하고 있는 헌 인

부분을 제거하지 않은 채 방치할 수는 없다. 다만, 어떤 법률조항에 하여

비교 오랜 기간동안에 걸쳐 이를 합헌 으로 해석해온 법원의 확립된

례들이 있고, 헌결정의 다른 수범자들인 법원이외의 국가기 지방

자치단체등도 그 법률조항의 규범 의미를 와 같은 법원의 해석에 따

른 내용으로 이해하고 있는 등 그 법률조항의 헌 인 부분이 실질 으로

이미 배제되었다고 보여지는 외 인 사정이 존재할 경우에는 굳이 그

헌 인 부분을 종국 으로 배제하는 뜻의 한정 헌결정을 선고할 필요성이

어질 뿐이다.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법률조항이 갖고 있는 헌 인 해석가능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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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주문을 통하여 명시 으로 배제하지 않아도 될 외 사정을 찾을 수

없다. 오히려 이 사건 법률조항에 한 법원의 와 같은 해석은 이 사

건 심 계속 에 나온 최근의 것일 뿐만 아니라 나아가 이 사건 법률조항

자체에서 해당 공무원 본인의 동의를 받는 것을 제로 이 사건 법률조항

이 용된다는 해석을 도출하는 것이 구에게나 용이하지는 아니하므로

법원을 제외한 다른 국가기 , 특히 지방자치단체들이 이 사건 법률조항의

운용을 법원의 례와 같이 할 것이라고 확실히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

라고 보여지는 바, 그 다면 헌법재 소로서는 헌결정의 기속력이 미치

는 수범자들 특히 법원이외의 다른 국가기 지방자치단체에 한 기속

력을 명백히 하기 하여 헌법재 소가 이 사건 법률조항에 하여 갖게된

평가, 즉 이 사건 법률조항의 헌 인 해석 가능성 용 범 를 결정

주문에 명확히 밝 야 하고, 그럼으로써 헌법재 소가 가진 규범통제의 기

능을 다하는 것이다.

(2) 다수의견은 이 사건과 기본 으로 동일한 쟁 에 하여 밝힌 헌법

재 소의 선례(헌재 2002. 7. 18. 2000헌바57)와 다소 일 되지 않은 것이

다. 선례에서도 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헌법재 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

법소원 심 계속 에 선고된 심 상 법률조항에 한 법원의 합헌

해석이 헌법재 소의 견해와 일치할 경우에 헌법재 소가 어떤 내용의 결

정을 선고할 것인가가 쟁 이 되었었는데, 선례에서는 여 재

원일치의 의견으로 심 상 법률조항에 한 합헌 해석의 타당 역 밖

에 있는 헌 인 해석가능성을 극 으로 배제하는 한정 헌결정이 선고

되었던 바, 이 사건 역시 선례와 기본 으로 동일한 구조를 갖고 있다

는 에서 다수의견은 선례의 뜻과 선뜻 조화되지 않는다.

다. 재 김 일의 의견

이 사건 법률조항에 ‘ 입․ 출 상 공무원의 동의’라는 요건이 내재

는 제되어 있다고 볼 근거가 없음을 제로 하여, 입 는 출의 당

사자인 공무원의 입장에서 볼 때, 다른 지방자치단체로의 입이나 출이

라는 것이 형식 으로는 불이익한 공무원 계의 변동이 아니어서 공무원

계에 내재하는 법률 계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그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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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겠지만, 실질 으로는 면직에 해당하는 정도의 불이익한 공무원 계의

변동이라 할 것이어서, 그 범 에서 직업공무원제도와 당해 공무원의 직업

선택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이어서 이러한 경우에는 입 는 출의 상

이 되는 ‘공무원의 동의 등 덜 제한 인 방법’으로도 입법목 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최소침해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하면서, 이러

한 경우에 헌법재 소로서는 최소침해성의 원칙에 배된다는 이유로 헌

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지, 덜 제한 인 방법을 그 요건에 추가하거나 심

상조항을 합헌 법률해석이란 명목으로 덜 제한 인 방법으로 해석하여

그 합헌성을 회복시키는 무리한 해석을 할 것은 아니며, 그것은 헌법재

소가 입법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새로운 입법을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보

고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인사 리의 혼란 등 헌선언으로 야기될 혼

란을 방지하기 하여, 조항이 헌법에 합치되도록 개정될 때까지 잠정

으로 용할 것을 명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함이 타당하다고 덧붙이고

있다.

4. 결정의 의의

이 사건 법률조항의 내용에 공무원의 동의라는 요건이 내재되어 있고,

그리하여 공무원 본인의 동의를 받아서 입시키면 헌법 반의 소지가 없

다고 본 에서는 재 김 일을 제외한 나머지 재 들의 견해가 일치

되고 있으나. 다만, 단순합헌의 주문을 낼 것인지, 한정 헌의 주문을 낼

것인지에 하여 견해가 갈리고 있다.

이 결정은 실체법 으로는 지방공무원에 한 출․ 입이 인사교류라

는 명목으로 실질 으로 제재나 징계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으로부터 지

방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는데 그 의의가 있고, 헌법소송법 으로

는 법률해석과 헌 단의 계, 합헌 법률해석의 한계, 합헌 법률해석

과 결정주문과의 계에 한 다각 인 시각의 가능성을 제공하고 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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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 처벌등에 한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 헌소원
- 정부 리기업체 간부직원의 수재행 에 한 가 처벌과

과잉 지원칙 -

(헌재 2002. 11. 28. 2000헌바75, 례집 14-2, 633)

노 희 범
*

1)

【 시사항】

1. 특가법상 정부 리기업체 간부직원은 공무원이 아님에도 직무와 련

한 수재행 에 하여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형법상 공무원에 해당하는 뇌

물죄로 처벌하는 것이 평등원칙에 반되는지 여부

2. 특가법상 정부 리기업체 간부직원의 직무와 련한 수재행 를 형법

상 뇌물죄로 처벌하는 것이 과잉 지원칙에 배되는지 여부

【심 상】

이 사건 심 상은 특정범죄가 처벌등에 한법률(1995. 12. 29. 법률

제5056호) 제4조 제1항 제2항의 헌여부이다.

특정범죄가 처벌등에 한법률 제4조【뇌물죄 용 상의 확 】① 다

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 는 단체(이하 “기업체”라 한다)로서 통

령령이 정하는 기업체(이하 “정부 리기업체”라 한다)의 간부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용에 있어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1. 국가 는 지방자치단체가 직 는 간 으로 자본 의 2분의 1이상

* 헌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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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출자하 거나 출연 ․보조 등 그 재정지원의 규모가 그 기업체 기본

재산의 2분의 1이상인 기업체

2. 국민경제 산업에 한 향을 미치고 있고 업무의 공공성이

하여 국가 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감독하

거나 주주권의 행사등을 통하여 요사업의 결정 임원의 임면등 운

반에 하여 실질 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업체.

② 제1항의 간부직원의 범 는 기업체의 설립목 , 자산, 직원의 규모

해당 직원의 구체 인 업무등을 고려하여 통령령으로 정한다

【사건의 개요】

1. 심 의 청구에 이르게 된 경

가. 청구인은 경기 화성군 팔탄농 조합장으로 근무하던 , 1997. 11.경

팔탄농 이 총공사비 2억9천여만원 상당의 미곡종합처리장 공사를 발주

하여 진행하는 과정에서 윤⃝호와 공모하여, 같은 해 12.경 공사의 건축

설계용역을 수주한 무면허 건축설계사 정0수 등 건설업자로부터 불법 묵인

용역과 련된 편의제공 명목 등으로 1,000만원, 공사의 기계

설치부분을 수주한 ⃝⃝기업사 부사장 송⃝섭으로부터 공사와 련한

편의제공등 명목으로 700만원, 1998. 2.경 공사의 건물공사부분을 수

주한 수성산업주식회사 사장 김0배로부터 공사와 련한 편의제공 명목

등으로 1,000만원을 각 교부받아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간주되는

자가 그 직무에 하여 뇌물( 품)을 수수하 다는 이유로 특정범죄가 처

벌등에 한법률 반(뇌물) 의로 기소되어 서울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 집

행유 4년의 유죄 결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2년6

월 집행유 3년의 유죄 결을 선고받았다.

나. 이에 청구인은 법원에 상고하여 상고심 계속 이던 2000. 8. 16.

재 의 제가 된 특정범죄가 처벌등에 한법률(이하 ‘특가법’이라고만

한다) 제4조 제1항 제2항이 헌이라고 주장하면서 헌제청신청을 하

으나, 같은 해 9. 15.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송달받게 되자, 같은 해

9. 28. 특가법 제4조 제1항 제2항이 헌이라고 주장하면서 헌법 제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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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 을 청구하 다.

2. 청구인의 주장 계기 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1) 입법목 의 헌성

우리 헌법 제7조는 공무원을 국민 체에 한 사자이며 국민에 하

여 책임을 지는 자로 규정하고 있고 그 직무수행의 공공성을 보장하기

하여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 립성을 특별히 보장하고 있는 반면, 우리

헌법 제119조는 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

의를 존 함을 기본으로 한다고 하여 사회․경제활동과 련하여 공무원과

일반 국민의 지 를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의 정신에 따라

우리 행 형법은 업무집행의 청렴성과 련하여 공무원의 직무집행은 국

가사회 체의 공익과 련되어 있으므로 그 직무집행의 공정을 보호하고

개인들의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비교될 수 없다는 에서 뇌물죄와 배임수

재죄를 엄격하게 구분하고 그 범죄구성요건 법정형을 달리 규정하고 있

음에도 이 사건 조항은 헌법 제7조와 제119조의 취지를 몰각하고 정부 리

기업체의 간부직원을 공무원과 같이 취 한 것으로 헌법 정당성이 없다.

(2) 과잉 지원칙 반

국가 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등 재정지원의 규모가 그 기업체의 자본

내지 기본재산의 2분의 1이상인 기업체라고 하여 바로 그 기업체의 업

무가 공공성을 띠는 것은 아니다. 한 국가 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감독하거나 주주권의 행사등을 통하여 요사업의

결정 임원의 임면 등 운 반에 하여 실질 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업체라고 하여 이들 기업체가 행하는 업무 부가 공공성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이들 기업체의 업무 공공성을 가지는 부분은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가 ‘지도, 감독할 수 있는 범 내에서의 업무’에 한정된다. 이 사

건 법률조항은 처벌의 상을 수행하는 업무의 성질에 따라 구분하지 않고

기 이나 단체로 구분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의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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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된 제한을 할 수 없다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반된다.

(3) 평등원칙 반

이 사건 조항의 입법목 이 공공성의 보장에 있다면, 그 용 상을 간

부직원에 한정할 수 없다. ‘공공성’이라는 사회 향력은 그 업무가 간부

직원에 의하여 수행되는가 부하직원에 의하여 수행되는가에 의하여 결정되

는 것이 아니라 처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의하여 결정된다. 간부직원에

하여만 뇌물죄가 용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조항은 평등원칙에

반된다.

나. 법원의 헌제청신청기각이유

정부 리기업체의 간부직원을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용에 있

어서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확 용하는 특정범죄가 처벌등에 한법률

제4조의 규정 취지는 정부가 소유․지배하는 공공 성격이 강한 기업체는

국가정책과 국민경제에 한 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간부직원에 하

여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엄격한 청렴의무를 부과하여 그 직무의 불가

매수성을 확보하고자 하는데 있는 것으로 국민의 기본권제약에 하여 과

잉 지를 규정한 헌법 제37조 제2항이나 평등권을 보장한 헌법 제11조에

본질 으로 배된다고 볼 수 없다.

【결정요지】

1. 가. 특가법상 정부 리기업체는 수익성을 추구하고 그 조직과 운 도

국가로부터 독립된 사기업과 유사한 특수법인이다. 그러나 특정한 공익상

의 이유로 정부가 소유․지배하거나 국가정책 국민생활에 한 향

을 미치는 사업을 담당하는 기업으로서 본질상 공공성 내지 공익성을 강하

게 지니고 있다. 따라서 정부 리기업체의 업무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수행

되어야 한다. 그런데 정부 리기업체의 간부직원이 직무와 련하여 품

등을 수수․요구․약속하는 것을 방치하면 설사 부정한 청탁이나 배임행

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들과 품 등을 제공하는 자간에 유착 계가 형성되

고 사 이해 계가 개입된 나머지 불공정하거나 불법 인 업무처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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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할 험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그 결과 사업목 이 왜곡되고 정부 리

기업체의 부실화를 가져와 국가재정을 좀먹고 궁극 으로 국가경제를 탄

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 입법자가 비록 정부 리기업체 간부직원이 공무

원은 아니라 할지라도 공무원에 버 가는 정도의 청렴성을 요구하고, 이들

이 직무와 련하여 수뢰행 를 하 을 경우 별도의 배임행 가 있는지를

불문하고 형벌을 과하여 그 업무의 불가매수성을 확보하더라도 거기에는

합리 근거가 있는 것이므로 헌법 제11조에 규정된 평등원칙에 반된다

고 볼 수 없다.

나. 통상 ‘간부직원’이란 기업체의 의사결정권자인 임원(사장, 이사, 감사)

과 의사결정 사업수행에 요한 역할을 하는 견 리자들인 반면, 그

외 직원은 의사결정에 향을 미칠 수 없는 지 에 있거나 간부직원의 업

무처리를 보조하는 자이다. 그런데 업무를 보조하는 일반직원보다는 요

업무를 담당하는 간부직원에게 수뢰행 로 인한 부정비리가 생길 가능성이

훨씬 높고 그로 인한 피해의 험성(규모) 한 훨씬 클 것이라는 은 경

험칙상 어렵지 않게 측할 수 있다. 그 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정부

리기업체 간부직원의 직무와 련한 수재행 에 하여 일반직원과는 달

리 공무원과 동일하게 처벌하더라도 거기에는 합리 근거가 있는 것이므

로 헌법 제11조 평등원칙에 반된다고 볼 수 없다.

2.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 , 보호법익 등을 종합 으로 고려해

볼 때, 법정형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형벌체계상 히 균형을 잃었다거나

입법목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넘는 과잉형벌이라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정부 리기업체 간부직원이 받게될 형벌 과

신체의 자유에 한 침해보다 정부 리기업체 간부직원의 직무의 불가매수

성을 확보함으로써 얻는 사회 공익이 더 크다고 할 것이므로 법익 균형

성 원칙도 충족한다고 할 것이다.

나. 정부 리기업체는 특정의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기 는 단체로서

그 업무는 체 으로 공공성을 지니기 때문에 이들 업무를 공공성이 있는

업무와 그 지 않은 업무로 구별할 수 없다할 것이고, 가사 공공성이 있는

업무와 그 지 않은 업무를 구분할 수 있다하더라도 형사제재를 통하여 보

호해야될 정도로 공공성이 충분한 업무인가 아닌가는 이 사건 법률조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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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지 에 있느냐 그 지 않느냐에 따라 구분하

는 것도 하나의 기 이 될 수 있다고 단되는바, 입법자가 그러한 기 을

선택한 것에 헌 인 잘못이 있다고 여겨지지 않는다.

【해설】

이 사건 결정은 공무원에게만 용되는 뇌물죄를 정부 리기업체 간부

직원의 수재행 에 하여도 확 용하는 법률규정이 평등원칙 과잉

지원칙에 반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런데 헌법재 소는 1995. 9. 28. 개

정되기 의 같은 조항에 한 헌소원사건(93헌바50)에서 헌결정을 한

바 있고, 그 후 조항은 개정되었는데 다시 헌소원이 제기된 사안이다.

아래에서는 이 사건 조항의 입법연 입법례를 살펴본 연후에 이 사건

결정의 의미를 살펴본다.

1. 이 사건 조항의 입법연 입법례

가. 입법연

특가법은 형법, 세법, 조세범처벌법, 산림법, 임산물단속에 한법률, 외

국환 리법 마약법에 규정된 特定犯罪에 한 加重處罰등을 규정하여

건 한 사회질서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 에 기하기 하여 1966. 2. 23.

법률 제1744호로 신설․공포되었다. 당시의 기록1)을 보면, 정부가 법안을

제출했고, 국회법사 에서는 법안심사를 하면서 수뢰액에 따른 공무원의

가 처벌의 필요성, 형량의 정성등을 논의2)했을 뿐 정부 리기업체 간부

직원을 공무원으로 간주하여 뇌물죄를 용하는 조항(구 특가법 제4조)에

해서는 언 이 없었다. 그 후 특가법은 몇차례 개정되기는 했으나, 지

1) 제54회국회 법제사법 원회 회의록 제2호, 제1면 - 제6면 참조

2) 당시 법사 에서 논의된 부분을 요약하면, ① 부분의 범죄에 하여 사형, 무기

징역 는 5년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하는 것은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있는

시 흐름과 법치국가에서의 형량으로는 지나치기때문에 형종에서 사형을 제외

하고 형량을 5년이상의 징역에서 3년이상의 징역으로 변경하는 것이 옳다, ② 일

반형법, 조세범처벌법, 세법 등 개개법률을 개정하여 형량을 높이면 그만이지

따로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는가 ③입법목 을 달성할 때까지만 限時法으로

하는 것이 옳다는 등의 의견이 있었는데,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고 정부안 로 가

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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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그 기본골격을 유지해 오고 있으며, 조항은 제정․공포된 이후로

개정됨이 없이 유지되어 오다가 1995. 9. 28. 헌법재 소의 헌결정으로

비로소 실효되었다.

구 특가법 제4조(1966. 2. 23. 법률 제1744호로 신설되고, 1995. 9. 28. 헌

법재 소의 헌결정으로 실효된 것) 제1항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

의 용에 있어서는 정부 리기업체의 간부직원은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라고, 제2항은 “ 항의 정부 리기업체 간부직원의 범 는 통령령으

로 정한다”라고만 규정하여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뇌물죄를 용하는 ‘정부

리기업체’ ‘간부직원’의 범 를 지나치게 범 하고 불명확하게 규정

하고 있었다. 그러던 , 조항에 한 헌법률소원이 제기되었고3), 헌

법재 소는 1995. 9. 28. 법 제1항 제2항에 하여 헌결정4)을 하

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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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罪刑法定主義에 배되고, 나아가 그 법률 자체가

불명확함으로 인하여 그 법률에서 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의 강을 측

할 수 없는 경우라 할 것이므로 委任立法의 限界를 일탈한 것으로서 헌

이다』(1995. 9. 28. 93헌바50. 례집 7-1, 297, 310～311)

이에 국회는 헌법재 소의 헌결정으로 실효된 구 특가법 제4조 제1항

제2항을 헌결정의 취지에 따라 바로잡기 하여 1995. 12. 29. 법률

제5056호로 뇌물죄의 용에 있어 그 간부직원을 공무원으로 보도록 되어

있는 정부 리기업체의 정의규정을 신설하여 통령령에 규정될 정부 리

3) 청구인(유상부)은 정부 리기업체인 포항제철의 상무이사 는 부사장 등 간부직

원으로 재직하다가 포항제철의 거래업체에 종사하는 담당자 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 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공 을 받던 , 그 재 의 제가 된 특가법

제4조 제1항 제2항이 불명확하여 죄형법정주의 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

다고 헌소원을 제기하 다.

4) 특정범죄를 가 처벌하는 법률조항에 한 헌심사를 보면, 특가법에 해서는

헌재가 탄생된 이래 총19건의 헌심 청구가 있었고 그 에서 앞서 본 구 특가

법 제4조와 특가법 제5조의3 제2항 도주차량운 자에 한 가 처벌 조항 2건이

헌결정된 바 있다. 특경가법에 한 헌심 은 총7회 헌심사가 제기되었는

데, 모두 합헌결정(일부는 각하)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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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체의 내용 범 의 기본 사항을 구체 으로 규정하고, 정부 리기

업체의 간부직원의 범 에 한 임기 을 명백히 규정하는 이 사건 조항

으로 개정하 다.

나. 입법례

(1) 우리나라의 경우

공무원 이외의 다른 직역에 종사하는 자가 직무에 하여 품 기타 이

익을 수수․요구 는 약속하는 경우 배임여부를 불문하고 수재행 자체

를 처벌하는 경우를 우리의 형사법 체계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이들 유형을 살펴보면, ①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용에 있어서 임

원이나 직원을 공무원으로 보는 유형과 ② 형법상 뇌물죄와 유사한 처벌례

를 직 규정하는 유형으로 크게 나 어 볼 수 있다. 자의 유형은 다시

(ⅰ) 임․직원을 가리지 않고 모두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것(이 사건 조항

의 정부 리기업체의 각 설립의 근거법률 상당수5), 지방공기업법 제83조6),

도시재개발법 제61조7)8), 한국자원재생공사법 제15조, 농지법 제50조9)),

(ⅱ) 임원만을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것(이 사건 조항 동법 시행령 제3

조 제2호), 임원과 과장( 리 )이상의 직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것(이

5) 이 사건 조항의 정부 리기업체 설립의 근거법률 에는 【罰則適用에 있어서의

公務員擬制】라는 제목으로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규정의 용에 있어

서는 임․직원을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 , 한국국제

력단법 제29조) 다만, 한국가스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담배인삼공사 등 민

화된 정부 리기업체의 경우에는 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6) 지방공기업법 第83條 (罰則適用의 擬制) 公社와 公團의 임원 통령령이 정하

는 직원은 刑法 第129條 내지 第132條의 適用에 있어서는 이를 公務員으로 본다.

7) 도시재개발법(1995. 12. 29. 법률 제5116호로 문개정된 것)

제61조【벌칙 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용

에 있어서 이 법의 조합의 임․직원은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8) 같은 도시재개발법 제61조 이와 내용이 동일한 구 도시재개발법(1995. 12. 29.

법률 제5116호로 문개정되기 의 것) 제69조 각 “임원”에 한 부분이 평등

의 원칙에 반되지 아니한다고 시한 결정례로는 헌재 1997. 4. 24. 96헌가3등

( 례집 9-1, 416)이 있다.

9) 농지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로 제정된 것)

제50조【벌칙 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회

의 원 공무원이 아닌 원은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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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조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1호, 정부투자기 리기본법 제18조

동법시행령 제14조10))이 있고, 후자의 유형은 다시 (ⅰ) 임․직원 모두를

상으로 한 것(특정경제범죄가 처벌등에 한법률 제5조11))과 (ⅱ) 직책

을 특정하여 나열한 것(회사정리법 제291조12), 선박소유자등의책임제한

차에 한법률 제93조13),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제48조14), 공인회계사법

제53조 제1항15), 보험업법 제216조16) )이 있다.

10) 정부투자기 리기본법(1983. 12. 31. 법률 제3690호로 제정된 것)

제2조【 용범 】이 법의 용 상이 되는 투자기 은 정부가 납입자본 의 5

할이상을 출자한 기업체로 한다.

제18조【벌칙 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투자기 의 임원 통령령이 정하

는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정부투자기 리기본법시행령(1984. 3. 20. 통령령 제11395호로 제정된 것)

제14조【벌칙 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직원의 범 】법 제18조에서 "

통령령이 정하는 직원"이라 함은 투자기 의 과장 리 이상의 직원을 말한다.

11) 특정경제범죄가 처벌등에 한법률(1983. 12. 31. 법률 제3693호로 제정된 것)

제5조【수재 등의 죄】① 융기 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하여 품 기타

이익을 수수․요구 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는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에 처한다.

② 융기 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품 기타 이익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요구 는 약속한 때에는 제1

항의 형과 같다.

③ 융기 의 임․직원이 그 지 를 이용하여 소속 융기 는 다른 융

기 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하여 품 기타 이익을 수수․

요구 는 약속한 때에는 제1항의 형과 같다.

12) 회사정리법(1999. 12. 31. 법률 제6085호로 개정된 것)

제291조【수뢰죄】① 리 원, 조사 원, 보 리인, 리인, 고문 는 리인

보 리인의 리인이 그 직무에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 요구 는 약

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는 5천만원 이하의 벌 에 처한다.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 주주, 리 원 는 그 리인, 임원이나 직원이 계인집회의 결

의에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 요구 는 약속한 때에도 같다.

13) 동법 제93조【 리인의수뢰죄】① 리인 는 리인 리가 그 직무에 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는 500만원 이하의 벌

에 처한다.

14) 동법 제48조【 리인의수뢰죄】① 제41조에서 용하는 책임제한 차법 제2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리인 는 제41조에서 용하는 책임제한 차법 제37

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리인 리가 그 직무에 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는 500만원 이하의 벌 에 처한다.

15) 동법 제53조【벌칙】① 공인회계사…가 제22조 제3항 는 제28조 제2항의 규정

에 반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는 500만원 이하의 벌 에 처한다.

동법 제22조【명의 여등 지】③ 공인회계사는 제2조의 직무를 행할 때 부정

한 청탁을 받고 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는 약속하거나 인이 사기 기

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한 상의 이득을 얻도록 이에 가담 는 상담하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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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융기 의 임․직원의 수재행 를 처벌하는 특경가법 제5조의 제

1항 지방공단 공사의 임․직원의 수재행 를 처벌하는 지방공사법

제83조는 우리 재 소에서 이미 합헌결정을 받은 바 있는데, 그 각 요지는

다음과 같다.

『 융기 의 임․직원에게는 공무원에 버 가는 정도의 청렴성과 업무

의 불가매수성이 요구되고 이들이 직무와 련하여 품수수 등의 수재행

를 하 을 경우에는 별도의 배임행 가 있는지를 불문하고 형사제재를

가함으로써 융업무와 련된 각종 비리와 부정의 소지를 없애고, 융기

능의 투명성․공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므로 특정경제범죄가 처벌등에

한법률 제5조 제1항에서 융기 의 임․직원의 직무와 련한 수재행

에 하여 일반 사인과는 달리 공무원의 수뢰죄와 동일하게 처벌한다고 하

더라도 거기에는 합리 인 근거가 있다』(헌재 1995. 5. 27. 98헌바26. 례

집 11-1, 622, 628, 629 참조)

『지방공사의 직원에게는 공무원에 버 가는 정도의 청렴성과 그 직무

의 불가매수성(不可買收性)이 요구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이를 보호하고

담보하기 한 것이므로 입법목 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입법목 달성

을 하여 그 직원을 형법상의 뇌물죄 규정의 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형식을 취하 다 하여 이를 부 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한, 지방공사 직원의 품수수 련 행 를 형법 제129조 제1항에 의하

여 처벌한다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지나치게 가혹하여 입법목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넘는 과잉처벌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고, 공무원의 신분

는 아니된다.

16) 동법 제216조【독직】① 제212조 제213조에 게기하는 자 는 상호회사의 검

사인이 그 직무에 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아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요구 는

약속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는 3천만원 이하의 벌 에 처한다.

동법 제212조【임원등의배임】① 보험 리인․보험계리인․손해사정인 는 상

호회사의 발기인, 제77조 제1항에서 용하는 상법 제175조 제1항의 설립 원․이

사․감사, 제66조에서 용하는 상법 제386조 제2항 제407조 제1항의 직무 행

자나 지배인 기타 사업에 한 어떠한 종류나 특정한 사항의 임을 받은 사용

인…(이하 생략).

② 상호회사의 청산인 는 제81조에서 용하는 상법 제386조 제2항 제407

조 제1항의 직무 항자…(이하 생략).

동법 제213조【총회 행기 의배임】① 제31조 제1항 는 제61조 제1항의 기

을 구성하는 자…(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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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직무의 공공 성격으로 인하여 청렴성과 불가매

수성이 요구되는 경우에 그 직무와 련된 수재행 를 공무원의 뇌물수수

행 와 같거나 유사하게 처벌하는 사례는 우리 형사법 체계상 흔히 찾아볼

수 있다는 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체 형벌체계상 정당성을 상실하

거나 히 균형을 잃은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 지방공사의 공공 성

격 이에서 도출되는 그 인 구성원의 청렴성 직무의 불가매수성이

라는 측면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이 지방공사 직원의 직무와

련한 수재행 등에 하여 일반 사인과 달리 공무원의 수뢰죄와 동일하게

처벌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는 합리 근거가 있다』(헌재 2001. 11. 29.

2001헌바4 례집 13-2, 678면 : 678면)

(2) 일본

우리의 특가법 제4조와 유사한 법률조항이 일본의 경제 계벌칙의정비

에 한법률(1943년 제정․공포) 에 있다가 폐지되었는데, 법 제1조17)는

【공무원으로 간주되는 자】라는 제목으로 “ 단(營團), 고(金庫) 는

이들에 하는 것으로 별표 갑호에 규정하는 자의 임원 기타 직원은 벌칙

의 용에 하여는 이를 법령에 의해 공무에 종사하는 직원으로 간주한

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별표 갑호는 “주택 단, 농지개발 단, 지방식

량 단, 교역 단, 부흥 융 고, 일본은행”을 규정하 는바, 별표에 기

재된 단체는 정부가 소유․지배하거나 투자한 기 내지 단체로서 그 임․

직원은 공무원으로 간주되어 배임행 여부를 불문하고 수뢰행 를 처벌하

도록 하 다. 그러나 1997. 조항이 폐지되어 일본의 경우 더 이상 일반

공기업의 임․직원을 포 으로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처벌하는 규정은 사

라졌다. 다만, 개별법률에서는 아직도 수재행 에 하여 공무원이 아닌 자

를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처벌하는 경우는 있다.18)

17) 공무원으로 간주하여 처벌하는 조항은 昭和19년(1944년) 제정되었고, 1997년

에서야 폐지되었다.

18) 日本國有鐵道의 직원, 日本電信電話公社 賣公社 등의 직원이 그 표 인

사례이었으나 민 화 이후 이러한 직원은 의제 공무원이 아닌 것으로 되었고, 그

외에 각종 公團의 役職員, 道路運 車兩法에 있어서의 자동차검사원, 일본은행, 일

본개발은행의 役職員 등의 가 있다. 한, 의제 공무원 규정을 둘 만큼 공익성

이 높다고는 할 수 없지만, 업무의 성질상 품을 수수하여 부정행 를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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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행 경제 계벌칙의정비에 한법률 제1조19)에 의하면, ‘특별법령

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 철도사업․ 기사업․가스사업 등 그 성질상 당연

히 독 으로 될 사업을 하거나 는 임시물자수 조정법 등 경제의 통

제를 목 으로 하는 법령에 의하여 통제 련업무를 하는 회사 는 조

합, 이에 하는 별표 소정의 업체20)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하여 뇌물

을 수수, 요구, 약속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부정한 행 …를

한 때에는 8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규정에 의하면

일본은행법에 의한 일본은행,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 농업

동조합법에 의한 농업 동조합 연합회, 수산업 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

동조합 연합회 등은 ‘특별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에 해당하므로 그

임․직원에 하여는 공무원21)과 유사한 직무의 염결성을 요구하여 배임행

여부를 불문하고 수뢰행 를 처벌하고 있다.

일본의 입법례로 보면, 구 경제 계벌칙의정비에 한법률 제1조는 우리

의 특가법 제4조와 법 제2조( 행법 제1조)는 우리의 특경가법 제5조 제1

항과 각각 유사하다고 보인다.

(3) 미국

공무원이 아닌 자의 뇌물죄 련 행 를 공무원의 뇌물죄와 같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처벌에 한 입법례나 례는 없는 것으로 보

등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조직, 단체의 役職員에 하여 특별수뢰죄

( 는 특별회뢰죄, 特別賄賂罪)를 규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競馬, 競輪 등 公營賭

博에 계되는 회 등의 단체나 국립경기장 등이 그 이고, 그밖에, 우리나라의

도시재개발법과 유사한 일본의 都 再開發法(昭和 44. 6. 3. 법률 제38호로 제정)

第9章 罰則의 제140조가 조합 임직원의 뇌물죄를 형법상의 뇌물죄와 같은 수 으

로 처벌하고 있는 것, 우리의 회사정리법과 유사한 社更生法(昭和 27. 6. 7. 법

률 제172호로 제정) 제292조에서 조사 원, 보 리인 등의 수뢰행 를 처벌하고

있는 것 등 역시 와 같은 특별수뢰죄의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19) 조항은 당 경제 계벌칙의정비에 한법률 제2조 는데, 공무원으로 간주하

는 법 제1조가 폐지되면서 법 제1조가 되었다.

20) 국제 신 화주식회사, 電源개발주식회사, 貸家조합법에의한 가조합, 貸家조합

연합회, 貸室조합乃 실조합연합회, 상공조합 앙 고, 町村농업회, 道府縣농업

회(동경도농업회포함)乃 국연합회

21) 일본형법 제197조에 의하면 공무원의 뇌물죄에 하여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

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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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다.

2. 특가법상 정부 리기업체의 성격과 그 간부직원의 윤리성

가. 헌법재 소는 이 사건의 ‘헌법 ’ 쟁 에 하여 직 단하기에 앞

서 특가법상 정부 리기업체의 법 성격을 규명하고 그 간부직원에게는

강한 윤리성이 요구된다는 을 밝히고 있다. 특가법상 정부 리기업체는

강학상의 공기업으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공기업과 유사한 공익기업으로서

공공성(公共性)과 기업성( 業性)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즉 “

국가는 국민의 생활배려라는 공 행정의 일환으로서 국가의 기간산업육

성, 사회간 자본의 확충, 지역개발, 소비자보호, 재정확보등 국가정책을 실

하기 하여 독립 법인을 설립하거나 사기업에 직․간 으로 출자하여

국책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업은 국민생활에 필수 인 사업임

에도 불구하고 사업에 거액의 투자를 요하거나 그에 한 수요의 탄력성이

매우 낮아서 사기업의 자유경쟁에 맡겨서는 사회 이익을 기 할 수 없는

경우가 부분인데, 강학상 이를 公 業이라고 한다”고 정의를 내린 후 “

우리나라의 공기업(주식회사형기업과 공사형기업)은 모두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고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임원의 임면, 요사업의 결정, 산, 회계

등 경 반에 하여 정부가 실질 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시하

고 와 같은 강학상의 공기업22)은 특가법상의 정부 리기업체와 그 설립

동기, 사업의 성격, 정부의 소유 내지 지배력 행사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유

사하다고 보았다.23) 실제로 이 사건 조항의 임에 의하여 같은 법 시행령

22) 공기업설립의 동기로 ①사회정책상의 공공수요충족, ② 융정책상의 공공수요충

족, ③경제통제, ④공익사업의 통제, ⑤특정산업의 육성, ⑥천연자원의 개발, ⑦ 경

제계획에의 공헌을 드는 학자도 있고(占部), ①민간자본의 부족, ②국방상 략

상의 고려, ③독 사업(공익사업), ④정치 이념을 드는 학자도 있다

(Friedmann) ,유훈, 공기업론, 2002년 법문사, 7면～9면 참조

23) 그러나 강학상의 공기업과 정부 리기업체가 동일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공

기업의 특성으로 수익성을 강조하는 견해에 의하면 정부 리기업체로 규정된

융감독원, 환경 리공단 등은 수익성보다는 공공 성격만을 띠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공기업으로 볼 수 없고, 순수한 재정수입을 목 으로 설립된 기업을 공

기업으로 보지 않는 견해에 의하면 매사업(한국담배인삼공사)도 공기업에서 제

외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기업이란 어디까지나 학문 인 근방법에 의하여 생

겨난 개념으로 정부 리기업체의 성격을 이해하는 수단일 뿐, 공기업과 정부 리

기업체가 동일한가 아닌가는 여부는 이 사건 해결의 요한 열쇠가 되지는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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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하고 있는 정부 리기업체의 면면을 보면, 정부가 소유․지배하는

기업체와 소유하거나 투자하지는 않았지만 사업이 국가정책 국민경제에

한 향을 미치기 때문에 법령에 의하여 임원의 임면, 요사업의 결

정, 산 감사 등 운 반에 하여 정부가 실질 인 지배력을 행사하

는 기 는 단체라고 시한 후, “정부 리기업체는 公共性과 業性이

라는 법 성격을 띠고 있고 와 같은 특성으로부터 정부 리기업체의 설

립목 에 따른 사업의 수행여부, 공공투자의 안 성, 수익성 창출 등을 감

독하기 하여 정부 리기업체에 한 리 내지 통제의 필요성이 생긴다”

고 시하여 정부 리기업체에 한 통제의 필요성이 공공성에 있다는

을 밝히고 있다. 이어서 특가법상 정부 리기업체 임직원의 불가매수성과

염결성 확보의 필요성을 정부 리기업체의 공익사업체라는 과 더불어 국

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 이 상당하다는 을 들면서 거기에 덧붙여 정부

리기업체가 독 내지 우월 지 에 있기 때문에 부정과 비리가 생길

소지가 크기 때문에 정부 리기업체 임․직원의 직무의 불가매수성이 요구

되고 공무원과 유사한 지 에 있으므로 공무원과 같은 정도의 높은 윤리성

과 청렴성이 요구된다고 하여 경험 인 사실을 기 로 한 입법자의 단을

존 하고 있다. 정부 리기업체 임․직원의 직무의 불가매수성 고도의

윤리성이 요구된다는 입법자의 단을 존 하는 헌법재 소의 결정은 수

이 간다. 다만, 사인의 직무가 불가매수성이 요구된다고 하여 공무원과 유

사한 지 에 있다는 결론에 이른 과정에 한 언 이 없는 은 아쉬운 감

을 떨쳐버릴 수 없다.

결론 으로 헌법재 소는 이 사건 조항의 쟁 에 하여 곧바로 심사를

하지 않고 특가법상의 정부 리기업체가 공공성이 있고, 그 간부직원은 공

무원과 같은 정도의 높은 윤리성과 청렴성이 요구된다고 단한 다음 구체

인 헌법 쟁 에 하여 헌여부를 심사하는 논증의 순서를 밟고 있다.

나. 평등원칙에 한 단부분

헌법재 소는 평등심사에 있어서 종래 비례원칙에 따른 엄격 심사와 입

법자가 차별취 을 함에 있어서 합리 근거없이 자의 으로 한 것인지에

다고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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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자의성 심사인 완화된 심사의 두가지 심사기 을 용해 왔다24).

엄격한 심사척도에 의할 것인지, 완화된 심사척도에 의할 것인지는 입법자

에게 인정되는 입법형성권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고 시한 바 있

다.25) 어떤 범죄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하는 문제, 즉 법정형의 종류와

범 의 선택은 그 범죄의 죄질과 보호법익에 한 고려뿐만 아니라 우리의

역사와 문화, 입법당시의 시 상황, 국민일반의 가치 내지 법감정 그

리고 범죄 방을 한 형사정책 측면 등 여러가지 요소26)를 종합 으로

고려하여 입법자가 결정할 사항으로서 헌법상 범 한 입법재량 내지 형

성의 자유가 인정되는 역이므로(헌재 1995. 4. 20. 93헌바40, 례집 7-1,

547 참조) 이에 한 법률의 평등원칙 반여부는 이른바 ‘자의 지원칙’을

반하 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완화된 심사가 용되는 것이 기존의 선례

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결정에서 헌법재 소는 “이 사건 조항

이 정부 리기업체의 간부직원을 일반 사인과 달리 취 하여 공무원과 같

이 처벌하여야 할 합리 근거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고 하면서 “만일

합리 근거가 없다면, 이 사건 조항은 형벌 으로부터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 하고 보호하여야 한다는 의미를 가지는 헌법 제10조와 평등의

원리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11조에 반될 여지가 있다”고 시하여 자

24) 독일 연방헌법재 소는 평등원칙 반 여부에 한 심사척도로 첫째, 差別에

하여 顯著한 不合理性이 있는지 여부, 즉 立法 에게 恣意性이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하는 완화된 심사와 둘째, 차별목 과 차별취 사이의 엄격한 비례 계를 요

구하는 비례의 원칙(과잉 지의 원칙)을 용하는 엄격심사의 두 가지 척도를

용해 왔고 우리 헌법재 소도 체로 이와 같은 기 을 용해왔다고 할 수 있다.

25) 제 군인지원에 한법률 제8조 제1항 등에 하여 헌결정을 한 헌재 1999. 12.

23. 선고, 98헌마363, 례집 11-2, 771, 787에서는 다음과 같이 시하고 있다. ‘평

등 반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엄격한 심사척도에 의할 것인지, 완화된 심사척도에

의할 것인지는 입법자에게 인정되는 입법형성권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이

다. 먼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 엄격한 심사척도가 용될

수 있다. 헌법이 스스로 차별의 근거로 삼아서는 아니되는 기 을 제시하거나 차

별을 특히 지하고 있는 역을 제시하고 있다면 그러한 기 을 근거로 한 차별

이나 그러한 역에서의 차별에 하여 엄격하게 심사하는 것이 정당화된다. 다음

으로 차별 취 으로 인하여 련 기본권에 한 한 제한을 래하게 된다

면 입법형성권은 축소되어 보다 엄격한 심사척도가 용되어야 할 것이다.’

26) 그 에서도 가장 요한 것은 당해 범죄의 보호법익과 죄질이다. 보호법익이

다르면 법정형의 내용이 다를 수 있고, 보호법익이 같다고 하더라도 죄질이 다르

면 그에 따라 법정형의 내용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헌재 1997. 3. 27. 95헌바

50, 례집 9-1, 298～299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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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지원칙에 따른 심사를 하고 있다.

한편, 자의 지라는 평등원칙 반에 한 심사기 27)은 ①비교집단의

동일성 여부, ②차별을 정당화할 수 있는 합리 이유의 존부이다. 비교집

단이 본질 으로 동일한지 여부에 한 단은 일반 으로 당해 법률규정

의 의미와 목 등에 달려 있으며28), 恣意性은 차별을 정당화하는 객

이고 합리 인 이유가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 선례이다. 헌법재

소는 정부 리기업체의 업무의 공공성에 비추어 그 간부직원의 직무와

련한 수재행 를 방치하면 업무의 공정성이 훼손되고 사업목 이 왜곡되

어 궁극 으로 국가경제에 나쁜 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을 들어 간부직

원을 공무원의 수뢰죄에 의율하는 것은 합리 근거가 있다고 단하 다.

이어 간부직원은 기업체의 의사결정 사업수행에 요한 역할을 하는 자

이므로 단순히 업무를 보조하는 일반직원보다는 수재행 로 인한 부정비리

가 생길 가능성이 훨씬 높아 간부직원의 수재행 를 일반직원과는 달리 처

벌하더라도 헌법 제11조 평등원칙에 반되지 않는다고 시하고 있다.

이는 융기 의 임․직원의 수재행 를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가 처벌등

에 한법률 제5조의 제1항 지방공사의 직원에 하여 공무원의 수뢰죄

로 처벌하는 지방공기업법 제83조에 한 헌소원에 한 합헌결정(헌재

2001. 11. 29. 2001헌바4 례집 13-2, 678)의 심사척도 논증을 그 로

따른 것이라고 할 것이다. 다만, 지방공기업법 제83조에 한 헌소원

에서 헌의 반 의견을 개진했던 2인의 재 29)도 이 사건에서는 반 의

견을 내지 않았다. 그런데 차별에 합리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한 단

에서는 비교되는 두 집단인 일반 사인과 정부 리기업체 임직원이 동일한

집단인지 여부에 한 논증이 생략되어 있다. 일반 으로 두 사실 계 내

지 집단이 동일한지 여부는 그 법률의 입법목 에 달려 있다고 할 것이고

정부 리기업체의 임직원의 직무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한 이 법률조항의

27) 미국연방최고재 소는 평등원칙 반에 한 심사에 있어 입법자의 차별 의도

(intent)의 존재여부를 매우 요한 요소로 평가하고 있으나 독일의 연방헌재나

우리 헌재의 경우 ‘차별 의도’라는 입법자의 주 의사를 심사기 으로 삼고

있지 않다.

28) 헌재 1996. 12. 26. 96헌가18, 례집 8-2, 680, 701 참조.

29) 재 권성, 재 주선회는 반 의견( 헌의견)을 개진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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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목 에 비추어 보면 두 집단은 동일한 집단이라고 볼 수 있는가 라는

에서 차별에 합리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단하기에 앞서 법 으로 동

일한 집단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하여 단했어야만 하는 것이 보다 논

리 인 논증순서가 아니었나 한다. 그러나 정부 리기업체라는 정부출자가

있는 업체라도 곧바로 직무가 공공 성격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에서, 그리고 분명히 법률상 공무원의 신분이 아닌 자가 정부 리기업체에

서 근무한다고 하여 공무원과 동일한 집단이라고 볼 수 없다는 에서

양자는 ‘사인’의 범주에 속하는 법 으로 동일한 집단에 속한다고 할 것이

다. 따라서 결론에 있어서 이 결정은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와 같은

지 은 일반 사인과 정부 리기업체 간부직원 사이뿐만 아니라 간부직원과

일반직원 간에도 마찬가지로 가능하다.

결국 헌법재 소는 입법자가 일반 사인과 정부 리기업체 간부직원, 간

부직원과 일반직원에 하여 차별취 을 하는 합리 이유를 자세히 밝히

면서도 그에 앞서 단되어야 하는 비교집단 상호간의 동일성 여부에 하

여는 자세한 언 을 하지 않고 있는데, 비교집단 상호간에는 본질 으

로 다르지 않다는 단을 제로 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다. 과잉 지원칙 반여부에 한 단부분

(1) 형벌법규에 한 입법권의 범 와 한계에 한 헌법재 소 례

(가) 우리 헌법은 근 자유민주주의헌법의 원리에 따라 국가의 기능을

입법․사법․행정으로 분립하여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을 이루게 하는 권력

분립제도를 채택하고 헌법 제40조에서 입법권은 주권자인 국민의 의기

인 국회에 귀속시키고 있어 형벌법규의 제정은 원칙 으로 국회의 고유권

한에 속하는 것이다(1992. 4. 28. 90헌바24, 례집 4, 229 참조).

(나) 특히 입법권자는 유동 이고 가변 인 사회의 다양한 상에

탄력 으로 응하기 하여 그 제정이 필요하거나 이를 정당하게 할 특별

한 사안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의 일반형사법에 한 특별규정으로 특정범

죄에 하여 외 으로 용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1992. 4. 28.

90헌바24, 례집 4, 231 참조).

(다) 나아가 어떤 범죄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하는 문제 즉 법정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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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와 범 의 선택은 그 범죄의 죄질과 보호법익에 한 고려뿐만 아니라

우리의 역사와 문화, 입법당시의 시 상황, 국민일반의 가치 내지 법

감정 그리고 범죄 방을 한 형사정책 측면 등 여러가지 요소30)를 종합

으로 고려하여 입법자가 결정할 사항으로서 범 한 입법재량 내지 형

성의 자유가 인정되어야 할 분야이다(1995. 4. 20. 93헌바40, 례집 7-1,

547 참조).

(라) 그러나 국회의 입법재량 내지 입법정책 고려에 있어서도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제한은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하며, 기본권의 본질 인

내용을 침해하는 입법은 할 수 없으므로,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명시된

죄형법정주의와 소 효의 지 이에 유래하는 유추해석 지의 원칙 외

에 헌법재 소는 몇가지 입법원칙을 선언한 바 있다.

(ⅰ) 어느 범죄에 한 법정형이 그 범죄의 실태와 죄질의 경 , 이에

한 행 자의 책임, 처벌규정의 보호법익 형벌의 범죄 방효과 등에

비추어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어서 체 형벌체계상 히 균형을 잃음으

로써 다른 범죄자와의 계에 있어서 헌법상 평등의 원리에 반하거나 그러

한 유형의 범죄에 한 형벌 본래의 기능과 목 을 달성함에 있어 필요한

정도를 히 일탈함으로써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입법 지원칙에 반

하여서는 아니된다(1995. 11. 30. 94헌가3, 례집 7-2, 556～557 참조).

(ⅱ) 입법자는 법 들에게 구체 양형을 선고함에 있어서 그 책임에 알

맞는 형벌을 선고할 수 있도록 형벌개별화(刑罰個別化)의 원칙이 용될

수 있는 폭넓은 범 의 법정형을 설정하여야 한다( 90헌바24, 례집 4,

230 참조). 그러나 입법자가 앞서 본 바와 같은 법정형 책정에 한 여러

가지 요소의 종합 고려에 따라 법률 그 자체로 법 에 의한 양형재량의

범 를 좁 놓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당해 범죄의 보호법익과 죄질에

비추어 범죄와 형벌간의 비례의 원칙상 수 할 수 있는 정도의 합리성이

있다면, 이러한 법률을 헌이라고 할 수 없다( 93헌바40, 례집 7-1,

553 참조).

30) 그 에서도 가장 요한 것은 당해 범죄의 보호법익과 죄질이다. 보호법익이

다르면 법정형의 내용이 다를 수 있고, 보호법익이 같다고 하더라도 죄질이 다르

면 그에 따라 법정형의 내용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헌재 1997. 3. 27. 95헌바

50, 례집 9-1, 298～299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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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설

헌법재 소는 이 사건 조항이 국민경제 국민생활에 한 향을 미

치는 정부 리기업체의 업무의 공정성과 신뢰성, 투명성을 확보하여 사회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한 것으로 입법목 은 정당하고 입법목 을 달

성하기 한 방법 내지 수단도 합하다고 하 다. 이어 입법목 , 보호법

익 등을 종합 으로 고려해 볼 때 법정형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형벌체계상

히 균형을 잃었다거나 입법목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넘는 과잉형벌

이라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조항으로 인하여 정부 리기업체 간부직원이

받게될 형벌 과 신체의 자유에 한 침해보다 정부 리기업체의 직무의

불가매수성을 확보함으로써 얻는 사회 공익이 더 크다고 보아 법익 균형

성도 충족한다고 하 다. 와 같은 단은 과잉 지원칙에 한 형 인

논증인데, 다만 원칙의 세 번째 기 인 ‘피해의 최소성’이라는 표 이

언 되지 않고 신 입법목 등을 고려할 때 과잉형벌이 아니라는 단을

하고 있다. 아마도 정부 리기업체 임․직원 부를 공무원으로 간주하지

않고 수재행 로 인한 정부 리기업체의 업무의 공공성을 해할 우려가 큰

간부직원의 수재행 만을 공무원으로 간주하여 처벌하도록 한 것은 업무의

비 이 낮은 보조업무종사자의 수재행 를 제외한 것으로써 피해의 최소성

원칙을 충족한다는 단이 과잉형벌이 아니라는 단에 포함되어 생략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지방공기업법 제83조에 한 헌소원에서의 반 의견

( 헌의견)의 논지는 공기업의 직원의 경우 공공 성격이 강한 직책이 있

는 경우도 있고 그 지 않은 경우도 있음에도 지방공기업법은 공기업의 사

업이 어떤 역이든지 불문하고 모든 지방공기업의 임․직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형법상의 뇌물죄로 처벌하는 것은 행정편의 인 입법으로 기본권

이 침해될 가능성이 노출되어있다는 것이다31). 그러나 이 사건 조항은

반 의견의 논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헌의 소지가 제거되어 있다고 할 수

있고 따라서 반 의견을 개진했던 두 분의 재 도 이 사건 결정에서

는 합헌의견에 동조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헌법재 소는 정부 리기업체는 특정의 국가목 (공익사업)을

해 설립된 기 는 단체로서 그 업무는 체 으로 공공성을 지니기 때

31) 헌재 2001. 11. 29. 2001헌바4, 례집 13-2, 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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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이들 업무를 공공성이 있는 업무와 그 지 않은 업무로 구별할 수 없

다고 시하면서 가사 공공성을 가지는 업무와 그 지 않은 업무를 구분할

수 있다하더라도 업무의 요도에 따라 구분하는 것도 하나의 기 이 된다

고 단하 는데, 이는 어떤 범죄를 어떻게 처벌할지는 입법자가 입법목 ,

보호법익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할 사항이라고 한 형벌법규에 한

입법자의 범 한 형성권을 갖는다는 선례와 다르지 않다고 할 것이다.

3. 이 사건 결정의 의의

이 사건 결정은 이미 헌법재 소가 합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는 특경가법

제5조 지방공기업법 제83조에 한 합헌결정에 이어 공 인 업무에 종

사하거나 업무가 국민경제에 한 향을 미치는 등 공공성이 강한 경우

공무원이 아닌 자의 수재행 에 하여도 공무원의 수재행 와 동일하게

처벌하는 법률조항의 합헌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 다는 에 그 의미가 있

다할 것이다.

4. 결어

이 사건 법률조항과 련하여 이 사건 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두 가지

은 여 히 석연치 않다. 첫째, 이 사건 조항의 정부 리기업체 설립의 각

근거법률에는 수재행 에 한 한 기업체의 임원 는 임․직원 부를 공

무원으로 의제하여 처벌하는 조항을 두고 있는 경우가 부분인데, 그 경우

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과의 계에서는 동일한 사실 계에 하여 복처

벌조항을 두고 있는 셈이다. 입법정책 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둘째, 헌법재 소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정당성의 근거를 정부 리기업

체의 업무의 공공성과 정부의 소유 내지 실질 인 지배력행사에 있다고

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임에 의한 통령령이 규정하

고 있는 정부 리기업체 에는 정부가 지배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민 화에 따라 공기업 성격을 잃어 가고 있는 기업체도 있다. 컨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지역농 을 보면, 지역농 은 농업인(조합원)의

생산성제고와 생산물의 로 유통을 도와 조합원의 지 향상을 목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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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하는(농 법 제13조) 농업인의 자조조직이다. 임원은 조합원의 총회에

서 선출되고(동법 제45조 제3항) 해임되며(동법 제54조), 회계는 정 이 정

하는 바에 따른다(동법 제63조). 지역농 은 사업목 을 달성하기 하여

정부로부터 차입을 할 수 있으나, 조합원의 출자로만 자본 을 형성하기

때문에 정부의 출자도 없다. 따라서 정부투자기 리기본법의 용도 받

지 않는다. 이런 에서 지역농 이 정부 리기업체(공기업)로 평가할 수

있는지 의문이 있다. 하지만 농 법은 농림부장 이 조합에 하여 범

한 감독권을 행사하고 감독상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동법 제162조 제1항), 조합원보호에 지장을 래할 우려가 있는 경

우에는 조합에 하여 경 지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동법 제166조)

경 반에 한 감독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이는 원래 농 이 정부주도로

설립되었고( 차 정부개입은 어들고 자조조직으로 성장해 가고 있는 실

정이다) 경제 기반이 취약한 농업인의 지 향상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균

형있는 발 을 추구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농 도 어느 정도 공공성을

가진다고 할 것이어서 정부 리기업체로 평가할 수도 있다고 본다. 그 지

만 여 히 상 으로 정부의 출자도 미약하고 사업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향도 하다고 보여지지 않는 공공성이 낮은 기업에 하여까지 정부

리기업체로 평가하고 그 임․직원에 하여 뇌물죄를 확 용하는 것은

신 해야할 필요가 있고 입법정책 으로도 바람직한 것인지는 의문이 있

다. 이는 종국 으로 시행령의 헌문제가 제기될 소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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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부칙 제3조

헌소원(2001헌바50)
-근로 계의 존속보호와 헌법-

(헌재 2002. 11. 28. 2001헌바50, 례집 14-2, 668)

김 하 열
*

1)

【 시사항】

1. 근로 계의 존속보호와 헌법

2. 법률로 국가보조 연구기 을 통폐합함에 있어 재산상의 권리․의무만

승계시키고, 근로 계의 당연승계 조항을 두지 아니한 것이 헌인지 여부

【심 상조문】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1999. 1. 21. 법률 제5671호) 부칙 제3조

第3條(權利․義務의 承繼) ①이 法 施行당시의 各硏究院은 그 理事 의

議決에 의하여 그 財産과 權利․義務를 이 법에 의하여 設立될 振 院이

承繼하도록 保健福祉部長官에게 申請할 수 있다.

②各硏究院은 保健福祉部長官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이 法에 의한 振

院의 設立과 동시에 民法 法人의 解散 淸算에 한 規定에 불구하고

解散된 것으로 보며, 各硏究院에 속하 던 財産과 權利․義務는 振 院이

이를 承繼한다.

③第2 의 規定에 의하여 振 院에 承繼되는 財産의 價額은 振 院 設

立登記日 일의 帳簿價額으로 한다.

* 헌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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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1. 심 청구의 경

(1) 정부는 1998. 8. 경 ‘정부출연․ 탁기 경 신 추진계획’에 의하

여, 청구외 한국식품 생연구원(이하 ‘식품연구원’이라 한다)과 한국보건의

료 리연구원(이하 ‘의료연구원’이라 한다)을 통폐합하여 한국보건산업진흥

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하고, 정원을 감원하고, 경상비도 삭감한

다는 계획을 세웠고 이에 따라 진흥원의 설립을 하여 1999. 1. 21. 법률

제5671호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제정되었다.

식품연구원은 1999. 1. 22. 이사회에서 식품연구원의 재산과 권리․의무

(퇴직 등)를 포 으로 진흥원에 승계시키기로 의결하 고, 보건복지부

장 의 승인 해산등기․설립등기 등의 차를 거쳐 같은 해 2. 6. 진흥

원이 설립되었으며, 진흥원은 인사 원회를 열어 직원 선정기 을 설정하

고, 이에 따라 같은 해 3. 10. 청구인들을 포함한 식품연구원 소속 직원 일

부를 선정에서 배제하 다.

(2) 청구인들은 ‘진흥원의 이러한 행 가 승계된 자신들과의 근로 계를

일방 으로 소멸시키는 것으로 해고에 해당한다’며 구제명령을 신청하여

같은 해 1999. 6. 8. 서울지방노동 원회로부터 ‘진흥원의 1999. 3. 10.자 해

고는 부당해고로서, 진흥원은 청구인들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정상 으로 근무하 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 상당액을 지 하여야 한

다’는 구제명령을 받았고, 진흥원이 이에 불복하여 앙노동 원회(이하 ‘

노 ’라 한다)에 재심신청을 하 으나 기각하는 재심 정을 받았다.

(3) 이에 진흥원은 노 원장을 상 로 서울행정법원에 재심 정

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 는바, 법원은 2000. 10. 17. 노 가 한

재심 정을 취소한다는 결을 선고하 고, 노 원장은 이에 불복하

여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 으며(2000 14124호), 청구인들은 그 사건의 피

고인 노 원장을 보조하기 하여 소송에 참가하여 재심 정의

법 여부 단의 기 가 되는 법 부칙 제3조에 하여 헌법률심 제청을

하 는데, 2001. 6. 22. 서울고등법원에서 이를 기각하자(피고의 항소도 기

각), 헌법재 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2001. 7. 4.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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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 다. 한편, 서울고등법원의 항소기각 결에 한 청구인들의 상고

는 2002. 5. 14. 기각되었다( 법원 2001두6579).

2. 청구이유와 계기 의 의견

가. 청구이유

통폐합되는 식품연구원 의료연구원의 권리․의무의 승계에 한 규

정인 법 부칙 제3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를 보건복지부 장

의 승인이 없으면 통폐합되는 각 연구원의 재산과 권리․의무를 진흥원

이 승계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규정에서 승계의 상이 되는 것으로

규정한 권리․의무를 재산상의 것으로 한정하여 해석한다면, 이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법인을 설립할 경우에는 근로 계의 승계를 인정하지

아니함으로써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여 근로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으로서, 일반 으로 합병의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는 합

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업이 포 으로 양

도되면 반 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간의 근로 계도 원칙 으

로 양수인에게 포 으로 승계된다고 보고,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를 엄격

하게 제한하고 있는 노동법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

법 제11조의 평등의 원칙에 배되고, 헌법 제10조 단에서 규정한 인간

의 존엄성, 같은 조 후단의 행복추구권, 헌법 제32조의 근로의 권리, 헌법

제15조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이다.

나. 법원의 제청신청기각 이유

(1) 정부의 방침에 의하여 식품연구원과 의료연구원이 통폐합되고 그

신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진흥원이 설립되고, 진흥원이 수행할 업무 에

각 연구원이 수행하던 업무가 포함되어 규정됨으로써 결과 으로 각

연구원의 업무가 진흥원으로 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정부의 정책 고

려에 의한 것으로서 이를 각 연구원 사이의 약정에 의한 업의 포

양도나 법인의 합병과 마찬가지로 볼 수는 없으므로 각 연구원 직원들

의 근로 계는 진흥원으로 당연히 포 으로 승계된다고 할 수 없고, 이

러한 경우에 있어 근로 계의 승계가 있다고 보기 하여는 법 부칙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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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의 승계에 한 경과규정을 두어야 할 것이고, 한편 입법목 을

달성하기 하여 가능한 여러 수단들 가운데 구체 으로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는 그 선택이 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것이 아닌 한

입법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2)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각 연구원 소속 직원의 근로 계에 하

여는 이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오히려 진흥원으로 승계되는

각 연구원의 권리․의무는 재산상의 것임을 밝히고 있는바, 종 각 연구

원들은 민간단체로서 정부가 지원 을 보조하는 기 이었으나, 진흥원은

정부가 보건산업기술 정보의 개발, 기술개발지원사업 등을 하기 하여

정부출연 으로 설립․운 하는 기 으로서 그 운 비 부가 국민의 세

으로 조달되고 진흥원에 한 정부의 업무 감독 한 종 연구원보다 강

화되며, 그동안 비능률 이고 방만하게 운 되던 정부출연․ 탁기 의 구

조조정의 필요성도 실하게 요구되는 데다가, 진흥원의 업무 종 각

연구원으로부터 이 된 업무의 비 에 비추어 종 각 연구원 직원들 부

를 그 로 승계할 필요가 없었을 뿐 아니라, 각종 환경의 오염 이로 인

한 질병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고 국민들에게 양질의 보건서비스를 제공

하기 하여 경쟁력있는 우수한 인재를 채용하는 방법으로 직원을 충원하

는 것이 공익에 부합되기도 한 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을 보

건복지부장 의 승인이 없으면 통폐합되는 각 연구원의 재산과 권리․의무

를 진흥원이 승계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규정에서 승계의 상이 되

는 것으로 규정한 권리․의무를 재산상의 것으로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이

하게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규정의 와

같은 해석은 헌법에 배된다고 할 수 없다.

【결정요지】

1. 헌법 제15조의 직업의 자유 는 헌법 제32조의 근로의 권리, 사회국

가원리 등에 근거하여 실업방지 부당한 해고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여

야 할 국가의 의무를 도출할 수는 있을 것이나, 국가에 한 직 인 직

장존속보장청구권을 근로자에게 인정할 헌법상의 근거는 없다.

2. 가. 이와 같이 우리 헌법상 국가에 한 직 인 직장존속보장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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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인정할 근거는 없으므로 근로 계의 당연승계를 보장하는 입법을 반드

시 하여야 할 헌법상의 의무를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한국보건산업진흥

원법 부칙 제3조가 기존 연구기 의 재산상의 권리․의무만을 새로이 설립

되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승계시키고, 직원들의 근로 계가 당연히 승계

되는 것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하여 헌이라 할 수 없다.

나. 다만, 우리 헌법상 국가(입법자)는 근로 계의 존속보호를 하여 최

소한의 보호를 제공하여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부칙 제3조가 그러한 최소한의 보호의무마 버린 것이 아닌지 문제될

수 있겠으나, 국가가 근로 계의 존속을 보호하기 한 최소한의 보호조치

를 취하고 있는지의 여부는 당해 법률조항만에 의할 것이 아니라, 노사

계에 한 법체계 반을 통하여 단하여야 할 것인바, 헌법 제33조에서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는 , 법원이 재 을 통하여 고용승계 여부에

한 당사자의 의사와 태도를 합리 으로 해석함으로써 근로 계 존속보호

의 기능을 수행할 가능성이 열려 있는 , 고용보험제도를 비롯하여 고용

안정, 취업기회의 제공, 직업능력의 개발을 한 부수 법제가 마련되어

있는 등을 고려할 때, 행법제상 국가는 근로 계의 존속보호를 한

최소한의 보호조치마 제공하고 있지 않다고 보기 어렵다.

다. 근로 계의 승계를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들에 비교하거나, 합병,

업양도로 근로 계가 승계되는 경우에 비교하여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합리 인 이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평등원칙에 반된다고 할 수

없다.

재 윤 철, 재 권 성, 재 주선회의 반 의견

2. 나. 이 사건 통폐합은 그 실질에 있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손을 빌

린 입법 정리해고’라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칙 제3조는

해고 상자의 선발기 의 정립 구체 상자의 선정에 있어 자의성을

배제하고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차, 그리고 해고 상이 됨으로써 직

장을 상실하게 된 근로자들에게 불복과 구제의 차를 보장하지 않음

으로써 근로 계의 존속보호를 한 국가의 최소한의 보호의무조차 버리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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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일반기업의 근로자일 경우 근로기 법에 의한 정리해고 제한법리를

통하여 혹은 합병 는 업양도에 한 례에 의하여 일정한 실체 ,

차 요건을 갖추지 않은 부당한 근로 계의 종료(직장상실)로부터 보호되

고, 이를 하여 앙노동 원회, 법원이라는 구제기 의 도움을 받게 되는

반면, 청구인들과 같이 ‘특정법률에 의해 그 사업장이 통폐합 당함으로 말

미암아 실질 으로 정리해고된 근로자들’에 하여는 그에 히 미치는

못하는 최소한의 보호조치마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일반근로자들에 비하

여 합리 이유없이 이들을 차별하고 있다.

【해설】

1. 이 사건 법률조항의 내용

이 사건 법률조항인 법 부칙 제3조는 ‘권리․의무의 승계’라는 제목 하

에, 법 시행당시의 식품연구원과 의료연구원에 속하 던 “재산과 권리․의

무”에 하여 승계신청을 하고 보건복지부장 이 승인을 하면 그 “재산과

권리․의무”를 진흥원이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1항, 제2항), 나아

가 승계되는 “재산”의 가액산정 방법에 하여도 규정하고 있다(제3항).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진흥원장이 고용 계를 승계할 의무를 부담

하는 것도 아니지만,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고용 계의 승계가 당연

히 배제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고용 계의 승계 여부에 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원은 당사자의 의사와 태도 등 여러 가지 자료와 사정을 종합

하여 그에 한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법원 례도 이와 같은 입장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과 같이 당연승계 조항이 없는 경우에 고용 계가 승계되

었다고 볼 것인지, 종료되었다고 볼 것인지를 구체 사안에 따라 개별

으로 단하고 있다.

법원 1998. 10. 23. 선고 98다33932 결

“법률의 제정, 개정 등으로 새로운 특수법인이 설립되어 종 에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던 법인 등 종 단체의 기능을 흡수하면서 그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하는 경우에 있어서, 해산되는 종 단체에 소속된 직원들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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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가 승계되는지의 여부에 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아니한 채,

단순히 종 단체에 속하 던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는 새로이 설립되는

특수법인이 이를 승계한다는 경과규정만 두고 있다면, 종 단체는 새로운

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사실상 존속하기가 어려워 해산될 수밖에 없는 것이

므로 와 같은 경과규정은 해산되는 단체의 재산상 권리의무를 신설법인

이 승계하도록 하여 그 해산에 따른 차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해산되는

종 단체의 해산 청산 차를 특별히 규율할 목 으로 규정된 것일 뿐

이고, 해산되는 단체의 직원들의 근로 계를 당연히 새로이 설립되는 특수

법인에 승계하도록 하기 한 것이 아니어서 결국 앞서 본 바와 같은 문언

만으로는 당해 법률에 의하여 종 단체에 소속된 직원들의 근로 계가 새

로이 설립되는 특수법인에 당연히 승계된다고 볼 수는 없다.....( 략).....

등 피고가 회 직원의 고용 계를 승계한 듯이 보이는 측면도 있으나....

( 략)..... 등에 비추어 원고와 회와의 근로 계는 와 같은 해산에 따

른 퇴직 을 지 받음으로써 종료되고, 피고와 새로운 근로 계가 성립된

것이고, 따라서 달리 피고가 회 직원을 임용하면서 기존의 근로 계를

포 으로 승계하 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회 직원

들에 한 근로 계를 승계할 아무런 법령상 의무가 없는 피고가 이미 해

산된 회 직원들의 근로 계를 승계하 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요컨 이 사건 법률조항은, 식품연구원과 의료연구원의 재산상의 권

리․의무를 진흥원에 승계시킬 가능성을 부여하면서도, 그 경우의 근로

계의 승계에 하여 아무런 규율을 하지 않음으로써 근로 계가 승계

되지 않는 경우도 용인하고 있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2. 쟁 의 정리

이 사건의 직 인 쟁 은 식품연구원과 의료연구원의 통․폐합으로

기존 연구원의 권리․의무를 진흥원에 승계시키면서 근로 계를 승계시키

는 조항을 두지 아니한 것이 헌법에 반되는지 여부이나, 이에 앞서 일반

으로 근로자가 근로 계의 존속보호를 헌법상 어느 정도 요구할 수 있는

지, 이에 응하는 입법자의 의무는 어디까지인지가 문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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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회학 으로는 구조조정과 련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량해

고 실업의 문제에 하여 한편으로는 근로자의 -생존권과 연결된- 근

로 계를 보호할 필요와, 다른 한편으로 사업주의 경 의 자유를 보장함과

아울러 기업의 생존을 통한 다른 근로기회의 창출에 한 필요성을 어

떻게 형량하고 조화시킬 것인지의 문제이다.

3. 근로 계의 존속보호와 헌법

가. 헌법상의 경제질서와 노동질서

우리 헌법상의 경제질서는 사유재산 사 자치를 보장하고,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 하는 자유시장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

면서도 사회복지․사회정의를 실 하기 하여 국가 규제와 조정을 용인

하는 사회국가원리를 수용하고 있다(헌재 1996. 4. 25. 92헌바47, 례집

8-1, 370, 380; 헌재 1998. 5. 28. 96헌가4등, 례집 10-1, 522, 533-534).

노동질서는 경제질서를 구성하는 요한 요소 의 하나이다. 노동시장

노동 계에 하여 헌법은 제32조, 제33조에서 근로의 권리와 근로3권

을 보장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제15조에서 직업의 자유를 보장하

고 있다. 헌법재 소는 “헌법이 이와 같이 근로3권을 보장하는 취지는 원

칙 으로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 함을 기본으로 하는

시장경제의 원리를 경제의 기본질서로 채택하면서, 노동 계 당사자가 상

반된 이해 계로 말미암아 계 립․ 의 계로 나아가지 않고 활

동과정에서 서로 기능을 나 어 가진 등한 교섭주체의 계로 발 하게

하여 그들로 하여 때로는 립․항쟁하고, 때로는 교섭․타 의 조정과

정을 거쳐 분쟁을 평화 으로 해결하게 함으로써, 결국에 있어서 근로자의

이익과 지 의 향상을 도모하는 사회복지국가 건설의 과제를 달성하고자

함에 있다”고 밝힌바 있다(헌재 1993. 3. 11. 92헌바33, 례집 5-1, 29, 40).

그런데 경제질서든 노동질서든 이로부터 노동 계를 어떻게 형성하여야

하는지에 한 구체 거를 이끌어내기는 어렵다. 이는 결국 개별 인 헌

법규정으로부터 도출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 사건과 같이 근로 계의 존속

보호가 헌법 으로 문제되는 경우 거가 될 수 있는 헌법규정은 제15조(직

업의 자유)와 제32조 제1항(근로의 권리)이다. 헌법 제33조에 규정된 근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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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과 같은 집단 근로 계에 한 것이

어서 이 사건에서 직 으로 거가 될 헌법규정은 아니라 할 것이다.

나. 직업의 자유와 근로 계의 존속보호

(1) 헌법 제15조가 보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는 직업“선택”의 자유만이

아니라 직업과 련된 종합 이고 포 인 직업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다. 한 직업의 자유는 독립 형태의 직업활동 뿐만 아니라 고용된 형태

의 종속 인 직업활동도 보장한다. 따라서 직업선택의 자유는 직장선택의

자유를 포함한다.2) 헌법재 소도 일 이 직업선택의 자유에 직장선택의 자

유가 포함된다고 설시한바 있다(헌재 1989. 11. 20. 89헌가102, 례집 1,

329, 336). 직장선택의 자유는 특히 종속 근로자에게 큰 의미를 지닌다.

(2) 이러한 직장선택의 자유의 내용은 무엇이며, 특히 근로 계의 존속

보호청구권을 이로부터 도출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이는 사용자가 그 계

획에 따라 근로자를 고용하는 등으로 기업을 자율 으로 운 할 다른

기본권과 충돌 계에 있는 문제이다.

이에 하여 독일에서는 직업, 직장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를 근로의

권리로 강화하는 시도는 일반 인 거부에 착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한

시도는 자유를 하는 포 인 직업의 조종 없이는 실 될 수 없을 것

이기 때문이라고 한다.3)

독일연방헌법재 소는 근로자 5인이하만을 상시 고용하는 소규모사업장

(Kleinbetrieb)에 하여 해고제한법(Kündigungsschutzgesetz)의 용을 배

제한 동법 제23조 제1항의 헌여부를 심사하면서 이 문제에 하여 상세

한 설시를 하 다(BVerfGE 97, 169). 그 요지를 보면 다음과 같다.

직장선택의 자유는 개인이 그 선택한 직업분야에서 구체 인 취업의 기회

를 가지거나, 이미 형성된 근로 계를 계속 유지하거나 포기하는 데에 있어

국가의 방해를 받지 않는 자유로운 선택․결정을 보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다. 그러나 이 기본권은 원하는 직장을 제공하여 것을 청구하거나 한 번

2) 허 , 한국헌법론, 박 사, 2000, 440면; 계희열, 헌법학( ), 박 사, 2000,

456-457면

3) Schlaich(정태호譯), 독일기본권론, 2000, 헌법재 소, 28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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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한 직장의 존속보호를 청구할 권리를 보장하지 않으며, 한 사인(사용

자)의 처분에 따른 직장 상실로부터 직 보호하여 것을 청구할 수도 없

다(BVerfGE 84, 133, 146f.; BVerfGE 97, 169, 175f). 다만 국가는 이 기본권

에서 나오는 객 보호의무를 질뿐이다.

소규모사업장을 배제하는 조항은 기존의 근로 계나 기본권으로 보호되는

근로자의 지 에 제약을 가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사 인 계약법을 형성

하는 규범일 뿐이어서, 이 기본권의 객 보호의무 반 여부만이 문제된

다. 입법자가 직업의 자유로부터 나오는 보호의무, 즉 사용자에 의한 해고로

부터 근로자를 보호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만 기본권침해가 인정될

수 있다.

직장유지에 한 근로자의 이익은, 자신의 계획에 부합하는 근로자를 채용

하고 그 숫자 한 자신의 기 에 따라 제한할 수 있는 사용자의 이익 -이

한 직업의 자유, 경제활동의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는 것인데-과 상충한다.

입법자는 실제 조화(praktischer Konkordanz)의 법리에 따라 충돌하는 기

본권 지 의 상호작용을 악하여 모든 련자들에게 기본권이 최 한 폭넓

게 실 될 수 있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이 법익들을 올바로 형량하여야 하는

것은 입법자의 몫인데, 입법자는 여기에서 범 한 입법형성권을 가진다. 갈

등 계를 야기하는 경제 , 사회 조건에 한 평가, 그에 한 입법이 장차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에 한 측은 정치 책임에 맡겨야 한다. 합리

형량이라고 도 히 볼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나 사용자 어느 일방의

기본권 지 가 다른 상 방에 비하여 낮게 평가된 경우에만 직업의 자유의

보호의무 반을 인정할 수 있다.

와 같은 기 에 비추어 볼 때 소규모사업장 배제조항은 직업의 자유 보

장조항에 반되지 않는다. 소규모사업장의 근로자들은 사용자의 해고로부터

아무런 보호없이 방치되어 있지 않다.

[근로 계의 존속에 한 근로자의 이해 계의 성(생계수단, 사회

계, 재취업의 非용이성, 실업보험의 불충분성) 해고의 필요성에 한 소

규모사업주의 이익의 성(개별 인 계의 요성, 해고제한법에서 요구

되는 해고보상 지불능력의 결여, 해고보호 차에서 발생하는 행정비용의

부담)을 설시한 다음]

사용자의 이익의 요성에 비추어 소규모사업장의 근로자가 직장상실의

험에 더 노출되더라도 이는 수인(受忍)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이 근로자들

을 해고제한법의 용에서 배제하더라도 보호없이 완 히 방치되는 것이 아

니라는 이 요하다. 해고보호 조항이 없더라도 법원은 민법상의 일반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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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하여 신의와 공서양속에 반하는 해고권 행사로부터 이 근로자들을 보호

할 수 있다. 법원은 일반조항의 용에 있어 직업의 자유의 객 내용을

수하여야 한다. 사인(사용자)의 처분에 따른 직장 상실에 하여 최소한의

보호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직업의 자유의 요청은 이로써 충족된다. 개별사안

에서 그 보호의 정도가 어디까지 미치는지는 법원이 결정할 사항이다.

실질 에서는 자의 해고, 평등원칙에 반하는 해고로부터 근로자들

은 보호되어야 할 것이며, 장기간의 근속으로 형성된 근로 계 지속에 한

신뢰도 보호되어야 할 것이다.

요컨 , 독일연방헌법재 소는 직업의 자유(직장선택의 자유)로부터 직

장 제공이나 직장에 한 존속보장을 국가에 하여 직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나오지 않으며, 다만 사용자의 처분에 따른 직장 상실에 하여 최

소한의 보호를 제공하여야 할 국가의 보호의무를 인정하고 있으나, 이 의

무의 이행에 하여 입법자에게 범 한 형성의 자유를 인정하고서 이 의

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사용자와 근로자의 상충하는 기본권 지 나

이익을 히 부 하게 형량한 경우에만 보호의무 반을 인정하고 있

는 것이라고 정리하고 있다.4)

다. 근로의 권리와 근로 계의 존속보호

(1) 헌법 제32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

회 ․경제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정임 의 보장에 노력하

여야 하며…” 라고 규정하여 근로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근로의 권리의 보장은 생활의 기본 인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생활수

단을 확보해 주며 나아가 인격의 자유로운 발 과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해

주는 의의를 지닌다.5)

근로의 권리의 법 성격과 내용에 하여는 학자들간에 견해가 엇갈리

고 있고, 헌법재 소의 례도 별로 없으나, 사회 기본권으로서 ‘일자리

4) Schlaich(정태호譯), 독일기본권론, 2000, 헌법재 소, 282면에서도, “보호요구권으

로서의 기본법 제12조 제1항은 사 처분에 의한 실직으로부터 최 한의 직장보

호를 제공하고 있는바, 이는 해고제한법 민법상의 일반조항을 통해서 보장되어

있다”고 정리하고 있다.

5) 계희열, 같은 책, 66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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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요구할 권리(Recht auf Arbeit)’로 이해함이 상당하다. 근로의 권리에

‘일할 권리를 방해받지 않을 권리’라는 국가 소극 방어권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으나6), 이는 직업의 자유(직장의 자유)에 의해 보장

되는 것이므로 굳이 근로의 권리의 내용으로 포섭하는 것에 별다른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일자리를 요구할 권리’란 국가에 하여 직 일자리(직장)를 청

구하거나 일자리에 갈음하는 생계비의 지 청구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

라, 고용증진을 한 사회 ․경제 정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에 그친

다.7) 만약 근로의 권리를 직 인 일자리 청구권으로 이해한다면 우리 헌

법의 경제질서와 다른 기본권규정과 조화될 수 없다. 국가가 모든 국민에

게 빠짐없이 일자리를 제공하려면 국가 자신이 사용자가 되어야 하고, 근

로의 의무가 제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사회주의 통제경제를 배제하는

우리 헌법의 경제질서와 조화될 수 없다. 한 국가가 사용자가 되지 않으

면서 일자리를 제공하려면, 사기업으로 하여 실업자들을 의무 으로 고

용하게 할 수 밖에 없는데 이는 사기업주체의 기본권에 한 본질 인 침

해를 의미한다. 한 바이마르 헌법 제163조 제2항8)과 같은 명문규정이 없

는 우리 헌법상 ‘일자리에 갈음하는 생계비청구권’도 근로의 권리의 내용이

될 수 없고 오히려 생계비 지 의 문제는 헌법 제34조에 규정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내용에 포함될 수 있을 뿐이다.

(2) 그 다면 근로의 권리로부터 국가에 한 직 인 직장존속청구권

을 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은 부정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에서 본 직업

의 자유에서 도출되는 보호의무와 마찬가지로 사용자의 처분에 따른 직장

상실에 하여 최소한의 보호를 제공하여야 할 의무를 국가에 부담시키는

것으로 볼 수는 있을 것이다. 이 경우에도 그 보호조치에 하여 입법자에

게 범 한 형성의 자유를 인정하고서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사용자와 근로자의 상충하는 기본권 지 나 이익을 히 부 하게

6) 컨 , 허 , 같은 책, 473면

7) 허 , 같은 책, 473면; 계희열, 같은 책, 662-663면; 김형배/하경효/김 문,

업양도와 근로 계의 승계, 1999, 신조사, 42-43면; 김형배, 노동법, 박 사,

2002, 142-143면

8) “ 당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는 자에 해서는 필요한 생계비를 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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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한 경우에만 헌문제가 생길 것이다. 이러한 입장은 헌법재 소가 사

회 기본권에 하여 취하고 있는 헌심사기 과도 일치한다.

“국가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한 헌법 인 의무를 다하 는지 여

부가 사법 심사의 상이 된 경우에는, 국가가 생계보호에 한 입법을

하지 아니하 다든가 그 내용이 히 불합리하여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의 범 를 명백히 일탈한 경우에 한하여 헌법에 반된다고 할

수 있다.” 헌재 1997. 5. 29. 94헌마33, 례집 9-1, 543, 552-553; 헌재

2001. 4. 26. 2000헌마390, 례집 13-1, 977, 989.

이와 련하여 학계에서는 근로의 자유에는 부당해고로부터의 보호요구

권도 내포되어 있으므로 국가는 해고 고제도, 해고심사제도 등을 입법화해

서 근로자를 부당한 해고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는 유력한 견해가 있다.9)

다. 소 결

헌법 제15조의 직업의 자유 는 헌법 제32조의 근로의 권리, 사회국가

원리 등 우리 헌법상으로 실업방지 부당한 해고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

여야 할 국가의 최소한의 의무를 도출할 수는 있으나 국가에 한 직

인 직장존속보장청구권을 근로자에게 인정할 근거는 없다.

근로 계의 존속여부에 한 사용자의 결정권 한 헌법 제15조의 직업

의 자유,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서 도출되는 경제활동의 자유, 헌법

제23조의 재산권에 의하여 보장된다.

상충되는 헌법 이익을 조화롭게 형량하여 보호하는 것은 입법자의

몫으로서 여기에서는 범 한 형성권이 인정되므로, 그 한 일탈의 잘

못이 있는 경우에만 헌법 반이라 확인할 수 있다.

4. 이 사건 법률조항의 헌 여부

가. 통합의 방식에 한 입법자의 정책 단권

(1) 진흥원은 기존의 식품연구원과 의료연구원을 통․폐합하기 하여

신설되었다. 국회회의록(제15 국회 198회 11차, 12차 회의)에 의하면, 정

9) 허 , 같은 책, 47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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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민간보조연구기 인 두 연구원이 복 운용되고 있다는 비 이 있으

므로 효율성 측면에서 두 연구기 을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되, 단순한

물리 변화가 아니라 체제의 변화를 통해 산업지원 기능을 제고할 수 있

도록 인 구성의 재편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2) 식품연구원과 의료연구원을 통폐합하고 진흥원을 설립함에 있어, 입

법자는 이 사건 법률조항을 통하여 ‘기존 연구원의 물 조직은 그 로 이

하면서 인 조직은 새로이 구성하는(새로이 구성하여도 좋은) 방식’을

택하 다.

입법자가 국가보조를 받는 연구기 의 운 이 방만하고 비능률 이어서

그 로 방치하는 것이 공익에 반한다고 단할 때에 선택할 수 있는 구조

개선 방안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논리 으로 상정할 수 있다. 즉, ①기존

연구원을 해산하고 이와는 완 히 연된 새로운 기 을 설립하여 물 ,

인 조직을 새로이 갖추는 방식, ②기존 연구원의 물 조직은 그 로 이

하면서 인 조직은 새로이 구성하는 방식, ③인 조직은 그 로 승계

하면서 물 조직은 새로이 구성하는 방식, ④새로 설립되는 기 이 기존

연구원의 물 , 인 조직을 포 으로 승계하면서 달리 업무의 효율성을

꾀하는 방식. 이 사건에서 입법자는 그 ②의 방식을 취하 다.

이 사건에서 기존 연구원 직원들 의 상당수가 진흥원에서 계속 근무하

게 되었다고 하여 이를 징표로 하여 입법자가 인 조직을 부분 으로라도

승계하는 방식을 취한 것이라 볼 수 없다. 그것은 입법 밖의 사실의 문제

로서, 진흥원에서 기존 연구원의 직원들을 신규채용함으로써 발생한 결과

에 불과한 것이다.

(3) 우선 으로 문제되는 것은 ②의 방식을 취한 것 자체에, 즉 물 조

직은 이 하면서 근로 계는 승계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방식 자체에

어떤 헌법 문제가 있는가 하는 인데, 이에 하여 재 들은 입법자

의 정책 단권한을 존 한다고 하면서 이를 부정하고 있다.

즉, 재의 상황 조건에 한 평가, 그에 한 정책이 장차 어떤 결과

를 가져올 것인지에 한 측, 다양하게 교착하는 이해 계를 반 하여

이를 형량, 조정하는 것은 그에 합한 민주 과정을 보장하고 있으며 아

울러 민주 책임을 맡고 있는 입법자에게 유보되어야 하고, 이를 함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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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잣 로 체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기존

연구원의 운 을 그 로 방치하는 것이 공익에 반하는지, 반한다고 단하

을 때에 방식 어느 방식이 가장 합하고, 효율 일 것인지에

한 단은 그것이 히 자의 이고 불합리한 것이 아닌 한 존 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일반론을 제로, 이 사건의 경우 입법자는 기존 두 연구원의 통

합이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본 다음, 식품부문과 의료부문을 단순

히 물리 으로 통합하는 데에 그친 것이 아니라, 기존 연구원의 정책연구

기능을 보건사회연구원으로 이 하고, 진흥원은 문 인 보건산업지원 기

능을 수행하도록 체제의 변화를 꾀하 으며10), 이 과정에서 에서 본바와

같이 인 구성의 재편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러한 입법자의 단과 정

책방향에 비추어 ②의 방식을 취한 것에 헌법재 소가 여할 만한 불합리

성이나 자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 다.

나. 국가의 보호의무 반 여부

에서 본바와 같이, 우리 헌법상 국가에 한 직 인 직장존속보장청

구권을 인정할 근거는 없고, 따라서 근로 계의 당연승계를 보장하는 입법을

반드시 하여야 할 헌법상의 의무를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

항에서 당연승계를 보장하지 않았다는 만으로는 헌이라고 할 수 없고,

그 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을 두고 종 의 근로 계가 당연승계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이라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다만 우리 헌법상 국가(입법자)는 근로 계의 존속보호를 하여 최소한

의 보호를 제공하여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근로 계의 승계에 한 아무런 규율을 하지 않음으로써 근로 계가

승계되지 않는 경우도 용인하고 있는 것이 그러한 최소한의 보호의무에

배되는 것이 아닌지 문제될 수 있다. 이에 하여 재 들 사이에 견해가

나뉘고 있다.

10) 구 식품 생법 제54조의3에 규정된 식품연구원의 사업과 법 제6조에 규정된 진

흥원의 사업을 비교해 보면, 자는 조사․연구사업에 이 있는 반면, 후자는

기술지원사업에 이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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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다수의견

다수의견은 국가가 근로 계의 존속을 보호하기 한 최소한의 보호조

치를 취하고 있는지의 여부는 이 사건 법률조항만에 의하여 단할 것이

아니라, 노사 계에 한 법체계 반을 통하여 단하여야 할 것이라고

제하고서, 행법제상 근로 계의 존속보호를 하여 국가가 마련하고

있는 보호조치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고 하면서, 이로써 근로자들에

게 최소한의 보호조치는 제공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①집단 근로 계법에 의한 사 자치의 보충

헌법 제33조는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다.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

동권을 통하여 근로자로 하여 사용자와 등한 지 에서 근로조건을 결

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근로자들은 노동조합을 설

립하여, 사용자와의 계에서 근로 계의 승계를 철하기 한 여러 행동

들을 헌법 제33조의 보호아래 할 수 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식품연구원과 의료연구원의 직원들은 헌법 제33조

근로기 법상의 근로자로서 노동기본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통폐합

계획의 백지화 내지 축소, 고용승계의 규모와 상자 선정, 비승계자에

한 상(代償)조치 등 고용승계를 하여 사용자를 상 로 교섭을 벌이고,

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처지에 있었다

한편 근로자참여 력증진에 한법률은 ‘해고 등 고용조정의 일반원칙’

에 한 사항을 의사항으로(동법 제19조 제1항), ‘합병, 휴․폐업등 경

상 요한 결정사항’, ‘증원 는 감원 등 인력수 계획’을 보고사항으로(동

법 제21조 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6조) 규정함으로써 노사 의제도를 통해

서도 근로 계의 존속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②법원을 통한 근로 계의 보호

법원은 계약원리를 통하여 근로 계의 존속을 보호할 수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당연승계를 규정하지 않았을 뿐 고용승계를 배제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법원은 여러 가지 자료와 사정을 종합하여 고용승계 여부에

한 당사자의 의사와 태도를 합리 으로 해석하는 과정에서 근로 계 존속

보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이 과정에서 법원은 -물론 국고보조기 의 구조

조정이라는 공익상의 요청과 조화하는 가운데- 직업의 자유 내지 근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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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라는 기본권의 의미와 작용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개별

사안에서 근로 계 존속보호의 정도가 어디까지 미치는지는 법원이 결정할

사항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 하에서 서울지방노동 원회와 노 는 근로 계의

승계가 있었다고 보았고,11)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은 그 승계가 없

다고 보았다. 결과 으로 청구인들의 근로 계는 보호되지 않았지만, 이것

은 아무런 국가의 보호작용없이 방치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법원의 구체

단작용이라는 보호기제를 거친 결과이다. 구체 재 에 있어 법원이 근

로 계 존속보호라는 기본권의 요청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근로자

의 지 를 심히 취약한 지경에 빠트린다 하더라도, 이는 그 사법작용의 잘

못에 귀착할 뿐이고, 이를 입법자의 잘못으로 돌릴 수는 없다.

③고용보험제도 등

고용보험제도는 실직근로자의 생활안정과 함께 재취업을 진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고용보험제도는 실업 여의 지 뿐만 아니라 고용안정사

업, 직업능력개발사업을 내용으로 함으로써 실업 인 근로자의 생활안정이

라는 소극 인 차원을 벗어나 고용증진을 한 헌법상의 근로의 권리를 구

체 으로 실 하는 입법이다.12) 고용보험제도는 실업보험제도와는 달리 1

차 으로 취업 인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진하며, 부득이 실업이 되더라

도 2차 으로 실업 여를 지 하고 재취업을 진하는 것을 목 으로 한

다. 우리나라 고용보험법은 1993. 12. 제정하여 1995. 7. 1.부터 시행하고 있

으며, 여러차례의 개정을 거쳐 실업 여의 수혜범 를 확 하는 등 개선․

보완되어 왔다. 고용보험법의 내용은 크게 고용안정사업(고용조정의 지원,

지역고용의 진, 고령자등의 고용 진, 건설근로자등의 고용안정 지원, 고

용 진시설에 한 지원,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지도 등), 직업능력개발

사업(사업주의 직업능력개발훈련에 한 비용지원,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11) 그 근거로 든 것 요한 것으로는, ①식품연구원 직원들이 사표를 제출하거

나 퇴직 을 지 받지 않은 , ②진흥원은 계속 근무하는 직원에게 기존 연구원

에서의 근속연수를 그 로 인정한 , ③진흥원은 그 설립 후에 인사 원회를 열

고 종 연구원의 직원들을 선정기 에 따라 평가하여 일부 직원들을 채용 상에

서 배제한 등이 있다.

12) 김형배, 같은 책, 79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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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에 한 비용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한 지원 등), 실업 여의

지 으로 나 수 있다. 실업 여는 구직 여와 취직 진수당으로 나뉘고,

후자는 다시 조기재취직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역구직활동비, 이주비로

나뉜다. 고용보험제도 외에도 고용안정, 취업기회의 제공, 직업능력의 개발

을 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직업안정법, 근로자직업훈련 진법 등의 부수

법제가 마련, 시행되고 있다.

나아가, 다수의견은 평등원칙의 에서도 헌법 반이 없다고 보고 있다.

즉, 법은 진흥원 설립이라는 개별사건을 규율하기 하여 제정된 법이므

로 특수법인 등에 한 다른 법률들과 평면 으로 비교할 수 없으며, 기존

기 의 통폐합이라는 유사한 목 을 띠고 있다 하더라도, 구체 통폐합의

취지와 형태, 방식은 무수한 개별 요소들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그 특수

성에 즉응하여 입법자는 각기 상이한 규율을 할 수 있고 여기에 합리 이

유가 있는 한 평등 반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하면서, 고용승계를 명시한

다른 법률들과 달리 이 사건 법률조항이 ‘기존 연구원의 물 조직은 그

로 이 하면서 인 조직은 새로이 구성하는 방식’을 취하 다 하더라도

여기에는 에서 본바와 같이 합리 이유가 있으므로 평등 반이라 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결론 으로 다수의견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 제11조의 평등원칙에

배되거나 헌법 제15조의 직업의 자유, 헌법 제32조의 근로의 권리를 침

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 다.

(나) 소수의견(재 윤 철, 재 권 성, 재 주선회)

이에 반하여 소수의견은 해고 상자의 선발기 의 정립 구체 상

자의 선정에 있어 자의성을 배제하고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차, 그리

고 해고 상이 됨으로써 직장을 상실하게 된 근로자들에게 불복과 구제의

차를 보장하지 않은 을 시하여, 근로 계의 존속보호를 한

국가의 최소한의 보호의무조차 버렸다고 보았다. 소수의견의 논증은 다

음과 같다.

(1) 다수의견에서 들고 있는 것과 같은 정도의 보호장치만으로는 법률에

의해 는 법률에 근거를 둔 정부의 조치로 해산, 통폐합, 구조조정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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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그 운명이 좌우되는 사업장의 근로자들의 근로 계는 실질 으로 아

무런 존속보호없이 입법자( 는 인수자)의 처분에 맡겨져 있는 것이나 마

찬가지이다.

법의 제정이유, 법 부칙 제3조 제4조의 내용, 진흥원 설립의 경과, 통

폐합을 후하여 물 ․인 조직의 기본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는 을

생각할 때 이 사건 통폐합의 실질은 ‘기존 연구원의 소멸 + 완 히

새로운 진흥원의 설립’이 아니라, ‘기존 연구원을 합병․승계하되, 인 조

직이 감축된 진흥원의 설립’에 있고, 이 과정에서 상당수 근로자들의 근로

계가 종료된 것은 그 실질에 있어 근로기 법 제31조 소정의 ‘경 상 이

유에 의한 해고’(이하 ‘정리해고’라 한다)에 다름아니다. 그것도 ‘제3자(진흥

원)의 손을 빌린 입법 정리해고’라고 요약할 수 있다.

(2) 근로기 법 제31조는 사용자의 경 상의 조직권으로서 해고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기본 으로 정하고 있지만, 경 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가 근로자측의 해고원인이나 귀책사유없이 행해진다는 에서 인원정

리의 효과를 가져오는 사용자의 경 조직상의 결정이 자의 이거나 남용되

어서는 아니되기 때문에 그 정당성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즉, ①

긴박한 경 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②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③합리 이고 공정한 기 에 따라 해고 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④해고

회피 노력과 해고 상자 선발기 에 하여 근로자 표와 성실하게 의하

여야 하며, ⑤일정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노동부장 에

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다(근로기 법 제31조).

한편, 업양도의 경우를 심으로 기업의 조직변경에 있어 근로 계의

승계를 보장하는 입법이 유럽의 각국에서 속속 명문화된 것은 기업조직의

변경이 노동법상 엄격한 제한이 따르는 해고제한법리를 회피하기 한 용

이한 수단이 되어서는 아니된다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

의 경우 그러한 입법이 없지만, 업양도의 경우 법원은 업양도의 당사

자가 근로 계의 승계를 배제하는 특약을 하더라도 거기에 해고제한법리를

용하여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그 특약을 무효화하고 있다( 법원 2002.

3. 29. 선고 2000두8455 결; 법원 2002. 7. 27. 선고 99두2680 결;

법원 1994. 6. 28. 선고 93다33173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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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002. 3. 29. 선고 2000두8455 결

“ 업이 양도되면 반 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 사이의 근로

계는 원칙 으로 양수인에게 포 으로 승계되고, 업양도 당사자 사

이에 근로 계의 일부를 승계의 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

우에는 그에 따라 근로 계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나, 그러한

특약은 실질 으로 해고나 다름이 없으므로 근로기 법 제30조 제1항 소정

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하며, 업양도 그 자체만을 사유로 삼아 근

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와 같이 일반기업의 근로자일 경우 근로기 법에 의한 정리해고 제한

법리를 통하여 혹은 합병 는 업양도에 한 례에 의하여 일정한 실

체 , 차 요건을 갖추지 않은 부당한 근로 계의 종료(직장상실)로부터

보호되고, 이를 하여 앙노동 원회, 법원이라는 구제기 의 도움을 받

게 된다.

(3) 한편, 공무원의 경우 헌법 제7조에서 공무원의 신분을 법률로 보장

하고 있으며, 국가공무원법은 의사에 반하는 퇴직, 면직, 해직 등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는 범 한 신분보장 장치들을 두고 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직제와 정원의 개폐 는 산의 감소등에 의하여 폐

직 는 감원이 되었을 때의 직권면직에 한 국가공무원법 규정이다. 동

법 제70조 제3항 내지 제5항에 의하면, 이러한 사유로 인하여 면직시킬 때

에는 면직기 을 정하여야 하고, 면직기 을 정하거나 면직 상자를 결정

함에 있어서 심사 원회를 구성하여 그 심의․의결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

고 있다는 이다. 이러한 직권면직처분에 하여는 소청과 행정소송이라

는 구제 차가 마련되어 있음은 물론이다. 요컨 , 폐직․감원으로 인한 직

권면직을 하더라도 그것이 자의 이 아니라 공정하게 이루어진 것인지를

심사하는 차 규율이 있으며, 불복하는 자에게 사법 구제 차가 마련

되어 있는 것이다.

(4) 다수의견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기존의 두 연구원을 통폐합하

여 진흥원을 설립하되, 물 조직은 승계시키고, 인 조직은 감원한다는

방침을 택하고 이를 입법을 통하여 실 하는 것 자체는 입법자에게 유보된

권한이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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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일정한 감원이 불가피하다고 보더라도 그 감원 상자의 선발기

의 정립 구체 상자의 선정에 있어 자의성을 배제하고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차, 그리고 감원 상이 됨으로써 직장을 상실하게 된 근

로자들에게 불복과 구제의 차를 보장하여야 비로소 근로 계의 존속보호

를 한 국가의 최소한의 보호의무를 이행한 것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기존 연구원의 직원들을 실질 으로는 제3자인 진흥원의

손을 빌려 정리해고하면서도 그러한 최소한의 차 규율마 생략함으로

써 근로자들을 헌법보호의 밖으로 방치하고 있다. 그리하여 어느 정도 감

원할 것인지, 어떤 기 으로 어떤 근로자를 감원할 것인지, 이에 하여 근

로자 표들과 의할 것인지, 감원 상이 된 근로자에게 어떤 상(代償)

조치를 취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하여 으로 진흥원은 임의에 따라

결정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진흥원의 결정에 하여는 -그것이 아무리

불공평하고 자의 인 것이라 할지라도- 근로자에게 아무런 불복과 구제의

길이 열려져 있지 않다. 이 사건 당해사건에 한 법원의 단과 같이, 청

구인들과 진흥원간에는 근로 계의 존재가 애 에 부인되므로 진흥원이 이

른바 ‘채용’을 거부하더라도 ‘해고’가 아니게 되고, 따라서 해고제한법리의

일부라도 용될 여지가 없는 것이다.

공무원이나 일반기업의 근로자들에게 조직변경이나 정리해고로부터 그

근로 계(직장존속)를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가 국가공무원법, 근로기 법

이나 법원의 례에 의하여 ‘일반 으로’ 보장되어 있는 것에 비하여, 정부

출연기 과 같이 특정법률에 의하여 설립, 해산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경우 근로 계 존속 여부는 ‘오로지 그 특정법률에서 어떤 규

정을 두는지에 으로 달려 있게 되는데’, 한편으로 입법자로 하여 반

드시 근로 계를 승계시키는 조항을 두라고 요구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입법자가 와 같은 최소한의 차 규율마 두지 않을

경우 해당 근로자로서는 생존권과도 연결되는 갑작스런 직장의 상실이라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상황에 하여 무방비 상태에 놓이게 된다. 국가

가 고용증진을 한 사회 ․경제 정책을 강구하기는커녕, 오히려 법률

에 의거 실질 으로 정리해고를 하면서도 노동법상의 해고제한법리의 최소

한마 회피하고자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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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마지막으로, 다수의견에서 거론하고 있는 보호조치들이 이 사건과

같이 입법에 의한 정리해고를 당하는 근로자들에게 제공하는 보호의 효력

은 실제로 매우 미약하다.

첫째, 이 사건의 경우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표를 통한 교섭의 형식

상 방은 사용자이지만, 실제로 통폐합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것은 국가여

서, 집단 근로 계법을 통한 교섭력의 행사에는 한계가 있다.

둘째, 법원을 통한 보호작용은 한계가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과 같이 근

로 계의 당연승계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법원으로서는 당사자간의 합의

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한 근로 계의 승계를 인정하기 어려울 것이

다. 반 로 법원에서 이 사건과 같이 법률에 의해 직 통폐합이 이루어지

는 경우에도 합병이나 업양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근로 계의 당연승계

를 인정하고 승계배제에 정당한 사유를 요구한다면 당연승계 조항을 두지

않은 입법자의 의도를 무시하는 셈이 된다.

셋째, 고용보험제도 등은 어디까지나 간 이고 주변 인 제도일 뿐이다.

결론 으로 소수의견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첫째, 청구인들과 같이 ‘특

정법률에 의해 그 사업장이 통폐합 당함으로 말미암아 실질 으로 정리해

고된 근로자들’에 하여 해고 상자의 선발기 의 정립 구체 상자

의 선정에 있어 자의성을 배제하고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차, 그리고

해고 상이 됨으로써 직장을 상실하게 된 근로자들에게 불복과 구제의

차를 보장하지 않음으로써 근로의 권리에서 도출되는, 근로 계의 존

속보호를 한 국가의 최소한의 보호의무조차 버렸다는 , 둘째, 정리해

고에 하여 일반근로자들에게는 근로기 법에 의한 엄격한 보호조치를 제

공하면서, 청구인들과 같이 ‘특정법률에 의해 그 사업장이 통폐합 당함으로

말미암아 실질 으로 정리해고된 근로자들’에 하여는 그에 히 미치

는 못하는 최소한의 보호조치마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일반근로자들에 비

하여 합리 이유없이 이들을 차별하고 있다는 에서, 헌법 제11조 헌

법 제32조에 반된다고 보고 있다.

5. 결정의 의의

근로자가 근로 계의 존속보호를 헌법상 어느 정도 요구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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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응하는 입법자의 의무는 어디까지인지에 하여 직장선택의 자유

내지 근로의 권리에 한 해석론을 통하여 일응의 단기 을 제시하 다

는 데에 이 결정의 의의가 있다.

이 결정에서 다수의견은 근로자의 근로 계를 보호할 필요성과, 다른

한편으로 국가 보조기 의 경 합리화를 한 입법자의 정책 단권을

조화시키는 데 보다 을 둔 반면, 반 의견은 이 사건 통폐합의 실질

에 주목하여 이를 입법 정리해고로 보고서 일반 근로자의 경우와 달리

아무런 차 보장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에서 그 헌성을 지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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兵役法 제71조 제1항 단서 違憲訴願

- 徵集 象 의 範圍를 정하는 法律에 한 立法形成權 -

(헌재 2002. 11. 28. 2002헌바45, 례집 14-2, 704)

김 시 철
*

1)

【 시사항】

1. 우리 憲法上 國民의 國防義務와 立法形成權

2. 直接的인 兵力形成義務에 한 法律改正에 련된 遡及立法禁止原則,

信賴保護原則 平等原則의 違反 여부

【심 상】

이 사건 심 상은 서울지방병무청장이 1999. 4. 27. 청구인에 하여

징병검사명령을 할 당시에 시행 이던 구 병역법(1999. 2. 5. 법률 제5758

호로 일부 개정되고, 1999. 12. 28. 법률 제6058호로 개정되기 의 것) 제

71조 제1항 제4호와 련된 같은 항 단서의 규정(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

이라 한다.)이 헌법에 반되는지 여부이고, 그 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 병역법 제71조 (입 의무등의 감면) ① 징병검사․ 역병입 는

공익근무요원소집의무는 31세부터 면제되며, 면제된 사람은 제2국민역에

편입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36세부터 면제된다.

4. 제5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법무․군종사 후보생의 병 에서

제 된 사람

* 헌법연구 , 서울고등법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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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1. 사건의 진행과정

가. 이 사건 처분의 경

(1) 청구인은 1967. 5. 12.생으로서 1987. 3.경 서울 학교 의과 학에 입

학한 다음, 1987. 4. 1. 계법령에 따라 의무사 후보생의 병 에 편입되었

고, 1988. 8. 10. 역병입 상자가 되었는데, 1995. 8. 23. 의사자격을 취

득하지 못하 다는 이유로 병 에서 제 되었다.

(2) 청구인은 역병으로 입 하여 1997. 3. 14. 입 신체검사를 받은 결

과 신체등 7 (재신체검사)의 정을 받았고, 1997. 7. 2. 재검사에서 다

시 신체등 7 의 정을 받은 다음, 1997. 10. 15. 재검사에서 신체등 5

의 정을 받았다. 이에 서울지방병무청장은 1997. 10. 21. 청구인에 하

여 제2국민역 편입처분을 하 다.

(3) 그런데 병무합동수사본부는 청구인에 한 신체등 5 정에 하

여 담당군의 등에게 청탁 명목의 품이 제공되었다는 사실을 발하고,

1999. 4. 6. 병무청장에게 이러한 사실을 통보하 다.

(4) 이에 서울지방병무청장은 1999. 4. 27. 청구인에게 신체등 5

정에 기한 제2국민역 편입처분을 취소함과 아울러 1999. 5. 27. 신체검사

를 받을 것을 명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 다.

나. 서울행정법원의 재 차

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 한 취소소송에 하여 제1심인 서울행정법

원에서는 2000. 5. 24. 련 병역법 규정의 개정경 등에 비추어 볼 때, 청

구인의 경우 의무사 후보생의 병 에 편입될 당시 시행되던 구 병역법

(1983. 12. 31. 법률 제3696호로 문 개정되고 1989. 12. 30. 법률 제4156호

로 개정되기 의 것, 이하 ‘1983년 법률’이라 한다.)에 규정된 징병검사의

무 등의 연령상한인 30세를 과하면 그 징병검사의무 등이 면제되는 동시

에 보충역에 편입된다고 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 당시 이미

30세를 과한 청구인에 하여 신체검사를 받을 것을 명한 것은 법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취소한다는 취지의 결을 하 다(99구15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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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서울고등법원의 재 차

그러나, 제2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청구인이 병 에 편입될 당시

시행되던 구 병역법 소정의 징병검사의무 등의 면제연령인 31세에 아직 이

르지 아니한 상태에서 입법자가 법률개정을 통하여 그 면제연령을 36세로

상향조정하 고, 이 사건 처분 당시 종 법률에 한 경과규정이 존재하

지 아니하며, 청구인의 신뢰보호를 하여 개정법률의 용을 제한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 사건 처분 당시까지 아직 36세에 이르지 아

니한 청구인에 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에 근거하여 징병검사를 명한 것은

법하다고 시하면서, 제1심 결을 기하 다(2000 7256).

라. 법원의 재 차

(1) 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의 결에 하여 불복․상고하면서 법원에

이 사건 법률조항에 한 헌법률심 제청신청을 하 는데, 법원은

2002. 5. 6. 이 사건 법률조항이 소 입법 지의 원칙 평등의 원칙 등을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신청을 기각하 다(2002아10). 이

에 청구인은 2002. 5. 14. 헌법재 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

건 법률조항에 한 헌법소원심 청구를 하 다.

(2) 그 후 법원은 2002. 6. 25. 와 같은 제2심 결에 법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 다(2001두5125).

2. 청구인의 주장 계기 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1) 遡及立法禁止原則 信賴保護原則 違反

청구인은 1983년 법률에 따라서 의무사 후보생 병 에 편입되었기 때

문에, 만일 그 의무사 후보생 병 에서 제 되는 경우 그 당시 법률에서

규정한 징집면제연령인 31세 이후에는 징집 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리라는

신뢰가 이미 형성되었는데, 그 후 법률개정으로 인하여 징집면제연령이 36

세로 상향조정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법률조항을 청구인에게 용한 것

은 소 입법 지원칙 신뢰보호원칙에 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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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平等原則 違反

련 병역법 규정의 개정내용에 의하면, 1983년 법률의 시행당시 의무사

후보생 병 에 편입되었던 사람들 ① 구 병역법(1993. 12. 31. 법률

제4685호로 문개정되고, 1999. 2. 5. 법률 제5758호로 일부 개정되기 의

것, 이하 ‘1993년 법률’이라 한다.)의 시행 이 에 제 된 사람의 징집면제

연령은 31세가 되고, ② 1993년 법률의 시행 이후 제 된 사람의 징집면제

연령은 36세가 되는데, 이는 제 사유의 발생시 이라는 우연한 사정에 따

라서 징집면제연령기 을 달리 하는 것으로서, 같은 조건에 있는 사람들을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결과를 래한다.

나. 법원의 헌제청신청 기각이유

이 사건 법률조항이 소 입법 지의 원칙 평등의 원칙 등에 배하여

헌법상 보장되는 신체의 자유와 신뢰이익을 침해하는 헌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다. 병무청장의 의견

서울고등법원의 결내용과 유사한 논거를 제시하면서, 법원의 헌제

청신청 기각이유와 체로 같은 의견을 제시하 다.

【결정요지】

1. 가. 國防의 義務는 외부 세력의 직‧간 인 침략행 로부터 국가

의 독립을 유지하고 토를 보 하기 한 의무로서, 이 고도의 과

학기술과 정보를 요구하고 국민 체의 력을 필요로 하는 이른바 총력

인 에 비추어 ① 단지 병역법에 의하여 군복무에 임하는 등의 直接的인

兵力形成義務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② 병역법, 향토 비군설치법, 민

방 기본법, 비상 비자원 리법 등에 의한 間接的인 兵力形成義務 ③

병력형성이후 軍作戰命令에 服從하고 協力하여야 할 義務도 포함하는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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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일반 으로 국방의무를 부담하는 국민들 에서 구체 으로 어떤

사람을 국군의 구성원으로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문제는 이른바 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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接的인 兵力形成義務’에 련된 것으로서, ① 原則的으로 국방의무의 내용

을 법률로써 구체 으로 형성할 수 있는 立法 가 國家의 安保狀況, 財政

能力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國家의 獨立을 維持하고 領土를 保全

함에 필요한 범 내에서 決定할 사항이고(헌재 1999. 2. 25. 97헌바3, 례

집 11-1, 122), ② 例外的으로 국가의 안 에 계되는 重大한 交戰狀態 등

의 경우에는 大統領이 헌법 제76조 제2항에 근거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

는 緊急命令을 통하여 결정할 수도 있는 사항이라고 보아야 한다.

다. 한편, 徵集 象 의 範圍를 결정하는 문제는 그 목 이 國家安保와

直結되어 있고, 그 성질상 변하는 국내외 정세 등에 탄력 으로 응하

면서 ‘ 適의 戰鬪力’을 유지할 수 있도록 合目的的으로 정해야 하는 사항

이기 때문에, 本質的으로 立法 등의 立法形成權이 매우 廣範圍하게 認定

되어야 하는 역이다.

2. 가. 입법자가 징병검사의무 등의 상한연령을 규정함으로써 구체 인

징집 상자의 범 를 정하는 입법을 하는 경우, 이를 과거에 시작되거나

완성된 사실 계 등을 규율의 상으로 하는 법률이라고 보기 어렵다. 우

리 憲法上 國防의 義務는 우리 國民의 資格을 維持하고 있는 이상 持續的

으로 負擔하는 것이고, 입법자는 이러한 국방의무의 내용을 법률로써 구체

으로 형성할 수 있으므로, 입법자가 새로운 입법을 하면서 그 시 이후

의 징집 상자의 범 를 정하는 것은 그 입법당시를 기 으로 하여 국민들

군복무에 합한 사람을 선정하는 것일 뿐이고, 과거에 시작되거나 완

성된 사실 계 등을 규율 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나. 일반 으로 법률은 실상황의 변화나 입법정책의 변경 등으로 언

제라도 개정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이 사건 법률조항은 直接的인 兵力形

成에 한 領域으로서, 입법자가 急變하는 情勢에 따라 彈力的으로 그 徵

集 象 의 範圍를 決定함으로써 適正한 軍事力을 維持하여야 하는 强力한

公益上 必要가 있기 때문에, 이에 한 立法 의 立法形成權의 範圍가 매

우 넓다. 따라서 國民들은 이러한 역에 한 법률이 제반 사정에 따라

언제든지 變更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豫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 입법자가 여러 차례 병역법을 개정하면서 이해 계자들의 기존 법

질서에 한 신뢰보호 필요성의 차이에 따라서 구체 인 징집 상자의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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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결정하는 것은 합리 근거에 기 한 것이다. 따라서, 이해 계자

들이 병 에서 제 된 구체 인 시 에 따라서 실질 인 법률 계가 달라

지는 사례가 발생하더라도, 이러한 입법자의 단에 합리 근거가 있는

이상,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평등원칙에 반된다고 할 수는 없다.

【해설】

1. 우리 憲法上 國民의 國防義務와 이에 한 立法形成權

가. ‘國防의 義務’에 련된 헌법규정

(1) 헌법 제39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

무를 진다(제1항). 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제2항).'라고 규정하여, 모든 국민에게 국방의 의무가 부과

된다는 등을 직 으로 명시하고 있다.

(2) 그밖에 ‘국방의 의무’와 련된 헌법규정을 시하면 다음과 같다.

제5조 제2항 : ‘국군은 국가의 안 보장과 국토방 의 신성한 의무를 수

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 립성은 수된다.’

제66조 제2항 : ‘ 통령은 국가의 독립․ 토의 보 ․국가의 지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제74조 : ‘ 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제1항). 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제2항).’

제76조 제2항 : ‘ 통령은 국가의 안 에 계되는 한 교 상태에 있

어서 국가를 보 하기 하여 긴 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

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나. ‘국방의 의무’에 한 헌법재 소의 기존 선례

이 사건 결정 이 에 헌법재 소에서 ‘국방의 의무’에 하여 심리한 선

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투경찰 설치법 등에 한 헌법소원1)

1) 헌재 1995. 12. 28. 91헌마80 례집 7-2, 85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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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건의 쟁 과 시사항

사건의 쟁 은 국방의 의무의 이행을 하여 역병으로 입 한 사람

을 간첩작 의 수행을 임무로 하는 투경찰순경으로 임시킨 다음, ㉮

간첩작 업무와 함께 ㉯ 시 진압업무까지 담당할 수 있도록 허용한 법

률조항의 헌성 여부 다.

그 당시 數意見은 국방의 의무의 이행을 하여 역병으로 입 한 사

람을 간첩작 의 수행을 임무로 하는 투경찰순경으로 임시켜서 간

첩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만, 더 나아가 그로 하

여 示 鎭壓業務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은 국방의무의 범 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違憲이라는 견해를 취하 다.

이에 비하여, 多數意見은 와 같은 사람을 어디에 배치하여 어떠한

임무를 부여할 것인가의 문제와 간첩작 을 수행하는 자의 소속이나 신

분을 국방부 소속의 군인으로 할 것인가, 내무부 소속의 경찰로 할 것인가

의 문제 등은 立法 가 國家의 安保狀況 財政, 間諜作戰의 效率性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合目的的으로 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現役兵으

로 入營한 사람을 戰鬪警察巡警으로 轉任시킨 다음 示 鎭壓業務까지 擔當

하도록 한 것도 合憲이라는 의견을 취하면서, 헌법 제39조 소정의 ‘국방의

의무’의 성격에 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로 시하 다.

‘國防의 義務는 외부 세력의 직‧간 인 침략행 로부터 국가의 독

립을 유지하고 토를 보 하기 한 의무로서, 이 고도의 과학기술

과 정보를 요구하고 국민 체의 력을 필요로 하는 이른바 총력 인 에

비추어 ① 단지 병역법에 의하여 군복무에 임하는 등의 直接的인 兵力形成

義務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② 병역법, 향토 비군설치법, 민방 기본

법, 비상 비자원 리법 등에 의한 間接的인 兵力形成義務 ③ 병력형성

이후 軍作戰命令에 服從하고 協力하여야 할 義務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나) 례에 한 분석

례는 ① 우리 헌법상 ‘국방의 의무’의 부과내용이 병역법 소정의

‘직 인 병력형성의무’ 등과 같이 좁은 개념이 아니라 매우 범 한 개

념이라는 (賦課內容의 廣範性)과 ② ‘국방의 의무’의 부과 상이 단순히

병역법상의 징집 상자 등에게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헌법 차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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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이 국방의 의무를 부담한다는 (賦課 象의 包括性) 등을 명백

히 한 것으로 악할 수 있다.

(2) 군형법 제1조 제3항 제3호 등 헌소원2)

(가) 사건의 쟁 과 시사항

사건의 쟁 은 병역법 소정의 역 복무를 마친 비역이 병력동원훈

련소집을 받아 입 한 경우 역군인에 하여 군형법을 용하도록 한 법

률조항의 헌성 여부 다. 그 당시 청구인은, ‘헌법 법률이 정한 병역

의무를 완수하고서 직장을 가지고 사회활동을 하고 있는 비역이

시, 사변 는 동원령이 선포된 것도 아닌 평시에 단기간의 동원훈련소집을

받았다고 하여 실역( 역)에 복무하는 것으로 보아 군형법을 용 하는

법률조항은 병역의무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처우 지를 규정한 헌법 제39

조 제2항에 배될 뿐만 아니라, 향토 비군설치법에 의하여 비군훈련을

받는 비역에 비하여 합리 근거없이 차별하는 것으로서 평등원칙을 규

정한 헌법 제11조 제1항에도 어 난다.’라는 취지로 주장하 다. 이러한 주

장은 一般國民이 병역법 소정의 ‘現役服務’를 이행할 경우에만 군형법의

용 상이 되고, ‘現役服務’를 완료한 다음 ‘豫備役’에 편성된 사람에 하여

軍刑法을 용하는 것은 憲法에 違反된다는 취지로 악할 수 있다.

이에 하여 헌법재 소는 재 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사회활동을

하고 있는 비역이라 할지라도 병력동원훈련소집 등으로 입 하게 되

면 군 라는 특수사회의 일원이 되고, 동일한 지휘체계하에서 역병과 함

께 복무하게 되기 때문에, 소집기간 군의 질서를 유지하고 일사불란한

지휘권을 확립하려면 그 비역들을 역병과 동일한 지휘, 복무, 규율체계

에 복속시킬 필요가 있으므로, 군형법 제1조 제3항 제3호에서 召集되어 實

役에 服務中인 豫備役에 하여 現役軍人에 準하여 軍刑法을 용하도록

한 것은 國防의 義務에 根據한 것으로서 그 兵役義務의 履行을 實效性 있

게 確保하기 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헌법에 반된다고 할 수 없다.’라고

설시하면서, ‘병역의무를 부과하게 되면 그 의무자의 기본권은 여러 가지

면에서(일반 행동의 자유, 신체의 자유, 거주이 의 자유, 직업의 자유,

2) 헌재 1999. 2. 25. 97헌바3 례집 11-1, 1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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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의 자유 등) 제약을 받으므로, 법률에 의한 병역의무의 형성에도 헌법

한계가 없다고 할 수 없고 헌법의 일반원칙, 기본권보장의 정신에 의한

한계를 수하여야 한다. 다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법률의 합헌성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는 남북간에 여 히 군사 치상황이 상존하는 우리의

실을 도외시하면 아니된다.’라는 취지로 시하 다.

(나) 례에 한 분석

례는 이른바 ‘現役服務’는 넓은 의미의 ‘國防의 義務’ 一部分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따라서 헌법 차원에서 포 으로 ‘국방의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국민 개개인에게 구체 으로 어떠한 내용의 의무를 부과할

것인지 여부( 사건의 경우, 군형법의 용을 받는 국민의 범 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 여부)는 범 한 입법형성권의 범 내에서 입법자가 결정

할 사항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취지로 악할 수 있다.

2. 外國의 憲法規定 등에 한 比 法的 檢討

이 사건은 입법자가 징집 상자의 범 를 결정하는 문제에 하여 행사

할 수 있는 입법형성권의 범 에 련된 것이다. 그런데, 일반 으로 ‘국방

의 의무’에 하여 매우 범 한 입법형성권을 인정하고 있는 기존 선례

들을 이 사건 결정에 원용한 것이 타당하 는지 여부를 비교법 인 차원에

서 검토하기 해서는 미국과 독일의 헌법규정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 미국의 경우

(1) 헌법규정

미국 연방헌법 제1조에는 ‘연방의회가 선 포고(declaration of war)를

하고 육군과 해군을 편성, 유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라는 취지로 규

정되어 있고, 제2조에는 ‘ 통령을 군통수권자로 한다.’라는 취지로 규정되

어 있다.

(2) 연방 법원의 례

그런데, 미국 연방 법원은 1981. 6. 25. 와 같은 헌법규정에 근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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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인 병력형성의무(징집 상자의 결정)’에 련하여 다음과 같이 시

하 다(Rostker v. Goldberg 453 US 57).

(가) 사건의 개요

미국의 카터 통령은 1980년 서남아시아의 기상황으로 인하여 그동

안 단되었던 징병등록 차를 재개(reactivate)하기로 결정하면서 연방의

회에 입법(Military Selective Service Act)을 통하여 ‘남성과 여성’을 모두

징병등록 상으로 하여 것을 요청하 는데, 연방의회는 이러한 통령

의 요청을 수용할 것인지 여부에 하여 청문회를 열었고, 그 청문회에서

행정부 공무원과 군장교들은 衡平性(equity)을 고려하는 경우 여성을 징병

등록 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방의회는 ‘衡平性’ 보다는 ‘軍事的 必要(military

need)’에 주안 을 두고, 여성에 한 징병등록에 하여는 산을 배정하

지 아니하고, 남성에 한 산만 배정하는 등 일정한 남성만을 징병등록

상으로 하는 제도(male-only draft registration)를 채택하 다.

이에 통령은 18세부터 26세까지의 남자들에 해서만 징병등록을 하

도록 명령하 는데, 징병등록 상이 된 일부 남자들은 법률이 헌이라

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 다. 연방지방법원에서는 법률이 男女差別

(gender-based discrimination)을 허용한다는 측면에서 헌법상 법 차규

정에 반된다고 시하 으나, 연방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여

성을 징병등록 상에서 배제한 것은 헌법에 의하여 군 를 편성․규율할

수 있는 연방의회에게 주어진 권한행사범 에 속하는 것으로서 법 차조

항에 배되지 않는다고 시하 다.

(나) 미국 연방 법원의 결요지

1) 이 사건과 같이 연방의회가 당해 법률의 합헌성 여부에 하여 특별

히 검토한 사안에서, (사법부가) 연방의회의 단을 존 하는 행을 유지

하는 것은 매우 하고, 아마 국가안보와 군사업무에 한 역만큼 사

법부가 연방의회의 단을 존 하여 온 역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The

customary deference accorded Congress' judgments is particularly

appropriate when, as here, Congress specifically considered the question

of the Act's constitutionality, and perhaps in no area has the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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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rded Congress greater deference than in the area of national defense

and military affairs.) 물론 군사업무 역에서도 연방의회가 헌법을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헌법상 이 분야에 하여 범 한 입법재량권을 부

여받은 입법부의 합리 인 단을 사법부가 체하는 문제는 매우 신 한

검토를 요한다.

2) 여성을 징병등록 상에 포함시켜달라는 통령의 요청을 연방의회가

거부한 것은 여성에 한 고정 념에서 우연하게 생된 것(the accidental

byproduct of a traditional way of thinking about women)이 아니었다.

3) 여성은 법률 는 군사정책에 의하여 투직(combat service)에서 배

제되어 있기 때문에, 여성과 남성은 징병등록의 목 에 비추어 볼 때에 동

등한 입장에 서 있지 않다. 따라서, 연방의회가 남성만을 징병등록 상으로

한정한 것은 법 차조항에 배되지 않는다. 행정부 공무원과 군장교들

이 연방의회 청문회에서, 형평성(equity)을 고려하는 경우 여성을 징병등록

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 음에도 불구하고, 연방의회가

‘衡平性’ 보다는 ‘軍事的 必要(military need)’에 주안 을 두고 여성을 징병

등록 상에서 배제한 것은 合憲的인 權限行使이다(in the exercise of its

constitutional powers).’

나. 독일의 경우

(1) 기본법의 규정

국방의무에 련된 기본법 제12조의 a (복무의무)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

되어 있다.

① 만 18세 이상의 남자에게는 군 , 연방국경수비 는 민방 에

복무할 의무를 지울 수 있다.

② 양심상의 이유로 집총병역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체역무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체역무의 복무기간은 병역의 복무기간을 과할 수 없

다. 상세한 것은 법률로 정한다. 동 법률은 양심에 따른 결정의 자유를 침

해할 수 없고 군 나 연방국경수비 와 무 한 체복무에 하여도 규정

해야 한다.

③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복무를 해 징집되지 아니한 병역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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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는 국토방 사태에 있어서 법률에 의하여 는 법률에 근거하여 민간

인의 보호를 포함한 방 목 을 하여 근로 계를 갖도록 비집총역무 의

무를 지울 수 있다. 공법상의 공무 계를 갖도록 하는 의무의 부과는 경찰

임무의 수행을 하여 는 공법상의 공무 계로서만 달성될 수 있는 행정

의 고권 임무의 수행을 해서만 허용된다. 제1문에 의한 근로 계는 군

, 군보 분야 공행정에서 설정될 수 있다. 민간인의 양(給養) 분야

에서 근로 계를 갖도록 의무를 지우는 것은 민간인의 생활에 필요한 수요

를 충족시키거나 그 보호를 확보하기 해서만 허용된다.

④ 방 사태시 민간의 보건시설과 의료시설 상설야 병원에서의 민

간역무수요가 지원으로 충족될 수 없는 때에는 만 18세 이상 55세까지의

여자를 법률에 의하여 는 법률에 근거하여 징집할 수 있다. 여자는 어떤

경우에도 집총복무를 할 수 없다.

⑤ 국토방 사태의 발생이 에는 제3항의 의무는 제80a조 제1항에 의해

서만 부과될 수 있다. 특별한 지식과 숙련을 필요로 하는 제3항에 따른 역

무의 이행에 비하기 한 훈련에 참가할 의무가 법률에 의하여 는 법

률에 근거하여 부과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1문은 용되지 아니한다.

⑥ 국토방 사태시 제3항 제2문에 규정된 분야에서는 노동력수요가 자

원자(自願 )로 충족될 수 없는 때에는 이 수요를 충족하기 하여 직업행

사나 직장을 포기할 독일인의 자유가 법률에 의하여 는 법률에 근거하여

제한될 수 있다. 방 사태발생이 에는 제5항 제1문이 용된다.

(2) 와 같이 독일에서는 국민의 국방의무 구체 인 징집연령, 체

복무, 성별에 따른 국방의무의 차이, 국토방 사태와 같은 긴 상황 등에

련하여 비교 상세한 기본법규정을 두고 있다. 다만, 이 사건과 같이 징

집연령의 상한선 등 일정한 기 에 따라서 구체 으로 징집 상자의 범

를 결정하는 문제에 직 련된 연방헌법재 소의 례는 찾기 어렵다.

3. 우리 헌법상 징집 상자의 범 를 결정하는 문제에 한 입법

형성권

가. 이 사건 시내용

이 쟁 에 련된 이 사건 결정의 시내용은, “일반 으로 국방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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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하는 국민들 에서 구체 으로 어떤 사람을 국군의 구성원으로 할 것

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문제(徵集 象 의 範圍를 결정하는 문제) 등은 이

른바 ‘直接的인 兵力形成義務’에 련된 것으로서, ① 原則的으로 국방의무

의 내용을 법률로써 구체 으로 형성할 수 있는 立法 가 국가의 안보상

황, 재정능력 등의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국가의 독립을 유지하고

토를 보 함에 필요한 범 내에서 결정할 사항이고, ② 例外的으로 국가의

안 에 계되는 한 교 상태 등의 경우에는 大統領이 헌법 제76조 제

2항에 근거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緊急命令을 통하여 결정할 수도 있

는 사항이라고 보아야 한다.”라는 취지이다.

나. 시내용에 한 분석

(1) 우리 헌법규정에 한 비교법 검토 등

우리 헌법 제39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

방의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되어 있을 뿐, 구체 인 징집 상자의 범 를

결정하는 문제에 하여 특별한 언 을 하지 않고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

헌법상 국방의무의 구체 인 내용은 包括的으로 法律留保事 으로 규정되

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헌법의 명문규정은 세부 인 사항을 명시한

독일의 기본법보다는, 연방의회로 하여 병력형성에 련된 포 인 권

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한 미국 연방헌법규정과 유사하다.

(2) 한편, 미국 연방 법원이 군사업무에 한 역에서 연방의회의

단을 존 하는 행을 지속 으로 유지하여 온 취지는 징집 상자의 범

등을 결정하는 문제가 國家安保와 直結되어 있고, 그 성질상 변하는 국

내외 정세 등에 탄력 으로 응하면서 ‘ 適의 戰鬪力’을 유지할 수 있도

록 合目的的으로 정해야 하는 사항이라는 을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단

된다. 그런데, 와 같은 역에 련하여 헌법 차원에서 범 한 입법

재량권을 부여받은 입법부의 단이 나름 로 합리성을 구비하고 있는 이

상, 이러한 단을 사법부의 결로 체하는 것을 자제하여야 한다는 논

거는 우리 헌법 상황에서도 그 로 수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3)

3) 독일의 경우에는 군사업무에 하여 기본법에 비교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나 우리나라에 비하여 상 으로 그 입법형성권의 범 가 좁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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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히, 우리 헌법이 重大한 交戰狀態와 같이 例外的인 狀況에서 大統

領으로 하여 緊急命令을 통하여 ‘징집 상자의 범 ’를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와 같은 역에 한 법률이 본질 으로 합목

인 에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다. 소결론

그 다면, 헌법재 소에서 이 사건 결정을 함에 있어서 국민의 국방의무

에 련하여 입법자가 상당히 범 한 입법형성권의 범 내에서 합리

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종 의 선례들을 원용하면서, 憲法裁判所

에서 징집 상자의 범 를 결정하는 법률 등에 하여 司法的 節次에 따른

審査를 하게 되는 경우 立法 大統領의 判斷을 大限 重해야 한다

는 결론에 도달한 것은 비교법 검토결과 용 역의 본질 특성 등

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하다고 단된다.

4. ‘國防義務’ 등을 규율하는 基本的 法律關係

가. ‘국군조직법’과 ‘병역법’ 련 규정의 시

헌법에 근거하여 제정된 국군의 조직과 편성에 한 기본법은 ‘국군조직

법’인데, 같은 법 제4조에는 ‘군인이라 함은 시와 평시를 막론하고 군에

복무하는 자를 말한다(제1항). 군인의 인사․병역복무 신분에 한 사항

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제2항).’라고 규정되어 있고, 이에 련하여 한민

볼 수 있다. 그러나, 입법자가 와 같은 명문의 기본법 규정에 배되지 않는 범

내에서 구체 인 징집 상자를 선정하는 법률을 제정하는 경우 그 입법형성권

의 범 가 어떠한지에 한 독일 연방헌법재 소의 례를 찾기 어렵기 때문에,

이 사건 결정의 타당성을 검증함에 있어서 독일의 헌법 례를 직 참고할 수는

없다. 나아가, 에서 살펴본 美國 聯邦大法院의 시내용은 國家安保에 직 인

향을 미치는 軍事業務의 本質的인 特性을 反映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와 같

은 本質的인 特性과 法律에 한 合憲性推定의 原則 등을 함께 고려한다면, 만일

독일의 입법자가 기본법의 명문규정을 반하지 아니한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

하 을 경우( 를 들어, 18세 이상의 남자 일정한 범 의 상자만을 징집 상

자로 하고,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남자들은 징집 상자에서 배제하는 법률을 제

정한 다음, 그 징집 상자의 세부 인 범 를 변경하는 법률개정을 한 경우 등),

독일 연방헌법재 소가 이러한 입법에 하여 쉽게 헌결정을 할 수 있을지 여

부는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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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국민의 병역의무 등에 하여 구체 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병역

법’이다.

그런데, 행 병역법 제2조 제1항에는 ‘“징집(徵集)”이라 함은 국가가 병

역의무자에 하여 역(現役)에 복무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제1

호). “소집(召集)”이라 함은 국가가 병역의무자 비역(豫備役)․보충역

(補充役) 는 제2국민역(第2國民役)에 하여 역복무외의 군복무(軍服

務)의무 는 공익분야에서의 복무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제2호).

“입 (入營)”이라 함은 병역의무자가 징집․소집 는 지원(志願)에 의하여

군부 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제3호).’라는 식으로 규정되어 있다.

나. 기본 법률 계에 한 헌법 차원의 검토

헌법 차원에서는 국방의무가 모든 국민에게 부과되지만, 입법자는

가.항과 같은 방식으로 일정한 범 의 상자에게만 구체화된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있고, 나아가 법률에서 규정한 병역의무의 내용을 다시 역복

무, 역복무 외의 군복무, 공익분야에서의 복무의무 등으로 세분할 수도

있다. 와 같이 立法 가 一般國民의 國防義務에 한 基本的 法律關係를

形成함에 있어서 매우 廣範圍한 立法裁量權을 行使하는 것은 憲法的으로

容認되는 것이다.

5. 立法目的의 正當性

이 사건 법률조항 다른 련 조항에 의하면, 의무사 후보생에 한

징병검사의무 등의 연령상한은 일반 병역의무자의 경우(30세)보다 상향된

35세로 규정되어 있다. 이는 의과 학의 교육과정이 비교 장기간이고, 만

일 의무사 후보생이 문의( 門醫) 과정을 거치게 되면 30세를 과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을 고려한 것으로서, 입법자는 당사자가 원

한다면 와 같은 의무사 후보생의 교육과정을 단 하지 아니하고 문의

자격을 취득한 다음 군복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체 으로 국

군의 한 투력유지에 도움이 된다고 단하고, 의무사 후보생의 군

복무이행시기를 연기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그 징병검사의무 등의 연령

상한을 상향조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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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의무사 후보생 병 에 편입되어 그 군복무이행기일을 연기하다

가 30세를 과한 다음 그 학업을 단하고 병 에서 제 된 자를 징집

상에서 제외하는 경우, 형평성 논란 등으로 인하여 병무행정에 혼란을

야기하여 궁극 으로 국군의 정한 투력 유지에 악 향을 미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 로 제 된 자에 한 징병검사의무 등의 연령상

한을 일반 병역의무자보다 상향조정하여 35세로 정하는 취지의 이 사건 법

률조항을 둔 것으로 보인다. 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 은 정당한 것으로 단된다.

6. 遡及立法禁止原則의 違反 여부

가. 청구인의 주장

이 사건 청구인은 이미 의무사 후보생 병 에 편입된 이후 법률개정으

로 인하여 징집면제연령이 36세로 상향조정되었다는 이유로 개정법률인 이

사건 법률조항을 청구인에게 용하는 것이 소 입법 지원칙에 반된다

고 주장하 다.

나. 검토

(1) 우리 헌법 제13조 제2항에서 ‘모든 국민은 소 입법에 의하여……재

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소 입법에 의한 재산권의 박

탈을 지하고 있는데, 일반 으로 과거의 사실 계 는 법률 계를 규율

하기 한 소 입법의 태양을 ① 이미 과거에 완성된 사실․법률 계를 규

율의 상으로 하는 ‘眞正遡及立法’과, ② 이미 과거에 시작하 으나 아직

완성되지 아니하고 진행과정에 있는 사실․법률 계를 규율의 상으로 하

는 ‘不眞正遡及立法’으로 구분하고, 자는 헌법 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외 으로 허용될 수 있는 반면,

후자는 원칙 으로 허용되지만 소 효를 요구하는 공익상의 사유와 신뢰보

호의 요청 사이의 교량과정에서 신뢰보호의 이 입법자의 형성권에 제

한을 가하게 된다는 것이 헌법재 소의 확립된 례이다.4)

4) 헌재 1995. 10. 26. 94헌바12, 례집 7-2, 447, 457-459; 1998. 11. 26. 97헌바58,

례집 10-2, 673, 680-681; 1999. 4. 29. 94헌바37등, 례집 11-1, 289, 318;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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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런데, 입법자가 징병검사의무 등의 상한연령을 규정함으로써 구체

인 징집 상자의 범 를 정하는 입법을 하는 경우, 이를 과거에 시작되

거나 완성된 사실 계 등을 규율의 상으로 하는 법률이라고 보기 어렵

다. 우리 憲法上 國防의 義務는 우리 國民의 資格을 維持하고 있는 이상

持續的으로 負擔하는 것이고,5) 입법자는 이러한 국방의무의 내용을 법률로

써 구체 으로 형성할 수 있으므로, 立法 가 새로운 입법을 하면서 그 時

點 以後의 徵集 象 의 範圍를 정하는 것은 그 立法當時를 基準으로 하여

국민들 軍服務에 適合한 사람을 選定하는 것일 뿐이고, 과거에 시작되

거나 완성된 사실 계 등을 규율 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는 입법자가 법률에 근거하여 국민의 특정 재산의 보유에 하여 그

보유기간동안 계속 으로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것과 유

사한 성격을 가진 것으로서, 특정 재산의 보유 자체가 과세 상인 경우, 국

민들이 재산세 부과 상이 아닌 재산을 취득한 다음 입법자가 법률 제정

이후의 재산보유에 하여 재산세를 과세하는 입법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를 소 입법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과 동일한 법리구조를 가진다.6)

(3) 가사, 징병검사의무 등의 상한연령을 규정함으로써 구체 인 징집

상자의 범 를 정하는 방식의 행 병역법의 체계를 유지하는 이상 징병검

사의무 등의 상한연령을 상향하는 법률의 개정은 소 입법 인 성격이 있

다는 견해를 취한다고 하더라도, 와 같이 법률이 개정될 때까지 종 법

7. 22. 97헌바76 등, 례집 11-2, 175, 195 각 참조.

5) 병역법 소정의 ‘ 역복무의무’ 등은 헌법 차원의 국방의 의무 일부분에 지나

지 않는다. 따라서, 설령 특정인이 병역법에 따른 ‘ 역복무’를 모두 마쳤다고 가

정하더라도, 향후 헌법 차원의 국방의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국

민으로서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이상 와 같은 국방의무를 지속 으로 부담하

는 것이다.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헌법재 소는 군형법 제1조 제3항 제3호에

한 헌소원사건에서, 역복무를 마친 사람이 비역으로 편입되어 병력동원훈

련소집에 응하여 입 한 다음 그 소집기간 동안 군의 규율을 수하고 군지휘자

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는 것을 헌법규정에 근거를 둔 국방상 의무의 일종으로

악하 다(헌재 1999. 2. 25. 97헌바3 례집 11-1, 122면 참조).

6) 같은 이유로, 국민이 재산세 부과 상인 특정 재산을 취득한 다음 입법자가

재산을 재산세부과 상에서 제외하는 제1차 입법을 하 다가, 그 후 제2차 입법을

통하여 제2차 입법의 시행 이후 재산보유에 하여 재산세를 과세하는 입법을 하

는 경우에도, 이를 소 입법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이러한 재산세부과

상 재산범 에 한 법률개정 등이 신뢰보호원칙 등 다른 헌법원칙에 반되는

지 여부는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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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 소정의 징집면제연령인 31세에 달하지 아니하 던 청구인과 같은 사람

에 하여는 이른바 ‘부진정소 입법’이 될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종래의 법 상태의 존속을 신뢰한 청구인 등에 한 신뢰보호의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소 입법 지의 원칙에 련된 헌성 논란은 발생하지 않

는다.

다. 소결론

그 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거에 시작되거나 완성된 사실 계 등을

규율 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헌법상 소 입법 지의 원칙에

한 반문제는 발생할 여지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 이 사건 결정취지는

헌법재 소의 확립된 선례 등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하다고 단된다.

7. 信賴保護原則의 違反 여부

가. 청구인의 주장

이 사건 청구인은 1983년 법률에 따라서 의무사 후보생 병 에 편입된

청구인 등에게 이 사건 법률조항을 용하는 것이 청구인 등의 기존 법질

서에 한 헌법 신뢰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 다.

나. 信賴保護의 原則에 한 一般論

信賴保護의 原則은 憲法上 法治國家의 原則으로부터 도출되는데,7) 그

내용은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시 구법질서에 한 당사자의 신뢰가 합리

이고도 정당하며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으로 야기되는 당사자의 손해가 극

심하여 새로운 입법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 목 이 그러한 당사자의

신뢰의 괴를 정당화할 수 없다면, 그러한 새 입법은 신뢰보호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信賴保護原則의 違反 여부를 단하기

해서는, 한편으로는 侵害받은 信賴利益의 保護價値, 侵害의 重한 程度,

信賴가 損傷된 程度, 信賴侵害의 方法 등과 다른 한편으로는 새 입법을 통

해 실 하고자 하는 公益的 目的을 綜合的으로 比 ․衡量하여 단하여야

7) 헌재 1995. 10. 26. 94헌바12, 례집 7-2, 447, 46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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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8)

다. 個人의 信賴利益의 保護價値9)

한편, 국가가 입법행 를 통하여 개인에게 신뢰의 근거를 제공한 경우,

입법자가 자신의 사 입법행 에 의하여 어느 정도로 구속을 받는지 여

부, 다시 말하면 법률의 존속에 한 개인의 신뢰가 어느 정도로 보호되는

지 여부에 한 주요한 단기 으로 다음 (1)(2)과 같은 2가지 요소를 거

시할 수 있다.

(1) 法令改正의 豫測性

먼 , 법 상태의 존속에 한 개인의 신뢰는 그가 어느 정도로 法的

狀態의 變化를 豫測할 수 있는지, 혹은 측하 어야 하는지 여부에 따라

상이한 강도를 가진다.

그런데, 일반 으로 법률은 실상황의 변화나 입법정책의 변경 등으로

언제라도 개정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 으로 이에 한 법률의 개

정은 측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1983년 법률

시행 당시 의과 학에 입학하여 의무사 후보생 병 에 편입된 사람의 그

당시 법률규정에 따른 징집면제연령에 한 기 와 신뢰가 인 것이

라고 볼 수 없다.

특히, 이 사건 법률조항은 직 인 병력형성에 한 역으로서, 입법자

가 변하는 정세에 따라 탄력 으로 그 징집 상자의 범 를 결정함으로

써 정한 군사력을 유지하여야 하는 강력한 공익상 필요가 있기 때문에

다른 어느 역보다도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이 범 하다는 은 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따라서 국민들은 이러한 역에 한 법률이 제반 사정

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측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8) 헌재 1995. 10. 26. 94헌바12, 례집 7-2, 447, 460-461; 1998. 11. 26. 97헌바58,

례집 10-2, 673, 680-683; 1999. 7. 22. 97헌바76 등, 례집 11-2, 175, 195;

2001. 4. 26. 99헌바55 각 참조.

9) ‘개인의 신뢰이익의 보호가치’에 해서는 한수웅, 법률개정과 신뢰보호, 인권과

정의 1997/6, 82-87면 참조. 아래에서 련된 부분을 발췌, 인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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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誘引된 信賴의 行使 여부

다음으로, 개인의 신뢰이익에 한 보호가치는 ① 법령에 따른 개인의

행 가 國家에 의하여 일정방향으로 誘引된 信賴의 行使인지, ② 아니면

단지 法律이 부여한 機 를 活用한 것으로서 원칙 으로 私的 危險負擔의

範圍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10) 따라서, 만일 법률에 따른

개인의 행 가 단지 법률이 반사 으로 부여하는 기회의 활용11)을 넘어서

국가에 의하여 일정 방향으로 유인된 것12)이라면, 특별히 보호가치가 있는

10) 이는 법령개정에 따른 험부담이나 책임이 개인과 국가 구에게 귀속되어

야 하는가의 ‘危險負擔 는 責任配分’의 문제이다. 를 들어, 국가가 개인의 결

정가능성을 배제하고 일방 으로 사인의 행 기 으로 국가의 의사를 제시한 경

우, 국가의 의사에 따라 행동한 사인의 신뢰행사는 더욱 존 되어야 할 것이다.

11) 입법자는 일정 생활 역을 ․장기 으로 규율하는 秩序形成的 機能을 이행하

는 경제․사회정책 규범을 제정할 수 있다. 이러한 규범에 있어서는 개인이 법

률을 자신의 행 와 결정의 기 으로 삼을 가능성을 입법자는 충분히 豫見하지만

이를 誘 하지는 않는다. 이 경우 개인은 원칙 으로 자신의 자발 인 결정과 계

획에 따라 행 하면서 단지 법률이 개방하는 기회를 이용할 뿐이다. 이러한 경우

법률개정의 책임과 험부담은 원칙 으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고 행동한 개

인에게 돌아가야 하며, 단지 신뢰보호의 원칙은 변화한 법 상황에 응할 수 있

는 한 경과규정만을 요청할 뿐이다. 컨 , 독일 연방헌법재 소는 종래 65

세이던 학교수의 停年을 62세로 낮추는 법률개정에 련하여, ‘개인이 법률의

내용에 따라 결정하고 행동을 하게끔 종래의 법률은 정년을 65세로 정하고 있으

나, 국가가 입법을 통하여 개인의 행 를 일정 방향으로 유도하고자 하는 것은 아

니다. 를 들어, 재 62세인 교수가 65세가 정년이라는 신뢰하에서 그 때까지의

포 인 연구계획을 수립하고 연구비확보 등 구체 인 실 작업을 개시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지 법률에 의하여 개인에게 제공된 機 의 利用을 의미할 뿐 일

정한 개인의 결정과 행동을 국가가 입법을 통하여 의도한 것은 아니다. 다만, 62

세 정년을 과하 거나 정년이 임박한 교수들의 경우, 그들이 변화한 법 상황

에 비할 수 있도록, 신뢰보호는 정한 유 기간을 규정하는 경과규정을 둘 것

을 요청할 뿐이다.’라는 취지로 시하 다(BVerfGE 67, 1, 이와 유사한 우리 헌

법재 소의 례로는 교육공무원의 정년단축에 한 헌재 2000. 12. 14. 99헌마112

등 례집 12-2, 399 참조).

12) 입법자는 법률을 신뢰의 근거로 제공하고 국가가 의도하는 일정한 방향으로 개

인의 결정과 행동을 誘 하려는 목 으로 법률을 제정할 수 있다( 컨 , 經濟調

整的․誘 的 立法에 있어서 경제계획의 목표를 달성하기 하여 필요하다고 생

각되는 개인의 행 를 유도하기 하여 법률로써 조세감면의 혜택, 융지원, 세

공제의 가능성 등을 통한 經濟的 誘引策을 제공하는 경우). 이러한 법률에 있어

서는 법률이 의도하는 목 이 달성될 수 있는가의 여부는 일반 으로 어느 정도

로 국민이 법 인 의도에 호응하는가에 달려 있다. 입법자가 명시 으로 法律의

存續確約을 하거나 아니면 그러한 확약은 아닐지라도 개인이 자신의 결정을 규범

의 의도에 맞춘다면 국가가 자신의 신뢰를 버리지 않으리라는 기 를 규범의

표 을 통하여 불러일으키는 경우, 법률이 부여하는 기회의 단순한 활용을 넘어서

國家에 의하여 誘 된 개인의 행 를 인정할 수 있다(국가에 의하여 유도된 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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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이익이 인정되어야 하고, 원칙 으로 개인의 신뢰보호가 국가의 법률

개정이익에 우선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의 경우, 국가가 입법을 통하여 개인의 행 를

일정방향으로 유도하 다고 볼 수는 없고, 따라서 請求人의 徵集免除年齡

에 期待 는 信賴는 단지 法律이 부여한 機 를 活用한 것으로서 原則的

으로 私的 危險負擔의 範圍에 속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 62세의 교수가

기존정년인 65세까지의 포 인 연구계획을 이미 수립하는 등 구체 인

신뢰실 작업을 개시한 다음 그 정년을 62세로 단축한 사안에 한 독일

연방헌법재 소의 례(BverfGE 67, 1)와 비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 의

무사 후보생 병 등에서 제 된 사람의 징집면제연령을 31세에서 36세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구 병역법(1991. 1. 14. 법률 제4317호로 일부

개정되고 1993. 12. 31. 법률 제4685호로 문개정되기 의 것, 이하 ‘1991

년 법률’이라 한다.), 혹은 1993년 법률로 개정된 법률의 용을 받게 된 청

구인 등이 1991년 법률 내지 1993년 법률의 시행 이 에 1983년 법률에

한 개인 신뢰실 을 하여 행한 구체 인 행 를 발견하기 어렵기 때

문에,13) 결국 청구인등의 신뢰이익을 보호할 근거가 매우 미약하다.

(3) 經過規定 등

일반 으로 신뢰보호의 구체 실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과규정에는 ①

기존 법률을 용받던 사람들에게 신법 신 구법을 용하도록 하는 방식

과, ② 응보조(Anpassungshilfe)규정을 두는 방식이 있다.14)

행 에 한 우리 헌법재 소의 표 인 례로서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3조

등 헌확인에 한 헌재 1995. 10. 26. 94헌바12 례집 7-2, 447 참조). 이러한

경우 특별히 보호받아야 하는 개인의 신뢰가 존재하며, 법률개정의 책임은 원칙

으로 국가가 져야 한다( 컨 , 業의 投資를 促進하고 투자의 이윤성을 확보해

주기 하여 法律로써 一定 期間 그의 存續이 保障된 세나 부가가치세와 같은

租稅減免措置가 법 으로 확정된 기간의 경과 이 에 다시 제거되거나 축소되는

경우).

13) 실제로 행사된 신뢰, 외부로 실화된 신뢰행 , 신뢰의 구체 투자만이 헌법

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것으로서, 신뢰는 단지 외부로 나타난 신뢰행 를 통하여

법 으로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고, 단지 내 인 과정으로서의 법 상태의 존속

에 한 기 그에 한 실망은 법 으로 별다른 의미가 없다(한수웅, 게논

문 81면 참조).

14) 한수웅, 게논문 87면 - 8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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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 입법자는 군복무이행이 가지는 기본권제약 인 성격을 감

안하여, 1991년 법률의 부칙 제3조에 ‘이 법 시행 에 특수병과사 후보생

의 병 에 편입된 자는 이 법에 의하여 특수병과사 후보생의 병 에 편입

된 것으로 보며, 그 병 에서 제 되는 자에 한 의무부과는 종 의 규정

에 의한다.’라고 규정하여 1983년 법률의 시행 당시 병 에 편입되었다

가 제 된 사람 1991년 법률이 시행되기 이 에 이미 종 법률 소정의

징집면제연령인 31세에 이르 거나 이에 임박했던 자들이 새로운 법질서를

측하지 못하고 있다가 갑자기 징집되는 상황에 비하 다. 한, 입법자

는 와 같은 1991년 법률 부칙 제3조의 경과규정을 2년 이상 존속시킨 다

음, 이러한 경과규정이 삭제된 1993년 법률을 시행하면서 ‘특수병과사 후

보생의 병 에서 제 된 사람으로 역병으로 입 하여야 할 사람 31세

이상인 사람은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다.’라는 취지의 임의 응

조정규정(제71조 제2항, 제1항 제4호)을 신설함으로써 종 의 법률을 용

받던 사람 등의 기본권제약 요소를 부분 으로 완화시킬 수 있는 보완조

치를 하 다.

결국 우리 입법자는 1983년 법률에 따라 의무사 후보생 병 에 편입된

사람들 기존의 법질서에 한 신뢰이익이 상 으로 강한 사람들에

하여는 법률개정으로 인한 不意打를 방지하는 경과조치를 하 고, 1991년

법률의 시행당시 만23세, 1993년 법률의 시행당시 만26세에 불과하여 그

信賴利益이 相 的으로 微弱하 던 청구인과 같은 사람들에 하여는 개정

된 법률에 응․ 비할 수 있는 ‘時間’을 提供하는 등 개정 법률에 응할

수 있도록 나름 로 보완조치를 한 것이므로, 와 같은 개정 법률로 인하

여 개인이 입은 신뢰이익 침해의 정도는 지극히 미미하다고 할 수 있다.

라. 個人의 信賴利益에 비되는 公益

한편, 이 사건에서 개인의 신뢰이익에 비되는 공익은 정한 투력을

구비한 국군의 편성, 유지라고 하는 요한 문제에 직 으로 련되어

있다. 입법자는 병무행정에서의 형평성 논란 등을 불식시키고 궁극 으로

國軍의 適正한 戰鬪力 維持에 악 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를 제거하기

하여 와 같은 법률개정을 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법률의 개정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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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은 이로 인하여 받을 청구인 등의 불이익에 비하여

훨씬 더 크다고 할 것이다.

마. 소결론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과 같이 1983년 법률의 용을 받던 개인

의 신뢰이익의 보호가치, 그 신뢰이익의 침해정도, 신뢰이익의 보호를 고려

한 경과조치의 존재, 법률 개정을 통하여 실 하고자 하는 공익목 의

요성 등을 종합 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상의 신뢰보호원

칙에 배된다고 볼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 이 사건 결정취지는 우리 헌

법재 소의 종 선례, 독일 연방헌법재 소의 례 등에 비추어 볼 때 정

당하다고 단된다.

8. 平等原則 違反 여부

가. 청구인의 주장

이 사건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 등으로 인하여, 1983년 법률의 시행

당시 의무사 후보생의 병 에 편입되었다가 제 된 사람들의 경우 각자의

'제 사유의 발생시 '이라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서 각 개인에게 용되는

‘징집면제연령기 ’이 달라지게 되는데, 이는 같은 조건에 있는 사람들을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결과를 래한다고 주장하 다.

나. 平等原則違反의 審査基準

(1) 審査基準의 選擇

평등 반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엄격한 심사척도에 의할 것인지, 완화된

심사척도에 의할 것인지는 입법자에게 인정되는 立法形成權의 程度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15) 에서 본 바와 같이 국방의무를 부담하는 국민들 에

15) 제 군인지원에 한법률 제8조 제1항 등에 하여 헌결정을 한 헌재 1999. 12.

23. 선고, 98헌마363, 례집 11-2, 771, 787에서는 다음과 같이 시하고 있다. ‘평

등 반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엄격한 심사척도에 의할 것인지, 완화된 심사척도에

의할 것인지는 입법자에게 인정되는 입법형성권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이

다. 먼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 엄격한 심사척도가 용될

수 있다. 헌법이 스스로 차별의 근거로 삼아서는 아니되는 기 을 제시하거나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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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구체 인 징집 상자를 선정하는 문제의 경우, 헌법상 입법자에게 매우

범 한 입법형성권이 부여된 역이므로, 이에 한 법률의 평등원칙

반여부는 이른바 ‘恣意禁止原則’을 반하 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것으로

족하다고 본다.

한편, 차별목 과 차별취 사이의 엄격한 비례 계를 요구하는 비례의

원칙(과잉 지의 원칙)을 용하는 엄격심사와 달리, 恣意禁止原則違反에

한 審査의 경우 差別에 하여 顯著한 不合理性이 있는지 여부, 즉 立法

의 恣意性이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한다.

(2) 審査要件

자의 지원칙의 반의 경우 ① 첫째, 본질 으로 동일한 것을 다르게

취 하고 있는가 하는 차별취 의 여부와, ② 둘째, 이러한 차별취 이 자

의 인가의 여부라고 할 수 있다. ①의 기 과 련하여 두 개의 비교집단

이 본질 으로 동일한가의 단은 일반 으로 당해 법규정의 의미와 목

에 달려 있다고 할 것이다.16) 그리고 ②의 기 과 련하여 차별취 의 자

의성은 합리 인 이유가 결여된 것을 의미하므로, 차별 우를 정당화하는

객 이고 합리 인 이유가 존재한다면 차별 우는 자의 인 것이 아니게

된다.

다. 검토

(1) 差別取扱의 存在

1983년 법률의 시행당시 의무사 후보생의 병 에 편입되었다가 제 된

사람들의 경우, 이 사건 법률조항 련 조항에 의하여 각자의 제 사유

의 발생시 에 따라서 ‘징집면제연령기 ’이 달라진다는 결과에 주안 을

둔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 등에 의한 차별취 이 존재하 다고 볼 여지가

있다.

별을 특히 지하고 있는 역을 제시하고 있다면 그러한 기 을 근거로 한 차별

이나 그러한 역에서의 차별에 하여 엄격하게 심사하는 것이 정당화된다. 다음

으로 차별 취 으로 인하여 련 기본권에 한 한 제한을 래하게 된다

면 입법형성권은 축소되어 보다 엄격한 심사척도가 용되어야 할 것이다.’

16) 헌재 1996. 12. 26. 96헌가18, 례집 8-2, 680, 70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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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差別待遇에 한 合理的 理由

그 지만, 와 같은 법률개정과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우리 입법자는

1983년 법률 등에 한 개인의 신뢰이익을 일정한 범 내에서 보호하는

것이 원활한 병무행정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와 같은 個人의 信賴利益

强度의 差異에 따라서 각 개정 법률의 시행시 당시 일정한 범 에 있는

이해 계자는 ‘징집 상’에서 제외시키고, 나머지 이해 계자는 ‘징집 상’

에 포함시키는 정책 단을 한 것으로서, 이러한 이해 계자들에 하여

용되는 구체 인 ‘징집면제연령기 ’이 달라진 것은 와 같은 정책

단의 부산물로 보인다. 아래에서는 입법자의 법률개정과정을 통하여 확인

할 수 있는 이해 계자들의 구체 인 분류방법 등에 하여 살펴본다.

(가) 1991년 법률 시행 이 에 병 에서 제 된 사람들

① 1991년 법률의 시행이 에 이미 종 법률 소정의 징집면제연령인 31

세에 달한 사람이 제 된 경우에는 기존 법질서에 한 신뢰를 보호할 필

요성이 매우 강하게 때문에 경과규정을 통하여 이를 징집 상에서 제외하

고, ② 1991년 법률이 시행되기 에 31세 미만인 사람이 제 된 경우에

는 일반 규정에 따라 징집 상에 포함시켰다.

(나) 1991년 법률 시행 이후 1993년 법률 시행 이 에 병 에서

제 된 사람들

① 비록 (가) ①의 경우보다는 개인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이 상

으로 미약하지만, 1991년 법률의 시행 당시 31세에 임박한 사람들에

하여는 새로운 법률이 시행되는 동안 31세에 달한 이후에 제 된 경우라도

종 법률에 한 신뢰를 보호해 주는 것이 원활한 병무행정에 도움이 된

다고 단하고 경과규정을 통하여 이를 징집 상에서 제외하 고, ② 1991

년 법률의 시행도 31세 미만인 사람이 제 된 경우에는 일반 규정에 따

라 징집 상자에 포함시켰다.

(다) 1993년 법률 시행 이후 병 에서 제 된 사람들

1983년 법률에 하여 상 으로 신뢰이익이 큰 이해 계자의 경우 이

미 경과규정 등을 통하여 2년 이상 보호하 기 때문에, 결과 으로 종 법

질서에 한 신뢰이익이 상 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단되는 36세 미만

의 이해 계자들이 제 되는 경우 이를 모두 징집 상자에 포함시켰다.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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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결론

입법자가 여러 차례 법률을 개정하면서 1983년 법률의 시행당시 의무사

후보생 병 에 편입되었던 이해 계자들의 기존 법질서에 한 신뢰보호

필요성의 차이에 따라서 구체 인 징집 상자의 범 등을 결정한 것은 합

리 근거에 기 한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 소의 종 선례 등에 비추어

볼 때, 이해 계자들의 제 시 에 따라서 결과 으로 실질 인 법률 계

가 달라지는 사례가 발생하더라도, 와 같은 입법자의 단에 합리 근

거가 있는 이상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평등원칙에 반된다고 할 수는 없으

므로, 이 부분에 한 시내용도 정당하다고 본다.18)

9. 이 사건 결정의 의의

이 사건 결정은 ① 우리 헌법상 ‘국방의 의무’의 부과내용이 병역법 소정

의 ‘직 인 병력형성의무’ 등과 같이 좁은 개념이 아니라 매우 범 한

개념이라는 (賦課內容의 廣範性), ② ‘국방의 의무’의 부과 상이 단순히

병역법상의 징집 상자 등에게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헌법 차원에서

모든 국민이 국방의 의무를 부담한다는 (賦課 象의 包括性), ③ 헌법

차원에서 포 으로 ‘국방의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국민 개개인에게 구체

으로 어떠한 내용의 의무를 부과할 것인지 여부는 원칙 으로 입법자가

결정할 사항이라는 과 같은 헌법재 소의 종 결정취지를 다시 한번 확

인하면서, ④ 나아가, 입법자는 헌법상 이미 국방의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17) 입법자가 1993년 법률 시행 이후 병 에서 제 된 사람으로 역병으로 입

하여야 할 사람 31세 이상인 사람은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허용

하는 취지의 임의 응조정규정을 신설하 다는 은 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18) 이 사건과 같이 징집 상연령기 을 조정함으로써 징집 상자의 범 를 변경하

는 법률개정을 하는 경우, 1983년 법률 시행당시 의무사 후보생 병 에 편입된

사람들에 련하여 그 제 시 과 계없이 항상 동일한 결과를 발생시키려면,

와 같은 사람들에 하여는 향후 법률개정과 계없이 1983년 법률을 무제한 으

로 계속 용하는 취지의 경과규정을 두어야 한다. 일정한 기간을 명시하여 1983

년 법률을 용하는 경과규정을 두는 경우에도 차별 인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징집 상자의 범 를 결정하는 문제와 같이 그때 그때의

사정에 따라서 입법자가 정책 단을 해야 하는 역에서, 여러 가지 사정변경

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 법률을 무제한 으로 계속 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자체로 헌법상 평등원칙에 반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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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 에서 그 입법당시를 기 으로 하여 구체 으로 징집 상자의 범

를 결정함에 있어서 매우 범 한 입법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는

과거에 시작되거나 완성된 사실 계 등을 규율 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리상 소 입법이 될 수 없다는 등을 지 함으로써, 그 徵兵

象 의 範圍를 決定하는 立法形成權의 本質的 性格을 분명히 밝혔다는

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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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 제188조 제2항 등 헌소원

- 증권거래법상 단기매매차익반환조항의 헌 여부 -

(헌재 2002. 12. 18. 99헌바105, 2001헌바48(병합), 례집 14-2. 774)

김 상 환
*

1)

【 시사항】

1. 증권거래법(1997. 1. 13. 법률 제5254호로 개정되어 1998. 5. 25. 법률

제 5539호로 개정되기 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88조 제2항(이하

“이 사건 법률 조항”이라 한다)이 내부자가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하 는

지 여부를 단기매매차익 반환책임의 극 는 소극 요건으로 삼지 않았다

는 에서 내부자의 재산권의 제한에 한 최소침해의 원칙에 배되는지

여부(소극)

2.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그 용 요건의 충족시 같은 조 제8항이 정하는

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일률 으로 내부자에게 단기매매차익 반환책

임을 부담하게 한다는 에서 내부자의 재산권의 제한에 한 최소침해의

원칙에 배되는지 여부(소극)

3.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재산권의 제한과 이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

는 공익 사이에 법익균형의 원칙이 수되었는지 여부( 극)

4. 법 제188조 제8항이 포 임입법 지원칙에 배되는지 여부(소극)

【심 상】

1. 이 사건 심 의 상

* 서울고등법원 사, 헌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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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88조(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반환 등) ② 주권상장법인의 임원․직

원 는 주요주주가 그 법인의 주권 등을 매수한 후 6월 이내에 매도하거

나 그 법인의 주권 등을 매도한 후 6월 이내에 매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에는 당해 법인은 그 이익을 그 법인에게 제공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익의 산정기 은 통령령으로 정하며, 이익의 반환 차 기타 필요

한 사항은 원회가 정한다.

⑧ 제2항의 규정은 임원․직원 는 주요주주로서 행한 매도 는 매수

의 성격 기타 사정 등을 감안하여 통령령이 정한 경우 주요주주가 매

도․매수 한 시기 어느 한 시기에 있어서 주요주주가 아닌 경우에는 이

를 용하지 아니한다.

2. 련 규정

가. 증권거래법시행령(1997. 3. 22. 15312호로 개정되어 1998. 2. 24.

15687호로 개정되기 의 것) 제83조의6(단기매매차익반환의 외) 법 제

188조 제8항에서 “ 통령령이 정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

는 경우를 말한다.

1. 법령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매매하는 경우

2.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산업합리화 상으로 지정된 기업이 그 산업

합리화기 에 따라 매매하는 경우

3. 정부의 허가․인가․승인 등이나 문서에 의한 지도․권고에 따라 매

매하는 경우

4. 제83조의8 규정에 의한 안정조작 는 시장조성을 하여 매매하는

경우

5.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

6. 유가증권시장 는 회 개시장에서 허용되는 최소매매단 미만의

매매, 근로자증권 축에 의한 매매, 발행인 는 매출인으로부터의 직

인 취득 등의 경우로서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요한 정보를 이용한

매매가 아니라고 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나. 임원․주요주주의주식소유상황보고 단기매매차익반환에 한규정

(1997. 3. 26. 증권 리 원회규정) 제15조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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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미 소유하고 있는 주권․ 환사채권․신주인수권부사채권(분리형의

경우 신주인수권증권)․신주인수권을 표시하는 증서(이하 ‘주권 등’이라 한

다)의 권리행사에 의한 유상신주의 취득

2.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모집․매출되는 주권 등의 청약

3. 법 제191조의7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우선 으로 배정

된 주식의 청약

4. 유가증권인수업무에 한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증권 축에게 우선 배

정된 주식의 청약

5. 유상신주발행시 발생한 실권주 는 단수주의 취득

6. 법 제28조 제2항 제3호의 업을 한 주권 등의 인수

【사건의 개요】

1. 심 청구에 이르게 된 경

가. 99헌바105

청구인은 주식회사 ○○○의 표이사 는 이사로 재직 이던 1997.

10. 23.부터 1998. 2. 12.까지 사이에, 회사의 ․ 직 직원인 김재웅 등

17인의 명의를 빌려 청구인의 계산으로 회사의 주식 365,570주를 매수

한 다음(주당 평균단가 4,861원), 그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1997. 11. 3.에 4,610주, 같은 달 6.에 390주, 1998. 1. 24.에 5,000주, 같은 해

2. 16.에 335,951주 합계 345,951주를 평균단가 9,284원에 매도하여 매매수

수료 등을 공제하고 1,691,464,381원의 매매차익을 얻었다.

증권선물 원회는 1999. 3. 11. 와 같은 매매차익의 발생사실을 알고

회사에게 청구인이 증권거래를 통하여 얻은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을

한 재 상 청구 등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 고, 요구

에 따라 회사는 같은 해 5. 15. 청구인을 상 로 단기매매차익반환을 구

하는 민사소송(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99가합7825호)을 제기하 다. 청구인

은 소송 계속 , 반환청구의 근거조항인 증권거래법 제188조 제2항,

제8항에 하여 헌제청신청을 하 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하 고, 이

에 청구인은 1999. 11.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 을 청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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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001헌바48

청구인은 ○○화학공업 주식회사 발행의 보통주 30.09%를 보유한 주주

이자 1992. 3. 12.부터 회사의 표이사로 재직하 던 자인바, 1997. 8.

12.부터 1998. 1. 10.까지 사이에 그가 보유하고 있던 회사의 주식

1,844,290주를 매도한 다음, 이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1997. 11.

21.부터 1998. 6. 3.까지 사이에 같은 종류, 같은 종목의 주식 1,624,250주를

제3자 신주인수 는 매매를 통하여 취득하 다.

증권선물 원회는 1998. 10. 2. 청구인의 와 같은 주식거래사실을 알고

회사에게 청구인이 증권거래를 통하여 얻은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을

한 재 상 청구 등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 고, 요구

에 따라 정리회사 경기화학공업주식회사는 청구인을 상 로 청구인이 얻은

단기매매차익 9,774,839,087원에 한 반환청구소송(서울지방법원 98가합

114133)을 제기하여 2000. 4. 18. 법원으로부터 승소 결을 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결에 하여 항소(서울고등법원 2000나22272)를 제기하 고,

항소심 계속 증권거래법 제188조 제2항의 헌법률심 제청을 신청하

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하 고, 이에 청구인은 2001. 5. 18. 이 사건 헌

법소원심 을 청구하 다.

2. 청구인들의 주장과 계기 의 의견 요지

가. 청구인들의 주장요지

(1) 이 사건 법률조항은 내부자의 소유인 주권 등의 거래로부터 발생한

소득을 주권 등 발행회사에 반환하게 함으로써 헌법 제23조 제1항 본문이

보장하는 재산권을 제한하고 있고, 한 내부자를 그 사회 신분에 의하

여 경제 생활 역에서 차별함으로써 헌법 제11조 제1항이 보장하는 평

등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간 으로는 이러한 제한을 가함으로써 헌법 제

10조의 행복추구권에서 생되는 일반 행동자유권의 한 내용인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는 바, 이러한 기본권의 제한은 미공개 요정보 불이용 사

실에 한 반 입증의 기회를 내부자에게 부여함으로써 그 주식매매거래의

실질에 따라 단기매매차익반환청구의 용 여부를 달리하는 등 보다 완화

된 규정을 통해 기본권의 제한을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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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에서 헌법 제37조 제

2항을 반하고 있다.

(2) 법 제188조 제8항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용 외사유에 하여 규

정하면서, “매도 는 매수의 성격 기타 사정 등을 감안하여 통령령이

정한 경우”라고 함으로써 단지 형식 인 기 을 제시하고 있을 뿐, 용제

외 범 의 결정을 한 실질 인 기 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임의 기 , 범 그 한계를 명확히 하지 아니하고 단기매매차익반환

규정의 용제외 범 의 결정을 통령령에 포 으로 임한 것으로서

헌법 제75조에 반된다(이상, 99헌바 105 청구인의 주장).

(3) 이 사건 법률조항은 내부자의 단기주식매매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일

반주주의 보호를 한 것임에도 그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청구권자를 법인,

즉 회사로 정함으로써 일반주주와 임원 등 내부자간의 다툼에 있어 립

이어야 할 법인이 자신이 가진 정보를 이용하여 일반주주를 하여 단기매

매차익의 반환을 내부자에게 요구하게 된다. 그러므로 법인을 단기매매차익

의 반환청구권자로 정한 것은 립 이어야 할 법인으로부터 내부자가 차

별취 을 받게되는 결과가 되므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4)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거래의 유형이나 단기매매를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고려하여 법 의

단에 따라 그 반환의 범 가 결정되어야 함에도 그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매매차익의 부를 반환하게 한다는 것은 청구인의 재 청구권을 침

해한다(이상, 2001헌바48 청구인의 주장).

나. 법원의 헌제청신청 기각결정의 이유요지

(1) 이 사건 법률조항은 증권시장의 건 성을 수호하고 내부자거래로 인

한 일반 투자자들의 피해를 방지하며 주권발행회사를 보호하고 요정보의

조기공시 진을 통한 증권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그 목 으로 하

고 있다. 따라서 증권거래법의 규정으로 인하여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직원 는 주요주주와 같은 내부자들이 재산권이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증

권시장의 건 성과 일반투자자 보호라는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재산권의 제한이 내부자들을 합리 인 근거 없이 그 사회 신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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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여 차별한다고는 보기 어렵고, 법 제188조 제8항은 단기매매차익반환

청구의 근거규정인 이 사건 법률조항의 외규정으로서 ‘내부자들이 행한

매도 는 매수의 성격 기타 사정 등을 감안하여 통령령이 정한 경우에

는 이를 용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어 매도, 매수의 성격에 따라서는

단기매매차익이라도 반환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내부자들의 재

산권도 필요한 최소한의 범 에서만 제한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기본권

의 본질 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2) 법 제188조 제8항은, 단기매매차익반환조항의 입법 목 , 규정들

이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 3의 미공개 요정보 이용행 의 지규정과 법

제188조의4의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의 지조항과 같이 규정된 에 비

추어 이 조항의 임에 따라 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은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거나 미공개 요정보를 이용하지 않은 매도, 매수일 것으로 그 내용

의 강을 충분히 측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포 임 지의 원칙에

반된다고 할 수 없다.

다. 재정경제부장 융감독 원장 등의 의견

법원의 헌제청신청 기각이유와 체로 같다.

【결정요지】

1.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정하고 있는 단기매매차익반환제도는 문면상 내

부자가 실제로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하 는지 여부에 계없이 ① 내부

자가, ② 6월 이내의 기간에, ③ 자기회사의 주식 등을 거래하여, ④ 차익

이 발생한 경우라는 형식 인 요건에만 해당하면 반환책임이 성립하고, 내

부정보를 이용하지 않고 주식거래을 하 다는 등 일체의 반증을 허용하지

않는, 내부자에 한 엄격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이는 미공개 내부정보의

이용 유무를 용의 극 는 소극 요건으로 할 경우 그 입증 인정이

실제상 극히 곤란하기 때문에 단기매매차익반환청구권의 신속하고 확실한

행사를 방해하고 결국 입법목 을 잃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일

반투자자들의 증권시장에 한 신뢰의 제고라는 입법목 을 고려한 불가피

한 입법 선택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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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그 용 요건을 객 화하여 엄격한 반환책임을

내부자에게 부과하고, 같은 조 제8항 이에 근거한 시행령 제86조의6 등

에서 반환책임의 외를 한정 으로 열거하여 이에 해당하지 않는 한 반환

책임의 외를 인정하지 않고 있기는 하나, 한편으로 법률조항의 입법

목 과 단기매매차익반환의 외를 정한 시행령 제86조의6의 성격 헌법

제23조가 정하는 재산권 보장의 취지를 고려하면 내부정보를 이용할 가능

성조차 없는 유형의 주식거래에 하여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애당 용

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내용의 이 사건 법률조항

을 두고 최소침해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3. 이 사건 법률조항이 일반 투자자들의 이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증권시

장의 공평성,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일반투자자들의 증권시장에 한 신

뢰를 확보하고자 하는 데 비하여, 이로 인하여 제한되는 내부자의 재산권

에 한 제한은 내부자에게 일체의 주식거래를 지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단기매매에 해당하는 경우 그 차익을 회사로 반환하도록 하는 데 그치고,

나아가 6월의 기간이 지나면 아무런 제한없이 주식거래를 할 수 있고 그

차익도 보유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재산권의 제한이 이

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공익에 비하여 결코 크다고 볼 수도 없다.

4. 증권거래법 제188조 제8항이 과연 포 임입법 지원칙에 반하는 지

에 하여 보건 , 증권시장에는 다양한 형태의 거래가 있고 융의 제도

나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기 때문에 법률에서 외가 되는 모든 사항을 구

체 으로 정하기가 곤란하므로 시의 하고 탄력 으로 행정입법에 의하

여 이를 규율할 필요성이 크고, 나아가 증권거래법 제188조 제2항의 입법

목 , 같은 조 제8항의 “성격등을 감안하여” 라는 문언 취지등을 고려하면,

증권거래법 제188조 제8항의 임에 따라 통령령에 의하여 규정될 내용

은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거나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지 않은 매매인 경우’

인 것으로 그 내용의 강을 미리 측할 있다는 에서 조항은 포

임입법 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해설】

1. 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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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 입법 역사에 비하여 실무 집행기 에 의한 용

사례나 법원에서의 용 례가 극히 었던 계로 비교 그 기능 내지

용 범 등에 한 학문 논의는 많지 않았고, 최근에 들어서야 증권시

장의 활성화에 따른 증권 거래의 공정성 문제가 지 않은 사회 쟁 이

됨에 따라 그 입법 목 , 용 범 등에 한 해석상의 문제, 그리고 그에

따른 헌 여부 논의가 법원에 의한 분쟁해결 과정에서 부각되기 시작하

다. 따라서 이 사건 결정은, 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도입 배경 내지 정

신, 즉 입법목 의 정확한 분석과 단기매매차익반환조항의 입법례를 갖고

있는 미국, 일본의 용 경향에 한 평가, 입법 연 등에 한 충분한 고

려가 뒷받침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를 기 로 하여 재산권보장이라는 헌

법 이념의 투시에 따라 이 사건 법률조항의 용 범 를 확정한 다음 그

헌 여부에 한 최종 단에 이르 던 것으로 평가된다. 이하에서는

이 사건 결정의 배경이 된 것으로 평가되는 기 자료와 헌법 심사의 과

정을 살펴보기로 한다.

2. 입법례

가. 미국의 법률과 례

(1) 입법 배경

1929년의 공황을 거치면서 미국에선, 회사의 내부자등 정보를 독 하

고 있는 자들로 하여 그들의 정보를 공시하게 함으로써 증권거래에 있어

서 정보 소유의 심각한 불균형으로 인한 여러 가지 융 피해를 막고, 일

반 투자자들의 증권 시장의 공정성에 한 신뢰를 제고하여 증권시장을 통

한 기업의 안정 자 조달을 가능하도록 하자는 이른바 공시철학이 두

되었고, 그러한 시 , 철학 배경하에서 입법된 1934년 증권거래법은 정

보 공시의 제도의 확 와 범한 규제의 틀을 마련한 것 외에 제16조 b항

에서 내부자 거래를 규제하는 최 의 법률조항인 이른바 단기매매차익

(short-swing profits by insiders) 반환조항을 마련하 다. 그 내용은 체

로 이 사건 법률조항과 동일하다.

(2) 미국 례의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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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쟁 과 련된 문제, 즉 단기매매차익반환조항의 용 요건으로

서 미공개 내부 정보의 이용( 는 이용 가능성)의 유무를 고려하여야 하는

지 여부에 한 미국 법원의 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이 조항의 입법 과정(입법취지와 련)

이 조항의 입법 배경과 련한 술한 일반 설명 외에 그 입법취지를

더욱 구체 으로 살펴 볼 수 있게 하는 입법 과정을 소개한다. 당시의 의

회내 입법청문회에선 내부자가 회사에 한 충실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보다는 내부 정보를 이용하여 상상을 월하는 액수의 개인 이익을 얻은

수많은 사례가 조사, 보고되었고, 다른 한편 이에 한 규제의 미흡함 내지

한계(특히, 당시엔 내부자의 와같은 이익의 취득이 내부자의 업무수행에

한 보상의 성격도 있다고 보아 이를 어느정도 받아들이는 인식도 있었다

고 한다)에 한 공감이 있었다. 결국 이 조항은 내부자들로 하여 개인

이익 취득을 하여 회사의 내부정보를 이용하고 싶은 유혹을 제거하고

장기 으로는 내부자들의 회사에 한 충실 임무를 제고시킬 의도로 마련

되었다.1) 즉 의회의 입법 의도는 이 조항이 명백한 방 효과를 갖는 객

인 법률(objecive rule)로서 기능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청문회에서 입

법 안자인 Thomas Corcoran이 의원들에게 한 다음의 언 은 이 조항의

성격을 분명히 드러낸다. “의회는 이사등의 단기 매매를 그들이 주식의 매

수 후 6개월내에 다시 팔 의도나 기 를 갖고 있었는지 여부와 상 없이

견제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그러한 의도나 기 의 존재를 입증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 조항과 같은 crude rule of

thumb(crude의 사 의미는 ‘조야한, 거친’이고, rule of thumb의 사

의미는 ‘정확하지 않은 경험에 의거한 방법 는 주먹구구식 지침임)을 입

법하여야 한다. 그 지 않을 경우 여러분들은 내부자들이 매매차익을 얻을

의도로 단기 매매거래를 하 음을 입증하여야 하는 부담을 갖고, 이러한

부담은 이 조항을 무력화할 것이기 때문이다.”2)

입법자가 스스로 언 한 ‘crude rule of thumb’이라는 이 조항의 역사

1) Louis Loss, Fundamentals of Securities regulations 2nd Ed. 1988.p542.

2) Richard W. Jennings외 2인, Securities Regulation Cases and Materials- 7

Edition, 1363



734 헌법재 소결정해설집 2002

의미3)는 향후 이 조항을 둘러싼 미국 례법과 학계의 논의의 심에 서

게된 것으로 보인다.

(나) 례법의 경향

① 헌주장의 제기와 법원의 단

이 조항의 제정이후 여러 사건에서 이 조항의 헌 여부에 한 법원의

단이 있었는데, 법원은 모든 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 쟁

과 련된 례4)는 환 우선주의 환을 매수로 보고 6개월 이내의 매

도로부터 실 된 이익에 하여 내부자에게 반환책임을 지우기 하여 이

조항이 용되는 경우에도 내부자는 환권 행사 후 취득하는 보통주를 팔

권리를 가지고 있고 단지 이 조항의 효과는 내부자가 6개월 이내의 매도로

이익을 얻는 것만을 배제시키는 것일 뿐이므로 조항이 자유로운 계약

체결권이나 계약 이행권을 침해하는 헌 인 조항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단하 다. 이 조항의 용 외 사유에 한 규칙제정권한을 sec(증권

거래 원회)에게 임한 것이 헌인지 여부에 한 단5)에서도 이 조항

은 입법 목 과 이 조항상의 두가지 외 사유의 제시를 통하여 sec에게

외 사유의 제정 지침을 제공하 고, 나아가 이 조항이 엄격하게 용됨

으로써 오는 부당한 결과를 막기 하여 sec으로 하여 여러 조건을 유연

하게 반 하여 외 사유를 제정 한 입법에 아무런 헌법 문제 이 없

다고 하 다. 같은 결에서 법원은, 이 조항은 내부자의 내부 정보 남용에

한 명백한 역사 경험, 회사의 임원등에게 보다 높은 도덕 의무를 부

여해왔던 보통법의 오랜 통을 기 로 제정된 것임을 강조하면서 입법 목

을 효과 으로 달성하기 하여 거래의 공정함(fairness)여부와 상 없이

일정한 조건하의 모든 내부자 거래를 규제하는 것을 비합리 이라고 할 수

없다고 단하 다. 10%이상 증권 소유자를 실질 소유자로서 이 조항이

용되는 내부자로 규정한 부분의 헌성 여부에 한 단6)에서 과반수

미만의 주식 소유만으로도 경 권을 지배하는 경우가 지 않을 뿐 아니

3) 이 조항을 가리켜 ‘crude rule of thumb’ 외에도 ‘Russian roulette section’이라고

하거나 미국인 고유의 Radicalism의 한 라고 하는 견해도 있다.

4) Kogan v. schulte, S.D.N.Y. 1945, 61 F.Supp.604.

5) Smolowe v. Delendo Corp.(1943, CA2d NY)

6) Gratz v. Claughton ( 1951, CA2d NY) 187 F2d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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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기본 으로 의회 는 어떤 입법기 도 입법 목 달성에 정확하게 부

합하는 수단을 만들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만일 내부자의 지 에 의하

여 얻은 정보를 이용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만 이 조항을 용한다면 입

법 목 의 달성이 방해받을 것이라면서 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미국의 례는 이 조항이 합헌이라는 확고한 견해를 기 로 이 조항

을 다음과 같이 해석하고 있다.

② 객 주의(Objective) 경향의 례

이 조항의 해석, 특히 반환책임의 요건으로서 내부자가 실제로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한 거래를 하 는지 여부와 련한 미국 례의 기본 이

고도 일반 견해는 앞서 언 한 이 조항의 입법의도 문언 내용에 충실

한 해석, 객 (Objective) 근방식이었다. 이러한 경향을 일별하면, ㉮

술한 입법과정을 언 하면서 내부자가 실제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한

사실이 이 조항에 따른 반환 책임의 한 근거가 되지 않고, 이 조항의 단

부분(“-- 발행자와의 계에서 지득한 정보를 불공정하게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하여--”)은 외사유의 제정권한을 가진 sec에게 규칙의 제정

방침을 제시함과 동시에 이 조항의 헌법 정당성을 근거 할 입법 목

을 밝힌 것에 불과하다거나7) ㉯ 이 조항에 따른 책임의 근거를 “ 내부자

는 재의 주주(주식을 매수하는 경우엔 장차의 주주)들로선 근할 수 없

는 정보에 한 근 가능성이 있고, 그러한 이 (Advantage)은 내부자에

게만 한정되어서는 안된다는 ”이라고 설명하면서, 만일 내부자가 미공개

내부정보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용한 사실이 입증되어야만 반환책임을 물

을 수 있다면 그로써 이 조항의 입법 목 은 방해받을 것이라거나8) ㉰ 매

매차익의 반환소송을 구하는 당해 증권의 발행회사는 이러한 반환소송에

아무런 극 이해 계를 갖지 않고 단지 반환소송의 리인만이 소송 수

행에 따른 수임료를 얻으려는 이해 계만을 갖고 있으므로 반환소송을 각

하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하여, 이 조항이 반환청구권자(즉, 매매차익의

종국 인 귀속권자)를 발행회사로 삼은 것은 오로지 회사를 입법 목

을 철하기 한 도구로 삼기 한 것 뿐이고, 이 조항의 반은 변호사의

7) Smolowe v. Delendo Corp., 136 F.2d 231, 235( 2d Cir. 1943) 외 다수

8) Gratz v. Claughton, 187 F.2d 46. (2nd cir. 19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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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규칙의 반보다 훨씬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라면서 주장을 배

척하 고,9) ㉱ 이 조항이 ‘crude rule of thumb'으로 기능한다함은, 첫째

내부자가 최 의 주식 거래후 6개월이 경과한 시 에 2차 거래를 하 다면

설사 그 내부자가 미공개 내부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거래를 하 다

고 하더라도 이 조항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며{이 결에서 재 부

는 “ 이 조항의 6월이라는 기간은 조세법상의 이유(당시의 조세법은 6개월

이상 매매등의 거래없이 동일 주식을 보유하는 것을 장려하는 일련의 규정

을 두고 있는 것과 균형을 맞춰)에 따른 것이며, 이는 되도록 많은 내부자

거래라는 물고기를 잡기 한 그물에 비유될 수 있다”고 시하 다.10)} 둘

째 내부자가 오로지 이 조항에 따른 책임을 면하기 하여(주식보유비율을

10%미만으로 하기 하여)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 일부를 매도하

다고 하더라도 반환책임을 면할 수 없고(다만, 10%미만으로 소유 비율을

인 직후 여 히 6개월이 되지 않은 시 에 나머지 주식을 매도한 부분에

하여는 이 조항이 용되지 않는다)11) ㉲ 이 조항에 따른 책임은, 내부

자가 6개월내의 단기 매매를 하여 매매 차익을 얻었다는 객 요건만을

갖추면 발생하는 엄격한(strict) 것이므로 내부자의 거래의 동기 등은

고려할 여지가 없고, 미공개 내부정보이용과는 무 하게 선의로 거래를 하

다는 내부자측의 항변도 허용되지 않는다.12)는 것이다.

③ 주 주의(Subjective) 경향의 례의 등장

㉮ 와같은 객 주의 근 방식은 내부자에 한 비난 가능성 유무를

고려하지 않은 지나치게 엄격한 것이라는 문제의식 아래서 이 조항의

해석에 있어서 좀더 주 이고 실용 인 근 방식(subjective, pragmatic

approach)을 가져야 한다는 견해가 1960년 반 이후 생겨났고, 그 견해

를 취한 일부 연방 하 심의 결13)도 있었다. 그러던 이러한 방식을

9) Blau v.Lamb,314 F.2d 618, 619( 2d Cir 1963 ), 실제로 미국에선 section 16 bar

라고 불리는 변호사들이 각종 공시된 보고서를 분석하여 단기매매사례를 발굴한

다음 이를 문으로 소송화한다고 한다.

10) Arrow Distributing Corp. v. Baumgartner, 783 F.2d 1274 ,1282( 4th Cir. 1986)

11) Reliance Eletric Co. v. Emerson Electric Co., 404 U.S. 418, 422( 1972)

12) Anderson v. commissioner, 480 F. 2d 1304, 1308( 7th Cir.1973)

13) Consolidated Engineering Corp. v. Nesbit( 1951, DC Cal ), Provident Secur.

Co. v. Foremost-Mckesson, Inc.( 1971, DC Cal ) 두 번째 결에서 법원은 “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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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으로 채택한 것으로 평가되는 연방 법원의 결14)이 선고되었다. 이

결에서 다수의견 논리의 제는, 첫째 이 조항의 용 요건에 한 다양

한 해석이 가능한 경우 가능한 한 이 조항의 입법 목 (내부정보를 이용한

내부자의 투기 방지)에 가장 기여하는 구성이 이루어져야 하고, 둘째 내부

자가 행한 거래가 비 형 (Unorthodox or borderline)일 경우 과연 그 거

래가 이 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매매( purchase and sale)에 해당하는지 여

부에 한 단을 함에 있어서는 그 거래가 과연 이 조항을 통하여 방지하

고자 하는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한 이익의 취득’을 한 수단으로 사용

되었는지를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런 제 하에서 다수의견은 첫

째 당해 사건에서의 내부자는 공개매수 당시 내부 정보를 입수할 가능성이

희박하 고, 주식 취득 후에도 내부정보에 근할 수 없었으므로 정보를

악용할 잠재 인 험성조차도 존재하지 않았고(내부자가 미공개 내부정보

를 실제 이용하 다거나 이용할 의도가 있었다는 것이 이 조항 용 요건

이 아님은 분명하나 이 사안은 와같이 이용가능성 자체가 없었다는 것을

강조한 것임), 둘째 내부자가 합병에 따른 환우선주를 취득한 것은 기본

으로 비자발 (involuntary)인 성격을 갖으며, 셋째 내부자의 환우선주

에 한 매수선택권의 매매는 매매당사자 회사들에게 모두 유리한 거래이

며, 넷째 내부자가 매도한 매수선택권은 이른바 ‘call option’으로서 양수자

로서는 양수 후 이를 행사할 권리를 취득한 것일 뿐이고 내부자가 매수선

택권 행사를 강요할 수 없으므로 결국 잠재 이나마 투기로 이어질 거래

수단이 아니라고 하면서 당해 사건에서의 내부자의 환우선주의 취득

는 매수선택권의 양도 그 어느 것도 이 조항 상의 매도(sale)로 평가될 수

없다고 단하 다. 이에 한 3인의 법 의 소수의견은 입법목 과 문

언 내용에 충실한 종 의 견해와 동일한 것으로서, 첫째 이 조항은 내부정

보의 이용 나아가 이용 가능성의 유무와 무 하게 기술 으로 매매에 해당

하는 모든 거래에 엄격하고도 객 으로 용되어야 하고, 둘째 입법자는

부자는 자신의 지 로부터 어떠한 내부정보를 얻지 않았고, 나아가 거래 경 에

비추어 내부자에게 이익을 반환하라고 하는 것은 상 방에게 뜻하지 않은 횡재를

안겨주는 것으로서 도 히 정의와 형평의 념에 반하는 것으로서 이는 아무런 생

각없이 이 조항을 기계 으로 용하는 것에 다름아니다.”라고 시하기도 하 다.

14) Kern County Land Co.v. Occidental Petroleum Corp., 411 U.S. 582(19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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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견이 내세운 사유를 이 조항의 용 제외 사유로 삼지 않았음이 명

백하며, 셋째 다수의견은 종 일부 연방 하 심 법원이 취한 ‘개별사건의

특수성을 감안한 주 주의 , 실용주의 근(subjective, pragmatic

approach)방식’ 을 원용한 것인데 이로써 이 조항의 방 효과는 크게

약화된다는 것이었다.

㉰ Kern 결은 분명히 종 의 객 해석과는 달리 구체 사실 계

에 비추어 내부자의 내보정보 이용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는(실제 내

부정보를 이용하 는지 는 이용할 의도가 있었는지는 여 히 고려되지

않음에 주의) 외 경우에 이 조항의 용을 면제하는 발 을 마련한 것

으로 평가15)되고 있다. 물론 어떠한 거래가 비 형 인 것으로서 내부정보

의 이용가능성 유무를 고려하여야 하는 경우인지에 하여는 여 히 논란

이 존재하나 어도 법원의 와같은 해석으로 “비 형 거래”의 범 에

한 법원의 단에 따라 “내부정보의 이용가능성 유무”가 이 조항의 용

요건으로 고려되어야 할 경우가 확장될 수 있다는 것에 주목하여야 한다.

나. 일본의 경우

(1) 내부자거래 규제 강화 입법의 배경

일본의 1988년 개정 證券取引法은 미국 1934년 증권거래법 제10조 (b)

항(증권거래시 부정한 수단이나 사기 인 수단을 지하는 일반 규정)을

그 로 계수한 제58조와 미국 증권거래법 제16조(b)항(단기매매차익반환

조항)을 그 로 계수한 제189조의 두 규정만을 두고 있었다.(1948년 증권취

인법의 제정당시부터 존재하 다) 그러나 58조는 법문의 추상성과 내부

자거래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내부자 거래의 규제에는 효과가 없다는 것이

지배 인 견해 다. 그래서 일본은 실제로 내부자거래를 증권 계기 의

자율규제에 의하여 사 에 방지하는 방법에 의존하 으며 사후 인 규제는

제189조에 따라 단기매매의 차익을 회사에 반환하게 하는 것이 고작이었

다. 물론 미국도 구체 으로 내부자 거래의 내용을 상세하게 정한 규정이

없는 것은 일본과 같지만 미국은 sec 규칙 10b-5와 sec의 극 인 규제활

15) Liability for short-swing trading p 914. 한편 이런 의미에서 Kern 결에서

시한 책임면제조건을 Kern exeption 이라고 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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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이 있음은 물론이거니와 앞서 본 바와 같이 연방 법원에 의하여 효과

인 례법이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추상 인 규정만으로도 내부자에 의

한 부당한 정보이용행 를 효과 으로 규제할 수 있었다. 일본은 sec와 같

은 강력한 통제력을 가진 원회도 없고 필요한 례법의 형성도 미비

한 실정이어서 그동안 내부자 거래를 거의 방치하다시피 하 다. 그러나

국제 으로는, 동경증권시장이 뉴욕, 런던의 시장과 더불어 증권시장이

되었고, 일본의 주식의 외국증권시장에의 상장, 외국주식의 일본시장에

의 상장, 외국증권업자의 동경시장에의 진출, 일본증권업자의 외국시장에의

진출등 주식시장의 국제화에 따라 내부자거래의 규제에 하여 국제 으로

보조를 맞출 필요가 있다는 국제 요구가 있었고, 한편 국내 으로는,

1987년 다테호 사건16)을 계기로 하여 사회 심이 일층 높아져 국내 여

론도 내부자거래의 규제가 강하게 요구되기 시작하 다.17)

(2) 단기매매차익반환조항(제164조)에 한 례

(가) 일본의 경우 내부자 거래 규제에 한 이론 논의나 실무 용은

미국에 비하여 극히 다. 증권취인법의 제정 당시부터 존재한 제164조(미

국 1934년법 16조(b)항의 내용과 거의 동일하다)의 해석과 련하여 일본

에서도 내부자의 내부정보이용 유무를 단기매매차익 반환청구권의 요건으

로서 고려되어야 할 것인지에 하여 학설상 다툼이 있었는데, 어느 쪽의

견해가 숫 으로 우세한지 쉽게 확인할 수 없으나 엄격한 객 해석이

다수의견으로 소개되고 있다. 그런데 일본최고재 소는 2002 2. 13. 이 법

률조항의 해석 헌 여부에 한 최 의 결(최고재 평12(오) 제1965

호, 1703호)을 선고하 다.

이 결은, 상장회사인 원고 기연흥업(技硏 業) 주식회사가 주요주주

16) 다테호 화학공업 주식회사가 1987년 국채의 선물 거래를 하다가 거액의 손해를

입은 사실을 발표하기 하루 에 회사의 거래은행이 이 사실을 먼 알고 보

유 인 회사의 주식을 량 매각하여 손실을 면한 신 이 사실을 모르고

회사의 주식을 매수한 일반 투자자들이 손실을 입은 사건이다. 당시 이 사건을 내

부자거래 련 조항인 제58조와 단기매매차익반환조항인 제164조의 어느 것의

반으로도 제재할 수 없었고, 이와 유사한 사건을 법 으로 처리하기 하여 제58

조를 명확히하기 한 증권거래법의 개정이 필요하 다.

17) 주 락, 일본에 있어서의 내부자거래의 법규제, p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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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이상의 주식 소유)인 피고 후리지아컴퓨터 주식회사에 하여 증권취

인법 제164조 제1항에 근거하여 피고가 행한 원고 주식의 단기매매 거래에

의한 이익의 반환을 구한 사안에 한 것이었는데, 1심, 2심 모두 당시까지

의 다수의견과 하 심 선례의 해석에 기 하여 원고 승소 결을 선고하

고, 이에 하여 피고가 상고하 다.

피고의 상고이유의 요지는, 내부자거래의 규제 이를 통한 일반투자자

보호라는 법 제164조 제1항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거래는

상고인과 매매의 상 방이 모두 같은 기업집단(그룹, 표자와 주주가 완

히 동일함)에 속한 련회사이고, 본 건에서 문제되고 있는 매매는 단지

동일 그룹 내의 회사 간의 주식의 보유를 분산한 것에 그치고, 일반투자자

를 해하거나 동 법률조항이 방지하려는 어떠한 폐해를 발생시키지도 않았

음이 명백하므로, 단기매매이익반환청구권을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석해야

한다는 과 헌법 제29조18)의 취지에 비추어,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까지

일률 , 형식 , 획일 으로 반환청구권을 허용하는 것은 헌이므로 이 사

건과 같이 일반투자자의 이익을 아무 것도 해하지 아니하 다 것이 입증

가능한 경우에는 법 제164조는 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고 이

와 달리 단한 원심에는 법의 해석을 그르친 잘못이 있다는 것이었다.

(나) 일본최고재 소 결의 요지

① 법 제164조 제1항은 객 인 용요건을 정하여 상장회사 등의 임

원 는 주요 주주에 의한 비 의 부당이용을 일반 으로 방하려는 규정

이고, 상장회사 등의 임원 는 주요주주가 동 항 소정의 유가증권 등의

단기매매거래를 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뒤에서 볼 용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당해 거래에 있어서 그 자가 비 을 부당하게 이용하

는가 아닌가, 그 거래에 의하여 일반투자가의 이익이 실 으로 손상되었

는가 아닌가를 묻지 않고 당해 상장회사 등은 그 이익을 제공할 것을 당해

임원 는 주요주주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라고 해석된다. 그리

고, 동 조 8항19)은, 거래의 태양등을 고려하여 이러한 비 의 부당이용의

18) 1항 : 재산권은 이를 침해해서는 안된다. 2항 : 재산권의 내용은 공공의 복지에

합하도록 법률에 이를 정한다.

19) 이는 우리 증권거래법 제188조 제8항과 사실상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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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지가 없다고 생각되는 거래의 유형을 정할 것을 내각부령에 임하고 있

는데, 목 을 달성하기 하여 동 조 1항의 규정을 용할 필요가 없는

거래는 내각부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유형 으로

볼 때 거래의 태양 자체에서부터 와 같은 비 을 부당하게 이용하는 것

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동 항의 규정은 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② 법 제164조 제1항은 증권거래시장의 공평성, 공정성을 유지함과 동시

에 이에 한 일반투자가의 신뢰를 확보한다는 목 에 의한 규제를 정하고

있는바, 그 규제목 은 정당하고 규제수단이 필요성 는 합리성를 결하고

있음이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동 항은 공공의 복지에 합한 제

한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어서, 헌법 제29조에 반되는 것은 아니다.

(다) 간단한 평가

일본 최고재 소의 결은 미국 연방 법원의 Kern 결의 해석을

그 로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즉, 입법 취지와 해당 법률 조항 자체의

목 문구 등을 근거로 삼아 단기매매차익반환책임을 규정한 법률조항을

한정 으로 해석함으로써 법률조항이 갖고 있는 일정한 헌법 문제

을 제거하고 결국 조항의 합헌성을 확인한 에서 그 다.

구체 으로 보면, 내부자가 미공개 내부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거래

를 하 는지 여부나 당해 거래로 인하여 일반투자자의 실 인 손해가 발

생하 는지 여부는 반환책임 발생의 어떠한 요건도 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다만 미공개 내부정보의 이용가능성 자체를 인정할 수 없는 극히 특수한

거래의 경우에 한하여 반환책임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과연 어떤 유형의 거래가 와같은 용 제외 요건에 해당될 수 있는지에

하여는 양 결 모두 구체 인 시사를 던져주지 않고 있으나 실제 양

결의 사실 계를 보면 와같은 해석에 따라 용 제외 사유로 인정될 범

는 극히 한정 인 것이 아닌가 보여진다.

3. 이 사건 법률조항 등의 입법 연

가. 1962년 증권거래법 제정 당시에는 내부자거래에 한 규정이 없었다.

우리나라의 내부자거래 규제는 1976년 증권거래법의 면개정을 통해 단기



742 헌법재 소결정해설집 2002

매매차익반환, 공매도 지 조항을 법에 신설(앞선 입법례에서 알 수 있듯

이 일본을 통하여 미국의 입법례를 수입한 것으로 보인다. 내부자 거래 규

제의 주된 수단인 미국의 sec 규칙 10b-5에 한 례법의 내용이 받아들

이지 않았던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으나 성문법주의를 취하는 일본이나

우리나라의 경우 와같이 변화하는 미국 례법의 내용을 성문의 법률조

항으로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던 때문이 아니었을까 짐작된다)함으로써 시

작되었다. 당시에는 단기매매차익 반환책임이 인정되려면 내부정보 이용사

실을 회사가 입증하여야 했다20)(즉, 당시 입법 모범이었던 미국, 일본의 단

기매매차익 반환조항의 무조건 수계는 아니었다) 그러나 당해 법인, 실

제로는 법인의 임직원이 동료인 임직원 는 자기를 임원으로 만들어 주

요 주주에게 매매차익반환을 청구하기란 사실상 기 하기 어려우며 그

매매 차익은 당해 법인에게 반환되는 것이고 반환을 청구한 주주에게 제공

되는 것이 아니므로 주주로서 반환을 청구할 실익이 없는 것이었다.

나. 그리하여 1982년 개정시 단기매매차익 반환청구권자에 증권 리 원

회( 재의 증권선물 원회)를 추가하 고, 아울러 과거에는 내부자 거래를

포착할 방법이 없어 규제의 실효를 거두기 어려웠으므로 미국 1934년 법

제16조(a)항을 수입하여 상장법인의 주요주주와 임원에 해서 소유주식상

황과 그 소유주식비율 변동내용을 증권 리 원회와 증권거래소에 보고하

도록 하는 동시에 동 보고서를 비치, 일반인에게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주된

내부자와 주요 주주의 황을 규제기 과 일반 투자자가 상시 악할 수

있도록 하 다. 이같은 입법 보완이 있었으나 여 히 입법 인 흠이 있었

다. 단기매매차익 반환의 요건으로서 ‘내부자가 그 직무 는 지 에 의하

여 지득한 비 을 이용하여’라는 주 요건을 입증하기가 사실상 불가능

하여 내부자 거래의 규제에 결정 인 장애가 되었다는 이 그 것이다.

다. 1987년 개정을 통하여, 미공개정보 이용 거래를 지하는 포 규

20) 1976년 개정 증권거래법(1976. 12. 22. 법률 제2920호)

제188조 (내부자거래의 제한) ② 상장법인의 임원․직원 는 주요주주는 그 직

무 는 지 에 의하여 지득한 비 을 이용하여 그 자가 그 법인의 주식을 매수

한 후 6월 이내에 매도하거나 그 법인의 주식을 매도한 후 6월 내에 매수하여 시

체차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법인 는 당해 법인의 주주는 그 이익을 그 법인에

게 제공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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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 제105조 제4항 제3호가 신설됨으로써 내부자거래에 한 본격 인 규

정을 도입하는 한편 단기매매차익 반환 규정과 련하여는 앞서와 같은 주

요건을 삭제하고 신 제188조 제2항을 신설하여 내부정보 이용 여부

에 한 입증책임을 내부자에게로 환시킴으로써 그 실효성을 제고하

다.21)

라. 1991년 개정에서는, 단기매매차익반환 규정과 련하여 몇가지 미비

을 보완하 는데, 즉 종래 단기매매 차익 반환의무를 지는 주요주주를

발행주식 총수의 10%이상 소유한 주주만으로 정하 으나 주식소유 분산

경향에 따라 10%이상 소유한 주주가 차 어들고 있으며 계열 법인의

경우 10%미만 소유한 주주가 사실상 회사 경 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아

지고 있는 을 감안하여 발행 주식 총수의 10%이상을 소유하고 있지 아

니한 주주라고 하더라도 임원의 임면 등 당해 법인의 주요 경 사항에

하여 사실상 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 즉 사실상의 지배 주주까지 주

요 주주로 보았다. 그리고 단기매매의 상 유가증권을 종래 주식에 한정

하던 것을 신주인수권을 표시하는 증서와 환사채권,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등 신주 련사채권(‘주권 등’)에 까지 확 하 다. 한 제188조 제2항 단서

를 삭제하여 단기매매차익은 미공개정보의 이용 유무에 계없이 반환하도

록 함으로써 그 규제를 강화하여 미국, 일본의 입법례에 더욱 근하 다.

다만 제188조 제8항에 “매도 는 매수의 성격 기타 사정등을 감안하여

통령령이 정한 경우”에는 반환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이 추가되었다.

4. 이 사건 법률조항에 한 헌 심사의 과정

가. 쟁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제한되는 기본권은 내부자의 재산권이다. 즉,

21) 1987년 개정 증권거래법(1987. 11. 28. 법률 제3945호)

제188조 (내부자거래의 제한) ② 상장법인 는 등록법인의 임원․직원 는 주

요주주가 그 법인의 주권등을 매수한 후 6월 이내에 매도하거나 그 법인의 주권

등을 매도한 후 6월 내에 매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법인 는 원회

는 그 이익을 그 법인에게 제공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자가 그 직무

는 지 에 의하여 지득한 비 을 이용하여 이익을 얻은 것이 아님을 입증할 때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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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 용 요건이 충족될 경우 내부자로 하여 자신 소

유의 주권 등의 거래를 통하여 얻은 매매 차익을 향유할 수 없게하고 이를

회사에 반환하도록 함으로써 사유재산의 자유로운 처분권을 제한하는 셈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의 주된 쟁 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와같은 기본권

제한을 정당화할만한 입법목 을 갖고 있는지, 입법목 의 달성과 균형

비례 계를 갖춘 입법 수단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이었다. 아래에서는

헌법재 소가 이 사건 결정에서 밝힌 이 사건 법률조항에 한 비례성 심

사 요 부분을 고찰하기로 한다.

나. 입법목 의 정당성 확인

(1) 내부자거래 규제의 입법목

이 사건 법률조항은 내부자 거래를 규제하기 한 입법수단 하나이다.

내부자거래라 함은 회사의 임원․직원 는 주요주주 등 회사의 내부자

가 그 직무 는 지 에 의하여 얻은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자기회사의 주

식을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거래가 규제의 상이 되는 이유는, 내

부자의 경우 자기회사의 주가에 향을 미칠만한 회사의 기 , 컨

유․무상증자, 자산재평가계획, 합병, 신상품개발, 부도발생 등 요한 정보

를 미리 알게 될 기회가 많으므로 주식거래에 있어 일반투자자보다 훨씬

유리한 입장에 있는 반면, 일반투자자로서는 손해를 보게 될 가능성이 크

기 때문이다. 일반 으로 주식투자에 수반되는 험은 주로 회사의 업실

, 시장이나 경제동향 등에 한 투자자의 단이 불완 한 것에 기인하

는 것이므로, 투자자가 타인이 갖고 있는 정보를 이용하지 못했거나 그릇

된 분석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었더라도, 이는 증권거래 자체의 고유한 특

성일 뿐 법 으로 고려할 일은 아니다. 그러나 내부자거래로 인한 상 방

의 손실은 능력의 부족이나 부주의로 정보를 몰랐기 때문에 발생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부자가 자신의 이득을 하여 회사의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하 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행 는 쉽게 용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만일 이를 방치한다면, 일반투자자로서는 그러한 증

권시장에 불신감을 갖게 되어 투자를 주 하게 될 것이므로 증권시장을 통

한 회사의 자 조달이 어렵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하여 증권시장의 건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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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이 해될 것임은 물론 국민의 효율 자산운 을 막는 결과를 래할

것이다.

요컨 , 내부자거래에 한 규제의 목 은 증권매매에 있어 정보면에서

의 평등성, 즉, 공정한 입장에서 자유로운 경쟁에 의하여 증권거래를 하게

함으로써 증권시장의 거래에 참여하는 자로 하여 가능한 동등한 입장과

동일한 가능성 에서 증권거래를 할 수 있도록 투자자를 보호하고 증권시

장의 공정성을 확립하여 투자자에게 그 신뢰감을 갖게 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다22).

(2) 입법자가 의도한 이 사건 법률조항의 고유 기능

우리 증권거래법은 내부자거래를 규제하기 한 입법수단으로서 이 사

건 법률조항 이외에도, 회사의 내부자가 업무 등과 련하여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요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는 행 를 지하고( 제188

조의2), 이에 반한 경우 거래상 방에 한 손해배상책임(제188조의3)과

형사책임(제207조의2 제1호)을 부과함으로써 직 으로 회사내부자의 미

공개 내부정보의 이용행 를 지하는 수단을 이미 채택하고 있다.

그런데 와같은 사후 , 직 인 규제 수단을 갖고 있음에도 입법자가

이 사건 법률조항을 둔 것은, 내부자 거래를 규제하여야 할 궁극 입법목

, 즉 증권시장의 공정성 확립과 그러한 공정성에 한 일반투자자들의

신뢰 확보에 터잡아 국민들의 자산 운용 내지 기업의 자본 조달의 장(場)

인 증권시장을 건 하게 육성, 발 시키려는 입법목 의 달성을 하여는

앞서와 같은 사후 , 직 규제수단으로는 미흡하다는 단이 제된 것

이고, 이러한 단에는 상당한 합리 이유가 있다고 보인다. 왜냐하면 실

제로 내부자가 회사의 내부정보를 이용하 음을 입증하는 것은 회사와 내

부자의 계, 내부자의 련 증거 자료에 한 근 지배 가능성에 비

추어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입법자는, 실제로 내부정보를 이용하 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내

부정보를 이용하 을 개연성이 큰 내부자의 단기매매행 자체를 지하려

는 의도에서 단기매매행 로 인하여 얻은 모든 매매차익을 회사에 반환하

22) 헌재 1997. 3. 27. 97헌바24, 례집 9-1, 274, 283-284 참조



746 헌법재 소결정해설집 2002

게 함으로써 내부자거래에 한 사 방 ․간 규제를 하고자 이 사

건 법률조항을 둔 것으로 평가된다.

다. 입법수단의 최소침해성

(1) 내부정보의 이용 유무가 반환책임의 극 는 소극요건이 아닌 것

과 련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정하는 반환책임은 문언 의미상, ① 내부자가, ② 6

월 이내의 기간에, ③ 자기회사의 주식 등을 거래하여, ④ 거래 차익이 발

생한 경우라는 형식 인 요건에만 해당하면 반환책임이 성립할 뿐, 내부자

가 실제 내부정보를 이용하 다는 사실이 반환책임의 극 요건이 되거나

내부자가 내부정보를 이용하지 않고 주식 거래을 하 다는 사실이 반환책

임의 소극 요건이 되지도 않는다.

와같이 내부자에게 내부정보를 이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의 반증 기회

조차 허용하지 않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연 앞서 본 입법목 의 달성만

에 집착한 나머지 내부자의 재산권을 과잉 제한한 입법수단인지 여부가 문

제되는데, 이 사건 결정은 다음과 같은 을 고려하여 이를 부정하는 단

을 하 다.

즉, 만일 내부자가 실제 내부정보를 이용하 다는 사실을 반환책임의

극 요건으로 하거나 내부자가 내부정보를 이용하지 않고 주식 거래을 하

다는 사실을 반환책임의 소극 요건으로 할 경우, 회사와 내부자와의 계,

내부자의 련 자료에 한 근 지배 가능성, 미공개 정보의 특성 등

에 비추어 이 사건 법률조항의 ‘내부자 거래에 한 사 방 , 간 규

제 기능’은 상당할 정도로 무력화될 것이 쉽게 상된다는 , 나아가 내부

자가 단기 거래로 차익을 발생시킬 경우 일반투자자들로서는 그러한 차익

발생 사실만으로도 내부자가 실제 내부정보를 이용하 는지 여부와 상 없

이 그 거래가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불신하게 되는데, 이러한

불신이 증권시장에 만연하게 되면, 결국 증권시장은 축되는 결과가 래

된다는 이다.

결국 입법자는, 내부정보를 실제로 이용한 경우에만 단기매매차익 반환

책임을 물어서는 내부자거래를 사 에 간 인 방식으로 규제하고자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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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법률조항의 고유한 입법목 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단하고, 단지

내부정보의 이용만을 지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부정보를 이용하 는

지 여부를 불문하고 내부정보를 이용하 을 개연성이 큰, 다시말하면 내부

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의심할 수 있는 단기매매행 자체를 지하려는 의

도에서 이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차익을 회사로 반환하게 하려고 하 던

것이고, 이는 증권시장의 공정성 확립과 그러한 공정성에 한 일반투자자

들의 신뢰 확보에 터잡아 국민들의 자산 운용 내지 기업의 자본 조달의 장

(場)인 증권시장을 건 하게 육성, 발 시키려는 입법목 의 달성을 한

불가피한 입법 선택이라고 헌법재 소는 단한 것이다.

(2) 법 제188조 제8항에서 정한 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반환책

임을 부담하는 것과 련하여

(가) 문제의 소재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은, 내부자가 실제로 회사의 내부정

보를 이용하 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그 객 인 요건에 해당하는 한 내부

자에게 엄격한 차익 반환책임을 요구하고 있고, 다만 내부자의 거래가 법

제188조 제8항과 이에 근거한 법시행령 제83조의 6 시행령 조항 제6

호에 근거한 임원․주요주주의주식소유상황보고 단기매매차익반환에 한

규정 제9조의2가 한정 으로 열거하고 있는 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반환책임을 면제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입법수단은 앞서의 과는 다른 측면에서 내부자의 재산권을

과잉제한하는 입법수단으로 볼 여지가 여 히 존재한다. 즉, 이 사건 법률

조항의 일차 입법목 은 일반투자자들의 증권시장의 공정성에 한 신뢰

를 보호하고자 것인데, 만약 이러한 신뢰가 훼손될 염려가 없는 상황

(차익반환책임을 정당화하는 내부정보의 이용가능성이라는 실질 요소가

없는 상황)임에도 법 제188조 제8항에 따른 외사유에 해당하지 않

는다는 이유로 달리 아무런 주장․입증(이때의 주장․입증은 내부자가 실

제 내부정보를 이용하지 않았다는 에 한 것이 아니라 내부정보를 이용

할 가능성 조차 없었다는 객 인 사정에 한 것이다)의 기회를 쇄한

채 이 사건 법률조항이 기계 으로 용된다면 이는 입법목 의 달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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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필요한 범 를 넘는 과도한 제한이 아니냐는 의문이 바로 그것이다.

(나) 헌법재 소의 단

헌법재 소는, 헌법 제23조가 정하고 있는 재산권 보장의 정신,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 , 시행령 등에서 정한 용 외사유의 성격을 종합

으로 고려한 다음, 내부자가 행한 거래가 그 거래의 성격상 미공개내부

정보를 이용할 가능성조차 없는 유형의 거래일 경우에는 애당 이 사건

법률조항이 용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제시하 고, 이를 제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입법수단의 최소침해성 요건을 구비하 다고 단하 다.

헌법재 소의 이러한 단은 기본 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의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즉, 내부자의 거래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객 용요건

에 해당하고 한편으로 한정된 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비록 그

거래의 성격 내지 내용이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 (내부정보를 이용한

거래라고 의심받을 수 있는 행 자체를 규제하는 것) 실 과 무 할

경우(도 체 내부정보를 이용한 거래로 의심조차 받을 수 없음이 객 으

로 명백한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하면 법 제188조 제8항에 따른

용 외사유와 본질 으로 같은 성격의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내부자의 반

환책임이 발생한다고 하면, 이는 입법목 의 달성과의 정한 비례 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견해를 제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용 범

에 하여 와같은 해석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헌법재 소의 이러한 이

해는, 미국, 일본의 헌법재 기 이 단기매매차익반환조항에 하여 갖고

있는 견해에서 일정한 시사를 받은 면도 없지 않다고 보여진다.

어 든 이 사건 법률조항의 용 제외 요건의 요체를 컨 내부자의

거래의 동기, 내부자가 내부정보에 하여 근가능한 치에 있었는가, 실

제 내부정보를 이용하 는가의 여부에 둔 것이 아니라 “내부자가 선택한

거래의 성격 내지 유형 자체가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할 수 없는 것으로

객 으로 인정되는 경우”23)로 삼았다는 에서 헌법재 소의 이 부분

단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 을 정확하게 반 하면서 그 용 과정에

서 나타날 수 있는 헌법 인 문제 을 제거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23) 일반투자자들로서도 내부자의 이러한 거래에 하여는 그것이 미공개 내부정보

를 이용한 거래라고 의심할 여지가 거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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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법익의 균형성

헌법재 소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추구하는 공익과 그로 인한 기본권의

제한 정도 사이에 균형성이 갖추어져 있음을 인정하 다.

즉, 이 사건 법률조항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증권시장에서의 거래의 공평

성, 공정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일반투자자들의 증권시장에 한 신뢰를 확

보하고자 하는 입법목 내지 공익을 추구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여, 이 사

건 법률조항으로 인한 내부자의 재산권에 한 제한 정도는 내부자의 주식

거래 자체를 지하는 것이 아니라 간 으로 차익만을 반환 하는 것이

어서 내부자로서는 거래 이 의 경제 상황을 여 히 유지할 수 있고, 비

교 짧은 6월의 기간이 지나면 아무런 제한없이 주식거래를 할 수 있다는

에서,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재산권의 제한은 이로 인하여 달성

할 수 있는 공익에 비하여 결코 크다고 볼 수도 없다고 단하 다.

5. 이 사건 결정의 의의

헌법재 소는 이 사건 결정을 통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 내부자의 재

산권에 한 일정한 제한을 정당화할만한 뚜렷한 입법목 을 갖고 있을 뿐

만 아니라 그러한 입법목 의 달성과 정한 비례 계를 갖춘 합헌 인 입

법수단임을 최종 으로 선언함으로써, 앞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내부자

거래에 한 방 기능을 히 발휘하여 그 궁극 인 입법목 인 증권

시장의 공정성 확립과 건 한 발 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 헌법재

소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한 헌심사 과정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 입법목 의 훼손 염려가 객 으로 없다고 인정되는 유형의 거래에

해서는 용될 여지가 없다는 을 밝힘으로써 이 사건 법률조항의 용제

외사유를 한정 으로 열거하고 있는 입법형식으로 인하여 나타날 수 있는

헌법 문제 도 아울러 제거하 는 바, 이 에서도 이 사건 결정의 지

않은 의의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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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노동 계조정법 제81조 제3호

헌소원
- 부당노동행 (단체교섭 거부) 사건 -

(헌재 2002. 12. 18. 2002헌바12, 례집 14-2, 824)

이 명 웅
*

1)

【 시사항】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표자 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임을 받은 자와

의 단체 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

지 못하도록 한 노동조합 노동 계조정법 제81조 제3호가 계약의 자유,

기업활동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심 상】

노동조합 노동 계조정법(1997. 3. 13. 법률 제5310호) 제81조 제3호

제81조(부당노동행 ) 사용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 (이하

“부당노동행 ”라 한다)를 할 수 없다.

3. 노동조합의 표자 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

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

【사건의 개요】

1. 심 청구 경

청구인은 ○○화학공업 주식회사의 표이사인바, 이 회사가 실질 으로

* 헌법연구 ,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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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하고 있는 생산품목별 4개의 독립회사 근로자들에게 임 과 퇴직 을

제때에 지 하지 않고, 정당한 이유 없이 노사 의회를 개최하지 않고,

1997. 1. 1.부터 1999. 1. 20.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 다

는 등의 사유로 기소되어, 2000. 2. 8. 울산지방법원에서 벌 10,000,000원

을 선고받고 항소한 뒤(당해사건), 근로기 법 제42조, 제36조, 회사정리법

제208조 제10호, 노동조합 노동 계조정법 제81조 제3호에 하여 헌제

청신청을 하 으나, 회사정리법 부분은 각하되고 나머지 조항들에 해서

는 각 기각되었다.

청구인은 2002. 1. 31. 노동조합 노동 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

다) 제81조 제3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반된다며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 다.

2. 청구인의 주장 이해 계인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이 사건 조항은 사용자로 하여 노사 의를 강제함으로써 사용자의 결

사의 자유, 즉 집회․결사를 강요당하지 아니할 권리를 침해하며, 근로자를

과보호하는 것이어서 사용자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사용자로 하여 의사

소통을 강요하는 것이어서 사용자의 상에 응하지 아니할 자유와 같은 기

본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헌법상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권

리가 있듯이 모든 국민은 불리한 상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권리가 있다.

사람을 만나서 의사를 주고받는 권리는 법률로 강제될 수 없고, 이로써

실속있는 화를 강제할 수도 없으므로 실질 인 만남은 가능하지 아니하

다. 상에 응하고 응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률로써 정할 수 없는 일이며,

상장소를 먼 정하고 그 장소에 출석하여야 한다는 것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고,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한편 다른 법인의 리인(임직원을 말한다)과는 달리 법인의 표만 법인

의 범법 행 에 해 형사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

한 이 사건 조항 반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함은 별론으로 하고 형사

처벌을 하는 것은 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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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법원의 헌제청기각결정 이유

헌법이 근로자의 근로3권을 보장하는 취지는 원칙 으로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 함을 기본으로 하는 시장경제의 원리를 경제

의 기본질서로 채택하면서 노동 계당사자가 등한 교섭주체의 계로 발

하게 하여 그들로 하여 때로는 립․항쟁하고 때로는 교섭․타 의

조정과정을 거쳐 분쟁을 평화 으로 해결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이익과

지 의 향상을 도모하는 사회복지국가 건설의 과제를 달성하고자 함에 있

는 것이며, 이를 하여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에 성실하게 응할 의무 등을

부과한 것이고, 근로자에 한 보호가 일반 사법 등의 규정만으로는 미흡한

등을 볼 때 이 사건 조항이 기본권의 본질 내용을 침해하거나 비례성

의 원칙을 반하여 과도하게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울산지방검찰청검사장의 의견

근로3권에 한 존 은 국가의 의무일 뿐만 아니라 그 객 가치질서

로의 기능 때문에 일반국민들 특히 사용자도 이를 존 할 의무가 있다.

청구인은 사용자가 구를 만나 무슨 화를 하든지 이는 법으로 강요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는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나, 노조법에서

도 사용자에게 노조의 교섭요구에 응해 성실하게 교섭할 것을 규정하고 있

을 뿐이므로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에 응하도록 강제한 것만 가지고는 사

용자의 행복추구권이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하게 침해하 다고 하기

어렵다.

한 청구인은 이 사건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 다고 주장하나, 사용자

와 노동조합의 계는 역할과 기능, 사회 지 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합

리 인 차별은 가능하다고 할 것이며, 특히 사용자는 실질 으로도 근로자

의 근로3권을 가장 직 으로 침해할 지 에 있음이 사실인 이상 사용자

에게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도록 강제한다고 하여 이를 두고 사

용자를 노동조합과 비교하여 차별 우하는 것이라 하기 어렵다.

한 이 사건 조항이 표 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라. 노동부장 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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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정당한 이유 없는 단체교섭의 거부․해태를 부당노동행 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노동3권의 핵 권리인 단체교섭권은 노동조합과

사용자라는 양 집단간의 집단 계약이라 할 수 있는 단체 약을 체결하는

행 로서 반드시 사용자의 참여가 필수 인데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교섭요구를 거부하거나 해태한다면 단체교섭은 원천 으로 불

가능해지며 그 결과 헌법상의 단체교섭권은 공허한 권리로 락하여 무용

지물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단체교섭권을 실효성 있는 기본권으로 보장

하고자 동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다.

근로3권의 보장취지는 자본주의 사회의 발 에 따라 사회 ․경제 사

실로서 형성된 “형해화된 계약의 자유” 나아가 “형해화된 사 자치 질서”

의 회복에 있는 것인데 만약 사용자에게 이와 같은 약질서를 부인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할 경우 이는 근로3권의 인정취지와는 조화를 이루지 못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헌법상 보장된 단체교섭권을 실효성 있게 보장하기 해 근로자의 노력

에 의해 이익을 향유하는 사용자에게 근로자들의 단체교섭 요구에 성실하

게 응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는 2,000

만원 이하의 벌 을 부과하도록 하는 이 사건 조항은 형벌의 목 과 기능

에 비추어, 기본권의 본질 내용을 침해하거나 비례성의 원칙을 반하여

과도하게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3. 사건의 쟁

이 사건 조항은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표자측과 단체 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 를 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조항은 사용자로 하여 단체 약체결 기타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사용자의 계약의

자유, 기업활동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나아가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해

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법률로써 단체교섭을 한 ‘집회’에 참석하는

것을 강요하게 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는 집회의 자유 “집회에 참가

하지 않을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이 사건 조항은

단체교섭의 한 쪽 당사자인 사용자만 규율 상으로 한다는 측면에서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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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것이므로 평등권 침해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결정요지】

1. 이 사건 법률 조항은 헌법상 보장된 단체교섭권을 실효성 있게 하기

한 것으로서 정당한 입법목 을 가지고 있다. 입법자는 이 사건 조항으

로써 사용자에게 성실한 태도로 단체교섭 단체 약체결에 임하도록 하

는 수단을 택한 것인데, 이는 와 같은 입법목 의 달성에 합한 것이다.

한편 이 사건 조항은 사용자로 하여 단체교섭 단체 약체결을 일방

으로 강요하는 것은 아니며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지 말

것을 규정한 것일 뿐이고, 어차피 노사간에는 단체 약을 체결할 의무가

헌법에 의하여 주어져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조항이 기본권 제한에 있어

서 최소침해성의 원칙에 배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한 이 사건

조항은 노동 계 당사자가 립의 계로 나아가지 않고 등한 교섭주체

의 계로서 분쟁을 평화 으로 해결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이익과 지

의 향상을 도모하고 헌법상의 근로3권 보장 취지를 구 한다는 공익을

한 것인데 비해, 이로 인해 제한되는 사용자의 자유는 단지 정당한 이유 없

는 불성실한 단체교섭 내지 단체 약체결의 거부 지라는 합리 으로 제

한된 범 내의 기본권 제한에 그치고 있으므로, 법익간의 균형성이 배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이 비례의 원칙에 배하여 청구인의 계

약의 자유, 기업활동의 자유,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 볼 수 없다.

2. 이 사건 법률 조항은 사용자만의 단체 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 거부

혹은 해태를 지하고 있지만, 헌법이 근로자에게 단체교섭권 등 근로3권

을 보장하고 있고 그러한 권리가 사용자의 불성실한 단체교섭 태도로 인하

여 약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한 것이므로 그 차별이 자의 인 것이라거나

비합리 인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

※재 김 일의 별개의견

이 사건 법률 조항이 합헌이라는 다수의견에 동조하지만, 이 사건에서

심 의 상은 이 사건 법률 조항을 반한 경우를 처벌하는 조항, 즉 “동

법 제90조 제81조 제3호의 규정에 반한 자” 부분(이하 “처벌조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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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되어야 하며, 그 경우 처벌조항은 합헌이다.

어떤 행 를 범죄로 규정하고, 이에 하여 어떠한 형벌을 과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원칙 으로 입법자가 보호법익, 범죄 방효과 등을 종합 으

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입법정책 사항으로서 범 한 입법재량이 인

정되어야 할 분야이다. 처벌조항은 헌법상 보장된 단체교섭권이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그 해태로 인하여 유명무실해질

것을 막기 하여 입법자가 채택한 수단이며, 비록 이 사건 조항의 실효성

을 해서 노동 원회의 구제 차가 마련되어 있으나, 입법자는 우리나라

의 실에서 그러한 처벌조항이 필요하다고 인식한 것인데, 그러한 인식이

입법재량의 범 를 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재 주선회의 별개의견

이 사건 법률 조항은 합헌이라는 다수의견에 동조하지만, 청구인이 형사

처벌을 받지 않았다면 이 사건 법률 조항을 다툴 이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 조항만을 심 상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처벌조항도 포함하여 그

헌 여부가 단되어야 마땅하며, 이 경우 처벌조항은 헌이라 할 것이다.

일반 으로 무엇을 어떻게 지할 것인지 어떠한 처벌을 가할 것인지는

입법부의 재량에 속하지만, 범죄화는 개인의 자유에 한 제한을 가져오

므로 형벌의 도입은 한 사회 유해행 에 하여 법익을 보호하기

한 다른 제재수단이 존재하지 않거나 실효성이 없는 경우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 조항의 수를 확보하기 하여 형사처벌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 볼 수 없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 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

당한 근로자 는 노동조합은 노동 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고, 확

정되지 않은 구제명령도 그 효력이 담보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며, 확정된

구제명령을 반한 자에 해서는 별도로 형사처벌조항이 마련되어 있으므

로, 처벌조항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 한 처벌조항은 확정된 구

제명령에 반한 경우의 처벌규정과 복 인 것이 될 수 있어 이 처

벌 지 원칙에 될 우려가 있다.

미국, 일본과 같은 외국의 입법례에서도 형사처벌 조항을 찾기 어려우며,

단체교섭이나 단체 약체결은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자율 계에 한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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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고, 단체교섭권을 부여한 헌법의 과제는 근로자에게 근로3권이란 법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일차 으로 달성될 수 있으며, 노사 계의 특수성에

기인한 행정 구제제도 내지 행정질서벌과 같은 구제수단을 통하여 응

할 수 있지만 형벌 인 제재방법까지 동원하여 노사 계의 한쪽 당사자인

사용자만을 상으로 형사처벌까지 하는 것은 부 한 것이다.

한 “단체 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

태하는 행 ”라는 구성요건은 형사처벌의 구성요건으로서는 매우 애매하고

추상 인 것이다.

【해설】

1. 심 상의 확장 문제

가. 쟁

노조법 제81조는 부당노동행 라는 제목으로 사용자만을 상으로 특정

행 들을 지하고 있는데, 이 사건 조항은 그 하나이다. 이 사건 조항

반시 사용자는 노동 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수 있고(노조법 제82조

이하), 2년 이하의 징역 는 2천만원 이하의 벌 형에 처해질 수 있다(제

90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노조법 제81조 제3호 부분만 헌제청신

청을 하여 기각되자 이에 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 고, 이 조항

의 반시 처벌되는 노조법 제90조 제81조 제3호 해당 부분(이하 이를

“처벌조항”이라 한다)은 심 청구를 하지 않았다.1)

이러한 경우 헌법재 소가 직권으로 심 청구를 처벌조항까지 확 할

것인지가 문제된다(별개의견은 이와 련이 있다).

그런데, 일반 으로 헌법재 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동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여부심 의 제청신청을 법원이 각하 는

1) 사실상 청구인이 이 사건 조항을 다투게 된 배경은 청구인이 동법 제90조(벌칙)

에 의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된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

은 제90조를 심 상으로 삼지 않았는데, 다만 최종 으로 제출한 청구이유보충

서(변호사 아닌 청구인 자신이 작성한 것)에서 이 사건 조항 반시 손해배상책임

을 인정함은 별론으로 하고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헌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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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한 경우에만 당사자가 직 당재 소에 헌법소원의 형태로 심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므로, 법원의 헌제청신청기각결정의 상이 되지 아니한

규정들에 한 심 청구는 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 의 상이

될 수 없는 사항에 한 것으로서 부 법하다는 것이 례이다(헌재 1994.

4. 28. 89헌마221, 례집 6-1, 239, 256; 1996. 8. 29. 95헌바41, 례집 8-2,

107, 115-116 등).

처벌조항은 당사자가 법원에서 헌제청신청의 상으로 삼지 않았고 법

원도 이를 헌제청신청기각결정의 상으로 삼지 않았으며(다만 동 기각결

정은 이유에서 이 사건 조항 반시의 처벌조항이 과도한 것이 아니라고

하 다), 당사자가 이 사건 헌법소원에서 극 으로 다투는 조항도 아니므

로, 시를 기계 으로 용할 경우 심 상으로 삼기에 부 합하다.

그러나 시는 개 헌제청신청을 한 바 없는 조항을 심 청구 하

을 때 용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벌조항과 같이 헌법재 소가 직권으로

심 상에 포함시키는 것에 해서는 다른 법리가 용될 수 있는 여지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와 련하여 다른 례들을 살펴본다.

나. 련 례

헌법재 실무상 법 명확성, 법 안정성, 법의 통일성, 소송경제 등

의 에서 불가피하게 심 의 상을 법원에 의하여 헌제청된 법률조

항에만 국한시키지 아니하고 다른 법률 는 법률조항들에까지 확장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가 있다(헌법재 소법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도 마찬

가지이다).

(1) 체계 으로 불가분한 경우

먼 “제청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민사소송 차에서의 소송물은 이 사건

분조합의 자산에 한정되지만, 법률의 헌여부심 에 있어서는 그 상범

가 제되는 당해사건에서의 소송물 자체에 직 련되는 부분에 국한

할 것이 아니라 헌법률심 이 제청된 당해 법률조항에 내포되어 있고 그

소송물 자체와 체계 으로 불가분의 계를 이루고 있는 부분까지

단할 수 있으며, 보훈기 법 부칙 제5조는 이 사건 분조합의 자산과 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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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일 하여 한민국에 귀속시키고 있으므로 법 문제 해결을 하여는

이를 일 단함이 옳다”고 한 가 있다(헌재 1994. 4. 28. 92헌가3, 례

집 6-1, 203, 213).

그리고 청구인이 선일자수표의 경우 그 지 제시기간을 수표에 기재된

발행일자가 아닌 실제발행일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면서 헌

제청신청을 하 다가 기각되어 헌법소원심 청구에 이른 사례에서, 청구인

이 문제 삼은 수표법 제29조 제1항은 국내수표의 지 제시기간은 10일간이

라는 것으로, 이것만으로는 청구인이 다투는 선일자수표의 기산일에 한

아무런 규율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여기에 반드시 기산일에 한 규정인

같은 조 제4항을 보태어 보아야만 비로소 의미를 갖게 되는바, 제4항은 제

1항을 보충하는 규정으로서 이 두 규정은 이 사건에서 서로 필연 연

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묵시 으로나마 선일자수표의 기산일에 한 법

률조항인 같은 조 제4항에 하여도 헌제청신청이 있었고 그에 한 법

원의 기각결정도 있었다고 못 볼 바 아니므로 이를 심 상에 포함시켜

함께 단한다고 한 도 있다(헌재 2001. 1. 18. 2000헌바29, 례집 13-1,

111, 114).

당해사건에서 용될 법률이 구 음반 비디오물에 한법률 제17조 제1

항, 제25조 제2항 제3호와 함께 동법 제17조 제3항 단 제25조 제1항

제3호 제17조 제3항 단에 한 부분(‘착오법률조항’)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착오로 동법 제17조 제3항 후단 제25조 제1항 제3호 제17조

제3항 후단에 한 부분에 하여 헌제청을 한 사례에서, 음반법 제

17조 제1항, 제25조 제2항 제3호에 하여만 헌결정을 한다면 법원으로

서는 다시 착오법률조항에 하여 헌제청을 하여 그에 한 헌결정

을 선고받은 후 당해사건을 처리하여야 하는 번거로운 차를 거쳐야 하므

로, 이와 같은 번거로운 차를 다시 밟도록 하기보다는 이 사건 결정을

함에 있어서 착오법률조항에 하여도 헌결정을 함으로써 당해사건과

련된 법률문제를 일거에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헌재 1999. 9. 16. 99헌

가1, 공보 38, 750, 754)고 하 다.

(2) 심 상조항 용의 제가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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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청법원이 어업조정 자원보호에 한 명령 반에 한 벌칙을 통

령령으로 둘 수 있도록 규정한 수산업법 제52조 제2항 같은 법 제79조

제2항의 헌여부만을 제청한 데 하여 헌법재 소는, 제52조 제2항의 내

용을 확정하기 해서는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이 제로 되며, 한 같은

법 제79조 제2항의 내용을 확정하기 해서는 마찬가지로 제1항이 제가

된다는 이유로 제청된 법률조항이 아닌 수산업법 제52조 제1항, 제79조 제

1항의 련부분에 하여 심 상을 확장하 다(헌재 1994. 6. 30. 93헌가

15등, 례집 6-1, 576, 584).

종합토지세의 분리과세 상토지의 종류와 그 과세표 을 정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 제234조의15 제2항 단서 제5호 “기타 사치성 재산으로 사

용되는 토지로서 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부분은 제청법률조항인 구 소

득세법 제234조의16(분리과세 상토지의 세율) 제3항 제2호 “기타 사치

성 재산으로 사용되는 토지” 부분의 제가 되므로 양 법률조항들은 체계

으로 하게 연 되어 있어서 이 법률조항들의 헌여부를 단함에

있어서는 동일한 심사척도와 법리가 용되므로 제청법률조항은 아니지만

제234조의15 제2항 단서 제5호 “기타 사치성 재산으로 사용되는 토

지로서 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부분도 함께 심 상으로 삼아서 한꺼

번에 그 헌여부를 단하는 것이 법질서의 통일성과 소송경제의 측면에

서 바람직하다고 하여 이를 심 상에 포함시킨 도 있다(‘고 오락장용

건축물 등’ 사건. 헌재 1999. 3. 25. 98헌가11등, 례집 11-1, 158, 167).

(3) 기타

- 당해사건을 고려하여 심 상을 확장한

먼 국 법에 한 사건에서 당해사건 법원은 제청신청인의 모에 해

서만 한국인임을 인정하 고, 심 사건 계속 부계 통주의를 채택한 제

청 상 구법조항이 부모양계 통주의로 개정되고, 부칙조항에서 신법 시행

이 10년 동안에 한민국 국민을 모로 하여 출생한 자에 하여 한민

국 국 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경과규정을 둔 것과 련, “제청신청인

은 개정된 신법에 의해서도 10년 동안이라는 기간 제한이 있는 부칙조항으

로 인하여 한민국 국 을 취득할 수 없으나, 만일 헌법재 소의 부칙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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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에 한 헌 내지 헌법불합치결정과 개선입법을 한다면 국 취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부칙조항도 같이 헌 여부 심 을 해 주는 것이 법질서

의 정합성과 소송경제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하면서 이를 심 상에

포함시켰다(국 법 사건. 헌재 2000. 8. 31. 97헌가12, 례집 12-2, 167,

172).

- 심 상 자체를 변경한 경우

청구인들이 법원에 헌여부심 의 제청을 구하 으나 그 신청이 기각

된 법률조항은 하천법 제2조제1항제2호 다목이고 헌법소원심 청구를 통하

여 헌확인을 구하는 부분도 같은 조항이었던 사건에서, “당해사건에서의

청구인들의 청구취지는 이 사건 토지들이 국유가 아니라 청구인들의 사유

토지임을 제로 한민국과 서울특별시를 상 로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것

이므로 당해사건의 재 에 보다 직 으로 련을 맺고 있는, 다시 말해

서 그 헌여부에 따라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 을 하게 되는 법률조항은

제외지를 하천구역에 편입시키고 있는 하천법 제2조제1항제2호 다목이라기

보다 오히려 하천구역을 포함하여 하천을 국유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직

제외지의 소유권귀속을 정하고 있는 동법 제3조”라고 단한 다음, 청

구인들의 심 청구이유, 법원에서의 헌여부심 제청신청사건의 경과, 당

해사건 재 과의 련성의 정도, 이해 계기 의 의견 등 여러 가지 사정

을 종합하여 직권으로 심 의 상을 하천법 제2조제1항제2호 다목에서

동법 제3조로 변경하 다(헌재 1998. 3. 26. 93헌바12, 례집 10-1, 226,

233).

한 화의채무자의 보증인 내지 담보제공자인 청구인들이 화의 차에

용되는 산법 제298조 제2항의 헌확인을 구한 사건에서 ‘청구인들은

화의법에 의한 화의 차에서 화의법 제61조가 산상의 강제화의의 효력에

한 규정의 하나인 산법 제298조 제2항을 용함으로써 화의법에 의한

화의 차에 있어서 보증인 담보제공자 등을 화의인가에 따른 면책 등의

효력이 미치는 범 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다투고 있는 것’이라

하여 직권으로 심 의 상을 산법 제298조 제2항에서 ‘화의법 제61조

산법 제298조 제2항을 용하는 부분’으로 변경하 다(헌재 2000. 8.

31. 98헌바27등, 례집 12-2, 190, 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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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조항의 헌성이 다투어진 배경은 이 사건의 당해

사건(형사사건)에서 청구인이 이 사건 조항 반으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 다면 이 사건 조항과 형사처벌 조항은 서로 필연

연 계에 있는 조항으로서 같이 헌성을 단할 필요가 있으며, 따라서

에서 본 례의 취지를 고려하면 이 사건에서 심 상의 확장이 불가능

한 것은 아니라고 보여진다.

그런데 한편 이 사건 조항은 처벌조항의 상이 될 뿐만 아니라, 노조법

제82조 이하에 따른 노동 원회의 구제신청의 상 노조법 제89조 제2

호의 확정된 구제명령 반시 형사 차가 부과되는 원인도 되고 있다. 그

에서 이 사건 조항은 처벌조항과만 연 된 것은 아니다. 즉 처벌조항과

별도의 존재이유를 갖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처벌조항까지 반드시 헌

여부를 단해야 할 필연성은 없다고 볼 수 있다.

한 청구인은 형사처벌 조항에 하여 심 상으로 삼지 아니하고 법

원의 헌제청신청도 거치지 아니하 을 뿐 아니라 이 사건에서도 그에

한 주장이 없는 을 고려하면, 설사 처벌조항을 당사자가 착오로 빠뜨린

심 조항이라 하더라도 이는 당사자의 잘못에 기인하는 문제이므로 헌법재

소가 항상 직권으로 이를 보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그런 에서 당사자가 심 상으로 삼지 않았던 처벌조항까지 헌법재

소가 심 상으로 삼아 그 헌성을 본격 으로 단하는 것이 부

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헌법재 소는 이 사건에서 처벌조항

까지 심 의 상으로 삼지는 않았던 것이라 볼 수 있다.2)

헌법재 소는 이 결정에서 처벌조항 자체는 “청구인이 헌제청을 하

다거나 이 사건에서 극 으로 심 상으로 삼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형사처벌 조항 자체의 헌성에 해서는 여기서 단하지 아니한다.”

고 하고 있다(헌재 2002. 2. 18. 2002헌바12, 례집 14-2, 824, 833).

다만, 김 일, 주선회 재 의 소수의견의 경우 처벌조항이 심 의 상

2) 다만, 처벌조항이 심 상에서 제외될 경우 이 사건 조항의 헌 여부를 단함

에 있어서는, 에 따라서는 사실상 이 사건 조항 반시 형사처벌의 상이 되

는 것을 어느 정도 제하고 그 헌 여부의 단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여지

가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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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고, 각 합헌론과 헌론을 개진하 는데, 이는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면 이 사건 조항을 다툴 이유가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즉, 처벌조항은 이 사건 조항과 필연 연 계

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단지 착오로 이를 헌제청신청 이 사

건 심 상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이라면 헌법재 소가 이를 심 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2. 본안에 한 해설

가. 이 사건 조항의 의미

이 사건 조항은 부당노동행 의 한 유형으로 노조법 제81조(부당노동행

)에서 입법화 된 것이다. 원래 부당노동행 라는 개념은 1935년 미국의

연방법인 Wagner법(National Labor Relations Act) 제8조의 “불공정한 노

동 행 (unfair labor practice)" 개념을 우리말로 번역한 것으로서, 애 에

는 노동조합의 어용화를 방지하기 한 것이었는데,3) 차 그 유형이 확

되어 왔다. 이러한 제도는 그 후 인도, 일본, 멕시코, 캐나다, 우리나라에서

채택되었으며, ILO조약 제98호도 부당노동행 제도의 정립을 요청하고 있

다.4) 우리나라의 경우 1953년 노동조합법 제정시부터 사용자의 정당한 이

유 없는 단체교섭 거부에 해 부당노동행 로 규정하여 왔다.

이 사건 조항은 “노동조합의 표자 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 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

태하는 행 ”를 지하며, 노조법 제90조(벌칙)는 이를 “2년 이하의 징역

는 2천만원이하의 벌 ”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형사처벌까지 하고

있다.5)

3) 석, “부당노동행 에 한 주요국의 입법례”, 입법조사월보, 1993. 4., 81쪽.

4) 김형배, 노동법, 제13 (박 사, 2002), 755쪽. 그러나 그 내용은 개별 근로자를 반

노동조합 차별행 로부터 보호하는 조항과 노동자단체 사용자단체를 상호간

섭으로부터 보호하는 조항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조항과 같은 단체교섭 거부에

한 내용은 수록되어 있지 않다.

5) 부당노동행 에 한 구제방법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1953년 노동조합법

제정 당시에는 처벌주의를 채택하 으나 1963년 법 개정시에 노동 원회에 의한

원상회복주의로 바 었다가, 80년 이후 사용자의 부당노동행 로 인해 노동조합

간부의 해고 등이 빈발함에도 사용자가 노동 원회의 원상회복명령에 잘 따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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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조항에 따른 단체교섭응락의무는 사용자가 단체교섭에 성의를

가지고 임할 것을 의미하는 것일 뿐이며, 교섭사항을 구체 으로 타결해야

할 의무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6)

한편 단체교섭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는 사용자에게 성실한 단

체교섭의무의 이행을 기 할 수 있느냐에 따라 구체 으로 단해야 한다.

정당한 이유의 존부는 특히 교섭상 방인 근로자측과의 계에서 문제가

되므로 사용자측 일방의 행 만을 보고 일반 으로 는 추상 으로 단

할 수는 없다. 즉 양측의 교섭태도를 종합 으로 단해야 한다.7)

노동 원회의 결정상 인정된 를 들면, 노동조합이 임한 교섭담당자

의 수가 부당하게 많아서 신 한 의를 할 수 없는 경우, 단체교섭담당자

가 조합원총회로부터 약체결권한을 받지 못한 경우, 통상 인 근로시간

을 정상 이상으로 과하는 경우, 행 인 단체교섭의 규칙을 무시하는

경우, 장시간에 결친 의로 심신이 피로하여 그 이상의 정상 인 의를

기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정당하게 단체교섭을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단체 약효력기간의 만료에 비하여 노동조합이 합리 인 시기에

요구한 단체교섭을 거부한 경우, 조합원이 소수라는 이유로 거부하는 경우,

교섭담당자인 조합 원장 부 원장에 하여 배치 환 등의 불이익취

을 하는 경우, 단순히 내부사정을 이유로 거부한 경우, 단체교섭시기에 일

방 으로 휴업을 하는 경우, 는 형식 으로는 교섭에 응하지만 실질 으

않는 사례가 발생하자 1986년 법 개정시 피해자인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는 경우

에 한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반의사불벌조항으로 처벌주의를 병행하도록 규정하

고, 그 후 1997년 노동법 면 개정시 반의사불벌조항을 삭제하여 재와 같이

처벌주의와 원상회복주의를 병행하는 입법형태를 띠고 있다.

6) 김형배, 의 책, 779쪽. 그러므로 단체교섭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못하여 단체

약이 체결되지 못했다고 해서 그것 자체를 단체교섭거부에 의한 부당노동행

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사용자가 노동조합과의 면을 거부하고 서면에 의해

서만 요구사항을 수취하겠다고 하든가, 아니면 노동조합의 요구를 듣기만 하고 아

무런 극 인 응을 하지 않는 것은 성실교섭의무를 한 것이고, 사용자측

교섭담당자가 노동조합과 타결 을 끌어 낼 수 있는 실질 인 권한을 가진 자가

아닌 경우에는 사실상 교섭 자체가 무의미해진다는 의미에서 성실교섭의무에 반

한다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교섭사항에 해서는 의견의 일치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단체 약에 서명, 날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 가 된다. 같은

출처 참조.

7) 김형배, 같은 책, 78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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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는 성의 없는 교섭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부당노동행 로서 단체

교섭의 거부를 인정할 수 있다.8)

나. 외국 입법례

이 사건 조항과 같은 부당노동행 에 한 외국의 입법례를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1) 미국

연방헌법상 근로3권에 한 규정은 없다. 연방법인 Wagner법이 등장한

이후 각주는 이를 모방한 노동 계법을 제정하 는데, 연방법이 주로 주간

통상에 하여 용되며, 주법은 소규모 인 주내통상에 종사하는 사용자

근로자에게 용된다. 여기서는 연방법만을 살펴본다.

Wagner법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 만을 지하 으나 1947년의 Taft-

Hartley법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 와 아울러 노동조합 는 그 리인의

부당노동행 도 규정되었다.

미국의 부당노동행 제도는 노사간의 교섭력의 균형(Balancing of

bargaining power)을 통한 공정거래(fair trade)의 확보와 산업평화의 유지

내지 상업의 자유로운 유통을 입법취지로 하고 있다.9) 그러므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 는 근로자들의 집단 교섭력의 약화라는 에서 노동력의

자유로운 거래에 있어서의 실질 평등성을 침해하는 행 로 이해되는 것

이다.10)

Taft-Hartley법은 제7조에서 근로자에게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거기에 가

입하고, 그것을 원조하는 권리, 스스로 선출한 표자를 통하여 단체교섭을

행하는 권리, 단체교섭과 상호부조를 한 기타 단체행동을 할 권리가 보

장되고 있는데, 제8조a(1)항은 사용자가 이와 같은 근로자의 권리행사에 개

입하거나 그것을 방해하거나 강제하지 못하도록 지하고 있다. 한편 제8

조d는 노사간의 단체교섭에 하여 상세한 해석규정을 두면서 단체교섭의

8) 김형배, 같은 책, 780-781쪽 참조.

9) 석, 의 , 84쪽.

10) 김형배, 의 책, 75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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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는 사용자와 노동조합 각각의 부당노동행 라고 규정하고 있다.11) 이

러한 부당노동행 에 해 연방노동 계 원회(NLRB)를 통한 구제(원상회

복)를 인정하고 있는데, 형사처벌조항은 두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 일본

일본헌법은 제28조에서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교섭 기타 단체행동 하

는 권리는 이를 보장한다고 규정하며, 이는 우리 헌법과 같다.

일본 노동조합법 제7조는 “사용자는 아래 각호에 게재하는 행 를 하여

서는 아니된다”고 하면서, 제2항에서 “사용자가 고용하는 근로자의 표자

와 단체교섭을 하는 것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것”이라고 하 다.

한편 이의 반에 해서는 노동 원회를 통한 구제(원상회복)를 인정하

고 있다.

(3) 국

1971년 노동 계법(Industrial Relations Act)은 단 교섭제도를 채택하

으며, 사용자가 유일교섭 표 는 합동교섭기 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것은 불공정한 산업 행 (unfair industrial practice)로 규정하 고, 1971

년의 교섭단 제도는 1974년법에 의하여 폐지되었으나 그 후 1975년법에

의하여 단체교섭을 한 노동조합의 승인제도가 개설되었으며 이는 그 근

본성격이 1971년법의 교섭단 제도를 계수한 것이다. 그러나 1975년법의

승인제도는 1980년의 고용법에 의하여 폐지됨에 따라 그 후 국에 있어서

는 법 의미의 단체교섭제도는 1971년법 이 의 상태, 즉 노사자율에 맡

기고 법 규율이 따로 없는 상태로 복귀하 다.12)

(4) 독일

기본법 제9조 제3항은 단결권, 단체행동권을 인정하는 규정이 있으나, 우

리와는 달리 단체교섭권에 한 규정은 없다.

노동 계에 한 입법은 연방법과 지방법의 경합 할사항인데(기본법

11) 석, 의 , 85-86쪽 참조.

12) 석, 의 , 90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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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제12호), 연방법의 경우를 보면, 이 사건 조항과 련되는 법으로는

단체 약법(Tarifvertragsgesetz: TVG)이 있으며, 동법은 단체 약으로서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도록 하고 이 약은 약당사자 등에 법

구속력을 갖는다고 규정하나(제1조 제1항, 제3조 제1항), 이 사건 조항과

같은 단체교섭, 단체 약의 거부 지에 한 조항은 두고 있지 않다.

다. 쟁 사항에 한 검토

(1) 제한되는 기본권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조항으로 인하여 집회․결사의 자유, 의사소통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 평등권, 행복추구권, 신체의 자유 등이 침해되었고, 무

죄추정원칙에도 반되었다고 주장하 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는 이들

기본권들의 련성이 검토되어야 했다.

이 결정은 계약의 자유, 기업활동의 자유, 집회의 자유, 평등권의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았고, 나머지 주장에 하여는 이 사건과 직

련이 없다고 보았다. 이에 하여 구체 으로 살펴본다.

(나) 우선 이 사건 조항은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표자측과의 “단체 약

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 ”를

지하는 것이다. 그 다면 이는 우선 사용자로 하여 단체 약 체결을

강요한다는 의미에서 사용자의 ‘계약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계약의

자유는 일반 행동자유권으로부터 생되며, 계약을 체결할 것인지의 여

부, 체결한다면 어떠한 내용의, 어떠한 상 방과의 계에서, 어떠한 방식

으로 계약을 체결하느냐를 결정할 자유를 말한다.13)

기업의 자유란 직업의 자유에 포함되며 직업의 자유의 주체가 다른 기업

과의 경쟁에서 국가의 간섭이나 방해를 받지 않고 기업활동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하며, 이는 헌법 제119조 제1항이 “ 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

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 함을 기본으로 한다”고 한 취지

에도 부합된다. 한편 직업의 자유에는 업의 자유와 기업의 자유 내지 기

업(활동)의 자유가 포함되는데,14) 이 사건 조항은 사용자로 하여 단체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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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헌재 1996. 12. 26. 96헌가18, 례집 8-2, 680, 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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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 단체 약체결에 있어서 구속 인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그러한 자유

를 제한하는 것이다.

한편 집회의 자유는 헌법 제21조 제1항에서 보장되고 있다. 헌법상 보장

되는 ‘집회․결사의 자유’에서 ‘집회’란, “다수인이 일정한 장소에서 공동목

을 가지고 회합하는 일시 결합체”를 뜻한다.15) 한편 여기서 다수인은

최소한 3인 이상을 의미한다고 한다.16) 그리고 집회의 자유에는 “집회에

참가하지 않을 자유”가 포함된다고 해석될 수 있다.17)

한편 “단체교섭”이란 좁은 의미에서는 사실행 인 교섭행 만을 가리키

는 것이나 넓게는 법률행 인 단체 약의 체결을 포함하는 개념이다.18) 여

기서 ‘교섭’이란 사 의미로 상(negotiation)을 뜻하며, 이는 분쟁 당사

자가 서로 화를 통하여 각자의 주장을 조정하여 분쟁을 평화 으로 해결

하는 것을 뜻한다고 할 수 있다. 그 다면 단체교섭은 서로간의 상을

한 ‘회합’을 제로 하므로 이는, 3인 이상이 참여하는 경우, 집회와 련이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이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

이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할 수 없다고 한 것은 단체교섭이나 단체

약 체결을 한 집회에 참석하지 않을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집회의

자유의 제한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 사건 조항은 사용자에게 단체교섭 약체결에 있어서 성실히 임하

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한다는 에서 사용자의 계약의 자유, 기업의 자유,

집회의 자유를 제한한다.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에서 평등권 침해를 주장하는데, 이 사건 조항이

15) 성낙인, 헌법학, 제2 (법문사, 2002), 412쪽. 한편 독일연방헌법재 소는 집회개

념에 하여 “집회와 시 는 … 의사소통을 목 으로 하는 공동의 발 의 표 으

로서 보호(받는)다. 이러한 보호는 논증과 논쟁이 있는 행사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구두에 의하지 않은 표 형식을 비롯한 다양한 형식을 포함한다.”고 하

다(BVerfGE 69, 315, 344 이하). 이러한 개념에 의하면 학술 회, 경 의회, 사

원총회와 같은 것도 집회의 자유의 보호 상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 소

간(정태호 역), 독일기본권개론, 2000, 227-8쪽 참조.

16) 성낙인, 같은 곳; 권 성, 헌법학원론(법문사, 1995), 462쪽. 그러나 독일의 경우

2인의 집회도 포함한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독일기본권개론, 229쪽.

17) 성낙인, 같은 곳. 독일 연방헌법재 소 역시 소극 집회의 자유, 즉 집회의 참

여나 집회의 개최를 강요받지 아니할 자유도 포함한다고 본다(BVerfGE 69, 315,

343); 독일기본권개론 232쪽.

18) 김형배, 노동법, 59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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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측의 부당노동행 를 지하며 노동조합측의 부당노동행 는 지하

지 않는다는 측면에서는 평둥권 내지 평등원칙 규정과 연 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다) 한편 헌법재 소는 이러한 련되는 기본권 외에 기타 청구인 주장

의 기본권에 해서는 이 사건 조항과 직 련이 없는 것으로 보았다.

그 이유는 결정문에서 자세히 설시되고 있지 않으나 다음과 같은 때

문인 것이라 할 수 있다.

먼 청구인은 이 사건 조항에 의하여 결사의 자유가 침해된다고 하나,

‘결사’란 다수인이 일정한 공동의 목 을 하여 계속 인 단체를 결성하는

것을 뜻하는바,19) 단체교섭을 한 노사간의 회동이 그러한 계속 인 단체

를 결성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

한편 청구인은 의사소통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

며, 이는 표 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이해되나, 이 사건 조항

은 단체교섭 자체를 거부하거나 해태하지 말라는 것이고, 이는 구체 인

표 행 를 제약하는 규정은 아니며, 노동조합측의 단체 약안을 사용자에

게 일방 으로 강요하는 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 조항은 사용자측의 구체

인 표 행 를 제약하는 조항으로는 보기 곤란하며, 단지 집회의 자유에

한 제약일 뿐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조항이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하나,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일반 으로 보충 인 성격을 지닌 기

본권이라 할 수 있는 행복추구권20)을 다시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

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나, 단체교섭에 성실히 임할 것을

규정한 조항일 뿐이며, 사용자의 신체의 자유를 제약하는 조항이라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청구인은 이 사건 조항이 무죄추정원칙에 어 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조항은 특정한 행 를 지하는 것이며, 그 배 여부는 노동 원

회의 구제 차 형사 차를 통하여 가려질 것이므로, 이 사건 조항이 무

죄추정원칙에 반된다고 할 수 없다.

19) 성낙인, 의 책, 419쪽.

20) 헌재 2000. 12. 14. 99헌마112등, 례집 12-2, 399, 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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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밖에 청구인은 단지 표이사란 직책만으로 다른 임직원과는 달리 이

사건 조항 배로 처벌될 수 있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이 사건 조항 자체의 헌성 문제와는 직 련이 없으므로 단될 필요

가 없다고 볼 것이다.

(2) 계약의 자유, 기업의 자유, 집회의 자유의 침해 문제

헌법재 소는 이 사건 조항이 자유들을 비례의 원칙에 반되게 제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즉 자유의 제한을 비례의 원칙의 4가지 하

부 원칙들, 즉 목 의 정당성, 수단의 정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

성 원칙의 에서21) 단하고 있다.

우선 헌법은 제33조 제1항의 근로3권을 언 하면서 이 사건 조항은 단

체교섭권을 실효성 있게 보장하기 한 것으로서 정당한 입법목 을 가지

고 있다고 보았다. 한편 이러한 사항은 노사간에 자율 인 사항으로 남겨

둘 수도 있으나, 사용자의 불성실한 태도에 따라서는 헌법상 보장되는 단

체교섭권이 유명무실해질 우려가 있어, 입법자는 이 사건 조항의 마련을

통하여 사용자에게 보다 성실한 태도로 단체교섭 약체결에 임하도록

하는 수단을 택했다고 보았는데, 이러한 입법정책은 사용자로 하여 단체

교섭 단체 약체결을 부당하게 거부하거나 해태하지 않도록 하는 일반

방 효과를 지니는 것이라 볼 수 있는 것이다.

나아가 헌법재 소는 이러한 조항은 헌법상의 근로3권을 실질 으로 보

장하기 하여 입법자가 시 상황을 종합하여 정책 으로 마련한 조항

으로서22), 그 내용이 사용자로 하여 단체교섭 단체 약체결을 일방

21) 이러한 비례의 원칙의 일반 내용에 하여는, 헌재 1990. 9. 3. 89헌가95, 례

집 2, 245, 260 등 참조.

22) 노동부장 은 의견서에서 “사용자로 하여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여부를 그의

자유방임에 맡긴다면 헌법이 보장하고자 하는 근로3권은 형해화 되고 마는 , 사

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한다면 행 노조법상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단체 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무하고 따라서 노조법상 보장된 단체행동권을 통한 실력행사

에 주력하게 됨으로써 노사 계는 극한 치 계에 빠지게 되는 , 따라서 사용

자의 자유를 일부 제한하여 노동조합과 성실하게 교섭하게 강제함으로써 노사문

제를 노사자율로 해결하게 함으로써 실질 인 산업평화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이는 다소 과장된 부분도 있으나 이 사건 조항과 같은 입법이 있게된 상황

을 반 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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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강요하는 것은 아니며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지 말

것을 규정한 것이고, 어차피 노사간에는 단체 약을 체결할 의무가 헌법에

의하여 주어져 있는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조항은 단지 그러한 의무를

제 로 이행하도록 하는 의미를 지닐 뿐이며,23) 이로써 “노동 계를 공정

하게 조정하여 노동쟁의를 방․해결함으로써 산업평화의 유지와 국민경

제의 발 에 이바지하고자”(노조법 제1조) 하는 것이라고 보아, 이 사건 조

항이 기본권 제한에 있어서 최소침해성의 원칙에 배된 것이라고 단언할

수 없다고 하 다.

한편 법익의 균형성 원칙의 에서, 이 사건 조항은, 노동 계 당사자

가 상반된 이해 계로 말미암아 계 립ㆍ 의 계로 나아가지 않

고 활동과정에서 서로 기능을 나 어 가진 등한 교섭주체의 계로 발

하게 하여 분쟁을 평화 으로 해결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이익과 지 의

향상을 도모하고,24) 이로써 헌법상의 근로3권 보장 취지를 구 하기 하

여 마련된 것인데 비해, 이 사건 조항으로 인하여 래되는 사용자의 자유

의 제한은 그에 상응하는 이상으로 큰 것이라 할 수 없다고 단하 다.

이러한 헌법재 소의 단은 헌법상의 근로3권을 실질 으로 보장하려

는 입법자의 입법정책에 비 을 두면서, 한편 이 사건 조항이 지하는 내

용이 사용자측에게 과 한 것이 아니라고 본 것이라 할 수 있다.

(3) 평등원칙 문제

헌법재 소는 비록 청구인이 다투고 있지는 않으나 노동조합측의 단체

교섭 거부(부당노동행 )에 해서만 지하고 있는 것의 차별성 문제에

하여, 그 합리성을 정하여 평등원칙에 배되지 않는다고 단하 다.

비록 이 사건 조항이 사용자측의 경우만을 지한다고 해도 그것은 헌법

이 근로3권을 부여한 취지에 부합되는 것으로서 비합리 인 것이라 할 수

23) 그런 의미에서 노조법 제30조 제1항은 교섭의 일반원칙으로 “성실교섭의 의무”

와 “권한남용 지의 의무”를 명시하고, 제2항에서 노동조합과 사용자 모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교섭 는 단체 약의 체결을 거부하거나 해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4) 이 에 한 례로는, 헌재 1990. 1. 15. 89헌가103, 례집 2, 4, 13; 1993. 3.

11. 92헌바33등, 례집 5-1, 29, 40.; 1998. 7. 16. 97헌바23, 례집 10-2, 243, 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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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고, 한편 노조법은 제30조에서 노동조합도 신의에 따라 성실히 교섭하고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되고, 노동조합도 단체교섭 는 단체 약의

체결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

으며, 이에 한 별도의 처벌조항은 없으나, 노동조합으로 하여 그러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등을 참조할 때, 그러한 단은 수 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4. 소수의견 논지의 검토

합헌의견은 입법재량의 범 를 넓게 보는 제에 서 있다. 한편, 헌의

견은 형사처벌조항이 없어도 구제명령제도가 있고, 노사간의 자율 문제

에 하여 지나치게 형사법 제재수단을 두는 것은 부 하다고 보았다.

각 소수의견은 비교 자세히 그 논거를 개진하고 있으므로 여기서는 별도

로 해설할 필요가 없다고 보여진다. 다만 다음 몇 가지 에 하여 언

할 필요가 있다.

부당노동행 (unfair labor practice) 제도의 모국인 미국이나 이를 수계

한 일본 등 여러 국가에서 사용자의 단체교섭 거부를 법률에 의해 지하

고 있으나,25) 그 구제방법에 있어서 원상회복주의와 처벌주의를 병행하고

있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원상회복주의만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행 를 처벌할 것인지에 한 문제는 각 나라의 역사와 문화, 입법 당

25) 김홍 , 부당노동행 구제의 실효성 확보, 서울 법학박사논문(1999. 2.), 32-37

쪽 참조(동 논문에서 발췌한 별첨 “각국의 부당노동행 구제제도 개 과 개선논

의” 참조). 미국에서는 1935년법(Wagner법)에 처음으로 부당노동행 를 지한(사

용자의 단결권 해행 등을 규율함) 이래 1947년법(Taft-Hartley법)은 “단체교

섭거부”를 사용자 노동조합의 부당행 로 규정하 는데, 그 반시 연방노동

계 원회(NLRB)에 신청하여 동 원회가 명령을 발하며, 이에 불복하는 자는 연

방항소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동 원회의 명령은 집행력을 갖지 않으므로, 소송

간에라도 연방항소법원에 집행력 부여 신청을 할 수 있고, 법원의 집행명령이

있음에도 이를 반할 경우 법정모독죄로 처벌받는다. 한편 동 원회의 구제 차

가 진행 인 경우에도 긴 구제제도가 인정되고 있다(자세한 것은 별첨자료 참

조). 이러한 구제제도와 별도로 부당노동행 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

일본은 미국의 제도를 받아들 으며 우리 법제의 모형이 되었으므로 우리와 유

사한 부당노동행 조항을 두고 있는데, 노동 원회에 의한 구제제도 그에

한 행정소송제도만을 두고 있다. 한편 구제명령 반시의 제재조항으로는 확정된

노동 원회 구제명령 반은 과태료를, 법원의 확정 결 반은 벌칙이 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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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 시 상황과 국민일반의 가치 내지 법감정 그리고 범죄 방을

한 형사정책 측면 등 여러 면을 종합 으로 고려하여 국가가 입법정책

으로 결정할 사항일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규정 반에 하여 형사처벌까지 할 것인지의 문제는,

노사간의 자율 인 분쟁 방, 해결방법을 장려해야 할 국가로서 되도록 민

간의 자율성에 개입해서는 안된다는 보충의 원칙의 에서 보면, 지나치

게 민간생활에 개입하는 것이 아닌지가 의문시된다. 이미 노동 원회에 의

한 구제명령제도가 있으며, 그 반시 다시 이를 실효성 있게 하기 한

법 장치를 갖추고 있으므로, 이로써 충분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26)

물론 형사처벌 규정을 둠으로써 일반 방 효과를 거두게 될 것이지만,

그런 효과만을 하여 형벌권을 남용할 수는 없는 것이고, 한편 부당노동

행 인지 여부는 일차 으로 노동 원회의 단이 존 되어야 할 것임을27)

제한다면, 법원에 의한 형사처벌이 독자 으로 존재할 필요성은 그만큼

경감되는 것이다.

다만 우리나라에서 사용자가 노동 원회의 구제명령을 제 로 이행하지

않는다거나 악의 는 계획 으로 부당노동행 를 자행할 수 있는 상황

이라면, 이는 기본 으로 근로3권 보장질서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이에

한 제재로서 형사처벌도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이라 볼 수 있을 것인바,28)

형사처벌주의는 부당노동행 를 한 사용자를 직 처벌함으로써 이를 사

에 방, 억제시키는 기능을 가지므로, 입법자는 근로3권의 실질 보장을

하여 이 사건 조항과 같은 부당노동행 반시 형사처벌을 하는 법을

마련한 것이라고 보여진다.

26) 어차피 형사처벌은 우선 노동 원회에 의한 부당노동행 의 성립에 한 정을

제로 과해질 수 밖에 없으며, 노동 원회의 구제명령 반시 형사처벌은 그 실

질에 있어서는 노조법 제90조에 의한 형사처벌과 유사하다는 에서 문제 이 발

생할 수 있다(이에 한 논의는 아직 없는 것으로 보인다).

27) 임정평, “부당노동행 제도의 소고”, 덕암김병 교수화갑기념: 법학의 제

문제(1998), 1109쪽 이하.

28) 김형배, 노동법(박 사, 2002), 790쪽도 같은 의견임. 다만 동인은 “…부당행

제도의 근간은 노동 원회의 정과 구제명령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단된다. 그러므로 노동조합 노동 계조정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처벌은 먼

노동 원회에 의한 부당노동행 의 성립에 한 정을 제로 과해질 수 있다.”

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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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외국 입법례를 참조하면, 한 사용자와 근로자의 자율 상이

라는 가치를 존 한다면, 노동 원회에 의한 시정명령(구제명령)이라는 원

상회복 차 외에 다시 형사처벌 조항을 두는 것은 입법상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라는 이 지 될 수 있다.

종래 우리나라에서는 행정질서벌로 체될 수 있는 경우에도 형사처벌

입법이 지나치게 많았다고 보여진다.29) 원칙 으로 형사처벌 외에 다른 의

무이행 확보수단이 있다면 처벌조항은 “최후 , 보충 인 것”이어야 한다

는 법치국가 원칙에 합하지 않는 것이다.30)

5. 결정의 의의

헌법상 보장된 단체교섭권이 실효성이 있고 사용자와 노동조합이 등

한 교섭주체의 계로서 분쟁을 방하고 평화 으로 해결하기 해서는

서로 간에 성실하게 단체교섭에 임할 것이 제가 되어야 한다. 이 결정은

사용자에게 단체 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지 못하도록 한 법조항을 합헌이라고 선언함으로써 사용자가 그러한

성실교섭의무가 있으며, 입법자는 합헌 으로 그에 한 규율을 할 수 있

음을 인정한 것이다.

심 상조항이 합헌으로 결정된 만큼, 사용자들은 단체교섭에 응함에

있어서 더 이상 이 조항에 한 헌성 논란 없이 이 조항에 따라 성실하

29) 김용세, “행정질서벌과 형사제재의 계 -질서 반행 의 효과 통제방안에

한 연구-”, 형사정책연구, 2001년 여름호(제12권 제2호, 통권 제46호), 82쪽. 동인

은 행정질서벌 용 상과 형벌 용 상의 구별기 을 사실상 입법재량으로 일

임하는 것은 부당하며, 오랫동안 형벌이 남용되어 온 한국의 실에서 보다 구체

인 입법지침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0) 무엇을 어떻게 지, 명령할 것인지, 한 어떠한 처벌을 할 것인지는 원칙 으

로 국민의 표기 인 입법부의 재량에 속한다. 그러나 범죄화는 개인의 자유에

한 제한을 가져오는 것이므로 헌법상의 법치국가원칙은, 형벌의 도입은

한 사회 유해행 에 하여 법익을 보호하기 한 것이어야 하고(당벌성), 이를

한 다른 방법에 의한 제재수단은 존재하지 않거나 실효성이 없는 경우여야 하

며(보충성), 처벌범 에 있어서는 행 자의 책임에 상응할 것(책임원칙)을 요청한

다. 김창군, “형사입법론에 한 연구”, 형사법연구, 제8호(1995), 2-10쪽 참조. 한

편 법치국가 원칙과 직 련은 약하지만, 형벌은 형법의 임무를 실 하는 데

실효성 있는 한도 안에서 과하여져야 할 것이다. 김일수 /서보학, 형법총론, 제9

(박 사, 2002), 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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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단체교섭에 임할 것으로 상된다.

다만, 이 결정은 사용자가 그러한 단체교섭의무를 반했을 때의 형사처

벌 조항에 해서는 심 상으로 삼지 않았으므로, 이 결정에 의하여 그

러한 형사처벌 조항의 헌법 정당성 여부까지 단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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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 고물등 리법 제3조 제1항 제6호 등

헌확인
- 교통수단을 이용한 고와 표 의 자유 -

(헌재 2002. 12. 18. 2000헌마764, 례집 14-2, 856)

학 선
*

1)

【 시사항】

1.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타인의 고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옥외

고물등 리법시행령 규정이 표 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2. 규정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심 상】

옥외 고물등 리법시행령(2000. 7. 1. 통령령 제16891호로 개정되고

2001. 11. 22. 통령령 제17412호로 개정되기 의 것) 제13조( 고물등의

일반 표시방법)

①～⑧ 생략

⑨ 제3조 제14호의 규정에 의한 고물은 당해 교통수단의 소유자에

한 고내용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다만, 비행선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시․도조례가 정하는 표시방법에 의한다.

⑩ 생략

【사건의 개요】

* 단국 법학과 교수, 헌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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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 청구에 이르게 된 경

청구인 주식회사 카⃝⃝⃝는 고를 수주받아 자가용 승용차를 가진 사

람들을 상으로 그들에게 가를 지불하고 의뢰받은 업체의 고를 자가

용에 부착하는 방식으로 자가용 등 비 업용 차량을 고매체로 활용하는

신종 고 행업을 목 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청구인 송⃝호는 법인의

표이사로서 와 같은 업방식을 특허출원하고 법인을 설립하여 국

내에서는 시도된 이 없는 비 업용 차량의 고업을 운 하고자 하는 자

이며, 청구인 송⃝우는 회사의 감사이며 재 자신의 개인 소유 승용차

에 청구인 회사의 고물을 부착하여 운행하는 자이다.

그런데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고(구 옥외 고물등 리법 제3조 제1항 제6호, 제3조 제2

항, 법 시행령 제5조 제6호), 교통수단을 이용한 고는 교통수단 소유자

에 한 고에 한하여 할 수 있으며( 법 시행령 제13조 제9항), 신고를

하지 않고 고를 하는 경우 처벌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법 제18조 제

2항, 제19조). 이에 청구인들은 법령규정들에 의하여 헌법상 보장된 행

복추구권과 평등권, 신체의 자유, 직업의 자유 표 의 자유를 침해당하

다고 주장하면서 2000. 12. 8. 헌법소원심 을 청구하 다.

2. 청구인의 주장 계기 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1) 청구인 송⃝우와 같은 자가용 승용차의 소유자들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으로 말미암아 청구인 회사와 같은 업체를 통하여 고계약을 체결하

고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이익을 실 시킬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

따라서 교통수단에 한 옥외 고물의 내용을 그 교통수단의 소유자에

한 고로만 제한하는 것은 자가용을 표 매체로 이용한 자기만의 개성표

을 면 으로 지하는 효과를 가져오므로, 헌법상 보장된 행복추구권

의 한 내용인 개성의 자유로운 발 과 계약체결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며, 나아가 과잉 지의 원칙에 반하여 청구인 주식회사의 업의 자유

회사를 설립한 청구인 송⃝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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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다.

(2) 행법은 자동차이용 고를 기업체 소유차량에 한 기업 고, 개인

소유 차량의 개인 고, 아시아경기 회지원법에 의한 택시와 버스 등의 상

업 고만을 허용하고 있을 뿐, 개인소유 승용차에는 상업성( 리성) 유무를

불문하고 타인에 한 고물의 부착을 허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표 의 자유에 한 본질 인 제약을 의미한다.

(3)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모든 교통수단의 고내용을 소유자에 한

고로 제한함에 반하여, 같은 교통수단인 시내버스, 업용 택시, 업용

화물자동차, 세 시외버스 등에는 아시아경기 회지원법 제8조 제3호,

아시아경기 회지원법시행령 제11조 제5 내지 9호, 제12조에 의하여 교통

수단의 소유자에 한 고 이외의 상업 고를 허용하고 있다. 비록 비업

무용 차량과 업무용 차량의 차별 우는 아시안게임의 지원기 의 마련

이라는 에서 그 목 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시행령조항

이 비업무용 승용차를 옥외 고물 매체에서 제외시킨 것은 비업무용 차량

의 소유자에게 일방 희생만을 강요하는 것으로 헌법에서 보장하는 평등

권을 침해하고 있다.

(4) 한 옥외 고물등 리법 제18조 제19조는 교통수단의 소유자에

한 고 이외의 고물에 하여 벌 300만원 이하의 형벌을 규정하고

있고, 제18조의 반행 를 한 때에는 그 행 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는 개인에 하여도 동조의 벌 형을 과하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다. 그

런데 벌 형의 부과는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반자가 벌 을

선고받고도 그 벌 을 납부하지 않으면 노역장유치로 이어져 국민의 신체

의 자유마 침해하게 된다.

나. 행정자치부장 의 의견요지

(1) 자기소유차량에 한하여 자기 고를 허용하는 것은 고물의 난립을

방지하여 미 풍치를 유지하고 차량운행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도로교통의

안 성을 도모하기 하여 가해지는 제한으로서, 고의 자유화를 통하여

얻게 되는 사익보다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공익침해의 우려가 심히 크다고

할 것이므로, 자가용차량에 한 고제한이 과잉 지의 원칙에 반하여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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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추구권이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2) 교통수단의 고내용을 그 교통수단의 소유자에 계되는 내용에 한

하여 표시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운행의 안 성확보, 고의 난립 등을 방

지하기 한 것이며, 시내버스, 업용 택시 등에 해서 교통수단의 소유

자 이외에 상업 고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범국민 인 국제행사의 원만

한 개최를 지원하기 한 운용비용의 충당 등을 하여 특별히 제정된 법

령에 의하여 한시 으로 표시하도록 한 것으로서, 그 목 이 서로 다르므

로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3) 옥외 고물등 리법 제19조에 양벌규정을 둔 것은 옥외 고제도의

특성상 고행 와 법인 등이 고물 등의 제작․표시에 있어 상호 불가분

의 계에 있고, 옥외 고물에 의하여 야기될 수 있는 사회 ․환경

향 등을 고려치 않고 개인 인 경제 이익만을 하여 불법 으로 고물

등을 제작하는 것을 막기 하여 고행 자는 물론 법인 등에게도 상응한

처벌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재산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결정요지】

1. 옥외 고물등 리법은 옥외 고물의 표시장소․표시방법과 게시시설

의 설치․유지 등에 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 풍치와 미풍

양속을 유지하고 공 에 한 해를 방지함을 목 으로 하고 있는바, 자

동차에 무제한 으로 고를 허용하게 되면, 교통의 안 과 도시미 을 해

칠 수가 있으며 운 자들의 운 과 보행자들에게 산란함을 야기하여 운

과 보행에 방해가 됨으로써 도로안 에 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도로

안 과 환경․미 을 하여 자동차에 고를 부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

은 일반 국민들과 운 자들의 공공복리를 한 것이라 할 수 있고, 이러한

이유로 제한이 가능하다 할 것이다.

한 옥외 고물등 리법시행령은 모든 고를 면 으로 지하는 것

이 아니라, 자동차 소유자 자신에 한 내용의 고는 허용하면서 타인에

한 내용의 고를 지하고 있다.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자동차소유자

자신에 한 고는 허용하면서 타인에 한 고를 지하는 것은 일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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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표 내용에 따른 규제로 볼 수도 있으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자신에

한 고와 타인에 한 고를 구분하여 규제의 기 으로 삼은 것은,

고의 매체로 이용될 수 있는 차량을 제한함으로써 자동차를 이용한 고행

의 양을 도로교통의 안 과 도시미 을 해치지 않는 정한 수 으로 제

한하려고 한 것이다. 따라서 표 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2. 옥외 고물등 리법시행령조항에 의한 제한이 청구인들의 인격발 과

개성신장에 미치는 비교 경미한 효과를 고려할 때, ‘비 업용 차량을

고매체로 이용하는 고 행업’은 하나의 독립된 직업이 아니라 단지 ‘ 고

행업’을 행사하는 방법의 하나라고 단되므로, 시행령조항은 ‘ 고 행

업’이란 직업의 행사방법을 제한하는 규정으로 차량을 매체로 하는 고를

제한함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인 도로교통의 안 성과 도시미 의

함에 비추어, 제한을 통하여 얻는 공익 성과와 개인의 자유에 한 제

한의 정도가 합리 인 비례 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해설】

1. 심 의 상의 확정

청구인들은 헌법소원심 을 청구하면서 옥외 고물등 리법(1999. 1. 18.

법률 제5632호로 개정되고 2001. 7. 24. 법률 제6490호로 개정되기 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6호, 제3조 제2항, 제18조 제2항, 제19

조, 옥외 고물등 리법시행령(2000. 7. 1. 통령령 제16891호로 개정되고

2001. 11. 22. 통령령 제17412호로 개정되기 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 제6호도 청구취지에 포함시키고 있다.

일반 으로 헌법소원심 이 청구되면 헌법재 소는 심 청구서에 기재

된 청구취지에 구애됨이 없이 청구인의 주장요지를 종합 으로 단하여

심 상을 확정하고 있다.1)

이 사건 헌법소원심 청구사건에서 청구인들이 다투고자 하는 것은 ‘교

1) 를 들면, 헌재 1993. 5. 13. 91헌마190, 례집 5-1, 312, 319; 헌재 1998. 10. 15.

98헌마168, 례집 10-2, 586, 589 등.



782 헌법재 소결정해설집 2002

통수단을 이용한 고를 교통수단 소유자에 한 고에 제한하면서 이를

반하는 경우 처벌하는 것이 헌법에 반되는지’의 여부일 뿐, 옥외 고물

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나 신고를 받도록 한 것이 헌인지(법 제3

조 제1항 제6호) 는 허가 는 신고의 기 에 하여 필요한 사항을

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임한 것이 헌인지(법 제3조 제2항)의 여부 그 자

체는 청구인들이 다투고자 하는 바가 아니다. 청구인들이 헌법소원심 을

통하여 ‘국가가 개인의 고행 에 하여 신고의무를 부과한 것의 헌여

부’를 다투는 경우에 비로소,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법 제3조 그와 불가

분의 계에 있는 처벌규정인 법 제18조, 제19조가 함께 심 상이 되는

것이다.

청구인들은 처벌조항인 법 제18조 제2항 제19조의 헌성도 주장하

으나, 차량소유자가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타인의 고를 한 경우, 즉

시행령 제13조 제9항에 반한 경우, 그가 시행령조항의 반으로 인하

여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교통수단이용 고물’의 경우 신고를 하고

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시행령 제5조 제6호, 법 제3조 제1항) 신고를 하

지 않고 고를 하 기 때문에 법 제18조 제2항 제19조에 의하여 처벌

을 받는 것이다. 물론, 차량을 이용한 고의 경우 타인에 한 고를 하

려고 하는 자는 신고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을 것이므로, 타인

에 한 고를 하는 경우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가 사실상 일치하지만,

규범 으로 볼 때 차량소유자가 처벌을 받는 것은 타인에 한 고를 하

기 때문이 아니라, 신고를 하지 않고 고를 하 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처벌조항의 헌성을 주장한 것은, 시행령조항을

반하는 경우 사실 으로 발생하는 법 결과를 언 한 것에 지나지 않을

뿐이므로, 청구인들이 다투고자 하는 것은 궁극 으로 ‘교통수단을 이용한

고를 교통수단 소유자에 한 고에 제한하는 것’의 헌여부인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 상을, 교통수단을 이용한 고를 교통수

단 소유자에 한 고에 제한하고 있는 구 옥외 고물등 리법시행령 제

13조 제9항 본문으로 제한하 다.

2. 교통수단이용 고물 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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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2)의 외부에 고를 하는 것은 옥외 고를 하는 것이라 할 수 있

는데, 그 근거를 옥외 고물등 리법과 같은법 시행령에서 찾을 수 있다.

옥외 고물이라 함은 상시 는 일정기간 계속하여 공 에게 표시되어

공 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교통시설

는 교통수단에 표시되는 것을 포함하는 간 ․입간 ․ 수막․벽보․

단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옥외 고물등 리법 제2조 제1호) 그런

데 에서 말하는 교통수단은 열차( 동차 포함)․자동차 리법에 의한 자

동차․선박법에 의한 선박․항공법에 의한 항공기를 말하는 것으로서(옥외

고물등 리법시행령 제2조 제2호) 교통수단의 외부에 문자․도형 등을

아크릴․ 속재 등의 에 표시하여 부착하거나 직 도료로 표시하는

고물을 교통수단이용 고물이라 하고 있다.(옥외 고물등 리법시행령 제

3조 제14호) 따라서 자동차 외부에 고를 표시하는 것은 옥외 고물등

리법과 같은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통수단이용 고물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구나 임의로 옥외 고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장소 물건에 고물 는 게시시설 통령령이

정하는 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장․ 역시장 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시․도지사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①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

②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 문화재보호구역

③ 산림법에 의한 보 림지

④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⑤ 도로․철도․공항․항만․궤도․삭도․하천 통령령이 정하는

그 부근의 지역

⑥ 기타 미 풍치의 유지 도시환경의 보 을 하여 통령령이 정하

2) 자동차라 함은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 으로 제작한 용구 는 이

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 으로 제작한 용구를 말하는00 것으로서(자동차

리법 제2조 제1호), 건설기계 리법에 의한 건설기계․농업기계화 진법에 의한

농업기계․군수품 리법에 의한 차량․궤도 는 공 선에 의하여 운행되는 차량

은 제외된다.(자동차 리법시행령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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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지역․장소 물건(옥외 고물등 리법 제3조 제1항)

따라서 옥외 고물등 리법시행령은 허가를 받고서 옥외 고를 할 수

있는 것과 신고를 하고 옥외 고를 할 수 있는 경우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교통수단이용 고물과 련하여서는, 항공법의 규정에 의한 비행선

에 고물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옥외

고물등 리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8호), 그 외의 교통수단이용 고물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를 하고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옥외

고물등 리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제6호).

교통수단이용 고물의 표시방법에 하여는 특별히 교통수단의 소유자

에 한 고내용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고 타인에 한 고는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비행선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시․도 조례가 정하는 표시방법

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옥외 고물등 리법시행령 제13조 제9항).

만약에 의 규정들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고물등을 표시하거

나 설치한 자는 300만원이하의 벌 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옥외 고물등

리법 제18조 제2항), 법인의 표자, 법인 는 개인의 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는 개인의 업무에 하여 의 내용에 한

반행 를 한 때에는 그 행 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는 개인에 하여

도 동조의 벌 형을 과하도록 하고 있다.(옥외 고물등 리법 제19조)

그러나 1997년에 개최되는 제2회 동아시아경기 회 2002년에 개최되

는 제14회 아시아경기 회의 비와 운 을 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제2회

부산동아시아경기 회조직 원회 재단법인 제14회부산아시아경기 회조

직 원회와 아시아경기 회 련사업을 지원하여 아시아경기 회를 성공

으로 개최함으로써 국민체육을 진흥하고 국 선양과 국가발 에 이바지함

을 목 으로 제정된 제14회아시아경기 회지원법은 제14회부산아시아경기

회조직 원회가 아시아경기 회의 비 운 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

기 하여 문화체육부장 의 승인을 얻어서 옥외 고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14회아시아경기 회지원법 제8조 제1항 제3호). 즉 조직 원회

는 아시아경기 회의 비 운 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하여 옥외

고물등 리법의 규정에 따라 옥외 고를 통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옥외 고물의 종류․규격․설치장소 사업기간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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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의 제한에 하여는 옥외 고물등 리법 기사업법의 규정에 불구

하고 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제14회아시아경기 회지원법 제11

조). 따라서 시내버스(마을버스를 포함한다) 외부 고, 업용 택시 고,

업용 화물자동차 외부 고, 세버스 외부 고, 시외버스 외부 고가 허용

이 되고 있고(제14회 아시아경기 회지원법시행령 제11조 제5호 내지 제9

호), 타인에 한 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 이 사건 규정들에 의한 기본권제한

청구인들은 침해되는 기본권으로 행복추구권, 평등권, 직업의 자유, 재산

권, 신체의 자유, 표 의 자유 등을 언 하고 있다.

옥외 고물등 리법과 같은법 시행령은 자동차 외부에 자동차 소유주와

련된 고 이외의 고물을 부착하는 것을 지하고 있다. 자동차 소유

주가 자유로이 자신의 자동차에 고물을 부착하는 것을 지하는 것이므

로 자동차 소유주의 표 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된다. 한 자동차 소유

자들을 모집하여 가를 지불하고 고주로부터 일정한 액을 받고 고

를 부착하는 자동차 고 행업을 하고자 하는 청구인 주식회사 카⃝

⃝⃝와 법인의 표이사인 청구인 송⃝호의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

이다.

청구인들은 이 사건 법령이 비업무용 자가용과 업무용 차량을 차별 우

한다고 주장하면서, 비업무용 자가용과 업무용 차량의 차별 우는 아시

안게임의 지원기 의 마련이라는 에서 그 목 의 정당성은 인정할 수 있

으나 비업무용 승용차를 옥외 고물 매체에서 제외시킨 조치는 비업무용

차량의 소유자의 일방 희생만을 강요하는 것으로 옥외 고물에 한 기

본법인 옥외 고물등 리법의 규정이 비 실 을 자인하는 것이고, 결

과 으로 비업무용 자가용에 하여만 한정 으로 용되는 옥외 고물등

리법 동 시행령의 규정으로 헌법에서 보장하는 평등권을 침해받고 있

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 옥외 고물등 리법과 같은법 시행령에 의하면 모든 자동차는 자동

차소유주에 한 고만 허용이 되고 타인에 한 고는 지되고 있는

것이다. 옥외 고물등 리법시행령 제13조 제9항은 교통수단이용 고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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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수단 소유자에 한 고내용에 한하여 허용하고 있으므로, 옥외 고

물등 리법시행령 제13조 제9항은 청구인들과 사업용자동차 혹은 사업용화

물자동차 소유주와 차별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청구인들을 사업용자동

차 혹은 사업용화물자동차 소유주와 차별하고 있는 것은 제14회아시아경기

회지원법과 같은법 시행령인 것이다.

제14회아시아경기 회지원법과 같은법 시행령에서 시내버스․ 업용 택

시․ 업용화물자동차․ 세버스․시외버스에서 타인에 한 고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제14회아시아경기 회지원법 제8조 제1항

제3호, 제14회아시아경기 회지원법시행령 제11조 제5호 재지 제9호) 따라

서 청구인이 시내버스․ 업용 택시․ 업용화물자동차․ 세버스․시외버

스 소유주와 차별되는 것은 옥외 고물등 리법시행령 제13조 제9항에 의

한 것이 아니라 제14회아시아경기 회지원법과 제14회아시아경기 회지원

법시행령에 의한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평등의 원칙 침해여부

는 옥외 고물등 리법시행령 제13조 제9항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헌법재

소가 평등의 원칙 반 여부에 하여는 단하지 아니하 다.

한 청구인은 행복추구권의 침해를 주장하고 있다. 헌법상 행복추구권

내지 일반 행동의 자유를 보호하는 헌법 제10조와 표 의 자유를 규정하

는 헌법 제21조의 계를 보면 자는 일반법이고 후자는 특별법이라고 간

주되므로 표 의 자유 규정만이 용되고 행복추구권 규정은 용되지 않

는다. 알권리, 표 의 자유의 형태로 개되는 인격의 발 에 하

여는 그것이 개인에 의한 것이든 매스미디어에 의한 것이든 으로 헌법

제21조가 용된다. 그보다 빈약한 보호를 베푸는 일반 행동의 자유는

고려되지 않는다. 그 다고 하여 표 자유의 해석과 용에 있어서 인간의

존엄 존 이라는 정신이 간과되는 것은 아니다.3) 따라서 행복추구권은 특

별히 따로 침해여부를 단하지 아니하 다.

4. 고의 헌법상 지

고는 자본주의사회의 필수불가결한 제도인 동시에 기업의 마

3) 박용상, 표 의 자유, 암사, 2002, 4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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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의 필수요소인 기업언론으로서의 존재의의를 가지고 있다.4)

고의 기본목 은 소비자의 수요를 환기시키고 소비자들로 하여 구

매행동에 이르도록 유도하는 수요창출에 있으며, 이를 하여 고는 기본

으로 정보 달기능과 설득기능을 수행한다. 즉 상품의 품질, 특징, 가격

등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소비선택을 한 단과 의사결정에

보조 인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구매의사결정에 설득 으로 작용함으로

써 구매욕구를 자극시킨다.5) 한 오늘날 고는 부지불식간에 일정한 사

회 가치를 창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즉 고는 여러 형태의 표 방식

을 동원하여 상품에 한 사회 가치를 부여하고 그것에 한 사회 합

의를 이끌어낸다. 이러한 과정에서 고는 새로운 생활양식과 가치 을 제

시함으로써 새로운 문화를 형성하기도 한다.6)

그러나 한편으로 고가 소비자에게 미치는 직간 인 향력이 큰 만

큼 그 사회 역기능도 지 아니하다. 컨 , 허 ․기만․과장 고로 인

하여 소비자를 오도하거나 시장에서의 공정경쟁을 해하기도 한다. 이

윤추구의 목 하에 그릇된 행동양식을 사회 가치로 정형화시킴으로써 기

존의 문화를 왜곡된 방향으로 변질시킬 수도 있다.7) 그리하여 고표 에

해서는 사회 책임이 특별히 강조되고 있고,8) 세계 각국은 이러한 사회

4) 조병량, “한국 방송 고 심의의 황과 특징”,  신문과 방송  제283호(1994. 7.),

78면 참조.

5) 이구 ,  고법학 (법문사, 1997), 6-8면 참조.

6) 안보섭, “ 고사 심의에 한 찬반논쟁: 찬성론”,  리즘비평  제17호(1995.

12.), 37면.

7) 일례로, 선정 고는 그 상품의 특성이나 내용과 무 하게 단순히 성 인 자극

을 제공하고 결과 으로 성을 상품화함으로써 성인이나 어린이에게 부정 인 성

념을 진시킬 수도 있다.

8) 일반 으로 고학계에서는 다음의 4가지 사회 책임원칙들이 제시되고 있다:

① 고정보 진실성원칙- 고가 달하는 정보는 정확하고, 공정하며, 소비자의

구매의사결정에 충분한 도움이 되는 한 것이어야 한다. ② 고표 의 건 성

원칙 - 고표 과 고에 담긴 사회․문화 인 내용이 기존의 사회규범과 생활양

식에 비추어 건 한 것이어야 한다. ③ 고자원의 효율성원칙 - 고비, 고채

의 지면과 시간, 고인력 등 고에 할당되는 자원은 고만의 필요에 의해 결정

되어서는 아니되고 사회 체의 필요에 따라 가장 하게 사용되어야 한다. ④

고기회의 형평성원칙 - 고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고비 이외의 통상

경제력이나 기타 사회 권력 등의 크기에 의해 제한 으로 부여되어서는 아

니되고 형평에 맞게 부여되어야 한다. 이규완, “ 고의 사회책임에 한 연구”, 연

세 학교 박사학 논문, 1988, 109-115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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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을 담보하기 하여 고표 에 하여 범 한 타율 규제장치

들을 마련하고 있으며,9) 그밖에 고유 단체에 의한 자율규제10) 소비

자단체에 의한 규제11)도 리 이루어지고 있다.

이처럼 고표 에 한 범 한 규제가 리 행하여지고 있으나, 그

규제의 합헌성심사기 과 심사강도는 고표 이 헌법 제21조 제1항이 보

장하는 언론․출 의 자유의 보호 역에 속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업활동의 하나로서 헌법 제15조가 보장하는 직업수행의 자유에 속하는 것

인지의 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고표 이 헌법 제21조의 용을 받

는지 혹은 제15조의 용을 받는지에 따라 그 분석틀이 달라지게 된다.

5. 고와 언론․출 의 자유

일반 으로 고는 소비자에게는 요한 상품의 정보원으로서의 역할을,

고주에게는 자신의 상품이나 이미지를 소비자에게 알리는 요한 수단으

로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바, 이러한 고의 역할을 고려하여 고를 ‘불

특정 다수인을 상으로 구매의욕을 자극하기 한 일련의 활동’으로 정의

9) 우리나라의 경우 고를 규제하는 법규는 상당히 많은 역에 걸쳐 있는데, 그

규제 황에 해서는 조사자마다 다소 상이하여 정확한 악이 용이하지 아니하

다. 다만, 사단법인 한국 고 의회가 발간한 한국 고 련법규자료집에는 147종

(법규 131종, 자율강령 16종)으로 집계되어 있고, 한 고학자의 연구(조병량, “한

국 고 련법규의 황과 특성에 한 연구”)에서는 자율강령 등을 제외한 법

률․시행령․시행규칙․훈령 등 법규만 182종에 고 련조항이 무려 998개나 되

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제일기획이 조사한 고 련법규는 총 73종으로서 상

거래 련법규 21개, 고매체 련법규 19개, 고업무 련법규 16개, 고행 표

규제 17개로 나타나고 있다(제일기획 편,  고연감 , 1996).

10) 고주, 고회사, 고매체사 등에 의한 자율규제는 외국의 경우 활발하게 이루

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아직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충분히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1991년 3월에 설립된 한국 고자율심의기구가 고에

한 불만사항을 수하여 심의처리하고 있으나, 심의 상매체는 인쇄매체에 국한

되어 있다. 서범석, “방송 고 심의제도 개선에 한 연구”,  고연구  제26호

(1995년 호), 138면.

11) 재 우리나라의 경우 소비자보호단체 의회에서 1989년부터 인쇄 고물 고심

의 원회를 두어 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서울 YMCA 시청자운동본부에서

고모니터감시단을 발족하여 감시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한 한국소비자보호원

에서도 1988년 9월부터 ‘허 ․과장 고감시 원회’를 구성하여 고를 심의하고

있으나 그 상은 인쇄매체에 국한시키고 있다. 서범석, “방송 고 심의제도 개선

에 한 연구”,  고연구  제26호(1995년 호), 1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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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12)

이러한 고가 단순히 상업 인 상품이나 서비스에 한 사실을 알리는

경우에도 그 내용이 공익을 포함하는 때에는 국민의 알권리를 근거로 헌법

제21조의 표 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된다고 볼 수 있다. 즉 국민의 알권리

는 모든 정보원으로부터 일반 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권리로서, 정보

수집의 수단에는 제한이 없는 권리인 바, 알권리의 정보원으로서 고를

배제시킬 합리 인 이유가 없음을 고려할 때, 고는 표 의 자유에 속한

다고 할 것이다.13)

따라서 우리 헌법은 제21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언론․출 의 자

유… 를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자유민주주의의 존립과 발 에 필수불

가결한 기본권으로 언론․출 의 자유를 강력하게 보장하고 있는바, 고

물도 사상․지식․정보 등을 불특정다수인에게 하는 것으로서 언론․

출 의 자유에 의한 보호를 받는 상이 됨은 물론이다.14)

6. 언론․출 의 자유에 한 제한

언론․출 의 자유가 기본권으로 보장된다고 하여 무제한 으로 보장되

는 것은 아니다. 우리 헌법은 제21조 제2항에서 “언론․출 에 한 허가

나 검열……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라고 특별히 규정하여, 언론․출 의 자

유에 하여 허가나 검열을 수단으로 한 제한만은 헌법 제37조 제2항의 규

정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경우라도 법률로써도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을

밝히고 있으며,15) 헌법 제21조 제3항 제4항에서는 “통신․방송의 시설

기 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언

론․출 은 타인의 명 나 권리 는 공 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

는 아니된다. 언론․출 이 타인의 명 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명시함으로써 다원화된

12) 백, 고의 민사 법률 계, 사회과학논총 제9집, 성신여자 학교 사회과학

연구소, 1996, 237-238면.

13) 이정일, 우리나라 고법의 정립과 과제, 변호사 제20집, 서울지방변호사회,

1990, 331면.

14) 헌재 1998. 2. 27. 96헌바2, 례집 10-1, 118, 124.

15) 헌재 1996. 10. 4. 93헌가13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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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산업사회에서 언론․출 이 가지는 사회 의무와 책임에 하여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허가나 검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언

론․출 의 자유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가안 보장․질서유지

는 공공복리를 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써 본질 내용을 침해하지 않

는 한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16)

7. 옥외 고물등 리법시행령 제13조 제9항 본문의 헌여부

가. 표 의 자유 침해 여부

(1) 옥외 고물등 리법 제1조에 의하면, 이 법은 옥외 고물의 표시장

소․표시방법과 게시시설의 설치․유지 등에 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으로써 미 풍치와 미풍양속을 유지하고 공 에 한 해를 방지함을 목

으로 하고 있는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 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 을 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헌법 제35

조 제1항에 비추어 그 입법목 의 정당성이 인정됨은 물론이다.

옥외 고물등 리법 제2조에 의하면, 이 법 제3조에서 규제하는 “옥외

고물”이란 상시 는 일정기간 계속하여 공 에게 표시되어 공 이 자유로

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 통령령이 정하는 교통시설

는 교통수단에 표시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간 ․입간 ․ 수막․

벽보․ 단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하고, “게시시설”이라 함은 고탑․

고 과 기타 공작물로서 옥외 고물을 게시 는 표시하기 한 시설을

말하는바, 자동차 고도 옥외 고에 포함됨이 분명하고, 이러한 고물이

나 게시시설이 방임될 경우 각양각색의 고물로 인하여 주거지역, 녹지지

역, 자연보존지구, 묘지, 고속도로변, 교량, 하천 등 국민의 주거환경과 국

토경 이 크게 침해당하게 되어 결과 으로 헌법 제35조 제1항이 보장하는

국민의 쾌 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침해하게 될 것임은 손쉽게 이해할

수 있다.17)

한 자동차에 무제한 고를 허용하게 되면 교통의 안 과 도시미 을

해칠 수가 있다. 를 들면 일정한 공익을 하여 자동차에 표시를 하고

16) 헌재 1992. 6. 26. 90헌가23 참조.

17) 헌재 1998. 2. 27. 96헌바2 례집 10-1, 118, 127-12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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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을 하는 자동차인 순찰차, 소방차, 구 차 등과 유사한 모양과 색깔의

고를 자동차에 함으로써 일반인들로 하여 혼동을 유발할 우려가 있으

며, 따라서 공익을 하여 특별한 표식을 하고 운행하는 자동차들이 쉽게

구별이 되지 않음으로써 혼란을 야기하고 특수한 표식을 한 자동차들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한 무분별한 고를 허

용하게 되면 다른 운 자들의 운 과 보행자들에게 산란함을 야기하여 운

과 보행에 방해를 하여 도로안 에 향을 미칠 수 있으며 한 무분별

한 고로 인하여 도시미 을 해칠 수가 있다. 따라서 도로안 과 환경․

미 을 하여 자동차에 고를 부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것은 일

반 국민들과 운 자들의 공공복리를 한 것이라 할 수 있고 제한이 가능

하다 할 것이다.

한편, 국가가 개인의 표 행 를 규제하는 경우, 표 내용에 한 규제는

원칙 으로 한 공익의 실 을 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엄격한

요건 하에서 허용되는 반면, 표 내용과 무 하게 표 의 방법을 규제하는

것은 합리 인 공익상의 이유로 폭넓은 제한이 가능하다. 헌법상 표 의

자유가 보호하고자 하는 가장 핵심 인 것이 바로 ‘표 행 가 어떠한 내

용을 상으로 한 것이든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며, ‘국가가 표 행

를 그 내용에 따라 차별함으로써 특정한 견해나 입장을 선호하거나 억압해

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모든 고를 면 으로 지하는 것이 아

니라, 자동차 소유자 자신에 한 내용의 고는 허용하면서 타인에 한

내용의 고를 지하고 있다.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자동차소유자 자신에

한 고는 허용하면서 타인에 한 고를 지하는 것은 일견하여 표

내용에 따른 규제로 볼 수도 있으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자신에 한

고와 타인에 한 고를 구분하여 규제의 기 으로 삼은 것은, 고의

매체로 이용될 수 있는 차량을 제한함으로써 자동차를 이용한 고행 의

양을 도로교통의 안 과 도시미 을 해치지 않는 정한 수 으로 제한하

려고 한 것이다.

자동차를 이용하여 자동차 소유자 자신에 한 고만을 할 수 있는 경

우, 부분의 차량이 자기 고의 필요성과 계기를 가지지 못한다는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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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안할 때, 고를 할 수 있는 차량은 사실상 기업 고를 하는 기업체소유

차량과 개인 고를 하는 개인소유 차량으로 축소되는 반면에, 타인에 한

고가 허용되는 경우에는 모든 차량이 타인을 한 고용 차량으로 이용

될 수 있다는 잠재성을 지니게 되는 것이다. 즉 자동차 소유자 자신에

한 고는 고를 함에 있어서 고의 내용이라든가 고의 양이 제한 일

수밖에 없는 반면, 타인에 한 고는 그 내용이라든가 양이 매우 폭넓게

행하여 질 수 있는 것이다. 결국 타인에 한 고를 허용하게 되면 무분

별한 고를 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도로교통의 안 과 도시미 을 해하

는 폐해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자신에 한

고를 허용하면서 타인에 한 고를 지한 것은 특정한 표 내용을

지하거나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 매체로 이용될 수 있는 차량을

제한하고자 하는 표 방법에 따른 규제로서, 표 의 방법에 한 제한은 합

리 인 공익상의 이유로 비례의 원칙의 수 하에서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자동차란 매체를 이용하여 자유롭게 고를 하는 표 행 가 개인의 인

격발 에 하여 가지는 의미․ 요성과 다른 한편으로는 자동차를 이용한

고행 를 제한해야 할 공익상의 이유를 서로 비교형량하여 볼 때, 자동

차에 타인에 한 고표시를 허용함으로써 보장되는 표 의 자유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개인의 이익보다는 자동차에 타인에 한 고를 지함으로

써 얻을 수 있는 공익이 더 크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시행령조항

이 표 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2) 국가가 환경보호 혹은 도시미 등을 이유로 고를 제한할 수 있는

가 하는 에 하여 외국에서도 체로 이를 인정하고 있다.

일본 오이타 옥외 고물조례는 가로수․노변수 그 지주에 고물

의 표시를 지하고, 그 반자에 하여 5만엔 이하의 벌 을 과한다고

규정하 다. 피고인은 오이타시내의 상 가에 있는 가로수 2그루의 지주에

일본공산당의 연설회를 고지․선 하는 내용의 랭카드식 포스터를 붙

다고 하여 조례 반으로 기소되어 벌 1만엔을 선고받고 항소도 기각

되자, 피고인의 본건행 를 조례를 용하여 처벌하는 것은 언론의 자

유를 보장한 헌법 제21조 제1항에 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최고재 소에 상

고하 다. 일본최고재 소는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다음과 같이



옥외 고물등 리법 제3조 제1항 제6호 등 헌확인 793

시하 다. “본건 오이타 옥외 고물조례는 옥외 고물법에 기하여 제정

된 것이고, … 오이타 에서 미 풍치의 유지 공 에 한 해방지의

목 을 하여 옥외 고물표시의 장소․방법 옥외 고물을 붙일 물건의

설치, 유지에 하여 필요한 규제를 하고 있는 바, 국민의 문화 생활의

향상을 목 으로 하는 헌법 아래서 도시의 미 풍치를 유지하는 것은 공공

의 복지를 유지하는 것이고, 와 같은 정도의 규제는 공공의 복지를 하

여 표 의 자유에 하여 허용될 필요하고도 합리 인 제한이라고 해석할

수 있으므로 …, 오이타 옥외 고물조례로 고물의 표 이 지되고 있

는 가로수 2그루의 각 지주에 일본공산당의 연설회개최의 고지선 을 내용

으로 하는 이른바 랭카드식 포스터 각 1매를 붙인 피고인의 본건 소 에

하여 동 조례의 각 규정을 용하여 이를 처벌하여도 헌법 제21조 제1항

에 반하지 아니한다.”18)

한 미국의 연방 법원은 1949년 Railway Express Agency v. New

York 사건에서 상업용 차량이 소유자 자신의 업을 하여 주로 운행되고

고를 주요한 업으로 하는 차량이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 구도 자동차

고를 할 수 없도록 한 뉴욕시의 교통조례(Traffic regulation)에 하여 헌

법에 반되지 않는다고 하 다.19) 자동차에 고를 하게 되면 다른 자동차

운 자들과 보행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 교동안 에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하는 것이며 공공복리를 해 정당화된다고 하 다.

한 교통문제라든가 보행자의 안 문제와 련하여 자동차 고는 가

하는 고인가 하는 문제, 즉 고를 본인이 하는 것과 제3자가 하는 것은

본질 으로 교통과 안 문제에 있어서 차이가 없다고 여길 수 있으나, 이

는 피상 인 면만을 보는 것이고 자신의 상품을 고하는 것과 타인의

고까지 할 수 있는 것과는 다른 것이다. 즉 자신의 상품에 한 고는 자

신의 상품에 제한되지만 타인의 상품을 고하게 되면 그 범 는 무제한

넓은 것이 될 수도 있다고 하 다.

나. 직업의 자유 침해여부

18) 박용상, 표 의 자유, 암사, 2002, 520면.

19) 336 U. S0. 106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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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들은 교통수단의 소유자 이외의 자에 한 고를 지하고 이를

반하는 경우 처벌하는 옥외 고물등 리법 같은법 시행령의 규정이

비사업용 자동차의 상업 고의 행을 목 으로 설립된 청구인 주식회사

카⃝⃝⃝의 업의 자유 회사를 설립한 청구인 송⃝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엿다.

직업의 자유와 련하여 청구인인 주식회사 카⃝⃝⃝와 회사의 표

인 송⃝호의 직업의 자유를 향유함에 있어서 지된 것을 직업으로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즉 법으로 지된 것을 수행하고자 하는 것

이 직업이 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로서 직업의 보호 역을 어디까지 확장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된다. 따라서 직업의 개념에 법 인 허용성이 개념

요소로 들어가야 하는가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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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은 직업개념에서 배제되는 것이 옳으며 단

계이론이나 과잉 지의 원칙으로 법률 지 자체가 헌법 으로 정당화되

는지가 걸러져야 될 것이다. 국내에서도 직업개념의 3요소로서 생활수단성,

계속성, 공공무해성이 들어지고 있는데20) 그러한 공공무해성이 바로 허용

성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본다면 공공에 유해가 되는 직업활동은 헌법상 직

업개념에서 배제된다는 논리이나, 오히려 그러한 직업활동에 한 지법

률 자체가 단계이론이나 과잉 지의 원칙에 따라 심사되어야 할 성질의 것

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허용되지 않는 직업은 직업의 개념규정 단

계에서 배제될 것이 아니라 직업의 자유의 제한의 단계에서 공익 사유에

의하여 그 제한이 정당화될 수 있는 활동인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기본권

보장의 측면에서 보다 효과 이라고 할 것이다.21)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사건에서도 법으로 지되어 있는 것을 하

고자 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직업의 개념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직업의 보호

역에는 포함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20) 허 , 한국헌법론, 박 사, 2002, 444면.

21) 방승주, 직업선택의 자유 -헌법재 소의 지난 10년간의 례를 심으로, 헌법논

총 제9집, 1998, 2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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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제15조에서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고 하여, 개

인이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원하는 직업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직

업선택의 자유’뿐만 아니라 선택한 직업을 자신이 원하는 로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직업수행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직업선택의 자유와 직

업행사의 자유는 기본권주체에 한 그 제한의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제한

에 있어서 용되는 기 도 다르며, 특히 직업행사의 자유에 한 제한의

경우 인격발 에 한 침해의 효과가 일반 으로 직업선택 그 자체에 한

제한에 비하여 작기 때문에, 그에 한 제한은 보다 폭넓게 허용된다고 할

수 있다.22)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 의한 제한이 청구인들의 인격발

과 개성신장에 미치는 비교 경미한 효과를 고려할 때, ‘비 업용 차량

을 고매체로 이용하는 고 행업’은 하나의 독립된 직업이 아니라 단지

‘ 고 행업’을 행사하는 방법의 하나라고 단되므로, 시행령조항은 ‘

고 행업’이란 직업의 행사방법을 제한하는 규정이다. 직업수행의 자유의

경우 공익상의 합리 인 이유로 제한될 수 있음은 물론이나, 이 경우에도

‘개인의 자유가 공익실 을 해서도 과도하게 제한되어서는 아니되며 개

인의 기본권은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필요한 만큼만 제한되어야 한다’

는 비례의 원칙(헌법 제37조 제2항)을 수해야 한다.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 의하여 청구인들의 직업행사의 자유가 제한을 받

는다는 은 인정되나, 차량을 매체로 하는 고를 제한함으로써 달성하고

자 하는 공익인 도로교통의 안 성과 도시미 의 함에 비추어, 제한을

통하여 얻는 공익 성과와 개인의 자유에 한 제한의 정도가 합리 인

비례 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8. 결정의 의의

이 결정은 재 일반 자동차에 소유자 이외의 고를 부착하고 운행하는

것이 불법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이러한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옥외

고물등 리법시행령 제13조 제9항이 표 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를 침해

22) 허 , 한국헌법론, 박 사, 2002, 44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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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한 결정이다. 이 결정에서 헌법재 소는 다시 한

번 고가 표 의 자유의 역에 속한다고 보고 있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들이 평등의 원칙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취

지에 옥외 고물등 리법과 같은법 시행령만을 시하여 평등의 원칙에

한 단을 헌법재 소는 하지 않았으나, 청구인이 이 사건 헌법소원심 을

청구한 후에 옥외 고물등 리법과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행 옥외

고물등 리법과 같은법 시행령에서 직 청구인들과 사업용자동차․사업용

화물자동차 소유주를 차별하고 있다.23)

행 옥외 고물등 리법과 같은법 시행령에 의하면 자동차가운데 여객

자동차운수사업법에 한 사업용자동차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사

업용화물자동차의 경우에는 차량 소유주 자신에 한 고든 혹은 타인에

한 고든 간에 시장․군수 는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은 후 차량 외부

에 고물을 부착할 수 있으나(옥외 고물등 리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8

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한 사업용자동차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에 의한 사업용화물자동차 이외의 자동차의 경우에는 시장․군수 는 구

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소유자의 성명․명칭․주소․업소명․ 화번호․자

기의 상표 는 상징형 도안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옥외

고물등 리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제6호, 제28조 제4항 제2호).

따라서 사업용자동차․사업용화물자동차와 이외의 자동차를 구별하여

차별하는 것이 되는데, 이러한 차별에 합리성이 있는가 하는 에 하여

는 앞으로 헌법재 소가 단을 하여야 할 것이다.

23) 이 부분은 심 상을 구 옥외 고물등 리법과 같은법 시행령에서 행 옥외

고물등 리법과 같은법 시행령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필요한 논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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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이중가설공식에 대한 비판
	12. 가처분심판의 절차
	가. 구술변론
	나. 증거조사 및 자료제출요구
	다. 심판기간과 재가처분신청
	라. 심판정족수와 결정정족수
	마. 가처분결정요건의 충족이후의 재판부의 재량권 여부
	바.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과 그 재판
	사. 가처분 결정의 취소

	13. 가처분결정의 내용과 효력
	가. 가처분결정의 내용
	나. 가처분결정의 효력

	14. 가처분결정의 송달과 공고
	15. 위 결정에 대한 기존의 평석과 그 문제점 및 결정의 의의
	가. 평석요지
	나. 문제점
	다. 결정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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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74조 등 위헌소원
	【판시사항】
	【심판대상】
	【사건의 개요】
	1. 심판청구에 이르게 된 경위
	2. 청구인의 주장과 이해관계인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나. 법원의 위헌제청신청기각이유
	다. 정보통신부장관 및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장의 의견


	【결정요지】
	【해설】
	1.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제한
	2.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
	3. 죄형법정주의에서 도출된 명확성의 원칙
	4. 포괄위임 금지의 원칙
	5. 이 사건 법률조항과 기본권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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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법 제28조 제2항 위헌확인
	【판시사항】
	【심판대상】
	【사건의 개요】
	1. 심판청구에 이르게 된 경위
	2. 청구인의 주장과 이해관계인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나. 행정자치부장관의 의견
	다. 재단법인 대한지적공사의 의견


	【결정요지】
	【해설】
	1. 서론
	2. 지적측량제도의 개관
	가. 지적의 의의
	나. 지적측량의 운영방식에 관한 입법
	다. 우리나라 지적측량 자격제도의 연혁
	라. 지적측량과 측량법상 측량의 비교

	3. 직업선택의 자유의 침해로 보는 입장
	가.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침해되는 기본권
	나. 객관적 사유에 의한 제한
	다. 제한의 불합리성
	라. 기본권의 과잉제한

	4. 평등권침해로 보는 입장
	가. 침해되는 기본권
	나. 심사척도
	다. 비례의 원칙의 위반 여부

	5. 직업선택의 자유도 평등권도 침해되지 않았다고 보는 입장
	가. 국가기능의 수행은 “독립적 직업”의 내용이 될 수 없다.
	나. 공직에서의 국가기능의 수행은 “종속적 직업”의 내용이 된다.
	다. 독일의 위 판례이론을 참조하여 우리의 경우를 생각해보면 다음과 같다.
	라.
	마.
	바.

	6. 헌법불합치결정과 잠정적용명령을 하는 이유
	7. 결정의 의의 및 후속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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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등 위헌확인
	【판시사항】
	【심판대상】
	【사건의 개요】
	1. 심판청구에 이르게 된 경위
	2. 청구인의 주장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나. 정보통신부장관의 의견


	【결정요지】
	【해 설】
	1. 서론
	2.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에 의한 ‘불온통신’ 규제제도의 구조와내용
	가. 불온통신의 개념
	나. 불온통신 규제제도의 구조 및 내용
	다. 불온통신에 대한 규제제도의 특색

	3. 불온통신 규제제도의 연혁과 현황
	가. 불온통신규제제도의 연혁
	나. 불온통신 규제제도의 현황

	4. 온라인매체의 특성과 이에 대한 규제원리
	가. 매체에 따른 전통적인 3분할 제도와 이에 대한 규제원리
	나. 온라인 매체의 특성과 규제원리

	5. 온라인매체의 내용적 규제에 관한 입법례
	가. 미국
	나. 독일
	다. 프랑스
	라. 일본

	6.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제1항에 대한 판단
	가. 쟁점
	나. 명확성의 원칙에 대한 위반 여부
	다. 과잉금지원칙 위반여부

	7.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제2항에 대한 판단
	가. 쟁점
	나. 포괄적 위임입법 금지의 원칙
	다. 합헌론(소수의견)
	라. 위헌론(다수의견)

	8.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제3항에 대한 판단
	가. 쟁점
	나. 합헌론(소수의견)
	다. 위헌론(다수의견)
	라. 해설

	9.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16조에 대한 판단
	가. 쟁점
	나. 일부 위헌론(소수의견)
	다. 위헌론(다수의견)

	10. 결정의 의의 및 후속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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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3항 위헌소원
	【판시사항】
	【심판의 대상】
	【사건의 개요】
	1. 심판청구에 이르게 된 경위
	2. 청구인의 주장 및 관계기관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나. 서울고등법원의 위헌제청신청 기각결정 이유의 요지
	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이사장의 의견요지


	【쟁점】
	【결정요지】
	【해설】
	1. 공무원연금법상의 급여의 종류와 성격
	2. 이 사건 법률조항의 해석문제
	가. “재직중의 사유”로 한정된다는 견해
	나. “퇴직후의 사유”에도 적용된다는 견해
	다. 소결론

	3. 재판의 전제성 여부
	4.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여부
	가. 재산권보장의 위배 여부
	나. 명확성의 원칙 위반여부
	다. 평등의 원칙 위반여부
	라. 적법절차의 원칙과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의 위반여부

	5. 한정위헌결정의 타당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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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체과잉수색행위 위헌확인
	【판시사항】
	【심판대상】
	【사건의 개요】
	1. 심판청구 경위
	2. 청구인들의 주장 및 관계기관의 의견
	가. 청구인들의 주장
	나. 피청구인 및 경찰청장의 의견


	【결정요지】
	【해설】
	1. 적법요건 부분
	가. 헌법소원의 대상 문제
	나. 종료된 침해행위의 경우 권리보호이익 문제
	다. 사전구제절차 문제

	2. 본안 부분
	가. 제한된 기본권
	나. 신체수색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심사기준
	다. 이 사건 신체수색의 경우
	라. 외국(미국과 일본)의 실무

	3. 기타 관련된 문제
	가. 경찰서 유치장 내의 수용자에 대한 신체검사의 법률적 근거
	나. 강제신체검사와 영장주의 문제
	다. 이 사건 관련 민‧형사사건의 경과

	4. 결정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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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균임금에 관한 고시 부작위의 위헌 확인
	【판시사항】
	【심판대상】
	【사건의 개요】
	1. 심판청구에 이르게 된 경위
	2. 청구인의 주장 및 피청구인의 답변요지
	가. 청구인의 주장
	나. 피청구인의 답변


	【결정요지】
	【해설】
	1.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가. 청구기간
	나. 보충성
	다. 자기관련성 및 권리보호의 이익

	2. 평균임금의 의의와 산정방법
	가. 평균임금의 개념
	나. 평균임금의 산정방법
	다. 입법례

	3. 위헌여부에 관한 판단
	가. 행정입법의무
	나. 작위의무의 내용
	다. 입법지체의 정당화 사유
	라. 기본권의 침해

	4. 반대의견
	5. 결정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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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문업에있어서의불공정거래행위및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의유형및기준 제3조제1항등위헌확인
	【판시사항】
	【심판대상】
	1. 이 사건 심판의 대상
	2. 관련 규정

	【사건의 개요】
	1. 심판청구에 이르게 된 경위
	2. 청구인들의 주장과 이해관계인의 의견
	가. 청구인들의 주장
	나. 피청구인의 답변과 문화관광부장관의 의견


	【결정요지】
	【해설】
	1. 적법요건 검토
	2. 본안에 대한 검토
	가. 불공정거래행위의 의의와 규제입법의 형태
	나. 신문업에서 불공정거래행위의 특징과 그 규제
	다. 이 사건 조항의 규정형식상 위헌성 여부 - 위임입법에서의 헌법적 통제 관련
	라. 이 사건 조항의 규정형식상 위헌성 여부 - 과잉금지 및 자유시장경제 원칙 관련

	3. 이 사건 결정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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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신용금고법 제37조의3 위헌제청,위헌소원
	【판시사항】
	【심판대상】
	【사건의 개요】
	1. 심판청구에 이르게 된 경위
	2. 제청법원의 제청이유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가. 제청법원의 제청이유
	나. 재정경제부장관 및 예금보험공사의 의견


	【결정요지】
	【해설】
	1. 위헌성심사의 기준이 되는 기본권
	가. 재산권
	나. 결사의 자유
	다. 평등권
	라. 소결론

	2. 상호신용금고의 특성과 현황
	3. 입법례
	4.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
	5. 이 사건 법률조항의 합헌적 해석과 한정위헌결정
	가. 合憲的法律解釋과 限定違憲決定
	나. 합헌적 법률해석의 限界
	다. 推定規定으로의 해석가능성
	라. 추정규정으로의 해석을 통한 債權者保護의 필요성
	마. 한정위헌결정의 경우, 債權者의 信賴保護문제
	바. 이 사건에서의 한정위헌결정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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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지방세법 제196조의5 제1항 제1호위헌제청
	【판시사항】
	【심판대상】
	【사건의 개요】
	1. 위헌제청에 이르게 된 경위
	2. 제청법원의 위헌제청이유와 이해관계인의 의견
	가. 제청법원의 위헌제청 이유요지
	나.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및 행정자치부장관의 의견요지


	【결정요지】
	【해 설】
	1. 서론
	2. 이 사건 법률조항(자동차세)의 입법연혁
	3. 자동차(승용차)세에 관한 각국의 입법례
	가. 배기량에 따라 과세하는 나라
	나. 배기량과 차령을 고려하는 나라
	다. 엔진출력을 기준으로 하는 나라
	라. 엔진출력과 차령을 고려하는 나라
	마. 차체중량에 따라 과세하는 나라
	바. 오염배출량을 기준으로 하는 나라
	사. 미국의 경우

	4. 자동차세의 법적 성격
	가. 조세의 종류(과세물건 기준)
	나. 자동차세는 재산세의 일종
	다. 기타 부담금의 성격
	라. 지방세ㆍ보통세ㆍ종량세ㆍ직접세

	5.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
	가. 국가과세권의 헌법적 근거와 한계
	나. 조세평등주의
	다. 재산권보장규정
	라.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평가

	6. 결정의 의의 및 후속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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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법 제61조 위헌소원
	【판시사항】
	【심판대상】
	【사건의 개요】
	1. 심판청구에 이르게 된 경위
	2. 청구인의 주장 및 관계기관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요지
	나. 서울행정법원의 위헌제청신청기각결정의 이유 요지
	다. 재정경제부장관 및 국세청장의 의견요지


	【결정요지】
	【해설】
	1.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연혁과 주요내용
	가. 소득세의 과세단위
	나. 자산소득합산과세제도의 입법연혁
	다. 자산소득합산과세제도의 주요내용

	2. 이 사건의 법률상 쟁점
	3. 외국의 입법례
	가. 독일
	나. 일본
	다. 미국
	라. 영국
	마. 프랑스
	바. 평가

	4. 결정에 대한 해설
	가. 헌법 제36조 제1항에 의거한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의 경우
	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 제36조제1항에 위배되는지 여부
	라. 부수적 위헌선언
	마. 결정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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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중 제31조 제5호부분 위헌소원
	【판시 사항】
	【심판대상】
	【사건의 개요】
	1. 심판청구에 이르게 된 경위
	2. 청구인의 주장 및 관계기관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나. 행정자치부장관의 의견


	【결정요지】
	【해설】
	1. 이 사건 법률조항의 의미
	가. 지방공무원법상의 당연퇴직 규정과 선고유예
	나. 공무원관계법상의 당연퇴직제도와 타제도와의 비교

	2. 헌법재판소의 결정례와 외국의 입법례
	가. 종전의 헌법재판소의 결정례
	나. 외국의 입법례

	3. 판단
	가. 합헌론
	나. 위헌론

	4. 결정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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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법 제1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판시사항】
	【심판대상】
	【사건의 개요】
	1. 심판청구에 이르게 된 경위
	2. 청구인의 주장 및 관계기관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나. 법원의 위헌제청신청 기각이유
	다. 보건복지부장관․식품의약품안전청장 및 대한약사회장의 의견
	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견

	3. 쟁점

	【결정요지】
	【해설】
	1. 직업선택(직업수행)의 자유에 대한 침해여부
	가. 직업수행의 자유에 대한 제한과 그 한계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
	다. 기본권 제한에 관한 방법의 적절성 및 합리성

	2. 평등권의 침해 여부
	가. 평등의 원칙의 심사기준
	나. 다른 직업과의 비교
	다. 이 사건 법률조항의 평등권 침해 여부

	3. 결사의 자유의 침해 여부
	4. 주문의 형태에 관하여
	5. 단순위헌의견에 관하여
	6. 합헌 의견에 관하여
	7. 주문의 결정방법
	8. 결정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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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4조제3항 제4호 중 게임물에 관한 규정 부분위헌제청
	【판시사항】
	【심판대상】
	1. 심판대상조항
	2. 관련조항

	【사건의 개요】
	1. 심판청구에 이르게 된 경위
	2. 제청법원의 위헌심판제청이유와 관계기관의 의견
	가. 제청법원의 위헌심판제청이
	나. 문화관광부장관의 의견


	【결정요지】
	【해설】
	1. 행정상 즉시강제의 의의 및 한계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규정내용
	나. 행정상 즉시강제의 의의 및 행정상 강제집행과의 구별
	다. 행정상 즉시강제의 근거 및 한계

	2. 불법유통물 등에 대한 수거․폐기에 관한 입법례
	3. 재산권의 침해 여부
	가. 문제의 제기
	나. 과잉금지의 원칙의 위배 여부
	다. 소결론

	4. 재판청구권의 침해 여부
	5.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가. 행정상 즉시강제와 영장주의
	나. 영장주의의 위배 여부
	다. 적법절차의 원칙의 위배 여부

	6. 이 사건 결정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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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구청과 대통령간의 권한쟁의
	【판시사항】
	【심판대상】
	【사건의 개요】
	1. 심판청구에 이르게 된 경위
	2. 청구인의 주장 및 피청구인의 답변
	가. 청구인의 주장 요지
	나. 피청구인의 답변 요지
	다. 행정자치부장관의 의견 요지


	【결정요지】
	【해설】
	1. 지방공무원제도에 관한 외국의 입
	가. 일본
	나. 독일
	다. 영국
	라. 미국
	마. 평가

	2. 이 사건의 법률상 쟁점
	3. 결정에 대한 해설
	가. 헌법 제117조 제1항이 보장하는 지방자치권한의 내용과 의미
	나. 헌법 제11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령”의 의미
	다. 문제조항이 헌법 제117조 제1항에 위반되는지 여부
	라. 법률에서 위임받은 것을 재위임하는 것의 한계
	마. 문제조항이 재위임의 한계를 일탈한 것인지 여부
	바. 문제조항이 청구인의 헌법상 자치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한것인지 여부
	사.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1호 마목 및 사목에서 규정하는 자치권한의 내용과 한계
	아. 문제조항이 청구인의 위 지방자치법상 자치권한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

	4. 결정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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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제304조 혼인빙자간음죄 위헌소원
	【판시사항】
	【심판대상】
	【사건의 개요】
	1. 심판청구에 이르게 된 경위
	가. 99헌바40
	나. 2002헌바50

	2. 청구인들의 주장 및 관계기관의 의견
	가. 청구인들의 주장
	나. 법원의 위헌제청신청 기각이유
	다. 관계기관의 의견


	【결정요지】
	【해설】
	1.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연혁
	2. 이 사건 법률조항의 구성요건 및 적용현황
	3. 형법개정안에서의 폐지론
	4. 외국의 입법례
	가. 일본
	나. 미국
	다. 독일
	라. 기타

	5.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여부
	가. 성적자유(性的自由) 또는 성적자기결정권(性的自己決定權)과 관련된 헌법조항
	나. 혼인빙자간음죄가 헌법 제10조에서 유래되는 성적자기결정권의 침해여부
	다. 형벌의 필요성에 대한 헌법적 판단
	라. 기본권으로서의 성적 자기결정권 제한의 필요성
	마. 과잉금지의 원칙 위배 여부

	6. 소수의견
	가. 권성 재판관의 소수의견
	나. 주선회 재판관의 소수의견

	7. 결정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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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의료보험법 제32조 제1항 등 위헌소원,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 제1항 위헌확인
	【판시사항】
	【심판대상】
	【사건의 개요】
	1. 심판청구에 이르게 된 경위
	가. 99헌바76 사건
	나. 2000헌마505 사건

	2. 청구인의 주장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가. 청구인들의 주장
	나. 법원의 위헌제청신청기각이유(99헌바76 사건)
	다. 보건복지부장관 및 의료보험연합회의 의견


	【결정요지】
	【解說】
	1. 社會保險으로서의 현행 의료보험제도
	2. 사회보험에 있어서 被保險者의 强制加入의 합헌성여부
	3. 이 사건 심판대상의 법적 성격: 사회보험에 있어서 醫療人의强制加入
	4. 선진 외국에서의 보험자와 의료기관간의 관계
	5. 最小侵害性위반여부의 판단에 있어서 입법자의 豫測判斷에대한 심사
	6. 自由權을 제한하는 法律에 대한 違憲審査基準
	가. 美國의 二重基準原則
	나. 美國의 二重基準原則에 대한 批判
	다. 獨逸의 個人聯關性․社會聯關性理論

	7. 입법자의 예측판단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사기준
	가. 입법자의 豫測判斷의 審査에 관한 獨逸聯邦憲法裁判所의 3段階理論
	나. 聯邦憲法裁判所의 3段階理論에 대한 批判
	다. 3段階理論의 실질적 意味

	8. 이 사건의 경우, 요양기관 강제지정제의 최소침해성 위반여부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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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4항위헌소원
	【판시사항】
	【심판대상】
	【사건의 개요】
	1. 심판청구의 경위
	2. 청구인의 주장과 관계기관의 의견 요지
	가. 청구인의 주장요지
	나. 광주고등법원의 위헌제청신청 기각결정의 이유요지
	다. 광주고등검찰청 검사장의 의견요지


	【결정요지】
	【해 설】
	1. 누범에 대한 형의 가중과 이 사건 법률조항의 취지
	2. 이 사건 법률조항의 헌법적 문제점
	3.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정하는 누범가중이 일사부재리원칙 또는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4. 이 사건 법률조항이 책임원칙에 반하는 과잉형벌인지 여부
	가. 누범가중에 대한 외국의 입법례
	나. 검토

	5. 이 사건 법률조항이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상실한 불균형적인 처벌인지 여부(폭처법 제3조 제1항의 상습범과 누범을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는 것의 위헌성)
	가. 합헌론의 입장
	나. 위헌론의 입장

	6.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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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조직법 제45조 제4항 위헌확인
	【판시사항】
	【심판대상】
	【사건의 개요】
	1. 심판청구에 이르게 된 경위
	2. 청구인의 주장과 관계기관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나. 법원행정처장의 의견


	【결정요지】
	【해설】
	1. 법관의 임기․정년에 관한 입법연혁
	가. 우리 헌법 규정의 변천
	나. 법원조직법 규정의 변천

	2. 법관의 임기․정년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판례
	가. 미국
	나. 일본
	다. 독일
	라. 캐나다․호주․인도
	마. 기타

	3. 법관정년제에 관한 우리 학계의 견해
	가. 합헌성을 인정하는 견해의 요지
	나. 정년제를 폐지하자는 견해의 요지
	다. 법관정년연령 차등설정의 이유

	4. 이 사건에 대한 검토
	가. 평등권 침해여부
	나. 직업선택의 자유 내지 공무담임권 침해여부
	다. 법관의 신분보장 규정 위배여부

	5. 결정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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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정보원직원법 제17조 제2항 위헌제청
	【판시사항】
	【심판대상】
	1. 심판대상 조항
	2. 관련 규정

	【사건의 개요】
	1. 심판청구에 이르게 된 경위
	2. 위헌심판제청이유와 이해관계인들의 의견
	가. 제청법원의 제청이유와 제정신청인의 제청신청이유
	나. 국가정보원장의 의견


	【결정요지】
	【해 설】
	1.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
	2. 비교법적 검토
	가. 미 국
	나. 독 일
	다. 프랑스
	라. 일 본

	3.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제한되는 기본권의 내용
	4. 과잉금지 원칙의 위배 여부
	가. 목적의 정당성
	나. 방법의 적합성
	다. 피해의 최소성
	라. 법익의 균형성
	마. 소 결

	5.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성제거방안과 헌법불합치결정
	6. 이 사건 결정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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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3 위헌소원
	【판시사항】
	【심판대상조문】
	【사건의 개요】
	1. 심판청구의 경위
	2. 청구이유와 관계기관의 의견
	가. 청구이유
	나. 법원의 제청신청기각 이유
	다. 행정자치부장관의 의견


	【결정요지】
	【해설】
	1. 쟁점의 정리
	2. 이 사건 법률조항의 올바른 해석
	가. 재판관 김영일을 제외한 나머지 재판관들의 의견
	나. 재판관 김영일의 의견

	3. 주문의 선택
	가. 재판관 윤영철, 재판관 한대현, 재판관 하경철, 재판관 권 성,재판관 주선회의 의견
	나. 재판관 김효종, 재판관 김경일, 재판관 송인준의 견해
	다. 재판관 김영일의 의견

	4. 결정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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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및 제2항 위헌소원
	【판시사항】
	【심판대상】
	【사건의 개요】
	1. 심판의 청구에 이르게 된 경위
	2. 청구인의 주장 및 관계기관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나. 대법원의 위헌제청신청기각이유


	【결정요지】
	【해설】
	1. 이 사건 조항의 입법연혁 및 입법례
	가. 입법연혁
	나. 입법례

	2. 특가법상 정부관리기업체의 성격과 그 간부직원의 윤리성
	가.
	나. 평등원칙에 대한 판단부분
	다. 과잉금지원칙 위반여부에 대한 판단부분

	3. 이 사건 결정의 의의
	4.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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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부칙 제3조위헌소원(2001헌바50)
	【판시사항】
	【심판대상조문】
	【사건의 개요】
	1. 심판청구의 경위
	2. 청구이유와 관계기관의 의견
	가. 청구이유
	나. 법원의 제청신청기각 이유


	【결정요지】
	【해설】
	1. 이 사건 법률조항의 내용
	2. 쟁점의 정리
	3. 근로관계의 존속보호와 헌법
	가. 헌법상의 경제질서와 노동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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