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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 선거부정방지법 제47조 제1항

앞 호부분 등 헌제청

- 기 의회의원선거 후보자 정당표방 지의 헌 여부 -

(헌재 2003. 1. 30. 2001헌가4, 례집 15-1, 7)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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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항】

1. 공직선거 선거부정방지법 제84조 정당표방 지 반으로 공소제기된

형사재 에서 정당의 후보자 추천 제한규정인 같은 법 제47조 제1항의

헌 여부가 재 의 제성이 있는지 여부

2. 기 의회의원선거 후보자로 하여 특정 정당으로부터의 지지 는

추천 받음을 표방할 수 없도록 한 공직선거 선거부정방지법 제84조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 부분이 정치 표 의 자유를 침

해하는지 여부

3. 다른 지방선거 후보자와는 달리 기 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에 해서

만 정당표방을 지한 것이 평등원칙에 배되는지 여부

【심 상】

공직선거 선거부정방지법(1995. 4. 1. 법률 제4947호로 개정되고, 2000.

2. 16. 법률 제6265호로 개정되기 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47조 제

1항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를 제외한다)” 부분과 법 제84조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 부분의 헌 여부

* 헌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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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7조(정당의 후보자추천) ① 정당은 선거(자치구․시․군의회의원

선거를 제외한다)에 있어 선거구별로 선거할 정수범 안에서 그 소속당원

을 후보자(이하 “정당추천후보자”라 한다)로 추천할 수 있다.

② (생략)

제84조(무소속후보자등의 정당표방 지)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와 무소속후보자는 특정 정당으로부터의 지지 는 추천 받음을 표

방할 수 없다. 다만, 정당의 당원경력의 표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직선거 선거부정방지법(1997. 11. 14. 법률 제5412호로 개정되고,

2000. 2. 16. 법률 제6265호로 개정되기 의 것) 제256조(각종제한규정 반

죄)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는 400만원 이

하의 벌 에 처한다.

1. 선거운동과 련하여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다. (생략)

라. 제84조(무소속후보자등의 정당표방 지)의 규정에 반하여 특정 정

당으로부터의 지지 는 추천 받음을 표방한 자

마.～ (생략)

【사건의 개요】

1. 심 청구에 이르게 된 경

가. 당해사건 피고인은 1998. 6. 4. 실시된 제2회 국동시지방선거에서

공주시의회의원후보로 입후보한 자로서, 공직선거 선거부정방지법 제84조

를 반하여 정당으로부터의 지지 는 추천 받음을 표방하 다는 의로

기소되었다.

나. 사건의 1심법원인 지방법원은 벌 3,000,000원을 선고하 으

나(98고합547), 항소심인 고등법원은 와 같은 표시는 단순히 소속 정

당의 당원경력을 표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 다(99노

516). 그러나, 상고심인 법원은 와 같은 행 는 실질 으로 정당으로부

터 지지 는 추천을 받았음을 표방한 것에 해당한다며 고등법원의

결을 기 환송하 다(2000도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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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에 환송사건을 심리하게 된 고등법원은 법 제47조 제1항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를 제외한다)” 부분과 법 제84조 “자

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 부분이 표 의 자유를 침해하고 평등

원칙에 배된다고 하여 직권으로 이 사건 헌여부심 을 제청하 다.

2. 제청법원의 헌심 제청이유와 계기 의 의견

가. 제청법원의 헌심 제청이유

(1) 공직선거에서 특정 후보자를 추천하는 행 는 그 성질상 정치 의

사표 행 이고, 이를 제한하는 법률은 경제 기본권을 규제하는 법률보

다 더 엄격한 기 에 의해 헌 여부가 심사되어야 한다.

심 상조항의 입법목 은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분권, 주민자치’ 등과

같은 추상 , 이념 구호의 수 을 넘지 못하므로 정당성이 없다. 그리고,

미국식의 비선거와 같이 지구당과 지역주민들의 여론만으로 공천자를 결

정하도록 강제하는 등, 헌법에 더 부합하며 제한의 정도가 더 가벼운 다른

수단들을 강구할 여지가 있으므로, 규정들은 최소침해성의 원칙에도

배된다. 한, 법 제84조는 단서에 의하여 허용되는 행 와 본문에 의하여

지되는 행 의 경계선이 불분명하다. 그러므로, 규정들은 정당의 정치

의사표 의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는 법률로서 헌이다.

(2) 정당의 향력에서 독립할 필요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더욱 요구된

다 할 것임에도, 규정들은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에 하여는 정당으로

부터의 지지 는 추천 받음을 표방할 수 있게 하면서 유독 자치구․시․

군의회(이하 ‘기 의회’라 한다)의원 후보자에 하여만 이를 지함으로써

합리 근거 없이 후자를 차별하고 있다.

나. 지방검찰청검사장의 의견

심 상조항의 입법취지는 기 의회의 구성 활동에 정당의 향을

배제함으로써 지역실정에 맞는 순수한 지방자치를 실 하고자 하는 데 있

다. 그리고 기 의회의원 후보자에게 정당표방을 지시킨 것은 와 같은

목 을 달성하기 한 유효․ 한 수단이고, 자신의 정치 이념이나 정

당과 련된 정보는 당원경력의 표시를 통하여 알리도록 배려하고 있어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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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의 최소성도 충족하고 있다. 나아가 정당표방 지에 의한 지방자치의 제

도 보장이라는 이익은 정당의 정치 의사표 의 자유에 한 침해로 입

게 되는 손해보다 이익이 더 크므로 두 법익에 한 균형성도 갖춘 것이

다. 그러므로 심 상조항은 헌법이 추구하는 지방자치의 제도 보장을

한 입법목 에 필수불가결한 것으로서, 헌법에 보장된 표 의 자유를 침

해하거나 평등원칙에 배된다고 할 수 없다.

다. 앙선거 리 원회 원장의 의견

지방검찰청검사장의 의견과 체로 같다.

【결정요지】

1. 이 사건은 기 의회의원선거 후보자가 법 제84조를 반하여 특정 정

당으로부터의 지지․추천 받음을 표방하 다는 이유로 공소제기된 사건으

로서, 기 의회의원선거의 경우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도록 한 법

제47조 제1항은 당해사건에 용될 법률조항이 아니고, 나아가 법 제84조

와 법 제47조 제1항은 각 그 수범자와 규율내용을 서로 달리하여 법 제47

조 제1항의 헌 여부가 법 제84조의 헌 여부와 체계 으로 불가분

한 계에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법 제47조 제1항에 한 헌심 제

청 부분은 재 의 제성이 없어 부 법하다.

2. 선거에서 정당이냐 아니면 인물이냐에 한 선택은 궁극 으로 주권

자인 국민의 몫이고, 입법자가 후견인 시각에서 입법을 통하여 그러한

국민의 선택을 신하거나 간섭하는 것은 민주주의 이념에 비추어 바람직

하지 않기 때문에, 기 의회의원선거에서 정당의 향을 배제하고 인물 본

의 투표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구체 입법의도는 그 정당성이 의심

스럽다.

그리고, 후보자가 정당의 지지․추천을 받았는지 여부를 유권자들이 알

았다고 하여 이것이 곧 지방분권 지방의 자율성 해를 가져올 것이라

고 보기에는 그 인과 계가 지나치게 막연하므로, 법 제84조의 규율내용이

과연 지방분권 지방의 자율성 확보라는 목 의 달성에 실효성이 있는지

도 매우 의심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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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법 제84조가 지방자치 본래의 취지 구 이라는 입법목 의 달성

에 기여하는 효과가 매우 불확실하거나 미미한 반면에, 이 조항으로 인해

기본권이 제한되는 정도는 하다. 즉, 후보자로서는 심지어 정당의 지

지․추천 여부를 물어오는 유권자들에 해서도 침묵하지 않으면 안 되는

바, 이는 정당을 통해 정계에 입문하려는 기 의회의원 후보자에게 지나치

게 가혹하다. 한, 지방의회의원 선거의 선거기간이 14일로 규정되어 있고

사 선거운동이 지되는 등 선거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각종의 규제들이

마련되어 있어서 실제로 유권자들이 기 의회의원 후보자와 할 수 있

는 기회는 그리 많지 않은 데다가 이른바 4 지방선거가 동시에 실시되고

있는 탓으로 유권자들이 후보자들 개개인의 자질과 능력을 일일이 분석․

평가하기란 매우 힘든 실정이므로 실 으로 후보자에 한 정당의 지

지․추천 여부는 유권자들이 선거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요한 참고사항이

될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후보자의 정당표방을 지하는 경

우에는 유권자들은 가 구이고 어느 후보가 어떠한 정치 성향을 가졌

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투표를 하거나 아니면 선거에 무 심하게 되어 아

투표 자체를 포기할 수도 있다. 이러한 들을 종합할 때, 정당표방을

지함으로써 얻는 공익 성과와 그로부터 래되는 부정 인 효과 사이

에 합리 인 비례 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법익의 균형성을 히 잃고

있다고 단된다.

이에 덧붙여, 법 제84조 단서에서는 후보자의 당원경력의 표시를 허용하

고 있는데, 이러한 당원경력의 표시는 사실상 정당표방의 일환으로 행해지

는 것이 통상 이어서 법 제84조 본문과 단서는 서로 첩되는 규율 역을

가지게 되는바, 이로 말미암아 법 제84조는 기 의회의원 후보자로 하여

선거운동 과정에서 소속 정당에 한 정보를 어느 만큼 표방해도 좋은지

측하기 힘들게 하고 국가형벌권의 자의 행사의 빌미마 제공하고 있

으므로 명확성원칙에 배되는 측면이 있다.

그 다면, 법 제84조는 불확실한 입법목 을 실 하기 하여 그다지 실

효성도 없고 불분명한 방법으로 과잉 지원칙에 배하여 후보자의 정치

표 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3. 법 제84조의 의미와 목 이 정당의 향을 배제하고 인물 본 의 선



6 헌법재 소결정해설집 2003

거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지방분권 지방의 자율성을 확립시키겠다는 것

이라면, 이는 기 의회의원선거뿐만 아니라 역의회의원선거, 역자치단

체장선거 기 자치단체장선거에서도 함께 통용될 수 있다. 그러나, 기

의회의원선거를 그 외의 지방선거와 다르게 취 을 할 만한 본질 인 차이

이 있는가를 볼 때 그러한 차별성을 발견할 수 없다. 그 다면, 조항

은 아무런 합리 이유 없이 유독 기 의회의원 후보자만을 다른 지방선거

의 후보자에 비해 불리하게 차별하고 있으므로 평등원칙에 배된다.

재 한 , 재 하경철, 재 김경일의 반 의견

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에 권력을 수직 으로 분배하는 문제는 서로

조화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 조화를 도모하는 과정에서 입법 는 앙정

부에 의한 지방자치의 본질의 훼손은 어떠한 경우라도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특히 지역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정치 실 정당

운 의 비민주성, 지연․ 연․학연이 좌우하는 선거풍토와 그 에 지방

자치를 실시한 경험이 일천(日淺)하다는 것을 감안하지 않고 그 밖의 공직

선거와 마찬가지로 기 의회의원선거에도 정당추천후보자의 참여를 허용한

다면, 정당은 그 후보자의 당락뿐만 아니라 선출된 의원의 의정활동 반

에 걸쳐 직․간 으로 향을 미치게 되어, 지역의 특성에 따라 자율 으

로 운 되어야 할 기 의회를 형해화할 수 있다.

생각건 , 이 법률조항은 기 의회의 구성 활동에 정당의 향이 배

제된 지역실정에 맞는 순수한 지방자치를 실 하는 필요불가결한 조항이

다. 이 조항으로 말미암아 후보자는 직 선거권자에게 자신이 추구하는

정치 이념이나 정당과 련된 정보를 수 없고 선거권자로서는 이러한

정보를 알 기회가 제한된다고 할지라도 간 이나마 자신의 정치 이념

정당과 련된 정보는 정당의 당원경력의 표시를 통하여 알리도록 배려

하고 있으며(법 제84조 단서), 후보자의 정당표방 지로 인한 지방자치의

제도 보장이라는 이익은 후보자의 공무담임권 선거운동 자유의 침해

로 입게 되는 손해보다 이익이 더 크므로, 이 법률조항은 과잉입법 지의

원칙에 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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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공직선거와 비교할 때에 기 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에 한정하

여 정당표방 지라는 정치 생활 역에 있어서의 차별취 을 한 이 조항

은 헌법이 추구하는 지방자치의 제도 보장을 한 입법목 에 필요불가

결한 것으로서, 그 목 달성을 한 수단 한 필요․최소한의 부득이한

경우로 인정되므로 평등원칙 반도 없다.

【해 설】

1. 재 의 제성

가. 법률에 한 헌심 제청이 법하기 하여는 문제된 법률의 헌

여부가 당해사건의 재 의 제가 되어야 한다. 법률의 헌 여부가 재

의 제가 된다고 함은, 첫째 구체 인 사건이 법원에 재 계속 이어야

하고, 둘째 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 는 조항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

과 련하여 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세째 그 법률이 헌법에 반되는지

의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 을 하게 되

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1992. 12. 24. 92헌가8, 례집 4, 853, 864-865; 헌

재 1994. 2. 24. 91헌가3, 례집 6-1, 21, 30).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당해사건의 공소사실은 기 의회의원선거 후보

자가 특정 정당으로부터의 지지․추천 받음을 표방하 다는 것으로서, 그

에 용될 법률조항은 공직선거 선거부정방지법(1997. 11. 14. 법률 제

5412호로 개정되고, 2000. 2. 16. 법률 제6265호로 개정되기 의 것) 제256

조 제1항 제1호 라.목과 제84조이고, 제47조 제1항은 아니다. 그러므로 제

47조 제1항은 원칙 으로 재 의 제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나. 헌법재 소는 재 의 제성이 있는 부분과 체계 으로 한 련

이 있는 부분에 하여 외 으로 심 상을 확장하고 있다.1) 가령 헌법

재 소는 93헌바14 결정에서 “공소장에는 용법조로 직업안정법 제10조

제1항만 기재되어 있고 제10조 제2항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청구인들

은 제10조 제1항이 헌법에 반된다는 요한 이유로서 제10조 제2항에서

허가요건을 법률로 규정하지 않고 통령령에 임을 하고 있는 것이 임

1) 김주 , 재 의 제성에 한 고찰, 헌법논총 제8집, 180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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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헌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 제10조

제1항의 헌 여부는 제10조 제2항의 헌 여부와 불가분 인 계에 있다

고 할 것이므로 제10조 제2항도 재 의 제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라고

시한 바 있다.2)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법 제84조의 헌 여부는 법 제47조 제1항의

헌 여부와 체계 으로 불가분의 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법 제84

조는 후보자에 해 정당으로부터의 지지 는 추천 받음을 표방할 수 없

게 한 조항인 데 반하여, 법 제47조 제1항은 정당에 해 후보자를 공천하

지 못하도록 한 조항으로서, 각 그 수범자와 규율내용을 서로 달리하고,3)

한 법 제47조 제1항은 정당이 비공식 으로 후보자를 추천(이른바 ‘내

천’)하거나 특정 후보자에 해 지지 는 반 의 의사를 표명하는 것을 명

시 으로 지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이다.4) 따라서 법 제47조 제1항에까지

2) 헌재 1996. 10. 31. 93헌바14, 례집 8-2, 422, 429-430.

3) 제47조 제1항은 공직선거 선거부정방지법의 제6장에 치하고 있고, 이 장에서

는 각종 공직선거의 후보자의 등록에 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통상 공직선

거의 후보자등록을 해서는 정당의 추천을 받거나 아니면 일정수의 선거권자들

의 추천장을 첨부할 것이 요구되는데(제49조), 기 의회의원 후보자는 제47조 제1

항에 의해 정당의 추천을 받지 못하게 되어 있으므로 후보자등록을 해서는 50

인 이상 100인 이하(인구 1천인 미만의 선거구에 있어서는 30인 이상 50인 이하)

의 선거권자로부터 받은 추천장을 첨부할 것이 요구된다(제48조 제2항 제5호). 결

국, 제47조 제1항은 기 의회의원 후보자의 경우 정당의 추천만으로 간편하게 후

보자등록을 할 수 있는 길을 차단하고 반드시 일정수의 선거권자의 추천을 얻어

서 후보자등록을 하도록 함을 규율내용으로 한다고 할 것이다.

4) 이러한 해석은 다음과 같은 들에 의해서도 뒷받침된다. 먼 , 법 제84조에서는

‘지지’와 ‘추천’을 개념 으로 명백히 구별하고 있다. 그러므로 법 제47조 제1항에

규정된 ‘추천’의 개념 속에 ‘지지’의 개념이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음으로, 제47조 제1항에 의하여 기 의회의원 후보자는 어차피 정당의 추천을 받

는 것이 법 으로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제84조에서는 정당으로부터 추천받음을

표방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바, 이는 실제로는 정당의 추천이 있음을 제로 한 규

정이라고 풀이함이 상당하다. 만일 정당의 추천이 없었음에도 정당으로부터 추천

받았다고 표방한 것이라면, 그것은 허 사실의 공표로서, 제250조 제1항에 의하여

더 무겁게 처벌될 터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제4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추천의 의미

와 제84조에서 말하는 추천의 의미를 달리 악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제47조 제1항에서의 추천은 후보자등록을 하기 한 정당의 공식 인 지명행 ,

즉 공직선거 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한 ‘공천’을 뜻하는 것으로, 그리고 제84조에서

의 추천은 ‘사실상의 추천’ 혹은 ‘내천(內薦)’을 뜻하는 것으로 악하여야 자연스

럽다. 그러므로 제47조 제1항은 정당이 특정 기 의회의원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내천하는 것까지 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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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의 상을 확장하기도 어려워 보인다.

다. 이에 헌법재 소는 여 재 원일치의 의견으로 이 사건 헌

심 제청 법 제47조 제1항에 한 부분을 재 의 제성이 없다는 이유

로 각하하 다.

2. 정당의 지방선거 여 허용 여부에 한 논의들

가. 서론

법 제84조는 기 의회의원 후보자로 하여 정당으로부터의 지지 는

추천 받음을 표방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이는 정당의 지방선거 여를 부

정 으로 보는 시각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정당의 지방선거 여

를 허용할 것인가에 하여는 국내에서도 견해가 립될 뿐만 아니라 이에

한 외국의 입법례도 다양하다.

나. 정당의 지방선거 여 허용 여부에 한 견해의 립5)

(1) 부정설

부정설의 입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논거를 들어 정당의 지방선거 여를

배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① 지방정치의 앙정치화

지방선거에 국 조직망을 가진 정당의 개입을 허용할 경우, 지방

사안이 아닌 국 인 문제 는 앙당에 한 평가에 의하여 지방공직자

의 선출이 이루어질 여지가 많아져, 그만큼 지방의 독자성과 자주성이 약

화될 수 있다. 한, 앙집권 인 정당은 앙당과 지구당간의 수직 지

배구조를 통하여 지방행정을 좌지우지하거나, 앙의 정쟁을 지방으로 연

장시킬 수도 있다. 그럴 경우 지방분권화 지방의 자율성 존 이라는 지

방자치의 본래의 취지는 심각히 훼손될 것이다.

5) 이하, 김장권, ‘지역정당의 탄생을 기 한다’, 지방자치(1991. 4.), 52-53면; 안성호,

‘지방의회의원후보 정당공천제의 득실’, 자치의정(2000. 3/4), 41-43면; 박종주, ‘지

방선거에 한 정당참여와 한국정당의 과제’, 계명 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

학논총 14권 1호(1995); 김병 , ‘한국지방자치론’, 법문사(1994), 186-205면; 이승

종, ‘정당의 지방자치 배제론의 근거와 한계’, 한국 지방자치의 쟁 과 과제, 문원

(1995) 92-103면 등 참조.



10 헌법재 소결정해설집 2003

② 지역분할구도의 고착화

우리의 정치 실에서 해결해야 할 가장 큰 과제 하나는 정당에 의한

지역분할구도를 청산하는 일이다. 그런데 지방선거에 정당의 여를 인정

하게 되면 오히려 이러한 지역분할구도가 더욱 고착화될 것이다.

③ 지방정부의 상호견제기능 상실

우리나라와 같은 지역주의 환경 속에서 정당의 여를 허용할 경우, 단

체장의 소속 정당과 지방의회의 다수당이 일치하는 상이 빈번하게 발생

할 것인바, 그러한 경우 기 분립형 정부형태가 상정하는 상호 견제 경

쟁의 원리를 살릴 수가 없게 된다.

④ 선거가 가지는 통제기능의 상실과 질 낮은 후보자의 진출

지역주의에 기 한 무조건 인 정당지지는 선거가 가지는 통제기능을

거의 상실시켜 버리고, 유능하고 문성을 갖춘 인물을 뽑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2) 정설

정설의 입장에서는 정당정치와 지방자치는 서로 립․갈등한다기보

다는 오히려 상호보완 인 측면이 많으므로 정당의 지방선거 여를 허용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양자의 상호보완 측면을 좀 더 구체 으로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민의의 결집과 인재의 발굴

정당의 지방선거 여는 정당의 본래의 기능을 통하여 산만하고 다원

인 주민의사를 조직화하여 이를 지방정부의 정책수립에 개하고 반 하는

데 공헌한다. 한, 정당은 지방의 유능한 인재를 발굴․양성하여 지방의

공직에 충원하는 역할도 한다.

② 앙과 지방을 매개

정당은 앙과 지방을 연계하는 요한 매개체로서 기능한다. 즉, 정당이

라는 채 을 통하여 지방의 이해 계가 앙에 달되어 정책에 반 되기

도 하고 지방의 지역이기주의가 국 에서 조정되기도 한다.

③ 후보자에 한 정보의 제공과 투표율의 제고

정당의 추천이나 지지를 받는 입후보자는 정당의 이념이나 정책에 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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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정견을 가진 사람이며, 정당 내부에서 어느 정도 검증을 받은 사람으

로 유권자들에게 인식된다. 그런데, 정당의 참여를 배제하면, 유권자들은

후보자의 정치 성향과 정책의 방향을 쉽게 알 수 없게 된다. 그리하여

후보자에 한 정보비용이 높아지는바, 이러한 어려움은 특히 소득․

교육 계층에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결국, 정당의 참여를 배

제할 경우, 유권자들은 ‘ 가 구이고 어느 후보가 어떠한 정치 성향을

가졌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소 “장님투표”를 하거나, 아니면 선거에 무

심하게 되어 아 투표 자체를 포기할 수도 있다.

④ 책임정치의 실

정당이란, 지방의 토호세력이나 이익집단과는 달리, 독자 인 정책을 제

시하고 그 결과에 하여 책임을 질 수 있는 정치집단이다. 그런데 이러한

정당을 지방자치에서 배제하게 되면 잘못된 정책들에 하여 효과 으로

책임을 묻기가 어려워진다. 정당의 부재 속에서는, 지방공직자들이 제 로

조직된 야당의 비 을 들을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정치 책임을 추궁

당할 여지도 더 어진다.6) 결국, 정당의 배제는 책임정치의 실 을 해

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⑤ 정당의 분권화에도 기여

지방선거에 정당의 참여를 허용하는 것은 정당 자체에도 바람직한 결과

를 가져다 수 있다. 즉, 지방의 유능한 인원이 정당에 충원되고 반

으로 정당의 지방조직이 활성화됨으로써 정당 내부의 분권화가 진되는

것이 그것이다.7) 지방에 착실히 뿌리를 내린 지방정당이 제 로 성장하면

당 앙부의 독주를 견제할 수 있게 될 것인바, 결국 정당의 분권화는 우

리의 정당이 특정 인물의 사당(私黨) 성격에서 벗어나 건 한 정책정당

6) 미국의 정치학자 Charles Gilbert와 Christopher Clague에 의하면, 미국 지방의회

의원의 재선율은 정당 표시가 지된 곳이 그 지 않은 곳보다 훨씬 높게 나오고

더구나 이러한 상은 규모 도시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한다. 이처럼

정당 표시가 지된 지역에서 재선율이 높게 나오는 것은 그만큼 공직자에 한

정치 책임 추궁의 기회가 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조창 , 지방자치의 이론과

실제, 동아일보사(1990), 81면 참조.

7) 미국의 카터, 이건, 클린턴 통령과, 일본의 호소카와 수상, 그리고 랑스

의 시라크 통령 등도 모두 지방정치인 출신이다. 김병 , ‘지방선거제도 개선방

향과 과제’, 한국정치학회, 98년 지방정치 특별학술회의 자료, 69면 참조.



12 헌법재 소결정해설집 2003

으로 성장․변모하는 데 기여한다.8)

다. 정당의 지방선거 여 여부에 한 외국의 사례

(1) 지방선거에 정당의 여를 허용할 것인지에 하여는 각 국가마다

제도를 보는 시각과 실여건 등에 따라 입장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9) 아

래에서는 몇몇 외국의 사례를 구체 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① 국

지방자치의 오랜 통을 가진 국에서는 정당참여가 상당히 폭넓게 인

정되고 있다. 국민의 의사를 수렴하여 정책에 반 해야 할 정당이 지방의

회의 의결과 운 에 여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는 견해에 입각한 것

이다.10)

그러나 국에서도 정당참여의 폐해에 한 논의가 없는 것은 아니

다. 즉, 국 지방정당정치의 황을 분석하고 책을 건의한 디콤 원

회(Widdicomb Committee)의 연구보고서(HMSO, 1986)에 의하면, 지방정

당정치가 민주 선택의 증가, 조정력의 향상, 일 성 증 , 책임성 강화

등 정 효과를 가져온다는 을 인정하면서도, 직원임명, 계획승인, 서

비스제공, 자 배정 등에서 정당의 향력이 부당하게 행사되거나 남용된

사례들을 시하고, 정당의 입장을 철하는 데 무 많은 시간을 낭비하

고 지방 쟁 보다 국가 쟁 들에 몰입하는 등의 부작용이 있음을 비

하고 있다. 그리고 동 원회는 지방정당정치를 공식 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지만, 동시에 그 부작용을 방하기 한 한 규제조치가 필요하다고

결론짓고 있다.11)

② 랑스

8) 백윤철․윤 재, ‘ 랑스 지방자치학’, 형설출 사(2000), 421면 참조.

9) 정당의 참여를 허용하는 나라로는 국, 랑스, 독일, 스 스, 벨기에, 스웨덴,

이태리, 일본, 만 등이 있다. 유럽의 여러 나라가 지방자치를 실시함에 있어 정

당의 여가 필요하다는 정치사조를 갖게 된 것은 신정당의 출 과 더불어 두

드러지게 되었다고 한다. 한편, 정당의 참여를 배제하는 나라로는 태국, 말 아시

아 등을 들 수 있고, 미국은 지방자치단체의 약 70%가 정당의 참여를 부분 으로

배제하고 있다. ‘지방선거제도에 한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1989. 8.), 69-70

면 참조.

10) 정일섭, ‘ 앙당의 지방자치 여, 어떠해야 하나’, 지방자치(1995. 9.), 11면 참조.

11) 안성호, ‘지방의회의원후보 정당공천제의 득실’, 자치의정(2000. 3/4), 44-45면 참조.



공직선거 선거부정방지법 제47조 제1항 앞 호부분 등 헌제청 13

랑스의 경우에도 지방의회선거에 정당의 참여를 폭넓게 인정하여 정

당 심의 지방선거를 실시하고 있다. 정당의 여 정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따라 약간씩 다른데, 먼 “ 역권(Région, 죵)”의 경우에는 명부

투표식 비례 표제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바, 선거인은 후보자보다 정당을

해 투표하게 된다고 한다. 그러나 “도(Département, 데빠르망)”의 경우에

는, 정당이 여하긴 하지만, 소선거구 다수 표제를 채택한 결과, 인물 본

의 투표가 행해지고 있다. 한편, “시(Commune, 꼼뮨)”의 경우에는 기본

골격은 명부투표식인데, 인구 규모가 작은 꼼뮨에서는 혼합투표나 선호

투표방식을 혼용하고 있는바, 이에 의해 정당의 향력이 상 으로 완화

된다.

랑스의 지방선거에서의 특징은, 국민의회의원과 상원의원이 그가 입후

보한 시에 시의회의원으로 입후보할 수 있고, 각료들도 지방자치단체의 의

원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다는 이다. 이러한 겸임제도로 말미암아 앙정

치와 지방정치는 한 계를 유지하게 된다.12)

③ 독일

독일에서도 정당은 게마인데(Gemeinde)의회에서 요한 역할을 담당하

고 있으며,13) 거의 모든 주에서 지방의회선거에 비례 표제를 채택하고 있

다.14) 그러나 앙당의 지방의회에 한 간여는 거의 없는 편이라고 한다.

12) 최진 , ‘ 랑스 지방선거체제와 투표방식에 한 연구’,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999); 백윤철․윤 재, ‘ 랑스 지방자치학’, 형설출 사(2000), 166면 참조.

13) 독일연방헌법재 소는 이러한 실을 극 으로 수용하여 다음과 같이 시하

고 있다.

『연방헌법재 소는, 노르트라인-베스트팔 지방선거법 제30조 6항의 헌여부

에 한 1957년 1월 23일자 결정(2 BvF 3/56)에서, ‘연방이나 주에서 존속하는 정

당이 1945년 이후 게마인데에서 뿌리를 내렸다는 것, 정당은 지방선거에서도 원동

력이 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지방정책도 정당에 의해 결정 으로 조종되며 거기

서 다시 거 정당이 지도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 등을 이미 설시한 바 있다.

오늘날, 연방의회선거나 주의회선거에는 참여하면서도 지방선거에는 무 심한 정

당이란 거의 상상하기 어렵다. 지방선거에 참여하느냐 마느냐는 정당에게는 심지

어 존재 그 자체의 문제(Exitenzfrage)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경우에 따라서 정

당은 지방정치의 문제들에 해 입장을 표명함으로써, 나 에 연방의회나 주의회

선거에서도 자신을 지지할 유권자들을 확보할 수 있고, 그 역도 성립하기 때문이

다.』BVerfGE 6, 367 [373] 참조.

14) ‘독일자치법제연구Ⅰ’, 한국법제연구원(1991), 92면; ‘외국 지방자치제도와 구성’,

한국지방행정연구원(1997), 166면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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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지방의회는 지방 심사에만 념하고, 앙당 한 지방 이해에

배치되는 지시를 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한다.

독일의 경우 한 가지 특이한 은, 국 규모의 정당 외에도 활동 역이

지방자치단체에 국한된 소 “지방정당(Rathaus)”도 존재한다는 것이다. 지

방정당이란 “ 국가 인 국민의사형성과정에 참여하려는 의도 없이 오직

지역문제의 해결 내지 지역 의사형성에의 참여만을 목 으로 하는 정치

결사”이다. 이러한 지방정당은 독일 기본법 제21조상의 정당이 아니므

로 동 규정상의 특권은 리지 못하지만, 지역 수 에서의 정치 활동은

할 수 있으며 지방선거에의 균등한 참여 기회가 보장된다.15)

④ 만

만의 지방선거에서는 정당참여에 한 규정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학자들 사이에서는 찬반논란이 지속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명문규정의

부재로 지방선거에서 각 정당은 공개 으로 후보자를 추천하고 지방선거에

여하고 있다.16)

⑤ 일본

법 으로는 지방선거에 정당공천이 허용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무소속

당선자의 비율이 매우 높으며,17) 정당 심의 투표보다는 인물 심의 투

표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일본의 정당들이 연합구도를 형성하여 후보를

공천하고, 한 그러한 후보는 공식 으로는 무소속으로 등록을 하는 데에

도 요한 원인이 있겠지만, 1950년 부터 지속되어 오던 보수와 신의

15) 하인리히 러 , 김해룡 역, ‘독일 지방자치법 연구’, 한울아카데미(1994), 177

면; 장 수, ‘지방자치와 정당’, 심천 계희열 박사 화갑기념논문집(정당과 헌법질

서), 박 사(1995), 351면 참조.

16) 최창호, 허만형, ‘지방선거제도의 비교연구’, 지방자치연구 제4권 제1호(1992. 6.),

35면 참조.

17) 일본의 지방의원․자치단체장의 정당 소속 황(2000년 말 재)

(1) 도․도․부․

(가) 자치단체장은 원이 무소속임.

(나) 의회의원은 자민당 47.9%(1,383명), 무소속 25.3%(731명), 공명당 6.7%(194

명), 민주당 6.5%(187명), 공산당 6.3%(183명), 사회민주당 3.3%(96명)임.

(2) 시․정․

(가) 자치단체장은 무소속 99.8%(3,237명), 자민당 0.2%(8명)임.

(나) 의회의원은 무소속 81.1%(47,863명), 공산당 7.2%(4,250명), 공명당 4.3%

(2,561명), 자민당 3.6%(2,124명)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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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구도18)가 사라지고 국민의 탈정치화 경향이 높아지면서 나타난 결과로

해석되기도 한다.19)

⑥ 캐나다

캐나다에서 연방 는 주의 정당은 지방선거에 후보자를 공천하지 않으

며 지방정치에 여하지도 않는다. 지방선거에 한 법률이나 헌장에 연방

이나 주의 정당이 공천을 하지 못하게 하는 지규정은 없으며, 시의원이

연방 는 주의 정당에 가입하지 못하게 하는 규정도 없다. 그럼에도 연방

정당은 연방 이해에 한 사항에 해서만 심을 집 시키고 그에 한

정강․정책을 제시해야 하며 연방과는 련이 없는 주와 지방의 사항에

여해서는 안 된다고 캐나다 국민들은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에 의해

지방자치에 한 앙정치의 향력 행사가 사실상 배제되고 있다.20)

⑦ 미국

미국의 경우, 정당참여 허용 여부에 해 연방 차원의 통일된 규정은 없

다. 그러나 1800년 말부터 1900년 까지 미국 지방자치단체의 가장

심각한 문제 던 정치 보스(political boss) 심의 기 정치(machine

politics)를 타 하려는 20세기 반의 진보운동(progressive movement)의

향으로 정당의 공천(nomination)을 배제하고 투표용지에 후보의 소속 정

당을 표시하는 것을 하는 비정당선거제(nonpartisan election)가 생겨났

고,21) 재 국의 지방자치단체 약 3분의 2가 이러한 비정당선거제를

18) 신정당의 출 은 지방자치에 정당참여를 고조시키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

다. 유럽에서도 과거 보수정당만이 있었던 시 에는 정당의 여를 배제하자는 사

고방식이 압도 이었으나, 신정당이 출 하면서부터 지방자치에 정당의 여가

필요하다는 정치사조가 지배 으로 되었다고 한다. 이건우, ‘지방자치제’, 도서출

다산(1988), 294면 참조.

19) 일본에서도 지방자치의 비정치화는 그 자체가 고도의 정치 인 상황인 것으로

고려되고 있다. 그것은 기존의 료 인 지배권력과 기득권을 가진 지배정당에게

단히 유리한 지배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지방자

치에 다양한 정치세력이 참여하는 것을 옹호하는 견해가 나타나고 있기도 하다.

신기 , ‘지방선거 공천제도의 문제 과 개선방안’, 호남정치학회보(1998), 158면

참조.

20) 정일섭, ‘ 앙당의 지방자치 여, 어떠해야 하나’, 지방자치(1995. 9.), 12면 참조.

21) 투표용지에 정당표시를 못 하도록 한 것은 정당의 이름만으로 후보를 선택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기 한 것이다. 하지만 이로 인해, 교육수 이 낮거나 선거에

심이 많지 않은 유권자들은 투표장에서 어느 후보를 선택할지 단할 자료를

상실하게 되는 측면이 있다. 실제로, 투표용지에 정당표시를 지하는 것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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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하고 있다.22)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부분은, 정당의 공천을 허용하지 않

는 지방자치단체라 할지라도 정당이 후보자에 해 비공식 추천

(endorsement)을 하거나 지지 는 반 활동을 하는 것 일체를 지하고

있지는 않다는 이다. 그러한 면 지는 미연방 수정헌법 제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언론의 자유와 련하여 문제의 소지가 있다.

실제로, 정당의 공천이 배제된 비정당제 선거23)에서 정당이 후보자에

해 비공식 추천을 하거나 지지 는 반 활동을 하는 것을 지한

California 주헌법(州憲法) §6(b)가 문제된 Geary v. Reene 사건에서, 연방

항소법원 제9순회부는 조항이 미연방 수정헌법 제1조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선언을 한 바 있다.24) 비록 사건은 1991년 미연

방 법원에서 ‘사건의 성숙성’ 흠결 등을 이유로 종국 인 본안 단 없이

종결되긴 했으나,25) 그 후 1996년에 California Democratic Party v.

Lungren 사건에서 연방지방법원이 다시 한번 조항의 헌성을 확인함

으로써 조항은 실질 으로 그 효력을 상실한 것으로 보인다.26)

⑧ 말 이시아․태국

말 이시아와 태국은 당 을 보유한 자는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조차 없

도록 하고 있다. 이들 국가의 당 보유 지는 입헌군주국으로서 국가의

특수한 여건에서 기인된 것으로 보인다. 즉, 태국은 나라의 정세가 불안하

여 앙통제를 강화하는 정책의 결과라 할 수 있으며, 말 이시아의 지방

은 부분 세습제의 장에 의해 통치를 하고 있다.27)

층의 유권자들의 투표율을 떨어뜨리고, 상 으로 선거참여에 극 인 산층

이상의 입장을 지방선거에 더 많이 반 시켜 지방정부의 보수화를 래하는 경향

이 있다고 한다. 정덕주 역, ‘도시와 지방자치’, 나남출 (1995), 117-125면 참조.

22) 황아란, ‘지방선거제도 개선에 한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1996), 35-36면;

‘Local Nonpartisan Elections, Political Parties and the First Amendment’, (87

Colum.L.Rev. 1677) 등 참조.

23) California 주헌법 §6(a)는 “사법기 , 학교, 카운티(county) 시(city)의 모든

공직은 비정당제(nonpartisan)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4) Geary v. Reene, 911 F.2d 280 (9th Cir. 1990).

25) Geary v. Reene, 501 U.S. 312.

26) California Democratic Party v. Lungren, 919 F.Supp. 1397 (N.D.Cal. 1996).

27) 유 , ‘한국지방자치의 발 정책론’, 녹원출 사(1991), 299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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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앞에서 살펴본 외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정당의 지방선거 여를 제

도 으로 허용할 것인지 여부에 한 입법태도를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

은 세 가지 유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① 정당공천제

이것은 정당이 후보자를 공천하는 것이 허용되는 유형으로서, 유럽의 여

러 나라와 일본, 만 등이 여기에 속한다. 우리나라의 역자치단체장

역의회의원 선거와 기 자치단체장선거의 경우는 여기에 해당한다.

② 정당표방제

이것은 정당이 후보자를 공천하지는 못하지만, 정당의 여가 으로

배제된 것은 아니며, 선거운동에 있어서 정당을 표방하는 것이 허용되는

유형이다. 미국의 비정당선거제(nonpartisan election)의 경우가 여기에 해

당한다고 볼 수 있다.

③ 공천․표방 지제

이것은 정당이 선거에 여하는 것이 으로 지된 경우로서, 후보자

를 공천할 수 없음은 물론 표방하는 것조차 지된 유형이다. 태국, 말 이

시아, 그리고 우리나라의 기 의회의원선거의 경우가 여기에 속한다고 생

각된다.

(3) 이상으로 살펴본 바를 정리하면, 정당의 지방선거 여에서 비롯되

는 부정 측면은 다른 국가들에서도 마찬가지로 상존함을 알 수 있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부분의 국가들은 정당의 지방선거 여를 당연시하거

나 불가피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설혹 정당의 여를 제도 으로 제

한한다고 하더라도, 정당공천만 지하고 정당표방은 허용함으로써, 정치

표 의 자유 등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최 한 배려하

고 있다.

라. 정당의 지방선거 여에 한 입법의 변천

(1) 1988년 지방의회의원선거법의 제정으로 5.16 군사 쿠데타 이후 약

30년만에 지방선거가 부활하게 되었다. 그러나 1990년 지방의회의원선거의

실시를 앞에 두고, 지방선거에 정당의 여를 허용할 것인가를 놓고

여․야간에 격론이 벌어졌다. 당시 여당(민자당)은 정당배제를 주장하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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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그 논거는 ‘권 주의 이고 특정 인물 주로 운 되고 있는 우리나라

정당정치의 실에 비추어 볼 때, 정당의 여는 지방정치의 앙정치에의

속화, 정쟁(政爭)으로 인한 지방행정의 혼란과 마비, 지역사회의 분열과

반목 심화 등의 폐해로 말미암아 결과 으로 지방의 자율 성장을 해할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이에 해 야당은 ‘지방자치가 실질 으로 정착되기

해서는 지방선거에 정당의 여가 당연히 허용되어야 하고, 그 합성

여부는 선거과정에서 주민들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는 논리로 반 하 다.

법정선거일정까지 어기면서 치열한 공방을 거친 끝에, 결국 시․도의 선거

에서만 정당공천을 허용하고 시․군․자치구의 선거에서는 정당의 공천과

선거운동을 지하는 것으로 겨우 타 이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개정

는 제정된 지방의회의원선거법과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상의 련규정은

다음과 같다.

● 구 지방의회의원선거법(1990. 12. 31. 법률 제4311호로 개정된 것)

제41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① 정당(시․도의회의원선거에 한한

다)․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의 책임자 는 선거사무원이 아닌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56조(무소속후보자의 정당표기 지 등) 시․도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

무소속후보자와 구․시․군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는 제47조의 선 벽보․

제49조의 선거공보․제54조의 소형인쇄물․제55조의 수막에 특정정당에

소속함을 표기하거나 특정정당의 지지 는 추천 등에 한 내용을 표기할

수 없다. 다만, 경력란에 정당의 당원경력의 표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구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1990. 12. 31. 법률 제4312호로 제정된 것)

제37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① 정당(시․도지사선거에 한한다)․

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의 책임자 는 선거사무원이 아닌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55조(무소속후보자의 정당표기 지등) 시․도지사선거에 있어서 무소

속후보자와 구․시․군의 장 선거의 후보자는 제43조의 선 벽보․제45조

의 선거공보․제53조의 소형인쇄물․제54조의 수막에 특정정당에 소속함

을 표기하거나 특정정당의 지지 는 추천등에 한 내용을 표기할 수 없

다. 다만, 경력란에 정당의 당원경력의 표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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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994. 3. 16. 기존에 별개의 선거법 체계로 되어 있던 통령선거

법․국회의원선거법․지방의회의원선거법․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을 단일

법으로 통합한 공직선거 선거부정방지법(법률 제4739호)이 제정되었다. 그

런데 동법은 역자치단체선거에서뿐만 아니라 기 자치단체선거에서도 정

당의 참여를 허용하 다. 이는 원래 기 자치단체선거에 정당의 참여를 불

허하는 안을 내놓았던 여당이 공직선거법의 조속한 제정을 하여 범하

게 야당에 양보한 결과 다. 당시 공직선거법상의 련규정은 다음과 같다.

● 공직선거 선거부정방지법(1994. 3. 16. 법률 제4739호로 제정된 것)

제47조(정당의 후보자추천) ① 정당은 선거에 있어 선거구별로 선거할

정수범 안에서 그 소속당원을 후보자(이하 “정당추천후보자”라 한다)로

추천할 수 있다.

제84조(무소속후보자의 정당표방 지) 무소속후보자는 특정 정당으로부

터의 지지 는 추천받음을 표방할 수 없다. 다만, 무소속후보자가 되기

까지의 정당의 당원경력의 표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그러나 1995년 6.27 지방선거 직 에 여당은 다시 지방행정의 탈정

치화를 내세우며 기 지방선거에서의 정당배제를 주장하 다. 공직선거법

이 제정된 지 1년만에 갑작스럽게 태도를 변경한 것이다. 그로 인해 여․

야간의 립이 재 되었고 한동안 국회가 행운 되다가, 마침내 기 자

치단체장의 공천은 허용하되 기 의회의원의 공천은 불허하는 선에서 다시

타 이 이루어졌다. 이 게 하여 개정된 공직선거법상 련규정은 다음과

같고, 그 내용은 오늘날까지 그 로 이어지고 있다.

● 공직선거 선거부정방지법(1995. 4. 1. 법률 제4947호로 개정된 것)

제47조(정당의 후보자추천) ① 정당은 선거(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

를 제외한다)에 있어 선거구별로 선거할 정수범 안에서 그 소속당원을

후보자(이하 "정당추천후보자"라 한다)로 추천할 수 있다.

제84조(무소속후보자등의 정당표방 지)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와 무소속후보자는 특정 정당으로부터의 지지 는 추천받음을 표방

할 수 없다. 다만, 정당의 당원경력의 표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참고로, 구 지방의회의원선거법 구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상 규

정들과 이 사건 헌제청 당시의 공직선거 선거부정방지법상 련규정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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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은 상이 들을 발견할 수 있다. 즉, 자는 기 자치

단체선거의 경우 ‘정당의 공천’을 배제하 을 뿐만 아니라 ‘정당의 선거운

동’도 지하 고 그 반행 에 하여는 형사 으로 처벌하는 규정까지

마련하고 있었다. 그에 반하여, 후자는 단지 ‘정당의 공천’을 배제하고 있을

뿐, ‘정당의 선거운동’ 자체를 지하는 조항이나 그에 한 형사처벌조항

을 두고 있지 않다.

한, 자는 후보자에게 지되는 정당표방행 를 ‘선 벽보․선거공

보․소형인쇄물․ 수막에 표기한 경우’로 구체 으로 한정하고 있는 데

반하여, 후자는 표방의 방법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음으로써 일체의 정

당표방행 를 면 으로 지하고 있다.

3. 법 제84조의 입법취지와 내용

가. 입법취지

와 같은 입법변천과정에 비추어 볼 때, 법 제84조는 기 의회의원선거

에 정당이 여하면 선거가 정당들의 리 으로 변질되어 지역에서 필요

로 하는 유능한 인물을 뽑는 것이 어려워지고 정당이 후보자의 당락뿐만

아니라 의원의 의정활동 반에까지 향을 미쳐 기 의회의 자율 운

이 어렵게 될 것이라는 기본 인식 하에 제정된 것으로 보인다. 즉, 기 의

회의원선거에서는 정당의 향을 배제하고 인물 본 의 투표를 유도함으로

써 지방분권 지방의 자율성 보장이라는 지방자치 본래의 이념이 충실히

구 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이 조항의 입법취지라고 할 것이다.

나. 구체 내용

(1) 주체

법 제84조에서 행 의 주체는 후보자이다. 정당은 이 조항의 주체가 아

니므로, 정당이 특정 후보자를 지지․추천함을 표방하더라도 이 조항에는

반되지 않는다.28)

28) 앙선 도 “정당이 선거운동기간 에 기 의원 내천사실을 외부에 알리거나

공표하는 것은 사 선거운동죄에 해당될 것이나, 선거운동기간 에 그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고 회신한 바 있다(1995. 4. 26.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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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

이 조항이 규율하는 행 는 선거운동과 련하여 특정 정당으로부터의

지지 는 추천 받음을 표방하는 것이다.29)

‘표방’이라는 말의 사 의미는 어떠한 생각이나 의견 혹은 주의나 주

장 따 를 공공연하게 밖으로 드러내어 내세우는 것이므로, 이 조항이

지하는 행 는 기 의회의원 후보자가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

다는 혹은 특정 정당으로부터 후보자로 추천을 받았다는 을 유권자들

에게 드러내어 내세우는 일체의 행 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법

원 1999. 5. 11. 선고 99도556 결, 공1999, 1206; 법원 1999. 5. 25. 선고

99도279 결, 공1999, 1314 등 참조).

그러나 지지․추천의 의사표시의 방향이 정당으로부터 후보자에게로 향

해진 것을 말하므로, 후보자가 특정 정당을 지지한다는 사실을 공표하는

것은 본죄에 해당하지 않는다.30)

(3) 외

법 제84조 단서는 “정당의 당원경력의 표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특정 정당에서의 과거 는 재의 직책 등 경력

을 표시하는 것은 허용된다.31)

신). 정병욱, ‘선거법’, 박 사(2002), 136면 참조.

29) “선거운동과 련하여”라 함은 ‘선거운동에 즈음하여’, ‘선거운동에 한 사항을

동기로 하여’라는 의미이다. 이는 “선거운동을 하여”보다 범 하며, 선거운동

의 목 이나 선거에 향을 미치게 할 목 이 없다 하더라도 이에 해당한다. 그

행 자체가 선거의 자유․공정을 침해할 우려가 높아, 규제할 필요가 있기 때문

이다. 실무에서는 자신의 선거운동에 유리하게 이용하고자 정당추천을 표방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이 요건이 문제되는 는 거의 없다. 황정근, ‘선거부정방지법’,

법 사(2001), 371면 참조.

30) 정병욱, 앞의 책, 572면; 황정근, 앞의 책, 370면 참조; 법원 1999. 1. 15. 선고

98도3648 결, 공1999상, 326에서도 「‘국민의 정부와 함께 합니다’라고 기재된

부분은 원심의 단과 같이 재 집권당인 새정치국민회의와 뜻을 함께 한다는

취지로 해석되므로 후보자인 피고인이 새정치국민회의를 지지한다는 것에 불과하

고 새정치국민회의가 피고인을 지지 는 추천하 음을 표방한 것으로는 보기 어

렵다.」라고 시하고 있다.

31) 황정근, 앞의 책, 373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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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 제84조의 헌 여부에 한 단

가. 종 의 헌법재 소 결정례

헌법재 소는 1999. 11. 25. 선고한 99헌바28 결정에서 여재 원

일치의 의견으로 법 제84조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 부

분이 헌법에 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한 바 있다. “지역 한계를 극

복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정치 실 정당운 의 비민주성, 지연․

연․학연이 좌우하는 선거풍토와 그 에 지방자치를 실시한 경험이 일

천(日淺)하다는 것”을 감안할 때 기 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에 한 정당

표방 지는 지방자치의 제도 보장을 하여 필수불가결한 수단이라고

보았던 것이다.

나. 이 사건 결정에 의한 례 변경과 그 배경

(1) 사정 변경의 존재 여부

이 사건에서 헌법재 소는 6 3의 다수의견으로 종 의 례를 변경

하여 법 제84조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 부분이 헌법에

반된다는 결정을 하 다. 이에 해 3인의 재 은 “ 99헌바28 결정

의 취지가 여 히 타당하고 달리 단할 사정의 변경이나 필요성도 없다”

는 이유로 다수의견에 반 하 다.

그러나 다수의견이 종 의 례와 반 로 헌결정을 하게 된 데에는 다

음과 같은 사정변경이 암묵 인 배경을 이루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 앞서 언 한 바와 같이, 99헌바28에서의 합헌결정은 실질 으로

정당의 지역패권주의 등 우리나라의 특수한 정치 상황에 의존한 측면이

크다. 그러나 이 사건 결정이 있을 무렵에는 그러한 정치 여건에 요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었다. 즉, 유권자들의 지역주의 투표행태가 차 완화

되는 추세 고, 신진 신정당이 제도권 정치로 진입하 으며,32) 역의회

35) 2002. 6. 13.에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신생 신정당의 약진이 이루어졌다. 민주

노동당은 기 자치단체장선거에서는 울산지역에 구청장 2명을 당선시켰을 뿐만

아니라, 역의회의원선거에서도 울산지역에 3명의 시의원을 당선시키는 등 총 11

명의 시․도의회의원을 확보하여 두각을 나타냈다. 특히 정당투표에서 민주노동당

은 8.1%를 얻음으로써 6.5%를 얻은 자민련을 제치고 정당지지도 3 를 차지하

고, 9개 시․도에서 비례 표의석 1석씩을 배분받는 쾌거를 이끌어내어 명실공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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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선거에서 1인2표식 비례 표제가 도입되었고,33) 통령선거를 비롯한

각종 선거에서 민주 인 상향식 공천제도가 채택되기 시작하 던 것이

다.34)

둘째, 재 부의 인 구성의 변화이다. 즉, 그 사이 99헌바28 결정에

여하 던 재 9명 8명이 교체되었다. 이처럼 재 부의 인 구성

이 변화함에 따라 법 제84조의 합헌 여부에 하여 종 의 결정과 다른 의

견을 가진 재 들이 나올 가능성이 증 되었다.

그 다고 단순히 와 같은 사정변경만으로 례가 변경된 것은 아니다.

이번 결정에서의 다수의견이 법률조항을 바라보는 시각은 종 의 결정

에서의 그것과 확실히 다르다. 이 에 하여는 아래에서 항을 바꾸어 살

펴본다.

(2) 정당의 기 의회의원선거 여에 한 시각의 차이

종 의 결정은 기본 으로 정당의 기 의회의원선거 여를 상당히 부

국정당으로서의 기본토 를 구축하게 되었다. 이로써 우리 정치에도 보수와 진

보 사이에 건 한 정책 결을 실 할 수 있는 발 이 마련되었다고 생각된다.

33) 이번 2002년 역의회의원선거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1인2표식 비례 표제는 각

정당이 지역정당에서 벗어나는 시발 을 제공하 다. 즉, 각 정당은 자기의 취약

지로 분류되었던 곳에서도 비례 표의원을 당선시키는 이변을 낳았다. 민주당의

경우 취약지인 부산과 경남, 경북지역에서 각각 1석의 비례 표의원을 당선시켰

다. 한나라당도 남과 북에서 각각 1석의 비례 표의석을 확보했다. 그리고, 지

역별로 한 정당이 의석의 3분의 2를 넘을 수 없게 되어 있던 계로 한나라당의

득표율이 70%를 넘는 지역의 경우는 민주당이 낮은 득표율로도 의석을 확보하는

상도 나타났다. 이처럼 역의회의원선거에서의 1인2표식 비례 표제는 지방의

회가 일당독재화하는 것을 막는 데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다.

34) 2002년 들어 여당과 야당은 사상 처음으로 “국민참여경선제”를 통해 각 당의

통령선거 후보자를 선출하 다. 이러한 상향식 경선제도는 지방선거에 있어서도

범 하게 도입되었다. 한나라당은 190명의 기 자치단체장 후보 가운데 58명

(30.5%)이 당내 경선을 거쳤으며, 민주당의 경우에는 153명의 기 자치단체장 후

보 가운데 75명(49.0%)이 당내 경선을 거쳤다. 한, 당내 경선을 거쳐 본선에 출

마했던 후보들의 당선율이 경선을 거치지 않은 후보들보다 10% 포인트 가량 높

았다(한나라당의 경우, 경선을 거친 후보자의 당선율은 81.0%인 데 반하여 경선을

거치지 않은 후보자의 당선율은 69.7% 정도 다. 민주당의 경우에는 경선을 거친

후보자의 당선율이 33.3% 으나, 경선을 거치지 않은 후보자의 당선율은 23.1%에

머물 다). 물론 아직까지는 경선제도가 제 로 정착되지 못하여 불공정성 시비

등 일부 부작용을 낳기도 하 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선을 거친 후보자의 본

선 경쟁력이 더 높게 나옴으로써 향후에는 경선제도가 우리 선거문화의 일부로

정착될 것으로 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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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으로 바라보는 입장에 서 있다. 즉, 기 의회의원선거에도 정당추천후

보자의 참여를 허용한다면, 정당은 그 후보자의 당락뿐만 아니라 선출된

의원의 의정활동 반에 걸쳐 직․간 으로 향을 미치게 될 것이고, 이

는 지역의 특성에 따라 자율 으로 운 되어야 할 기 의회의 결정이 정당

의 의사에 따라 그 결론이 바 게 되는 것을 뜻하는바, 결국 기 의회는

본래의 목 과 기능을 상실하여 형해화(形骸化)한 모습으로 남게 될 것이

라고 하 다.

반면에, 이번 결정에서의 다수의견은 정당의 여에 해 상당히 낙

인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 지방자치는 단순히 주민 근거리 행정의 실 이

라는 행정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 내의 가치분배에 한 갖가지

정책을 지방에서 자율 으로 수립해 나가는 정치형성 기능도 아울러 가

지는데, 이러한 정치형성 기능과 련하여 정당은 민의의 결집․인재의

발굴․ 앙과 지방의 매개․책임정치의 실 등 여러 가지 순기능을 담당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나아가, 정당의 당 수뇌부 주의 운 과 지역

분할구도와 같은 폐해들은 정당 내부의 분권화 민주화가 덜 이루어진

데에서 기인하는 바가 큰데, 정당의 지방선거 참여는 오히려 지방의 유능

한 인원을 정당에 충원하고 정당의 지방조직을 활성화함으로써 정당의 분

권화․민주화를 진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하 다.

와 같은 정당의 여에 한 기본 인식의 차이는 정치 표 의 자

유 평등권의 침해 여부를 가리기 한 가치형량에 커다란 향을 미치

고 있다. 즉, 종 의 결정은 정당 여 허용에 한 부정 인식을 바탕으

로, 정당표방 지가 지방자치의 제도 보장에 기여하는 이익이 그로 인해

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자유 평등권이 제한되는 손해보다 더 큰 것으로

단하 다. 반면에, 이번 결정에서 다수의견은 정당배제를 통해 정당참여

로 인한 역기능뿐만 아니라 순기능까지 함께 제거하는 것은 지방자치 발

의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정당표방을 지함으로

써 얻는 공익 성과보다 그로 인한 정치 표 의 자유 평등권의 침해

가 더 한 것으로 단하 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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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주주의에 한 이해의 차이

한편, 정당의 여에 한 인식의 차이 못지 않게 례 변경에 향을

미친 하나의 요소는 민주주의를 이해하는 방식의 차이 다고 할 수

있다.

종 의 결정은 지방자치제도가 민주정치의 요체이자 의 다원 복

합사회가 요구하는 정치 다원주의를 실 시키기 한 제도 장치이고,

이러한 지방자치가 진실로 민주정치의 발 에 기여할 수 있기 하여서는

무엇보다도 지방의회의 구성이 당해 지역주민 각계각층의 의견이 민주

이고도 합리 으로 수렴된 유루(遺漏) 없는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야 하는바, 이를 해 정당표방 지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다. 즉, 여기서 민주주의는 추구되어야 할 목 가치로서 이해되고 있

는 것이다.

반면에, 이번 결정에서 다수의견은 민주주의의 수단 내지 차 성격에

더 주목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즉 다수의견은, 선거에서 정당이냐 아니

면 인물이냐에 한 선택은 궁극 으로 주권자인 국민에게 맡겨져야 하며,

입법자가 후견인 시각(paternalism)에서 입법을 통하여 그러한 국민의 선

택을 신하거나 간섭하는 것은 민주주의 이념에 비추어 바람직하지 않다

고 하 다. 나아가, 실 으로 후보자에 한 정당의 지지․추천 여부가

유권자들이 선거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요한 참고사항이 될 수밖에 없음

에도 불구하고, 정당표방을 지하는 것은 유권자들로 하여 가 구이

고 어느 후보가 어떠한 정치 성향을 가졌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투표를

하게 하거나 아니면 선거에 무 심해져 아 투표 자체를 포기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하 다.

민주주의를 목 으로서보다는 차나 과정으로서 이해할 경우 표 의

자유의 의미는 그만큼 더 요해지는바, 민주주의에 한 이러한 이해방식

은 정치 표 의 자유의 제한에 한 법익형량에도 한 향을 미쳤을

것으로 단된다.

5. 사후경과

(1) 법 제84조는 2000. 2. 16. 개정되면서 내용은 변함이 없이 자구가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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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변경되었다. 이 결정은 개정 의 법률조항을 상으로 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 결정이 있자 개정 후의 법률조항에 해서도 헌제청이 들어왔

고, 이에 해 헌법재 소는 2003. 5. 15.자로 다시 이 사건과 동일한 내용

의 결정(2003헌가9등)을 하여 그 헌성 시비를 종결지었다.

(2) 한편, 헌법재 소법 제47조 제2항에서는 형벌에 한 법률조항이

헌으로 결정될 경우에는 소 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헌으로 결정된 법률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 결

에 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4. 3. 31.

재까지 모두 18건 가량의 재심이 청구되어, 그동안 기 의회선거 입후보

자로서 정당표방을 하 다는 이유로 형사처벌된 사람들에 한 구제가 이

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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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 헌소원

- 학교수 기간임용제도와 교원지 법정주의 -

(헌재 2003. 2. 27. 2000헌바26, 례집 15-1, 176)

김 철＊1)

【 시사항】

1. 학교원에 한 기간임용제 규정의 입법목

2. 교육의 요성과 헌법 제31조 제6항 교원지 법정주의의 의미

3. 학교육기 의 교원은 당해 학교법인의 정 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

간을 정하여 임면할 수 있다고 규정한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이

교원지 법정주의에 반되는지 여부

4.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는 이유

【심 상】

구 사립학교법(1990. 4. 7. 법률 제4226호로 개정되고, 1997. 1. 13. 법률

제5274호로 개정되기 의 것) 제53조의2(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면)

①～② 생략

③ 학교육기 의 교원은 당해 학교법인의 정 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

간을 정하여 임면할 수 있다.

【사건의 개요】

1. 심 청구에 이르게 된 경

＊헌법연구 ,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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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1983. 3. 1.부터 1993. 2. 28.까지 10년간 학교법인 우학원이

경 하는 아주 학교 경 학과 교수로 임용되었다가 1984. 10. 31. 직권면

직되자, 학교법인을 상 로 소송을 제기하여 ‘학교법인 우학원은 청구

인에게 1984. 3. 1.부터 1993. 2. 28.까지의 기간 청구인을 복직시킬 때까

지의 임 을 지 하라’는 내용의 일부승소 결을 받았으나, 학교법인이

청구인을 복직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임용기간의 만료로 교수로서의 신

분회복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학교법인의 자신에 한

무효의 면직처분 복직불조치의 법을 이유로 수원지방법원에 97가합

2514호로 임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 고, 상고심( 법원 99다

41398호) 계속 에 구 사립학교법(1990. 4. 7. 법률 제4226호로 개정되고,

1997. 1. 13. 법률 제5274호로 개정되기 의 것) 제53조의2 제3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하여 헌제청신청을 하 으나 법원이 상

고를 기각하면서 헌제청신청에 하여도 기각결정을 하자, 2000. 3. 14.

헌법재 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헌법소원심 을 청구하 다.

2. 청구인의 주장과 이해 계인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헌법 제31조 제6항은 교원의 지 에 한 기본 인 사항을 법률로 정하

도록 하고 있으므로 학교원의 임용에 있어서 기간임용제를 채택할 경우

에는 재임용 심사의무, 재임용 거부사유, 재임용을 거부당한 교원의 구제

차 등을 법률로 규정하여야 하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교원지 에 한 기

본 인 사항들에 해 구체 으로 규정하지 아니하여 헌법 제31조 제6

항의 교원지 법정주의를 반함으로써 제11조 평등권, 제22조 학문의 자

유, 제27조 제1항 재 청구권, 제32조 제3항 근로조건법정주의 등에 배되

는 헌의 법률조항이다.

나. 법원의 헌제청신청기각 이유요지

이 사건 법률조항은 학교원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임면권자는 교원

으로서의 격성을 심사하여 다시 임용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 취지의 규정으로서, 교원의 학문에 한 연구활동이나 방식을 규율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 헌소원 29

한 것이 아니고 임면권자의 교원인사에 한 자율성을 인정하는 규정이므

로 그 입법목 이 정당하고, 입법재량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어 헌

법 제22조 제1항, 제31조 제6항 등에 반된다고 할 수 없다.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 계는 사법 계로서 공법 계인 국ㆍ공립 학 교

원과 기본 으로 차이가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평등권을 규정한 헌

법 제11조에 반된다고 할 수 없고, 교원이 제공하는 근로의 내용은 교육

이고 그 근로의 심 인 수혜자는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 학생이므로

교원의 근로 계에는 일반 근로 계법이 그 로 용될 수 없는 측면이 있

어 근로조건법정주의를 규정한 헌법 제32조 제3항에 반된다고도 할 수

없다.

다. 교육인 자원부장 의 의견요지

학교육은 국가와 인류사회 발 에 필요한 학술의 심오한 이론과 그 응

용방법을 연구하고 지도 인격도야를 목 으로 하므로 일반 으로 승인된

기 인 지식의 달에 을 두는 ㆍ 등교육과 다르고, 국ㆍ공립

학과는 달리 사립 학의 교원과 학교법인의 계는 사법상의 고용계약 계

이므로 사립 학교원의 임면권은 학교법인의 고유권한에 속한다.

학교원의 학문의 자유는 교육수요자인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충실한

연구수행이라는 학의 공 책무와 련하여 논의되어야 하며, 학교원

은 부단히 연구하고 문성을 심화하여 교육의 상자인 학생의 학습권을

최우선 보호해야 할 특수한 지 에 있기 때문에 일반 근로 계와는 달라서

일반 근로 계법을 그 로 용하는 것은 합하지 않으며, 사립 학교원

의 임면에 한 법률 분쟁은 민사소송으로 다툴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법

률조항은 헌법에 반되지 않는다.

【결정요지】

1. 기간임용제는 정년보장으로 인한 학교원의 무사안일을 타 하고 연

구분 기를 제고하는 동시에 학교육의 질도 향상시키기 하여, 학교

원을 임용함에 있어 기간을 정하여 임용하고 그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임면

권자인 학교법인은 교원으로서의 격성을 심사하여 다시 임용할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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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 취지의 규정이다.

2. 교육은 개인의 잠재 인 능력을 계발하여 으로써 개인이 각 생활

역에서 개성을 신장할 수 있도록 해 주며, 국민으로 하여 민주시민의 자

질을 길러 으로써 민주주의가 원활히 기능하기 한 정치문화의 기반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학문연구결과 등의 수의 장이 됨으로써 우리 헌법

이 지향하고 있는 문화국가의 실 을 한 기본 수단이다. 교육이 수행

하는 이와 같은 요한 기능에 비추어 우리 헌법은 제31조에서 국민에게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한편(제1항), 그 보호

하는 자녀에게 어도 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부과하고(제2항), 의무교육의 무상제공과 평생교육진흥을 국가의 의무로 부

과하며(제3항ㆍ제5항), 교육의 자주성․ 문성․정치 립성 학의 자

율성을 보장하고(제4항), 나아가 학교교육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

와 그 운 , 교육재정 교원의 지 에 한 기본 사항을 법률로 정하

도록(제6항) 한 것이다. 따라서, 입법자가 법률로 정하여야 할 교원지 의

기본 사항에는 교원의 신분이 부당하게 박탈되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보호의무에 한 사항이 포함된다.

3.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을 별다른 하자가 없는

한 다시 임용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재임용 상으로부터 배제하는 기

이나 요건 그 사유의 사 통지 차에 하여 아무런 지침을 포함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당한 재임용거부의 구제에 한 차에 해서

도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 기 때문에 이 사건 법률조항은, 정

년보장으로 인한 학교원의 무사안일을 타 하고 연구분 기를 제고하는

동시에 학교육의 질도 향상시킨다는 기간임용제 본연의 입법목 에서 벗

어나, 사학재단에 비 인 교원을 배제하거나 기타 임면권자 개인의 주

목 을 하여 악용될 험성이 다분히 존재한다.

첫째, 재임용 여부에 한 결정은 인사에 한 요사항이므로 교원인사

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나 행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4항과 같이 교

원의 임기만료시에 교원인사 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교원에 한 재임

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이 없었던 구법하에서는( 법원 2000.

5. 18. 선고 95재다199 원재 부 결, 공2000하, 1473 참조), 교원인사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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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심의과정을 거치지 않거나 형식 인 차만 거친 경우가 많았고 심지

어는 교원인사 원회에서는 재임용 동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이

유없이 최종 임면권자에 의해 재임용이 거부되기도 하 다. 이는 교원인사

원회의 구성자체가 학교법인 정 의 규정에 맡겨져 있으므로(구 사립학

교법 제53조의3 제2항) 학교법인이 교원인사 원회의 구성에 강력한 향

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지가 많으며, 그러한 한 교원인사 원회가 기간임

용제의 자의 운 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가 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

는 것이다. 둘째,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재임용의 거부사유 구제 차에

하여 아무런 언 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립 학의 정 이 교원의 연

구실 , 교수능력과 같은 비교 객 인 기 을 재임용 거부사유로 정하

지 아니하고 자의가 개입될 수 있는 막연한 기 에 의하여 재임용을 거부

하는 경우에는 피해 교원을 실질 으로 구제할 수 있는 책이 없다. 법

원도 이 사건 법률조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사립 학의

교원은 학교법인의 정 이나 인사규정에 재임용의무를 부여하는 근거규정

이 없다면 재임용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이상 재임용거부결정 등 특별한

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임용기간의 만료로 당연히 교원으로서의 신분을 상

실한다고 보고 있다( 법원 1997. 6. 10. 선고 97다3132 결, 공1997하,

2132). 셋째, 이고 통제받지 않는 자유재량은 남용을 불러온다는 것

이 인류역사의 경험이라는 에서 볼 때, 자의 인 재임용거부로부터 학

교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구제수단을 마련해 주는 것은 국가의 최소한의

보호의무에 해당한다. 즉, 임면권자가 학교원을 왜 재임용하지 않으려 하

는지 이유를 밝히고 그 이유에 하여 당해 교원이 해명할 기회를 주는 것

은 법 차의 최소한의 요청인 것이다. 넷째, 학교원을 재임용하지 않기

로 하는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에는 그에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과 그와 같이 재임용거부에 한 합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임면권자는 그

이유의 공개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에서 볼 때, 재임용심사의 과정

에서 임면권자에 의한 자의 인 평가를 배제하기 하여 객 인 기 의

재임용 거부사유와 재임용에서 탈락하게 되는 교원에게 자신의 입장을 진

술하고 평가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은 임면권자에게

지나친 부담이 아니라고 할 것이며, 나아가 재임용이 거부되는 경우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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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법 여부를 다툴 수 있는 구제 차를 마련하는 것은 학교원에 한

기간임용제를 통하여 추구하려는 입법목 을 달성하는 데에도 아무런 장애

가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이상 본 바와 같이 객 인 기 의 재임용 거부사유와 재임용에서 탈락

하게 되는 교원이 자신의 입장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재임용거부

를 사 에 통지하는 규정 등이 없으며, 나아가 재임용이 거부되었을 경우

사후에 그에 해 다툴 수 있는 제도 장치를 마련하지 않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사회에서 학교육이 갖는 요한 기능과 그 교

육을 담당하고 있는 학교원의 신분의 부당한 박탈에 한 최소한의 보호

요청에 비추어 볼 때 헌법 제31조 제6항에서 정하고 있는 교원지 법정주

의에 반된다고 볼 수밖에 없다.

4. 이 사건 법률조항의 헌성은 에서 본 바와 같이 기간임용제 그 자

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재임용 거부사유 그 사 구제 차, 그리고 부당

한 재임용거부에 하여 다툴 수 있는 사후의 구제 차에 하여 아무런

규정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재임용을 거부당한 교원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완 히 차단한 데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에 하여 단순 헌

을 선언하는 경우에는 기간임용제 자체까지도 헌으로 선언하는 결과를

래하게 되므로, 단순 헌결정 신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는 것이다. 헌법

불합치결정의 경우 입법자에게는 법률의 헌 상태를 조속한 시일내에

제거해야 할 입법개선의무가 발생하게 되므로, 입법자는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이 사건 법률조항 소정의 기간임용제에 의하여 임용되었다가 그 임용

기간이 만료되는 학교원이 재임용거부되는 경우에 그 사 차 그에

해 다툴 수 있는 구제 차규정을 마련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의 헌

상태를 제거하여야 할 것이다.

재 한 , 재 하경철의 반 의견

헌법 제31조 제6항은 단순히 교원의 권익을 보장하기 한 규정이라거

나 교원의 지 를 공권력 등에 의한 부당한 침해로부터 보호하는 것만을

목 으로 한 규정이라고 볼 것은 아니고, 국민의 교육을 받을 기본권을 실

효성있게 보장하기 한 것까지도 포함하여 교원의 지 를 법률로 정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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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헌법조항을 근거로 하여 제정되는

법률에는 교원의 신분보장, 경제 ․사회 지 보장 등 교원의 권리에 해

당하는 사항뿐만 아니라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해할 우려있는 행

의 지 등 교원의 의무에 한 사항도 규정할 수 있는 것이고, 나아가 교

원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사항까지도 규정할 수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사립 학의 학교법인은 교원을 임용함에 있어 정년보장제를 채택할

수도 있고 기간임용제를 채택할 수도 있으며, 기간임용제를 채택하는 경우

에도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원칙 으로 교원을 재임용하여야 하는 방식을

채택할 수도 있고,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교원으로서의 신분 계가 당연히

종료되고 교원을 재임용할 것인지 여부가 오로지 임용권자의 단에 따르

는 방식을 채택할 수도 있는 등 다양한 임용방식 당해 학에 가장

합하다고 단되는 방식을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는데, 이는 입법자가

국․공립 학과는 다른 사립 학의 특수성을 배려하고 개개의 사립 학교

육의 자주성과 사립 학의 자율성을 최 한 보장하기 하여 마련한 제도

로서 그 입법취지를 충분히 수 할 수 있다. 그 다면, 다수의견이 내세우

는 사 ․사후 장치가 사립 학교원의 지 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한 것임을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장치를 두지 아니하 다 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 교원지 법정주의의 본질을 훼손하여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는 볼 수 없다.

【해 설】

1. 서론

학교수들에 한 이른바 “기간임용제”에 하여는 그 동안 일선 학

의 장에서 많은 문제 이 제기되어 왔다. 이는 학교원의 연구의욕을

고취하고 학의 질 향상을 하여 도입된 이 제도가 임면권자의 자의

인 운 으로 말미암아, 사학재단에 비 인 교원을 배제하거나 기타 임면

권자 개인의 주 목 을 하여 악용되고 있다는 것이었다.1) 그리고 이

1) 학교원에 한 기간임용제가 도입된 후 1976. 2. 최 로 실시된 재임용과정에서

국․공립 학은 총 교원수 4,260명 가운데 4.97%에 해당하는 212명이 탈락되고,

사립 학은 총 교원수 5,511명 가운데 1.89%에 해당하는 104명이 탈락되었다(그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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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한 학교원들의 법 투쟁은, 법원이 재임용거부는 법 불복의

상자체가 되지 않는다는 단을 내림으로써 좌 되었다. 이에 학교수들

은 이 사건 법률조항 소정의 기간임용제 자체의 헌성을 문제삼게 된 것

이다.

2. 학교수 기간임용제의 입법목 과 변천과정

가. 입법목

(1) 학교원의 경우 기간임용제도가 도입되기 에는 형벌이나 징계 등

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능력의 실증에 계없이 정년인 65세까지 그 신분이

보장되는 연공서열제여서 소정 근무기간만 경과되면 자동 으로 승진하여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제도는 학교원의 무사안일한 근무자

세를 조장하고 연구활동의 부진을 래할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이를 개

선하여 학교원 고유의 직무라고 할 수 있는 연구의욕을 고취시키고 학

의 질 향상을 도모하며 우수한 교원을 확보하기 하여, 1975. 7. 23. 교

육공무원법과 함께 사립학교법을 개정하여 학교원의 기간임용제도를 도

입하게 되었다.

(2) 유신체제하에서 “의원입법”으로 국ㆍ공립 학이나 사립 학에 기간

임용제가 처음으로 도입된2) 1975년 국회 상임 원회의 회의록에는 “미국

ㆍ 국ㆍ서독 등 선진제국에서는 오래 부터 ‘기간부계약제’ 인사제도를

채택하여 승 ㆍ승진시에 당해 교원의 능력ㆍ연구실 ㆍ 문 역의 학회활

동, 학 공공에의 사도 등의 평가기 을 용하고 있고, 우리나라에

서도 이미 연세 ㆍ고려 ㆍ경희 ㆍ이화여 등 많은 사립 학에서 이

에 2.4%의 교수가 사표를 제출하 다). 한 1986년부터 1997년까지 사이에는 모

두 116명의 임교원이 재임용에서 탈락되었는데, 이 가운데 국ㆍ공립 학의 경우

가 12명, 사립 학은 104명으로 평균 탈락율은 개 0.5%를 넘지 않았다고 한다

(교육부 자료). 한편, 최근의 자료에 의하면 사립 학의 경우 2000년부터 2002년까

지 사이에 교수 2명, 부교수 17명, 조교수 35명, 임강사 45명이 재임용에서 탈락

하 다(한국 학교육 의회 한국 문 학교육 의회 자료).

2) 김종서 교수는 교수재임용제도는 유신치하에서 법 재임용제와 더불어 유신체제

를 공고히 하려는 의도에서 제정된 것이라고 한다. 동인, 교수재임용제의 헌성

과 합리 운용방안, 「제2차 김민수교수 복직 구를 한 공청회 자료집」(2000.

4. 19), 1면. [http://astro.snu.ac.kr/～cbp/savek/prof.kimjs.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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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임용제도’를 용ㆍ실시하여 큰 효과를 보이고 있으며 ‘서울 학교 종

합화계획’에도 교수계약제도안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제 80년 를 향하

면서 우리 학도 과감한 체제의 신을 통해서 안일과 정체에서 도약을

한 발 의 기틀을 마련하여 새로운 학상을 정립하고 새로운 학교육

을 한 학인의 자세를 갖추어야 하겠습니다.3) … 행 교육공무원상으

로 보면 학교수의 인사제도는 소 연공서열제로서 소정의 근무연한만

근속하면 그 연륜에 따라 자연히 승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능력이나 업

는 실력의 실증에는 아무런 계가 없이 비록 낡은 노트에만 의존하

는 무능한 자라 할지라도 정년인 65세까지 교수라는 직책을 지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재의 이와 같은 불합리한 인사제도를 쇄신하여 일정

기한을 한도로 하는 이른바 ‘기한부임용제’를 채택함으로써 교수의 책임감

과 연구의욕을 고취하고 아울러 우수한 교수를 확보하려는 데 주안을 두고

교육공무원법 제9조에 제3항을 신설하려는 내용인 것입니다.4) … 재임명

자체는 신규채용과는 틀립니다. 기득권이 있건 없건 일단 재임명한다는 것

은 그만큼 기득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재임명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재임명이라고 말하는 것은 원칙 으로 모든 교직원의 신분을 보

장해 주는 것이고 도 히 교수로서의 연구 노력이 없는 극소수에 해서

해당될지도 모른다는 것이지 꼭 해당된다는 것은 아닙니다.5)” 라는 설명이

기록되어 있다.6)

나. 개정경과

(1) 사립학교법은 1963. 6. 26. 법률 제1362호로 제정되었는데, 학교원

에 한 기간임용제가 처음 신설된 것은 1975. 7. 23. 법률 제2775호 개정

법에서 다.

(가) 1975. 7. 23. 법률 제2775호 개정법

제53조의2(임면) 학(사범 학 학을 포함한다)에 근무하는 교

원은 직명별로 10년이하의 범 안에서 당해 학을 설치․운 하는 학교

3) 법률안 발의자인 오주환 의원의 제안설명

4) 문 원 김사달의 비검토보고

5) 문교공보 원회 육인수 원장의 발언

6) 제93회 국회 문교공보 원회 제1차회의(1975. 7. 4) 회의록 4ㆍ5ㆍ23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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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정 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임면한다.

(나) 1981. 2. 28. 법률 제3373호 개정법

제53조의2(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면) ② 학교육기 의 교원은 직

명별로 10년이내의 범 안에서 당해 학교법인의 정 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당해 학교의 장이 임면한다.

(다) 1990. 4. 7. 법률 제4226호 개정법

제53조의2(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면) ③ 학교육기 의 교원은 당

해 학교법인의 정 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임면할 수 있다.

(라) 1997. 1. 13. 법률 제5274호 개정법

제53조의2(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면) ③ 학교육기 의 교원은 당

해 학교법인의 정 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임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공립 학의 교원에게 용되는 임용기간에 한 규정을 용

한다.7)

(마) 1999. 8. 31. 법률 제6004호 개정법

제53조의2(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면) ③ 학교육기 의 교원은 정

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기간․ 여․근무조건, 업 성과약정 등

계약 조건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무기간에 하여는 국․공

립 학의 교원에게 용되는 련규정을 용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교원의 임용기간이 종료되는 경우에

임면권자는 교원인사 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교원에 한 재임용 여부

를 결정하여야 한다.

(2) 한편 교육공무원법은 1953. 4. 18. 법률 제285호로 제정되었는데,

학교원에 한 기간임용제는 1975. 7. 23. 법률 제2774호 개정법에서 신설

되었다.

(가) 1975. 7. 23. 법률 제2774호 개정법

제9조(신규임용) ③ 학(사범 학․교육 학․ 학을 포함한다)에

근무하는 교원은 다음과 같이 기간을 정하여 임용한다.

7) 이 때부터 국공립 학 교원에 용되는 임용기간을 사립 학의 교원에게도 용

하도록 하 으므로 사립 학의 교수나 부교수는 원칙 으로 정년(65세)을 보장받

게 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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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수 부교수 : 6년 내지 10년

2. 조교수 임강사 : 2년 내지 3년

3. 조교 : 1년

(나) 1981. 11. 23. 법률 제3458호 개정법

제11조(신규임용등) ③ 학에 근무하는 교원은 다음과 같이 기간을 정

하여 임용한다.

1. 교수 부교수 : 6년 내지 10년

2. 조교수 임강사 : 2년 내지 3년

3. 조교 : 1년

(다) 1991. 3. 8. 법률 제4348호 개정법

제11조(신규채용등) ③ 학에 근무하는 교원은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1991. 8. 8. 통령령 제13448호로 개정된 교육공무원임용령

제5조의2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 다.

제5조의2( 학교원의 임용) ① 교수 부교수는 제1호 제2호에 해당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까지 임용한다.8)

1. 신규채용(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자가 그 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임용

되는 경우를 제외한다)되는 교수 부교수에 하여는 3년의 범 내에서

1차에 한하여 당해 학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

2. 부교수에 하여는 6년 내지 10년의 범 내에서 당해 학의 장이 정

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 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규정을 용하지 아니한다.

② 조교수․ 임강사 조교는 다음 각호와 같이 기간을 정하여 임용

한다.

1. 조교수 : 4년이내

2. 임강사 : 2년이내

3. 조교 : 1년

(라) 1999. 1. 29. 법률 제5717호 개정법

8) 따라서 교수 부교수의 경우에는 원칙 으로 정년(65세)을 보장하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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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2(계약제 임용 등) 학의 교원은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

여 근무기간․ 여․근무조건, 업 성과약정 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

용할 수 있다.

3. 학교수의 기간임용제에 한 헌법재 소의 선례와 례변경

가. 헌재 1993. 5. 13. 91헌마190 결정 [ 례집 5-1, 312]

이 사건에서 헌법재 소는 국ㆍ공립 학 교수에 한 기간임용제에

한 단을 한 사실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학의 교수재임용제도는 일명 ‘교수계약임용제도’ 는 ‘교수임기계약

제도’라고도 말하는 것으로서 합리 인 교수인사를 하여 외국의 각 학

의 에 따라 우리나라도 1976년도부터 교수신규채용과 모든 승진심사의

인사에 일 용하고 있는 교수채용 재임용방법의 한 형태이며, 이에

따라 교육공무원법(1991. 3. 8. 법률 제4348호로 개정된 것) 제11조 제3항은

“ 학에 근무하는 교원은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어 이에 근거한 교육공무원임용령(1991. 8. 8.

통령령 제13448호로 개정된 것) 제5조의2에 의하여 교수의 직 에 따라

그 임용기간을 규정하여 재임용을 하고 있으며, 그 교수재임용제의 심사기

은 1981년말 교육부가 작성하여 국 국․공립 사립 학에 시달한

‘교수재임용심사 평정표’에 따라 시행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교수재임용시

에는 항목별 평정결과와 더불어 최근 3년이내(재임용일 기 ) 2편이상의

연구실 물을 심사․평가한 결과와 학생지도 수업상황, 법령 수 기

타사항 등에 한 련자료들을 종합 으로 심사하여 정하게 되어 있다.

… 이러한 교수재임용제도는 미국, 독일 등 외국에서도 우리 나라의 행

교수재임용제도와 유사하게 교수․부교수와 조교수․ 임강사에 따라 재임

용을 달리 용하고 있음을 쉽게 찾아 볼 수 있어서 결코 교수재임용제도

는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연임이 보장되어 자동 으로 재임용되어 임기가

계속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며 나아가 통령이 청구인을 당연히 재임

용하지 아니하면 안되는 연임보장규정이라고 해석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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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헌재 1998. 7. 16. 96헌바33등 결정 [ 례집 10-2, 116]

이 결정에서도 이 사건 법률조항이 심 상이 되었는데, 재 5인9)은

합헌의견을, 재 4인10)은 헌의견을 제시하여 합헌결정이 선고되었다.

따라서 헌재 2003. 2. 27. 2000헌바26 결정은 재 7:2의 의견으로 96

헌바33등 결정의 례를 변경한 것이다.

4. 이 사건 법률조항의 헌 여부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내용

(1) 이 사건 법률조항은 사립 학의 학교법인이 그 정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교원을 “기간을 정하여” 임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학

교법인이 임용기간의 만료시에 그 교원의 격성 여부를 심사하여 다시 임

용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제도, 이른바 기간임용제 는 재임

용제11)를 채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규정이다.

이러한 기간임용제의 채택은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개정되기 이 처럼

사립 학교의 학교법인의 의무가 아니라 그 선택에 맡겨져 있었다. 임

용기간의 설정도 각 사립 학이 정 으로 자율 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었

다. 그러므로 이론 으로는 사립 학은 이 법률조항에 의거하여 정년제를

택할 수 있는가 하면 기간임용제를 택하여 모든 교원을 기간을 정하여 임

면할 수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거의 모든 사립 학들이 기간임용제도를

채택하고 있었다.

(2)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을 별다른 하자가 없

는 한 다시 임용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재임용 상으로부터 배제하는 기

이나 요건에 하여 아무런 지침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교육부는 학

들이 기간임용제도를 형식 으로 운 하거나 개인 인 문제와 연계하여 자

9) 김용 ㆍ김문희ㆍ신창언ㆍ이 모ㆍ한 재

10) 이재화ㆍ조승형ㆍ정경식ㆍ고 석 재

11) 이와 련하여 일반 으로 “교수재임용”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으나 엄 히

말하면 이는 정확한 표 이라고 볼 수 없다. 왜냐하면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연

법, 사립학교연 법에서도 “재임용”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이 경우 재임

용이라는 말은 각각 퇴직한 공무원 내지 교원을 다시 임용하는 행 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에서도 편의상 이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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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으로 운 함으로써 물의를 빚자 “ 학교원 기간제 임용심사 제도 개선

요청”이라는 공문12)을 통하여 객 인 교수업 평가 지침을 각 학에 내

려보내 이 제도의 개선을 시도한 바 있다. 그러나, 법률에 그 명시 근거

없이 교육부가 사립 학교에 하여 갖는 일반 감독권의 테두리 안에서

행하여지는 교육부의 지침은 사립 학교 법인에 하여 사실상 법 구속

력이 없었고, 실제로도 교육부의 개입으로 부당하게 재임용에서 탈락된 교

원이 구제된 사례는 없었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임용기간이 만료된 교원을 재임용하지

않는 경우의 차나 부당한 재임용거부로부터의 구제에 한 차와 련

해서도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고, 재임용의 거부 그 사유의 사

통지의 차도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

나. 기간임용제의 법 성격

와 같은 법 규율상태로 인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학교원의

기간임용제의 법 성격에 해서 견해의 립이 래되고 있었다.

(1) 먼 이 사건 법률조항을 사립 학교의 학교법인이 민법상의 ‘기한

부 고용계약’을 통하여 교원을 임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규정으로 해석하

는 것이다. 즉, 기간을 정한 임용계약에 의하여 채용된 교원은 그 신분을

임용기간의 만료시에 상실하고 재임용계약은 신규임용계약으로서의 성격

을 가지며, 재임용의 거부는 해임 내지 해고와는 구분되는 것으로 보는

견해이다.

법원은, 기간을 정하여 임용한 학교원은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재임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만약 재임용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면 임용권

자에게 임용기간이 만료된 자를 다시 임용할 의무를 지우는 규정이나 그

요건 등에 한 근거규정이 없는 한 재임용거 등 특별한 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당연히 퇴직된다는 취지의 확고한 례를 형성하고 있었다.13) 헌

12) 교육부 문서번호 학 12100-2017: 시행일자 1993. 9. 27.

13) 법원 1987. 6. 9. 선고 86다카2622 결, 공1987, 1141; 법원 1989. 6. 27. 선

고 88 9640 결, 공1989, 1186; 법원 1991. 6. 25. 선고 91다1134 결, 공1991,

2003; 법원 1992. 10. 27. 선고 92 9722 결, 공1992, 3318; 법원 1993. 4. 23.

선고 93다5093 결, 공1993상, 1538; 법원 1994. 7. 29. 선고 93다61789 결,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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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재 소의 91헌마190 결정에서 교수재임용제도는 연임이 보장되어 자

동 으로 재임용되어 임기가 계속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고 본 다수

의견 96헌바33등 결정의 다수의견도 기본 으로 법원과 같은 입장

에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2) 이에 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기간임용제의 법 성격을

법원과는 달리 “임용기간의 만료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용의 계속성

이 정되어 있는 임용방식으로서 일부 특정한 사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 으로 부분의 피용자에 하여 임용의 연속성이 유지된다는 에서

기술 의미에서 기간이 있는 임용일 뿐 사실상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임

용과 다름없다.”고 보는 견해14)가 있었다. 이 견해에 의하면 재임용거부는

원칙 으로 기 권을 침해하는 불법해고의 성격을 갖게 되고, 재임용거부

의 경우에 법 차의 원칙이 수되어야 한다고 보게 된다.

91헌마190 결정에서 “임용기간이 만료된 학교원에 한 재임용여부

는 기간임용제도의 취지에 비추어서나 그것이 학교원의 신분과 기득권에

한 것임에 비추어 임용권자의 자유재량행 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

이나 자질에 뚜렷한 하자가 없는 한 재임용해야 할 의무가 있는 기속행

로 보아야 한다.”고 한 변정수 재 의 소수의견과 96헌바33등 결정의

재 4인의 헌의견도 같은 입장에 있는 것으로 단된다.

(3) 한편, 헌법재 소는 이 사건에서 기간임용제의 법 성격에 하여

명시 으로 밝히지 않았으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질 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과 같은 내용의 법률조항을 심 상으로 한 헌재 2003. 12. 18.

선고 2002헌바14등 결정에서, 『헌법재 소 2003. 2. 27. 선고 2000헌바26

결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임기가 만료된 교원이 “재임용을 받을 권리

내지 기 권”을 가진다고는 할 수 없지만 어도 학교법인으로부터 재임용

여부에 하여 “합리 인 기 과 정당한 평가에 의한 심사를 받을 권리”를

1994하, 2234; 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12852 결, 공1994하, 2977; 법원

1995. 1. 20. 선고 93다55425 결, 공1995상, 882; 법원 1997. 6. 10. 선고 97다

3132 결, 공1997하, 2132 참조.

14) 이러한 입장에 있는 곽노헌, 교수재임용제도의 법 문제 과 그 응방안, -노

동법의 에서-, 인권과정의, 1993년 1월호, 107면 이하; 조석 , 교수 기간임용

제에 한 례비 , 고등교육연구, 1996년 10월호, 181면 이하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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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진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컨 학교법인이 아무런 기 을 정하지

아니하고 자의 으로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학교법인이 정한 기

이 심히 불합리한 경우, 합리 인 기 이 있다고 하더라도 부당한 평가를 하

여 재임용을 거부하는 경우, 그리고 계법령 등에 정한 사 고지 청문

차의 의무를 반한 경우 등은 모두 임기만료 교원의 재임용 여부에 하여

‘합리 인 기 과 정당한 평가에 의한 심사를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라고 시하 다( 례집 15-2하, 466, 478).

다. 이 사건의 쟁 심사기

(1)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교원지 에 한 기본 인 사항들에

해 구체 으로 규정하지 아니하여 헌법 제31조 제6항의 교원지 법정주

의를 반함으로써 제11조 평등권, 제22조 학문의 자유, 제27조 제1항 재

청구권, 제32조 제3항 근로조건법정주의 등에 배되는 헌의 법률조항이

라고 주장하 다. 헌법재 소는 이와 같이 어떤 법률조항이 동시에 여러

헌법규정에 반되거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헌법규정

반 는 기본권침해를 주장하는 청구인의 의도 입법자의 객 동기

등을 참작하여 먼 사안과 가장 한 계에 있는 헌법규정이나 는

침해의 정도가 큰 기본권을 심으로 그 헌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한다고

시한 바 있다(헌재 1998. 4. 30. 95헌가16, 례집 10-1, 327, 337; 헌재

2002. 4. 25. 2001헌마614, 례집 14-1, 410, 426 참조).15)

(2) 이에 따라 헌법재 소는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의 주장취지 입법

자의 동기를 고려하면, 이 사건에 있어서의 쟁 은 “재임용의 거부사유, 재

임용을 거부하는 차, 부당한 재임용거부시의 구제 차”를 규정하지

아니하고 단지 사립 학교로 하여 교원을 기간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도

록 함으로써 임용기간이 만료한 교원의 재임용을 임면권자의 재량에 맡겨

15) 이러한 태도에 하여는, 기본권의 경쟁이론을 원용한 시로서 한 단이

라고 정 으로 평가하는 견해(허 , “2002년의 요헌법 례”, 헌법 례연구(5),

박 사, 2003, 10면)가 있는 반면에, 나머지 기본권침해에 하여도 단해 주는

것이 앞으로도 계속될 동종의 기본권침해 주장에 있어서 합당한 재 기 을 찾는

수고를 여 다는 의미에서 비 의 여지가 있다는 견해(장 철, “기본권의 경합”,

헌법실무연구회 제42회 발표회, 2003.11.7.자 발표문)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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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 제31조 제6항 소정의 ‘교원지 법정주

의’에 반되는지 여부라고 하면서 이를 먼 살펴 정한 후에,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기간임용제가 교원지 법정주의에 반됨을 확

인하는 이상, 그 밖에 청구인이 주장하는바 교원주의법정주의 반의 결과

래될 수 있는 평등권, 학문의 자유, 재 청구권, 근로조건법정주의 반

여부에 하여는 따로 단하지 아니한다고 하 다.

라. 교원지 법정주의 배 여부

(1) 헌법재 소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 제31조 제6항에서 정하고 있

는 교원지 법정주의에 배되는지를 단함에 앞서 교육의 요성과 헌법

제31조의 의미를 언 하고 있다.

즉, “교육은 개인의 잠재 인 능력을 계발하여 으로써 개인이 각 생활

역에서 개성을 신장할 수 있도록 해 다. 특히 산업이 고도로 분업화되

고 발 된 사회에 있어서 교육은 각 개인에게 삶의 수요를 자주 으로

충족하기 한 직업활동에 필요한 각종 능력과 자격을 갖춤에 있어서 불가

결한 제가 되고 있다. 그 기 때문에 평등한 교육기회의 보장은 직업생

활과 경제생활에 있어서 실질 인 평등을 실 시키기 한, 즉 사회국가

실 을 한 요한 수단이 된다. 한 교육은 국민으로 하여 민주시민

의 자질을 길러 으로써 민주주의가 원활히 기능하기 한 정치문화의 기

반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학문연구결과 등의 수의 장이 됨으로써 우리

헌법이 지향하고 있는 문화국가의 실 을 한 기본 수단이다. 교육이

수행하는 이와 같은 요한 기능에 비추어 우리 헌법은 제31조에서 국민에

게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한편(제1항), 그 보

호하는 자녀에게 어도 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부과하고(제2항), 의무교육의 무상제공과 평생교육진흥을 국가의 의무로 부

과하며(제3항ㆍ제5항), 교육의 자주성․ 문성․정치 립성 학의 자

율성을 보장하고(제4항), 나아가 학교교육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

와 그 운 , 교육재정 교원의 지 에 한 기본 사항을 법률로 정하

도록(제6항) 한 것이다.” 라고 본 후에 이와 같은 교원지 법정주의 정신에

비추어 볼 때, 입법자가 법률로 정하여야 할 교원지 의 기본 사항에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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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의 신분이 부당하게 박탈되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보호의무에 한 사

항이 포함된다는 것을 확인하 다.

(2) 그리고, 객 인 기 의 재임용 거부사유와 재임용에서 탈락하게

되는 교원이 자신의 입장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재임용거부를 사

에 통지하는 규정 등이 없으며 나아가 재임용이 거부되었을 경우 사후에

그에 해 다툴 수 있는 제도 장치를 마련하지 않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사회에서 학교육이 갖는 요한 기능과 그 교육을 담당

하고 있는 학교원의 신분의 부당한 박탈에 한 최소한의 보호요청에 비

추어 볼 때 헌법 제31조 제6항에서 정하고 있는 교원지 법정주의에 반

된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단하 다.

한편 헌법재 소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헌성은 기간임용제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재임용 거부사유 그 사 차, 그리고 부당한 재임용

거부에 하여 다툴 수 있는 사후의 구제 차에 하여 아무런 규정을 하

지 아니함으로써 재임용을 거부당한 교원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완

히 차단한 데 있는데, 이 사건 법률조항에 하여 단순 헌을 선언하는

경우에는 기간임용제 자체까지도 헌으로 선언하는 결과를 래하게 되므

로, 단순 헌결정 신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는 것이라고 시하 다.

(3) 참고로 사립학교법조항 소정의 “기간임용제”는 아래와 같이 소

“계약임용제”로 바 었는바, 그 조항 련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립학교법(1999. 8. 31. 법률 제6004호로 개정된 것)

제53조의2(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면) ③ 학교육기 의 교원은 정

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기간․ 여․근무조건, 업 성과약정 등

계약 조건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무기간에 하여는 국․공

립 학의 교원에게 용되는 련규정16)을 용한다.

16) 교육공무원법(2001. 1. 29. 법률 제6400호로 개정된 것)

제11조의2(계약제임용등) 학의 교원은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근무기

간․ 여․근무조건, 업 성과약정 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 [시

행일 2002.1.1]

제47조(정년) ① 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2세로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인 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교육공무원임용령(2001. 12. 31. 통령령 제17470호로 개정된 것)

제5조의2( 학교원의 계약제 임용 등) ①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학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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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교원의 임용기간이 종료되는 경우에

임면권자는 교원인사 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교원에 한 재임용 여부

를 결정하여야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 제53조의2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계약제임용에 한 경과조치) 종 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교원의 경우에는 제53조의2 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임

용기간이 종료될 때까지는 종 의 규정에 의한다.

따라서 종 의 기간임용제와 계약임용제가 어떻게 다른지 여부는 별론

으로 하고, 일단 기간임용제로 임용된 학교원의 경우도 그 임용기간이

종료된 후 ‘재임용’하는 경우에는 계약임용제의 용을 받게 된다. 그러나

종 의 “기간임용제”에 하여 법원이 사실상 계약 계로 보았기 때문에

의 임용은 다음 각호의 범 안에서 계약조건을 정하여 행한다. [ 문개정

2001.12.31]

1. 근무기간

가. 교수 :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까지의 기간.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나. 부교수 :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까지의 기간 는 계약으로 정하

는 기간

다. 조교수 임강사 :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2. 여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한 보수 공무원수당등에 한규정에 의한 수당

3. 근무조건

교수시간 소속학과 등에 한 사항

4. 업 성과

연구실 ․논문지도․진로상담 학생지도 등에 한 사항

5. 재계약 조건 차

근무기간 종료후 다시 임용되는 조건 차에 한 사항

6. 그밖에 학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학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 체결한 계

약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③ 학의 장은 학인사 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조건에 한 세부 인 기 을 정한다. ④ 조교는 그 근무기간을

1년으로 하여 임용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④(계약제임용에 한 용례)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시행후 신규채용되

는 자부터 용하되, 이 시행당시 재직 인 학교원으로서 임용기간 종료후

다시 임용되는 자의 경우에는 교육인 자원부장 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조건

을 달리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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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개정에 따라 “계약임용제”로 바 었다 하여도 특별히 달라질 것은 없

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개정된 법 제53조의2 제4항에서 교원인사 원회의

심의규정17)이 신설되었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부터 부분 교원인사 원

회의 심의가 있었던 것이고, 따라서 이 규정의 신설로 인하여 종 과는 달

리 재임용거부에 한 교원징계재심 원회에의 재심청구가 법하다는 평

가를 받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계약임용제에 하여는, 기간뿐만 아니라 여ㆍ근무조건ㆍ업

성과약정 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하는 계약임용제는 기간임용

제와 그 입법취지가 반드시 같은 것이 아니라고 보는 견해가 있으나,18) 이

는 종 의 ‘기간임용제’가19) 단지 이름만 ‘계약임용제’로 바 었을 뿐 그 제

도 결함은 그 로 온존하고 있는 것이므로,20) 행법상의 소 “계약임

용제” 역시 학교원의 신분보장을 하여 “재계약거부”에 한 구제 차

가 필요한 은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21)

5. 결정의 의의 후속 경과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헌성은 기간임용제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

라 재임용이 거부되는 학교원에 한 사 ㆍ사후의 구제 차를 마련하지

17) 의무규정이다[ 법원 2000. 5. 18. 선고 95재다199 원재 부 결, 공2000. 7. 15.

(110), 1473].

18) 컨 「교수신문」, 2002. 3. 19.자 “문답으로 풀어본 계약임용제” 기사에서는,

“기간제임용은 교수들이 재임용에 한 기 권을 갖는 임용방식이지만 계약임용

제는 그 지 않다. 자는 특별한 흠결사항이 없는 한 65세 정년까지 그 로 용

되지만, 후자는 계약기간이 끝나면 매번 계약내용을 갱신해야 한다. 만약 학이

재계약을 포기하면 교수로선 법 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 계약임용제이

다. … 계약임용제는 ‘ 방계약’이다. 그 기 때문에 계약이 만료되면 법 으로

학이 교수를 다시 임용할 의무를 갖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19) 앞에서도 보았듯이 기간임용제를 도입한 1975년의 국회 회의록에 보면, “기간부

계약제”ㆍ“계약임용제”ㆍ“기한부 임용제”ㆍ“기한부 계약임용제”라는 용어가 혼용

되어 사용되고 있다.

20) 김종서, 교수재임용제의 헌성과 합리 운용방안, 「제2차 김민수교수 복직

구를 한 공청회 자료집」(2000. 4. 19), 15면 참조. [http://astro.snu.ac.kr/～

cbp/savek/prof.kimjs.htm]

21) 계약임용제로 개정당시 국회 교육 원회의 심사보고서에 의하면 계약임용제는

학교원의 신분을 불안하게 하여 안정 인 교육 학문연구 분 기를 해할 우려

가 있다는 문 원 상원종의 검토보고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심사보고서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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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고 있는 에 있다. 즉, “임용”부분이 아니라 “면직” 부분에 입법 인 흠

결이 있다는 의미이다. 한편, 1999. 8. 31. 법률 제6004호로 개정된 사립학

교법 부칙조항에 의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을 포함하여 학교원에 한

“기간임용제” 규정은 2001. 12. 31.까지 시행되고 2002. 1. 1.부터는 행법

소정의 “계약제” 임용이 시행되는데, 다만 종 의 기간임용제 규정하에서

임용된 자가 그 임용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임용기간이 종료될

때까지는 종 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이 부칙조항은 이

사건의 심 상이 아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구 사립학교법이 법률 제5274호로 개정되어 시행된

1997. 4. 14. 이 에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자에게 용되는 법률이다. 그

러므로 부칙조항을 고려하고 1997년 3월학기에 임용된 경우를 상정하더

라도 이 사건 선고일 재 6년이 이미 경과하 으므로 부분의 학교원

들은 이미 이 사건 법률조항의 용에서 벗어나 있다고 보인다. 그러나 당

시 6년이상의 장기로 임용되어 그 아직 임용기간이 남아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구제입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 때의 “구제”의 의미는 계속임용을 보장한다는 뜻이 아니라 재

임용탈락에 따른 사 ㆍ사후의 차가 필요하고 궁극 으로는 법원의 심사

를 받아야 한다는 뜻이다. 그리고 이 결정 선고일 재 임용기간이 만료된

사람들이 구제입법의 혜택을 받게 될지 여부는 입법자의 선택에 달려 있다

고 할 수 있다.

나. 한편 헌법재 소는 2003. 12. 18. 선고한 2002헌바14등 사건에서,

학교육기 의 교원은 당해 학교법인의 정 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

하여 임면할 수 있다고 규정한 구 사립학교법(1997. 1. 13. 법률 제5274호

로 개정되어 1999. 8. 31. 법률 제6004호로 개정되기 의 것) 제53조의2

제3항 문과, 임용기간이 만료한 학교수에 한 재임용거부를 재심청구

의 상으로 명시하지 않은 교원지 향상을 한특별법(1991. 5. 31. 법률

제4376호로 제정된 것) 제9조 제1항 문이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헌

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 다.

법률 제5274호 개정법에서도 이 사건 법률조항과 같은 내용의 기간

임용제를 규정하고 있고 동 조항에 따른 기간제임용은 2001. 12. 31.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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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되었는데, 동 개정법상의 기간임용제 규정은 2000헌바26 사건의 심

상과 사실상 같은 내용이었다. 즉, 2000헌바26 사건에서 헌법불합치결정

의 상이 되었던 조항과 2002헌바14등 사건의 사립학교법조항과는 연 만

다를 뿐, 그 규정내용이 같다. 다만, 후자의 사립학교법조항은 그 후문으

로 “이 경우 국ㆍ공립 학의 교원에게 용되는 임용기간에 한 규정을

용한다.” 라는 내용이 추가되어 사립 학 교수의 임용에 있어 국ㆍ공립

학 교수에게 용되는 임용기간을 용함으로써 사립 학 교수의 지 를

국ㆍ공립 학 교수와 같이 보장하고 있으나 ‘기간임용제’의 본질은 달라진

바가 없었다.

재 교육인 자원부에서는 사립학교법과 교원지 향상을 한특별법에

한 개정작업을 추진 에 있는바, 이들 조항에 의하여 침해를 받은 학

교수들에 하여는 동 법률에 한 입법개선에 따라 구제의 범 와 내용이

정하여질 것이다.

다. 참고로 법원 원합의체는 2004. 4. 22. 선고한 2000두7735 교수재

임용거부처분 취소소송22)의 상고심에서, “임용기간이 만료된 국ㆍ공립

교원은 재임용 여부에 해 합리 인 기 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법규상 는 조리상 신청권을 가지고 따라서 임용권자가 재임용을 거부하

는 취지로 한 임용기간만료 통지는 학교원의 법률 계에 향을 주는 것

으로서 행정소송의 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결하면서, 임용권자

가 인사 원회의 심의결정에 따라 교원을 재임용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이

를 통지하더라도 이를 행정소송의 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시

한 종 의 법원 1997. 6. 27. 선고 96 4305 결(교수재임용거부처분취

소, 공1997하, 2380)을 변경하 다.23)

따라서 사립 학교 교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기간을 정하여 임용한

학교원은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재임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만약

재임용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면 임용권자에게 임용기간이 만료된 자를 다시

임용할 의무를 지우는 규정이나 그 요건 등에 한 근거규정이 없는 한 재

임용거 등 특별한 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당연히 퇴직된다.”는 취지의

22) 서울 학교 김민수 교수 사건.

23) 법률신문 제3267호, 2004.5.17.자,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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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법원 례( 법원 1997. 6. 10. 선고 97다3132 결 등)는 조만간 변

경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서울고등법원 특별7부는 2004. 5. 20. 선고한 2002 3456호24) 재

임용탈락처분취소청구각하결정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각하 결을 내린

1심을 기하고 원고승소 결을 선고하 다. 재 부는 결문에서 “기간제

로 임용되어 임용기간이 만료된 사립 학의 부교수 는 조교수는 재임용

여부에 해 합리 인 기 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법규상 는 조

리상 신청권을 가진다.”며 “따라서 임용권자가 임용기간이 만료된 교원에

해 재임용을 거부하는 것은 학교원의 법률 계에 향을 주는 것이므

로 교원지 향상을 한특별법 제9조의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반하는 불

리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 부는 한, “ 법원 2000두7735

결은 국ㆍ공립 학의 교원에 한 사안이지만 국ㆍ공립 학의 교원뿐만

아니라 사립 학의 교원도 헌법 제31조 제6항이 의미하는 교원의 개념에

포함되는 ,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이 사립 학 교원의 임용에

있어 국ㆍ공립 학 교수에게 용되는 임용기간을 용함으로써 사립 학

교수의 지 를 국ㆍ공립 학 교수와 같이 보장하고 있는 등을 종합하

여 보면, 사립 학 교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고 시

하 다.25)

라. 한편, 교육인 자원부 징계재심 원회는 2004. 5. 31. 심사회의를 열

어 그동안 재임용탈락 교수의 재심요구에 하여 법률상 심사 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칙 으로 ‘각하’결정을 내려왔던 입장을 바꾸어, 재임용

에서 탈락한 학교수들의 탈락사유를 심사하기로 하 다. 이는 헌법재

소의 헌법불합치결정과 법원의 례변경에 따른 것으로서 징계재심 원회

의 심사기 으로는 ① 학의 인사규정 등에 합리 인 재임용 심사기 이

있는지, ②심사기 에 따라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졌는지, ③재임용 거부의

객 인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이라고 한다. 그리고 동 원회는 2004.

6. 18. 와 같은 심사 결과 9명의 학교수들에 한 재임용 탈락처분을

24) 헌재 2003. 12. 18. 선고 2002헌바14 사건의 당해사건(서울행정법원 2001구

32362)의 항소심이다.

25) 법률신문 제3270호, 2004.5.27.자,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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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하라는 결정을 내렸는데, 그 1명에 하여는 복직결정을, 나머지 8

명에 하여는 학측으로 하여 재임용 심사를 하도록 하는 결정을 내

렸다.26)

26) 앙일보, 2004.5.31.자, 8면기사 2004.6.19.자, 2면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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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비공개결정 헌확인

- 수사기록의 공개와 변호인의 피구속자 조력권 알 권리 -

(헌재 2003. 3. 27. 2000헌마474, 례집 15-1, 282)

오 기 두＊1)

【 시사항】

1. 구속 부심사건 피의자의 변호인이 수사기록 고소장과 피의자신문

조서의 열람․등사를 신청하자 해당 경찰서장이 정보비공개결정을 하 고,

이에 변호인이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정보비공개결정의 헌확

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한 경우 헌법소원의 제기요건인 보충성의 원

칙 권리보호의 이익을 충족하는지 여부

2. 구속 부심사건 피의자의 변호인에게 수사기록 고소장과 피의자신

문조서의 내용을 알 권리 그 서류들을 열람․등사할 권리가 인정되는지

여부

3. 구속 부심사건 피의자의 변호인에게 고소장과 피의자신문조서에

한 열람 등사를 거부한 경찰서장의 정보비공개결정이 변호인의 피구속

자를 조력할 권리 알 권리를 침해하여 헌법에 반되는지 여부

【심 상】

이 사건 심 상은 사기죄 피의자에 한 수사기록 고소장과 피의자

신문조서에 한 변호사의 열람 등사신청을 받아주지 않은 경찰서장의

정보비공개결정이다.

＊ 헌법연구 ․서울고등법원 사,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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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사기죄로 구속된 피의자의 변호인으로서 피의자로부터 구속 부심사

청구의 의뢰를 받은 변호사인 청구인이 2000. 5. 29. 피청구인인 인천서부

경찰서장에게 피의자에 한 수사기록 고소장과 피의자신문조서의 열람

등사를 신청하 다. 인천서부경찰서장은 서류들이 형사소송법 제

47조 공공기 의정보공개에 한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의 비공개 정보

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결정하 다. 이에 변호

사는 경찰서장의 정보비공개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이

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 을 청구하 다.

【결정요지】

1.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공공기 의정보공개에 한법률 제18조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정보비공개에 한 구제를 청구할 수 있었음에도 불

구하고 그 게 하지 아니하 다.

그러나 비록 헌법재 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가 헌법소원심 청구를 함

에 있어 다른 법률에 구제 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이를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청구인이 신청한 고소장

과 피의자신문조서에 한 열람은 기소 (起訴前)의 차인 구속 부심사

에서 피구속자를 변호하기 하여 필요한 것인데, 그 열람불허를 구제받기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그 심 에 소요되는 통상의 기간에 비추

어 볼 때 이에 의한 구제가 기소 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고 오히려

기소된 후에 이르러 권리보호이익의 흠결을 이유로 행정소송이 각하될 것

이 분명한 만큼, 청구인에게 이러한 구제 차의 이행을 요구하는 것은 불

필요한 우회 차를 강요하는 셈이 되어 부당하다. 그러므로 이 소원은 비

록 구제 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 제기한 것이긴 하지만 이를 법한

것으로 보아 허용하기로 한다.

2. 이 사건과 같이 고소로 시작된 형사피의사건의 구속 부심 차에서

피구속자의 변호를 맡은 청구인으로서는 피구속자에 한 고소장과 경찰의

피의자신문조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제 로 악하지 못한다면 피구속자

가 무슨 의로 고소인의 공격을 받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와 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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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구속자가 수사기 에서 무엇이라고 진술하 는지 그리고 어느 에서 수

사기 등이 구속사유가 있다고 보았는지 등을 제 로 악할 수 없게 되

고 그 결과 구속 부심 차에서 피구속자를 충분히 조력할 수 없음이 사리

상 명백하므로 서류들의 열람은 피구속자를 충분히 조력하기 하여 변

호인인 청구인에게 반드시 보장되지 않으면 안되는 핵심 권리로서 청구

인의 기본권에 속한다 할 것이다.

한 변호인인 청구인은 고소장과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알 권리가

있는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은 정당한 이해 계를 가진 자로서 그 알 권리

를 행사하여 피청구인에게 서류들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이 사건에서는 고소사실이 사인 사이의 수수와 련된 사기에

한 것이고 증거자료를 별첨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소

장이나 피의자신문조서를 변호인에게 열람시켜도 이로 인하여 국가안 보

장․질서유지 는 공공복리에 험을 가져올 우려라든지 는 사생활침해

를 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한 공공기 의정보공개에 한법률 제7조 제1항 제4호는 ‘수사, 공소의

제기 유지에 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히 곤란

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 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공개거부의 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 사건에서는 고소장과 피의자신문조서를 공개한다고 하더라도 증거인멸,

증인 박, 수사의 한 지장, 재 의 불공정 등의 험을 래할 만한 사

유 있음을 인정할 자료를 기록상 발견하기 어렵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47조의 입법목 은, 형사소송에 있어서 유죄의

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을 받아야 할 피의자가 수사단계에서의

수사서류 공개로 말미암아 그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에

목 이 있는 것이지 구속 부심사를 포함하는 형사소송 차에서 피의자의

방어권행사를 제한하려는 데 그 목 이 있는 것은 원래가 아니라는 , 그

리고 형사소송법이 구속 부심사를 기소 에만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만일

기소 에 변호인이 미리 고소장과 피의자신문조서를 열람하지 못한다면 구

속 부심제도를 헌법에서 직 보장함으로써 이 제도가 피구속자의 인권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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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를 하여 충실히 기능할 것을 요청하는 헌법정신은 훼손을 면할 수 없

다는 등에서, 이 규정은 구속 부심사단계에서 변호인이 고소장과 피의

자신문조서를 열람하여 피구속자의 방어권을 조력하는 것까지를 일체 지

하는 것은 아니다.

그 다면 고소장과 피의자신문조서에 한 열람 등사를 거부한 피청

구인의 정보비공개결정은 청구인의 피구속자를 조력할 권리 알 권리를

침해하여 헌법에 반된다고 할 것이다.

재 송인 의 반 의견

피의자신문조서에 한 피청구인의 비공개결정은 다수의견과 같이 헌

이라고 생각하지만 고소장의 경우에는 문제가 조 다르다. 이 사건과 같

이 고소로 시작된 형사사건에서도 헌법 제12조 제4항에서 보장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어야 함은 당연하다고 하겠으나, 다른

한편으로 범죄자 필벌의 공익 요청과 범죄피해자 권익의 보호에 하여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경시한 채 권리의 의미와 내용을 수사 실에

부합되지 아니할 정도로 과도하게 확 함으로써 인권보장과 공익보호

사이에 균형이 히 무 지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런데 수사개시의 최

단서가 되는 고소장에는 사실 계 외에도 주요한 증거방법까지 기재되

는 경우가 허다한데 수사의 기단계부터 이에 한 열람 등사를 피의

자나 그 변호인에게 허용하게 되는 때에는 수사기 이 아직 조사하지 아니

한 증거방법까지 피의자측에 미리 알려주게 되는 결과가 되고, 그로 인하

여 주요 참고인이 소재불명이 된다거나 기타 자기에게 불리한 증거를 인멸

할 경우 실체 진실발견이 어려워지고 국가형벌권의 행사가 히 방해

받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험을 피하기 하여 수사 기단계에

서 피청구인이 고소장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고소장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피구속자를 조력할 변호인의 권

리를 침해하는 것도 아니고 나아가 이를 반드시 열람하여 알아야 할 정당

한 이해 계가 변호인에게 있다고도 할 수 없다. 그러므로 고소장의 비공

개를 헌이라고 주장하는 청구인의 주장부분은 이유가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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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한 , 재 주선회의 반 의견(각하의견)

정보공개법은 정보공개와 련하여 공공기 의 처분 는 부작 로 인

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는 경우에 한 불복구제 차로서 이의신청

(제16조), 행정심 (제17조), 행정소송(제18조)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

고 있다.

정보공개법은 1998. 1. 1.부터 시행되고 있다(동법 부칙). 그러므로 이와

같이 정보공개법이 특히 법원에 의한 구제 차를 마련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정보비공개결정에 하여도 이러한 사 구제 차를 거쳐야 함은 당연

한 것이다. 어떤 공권력작용에 하여 따로 허용되어 있는 구제수단 신

에 는 그것과 병행하여 선택 으로 헌법소원을 허용한다면 그것은 에

서 본 헌법소원의 본질 보충성의 원칙에 반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과 같은 개별 사안에 있어서 공공기 의 정보비공개결정이 정당한 것

인지의 여부는 정보공개법이 정하고 있는 구제 차인 법원에서 단되어야

하고 그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결론 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정보비공개결정에 하여는 정보공개법

이라는 법률에 구제 차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그에 따른 권리구제 차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직 헌법소원을 제기한 이 사건 심 청구는 보

충성의 원칙에 배되어 부 법 각하되어야 마땅하다.

【해설】1)

1. 심 청구의 법성에 한 단

가. 알권리와 자기 련성

(1) 우리 재 소는 일 이 헌재 1989. 9. 4. 88헌마22 사건에서 ‘알권리의

생성기반을 살펴볼 때 이 권리의 핵심은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한 국민의 알권리 즉, 국민의 정부에 한 일반 정보공개를 구할 권리

(청구권 기본권)라고 할 것이며’ 라고 시하여2) 알권리의 핵심 내용

을 청구권 기본권인 일반 정보공개청구권이라는 구체 권리로 보고

1) 이하 해설부분은 김정호 헌법연구 ( 지방법원 부장 사)의 연구보고서에

기 한 것이다.

2) 례집 1, 176, 188-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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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에 따라 청구인도 이 사건 정보비공개결정이 청구인의 알권리를

침해하 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 정보공개청구와 련하여 우리 재 소가 단했던 사안들

은 모두 공공기 이 보유하는 모든 정보에 하여 일반국민들이 공개를 요

구하는 ‘일반 정보공개청구’에 한 것이 아니라 국가기 이 보유하고 있

는 개인 련정보에 한 ‘개별 정보공개청구’에 한 것이었다. 이에 따

라 우리 재 소가 과연 일반 정보공개청구권을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인

정한 것으로 단정 지을 수 있는지 에 하여 의문을 표하는 견해도 있고,3)

이에 하여 비 을 가하고 있는 견해도 있다.4)

(2) 그런데 헌법상의 알권리에 와 같이 일반 인 정보공개청구권이 포

함된다고 보는 한 이 사건 정보비공개결정은 청구인의 일반 국민의 지 에

서의 정보공개청구권을 제한하는 결과가 되므로 청구인은 이 에서 자기

련성을 갖추게 된다고 할 것이다.

(3) 그리고 설령 변호권이 헌법 해석상 기본권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거나,

청구인에게 알권리로서 일반 정보공개청구권이나 개별 정보공개청구권

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즉 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정보비공개결정

으로 침해될 기본권 자체가 없다고 하더라도 자기 련성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 사건 정보비공개결정은 바로 청구인에 하여 행해진

공권력의 행사이기 때문이다.

3) 한 수, 알권리와 정보공개청구권, 헌법문제와 재 (재 자료 제77집), 405, 439;

김 양, 정보공개법, 법문사, 13

4) 일반 정보공개청구권을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본 우리 재 소의 결정에 비

인 견해로는 강경근,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권, 법률신문 1989. 10. 16.자, 11면; 김남

진, 기록등사신청에 한 헌법소원, 례월보 255호(1991), 33면, 홍 형, 정보공개

청구권과 정보의 자유- 독일에서의 논의를 심으로-, 랑김철수교수화갑기념,

법의 이론과 실제(1993), 558면.

특히 홍 형 교수는 “정보공개에 하여 헌법재 소가 결정해야 했던 사안들은

이러한 의미에서의 객 정보공개제도의 확립이나 이에 따른 일반 정보공개

청구권에 한 것이 아니라 국가기 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 련정보의 공개청구

권에 한 것이었다. 일반 정보공개청구권과 개별 정보공개청구권은 그 헌법

문제상황에 해서 볼 때 별개의 문제이다. 후술하겠지만 인간의 존엄과 가치,

기본권의 포 성으로부터 도출되는 것은 바로 이 개인 정보공개청구권이지 객

정보공개제도와 일반 정보공개청구권은 아니다. 의 결정이 양자간의 차이

를 제 로 인식하지 못하고 일률 인 도출론으로 일 했다는 것이야말로 이에

한 학설상의 혼란을 래한 하나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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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으로 헌법재 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에서 자기 련성이란

공권력의 행사 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당했을 것을 요

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헌법소원은 주 기본권보장 뿐만 아니라 객 헌법보장기

능을 함께 가지고 있으므로 이 때 반드시 기본권의 침해만을 주장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공권력의 행사 는 불행사로 헌법의 기본원리 혹은 헌

법상 보장된 제도의 본질이 훼손되었음을 주장하여 헌법소원심 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경우도 있을 것이다.

특히 이 사건과 같이 자신에 하여 행해진 공권력의 행사에 하여는

비록 헌법상 기본권 침해가 없는 경우에도 자기 련성의 요건을 완화하여

헌법의 기본원리 혹은 헌법상 보장된 제도의 본질이 훼손되었음을 이유로

헌법재 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 을 청구할 수 있다고 이 상당

하다고 할 것이다.

헌법재 소도 1997. 12. 24. 96헌마172등 사건( 례집 9-2, 842, 8862, 소

재 소원사건)에서 재 소원을 지한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는 않지만 객 헌법규범에 반된다는 이유로 한정 헌결정을

한 바 있다.

이와 같은 견해를 취하는 경우, 이 사건 정보비공개결정은 청구인의 변

호활동을 제한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는 구속 부심사제도 는 변호인제

도의 본질을 훼손하 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그 상 방인 청구인은 이를

이유로 헌법소원심 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나. 보충성 문제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비공개결정에 하여 아무런 사 구제 차를 거

치지 아니하고 직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 을 청구하고

있다. 그런데 헌법재 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는 헌법소원심 청구를 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구제 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

니면 이를 청구할 수 없다고 보충성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있어 피청구인은 공공기 의정보공개에 한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

여 정보비공개결정을 하 고, 이에 한 구제 차로는 동법 ①제16조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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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신청, ②제17조의 행정심 , ③제18조의 행정소송이 있고, 3가지의 구

제 차는 행법상 모두 정보비공개결정에 한 불복제도로서 선택 제도

라고 할 것이다.5) 따라서 청구인으로서는 어도 헌법소원심 청구에 앞서

그 가장 충실하고 완 한 구제 차라고 할 수 있는 ③행정소송만은 이

를 반드시 거쳤어야 할 것이고, 이를 거치지 아니하 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부 법한 심 청구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 수 있다.

그러나 헌법재 소는 ‘구제 차가 없거나 구제 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권리가 구제될 가능성이 없어 청구인에게 그 차의 선이행을

요구할 기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헌법재 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 불

구하고 구제 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외

인 경우의 하나로서 법하다’고 시하여(헌재 1997. 11. 27. 94헌마60,

례집 9-2, 675, 687-688) 보충성에 한 외를 인정하고 있다. 그 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 이 이러한 보충성의 외에 해당하여 법한지 여부

가 문제된다.

청구인은 청구외인의 변호인으로서 청구외인이 구속되자 구속 부심

사를 청구하기 한 변론 비를 하여 피청구인(인천서부경찰서장)에게

수사기록 경찰에서의 피의자신문조서와 고소장에 한 열람 등사신청

을 하 다. 청구인이 청구외인에 한 수사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한

것은 공소가 제기되기 에 미리 필요한 것이므로 시기를 놓치면 무용의

것이 되는데,6) 행정쟁송 차에 소요되는 기간이 결코 짧지 아니한 우리의

실을 감안할 때 그와 같은 구제 차가 당해 형사사건 공소제기 에 완

결되리라고 기 하기 어렵고, 오히려 행정쟁송이 심리단계에 들어갈 즈음

에는 이미 당해 형사사건의 공소가 제기되어 수사기록은 피청구인에게서

6)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은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심 을 반드시

거치게 하는 경우 외에는, 당해 처분에 한 행정심 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공공기 의정보공개에

한법률은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하여 반드시 행정심 을 거쳐야 한다는 규정

을 두고 있지 않고, 한 동법 제17조 제2항은 이의신청 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 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6) 어도 이 사건에서 문제된 당시의 구속 부심사 청구는 형사소송법상 구속된 피

의자의 권리이었으므로(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항) 공소가 제기되면 더 이상

구속 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었다. 공소가 제기되면 구속된 피고인은 구속취소나

보석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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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를 거쳐 법원으로 넘겨진 상태가 되어 그 행정쟁송은 더 이상 유지할

실익이 없어 각하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부분일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와 같은 차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불필요한 우회 차를 강요하는

것이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 청구는 구제 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권리가 구제될 가능성이 없어 청구인에게 그

차의 선이행을 요구할 기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헌법

재 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구제 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외 인 경우의 하나로 보아 법하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다. 권리보호이익의 존부

이 사건 정보비공개결정 후 청구인은 2000. 6. 1. 인천지방법원에 청구외

인에 한 구속 부심사를 청구하 으나, 같은 달 2. 기각되었고, 같은 달

9. 청구외인이 기소되어 같은 달 28. 사기죄로 징역 8월에 2년간의 집행

유 가 선고되었고 그 때쯤 결이 확정되었다. 따라서 구속 부심사

차는 물론이고 형사공 의 본안 차까지 모두 끝난 이 시 에서 비록 이

사건 헌법소원심 청구가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의 주 권리

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고소장과 피의자신문조서에 한 경찰의 열람거부는 앞으로도

있을 수 있는 성질의 것이고, “경찰의 고소장과 피의자신문조서에 한 공

소제기 의 공개거부”가 헌법상 정당한지 여부의 해명은 기본권을 보장하

는 헌법질서의 수호를 하여 매우 긴요한 사항으로 요한 의미를 지니

고 있는 것이며, 이 문제에 하여는 아직 헌법 해명이 없는 상태이므

로 비록 청구인의 주 권리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아니하지만 이 문제

의 헌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헌재 1992. 1. 28. 91헌마111, 례집 4,

51, 55-56). 따라서 이 사건 소원은 심 청구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2. 본안에 한 단

가. 수사기록 열람․등사에 한 외국의 입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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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의 경우

미국 수정헌법 제6조는 모든 형사소추에 있어서 피고인은 …피고사건의

요지와 이유를 고지 받을 권리와…자신의 방어를 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향유한다(In all criminal prosecutions, the accused shall

enjoy the right … to be informed of the nature and cause of the

accusation, …and to have the Assistance of Counsel for his defence)고

규정하고 있다. 즉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공정한 재 (fair trial)의

요체를 이루는 것으로 보고 있다. 피고인뿐만 아니라 피의자도 명백한 포

기(waiver)의사가 없는 한 사선 국선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며, 변호사의

배석 없는 수사나 재 은 헌이다. 피고인은 ‘효과 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the right to the effective assistance of counsel)를 가지기 때문

에 변호사의 조력을 제 로 받지 못하 을 때 변호인의 조력의 실제 인

무용성(actual ineffectiveness)을 입증함으로써 당해 재 자체의 헌성을

따질 수 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는 변호인과 일반 으로 상담

하는 일 이외에 재 비를 한 기회의 보장(the right of counsel, with

the accustomed incidents of consultation and opportunity of preparation

for trial)이 수반된다. 그런데 변호인이 재 비를 해 장의 내용이나

어도 제1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에

한 미국 연방 법원의 구체 례는 발견되지 아니한다.

오히려 이 문제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실

형사소송 차상 증거개시 차(Discovery and Disclosure)에 의해서 무나

자연스럽게 해결되고 있다. 와 같은 증거개시 차는 연방형사소송규칙

제16조에 정착되었다. 이러한 공 증거개시제도에 해 약 10개주는 기

본 으로 common law 상의 규율 상에 따르고 있고 미국변호사 회도 증

거개시에 한 별도의 기 안을 제시하고 있다. 다음이 련 조항의 내용

이다.

연방형사소송규칙(Federal Rules of Criminal Procedure)

제16조(증거개시와 열람): Rule 16. Discovery and Inspection

(a) 정부보유 증거의 공개

(1) 공개 상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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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피고인(피의자)’의 진술: Statement of ‘Defendant’

정부의 소유․보호 는 통제 하에 있는 피고인의 진술조서․녹취 는

그 사본, 정부 측 변호인에게 이미 알려진 는 상당한 주의력을 행사하면

알게 될 수 있는 자료, 구속 이든 후이든 그 당시 피고인에게 정부요원이

라고 알려진 사람에 의한 수사에 응하여 피고인이 한 구두진술의 실체

내용을 담고 있는 녹취록의 부분 그리고 기소된 범죄와 련되어 있는

배심에서 한 피고인의 녹취된 증언 등에 해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정부는 피고인에게 공개하고 열람․복사 는 사진촬 을 할 수 있도록 하

여야 한다. 정부는 한 구속 이든 후이든 그 당시 피고인에게 정부요원

이라고 알려진 사람에 의한 수사에 응하여 피고인이 한 여타의 련 구두

진술을 재 에서 사용하려고 한다면 그 구두진술의 실체 내용을 피고인

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회사, 조합, 결사 는 노동조합인 경우

법원은 (1) 그 증언시기에 공무원으로서 참석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행 에

하여 법 으로 피고인을 기속할 수 있었던 증인 는 (2) 범죄행 시에

범죄를 구성하는 당해행 에 개인 으로 련되어 있고 공무원의 지 에서

그 증인과 련된 당해행 에 해 피고인을 법 으로 기속할 수 있었던

증인 등이 배심에서 증언한 녹취의 개시를 피고인에게 그의 신청에 의하

여 허용할 수 있다.

(B) 피고인의 과기록

피고인의 과기록이 정부의 소유․보호 는 통제 하에 있는 한 그것

의 사본, 그리고 정부 측 변호인에게 이미 알려진 는 상당한 주의력을

행사하면 알게 될 수 있는 자료를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정부는 피고

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C) 문서와 유체물

피고인으로부터 얻어졌거나 피고인 소유의 것이거나 피고인의 방어 비

에 한 요한 증거이고 정부가 주요증거로서 재 에 사용할 의도가 있으

며, 정부의 소유․보호 는 통제 하에 있는 서 ․문서․기록․사진․유

체물․이들의 부속물, 일부구 는 사본 부분내용에 해 정부는 피

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피고인에게 열람․복사 는 사진촬 을 허용하

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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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검사 조사의 기록

정부의 소유․보호 는 통제 하에 있는, 과학 조사나 실험, 육체 ․

정신 검사의 결과물이나 기록 는 그 사본에 하여, 그리고 피고인의

방어 비에 한 요한 증거이거나 정부가 주요증거로서 재 에 사용할

의도가 있으며 정부 측 변호인에게 이미 알려진 는 상당한 주의력을 행

사하면 알게 될 수 있는 자료에 하여 정부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피고인에게 열람․복사 는 사진촬 을 허용하여야 한다.

(2) 공개 상이 아닌 정보

(a)(1)항의 (A), (B)와 (D) 문언에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규칙은 사건의 수사 는 기소와 련하여 정부 측 변호인 는 여타의 요

원이 작성한 기록․메모 는 기타 정부내부문서에 하여, 는 18 U.S.C.

§ 3500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정부 측 증인 는 장래의 정부

측 증인의 진술기록에 하여 개시 는 열람을 허가하지 않는다.

(3) 배심의 문서등본

규칙 제6조, 제12조(i)와 제26조 제2항 이 규칙의 (a)(1)(A)항의 규정

을 제외하고 이들 규칙조항들은 배심에서의 소추기록의 개시 는 열람

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b) 피고인 측 증거의 공개

(1) 공개 상 정보

(A) 문서와 유체물

피고인이 이 규칙의 (a)(1)(C)나 (D)항에 따라 공개를 신청하여 정부가

그 신청에 따른다면, 피고인의 소유․보호 는 통제 하에 있고, 피고인이

재 에서 주요 증거로 제시하고자 하는 서 ․문서․기록․사진․유체물․

이들의 사본 는 부분내용에 해 피고인도 정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정

부에게 열람․복사 는 사진촬 을 허용하여야 한다.

(B) 검사 조사의 기록

피고인이 이 규칙의 (a)(1)(C)나 (D)항에 따라 공개를 신청하여 정부가

그 신청에 따른다면, 피고인의 소유․보호 는 통제 하에 있고, 피고인이

재 에서 주요 증거로 제시하고자 하거나 피고인이 아래 결과나 기록이 그

증인의 증언과 련되어 재 에 소환시키려는 그 증인에 의하여 비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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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특정한 사건에 련되어 행해진 과학 조사나 실험, 육체 ․정신

검사의 결과물이나 기록 는 그 사본에 하여 피고인도 정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정부에게 열람․복사 는 사진촬 을 허용하여야 한다.

(2) 공개 상이 아닌 정보

과학 는 의학 보고서에 한 것을 제외하고, 사건의 수사 는 방

어와 련하여 피고인, 피고인 측 변호인 는 요원이 작성한 기록․메모

는 기타 내부 인 방어문서에 하여, 는 피고인, 정부, 피고인 측 증

인 는 장래의 정부 측 증인 피고인 측 증인의 진술기록에 하여 개

시 는 열람을 이 항에 의하여 허가할 수 없다.

(c) 지속 공개의무

재 는 재 도 에 한 당사자가 이 에 신청되었거나 명령되었던

자료이외에 이 규칙에 따른 증거개시나 열람의 용을 받는 추가 인 증거

나 자료를 개시하면, 그 당사자는 즉시 다른 당사자나 다른 당사자의 변호

사 는 법원에 그 추가 증거나 자료가 있다는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d) 증거개시에 한 규제

(1) 보호 변경 명령

그럴만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 법원은 어느 때나 증거개시 는 열

람의 거부․제한․ 연기에 한 명령을 할 수 있고, 는 기타 한 다

른 명령을 발할 수 있다.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사만이 볼

수 있는 서면진술의 형식으로 그 당사자에게 체 는 부분 으로 소명

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다. 법원이 그러한 일방 당사자의 소명에 따라

구제를 허용하는 명령을 발하는 때에는, 그 당사자의 진술서 체가 항소

시 항소심 법원에서 이용될 수 있도록 법원의 기록 속에 인되고 보존되

어야 한다.

(2) 규칙을 수하지 않은 경우

차 진행 어느 때나 한 당사자가 이 규칙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

법원에게 알려진 경우, 법원은 그 당사자에게 증거개시 는 열람, 그 속행

을 허용하도록 명령하거나, 는 그 당사자에게 공개되지 않은 증거를 제

시하는 것을 지할 수 있고, 는 그 상황 하에서 정당하다고 보는 다른

명령을 발할 수 있다. 법원은 증거개시 는 열람을 할 시간, 장소, 방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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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할 수 있고, 한 기간과 조건을 붙일 수 있다.

(e) 알리바이 증인들

알리바이 증인들의 증거개시는 규칙 12.1에 의해서 규율된다.7)

(2) 독일의 경우

독일은 미국수정헌법 제6조의 규정과 달리 독일기본법상에 변호인의 조

력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독일은 변호인의 수사기록 열람에 하여 형사소송법 제147조에 규정하

고 있다.

독일 형사소송법 제147조(기록열람)

① 변호인은 법원에 있는 기록 는 기소할 경우에 법원에 제출될 수 있

는 기록 수사기 이 보 하고 있는 증거자료를 열람할 권한을 가진다.

② 기록에 수사종결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기록 체 는 개별 인

자료 수사기 이 보 하고 있는 증거자료에 한 변호인의 열람은 그것

이 수사목 을 태롭게 할 수 있는 때에는 지된다.

③ 변호인의 참석이 허용되었거나 허용되었어야만 하는 피의자신문조서

와 사의 심문행 에 한 조서, 그리고 감정인의 감정서에 한 열람은

차의 어느 단계에서도 변호인에게 열람이 거부되어서는 아니 된다.

④ 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변호인은 그 신청에 의하여 증거자

료를 제외한 기록을 열람을 하여 그 사무실이나 자택으로 가져갈 수 있

다. 그 신청에 한 결정에 해서는 항고할 수 없다.

⑤ 기록열람의 허부에 해서 비 차 동안에는 검찰청에서 결정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사건과 련된 법원의 재 장이 결정한다.

⑥ 기록열람을 거부할 이유가 사 에 존재하는 경우에도 검찰청은 그 거

부처분을 수사가 종결되는 한 취소하여야 한다. 이것은 변호인에게 통지되

7) 이 상은 황치연 헌법연구 이 조사한 내용이며, 그가 참조한 문헌은 다음과 같다.

Lloyd L. Weinreb, Criminal Process - Cases, Comments, Questions, 5th Ed.

(1993).

Lloyd L. Weinreb, Leading Constitutional Cases on Criminal Justice, (1999).

Y. Kamisar, W. LaFave, J. Israel, Modern Criminal Procedure - Cases,

Comments, Questions, 7th Ed. (1990); Supplement to 8th Ed.(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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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야 하고 그 즉시 열람권은 다시 제한이 없는 상태로 된다.8)

나. 피구속자를 조력할 변호인의 권리

(1)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의미

헌법 제12조 제4항은 “ 구든지 체포 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

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변호인의 조력을 받

을 권리를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격상하여 그 권리를 강조하고 있는데 과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란 어떤 내용을 가진 권리인가에 하여 종래

규문주의 소송구조 하에서의 해석은 변호인이 어떤 상태에서 변호를 하

게 되든지 간에 단순히 변호인을 선임할 자유가 보장된다는 의미의 권리라

고 보아왔다. 그러나 행 당사자주의 소송구조 하에서 변호인을 두는

목 은, 법률형식상으로는 검사와 등한 지 에 있는 소송당사자라고 하

지만, 실질 으로는 법률 으로 무지한 경우가 많고 범죄 의와 소추

구속이라는 무거운 십자가를 이미 짊어지고 있는 피고인 는 피의자를 도

와 실질 으로 그 지 를 검사와 등한 치가 되도록 방어권을 행사하여

당사자주의의 참뜻을 실 하자는 데에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헌법상 변호

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라고 함은 변호인을 선임할 자유가 보장되는 권리만

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그 선임된 변호인이 피고인 는 피

의자를 해서 실질 으로 충분하고 효과 인 변호를 할 수 있도록 제도

으로나 실무 으로 보장하는 권리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9)

헌법재 소도 일 이 ‘변호인의 조력’이란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의미

하고, 이러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내용으로 변호인과의 자유로운

견교통권 뿐만 아니라 나아가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이 그의 변호인을 통

하여 수사서류를 포함한 소송 계서류를 열람․등사하고 이에 한 검토결

과를 토 로 공격과 방어의 비를 할 수 있는 권리도 포함된다고 시한

바 있다(헌재 1992. 1. 28. 91헌마111, 례집 4, 51, 59; 헌재 1997. 11. 27.

8) 이상의 내용도 황치연 연구 이 조사한 내용이며, 그가 참고한 문헌은 다음과 같다.

Kleinknecht/ Meyer-Goβner, Strafprozeβordnung(Beck'sche Kurz-Kommentare), 44.

Aufl. (1999).

G. Pfeiffer, Strafprozeβordnung(Karlsruher Kommentare), 4. Aufl. (1999).

9) 이돈희, 변호권, 한변호사 회지 141호(1988. 5월호), 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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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헌마60, 례집 9-2, 675, 696-670).

여기서 소송 계서류를 열람․등사하고 이에 한 검토결과를 토 로

공격과 방어의 비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방어권 는 변호권 내지 변호

비권(이하 “변호권”이라고만 한다)이라 할 수 있는데, 신체구속을 당한 사

람이 이와 같은 변호권의 주체가 됨은 명백하나, 변호인도 변호권의 주체

가 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2) 변호인의 변호권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서 생되는

헌법상의 권리인지 여부

(가) 변호인은 피고인 는 피의자의 방어력을 보충함을 임무로 하는 피

고인 는 피의자의 보조자이기는 하지만, 그의 단순한 리인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변호인은 법률 문가로서 법률지식이나 소송기술면에서 피고

인이나 피의자에 비하여 월등하므로 변호인의 활동을 피고인이나 피의자의

의사에 종속시키는 것은 부 당하며 변호인으로 하여 합리 인 단에

의해서 피고인․피의자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도록 하는 것이 요청된다.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도 변호인에게는 포 리권 외에 고유권과 독립

리권을 인정하고 있다(형사소송법 제36조).10) 그러므로 변호인은 사건의

뢰인의 의사에 구애됨이 없이 자신의 독자 인 단으로 사건의뢰인의 정

당한 이익을 보호하기 하여 소송행 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에서 형사소송에 있어서의 변호인은 민사소송의 소송 리인과 그 소송법상

의 지 에 있어 격한 차이가 있다.

(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란 단순히 변호인

을 선임할 자유가 보장되는 권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선임한 변호인과의

견교통권, 더 나아가 그 선임된 변호인이 피고인 는 피의자를 해서

실질 으로 충분하고 효과 인 변호를 할 수 있도록 제도 으로나 실무

10) 형사소송법 제36조 : “변호인은 독립하여 소송행 를 할 수 있다. 단 법률에 다

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외로 한다.” 통설은 이 조문이 변호인의 독립 리권(그

성질상 리가 허용되는 소송행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행사할 수 있는 리

권, : 구속취소의 청구, 보석의 청구 등)과 고유권(그 성질상 리가 허용될 수

없는 소송행 에 한 변호인의 권한, : 피고인신문권, 견교통권, 증거조사참

여권 등)을 규정한 조항으로 해석하고 있다. 주석형사소송법(상), 265-26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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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보장하는 권리까지 포함하는 것이므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 으로 보장하기 해서는 변호인이 피고인 는 피의자를 하여 충

분하고 효과 인 변호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그러기 해서는

변호인의 변호권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서 생되는 기본권 하

나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11) 왜냐하면 헌법 제12조 4항의

기본권은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이지만, 반 로 변호인의 입장에서 보면, 결국 변호권을 의미하는 것이고,

변호인의 변호권이 제한받게 되면 논리필연 으로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제한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변호인

의 변호권은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표리의

계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비록 변호인의 모든 변호권을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볼 수는 없지만, 변호인의 변호권 어도 변호활동에 기본

이고 필수불가결한 부분, 즉 그와 같은 변호활동을 하지 못하면 변호인

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유명무실하게 되는 부분에 한하여서라도 헌법 해석

상 인정되는 기본권으로 보아야 한다고 할 것이다. 더욱이 변호인은 민사

소송의 리인과 달리 사건의뢰인의 이익을 하여 독립하여 변호활동을

할 수 있으므로 사건의뢰인과 별도로 변호인의 기본권을 인정할 필요가 더

욱 크다고 할 것이다.12)

(다) 특히 변호인의 변호활동을 제한하는 법률이 제정되었을 경우, 변호

인 자신의 헌법상 기본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변호인은 그 법률로 인하여

행동에 직 제한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제한받았다고 할 기본권이 존재하

지 않다는 이유로 이를 다투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게 되는바, 결국

11) 同旨 : 서울고등법원 1988. 3. 4. 선고 85노503 결 -세칭 강신옥 변호사 사건의

기환송심 결-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국민의 기본권이며 변호

인의 자유로운 변호활동에 기한 변호권 한 피고인의 헌법상 이익을 보호하기

한 헌법이 보장하는 권이다. 변호인의 자유로운 변호권의 확립은 정치

립성을 보장받는 검찰과 함께 독립된 법 에 의한 공정한 재 을 할 수 있는 사

법권독립의 기본 인 제를 이루는 것임은 말할 것도 없다.”

김철수 교수는 고등법원 결에 하여 찬성하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헌법

제정과 구법령의 효력․변호권과 법정모욕” 법학 1988. 4월호(제29권 1호), 164,

189쪽.

12) 형사소송법상 변호권의 주체는 피고인․피의자 뿐만 아니라 변호인도 포함된다

고 한다{주석형사소송법(상), 249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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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는 피의자가 변호인을 선임한 후 자신의 변호인의 활동을 제한하

는 법률의 헌성을 다투는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는 기이한 상이

생기게 된다. 즉 행 의 제한은 변호인이 받게 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다투

는 헌법소원은 그의 의뢰인만이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13)

(라) 결국, 변호인의 변호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동 의 앞

뒷면에 해당하므로 변호인의 변호권이 제한받게 되면 논리 필연 으로 신

체구속을 당한 사람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제한받게 되는 , 변

호인은 민사소송의 리인과 달리 사건의뢰인의 이익을 하여 독립하여

변호활동을 할 수 있는 , 변호인의 변호활동을 제한하는 법률이 제정될

경우에는 변호인이 직 헌법소원을 제기할 필요가 있는 등에 비추어

보면, 변호인의 변호권 어도 변호활동에 기본 이고, 필수불가결한 부

분은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이 상당하다고 하겠다.

다. 구속 부심제도와 변호인의 권리

(1) 구속 부심사제도의 성격

헌법 제12조 제6항은 “ 구든지 체포 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하여 구속 부심사제도를 규정

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의 구속 부심사제도는 수사기 의 구속에 한 사

법 심사제도로서 수사기 의 법․부당한 구속으로부터 피의자를 구제

하려는 헌법상 인정되는 인신보호제도이다. 법 의 장제도가 수사기 의

구속에 한 사 인 사법 억제제도임에 하여 구속 부심사제도는 수

사기 에 의한 법․부당한 구속을 시정하려는 사후 인 사법 구제제도

로서 법원의 심사․재 에 의한 석방제도이다.14)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은

제214조의2에서 헌법에서 보장한 구속 부심사제도를 구체 으로 규정하면

13) 물론 변호인은 직업수행의 자유의 침해를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는

있겠지만, 직업수행의 자유에 한 제한의 허용성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서 생되는 변호권에 한 제한의 허용성은 상당히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으므

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다 철 히 보장하기 해서는 변호인에게 변

호권이라는 헌법상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14) 주석 형사소송법(Ⅱ) 제3 , 한국사법행정학회, 185쪽.

한편 구속 부심사제도를 구속 장발부에 한 재심청구 내지는 항고 성격을

띠는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김철수, 헌법학개론, 제13 정신 , 49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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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동조 제9항에서 국선변호인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이는 구속 부심사제

도도 법원의 재 에 의한 권리구제도이므로 피의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하여 피의자의 방어능력이 히 열악하거나 빈곤 등의 사유로 스스로 변

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국선변호인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변호인이

없는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를 보장하기 한 것이다.

(2) 구속 부심 차상 변호인의 권리

앞서 본 바와 같이 헌법 제12조 제4항은 “ 구든지 체포 는 구속을 당

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격상하여 이를 특별히

보호하고 있거니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피구속자의 권리는 피구속자를

“조력할” 변호인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으면 유명무실하게 된다. 그러므로

피구속자를 조력할 변호인의 권리 그것이 보장되지 않으면 피구속자가

변호인으로부터 조력을 받는다는 것이 유명무실하게 되는 핵심 인 부분,

즉 “조력을 받을 피구속자의 기본권”과 표리의 계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핵심부분에 한 변호인의 조력할 권리 역시 헌법상의 기본권으로서 보호

되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변호인의 조력”이란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의미하므

로(헌재 1992. 1. 28. 91헌마111, 례집 4, 51, 59; 헌재 1997. 11. 27. 94헌

마60, 례집 9-2, 675, 696-670), 이 사건과 같이 고소로 시작된 형사피의

사건의 구속 부심 차에서 피구속자의 변호를 맡은 청구인으로서는 피구

속자에 한 고소장과 경찰의 피의자신문조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제

로 악하지 못한다면 피구속자가 무슨 의로 고소인의 공격을 받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와 련하여 피구속자가 수사기 에서 무엇이라고 진술하

는지 그리고 어느 에서 수사기 등이 구속사유가 있다고 보았는지 등

을 제 로 악할 수 없게 되고 그 결과 구속 부심 차에서 피구속자를

충분히 조력할 수 없음이 사리상 명백하므로 서류들의 열람은 피구속자

를 충분히 조력하기 하여 변호인인 청구인에게 그 열람이 반드시 보장되

지 않으면 안 되는 핵심 권리로서 청구인의 기본권에 속한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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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알권리에 한 일반론

(1) 청구권으로서의 알권리

자유권으로서의 알권리의 내용이 개인 구나가 근할 수 있는 정보원

으로부터 자유롭게 정보를 얻을 권리에 있는 반면, 청구권으로서의 알권리

즉 정보공개청구권은 ‘일반 으로 근할 수 없는’ 정보원에의 근을 가능

하게 하는 권리를 의미한다.

이러한 정보공개청구권은 국가공권력이 보유하는 모든 정보에 하여

일반국민이 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 일반 정보공개청구권과 특정의 정보

에 하여 이해 계가 있는 특정 개인이 공개를 요구할 권리인 개별 정

보공개청구권으로 나 어 볼 수 있다.15)

한편 헌법재 소는 헌재 1989. 9. 4. 88헌마22 결정에서 ‘알권리의 핵심은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한 국민의 알권리, 즉 정부에 하여 일반

정보공개를 구할 국민의 권리’라고 시하여 국가공권력이 보유하는 모

든 정보에 하여 일반국민이 그 공개를 요구할 권리인 일반 정보공개청

구권을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 인정하 다.16)

이 밖에 특정의 정보에 하여 이해 계가 있는 특정 개인이 공개를 요

구할 권리인 소 개별 정보공개청구권이 헌법상 인정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사실 정보공개청구와 련하여 헌법재 소가 단했던 사안들은

모두 국가기 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 련정보에 한 ‘개별 정보공개청

구’에 한 것이었다.17)

개별 정보공개청구권은 우선 인격권의 한 내용인 정보에 한 자기결

15) 최 율 재 도 90헌마133 결정의 소수의견에서 이와 같은 구분을 시도하고

있다( 례집 3, 234, 258).

16) 헌법재 소의 견해를 지지하는 견해로는 정종섭, 확정된 형사기록을 열람․등사

할 권리와 그 제한, 인권과 정의 235호(1996), 92면; 이승우, 군사시설보호법 제6조

등에 한 헌재결정의 해석, 사법행정 1992년 12월호, 67면 등이 있다. 특히 정종

섭교수는 “헌법재 소의 결정은 형사재 확정기록의 열람․등사가 인정

되지 않고 있던 종래의 우리 실에 이를 인정하는 기본 질서를 형성 하는

등 기본권 실 에 이바지한 부분이 큰 에서 이는 조규 헌법재 소시 에 나

온 례 단연 ‘빛나는 례’의 반열에 드는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17) 헌법재 소가 개별 정보공개청구가 문제된 사안에서 알권리를 인정하 다고

하여 과연 일반 정보공개청구권을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본다고 단정지을 수 있

는지 에 하여 의문을 표하는 견해가 있다(한 수, 알권리와 정보공개청구권, 헌

법문제와 재 (재 자료 제77집), 405, 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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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에서 생하는 자기 련 정보공개청구권을 들 수 있겠다.18) 그 외에도

헌법재 소의 결정례에서 나타난 것으로는 재 청구권에서 생하는 소송

기록 열람․등사청구권과 소유권과 련된 토지조사부 등 열람․등사청구

권을 들 수 있다.

(2) 자기정보 공개청구권

일반 인격권은 자신의 인생과 운명을 독자 인 책임 하에서 스스로 형

성할 권리, 즉 자기결정의 사고에 그 바탕을 둔 권리로서, ‘언제, 어느 범

에서 개인 인 생활 계가 공개되는가’에 하여 원칙 으로 스스로 결정

할 권리를 포함하는 것이다. 이로써 일반 인격권은 자기에 한 정보를

통제할 수 있는 권리로서 자신의 개인정보의 공개와 사용에 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인 정보에 한 자기결정권을 함께 보장해야 한다는 개념이라

고 하겠다.19)

이와 같이 자기의 개인정보의 공개와 사용에 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

인 정보에 한 자기결정권은 이를 차 으로 통제할 수 있는 권리, 즉

국가가 자신에 하여 어떠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하여 자

기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지 않고서는 공허한 권리가 되기

십상이다. 이처럼 정보에 자기 결정권의 헌법 보장이 공허한 것으로 되

지 않도록 하기 해 청구권 요소인 자기정보 공개청구권이 도출될 수

있다고 하겠다.20)

(3) 소송기록 열람․등사청구권

헌법재 소는 기의 결정인 헌재 1991. 5. 13. 90헌마133 결정( 례집 3,

234, 249)에서 형사확정소송기록의 열람․복사 신청을 알권리에 의하여 보

호되는 것으로 단하 으나, 그 이후 헌재 1994. 12. 29. 92헌바31 결정21)

18) 독일에서의 정보자결권에 한 자세한 내용은 홍 형, 게논문, 530-538쪽.

19) 박용상, 정보법제의 체계와 내용, 법조, 1998년 7월호 12쪽; 홍 형, 게논문,

531쪽 이하

20) 독일에서도 정보공개청구권은 정보에 한 자기결정권으로부터 인정되기 시작했

다. 이에 한 자세한 내용은 홍 형, 게논문, 530쪽 이하 참조.

21) 변호인 있는 피고인에게 변호인과 별도로 공 조서의 열람을 허용하지 않는 형

사소송법 제55조 제1항에 한 헌법소원사건이다. 심 상조항이 피고인의 알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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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례집 6-2, 367, 374)에서는 알권리와 재 청구권을 함께 심사의 기 으

로 삼았다. 그러다가 헌재 1997. 11. 27. 94헌마60 결정22)( 례집 9-2, 675,

693)에서는 알권리에 하여는 언 하지 아니하고 재 청구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만을 심사의 기 으로 언 하는 등 일 된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다.

그러나 당사자가 자기 련 소송기록의 열람 복사를 신청한다면, 여기

서 문제되는 기본권은 자기 련정보를 공개할 것을 청구할 권리를 필수

제로 하는 알권리 공정한 재 을 받을 권리(재 청구권)라고 하겠다.

마. 청구인에게 알권리로서 이 사건 수사기록에 한 정보공개청

구권이 있는지 여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변호인인 청구인에게 변호권 내지 형사변호인

으로서의 알권리라는 헌법상의 권리가 있다고 할 때, 이러한 기본권에는

수사서류를 포함한 소송 계서류를 열람․등사하고 이에 한 검토결과를

토 로 공격과 방어의 비를 할 수 있는 권리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

특히 이 사건에서와 같은 고소사건에 있어서는 공소제기 구속된 피의자

에 한 변호 비의 핵심은 고소인의 고소내용과 이에 한 피의자의 수사

기 에서의 진술 내용을 악하여 이를 토 로 공격과 방어의 비를 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변호인으로서는 어도 피구속자가 어떤 사

유로 구속되었고, 이에 하여 피구속자가 수사기 에 어떤 진술을 하 는

지를 알아야만 효과 인 변호 비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알지 못하

는 경우에는 충분하고 효과 인 변호 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헌법이 보

장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구속 부심사제도가 유명무실하게

될 우려가 있다.23) 변호인으로서는 한 구속 부심사를 청구할 것인지 여

리 공정한 재 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합헌결정을 하 다.

22) 공소제기후 증거제출 까지 사이에 검사가 보 하고 있는 수사기록에 한 열람

등사거부처분에 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재 을 받을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헌임을 확인한 사안이다.

23) 실무에서 종종 구속 부심사시 변호인이 피의자의 경찰에서의 진술과 동떨

어진 주장을 개진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결국 변호인이 경찰 작성의 피의

자신문조서를 열람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의자와의 견을 통해 피의자의 일방

인 주장만을 듣고 변론 비를 한 결과이다(피의자는 변호인과의 견 때 자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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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를 결정하기 해서도 피의자가 경찰에서 어떠한 진술을 하 는지 알아

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변호인에게는 공소가 제기되기 에도 피의

자의 변호활동을 하여 수사기록에 한 열람․등사권이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더욱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서 생되는 요한 권리

의 하나인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의 참여권”이 아직 인정되고 있지 아니

한 우리나라의 실에서 당장 피의자신문시의 변호인의 참여권을 반 으

로 도입하지는 못하더라도 그 단계로 변호인에게 수사기 에 의하여 작

성된 피의자신문조서를 열람․등사할 수 있게 하여 이를 바탕으로 변호

비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변호인의 참여권을 간 으로나마 보장하는

방법이 될 수 있으므로 이 에서도 변호인에게 피의자신문조서에 한 열

람․등사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수사기록에 한 열람․등사권이 헌법상 변호인의 변호권 내지 알

권리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라 하더라도 무제한 인 것은 아니며, 한

헌법상 보장된 다른 기본권과 사이에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즉, 변호인의 수사기록에 한 열람․등사권도 기본권 제한의 일반 법

률유보조항인 국가안 보장․질서유지 는 공공복리를 하여 제한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수사기 이 보 인 수사기록에 한 열람․등사

는 당해 사건의 성질과 상황, 열람․등사를 구하는 증거의 종류 내용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그 열람․등사가 피의자의 구속 부심사를 비

하기 하여 특히 요하고 그로 인하여 국가기 의 설이나 증거인

멸, 증인 박, 사생활침해, 련사건 수사의 한 지장 등과 같은 폐해를

래할 우려가 없는 때에 한하여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다만, 와 같은

사유로 거부하는 경우에도 법익형량의 원칙등 기본권제한에 요구되는 모든

원칙은 엄격히 지켜져야 할 것이다.

한 수사기록의 열람․등사가 사건에 직 ․간 으로 계를 가지고

게 불리한 사실, 즉 경찰에서 시인한 사실들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

다). 이와 같이 변호인이 피의자가 종 에 경찰에서 진술한 사실을 모른 채 변론

비를 하게 되면, 법원이 구속 부심사를 심리하는데 있어서 피의자에게 불리한

심증형성을 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는 결국 변호인의 충분한 변호권을

보장하지 아니함으로써 피의자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가

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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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공동피의자, 공동피고인, 고소인이나 참고인, 증인, 감정인 등의 명

나 인격, 사생활의 비 , 생명·신체의 안 과 평온 등과 충돌하는 경우에는

상충되는 기본권에 의하여 역시 제한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피의자나

변호인의 기본권도 이들 기본권의 희생 에 보장될 수는 없으며, 이들 기

본권은 다같이 존 될 수 있도록 상호 조화 을 찾지 않으면 안 될 것이기

때문이다.24)

나아가 공소제기 에 수사기록에 한 열람․등사가 허용된다고 하더

라도, 공소제기 후 공 개시 의 수사기록과 달리 장차 법원에 증거로 제

출될 서류, 증거물 등과 같이 피고인의 공격과 방어의 비를 하여 필요

한 부분에 해 모두 허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공소제기 에

는 아직 수사기 에 의해서 증거수집 등이 완 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

이고, 수사결과에 따라서 공소가 제기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아직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상태에서 완 히 수집하

지 못한 증거를 미리 열람․등사하게 하는 것은 경기가 시작되기도 에

상 방의 공격방법을 모두 알려달라는 것이 되어 오히려 무기 등의 원칙

에도 어 난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25)

그러나 공소가 제기되기 이라 하더라도 피의자가 구속되었을 때에는

어도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구속 부심사라는 재 을 비하기 하여

필수불가결한 부분에 한 수사기록은 이를 열람․등사할 권리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26) 즉 모든 수사기록에 하여 열람․등사청구권이 있다

는 것이 아니라 구속 부심사라는 재 을 비하는데 있어서 기본 이고

24) 헌재 1997. 11. 27. 94헌마60, 례집 9-2, 675, 700-701 참조.

25) 이미 헌법재 소도 94헌마60 사건(공소제기후 공 개시 검사가 보 이던 수

사기록에 한 변호인의 열람․등사권이 문제된 사건)에서 “수사기록을 공소제기

이 의 수사단계에서 열람․등사를 허용한다면 수사기 의 설 등으로 국가형벌

권의 행사가 히 방해받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수사기록에 한 열람․등사는

피의자에 한 수사가 종결되고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허용된다고 시한 바 있

다(헌재 1997. 11. 27. 94헌마60, 례집 9-2, 675, 700-701).

26) 박미숙,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 형사정책연구 제6권 제3호(통권 제23호),

180-181쪽에서 변호인에게 수사기록의 열람․등사권을 인정하 을 때에 구속의

법 는 부당성에 한 효과 인 주장이 가능하게 된다는 에서 구속 부심사

차에서 법원에 제출된 수사기록의 열람․등사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정보비공개결정 헌확인 75

필수불가결한 부분, 다시 말해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면, 구속 부심사제

도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유명무실하게 하는 부분에 한하여 열

람․등사를 허용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구속 부심사를 비하기

하여 필수불가결한 부분이라 함은 에서 본 바와 같이 어도 수사의

단서가 된 고소장과 피의자가 수사기 에서 어떠한 진술을 하 는지를 알

수 있는 피의자신문조서가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고소장과 피의

자신문조서의 열람․등사는 수사단계에서 이를 허용하더라도 수사기 의

설 등으로 국가형벌권의 행사가 히 방해받을 우려가 은 반면, 피

구속자의 변호를 해서는 필수 이기 때문이다.

한 이 사건에 있어서 고소내용이 사기죄이므로 고소장이나 피의자신

문조서의 열람․등사를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국가안 보장․질서유지 는

공공복리와는 무 한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하여 국가기 이 설될 우려

한 없음이 명백하다. 한편 이 사건에 있어서 고소장과 피의자신문조서에

한 열람․등사를 허용한다고 하여도 그로 인하여 증거인멸, 증인 박, 사

생활침해, 련사건 수사의 한 지장 등과 같은 폐해를 래할 우려 등

과 같은 열람․등사를 거부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청구인은 공공기 의정보공개에 한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소

정의 정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정보비공개결정을 하고 있으므로 과연 이

사건 정보비공개결정이 법률에 근거를 둔 정당한 것인지 여부에 하여

항을 바꾸어 살핀다.

바. 피청구인이 열람․등사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1) 공공기 의정보공개에 한법률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공공기 은

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정보에 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데, 피청구인은 동법 제7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소송에 한 서류의 공 개정 비공개, 형사

소송법 제47조)라는 이유로 이 사건 정보비공개결정을 하 다.

(2) 그러나 피청구인이 그 근거로 들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47조는 다음

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정보비공개결정의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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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소송에 한 서류는 공 의 개정 에는 공익상 필요 기타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공개하지 못한다는 형사소송법 제47조의 규정은 형사소송에

있어서 무죄로 추정을 받아야 할 피의자․피고인이 단순한 의 는 수사

단계에서 수사서류 등이 공개됨으로 말미암아 입게 될 기본권의 침해를 방

지하고자 함에 주된 목 이 있는 것이므로 피의자․피고인의 방어권행사를

제한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그러므로 규정을 이유로 피고인의 방어

권행사에 필수 인 변호인의 열람․등사를 면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겠다( 94헌마60, 례집 9-2, 702-703).27)

둘째, 형사소송법 제47조는 1949년 시행된 일본 형사소송법을 근간으로

한 것인데,28) 일본의 구속제도를 살펴보면, 먼 피의자를 체포한 후 검사

의 구류청구에 의하여 법 의 구류신문을 거친 다음 구류장의 발부에 의하

여 구속이 되는 계로 우리와 같은 구속 부심사제도가 없다. 그런 반면

우리나라는 해방후 미군정시 에 구속 부심사제도가 미군정법령 제176호

로 최 로 도입되었고, 제헌헌법에 구속 부심사청구권을 기본권으로 명문

화함에 따라 1954. 9. 23. 제정 공포된 형사소송법 제201조 제4항에서 구속

부심사청구권을 규정하게 되었다.29) 그런데 구속 부심사제도를 도입하

면서 공소제기 구속 부심사제도가 없는 일본 형사소송법 제47조를 그

로 계수함에 따라 우리 형사소송법도 제47조에서 동일한 조항을 규정하

게 된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공소제기 에 구속 부심사청구를

하기 하여 수사기록을 열람․등사할 필요가 있음에도 그러한 제도가 없

는 일본 형사소송법을 그 로 계수함에 따라 공 의 개정 에는 소송서류

를 공개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공소제기 피구속자의 변호 비에 커다란

장애를 가져오게 되는 결과에 이르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

47조의 규정은 이 사건 정보비공개결정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27) 이 조항은 법원, 검사 등 국가기 뿐만 아니라 소송 계인 특히 변호인이 가지

고 있는 소송서류에도 용되므로 변호인도 일반공개가 허용되지 아니한 소송서

류를 공개할 수가 없다고 한다( 주석 형사소송법, 300쪽).

28) 일본 형사소송법도 제47조에서 소송서류의 비공개를 규정하고 있으며 내용 한

우리 형사소송법 제47조와 거의 동일하다.

29) 구속 부심제도는 1972. 11. 이른바 유신헌법에서 폐지되었다가 제5공화국헌법에

서 다시 부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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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와 같이 형사소송법 제47조가 이 사건 정보비공개결정의 근거가

될 수 없어 공공기 의정보공개에 한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다

른 법률에 의하여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로서 열람․등사를 거부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피청구인으로서는 동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수사, 공

소의 제기 유지에 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 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고 주장하며 이를 거부할 가능성도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고소장과 피의자신문조서를 변호인에게 열람․등사하게 한다고

해서 수사, 공소의 제기 유지를 히 곤란하게 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거나, 국가기 의 설이나 증거인멸, 증인 박, 사생활침해, 련사건

수사의 한 지장 등과 같은 폐해를 래할 염려 등이 있다고 하기 어

렵다. 즉 고소장과 피의자신문조서에 한 열람․등사를 거부할 만한 정

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동조

제1항 제4호도 이 사건 정보비공개결정의 정당한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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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에 한법률 제60조 등

헌확인
- 지방교육 원선거에서의 교육경력자 우 -

(헌재 2003. 3. 27. 2002헌마573, 례집 15-1, 319)

이 상 훈＊1)

【 시사항】

1. 지방교육 원선거에서 다수득표자 교육경력자가 선출인원의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득표율에 계없이 경력자 다수득표자 순으로 선출

인원의 2분의 1까지 우선당선시킨다는 지방교육자치에 한법률 제115조 제

2항이 비경력자인 청구인의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2. 헌의견이 5인으로 다수이지만 헌정족수를 채우지 못하여 합헌으

로 선고된 사례

【심 상】

지방교육자치에 한법률(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된 것)

제115조【교육 원 당선인의 결정 공고 통지 교육 원 정자명단

작성】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결과 득표순 가 선거구별 교육 원 정수

이내인 자 경력자의 수가 선거구별 교육 원 정수의 2분의 1 미만인 경

우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먼 선거구별 교육 원 정수의 2분

의 1(1미만의 단수는 1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까지 경력자 다수

＊ 서울고등법원 사, 헌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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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표자순으로 당선자를 결정하고 나머지 교육 원은 경력자가 아닌 자

다수득표자 순으로 당선자를 결정한다.

【사건의 개요】

1. 심 청구에 이르게 된 경

청구인은 2002. 7. 11.의 16개 시․도 교육 원회 선거에서 선출인원이 3

명인 경상북도 제1선거구에 출마하여 3 로 득표하 음에도 불구하고 다수

득표자 교육경력자가 선출인원의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득표율에

계없이 경력자 다수득표자 순으로 선출인원의 2분의 1까지 우선당선시

킨다는 지방교육자치에 한법률(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된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115조 제2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

다)에 의하여 교육 원으로 당선되지 못하자, 조항이 헌법상 보장된 청

구인의 공무담임권,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 하여 2002. 9. 9. 이

사건 헌법소원심 을 청구하 다 .

2. 청구인의 주장 계기 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1) 교육 원회는 시․도의 교육․학술에 한 요사항을 심의․의결하

기 한 의결기 으로서, 집행기 인 교육감 외에 그와 별개로 의결기 인

교육 원회를 두는 것은 권력의 집 을 방지하기 하여 국가기능을 분할

하는 헌법상 권력분립정신에 기 한 것인바, 이와 같은 기본정신을 고려할

때 교육 원회는 집행기 인 교육감을 통제하는 기능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경력자가 항상 교육 원의 과반수가

되면 교육 원회와 교육감의 이해 계가 사실상 일치하여 교육감의 행정

조치와 교육 원회의 의결이 이해 계로 인한 야합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는 등 오히려 교육 원회의 설립취지에 역행될 수 있고, 비경력자는 교

육 원회에서 항상 소수로만 존재하여 실질 으로 아무런 권한이 없는 것

과 마찬가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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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 원에 경력자를 반드시 2분의 1 이상 포함시켜 선출하여야 한

다는 것은 교육의 자주성이나 문성과는 아무런 련이 없다.

즉, 교육의 자주성이라는 것은 교육이 정치권력이나 일반행정권력으로부

터 독립되어야 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교육의 자주성을 이유로 비경력자

를 경력자에 비하여 차별하여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이고, 한 교육

의 문성에 있어서도 반드시 교직에 오랜 기간 종사하 거나 교육행정직

을 수행하 던 사람만이 교육의 문가이며 그러한 사람을 우 하는 것이

교육의 문성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근거는 없다.

오히려 교육의 문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역의 사람들에 의하여 확

보가 가능한 것이고 그와 같이 다양한 역에 있어서의 문성이 존

되어야만 균형있는 교육발 이 가능하다. 즉, 교육의 문성은 기간의 문

제가 아니라 변화하는 시 를 직시할 수 있는 능력이므로 10년 이상을 근

무한 교사나 교육 료에게만 문성이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경력은

10년이 되지 않더라도 새로운 학문 기법을 연수한 은 교사나 그 시

를 같이 호흡하는 학자, 교육운동가, 지역주민들에게도 문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교육 원회 구성에 있어 경력자를 반드시

과반수 이상 두도록 함으로써 비경력자를 경력자에 비하여 차별하는 데에

는 아무런 합리 근거가 없고 그 차별을 정당화할 목 의 정당성이나 필

요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에게 주어진 헌법

상 평등권의 본질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이다.

(3) 청구인은 법이 정하는 입후보자격을 구비하여 당해 선거구의 교육

원 정수 이내에 해당되는 다수득표를 하 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법률조

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이 될 수 없게 되는 부당한 우를 받

았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의 헌법상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것

이고, 그 결과 안락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추구할 행복추구권과 인간으로서

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이기도 하다.

나. 교육인 자원부장 의 의견

(1) 우리나라 교육 원 선거제도에서 교육 원의 자격기 으로 교육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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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일 것을 요구하거나 경력자를 우 하는 제도는 1962년부터 도입되어

재까지 변하지 않고 지속되어 온 정책이며, 이는 교육의 자주성과 문성

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정신에 그 기반을 두고 있다.

교육의 자주성이란 교육내용과 교육기구가 교육자에 의하여 자주 으로

결정되고 행정권력에 의한 통제가 배제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교육의 문

성이란 교육정책이나 그 집행은 가 교육 문가가 담당하거나 어도

그들의 참여 하에 이루어져야 함을 말한다. 교육의 자주성․ 문성․정치

립성은 국가의 안정 인 성장발 을 도모하기 해서는 교육이 외부

세력의 부당한 간섭에 항받지 않도록 교육자 내지 교육 문가에 의하여

주도되고 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데서 비롯된 것이다.

이러한 입법취지에 따라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교육 원 정수의 2분의 1

이상은 교육 는 교육행정경력이 10년 이상 있는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규

정하여 교육의 자주성과 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격자를 일정 부분 당

선되도록 한 것이다.

(2) 이 사건 법률조항은 모든 교육 원 후보자에 하여 교육경력 등 출

마제한 요건을 둔 것이 아니고 교육 원 정수의 일정비율(2분의 1 이상)에

하여만 경력자 후보자를 우선당선되도록 하고 있을 뿐이므로, 교육 원

정수의 나머지 범 내에서는 비경력자가 경력자와의 차별 없이 다수결 원

리에 따라 선출될 수 있는 제도 길이 열려 있으며, 비경력자는 그밖에

시․도의회 의원선거 입후보 등의 방법으로 교육․학 에 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으므로 교육자치에 한 비경력자의 참여가 크게 제한

되는 것은 아니다.

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청구인과 같은 비경력자의 교육 원 당

선가능성이 일부 제한되는 불이익보다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교육자치

를 구 하는 등의 공익 효과가 훨씬 크다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규정하는 경력자우선당선 제도는 입

법부에 주어진 합리 재량의 범 내에서 설정된 것이어서 청구인의 공무

담임권,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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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쟁

이 사건 쟁 은 교육 원 선거에서 다수득표자 교육경력자가 선거구

원 정수의 1/2 미만인 경우에는 득표율에 계없이 경력자 다수득표

자 순으로 원 정수의 1/2까지 우선 당선시킨다는 규정에 의하여 선거구

원 정수 이내에 포함되는 득표를 하고도 낙선한 비경력자의 공무담임권

과 평등권 등이 침해되는지 여부이다.

【결정요지】

1.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과 같은 비경력자의 교육 원에의 피선거

권, 즉 헌법 제25조가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인 공무담임권을 제한하는

규정이지만, 그 입법목 의 정당성, 수단의 정성, 최소침해성, 법익균형성

을 모두 갖추고 있어 기본권제한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으므로 과잉 지의

원칙에 배되어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즉, 헌법 제31조 제4항은 교육의 자주성과 문성을 보장하고 있는바, 교

육의 자주성이란 교육내용과 교육기구가 교육자에 의하여 자주 으로 결정

되고 행정권력에 의한 통제가 배제되어야 함을 의미하며, 교육의 문성은

교육정책이나 그 집행은 가 교육 문가가 담당하거나, 어도 그들의

참여 하에 이루어져야 함을 말하는 것이고,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

은 이러한 교육의 자주성과 문성이라는 헌법정신을 구 하기 한 것이

므로 그 목 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한 교육 원 의 반 이상을 교육 문가라 할 수 있는 교육경력자가

하도록 하는 것은 이러한 입법목 을 달성하기 한 효과 인 수단이 되

는 것이고, 입법목 을 한 수단의 선택은 기본 으로 입법자의 재량 역

이므로 수단의 정성도 갖추고 있다고 평가된다.

그리고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반드시 경력자가 당선되도록 하는 2

분의 1 비율 외에서는 비경력자도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다수득표에 의하

여 교육 원으로 당선될 수 있으므로, 비경력자의 공무담임권에 한 침해

가 과도하여 기본권의 최소침해성에 어 난다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법

률조항에 의하여 민주 정당성의 요청이 일부 후퇴하게 되지만 다른 헌법



84 헌법재 소결정해설집 2003

가치인 교육의 자주성․ 문성을 구 하기 하여 이러한 후퇴는 헌법

으로 용인되고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이므로 법익균형성의 원칙에도 어

나지 않는 것이다.

평등권에 한 심사에 있어서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교육 원 선거에서

비경력자를 교육경력자에 비하여 차별취 하여 다수득표를 하고도 낙선할

여지가 있도록 하는 것은 공무담임권에 한 한 제한을 래하므로 엄

격한 기 인 비례성원칙에 따른 심사를 함이 타당하지만, 엄격한 심사기

에 의하여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차별은 헌법상 보호

되는 교육의 자주성․ 문성을 보장하기 한 것으로서 입법목 이 정당

하고, 입법목 을 달성하기 한 정한 방법으로서 차별취 의 합성을

갖고 있으며, 차별취 으로 인한 공익과 침해되는 이익간의 비례성도 있

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상의 평등원칙에 배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의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을 침해하

는 것이라 볼 수 없고, 그 외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행복추구권, 인간으로서

의 존엄과 가치 등은 이 사건 법률조항과 실질 인 련이 없으므로 이 조

항이 이들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도 없어서,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반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심 청구를 기각함이 상

당하다.

2. 이 사건 법률조항에 하여 재 5인이 헌의견이고 재 4인이

합헌의견이어서 헌의견이 다수이긴 하지만, 헌법재 소법 제2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서 정한 헌결정을 한 심 정족수 6인에는 이르지 못하여

헌결정을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심 청구를 기각한다.

재 윤 철, 재 김효종, 재 김경일, 재 송인 , 재

주선회의 헌의견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 은 지방교육자치제도를 구 함에 있어서

교육의 문성 자주성을 실 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그 목 의 정당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이러한 목 을 달성하기 하여 교육 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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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의 1 이상을 반드시 교육경력자가 차지하도록 함으로써 선거인의 표를

더 많이 얻은 비경력자가 낙선하는 결과를 래하는 것은 선거의 기본원칙

에 어 나는 것으로서 민주주의의 가치를 크게 훼손하는 것이고, 지방교육

자치가 추구하는 ‘민주주의․지방자치․교육자주’라고 하는 세 가지의 헌법

가치의 조화를 하게 훼손하는 것이므로 입법목 을 한 수단으로

서의 합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설령 교육의 문성을 보장하기 한 수단으로서 교육 원 일정부분

을 교육경력자가 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 수단으로서는 처

음부터 경력자후보와 비경력자 후보를 분리하여 각각 투표하게 하는 등의

방법이 있을 수 있고, 이 게 하면 비경력자인 후보자의 공무담임권이 침

해되는 정도가 훨씬 약한데도 이 사건 법률조항과 같은 수단을 택하는 것

은 기본권의 최소침해성 원칙에도 어 난다.

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교육 원의 자주성․ 문성이 확보되

는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은데 비하여 민주주의가 훼손되고 비경력자의 공무

담임권 등 기본권이 침해됨으로 인한 불이익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으므

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고 있지 못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 지의 원칙에 배하여 청구인과 같

은 비경력자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한 교육 원 선거에서 비

경력자를 차별함에 있어 입법목 달성에 별 효과가 없고 헌법 으로 허용

되기 어려운 수단을 사용하고 있어 차별취 의 합성을 갖추고 있지 않으

며, 차별취 으로 인한 공익보다 침해되는 이익이 훨씬 커서 이익간의 비

례성도 없다고 단되므로 비경력자의 헌법상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조항이

기도 하다.

그 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의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을 침해하

는 헌의 조항이므로 이에 하여 헌선언을 함이 타당하다.

[해설]

1. 법요건에 한 단

가. 직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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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 인 집행행 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 ,

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 성이란 집행행 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

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는 법 지 의 박탈이 생긴 경우

를 뜻하므로, 구체 인 집행행 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률 는 법률조

항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 성의 요건이

결여된다.1)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의하여 경력자가 우선 당선되기까지에는 선거구

선거 리 원회의 당선인 결정행 가 개재하게 되고 이는 집행행 라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의하여 직 기본권 침

해를 받는 것은 아니라고 단할 수도 있겠지만,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비

록 청구인과 같은 비경력자가 당해 선거구의 교육 원 정수 내에 해당하는

득표를 하 더라도 교육 원 정수 내의 다수득표자들 에 교육경력자의

수가 2분의 1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득표수에 불구하고 경력자를 우선 으

로 당선인으로 결정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므로, 청구인과 같은 입장에 있는

비경력자는 선거 리 원회의 당선인 결정행 이 에 이미 확정 으로 낙

선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다.

따라서 선거 리 원회의 당선인 결정행 를 구체 집행행 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집행행 이 에 이미 청구인의 권리

계를 직 변동시키거나 그의 법 지 를 결정 으로 정하는 것이어서

청구인의 권리 계가 당선인 결정행 의 유무나 내용에 의하여 좌우될 수

없을 정도로 확정하고 있는 경우라 할 것이므로, 기본권 침해의 직 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2)

나. 권리보호이익

교육 원 선거에 한 쟁송으로는 선거소청과 선거소송, 당선소송이 있

다. 선거 는 당선의 효력에 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 는 후보자는

1) 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례집 4, 813, 823.

2) 헌재 1997. 7. 16. 97헌마38, 례집 9-2, 94, 10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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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부터 14일 이내에 선거소청을 할 수 있고3), 소청에 한 결정에 불

복이 있을 때에는 원칙 으로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선거소

송4) 는 당선소송5)을 제기할 수 있다. 청구인의 경우 이러한 불복 차를

밟지 않은 채 제소기간이 도과되어 이 사건 교육 원 선거는 더 이상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이 인용된다고 하더라

도 청구인이 당선인으로 결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어서 원칙 으로 권리보

호이익이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헌법소원제도는 주 인 권리구제 뿐만 아니라 객 인 헌

법질서보장의 기능도 겸하고 있으므로, 설사 주 인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동종의 기본권침해가 반복될 험이 있거나 헌법

질서의 유지․수호를 하여 헌법 해명이 한 의미를 지니고 있을 때

에는 외 으로 심 청구의 이익을 인정하는 것이 헌법재 소의 선례인

4) 법 제129조 (선거소청)

① 교육 원 교육감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

는 후보자는 선거일부터 14일이내에 당해 선거구선거 리 원회 원장을 피소

청인으로 하여 교육 원선거의 경우에는 시․도선거 리 원회에, 교육감선거의

경우에는 앙선거 리 원회에 소청할 수 있다.

② 교육 원 교육감선거에 있어서 당선의 효력에 하여 이의가 있는 후보자

는 당선인결정일부터 14일이내에 제72조제2항 는 제117조의 사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하는 때에는 당선인을, 제115조 는 제116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의 법

을 이유로 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구선거 리 원회 원장을 각각 피소청인으로

하여 교육 원선거의 경우에는 시․도선거 리 원회에, 교육감선거의 경우에는

앙선거 리 원회에 소청할 수 있다.

4) 법 제132조 (선거소송)

① 교육 원 교육감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한 제130조의 결정에 불

복이 있는 소청인(당선인을 포함한다)은 당해 선거구선거 리 원회 원장을 피고

로 하여 그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제130조제1항의 기간내에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0일이내에 교육 원선거에 있어서는 그

선거구를 할하는 고등법원에, 교육감선거에 있어서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5) 법 제133조 (당선소송)

① 교육 원 교육감선거에 있어서 당선의 효력에 한 제130조의 결정에 불

복이 있는 소청인 는 당선인인 피소청인[제129조(선거소청)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구선거 리 원회 원장이 피소청인인 경우에는 당선인을 포함한다]은

당선인[제129조 (선거소청)제2항 후단을 이유로 하는 때에는 할선거구선거 리

원회 원장을 말한다]을 피고로 하여 그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제

130조제1항의 기간내에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0일이

내에 교육 원선거에 있어서는 그 선거구를 할하는 고등법원에, 교육감선거에

있어서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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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6) 교육 원 선거에 있어서 이 사건 법률조항들로 인한 기본권 침해의

문제는 앞으로도 반복될 성질의 것이고 청구인 뿐 아니라 앞으로 교육

원에 출마할 모든 사람들에게 이해 계가 있으므로, 헌법질서의 수호․유

지를 하여 이에 한 헌법 해명이 긴요하다 할 수 있고 따라서 이

사건에 하여는 외 으로 심 청구의 이익을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단된다.

2. 본안에 한 단

가. 외국의 교육 원 교육감(장) 선출제도

(1) 일본

일본의 교육 원회는 도도부 (都道府縣), 시(특별구를 포함)정 (町村)

지방교육행정의조직 운 에 한법률 제23조(교육 원회의 직무권한)에

규정된 사무의 부 는 일부를 처리하는 지방공공단체의 조합에 설치되

는 교육에 한 합의제집행기 이다( 법률 제2조, 제23조).

교육 원은 지방공공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고(같은

법 제4조 제1항), 교육 원회는 교육 원 에서 교육장을 임명하며(같은

법 제16조 제2항), 교육장은 교육 원회의 지휘․감독하에 교육 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모든 사무를 담당한다(같은 법 제17조 제1항).

1977년 동경도에 교육 원의 공선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청구가 제기된

이래 최근 일본에서는 교육 원의 직 선거제도를 채택하는 경우가 증가하

고 있다7).

(2) 미국

통 으로 미국은 통일된 앙정부의 교육기구가 없다가 1979년에 처

음으로 연방정부 수 에서 교육부를 설치하 다. 교육부의 기능은 교육정

보 출 , 교육에 심이 있는 집단과 교육기구와의 동 작업 계수립,

6) 헌재 1997. 11. 27. 94헌마60, 례집 9-2, 675, 688; 1999. 5. 27. 97헌마137, 례

집 11-1 653, 660-661 등.

7) 민병선, 한국교육자치제의 발 방향에 한 연구, 한양 학교 행정 학원 석사학

논문, 1988, 7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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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연구, 교육문제 지도․상담 등이다.8)

교육행정체계의 조직, 구성 권한은 주마다 다소 차이가 있으나, 부

분의 주정부는 교육정책 결정기 인 주교육 원회(State Board of

Education)와 주교육장을 두고 있으며, 간단 의 교육구인 카운티

(County) 수 의 간교육구(Intermediate School District)와 기 지방교

육행정단 로서 기 교육구(Local School District)가 있다. 간교육구는

지방교육자치단체로서의 자격을 갖지 못하므로 직 학교를 설치․유지하

는 일이 없으나, 기 교육구는 지방교육자치단체로서 정책결정기 인 교육

원회를 두고 있는 것이 부분이고, 그 교육 원회는 주에서 임된 교

육행정의 부분에 하여 독자 인 권한을 갖고 학교와 기타 교육기 의

설치․유지․ 리․운 의 책임을 진다.9)

주교육 원회는 7～11명의 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15개 주에서는 주민

에 의한 직 선거나 주민의 표에 의한 간 선거를 통하여 원을 선출하

고 있으나, 나머지 다수의 주에서는 주의회의 승인을 얻어 주지사가 임명

하고 있다. 지방교육 원회는 부분 5～7명의 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원의 선임방법은 주교육 원과는 달리 주민의 직선에 의하는 경우가 부

분이다. 한편 주교육장의 선임방법을 보면, 주민의 직 선거로 선출하는 주

가 19개주, 주교육 원회에서 선출하는 주가 26개주, 주의회의 승인을 얻어

주지사가 임명하는 주가 5개주이다.10)

미국교육행정의 특징은 문가와 비 문가가 공동으로 경 한다는 이

다. 교육감과 교육장은 문 경 인인데 비하여, 교육 원회는 주로 직능

표로 선출되는 비 문가에 의해 구성된다. 교육 원회가 비 문가로 구

성되어 교육행정의 문성․효율성이 결핍되기 쉬우므로 이러한 을 보완

하기 해 교육감을 두고 있는 것인데, 컨 메릴랜드(Maryland)주의 교

육법에서는 교육감의 자격으로 유능한 교육자로서의 경험, 정규 학 졸업

후 2년 이상의 학원 수학, 7년 이상의 교육과 학무행정경력 등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고 있다.11)

8) 민병선, 앞의 논문, 5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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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수 교수 화갑기념), 1993, 155-156면.

10) 김범주, 앞의 논문, 15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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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

국 교육자치의 특징은 지방의회와 교육 원회가 일원화된 제도라는

것이다. 국에서 교육은 지방교육당국인 지방의회의 책임으로 되어있고,

국의 교육 원회는 지방의회 속의 한 원회로서 지방의회의원의 1/2과

당 이 없는 교육 문가로 구성된다. 교육 원회는 지방의회의 임을 받

아 실제의 행정을 집행하며, 교육내용이나 방법에 한 것은 모두 각 지방

교육당국과 학교의 장․교원에게 임되어 있다.12) 그리고 모든 교육 원

회에는 교육장(Chief Education Officer)을 두어 교육행정의 문 리를

맡기고 있는데, 교육장은 교육 원회가 교육과학부장 과의 의를 거쳐

임명하며, 교육 집행기 으로는 교육청을 두고 있다.13)

(4) 독일

독일의 교육행정권은 주에 귀속되어, 주정부가 교육행정을 펴고 있지만

그 운 은 원회 심이다. 원회에는 주정부 차원의 주학교 원회와 학

교 단 의 학교 의회가 있다. 교사 표, 학부모 표, 학생 표는 거의 같

은 비율로 주단 의 원회와 학교단 의 원회에 참여하며, 이들 표

원은 당해 구성원 사이에서 직선된다.14)

(5) 랑스

랑스는 교육은 국가의 직무라고 여기는 통 념에 의하여 고도의

앙집권주의와 교육 문가에 의한 지배를 특색으로 하고 있다. 랑스는 지

방교육행정구를 27개의 학구(Academie)로 나 어 앙정부의 교육에 한

행정을 추진하는데, 학구의 책임자는 학구총장(Recteur d'academie)으로

서 통령이 임명한다. 학구총장은 ․ ․고등교육을 함께 장하는데,

․ 등교육에 하여는 문교부장 의 감독을, 고등교육에 하여는 고등

교육부( 학부라고도 함)장 의 감독을 받는다. 이처럼 교육 문가에 의해

11) 민병선, 앞의 논문, 59면

12) 민병선, 앞의 논문, 62면

13) 김범주, 앞의 논문, 160-161면.

14) 김범주, 앞의 논문, 164-16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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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교육이 이루어지므로, 교육 문가로 구성된 각종 원회 내지 심의회의

활용이 두드러지고, 비 문가인 일반민 의 참여 여지가 거의 없다.15)

나. 우리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변천경

(1) 지방교육자치에 한법률 제정(1991년) 이

(가) 우리나라의 지방교육자치제도는 정부 수립 이후 1949. 12. 31. 교육

법이 제정․공포되고 1952. 4. 23. 교육법시행령이 제정․공포되면서 기

단 부터 실시되기 시작했는데, 이 당시의 지방교육자치제도는 시의회에서

선출되는 10인의 원으로 구성되는 시교육 원회와 군내의 읍․면의회에

서 각 1인씩 선출되는 원들로 구성되는 구교육 원회를 근간으로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는 1961년 5․16군사쿠데타로 폐지되었다.16)

(나) 1962. 1. 1.부터 군단 의 교육구를 폐지하고, 특별시․시의 교육감

을 폐지하 다. 이에 따라 특별시․도․시․군 단 로 교육 원회를 설치

하 고, 일반행정업무와 교육행정업무를 통합하여 시․도지사 시장․군

수가 장하도록 하다가, 1964년부터는 특별시․도에 교육 원회를 두고,

시․군에 교육장을 두어 이들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행정업무를 행하

도록 하 다. 합의제 행정기 인 특별시․도의 교육 원회는 7인 이하의

원으로 구성되었는바, 1인은 시․도지사가, 1인은 교육감이 되고, 나머지

5인은 특별시․도의회에서 선출하도록 하 다. 의장은 시․도지사가 되었

고, 교육감은 교육 원회의 원인 동시에 교육 원회의 사무집행을 하는

사무장의 성격을 가졌다. 독임제 행정기 인 시․군 단 의 교육장은 교육

감의 제청으로 문교부장 을 경유하여 통령이 임명하 으며, 당해 지방

자치단체의 교육분야 행정기 이 되었다.17)

(다) 1988. 5. 제도의 개편으로 특별시․직할시․도뿐만 아니라 시․군․

15) 남궁배홍, “주요국의 교육자치제도”, 입법조사월보 1991. 6., 159면; 김범주, 앞의

논문, 167-168면.

16) 헌재 2000. 3. 30. 99헌바113, 례집 12-1, 359, 366.

17) 이들 교육 원회나 교육장이 지방의회에서 독립된 것은 아니고, 조례․ 산안

등은 지방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 다. 그러나 당시 특별시․도의회나 시․군

의회가 실 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아 그 기능은 특별시․도의 경우 교육부장 ,

시․군의 경우 도교육 원회가 행하 다(이화성, “지방교육자치와 납세자의 권리”,

월간조세 2000. 6., 55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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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도 교육 원회를 두고, 시․도와 시․군․구에 교육장을 두었다. 특별

시․직할시․도의 교육 원회는 단순히 심의기 으로 하여 종 의 행정기

으로서의 지 가 상실되었고, 교육장이 교육 분야의 집행기 이 되었다.

(2) 지방교육자치에 한법률 제정(1991년) 이후

(가) 구 지방교육자치에 한법률이 1991. 3. 8. 제정․공포됨으로써 시․

군․구의회(기 )가 2인씩(그 1인은 법정 경력자) 추천한 자 에서,

시․도의회( 역)에서 무기명투표로 교육 원을 선출하는(같은 법 제5조)

방식의 지방교육자치제도가 정립되었다. 그러나 제도의 시행과정에서 교육

원․교육감선거가 과열․혼탁해지고 각종 선출 련 비리가 노정됨에 따

라, 1997. 12. 17. 선거인단에 의한 교육 원․교육감의 간선 선거운동의

원칙 지를 골자로 하는 법개정이 이루어졌다. 즉, 학교운 원회에서

선출한 선거인과 교원단체에서 추천한 교원인 선거인으로 구성되는 선거인

단에서 교육 원과 교육감을 선출하도록 하고(같은 법 제5조, 제28조), 교

육 원회의사국이 교육 원․교육감의 선출사무를 리하되 선거공보의 발

행․배포와 소견발표회의 개최 이외에는 일체의 선거운동을 지하며, 그

반시에는 형벌에 처하도록 규정하 다(같은 법 제5조의3, 제5조의4, 제28

조 제3항, 제53조).

(나) 2000. 1. 28. 법률 제6216호로 문개정되어 같은 해 3. 1.자로 시행

되고 있는 법에서는 교육 원․교육감의 주민 표성을 제고하기 하여 학

교운 원회 원 원으로 선거인단을 구성하도록 선거인을 폭 증원하

고(법 제62조 제1항), 교육 원․교육감의 후보자 검증기회를 확 하기

하여 소견발표회와 선거공보 이외에 언론기 등 청 담․토론회까지

허용하 으며(법 제83조), 선거운동의 정의를 명확히 하여 “선거에 한 단

순한 의견의 개진․의사의 표시․입후보와 선거운동을 한 비행 "는

지 상에서 배제하 다(법 제77조 단서).18)

18) 헌재 2000. 3. 30. 99헌바113, 례집 12-1, 359, 366-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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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교육 원회 교육감의 지 와 권한

(1) 교육 원회의 지 와 권한

교육 원회는 시․도의 교육․학 에 한 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 이다(법 제3조). 교육 원회의 법 성격은 지방자치단체의 최고의결기

인 시․도지방의회로부터 교육․학 에 한 의결권을 수임받아서 행하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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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에 기 의 설치․

운용, 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재산의 취득․처분 등에 한 사항은 이를

최종 으로 심의․의결한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1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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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하며(법 제20조 제1항, 제2항), 국가행정사무 시․도에 임하

19) 법 제8조

① 교육 원회는 당해 시․도의 교육․학 에 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시․도의회에 제출할 조례안

2. 시․도의회에 제출할 산안 결산안

3. 시․도의회에 제출할 특별부과 ․사용료․수수료․분담 가입 의 부과

와 징수에 한 사항

4. 시․도의회에 제출할 기채안

5. 기 의 설치․운용에 한 사항

6. 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재산의 취득․처분에 한 사항

7. 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 리 처분에 한 사항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산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한

사항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 력에 한 사항

11. 기타 법령과 시․도조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제1항 제5호 내지 제11호에 규정된 사항에 하여 행한 교육 원회의 의결

은 시․도의회의 의결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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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시행하는 사무로서 교육․학 에 한 사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육감에게 임하여 행한다(법 제21조).

한 교육감은 교육․학 에 하여 조례안 결산안의 작성, 산안

의 편성, 교육규칙의 제정, 학교 기타 교육기 의 설치․이 폐지에

한 사항, 교육과정의 운 에 한 사항 등에 한 사무를 장한다(법

제23조).

라. 이 사건 당선자 결정방식의 헌 여부

(1) 공무담임권의 침해 여부

(가) 헌법상 공무담임권의 보장과 그에 한 제한

헌법 제25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고 규정하여 공무담임권을 보장하고 있는바, 공무담임권은 각종 선

거에 입후보하여 당선될 수 있는 피선거권과 공직에 임명될 수 있는 공직

취임권을 포 하고 있다(헌재 1996. 6. 26. 96헌마200, 례집 8-1, 550,

557). 공무담임권을 보장한다는 것은 모든 국민이 실 으로 국가나 공공

단체의 직무를 담당할 수 있다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국민이 공무담임에

한 자의 이지 않고 평등한 기회를 보장받는 것, 즉 공직취임의 기회를

자의 으로 배제당하지 않음을 의미한다(헌재 2002. 8. 29. 2001헌마788등,

공보 72, 760, 763 참조).

공무담임권은 법률에 의해서 구체화되는 권리이기는 하나 법률로써도

그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는 것이고(헌재 1993. 7. 29. 91헌마69 례집

5-2, 145, 155-156), 국가안 보장, 질서유지 는 공공복리를 하여 필요

한 경우 법률로써 제한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이를 불평등하게 는 과

도하게 침해하거나 본질 인 내용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헌재 1996. 6.

26. 96헌마200, 례집 8-1, 550, 557; 헌재 1999. 12. 23. 98헌마363, 례집

11-2, 770, 797; 헌재 2001. 2. 22. 2000헌마25, 례집 13-1, 386, 411-412).

청구인은 교육 원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될 수 있는 정도의 득표를 하

음에도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당선되지 못하 으므로, 이 사건 법률

조항은 청구인의 피선거권, 즉 헌법 제25조가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인

공무담임권을 제한하는 규정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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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과잉 지 원칙의 반여부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면,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 보장, 질서

유지 는 공공복리를 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 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

정하여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입법을 함에 있어서 수

하여야 할 기본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은

입법목 의 정당성과 그 목 달성을 한 방법의 정성, 입법으로 인한

피해의 최소성, 그리고 그 입법에 의해 보호하려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

의 균형성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며, 이를 수하지 않은 법률 내지

법률조항은 기본권제한의 입법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헌법에 반된다

(헌재 1997. 3. 27. 94헌마196등 례집 9-1, 375, 383-384).

헌법 제25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갖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무담임권의 내용에 하여는 입법자에

게 넓은 입법형성권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지만, 그 다고 하더라도 헌법

제37조 제2항의 기본권제한의 입법 한계를 넘는 지나친 것이어서는 아니

된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공무담임권이라는 기본권의 제한

이 과연 이러한 헌법 한계 내의 것인지 살펴보기로 한다.

① 입법목 의 정당성, 수단의 정성

경력자우선당선 제도를 두는 입법목 은 교육 경력자를 일정부분 당선

되도록 함으로써 교육의 자주성과 문성이라는 헌법정신을 구 하기 한

것이다(헌재 1993. 7. 29. 91헌마69, 례집 5-2, 145, 153 참조). 헌법 제31

조가 보호하는 교육의 자주성이란 교육내용과 교육기구가 교육자에 의하여

자주 으로 결정되고 행정 권력에 의한 통제가 배제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는 교사의 교육시설 설치자․교육감독권자로부터의 자유, 교육내용에

한 교육행정기 의 권력 개입의 배제 교육 리기구의 공선제 등을 포

함한다. 한 교육의 문성이란 교육정책이나 그 집행은 가 교육 문

가가 담당하거나, 어도 그들의 참여하에 이루어져야 함을 말한다(헌재

2001. 11. 29. 2000헌마278, 례집 13-2, 762, 773).

교육의 자주성․ 문성․정치 립성은 국가의 안정 인 성장․발

을 도모하기 하여서는 교육이 외부세력의 부당한 간섭에 향을 받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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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교육자 내지 교육 문가에 의하여 주도되고 할되어야 할 필요가 있

다는 데서 비롯된 것이다(헌재 1996. 4. 25. 94헌마119, 례집 8-1, 433,

447).

이 사건 법률조항이 교육 원 일정부분은 반드시 교육경력자가 당선

되도록 하는 것은 이와 같이 헌법상 추구되는 공익인 교육의 자주성과 민

주성을 담보하기 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 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입법목 을 달성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사건 경력

자우선당선 제도에 의하여 교육 원 의 반 이상을 교육 문가라 할 수

있는 교육경력자가 차지하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효과 인 수단이 된다 할

것이다. 즉 입법목 과 입법수단간의 인과 계가 명확하고 입법목 을 달

성할 수 있는 법률의 효과 한 확실하다고 볼 수 있는 에서 수단의

정성을 갖추고 있다(헌재 1999. 12. 23. 99헌마135, 례집 11-2, 800, 818

참조)고 평가할 수 있겠다.

앞에서 본 외국의 입법례와 우리나라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변천과정을

통하여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구체 형태와 운용은 나라마다 각기 사정에

따라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교육 원선거제도의 구

체 내용이 여러 차례 바 어 왔음을 알 수 있는바, 이는 지방교육자치제

에서 교육의 자주성․ 문성을 구 하기 하여 어떤 수단을 채택할 것인

가는 입법자가 그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라는 을 나타내는 것이

고, 그 결정내용이 하게 불합리하여 입법목 달성에 기여하기 어렵다

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수단의 정성을 결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것

이다.

② 침해의 최소성

이러한 경력자우선당선 제도로 인하여 청구인과 같은 비경력자의 공무

담임권이 일부 침해되고 있지만,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경력자가 우

선 당선되는 범 ( 체 교육 원 정수의 2분의 1 이상) 밖에서는 비경력자

도 민주주의 원칙에 따른 다수득표에 의하여 당선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

고, ‘민주주의․지방자치․교육자주’라고 하는 세 가지의 헌법 가치를 골

고루 만족시키기 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보다 덜 제한 인 다른 입법수단

을 강구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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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조항에 의한 공무담임권에 한 침해의 정도가 과도하여 침해의 최소성

의 원칙에 배된다고는 볼 수 없다 하겠다.

③ 법익의 균형성

지방교육자치는 앙권력에 한 지방 자치로서의 속성 외에 교육의

자주성․ 문성․정치 립성을 구 하기 한 것으로서 정치권력에

한 문화 자치로서의 속성도 아울러 지니고 있으므로, 지방교육자치의 민

주 정당성 요청은 어느 정도 제한이 불가피하게 된다. 즉, 지방교육자치

는 민주주의․지방자치․교육자주라고 하는 세 가지 헌법 가치를 골고루

만족시킬 수 있어야 하므로 지방교육자치기 의 구성에 있어 이 가운데 민

주주의의 요구만을 시하는 것은 헌법 으로 허용될 수 없는 것이고(헌

재 2000. 3. 30. 99헌바113, 례집 12-1, 359, 368-369 참조), 교육자치의

특성상 민주 정당성에 한 요청이 일부 후퇴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 으로 용인될 수 있는 것이다(헌재 2002. 3. 28. 2000헌마283등,

례집 14-1, 211, 226).

경력자우선당선 제도에 의하여 선거인으로부터 표를 더 많이 얻은 비경

력자가 낙선하게 되는 것은 낙선자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외에 민주주

의의 요청에도 어 나는 이 있지만,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달성하

려고 하는 교육의 자주성과 문성 등 그 입법목 의 요성에 비추어 볼

때, 비경력자의 공무담임권이 어느 정도 제한되고, 민주 정당성의 요청이

일부 후퇴한다 하더라도 이는 부득이한 것으로서 법익균형성의 원칙에

배된다고는 볼 수 없다.

(다) 소결

그 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입법목 의 정당성, 수단의 정성, 최소침

해성, 법익균형성을 모두 갖추고 있어 과잉 지의 원칙에 배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인바, 교육의 문성과 자주성을 확보하기 한 수단으로서

교육 원 어느 정도의 비율을 교육경력자로 할당할 것인지, 그리고 그

경력년수는 어느 정도를 요구할 것인지는 입법자가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재량에 따라 결정할 문제로서, 범 한 입법재량 내지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는 것이고, 이와 같이 범 한 입법재량권이 인정되는 경우 그것이

헌법 제37조 제2항으로부터 생되는 비례의 원칙 혹은 과잉 지의 원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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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등 헌법규정이나 헌법상 일반원리에 반하여 자의

으로 행사된 경우가 아닌 한, 이는 단순한 입법정책 당부의 문제에 불과

하고 헌법 반의 문제는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헌재 2001. 11. 29. 2001헌

가16, 례집 13-2, 570, 578-579; 헌재 1995. 4. 20. 91헌바11, 례집 7-1,

478, 487 참조),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것이

라고는 볼 수 없다.

(라) 헌의견

헌의견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 의 정당성은 인정되지만 경력

자우선당선 제도는 그 입법목 을 달성하는 데에 합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다. 즉, 지방교육자치는 ‘민주주의․지방자치․교육자주’라고 하는

세 가지의 헌법 가치를 골고루 만족시킬 수 있어야만 하는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교육자주라는 가치를 진작시키기 하여 다른 가치인 민주주의

를 하게 훼손하는 방법을 채택함으로써 기본권제한의 수단으로서 합

성을 갖추지 못한다는 것이다.

한 지방교육자치제 하에서 교육 원에게 요구되는 교육의 문성은

교육내용이나 직 인 교육활동의 문성이 아니고 교육활동에 한 행

정, 재정, 기술상의 지원문제에 한 것이므로 다양한 공의 경력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재의 교육 원 선거제도 하에서 학

교운 원회 원 원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은 교육 원 후보자의 문성

을 별할 수 있는 상당한 식견이 있고 교육 원 후보자들이 자신의 문

성과 능력을 충분히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어 선거인들이 후보자를

충분히 알 수 있는 제도 뒷받침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법

률조항이 선거구별 원 정수 1/2의 범 내에서는 선거인의 의사를 무시

하고 득표율과 상 없이 교육 원을 결정하게 하는 것은 교육의 자주성과

문성을 담보한다는 에서 정당화되는 간선제라는 제한된 주민참여를 더

욱 제한하고 있어 그 민주 정당성 일부 교육의 문성까지 훼손할 수

도 있어 목 달성에 이르는 효과가 불명확하여 수단으로서의 합성이 없

다고 한다.

그리고, 설령 경력자우선당선 제도가 교육의 문성을 보장하기 한 수

단으로서 그 합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교육 원 정수의 1/2을 경력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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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시키기 한 방법으로서는 처음부터 경력자후보와 비경력자 후보를 분

리하여 각각 투표하게 하는 등으로 비경력자 후보자의 공무담임권 등의 기

본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기본

권의 최소침해성 원칙에 어 나며,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얻게 되는

공익보다 침해되는 이익이 훨씬 크므로 법익균형성의 원칙에도 어 난다고

주장한다.

(2) 평등권 침해 여부

(가) 평등의 원칙의 개념 심사기

헌법 제11조 제1항이 규정하는 평등의 원칙은 합리 근거 없는 차별을

지하는데, 합리 근거없는 차별이란 정의에 반하는 자의 인 차별을 의

미하는 것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에 한 차별 인 우를 규정하는 입법은

그 목 이 국가안 보장, 질서유지 는 공공복리를 하여 필요하고

정당한 것이어야 하고, 나아가 그 수단 는 방법이 목 의 실 을

하여 실질 인 계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정도 한 정한 것이

어야 하며,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입법은 헌법 제11조 제1항이 정

하고 있는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헌입법이라고 할 것이다(헌재 1995. 9.

28. 92헌가11 등, 례집 7-2, 264, 280-281).

헌법재 소에서는 평등 반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 헌법에서 특별히 평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 즉, 헌법이 스스로 차별의 근거로 삼아서는 아니

되는 기 을 제시하거나 차별을 특히 지하고 있는 역을 제시하고 있는

경우와 차별 취 으로 인하여 련 기본권에 한 한 제한을 래하

게 되는 경우에는 엄격한 심사척도(비례성원칙에 따른 심사)를 용하고,

그밖의 경우에는 완화된 심사척도(자의 지원칙에 따른 심사)에 의한다는

원칙을 용하고 있다. 엄격한 심사를 한다는 것은 차별취 의 목 과 수

단간에 엄격한 비례 계가 성립하는지를 기 으로 한 심사를 행함을 의미

하며(헌재 1999. 12. 23. 98헌바33, 례집 11-2, 732, 749; 헌재 1999. 12.

23. 98헌마363, 례집 11-2, 770, 787-788 참조), 완화된 심사척도 즉, 자

의심사의 경우에는 차별을 정당화하는 합리 인 이유가 있는지만을 심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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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 사건에서의 평등권 심사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교육 원 선거에 있어서 비경력자와 교육경력자를

차별취 하고 있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과 같은 비경력자가 교육 원선거

에서 다수득표를 하고도 낙선하게 되는 것은 그의 공무담임권에 한

한 제한을 래하게 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평등 반 여부를 심사함에 있

어 엄격한 기 인 비례성원칙에 따른 심사를 함이 타당할 것이다.

이와 같이 엄격한 심사기 에 의하여 살펴보더라도, 앞서 공무담임권의

침해여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그러한 차별을 하는

것은 헌법상 보호되는 교육의 자주성․ 문성을 보장하기 한 것으로서

입법목 의 정당성, 수단의 정성, 최소침해성, 법익균형성을 모두 갖추고

있어 결국 입법자가 그 입법재량의 범 내에서 결정한 것으로 인정되므

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상의 평등원칙에 배된다고 볼 수 없다.

(다) 헌의견

헌의견은,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비경력자가 교육 원 당선가

능 득표율을 얻더라도 교육 원으로 당선되지 못하게 되는 것은 비경력자

의 공무담임권이 하게 제한되는 경우이므로 평등권 심사에 있어서 엄

격한 기 인 비례원칙에 따른 심사를 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 법률조항

은 헌법 으로 허용되지 않는 수단을 사용하고 최소침해의 원칙에 반되

게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청구인과 같은 비경력자를

교육경력자에 비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서 헌법상의 평등

권을 침해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본다.

3. 결론

헌의견에서 지 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이 비경력자의 공무

담임권을 제한함에 있어서 민주 선거제도의 기본원칙인 ‘다수득표자의

당선’에 어 나는 이 있음은 부인할 수 없고, 이와 같은 민주주의의 훼

손이 헌법상 용인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것이라고 볼 여지도 없지는

않다.

그러나 지방교육자치제도가 추구하는 헌법 가치에는 민주주의 외에도

지방자치, 교육의 자주성 문성이 있고, 교육의 자주성과 문성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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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해서는 교육정책이나 그 집행은 가 교육 문가의 주도나 그

참여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교육 문가로 인정되기

한 요건으로 어느 정도 교육실무에 종사하는 것이 요구된다는 것도 자연

스러운 것이므로, 교육행정분야에 하여 의회의 역할을 담당하는 교육

원회의 구성원인 교육 원의 일정 비율을 교육경력자에게 할당하는 것은

의 헌법 가치인 교육의 자주성과 문성을 구 하기 하여 불가피한

일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이러한 목 을 달성하기 하여 교육 원선거에서

어도 2분의 1 이상은 교육경력자가 당선되도록 규정한 것이고, 그로 인

하여 다수결원칙과 공무담임권 평등권에 한 일부 제한이 수반된다 하

더라도 부득이한 것으로 수용될 수 있다 할 것이다. 물론 헌의견이 주장

하는 로 교육 원선거에 있어서 경력자와 비경력자를 구분하여, 컨

2분의 1씩 따로 선출하는 방법도 가능하겠지만, 어떤 방법을 선택하는가는

기본 으로 입법자가 그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라 할 것인데, 우리

입법자는 이 에 하여 교육 원 정수의 2분의 1만을 교육경력자가 차지

하면 된다는 입장이 아니라, 최소한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한 것이므로 이 을 들어 최소침해성의 원칙에 어 난다고 볼 것은 아

니라고 생각된다.

결국, 헌론의 견해에는 경청할 부분이 있지만,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

한 경력자우선당선 제도는 교육의 문성과 자주성을 구 하기 한 것으

로서 헌법상의 근거가 있는 것이고, 그 구체 제도의 형성은 입법자의 재

량범 에 속하는 것인데 이 사건 법률조항이 이러한 재량범 를 벗어날 정

도로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에 한 논거가 약하고, 종 의 헌

법재 소 결정들에서 교육자치나 교육의 자주성을 하여 민주 정당성의

요청이 일부 후퇴할 수 있다고 한 것과도 일 되지 않는다는 문제 을 갖

고 있다.

결론 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의 공무담임권, 평등권 등 기본권

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단되는바, 이 사건 법률조항에 하여 재

5인이 헌의견이고 재 4인이 합헌의견이어서 헌의견이 다수이긴

하지만, 헌법 제113조 제1항, 헌법재 소법 제2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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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헌결정을 한 심 정족수 6인에는 이르지 못하여 헌결정을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심 청구를 기각하게 되었다.

4. 이 사건 결정의 의의

헌법재 소는 2002. 3. 28. 2000헌마283․778 사건( 례집 14-1, 211)에서

교육 원 교육감의 선거인단을 학교운 원회 원 원으로 하도록

규정한 지방교육자치에 한법률 제62조는 학교운 원이 아닌 지역주민들

의 자치권․선거권․평등권 등을 침해하고 교육의 자주성을 훼손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에 하여, 지방교육자치의 역에서는 주민자치의 원칙

이라는 민주주의 요청만을 철 하게 철하는 것이 반드시 바람직한 것

이 아니고 교육자치의 특성상 민주 정당성에 한 요청이 일부 후퇴하

는 일이 있더라도 헌법 으로 용인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재

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법률조항은 헌법에 반되지 않는다고 단한

바 있다.

이 사건 결정은 례와 같이 지방교육자치의 역에서 교육의 자주

성․ 문성을 구 하기 해서는 민주 정당성의 요청을 일부 후퇴시켜

양자의 조화를 꾀하는 것이 헌법 으로 허용된다고 단한 흐름을 이어간

데에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다만, 5인의 재 이 헌의견을 내었다는 것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

한 민주 정당성의 침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을 시사하는 것이

므로, 입법자로서도 교육의 자주성과 문성을 살리면서도 헌성의 시비

를 불식시킬 수 있는 안을 모색함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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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제4조 등 헌소원

- 보상없는 토지재산권제한의 한계 -

(헌재 2003. 4. 24. 99헌바110등, 례집 15-1, 371)

김 철＊1)

【 시사항】

1. 국립공원지정에 따른 토지재산권의 제한에 하여 손실보상규정을 두

지 않은 구 자연공원법 제4조에 한 헌소원청구 후 법률이 개정되어 여

러 가지 ‘보상 조치’를 규정하 고 이 조항이 손실보상 는 손해배상 청

구소송인 당해사건에 용되는 경우에도 구 자연공원법 제4조에 하여 재

의 제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법률조항이 비례의 원칙에 어 나게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과도

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3. 헌결정의 정족수가 모자라 합헌결정을 선고한 사례

【심 상】

구 자연공원법(2001. 3. 28. 법률 제6450호로 문개정되기 의 것) 제4

조(국립공원의 지정) ① 국립공원은 환경부장 이 지정한다.

② 환경부장 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계

앙행정기 의 장과 의하고 할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국립공원 원회

와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건설종합계획심의회의 심

의를 거쳐야 한다.

＊ 헌법연구 , 법학박사



104 헌법재 소결정해설집 2003

【사건의 개요】

1. 심 청구에 이르게 된 경

(1) 청구인 1.은 1976. 12. 21. 의정부시 가능동 산 75의 6 임야 13정 9단

1무보 같은 동 산 76 임야 2정 2단보의 소유권을, 청구인 2.는 1982. 4.

22. 서울 도 구 도 동 산 49 임야 37,785㎡의 소유권을 각 취득하 다.

한편, 1983. 4. 2. 당시 주무부서인 건설부장 (이후 1990. 12. 27. 법률 제

4268호 개정법에서 주무부서가 ‘내무부’로 바 었다가 다시 1998. 2. 28. 법

률 제5529호 개정법에서 ‘환경부’로 바 어 재에 이르고 있다)은 자연공

원법(1982. 12. 31. 법률 제3644호) 제4조에 따라 토지 소재지를 포함한

북한산 일원의 지역을 북한산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는 처분을 하 다.

(2) 이에 청구인 1.은,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 소유의 토지에

한 사권의 행사가 실질 으로 지되었음에도 국립공원지정처분에 하여

규정한 구 자연공원법(2001. 3. 28. 법률 제6450호로 문개정되기 의 것.

이하 문개정 의 법을 “구법”, 문개정 후의 법을 “신법”이라 한다) 제4

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와 일정한 사항에 하여 손실보상

을 규정한 제43조 제1항은 사유토지에 한 국립공원지정처분으로 인한 손

실에 해 아무런 보상규정을 두지 아니함으로써 헌법 제23조 제3항의 정

당보상원리에 배되어 무효이고, 이에 따라 한민국은 청구인에게 헌법

제23조 제3항에 기한 손실보상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한민국을 상

로 서울지방법원에 99가합84239호로 손실보상 의 지 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동 소송 계속 자연공원법 조항들에 해 헌제청신청을

하 으나 당해사건 법원이 이를 기각하자, 1999. 12. 9. 헌법재 소법 제68

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헌법소원심 을 청구하 다(99헌바110).

청구인 2.는 한민국을 상 로 서울지방법원에 95가단104824호로 부당

이득 반환 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동 소송이 계속 , 청구인

소유의 토지에 한 국립공원지정으로 청구인의 소유권이 사실상 형해

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구법에서는 제43조 제1항에서 특별한 경우에 한하

여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지정처분의 근거규정인 제4조에 아무

런 보상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이들 규정은 헌법 제23조에서 보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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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을 침해하는 헌의 법률조항이라고 주장하면서 헌제청신청을 하

으나 당해사건 법원이 이를 기각하자, 2000. 6. 5. 헌법재 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헌법소원심 을 청구하 다(2000헌바46).

2. 청구인들의 주장과 이해 계인의 의견

가. 청구인들의 주장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 그 공원구역 안에 있는 모든 산림은 국립공원

리공단이 이를 유․ 리하며, 그 공원 안에 있는 사유토지에 한 소유

권행사는 실질 으로 불가능하게 된다. 북한산국립공원 지정처분에 의한

청구인들 소유의 토지에 한 공용제한은 손실보상을 필요로 하는 특별

한 희생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구법 제4조는 사유토지를 국립공원으로 지정함에 있어 정당한

보상을 제로 하지 아니하 고 제43조 제1항은 사유토지에 한 국립공원

지정처분으로 인한 손실보상에 해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아니하 는바, 이

들 규정은 헌법 제23조 제1항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반하여 재산권

의 본질 내용을 침해하 을 뿐만 아니라 헌법 제23조 제3항에서 규정한

정당보상의 원리에도 반된다.

나. 법원의 헌제청신청기각 이유요지

국립공원의 지정으로 인해 토지를 종래의 목 으로도 사용할 수 없거나

는 더 이상 법 으로 허용된 토지이용의 방법이 없기 때문에 실질 으로

토지의 사용․수익의 길이 없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수인하여야 하는

사회 제약의 한계를 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국립공원지정으로

인한 개발가능성의 소멸과 그에 따른 지가의 하락이나 지가상승률의 상

감소는 토지소유자가 감수해야 하는 사회 제약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

로 보아야 한다.

국립공원의 지정구역내에 있다 하여도 지정목 에 배되지 않는 한 본

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허가

를 받게 되면 건축물의 신축개축 등이 가능하다는 등에 비추어 보면,

국립공원지역의 지정으로 인한 불이익은 공공의 복리를 하여 감수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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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으면 안될 정도의 사회 제약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이

에 하여 손실보상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하여 헌법에 반된 것이

라 할 수 없다.

다. 환경부장 의 의견요지

국립공원지정처분은 자연생태계와 풍경을 표할 만한 수려한 자연경

지를 보호․육성하고, 국민의 휴양 정서생활 등 정한 이용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해 사소유권의 행사를 일정 범 내로 제한하는 공용제한

의 일종이며 보 목 에서 행해지는 보 제한이다.

이 사건 토지들에 한 보 제한은 헌법 제23조 제2항의 공공복리에 따

른 합리 제한으로서 재산권의 본질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 할 수 없

고, 그로 인한 불이익은 감수하여야 할 정도의 사회 제약의 범 내에 있

으므로 이에 해 손실보상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헌법 제23조 제

1항제3항, 제37조 제2항에 반된다고 할 수 없다.

신법 제77조 제78조는 자연공원의 지정으로 인하여 자연공원 안에

있는 토지를 종 의 용도 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히 감소된 토

지의 소유자로서 국립공원지정 당시부터 그 토지를 계속 소유한 자나 그

상속인은 공원 리청에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보상규정

을 두고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무보상 무제한으로 사유재산을 침

해 내지 제한하도록 하 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심 청구의 이익이 소멸되

었다.

【결정요지】

1. 이 사건 각 헌법소원의 당해사건들은 국립공원지정처분을 원인으로

하여 국가를 상 로 제기한 손실보상청구와 부당이득반환․손해배상청구

사건인바,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 사건 토지에 한 국립공원지정처분으로

말미암은 청구인들의 손실 는 손해는 보상규정을 결여하여 헌인 이 사

건 법률조항에 근거했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고, 그 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에 한 헌결정 는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개선입법에

의하여 당해사건에서 다른 내용의 재 을 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재 의



자연공원법 제4조 등 헌소원 107

제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신법에서 공원구역의 ‘폐지’ 는

‘구역변경’에 한 규정(제8조), 공원사업의 시행을 하여 공원사업에 들어

가는 토지 등에 한 소유권 등 권리의 수용․사용과 이에 한 ‘손실보상’

‘환매권’ 규정(제22조), 의에 의한 토지 등의 매수에 한 규정(제76

조)과, ‘매수청구권’ 규정(제77조․제78조) 등 여러 가지 보상 조치를 규

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청구인들이 당해사건에서 구하는 바는 국립공원지정

자체에 따른 재산권제한에 한 보상이 주된 핵심이고, 와 같은 보

상 조치를 내용 으로 담고 있는 신법 제4조에 한 헌법 평가와 아무

런 보상규정이 없는 구법 제4조에 한 헌법 평가는 다르다고 할 수 있

으므로, 와 같은 보상 조치가 내용 으로 포함된 신법 제4조가 헌인

지 여부와는 계없이 이 사건 법률조항의 헌확인을 구하는 이 헌법소원

은 심 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

재 윤 철, 재 하경철, 재 김효종, 재 김경일의

각하의견

청구인들이 헌법소원심 을 청구한 이후에 구법이 헌 일 수 있다는

반성 고려에 의하여 법이 개정되어 매수청구권 등 보상 조치에 한

규정이 신설되었고, 이들 조항은 이 사건 토지들에 하여도 용된다. 그

러므로 이로 인하여 심 상인 구법 즉 매수청구권 등 보상 조치가 없

는 상태에서의 국립공원지정에 한 근거규정인 이 사건 법률조항은 더 이

상 용되지 않게 되었다. 한편,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보

상조치가 없는 국립공원지정처분이 재산권에 한 지나친 제한이라고 단

되어 국회에서 행법상의 보상 조치 외에 보상과 같은 추가 인 보

상조치를 입법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문개정되기 의 법률인 구법의 개

정을 통해서가 아니라 개정된 행법률의 개정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니 이 한 개정 의 법률인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재 의 제성

을 인정할 근거가 되지 아니하며, 이 사건 법률조항에 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개정되어 더 이상 용되지 않는 법률을 다

시 개정할 수는 없는 것이니 개선입법을 할 방법도 없다. 그 다면 결국

구법 제4조에 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 은 재 의 제성이 없어 각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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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야 마땅하다.

2. 재 한 , 재 김 일, 재 송인 , 재 주선회

의 헌법불합치의견

자연생태계와 자연풍경지의 보호 등을 목 으로 국립공원을 지정하도록

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과 이를 근거로 토지사용을 제한하는 구법조항들(제

16조․제23조․제36조)은 입법자가 토지재산권에 한 권리와 의무를 일

반․추상 으로 확정하는,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에 한 규정이면서 동시

에 재산권의 사회 제약을 구체화하는 규정이다. 모든 토지에는 그의

치, 성질 자연과 풍경과의 계, 즉 토지의 고유상황에서 나오는 재산권

의 내재 한계가 있는데, 토지소유자는 재산권의 행사에 있어서 토지의

이러한 고유한 상황을 고려하여 모든 토지를 그의 치 상황에 합하

도록 사용해야 한다는 사회 제약을 받으며, 한편 입법자는 토지소유자로

하여 토지의 상황에 상응하게 재산권을 행사하도록 규율할 수 있다. 따

라서 지역의 풍경을 표하는 수려한 풍경지이기 때문에 공원구역지정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토지에 하여 자연보존을 목 으로 부과되는 자연공원

법상의 상유지의무나 사용제한은 토지의 치와 주변환경에 비추어 토지

재산권에 내재하는 제한을 구체화한 것으로서 사회 제약의 한 표 이라

고 볼 수 있다.

토지재산권에 하여는 강한 사회성․공공성으로 인하여 다른 재산권에

비하여 보다 강한 제한과 의무가 부과될 수 있으나, 토지재산권에 한 제

한입법 역시 다른 기본권에 한 제한입법과 마찬가지로 과잉 지의 원칙

을 수해야 하고 재산권의 본질 내용인 사 유용성(私的有用性)과 원칙

인 처분권(處分權)을 부인해서는 안된다. 국립공원구역지정 후 토지를 종

래의 목 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칙 인 경우의 토지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상태의 유지의무나 변경 지의무는, 토지재산권의 제한을 통하여 실 하

고자 하는 공익의 비 과 토지재산권의 침해의 정도를 비교해 볼 때,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를 원칙 으로 종래 용도 로 사용할 수 있는 한 재

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게 합헌 으로 규율한 규정이

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입법자가, 국립공원구역지정 후 토지를 종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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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으로도 사용할 수 없거나 토지를 사 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

이 공원구역내 일부 토지소유자에 하여 가혹한 부담을 부과하면서 아무

런 보상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에는 비례의 원칙에 반되어 당해 토지소유

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결론 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에 하

여 원칙 으로 지정 당시에 행사된 용도 로 사용할 수 있는 한 이른바 재

산권에 내재하는 사회 제약을 비례의 원칙에 합치하게 합헌 으로 구체

화한 규정이라고 할 것이나, 외 으로 종래의 용도 로 토지를 사용할

수 없거나 사 효용의 가능성이 완 히 배제되는 경우에도 아무런 보상없

이 이를 감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한 이러한 부담은 법이 실 하려는

한 공익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과도한 부담이므로, 이러한 한도내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비례의 원칙을 배하여 당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헌 인 규정이다.

재 권 성의 헌의견

자연공원법이 문개정되어 구법은 폐지되고 신법이 시행되고 있고 한

편 자연공원제도 그 지정제도는 동일하게 신법에서도 존속하고 있으므

로, 구법 제4조는 폐지되어 더 이상 용되지 않지만 그에 근거한 자연공

원지정처분의 효력은 여 히 신법하에서도 유지되고 있고, 이 지정처분의

근거법률은 신법 제4조이며 이 지정처분에 계된 법률 계에 하여는 신

법만이 용된다. 따라서 이 사건 당해사건에서 용되는 법은 구법 제

4조가 아니라 신법 제4조임이 분명하다. 한, 이 사건에서처럼 헌법소원의

계속 에 법률이 개정되었고 그 개정의 후를 비교할 때 조문의 내용이

동일하여 신․구의 조문간에 동일성이 인정되는 때에는 당사자의 명시 인

반 의사가 없는 한 심 상조문은 당연히 신법조문으로 변경되는 것이라

고 보아야 한다. 신법은 매수청구권 등 보상 조치에 한 일부규정을 신

설하 지만 보상의 길을 열어놓지 않은 은 구법과 마찬가지이고,

비록 매수청구권 등 보상 조치에 한 일부규정이 신설되어 헌성이 다

소 완화되긴 하 지만, 보상의 길을 막아놓은 채 자연공원을 지정

하는 것은 여 히 비례의 원칙에 어 나므로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과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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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침해하여 헌이다.

3. 이와 같이 재 한 , 재 김 일, 재 권 성, 재 송인

, 재 주선회의 의견은 청구인들의 심 청구는 법하므로 본안에 들

어가 심 해야 하고, 그 재 한 , 재 김 일, 재 송인 ,

재 주선회의 의견은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합치하지 아니한다는

것이고, 재 권 성의 의견은 이 사건의 심 상은 신법 제4조가 되어

야 하고 동 조항은 헌이라는 것이며, 재 윤 철, 재 하경철, 재

김효종, 재 김경일의 의견은 이 사건 심 청구는 재 의 제성

이 없어 부 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한다는 것이어서, 헌법재 소법 제2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법률의 헌결정에 필요한 정족수 6인에 미달하여

합헌결정을 선고하는 것이다.

【해 설】

1. 서론

이 사건 결정은 헌법재 소의 소 그린벨트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의 연

장선상에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그린벨트 사건과 다른 은 이

사건 심 청구 후 자연공원법이 문개정되어 일정한 범 내에서 그린

벨트 사건 결정에서 지 한 ‘보상 조치’를 두고 있다는 에서 심 의 이

익이 있는지 여부와 심 의 이익이 있다고 볼 경우 구체 으로 심 상은

구법조항인지 신법조항인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2. 자연공원법 제4조의 규정연

자연공원법은 1980. 1. 4. 법률 제3243호로 제정되었다. 자연공원법 제4

조1)는 청구인들에 한 국립공원지정처분 당시는 제정법의 규정내

용과 같았고, 당해사건 법원에 헌제청신청 당시, 당해사건 법원의 헌

1) 자연공원법(1980. 1. 4. 법률 제3243호로 제정된 것) 제4조(국립공원의 지정) ①국

립공원은 건설부장 이 지정한다. ②건설부장 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하

고자 할 때에는 계 부ㆍ처․청의 장과 의하고 할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건설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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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청신청기각 당시 이 사건 헌법소원심 청구 당시에는 그 내용에 약

간의 변경이 있었으나 이는 주무부서 내지는 국립공원지정 차상 여하

는 행정기 의 명칭이 바 것에 불과하고 본질 인 부분은 아무런 변화

가 없었다.

한편 헌법재 소는 1998. 12. 24. 개발제한구역(소 ‘그린벨트’) 지정의

근거규정인 도시계획법 제21조를 심 상으로 한 89헌마214등 헌소원

사건에서, “도시계획법 제21조에 의한 재산권의 제한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원칙 으로 지정 당시의 지목과 토지 황에 의한 이용방법

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한, 재산권에 내재하는 사회 제약을 비례의 원

칙에 합치하게 합헌 으로 구체화한 것이라고 할 것이나, 종래의 지목과

토지 황에 의한 이용방법에 따른 토지의 사용도 할 수 없거나 실질 으로

사용․수익을 할 수 없는 외 인 경우에도 아무런 보상없이 이를

감수하도록 하고 있는 한, 비례의 원칙에 반되어 당해 토지소유자의 재

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반된다.”고 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 고( 례집 10-2, 927), 이어서 1999. 10. 21.에는 도시계획결

정 후 장기간 이를 집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재산권에 가해지는 사회 제

약을 완화하는 장치를 마련하지 않고 있는 도시계획법 제4조를 심 상으

로 한 97헌바26 헌소원 사건에서, “도시계획시설의 지정으로 말미암아

당해 토지의 이용가능성이 배제되거나 는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종래 허

용된 용도 로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로 말미암아 한 재산 손

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원칙 으로 사회 제약의 범 를 넘는 수용 효

과를 인정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한 보상을 해야 하는바, 토

지의 사 이용권이 배제된 상태에서 토지소유자로 하여 10년이상을 아

무런 보상없이 수인하도록 하는 것은 공익실 의 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는 과도한 제한으로서 헌법상의 재산권보장에 배된다.”고 하여 역시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 다( 례집 11-2, 383).

이에 따라 국회는 이들 결정의 취지를 반 하여 2000. 1. 28. 법률 제

6241호로 ‘매수청구권’ 등을 규정한 개발제한구역의지정 리에 한특별조

치법을 제정하 고, 자연공원법도 2001. 3. 28. 법률 제6450호로 문개정되

면서 제4조2)와 련하여 그 내용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왔다. 즉, 자연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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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에 따른 재산권제한의 완화조치로서 자연공원의 폐지 는 구역변경에

하여 규정하 고(동법 제8조, 동법시행령 제4조), 공원사업의 시행을

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원사업에 들어가는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에

한 소유권 그 밖의 권리를 수용 는 사용할 수 있고 이 경우 토지수용

법을 용하도록 규정하므로써 이에 한 손실보상은 물론 환매권의 행사

도 가능하게 되었다(동법 제22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뿐만 아니라 의에

의한 토지 등의 매수에 한 규정(동법 제76조)과,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다(동법 제77조제

78조, 동법시행령 제43조제44조).3)

3. 법요건에 한 단

가. 부 법하다고 본 견해

이 사건 헌법소원은 재 의 제성이 없기 때문에 각하되어야 한다고 본

재 4인4)의 의견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법률이 폐지 는 개정된 경우 구법의 규정은 원칙 으로 재 의 제성

이 없어 헌심 의 상이 되지 아니한다. 다만, 법률이 폐지 는 개정되

었다 하더라도 당해사건에서는 구법을 용할 수밖에 없어 구법의 헌 여

부에 따라 다른 내용의 재 을 하게 되는 경우, 컨 당해사건이 개정

2) 신법 제4조(자연공원의 지정 등) ①국립공원은 환경부장 이 지정․ 리하고, 도

립공원은 특별시장․ 역시장 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각각 지

정․ 리하며, 군립공원은 시장․군수 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군수”라 한다)

이 각각 지정․ 리한다. ②환경부장 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공원을 지정

하고자 하는 때에는 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계 앙행정기 의 장

과 의하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에 두는 공원 원회(이하 “국립공원

원회”라 한다)와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건설종합계획심의

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립공원을 지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할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

도에 두는 공원 원회(이하 “도립공원 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환경부장

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 은 승인을 하기 에 계 앙행정기

의 장과 의하여야 한다. ④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립공원을 지정하

고자 하는 때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에 두는 공원 원회(이하 “군립공원

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한민국 보, 2001.3.28.자, 145면 이하 참조.

4) 윤 철ㆍ하경철ㆍ김효종ㆍ김경일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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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법률에 의한 과세처분에 하여 근거 법률의 헌무효를 주장하며 그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는 이 사건의 당해사건이 공원지정처분

의 근거규정인 구법 제4조의 헌무효를 주장하면서 공원지정처분 그 자체

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라면, 재 의 제성이 인정될 수도 있다. 그러나,

공원지정처분 자체는 다투지 아니하고 그에 한 보상 조치의 불비만을

다투는 이 사건의 경우는 구법 제4조가 보상이나 배상을 구하는

당해사건에 직 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한편,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보상조치가 없는 국립공원지정처분

이 재산권에 한 지나친 제한이라고 단되어 국회에서 행법(신법)상의

보상 조치 외에 보상과 같은 추가 인 보상조치를 입법한다고 하더

라도 이는 문개정되기 의 법률인 구법의 개정을 통해서가 아니라 개정

된 행법률의 개정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니 이 한 개정

의 법률인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재 의 제성을 인정할 근거가 되지 아

니하며, 구법 제4조에 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개

정되어 더 이상 용되지 않는 법률을 다시 개정할 수는 없는 것이니 개선

입법을 할 방법도 없다. 나아가, 법률이 개정된 경우에 신법에도 구법에서

와 마찬가지의 헌소지가 있어 헌법 해명의 필요성이 있다면 극 으

로 본안 단을 할 수 있겠지만, 이 사건에서는 신법에 매수청구권 등 보상

조치에 한 규정이 신설되어 헌 여부가 문제되는 내용에 요한 변

화가 생겼으므로 매수청구권 등 보상 조치에 한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의 구법 제4조에 하여 헌법 해명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한, 개정된 신법상의 여러 보상 조치에 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청구인

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보상에 한 규정이 없음을 이유로 헌이라

고 다투기 해서는 재 청구인들의 토지에 용되고 있는 신법의 법률조

항을 그 심 상으로 삼아야지 구법의 법률조항을 그 심 상으로 삼아

서는 안될 것이다.

나. 법하다고 본 견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재 5인은 이 사건이 법하다고 보아 본안 단

에 이르고 있는데, 다만 그 재 4인5)은 구법 제4조가 심 의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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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재 1인6)은 신법 제4조가 심 의 상이 되어야 한다고 본 에서

다르다고 하겠다.

독일연방헌법재 소가 1981. 7. 15. ‘자갈채취 결’7)에서 소 “분리이

론”8)을 제시할 때까지 독일의 연방최고법원은 “경계이론”9)을 근거로 하여

재산권에 한 ‘사회 제약’과 ‘수용’을 구분하 고, 이에 따라 보상의 필

요성을 단하 다. 즉, 연방최고법원은 ‘재산권의 사회 제약을 넘어서

특별희생에 해당하는 모든 재산권 침해’를 수용으로 악함으로써 헌법

상의 ‘수용’ 개념을 확 하 다. 따라서 연방최고법원의 ‘수용’ 개념은

도로ㆍ철도ㆍ항만ㆍ공항 공사 등 구체 인 공익목 을 하여 국가가 의도

으로 개인의 재산권 지 를 면 는 부분 으로 박탈하는 것을 내

용으로 하는 의 는 고 의미의 수용뿐만 아니라, 수용유사침해10)ㆍ

수용 침해11)의 다양한 형태를 포함하 다.12)

5) 한 ㆍ김 일ㆍ송인 ㆍ주선회 재

6) 권 성 재

7) BVerfGE 58, 300. 이 결정의 의의에 하여는 김성수, 행정법Ⅰ, 법문사, 1998,

642-645면 참조.

8) 독일연방헌법재 소가 취한 분리이론에 하여는 한수웅, “재산권의 내용을 새

로이 형성하는 법규정의 헌법 문제”, 스티스 제32권 제2호, 한국법학원, 1999,

32-34면 참조.

9) 독일민사법원이 취한 경계이론에 하여는 한수웅, 게논문, 30-32면 참조.

10) 收用類似侵害(enteignungsgleicher Eingriff) 이론이란 재산권에 한 법 침

해라도 그것이 법률에 의하여 허용된다고 가정할 경우에 그것의 내용 효과에

비추어 볼 때 공용침해를 의미하고 련 개인에게 특별한 희생을 강요할 때에는

공용침해와 같은 것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이론을 말한다. 컨 , 보상규정을 두

지 않은 재산 침해로서 그 실질 내용에 있어서는 수용 효과를 가져 오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독일에서는 BGHZ 6, 270(290) 이래 확립된 례이다. 그러

나 우리나라 법원의 경우 재산권에 한 공권 침해가 법한 경우에는 ‘손해

배상’의 문제로 보고 있다( 법원 1999. 11. 26. 선고 99다40807 결). 박균성, 행

정구제법, 박 사, 2002, 118면.

11) 收用的侵害(enteignender Eingriff) 이론이란 그 자체로서 합법 인 행정행 가

래하는 외 이고 기치 못한 부수 효과로 인한 재산권의 침해에 하여는

법률의 근거가 없어도 보상을 해 주어야 한다는 이론을 말한다. 컨 , 합법 인

도로공사로 인하여 고객이 상 에 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쇄되는 경우에 상

주인이 입는 재산 손해가 이에 해당한다. BGHZ 57, 359(366). 우리나라 법

원도 법한 공권력 행사가 원인이 되어 발행한 손실(간 손실 내지는 수용 침

해)는 헌법 제23조 제3항에 규정한 손실보상의 상이 된다고 보고 있다( 법원

1999. 11. 15. 선고 99다27231 결). 박균성, 게서, 117면.

12) 독일 연방법원은 이러한 입장에 서서 법률 근거가 없는 조치에 의한 재산권침

해(收用類似侵害)나 특정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려는 의도없이 그에 하여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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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이론의 핵심 내용은 입법자가 보상에 한 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

에도 재산권의 제한이 수용과 같은 효과를 가져온다면, 법원이 독자 으로

직 보상에 한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이며, 역으로 국민의 입장에서는

헌 법률을 근거로 한 행정청의 처분이나 법률 그 자체에 해서만

항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헌 인 법률과 행정처분을 수인하고 신 사

후 으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경계이론은 ‘발생한 재산권

의 침해’와 ‘보상의 필요성’의 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국민은 재산권의

침해행 를 취소하거나 아니면 재산권의 침해를 수인하고 법원에 보상을

구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갖는다. 따라서 이 경계이론에 따르면 청구인들의

손실보상 청구는 법하게 되고, 독일의 경우13)와는 다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 이 사건 헌소원은 재 의 제성을 갖춘 것으로 보게 될 것이다.

4. 본안에 한 단

가. 토지의 이용규제에 한 미국ㆍ일본ㆍ 랑스의 입법례

(1) 미국

(가) 수용조항

미국연방헌법에는 우리나라의 헌법 제23조 제1항, 제2항과 같은 재산권

의 사회 기속성에 한 규정이 없다. 즉, 연방헌법 수정 제5조는 “…

구든지 정당한 보상없이 그 사유재산을 공공의 목 을 하여 수용당하지

인 효과를 미쳐 결과 으로 특별한 희생을 요구한 조치에 의한 재산권침해(收用

的侵害)나, 공공의 필요를 한 희생이 아니라 단순히 유해 사건에 수반되는 희

생의 경우에도 보상을 해 주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에 하여 계희열 교수는 “이

러한 수용유사침해ㆍ수용 침해 이론은 바이마르헌법 하에서 형성된 것으로서 기

본법시 에 들어와서까지 - 바이마르헌법 제153조는 기본법 제14조와 다른 구조

를 갖고 있음에도 - 연방최고법원에 의해 계승되어 상당기간 통용된 것으로서, 이

는 헌법에 규정된 공용침해의 요건을 진 으로 포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같은

입장은 결국 공권력에 의한 재산가치 있는 권리(재산권)의 침해에 한 일반 보

상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 게 되면 헌법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재산권에

침해가 이루어졌느냐 는 보상의 범 와 방법 등이 법률로 규정되어 있느냐의 문

제가 아니라, ‘특별한 희생’이 련 개인에게 발생했느냐의 문제만이 결정 의미를

갖게 된다.”고 하여 비 하고 있다. 계희열, 헌법학(中), 박 사, 2000, 591ㆍ496면.

역시 부정 인 견해로는 유지태, 행정법신론, 신 사, 1995, 382면이하 참조.

13) 종 의 경계이론에 의할 경우 독일의 일반법원은 보상규정 없는 법률에 하여

헌제청신청을 할 필요도 없이 스스로 보상 결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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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한다”14)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 수용조항(Takings clause)은 수정

헌법 제14조를 통하여 州에도 용된다.15) 통상 수용조항과 련한 사건에

서 법원은 다음의 4가지 을 살핀다. 즉, ①공권력에 의한 조치가 수용에

해당하는가(“Is there a 'taking'?”) ②그 상이 재산에 해당하는가?(“Is it

'property'?”) ③공공목 이 존재하는가?(“Is the taking for 'public use'?”)

④정당한 보상이 있는가?(“Is 'just compensation' paid?”) 하는 문제가 그

것이다.16)

(나) 보상이 필요한 경우

보상이 필요없는 단순한 규제와 보상을 요하는 규제형 수용의 구분은 매

우 요한 문제이다. 이 차이는 그 규제의 정도의 문제이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 보상을 요하는 “수용”에 이르는지에 하여는 확립된 기 이 없었

다. 일반 으로 규제형 수용을 포함하여 보상을 요하는 수용의 기 으로

연방 법원이 제시한 가이드라인은 다음과 같다.17)

1) 실제 인 소유권박탈 는 물리 인 유침탈은 보상을 요한다.

개인이 만든 수로에 일반공 이 근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것,18) 임

용아 트 소유자로 하여 이블TV를 한 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 공간

을 내어주도록 요구하는 시조례,19) 재산의 상속이나 증여를 지하는 법

률20)은 보상을 요하는 수용이다.

그러나 수용이 쟁시 등 비상의 상황에서 이루어졌다면 개인재산의

괴나 실제 인 유가 있었더라도 보상을 요하지 않는다. 그리하여 연방

법원은, 염성이 높은 삼목부식병(cedar rust)이 돌자 인근의 많은 사과

과수원을 보호하기 하여 수많은 붉은 삼목(cedar trees)의 기를 명한

버지니아주의 조치,21) 제2차 세계 당시 정유시설이 군의 손에 넘어

14) “; nor shall private property be taken for public use, without just

compensation.”

15) Chicago, Burlington & Quincy Railroad v. City of Chicago, 166 U.S. 226

(1897).

16) 사법연수원, 미국헌법, 2002, 98면; Erwin Chemerinsky, Constitutional Law,

New York: Aspen Law & Business, 2002, 615-616면 참조.

17) Constitutional Law, BAR/BRI, 2002, 56-58면.

18) Kaiser Aetna v. United States, 444 U.S. 164 (1980)

19) Loretto v. Telepromter Manhatten CATV Corp., 458 U.S. 419 (1982)

20) Hodel v. Irving, 481 U.S. 704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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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 것을 막기 하여 그 시설을 괴한 정부의 행 22)는 보상을 요하지

않는다고 결하 다.

2) 사용제한(Use Restrictions)의 경우

만약 정부의 규제조치가 토지소유자가 그의 토지를 경제 으로 가치있

게 사용하는 것을 완 히 빼앗는 결과가 된다면, 그 규제 당시 토지를 소

유하고 있던 자에게 보상을 해 주어야 한다.23) 이 사건에서 연방 법원은,

정부의 규제조치로 인하여 재산이 경제 으로 가치있게 사용할 수 없

게 되었을 경우에는 그 침해가 아무리 고 공공목 이 아무리 크다고 하

더라도 보상을 요한다고 시하 다.24)

그러나 컨 , 최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경제 사용을 지하는 경

우와 같이 정부의 규제가 재산의 가치를 감소시키는 데 불과한 경우에는,

경제 사용의 여지가 남아 있는 한 반드시 보상이 필요한 수용으로 귀결

되는 것은 아니다. 이 때 법원은 이익형량을 한다(Balancing Test). 법원이

고려할 사항으로는 ①그 규제로 추구하고자 하는 사회 목 의 달성이 가

능한지, ②소유자의 재산가치의 감소의 크기, ③소유자가 그 재산의 사용과

련하여 합리 으로 기 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는지 여부 등이다.

3) 구제 조치

재산의 소유자가 정부의 규제를 다투면서 손실보상청구 소송을 제기하

고 법원이 그에 하여 “수용”임을 인정하는 경우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이다. 즉, 첫째 그와 같은 수용에 하여 정당한 보상을 지

하거나, 둘째 그 규제를 단하고, 규제가 시작되었을 때부터 단시 까

지의 손해를 보상해 주어야 한다.25) 후자를 “일시 ㆍ잠정 수용에 한

보상(temporary taking damages)”이라고 한다.

(다) 소결

이상 본 바와 같이 미국의 경우는 보상을 요하는 “수용”에 해당하는지

21) Miller v. Schoene, 276 U.S. 272 (1928)

22) United States v. Caltex, Inc., 344 U.S. 149 (1952)

23) Lucas v. South Carolina Coastal Council, 505 U.S. 1003 (1992)

24) 사법연수원, 게서, 99면.

25) First English Evangelical Lutheran Church of Glendale v. County of Los

Angeles, 482 U.S. 304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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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가 쟁 이고, 그에 한 단은 법원이 한다. 즉, 보상법률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보상이 필요한 수용인지 여부에 하여 법원

은 비교 재산소유자의 입장에 비 을 두는 것 같다. 컨 1992년의

Lucas 사건에서와 같이 재산을 경제 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에는 그 침해가 아무리 고 공공목 이 아무리 크다고 하더라도 보상

을 요한다고 시함으로써 앞으로는 긴 한 상황에서의 외가 극히 제한

될 것으로 상된다.26)

(2) 일본

(가) 일본국헌법 제29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1항] 재산권은, 이를 침해해서는 아니된다.

[제2항] 재산권의 내용은, 공공복지에 합하도록 법률로써 이를 정한다.

[제3항] 사유재산은, 정당한 보상 하에, 이를 공공을 하여 이용할 수

있다.

(나) 헌법 제29조 제3항의 “공공을 하여 이용할 수 있다”의 의미에

해서는 재산권의 박탈의 경우뿐만 아니라 리 재산권을 제한하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 이다. 특히 실정법상에는 보상규정이 결여되

어 있는 경우에도 직 헌법 제29조 제3항에 근거하여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직 효력설)이 통설․ 례의 입장이다.

일본에서는 이를 ‘補償請求權發生設’이라고 한다. 즉, 법률에 기한 수용

등 행 자체는 그 법률에 보상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법유효한 것으로

보고, 별도로 재산상의 ‘특별한 희생’을 받은 자에게는 직 헌법 제29조

제3항에 의거하여 보상청구권이 발생한다는 견해이다. 최고재 소는 河

川阪近地制限令違反 사건에서 “동령 제4조 제2항에 의한 제한에 해서 同

條에 보상에 한 규정이 없다고 하여 동조가 모든 경우에 해서 일체의

손실보상을 완 히 부정하는 취지로까지 해석할 수 없고, 본건 피고인도

그 손실을 구체 으로 주장ㆍ입증하여 별도로 직 헌법 제29조 제3항을

근거로 하여 보상청구를 할 여지가 있다.”고 시하 다.27) 이 사건은 형사

26) 사법연수원, 게서, 99면.

27) 高裁判 1968. 11. 27. 刑集 제22권 제12호, 140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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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고 시는 비록 방론이었지만 이러한 시는 최고재 소의 례

로 받아들여졌다.28) 그러나 손실보상청구권의 근거가 헌법 제29조 제3항에

있다고 하더라도 구체 으로 법률상 보상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헌법 제29

조 제3항이 요구하는 손실보상을 구체 ㆍ 차 으로 구체화한 것이라고

해석되기 때문에, 그 차에 의해서 보상청구를 하여야 한다.29)

어떠한 재산권제한의 경우에 손실보상을 요할 것인가에 하여 지 까

지 많은 학설들이 주장되어 왔다. 그리하여 아직까지 정설이 있는 것은 아

니지만, 결국 “특별한 희생”의 유무를 손실보상 요부의 기 으로 삼고 있

는 것이 일반 이다. 손실보상을 요하는 특별한 희생인지의 여부에 한

단기 으로 ①경찰제한․공용제한 구분설, ②사회 제약․본질 제한

구분설, ③형식 기 ․실질 기 구분설 등이 있다.

(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의 경우도 특별한 희생에 해당하는 재

산권제한에 하여는 보상이 필요하나, 헌법규정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때

보상법률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어서 법원이 보상액을 정할 수 있다는

에서 미국의 경우와 같다.

(3) 랑스

(가) 1958년에 제정된 랑스의 행 제5공화국헌법은 본문의 몇몇 단편

인 개별 기본권조항을 제외하고는 체계 인 권리장 을 포함하지 않고

있고, 단지 前文에서 “ 랑스국민은 1789년의 인권선언에 의하여 확인되고,

1946년헌법의 前文에 의하여 확인ㆍ보충된 인권 국민주권의 원리들에

한 랑스국민의 집념을 엄숙히 선언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한

편, 1789년의 인권선언 제2조는 “소유권은 인간의 자연 인 불멸의 권리”

라고 하 고, 제17조는 “불가침 이고 신성한 권리인 소유권은 합법 으로

확인된 공공의 필요가 명백히 요구하고, 한 정당한 사 의 보상에 의하

지 않는 한 침해될 수 없다.”고 규정하여 개인의 소유권, 특히 부동산소유

28) 高一 判 1975. 3. 13. 判時 제771호, 36면; 高二 判 1975. 4. 11. 判時 제777

호, 35면.

29) 동경고등재 소 1985. 8. 28. 判時 제1177호, 49면. 高剛 (김창조 譯), “土地利

用規制와 高裁判所判決”, 행정상 손실보상의 주요문제 (박윤흔 編), 박 사,

1997, 765-76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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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을 헌법상 보장하고 있다.30)

(나) 그러나 오늘날 재산권은 상당히 범 한 제약을 받고 있다. 재산

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공필요에 따라 수용도 가능하

다.31) 그리하여 행정주체가 사 재산의 소유권 는 사용권을 강제로 이

시키는 차(收用ㆍ徵用 등)를 정하는 법률은 재산을 침탈당하는 소유자

에게 지불할 보상 결정 수용시의 소유권이 의 실행에 하여 일반법

원의 권한을 인정하고 있다. 이 행정주체에 의한 사소유권침해 에서도

가장 요한 것은 “不動産收用”의 경우이다. 부동산수용이란 행정주체에

의하여 일시 는 항구 으로 이루어지는 사 부동산에 한 일체의

유침탈을 말한다. 이러한 유침탈이 법률에 기하여 행해진 경우에는 법

한 것이 되며, 이 경우에 법률은 보상 결정에 하여 일반법원의 할을

인정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법률이 보상 결정에 하여 명문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사소유권에 한 법한 침해가 없는 한 보상에 한

사항은 행정법원의 할에 속하게 된다.32)

(다) 이상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랑스의 경우, 법률에 근거한 토지수

용의 경우에 보상에 한 규정이 있으면 일반법원이, 보상에 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법원이 보상 을 결정하게 되므로 보상규정이 없는 법률에

한 헌 여부의 문제는 없다. 이는 랑스의 경우 1789년의 인권선언 이래

법률을 “國民總意”의 표 이라고 간주해 왔기 때문에 통 으로 법률에

한 사법심사가 배제되어 왔고, 다만 법률의 공포 에 헌법평의회

(Conseil constitutionnel)에서 이루어지는 소 “ 방 규범통제”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과도 연 이 있다고 하겠다.

나. 보상없는 토지재산권제한에 한 독일의 논의

(1) 독일기본법의 재산권조항

30) 권형 , “ 랑스헌법상의 부동산소유권보장”, 부동산법학의 제문제 (석하 김기수

교수 화갑기념논문집), 박 사, 1992, 89ㆍ90면.

31) 성낙인, 랑스헌법학, 법문사, 1995, 812면.

32) 한편, 행정주체에 의한 유침탈이 법률의 근거없이 행해진 경우에는 법한 부

동산수용이 되고, 이에 한 “損害賠償”은 법률의 규정이 없더라도 일반법원이 당

연히 할권을 갖게 된다. 권형 , 게논문, 9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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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1949년에 제정된 독일기본법의 재산권조항인 제14조(재산권, 상속권

공용침해)은 다음과 같다.

[제1항] 재산권과 상속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제2항] 재산권은 의무를 수반한다. 동시에 그 행사는 공공복리에 기여하

여야 한다.

[제3항] 공용침해(Eine Enteignung)는 공공복리를 해서만 허용된다. 공

용침해는 보상의 종류와 범 를 정한 법률에 의하여 는 법률에 근거하여

서만 행하여진다. 보상은 공공의 이익과 계자의 이익을 공정하게 형량하

여 정해져야 한다. 보상액 때문에 분쟁이 생길 경우에는 정규법원에 제소

할 길이 열려 있다.

(나) 독일기본법은 바이마르헌법(제153조)33)상의 공용침해(Eine Enteignun

g)34)와 보상의 느슨한 계를 헌법 으로 개선하고 보상을 불공정하게 정하는

법률의 입법을 불식시키기 하여 불가분조항(부 조항, Junktim-Klausel)의

원칙, 즉 “수용은 보상과 결합되어야 하며 따라서 보상을 미해결인 채로 두

거나 다른 법률로 규정할 수는 없다.”는 원칙을 명시 으로 채택하 다(제14

조 제3항).35)

33) 바이마르헌법 제153조 ①재산권(Das Eigentum)은 헌법에 의해서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해진다. ②공용침해(Eine Enteignung)는 공공복리를 해

서 그리고 법률의 근거하에서만 이루어진다. 공용침해는 제국법률이 달리 규정하

고 있지 않는 한 상당한 보상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보상액에 한 다툼이 있는

경우 제국법률이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통상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제국에 의한

주, 지방자치단체, 공공조합에 한 공용침해는 보상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

다. ③재산권은 의무를 진다. 그 행사는 공공선에 이바지해야 한다.

34) 여기에서의 공용침해(Enteignung)는 과거 19세기에는 주로 철도사업시행을 한

토지소유권의 강제취득, 즉 오늘날의 좁은 의미의 ‘공용수용’을 의미하는 것이었

다. 그러나 이러한 Enteignung은 바이마르헌법을 거쳐 Bonn기본법에 이르기까지

그 개념과 상을 확장시켜 왔다. 즉 우리나라 헌법에서 표 되고 있는바, 공공필

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ㆍ사용ㆍ제한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 되었다. 김경재,

“도시계획에 의한 재산권제한”, 공법연구 제2집, 한국공법학회, 1972, 83면이하;

한, 독일어의 ‘Enteignung’은 일반 으로 ‘수용’이라고 번역되지만 동 개념은 우리

헌법 제23조 제3항의 공용수용ㆍ공용사용ㆍ공용제한의 개념을 포 하는 넓은 의

미로 사용되고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계희열, 헌법학( ), 박 사, 2000, 495면의

주 109). 이하이 에서도 ‘공용침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35) 이명웅, “헌법 제23조의 구조”, 헌법논총 제11집, 헌법재 소, 2000, 3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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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산권보장과 불가분조항

독일기본법상의 재산권보장조항은 기본 으로 바이마르헌법 제153조에

그 토 를 두고 있지만 손실보장규정에 하여는 본질 인 수정이 가하여

졌다. 즉, 독일기본법 제14조 제3항 제1문에서는 공용침해는 공공복리를

하여만 허용된다고 규정하고, 제2문에서는 공용침해는 반드시 보상의 방법

과 범 를 정하는 법률 법률에 근거하여 행하도록 하고, 제3문에서는

보상은 공공과 계인의 이익을 정당하게 비교형량하여 결정하여야만 한다

고 규정하 다. 이와 같이 공용침해는 반드시 보상의 방법과 범 를 규정

한 법률 법률에 근거하도록 하는 이른바 “불가분조항”이라고 불리우는

제14조 제3항 제2문에 따라 만일 공용침해근거법(Enteignungsgesetz)에 보

상이 규정되지 않거나 는 보상이 규정되었다 하더라도 제3문의 요

건을 충족시키지 않는 경우 동 법률은 헌무효가 되어 더 이상 보상없는

공용침해를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바이마르시 의 재산권보장체계의 흠결을

보완하 다.36)

(3) 불가분조항의 기능과 문제 37)

(가) 이와 같은 불가분조항에 하여 독일의 실무계와 학계에서는 다음

과 같은 의미와 기능을 부여하 다.

첫째, 불가분조항은 공용침해와 보상의 필연 인 입법 결합을 통하여

입법자에 한 경고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즉, 입법자는 자신이 규율하려고

하는 사실 계가 제14조 제3항에서 말하는 공용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 경우 국가의 재정에 한 부담을 의미하는 보상에 하여 미리 사 에

검토하게 하는 기능을 갖게 되는 것이다.

둘째, 불가분조항은 국가의 재정을 보호하며 재정정책에 있어 국회의 특

권을 보호한다. 즉, 와 같이 입법자로 하여 다양한 이해 계를 고려하

여 어떤 방법으로 어느 정도로 보상액을 부여할 것인가에 하여 궁극

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규범 명령은 다른 국가기 , 특히 법원이 국가

36) 정하 , “독일 Bonn기본법 14조상의 부 조항의 의미와 한국헌법 23조 3항의 해

석 (上)”, 사법행정, 한국사법행정학회, 1992.9, 36면 참조.

37) 정하 , 게논문, 37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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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지출을 결정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국회의 산심의에 한 입법자의

특권을 지키고 그로 인하여 국가의 재정도 보호하는 기능을 갖는다.

셋째, 불가분조항은 개인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즉, 보

상의 여부와 방법이 미리 규범 으로 확정되어야만 비로소 공용침해가 가

능하게 되므로 헌법 으로 강제된 공용침해와 보상의 결합은 련된 국민

의 권리구제를 한 법치국가 인 차 보장의 의미를 갖고 있다.

(나) 개인의 권리구제를 보다 완벽하게 하기 하여 법치국가의 요소로

서 도입된 불가분조항은 독일의 재산권 해석체계에 있어서 가장 요하고

도 어려운 문제가 되어 왔으며,38) 아울러 입법자에게는 거의 해결할 수 없

는 문제를 제기하 다.

입법자는 통 인 의미의 공용침해, 즉 도로법ㆍ토지수용법ㆍ철도법 등

에서와 같이 특정한 부동산이나 동산의 권리를 국가나 공기업에 이 시키

는 이른바 “고 인 공용수용”에 있어서는 큰 어려움 없이 불가분조항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산업사회에 있어서 국가의 기능

이 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속히 확 됨에 따라 국가는

언제 자신의 행 가 재산권의 사회 기속성의 한계를 넘는 재산권의 침해

행 가 되어 이에 따라 보상의무를 발생시키는지 측할 수 없게 되

었다. 이러한 어려움은 재산권침해의 경우 ‘보상의무를 발생시키는 공용침

해’와 ‘보상없는 수인의무를 발생시키는 재산권의 사회 기속성’과의 구별

기 에 하여 일반 으로 타당한 구별기 이 아직 설정되지 못한데서 더

욱 증가되었다.

(4) 불가분조항에 한 독일 민사법원의 례와 입법실무39)

(가) 독일의 민사법원은 통 으로 침해된 법익의 종류에 따라 재산권에 한

침해의 경우에는 기본법 제14조 제3항의 “수용보상(Enteignungsentschädigung)

청구권”으로, 생명ㆍ신체ㆍ자유 등 비물질 법익에 한 침해의 경우에는

38) Haas는 “불가분조항은 기본법 제14조와 행정상의 손해 보체계의 새로운 해결

을 찾는 모든 시도에 한 이해의 열쇠이다.” 라고 하 고(Haas, System der

öffentlichen Entschädigungspflichten, S. 12), Jellinek는 이에 하여 “법률가들의

고뇌(Crux für Juristen)” 라는 표 을 썼다(W. Jellinek, JZ 1995, 147).

39) 정하 , 게논문, 41-42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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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래 습법 효력을 갖고 있는 “희생보상(Aufopferungsentschädigung)

청구권”으로 한계를 설정하 다. 그리고 민사법원은 수용근거법에 보상규정

이 없는 계로 침해행 가 법하게 된 경우에도 제14조 제3항을 유추

용하여 소 ‘수용유사 침해’ 라는 명칭하에 보상을 부여하 다(境界理

論). 따라서 이러한 입장에서는 불가분조항은 실무상 큰 의미가 없었다.

결국 민사법원은 실질 으로는 바이마르헌법 제153조 제2항을 직 인

수용보상청구권의 근거로 본 제국법원의 례를 그 로 답습하여 기본법

의 변화된 헌법조문(불가분조항)의 내용과 의미를 무시하 다는 비 을

받았다.40)

(나) 다른 한편, 불가분조항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법률은 헌무효

라는 연방헌법재 소의 결에41) 따라 입법자는 자신이 규율하려는 사실

계에 하여 재산권의 사회 제약과 공용침해의 경계 역에 있어 자신의

오 에 한 험부담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즉, 입법자가 공용침해를 의

미하는 사실 계를 재산권의 사회 제약이라고 오 하여 보상규정을

마련하지 않는다든지 는 공용침해라고 정확하게 단하 지만 보상의 정

도를 무 낮게 책정한 경우 근거법률은 헌 결을 피할 수 없게 된다.

반 로 헌 결의 험을 피하기 하여 사실상 재산권의 사회 제약에

지나지 않는 제한에 하여 보상규정을 마련한다면 이는 헌법 근거가

없는 자선 부를 개인에게 부여함을 의미하며 나아가 국가재정의 문

란을 래할 지도 모르는 일이다.

이와 같은 딜 마를 해결하기 하여 입법실무는 각 개벌법규에 “이 법

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이 공용침해를 의미한다면 보상은 으로 지 한

다” 라는 소 구제 보상규정(salvatorische Entschädigungsregelung)이

라고 불리우는 백지 임 형식의 입법형태를 취하기 시작하 다. 이는 보상

에 한 궁극 인 결정을 법 에게 임하는 결과를 가져와 불가분조항의

의미와 취지에 반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학계에서는 이를 비 하고

있으며,42) 독일연방헌법재 소는 아직 태도를 밝히지 않고 있다.

40) Rüffner, in : Erichsen/Martens, Allgemeines Verwaltungsrecht, 8.Auf. S. 550.

41) BVerfGE 4, 219; 24, 367.

42) 컨 Weyreuther, Über die Verfassungswidrigkeit der salvatorischer

Entschädigungsregelung im Enteignungsrecht, 1980, S. 7ff.; Papier, in : Maunz/Dür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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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방헌법재 소에 의한 새로운 재산권해석

(가) 와 같이 재산권해석에 있어서 재산권의 “가치보장”에 최우선 인

가치를 두고 있는 독일민사법원의 례는 재산권의 “존속보장”을 우선시킨

연방헌법재 소에 의하여 근본 인 수정을 받게 된다. 연방헌법재 소는

1960년 반부터 몇 개의 례를 통하여43) 재산권해석에 하여 자신의

입장을 밝 나가기 시작하 으며 특히 1981. 7. 15. “자갈채취 결”을

통하여 자신의 견해(分離理論)를 궁극 으로 철시켰다. 연방헌법재 소가

분리이론을 채택한 것은, 종래 독일 민사법원이 경계이론을 채택하여 재산

권의 제한이 심할 때 제3항의 공용침해(공용수용) 문제가 된다고 보면서

보상을 정한 법률이 없는 경우에도 직 보상청구를 인용하는 결을 하

기 때문에, 기본법상의 불가분조항의 취지를 살리기 한 것이 주된 이유

다.44)

연방헌법재 소의 ‘자갈채취 결’ 이후 연방민사법원과 연방행정법원은

과거의 경계이론에 따른 구분을 포기하고 분리이론을 수용하 고, 이로써

한 “보상의무있는 내용규정”(ausgleichspflichitige Inhaltsbestimmung)45)

의 법제를 인정하 다. 보상의무있는 내용규정의 로서, 도시계획법상의

사용제한, 자연보호법ㆍ문화재보호법ㆍ풍치보호법 등에서의 사용제한,46) 소

개 법률(법률개정으로 인하여 구법하에서 형성된 구체 인 권리가 폐

지되는 경우),47) 공법상의 상린 계48)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분리이론에

Herzog/Scholz, Art.14GG., Rdn. S. 111ff.; Leisner, DVBL 1981, 974.

43) 컨 BVerfGE 52, 1.

44) 이명웅, 게논문, 341면.

45) 여기서의 보상(Ausgleich)이란 ‘정책 ㆍ조 보상’의 의미이므로 공용침해의

경우에 있어서의 보상(Entschädigung)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박상희, “보상의무

있는 내용규정에 한 법 검토”, 공법학연구 창간호, 남공법학회, 1999.3, 8면

의 주 10).

46) 연방최고법원과 연방행정법원은 연방헌법재 소의 분리이론을 수용하여 자연보

호법이나 문화재보호법상의 사용제한을 최근 1990년 부터 으로 재산권 내용

규정으로 단하 고, 재산권의 사용제한이 과거의 경계이론에 따라 ‘수용’으로

단될 정도의 강도를 가진다면 그러한 ‘수용 효과’는 헌법 제14조상의 수용이 아

니라 보상을 통하여 합헌성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내용규정이라고 시하 다

{연방최고법원 BGHZ 121, 73(78); 123, 328(331); 123, 242(244); 126, 378(381); 연

방행정법원 BVerwGE 84, 361(368ff.); 94, 1}.

47) 연방헌법재 소는 1991년의 결정에서, “재산권의 내용을 새로이 규율하는 개정

법률은 외없이 내용규정일 뿐이며, 입법자가 일정 역을 면 으로 새로이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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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언제 수인의 정도를 넘는 과도한 침해가 존재하는가’의 문제는 마찬

가지로 제기되므로, 종래의 경계이론에 있어서 재산권내용규정과 수용을

구분하는데 사용된 기 (형식 기 설, 실질 기 설)은 연방헌법재 소

의 분리이론에서는 ‘보상이 필요없는 재산권내용규정’과 ‘보상의무있는 재

산권내용규정’을 구분하는 기 으로서 여 히 그 의미와 효용성을 가지고

있다.49)

(나) 연방헌법재 소는 제14조 제3항의 공용침해를 “제1항 제1문에 의하

여 보장된 구체 이고 주 인 개인의 재산 권리에 한 완 한 는

부분 인 고권 박탈을 목 으로 하는 과정”으로 정의함으로써 침해형태

를 ‘의도 ’ 는 ‘목 지향 ’으로 악하 다.50) 이와 같이 연방헌법재

소는 공용침해의 개념을 형식 의미로 악하여 재산 가치의 의도 이

고 목 지향 인 박탈만을 제14조 제3항의 공용침해로 이해하여51) 입법자

를 불가분조항으로부터 발생되는 어려움으로부터 해방시켰다. 즉, 기본법하

에서 이제 연방헌법재 소는 ‘수용’개념을 “국가가 구체 인 공 과제를

이행하기 하여 이미 형성된 구체 인 재산권 지 를 의도 으로 면

으로 는 부분 으로 박탈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한정하 다.52) 이 게

불가분조항이 용될 가능성을 가능한 축소시킴으로써, 그 조항이 가지는

력 즉 수용에 해당되면 반드시 보상규정을, 다른 법률이 아닌 당해 법률

에 규정하여야 한다는 엄격한 요구를 완화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다.

개별 구체 이고 의도 인 재산권 박탈만을 수용으로 으로써 입법자가

율하는 과정에서 종래 존재하던 권리( 산법상 존재하던 先買權)를 폐지하는 경우

에도 헌법 제14조의 수용규정은 용될 여지가 없다. 그러나 입법자는 물론 재산

권을 새로이 형성함에 있어서 구법상의 이미 존재하던 권리를 존 해야 하므로,

구법상의 권리에 한 침해는 비례의 원칙을 고려하 을 때 공익상의 이유로 정

당화되어야 한다.”고 시하 다{BVerfGE 83, 201(211ff.)}. 즉 구법상의 권리 박

탈의 문제는 收用의 문제가 아니라 권리존속에 한 신뢰보호의 문제로 해결되어

야 한다는 것이다.

48) 공공시설ㆍ철도ㆍ도로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해로운 향(매연ㆍ소음 등 공해)으

로 인하여 일정한 한계를 넘는 과도한 침해를 받는 건물주의 보상청구권을 ‘보상

의무있는 내용규정’의 한 용례로 보고 있다. vgl. BVerfGE 79, 191f.

49) 한수웅, 게논문, 34-35면.

50) BVerfGE 52, 1; 58, 137; 58, 300.

51) ‘고 수용개념’으로의 회귀.

52) BVerfGE 58, 300 (3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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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할 수 없었던 사정으로 인한 불가분조항의 용을 배제하게 됨으로써,

입법자의 험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는 것이다.53)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민사법원은 보상규정이 없는 경우 제14조 제3항을

유추 는 근거로 하여서는 소 수용유사 침해 는 수용 침해라는

이름하에 개인에게 보상을 부여할 수 없었다. 결과 으로 수용유사 침

해54) 는 수용 침해55)는 자갈채취 결 이후에도 존속은 되었으나 기본

법 제14조 제3항의 역에서 추방되었고 아울러 그 법 근거도 종래 독일

에서 습법 효력을 갖고 있던 희생보상의 기본원칙으로 바 었다.

(다) 이와 같은 재산권보장체계에 한 연방헌법재 소의 새로운 해석,

즉 재산권의 내용규정과 공용침해를 별개의 제도로서 명확하게 구별하는

것(분리이론), 공용침해의 형식화, 재산권의 가치보장보다 존속보장의 우

성 등은 학계의 많은 지지를 받았다.56) 연방헌법재 소의 새로운 해석에

따라 이제 입법자는 더욱 세심하게 재산권의 침해가능성에 하여 검토하

여야 하며, 행정법원은 민사법원 신 재산권 침해행 가 법한지를 더욱

빈번히 검토하게 되었다. 그러나 독일연방헌법재 소가 자갈채취 결에서

확립한 분리이론에 하여는 일부 학자들의 비 도 있다.57)

다. 구법 제4조에 한 헌법불합치의견

재 4인의 견해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의 심 상은 구법

제4조이고 - 독일연방헌법재 소 는 우리 헌법재 소의 종 그린벨트

결정에서와 같이 소 ‘분리이론’의 입장에서 - 이 조항은 헌법에 합치하지

아니한다는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다만, 이 의견

53) 이명웅, 게논문, 332면.

54) 1984. 1. 26. 결, BGHZ 90, 17.

55) 1984. 3. 29. 결, BGHZ 91, 20.

56) Battis, NVwZ 1982, 585; J. Ipsen, DVBL 1983, 1021; Rittstieg, NJW 1982, 582.

57) S. Detterbeck, Salvatorische Entschädigungsklauseln vor dem Hintergrund der

Eigentumsdogmatik des Bundesverfassungsgerichts, DöV 1994, S.273.; Ossenbühl,

Staatshaftungsrecht, 8.Aufl., 1991, 217ff.; Hermes, NVwZ 1990, 733f. 한편 이러한

독일식의 논의를 우리에게 용하는 것은, 독일에서는(기본법 제14조 제3항) ‘수

용’만 규정된 것과 달리 우리 헌법 제23조 제3항이 “수용․사용 는 제한”이라고

넓게 공용침해의 상을 설정하고 있는 에서 부 하다는 비 이 있다. 홍

형, 행정구제법, 한울, 1997, 137-13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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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법정의견으로 채택되지 못하 으므로 헌법불합치결정을 해야 하는 경우

용 지를 명할 것인지 잠정 용을 명할 것인지 여부에 하여 밝히지는

않았다.

그러므로 살피건 청구인들은 신법58)이 아닌 구법조항에 한 심 을

청구하 고, 그 조항의 헌성이 확인되는 이상 신법조항이 합헌인지 여부

와 계없이 이 사건 법률조항에 하여도 헌법불합치를 선언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 경우 여 히 그린벨트 사건에서와 같이 용 지와

입법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더욱이 행 제한 후 매수청구권행사에 이은

買收 는 收用에 이르기까지의 기간 동안의 손실에 한 보상59) 규정이

없는 신법을 고려할 때, 입법자가 신법을 다시 개정할 여지도 있다고 할

것이다.60)

라. 신법 제4조에 한 헌의견

재 1인의 견해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의 심 상은 신법

제4조이고 이 조항은 헌법에 반되므로 헌결정을 선고하여야 한다는 의

견이다.

즉, 신법은 매수청구권 등 보상 조치에 한 일부규정을 신설하 지만

보상의 길을 열어놓지 않은 은 구법과 마찬가지인데, 비록 매수

청구권 등 보상 조치에 한 일부규정이 신설되어 헌성이 다소 완화되

긴 하 지만, 보상의 길을 막아놓은 채 자연공원을 지정하는 것은

여 히 비례의 원칙에 어 나므로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여

헌이라고 보고 있다. 이 견해는 소 “경계이론”의 입장에서 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5. 결정의 의의 후속 경과

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독일의 분리이론에서는 재산권을 제한하는 법

58) 개정법은 2001. 9. 29.부터 시행된다(동법부칙 제1조 참조).

59) 미국헌법 례상 소 “일시 ㆍ잠정 손실보상”(temporary taking damages)

60) 다만, 앞에서의 그린벨트 사건 결정에 비추어 볼 때 헌법재 소가 이 사건에서

보상 는 일시 ㆍ잠정 손실보상까지 요구하는 내용으로 나아갈 수 있을

지에 하여는 의문이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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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규정의 스펙트럼으로서 ‘보상이 필요없는 재산권내용규정’과 ‘보상의무있

는 재산권내용규정’, 그리고 형 인 ‘공용수용’의 3가지 역이 존재할 수

있다.61) 실제로 이번 사건 결정에 이어 4개월 후에 선고된 한 사건에서

3가지 역이 동시에 재 들의 견해로 표출된 사례가 있었다.

즉, 헌법재 소는 2003. 8. 21. 선고한 2000헌가11등 사건에서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여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

설을 리할 국가 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도록 한 구 도시계

획법 제83조 제2항 단 부분을 용하는 구 주택건설 진법 제33조 제6항

(제8항)”이 헌법 제23조에 반되지 않는다는 합헌결정을 선고하 다( 례

집 15-2상, 186). 이 결정에서, 재 4인62)은 이 사건 조항은 가능한 최

소한의 범 에서 재산권의 사회 제약을 도모하는 법률조항이고 사업주체

에 한 기본권의 제한과 이를 통한 공익목 의 달성 사이에는 법익의 형

량에 있어 합리 인 비례 계가 유지된다고 할 것이므로 과잉 지의 원칙

에 배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합헌의견을 내었고, 재 3인63)은 이 사

건 조항이 헌법 제23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정하는 규정이자 재산권에 한 사회 제약을 구체화한 규정이라고 보는

합헌의견에는 동의하지만 그런 경우에도 이 사건 조항은 비례의 원칙에서

요구되는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배된다는 이유로 헌법

불합치 의견을 내었으며, 재 2인64)은 이 사건의 문제는 헌법 제23조

제1항이나 제2항의 문제가 아니라 제3항(‘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ㆍ사용ㆍ제한에는 정당한 보상이 필요’)의 문제이고 구 도시계획법 제83조

제2항 단이 규정하는 ‘공공시설부지 등 소유권의 국가 는 지방자치단

체로의 귀속’은 헌법 제23조 제3항의 수용에 해당하고 그 귀속을 무상이라

고 규정한 것은 수용에 한 보상을 배제한 것이므로 이는 보상없는 수용

을 지한 헌법 제23조 제3항을 정면으로 반한 것이라는 이유로 단순

61) 분리이론을 받아들이지 않고 종래의 경계이론의 입장에 서는 경우에는 ‘보상이

필요없는 사회 제약’과 ‘보상이 필요한 재산권제한’(우리헌법 제23조 제3항의 경

우)으로 나 게 될 것이다.

62) 윤 철ㆍ한 ㆍ김 일ㆍ송인 재

63) 하경철ㆍ김효종ㆍ김경일 재

64) 권 성ㆍ주선회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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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 의견을 내었다.

나. 한편, 헌법재 소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건축물의 건축 용도변경

등의 행 를 제한하는 구 개발제한구역의지정 리에 한특별조치법(2000.

1. 28. 법률 제6241호로 제정되고 2002. 2. 4. 법률 제6841호로 개정되기

의 것) 제11조 제1항 “건축물의 건축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택 근린생활시설의 수

선 등 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행 는 시장ㆍ군수 는 구청장에게 신고

를 하고 이를 행할 수 있다”)에 하여 합헌결정을 선고하 다(헌재 2004.

2. 26. 2001헌바80등, 례집 16-1, 202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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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 소법 제68조 제1항 헌확인 등

- 한정 헌결정의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 -

(헌재 2003. 4. 24. 2001헌마386, 례집 15-1, 443)

한 수 웅＊1)

【 시사항】

1. 헌법소원심 차에 소의 취하에 한 민사소송법규정이 용되는지

여부( 극)

2. 심 청구의 취하로 인하여 심 차가 종료되었음을 선언하면서, 동시

에 심 청구가 취하될 당시의 헌법재 소의 최종 평결결과와 그 이유를 밝

힌 사례

【심 상】

이 사건 심 상은 헌법재 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8조 제1항 본

문, 제75조 제7항 법원 2001. 4. 27. 95재다14 결(이하 ‘이 사건

법원 결’이라 한다)이 헌법에 반되는지의 여부이며, 심 상조항

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 제68조【청구사유】① 공권력의 행사 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 을 제외하고는 헌법재 소에

헌법소원심 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 차가 있는 경우

에는 그 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

② 생략

제75조【인용결정】① 헌법소원의 인용결정은 모든 국가기 과 지방자

＊ 헌법연구



132 헌법재 소결정해설집 2003

치단체를 기속한다.

② 내지 ⑥ 생략.

⑦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에 당해 헌법소

원과 련된 소송사건이 이미 확정된 때에는 당사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⑧ 생략.

【사건의 개요】

1. 심 청구에 이르게 된 경

가. 1986. 11. 12. 경기도 남양주군 국도상에서, 안희삼 소유의 승용차를

운 하던 안종수의 자동차운 자로서의 과실과, 육군 사 유 을 뒷좌석

에 태우고 오토바이를 운 하던 육군 사 정연경의 오토바이 운 자로서의

과실이 경합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여(사고 당시 유 과 정연경은 직무

집행 이었음), 유 은 치 약 9주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 청구인은

사고 승용차의 소유자인 안희삼에 한 자동차종합보험 보험자로서 안희삼

을 하여 육군 사 유 에게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하 다.

나. 청구인은 오토바이 운 자인 육군 사 정연경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

상부담부분에 하여 그 사용자인 한민국을 상 로 서울민사지방법원에

구상 청구소송을 제기하 으나 청구가 기각되었고, 항소한 결과 서울고등

법원은 청구인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결을 선고하 다.

그러나 한민국이 상고한 결과, 법원은 군인․군무원 등이 직무집행

과 련하여 공상을 입은 데 하여 국가에 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배제하

고 있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규정을 ‘군인․군무원 등이 직 국

가에 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음은 물론, 국가와 공동불법행

의 책임이 있는 자가 그 배상채무를 이행하 음을 이유로 국가에 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도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여 1992. 2. 11. 사건

을 원심으로 환송하 다(91다12738).

다. 소송이 서울고등법원에 계속 , 청구인은 국가배상법 제2조 1항

단서에 의하여 헌제청신청을 하 으나, 서울고등법원이 이를 기각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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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1993. 6. 9. 헌법재 소 제68조 제2항에 의하여 헌법소원심 을

청구하 다(93헌바21). 한편 서울고등법원은 소송에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결을 선고하 고, 이에 청구인이 상고하 지만 법원이

1994. 5. 27.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는 결(94다6741)을 선고함으로써 청

구인의 소송사건은 확정되었다.

라. 그 후, 헌법재 소는 청구인이 제기한 93헌바21 헌법소원사건에서

1994. 12. 29.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규정에 하여 ‘일반국민이 직무

집행 인 군인과의 공동불법행 로 직무집행 인 다른 군인에게 공상을

입 그 피해자에게 공동의 불법행 로 인한 손해를 배상한 다음 공동불법

행 자인 군인의 부담부분에 하여 국가에 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

을 허용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는 한, 헌법에 반된다’는 한정 헌결정을

선고하 다.

이에 청구인은 ‘헌법재 소가 헌법재 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

원을 인용하 다’는 이유로 1995. 1.경 헌법재 소법 제75조 제7항에 의하

여 법원 1994. 5. 27. 선고 94다6741 결을 재심 상 결로 하여 법

원에 재심의 소를 제기하 다.

그러나, 법원은 ‘이른바 한정 헌결정이 선고된 경우는 “헌법소원이 인

용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기속력이 없다’는 이유로 2001. 4. 27. 청

구인의 재심청구를 기각하는 결(95재다14)을 선고하 고, 청구인은 2001.

6. 4. 헌법재 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제75조 제7항 법원 2001. 4.

27. 95재다14 결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

을 청구하 다.

마. 한편, 융감독 원회가 2000. 6. 7. 융산업의구조개선에 한법률에

의하여 청구인에 하여 ‘부실 융기 에 한 계약이 의 결정’을 함에 따

라,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가 피보험자 안희삼과 청구인간의 자동차보

험계약을 인수하 다.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는 2003. 1. 8. 청구인의 지

를 승계하는 심 차승계참가신청서를 제출한 후, 같은 날 청구인의 헌

법소원심 청구 취하동의서를 첨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에 한 심 청구

취하서를 제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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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구인의 주장과 이해 계인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요지

(1) 헌법재 소가 헌으로 결정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법률을 용하여

한 법원의 재 은 헌법재 소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법

률에 한 헌심사권을 헌법재 소에 부여한 헌법의 결단(헌법 제107조

제111조)에 정면으로 배되므로, 법원이 헌법재 소의 기속력있는

헌결정에 반하여 재 을 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외 으로 그 재 도 헌법소원심 의 상이 된다고 법 제68조 제1항을 해

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법 제68조 제1항의 ‘법원의 재 ’에 헌법재 소의

헌결정에 반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 도 포함되는 범 내에서,

법 제68조 제1항은 헌법에 반된다.

(2) 헌법재 소의 법률에 한 헌결정에는 단순 헌결정은 물론, 한정

합헌, 한정 헌결정과 헌법불합치결정도 포함되고 이들은 모두 당연히 기

속력을 가진다. 그런데 이 사건 결은 헌법재 소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

1항 단서 군인에 련되는 부분에 하여 이미 한정 헌결정을 선고하

음에도 한정 헌결정은 헌결정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 결정의 효력을

부인한 채 청구인의 재심청구를 기각하 다.

그 다면 이 사건 결은 헌법재 소가 이미 이 사건 법률조항에 하여

내린 한정 헌결정의 효력에 반하는 재 임이 분명하므로 앞에서 밝힌

이유 로 이에 한 헌법소원은 허용되며, 이 사건 결로 말미암아 청구

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재산권 재 청구권 역시 침해되었음이 분

명하므로, 이 사건 결은 법 제75조 제3항에 따라 취소되어야 마땅하다.

(3) 법원 2001. 4. 27. 95재다14 결은 헌법재 소의 한정 헌결정은

헌결정이 아니라는 이유로, 한정 헌결정은 법 제75조 제7항의 “헌법소

원이 인용된 경우”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 소의 한정

헌결정은 헌결정으로서, 법원을 비롯한 모든 국가기 을 기속하는 효력

을 가지고 있으므로, 법 제75조 제7항의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에 헌법

재 소가 한정 헌결정을 선고한 경우가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용된다면,

이는 헌법재 소의 헌결정의 효력에 반하는 결과를 래하게 된다.

따라서 법 제75조 제7항의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에 헌법재 소가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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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헌결정을 선고한 경우가 포함되지 아니하는 범 내에서, 법 제75조

제7항은 헌법 제107조 제111조에 반되는 것으로서 헌이다.

나. 법원행정처의 의견요지

(1) 재 을 헌법소원의 상으로 할 것인지 여부는 헌법 , 정책 결단

의 문제인데, 법 제68조 제1항이 법원의 재 을 헌법소원의 상에서 제외

하고 있는 것은 헌법 제101조, 제107조 제2항 등에 비추어 헌법구조상 당

연한 규정이다.

재 소원은 법원이 명령, 규칙 등의 헌여부에 한 최종 심사권을

가진다는 헌법 제107조 제2항과 되며, 재 소원을 인정할 경우 4심화

에 따른 법체계의 혼란이 래되고, 정치 성격을 띤 헌법재 소가 헌법

소원의 이름으로 법원의 재 을 심사하는 결과 결국 법원이 정치 향

아래 놓이게 되어 그 헌법 기능이 왜곡될 우려가 있다.

(2) 이 사건 결은 헌법재 소가 한정 헌으로 결정한 국가배상법 제2

조 제1항 단서를 용한 것이 아니라, 헌법재 소의 한정 헌결정은 법 제

75조 제7항에서 말하는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

유로 재심청구를 기각한 재 이므로, 헌법재 소의 결정례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결은 헌법소원의 상이 되지 않는다.

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 청구가 인용되어 이 사건 결이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재심 상 결은 여 히 남게 되어 청구인이 종국 으로 구하는

국가에 한 구상 청구는 인용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 청구

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3) 헌법재 소의 한정 헌결정은 법원과 헌법재 소의 지 권한 배

분에 한 헌법제정권자의 결단에 반한다. 우리나라 헌법 법의 련 규

정에 의하면, 헌법재 소와 법원이 모두 헌법기 으로서 서로 독립 이

고 동등한 지 에 있고, 헌법재 소와 법원이 헌법령심사권을 분장함

으로써 헌법의 최종 해석권이 분산되어 있으며, 헌법재 소가 헌법률

심 에서 헌결정 는 합헌결정을 할 것을 정하여 헌결정에만 기속

력을 부여하며, 법원의 재 에 한 헌법소원을 허용하고 있지 않은 등

에 비추어, 헌법재 소가 한정결정을 하는 것은 우리 헌법이나 법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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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헌법재 소는 법률 는 법률조항이 헌 는 합

헌인지 여부에 해서만 결정해야 한다.

(4) 법 제75조 제5항에 의하면, 헌법재 소가 공권력의 행사 는 불행

사에 한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헌법재 소는 공권

력의 행사 는 불행사가 헌인 법률 는 법률조항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인용결정에서 당해 법률 는 법률조항이 헌임을 선고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법원의 재 은 헌법소원의 상이 아니어

서 이 사건 결을 취소하여 달라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 청구는 부 법하

며, 공권력의 행사인 이 사건 결을 취소하는 인용결정을 할 수 없는 경

우에 해당하므로 법 제75조 제7항에 한 한정 헌청구도 부 법하다.

【결정요지】

1. 헌법재 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 제1항은 “헌법재 소의 심

차에 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

송에 한 법령의 규정을 용한다. 이 경우 탄핵심 의 경우에는 형사소

송에 한 법령을, 권한쟁의심 헌법소원심 의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을 함께 용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 후단의 경우에 형

사소송에 한 법령 는 행정소송법이 민사소송에 한 법령과 될 때

에는 민사소송에 한 법령은 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

데 헌법재 소법이나 행정소송법에 헌법소원심 청구의 취하와 이에 한

피청구인의 동의나 그 효력에 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소의 취하

에 한 민사소송법 제266조는 이 사건과 같은 헌법소원 차에 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2. 이 사건 헌법소원심 청구가 취하될 당시, 이 사건에 한 헌법재 소

의 최종 평결결과는 재 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법 제75조 제7항에

한 이 사건 심 청구에 하여는 ‘법 제75조 제7항은 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에 한정 헌결정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한

도 내에서 헌법에 반된다’는 한정 헌결정을 선언하고, 헌법재 소의 한

정 헌결정의 효력을 부인하여 청구인의 재심청구를 기각한 이 사건 법

원 결을 취소하면서, 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한 심 청구는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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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었다. 다만, 재 한 은 이 사건 법원 결에 한 심 청구

와 련하여 ‘이 사건 법원 결도 법 제68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상이 되나, 헌법재 소는 이 사건 법원 결을 직 취소할 것이 아니라

단지 결의 헌성만을 확인하는데 그쳐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헌법재 소가 어떠한 이유로 와 같은 평결결과에 이르게 되었는가 하

는 것에 하여는, 아래 반 의견에서 밝히고 있다.

재 김 일, 재 송인 의 반 의견

우리는 청구인과 승계참가인의 심 청구의 취하로 인하여 민사소송법

제266조의 용에 따라 이 사건 헌법소원심 차가 종료되었다고 보는 다

수의견에 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 한다.

가. 심 청구가 주 권리구제의 차원을 넘어서 헌법질서의 수호․유

지를 하여 긴요한 사항으로서 그 해명이 헌법 으로 특히 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경우에는, 비록 헌법소원심 청구의 취하가 있는 경우라 하더

라도 민사소송법 제266조의 용은 헌법소원심 의 본질에 반하는 것으로

서 배제된다고 할 것이므로, 취하로 말미암아 사건의 심 차가 종료

되는 것이 아니다.

이 사건 헌법소원심 청구는 단순히 청구인의 기본권침해에 한 구제

라는 주 인 권리구제의 측면 외에, 헌법재 소 한정 헌결정의 효력, 한

정 헌결정이 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 어떠한 경우에 법 제75조 제7항에 의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

는지의 문제, 외 으로 헌법소원심 의 상이 될 수 있는 법원재 의

범 등 헌법 으로 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문제

들은 헌법재 권을 분리하여 각 헌법재 소와 법원에 부여하고 있는 행

헌법재 제도에서 두 헌법기 사이의 할에 한 근본 인 문제로서 헌

법질서의 수호와 유지를 하여 그 해명이 헌법 으로 특히 한 의미를

지니는 사안이라고 할 것이다.

나. 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은 재 소원을 배제하는 우리 헌법재

제도에서 법원이 그의 재 에서 헌 인 법률을 용하는 경우, 다시 말

하자면, 법원의 재 이 헌 인 법률에 기인하는 경우에도 법률의 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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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를 가능하게 하기 하여 도입된 것이다. 세계에서도 유사한 형태를

찾아 볼 수 없는 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제도가 도입된 이유는 재 소

원을 배제하는 우리 헌법소원제도의 특수성에 있으며, 이와 같은 헌법소원

제도는 ‘기능상으로는’ 재 소원의 일부분을 체하고 있다고 하겠다. 법

제75조 제7항에서 재 에 용된 법률의 헌성이 확인된 경우 당해사건의

당사자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비록 헌법재 소가 법원의 재

을 직 취소하지는 못하지만, 법원이 스스로 재 을 취소하도록 한 것

은 사실상 헌법재 소의 결정에 의한 ‘간 인 재 의 취소’에 해당하는

것이다.

다. 헌법합치 법률해석 그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결정유형인 한정

헌결정은 단순히 법률을 해석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헌법규

범을 기 으로 하여 법률의 헌성여부를 심사하는 작업이며, 그 결과 특

정한 해석방법을 헌 인 것으로 배척함으로써 비록 법문의 변화를 가져

오는 것은 아니나 사실상 일부 헌선언의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 법률에

하여 실질 인 일부 헌선언을 함으로써 법률을 수정하는 권한은 규범통

제에 한 독 인 권한을 부여받은 헌법재 소에 유보되어야 한다. 법

제68조 제2항의 의한 헌법소원제도는 그 기능이나 실질에 있어서 재 소원

에 갈음하는 것이며, 이로써 법원의 합헌 법률해석을 심사하고 통제할

수 있는 제도이다. 입법자는 법 제68조 제2항 제75조 제7항의 헌법소원

제도를 통하여 법원의 재 이 헌 인 법률에 기인하는 경우 재심을 허용

함으로써, 헌법재 소에게 합헌 법률해석에 한 최종 인 결정권을 보

장하고 동시에 한정 헌결정의 기속력을 강제하고자 한 것이다.

법 제75조 제7항에서 말하는 ‘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

우’란 법원이 헌 인 법률을 용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며, 여기서 법

원이 ‘ 헌 인 법률’을 용한 경우란, 헌법재 소가 어떠한 주문형식으로

든 법원이 용한 법률의 헌성을 확인한 모든 경우를 말하는 것인데, 이

러한 헌성확인의 결과를 법원에 하여 차 으로 강제하고자 하는 규

정이 바로 법 제75조 제7항의 재심허용규정인 것이다.

라. 법 제75조 제7항에서의 ‘인용된 경우’란 합헌 법률해석의 결과로서

의 한정 헌결정도 함께 포함하는 것인데, 법원이 ‘한정 헌결정은 기속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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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지는 헌결정이 아니므로,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는 내용으로 법 제75조 제7항을 해석․ 용하는 것은, 헌법과 법이 부

여한 헌법재 소의 포 인 규범통제권한, 특히 법 제68조 제2항 제75

조 제7항에 의하여 부여받은 규범통제권한에 명백하게 배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법원에 의한 법률 용에서 드러난 헌 인 해석

방법을 배제하면서 규정의 효력을 유지시키기 하여, “법 제75조 제7

항은 ‘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에 한정 헌결정이 포

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한, 헌법에 반된다.”는 한정 헌결정을 해야

한다.

마. 헌법재 소는 이미 1997. 12. 24. 선고된 96헌마172, 173(병합) 사건

에서 법원의 재 도 외 으로 헌법소원의 상이 된다는 것을 인정하

는데, 결정의 근본취지는 ‘헌법재 소의 기속력있는 헌결정에 반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원의 재 에 하여는 어떠한 경우이든 헌법

재 소가 최종 으로 다시 심사함으로써 헌법의 최고규범성을 철하고 자

신의 손상된 헌법재 권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사건 법원 결은 헌법재 소의 한정 헌결정에도 불구하고 한정

헌결정은 헌결정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 결정의 효력을 부인하여 청구인

의 재심청구를 기각한 것이므로, 외 으로 헌법소원의 상이 되는 재

에 해당한다. 법 제75조 제7항이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 소송당사자에게

재심을 허용하고 있고, 여기서 “인용된 경우”란 헌법재 소가 법원이 용

한 법률에 하여 헌성을 확인한 모든 경우에 해당함에도, 법원이 이

사건 결에서 법규정의 의미를 오해하여 ‘인용결정’에 한정 헌결정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자의 으로 해석함으로써 재심사유를 부인한 것은

소송당사자의 재 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원 결

은 법 제75조 제3항에 따라 취소되어야 마땅하다.

바. 법 제68조 제1항 본문의 헌여부에 한 이 사건 심 청구는, 헌법

재 소가 이미 헌재 96헌마172, 173(병합) 사건에서 한정 헌결정을 선고함

으로써 헌성이 제거된 부분에 하여 다시 헌선언을 구하는 청구로서

부 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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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1. 심 청구의 취하의 경우, 헌법소원심 차가 종료되는지의

여부

가. 심 차가 종료된다는 다수의견

(1) 이 사건 헌법소원심 청구에 하여 헌법재 소는 이미 2002년 하

반기부터 여러 차례의 평의 과정을 거쳐 실체 인 심리를 사실상 종결하

고, 이로써 더 이상의 심리가 필요하지 아니한 단계에 이르 는데, 2003.

1. 8. 청구인과 승계참가인이 공동으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 청구를 취하

하 다.

이 사건의 주된 쟁 은, 헌법재 소가 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법률조항에 하여 한정 헌결정을 선고한 경우, 법 제75조 제7

항의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에 해당하는가, 당해 소송사건이 이미 확정

된 때에는 청구인이 법 제75조 제7항에 의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가에

한 것이었다. 이 사건은, 종래의 헌법재 소결정에서 이미 되풀이하여 밝

힌 바 있는 한정 헌결정의 효력뿐이 아니라, ‘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

법소원이 행 헌법재 제도 내에서 가지는 기능은 무엇인가’ 하는 근본

인 문제를 비롯하여, ‘법 제75조 제7항에서 말하는 “법 제68조 제2항의 규

정에 의한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란 어떠한 경우인가’와 같이, 헌법재

소와 법원의 지 권한배분에 한 요한 헌법 문제가 제기된 사건

이었다.

이 사건 헌법소원심 청구가 취하될 당시, 이 사건에 한 헌법재 소의

최종 평결결과는 재 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법 제75조 제7항에 한

이 사건 심 청구에 하여는 ‘법 제75조 제7항은 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

소원이 인용된 경우에 한정 헌결정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한도

내에서 헌법에 반된다’는 한정 헌결정을 선언하고, 헌법재 소의 한정

헌결정의 효력을 부인하여 청구인의 재심청구를 기각한 이 사건 법원

결을 취소하면서, 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한 심 청구는 각하한다는 것

이었다. 다만, 재 한 은 이 사건 법원 결에 한 심 청구와

련하여 ‘이 사건 법원 결도 법 제68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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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나, 헌법재 소는 이 사건 법원 결을 직 취소할 것이 아니라 단지

결의 헌성만을 확인하는데 그쳐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2) 한편, 법 제40조 제1항은 “헌법재 소의 심 차에 하여는 이 법

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에 한 법령의 규정을

용한다. 이 경우 탄핵심 의 경우에는 형사소송에 한 법령을, 권한쟁의

심 헌법소원심 의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을 함께 용한다”고 규정하

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 후단의 경우에 형사소송에 한 법령 는 행

정소송법이 민사소송에 한 법령과 될 때에는 민사소송에 한 법령

은 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헌법재 소법이나 행정소

송법에 헌법소원심 청구의 취하와 이에 한 피청구인의 동의나 그 효력

에 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소의 취하에 한 민사소송법 제266조

는 이 사건과 같은 헌법소원 차에 용된다고 보아야 한다(헌재 1995. 12.

15. 95헌마221등, 례집 7-2, 697, 747).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과 승계참가인이 2003. 1. 8. 서면으로 이 사건 헌

법소원심 청구를 공동으로 취하하 고, 이미 본안에 한 답변서를 제출

한 피청구인에게 취하의 서면이 2003. 1. 27. 송달되었는바, 피청구인이 그

날로부터 2주일 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하 음이 분명하므로, 민사소송법

제266조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과 승계참가인의 심 청구의 취하에 동

의한 것으로 본다.

그 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 차는 청구인과 승계참가인의 심 청구

의 취하로 2003. 2. 11.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 차가 이미

종료되었음을 명확하게 선언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해야 한다.

나. 한 헌법 문제의 해명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

차가 종료되지 않는다는 소수의견

재 김 일, 재 송인 은 청구인과 승계참가인의 심 청구의 취

하로 인하여 민사소송법 제266조의 용에 따라 이 사건 헌법소원심 차

가 종료되었다고 보는 다수의견에 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 하 다.

(1) 헌법소원심 의 본질과 청구취하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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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심 은 공권력의 행사 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당한 피해자의 주 권리구제에 한 심 인 에서, 구체 ․개별 인

쟁송사건에 한 재 인 민사․형사․행정소송 등에 한 일반법원의 재

과 유사하다고는 하나, 헌법질서의 보장이라는 객 인 기능도 겸하고 있

으므로 그 에서 일반법원의 재 과는 법 성질을 달리하고 있다 할

것이다. 한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결정은 모든 국가기 과 지방자치단체

를 기속하는 효력 이른바 일반 기속력과 세 ․법규 효력을 가지는

것이고, 이러한 효력은 일반법원의 재 이 원칙 으로 소송당사자에게만

한정하여 미치는 것과는 크게 다르다(헌재 1995. 12. 15. 95헌마221등, 례

집 7-2, 697, 749).

구체 ․개별 인 쟁송사건을 다루는 일반법원의 소송 차에 있어서도,

일반 민사소송 차에서는 철 한 당사자처분주의가 인정되고 있으나 일반

행정소송이나 형사소송 차에 있어서는 소송의 공익 인 측면을 고려하여

당사자처분주의가 제한된 범 안에서 인정되고 있는 등 소송의 성질이 다

름에 따라서 당사자처분주의를 인정하는 폭이 다른 것인데, 일반쟁송과는

법 성질을 달리하는 헌법소원심 차에서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한 헌법 해명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처분주의는 훨씬 더 제한된

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5. 12. 15. 95헌마221등, 례집 7-2, 697, 750).

따라서 심 청구가 주 권리구제의 차원을 넘어서 헌법질서의 수

호․유지를 하여 긴요한 사항으로서 그 해명이 헌법 으로 특히 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경우에는, 비록 헌법소원심 청구의 취하가 있는 경우

라 하더라도 민사소송법 제266조의 용은 헌법소원심 의 본질에 반하는

것으로서 배제된다고 할 것이므로, 취하로 말미암아 사건의 심 차가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헌법소원심 사건에 한 실체 심리가

이미 종결되어 더 이상의 심리가 필요하지 아니한 단계에 이르 고, 그 때

까지 심리한 내용을 토 로 당해 사건이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하여

긴요한 사항으로서 그 해명이 헌법 으로 특히 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되는 경우라면, 헌법재 소는 소의 취하에 한 규

정의 용을 배제하여 심 청구의 취하에도 불구하고 심 차가 종료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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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한 헌법 문제에 한 해명의 필요성

이 사건 헌법소원심 청구는 단순히 청구인의 기본권침해에 한 구제

라는 주 인 권리구제의 측면 외에, 헌법재 소 한정 헌결정의 효력, 한

정 헌결정이 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 어떠한 경우에 법 제75조 제7항에 의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

는지의 문제, 외 으로 헌법소원심 의 상이 될 수 있는 법원재 의

범 등 헌법 으로 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문제

들은 헌법재 권을 분리하여 각 헌법재 소와 법원에 부여하고 있는 행

헌법재 제도에서 두 헌법기 사이의 할에 한 근본 인 문제로서 헌

법질서의 수호와 유지를 하여 그 해명이 헌법 으로 특히 한 의미를

지니는 사안이라고 할 것이다. 한, 앞으로도 헌법재 소가 한정 헌결정

을 하 으나 당해사건이 이미 확정된 경우에는 언제든지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에서도, 당해 헌법소원에 의하여 다투어지고 있는 특

정의 기본권침해사례의 해결을 넘어서 다수의 유사 사건의 법 상황을 해

명해 수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에 한 헌법 해명은 일반 인 의미를

가진다.

물론, 헌법재 소는 이미 1997. 12. 24. 96헌마172등 결정에서 ‘법원의 재

도 외 으로 헌법소원의 상이 될 수 있으며, 헌법재 소의 한정 헌

결정은 헌결정의 일종으로서 당연히 동일한 기속력을 가진다’고 밝힌 바

있으나, 이 사건 법원 결에 의하여 한정 헌결정의 기속력이 부인되고

있으므로, 이를 다시 한 번 명백하게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2. 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제도의 법 의미 기능

법원은 한정 헌결정이 선고된 경우는 법 제75조 제7항의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재심청구의 가능성

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여기서 일차 으로 해명되어야 할 문제는 ‘헌법재

소의 한정 헌결정이 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이다. 그런데 “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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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경우”가 어떠한 경우인지를 악하기 해서는, 우선 그에 앞서 법 제

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제도의 법 의미와 그 기능을 살펴보아야 한다.

가. 구체 규범통제 차

당해 재 에 용되는 법률에 하여 헌의 의심이 있는 경우, 법원은

직권 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 소에 헌여부의 심

을 제청해야 한다(법 제41조 제1항). 그런데 당사자의 헌제청신청이 법원

에 의하여 기각된 경우, 법 제68조 제2항은 당사자가 직 법률에 한 헌

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가능성을 부여하고 있다. 법 제68조 제2항의 헌

법소원제도는 법원뿐이 아니라 개인도 ‘구체 인 소송사건을 계기로 하여’

헌법재 소에 직 법률의 헌성을 물을 수 있다는 에서, 그 법 성격

에 있어서 법 제41조의 헌법률심 차와 마찬가지로 구체 규범통제

차의 한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나. 재 소원의 배제와 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제도

그러나 한편으로는 헌법재 소법이 당해소송의 당사자에게 법률의 헌

성을 헌법재 소에 직 물을 수 있는 제도를 둔 것은, 한국의 헌법소원제

도가 법 제68조 제1항에서 재 소원을 배제하고 있는 것과 한 계에

있다.

재 소원을 인정하는 헌법재 제도에서는 당해 재 에 용되는 법률에

하여 헌의 의심이 있음에도 법 이 스스로 헌제청을 하지 않는다

면, 소송당사자는 원칙 으로 법원의 모든 심 을 경유한 후에 헌 인

법률을 용한 재 에 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헌법소원심 의 상은 외형상으로는 헌 인 법률을 용함으로써 국민

의 기본권을 침해한 ‘법원의 재 ’이지만, 실질 으로는 ‘재 에 용된 법

률’의 헌여부이며, 이러한 유형의 재 소원은 사실상 ‘간 법률소원’

에 해당한다.

그러나 우리 헌법재 제도에서는 재 소원을 배제하고 있고, 이로써 소

송당사자가 법원의 심 을 모두 경유한 후에 재 소원의 형태로써 재 에

용된 법률의 헌성을 물을 수 있는 길이 막 있기 때문에 법은 제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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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의 헌법소원을 도입함으로써 법원이 헌제청을 하지 않고 헌 인

법률을 그 로 용하여 재 을 한다는 의심이 있는 경우, 소송당사자가

법원의 심 을 거칠 필요 없이 직 헌법재 소로 하여 규범의 헌성을

심사하게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고 있는 것이다. 즉, 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은 재 소원을 배제하는 우리 헌법재 제도에서 법원이 그의 재

에서 헌 인 법률을 용하는 경우, 다시 말하자면, 법원의 재 이 헌

인 법률에 기인하는 경우에도 법률의 헌성심사를 가능하게 하기 하

여 도입된 것이다.

다. ‘재 소원’으로서의 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의 기능

일반 으로 재 소원을 크게 2개의 유형으로 구분한다면, 법원의 재 이

헌 인 법률에 기인할 때, 재 소원의 형태로 당해 재 에 용된 법률

의 헌성을 묻는 재 소원(소 ‘간 법률소원’)과 구체 소송사건에

서 법원이 용법률에 미치는 기본권의 향을 완 히 간과하든지 는 오

인하여 법률을 잘못 해석․ 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

으로 제기되는 재 소원으로 나 어 볼 수 있는데, 우리 헌법재 소법은

제68조 제2항을 통하여 재 소원의 한 부분인 ‘간 법률소원’을 수용함

으로써 ‘법원의 재 이 헌 인 법률에 기인하는지’에 한 심사를 헌법재

소의 할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세계에서도 유사한 형태를 찾아 볼

수 없는 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제도가 도입된 이유는 재 소원을 배

제하는 우리 헌법소원제도의 특수성에 있으며, 이와 같은 헌법소원제도는

‘기능상으로는’ 재 소원의 일부분을 체하고 있다고 하겠다.

법 제75조 제7항에서 법원의 확정된 결에 하여 재심을 허용한 것도

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제도가 재 소원의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뚜렷하게 드러내고 있다. 법 제75조 제7항에서 재 에 용된 법률의

헌성이 확인된 경우 당해사건의 당사자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

로써 비록 헌법재 소가 법원의 재 을 직 취소하지는 못하지만, 법원이

스스로 재 을 취소하도록 한 것은 사실상 헌법재 소의 결정에 의한 ‘간

인 재 의 취소’에 해당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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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

그 다면 법 제75조 제7항에서 말하는 ‘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란, 법원이 그의 재 에서 헌 인 법률을 용한 경우, 즉

‘법원의 재 이 헌 인 법률에 기인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다. 여기

서 말하는 ‘ 헌 인 법률’에는 헌법재 소의 결정에 의하여 단순 헌으로

선언된 법률뿐이 아니라 헌법불합치로 선언된 법률 한정 헌으로 선언

된 법률도 포함된다.

법원의 견해에 의하면, ‘법률의 해석과 용은 법원의 속권한으로서

헌법재 소가 법률을 합헌 으로 해석한 결과인 한정 헌결정은 기속력을

가지는 헌결정이 아니라 단지 하나의 법률해석기 을 제시하는 것에 불

과하다’고 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법률에 한 단순한 해석과

헌법합치 법률해석의 결과로서의 한정 헌결정은 구분되어야 한다.

가. 헌법의 기본결정을 고려하는 법률해석(verfassungsorientierte Auslegung)

1) 그의 독자 유형으로서 헌법합치 법률해석(Verfassungskonforme

Auslegung)에 한 일반이론2)

법 은 원칙 으로 법률을 용하나, 다음과 같은 2가지 방법으로 한

헌법을 고려하고 용하여야 한다.

(1) 헌법의 기본결정을 고려하는 법률해석

(가) 마치 법률과 시행령의 계와 유사하게, 헌법은 법률의 내용을 어

느 정도 사 에 규정하는 기능을 한다. 헌법은 법공동체에서 어떠한 법익

이 보호되어야 하는지, 어떠한 목표가 실 되어야 하는지 등에 한 기본

결정을 담고 있고, 헌법의 이러한 근본 인 결정을 ‘객 가치질서’라고

1) ‘헌법을 기 으로 삼는 해석’ 는 직역하여 ‘헌법지향 해석’이라고도 한다.

2) 이에 하여 무엇보다도 vgl. A. Vosskuhle, Theorie und Praxis der

verfassungskonformen Auslegung von Gesetzen durch Fachgerichte, AöR 125(2000),

S.180ff.; Richter/Schuppert/Bumke, casebook Verfassungsrecht, 4.. Aufl. 2001,

S.42ff.; H. Simon, Die verfassungskonforme Gesetzesauslegung, EuGRZ 1974, 85ff.;

Gusy, Die Verfassungsbeschwerde, 1988, S.26f,; Zippelius, Verfassungskonforme

Auslegung von Gesetzen, in: Starck(Hrsg.), Bundesverfassungsgericht und

Grundgesetz, Festgabe aus Anlaß des 25. jährigen Bestehens des BVerfG, Bd.II,

1976, 109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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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르든지 아니면 달리 부르든지 간에, 법률의 해석과 용에 있어서의

요한 지침으로 기능하는 것이다.

기본권을 소극 으로 개인의 주 공권에 제한되는 것으로 악할 뿐

만 아니라 극 으로 헌법상의 기본결정으로 이해한다면, 이와 같은 기본

권이론의 결과로서, 기본권은 헌법상의 객 가치결정으로서 법질서의

형성과 구체 인 용에 향을 미치는 효력, 소 방사효를 가진다. 이에

따라 기본권을 비롯한 헌법규범은 객 가치질서로서 입법자에 하여는

헌법상의 가치결정을 고려하여 입법을 함으로써 헌법을 실 해야 할 의무

를 의미하게 되고, 법 용기 인 법원과 행정청에게는 헌법에 담겨있는 내

용 지침을 고려하여 법률을 해석․ 용할 것을 요청하는 해석의 지침

(Auslegungsmaxime)으로서 기능한다.

따라서 법 은 모든 국가기 과 마찬가지로 헌법의 구속을 받고, 법 용

기 으로서 법률의 해석을 통하여 특히 불확정 법개념이나 행정청의 재량

행사를 허용하는 법규정, 민법상의 일반조항 등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헌

법의 기본결정을 고려해야 한다.3) 이 경우, 법 용기 은 헌법과의 연

3) 기본권의 방사효와 기본권의 기본결정을 고려하는 법률해석의 는 다음과 같다.

연방헌법재 소는 채무보증(Bürgschaft)에 한 결정에서(BVerfGE 89, 214,

229f.), “헌법은 기본권의 보장을 통하여 법의 모든 역에 향을 미치는 헌법상

의 기본결정을 담고 있다. 이러한 기본결정은 특히 사법상의 일반조항의 해석에

있어서 그 의미를 가진다. 민법 제138조 제242조의 규정은 매우 추상 으로

‘선량한 풍속’(‘die guten Sitten’), ‘거래 행’(‘die Verkehrssitte’), ‘신의성실’(‘Treu

und Glauben’)을 언 함으로써 법원이 일차 으로 헌법상의 기본결정이란 기 에

의하여 구체화할 것을 요청한다. 그러므로 민사법원은 일반조항의 해석과 용에

있어서 기본권을 내용 지침으로서 수해야 할 헌법상의 의무가 있다. 민사법원

이 이를 오인하고 소송당사자 에게 불리하게 단한다면, 이로써 그의 기본권을

침해하게 된다.”고 시하 다. 한 민사소송에서 소송 당사자들이 서로 자신의

기본권을 주장하는 基本權의 衝突의 경우가 헌법의 기본결정을 고려하는 법률해

석의 표 인 경우라 할 수 있다. 컨 , 원고가 피고의 표 행 에 의하여 자

신의 “人格權”이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表現의 自由”를 주장하는 피고에 하여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민사법원의 법 은 양 기본권의 기본결정을 모두

고려하는 단해야 한다. 한 임차인이 자신의 “表現의 自由”를 행사하여 임차한

주택의 창문 외벽에 임 인이 자신의 사회 으로는 용인할 수없는 특정 정당의

깃발을 게양한 경우, 임 인이 임차인으로부터 자신의 “財産權保障”을 근거로 게

양한 정당기를 철거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에서도, 법 은 양 법익의 교량과정에서

헌법의 기본정신을 고려해야 한다.

행정법의 경우, 무엇보다도 행정청에게 재량이 부여된 裁量行爲에 있어서, 행정청

이 재량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기본권의 의미를 고려하지 않거나 아니면 기본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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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에서 즉, 헌법에 비추어 법률의 의미를 밝히므로, 헌법은 법률의 의미내

용을 밝히는 인식규범(Erkenntnisnorm)이라 할 수 있다.

(나) 헌법재 의 실무에서, 헌법의 기본결정을 고려하는 해석은 ‘구체

개별사건에서 법률을 헌법에 비추어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를 단해야

하는 모든 차에서 그 의미를 가진다. 여기서 단의 상은 직 으로

는 개별사건에 한 결정이지만, 개별사건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간 으

로 ‘헌법의 기본결정을 고려하는 해석’이 행해지는데, 이러한 해석은 결정

의 이유부분에서 밝 진다. 이러한 심사는 특히 법원의 재 이나 행정청의

처분을 심 상으로 하는 헌법소원 차에서 나타난다.

법원의 재 에 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만, 헌법재 소

는 ‘헌법의 기본결정을 고려하는 해석’에 있어서 최종 결정권을 가진다.

‘헌법의 기본결정을 고려하는 해석’의 경우, 인식규범인 헌법의 의미를

악하기 하여 필연 으로 헌법규범에 한 해석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모

든 법률해석․ 용은 동시에 헌법의 해석과 용이다. 따라서 법원과 헌법

재 소가 헌법규범에 하여 서로 달리 해석할 가능성이 있다는 에서,

‘헌법의 기본결정을 고려하는 해석’에 하여 재 에 한 헌법소원의 형태

로 헌법재 소의 최종 결정권이 부여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고, 바로 여

기에 재 소원의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2) 헌법합치 법률해석(합헌 법률해석)

(가) 헌법합치 법률해석은 와 같은 헌법에 근거한 해석의 한 유형으

공익과의 교량과정에서 比例의 原則에 違背되게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처

분을 한 경우에 행정청은 가장 빈번하게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게 된다(이에

하여 Vgl. Degenhart, Staatsrecht I, 1995, Rn.334). 독일의 연방헌법재 소는 ‘부

부의 합류’(Ehegattennachzug) 결정(BVerfGE 76, 1, 49f.)에서, “법원과 행정청이

체류허가에 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독일 내에 거주하는 자와의 신청인의 혼

인․가족 계를 헌법 제6조가 부여하는 의미에 상응하게 고려해야 할 의무가 있

는데, 법원과 행정청의 이 사건 결정은 헌법 제6조에 담겨진 기본결정, 즉 혼인과

가정을 보호하고 장려해야 할 국가의 의무와 합치하지 않는다.”고 시하 다.

刑法條文의 解釋과 適用에 있어서, 법원은 컨 , 명 훼손죄에 있어서 법성조

각사유로서의 “公共의 利益”(형법 제 310조)을 단함에 있어서 법 은 피의자의

표 의 자유가 이 형법조문의 해석에 미치는 향을 고려하여 결정함으로써 피의

자의 基本權(表現의 自由)을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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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헌법의 기본결정을 고려하는 해석’과 그 구분이 항상 명확한 것은

아니나, 원칙 으로 이와 구분되는 독자 인 유형에 해당한다. 헌법합치

법률해석은 헌법의 기본결정을 고려하는 해석의 한 유형에 해당하면서, 동

시에 헌법재 소 결정의 한 유형이라는 에 그 특징이 있다.

법률에 한 해석이 다양한 의미내용을 허용하고 해석방법에 따라 법률

의 헌성과 합헌성을 결과로 가져온다면 합헌 인 해석방법을 선호해야

한다는 것이 헌법합치 법률해석이다.4) 헌법합치 해석을 헌법 으로 정

당성하는 사고는 입법자에 한 존 는 규범유지(Normerhaltung)의 원

칙이다. 헌결정 는 부분 헌결정을 하는 경우 일시 이나마 법 공백

이 발생하므로, 법률을 합헌 으로 해석하여 용할 수 있는 한, 이를 방지

하고 입법자에게 사소한 것으로 인하여 법률개정을 해야 하는 수고를 덜어

주고자 하는 것이 그 목 인 것이다.

헌법합치 법률해석은 법률이 해석가능하다는 것을 당연한 제로 한

다. 일의 인 내용의 법률은 헌법과 합치하든지 아니면 합치하지 않는다.

따라서 법률의 법문이 헌법합치 해석을 허용하고, 입법자의 원칙 인 목

표설정이 유지되는 한, ‘입법자에 한 존 ’의 사고는 헌법합치 해석을

요청한다.5) 법문은 헌법합치 해석에 한 인 한계는 아니나, 법률

을 해석한 결과가 입법자의 명백한 목표설정에 배된다면, 헌법합치 해

석은 불가능하다.

해석가능한 법규범이 통상 인 해석방법에 따라 다양한 해석가능성을

허용한다면, 헌법과 합치하는 해석을 택해야 하고, 헌 인 결과를 가져오

는 모든 해석방법은 배제되어야 한다.

이 경우, 헌법은 법률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지침을 주는 단순

한 인식규범(Erkenntnisnorm)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법률의

합헌성을 단하는 헌성심사의 기 , 즉 통제규범(Kontrollnorm)으로 기

능한다.6) 헌법합치 법률해석은 단순한 법률해석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

4) 해석가능한 법률이 통상 인 해석방법에 따라 합헌 인 해석의 가능성을 허용하

는 한, 그 법률은 헌으로 선언되어서는 아니 되고, 모든 가능한 해석방법이 헌

법에 반되는 경우에 비로소 그 법률은 헌으로 선언되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합헌 법률해석이다.

5) BVerfGE 49, 148, 157; 86, 288,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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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법률에 한 특정한 해석방법을 헌법규범을 기 으로 하여 그 헌

성여부를 심사한 결과 헌 인 것으로 배척하고, 이로써 사실상 그 부분

에 한 한 비록 법문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나 일부 헌선언의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 합헌 법률해석은 규범통제 차에서 ‘ 헌결정에

한 하나의 안’이라는 에서 다른 해석방법과 그 성격을 달리하는 것

이다.

(나) 헌법합치 해석은 규범통제 차의 부수 요소이다. 따라서 합헌

해석의 권한은 규범통제의 할을 가진 국가기 의 권한에 속한다. 헌

법재 소만이 최종 인 기속력을 가지고 법률이 헌으로 선언되어야 하는

지 아니면 헌법합치 해석을 통하여 유지될 수 있는지에 하여 결정할

수 있다. 비록 헌법이나 헌법재 소법이 이에 한 권한을 명시 으로 부

여한 바 없으나, 헌법재 소가 헌법합치 해석을 할 권한은 규범통제에

한 권한으로부터 나오는 필연 인 결과이다.7)

독일의 지배 인 견해에 의하면, 헌법재 소만이 아니라 법원도 법률을

헌법합치 으로 해석해야 할 권한과 의무를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법원

은 법률에 하여 단지 헌의 의심이 있는 경우에 헌제청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률을 헌법합치 으로 해석할 수 없는 경우에 비로소 헌제

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헌법상, 헌법재 소가 규범심사에 한

독 인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을 감안한다면, ‘법 도 헌법합치 인 법

률해석을 해도 되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왜냐하면 법 은 헌법합치

해석을 통하여 사실상 입법자에 한 규범통제의 기능을 하는 것이며, 헌

법합치 해석을 통하여 법률에 하여 실질 인 일부 헌선언을 하는 권

한은 헌법상 헌법재 소에게 유보되어 있기 때문이다.

독일과 같이 법원의 재 에 한 헌법소원이 가능한 나라의 경우에는,

재 소원을 통하여 헌법재 소가 간 으로 합헌 법률해석에 한 최종

6) Vgl. A. Vosskuhle, Theorie und Praxis der verfassungskonformen Auslegung

von Gesetzen durch Fachgerichte, AöR 125(2000), S.180; H. Simon, Die

verfassungskonforme Gesetzesauslegung, EuGRZ 1974, S.86.

7) 유고의 1963년의 헌법은 심지어 헌법에서 ‘헌법재 소는 규범통제 차에서 법률

의 의미를 확정할 수 있다’고 하여 합헌 법률해석에 한 명시 인 권한을 부여

한 바 있다. 헌법재 이 이루어지는 그 외의 모든 유럽국가에서 합헌 법률해석

을 할 권한은 규범통제권한의 부수 권한이라고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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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결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원의 합헌 법률해석권은 허용될

수 있다. 결론 으로, 합헌 법률해석은 그 기능에 있어 사실상 일부 헌

결정이라는 에서, 입법자에 한 규범통제를 의미하고, 입법자에 한 통

제권한은 헌법상 단지 헌법재 소에 독 되어 있다는 에서, 법원에게

합헌 법률해석의 권한을 아무런 제한 없이 인정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 그러므로 법원에게 합헌 법률해석을 허용한다면, 그것은 법원의 합

헌 법률해석에 한 최종 심사권한이 헌법재 소에 유보됨으로써 규범

통제권한이 헌법재 소에 확보될 수 있는 한, 허용되는 것이다.

(다) 독일의 경우, 연방헌법재 소는 법원의 다른 해석을 재 소원을 통

하여 심사할 수 있기 때문에, 헌법재 소에 의한 합헌 법률해석이 법원

에 의하여 수되도록 강제할 수 있다.

그러나 재 소원을 두고 있지 않은 이태리와 오스트리아 등의 국가에서

는 합헌 법률해석의 기속력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들 국가에서는 합헌

해석에 일반 인 기속력이 없기 때문에, 헌법재 소가 법원의 해석에서 벗

어날 수 있는 것처럼, 법원도 헌법재 소의 해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으

므로, 종종 서로 견해가 엇갈리는 상이 나타난다.

합헌 법률해석의 기속력이 없다는 결함을 보완하기 하여 여러 가지

방법이 고려된다.8) 우선, 기속력을 간 으로 강제하는 방법으로서, 헌법

재 소에게 합헌 법률해석에 한 최종 인 결정권을 확보하도록 재 소

원제도를 도입하는 방법이 있다. 한, 헌법재 소의 합헌 법률해석을 간

으로 철하기 하여, 헌법재 소에 의한 해석이 법원에 의하여 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문제되는 법률을 심 의 상으로 삼는 새로운 헌법소

송 차에서 그 법률을 헌으로 선언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는 이태리와

오스트리아에서 사용되는 궁여지책이다. 이러한 방법은, 법률을 합헌 해

석을 통하여 그 효력을 유지시킬 수 있음에도 헌법재 소의 합헌 해석이

법원에 의하여 존 되지 않기 때문에 결과 으로 법률 체에 하여 헌

을 선언하는 방법으로서, 헌법재 소의 헌성 단을 철하기 하여 궁

극 으로 입법자를 희생시키는 비정상 인 방법에 해당한다. 이러한 간

인 방법 신, 헌법재 소결정의 기속력을 법률에 명문으로 합헌 법률해

8) Vgl. H. Simon, Die verfassungskonforme Gesetzesauslegung, EuGRZ 1974, S.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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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에도 확 함으로써, 결정의 기속력을 직 으로 강화하는 방법도 있다.

(3) 헌법의 기본결정을 고려하는 법률해석의 극 기능 헌법

합치 법률해석의 소극 기능

법률의 헌성이 문제되는 규범통제 차에서는 일반․추상 으로 모든

가능한 용의 경우에 하여 법률을 합헌 으로 해석해야 하는 어려운 과

제가 제기된다. 헌법합치 해석은 그를 통하여 법률에 한 헌선언이

방지될 수 있는가 하는 , 즉 헌법 으로 문제가 있는 법률을 합헌 인

것으로 그 효력을 유지시키는데 그 주안 이 있다는 에서 소극 기능을

한다.

이에 하여, 합헌 으로 단되는 법률을 구체 인 개별사건에서 헌법

에 비추어 해석하고 용하는 경우, 즉 헌법의 기본결정을 고려하는 해석

의 경우에는 이 다르다. 여기서 법률해석은 구체 이고 조감할 수 있

는 사실 계에 근거하여 행해진다. 헌법의 기본결정을 고려하는 해석의 경

우, 구체 인 사건을 결정함에 있어서 헌법의 요청이 가능하면 최 한으로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법률을 그러한 방법으로 해석하려는 극

인 기능이 있다. 독일 헌법재 소의 실무에서 ‘헌법의 기본결정을 고려하는

해석’은 기본권이 일상 인 법원의 재 작용과 행정청의 집행작용에서 실

제로 실 되고 철됨으로써 헌법의 기본 정신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는

방향으로 행 법률이 발 하는데 기여하 다.

나. 한국 헌법재 제도의 경우

(1) ‘법원이 합헌 인 법률을 헌 으로 해석․ 용하는지’에 한

심사

합헌 으로 단되는 법률을 구체 개별사건에서 해석하고 용하는 경

우, 법원은 헌법규범을 법률해석의 내용 지침으로 삼아야 한다. 헌법은

법공동체에서 어떠한 법익이 보호되어야 하는지, 어떠한 목표가 실 되어야

하는지 등에 한 기본결정을 담고 있고, 특히 기본권의 보장을 통하여 법

의 모든 역에 향을 미치는 헌법상의 기본결정을 담고 있는데, 헌법의

이러한 결정은 법률의 해석과 용에 있어서 요한 지침으로 기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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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은 법 용기 으로서 모든 국가기 과 마찬가지로 헌법의 구속을

받고, 법률의 해석과 용에 있어서, 특히 사법상의 일반조항, 불확정 법개

념이나 행정청의 재량행사규정 등을 해석을 통하여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기본권을 비롯한 헌법의 기본결정을 내용 지침으로서 고려해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헌법과의 연 계에서, 즉 헌법에 비추어 법률의 의미를 밝

히므로, 헌법은 법률의 의미내용을 밝히는 인식규범, 즉 해석의 지침으로

기능한다. 법원이 법률에 미치는 헌법의 향을 간과 는 오인하고 소송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단한다면, 이로써 그의 기본권을 침해하게 된다.

물론, 법률의 해석이 헌법규범과 무 하게 이루어지는 경우, 법률해석은

헌법상 법원에 부여된 고유권한으로서 헌법재 소는 법원의 해석을 존 하

여야 한다. 한 법원의 재 에 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

만, 헌법재 소는 ‘법원이 구체 개별사건에 법률을 용함에 있어서 헌법

을 지침으로 삼는 해석을 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 는가’에 하여 심사할

수 있으므로, 재 소원을 배제하고 있는 행 헌법재 제도에서 ‘법원의 법

률해석이 헌법의 기본결정과 합치하는가’의 단은 헌법재 소의 과제가

아니다.

(2) ‘법원이 헌 인 법률을 용하는지’에 한 심사

이에 하여 합헌 법률해석은 ‘헌법의 기본결정을 고려하는 해석’ 는

‘헌법을 지침으로 삼는 해석’의 한 유형이면서도, 이와 근본 으로 구분되

는 독자 인 것이자 헌법재 소결정의 한 유형에 해당한다. 법률에 한

해석이 다양한 의미내용을 허용하고 해석방법에 따라 법률의 헌성과 합

헌성을 결과로 가져온다면 그 법률은 헌으로 선언되어서는 아니 되고,

모든 가능한 해석방법이 헌법에 반되는 경우에 비로소 그 법률은 헌으

로 선언되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합헌 법률해석의 요청이다.

이 경우, 헌법은 법률의 내용을 밝히는 과정에서 해석의 지침일 뿐이 아

니라, 나아가 헌성심사의 기 으로 기능한다. 헌법합치 법률해석은 단

순히 법률을 헌법에 비추어 해석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헌법

규범을 기 으로 하여 법률의 헌성여부를 심사하는 작업이며, 그 결과

특정한 해석방법을 헌 인 것으로 배척함으로써 비록 법문의 변화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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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오는 것은 아니나 사실상 일부 헌선언의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 즉 합

헌 법률해석은, 헌법을 기 으로 하여 법률의 헌성을 심사한다는 에

서 규범통제 차에 해당하는 것이며, ‘ 헌결정에 한 하나의 안’인 것

이다. 법원의 견해에 의하면, 한정 헌결정에 기속력을 부여한다면 이로

써 법원의 구체 인 법률해석․ 용권한이 제한된다고 하나, 법원의 법률

해석권은 용하려는 법률의 합헌성을 제로 하는 것이므로, 결국 ‘법률에

한 헌법재 소의 헌심사’에 의하여 유보된 의미의 해석권한이라 할 것

이다. 법원의 법률해석권이 헌 인 법률을 해석․ 용할 권한을 의미하

는 것이 아님은 자명하다.

합헌 법률해석은 법률의 효력에 한 문제, 즉 헌법 으로 문제가 있

는 법률을 합헌 인 것으로 그 효력을 유지시킬 수 있는가, 이로써 법률에

한 헌선언이 방지될 수 있는가에 그 핵심이 있다는 에서, 합헌 법

률해석을 할 권한은 규범통제권한의 부수 권한이다. 합헌 법률해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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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기능을 담당

하는 국가기 은 가능한 한 입법자의 입법권을 존 하여 입법자가 제정한

규범이 계속 존속하고 효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석해야 한다는 에서,

합헌 법률해석은 헌법재 소뿐이 아니라 법원에 부과된 의무이지만, 헌

법상의 권력분립원칙에 비추어 볼 때 법률의 구속을 받는 법집행기 인 법

원이 스스로 법률을 수정할 권한은 합헌 법률해석에 한 헌법재 소의

최종 인 결정권에 의하여 제한되고 통제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법원이 헌

법재 소와 동등하게 최종 인 합헌 법률해석권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

은, 법원도 합헌 법률해석에 의하여 실질 으로 수반되는 입법작용에

한 수정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법원은 법률의 구속

을 받는다’는 헌법상의 권력분립질서에 정면으로 반되는 것이다.

(3) 헌결정에 한 ‘하나의 代案’으로서의 합헌 법률해석과 한

정 헌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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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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은 한정 헌결정의 기속력을 부인하기 하여 오스트리아의 헌법

재 제도를 로 들고 있으나, 이는 ‘오스트리아의 경우, 법 제68조 제2항

과 같이 법원이 헌 인 법률을 용한 경우에 한 규범통제제도를 두고

있지 않다’는 것을 간과하는 것이다. 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제도는 그 기능이나 실질에 있어서 재 소원에 갈음

하는 것이며, 이로써 법원의 합헌 법률해석을 심사하고 통제할 수 있는

제도라는 에서, 우리의 헌법재 제도는 재 소원의 기능을 하는 헌법소

원제도를 두고 있지 않은 오스트리아의 헌법재 제도와는 근본 으

로 다른 것이다. 즉 우리의 경우, 입법자는 법 제68조 제2항 제75조 제

7항의 헌법소원제도를 통하여 법원의 재 이 헌 인 법률에 기인하는

경우 재심을 허용함으로써, 헌법재 소에게 합헌 법률해석에 한 최종

인 결정권을 보장하고 동시에 한정 헌결정의 기속력을 강제하고자 한

것이다.

결론 으로, ‘법원이 합헌 인 법률을 헌 으로 용하 는가’에 하

여는 헌법재 소가 재 소원의 배제로 말미암아 심사할 수 없는 반면, ‘법

원이 헌 인 법률을 용하 는가’에 하여는 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

소원을 통하여 심사할 수 있는 것이다. 법 제75조 제7항에서 말하는 ‘법 제

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란 법원이 헌 인 법률을 용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며, 여기서 법원이 ‘ 헌 인 법률’을 용한 경우란,

헌법재 소가 어떠한 주문형식으로든 법원이 용한 법률의 헌성을 확인

한 모든 경우를 말하는 것인데, 이러한 헌성확인의 결과를 법원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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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차 으로 강제하고자 하는 규정이 바로 법 제75조 제7항의 재심허용

규정인 것이다.

4. 법 제75조 제7항의 헌여부

가. 법 제75조 제7항은 ‘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

에 당해 소송사건이 확정된 때에는 당사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

정하고 있다. 그런데 헌법재 소가 1994. 12. 29. 93헌바21 결정에서 국가배

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하여 한정 헌결정을 선고한 후 청구인이 제기

한 재심의 소에 하여, 법원은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라 함은 법원에

하여 기속력이 있는 헌결정이 선고된 경우를 말하는데, 한정 헌결정

이 선고된 경우는 법 제75조 제7항의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에 해당되

지 아니하여 기속력이 없다’는 이유로 2001. 4. 27. 청구인의 재심청구를 기

각하는 결을 선고하 다( 법원 95재다14).

나. 에서 본 바와 같이, 한정 헌결정이 단순한 법률해석이 아니라 단

순 헌결정과 마찬가지로 법률의 헌성을 심사한 규범통제 차의 산물이

라는 , 법이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을 통하여 헌 인 법률을 용하

는 재 에 한 통제를 가능하게 하고자 한 , 이로써 법 제68조 제2항

제75조 제7항에 의한 헌법소원제도가 헌법재 소에게 합헌 법률해석

에 한 최종 결정권과 한정 헌결정의 기속력을 강제할 수 있는 가능성

을 부여하고 있다는 등을 고려할 때, 법 제75조 제7항에서의 ‘인용된 경

우’란 합헌 법률해석의 결과로서의 한정 헌결정도 함께 포함하는 것이

다. 그런데 법원이 ‘한정 헌결정은 기속력을 가지는 헌결정이 아니므로,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으로 법 제75조 제7

항을 해석․ 용하는 것은, 헌법과 법이 부여한 헌법재 소의 포 인 규

범통제권한, 특히 법 제68조 제2항 제75조 제7항에 의하여 부여받은 규

범통제권한에 명백하게 배되는 것이다.

물론, 헌법재 소는 이미 2000. 6. 29. 99헌바66등 결정에서 법 제75조 제

7항에 하여 합헌으로 단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법원 결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법원이 규정을 잘못 해석․ 용하고 있으므로, 헌법

재 소는 규정의 원칙 인 합헌성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결정주문의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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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으로 법원에 의한 이와 같은 헌 인 해석․ 용을 배제해야 할 필요성

이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법원에 의한 법률 용에서 드러난 헌

인 해석방법을 배제하면서 규정의 효력을 유지시키기 하여, “법 제75

조 제7항은 ‘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에 한정 헌결정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한, 헌법에 반된다.”는 한정 헌결정을 해야

한다.

5. 이 사건 법원 결의 취소여부

가. 이 사건 법원 결이 헌법소원의 상이 되는지의 여부

헌법재 소는 법 제68조 제1항의 헌여부에 하여 이미 1997. 12. 24.

선고된 96헌마172, 173(병합) 사건에서 “법 제68조 제1항 본문의 ‘법원의

재 ’에 헌법재 소가 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

권을 침해한 재 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도 내에서, 법 제68조 제

1항은 헌법에 반된다.“고 결정하여 외 으로 법원의 재 도 헌법소원

의 상이 된다는 것을 인정하 다.

(1) 헌법재 소가 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결정의 주문에서 외

으로 헌법소원의 상이 되는 재 의 범 를 “헌법재 소가 헌으로 결

정한 법령을 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 ”이라고 표 하고

있기는 하나, 결정의 근본취지는 ‘헌법재 소의 기속력있는 헌결정에

반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원의 재 에 하여는 어떠한 경우이

든 헌법재 소가 최종 으로 다시 심사함으로써 헌법의 최고규범성을 철

하고 자신의 손상된 헌법재 권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례집 9-2, 842, 880).

따라서 결정이유의 핵심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외 으로 헌법소

원의 상이 되는 법원의 재 이란, 헌법의 최고규범성 헌법상 부여받

은 헌법재 소의 규범통제권을 철하기 하여 부득이 취소되어야 하는

재 을 의미하며, 이러한 재 은 ‘헌법재 소가 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용한 재 ’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헌법재 소 헌결정의 기속력을 부

인하는 모든 재 ’을 포함하는 것이다. 법원의 단이 헌법재 소 헌결정

의 효력에 반하는 한, 헌법재 소의 헌결정이 법원의 결 이 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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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가 아니면 이후에 선고되는가 하는 우연 요소에 의하여 헌법소원의

상이 되는 재 의 범 가 달라질 수는 없는 것이다.

(2) 이 사건 법원 결은 헌법재 소가 한정 헌결정을 선고한 국가배

상법 제2조 제1항 단서가 아니라 법 제75조 제7항을 용한 것이므로 “헌

법재 소가 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용한 재 ”은 아니나, 헌법재 소의

한정 헌결정에도 불구하고 한정 헌결정은 헌결정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 결정의 효력을 부인하여 청구인의 재심청구를 기각한 것이므로, 이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하여 내린 한정 헌결정의 기속력에 반

하는 것일 뿐 아니라, 법률의 헌여부에 한 최종 심사권을 헌법재

소에 부여한 헌법의 결단(헌법 제107조 제111조)에 정면으로 배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법원 결은 헌재 96헌마172등 결정에서 시

한 바 로 외 으로 헌법소원의 상이 되는 재 에 해당됨이 분명하다.

나. 기본권의 침해여부

헌법 제27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 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 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라고 규정하여 법원이 법률에 기

속된다는 당연한 법치국가 원칙을 확인하고, ‘법률에 의한 재 , 즉 차

법이 정한 차에 따라 실체법이 정한 내용 로 재 을 받을 권리’를 보장

하고 있다(헌재 1992. 6. 26. 90헌바25, 례집 4, 343, 349; 1993. 7. 29. 90

헌바35, 례집 5-2, 14, 31 참조). 재 청구권의 실 이 법원의 조직과

차에 한 입법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입법자에 의한 재 청구권의 구체

형성은 불가피하나, 국가는 소송법의 제정과 용에 있어서 합리 인

이유로 정당화되지 않는 한, 국민이 법원 차에 근하는 것을 방해하는

부당한 차상의 장애요소를 형성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헌법상 보장된

차 기본권으로서의 재 청구권의 요청이므로, 이러한 요청은 입법자에게

는 입법지침으로서, 법원과 행정청에게는 차법의 용에 있어서 해석의

지침으로서 작용한다. 따라서 사법기능의 보장이나 법 안정성 등 정당한

공익에 의하여 정당화됨이 없이 국민의 제소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소송

법상의 규정은 재 청구권에 한 침해를 의미하며, 마찬가지로 법원이나

행정청이 차법의 잘못된 해석과 용을 통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권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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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차에의 근을 어렵게 한다면, 이 한 재 청구권에 한 반이다.

그런데 법 제75조 제7항은 “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에 당해 헌법소원과 련된 소송사건이 이미 확정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소송당사자가 재심을

청구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법규정이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 소송

당사자에게 재심을 허용하고 있고, 여기서 “인용된 경우”란 헌법재 소가

법원이 용한 법률에 하여 헌성을 확인한 모든 경우에 해당함에도,

법원이 이 사건 결에서 법규정의 의미를 오해하여 ‘인용결정’에 한

정 헌결정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자의 으로 해석함으로써 재심사유를

부인한 것은 소송당사자의 재 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다. 소결론

이 사건 법원 결은 헌법재 소의 한정 헌결정에 반하여 헌결정의

효력을 부인하는 재 에 해당하므로 이에 한 헌법소원은 허용된다고 할

것이고, 한 이 사건 법원 결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

본권인 재 청구권 역시 침해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법원 결은 법 제

75조 제3항에 따라 취소되어야 한다.

6. 법 제68조 제1항의 헌여부

헌법재 소는 1997. 12. 24. 선고된 96헌마172, 173(병합) 사건에서 법 제

68조 제1항 본문에 하여 “법 제68조 제1항 본문의 ‘법원의 재 ’에 헌법

재 소가 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 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도 내에서, 법 제68조 제1항은 헌법에

반된다.”는 주문의 한정 헌결정을 한 바 있고, 이미 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결정의 주문은 문언의 표 을 넘어서 ‘헌법재 소의 헌결정에

반하여 그 효력을 부인하는 모든 재 ’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

다. 따라서 법 제68조 제1항 본문의 헌여부에 한 이 사건 심 청구는,

헌법재 소가 이미 헌재 96헌마172, 173(병합) 사건에서 한정 헌결정을 선

고함으로써 헌성이 제거된 부분에 하여 다시 헌선언을 구하는 청구

로서 부 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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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5조 등 헌확인

- 해외 의과 학 출신자의 의사면허시험 제한과 직업의 자유 -

(헌재 2003. 4. 24. 2002헌마611, 례집 15-1, 466)

이 명 웅＊1)

【 시사항】

1. 외국 치과, 의과 학을 졸업한 우리 국민이 국내 의사면허시험을 치기

해서는 기존의 응시요건에 추가하여 새로이 비시험을 치도록 한 의료

법 제5조 본문 “ 비시험 조항” 새로운 비시험의 실시를 일률 으

로 3년 후로 한 동법 부칙 제1조의 “경과규정”이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2. 각 조항이 신뢰보호의원칙에 배되는지 여부

3. 각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심 상】

심 의 상은 의료법(2002. 3. 30. 법률 제6686호로 개정된 것) 제5조

본문 “ 비시험” 부분 부칙 제1조 “제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부분(‘경과규정’)이며, 의료법의 련 규

정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5조(의사․치과의사 한의사의 면허) 의사․치과의사 는 한의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비시험(제3호의 자에 한한다)과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 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의학 는 치과의학을 공하는 학을 졸업하고 의학사 는 치과의

＊ 헌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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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의 학 를 받은 자

2.한방의학을 공하는 학을 졸업하고 한의학사의 학 를 받은 자

3.보건복지부장 이 인정하는 외국의 제1호 는 제2호에 해당하는 학교

를 졸업하고 외국의 의사․치과의사 는 한의사의 면허를 받은 자

제9조(국가시험 등)①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는 간호사의 국

가시험과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비시험(이하 “국가시험 등”이라 한

다)은 매년 보건복지부장 이 이를 시행한다.

②보건복지부장 은 국가시험 등의 리를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

하여 시험 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계 문기 으로 하여 하게 할

수 있다.

③보건복지부장 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시험 등의 리를 하게

한 때에는 그 리에 필요한 산을 보조할 수 있다.

④국가시험 등에 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

만, …… 제5조, 제9조 제1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

터 시행한다.

【사건의 개요】

1.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은 개정된 의료법(2002. 3. 30. 법률 제6686호로 개정된 것) 공

포 에 필리핀의 학교에서 치의학을 공하기 하여 유학을 갔다. 그

런데 개정된 의료법 제5조는 보건복지부장 이 인정하는 외국의 학을 졸

업하고 외국의 의사․치과의사 는 한의사의 면허를 받은 자로서 의사․

치과의사 는 한의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비시험과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 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부칙 제1조는

이 규정은 동법 공포 후 3년이 지난 뒤부터 시행하도록 하 다.

청구인들은 자신들이 장차 외국(필리핀)의 치과 학을 졸업하고 국내에

서 치과의사 면허를 받기 해서는 동법 제5조에 따라 개정 의 법에는

없던 “ 비시험”을 새로이 거쳐야 하고, 동법 부칙 제1조가 공포 후 3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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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때부터 일률 으로 동 비시험을 시행하도록 한 것은 청구인들의 직

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02. 9. 27. 그 헌확인

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 을 청구하 다.

2. 청구인들의 주장 계기 의 의견

청구인들은 비시험 조항 경과규정이 직업선택의 자유, 학문의 자유,

행복추구권, 평등권을 침해하고, 개별입법 지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명

확성의 원칙에 각 배된다고 주장한다. 이에 해 보건복지부장 은 그러

한 헌성이 없다고 답변하 다(분량상 임. 자세한 것은 결정문 참조).

【결정요지】

1. 비시험 조항은 외국 의과 학 졸업생에 해 우리나라 의료계에서

활동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과 자질이 있음을 검증한 후 의사면허 국가시

험에 응시하도록 함으로써 외국에서 수학한 보건의료인력의 질 수 을

담보하려는 것을 주된 입법목 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 한 비시험 제도는 학제나 교육내용이 다른 외국에서 수학한

비의료인들의 자질과 능력을 좀더 구체 으로 평가하는 데 기여할 것임이

인정되므로 수단의 정성을 갖춘 것이라 볼 것이며 비시험 제도를 통한

자격검증보다도 덜 제약 이면서도 입법목 을 달성할 수 있는 다른 입법

수단도 상정하기 어렵다.

한 재로서는 장차 시행될 비시험이 외국 의과 학 졸업생에게 과

도한 부담을 주게 될 것이라고 단언하기 어려운 반면, 외국 의과 학의 교

과 내지 임상교육 수 이 국내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국민의 보건을

하여 기존의 면허시험만으로 검증이 부족한 측면을 보완할 공익 필요

성이 있다. 그러므로 비시험 조항은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

하지 않는다.

2. 신뢰보호원칙의 반여부는 한편으로는 침해받은 신뢰이익의 보호

가치, 침해의 한 정도, 신뢰침해의 방법 등과 다른 한편으로는 새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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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실 코자 하는 공익목 을 종합 으로 비교형량하여 단하여야

한다.

청구인들이 장차 치과의사 면허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 요건에 하여

가진 구법에 한 신뢰는 합법 이고 정당한 것이므로 보호가치 있는 신뢰

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한편 청구인들에게 기존의 면허시험 요건에 추가하

여 비시험을 보게 하는 것은 이미 존재하는 여러 가지 면허제도상의 법

규제에 추가하여 새로운 규제를 하나 더 부가하는 것에 그치고, 이러한

규제가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라고 하기 어려운 반면, 이러한 제도를 통한

공익 목 은 에서 본 바와 같이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경과규

정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배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

3. 경과규정이 3년간의 비시험 유 기간만 정함으로써 그 기간 내에

국내 치과의사면허시험 응시자격을 모두 갖출 것을 기 할 수 없는 청구인

들에게 있어서는, 같은 외국 치과 학 졸업자 에서도 비시험의 유 를

받는 자와 받지 못하는 자 간에 차별이 존재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경과규정은 3년의 유 기간만을 두고 있지만 비

시험을 유 받는다 하더라도 국내 치과의사면허를 취득하기 해서는 다

른 여러 가지 제약을 받게 된다는 과 비시험이 당사자에게 과도한 부

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을 고려할 때, 비시험을 유

받지 못하는 청구인들에 한 차별이 헌법 으로 용인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한 3년간의 비기간은 비시험에 비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이 보장된 것이라고 볼 것이다. 그 이상의 경과규정은

입법정책 효과를 장기간 유 하는 문제 이 있다. 그 다면 경과규정은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재 윤 철, 재 김효종, 재 주선회의 반 의견 ( 2.

3. 부분)

1. 비시험 조항이 입법되기 에 이미 외국의 치과 학으로 유학을 떠

난 청구인들에게 단지 3년간의 유 기간만을 두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어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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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들이 장차 치과의사 면허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 요건에 하여

가진 구법에 한 신뢰는 합법 이고 정당한 것으로서 헌법상 보호가치가

있다. 국가의 면허시험 제도에는 일반 으로 입법자에게 상당한 입법재량

이 허용되어야 하지만, 이 사건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특수한 요소들이

있으므로 입법재량의 한계는 엄격히 보아야 한다.

첫째, 이미 기존의 면허시스템이 외국 학 졸업자에 하여 많은 제한

을 가하고 있다. 즉 1994년 의료법에 의할 경우, 청구인들과 같은 외국 의

과 학 재학생이 장차 국내 의사면허를 얻기 해서는, 우선 그 의과 학

이 보건복지부장 이 인정한 것이어야 하며, 졸업 후 그 외국의 면허를 취

득하여야만 하고, 그 다음 국내 면허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이러한 규제

는 외국 유학을 가려는 자들에게 이미 큰 부담을 주는 것이다. 이러한

한 제약에 추가하여 비시험과 같은 다른 제약을 가하는 입법은 상

으로 청구인들의 구법에 한 신뢰를 더 강하게 침해하는 것이라 볼

수밖에 없다.

둘째, 외국의 의과 학 수학은 그 동기야 어떻든 통상 6년 이상의 장기

간의 시간과 재정 부담과 노력을 요하는 것으로서 개인의 인생에 있어서

요한 문제이다. 따라서 그들 유학생들의 구법에 한 신뢰는 되도록 보

호해 주어야 할 것이고, 공익 필요성이 실하지 않은 이상 이미 국내를

떠난 자들에게는 새로운 제약을 유 하는 것이 법치국가에서 국민들에게

부여하여야 마땅한 측가능성 내지 신뢰보호의 원칙에 부합한다.

셋째, 비시험 제도는 재로서는 그 범 와 난이도를 알 수 없어 해외

에 가 있는 청구인들의 지 를 불안정하게 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한편 유 기간 3년 후의 일률 인 비시험 실시로 얻을 수 있는 공익은

외국의 의과 학을 졸업한 자에 한 질 검증을 좀더 하자는 것인데, 이

미 국가시험제도가 존재하며, 해당 외국 학에 한 보건복지부장 의 승

인제도가 있고, 한 외국의 면허취득까지 요구하고 있으므로, 비시험이

추구하는 공익이 한 것이라거나 3년 뒤에는 긴요하게 필요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비록 유 기간을 6년으로 늘인다면 비시험 조항을 통한 정

책 효과가 더 지연되겠지만, 이는 국민의 기본권에 한 보호를 하여

실하지 않은 공익이 후퇴하여야만 한다는 실질 법치주의를 구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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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지불하여야 하는 비용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경과규정은 신뢰보호

의 원칙에 배된다.

2. 외국 의과 학의 수업연한이 보통 6년간인데도 유 기간을 3년간으로

한 이유는 비시험 제도의 효과를 보다 일 달성하기 한 것이지만, 앞

서 보았듯이 의료법상 국내 면허시험에 응시하기 해서는 외국 학 졸업

생이 거쳐야 할 여러 단계의 검증 차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비시험을 통

하여 달성하려는 입법목 은 보충 인 것이다. 한 비시험 제도의 도입

목 은 단순히 국내 의사로서의 검증을 넘어서서 “국내 의료인의 수 조

”이란 고려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러한 입법목 이 직업선택의

자유의 제한 사유가 될 것인지 여부는 불확실하다. 한편 그러한 보충 혹

은 불확실한 입법목 에 비하여, 비시험에 한 제약된 유 기간으로 인

하여 차별을 받게 되는 외국 학 재학생들의 법익 침해는 지 않다.

그 다면 비시험의 유 혜택을 3년 내에 졸업하는 자에게만 주고 그

지 못한 사람에게는 주지 않는 것은, 그 입법목 달성을 하여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볼 수 없으며, 이는 본질 으로 같은 비교집단이라 할 수

있는 외국 의과 학 재학생 간에 직업선택의 자유를 공익상의 시 한 필요

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차별 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해설】

1. 법요건 부분

비시험 조항과 경과규정은 이미 외국의 의과 학에서 수학 인 자들

의 경우, 후에 그들이 국내 의사면허를 취득하려고 할 때 추가 인 제약을

주는 것이므로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개연성이 인정된다. 청

구인들은 행 비시험 조항 경과규정 시행 에 필리핀의 학에서

치의학 공을 목 으로 유학을 떠났다고 하면서 그 학업을 마치고 귀국할

경우 동 조항들의 용을 받게 된다고 주장하 는데 청구인들이 필리핀

학에 입학한 시기 등에 한 구체 인 증거자료는 기록상 없는 상태이나,

그러한 주장은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를 다툴만한 자료도 없으므

로 헌법재 소는 청구인들이 이 사건에서 비시험 조항과 경과규정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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툴 자기 련성이 인정된다고 제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심 상조항 자체에 의하여 향후 외국에서 학 를 받고 국내

치의사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모두 동 비시험을 거쳐야 하므로, 동

비시험 제도의 존재 자체를 다투는 이 사건에 있어서 직 성 요건이 인

정된다.

이 사건 심 상조항은 2002. 3. 30. 공포되었고 비시험 시행은 그로

부터 3년 후인 2005. 4. 1.경부터 시행된다. 청구인들은 2002. 9. 27. 이 사

건 헌법소원을 제기하 으므로, 아직 기본권 침해의 재성이 발생하지 않

은 상태이므로, 재성 요건의 외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그런데 법령상 추후 비시험 시행은 확정 인 것이며, 이미 외국에서

수학 인 청구인들로서는 자신들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련된 이 문제를

미리 다투어 앞으로 그들의 학업과 진로에 한 이해 계를 정립할 필요성

이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 재성의 외를 인정함이 상당하다.

한편 심 상조항은 아직 시행이 되지 않는 상태이므로 청구기간 요건

의 용은 없는 사안으로 볼 수 있다.

2. 본안에 련된 기 사실

가. 해당 조항의 변천 련 통계

(1) 외국 학 의과 학 졸업생이 국내 의사면허를 취득하기 한 의료법

상의 요건은 차 엄격해지고 있다. 91년법(1991. 12. 14. 법률 제4430호로

개정된 것)은 의사․치과의사 는 한의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보건사회부

장 이 인정하는 외국의 학교를 졸업하고 해당 학사 학 를 받은 자는

국내의 해당 국가시험에 합격할 경우 면허를 취득할 수 있었다.

그런데 94년법(1994. 1. 7. 법률 제4732호로 개정된 것)은 요건에 추

가하여, 외국 학교 학사 학 를 받을 뿐만 아니라 “외국의 의사․치과의

사 는 한의사의 면허를 받은 자”가 국내의 국가시험을 칠 수 있게 하여,

외국 면허 취득을 요구하 다.

나아가 2002년법(2002. 3. 30. 법률 제6686호로 개정된 것)은 각 요건

에 추가하여 비시험 제도(2005년부터 시행)를 도입하 다. 그러므로 추후

외국의 치의과 학을 졸업한 자가 국내의 해당 면허를 받기 한 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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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다.

보건사회부장 이 인정하는 외국 학의 학사학 취득 ➜ 외국에서 해

당 면허 취득 ➜ 비시험 합격 ➜ 국가시험 합격 ➜ 국내 면허 취득

(2) 이 게 요건이 강화되는 이유는 상 으로 입학이 쉬운 필리핀 등

외국에서 치의과 학을 졸업하고 국내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경우가 많아졌

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장 이 제출한 자료1) 등에 의하면, 치과의사의 경우 최근 10

년간 외국 학 졸업생의 국가시험응시자는 평균 약 245명인데,2) 이는 국내

졸업생 평균인 760명의 3분의 1 이상에 해당한다고 한다.3) 1997년부터는

그 숫자가 차 감소하고 있다.

한편 의사의 경우, 외국 학 졸업생의 연평균 응시인원은 50명으로 국내

졸업생 3000명의 1.7%에 해당하 다.4)

나. 외국의 입법례

외국(미국, 일본, 필리핀)의 입법례는 우리와 같은 비시험 제도는 찾기

어렵다. 일본의 경우 비시험 제도를 두고 있으나 후생노동부장 이 인정

하는 학을 졸업한 경우는 바로 국가시험에 응시자격을 주고 있어 우리와

차이가 있다.

1) 보건정책국 발간(이 사건 기록 141쪽 이하), “외국 학 졸업 보건의료인력에 한

비시험제도 도입”, 2001. 1. 이하 이를 “보건복지부 발간자료”라 한다.

2) 61명(1991), 81명(1992), 103명(1993), 182명(1994), 262명(1995), 330명(1996), 476명

(1997), 385명(1998), 361명(1999), 290명(2000), 252명(2001), 171명(2002).

3) 한편 합격률은 외국의 치과 학 졸업생의 경우 평균 16.8% 고(국내 학 졸업생

은 89.5%), 최종합격율(4-5회 응시한 결과)은 65.82%라고 한다.외국 학 출신 치

과의사 면허시험 응시자의 최근 3년간 통계는, 국시원의 인터넷 자료

(www.kuksiwon.or.kr/news/54/54-3.htm) 등 참조. 응시자수는 보건복지부 제출분

과 다소 차이 있음. 한편 최근 10년간의 치과의사 국가시험 통계는 별첨.

외국 응시자 합격율 체응시자 합격율

2000 279명 9.7% 70.3%

2001 235명 25.9% 80.3%

2002 175명 5.8% 78.4%

4) 의사의 경우 외국 학 출신의 연평균 합격률은 26.8%(국내 학 졸업생은 92%)

고 최근 10년간 그들의 최종 합격률은 80.1% 다(평균 3-4회 응시)고 한다(보건

복지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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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

의사면허는 각 주가 장하는데 여기서는 캘리포니아주의 치과의사 면

허에 하여 살펴본다.

California Business and Professions Code 치과의사에 한 법률 규

정(the Dental Practice Act)은 소비자문제를 다루는 부서(Department of

Consumer Affairs)에 치과 원회(Dental Board of California)를 두고5) 이

원회가 치과의사 면허를 장하도록 하 다(§1601.1). 면허시험 련 규

정(요약분)은 다음과 같다.

§1628 (2004. 1. 1. 까지만 시행되는 규정)

18세 이상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자는 동 원회가 실시하는 시

험을 칠 수 있다.

(a) 해당 응시비용의 납부

(b) 동 원회가 인정한, 평 이 있는 치과 학 졸업

(c) 임상시험 도 환자에게 야기될 수 있는 상해에 한 보험 구비

§1636 (2004. 1. 1. 까지만 시행되는 규정)

외국의 치과 학을 졸업한 자는 1628조의 (b)에도 불구하고 그가 교과수

료와 학 취득을 증명할 경우 1628조의 (a)와 (c)를 구비하는 한 면허시험을

칠 수 있다. 외국 치과 학 졸업생들의 면허시험은 필기시험, 복구기술시험

(the restorative technique examination), 기타 시험(diagnosis-treatment

planning, prosthetic dentistry, diagnosis and treatment of periodontics,

and operative dentistry)의 순서로 진행되는데, 필기시험과 기타 시험은 미

국내 치과 학 졸업자(응시생)과 달라서는 안된다.

§1628 (2004. 1. 1. 이후 시행되는 규정)

18세 이상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자는 동 원회가 실시하는 시

험을 칠 수 있다.

(a) 해당 응시비용의 납부

(b) 동 원회가 인정한, 평 이 있는 치과 학 졸업

5) 8명의 직 치과의사(이 1인은 캘리포니아 소재 치과 학 교수, 1인은 비 리

의료기 의 치과의사일 것이 요구됨), 1명의 치과 생사, 1명의 치과보조원, 4명의

기타 원으로 구성된다. 4년의 임기로 1회에 한하여 연임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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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임상시험 도 환자에게 야기될 수 있는 상해에 한 보험 구비

(d) 만일 시험 신청인이 외국의 치과 학에서 학 를 받은 경우, 그는

동 원회에 다음 증거를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1) 1636.4조에 따라 동 원회에 의하여 승인된 치과 학의 수업과정을

마치고,

(2) 그 치과 학에서 치과학 학 를 받았다는 증거

(e) 외국의 치과 학을 졸업하 으나 그 치과 학이 동 원회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동 원회가 승인한 치과 학에서 어도

2년간의 학습을 마친 경우가 아니면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요약: 그러므로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외국 학 졸업생이 치과의사 면허

를 받기 한 과정은 2004. 1. 1. 과 후에 따라 달라지는데,

2003. 12. 31.까지는, 외국 치과 학 학 를 증명하기만 하면 캘리포니아

주 치과의사 면허시험을 칠 자격이 있으며, 다만 그 면허시험은 다른 미국

내 치과 학 졸업생(응시생)과는 달리 복구기술시험을 추가로 요구하 다.

2004. 1. 1.부터는 동 원회가 승인한 외국 학을 졸업한 사람이라면 그

졸업(학 )을 증명하기만 하면 동 원회가 승인한 미국내 치과 학 졸업

생과 같은 면허시험 응시자격이 주어지며, 외국 학이 동 원회의 승인

을 받지 못하 다고 하더라도 그 졸업생은 동 원회가 인정하는 (캘리포

니아주) 치과 학에서 2년 이상 성공 으로 수학하면 면허시험을 칠 자격

을 다.

(2) 일본

醫師法은 면허시험에 하여 다음 조항을 두고 있다.

제11조 의사국가시험은 아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이에

응시할 수 없다.

1. 학교교육법에 따른 학에서 의학의 정규과정을 수료하고 졸업한 자

2. 의사국가시험 비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합격 후 1년 이상 진료 공

생에 한 實地수련을 한 자

3. 외국의 의학교를 졸업하거나, 외국의 의사면허를 취득한 자로서 후생

노동 신이 2호에 게재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 기능을 지니고,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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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당하다고 인정한 자

제12조 의사국가시험 비시험은 외국의 의학교를 졸업하거나, 외국의 의

사면허를 취득한 자 에서, 前條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후생노동

신이 당하다고 인정한 자가 아니면 그 시험을 응시할 수 없다.

齒科醫師法도 치과의사면허에 하여도 같은 내용의 조문을 두고 있다

(동법 제11조 제12조).

요약: 그러므로 일본에서는, 외국 (치)의과 학을 졸업한 자들은 의사법

(치과의사법) 제11조 제3호에 따라 후생노동 신에 의하여 인정된 경우라

면 일본내 (치)의과 학 졸업생과 마찬가지의 (치)의사면허시험 자격이 주

어지고, 제11조 제3호에 따른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라도, 역시 후생노동

신의 인정에 따라 비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 이에 합격한 후 1년 이상의

실지수련을 한 뒤 (치)의사면허시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3) 필리핀

필리핀의 치과의사 면허는 1965년 제정된 다음 법률이 규율하고 있다.

Republic Act No. 4419 (An Act to Regulate Practice of Dentistry in

the Philippines)

Section 17 (면허시험자격)

치과의사 면허시험을 치기 해서는 응시자는 해당 원회에 다음 사항

을 증명하여야 한다.

(a) 필리핀 시민일 것

(b) 도덕 성품(good moral character)의 소지자일 것

(c) 치과교육에 한 원회가 요청하는 기 에 따른 최소 2년간의 과

과정(two-year pre-dental course)을 수료하 을 것

(d) 인정된, 합법 으로 설립된 학이나 기 에 의해서(by a recognized

and legally constituted university, college, school or institute) 수여된 치

과의학 혹은 치과수술학 학 (Doctor of Dental Medicine (D.M.D.), or

Doctor of Dental Surgery (D.D.S.)) 혹은 이와 동등한 것을 받았을 것

요약: 필리핀의 경우 규정 외에 외국 학 졸업생에 한 특별한 법률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 다면 외국 치과 학이 규정상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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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recognized)” 것에 포함되는 한 해당 외국 치과 학 졸업자도 다른 응시

자와 같이 같은 면허시험을 치게 될 것이다.

3. 심 상조항의 헌 여부

가. 단범

이 사건에서 청구인들은 비시험 조항 경과규정이 직업선택의 자유,

학문의 자유, 행복추구권, 평등권을 침해하고, 개별입법 지의 원칙, 신뢰보

호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에 각 배된다고 주장하 다. 여기서 신뢰보호의

원칙과 평등권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은 체로 심 상조항 비시

험 조항에 한 것이었다.

나.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여부

(1) 직업선택의 자유에 한 제한의 성격

비시험은 외국 학 졸업생들에게 국내 의사면허시험에 응시할 자격

요건을 더 강화하는 것이고, 이는 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주 사유”

로 제한하는 것이다.6) 그러한 주 사유에 의한 직업선택의 제한에 하

여 헌법재 소는 다음과 같이 시한바 있다.

“일반 으로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함에 있어, 어떤 직업의 수행을

한 제요건으로서 일정한 주 요건을 갖춘 자에게만 그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 요건을 갖추도록 요구하는

것이, 구에게나 제한없이 그 직업에 종사하도록 방임함으로써 발생할 우

려가 있는 공공의 손실과 험을 방지하기 한 한 수단이고, 그 직업

을 희망하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용되어야 하며, 주 요건 자체

가 그 제한목 과 합리 인 계가 있어야 한다는 비례의 원칙이 용되어

야 할 것이다.”(헌재 1995. 6. 29. 90헌바43, 례집 7-1, 854, 868.)7)

6) 직업선택의 자유의 제한은 당사자의 능력이나 자격과 상 없는 客觀的 事由(要

件)에 의한 제한과, 개인 인 특성과 능력, 지식과 경험 등에 결부시키는 主觀的

事由에 의한 제한으로 나 수 있다. 前 의 경우 더 강화된 헌성 심사가 행해

진다{ 를 들어, 헌재 2002. 4. 25. 2001헌마614(경비업법 제7조 제8항 등 헌확

인), 례집 14-2, 410 참조}.

7) 이 례는 형 인 비례의 원칙과는 다르게 설시하고 있다. 그러나 객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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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러한 시는 “주 요건”에 의한 직업선택의 자유의 제한에

한 것으로서, 종 에 말하던 비례의 원칙에 한 표 과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종 비례의 원칙에서 벗어나는 새로운 유형을 설시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여기서는 비례의 원칙의 4가지 하부원칙들을 심으로 하되

시취지를 고려하여 살펴볼 수 있다.8)

(2) 입법목 의 정당성 수단의 정성

비시험 조항은 외국 (치)의과 학(이하 “의과 학”이라고만 표기) 졸업

생에 해 우리나라 의료계에서 활동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과 자질이 있

음을 검증한 후 의사면허 국가시험에 응시하도록 함으로써 “외국에서 수학

한 보건의료인력의 질 수 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목 에서 마련

된 것이다(제226회 보건복지 원회 회의록 2002. 1. 7.자).9)

그런데 이러한 입법목 외에도 비시험 제도를 두게 된 내면 입법목

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최근 필리

핀 치과 학 졸업생이10) 국내 치과의사시험에 응시하고 합격하는 경우가

에 의한 제한이었던 2001헌마614 사건에서는 형 인 비례의 원칙 심사를 하

음.

8) 참고로, 독일에서 직업의 자유 심사에서는 3段階別 審査基準이 확립되어 있는데,

낮은 단계인 “직업수행의 자유”에 해서는, “공공복리의 합리 고려가 그것을

합목 인 것으로 보이게 할 수 있는 한” 제한이 가능하나 “과도하고 측할 수

없는 부담”은 지되고, 간 단계인 “주 사유에 의한 직업선택 제한”은, “

한 공익보호를 하여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에 가능하며, 높은 단계인 “객

사유에 의한 직업선택의 제한”은, “압도 으로 요한 공동체이익에 한 증명할

수 있거나 가장 개연성 높은 한 험을 방”하기 해서만 가능하다. 정태

호, “헌법 제15조의 ‘직업의 자유’”, 유소 이방기교수 정년기념논문집, 법학과 행정

학의 과제(2000); 김승환, “직업의 자유: 약국 결과 련하여”, 주변호사

회지(1996); BVerfGE 7, 377 등 참조.

그런데 독일 기본법은 직업선택과 직업수행을 분리하여 후자에만 입법규율권을

주고 있으므로(제12조 제1항) 양자는 심사기 을 달리 할 수밖에 없고, 자는 원

칙 으로 제한에 친숙치 않지만, 여기서도 객 사유와 주 사유로 나 어

제한의 허용 강도를 달리하는 해석론이 발달하게 되었다(학설과 례는 이 역시

비례의 원칙의 구체 용이라 하나, 형 인 비례의 원칙과는 차이가 있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 그러한 구분을 하지 않았으며(헌법 제15조 참조), 제37조 제2

항이라는 일반 유보조항이 있고 기본권 제한 사유로서 “공공복리”라고만 열거하

므로, 독일과 같이 허용되는(정당화되는) 공익의 강도를 분리해 내기 어려운 측면

이 있어, 직업의 자유 제한 문제에 해서는 일응 종 의 형 인 비례의 원칙

심사를 진행하면서, 3단계별 특성을 고려하는 것이 재로서는 바람직한 심사

방법이라 생각된다.

9) 한 기록(61쪽)에 편철된 의료법개정안에 한 국회 문 원 보고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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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아지자, 그들을 포함한 외국 학 졸업생에게 “ 비시험”이라는 시험응

시 요건을 추가로 설정함으로써 의료시장에의 진입장벽을 설정하여, 이를

통해 “국내 의료인력의 수 조 ”을 도모한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발간

자료는 이를 명시 으로 기재하고 있다.11)

그러한 입법목 이 등장하게 된 배경에는 행 (치과)의사면허 국가시험

의 형식 합격율이 작용하고 있다. 행 면허시험은 객 식만으로 되어

있고 합격률도 높기 때문에,12) 외국 학 졸업생인 응시자가 증가하는 만

큼 체 인 합격자가 더 늘어나게 되어 결국 치과의사가 그에 따라 더 증

가하게 되므로 치과의사의 공 이 상보다 더 늘어날 수 있다. 그 다고

공 을 일정 수 유지하기 하여 합격률을 일 경우, 국내 학 졸업자

의 취업이 종 보다 더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므로 만약 치과

의사 등의 공 수 을 일정 수 으로 유지하려고 할 경우, 행 시험제도

하에서는 외국 졸업자의 응시 자체를 제한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국내 의료인력의 수 조 ”이란 입법목 이 과연 정당한

것인지는 의문이 있다. 의사면허 시험제도의 목 은 문 인 소질과 능력

을 평가하기 한 것이다. 물론 면허시험의 특성상 해당 직역에 한 사회

인 수요와 이에 따른 공 범 를 고려할 수도 있겠지만, 자국내 학

10) 필리핀 치과 학 출신 응시자가 주로 문제된다. 2000년 2001년도의 경우 외

국 치과 학 졸업생인 응시자는 필리핀 학 출신이 각 262, 242명인 반면, 나머

지는 미국 학 출신이 각 14, 10명, 라질 독일 학 출신이 각 1명씩(2000

년도)이었다.

한편 치과의사 아닌 일반 의사의 경우, 국내 면허시험의 해외 학 졸업자의 연

평균 응시인원은 50여명으로서 국내 졸업생의 1.7%에 불과한 수 이고, 한의사의

경우 외국 학 졸업생으로서 국내 면허시험에 응시한 사람이 없었다. 보건복지부

발간자료(이 사건 기록 146쪽) 참조.

11) 동 발간자료는, “치과의사 국가시험의 경우 외국 학 졸업 응시자 수가 국내졸

업자 수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등 의료인력 과잉 공 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으

므로, 비시험을 통해 무분별한 외국 유학을 자제시키고 보건의료인력 공 의

정성 도모”라고 하고 있다(기록에 편철됨. 144쪽). 한 앞서 보았듯이 외국 학

졸업자에 한 면허시험 응시자격은 강화되고 있는 입법변천 과정에서도 그

러한 목 을 추론할 수 있다.

12) 보건복지부 발간자료 참조. 한편 이러한 시험제도에 한 문제 은 의료법

개정안에 한 국회 문 원의 의견에서도 지 되고 있다. 즉 재의 시험방식은

지나치게 필기시험 주로 되어 있어 의료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임상 소질과 능

력에 한 평가가 제 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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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생을 타국 학 졸업생보다 더 우 하는 방식으로 그러한 “의료인력의

수 조 ”을 하려는 것, 즉 타국 학 졸업생에게 국내시장에 한 진입장

벽을 설정하려는 것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정당한 입법목

인지는 의심이 있다.13)

그러나 비시험 조항은 그러한 내면 입법목 외에 앞서 본 입법목

, 즉 외국 의과 학을 졸업한 응시자에 해 우리나라 의료계에서 활동

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과 자질이 있음을 먼 검증한 후 의사면허 국가시

험에 응시하도록 하려는 입법목 은, 국민의 건강과 보건이라는 공공복리

에 한 요한 사항에 한 것으로서, 외국의 의과 학에의 입학가능성

수업 내용이 한국의 의사로서 요구되는 수 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입법자의 입법 실 인식이 잘못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공공복리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볼 것이다. 그러한 한 “의료인력의

수 조 ”이라는 다른 입법목 의 정당성 여부는 더 논의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한편 비시험 제도는 외국 학 졸업생에 한 능력과 자질 검증의 필

요성이라는 입법목 달성에 효과 일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비록

비시험 제도가 추가 으로 꼭 필요하느냐의 문제는 존재하지만(이는 ‘피해

의 최소성’의 에서 살펴본다), 비시험 제도가 있는 것 자체는 우리와

학제나 교육내용이 다른 외국에서 수학한 비의료인들의 자질과 능력을

좀더 구체 으로 평가하는 데 기여할 것임이 인정된다. 그 다면 비시험

조항은 수단의 정성 원칙에 배된다고 하기 어렵다.

(3) 피해의 최소성

입법권자가 선택한 기본권 제한의 조치가 입법목 달성을 하여

하다고 할지라도 보다 완화된 형태나 방법을 모색함으로써 기본권의 제한

은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하여야 한다(헌재 1990. 9. 3. 89헌가95,

례집 2, 245, 260).

13) 독일 연방헌법재 소의 소 “약국 결”은 기존 구성원의 數 인 배려 때문에

직업선택에 앞서 객 요건을 설정하는 것은 정당한 입법목 이 될 수 없다고

단하 다. 김승환, “직업의 자유 :약국 결과 련하여”, 주변호사회지(1996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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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의과 학 졸업생에게 국내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주기 해서는 보

건복지부장 이 인정하는 학을 졸업한 경우여야 하고, 그 나라의 면허시

험에도 합격하여야 하며, 다시 국내의 면허시험에 합격하여야 하므로, 이러

한 검증방법과 별도로 비시험까지 추가로 보게 하는 것은 불필요한 과도

한 제한이라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장 이 인정하는 학 졸업생이라 하더라도 다시 국

내 의사로서 자격을 갖추었는지 개별 검증이 필요하다는 에서 그러한

인정제도만으로는 입법목 을 달성하기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비시험이 아니더라도 입법자로서는 기존의 국가시험 체제를 정

비하여 국가시험이 보다 실질 인 자격 검증 수단이 되게 함으로써 외국

학 졸업생들에 하여 국내 의사로서의 자격과 실력을 평가할 수도 있을

것이고, 이것이 불필요한 마찰을 이는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모든 응시자에 하여 일률 으로 시행되어 온 의사면허 국가시험

만으로는 외국 학 졸업생에 한 국내 의사로서의 검증이 충분치 않을

수가 있고, 한 면허시험에서 외국 학 졸업생인 응시자에 하여는 추

가 인, 혹은 다른 내용의 시험을 실시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으나(앞서

본 캘리포니아주법의 경우), 결국 그러한 방법은 실질 인 의미에서(즉 외

국 학 졸업생에 하여 개별 평가를 행한다는 에서) 비시험 제도

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 다면 비시험 제도를 통한 국내 의사로서의 자격검증보다도 그 입

법목 을 달성하기 하여 달리 덜 제약 인 입법수단이 확실히 존재한다

고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다만 “ 비시험”의 내용 내지 수 이 문제

될 수 있는데 이에 해서는 후술한다.

반 으로 볼 때 비시험 조항은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배된다고 단

정하기 어렵다.14)

14) 그러나 한편으로는 다음과 같은 이 입법정책상 문제 으로 지 될 수도 있다.

오늘날 변하는 교육환경 속에서 세계 으로 교육시장은 개방추세이며 많은

우리나라 학생들이 외국의 명문 학 등에 진학하고 있다. 이제는 국내 학출신만

우 하는 것은 치 않은 경우가 많게 되었다. 따라서 사정상 외국의 학에 진

학한 한국 학생들이 국내 의사면허를 취득하는 차도 되도록 국제 인 추세에

맞추어져야 할 것이고(그 외국은 우리보다 반 인 의료수 이 낮은 경우도 있

으나, 높은 경우도 있으므로 보건복지부장 이 인정한 학이라면 그 졸업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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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익의 균형성

기본권 제한 입법에 있어서는 그 입법에 의하여 보호하려는 공익과 침해

되는 사익을 비교형량할 때 보호되는 공익이 더 커야 한다(헌재 1990. 9. 3.

89헌가95, 례집 2, 245, 260).

이에 하여 단하기 해서는 비시험의 성격 내지 수 이 검토되어

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에 따라 기본권 제한의 정도가 좌우되기 때문이

다. 만일 비시험이 국내 의과 학을 정상 으로 수료한 사람에게도 합격

이 어려울 정도의 수 이라면, 외국의 의과 학을 졸업한 응시자에게는 더

심각한 제약이 된다. 그러나 비시험이 외국 의과 학 졸업생에 해 우

리나라 의료계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본 능력과 자질을 평가하는 것으로

서 보건복지부장 이 인정한 학을 수료한 자로서 정상 인 난이도를 지

닌 것이라면 침해되는 사익은 상 으로 어든다.

의료법은 제5조에서 비시험 제도의 시행을 규정하면서 비시험의 내

용에 하여는 언 하지 않고, 제9조 제2항에서 “保健福祉部長官은 국가시

험등의 管理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試驗管理能力이 있다고 인

정되는 關係 門機關으로 하여 하게 할 수 있다.”라고만 하 다. 한편 의

는 원칙 으로 국내 의사면허 응시기회를 부여함이 상당하다고 할 수 있다), “필

요하면 국내 의과 학에 진학하라.”라는 제하에, 국내 시장을 보호하기 한 2

, 3 의 제한은 치 않은 것이다. 이미 보건사회부장 의 학 인정제도를

두고 있으며, 외국 면허를 취득 하고, 나아가 국가시험에 합격하여야 하는 요건

으로 충분하다(더구나 그들의 국가시험 합격률은 국내 응시자에 비해 매우 낮다.

2002년의 경우 5.8%에 불과함).

상 으로 의료수 이 높은 미국(캘리포니아주)의 경우, 2004년 이 에는 외국

치과 학출신자에게 특정 시험과목만을 추가 으로 요구하 고, 2004년 이후에는

당국이 승인한 외국 학이라면 미국내 학 졸업생과 같은 응시기회를 주고(추가

시험 없음), 설사 승인 받지 못한 학의 출신자도 특정 교육 이수 후에는 면

허시험 응시자격을 주고 있다.

심지어 우리 비시험 제도의 모형이 된 일본도 당사자가 졸업한 외국 학이

보건후생장 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만 외국 학 졸업생은 비시험을 치도

록 되어 있는 것을 보면, 그러한 승인제도 공통 인 국가시험 제도만으로 외국

출신자에 한 국내 의사면허 취득을 한 검증은 충분한 것이라 볼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이러한 조항을 두는 것은 오늘날 생활과 법이 국제화 되어가는 추세

에 맞지 않고, 경쟁을 해하며, 때로는 선진국의 의료기술을 배우고 국내에서 의

술을 펼치려는 동기도 약화시키고, 외국 면허를 취득하고 그 나라에서 우수한 의

사로 인정받은 우리나라 국민들도 많은데 이들이 국내 의사로 공헌할 수 있는 기

회도 이는 결과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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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법시행령 제4조 제2항 등 국가시험 탁 련 규정에 근거, 한국보건의료

인국가시험원(“국시원”)이 국가시험 리기 으로 지정되었을 뿐이다. 따라

서 법령상 비시험의 시행 내용에 련된 조항은 없는 상태이다.

그런데 기록에 편철된 국시원소식 2002년 5월호의 “외국의료인력 질

수 담보를 한 비시험 시행방안과 기 효과”라는 특별기고(경희 치

과 학 박 국 교수)를 보면, 비시험은 외국 의과 학 졸업생이 국내 면

허를 취득하고자 할 경우 국내에서 임상실습을 성공 으로 이수할 수 있는

능력 여부에 한 사 검정으로서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임상과목에 한

실기시험 는 임상수기시험)이 실시되며, 이에 합격한 자는 공인 기 의

인증을 받은 임상교육 의료기 에서 최소 1년 이상의 임상실습을 거치게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고 내용을 보면(집필자는 국시원의 시험출제 계자로 보인다),

비시험은 복잡한 단계를 거치며, 1년 이상의 임상실습까지 포함하는 것

으로 기재되고 있어, 외국 의과 학 졸업생들에게는 지 않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15)

한편 비시험 제도를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은 검증이 안 된 필리핀 등

외국의 의과 학을 졸업한 사람들에게 우리나라 의료계에서 활동할 수 있

는 정도의 능력과 자질이 있음을 사 으로 검증하여, 잘못된 의료행 로

인한 국민의 건강과 보건에 한 험을 방지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

상 국회 보건복지 원회 문의원의 검토보고서에도 언 되었듯이(동 보고

서 17쪽), 외국 학 출신의 국내 의사들이 국내 학 출신자들보다 의료사

고를 많이 일으키는 등 의료서비스의 질이 낮다고 조사된 객 자료는

없는 상태이다.

그 다면 그러한 입법으로서 달성하려는 공익은 추상 인 수 의 것인

반면, 외국 학 졸업자들이 거쳐야 하는 비시험은 그들에게 과 한 부

담이 될 수도 있어 법익의 균형성 원칙이 배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다.

그러나 아직 비시험은 시행되지 않았으며, 기고문 내용이 동 시험

의 확정 인 안이 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재로서는, 비시험은

15) 그러한 사정이 이 사건 심 청구에 이른 실질 이유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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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제도의 취지를 종합해 볼 때 면허시험에 앞서 국내 의과 학의 교과와

임상실습을 제 로 받은 사람이라면 무난히 통과할 수 있는 수 의 것이라

고 제함이 상당하다. 이 게 본다면 재로서는 이러한 시험제도로 인하

여 야기될 외국 의과 학 졸업생의 부담은 국내 의사면허 취득을 하여

필요한 수 에 상응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 외국 의과 학의 교과 내지 임상교육 수 이 국내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국민의 보건을 보호하고 의료과오를 이기 하여 기존의 면

허시험만으로는 검증이 부족한 측면을 비시험 제도로서 보완할 필요성이

있는 이상, 비시험 제도는 공공복리에 기여하는 측면이 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 다면 비시험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이 받게 되는 부담은 동 시험으

로 인하여 얻게 되는 공익에 비하여 과 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 법익

의 균형성 원칙에 배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결론은 후에 실제로 실시된 비시험이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단지 외국 의과 학 졸업생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들에게 (국내 의료

시장에의 진입을 어렵게 하기 하여) 지나치게 과 한 부담을 주는 것이

된다면 “사정변경”이 있게 된 경우로서 달리 볼 수 있을 것이다.

(5) 소결

이상의 이유에서 체 으로 볼 때 비시험 조항 자체는 외국 의과 학

을 졸업한 우리 국민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잉 지의 원칙에 배하여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다. 신뢰보호의 원칙 배 여부

(1) 쟁

그런데 비록 비시험 제도 자체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

니라고 할지라도, 이러한 제도가 입법되기 에 이미 외국 의과 학으로

유학을 떠난 청구인들에게 있어서 단지 3년간의 유 기간만을 둔 경과규정

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부합되는 것인지가 문제된다.

비시험 조항은 청구인들이 외국 학에 입학하고 난 이후에 제정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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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들이 졸업한 후 청구인들에게도 시행될 것이므로, 일종의 부진정 소

입법이라 할 것인데 이 경우 구법질서에 하여 가지고 있던 청구인들의

신뢰보호 문제가 검토되어야 한다.

(2) 례

(가) 일반 시

법치국가의 원칙상 법률이 개정되는 경우에는 구법질서에 하여 가지

고 있던 당사자의 신뢰는 보호되어야 할 것이다(헌재 1997. 11. 27. 97헌바

10, 례집 9-2, 651, 668).

“과거의 사실 계 는 법률 계를 규율하기 한 소 입법의 태양에는

이미 과거에 완 성된 사실 는 법률 계를 규율의 상으로 하는 이른바

진정소 효의 입법과 이미 과거에 시작하 으나 아직 완성되지 아니하고

진행과정에 있는 사실 는 법률 계를 규율의 상으로 하는 이른바 부진

정소 효의 입법을 상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자의 경우에는 입법권

자의 입법형성권보다도 당사자가 구법질서에 기 했던 신뢰보호의 견지에

서 그리고 법 안정성을 도모하기 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구법에 의

하여 이미 얻은 자격 는 권리를 새 입법을 하는 마당에 그 로 존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나, 후자의 경우에는 구법질서에 하여 기 했던

당사자의 신뢰보호보다는 범 한 입법권자의 입법형성권을 경시해서는

안될 일이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새 입법을 하면서 구법 계 내지 구

법상의 기 이익을 존 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지는 않는다.”16)(헌재

1989. 3. 17. 88헌마1, 례집 1, 9, 17-18.)

신뢰보호원칙의 반여부는 한편으로는 침해받은 신뢰이익의 보호가치,

침해의 한 정도, 신뢰침해의 방법 등과 다른 한편으로는 새 입법을 통해

실 코자하는 공익목 을 종합 으로 비교형량하여 단하여야 한다(헌재

1995. 3. 23. 93헌바18등, 례집 7-1, 376, 385; 1995. 6. 29. 94헌바39, 례

16) 이 시는 부진정 소 입법에 있어서 신뢰보호에 매우 제약 이나

다음 례들은 부진정 소 입법의 경우에도 신뢰보호원칙 배 여부에

한 비교형량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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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7-1, 896, 910; 1995. 10. 26. 94헌바12, 례집 7-2, 447, 458; 1998. 11.

26. 97헌바58, 례집 10-2, 673, 681).

신뢰보호의 필요성과 개정법률로 달성하려는 공익을 비교형량하여 신뢰

보호원칙을 단하는 것은 부진정 소 입법의 경우에도 당연히 용되어야

할 것이다(헌재 1995. 10. 26. 94헌바12, 례집 7-2, 447, 458).

(나) 신뢰보호원칙에 반된 사례

① 소 입법에 의한 (국회사무처) 공무원의 신분보장 박탈

당사자의 귀책사유없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공무원으로서의

법 지 를 기존의 법질서에 의하여 이미 확보하고 있었고 그와 같은 법

지 는 구 헌법의 공무원의 신분보장규정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었다면, 국

가보 입법회의법이라는 새로운 법률에서 공무원의 와 같은 기득권을 부

칙규정(제4항)으로 박탈하고 있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배되는 것으

로서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벗어난 헌 인 것이다.(헌재 1989. 12. 18. 89

헌마32등, 례집 1, 343, 354-355)

② 조세감면규제법의 개정으로 인한 소득공제율 축소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2 제5항과 구 법인세법 제10조의3 규정에 따

라 증자소득공제를 기 하고 증자를 한 경우, 그러한 구법은 기업이 증자

를 통하여 재무구조 개선을 하도록 유도하기 한 목 으로 제정된 것이

고, 한편 구법이 헌ㆍ무효라거나 내용이 모호하거나, 특별히 공익 내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는 할 수 없으며, 청구인의 경우 구법상의 증자소

득공제율이 조만간에 개정될 것을 견하 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으며,

한 소득공제율을 축소하는 것으로 개정된 규정이 투자유인이라는 입법목

의 달성정도에 따라 합리 으로 개정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로서 청구인과

같이 구법을 신뢰한 국민들의 기 권을 압도할 만큼 공익의 필요성이 긴

한 것이라고도 보여지지 아니한다면, 어도 입법자로서는 구법에 따른 국

민의 신뢰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상당한 기간 정도의 경과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한데도 그러한 조치를 하지 않아 결국 청구인의 신뢰가 상당한 정도

로 침해되었다고 단된다.(헌재 1995. 10. 26. 94헌바12, 례집 7-2, 447,

461-462)

③ 기존 국세 련 경력공무원 일부에게만 구법 규정을 용하여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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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자격이 부여되도록 규정한 세무사법 부칙 제3항

청구인들의 세무사자격 부여에 한 신뢰는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합리

이고도 정당한 신뢰라 할 것이고, 개정법 제3조 등의 개정으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이 입게 된 불이익의 정도, 즉 신뢰이익의 침해정도는 하다고

아니할 수 없는 반면, 청구인들의 신뢰이익을 침해함으로써 일반응시자와

의 형평을 제고한다는 공익은 와 같은 신뢰이익 제한을 헌법 으로 정당

화할 만한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기존 국세 련 경력공무원

일부에게만 구법 규정을 용하여 세무사자격이 부여되도록 규정한 세

무사법 부칙 제3항은 충분한 공익 목 이 인정되지 아니함에도 청구인들

의 기 가치 내지 신뢰이익을 과도하게 침해한 것으로서 헌법에 반된다.

(헌재 2001. 9. 27. 2000헌마152, 례집 13-2, 338)

(3) 경과규정에 한 검토

청구인들은 1994년 의료법을 신뢰하고 비시험 조항이 입법되기 필

리핀 치과 학에 입학하 는데 2002년 의료법은 비시험 요건을 추가하면

서 3년간의 유 기간만 두었는데, 청구인들은 3년 내에는 비시험을 볼

수 있는 지 (졸업 해당국 면허취득)를 가질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에서 2005. 3.까지 청구인들이 필리핀 치과 학 졸업 그 나라

치과의사면허 취득을 끝낼 수 있을지는 객 으로 불명확하므로 일응 청

구인들을 이 경과규정의 혜택을 볼 수 없는 자들로 인정함이 상당하다.17)

그 다면 경과규정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배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신뢰보호원칙의 반 여부는 침해받은 신뢰이익의 보호가치, 침해의

한 정도, 신뢰침해의 방법 등과 다른 한편으로는 새 입법을 통해 실 코자

하는 공익목 을 종합 으로 비교형량 하여 단하여야 한다.

청구인들이 장차 치과의사 면허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 요건에 하여

가진 구법에 한 신뢰는 합법 이고 정당한 것이므로 보호가치 있는 신뢰

에 해당한다고 이 상당하다.

17) 청구인들 에는 본과 4학년생도 있으나 졸업 필리핀 면허취득이 그 유 기간

까지 가능할 것인지 의문이 있고, 청구인들은 어도 심 상조항이 공포될 당

시의 재학생이던 자들이 졸업한 이후부터 동 조항들을 시행하자는 청구취지가 포함

되어 있다고 볼 것이므로, 이들을 경과규정과 무 한 자들이라 단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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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청구인들에게 기존의 면허시험 요건에 추가하여 비시험을 보게

하는 것이 청구인들이 구법질서에 하여 가지고 있던 신뢰의 어느 정도를

침해하는 것인지가 문제된다. 통상 이미 존재하는 여러 가지 면허제도상의

법 규제에 추가하여 다른 규제를 추가하 다고 해서 면허시험 응시자

의 구법에 한 신뢰가 지나치게 침해되는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울 것이

다. 입법자는 기존의 면허제도가 성립되어 있다면 이에 한 입법형성의

여지를 가져야 할 것이며, 오늘날처럼 변화가 많은 직업 환경에서 새로운

제도개선을 해야 할 때마다 구법에 한 신뢰를 100% 보장하여야 한다면,

입법정책의 형성은 상당부분 제약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들은 국내 의과 학에 진출하지 않고 외국으로 간 것이므로

그 신뢰보호의 필요성이 크다고 할 수 없고, 이미 국가시험이라는 형식으

로 직업선택의 자유의 제한을 받고 있는데 그러한 제한에서 추가하여 더

제한한다고 해서 청구인들의 신뢰를 침해하는 것이 크다고 할 수 없고(그

들이 비시험 조항을 미리 알았다면 외국 유학을 포기했을 것이라는 정도

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장기간의 유 기간은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을

무 제약하게 된다는 , 3년간의 유 기간은 비시험 비를 할 수 있는

한 시간이 될 수 있다는 을 고려할 때 경과규정이 지나치게 청구인

들의 신뢰를 침해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런 에서 헌법재 소는 이 결정에서 와 같은 규제가 “지나치게 가

혹한 것이라고 하기 어려운 반면, 이러한 제도를 통한 공익 목 은 …정

당성이 인정되는 것이다.”( 례집 15-1, 476)라고 단하 다.

라. 평등권 침해 여부

청구인은 경과규정이 3년간의 비시험 유 기간만 정함으로써 외국 의

과 학 재학생들 비시험 유 를 받는 자와 받지 못하는 자 간에 차별

이 있게 된 것이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 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경과규정은 3년의 유 기간만을 두고 있지만 비

시험을 유 받는다 하더라도 국내 치과의사면허를 취득하기 해서는 이미

다른 여러가지 제약을 받고 있다는 , 비시험이 당사자에게 과도한 부

담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 3년간의 유 기간을 둔 것은 시험 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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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보장한 것이며 그 이상의 경과규정은 입법정책

효과를 장기간 유 할 수 있다는 문제 이 존재한다. 한 이는 의도 인

인 차별이 아니라 입법목 을 달성하기 한 정책 결단이므로 차별이

과 한 것이라 할 수 없다. 이러한 을 종합하면 경과규정으로 인한 차별

의 정도가 지나친 것이 아니므로 평등권을 침해한 것은 아닌 것이다.

마. 기타 청구인 주장에 한 검토

(1) 국제조약 반 부분

청구인은 비시험 조항은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고등교육의수학,졸

업증서 학 인정에 한지역 약”에 반하여, 다른 당사국에서 취득한 학

력을 제 로 인정하지 않고 국내 면허취득에 추가 제한을 가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 조약은 우리나라도 가입되어 있으나,18) 그 법 지 가 헌법 인 것

은 아니고 법률 효력을 갖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더구나 동 조약보다

후법인) 비시험 조항의 유무효에 한 심사척도가 될 수 없고, 나아가 동

약은 청구인도 지 하고 있듯이 제1조 제1항 나호에서 “ 문직 종사의

목 으로의 외국의 수학증명서, 졸업증서 는 학 의 인정은 동 학 소지

자가 문직 종사에 필요한 기술 훈련을 받은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한

인정은 외국의 수학증명서, 졸업증서 는 학 의 련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정부당국 는 문직 기 이 제시할 수 있는 련 문직 종사의 조

건에 따를 것을 면제하여 주지는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후단 부

분에 따라 국내법으로 “ 련 문직 종사의 조건”을 규정할 수 있는데 비

시험 조항도 이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그 다면 결국 청구인의 주장

은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동 약 제1조 1문에 따라19) 되도록 상호주의에 입각한 학력 인정

18) 발효일 1989년 09월 29일 (조약 제990호), 보게재일 1989년 10월 05일, 수록문

헌 다자조약집 제9권.

19) 이 약의 목 상, 외국의 고등교육 수학증명서, 졸업증서 는 학 의 '인정'이

라함은 체약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동 체약당사국내에서 동 수학증명서, 졸업

증서 는 학 를 인정하고 국내의 수학증명서, 졸업증서 는 학 의 소지자가

향유하는 권리를 상응한 외국의 수학증명서, 졸업증서 는 학 의 소지자에게 부

여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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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2) 학문의 자유 내지 행복추구권 부분

청구인은 비시험 조항이 학문의 자유 내지 행복추구권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비시험 조항 자체는 일정한 학 를 취득한 자를 상

로 특정 자격요건을 설정하는 것이므로 학문의 자유 자체를 제한하는 것으

로 볼 수는 없고 직업의 자유에 련되는 것이다.

한편 직업의 자유는 행복추구권과 한 련이 있으나, 행복추구권 자

체는 통상의 경우 다른 기본권에 한 보충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을 지니

므로,20) 직업의 자유 침해 여부를 단하는 이상 이에 하여 독자 으로

단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다.

(3) 개별사건입법 문제

청구인은 이 사건 조항이 소수자인 외국 학 졸업생의 기본권 제한을 겨

냥하는 개별법률로서 그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개별사건법률 지의 원칙은 ‘법률은 일반 으로 용되어야지 어떤 개

별사건에만 용되어서는 아니된다’는 법원칙으로서 헌법상의 평등원칙에

근거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그 기본정신은 입법자에 하여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률은 일반 성격을 가져야 한다는 형식을 요구함으로써 평등

원칙 반의 험성을 입법과정에서 미리 제거하려는데 있다 할 것이다. 개

별사건법률은 개별사건에만 용되는 것이므로 원칙 으로 평등원칙에

배되는 자의 인 규정이라는 강한 의심을 불러일으킨다. 그러나 개별사건

법률 지의 원칙이 법률제정에 있어서 입법자가 평등원칙을 수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규범이 개별사건법률에 해당한다 하여 곧바

로 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비록 특정법률 는 법률조항이 단지 하나

의 사건만을 규율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차별 규율이 합리 인 이

20) “행복추구권은 다른 기본권에 한 보충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을 지니므로, 공

무담임권이라는 우선 으로 용되는 기본권이 존재하여 … 그 침해여부를 단

하는 이상, 행복추구권 침해 여부를 독자 으로 단할 필요가 없다.”(헌재 2000.

12. 14. 99헌마112등, 례집 12-2, 399, 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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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 정당화될 수 있는 경우에는 합헌 일 수 있다.”(헌재 1996. 2. 16. 96

헌가2등, 례집 8-1, 51, 69)

그런데 이 사건에서 비시험 조항은 장차 외국의 의과 학을 졸업하고

국내에서 의사 면허를 취득하려는 사람들 모두를 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입법자가 법률로써 규율할 수 있는 통상 인 용범 내에 있는 규

정으로서 개별사건이나 특정 소수인을 겨냥한 입법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에서 말한 개별사건법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4) 명확성 원칙 문제

청구인은 비시험 조항은 비시험의 내용과 방법, 차에 하여

아무런 합리 인 기 을 제시하지 않음으로써 기본권 제한 입법의 명확성

원칙을 배하 다고 주장한다.

“법치국가원리의 한 표 인 명확성의 원칙은 기본 으로 모든 기본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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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집행 당국에 의한 자의

집행을 가능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헌재 1998. 4. 30. 95헌가16, 례집

10-1, 327, 341-342).

비시험 조항은 비시험의 내용과 차에 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비시험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불명확하다. 비시험에

한 다른 조항인 의료법 제9조를 보아도 마찬가지이다. 제9조는 비시험과

국가시험은 매년 보건복지부장 이 이를 시행한다고 하고(제1항), 그 리

를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험 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계

문기 으로 하여 하게 할 수 있다고 하며(제2항), 이에 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제4항). 따라서

련 조항을 참조하여도 비시험의 내용 등에 하여 측가능성을 갖기가

어렵다.

그러나 기본권제한입법이라 하더라도 규율 상이 지극히 다양하거나 수

시로 변화하는 성질의 것이어서 입법기술상 일의 으로 규정할 수 없는 경

우에는 명확성의 요건이 완화될 수밖에 없다(헌재 1999. 9. 19. 97헌바73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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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집 11-2, 285, 300 참조).

비시험이나 국가시험은 계 문기 이 구체 으로 정할 수 있는 성

질의 사항으로서 입법기술상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며,

더구나 비시험은 동법 공포 후 3년이 지나 처음 시행되므로 동 입법 당

시 보다 구체 으로 비시험에 하여 규정하기가 어려웠던 사정도 감안

한다면, 비시험 조항이 명확성 원칙에 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비시험이 실제로 지나치게 외국 학 졸업자들에게 국내 면허

취득의 장벽으로 운 되게 된다면, 결국 이는 행정부에 의한 자의 법집

행의 여지를 수 있다는 에서, 비시험 조항 자체가 명확성 원칙에

부합되지 않게 된다고 볼 여지가 있게 된다.

4. 반 의견 해설

이 결정에는 재 3인의 헌의견이 있었다. 즉 3년간의 유 기간만을

둔 경과규정은 신뢰보호의 원칙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았다.

가. 신뢰보호원칙 부분

직업상의 면허제도에 한 입법부의 재량은 상당 부분 용인되어야 하지

만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특수성을 반 할 때 경과규정은 당사자의

신뢰를 제 로 보호해주지 못하 다고 보았다. 소수의견은 다음과 같은

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첫째, 이미 기존의 면허시스템이 외국 학 졸업자에 하여 많은 제한

을 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94년법에 의할 경우, 청구인들과 같은 외국 의과

학 재학생이 장차 국내 의사면허를 얻기 해서는 우선 그 의과 학이

보건복지부장 이 인정한 것이어야 하며, 졸업 후 그 외국의 면허를 취득

하여야만 한다.21) 그 다음 국내 면허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이러한 규제

는 외국 유학을 가려는 자들에게 이미 큰 부담을 주는 것이다.

둘째, 외국의 의과 학 수학은 그 동기야 어떻든22), 다른 직업선택보다

21) 통상 외국의 의사면허 시험에 합격하는 것은 언어 장벽 등을 고려할 때 매우

어려울 것이다.

22) 그 동기는 국내 의과 학 진학에 실력이 부족한 경우도 있고, 새로이 기존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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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더 장기간(6년)의 시간과 돈, 그리고 많은 개인 노력을 요하는 개인의

인생에 있어서 요한 사건이다. 이들은 유학을 가기에 앞서 행법상의

규제를 철 히 검하 을 것이며, 에서 본 제약에도 불구하고 유학을

갔다면, 그러한 구법에 한 신뢰는 되도록이면 보호해주어야 할 것이고,

공익 필요성이 실하지 않은 한 이미 떠난 자들에게는 새로운 제약을

유 하는 것이 법치국가에서 국민들에게 부여하여야 하는 측가능성 내지

신뢰보호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라는 이다.

셋째, 비시험 제도는 재로서는 그 내용을 알 수 없어 해외에 가 있

는 청구인들의 지 를 불안정하게 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청구

인들은 재 해외에서 공부를 계속하여야 할지 여부를 하게 고심

하고 있다고 말하는데, 앞서 본 국시원소식지에 실린 비시험 방안 기

록에 편철된 국민고충처리 원회에 제출된 한 유학생의 민원서를 보면, 그

러한 고심이 과장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23)

반면, 3년 후의 일률 인 비시험 실시로 얻을 수 있는 공익은 외국의

의과 학을 졸업한 자에 한 질 검증을 좀더 조기에 확 하자는 것인

데, 이미 국가시험제도가 존재하며 해당 외국 학은 보건복지부장 의 승

인을 받아야 하고, 한 외국의 면허취득까지 요구하고24) 있으므로, 비시

험이 아니면 외국 의과 학 졸업생의 질 수 의 검증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한 앞서 보았듯이 외국 의과 학 출신의 국내 의사면허 취득자

가 국내 학 출신자보다 더 의료과실이 많았다는 객 자료도 없는 상

태 고, 1997년 이후 외국 학 출신 치과의사면허 응시자는 오히려 어

들고 있는 것이다. 그 다면 그러한 공익은 한 것이라거나 어도 3년

뒤에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25)

을 바꿔보려는 성인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동기는 국내 취업상황이 어려울수록

강할 것이다.

23) 사정상 해외에 거주하게 된 그러한 국민들에게 국가가 좀더 안정과 지원을 하여

주지는 못할망정 그들을 걱정하게 만드는 입법을 강행하는 것은 “재외국민의 보

호조항”을 둔 헌법의 취지(제2조 제2항: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에도 부합되지 않을 것이다.

24) 이 요건은 별도로 문제될 소지가 있다. 외국의 의과 학을 졸업한 우리 국민에

게, 국내 의사면허를 취득하기 해서는 우선 그 외국의 의사면허를 먼 취득하

라고 요구하는 것은 입법목 의 정당성 등 비례의 원칙의 에서 문제가 있다.

25) 이러한 비시험 제도가 도입된 배경은, 건강사회를 한 치과의사회의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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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 은 2002년 개정 당시, 만일 외국 의과 학 재학생 모두에

게 비시험을 면제한다면 2008년도 졸업생까지 비시험 조항이 용될

수 없어, 그 제도의 효과가 달성되기까지 무 오랜 세월이 걸린다고 보고,

일정 연도(3년 뒤인 2005년)부터 일률 으로 용하는 방식을 채택하 다

고 한다(보건복지부 련자료 7-9쪽 참조).

그러나 긴 하거나 실하지 않은 공익 정책목표를 조기 달성하기

하여 직업선택의 자유라는 기본권 가치와 법질서에 한 국민 신뢰를

무시하는 것은 에서 본 공익의 성질을 볼 때 치 않은 것이다. 한

이미 많은 외국 학 출신자들이 국내 면허시험에 합격하여 왔다면26) 한

비시험과 같은 것이 필요한 제도 다면 입법자는 진작 이러한 비시험

조항을 마련하 어야 하는 것인데도, 뒤늦게 입법하면서 그 시행시기에 단

지 3년간의 유 기간만 둠으로써 이미 외국 학에서 수학 인 자들을 배

려하지 않는 것은, 청구인들과 같은 유학생들에게 뒤늦은 입법의 책임을

가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나. 평등권 침해 부분

소수의견은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보았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법리에

기 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평등권 침해 문제에 련하여 헌법재 소는 엄격한 심사기 (비례성 심

사)과 완화된 심사기 (자의 지 심사)으로 나 어 단한다. 차별 상이

국민들의 단순한 이해 계를 넘어서 기본권의 행사상의 차별을 가져오거나

헌법상 요구되는 특수한 평등원칙에 련된 것이라면, 그러한 차별은 합리

성 심사(자의 지 심사)로 단되는 것이 아니라 입법목 과 수단 간의 엄

격한 비례성 심사가 요구된다. 즉 일반 평등원칙(헌법 제11조 제1항) 심

사는 차별 취 으로 인하여 기본권의 행사에 불리한 향을 미칠수록 입

자료(www.gunchi.org/gunnews/9810/news.htm)에 의하면, 치과의사측이 그러한

안을 제출했다고 한다. 통계상 1997년 이후 치과의사 시험에서 외국 학 출신 응

시자가 감소하고 있는 상태 다.

26) 치과의사 면허시험의 경우 1986년 이후 속히 증가하 고 1997년에는 476명으

로 총 응시자의 36.11% 고, 1998년에는 385명, 1999년에는 347명, 2000년에는

277명이 응시하 다고 한다. 보건복지부장 의 의견서 4쪽(이 사건 기록 1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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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자의 형성의 여지는 더 어들어야 할 것이므로 보다 강화된 심사척도가

용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직업의 자유의 행사에 있어서의 차별이 문제

되므로 비례성 심사가 요구되는 것이다.

경과규정은 3년의 경과규정만을 두고 있기 때문에 공포일 재 외국의

의과 학 재학생 3년내에 졸업 외국의 면허취득이 가능한 사람과 그

것이 불가능한 사람을 차별 우하고 있는데, 이는 부분의 경우 동법 공

포 당시 재학생 일부만은 비시험을 유 받고 나머지는 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시험을 유 받는 사람은 “ 비시험으로 인한 직업선택의 자유의 제

한”이 없는 반면, 유 받지 못하는 재학생은 이로 인하여 직업선택

의 자유가 제한되는 결과가 발생한다. 결국 이러한 차별입법은 기본권의

행사를 제약하는 결과를 가져오며, 그 제약의 정도는 비시험의 난이도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이러한 차별성은 당사자들이 자발 인 행동을 통하여 그 차별의 해소에

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입법자는 그러한 불평등한 법

효과를 정당화 할 수 있는 엄 한 근거를 필요로 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외국 의과 학의 수업연한이 보통 6년간인데도 유 기간을 3년간

으로 한 이유는 유 기간을 6년으로 했을 때는 제도의 효과가 달성되기까

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다.27) 비시험 제도의 입법목 은 결국

외국 의과 학 졸업생이 국내 의사로서 필요한 자격을 갖추었는지를 추가

으로 더 검증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보았듯이 의료법에 의하면

외국 의과 학 졸업생이 국내 의사면허를 취득하기 해서는 외국의 의사

면허를 먼 취득하여야 하며, 국내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하여야 하는 요

건이 마련되어 있고, 한 외국의 의과 학 출신의 국내 개업 의사가 국내

학 출신자보다 더 낮은 의료의 질을 제공한다거나 의료사고가 더 많다는

객 자료는 없는 상태이다. 입법자는 다만 최근 필리핀 학 출신으로

치과의사 면허시험 응시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한 “의료인의 수 조 ”상

의 우려가 요한 계기가 되어 비시험 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것으로 보

이나, 그러한 입법목 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 자체가 앞서 보았듯이 의문

27) 이 사건에서의 보건복지부 검토자료 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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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불확실한 추상 인 입법목 에 비하여, 비시험에 한 제약된

유 기 으로 인하여 차별을 받게 되는 외국 학 재학생들의 법익은 지

않다. 그들은 94년법을 믿고 외국의 의과 학에 진학한 사람들이며, 통상

외국 의과 학 입학은 복잡한 과정과 비를 거치고 많은 재정 부담을

감수하고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이들에게 그 국가의 의사면허시험을 거치

고, 다시 국내 면허시험을 치기에 앞서 비시험까지 치게 하는 것은 직업

선택에 있어서 상할 수 없었던 부담을 가하는 것이다.

비시험 제도는 이로써 달성하려는 공익이 앞서 보았듯이 실하거나

긴요한 것이 아니며, 나아가 다른 내면 입법목 인 “의료인의 수 조

”은 한 입법목 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단순한 추가 인 검

증 차를 넘어서 차후 외국의 의과 학 입학 동기를 축시키고, 외국

학 졸업자들 상당수를 불합격시키기 한 수단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

는 것이다.

그 다면 직업선택의 자유에 한 제한에 해당하는 비시험의 유 혜

택을 3년 내에 졸업하는 자에게만 주고 다른 재학생에게는 주지 않는 것

은, 에서 본 입법목 달성을 하여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볼 수 없

으며, 이는 본질 으로 같은 비교집단이라 할 수 있는 외국 의과 학 재학

생 간에 직업선택의 자유를, 공익상의 시 한 필요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차별 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결국 이는 기본권 제한 사항에 있어서 입법목 을 달성하기 하여 필요

한 차별수단을 채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평등원칙에 배되고, 청구인

들의 평등권도 침해하는 것이라 볼 수 있는 것이다.

참고로, 94년 의료법은 외국 학 졸업자에 한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강

화하면서 해당국의 면허를 먼 취득하도록 하 는데, 부칙에서 “이 법 시

행 당시 재학 이거나 이미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취득한 자는 종 의 규

정에 의한다.”고 하여 경과규정을 넓게 둔 가 있다.28)

28) 이러한 경과규정은 해당 국가의 면허시험 취득이라는 특별한 사항에 한 것이기

는 하나, 구법에 한 신뢰를 가지고 외국의 학에 입학하여 재학 인 우리 국민

들의 기본권 보호라는 에서 같은 유형의 유 기간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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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 결정의 의의

이 결정은 한국인으로서 외국 치․의과 학을 졸업한 사람에 한 국내

의사면허시험 규제를 다룬 것으로서, 입법자의 그러한 규제가 헌법 으로

용인되는 범 내의 것이라고 단한 것이다. 이는 입법자가 정책 입법

을 함에 있어서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해 채택된 입법수단이 명백히

자의 인 것이 아닌 한 헌법재 소가 이를 존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제에 선 것이다.

그러나 소수의견에서 지 되었듯이, 입법자는 되도록이면 자율 인 경쟁

을 추구하는 쪽으로 입법권을 행사하는 것이 필요하며, 시장에 한 인

인 진입장벽을 강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의사면허시험의 경우 어

차피 국내에서 의료교육을 받은 사람들에게 을 맞춰 시행되므로, 그

시험제도의 실질 개선을 통하여 국내 의료수 에 걸맞지 않는 외국 의과

학출신자가 걸러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에서 헌법재 소의 합헌(기

각) 결정에도 불구하고 여 히 입법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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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노동 계조정법 제62조 제3호 등

헌제청

- 필수공익사업의 직권 재조항과 근로자의 단체행동권 -

(헌재 2003. 5. 15. 2001헌가31, 례집 15-1, 484)

김 승 ＊1)

【 시사항】

1. 필수공익사업에서 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에 노동 원회 원장이 직

권으로 재회부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한 노동조합 노동 계조정법 제62조

제3호 제75조가 기본권제한 방법이 부 하여 과잉 지의 원칙에 배

하여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2. 조항들이 공익 목 달성을 하여 반드시 필요한 한도 내로 기본

권 제한을 최소화하지 못함으로써 과잉 지의 원칙에 배하여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심 의 상】

1. 심 상 조항

노동조합 노동 계조정법(2001.3.28 법률 제6456호로 개정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62조 제3호, 제75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가 헌법에 반되는지 여부이며 그 구체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62조 ( 재의 개시) 노동 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 헌법연구부장,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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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를 행한다.

3.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필수공익사업에 있어서 노동 원회 원

장이 특별조정 원회의 권고에 의하여 재에 회부한다는 결정을 한 때

제75조 ( 재회부의 결정) 노동 원회의 원장은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가 있는 경우에는 공익 원의 의견을 들어 그 사건을 재에 회

부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 련 규정

법 제2조(정의) 1.∼5. (생략)

6. “쟁의행 ”라 함은 업․태업․직장폐쇄 기타 노동 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철할 목 으로 행하는 행 와 이에 항하는 행 로서 업무의 정

상 인 운 을 해하는 행 를 말한다.

제62조 ( 재의 개시) 노동 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재를 행한다.

1. 계 당사자의 방이 함께 재를 신청한 때

2. 계 당사자의 일방이 단체 약에 의하여 재를 신청한 때

제63조 ( 재시의 쟁의행 의 지) 노동쟁의가 재에 회부된 때에는

그 날부터 15일간은 쟁의행 를 할 수 없다.

제64조 ( 재 원회의 구성) ①노동쟁의의 재 는 재심을 하여 노

동 원회에 재 원회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 원회는 재 원 3인으로 구성한다.

③제2항의 재 원은 당해 노동 원회의 공익을 표하는 원 에서

계 당사자의 합의로 선정한 자에 하여 그 노동 원회의 원장이 지명

한다. 다만, 계 당사자간에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노동 원회

의 공익을 표하는 원 에서 지명한다.

제69조 ( 재재정등의 확정) ① 계 당사자는 지방노동 원회 는 특별

노동 원회의 재재정이 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그 재재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앙노동 원회에

그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계 당사자는 앙노동 원회의 재재정이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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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결정이 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

법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재재정서 는 재심결정서의 송달을 받

은 날부터 15일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③제1항 제2항에 규정된 기간내에 재심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행정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재재정 는 재심결정은 확정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재정이나 재심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계

당사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70조 ( 재재정등의 효력) ①노동 원회의 재재정 는 재심결정은

제69조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앙노동 원회에의 재심신청 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②제6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재재정 는 재심결정의 내용

은 단체 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제71조 (공익사업의 범 등) ①이 법에서 "공익사업"이라 함은 공 의

일상생활과 한 련이 있거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향이 큰 사업으로

서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정기노선여객운수사업

2. 수도․ 기․가스․석유정제 석유공 사업

3. 공 생 의료사업

4. 은행 조폐사업

5. 방송 통신사업

②이 법에서 "필수공익사업"이라 함은 제1항의 공익사업으로서 그 업무

의 정지 는 폐지가 공 의 일상생활을 히 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

를 히 해하고 그 업무의 체가 용이하지 아니한 다음 각호의 사업

을 말한다.

1.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 시내버스(특별시․ 역시에 한한다) 운

송사업

2. 수도․ 기․가스․석유정제 석유공 사업

3. 병원사업

4. 은행사업

5. 통신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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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특별조정 원회의 구성) ①공익사업의 노동쟁의의 조정을 하

여 노동 원회에 특별조정 원회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조정 원회는 특별조정 원 3인으로 구성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조정 원은 그 노동 원회의 공익을 표하

는 원 에서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순차 으로 배제하고 남은 3인 내지 5

인 에서 노동 원회의 원장이 지명한다. 다만, 계 당사자가 합의로 당

해 노동 원회의 원이 아닌 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그 추천된 자를 지

명한다.

제74조 ( 재회부의 권고) ①특별조정 원회는 필수공익사업에 있어서

조정이 성립될 가망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에 의하여 그 사건의

재회부를 당해 노동 원회에 권고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기간이 만료

되기 에 하여야 한다.

제76조 (긴 조정의 결정) ①노동부장 은 쟁의행 가 공익사업에 한

것이거나 그 규모가 크거나 그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서 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태롭게 할 험이 존하는 때에는 긴 조

정의 결정을 할 수 있다.

제77조 (긴 조정시의 쟁의행 지) 계 당사자는 제76조제3항의 규

정에 의한 긴 조정의 결정이 공표된 때에는 즉시 쟁의행 를 지하여야

하며, 공표일부터 30일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쟁의행 를 재개할 수 없다.

부칙 제2조 ( 용시한) 제71조 제2항의 규정 제1호의 시내버스 운송

사업에 한 규정 제4호의 은행사업(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은 제

외한다)에 한 규정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용한다.

【사건의 개요】

1. 심 청구에 이르게 된 경

가. 당해사건의 원고인 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

라 한다)은 국의 병원근로자를 조직 상으로 하는 국 규모의 산업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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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으로서, 카톨릭 학교 앙의료원 소속 병원에 그 지부를 두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2001. 4. 25.부터 같은 해 5. 25.까지 카톨릭 학교

앙의료원과 2001년도 임 상 단체 약 체결을 한 단체교섭을 실시

하 으나 결렬되었고, 이에 보건의료노조는 2001. 5. 28. 앙노동 원회에

노동쟁의조정신청을 하 고,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쟁의행 실시 안건이

가결되었다. 앙노동 원회의 특별조정 원회는 조정회의를 개최하 으나

노사간에 합의가 성립하지 못하 고, 이에 앙노동 원회 원장은 보건

의료노조와 카톨릭 학교 앙의료원 사이의 노동쟁의를 재에 회부하는

결정을 하 다. 이에 보건의료노조는 직권 재 제도가 헌이며 보건의료

노조가 업을 실시하기도 에 이루어진 이 사건 직권 재결정은 재량권

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주 으로 결정의 무효확인을, 비

으로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2001. 6. 16. 서울행정법원에 제기

하 다.

나. 서울행정법원은 노동조합 노동 계조정법 제62조 제3호 등이 헌

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보고 2001. 11. 16. 이 사건 헌법률심 제청

을 하 다.

2. 헌심 제청이유와 이해 계인들의 의견

가. 제청법원의 제청이유와 제정신청인의 제청신청이유

(1) 노동쟁의에 있어서 재는 쟁의행 에 한 상조치로서의 성격을

가지는바, 재로 인하여 쟁의행 가 지되고 재재정에 단체 약과 같

은 효력이 부여되므로, 재는 임의 재가 원칙이라고 할 것이고, 노사 방

의 의사와 상 없이 제3자가 직권으로 노동쟁의를 재에 회부하고 구속력

을 부여하는 것은 노사자치주의와 교섭자치주의에 배될 가능성이 커 과

잉 지의 원칙을 엄격히 수하여야 한다.

(2) 쟁의행 에 한 사후 인 조치로 긴 조정결정 강제 재가 가능

함에도 별도의 사 인 조치로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 근거한 강제 재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단체행동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며, 이로 인하

여 재회부일로부터 15일간 재재정 이후의 기간 동안 어떠한 쟁의행

도 못하게 하는 것은, 단체행동권의 행사를 사실상 박탈하여 과잉 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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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에 어 나고 기본권의 본질 내용을 침해한다.

(3) 한 이러한 재재정에 해서는 법이나 월권에 의한 것일 경우

에만 재심신청과 행정소송이 가능하고, 재재정의 내용의 당 부당에 해

서는 심리 상에서 제외되어, 근로자로서는 단체행동권을 법하게 행사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사실상 없는 결과를 래한다.

(4) 쟁의행 는 면 업 외에도 부분 업 피켓 , 부분 일시

직장 거 등 쟁의행 의 방법과 효과가 다양한데도, 필수공익사업장에

서 이루어진 모든 쟁의행 에 해 그 경 와 경 등 구체 인 사정을

살피지 않고서, 재회부결정이라는 행정처분에 의해 일률 으로 모든

쟁의행 를 지하고 그 반 시 불법쟁의행 로 간주하여 처벌하는 것은

과잉 지원칙에 반한다.

나. 노동부장 , 앙노동 원회 원장의 의견

(1) 직권 재회부 후 15일간 쟁의행 를 제한하는 것은 노사간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한 것으로 목 의 정당성이 있으며, 법 제76조의 긴 조

정과 직권 재제도는 요건과 기능 등 입법취지에 차이가 있다. 한 직권

재제도가 용되는 필수공익사업의 범 는 제한 인 것으로 다른 공익사

업 내지 일반사업에 비하여 공익 성격이 히 높고, 필수공익사업에

해당되어도 무조건 직권 재에 회부되는 것이 아니라, 법 제74조, 75조에

직권 재 회부권고 결정의 요건을 명문화하고 엄격한 차를 규정하고

있어서 기본권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2) 국제노동기구(ILO)도 업권을 제한할 수 있는 필수 사업의 범

를 인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 해서도 필수공익사업의 범 등을 문제

삼았을 뿐 직권 재제도 체를 문제삼지 않고 있다.

(3) 우리 노사 계의 실 여건 도시에서 아 트 등에 규모로

집단거주하는 우리 주거여건 등을 고려할 때, 쟁의행 에 하여 사

재 차를 통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성이 있다.

【결정요지】

1. 필수공익사업장에서의 노동쟁의로 인하여 국민생활 에 필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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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와 용역의 공 이 갑자기 단된다면 한 사회 혼란이 야기되고

국민의 기 일상생활이나 심한 경우 그 생명과 신체에까지 심각한 해악

을 래하며 나아가 국민경제를 히 태롭게 할 수 있다. 이러한 험

상황을 방지하여 공익과 국민경제를 유지할 필요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노

동 원회의 직권에 의한 재를 사 에 거치게 하는 것이 극단 으로 치닫

는 노동쟁의를 상호간 감정의 립을 더 이상 격화시키지 아니한 채 합리

방향으로 신속하고 원만하게 타결하도록 하는 효과 수단이 될 수 있

다. 한 법상 별도로 인정되고 있는 긴 조정과 이에 따른 강제 재의 제

도는 단체행동권이 행사되어 업 등이 진행되고 난 이후에만 발동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이미 국민에 한 필수서비스가 면 단되어 사회기능

이 마비되고 난 이후일 것이므로 이미 공익과 국민경제에 한 한 타

격이 가하여지고 난 다음의 사후 구제책으로서의 기능을 할 뿐이고 이러한

사후 제도만으로는 국민생활과 국가경제를 안정시키기에 충분하지 못하

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필수공익사업장에서의 노동쟁의를 노동

원회의 직권으로 재에 회부함으로써 업에 이르기 에 노사분쟁을

해결하는 강제 재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것은 그 방법상 헌법상 정당한 목

을 추구하기 하여 필요하고 합한 수단의 하나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과잉 지 원칙상의 수단의 합성이 인정된다

2.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의한 직권 재의 상은 도시철도를 포함한 철

도, 수도, 기, 가스, 석유정제 석유공 , 병원, 한국은행, 통신의 각 사

업에 한정되어 있다. 태업, 업 는 직장폐쇄 등의 쟁의행 가 이러한 필

수공익사업에서 발생하게 되면 비록 그것이 일시 이라 하더라도 그 공

단으로 커다란 사회 혼란을 야기함은 물론 국민의 일상생활 심지어는

생명과 신체에까지 심각한 해악을 래하게 되고 국민경제를 히 태

롭게 하므로, 재의 우리나라의 노사여건 하에서는 와 같은 필수공익사

업에 한정하여 쟁의행 에 이르기 이 에 노동쟁의를 신속하고 원만하게

타결하도록 강제 재제도를 인정하는 것은 공익과 국민경제를 유지·보 하

기 한 최소한의 필요한 조치로서 과잉 지의 원칙에 배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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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한 , 재 하경철, 재 김 일, 재 송인 의

반 의견

1.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의한 재회부 결정의 과정에서는 근로자가 참

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가 법상 보장되어 있지 아니하고,

재 재정의 과정에서도 충분한 사실조사와 그에 필요한 청문 차 등이 법

상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는 등 계 당사자에 한 차 보장이 미흡하

다. 한 재재정에 한 불복은 재재정이 ‘ 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

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고, 재재정이 단순히 노사 어느 일방에게

불리하여 부당하거나 불합리하다는 사유만으로는 불복이 허용되지 아니하

므로 계당사자는 재재정의 내용이 부당함을 이유로 재재정에 불복하

여 사법심사를 받을 길마 존재하지 아니한다. 이 게 볼 때 이 사건 직

권 재제도는 그 회부과정이나 재재정과정, 재재정후의 불복과정에서

모두 계당사자의 차 참여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아니하여,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는 것에 한 상조치로서 하고 충분한 정도의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2.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따르면, 필수공익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쟁의행

에 해 그 경 와 경 등 구체 인 사정을 살피지 않고서, 재

회부결정이라는 행정처분에 의해 일률 으로 모든 쟁의행 를 지하고 그

반시 불법쟁의행 로 간주하여 처벌하는 것이 가능하여, 입법목 상 규

제하고자 하 던 필수공익사업의 면 인 업 뿐만 아니라 부분 업, 태

업, 부분 ․일시 직장 거, 피켓 등 가벼운 형태의 모든 쟁의행 를

무차별 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제한은 기 국민생활의 유지와 국

민경제의 보호라는 입법목 에 비추어 보더라도 과잉된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이 수하여야 할 최소침해의 원칙에

반하여 헌법에 반된다.

【해 설】

1. 쟁 의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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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익사업체의 근로자들에 한 단체행동권의 제한에 하여 구 헌법

(1980. 10. 27. 개정되고 1987. 10. 29. 개정되기 이 의 것) 제31조 제3항은

“국가․지방자치단체․국공 기업체․방 산업체․공익사업체 는 국민경

제에 한 향을 미치는 사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

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그 헌법 근거를 명확히 하여 두고 있었다. 그러나 행 헌법

제33조 제3항은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 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

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어서 공익사업체에 한 단체행동권 제한의 헌법

유보를 삭제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구 헌법과는 달리 공익사업장의 근로

자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는 헌법상의 개별 유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행 헌법의 해석에서는 국민의 기본권인 단체행동권을 제한함에

있어서 일반 으로 헌법이 요구하는 기본권 제한의 심사기 에 합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 가장 주요한 것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나오는 과

잉 지의 원칙이라고 할 것이고 그 외에도 법 차의 원칙 등이 수되어

야 할 것이다.

(2) 이 사건 결정에서는 과잉 지 원칙에 의한 심사에서는 직권 재 차

에 의한 단체행동권의 사 쇄가 기본권제한 방법으로 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특히 여기서는 단체행동권이 행사되고 한 이후의 긴

조정과 강제 재의 제도가 따로 있으므로 이와 별도로 사 강제 재제

도를 둔 것이 불필요하고 부 한 것이라는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한

단체행동권의 행사방법은 그 강도에 따라 여러 가지 단계가 있을 수 있는

데 행의 직권 재제도는 이러한 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 하여 단체행

동권을 쇄하고 있는데 이것은 기본권 침해최소화 요구의 측면에서 지나

친 것이 아닌지 여부가 쟁 이 되었다.

한 법 차의 원칙에 입각한 심사에서는 필수공익사업에서 직권 재

차로 회부하는 결정과 그 재 정에 하여 당사자에게 정한 차

보장이 부여되었다고 할 수 있는지, 재 정에 한 불복이 법 혹은 월

권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됨으로써 근로자가 재 정에

하여 그 내용상 당부의 면에서 불만을 가질 때 불복의 방도가 쇄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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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면에서 차 보장이 미흡한 것이 아닌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3) 결국 이 사건에서 제기된 주요 쟁 은, ① 이 사건 심 상조항 뿐

만 아니라 이에 계된 일련의 조항들에 의거하여 직권 재제도는 결국 근

로자의 단체행동권을 원천 으로 쇄하는 효과를 가지는데1) 이것이 과잉

지 원칙 특히 방법의 성 요구에 배하는지 여부와 ② 이 사건

직권 재제도 이외에도 쟁의행 가 발생한 사후에 긴 조정과 이에 따른

강제 재의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별도로 사 조치로서 직권

재제도를 두고 있는 것은 과잉 지 원칙의 최소침해성 요구에 반하는 것

이 아닌지 여부 ③ 면 인 업 뿐만 아니라 모든 쟁의행 를 사 으

로 쇄하고 있어서 역시 최소침해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닌지 여부

④ 직권 재 회부 결정에 당사자인 근로자의 의견진술의 기회가 배제되어

있고, 재재정에 하여는 법하거나 월권에 의한 경우만 불복할 수 있

으며 그 외 단순 부당의 경우에는 불복할 수 없어 재재정이 단체행동권

의 상조치(代償措置)로 보기에 부족하고 따라서 법 차에 배되는 것

이 아닌지 여부 등에 있는 것이다. 그 ①과 ②의 쟁 은 사 권리

쇄로서 기능하는 이 사건 직권 재제도의 헌법합치성을 문제삼고 있는

것이므로 같이 살펴보는 것이 논리의 흐름상 편리하므로 이하에서는 세 가

지로 분류하여 이 사건 결정의 헌법 문제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2. 단체행동권의 사 제한제도로서의 직권 재에 한 헌법 평가

이 에 하여 이 사건 례는 필수공익사업장에서는 단체행동권의 사

제한의 한 방법이 되는 직권 재제도가 필요하고 이 제도는 쟁의가

발생한 이후 사후 으로 재의 차를 거치는 것과는 별도로 존치되어야

1)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 제71조에 의한 필수공익사업에서 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

에 노동 원회 원장이 직권으로 재회부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다.

그리고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직권 재에 회부될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15

일간 쟁의행 를 할 수 없으며(법 제63조), 그 기간내에 재재정이 확정되면 이

는 단체 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법 제70조 제2항), 그리고 재재정은 법

이거나 월권이 아닌 한 재심 혹은 행정소송으로 다투어질 수 없으며(법 제69조

제2항), 동 불복으로 인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법 제70조 제1항) 이러

한 련조항들의 내용과 결합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은 필수공익사업에서의 근로

자의 단체행동권의 행사를 사 에 제한하는 효과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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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으로서 과잉 지의 원칙에 배하여 단체행동권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단을 하고 있다.2)

이러한 평가에 하여는 학계와 실무계로부터 상당히 강력한 반론이 제

기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어도 필수공익사업의 분야에서는 쟁

의가 발생하고 난 이후에는 제3자인 일반시민의 집단 이익이 규모로

침해되게 되고 이러한 범 한 이익의 침해는 사회 체에 즉각

인 충격을 주게 될 것이며, 개 단기간에는 그 회복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필수공익사업장에서의 단체행동권의 행사는 비록 그것이 사 에 제한되어

쟁의의 시작단계부터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 쇄 효과’만을 이유로 필연 으로 바로 헌이 된다고 할 수

는 없는 것이다. 헌법 제33조 제3항이 “‥‥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도 단체행동권 행

사의 이러한 성격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라고 하겠다. 한 시민생활에 필

요한 필수 서비스의 분야에서 쟁의가 일어난 경우 사 제한이 불가피한

2) 이 사건 결정 이 쟁 에 련된 설시 부분은 다음과 같다.

“필수공익사업장에서의 노동쟁의로 인하여 국민생활 에 필수 인 재화와 용

역의 공 이 갑자기 단된다면 한 사회 혼란이 야기되고 국민의 기

일상생활이나 심한 경우 그 생명과 신체에까지 심각한 해악을 래하며 나아가

국민경제를 히 태롭게 할 수 있다. 이러한 험상황을 방지하여 공익과 국

민경제를 유지할 필요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노동 원회의 직권에 의한 재를 사

에 거치게 하는 것이 극단 으로 치닫는 노동쟁의를 상호간 감정의 립을 더

이상 격화시키지 아니한 채 합리 방향으로 신속하고 원만하게 타결하도록 하는

효과 수단이 될 수 있다. 한 이러한 효과는 법상 별도로 인정되고 있는 사후

긴 조정과 재의 제도를 활용하는 것만으로는 달성되지 못한다. 긴 조정

이에 따른 강제 재의 제도는 단체행동권이 행사되어 업 등이 진행되고 난 이

후에만 발동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이미 국민에 한 필수서비스가 면 단되

어 사회기능이 마비되고 난 이후일 것이므로 이미 공익과 국민경제에 한

한 타격이 가하여지고 난 다음의 사후 구제책으로서의 기능을 할 뿐이고 이러한

사후 제도만으로는 국민생활과 국가경제를 안정시키기에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

이다. 외국의 사례나 국제노동기구(ILO)의 입장을 보더라도 부분의 나라는 국민

에 한 최소한의 필수서비스의 제공은 어떠한 경우에도 단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필수서비스를 단하는 내용의 업을 원천 으로 불허할 뿐만 아

니라 체인력의 투입등으로 단호히 처할 수 있게 하고 있는 바, 업등 단체행

동권의 사 제한의 필요성은 이와 같이 국내외 으로 이미 용인되어 있는 것이라

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필수공익사업장에서의 노동쟁의를 노

동 원회의 직권으로 재에 회부함으로써 업에 이르기 에 노사분쟁을 해결

하는 강제 재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것은 그 방법상 의 헌법상의 정당한 목

을 추구하기 하여 필요하고 합한 수단의 하나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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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세계의 각국의 입법례에서도 일반 으로 수 되고 있다는 도 결

정의 배경이 되고 있다. 결국 이 사건 결정은 단체행동권의 남용으로부터

일반국민의 이익을 효과 으로 수호하기 해서는 사후 긴 조정제도만

으로는 불충분하고 동 권리에 한 사 제한에 해당하는 이 사건 직권

재제도가 필요하다는 을 재확인하고 있는 것이다.3)

3. 침해의 최소성 부분에 한 평가

이 에 하여 이 사건 례는 주로 우리나라의 노사 계의 실론에서

출발하여 상황에서는 아직도 필수공익사업에서 쟁의행 를 면 으로

제한하는 효과를 가진 직권 재제도의 존재가 필요하고 과잉된 기본권의

침해가 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단을 하고 있다.4) 여기서 례는 그 이

3) 이러한 입장은 이미 1996. 12. 26. 90헌바19, 92헌바41, 94헌바49(병합) 사건의 결

정에서 법정의견으로 나타난 것이며 이 사건 결정에서는 이를 다시 확인한 것이

라고 하겠다.

4) 이 사건 결정 이유 이 쟁 에 련된 주요 부분은 다음과 같다.

“한편 우리나라는 내 으로는 1980년 반 이후 사회의 민주화 분 기에 따라

노동쟁의의 발생빈도가 높아지고 특히 철도․지하철․교통․통신․병원 등 공공

부문에서의 노사분규가 증하 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문직 종사자에 이르

기까지 집단 이익을 철함에 있어서 화와 타 을 통한 평화 해결을 미덕

으로 하기보다는 상 방을 인정하지 않는 극단 인 립투쟁을 선호하는 사회

분 기가 지속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한 외 으로는 수출의존도가 높은 국가

경제구조 때문에 날로 치열하여지고 있는 국가간의 무역경쟁에서 생존하기 하

여 산업경쟁력을 부단히 제고하여야 하는 이 의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실정이

다. 따라서 이와 같이 노사문화가 열악하고 국민경제가 취약한 상황 하에서 과도

한 노동쟁의행 는 해당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 반의 경쟁력을 하시켜 궁극

으로는 해당 기업의 근로자는 물론 국민 체의 복지에 오히려 해를 래할 수

있다. 그 다면 이 사건 심 상 법률조항의 헌 여부를 단함에 있어서도, 이

와 같은 우리나라 노사 계의 역사와 우리 나라가 처해있는 실 여건에 한 올

바른 인식 하에서 공익사업체의 노동쟁의에 한 강제 재제도가 갖는 실 인

기능 효용성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1996. 12. 26. 90헌바19등 례집 8-2,

729면 : 758면～759면)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직권 재의 상은 도시철도를 포함한 철도, 수도,

기, 가스, 석유정제 석유공 , 병원, 한국은행, 통신의 각 사업에 한정되어 있

다. 그런데 부분의 인구가 몇몇 도시와 그 인근지역에 과 상태로 집 거주하

고 있으며 아 트 등 집단주거가 도시 주거형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우리나

라 주거여건에서 부분 도시민들의 출퇴근수단인 지하철을 포함하여 국가의

추 기간교통망인 철도의 운행은 그 일시 인 단만으로도 큰 혼란을 야기하며

각종 업무에 지장을 래할 것이고, 기, 수도, 가스 휘발유 등 석유류의 일시

인 공 단만으로도 주민의 일상생활에 심각한 고통을 안겨주고 모든 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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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를 설시함에 있어 지나치게 논리성만을 추구함으로써 실제하는 실의

상황과 유리된 단이 되는 것을 피하고자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례의 취지는 그 이유에서 명확히 한 바와 같은

실 사정만을 고려하고자 한 것은 아니라고 하겠고, 이 사건 법률조항

과 련된 해석론으로서 다음과 같은 측면이 있음도 참작하여 결정된 것이

라고 사료된다.5)

먼 이 사건 법률조항은 1997. 3. 13. 면개정 의 구법 규정과는 달

리 직권 재제도의 용 상이 되는 사업의 범 가 모든 공익사업에 미치

는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그 에서도 ‘필수’공익사업에 한정하고 있음이

주목되어야 하는 것이다. 필수공익사업은 일반 인 공익사업, 즉 단순히 공

의 일상생활에 한 련이 있거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향이 큰 사업

(법 제71조 제1항)에 해당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나아가 그 업무의 정

지 는 폐지가 공 의 일상생활을 히 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히 해하고 그 업무의 체가 용이하지 아니한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그 범 가 다시 제한되어 있다.(법 제71조 제2항) 즉 공익과 국민경제에

한 일반 인 성 내지 연 성을 넘어서 공익 내지 국민경제에 한

험발생과 침해의 ‘ 성’ ‘ 체곤란성’을 더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따

원동력의 공 단으로 생산은 막심한 차질을 빚을 것이며, 병원의 경우는 일시

인 태업만으로도 시에 치료를 받지 못함으로써 환자를 비롯한 체 국민의 생

명, 신체, 건강에 돌이킬 수 없는 치명 인 결과를 야기시킬 수도 있다. 한 앙

은행으로서 통화신용 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책임지는 한국은행의 업무마비는 국

민경제 체에 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휴 화와 인터넷이 속도

로 보 되어 국민의 일상생활의 상당 부분이 이러한 정보통신매체에 의존하여

되고 있는 사회에서 통신사업의 기능혼란은 작 의 소 ‘인터넷 란’에서

이미 경험한 바와 같이 국민생활과 경제에 지 한 향을 미칠 것이다. 이와 같이

태업, 업 는 직장폐쇄 등의 쟁의행 가 도시철도를 비롯한 철도· 기·수도·가

스·석유정제공 ·병원·한국은행·통신 등 필수공익사업에서 발생하면 비록 그것이

일시 이라 하더라도 그 공 단으로 커다란 사회 혼란을 야기함은 물론 국민

의 일상생활 심지어는 생명과 신체에까지 심각한 해악을 래하게 되고 국민경제

를 히 태롭게 하므로, 재의 우리나라의 노사여건 하에서는 와 같은 필

수공익사업에 한정하여 쟁의행 에 이르기 이 에 노동쟁의를 신속하고 원만하게

타결하도록 강제 재제도를 인정하는 것은 공익과 국민경제를 유지·보 하기

한 최소한의 필요한 조치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5) 후술의 견해는 이 사건 결정이유에서 명확히 표 되어 설시된 것은 아니나, 행

의 직권 재제도를 합헌이라고 단한 례의 결론으로 보아 당연히 그와 같은 해

석론 문제에 한 평가가 제로서 고려되었다고 본다는 것이 필자의 견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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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법 제71조 제2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철도, 시내버스, 수도, 기, 가

스, 석유정제 공 , 병원, 은행, 통신사업에 한 단체행동권의 행사라고

하여도 반드시 그 구체 경우에 모두 와 같은 험발생과 침해의

성 내지 체곤란성의 요건이 충족될 것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와

같은 사업분야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구체 경우에서 볼 때 단체행동권의

행사에 의하여 실제로 침해받는 공익과 국민경제의 정도가 하고 체

곤란한 것이 아닐 때에는 직권 재의 상이 될 수 있는 ‘필수공익사업’의

성격을 가질 수 없다고 보아야 마땅하기 때문이다. 의 법상 열거된 사업

업의 상이 된 당해 사업장의 범 가 소하거나 근로자가 소수인

경우로서 그 업이 극히 부분 이어서 이로 인하여 실제로 체 공익과

국민경제에 하여 한 침해가 있으리라고는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직권

재의 상인 필수공익사업에 해당할 수 없을 것이며, 비록 업의 상

이 된 사업의 범 가 범 하다고 하더라도 업무의 체가 실 으로 가

능하고 용이하다면 역시 필수공익사업에는 해당할 수 없을 것이다. 나

아가 같은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그 산하에 다양한 업무부문들이 존재할

수 있으며, 개개의 근로자가 구체 으로 맡은 부문의 업무상 특성을 비교

하여 따져 볼 때 당해 업무의 지․폐지가 각기 국민의 일상생활이나

체 국민경제에 향을 미치는 강도가 부문별로 서로 다를 수 있다. 그

의 성과 체곤란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부문은 역시 직권

재의 상이 되는 필수공익사업의 범주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

이다. 이와 같이 행법상 명문으로 요구되고 있는 필수공익사업의 요건을

사문화시키지 아니하고 실효성있게 제 로 해석하여 입법취지에 맞게 엄격

히 용한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직권 재제도는 근로자의 단체교

섭권이나 단체행동권을 충분히 보장하면서도 국민에 한 필수서비스가 결

코 단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범 내에서의 엄격한 법운용이 얼마든지 가

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필수공익사업에 있어서 직권 재를 통한 단체행동

권의 제한은 공 생활과 국민경제의 한 험 래 침해의 경우에 그

것도 업무 체가 곤란한 최소한의 범 의 사업장에만 가능하도록 용하여

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용범 를 한정한다면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에

한 이러한 정도의 법상 제한은 국민의 생명, 건강, 안 등 공익과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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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의 유지보존를 하여 불가피한 최소한의 정도의 제한이 되기에 충분

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이 법운용과 집행이 제 로 이루어지기

만 한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 지의 원칙에 배되었다고 보기는 어

려운 것이다.

4. 상조치로서의 합성과 법 차 배 여부에 한 평가

필수공익사업에서 인정되는 직권 재제도가 헌법에 반된다고 보는 주

장의 강력한 논거의 하나는 재회부결정을 함에 있어서 당사자 특히 근로

자의 여가 배제되어 있다는 과 특히 재재정에 하여 법이나 월권

의 사유가 있을 때에만 불복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결국 재재정의 내용

에 하여 당부당을 따지면서 불복하는 것은 배제되어 있으므로 단체행동

권 행사의 상조치로 인정될 수가 없다는 데에 있다. 그러나 재회부결

정은 그 이 의 단계로서 노사 양측에 한 조정 차의 진행추이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이 단계에서 노사 양 측의 입장이 결정의 주체에게

달 혹은 고려되지 않는다거나 양측 당사자가 사실상 완 히 배제된

채 재회부 여부가 결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 보다 요한 것은, 앞

서 본 바와 같이 개개의 쟁의발생 사건에서 의 성 내지 체곤란성

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 음에도 불구하고 직권 재에 회부되고 재재

정이 결정된 경우에는 계 당사자는 법 제69조 제2항에 의하여 동 재정이

‘ 법이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는 이유로 재심과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다는 이다. 즉 집행당국이 구체 사건에서 직권 재의 상

이 되는 필수공익사업의 용범 를 비합리 으로 확장하여 해석함으로써

잘못 내려진 재재정에 하여는 계 당사자의 불복이 가능한 것이다.

비록 의 성과 체곤란성의 요건이 추상 이고 규범 요소를 가

지고 있어서 구체 해석에 의한 해결에 개방되어 있는 면이 있기는 하나,

이는 법원이 그에 한 해석을 통일함으로써 충분히 해소될 수 있는 문제

라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필수공익사업의 범 를 부당하게 확 해석한 당국의 조치에

하여는 행법의 구조 하에서도 - 재의 실무 행이 아니라 어도 규

범 그 자체를 놓고 단 할 때에는 - 당사자가 구제받을 수 있는 법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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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이 실질 으로 갖추어져 있다고 할 것이다. 그 다면 필수공익사업장에

서의 직권 재제도는 단체행동권의 사 제한에 한 상조치로서의 실질

을 갖춘 제도라는 단이 가능하다고 하겠으며, 그 회부결정과 재정후 불

복제도도 우리 헌법상 요구되는 법 차의 원칙에 배되지 아니한다고

평가함이 타당한 것이다.

5. 이 사건 결정의 의의

헌법재 소의 이 사건 합헌 결정으로 필수공익사업에 있어서 노동쟁의

가 발생한 경우 노동 원회의 직권 재결정으로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의 행

사가 사 에 제한되는 행 제도가 그 헌법 정당성을 다시 확인받게 되

었다.

선진국을 포함한 세계의 반 노동입법의 추세가 국민에게 아주 필요

한 공익사업에서는 필수서비스의 제공이 어떠한 경우에도 단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법제를 채택하고 국제노동기구도 이를 허용하고 있을 뿐만 아

니라 립이 극심한 우리나라의 노사 계의 실에서는 아직 이러한 직권

재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법제도에 한 헌법 단은 그 제도가 가지는 세계 보편성을 고려하

여야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뿌리하고 있는 토양의 실상황을 무시하

여서는 명한 단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이번 결정은 이러한 사정 모두

를 고려하여 심사숙고한 끝에 내린 고심에 찬 결정이라고 하겠다.

이번 결정은 그동안 우리 노동법제에서 큰 논란거리가 되어왔던 이

직권 재 제도의 헌법 합성 여부의 문제에 결론을 내려주고 있다는 측면

에서, 법 인 역뿐만 아니라 사회 역에서도 매우 향이 크고 요

한 의미를 가진 결이라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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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 지사업법 제18조 헌소원 등

- 집단에 지공 시설의 건설비용 부담과 재산권 침해 -

(헌재 2003. 5. 15. 2001헌바90, 례집 15-1, 520)

김 경 목＊1)

【 시사항】

1. 집단에 지사업법(1991. 12. 14. 법률 제4425호로 제정된 것) 제18조에

의한 공사비부담 부과의 취지

2. 법 제18조에서 사업자가 집단에 지의 사용자들에 하여 공사비부담

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그에 상응하여 사용자들의 집단에 지

공 시설에 한 소유권이나 주주권을 규정하지 않은 부진정입법부작 가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반되는지 여부

【심 의 상】

이 사건 심 의 상은 집단에 지사업법 제18조(1991. 12. 14. 법률 제

4425호로 제정된 것. 이하 ‘법 제18조’라고 약칭한다), 집단에 지사업법 제

32조 제2항(1999. 2. 8. 법률 제5831호로 개정된 것. 이하 ‘법 제32조 제2항’

이라고 약칭한다), 집단에 지사업법 시행령(1999. 6. 30. 통령령 제16415

호로 개정된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7조의 헌 여부이고, 법

률조항 련 조항의 구체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헌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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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사건 법률조항

집단에 지사업법 제18조 (건설비용의 부담 ) ①사업자는 공 시설의

건설비용의 부 는 일부를 그 사용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비용의 부담 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제17

조의 규정에 의한 공 규정에 정하여야 한다.

집단에 지사업법 제32조 (자본 출자) ②제1항의 자본 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이를 출자하되, 필요한 경우 정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본 의 2분의 1을 과하지 아니하는 범 안

에서 일반으로부터 주주를 모집할 수 있다.

집단에 지사업법시행령 제17조 (출자자) 법 제32조제2항에서 “ 통령령

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1. 정부투자기 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

2. 에 지 리공단

3.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단체

4.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5. 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열생산자

6.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자

7. 석유사업법 제2조제8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석유정제업자, 석

유수출입업자

8. 기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산업자원부장 이 승인한 자

2. 련 규정

집단에 지사업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과 같다.

1. “집단에 지”라 함은 다수의 사용자를 상으로 공 되는 열 는 열

과 기를 말한다.

2. 생략

3. “사업자”라 함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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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용자”라 함은 사업자로부터 집단에 지를 공 받아 사용하는 자

(집단에 지를 공 받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5. 생략

6. “공 시설”이라 함은 집단에 지의 생산․수송 는 분배를 한 시

설로서 사업자의 리에 속하는 시설을 말한다.

7. “사용시설”이라 함은 집단에 지의 사용을 한 시설로서 사용자의

리에 속하는 시설을 말한다.

8. 생략

제17조 (공 규정) ①사업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요

기타 공 조건에 한 공 규정을 정하여 산업자원부장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한 같다.

【사건의 개요】

1. 심 청구에 이르게 된 경

가. 청구인들은 성남시 분당지역 아 트 입주자들로서 청구외 한국지역

난방공사(이하 “지역난방공사”라고 한다)가 집단에 지를 공 하는 주택

등(이하 “이 사건 주택 등”이라 한다) 일부의 소유자이며, 이 사건 주택 등

에는 지역난방공사가 시설한 공 시설(집단에 지의 생산․운송 는 분배

를 한 시설로서 사업자의 리에 속하는 시설)에 의하여 열이 공 되고

있다.

나. 정부는 주거 상업지역 등에 한 집단에 지의 공 을 효율 으

로 수행하기 하여 집단에 지사업법에 의하여 1992. 5. 23. 지역난방공사

를 설립하 으며, 지역난방공사의 납입자본 은 2000. 12. 31.을 기 으로

21,793,600,000원으로서 정부․한국 력공사․에 지 리공단․서울시가

출자한 것이다.

다. 집단에 지사업법 제18조는 사업자가 공 시설의 건설비용의 부

는 일부(이하 “공사비부담 ”이라 한다)를 사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도

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이 사건 주택 등의 건설업체 등은 지역난

방공사에 공사비부담 을 납부하고, 자신들이 납부한 공사비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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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 사건 주택 등의 분양 에 포함시킴으로써 이를 수분양자들에게 부

담시켰다. 지역난방공사가 이와 같이 공사비부담 으로 납부받은 액은

2000. 12. 31.을 기 으로 755,768,232,804원이다. 산업자원부 고시인 ‘한국

지역난방공사 회계처리지침’에 의하면 사용자가 납부한 공사비부담 은 기

타자본잉여 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공사비부담 에 의하여 립된 기타

자본잉여 은 자본 입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지

역난방공사는 공사비부담 을 자본잉여 으로 회계처리하고 있다.

라. 청구인들은 자신들을 포함한 수분양자들이 공 시설의 건설비용을

부담하 으므로 공 시설은 청구인들의 소유에 속하거나 청구인들이 그 지

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며, 설사 이러한 소유권 내지 지분권이 인정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지역난방공사의 주주로서의 지 내지 자격이 인

정되어야 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난방공사의 주주인 정부 등이

청구인들을 비롯한 사용자들을 배제한 채 지역난방공사의 주식을 제3자

에게 매도하여 민 화계획을 실시하려고 하자, 청구인들은 이러한 소유권,

주주권 등을 피보 권리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주식상장 처분

지가처분(2001카합316) 신청을 하 으며, 그 신청 차 계속 에 집단에

지사업법 제18조에 한 헌여부심 의 제청신청(2001카기1775)을 하

다. 법원이 2001. 10. 29. 가처분신청을 기각하고 동시에 헌제청

신청도 기각하자, 이에 청구인들은 2001. 11. 12. 집단에 지사업법 제18조,

제32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헌확인을 구하여 이 사건 헌법소

원심 을 청구하 다.

2. 청구인들의 주장과 계기 의 의견

가. 청구인들의 주장

(1) 지역난방공사의 자산은 기존 주주들인 한민국, 에 지 리공단, 한

국 력, 서울특별시가 부담한 자본 보다도 청구인들을 비롯한 집단에 지

의 사용자들이 부담한 시설비가 훨씬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청구인

들은 지역난방공사의 실질 인 소유자라고 할 수 있으며, 주주가 될 자격

이 있다. 그런데 기존 주주들은 지역난방공사의 가장 큰 지분권자라 할 수

있는 사용자들을 배제한 채 지역난방공사의 주식을 제3자에게 매도하여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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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화계획을 실 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주주들의 주식에는

청구인들을 비롯한 사용자들이 납부한 공사비 부담 으로 건설된 공 시설

의 가치가 포함되어 있어 만약 기존 주주들이 이러한 주식을 재의 상태

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하여 제3자에게 매도한다면 청구인들을 비롯한

사용자들의 소유지분을 주주들이 임의로 처분하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래되는바, 이는 공사비부담 을 납부한 사용자들의 헌법상 보장된 재산

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2) 지역난방공사의 출자자 범 를 한정한 법 제32조 제2항 시행령

제17조는 공 시설의 실질 인 소유자라 할 수 있는 사용자들을 제외하고

있는바, 이처럼 공 시설의 가장 큰 지분권자들이라 할 수 있는 사용자들

을 출자자의 범 에서 배제시켜 놓은 채 상 으로 소액 투자자라 할 수

있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만을 출자자로 규정해 놓고 있어 헌법상 보장

된 사용자들의 평등권을 합리 인 이유없이 침해하고 있다.

나. 법원의 헌제청신청 각하이유

법 제18조의 규정취지는 집단에 지의 효율 인 공 을 도모하기 한

안정 투자재원의 확보에 있다고 할 것인데, 집단에 지의 사용자들은

규정에 의하여 공 시설의 건설비용의 부 는 일부를 부담하는 신 집

단에 지를 정한 요 에 안정 으로 공 받을 수 있는 법 이익을 가지

고 있다고 해석되는바, 규정이 합헌인지 헌인지의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인 2001카합316호 신청사건의 재 주문이 달라지는 등 그 재 의 법률

의미와 효과가 달라지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제

청신청은 재 의 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 법하다.

다. 산업자원부장 의 의견

(1) 법 제32조 제2항 시행령 제17조에 한 헌법소원심 청구는 청구

인들이 법원에 헌여부심 의 제청신청을 한 바 없고 법원도 이에 해

기각결정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헌법재 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

원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 법하다.

(2) 당해 사건에서 재 의 결론을 좌우하는 쟁 은 사용자가 건설비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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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를 부담한 것으로 인하여 열공 시설에 한 지분권이나 주주권을 가

지는지 여부가 될 것인바, 공사비부담 부과에 한 법 제18조는 당해 사

건의 재 에 용되는 법률이 아니고, 설사 규정이 헌이라고 하더라

도 이로 인해 사용자가 공 시설에 한 지분권을 가지거나 지역난방공사

에 한 주주권을 가지는가 하는 문제에 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규

정의 헌여부는 재 의 제성을 갖추고 있지 않다.

(3) 집단에 지사업법에서 사용자에게 공사비 부담 을 부담시킬 수 있

도록 한 것은 집단에 지사업의 특성상 기에 규모의 시설투자가 필요

한 도시기반사업이므로 투자재원의 효과 인 조달을 통하여 보다 렴한

가격으로 원활히 난방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는 토 를 마련

해 필요성과 아울러, 지역난방방식의 경우 일반 으로 타난방방식에서

필요한 난방시설이 불필요하게 되어 이러한 시설의 건설비용은 지역난방사

업으로 인한 사용자의 이익이 되므로 이를 사용자들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다.

【결정요지】

법 제18조에서 공사비부담 을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이유는, 집단에 지

사업의 특성상 기에 규모의 시설투자가 필요한 도시기반사업으로서 투

자재원의 효과 인 조달을 통하여 보다 렴한 가격으로 원활히 난방서비

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는 토 를 마련해 필요성과, 지역난방

방식의 경우 일반 으로 타난방방식에서 필요한 자체 난방시설(보일러

그 부 시설, 이러한 시설의 설치공간 등)이 불필요하게 되므로 이러한 시

설의 건설비용은 지역난방 사업으로 인한 사용자의 이익이 되는바 이러한

이익을 수익자인 사용자들에게 부담하도록 하기 한 것이다.

법 제18조에 의한 공사비부담 은, 집단에 지공 사업자가 앙난방 방

식이나 개별난방방식 신 지역난방설비를 함으로써 당연히 이익을 받게

되는 사용자들에게 부과되는 것이므로 일종의 수익자부담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에서는 법 제18조가 청구인들과 같은 사용자들에 하여 공사비

부담 의 납부를 규정하면서 그에 상응하여 사용자들의 집단에 지 공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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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에 한 소유권이나 주주권을 규정하지 않은 부진정입법부작 가 청구인

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반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이 사건 공사비부담 의 부과는 헌법 제23조 제3항이 정하는 공용침해

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제23조 제1항에 의하여 법률로써 재산권을 제한하

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이 심사기 이 된다.

그리고 이 사건 공사비부담 의 부과가 헌법 제37조 제2항의 비례의 원칙

에 반하여 부담 의 납부자들에게 특별한 부담을 부과하는 것이라면 법

률의 헌성을 제거하기 하여 입법자가 그 특별한 부담에 하여 일정한

보상규정을 두어야 할 의무가 있을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 제18조의 입법목 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

며, 이러한 입법목 을 달성하기 하여 특별히 집단에 지를 공 받는 사

용자라는 집단에 하여 공사비부담 을 부과하는 것은 정하고도 정당한

방법이라 할 것이다. 한 이러한 공사비부담 은 부담 의무자들의 이익

을 해 공 시설의 투자에 활용되도록 되어 있다는 에서 피해의 최소

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그리고, 청구인들과 같은 사용자들이 부담하는

공사비부담 은, 를 들면 계약면 85평방미터(약 25평) 1세 기 액

이 신축아 트는 1,313,000원, 기존아 트는 657,000원 정도인바, 이

와 같은 공사비부담 액이 법 제18조를 통하여 실 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에서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한다.

따라서, 법 제18조에서 청구인들과 같은 지역난방시설의 사용자에게 공

사비부담 을 명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목 의 정당성, 방법의

정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균형성이 인정되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의 비

례의 원칙에 반하여 청구인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움으로써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이처럼 법 제18조는 비례의 원칙에 반되지 않으므로 입법자에게 법

제18조에 의한 공사비부담 부과에 상응하여 어떠한 보상규정을 두거나

청구인들의 주장과 같이 공사비부담 을 납부한 사용자들에게 집단에 지

공 시설에 한 지분권이나 지역난방공사에 한 주주로서의 권리를 인정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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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설】

1. 공사비부담 의 입법취지

가. 집단에 지사업법(1991. 12. 14. 법률 제4425호로 제정되고 1999. 2.

8. 법률 제5831호로 개정되기 의 것. 이하 이 단락 내에서 ‘법’이라고 약

칭한다)은 집단에 지공 을 확 하고, 집단에 지사업을 합리 으로 운

하며, 집단에 지시설의 설치․운용 안 에 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에

지 약 국민생활의 편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 으로 제정되었다(법

제1조). 이에 따라 주거 상업지역등에 한 집단에 지의 공 을 효율

으로 수행하기 하여 한국지역난방공사를 설립하며(법 제29조), 지역난

방공사는 집단에 지의 생산․수송․분배 기타 이와 련되는 사업, 공

시설의 설치 운용 등의 사업을 행한다(법 제41조).

사업자는 통상산업부장 이 정하는 기간내에 공 시설을 설치하고 사업

을 개시하여야 하는데(법 제11조 제1항), 공 시설의 건설비용의 부 는

일부를 그 사용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으며(법 제18조), 건설비용의 부담

액에 한 사항은 사업자가 통상산업부장 의 인가를 받은 공 규정에

정하도록 되어 있다.1)

법 제18조에서 공사비부담 을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이유에 해서는,

집단에 지사업의 특성상 기에 규모의 시설투자가 필요한 도시기반사

업으로서 투자재원의 효과 인 조달을 통하여 보다 렴한 가격으로 원활

히 난방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는 토 를 마련해 필요성

과, 지역난방방식의 경우 일반 으로 타난방방식에서 필요한 자체 난방시

설(보일러 그 부 시설, 이러한 시설의 설치공간 등)이 불필요하게 되므

로 이러한 시설의 건설비용은 지역난방 사업으로 인한 사용자의 이익이 되

는바, 이와 같이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수익자인 사용자들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한다.2) 따라서 공사비부담 은 공동주택을 기존의 앙난방

1) 공 규정은 산업자원부장 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었으나, 1999. 2. 8. 법률 제

5831호 집단에 지사업법 개정시 산업자원부장 에 신고하도록 변경되었다.

2) 김병호, 「공사부담 에 한 회계변경이 기업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 : 한국

지역난방공사의 」, 회계 제6권 제2호(1997년 12월), 60면; 공사비부담 부

과의 정당성에 한 여러 가지 논리 근거들로 다음을 들고 있다. (1) 공공서비

스 생산시설의 공사비는 건설 기에 집 투자되며, 이의 회수에는 많은 시간이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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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으로 건축할 때와 지역난방으로 건축할 때의 공사비를 비교하여 지역난

방방식 채택으로 인하여 감되는 액에 의하여 결정된다.3)

나. 공사비부담 부과기 은 지역난방공사의 열공 규정 [별표 2]에 규

정되어 있는데(첨부 별지 참조), 신축아 트와 기존아 트에 해서 보면

략 다음과 같다.

(부가세 포함)

구 분 신축아 트 기존아 트

단 가 15,444원/㎡ 7,755원/㎡

계약면 85㎡

1세 기 액 (약25평)
1,313,000원 657,000원

계약면 99㎡

1세 기 액 (약30평)
1,532,000원 769,000원

계약면 149㎡

1세 기 액 (약45평)
2,297,000원 1,153,000원

* 1㎡ ≒ 0.3025평

* 계약면 은 건축물 리 장 등 공부상의 세 별 용면 의 합계와

공용면 지역난방을 사용하는 리사무소, 노인정, 경비실 등의 건축연

면 합계로 함.

다. 공사비부담 의 부담주체는 신축아 트의 경우 신축 아 트 분양가

에 공사비부담 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아 트 건설업체가 납부하면 아 트

요되므로 투자비용을 조기에 회수함으로써 시설비의 투자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공공서비스 공 자의 재정상태를 건 하게 유지시킬 수가 있고, (2) 공

공서비스 생산시설의 공사비 공 시설의 자본비용을 공공서비스의 요 으로 회

수할 경우 공공서비스 요 이 크게 인상될 수 있으며, (3) 공공서비스의 사용자가

난방설비 등 직 생산시설의 공사비를 약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받는 경제

이익을 시설분담 과 공사비부담 의 형식으로 사용자에게 부과시킬 수 있다.

3) 김병호, 게 논문, 60면; 그러나, 이러한 공사비부담 은 열공 시설 공사비의 일

부로 충당되고 있으나 실제 소요비용과는 무 하다. 실제 소요비용을 부과할 경우

공사비부담 은 단가가 매우 높게 계상되므로 사용자부담이 가 되고, 따라서

행 공사비부담 은 사용자가 지역난방도입으로 혜택받는 공사비 감액 수 에서

결정된 것이므로 열공 시설에서 사용자(아 트단지)까지의 거리에 계없이 모든

사용자에게 동일한 부담 이 가되고 있다(김병호, 게논문, 6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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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이 추가로 부담하는 것은 없으며, 기존아 트의 경우 노후화된 난방

시설을 새로운 시설로 설치하는 신 지역난방방식으로 개체하는 것이므로

세 주민이 공사비부담 을 납부하게 된다.

2. 이 사건 공사비부담 의 법 성격

가. 공과 의 체계 부담 의 의의

(1) 국가는 그 운 을 하여 소요되는 각종 경비를 여러 가지의 방법을

통하여 마련하고 있으나 그 가장 요한 재정충당의 수단이 조세, 부담

, 수수료 사용료 등 공과 제도를 통한 조달이라 할 수 있다. 공과

체계에 한 분류는 조세(Steuer), 수수료 사용료(Gebühren), 부담

(Beiträge)로 구분하는 3분법과 여기에 사회보험료를 포함하는 4분법, 그리

고 독일에서는 최근에 이 외에도 새로운 공과 유형으로 특별부담

(Sonderabgaben)을 포함시켜 구분하는 5분법으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 이

다.4)

(2) 일반 으로 부담 이라 함은 “국가 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의 공

익사업과 특별한 계가 있는 자에 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

시키기 하여 과하는 지 의무”를 의미한다.5)

부담 은 “특정의 공익사업의 경비의 충당을 하여” 그 사업과 일정한

계를 가진 자에 하여 국가 는 공공단체가 징수하는 공과 이므로 이

는 “일반 인 국가의 재정충당을 한 목 ”의 공과 이 아니다. 이러한

에서 부담 은 일반 인 재정수요의 충당을 목 으로 하는 “조세”와 구

별된다.6)

그리고, 부담 은 “특정한 공익사업과 특별한 계가 있는 자에게” 일반

인 재정책임인 납세의무를 능가하는 특별한 재정책임을 부과하는 것이며

이러한 특별한 재정책임이 부담 의 부과를 정당화시켜주는 요소이다.7) 부

담 은 부담 부과 상자의 범 와 부담 징수목 사이에 특별한 계가

4) 박상희, 부담 과 타 공과 제도와의 구별에 한 소론, 인문사회과학연구논총(한

국해양 학교), 1997년 제5호, 178-179쪽

5) 한국법제연구원, 각종 부담 제도의 분석과 개선방안연구, 1994, 15면

6) 한국법제연구원, 책, 1994, 18면

7) 한국법제연구원, 부담 을 종합 으로 리하는 법률의 제정방안연구, 199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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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 부담 을 납부할 의무를 지는 집단은 다른 집단 는 일반 납세

의무자보다 징수목 에 있어서 명백하게 련되어 있어야 하며, 부담 납

부의무자는 이러한 부담 징수목 과의 성으로 인하여 일반납세의무자

와는 다른 특별한 재정책임을 지는 것이다.8)

(3) 한편, 개별 법률에 산재해 있는 각종 부담 의 리․운용의 공정성

과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부담 신설을 억제

하기 하여 2001. 12. 31. 법률 제6581호로 “부담 리기본법”이 제정되

었다. 이 법 제2조에서는 부담 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는바, 그 기본

인 개념은 (2)에서 논의하고 있는 것과 유사함을 볼 수 있다.

“부담 이라 함은 앙행정기 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행정권한을

탁받은 공공단체 는 법인의 장 등 법률에 의하여 부담의 부과권

한이 부여된 자가 분담 , 부과 , 치 , 기여 명칭에 불구하고 재화

는 용역의 제공과 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련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

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외의 지 의무를 말한다.”

법의 용 상이 되는 부담 은 법률에 있는 별표의 규정에 의한

부담 으로 한정하고 이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부담 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제3조), 법 제18조의 공사비부담 도 부담 리기본법상의 부

담 에 포함되어 있다.

나. 부담 의 허용요건(혹은 정당화요소)

부담 의 허용요건 내지 정당화요소의 문제와 련하여 국내에서는 명

확히 입장이 정리된 바가 없으며, 독일에서는 연방헌법재 소가 특별부담

의 허용요건에 해 명시한 바 있다. 참고로 독일연방헌법재 소의 특별

부담 허용요건9)에 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10)

① 부담 의무자는 사회 으로 동질성(Gruppenhomogenität)을 가질 것.

즉 특정집단이 법질서나 사회 질서 내에서 존재하는 공통 인 이익상태

에 의하여 는 특정의 공통 인 조건에 의하여 일반인 다른 집단과 구

8) 한국법제연구원, 책, 1994, 20면

9) 1980년 12월 10일 특별부담 법의 하나인 고용 진법 제3조에 의한 직업교육부

담 (Arbeitsausbildungsabgabe)에 한 결에서 명시한 내용이다.

10) 이하의 요건에 한 내용은 한국법제연구원, 책, 제21-23면에서 발췌.



220 헌법재 소결정해설집 2003

별되는 경우에 집단의 동질성이 인정되며, 이러한 집단에 해서만 특별부

담 이 부과될 수 있다.

② 부담 의무자는 부담 의 부과를 통하여 추구되는 목 에 하여 여

타의 사회집단 혹은 일반 납세자보다 객 으로 한 련이 있어야 한

다(Sachnähe).

③ 이러한 객 성으로 인하여 부담 의 의무자는 부담 의

부과를 통하여 수행되는 과제에 하여 특별한 집단 책임을 진다

(Gruppenverantwortung).

④ 부담 의 수입은 부담 의무자들의 집단 이익을 해서만 사용되

어야 한다. 이 경우 부담 의 “집단을 한” 사용은 부담 수입이 모든 개

별 부담 의무자의 특별한 이익을 하여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주로 그 집단의 체이익을 하여 사용되면 족하다고 한다.

다. 부담 의 종류

부담 은 일반 으로 사업종류에 따라 도로부담 , 하천부담 등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공익사업과의 계에 따라서는 수익자부담 ․원인자부

담 ․손상자부담 등으로 분류된다. ①수익자부담 은 당해 공익사업으

로부터 특별한 이익을 받는 사람에 하여 그 수익의 한도 안에서 사업경

비의 부 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11) ②원인자부담 은

특정한 공사의 시행을 필요하게 한 원인을 조성한 자에 하여 그 공사비

용의 부 는 일부를 부담시키는 부담 을 말한다.12) ③손상자부담 은

특정한 공익사업의 시설에 손상을 주는 행 를 한 자에 하여 그 시설의

유지 는 수선에 필요한 비용의 부 는 일부를 부담시키는 것을 말한

다.13)

11) 그 외에 수익자부담 의 로는 소하천정비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수익

자부담 , 산림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수익자부담 등이 있다.

12) 그 로는 도로법 제64조에 의한 원인자부담 , 수도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 , 한국수자원공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 등이 있다.

13) 수도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손괴자부담 , 도로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손괴

자부담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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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수익자부담 으로서의 공사비부담

법 제18조의 공사비부담 은, 집단에 지공 사업자가 앙난방 방식이

나 개별난방방식 신 지역난방설비를 함으로써 당연히 이익을 받게 되는

사용자들에게 부과되는 것이므로 수익자부담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

다.14) 서울고등법원 1998. 4. 17. 97나52419 결도 이와 유사한 취지로

시하고 있다.

「다수의 사용자를 상으로 열을 공 하는 집단에 지 사업시설은 집

단에 지의 생산, 수송 는 분배를 한 시설로서 사업자의 리에 속하

는 공 시설과 집단에 지의 사용을 한 시설로서 사용자의 리에 속하

는 사용시설로 이루어지며(집단에 지사업법 제2조), 그 공 시설의 건설비

용의 부 는 일부는 그 사용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고( 법 제18조), 사

용자가 스스로 열공 시설공사를 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사용자가 부담할

경우에는 그 비용의 단가가 높아져 사용자의 부담이 과 하게 되므로 사용

자가 부담하는 비용으로서 공 규정 소정의 공사비부담 은 사용자가

실제 열공 시설을 설치하기 해서 지출하는 비용을 기 으로 산정되는

것은 아니며, 사용자가 자신의 건물의 난방을 한 보일러, 굴뚝 기타의

부 시설 등 자체 열시설을 설치하지 않고서 지역열난방의 도입으로 받는

혜택, 즉 그 이익을 기 으로 공사비부담 을 산정{따라서 열공 시설에서

사용자까지의 거리에 계 없이 모든 사용자에게 동일한 단가를 용한 연

결열부하량(건물이 필요로 하는 난방열량)에 비례해서 산정한다}하므로 그

공사비부담 은 공익사업에서의 사용자가 받는 수익자부담 과 유사한 성

질을 가진다.」

3. 공사비부담 부과의 헌법상 근거 공사비부담 에 상응하

여 주주권이나 지분권을 부여하는 보상규정을 둘 입법의무의

존재 여부

14) 같은 취지, 한국법제연구원, 책,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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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사비부담 부과의 헌법상 근거

행정법학계는 이 사건 공사비부담 을 포함하여 부담 을 일반 으로

인 공용부담의 일종으로 보고 있다. 공용부담은 체 으로 특정한 공익

사업 기타의 복리행정상의 목 을 하여 는 물건의 효용을 보존하기

하여 개인에게 강제 으로 과하는 공법상의 경제 부담을 말하는데15), 이

러한 공용부담에는 특정인에게 작 ․부작 ․ 부의 의무를 부과하는 인

공용부담16)과 특정의 재산권에 하여 일정한 제한이나 침해를 가하는

물 공용부담17)으로 구분된다. 부담 은 인 공용부담으로서 지 의

무를 그 내용으로 하며, 그 성질이 특별부담에 해당하는 것만이 있고 그

부담권리자는 국가 는 공공단체에 한한다.

이처럼 행정법학계에서는 부담 을 인 공용부담의 일종으로 보고, 이

러한 공용부담은 개인의 재산권에 한 침해를 가져오는 것이므로 반드시

법률에 그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하면서, 공용부담에 법률의 근거가 필요

하다는 근거로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는 제한 그에

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 하여야 한다”는 헌법 제23

조 제3항을 들고 있다.18) 그러나 부담 을 재산권에 한 침해로 보면서도

그 경우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보상에 한 논의는 언 이 없다.19)

나. 헌법 제23조 제3항에 의해 보상이 요구되는 재산권의 침해

헌법 제23조 제3항에 의해 보상이 요구되는 재산권의 침해는 「공공필

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제한」이다.20)

15) 박윤흔, 최신행정법강의(하), 638면

16) 부담 , 부역․ 품, 노역․물품, 시설부담, 부작 부담 등이 있다.

17) 공용제한, 공용수용, 공용환지․공용환권 등이 언 되고 있다.

18) 홍정선, 행정법원론, 제10 (2002년도), 433면. 같은 취지, 김철용, 행정법II(개정

), 2002년도, 박 사, 517-518면; 김동희, 행정법II(제8 ), 박 사, 331면; 김도창,

일반행정법론(하)(제4 정 ), 청운사, 589면; 김남진, 행정법II(2002년 ), 법문사,

504면; 박윤흔, 최신 행정법강의(하)(개정 26 ), 박 사, 560면 등.

19) 부분의 행정법교과서들이 부담 과 같은 인 공용부담에 해서는 보상의 문

제를 언 하고 있지 않으며, 물 공용부담인 공용제한에 해서만 손실보상

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20) 권 성, 헌법학원론(2002년 ), 박 사, 568-569면. 김철수 교수도 공용수용, 공용

사용, 공용제한에 해 유사한 정의를 내리고 있다(김철수, 헌법학개론(제14 정신

), 박 사, 5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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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헌법 제23조 제3항의 ‘수용’은 공용수용 는 공용징수를 말하며, 공

용수용이라 함은 공공필요를 하여 국가․공공단체 는 사업주체가 개인

의 비 체 인 특정의 재산권을 법률에 의하여 종국 ․강제 으로 취득하

는 것을 말한다.

(2) 헌법 제23조 제3항의 ‘사용’은 공용사용을 말하며, 이는 공공필요를

하여 국가․공공단체 는 사업주체가 개인의 토지 기타의 재산권을 법

률에 의하여 일시 ․강제 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3) 헌법 제23조 제3항의 ‘제한’은 공용제한을 말하며, 이는 공공필요를

하여 국가․공공단체 는 사업주체가 개인의 특정의 재산권에 하여

과하는 공법상의 제한으로서 물 공용부담의 일종이다.

와 같은 정의에 따르자면 부담 과 같은 인 공용부담은 보상을 요구

하는 ‘재산권의 수용․사용․제한’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그 다면 이러한

‘재산권의 수용․사용․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재산권의 침해에 해서 언

제 보상의무가 발생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다. 공사비부담 에 한 보상의무의 存否

재산권에 한 제한이 있을 때 그것이 보상을 요하는 헌법 제23조 제3

항에 해당하는 ‘공용침해’인지, 헌법 제23조 제1항에 의하여 ‘재산권의 내용

과 한계’21)를 정한 것에 불과한 지의 구분에 하여 독일에서는 境界理論

(Schwellentheorie)와 分離理論(Trennungstheorie)의 논의가 있다.22)23)

21)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정하는 ‘內容規定’은 동시에 재산권에 내재하는 사회

기속성을 구체화하는 규정이므로, 아래에서는 ‘內容規定’을 ‘사회 제약’과 같은

의미로 사용하기로 한다.

22) 이하 (가)부터 (나)까지는 한수웅, 재산권의 내용을 새로이 형성하는 법규정의

헌법 문제, 「 스티스 제32권 제2호」(한국법학원 1999), 30-38면을 기 로 정

리한 것임.

23) 헌법재 소는 1998. 12. 24. 선고한 도시계획법 제21조(개발제한구역지정)의 헌

여부에 한 소 “그린벨트” 사건(89헌마214등, 례집 10-2, 927)과 1999. 4. 29.

선고한 택지소유상한에 한법률의 헌여부에 한 사건(94헌바37등, 례집

11-1, 289) 결정 등에 있어서 헌법 제23조 제3항과 제23조 제1, 2항을 분리하여

해석하는 것을 제하고 있다. 헌법재 소는 그린벨트사건에서 “입법자가 이 사건

법률조항을 통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게 합헌 으로 제한하

기 해서는, 수인의 한계를 넘어 가혹한 부담이 발생하는 외 인 경우에는 이

를 완화하는 보상규정을 두어야 하는데, 이러한 보상규정은 입법자가 헌법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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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계이론

(가) 경계이론에 의하면 사회 제약과 공용침해는 별개의 제도가 아니

라 재산권침해의 정도의 차이로서 ‘財産權制限의 程度’에 의하여 사회 제

약과 공용침해가 구분된다. 즉 사회 제약이나 공용침해 모두 재산권에

한 제한을 의미하나, 사회 제약은 공용침해보다 재산권에 한 침해가

은 경우로서 보상없이 감수해야 하는 반면, 공용침해는 재산권의 사회

제약의 범주를 넘어서는 것으로서 보상을 필요로 하는 재산권에 한 침해

를 의미한다. 이 이론의 핵심은 보상을 요하는 수용과 보상을 요하지 않는

사회 제약간의 경제설정의 문제, 즉 보상의무가 시작되는 경계선을 찾는

문제이다.

이러한 경계를 확정하는 기 으로는 크게 형식 기 설(특별희생설)과

실질 기 설로 나 어 볼 수 있다. ‘특별희생설’은 재산권의 침해가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게 다른 사람이나 집단과 비교하여 불평등하게 특별한 희

생을 강제한다면 공용침해가 발생한다고 본다. ‘실질 기 설’에는 재산권

의 침해의 성으로 인하여 재산권의 침해를 더 이상 수인할 수 없는 경

우 공용침해로 간주하는 ‘침해 성설’(수인한도설, 재산권의 제한으로 인

하여 재산권의 본질 내용의 한 부분인 사 효용이 제거되는 경우 공용

침해로 보는 ‘사 효용성설’(목 변질설) 등이 있다.

(나) 이 사건 공사비부담 은 사용자가 자신의 건물의 난방을 한 보일

러, 굴뚝 기타의 부 시설 등 자체 열시설을 설치하지 않고서 지역열난

방의 도입으로 받는 혜택, 즉 그 이익을 기 으로 산정되는 것으로서 수익

자부담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에 하여 공사비부담

을 부과하는 것이 집단에 지공 을 받지 않는 다른 사람이나 집단과 비교

하여 불평등하게 특별한 희생을 강제한다고 볼 수 없으며(특별희생설), 신

축아 트의 경우 공사비부담 이 25평의 경우 약 1,313,000원, 30평은 약

1,532,000원, 45평은 약 2,297,000원으로서 이를 두고 재산권의 침해가

하여 더 이상 수인할 수 없을 정도라거나(침해 성설), 재산권의 본질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재산권의 내용을 구체 으로 형성하고 공공의 이익을

하여 재산권을 제한하는 과정에서 이를 합헌 으로 규율하기 하여 두어야 하

는 규정이다”라고 시함으로써 재산권의 내용규정과 공용침해를 구분함에 있어

서 경계이론이 아닌 분리이론을 취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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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의 한 부분인 사 효용이 제거되는 경우(사 효용성설)로 보기 어렵

다. 그러므로 사용자들이 이 사건 공사비부담 을 부담한 것에 해 어떠

한 보상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나아가 열공 시설에 한 지분권이

나 지역난방공사의 주주로서의 권리를 인정할 의무도 없다고 할 것이다.

(2) 분리이론

(가) 분리이론은 재산권의 내용규정과 공용침해를 헌법 으로 서로 다른

독립된 제도로 보고 재산권제한의 정도(효과)가 아니라 입법의 형식과 목

에 따라서 구분하려고 한다. 독일 연방헌법재 소는 재산권의 내용규정

을 “입법자가 장래에 있어서 추상 이고 일반 인 형식으로 재산권의 내

용, 즉 재산권자의 권리와 의무를 형성하고 확정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이

에 하여 收用은 “국가가 구체 인 공 과제를 이행하기 하여 이미 형

성된 구체 인 재산권 지 를 의도 으로 면 는 부분 으로 박

탈하려고 하는 것”으로 정의하 다. 재산권의 내용규정과 공용침해는 서

로 독립된 별개의 제도이므로 그 헌성을 심사하는 기 도 각기 달라서,

내용규정의 경우 다른 모든 기본권 제한법률과 마찬가지로 비례의 원칙,

평등권 등을 기 으로 하여 헌 여부를 단하지만, 공용침해는 ‘공공필

요’, ‘보상’ 등 헌법 제23조 제3항이 스스로 정하고 있는 조건하에서만 허

용된다.

한편 분리이론에서는 비례의 원칙, 평등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등에 반

되는 내용규정은 수용으로 환되는 것이 아니고 그 헌성은 보상규정을

통하여 제거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내용규정은 ‘보상을 요하는 내용규

정’이 된다.

(나) 이 사건 공사비부담 의 부과는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헌법 제

23조 제3항이 정하는 공용침해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제23조 제1항에 의하

여 법률로써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이 심사기 이 된다.

① 이 사건 공사비부담 의 목 은 집단에 지사업의 특성상 기에

규모의 시설투자가 필요한 도시기반사업이므로 투자재원의 효과 인 조

달을 통하여 보다 렴한 가격으로 원활히 난방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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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할 수 있는 토 를 마련해 필요성과 아울러, 지역난방방식의 경우 일

반 으로 타난방방식에서 필요한 난방시설이 불필요하게 되므로 이러한 시

설의 건설비용은 지역난방사업으로 인한 사용자의 이익이 되기 때문에 사

용자들로 하여 사업에 필요한 비용으로 부담하도록 하는 것인바, 그 입

법목 은 정당하다고 보여진다.

② 이러한 입법목 을 달성하기 하여 특별히 집단에 지를 공 받는

사용자라는 집단에 하여 공사비부담 을 부과하는 것은 정하고도 정당

한 방법이라 할 것이다. 사용자들은 집단에 지를 공 받는다는 에서 일

반인과 구별되는 동질성을 지닌 특정한 사회 집단이고, 공사비부담 으

로 건설하게 되는 열공 시설은 사용자들에게 집단에 지를 공 하는데 이

용되므로 사용자들은 열공 시설과 한 련이 있으며, 다른 난방방식

을 이용하는 다른 집단이나 일반인과는 달리 이 사건 공사비부담 이라는

재정 부담을 지울 수 있을 만한 특별한 책임 계에 있다.

③ 그리고 이러한 공사비부담 은 부담 의무자들의 이익을 해 공

시설의 투자에 활용되도록 제도 으로 뒷받침되고 있다. 자세히 살펴보

자면, 2001년 이 에는 산업자원부 고시인 ‘한국지역난방공사회계처리지

침’24)에 의하여 공사비부담 을 기타자본잉여 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공

사비부담 에 의하여 립된 기타자본잉여 은 자본 입에는 사용할 수 없

도록 함으로써 공사비부담 을 안정 인 지역난방공 을 한 투자재원으

로 활용하는 장치를 두고 있었다.25)

24) 집단에 지사업법시행규칙 제23조 제2항에 의하면 사업자의 회계에는 원칙 으

로 기업회계기 을 용하여야 하지만, 동조 제3항에서 통상산업부장 은 사업자

의 회계처리를 명확히 하기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도의 회계처리기

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에 근거하여 통상산업부장 이 1997. 3.

20. ‘한국지역난방공사 회계처리지침’을 제정하여 1997년 상반기부터 시행하도록

하 다. 그 후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 제3항의 내용은 1999. 2. 8. 법개정시

법 제20조의2 제2항 제3항으로 각 신설되었다가 제2항은 2002. 1. 14. 법개정시

삭제되었다.

25) 다만 2001년도부터는 회계처리지침이 폐지되어 기업회계기 에 따라 회계처

리하고 있다. 기업회계기 에 의하면 공사비부담 은 취득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

으로 표시하고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상각 액과 상계하며, 당해자산을 처

분하는 경우에는 그 잔액을 당해자산의 처분손익에 차감 는 부가한다. 지역난방

공사의 2001년도 재무제표 차 조표에는 와 같이 취득자산에서 공사비부

담 을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되어 있고 나머지는 이익잉여 공 시설건설

비용 립 (254,629,000,000원)과 자본조정에 공사부담 (5,889,303,100원) 항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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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부는 2002. 1. 14. 법률 제6601호 집단에 지사업법을 개정하여

제20조의3을 신설함으로써 공사비부담 으로 인한 이익증가분을 매년 지역

난방공사 사내에 공 시설비용으로 립하도록 하고26), 부칙 제3항에서는

지역난방공사가 자산으로 취득한 공사비부담 이미 립한 자본잉여

(2000년말 기 , 약 2,878억원)은 일 으로 사내에 립하도록 하고 있

다.27) 이는 정부의 민 화계획에 따라 지역난방공사의 발행주식이 한국증

권거래소에 상장될 경우 별도의 회계처리지침의 용이 배제되고 일반 인

기업회계기 을 용받게 되는데, 이 게 되면 지역난방공사가 공사비부담

으로 취득한 자산은 다른 자산과 달리 감가상각이 불가하게 되어 그

액만큼 비용으로 산정이 안되고 오히려 이익(매년 약350억원 상)으로 처

리되어, 주주배당 등을 통하여 사외에 유출되면 해당 자산에 한 투자재

원의 확보가 곤란해지는 에 비하기 한 것이다.

④ 따라서 공사비부담 의 부과는 입법목 -수단-지출의 에서 볼

때 과잉 지원칙에 배된다고 보기 어렵다.

(다) 결론 으로 분리이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공사비부담 의 부과가

과잉 지원칙에 배된다고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이 사건 공사비부담 의

부과는 ‘보상의무있는 내용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 다면

수익자부담 을 부과하는 규정을 두면서 그에 상응하는 어떠한 보상규정을

두어야 할 의무, 나아가 사용자인 청구인들에게 열공 시설에 한 지분권

이나 지역난방공사에 한 주주로서의 권리를 인정할 의무가 입법자에게

표시되어 있다.

26) 집단에 지사업법 [2002. 1. 14. 법률 제6601호] 제20조의3 (공 시설 건설비용의

립) ①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 시설의 건설비용의 부 는 일부를 사용

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사업자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자는 사업연도에 발생하

는 미처분이익잉여 사용자가 부담한 액(법인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제

세공과 으로서 사용자가 공 시설의 건설비용의 부 는 일부를 부담함에 따

라 발생하는 액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취득한 공 시설에 한 감가상각

비에 해당되는 액을 공 시설의 건설비용으로 매년 립하여야 한다.

27) 부칙 ③(자본잉여 에 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 의 제20조의2제3항

의 규정에 의한 회계처리기 이 용된 사업자는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

처리를 함에 있어서 종 의 회계처리기 에 따른 자본잉여 사용자가 부담한

액으로 취득한 공 시설에 하여 그 공 시설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부터 발생한 감가상각비에 해당되는 액을 제20조3의 개정규정에 의한 공 시설

의 건설비용으로 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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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보기 어렵다.

라. 결론

이 사건 공사비부담 과 같은 수익자부담 의 부과는 재산권을 제한하

는 것에 해당하므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헌법 제23조

제1항과 제3항의 계와 련된 경계이론이나 분리이론 어느 쪽에 의하더

라도 이 사건 공사비부담 을 납부한 사용자들에게 열공 시설의 지분권이

나 지역난방공사의 주주로서의 권리를 인정해 보상의무는 발생하지 않는

다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

4. 결정의 의의

이 결정은 집단에 지사업자가 집단에 지의 사용자들에게 부과하는 공

사비부담 의 성격과 그 헌법 한계를 밝혔다는 에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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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지]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열공 규정 <별표 2> <개정 1999. 12. 28.>

공 사 비 부 담 부 과 기

(부가가치세 별도)

계 약 종 별 단 단 가 비 고

주택용
신축

계약면
㎡당

- 14,040원

기존 - 7,050원

업무용

신축

연결열부하
Mcal/h당

0부터 300Mcal/h까지
다음 1,000Mcal/h까지
다음 3,500Mcal/h까지

3,500Mcal/h 과

167,630원
131,360원
126,180원
110,630원

기존

0부터 300Mcal/h까지
다음 1,000Mcal/h까지
다음 3,500Mcal/h까지

3,500Mcal/h 과

96,740원
82,290원
79,050원
69,300원

공

공

용

공
공
시
설

신축

연결열부하
Mcal/h당

0부터 300Mcal/h까지
다음 1,000Mcal/h까지
다음 3,500Mcal/h까지

3,500Mcal/h 과

150,860원
118,220원
113,560원
99,570원

기존

0부터 300Mcal/h까지
다음 1,000Mcal/h까지
다음 3,500Mcal/h까지

3,500Mcal/h 과

87,060원
74,050원
71,140원
62,370원

학
교
․
사
회
복
지
시
설

신축

연결열부하
Mcal/h당

- 88,500원

기존 - 52,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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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 거래공정화에 한법률 제14조 제1항

등 헌소원

- 하도 직 지 제와 계약의 자유 -

(헌재 2003. 5. 15. 2001헌바98, 례집 15-1, 534)

노 희 범＊1)

【 시사항】

1. 민사소송의 보조참가인이 헌제청신청 헌법재 소법 제68조 제2

항의 헌소원의 청구인 격이 있는지 여부

2. 원사업자가 산 등의 사유로 하도 을 지 할 수 없는 경우 하

도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발주자에게 하도 지 의무를 부과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발주자 원사업자의 사 자치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헌법 제10조에 반되는지 여부

3.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발주자에게 하도 지 의무를 부과하고

원사업자의 계약상의 도 채권을 소멸시키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발주

자 원사업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여 헌법 제23조의 재산권보장 규정에

반되는지 여부

4. 하도 직 지 제도가 원사업자의 채권자들 에서 하도 채

권자인 수 사업자를 우 하고 다른 일반채권자를 차별하여 헌법 제11조의

평등원칙에 배되는지 여부

＊ 헌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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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상】

이 사건 심 상은 하도 거래공정화에 한법률 제14조(1999. 2. 5. 법

률 제5816호로 개정된 것) 제1항, 제2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의 헌 여부1)이고,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하도 거래공정화에 한법률 제14조【하도 의 직 지 】① 발주

자는 원사업자의 산․부도등의 이유로 원사업자가 하도 을 지 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등 통령령에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 사업자가 제조․수리 는 시공한 분에 상당하는 하도 을

해당수 사업자에게 직 지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한 지 채무와 원사업자의 수 사업자에 한 하도 지 채무는

그 범 안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 련법령]

하도 거래공정화에 한법률 제14조【하도 의 직 지 】③ 발

주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원사업자가 당해하도 계약과 련하여

수 사업자가 임 , 자재 등의 지 을 지체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하도 의 직 지 지를 요청한 경우에는 당해

하도 을 직 지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헌법재 소의 심 범 는 당해소송의 재 의 제가 된 법률조항에 한정되고,

그 법률조항이 명백히 분할될 수 있다면 가능한 한 세분하여 실제 용되는 부분

에 한하여 심 상으로 삼아야한다는 것이 우리 재 소의 확립된 례이다(헌재

1997. 3. 27. 96헌바86, 례집 9-1, 325, 328 등 다수) 그런데, 당해소송은 하도

법 제14조 제1항에 근거한 하도 지 의 소송임에도 청구인은 하도 법 제14

조 제1항 제2항 부에 하여 헌법소원심 을 청구하고 있는바, 동조 제2항은

소송의 재 의 제가 된다고 볼 수 없어 심 상을 동조 제1항으로 제한해

야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다. 그러나 동조 제2항은, 발주자에게 하도

직 지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불가피하게 유지될 수 없는 원사업자와 발주

자간 하수 자와 원사업자간의 원채무 계를 소멸시키기 한 근거조항으로

동조 제1항과 체계 으로 ․불가분의 계에 있고 제1항과 결합되지 않으면

독자 인 존재의의가 없는 조항이다. 따라서 이 조항에 하여까지 심 의 상으

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 재 의 제성이 있는 부분과 체계 으로

한 련이 있는 부분까지 심 상을 확장할 수 있다는 헌법재 소의 례(헌

재1994. 4. 28. 92헌가3, 례집 6-1, 203, 213; 1996. 12. 26. 94헌바1, 례집 8-2,

808, 829 참조)에도 합치된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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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 거래공정화에 한법률시행령 제4조 【하도 의 직 지 】

①법 제14조(하도 의 직 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가 수

사업자에게 하도 을 직 지 하여야 하는 때는 다음과 같다.

1. 원사업자의 산·부도가 있거나 사업에 한 허가·인가·면허·등록 등

이 취소되어 원사업자가 하도 을 지 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수 사

업자가 하도 의 직 지 을 요청한 때

2. 발주자가 하도 을 직 수 사업자에게 지 한다는 뜻과 그 지

방법 차에 하여 발주자·원사업자 수 사업자가 합의한 때

3. 원사업자가 법 제13조(하도 의 지 등)제1항 는 제3항의 규정

에 의하여 지 하여야 하는 하도 의 2회분 이상을 지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 사업자가 하도 의 직 지 을 요청한 때

4. 원사업자가 법 제13조의2(건설하도 의 계약이행 지 보

증)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 지 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로서 수 사업자가 하도 의 직 지 을 요청한 때

②법 제14조(하도 의 직 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가 해

당수 사업자에게 하도 을 직 지 함에 있어서 발주자가 원사업자

에게 이미 지 한 하도 액은 이를 제외한다.

③원사업자는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행하여 발주자가 수 사업자에게

하도 을 직 지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기성부분의 확인 등 수 사

업자가 하도 을 직 지 받는데 필요한 조치를 지체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사건의 개요】

1. 심 의 청구에 이르게 된 경

가. 청구인(D건설 주식회사)은 1999. 9. 22. S아 트재건축조합으로부터

서울 동작구 사당3동에 지상15층 내지 20층 아 트(455세 ), 상가 부

복리시설을 신축하는 재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 받

았다. 그 후 청구인은 주식회사 Y건설(이하 ‘Y건설’이라고 한다)에게 이 사

건 공사 건축토공사 부지정지공사를 각 하도 하 고, Y건설은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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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2000. 10.경 공사를 마쳤다.

나. 그런데, 청구인은 2000. 11. 3. 부도를 낸 다음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산선고를 받았고, 이에 따라 Y건설에게 공사에 한 기성

1,345,991,400원을 지 하지 못하 다. 한편, S재건축조합은 청구인이 부도

로 인하여 이 사건 공사를 더 이상 이행할 수 없음을 이유로 공사도

계를 합의해지하 고, 그 후 Y건설은 이 사건 공사의 발주자인 S재건축

조합에게 하도 거래공정화에 한법률(이하 ‘하도 법’이라고만 한다) 제14

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지 하도 의 직 지 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

하 으며, 그 항소심 계속 , 청구인은 당해사건의 피고인 S재건축조합을

해 보조참가 하 다.

다. 청구인은 항소심 계속 , 재 의 제가 된 하도 법 제14조

제1항 제2항이 헌법에 반된다고 주장하면서 헌제청신청을 하 으나

기각당하자, 하도 법 제14조가 헌이라고 주장하면서 헌법재 소법 제68

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 을 청구하 다.

2. 청구인의 주장, 법원의 헌제청신청기각이유 공정거래

원회 원장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원사업자가 산한 경우, 원사업자에 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던 일반채

권자들은 개별 인 권리행사가 지되고( 산법 제14조, 제15조), 산 차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산재단의 환가 에서 각자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안

분변제를 받게 되는데 실제로는 자신의 채권액 극히 일부만을 변제받게

된다. 그러나 원사업자와 하도 계약을 맺고 있는 수 사업자는 이 사건

조항에 의하여 발주자로부터 하도 액을 직 지 받을 수 있게 되

어 다른 채권자들에 비해 히 우월한 지 를 인정받고 있다. 한편, 수

사업자가 여러 명이고 도 이 수 사업자 체의 하도 에 미치지

못할 때 원사업자가 산한 경우에는 수 사업자 에서도 먼 발주자에

게 직 지 청구권을 행사한 수 사업자만이 우선변제를 받게 되는 바, 이

는 수 사업자 사이에서도 일부 수 사업자만을 우 하는 것이다. 그 다

면, 이 사건 조항은 수 사업자의 발주자에 한 직 지 청구권을 인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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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그 지 를 과도하게 보호함으로써 다른 일반채권자와 수 사업자를 합

리 이유없이 차별하는 것으로써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반하고 그 결과

일반채권자 수 사업자의 희생을 강요하여 그 재산권을 침해함으로 헌

법 제23조 제1항에 반된다.

나. 서울고등법원의 헌제청신청기각이유

원사업자가 산한 경우 그 산채권자들은 산 차에 따라 산재단

의 환가 에서 각자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변제를 받는 것이 산법의

원칙이라고 할 것이나, 하도 법은 공정한 하도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원

사업자와 수 사업자가 등한 지 에서 상호보완 으로 균형있게 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 한 발 에 이바지함을 목 으로 제정

된 법률로서, 하도 법 제14조는 와 같은 법률의 목 을 달성하기 하

여 원사업자의 산․부도 등의 이유로 원사업자가 하도 을 지 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발주자로 하여 수 사업자가 제조․수

리 는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 을 해당 수 사업자에게 직

지 하게 하고 있고, 이는 에서 본 하도 법의 입법취지와 원사업자에

비하여 열등한 지 에 있는 수 사업자에게 그 시공분에 해당하는 하도

을 안 하게 지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공사의 원만한 수행과 부실공

사 등을 방지하기 한 국민경제 요청에 부응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

로, 실제 시공 업무 등을 담당하는 수 사업자에게 그 하도 을 우선

지 받게 한 결과 원사업자의 다른 채권자들이 희생되는 경우가 발생하더

라도 이는 와 같은 하도 법의 목 에 비추어 부당한 것이라고 볼 수 없

고 그것이 헌법에 규정된 평등의 원칙이나 재산권보호에 한 규정에 반

된다고 할 수도 없다.

다. 공정거래 원회 원장의 의견요지

(1) 헌법재 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당해소송을 처분․변경할 수 있는 당해 소송의 당사자에 국한된다. 그런데

청구인은 당해소송에서 피고를 한 보조참가인에 불과하여 헌소원을 제

기할 청구인 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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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발주자의 하도 직 지 제도는 원사업자에 비하여 경제 약자

인 수 사업자가 자신의 노력과 비용으로 실제 시공을 했음에도 원사업자

의 산 등의 사유로 하도 을 지 받을 수 없게된 경우에 수 사업자

를 보호하여 공정한 하도 거래질서를 정착시키고 국민경제의 균형 인 발

을 도모하기 한 것으로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반하지 않고 오히려 하

도 계에서 원도 채권과 직 이고 상당한 인과 계가 있는 하도

채권의 형성에 실질 으로 기여한 수 사업자에게 우선변제를 받게

한다는 에서 실질 평등의 원칙에 기여하는 제도이다.

【결정요지】

1. 헌법재 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용되는 민사소송법에 의하면 보조참

가인은 피참가인의 소송행 와 되지 아니하는 한 소송에 하여 공

격․방어․이의․상소, 기타 일체의 소송행 를 할 수 있는 자(민사소송법

제76조 제1항 본문)이므로 헌법재 소법 소정의 헌심 제청신청의 ‘당사

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구체 규범통제형

헌심사제의 입법취지 기능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민사소

송의 보조참가인은 헌법재 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의 당사자 격

이 있다.

2. 하도 직 지 제는 원사업자가 산․부도 등의 사유로 하도

을 지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세한 수 사업자로 하여

하도 을 지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기업인 수 사업자를 보호

하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 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목 은 정당

하다. 한 하도 직 지 제는 원사업자의 이행불능 는 이행지체

의 경우와 같이 하도 을 지 받을 수 없거나 기(適期)에 지 받을

수 없는 외 인 경우에 한하여 발주자로 하여 하도 을 직 지

하도록 하는 것으로 와 같은 입법목 달성에 기여하는 합한 수단이라

고 할 것이다. 나아가 하도 직 지 제는 발주자로 하여 수 사업

자에게 하도 을 직 지 하도록 함으로써 발주자 원사업자의 계

약의 자유를 침해하기는 하나, 하도 직 지 제로 인하여 발주자

원사업자가 침해받는 계약의 자유보다는 수 사업자가 하도 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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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음으로써 얻는 사회 이익이 훨씬 더 크다고 할 것이다. 그 다면, 이

사건 하도 직 지 제는 발주자 원사업자의 사 자치권(계약자

유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여 헌법에 반된다고 볼 수 없다.

3. 하도 직 지 제는 기업인 원사업자와 하도 거래 계에 있

는 소기업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발 이라는 공익실 을

한 것으로 재산권 제한의 정당한 목 이 있다할 것이다. 한, 하도 법은

발주자에게 하도 지 의무 지우고 원사업자에게는 아무런 가없이

도 채권의 소멸을 일방 으로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발주자에게는

의무를 지우는 신 원사업자에 한 지 채무를 소멸시켜주고, 원사

업자에게는 도 채권을 소멸시키는 신 수 사업자에 한 하도

지 채무도 소멸시켜 으로써 실질 으로는 채권․채무의 법률상 이

과 같은 효과를 가져오는데 불과할 뿐 기존의 채무를 과하는 새로운 의

무를 지우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발주자 원사업자

의 재산권 제한의 헌법 한계를 넘었다거나 재산권의 본질 부분을 침해

하여 헌법 제23조의 재산권보장의 원칙에 반된다고 볼 수 없다.

4. 수 사업자의 원사업자에 한 하도 채권과 발주자의 원사업자

에 한 도 채무는 수 사업자의 자재와 비용으로 완성한 완성품에 한

궁극 인 이익을 발주자가 본다는 에서 한 상호 련성이 있는 반면

원사업자의 일반채권자의 채권과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한 도 채무는 아

무런 련이 없으므로, 원사업자의 도 채권에 한 한 수 사업자와 일반

채권자는 다르다고 할 것이다. 한 세한 하청업자를 보호하기 하여

원사업자가 산 등의 사유로 하도 을 지 할 수 없는 경우 이 사건

직 지 제가 원사업자의 채권자들 에서 수 사업자를 우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더라도 이는 국민경제의 균형발 이라는 공익실 을 한 합

리 이유가 있는 것이어서 평등원칙에 배되지 아니한다.

【해설】

1. 서론

이 사건에서 문제된 하도 직 지 제도는 원도 자의 부도․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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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으로 하도 을 지 받을 수 없는 수 사업자를 보호하기 한 것이

다. 직 인 계약 계가 없는 발주자로 하여 하도 지 의무를 지

운다는 에서 무엇보다도 사 자치(계약자유)권의 침해가 문제된다. 하도

은 경제 약자인 수 사업자를 보호하기 해서 하도 거래에서 생기는

법률 계에 일정한 조정 내지 규제를 가한다. 하도 직 지 제도도

법률규정 의 하나다. 이 사건의 쟁 에 한 해설에 앞서 먼 하도

거래의 실태, 하도 법의 입법취지, 연 등을 살펴보고 하도 직

지 제도의 헌성 여부에 하여 본다. 이에 더하여 헌법재 소가 명시

인 단을 하지 않았지만, 이 사건 법률조항의 포 임여부와 하도

직불제가 헌법상 자유로운 경제질서 규정에 반되는지에 하여도 본다.

2. 본안 요건에 한 단

당해 소송의 보조참가인이 헌법재 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

심 을 청구할 격이 있는지 여부가 쟁 이 되었다. 헌법재 소법 제68

조 제2항은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률의 헌여부심 의 제청신청

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 소에 헌법소원심 을 청

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41조 제1항은 “법률이 헌법에

반되는 여부가 재 의 제가 된 때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은 직

권 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 소에 헌여부의 심 을

제청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헌여부의 심 제청에 있어 당해 사건의 “당

사자”에 민사소송의 보조참가인이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않고, 이 에

한 우리 재 소의 선례도 없다.

헌법재 소법 제41조 제1항의 헌법률심 제청신청은 법률의 헌여부

가 재 의 제가 된 경우에만 헌심사를 한다는 구체 규범통제형 헌

법률심사제의 법요건이다. 따라서 조항의 ‘재 ’ ‘당사자’ 등의 개

념은 구체 규범통제라는 헌법률심사제의 입법취지 기능을 고려하여

해석되어야 한다. 우선 ‘재 의 제가 된 때’에서 말하는 ‘재 ’이라 함

은 원칙 으로 그 형식 여하와 본안에 한 재 이거나 소송 차에 한

것이거나를 불문하며, 결과 결정 그리고 명령이 여기에 포함되며, 심

을 종국 으로 종결시키는 종국재 뿐만 아니라 간재 도 이에 포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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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것이 우리 재 소의 선례이다.(헌재 1994. 2. 24. 91헌가3, 례집

6-1, 21, 30)

따라서 조항의 ‘당사자’도 와 같은 모든 재 의 당사자로서 민사재

의 당사자뿐만 아니라 형사, 행정, 선거, 특허재 등 모든 재 에서의

그것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각 소송에서 ‘당사자’ 개념은 소송의

목 내지 종류에 따라 다르다. 컨 민사소송의 목 은 사 분쟁의

공법 해결이라 할 것이어서 재 과정에 처분권주의가 범 하게 지배한

다. 따라서 당사자 개념도 당해 재 을 처분․변경할 수 있는 자, 즉 ‘자기

의 이름으로 결을 청구하는 자와 그 상 방’인 원․피고 독립당사자

참가인이고, 한쪽 당사자의 승소를 하여 참가한 보조참가인은 자기의 이

름으로 결을 청구하는 자이거나 그 상 방이 아니어서 당사자에 포함되

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이다2). 한편, 형사소송의 목 은 국가형벌권의 실

을 한 정 차에 의한 실체진실의 발견이고 형사소송의 당사자는 ‘재

을 청구하는 자와 재 을 받는 자’인 검사와 피고인이다3).

그러나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법 제41조 제1항의 헌법률심 제청신

청은 추상 인 헌심사의 진행을 막기 하여 구체 사건이 재 의 제

가 된 경우로 제한하고 무분별한 민 소송을 배제하기 하여 문제된 법률

의 용에 법률상 이해 계있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서만이 헌심사가 개

시될 수 있도록 하려는 구체 규범통제를 명문화한 것이다. 따라서 조

항의 ‘당사자’ 개념은 당해 재 의 독자 인 당사자 개념에 따라 결정되어

서는 안되고, 구체 규범통제라는 헌법률심 제도의 입법취지와 기능을

고려하여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살피건 보조참가인은 당해 소송결과에 법률상 이해 계가 있고4) 당해

소송 차에서 자기의 명의로 일정한 소송행 를 할 수 있는 자이므로 법

제41조 제1항의 헌심 제청을 신청할 수 있는 ‘당사자’에 해당한다고 할

2) 송상 , 민사소송법(신정2 ), 박 사, 102面. 원․피고와 비교하기 하여 보조참

가인을 ‘종된 당사자’로 부르기도 하지만, 소송법상 당사자 개념에는 포함되지 않

는다.

3) 이재상, 게서, 57面 변호인․고소인 는 고발인도 당사자가 아니다.

4) 참가인에 하여 결의 효력이 미친다. 다만, 결의 효력에 하여는 학설의

립이 있으나 참가인과 피참가인간에만 미친다는 참가 효력설이 통설 견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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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고,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구체 규범통제형 헌심사제의 입법취

지 기능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실제 인 문제로 민사소송법상 보

조참가인은 소송에 하여 공격․방어․이의․상소, 기타 일체의 소송행

를 자기의 명의로 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본문), 그 소송행

는 피참가인이 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발생하므로 소송법상 헌심 제청

신청을 제한받지 않는다. 한편, 보조참가인이 헌법재 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인용된 경우에 당해 재 이 이미 확정된 때 독

립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지 의문이 있으나(만약, 헌결정을 받고도

참가인이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면, 헌법소원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소송의 보조참가인은 보조참가의 신청과 함께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보조참가를 할 이익이 있는 자도 참가신청과 함께 재심의 소를 제

기할 수 있다는 것이 통설5)인바, 이 에 하여도 문제가 없다고 할 것

이다. 이러한 법리는 보조참가를 허용하고 있는 모든 소송에도 그 로

용된다고 할 것인데 주로 민사소송 이외에 행정소송에서 생길 가능성이

크다.

그 다면, 민사소송에서 헌법재 소법 제41조 제1항의 헌심 제청을

신청할 수 있는 “당사자”에는 원․피고 독립당사자 뿐만 아니라 당해

재 에 법률상 이해 계있는 보조참가인도 여기의 ‘당사자’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이 사건 청구인은 헌법재 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

원의 당사자 격이 있다고 할 것이다.

헌법재 소도 이 사건에서 “보조참가인이 헌심 제청신청의 당사자라

고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헌법재 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용되는 민사

소송법에 의하면 보조참가인은 피참가인의 소송행 와 되지 아니하는

한 소송에 하여 공격․방어․이의․상소, 기타 일체의 소송행 를 할 수

있는 자(민사소송법 제76조 제1항 본문)이므로 헌법재 소법 소정의 헌

심 제청신청의 ‘당사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

이 구체 규범통제형 헌심사제의 입법취지 기능에도 부합하는바, 이

사건 청구인은 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의 당사자 격이 있다”고 시

하 다.

5) 송상 , 민사소송법, 1999년 박 사, 677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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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리나라의 하도 거래 하도 법 개

가. 하도 거래의 발

도 는 하도 (Subcontracting)형태의 생산방식은 로마법에도 규정되

어 있었을 정도로 그 역사가 깊다. 그러나 산업조직의 한 형태로 두되기

시작한 것은 산업 명 이후로 보고 있다. 산업 명으로 인해 량생산체제

가 정착되면서 문화․분업화가 조직의 원리로 자리잡기 시작했고, 이는

조직내 으로는 직 간의 종 ․계층 분업과 인사, 생산, 매 등 기능간

의 횡 ․기능 분업의 형태로 나타났으며, 조직외 으로는 기업과 기업

간의 기능 분업 계로 나타났다. 분업화․ 문화 경 상의 이유로 인

하여 오늘날 부분의 기업은 생산을 부 外注(outsourcing)에 맡기고 자

신은 기획, 매만을 장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제조, 수리, 건설분야의 최

종완제품은 부분 하도 거래를 바탕으로 생산되고 특히 제조분야는 연

쇄 하도 구조에 의하여 생산되는데, 를 들면, 자동차업종의 경우 최종

완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자동차의 조립, 검사만을 담당하고 각종 부품

(약2만개)의 제조는 부분 하도 형태로 소기업에 탁하고, 제조 탁

을 받은 소기업은 그 부품 제조의 상당부분을 다시 하도 을 주는 경우

가 많고 이러한 계는 4차 하도 까지 형성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건설

분야도 일반건설업체(일반건설업면허를 취득한 업체6))는 토공, 미장, 방수,

석공, 창호 등 문공종을 소기업인 문건설업체에 탁하고 자신은

체 인 건설공정의 리, 검사만을 행하는 하도 구조가 고도화되어 있다.

이와 같이 물품의 생산을 의뢰하는 기업은 거래상 우월 지 를 이용하여

실제 생산을 담당하는 기업에 하여 각종 불공정행 로 착취함으로써 사

회 문제화되자, 상 으로 열악한 지 에 있는 생산기업을 보호하기 한

각종 규제가 법률에 규정되기에 이르 다. 다만, 기술 신, 경제의 로벌

화, 정보화 등 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종 의 지배․종속 인 하청구조가

문 ․효율 인 생산분업형태로 환되고 있는 추세이기는 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 심의 산업정책 등의 요인으로 하도 거래에서의

원사업자와 수 사업자의 계는 아직도 지배․종속 계가 구조화되어 있

6) 재는 면허제가 아닌 등록제로 바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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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원사업자의 불공정 행 가 행화되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나. 하도 거래가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소기업의 72%가 하도 거래에 종사하고 있

고, 소기업의 매출액 비 하도 거래 비 은 평균 84%에 달하여 부

분의 소기업이 하도 거래에 상당부분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7). 특히 건설분야의 하도 거래 2001년도 통계8)를 보면, 문건설업체

(하도 업체)는 약3만5천개, 하도 은 약26조원, 하도 거래건수는 16

만4천여건을 넘고 있다. 같은 기간의 체도 건수(원도 +하도 )가 약49

만8천건에 도 액이 약39조원 상당이라는 에 비추어 볼 때, 건설분야

에서의 하도 의 비 이 약65%에 이른다고 할 것이다9). 이러한 하도 거

래 비 은 미국, 유럽의 경우는 물론 하도 거래가 일반화되어 있는 일본

에 비해서도 높은 편이라고 한다.10)

7) 송정원, 해설하도 거래공정화에 한법률, 도서출 나무와샘, 5面

8) 문건설업통계연보, 한 문건설 회, 2002년 54면,

9) 문건설업통계연보, 80面, 238面 ; 2001년도 체건설공사도 계약은 498,452

건에 액은 39,410,314원이고, 그 에서 문건설계약(하도 계약)은 164,580건에

액은 26,506,744원이다.

10) 송정원, 게서 4, ※ 아래 표의 ‘외주비’항목이 하도 거래 액(비 )을 뜻한다.

▣ 건설공사원가에서 하도 이 차지하는 비

<공사원가 황>
(단 : %)

구 분 93 94 95 96 97 98 99

재 료 비 29.73 30.25 28.50 28.57 25.38 24.57 24.68

노 무 비 16.72 14.58 13.63 12.85 11.89 11.11 9.51

외 주 비 42.66 44.46 46.69 47.58 51.37 51.83 52.75

장경비 10.90 10.71 11.18 11.05 11.36 12.50 12.99

공사원가 100 100 100 100 100 100 100

<공종별 원가구성> (1999년 기 )

구 분 토목 건축 산업설비 조경

재 료 비 19.33 26.82 27.12 24.08

노 무 비 13.33 7.80 7.64 16.57

외 주 비 61.44 53.58 57.93 48.71

장경비 15.90 11.80 7.31 10.62

공사원가 100 100 100 100

※ 이상 출처 : 1999년 완성공사원가구성분석( 한건설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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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제조, 수리, 건설분야가 우리나라 GNP에서 차지하는 비 이 상

당하고 특히 서비스업종과 달리 산업의 ․후방연 효과가 큰 을 감안

하면, 하도 거래는 우리나라 산업구조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할 것이다.

다. 하도 업체의 황 하도 거래의 실태

이와 같이 하도 거래는 국가경제 국민경제에 상당한 비 을 차지하

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 실을 보면 불공정 거래 행이 리 퍼져있다.

이러한 불공정 거래 행은, 경제주체 상호간의 불균형 즉, 수 사업자는

세한 소기업인 반면 원사업자는 수 사업자에 비하여 자본이 많은 기

업이기 때문에 발생한다.11)

실례로 건설분야의 하도 업체( 문건설업체) 약3만5천개 , 상시고용

기술인력을 51명이상 보유하고 있는 업체가 약 3%에 불과하고, 75%～80%

의 다수 업체는 상시고용기술인력이 10명 이하인 세업체이다. 한

2001년도 하도 업체들의 공사규모를 보면, 5억원이상의 공사는 2.9%에 불

과한 반면, 5천만원이하의 공사는 78.5%에 이르러 공사규모로 보더라도 하

도 공사는 매우 소규모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실은 원사업자와 수 사업자 사이를 문화․분업화에 의한

상호 수평 계가 아니라 지배․종속이라는 수직 계로 형성하게 하

다.12) 를 들면, 기업인 원사업자는 거래상 우월 지 를 이용하여

부당한 하도 결정, 장기어음 교부, 하도 의 부당감액 등의 불공

정행 를 행하고 있다. 특히 1차 하도 거래에서 2차, 3차 하도 거래로 이

어지는 경우에는 어음결제기간과 지 기일이 장기화되고 부당한 하도

결정 단가후려치기 등이 더욱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11) 건설산업기본법상 토목, 건축, 토목건축, 산업설비, 조경등 일반건설공사는 일반

건설업체가 할 수 있도록 하고, 실내건축, 도장, 철물, 미장, 방수, 창호 등의 문

공사는 문건설업체도 할 수 있도록 각 등록기 을 두고 있는데(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그 등록기 에서 자본 을 보면, 일반건설업체 에서 그 기 이 가장

낮은 건축공사업의 경우에도 자본 은 법인이 3억원이상, 개인은 6억원이상으로,

토목건축공사업의 경우는 법인 10억원이상, 개인 20억원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는

반면, 문건설업의 경우는 일률 으로 법인 개인 모두 1억원 이상으로 완화하

고 있다(동법 시행령 별표2 참조)

12) 이동규, 하도 거래공정화에 한 제도, 공정거래법강의 Ⅱ, 법문사 519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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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이는 2차, 3차 하도 거래를 하는 하도 업체일수록 불공정 하도 거래

행 로 인하여 더욱 큰 고통을 받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실제 빈번하게 행하여지는 원사업자의 불공정 거래행 의 유형을 단계

별로 보면, ① 계약단계에서는 부당하게 가로 하도 을 결정함으로

써 수 사업자가 성실히 계약을 이행하고 을 수령하더라도 자 난과

경 상의 애로에 직면하게 되어 다시 가로라도 수주활동을 하지 아니하

면 안 되는 악순환에 빠뜨리는 것(법 제4조는 통상 지 되는 가보다 낮

은 수 으로 하도 을 결정하거나 하도 받도록 강요하는 것을 지하

고 있다) 수 사업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자신이 생산하거나 지정하는

물품․장비 등을 매입 는 사용하도록 강요함으로써 경 활동을 제약하고

간섭하는 것13)(법 제5조는 이를 지하고 있음), ② 사업활동단계에서는,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통상 선 을 받으면서도 수 사업자에게는 선

을 지 하지 않음으로써 수 사업자의 자 사정을 악화시키는 것(법

제6조는 발주자로부터 선 을 지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 사업

자에게 받은 내용과 비율에 따라 지 하도록 함), 원사업자의 부당한 발주

취소 는 물품의 수령를 거부하는 것(법 제8조는 이를 지하고 있음), ③

지 단계에서는, 당 정해진 하도 을 부당하게 감액하여 지 하

는 행 (법 제11조가 이를 지하고 있다), 하도 지 지연, 장기어음

결제 등으로 수 사업자를 자 난에 빠뜨려 경 악화로 임 자재

의 지불 곤란을 발생시키고 도산에 이르게 하는 것(법 제13조가 지 기

일․방법 등을 제한) 등이다.

그럼에도 수 사업자들은 원사업자로부터 장래 거래단 등 보복조치를

우려하여 한 응14)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실은 최소한의

이윤이라도 남겨야만 하는 다수 소기업인 수 사업자로 하여 부실공

사를 할 수밖에 없도록 하고, 기술력 내지 경쟁력 제고를 한 투자를 기

할 수 없어 결국, 소기업의 경쟁력 하로 이어지고, 궁극 으로는 거

래 기업 국민경제의 경쟁력 하를 래하게 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

13) 실제로 조요청이라는 명목으로 물품등의 매입등을 강제하고, 이로써 원사업자는

납품업자로부터 다른 부정한 이득을 챙기는 등 부실공사의 원인이 되고 있다.

14) 법 응은 고사하고 항의조차 못하는 경우가 부분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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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인 발 을 해할 뿐 아니라 국민경제 체의 발 에도 장해가 된다고

할 것이다.15)

라. 하도 법의 입법배경 구성체계

하도 거래는 사법상의 법률 계이기 때문에 일반사법의 원리에 따라

해결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하도 거래 당사자간에는 힘의 불균형으

로 인하여 등 계가 아닌 종속 계가 형성되고, 기업의 우월 지 에

따른 불공정 행 는 시장기구에 의하여 자율 으로 조정․해결되지 못하고

지속 으로 그 폐혜가 심화되는 이른바 ‘ 場失敗現象’을 야기하게 되는데,

이로 인하여 수많은 소기업이 불리한 지 를 벗어나지 못하여 국민경제

의 균형발 에 해가 되었다. 이에 입법자는 공정한 하도 거래질서를 확

립하여 기업과 소기업이 등한 지 에서 상호보완 으로 균형있게 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장실패 상을 치유하고 국민경제의 건 한 발

을 이루고자(동법 제1조) 일본의 下請代金支給遲延等防止法을 모델로

1984년 12월 31일 제정․공포되어 1985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하도

법이 제정되기 에는 하도 거래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행 를 「독

규제 공정거래에 한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함) 제23조의 “거래상

의 지 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 방과 거래하는 행 ”의 한 유형으로 보

고 규제하 으나, ‘거래상의 지 를 부당하게 이용하여’라는 불확정개념 때

문에 수범자뿐 아니라 법집행기 조차 규범의 해석과 련하여 곤란을 겪

음으로써 법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었다16).

하도 법은 다섯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법률의 용범 로, 하도

거래, 원사업자, 수 사업자, 발주자, 제조등 탁의 개념에 하여 규정하

15) 송정원, 게서, 6면

16) 이에 따라 정부는 1982. 12. 31. 하도 거래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불공정행

유형을 시한 “하도 거래상의 불공정행 유형 고시”(경제기획원 고시 제59호)를

제정하여 1984. 4. 1. 시행하 다. 그러나 고시를 시행한 이후 불공정하도 거

래에 한 신고가 폭 증가하 고, 고시의 내용이 기업들의 사법상 권리의무를

수정 내지 변경하는 것이어서 비록 법률에 근거하고 있기는 하지만 고시로써 규

정하는 것보다는 독립된 법률로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이에 여․야의원 공동발의로 법률안이 제출되어 1984. 12. 31. 하도 법이 제정․

공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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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부분(제2조), 둘째, 원사업자가 수해야 할 의무사항으로 부당한

하도 결정 지(제4조), 물품등의 구매강제 지(제5조), 선 지

의무(제6조), 하도 지 보증의무(제13조) 등으로 이 부분이 불공정한

하도 거래행 를 규제하기 한 실질 인 부분, 셋째, 발주자가 수할 의

무로 이 사건 심 상인 하도 의 직 지 의무(제14조)를 규정한 부

분, 넷째, 수 사업자의 수사항으로 탁 내용의 성실이행과 원사업자의

하도 법 반행 에 해 조하여서는 아니될 것, 공정거래 원회에 신

고한 경우 증거서류를 신속히 제출할 것(제21조) 등으로 실질 으로는 원

사업자의 불공정 하도 거래행 를 효과 으로 규제하기 한 부분, 끝으

로, 법 반행 에 한 신고 조사(제22조), 시정권고․명령 등 시정조

치와 과징 고발에 한 사항, 반사업자에 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다.

마. 하도 법의 용범

하도 법은 하도 거래 계 부를 규율하는 것이 아니라 제조, 수리, 건

설분야의 탁만을 상으로 하지만, 별도의 주문자 없이 매를 하여

미리 타인에게 어떤 일을 탁하는 경우에도 용된다. 원사업자는

기업자, 즉 소기업자( 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17)의 규정에 의한 자를

말한다)가 아닌 사업자로서 소기업자에게 제조, 건설 등의 탁을 한 자

소기업자로서 제조 등 탁을 받은 사업자보다 규모가 2배이상인(법

제2조2항) 경우를 말하고, 수 사업자는 원사업자로부터 제조 등의 탁을

받은 소기업자(법 제2조3항)이며, 탁을 받은 사업자가 소기업이라

하더라도 공정거래법상의 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기

업자로 간주하여 수 사업자로 보지 않는다. 하도 법은 본질 으로 원사

업자와 수 사업자 사이에 경제력 등 불균형이 있는 경우에만 용되도록

하고 있는 에 비추어 소기업보호가 하도 법의 주된 목 임을 알 수

17) 소기업기본법 第2條(中 業 의 범 ) ①中 業의 육성을 한 施策(이하

“中 業施策”이라 한다)의 상이 되는 中 業 는 業種의 特性과 常時勤勞

數, 資産規模, 賣出額등을 참작하여 그 규모가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 이하이고,

그 所有 경 의 實質的인 獨立性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 에 해당하는 業

(이하 “中 業”이라 한다)을 하는 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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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4. 이 사건 법률조항의 立法趣旨․沿革 하도 직불제의 실태

가. 입법취지

원사업자로부터 제조등의 탁을 받은 수 사업자들이 자신의 노력과

비용으로 실제 제조등을 하 음에도 원사업자의 부도․ 산등으로 인한 支

給不能 는 원사업자의 支給遲滯로 하도 을 適期에 지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게 된다. 이 경우 자 사정이 여의치 않은 다수 세 수 사

업자(하청업체)들은 임 자재 을 지 하지 못하게 되어 연쇄 으로

도산되고, 탁받은 공사의 완성을 곤란 함으로써 사회․경제 손실이

발생하게 되며, 이해 계인들 사이의 분쟁이 생되는 등 수 사업자의 지

는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 이에 원사업자에게 支給不能

는 支給遲滯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주자로 하여 수 사업자에게 하도

을 직불하도록 함으로써 세한 수 사업자를 보호하기 한 것이 이

사건 법률조항인 하도 직 지 제도의 입법취지라 할 것이다. 한편,

원사업자의 지 불능 는 지 지연으로부터 수 사업자를 보호하기 한

하도 지 보증제도가 있다(법 제13조의2).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하도

의 경우 공사 지 보증서를 수 사업자에게 교부하도록 함으로써 하

도 지 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원사업자의 지 보증서 교부

는 극히 미미하다. 그 이유는 수 사업자들이 원사업자의 거래단 등 불

이익을 두려워해 보증서를 요구하지 못할 뿐 아니라 공정거래 원회에 신

고도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 보증서를 교부해야만 하는 3천만원 이상

의 2001년도 건설하도 공사18) 73,561건 에서 지 보증서가 실제 교부된

것은 2,835건으로 불과 3.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도 직

지 제도는 주로 하도 구조가 근간을 이루고 있는 건설 탁 계에서 수

사업자 보호에 요한 의미가 있다. 하도 직불제도는 건설 탁의 공

사 지 보증제의 유명무실한 실태와도 련이 있다.

18) 「하도 공사 액이 3천만원이하인 경우」에는 지 보증서교부를 면제하고 있

다.(하도 법시행령 제3조의 2 제1항 제1호.



248 헌법재 소결정해설집 2003

나. 입법연

1984. 하도 법 제정 당시 법 제14조는 “발주자는 수 사업자가 제조․

수리 는 시공한 분에 해당되는 하도 을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

하여 직 수 사업자에게 지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발주자의 하도

직 지 은 임의사항이었으나, 1999. 2. 5. 조항을 “발주자는(.....)지

하여야 한다”고 개정하여 발주자의 하도 직 지 을 의무화하

다. 와 같은 법률의 개정의 배경에는 기업들의 상습 인 하도

지 지체와 1997. 말 불어닥친 외환 기(IMF)의 여 로 많은 견업체들이

산․부도를 당하고 이들과 하도 계에 있던 수많은 세 수 사업자들

도 연쇄 으로 도산하게 됨으로써 산업구조의 근간이 무 지고 국민경제가

수 에 빠지는 상황이 발생에 기인하 다. 이에 하도 의 직 지 을

발주자의 의사에 맡겨서는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 이를 법으로 강제함으로

써 수 사업자를 보호할 필요가 실하다는 배경이 있었다.

다. 하도 직불제의 실태

이 사건 법률조항의 하도 직 지 제도에 의하여 발주자가 하도

을 지 하는 경우는 매우 다고 알려져 있다. 그 주된 이유는 수

사업자가 법령의 직 지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원사업자와의 계 악화를

우려하여 지 요청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도

직 지 제도는 원사업자에게 심리 부담을 가하여 하도 의 이행

지체를 지하는 효과가 있고 궁극 으로 수 사업자의 하도 을 보장

하는데 제도의 존재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5. 하도 직불제의 입법례

가. 우리나라

(1) 건설산업기본법

하도 법상의 발주자의 직 지 제도가 우리 건설산업기본법에도 규정

되어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1항은 “발주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하수 인이 시공한 분에 해당하는 하도 을 하수 인



하도 거래공정화에 한법률 제14조 제1항 등 헌소원 249

에게 직 지 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의 수 인에 한 지 채무

는 하수 인에게 지 한 한도안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4. 수 인의 산등으로 인하여 수 인이 하도 을 지 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도 법과 건설산업기본법은 특별법과 일반법의 계에 있다(하도 법

제34조)19). 따라서 하도 법과 될 경우에는 하도 법이 우선 용된다.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 탁의 경우에만 용되고, 발주자의 하도 직

지 도 임의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다.

(2)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용되는 工事契約一般條件(회계 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한법률에 근거하여 국가가 발주하는 공사,

이른바 公共工事(官給工事)의 경우 계약상 자(원사업자)가 하도 의

支給不能 내지 支給遲滯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주자가 하수 인에게 직

지 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제43조)20). 다만, 공사계약일반조건은

발주자가 국가인 공사의 경우에만 용되고 수 사업자 보호의 필요성

이 더 큰 민간공사에는 용되지 않는다.

나. 외국의 입법례

(1) 랑스

1975년 12월 31일 공포된 「공공질서 긴 용 법률」(Un Statut

d'Ordre Public et d'Application Immediate)가 하도 직불제 하도

지 보증제를 규정하고 있다. 그 특징은 국가 는 지방자치단체가

19) 第34條 (다른 法律과의 계) 中 業의事業領域保護 業間協力增進에 한法

律․電氣工事業法․건설산업기본법․情報通信工事業法의 規定이 이 法에 되

는 경우에는 이 法에 의한다

20)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하도 의 직 지 등)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

상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등 련법령에 의하

여 체결한 하도 계약 하수 인이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액에 하여는 계

약상 자가 하수 인에게 제39조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가지 을 의뢰한 것

으로 보아 당해 하수 인에게 직 지 하여야 한다.

1. 3. 4. 생략

2. 계약상 자가 산, 부도, 업정지 면허취소 등으로 하도 을 하수

인에게 지 할 수없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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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하는 公共工事와 민간이 발주하는 民間工事로 구별하여 직불요건을 달

리하고 있는 이다. 즉, 하도 공사 액이 4千萬 랑이상의 公共工事는 발

주자에게 하도 의 직 지 을 의무화하고, 民間工事 4千萬 랑이

하의 공공공사는 원사업자가 지 을 지체하여 수 사업자가 지 을 독

하 음에도 1개월이 경과하도록 원사업자가 지 하지 않는 경우에는 발

주자에게 지 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21)

(2) 벨기에 국

벨기에는 公共工事에 한하여 특별한 요건없이 하도 지 사유가 발

생하면 발주자가 수 사업자에게 하도 을 직 지 하도록 법령에 규

정하고 있고, 국에서도 公共工事의 경우 발주자가 원사업자의 하도

지 여부를 조사하여 지 지연의 경우 직 지 할 것을 건축토목공사계

약일반조건( 규)로 규정하고 있다.22) 국 벨기에의 경우는 하도

직불을 발주자가 공권력의 주체가 시행하는 公共工事에만 용하고 있

어 기본권침해의 문제가 생길 여지는 상 으로 다.

(3) 독일

공공공사의조달에 한규약(VOB: Verdingsordnung fur Bauleistungen)

Part B 제16조 제6항에 “발주자는 원사업자가 하도 의 지 을 지

체하고 있는 경우 수 사업자에게 원사업자의 채무를 신하여 직

지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차 요건으로 「원사업자의 同意」를

받도록 하고 다만, 수 사업자가 발주자에게 하도 의 지 을 청구하

고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동의여부를 물었음에도 원사업자가 기한내에 회

답하지 않으면,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직 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23) 그러나 원사업자가 도산된 경우에는 이를 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21) 외국의 하도 직불제도, 경제기획원, 1987. 참조,

22) 「김 보, 건설공사 하도 지 련제도 개선방안, 한국건설산업연구원, 199

7」의 “외국의 하도 직불제” 부분 인용

23) 김 보, 게논문, 93면～9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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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본

하도 거래와 련한 불공정행 를 규제하고 수 사업자를 보호하기

한 특별법을 두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제외하면 일본이 유일하다. 일

본은 1956년부터 下請代金支給遲延等防止法24)을 제정․시행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요약하면, 下請代金의 支給遲延을 방지하기 하여 하청 의

지 기일 제한(동법 제2조의2), 하도 계약시 親事業 (원사업자)에게 公正

取引委員 規則에 따른 하도 액, 지 방법, 지 기일 등에 한 書面을

下請事業 에게 교부할 의무부과(동법 제3조), 하청 의 부당감액 등 친

사업자의 불공정 거래행 지(동법 제4조) 등이다. 그러나 발주자의 수

사업자에 한 하도 직 지 제도는 두고 있지 않다.

(5) 소결

우리나라의 하도 직 지 제도와 유사한 것은 랑스의 직불제도

이다. 기타 외국의 직불제도는 발주자가 국가인 공공공사에만 용되거나

는 원사업자의 同意를 요건으로 하고 직 지 이 任意的이어서 우리 제

도와 단순 비교하기에는 합하다고 보기 어렵다.

6. 단

가. 쟁

이 사건 법률조항의 헌법 쟁 은, 첫째, 발주자는 하도 계약의 당사자

가 아님에도 하도 지 의무를 지게됨으로써 사 자치권을 제한받고

있는 바, 이것이 헌법 제10조에 반되는지 문제되고, 둘째, 발주자에게 하

도 지 의무를 부과하고 원사업자의 도 채권을 소멸시킴으로써

발주자 원사업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 헌법 제23조의 재산권보장

규정에 반되는지 여부이며, 셋째, 하도 직 지 제도가 원사업자의

채권자들 에서 하도 채권자인 수 사업자를 우 하고 다른 일반채

권자를 차별하여 헌법 제11조의 평등원칙에 배되는지 여부이다. 순차로

살펴본다.

24) 模範六法, 三省 , 2002년, 2,598面 참조



252 헌법재 소결정해설집 2003

나. 사 자치권 침해여부

이른바 사 자치의 원칙이란 자신의 일을 자신의 의사로 결정하고 행하

는 자유뿐만 아니라 원치 않으면 하지 않을 자유로서, 이는 우리 헌법 제

10조의 행복추구권에서 생되는 일반 행동자유권25)의 일례이다. 이런

25) 우리 헌법은 일반 행동자유권에 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학

설과 례는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서 일반 행동자유권을 도출해내고 있

다. 이른바 일반 행동자유권이란 인간이 어떤 행 를 하거나 하지 않을 자유,

즉 인간의 모든 작 (作爲)와 부작 (不作爲)를 할 자유라는 것이 독일의 학설과

례의 일치된 견해이다. 우리 헌법재 소도 그 간 여러 차례 례를 통하여 일반

행동자유권의 개념을 인정하고 이는 헌법 제10조에 근거하고 있다는 태도를

견지해 왔다.

일반 행동자유권의 근원지인 독일에서도 일 이 그 의의 근거에 해서

논란이 있었으나, 지 은 정리된 것으로 보인다. 「모든 사람은 타인의 권리를 침

해하지 않고 헌법질서나 도덕률에 하지 않는 한에서 자기 인격의 자유로운

발 에 한 권리를 가진다」는 독일기본법 제2조1항의 인격의 자유발 권이 포

인 행동의 자유를 포함한다는 것이 지배 인 견해이며, 독일연방헌법재 소도

1957년 1월 16일 Elfes 결에서 기본법 제2조1항에 의하여 일반 행동자유권이

보장된다고 시한 이래 확립된 례가 되었다.

독일연방헌법재 소가 례로 인정하고 있는 일반 행동자유권은 ① 해외여행

의 자유, ② 계약을 체결할 것인가 하지 않을 것인가의 私的 自治, ③ 경제 경

쟁의 자유, 기업가의 처분의 자유, 경제 역에서의 행동의 자유, ④ 공법 인

강제결사에 가입하지 않을 자유, ⑤ 공공 사물의 일반 이용 특히 公路에서의

자동차 운행, ⑥ 公路에서의 寄附金 募集의 자유, ⑦ 自動車同乘 알선회사의 운

의 자유, 공무원의 副業의 자유 등이 있다. 同性戀愛 에 한 처벌에 한 헌

법소원사건에서 기본법 제2조 제1항의 인격의 자유로운 발 권이 성 역에도

용된다고 하여 동성연애의 자유도 일반 행동자유권에 포함되지만, 性的行動自

由權도 道德律에 반되어서는 안된다고 하여 동성연애자의 처벌이 일반 행동

자유권의 침해는 아니라고 시하 고, 모터사이클운 자에 한 保護헬멧의 着用

强制가 일반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가 하는 결정에서도 “保護헬멧의 착용이 일

반 행동자유에 속한다고 할지라도 헌법질서에 의한 제한을 받기 때문에 헌은

아니다”고 시하 다. 우리 헌법재 소도 1991년 6월 3일 화재보험강제가입에

한 결정에서 “행복추구권 속에는 일반 행동자유권과 개성의 자유로운 발 권이

있음을 인정하고 일반 행동자유권에는 극 으로 자유롭게 행동을 하는 것은

물론 소극 으로 행동을 하지 않을 자유 즉 부작 의 자유도 포함되는 것”이라고

시하여 일반 행동자유권이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 근거하고 있음을 밝

힌 이래로 일반 행동자유권의 내용을 추가하고 있다. 례에 나타난 일반 행

동자유권의 내용을 보면, ① 계약의 자유, ② 당구를 칠 자유(헌재 1993. 5. 13. 92

헌마80 례집 5-1, 365, 383~384) ② 노래연습장에 출입할 자유(헌재 1996. 2. 29.

94헌마13 례집 8-1, 126, 145) ③ 기부 품모집행 의 자유(헌재 1998. 5. 28. 96

헌가5 례집 10-1, 541,: 552), ④ 음주측정을 강요당하지 않을 자유(헌재 1997. 3.

27. 96헌가11 례집 9-1, 245, 264~265), ⑤ 결혼식하객에게 음식물을 할 자

유(헌재 1998. 10. 15. 98헌마168 례집 10-2, 586, 586), ⑥ 의사가 비요양기 으

로서(의료보험에 강제편입되지 않고) 의료행 를 할 자유(헌재 2002. 10. 31. 99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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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자치의 원칙이 법률행 의 역에서는 계약자유의 원칙으로 나타나는

데, 계약자유의 원칙은 계약의 체결에서부터 종결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

에서 자신의 자유의사에 따라 계약 계를 형성하는 것을 말하는데, 계약

체결단계에서는 계약을 체결할 것인가의 여부, 체결한다면 어떠한 내용의,

어떠한 상 방과의 계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느냐 하는 것

등에 해서도 당사자 자신이 자기의사로 결정하는 자유뿐만 아니라, 원치

않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자유를 말하고, 계약의 이행단계에서는 계약

내용의 변경, 이행의 상 방 방법의 변경뿐만 아니라 계약 자체의 이

이나 폐기도 당사자 자신의 의사로 결정하는 자유를 말한다고 할 것이

다26).

사 자치권은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속에 함축된 일반 행동자유

권(一般的 行動自由權)에서 생된 권리이고, 헌법 제119조 제1항27)의 자

유시장경제질서의 기 로서 우리 헌법상의 원리28)이며 계약자유의 원칙은

사 사치권의 기본원칙이라는 것29)이 우리 재 소의 확립된 례이다.

바76등)등이다.

26) 헌재 2003. 5. 15. 2001헌바98, 례집 15-1, 534, 546-547

27) 헌법 第119條 ①항은 “大韓民國의 經濟秩序는 개인과 業의 經濟上의 自由와

創意를 존 함을 基本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사유재산제도와 사 자치의 원칙을

기 로 하는 자유시장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고 있을 선언하고 있다.

28) 우리 헌법은 제23조 제1항 제1문에서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고 규정

하고, 제119조 제1항에서 “ 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 함을 기본으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국민 개개인이 사 자치(私的

自治)의 원칙을 기 로 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질서 아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통하여 생활의 기본 수요를 스스로 충족할 수 있도록 하면서, 사유재산의 자유

로운 이용․수익과 그 처분 상속을 보장하고 있다. 이는 이러한 보장이 자유와

창의를 보장하는 지름길이고 궁극에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증 시키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이상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헌재 1989. 12. 22. 88헌가13,

례집 1, 357, 368; 1993. 7. 29. 92헌바20, 례집 5-2, 36, 44; 1999. 4. 29. 94헌바37

례집 11-1, 289, 302)

29) 헌재 1991. 6. 3. 89헌마204 례집 3, 268, 275-276.

헌법 제10조 문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의 행복추구권 속에 함축된 일반

인 행동자유권과 개성의 자유로운 발 권은 국가안 보장, 질서유지 는 공공복

리에 반하지 않는 한 입법 기타 국정상 최 의 존 을 필요로 하는 것이라고 볼

것이다. 일반 행동자유권에는 극 으로 자유롭게 행동을 하는 것은 물론 소극

으로 행동을 하지 않을 자유 즉 부작 의 자유도 포함되는 것으로, 법률행 의

역에 있어서는 계약을 체결할 것인가의 여부, 체결한다면 어떠한 내용의, 어떠

한 상 방과의 계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느냐 하는 것도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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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행동자유권에서 생된 사 자치권(계약자유권)도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국가안 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하여 필요한 경

우에는 법률로써 제한될 수 있고, 다만, 그 제한은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하며 사 자치권의 본질 인 내용을 침해할 수는 없다.

문제는 하도 직불제가 와 같은 기본권 제한입법의 원칙, 즉 비례

원칙을 지켰는가 하는 것이다. 이에 하여 헌법재 소는 먼 하도

직 지 제는 자신의 비용과 노력을 투입하여 시공을 하고도 원사업자의

履行不能 는 履行遲滯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세한 수 사업자로 하여

하도 을 지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산의 험을 방지하고 공사

가 원활하게 계속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사 단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사회 비용을 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 을 도모하고

자 하는데 있다할 것이므로 그 입법목 은 정당하고 하도 직 지 제

가 수 사업자를 보호하는데 기여한다는 에서 수단도 합하다고 시하

다.

한편, 공익 목 이라도 국민의 사 자치 역(사법 계)에 국가가 개입

하여 법률 계의 형성에 조건이나 의무를 부여하거나 자치의 결과로 형성

된 사법상의 법률 계 그 자체를 사후에 수정․변경하는 것은 되도록 자제

되어야 한다고 주의를 환기하면서 국가의 개입이 불가피한 경우라 하더라

도 국민의 사 자치권이 되도록 덜 침해되는 방법을 선택하여야 하고, 그

경우에도 자치권을 행사한 당사자 본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방법이 우선

으로 고려되어야 하고 자치권의 행사와 련이 없는 제3자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방법은 자의 방법으로는 목 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비로소

고려될 수 있다.

원사업자의 이행불능 는 이행지체의 경우 하도 을 지 받지 못

하는 험으로부터 수 사업자를 보호하기 한 방법으로 우선 으로 고려

될 수 있는 것은 계약당사자인 원사업자에게 하도 지 보장의무를 지

자신이 자기의사로 결정하는 자유 뿐만 아니라 원치 않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

을 자유 즉 원치 않는 계약의 체결은 법이나 국가에 의하여 강제받지 않을 자유

인 이른바 계약자유의 원칙도, 여기의 일반 행동자유권으로부터 생되는 것이

라 할 것이다. 이는 곧 헌법 제119조 제1항의 개인의 경제상의 자유의 일종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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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는 것이다. 만약 그와 같은 방법이 수 사업자를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

다른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입법자는 수 사업자에 한 하도 지

을 보장하기 하여 원사업자에게 하도 지 보증서를 수 사업자에

게 교부하도록 의무지우는 방법을 택하고 있음에도 이에 더하여 일정한 경

우 제3자인 발주자에게 직 지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침해의 최소성 원칙

에 반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다. 이 에 하여 헌법재 소는

“건설부문에 있어서의 하도 지 보증서교부제가 사실상 하도

지 보장이라는 목 을 달성하기에는 부족하고 원사업자의 이행불능 는

이행지체의 경우와 같이 하도 을 지 받을 수 없거나 適期에 지 받

을 수 없는 외 인 경우에 한하여 발주자로 하여 하도 을 직

지 하도록 함으로써 지 보증제와는 별도로 수 사업자를 보호할 필요성

은 충분하다”고 시하 다.

한편, 하도 거래에서 발주자는 수 사업자와 직 인 계약당사자는 아

니지만 도 목 물의 완성에 궁극 인 이익을 갖는 자로서 간 인 이해

계를 맺고 있는 자이고, 원사업자의 하도 채무는 도 목 물의 완

성과 가 계에 있는 것이므로 원사업자의 지 불능 는 지 지체의 경

우 발주자에게 직 지 의무를 부과하고 그 신 자신의 원사업자에 한

도 채무를 그 범 안에서 소멸시킨다고 해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고, 발주자 원사업자의 사 자치권의 본질 내용을

침해하는 것도 아니다.

나아가 원사업자의 이행불능 내지 이행지체의 경우 발주자에게 하도

을 직 지 하도록 함으로써 발주자 원사업자가 침해받는 계약의

자유보다는 수 사업자가 하도 을 지 받음으써 얻는 사회 이익이

더 크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이 발주자 원사업자의 기

본권 제한의 입법의 원칙을 벗어나 사 자치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여 헌법

제10조에 반된다고 할 수는 없다.

다. 재산권 침해여부

다음 문제는 발주자에게 자신의 의사와 계없이 하도 지 의무를

지움으로써, 그리고 원사업자의 도 채권을 소멸시킴으로써 각 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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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사업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반되는가이다. 발주자에게 하

도 지 의무를 부과하고, 원사업자의 도 채권을 소멸시킴으로써

발주자 원사업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

나 이 사건 하도 직 지 제도의 입법목 은 하청업을 하는 소

기업자를 보호함으로써 경제분야에 있어서 사회정의를 실 하려는 것으로

정당한 공익상의 이유가 있다. 한편, 일방 인 채무부담과 채권소멸이 아니

라 발주자에게는 원사업자에 한 기존의 도 채무를, 그리고 원사업

자에 하여는 하수 인에 한 기존의 하도 채무를 각 소멸시킴으로

써 가 계있는 다른 부담을 소멸시킴으로써 재산권의 침해를 최소화

했다고 할 것이고 그것이 재산권의 본질 부분을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헌법 제23조가 보장하고 있는 재산권 보장의 원칙에 반되

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재 소의 단이다.

라. 평등원칙 반여부

이 사건 하도 직 지 제도는 원사업자의 채권자들 에서 수

사업자만을 우 하고 다른 일반채권자를 합리 근거 없이 차별함으로써

평등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닌가 의문이 있다. 헌법재 소도 “원사업자의

채권자들 에서 수 사업자를 우 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사실

이다”고 시하 다. 그러나 동시에 헌법재 소는 수 사업자는 직 으

로 원사업자의 도 채권의 형성에 기여한 자로서 하도 채권과 도

채무 사이에 간 으로 가 계에 있을 만큼 상호 한 련이

있는 반면, 일반채권자의 채권은 아무런 기여를 한 바 없어 도 채무와의

사이에 련성이 없고 하도 직 지 제도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원사업자의 채권자 에서 도 채권에 한 한 수 사업자를 우 하는

것에 합리 근거가 있다고 보았다.

한편, 수 사업자가 여러 명이고 도 이 수 사업자 체의 하도

에 미치지 못할 때 원사업자가 산한 경우에는 수 사업자 에서도

먼 발주자에게 직 지 청구권을 행사한 수 사업자만이 우선변제를 받

게 되어 수 사업자 사이에서도 일부 수 사업자만을 우 하는 것이어서

평등원칙에 반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하여 “이 사건 직 지 제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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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와 같은 결과가 발생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수 사업자 일부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한 결과일 뿐이고 이 사건 직 지 제의 직 인 효과

가 아니다. 오히려 입법자는 수 사업자 모두에게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고

있고 그 일부를 우 하거나 불이익을 것이 아니며 그러한 입법의도

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시하고 있다.

7. 포 임 지원칙 배여부

이 사건 법률규정은 「발주자는… 원사업자가 하도 을 지 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 통령령에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에는 …해당수 사업자에게 직 지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일반

인이 통령령에 규정될 사유를 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 으로 임한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임조항을 문언에 나타난 로만

읽는다면 다음과 같이 2가지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즉, ① ‘원사업자

가 지 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밖에 이에 하는 경우’

와 ② ‘원사업자가 지 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에 하

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이다. 그러나 수 사업자를

보호하기 한 원사업자의 하도 지 기일 제한, 장기어음결제 지 등

의 입법취지 법 체를 종합 으로 고려할 때, 입법자는 원사업자의 이

행불능 내지 이행지체와 같이 수 사업자가 適期에 하도 을 지 받을

수 없는 사유를 시행령에 임함으로써 원사업자의 지 해태를 규제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해석 자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 그 게 하는 것

이 일반인의 법상식에도 맞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조항의 임에 따라 하도 법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직 지 사유 에는 「발주자가 하도 을 직 수 사업자에게 지

한다는 뜻과 그 지 방법 차에 하여 발주자․원사업자 수 사업

자가 합의한 때」를 규정하고 있는데, 조항을 ‘원사업자의 이행불능

는 이행지체의 경우’인 첫 번째 해석으로 본다면, 사유는 그 어디에

도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모법의 임의 범 를 벗어난 사항을

시행령이 규정한 것으로 헌의 소지가 있다는 이다. 그러나 임조

항을 후자로 해석한다면 사유를 시행령에 규정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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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사유를 구체 으로 임하지 않고 통

령령이 정하기만 하면 발주자에게 지 의무가 생기게 된다는 에서 포

임 지원칙에 배된다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포 임여부는 모법의 임조항 자체만을 보고 하 법규에 규

정될 내용의 강을 측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단해야할 것이고, 하 법

규에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보고 단해서는 안된다. 임조

항은 자, 즉 “원사업자가 지 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밖에 이에 하는 경우로써 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해석되어 통령

령에 정해질 사유가 강 어떤 것일지를 측할 수 있다할 것이므로 포

임 지원칙에 반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8. 하도 직 지 제도와 자유로운 경제질서 배여부

헌법 제119조 제1항은 “ 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 함을 기본으로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동조 제2항은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안정과 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

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하여 경제에 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

여 개별 경제주체 상호간의 경제활동이 시장기구에 의하여 자유롭게 조정

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는 원칙 으로 경제활동에 간섭이나 개입을 해서는

안된다는 자유시장경제원칙을 천명하는 한편, 시장기구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거나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 즉 경제주체 상호간의 불균형, 소득분배의

불공정 등을 해소하기 하여 국가는 개별 경제주체 상호간의 경제활동에

개입할 수 있고 형성된 법률 계를 변경 내지 수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 체를 정당하게 질서지우려 하고 있다. 다만, 그런 경우에도 경제

에 한 국가의 간섭 내지 규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질서에 의한 폐단과

불균형을 시정하고 경제 민주화를 한 社 調和的 요구가 있는 경우로 한

정함으로써 헌법상의 자유시장 경제질서를 최 한 존 해야 할 것이고, 그

러한 때에만 국가의 간섭 내지 규제만이 헌법 정당성을 갖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경제에 한 「국가의 간섭」은 경제법상의 규제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 법질서는 시민법 평등 계를 제한 사 자치를 기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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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데, 경제법은 이러한 시민법 평등 계 그 자체 는 이러한 계가

성립하는 조건을 일정한 목 하에 수정․변경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과정

을 통하여 나타난 법률 계는 民法的 평등 계라는 측면에서 보면 일정

한 외를 형성하게 된다30).

입법자는 때로 입법을 통하여 사법상의 법률 계 그 자체에 직 인 변

경이나 수정을 가하는 경우31)도 있고, 혹은 일반사법의 원칙에 수정을 가

하는 경우32)도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의 하도 직 지 제도는 발주자, 원사업자 수

사업자간의 자유로운 계약에 의하여 형성된 사법상의 법률 계를 변경하

는 경우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 헌법 제119조 제1항 제2항이 규정

하고 있는 시장경제 경제에 한 규제와 조정에 한 경제헌법조항이

곧바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한 헌심사의 기 이 될 수 없다33). 경제헌

법조항은 기본권과 법치국가원칙을 통해서 비로소 헌법 으로 구체화되기

때문에 규범 성격을 결여하고 있다34).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30) 권오승, 황 인 共著, 경제법, 법문사, 50面- 컨 소기업진흥법의 소기업

이나 도․소매업진흥법상의 도․소매업에 한 제반 지원이나 특혜, 혹은 공업발

법상의 합리화조치 등은 이러한 특혜를 받지 못하는 개인이나 기업에 하여는

특권 계가 되며, 반 로 독 규제법상의 시장지배 사업자에 한 규제나 하도

거래공정화에 한법률에 있어서 원사업자에 한 규제는 이러한 규제를 받지

않는 사업자와 비교할 때 특별한 구속 계가 된다.

31) 입법을 통하여 사법상의 법률 계 자체에 직 인 변경이나 수정을 가한 로

서는 1972년 8월 3일 통령 긴 명령 제15호로 공포된 이른바 「8․3 긴 경제

조치」를 들 수 있 있는데, 이 조치는 기업이 보유한 모든 사채를 신고하도록 하

여 이를 년 16.2%의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조건의 채권․채무 계로 조정하 다.

32) 한편, 일반사법의 원칙에 수정을 가한 것으로는 이자제한법, 주택임 차보호법,

약 의규제에 한법률, 독 규제 공정거래에 한법률, 하도 거래공정화에 한

법률, 방문 매등에 한법률 등이 있다.

33) ▷한수웅, 한국헌법상의 경제질서, 계희열박사화갑기념논문집 “공법학의

지평” 박 사, 1995년 189面 : 경제헌법조항은 국가경제정책의 합목 성을 심사하

는 데 있어서 하나의 정칙 지도원리로서의 의미를 가질 수 있으나, 구체 인 법

문제를 헌법 으로 심사하는 경우에는 규범 성격이 결어되어 있어 아무런

헌법 결정기 이 되지 못한다고 하고 있다.

▷최갑선, 경제 련 헌법규정들에 한 고찰, 헌법논총 제9집(1998), 734면 이하

: 경제 련헌법규정들은 국가행 에 한 헌법 지침을 제시하는 국가목표규정으

로 직 인 규범심사의 기 이 되지 않고, 다른 기본권에 한 침해가 없는 경우

에 사법통제의 심사기 이 될 수 있으나, 기본권심사에 있어 엄격한 비례성 심사

가 아닌 합성 심사에 그친다고 한다.

34) 따라서 이 사건 하도 직 지 제도의 헌성 심사의 기 은 기본권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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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여 침해되는 사 자치권, 재산권 평등권침해에 한 헌법 정당

성을 심사하면 된다고 할 것이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하도 직 지 제도는 원사업자의 이행불

능 는 이행지체의 경우 경제 약자인 소하청업자를 보호함으로써 경

제주체간의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社 調和的 要求에 따른 사 자치에

한 수정이라고 할 것이어서 헌법 제119조 제2항이 그 헌법 원리 내지 근

거의 하나가 된다고 할 것이다.

9. 이 사건 결정의 의의

첫째, 사 자치의 원칙도 공익목 으로 제한될 수 있다는 이다. 즉 하

도 법은 경제 약자인 소하청사업자의 도산방지라는 정당한 공익을 실

하기 해서 사법상의 법률 계를 수정 내지 변경함으로써 사 자치권

을 제한하고 있다. 사 자치권의 제한에도 기본권 제한의 기본원칙인 비

례원칙이 용된다.

둘째, 사법상의 법률 계 자체에 직 인 변경이나 수정을 가한 입법례

는 많다. 계약 자유 내지 사 자치의 원칙에 반됨을 이유로 헌주장이

제기될 수 있는데, 이 번 결정은 이러한 법률의 입법과정이나 헌심사에

있어서 일응의 기 을 제시했다고 할 수 있다.

헌법 제119조는 직 인 심사기 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입법부작 헌확인 261

입법부작 헌확인

- 문경․함평 양민학살사건의 피해보상에 한 입법부작 -

(헌재 2003. 5. 15. 2000헌마192등, 례집 15-1, 551)

이 명 웅＊1)

【 시사항】

국군으로 추정되는 자들에 의하여 1949. 12. 24. 경북 문경군 석달동

1950. 11.부터 1951. 3. 사이 남 함평군 월야면, 해보면, 나산면에서 발생

한 민간인 학살사건(이하, ‘문경학살사건’ ‘함평학살사건’이라 한다)에

하여 국회가 진상규명 피해보상을 하지 않고 있는 입법부작 의 헌확

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각하한 사례

【심 상】

문경학살사건 함평학살사건의 진상조사와 피해배상 등을 한 입법

을 하지 않고 있는 피청구인(국회)의 부작 가 청구인들의 재산권 등을 침

해한 여부

【사건의 개요】

1. 사건의 개요

(1) 2000헌마192 사건

청구인들은 1949. 12. 24. 경북 문경군 산북면 석 리 석달동에서 국군에

의하여 학살된 주민들의 유족 는 생존자들인바, 같은 날 11:00경 석달동

＊ 헌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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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국군 제3사단 제25연 제3 제7 제2소 제3소 소속으

로 추정되는 군인 7, 80여명이 주민들에게 공비와의 내통 의를 이유로 무

차별 총격을 가하여 주민 86명(남자 41명, 여자 45명, 60세 이상 노인 13명,

15세 미만의 어린이 22명, 5세 미만의 유아 11명)을 살해하고 12명을 부상

하 으나, 국가는 이 사건(이하 “문경학살사건”)에 한 진상조사나 보

상 없이 사건을 은폐하여 왔고 피학살자들의 호 에는 “공비출몰 총살로

인하여 사망”이라고 기재하 으며, 청구인들의 진상조사 피해보상 요구

에 불응하거나 심지어 이를 탄압하여 왔다고 청구인들은 주장한다.

청구인들은 국가가 문경학살사건의 진상조사, 명 회복, 피해보상을 한

특별입법을 아직까지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청구인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

행복추구권, 알 권리, 배상청구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00. 3. 18. 입법부작 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하 다.

(2) 2000헌마508 사건

청구인들은 1950. 11.부터 1951. 3. 사이에 남 함평군 월야면, 해보면,

나산면등 3개면에서 국군 제11사단 제20연 제2 제5 로 추정되는

군인들에 의하여 살해된 주민들의 유족 는 생존 피해자들인바, 군인

들이 1950. 12. 5. 동 마을 주민 50여명과 장교마을 주민 20여명을 사살하

고, 1950. 12. 7. 월야리 다래기마을 주민 200여명을 사살하고, 1950. 12. 9.

월야리 외치리마을 주민 21명을 사살하고, 1950. 12. 31.부터 1951. 1. 14.에

걸쳐 해보면 창리 성 마을, 해보면 상곡리 모평마을과 나산면 우치리

소재마을로부터 피난 가는 주민 각 50여명, 70여명, 50여명을 사살하고, 그

밖에 주둔지에서 강간이나 가혹행 를 하 다고 청구인들은 주장한다.

청구인들은 국가가 이 사건(이하 “함평학살사건”)의 진상조사, 명 회복,

피해보상을 한 특별입법을 아직까지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청구인들의 인

간으로서의 존엄, 행복추구권, 알 권리, 배상청구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

고 주장하면서 입법부작 의 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 을 2000. 8.

3. 청구하 다.

2. 청구인들의 주장 계기 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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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청구인들의 주장

문경학살사건은 “국군에 의한 학살이며 의심의 여지 없이 가해자들은 기

소되어 처형되어야”(증 제3호의3 미극동군 사령부 군무국장 문 참조) 함

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들이 구인지 알려지지 않았고 이들에 한 조사와

형사처벌도 없었다. 이 사건은 공비에 의한 학살로 처리된 채 그 발

생 자체도 세상에 알려지지 않고 묻 버렸다.

함평학살사건은 국군이 공비토벌을 이유로 하여 수개월에 걸쳐 여러 마

을에서 아무런 조사나 확인 차를 거치지 않고, 항할 의사도 능력도 없

는 노인, 어린이, 여성들을 포함한 주민들을 학살하고 마을을 괴한 사건

으로 형 인 국가공권력에 의한 조직 인 규모 인권유린행 다.

국가공권력에 의한 이들 조직 인 인권유린행 는 인권의 보호책무를

지고 있는 국가 스스로 는 국가의 후원을 바탕으로 국가기능의 일부를

수행하는 집단이 지른다는 에서 사인의 법행 는 공무원 개인의

일반 인 불법행 와 구별된다. 일반 불법행 의 구제 차에서는 국가가

그 산하기 의 업무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일정한 력과 법 조력을 제공

하게 되지만 국가공권력에 의한 인권유린행 에 있어서는 그 유린행 의

주체가 국가공권력 자체이며 이를 통하여 체제유지 는 정권유지의 목

을 달성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침해가 하고 규모 임에도 불구하고

진상의 공개를 극도로 꺼려하고 오히려 이를 은폐하고자 하며 피해자들의

법 구제 차 이용을 지하거나 기피하는 것이 부분이다. 그러므로 일

반 불법행 의 경우에 인정되는 구제 차에 따라서는 피해자 유족으로

서의 각종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이들의 권리구제를

해서는 특별한 다른 구제방법이 필요하다.

한 청구인들은 시민 정치 권리에 한 국제규약 제7조 반행

의 피해자이기도 하다(유엔 인권이사회 결정 No. 107/1981 참조). 유족들

의 진실을 알 권리를 비롯한 구제받을 권리를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

로서 국제인권법의 원칙상 합의된 의무이므로 국가는 이 보호의무를 이행

하기 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헌법 제10조가 규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이 내

포하는 여러 기본 인권의 내용 가운데에서도 가장 일차 이고 근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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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생명권과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이다. 이러한 생명권 신체

불훼손권을 침해당하 을 경우 침해당한 당사자 는 그 유족으로서는 그

진상을 밝히고 원한을 풀 권리, 즉 생명권 신체불훼손권의 침해로부터

발생하는 신원권이 있다.

이들 사건의 경우 당시의 정부는 이들 사건이 언론에 일체 보도되지 않

도록 조치하고 사망자들의 호 에 ‘공비 출몰 총살’이라고 기재하는 등 피

해자와 국민들을 기망하면서 고의 으로 사건을 은폐하고 진상규명을 요구

하는 유족 표를 구 하는 등 이들의 진상규명노력을 직 으로 방해하

고 탄압함으로써 사건 발생 후 50여년 동안이나 피해자 유족들의 진실

을 알 권리와 구제받을 권리의 행사를 가로막아 왔다.

국가가 직 사건의 진상을 극 으로 규명하기 하여 노력하지 않는

한 이들 사건은 그 성질상 진상을 밝 내기 어려우므로,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 국가가 뒤늦게 진상조사에 나서기 하여서는 그 근거 법령을 입법하

는 것이 필수 임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그에 한 입법을 하지 아니함으로

써 청구인들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거창과 제주지역의 피해자들을 하여 이미 특별법이 제정된 것과 비교

할 때 국가의 이러한 입법부작 는 지역의 피해자들과 동일한 보호를

받아야 할 청구인들에 하여는 그 보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

써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나. 피청구인의 답변

(1) 6․25를 후하여 국군․경찰에 의해 희생된 소 양민학살사건

련 법률로는 거창사건등 련자의명 회복에 한특별조치법(1996. 1. 5. 법

률 제5148호)과 제주4․3사건진상규명 희생자명 회복에 한특별법(2000.

1. 12. 법률 제6117호)을 들 수 있다. 후자는 제주4․3사건에만 용되지만,

자는 그 용범 를 특별히 공간 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아 동법은 거창

사건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문경학살사건을 포함한 모든 유사 사건에

용된다. 따라서 문경양민학살사건에 한 명 회복 등 국가의 의무이행

을 한 입법부작 를 제로 한 이 사건 청구는 잘못된 것이며, 거창특별

조치법을 상 로 청구하 어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청구는 부 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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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이라면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

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생명권, 신체를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 평등권과 헌

법의 원리인 국가의 기본권 확인 보장의무와 국제법 존 주의 등에 비

추어 볼 때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 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한 국가의 행 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 음이 명백하므로 일응 국

회의 입법의무가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 사건이 발생한 지 50년 이상이 경과되어 사실 계를 확인하

기가 단히 곤란할 뿐만 아니라 6․25를 후하여 경남 산청․함양, 고양

정굴, 남 함평, 제주4․3사건, 거제, 동래, 울산, 충무, 구포, 마산, 구,

북순창 등 국에 걸쳐 유사한 사건이 다수 발생한 상황을 감안하면, 이

사건의 입법부작 가 국회의 입법의무 반이라고는 단정하기 어려울 것이

다. 왜냐하면 유사한 모든 사건에 한 진상조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국

회는 사실 계의 확인 정도에 따라 상사건에 한 입법여부, 시기, 내용

등을 선택할 수 있는 입법형성의 자유 는 입법재량이 있다고 보기 때문

이다.

다. 국방부장 의 의견

이 사안은 입법기 이 국가작용의 어떤 역에서 단순히 입법을 하지 않

고 있는 단순 입법부작 의 경우로서 입법을 할 것인지 여부와 어떤 사항

을 법규로 규율할 것인지 여부는 입법자가 결정할 사항이다.

청구인들 주장과 같이 생명권 신체의 불훼손권이 침해당하 다면 국

가배상법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배상신청이 가능하며 진상조사는 일

반 검찰 군검찰권의 행사로도 가능한 것이므로 별도의 특별법이 제정되

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당했다고 할 수는 없다.

거창사건등 련자명 회복에 한특별조치법에는 명 회복 등 배상의

상 범 를 거창사건에만 한정하지 않고 공비토벌과 련한 피해에 확

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해당 원회에 그 용을 청구할 수 있으므

로, 국회가 청구인들 주장과 같은 입법을 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청구인들

의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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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1. 입법부작 가 헌법소원의 상이 되려면,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해 법률에 명시 으로 입법 임을 하 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이를 이

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 는 헌법 해석상 특정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한 국가의 입법의무가 발생하 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

2. 헌법은 국가배상법을 제정할 입법 임규정을 두고 있으나 문경학살사

건 함평학살사건에 한 특별법과 같은 법률을 제정해야 할 명시 인

입법 임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헌법 제10조 제2문은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 인권을 확

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국가는 국민의 기본

권을 침해하지 않고 이를 최 한 보호해야 할 의무를 가지며 만약 국가가

불법 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 그러한 기본권을 보호해주어야

할 행 의무를 진다. 그런데 비록 문경학살사건 함평학살사건으로 인한

피해가 매우 하고 피해자의 범 도 넓어 상당한 특수성이 있지만, 이

미 수사제도 국가배상법제가 마련되어 있는 이상, 그 외에 청구인들이

주장하는바 이 사건의 진상규명이나 피해자들에 한 배상을 한 국가의

입법의무가 헌법해석상 새로이 발생하 다고 할 수는 없다.

3.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원칙은 입법자에게 헌법 으로 구체 인 입

법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며 입법자가 평등원칙에 반하는 입법을 하게

되면 이로써 피해를 입은 자는 당해 법률조항을 상으로 평등원칙의 반

여부를 다툴 수 있다는 것이 헌법재 소의 례이므로, 이 사건과 같은 입

법부작 헌법소원에서 평등권 침해 주장은 이유가 없다.

4. 그 다면 형사소송법상 국가 공권력에 의한 살인행 에 한 공소시

효와 국가배상법상의 청구기간이 무 짧거나 불완 하여 문경학살사건

함평학살사건과 같은 특수한 경우 효과 인 수사가 이루어질 수 없고, 손

해배상청구권이 제 로 행사될 수 없는 것을 이유로 다투는 것, 즉 그 불

완 한 법규정 자체를 상으로 하여 그것이 헌법 반이라는 극 인 헌

법소원심 을 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문경학살사건 함평학살사

건에 한 진상조사, 피해배상 등을 한 특별법을 제정하지 아니한 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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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헌법에 반된다는 헌법소원 청구는 부 법하다.

재 권 성의 반 의견

1. 쟁이나 내란 는 군사쿠데타에 의하여 조성된 난(危難)의 시기

에 개인에 하여 국가기 이 조직을 통하여 집단 으로 자행한, 는 국

가권력의 비호나 묵인 하에 조직 으로 자행된, 기본권침해에 한 구제는

통상의 법 차에 의하여서는 사실상 달성하기 어렵다는 것을 역사는 보여

주고 있다. 그 이유는 첫째로 통상의 법 차가 제공하는 구제 차는 평상

시의 일상 분규에 의하여 야기된 권리침해 등에 한 구제를 목표로 하

여 제정된 것이므로 난의 시기에 발생하는 국가조직에 의한 기본권침해

와 같은 특수한 문제의 처리에 하여는 그 규정이 제 로 들어맞지 아니

하기 때문이다. 둘째로 기본권침해의 사태를 야기한 국가권력이 집권을 계

속하는 동안에는 국가를 상 로 개인이 기(適期)에 권리를 행사하거나

통상의 쟁송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는 것이 개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2. 이 사건은 국민을 보호하여야 하는 국가가 오히려 군병력을 통하여

무고한 아녀자와 노인까지 조직 으로 살해하 다고 의심받는 것으로서,

만일 그 다면 이는 집단살해에 유사한 행 (genocide-like act)이므로 집

단살해와 같이 취 되거나 반인륜 범죄(crimes against humanity)로 취

되어야 마땅하기 때문에 국가배상법상의 소멸시효 제도와 같은 통상 인

법체계는 용이 배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쟁을 후한 혼란한

시기에 국가조직에 의하여 이루어진 는 그 비호나 묵인 하에 이루어진

조직 이고 집단 인 개인의 기본권침해가 있었고 이에 한 구제가 통상

의 법체계에 의하여 히 이루어지지 못한 법부재 상황이 발생한 때에

는 헌법 제10조 제2문의 기본권보장의무를 근거로 하여 그 구제를 한 의

회의 특별한 입법의무(특히 국가배상청구권을 실효 으로 보장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마땅하고, 이 사건의 경우가 바로 여기에 해당

한다.

3. 한 의회의 보호의무 내지 입법의무에는 새로운 법률의 제정의무뿐

만 아니라 기존의 계법률을 개정할 의무도 포함되어야 한다. 기존의

계법률을 개정하지 않고는 기본권의 침해를 도 히 구제할 수 없는 경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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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의 보호의무에서 제외하여야 할 아무런 이유도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별법의 제정의무이든 기존의 계법률의 개정의무이든 이러한 입법의무

를 정당한 이유 없이 게을리 하는 것은 모두 입법부작 에 해당하여 헌

확인의 상이 된다.

4. 풍노도와 같은 시련의 시기가 모두 지나가면 그 와 에서 불운을

겪은 일부 국민들의 상처를 치료하고 보상하여 주는 것은 민주주의를 추구

하는 문명국가의 마땅한 의무이고 이러한 의무는 의회와 정부의 책임으로

귀속된다. 쟁으로 축되었던 헌정질서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의회가 처

참한 불운과 불행을 겪은 국민들을 구제하는 입법을 하는 것은 국민을 다

시 통합하고 국가를 진시키기 하여 의회가 반드시 하지 않으면 안되는

기본 인 의무이다. 사건발생 후 50여년이 경과한 이 시 에서조차 계속

입법을 지연하여 우리 국민의 일부인 이들 피해자나 그 유족들의 고통과

좌 을 방치한다면, 이는 ‘정의를 부정하는 것’(Justice Denied)과 동일한

‘정의의 지연(Justice Delayed)’으로 평가될 것이다.

【해설】1)

1. 다수의견의

가. 입법부작 의 존재여부

진정입법부작 가 헌법소원의 상이 되려면, ①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해 법령에 명시 으로 입법 임을 하 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 는 ② 헌법 해석상 특정인의 기본권을 보호하

기 한 국가의 입법의무가 발생하 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헌재 1989. 3.

17. 88헌마1, 례집 1, 9, 17; 1989. 9. 29. 89헌마13, 례집 1, 294, 296;

1994. 12. 29. 89헌마2, 례집 6-2, 395, 405-406; 헌재 1998. 7. 16. 96헌마

246, 례집 10-2, 283, 299 참조).

(1) 이 사건의 경우 진정입법부작 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 사건에서는 국가의 군부 소속 군인들이 문경 마을 주민들을 학살하

1) 이 해설에 기재된 자료나 입법안은 모두 이 결정 당시 시 을 기 으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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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상해를 입 서 문경 마을 주민들의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

하 기 때문에 국가에 의한 기본권침해가 문제된다. 따라서 이 경우에 문

제되는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와 입법의무에 해서 살펴본다.

헌법 제10조 제2문은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 인권을 확

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함으로써, 소극 으로 국가권력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을 지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나아가 극

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타인의 침해로부터 보호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

다.2) 그러므로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는 ① 국가 스스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고 보호해야 할 의무와 ② 사인이나 환경공해 등에 의한 기본

권침해를 방하고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의무로 구분할 수 있다. 헌법 제

10조 제2문의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고

이를 최 한 보호해야 할 의무를 국가에게 부과한다. 따라서 이러한 국가

의 기본권 보호의무로부터 국가 자체가 불법 으로 국민의 생명권, 신체의

자유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 그에 한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할 국

가의 행 의무가 도출된다. 다음으로 헌법 제10조 제2문은 사인이나 환경

공해 등에 의한 기본권침해 험이 있는 경우에 침해 험에 놓여있는 국민

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의무도 부과한다. 이 사건에서는 국가에 의한 기

본권침해가 문제된다.

와 같이 국가는 자신의 불법행 로 인하여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경우에, 이에 한 배상을 하여야 할 행 의무를 가지기 때문에, 헌법 제10

조 제2문의 헌법해석상 이에 필요한 련 법률을 제정해야 할 의무가 도출

된다. 그리고 헌법 제29조 제1항 제1문(“공무원의 불법행 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은 국가의 불법행 로 인한 기본권 침해에 한 손해배상

을 해서 필요한 입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헌법규정에 의해

서도 국가는 련 법률을 제정해야할 의무를 직 가진다.

그 다면 헌법 제10조 제2문의 해석상, 그리고 헌법 제29조 제1항 제1문

에 의거하여 국가는 스스로의 불법행 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시, 그

손해를 배상하는데 필요한 법률을 제정하여야 할 입법의무를 가진다.

2) 헌재 1997. 1. 16. 90헌마110등, 례집 9-1, 90, 119-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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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헌헌법(1948. 7. 17. 헌법 제1호로 제정) 제27조 제3문(“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 로 인하여 손해를 받은 자는 국가 는 공공단체에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에 의거 국가는 1951. 9. 8. 법률 제231호로 국가

배상법을 최 로 제정하 다. 그 후 헌법(1962. 12. 26. 개정된 것) 제26조

제1문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 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국가 는 공공

단체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에 의거하여 국가배상법은 1967. 3. 3. 법률

제1899호로 구 국가배상법을 폐지하고 새롭게 제정되었다. 그 후 몇 차례

의 개정을 거쳐서 행 헌법(1987. 10. 29. 개정된 것) 제29조 제1항 제1문

(“공무원의 불법행 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

가 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에 의거한 국가배상법

(2000. 12. 29. 법률 제6310호로 개정된 것)이 제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국가는 국가배상법의 제정을 통해서 국가 자체의 불법행

로 인한 기본권침해시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는 법률을 제정해야 할 자신

의 입법의무를 이미 이행하 다고 할 것이다.

문경사건과 함평사건에서는 국가가 불법 으로 문경군 함평군 마을

주민 피해자들의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 다는 이 추정된다. 그

런데 국가의 불법행 에 한 손해배상을 한 법률인 국가배상법이 1951

년 제정되었으므로, 문경사건과 함평사건의 피해자들 이들 유족들은 국

가배상법이 정하는 차에 따라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진상규명이나 명 회복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 다.

나. 국가배상법상의 소멸시효 련 규정

국가배상법 제8조(타법과의 계)는 “국가 는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

상의 책임에 하여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규정

에 의한다. 다만, 민법 이외의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배상법 제8조(1951년 당시는 제1조)에 따라 용되는 민법상의 시효

규정인 민법 제766조(1951년 당시는 군정법령 제21호, 조선민사령 제1조에

의하여 의용되던 일본국민법 제724조)에 따르면, 시효기간은 손해 가해

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 를 한 날로부터 10년으로 되어있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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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국가에 한 손해배상청구는 민법상의 소멸시효가 경과되지 아니한

기한 내에서만 가능하다. 그러나 산회계법 제96조를 용해야 할 경우는

그에 의한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들은 문경사건과 함평사건이 발생한 지 50년 이상의

기간이 지나도록 국가에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바가 없다.3) 따

라서 국가배상법 제8조에 의거 국가배상청구에 한 소멸시효가 이미 경과

되어, 이 사건 청구인들의 국가배상청구권이 이미 소멸되었다.

그런데 문경사건과 함평사건은 국가공권력의 조직 개입에 의한

하고 심각한 인권침해를 야기한 사실상의 집단살해 행 이자 반인륜 범죄

행 이므로, 단순한 국가의 일반 불법행 와는 다른 특수한 사정이 존재한

다. 문경사건과 함평사건과 같은 집단살해 내지 반인륜 범죄행 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에는 국가배상법상의 소멸시효 규정은 그 용을 배제시켜

야 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이는 유엔 약상의 집단살해행 나 반인륜 범

죄행 의 처벌에 하여 국제법상 공소시효가 배제되는 것과 마찬가지이

다. 그러나 국가배상법 제8조는 문경 함평사건과 같은 집단살해 내지

반인륜 범죄행 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해서 소멸시효가 용되지 아

니한다는 외조항을 두지 않고 있다. 그 다면 국가배상법 제8조는

집단살해행 나 반인륜 범죄행 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해서 소멸시효

에 한 외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불충분한 입법흠결이 있다고 보아 이

를 다툴 수도 있다. 어 든 국가배상법 제8조 자체를 상으로 하여 그것

이 헌법 반이라는 극 인 헌법소원심 을 청구함은 별론으로 하고, 헌

법상 입법의무가 있음에도 그에 한 법률이 제정되지 아니하 음을

이유로 하는 진정입법부작 에 의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는 없다고 할

수 있다4).

3) 다만 문경사건 다음해의 6․25 쟁과 뒤이은 반공주의가 지배하는 정치, 사회

분 기 내에서 청구인들이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4) 다만, 청구인들이 국가배상법 제8조가 헌이라며 헌법재 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경우, 이에 한 헌법소원은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각하를

면할 수 없을 것이나 이는 별개의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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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거창사건등 련자의 명 회복에 한 특별조치법’의 용 여부

‘거창사건등 련자의 명 회복에 한 특별조치법’은 제2조 제1호에서

“거창사건등”이라 함은 공비토벌을 이유로 국군병력이 작 수행 주민들

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그 용 상을 거창사건에만

한정한 것이 아니라 6․25동란과 련된 사건 체를 상으로 입법한 것

은 아닌가 하는 문제가 있다. 만일 6․25동란과 련된 민간인희생사건

체를 상으로 입법한 것이라면, 법이 진상조사, 명 회복 피해회복

에 불완 하다고 다투는 것, 즉 그 불완 한 법규자체를 상으로 하여 그

것이 헌법 반이라는 극 인 헌법소원심 을 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

고, 문경 함평사건에 한 진상조사, 피해자들의 명 회복, 호 정정, 피

해회복 등에 한 법률을 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 자체의 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은 부 법하게 된다. 그러나 이 문제는 이 사건 결정상의

쟁 이 아니었으므로 여기서는 검토하지 않는다.

라. 특별법제정의무 반으로서의 진정입법부작 론에 한 검토

(1) 문경 함평사건이 발생한지 50년이 지난 지 에 이르러 공소시효

제도로 인하여 가해자의 처벌을 한 수사를 할 수 없어 진상규명이 제

로 이루어질 수 없고, 피해자들은 소멸시효제도로 인하여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없는 처지에 있는 바, 문경 함평사건에 의한 피해는 그 특수한

성격상 피해자들이 기에 국가에 하여 가해자의 처벌을 요청하거나 배

상청구를 할 수 없었던 것이므로 국가가 사후에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하여

진상규명 총 인 배상방법을 모색하여야 할 필요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 경우 진정입법부작 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의 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문경사건 함평사건은 국가공권력에 의하여 조직 으로 피해자

들의 생명권과 신체불가침권이 침해당한 극히 하고도 심각한 인권침

해행 로서 진상규명과 명 회복 배상 등 총 인 구제방법이 필요

하다.5)

5) 일본군 ‘ 안부’ 피해자에 한 1998. 4. 27. 일본 야마구 (山口)지방재 소 시모

노세키(下關)지부의 결은, “당해 인권침해의 성과 그 구제의 고도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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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문경사건 함평사건은 사후 으로 국가에 의하여 조직 으로 사

건의 진상이 은폐되고 피해자들의 정당한 요구가 탄압 내지 방치되어 왔다.

셋째, 이 사건은 국가배상법의 입법 이 에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로서

통상 불완 는 불충분한 입법에 의하여 입법이 이루어진 이후에 비로소

기본권이 침해되는 부진정입법부작 와는 경우를 달리 한다.

넷째, 국가배상법은 3년이라는 단기의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는바, 당시

는 쟁 는 쟁직후로서 극단 인 반공주의가 지배하고 비이성 인

부역자재 이 진행 이어서, 이 사건 피해자들이 소멸시효기간을 도 히

수할 수 없는 것이었으므로, 결국 이 사건에 하여는 ‘명백히’ 불충분하

고 부 한 입법에 해당하여 입법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과 마찬

가지이다.

다섯째, 국가배상법의 련조항들은 입법자들이 국가체제가 정상 으로

운 되는 경우를 상정하여 제정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서 규율되어야 할 문

제상황과 근본 으로 다르므로 특별법에 의하여 구제되어야 한다.

이 인정되는 경우이고(그 경우에, 헌법상의 입법의무가 생긴다), 게다가 국회가 입

법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입법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합리

기간을 경과하고서도 여 히 그것을 방치했다는 등의 상황 요건, 환언하면,

입법과제로서의 명확성과 합리 시정기간의 경과가 있는 경우에도, 입법부작 에

의한 국가배상을 인정할 수 있다”고 시한 바 있다(별첨, 한국정신 문제 책

의회, 『정신 자료집』 10, 1998의 김창록의 번역문 참조).

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1. 10. 26. 선고 2001가합430 결(별첨)은, 거창

사건 이후의 유족들의 정신 고통에 한 자료 청구와 련하여 다음과 같이

시하 다.

“비무장 민간인에 하여 조직 으로 군사력을 동원하여 그 생명권을 집단 으로

침해하는 이른바 민간인학살사건은, 그 가해자가 한 개인이 아니라 국민에 하여

우월한 지 를 가지는 국가 자신이므로, 이러한 민간인학살행 에 하여, 국가는

학살사건 이후에 어도, 첫째 민간인학살행 의 진상을 공식 으로 규명하고, 둘

째 희생자의 명 를 회복시켜 주고 한 배상을 하며, 셋째 학살의 책임자를 처

벌하고, 넷째 재발방지책을 마련할 의무를 진다고 할 것이다. 한 국가는 그 구

성원인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므로(헌법 제10조 참조), 국가 공권력

에 의한 조직 인 민간인학살행 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이 집단 으로 침해되었

을 경우에 국민은 국가에 하여 그 진상을 밝힐 것을 요구할 권리(신원권 내지

알권리)와, 그 희생자들에 한 명 회복, 손해배상, 재발방지를 한 사후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다. 만약 국가가 국민에 한 와 같은

보호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결과, 희생자들에 하여 피해를 발생시킨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살아남은 피해자나 그 유족들에 하여도 생된 권리침해를 계속 으

로 야기하는 경우에는, 이로 인한 정신 고통에 하여 자료를 지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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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째, 이 사건에 하여 국가배상법 등의 제정으로 일응 입법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고 할지라도 제정 이후 극단 인 반공논리와 반민주

조치로 정상 인 권리행사가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니, 이는 보호의

무를 이행하는 원래의 합헌 인 입법조치가 상황의 변화로 인하여 사후

으로 명백하게 불충분하거나 부 하게 되었는데도 아무런 개선조치를 취

하지 아니한 개선의무의 반으로서 입법부작 에 해당한다.

끝으로, 국가의 잘못으로 이미 공소시효, 소멸시효가 경과되어 피해자들

에게 공권력에 의한 한 인권침해를 다툴 법 구제수단이 없다면 법치

국가의 원리에 정면으로 반한다.

(2) 입법자의 헌법상 입법의무가 존재하는지 여부

(가) 헌법에서 명시 인 임이 있는지 여부

입법자의 헌법상의 입법의무는, 헌법이 그 개별규정에서 입법자의 입법

의무의 내용 범 에 하여 명백히 임하고 있는 경우에 인정된다. 따

라서 이러한 헌법 임이 인정되는 개념상의 징표로는 입법 임의 明白性과

限界劃定性이 요청된다.

청구인들을 비롯한 문경 함평사건의 피해자들에 하여 국가가

배상 내지는 보상의무 등을 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의무를 이행해야 하

는지, 한 그 가해자의 처벌을 통한 진상규명을 하여야 하는지를 구체화

할 것을 입법자에게 독자 인 법률로써 규율할 것을 임하는 헌법의 명문

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한다(다만, 일반 인 국가의 불법행 로 인한 손해의

배상에 한 입법의무가 있음은 앞에서 밝힌 바와 같다). 그러므로 헌법의

명시 인 입법 임의 존재를 이유로 이 사건 문경 함평사건의 진상규명

피해회복에 한 입법부작 의 헌확인을 헌법소원으로 청구할 수는

없다.

(나) 헌법해석상 국가의 행 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 는지 여부

헌법재 소는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 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

장하기 한 국가의 행 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 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가 입법부작 에

해당할 것”이라고 하면서 헌법해석을 통한 입법의무의 존재가능성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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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술).

이 사건 가해자인 군부 는 사인인 제3자에 해당하지 않고 국가 공권력

의 하부기 이므로 헌법해석상 사인의 기본권침해를 제로 하는 보호의무

의 존재가능성은 없으나 행 의무의 존재가능성에 하여는 견해가 립될

수 있다. 그러나 헌법재 소가 헌법해석상 행 의무에 기 한 입법의무를

범 하게 인정하게 될 경우 입법부의 권한을 사실상 침해하게 되고 이는

우리 헌법상의 권력분립의 원칙에도 배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헌법에서

명시 으로 입법 임을 하는 경우(이른바 헌법 임)가 아닌 한 헌법 해석

상 행 의무에 기 한 입법의무가 명백하게 도출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

칙 으로 부정되어야 한다.

이 같은 에서 보건 , 헌법 제29조 제1항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

행 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는 공공단

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이어 받은 국

가배상법은 제1조에서 “국가 는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의 책임과 배상

차를 규정함을 목 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 형법 제250조 제1

항은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형사소송법 제195조 군사법원법 제228조 제1항은 ‘검사, 군검

찰 군사법경찰 은 범죄의 의가 있다고 생각되는 때에는 범인, 범

죄사실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가

해자는 국방부 소속 군인으로서 국가 소속의 공무원이었으므로 문경 함

평사건이 법 근거가 없는 공권력의 남용행 던 이 인정된다면 국가

는 그러한 범죄행 에 한 수사를 하여 진상을 규명하여야 하고, 그로 인

한 피해에 하여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배상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살인죄의 공소시효는

15년으로 되어 있어 사건이 발생한 지 50년이 지난 지 에 와서는 사실상

수사가 곤란하고, 국가배상법 상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법정 리인

이 그 손해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 를 한 날로부터 5년”

내에 행사하도록 제약하고 있다(동법 제8조, 산회계법 제96조 제2항, 제1

항). 그러나 이와 같은 학살사건에 의한 피해는 그 특수한 성격과 시 상

황 때문에 피해자들이 기에 국가에 하여 가해자의 처벌을 요청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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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청구를 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국가가 사후에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하여 진상규명 총 인 배상방법을 모색하여야 할 필요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국회에서 ‘한국 쟁 후 민간인희생사건 진상규명

피해자 명 회복등에 한 법률안’이 제안되었으나, 거창사건특별법 ‘제

주4․3사건 진상규명 희생자 명 회복에 한 특별법’을 제외하고는 그

러한 법률이 제정된 바는 없고, 특히 피해회복을 한 특별법이 제정된 바

는 없다. 그러나 그러한 특별법의 제정방향은 문경 함평사건의 피해자

들이 입은 피해의 법 성격상 ‘범죄에 한 수사제도’ ‘공무원 내지 국

가의 불법행 에 따른 국가배상제도’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비록 이로 인한 피해가 매우 하고 피해자의 범 도

넓어 상당한 특수성이 있어서 국회가 이에 한 특별입법을 할 수는 있지

만, 이미 수사제도 국가배상법제가 마련되어 있는 이상, 그 외에 청구인

들이 주장하는 문경 함평사건의 진상규명을 한 국가의 입법의무나 피

해자들에 한 특별한 배상을 한 국가의 입법의무가 헌법해석상 새로이

발생하 다고 할 수 없다.

참고로, ‘삼청교육 ’ 사건에서 헌법재 소는 이미 국가배상법제가 마련

되어 있는 이상 삼청교육피해자들에 한 특별한 보상을 한 국가의 입법

의무가 헌법해석상 새로이 발생하 다고 할 수는 없다고 시한바 있다(헌

재 1996. 6. 13. 93헌마276, 례집 8-1, 493, 497-498).

(다) 입법자의 개선의무 반이 있는지 여부

(1) 독일연방헌법재 소는 구체 인 입법의무가 인정되는 경우로 이미

언 한 보호의무 외에 입법자의 개선의무이론을 제시한 바 있다. 즉 입법

자가 어떠한 법률을 제정할 당시에는 헌법합치 인 것으로 보이는 법률규

정이라 할지라도 그 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사정변경이 생기게 됨으로써

그 법률규정이 헌 인 것으로 되어버린 경우에는 입법자에게 이러한

헌상태를 개선하기 하여 그 법률규정에 갈음하는 새로운 입법을 하여야

할 헌법상의 개선의무가 발생하고, 입법자가 그 개선을 한 입법을

행하지 아니하면 개선의무를 반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입법부작 는 헌법

소원의 상이 된다는 것이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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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 입법자가 개인의 생명 신체불가침권을 보호하기 한 조치의

일환으로서 “비행소음에 한 법률”을 제정한 경우에, 비행기운항상황의

변화(비행기의 운항횟수가 격하게 증가하고, 제트엔진의 등장에 따라 비

행기 운항에 따른 소음의 정도가 훨씬 강하게 됨)에 따라 재의 입법이

개인의 신체불가침권을 충분히 보호할 수 없다면 입법자에게는 법률을 개

선할 의무가 발생한다는 것이다.7) 그런데 여기서의 입법자의 개선의무는

헌법상 입법의무의 하나의 독자 인 역이 아니라 보호의무에서 생

되는 종속 의무라고 할 것이다. 즉 입법자의 개선의무는 입법의 개선, 보

완을 통하여 입법자의 보호의무를 이행하기 한 것이므로 보호의무의

역에 귀속시킬 수 있는 것이다.8)

독일연방헌법재 소는 비행소음에 한 법률의 사례의 본안 단에서

입법자가 개선의무의 부작 로 인하여 국가의 보호의무를 반하고 그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되기 하여는 개선의무 반이나 침해의 정도

가 명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즉 원래의 합헌 인 법률규정이 시간의 경

과에 따라 상황의 변경이 생겨 헌법 으로 도 히 용인할 수 없는 상태가

발생하 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행 를 하지

않거나 는 명백히 잘못된 개선조치를 취한 경우에 한하여만 보호의무

개선의무의 반으로 인한 기본권의 침해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하 다.9)

독일의 개선의무 내지 보호의무이론을 종합하면, 첫째 헌법해석을 통하

여 입법자에게 보호 는 행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는 무엇보다도 생명권

신체불가침권에서 나오는 국가의 보호의무가 주된 역을 이루고 있어

헌법해석을 통한 입법자의 헌법 입법의무를 인정하는 범 가 제한 이

고, 둘째, 설사 보호의무의 존재를 인정하여 입법부작 에 한 헌법소원의

법성을 충족시킨다 하여도 본안 단에 들어가 보호의무의 반을 인정하

는 경우는 반의 명백성요건 때문에 지극히 외 이며, 셋째, 소 입법

6) BVerfGE, 56, 71, 김지형, “입법부작 에 한 헌법문제( )”, 례월보 261호,

18-19면; 한수웅, “입법부작 에 한 헌법소원”, 헌법학이론(우제 이명구박사

화갑기념논문집), 715면.

7) 한수웅, 게논문, 715면.

8) 한수웅, 게논문, 715면.

9) BVerfGE, 56, 81, 이를 명백성이론이라고 할 수 있고, 이는 보호의무나 개선의무

양자에 필요한 요건이다. 김지형, 게논문, 20면 한수웅, 게논문, 7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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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의무는 보호의무에서 생하는 보호의무의 사후 보완의무를 의미한

다.10)

따라서 본안 단에서 보호의무의 반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국한된다.

즉 입법자가 보호의무를 실 하기 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

하 거나 아니면 취한 조치가 명백히 불충분 는 부 하거나(원래의 보

호의무의 반), 아니면 보호의무를 이행하는 원래의 합헌 인 입법조치가

상황의 변화로 인하여 사후 으로 명백하게 불충분하거나 부 하게 되었

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개선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명백히 잘못된

개선조치를 취한 경우(개선의무의 반)이다.

보호의무나 개선의무의 반을 이유로 입법부작 에 한 헌법소원을

제기하기 한 법성요건으로서는 첫째 헌법해석을 통하여 기본권에서 보

호의무를 유출할 수 있어야 하며, 둘째, 입법자가 보호의무 내지 개선의무

의 이행을 한 아무런 입법을 하지 않은 진정부작 가 존재해야 한다. 그

런데 개선의무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입법자가 제정당시로서는 합헌 인 법

률을 제정하 으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사정변경이 생겨 추가 인 보호

조치가 필요하게 된 경우이므로 논리필연 으로 개선의무의 이행에 한

헌법 심사는 원칙 으로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되는 제정된 법

률에 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그 게 되면, 개선의무의 불이행을

주장하는 부분의 경우에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이 도과된다는 데 문제가

있다.

그래서 독일연방헌법재 소는 “청구기간의 도과 후에는 입법부작 를 이

유로 하는 헌법소원은 입법자가 원래 합헌 으로 간주된 규정을 개선할 헌

법 인 의무를 그의 부작 에 의하여 반했다는 에서 고려될 수 있

다”고 하여 개선의무 반의 경우 입법부작 에 한 헌법소원의 가능성을

인정하 다.

한 독일연방헌법재 소는 최근 몇 개의 결정에서 보호의무의 반을

이유로 한 입법부작 에 한 헌법소원의 문제를 다루었으나 법성에

한 결정을 유보하고 신 본안 단에서 명백하게 이유 없다고 하여 헌법소

원을 기각하 다. 즉 청구인이 주장하는 보호의무의 반을 헌법재 소가

10) 한수웅, 게논문, 7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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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으로 개선의무의 반으로 해석함으로써 진정․부진정입법부작 를

구분할 필요없이 폭넓게 법성을 인정하는 경향을 엿볼 수 있다.11)

2)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들이 법 으로는 1951. 9. 8. 제정된 국가배상법에

의하여 국가에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었으나, 문경이나 함평사건

발생 당시는 6․25 동란 발발 직 내지 직후로서 국가체제가 정상 으로

운 되기 어려웠던 시기 고, 게다가 좌․우익간의 감과 증오감은

쟁으로 인해 증폭될 로 증폭되었으며 남한의 경우 극단 인 반공주의와

흑백논리가 팽배하게 되어서 문경 함평사건의 피해자들이 국군의 불법

행 를 논할 수 있는 이성 인 분 기가 형성될 수 없었기 때문에 사

실상 국가배상법상의 소멸시효기간 내에 국가에 배상청구를 할 수 없게

되어 국가배상청구권이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되기에 이르 다.

따라서 처음 국가배상법이 제정될 당시에는 합헌 으로 간주되던 규정

(소멸시효규정, 정확히 말하면 민법의 규정을 용하기로 한 1951년 제정

된 국가배상법 제1조 제1문)이 시간의 경과에 따른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헌 으로 되어버렸기 때문에 입법자에게 이러한 헌상태를 제거할 헌법

인 개선의무가 발생하 다고 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법개선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개선의무 반으로서 헌법소원의 상이 될 수 있

지 않는가 하는 의문이 생길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와 같은 특수한 상황, 즉 문경 함평사건의 피해자

들이 소멸시효기간 내에 국가배상청구권을 사실상 청구할 수 없는 여러 가

지 사정이 과연 시간의 경과에 따른 사정변경이라고 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된다. 개선의무에 있어서 사정변경이라 함은 시간의 경과에 따른 사정변경

으로 인하여 원래 합헌 으로 간주되던 규정이 헌 으로 되어버린 경우

를 말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 있어서 국가배상청구권에 소멸시효를 정하고

있는 규정이 사정변경으로 헌 으로 되었다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만

일 오늘날 문경이나 함평사건과 같이 공권력에 의한 민간인학살사건이 발

생한다면, 그 피해자는 소멸시효기간 내에 충분히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오늘날과 같이 국가체제가 정상 으로 운 되는 시기에

11) 한수웅, 게논문, 7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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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오히려 소멸시효기간을 정하고 있는 국가배상법 규정이 더욱더 합헌

으로 간주되기 쉽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규정은 여 히 합헌 으로

간주될 수 있는 규정이고, 다만, 문경 함평사건의 피해자들에 한 계

에 있어서 반공이데올로기 등 당시의 특수한 상황 때문에 그 로 용할

경우 부당한 결과를 래하 을 뿐이다.

요컨 , 문경 함평사건에 있어서 피해자들이 기에 국가배상청구 등

을 할 수 없었고, 더욱이 이를 피해자들의 잘못으로 돌릴 수 없는 상황, 즉

반공이데올로기 등 당시의 특수한 상황은 개선의무에서 말하는 시간의 경

과에 따른 사정변경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입법자에게

국가배상청구권에 소멸시효를 규정한 국가배상법 규정을 개선할 헌법상의

의무가 존재할 가능성은 없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 청구

는 개선의무 반을 이유로 한 진정입법부작 헌확인청구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피해자들은 문경 함평사건으로 인한 국가배상청구소송을 법원

에 제기한 후 이 사건의 특수한 성격상 소멸시효기간 내에 청구를 할 수

없었으므로 국가는 신의칙상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거나12),

이 사건과 같은 국가에 의한 집단학살사건에 하여는 소멸시효에 한

외를 인정하여야 함에도 그러하지 아니한 국가배상법 제8조가 헌이라고

주장하며 헌심 제청신청을 하거나, 는 이 제청신청이 법원에 의해 기

각된 후에는 헌법재 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헌

법재 소로 하여 국가배상법 제8조의 헌여부를 단하게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마. 소결

따라서 형사소송법상 국가 공권력에 의한 살인행 에 한 공소시효와

국가배상법상의 청구기간이 무 짧거나 불완 하여 문경 함평사건과

같은 특수한 경우 효과 인 수사가 이루어질 수 없고, 손해배상청구권이

제 로 행사될 수 없는 것을 이유로 다투는 것, 즉 그 불완 한 법규 자체

12) 법원 1994. 12. 9. 선고 93다27604 결(공1995, 434) 참조. 법원 1996. 12.

19. 선고 94다22927 원합의체 결(공1997상, 75) 소수의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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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상으로 하여 그것이 헌법 반이라는 극 인 헌법소원심 을 청구하

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문경 함평사건의 진상규명을 한 입법과 그

피해자들에 한 배상 내지는 보상입법의 부작 자체를 이유로 입법부작

의 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기 어렵다. 결국

이 사건 심 청구는 입법부작 에 한 헌법소원으로서의 요건을 충족시키

지 못하므로 부 법한 것이다.

2. 소수의견의

이 사건의 소수의견은 문경․함평 학살사건과 같은 국가의 조직 , 집단

기본권침해에 한 구제는 통상의 법 차에 의하여서 달성하기가 어렵

고, 이 사건은 집단살해나 반인륜범죄로 취 되어야 하므로 국가가 특별히

헌법 제10조 제2문의 기본권보장을 한 입법개선의무를 이행하여야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게을리 한 것은 입법부작 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헌의견은 다음과 같은 사실인식 법리에 기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가. 문경학살사건의 내용과 사후 경과

(1) 추정되는 사실

이 사건 기록에 편철된 1950. 1. 16.자 미극동군 사령부(General Headquarters

Far East Command) 정보처(Military Intelligence Section)의 정보요약

(Intelligence Summary)(문서번호: No. 2686)은 다음과 같은 민간인 학살

(Civilians Massacred) 을 기술하고 있다.13)

『한국군인들이 1949. 12. 24. 경상북도 산간오지 석달마을에서 남한인

남자, 여자 그리고 어린이들 98명을 학살했다. 그 사건은 제25연 소속 부

가 마을을 포 하고 주민을 한 곳에 집합시켜 주민들에게 공산주의자들

에게 조했다는 죄를 뒤집어 워서 일을 질 다. 마을 주민들은 그

명을 부인했지만 군인들은 카빈, 소총, 수류탄, 휴 용 차 발사포로 마

을 주민들을 향하여 발포하 다. 유아 3명, 등학생 9명, 남자 43명 그리

13) 이 사건 기록 45-46쪽. 한편 미군측의 동일한 내용의 정보보고 내지 사건 후의

추이에 한 보고서가 기록에 나열되고 있다(47-6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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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여자 43명이 아무런 항을 하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 다. 시신 에 깔

려 확인사살을 면한 12명은 병원에 입원 이다. 27호의 가옥 23호가 군

인들에 의해 소실되었다.』

기술 피해자 수에 해서는, 다른 미군측 자료에 의하면(이 사

건 기록 61쪽), 사망자가 86명이고, 사망자 에는 5세 미만이 9명, 10세미

만이 4명, 15세미만이 10명이 포함되고 있다. 이러한 미군측 자료들은 청구

인들이 재미 사학자 방선주(方善柱) 박사에게 「석달 학살」에 한 자료

수집을 부탁하여 미국 버지니아주 소재 맥아더 기념 문서 에서 수집한

자료들이라고 한다.14)

이 사건 청구인들은, 당시 사망자를 포함한 주민 모두는 비무장의 민간

인이었으며, 사망자는 86인으로서 남자가 41명, 여자가 45명이었고, 60세

이상의 노인이 13명, 15세에서 59세까지의 남자는 15명, 15세 미만의 어린

이가 22명인데 이 5세 미만의 유아가 11명 포함되었다고 한다.15)

한편 제2공화국 시 국회에 양민학살사건진상조사특별 원회가 구성되

어 진상조사를 한 일이 있는데 동 원회는 1960. 6. 21. 국회에 군경에 의

한 인명 재산 피해 사례를 보고하고(문경군의 경우 86명이 사망한 것으

로 추정) 행정부가 조속한 시일내에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하여 피해상황을

조사하고, 시효의 규정에 계없이 특별법으로 가칭 「양민학살사건처

리특별조치법」의 제정을 행정부에 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하 다(이 사건

기록 62-4쪽).

이 사건 기록에 편철된 미군측 자료들, 그리고 당시 그 군인들을 석

달동으로 안내했고 학살행 를 직 목격하 다는 노성근, 장성한의 진술

(시사 1995. 3. 23.자, 이 사건 기록 67쪽 편철), 제2공화국 당시 국회의

14) 유족 표 채의진의 진상보고서, 146-7쪽. 한편 이 자료들은 시사 1998. 11.

19.자에도 수록되어 있다.

15) 이러한 행 는 물리력 행사와 무기사용권을 독 한 국가가 아무런 무장을 하지

않고 항할 수 없는 민간인들을 어린이와 부녀자까지 포함하여 총과 수류탄, 바

카포를 사용하여 몰살한 것이므로, 설사 이들 일부가 공비에 력한 이 있

다고 하여도 그것만으로 결코 정당화될 수 없을 것이다. 피해자들의 伸寃에 하

여 국가가 사법 , 입법 차를 마련하는 것은 헌법 규범질서의 자기 괴를

치유하기 하여 필요하다. 그러한 상태를 방치한다면 “목 을 해서는 어떠한

수단도 허용된다”는 반인권 인 야만의 세계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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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조사 내용 등에 의하면, 문경학살사건은 공비가 아닌 국군이 다수의

어린이와 여성이 포함된 어도 86인의 민간인들을 학살한 것이라는 사실

이 추정된다.

그러나 헌법재 소로서는 이러한 사실 계를 여기서 확정할 수 없으므

로 그러한 사실 추정을 제하고 이 사건 입법부작 사건을 살펴볼 수 있

을 것이다(반드시 그러한 사실을 인정하여야만 규범제정 미비의 문제를

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동 규범은 배상책임의 제로서 사실

조사에 한 사항을 규정할 것이기 때문이다).

(2) 국가의 사후조치 등

국가는 이에 한 진상조사나 보상 없이 사건을 은폐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 문경학살사건은 언론에 일체 보도되지 않았고, 피학살자들의 호

에는 “공비출몰 총살로 인하여 사망”이라고 기재되었다(이 사건 기록

34쪽).

문경학살사건이 발생한 다음 해의 6.25 쟁과 뒤이은 극도의 반공주의

환경 하에서 소 피학살자측이 진상조사 피해보상 요구를 시도하는 것

은 거의 불가능한 것이었다. 4.19 후 비로소 문제제기가 본격 으로 이루어

져 와 같이 국회의 진상조사가 행해졌으나 곧 이은 5.16 쿠데타로 인하

여 진상조사나 피해회복 요구는 사실상 불가능하 고, 오히려 탄압당한 사

례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시사 기사에 의하면 유족 표 이시형

과 채홍락은 5.16이후 포고령 제18조 반죄로 2달간 투옥되었다고 한다).

그동안 국방부는 이러한 요구에 하여 “군이 보유하고 있는 사자료로

는 확인이 불가능하고, 국가 배상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의

경과로 한 배상이 불가능하다”고 답변하여 왔다(이 사건 기록 78-79,

87-88쪽).

1993년에 들어서서 소 문민정부 하에서 유족들의 진상규명 등 요구가

다시 등장하 다. 국회는 문경학살사건을 포함한 6.25. 쟁 후 기간 동안

의 민간인 학살사건의 피해자 유족측 요구에 여 히 소극 인 태도를 보이

다가, 1996. 1. 5. 거창사건등 련자의명 회복에 한특별조치법(법률 제

5148호)을, 1999. 12. 7.에는 제주4․3사건진상규명 희생자명 회복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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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을 각 제정하 다.

그러나 그 후에도 법률의 용을 받지 못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특별

법 제정요구 등이 진행되어 왔다.16)

나. 공소시효․소멸시효 조항과 이 사건 심 청구

문경학살사건은 단순한 국가의 일반 불법행 와는 매우 다른 특수한 사

정이 존재한다는 에서 양자는 구별되어야 한다.17) 즉 그것은 사실상 집

단학살을 구성하는 한 인권침해라는 에서 국가는 피해자들에 한

특별한 보호의무를 지게되며, 따라서 기존의 법체계에 따른 시효제도를 다

툴 수 있을 뿐 국가의 여하한 입법부작 도 다툴 수 없다고 쉽게 단정해서

는 안될 것이다.

이러한 집단학살 사건에까지 국가배상법상의 시효가 용되어야 한다고

보기 어려우며18), 문경학살사건과 같은 집단학살죄에 있어서는 피해보상에

있어서 어도 행 국가배상법상의 소멸시효는 그 용이 배제되거나 달

리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제노사이드․반인륜범죄의

처벌에 하여 국제법상 공소시효가 배제되는 것과 유사한 맥락이다(그러

한 범죄의 진상은 흔히 가려지게 마련이고 피해자들도 탄압받는 경우가 있

으므로 공소시효를 용하면 가해자가 처벌을 쉽게 면하게 되고 역사 이

고 반인륜 인 그러한 범죄의 재발을 막기 어렵게 될 것이다).

따라서 집단살해 후에 장기간의 시간이 경과하 지만 피해자의 피해보

상 요구를 국가가 수용하지 않고 있다면 이는 입법부작 로써 다툴 수 있

는 것이라는 이 받아들여질 수 있다. 그러므로 우선 집단살해 행 에

16) 그에 한 조직 인 활동의 를 들면, 2000. 6. 21. 서울 스센터에서 민간인

학살모임( 표 강정구)과 국유족 의회( ) 주최 심포지엄이, 2001. 5. 22.국회

의원회 에서, 국회의원의 연구단체 ‘나라와 문화를 생각하는 모임’ 한국 쟁

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과 명 회복을 한 범국민 원회 공동주최로 한국 쟁

후 민간인학살 통합특별법 국회공청회가 있었다.

17) 한 그러한 구분을 하지 않으면 국가배상법 자체에 한 헌법소원이 청구기간

도과로 불가능할 것이므로 청구인들에게 무나 가혹하다. 물론 이는 삼청교육

피해자들도 유사하지만, 조직 인 인권학살로서 무나 반인륜 인 문경학살사건

(집단학살)의 피해자는 좀더 특별한 취 을 받아야 할 것이다.

18) 더구나 장기간 사건의 진상이 국가에 의하여 은폐되고, 피해자의 피해보상 주장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것이었음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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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특수한 법리의 필요성에 하여 살펴본다.

다. 집단살해(genocide)의 특수성

(1) 개

세계 으로 20세기 후반은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 잔혹한 량살상을

방지하기 한 국제법 국내법 노력이 이루어졌던 시기다. 2차 후

집단살해(집단학살) 혹은 인간성에 한 반인륜 범죄(crimes against

humanity)19)를 새로이 범죄명으로 구성요건화 하고 이에 한 국제 연

로서 처벌과 방지책이 강구되었다. 이를 해 공소시효와 같은 처벌 장

애사유를 배제하는 국제법 원칙이 확립되었고 이는 각국의 국내법에도 수

용되어 왔다.20) 그 결과 세계 각국에서 과거청산 문제로서, 과거의 집단학

살 내지 인간성에 한 범죄의 가해자를 처벌하거나 배상을 인용하는 법원

의 재 등이 행하여졌다.

1948. 12. 9. 다수의 유엔 가입국들은 리에서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

벌에 한 약’(Convention on the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the

Crime of Genocide)을 체결한 바 있다(1951. 1. 12. 발효). 우리나라도 1950.

9. 4. 국회 동의를 얻어 이 약(조약)에 가입하 다(발효일 1951. 12. 12.

19) 2차 후 뉘른베르크 국제 범재 소는 반인륜 범죄(crimes against humanity.

무자비한 고문․납치․집단학살․강제노역 등)에 해서는 공소시효를 배제하

고, 1974년 유럽의회는 그러한 범죄와 범에 하여는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유럽

약을 체결한 바 있다. Hans Lilie(하태 역), “반인륜 범죄행 에 한 공소

시효”, 동아법학 제21호(1996), 286쪽 참조.

20) 일례로 독일 형법은 제220조a에서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

제220조a 민족 , 인종 혹은 종교 그룹이나 습에 의하여 특징되는 그룹의

체나 일부분을 괴하려는 의도로써 다음 각호의 행 를 한 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1. 그 그룹의 소속인들을 살해하거나,

2. 그 그룹의 소속인들에게 특별히 제226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심각한 신체

혹은 감정 해악을 가하거나,

3. 그 그룹의 생활을 악화시켜 체 혹은 부분 으로 신체 괴에 처하도록

하거나,

4. 그 그룹내에서 출생을 방지하려고 조치를 취하거나,

5. 그 그룹의 어린이를 다른 그룹에게 강제로 이 시키는 행

한편 제78조 제2항은 “제220조a(제노사이드) 제211조(살해)의 심각한 형사범

죄에 해서는 공소시효를 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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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제1382호). 이 약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다.

『체약국은, 집단살해는 국제연합의 정신과 목 에 반하며 한 문명세계

에서 죄악으로 단정한 국제법상의 범죄라고 국제연합총회가 1947년 12월 11

일부 결의 96(1)에서 행한

선언을 고려하고, 역사상의 모든 시기에서 집단살해가 인류에게 막 한 손

실을 끼쳤음을 인지하고, 인류를 이와 같은 고뇌로부터 해방시키기 하여는

국제 력이 필요함을 확신하고,

이에 하기에 규정된 바와 같이 동의한다.

제1조 체약국은 집단살해가 평시에 행하여졌든가 시에 행하여졌든가를

불문하고 이것을 방지하고 처벌할 것을 약속하는 국제법상의 범죄임을 확인

한다.

제2조 본 약에서 집단살해라 함은 국민 , 인종 , 민족 는 종교

집단을 부 는 일부 괴할 의도로서 행하여진 아래의 행 를 말한다.

(a) 집단구성원을 살해하는 것

(b) 집단구성원에 하여 한 육체 는 정신 인 해를 가하는 것

(c) 부 는 부분 으로 육체 괴를 래할 목 으로 의도된 생활조

건을

집단에게 고의로 과하는 것

(d) 집단내에 있어서의 출생을 방지하기 하여 의도된 조치를 과하는 것

(e) 집단의 아동을 강제 으로 타 집단에 이동시키는 것

……

제5조 체약국은 각자의 헌법에 따라서 본 약의 규정을 실시하기 하여

특히 집단살해 는 제3조에 열거된 기타의 행 의 어떤 것에 하여도 죄가

있는 자에 한 유효한 형벌을 규정하기 하여 필요한 입법을 제정할 것을

약속한다.』

이러한 조약은 집단살해가 지니는 인간성 괴와 잔혹성에 기인하여 이

는 다른 일반 범죄에 비해 특별한 취 이 요청되어야 하며, 그러한 취 은

세계 인 연 와 력 하에서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집단살해

문제에 해서 국가가 이에 한 책임자처벌, 피해보상 등을 보다 극

으로 강구할 의무가 있다.21) 만약 국가가 그러한 집단살해가 있었음에도

이를 방치하거나 피해자들이 피해회복 등을 추구할 수 없었던 상황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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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기존 법체계상의 가해자처벌, 피해보상만을 주장한다면 이는 국가

로서 해야 할 인권보호의무를 다한 것이라 할 수 없다.

(2) 문경학살사건은 집단살해(genocide)인가?

집단살해 혹은 집단학살(제노사이드)에 한 법 정의는 약에서

규정되고 있다. 즉 “집단살해라 함은 국민 , 인종 , 민족 는 종교

집단을 부 는 일부 괴할 의도로서 행하여진 집단구성원을 살해하는

등의 행 ”가 그것이다.

그런데 문경학살사건은 무장한 공산주의자들에게 력하 다는 이유로

한 마을 주민 부분을 학살하고 가옥을 소실시킨 행 인데, 이들 민간인

들은 “국민 , 인종 , 민족 는 종교 집단”에 속하는 것이 아니고 단

지 공비에게 조했다는 의만을 받던 마을주민들 집단이란 에서

약상의 제노사이드 정의에는 포함되기 어렵다. 그러나 약상의 제노사

이드 개념은 약 후에도 사실상 세계 으로 자행되었던 실제 집단

학살사건들을 제 로 포섭하기 하여 좀더 포 으로 정의되어 왔다.22)

21) 동 조약은 우리 국내법 효력에 있어 단순한 법률 효력 이상의 헌법 차원

의 효력을 지닌다고 볼 것인데, 동 조약 제5조에 따른 후속입법을 우리나라는 한

바 없다. 독일의 경우 앞서 본 것처럼 국내법으로 제노사이드 처벌을 규정하고 공

소시효를 배제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사실상 입법부작 상태가

래되고 있다.

22) 이에 해서는 제노사이드 종식을 한 세계연 (Http://www.endgenocide.org)

의 자료 (The Campaign to End Genocide) “Defining Genocide” 참조.

Frank Chalk and Kurt Jonassohn in 1990: "Genocide is a form of one-sided

mass killing in which a state or other authority intends to destroy a group, as

that group and membership in it are defined by the perpetrator." ("제노사이드

는 한 국가 혹은 다른 권 주체가, 어떤 그룹 그 소속원의 定義를 바로 가

해자 자신이 하면서, 그 그룹을 괴하려는 의도로 일방 인 량살해를 한 형태

이다.“)

Vhakn Dadrian in 1975: "Genocide is the successful attempt by a dominant

group, vested with formal authority and/or with preponderant access to the

overall resources of power, to reduce by coercion or lethal violence the number

of a minority group whose ultimate extermination is held desirable and useful

and whose respective vulnerability is a major factor in contributing to the

decision for genocide." (“제노사이드는 공 인 권 혹은( ) 권력 자원에 한

우세한 근권을 부여받은 지배그룹이, 강제나 치명 폭력으로서, 한 소수 그룹

의 구성원수를 성공 으로 감소시키는 것으로서, 그 지배그룹은 피해자 그룹의 궁

극 소멸을 의도하고 이를 바람직한 것으로 보며, 피해자 집단의 취약성이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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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제노사이드 개념에 의하면 공비에 력하 다는 일방 매도로 한 마

을의 무고하고 항 없는 민간인들 수십명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무차별

잔인하게 살해한 국가의 공권력 행사는 쉽게 제노사이드의 범주에 포함된

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국내의 6.25 후 학살사건 조사자 내지 연구자들

도 군경에 의하여 질러진 많은 학살들은 제노사이드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23)

그러므로 문경학살사건은 하나의 국제법 인 제노사이드에 해당되거나

어도 제노사이드 유사행 (genocide-like act)로서 제노사이드와 같이 취

되어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제노사이드 약의 해석문제가 제기

되는 것이 아니라, 배상에 한 입법부작 가 문제되는 것을 감안하면, 문

경학살사건을 제노사이드와 유사하게 취 하여 입법부작 로서 다툴 수 있

다고 보는 것이 무리한 법리라고 할 수 없다.

(3) 국가공권력에 의한 조직 인권박탈행 인 문경학살사건

한편 문경학살사건은 단순한 제노사이드 이상의 특수성을 지니고 있다.

그것은 국가공권력의 조직 개입에 의하여 어린이와 부녀자가 다수 포함

된 한 마을 주민들 체를 무차별 학살한 사건이다. 이는 국민을 무장공비

들로부터 보호해야 할 물리력을 독 한 국가가 스스로 나서서, 공비와 내

통했다는 증거도 없이( 미극동군 정보보고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들은

한 제노사이드 결정을 래한 요한 요소이다.“)

Helen Fein in 1988: “Genocide is a series of purposeful actions by a

perpetrator(s) to destroy a collectivity through mass or selective murders of

group members …” (“제노사이드는 가해자(들)에 의하여 의도 으로 그룹 소속원

들이 량으로 혹은 선별 으로 일련의 집단 인 살해를 당하는 것이다.”)

이상의 인용문은, Frank Chalk and Kurt Jonassohn. The History and

Sociology of Genocide: Analyses and Case Studie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90) 참조.

23) 강 실, “민간인 학살사건에 한 법 인 문제 과 해결방안”, 2000. 6. 21. 서울

스센터 「한국 쟁 후 민간인학살 심포지움」자료집, 48쪽. “학살사건은 20세기를

지배하 던 냉 이데올로기와 쟁상황 속에서 빚어진 사태라는 에서, 그 쟁이

단순한 내 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유엔의 참 방식을 통한 강 국의 개입을 불러와

서 국제 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에서 남한사회 인권의 문제일 뿐 아니라, 20세기

제노사이드의 한 형으로서 20세기 인간이 처하 던 잔혹한 인권침해상황을 밝

내는 세계사 인권론의 의미를 갖고 있다.” 한 같은 자료집에 수록된, 김동춘,

“민간인학살 문제 왜, 어떻게 해결되어야 하나”도 같은 취지이다(36-38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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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인근지역 공산주의자들을 도와 것 같으나 최근에는 경찰에 조했

었다고 한다. 이 사건 기록 46쪽), 아무런 법 차도 보장하지 않고, 무장

하지 않은 어린이, 남녀노소의 마을 주민들 체를 잔인하게 몰살시키는

행 를 했다는 것은 생명권의 박탈 등 하고 심각한 인권침해이고, 한

국가의 헌법질서 를 왜곡하고 민주주의를 괴하는 행 이다.

당시의 극단 인 반공이데올로기를 감안하더라도 문경학살과 같은 사건

들은, 한 국가가 민주주의 입헌국가를 표방하고, 기본권의 보호와 그 제한

의 한계를 헌법에 규정하 다면 규범 으로 용납될 수 없는 사태이다. 그

다면 어도 오늘날의 보다 민주화된 한국 헌법 실에서 여 히 국가가

이 사건에 련된 진실을 은폐하거나 피해자들의 진상규명, 피해보상 요구

를 거부한다면 이는 국가가 모종의 헌법상의 작 의무를 반하고 있다고

추정되는 것이다.

(4) 행법상의 국가배상․가해자 처벌의 기 가능성 문제

지 까지 역사를 보면 학살을 지른 국가는 재의 자신의 입장을 정당

화하기 해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입을 막고, 그들을 일반 사람들과 격리

시키며, 공식 역사해석을 통해 그들의 기억을 조작한다.24) 학살이라는 국가

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은 국가권력의 정당성에 치명 인 결과를 가져올 수

도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25)

문경학살사건과 같은 집단학살 사건도 그 모가 드러나지 않고 있다는

측면에서 ‘사실의 不在’에서 출발하고 있다. 그런데 어떠한 법 조사권한

을 갖고 있는 일반 인 조사기구가 존재하지 아니하여왔던 상황에서 사건

이 일어난 지 50년이라는 장기간의 세월이 흘 고, 그 세월은 과거의 사건

을 일깨우고 기억을 축 하는 과정으로서가 아니라, 사실을 은폐하고 기억

을 지워버리는 과정으로서 존재하 다. 장기간 망각 속에 사건이 묻 있어

야 하 던 가장 직 인 원인은 물론 국가권력이 이를 은폐하고자 하거

나, 극 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던 데에 있다. 군사정권의 기간동

24) Herbert Hirsch, Genocide and the Politics of Memory, The University of

North Calolina Press, 1995, 182쪽. 김동춘, 36쪽에서 재인용.

25) 김동춘, 의 , 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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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에는 학살사건의 언 자체가 기시되었다. 장기간의 세월동안에 련

당사자들은 사망하거나 뿔뿔이 흩어졌다. 한 사실 자체가 왜곡되어 허

사실을 기억 속에 강요함으로써( 컨 문경양민학살사건에서 국군부 에

의한 학살은 공비출몰 총살로 인한 사망으로 왜곡되고 호 에 기재되었다)

일반인들의 심밖에 려나 있음은 물론 강요된 허 사실로 인하여 생존

한 피해자 유족들조차 아직도 증언을 꺼리는 분 기에 짓 려 있다. 한

‘사실의 不在’를 래한 원인은 학살사건이 쟁직 , 는 쟁기간 이

라는 비상시기에 일어났고 그로 인하여 사실의 규명과 공개 자체가 어려웠

다는 에 있다. 사건에 한 기록들이 얼마나 되는지 그 문서가 어디에

존하는지, 어떠한 증거들이 남아있는지 자체를 힘들여 밝 내어야 하는

작업으로 남아 있다.26)

그러므로, 피해자들이 국가배상법 등에 따라 適期에 국가에 하여 배상

청구 등을 할 수 없었던 것을 이들의 잘못에 돌릴 수 없으며, 여기서 국가

가 사후에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하여 총 인 배상방법을 모색해야만 할

요청이 생겨난다. 그러한 요청은 국가가 문경학살사건으로 인한 기본권 침

해상태를 보호할 의무가 강하게 존재할수록 강한 것이다.

라. 침해된 기본권

이 사건에서 침해될 수 있는 기본권으로 거론되는 것은 생명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인격권), 신체의 자유, 재산권 등이다.

그런데 국회가 마땅히 피해보상 등에 하여 입법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

를 입법부작 하 다면, 그러한 입법부작 로 인하여 침해될 수 있는 기

본권은 국가배상청구권이라 할 수 있다(국가가 문경학살사건과 같은 집단

학살 사건에 한 한 보상입법을 하지 않는 경우). 왜냐하면 국가에

의한 그러한 불법행 의 결과 당사자에게는 헌법상의 국가배상청구권이 발

생할 것인데, 국가가 이를 실효성 있게 보호할 입법을 하지 않고 있는 상

태라면 극단 인 경우 그러한 부작 는 배상청구권을 침해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기타 나머지 기본권, 즉 인격권, 신체의 자유 등은 입법부작 자체로 인

26) 강 실, 의 , 4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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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침해되는 기본권이라 보기는 어렵다. 즉 이미 문경학살사건으로 인하

여 침해된 인격권, 신체의 자유는, 그 후의 장기간의 입법부작 로 인하여

계속 침해된 상태로 있을 수는 있으나, 그러한 입법부작 상태 자체로 인

하여 새로이 침해될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27)

한 평등권 침해주장은 입법부작 로 인하여 침해될 성질의 것이 아니

라 거창사건특별법, 제주4.3사건특별법에 의하여 침해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입법부작 청구에서 침해될 수 있는 기본권이라 할 수 없고, 청

구인들로서는 이들 입법에 한 극 다툼, 즉 부진정입법부작 청구를

하여야 했을 사항이다.

한편 알 권리28) 침해 주장은, 이 사건에서 청구인들은 결국 정부의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며, 련 자료의 공개와 같은 극 요구를 하

거나 이러한 요구에 한 거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므로 해당 사항이 없다

고 할 것이다(진실을 알 권리와 같은 추상 인 내용을 헌법상의 기본권으

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청구인들은 행복추구권29) 침해도 거론하나, 이 사건 입법부작 자체로

27) 에 따라서는 이미 침해된 인격권 등이 장기간의 입법부작 로 인하여 가

침해되고 따라서 이들 권리도 입법부작 자체에 의하여 침해될 수 있다고 본다.

를 들어, 정신 사건에서 입법부작 에 의한 손해배상을 인정한 1998. 4. 27.자

일본 山口지방재 소 下關지부 결(이에 해서는 김창록, 일본군 ‘ 안부’문제의

법 해결을 한 하나의 모색-시모노세키 결을 심으로-“(별첨), 인권과 정의,

통권 제267호(1998. 11.), 88쪽 참조. 그러나 이미 침해된 인격권을 다시 국가가 보

장(보호)해야 한다는 논리는 쉽게 서기 어렵고, 다만 국가는 침해된 인격권에

한 가능한 보상입법을 하여야 할 작 의무가 있고 그 불이행시 보상청구권이 새

로이 침해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28) “알 권리의 핵심은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한 국민의 알 권리 즉, 국민

의 정부에 한 일반 정보공개를 구할 권리(청구권 기본권)라고 할 것이며,

… ”(헌재 1989. 9. 4. 88헌마22, 례집 1, 176, 188; 유사 례로서, 1991. 5. 13.

90헌마133, 례집 3, 234, 245-247; 1992. 2. 25. 89헌가104, 례집 4, 64, 93). “정

보에의 근수집처리의 자유, 즉 ‘알 권리’는 표 의 자유와 표리일체의 계

에 있으며 자유권 성질과 청구권 성질을 공유하는 것이다. 자유권 성질은

일반 으로 정보에 근하고 수집처리함에 있어서 국가권력의 방해를 받지 아

니한다는 것을 말하며, 청구권 성질은 의사형성이나 여론형성에 필요한 정보를

극 으로 수집하고 수집을 방해하는 방해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

는 바 이는 정보수집권 는 정보공개청구권으로 나타난다.”(헌재 1991. 5. 13. 90

헌마133, 례집 3, 234, 246; 유사 례로, 1998. 10. 29. 98헌마4, 례집 10-2,

637, 645)

29) 행복추구권은 그의 구체 인 표 으로서 일반 인 행동자유권과 개성의 자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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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여 행복추구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다른 기본권(배상

청구권)의 침해성이 인정된다면 행복추구권까지 굳이 단할 실익이 없다

고 할 것이다.

마. 국가의 행 의무 내지 보호의무

(1) 쟁

입법부작 에 한 헌법재 소의 심사가 가능한 범 에 해서는 앞서

다수의견이 설시한 례와 같다.

이 사건에서 문경학살사건에 한 피해보상 등에 한 입법을 하여야 할

헌법상의 입법 임 규정은 찾을 수 없다. 그러므로 헌법 해석상 청구인들

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한 국가의 행 의무 내지 보호의무, 혹은 입법의

무가 발생하 는지가 문제된다.

(2) 국가의 기본권 보장(보호)의무30)의 내용

(가) 헌법 규정

헌법은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 인

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동 조항 후단부의 국가의 기본권 보장의무는 실은 헌법에 규정이

있든 없든 국가로서는 인권보장을 하여 노력하여야 하므로 선언 인 것

에 불과하다. 그러나 한편 이러한 명시 인 규정이 있는 이상, 극히 외

인 경우 그러한 의무 반시 헌법재 으로서 그 반을 다툴 수 있는 것이

운 발 권을 포함한다(헌재 1991. 6. 3. 89헌마204, 례집 3, 268, 275; 1998. 5.

28. 96헌가5, 례집 10-1, 541, 549; 1998. 10. 29. 97헌마345, 례집 10-2, 621,

633). 그런데 “행복추구권은 다른 기본권에 한 보충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을

지니므로, 공무담임권이라는 우선 으로 용되는 기본권이 존재하여 … 그 침해

여부를 단하는 이상, 행복추구권 침해 여부를 독자 으로 단할 필요가 없다.”

(헌재 2000. 12. 14. 99헌마112등, 례집 12-2, 399, 408). 유사 례로, “행복추구권

은 하나의 독자 기본권이지만 다른 여타의 개별 기본권과는 달리 추상 이고

포 인 보충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다.”(헌재 1995. 7. 21. 94헌마136, 례집

7-2, 169, 188: 별도의견).

30) 헌법 제10조 후단이 “보장”이라고 하 고, 후술할 독일식의 “기본권 보호의무”와

구별할 필요가 있으므로 “보장의무”라고 표 함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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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볼 것이다(아래 결정 참조).

(나) 헌법재 소 례

이에 해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사건(헌재 1997. 1. 16. 90헌마110․

136(병합), 례집 9-1, 90)에서 비교 상세하게 언 되었다.31)

그런데 헌법 제10조 후단에서 도출되는 기본권 보장의무는 독일 헌법해

석상 발 되어 온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Grundrechtliche Schutzpflicht)보

다는 더 의의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後 는 독일에서 기본권의 객

성격(즉, 주 권리일뿐 아니라 국가가 지켜야 할 객 인 법규범성)으

로부터 헌법해석상 도출되는 국가의 보호의무이론으로서, 私人인 제3자가

다른 국민의 기본권 법익을 침해하 을 때 발생한다( 를 들어, 낙태에

있어서 태아의 생명권 문제). 그러므로 국가 자체에 의한 기본권 침해시를

비한 보호의무에 한 것이 아니다.32)

이에 비해 헌법 제10조 후단상의 국가의 기본권 보장의무는 私人에 의

한 기본권침해에만 국한할 이유가 없고,33) 당연히 이를 포함한다고 볼 것

이며, 나아가 기본권 침해를 방하기 한 국가의 기본권 보장과34), 더 나

아가 국가에 의한 법익(기본권 등) 침해시 생되는 해당 기본권(청구권

기본권으로서 국가배상청구권 등)을 보장해 주어야 하는 의무까지 포함한

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런 해석이다. 한편 헌법재 소는 원칙 으로 국가가

보호의무를 반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만 국가의 해당 작 나 부작 의

헌성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헌법재 소의 통제의 강도는 일률

인 것이 아니고 련된 기본권 법익의 성 등에 따라 개별 으로 보

31) 다만 동 결정에는 재 의견이 3분되었는데, 그 2부분에서 보호의무가 논

해졌다. 각 시 내용은 서로 유사하다.

32) 정태호, “기본권 보호의무(Grundrechtliche Schutzpflicht)”, 인권과 정의, 1997.

8., 84쪽. 정 교수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기본권 보호의무는 한편으로는 국가

권력에 복종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권력에 하여 기본권을 주장할 수 있는 ”

私人“인 제3자가 타인의 기본권 법익에 법 으로 가해하 거나 그러한 험

이 있는 경우에 발생한다.”

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례는 그러한 범 에 국한한 듯한 인상을 다. 이는

사안이 타인(사인)에 의한 교통사고 문제라는 것과도 련이 있다. 그러나 헌법

제10조 후단의 기본권 보장의무를 사인의 침해로부터의 보장에만 한정하는 것은,

기본권이 원래 국가 권리인 등을 고려할 때, 치 않다.

34) 실은 이것이 제10조 후단의 성격에 맞을 것이다. 즉 방 인 조치가 필요한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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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야 할 것이다( 례).

(3) 이 사건의 경우

생명권, 신체의 자유는 헌법상 가장 우선 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권

이고 이 침해로부터 발생하는 피해자 유족의 구제받을 권리는 보장되어

야 할 것이다. 규모의 무차별 양민학살은 국가성립과 존속의 가장

요한 요소인 주권자에 한 공격으로서, “ 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

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조항에도 불구하고 권력을

임받은 정부가 권력의 주체인 국민의 인권을 조직 으로 유린하는 행

로서, 국가권력의 한 남용이다. 국가는 사후에 이와 같은 국가권력의

유린행 에 한 진실을 규명하고 가해자에 한 처벌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것이다35).

헌법은 제29조 제1항에서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 로 손해를 받은 국

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

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국가배상청구권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

권으로서 불법행 를 당한 국민은 당연히 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36)

다만 법률에 정한 차와 한도 내에서 그러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볼 것이다.

한편 국가배상법(1951. 9. 8. 법률 제231호로 최 제정)이 헌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마련되어 있는데, 동법 제8조(1951년 당시는 제1조)에 따라

용되는 민법상(제766조) 시효규정에 따르면, 시효기간은 손해 가해자

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 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된다.37) 따라서 재

35) 다만 진실규명과 가해자처벌을 요청할 수 있는 헌법상의 권리는 찾기 어렵다.

알 권리는 에서 보았듯이 부 하고, 피해자가 가해자를 처벌해 달라고 할 기

본권이 일반 으로 보장되는 것도 아니다. 한편 헌법은 재 차진술권(제29조 제

5항)을 보장하나 이를 학살사건의 가해자 처벌을 요구할 권리까지 포함하는 것으

로 볼 수 없다.

36) 이 기본권은 헌법규정에서 직 도출되는 권리이며(직 효력설), 구체 인 기

과 방법을 법률로 규정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체 인 견해이다( 를 들어, 홍정

선, 행정법원론(상), 박 사, 2000, 510쪽). 그런데 국가배상법이 마련된 이상 이를

통하지 않은 직 배상청구를 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문경학

살사건의 경우 헌법규정을 근거로 직 배상청구를 할 수는 없으며, 따라서 입

법부작 청구로서, 특별법의 제정에 의한 배상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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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는 문경학살사건의 시효가 도과되었으며 달리 국가배상법에 의한 구제

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고 볼 것이다.38)

그런데 문경학살사건은 집단살해 행 로서 국가공권력의 조직 개입에

의한 하고 심각한 인권침해 상황을 래한 것이므로, 국가로서는 그러

한 침해 행 로부터 생된 배상청구권을 최 한 보호해 헌법 의무를

진다. 집단학살 사건과 같은 경우 기존의 국가배상법에 의한 배상청구권의

보호는 시효제한으로 말미암아 매우 실효성이 없다. 학살사건은 국가권력

의 조직 인권유린행 로서 권력을 임받은 정부가 국가권력의 주체인

국민들의 생명과 존엄을 침해하는 행 이다. 그런데 통상 실정법은 정부

가 국가권력의 이름으로 국가 법익을 침해하는 개인의 법행 나, 국

가기 인 공무원 개인의 일반인에 한 법행 나, 개인과 개인간의

법행 와 그로 인한 배상의 문제를 규정하기 한 시스템이다. 이러한 법

체계는 법한 임에 의한 국가권력의 법한 행사를 제로 존재한다.

그런데 학살사건은 바로 수임자인 정치권력이 선량한 국민을 량으로 학

살한 행 로서 이는 통상 인 법체계가 상하지 못한 비상한 법상태의

문제이다.

한 피해자들은 문경학살사건 후의 쟁과 그 후의 반공이데올로기 정

치상황 하에서 종 의 실정법에 따른 구제를 도모하기는 불가능했다고

이 상당하다. 집단학살 사건으로서 국가공권력에 의한 조직 인권유린행

는 국가가 마련한 구제 차에 따라 구제받는 것이 사실상 혹은 법률상

불가능하다.39) 이와 같이, 일반 불법행 의 경우에 인정되는 구제 차에 따

37) 헌법재 소는 이 시효기간 자체는 배상청구권의 본질을 침해한 것이 아니고 과

잉 지원칙에 배된 것도 아니라도 단한 바 있다. 헌재 1997. 2. 20. 96헌바24,

례집 9-1, 168, 176.

38) 례에 의한 국가배상법 소멸시효의 정지(사실상 청구를 할 수 없었던 경우) 등

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이를 인정한 례가 없다.

39) 오히려 진상조사, 명 회복 한 배상 등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다른

탄압의 빌미가 되고 국가권력에 의해 범죄로 낙인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

이 보통이므로 피해자 는 그 유족은 이 의 고통을 감수하여야만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어 이들은 오랜 기간 그 진상을 밝힐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당하며, 진상

규명 이후의 수순이라고 할 명 회복, 배상 등의 구제를 기 하는 것은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게 된다. 한 사회 체의 민주화에 힘입어 피해자들의 이러한 요구

가 물리 으로 탄압을 받는 상황은 벗어난다 하더라도, 국가가 자발 이고 극

인 구제방법을 마련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부작 는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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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동 피해자 유족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이

들의 권리구제를 해서는 특별한 다른 구제방법이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재로서 청구인들의 배상청구권을 보호하는 유일한 법 조치로서는 특별

법을 제정하여 진상규명 국가배상을 도모하는 방법 외에는 없다.

(4) 법치국가 원리의 한 내용으로서 법 구제 차 보장

법치국가는 인권이 침해된 개인으로 하여 이를 사법 으로 다툴 수 있

도록 하는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그 지 않다면 헌법상의 인권은 문언

상으로만 존재하게 되며 그 규범력을 가질 수 없게 된다.40) 청구인들의 경

우 자신들의 잘못 아닌 국가의 잘못으로 이미 공소시효, 소멸시효가 경과

되어, 공권력에 의한 한 인권침해를 다툴 법 구제수단이 없다면, 이

는 법치국가원리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청구인들은 그러한 인권침해로부터 생한 배상청구권의 보장입법을 강

제해 것을 헌법재 소에 청구하고 있는데, 여기서 헌법재 소가 이러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청구인들의 권리구제가 사법 으로 가능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진다(다만, 입법부작 로 인한 손해배상( 자료) 청구가

가능하나 이는 권리구제에 간 인 것이다). 그 다면 헌법재 소로서는

법리가 허용하는 한 극 으로 법치국가원리를 구 하기 한 사법 구

제책을 도모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5) 소결: 국가의 작 의무 인정

이상의 이유로 국가는 이 사건에서 집단살해 사건의 피해자들에 한 배

상청구권을 보장할 특별한 입법을 하여야 할 작 의무가 있다고 볼 것이

다.41) 그러므로 결국 이 사건 입법부작 청구는 국가의 작 의무가 인정

식 인 무마조치로 일 할 경우, 이미 그 증거가 고의 으로 은폐되고 오랜 시간

이 경과한 사건에 하여 피해자 개인이 진실을 밝 내는 것은 매우 어렵고, 실정

법상의 공소시효와 소멸시효제도 등의 법률 장벽에 가로막 있다. 강 실, “민

간인 학살사건에 한 법 인 문제 과 해결방향”, 58-59쪽.

40) 이러한 에서 독일 기본법 제19조 제4항 1문은 “공권력에 의하여 자신의 권

리를 침해받은 자는 법 구제수단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41) 이러한 작 의무는 이미 국회 자신의 견해에서 포함되고 있다. 국회는 제2공화

국 시 진상조사를 거쳐 특별입법을 할 것에 한 결의안을 채택한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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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므로 법한 것이다.

라. 본안의 경우

(1) 입법부작 심 청구의 경우 법요건에서 국가의 작 의무를 고찰

하게 되므로 본안에서는 체로 입법부작 기간, 나아가 입법부작 로 인

하여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이 명백한가 하는 정도가 단 상이 된다.42)

그런데 이 사건에서 침해된 기본권(배상청구권)과 입법부작 간의 상

계는 명백하므로 여기서는 입법부작 에 련한 국회의 입법재량의 한계

가 검토된다.

(2) “입법자가 입법의무를 지고 있다고 하여서 그 불이행의 모든 경우가

바로 헌법을 반한 경우라고는 단정할 수 없다. 즉 입법자에게는 형성의

자유 는 입법재량이 인정되므로 입법의 시기 역시 입법자가 자유로이 결

정할 수 있음이 원칙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입법자는 헌법에서 구체 으

로 임받은 입법을 거부하거나 자의 으로 입법을 지연시킬 수는 없는 것

이므로, 가령 입법자가 입법을 하지 않기로 결의하거나 상당한 기간 내에

입법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법재량의 한계를 넘는 것이 된다. 따라서 입

1960. 5. 23. 국회 양민학살사건진상조사특별 원회 구성이 결의되어 6. 3. 국회 진

상조사반의 주병환, 윤용구 의원이 석달동 학살 장에 와서 학살부 를 안내해 온

2명의 주민으로부터 증언을 듣는 등 조사활동을 벌 다. 그 결과 조사반측은 박모

가 인솔하는 소속불명의 무장병에 의하여 이 사건이 질러졌다고 보고서에

기재하 으며 “동 학살을 당시 정부에서 알고도 그 뒤를 흐려버렸다는 방증과 학

살부 를 안내해 온 2명의 주민을 들추어냄으로써 앞으로 5 국회가 이 기 자

료를 토 로 학살자와 그 경 를 틀림없이 규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낙 한다. 그

모가 밝 지면 정부로부터 유족에게 상당한 보상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고, 1960. 6. 21. 국회는 만장일치로 다음과 같은 정부 건의안을 채택하 다.

『1. 정부는 민의원양민학살사건조사단에서 조사한 지역 뿐 아니라 해 사건조사

를 한 군경검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하여 양민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악질 인

계자 피해상황을 조속한 시일 내에 조사할 것.

2. 양민의 생명 재산상 손해를 끼친 악질 계자의 엄 처단과 피해자에 한

보상제도를 설정하기 하여 기존법률에 의한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나 시효의

규정에 계없이 특별법으로 가칭 ‘양민학살사건처리특별조치법’제정을 구한다.』

이 사건에서 피청구인 역시 국가의 행 의무 내지 보호의무를 부인하지 않으며,

다만 그 진상규명의 어려움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그러나 진상규명 문제는 입

법 자체가 마련된 다음 단계의 문제라고 할 것이다).

42) 입법부작 를 인용했던 조선철도보상 사건 결정(헌재 1994. 12. 29. 89헌마2,

례집 6-2, 395)에서도 유사한 본안 단이 행해졌다(다만 작 의무 인정을 법

요건에서는 미루고 본안에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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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부작 는 이와 같이 입법재량의 한계를 넘는 경우에 한하여 헌으로 인

정되는 것이다.”(헌재 1994. 12. 29. 89헌마2, 례집 6-2, 395, 405)

(3) 이 사건의 경우: 심 당시 국회 계류 인 입법안 검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들의 반복된 입법청원 등에도 국회는 지난 수십년

간 이 문제를 방치하여 왔다. 집단학살을 당한 이 사건 피해자들에게 그

피해보상을 한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었다.

그런데 이 사건 결정 당시 국회 행정자치 원회에는 배기운 의원 외 16

인이 제안한 “6․25 쟁 후민간인희생사건진상규명 희생자명 회복에

한특별법안”( 원회 회부일 2001. 6. 2.)과 김원웅 의원 외 45인이 제안한

“한국 쟁 후민간인희생사건진상규명 피해자명 회복등에 한법률

안”(2001. 9. 1. 회부43))이 회부되어 있었으나, 아직 동 원회에 상정되지

는 않았다.

그런데 동 법률안들은 특별 원회를 통한 진상규명 피해자들의 명

회복에 을 두고있으며 설사 진상규명이 되었다고 해도 배상청구권을

인정하지는 않고 있다. 배상과 련된 조항으로 김원웅 의원 안은 “생활지

원 의료지원 ”에 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통상 인 국가의 불

법행 로 인한 국가배상책임과는 거리가 먼 것이고 소득층의 생계보호와

같은 사회보장 입법 차원에 그치는 것이다.44)

43) 그 제안이유는 다음과 같다.「한국 쟁을 후하여 한반도 역에서 쟁과 직

련이 없는 많은 민간인들이 국군․경찰 미군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상해

를 입는 등 무고하게 희생당한 민간인이 많이 있으나 제주 4․3사건이나 거창사

건을 제외하고는 지 까지 정부차원에서 진상규명을 한 노력이나 희생자 등에

한 명 회복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제주4․3사건과 거창사건의 경우 진

상규명과 명 회복을 한 특별법이 제정되었으나 다소 미흡하다는 지 도 있고,

문경․함평․산내 등 여러지역에서 한국 쟁 후민간인희생사건에 한 진상규명

과 피해자의 명 회복을 한 청원이 제기됨. 따라서 이러한 각각의 사건에 해

개별입법화하기 보다는 한국 쟁 후민간인희생사건에 한 체 인 사건들의

진상규명을 한 통합입법을 마련해 한국 쟁 후민간인희생사건의 희생자와 피

해자 유족의 명 를 회복시키고, 향후 인권침해의 재발 방지와 인권을 신장시

켜 국민화합에 이바지하고자 함.」

44) 제26조(생활지원 의료지원 ) ①정부는 희생자 그 유족 생계가 곤란

한 자에 해서는 생활지원 을 지 할 수 있고, 희생자 계속 치료를 요하거나

상시 개호 는 보조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자에게 치료와 개호 보조장구 구입

에 소요되는 의료지원 을 지 한다.

②생활지원 의료지원 을 지 받을 권리는 양도 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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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면 이러한 입법안이 설사 상정되어 행정자치 원회를 통과하고

법제사법 원회 본회의도 통과한다고 해도 피해자들의 국가배상청구권

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45)

물론 우선 진상규명을 하고 사후에 다시 새로운 배상입법을 마련할 수도

있겠으나, 그러한 망은 지난 50년간 국가(국회)가 보여 사건의 진상규

명과 배상에 한 소극 인 태도를 볼 때, 가능성이 의문시된다.

무엇보다도 사건 후 50년이 경과한 시 에서 당시의 생존자들의 생존여

명이나 기타 제반 상황에 비추어볼 때 그들이 입은 피해에 하여 더 이상

국가배상을 늦출 수는 없는 상태이다. 그들은 한민국 국민으로서 이미

과도한 고통을 겪어 왔다. 그 다면 입법안들이 해당 원회에 제안되

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에 련된 국가의 입법의무가 가시화되었다

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결국 이 사건에서는 입법안들에도 불구하고, 입법자는 헌법에서 보장

한 국가배상청구권을 문경학살사건과 같은 집단학살의 피해자들에게 실효

으로 보호하여야 할 입법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여 히 방치하고 있고,

따라서 이로 인하여 문경학살사건의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을 침해하기에

이르 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46) 이상이 소수의견의 요한 측면이라고 볼

수 있다.

③생활지원 의료지원 의 지 범 와 액의 산정 지 방법 등에 하

여 필요한 사항은 통령령으로 정한다.

한편 배기운 의원안도 거의 마찬가지이다. 동 의원안 제11조(의료지원 생

활지원 ) 참조.

45) 이 법안은 2001. 9. 6. 행정자치 원회에 회부되었지만 2002. 2.말 당시 상정일자

가 잡히지 않은 상태 다.

46) 그러한 결론은 이미 계류 인 입법안에 피해자에 한 피해보상까지 포함하는

쪽으로 법제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효과를 가질 것이다(이는 제안자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이며, 헌법재 소의 결정으로서 소모 인 논쟁을 종식시키게 될 것이

다). 이러한 입법은 과거를 한 번 제 로 청산하고(한편 어차피 가해자에 한 처

벌입법까지 이 지는 것은 소 입법 성격상 시도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청구

인들 유족들도 이를 극 으로 주장하지 않고, 진실규명, 명 회복을 강조한다.

그러므로 법 , 사회 혼란은 별 크지 않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인권과 민주주의

에 한 새로운 출발을 도모하며, 헌법이 그 規範力을 철시키고 있다는 좋은 징

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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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 결정의 의의

이 결정은 입법부작 에 한 헌법재 소의 종 법리를 재확인하고 있

다. 즉 이미 배상입법이나 형사소송법이 마련되어 있는 한 그 입법들의 불

완 성을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입법부작 자체를 청구할 수는 없

다는 것이다. 이로써 법 안정성이 유지될 수 있으나, 6.25 후의 민간인

피해에 한 헌법소원을 통한 사법 구제는 불가능해졌다.

그러나 이 사건은 6.25 후의 량 민간인 학살이 국가의 묵인 하에서

조직 , 집단 으로 이루어졌다는 에서 ‘특수성’이 있다. 소수의견은 그

러한 특수성을 반 한 법리를 모색하고 있다. 이는 헌법재 소가 국민의

기본 인권의 최후보루로써 기능한다는 에서 정 으로 보아야 할 것

이다.

일반 으로 헌법재 소는 심 상 입법의 헌 여부만을 심 하며, 그

헌 여부는 통상 해당 국가행 혹은 부작 가 “최소한”의 헌법 정당성

을 갖추었는지에 한, 커트라인(cutline)의 수 여부를 확인하는 심사이

다. 따라서 입법자는 헌법재 소가 각하 혹은 합헌 결정을 하 더라도 헌

법의 규범력을 실천하고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하여 언제든지 해당 법

률에 한 개선입법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헌법재 소

의 각하결정에도 불구하고 입법부는 소수의견의 취지를 반 하여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는

헌법 제10조에 따라 6.25 후 국가의 집단 공권력 남용행 로 인한 무

고한 피해자들의 고통과 피해를 구제하는 개선입법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

로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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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성보호에 한법률 제20조 제2항

제1호 등 헌제청

- 청소년 성매수자 신상공개의 헌 여부 -

(헌재 2003. 6. 26. 2002헌가14, 례집 15-1, 624)

정 ＊1)

【 시사항】

1. 청소년의성보호에 한법률 제20조 제3항, 제4항의 헌 여부가 당해

사건 재 의 제가 되는지 여부

2. 청소년 성매수자에 한 신상공개를 규정한 법 제20조 제2항 제1호가

가. 이 처벌 지원칙에 반되는지 여부

나. 과잉 지원칙에 반되는지 여부

다. 평등원칙에 반되는지 여부

라. 법 에 의한 재 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

마. 법 차원칙에 반되는지 여부

3. 신상공개의 시기․기간․ 차 등에 한 사항을 통령령에 임한

법 제20조 제5항이 포 임입법 지원칙에 반되는지 여부

【심 상】

이 사건 심 상은 청소년의성보호에 한법률(2000. 2. 3. 법률 제6261

호로 제정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 제2항 제1호, 제3항, 제4항, 제

5항이 헌법에 반되는지 여부이며, 심 상 조항 련규정의 내용은

＊ 헌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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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다.

법 제20조(범죄방지 계도) ① 청소년보호 원회는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 등의 범죄방지를 한 계도문을 년 2회 이상 작성하여 보게재를

포함한 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국에 걸쳐 게시 는 배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도문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의 성명, 연령, 직업 등의 신상과 범죄사실의 요지를 그 형이 확정

된 후 이를 게재하여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죄를 범한 자가 청소년인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5조의 규정을 반한 자

2.～7. (생략)

③ 청소년보호 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상 등의 공개를 결정함

에 있어서 공개 상자 상 청소년의 연령, 범행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력, 죄질, 공개 상자의 가족 계 상 청소년에 한 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공개 상자 그 가족 등에 한 부당한 인권침

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상공개의 경우 제5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죄의 상청소년과 피해 청소년의 신상은 공개할 수 없다.

⑤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도문 게재 등과 련한 구체 인

시기․기간․ 차 등에 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 를 한 자는 3

년 이하의 징역 는 2천만원 이하의 벌 에 처한다.

청소년의성보호에 한법률(2000. 2. 3. 법률 제6261호로 제정되고, 2001.

5. 24. 법률 제6479호로 개정되기 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

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라 함은 19세 미만의 남녀를 말한다.

2.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 ”라 함은 청소년, 청소년을 알선한 자 는

청소년을 실질 으로 보호․감독하는 자 등에게 품 기타 재산상 이익이

나, 직무․편의제공 등 가를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1

에 해당하는 행 를 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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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청소년과의 성교행

나. 청소년과의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

교행

3. (생략)

【사건의 개요】

1. 심 청구에 이르게 된 경

가. 제청신청인은 청소년 성매수행 를 하 다는 의로 벌 500만원을

선고받아 그 결이 확정된 자이다.

나. 청소년보호 원회는 2001. 5. 3. 법 제20조에 근거하여 제청신청인의

성명, 연령, 생년월일, 직업, 주소 등과 범죄사실의 요지를 보에 게재하고

역시 같은 내용을 청소년보호 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6개월간, 정부

앙청사 특별시․ 역시․도의 본청 게시 에 1개월간 게시하기로 하는

결정을 하 다.

다. 이에 제청신청인은 2001. 7. 16. 서울행정법원에 청소년보호 원회를

상 로 신상등 공개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후, 그 소송 계

속 법 제20조에 한 헌여부심 제청을 신청하 다.

라. 서울행정법원은 법 제20조 제1항에 하여는 헌제청신청을 기각하

고, 같은 조 제2항 제2호 내지 제7호에 하여는 신청을 각하하 으며, 같

은 조 제2항 제1호, 제3항, 제4항, 제5항에 하여는 신청을 받아들여 2002.

7. 26. 헌법재 소에 이 사건 헌여부심 을 제청하 다.

2. 헌심 제청이유와 이해 계인들의 의견

가. 제청법원의 제청이유의 요지

(1) 청소년 성매수자의 신상공개는 특별 방의 효과와 일반 방의 효과

를 기하고 있으므로 그 실질 인 속성은 형벌이다. 한편, 청소년 성매수자

에 한 형사처벌과 그 형의 확정 후 이루어지는 신상공개는 그 상행

보호법익이 같다. 그러므로 청소년 성매수자에 한 신상공개는 헌법

제13조 제1항이 지하는 이 처벌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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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상공개가 형벌 속성을 가지는 이상, 행정청인 청소년보호 원회

가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법 에 의한 재 을 받을 권리의 침해

법 차원칙의 반에 해당한다.

나. 제청신청인의 의견

(1) 행 신상공개제도는 벌 형과 같은 비교 가벼운 형을 선고받은

경우나 범 등과 같은 경우에도 국 공개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청

소년 성매수자의 인격권 내지 사생활의 비 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서, 헌이다.

(2) 법 제20조 제2항은 청소년 상 성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할 것을 규

정하고 있지만, 이보다 불법성이 더 큰 여러 범죄들, 컨 미성년자 살해

행 , 미성년자 약취유인행 , 미성년자를 상으로 한 인질강도행 등에

하여는 범죄자의 신상이 공개되지 않는다. 그러나 의 범죄들은 모두

청소년 보호라는 법익을 침해하는 행 인 에 있어서는 본질 으로 다르

지 않다. 그럼에도 성범죄자에 해서만 신상을 공개하도록 하는 것은 평

등원칙에 배된다.

한, 법 제20조 제2항은 청소년 상 성범죄들 에서도 일부에 해서

만 신상공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신상공개 상이 되는 성범죄와

그 지 않은 성범죄는 그 보호법익이 청소년의 보호라는 에서는 동일하

지만, 양자를 나 는 기 은 모호하므로, 결국 여기서도 평등원칙 배의

문제가 발생한다.

다. 청소년보호 원장의 의견

(1) 행 신상공개제도는 청소년의 성보호를 달성하기 해 입법정책

으로 채택된 것으로서, 처벌․보안처분 등 형 인 형사제재 이외의 새로

운 형태의 범죄 방수단이라 할 것이고, 그 본질․목 ․기능에 있어서 형

벌과는 다른 의의를 지니므로 형벌부과와 별도로 청소년 상 성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한다고 하더라도 이 처벌 지원칙 반이 되지 않는다.

(2) ‘청소년의 성보호’를 달성하기 한 여러 가지 수단 하나로서, 형

사처벌과 보안처분을 강화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으나, 이것이 행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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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개제도와 비교하여 기본권을 덜 침해하는 수단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

다. 한, 국 일반공개가 아니라 일정한 행정당국이 그 명단을 등록․

보 하면서 청소년 상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주민들에게만 정보를

공개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으나, 이 방법은 실효성 획득을 해 재의

것보다 훨씬 자세하고 구체 인 정보가 공개될 것을 요구하는바, 그 게

될 경우 행 신상공개제도보다 덜 침해 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이들 방법을 취하지 않고 행 신상공개제도를 취한 것이 피해의 최소성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행 신상공개제도는 우리 사회에 있어서 가장 요한 공익인

‘청소년의 성보호’를 한 것이고, 공개 상항목은 성명, 연령 생년월일,

직업, 주소(확정 결문에 기재된 것을 기 으로 시․군․구까지만 포함됨),

범죄사실의 요지 등으로서, 법원의 확정 결문에서 공개되는 상항목의

범 를 과하지 않는다. 한, 실 으로 재 을 받는 과정에서 혹은 구

속 는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범죄행 가 알려지는 것이

보통인 등을 감안할 때, 행 신상공개제도가 법익의 균형성을 상실한

제도라고 하기 어렵다. 따라서 과잉 지원칙에 반하여 성범죄자의 기본

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3) 청소년 상 성범죄에 있어서 보호법익은 청소년의 성보호에 있지만,

미성년자 살해행 , 미성년자 약취유인행 , 미성년자를 상으로 한 인질

강도행 등은 각각 그 보호법익이 미성년자의 생명, 자유, 재산 등에 있으

므로, 결국 두 가지는 본질 으로 서로 다르므로 양자를 달리 취 하더

라도 평등원칙에 배되지 않는다.

한, 신상공개 상이 되는 청소년 상 성범죄와 그 지 않은 청소년

상 성범죄를 나 것은 행 의 상․목 ․태양 등의 차이 에 근거한

것으로서, 합리 차별에 해당하므로 평등원칙에 배되지 않는다.

(4) 신상공개는 처벌이나 형벌이 아니므로 법 에 의해 신상공개 여부가

결정될 필요는 없다. 한, 법 에 의한 재 을 거쳐 형이 확정된 이후에

신상공개가 결정되고, 신상공개사 심의 원회운 규정 제9조 제3항에 의

하여 신상공개 상자로 선정된 자에 해 의견진술기회가 부여되며, 행정

소송을 통해 신상공개결정의 법 여부를 다툴 기회가 보장되고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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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들에 비추어 볼 때, 법 에 의한 재 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거

나 법 차원칙을 반하 다고 볼 수 없다.

【결정요지】

1. 법 제20조 제3항 제4항에 하여

제청법원은 법 제20조 제2항 제1호를 헌으로 결정할 경우 법 제20조

제3항 제4항도 더 이상 용할 수 없게 된다는 이유를 들어 이들 조항

에 해 헌여부심 을 제청하 다. 그러나 법 제20조 제2항 제2호 내

지 제7호에 해서는 헌심 제청이 없는 을 감안할 때, 설사 같은

항 제1호가 헌으로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법 제20조 제3항 제4항에

해서까지 부수 헌선언을 할 것은 아니다.

한편, 제3항은 신상공개를 결정함에 있어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공개

상자 그 가족 등에 한 부당한 인권침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는 규정

이고, 제4항은 피해청소년의 신상을 공개할 수 없다는 규정으로서, 이들 조

항의 내용은 이 사건에서 문제되고 있는 청소년 성매수자에 한 신상공개

의 헌성과는 아무런 련이 없는 것으로 단되며, 이들 조항의 헌 여

부에 따라 당해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 을 하게 될 것으

로 보이지도 않는다. 그 다면 이 조항들은 재 의 제성이 없어 이 부분

헌여부심 제청은 부 법하다.

2. 법 제20조 제2항 제1호에 하여

재 윤 철, 재 하경철, 재 김효종, 재 김경일의

합헌의견

(1) 이 처벌 지의 원칙 배 여부

헌법 제1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처벌’은 원칙 으로 범죄에 한 국가의

형벌권 실행으로서의 과벌을 의미하는 것이고, 국가가 행하는 일체의 제재

나 불이익처분을 모두 그 ‘처벌’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법 제20조 제1항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 등의 범죄방지를 한 계

도”가 신상공개제도의 주된 목 임을 명시하고 있는바, 이 제도가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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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일종의 수치심과 불명 를 수 있다고 하여도, 이는 어디까지나 신

상공개제도가 추구하는 입법목 에 부수 인 것이지 주된 것은 아니다.

한, 공개되는 신상과 범죄사실은 이미 공개재 에서 확정된 유죄 결의 일

부로서, 개인의 신상 내지 사생활에 한 새로운 내용이 아니고, 공익목

을 하여 이를 공개하는 과정에서 부수 으로 수치심 등이 발생된다고 하

여 이것을 기존의 형벌 외에 다른 형벌로서 수치형이나 명 형에 해당

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 다면, 신상공개제도는 헌법 제13조의 이 처벌

지 원칙에 배되지 않는다.

(2) 과잉 지의 원칙 배 여부

신상공개제도는 범죄자 본인을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존하는 성폭

력 험으로부터 사회 공동체를 지키려는 인식을 제고함과 동시에 일반인들

이 청소년 성매수 등 범죄의 충동으로부터 자신을 제어하도록 하기 하여

도입된 것으로서, 이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청소년의 성보호’라는 목

은 우리 사회에 있어서 가장 요한 공익의 하나라고 할 것이다.

이에 비하여 청소년 성매수자의 일반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 의 자유

가 제한되는 정도를 살펴보면, 법 제20조 제2항은 “성명, 연령, 직업 등의

신상과 범죄사실의 요지”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이미 공개

된 형사재 에서 유죄가 확정된 형사 결이라는 공 기록의 내용 일부

를 국가가 공익 목 으로 공개하는 것으로 공개된 형사재 에서 밝 진 범

죄인들의 신상과 과를 일반인이 알게 된다고 하여 그들의 인격권 내지

사생활의 비 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한, 신상과 범죄사실이 공개되는 범죄인들은 이미 국가의 형벌권 행사

로 인하여 해당 기본권의 제한 여지가 일반인보다는 더 넓다. 청소년 성매

수 범죄자들이 자신의 신상과 범죄사실이 공개됨으로써 수치심을 느끼고

명 가 훼손된다고 하더라도 그 보장 정도에 있어서 일반인과는 차이를 둘

수밖에 없어, 그들의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 의 자유도 그것이 본질 인

부분이 아닌 한 넓게 제한될 여지가 있다.

그 다면 청소년 성매수자의 일반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 의 자유가

제한되는 정도가 청소년 성보호라는 공익 요청에 비해 크다고 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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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므로 결국 법 제20조 제2항 제1호의 신상공개는 해당 범죄인들의 일반

인격권, 사생활의 비 의 자유를 과잉 지의 원칙에 배하여 침해한 것이

라 할 수 없다.

(3) 평등원칙의 배 여부

신상공개가 되는 청소년 상 성범죄를 규정한 법률조항의 의미와 목

은 성인이 가 계를 이용하여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는 등의 행 로 인하

여 야기되는 피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려는데 있는 것이고, 이에 비추어

볼 때 청소년 상 성범죄와 그 밖의 일반 범죄는 서로 비교집단을 이루는

‘본질 으로 동일한 것’이라고 단언하기 어려우며, 나아가 그러한 구분기

이 특별히 자의 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한 청소년 상 성범죄자 가운데 공개 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그 행

의 상이나 형태에 있어서 청소년 성매수 행 의 공범 성격의 것들로

서 행 불법성의 차이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소년 상 성범죄

자 일부 범죄자의 신상이 공개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러한 차별입법이

자의 인 것이라거나 합리성이 없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신상공개제도로 인하여 기본권 제한상의 차별을 래하나, 그 입법목

과 이를 달성하려는 수단간에 비례성을 벗어난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4) 법 에 의한 재 을 받을 권리의 침해 여부

제청법원은 신상공개제도가 청소년보호 원회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는

에서 법 에 의한 재 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하나, 앞서 보았

듯이 신상공개제도는 ‘처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제도가 법

에 의한 재 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 할 수 없다.

(5) 법 차 배 여부

법 제20조 제3항은 청소년보호 원회가 신상 등의 공개를 결정함에는

범행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고, 제5항은 구체 인

차 등에 하여 필요한 사항을 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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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에서는 이러한 법의 취지에 따라 신상공개 상자로 선정된 자에

하여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기회를 주도록 하

고,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을 하지 않은 자에 하여는 의견이 없는 것

으로 간주하며, 의견진술을 한 자에 하여는 재심의를 하여 신상공개 여

부를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청소년보호 원회는 최소한의 독립성과 립성을 갖춘 기 이고(청

소년보호법 제29조, 제32조 등 참조), 신상공개결정에 해서는 행정소송을

통해 그 법 여부를 다툴 기회가 보장되고 있으며, 이미 법 에 의한 재

을 거쳐 형이 확정된 이후에 신상공개가 결정된다.

그 다면 법 제20조 제2항 제1호의 신상공개제도는 법률이 정한 형식

차에 따라 이루어지며 그 차의 내용도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추었다고

볼 것이므로 차 법 차원칙에 반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재 한 , 재 김 일, 재 권 성, 재 송인 , 재

주선회의 헌의견

(1) 인격권의 침해

(가) 사회활동을 통한 개인의 자유로운 인격발 을 해서는, 타인의

에 비치는 자신의 모습을 형성하는 데 있어 결정 인 인자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자료에 하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다시 말하여 사회

인격상에 한 자기결정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신상공개제

도는 이러한 사회 인격상에 한 자기결정권을 하게 제한함으로써

범죄인의 인격권에 한 훼손을 래한다.

(나) 신상공개제도는 소 ‘ 주홍 씨’에 비견할 정도로 수치형과

매우 흡사한 특성을 지닌다. 즉, 행 신상공개제도는 상자를 독자 인

격의 주체로서 존 하기보다는 에 한 시(展示)에 이용함으로써 단

순히 범죄퇴치수단으로 취 하는 인상이 짙다. 그러나 이는 비록 범죄인일

망정 그가 지니는 인간으로서의 기본 인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것이 국

가 의무임을 천명한 우리 헌법의 이념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 아니

할 수 없다.

(다) 청소년 성매매의 폐습을 치유함에 있어서는, 형벌이나 신상공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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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처벌 일변도가 아니라, 성범죄자의 치료나 효율 감시, 청소년에

한 선도, 기타 청소년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한 정책 추진과 같은 다양한

수단들을 종합 으로 활용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고, 오히려 체 청소

년 성매수 사건 발되는 사건의 비율이 극히 미미한 실에 비추어 볼

때 이와 같은 근본 인 방책에 치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

다. 그러함에도 국가가 이러한 노력을 다하기도 에 개인의 인격권에

한 침해를 가져올 수 있는 신상공개라는 비정상 인 방법을 동원하는 것

은 최소침해성의 에서도 문제가 있다.

(라) 무릇 형벌은 개인의 자유와 안 에 한 한 침해를 가져오는

탓에 국가 제재의 최후수단(ultima ratio)으로 평가된다. 그런데 이미 그

러한 형벌까지 부과된 마당에, 형벌과 다른 목 이나 기능을 가지는 것도

아니면서, 형벌보다 더 가혹할 수도 있는 신상공개를 하도록 한 것은 국가

공권력의 지나친 남용이다. 더구나, 신상공개로 인해 공개 상자의 기본

권리가 심 하게 훼손되는 데에 비해 그 범죄억지의 효과가 무도 미미하

거나 불확실한바, 이러한 에서도 법익의 균형성을 히 잃고 있다고

단된다.

(마) 결국 청소년 성매수자에 한 신상공개는 상자의 인격권을 과도

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2) 평등원칙 반

법 제20조 제2항 제1호는 범죄방지를 이유로 청소년 성매수자의 사회

인격상에 한 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 그런데 일반 범죄자 일부 청소

년 상 성범죄자(이하 ‘일반범죄자등’이라 한다)에 해서는 신상공개를

통한 와 같은 제한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범죄방지의 필요성은

일반범죄자등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인정된다. 그러므로 양자를 차별하는

것이 과연 정당화될 수 있는지는 헌법상 해명의 필요가 있는 바, 청소년

성매수자가 신상공개되는 것은 일반범죄자등보다 죄질이나 법정형이 더 무

겁거나 재범의 험성이 보다 더 높아서가 아니다. 그리고 청소년에게 성

매수행 의 상 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한 자(법 제6조 제4항) 등은 모두

청소년 성매매를 유발․조장하는 범죄자들로서, 청소년 성매수자보다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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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거운 법정형이 정되어 있는 데도, 신상공개는 되지 않는 에서 ‘청소

년의 성 보호’라는 보호법익의 특수성이 신상공개 여부를 나 는 결정 인

기 이 되고 있다고 할 수도 없다.

결국 일반범죄자등과 청소년 성매수자를 차별할 만한 다른 합리 이유

는 찾기 어렵고, 다만 성인 남성들에게 청소년 성매수행 를 하지 말라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하려는 입법의도만 유일한 차별근거가 아닌가

생각된다.

그러나 이러한 입법의도가 청소년 성매수자에 한 신상공개를 정당화

할 만큼의 성질이나 비 을 가지고 있지 않음은 이미 앞에서 인격권의 침

해 여부를 논하면서 살펴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일반범죄자등과는 달리 청소년 성매수자만 차별하여 신상공개를

하는 것은 그 차별의 이유와 차별의 내용 사이의 한 균형 계를 인정

할 수 없으므로 평등원칙에 배된다고 할 것이다.

3. 법 제20조 제5항에 하여

재 윤 철, 재 하경철, 재 김효종, 재 김경일의

합헌의견

법 제20조 제5항에서 임되는 “구체 인 시기․기간․ 차 등”은 신상

공개에 있어서 본질 부분은 아니며 어디까지나 부수 인 부분이라고 볼

것이다. 그리고 통령령에 규정될 “시기”는 법 제20조 제1항(“계도문을 연

2회 이상 작성”)을 고려하면 연 2회 이상으로서 각 확정 결 후 이에 가까

운 때가 될 것으로 상되고, “기간”은 입법목 을 달성하기에 합리 인

기간으로서 조항이 “연 2회 이상”이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통상 6개월

범 내일 것이 측될 수 있으며, “ 차”는 제3항 등 법상의 제 규정을

참조할 때 그 차의 일반 내용의 강이 측될 수 있고, “등”은, 시기,

기간, 차와 유사하게, 신상공개시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이 통령령으로

규정될 것임이 어느 정도 측될 수 있으므로, 결국 통령령에 규정될 내

용의 강이 측가능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법 제20조 제5항은 헌법상의 포 임입법 지 원칙에 배된다

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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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한 , 재 김 일, 재 권성, 재 송인 , 재

주선회의 헌의견

신상공개제도에 있어서 그 시기․기간․ 차 등은 단순한 부수 사항

이 아니라 신상공개제도의 반 성격 운용방향을 결정짓는 본질 내

용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상자의 기본권에 직 인 향을 주는 요

한 사항이다. 그럼에도 법 제20조 제5항은 이러한 시기․기간․ 차 등에

하여 그 기본내용이나 범 를 구체 으로 정함이 없이 일체를 통령령

에서 정하도록 임하고 있고, 따라서 하 법령을 보지 않고 법만 가지고

서 신상공개의 구체 시기․기간․ 차 등에 한 내용의 강을 악한

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 다면, 법률조항은 포 임입법규정으로서, 헌법상 임입법의 정

당한 한계를 벗어났다.

【해 설】

1. 서론

이 사건에서는 이 처벌 지원칙, 과잉 지원칙, 평등원칙, 법 에 의한

재 을 받을 권리, 법 차원칙, 포 임 지원칙 등 실로 다양한 쟁 이

문제되었다. 이 에서도 세간에서 가장 뜨겁게 논란이 되었던 부분은 이

처벌 지원칙 배 여부이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에 하여 헌법재

소 재 4인만 명시 으로 합헌 의견을 표명하 고, 나머지 5인의 재

은 직 인 단을 하지 않았다는 이다. 이는 법 에 의한 재 을 받

을 권리 법 차원칙의 배 여부와 련하여서도 마찬가지이다. 5

인의 재 이 이들 쟁 에 하여 명시 단을 유보한 것은 과잉 지원

칙이나 평등원칙만으로도 신상공개를 헌으로 선언하기에 충분하다고 보

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러나 좀 더 극 으로 그 의미를 찾는다면,

5인의 재 도 이 처벌 지원칙이나 법 에 의한 재 을 받을 권리

법 차원칙의 배 여부와 련하여서는 4인의 재 과 암묵 으로

결론을 같이 하 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추론이 가능하다. 이러한 추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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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에 하여는 좀 더 구체 인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한편, 과잉 지원칙과 평등원칙, 포 임 지원칙과 련하여 4인의 재

과 5인의 재 은 각각 합헌과 헌으로 극명한 의견 립양상을 보여

주었다. 각각의 단내용은 기술한 결정요지와 같고, 이를 굳이 반복 으로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다만, 과잉 지원칙 배 여부를 심사함에 있

어서 제한된 기본권을 “일반 인격권” 내지 “사생활의 비 의 자유”로 보

고 있는 부분과 련하여서는 당해 기본권의 근거와 의의 등을 좀 더 규명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아래에서는 먼 신상공개제도의 입법배경, 미국과 국의 입법례를 간

단히 살펴본 후, 와 같은 문제의식을 주로 이 을 개하도록 한다.

2. 신상공개제도의 입법배경

가. 오늘날 성매매 등 아동에 한 성착취는 세계의 심사가 되었다.

1989년 유엔 ‘아동권리조약(Convention on the Right of the Child)’ 제34조

는 모든 형태의 성착취와 성학 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의무를 규정하 다.

1) 한편, 1996년에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상업 성착취에 항하

는 제1차 세계 컨그 스’에서 채택된 선언문(Declaration)과 행동의제

(Agenda for Action)는 참가국들에게 ① 아동의 권리를 인식하고 ② 아동

권리조약의 완 한 이행을 극 으로 표방하며 ③ 상업 성착취의 희생

자가 되는 아동의 수를 감소시키려는 국내의 의제를 향후 5년 이내에 개발

할 것을 의무지웠다. 그러나 의무이행시한이 임박하기까지 우리나라는 이

의무를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었다.2)

나. 한편, 1999년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청소년과 성인간의 매매춘행 ,

1) 제34조

당사국은 모든 형태의 성 착취와 성 학 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이 목 을 달성하기 하여 당사국은 특히 다음의 사항을 방지하기 한 모든

한 국내 ․양국간․다국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 아동을 모든 법한 성 활동에 종사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

나. 아동을 성매매나 기타 법한 성 활동에 착취 으로 이용하는 행

다. 아동을 외설스러운 공연 자료에 착취 으로 이용하는 행

2) 심희기, “상업 성피착취 아동을 한 변론: 아동권리조약(CRC)의 이행과 성보

호법”, 민주사회를 한 변호사모임 월례회(2002. 9. 26) 발표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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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원조교제’를 비롯하여 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의 제작 등 청소년을

상으로 하는 성범죄가 한창 사회 문제로 등장하 다. 한 통계자료에

의하면, 2000년에 청소년 상 성범죄는 9,775건이었는데, 이는 1995년에

6,093건이던 것에 비해 무려 60.4%나 증가한 수치 다.3) 특히 당시 매춘

청소년 학생에 해당하는 16세 미만의 여자청소년이 40% 이상이었고

등학생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매춘 청소년의 연령화가 사회

으로 큰 문제로 두되었으며, 공식 인 범죄통계로 추산되지 않는 성매

매 상 청소년은 엄청난 수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었다. 사법당국은 가출

청소년 수를 략 15만 정도로 추산하 는데, 이들 거의 부분이 속칭

‘보도방’, 구인 고, 직업소개소 등을 통해 유흥업소를 비롯한 향락․퇴폐업

소에 고용되어 있는 것으로 악되었다. 실제로 1997년 9월부터 1998년 8

월 사이에 검찰청의 단속 황 집계에 따르면, 3,437개의 단속업소에 총

5,048명의 청소년 불법고용이 단속되었으며,4) 부분이 부 내지는 윤

락녀로 고용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1997년부터 화방, 게임방

등을 매개체로 소 ‘원조교제’라는 신종 매매춘이 성행하면서 청소년 성매

매의 실태는 매우 심각한 수 에 이르게 되었다.

국내에서의 10 매매춘은 IMF 한 이후 산층이 격히 몰락하고 빈

민층이 증가하면서 확산되었다. 핸드폰, 옷, 음반 등 10 를 고 모델로

소비심리를 자극하는 몰지각한 상혼도 소녀들을 윤락행 로 나가게 하는

데 일조하 다. 한, 자본주의 역사가 짧아 돈이면 뭐든지 가능하다는 ‘천

민자본주의’ 의식도 미성년자 윤락행 에 한 죄의식을 희석시켰다.5)

3) 양해경, “청소년 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오히려 사진, 구체 직업, 정확한 주소

까지 공개해야”, 국회보 2001. 10. 55면.

4) <표1> 검찰청 단속 황(1997. 9.～1998. 8.)

단속업소 청소년 고용 황

구속 불구속 계 단순고용 부 윤락녀 계

일반음식 68 845 913 394 448 37 879

티켓다방 67 233 300 160 221 47 428

단란주 401 1,007 1,408 80 1,986 155 2,221

유흥주 180 370 550 67 845 128 1,040

윤락업소 119 147 266 2 41 437 480

계 835 2,602 3,437 699 3,308 1,041 5,048

5) 정완, “원조교제의 발생원인과 방지 책”, 형사정책연구소식 통권 제60호, 2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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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매매춘의 상이 된 소녀들의 미래는 참담하다. 육체 ․정신

으로 피폐해져 성인이 되어 정상 인 남녀 계를 맺기 어렵다. 결국 성인

이 되어서도 윤락가를 하며 굴곡진 인생을 보내기도 한다. 따라서 청

소년을 상으로 매춘행 를 하는 남성은 청소년을 멸로 몰아가는 범죄

자라는 사회 인식의 제고가 실히 요구되었다.

다른 한편, 기존의 형법, 윤락행 등방지법, 성폭력범죄의처벌 피해자보

호등에 한법률 풍속 업의규제에 한법률 등은 비록 매매춘 등에 해

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나 매춘 청소년도 함께 처벌의 상이 되게 하는 등

청소년 상 성범죄를 규제함에 있어서 하지 않은 면이 있고, 한 성

매매 범죄에 하여는 부분 벌 이나 집행유 결이 선고되는 것이 보

통이어서, 성매매가 날로 연령화되고 청소년의 자발 성매매가 증하

는 상에 처하기 해서는 새로운 특별법 형태의 법률이 제정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었다.

다. 이에 증하는 청소년 상 성범죄를 규제하고 청소년 보호를 강화

하기 하여 당시 여당인 국민회의는 1999. 11. 4. “아동․청소년의성보호

에 한법률안”을, 야당인 한나라당은 같은 달 5. “청소년보호법 개정법률

안”을 국회에 제출하 다. 이 두 법률안은 모두 청소년 상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었다. 이는 소 메간법

(Megan's Law)으로 알려져 있는 미국의 성범죄자등록법제와 같은 정보공

개시스템을 도입하여 청소년 보호를 실질 으로 강화하기 한 것이었다.

두 법률안에 하여는 국회 정무 원회 원장의 안이 제출되었고,

이것이 거의 원안 로 2000. 1. 14.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00. 2. 3. 법

률 제6261호로 청소년의성보호에 한법률이 제정․공포되기에 이른다.

3. 미국과 국의 입법례

가. 미국의 메간법(Megan’s Law)

(1) 역사 배경

1994년 뉴 지(New Jersey) 주에서 메간 칸카(Megan Kanka)라는 7살

7․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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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소녀가 2번의 성범죄 과가 있는 남자에 의해 성폭행 당하고 살해된

사건이 발생하 다. 메간의 부모는 성범죄자가 이웃에 살고 있다는 사실만

알고 있었더라도 이런 참혹한 결과는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성범죄자의

소재를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법의 제정을 구하 다. 이에 뉴 지 주 의

회는 1994년 10월 ‘성범죄자 등록 통지에 한 법률(sex offender

registration and notification law)’을 제정하 는데, 이는 이후 메간법

(Megan's Law)이라고 불리는 법률들의 효시가 되었다.6)

(2) 내용

미국의 각주가 채택하는 형 인 메간법의 주요골자는 성범죄자의 등

록과 지역사회에의 통지(신상공개)이다. 그러나 그 내용은 매우 다양하여,

용 상자, 등록사항의 범 와 등록 차, 공개범 ․방법․ 차, 그리고

담당집행기 등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7) 51개(50개주와

Washington D.C.를 합한 숫자임) 메간법의 내용을 간략히 비교․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가) 소 용의 인정 여부

41개 주가 메간법의 소 용을 인정하고 있다. 이들 어떤 주들은 법

제정 의 특정 시기에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해서만 그 법이 용되도

록 규정하고 있고, 어떤 주들은 무제한 인 용을 규정하고 있다.

6) 물론 이 에도 출소한 성범죄자의 황을 악하기 한 등록제도(registration

system)와 지역사회통지제도(community notification system)가 존재하고 있었다.

등록제도를 최 로 채택한 것은 1947년에 캘리포니아주에서 다. 그러나 당시의

법원들은 아동성범죄자의 출소와 함께 그 사실을 지역사회에 통지하는 것에 해

부정 인 입장을 취하 다. 출소한 성범죄자의 사회복귀에 커다란 장애가 되고,

큰 효과도 없다는 이유 다. 하지만, 1990년 들어 성범죄자가 출소 후 자신이

거주하고자 하는 지역사회에 그 출소사실을 통지하게 할 것을 요구하는 사회

압력이 높아지기 시작하 다. 1990년 Washington주는 지역사회통지제도를 최 로

입법화한 주가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이 본격 으로 가속화된 것은 1994년

Megan Kanka 사건 이후부터 다. Alan R. Kabat, “Scarlet Letter Sex Offender

Databases And Community Notification : Sacrificing Personal Privacy For A

Symbol's Sake”, American Criminal Law Review, 1998, p.334.

7) 미국 각주의 Megan's Law를 정리한 것으로는, 황승흠․황성기, “청소년 상 성

범죄자 신상공개 제도에 한 연구”, 청소년보호 원회 발간 연구보고서, 2001,

83-135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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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소 용이 허용되는지 여부에 하여는 미국의 각 법원들간

에 의견이 일치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부분의 법원들은 법률의 소

용이 소 형벌 지원칙에서 말하는 처벌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8) 최근에

연방 법원도 알래스카 주의 메간법에 하여 6인의 다수의견으로 법률

의 소 용이 소 형벌 지원칙에 반되지 않는다는 결을 하 다.9)

(나) 등록 통지의 존속기간

29개 주는 단일의 존속기간을 설정하고 있다. 이 11개 주는 10년, 2개

주는 15년, 6개 주는 평생 동안 등록 통지를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외 22개 주는 2단계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즉, “폭력성이 강한

(violent)” 성범죄자는 “폭력성이 없는(nonviolent)” 성범죄자보다 존속기간

이 길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5년과 10년으로 차등을 둔 곳이 1개 주, 10년

과 20년으로 차등을 둔 곳이 2개 주, 10년과 평생으로 차등을 둔 곳이 13

개 주, 최 10년 이상과 최고 평생으로 차등을 둔 곳이 6개 주이다.

(다) 존속기간의 종료

8) Roe v. Office of Adult Probation, 125 F.3d 47, 48 (2d Cir. 1997) (Connecticut

statute); State v. Sorrell, 656 So. 2d 1045 (La. App. 1995); Doe v. Weld, 954 F.

Supp. 425, 436 (D. Mass. 1996); Doe v. Kelley, 961 F. Supp. 1105, 1109 (W.D.

Mich. 1997); State v. Manning, 532 N.W.2d 244, 249 (Minn. Ct. App. 1995);

State v. Costello, 643 A.2d 531, 533 (N.H. 1994); E.B. v. Verniero, 119 F.3d

1077, 1092-1105 (3d Cir. 1997), cert. denied, 66 U.S.L.W. 3399 (U.S. Feb. 23,

1998); Artway v. Attorney General of State of N.J., 81 F.3d 1235, 1242-43 (3d

Cir. 1996); Alan A. v. Verniero, 970 F. Supp. 1153, 1189-92 (D.N.J. 1997); Doe

v. Poritz, 662 A.2d 367, 404 (N.J. 1995); Doe v. Pataki, 120 F.3d 1263, 1285 (2d

Cir. 1997) (New York statute); People v. Stevens, Nos. 8 & 9, 1998 WL 66084

(N.Y.Feb. 19, 1998); New York v. Afrika, 648 N.Y.S.2d 235, 241 (Sup. Ct.

1996); Hibbard v. Board of Parole, 925 P.2d 910, 913 (Or. App. 1996); Kitze v.

Commonwealth, 475 S.E.2d 830, 834 (Va. Ct. App. 1996), cert. denied, 118 S.

Ct. 66 (1997); Russell v. Gregoire, 124 F.3d 1079, 1087-93 (9th Cir. 1997)

(Washington statute), petition for cert. filed (Dec. 3, 1997) (No. 97-7038); State

v. Ward, 869 P.2d 1062, 1072 (Wash. 1994); Snyder v. State, 912 P.2d 1127,

1132 (Wyo. 1996) 참조.

그러나 몇몇 법원은 이 법률의 소 용이 소 형벌 지원칙에서 말하는 처벌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무효화하 다. Rowe v. Burton, 884 F. Supp. 1372, 1385

(D. Alaska 1994); State v. Calhoun, 669 So. 2d 1359, 1363 (La. App. 1996);

State v. Myers, 923 P.2d 1024, 1043 (Kan. 1996), cert. denied, 117 S. Ct. 2508

(1997); Doe v. Gregoire, 960 F. Supp. 1478, 1487 (W.D. Wash. 1997) 참조.

9) Smith v. Doe, 123 S.Ct. 1140, Mar 05,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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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기간은 몇 가지 방법에 의해 종료될 수 있는데, 가령 재심에서 무죄

결을 받거나 사면이 되면 존속기간이 종료된다. 특히, 29개 주는 성범죄

자가 성공 으로 사회복귀를 하여 더 이상 험성이 없기 때문에 존속 필

요가 없어졌다는 것을 이유로 재심사청구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 법률상에

의해서든 사법 인 단에 의해서든 신상공개 에 성범죄자에게 사 청문

차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요청은 바로 이것과 련된 것이다.10)

(라) 신상공개방법

1) 공개 인 데이터베이스 구축

공 기록상의 정보는 공개 인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에 의해 일반

이 근하기 쉬워졌는데, 그러한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는 방법으로는 다

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① 화서비스로 제공 (California, New York, Oregon, Florida)

② Internet으로 제공 (Alaska, Florida, Kansas, Michigan)

③ CD나 디스켓의 배포 (California, Indiana)

④ 지방신문에 게재 (Texas)

2) 열람 신청에 의한 공개

1997년 말 재, 지역사회통지를 규정하고 있지 않는 곳은 9개 주이다.

그러나 이 6개 주(Idaho, Indiana, Kansas, South Dakota, Utah, and

Virginia)는 열람신청에 의한 공개를 허용하고 있다.11)

3) 지역사회통지(community notification)

42개 주가 지역사회통지제도를 가지고 있는데, 나머지 9개 주도 이러한

통지제도를 마련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사회통지제도와 련하여서는

가 통지를 받는가, 통지 여부에 해 재량이 인정되는가, 단일한 통지 방

식인가 아니면 단계 통지방식인가, 어떤 정보가 통지되는가 하는 4가지

문제가 있다.

10) 컨 , Doe v. Attorney General, 686 N.E.2d 1007, 1013 (Mass. 1997) ( 차

법 차에 의해 등록에 해서는 사 청문 차가 요구된다고 시함); Cutshall

v. Sundquist, 908 F. Supp. 928, 934 (M.D. Tenn. 1997) (마찬가지임). 두 사

건 모두 범죄자의 분류 에 사 청문을 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법률에

한 것이었다.

11) 지역사회통지제도도 두지 않고 열람신청에 의한 공개도 허용하지 않는 3개 주는

Kentucky, Nebraska, New Mexico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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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가 통지를 받는가

∙17개 주 : 일반인 (public)

∙6개 주 : 이웃 (neighbors)

∙4개 주 : 구나 (any person)

∙1개 주 : 지역사회(community)

∙3개 주 : 청소년 련 단체 는 기

∙1개 주 : 아무런 특정도 하지 않음(Missouri)

∙10개 주 : 3단계 통지방식12)

② 통지 여부에 해 재량이 인정되는가

20개 주에서는 지방의 법집행기 이 통지 여부에 하여 재량을 가진다.

③ 단일한 통지방식인가 아니면 단계 통지방식인가

10개 주(Arizona, Massachusetts, Minnesota, Montana, Nevada, New

Jersey, New York, Rhode Island, Wyoming, Washington D.C.)에서는 3단

계 통지방식을 취하고 있다. 개는 독립 인 심사 원회에서 성범죄자의

개별 인 재범 험성을 평가하여 다음의 3단계로 분류한다.

∙1단계 : 재범 험성이 낮은 경우로서, 지역의 법집행기 (경찰 등)에

게만 통지한다.

∙2단계 : 재범 험성이 보통인 경우로서, 학교, 교회, 청소년기 등

특정한 기 에만 제한 으로 통지한다.

∙3단계 : 재범 험성이 높은 경우로서, 일반이나 이웃에게도 통지한다.

④ 어떤 정보가 통지되는가

모든 주에서 성범죄자의 이름과 주소를 공개한다.13) 그리고 일부

주에서는 신체의 특징이나 사진 등도 공개한다.

(3) 메간법과 련한 쟁

(가) 헌법 쟁

메간법에 한 가장 핵심 쟁 하나는 동법에 의한 등록․통지가

처벌(punishment)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만일 처벌에 해당한다고 볼 경

12) 3단계 통지방식에 하여는 아래 ③의 내용을 참조.

13) 그러나 주소를 자세하게 공개하지 않는 주도 일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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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는 이는 이 험(Double Jeopardy),14) 사후입법(Ex Post Facto),15)

잔인하고 비정상 인 처벌(Cruel and Unusual Punishment)16)의 문제를 야

기할 것이다.

그 외에 메간법에 해서는 유독 성범죄자에 해서만 등록․통지를 하

도록 한 것과 련하여 평등원칙(Equal Protection)17) 반이 문제되며, 사

청문기회(prior hearing)가 주어지지 않고 등록․통지가 행해지는 것과

련하여 차 법 차(Procedural Due Process)18) 반이 문제되고 있

으며, 향후 실체 법 차(Substantive Due Process) 반 여부도 유력

한 쟁 이 될 것으로 망된다.19)

(나) 정책 문제

1) 사인의 보복행 (Vigilantism)

메간법의 시행 후 많은 시민들이 성범죄자의 집 앞에서 항의소동을 벌

이는가 하면, 심지어 폭행․방화 등의 수단을 써 가면서까지 박해를 가하

여 성범죄자를 마을로부터 내쫓으려 하고 있어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2) 등록의무의 불이행

많은 성범죄자들은 이러한 공공연한 냉 박해를 피하기 해 등록을

기피하는바, 이로 인해 오히려 메간법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

3) 통 인 교정․치료의 어려움

14) “[no person] shall … be subjected for the same offense to be twice put in

jeopardy of life or limb.” U.S. Const. amend. V.

15) “No state shall … pass any Bill of Attainder, ex post facto Law, or Law

impairing the Obligation of Contracts…." U.S. Const. art. I, § 10, cl. 1.

16) “[e]xcessive bail shall not be required, nor excessive fines imposed, nor cruel

and unusual punishments afflicted." U.S. Const. amend VIII.

17) “[n]o State shall … deny to any person within its jurisdiction the equal

protection of the laws.” U.S. Const. amend. XIV.

18) The Fourteenth Amendment to the Constitution “prohibits state actors from

depriving an individual of life, liberty, or property without due process of law."

U.S. Const. amend. XIV.

19) 미국 연방 법원은 커네티컷 주의 메간법이 차 법 차에 반되지 않는다

는 결정을 하면서, 방론으로 동법이 실체 법 차에 반되는지 여부는 당해사

건의 쟁 이 되고 있지 않으므로, 이에 해서는 의견표명을 하지 않는다고 설시

하 다. Connecticut Dept. of Public Safety v. Doe. 123 S,Ct. 1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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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 안 을 증진하기 해 가장 요한 것은 아마도 성범죄자를 교

정․치료하여 재범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메간법은 성범죄를

일반사회로부터 공공연히 소외되도록 함으로써 성범죄자의 교정․치료 내

지 정상 인 사회복귀를 해한다.

4) 불안감의 조성

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성범죄자의 재범의 험이 여타의 범죄보

다 더 높지는 않다고 한다.20) 그럼에도 메간법은 성범죄자의 재범의 험

이 더 높다는 제에서 성범죄자에 한 정보를 등록․통지함으로써 일반

시민에게 불필요한 불안감을 조성한다.

나. 국의 사라법(Sarah's Law)

2000. 7. 1. 국의 어느 밭에서 놀던 Sarah Payne이 실종되었다. 16일

후 그녀는 마지막으로 목격된 지 에서 12마일이 떨어진 곳에서 벌거벗겨

진 채 매장된 것이 발견되었다. 당국은 소아성애병자가 그 8살의 소녀를

살해한 것으로 추정하 다. 그 비극이 세상에 알려지자 사람들은 더욱 엄

한 법률을 마련할 것을 부르짖었다. 들은 국 정부에 미국식 신상

공개법과 같은 법안을 제정하라고 구하 다.

국의 경우 메간법과 같은 법률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여론에 의해

1997년 이래 성범죄자 등록제를 두긴 하 지만, 의회는 일반 으로 하여

소아성애병자의 소재지에 한 정보를 얻는 것을 용이하게 하는 법률을

통과시키길 원하지 않았다. 이에 국정부로 하여 그러한 법률을 통과시

키도록 구하는 노력의 일환으로서, 선정 인 신문사인 News of the

World지는 범죄자들의 이름을 밝히고 그들을 모욕하기 해 국 도처에

있는 소아성애병자의 이름과 소재지를 웹사이트에 게시하 다. 그 결과

국은 일 이 미국이 메간법의 기부터 경험했던 것과 같은 군 심리 문

제를 목격하게 되었다. 흥분한 들은 소아성애병자의 집 밖에서 항의소

동을 벌이고, 범죄자를 폭행하고, 소아성애병자를 마을에서 쫓아내고, 심지

20) Brian D. Gallagher, “Now That We Know Where They Are, What Do We

Do with Them?: The Placement of Sex Offenders in the Age of Megan's

Law”, 7 Widener J. Pub. L. 39,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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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는 한 사람을 자살의 지경으로까지 내몰았다. 그러자 정부는 그 웹사이

트를 폐쇄하 다.

이러한 경험 외에도, 국은 법 개정에 들어가기 에 미국의 메간법상

신상공개규정의 결과와 향을 참고하 다. 가령 메간법에 해서는 법

차, 라이버시권, 평등원칙, 이 험 지, 사후입법 지 등 몇 가지 헌

법 인 문제가 제기되고 있었다. 비단 이러한 헌법 문제들뿐만 아니라,

미국에서의 그러한 공개가 재범율을 성공 으로 감소시켰다는 증거가 없다

는 반 론자의 주장도 있었다. 반 론자들은 성범죄자들이 학 받기를 원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법을 거의 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 다. 한,

그들은 소아성애병자가 증거를 없애기 해 피해자를 살해할 가능성이 더

커질 것이라고 믿었다. 그리고, 성폭력 사건의 부분은 친족간에 행해지고

있는 탓에 메간법은 별로 큰 실효를 보지 못하고 있다고 하 다. 마지막으

로, 형기를 마친 성범죄자들로 하여 그 끔 한 짓을 그만하게 하기 해

필요한 성범죄자들의 정상 인 사회복귀에 해서는 그 법률은 아무런 배

려도 하지 않고 있다고 비 하 다.

국의 입법자들은 이러한 들을 고려하여 2000년 말에 1997년의 성범

죄법에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사라법(Sarah's Law)라고 이름 붙여진

그 법은, 성범죄자들에 한 등록의무를 더 강화하 으나, 성범죄자의 정확

한 소재지에 한 신상공개에까지 나아가지는 않았다. 신 경찰과 보호

찰 으로 재범 험심사회를 구성한 후, 동 심사회가 석방된 성범죄자 각각

의 험성 수 을 평가하고 일반 을 보호하기 한 국 지침을 집행

하도록 하 다. 메간법과 유사하게 일반 에게 지역별 성범죄자들의 숫

자를 알아 볼 권한은 주면서도, 성범죄자들의 이름이나 주소를 확인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았다. 이것은, 종종 자경주의(自警主義 vigilantism)로 이

어지는 정보를 제공함이 없이, 일반 들로 하여 그 지역에 성범죄자의

험이 있음을 주의하게 하려는 취지 다. 성범죄자들은 특정한 시간 에

특정 장소에 가는 것이 지되고, 이러한 제한은 법 에 의해 평생동안 가

해질 수 있다. 피해자나 그 가족들에게는 1년 이상 실형을 받은 성범죄자

가 석방되는 것과 련하여 의견진술을 할 기회가 주어진다. 유죄확정된

자들은 석방된 후 72시간 내에 경찰에 가서 등록해야 한다.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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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Meghann J. Dugan, “Megan's Law or Sarah's Law? A Comparative Analysis

of Public Notification Statutes in the United States and England”, Loyola of

Los Angeles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Review, 2001, p.617. 이 의

자는 사라법의 타당성을 다음과 같이 옹호하고 있다.

『1994년에 미국 뉴 지 주에서 메간법을 처음으로 통과시켰을 당시, 신상공개

제를 둔 입법목 은 부모들로 하여 자녀를 더 잘 보호할 수 있게 하려는 데 있

었고, 미 연방의회도 같은 목 으로 연방 차원의 법률을 마련하기에 이르 다. 그

러나 일반 의 아우성에 떠 려 조 하게 법안을 제정하느라 미 연방의회는 신

상공개제도가 과연 실제로 공 의 안 을 증진할 것인지를 검토해 보지 못했다.

메간법 등록규정은 법집행 당국이 일반 을 보호하기 해 성범죄자를 추

하는 데 효과 으로 도움을 주었지만, 이에 반하여 신상공개 규정은 오히려 등

록규정의 가치를 반감시키고 있다. 즉, 신상공개를 통해 성범죄자에 한 정보를

한 이웃들은 그 성범죄자를 그냥 내버려둘지 아니면 그에게 박해를 가할지를 결

정해야 하는데, 부분은 박해를 가하는 쪽을 택하기 마련이다. 그 결과 성범죄자

들은 차라리 처벌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이웃들로부터 박해를 받는 것을 피하기

하여 등록하기를 꺼리게 된다. 실제로 신상공개가 도입되기 에는 미국의 성범

죄자의 등록률이 97%에 이르 지만, 그 후에는 85%로 감소하 다. 그 차이에 해

당하는 12%는 신상공개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냥 작은 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경찰당국은 성범죄자의 소재지를 제 로 악하고 있을

때, 시민들을 더 잘 보호할 수 있고, 경찰의 치안능력은 아무래도 성범죄자의 이웃

보다는 더 우수할 것인바, 등록기피율의 증가는 결국 치안의 수 을 감소시킨다.

, 사람들은 이웃집에 소아성애병자가 살고 있는 것을 알게 되면 감정 으로

응하여 그 사람을 학 함으로써 마을에서 축출하려 할 것이다. 이것은 그 이웃에

게는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져다 지도 모르나, 법집행 당국이 소아성애병자의 소

재를 추 하는 것을 곤란하게 하여 국가 체의 차원에서 보면 비효율 인 문제

를 낳는다. 어차피 성범죄자들은 군가의 이웃에 살 수밖에 없다. 만일 그들이

일반 으로부터 쫓긴다면 그들은 가족, 친구들, 치료담당 의사 등과 이 끊

어지게 될 것이고, 따라서 더욱 험해진다.

한, 신상공개는 사람들에게 잘못된 안정감을 심어 으로써 공공의 안 에 장

애가 될 수도 있다. 만일 부모가 이 법률을 알고 있음에도 성범죄자에 한 아무

런 통지도 받지 못한다면 그들은 걱정거리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게 될 것이다. 더

구나, 소아성애병자의 범행의 상당수는 가족이나 친척 내에서 행해진다. 이 경우

에는 신상공개가 별로 쓸모가 없다. 왜냐하면 이러한 유형의 성범죄자는 임의의

피해자를 성희롱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모든 성범죄자가 공개 상

이 되는 것도 아니다. 어떤 주에서는 법 시행 에 처벌받은 자는 공개의 상에

서 제외되고 있다. 그리고 아직 발되지 않은 성범죄자도 마찬가지로 공개에서

빠져 있다. 나아가 어차피 이웃이 알 정도의 성범죄자는 정부에 의해서도 험한

인물로 평가받는 사람이다.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난제는 여 히 남아 있다. 즉, 만일 부모가 이웃에 소

아성애병자가 살고 있다는 것을 알 경우 그 사람을 피함으로써 더 잘 자녀를 보

호할 수 있게 된다고 하자. 그러나 정부는 아동의 보호와 성범죄자의 보호 사이에

어떻게 형량을 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한 해답은 바로 사라법에 있다. 국은 법을 제정하기 에 다행히

이미 시행 인 메간법을 찰할 기회를 가졌다. 국 의회는 미국보다 더 나은

치에 서 있었다. 즉, 무엇을 하지 말 것인가를 결정함에 있어서 미국의 메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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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 처벌 지원칙

가. 이 처벌 지원칙의 의의

헌법 제13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 동일한 범죄에 하여 거듭 처벌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이 처벌 지 조항은 법치국가의

요한 요소인 법 안정성 신뢰 보호를 해 인정되는 일사부재리의

원칙(ne bis in idem)을 국가 형벌권의 기속원리로서 헌법상 선언한 것이

라고 설명된다.22)

나. 이 처벌 지원칙의 특성

이 처벌 지원칙은, “원칙”이라고 불리지만, 실제로는 국가의 형벌권으

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한 주 공권이라고 할 것이

다.23) 이러한 에서 단순히 기본권 제한의 한계원리일 뿐 그 자체로는 주

공권으로서의 성격을 결여한 과잉 지원칙과는 본질 성격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이 처벌 지원칙은, 비록 련된 형벌들 각각이 는 그 총합이 과잉

지원칙에 어 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거듭 부과될 경우에는 헌

이라는 것으로서, 복수의 국가작용이 존재함을 제로 그 상호 계 속에서

헌성을 발견하는 특성을 지닌다.

를 들어 설명하면, 가령 어떤 범죄행 를 규율하기 하여 입법자가

A라는 형벌조항과 B라는 형벌조항을 만들었고, 각각의 형벌조항은 입법목

의 정당성, 수단의 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간의 균형성 요건을 충족

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총합도 범죄행 억지에 필요한 정도를 넘어

서지는 않았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과잉 지원칙이라는 에서는 A형벌

의 결과를 참조할 수 있었다. 국은 양쪽의 논거를 더 객 으로 바라볼 수가

있었고, 유권자들의 목소리에 쉽게 쏠리지 않았다. 미국에서와는 달리 성범죄자들

은 더욱 안정 이고 정상 인 삶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들의 복귀는 더욱

성공 이 될 것이다.』

22) 헌재 1994. 6. 30. 92헌바38, 례집 6-1, 619, 627 ; 허 , 헌법이론과 헌법, 박

사, 2000, 484면 참조.

23) 강태수, “청소년 상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에 한 헌법 고찰”, 헌법 례연구

[4], 박 사(2002), 79면; v. Münch/Kunig, Grundgesetz-Kommentar, Bd. 3, 1996,

Art. 103, Rn. 3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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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이나 B형벌조항에 한 헌성을 발견할 수 없다. 그러나 甲이라는 사

람의 범죄행 에 해 A형벌조항으로 이미 한번 형사처벌했음에도 불구하

고, 후에 다시 B형벌조항으로 처벌하려고 한다면 이는 이 처벌 지원칙에

반된다.

한 가지 를 더 들어본다. 이번에는 A형벌조항은 법정형을 과도하게

규정하여 헌 이고, B형벌조항은 체 으로 과잉 지원칙에 반되지

않아 합헌 이라고 가정하자. 그리고 甲의 범죄행 에 해 이미 A형벌조

항으로 한번 처벌하여 그 형이 확정되었고, 甲은 A형벌조항 고유의 헌성

을 다툴 기회를 놓쳤다고 하자. 이 경우 과잉 지원칙의 에서 A형벌조

항이 아니라 B형벌조항에 의해 처벌되었어야 했다는 은 이 처벌 지원

칙 반 여부 단에 향을 미치지 못한다. 즉, 이 경우에도 나 에 甲의

동일한 범죄행 에 해 B형벌조항으로 다시 처벌하려고 하면 이는 이

처벌 지원칙에 반되고, 따라서 B형벌조항에 의한 처벌은 헌이 된다.

이러한 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이 처벌 지원칙은 형벌권이

복 행사되고 있는 구조 속에서 곧바로 헌성을 도출해 내는 도식 인

잣 라 할 수 있으며, 련 처벌조항의 과잉 지원칙 반 여부와는 직

인 련이 없다는 것이다.

다. “처벌”의 의미

(1) 총설

헌법 제1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처벌은 원칙으로 범죄에 한 국가의 형

벌권 실행으로서의 과벌을 의미하는 것이고, 국가가 행하는 일체의 제재나

불이익처분을 모두 그 처벌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24) 그러나

구체 으로 이러한 ‘국가의 형벌권 실행으로서의 과벌’이 ‘형법상의 형벌’이

부과되는 경우로 한정되는지에 하여는 견해의 립이 있다.

이하에서는 헌법 제13조 제1항의 처벌을 형법상의 형이 부과되는 경우

로 한정하는 견해를 ‘형식설’, 그에 한정하지 않는 견해를 ‘실질설’이라고

부르기로 하고, 각각의 입법례와 장․단 등을 살펴보겠다.

24) 헌재 1994. 6. 30. 92헌바38, 례집 6-1, 619, 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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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법례

(가) 독일의 경우

독일은 기본법 제103조 제3항에서 이 처벌 지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그런데 동 조항에서는 “ 구도 동일한 행 를 이유로 일반형법에 근거하여

(auf Grund der allgemeinen Strafgesetze) 거듭 처벌되지 아니한다.”25) 라

고 규정함으로써 이 처벌 지원칙에서 말하는 처벌의 의미를 일반형법26)

에 근거한 경우로 한정하 다. 따라서 징계처분이나 과태료(Geldbuβe) 등

일반형법과는 법 근거나 목 이 다른 각종 국가의 제재가 병과되더라도

이 처벌 지원칙에 반되지는 않는다.27) 그러므로 독일 기본법은 일견

형식설을 취한 입법례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나) 미국의 경우

미국은 수정헌법 제5조에서 “ 구도 … 동일한 범행으로 생명이나 신체

에 한 험을 거듭 겪지 아니한다.”28) 라고 규정하고 있다. 미국에서도

25) Art. 103 Abs. 3 GG

“Niemand darf wegen derselben Tat auf Grund der allgemeinen Strafgesetze

mehrmals bestraft werden.”

26) 여기서 일반형법(allgemeine Strafgesetze)이라 함은 특별형법(Sonderstrafgesetze)

의 립개념이 아니라 징계법규(Dienststrafrecht), 질서벌법규(Ordnungsstrafrecht)

경찰벌법규(Polizeistrafrecht)의 립개념이라고 한다. v. Münch/Kunig,

Grundgesetz-Kommentar, Bd. 3, 1996, Art. 103, Rn. 41 참조.

27) 참고로, 독일에서는 일반형법을 근거로 한 처벌과 징계법상의 제재 는 직능재

소에 의하여 과해지는 제재가 거듭 부과되는 경우 법치국가원칙과 비례의 원칙

으로부터 일정한 한계를 도출하려는 시도가 행해지고 있다. 즉, 후자가 자에

하여 독자 인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을 경우 거듭 제재하는 것은 불필요한 기본

권 제한으로 보며, 여러 제재가 함께 가해지는 경우 후속제재는 선행제재를 고려

하여 결정되어야 한다고 한다. v. Pieroth/Schlink, Grundrechte Staatsrecht Ⅱ,

Bd. 14, 2000, Rn. 1108 f.

28) Amendment V.

“No person shall be held to answer for a capital, or otherwise infamous crime,

unless on a presentment or indictment of a Grand Jury, except in cases arising

in the land or naval forces, or in the Militia, when in actual service in time of

War or public danger; nor shall any person be subject for the same offence to

be twice put in jeopardy of life or limb; nor shall be compelled in any criminal

case to be a witness against himself, nor be deprived of life, liberty, or

property, without due process of law; nor shall private property be taken for

public use, without just compens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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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험 지원칙은 동일한 범행에 하여 여러 번 ‘형사처벌(criminal

punishment)’을 하는 것만 지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29)

그런데 미연방 법원에 의하면 어떤 제재가 민사 인지 아니면 형사

인지를 별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두 가지가 검토되어야 한다고 한다.30)

첫째, 입법의도가 민사 구제수단(civil remedy)을 창설하는 데 있었는가

아니면 형사 제재를 창설하는 데 있었는가? 만일 입법자가 형사제재를

의도하 다고 한다면, 그것으로 그 제재는 형사 인 것이 된다. 둘째, 입법

자의 의도가 민사 구제수단을 마련하려는 것이었음이 분명하다고 할 때,

그럼에도 그 효과 등이 무나 형사제재 이어서(punitive) 그러한 민사

구제수단을 형사제재로 변질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는가? 그리고 이 두번

째 질문과 련하여서는 주로 다음의 7가지 세부사항31)이 고려되고 있다.

① 제재가 극 인 권한박탈이나 제한(affirmative disability or restraint)

을 야기하는지

② 그 제재가 역사상 처벌로 간주되어 왔는지

③ 고의(scienter)가 인정될 때에만 그러한 제재가 행해지는지

④ 그러한 제재가 통 인 처벌의 목 , 즉 응보(retribution)와 억지

(deterrence)에 기여하는지

⑤ 그러한 제재의 상이 되는 행 가 이미 범죄인지

⑥ 응보나 억지 이외의 목 (alternative purpose)이 그러한 제재에 합당

한지

⑦ 응보나 억지 이외의 목 에 비추어 볼 때 제재가 과도한지

결국 미국에서는 법률의 실제 효과 등을 고려하여 처벌인지 여부를 단

하는바, 일견 실질설을 취한 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세부사

항의 검토에 있어서는 련 법률조항을 문면상으로(on its face) 심사하도

록 하고 있고, 입법의도와 배치되게 민사 구제수단으로 불리던 것을 형

29) David N. Cinotti, Gregory R. Jones, Scott C. Weidenfeller, "Double Jeopardy",

Georgetown Law Journal, May, 2002, p.1529-1530.

30) Hudson v. U.S., 522 U.S. 93 (1997).

31) 이러한 7가지 세부사항은 Kennedy v. Mendoza-Martinez, 372 U.S. 144,

168-169(1963) 결에서 제시되었는바, 이하에서는 이를 ‘Mendoza-Martinez 기 ’

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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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제재라고 볼 수 있으려면 가장 명백한 증명(the clearest proof)이 있어야

한다고 요구함으로써 실제로는 거의 형식설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3) 형식설과 실질설의 장․단

(가) 형식설의 장․단

형식설의 가장 큰 장 은, 형법상의 형벌이 부과되는 경우만 처벌이라고

으로써, 이 처벌 지원칙의 반 여부를 가장 간명하게 단할 수 있는

기 을 제공한다는 데 있다.

그러나 형식설에 하여는 다음과 같은 비 이 제기되고 있다. 즉, 형법

상의 형벌만 처벌이라고 해석한다면, ‘처벌’이라는 헌법상의 개념이 입법자

가 제정하는 법률에 의하여 정의되므로 헌법의 우 는 토 에서부터 무

지게 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여, 이 처벌 지원칙을 형법상의 형벌에만

국한시킨다면 입법자가 형식상 형벌이라는 수단을 피하면서 실질 으로는

형벌의 특성을 갖는 제재를 부과하는 것을 막을 수 없는바, 이는 헌법의

규범력을 토 에서부터 무 뜨리는 결과가 된다고 한다.32)

(나) 실질설의 장․단

실질설의 장․단 은 형식설의 그것과 반 된다. 즉, 실질설은 이 처벌

지원칙을 선언한 헌법의 정신에 입각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좀 더 두텁게

보호할 여지를 제공하는 장 이 있다.

그에 반하여, 실질설의 가장 큰 단 은 무엇이 처벌인지 그 기 을 분명

히 제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미국 연방 법원은 이에

하여 일련의 심사척도를 제시하고 있으나, 그러한 기 자체가 과연

으로 타당한 것인지 의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설사 그 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당해 형벌유사 제재가 과연 처벌에 해당하는지를 객 이

고도 명확하게 별하기란 어렵다 할 것이다.

이러한 불명확성과 맞물려 실질설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문제

될 수 있을 것이다. 즉, 형벌유사 제재가 있고 나서 동일한 범죄행 에

해 정식으로 형사소추가 된 경우33) 피고인이 자신은 이미 한번 처벌을

32) 강태수, 게논문, 81-82면; 이인호, 게논문, 32면 참조.

33) 이처럼 형벌유사 제재가 있은 후에 형사소추된 경우도 이 처벌 지의 사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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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그 형사소추의 부 법성을 다툴 수 있는가? 이 경우

만일 법원이 그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 결을 확정하 다면 그

러한 확정 결에 해 이 처벌 지원칙 반을 이유로 재심이나 헌법소원

심 을 청구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는가? 한편, 실질 인 형벌을 규정한

것으로 생각되는 법률조항이 헌으로 결정된 경우, 헌법재 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그 조항은 소 하여 효력을 상실한다고 볼 것인가?

등등.

(4) 헌법재 소 례의 경향

우리 헌법 제13조 제1항 후단은 독일의 기본법 103조 제3항과는 달리,

단순히 “동일한 범죄에 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그러한 처벌이 “일반형법”에 근거한 것이어야 하는지 여부를 명

시 으로 밝히고 있지 않다. 그리하여 헌법재 소 례는 체로 미연방

법원의 례와 비슷하게, 목 과 기능과 같은 실질 기 에 의하여 형벌

과 그 밖의 제재를 구별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34)

그러나 외도 없지 않다. 즉, 헌법재 소의 례 에는 “동일한 행 를

상으로 하여 형벌을 부과하면서 아울러 과징 이나 이행강제 을 부과하

여 상자에게 거듭 처벌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낳는다면 이 처벌 지의

기본정신에 배치되어 국가 입법권의 남용이 문제될 수도 있다 할 것이나,

이는 이 처벌 지원칙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러한 복 제재가 과잉에 해

당하는지 여부의 문제로 다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함으로써(헌재 2001. 5.

31. 99헌가18등, 례집 13-1, 1017, 1100-1101) 일견 형식설을 취한 듯한

것도 있고, 한 “어떤 행정제재의 기능이 오로지 제재 ( 이에 결부된 억

로 본 것으로는, 미연방 법원의 Hudson v. U.S. 결(522 U.S. 93)을 들 수 있다.

34) 가령, 보호감호는 그 본질과 추구하는 목 기능에 있어 형벌과는 다른 독자

의의를 가진 사회보호 인 처분이므로 양자를 병과하더라도 이 처벌 지원칙

에 배되지 않는다는 것으로는, 헌재 1989. 7. 14. 88헌가5등, 례집 1, 69, 82-84;

헌재 1991. 4. 1. 89헌마17등, 례집 3, 124, 130; 헌재 1996. 11. 28. 95헌바20, 례

집 8-2, 573, 584; 헌재 2001. 3. 21. 99헌바7, 례집 13-1, 525, 542 등 참조.

그 외, 과태료에 하여 유사한 설시를 한 것으로는, 헌재 1994. 6. 30. 92헌바38,

례집 6-1, 619, 629; 한, 최근에 과징 에 하여 유사한 의견을 표명한 것으

로는, 헌재 2003. 7. 24. 2001헌가25, 례집 15-2(상), 1, 32-3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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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에 있다고 하여 이를 헌법 제1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처벌’에 해당한다

고 할 수 없다.”라고 선언함으로써(헌재 2003. 7. 24. 2001헌가25, 례집

15-2(상), 1, 10) 더 이상 목 ․기능과 같은 실질 기 을 가지고서 형사

처벌 여부를 별하기를 거부하는 듯한 시를 한 도 있다.

다만, 한 가지 주목할 은 실질설 논증구조를 취했든 형식설 논증

구조를 취했든 헌법재 소는 외없이 특정 형벌유사 제재의 처벌성을

부정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려 왔다는 사실이다. 즉, 종래 례가 체로 실

질설 논증방식을 취하 다고 하더라도 이는 기본 으로 당해 형벌유사

제재의 처벌성을 극 으로 부정하기 한 것이었지 그 처벌성을 인정하

기 한 것이 아니었다고 할 수 있다.

라. 신상공개제도와 이 처벌 지원칙

(1) 총설

신상공개제도의 법 성격에 하여는 이를 형벌이라고 보는 견해와 형

벌이 아니라고 보는 견해로 나뉜다. 형벌이라고 보는 견해에서는, 공개 인

모욕이나 명 실추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통 으로 형벌로 인식되어 왔다

는 ,35) 신상공개는 외형 으로는 단순히 범죄 방을 한 정보제공으로

35) 역사 으로 존재했던 명 형의 종류는 다양하다. 가령 세시 독일의 경우, 허

의 사실이나 타인의 명 를 손상하는 말을 퍼뜨리는 행 를 한 자에 해서는

마을의 심지역과 같이 공개 인 장소에 세우거나 무릎을 꿇게 한 후 자신이 한

말을 큰소리로 취소하고 용서를 빌게 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손바닥으로 입을 때

리게 하 다고 한다. 빚을 갚지 않는 자에 해서는 노란 모자를 웠고, 농작

물의 소출이 은 농민에게는 하얀 모자를 쓰게 하는 등 신분에 맞지 않는 옷을

입게 하기도 하 다. 상징 인 행진(symbolische Prozession)도 명 형에 속하

다. 를 들어 교수형에 처할 노 에 하여는 교수형 신에 맨발에 목에 밧 을

걸고 골목길을 걷게 하거나, 참수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지른 자유인에 해서는

참수 신에 목에 칼을 매달고 걷게 하 다고 한다. 명 형을 집행하는 많은 경우

에 있어서, 우습게 생긴 가면( 가 길게 나온 모습이나 돼지 혹은 흉칙하게 생긴

동물의 모습을 함)을 우거나, 내부는 나무이고 겉은 쇠로 만든 여성의 모습을

한 통 속에 들어가게 하 다. 명 형에는 죄인을 모욕하는 방법도 이용되었다. 만

일 채무자가 약속한 기일에 변제를 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를 모욕하는

내용의 (Schandbriefe)을 써서 거리에 걸어 두게 하 다고 한다. (박상기, “독일

형법사”, 율곡출 사, 1993, 84-87면 참조.)

세시 국과 식민지 시 의 미국에서도 이와 유사한 명 형들이 존재하

다. 차꼬(Stocks)刑, 칼(pillory)刑, 낙인형(branding) 등이 그것이다. (Graeme

Newman , 이경재 역, “서양형벌사”, 길안사, 1997, 189-199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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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지만 실제로는 재범의 험성과는 무 하게 성범죄 자체에 한 응보

로서 행해지며, 그 하 효력을 통해 일반인의 범죄 충동을 억제한다는

형벌의 형 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등을 주된 논거로 들고 있다.

반면에, 형벌이 아니라고 하는 견해에서는, 신상공개는 최 의의 보안처분

으로 볼 수 있으며, 그 본질, 목 , 기능에 있어서 형벌과는 다른 의의를

지니는 , 형벌의 표지는 실정형법상 당해 제재가 형벌로 규정되어 있는

지 여부로 보아야 하는 등을 주된 논거로 들고 있다.

그리고 자의 견해에서는 이미 형을 받은 자에 하여 다시 신상공개를

하는 것은 이 처벌이라고 하는 데 반하여,36) 후자의 견해에서는 신상공개

는 형벌이 아니므로 이 처벌이 아니라고 한다.37)

이와 유사한 논쟁은 미국에서도 있었다. 즉, 1994. 12. 5. 알래스카주는

유죄확정 결을 받은 성범죄자로 하여 자신의 일정한 정보를 할 당국

에 등록하게 하고 한 그 등록된 정보는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일반

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성범죄자등록법을 제정하 다. 웹사이트에

공개된 정보는 성명, 주소, 우편번호, 도시 등에 의해 검색이 가능하 으며,

“등록된 성범죄자”라는 표제 하에 범죄자의 성명, 사진, 신체 특징, 주소,

고용한 사람의 주소와 유죄 결 정보 등 모든 정보가 공개되었다. 이러한

성범죄자등록법은 그 제정 에 유죄확정 결을 받은 사람에 하여도

용되었다. Smith v. Doe 사건에서 원고는 법률이 미연방헌법 제1조 제

10항 제1문이 규정하고 있는 사후입법처벌 지(Ex Post Facto)에 반됨을

우리나라 조선시 에도 烹刑이라 하여 주로 독직 리의 명 를 실추시켜 실질

인 형벌의 효과를 꾀한 것들이 있었다고 한다. (김기춘, “조선형정사”, 삼 사,

1990, 114-116면 참조).

36) 신상공개가 이 처벌에 해당한다고 보는 견해로는, 강태수, “청소년 상 성범죄

자의 신상공개에 한 헌법 고찰”, 헌법 례연구[4], 박 사, 2002, 81-83면; 권

창국, “청소년 성매매 행 등에 한 규제방법으로서 신상공개제도에 한 검토”,

형사정책연구 제12권 제2호, 2001, 218-219면; 김경제, “청소년의 성 련 범죄자

신상공개의 헌성”, 토지공법연구 제16집 제2호, 2002, 155-156면; 이경재, “성범

죄자 신상공개의 법 문제 고찰”, 스티스 통권 제65호, 2002, 16-17면; 이인

호, “ 행 청소년 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헌성”, 민주사회를 한 변론

통권 제45호, 2002, 32-40면 등 참조.

37) 신상공개가 이 처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로는, 심희기, “신상공개의

정당화근거와 한 공개 상과 공개기 의 탐색”, 스티스 통권 제65호, 2002,

31-32면; 황승흠․황성기, 게서, 57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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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하 다. 사후입법처벌 지원칙은 행 시 법률에 의해 부과되던 형벌보

다 더 한 형벌을 부과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이를 소 용하는 것을

지한다. 그러나 사후입법처벌 지 조항은 형벌법규에 해서만 용되므로,

결국 이 사건에서 핵심쟁 은 법률이 형벌법규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

이에 하여 미연방항소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 으나, 미연방 법원

은 6 3의 의견으로 법률은 형벌법규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사후입

법처벌 지 조항에 반되지 않는다고 시하 다.38)

아래에서는 이러한 미연방 법원 결의 요지를 구체 으로 살펴보고,

이어서 우리나라 헌법재 소가 신상공개제도의 이 처벌 지원칙 배 여

부에 하여 내린 단을 검토하도록 하겠다.

(2) Smith v. Doe 결의 요지

(가) 다수의견( 법 Kennedy, Rehnquist, O'Connor, Scalia, Thomas의

의견)

알래스카 주 입법자는 성범죄자의 재범 험성이 매우 높다는 인식 하

에, 성범죄자에 한 일정한 정보를 공공기 과 에게 공개하는 것이

공 의 안 을 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므로 성범죄자등록법

의 입법의도는 공 의 안 보호를 한 규제권한을 행사하는 데 있는 것

이지, 형벌을 추가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나아가, 이러한 입법의도가 무시될 수 있을 정도로 성범죄자등록법의 효

과가 지나치게 처벌 인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피상고인은 알래스카 주 성범죄자등록법, 특히 통지 련규정들이

식민지시 당시의 수치형과 유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채 질

(whipping), 범죄자의 목과 양손에 칼을 우는 것(pillory), 낙인 기

(branding)와 같은 형벌은 신체 인 고통을 가할 뿐만 아니라 범죄자와 공

을 직 면하게 하 다. 공개 망신이나 모욕 그리고 추방과 같이 신

체 요소가 결여되어 있는 형벌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단순한 정보의

공개를 넘어서서, 한 개인을 자신의 동료 시민들 앞에 세워 놓고 정면으로

망신을 주거나 혹은 그를 공동체로부터 추방하는 것이었다. 이와 조 으

38) Smith v. Doe, 123 S.Ct. 1140, Mar 05,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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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알래스카 주법이 유발하는 낙인은 조롱과 수치를 주기 한 공개 인

시(展示)에서 생기는 결과가 아니라, 부분 이미 공개되어 있는 범죄기

록에 한 정확한 정보를 배포하는 데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식민지 시

의 수치형과는 달리, 알래스카 주는 공개와 그로 인한 결과 낙인을 그

규제조치의 본질 부분으로 보고 있지는 않다. 그러므로 법률에 의한

공개가 역사상 존재했던 수치형과 유사하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둘째, 법률은 성범죄자가 하려는 활동들을 제한하지 않으며, 그가 자

유로이 직업이나 거주지를 바꾸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임 인이나 고용주

는, 법률이 없어도, 임차인이나 피고용인의 과기록을 조사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법률로 인해서 성범죄자가 주거나 직업과 련하여 불

이익을 입고 있다고 볼 수도 없다.39) 그러므로 법률은 성범죄자에 해

극 인 권한박탈이나 제한을 야기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셋째, 주는 성범죄자등록법이 장래의 범죄를 방지할 수 있다는 을 인

정하고 있고, 피상고인은 바로 이러한 에 근거하여 성범죄자등록법은 형

벌의 목 하나인 범죄억제를 목 으로 하고 있으므로 처벌 이라고 주

장한다. 그러나 범죄방지 목 이 존재한다는 그 자체만으로 그러한 제

재수단들을 형벌 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의 규제권한을 심각히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므로 타당하지 않다.

넷째, 성범죄자등록법이 비처벌 인 다른 목 이 있다는 사실은 이 법률

의 효과가 처벌 인 것이 아니라고 단내림에 있어서 가장 요한 요소가

된다. 공 에게 이웃에 사는 성범죄자의 험성에 해 경고함으로써 공

의 안 에 기여하려는 목 은 단순히 형벌성을 은폐하기 한 구실이나

장으로 볼 수 없다.

다섯째, 항소법원은 법률이 장래의 험성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성

범죄자를 용 상으로 한다는 과 정보를 제공받는 사람의 범 를 제한

39) 이 부분은, 특정인의 형사기록( 과기록)은 Public Record로서 일반인들에게 제

한 없이 공개되고, 허 사실을 시한 경우만이 명 훼손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되

는 미국의 법체계를 제로 한 설명이다. 반면에, 우리나라에서는 특정인의 형사

기록( 과기록)이 일반인들에게 공개되지 않고, 진실한 사실의 시에 해서도

일단 ‘명 훼손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과자의

신상공개가 가지는 법 의미는 미국과 분명히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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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지 않다는 을 들어 그 과잉성을 인정한다. 그러나 법률은 성

범죄자 개개인의 험성이 아니고 성범죄자 부류의 험성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리고 웹사이트를 통해 세계 사람들에게 공개된다고 하지만, 그것

은 어디까지나 인터넷에 속하여 극 으로 정보를 구하는 사람에 한하

여 공개된다는 에서 수동 인 공개에 불과하고, 더구나 오늘날 사람들의

이동성이 강한 에 비추어 볼 때, 웹사이트를 통해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

하는 것을 두고 과잉한 조치라 말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고의(scienter)가 인정될 때에만 그러한 제재가 행해지는지

여부와 그러한 제재의 상이 되는 행 가 범죄를 구성하는지 여부는 이

사건에서는 별로 요하지 않다.

이상과 같은 들에 비추어 볼 때, 민사 규제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한

알래스카 주의 입법의도를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법률의 효과가 처벌

이라고는 볼 수 없다.

(나) 법 Souter의 별개의견

알래스카 주 성범죄자등록법에 의한 규제시스템은 형사처벌 속성과

민사제재 속성이 비등(比等)하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법률의 합헌성 추

정에 따라 단하여야 할 것인바, 이러한 이유에서 나는 다수의견의 결론

을 지지한다.

(다) 법 Stevens의 반 의견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법률은 그것이 용되는 모든 사람들에 해서

한 극 의무와 가혹한 낙인을 부과하고 있다. 나는, 어떤 제재가 범죄

를 지른 모든 사람에게 부과되고 여타의 사람들에 해서는 부과되지 않

으며, 당해 범죄인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처벌에

속한다고 본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이 그 제정 에 범죄를 지른 사

람에게 용되는 한, 그것은 사후입법처벌 지원칙에 배된다.

(라) 법 Ginsburg, Breyer의 반 의견

알래스카 주의 입법자가 성범죄자등록법을 규제 조치로 인식하 는지

아니면 형사 법률로 인식하 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한편, 법률은 의심의 여지 없이 극 인 권한박탈 제한과 련되

어 있다. 즉, 법률은 극 인 범죄사실의 공개 통지를 통해서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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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를 심 한 모욕과 지역공동체에 의한 범 한 배척에 노출시키고 있다.

“등록된 성범죄자”라는 표시 하에 웹페이지 상에 성범죄자의 얼굴을 개시

하는 것을 허용하는 공개 통지와 련된 규정들은 범죄자를 기피해야 할

사람으로 표시하기 해 한때 사용되었던 수치형을 연상시킨다. 한, 재

의 험성이 아닌 과거의 범죄사실만을 기 으로 삼는 것은 법률이 응

보 으로 과거의 범죄사실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인상을 다. 그리고 무

엇보다도 결정 인 것은, 법률의 비처벌 목 에 비추어 볼 때, 그 제

재조치가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이다. 일반공 에 해서 지역공동체 내

에 잠재 인 상습성범죄자가 존재한다는 을 일깨워 으로써 공 의 안

을 도모한다는 목 자체는 정당하지만, 알래스카 주 성범죄자등록법의

용범 는 이러한 목 을 히 과하고 있다. 법률은 장래의 험

성에 한 고려 없이 모든 성범죄자들에 해 용되고, 그 규제의 존속기

간은 재범의 험성에 한 단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유죄확정

결을 받은 범죄가 범죄인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된다. 법률은 도

체 범죄인의 사회복귀(rehabilitation) 가능성에 한 어떠한 규정도 갖고

있지 않다. 과거의 성범죄자가 재 재범의 어떠한 험도 노정시키고 있

지 않다는 이 아무리 명백하여도, 그는 장기간의 감시와 피할 수 없는

모욕 하에 남는다.

이처럼 알래스카 주 성범죄자등록법은 입법의도가 모호하고 실제 효과

가 처벌 인바, 그 소 용은 사후입법처벌 지원칙에 배된다.

(3) 신상공개제도에 한 헌법재 소의 단

(가) 이 사건 결정에서 재 5인은 이 처벌 지원칙 배 여부에

하여 명시 인 단을 하지 않은 데 반하여, 재 4인은 신상공개가 이

처벌 지원칙에 배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분명하게 밝혔다.

(나) 이 처벌 지원칙 반을 부정한 재 4인은, “신상공개제도는 형

의 종류를 정하고 있는 형법 제41조에 해당되지 않으나, 해당 범죄자에게

확정된 유죄 결 외에 추가 으로 수치감과 불명 등의 불이익을 주게 되

는데, 이러한 불이익이 실질 으로 수치형이나 명 형에 해당되는지 여부

를 살펴 에 있어서는 신상공개제도의 입법목 , 공개되는 내용과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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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 계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제한 후, 신상공개는 범죄방

지를 한 국민 계도를 주된 목 으로 하며, 공개되는 내용은 개인의 신

상 내지 사생활에 한 새로운 내용이 아니고 이미 공개된 재 에서 확정

된 유죄 결의 일부 내용으로서, 일종의 사례공개를 하는 정도에 불과한바,

이와 같은 신상공개과정에서 부수 으로 개인에게 수치심과 불명 가 발생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하나의 형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

다. 이로써 4인의 의견은 신상공개제도의 처벌성을 부정함에 있어서

기본 으로 형식설이 아니라 실질설의 논증구조를 따르는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4인의 의견은 “신상공개제도는 후술하듯이 인권을 침해하는

헌 인 제도로 악되기 어려운 이상, 비록 범죄자의 수치심과 불명 를

수반한다고 하더라도 입법자가 19세 미만의 청소년의 성매수 범죄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반사회 인 범죄에 처하기 하여 선택할 수 있는 입법형

성의 범 내에 속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시하고, 이를

신상공개제도의 처벌성을 부정하는 이유 하나로 삼았는데, 이는 “응보

나 억지 이외의 목 에서 볼 때 제재가 과도한지”를 당해 제재의 처벌성

여부의 단지표로 삼는 미연방 법원의 Mendoza-Martinez 기 의 마지

막 심사항목을 연상시킨다.

(다) 한편, 신상공개제도의 이 처벌 지원칙 반 여부에 해 명시

단을 내리지 않은 나머지 재 5인은, 행 신상공개제도가 단지 사례

공개를 통해 일반인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자 하는 계도의 목 을 추구

하는 것이라면 굳이 당사자의 실명을 공개할 이유가 없다는 에서 과도하

고, 범죄자에 한 정보 제공을 통해 잠재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목

을 추구하는 것이라면 오히려 제공되는 정보가 불충분하고 공개시기

기간이 부 하다는 에서 실효성이 거의 없다고 하 다. 즉, 응보나 억

지 이외의 목 에 비추어 행 신상공개제도는 과도하다고 보고 있는 것이

다. 그러므로 미연방 법원의 Mendoza-Martinez 기 로라면 5인의

입장에서는 신상공개제도를 처벌이라고 볼 여지가 많다. 더구나, 5인의

의견은 행 신상공개제도가 수치형과 매우 흡사한 특성을 지닌다고 역설

하고 있기까지 하다. 그럼에도 이 처벌 지원칙 배를 극 으로 인정

하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않았다. 이는, 재 5인이 형벌유사 제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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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성 인정 여부와 련하여 실질설이 안고 있는 근본 인 약 , 즉 별

기 의 불확실성과 거기서 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난 들을 고려하여

형식설의 입장을 취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가능하게 한다.

이처럼 재 5인은 이 처벌 지원칙 반 여부를 정면으로 단

하지 않았지만, 그 신에 형사처벌 후에 형벌유사 제재가 복 으로

부과되는 상황을 당해 형벌유사 제재의 과잉 지원칙 반 여부를 단

하는 하나의 자료로서 고려하고 있다. 한, “무릇 형벌은 개인의 자유와

안 에 한 한 침해를 가져오는 탓에 국가 제재의 최후수단(ultima

ratio)으로 평가된다. 그런데 이미 그러한 형벌까지 부과된 마당에, 형벌과

다른 목 이나 기능을 가지는 것도 아니면서, 형벌보다 더 가혹할 수도 있

는 신상공개를 하도록 한 것은 국가공권력의 지나친 남용이다.”라고 설시

하 는데, 이는 이미 형벌이 부과된 후에 동일한 행 에 하여 다시 형벌

유사 제재가 가해지는 경우 그러한 형벌유사 제재가 형벌과 같은 목

과 기능을 추구하고 있다면 그러한 범 에서는 형벌의 최후수단 성격

에 비추어 과잉제재로서 정당성이 없다고 보아야 함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5. 법 의 재 을 받을 권리

헌법 제27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 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 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법률에 의한 재

과 법 에 의한 재 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재 청구권은 재 이

라는 국가 행 를 청구할 수 있는 극 측면과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

이 아닌 자에 의한 재 이나 법률에 의하지 아니한 재 을 받지 아니하

는 소극 측면을 아울러 가지고 있다. 이 게 볼 때 헌법 제27조 제1항은

법 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민사․행정․선거․가사사건에 한 재 은 물

론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아니할 권리를 보장한 것이라 해석된다(헌재 1998.

5. 28. 96헌바4, 례집 10-1, 610, 618). 그러나 기술한 바와 같이 극 으

로 합헌의견을 개진한 재 4인뿐만 아니라 나머지 재 5인도 신상공

개의 법 성격을 형벌이라고 단언하지는 않았다.

한편, 헌법상의 재 을 받을 권리란 법 에 의하여 사실 측면과 법률

측면에 하여 어도 한 차례의 심리검토의 기회는 보장되어야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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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의미한다(헌재 1992. 6. 26. 90헌바25, 례집 4, 343, 349-350). 그런데

신상공개 결정에 하여는 별도로 행정소송을 통해 그 법 여부를 다툴

기회가 보장되어 있다.

그러므로 청소년보호 원회가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한다는 이유만으로

법 의 재 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생각

된다.

6. 법 차원칙

가. 법 차원칙의 의의와 용 역

헌법 제12조 제1항 후문은 “ 구든지 … 법률과 법한 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

고 있다. 이는, “체포․구속․압수 는 수색을 할 때에는 법한 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 이 발부한 장을 제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같은 조 제3항 문과 더불어, 미법계 국가에서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한 기본원리의 하나로 발달시켜 온 법 차(due process of

law)40)의 원칙을 도입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 차원칙은 특히 미국 연방 법원의 례에 의해 그 용범 가 형

사 역으로부터 행정 역으로, 그리고 차 역으로부터 실체

역으로 확장되어 왔는바, 오늘날 이 원칙은 공권력에 의한 국민의 생

명․자유․재산의 침해는 합리 이고 정당한 법률에 의거해서 정당한 차

40) 통상 “due process of law”를 “ 법 차”로 번역하고 있는데, 이것이 한지는

의문이다. 이러한 번역은 자칫 법 차를 단순히 ‘법률을 수한 차’를 의미하

는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오해할 여지를 제공한다. 그러나 헌법 제12조 제1항 후

문에서 “법률과 법한 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이라고 규정함으로써 ‘법률에

의하여야 함’과 ‘ 법한 차에 의하여야 함’을 병렬 으로 요구하고 있는 에 비

추어 볼 때, 법 차를 와 같이 해석하는 것은 미법계의 due process of law

법리를 도입하기로 한 헌법제정자의 원래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는 것이라

고 생각된다. 본래 due process of law는 ‘법이 제정되고 집행되는 일련의 과정

(process of law)이 정(due)하여야 한다는 원칙’으로 풀이함이 상당하다. 그리고

그러한 정성은 법률내용에 있어서의 실체 정성(substantive due process)과

법률집행에 있어서의 차 정성(procedural due process)을 구성내용으로 한

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due process of law를 굳이 번역하자면 “ 정한

법과정(法過程)”이라고 함이 좋을 듯하다. 다만, 이 에서는 “ 법 차”라는 번역

례가 보편화되어 있는 실을 감안하여 일단 이를 그 로 사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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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밟은 경우에만 유효하다는 원리로 이해되고 있다.41) 우리 헌법재 소도

이 원칙이 형사소송 차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국가작용 반에 용되며,

형식 인 차뿐만 아니라 실체 인 법률내용도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출

것을 요구한다고 보고 있다(헌재 1992. 12. 24. 92헌가8, 례집 4, 853,

876-878 참조).

그런데 개의 경우 ‘실체 정성’과 련하여서는 과잉 지원칙 반

여부에 하여 한 단이 그 로 용될 것이므로, 법 차의 문제는 실

무상 주로 ‘ 차 정성’에 이 맞춰질 것으로 생각된다.

나. 차 법 차의 문제상황과 구체 인 단기

미국 헌법상 차 법 차의 문제는 ① 생명, 자유 는 재산의 박탈

이 있고, ② 특정 개인이나 집단과 련하여 사실확정 문제가 잠재하는 경

우에 발생한다.42)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는 항상 의무부과나 쟁 에 한

고지,43) 실질 인 청문 기회의 제공,44) 결정주체의 공정성45) 등이 기본

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가령 고지는 개별 통지의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공고로

족한지, 청문 기회는 반드시 사 에 제공해야 하는지 아니면 사후에 제

공하는 것으로 족한지 등은 구체 사안의 특수성과 계없이 획일 으로

답할 수는 없다. 그리하여 미국 연방 법원은 어떠한 차가 정한가를

결정함에 있어서 소 Mathews 결에서 제시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요

소를 형량하고 있다.46)

① 첫째, 공권력에 의하여 제한되는 사익

② 둘째, 련 차로부터 비롯되는 잘못된 사익박탈의 험, 그리고 다

41) 허 , 헌법이론과 헌법, 박 사(2000), 480-483면 참조.

42) Erwin Chemerinsky, “Constitutional Law, Principles and Policies”, 1997,

p.449-450.

43) 법 차의 요건으로서 고지가 논해진 것으로는, Mullhane v. Central Hanover

Bank & Trust Co., 339 U.S. 306(1950) 참조.

44) 복지 여의 단 에 청문이 요구되는지에 한 것으로는, Goldberg v. Kelly,

397 U.S. 254 (1970) 참조.

45) 당해 결정으로부터 개인 인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를 결정주체로 한 것

이 헌이라는 것으로는, Gibson v. Berryhill, 411 U.S. 564(1973) 참조.

46) Methews v. Eldridge, 424 U.S. 319 (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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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추가 혹은 체 차를 보장할 경우 거둘 수 있는 효과

③ 셋째, 그 추가 혹은 체 차를 보장하려 할 경우에 정부가 떠

안게 되는 재정 ․행정 부담

다. 메간법에 한 미국 연방 법원의 결

최근에 미국에서는 커네티컷 주의 메간법이 차 법 차원칙에

반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바 있다. 원고는 동법이 성범죄자의 등록 통지

여부를 결정하기 에 상자의 재범 험성을 심사하기 한 사 청문을

제공하지 않으므로 차 법 차원칙에 반된다고 주장하 고, 연방항

소법원은 이를 받아들 다. 그러나 상고심인 연방 법원은, 동법이 성범죄

자의 등록 통지와 련하여 성범죄자가 유죄 결을 받았다는 사실 이외

에 다른 사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차 법 차원칙에 배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면서, 연방항소법원의 결을 기하 다. 즉, 동법은

단지 성범죄자에 한 유죄 결이 존재한다는 하나의 사실에만 근거하여

등록 통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바, 상자의 재범의 험성 유무

는 등록 통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비본질 인 문제에 불과하므로 그

를 심사하기 한 사 청문은 필수 이지 않다고 본 것이다.47)

라. 신상공개제도의 차 법 차원칙 반 여부

(1) 신상공개 차

신상공개는 재 다음과 같은 차를 거쳐 이루어진다.

① 청소년보호 원회에서 법무부, 국방부 등 계기 의 장에게 련자

료 제출 요청(매년 반기별로, 6. 30. 12. 31.까지)48)

② 련자료 수(매년 8. 31. 다음해 2월말까지)49)

47) Connecticut Dept. of Public Safety v. Doe, 123 S.Ct. 1160 (2003).

48) 법시행령 제2조(범죄자 련 자료의 제출)

① 청소년보호 원회는 청소년의성보호에 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

제1항에서 규정한 계도문의 작성에 필요한 련자료(법 제20조 제2항 각호의 1의

죄를 범하여 형이 확정된 자에 한 자료를 말한다)를 매년 반기별로 제출하도록

계기 의 장에게 6월 30일과 12월 31일까지 요청하여야 한다.

49) 법시행령 제2조(범죄자 련 자료의 제출)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련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계기 의 장은 매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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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신상공개사 심의 원회50)에서 신상공개여부를 사 심의

④ 공개 상자로 선정된 자에 해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기회 부여51)

⑤ 의견진술을 한 자에 하여 신상공개여부를 재심의52)

⑥ 공개 상자의 확정

⑦ 당사자에게 공개 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송달하고(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 ,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통지),53) 그 송달의 효력 발생 후

60일이 경과한 후에 신상공개54)

(2) 신상공개의 차 정성의 요구정도

법 제20조 제2항 본문에 의하면, 같은 항 제1호 내지 제7호에서 열거되

어 있는 죄를 범한 자로서 형이 확정되기만 하면 일응 신상공개 상자가

될 요건을 갖추게 되며, 그 외 청소년보호 원회가 추가로 확정해야 할 요

건사실은 없다. 다만, 법 제20조 제2항 본문에서 “… 공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청소년보호 원회에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할 재량을 부여하

2월말과 8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50) 신상공개사 심의 원회는 ‘신상공개사 심의 원회운 규정’에 의해 청소년보호

원회 신상공개결정의 사 심의 자문을 하여 청소년보호 원회 내에 설치

된 기 으로서, 청소년보호 원장이 하는 9인의 원으로 구성되며, 특히 여

성부, 검찰청, 경찰청, 청소년보호 원회 소속 공무원 청소년보호 원장이 당

해 기 의 장과 의하여 정하는 자는 당연직 심사 원이 되도록 하고 있다.

51) 신상공개사 심의 원회운 규정 제9조(신상공개 상자 사 심의 등)

③ 청소년보호 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상공개 상자로 선정된 자에

하여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52) 신상공개사 심의 원회운 규정 제9조(신상공개 상자 사 심의 등)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진술을 한 자에 하여는 신상공개여부를 재심

의한다.

53) 행정 차법 제26조(고지)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처분에 하여 행정심 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기타 불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 차 청구기간 기타 필

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54) 법시행령 제4조(계도문 게시․배포의 시기)

청소년보호 원회는 공개 상자를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송달

하여야 하며, 그 송달의 효력발생 후 60일이 경과한 후에 공개 상자가 포함된 계

도문을 게시 는 배포하여야 한다.



342 헌법재 소결정해설집 2003

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청소년보호 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상 등

의 공개를 결정함에 있어서 공개 상자 상 청소년의 연령, 범행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력, 죄질, 공개 상자의 가족 계 상 청소년

에 한 계, 범행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공개 상자 그 가족 등에

한 부당한 인권침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여 개별 상자의 신상공개 여부가 구체 으로 결정된다.

그런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부고려사항들도 부분 법 에

의한 형사재 과정에서 이미 출되고 평가된 것들이며, 한 그 확정 결

에 의해 어느 정도 증명될 수 있는 것들이다. 그리고 그 외에 신상공개 여

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본질 인 요건사실을 청소년보호 원회가 새로 확정

해야 할 일은 거의 없다. 그러므로 미국 연방 법원이 제시한 Mathews 심

사기 에 의할 경우, 신상공개결정과 련하여 그리 까다로운 차를 요구

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단된다.

(3) 헌법재 소의 단

재 4인은 행 신상공개제도가 법 차원칙에 배된다는 주장을

명시 으로 배척하 다. 실무상 신상공개 상자로 선정된 자에 하여 10

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기회를 주고, 의견진술을

한 자에 하여는 재심의를 하여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

(운 규정 제9조 제3항), 신상공개의 결정주체인 청소년보호 원회는 그

원의 구성과 직무상 독립 보장의 측면에서 최소한의 독립성과 립성을

갖춘 기 으로 볼 수 있는 (청소년보호법 제29조, 제32조 등 참조), 신상

공개결정에 해서는 별도의 행정소송을 통하여 그 법 여부를 다툴 기회

가 보장되고 있는 , 이미 법 에 의한 재 을 거쳐 형이 확정된 이후에

신상공개가 결정되는 등이 그 논거 다.

한편, 나머지 재 5인은 이에 하여 명시 으로 단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재 4인의 의견에 배치되는 어떠한 설시도 하지 않은 에

비추어 보면, 4인의 의견에 암묵 으로 동의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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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과잉 지원칙심사의 상이 된 기본권제한

가. 총설

과잉 지원칙심사와 련하여 합헌의견을 낸 재 4인은 제한되는 기

본권으로서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성으로부터 도출되는 일반 인격권

과 헌법 제17조에 규정된 사생활의 비 의 자유를 들었다. 반면에, 헌의

견의 재 5인은 헌법 제10조에서 도출되는 인격권, 그 에서도 특히

사회 인격상에 한 자기결정권을 제한되는 기본권으로 보았다.

이처럼 신상공개로 인해 제한되는 기본권을 악함에 있어서 양자 사이

에 미묘한 차이가 생긴 것은 개인의 신상 범죄사실과 같은 정보의 공개

여부에 한 개인의 권리를 어떻게 헌법 으로 근거지우느냐와 한

련이 있다고 생각된다.

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의의 비교법 고찰

(1)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란 정보의 조사․취 의 형태, 정보의 내용, 정

보처리의 형태를 불문하고 자신에 해서 무엇인가를 말해 주는 정보를 조

사․처리해도 되는지 여부, 그 범 목 에 하여 그 정보의 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개인 권능을 말한다.55) 이 권리는 언제 구에게

무엇을 알릴 것인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자유뿐만 아니라, 그 후에

자신과 련된 정보의 운명을 추 하여 통제할 수 있는 권리도 보호하는

바, 오늘날 자정보처리기술의 발 으로 인하여 개인에 한 정보들을 무

한정 장하고 시공을 월하여 그 집 된 정보들을 불러내어, 통합정

보체계를 통해 개인에 한 부분 인 는 거의 완벽한 인격상을 재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그 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56)

55) 국내에서는 같은 개념이 “자기정보 리통제권”(권 성, 헌법학원론, 2004, 449면),

“정보자기결정권”(김일환, 정보자기결정권의 헌법상 근거와 보호에 한 연구, 공

법연구 제29집 3호, 한국공법학회, 2001, 87면), “정보에 한 자기결정권”(김철수,

헌법학신론, 2004, 277면), “개인정보자기결정권”(백윤철, 헌법상 개인정보자기결정

권에 한 연구, 법조, 2002. 5., 175-176면), “자기정보에 한 통제권”(성낙인, 헌

법학, 2004, 413면), “개인정보자결권”(이인호, 정보사회와 개인정보자결권, 앙법

학, 창간호, 1999, 41면), “자기정보통제권”(차맹진, 라이버시보호와 자기정보통제

권, 인하 박사학 논문, 1991; 홍성방, 헌밥학, 2004, 461면) 는 “정보자결권”

(허 , 한국헌법론, 2004, 370면) 등 다양한 유사용어들로 표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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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미국에서는 라이버시권, 독일에서는 일반 인

격권의 한 내용으로 악되고 있는바, 이 권리의 본질을 이해함에 있어서

는 먼 이러한 미국과 독일에서의 논의 상황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2) 미국에서의 라이버시권의 법리

미국의 연방헌법은 명시 으로 라이버시권(right of privacy)을 규정하

지 않았지만, 19세기 말부터 이미 라이버시가 헌법상 보호되는 권리라는

인식이 있었다.57)

라이버시권은 당 ‘혼자 있을 권리(right to be let alone)’로 악되었

으나 차 개인의 사 역에서의 자율권 반으로 그 보호범 가 넓어졌

고,58) 1960년 후반 정보화 사회에 어들면서부터는 ‘자기에 한 정보를

56) 정태호, 개인정보자결권의 헌법 근거 구조에 한 고찰, 헌법논총 제14집

(2003), 407-414면 참조.

57) 라이버시를 하나의 독자 인 권리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처음 나온 것은

1890년 워 (Sammuel D. Warren)과 랜다이즈(Louis D. Brandeis)가 공동집필

한 논문에서 다(Warren & Brandeis, The Right to Privacy, Harvard Law

Review, Vol. 4, p.193). 당시 미국에서는 황색 리즘에 의한 유명인사의 사생

활 폭로가 유행하 는데, 이러한 사회 배경 속에서 논문은 명 훼손법

(defamation)과는 구별되는 독자 인 권리로서의 라이버시권을 제창하기 하여

쓰여졌다.

여기서 명 훼손과 라이버시권 침해의 차이를 살펴보면, 양자는 넓은 의미의

인격 이익을 침해하여 피해자에게 정신 피해를 다는 에서 공통되고, 한

많은 경우 양자가 동시에 성립한다. 그러나 이론 으로 양자는 구별되는바, 그 주

요한 차이 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명 는 개인에 한 사회 평가라는 외부 ․객 이익임에 반하여

라이버시는 개인의 내면의 평화라는 내부 ․주 이익이다. 그러므로 명 훼손

은 제3자의 경멸 는 오를 받게 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야기하는 것이 필요하

지만, 라이버시권의 침해는 비록 사회 평가가 훼손되지 않은 경우라도 사생활

의 폭로에 의하여 정신 고통을 받을 수 있다면 인정된다.

둘째, 미법에서는 주장한 내용이 진실하면 명 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우리

나라의 경우에도, 비록 진실한 사실 시에 의해서도 명 훼손이 성립한다고 하지

만, 허 의 사실을 시한 경우에 비하여 그 책임은 가벼우며, 그것이 오로지 공

공의 이익에 한 것일 때에는 법성이 조각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명 훼손은

시된 사실의 진 에 따라 그 성립 여부가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하여,

라이버시권의 침해 여부는 사실의 진 에 향을 받지 않으며, 오히려 그 공개

한 내용이 진실한 경우에 피해의 정도가 더 커지는 특성이 있다.

58) Griswold v. Conneticut 결[381 U.S. 479 (1965)]에서는 피임기구의 사용을

지하는 주법은 부부의 라이버시를 침해하므로 헌이라고 결하 다. 이러한

출산이나 피임에 한 권리는 Eisenstadt v. Baird 결[405 U.S. 438, 453 (1972)]

에서 미혼자에게도 인정되었는데, 여기서 연방 법원은 라이버시권을 ‘혼인의

여부와 상 없이 아이를 가질 것인지, 낳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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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하는 권리(right to control self-information)’59)로까지 개념의 폭이 확

되었다.

그리하여 헌법상 라이버시권은 어도 다음의 세 가지 문제 역을 포

함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첫째, 개인의 私事(private affairs)에 하여 정부

로부터 감시당하지 아니할 권리. 둘째, 개인의 행동․사고․경험․신념과

련하여 정부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을 권리. 셋째, 개인의 私事가 정부

에 의해 공개되지 않도록 할 권리.

미국 연방 법원은 1977년 Whalen v. Roe 결60)에서 라이버시 보호

의 문제는 어도 두 가지 이익, 즉 일정 유형의 요결정을 독립 으로

할 이익 개인 문제가 공개되는 것을 회피할 개인의 이익과 련된다

고 시하여 개인정보의 공개를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를 라이버시의 한

내용으로 인정하 다.

한, 1989년 U.S. Dept. of Justice v. Reporters Committee For

Freedom of Press 결61)에서 연방 법원은 “어떠한 사건이 완 히 ‘사 ’

이지는 않다는 사실이 곧 개인이 그 정보의 공개 를 제한함에 있어

아무런 이익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라고 시하면서,

특정인의 과기록에 기재된 사실이 이 에 한번 공 에 공개되었기 때문

에 국가가 그 과기록을 제3자에게 공개함에 있어서 그 개인의 라이버

시가 별로 문제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명시 으로 배척하 다. 연방 법원

은 결에서, 라이버시권은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통제하는 것을 포

함한다는 , 조직된 사회에서는 거의 모든 사실이 한번은 어느 군가에

개인에게 근본 인 향을 미치는 문제들에 하여 정부로부터 부당한 간섭을 받

지 않을 개인의 권리’라고 표 하 다. 그리고 다음 해에 미국헌법사상 가장 유명

한 례들 하나인 Roe v. Wade 결[410 U.S. 113 (1973)]이 내려졌는데, 여기

서 연방 법원은 산모의 생명이 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신이 어떠한 단계에

있는지를 고려하지 않고 낙태를 지한 주법에 하여 연방 수정헌법 제14조의

법 차조항에 반하여 라이버시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아 일부 헌을 선언

하 다.

59) 정보 라이버시권의 선구 주장자 한 사람인 웨스틴(Alan. F. Westin) 교수

는 ‘개인, 단체 는 기 이 자신에 한 정보를 타인에게 언제, 어떻게, 어느 범

까지 달하느냐를 스스로 결정하는 권리’를 라이버시권으로 보았다. Alan. F.

Westin, Privacy and Freedom, Atheneum, N. Y., 1967, p.25.

60) 429 U.S. 589 (1977).

61) 489 U.S. 749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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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알려지게 마련인바, 소 사 인 것으로 주장되는 어떤 사실이 라이

버시권에 의해 보호되는 정도는 그것이 어느 범 까지 되었는지 시

간의 흐름에 의해 그것이 얼마만큼 사 인 것으로 바 었는지에 달려있다

고 보아야 한다는 , 특정한 사람이나 단체, 집단이 사용하도록 의도되거

나 이들에게로 제한된 정보로서 공 이 자유로이 이용할 수 없는 것은 ‘사

’인 것으로 분류할 수 있다는 등을 그 주요논거로 들었다.

(3) 독일에서의 일반 인격권의 법리

독일 기본법 제2조 제1항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헌법질서나

도덕률에 반하지 않는 범 내에서 인격을 자유로이 발 할 권리를 보장하

고 있다. 독일 연방헌법재 소와 통설은 이로부터 일반 행동의 자유와

일반 인격권을 도출하고 있다.

일반 인격권은 개별 기본권조항에는 포섭되지 않는 좁은 개인의 생활

역과 그 기본조건의 유지를 보장하는 기본권이다. 이러한 일반 인격권

은 자기결정의 사상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자유로운 인격발 ”의 한 요소

가 되지만, 그 보호되는 역을 존 해 달라는 권리인 에서 인격발 의

“ 극 ” 요소인 일반 행동의 자유와 구별된다고 한다.62)

사회 상이 발 함에 따라 인격에 한 험도 새로운 양상으로 변화하

는바, 독일 연방헌법재 소는 이 권리의 내용을 종국 으로 기술하지 않고,

그 구체 형태들을 그때그때 결정되어야 할 사례에 의거하여 개발해 왔

다. 그리하여 사 역, 비 역과 내 역,63) 개인의 명 , 자기묘사에

한 처분권,64) 상권과 자신이 한 말에 한 권리,65) 하지 않은 표 의

삽입에 의하여 피해를 받지 않을 권리66) 등을 일반 인격권의 보호법익으

로 인정한 바 있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도 이러한 들 하나이다. 독일 연방헌법재 소는

62) BVerfGE 54, 148 [153 ff.].

63) BVerfGE 27, 1 [6] - 미시 인구조사; 27, 344 [350 f.] - 이혼서류; 32, 373

[379] - 진료카드; 34, 238 [245 f.] - 비 녹음; 47, 46 [73] -성교육; 49, 286 [298]

-성 환.

64) BVerfGE 35, 202 [220] - Lebach.

65) BVerfGE 34, 238 [246].

66) BVerfGE 34, 269 [282 f.]. - Sora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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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인구조사’ 결정에서, 자신과 련된 정보 어떠한 것이 외부에 알

려져 있는지 제 로 악할 수 없고 상 방이 자신에 하여 무엇을 알고

있는지 측할 수 없는 자는 자신의 결정으로 계획하고 단하는 자

유에 있어서 본질 으로 제약을 받을 수 있다면서 인격권은 개인의 생활사

실을 언제 그리고 어떠한 범 내에서 공개할 것인가에 해 원칙 으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도 포함한다고 하 다.67)

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헌법 근거

국내에서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헌법 근거로서 주로 헌법 제10조와

제17조가 논의되고 있다.

(1) 먼 다수설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

과 자유에 련시키고 있는데,68) 그 주요논거로서 자신에 한 정보를 스

스로 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리는 사생활의 자율 인 를 보장하는

사생활의 자유에 포섭될 수 있다는 , 헌법 제17조와 같은 사생활보호 조

항이 없는 독일 기본법과는 달리 우리나라 헌법은 사생활보호 조항을 명시

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헌법 제10조를 확 해석하는 것은 불필요할 뿐

아니라 특별법우선의 원칙에도 반한다는 등을 들고 있다.

(2) 반면에, 소수설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헌법 제10조와 련하여 도

출하고 있다.69) 사생활은 공생활에 립되는 개념이고, 사생활의 비 은 개

인의 사생활에 련된 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할 권리를, 사생활의 자유는

사생활을 자유로이 형성할 권리를 각 보장한다는 제하에, 개인정보자기

67) BVerfGE 65, 1 [41 ff.].

68) 권건보, 자기정보통제권에 한 연구 - 공공부문에서의 개인정보보호를 심으

로, 서울 학교 법학박사 학 논문, 2004, 92-93면; 권 성, 게서, 451면; 김승환,

정보자기결정권, 헌법학연구 제9권 제3호(2003. 10.), 167면; 김용군, 정보공개와

라이버시 보호에 한 연구, 성균 학교 법학박사 학 논문, 1995, 115면; 김일

환, 정보자기결정권의 헌법상 근거와 보호에 한 연구, 공법연구 제29집 제3호

(2001. 5.), 102면; 성낙인, 게서, 411면; 홍성방, 제서, 461면.

69) 김철수, 헌법학신론, 2004, 413면; 백윤철, 헌법상 자기결정권과 개인정보자기결

정권, 헌법학연구 제9권 제3호(2003. 10.), 230면; 정태호, 개인정보자결권의 헌법

근거 구조에 한 고찰, 헌법논총 제14집, 2003, 423-431면; 조성호, 정보 라이

버시권의 법리에 한 연구, 동국 학교, 법학박사 학 논문, 2000, 73면; 한수웅,

헌법상의 인격권, 헌법논총 제13집, 2002, 660-66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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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권은 사생활 역에 속하는 정보만이 아니라 공생활 역에 속한 정보

에 해서도 그리고 사생활의 자유로운 형성을 해서만이 아니라 공생활

의 자유로운 형성을 해서도 보장되어야 하므로, 사생활의 비 과 자유에

한 헌법 제17조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일반 근거가 되지는 못한다는

것이 그 주요논지다. 비록 사생활과 련된 정보가 아닐지라도 국가가 임

의로 그러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개인의 사회 인격상, 즉 사회 정체

성에 부당한 향을 미쳐 사회 는 공 역에서의 개인의 자유로운

인격발 을 해할 수 있는바, 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는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 과 자유로부터가 아니라 헌법 제10조의 일반 인격권으로부

터 도출된다는 것이다.

(3) 한편, 헌법 제17조와 헌법 제10조의 결합에 의해 개인정보자기결정

권이 도출된다고 보는 것이 하다는 견해도 있다.70) 헌법 제17조의 보

호 역에 일반 인격권에 한 내용을 포함시키는 데는 다소 무리가 따르

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법원과 헌법재 소의 일부 례도 이와 유사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즉, 법원 1998. 7. 24. 선고 94다42789 결(공1998하, 2200)은 군 정보

기 이 법령상의 직무범 를 벗어나 민간인에 한 정보를 비 리에 수

집․ 리한 것이 불법행 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헌법 제10조

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

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

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들 헌법 규정은

개인의 사생활 활동이 타인으로부터 침해되거나 사생활이 함부로 공개되지

아니할 소극 인 권리는 물론, 오늘날 고도로 정보화된 사회에서 자신

에 한 정보를 자율 으로 통제할 수 있는 극 인 권리까지도 보장하려

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시하 다.

한편, 헌법재 소는 형사법정에서 변호인 등이 진술을 녹취하고자 할 경

우 법원에 의한 사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던 형사소송규칙 제40조에

한 헌법소원사건에서, “공 정에서 진술을 하는 피고인․증인 등도 인간

70) 김용섭,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의 충돌과 조화, 공법연구 제29집 제3호(200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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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헌법 제10조), 사생활의 비 과 자유를 침

해받지 아니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므로(헌법 제17조), 본인이 비 로 하고

자 하는 사 인 사항이 일반에 공개되지 아니하고 자신의 인격 징표가

타인에 의하여 일방 으로 이용당하지 아니할 권리가 있다. 따라서 모든

진술인은 원칙 으로 자기의 말을 가 녹음할 것인지와 녹음된 기기의 음

성이 재생될 것인지 여부 가 재생할 것인지 여부에 하여 스스로 결

정할 권리가 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말과 음성이 녹음되어 진술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처리된다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의사를 표 할 수 없게 될

것이며 언제나 자신의 무의식 인 발언이나 잠정 인 의견, 순간 인 감정

상태에서의 언 등이 언제나 재생가능한 상태로 보 되고 다른 기회에 자

기 자신의 의사와는 무 하게 재생될 수도 있다는 에서 진술인의 인격이

히 침해될 수 있는 험이 따르기 때문이다.”라고 시한 바 있다(헌재

1995. 12. 28. 91헌마114, 례집 7-2, 876, 885).

라. 소결

(1) 이 사건에서 재 4인은 “신상공개제도는 국가가 개인의 신상에

한 사항 청소년의 성매수 등에 한 범죄의 내용을 에게 공개함

으로써 개인의 일반 인격권을 제한하며, 한편 사생활의 비 에 해당하는

사항을 국가가 일방 으로 공개하는 것이므로, 이는 일반 인격권과 사생

활의 비 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라고 시하 다. 이에 따

르면 일반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 의 자유는 기본권경합

(Grundrechtskonkurrenz)의 계에 놓이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근거를 헌법 제10조와 제17조의 결합 속에서 찾는 견해와 유

사하지만, 일반 인격권의 ‘보충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을 사실상 부정한

에서 완 히 동일하지는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2) 한편, 재 5인은 “국가가 범죄사실과 같이 개인에 한 사회 평

가에 한 향을 미치는 정보자료를 함부로 일반에 공개할 경우, 그 개

인의 정 인 면을 포함한 총체 인 인격이 묘사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부정 인 측면만이 세상에 크게 부각됨으로써 장차 그가 사회와 ․교

류하며 자신의 인격을 자유롭게 발 하는 것을 심 하게 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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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사회활동을 통한 개인의 자유로운 인격발 을 해서는, 타인의

에 비치는 자신의 모습을 형성하는 데 있어 결정 인 인자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자료에 하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다시 말하여 사회

인격상에 한 자기결정권이 보장되어야 하고, 국가는 이를 최 한 보장할

책무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신상공개제도는 본인이 밝히기를 꺼리는 치

부를 세상에 공개하여 와 같은 사회 인격상에 한 자기결정권을

하게 제한함으로써 범죄인의 인격권에 한 훼손을 래한다고 볼 것이

다.”라고 시하 다. 이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근거를 헌법 제10조로부

터 도출되는 일반 인격권으로 보는 견해와 같은 입장에 서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3) 개인정보자기결정권도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으며, 그 제한이

헌법 으로 허용되는가 하는 문제는 국가의 정보 수집․처리에 한 이익

과 개인의 정보자기결정권 에서 어떠한 법익이 우 를 차지하느냐에 달

려있다. 이러한 법익형량에 있어서 재 4인은 ‘청소년의 성 보호’라

는 공익 요청을 더 시하여 과잉 지원칙 배의 주장을 배척하 다.

반면에, 나머지 재 5인은 신상공개는 청소년의 성 보호라는 목 을

달성하기 한 수단으로서는 과도하다고 보아 과잉 지원칙 배를 인정

하 다.

8. 사후경과

이 사건 결정 후 2003년 12월 18일에 제5차 신상공개가 행해졌다. 신상

공개 상자는 545명으로 제4차에 비해 약 100명 정도 었는데, 이는 성

매수범에 한 교육제도를 도입하여 험군 성매수범 74명을 교육 실시

후 공개 상에서 제외한 데 따른 결과라는 것이 청소년보호 원회의 설명

이다. 제5차 공개 상자를 범죄유형별로 보면 성매수 108명, 성매수 알선

75명, 강간 168명, 강제추행 194명인데, 반 으로 성폭력 범죄는 어든

반면, 성매수와 성매수 알선범죄는 증가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한, 공개

상자 64.2%가 범죄 력이 있으며, 성범죄 력을 가진 자가 12.6%에

이르러 체 으로 재범률이 높게 나타났다. 이에 청소년보호 원회는 재

범의 험이 높은 고 험군에 해서는 얼굴 등 상세정보까지 공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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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군에게는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교육 후 신상공개를 면하는 등 제도

를 이원화하여 운 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그에 필요한 ‘청소년의성보호에

한법률’의 개정 작업을 추진 이다. 얼굴을 포함한 상세정보 공개의 가장

우선 인 상으로는 성매수 알선범이 지목되고 있다.71) 헌법재 소가 이

사건에서 신상공개제도가 헌법에 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데에 힘입어

청소년보호 원회는 앞으로 이 제도를 계속 확 ․발 시켜 나갈 것으로

보인다.

71) 청소년보호 원회공고 제2003-20호, ‘청소년 상 성범죄 방지를 한 계도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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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독 규제 공정거래에 한법률

제24조의2 헌제청

- 부당내부거래에 한 과징 부과의 헌 여부 -

(헌재 2003. 7. 24. 2001헌가25, 례집 15-2상, 1)

김 하 열＊1)

【 시사항】

공정거래 원회로 하여 부당내부거래를 한 사업자에 하여 그 매출

액의 2% 범 내에서 과징 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이 처벌 지원

칙, 법 차원칙, 비례성원칙 등에 반되는지 여부

【심 상】

구 독 규제 공정거래에 한법률 제24조의2(1999. 12. 28. 법률 제6043

호로 개정되기 의 것) 동법 제23조 제1항 제7호에 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第24條의2(課徵金) 公正去來委員 는 第23條(不公正去來行爲의 지)第1

各號의 1의 規定에 반하는 不公正去來行爲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事業

에 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賣出額에 100分의 2를 곱한 액을 과

하지 아니하는 범 안에서 課徵金을 賦課할 수 있다. 다만, 賣出額이 없는

경우등에는 5 원을 과하지 아니하는 범 안에서 課徵金을 賦課할 수

있다.

제23조(불공정거래행 의 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 헌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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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로서 공정한 거래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 (이하 “불공정거래행 ”

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 이를 행하도록 하

여서는 아니된다.

(1. 내지 6. 생략)

7. 부당하게 특수 계인 는 다른 회사에 하여 가지 ⋅ 여 ⋅인

력⋅부동산⋅유가증권⋅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히 유리한 조건으

로 거래하여 특수 계인 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

【사건의 개요】

1. 심 청구의 경

(1) 공정거래 원회는 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된 SK의 계열회사인 에

스 이주식회사 등이 증권 탁 의 치, 후순 사채의 매입 등의 방법으

로 에스 이증권주식회사 등을 부당하게 지원하 다고 하여, 1998. 8. 5. 독

규제 공정거래에 한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

제7호, 제24조에 따라 시정명령, 법 반사실 공표명령을 함과 아울러 동법

제24조의2에 따라 회사들에게 각기 수 천 만원 내지 수 십 억원에 이르

는 과징 을 부과하 다.

(2) 이에 회사들은 공정거래 원회를 상 로 항의 시정명령, 공표

명령 과징 부과처분이 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서울고등법원에 그 취소

를 구하는 소송(98 13159호)을 제기하 으며, 법원은 과징 부과의

근거규정인 구 공정거래법 제24조의2는 헌이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

유가 있다고 하여 직권으로 2001. 9. 11. 헌여부의 심 을 제청하 다.

2. 제청이유와 계기 의 의견

가. 제청이유

(1)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규정한 과징 은 부당한 경제 이익의 박탈

이라는 성격이 없고 오로지 제재로서의 성격만 있으므로 같은 행 에 한

행정형벌규정과 합쳐 보면 하나의 반행 에 하여 반자를 거듭 처벌

하는 것이어서 이 처벌 지원칙, 과잉 지원칙에 반한다는 의심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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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오로지 제재 성격만 있는 이 사건 과징 에 하여 행정소송 등에

따른 법타당성이 확정되기 에도 공정력과 집행력을 인정하는 것은 무

죄추정원칙에 반한다는 의심이 들고, 제재로서 형벌의 일종인 벌

과 실질 인 차이가 없는 과징 을 행정청이 행정처분으로 이를 부과하여

제재하는 것은 사법권을 법원에 둔 권력분립의 원칙에 반된다는 의심이

든다.

(3)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의 입법목 에 비추어 그 목 을 달

성함에는 지원객체에 하여 과징 을 부과함으로써 부당지원행 로 얻은

이익을 환수하는 것이 효과 임에도 불구하고 지원주체에 하여 과징 을

부과하고 있으며, 과징 액의 산정에 있어서도 실제로 지원한 액이나 부

당지원행 로 인하여 지원객체가 확보한 부당한 경쟁력의 정도 등을 기

으로 함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지원주체의 매출액을 기 으로 삼은 것은

방법의 성을 요구하는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는 의심이 든다.

나. 공정거래 원회의 의견

(1) 과징 은 사업자인 법인을 상 로 행정법규상의 의무이행 확보를 목

으로 행해지는 행정상의 제재임에 반하여, 행정형벌은 원칙 으로 자연

인을 상 로 반사회 행 에 한 응보 제재로서 형사소송 차에 따라

사법부에 의하여 부과된다는 에서 그 목 , 부과주체, 부과객체, 차의

면에서 서로 다른 별개의 것이므로 공정거래법상의 의무 반에 하여 처

벌을 함과 동시에 과징 을 부과한다고 하여 이 처벌에 해당하는 것이 아

니다.

(2) 과징 의 액수를 공정거래 원회에서 정한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과

징 부과처분의 법 여부 액수의 한 부당 여부를 단할 수 있으

므로 사법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며 권력분립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3) 불공정거래행 에 한 행정형벌이 2년이하의 징역이나 벌 1억

5,000만원 이하에 불과하여 반억지의 측면에서 미흡한 상태에서 재벌의

선단식 경 으로 인한 공정경쟁 해행 의 속발을 막기 해서는 경제

약자인 지원객체를 상 로 제재하기보다는 경제 강자인 지원주체를 상

으로 제재함이 효율 이고 한 방법이며, 과징 의 상한선을 지원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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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의 2퍼센트로 한 것은 자본력이 강한 기업에 하여 충분한 제재

효과와 억지효과를 거두기 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도일 뿐만 아니라

랑스, 유럽연합(EU), 일본 등 외국의 입법례에 비추어 보더라도 과도한 것

이 아니어서 과잉 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결정요지】

1. 행정권에는 행정목 실 을 하여 행정법규 반자에 한 제재의

권한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제재를 통한 억지’는 행정규제의 본원 기능

이라 볼 수 있는 것이고, 따라서 어떤 행정제재의 기능이 오로지 제재(

이에 결부된 억지)에 있다고 하여 이를 헌법 제13조 제1항에서 말하는 국

가형벌권의 행사로서의 ‘처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바, 구 독 규제

공정거래에 한법률 제24조의2에 의한 부당내부거래에 한 과징 은 그

취지와 기능, 부과의 주체와 차 등을 종합할 때 부당내부거래 억지라는

행정목 을 실 하기 하여 그 반행 에 하여 제재를 가하는 행정상

의 제재 으로서의 기본 성격에 부당이득환수 요소도 부가되어 있는

것이라 할 것이고, 이를 두고 헌법 제13조 제1항에서 지하는 국가형벌권

행사로서의 ‘처벌’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공정거래법에서 형사처

벌과 아울러 과징 의 병과를 정하고 있더라도 이 처벌 지원칙에 반

된다고 볼 수 없으며, 이 과징 부과처분에 하여 공정력과 집행력을 인

정한다고 하여 이를 확정 결 의 형벌집행과 같은 것으로 보아 무죄추정

의 원칙에 반된다고도 할 수 없다.

2. 과징 은 부당내부거래의 억지에 그 주된 을 두고 있는 것이

므로 반드시 부당지원을 받은 사업자에 하여 과징 을 부과하는 것만이

입법목 달성을 한 한 수단이 된다고 할 수 없고, 부당지원을 한

사업자의 매출액을 기 으로 하여 그 2% 범 내에서 과징 을 책정토록

한 것은, 부당내부거래에 있어 극 ․주도 역할을 하는 자본력이 강한

기업에 하여도 충분한 제재 억지의 효과를 발휘하도록 하기 한

것인데, 행 공정거래법의 체 체계에 의하면 부당지원행 가 있다고 하

여 일률 으로 매출액의 100분의2까지 과징 을 부과할 수 있는 것이 아니

어서, 실제 부과되는 과징 액은 매출액의 100분의2를 훨씬 하회하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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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머무르고 있는바, 그 다면 부당내부거래의 실효성 있는 규제를 하여

형사처벌의 가능성과 병존하여 과징 규정을 둔 것 자체나, 지원기업의

매출액을 과징 의 상한기 으로 삼은 것을 두고 비례성원칙에 반하여 과

잉제재를 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3. 법 에게 과징 에 한 결정권한을 부여한다든지, 과징 부과 차에

있어 사법 요소들을 강화한다든지 하면 법치주의 자유보장이라는 에

서 장 이 있겠으나, 공정거래법에서 행정기 인 공정거래 원회로 하여

과징 을 부과하여 제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부당내부거래를 비롯한 다양

한 불공정 경제행 가 시장에 미치는 부정 효과 등에 한 사실수집과

평가는 이에 한 문 지식과 경험을 갖춘 기 이 담당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는 정책 결단에 입각한 것이라 할 것이고, 과징 의 부과 여

부 그 액수의 결정권자인 원회는 합의제 행정기 으로서 그 구성에

있어 일정한 정도의 독립성이 보장되어 있고, 과징 부과 차에서는 통지,

의견진술의 기회 부여 등을 통하여 당사자의 차 참여권을 인정하고 있

으며, 행정소송을 통한 사법 사후심사가 보장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들

을 종합 으로 고려할 때 과징 부과 차에 있어 법 차원칙에 반되

거나 사법권을 법원에 둔 권력분립의 원칙에 반된다고 볼 수 없다.

재 한 , 재 권 성, 재 주선회의 반 의견

과징 은 부당하게 다른 회사를 지원한 기업에게 가해지는 제재 으

로서 부당지원자에게 부과되는 것이지, 피지원자에게 부과되는 것이 아니

므로 비록 형벌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부당지원행 에 한 응징 내지 처벌

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바, 비록 기업의 부당지원행 를 응징하고 처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법행 와 그에 한 처벌 내지 제재 사이

에는 정당한 상 계가 있어야 한다는 헌법상의 자기책임의 원리는 지켜

져야 하는바, 매출액의 규모와 부당지원과의 사이에는 원칙 으로 상

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므로, 부당지원행 에 하여 매출액을 기 으로

과징 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부당지원이라는 자기의 행 와 상

계가 없는 매출액이라는 다른 요소에 의하여 책임의 범 를 정하는 것이

되어 자기책임의 원리에 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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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공정거래 원회는 행정 문성과 사법 차 엄격성을 함께 가

져야 하며 그 규제 차는 당연히 ‘ 사법 차’로서의 내용을 가져야 하고,

특히 과징 은 당해 기업에게 사활 이해를 가진 제재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 반에도 요한 향을 미칠 수 있는 것임을 생각할 때, 그

부과 차는 법 차의 원칙상 어도 재 차에 상응하게 조사기 과 심

기 이 분리되어야 하고, 심 의 문성과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증거조사와 변론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하고, 심 의 신분이 철 하게 보

장되어야만 할 것인데도, 행 제도는 이러한 에서 매우 미흡하므로

법 차의 원칙에 배된다.

재 김 일의 반 의견

과징 조항이 법 차의 원칙에 배된다는 에서는 재 3

인의 반 의견과 입장을 같이하며, 나아가 과징 은 부당이득환수 요

소는 없이 순수하게 응보와 억지의 목 만을 가지고 있는 실질 형

사제재로서 차상으로 형사소송 차와 다른 별도의 과징 부과 차

에 의하여 부과되므로 행정형벌과는 별도로 거듭 처벌된다고 하지 않을 수

없어 이 처벌 지의 원칙에 반되고, 반사실에 한 확정 결이 있기

에 이미 법 반사실이 추정되어 집행되고,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는

당사자의 차 권리도 배제되어 있으므로 무죄추정원칙에도 배된다.

【해설】

1. 쟁 의 정리

이 사건의 주된 쟁 은 먼 , 형사처벌과 아울러 과징 의 가능성을 열

어 두는 것이 이 처벌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인바, 이 문제는 행정 제재

와 형사처벌의 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한 단히 근본 문제와

련되어 있다.

즉, 제재 행정작용의 상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의 문제로서, 그러한

권한을 행정에게 인정하고 이에 해 행정작용 법리를 용할 것인지,

아니면 사법의 역으로 끌어들여 형사사법 법리를 용할 것인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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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되는 문제이다.

다음으로, 지원을 받은 기업이 아니라 부당지원을 한 기업의 매출액을

과징 부과의 기 으로 삼은 것이 비례성원칙에 반하는 과잉제재인지 여

부가 문제되며,

마지막으로, 공정거래 원회의 법 성격과 구성, 과징 부과 차의 면

에서 법 차원칙에 반되는지 여부도 문제된다.

2. 행정상 제재와 형사벌의 계

가. 행정벌(행정상 제재)의 체계와 기능

(1)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는 ‘직 강제수단’과 ‘간 수단’이 있

다. 자는 행정이 직 의무이행상태를 실 시키는 것으로서(행정강제),

행정상 강제집행(여기에는 다시 강제징수, 행정 집행, 직 강제․집행벌이

포함된다)과 행정상 즉시강제가 있다. 후자는 의무불이행에 해 불이익을

가함으로써 간 ․심리 으로 의무이행을 강요하는 것(행정제재)이다. 여

기에는 ① 행정형벌 ② 행정질서벌(과태료) ③ 수익 행정행 의 철회

(인․허가의 취소․정지 등) ④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과징 , 반사실

의 공표, 공 거부 등)이 포함된다.

(2) 행정벌이란, 행정법상의 의무 반에 하여 일반통치권에 기하여 일

반사인에게 가하여지는 사후 인 제재라고 개념정의되며, 행정벌의 기능에

하여는 직 으로는 과거의 의무 반에 해 제재를 가함으로써 행정법

규의 실효성을 확보함을 목 으로 하고, 간 으로는 이를 통해 의무자에

게 심리 압박을 가하여 장래 행정법상의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는 기능도

가진다고 설명된다.1)

이와 같이 행정벌의 목 과 기능은 본질 으로 ‘제재 + 방’에 있으며,

여기서 제재와 방은 한 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행정법은 행정법

상 의무를 명하거나 지를 설정함으로써 행정목 을 달성하려고 하는데,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하여 의무 반시 행정형벌, 과태료, 업허가의 취

소․정지, 과징 과 같은 불이익을 가할 것을 고지함으로써 일종의 방효

1) 박윤흔, 행정법강의(상), 2002, 641면; 김남진, 행정법 Ⅰ, 2002, 463면; 유지태, 행

정법신론, 2000, 291면; 김성수, 행정법 Ⅰ, 2000, 49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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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꾀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의무 반이 벌어졌을 경우

이를 방치하여서는 행정목 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제재를 가함으로써 의

무 반 당사자로 하여 더 이상 반을 할 수 없도록 하거나( 업을 하지

못하도록 취소하거나 정지시킴으로써, 는 무거운 재정 부담을 지워 차

후에는 반을 감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다른 의무자에게도 법규 수

를 유도하게 된다. 요컨 제재를 통한 방이 행정벌의 본원 기능이라

볼 수 있을 것이고, 여기에 불법이득의 박탈, 일정한 행 의 유도와 같은

특유의 목 들이 부가될 수 있을 것이다.

(3) 따라서 어떤 행정제재(행정벌)의 기능이 오로지 제재( 이에 결부된

방)에 있다고 하여 이를 형사벌(형사 제재)이라고 곧바로 단언할 수

없다.

이러한 단은 미국 연방 법원의 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제재를

통한 법 반의 억지(deterrence)는 형사처벌의 목 일 뿐만 아니라 비형사

(civil) 제재의 목 이 될 수 있다면서, 어떤 제재수단의 목 이 통 인

형벌의 목 인 억지에 있다 하여 그 제재수단이 형사처벌(criminal)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이 처벌(double jeopardy)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

고 있는 것이다(United States v. Ursery, 518 U.S. 267, 292; Hudson v.

United States, 522 U.S. 93, 1052)). 한 어떤 제재가 이 처벌이 되지 않

으려면 오로지 구제 (remedial), 즉 으로 非억지 (nondeterrent)이어

야 한다면 비형벌 (civil) 제재는 모두 이 처벌에 되게 될 것3)이라고

지 하고 있다(id., at 102).

2) “Finally, we recognize that the imposition of both money penalties and

debarment sanctions will deter others from emulating petitioners' conduct, a

traditional goal of criminal punishment. But the mere presence of this purpose

is insufficient to render a sanction criminal, as deterrence may serve civil as

well as criminal goals.”

3) “We have since recognized that all civil penalties have some deterrent effect.

See Department of Revenue of Mont. v. Kurth Ranch, 511 U.S. 767, 777, n.

14, 114 S.Ct. 1937, 1945, n. 14, 128 L.Ed.2d 767 (1994); United States v.

Ursery, 518 U.S. 267, 284-285, n. 2, 116 S.Ct. 2135, 2145-2146, n. 2, 135

L.Ed.2d 549 (1996). If a sanction must be “solely” remedial (i.e., entirely

nondeterrent) to avoid implicating the Double Jeopardy Clause, then no civil

penalties are beyond the scope of the Cla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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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행 행정벌(행정형벌 제외) 부과체계의 내용과 평가

(1) 우리나라의 경우 비형벌 행정제재의 체계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

하나는 과태료의 체계로서, 일차 부과주체는 행정주체가 되나 상 방

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비송사건 차법에 의한 재 차로 이 되므

로 궁극 으로는 법원이 차의 주체가 되고 사법원리가 용된다. 따라서

법원이 부과여부, 부과 액을 결정하며, 당사자-검사-법원의 3면 계에서

재 이 진행되고, 재 의 집행은 확정 후 검사가 한다.

다른 하나는 업의 취소․정지, 과징 부과 등과 같은 나머지 행정제

재의 체계로서, 행정청이 부과주체가 되고, 부과결정에는 공정력과 자기집

행력이 인정되어 확정 결 에도 국세징수의 에 하여 집행할 수 있으

며, 사인의 불복으로 집행정지가 되지 않으며, 부과결정에 한 사후심사는

행정소송의 형식으로 그 법성에 따른 취소만이 가능하고 법원의 재량으

로 업정지 기간을 정한다든지, 과징 의 액수를 정할 수 없다(아래 도표

참조).

<행정형벌, 행정질서벌, 기타 행정제재의 비교>

벌 (행정형벌) 과태료 과징 ( 업정지)

부과의 이니셔티 사법기 (검찰) 행정기 행정기

부과객체 행 자 행 자 사업자

차 형사소송 비송 차 행정소송

형법총칙의 용

(고의․과실․시효)
있음 없음 없음

법원의 심사범
면

(액수까지 결정)

면

(액수까지 결정)

제한

(취소만 가능)

집 행 확정 후 집행 확정 후 집행
자기집행

(집행부정지)

과 기 록 무 무

(2) 행정범의 비범죄화 경향과 맞물려 많은 행정형벌이 행정질서벌화하

고 있으며, 행정형벌 주의 처벌이 행정목 달성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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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상황에서 과징 과 같은 새로운 의무이행수단이 도입․정착되고 있다.

그런데 과징 , 업정지와 같은 비형벌 행정제재에 하여 도표에서

본바와 같이 실정법상 형사사법 법리는 용되지 않고 있는데, 이에

하여는 두 가지 상반된 평가가 있을 수 있다.

(가) 부정 4)

① 행정벌의 본질은 처벌에 있으므로 법치주의 안 장치 확보를 해

여기에 해서도 사법원리가 폭 용되어야 한다. 그 지 않으면 형벌의

외양만 탈피하면 헌법, 형사소송법에 의한 엄격한 규제체계를 탈피할 수

있게 된다.

② 과태료에 해서도 -통설․ 례의 입장과는 달리- 형법총칙이 용

되어야 하고, 과태료의 과벌 차에 하여도 형벌에 버 가는 상세한 차

규정을 두어야 하며, 한 공소시효와 같은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독자 인 공익목 없이 처벌의 기능만을 지니고 있는 업정지, 과

징 을 재와 같이 행정체계의 틀 내에서 부과하는 것에 헌성의 의심이

있다(무죄추정원칙․이 처벌 지원칙 반, 사법권 재 청구권 침해).

(나) 정

① 행정의 효율성, 문성,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다. 행정형벌, 과태료의

경우 행정법 의무의 내용을 형성하는 것은 행정기 인데, 그 반행 에

하여는 제3자기 인 검찰이나 법원이 주도 으로 단․결정하게 된다.

이 게 되어서는 공익에 련된 각종의 복잡다기하고 유동 인 경제규제분

야( 컨 환경보 , 식품․보건, 소비자보호 등)에서 정책입안자나 장의

정책집행자의 일 되고 문 인 목 지향 리가 불가능하게 된다. 행

정기 이 방 자의 입장에서 행정제재의 선택과 집행을 바라보고 있을 것

이 아니라, 스스로 행정목 달성에 효율 인 제재수단과 제재수 를 선택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행정의 경험과 문성, 자율성과 책임성을 살릴

수 있다. 사법체계를 빈 형벌 주의 제재로는 한계가 있어 과징 과 같은

새로운 제재수단이 등장․확립되고 있는 만큼 행정상의 제재에 하여 행

정의 이니셔티 를 상당 부분 인정할 필요가 있다.5)

4) 박정훈, “ 의의 행정벌과 의의 행정벌”, 법학 제41권 제4호, 2001. 2., 295-298,

307, 313-3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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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형벌 차원의 행 를 상으로 하여 구성된 논의들은 국가형벌권이

라는 사법권을 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행정법 목 달성을 한 - 따라

서 행정작용의 실효성 확보라는- 행정권을 상으로 하는 이질 인 목 의

체제에는 용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죄형법정주의, 이 처벌 지원칙

이 용되지 않으며,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 사이에는 일사부재리원칙이

용되지 않게 된다.

물론 단순한 실무상의 편의를 하여 행정형벌의 성격을 갖는 상을 행

정질서벌의 부과 상으로 환시키는 것은 용인되어서는 아니될 것이다.

그러나 실무상 행정형벌이 행정질서벌로 환되는 경향에 착안하여, 행정

질서벌의 부과에 해서도 행정형벌에 해 요구되는 요건을 용하려는

시도는 찬동하기 어렵다.6)

③ 과태료의 경우, 과태료의 부과요건을 확정한 처분청은 당사자가 이의

를 제기하여 비송사건 차가 진행되면 더 이상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게

되고, 오로지 당사자와 검사, 법원에 의하여 재 이 이루어진다. 행정질서

벌이 행정법상의 실체 의무 이행을 확보한다는 측면을 강조한다면 당사

자의 이의제기에 한 후속 차에서도 처분청은 일정한 역할을 수행할 필

요가 있을 것이다.7)

(다) 평가

이 문제는 근본 으로는, 행정권에게 제재의 권한을 인정할 것인지에 달

려 있고, 다음으로는 행정상의 제재에 해 행정작용 법리를 용할 것

인지, 아니면 형사사법 법리를 용할 것인지에 달려 있다.

그런데 이는 기본 으로 제도 형성의 문제로서 입법자의 선택에 달려 있

다고 할 것이다.

미국의 경우 허가취소․정지를 법원의 결에 의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

고, 우리의 과태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civil penalty는 법원의 민사소

송 차에 의하여 부과되는 것이었다. 그러다가 1970년 이후 행정청이 먼

부과하고 상 방이 다투어 제소하면 제한 사법심사만을 하는 제도로 바

5) 김홍 , “과징 제도의 의의와 법 성격”, 법조 2002, 12, 8, 37면; 같은 취지로,

박윤흔, 같은 책, 641면

6) 유지태, “행정질서벌의 체계”, 법조 2002, 12, 59-62, 77면

7) 유지태, 같은 , 7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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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는데, 1977년 Atlas Roofing Co. v. OSHRC 결에서 그 합헌성이 인

정되었다.8) 이와는 별도로 행정기 에서 반자에게 일정한 벌 액을 제시

하고 반자가 동의하면 화해(compromise)가 성립되었다고 하여 사건이

종료되는 형태도 있는데, 화해율이 단히 높다고 한다.9)

독일에서는 진정으로 형벌가치가 있는 행 아닌 모든 행 (우리 법제상

으로는 경미한 형사범죄도 포함)를 질서 반행 (Ordnungwidrigkeiten)라

고 하고 이에 하여 약식의 차를 거쳐 법원의 결로 과태료(Geldbuße)

를 부과토록 하고 있다. 과태료의 1차 인 부과징수권은 소 행정청에 있

으며, 과벌 차에 한 일반법인 질서 반법이 용된다.

랑스의 경우 행정제재 은 행정기 이 부과하나, 법원은 행정소송(완

심리소송)의 형태로 이를 취소하고 갈음하는 처분을 선고할 수 있다고

한다.10)

이와 같이 각국은 행정상 제재의 1차 부과기 (행정청이냐, 법원이냐),

소송 차 법리(민사소송이냐, 약식형사소송이냐, 행정소송이냐)에 하

여 다기한 형태를 보이고 있는바, 이는 이러한 제도가 각국의 실정과 환경

의 변화에 따라 변화할 수 있음을 보여 다 할 것이다.

(가)의 주장은 목 론 으로서 법치국가 보장을 강화한다는데

있으나, 행 과징 체계의 경우에도 그 부과과정에 있어 행정 차법에

의해 일정한 차 보장이 이루어지고, 불복이 있는 자에게는 행정소송에

의한 법원의 사후심사가 행해지므로 재 청구권이 보장되며, 차 실

체 헌법원리인 법 차원칙과 비례성원칙의 제한을 받으므로 상당 부분

법치주의 안 장치는 담보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가)의 문제제기는 충분히 심사숙고하여 볼 만한 것이기는 하나, 행

정의 자율성과 책임성, 극 공익실 을 한 행정의 이니셔티 라는

에서 반론이 제기될 수 있는 것이고, 한 기존 행정법의 이론과 례와

의 단 이 크므로 곧바로 수용하기 어렵다.

그 다면 제도론 으로 볼 때, 입법자가 어느 반행 에 하여 형법

8) 박정훈, “행정소송법 개정의 주요 쟁 ”, 행정소송제도의 개편방향, 한국공법학회

제105회 학술발표회(2002, 12, 21.), 97면

9) 장교식, “ 행 범칙 제도의 개선방안에 한 검토”, 법조 2002, 12, 15-151면

10) 박정훈, 같은 (주8), 9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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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규정된 형벌이라는 형식의 제재를 가하기로 선택하면서도 그에 맞는 사

법원리 보장을 하지 않은 때에만 헌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을 것인데,

여기서 제재수단으로서 형벌을 가할 것인가, 비형벌 수단을 가할 것인가

의 여부는 다시 입법자에게 맡겨져 있다.11)

미국의 연방 법원이 Halper 결에서 civil penalty의 형사제재 성격

유무를 실질 ․구체 으로 단키로 하 다가 Hudson 결에서 제재의

성격에 한 단은 입법자의 의도에 의하여 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변경

한 것은 이에 하여 시사하는 바가 있다.

3. 이 처벌 지원칙의 반 여부

가. 행정제재와 형사벌의 병과에 한 일반론

(1) 헌법재 소 례

○ 1994. 6. 30. 92헌바38, 례집 6-1, 619, 627

헌법 제13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동일한 범죄에 하여 거듭 처

벌받지 아니한다 고 하여 이른바  이 처벌 지의 원칙 을 규정하고 있

는바, 이 원칙은 한번 결이 확정되면 동일한 사건에 해서는 다시 심

할 수 없다는  일사부재리의 원칙 이 국가형벌권의 기속원리로 헌법상

선언된 것으로서, 동일한 범죄행 에 하여 국가가 형벌권을 거듭 행사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특히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한 것

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에서 헌법 제1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처벌

 은 원칙으로 범죄에 한 국가의 형벌권 실행으로서의 과벌을 의미하는

것이고, 국가가 행하는 일체의 제재나 불이익처분을 모두 그 “처벌”에 포

함시킬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다만, 행정질서벌로서의 과태료는 행정상 의무의 반에 하여 국가가

일반통치권에 기하여 과하는 제재로서 형벌(특히 행정형벌)과 목 ․기능

이 복되는 면이 없지 않으므로, 동일한 행 를 상으로 하여 형벌을 부

11) “어떤 행정법규 반의 행 에 하여 이를 단지 간 으로 행정상의 질서에 장

애를 험성이 있음에 불과한 경우로 보아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를 과할 것인

지 아니면 직 으로 행정목 과 공익을 침해한 행 로 보아 행정형벌을 과할

것인지는 기본 으로 입법권자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할 입법재량에 속하는

문제이다.”(헌재 1998. 5. 28. 96헌바83, 례집 10-1, 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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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하면서 아울러 행정질서벌로서의 과태료까지 부과한다면 그것은 이 처

벌 지의 기본정신에 배치되어 국가 입법권의 남용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

음을 부정할 수 없다.

○ 1995. 7. 21. 94헌마136, 례집 7-2, 169, 177-178

공정거래법은 법 반행 에 한 제재로서 손해배상(법 제56조), 시정권

고(법 제51조), 시정명령 법 반사실의 공표(법 제5, 16, 21, 24, 31, 34

조), 과징 의 부과(법 제6, 17, 22조, 24조의2, 31조의2, 34조의2), 형벌(법

제66조 내지 제69조)을 정하고 있다. 그러나 형벌을 제외한 나머지 제재

수단은 그 어느 것이나 반행 로 인하여 래된 경쟁제한의 상태를 배제

하여 이를 회복하거나 반행 자가 당해 반행 로 취득한 이득의 범

내에서 이를 박탈하는 데 그치는 것에 불과하므로, 기업범죄 내지 조직체

범죄로서 소 형 인 화이트칼라 범죄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공정거래

법 반행 에 한 효과 인 제재와 방을 하여는 시정조치나 과징

등의 행정조치만으로는 부족하고 강한 심리강제효과를 갖는 형벌의 극

인 활용이 요청된다 할 것이다.

공정거래법 반죄를 친고죄로 하고 공정거래 원회만이 고발을 할 수

있도록 한 속고발제도는(.......)시정조치나 과징 등의 행정조치만으로 이

를 규제함이 상당할 것인지 아니면 더 나아가 형벌까지 용하여야 할 것

인지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공정거래법의 목 을 달성하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 헌재 2001. 5. 31. 99헌가18등, 집, 13-1, 1017, 1100-1101

.......헌법 제1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처벌은 원칙 으로 범죄에 한 국가

의 형벌권 실행으로서의 과벌을 의미하는 것이고, 국가가 행하는 일체의

제재나 불이익처분을 모두 그 처벌에 포함시킬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부동산실명법상의 의무 반에 하여 처벌을 함과 동시에 과징

는 이행강제 을 부과하는 것이 바로 이 처벌에 해당하여 헌법에

반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다만, 동일한 행 를 상으로 하여 형

벌을 부과하면서 아울러 과징 이나 이행강제 을 부과하여 상자에게 거

듭 처벌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낳는다면 이 처벌 지의 기본정신에 배치

되어 국가 입법권의 남용이 문제될 수도 있다 할 것이나, 이는 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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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원칙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러한 복 제재가 과잉에 해당하는지 여부

의 문제로 다루어져야 할 것이므로, 결국 부동산실명법상의 의무 반에

하여 벌칙 규정을 둔 이외에 과징 는 이행강제 을 부과하는 규정을

두는 것이 과잉제재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가 문제된다 할 것이다.

첫 번째 결정에서는 과태료와 행정형벌의 병과가 이 처벌 지원칙

에 반되는지 분명한 단을 유보하고 그 기본정신에 배치될 수 있다고

하여 다소 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음에 반하여, 최근에 나온 세 번째 결

정은 그것이 헌법문제는 될 수 있어도 이 처벌 지의 문제가 아니라 과잉

지의 문제로 단하여야 한다고 분명히 정리하 다.

(2) 법원 례

○ 법원 1989. 6. 13. 선고 88도1983 결

피고인이 거주지를 이 한 후 퇴거신고와 입신고를 하지 아니하 다

는 이유로 과태료 처분을 받고 이를 납부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 후에

형사처벌을 한다고 해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어 나는 것이라고 할 수 없

다. 일사부재리의 효력은 확정재 이 있을 때에 발생하는 것이고 의 과

태료는 행정법상의 질서벌에 지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 법원 1996. 4. 12. 선고 96도158 결

행정법상의 질서벌인 과태료의 부과처분과 형사처벌은 그 성질이나 목

을 달리하는 별개의 것이므로 행정법상의 질서벌인 과태료를 납부한 후

에 형사처벌을 한다고 하여 이를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자동차의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 목 기간의

범 안에서 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당해 자동차

가 무등록 자동차인지 여부와는 계없이, 이미 등록된 자동차의 등록번호

표 는 인이 멸실되거나 식별하기 어렵게 되어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

우까지를 포함하여, 허가받은 목 과 기간의 범 를 벗어나 운행하는 행

반에 하여 행정질서벌로써 제재를 가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해석되므

로, 만일 임시운행허가기간을 넘어 운행한 자가 등록된 차량에 하여 그

러한 행 를 한 경우라면 과태료의 제재만을 받게 되겠지만, 무등록 차량

에 하여 그러한 행 를 한 경우라면 과태료와 별도로 형사처벌의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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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3) 학설

일반 견해는 병과가 허용된다고 보고 있으나12), 헌이라는 설, 그 밖

에 이론 으로는 병과가 가능하나 실질 으로 이 처벌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간 견해13)가 있다.

헌론은 - 에서 본바와 같이- 행정벌에 해서도 사법원리가 폭

용되어야 하며, 처벌의 기능만을 지니고 있는 제재를 행정체계의 틀 내

에서 부과하는 것에 헌성의 의심이 있다는 것을 논리 바탕으로 삼고

있다.

①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은 다 같이 행정벌에 해당하므로 동일한 반

사실에 해 병과될 수 없다. 반사실의 기 사실 계가 동일한(형사

소송에 있어 공소사실의 동일성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질서벌․행정형벌․

형사벌 어느 하나가 확정되면 나머지 두 개는 기 력에 된다고 보

아야 한다.

② 공익성이 강한 사업에 한 업정지를 갈음하는 변형과징 이나, 부

당이득환수형 과징 을 제외한 나머지 과징 은 벌 ․과태료가 과징 으

로 둔갑한 것으로서 헌인바, 공정거래법 제24조의2 소정의 부당지원행

에 한 과징 이 여기에 속한다. 지원행 를 한 사업자에 해 과징 을

징수하기 때문에 부당이득 환수의 요소가 없기 때문이다.14)

③ 행 공정거래법상의 과징 제도는 부당이득환수 성격을 잃고 행

정제재 성격만 지니고 있어 사실상 형정형벌화하 으므로 과징 처분과

형사처벌을 병과하는 것은 이 처벌에 해당하여 헌이라는 의심이 있

다.15)

12) 임 철, “공정거래 원회의 사건처리 차”, 자유경쟁과 공정거래(권오승編),

2002, 591-593면; 구병삭, 헌법학(상), 648면; 유지태, 같은 , 59-62면; 김홍 ,

같은 , 33면; 안 희, “과징 의 법 성격과 문제 ”, 법조 1987/3, 12면; 최

종원․김 종, “공정거래법상 과징 손해배상제도의 발 방안”, 한국개발연구

원 정책보고서 94-25, 15면

13) 한국법제연구원, 과징 제도의 황과 개선방향, 1993, 31면; 오창수, “공정거래

법상의 과징 제도”, 변호사 1997, 57면

14) 이상 박정훈, 같은 , 297-298, 313-3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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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평 가

(가) 우리 례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헌법 제13조 제1항의 ‘처벌’

은 국가형벌권 행사로서의 ‘형사처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

런데 여기서 ‘형사처벌’의 의미를 어떻게 볼 것인지에 따라 이 조항의 용

범 가 달라지게 된다.

헌론은 ‘형사처벌’인지의 여부를 어떤 실질 기 에 따라 정립하고

자 하는 것이다. 즉, 독자 공익목 없이 제재 성격․기능만을 지니는

행정제재는 형사처벌이 되고 따라서 이 처벌 지원칙의 용이 가능하다

는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 본바와 같이 행정상의 제재와 형사처벌은 ‘제재

를 통한 방’의 기능과 과제를 가지고 있다는 에서 실질 인 기능 면에

서 본질 인 차이 이 없으며, 그 경계가 분명하지 아니하고 상 일 뿐

만 아니라, 입법 실에서도 어떤 실질 기 에 따라 부과체계가 분류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형사처벌’인지의 여부는 형법에 규정된 ‘형’을 부과하고

있는지 라는 형식 인 기 에 따라 별하여야 한다. 따라서 제재 성격

을 지니고 있다 하더라도 ‘형’을 부과하는 것이 아닌 한 헌법 제13조 제1항

에서 말하는 ‘처벌’이라 할 수 없고, 그리하여 그러한 제재와 ‘형’을 병과하

더라도 이 처벌이 아니라고 볼 것이다.

미국연방 법원의 례 한 이러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 처벌 해당

여부가 문제되어, 어떤 제재(saction)가 형벌 (criminal)인지, 비형벌

(civil)인지를 단함에 있어 법원은 우선 으로 입법자의 의도가 형벌의

딱지(label)를 붙이려고 하는 것인지, 그 지 않은지에 따라 단하여야 한

다고 하면서, 제재의 부과권한을 행정청에 부여하 다는 사실은 입법자가

비형벌 제재를 의도하 다는 증거라고 보았다(Helvering v. Mitchell, 303

U.S. 391, 402; United States v. Spector, 343 U.S. 169, 178; Hudson v.

United States, 522 U.S. 93, 105).

(나) 헌법재 소는 법치주의원리와 헌법 제12조에서 도출되는 법 차

원리가 형사 차에 국한되지 않고 행정 차에도 용됨을 인정하 다(헌재

1992. 12. 24. 92헌가8, 례집 4, 853, 876-878). 그러나 이는 헌법 제12조

15) 박해식, 독 규제 공정거래에 한 법률상의 과징 에 한 연구, 석사학

논문, 2000, 157-15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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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규정된 “처벌”에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행정질서벌, 나아가 의

의 행정제재까지 포함된다는 해석에 근거하는 것16)이 아니라, 법 차원

리는 미에서 발달하 으나 오늘날 륙법계 국가에서도 일반 인 법치국

가원리 는 기본권제한의 원리로서 정립된 것으로서 헌법 제12조 제1항과

제3항의 규정들은 그 용 상을 한정 으로 열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시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는 데에 근거하고 있다. 따라서 법 차에

한 우리 재 소의 례를, 헌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된 “처벌”의 범 에

한 해석론과 연결시킬 수는 없다.

(다) 헌론과 같이 볼 경우 이 처벌 지원칙의 용범 가 무 넓어

지고, 그 결과 행정목 실 을 한 제재의 체계에 경직성을 래한다.

의의 행정벌에 해당하는 행정질서벌(과태료), 수익 행정행 의 철회

(인․허가의 취소․정지 등),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과징 , 반사실의

공표, 공 거부 등)은 어느 것이나 그 본질이 제재에 있음은 에서 본바와

같다. 헌론의 논리를 일 하자면 이 어느 하나와 형사처벌을 병과하

여도, 컨 유해식품 제조업자에 하여 업허가 정지와 벌 을 병과하

더라도 이 처벌에 해당하게 되며, 나아가 행정벌간의 병과 한, 컨

업정지와 과징 을 병과하거나 업정지와 반사실의 공표를 병과하는

것도 이 처벌에 해당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행정권에는 행정목 실 을 하여 행정법 반자에 한 제재

의 권한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고, 복잡다기한 행정 상에 응하여

다양한 의무이행수단을 동원하는 것이 필요하기도 하다. 한 행정제재간

에도 그 지향 과 효과에 차이가 있으므로 복수의 행정제재를 병과하는 것

이 필요할 때도 있다. 요컨 행정은 제재의 총량을 고려하는 가운데 제재

의 구체 기능과 효과를 합한 복수의 제재수단에 분배할 수 있어야 한

다. 컨 제재의 총량이 100이라고 할 때 이 모두를 업정지에 투하하

여 ‘ 업정지 100일’의 처분을 하기 보다 ‘ 업정지 50일 + 벌 500만원’이

보다 효과 인 경우도 있고(행정제재와 형사벌의 병과), ‘ 업정지 30일 +

과징 300만원 + 반사실의 공표’(행정제재의 병과)가 보다 효율 인 경

우도 있을 수 있다. 헌론에 의하면 이러한 행정의 탄력성은 발휘될 수

16) 박정훈, 같은 , 28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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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

거꾸로 보자면, 동일한 사안에 하여 과징 500만원과 벌 500만원을

병과하는 것이 이 처벌이라고 헌법재 소가 단하더라도, 입법자는 동일

한 총량을 한 쪽만의 제재를 통하여, 즉 벌 1천만원이나 과징 1천만원

을 부과함으로써 추구할 수 있다. 결국 문제는 총량인 것이다.

행정벌, 행정강제, 인․허가의 취소․정지와 같은 종래의 수단만으로는

행정기능의 확 와 질 고도화에 따른 행정 상의 변화에 상응하는 실효

성을 확보할 수 없어, 이를 보완하는 여러 가지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이 등장하게 되었는데, 헌론과 같이 이 처벌 지원칙을 도식 으로 폭

넓게 용하게 되면 행정형벌 는 한 종류의 행정제재밖에 선택할 수 없

게 되어 오늘날의 행정 실에 충분히 응할 수 없게 된다.

미국연방 법원도 제재를 통한 억지 목 이 있다고 하여 이를 모두 형사

(criminal) 처벌이라 보아 이 처벌 지원칙을 용하여서는 은행과 같은

분야에서 국가의 효율 인 규제를 불가능하게 만든다는 을 지 하고 있

다(Hudson v. United States. 522 U.S. 93, 10517)

(라) 헌론이 행정권에 의한 제재의 남용으로부터 국민을 보호코자 한

다는 바람직한 지향 에 서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리하여 극단 으로는

입법자가 하나의 동일한 법규 반에 하여 업정지와 과태료, 과징 을

모두 부과하며 나아가 양벌규정을 통하여 행 자 법인에 하여 벌 형

까지 가하는 경우를 상정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처벌 지원칙이 용되

지 않는다 하여 부당한 과잉제재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것을 포기

하여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먼 , 과태료와 과징 은 체로 그 부과 상 행 의 성격이 다르다고

볼 수 있다. 과태료는 개 신고, 보고, 장부비치 등의 의무태만 행 에

하여 부과되는 반면, 과징 은 실체 의무 반행 에 하여 부과된다. 공

정거래법상으로도 이러한 구분이 지켜지고 있으며 복 부과하고 있지 않

다.18)

17) “To hold that the mere presence of a deterrent purpose renders such

sanctions “criminal” for double jeopardy purposes would severely undermine

the Government's ability to engage in effective regulation of institutions such

as ban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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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행정제재간에 병과 지 조항을 둠으로써 복규제를 피할 수

있는데, 행법상 이런 를 많이 볼 수 있다. 과태료와 과징 간의 복

지의 로는 식품 생법19),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

법, 항공법, 해운법20) 등을 들 수 있고, 그 밖에 과징 과 배출부과 과의

복 지21), 다른 법률에 의한 행정제재와의 복 지를 볼 수 있다.22)

마지막으로, 과징 과 벌 의 병과가 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 부담

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둘 수 있다. 이러한 장치로는 공정거래법 뿐만

아니라 항공법23), 해운법에도 규정되어 있는 속고발제, 그리고 환경범

죄의단속에 한특별조치법24)에서 보는 바와 같은 병과 지 조항을 들 수

18) 권오승, 같은 책, 428면

19) 식품 생법 第80條 (過怠料에 한 規定適用의 特例) 第78條의 過怠料에 한

規定을 適用함에 있어서 第65條의 規定에 의하여 課徵金을 賦課한 행 에 하여

는 過怠料를 賦課할 수 없다.

20) 해운법 제65조 (벌칙 용의 특례) ②해양수산부장 은 제21조제1항(제33조에서

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2조(제33조 제39조에서 용하는 경우를 포

함한다)와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 을 납부한 자에 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발을 하거나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21) 아래 각주 24)

22) 기통신사업법 第37條의3 (다른 法律과의 계) 電氣通信事業 의 第36條의3條

1 各號의 規定에 의한 행 에 하여 第37條의 規定에 의한 措置 는 第37條

의2의 規定에 의한 課徵金의 賦課를 한 경우에는 그 事業 의 동일한 행 에

하여 동일한 사유로 獨占規制 公正法來에 한法律에 의한 是正措置 는 課徵金

의 賦課를 할 수 없다.

청소년보호법 제49조 ①靑 年保護委員 는 第50條 는 第51條 各號의 1에 해

당하는 行爲로 인하여 利益을 취득한 에 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

여 1千萬원이하의 課徵金을 賦課․徵收할 수 있다. 다만, 다른 法律의 규정에 의

한 營業取消, 營業停止 는 課徵金賦課 등 行政處分의 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3) 항공법 第181條 (罰則適用의 特例) 第174條(第1 第3 을 제외한다) 내지 第

178條의 罰則에 한 規定을 準用함에 있어서 第131條(第132條第4 , 第134條第3

, 第142條第1 ․第3 第150條第2 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

에 의하여 .課徵金을 賦課할 수 있는 행 에 하여는 建設交通部長官의 告發이

있어야 公訴를 제기할 수 있으며, 課徵金을 賦課한 행 에 하여는 過怠料를 賦

課할 수 없다.

24) 환경범죄의단속에 한특별조치법 제12조 ③第1 의 規定에 의한 課徵金을 賦課

함에 있어서 水質環境保全法 第19條, 大氣環境保全法 第19條 는 汚水․糞尿 畜

産廢水의처리에 한法律 第29條의 規定에 의한 排出賦課金이 賦課된 경우에는 不

法排出한 때부터 摘發된 때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排出賦課金의 액을 課徵金

에서 減額한다.

④동일한 행 에 하여 第7條의 規定에 의한 罰金이 倂科된 경우에는 第1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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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입법 장치에 더하여 궁극 으로 과잉부담을 제어

할 수 있는 헌법원리가 있다. 제재의 병과를 인정하더라도 비례성원칙(‘

반행 에 비하여 제재의 총량이 과잉되어서는 아니된다’)이라는 헌법 견

제원리는 여 히 유효한 것이다. 물론 이 처벌 지원칙에 비하여 비례성

원칙은 이를 용하여 심사하기에 더 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일 것이

나, 이 처벌 지원칙이라는 도식 단구도에 얽매이지 않고 보다 구체

이고, 개별사안에 근 한 단을 가능하게 한다는 강 이 있다. 한 행

정제재의 특성에 상응하는 법리가 동원될 수 있다는 것도 장 이다. 컨

, 반사실의 공표에 하여는 인격권에 의한 고려를 통하여 심사를 더

풍부히 할 수 있고, 공 거부에 하여는 부당결부 지원칙이라는 법리가

비례성원칙(특히 합성원칙)을 통하여 심사기 으로 작용할 수 있다.

미국연방 법원의 Hudson 결은 하게도, 이 의 Halper 결에

서 우려했던 불합리한 처벌의 문제는 미국헌법의 다른 조항, 즉 법 차

조항이나 평등보호조항에 의하여 이미 보호장치가 제공되고 있음을 지 하

면서, 지 까지 비형벌 인 제재라고 보았던 것들에까지 이 처벌조항의

용을 확장하는 것은 “징벌 ”이냐 “비징벌 ”이냐를 구분하려는 데서 오

는 혼란 때문에 곤란하다고 보고 있다(id., at 102-10325)).

(마) 이 처벌의 여부는 제재의 객체가 법인일 경우에, 법인의 책임의

성격과 련하여 고찰할 필요가 있다.

規定을 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淨化費用에 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5) “Finally, it should be noted that some of the ills at which Halper was

directed are addressed by other constitutional *103 provisions. The Due

Process and Equal Protection Clauses already protect individuals from

sanctions which are downright irrational. Williamson v. Lee Optical of Okla.,

Inc., 348 U.S. 483, 75 S.Ct. 461, 99 L.Ed. 563 (1955). The Eighth Amendment

protects against excessive civil fines, including forfeitures. Alexander v. United

States, 509 U.S. 544, 113 S.Ct. 2766, 125 L.Ed.2d 441 (1993); Austin v. United

States, 509 U.S. 602, 113 S.Ct. 2801, 125 L.Ed.2d 488 (1993). The additional

protection afforded by extending double jeopardy protections to proceedings

heretofore thought to be civil is more than offset by the confusion created by

attempting to distinguish between “punitive” and “nonpunitive” penal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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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법인의 범죄능력, 책임능력, 형벌능력을 인정할 것인지에 하여

는 논의가 정리되어 있지 않다. 범죄능력에 하여 정설, 부정설, 부분

정설이 있고, 책임능력에 하여도 정설과 부정설이 갈리고, 범죄능력

을 부정하면서도 형벌능력을 인정하는 견해 등 다양하다. 모두를 인정하는

견해26)에 의하면 법인에 한 처벌조항은 법인 스스로의 행 와 책임에

한 처벌이 된다. 그러나 통설과 례는 법인의 범죄능력과 책임능력을 부

인하는 바탕 에 서 있으며, 양벌규정에 의하여 법인을 처벌하는 경우의

법 성격에 하여 크게 무과실책임설과 감독소홀에 한 과실책임설로

나뉘어 있다.27)

이에 반하여 행정제재의 경우 법인도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행 자로서

스스로 책임을 지게 된다. 를 들어 식품 생법상 업정지, 과징 과 같

은 행정제재의 객체는 “ 업자”이고, 공정거래법의 경우 “사업자”이다. 법

인이 업자나 사업자인 이상 그러한 행정제재는 법인 자신의 행 에 한

책임일 뿐, 자연인-법인의 2원 체계가 문제되지 않는다.

그 다면 비록 동일한 사안에서 법인에게 행정제재와 형사처벌이 병과

된다 하더라도 그 근거나 성격은 다르다고 할 것이다. 자는 법인

자신의 행 에 한 고유한 책임이며, 행정제재 으로 인한 부담은

궁극 으로 주주에게 귀속된다. 이에 반하여, 후자의 경우 법행 의 주체

와 책임자는 행 자인 자연인인데 다만 정책 고려에서 법인에게도 형벌

책임을 부과하는 것에 불과하다.28)

이런 에서 법인에 한 이 처벌 지원칙의 용은 더욱 쉽지 않다고

생각된다.

(바) 비교법 으로 보아도 헌론과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는 입법과

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1) 랑스

우리의 공정거래 원회에 해당하는 경쟁평의회가 반경쟁 행 에 하

여 제재 을 가하도록 되어 있다. 제재 (sanction pécuniaire)이라는 명칭,

26) 김일수, 형법총론, 1999, 138-145면

27) 이재상, 형법총론, 1995, 82-89면

28) 임 철, 같은 , 591-59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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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의 부과가 재량으로 되어 있는 ,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부과액의

기 을 매출액으로 하는 (그 상한은 매출액의 10%로써 우리 보다 더 높

다), 반사실의 경 , 경제에 미친 손해의 성, 피해를 입은 기업이나

단체의 상태에 비례하여 제재 액을 산정토록 하고 있는 29) 등에 비추어

-뒤에서 보게 되는 바와 같이- 우리 공정거래법상의 과징 과 마찬가지로

기본 으로 제재의 성격을 갖되 약간의 이득환수 요소가 가미되어 있는

것이라 이해함이 상당하다.

경쟁평의회는 이러한 제재 과 형벌의 병과에 하여, 그 제재 상자가

동일하지 아니하여, 즉 사업자인 법인은 제재 을, 자연인은 형벌을 받는

것으로서 별개의 제재를 받기 때문에 이 처벌이 아니라는 입장이라고 하

며30), 헌법평의회도 행정제재와 형벌의 병과가 이 처벌에 해당하지 않으

며 단지 형평과 비례의 원칙에 입각하여 단하고 있을 뿐이라고 한다.

2) 독일

기본법 제103조 제3항은 “ 구도 동일한 행 를 이유로 일반형법에 근거

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해석에 하여,

질서 반행 (Ordnungswidrichkeiten)에 한 과태료, 징계법에 의한 징계

벌, 행정법원이 내리는 제재(운 면허의 취소, 업 지, 수렵허가증의 압

류) 등은 이 규정의 용을 받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일반 인 학설이

자31), 연방헌법재 소의 례이다.

○ BVerfGE 21, 391ff.에서는, 동일사안에 하여 형사처벌(Kriminalstrafe)

외에 군사징계법(Wehrdisziplinarordnung)에 의한 징계벌(Laufbahnstrafe

n32))을 다시 부과하더라도 기본법 제103조 제3항에 규정된 이 처벌

(Doppelbestrafung)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 고,

○ BVerfGE 43,101ff.에서는, 질서 반행 로 인한 과태료 미납자에

29) 랑스 상법 제464-2조

30) 공정거래 원회 소송 리인의 질의에 하여, 랑스 경쟁평의회는 제재 은 공

공경제질서의 침해에 한 제재이며, 형벌은 자연인에 의한 행 의 계획, 조직, 실

행에 있어 결정 이고 개인 인 참여에 의해 이루어진 형사 잘못을 제재하기

한 것이므로 양자를 동시에 용하더라도 이 처벌이 아니라는 내용의 답신을

보내온 것이 이 사건 심 기록에 첨부되어 있다.

31) Sachs, Grundgesetz(Kommentar), 1996, Art.103, Rn. 83-88

32) 감 , 강등, 연 감액 등의 조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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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납부강제구 (Erzwingungshaft)를 인정하더라도, 그리고 집행된 구

일에 상응하여 과태료를 공제하여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본법 제103조

제3항에 반되지 않는다고 하 다.

3) EU

EU 경쟁법의 제1차 법원(法源)은 EEC 설립조약 제81조 내지 제89조

이고, 이를 보충하는 것으로 이사회규칙 제17호가 있다.

설립조약 제81조(개정 85조)는 경쟁제한 목 ․효과를 가지는 사업

자간의 정, 사업자단체의 결정, 조행 를 규제하고 있으며, 동 조약 제

82조(개정 86조)는 시장지배 지 의 남용행 를 지하고 있다. 제83조

는 제81조, 제82조의 용에 필요한 규칙 는 지침의 제정을 임하고 있

고, 이를 받은 이사회규칙 제17호 제15조 제2항은 집행 원회가 조약 제81

조, 제82조를 반한 사업자 는 사업자단체에 하여 1,000 내지 1백만

계산단 (units of account) 는 직 사업년도 매출액의 10% 큰 쪽의

액수까지 제재 (fine)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재 액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반의 경 계속기간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이

어서 동항 제4항은 그 부과결정이 형사벌이 아님을 명정하고 있다

(“Decisions taken pursuant to paragraph 1 and 2 shall not be of a

criminal law nature”).33) 제재 는 이행강제 부과결정에 하여는 유

럽재 소가 이를 취소, 감액, 증액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17조).

4) 미국

연방 법원은 동일한 사안에 하여 형사처벌(criminal punishment)을

거듭하는 경우에만 이 처벌이 되며, 형사처벌인지의 여부는 일차 으로

입법자의 의도에 거하여 단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통 인 입

장으로서 1989년의 Halper 결로 한 차례 일탈이 있었으나 1997년의

Hudson 결에 의하여 다시 재에도 견지되고 있다. Hudson 사건은 은행

련법 반자의 동일한 반행 에 근거하여 행정기 인 OCC(Office of

Comptroller of Currency)가 제재 (monetary penalty)과 자격정지

(occupational debarment)의 제재를 가한 다음, 다시 형사기소(indictment)

를 한 사안인데, 연방 법원은 이 처벌이 아니라고 하면서 Halper 결은

33) 村上政博, EC경쟁법(제2 ), 2001, 6-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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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나. 과징 일반론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과징 의 성격

(1) 과징 의 황과 분류

1980년 과징 이 입법으로 등장한 이래 2002년 6월까지 79개 법률

에서 과징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부처별로 보면, 산업자원부가 14건으로

가장 많고, 보건복지부(12건), 건설교통부(11건), 재정경제부(6건), 공정거래

원회(6건)의 순이라고 한다.34)

과징 의 종류가 이와 같이 다양한 만큼 과징 의 성격 한 일률 으로

정립하기 어렵고, 입법 실 한 일 된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렵

다. 그리하여 과징 의 유형과 성격에 하여는 다기한 논의가 있었다. 그

러나 그 논의들은 특정한 과징 모델을 심으로 개된 것이거나, 입법

실의 변화로 지 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것들도 있다. 지 까지의 논

의들을 종합하여 정리하자면 과징 의 유형은 일응 다음과 같이 3분할 수

있다.35)

(가) 제1유형( 업정지 체형)

업정지 처분을 하게 되면 오히려 일반 국민에게 불편을 야기할 경우에

그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것으로서(이른바 “변형된 과징 ”이라 불려지고

있다), 행법상 과징 의 주류를 이루는 유형이다. 식품 생법 제65조의

과징 을 로 들 수 있다.36)

(나) 제2유형(이득환수형)

의무 반행 로 인하여 획득한 이득을 환수하는 데에 주된 착안 이 있

는 유형으로서, 행법상 찾아보기 쉽지 않다( : 조선산업의정상 경쟁조

건에 한법률 제10조37))

34) 김홍 , 같은 , 19, 40-42면

35) 김홍 , 같은 , 20-23면

36) 第65條 (課徵金 處分) ①食品醫藥品安全廳長, ․道知事, 長․郡守 는 區

廳長은 營業 가 第58條第1 各號 는 第59條第1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

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營業停止, 品目製造停止 는 品目類製造停止

處分에 갈음하여 1 원이하의 課徵金을 賦課할 수 있다.

37) 第10條 (被害價格行爲에 한 課徵金) ①다른 協定當事國의 造船業 가 우리나

라의 國民(法人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는 우리나라의 國民이 所有하거나 支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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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3유형(사후제재형)

제재 이를 통한 의무이행 확보( 방)에 을 두되, 부분 으로 이

득환수 요소도 가미될 수 있는 유형. 융지주회사법 제64조, 제65조의

경우를 로 들 수 있다.38)

결국 다양한 과징 유형을 모두 포 하려면, 과징 이란 “행정작용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한 행정법상의 새로운 수단의 하나로서 상의 제

재를 그 본질 속성으로 하는 것”39), 는 “법 반행 에 하여 행정권

에 기 하여 부과하는 부담”40)이라고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2) 공정거래법상의 과징 의 성격

공정거래법상의 과징 의 성격에 하여는 크게 부당이득환수의 기능을

강조하는 견해41), 행정제재벌의 성격을 강조하는 견해42), 양자의 성격을

겸비한 것으로 보는 견해43)가 있다.

하는 法人에게 직 는 간 으로 象船舶을 正常價格이하로 販賣(이하 “被害價

格行爲”라 한다)하여 國內産業이 實質的인 被害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거나 國

內産業의 확립이 實質的으로 지연(이하 “實質的 被害등”이라 한다)되었음이 調査

를 통하여 확인되는 때에는 通商産業部長官은 그 造船業 에 하여 正常價格과

販賣價格과의 差額에 상당하는 액이하의 課徵金(이하 “被害價格課徵金”이라 한

다)을 賦課할 수 있다.

38) 제64조 (과징 ) 융감독 원회는 융지주회사 는 자회사등이 제43조 내지

제46조 는 제48조의 규정을 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과징

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투자한도를 과한 경우 : 과투자액의

100분의 10 이하

2.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소유한도를 과한 경우 : 과소유한 주식의 장

부가액합계액의 100분의 10 이하

3. 제45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공여한도를 과한 경우 : 과

한 신용공여액의 100분의 10 이하 (이하 각호 생략)

제65조 (과징 의 부과) ① 융감독 원회는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 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반행 의 내용 정도

2. 반행 의 기간 회수

3. 반행 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39) 박해식, 같은 논문, 13면

40) 권오승, 경제법, 2002, 427면

41) 박윤흔, 같은 책, 671면

42) 김원 , “과징 제도의 활성화방안”, 공정거래 제3호(1999. 4.), 262면; 김홍 ,

같은 , 4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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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2001. 2. 9. 선고 2000두6206 결

“구 독 규제 공정거래에 한법률(1999. 2. 5. 법률 제5813호로 개정되

기 의 것)상의 과징 부과는 비록 제재 성격을 가진 것이기는 하여도

기본 으로는 같은 법 반행 에 의하여 얻은 불법 인 경제 이익을 박

탈하기 하여 부과되는 것이고, 같은 법 제55조의3 제1항에서도 이를 고

려하여 과징 을 부과함에 있어서는 반행 의 내용과 정도, 기간과 횟수

외에 반행 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도 아울러 참작하도록 규정

하고 있는 것이므로, 불공정거래행 에 하여 부과되는 과징 의 액수는

당해 불공정거래행 의 구체 태양 등에 기하여 단되는 그 법성의 정

도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이득액의 규모와도 상호 균형을 이룰 것이 요구

되고, 이러한 균형을 상실할 경우에는 비례의 원칙에 배되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할 수가 있다.”

○ 서울고등법원 1996. 2. 13. 선고 94구36751 결

“과징 제도는 원래 행정법상의 의무를 반한 자가 그 의무 반으로 취

득한 경제 이익을 박탈함으로써 경제 불이익을 박탈하기 한 제도이

지만 그 성격이 변화되어 이제는 업정지와 같은 제재 처분에 갈음하여

과하여지는 제재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어 반드시 부당이득의 발생을

제로 하여 부과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공정거래법상의 과징 은 그 도입시에는 일본의 독 지법을 모델로

하여 부당이득 환수를 목 으로 하는 제도 다. 과징 의 부과여부는 물론

구체 으로 실 한 부당이득에 응하는 것으로 정해진 과징 의 액수에

하여도 공정거래 원회에게 재량이 없었다. 제정당시의 공정거래법 제6

조는 시장지배 사업자가 부당하게 인상한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가

를 인하하지 아니한 때 당해 사업자에 하여 가격의 인하명령을 한 날로

부터 당해명령에 따라 실제로 가격을 인하한 날까지의 기간에 한 가격인

상의 차액으로 얻은 수입액을 과징 으로 부과토록 하여 이러한 유형의 과

징 을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여러 차례 개정을 거치면서 과징 을

반기간 동안의 매출액, 주식의 취득가액, 채무보증액 등을 기 으로 함으

로써 기 을 추상화하는 동시에 추정 이득을 상으로 하는 것으로 변경

43) 권오승, 경제법, 2002, 427-428면; 박해식, 같은 논문,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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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한편 과징 의 부과여부나 구체 인 과징 액을 정하는 것을 공정거

래 원회의 재량으로 하 다.

그러다 1996. 12. 30. 법률 제5235호로 개정된 제5차 개정법( 행 법률)

에서는 과징 의 법 성격을 사실상 부당이득환수 성격에서 행정제재

인 것으로 변화시켜 부당이득환수 요소는 부분 제거되었다.44) 따라서

부당이득환수를 으로 이해하는 견해는 행 제도에는 더 이상 맞지 않

는 견해라 할 것이다.

그 다면, 행 공정거래법상의 과징 은 순수하게 부당이득액을 환수하

는 제도라고 하기 보다, 기본 으로는 사후 제재의 성격을 지니며 이를 통

하여 의무이행 반의 억지를 확보하려는 행정제재 의 성격을 지닌다

고 할 것이다. 그 다고 하여 부당이득 환수 요소가 없다고도 볼

수 없다.45)

① 법 제17조의 경우와 같이 반행 액을 과징 액의 기 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는 과징 과 부당이득 사이에 상당한 비례 계가 성립할 수

있다.

② 법은 많은 경우에 매출액을 기 으로 과징 액을 책정토록 하고 있

다. 그런데 사업자가 법 반행 를 하는 것은 종국 으로 경제 이익을

얻고자 하는 데에 그 목 이 있고, 한 법 반행 는 통상 그러한 효과

를 낳을 것이라 추정하여도 무리가 아닐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제 이

익 증가의 지표로서 ‘매출액’을 기 으로 삼은 것도 수 할 수 있다. 따라

서 추상 이나마 일정하게 추정한 경제 이득을 환수한다는 요소를 인정

할 수 있다.46)

③ 모든 과징 부과시에 반행 의 내용 정도, 반행 의 기간

회수, 반행 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는 (제

55조의3)도 이득환수 요소로 이해할 수 있다.

결론 으로 공정거래법상의 과징 은 행정제재 성격에 불법이득환

44) 박해식, 같은 논문, 71-76, 157-158면

45) 최근의 문헌임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법상의 과징 에 하여 제재 성격보다

부당이득환수 성격이 강하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박 도, 김호정, “과징 제도

의 운용실태 개선방안”, 한국법제연구원 안분석 2000-2, 71면

46) 박정훈, 같은 , 314면



구 독 규제 공정거래에 한법률 제24조의2 헌제청 381

수 요소도 다소간에 부가되어 있다고 이 상당하다고 생각된다( 에서

본 제3유형).

(3)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과징 부과의 취지와 특성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규제하고 있는 부당지원행 에는 개인사업자의

부당지원행 도 포함될 수 있지만, 주로 규제의 상이 되는 행 는 기

업집단 내의 계열회사간의 부당지원행 인 이른바 부당내부거래일 것이다.

부당내부거래라 함은 부당하게 특수 계인이나 다른 회사에 하여 상품,

용역, 자 , 자산, 인력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함으로써 특수 계인 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 를 말한다(공정

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

부당내부거래가 래하는 폐해를 보면 첫째, 퇴출되어야 할 효율성이 낮

은 부실기업이나 한계기업을 계열회사의 형태로 존속 함으로써 당해 시

장에서 경쟁자인 독립기업을 부당하게 배제하거나 잠재 경쟁자의 신규

시장진입을 억제함으로써 시장의 기능을 해한다. 둘째, 계열회사간에 이

루어지는 지속 인 부당내부거래는 독과 이윤을 상호간에 창출시키게

되고, 그 결과 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들의 독 력을 강화함으로써 경제

력 집 의 폐해를 야기한다. 셋째, 부당내부거래는 우량 계열기업의 핵심역

량이 부실 계열기업으로 분산․유출되어 우량기업의 경쟁력이 하됨에 따

라 기업집단 체가 동반 부실화할 험을 래한다. 넷째, 부당내부거래는

한 기업의 투명성을 해하고 주주, 특히 소액주주와 채권자 등의 이익

을 침해하게 된다.

이러한 폐해를 효과 으로 규제하기 하여 1996. 12. 30. 법률 제5235호

로 공정거래법을 개정, 부당내부거래를 불공정거래행 의 한 유형으로 규

정하여 이를 지하고, 그 반행 에 하여 시정조치, 과징 , 형사처벌

을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부당지원을 받은 사업자가 아니라 부당지원을

한 사업자에 하여 과징 을 부과토록 하고 있다. 앞에서 본바와 같이

헌론은 이 에 착안, 아무런 경제 이득이 없는 지원행 를 한 사업

자에 하여 과징 을 징수하는 것이므로 부당이득 환수의 요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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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고 오로지 행정제재 는 처벌 요소만 존재하기 때문에 헌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부당지원행 에 한 과징 제도는 각 사업자를 고립시켜서 고

찰하기 보다는, 지원을 주고 받는 규모 기업집단 체 는 상호간의

에서 악하여야 한다고 본다. 규모 기업집단간의 부당 내부거래는 일

시 으로는 지원을 하는 기업에 손해를 미칠 수 있겠지만, 장기 으로는

경제력 집 을 통하여 기업집단 체에 이익을 가져다주고, 서로 긴 히

연결된 기업집단의 특성에 비추어 결국은 지원기업도 부당이득을 릴 수

있게 된다. 규모 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회사들간의 지원행 에 하여

도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같은 논리가 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요컨 부당지원이라는 행 의 속성상 지원을 주고받는 기업들간에는

공동의 연 성이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경제행 내지 부당이득의 연

성에 착안하여 과징 부과의 목 을 보다 효율 으로 달성할 수 있는 당

사자를 부과객체로 설정한 것에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과징 의 특성이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 그 다면 이 과징 에 부당이득환수 성격이

없다고 단언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다. 소결

어떤 행정제재의 기능이 오로지 제재( 이에 결부된 방)에 있다고 하

여 이를 형사처벌이라고는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과징

은 그 취지와 기능, 부과의 주체와 차(형사소송 차에 따라 검사의 기소

와 법원의 결에 의하여 부과되는 형사처벌과 달리 과징 은 공정거래

원회라는 행정기 에 의하여 부과되고 이에 한 불복은 행정쟁송 차에

따라 진행된다) 등을 종합할 때 부당내부거래 억지라는 행정목 을 실 하

기 하여 그 반행 에 하여 제재를 가하는 행정상의 제재 으로서의

기본 성격에 부당이득환수 요소도 부가되어 있는 것이라 할 것이고,

이를 두고 헌법 제13조 제1항에서 지하는 국가형벌권 행사로서의 ‘처벌’

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공정거래법에서 형사처벌과 아울러 과징

의 병과를 정하고 있더라도 이 처벌 지원칙에 반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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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례성원칙 반 여부

가. 비례성원칙에 의한 심사의 요청

부당지원행 에 하여 형사처벌과 아울러 과징 의 병과를 정하는

것이 이 처벌 지원칙에 반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러한 제재들의 총합

이 법 반의 억지에 필요한 정도를 넘어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 되어서는

아니된다는 비례성의 원칙은 수되어야 한다. 다만, 이를 단함에 있어서

는 헌법 제119조에 규정된 경제질서 조항의 의미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헌법 제119조는 자유와 경쟁에 기 한 경제질서를 보장하기 하여 시

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기 한 규제와 조정의 권한을 극

으로 국가에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입법자는 경제 실의 역사와 미래에

한 망, 목 달성에 소요되는 경제 ․사회 비용, 당해 경제문제에

한 국민 내지 이해 계인의 인식 등 제반 사정을 두루 감안하여 독과 규

제와 공정거래의 보장을 하여 가능한 여러 정책 필요하다고 단되는

경제정책을 선택할 수 있고, 입법자의 그러한 정책 단과 선택은 그것이

히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한 경제에 한 국가 규

제․조정권한의 행사로서 존 되어야 할 것이다.

나. 과징 부과 객체의 선택에 한 입법 단 존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과징 은 에서 본바와 같이 정확한 부당이득

환수를 직 인 목 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부당지원행 의 억지에 그 주

된 을 두고 있는 것이므로 반드시 부당지원을 받은 사업자에 하여만

과징 을 부과하는 것만이 입법목 달성을 한 한 수단이 된다고 할

수 없다.

과징 의 취지가 제재를 통한 부당지원행 의 억지에 있는 이상 입법자

는 구에게 과징 을 부과하는 것이 반행 를 보다 효율 으로 차단하

고 시장의 경쟁질서를 효과 으로 회복․유지하게 될 것인가라는 정책

에서 과징 부과의 객체를 정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입법자는 이 에

서 지원을 한 기업에 하여 제재를 가하는 것이 보다 효율 이라 본 것이

고, 한 비록 그것이 지원을 받는 기업으로부터 부당이득을 직 환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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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방법은 아니라 할지라도 서로 긴 히 연결된 기업집단 내 계열기업들

간의 계에 비추어 볼 때 지원을 한 기업에 한 제재와 억지는 결국 지

원을 받는 기업이 속한 시장의 경쟁질서를 회복하는 효과를 낳는다고 본

것인 바, 입법자가 선택한 이러한 수단이 공정한 경쟁질서 보호에 부

한 것이라 할 수 없다.

다. 매출액 기 의 과징 부과

입법자는, 부당지원행 에 하여 형사처벌의 가능성과 병행하여 과징

규정을 두고 있으며, 과징 액의 산정에 하여는 통령령이 정하는 매출

액(당해 사업자의 직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을 기 으로 100분의

2를 상한으로 하는 범 내에서,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는 5억원의 범 내

에서 과징 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업자가 법 반행 를 하는 것은 종국 으로 경제 이익을 얻고자 하

는 데에 그 목 이 있을진 , 사업자의 매출액을 그러한 경제 이익 증가

의 지표로 보고서 매출액을 기 으로 삼아 과징 액의 상한을 책정토록 한

것은 나름 로 수 할 만한 합리성이 있다 할 것이고, 기업집단 내의 부당

내부거래에 있어 극 ․주도 역할을 하는 자본력이 강한 기업에

하여도 충분한 제재 억지의 효과를 발휘하도록 하기 한 정책 고려

에서 그 매출액에 한 일정 비율(2%)을 책정하여 그 한도 내에서 과징

을 부과토록 한 것은, 여기에 형사처벌의 정도(2년이하의 징역 는 1억5

천만원이하의 벌 )를 보태어 보더라도 입법목 달성을 한 정한 수단

이 아니라거나 지나치게 가혹한 제재라고 하기 어렵다.47)

뿐만 아니라 행 공정거래법의 체 체계에 의하면 부당지원행 가 있

다고 하여 일률 으로 매출액의 100분의2까지 과징 을 부과할 수 있는 것

도 아니다. 공정거래법 제55조의3 제1항은 과징 을 부과함에 있어 반행

의 내용 정도, 반행 의 기간 회수, 반행 로 인해 취득한 이

익의 규모등을 참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정거래 원회는 개

47) 오히려 입법자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매출액 비 2%라는 상한기 만으로

는 실효성있는 억지력을 발휘할 수 없다고 보아, 1999. 12. 28. 이 사건 법률조항

을 개정하여 부당지원행 에 하여는 부과상한을 매출액 비 5%로 상향조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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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부당지원행 의 불법의 정도에 비례하는 상당한 액의 범 내에서만

과징 을 부과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공정거래법 제55조의3 제3항은 이러한

취지를 구체화하도록 통령령에 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61조 별표2는 부당지원행 의 과징 부과기 을, 지원 액이 산

출가능한 경우에는 당해 지원 액 이내로, 지원 액이 산출되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당해 지원성 거래규모의 100분의10 이내로 정하고 있

다. 그러므로 한편으로는 부당지원 액이 단히 거액이어서 매출액의 100

분의2를 상회하더라도 지원 액 만큼 과징 을 부과할 수 있는 것이 아니

라 매출액 기 이내에서만 과징 을 부과할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 부당

지원 액이 매출액의 100분의2에 훨씬 미치지 못하더라도 매출액 기 으로

부과할 수는 없고 그 지원 액을 한도로만 과징 을 부과할 수 있는 것이

다. 이와 같은 이 제한장치의 결과 실제 부과되는 과징 액은 매출액

의 100분의2를 훨씬 하회하는 수 에 머무르고 있다.48)

그 다면 부당지원행 의 실효성 있는 규제를 하여 형사처벌의 가능

성과 병존하여 과징 규정을 둔 것 자체나, 지원기업의 매출액을 과징

의 상한기 으로 삼은 것을 두고 비례성원칙에 반하여 과잉제재를 하는 것

이라 할 수 없다.

5. 법 차원칙 반 여부

가. 법 차의 요체와 내용

(1) 미국

차 법 차의 법리는 미국 수정헌법 제5조와 제14조에 한 연방

법원의 례를 통하여 형성되어 왔는바, 차 법 차의 요체는 고지

48) 실제로 1998년부터 2000년까지 부당내부거래에 하여 부과된 과징 내역을 보

면, 부당지원 액에 한 과징 부과비율은 평균 35.7%로서 지원 액의 반에

도 미치지 못하 으며, 매출액 비 0.06%에 불과하 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당해사건의 원고인 에스 이의 경우를 보더라도, 1997.말 기 으로 에스

이의 매출액은 10조7565억원이고, 사건의 개요에서 본바와 같은 에스 이증권에

한 부당지원 액은 92억9700만원으로 산정되었으나, 공정거래 원회는 지원행

의 내용 정도․기간 회수․지원의 효과 등을 감안하여 41억1300만원의 과

징 을 부과하 다. 이 액은 지원 액의 반에도 미치지 못하며, 매출액의 약

0.04%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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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와 청문(hearing), 공정한 결정권자(impartial decisionmaker)에 있

다.49)

어느 정도로 차 보장이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하여는 크게 다섯가

지 문제 역으로 나 어 볼 수 있다. ① 어떠한 종류의 고지 차가 이루어

져야 하는가 ② 청문은 언제 이루어져야 하는가, 즉 권리박탈 이 에 이루

어져야 하는가 혹은 권리박탈 후에도 행하여질 수 있는가 ③ 어떠한 종류

의 청문이 이루어져야 하는가? 를 들면 심 (adversarial) 청문 차가

이루어져야 하고, 행정부는 국선변호인을 선임하여 주어야 하는가? ④ 입

증책임은 어느 쪽에서 부담하는가 어느 정도의 입증책임(즉 단순한 증

거우 , 명백하고 확실한 증거 는 합리 의심을 배제하는 정도의 증거)

이 용되는가? ⑤결정권자는 구여야 하는가? 반드시 사여야 하는가

아니면 사 이외에 다른 자로 충분한가?

Mathews v. Eldridge 사건에서 연방 법원은 3가지의 일반 인 심사기

을 제시하 고, 이는 그 후의 례를 통하여 확립되었다. ① 개인에 한

이익의 요성. 그 이익의 요성이 크면 클수록 차 보장의 요청 한

더 크다. ② 사실확인의 정확성을 높이기 한 부가 인 차의 가치. 추가

인 차로 인하여 더 낫고 정확하며 오류가 은 결정을 하게 될 것이라

고 확신하면 할수록, 그러한 차 요청의 개연성은 커진다. ③ 그러한

차를 요청함으로써 국가(정부)가 안게 될 부담. 차에 한 비용이 크면

클수록 그 차 요청의 개연성은 어진다.

Mathews 테스트는 복지 여의 단, 공무원의 해고, 친권의 박탈, 학교

의 학생에 한 징계처분(정학, 체벌), 아동의 자유박탈, 수형자에 한 불

이익처분, 징벌 손해배상, 몰수 차와 같은 사안들에서 용되고 있다.

용의 결과는 한마디로 정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결국 어떠한

차가 요구되는지는 개인이익의 요성, 사실확정의 정확성을 높이기

한 차의 가치, 그리고 행정효율성에 한 정부의 이익과 같은 다양한 이

익들을 형량하여 개별 으로 단하고 있는 것이 미국의 례라고 정리할

수 있다.

49) 이하 Chemerinsky, Constitutional Law, 1997,의 법 차에 한 부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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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헌법재 소의 례

헌법재 소는 차 법 차의 요체는 ‘청문의 기회 보장’에 있는 것으

로 보고 있다.

○ 헌재 1994. 7. 29. 93헌가3등, 례집 6-2, 1, 11

“이 사건 규정에 의한 직 해제처분은 실질상 징계처분의 일종인 정직

(停職)과 비슷한 처분인데도 불구하고 징계 차 는 기타 이와 유사한

차에 의하여 교원의 직 해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다는 사실만을 이유로 해서 임면권자의 일방 인 처분으로 직 해

제를 행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징계 차에 있어서와 같은 청문의 기회가

보장되지 아니하여 당해 교원은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필요

한 증거를 제출할 방법조차 없는 것이니 그러한 의미에서 법 차가 존

되고 있지 않다고 할 것이다.”

○ 헌재 1996. 1. 15. 95헌가5, 례집 8-1, 1, 16-17

“ 형에 해당되는 사건에 하여 피고인에게 출석 기회조차 주지 아니하

여 답변과 입증 반증 등 공격․방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피고인에

게 불출석에 한 개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까지 궐석재 을

행할 수 있게 한 반국가행 자의처벌에 한특별조치법 제7조 제5항은 차

의 내용이 심히 정하지 못하여 헌법 제12조 제1항 후문의 법 차의 원

칙에 반한다”

○ 헌재 2002. 6. 27. 99헌마480, 례집 14-1, 616, 634

“ 기통신사업법 제53조 제3항에 의한 정보통신부장 의 ( 기통신) 취

거부․정지․제한 명령 제도는 실질 인 피규제자인 기통신이용자에게

의견진술권이 보장되어 있지 아니한 에서 법 차원칙에도 배될

소지가 있고…”

나. 이 사건에의 용

(1) 공정거래 원회의 법 성격

공정거래 원회(이하 “ 원회”라 한다)의 성격은 독립 인 규제 원회라

고 설명되고 있다.50) 물론 독립 상의 면에서 미국의 FTC를 비롯한 독

립규제 원회에 비하여 미흡하지만, 우리나라의 수많은 합의제 행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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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노동 원회, 방송 원회와 더불어 공정거래 원회는 미국의 그것에

가장 가까운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51) 그 이유로는 ① 규제행정의 업무를

담당한다, ② 정책결정기능(행정입법 처분의 행 형식을 취한다)과 쟁송

재결(裁決) 기능을 모두 갖고 있어, 체로 입법권 사법권을 가지고

있다, ③ 행정 청으로서의 지 를 가지고 있어 직무상의 독립 뿐 아니라

기구상의 독립성도 갖추고 있다는 을 들고 있다.

(2) 공정거래 원회의 구성

독 규제 공정거래에 한 사무를 “독립 으로” 수행 하기 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원회가 설치되어 있다(법 제35조).

원회는 원장 1인, 부 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의 원으로 구성하며,

그 4인은 비상임 원으로서, 원장과 부 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나머지 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통령이 임명한다(제37조). 원의 임기

는 3년이고, 1차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다(제39조). 원은 신분보장을 받

으며, 정치활동이 지되어 있다(제40조, 제41조).

원의 자격은 공정거래 경험이 있는 2 이상의 공무원, 사․검사․변

호사 경력 15년이상인 자, 학교수 경력 15년이상인 자, 기업경 ․소비자

보호활동 15년이상 경력자로 되어 있다(제37조 제2항).52)

(2) 사건처리 차

행정 차에 한 일반법인 행정 차법은 원회의 사건처리 차에는

용되지 않는다(행정 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동법시행령 제2조 제6호).

원회의 법 반 사건에 한 처리는 조사-심 -불복의 3단계 차에

따라 진행된다.

조사는 신고나 직권에 의하여 착수되며, 사무처 공무원인 심사 (국장

는 지방사무소장)이 담당한다. 심사 은 조사결과를 보고서로 제출하여

50) 권오승, 경제법, 2002, 407면; 박윤흔, 최신행정법강의(하), 2002, 73-74면

51) 김유환, “행정 원회 제도에 한 연구”, 미국헌법연구 제5호, 1994, 132면; 박윤

흔, 같은 책, 73-74면

52) 재 원회 원 9명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은 비상임 원 2명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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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회에 제출한다[공정거래 원회회의운 사건 차등에 한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8조, 제29조].

원회의 심의․의결은 공개되며, 재 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원회는 심의를 거쳐 시정명령, 과징 납부명령, 고발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시정조치명령에 하여는 당사자에게 집행정지신청권이 있다(법 제53조

의2).

과징 을 납부기한(원칙 으로 60일)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 을 징

수하며, 국세체납처분의 에 따라 징수한다(법 제55조의5).

원회의 처분에 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에 한 심의, 재결은 원회의 원

회의에서 이루어진다.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도 원회의 처분에 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우리의 심사 에 해당하는 업무를 행정법 사

(administrative law judge)가 담당한다. 이들은 청문을 주재하고 청문결과

에 따른 1차 결정권한을 가진다. 이들은 법원의 사에 하는 독립성이

요구된다고 보아, 선출과 임용, 리 등에 하여 특별한 고려가 행해지고

있다고 한다. 행정법 사는 연방인사국에서 선출하는데, 변호사자격이 있는

자로서 7년이상의 경력자 에서 시험을 거쳐 선출하며, 이들은 윤번제로

사건을 배당받는다고 한다.53)

(3) 처리 차에서의 법 차 요소

행 처리 차는 심 심리구조와 사법 차를 강화하고 있다.

원회의 심리와 의결은 공개한다(법 제43조). 원에 한 제척․기

피․회피제도가 있다(법 제44조). 원회는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당해 사건

의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법 제49조 제3항), 시정조치 는 과징

납부명령을 하기 에 반드시 당사자 는 이해 계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제52조 제1항), 당사자는 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

견을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권리를 부여받고 있다(동조 제2항). 한

53) 김유환, 같은 , 33-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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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에게 자료의 열람․복사요구권을 주고 있다(제52조의2).

법 제48조 제2항의 임에 따른 규칙은 심 구조를 보다 강화하고

있다.

① 심사 이 작성한 심사보고서를 피심인에게 송부(규칙 제28조, 제29

조), ② 피심인에게 원회 회의 개최의 일시, 장소 등을 통지하고, 피심인

에게 개최일시 변경신청권 부여(규칙 제33조), ③ 피심인의 출석하에 회의

개의(규칙 제34조), ④ 피심인에 한 인정신문(규칙 제35조), ⑤변호사 등

의 리인 선임권(규칙 제36조), ⑥ 피심인의 모두 차에서의 진술권(규칙

제38조), 최후진술권(동 제43조), 질문권(동 제39조), ⑦ 피심인의 증거조사

신청권(규칙 제41조), ⑧ 시정명령, 과징 납부명령, 고발 등을 의결하는

경우 주문, 이유 등을 기재한 의결서 는 결정서를 작성하고(규칙 제54

조), 이를 피심인 등에게 통지(동 제56조)

(3) 평 가

원회는 미국의 FTC에 비하면 그 구성, 차의 면에서 미흡한 이

지 않다.

구성의 면에서 볼 때, 임명 차에서 국회의 여가 없다는 , 원에

하여 원장의 제청권한이 인정된다는 , 비상임 원의 비율이 높다는

은 독립성의 에서 약 으로 지 될 수 있다.54)

법 반 사건의 조사과정에서 미국의 행정법 사와 같은 법 문가에 의

한 독립 직무수행이 이루어지는 신 사무처 소속의 일반 행정공무원이

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원회제도의 의미를 잃게 될 염려가 있

다.55)

그러나 미국의 제도는 미국 역사의 독특한 정치 , 법 문제상황에 즉

응하여 발달되어 온 것이다. 이는 미국에서 규제행정 원회의 등장 배경을

살펴보면 이해할 수 있다. 원래 미국의 보통법원리상 규제기능은 사법부에

서 담당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그러나 산업의 발달에 따른 사회변화는

54) 임 철, “공정거래 원회의 사건처리 차”, 자유경쟁과 공정거래(권오승 編),

2002, 581면

55) 권오승, 같은 책, 4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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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 기술성을 요하는 규제기능은 법 들로 구성된 사법부에 의해 효과

으로 수행될 수 없다는 인식을 낳고, 이에 따라 보통법으로 규율할 수

없는 실제 상황에서 한 규범정립기능을 행하고, 문․기술 규제

역에서 스스로 극 인 이니셔티 를 가지고 사법 역할을 담당할

행정기 을 창설할 필요성이 두되었다. 다만, 그러한 행정기 은 당시 미

국정치의 당주의에 한 경계심과 엄격한 삼권분립 념에 근거한 행정

부에 한 인식에 터잡아 삼권으로부터 독립된 조직으로 구성할 수밖에 없

었다고 한다. 요컨 미국의 독립규제 원회는 규제행정 역에서 사법기능

의 부 성에 한 안으로 등장한 것이다.56)

요컨 , 보통법의 정신과 사법국가체계를 제로 한 미국의 경우 규제행

정 원회를 설치하더라도 당연히 그에 한 사법 원리의 요청이 강하

게 된다. 이에 반해 성문법에 근거한 독일과 랑스의 행정법 체계를 계수

한 우리나라에서는 행정에 의한 규제라는 념을 체계의 제로서 친숙하

게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사후 사법심사를 보장하는 한 법치국가원리나

재 청구권의 에서 별다른 헌법 이의가 없다는 것에 토 하고 있다.

그 다면, ① 1차 결정권자인 원회의 구성에 있어 일정한 정도의 독

립성이 확보되어 있고, 과징 부과 차에서는 심구조를 취하면서 통지,

청문 등을 통하여 당사자의 차 참여권을 충분히 인정하고 있는 , ②

행정소송을 통한 법원의 사후심사가 보장되어 있는 , ③ 더 이상의 사법

차나 원리를 용할 것인지의 문제는 사법기능과 행정기능의 장단

을 비교하여( 자의 장 은 공정성, 립성, 차 보장성이라 할 것이고,

후자의 장 은 문성, 행정목 의 통합 구 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비

교교량에 있어서는, 규제행정 원회가 수행하는 사법 기능은 정책결정

집행기능과 한 계를 맺고 있음57)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

다) 입법자가 정책 으로 결정할 문제인 을 종합할 때, 공정거래 원회

의 행 과징 제도가 법 차원칙에 반된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법치국가원리, 재 청구권, 사법권의 귀속에 한 헌법규정을 종합하여 보

아도 헌이라 할 수 없다.

56) 김유환, 같은 , 136-137면

57) 김유환, 같은 , 13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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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소수의견

와 같은 다수의견에 하여는 결정요지에서 본바와 같이, 부당지원

행 에 하여 매출액을 기 으로 과징 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헌

법상의 자기책임원리에 배될 뿐만 아니라 과징 부과 차에 있어서

사법 차 내용이 매우 미흡하여 법 차원칙에도 배된다는 재 3

인의 헌의견과, 이에 더하여 이 처벌 지원칙과 무죄추정원칙에도 배

된다는 재 1인의 헌의견이 있었다.

7. 결정의 의의

(1) 헌법재 소의 기존 례는 행정제재와 형사처벌의 병과는 이 처벌

지원칙에 되지 않고, 다만 비례성원칙에 의한 심사를 받을 뿐이라고

하 는데, 이 결정은 이러한 기존 례의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2) 헌법이론 인 면에서, 국가작용 행정권의 역할의 한계가 어디까

지인지, 행정제재와 형사처벌의 계를 헌법 으로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에 한 하나의 해명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고,

나아가, 공정거래 원회의 경제검찰로서의 역할에 해 일각에서 부정

시각이 없지 않은 것이 사실이고, 이와 련하여 과징 제도에 하여 학

계와 실무계에서 그간 헌 여부에 한 논란이 있었는데, 이번 결정으로

헌법재 소가 어도 헌은 아니라는 평가를 내림으로써 이 문제에 한

유권 마무리가 지어졌다는 에 이 결정의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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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 법 제47조 제3호 헌소원 등

- 퇴직연 지 정지제도와 포 임 지의 원칙 -

(헌재 2003. 9. 25. 2000헌바94등, 례집 15-2상, 254 )

성 기 용＊1)

【 시사항】

1. 퇴직연 지 정지제도 자체가 헌법에 반되는지 여부

2. 구 공무원연 법(2000. 12. 30. 법률 제6328호로 개정되기 의 것) 제

47조 제2호 제3호에서 퇴직연 지 정지 상기 을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도록 임하고 있는 것이 포 임 지의 원칙에 반되는지 여부

3. 심 상조항에서 퇴직연 지 정지의 요건 내용을 통령령

으로 정하도록 임하고 있는 것이 포 임 지의 원칙에 반되는지

여부

4. 부수 헌결정을 한 사례

【심 의 상】

헌심 상은 구 공무원연 법(2000. 12. 30. 법률 제6328호로 개정되

기 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제2호 제3호이고 그 규정내용

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1. 심 상조항(아래 내용 을 친 부분)

법 제47조(퇴직연 는 조기퇴직연 의 지 정지) 퇴직연 는 조기

＊ 헌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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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 의 수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 으로부터 보수 기타

여를 지 받고 있는 때에는 그 지 기간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연 는 조기퇴직연 의 부 는 일부의 지 을 정지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기 는 사립학교교직원연 법 제3조의 학

교기

2.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자본 의 부 는 일부를 출자한 기 한

국은행(이하 “정부투자기 ”이라 한다)과 정부투자기 이 자본 의 부

는 일부를 출자한 기 으로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

3. 국가 는 지방자치단체가 직 는 간 으로 출연 ․보조 등 재

정지원을 하는 기 으로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

4. 국․공유재산의 귀속․무상양여 무상 부에 의하여 설립된 기

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출연에 의하여 설립된 기 으로서 행정자치부

령이 정하는 기

5.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통령․ 앙행정기 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는 그 권한의 임을 받은 자가 임원을 선임하거나 그 선임의 승인을 하

는 기 으로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

2. 련조항

○ 법시행령(2000. 12. 30. 통령령 제17101호로 개정되기 의 것) 제

40조(퇴직연 ․조기퇴직연 장해연 의 지 정지) ① 퇴직연 ․조기

퇴직연 는 장해연 의 수 자가 법․군인연 법 는 사립학교교원연

법의 용을 받는 공무원․군인 는 사립학교교직원으로 복무하는 경우

에는 그 재직기간 해당 연 의 액에 한 지 을 정지한다.

② 퇴직연 ․조기퇴직연 는 장해연 의 수 자가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이나 법 제47조 제2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기 의 임․

직원으로 재직하고 보수 는 이에 하는 여를 받게 된 경우에는 해당

연 액의 2분의 1에 한 지 을 정지한다.

③ 생략

○ 법시행규칙(2000. 1. 31. 행정자치부령 제89호로 문개정된 것) 제5

조(퇴직․조기퇴직․장해연 의 지 정지 상기 ) ① 공무원연 법(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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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라 한다) 제47조 제2호 내지 제5호(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

여 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연 ․조기퇴직연

는 장해연 의 지 이 정지되는 기 은 별표 1과 같다.

② 행정자치부장 은 연 1회 이상 별표 1에 추가하여야 할 기 이나 삭

제하여야 할 기 의 유무를 조사하여 추가 는 삭제하여야 할 기 이 발

견된 때에는 이를 개정하여야 한다. 다만, 삭제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된 기

에 재직하는 자에 하여는 별표 1의 개정 이라도 삭제사유가 발생된

달부터 연 의 지 정지사유가 소멸된 것으로 보고 그 다음달부터 연 을

지 한다.

[별표 1] 연 지 정지 상기

1. 법 제47조 제2호의 기 라. 재투자기 (46) 아시아나항공주식

회사

2. 법 제47조 제3호의 기 가. 일반기 (28) 근로복지공단

○ 공무원연 법(2000. 12. 30. 법률 제6328호로 개정된 것)

제47조(퇴직연 는 조기퇴직연 의 지 정지) ① 퇴직연 는 조기

퇴직연 의 수 자가 이 법, 군인연 법 는 사립학교교직원연 법의

용을 받는 공무원․군인 는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임용된 때에는 그 재직

기간 해당 연 의 부의 지 을 정지한다.

② 퇴직연 는 조기퇴직연 수 자가 연 외의 소득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 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을 제외한다)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이 있는 때에는 퇴직연 는 조기퇴직연 의 2

분의 1의 범 안에서 지 을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의 범 지

정지 액 등에 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

제1항․제38조․제63조․제69조 제8항 제69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제47조의 개정규정은 5년의 범 내에서 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사건의 개요】

1. 심 청구에 이르게 된 경



432 헌법재 소결정해설집 2003

가. 2000헌바94사건

청구인들은 공무원 퇴직 후 1995. 5. 1.부터 근로복지공단의 직원으로 근

무하고 있는데 복지공단이 공무원연 법 제47조 제3호의 연 지 정지

상기 으로 새로 지정되면서 공무원연 리공단이 청구인들의 매월 퇴

직연 액 2분의 1의 지 을 2000. 2.분부터 정지하 다.

청구인들은 공무원연 리공단을 상 로 법원에 퇴직연 지 거부처

분 취소소송(서울행정법원 2000구29260호)을 제기하고 공무원연 법 제47

조 제3호에 한 헌제청을 신청(2000아1324)하 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

하자 이 소원을 제기하 다.

나. 2001헌가21 사건

제청신청인들은 공무원 퇴직 후 아시아나항공주식회사에서 근무하고 있

는데 회사가 공무원연 법 제47조 제2호의 연 지 정지 상기 으로

새로 지정되면서 제청신청인들의 매월 퇴직연 액 2분의 1의 지 을 공

무원연 리공단이 2000. 2.분부터 정지하 다.

제청신청인들이 공무원연 리공단을 상 로 법원에 퇴직연 지 거

부처분 취소소송(서울행정법원 2000구22450호)을 제기하고 공무원연 법

제47조 제2호에 한 헌제청을 신청(2000아1346)하자 법원이 이를 받아

들여 헌심 제청을 하 다.

2. 청구인들의 주장과 제청법원의 헌심 제청이유 계기

의 의견

가. 2000헌바94 사건

(1) 청구인들의 주장

(가) 법 제47조 제3호는 퇴직연 수 자 법시행규칙 제5조 소정의

기 에 취업한 사람들을 그밖의 기 이나 사기업 취업자 는 퇴직연 을

일시 으로 지 받은 자에 비하여 합리 이유 없이 차별함으로써 청구인

들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

(나) 공무원의 퇴직 여청구권은 공무원 개인의 노력과 기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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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하여 취득된 경제 가치가 있는 권리로서 헌법 제23조에 의하여 보장되

는 재산권이라고 할 것인바, 청구인들은 법 제47조 제3호에 따른 법시행규

칙의 개정으로 그 동안 지 받아 오던 연 액의 2분의 1에 한 지 을 정

지당하게 되었으므로, 법률조항은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고,

나아가 퇴직으로서 확정된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소 입법에 의하여 박탈한

것으로서 헌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도 배된다.

(다) 법 제47조 제3호는 퇴직연 수 자들로 하여 퇴직연 의 지 정

지를 당하지 않기 하여 법시행규칙 제5조 소정의 기 에 취업하는 것을

기피하게 함으로써 이들이 자유롭게 직업을 선택할 자유를 합리 인 이유

없이 제한하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2) 서울행정법원의 헌제청신청기각이유

(가) 기본 으로 사회보장 여인 각종 연 수 권의 여내용이나

그 여에 소요되는 비용의 징수방법을 구체 으로 어떻게 정할 것인가의

문제는 입법자가 사회보장제도의 체계, 국가의 재정 공무원연 기

의 상황 기타 여러 가지 사회 ․경제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할 입법정

책 인 재량사항이므로, 그 결정이 명백히 자의 인 것으로서 헌법 제37

조 제2항에 의한 입법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헌법에 반된다고 할

수 없다.

(나) 법상 퇴직연 의 재원은 공무원 본인이 부담하는 기여 과 이와 동

액인 국가 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부담 그 운용수익 으로 구

성되어 있고, 법 제47조 제3호에 의한 연 지 정지 상기 은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단체로서 그 기 에 의한 보수 기타 여 일부는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퇴직 공무원이 와 같은 기 에 재직함

으로써 보수 기타 여를 받고 퇴직연 까지 지 받으면 국가의 부담으로

복하여 수혜를 받는 것이 된다.

따라서 법률조항이 한정된 재원으로 보다 많은 공무원과 그 유족에게

한 사회보장 여를 실시하기 하여 와 같은 일정한 경우에 퇴직

여의 지 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그 입법목 이 공공복리를 한

것으로 정당하고, 그 방법 한 입법목 달성을 하여 필요하고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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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서 헌법에 반되지 아니한다.

(3) 행정자치부장 공무원연 리공단이사장의 의견

(가) 법상 연 지 정지제도는 공무원이 퇴직 후 정부기 정부투자

기 등 공공의 직에 취업하여 보수를 받게 되는 경우 퇴직연 의 부

는 일부를 지 정지함으로써 정부로부터의 이 수혜를 방지하고, 국고의

부담을 경감하며, 소득재분배의 실 등 사회보장의 본래의 목 에 맞는

여수 을 실 하고자 도입된 것이다.

(나) 퇴직 여 재원의 2분의 1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으

면서, 정부재정지원기 에 재취업하여 보수를 지 받는 경우까지 퇴직연

을 액지 하게 되면, 국가 등의 산으로 연 과 보수를 이 지 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그 보수지 기간 동안 연 지 을 정지함으로써 국가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지 않는 민간기업체와 달리 취 한다고 하여도 이는

합리성이 있는 차별이다.

한 일시 은 연 지 을 원칙으로 하는 법에서 외 으로 허용하고

있는 여의 종류이고, 총 여의 지 수 에서 일반 으로 연 액의 지

수 이 일시 에 비해 훨씬 높을 뿐만 아니라, 일시 과 연 은 본인이 원

하는 바에 의하여 선택하는 것이므로, 법 제47조 제3호가 퇴직연 수 자

를 퇴직연 을 일시 으로 지 받은 사람들에 비하여 합리 이유 없이 차

별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다) 법상의 퇴직 여청구권은 순수한 사유재산권이라기보다는 국가의

재정상태에 따라 보장되는 정도가 달라지는 권리로서 사회보장제도로서의

성격이 더 크고, 이를 개인의 재산권이라고 본다 하더라도 연 의 일부의

지 을 정지하는 것은 헌법의 임범 내의 것이어서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한 퇴직연 수 권은 법률에 의하여 그 요건과 범 가 정하여지는 것

일 뿐, 퇴직과 동시에 그 내용이 확정된다고 볼 수 없고, 법시행규칙의 개

정으로 인한 연 액의 일부 지 정지는 개정 이 에 이미 받은 연 액에

해서까지 효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소 입법에 의한 재산권의 침해

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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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는 국가가 개인에게 특정의 직업

을 선택하도록 강요하거나, 특정직업에의 종사를 방해할 수 없다는 의미로

보아야 하므로, 법 제47조 제3호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나. 2001헌가21 사건

(1) 제청법원의 헌심 제청이유

(가) 법상의 퇴직연 수 권은 사회 기본권의 하나인 사회보장수 권

의 성격과 재산권의 성격을 아울러 지니고 있다고 할 것인바, 퇴직연 의

지 정지는 입법자가 사회정책 고려, 국가의 재정 기 의 상황 등 여

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폭넓게 그의 형성재량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는 하지만, 재산권보호의 상이기도 하므로 기본권제한의 한계를

정한 헌법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나) 법 제47조 제2호는 종 에 비하여 지 정지 상기 으로서의 정부

투자기 ․재투자기 의 범 를 확 하고 있는바, 이는 연 재정의 안정을

도모하면서 종 과 마찬가지로 국고의 이 부담 는 이 수혜로 인한 소

득불균형의 심화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규정에 의하면 확장된 개념의 정부투자기 이 재투자한 비율

이 극히 은 기 에 근무하는 경우에도 퇴직연 의 지 정지를 할 수 있

게 됨으로써 국고의 이 부담 는 이 수혜의 방지의 목 은 거의 희석되

었다고 할 것이다.

만일 국고의 이 부담으로 인한 소득불균형의 심화를 방지하고자 하는

입법목 을 실 하고자 한다면, 법 제47조 제2호에 해당하는 각 기 의 자

본 에 한 정부출자비율에 따라 지 정지 상 연 을 정하여야 할 것이

고, 어도 국가 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 의 부를 출자한 기 과 정

부투자기 이 자본 의 극히 일부를 출자한 재투자기 의 경우를 일률 으

로 규율하여 일정비율의 해당 연 액을 지 정지하는 것은 법률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와 비교하여 볼 때 차별취 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입법

목 의 비 에 비하여 차별로 인한 불평등의 효과가 극심하므로 차별취

의 비례성을 상실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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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연 재정의 안정과 소득재분배라는 목 을 달성하기 한 수 권

제한의 부담은 별다른 합리 이유가 없는 한 수 권 발생 이후에 소득을

얻고 있는 자 모두에게 돌아가야 하는 것임에도, 법 제47조 제2호의 기

에 근무하는 자에 하여만 부담을 지우는 것은 그밖의 사기업에 근무하는

자 개인사업자에 비하여 합리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서 신청인들

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2) 행정자치부장 공무원연 리공단이사장의 의견

이 사건 심 상인 법 제47조 제2호는 지 정지 상기 이 정부투자기

․재투자기 인 경우에 한 것으로서, 법 제47조 제3호와는 그 상기

만 다를 뿐 같은 취지의 규정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행정자치부장

공무원연 리공단이사장의 이 부분 의견은 2000헌바94 사건과 련한

의견과 체로 같다.

【결정요지】

1. 퇴직연 수 권은 체 으로 재산권 보호의 상이기는 하지만, 이

제도는 기본 으로 그 목 이 퇴직후의 소득상실보 에 있고, 그 제도의

성격이 사회보장 인 것이므로, 연 수 권자에게 임 등 소득이 퇴직 후

에 새로 생겼다면 이러한 소득과 연계하여 퇴직연 일부의 지 을 정지함

으로써 지 정도를 입법자가 사회정책 측면과 국가의 재정 기 의 상

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폭넓은 재량으로 축소하는 것은 원칙

으로 가능한 일이어서 이 제도 자체가 헌이라고 볼 수는 없다.

2. 법 제47조 제2호의 경우 정부투자기 ․재투자기 에서 그 일부를

상으로 선별한다면 국회는 정부투자의 규모와 비율에 한 일정한 기

을 먼 법률로 정한 다음 그 범 내에서 하 법규가 이를 선별하도록

임하 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항은 물론 그 밖의 어느 규정도 이에

한 아무런 기 을 제시하지 아니함으로써 비록 아무리 투자의 비율 는

규모가 작더라도 투자가 이루어지기만 하면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 정지 상기 이 될 수 있게 되어 정부투자기 ․재투자기 의 확

정을 실질 으로 행정부에 일임한 것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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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법 제47조 제3호의 경우 정부재정지원기 에서 그 일부를 상

으로 선별한다면 국회는 정부재정지원의 규모와 형태에 한 일정한 기

을 먼 법률로 정한 다음 그 범 내에서 하 법규가 이를 선별하도록

임하 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항은 물론 그 밖의 어느 규정도 재정지

원의 방식․형태․규모 등에 한 아무런 기 을 제시하지 아니함으로써

비록 아무리 은 규모라도 어떤 형태로든지 정부의 재정지원이 있기만 하

면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 정지 상기 이 될 수 있게 되어

정부재정지원기 의 확정을 실질 으로 행정부에 일임한 결과가 되었다.

결국 법 제47조 제2호 제3호는 연 지 정지의 상이 되는 정부투

자기 ․재투자기 정부재정지원기 에 하여 구체 으로 범 를 정

하지 아니하고 포 으로 행정자치부령에 입법을 임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상 입법 임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헌법 제75조 제95조에 반

된다.

3. 지 정지제도의 본질에 비추어 지 정지의 요건 내용을 규정함에

있어서는 소득의 유무뿐만 아니라 소득의 수 에 한 고려는 필수 인 것

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 상조항은 이를 규정함에 있어 지 정지와

소득수 의 상 계에 하여 아무런 정함이 없이 통령령에 포 으로

입법을 임한 것으로서 헌법 제75조가 정하는 포 임 지의 원칙에

반된다.

나아가 이 사건 심 상조항은, 퇴직연 본인의 기여 에 해당하는

부분은 임 의 후불 성격이 강하므로 재산권 보호가 강조되어야 하는

을 고려하여, ‘퇴직연 는 조기퇴직연 의 2분의 1의 범 안에서’라

는 구체 범 를 정하여 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범 를 정하

지 아니한 채 임하고 있다는 에서도 헌이라고 보아야 한다.

4. 법 제47조 제4호 제5호는 이 사건 심 상조항과 지 정지 상기

의 종류만 다를 뿐 구체 인 상기 의 선정을 행정자치부령에 임하

고 지 정지의 요건 내용을 통령령에 임하면서 구체 으로 범 를

정하지 않고 임을 하고 있는 에서는 으로 동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 상조항이 포 임 지의 원칙에 반된다는 이

유로 헌으로 인정되는 이상 법 제47조 제4호 제5호 부분도 같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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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헌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부분을 따로 분

리하여 존속시켜야 할 이유가 없으므로 헌법재 소법 제45조 단서 제75

조 제6항에 의하여 이들 조항에 하여도 아울러 헌을 선고하기로 한다.

【해설】

1. 공무원연 제도와 퇴직연 의 법 성격

가. 공무원연 제도

공무원연 제도는 공무원의 퇴직 는 사망과 공무로 인한 부상․질

병․폐질에 하여 한 여를 실시함으로써 공무원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할 목 으로(법 제1조), 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

국가의 책임아래 보험기술을 통하여 그 부담을 여러 사람들에게 분산시킴

으로써 구제를 도모하는 사회보험제도의 일종이다.

공무원연 제도는 보험의 기본원리에 있어서는 사보험(私保險)의 그것과

다를 것이 없지만 한편으로, 보험원리에 사회조정원리를 도입한 사회보장

제도의 하나이기 때문에 군인과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을 제외한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모든 공무원 등이 법률에 의하여 당

연히 공무원연 에 가입할 것이 강제되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 이하

2000. 12. 30. 법률 제6328호로 법이 개정되기 의 시 을 기 으로 설명

하기로 한다), 여의 종류와 내용이 법률로 정하여져 있으며(법 제4장 제2

, 제3 ), 기여 의 액수 징수방법도 법률로 정하여져 있어(법 제66조,

제67조) 사보험과는 다른 면을 지니고 있다.

공무원이 2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때에는 사망할 때까지 퇴직연 을

지 한다. 다만, 원칙 으로 1996. 1. 1. 이후에 임용되는 공무원1)에 하여

는 2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때에는 원칙 으로 60세2)부터 퇴직연 을

지 하도록 함으로써 연령요건이 추가되어 있다(법 제46조 제1항).

그런데 퇴직연 지 에 있어 연령요건이 있는 자가 연 지 개시연령

1) 1995. 12. 31. 이 의 공무원․군인 사립학교교직원 경력이 있는 자로서 해당

연 법상의 재직기간을 합산받는 자는 제외된다.

2) 법률 는 통령령에서 정년 는 근무상한연령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당해 정년 는 근무상한연령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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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연 을 받고자 할 때에는 일정율을 감액한 조기퇴직연 을 받을 수

있다. 이때 조기퇴직연 은 연 지 개시연령에 미달하는 연수가 5년 이내

라야 지 이 가능하다(법 제46조 제2항).3)

한 퇴직연 는 조기퇴직연 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원하는 때에

는 퇴직연 는 조기퇴직연 에 갈음하여 퇴직연 일시 을 지 할 수

있다(법 제46조 제3항).4)

재직기간 20년에 한 퇴직연 의 액은 보수연액의 100분의 50에 상

당하는 액으로 하고, 재직기간이 20년을 과할 때에는 그 과하는 매

1년에 하여 보수연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액을 가산한 액으로

하되, 다만 그 액은 보수연액의 100분의 76을 과하지 못한다(법 제46

조 제4항).

퇴직연 에 소요되는 비용은 연 수혜자인 공무원과 사용자인 국가

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비용을 부담하는데, 공무원은 매월 보수의

1,000분의 75를 기여 으로 납입하고(법 제66조 제2항, 법시행령 제59조 제

1항), 국가 는 지방자치단체는 매 회계연도의 보수 산의 1,000분의 75를

부담 으로 납입한다(법 제69조 제1항, 법시행령 제59조 제2항).

나. 퇴직연 의 법 성격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공무원연 제도는 보험의 원리에 의하여 운용되는

사회보험제도의 일종이면서, 보험원리에 사회조정원리를 도입한 사회보장

3) 퇴직연 지 개시연령 미달연수별 조기퇴직연 지 액은 ① 미달연수 1년 이내

는 퇴직연 상당액의 95% ② 미달연수 1년 과 2년 이내는 퇴직연 상당액의

90% ③ 미달연수 2년 과 3년 이내는 퇴직연 상당액의 85% ④ 미달연수 3년

과 4년 이내는 퇴직연 상당액의 80% ⑤ 미달연수 4년 과 5년 이내는 퇴직

연 상당액의 75%이고, 퇴직연 지 개시연령에 도달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이

와 같이 감액된 조기퇴직연 으로 사망할 때까지 지 된다.

이 조기퇴직연 제도는 연 지 에 있어 연령제한요건을 완화하여 주기 한 제

도로서, 본인의 희망에 따라 조기퇴직연 을 받을 수도 있고, 퇴직연 지 개시

연령까지 기다렸다가 정상 인 퇴직연 을 받을 수도 있다(최재식, 실무해설 공무

원연 법, 삼익출 사, 1996, 170쪽).

4) 20년(퇴직연 ․조기퇴직연 는 퇴역연 의 수 자가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기간의 합산을 받은 경우에는 그 합산을 받은 재직기간)을 과하는 재직기

간 본인이 원하는 기간에 하여는 그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연 는 조기퇴

직연 에 갈음하여 퇴직연 공제일시 을 지 할 수 있다(법 제46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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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하나이다.

따라서 법상의 퇴직연 수 권은 사회 기본권의 하나인 사회보장수

권의 성격을 갖고 있으나, 퇴직연 의 경우 기여 납부를 통하여 공무원

자신도 그 재원의 형성에 일부 기여한다는 에서 후불임 의 성격도 가미

되어 있다는 등을 고려하면, 재산권의 성격을 아울러 지니고 있다.

퇴직연 수 권은 사회보장수 권과 재산권이라는 양 권리의 성격이 불

가분 으로 혼재되어 있으므로, 체 으로 재산권 보호의 상이 되면

서도, 순수한 재산권은 아니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9. 4. 29. 97헌마333, 례집 11-1, 503, 512-513 참조).

다만, 퇴직연 본인의 기여 에 해당하는 부분은 재직 근무의

가로 지 하 어야 할 임 의 후불 성격이 강하고, 국가 는 지방자치

단체의 부담 에 해당하는 부분은 은혜 여 는 사회보장 여의 성

격이 강하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6. 10. 31. 93헌바55, 례집 8-2, 457,

462 참조).

따라서 퇴직연 의 사회보장 성격에 비추어 볼 때, 퇴직연 의 지 정

도는 원칙 으로 입법자가 사회정책 고려, 국가의 재정 기 의 상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폭넓은 형성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

이라고 할 것이나, 임 후불 성격이 강한 기여 부분에 해서는 재산권

보호가 더욱 강조되고 입법형성의 여지가 보다 좁다고 보아야 할 것이

다(헌재 1994. 6. 30. 92헌가9, 례집6-1, 543, 550-551; 헌재 1996. 10. 31.

93헌바55, 례집 8-2, 457, 462-463 참조).

2. 퇴직연 지 정지제도의 연

가. 퇴직연 제도는 퇴직후의 소득상실을 보 해주기 한 것이 목 이

기 때문에 소득이 있을 때에는 그 지 을 정지할 수 있고, 이것이 보통 공

연 제도가 실시하고 있는 소득심사제도(earnings test)의 취지이다.

그런데 지 까지의 퇴직연 지 정지제도는 이러한 소득심사제도의 취

지와는 다르게 운 되어 왔다고 할 수 있는바, 연 수 자가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의 산으로 보수를 받는 경우에는 연 과 보수의 이 지 문제

가 발생하므로 보수를 지 받는 동안 연 지 을 제한하도록 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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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지 정지제도의 취지이다.

나. 공무원연 법이 1960. 1. 1. 법률 제533호로 제정될 당시에는 퇴직연

수 권자가 다시 공무원이 된 때에만 그 퇴직연 이 정지되었으나, 공무

원연 법이 1975. 4. 1. 법률 제2747호로 개정되면서, 출자율 2분의 1 이상

의 정부투자기 ․재투자기 , 국가 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기 으

로부터 보수 기타 여를 지 받는 경우에도 제한을 하도록 하 고, 공무

원연 법이 1988. 12. 29. 법률 제4033호로 개정되면서, 제도간 신분이동을

하는 경우 연계가 되는 사립학교교원연 법 용 상자도 포함되어 그 범

가 차 확 되어 왔다.

특히 공무원연 법이 1995. 12. 29. 법률 제5117호로 개정되면서 연 지

정지 상기 을 확 하여, 출자율 2분의 1 이상의 정부투자기 ․재투

자기 을 연 지 정지 상기 으로 하던 것을 출자율에 계없이 모두

정지 상기 에 포함시키고, 국․공유재산의 귀속․무상양여 무상 부

에 의하여 설립된 기 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출연에 의하여 설립된

기 ,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통령․ 앙행정기 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는 그 권한의 임을 받은 자가 임원을 선임하거나 그 선임의 승인을

하는 기 을 새로이 정지 상기 에 포함시키면서, 이를 2000. 1. 1.부터 시

행하도록 하 다.

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에 하여는 공직 취업자와 민간 취업자가 불평

등하게 취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민간기업 취업이나 자 업 등으로 소

득이 있는 자에게 퇴직연 을 액 지 하는 것은 소득상실을 비한 퇴직

연 지 의 취지에 어 난다는 등의 지 이 있어 왔고, 아울러 연 재정문

제로 인하여 연 지출억제를 한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공무원연 법이 2000. 12. 30. 법률 제6328호로 개정되면서, 국

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보수와 연 의 이 지 을 배제하는 종래의 연

지 정지제도를 완 한 소득심사제도로 환하여, 공직 취업자뿐만 아

니라 민간취업이나 자 업으로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소득에 따라 일부를

감액하여 지 하도록 하 고, 다만, 그 시행시기는 5년의 범 내에서 통

령령으로 정하도록 하 다.5)

5) 최재식, 공무원연 법 해설, 공무원연 리공단, 2001, 222-223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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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법례

가. 우리나라

(1) 우리나라의 공 (公的)연 제도

재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공 연 제도는 공무원, 군인, 사립학

교교직원 등 특정 가입자 집단을 각각 그 상으로 하고 있는 공무원연

(1960년), 군인연 (1963), 사립학교교직원연 (1975년) 등 3가지의 직역연

제도와 일반근로자, 자 자, 농어민 등 직역연 에서 제외된 가입자 집단

을 포 하여 가입 상으로 삼고 있는 국민연 제도(1988년)6)의 총 4가지가

있다.

(2) 군인연 법 사립학교교직원연 법

군인연 법 사립학교교직원연 법에서의 퇴역연 는 퇴직연 의

지 정지제도에 한 규정은, 공무원연 법상의 퇴직연 지 정지제도에

한 규정과 다르지 아니하다(군인연 법 제21조 제5항, 사립학교교직원연

법 제42조 제1항).

(3) 국민연 법상의 재직자노령연

(가) 수 권자 수 기간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자로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

우 60세 이상 65세 미만의 기간( 부 선원 등 특수직종근로자의 경우에

는 55세 이상 60세 미만의 기간) 동안에는 일정한 액의 재직자노령연

을 지 한다(국민연 법 제56조 제3항). 여기에서 소득이 있는 업무는 ①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의한 근로소득공제액을 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업무 ② 사업장의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는 소득세법 제16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에 해당하는 업

무를 말한다(국민연 법시행령 제39조).

6) 국민연 법 제6조(가입 상)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국

민연 의 가입 상이 된다. 다만, 공무원연 법, 군인연 법 사립학교교직원연

법의 용을 받는 공무원․군인 사립학교교직원 기타 통령령이 정하는 자

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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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노령연 의 취지는 노령에 달하여 근로능력이 상실되고 일정한 수

입도 없는 경우를 가상하여 최소한의 생계수단을 보장해 주려는 데 있으므

로,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60세에서 65세에 달하기까지 5년간 기본

연 액에서 일정비율의 감액을 인정하려는 것이다.

(나) 지 액

재직자노령연 액은 수 권자의 가입기간에 따라 국민연 법 제57조 제1

항(완 노령연 ) 는 제2항(감액노령연 )에 의하여 지 되는 기본연 액

에 수 권자의 연령별로 일정한 비율을 곱한 액에 가산한 연 액을 지

하게 되는데, 그 비율은 ① 60세(특수직종의 경우 55세)인 자는 50%, ②

61세(특수직종의 경우 56세)인 자는 60%, ③ 62세(특수직종의 경우 57세)

인 자는 70%, ④ 63세(특수직종의 경우 58세)인 자는 80%, ⑤ 64세(특수직

종의 경우 59세)인 자는 90%이다(국민연 법 제57조 제3항).

즉, 노령연 수 권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득의 수 과 계없이, 연령에 따라 10%～50%까지 노령연 의 지 이

정지되는 것이다.

(다) 비용부담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연 의 보험료는 노․사 양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

칙으로 하되(국민연 법 제75조 제1항), 다만, 국민연 리공단의 리․

운 비만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국민연 법 제74조).

1)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사업장가입자의 연 보험료는 크게 기여 과 부담 의 합으로 구성된다.

기여 은 사업장가입자인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는 부분이고, 부담 은 사

용자가 부담하는 부분으로서, 그 액은 각각 표 소득월액의 1천분의 45

에 해당하는 액으로 한다(국민연 법 제75조 제2항).

2) 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의 경우

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의 연 보험료는 모두 본인

이 부담하며, 그 액은 표 소득월액의 1천분의 90에 해당하는 액으로

한다(국민연 법 제75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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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일본

(1) 일본의 공 연 제도

일본의 공 연 제도는 체 국민을 상으로 하는 국민연 제도와

생활자를 상으로 하는 피용자연 제도로 별된다. 그리고 피용자연

제도는 다시 민간회사, 공장, 선박 등에서 일하는 근로자를 상으로 하는

후생연 보험제도와 공무원 공공기업체직원, 사립학교교직원, 농림어업

단체직원 등 특정지역의 피용자를 각각 그 상으로 하는 국가공무원공제

조합제도, 지방공무원공제조합제도, 사립학교교직원공제조합제도, 농림어업

단체직원공제조합제도 등 4개의 공제연 제도로 분립되어 있다.

따라서 체 으로 볼 때 총 3종 6제도의 공 연 제도가 운 되고

있다.

일본의 국민연 제도는 종 에는 농림어업종사자, 자 업자, 소규모기업

피용자 등 다른 공 연 제도에 가입하지 못한 일부 국민만을 가입 상으

로 하 으나, 1986. 4.의 연 제도개 에 의하여 가입 상범 를 피용자연

제도에 가입하고 있는 생활자와 그 배우자에게까지 확 하여 국민

을 상으로 하 다.

이에 따라 국민연 제도가 모든 국민에게 공통의 기 연 을 지 하는

기 연 제도화되었고, 일반근로자와 공무원 등 생활자들은 그들 고유

의 제도인 후생연 보험제도나 공제조합제도의 가입자가 되면서 동시에 국

민연 제도의 가입자가 되는 등 2층(Two-tier)제도의 용을 받고 있다.7)

(2) 국가공무원의 퇴직공제연 의 지 정지

(가) 지 정지의 요건

퇴직공제연 의 수 권자가 ① 후생연 보험의 피보험자(민간회사의 회

사원 등) ② 사립학교교직원공제제도의 가입자 ③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이 된 경우로서, 년도의 소득 액(1월～12월)이 120만엔을 과한 경우에

는, 당해연도의 8월분부터 다음 해 7월분까지의 부분으로서 그에게 지 되

어야 할 퇴직공제연 의 일부에 해서 지 을 정지한다(국가공무원공제조

7) 공무원연 리공단, 각국의 공 연 제도 비교 -우리나라․일본․미국의 공 연

제도를 심으로-, 1998, 5-6쪽, 21쪽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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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 제80조 제1항, 국가공무원공제조합법시행령 제11조의7의5 제1항).

(나) 지 정지의 비율

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에게 지 되어야 할 퇴직공제

연 의 액수 에서 그 액수(직역가산액 가 연 액은 제외)에 정령으

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얻은 액에 상당하는 액의 지 을 정지하는

데, 그 정지율은 다음과 같다(국가공무원공제조합법시행령 제11조의7의5

제2항).

① 소득 액이 120만엔을 과하여 150만엔 이하일 경우

[(소득 액-120만엔)×0.2]÷소득 액(정지율 0～4.0%)

② 소득 액이 150만엔을 과하여 180만엔 이하일 경우

[6만엔＋(소득 액-150만엔)×0.5]÷소득 액(정지율 4.0%～11.6%)

③ 소득 액이 180만엔을 과하여 210만엔 이하일 경우

[21만엔＋(소득 액-180만엔)×0.8]÷소득 액(정지율 11.6%～21.4%)

④ 소득 액이 210만엔을 과할 경우

[45만엔＋(소득 액-210만엔)]÷소득 액(정지율 21.4%～90%)

(다) 비용부담

일본 국가공무원공제조합의 조합원은 단기 부사업 장기 부사업에

필요한 보험료를 각각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단기 부사업 장기 부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은 원칙 으로 조

합원과 국가가 2분의 1씩 부담한다(국가공무원공제조합법 제99조 제2항 제

1호, 제2호).

와 같이 일본의 경우는 장기 부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반을 조합원

이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공제연 의 지 정지율은 최고 90%

까지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다. 미국

(1) 미국의 공 연 제도

미국의 공 연 제도는 일반피용자, 자 자 등 부분의 국민을 가입

상으로 하는 사회보장연 제도(OASDI)와 공무원, 군인, 철도종사자 등 특

정가입자 집단을 각각 그 상으로 하는 직역연 제도인 연방공무원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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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CSRS / FERS), 주․지방공무원연 제도, 군인연 제도(MRS), 철도연

제도(RRS)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미국 공 연 체계의 특징은 처음에는 민간 상공업피용자만을 가입 상

으로 하면서 출발한 사회보장연 제도(OASDI)가 이후 미국내 공 연 제

도의 일원화를 주도하면서 가입 상범 를 차 으로 확장하여, 재는

부분의 국민을 용 상으로 포함하는 일반 인 기 연 제도로서의

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이다.

즉, 사회보장연 제도는 사회보장법의 개정을 통해 다른 직역연 제도

가입자에게까지 용범 를 확 하여, 1950년에 자 업자를 강제가입 상

으로, 1954년에는 주․지방공무원을 임의가입 상으로, 1956년에는 군인을

강제가입 상으로 포함시켰다.

특히 1983년에 1984. 1. 1. 이후에 임용되는 연방공무원까지 강제가입

상으로 함으로써, 1984년 이 에 임용된 연방공무원을 제외한 부분의 공

무원들이 그들 고유의 제도인 공무원연 제도와 사회보장연 제도(OASDI)

를 동시에 용받고 있다. 와 같은 이유로 미국의 연방공무원연 제도는

운 형태가 이원화되어, 1983년까지 임용된 공무원들은 기존의 제도인

CSRS의 용을 받고, 1984년 이후에 임용된 공무원들은 FERS의 용을

받게 되었다(다만, 제도개 의 경과조치로서 1987년 하반기 CSRS에서

FERS로 이 한 공무원은 FERS의 용 상이 됨).8)

교육, 종교, 의료 등 비 리기 종사자들도 1984. 1. 1. 이후 당연 용

상이 되었고, 그밖에도 농장근로자, 성직자, 소득자, 가사근로자 등도

OASDI의 용 상이 되나, 독자 인 연 제도의 용을 받고 있는 경찰직

철도직 종사자는 OASDI의 용에서 제외된다.9)

(2) 사회보장연 제도(OASDI)의 소득심사(Retirement Earnings Test)10)

미국의 경우 사회보장연 제도(OASDI)에서의 소득심사는, 연 수 자가

근로의 가로 얻는 임 자 업 수입이 일정수 (이하 ‘소득심사기

액’이라 한다)을 과하는 경우, 그 소득수 에 따라 연 액의 일부 는

8) 공무원연 리공단, 앞의 책, 7-8쪽, 24쪽 참조.

9) 공무원연 리공단, 앞의 책, 23-24쪽 참조.

10) FERS의 모든 가입공무원은 사회보장연 (OASDI)의 당연 용을 받으므로, 소득

으로 인한 연 의 감액은 OASDI의 소득심사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공무원연 법 제47조 제3호 헌소원 등 447

부를 감액하는 것이다.

소득심사기 이 되는 정상퇴직연령(NRA)은 재 65세이며, 차 으로

67세로 연장될 정으로 있다.

소득심사기 액은 일반 으로 평균임 지수(national average wage

index)의 증가에 따라 매년 증가한다.

구 분 65세 도달연도 이
65세 도달연도의

도달 까지의 매월

소득심사기 액

$10,080(2000년)

$10,680(2001년)

$11,280(2002년)

$17,000(2000년)

$25,000(2001년)

$30,000(2002년)

감액연 과소득의 1/2 정지 과소득의 1/3 정지

컨 , 2002. 8.에 65세가 될 경우 2001. 12.까지는 과소득의 1/2을 지

정지하고, 2002. 1.부터 2002. 7.까지는 과소득의 1/3을 지 정지한다.

따라서 63세의 연 수 자로서 연 $15,000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5,000-$11,280 = $3,720)×1/2 = $1,860만큼을 연 에서 감액하여 지

한다.

(3) 신 연방공무원연 제도(FERS)의 비용부담

사회보장연 제도(OASDI)의 사회보장세율은 12.4%이다. 피용자의 경우

는 임 의 12.4%를 사용자와 반씩 부담하여 피용자가 6.2%, 사용자가

6.2%를 부담하고, 자 업자의 경우는 자 업소득의 12.4%를 부 본인이

부담한다.

FERS의 職域年金部分인 기본연 제도의 비용부담율은 가입자인 공무원

과 사용자인 국가가 부담하는 비율이 서로 상이하다.

연방공무원의 경우는 법에서 정한 비율만 부담하게 되는데. 그 비율은

「7% - 사회보장세율(OASDI 부담률)」이다. 즉, 기 연 의 공무원비용부

담율은 OASDI의 사회보장세율과 연동되어 있고, 1990년 이후의 사회보장

세율은 6.2%이므로, 연방공무원의 기본연 비용부담율은 0.8%이다.11)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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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지 추가소요비용은 소속기 에서 액 부담하고 있다.12)

4. 이 사건 심 상조항의 헌 여부

가. 퇴직연 지 정지제도 자체의 헌 여부

심 상조항은 퇴직연 수 권자가 정부투자기 ․재투자기 (법 제47

조 제2호의 경우) 는 정부재정지원기 (법 제47조 제3호의 경우)으로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 으로부터 보수 기타 여를 지 받고 있는 때

에는 그 지 기간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연 의 부 는

일부의 지 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조항의 헌 여부를 단함에 있어, 우선 사회보험 여의 하나로서

헌법상 재산권의 보호 상이 되는 퇴직연 을 연 수 권자에게 임 등

소득이 있는 경우 그 소득과 연계하여 퇴직연 일부의 지 을 정지하는

것이 과연 헌법 정당성을 가질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퇴직연 수 권은 체 으로 재산권 보호의 상이기는 하지만 이

제도는 ① 기본 으로 그 목 이 퇴직후의 소득상실보 에 있고 ② 그 제

도의 성격이 사회보장 인 것이므로, 연 수 권자에게 임 등 소득이 퇴

직 후에 새로 생겼다면 이러한 소득과 연계하여 퇴직연 일부의 지 을

정지함으로써 지 정도를 입법자가 사회정책 측면과 국가의 재정 기

의 상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폭넓은 재량으로 축소하는 것은

원칙 으로 가능한 일이어서 이 제도 자체가 헌이라고 볼 수는 없다.13)

11) CSRS의 개인부담율이 7.0%이므로, FERS의 경우도 개인기여 의 총부담율을

이와 같도록 설계한 것이다.

12) 공무원연 리공단, 앞의 책, 100-101쪽 참조.

13) 이에 하여는 다음과 같은 취지의 헌론을 주장하는 견해가 있다( 석, “군

인연 법 제21조 제5항에 한 헌결정 - 상 결 : 헌재 1994. 6. 30. 결정, 92

헌가9 사건 -”, 례월보 295호, 18-20쪽 참조).

사회보험 여의 조정 사회보험 여간의 조정은 헌법 으로 허용되고, 오히려

요청되기까지 한다. 피보험자에게 하나의 사회 험이 발생한 것이 동시에 여러

사회보험법상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여러 개의 사회보험 여가 동시에

지 된다면, 이는 재산권보장에 충실한 것이 될지는 몰라도 과잉사회보장 는 사

회보장의 남용을 래하게 된다. 따라서 사회보험 여간의 조정은 헌법 정당성

을 갖는 재산권에 한 제한이라고 할 수 있다.

한 사회보험 여와 생활보호 여간의 조정도 헌법 으로 허용된다. 즉, 같은

사회 험이 발생하여 사회보험 여와 일방 인 국가의 여인 생활보호 여의



공무원연 법 제47조 제3호 헌소원 등 449

나. 포 임 지원칙의 반 여부

심 상조항은 지 정지 상기 을 행정자치부령으로, 지 정지의 요건

내용을 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임하고 있으므로 포 임 지원칙의

반 여부가 문제된다.

(1) 지 정지 상기 의 문제

(가) 법 제47조 제2호의 경우

법 제47조 제2호는 퇴직연 는 조기퇴직연 의 수 자가 “국가․지방

자치단체가 자본 의 부 는 일부를 출자한 기 한국은행(이하 “정

부투자기 ”이라 한다)과 정부투자기 이 자본 의 부 는 일부를 출자

한 기 으로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 ”으로부터 보수 기타 여를 지

받고 있는 때에는 그 지 기간 퇴직연 는 조기퇴직연 의 부

는 일부의 지 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 제47조 제2호는 재산권의 성격을 갖고 있는 퇴직연 수 권을 제한

하는 규정으로서 그 제한 상이 되는 정부투자기 ․재투자기 을 직 법

요건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경우에는 당연히 조정이 되고, 이 경우 생활보호 여를

조정 상으로 할 때에는 재산권 침해의 문제는 발생하지도 아니한다. 생활보호

의 기본원칙 의 하나인 ‘개별성의 원칙(Individualisierungsgebot)’에 따라 생활보

호는 개인의 구체 인 수요를 충족시키기 한 여이기 때문에, 개인에게 다른

여가 있다면 생활보호는 그만큼 조정․삭감되는 것은 제도의 본질에서 나오는

당연한 결과이기도 하다.

그러나 개인의 소득은 개인을 사회 험으로부터 보호하기 한 공 인 성격

의 사회보장 여가 아니기 때문에, 사회보험 여와 임 이 동시에 개인에게 지

된다고 하더라도 과잉보장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뿐 아니라, 사회보험 여와

여수 권자의 임 등 소득의 조정은 사회보장의 체계에도 반한다.

즉, 사회보험은 개인의 구체 인 수요를 실 으로 충족시키는 제도 목 을

갖는 생활보호와는 달리, ① 사회 험이 발생하면 개인의 구체 인 상황을 고

려하지 않고 피보험자에게 추상 으로 수요가 발생했다는 의제와, ② 이 때 법에

정해진 사회보험 여가 지 되면 피보험자는 자신에게 발생할 수요를 충족시킨다

는 의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이러한 조정은 와 같은 가정에 반하는 것이다.

사회보장법 체계상 사회보험의 특성은 피보험자의 소득상황에 계없이 사회

험이 발생하면 여가 지 되어야 한다는 것인바, 만일 여수 권자에게 임

등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사회보험 여를 제한한다면, 이는 사회보험과는 그 체계

를 달리 하는 생활보호체계에 특유한 제도인 자산심사제도(means test)를 사회보

험에 도입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이 입법자가 체계를 일탈하여 개인의 소득을 사

회보험 여의 사정에 반 한다면 이는 더 이상 사회 기속성의 범 내에서 이루

어지는 재산권의 제한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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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행정자치부령에 임하고 있으므로, 법 제47조 제

2호가 기본권 제한규정으로서 헌법에 합치되기 하여는 헌법상 요구되는

포 임 지의 원칙을 수하여야 할 것이다.

헌법은 제75조에서 “ 통령은 법률에서 구체 으로 범 를 정하여 임

받은 사항……에 하여 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입

법 임의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임은 ‘구체 으로 범 를 정하여’ 하도

록 하여 그 한계를 제시하고 있다. 한편, 헌법 제95조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 사무에 하여 법률이나 통령령의 임……으로……부령을 발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때의 임도 ‘구체 으로 범 를 정

하여’ 하여야 함은 물론이다.

‘구체 으로 범 를 정하여’라고 하는 것은 법률에 통령령 등 하 법규

에 규정될 내용 범 의 기본사항이 가능한 한 구체 이고도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구든지 당해 법률 그 자체로부터 통령령 등에 규정될

내용의 강을 측할 수 있음을 의미하고, 다만 측가능성의 유무는 당

해 특정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단할 것이 아니라 련 법조항 체를 유

기 ․체계 으로 종합하여 단하여야 하되 상법률의 성질에 따라 구체

․개별 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헌재 1997. 2. 20. 95헌바27, 례집

9-1, 156, 163-164).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지 정지제도 자체의 합헌성은 인정된다고 하더라

도 구체 인 지 정지 상기 을 행정자치부령으로 선별, 결정함에 있어서

는 구든지 측가능한 일정한 기 이 있어야만 할 것이므로 정부투자기

․재투자기 에서 그 일부를 상으로 선별한다면 국회는 정부투자

(재투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규모와 비율에 한 일정한 기 ( 는

투자의 상업종 등)을 먼 법률로 정한 다음 그 범 내에서 하 법규가

이를 선별하도록 임하 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 제47조 제2호는 물론 그 밖의 어느 규정도 이에

한 아무런 기 을 제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천태만상의 정부투자의 범

에 걸쳐 비록 아무리 투자의 비율 는 규모가 작더라도 투자가 이루어지

기만 하면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 정지 상기 이 될 수 있

게 되었다. 따라서 임의 범 가 무 넓어져버렸고 결과 으로 연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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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의 상이 되는 정부투자기 ․재투자기 의 확정을 실질 으로 행정

부에 일임한 것이 되었다.

(나) 법 제47조 제3호의 경우

법 제47조 제3호는 퇴직연 는 조기퇴직연 의 수 자가 “국가 는

지방자치단체가 직 는 간 으로 출연 ․보조 14) 등 재정지원을 하는

기 으로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 ”으로부터 보수 기타 여를 지

받고 있는 때에는 그 지 기간 퇴직연 는 조기퇴직연 의 부 는

일부의 지 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 제47조 제2호와 마찬가지로 법 제47조 제3호도 재산권의 성격을 갖

고 있는 퇴직연 수 권을 제한하는 규정으로서 그 제한 상이 되는 정부

재정지원기 을 직 법률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행정자치부령에 임하고

있으므로, 법 제47조 제3호가 기본권 제한규정으로서 헌법에 합치되기

하여는 헌법상 요구되는 포 임 지의 원칙을 수하여야 할 것이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구체 인 지 정지 상기 을 행정자치부령으로

선별, 결정함에 있어서는 구든지 측가능한 일정한 기 이 있어야만 할

것이므로 정부재정지원기 에서 그 일부를 상으로 선별한다면 국회는

정부재정지원의 규모와 형태에 한 일정한 기 을 먼 법률로 정한 다음

그 범 내에서 하 법규가 이를 선별하도록 임하 어야 한다.15)

14) 보조 의 산 리에 한법률(1999. 5. 24. 법률 제5982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동법에서 말하는 ‘보조 ’이라 함은 “국가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는 사업에 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하여 교부

하는 보조 (지방자치단체에 한 것과 기타 법인 는 개인의 시설자 이나 운

자 에 한 것에 한한다)․부담 (국제조약에 의한 부담 은 제외한다) 기타

상당한 반 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부 으로서 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한다.

15) 헌법재 소는 1995. 9. 28. 93헌바50 사건의 결정에서 특정범죄가 처벌등에 한

법률(제정 1966. 2. 23. 법률 제1744호, 최종개정 1994. 6. 28. 법률 제4760호) 제4

조(뇌물죄 용 상의 확 ) 제1항 제2항의 규정(①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

의 용에 있어서는 정부 리기업체의 간부직원은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②제1항

의 정부 리기업체 간부직원의 범 는 통령령으로 정한다.)에 하여, 법

률 제4조 제1항의  정부 리기업체 라는 용어는 수뢰죄와 같은 이른바 신분범

에 있어서 그 주체에 한 구성요건의 규정을 지나치게 범 하고 불명확하게

규정하여 체로서의 구성요건의 명확성을 결여한 것으로 죄형법정주의에 배되

고, 나아가 그 법률 자체가 불명확함으로 인하여 그 법률에서 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의 강을 측할 수 없는 경우라 할 것이므로 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

으로서 헌이라고 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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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법상 재정지원에 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률들을 살펴보면, 재정지

원의 방식이나 형태는 법 제47조 제3호가 들고 있는 출연 16), 보조 17)을

비롯하여 출자18), 장기 부를 비롯한 융자19), 조세감면 등 세제상의 조

치20), 결손액보 21), 우편요 의 지원22) 등 매우 다양함을 알 수 있다.

법 제47조 제3호는 “직 는 간 으로 출연 ․보조 등 재정지원을

하는”이라고 규정함으로써 외 상 재정지원에 하여 일정한 기 을 제시

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실질 으로는 재정지원의 방식․형태․규모 등

에 하여 아무런 한정도 하지 않고 있다.

그 다면 법 제47조 제3호는 물론 그 밖의 어느 규정도 재정지원의 방

식․형태․규모 등에 한 아무런 기 을 제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천태만상

의 정부재정지원의 범 에 걸쳐 비록 아무리 은 규모라도 어떤 형태로

든지 정부의 재정지원이 있기만 하면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

정지 상기 이 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임의 범 가 무 넓어져

버렸고 연 지 제한의 상이 되는 정부재정지원기 의 확정을 실질 으

이에 따라 1995. 12. 29. 법률 제5056호로 문개정된 특정범죄가 처벌등에 한

법률 제4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4조(뇌물죄 용 상의 확 )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 는 단체(이하

“기업체”라 한다)로서 통령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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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상을 출

자하 거나 출연 ․보조 등 그 재정지원의 규모가 그 기업체 기본재산의 2분

의 1 이상인 기업체

2. 국민경제 산업에 한 향을 미치고 있고 업무의 공공성이 하여

국가 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감독하거나 주주권의

행사 등을 통하여 요사업의 결정 임원의 임면 등 운 반에 하여 실질

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업체

② 생략

16) 특정범죄가 처벌등에 한법률 제4조, 기술이 진법 제17조 등

17) 지방공기업법 제71조의2, 특정범죄가 처벌등에 한법률 제4조, 농수산물유통

가격안정에 한법률 제73조, 사료 리법 제3조, 농약 리법 제19조, 폐 지역개발

지원에 한특별법 제15조 등

18) 기술이 진법 제17조

19) 지방공기업법 제71조의2, 폐 지역개발지원에 한특별법 제15조, 농수산물유통

가격안정에 한법률 제73조, 사료 리법 제3조, 농약 리법 제19조 등

20) 환경정책기본법 제34조, 비 리민간단체지원법 제10조

21) 비료 리법 제8조

22) 비 리민간단체지원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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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행정부에 일임한 결과를 래하 다.

(다) 소결론

나아가 법 제47조 제2호 제3호 등의 임에 따라 정부투자기 ․재

투자기 , 정부재정지원기 등 연 지 정지 상기 을 정하고 있는 법시

행규칙(2000. 1. 31. 행정자치부령 재89호로 문개정된 것)을 보더라도 그

제5조 제1항에서 “공무원연 법 제47조 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

하여 퇴직연 ․조기퇴직연 ……의 지 이 정지되는 기 은 별표 1과 같

다.”라고만 규정하여 그에 해당하는 기 을 개별 , 구체 으로 열거하고

있을 뿐이어서 실제로 그 추가․삭제가 오로지 그때 그때의 행정부의 정책

단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결국 법 제47조 제2호 제3호는 연 지 정지의 상이 되는 정부투

자기 ․재투자기 정부재정지원기 에 하여 구체 으로 범 를 정

하지 아니하고 포 으로 행정자치부령에 입법을 임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상 입법 임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헌법 제75조 제95조에 반

된다고 할 것이다.

(2) 법 제47조 제2호 제3호 법 제47조 본문에 의한 지 정지

의 요건 내용의 문제

이 사건 심 상조항은 퇴직연 는 조기퇴직연 의 수 자가 정부

투자기 ․재투자기 는 재정지원기 으로부터 “보수 기타 여를 지

받고 있는 때에는 그 지 기간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연

는 조기퇴직연 의 부 는 일부의 지 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

고 있는데 이는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 정지의 요건과 내용에 하

여 구체 으로 범 를 정하지 아니하고 포 으로 통령령에 입법을

임한 것으로서 헌법 제75조가 규정하는 포 임 지의 원칙에 반된다고

할 것이다.

지 정지제도의 본질에 비추어 지 정지의 요건 내용을 규정함에 있

어서는 소득의 유무뿐만 아니라 소득의 수 에 한 고려는 필수 인 것임

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 상조항은 이를 규정함에 있어 지 정지와 소

득수 의 상 계에 하여 아무런 정함이 없이 통령령에 포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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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심 상조항만으로는 일정수 이상의 소득자만을

지 정지의 상으로 할 것인지 여부 소득의 수 에 따라 지 정지율

내지 지 정지 액을 달리할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

라 이와 련한 일체의 규율을 행정부에 일임한 결과가 되어 아무리 은

보수 는 여를 받는 경우에도 통령령에서 연 지 을 정지할 수 있도

록 정하거나 재취업 소득의 수 에 계없이 지 정지율 내지 지 정지

액을 일률 으로 정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 사건 심 상조항의 임에 따라 지 정지의 요건 내용을 정하고

있는 법시행령(2000. 12. 30. 통령령 제17101호로 개정되기 의 것)을 보

더라도, 그 제40조 제2항에서 “퇴직연 ․조기퇴직연 ……의 수 자

가……법 제47조 제2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기 의 임․직원으로 재직

하고 보수 는 이에 하는 여를 받게 된 경우에는 해당 연 액의 2분

의 1에 한 지 을 정지한다.”라고 규정하여 실제로 아무리 은 보수

는 여를 받는 경우에도 연 지 을 정지하도록 하고 그 지 정지율은 소

득의 수 에 계없이 연 액의 2분의 1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행 제도하에서는 소득액보다 지 정지되는 연 액이 더 큰

경우도 발생할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소득이 은 자와 많은 자를 가리

지 아니하고 무조건 연 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액을 감액하도록 함으로

써 지 정지제도의 본질 취지와 어 나는 결과를 래하 다고 할 것이

고 이는 이 사건 심 상조항에서 지 정지의 요건 내용을 규정함에

있어 소득수 에 한 아무런 정함이 없이 포 으로 통령령에 입법을

임함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23)

23) 일본 국가공무원공제조합법 제80조의 규정을 보면, 퇴직공제연 의 지 정지는

소득 액이 정령으로 정하는 액을 과한 때에 한하여, 그리고 퇴직공제연 의

액수 에서 그 액수에 정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얻은 액에 상당하는

액의 지 을 정지한다고 규정하면서, 정령으로 정하는 액을 정할 때 고려하여야

할 기 정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정함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소득 액의 액수

의 기 등에 하여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즉, 지 정지의 요건 내용을 규정함에 있어, 지 정지의 경우 소득의 유무뿐

아니라 수 을 반드시 고려하도록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지 정지가 개시되는 최

소소득 액과 지 정지율을 정령에 임함에 있어 구체 인 기 을 제시한 다음

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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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이 사건 심 상조항은 ‘퇴직연 는 조기퇴직연 의 2분의 1

의 범 안에서’라는 구체 범 를 정하여 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범 를 정하지 아니한 채 임하고 있다는 에서도 헌이라고 보

아야 한다.

즉, 퇴직연 본인의 기여 에 해당하는 부분은 임 의 후불 성격

이 강하므로 재산권 보호가 더욱 강조되어야 하므로 이 부분은 원칙으로

는 정지의 범 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인데 심 상조항은 이 부분까지도

정지의 범 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음으로써 재산권에 한 과도

한 제한의 험을 래하 다. 그러므로 심 상조항은 퇴직연 의 2분의

1을 과하지 않는 범 에서 지 을 정지할 수 있도록 기 을 명시하여

임을 하 어야 할 것이다.24)

5. 부수 헌결정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심 상조항은 지 정지 상기 은 행정

국가공무원공제조합법시행령 제11조의7의5에 의하면, 소득 액이 120만엔을

과할 경우에만 지 정지가 되고, 그 지 정지율은 소득 액이 증가함에 따라 체증

하도록 되어 있다(지 정지율은 소득 액이 121만엔일 경우에는 0.16%이고, 소득

액이 1650만엔일 경우에는 90%이며 그 이상의 소득이 있을 경우에도 90%를 한

도로 한다).

한편, 미국의 사회보장연 제도(OASDI)의 경우 소득심사기 액(2002년의 경우

$11,280)을 과하는 소득이 있는 때에만 연 이 감액되고, 연 의 감액액수는

기 액에 한 과소득액에 비례하도록 하고 있다.

24) 일본의 국가공무원공제조합법에 의하면, 우리와 마찬가지로 장기 부사업에 필

요한 비용의 2분의 1을 조합원이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공제연 의 지

정지율을 최고 90%까지로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일본의 경우는 공제

제도에서 지 되는 퇴직공제연 외에도 모든 국민에게 공통의 기 연 제도인

국민연 에서 지 되는 정액부분인 노령기 연 이 지 될 뿐만 아니라, 수 권자

가 후생연 보험의 피보험자 즉, 민간회사의 회사원으로서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지 이 정지되는 등 우리의 경우보다 지 정지 상의 폭이 넓어 상 으로 형평

의 문제가 게 발생하는 등 우리의 경우와는 사정이 다르다고 할 것이다.

한편, 미국 사회보장연 제도(OASDI)를 보면, 연 수 자의 소득 ‘소득심사

기 액’을 과하는 부분에 비례하여 연 액이 감액되므로, 심지어는 연 의

100%가 감액될 수도 있으나, 미국의 경우 OASDI의 연 지 비용이 기여 이 아

닌 사회보장세의 형식으로 부과되므로, 반 부의 부담에서 상 으로 자유로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근로소득뿐 아니라 자 업으로 인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연 감액의 상이 된다는 에서 형평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도 다는 등에

서 한 우리의 경우와는 사정이 다르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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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부령으로, 지 정지의 요건 내용은 통령령으로 각 정하도록 임

하고 있는데 이는 모두 입법사항에 하여 구체 으로 범 를 정하지 아니

하고 포 으로 행정자치부령 는 통령령에 임한 것으로서 헌법 제

75조 제95조에 배된다.

그런데 법 제47조 제4호 제5호는 “4. 국․공유재산의 귀속․무상양여

무상 부에 의하여 설립된 기 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출연에 의

하여 설립된 기 으로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 5. 법령의 규정에 의

하여 통령․ 앙행정기 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는 그 권한의 임

을 받은 자가 임원을 선임하거나 그 선임의 승인을 하는 기 으로서 행정

자치부령이 정하는 기 ”을 지 정지 상기 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것

은 법 제47조 제2호 제3호와 지 정지 상기 의 종류만 다를 뿐 구체

인 상기 의 선정을 행정자치부령에 임하고 지 정지의 요건 내

용을 통령령에 임하면서 구체 으로 범 를 정하지 않고 임을 하고

있는 에서는 법 제47조 제2호 제3호와 으로 동일하다.

따라서 법 제47조 제2호 제3호가 포 임 지의 원칙에 반된다는

이유로 헌으로 인정되는 이상 법 제47조 제4호 제5호 부분도 같은

이유로 헌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부분을 따

로 분리하여 존속시켜야 할 이유가 없으므로 헌법재 소법 제45조 단서

제75조 제6항25)에 의하여 이들 조항에 하여도 아울러 헌을 선고한

것이다.

6. 이 사건 결정의 의의

헌법재 소법 제47조에 의하면 헌으로 결정된 법률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하므로, 이 사건 결정에서 헌으로 선고된 공

무원연 법 제47조 제2호 내지 제5호에서 정하고 있는 공 기 에 재취업

하여 보수 등을 지 받고 있다는 이유로 연 액의 2분의 1이 정지되던 퇴

25) 헌법재 소법 제 45 조( 헌결정) 헌법재 소는 제청된 법률 는 법률조항의

헌여부만을 결정한다. 다만, 법률조항의 헌결정으로 인하여 당해 법률 부를

시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부에 하여 헌의 결정을 할 수 있다.

헌법재 소법 제 75 조(인용결정) ⑥ 제5항의 경우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

한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제45조 제47조의 규정을 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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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공무원들도 결정 이후에는 연 을 액 지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결정 이 에 지 정지로 받지 못하고 있던 연 부분도 소 하여 받을

수 있는지의 문제가 있으나, 이는 헌법재 소의 헌결정에 하여 어느

범 까지 소 효를 인정할 것인가와 련된 것인데, 이는 일률 으로 말하

기 어려운 문제로서 구체 인 사건과 련하여 법원의 단을 기다려 보아

야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미 개정되었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

고 있는 공무원연 법 제47조가 시행되게 되면 그때부터는 공직 취업자뿐

만 아니라 민간취업이나 자 업으로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소득에 따라 연

액의 일부를 감액당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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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 선거부정방지법 제53조 제3항

헌확인

- 국회의원선거입후보시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직사퇴시한과

평등권 공무담임권 -

(헌재 2003. 9. 25. 2003헌마106, 례집 15-2상, 516)

최 희 수＊1)

【 시사항】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선거구역에서 실시되는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선거의 선거일 180일까지 그 직을 사퇴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2. 사퇴시한규정이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심 상】

1. 이 사건 심 상규정

제53조 (공무원등의 입후보)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의 장은 선거구역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

구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의 선거일 180

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 헌법연구원,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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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련규정

제53조 (공무원등의 입후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후보

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일 60일(비례 표 국회의원선거나 비례 표

시·도의원선거 보궐선거 등에 있어서와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

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의원이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후보자등록신청 )까

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와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

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

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지방공무원.1) 다만, 정당법 제6조(발

기인 당원의 자격)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조 (선거일) ①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통령선거는 그 임기만료일 70일 이후 첫 번째 목요일

2. 국회의원선거는 그 임기만료일 50일 이후 첫 번째 목요일

3.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는 그 임기만료일 30일

이후 첫 번째 목요일

제35조 (보궐선거등의 선거일) ② 보궐선거․재선거․증원(增員)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설치․폐지․분할 는 합병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

거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지역구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궐선거․재

선거․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는 년도 10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사

이에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에는 4월 마지막 목요일에 실시하

고,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사이에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

1) 청구인들과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공무원 정무직 공무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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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10월 마지막 목요일에 실시한다.2) (이하 생략)

제203조 (동시선거의 범 와 선거일) ③ 제35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궐선거 등 가운데 다음 각호의 보궐선거 등은 임기만료에 의한 선

거의 선거일에 동시 실시한다. 다만, 그 보궐선거 등의 선거일이 국회의원

는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

기간 개시일 40일부터 선거일 후 50일까지의 사이에 있는 때에는 당해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부터 50일 후 첫 번째 목요일에 그 보궐선

거 등(이하 이 조에서 ‘연기된 보궐선거 등’ 이라 한다)을 실시하되, 그 연

기된 보궐선거 등의 선거일 30일까지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

거 등도 동시에 실시한다.

1.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기간 개시일 40일 내에 선거일이 있

는 보궐선거 등

2.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30일까지 그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 등. 이 경우 당해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30일 후에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 등은 그 다음의 보궐선거 등의 선

거일에 실시한다.3)

2) 이 사건 결정이 있은 후 2004. 3. 12. 법률 제07189호로 규정은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다 :

“② 보궐선거재선거증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설치폐지분할 는 합병

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지역구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궐선거재선거지

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는 년도 10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사이에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에는 4월 마지막 토요일에 실시하고, 4월 1일부터 9월 30

일까지의 사이에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에는 10월 마지막 토요일에

실시한다. ...”

3) 이 사건 결정이 있은 후 2004. 3. 12. 법률 제07189호로 규정은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다 :

“③ 제35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궐선거 등 가운데 다음 각호의 보궐선

거 등은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에 동시 실시한다. 다만, 그 보궐선거 등

의 선거일이 국회의원 는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만료에 의

한 선거의 선거기간개시일 40일부터 선거일후 50일까지의 사이에 있는 때에는

당해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부터 50일후 첫번째 토요일에 그 보궐선거”

등(이하 이 조에서 “연기된 보궐선거 등” 이라 한다)을 실시하되, 그 연기된 보궐

선거 등의 선거일 30일까지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 등도 동시에

실시한다.

1.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기간개시일 40일내에 선거일이 있는 보궐선거 등.

2.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30일까지 그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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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1. 심 청구에 이르게 된 경

(1) 청구인 황 은 2002. 6. 13. 실시된 제3회 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구 역시 달서구청장으로 당선된 자이고, 청구인 장재 은 2002. 12. 19.

실시된 라북도 장수군수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자이다.

(2) 청구인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선거구역에서 실시되는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선거의 선거일 180일까지 그 직을 사퇴하

도록 하고 있는 공직선거 선거부정방지법(이하 ‘공선법’이라 한다) 제53조

제3항이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 비해 사

퇴시한에 한 차별을 두는 등으로 청구인들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03. 2. 12. 조항의 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 을 청구하 다.

2. 청구인들의 주장과 계기 의 의견

가. 청구인들의 주장

(1) ① 공선법 제53조 제1항은,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으로서 공직선

거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구나 선거일 60일까지 사퇴하도록 하면

서,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후보자

등록신청 까지 사퇴하면 되고 나아가 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서는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이 사건 규정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경우에

는 그 선거구역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의 선거일 180일까

지 사퇴하도록 함으로써 국회의원과 비교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그 사퇴

시한에 있어 하게 차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구 국회의원 보궐

선거가 당해 선거일 180일 안에 공고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입후

등. 이 경우 당해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30일후에 그 선거의 실시사유

가 확정된 보궐선거 등은 그 다음의 보궐선거 등의 선거일에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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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를 원천 으로 쇄하고 있다.

③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경우 주민들의 직 선거에 의하

여 선출된 공무원이라는 에서 본질 으로 같은 경우라고 해야 할 것임에

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와 지

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그 직의 각 사

퇴시한이 ‘후보등록 ’과 ‘선거일 180일’로 하게 차이가 나도록 한

것은 합리 인 이유 없이 청구인들의 피선거권을 제한함으로써 국민의 기

본권인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것임과 동시에 자의 차별을 행함으로써

평등원칙을 침해하고 있다.

④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구 국회의원선거를 제외한 나머지 선

거, 컨 통령선거, 다른 지방의회 의원선거 다른 역자치단체장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공선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선거일 60일

까지만 사퇴하면 되는데 이 사건 규정에 따라 유독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할 경우에만 선거일 180일까지 사퇴하도록 할만한 합리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2) 이 사건 규정의 입법목 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출마로 인해

래되는 행정혼란을 방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무 념성을 보장함

으로써 지방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데 있다 할지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의원선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공선법 제53조 제1항 본문이 선거일 60일까지 사퇴하도록 함으로써 선

거의 공정성과 선거에서의 기회균등을 하여 행정혼란과 직무 념성에

한 완화를 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유독 이 사건 규정에 의해서만

행정혼란을 막고 직무 념성을 보장하도록 해야 할 특별한 이유를 발견할

수 없고, 나아가 이 사건 규정의 입법목 이 선거의 공정성확보에 있다 할

지라도 이는 공선법상의 선거공정성확보를 한 조항들이나 특히 공선

법 제53조 제1항의 선거 공직사퇴조항을 통해 달성할 수 있다 할 것이

므로, 이 사건 규정은 청구인들의 피선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헌이다.

(3) ① 공선법 제35조 제2항 제1호에 따를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

궐선거는 년도 10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사이에 그 선거의 실시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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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확정된 때에는 4월 마지막 목요일4)에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공선

법 제203조 제3항은 보궐선거의 선거일이 국회의원임기만료에 의한 선거기

간5) 개시일 40일부터 선거일 후 50일까지의 사이에 있는 때에는 당해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부터 50일 후 첫 번째 목요일에 보궐선거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사퇴마감시한인 2003. 10. 18.일

에 임박하여 사퇴할 경우 결과 으로 2004. 6. 10. 보궐선거가 실시되며6)

이로 인해 최소한 7개월 20여 일에 걸친 행정공백이 발생하게 된다.

② 와 같은 결과는 이 사건 규정이 헌으로 선언됨에 따라 공선법 제

53조 제1항의 용을 받음으로써 2004. 2. 15. 무렵에 사퇴한다고 할 경우

에 발생하게 될 행정공백기간 110여일(약 3개월 20일 정도)7)과 비교할 때

지나치게 장기간의 행정공백상태를 래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행정의 혼

란과 비효율성을 가 시키는 것이다.

나. 앙선거 리 원회 원장의 의견

별다른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다.8)

4) 2004. 4. 29.이 된다.

5) 선거기간이란 ‘후보자등록신청 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공선법

제33조 제3항). 한편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기간은 17일이다(공선법 제33조 제1항

제2호).

6) 제17 국회의원선거일인 2004. 4. 15.을 기 으로 할 때 선거기간 개시일은 2004.

3. 30.이 되므로 선거기간 개시일 40일(2004. 2. 19.)부터 선거일 후 50일(2004.

6. 4.)까지의 사이에 보궐선거일(공선법 제35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보궐선거일은

2004. 4. 29.)이 치하는 경우 공선법 제203조 제3항에 따라 보궐선거일이 2004.

6. 10.이 된다.

7) 2004. 2. 15.에 임박하여 사퇴하는 경우에도 그 보궐선거일은 공선법 제35조 제2

항 제1호에 따라 2004. 4. 29.이 되므로 공선법 203조 제3항에 따라 2004. 6. 10.로

연기되는 결과가 된다.

8) 하지만 앙선거 리 원회 역시 이 사건 심 상규정의 문제 을 인식하고 지

방자치단체의 장의 사퇴시한을 선거일 120일까지로 단축하는 의견을 제시한 바

도 있다. 2003. 8. 12.자 앙선거 리 원회 보도자료에 의하면, “정치 계법 개정

의견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직기한을 행 선거일 180일까지에서 120일 까지

로 단축하자는 의견”을 제시한 것과 련해 “일부에서 사직기한이 지나치게 길다

는 지 이 제기되어 왔고, 한 재 재․보궐선거는 4월과 10월 연 2회로 나 어

6개월마다 실시하고 있는데 단체장의 사직기한을 선거일 180일까지로 규정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는 사실상 입후보를 할

수 없는 문제 이 있어 사직기한을 선거일 180일에서 120일로 축소하자는 개정

의견”을 마련한 것이었음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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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1. (1) 이 사건 조항의 입법목 은 선거의 공정성과 공직의 직무 념성

확보에 있는바, 이 사건 조항과 마찬가지로 공선법 제53조 제1항도 자신의

지 와 권한을 선거운동에 남용할 우려가 있는 공무원 등의 일정 집단에

하여 선거일 6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도록 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꾀하고 공무원의 직무 념성도 확보하고자 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입법목

에서 볼 때 공선법 제53조 제1항에서 열거한 공무원 집단과 지방자치단

체의 장은 본질 으로 같은 것으로 취 되어야 할 것이다.

(2) 이 사건 조항이 없다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장 역시 일반규정이

라 할 수 있는 공선법 제53조 제1항의 용을 받게 되므로, 지방자치단체

장의 직 를 이용한 사 선거운동의 험성과 직무 념성의 침해가능성은

선거일 60일부터는 쇄되고 있고, 한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직에 재

직하면서 선거와 련하여 부당한 이익을 릴 염려가 있으나, 공선법은

사 선거운동을 지하고 처벌하는 조항, 지방자치단체의 홍보물을 제한하

는 조항 등의 다른 규정들을 통해 이미 그러한 험성도 차단하고 있다.

(3) 반면, 이 사건 조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것이 원천 으로 불가능한 경우를 확 시키고 있으며, 지방자

치단체의 장이 사퇴한 이후 장기간의 행정공백을 발생시키는 등 불합리한

상황을 야기하고 있다.

(4) 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퇴시한을 다른 공무원에 비하여 훨씬 앞당겨야 할 합리 이유를

발견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조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합리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서 평등의 원칙에 배된다.

2. (1) 이 사건 조항은 선거일 60일까지 사퇴하면 되는 다른 공무원

들과 비교해 볼 때 지방자치단체장의 사퇴시기를 하게 앞당김으로써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피선거권)에 하여 제한을 가하고 있는 규정이므

로, 기본권제한에 한 과잉 지원칙을 수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조항의 입법목 은 정당하고, 그 수단의 정성도 정된다.

(3) 이 사건 조항은 선거의 공정성과 직무 념성이라는 입법목 달성

을 한 한 수단들이 이미 공선법에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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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고 과도하게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을 제한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

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되고, 이 사건 조항에 의해 실 되는 공익

과 그로 인해 청구인들이 입는 기본권 침해의 정도를 비교형량할 경우 양

자간에 정한 비례 계가 성립하 다고 할 수 없어 법익의 균형성 원칙

에도 배된다.

【해설】

1. 이 사건 규정의 유래

1998. 4 30. 법률 제5537호로 개정되었던 공선법 제53조 제3항을 통

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임기 에 그 직을 사퇴하여 통령선거, 국

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선거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입후보

할 수 없다”라는 규정이 신설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경우 그 임기

에는 통령은 물론, 지역이나 국구를 가리지 아니하고 국회의원, 지방

의회의원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입후보하는 것이 원천 으로 쇄

되고 있었다. 규정의 헌여부가 문제되자 헌법재 소는 1999. 5. 27.

98헌마214 결정을 통해 규정은 보통선거원칙에 배하여 지방자치단체

의 장인 청구인들의 피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헌으

로 선언하기에 이르 다.9) 이에 국회는 2000. 2. 16. 법률 제6265호로 공선

법을 개정하면서 헌선언된 규정을 이 사건 심 상규정으로 체하

다.

2. 이 사건 규정의 구체 내용

(1) 공선법 제53조 제1항 본문에 의할 경우,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다

만, 정당법 제6조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정무직 이외의 공무원은 제외)으로서 공선법이 용되는 공직선거의 후보

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구나 선거일 60일10)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9)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임기 에 그 직을 사퇴하여 선거구가 당해 지방자

치단체의 할구역과 같거나 복되는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선거

에 입후보할 수 없도록 하는 범 내에서는 헌법에 반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

는 두 분 재 (김용 , 정경식)의 반 의견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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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되,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나 지방의

회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에는 후보자등록신청 까지 그 직을 그만두도록 하고 있다. 다만 같은 조

항 단서에 의하면, 국회의원으로서 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

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

원선거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그 직을 가진 채 입후보할 수

있다.

그에 비하여 이 사건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구역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의 선거일 180일까

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규정은 술한 바와 같이 1998. 4. 30. 법률 제5537호로 신

설되었던 공선법 제53조 제3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임기 에 그

직을 사퇴하여 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선거 다른 지방

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다”)이 헌법재 소 1999. 5. 27. 98헌

마214 결정( 례집 11-1, 675)에 의해 헌으로 선언됨에 따라 2000. 2. 16.

법률 제6265호로 공선법이 개정되면서 생겨난 조항이다. 공선법 제

53조 제3항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 그 임기 에 통령, 국회의

원, 지방의회의원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선출될 수 있는 가능성을

원천 으로 쇄하고 있었던 것에 비하여 이 사건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임기 이라도 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선거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에 출마할 수 있음을 제로 하고 있으나, 지방

자치단체의 장이 선거구역에 있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할구역과 같거

나 겹치는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직

사퇴의 시한을 통상의 경우인 선거일 60일11)(공선법 제53조 제1항 본

10) 1998. 4. 30.의 법률개정으로 사퇴시한이 종 의 “선거일 90일”에서 “선거일

60일”로 변경되었다.

11) 이미 헌법재 소는 공무원이 공직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선거일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도록 한 공선법(1994. 3. 16. 법률 제4739호로 제정된 것) 제53

조 제1항 본문 제1호에 한 헌확인 사건(1995. 3. 23. 95헌마53 결정 [ 례

집 7-1, 463])에서 공무담임권의 본질 내용을 침해하 다거나 과잉 지의 원칙

에 배된다고 볼 수 없으며, 합리 인 차등으로서 평등원칙에 배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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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보다 훨씬 앞당겨 선거일 180일까지로 함으로써 그 제한을 가 하

고 있다.

(3) 한편, 공선법 제53조 제1항에 한 특별규정이라 할 수 있는 이 사

건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거구역에 있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

하고자 하는 경우 일반규정에 해당하는 공선법 제53조 제1항의 용을 받

게 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일 60일까지는 그 직을 사퇴하여야

한다.

(4) 참고로, 이 사건 규정에 한 결정이 있을 당시 공선법상 각종 공직

선거에 있어서의 사퇴시한을 유형화하면 다음과 같다.

① 180일 사퇴 ② 60일 사퇴
③ 후보등록신청

사퇴
④ 사퇴 불필요

지방자치단체장이

할구역이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 국

회의원 선거에 입

후보하는 때

공무원이 공직선거

에 입후보하는 경

우로서 ①,③,④ 이

외의 경우

* 국회의원이 지방

자치단체장 선거에

입후보하는 때

*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

의 의회의원이나 장

의 선거에 입후보하

는 때

* 비례 표 국회의

원선거, 비례 표

시․도의원선거, 보

궐선거

* 국회의원이 통

령선거․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하는

때

*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이

당해 지방자치단체

의 의회의원이나

장의 선거에 입후

보하는 때

3. 이 사건 규정의 입법목

헌법재 소는 이 사건 규정의 입법목 을 선거의 공정성과 공직의 직무

념성의 확보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즉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할

고 결정한바 있었으며, 그 후 입법자는 1998. 4. 30.의 법률개정으로 사퇴시한을

종 의 “선거일 90일”에서 “선거일 60일”로 변경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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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그 직 를

이용하여 다른 입후보 희망자가 가지지 못하는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 활

용하거나 부하직원을 선거운동에 이용할 염려가 있고, 자신의 당선에 유리

하도록 불공정한 법제정이나 법집행․행정집행을 할 소지도 있는 등 그 지

와 권한을 자기의 선거운동에 남용 는 악용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것

은 곧바로 선거의 공정을 해치게 된다. 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직을

보유한 채로 공직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도록 한다면 이는 공무원의 직무

념의무(국가공무원법 제56조,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참조)와도 상충된다는

것이다. 한편 이와 같은 입장은 이미 ‘공무원으로서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일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도록 한 것의 헌여

부’가 문제되었던 공선법12) 제53조 제1항 본문 제1호의 헌확인 사

건에서도 이미 시13)된 바 있다. 다만 이 사건 결정의 경우 헌법재 소는

이 사건 규정이 추구하는 두 가지 입법목 에서도 ‘직무의 념성’보다

12) 1994. 3. 16. 법률 제4739호로 제정된 것

13) 공무원으로서 공직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자에 해 선거일 90일까지 사퇴하도

록 하는 것에 해 헌법재 소는 “공무원이 그 직을 보유한 채로 공직선거에 입

후보할 수 있도록 한다면 그 지 와 권한을 자기의 선거운동에 남용 는 악용할

소지가 많게 된다. 공무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입후보 희망자가 가지지 못하는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부하직원 등을 선거

운동에 이용할 염려도 있고 자신의 당선에 유리하도록 불공정하고 편 인

법제정이나 법집행․행정집행을 할 소지도 있게 되는 등 그 부작용과 폐해가 클

것임은 쉽사리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부작용과 폐해는 곧바로 선거의 공정을 해

치게 된다. 공무원이 그 직을 보유한 채로 공직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도록 한

다면 이는 공무원의 직무 념의무(국가공무원법 제56조,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참

조)와도 상충된다. 비록 법이 제59조에서 선거운동은 당해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이를 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사 선거운동을 처벌하는 벌칙조항을 두고 있

지만(법 제254조 제2항, 제3항), 선거운동기간 이라도 법 제58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 행 , 즉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한 비행 는

법하게 행할 수 있으므로 공무원이 그 본래의 직무는 뒷 에 둔 채 이러한 행

나 선거운동에 념할 개연성이 높고 이는 국민 체에 한 사자로서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할 공무원의 기본 책무에 어 나는 것이다.”(헌재 1995. 3.

23. 95헌마53, 례집 7-1, 463, 473)라고 시하면서 선거 공직사퇴조항의 정

당성을 인정한 바 있다. 다만, 결정의 경우 공직을 보유한 채 입후보하면서 당

선되면 다행이고 낙선되면 종 의 공직을 그 로 보유하려는 이른바 포말후보(泡

沫候補)의 난립방지도 공선법 제53조의 입법목 으로 들고 있으나, 이 사건 규

정의 경우에는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구와 할구역이 겹치는 지방자치단체

의 장만을 상으로 한 입법이라는 에서 포말후보의 난립방지는 입법목 으로

보기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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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선거의 공정성’에 더 큰 비 을 두어져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14)

4. 이 사건 규정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1) 선거에 있어서의 평등원칙의 의미

헌법재 소는 민주주의국가에서 선거에 있어서의 평등의 요성을 강조

하고 있다. 우리 헌법은 제11조 제1항 제1문에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

등하다.”고 규정함으로써 일반 평등원칙을 선언하고, 이어 동항 제2문에

서는 ‘정치 역’에서의 차별 지를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41조

제1항에서는 “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 ․비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의민주주의에 있어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국회를 구성함에 있어 기회의 균등과 평등선거의 원칙이

수될 것을 특별히 요구하고 있다. 평등원칙은 원칙 으로 입법자가 본질

으로 같은 것을 자의 으로 다르게 취 하거나 본질 으로 다른 것을 자

의 으로 같게 취 하는 것을 지하고 있다. 평등권이 요구하는 평등은

평등이 아니고 합리 으로 근거 있는 차별을 허용하는 상 차별

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질 으로 같은 것을 다르게 취 하 다고 하여 그

것이 곧 평등권에 반되는 것은 아니고, 차별 우가 헌법 정당성을 갖

지 못하는 경우, 즉 자의 인 경우에 평등권에 반된다(헌재 1999. 5. 27.

98헌마214, 례집 11-1, 675, 708 참조). 따라서 선거에 있어서 요구되는

평등이 수되고 있는지는 차별 우의 합리성 유무에 달려 있게 된다.

(2) 이 사건 규정의 평등 련성

14)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비롯한 부분의 공무원에게 용되는 일반규정인 공선법

제53조 제1항이 이미 선거일 공직사퇴조항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조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에 출마하는 특정한 경우에 한정하여 다른 공무원의 경우보다 그 사퇴시한을 훨

씬 앞당기고 있는바, 이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할구역이 속하는 지역구 국회의

원에 출마하는 경우가 다른 경우에 비하여 그 직 의 남용 내지 악용의 염려가

특히 클 것이라는 우려에서 그로 인해 얻을 불공정한 이익을 배제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은 두 가지 입법목 에서 ‘직무의 념성’보다

는 ‘선거의 공정성’에 더 큰 비 을 둔 조항이라고 말할 수 있다”(이 사건 결정,

례집 15-2(상), 526-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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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규정과의 계에서 일반규정이라 할 수 있는 공선법 제53조 제1

항은 자신의 지 와 권한을 선거운동에 남용할 우려가 있는 공무원 등의

일정 집단에 하여 선거일 6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도록 함으로써 선

거의 공정성과 공무원의 직무 념성을 확보하려는 목 을 띠고 있다. 따라

서 이 사건 조항과 공선법 제53조 제1항은 그 입법목 이라는 측면에서 일

치된다.

한 헌법재 소는 공선법 제53조 제1항에서 열거한 공무원의 인 집

단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본질 으로 같은 것으로서 같이 취 되어야 할

것이라고 시(헌재 1999. 5. 27. 98헌마214, 례집 11-1, 675, 708)한 바

있다.

이 사건 조항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할구

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할 경우 그 직을 ‘선

거일 60일’보다 훨씬 앞당겨 ‘선거일 180일’까지 사퇴하도록 함으로

써 선거일 60일까지 사퇴하여 입후보할 수 있는 다른 공무원에 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 로 그 피선거권에 있어서의 차별 우를 행하고

있다. 비록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직을 이용해 사 선거운동을 행할 가능

성이 있고 그로 인해 선거의 공정성이 받을 수 있음을 부정할 수는 없

지만 이러한 염려는 다른 공무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발생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과 그 밖의 다른 공무원 사이에서 피선

거권을 제한함에 있어 이 사건 규정에서처럼 한 차별을 해야 할 본질

인 차이가 과연 존재하는 것인지가 문제된다.

결국 이 문제는 이 사건 규정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정도의 차별을 정

당화할 수 있는 사유들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한 검토로 귀착되게 된다.

(3) 차별을 정당화하는 사유의 존재여부

헌법재 소는 이 사건 조항이 선거의 공정성확보라는 입법목 달성을

하여 공선법 제53조 제1항의 선거일 60일 사퇴에서 훨씬 더 나아가

선거일 180일 사퇴라는 수단을 택한 에 있어서 그러한 차별을 둘만한

합리 이유가 있는지에 하여는 다음과 같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첫째, 설령 이 사건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장 역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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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규정이라 할 수 있는 공선법 제53조 제1항의 용을 받게 되는바, 공선

법 제53조 제1항은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경우 원칙 으로 선거일

60일까지 사퇴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장의 직 를 이용한 사 선거

운동의 험성 즉,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험성과 직무 념성의 침해가능

성을 선거일 60일부터 쇄하고 있다.

둘째, 일반규정인 공선법 제53조 제1항의 용을 받음으로써 청구인들과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경우

선거일 180일부터 선거일 60일까지 약 4개월 동안 더 지방자치단체

의 장으로 재직함으로써 그 기간 동안 선거와 련하여 부당한 이익을

릴 염려가 있음을 부정할 수는 없으나, 이미 공선법은 다른 규정들을 통해

그러한 험성의 발생가능성을 차단하고 있다.

① 공선법은 “선거운동은 당해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선거일

일까지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제59조), 이를 반하 을

경우 선거운동기간 반죄(제254조15) 제2항, 제3항)로 형사처벌함으로써 선

거운동기간 에는 일체의 선거운동을 지하고 있다.

② 그 지 를 남용하여 사 선거운동을 할 개연성이 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경우, 공선법 제86조 제3항16) 단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

15) 제254조 (선거운동기간 반죄) ① 선거일에 투표마감시각 까지 선거운동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는 600만 원 이하의 벌 에 처한다.

② 선거운동기간 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 를 한 자는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 이하의 징역 는 400만 원 이하의 벌 에

처한다.

1. 벽보 수막애드벌룬표식 선 탑 고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

하고 선 시설물이나 용구 는 각종 인쇄물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

2. 방송신문통신 는 잡지 기타 간행물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

게 한 자

3.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 는 반상회 기타의 집회를 개

최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

4. 선거운동을 한 기구를 설치하거나 사조직을 만들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

게 한 자

5. 호별방문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

③ 제2항에 규정된 방법 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기간 에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는 200만 원 이하의 벌 에 처한다.

16) 공선법 제86조 제3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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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한 홍보물에 해 원칙

으로 분기별로 1종 1회를 과하여 발행․배부 는 방송할 수 없도록 제

한하면서, 법령에 의하여 발행․배부 는 방송하도록 규정된 홍보물을 발

행․배부 는 방송하는 행 나 특정사업을 추진하기 하여 계주민의

동의를 얻기 한 행 , 집단민원이나 긴 한 민원이 발생하 을 때 이를

해결하기 한 행 등의 경우에만 외로 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과 직무

념성을 확보하고 있다.

③ 더욱이 공선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 찬양성 홍보물을 남발함

으로써 사 선거운동을 행하는 것을 특별히 제한하고 있는 것 외에도 공무

원이 선거에 향을 미치는 일정한 행 를 일반 으로 지하고 있다. 즉

공선법 제86조 제1항17)은 공무원에 해 소속직원 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알리기 한 홍보물(홍보지소식지간행물시설물녹음물녹화물 기타의 홍

보물 신문방송을 이용하여 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분기별로 1종 1회를

과하여 발행배부 는 방송하여서는 아니되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

의 선거일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 이하

제4항에서 같다)부터 선거일까지는 홍보물을 발행배부 는 방송할 수 없다.

1. 법령에 의하여 발행배부 는 방송하도록 규정된 홍보물을 발행배부

는 방송하는 행

2. 특정사업을 추진하기 하여 그 사업과 이해 계가 있는 자나 계주민의 동

의를 얻기 한 행

3. 집단민원 는 긴 한 민원이 발생하 을 때 이를 해결하기 한 행

4. 기타 각호의 1에 하는 행 로서 앙선거 리 원회규칙이 정하는 행 ”

17) 공선법 제86조 : ① 공무원(국회의원과 그 보좌 비서 비서 지방의회의

원을 제외한다),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제1항 제4호 제6호에 규정된 기

등의 상근 임직원, 통리반의 장, 주민자치 원회 원과 향토 비군소

장 이상의 간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

체의 출연 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 의회새마을운동 의회한

국자유총연맹을 말한다)와 제2의건국범국민추진 원회의 상근 임직원 이들

단체 등(시도조직 구시군조직을 포함한다)의 표자 는 국민건강보험

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상근 임직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행 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소속직원 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업 을 홍

보하는 행

2.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여하는 행

3. 정당 는 후보자에 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

4. 선거기간 소속직원 는 선거구민에게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법령이 정하는

외의 품 기타 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 . 다만, 혼상제 기타 의례

이거나 직무상의 행 로서 앙선거 리 원회규칙이 정하는 행 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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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를 포함)의 업 을 홍보하는 행 나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

획의 실시에 여하는 행 는 정당 는 후보자에 한 선거권자의 지

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 를 하는 것을 지하고 있다.

(4) 이 사건 규정에 의해 래되는 불합리한 상황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규정이 달성하고자 하는 입법목

은 공선법상의 다른 규정들을 통해 이미 범 하게 방지되고 있다는 에

서 그 합헌성에 의문을 야기시키고 있다. 그에 더하여 이 사건 규정은 납

득하기 어려운 불합리한 상황들을 래함으로써 그 헌성을 증폭시키고

있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역구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한 입후보

차단효과

이 사건 결정이 있을 당시의 규정에 따르면, 지역구 국회의원의 보궐선

거와 재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년도 10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사이에 확정된 때에는 4월 마지막 목요일에 실시하고,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사이에 확정된 때에는 10월 마지막 목요일에 실시하도록 법

정되어 있다(공선법 제35조 제1항 제1호). 따라서 재․보궐선거일인 4월과

10월의 마지막 목요일 이후에(이 때부터 재․보궐선거일까지의 기간은

180일에 미치지 못한다) 재․보궐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되는 경우, 컨

1월 1일이나 6월 1일에 재․보궐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되어 그 해 4

월 마지막 목요일이나 10월 마지막 목요일에 선거가 실시되는 경우, 지방

자치단체의 장은 사퇴시한인 ‘선거일 180일까지’라는 시한을 수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어 아 재․보궐선거에 입후보조차 할 수 없는 결과

가 나타난다.

이 사건 규정은 결과 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 선거일로부

터 180일이라는 긴 기간 에 미리 사퇴하도록 함으로써 입후보가 쇄될

5. 선거기간 국가 는 지방자치단체의 산으로 시행하는 사업 즉시 공사

를 진행하지 아니할 사업의 기공식을 거행하는 행

6. 선거기간 정상 업무외의 출장을 하는 행

7. 선거기간 휴가기간에 그 업무와 련된 기 이나 시설을 방문하는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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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즉 피선거권이 박탈될 수 있는 지역구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범 를 확 시키는 결과를 래하고 있다.

② 장기간의 행정공백의 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퇴함으로써 궐 되는 경우에 실시되는 지방자치

단체의 장의 보궐선거는 년도 10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사이에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에는 4월 마지막 목요일에 실시하고,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사이에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에는 10월

마지막 목요일에 실시한다(공선법 제35조 제2항 제1호). 한편 지방자치

단체의 장의 사퇴로 인한 보궐선거의 선거일이 국회의원임기만료에 의한

선거기간 개시일 40일부터 선거일 후 50일까지의 사이에 있는 때에는

당해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부터 50일 후 첫 번째 목요일에 그 보

궐선거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공선법 제203조 제3항 단서). 컨 2004.

4. 15.에 실시될 정인 제17 국회의원선거에 조항들을 용할 경우,

청구인들은 사퇴마감시한인 선거일 180일(2003. 10. 18.)에 임박하여 사

퇴할 것으로 상되므로, 공선법 제35조 제2항 제1호가 용되는, 통상의

경우인 2004년 4월의 마지막 목요일(2004. 4. 29.)에 사퇴한 지방자치단체장

의 보궐선거가 실시되는 것이 아니라, 공선법 제203조 제3항 단서가 용

되어 그 보궐선거일은 2004. 6. 10.이 되고, 그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퇴한 시 으로부터 최소한 7개월 25여 일에 걸친 행정공백이 발생하게

된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이 사건 조항이 아닌 일반조항인 공선법 제53조 제1

항의 용을 받음으로써 2004. 2. 15. 무렵에 사퇴한다고 할 경우에 발생하

게 될 행정공백기간 약 3개월 25일 정도와 비교할 때 지나치게 장기간의

행정공백을 래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행정의 혼란과 비효율성을 가 시

키는 결과를 래한다.18)

18) 공선법 제201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궐선거를 실시함에 있

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이 규정에 의하면 1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지방자치

단체장의 공백이 생기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의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더라도 새로 선출된 지방

자치단체의 장이 그 기간 동안에는 자신의 정책과 역량을 제 로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을 들여 선거를 치르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는 에 그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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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가 각 4년으로 동일하여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가 언제나 같은 시간 간격을 두고 진

행하게 되며,19) 한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의 보궐선거일이 법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건 조항으로 인해 발생하는

지방행정에 있어 공백기간의 장기화 상은 지역구 국회의원선거가 있을

때마다 항상 발생하게 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를 표하고, 그 사무를 통할하

며(지방자치법 제92조), 나아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뿐만 아니라 법령

에 의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임된 사무를 리하고 집행한다(동

법 제94조). 한 지방자치단체장은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고 법령과

조례․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한 사항을 처리하고(동법 제96조), 지방의회와의 계에 있어서도 지방의회

의 의결에 한 재의요구권과 제소권․ 산상 집행 불가능한 의결의 재의

요구권․긴 시의 선결처분권 등을 가지고 있다(동법 제98～100조). 이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를 표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

체가 수행해야 할 제반 행정기능을 총 하는 지 에 있으므로, 지방자치제

도를 정착․발 시키기 해서는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부재기간을

단축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5) 외국의 입법례에 한 검토

미국이나 일본의 입법례에 의할 경우에도 이 사건 규정의 정당성을 이끌

어내는데 참고가 될 수 있는 조항들을 찾기는 어렵다.

먼 미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미연방헌법은 공직선거의 후보자로 될 자

의 공직사임에 한 어떠한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주헌법이나 주법

를 두고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규정의 합헌성을 한 근거로 삼기에는 부 하

다. 즉 이 사건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퇴하는 경우와 같이 지방자치

단체의 장의 잔여임기가 약 2년 8개월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 히 새로운 지방자

치단체장의 선출이 필요하므로 공백기간의 장기화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19) 컨 제16 국회의원선거에서 선출된 국회의원의 임기는 2000. 5. 30.에서

2004. 5. 29.까지로 4년이고, 제3회 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출된 지방자치단체장

의 임기는 2002. 7. 1.부터 2006. 6. 30.까지로 역시 4년이므로 양자의 임기진행의

시간 격차는 항상 일정하게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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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에서 일정한 공직보유자가 다른 선거직 공무원에 입후보하는 경우 자동

으로 공직으로부터 사임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는 것은 일반 으로 미연

방헌법 수정 제14조 는 수정 제1조에 반하지는 않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

다.20) 그러나, 문제의 규정이 차별 취 을 하거나 수정 제1조에 의해 보

호되는 법익을 하게 박탈하는 경우에는 헌법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

로 간주된다.21)

한 일본의 경우, ‘입후보를 한 공무원의 퇴직’에 한 조항인 일본

공선법 제90조는 공직의 후보자로 될 수 없는 공무원이라 할지라도 의원

소선거구선출의원의 선거에서 후보자의 입후보의 신청 등을 규정한 조항들

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공직의 후보자가 된 때에는 당해 공무원의

퇴직에 한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신청서를 제출한 날에 당해 공

무원직에서 사직한 것으로 본다. 의원선거에 있어서 신청서는 당해

선거기일의 공시 는 고시가 있은 날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일본 공

선법 제86조 제1항), 총선거의 기일은 어도 20일 까지 공시하도록 하

고 있다(일본 공선법 제31조). 따라서 일본의 공선법규정에 따를 경우 의

원선거출마를 한 공무원의 당연사직시한은 선거일로부터 기산할 때 우리

의 경우보다 훨씬 짧으며, 더욱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다른 공무원을 차

별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6) 소결론

이상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경우 이 사

건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더라도 공선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선거일 60

일까지 사퇴하도록 강제되고 있으며, 그 이 이라 할지라도 선거운동기간

을 반한 행 를 처벌하는 규정(공선법 제59조, 제254조 제2항, 제3항)이

나 실 찬양성 홍보물의 발행 등을 제한하는 규정(공선법 제86조 제3항)

20) 26 Am. Jur. 2d Elections §270

21) Clements v. Fashing, 457 US 957, 73 L Ed 2d 508, 102 S Ct 2836, reh den

458 US 1133, 73 L Ed 2d 1404, 103 S Ct 20. 이 사건에서는 법원이 사, 주국

무장 이나 법무장 등 미합 국 내에서 유 의 공직을 보유한 자로 하여 자

신이 선출 는 임명되었던 공직의 임기동안 주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도

록 하 던 주헌법규정의 합헌성여부가 다투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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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공무원의 선거에 향을 미치는 행 를 지하는 규정(공선법 제86조

제1항)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의해 사 선거운동이 행해질 가능

성이 범 하게 방지되고 있으므로, 그에 더하여 특별히 이 사건 규정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퇴시한을 훨씬 앞당겨 규정해야 할 합리 인

이유를 발견하기 어렵다.

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거일 180일부터 선거일 60일까지 그

직 를 이용하여 행할지도 모르는 사 선거운동의 가능성이 이미 공선법상

의 다른 규정들에 의해 차단되고 있는 한, 그 기간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장

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사실상의 이익을 향유한다 하여도 그 직무집행이 정

당한 이상 그러한 이익은 직무수행에 당연히 수반되는 자연스러운 상일

뿐이지 비난의 상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민주주의에 한 올바른 이해라

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공선법 제53조 제1항 단서가 국회의원선거에

서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와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

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60일까지”라는 조기사퇴규

정의 용을 배제하고 있는 에 비추어 볼 때 우리 법체계는 그와 같은

정당한 사실상 이익의 향유를 이미 법 으로 승인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 다면, 이 사건 조항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해 조기사퇴를 강제하

는 것은 다른 공무원과의 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합리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서 평등원칙에 배되는 것이다.

5. 이 사건 규정이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1) 이 사건 규정의 공무담임권 련성

이 사건 규정은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을 두 방향에서 제한하는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1) 먼 , 이 사건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거구역에 있어 당해 지

방자치단체의 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

고자 하는 경우에 한해 공직사퇴의 시기를 선거일 180일까지로 하고 있

을 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는 것 자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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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선거에 출마하기 해 갖추어야 할 요건

을 다른 사람에 비해 엄격하게 하여 출마여부의 결정에 상당한 향을 미

침으로써22) 청구인들의 피선거권에 제한을 가하고 있다.

우리 헌법은 제1조 제2항에서 “ 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함으로써 국민주권의 원리를 천명하

고 있다. 민주국가에서의 국민주권의 원리는 무엇보다도 의기 의 선출

을 의미하는 선거와 일정사항에 한 국민의 직 결단을 의미하는 국민

투표에 의하여 실 된다. 특히 선거는 오늘날의 의민주주의에서 주권자

인 국민이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가장 의미 있는 수단이며, 모든 국민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 균등하게 선거에 참여할 기회를 가진다는 것

은 민주국가에서 국가권력의 민주 정당성을 담보하는 불가결의 제이

다. 따라서 공무담임권의 내용을 이루는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이를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할 경우에만 허용될 수 있으며, 설령 제한될 수 있

다 할지라도 불가피한 최소한의 정도에 그쳐야 한다(헌재 1991. 3. 11. 90

헌마28, 례집 3, 63, 81 참조).

2) 다른 한편, 이 사건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구 국회의원선

22) 가령 헌법재 소는 “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에게 등록신청

시에 후보자 1인마다 2천만원의 기탁 을 납부하도록” 한 공선법 제56조 제1

항 제2호 규정에 해서도 헌이라고 단하면서 다음과 같이 시한 바 있다.

“국회의원입후보 기탁 의 목 은 후보자 난립의 지를 통하여 선거 리의 효

율성을 꾀하는 한편, 불법행 에 한 제재 의 사 확보에 있는바, 이러한 목

은 선거 리의 차원에서 나오는 것으로서 순수히 행정 인 공익임에 반하여 이로

인하여 제한되는 국민의 권익은 피선거권이라는 단히 요한 기본권임에 비추

어, 기탁 제도 자체가 합헌일지라도 그 액수는 그야말로 불성실한 입후보를 차단

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에 그치고 진지한 자세로 입후보하려는 국민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정도여서는 아니된다. … 2천 만원이라는 액은 우리나라의 다수 국

민들에게 국회의원 입후보를 포기 하는 작용을 하는 큰 액이다. … 어느 정도

경제 안정을 리는 산층의 입장에서도 국회의원 입후보의 가로서 2천 만

원이라는 액이 아무런 부담이 없다고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 결론 으로

2천 만 원의 기탁 을 후보자등록의 요건으로 일률 ․ 으로 요구하는 것은

후보자난립방지라는 목 을 공평하고 히 달성하지도 못하면서, 진실된 입후보

의 의사를 가진 많은 국민들, 특히 서민층과 은 세 들로 하여 오로지 고액의

기탁 으로 인한 경제 부담으로 말미암아 입후보 등록을 포기하지 않을 수 없게

하고 있으므로 이들의 평등권과 피선거권, 이들을 뽑으려는 유권자들의 선택의 자

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헌재 2001. 7. 19. 2000헌마91등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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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에 출마함에 있어 정한 시기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헌법상의 기본권, 즉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공직을 유

지할 헌법 제25조의 공무담임권도 제한하고 있다.

선거로 공직에 취임하며 그 임기가 보장되어 있는 선거직 공무원의 경우

헌법 제25조가 보장하는 공무담임권은 공직취임의 권리만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 으로 그 임기 동안 정당한 이유 없이 공직을 박탈당하지 않

고 그 직을 유지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는 것이 우리 재 소의 입장이

다.23) 나아가 선거직 공무원인 지방자치단체장이 이 사건에서와 같이 정치

개성신장을 하여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함으로써 직(轉職)

을 시도하는 경우 그로 인해 선거의 공정성에 향을 미친다거나 지방자치

단체의 장으로서의 직무수행에 지장을 래하지 아니하는 정한 시기까지

는 유효하게 공직을 수행할 수 있는 권리도 공무담임권의 보호 역에 속하

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규정이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해 정당한 사유도 없이 합리 으

로 요구할 수 있는 사퇴시한보다 지나치게 일 사퇴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라면, 청구인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청구인

들이 입후보하고자 하는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의 실시와 양립할 수 있는

정한 시기까지 청구인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그 직무를 유지할 수

있는 헌법상의 권리인 공무담임권을 제한하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측면에서도 이 사건 규정이 합헌 인 것이기 해서는

기본권제한을 한 제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23) 헌재 2002. 8. 29. 2001헌마788등 결정( 례집 14-2, 219, 224) : “헌법 제25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고 하여 공무담임

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공무담임권이란 입법부, 집행부, 사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 등 국가, 공공단체의 구성원으로서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권리

를 말한다. 여기서 직무를 담당한다는 것은 모든 국민이 실 으로 그 직무를 담

당할 수 있다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국민이 공무담임에 한 자의 이지 않고 평

등한 기회를 보장받음을 의미하는바, 공무담임권의 보호 역에는 공직취임의 기회

의 자의 인 배제 뿐 아니라, 공무원 신분의 부당한 박탈까지 포함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후자는 자보다 당해 국민의 법 지 에 미치는 향이

더욱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보호 역에서 배제한다면, 기본권 보호체계에 발

생하는 공백을 막기 어려울 것이며, 공무담임권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25조

의 문언으로 보아도 재 공무를 담임하고 있는 자를 그 공무로부터 배제하는 경

우에는 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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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본권제한을 한 제조건

이 사건 조항은, 선거일 60일까지 사퇴하면 되는 다른 공무원과 비교

해 볼 때 지방자치단체장의 사퇴시기를 하게 앞당김으로써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피선거권)에 하여 제한을 가하고 있는 규정이므로 법치국가

원리로부터 도출되는 원리인 기본권제한을 한 비례의 원칙(과잉 지원

칙)을 수하여야 함은 물론이다. 즉, 입법목 이 정당하여야 하고(입법목

의 정당성), 입법자가 선택한 수단이 의도하는 입법목 을 달성하고

진하기에 합해야 하며(방법의 성), 입법목 을 달성하기에 같이 효

율 인 수단 에서 가장 기본권을 존 하고 게 침해하는 수단을 사용해

야 하고(침해의 최소성), 법률에 의하여 국민에게 야기되는 효과인 기본권

침해의 정도와 법률에 의하여 실 되는 공익의 비 을 반 으로 비교형

량하 을 때 양자사이의 정한 비례 계가 성립해야 한다(법익의 균형성).

(3) 목 의 정당성과 수단의 합성

민주주의에서 선거의 기회균등을 통한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은 국가가

입법을 통하여 추구할 수 있는 정당한 공익이자 헌법 제116조 제1항에 규

정된 국가의 의무이기도 하며, 한 지방자치행정의 원활을 도모하기 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무 념성 확보 역시 기본권제한입법이 추구할 수 있는

입법목 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앞서 본 이 사건 조항의 입법목 은 정당

하다고 할 수 있다.

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퇴시기를 앞당기면 앞당길수록 선거의 공

정을 해칠 험성이 어들 것이라는 입법자의 단은 경험칙(經驗則)에

비추어 수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조항이 입법목 달성을 해

선택한 수단의 정성은 일응 정된다.

(4)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

에서 이미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조항이 없다고 하더라도 공선

법 제53조 제1항이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 선거일 60일까지는 사퇴

하도록 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과 직무 념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지방자

치단체의 장으로 재직하면서 사 선거운동을 통해 릴지도 모를 부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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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은 사 선거운동을 지하고 이에 반시 형사처벌하는 공선법 제59

조, 제254조 제2, 3항에 의해 차단되고 있고, 공선법 제86조 제3항 단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을 알리

기 한 홍보물에 해 원칙 으로 분기별로 1종 1회를 과하여 발행․배

부 는 방송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공선법 제86조 제1항은 공

무원에 해 소속직원 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의 업 을 홍보하

는 행 나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여하는 행

는 정당 는 후보자에 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

하는 행 를 하는 것을 지하고 있다.

한, 이 사건 조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할구

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

해 공직사퇴의 시기를 선거일 180일까지로 앞당겨 선거에 출마하기

해 갖추어야 할 요건을 다른 사람에 비해 엄격하게 함으로써 청구인들의

피선거권에 제한을 가함과 동시에, 다른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공

직을 유지할 공무담임권도 제한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조항은 지방

자치단체장인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두 방향에서 강하게 제한하는 반면, 그

조항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의 실 정도는 미미하다. 이미 살펴

본 바와 같이 공선법이 이 사건 조항 이외에도 다른 여러 조항들을 통하여

선거의 공정성과 직무 념성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 조항이 선거일 180일까지 사퇴하도록 하는 수단을 통해 실

으로 달성할 수 있는 법률 효과는 그리 크다고 할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조항은 다른 조항들에 의해서도 충분히 달성될 수 있는

선거의 공정성과 직무 념성이라는 입법목 을 넘어서 과도하게 청구인들

과 같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 다면, 이 사건 조항은 선거의 공정성과 직무 념성이라는 입법목

달성을 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덜 제한하는 한 수단들이 이미 공선

법에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하고 과도하게 청구인들의 공무담

임권을 제한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되고, 이

사건 조항이 입법목 달성에 기여하는 정도는 미미한 반면 이 사건 조항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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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하여 침해되는 청구인들의 기본권은 민주주의에서 최 한 존 되어야

할 피선거권 내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무수행권을 내용으로 하는 공무

담임권으로서 이 사건 조항에 의해 청구인들에게 야기되는 효과인 기본권

침해의 정도는 매우 하므로, 이 사건 조항에 의해 실 되는 공익과 그

로 인해 청구인들이 입는 기본권 침해의 정도를 비교형량할 경우 양자간에

정한 비례 계가 성립하 다고 할 수 없어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배

된다.

6. 이 사건 결정의 의의와 후속경과

(1) 이 사건 결정의 의의

이 사건 결정은 헌법재 소가 선거에 있어서의 평등원칙의 수를 엄격

하게 요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헌법재 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 공무원이 그 직을 보유한 채로 공직선거에 입후보할 경우 그

지 와 권한을 선거에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그에 따라

선거일 일정시한까지 조기사퇴 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는 것에 해서는

원칙 으로 합헌으로 보고 있지만24) 그럴 경우에도 사퇴시한에 있어서의

차별은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유가 존재할 경우에만 평등원칙이라는

에서 합리화될 수 있음을 이 결정을 통해 밝히고 있다.

무엇보다 이 사건 심 상이 된 조항은 외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다

른 공무원을 직 인 차별 상으로 하는 것이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신이 할하는 지역에서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할 경우 역 국회의원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가 되리라는 것은 어렵지 않게 상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차별규정에 따른 최 의 수혜자는 선거입법권을 가진 국회의원 바로

자신들이다. 결론 으로 이 사건 결정은 그와 같이 입법자 자신의 이해

계가 걸려 있는 역에서 입법자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차

별에 해서는 이른바 “무지의 베일”(the veil of ignorance)의 요청으로부

터의 일탈여부라는 에서 엄격한 심사의 상이 된다는 , 특히 그러

한 차별을 정당화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헌성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24) 헌재 1995. 3. 23. 95헌마53 ( 례집 7-1, 463)



484 헌법재 소결정해설집 2003

을 시사하고 있다할 것이다.

(2) 후속경과

이 사건 결정이 있은 후 입법자는 2003. 10. 30. 법률 제6988호에 의해

이 사건 심 상규정인 공선법 제53조 제3항의 사퇴시한인 “선거일

180일까지”를 “선거일 120일까지”로 개정하 다. 이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퇴시한은 종 보다 60일이 단축되었으나 다른 공무원의 경우와 비

교할 때 여 히 그 2배에 이르는 120일 까지 사퇴하도록 강요받고 있다.

이에 이 사건 청구인들은 새로 개정된 조항에 해서도 2003. 10. 31.

헌법소원(2003헌마758)을 제기하 고 재 이 사건은 헌법재 소의 심리

에 있다.

이와 련해 일부 언론은 헌법재 소의 이 사건 결정의 취지가 지방자치

단체의 장의 경우에는 그 사퇴시한을 다른 공무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60

일로 정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이해하는 제에서 개정된 법규정이 헌법재

소의 결정취지를 무시한 입법이라는 비 을 하고 있다.25) 두 사안의 차

별성이 단지 사퇴시한에 있어서의 차이에 불과하다는 에서 볼 때 이 사

건 결정이 개정규정의 합헌성여부를 단함에 있어 요한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을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결정의 취지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퇴시한을 다른 공무원의 경우와 반드시 동일하게

할 것만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 이 사건 결정이 심 상으로 삼고 있는 것은 ‘선거일 180

일까지로 한 사퇴시한’ 그 자체일 뿐이므로 개정법률에 한 단까지 포

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이다. 특히 이 사건 결정은

그 이유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다른 공무원 사이에 피선거권의 제한에

있어 본질 인 차이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을 확인한 뒤 지방자치

단체의 장의 경우 공선법상의 다른 규정들을 통해 사 선거운동이 행해질

25) 법률신문 2004. 8. 12. 1면 : “ … 헌재는 결정문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공

선법의 각 지조항을 통해 사 선거운동이 행해질 가능성이 범 하게 방지되

고 있어 특별히 이 사건 법률규정과 같이 사퇴시한을 훨씬 앞당겨 규정해야 할

합리 인 이유가 없다’며 사실상 다른 공무원의 경우와 같이 사퇴시한을 선거일

60일로 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결정을 내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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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이 범 하게 방지되고 있어 사퇴시한을 훨씬 앞당겨 규정해야 할

합리 인 이유를 발견하기 어렵다고 시하고 있으나, 이러한 단은 이

사건 심 상규정이 사퇴시한으로 설정한 “선거일 180일” 이라는 시

에서 채택된 일 뿐이다. 이 시 에서 볼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공무원과 비교해 선거의 공정성에 향을 미칠 가능성 내지 험성은 강제

사퇴를 한 시 이 선거일로부터 비교 멀리 떨어져 있음으로 인해 이

사건 규정의 합헌성여부를 평가함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요소라는

에서 볼 때 그 비 이 상 으로 크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선

거일에 근 해가면 갈수록 그러한 가능성 내지 험성이 갖는 의미와 진지

성은 차 무시할 수 없는 실 의의를 갖게 되며 그에 따라 그러한 가

능성 내지 험성이라는 요소에 한 고려의 정도도 상 으로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결정의 취지가 곧 개정법률에 한 先 단을

미리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성 히 단할 것은 아니며, 오히려 개정규정

에 따른 사퇴시한이 합헌인가의 여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다른 공무원

간에 존재하는 선거에 한 향력에 있어서의 차이라는 을 고려할 때

선거일 120일경에 그러한 향력이 실화되는 것으로 단한 입법자의

측이 합리 인 측인가의 여부, 즉 개정법률규정에 따른 사퇴시한의 차

별이 합리 인 차별로 간주될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에 달려 있다고 볼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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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과 국회의장간의 권한쟁의

- 의제 민주주의와 정당국가 민주주의 -

(헌재 2003. 10. 30. 2002헌라1, 례집 15-2하, 17)

김 철＊1)

【 시사항】

1. 국회의원이 권한쟁의심 을 청구할 당사자 격이 있는지 여부

2. 국회의장인 피청구인이 국회의원인 청구인을 그 의사에 반하여 국회

보건복지 원회에서 사임시키고 환경노동 원회로 보임한 행 가 권한쟁의

심 의 상이 되는지 여부

3. 피청구인의 처분 후에 청구인이 보건복지 원회에 다시 배정된 상태

에서 심 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

4. 피청구인의 이 사건 사ㆍ보임행 가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반하여

청구인의 법률안 심의ㆍ표결 권한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

【심 상】

심 의 상은 피청구인이 2001. 12. 24. 한나라당 교섭단체 표의원이

제출한 사보임 요청서에 결재함으로써 청구인을 국회 보건복지 원회에

서 강제사임시킨 행 (이하 “이 사건 사ㆍ보임행 ”라 한다)가 헌법 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청구인의 법률안 심의․표결 권한을 침해한 것인

지의 여부와 아울러 와 같은 피청구인의 사보임행 가 무효인지의 여

부이다.

＊ 헌법연구 ,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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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1. 심 청구에 이르게 된 경

여야 합의로 1999. 2. 8. 법률 제5854호로 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제33조

제2항 부칙 제10조에 의하면 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재

정을 2002. 1. 1.부터 통합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한나라당은 이와 같은 건

강보험재정통합방안에 반 하여 ‘재정분리’안을 당론으로 결정한 후 이를

2001년 12월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을 정하 다.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인 청구인은 평소 건강보험재정문제와 련하여 ‘재정통합’이 올바

른 길이라는 소신을 가지고 있었는바, 한나라당 지도부는 보건복지 원회

소속 한나라당 원 유일하게 당론에 반 하고 있는 청구인을 동 원

회에서 강제로 사임시켜서라도 당론을 철하고자 하 다. 그리하여 2001.

12. 24. 한나라당의 교섭단체 표의원인 원내총무 이재오는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을 보건복지 원회에서 사임시키고 청구인 신 같은 당 소속 박

규 의원의 보임을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하 고, 당일 피청구인이 이 서류

에 결재함으로써 그 결과 청구인은 원회에서 강제사임되고 박 규

의원이 보임된 후 “건강보험재정분리법안”의 심의ㆍ표결이 이루어졌다.1)

이에 청구인은 2002. 1. 24. 와 같이 피청구인이 한나라당 교섭단체 표

의원이 제출한 사ㆍ보임 요청서에 결재함으로써 청구인을 국회 보건복지

원회에서 강제사임시킨 행 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국회의원으로서의 법률

안 심의ㆍ표결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권한침해의 확인 피청

구인의 사ㆍ보임행 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권한쟁의심 을 청

구하 다.

2. 청구인의 주장과 이해 계인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1) 국회법(2000. 2. 16. 법률 제6266호로 개정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

1) 그 후 여야 합의로 2002. 1. 19. 법률 제6618호로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

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재정통합이 2003. 6. 30.까지 유 되었고, 따라서

2003. 7. 1.부터 재정이 통합ㆍ운 되고 있다.



국회의원과 국회의장간의 권한쟁의 489

제48조 제1항은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표의원의 요청으로 상임 원회

원을 선임개선(選任ㆍ改選)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어떠한

경우에 개선할 수 있는지에 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는바, 이는 국회의

장과 당해 원과의 분쟁을 측하지 못한 입법의 불비이다.

(2) 국회의장이 상임 원회 원을 개선할 수 있는 경우란 당해 원이

원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지 를 계속 유지하기에 합하지 않다고 단될

만한 불법 는 부당한 사유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보건복지 원회에서 강제로 사임 한 행 는

헌법 법률에 반하는 처사로서 청구인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이고, 한 무효인 행 이다.

나. 피청구인의 답변요지

(1) 법요건에 하여

국회의원 개인이 권한쟁의심 의 당사자가 될 수 있으려면 헌법 제111

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국가기 성을 가지고 이들 국가기 간의 권한의 존

부 범 에 한 다툼에 해당하는 경우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은 국

회 상임 원회의 원개선에 한 문제로서 국회내부의 조직구성행 에

한 문제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의 침해와는

계없는 것이어서 청구인은 이 사건 권한쟁의심 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피청구인의 사보임행 는 국회의 자율권에 속하는

행 로서 사법심사의 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본안에 하여

피청구인이 한나라당 교섭단체 표의원의 요청을 받고 청구인의 사임을

승인한 것은 국회의 오랜 행일 뿐만 아니라 법 제48조에 의한 법한 행

이다. 청구인은 와 같은 재정통합문제2) 상임 원회 사보임과

련하여 국회 본회의에서 반 토론의 기회 신상발언의 기회를 얻어 발언

2) 청구인은 이 사건 사ㆍ보임이 있기 인 2001. 12. 19. 제226회 국회(임시회) 보건

복지 원회 제2차회의 때 국민건강보험법 개정법률안에 하여 재정통합에 찬성

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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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기 때문에3) 충분히 토론 심의권을 보장받았으므로 국회의원으로서

의 심의표결권을 침해당한 것이 아니다.

【결정요지】

1. 헌법재 소는 1997. 7. 16. 선고한 96헌라2 국회의원과 국회의장간의

권한쟁의 사건에서 국회의원과 국회의장을 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 소정

의 ‘국가기 ’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이들의 당사자능력을 인정한 바

있으며, 이러한 입장은 2000. 2. 24. 선고한 99헌라1 국회의원과 국회의장간

의 권한쟁의 사건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국회의원인 청구인은 권한

쟁의심 을 청구할 당사자능력이 있다.

2. 피청구인은 2001. 12. 24. 한나라당 교섭단체 표의원이 요청한, 같은

한나라당 의원으로서 국회 보건복지 원회 소속이던 청구인과 환경노동

원회 소속이던 박 규의원을 서로 맞바꾸는 내용의 상임 원회 원 사ㆍ

보임 요청서에 결재를 하 고, 이는 법 제48조 제1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교섭단체 표의원의 요청에 따른 상임 원 개선행 이다. 와 같은 피청

구인의 개선행 에 따라 청구인은 같은 날부터 보건복지 원회에서 사임되

고, 박 규 의원이 동 원회에 보임되었다. 따라서, 청구인의 상임 원

신분의 변경을 가져온 피청구인의 이 사건 사ㆍ보임행 는 권한쟁의심 의

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3. 재의 제16 국회는 2000. 4. 13. 실시된 총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

회의원으로 구성되어 4년 임기 반기를 이미 마쳤고, 후반기 들어 2002.

7.경 새로이 각 상임 원회의 원배정이 이루어졌으며, 이 때 청구인은 다

시 보건복지 원회에 배정되어 재까지 동 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그

러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권한쟁의심 청구에 의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목

은 이미 이루어져 청구인이 주장하는 권리보호이익은 소멸하 다. 그러

나 이 사건과 같이 상임 원회 원의 개선, 즉 사ㆍ보임행 는 법률의 근

3) 그러나, 피청구인이 이에 한 증거자료로 제출한 「국회본회의회의록」은 2001.

12. 27.자 제226회 국회(임시회) 제4차본회의 회의록이므로 이미 청구인이 보건복

지 원회에서 사임된 후의 일이고, 그나마 이 날에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법

률안이 의사일정에 포함되지 않아 동 법률안에 한 발언이나 표결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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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하에 국회 행상 빈번하게 행해지고 있고 그 과정에서 당해 원의 의사

(意思)에 반하는 사ㆍ보임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얼마든지 상할 수 있으

므로 청구인에게 뿐만 아니라 일반 으로도 다시 반복될 수 있는 사안이어

서 헌법 해명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이 사건은 심 의 이익이 있다.

4. 정당은 국민과 국가의 개자로서 정치 도 ( 管)의 기능을 수행

하여 주체 ㆍ능동 으로 국민의 다원 정치의사를 유도ㆍ통합함으로써

국가정책의 결정에 직 향을 미칠 수 있는 규모의 정치 의사를 형성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당의 기능을 수행하기 해서는 무엇보다도 먼

정당의 자유로운 지 가 제되지 않으면 안된다. 즉, 정당의 자유는 민주

정치의 제인 자유롭고 공개 인 정치 의사형성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므로 그 자유는 최 한 보장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의 민주주의가 종래의 순수한 의제 민주주의에서 정당국가 민

주주의의 경향으로 변화하고 있음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 다만, 국회의원의

국민 표성보다는 오늘날 복수정당제하에서 실제 으로 정당에 의하여 국

회가 운 되고 있는 을 강조하려는 견해와, 반 로 의제 민주주의 원

리를 시하고 정당국가 실은 기본 으로 국회의원의 체국민 표성

을 침해하지 않는 범 내에서 인정하려는 입장이 서로 맞서고 있다. 국회

의원의 원내활동을 기본 으로 각자에 맡기는 자유 임은 자유로운 토론과

의사형성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당내민주주의를 구 하고 정당의 독재화

는 과두화를 막아주는 순기능을 갖는다. 그러나 자유 임은 의회내에서의

정치의사형성에 정당의 력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며, 의원이 정당과 교섭

단체의 지시에 기속되는 것을 배제하는 근거가 되는 것도 아니다. 한 국

회의원의 국민 표성을 시하는 입장에서도 특정 정당에 소속된 국회의원

이 정당기속 내지는 교섭단체의 결정(소 ‘당론’)에 반하는 정치활동을

한 이유로 제재를 받는 경우, 국회의원 신분을 상실하게 할 수는 없으나

“정당내부의 사실상의 강제” 는 소속 “정당으로부터의 제명”은 가능하다

고 보고 있다. 그 다면, 당론과 다른 견해를 가진 소속 국회의원을 당해

교섭단체의 필요에 따라 다른 상임 원회로 임(사ㆍ보임)하는 조치는 특

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정당내부의 사실상 강제”의

범 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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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오늘날 교섭단체가 정당국가에서 의원의 정당기속을 강화하는 하

나의 수단으로 기능할 뿐만 아니라 정당소속 의원들의 원내 행동통일을 기

함으로써 정당의 정책을 의안심의에서 최 한으로 반 하기 한 기능도

갖는다는 에 비추어 볼 때, 국회의장이 국회의 의사(議事)를 원활히 운

하기 하여 상임 원회의 구성원인 원의 선임 개선에 있어 교섭단체

표의원과 의하고 그의 “요청”에 응하는 것은 국회운 에 있어 본질

인 요소라고 아니할 수 없다. 피청구인은 법 제48조 제1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청구인이 소속된 한나라당 “교섭단체 표의원의 요청”을 서면으로 받

고 이 사건 사ㆍ보임행 를 한 것으로서 하등 헌법이나 법률에 반되는

행 를 한 바가 없다.

요컨 , 피청구인의 이 사건 사ㆍ보임행 는 청구인이 소속된 정당내부

의 사실상 강제에 터잡아 교섭단체 표의원이 상임 원회 사ㆍ보임 요청을

하고 이에 따라 이른바 의사정리권한의 일환으로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서,

그 차ㆍ과정에 헌법이나 법률의 규정을 명백하게 반하여 재량권의 한

계를 히 벗어나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할 것

이다.

재 권 성의 반 의견

4. 오늘날 의제 민주주의에 있어서 국회의원의 국민 표성이 정당국가

실에 의하여 사실상 변질되고 의원의 정당에의 속이 일반 인 경향

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상이 헌법규범상의 의제 민주주의를 보충하

는 실의 한 모습에 그치는 정도를 넘어서서, 의제 민주주의 원리를 부

정하고 그 틀을 뛰어넘는 원칙의 변화를 의미한다면 이것은 결단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므로, 표 으로 이 사건과 같이 양자의 이념이 충돌

하는 경우에는 자유 임을 근본으로 하는 의제 민주주의 원리를 우선시

켜야만 한다. 한나라당 교섭단체 표의원의 요청에 따른 피청구인의 이 사

건 사ㆍ보임행 는 우선 청구인이 국민의 표인 국회의원으로서 상임 원

회에서 ‘건강보험의 재정통합’ 여부라는 요한 쟁 , 즉 국민건강보험법

개정법률안에 하여 심의ㆍ표결할 권한을 침해하 음이 명백하다. 한,

법 제48조는 상임 원의 ‘개선’은 교섭단체 표의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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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장이 이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외 특별한 요건을 규정

하지 않고 있으나, 그 다고 하더라도 일반 이고 내재 인 한계는 법률해

석상 당연히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본인이 계속 동 원회에서 활동

하기를 원하고 있다면 법 제48조 제6항과 같은 사유, 즉 “의원이 기업체

는 단체의 임․직원 등 다른 직을 겸하게 되어 그 직과 직 인 이해

계를 가지는 상임 원회의 원으로 계속 활동하는 것이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나 기타 “그 원회와 련하여

법하거나 부당한 행 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본인의 의

사에 반하여 강제로 원회에서 사임시킬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 다면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한 이 사건 사ㆍ보임행 는 국회 보건복

지 원회에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법률안에 하여 심의ㆍ표결할 청구인

의 권한을 침해하고, 아울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 원회의 상임 원

으로서 2년의 임기 동안 활동할 수 있는 청구인의 권한을 역시 침해한 것

이라고 할 것이다.

【해 설】

1. 서론

이 사건은 헌법상 국회의원의 지 와 련하여, 특정 정당에 소속된 국

회의원이 교섭단체의 결정(소 ‘당론’)에 반하는 정치활동을 하는 경우

그 정당은 당해 국회의원에 하여 어느 정도까지 제재를 할 수 있는지를

둘러싸고, 국회의원의 통 인 국민 표성보다는 오늘날 복수정당제하에

서 실제 으로 정당에 의하여 국회가 운 되고 있는 을 강조하려는 입장

과, 반 로 의제 민주주의 원리를 시하고 정당국가 실은 기본 으

로 국회의원의 체국민 표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 내에서 인정하려는 입

장이 충돌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헌법재 소는 의 민주주의가 종래

의 순수한 의제 민주주의에서 정당국가 민주주의의 경향으로 변화하고

있는 상에 주목하여, 국회법의 계규정에 따라 당해 정당의 교섭단체

표의원의 요청을 국회의장이 받아들인 이 사건 사ㆍ보임행 는 정당하 다

고 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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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요건에 한 단

가. 피청구인의 행 가 권한쟁의심 의 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권한쟁의에서는 국가기 등이 행한 구체 인 처분이나 부작 가 다툼

의 상이 된다(헌법재 소법 제61조 제2항). 이 사건에서는 “처분”이 문제

되고 있으므로 이에 하여 본다.

(1) 권한쟁의심 의 상이 되는 “처분”의 의의4)

권한쟁의를 유발하는 가장 형 인 가 처분에 의한 권한침해의 경우

이다. 이 처분의 개념은 단히 넓은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어서, 단순한

사실행 뿐만 아니라 기타 모든 법 행 까지 포함하는 것이다. 외 인

것뿐만 아니라 내 성질을 지닌 것, 그리고 개별 결정뿐만 아니라 일

반 규범의 정립까지도 이에 포함된다.5)

독일연방헌법재 소도 이 처분개념을 의로 악하는 입장이다.6) 그래

서 연방헌법재 소는, 타 국가기 에 부담을 지우는 권한유월행 가 여기

에서 말하는 처분에 해당하는 것은 물론이고7) 심지어 의회의 입법까지도

권한쟁의의 상이 될 수 있는 처분에 포함된다고 하 다.8) 특히 의회의

입법을 “처분”의 개념에 포함시킴으로써 이를 권한쟁의의 상으로 삼는

경우, 이 때의 문제제기는 단순히 입법 차상의 월권에 한 형식 인 것

에만 머물지 않고 입법의 실질 내용에까지 미친다고 본다.9)

한편, 한 정당의 목 이 합헌인가 여부와 련하여 연방정부가 부정 인

평가를 내린 경우처럼10) 단순한 견해표명도 법 으로 문제될 수 있는 “처

4) 김운용, “국가기간 상호간의 권한쟁의심 ”, 권한쟁의심 제도에 한 연구 (헌

법재 연구 제3권), 헌법재 소, 1991, 175-177면 참조.

5) Dieter Lorenz, “Der Organstreit vor dem BVerfG”, in: Christian Starck, hrsg.,

Bundesverfassungsgericht und Grundgesetz, Festgabe, Bd. I (Tübingen, 1976),

S. 24 참조.

6) BVerfGE 2, 143(168) 참조.

7) BVerfGE 24, 184(194) 참조.

8) BVerfGE 2, 143(177); 73, 40(65) 참조.

9) 이 을 지 한 例로서 BVerfGE 1, 208(220); 4, 144(148) 참조. 이와 함께 이론

으로는 Klaus Stern, in: Bonner Kommentar, Art. 93, RdNr. 174 참조.

10) 연방내무장 이 그의 정례보고서에서 NPD(Nationaldemokratische Partei Deutschland

: 독일국가민주당)가 반헌법 목 을 가지고 과격한 활동을 함으로써 자유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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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의회본회의에서 의원이 행한

발언이 의회의 신에 손상을 다고 단하여 의장이 그 의원에게 힐책성

주의를 것은 법 으로 문제될 정도의 처분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권

한쟁의의 상이 되지 못한다고 하 다.11)

요컨 권한쟁의의 상으로서의 처분12)은 지극히 폭넓은 개념으로서,

의회의 입법행 에서부터 가장 구체 이고 개별 인 행정행 나 사실행

에 이르기까지, 국가기 의 모든 극 인 행 를 포함한다고 하겠다. 이처

럼 폭넓은 의미의 것으로서, 한 국가기 의 처분이 타 국가기 의 권한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그 처분은 권한쟁의의 상이 되는 것이다.

(2)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에서 피청구인은 2001. 12. 24. 한나라당 교섭단체 표의원이 요

청한, 같은 한나라당 의원으로서 국회 보건복지 원회 소속이던 청구인과

환경노동 원회 소속이던 박 규를 서로 맞바꾸는 내용의 상임 원회

원 사ㆍ보임 요청서에 결재를 하 고, 이는 법 제48조 제1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교섭단체 표의원의 요청에 따른 상임 원 개선행 이다.

와 같은 피청구인의 개선행 에 따라 청구인은 같은 날부터 보건복지

원회에서 사임되고, 박 규 의원이 동 원회에 보임되었다. 따라서

청구인의 상임 원 신분의 변경을 가져온 피청구인의 이 사건 사ㆍ보임 결

재행 는 권한쟁의심 의 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기본질서에 배된다고 기술한 것은 법 으로 문제될 수 있는 처분이라고 하 다.

BVerfGE 40, 287(287f.) 참조.

11) BVerfGE 60, 374(381f.) 참조.

12) 우리 헌법재 소법의 ‘처분’이라는 용어는 독일연방헌법재 소법 제64조 제1항의

Maßnahme를 번역한 것으로 보인다. 에서 본 바와 같이 독일연방헌법재 소는

이를 넓게 이해하여 법률의 제정(BVerfGE 82, 322[335]), 연방의회의 해산 선

거일의 확정(BVerfGE 62, 1[31ff.]), 무기설치에 한 연방정부의 동의(BVerfGE

68, 1[66]), 구두질의에 한 연방정부의 답변(BVerfGE 57, 1[5]), 의원에 한 의

회의장의 질책(BVerfGE 80, 188[215]) 등을 모두 그러한 처분(Maßnahme)에 해당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정태호, “국가기 상호간의 권한쟁의제도와 정당”, 정당

과 헌법질서 (심천계희열박사 화갑기념논문집), 박 사, 1995, 44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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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헌법 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권한의 침해

권한쟁의심 은 피청구인의 처분 는 부작 가 헌법 는 법률에 의하

여 부여받은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 거나 침해할 한 험이 있는 때

에 한하여 이를 청구할 수 있다(헌재법 제61조 제2항). 여기에서의 “침해”

란 법요건 단계에서의 침해를 말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바탕으로 할 때

침해의 개연성이 있으면 족하다.13) 즉 청구인의 권한이 법 으로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14)

우선 청구인이 주장하는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ㆍ표결권은 헌법 제41

조 제1항에 따라 국민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헌법상의 국가기 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독자 인 권한임이 틀림없고(헌재 1997. 7.

16. 96헌라2, 례집 9-2, 154, 163), 청구인은 2001. 12. 24. 피청구인의 이

사건 사ㆍ보임행 로 말미암아 같은 날 열린 제226회 국회(임시회) 보건복

지 원회 제3차회의 때부터 보건복지 원회의 원으로 법률안 심의ㆍ표결

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일응 이러한 권한의 침해를 받게 되었다

고 인정할 수 있다.

다. 이 사건 심 의 상이 국회내부의 자율에 한 문제인지 여부

국회는 국민의 표기 , 입법기 으로서 폭넓은 자율권을 가지고 있고,

그 자율권은 권력분립의 원칙이나 국회의 지 , 기능에 비추어 존 되어야

한다(헌재 1997. 7. 16. 96헌라2, 례집 9-2, 154, 165).15) 헌법 제64조도

국회는 법률에 되지 아니하는 범 안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한 규

칙을 제정할 수 있고, 의원의 자격심사․징계․제명에 하여 자율 결정

13) BVerfGE 81, 310. 김하열, “권한쟁의심 에 한 연구”, 석사학 논문, 고려 학

교 학원, 1999.12, 93면.

14) 명재진, “입법과정에 한 헌법 통제”, 헌법 례연구(1), 박 사, 1999, 290면.

15) 그런데 이 결정에서는 “법치주의의 원리상 모든 국가기 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

여 기속을 받는 것이므로 국회의 자율권도 헌법이나 법률을 반하지 않는 범

내에서 허용되어야 하고 따라서 국회의 의사 차나 입법 차에 ‘헌법이나 법률의

규정을 명백히 반한 흠이 있는 경우’에도 국회가 자율권을 가진다고는 할 수 없

다”고 시하 으나(동 례집 165면), 이 의미는 헌법이나 법률의 규정을 명백히

반한 흠이 있는 경우에만 권한쟁의심 의 상이 된다는 뜻이라기 보다는 ‘국회

의 자율권에 해당하는 행 라도’ 헌법이나 법률의 규정을 명백히 반한 흠이 있

는 경우에는 권한쟁의심 의 상이 될 수 있다는 뜻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국회의원과 국회의장간의 권한쟁의 497

을 할 수 있으며, 이에 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은 국회의장인 피청구인이 국회의원인 청구인의 헌법

법률상 보장된 법률안 심의ㆍ표결권을 침해하 다는 이유로 권한쟁의심

이 청구된 사건이므로 이 사건 심 상은 에서 본 국회의 자율권이 허

용되는 사항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헌법재 소가 심사할 수 없는 국회

내부의 자율에 한 문제라고 할 수는 없다(헌재 1997. 7. 16. 96헌라2,

례집 9-2, 154, 165 참조).

라. 권리보호이익과 헌법 해명

상임 원회 원의 임기는 2년이다(법 제40조). 그리고 이 사건 결정일

당시의 제16 국회는 2000. 4. 13. 실시된 총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

원으로 구성되어 4년 임기 반기를 마쳤고, 후반기 들어 2002. 7. 8.에는

국회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 고, 같은 달 11.에는 각 상임 원장을 선출하

고 이어서 각 상임 원회의 원배정이 이루어졌다. 이때 청구인은 다시

보건복지 원회에 배정되어 이 사건 결정일 재까지 동 원회에서 활동

하고 있었다.16) 그러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권한쟁의 심 청구에 의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목 은 이미 이루어졌다.

권한쟁의가 비록 법하게 제기되었더라도 권리보호이익은 헌법재 소

의 결정 당시에도 존재해야 하므로, 권한쟁의심 청구 당시 권리보호이익

이 인정되더라도 심 계속 에 사실 계 는 법률 계의 변동으로 말미암

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의 침해가 종료된 경우에는 원칙 으로 권리

보호이익이 없다(헌재 1997. 3. 27. 93헌마251, 례집 9-1, 366, 370 참조).

그러나 헌법소원심 과 마찬가지로 권한쟁의심 도 주 권리구제뿐만

아니라 객 인 헌법질서 보장의 기능도 겸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 한

권한침해 상태가 이미 종료하여 이를 취소할 여지가 없어졌다 하더라도 같

은 유형의 침해행 가 앞으로도 반복될 험이 있고, 헌법질서의 수호ㆍ유

지를 하여 그에 한 헌법 해명이 긴요한 사항에 하여는 심 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7. 11. 27. 94헌마60, 례집

9-2, 675, 688 참조). 헌법소원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권한쟁의에서의 권리

16) 국회사무처, “상임 원회 원명단”, 2002.9.30.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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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이익도 일반법원의 소송사건에서처럼 주 권리를 기 으로 엄격하

게 해석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다만, 여기에서 말하는 반복 침해의

험성이란 단순히 추상 이거나 이론 인 가능성이 아니라 구체 인 것이어

야 한다(헌재 1996. 11. 28. 92헌마108, 례집 8-2, 588, 596 참조).

이 사건과 같이 상임 원회 원의 개선, 즉 사ㆍ보임행 는 국회법 규

정의 근거하에 국회 행상 빈번하게 행해지고 있고 그 과정에서 당해 원

의 의사에 반하는 사ㆍ보임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얼마든지 상할 수 있으

므로 청구인에게뿐만 아니라 일반 으로도 다시 반복될 수 있는 사안이어

서 추상 ㆍ이론 가능성이 아니라 구체 인 반복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이 와 같이 제16 국회

의 후반기 원구성에 의하여 본인이 원하는 보건복지 원회 원으로 배정

되었다고 하더라도 헌법 해명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본안 단의 이익이

있는 것이다.

마. 소결

요컨 , 이 사건 심 청구는 권한쟁의심 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국회

의원인 청구인이 국회의장인 피청구인을 상 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국

회 보건복지 원회에서 강제로 사임 하고 박 규 의원을 보임하는 사

ㆍ보임 요청을 허가함으로써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 다고 주장하여 권한

침해의 확인과 아울러 그 행 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으로서 법하다고

할 것이다.

3. 본안에 한 단

헌법재 소는 권한쟁의심 의 상이 된 국가기 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의 존부 는 범 에 하여 단하고, 이 경우에 피청구인의 처분

는 부작 가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한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그 무효를

확인할 수 있다(헌재법 제66조).

가.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ㆍ표결 권한

국회의원은 국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지 를 가질 뿐만 아니라 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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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로서의 지 를 가지며 국민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되고(헌법 제41조 제1

항)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여러 가지 특권과 권한 내지 책임이 부여되어

있으며{헌법 제42조(임기보장), 제44조(불체포특권), 제45조(면책특권), 제46

조제2항(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른 직무수행), 제52조(법률안제출

권) 등과 법의 여러 규정들}, 이를 토 로 입법활동 국정의 비 ‧감시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결정 으로 국가의사형성에 여하고 있다. 이 청

구인이 주장하는 법률안 심의ㆍ표결권에 하여 보면, 이러한 권한은 국회

본회의와 상임 원회(특별 원회 포함. 이하 같다)17)에서의 그것을 의미한

다고 할 것이다. 즉, 국회의원은 2 이상의 상임 원회의 원이 되므로(법

제39조 제1항),18) 국회의원은 상임 원회와 본회의에서 의제 는 의사진

행에 하여 발언하고(헌법 제45조) 동의를 함으로써 의제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여기에는 의제에 한 찬반토론을 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법 제99조 내지 제108조). 한 국회의원은 상임 원회와 본회의

에서 표결에 참가할 권리를 가진다(법 제111조).

나. 교섭단체의 역할과 상임 원회의 기능

(1) 교섭단체의 의의 기능

국회는 일반 으로 이 으로 조직되어 운 된다. 즉 정치 으로는 교

섭단체(交涉團體)로, 법 으로는 원회(委員 )로 구성되어 운 된다.19)

교섭단체(Negotiation Group)는 원칙 으로 국회에 일정수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 소속된 의원들로 구성되는 원내의 정당 는 정 를 말한다.

정당은 국민의 정치 의사형성을 목 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 조직이기

때문에 정당에 소속된 의원은 당연히 소속정당의 구성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하게 되므로, 원내에 다수의 의석을 확보한 정당은 정당의 정강정책을 소

속의원을 통하여 최 한 국정에 반 하고 소속의원으로 하여 의정활동을

17) 법 제35조( 원회의 종류) 국회의 원회는 상임 원회와 특별 원회의 2종으로

한다.

18) 이와 같은 복수 원회제도는 1997. 1. 13. 법률 제5292호로 개정된 법에서 처음

도입되었는데, 그 이유는 다양한 국민여론을 국정에 반 하도록 하기 함이라고

한다. 한민국 보, 1997.1.13.자, 187면.

19) H. Meyer, Das parlamentarische Regierungssystem des Grundgesetzes, in:

VVDStRL Heft 33 (1975), S. 92. 명재진, 게논문, 2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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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 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게 할 필요성이 요구된다.20)

법 제33조는 국회에 20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

단체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21) 제48조는 국회내 원회의 구성은 교섭단

체 소속의원수의 비율에 의하여 각 교섭단체 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선임 개선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국회운 에 있어 교섭단체가 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22) 교섭단체는 정당국가에서 의원의 정당

기속을 강화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기능할 뿐만 아니라 정당소속 의원들의

원내 행동통일을 기함으로써 정당의 정책을 의안심의에서 최 한으로 반

하기 한 기능도 갖는다.23)

(2) 상임 원회의 의의 기능

(가) 의의

상임 원회(Standing Committee)를 포함한 원회는 의원 가운데서 소

수의 원을 선임하여 구성되는 국회의 내부기 인 동시에 본회의의 심의

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거나 그 소 에 속하는 의안을 입안하는 국회의

합의제기 이다. 원회의 역할은 국회의 비 심사기 으로서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본회의의 단자료를 제공

하는데 있다. 따라서 원회의 의결은 본회의의 심의 에 행하여질 필요

가 있으나 원회의 의결이 본회의의 의결을 법률 으로 구속하는 것은 아

니다.24) 그러므로 원회의 의결은 국회의 최종의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

며, 원칙 으로 외부에 하여 구속력을 가지는 것도 아니다.25)

국회의원을 상임 원회의 원이 되도록 한 것은 국회의원으로 하여

20) 박 국, 국회법, 박 사, 2000, 226면.

21) 한편, 법은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20인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

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법 제33조 제1항 단서).

22) 명재진, 게논문, 300면.

23) 허 , 한국헌법론, 박 사, 2004, 848면.

24) 국회법 제85조(심사기간)는 “①의장은 심사기간을 정하여 안건을 원회에 회부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각 교섭단체 표의원과 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원회가 이유없이 그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간

보고를 들은 후 다른 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고 규

정하고 있다.

25) 국회사무처발행, 국회법해설, 1996, 1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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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심사의 심기 인 상임 원회에 반드시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그 활동

을 보장하고 상임 원회 문화의 취지를 철 히 하기 한 것이다.26)

(나) (상임) 원회 심주의

법 제48조 제1항은 국회내 원회의 구성에 하여 “상임 원은 교섭단

체 소속의원수의 비율에 의하여 각 교섭단체 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선임 개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회는 의장이 상임 원회 특별

원회의 원정수에 맞도록 원을 선임함으로써 구성된다. 즉, 체 의원

수에서 의장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을 「상임 원회 원정수에 한규칙」에

규정된 원회별 정수(법 제38조 참조)에 맞게 선임하는데, 교섭단체별로

원수 비율을 산출하고 소수 이하 단수를 조정하여 원회별로 원수

를 할당하여 선임한다. 그러나 실제 상임 원회 배정권은 정당의 소수 지

도부가 장악하고 있으며, 정당지도부는 이러한 선임권을 통하여 의원의 자

율성을 통제하고 있다.27) 즉, 의원들은 개인의 정치 목표와 련하여 소

인기 원회에 선임되고자 하는 열망이 단히 크기 때문에 교섭단체

표의원 등 정당간부들은 원회 선임문제를 통해 의원들을 통제하는 것이

다.28)

26) 국회사무처, 게서, 122면.

27) 미국에서도 당의 지도부는 상임 원회 원배정권의 행사를 통하여 당의 규율을

통제하고 있다고 한다. 미국 상원 인터넷 홈페이지 참조.

[http://www.senate.gov/artandhistory/history/common/briefing/Committees.htm]

28) [상임 원회의 구성에 한 외국의 입법례]

상임 원의 선임방법으로는 크게 의회운 권자(의장 는 교섭단체 표의원)가

지명 는 선임하는 방법과 원회의 원을 선임하기 한 목 으로 설치된 별

도의 원회에서 선임하는 방법으로 나 수 있다.

A. 의장 는 교섭단체 표의원(원내총무)이 지명 는 선임하는 나라

① 일본(상ㆍ하원)의 경우에 각 원회의 원수는 교섭단체의 소속의원수의 비

율에 의하여 “의회운 원회”가 각 교섭단체에 할당하고, 각 교섭단체의 신청에

의하여 의장이 지명한다.

② 랑스(상ㆍ하원)의 경우 각 원회의 원수는 의회의 그룹(groupe parlementaire)

의 의석수에 비례하여 분배되고, 각 당의 의원총회에서 각 원회에 소속될 의원

명단을 정하여 각 원의 의장에게 제출하는데, 의원으로부터 이의가 제기되지 않으

면 당해 원회의 원으로 선출된 것으로 간주되고 의장은 이를 보에 공시한다.

③ 독일(상ㆍ하원)의 경우 각 교섭단체가 원회의 구성원을 임명하는데, 원칙

으로 각 교섭단체의 크기에 비례해서 그 정원이 정해진다. 그 명단은 의장이 공

고한다. 오스트리아(하원), 스페인(상원)도 교섭단체가 직 원을 선임한다.

④ 그 밖에 인도(상원), 이탈리아(상ㆍ하원), 네덜란드, 미국하원의 특별 원회,

포르투갈, 그리스, 인도네시아 등도 교섭단체의 제안에 따라 의장이 원을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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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회의 법률안 심의는 본회의 심주의가 아닌 소 상임 원

회 심으로 이루어진다. 소 상임 원회에서 심사․의결된 내용을 본회

의에서는 거의 그 로 통과시키는 이른바 “ 원회 심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것이다(헌재 2000. 2. 24. 99헌라1, 례집 12-1, 115, 127). 오늘날 의

회의 기능에는 국민 표기능, 입법기능, 정부감독기능, 재정에 한 기능

통합기능 등이 포함된다. 의회가 이러한 본연의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서는 국민 표로 구성된 의원 원에 의하여 운 되는 것이 요망된다. 그

러나 다수의 의원 원이 장기간의 회기동안 고도의 기술 이고 복잡다양

한 내용의 방 한 안건을 다루기에는 능력과 시간상의 제약이 따른다. 이

처럼 직 민주정치의 한계를 극복하기 한 방안으로 원회제도가 요구된

다. 그리하여 상임 원회의 구성과 활동은 의회의 업 과 성패를 실질 으

로 결정짓는 변수가 되고 있다.

(다) 상임 원의 임기 사임ㆍ해임

1) 임기

일반 으로 원의 임기는 원회의 존속기간, 즉 의회의 존속기간 는

특정기간과 일치한다. 컨 , 일본의 경우 상임 원회의 원은 의회의 회

기 에 선임되고, 의원의 임기 에 그 임무를 수행한다. 랑스의 경우는

하원의 상임 원회 원의 임기는 1년, 상원의 상임 원회 원의 임기는

3년인데, 실제로는 의원의 임기 계속되는 것이 상례이다.

그리고 원은 같은 원회에 재선임될 수 있는데, 다만 원의 재선임

한다.

B. 원선임 원회에서 선임하는 방법

① 미국(상ㆍ하원)의 경우 각 원의 회기가 시작되기 에 열리는 당 회

(Caucus 는 Conference)에서 구성하는 원선임 원회에서 각 상임 원의 명단

을 작성하는데, 각 당의 원회 배정인원은 각 당의 의원수에 비례하여 정해진다.

이에 따라 각 당의 의원총회를 거쳐 각 원에서 상임 원을 선임하는데, 이들 차

는 의례 인 것에 불과하다.

② 국(상ㆍ하원)의 경우 각 원의 규칙 원선임 원회(Committee of

Selection)에 의하여 선임된다. 노르웨이의 경우에도 교섭단체에 의해 원이 지명

되지만, 공식 으로는 선거 원회(Election Committee)에서 선임되고 있다.

③ 그 밖에 캐나다(하원), 아일랜드(상ㆍ하원), 스웨덴(하원), 이스라엘, 필리핀

등의 국가에서도 원선임의 임무를 부여받은 원회의 제안에 따라 본회의 의결

로 원이 선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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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하여 제한을 두고 있는 나라도 있다. 컨 , 스 스의 경우는 한 의

원이 동일한 상임 원회에 최고 6년까지만 재임할 수 있으며, 상임 원회

를 사임한 원은 3년 동안은 동일 원회에 재선임될 수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 상임 원회 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임 는 개

선된 상임 원의 임기는 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법 제40조). 의원의

문성을 활용한다는 취지에서 본다면 상임 원의 임기를 의원의 임기와

일치시킴이 더욱 효율 일 것이나, 그럴 경우 소 이외의 사항에 한 의

원의 활동이 더욱 어렵게 되는 한편 상임 원회의 원선임에 불만이 상

될 수 있으므로 한 차례 소속 원회를 달리할 수 있도록 원의 임기를 2

년으로 한 것이라고 한다.29)

2) 사임 해임

원의 사임에 하여는 원이 스스로 사임할 수 있는지 는 본회의와

같은 다른 기 의 동의가 필요한지에 따라 국가간에 차이가 있다.

미국(상원), 호주(상원), 핀란드의 경우는 원의 사임 해임에 본회의

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 노르웨이는 선거 원회의 권고에 따라 본회의에서

결정한다. 국(하원)의 경우는 원의 선임과 마찬가지로 원선임 원회

가 상임 원을 사임시킬 수 있다. 이탈리아(상ㆍ하원)의 경우는 교섭단체만

에 의하여 원의 해임이 결정된다. 뉴질랜드는 수상(여당) 야당지도자

가 소속의원을 원직으로부터 사임시킬 수 있다. 일본의 경우는 사임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의장이 허가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의원은 2이상의 상임 원회의 원이 되므로(법 제39조

제1항),30) 상임 원은 개선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임할 수 없다. 다만, 국

무총리ㆍ국무 원ㆍ국무조정실장ㆍ처(處)의 장, 행정각부의 차 기타 국

가공무원의 직을 겸한 의원은 상임 원을 사임할 수 있다(법 제39조 제4

항). 사임이 가능한 경우 원의 사임은 사임하고자 하는 원의 사임서를

첨부한 교섭단체 표의원의 신청에 의하여 의장이 허가한다. 다만, 상임

29) 국회사무처, 게서, 123면.

30) 법상으로는 이와 같이 “복수상임 원회”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회

의운 이나 회의장시설 문제 등으로 인해 운 원회와 정보 원회를 제외하고는

복수상임 원회 제도는 실시되지 않고 있다. 정호 , 국회법론, 법문사 2000, 184

면의 주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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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이 사임할 경우에는 다른 상임 원회의 원으로 보임되어야 하기 때문

에 교섭단체 표의원은 보임될 상임 원회 원에의 추천도 아울러 하여

야 한다.

다. 국회의장의 직무

(1) 국회의장은 헌법 제48조에 따라 국회에서 선출되는 헌법상의 국가기

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국회를 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할 지 에 있고(법 제10조), 이러한 지 에서 본회의

개의일시의 변경, 의사일정의 작성과 변경, 의안의 상정, 의안의 가결선포

등의 권한을 행사한다(헌재 1997. 7. 16. 96헌라2, 례집 9-2, 154, 163). 이

사건과 같은 상임 원의 선임 는 개선은 이와 같은 국회의장의 직무

의사정리권한(議事整理權限)에 속하는 것이다. 국회의장이 의사정리권을 행

사함에 있어서 교섭단체 표의원과 계되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31)

(가) 교섭단체 표의원의 요청이 필요한 경우

국회 상임 원회 상임 원, 그리고 산결산특별 원회 원의 선임

개선을 하는 경우(법 제48조 제1항, 제45조 제2항ㆍ제6항)32)

(나) 교섭단체 표의원의 통지가 필요한 경우

정부에 한 질문에 있어서 질문의원ㆍ질문배정시간ㆍ질문순서를 정하

는 경우(법 제122조의2 제7항)33)

(다) 그 밖에 교섭단체 표의원과의 의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34)

31) 국회사무처, 게서, 41-45면 참조.

32) 그밖에 교섭단체 표 원의 요청이 필요한 경우로서, “의사정족수”에 한 것이

있다.

제73조(의사정족수) ①본회의는 재 의원 5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개

정 1997.1.13> ③회의 제1항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의장은 회의의

지 는 산회를 선포한다. 다만, 의장은 교섭단체 표의원이 의사정족수의 충족을

요청하는 경우외에는 효율 인 의사진행을 하여 회의를 계속할 수 있다.<개정

2000.2.16>

33) 제122조의2(정부에 한 질문) ⑦각 교섭단체 표의원은 질문의원과 그 질문배

정시간 질문순서를 질문일 일까지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

은 각 교섭단체 표의원의 통지내용에 따라 질문순서를 정한 후 이를 본회의개의

에 각 교섭단체 표의원과 정부에 통지하여야 한다.

34) 그 로는 다음과 같다. ①의장은 각 교섭단체 표의원과의 의를 거쳐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년도의 국회운 기본일정을 정하여야 한다(법 제5조의2).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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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회의장이 상임 원회 원의 선임ㆍ개선시 교섭단체 표의원의 요

청을 따르도록 한 규정은 행 헌법제정에 맞추어 국회법을 면개정한

1988. 6. 15. 법률 제4010호 국회법(제23차개정) 제46조( 원의 선임)에서

“①상임 원은 교섭단체소속의원수의 비율에 의하여 각 교섭단체 표의원

의 요청으로 의장이 선임한다. ②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

의 상임 원 선임은 의장이 이를 행한다.” 라고 처음으로 규정되었다.

종 에는 국회의장이 상임 원회 원을 선임함에 있어 각 교섭단체

표의원의 추천을 받아 선임하 으나, 와 같이 제13 국회(제23차개정국

회법)부터 각 교섭단체 표의원의 요청으로 국회의장이 선임하도록 한

것35)은 “국회의장의 권한을 일부 축소ㆍ조정하여 각 교섭단체 등의 의견을

존 ㆍ수렴할 수 있도록” 한다는 개정국회법의 취지36)의 일환으로 보인

다. 그러나 교섭단체 표 원의 “추천”과 “요청”은 사실상 특별한 차이가

있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라. 이 사건 사ㆍ보임행 에 한 평가

(1) 다수의견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은 헌법 제40조, 헌법 제41조 제1항으로

원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각 교섭단체 표

의원과 의한 경우에는 본회의 에도 개회할 수 있다(법 제56조). ③의장은 각

교섭단체 표의원과 의하여 본회의 개의시를 변경할 수 있다(법 제72조 단서).

④의장은 각 교섭단체 표의원과 의하여 본회의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법 제

75조 제1항). ⑤의장은 각 교섭단체 표의원과 의하여 본회의의 의사일정의 순

서를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법 제77조). ⑥의장은 각 교섭단체 표의원과

의하여 심사기간을 정하여 안건을 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법 제85조, 제86조).

⑦의장은 각 교섭단체 표의원과 의하여 동일의제에 한 발언시간, 발언자수를

정한다(법 제104조 제3항ㆍ제4항ㆍ제5항). ⑧5분자유발언의 발언자수와 발언순서

는 교섭단체별 소속의원수를 고려하여 의장이 각 교섭단체 표의원과 의하여

정한다(법 제105조 제3항). ⑨ 정부질문 긴 안질문시 의제별 의원의 질문

에 소요되는 총시간은 의장이 각 교섭단체 표의원과 의하여 정한다(법 제122

조의2 제3항ㆍ제4항, 제122조의3 제5항ㆍ제7항). ⑩의장은 폐회 는 휴회 국

정조사요구서가 제출되면 국회의 집회 는 본회의를 재개하고 지체없이 본회의

에 보고하며, 각 교섭단체 표의원과 의하여 조사를 시행할 특별 원회를 구성

하거나 상임 원회를 확정한다(국정감사 조사에 한법률 제3조 제3항).

35) 국회사무처발행, 국회선례집, 1996, 165면.

36) 한민국 보, 1988.6.15.자, 7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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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당연히 도출되는 헌법상의 권한으로서 국회의원 개개인에게 모두 보

장되는 것이고, 국회의장의 이 사건 사ㆍ보임행 가 국회의원의 와 같은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는 결국 사ㆍ보임행 과

정에 헌법이나 법률의 규정을 명백하게 반하여 재량권의 한계를 히

벗어난 흠이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단되어야 한다.

(가) 정당은 국민과 국가의 개자로서 “정치 도 ( 管)”의 기능을 수

행하여 주체 능동 으로 국민의 다원 정치의사를 유도ㆍ통합ㆍ집약함

으로써 국가정책 결정에 직 향을 미칠 수 있는 규모의 정치 의사를

형성하고 있다. 그리고 그 구체 기능으로는 각종 선거에서의 입후보자

추천과 선거활동, 의회에서의 입법활동, 정부의 정치 요결정에의 향

력 행사, 운동의 지도 등의 과정에 실질 주도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정당은 오늘날 의민주주의가 기능하기 한 불가결의 요소로

간주되고 있다. 이와 같은 정당의 기능을 수행하기 해서는 무엇보다도

먼 정당의 자유로운 지 가 제되지 않으면 안된다. 즉, 정당의 자유는

민주정치의 제인 자유롭고 공개 인 정치 의사형성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므로 그 자유는 최 한 보장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한편, 정당은 그 자유로운 지 와 함께 “公共의 지 ”를 가지므로 이

에서 정당은 일정한 법 의무를 지게 된다. 정치의 실질 담당자로

서 정당은 그 목 이나 활동이 헌법 기본질서를 존 하지 않으면 안되

며, 따라서 정당의 활동은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장되는 것이다. 한 정

당은 그 내부조직에 있어서도 일정한 법 규제를 받게 된다. 즉, 정당은

정치 조직체로서의 속성상 그 내부조직에서 형성되는 과두 ㆍ권 주의

지배경향으로 인하여 많은 험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과두 경

향을 배제하여 민주 내부질서를 확보하기 한 법 규제가 요구되는 것

이다. 그러나 정당에 한 법 규제는 와 같은 한정된 목 에 필요한

범 안에서 행해져야 하며, 그것이 국민의 정치활동의 자유 정당의 단

체자치에 부당한 간섭을 래해서는 아니된다. 특히 정당의 내부질서에

한 법 규제는 그것이 지나칠 때에는 정당의 자유에 한 침해의 가능성

이 있으므로 민주 내부질서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규제가 행해져야 한다.

정당은 특히 사상ㆍ신조에 계된 결사로서 그 자율성이 최 한 존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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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정당이 정당으로서 충분히 기능하기 하여는 구성원간에 이데올

로기의 동일성이 존재해야 하고, 내부에서의 분쟁처리를 자율 으로 행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나) 의 민주주의가 종래의 순수한 의제 민주주의에서 정당국가

민주주의의 경향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에 하여는 이론이 없다고 하겠

다. 다만, 정당국가 실과 정당규정의 의미를 강조하고 이를 통한 의

제 민주주의에 있어서의 국회의원의 국민 표성에 한 변화를 시하는

입장( 표 으로 라이 홀츠)과 의제 민주주의에 기 한 헌법의 규범

구조를 시하고 정당국가 실은 기본 으로 의제 민주주의에 있어서

의 국회의원의 체국민 표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 내에서 인정하려는 입

장( 표 으로 헤세, 우리나라의 다수설)으로 나 인다.37)

그러나 국회의원의 국민 표성을 시하는 입장에서도 정당소속 국회의

원에게 정당기속 내지는 교섭단체의 결정(소 ‘당론’)에 반하는 정치활

동을 한 이유로 제제를 가하는 경우 국회의원의 신분상실까지 가져오는 것

은 국회의원의 자유 임에 기 한 국민 표성에 상반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없으나 “정당내부의 사실상의 강제”38) 는 당해 “정당으로부터의 제

명”39)은 가능하다는 것이므로, 당론과 다른 견해를 가진 소속 국회의원의

경우 당해 교섭단체의 필요에 따라 다른 상임 원회로의 임(사ㆍ보임)을

요청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헌법상 는 법률상 인용될 수 있는

“정당내부의 사실상의 강제”의 범 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 앞에서 본 교섭단체의 역할에 비추어볼 때, 국회에서 일정한 정당

에 속하는 의원들의 의사를 사 에 종합ㆍ통일하여 각 교섭단체간에 상호

교섭함으로써 국회의 의사를 원활하게 운 하기 하여40) 국회의장이 상임

원회의 구성원인 원의 선임 개선에 있어 교섭단체 표의원과 의

하고 그의 “요청”에 응하는 것은 국회운 에 있어 본질 인 요소라고 아니

할 수 없다.

37) 김문 , “국회의원의 정당 표성”, 고시계, 1992년 5월호, 43면.

38) 김문 , 게논문, 44면.

39) 김 권, 헌법과 정당, 법문사, 1999, 74면; 허 , “국회의원 선거의 의미와 자유

임 정당기속의 본질과 한계”, 고시계, 2000년 12월호, 15면.

40) 국회법해설, 9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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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교섭단체 표의원의 “요청”이 헌법 는 법률에 반되는 것이

아닌 한, 교섭단체 표의원이 상임 원의 개선에 있어 “당해 원이 원

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지 를 계속 유지하기에 합하지 않다고 단될 만

한 불법 는 부당한 사유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의 개선을 요

청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교섭단체 표의원

의 상임 원 개선 “요청”이 헌법 는 법률에 반되는 것이 아닌 한 국회

의장이 이에 따르는 것은 정당국가에서 차지하는 교섭단체의 의의와 기능

을 고려할 때 법의 규정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법 제48조 제1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청구인이 소속

된 한나라당 “교섭단체 표의원의 요청”을 서면으로 받고, 이를 받아들여

이 사건 사ㆍ보임행 를 한 것으로서 하등 헌법이나 법률에 반되는 행

를 한 바가 없다. 다만, 법 제40조는 상임 원회 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

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를 2년 동안은 사ㆍ보임을 할 수 없다는 취지

로 해석할 수는 없으며, 이는 같은 조문의 후단에서 보임 는 “개선”된

상임 원의 임기는 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한 것에서도 알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라) 결론

이 사건 사ㆍ보임행 는 국회의장의 직무권한 이른바 의사정리권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것이며, 법이 요구하는 차 즉 청구인이 소속된 한나

라당 교섭단체 표의원의 요청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비록 청구

인이 피청구인에게 한나라당 교섭단체 표 원의 이 사건 사ㆍ보임 요

청시 이를 거부해 것을 부탁하는 서한을 달하 다 하더라도,41) 피청

구인이 청구인의 이러한 거부서한에 기속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사ㆍ보임행 는 헌법은 물론 법률에 반되

는 행 라고 볼 수 없다고 하겠다.

요컨 , 청구인이 소속된 교섭단체 표의원이 정당 내부의 사실상의 강

제에 해당하는 조치인 상임 원회 사ㆍ보임 요청을 하 고, 피청구인이 이

에 따라 청구인에 하여 사ㆍ보임행 를 한 것은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41) 청구인의 주장. 헌법소원심 청구서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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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반 의견

재 1인42)의 반 의견은 기본 으로 인 정당제 민주주의 내지

는 정당국가론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사건과 같이 헌법상 기 인

국회의원의 지 는 권한이 정당내부의 강제로 말미암아 침해되는 상황

에서는 통 인 의제 민주주의 내지는 자유 임의 원칙을 우선시하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가) 의제 민주주의와 정당국가 민주주의 : 국회의원의 ‘국민’ 표성

과 ‘정당’ 표성

종래 자유주의 , 의제 민주주의는 정당국가의 발 과 더불어 획기

인 변화를 맞은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정당국가 상은 미국과 같이 외

인 경우도 있지만43) 국가의 일반 경향이 되고 있다. 그리하여

차 정치 심이 ‘의회’로부터 ‘정당’으로 이행하고 있고 국회의원의 지

에도 변화가 오고 있다. 즉, 원래 의제 민주주의에 있어 국회의원은 국민

체의 표자를 의미하 으며 자유 임의 원리에 따라 어느 구의 지시

나 구속도 받지 않고 자신의 단에 따라 독자 으로 행동하 다. 그러나

정당국가의 발 은 국회의원이 특정정당의 당원으로서 사실상 소속 정당의

규율과 지시ㆍ통제에 구속되고 그 정당의 의사를 변하고 있다. 이러한

상은 우리나라의 경우도 외는 아니다. 헌법(제8조)은 정당조항을 두고

있고, 법 제33조는 20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을 하나의 교섭단체

로 하고 본회의나 원회는 교섭단체를 심으로 운 되도록 하고 있다.

한 국회의원은 실 으로 정당의 지시나 결정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보

통이다.44)

42) 권 성 재

43) 미국은 공화당ㆍ민주당의 2 정당제를 취하고 있으나 정당의 지방분권성이

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양 정당이 자체 으로 통일 행동을 취한다는 것은 곤

란하게 되어 있다. 선거에 있어서는 비록 공화당 는 민주당의 이름으로 당선된

의원들도 선거 후에는 당의 규제에서 독립한 의원으로 행동한다. 당선후는 의원의

조직, 컨 정ㆍ부의장의 선출, “ 원회의 구성” 등에 해서는 당의 방침에 따

라 투표를 하나 그 이외의 사항, 특히 외교정책ㆍ노동정책ㆍ경제정책 등의 요법

안 심의에 해서는 당의 방침에서가 아니라 각 의원이 자기의 단에서 투표를

한다. 여기에 다른 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교차투표(cross voting)가 행해지는 이

유가 있으며, 극단의 경우에는 양 정당이 완 히 분해되어 의원 각자가 소속하고

있는 지역의 이익에 따라 투표가 행해지기도 한다. 김 권, 게서, 39-4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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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권력분립을 규정한 우리헌법 제40조, 제41조 제1항, 제66조 제4

항, 제67조 제1항, 제101조 제1항 등에 비추어 기본 으로는 의제 민주주

의에 기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한 제44조, 제45조, 특히 제46조 제2

항, 그리고 제7조 등에서 국회의원의 국민 체 표성과 자유 임 계가

인정된다고 하겠다.45) 우리 헌법재 소도 「헌법 제7조 제1항의 “공무원은

국민 체에 한 사자이며, 국민에 해 책임을 진다.”라는 규정, 제45조

의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라는 규정 제46조 제2항의 “국회의원은 국가이

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라는 규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헌법은 국회의원을 자유 임의 원칙하에 두었다고 할 것이다.」라고 시

한 바 있다(헌재 1994. 4. 28. 92헌마153, 례집 6-1, 415, 425).

(나) 이 사건 사ㆍ보임행 에 한 평가

오늘날 의제 민주주의에 있어서 국회의원의 국민 표성이 사실상 정

당국가 실에 의해 변질되고, 의원의 정당에의 속이 일반 인 경향이

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헌법규범상의 의제 민주주의를 실 하는 실의

한 모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의제 민주주의의 원리를 부정하고 그 틀

을 뛰어넘는 것이어서는 안된다고 할 수 있다.

이 사건 사ㆍ보임행 당시 보건복지 원회의 구성을 보면 청구인이 소

속된 한나라당 의원이 8명, 민주당과 무소속 의원이 7명이어서 청구인의 1

표는 의결의 정족수(과반수)를 결정하는 casting vote의 역할을 할 수 있었

다. 따라서 한나라당 교섭단체 표의원의 요청에 따른 피청구인의 이 사건

사ㆍ보임행 는 국민의 표인 국회의원으로서 상임 원회에서 ‘건강보험

의 재정통합’ 여부라는 요한 쟁 (국민건강보험법 개정법률안)에 한

심의ㆍ표결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평가해야 할 것이다. 국회의원은 한 정

당의 표만이 아니므로 체국민의 이익을 희생시키지 않는 범 내에서만

소속정당의 정책과 결정에 기속된다고 보아야 하고 ‘정당기속’ 내지 ‘교섭

단체기속’보다는 언제나 자유 임 계가 우선하는 효력이 있다46)고 보아야

44) 김문 , 게논문, 36면.

45) 김문 , 게논문, 37면.

46) 김 권, 게서, 7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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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때문이다.

정당내 의사결정과정의 민주화가 미진한 우리나라의 경우, “의원에 한

정당 통제”라는 에서의 근은 정당국가라는 가상 제를 내세워

“자유 임에 따른 국민 표성의 구 ”이라는 헌법 과제를 해할 수 있

게 될 것이다.47)

물론 법 제48조는 상임 원의 ‘개선’의 경우 교섭단체 표의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국회의장이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외 특별한 요건

을 규정하지 않고 있으나, 그 다고 하더라도 일반 이고 내재 인 한계는

법률해석상 당연히 있다고 보아야 한다. 즉, 청구인의 경우 보건복지 원회

의 상임 원으로 배정되었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년 동안은 동

원회의 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자격 내지는 권한이 주어진 것이므로,

본인이 계속 동 원회에서 활동하기를 원하고 있다면 법 제48조 제6항의

사유 즉 “의원이 기업체 는 단체의 임․직원 등 다른 직을 겸하고 있는

경우 그 직과 직 인 이해 계를 가지는 상임 원회의 원으로 선임하

는 것이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나 기타

“그 원회와 련하여 법하거나 부당한 행 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

우”가 아닌 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원회에서 사임시킬 수는 없

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사ㆍ보임행 는 청구인이 국회 보건복지

원회에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법률안에 하여 심의ㆍ표결할 권한을 침해

한 것으로 평가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참고로 독일연방헌법재 소의 사례 , 소속 정당(녹색당)에서 축출된

의원에 하여 소속 정당의 교섭단체에서 상임 원회 배제요청을 하여

그 의원이 상임 원회에서 배제된 사안에서, “독일연방공화국의회는, 청구

인으로 하여 어느 하나의 원회에서 (그 소속 원으로서) 발언권과 신

청권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가능성을 부여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기본

법 제38조48) 제1항 제2문 소정의 청구인의 권리(권한)를 침해하 다”는 인

47) 강경근, “국민주권과 자유 임”, 헌법 례연구(3), 박 사, 2001, 97면.

48) ※ 기본법 제38조 ①독일연방의회의 의원은 보통, 직 , 자유, 평등, 비 선거에

의하여 선거한다. 의원은 국민의 표이며, 임과 명령에 구속됨이 없이 그 양

심에만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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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결을 한 가 있다.49)

(다) 주문의 형태 : 이 사건 사ㆍ보임행 가 무효인지 여부

헌재법 제66조 제2항은 피청구인의 처분 는 부작 가 청구인의 권한

을 침해한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그 무효를 확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제16 국회의 제1기 원구성은 이미 종료하고 제2기 원구성

도 끝나 청구인은 자신이 원하는 보건복지 원회에 배정된 상태이다(이는

청구인이 이 사건 권한쟁의심 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이다). 따

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사ㆍ보임행 를 취소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졌고,

그 다고 하여 무효를 선언할 수는 없으므로 헌법소원사건에서의 공권력행

사에 한 헌확인결정과 같이 “ 헌확인”은 할 수 있을 것이다.

4. 결정의 의의 후속 경과

가. 헌법재 소는 1997. 7. 16. 선고한 96헌라2 국회의원과 국회의장간의

권한쟁의 사건에서 국회의원은 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국가기

”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권한쟁의심 에서의 당사자능력을 인정하

으며, 이러한 입장은 2000. 2. 24. 선고한 99헌라1 국회의원과 국회의장간

의 권한쟁의 사건에서도 마찬가지 다. 그러나 당시에도 여 히 국회의원

개인은 당사자능력이 없다는 소수의견이 존재하 고, 일부 언론에서는 헌

법재 소가 국회의원의 권한쟁의심 당사자능력을 부인하고 있다는 취지

의 보도를 내기도 하 다. 그러나 이번 결정에서 9인의 재 원이 국

회의원의 당사자능력을 인정하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문제

에 하여 오해나 착오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나. 한편 이 결정에 하여는, “동일성과 계속성을 갖춘 ‘집단 의(集

團的代議)’의 단 로서 정당 교섭단체를 특별하게 보호하는 것은 무엇보

다도 그 조직과 활동의 민주성에 한 기본 인 신뢰를 제로 하는 것이

49) 제2재 부 1989. 6. 13. 결, BVerGE 80, 188(190). [“Der Deutsche Bundestag

verletzt die Rechte des Antragstellers aus Artikel 38 Absatz 1 Satz 2

Grundgesetz dadurch, daß er ihm keine Möglichkeit eingeräumt hat, in einem

Ausschuß als Mitglied mit Rede- und Antragsrecht mitzuwirk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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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정당국가화 경향이 심화된 오늘날의 의민주제에서도 교섭단체의 구

성원인 동시에 핵심리더격 당원의 입장에 있는 국회의원 개개인의 의공

직자로서의 인격과 양심에 한 인간 신임을 바탕으로 한 최소한의 의

요소와 이를 뒷받침하는 ‘자유 임 계’는 의제 민주주의원리의 기본

틀이고, 국회의원의 양심에 따른 표결권은 그 핵심”이라고 보는 입장에서

다수의견에 비 인 평석이 있다.50)

50) 이덕연, “국회의원의 정당(교섭단체)기속과 자유 임”, 법률신문, 2004.1.5.자, 15

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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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시 에 한법률 제11조 제1호

국내주재 외국의 외교기 부분 헌소원 등

- 외교기 인근에서의 집회 지규정 헌여부 -

(헌재 2003. 10. 30. 2000헌바67등, 례집 15-2하, 41)

한 수 웅＊1)

【 시사항】

1. 집회의 자유의 이 헌법 기능

2. 평화 집회의 보장

3. 집회의 자유의 보장내용

4. 집회장소의 헌법 의미

5. 집시법이 옥외집회와 옥내집회를 구분하는 이유

6. 최종 수단으로서의 집회의 지와 해산

7. 국내주재 외교기 청사의 경계지 으로부터 1백미터 이내의 장소에

서의 옥외집회를 면 으로 지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

8. 집회 지장소에 한 특별규정을 둔 것이 과도한 규제인지의 여부

9. 외를 허용하지 않는 면 인 집회 지가 반드시 필요한지의 여부

10. 비례의 원칙의 반 여부

【심 상】

이 사건 심 의 상은 집회 시 에 한법률(1999. 5. 24. 법률 제5985

호로 개정된 것, 이하 “집시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호 “국내주재 외국

＊ 헌법연구



516 헌법재 소결정해설집 2003

의 외교기 ”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반되는

지 여부이고, 그 규정 련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1조(옥외집회 시 의 지장소) 구든지 다음 각호에 규정된 청

사 는 택의 경계지 으로부터 1백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는 시 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국회의사당, 각 법원, 헌법재 소, 국내주재 외국의 외교기

2. 통령 , 국회의장공 , 법원장공 , 헌법재 소장공

3. 국무총리공 , 국내주재 외국의 외교사 의 숙소. 다만, 행진의 경우에

는 외로 한다.

【사건의 개요】

1. 심 청구에 이르게 된 경

가. 2000헌바67 사건

청구인 ‘민주주의민족통일 국연합’은 1991. 12. 1. 민주개 과 조국의

평화통일을 실 하기 한 목 으로 결성된 국 규모의 시민운동단체이

다. 청구인은 2000. 2. 23. 서울 종로구 세종로 76 소재 화문 시민열린마

당 내(內) 공터에서 ‘한국 쟁 당시 미군의 양민학살 진상규명 규탄 회’라

는 제목의 옥외집회를 개최하고자, 같은 달 21. 09:00 경 집회장소를

할하는 종로경찰서장에게 집시법 제6조에 정한 바 로 옥외집회 신고서를

제출하 다. 그러나 종로경찰서장은 ‘이 사건 집회장소가 서울 종로구 세종

로 82 소재 미국 사 의 경계로부터는 97m, 같은 구 수송동 146의 1 이마

빌딩 소재 일본 사 사부의 경계로부터는 35m밖에 떨어져 있지 않으

므로, 집시법 제11조에 의한 옥외집회 시 의 지장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같은 달 22. 장소에서의 이 사건 집회를 지하는 내용의 옥외

집회 지통고를 하 다.

이에 청구인은 처분의 근거가 된 집시법 제11조 제1호가 헌법에

반된다는 이유로 서울행정법원에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

기하고(2000구7642) 법률조항에 하여 헌여부심 의 제청신청을 하

는데 법원이 이를 기각하자, 2000. 8. 16. 헌법재 소법 제6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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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 을 청구하 다.

나. 2000헌바83 사건

청구인 ‘삼성해고자 복직투쟁 원회’는 삼성그룹 계열회사에서 근무하다

가 해고를 당한 근로자들이 복직을 하여 조직한 단체인데, 2000. 4. 24.부

터 같은 달 28.까지 매일 09:00부터 19:00사이에 서울 구 태평로 340의 6

소재 구 한매일신문사 앞 보도에서 ‘삼성그룹 족벌경 분쇄와 원직복직

쟁취 결의 회’라는 제목의 옥외집회를 개최하고, 그 집회장소에서 남 문

로 4가 소재 한상공회의소 앞까지 행진을 하고자, 같은 달 20. 14:00경

이 사건 집회 장소를 할하는 남 문경찰서장에게 집시법 제6조에서 정한

바 로 옥외집회 신고서를 제출하 다. 이에 해 남 문경찰서장은 청구

인이 신고한 행진로가 싱가포르 사 이 있는 삼성본 건물과 엘살바

도르 사 이 있는 삼성생명빌딩 앞 보도를 지나가게 되어 있어, 외국 사

의 경계로부터 100m 이내에서는 옥외집회나 행진을 포함한 시 를 지

하고 있는 법 제11조에 된다는 이유로, 같은 달 20. 21:05 청구인에

게 와 같이 계획한 행진을 취소하든지 혹은 행진로를 변경하여 이를 보

완하도록 통고하 으나 청구인이 이에 응하지 않자, 같은 달 21. 이 사건

집회를 개최하는 것을 지하는 내용의 옥외집회 지통고처분을 하 다.

이에 청구인은 처분의 근거가 된 법 제11조가 헌법에 반된다는

이유로 서울행정법원에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 고(2000

구15360), 사건 계속 법 제11조에 하여 헌제청신청을 하 으

나 기각되자, 2000. 11. 1. 헌법재 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헌

법소원심 을 청구하 다.

2. 청구인들의 주장 이해 계인의 의견

가. 청구인들의 주장요지

집시법 제11조는 옥외집회 시 의 지 상이 되는 장소를 지나치게

범 하게 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장소에서는 특정 집회․시

의 방법이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일체의 집회․시 가 지되고 있다. 이

와 같은 장소에서의 집회․시 가 당해 공공기 의 업무를 상당한 정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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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해하거나 일반인이 공공재산을 이용하는 권리를 빼앗는 경우에 한하여

규제의 상이 되어야 한다.

국내주재 외국의 외교기 근처에서의 집회․시 를 지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해당국가와의 외교 인 분쟁과 마찰을 우려하여 외교 으로 민

감한 사안을 다루는 특정 집회나 시 를 선별 으로 지하는 것이 아니라

외교기 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는 개별 집회․시 의 내용과 성

질을 불문하고 일체의 집회․시 를 원천 으로 면 지하고 있는데, 집

회의 자유에 한 이와 같은 제한은 합리 이고 필요최소한도의 규제에 그

쳐야 한다는 과잉 지의 원칙에 배되는 것이다.

집시법 제11조의 각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건물이나 택은 부분 서울

의 도심에 치하고 있으므로, 집회․시 자가 자신의 견해를 달하기에

가장 합한 도심에서는 사실상 집회․시 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가 발

생한다.

나. 법원의 제청신청기각이유

집시법 제11조는 집회의 자유에 하여 일정한 장소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국회ㆍ법원ㆍ헌법재 소 등이 여러 공공기 에서 특별히

요한 기능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질서와 평온의 유지, 외부의 집단

으로부터의 안 이 그 기능수행에 필수 인 요소라는 을 고려한 것으

로서, 국내주재 외국의 외교기 의 경우에도 그 정상 인 기능수행과 안

이 선린외교의 유지ㆍ발 이라는 측면에서 국익에 한 향을 미치기

때문에 옥외집회의 지장소에 포함시킨 것이다.

외교기 이 옥외집회를 통한 집단 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그 기능수행

과 안 에 있어서 을 받지 않도록 할 실질 필요성은 집회의 내용이

해당국가와 직 련이 되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크게 달라지는 것은 아니

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옥외집회의 내용ㆍ 상ㆍ방법 등에 따라 그 제

한의 용여부와 용범 를 달리하지 않았다고 하여 헌법상의 과잉 지원

칙에 반된다고 할 수 없다.

집시법 제11조가 100m의 거리제한을 설정한 것은 이로 인하여 제한받는

기본권의 범 를 정하게 형량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법률조항이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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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기 부를 포함시킴으로써 서울 도심내 도로ㆍ 장ㆍ공원의 상당 부분

이 시 지장소에 해당하는 결과가 발생하 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서울 도심 내에서의 옥외집회를 개최하는 것이 면 으로 지되는 정도

에 이르 거나 집회의 자유의 본질 부분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 남 문경찰서장의 의견(2000헌바83 사건)

집시법 제11조는 공공기 의 기능과 업무보호, 외국과의 선린유 계

유지 외교기 보호를 통한 국가안 보장 국가이익의 극 화, 다른

국민들의 공공기 이용권리보호 등 요한 법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규정

으로서 그 목 의 정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과잉규제조항이라 할 수

없다.

일반 으로 도심지 시 의 경우 형확성기를 동원하여 상당한 소음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실 으로 이를 제지하지 않고 있고, 집회참가자의 운

집과 구호제창 등으로 인해 해당 항의 상 기 이나 그곳에 출입하는 국민

들로서는 집회가 100m 밖에서 개최된다 하더라도 집회 개최사실과 그 주

장내용을 쉽게 알 수 있으므로, 이러한 거리제한이 집회의 자유의 본질

내용을 제한한다고 할 수 없다.

부분의 국가기 과 외국의 외교기 이 집해 있을 뿐만 아니라 수많

은 사람과 차량의 통행으로 평상시에도 원활한 교통소통이 어려운 서울의

도심지에서 폭력사태로 변질될 우려가 높은 행진을 청구인이 원하는 경로

로 하지 못한다거나 수많은 외교기 의 존재로 인해 행진을 제 로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해당 법률의 규정이 헌이라고 할 수 없다.

【결정요지】

1. 집회의 자유는 개인의 인격발 의 요소이자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요

소라는 이 헌법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로운 인

격발 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우리 헌법질서 내에서 집회의 자유도 다른

모든 기본권과 마찬가지로 일차 으로는 개인의 자기결정과 인격발 에 기

여하는 기본권이다. 뿐만 아니라, 집회를 통하여 국민들이 자신의 의견과

주장을 집단 으로 표명함으로써 여론의 형성에 향을 미친다는 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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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의 자유는 표 의 자유와 더불어 민주 공동체가 기능하기 하여 불

가결한 근본요소에 속한다.

2. 집회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는 것은 단지 ‘평화 ’ 는 ‘비폭력 ’

집회이다. 집회의 자유는 민주국가에서 정신 립과 논의의 수단으로서,

평화 수단을 이용한 의견의 표명은 헌법 으로 보호되지만 폭력을 사용

한 의견의 강요는 헌법 으로 보호되지 않는다. 헌법은 집회의 자유를 국

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함으로써, 평화 집회 그 자체는 공공의 안녕질서에

한 험이나 침해로 평가되어서는 아니되며 개인이 집회의 자유를 집단

으로 행사함으로써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일반 에 한 불편함이나 법

익에 한 험은 보호법익과 조화를 이루는 범 내에서 국가와 제3자에

의하여 수인되어야 한다는 것을 헌법 스스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3. 집회의 자유는 집회의 시간, 장소, 방법과 목 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

를 보장한다. 집회의 자유에 의하여 구체 으로 보호되는 주요행 는 집회

의 비 조직, 지휘, 참가, 집회장소․시간의 선택이다. 따라서 집회의

자유는 개인이 집회에 참가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는 집회에 참가할 것을

강요하는 국가행 를 지할 뿐만 아니라, 컨 집회장소로의 여행을 방

해하거나 집회장소로부터 귀가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집회참가자에 한 검

문의 방법으로 시간을 지연시킴으로써 집회장소에 근하는 것을 방해하는

등 집회의 자유행사에 향을 미치는 모든 조치를 지한다.

4. 집회의 목 ․내용과 집회의 장소는 일반 으로 한 내 인 연

계에 있기 때문에, 집회의 장소에 한 선택이 집회의 성과를 결정짓는

경우가 지 않다. 집회장소가 바로 집회의 목 과 효과에 하여 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구나 ‘어떤 장소에서’ 자신이 계획한 집회를 할

것인가를 원칙 으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만 집회의 자유가 비로소

효과 으로 보장되는 것이다. 따라서 집회의 자유는 다른 법익의 보호를

하여 정당화되지 않는 한, 집회장소를 항의의 상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을 지한다.

5. 집시법이 옥외집회와 옥내집회를 구분하는 이유는, 옥외집회의 경우

외부세계, 즉 다른 기본권의 주체와 직 으로 할 가능성으로 인하여

옥내집회와 비교할 때 법익충돌의 험성이 크다는 에서 집회의 자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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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방법과 차에 하여 보다 자세하게 규율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는 한편으로는 집회의 자유의 행사를 실질 으로 가능하게 하기 한 것

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집회의 자유와 충돌하는 제3자의 법익을 충분히 보

호하기 한 것이다.

6.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표 인 공권력의 행 는 집시법에서 규정

하는 집회의 지, 해산과 조건부 허용이다. 집회의 자유에 한 제한은 다

른 요한 법익의 보호를 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정당화되는

것이며, 특히 집회의 지와 해산은 원칙 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한

직 인 이 명백하게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다. 집회

의 지와 해산은 집회의 자유를 보다 게 제한하는 다른 수단, 즉 조건

을 붙여 집회를 허용하는 가능성을 모두 소진한 후에 비로소 고려될 수 있

는 최종 인 수단이다.

7. 외교기 인근에서의 집회는 일반 으로 다른 장소와 비교할 때 요

한 보호법익과의 충돌상황을 야기할 수 있고, 이로써 법익에 한 침해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이와 같은 고도의 법익충

돌상황을 사 에 효과 으로 방지하기 하여 외교기 인근에서의 집회를

면 으로 지한 것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의 보호법익으로는 국내주재

외교기 에의 자유로운 출입 원활한 업무의 보장, 외교 의 신체 안

이 고려된다.

8. 특정 장소가 그 기능수행의 요성 때문에 특별히 보호되어야 하고

요한 기 에 한 효과 인 보호가 그 장소에서의 집회를 원칙 으로

지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고 입법자가 단하 다면, 이러한 입법자의

단이 하게 잘못되었다고 할 수 없다. 입법자는 야간의 옥외집회나

특정 장소에서의 옥외집회의 경우와 같이 법익침해의 고도의 개연성이 있

는 특수한 상황에 해서는 집회가 공공의 안녕질서에 미칠 향이나 법익

충돌의 험성의 정도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규제를 할 수 있다.

9. 특정장소에서의 집회가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익에

한 직 인 을 래한다는 일반 추정이 구체 인 상황에 의하여

부인될 수 있다면, 입법자는 ‘최소침해의 원칙’의 에서 지에 한

외 인 허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해야 한다.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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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된 추상 험성에 한 입법자의 측 단은 구체 으로 다음과 같

은 경우에 부인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첫째, 외교기 에 한 집회가 아니라 우연히 지장소 내에 치한 다

른 항의 상에 한 집회의 경우,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제된 법익

충돌의 험성이 작다고 단된다. 이 사건 법률조항의 문제 은, 집회 지

구역 내에서 외교기 이나 당해 국가를 항의의 상으로 삼지 않는 다른

목 의 집회가 함께 지된다는 데 있다.

둘째, 소규모 집회의 경우, 일반 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보호법익이

침해될 험성이 작다. 컨 외국의 사 앞에서 소수의 참가자가 소

음의 발생을 유발하지 않는 평화 인 피켓시 를 하고자 하는 경우, 일반

의 합세로 인하여 규모시 로 확 될 우려나 폭력시 로 변질될

험이 없는 이상 이러한 소규모의 평화 집회의 지를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를 발견하기 어렵다.

셋째, 정된 집회가 외교기 의 업무가 없는 휴일에 행해지는 경우, 외

교기 에의 자유로운 출입 원활한 업무의 보장 등 보호법익에 한 침

해의 험이 일반 으로 작다고 할 수 있다.

10. 따라서 입법자가 ‘외교기 인근에서의 집회의 경우에는 일반 으로

고도의 법익충돌 험이 있다’는 측 단을 제로 하여 이 장소에서의 집

회를 원칙 으로 지할 수는 있으나, 일반․추상 인 법규정으로부터 발

생하는 과도한 기본권제한의 가능성이 완화될 수 있도록 일반 지에

한 외조항을 두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제된 험상황이 구체 으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를 함께 외 없

이 지하고 있는데, 이는 입법목 을 달성하기에 필요한 조치의 범 를

넘는 과도한 제한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최소침해의 원

칙에 반되어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헌 인 규정이다.

재 김 일의 헌법불합치의견

이 사건 법률조항 ‘외교기 에 한 집회가 아니라, 우연히 지장소

내에 치한 다른 항의 상에 한 집회의 경우’와 ‘소규모집회의 경우’에

하여는 에서 설시한 바와 같은 헌성이 있다고 단되나, 그 합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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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의 경계가 모호하여 다수의견과 같이 단순 헌결정을 할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을 지 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여야 하고, 그에 따라 범 한

입법형성권을 가진 국회가 그 헌성을 제거하는 구체 인 개선입법조치를

하여 합헌 인 헌법질서를 회복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집시법 제5조의 일반 집회 지사유의 규정만으로는 ‘외교기 의 기능

보장’과 ‘외교공 의 안녕보호’라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 을 효과

으로 달성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효력상실로 인한 법

공백이나 혼란을 막고 조화로운 헌법질서를 유지하기 하여 입법자가 개

선할 때까지 이 사건 법률조항을 잠정 용하도록 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이

타당하다.

재 권 성의 합헌의견

비폭력집회를 담보하기 하여 어느 정도의 장소 이격(離隔)이 필요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법과 질서에 한 존 의 정도, 체제경쟁에 집회가 이

용되는 빈도, 군 심리의 속성, 사회의 분 기 등을 종합 으로 고려하여

궁극 으로 의회가 입법재량으로 결정할 문제인 것이다. 이러한 에 비추

어 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정하고 있는 100m의 장소이격은 필요한 정

도를 히 벗어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작은 불씨가 요원(爎遠)의 불로 번질 수 있는 것에 비유할 만한 집회의

가변성이나 의외성에 비추어, 시작단계에서의 집회규모의 소규모성이라든

지, 집회 지 상에 인 한 다른 시설이 집회의 상이라든지 하는 정황은

계쟁조항의 합헌 여부를 좌우할 만한 요소가 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사

건 법률조항은 헌이 아니다.

【해설】

1. 헌법상 ‘集 ’의 개념

가. 우리의 헌법과 집시법은 집회의 개념에 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집회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는 행 인 憲法上 ‘集 ’의 개념과 집

회의 자유를 규율하고 제한함으로써 집회의 자유와 다른 법익을 병존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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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자 제정된 集示法上의 ‘集 ’의 개념이 반드시 일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

다.1) 한편, 집시법은 제2조 제2호에서 ‘示 ’의 개념을 “多數人이 共同目的

을 가지고 … 력 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다수인의 의견에 향을 주거

나 제압을 가하는 행 ”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시 의 개념에는

헌법상 보호되는 ‘집회’의 개념 요소가 부 언 되어 있다. 즉, 집회란

‘공동의 목 을 가진 다수인의 일시 모임’을 말한다.2)

나. 집회의 개념은 ‘多數人의 모임’이란 객 요소와 ‘公同의 目

的’이란 주 요소의 2가지 요소를 필요로 한다.3)

첫째, 집회는 ‘다수인이 모이는 것’을 제로 하는데, ‘多數人’이란 2인 이

상을 의미한다.4) 국가에 의하여 개인이 고립되는 것으로부터 보호하고 타

인과의 을 통하여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고 이로써 자유로운 인격발

에 기여하는 자유로서 집회의 자유를 이해한다면, 보다 많은 인간의 참가

를 기본권보호의 요건으로 하는 것은 정당화되지 않는다. 그러나 1인의 시

는 집회의 자유가 아니라 표 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된다.

둘째, 집회의 개념을 충족시키기 하여, ‘다수인의 모임’이란 요소 외에

주 요소로서, 다수인이 집회참가를 통하여 ‘公同의 目的’을 추구해야

한다. 따라서 다수인이 단지 우연히 모인 것, 즉 群集만으로는 집회의 개념

을 충족시키지 않는다.5) 집회의 개념을 충족시키기 해서는 다수인이 공

1) 집시법은 규율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집회만을 상으로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독일의 경우와 같이, 집회법상의 ‘집회’ 개념이 헌법상의 ‘집회’ 개념보다 좁을 수

있다. 우리의 경우에 해서는 아래 주 22) 참조.

2) Kloepfer, HdbStR Bd.6, 1989, §143, Rn.16

3) Vgl. Kloepfer, HdbStR Bd.6, §143 Rz.16ff.; Gallwas, JA 1986, S.485; Mutius,

Jura 1988, S.35f..; Pieroth/Schlink, Grundrechte, Staatsrecht II, Rn.754ff.; Sachs,

Verfassungsrecht II, 2000, S.366

4) Vgl. Herzog, in: Maunz/Dürig, Grundgesetz, Art.8 Rn.48; Pieroth/Schlink,

Grundrechte, Staatsrecht II, Rn.695; Kloepfer, HdbStR Bd.6, 1989, §143, Rn.14;

Gusy, in: Mangoldt/Klein/Starck, Art.8, Rn.15; 이에 하여 집회의 인 요건으

로 ‘3人說’을 주장하는 학자도 다수 있다. 컨 권 성, 헌법학원론, 2000, 490면;

허 , 한국헌법론, 1999, 534면도 이러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5) 컨 교통사고의 장이나 쇼우 도우 앞에 다수인이 군집한 경우, 각자의 목

만이 있을 뿐 공동의 목 이 존재하지 않는다. 연극이나 축구경기 등을 람하

는 은 일정 장소에 함께 있으나 참가자 간의 정신 유 계가 없기 때문에,

집회라 볼 수 없다. 그러나 축구 의 열성응원단의 경우에는 집회의 의사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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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목 을 추구한다는 內的 紐帶關係가 있어야 한다. 바로 이러한 내

인 유 계가 일정 장소에 모인 다수인을 집회의 ‘참가자’로 만드는 것

이다. 한편, 다수인이 우연히 모인 경우라도, 모임의 진행 과정에서 처음

에 결여된 내 인 유 계가 생긴다면 언제라도 집회의 성격을 가질 수

있다.6)

다. 그런데 ‘公同의 目的’이 무엇이어야 하는가에 하여는 크게 3가지

견해로 나뉘어 있다.7) 첫째, “공동의 목 을 하여 타인과 함께 하려는

의사, 즉 내 인 유 계가 존재하는 한, 공동으로 추구하는 목 의 내용

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요하지 않다”고 하여, ‘집회’의 개념을 취미활동,

술활동, 사교모임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가장 넓게 이해하려는 견해, 둘

째, “집회의 개념이 공동의 목 을 추구한다는 내 인 연 계 외에도 公

同의 의견형성과 意見表明이라는 목 이 존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견해,

셋째, 나아가 “집회의 요건으로서 공동의 의사형성과 의견표명은 公的 事

案에 한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사교 , 종교 , 학문 , 상업 목

의 집회를 배제함으로써 집회의 개념을 사실상 정치 인 집회에 제한하

고자 하는 견해8)가 있다.

두 번째 견해에 하여 보건 , ‘집회의 자유가 표 의 자유에 하여 補

充的 機能을 한다’는 을 논거로 삼고 있으나, 집회의 자유는 그 헌법

기능에 있어서 표 의 자유와의 연 계에서만 그 효력을 가지거나 표

의 자유에 종속된 기본권이 아니라, 인격의 자유로운 발 을 하여 헌법

으로 보장되는 다양한 개별기본권의 하나로서 이해되어야 한다. 즉, 집회

의 자유는 개인이 국가권력에 의하여 개체로서 고립되는 험을 방지하고

자 하는 기본권이며, 결사의 자유와 함께 집단의 형태로써 인격을 발 하

는 것을 보장하려는 그 자체로서 獨立的인 基本權이다.9) 집회를 수단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타인의 집회를 방해하려는 자의 경우에도 신체

으로 한 장소에 함께 있기는 하지만 공동의 목 을 추구하려는 의사가 없기 때문

에, 집회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지 않는다.

6) 교통사고 장에 우연히 함께 한 다수인의 모임이 운 자의 경각심을 구하는

집회로 발 하는 경우가 하나의 가 될 수 있다.

7) 허 , 한국헌법론, 1999, 534면; vgl. Mutius, Jura 1988, S.35f.; Dietel/Gintzel/

Kniesel, Demonstations- und Versammungsfreiheit, 2000, §1 Rz.9ff.

8) 컨 김철수, 헌법학신론, 2003, 46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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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의견의 형성․표명은 ‘집회의 자유 표 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으므로, 공동의 의견표명이란 특별한 목 을 굳이 집회의 요건으로 삼을

필요가 없다.10)

한 세 번째 견해에 하여 본다면, 물론 공 인 사안에 하여 논의되

는 집회가 경험 으로 국가에 의하여 가장 을 받고 있고 이로써 특히

기본권에 의한 보호를 필요로 한다는 은 타당하나, 그 다고 하여 국가

에 의하여 보다 게 을 받고 있는 집회가 기본권의 보호범 에서 배

제되어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되는 것은 아니다. 집회의 개념을 공 사안

을 다루는 집회에 제한하고자 하는 견해는 基本權의 行使가 民主主義에 기

여하는 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보호를 제공하려는 견해이며, 기본권의

행사가 민주주의에 미치는 향에 따라 기본권보호의 정도를 달리하고자

하는 견해이다.11) 그러나 헌법상의 기본권은 민주주의의 실 을 해서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실 인격의 자유로운 발 을 하여 보장된 것이

다. 뿐만 아니라 자유의 본질에 속하는 것은 기본권의 주체인 개인이 기본

권행사의 방법과 목 을 스스로 결정한다는 것이므로, 다른 자유권과 마찬

가지로 집회의 자유도 국가에 의한 목 상의 제한, 수단상의 제한을 받지

않고 보장되어야 한다.

따라서 ‘공동의 인격발 ’이라는 목 이외에 다른 특별한 목 을 요구함

으로써 집회의 목 요건을 좁히고자 하는 견해는 개인의 인격발 에

한 집회의 자유의 의미를 간과하게 되며, 보다 의의 목 은 다수인의 단

순한 모임과의 경계설정을 불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에서 집회의 자유의

보호범 를 가장 넓게 악하는 첫 번째 견해가 타당하다고 본다.12)

9) Vgl. Herzog, in: Maunz/Dürig, Grundgesetz, Art.8 Rn.13, Geck, Zum

Versammlungsbegriff des Art.8 GG, DVBl 1980, S.800

10) Vgl. Herzog, in: Maunz/Dürig, Grundgesetz, Art.8 Rn.50f.; Kloepfer, HdbStR

Bd.6, §143 Rz. 17

11) Vgl. Sachs, Verfassungsrecht II, 2000, S.366; Kloepfer, HdbStR Bd.6, §143

Rz.16ff.

12) Vgl. Geck, Zum Versammlungsbegriff des Art.8, DVBl 1980, S.797ff.; Herzog,

in: Maunz/Dürig, GG. Art.8, Rz.13, 49ff.; Pieroth/Schlink, Grundrechte,

Staatsrecht II, Rz.689ff.; Gusy, in: Mangolt/Klein/Starck, Art.8, Rz.18; Sachs,

Verfassungsrecht II Grundrechte, S.366; Kloepfer, HdbStR Bd.6, §143, Rz.16ff.;

Mutius, Jura 1988, S.35ff., 한편 집시법도 제13조에서 “학문․ 술․체육․종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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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비록 헌법이 명시 으로 밝히고 있지는 않으나, 집회의 자유에 의하

여 보호되는 것은 단지 ‘平和的’ 는 非 力的 집회이다. 폭력의 사용은

기본권 자유를 행사하는 방법이 될 수 없다. 집회의 자유는 민주국가에

서 정신 립과 논쟁의 수단으로서, 이러한 수단을 이용한 의견표명은

헌법 으로 보호되지만, 폭력을 사용한 의견의 강요는 헌법 으로 보호되

지 않는다.

이와 련하여 連坐示 가 평화 집회에 해당하는가 하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연좌시 를 통하여 일정 장소에의 출입을 쇄하는 것은 刑法上

의 ‘폭력’ 개념을 충족시킬 수는 있으나, 헌법상 보호되는 집회를 단하기

한 ‘폭력’의 개념과 형법상의 ‘폭력’ 개념이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暴力

의 槪念을 넓게 이해함으로써 처음부터 기본권의 보호범 를 제한해야 할

필요성도 없다.13) 따라서 집회의 자유에 의하여 배제되는 폭력이란 공격

ㆍ 극 폭력행 (소 물리 폭력)를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 으로 해석

하여야 하고, 이로써 수동 항에 그치는 소극 폭력(소 심리 폭력)

인 연좌시 는 평화 시 에 해당한다.14)

일부 소수 참가자의 폭력행 가 상되더라도 집회가 그 체로서 폭력

으로 진행되리라고 우려되지 않는 한, 평화 으로 시 를 하고자 하는

다수의 기본권행사는 보호되어야 한다.15) 數의 力行爲가 집회의 성격

의식․친목․오락․ 혼상제 국경행사에 한 집회에는 제6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을 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으로써, 廣義의 집회 개념에서 출발하고

있다. 왜냐하면 집시법 제13조는 와 같은 목 의 집회에 해서는 그 외의 집시

법규정이 용된다는 것을 간 으로 표 하고 있고, 입법자가 친목ㆍ오락 등을

목 으로 하는 집회가 집시법상의 집회에 그 개념상 이미 포함되지 않는다고

단하 다면, 집시법 일부 규정의 용을 배제하는 조항을 두는 것은 불필요하기

때문이다. 결국, 우리의 경우 헌법상의 ‘집회’의 개념과 집시법상의 ‘집회’의 개념

이 일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3) 법률에 한 반이 바로 기본권의 보호범 로부터의 배제를 가져옴으로써 기본

권의 보호범 가 법률에 반되지 않는 범 로 제한 으로 설정된다면, 법률에 의

하여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法律留保는 사실상 無意味하게 된다.

14) Vgl. BVerfGE 73, 206, 248; 유사한 견해로 권 성, 헌법학원론, 2000, 492면; 허

, 한국헌법론, 1999, 536면.

15) 소수의 폭력행 를 우려하여 평화 시 자의 기본권행사의 기회를 처음부터 박

탈하는 集 禁止는, 험성의 측 단에 한 엄격한 기 을 용한 결과 사후

해산으로는 하게 처할 수 없는 경우에 제한되어야 하며, 가능하면 사후

解散을 우선 으로 고려해야 한다. 폭력시 자의 구분과 분리가 불가능하거나 다

른 법익에 한 한 손상을 가져올 경우, 집회의 해산은 허용된다, vg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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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임의로 변질시키고 다수의 의사에 반하여 집회를 불법 인 것으로 만들

수 있다면, 폭력 인 소수가 자신들뿐만 아니라 평화 시 자들의 기본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집회의 자유는 비록 타인과 공동으로

행사하는 기본권이지만, 단체에 귀속되는 자유가 아니라 個人的 自由인 것

이다. 따라서 원칙 으로 평화 시 자는 타인의 폭력행 로 말미암아 자

신의 기본권을 상실해서는 안 된다.

2. 집시법의 主要槪念

가. 屋外集 의 개념

집시법은 屋外集 와 屋內集 를 구분하여, 제6조 내지 제12조의2의 규

정을 옥외집회 시 의 경우에만 용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옥내집

회의 경우 신고를 하지 않고도 집회가 가능하나, 옥외집회의 경우에는 집

시법 제6조에 의하여 신고를 해야 한다. 집시법은 제2조에서 “屋外集 라

함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집회를 말한다.”(제1

호)고 규정하고 있다.

집시법이 옥외집회와 옥내집회를 구분하는 이유는, 옥외집회의 경우 외

부세계, 즉 다른 기본권의 주체와 직 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옥내

집회와 비교할 때 법익충돌의 험성이 크기 때문이다.16) 옥외집회는 집회

장소로서 도로 등 공공장소의 사용을 필요로 한다는 에서 교통소통장애

등 일반인에게 불편을 주게 되고, 다수인에 의한 집단 행동을 수반한다

는 에서 질서유지에 험을 가져올 수 있다.17) 즉, 옥외집회의 경우 외부

와의 직 인 가능성으로 인하여 집회의 자유의 행사방법과 차에

Mutius, Jura 1988, S.85.

16) Vgl. Mutius, Jura 1988, S.80; Sachs, Verfasungsrecht II, S.368; Gusy, Aktuelle

Fragen des Versammlungsrechts, JuS 1993, S.556

17) 집회 시 의 자유는 표 의 자유의 집단 인 형태로서 집단 인 의사표 을

통하여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고 자유민주국가에 있어서 국민의 정치 ․사회

의사형성과정에 효과 인 역할을 하는 것이므로 민주정치의 실 에 매우 요한

기본권인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한편 언론의 자유와는 달리 다수인의 집단행동에

한 것이기 때문에 집단행동의 속성상 의사표 의 수단으로서 개인 인 행동의

경우보다 공공의 안녕질서나 법 평화와 마찰을 빚을 가능성이 큰 것 한 사실

이다(헌재 1994. 4. 28. 91헌바14, 례집 6-1, 281,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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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보다 자세하게 규율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는 한편으로는 집

회의 자유의 행사를 실질 으로 가능하게 하기 한 것이고, 다른 한편

으로는 집회의 자유와 충돌하는 제3자의 법익을 충분히 보호하기 한

것이다.18)

따라서 옥내․옥외집회를 區分하는 基準은 ‘구분의 목 과 의미’에 의하

여 결정되는데, ‘옥외집회’란 불특정 다수인과의 우연한 가능성으로부

터 차단되지 않은 집회를 의미하는 것이며, ‘屋外인가 아닌가’의 구분은 집

회참가자와 그 외의 자를 차단하는 4면의 벽이 있는지의 여부에 달려 있

다. 이에 하여 ‘천장이 있는지’의 여부는 결정 인 기 이 아니다.19) 그러

므로 집시법 제2조 제2호에서 옥외집회를 단하는 기 으로서 ‘사방의 폐

쇄’ 외에 ‘천장’을 독자 인 기 으로서 언 한 것은 옥내․옥외집회의 구

분의 목 과 의미에 완 히 부합되는 것이라 볼 수 없다. 입법목 을 고려

함이 없이 단지 천장이 있다는 이유로 자동 으로 옥외집회로 간주하여 다

양한 규율을 가하는 것은 헌법에 합치하지 않으므로, 집시법 제2조 제2호

의 정의규정은 입법목 에 부합하게 합헌 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나. 示 行進의 개념

집시법 제2조 제2호는 “示 라 함은 다수인이 공동목 을 가지고 도로․

장․공원 등 공 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진행하거나 력

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 다수인의 의견에 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 를 말한다.”(제2호)고 규정하고 있다. 규정의 정의에 의하면, 시 란

그 目的에 있어서 “다수인이 공동목 을 가지고 불특정 다수인의 의견에

향을 주”고자 하는 행 인데, 시 의 구체 인 方法으로서 “도로 등 공

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진행”하는 행 (소 ‘행진’) 는

력이나 기세를 보이는 행 를 언 하고 있다. 그런데 시 의 방법인 ‘행

진’과 ‘ 력과 기세를 보이는 행 ’의 계가 어떠한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

18) Vgl. BVerfGE 69, 315, 348

19) 4면의 벽을 통하여 외부로부터 완 히 차단되어 출입구만으로 정상 인 출입이

가능한 가옥내부에 치한 정원에서의 집회는 비록 천장이 없지만 옥내집회이고,

형 라솔만을 설치한 장소에서 개최되는 집회는 천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

방이 개방된 천막에서의 집회이므로 옥외집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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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 력이나 기세를 보이는 행 ’는 다양한 시 방법을 포 하는 상

개념으로 보아야 하고, ‘행진’은 ‘ 력이나 기세를 보이는 행 ’의 형 인

한 로서 이해해야 한다.

즉, 시 (Demonstration)란, 다수인이 공공의 장소에서 일반 의 이목

을 끄는 방법으로 공동으로 의견을 표명하고 이로써 타인의 의견형성에

향을 미치려는 옥외 집회의 한 형태로서, 한 마디로 ‘公同의 意見表明을 목

으로 하는 집회’를 의미한다.20) 시 에서 공동으로 표명되는 의견은 부

분의 경우 정치 인 주제에 한 것이지만, 공동의 의견표명은 반드시 정

치 인 것에 국한될 필요는 없다. 오늘날 부분의 집회가 집단 인 의견

표명을 그 목 으로 한다는 에서 시 의 요건을 충족시키지만, ‘집회’와

‘시 ’가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모든 시 는 집회에 해당하지만, 모든 집회

가 시 인 것은 아니다.

한편, ‘시 ’를 ‘움직이는 집회’로 악하는 견해도 있으나,21) 이는 시 와

행진을 혼동하는 것으로, 시 의 일반 인 어의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

니라 집시법의 규정내용에도 반하는 것이다. 行進(Aufzug)이란 단지 집회

참가자들이 표명하고자 하는 의견을 제3자에게 효과 으로 달하고자 하

는 시 방법의 하나로서, ‘움직이는 옥외집회’ 는 ‘장소이동 시 ’를 의

미한다.22) 즉 행진의 본질 요소는, 집회에서 표명하고자 하는 의견을 보

다 범 한 일반 에게 달할 목 으로 장소이동의 방법을 택하는 것

20) Vgl. Herzog, in: Maunz/Dürig, Grundgesetz, Art.8 Rn.18; Dietel/Gintzel/

Kniesel, Demonstations- und Versammungsfreiheit, 2000, §1 Rn.18f., 25ff.; Kunig,

in: Münch/Kunig, GGK, 5. Aufl., §8 Rn.12; Kloepfer, Versammungsfreiheit, in:

HdbStR Bd.6, §143 Rn.27

21) 컨 허 , 한국헌법론, 1999, 535면, 시 를 ‘장소이동 집회’라 하고 있다;

한 권 성, 헌법학원론, 2000, 490면; 김철수, 헌법학신론, 2003, 466면; 헌법재

소의 일부 결정(헌재 1992. 1. 28. 89헌가8, 례집 4, 4, 16)에서도 “이동하는 집회

를 뜻하는 시 ”라고 하여 ‘시 ’를 ‘행진’과 동일시하고 있다. 독일이 집회법을 ‘集

行進에 한 법률’로 명명한 것과는 달리, 우리의 경우 ‘集 示 에

한 법률’로 법률의 명칭을 정하 는데, 이로 인하여 ‘행진’과 ‘시 ’의 개념에 있어

서 혼동이 있지 않은가 생각된다.

22) Vgl. Dietel/Gintzel/Kniesel, Demonstations- und Versammungsfreiheit, 2000,

§1 Rn.210; 조규 재 은 반 의견에서 ‘행진 그 자체는 시 자가 시 집단 이

외의 불특정 다수인에 하여 력 는 세를 보이는 가장 형 인 방법의 하

나로 시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행진과 시 의 계를 하게 정의하고

있다(헌재 1994. 4. 28. 91헌바14, 례집 6-1, 281, 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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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따라서 장소이동 집회뿐만 아니라 장소고정 집회도 함께 포함하

는 ‘시 ’의 개념과 ‘행진’의 개념은 일치하지 않는다.

3. 외국의 입법례

가. 독일

(1) 집회에 한 헌법규정 주요 법률규정

(가) 독일 기본법 제8조는 집회의 자유에 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모든 독일인은 신고나 허가 없이 평온하게 그리고 무기를 휴 하지

아니하고 집회할 권리를 가진다. ②옥외집회의 경우, 집회의 자유는 법률로

써 는 법률에 근거하여 제한될 수 있다.”

독일 헌법은 제8조 제2항에서 옥내집회와 옥외집회를 구분하여, 옥내집

회와는 달리 옥외집회의 경우 다른 보호법익과 충돌할 험성이 크기 때문

에 법률유보의 구속을 받게 하고, 옥내집회의 경우 법률유보에 의한 제한

을 받지는 않으나 신 헌법내재 제한, 즉 헌법상의 다른 보호법익이나

제3자의 법익에 의한 제한을 받도록 규정하 다.

이에 따라 독일 헌법은 기본법 제8조 제1항에서 “신고나 허가 없이” 집

회를 할 자유를 원칙으로 선언하면서, 제2항에서 옥외집회에 해서는

범 한 법률유보의 가능성을 통하여 원칙을 크게 상 화하고 있다. 독

일에서는 옥외집회에 한 허가제의 헌성여부에 하여는 논란이 있으나

일반 으로 헌으로 단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기본법 제8조 제1항의

규정내용 때문이 아니라 허가제가 신고제와 비교할 때 기본권을 보다 제한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과잉제한 지원칙에 반된다는 데 있다. 이에 하

여 신고제에 해서는 기본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합헌성

을 의심하는 견해는 없다.

(나) 입법자는 집회의 자유를 규율하기 하여 1953년 “집회 행진에

한 법률(Gesetz über Versammlungen und Aufzüge)”(이하 “집회법”이라

한다)를 제정하여 1978년 면개정하 는데, 옥외집회에 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옥외집회에 하여 집회법 제14조는 우선 옥외공개집회나 행진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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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자 하는 자는 늦어도 48시간 에 집회․행진의 목 과 그 책임자를

명시하여 할 청에 신고해야 할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어서 제

15조에서 옥외집회의 지, 조건의 부과(Auflagen), 해산에 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 할 청은 처분을 발할 당시의 인식할 수 있는

상황에 비추어 집회나 행진을 하게 되면 공공의 안녕질서가 직 태롭

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집회나 행진을 禁止하거나 條件을 붙여 허용

할 수 있다. ② 할 청은 집회나 행진이 신고되지 아니한 경우, 신고내용

과 다르거나 부과된 조건(Auflagen)을 반한 경우 는 제1항의 지사

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解散할 수 있다. ③ 지된 집회나 행진은

해산된다.”

집회법 제16조에서는 옥외집회의 禁止場所에 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

하고 있다. “①옥외공개집회 시 는 연방 는 州의 입법기 과 연방헌

법재 소에 해 설정된 지구역 내에서는 지된다. ②연방입법기

연방헌법재 소에 해 설정된 지구역은 연방법률로, 주입법기 에 해

설정된 지구역은 주법률로 정한다. ③기타 세부사항은 연방 주의 ‘집

회 지장소에 한 법률(Bannmeilengesetze)’과 ‘연방헌법기 에 한 집회

지장소에 한 법률(Das Gesetz über befriedete Bezirke für

Verfassungsorgane des Bundes)’로 정한다.” 이와 같이 집회법 제16조는

지구역에서의 집회를 지하고 있고, 이를 반하여 시행된 집회에 해

서는 제15조 제3항에 의하여 필요 으로 해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집회법 제26조는 罰則을 규정하고 있는데, 개최자 는 지휘자로서 지

된 공개집회․행진을 하거나 경찰의 해산 는 단조치에도 불구하고 집

회․행진을 계속하는 자(제1호), 신고없이 옥외공개집회․행진을 하는 자

(제2호)는 1년 이하의 자유형 는 벌 형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독일의 집회법에서 특이한 것은 지휘자(Leiter) 질서유지인(Ordner)

제도이다. 모든 공개집회(öffentliche Versammlung),23) 즉 구에게나 집회

참가의 가능성이 개방되어 있는 집회에는 지휘자가 있어야 하며, 집회의

주최자가 지휘자가 된다(제7조). 집회의 지휘자는 집회의 진행을 결정하며,

집회과정에서의 질서를 유지하고 집회의 단과 종료에 하여 결정할 수

23) 옥외집회뿐만 아니라 옥내집회의 경우에도 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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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제8조). 집회의 지휘자는 자신의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질서유지인

을 임명할 수 있다(제9조). 모든 집회 참가자는 질서유지를 해 지휘자

는 그가 임명한 질서유지인의 지시에 복종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제10조).

(2) 특정장소의 보호를 한 특별규정

(가) 집회 지장소에 한 법률의 연 24)

독일에서 최 로 집회 지장소에 한 법률이 제정된 것은 1920. 5. 8.

바이마르 공화국의 ‘제국의회 주의회의 보호를 한 법률’이다.25) 법

률을 도입하게 된 직 인 계기는, 1920년 1월 민주사회당 공산당 소

속의 노동자들이 노동 계법의 의회 통과를 막기 하여 의회에 진입하고

자 시도한 유 사태 다. 제국정부가 군 를 동원하여 노동자의 의회진입

을 진압하 는데 그 과정에서 노동자 42인이 사망하 다. 명 인 폭동과

폭력 시 가 일상 이었다는 당시의 상황을 고려할 때, 의사당 인근에서

의 집회를 면 으로 지하는 법률을 제정한 것은 ‘국가비상사태의’ 사고

에 기인하는 것이었다.

제2차 세계 이후 독일연방공화국이 건국되자, 당시의 연방의회 의원

들은 1953년 집시법을 제정하면서 바이마르 공화국에서의 부정 인 경험을

토 로 의사당 인근에서의 집회를 면 으로 지하는 규정을 삽입하는

것에 합의하 고, 의사당뿐만 아니라 법원도 보호의 상으로 논의되었으

나 이러한 제안은 받아들여지지 아니하고 신 연방헌법재 소만을 연방입

법기 과 함께 집회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는 헌법기 으로 규정하 다.26)

(나) 1999. 8. 11. 이 까지의 법 상태

독일 집회법 제16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법규정을 구체화하는 법률로

서 제정된 연방과 주의 ‘집회 지장소에 한 법률’들은 지구역의 범 를

상세하게 확정하는 규정과 함께 지에 한 외를 허용하는 규정을 두고

24) Vgl. Breitbach, Das Versammlungsverbot innerhalb von Bannmeilen um

Parlamente und seine Ausnahmeregelung, NVwZ 1988, S.586

25) 동법 제1조 제3항은 의사당 인근에서의 집회를 지하면서, 동시에 제국건물에

하여는 제국정부가 제국의회의장과 의하여, 주건물에 하여는 주정부가 주의

회의장과 의하여 외 으로 집회를 허가할 수 있게 규정하 다.

26) Vgl. Ridder/Breitbach/Rühe/Steinmeier, Versammungsrecht Kommentar, 1992,

§16 Rn.4ff.; Schwarze, Demonstationen vor den Parlamenten, DÖV 1985, S.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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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집시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연방의 입법기 과 연방헌법재 소, 州

의 입법기 주변의 지역만이 집회 지구역으로 규정되었다.

1955년 제정된 연방의 ‘집회 지장소에 한 법률(Bannmeilengesetz)’(연

방법률)은 연방입법기 인 연방의회와 연방참사원27)의 보호를 한 집회

지구역의 범 를 제1조에서 확정하면서, 제2조에서는 연방헌법재 소의 보

호를 한 지구역의 범 를 확정하고, 제3조에서는 “연방내무부장 이

연방입법기 에 한 집회 지에 하여는 연방의회의장 연방참사원장

과의 의를 거쳐서, 연방헌법재 소에 한 집회 지에 하여는 연방헌

법재 소장과의 의를 거쳐서 옥외공개집회․행진의 지에 한 외를

허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집회법상의 집회 지장소에 한 규정인 제16조에 의하면 집회 지에

한 외조항이 없으나, 집회법 제16조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법률인 ‘집회

지장소에 한 법률’은 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지구역의 경계를 확

정하면서(제1조 제2조), 제3조에서 집회 지에 한 외를 규정하고 있

는데, 어떠한 요건 하에서 집회 지에 한 외가 허용될 수 있는가에

한 구체 인 기 을 제시함이 없이 이를 연방내무부장 의 재량에 일임하

고 있다.

연방의 ‘집회 지장소에 한 법률’은 최종 으로 1999. 8. 11. 개정되어

연방참사원이 본(Bonn)에서 새로운 수도인 베를린(Berlin)으로 이주할 때

까지 단지 연방참사원의 보호를 한 집회 지구역의 경계를 정하는 기능

을 할 목 으로 한시 으로 존속하다가, 연방참사원이 베를린으로 이주함

에 따라 2000. 8. 1. 완 히 폐지되었다.28) 다수의 州에서는 州입법기 의

보호를 하여 연방법률과 내용상 동일한 州法을 제정하 는데, 멘

州, 쉴 스비히 홀쉬타인 州와 구 동독지역의 4개 州에서는 이러한 법률을

제정하지 않았던지 아니면 사후 으로 폐지하 다.29)

27) 연방의회는 국민의 이익을 변하는 하원에 해당하는 반면, 연방참사원은 州의

이익을 변하는 상원에 해당한다.

28) Dietel/Gintzel/Kniesel, Demonstrations- und Versammlungsfreiheit, 12. Aufl.

2000, S.392ff.

29) 따라서 이러한 주에서는 집시법 제16조 제1항에 의한 지가 존재하지 않는다.



집회 시 에 한법률 제11조 제1호 국내주재 외국의 외교기 부분 헌소원 등 535

(다) 1999. 8. 11. 이후의 법 상태30)

독일의 통일과 함께 수도가 본에서 베를린으로 변경되었고, 연방입법기

과 연방정부가 베를린으로 그 청사를 이 하여 1999년 여름 경부터는 새

로운 수도에서 업무를 담당할 것으로 결정되자, 독일연방의 입법자는 집회

지구역의 경계를 도로명 등을 사용하여 명시 으로 확정하고 있는 연방

의 ‘집회 지장소에 한 법률(Bannmeilengesetz)’을 새로이 규정해야 할

과제에 당면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99. 8. 11. ‘연방헌법기 에 한 집

회 지장소에 한 법률(Das Gesetz über befriedete Bezirke für

Verfassungsorgane des Bundes)’이 새로이 제정되어 시행되었는데,31)

법률은 2003. 6. 30.에 폐지된 한시 법률이다.

법은 제1조에서 “아래 언 하는 헌법기 에 하여 이 법률에 의하여

확정되는 구역 내에서의 옥외공개집회․행진은 단지 법 제5조의 기 에 의

하여 허용된다.”고 하면서, 제2조 내지 제4조는 각 연방의회(제2조), 연방참

사원(제3조), 연방헌법재 소(제4조)와 련하여 지구역의 경계를 구체

으로 확정하고, 제5조에서 “①독일연방의회 그의 원내교섭단체, 연방참

사원과 연방헌법재 소의 업무에 한 지장과 집회 지구역 내에 치한

건물에의 자유로운 출입의 방해가 우려되지 않는다면, 집회 지구역에서의

집회․행진은 허용된다. 제1문에서 언 된 기 의 회의가 없는 날 집회

나 행진이 실행된다면 제2조(연방의회) 제3조(연방참사원)의 경우에는

일반 으로 그러하다고 보아야 한다. ②집회는 조건을 붙여서 허용될 수

있다. ③ 법에 의한 허가와는 계없이 집회법상의 다른 규정들, 특히 제

14조 제15조는 계속 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서 제6조에서 “허

가신청에 하여 연방내무부장 이 법 제2조 내지 제4조에 언 된 헌법기

의 장과 의하여 결정한다”고 규정하면서, 제7조에서 “제5조에 의한 집

회허가의 신청은 늦어도 계획된 집회․행진 日時 7일 에 연방내무부장

에게 하여야 한다.”고 신청기간을 규정하고 있다.

30) Vgl. Werner, Das neue Bannmeilengesetz der Berliner Republik, NVwZ 2000,

S.372ff.

31) 법은 1999. 8. 11.부터는 연방헌법재 소와 이미 베를린으로 이주한 연방하원

에 하여 용되었고, 2000. 8. 1.부터는 최종 으로 이주한 연방참사원에 해서

도 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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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결론 으로, 독일의 경우 연방의 입법기 과 연방헌법재 소, 州의

입법기 주변의 지역만이 집회 지구역으로 규정되어 있다.

연방차원에서의 법 상태를 보자면, 1999. 8. 이 에는 집회 지구역에

서의 집회를 원칙 으로 지하여 외 인 허가의 가능성을 규정하면서

허가여부에 하여는 구체 인 허가기 의 제시 없이 할허가기 의 재량

에 맡겼으나,32) 1999. 8. 이후부터는 연방입법기 과 연방헌법재 소의 업

무에 한 지장과 청사에의 자유로운 출입의 방해가 우려되지 않는다면 원

칙 으로 집회허가를 구할 수 있는 개인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외교기 인근에서의 집회와 련하여, 독일은 ‘집

회 지장소에 한 법률’에 의하여 특별히 보호되는 상에 외국의 외교기

을 포함시키고 있지 않다. 따라서 외교기 인근에서의 집회에 하여는

집회법의 일반규정이 용된다. 독일의 경찰실무에 의하면, 과거의 수도인

본(Bonn)에 치한 외교기 인근에서의 시 의 경우에는 할 청이 일

반 으로 외교기 으로부터 50m의 거리를 두도록 조건을 부과하 고, 50m

반경 외곽에서는 형법 제102조 이하가 수되는 한, 즉 외교 의 생명이나

신체의 (제102조), 외교 에 한 모욕(제103조), 외국국기나 국가 상

징물의 훼손(제104조)이 우려되지 않는 한, 집회참가자수의 제한 없이 집회

가 허용되었다고 한다.33)

나. 미국

(1) 공공장소와 집회의 자유

1939년의 Hague v. CIO 사건에서의 연방 법원의 결 이래 인도ㆍ도

로ㆍ공원은 소 “ 통 인 공공집회장소”로서, 이러한 공공의 재산을 집

회, 의견의 교환, 공 인 사안에 한 논의의 목 으로 사용하는 것은 국민

의 권리로 인정되고 있다.34)

32) 행정청의 재량이 자유재량인지 아니면 기속재량인지에 하여 학계에서 논란이

있으나, 외허용조항이 아무런 허가요건을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무상으로

는 할허가기 이 자유재량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33) Vgl. Ehrentraut, Die Versammungsfreiheit im amerikanischen und deutschen

Verfassungsrecht, 1990, S.169

34) 397 U.S. 496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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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법원은 1983년의 Perry Education Association v. Perry Local

Educator’s Association 결에서35) 집회의 목 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공

의 재산을 公論場(public fora),36) 指定에 의한 公論場(public fora by

designation), 非公論場(nonpublic fora)의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도로나

공원과 같이 역사 으로 의사표 에 있어서 요한 역할을 해 온 장소에서

표 활동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에 한 제한의 헌여부에 해서는 보다

엄격한 심사가 행해져야 한다고 시하 다.

구체 으로, 첫째 거리나 공원과 같이 오랜 행이나 통에 의하여 집

회와 토론의 장소로 사용되어 온 핵심 인 공공의 토론장에서는 국가는 원

칙 으로 의견교환과정을 지해서는 아니되며, 둘째 국가가 언론에 하

여 개방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의 표 활동의 장소로 사용되게끔 자발

으로 공개한 공공재산, 즉 지정에 의한 공론장( 컨 학시설, 시립극

장)의 경우 국가가 이러한 장소의 성격을 무제한으로 유지해야 할 의무는

없으나 언론을 하여 공개하는 한, 통 인 공론장에 용되는 것과 동

일하게 엄격한 기 의 구속을 받으며, 셋째 행이나 지정에 의하지 아니

하고 들의 의사소통을 한 토론장이 된 공공재산(비공론장; 컨

교도소의 운동장, 병 , 도서 )에서의 집회는 그 제한이 합리 이고 내용

에 하여 립 인 한 허용된다는 것이다.37)

(2) 공론장에서의 집회에 한 제한의 일반 원칙

국가는 공론장에서의 집회에 제한을 가할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엄격

한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38)

첫째, 모든 내용의 의견이 공공장소에서 표명될 수 있도록 집회의 제한

은 표명되는 의견의 내용에 하여 원칙 으로 립 이어야 한다. 다만

엄격한 심사기 이 충족되는 경우에 한하여 외 으로 내용에 의한 제한

35) 460 U.S. 37 (1983).

36) 역자에 따라서는 ‘공공의 장’ 는 ‘공 포럼’이라고 하기도 한다. 미국의 ‘공

포럼’의 법리에 하여 상세하게 박용상, 집회의 자유, 헌법논총 제10집, 74면

이하 참조.

37) Vgl, Ehrentraut, Die Versammungsfreiheit im amerikanischen und deutschen

Verfassungsrecht, 1990, S.44ff.

38) Chemerinsky, Constitutional Law, 1997, 921, 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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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당화될 수 있다.

둘째, 의견표명의 시간 ㆍ장소 ㆍ방법 제한은 한 법익의 실 에

기여하는 합리 인 제한이어야 하며, 의견표명을 한 다른 한 안

장소를 남겨 놓아야 한다.

셋째, 미국은 공론장에서의 집회에 하여 일반 으로 허가제를 취하고

있는데,39) 연방 법원은 집회에 한 허가제를 다음과 같은 요건 하에서

합헌으로 단하 다. 즉, 허가제를 채택할 한 이유가 있고, 허가 청

의 재량행사를 거의 허용하지 않을 정도로 허가여부의 단에 한 명백한

기 이 존재하며, 허가신청에 한 허가 청의 즉각 결정과 허가거부에

한 사법심사 등과 같은 차 보장이 있는 경우에는 공론장에서의 집회

에 한 허가제를 취할 수 있다.

(3) 특정 장소의 보호를 한 규정40)

(가) 의사당(Capitol)

1882년 이래 워싱턴 의 의사당 주변 반경 약 500m 이내에서 집회․시

행 특정한 단체, 조직, 운동에 하여 의 이목을 끌게 하기에

합한 깃발, 수막 등을 게시하는 행 를 지하는 연방법률규정(40

U.S.C.A. §193g)에 하여 연방지방법원은 1972년 Jeannette Rankin

Brigade v. Chief of Capitol Police 사건에서 의사당을 의사소통의 목 으

로 이용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면서, 표 집회의 자유에 한 제한이

합리 인가(비례의 원칙에 부합하는가)를 단함에 있어서 규정은 의원

의 보호 자유로운 출입의 확보의 목 을 하여 지나치게 과도한 제한

이므로 헌이라고 단하 다.41)

결은 이어서 연방 법원의 지지를 받았는데, 이에 따라 “의사당 구

역에서의 교통규제에 한 규정(Traffic Regulations for Capitol Grounds)”

39) 미국의 허가제에 하여 상세하게 박용상, 집회의 자유, 헌법논총 제10집, 57면

이하, 64면 참조.

40) 미국과 독일에서의 특정장소에서의 집회 지에 한 법 상황을 상세하게 비교

한 논문으로 vgl. Ehrentraut, Die Versammungsfreiheit im amerikanischen und

deutschen Verfassungsrecht, 1990, S.162ff.

41) 342 F.Supp. 575 (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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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시 에 한 규정들이 삽입되었다.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모든 집회는 집회일시 5일 에 허가신청을 해야 하며, 선행 신청이 없

다면 허가 청은 허가를 해야 한다. 허가 청이 계획된 집회일시 48시간

까지 결정을 하지 않는 경우,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의사당 서쪽 지

역을 제외하고는 집회참가자의 수는 300인으로 제한된다. 7일 이상 연속되

고 24시간 이상 소요되는 집회의 경우,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허가받은

집회의 방법을 반할 때 는 상해, 기물 손이나 공공의 안녕의 침해의

험이 있으며 이를 달리 방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회의 허가는 시

이라도 취소될 수 있다.

(나) 백악 ( 통령의 )

오늘날 백악 주변에서의 집회, 시 , 그 외의 형태의 집단 의견표명

은 례와 학계에 의하면 일반 으로 허용되는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 백

악 주변에서의 집회에 하여는 “워싱턴 시 국립공원의 사용에 한 규

칙”(36 Code of Federal Regulations §50.19)이 매우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

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백악 주변에서의 집회는 원칙 으로 허가를 받아야 하며, 25인 이하의

집회인 경우나 그 이상의 인원이 참가하는 경우라도 백악 최인근에서 개

최되는 집회가 아닌 경우에는 외가 가능하다. 허가는 원칙 으로 계획된

집회일시 48시간 에 신청해야 한다. 집회장소의 제한과 련하여, 백악

최인근 지역에서는 Pennsylvania Avenue의 인도, Lafayette Park, Ellipse

Park에서만 가능하다. Pennsylvania Avenue의 인도의 경우 750인,

Lafayette Park의 경우 3000인으로 참가자의 수는 제한된다. 집회기간의 제

한과 련하여, Pennsylvania Avenue의 인도에서의 집회는 1주일,

Lafayette Park에서의 집회는 3주일로 제한되며, 07:00～09:30 16:00～

18:30 사이에는 집회가 제한될 수 있다. Pennsylvania Avenue의 인도에서

의 집회의 경우, 수막의 사용에 하여 그 크기, 사용방법 등에 하여

매우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다.

(다) 법원

1) 공산당원에 한 재 당시 법원 앞에서의 격렬한 시 에 처하기

하여, ‘법원의 업무를 방해할 목 으로 는 법 , 배심원이나 증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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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의무이행에 있어서 향을 행사할 목 으로 법원건물 내 는 근처에

서 시 나 행진을 하거나 는 확성기나 유사한 장치를 사용하는 것을

지’하는 연방법률을 1950년 제정하 고, 일부 주에서도 이와 유사한 법률을

제정하 다.

연방 법원은 1965년의 Cox v. Louisiana 사건42)에서 연방법률과 내용

상 동일한 Louisiana 주 규정을 합헌으로 단하 다. 연방 법원은 ‘항의

시 를 통하여 법원 차에 향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것은 사법의 본질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방지해야 할 필요성과 법원 앞에서의 시 가

법원 차의 결과에 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인상이 발생하는 것을 사 에

방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 다. 신문의 사설 등의 형태로

진행 인 법원 차에 하여 여론이 비 을 가하는 것과는 달리, 법원 앞

에서의 시 의 경우 ‘사법에 한 명백하고 존하는 험’의 존재를 인정

하 다. 연방 법원은 “법원업무를 방해할 의도 는 법 , 배심원 등에게

향을 행사할 의도”의 요건을 넓게 해석하여, 이미 개시한 재 차와

련된 시 뿐만 아니라 임박한 재 차와 련된 모든 시 를 법원건물 근

처에서 지하고 있다.

2) 1983년의 United States v. Grace 사건에서 연방 법원은 연방 법원

건물 주 의 인도상에서의 의견표명에 하여 폭넓게 제한하는 연방법률을

헌으로 선언하 다.43) 연방 법원 지역(주변의 인도를 포함함)에서의 시

에 한 특별조항인 연방법률(40 U.S.C.A. §13k)은 연방 법원 건물내

구역에서의 집회ㆍ시 를 지하고(1 제한유형), 나아가 그러한 장소에

서 특정 단체, 조직 는 운동에 하여 의 심을 끌기 한 목 으

로 제작된 깃발, 수막 등을 게시하는 것을 지하 다(2 제한유형).44) 2

제한유형에 한 규정은 집회나 수막 등의 내용과 계없이, 즉 ‘연방

법원의 법원 차에 향을 행사하려는 의도가 있는가’와 계없이 일체의

시 와 수막 등의 사용을 지하는 것이었다.

연방 법원은 깃발, 수막 등의 게시를 지한 것(2 제한유형)의 합헌

42) 379 U.S. 559 (1965)

43) 461 U.S. 171 (1983).

44)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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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여부에 하여 연방 법원 건물내․법원앞 장에서의 시 와 주변 인도

에서의 시 로 나 어 단하 는데, 자의 경우 “연방 법원 건물내와

법원앞 장이 통 으로 의견교환을 한 장소로서 개방된 것이 아니므

로 공공의 토론장이라 할 수 없다”고 밝힘으로써 이러한 장소에서의 시

지가 합헌임을 암시하 다. 이에 하여 후자의 경우 “연방 법원 주변

의 인도는 통 인 공공의 토론장에 해당하며, 이러한 공공장소에서의 집

회에 한 시간․장소․방법상의 합리 인 제한은 허용되지만, 질서유지의

법익이나 법원의 결정의 자유를 보호해야 할 법익도 인도에서의 면 인

시 지를 정당화하지 못한다”고 시하여 면 인 시 지를 헌으로

단하 다. 침묵시 (silent protests)에 의해 연방 법원이 향을 받지는

않을 것인바, ‘ 결이 시 로부터 향을 받았다고 들이 추론하는 걸

방지하기 해 항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을 배척하 다. 이에 따

라 깃발, 수막 등을 이용한 의견표명은, 그것이 법원 차에 향을 목

이 아닌 한, 연방 법원 주변의 인도에서 허용된다.

연방 법원은 지규정의 1 제한형태(집회나 시 )에 하여는 헌

여부를 단한 바 없으나, 연방 법원 앞 인도에서의 집단 시 도 그 목

이 법원 차에 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면 실 으로 용되고 있다.

(라) 외국의 사

1) 외국정부의 사 으로부터 500피트(약 150m) 내에서는 외국과 련

된 사안에 하여 비 인 내용의 깃발, 수막 등의 게시를 지한 워싱

턴 의 조례45)의 합헌성이 문제된 1988년의 Boos v. Berry 사건에서,46)

연방 법원은 언론이 허용될 것인가 여부가 언론의 내용이 외국정부를 곤

란하게 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는 에서, “이러한 지는 통 인 공공장

소에서의 의견표명을 제한하고 의견표명을 그 내용 때문에 지하는 것이

므로, 엄격한 헌법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제하고, “이러한 형태의 제

45) 이 법규정의 입법목 은, 집단 인 폭력행사의 험을 내포하거나 반미감정을

조장할 수 있는 시 로부터 미국의 외교 계를 보호하고, 외국주재 미국외교 의

안 을 도모하고 국제법상의 의무를 이행하기 한 것이다. 규정은 외국을 비

하는 수막, 깃발 등의 게시만을 지한 것이지, 500 피트 이내에서의 단순한

구두표 을 지한 것은 아니었다.

46) 485 U.S. 312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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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필수불가결한 공익의 실 을 하여 필요하고 그 요건이 명확하고 상

세하게 규정되어야 한다.”고 시하 다. 연방 법원은 ‘외국의 공 과 외

교 의 보호를 한 국제법상의 의무가 필수불가결한 공익에 해당하는가’

에 한 최종 인 단을 하지 않고, 신 ‘워싱턴 이외의 지역에 치

한 외교 의 보호를 한 연방법률규정[18 U.S.C.A. 112(b)]의 경우, 조

례의 규정내용과 비교할 때 집회를 제한하는 요건이 하게 좁게 규정되

어 있다’는 이유로, 워싱턴 시의 조례에 하여 최소침해의 원칙에 반되

는 과도한 제한으로 단하 다.

그러나 연방 법원은, 외국 사 의 평화와 안 에 한 존하는 험

이 존재하는 경우 경찰이 외국 사 으로부터 500피트 내에서의 집회를

해산하는 것을 허용하는 조례의 별개 부분에 하여는 합헌으로 단하

다.

2) 한편, 싱턴 시 외곽에 치한 외국 사 에 하여 용되는 연방

법규정[18 U.S.C.A. 112(b)]은 ‘외교 이나 국빈을 하거나 강요하거나

괴롭히거나 는 외교 의 업무수행을 방해하기 하여 2인 이상의 다른

사람과 하는 시 를 지’하고 있는데, 1985년 연방항소법원은 매우 제한

인 조건 하에서만 시 를 지하는 규정을 합헌으로 단하 다. 규

정에 의하면, 규정에서 지하는 시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외국의

정치나 외교 에 한 비 인 시 라 하더라도 100 피트(약 30m) 이내

에서도 허용된다.

(마) 결론 으로, 미국에서는 의사당 앞에서의 시 의 경우 참가자수의

제한 등 일정한 제한 하에서는 의사당 계단 바로 앞에서의 시 도 허용되

며, 법원에서의 집회의 경우 법원의 재 차에 향을 행사할 목 이 아

닌 집회는 허용되며, 외교기 에 한 집회의 경우 외국이나 외교 에

한 비 인 시 라 하더라도 평화 인 시 라면 원칙 으로 30m이내의

지역에서도 허용된다.

다. 그 외의 주요 유럽국가

(1) 특정 장소에서의 집회를 제한한 최 의 규정으로는, 1817년 국47)

47) 국의 경우, 의회주권주의와 성문헌법의 결여로 말미암아 헌법재 제도도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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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Seditious Meetings Act 1817’을 들 수 있다.48) 규정은 의사당 건물

부지의 1마일(약 1.6km) 반경 내에서는 51인 이상의 집회를 지하 다.

이로써 의사당 주변에서는 50인 이하의 소규모 집회는 허용되었지만 이를

넘는 규모집회를 지하 다. 규정은 당시 새로이 형성된 노동자계

을 탄압하는 6 규정 의 하나로 간주되었다.

이 법은 1824년에 다시 완화되었는데, 단지 청원의 형태로써 의회에

향을 행사할 목 이나 의원을 신체 으로 방해할 목 이 뚜렷한 집회에

하여 불법 인 집회로 선언할 수 있는 청의 권한을 부여하 다. 그 이후

국법은 의사당인근에서 행해지는 집회에 하여 실질 으로 구체 인

험이 존재하는 경우 집회를 지하는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다.

(2) 유럽에서는 단지 소수의 나라만이 의사당 주변에서의 집회를 지하

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규정을 두고 있는 국가는 독일 외에

벨기에, 오스트리아 뿐이다.49) 벨기에의 경우, 헌법학자들은 거의 일치된

의견으로 법률을 헌으로 단하고 있다고 한다. 집회 지장소 규정을

두고 있는 소수국가에서도 보호법익은 으로 의원과 의사당에 한 물

리 공격으로부터의 보호로 간주되고 있고, 집회를 통한 정치 압력으로

부터 의회를 보호하는 것은 보호법익으로서 인정되지 않고 있다.

그 외 부분의 유럽국가는 의사당 인근에서의 시 지규정을 제정하

지 아니하고, 개별 인 경우마다 구체 험을 방지하는 조치로 만족하고

있다. 특히 네델란드에서는 의사당 앞에서의 집회를 허용하는 것이 정치문

화의 발 이나 국민의 기본권보장의 측면에서 매우 요하다는 견해가 우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집회의 자유가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되어 있지 않다. 따라

서 국에서 집회의 자유는 례법 는 제정법에서 지하지 않은 범 내에서,

즉 법이 정한 범 내에서 허용되고 있으며, 그 허용여부도 경찰의 범 한 재량

권행사에 맡겨져 있다. 양건, 집회․시 에 한 사 제한, 한양 법학논총 8집

(91. 08), 158면 이하 참조.

48) Vgl. Breitbach, Das Versammlungsverbot innerhalb von Bannmeilen um

Parlamente und seine Ausnahmeregelung, NVwZ 1988, S.586; Schwarze, DÖV

1985, S.216

49) Tsatsos/Wietschel, Bannmeilenregelungen zum Schutz der Parlamente wieder

in der Diskussion, ZRP 1994, 214; Breitbach, Das Versammlungsverbot

innerhalb von Bannmeilen um Parlamente und seine Ausnahmeregelung, NVwZ

1988, S.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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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하다고 한다.50)

라. 일본51)

일본 헌법 제21조는 “① 집회, 결사…의 자유는 이를 보장한다. ② 검

열은 이를 행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학설․ 례는 옥

외집회․시 와 같은 집단행동이 집회의 자유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

고 있다.

일본은 집회의 자유를 법률로써 국가 으로 규율하는 것이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이른바 ‘공안조례’ 는 ‘도로교통법’을 통하여 제한하고

있다. 즉 우리와 같은 형태의 집시법은 존재하지 않고, 따라서 특정 장소에

서의 집회를 지하는 조항도 없다. 공안조례의 내용은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체로 옥외집회․시 에 하여 허가를 요하

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한 일본 법원(최고재 소)의 입장을 표하는 결로, “신사

공안조례 결”(1954.11.24)을 들 수 있다. 그 시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

될 수 있는데, 지 까지도 공안조례의 헌여부를 단하는 원칙으로 간주

되고 있다.

① 집단행동을 일반 허가제에 의해 사 억제하는 것은 헌법상 허용되

지 않는다. ② 그러나, 특정의 장소 는 방법에 하여 합리 이고 명확한

기 아래 허가제를 취하는 것은 헌법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다. ③ 공공의

안 에 해 “명백하고 긴박한 험”을 미치는 것이 견될 때에는 이를

허가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규정을 둘 수 있다.

4. 이 사건 법률조항의 헌여부

가. 집회의 자유에 한 제한규정으로서 이 사건 법률조항

(1)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국내주재의 외국 외교기 청사의 경계지 으로

50) Tsatsos/Wietschel, Bannmeilenregelungen zum Schutz der Parlamente wieder

in der Diskussion, ZRP 1994, 214

51) 박용상, 집회의 자유, 헌법논총 제10집, 65면 이하; 양건, 집회․시 에 한 사

제한, 한양 법학논총 8집(91. 08), 162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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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1백미터 이내의 장소(이하 “외교기 인근”라고 한다)에서는 모든 옥

외집회와 시 를 외없이 면 으로 지하고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지에도 불구하고 외교기 인근에서 집회를 행하는 경우, 할 경

찰 서장은 집회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제18조 제1항 제1호). 옥외집회

지장소에서 집회를 한 자는 주최자, 질서유지인, 단순참가자의 구분에 따라

차등을 두어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는 100만원 이하의 벌 에 처해진다

(제20조).

집회의 자유는 집회의 시간, 장소, 방법 목 (내용)을 자유롭게 결정

할 개인의 자유를 보장한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집회 지구역을 규정함

으로써 집회의 자유의 자유로운 행사를 장소 으로 제한하기 때문에, 이

사건 법률조항은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정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집회 지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집회를 할 권리를 박탈하지 않는다는 에

서, 집회 그 자체를 지하는 규정이 아니라, 특정 장소에서의 집회를

지함으로써 집회 그 자체는 허용하되 집회방법에 하여 제한을 가하는

규정이다.

(2) 이 사건 법률조항은 집회를 구체 인 경우에 지하는 조항이 아니

라, 개별 인 경우의 구체 인 험상황과 계없이 단지 ‘특정한 장소에서

집회가 행해진다’는 것만으로 추상 인 험성이 존재한다는 측 단에서

출발하여, 즉 외교기 인근에서의 집회의 경우 법익충돌의 고도의 험성

이 존재한다는 일반 인 추정을 제로 하여 장소에서의 집회를 일

으로 지하고 있다. 이로써 입법자는 외교기 인근에서의 집회를 일반

으로 외교기 의 기능수행에 반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이 지역에서의 집회

를 일반 으로 지해야만 외교기 에 한 효과 인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단하고 있다.52)

(3) 법에서는 ‘추상 인 험’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2개의 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 하나는 특정 장소에서의 집회를 지하는 제11조이고, 다른 하

나는 특정 시간의 집회를 지하는 제10조이다.

법 제10조에 의하면 “일출시간 일몰시간 후”의 옥외집회를 면

으로 지하면서, 다만 “집회의 성격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옥외집회를

52) Vgl. Schwarze, DÖV 1985, S.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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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53) 여기서도 입법자는 ‘개별 인 경우 구

체 인 험이 존재하는지의 여부와 계없이 일출시간 일몰시간 이

후, 즉 야간의 옥외집회의 경우 법익충돌의 고도의 험이 있다’는 것을 일

반 으로 추정하고 있다.

헌법재 소는 법 제10조의 헌여부에 하여 1994. 4. 28. 91헌바14 결

정에서 “야간의 옥외집회는 주간의 옥외집회와 비교할 때 공공의 안녕질

서를 침해할 수 있는 높은 개연성을 지니고 있다는 , 법 제10조가 야간

의 옥외집회를 일률 으로 지하지 아니하고 옥외집회를 허용할 수 있는

단서규정을 두고 있는 , 이 단서규정에 따른 야간옥외집회의 허용여부

는 할 경찰서장의 편의재량사항이 아니고 기속재량사항이라고 해석되는

등을 고려할 때, 법 제10조가 헌법에 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단

하 다.54)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

외교기 인근에서의 집회는 일반 으로 다른 장소와 비교할 때 요한

보호법익과의 충돌상황을 야기할 수 있고, 이로써 법익에 한 침해로 이

어질 개연성이 높으므로, 입법자에 의하여 제된 고도의 법익충돌상황을

사 에 효과 으로 방지하기 하여 외교기 인근에서의 집회를 면 으

로 지한 것이다. 여기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보호하고자 하는

요한 법익으로는 국내주재 외교기 에의 자유로운 출입 원활한 업무의

보장, 외교 의 신체 안 이 고려된다.

외국과의 善隣關係가 보호법익에 속하는지에 하여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외국의 외교 앞에서 당해국가에 한 부정 인 의견을 표명하는

집회를 한다면 외국의 외교 이 이러한 집회와 직 치하는 상황이 발생

하여 외국과의 선린 계가 해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고자 하

는 것이 입법목 이라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규정하는 청사로부터의 100m

53) 제10조(옥외집회 시 의 지시간) 구든지 일출시간 , 일몰시간 후에는

옥외집회 는 시 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집회의 성격상 부득이 하여 주최

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미리 신고하는 경우에는 할 경찰 서장은 질서유지를

한 조건을 붙여 일출시간 , 일몰시간 후에도 옥외집회를 허용할 수 있다.

54) 례집 6-1, 281,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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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거리는 규모 집회의 경우에는 사실상 집회의 可視․可聽의 거리로서

외국 외교기 이 당해국가에 한 항의집회를 인식하거나 감지하는 것을

방지할 수 없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선택한 수단은 입법목

을 달성하기에 합한 수단인가 하는 의문이 있다.

한, 집회와 표 의 자유가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된 자유민주주의국

가에서 국민이 자신의 견해를 집단 으로 표 하기 하여 집회에 참가하

는 행 는 민주사회에서 시민생활의 일상에 속하는 것이자 모든 자유민주

국가에서 보편 으로 인정되는 가치인데, 국민의 일부가 외국 외교기 앞

에서 자신의 기본권을 행사하 다고 하여 외국과의 선린 계가 해될 수

있는가 하는 근본 인 의문이 제기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 은 외교기 인근에서의 당해국가

에 한 부정 인 견해를 표명하는 집회를 지함으로써 외국과의 선린

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외교 계에 한 빈 약(Wiener

Übereinkommen über die dipolmatischen Beziehungen) 제22조 제2항55)

에 의하여 가입국가가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외국 사 의 존엄과 평

화’의 법익이라는 ‘제한된 의미에서의 선린 계’라 할 것이다. 그런데 그러

한 의미의 선린 계란 결국, 에서 보호법익으로 언 한 ‘외교기 의 기능

보장’과 ‘외교 의 신체 안 ’을 보호하는 것과 같은 내용인 것으로 단

된다.

다. 비례의 원칙의 반여부

이 사건 법률조항이 한 법익의 보호라는 정당한 목 을 가지고 집회

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집회의 자유에 한 제한은 비례의 원칙을

엄격하게 수하여야 한다. 따라서 규정의 입법목 이 정당하다고 하여

이미 그 제한이 합헌 인 것이 아니라, 기본권의 제한은 입법목 의 달성

을 하여 필요한 정도만 허용된다.

55) 1961. 4. 18.의 ‘외교 계에 한 빈 약’ 제22조 제2항은 “가입국가는, 외교기

의 건물을 침입과 손상으로부터 보호하고 외교기 의 평화(Friede)가 방해되거나

그의 존엄(Würde)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하여, 모든 한 조치를 취해야

할 특별한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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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소침해성의 반여부

이 사건 법률조항이 택하고 있는 수단인 ‘특정 장소에서의 면 인 집

회 지’가 입법목 을 달성하기 하여 고려되는 유효한 수단 에서 가장

국민의 기본권을 게 침해하는 수단인가 하는 문제는 다음과 같이 크게 2

가지의 에서 의문을 제기한다.

(가) 별도의 집회 지장소에 한 규정(특정 장소를 보호하기 한 특별

규정)이 법익의 보호를 하여 반드시 필요한가?

1) 특정 장소에서의 집회를 외 없이 지하는 특별규정을 두지 않더라

도, 개별 인 경우마다 구체 으로 집회의 지여부를 단하는 집시법상

의 일반규정만으로도 특별규정에 의하여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이 충분히

보호될 수 있다면 이와 같이 집회의 자유를 하게 제한하는 특별규정은

불필요하고, 이에 따라 입법목 의 달성을 하여 필요한 조치의 범 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더욱이 선진외국의 경우, 단지 소수의 국

가만이 특정 장소를 보호하는 특별규정을 두고 있으며, 부분의 서구국

가에서는 주요 헌법기 의 기능수행이라는 법익이 일반규정을 통하여 충

분히 보장되고 있다는 경험에 비추어 보더라도, 와 같은 의문을 불러일

으킨다.56)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제된 추상 험이 개별 인 집회에서 구

체화, 실화되는 경우, 우리의 집시법은 이러한 구체 험에 하게

처할 수 있는 일련의 규정을 두고 있다. 집회가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

인 을 가할 것이 명백한 경우 집시법은 제5조 제8조에서 집회를

사 에 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집회가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

인 험을 명백하게 래한 경우에는 제18조에 의하여 사후 으로 집회

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공공의 안녕질서”란 일차 으로 헌법 법익을

비롯하여 생명, 신체, 재산, 명 , 자유 등과 같은 법익의 보호 법질서의

보호를 의미하므로, 외교기 의 기능보장과 외교 의 신체 안 에 한

험이나 침해는 공공의 안녕질서에 한 험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사

건 장소에서의 집회로 인하여 구체 인 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

56) 이러한 의문을 제기한 문헌으로는 Tsatsos/Wietschel, ZRP 1994, S.213; Ehrentraut,

a.a.O., S.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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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경우, 행 집시법에 의하여 사 에 집회를 지할 수 있고 사후 으로

언제든지 집회의 해산이 가능하므로, 외교기 인근에서의 집회를 면

으로 지하는 것은 외교기 의 기능 보장 등 법익의 보호를 하여 불필

요하다.

규모의 집회로부터 법익의 침해가 우려된다면 집회참가자의 수를

하게 제한할 수 있고, 우려되는 침해 험성의 정도 는 집회참가자의

수에 따라 외교기 청사로부터의 거리를 조정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서는 집회의 시기나 소요시간을 제한하는 등 조건을 부과하여 집회를 허용

함으로써, 집회의 사 지와 사후 해산의 방법 외에도 집회의 자유

와 보호법익을 양립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에서 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 을 달성하

기 하여 특정 장소에서의 모든 집회를 지하는 특별규정을 두는 것은

불필요하며, 집시법의 일반규정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견해가 가능하다. 집회

지장소에 한 특별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집회 지장소에서의 집회

도 집시법상의 일반규정의 용을 받게 되어, 개별 인 경우마다 구체 으

로 법익형량을 통하여 집회의 자유를 행사하는 것이 공동체의 보호법익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가를 단함으로써 집회의 지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2) 집회의 자유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한 헌법의 정신에 비추어 보거

나 이러한 헌법의 정신에 부합하여 일정한 신고 차만 밟으면 원칙 으로

집회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집시법의 규정체계를 볼 때, 법익충돌이 특

별히 우려되는 장소에서의 집회의 경우에도 원칙 으로 집회가 허용되는

것으로 규정하는 방식을 택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집시법상의 일반규정이 동일하게 효과 인 방법으로 법익을 보

호하는 수단인가에 하여 의문이 있을 수 있으며, 특정 장소가 그 기능수

행의 요성 때문에 특별히 보호되어야 하고 요한 기 에 한 효과 인

보호가 그 장소에서의 집회를 원칙 으로 지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

고 입법자가 단하 다면, 이러한 입법자의 단이 하게 잘못되었다

고 할 수 없다. 입법자는 야간의 옥외집회나 특정 장소에서의 옥외집회의

경우와 같이 법익침해의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특수한 상황에 해서는 집

회가 공공의 안녕질서에 미칠 향이나 법익충돌의 험성의 정도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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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상응하는 규제를 할 수 있다고 단된다.57) 따라서 집시법의 일반규

정과는 별도로 특정 장소를 보호하는 특별규정을 둔 입법자의 결정이 최소

침해성의 원칙에 반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결정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결국 주요 헌법기 이나 외교기 의 보호와 련하여, 입법자는 집시법

상의 일반규정을 통하여 규율하면서 다만 집회의 지나 제한에 있어서 다

른 장소에서의 집회와 비교하여 법익충돌의 험성의 측 단에 하여

보다 완화된 기 을 용함으로써 특정 장소를 보호하는 방법을 택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사건 법률조항과 같이 특정 장소를 보호하는 별도의 규정

을 둘 수도 있는데, 어떠한 방법을 선택하는가 하는 것은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나) 외를 허용하지 않는 면 인 지가 법익의 보호를 하여 반드

시 필요한가?

특정 장소에서의 집회의 자유를 규율함에 있어서 입법자에게 부여된 형

성의 자유에도 불구하고, 입법자는 특정장소에서의 집회를 지하는 경우

비례의 원칙의 에서 다음과 같은 구속을 받는다.

1) 입법자는 보호 상기 의 기능수행을 보장하기 하여 반드시 필요한

만큼만 최소한의 정도로 집회 지구역의 범 를 확정해야 한다. 이 사건

법률조항의 경우 입법자는 집회 지구역의 범 를 청사의 경계지 으로부

터 반경 1백미터로 정하 는데, 이는 법익의 효과 인 보호를 보장하기

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것으로서 허용되는 것으로 보이며, 외국의 입법례를

고려하더라도 과도하게 확장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58) 따라서 이 사건 법

률조항이 정한 집회 지장소의 범 는 그 자체로서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

게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

57) 헌법재 소도 1994. 4. 28. 91헌바14 결정에서 야간의 옥외집회를 원칙 으로

지하면서 외 으로 허용하는 집시법 제10조의 헌여부에 하여 단하면서,

와 같은 규정형식을 택할 수 있는 입법자의 형성권을 인정하고 있다( 례집

6-1, 281, 302).

58) Vgl. Benda, in: BK, Art.8, rn.70; 오스트리아의 경우 집회 지구역의 범 가 3

백미터 반경으로 규정되어 있고, 독일의 경우 구체 인 도로명을 사용하여 지구

역을 확정하기 때문에 연방과 주의 각 법률마다 다르고 보호 상에 따라 상이하

지만, 일반 으로 백미터 이상의 반경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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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한편으로는 집회의 규모 집회가 행해지는 장소의 지리 특성

에 따라 1백미터의 거리가 가져오는 효과가 매우 상이하다. 규모 시 의

에서 본다면, 1백미터 거리를 외교기 의 청사로부터 확보하는 것은

일반 인 경우 법익충돌의 험성이나 외교 의 자유로운 청사출입 그

들의 안 에 비추어 크게 문제될 것이 없을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우려

되는 구체 험성의 정도에 따라 그에 처하기 하여 1백미터 이상의

거리를 둘 것을 조건으로 하여 집회를 허용할 수도 있다. 규모 시 의

경우, 1백미터란 장소 분리에도 불구하고 시 장소와 시 목 간의 연

계가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소수인이 행하고자 하는 시 의 경우 외교기 의 청사로부터 1

백미터의 거리를 두게 하는 것은 지 않은 경우 시 장소와 시 목 간

의 내 인 연 계가 상실될 우려가 있고, 이로 인하여 시 로 인하여 발

생할 법익충돌의 험성과 무 하게 시 의 의미가 하게 감소할 개연

성이 높다. 더욱이 고층건물이 집한 지역에서 소수인이 시 를 하는 경

우, 1백미터의 반경이 시 상 건물로부터 집회를 거의 완 하게 격리시

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서울과 같은 도시에서 주요

건물이 집해 있는 구역에서는 그 곳에 우연히 치한 하나의 보호 상건

물이 1백미터의 반경 내에 치한 다수의 잠재 시 상에 한 집회를

사실상 함께 지하는 효과가 있다.

그 다면 이러한 에서 볼 때 시 의 규모, 개별 시 로부터 발생

하는 험성과 시 장소의 지리 특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일률 으로

집회 지구역을 설정한 것은 소수인의 시 에 한 차별 인 효과도 함께

가져오는 것이며, 이러한 에서 “반경 백미터” 등의 형식을 통하여 일률

으로 집회 지구역을 확정하는 법규정의 문제 이 드러난다

2) 특정장소에서의 집회가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익에

한 직 인 을 래한다는 일반 추정, 즉 측 단이 구체 인

상황에 의하여 반박될 수 있다면 지에 한 외 인 허가를 할 수 있도

록 규정해야 한다. 이러한 외규정은 ‘최소침해의 원칙’의 에서 요청

되는 것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제된 추상 험성에 한 입

법자의 측 단은, 지장소에서의 집회에 의하여 외교기 의 업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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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방해나 외교 의 신체 안 에 한 이 우려되지 않는 경우, 구체

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반박될 수 있다고 보여진다.59)

첫째, 정된 집회가 외교기 의 업무가 없는 휴무일에 행해지는 경우,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제된 법익충돌의 험이 없다고 단된다.

둘째, 외교기 에 한 집회가 아니라 우연히 지장소 내에 치한 다

른 항의 상에 한 집회의 경우에도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추정된

법익충돌의 험성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 이 사건 법률조항의 문제 은,

집회 지구역 내에서 외교기 이나 당해 국가를 항의의 상으로 삼지 않

는 다른 목 의 집회가 함께 지된다는 이다. 컨 계획된 집회가 외

교기 에 한 것이 아니라 단지 우연히 집회 지구역 내에 치한 다른

상( 컨 정부기 )에 한 것인 경우, 이러한 집회로 인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이 침해될 우려가 없음에도 불구하

고 이러한 시 도 마찬가지로 지되는 결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셋째, 소규모의 집회의 경우에도 일반 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보호법

익과의 충돌이 처음부터 문제되지 않는다. 컨 외국의 사 앞에서

10인 정도의 소수 인원이 소음의 발생을 유발하지 않는 평화로운 집회를

하고자 하는 경우, 일반 의 합세로 인하여 규모시 로 확 될 우려

나 폭력시 로 변질될 험이 없다면, 이러한 소규모의 평화 집회의

지를 정당화할 수 있는 어떠한 법익도 인식할 수 없는 것이다.

3) 따라서 입법자가 ‘외교기 인근에서의 집회의 경우에는 일반 으로

고도의 법익충돌 험이 있다’는 측 단을 제로 하여 이 장소에서의 집

회를 원칙 으로 지할 수는 있으나, 일반․추상 인 법규정으로부터 불

가피하게 발생하는 가혹한 부담을 완화하고, 이로써 할행정청으로 하여

개별 인 경우의 가혹함을 고려하여 일반 지에 한 외를 허용할

수 있도록 외허용조항을 두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제된 추상 험상황이 구체 인 경우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명백함에도 이러한 경우까지 함께 외 없이 지하는 것은 입법목 을 달

59) Benda, in: BK, Art.8, Rn. 72; Dietel/Gintzel/Kniesel, Demonstrations- und

Versammlungsfreiheit, 12. Aufl., 2000, §16 Rn.33; Breitbach, in: Ridder/Breitbach/

Rühe/Steinmeier, Versammungsrecht Kommentar, 1992, §16 Rn.39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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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하기에 필요한 조치의 범 를 넘는 과도한 제한이다.60) 구체 인 경우

집회 지장소규정의 보호법익에 한 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외 으

로 집회를 허용하는 규정을 두어야만 이 사건 법률조항은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다. 입법자가 비례의 원칙의 에서 외허용규정을 두는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에 외교기 인근에서의 집회를 허용할 것인지’에

한 구체 인 허가요건을 스스로 규정함으로써 행정청이 허가여부를 결

정함에 있어서 자의 으로 재량을 행사할 여지를 배제해야 할 것이다. 물

론, 외교기 바로 앞에서 시 와 경찰이 무력충돌을 하는 것은 외교기

의 평화와 존엄과 부합하지 않으므로, 할허가 청이 개별 집회의 구

체 험성을 단함에 있어서 폭력시 의 험성을 측하는 기 이 완

화될 수 있다.

4) 물론, 이 사건 법률조항이 집회 그 자체를 지하는 조항이 아니라

단지 집회를 장소 으로 제한함으로써 집회의 자유를 행사하는 방법에

한 제한이라는 , 집회 지장소의 범 가 단지 반경 1백미터로서 법익의

보호를 한 최소한의 정도에 머물고 있다는 등을 고려할 때, “외교기

인근 1백미터 반경 내에서의 집회에 하여 외를 허용하지 않고 면

으로 지하는 것이 체 당사자들에게 수인할 수 없을 정도의 제한을

의미하는가” 하는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다. 그러나 “1백미터 반경의 집회

지장소 밖에서도 집회를 할 수 있을 정도로 한민국은 충분히 넓으며,

굳이 집회 지장소에서 집회를 하지 않더라도 집회를 통하여 의도하는 의

견표명은 지장소 밖에서도 동일한 효과를 가지고 할 수 있다”는 견해

는61) 다음과 같은 것을 간과하는 것이다.

첫째, “집회의 자유가 집회 지장소 이외의 다른 장소에서 얼마든지 행

60) 독일 학계의 다수견해는 외를 허용하지 않는 집회 지장소에 한 규정을

헌으로 단하고 있다, vgl. Benda, in: Dolzer, BK, 1997, Art.8 Rn.72; Gusy,

in:Mangoldt/Klein/Starck, GG, 1999, Art.8 Rn.75; Hoffmann-Riem, Ak-GG,

Art.8 Rn.48; Werner, NVwZ 2000, S.373; Schwarze, Demonstationen vor den

Parlamenten, DÖV 1985, S.219f.; 양건 교수도 제10조의 장소제한에 하여 규제

장소가 무 범 하고 특정한 집회방법을 규제하는데 그치지 않고 일체의 집회

를 완 히 지하고 있다는 을 언 하여 과도한 제한으로 단하고 있다. 앞의

책, 170면

61) Vgl. Schwarze, DÖV 1985, S.219; Busch, Bannkreise zugunsten der Parlamente

im vorläufigen Rechtsschutz bei Demonstationen, NVwZ 1985, S.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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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제한을 수인해야 한다”는 주

장은 집회 지장소에 한 규정을 정당화하는 논거가 될 수 없다. 이러한

주장은 자유권의 본질을 제 로 악하지 못한 견해이다.62) 자유에 한

국가권력의 침해는 합리 인 근거가 있어야 하며 특별한 정당성을 필요로

한다는 데에 바로 자유권의 본질이 있다. 즉 개인의 자유행사는 국가에

하여 정당화할 필요가 없는 반면, 국가는 자유에 한 제한을 언제나 정당

화해야 한다는 것이 자유권의 요청인 것이다. 따라서 국민이 자신의 집회

장소로서 하필이면 집시법상의 집회 지장소를 선택하 는가를 정당화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이러한 장소에서의 집회를 지한 것을 정당화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의 주장은 자유를 제한하는 국가가 아니라 자

유를 행사하는 개인에게 자신의 행 를 정당화해야 할 책임을 부과하고 있

다. 이미 1939년 미국 연방 법원은 “거리와 공원은 의견을 교환하기에

합하고 자연스러운 장소이며, 표 의 자유가 다른 장소에서도 행사될 수

있다는 이유로 한 장소에서 표 의 자유를 행사하는 것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시한 바 있다.63)

둘째, 와 같은 견해는 집회의 자유에 있어서 차지하는 집회장소의 의

미를 부인하는 것이다. 이미 에서 언 한 바와 같이, 고층건물이 집한

도심의 빌딩의 숲 속에서 소수인의 시 의 경우 항의 상과의 장소 연

성이 상실되기 때문에 시 자를 시 상으로부터 격리시키는 효과가

있다.

(2) 법익균형성의 반여부

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집회의 자유와 보호법익간의 정한 균형 계

를 상실하고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개별 인 경우 보호법익이 을

받는가와 계없이 특정 장소에서의 모든 집회를 면 으로 지함으로

써, 개별 집회의 경우마다 구체 인 집회의 고유한 상황을 고려하여 상

충하는 법익간의 조화를 이루려는 아무런 노력이 없이, 이 사건 법률조항

62) 자유권의 본질에 하여 자세하게 한수웅, 헌법재 의 한계와 심사기 , 헌법논

총 제8집, 230면 이하

63) Schneider v. State of New Jersey, 308 US 147, 163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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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익에 하여 일방 인 우 를 부여하 다. 이로써

이 사건 법률조항은 민주국가에서 집회의 자유가 가지는 요한 의미, 특

히 의민주제에서 표 의 자유를 보완하는 집회의 자유의 요성을 간과

하고 있다.

5. 결론

특정 장소가 그 기능수행의 요성 때문에 특별히 보호되어야 하고 요

한 기 에 한 효과 인 보호가 그 장소에서의 집회를 원칙 으로 지함

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는 측 단을 근거로, 입법자가 집시법의 일반규

정과는 별도로 특정 장소를 보호하는 특별규정을 두는 것은 그 자체로서

헌법 으로 허용된다. 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정한 집회 지장소의 범

인 ‘청사로부터 반경 1백미터’는 법익의 효과 인 보호를 보장하기 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것으로서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볼 수 없

다. 따라서 입법자가 “외교기 인근에서의 집회의 경우에는 일반 으로

고도의 법익충돌 험이 있다”는 측 단을 제로 하여 이 장소에서의 집

회를 원칙 으로 지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제된 추상 험상황이 구체 인

경우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명백함에도 이러한 경우까지 함께 외 없이

지하는 것은 입법목 을 달성하기에 필요한 조치의 범 를 넘는 과도한

제한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비례의 원칙에 반되어 집회의 자

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정으로서 헌으로 선언되어야 한다. 헌법재

소가 이 사건 법률조항에 하여 단순 헌결정을 한다 하더라도 집시법상

의 지ㆍ해산ㆍ조건의 부과에 한 규정을 통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 실

하고자 하는 입법목 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법 공백으로 인한 법

혼란이 우려되지 않는다.

입법자는 합헌 인 상태를 다시 회복하기 하여 외교기 을 집회로부

터 특별히 보호하는 별도의 규정을 포기할 수도 있고, 구체 인 허가요건

을 정하여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거나64) 는 이 사건 법률조항을 유지하면

64) 입법례로는, 독일의 1999. 8. 11. ‘연방헌법기 에 한 집회 지장소에 한 법

률’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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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보호법익에 한 이 우려되지 않는 경우에 하여 외를 허용하는

규정을 삽입할 수도 있다.65)

6. 결정의 의의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용될 수 없으나, 이 사건 결정으로 인하여 외교기 인근에서의 집회가

면 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외교기 인근에서의 집회도 다른 장소

에서의 집회와 마찬가지로 집회의 지와 해산에 한 집시법상의 일반규

정의 용을 받게 되었다. 즉, 집회가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 인 을

가할 것이 명백한 경우, 집시법은 제5조 제8조에서 집회를 사 에 지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집회가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 인 을

명백하게 래한 경우에는 제18조에 의하여 사후 으로 집회의 해산을 명

할 수 있다. ‘공공의 안녕질서’란 헌법 법익을 비롯하여 생명ㆍ신체ㆍ재

산ㆍ명 ㆍ자유 등과 같은 법익의 보호, 국가공동체와 국가기 의 존속과

기능 법질서의 보호를 의미하므로, 외교기 의 기능보장과 외교 의 신

체 안 , 외교기 의 안녕과 품 에 한 험이나 침해는 공공의 안녕

질서에 한 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외교기 인근에서의 집회로 인하여 구체 인 험이 발생할 우

려가 있거나 발생한 경우, 행 집시법에 의하여 사 에 집회를 지할 수

있고 사후 으로 언제든지 집회의 해산이 가능하다.

나. 한편, 이 결정 후 입법자는 2004. 1. 29. 법률 제7123호로 집시법을

개정하 는데, 그 제11조는 다음과 같다.

『제11조(옥외집회 시 의 지장소) 구든지 다음 각호에 규정된

청사 는 택의 경계지 으로부터 1백미터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는 시 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4.1.29>

1. 국회의사당, 각 법원, 헌법재 소

2. 통령 , 국회의장공 , 법원장공 , 헌법재 소장공

65) 집시법 제10조의 규정형식과 같은 형태이다. 컨 “다만, 보호 상기 의 업무

에 한 지장이나 청사에의 자유로운 출입의 방해가 우려되지 않는다면, 옥외집회

를 허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단서조항을 삽입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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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무총리공 . 다만, 행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국내주재 외국의 외교기 이나 외교사 의 숙소. 다만, 다음 각목의 1

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외교기 이나 외교사 의 숙소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당해 외교기 이나 외교사 의 숙소를 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규모 집회 는 시 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다. 외교기 의 업무가 없는 휴일에 개최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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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제21조 제8항 등 헌확인

- 약국개설장소의 제한과 직업행사의 자유 -

(헌재 2003. 10. 30. 2000헌마563, 례집 15-2하, 84)

최 갑 선＊1)

【 시사항】

1. 의료기 의 시설안 는 구내에서의 약국개설 등록을 지한 약사법

(2000. 1. 12. 법률 제6153호로 개정되어 2000. 7. 1.부터 시행된 것) 제16조

제5항 제2호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자기 련성이 청구인 의료법인 ○○의료

재단에게 존재하는지 여부

2. 의료기 의 조제실에서 종사하는 약사가 외래환자에게 교부된 처방

에 의하여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도록 규정한 약사법 제21조 제8항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자기 련성이 청구인 송○숙, 조○희 ○숙에게 존재하

는지 여부

3. 약사법 제21조 제8항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자기 련성이 청구인

의료법인 ○○의료재단에게 존재하는지 여부

4. 헌법 제25조에 의거한 직업의 자유 보장 그 제한의 한계

5. 약사법 제21조 제8항이 청구인 의료법인 ○○의료재단의 직업행사

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6. 약사법 제21조 제8항이 청구인 의료법인 ○○의료재단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 헌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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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의 상】

(1) 이 사건의 심 상은 약사법(2000. 1. 12. 법률 제6153호로 개정되어

2000. 7. 1.부터 시행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제5항 제2호 제

21조 제8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인지 여부이고, 이들 법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 제16조(약국의 개설등록) 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

설등록을 받지 아니한다.

2. 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장소가 의료기 의 시설안 는 구내인 경우

법 제21조(의약품의 조제) ⑧ 의료기 의 조제실에서 조제업무에 종사하

는 약사는 의료법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처방 이 교부된 환자에게

의약품을 조제하여서는 아니된다.

(2) 련법조문

의료법(1999. 9. 7. 법률 제6020호로 개정된 후, 2002. 3. 30. 법률 제6686

호로 개정되기 의 것) 제18조의2(처방 의 작성 교부) ① 의사 는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의약품을 투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약

사법에 의하여 자신이 직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방 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여

야 한다.

【사건의 개요】

1. 심 청구에 이르게 된 경

(1) 청구인 의료법인 ○○의료재단은 서울 등포구 신길1동에서 ○○

병원을 운 하면서 의사 약사를 고용하여 의료행 를 해 왔으며, 특히

고용된 약사를 통해서 병원내에 ‘구내약국’(조제실)을 운 하여 왔다. 그리

고 청구인 송○숙, 조○희, ○숙은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는 의료소비자들

이다.

(2) 그런데 법 제16조 제5항 제2호는 의료기 의 시설 안 는 구내에서

약국을 개설하는 것을 지하고, 법 제21조 제8항은 의료기 의 조제실에

서 조제업무에 종사하는 약사는 처방 이 교부된 환자에게 의약품을 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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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 다.

(3) 이에 따라 청구인 ○○의료재단은 ○○병원내 조제실에서 종사하는

약사를 통해서는 외래환자에게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게 되자, 약사법

조항들이 자신의 헌법상 직업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리고 청구인 송○숙, 조○희 ○숙은 법 제21조 제8항으로 말미암아

필요한 의약품을 구입하기 하여 병원 외부의 약국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

을 래받았기 때문에 자신들의 헌법상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

면서, 2000. 8. 31. 헌법재 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헌법소원심

을 청구하 다.

2. 청구인들의 주장 계기 의 의견

가. 청구인들의 주장요지

(1)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약사를 제외한 의료인의 의약품조제행 를

지하는 일반 지의 범 를 넘어 장소 으로 의약품조제행 를 제한하기

때문에 의사는 환자의 질병을 진단ㆍ치료하고, 약사는 의사가 발행한 처방

에 따라 조제ㆍ투약을 담당한다는 의약분업의 본질과 아무런 련이 없

다. 이러한 장소 제한은 의약품 조제행 를 일반 으로 지하는 약사법

의 입법취지에 반하여 장소 으로 의약품 조제행 를 제한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의약품 오남용의 방지라는 의약분업의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합

리 인 근거가 없는 것이다.

(2) 동네약국의 약사가 병원의 외래환자의 처방 을 교부받아 조제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병원 조제실에 근무하는 약사가 병원의 외래환자의 처

방 을 교부받아 조제하는 경우에도 의사와 약사의 직능별 분담이 이루어

진다는 에서 동일하고, 의약분업에 따라 의사의 처방 이 공개되고 병원

의 조제실에서도 일반 약국과 동일한 차에 따라 의약품이 조제되는 이상

병원 조제실에서 의약품을 고의로 많이 투여하거나 잘못 사용할 소지는 없

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병원의 조제실에서도 일반 약국에서 행해지는 방

식과 같이 의료보험이 용되기 때문에 의약분업을 시행하면서 추구하려는

약제비의 투명성 부분도 해소될 뿐만 아니라, 별도의 차로 운 되기 때

문에 약국과 의료기 간의 독립성도 유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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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약국개설 지 는 조제 지 등의 규제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의약

분업을 통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같은 국민의 건강유지 증진이라

는 목 달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의한 의료기 내

약국개설 지 는 외래환자에 한 조제 지는 의약분업이 추구하는 목

을 달성하기 하여 반드시 필요하고 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다.

(4) 약사들의 조제행 를 장소 으로 제한하는 것은 약사들을 고용하고

있는 의료기 의 직업활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인데, 국민들을 의약품 오

남용으로부터 보호하려는 입법취지 만으로는 이러한 기본권의 제한이 정당

화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더군다나 의ㆍ약 양 직역의 이익균형을 확보하

기 하여 의료기 내에서의 모든 조제행 를 규제하는 것은 의료의 기본

개념에도 어 날 뿐만 아니라 기본권 제한의 정성을 벗어나는 것이다.

(5) 법 제16조 제5항 제2호가 약사의 의약품 조제행 를 장소 으로 제

한하는 것은 그 입법취지의 공익 성격에도 불구하고 선택된 수단이 입법

목 에 합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정도 한 과잉하여 비례의 원칙

에 어 난다.

(6) 법 제21조 제8항이 의료기 에서 의약품의 조제업무에 종사하는 약

사에 하여 외래환자에 한 의약품의 조제업무를 지하는 것은 의사가

환자의 질병을 진단ㆍ치료하고, 약사가 의사 발행 처방 에 따라 조제ㆍ투

약을 담당한다는 의약분업의 본질을 벗어나 합리 인 이유 없이 약사를 그

근무하는 장소에 따라 차별하여 취 하고, 그 결과 약사를 고용하고 있는

의료기 으로 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제한을 가하는 것이어서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7) 청구인 송○숙, 조○희, ○숙은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는 소비자인데,

법 제21조 제8항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진료를 받고 있는 병원에 약사가

근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리하게 의약품을 공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한 채 처방 을 들고 필요한 의약품을 구입하기 하여 의료기 외부

의 약국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을 겪게 되었기 때문에, 법 제21조 제8항은

헌법 제10조에 의해서 보장된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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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보건복지부장 의 의견요지

(1) 법 제21조 제8항이 의료기 의 약사가 외래처방 에 의하여 의료기

에서 조제하는 것을 지하는 것은 의약분업의 원칙에 따른 조치로서 입

원환자에 하여 조제행 를 하는 등 원칙 인 조제행 가 허용된다는

에서 직업수행의 자유를 본질 으로 제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의약품의 오․남용 방지라는 공익을 해서 의료기 조제실에서의 외래환

자에 한 조제행 를 지하는 것은 조제의 장소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조제행 의 범 와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서 헌법상 평등권 직업의 자유

를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 우리나라의 의약분업이 기 분업을 선택한 이상 약국은 의료기 과

독립된 자본에 의해서 운 , 리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약사법은 의사와

약사가 담합하는 행 를 지하고 있다. 즉, 법 제22조 제2항은 “약국개설

자는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등과 담합하여 처방 을 소지한 환자를 자신

의 약국으로 유치하여 조제 매하는 행 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

고, 이를 반할 경우 법 제76조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 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의사가 리를 목 으로 자신이 처

방 을 교부한 환자를 특정약국에 유치하기 하여 약국개설자 는 약국

에 종사하는 자와 담합하는 행 를 한 때는 의료 계행정처분규칙 별표 2.

개별기 가목 (6)의 2, (26)의 2에 의하여 1차 반시에는 자격정지 15일,

1차 처분일로부터 2년이내에 2차 반시에는 자격정지 1월에 처하도록 하

고 있다.

(3) 의사 는 의료기 이 약국을 개설하거나 약사의 명의로 의료기

내에 약국을 개설한다면 비록 형식 으로는 외래환자에게 처방 을 발행한

다 하더라도 소유 는 지배의 계에 있는 약국의 입장에서는 사실상 독

립성을 유지하기 어렵고 의약분업의 원칙을 지킬 수 없게 되며, 의료기

과 약국간의 담합을 피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의료기 의 구내 는 시

설 내에 약국개설을 지하는 법 제16조 제5항 제2호는 법 제22조 제2항과

함께 의료기 과 약국간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한 규정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4) 의료소비자인 환자의 입장에서 볼 때 외래진료시 원외처방 을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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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 의료기 밖의 약국에서 조제받도록 하는 것이 환자에게 의약분업의

기 효과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불편하다는 을 이유로 내세워 법 제

21조 제8항이 청구인들의 헌법상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결정요지】

1. 청구인 의료법인 ○○의료재단은 ○○병원내에 조제실을 설치하여 운

해 온 의료기 운 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법 제16조 제5항 제2호의

용 상이 아님이 분명하므로, 약사법조항에 의해서 자신의 기본권이 침

해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기본권침해의 자기 련성이 존재하지 않

는다.

2. 청구인 송○숙, 조○희 ○숙은 의료소비자들에 불과하기 때문에,

법 제21조 제8항이 병원과 병원 밖 약국을 따로 이용하게 되는 불편을 청

구인들에게 래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들 자신의 행복추구권이 침해될 가

능성이 존재하지 않아서 기본권 침해의 자기 련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3. 법 제21조 제8항은 청구인 의료법인 ○○의료재단이 종 까지 수행해

오던 외래환자에 한 조제투약 업무를 지하고 있어서 동 청구인의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기본권침해의 자기 련성이 동

청구인에게 존재한다.

4. 헌법 제15조는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함

으로써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바, 헌법 제15조가 말하는 직업선

택의 자유는 ‘직업결정의 자유’와 ‘직업행사의 자유’를 포 하며, 직업의 자

유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가안 보장․질서유지 는 공공복리를

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는데, 특히 직업행사의 자유

는 직업결정의 자유에 비하여 상 으로 그 침해의 정도가 작다고 할 것

이어서, 이에 하여는 공공복리 등 공익상의 이유로 비교 넓은 법률상

의 규제가 가능하지만,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할 때에도 헌법 제37조 제2

항에 의거한 비례의 원칙에 배되어서는 안된다.

5. 법 제21조 제8항이 의약분업제도의 도입을 통하여 의약품의 오․남용

을 방하고 약제비를 감함과 동시에 환자의 알권리를 신장시키고 제약

산업의 발 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보건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입법목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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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정당성이 인정되고, 법 제21조 제8항에서 조제실을 설치한 의료기

이 고용된 약사를 통해서 외래환자에 한 조제업무를 할 수 없도록 규

정한 것은 입법목 달성에 합하며, 조제실을 갖춘 의료기 이 고용약사

를 통해서 외래환자에 한 원외처방 조제를 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의약

품의 오남용 방지 등의 입법목 을 달성하는데 부 하고 다른 체수단

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법 제21조 제8항은 최소침해성 원칙에 배되지 않

으며, 법 제21조 제8항이 조제실을 갖춘 의료기 에서 고용약사를 통한 원

외처방 조제 지를 규정함으로써 발생하는 청구인의 직업행사의 자유 제

한이라는 불이익은 크지 않은 반면에, 법 제21조 제8항이 추구하는 입법목

의 달성을 통해서 얻게 되는 국민보건의 향상이라는 공익의 비 과 그

효과가 크다고 할 것이므로 법 제21조 제8항은 법익균형성의 원칙에 배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법 제21조 제8항은 비례의 원칙에 배되지 아니하

므로 청구인의 직업행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6. 법 제21조 제8항은 조제실을 갖춘 모든 의료기 을 상으로 하기 때

문에 청구인 의료법인 ○○의료재단을 다른 의료기 에 비해서 차별하는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해설】

1. 법요건 단에 한 해설

이 사건 결정의 법요건 단에서는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의하여 청구

인들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가. 법 제16조 제5항 제2호와 청구인 의료법인 ○○의료재단의 자

기 련성

법 제16조 제5항 제2호는 의료기 의 구내 는 시설 내에 약국을 개설

한 약사 는 개설하려는 약사에 하여 의료기 의 구내 는 시설 내에

약국을 개설하는 것을 지한 규정이다.

그런데 청구인 의료법인 ○○의료재단이 운 해 온 ○○병원내에 설치

된 ‘구내약국’은 법 제16조에 의거하여 설치된 약국이 아니라, 의료법 제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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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료기 의 개설) 제32조(의료기 의 시설기 등), 의료법시행규칙

제28조의2(의료기 의 시설기 규격) 별표 2, 3, ‘의료기 의 시설규격

10호’에 의해서 설치된 의료기 의 조제실에 해당된다. 한편 법 제2조 제3

항 단서는 의료기 의 조제실을 법이 규정하는 ‘약국’의 개념에서 제외하고

있다. 의료기 운 자는 법 제16조에 의거하여 약국을 개설할 수 있는 자

격이 없으며, 의료법 제30조 등에 의거하여 의료기 을 개설하면서 의료기

내에 조제실을 설치할 수 있을 뿐이다. 청구인 의료법인 ○○의료재단은

의료법 제30조 등에 의거하여 의료기 을 개설하고 련된 의료시설을 설

치한 후 의료 업을 하고 있는 의료법인으로서, 법 제16조에 의거한 약국

의 개설자가 아니다.

이에 따라 헌법재 소는 “청구인 의료법인 ○○의료재단은 ○○병원내에

조제실을 설치하여 운 해 온 의료기 운 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법 제

16조 제5항 제2호의 용 상이 아님이 분명하므로, 약사법조항에 의해

서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기본권침해의 자기

련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시하 다.

나. 법 제21조 제8항과 청구인 송○숙, 조○희 ○숙의 자기

련성

이 사건에서 청구인 송○숙, 조○희 ○숙은 법 제21조 제8항으로

말미암아 필요한 의약품을 구입하기 하여 병원 외부의 약국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을 래받았기 때문에 자신들의 헌법상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

고 주장하 다.

그런데 법 제21조 제8항이 규율하는 상자는 병원조제실에 근무하는

약사이다. 따라서 의료소비자들인 청구인 송○숙, 조○희 ○숙은

법률조항의 직 인 규율 상이 아닌 제3자에 불과하다. 청구인 송○숙,

조○희 ○숙은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외래환자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의료환자는 의약분업의 본질상 의료기 (병원, 의원 등) 밖의 약국이 있는

곳에서 처방 에 의한 조제를 받게 되므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이

든지, 의원 등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이든지를 불문하고 병원이나 의원 구

내가 아닌 외부에 치한 약국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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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청구인들은 법률조항에 따라서 병원과 병원 밖 약국을 따로 방문

함에 따른 불편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아무런 불편없이 병원이나 약국 등

을 이용해야 한다는 것이 헌법 제10조가 규정하는 행복추구권의 보호 역

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 결론 으로 헌법재 소는 청구인 송○숙, 조○희

○숙은 의료소비자들에 불과하기 때문에, 법 제21조 제8항이 병원과

병원 밖 약국을 따로 이용하게 되는 불편을 동 청구인들에게 래한다고

하더라도 동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없어 기본권 침해

의 자기 련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시하 다.

다. 법 제21조 제8항과 청구인 의료법인 ○○의료재단의 자기 련성

의료기 의 조제실에서 종사하는 약사는 외래환자에게 교부된 처방 에

의하여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 제21조 제8항은 약사

를 직 인 규율 상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법률조항은 의료기 에

고용된 약사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런데 법률조항의

직 인 규율 상이 아니어서 제3자에 해당하는 의료기 운 자인 청구

인 ○○의료재단(이하 “청구인”이라고만 한다)의 기본권이 법률조항에

의하여 침해될 가능성이 존재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1)

우선 의사가 아닌 청구인은 법인으로서 릴 수 있는 기본권을 향유할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직업수행의 자유의 주체가 될 수 있다(헌재

1996. 3. 28. 94헌바42, 례집 8-1, 199, 206; 헌재 2001. 6. 28. 2001헌마

132, 례집 13-1, 1441, 1458). 그런데 약사를 고용하여 병원 조제실을 운

하고 있는 청구인은 고용된 약사가 원외처방 에 해서 조제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외래환자를 해서는 병원 조제실(‘구내약국’)을 운 할 수 없

게 되었다. 이에 따라 청구인은 법 제21조 제8항이 시행된 날인 2000. 7. 1.

1) 한편, 청구인이 고용한 약사의 기본권침해에 해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지 여부가 문제된다. 단체는 원칙 으로 단체 자신의 기본권을 직 침해당한 경

우에만 그의 이름으로 헌법소원심 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 구성원을 하

여 는 구성원을 신하여 헌법소원심 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1991. 6. 3. 90헌

마56, 례집 3, 289, 297; 헌재 1995. 7. 21. 92헌마177등, 례집 7-2, 112, 118; 헌

재 1998. 6. 25. 95헌마100, 례집 10-1, 836). 따라서 의료법인인 청구인이 운

하는 병원이 단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자신이 고용한 약사의 기본권

침해에 해서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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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는 고용된 약사를 통해서 외래환자에 한 조제를 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청구인은 입원환자나 응 환자를 해서는 병원 조제실을 계속해서

운 할 수 있다.

의료기 운 자는 외래환자에 한 조제․투약 지를 규정한 법 제21

조 제8항으로 말미암아 외래환자에 한 조제․투약업무로 획득하던 수입

을 더 이상 올릴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그만큼 업상의 불이익을 받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진료․처방과 조제․투약을 동시에 하고 있던

의료기 의 의사들이 조제․투약에 한 업무를 의약분업에 따라 상실하게

되어 업상의 불이익을 보게 된 것과 동일하다고 할 것이다. 그 지만 이

러한 업상의 불이익은 단순한 사실상 경제상의 불이익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의 직업(병원 운 )을 수행할 수 있는 자유 내지 법

이익에 불리한 향을 다고 할 것이다. 그 다면 법 제21조 제8항은 의

료기 운 자인 청구인이 종 까지 수행해 오던 외래환자에 한 조제․

투약 업무를 지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업의 자유 내지 직업수행의 자

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따라 헌법재 소는 약사법 제21조 제8항은 청구인이 종 까지 수

행해 오던 외래환자에 한 조제투약 업무를 지하고 있어서 청구인의 직

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기본권침해의 자기 련성이

청구인에게 존재한다고 시하 다.

2. 의약분업제도의 입법연 , 주요내용 외국의 입법례

가. 의약분업제도의 도입에 한 입법 연

(1) 1953년 12월에 최 로 제정된 약사법 제18조 제1항은 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제20조는 약사는 그 처방 을 발행

한 의사 등의 동의 없이는 처방을 변경 는 수정하여 조제할 수 없다고

하여 조제업무를 명시하 다. 그러나 의료법에는 의사의 처방 등에 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의약분업에 한 규율은 불충분하 다. 더군

다나 당시의 사회 ,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마련한 경과규정인 약사법

부칙 제59조는 의사 등이 자신이 치료용으로 사용하는 의약품에 한하여 자

신이 직 조제할 경우에는 제18조(조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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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의사도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고 약사도 의사의 처

방없이 임의조제할 수 있는 과도 형태의 법체계를 시행하게 되었다.

(2) 1960년 에 들어서 한의학 회는 오남용이 극심한 항생제 자유

매 지의 제도화를, 그리고 한약사회는 의약분업의 당 성에 해 건의

하 다. 이에 따라 1963. 12. 13. 법률 제1491호로 문개정된 약사법 제21

조 제3항은 약사는 의사 등의 처방 에 의하여 의약품을 조제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 다. 그러나 의료법에는 의료인의 처방 발행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았고, 실 으로는 기존의 행이 계속됨에 따라 약국에서 약사의

임의조제와 의료기 에서의 의사의 조제행 가 모두 불법이라는 시비가

두되었다. 이에 하여 정부는 의약분업에 한 법조항이 실 으로 실

가능성이 없다는 단에 따라 1965년 4월 약사법 제21조 제3항을 삭제하고

동시에 부칙 제2조를 신설하여 의사의 조제 약사의 임의조제를 행

로 법률상 허용하도록 하 다.

1980년 에 들어서서 의료보험의 확 실시와 함께 약국의 경 악화를

우려한 한약사회의 의약분업 실시 요구 등에 따라서 목포시에서 의약분

업 시범사업이 1982년 7월에서 1985년 8월까지 실시되었다. 시범사업 이후

정부는 국민의료보험의 실시를 앞두고 1987년 12월 의약분업을 4 정책

과제 하나로 채택하여 이를 단계 으로 실시하고자 하 으나 의학 회와

약사회의 반발로 실행되지 못하 다.

(3) 그런데 1993년 부터 개된 한약조제권에 한 분쟁을 계기로 의

약분업 실시에 한 의료계와 약계의 입법청원을 국회에서 받아들여 1994.

1. 7. 법률 제4731호로 약사법을 개정하여 의약분업제도의 도입을 한 근

거조항을 만들었다. 우선 약사법 제21조(의약품의 조제) 제1항은 약사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다고 규정하 고, 제4항은 약사가

문의약품을 조제할 때에는 의사 는 치과의사의 처방 에 의하여야 한

다고 규정하 으며, 제22조 제2항에서는 약국개설자가 의사 등과 담합하여

처방 을 소지한 환자를 자신의 약국으로 유치하여 조제․ 매하는 행 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 다. 이에 따라 약사는 문의약품에 해서

는 더 이상 임의조제를 할 수 없고 반드시 의사의 처방 에 의해서 조제해

야 하게 되었다. 그리고 제41조 제2항은 약국개설자가 의사 는 치과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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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처방 에 의하여 조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의약품을 매하여서

는 아니된다고 규정하 다. 그러나 부칙 제1조(시행일)에 의거 제21조 제4

항․제5항, 제41조 제2항의 규정 등은 동법 시행후 3년(1997. 7) 내지 5년

(1999. 7)의 범 내에서 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여 의

약분업제도의 실시는 연기되었다.

(4) 그 후 의약분업의 시행방안에 한 의약계 국민 합의도출에 어

려움이 있어 1999. 3. 31. 법률 제5959호로 약사법을 개정하여 그 시행시기

를 2000. 7. 1.로 1년 연기하 다. 그리고 의사의 처방 작성과 련하여

1999. 9. 7. 법률 제6020호로 신설된 의료법 제18조의2 제1항은 의사 는

치과의사가 환자에게 의약품을 투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약

사법에 의하여 자신이 직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방 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여

야 한다고 규정하 다.

2000. 1. 12. 법률 제6153호로 개정된 법은 2000. 7. 1.부터 실시 정인

의약분업과 련하여 의약품의 오남용 약화사고를 방하기 하여 의

사가 처방하고 약사가 조제하는 의약분업의 원칙이 훼손되지 아니하는 범

안에서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시행방안을 마련하 다. 법 제

21조 제8항은 의료기 의 외래환자에 한 원외조제를 의무화하기 하여

의료기 의 조제실에서 조제업무에 종사하는 약사는 외래환자에게 교부된

처방 에 의하여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도록 규정하 다. 그리고 법 제16

조 제5항 제2호도 의료기 의 외래환자에 한 원외조제를 의무화하기

하여 의료기 의 시설 는 구내에 약국개설을 지하도록 규정하 으며,

제21조 제5항에서는 의약분업에 따른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하여 의

사 는 치과의사가 직 조제할 수 있는 경우를 추가하 다.

(5) 법 제21조 제8항이 제정된 입법배경을 구체 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보건복지부 의약분업추진 의회는 1998년 9월 소 직능분업안을 채택

하여 병원 의료기 의 외래환자가 의사가 발행한 원외처방 을 근거로

병원내 조제실에서의 조제를 선택하는 경우 고용약사가 이를 조제할 수 있

도록 하 다. 병원 의료기 을 표하는 한병원 회는 이러한 직능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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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안을 지지하 다.

그러나 의원 등을 표하는 한의사 회는 직능분업안에 따를 경우

외래환자들이 병원에서 진료받고 곧바로 병원의 조제실에서 의약품을 조제

받을 수 있는 편리성이 존재하므로 외래환자들이 의원보다는 병원을 선호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의원 의료기 의 환자가 감소하고 수입이 감소하

여 의원 등의 경 이 어렵게 될 것으로 보아서 직능분업안을 반 하

다. 그리고 약계를 표하는 한약사 회는 직능분업안이 시행되는 경우

병원을 방문한 외래환자가 원외처방 을 발 받은 후 병원내 약국에서의

조제를 선호하게 될 것이므로 병원밖 약국의 의약품 조제수입이 감소할 것

으로 보아서 직능분업안을 반 하 다.

한의사 회와 한약사회는 직능분업안 신에 기 분업안을 제안하

는데, 이에 따르면 병원 등의 의료기 의 조제실에서는 외래환자가 발

받은 원외처방 에 해서는 조제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다. 이러한 분

쟁상황에서 시민단체들이 1999년 5월 당사자들간의 재에 나서 의ㆍ약ㆍ

정 합의안을 성립시켰는데, 여기서는 한의사 회와 한약사 회가 제안

한 ‘기 분업안’이 최종 인 의약분업의 형태로 채택되었으며, 그 내용

일부가 법 제21조 제8항에 규정되었다.

나. 의약분업제도의 주요 내용

(1) 의약분업의 개념

의약분업은 환자에 한 진단․처방과 조제․투약의 과정을 분리하여

진단과 처방은 의사가, 조제와 투약은 약사가 담당하게 하는 제도이다.

(2) 의사의 경우

의사는 환자를 진료한 후 환자에게 의약품을 투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

하는 때에는 의약품을 직 조제해서는 안되고 처방 을 작성하여 환자에

게 교부하여야 한다(의료법 제18조의2 제1항). 다만 입원환자, 응 환자 등

에 해서는 의사가 의약품을 직 조제할 수 있다. 의료조제실을 갖춘 의

료기 의 경우 조제실에 근무하는 고용약사는 원외처방 이 교부된 외래환

자에게는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다(법 제21조 제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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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약사의 경우

약사는 의사의 처방 에 의하여 문의약품 일반의약품을 조제하여

야 하며(법 제21조 제4항), 의사의 처방 없이 문의약품을 매할 수 없

으나 일반의약품은 매할 수 있다(법 제41조 제2항).

(4) 환자의 경우

외래환자만이 의약분업의 상이 되며, 응 환자ㆍ입원환자 등은 의약분

업의 상에서 제외된다. 외래환자는 의사가 발행한 처방 을 근거로 약국

에서 의약품을 조제받는다.

(5) 의료수가의 조정

의사는 환자에 한 진료와 처방에 하여 진료비와 처방료를 받는다.

그리고 약사는 의약품의 조제․투약에 하여 조제료 등을 받는다. 의료보

험약가 인하 실거래가 제도의 시행으로 감되는 약가 마진만큼 의료보

험수가로 체하여 의약분업으로 의료기 약국의 경 에 지나친 어려

움이 없도록 의료보험수가를 실화하 다.2)

(6) 의료기 의 약국개설 제한

약국의 개설은 약사만이 할 수 있으므로 의료기 는 의사는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 의약분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하여 의료기 의 시설내

는 구내 등에는 약국개설을 지한다.

다. 의약분업제도에 한 외국의 입법례3)

(1) 독일

독일은 1231년 의약법을 제정하여 의약분업을 법 으로 강제한 이래

2) 보건복지부, 의약분업 종합 편람, 2000.6., 35쪽 이하 참조.

3) 정우진ㆍ윤경일ㆍ이의경ㆍ유정식, 의약분업의 경제 효과분석과 도입방안, 1997,

142-177; 한약사회, 의약분업의 경제성 평가, 1998, 158-165; 이하 , 의약분업정

책 내용의 변질과 참여자의 활동에 한 연구, 2001, 55-5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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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까지 의약분업제도를 실시해 왔다. 독일은 의사가 약사의 업무를 겸임하

는 것을 지하고 있고, 의사가 약국을 소유하는 것을 지하는 완 분업

을 실시하고 있다. 즉, 의사에게는 환자에 한 진료ㆍ처방 권한을, 약사에

게는 의약품에 한 조제ㆍ투약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의사와 약사의 업무

범 를 철 하게 분리하고 있다. 다만, 외 으로 의사의 진료장소나 그

주변에 약국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의사는 약국을 소유할 수 있으나 이 경

우에도 의약품의 매는 환자의 치료목 인 경우로 제한하고 있으며, 제3

자에 한 매는 지하고 있다.

독일은 병원과 의원의 역할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 의료 달체계를 가

지고 있어서, 의원은 외래환자를 진료하고 병원은 부분 입원환자를 진료

하고 있다. 병원은 입원환자나 응 환자를 해서 병원내 약국에서 고용된

약사가 의약품을 공 하도록 하고 있다. 의원을 방문한 외래환자를 한

조제투약은 동네약국에서 의사가 발행한 처방 에 의해서 행해지고 있다.

(2) 랑스

랑스도 독일과 마찬가지로 법률에 의하여 의사와 약사의 상호업무의

겸직을 지하는 등 의약분업을 법 으로 강제하고 있는 의약분업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다만, 약국이 없는 지역의 의사에 한하여 외 으로 의약

품의 조제를 인정하고 있다. 의료기 내 약국개설을 하고 있으며 병원내

약국은 입원환자를 해서만 의약품을 조제한다.4)

(3) 국

국은 개인의원의 의사가 환자에게 의약품을 조제하여 수 있도록 함

으로써 의약품의 조제행 를 법으로 지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국민의료

보장기구(National Health Service, 약칭 ‘NHS’)에서 의사가 직 조제ㆍ투

약한 경우에는 약값을 보상하지 않고, NHS와 계약을 맺은 약사를 통해서

만 조제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의사의 조제행 를 간 으로 제한하고

4) 그리고 이태리, 벨기에, 네델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스페인 등의

유럽국가들도 독일, 랑스와 마찬가지로 의약분업제도를 법률로 강제 으로 시행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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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따라서 의사들은 외래환자에게 처방 을 원외로 발행할 뿐 직 조

제ㆍ투약은 하지 않으며, 처방 에 의한 조제ㆍ투약은 의료기 이 아닌 주

변약국에서 행해지고 있으므로 실질 인 의약분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리고 의원과 약국은 경 이 분리되어 있다.

(4) 미국

미국은 부분의 주에서 의사의 조제를 법 으로 제한하지 아니함으로

써, 법 으로 의약분업을 강제하지 않고 있다. 워싱턴주 등 39개 주에서는

의사의 조제에 제한이 없고, 오하이오주 등 일부 주에서는 진료목

의 투약에 한하여 의사의 조제를 허용하고 있으며, 유타주 등 일부 주는

의사의 조제를 지하고 있다.

그러나 의사와 약사의 주요 수입원인 메디 어(Medicare), 메디 이드

(Medicaid) 등 의료보장제도와 사보험이 의사의 조제ㆍ투약에 하여는 별

도의 수가를 지불하지 않고 약국에서 행해진 조제ㆍ투약에 해서만 수가

를 지불함으로써 외래환자에 한 의료기 에서의 의약품 조제ㆍ투약이 제

한되기 때문에 실질 인 의약분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처방 에 한 의

약품 조제는 병원의 외래약국에서 하든지 외부의 약국에서 하든지 환자의

선택에 맡겨져 있으나 부분은 지역약국에서 조제한다.

그리고 병원과 약국은 경 이 분리되도록 하고 있어서 의사에게 약국경

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5) 일본

일본은 1953년 제정된 의사법 약제사법 등에서 약사가 아니면 의약

품을 조제 는 매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의사의 처방권과 약사의 조제

권을 분리하고, 의사의 처방 발 의무화와 약사의 처방 에 의한 조제를

원칙 으로 규정하 으나, 의사 회 등의 반발에 려 의사의 직 조제를

허용하는 외규정을 지나치게 넓게 규정하여 실제로는 불완 하고 임의

인 의약분업이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1974년부터 의사의 처방 발행료

폭인상, 약사의 복약지도료 지 , 시범사업실시를 비롯한 의약분업 진사

업 실시 등의 의약분업을 한 다각 인 정책이 추진되어 의약분업율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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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으로 증가하고 있다.

(6) 만

만은 의약분업은 실시하되, 의사와 약사간의 직능분업의 형태를 채택

함으로써 병․의원이 약사를 고용하여 고용약사로 하여 외래환자에 한

의약품의 조제를 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의사와 약사간의 기 분업이 행해

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의원과 약국간의 소유 내지 경 상의 독립은 이루

어지지 않고 있다. 외래환자는 의료기 내 고용약사에게 조제를 받을 것인

지 는 의료기 밖의 약국에서 조제를 받을 것인지는 스스로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7) 종합

독일, 랑스 등은 의약분업제도를 기 분업의 형태로 법률로써 시행하

고 있으며, 국, 미국 등은 의약분업이 법률로 강제되어 있지는 않지만 의

료보장제도 등에서의 의사조제행 에 한 미보상을 통해서 실질 인 의약

분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선진국가들의 경우 병원은 입원환자

심으로 의원은 외래환자 심으로 의료 달체계가 잘 확립되어 있다. 반면

에 일본은 법률에서 의사의 조제를 허용하는 외를 폭넓게 규정하여 실질

인 의약분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만은 의약분업을 법률로써 시

행하고 있으나 의․약간의 직능분업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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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국 미국 독일 랑스 일본 만 우리나라

의약

분업

의

형식

병원은입원환자 심, 의원은외래환자 심이므로병원의외

래환자비 은극히미미함.

종합병원

원외처방

발행추진

(기 분업),

법률에 의

한 불완

․임의분

업

①직능분업

②병․의원

외래:원외약

국과원내약

국 이용의

선택권이환

자에게있는

데, 부분

원내약국이

용

기 분업

① 행 완

분업

②병원외래:병

원내 약국 존

재하나 행

으로원외처방

이용이 다

수임

①완 ․임의

분업

②병원외래:원

외약국과원내

약국이용의선

택권이환자에

게 있으나

행 으로원외

이용다수임

①법률에의한

완 ․강제분

업

②병원외래:

직 치료만원

내약국, 그 외

에는동네약국.

병원응 진료

도동네약국

①법률에의한

완 ․강제분

업

②원외처방

발행정착

주사

제

포함

주사제 처방 매우 드물어 문

제되지 않음. 경구약 있음에

도 주사처방하면 보험 여가

되지않음.

주사, 근

육주사는의사

만다룸.

주사제포함 주사제

제외

모든 문

의약품 포

함

약품

분류

처방/약국/자

유

처방1(반복사

용 가능)/처방

2(반복사용 불

가능)/비처방

처방/약국/자

유 매

처방(처방

없이는안됨)

/비처방(약국,

슈퍼 매가능)

진료/일반/

의약부외품

일반/ 문의

약품

일반/ 문

체

조제

①법 규제는

없으나약제비

감목 으로

정부권장

②상품명처방

시 약사의

체조제 지

①주별로다양

하나, 체조

제불가표시있

으면 체 지

②의사들이상

품명/일반명

선택가능

①법 규제는

없다

②상품명처방

원칙, 그러나

약제비 감

해 정부가 일

반명처방권장

① 체불가표

시한 경우 의

사동의 없이

체조제못함.

법으로 체조

제 지

②일반명처방

억제

①의사 사

동의시에

는 체조

제가능

②상품명처

방에 해선

체 지

상품명처방

일반명으

로의 체가

가능

체조제

원칙 으

로 지.

일정조건

하에서만

체조제

가능

임의

조제

약사의임의조

제불가능

약사의임의조

제불가능

약사의임의조

제불가능.

약국없는경우

의사조제가능

임의조제

실제 으로

가능

임의조제

지

임의조제

지

임의조제는당연한 지사항이다. 오히려 이들 국가에서 문

제되는것은의사의조제문제이다.

<표> 각국의 의약분업제도 비교5)

5) 이하 , 의약분업정책 내용의 변질과 참여자의 활동에 한 연구, 2001, 59쪽;

한약사회, 의약분업의 경제성 평가, 1998. 2., 158-16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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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 제21조 제8항의 헌여부에 한 단

가. 쟁

2000. 7. 1.부터 실시된 의약분업제도에 따라서 병․의원은 외래환자에

한 조제 투약행 를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었다. 특히 조제실을 두고

있던 병원 등의 의료기 은 법 제21조 제8항에 의거하여 조제실에 근무하

고 있는 고용약사를 통해서 외래환자에 한 조제 투약행 를 할 수 없

게 되었다. 그러므로 “의료기 의 조제실에서 종사하는 약사는 외래환자에

게 교부된 처방 에 의하여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도록” 규정한 법 제21조

제8항이 의료기 운 자인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인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 이다.

나. 법 제21조 제8항이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1) 헌법 제15조에 의거한 직업의 자유의 보장

헌법 제15조는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함으로

써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바, 헌법 제15조가 말하는 직업선택

의 자유는 직업수행 내지 행사의 자유까지 포 하는 ‘직업’의 자유를 뜻하

고, 여기서 ‘직업’이란 생활의 기본 수요를 충족시키기 한 계속 인 소

득활동을 의미하며 그러한 내용의 활동인 한 그 종류나 성질을 묻지 않는

다(헌재 1993. 5. 13. 92헌마80, 례집 5-1, 365, 374; 헌재 1997. 3. 27. 94

헌마196등, 례집 9-1, 375, 382-383 참조). 법인도 성질상 법인이 릴 수

있는 기본권의 주체가 되는데, 직업선택의 자유는 헌법상 법인에게도 인정

되는 기본권이다(헌재 1991. 6. 3. 90헌마56, 례집 3, 289, 295; 헌재 1996.

3. 28. 94헌바42, 례집 8-1, 199, 206-207).

(2) 법 제21조 제8항이 청구인의 직업행사의 자유를 제한한 것이

헌법상 정당화되는지 여부

법 제21조 제8항이 ‘조제실 근무약사의 외래환자에 한 조제 지’를 규

정하여 조제실을 두고 있는 의료기 이 외래환자에 하여 의약품의 조제

투약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청구인의 헌법 제15조에 의거하여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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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되는 직업행사의 자유( 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따라서 법 제21

조 제8항이 청구인의 직업행사의 자유를 제한한 것이 헌법상 정당화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가) 직업행사의 자유에 한 제한의 헌법 한계

직업의 자유는 기본권제한입법의 한계조항인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가안 보장․질서유지 는 공공복리를 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

직업행사의 자유는 직업결정의 자유에 비하여 상 으로 그 침해의 정

도가 작다고 할 것이어서, 이에 하여는 공공복리 등 공익상의 이유로 비

교 넓은 법률상의 규제가 가능하다(헌재 1993. 5. 13. 92헌마80 례집

5-1, 365, 374; 헌재 1995. 2. 23. 93헌가1, 례집 7-1, 130, 135; 헌재 1998.

5. 28. 95헌바18, 례집 10-1, 583, 594). 그러나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할

때에도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거한 비례의 원칙에 배되서는 안된다(헌

재 1989. 11. 20. 89헌가102, 례집 1, 329, 336; 헌재 1995. 7. 21. 94헌마

125, 례집 7-2, 155, 162; 헌재 1996. 8. 29. 94헌마113, 례집 8-2, 141,

154). 즉, 직업행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이 헌법에 반되지 아니하기

해서는 직업행사에 한 제한이 공익상의 이유로 충분히 정당화되고, 입

법자가 선택한 수단이 의도하는 입법목 을 달성하기에 정해야 하고, 입

법목 을 달성하기 하여 동일하게 한 수단들 에서 기본권을 되

도록 게 제한하는 수단을 선택하여야 하며, 제한의 정도와 공익의 비

을 비교형량하여 추구하는 입법목 과 선정된 입법수단 사이에 균형 인

비례 계가 성립하여야 한다(헌재 1996. 12. 26. 96헌가18 례집 8-2,

680, 692).

(나) 법 제21조 제8항이 청구인의 직업행사의 자유를 제한한 것이 입

법목 에 의하여 정당화되는지 여부

우선 법 제21조 제8항이 청구인의 직업행사의 자유를 제한한 것이 동

조항이 추구하는 입법목 에 의하여 정당화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1) 법 제21조 제8항의 입법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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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1조 제8항이 외래환자에 한 원외처방 을 의료기 의 조제실에

서 조제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입법목 은 아래와 같

은 의약분업의 목 을 실 하고자 하는 것이다.

의약분업을 실시하는 목 은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하고, 의약품의

정사용으로 약제비를 감하며, 환자의 알권리 의약서비스의 수 을 향

상시키는 한편, 의약품 유통에 투명화를 기하여 품질이 우수한 의약품 공

을 진하는데 있는데, 아래에서는 이를 구체 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가) 의약품의 오용6)은 의약품의 처방, 조제, 투약과정에서 착오나 부

한 지식에 의하여 발생한다. 그런데 의약분업 시행 이 에는 조제의 비

문인인 의사가 의약품을 조제하고, 진단․처방의 비 문인인 약사가 의

사의 처방없이 임의로 조제하는 등 비 문 의료행 가 제도 으로 방치

되고 있어서, 진료․처방과 조제․투약의 문성 책임성에 기 한 의약

품 오용의 방지장치가 미약한 상황이었다.

의약품의 남용7)은 의도 으로 부 한 양과 종류, 즉 경제 이윤동기

에 의해 보다 고가의 의약품을 투약하거나 다량 다종의 의약품을 과잉 투

여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의원 등의 의료기 의 경우, 의약분업이 실시되지 않아서 의료행 당 수

가제로 진료비 지 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는 약가이윤이 보다 많은 의약

품을 보다 많이 사용하는 것이 처방자인 의료기 의 경제 이윤추구에 도

움이 되었다. 그 배경에는 공공요 인상억제정책에 의한 낮은 의료보험진

료수가와 이를 보상하기 하여 묵인된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은 의료보험

약가구조를 유지한 의료보험제도가 자리하고 있었다.8) 약사가 고용되어

6) ‘의약품 오용’은 약 자체가 문제의 원인이기보다는 약을 잘못 사용하는 데 기인한

과오, 즉 다른 응증에 사용하거나, 투여 단의 실패, 유사약품의 복처방, 의약

품 상호작용 과민효과 경시 등과 같은 과오를 말한다.

7) ‘의약품의 남용’은 습 으로 약을 복용하거나 불필요한 의약품의 선택, 필요 이

상의 용량을 처방 는 복용하는 것을 말한다.

8) 의약분업 실시 의 의보약가는 생산원가보다 훨씬 높게 형성되어 있는 반면에,

실거래가액은 경쟁시장에서의 가격 수 으로 떨어져 있었으며, 그 차액이 할증(의

원측), 리베이트(의사 등), 랜딩비(병원측) 등의 형태로 의료기 과 의사, 약사의

수입원이 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반면에 처방 조제와 련된 기술료는 매우 낮

게 책정되어 있었다. 따라서 낮은 처방ㆍ조제료가 높게 책정된 의보약가로부터

생된 비정상 인 수입원으로 보충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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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병원 등의 의료기 에서도 의사의 처방 에 한 약사의 검토․ 제

기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없는 소지가 있었으며, 이윤증 를 한 의사와

약사의 담합으로 의약품을 과잉 투여할 가능성이 있어 의약품이 남용될 소

지가 있었다.

약사는 의사의 처방 없이 임의로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었으므로 질병

에 한 정확한 진단없이 의약품을 매함으로써 의약품의 오용 여지가 존

재하 다. 약사의 경우 마약과 향정신성 의약품을 제외한 모든 의약품을

매할 수 있는 제도하에서 약국의 매출 증가를 한 의약품의 남용이 이

루어졌다

의료환자도 항생제, 스테로이드제제, 습 성 의약품 등의 문의약품을

의사의 문 인 진단․처방에 따른 처방 없이 자유롭게 약국에서 구입

할 수 있어서 불필요한 의약품 사용 행을 효과 으로 제어할 수 없었고,

이러한 의약품의 오남용은 결국 환자 자신의 건강을 심하게 침해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의약품을 오남용하게 될 경우 인체 내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필요한 치료

효과를 얻기 해서는 더 많은 의약품을 인체에 투여해야 하며, 습 성이

있는 의약품이 과도하게 반복 사용되면 독 상이 발생하여 인체 작용이

의약품 복용에 크게 의존하게 되므로, 결과 으로 국민보건이 크게 해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의약분업 실시 의 의약품 오남용의 표 실태를 보면, 의

약품 항생제의 처방비율이 약 58퍼센트(세계보건기구의 권장치는 약 22

퍼센트)에 이르 고, 주사제의 경우도 그 처방빈도가 약 56퍼센트(세계보건

기구의 권장치는 약 17퍼센트)에 이르 다.9)

와 같은 상황에서 의약품의 오남용시 건강상 해가 높은 의약품이 반

드시 의사의 진단․처방과 약사의 조제과정을 거쳐 소비자에게 제공되게

함으로써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가 소비자에게 문 , 효율 으로 제공될

수 있는 의약분업제도를 도입해야 할 필요성이 지속 으로 제기되었다.

나) 의약품의 오남용은 국민의료비에 있어 약제비 부분이 불필요하게 증

가하는 상을 래하 다. 1996년 우리나라 총 의료비 약제비 비율은

9) 보건복지부, 의약분업 종합 편람, 2000, 2-4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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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31.1%로 의약 미분업 국가인 일본과 유사한 수 이나 의약분업이 시행

되고 있는 미국, 국에 비해 크게 높으며, 특히 외래환자에 한 약제비

비율은 총 의료비의 20.7%에 달하고 있어 미국의 약 3배에 해당하 다.

의약품의 오남용은 경제자원의 낭비뿐만 아니라 건강에 해를 끼침으

로써 상당한 수 의 사회 비용을 유발하게 된다. 따라서 의약품 오남용

방지로 얻어지는 건강증진 효과는 사후에 발생할 의료비를 감시킨다는

측면에서 의료비 감효과도 발생한다. 경제 이윤추구에 의한 의약품 남

용이 어들게 되면, 약제사용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약제비를

감하게 될 것이다.10)

의약분업은 의약품의 필요와 사용을 일치시키고 처방 을 공개시킴으로

써 과잉투약을 방지하고, 불필요한 의약품의 소비감소와 주사제의 경구제

로의 체 등을 통하여 국민약제비를 감시킬 것이다.

다) 처방 의 공개에 따라 의사는 정한 처방인지 여부를 한번 더 생각

하고, 약사는 처방 에 의심이 나는 경우 이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어

처방의약품의 배합 상호작용 등을 검함으로써 약화사고를 방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의사의 처방 이 공개되고 의약품의 포장마다 제조업소명

제품명이 표시되어 환자 자신이 복약하는 약에 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되어 환자의 알권리가 신장된다.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조제를 통한 상호견제․보완 이 검으로 의

약품 사용을 합리화하고, 국민에게는 양질의 의약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약사는 임의조제를 할 수 없게 됨으로써 복약지도․약

력 리 등 약사 본연의 문 역에서 업무를 수행하게 되어 투약서비스의

수 이 향상된다.

라) 그동안 국내 제약산업은 신제품 개발보다는 복제품 생산에 치 하

고, 도매상을 통한 거래보다는 의료기 약국과의 직 거래를 선호하

다. 제약산업은 의사 약사에게 오리지 제품에 비해 상 으로 높

은 약가마진을 제시할 수 있어서 제품에 한 품질경쟁보다는 가격경쟁에

치 하 다.

그런데 의약분업이 실시되면 약가마진 등 경제 이윤동기에 의해 의약

10) 한약사회, 의약분업의 경제성 평가, 1998. 2. 40쪽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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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을 사용할 필요가 없으므로 품질 치료효과가 의약품 사용의 기 이

될 것이다. 이에 따라 제약기업은 가격경쟁을 지양하고 의약품의 품질향상

과 신제품 개발에 주력하며, 의약품 업 략도 직거래보다는 도매상을 활

용하고 제품설명 등 학술 차원의 마 으로 발 할 것이다. 그리고

부분의 의약품이 약국을 통해 사용되고, 소품종을 다량 구비하는 것보다

다품종을 골고루 비축하는 것이 약국 경쟁력의 핵심이 되므로 도매유통이

보다 활성화되어 의약품 유통체계가 정상화될 것이다.

2) 법 제21조 제8항이 추구하는 입법목 이 헌법 정당성을 가지는지

여부

에서 본 바와 같이 의약분업 실시 의 의약품 오남용실태 등을 감안할

때 의약분업제도의 도입을 통하여 국민보건을 증진시켜야 할 필요성이 매

우 크다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국민의 건강과 보건은 가장 일차 인 권리

인 생존권의 차원에서 지켜지고 향상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법 제21조 제8항은 의약분업제도의 도입을 통하여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하고 약제비를 감함과 동시에 환자의 알권리를 신장시키고 제약산업

의 발 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보건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입법목 을 추

구하고 있다.

3) 이에 따라 헌법재 소는 법 제21조 제8항이 의약분업제도의 도입을

통해서 국민보건을 향상시키려는 입법목 을 실 하고자 하는 것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복리’에 기여하므로 법 제21조 제8항

이 추구하는 입법목 은 헌법상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한 후, 법 제21조

제8항이 청구인의 직업행사의 자유를 제한한 것은 입법목 이 추구하는 공

공이익에 의하여 정당화된다고 시하 다.

(다) 합성 원칙 수 여부

다음으로 법 제21조 제8항이 조제실을 설치한 의료기 이 고용된 약사

를 통해서 외래환자에 한 조제업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이 의약품

의 오남용 방지 등의 입법목 을 달성하기 한 수단으로 한지 여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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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된다.

법 제21조 제8항이 조제실을 갖춘 의료기 이 고용된 약사를 통해서 외

래환자에 한 조제업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은 의약분업의 형식

에서 기 분업을 실시하고자 한 것이다.

의약분업의 형식으로는 직능분업과 기 분업이 존재하는데, ‘기 분업’은

소유․경 면에서 분리된 의료기 과 약국 양 기 간의 분업을 말하며, 의

료기 과 약국이 소유상 그리고 경 상으로 독립성을 이루어 서로 견제하

며 각자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반해서 ‘직능분업’은 의사

가 환자의 질병을 진단․처방하고, 약사는 의사가 발행한 처방 에 따라

조제․투약함으로써 서로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인데, 의사와 약사의 역

할만을 구분하는 것이므로, 의사 는 의료기 이 약사를 고용하여 외래환

자에 한 조제업무를 하거나 직 약국을 개설 는 소유하는 것이 허용

된다.

의약분업이 실시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처방오류로 인한 의약품의 오용

과 경제 이윤동기 등에 의한 의약품의 남용이 많이 발생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의사와 약사간의 직능분업이 실시될 경우 약사의 임의조제를 통한

기술 측면의 의약품 오용은 상당히 방지할 수 있다. 그러나 외래 조제실

을 설치한 병원 등의 의료기 이 직능분업을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의와

약을 담당하는 기 이 분리되지 않고 동일한 자본하에 놓여 있게 되면, 경

제 이윤 동기에 의한 의약품의 남용을 충분히 막을 수 없고, 고용된 의

사와 약사 사이의 상호 감시와 견제의 기능도 충분히 실 될 수 없을 것이

다. 특히 부분의 병원에서 의약품의 선택이 병원의 임상의사의 견해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병원경 자가 정해 테두리 내에서 일어

날 수 있다.11)

그러므로 의료기 이 하나의 운 주체 안에서 의사와 약사가 고용되어

있으면 의학 동기가 아닌 경제 동기 때문에 상호견제를 통한 처방과

조제라는 의약분업 본래의 취지를 달성하기가 어렵다.12)

11) 의약분업제도가 실시되기 이 에도 외래약국을 보유한 병원의 경우 의와 약 양

직능간의 기술 분업은 이루어지고 있으나 의와 약을 주 하는 기 이 동일한

자본하에 놓여 있으므로 기 분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12) 정동 , 의약분업정책의 집행요인에 한 연구, 서울 학교 행정학석사학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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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의사서비스와 약사서비스를 소유와 경 상으로 완 히 분리하여

독립시키는 기 분업이 실시되는 경우에만 경제 이해 계에 의한 의약품

의 남용을 효과 으로 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의료기 과 약국

을 소유상 경 상으로 독립하여 운 하도록 하는 기 분업을 채택하는

것이 의약품의 오․남용 방지 등의 의약분업의 목 을 달성하는데 효율

이다.

법 제21조 제8항에 의거하여 기 분업을 실시하는 것은 병ㆍ의원의 기

능분화가 미진한 우리나라의 재 의료체계에서 직능분업을 실시하는 경우

에 발생할 수 있는 의원 의료기 에서 병원으로의 외래환자 이동을 통한

의료 달체계의 혼란이나 악화를 충분히 방지할 수 있다.13) 한 직능분업

이 실시되는 경우 의원에서 병원으로의 외래 환자 이동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의료비의 추가 인 상승을 방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약제비를

감하고자 하는 입법목 의 달성에도 부합될 것이다.

법 제21조 제8항에 의거하여 기 분업을 실시하는 것은 직능분업이 실

시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환자의 병원편 으로 인한 의원 의료기 의

경 악화를 막을 수 있으며, 외래환자의 병원내 약국 선호로 인한 병원밖

약국의 경 악화도 방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헌법재 소는 “법 제21조 제8항이 조제실을 갖춘 의료기 으

로 하여 외래조제실을 운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의료기 과 약국이 하

나의 운 주체 내에서 운 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는데 하다고 단”되므로, “법 제21조 제8항에 의한 의료기

조제실에서의 원외처방 조제 지는 의약품의 오남용 방 등의 입법목

을 달성하는데 합”하다고 시하 다.

(라) 최소침해성 원칙 수 여부

이어서 법 제21조 제8항이 의약품의 오남용 방지 등의 입법목 을 달성

하기 하여 선정한 수단인 고용약사를 통한 외래환자의 조제업무를 지

문, 2002, 33쪽 참조.

13) 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의원과 병원의 기능이 외래와 입원으로 명확히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직능분업을 실시하더라도 의료체계상의 혼란 등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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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이 최소침해성 원칙에 배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1) 입법목 의 달성을 한 체수단의 존재 여부

법 제21조 제8항이 추구하는 입법목 을 달성하기 한 체수단으로는

조제실을 갖춘 의료기 이 고용약사를 통해서 외래환자에 한 원외처방

조제를 허용하도록 하는 ‘직능분업안’이 고려될 수 있다. 직능분업은 의사

가 환자의 질병을 진단․처방하고, 약사는 의사가 발행한 처방 에 따라

조제․투약함으로써 서로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인데, 의사와 약사의 역

할만을 구분하는 것이므로 의사 는 의료기 이 약사를 고용하여 외래환

자에 한 조제업무를 하거나 직 약국을 개설 는 소유하는 것이 허용

된다.

2) 체수단의 합성 원칙 충족 여부

그 다면 이러한 직능분업안은 법 제21조 제8항이 추구하는 입법목

달성에 합하여야 할 것이다.

가) 우선 이러한 직능분업안이 의약품의 오남용 방이라는 입법목 달

성에 한지 여부가 문제된다.

의사와 약사간의 직능분업이 실시될 경우 약사의 임의조제를 통한 기술

측면의 의약품 오용은 상당히 방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직능분업

이 실시되는 경우, 외래 조제실을 설치한 병원 등의 의료기 이 동일한 자

본하에 놓여 있으므로 의료기 의 경제 이윤동기가 근본 으로 제거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의사서비스와 약사서비스가 소유와 경 상으로 완

히 분리되어 있지 않은 병원 등의 의료기 에서는 의약분업 실시 과 마찬

가지로 경제 이해 계에 의한 의약품의 남용이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만약 조제실을 설치한 병원 등의 의료기 을 기 분업의 상에

서 제외하고 직능분업을 실시한다면, 체 의료환자의 약 반에 해당하는

병원 등의 의료기 에서 진료를 받는 외래환자의 경우에는 의약분업이 추

구하는 의약품 오남용 방지 등의 효과가 제 로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나) 약사를 고용하여 조제실을 운 해온 병원 등의 의료기 은 의약분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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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도입 이 에도 이미 의사와 약사간에 직능분업의 개념에 의한 의약

분업을 시행하고 있었으나, 의약품의 오남용은 효과 으로 방되지 않았

다. 진단․처방 기 과 조제․투약 기 이 분리되지 않아서 원외처방 을

발행하는 의사가 의약품의 약가이윤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으므로 과잉투

약이 방지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동일한 자본에 의하여 운 되는 의료기 에 고용되어 있는 약

사가 의사의 처방 에 한 견제․감시를 독립 으로 수행하는 데는 한계

가 있을 것이다. 의사의 원외처방 이 발행된다고 하더라도 약사의 견제

역할이 제한되므로 의료기 의 이윤 동기가 근본 으로 제거되지 않을 것

이다.

다) 직능분업안을 채택하는 경우에도 의사의 원외처방 이 병원외 약국

에 공개될 것이므로 의사 처방 에 한 병원 밖 약사의 견제, 감시기능이

확보될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의사의 처방 이 원외약국에 공개될 가능성은 실 으로 상당

히 을 것이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우선 병원내 약국은 처방 을 교부받

은 장소에서 가장 가까운 약국이며, 처방기 과 동일하다는 에서 처방

에 수록된 약제를 빠짐없이 갖추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 규모자체가 소비

자에게 주는 서비스 질에 한 신뢰감도 클 것이고, 병원의 경우 입원환자

용 약제까지 포함한다면 다량 구매를 통한 할인혜택을 추가로 얻을 수 있

으므로 가격경쟁에서 매우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환

자가 원외약국을 선택할 수도 있지만 재 병원 외래환자의 처방 이 모두

원외로 나올 것이라고 상했을 때와 그 일부만 원외로 나올 것이라고

상했을 때 원외 약국의 비태세가 달라질 것이다. 병원처방 이 수될

가능성이 낮다면 일반 약국으로서는 굳이 병원에서 처방되는 모든 종류의

의약품을 갖출 동기가 을 것이고 이러한 사실이 다시 환자의 선택에

항을 미쳐 원내약국이나 병원근처에 개설된 약국만을 찾는 상이 일어날

것이다. 그 결과 외래환자의 약국선택의 의미 자체가 사라질 수도 있을 것

이다.14)

라) 재 우리나라의 각 의료기 은 1차 진료기 (의원)과 2․3차 진

14) 한병원 회, 2000 의약분업자료집, 2000, 81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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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기 (병원, 종합병원, 학병원)의 구별 없이 무한경쟁을 하고 있어서 우

리나라의 의료 달체계는 그 기능을 제 로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

황에서 직능분업안이 실시되어 병원 등의 의료기 의 조제실에서 외래환자

에 한 조제가 허용된다면, 1차 의료기 의 외래환자가 거 2․3차 의료

기 으로 이동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어 의료 달체계의 혼란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며, 1차 의료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의원 등의 의료기 의 기

능이 약화되어 의료 달체계의 왜곡 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다.15)

마) 직능분업에 의거하여 의약분업에서 병원 이상의 의료기 을 제외

한다면 병원 외래환자수가 10%이상 증가할 것으로 경험 으로 상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의원에서 병원 의 의료기 으로의 외래환자 이동으로 인

한 의료비의 추가 인 상승이 발생할 것이다.16) 이는 의약품의 정한 사

용으로 약제비를 감하고자 하는 입법목 의 달성에 배치될 것이다.

바) 직능분업이 실시되면 외래환자들이 병원에서 진료받고 원외처방 을

발 받은 후, 곧바로 병원에 설치된 조제실에서 의약품을 조제받을 수 있

는 편리성이 존재하므로 외래환자들이 의원보다는 병원을 선호하게 될 것

이다. 이에 따라 의원 의료기 의 환자가 감소하고 수입이 감소하여 의

원 등의 경 이 어렵게 될 것이다.

사) 직능분업이 시행되는 경우 병원을 방문한 외래환자가 원외처방 을

발 받은 후 병원내 약국에서의 조제를 선호하게 될 것이므로 병원밖 약국

의 의약품 조제수입이 감소하여 경 이 악화될 것이다. 이 경우 국 인

처방 발생건수의 약 1/3 정도가 병원 밖 약국으로 나가지 않게 되어 병원

밖 약국에 미치는 경제 불이익이 아주 클 것으로 우려된다.17)

15) 실제로 지난 1984년 목포에서 있었던 의약분업 시범사업에서 원내약국을 보유했

다는 이유로 분업 상기 에서 제외된 성골롬반 병원의 경우, 강제분업 실시기간

인 1984년 4월부터 12월까지의 기간 동안 1983년과 1985년 동기간의 산술평균값

에 비해 11.8% 정도 외래환자수가 증가했던 경험이 있었다. 한병원 회, 2000

의약분업자료집, 2000, 80쪽 참조.

16) 병원 외래환자수 증가를 10%로 가정하 을 때, 보험재정에서 약 580억원, 비보

험을 포함할 경우 960억원이 추가 으로 지출될 것으로 추정된다(1999년자료 이

용시). 한편 1980년 이후 도시를 심으로 병원 이상 의료기 수가 증가하

고, 3차 진료기 선호 상도 더 많아졌다고 할 수 있으므로, 병원 외래환자수

의 이동은 1984년 당시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한병원 회, 2000

의약분업자료집, 2000, 80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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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에 따라서 헌법재 소는 와 같은 들을 종합 으로 단하여,

“조제실을 갖춘 의료기 이 고용약사를 통해서 외래환자에 한 원외처방

조제를 허용하도록 하는 직능분업안은 법 제21조 제8항이 추구하는 의

약품의 오․남용 방지 등의 입법목 을 달성하는데 합하다고 볼 수 없어

서, 법 제21조 제8항이 추구하는 입법목 을 달성하는 데에는 동일하게 효

과 인 다른 체수단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법 제21조 제8항이 의료기

조제실 근무약사가 외래환자에 해서 조제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은 최소

침해성 원칙에 배되지 않는다.”고 시하 다.

(마) 법익균형성 원칙 수 여부

끝으로 법 제21조 제8항이 법익균형성 원칙에 배되는지 여부가 문제

된다. 법익균형성원칙이 수되기 해서는 법 제21조 제8항이 추구하는

목 의 달성으로 인한 공익과 선정된 수단에 의해 발생하는 청구인의 불이

익 사이에 균형 인 계가 성립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직업행사의 자유의 비 제한 정도

가) 법 제21조 제8항은 의료기 의 조제실에서 조제업무에 종사하는 약

사는 원외처방 이 교부된 환자에게 의약품을 조제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

하고 있는데, 이는 조제실을 설치하지 않은 의원 등의 의료기 이 외래환

자에게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도록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조제실을 설치한

병원 등의 의료기 이 외래환자에게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

이다.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청구인의 직업행사의 자유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보장되는 가운데서 행사되는 자유이므로 기본권 비 이 그리 높지 않다.

그런데 법 제21조 제8항은 조제실 설치 의료기 이 고용약사를 통해서

외래환자에 해서 조제업무를 할 수 없도록 지할 뿐, 입원환자나 응

환자 등을 해서는 조제업무를 계속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직업행사의

17) 1996년 의보청구액을 기 으로 볼 때, 약제비의 66.3%가 외래에서 발생할 뿐 아

니라, 그 병원 종합병원이 외래 약제비의 46.6%를 유하고 있었다. 한병

원 회, 2000 의약분업자료집, 2000, 81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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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를 크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의약분업의 실시에 따른 의료기 의 재정상의 효과를 살펴보면, 의

약분업의 실시로 인하여 모든 의료기 은 의약품에 한 고시가격과 실거

래가액 사이에 존재하 던 약가차액이 없어짐에 따라 약을 직 다루는 데

서 오는 이익이 폭 어들었다.

그리고 조제실을 설치하 던 병원 등의 의료기 뿐만 아니라 조제실을

설치하지 않았던 의원 등의 의료기 모두 의약분업의 실시로 인하여 외래

환자에 한 조제 투약업무를 할 수 없어 외래환자에 한 조제료 등의

수입을 올릴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의약분업이 실시된 시 을 후로 하여 외래환자에 한 진료비

등이 폭 인상되었기 때문에, 모든 의료기 은 외래환자에 한 조제

투약의 지와 약가차액의 소멸로 인한 손실액을 부분 보 받았다고 할

수 있다.18)

의약분업의 실시와 련하여 조정된 의료수가 황을 살펴보면, 의약분

업을 실시하기 한 제조건으로 의료기 의 의약품 지불가격 기 을 고

시가격에서 실거래가격으로 환함에 따른 의료기 의 손실을 보 하고 그

동안 낮게 책정된 의료수가를 실화하기 하여 의료수가(진찰․처방료,

병원 등의 경우)를 여러 차례에 걸쳐서 진환자의 경우 총 34.3%, 재진환

자의 경우 총 70.6.%(1998. 9. 1. 기 증가율)를 각 인상하 다.

의료기 이 수령한 요양 여비(약제비는 포함하지 않음)를 기 으로 살

펴보더라도, 요양 여비는 의약분업 실시 인 2000년 상반기에 비해서 의

약분업 실시후인 2002년 상반기에 의원의 경우는 총 39.6%, 병원의 경우는

총 16.3 % 증가하 다.

그 다면 모든 의료기 은 의약분업의 실시로 인하여 재정상의 손실을

거의 받지 않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2) 입법목 달성을 통해서 얻어지는 공익의 비 효과

가) 의약분업 실시 의 의약품 오남용실태 등을 감안할 때, 의약분업제

도의 도입을 통하여 국민의 보건을 증진시켜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왜

18) 한병원 회, 2000 의약분업 자료집, 2000, 85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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냐하면 국민의 건강과 보건은 가장 일차 인 권리인 생존권의 차원에서 지

켜지고 향상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의약분업이 추구하는 국민보

건의 향상이라는 공익의 비 은 매우 높다고 할 것이다.

나) 의약분업이 실시되면 의약품의 오․남용이 방될 수 있을 것이므로

국민의 건강이 증진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19) 그리고 문의약품

은 의사의 처방 없이는 약국에서 구입할 수 없으므로 의료소비자의 의약

품 오남용을 제도 으로 방할 수 있다.20) 그리고 의약분업을 시행하게

되면 의약품의 오남용이 감소하게 되어서 약제비의 감효과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21) 그런데 의약분업으로 인한 약제비 감 효과는 의약분업이

상당기간 시행된 이후에 장기 으로 약제비 감, 의약품 오남용 축소에

따른 국민의료비의 감 등의 사회 인 비용감소로 나타날 것이다.

한 의약분업이 실시되면 의사가 처방 을 환자에게 교부함으로써 환

자들은 진료 때마다 자신에게 처방된 약제의 내용을 알게 되고, 약사는 조

제한 후 투약내용을 환자에게 설명하게 되므로 환자는 실제 조제된 의약품

의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있게 되므로 헌법상의 알권리가 신장될 것이다.

끝으로, 의약분업이 실시되면 제약기업은 의약품에 한 가격경쟁을 지

양하고 의약품의 품질향상과 신제품 개발에 주력될 것이므로 의약산업이

발 하게 될 것이며, 매매유통이 보다 활성화되어 의약품 유통체계가 정상

화될 것이다.

그 다면 의약분업을 실시함으로써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하고, 의약품

의 정사용으로 약제비를 감하며, 환자의 알권리 의약서비스의 수

을 향상시키는 한편, 의약품 유통에 투명화를 기하여 품질이 우수한 의약

품 공 을 진하는 효과는 상당히 크다고 할 것이다.

19) 보건복지부의 2002. 10. 22.자 기자간담회 자료에 의하면, 의약분업의 시행으로

약국의 임의조제가 없어지고 문 의료서비스를 받게 되어 국민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이 이루어 지고 있으며, 의원 청구건당 항생제, 주사제 처방 품목수가

각각 20.0%, 24.7%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20) 특히 의약분업 시행 에 연간 약 1억7천만건으로 추산되던 약국의 임의조제가

지됨으로써 약국에서 의사의 처방 없이 조제되어 매되던 문의약품의 남

용이 방하게 되었다. 정동 , 의약분업정책의 집행요인에 한 연구, 2002. 2.,

67쪽 참조.

21) 구체 인 효과에 한 이론 분석에 해서는 한약사회, 논문, 40쪽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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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익형량 결론

헌법재 소는 에서 살펴본 입법수단과 입법목 과의 계를 비교형량

한 후, “법 제21조 제8항이 조제실을 갖춘 의료기 에서 고용약사를 통한

원외처방 조제 지를 규정함으로써 발생하는 청구인의 직업행사의 자유

의 제한이라는 불이익은 그리 크지 않고 직업행사의 자유가 갖는 기본권

비 도 그리 높지 않는 반면에, 법 제21조 제8항이 추구하는 입법목 의

달성을 통해서 얻게 되는 국민보건의 향상이라는 공익의 비 이 매우 크

고, 이로 인하여 앞으로 나타나게 되는 공익의 효과도 상당히 크다고 할

것”이므로, “법 제21조 제8항은 법익균형성의 원칙에 배되지 아니한다”고

시하 다.

(바) 결 론

결론 으로 헌법재 소는 법 제21조 제8항이 청구인의 직업행사의 자유

를 제한한 것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비례의 원칙에 배되지 않아서

헌법 제15조에 의거 보호되는 청구인의 직업행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

한다고 결정하 다.

다. 법 제21조 제8항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끝으로 법 제21조 제8항이 병원운 자인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쟁 이 되었다.

이 사건에서는 청구인인 병원 운 자가 법 제21조 제8항에 의거하여 의

료행 를 하는 다른 의료기 에 비해서 차별취 을 받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우선 청구인이 속하는 조제실을 갖추고 있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

원”이 조제실을 설치하고 있는 “한방의원”, “의원”, “한의원”, “치과의원”

등과 본질 으로 동일한데, 법 제21조 제8항이 청구인을 차별한다고 주장

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법 제21조 제8항은 조제실을 갖춘 모든 의료

기 을 상으로 하기 때문에 청구인의 차별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

다음으로 청구인은 조제실을 갖추지 않은 의원 등의 의료기 사이의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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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그 지만 이 경우에도 청구인과 같이 의료조제

실을 갖추고 있는 의료기 과 의료조제실을 갖추고 있지 않은 의원 등의

의료기 은 본질 으로 서로 다르기 때문에 양자간에는 차별여부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 더군다나 의약분업제도가 도입된 이후 모든 의료기 은

외래환자에 한 진료와 처방만을 할 수 있을 뿐 외래환자에게 조제와 투

약을 할 수 없게 되었다는 에서도 어떠한 차별이 발생할 여지가 없

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헌법재 소는 “약사법 제21조 제8항은 조제실을 갖춘 모든 의료

기 을 상으로 하기 때문에 청구인을 다른 의료기 에 비해서 차별하는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

다.”고 시하 다.

4. 결정의 의의

헌법재 소가 이 사건 결정에서 헌법 제15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직업행

사의 자유가 직 인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도 미친다고 단한 후, 약

국을 개설하는 장소를 규제함으로써 약사들의 직업행사의 자유를 직

으로 제한하고 있는 약사법조항이 약사들을 고용하여 업활동을 하고 있

는 의료기 의 직업행사의 자유도 간 으로 제한하지만, 이러한 제한이

비례의 원칙에 반되지 않아서 합헌이라고 선고하 다는데 이 사건 결정

의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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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118조 헌확인

- 운 자의 좌석안 띠 착용의무와 범칙 통고처분 -

(헌재 2003. 10. 30. 2002헌마518, 례집 15-2하, 185)

이 승 환＊1)

【 시사항】

1. 자동차 운 자에게 좌석안 띠를 매도록 하고, 이를 반했을 때 범칙

을 납부하도록 통고하는 것이 일반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2. 자동차 운 자에게 좌석안 띠를 매도록 하고, 이를 반했을 때 범칙

을 납부하도록 통고하는 것이 사생활의 비 과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3. 자동차 운 자에게 좌석안 띠를 매도록 하고, 이를 반했을 때 범칙

을 납부하도록 통고하는 것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심 상】

이 사건 심 상은 도로교통법(1999. 1. 29. 법률 제5712호로 개정된 것)

제48조의2 제1항 본문 단 이를 어겼을 경우에 범칙 을 납부하도록

통고하는 도로교통법 제118조 본문의 해당부분이 헌법에 반되는지의 여

부이고, 그 규정내용 련 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심 상조항

도로교통법 제48조의2(운 자의 특별한 수사항) ①행정자치부령이 정

하는 자동차의 운 자는 그 자동차를 운 할 때에는 좌석안 띠를 매어야

＊ 헌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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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그 좌석의 승차자에게도 좌석안 띠(유아인 경우에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의 좌석안 띠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매도록 하여야 한

다. 다만, 질병 등으로 인하여 좌석안 띠를 매는 것이 곤란하거나 행정자

치부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8조(통고처분) 경찰서장은 범칙자로 인정되는 사람에 하여는 그

이유를 명시한 범칙 납부통고서로 범칙 을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에 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각

호 생략)

2. 련조항

도로교통법 제117조(통칙) ①이 장에서 “범칙행 ”라 함은 제113조 각호

는 제114조 각호의 죄에 해당하는 반행 를 말하며, 그 구체 인 범

는 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이 장에서 “범칙 ”이라 함은 범칙자가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통고처

분에 의하여 국고에 납부하여야 할 을 말하며, 그 범칙 의 액수는 범

칙행 의 종류․지역․차종에 따라 통령령으로 정한다.

도로교통법(2001. 12. 31. 법률 제6565호로 개정되고, 2002. 12. 18. 법률

제6789호로 개정되기 의 것)

제113조(벌칙)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 이

나 구류 는 과료의 형으로 벌한다.

1. ……제48조의2(제2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을 반한 차마의 운

자

【사건의 개요】

1. 심 청구에 이르게 된 경

청구인은 2002. 7. 21. 좌석안 띠를 착용하지 않고 승용차를 운 하던

경찰 에게 발되어 범칙 30,000원의 납부통고를 받고 이를 납부하

다. 청구인은 좌석안 띠를 매도록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제48조의2 제

1항 이를 어겼을 경우에 범칙 을 납부하도록 통고하는 도로교통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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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조의 해당부분은 청구인의 사생활의 비 과 자유, 양심의 자유, 헌법 제

10조의 기본 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

건 헌법소원심 을 청구하 다.

2. 청구인의 주장 이해 계인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사생활 공간인 승용차 내부에서 좌석안 띠를 매도록 하고 이를 착용하

지 않을 경우에 범칙 을 부과하는 것은 청구인의 사생활의 비 과 자유,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 좌석안 띠를 착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피해도 입히지 않으므로 좌석안 띠를 착용할 것인지의

여부는 개인의 사리 단에 맡겨야 한다. 좌석안 띠를 착용하지 않는 것이

더 안 한 경우도 있고, 교통정체 구간과 같이 서행할 경우도 있는 만큼

획일 인 좌석안 띠의 강제가 개인의 생명과 자유를 보장하는 것도 아니

다. 그럼에도 좌석안 띠를 매는 것을 의무화하고 이를 어겼을 경우에 범

칙 을 부과하는 것은 국가의 편의 인 공권력의 행사로 청구인의 기본

인권을 침해한다.

나. 경찰청장의 의견

좌석안 띠가 교통사고발생시에 인명피해를 이는 것은 여러 가지로

검증되고 있으며, 실제로 안 띠착용의 단속과 홍보활동을 강화한 결과 교

통사고사망자가 감소하고 있고, 다른 나라도 안 띠착용을 강제하고 있다.

따라서 좌석안 띠착용을 의무화하고 반자에게 범칙 을 부과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한 것으로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합헌 인

제한이다.

【결정요지】

1. 자동차 운 자에게 좌석안 띠를 매도록 하고 이를 반했을 때 범칙

을 납부하도록 통고하는 것은,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 는 신체에

한 험과 장애를 방지․제거하고 사회 부담을 여 교통질서를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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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사회공동체의 상호이익을 보호하는 공공복리를 한 것으로 그 입법

목 이 정당하고, 운 자의 불이익은 약간의 답답함이라는 경미한 부담이

고 좌석안 띠 미착용으로 부담하는 범칙 이 소액인데 비하여 좌석안 띠

착용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은 동승자를 비롯한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

하고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 인 비용을 여 사회공동체의 이익을 증진하

는 것이므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침해되는 청구인의 좌석안 띠를 매

지 않을 자유라는 사익보다 크며, 제도의 연 과 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일반 행동자유권을 비례의 원칙에 반되게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2. 일반 교통에 사용되고 있는 도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리책임

을 맡고 있는 역이며, 수많은 다른 운 자 보행자 등의 법익 는 공

동체의 이익과 련된 역으로, 그 에서 자동차를 운 하는 행 는 더

이상 개인 인 내 한 역에서의 행 가 아니며,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

하는 에 좌석안 띠를 착용할 것인가 여부의 생활 계가 개인의 체

인격과 생존에 계되는 ‘사생활의 기본조건’이라거나 자기결정의 핵심

역 는 인격 핵심과 련된다고 보기 어려워 더 이상 사생활 역의

문제가 아니므로, 운 할 때 운 자가 좌석안 띠를 착용할 의무는 청구인

의 사생활의 비 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3. 제재를 받지 않기 하여 어쩔 수 없이 좌석안 띠를 매었다 하여 청

구인이 내면 으로 구축한 인간양심이 왜곡․굴 되고 청구인의 인격 인

존재가치가 허물어진다고 할 수는 없어 양심의 자유의 보호 역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운 운 자가 좌석안 띠를 착용할 의무는 청구인의 양심

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해설】

1. 운 자의 좌석안 띠 착용의 효과

운 자가 좌석안 띠를 착용하면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확률을 이고

부상의 정도를 가볍게 함으로써 운 자 본인이 직 인 불이익을 면하게

된다. 한 교통사고발생시에 동승자와의 차내충돌을 방지하여 운 자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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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다른 동승자의 피해를 감소시키고, 운 자가 사고차량의 조종기능을

잃지 않은 경우에는 2차 사고발생의 확률을 이며, 운 자의 차외방출로

다른 차량 등과 충격해 발생할 수 있는 2차 사고피해 다른 차량이 입을

운행의 장애를 감소시킨다. 좌석안 띠착용으로 운 자가 의식을 잃지 않

게 되면 동승자 다른 사고당사자의 응 구호활동에 나설 수 있고 사고

신고 구조요청을 신속하게 할 수 있어서 다른 사고 련자의 손해를

일 수 있다.

사회 체 으로는 구조․의료․요양․간호비용 등의 지출을 감소시키

고, 사고처리 차에 따른 행정부와 사법부의 비용을 인다. 한 각종 사

보험 국민연 ,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의 지출을 감소시켜서 사회 비용

을 감소시키며, 이러한 사회 비용의 감소는 곧 다른 보험가입자 각종

연 가입자의 보험료 는 연 보험료의 부담을 감소시킨다. 한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26조 이하의 규정에 따라 정부가 일정한 교통사고피해

사상자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을 하고 있는바, 좌석안 띠착용으로

인명피해의 손실을 이는 것은 이러한 국고의 지출감소에도 기여한다. 무

엇보다도 기본권의 주체이며, 경제활동주체인 인 자원의 손실을 방지하

는 것은 국가 체 으로 요한 의미를 가진다.

2. 他害禁止원리1)(harm principle)의 검토와 좌석안 띠 착용

의무

가. (J. S. Mill)의 명제와 기본권제한의 정당화근거

(1) (J. S. Mill)은 그의 ‘자유론(On Liberty)’에서 공권력 행사의 정당

화 근거로 다음과 같은 명제를 제시했다.

“인류가 개인 으로나 는 집단 으로 그 성원의 군가의 행동의 자유

에 간섭할 경우에 정당하다고 간주되는 유일한 근거는 자기방 라는 것이

다. 즉 문명사회의 일원에 하여 그의 의사에 반하여 권력을 행사해도 정

당시되어지는 유일한 목 은 다른 성원에 한 해를 방지하는 것에 있

다. 그 사람 자신의 행복은, 물질 인 것이거나 정신 인 것이거나간에, 충

1) ‘해악원리’라는 번역․용어사용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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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하고도 정당한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 게 하는 것이 그를 하여

도움이 될 것이라든가, 그를 더욱 행복하게 할 것이라든가, 는 다른 사람

의 으로 보아 그 게 하는 것이 명할 뿐만 아니라 는 정당하기도 할

것이라는 이유로써 그에게 어떠한 행동이나 억제를 강제하는 것은 정당시

될 수 없다.

이러한 이유들은 그에게 충고를 하거나 사리를 이해시키거나 설득시키

거나, 는 무엇인가를 간청하거나 하는 데는 충분한 이유로 될 것이지만,

그에게 강제를 가하든가 는 그 게 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떠한 형벌을

가하거나 할 이유로는 되지 않는다.2)”

(2) 이와 같이 타인에게 해를 끼칠 험이 있는 행 에 하여 공권력이

개입할 수 있다는 것을 ‘타해 지의 원리’라고 하며 타해 지의 원리는 일

반 으로 리 승인되어 있는 공권력 개입의 정당화 사유이다3).

(3) 반 로 일응 자신에게 련된 문제라고 하더라도 행 자가 합리 인

단을 하지 못하여 스스로를 해칠 우려가 있다면 국가는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게 행하는 것과 같이 개인의 행동에 여할 수 있다는 것이 自害禁

止원리 는 가부장주의(legal paternalism)4)이다.

완화된 자해 지원리 는 연성가부장주의는, 행 자가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아 이를 올바로 인식하고 자발 으로 결정할 수 있었더라면 스스로

를 해하는 행 를 하지 않았을 것이고 이것이 행 자의 진의라고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만 향이 미치는 행 에 한 국가의 개입

도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5).

(4) 순수한 자해 지원리 는 경성가부장주의는 행 자의 자율성이 충

족된 상황에서도 오로지 행 자 개인의 이익을 목 으로 행 자의 선택에

개입하는 자유제한원리를 말한다6).

2) 자유론(On Liberty), J. S. Mill, 이극찬 역, 삼성출 사, 1991., 247면.

3) 김주 , 자기결정권과 그 제한, 헌법논총 제7집, 61면; 김명식, 흡연규제의 정당화

근거에 한 소고, 공법연구 제31집 제3호, 한국공법학회, 2003., 425면.

4) 김주 , 의 , 64면

5) 김주 , 의 , 68면; 김명식, 의 , 429면.

6) 김주 , 의 , 68면; 김명식, 의 , 4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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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타해 지원리 등이 기본권제한의 합헌성 심사 체계에서 가지

는 치

(1) 헌법이 기본권제한의 정당화사유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타해 지

원리, 자해 지원리 등으로부터 기본권제한의 정당화근거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Mill의 작이 나왔던 시 와 동일하지 않은 사회 ․

기술 환경과 가치 아래에 있는 우리나라의 실정헌법이 ‘국가안 보

장․질서유지․공공복리’라는 기본권제한의 정당화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이상, 공권력의 행사 는 불행사가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한 심

사기 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출발하여야 할 것이고, 다시 이에 한

정당화근거를 충족하 는지 심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여겨진다.

(2) 따라서 타해 지원리 등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기본권제한의

합헌성심사에서 입법목 의 정당성 는 방법의 성 내지 법익의 균형

성이 있는지, 자유와 권리의 본질 인 내용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내용으로 기능한다고 해야 할 것이다.

다. 타해 지원리의 의의와 검토

(1) 타해 지원리의 이념

타해 지원리는 개인의 자율성과 국가의 자유주의 립성을 그 이념

기반으로 제한다. 근 인권선언의 기본이념으로, “자유는 타인을 해하

지 않는 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랑스 인권선언 제4조,

“법은 사회에 해를 가하는 행 만을 지할 권리를 가진다.”라는 랑스

인권선언 제5조가 표 이다. 국민의 기본권을 최 한으로 보장하고자 하

는 우리 헌법질서도 기본 으로 이와 부합한다고 하겠다. 개인의 자율성만

이 어떤 시민의 자유 행사도 그와 같은 자유를 행사할 모든 시민의 권리

를 방해하지 않을 것임을 보증한다. 어떤 시민의 자율성도 이 에서 모든

시민의 자율성을 보호할 필요에 의해서만 제한된다. 이런 경우 이외에는

자유주의 사회에 사는 사람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선 념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하고 삶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는 경쟁 인 선 념들 사이에

최 한 립 이 된다7).

그런데 개인과 집단의 자율성을 존 하는 것과 국가가 개인과 집단의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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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완 히 무 심한 것이 같은 것은 아니다. 개인이 자신의 삶의 방식을

선택하고 자신을 자유롭게 표 할 권리가 설령 그가 속한 공동체나 사회의

가치 신념과 상충하는 경우에도 요한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8).

(2) 검토

(가) 자유주의자가 인간의 자율성에 부여하는 우선성이 ․보편

인 것이 아니라, 우선성과 범 가 수정되거나 제한되어야 한다는 공동체주

의의 견해에 따르면, 지극히 원론 인 타해 지원리만이 기본권제한의 정

당화원리인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틀을 유지하기 한 국가의 개입은 정

당화될 수 있다는 논의를 도출해 볼 수 있다.

한 자유주의 입장에서도, 개인의 자율성과 국가의 립성을 정하면

서도 공동체 선의 존재를 정하고 개인과 공동체의 통합을 시하거

나9), 나아가 개인의 자율성을 강조하면서도 국가가 특정한 삶의 방식의 가

치를 단하여 시민들의 행복을 증진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견

해10)도 있는 등, 사회공동체의 이익과 배치되는 개인의 자유를 무제한 으

로 시인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나) 다만 면 으로 자해 지원리를 기본권제한의 정당화근거로 받아

들이는 것은 개인의 자유와 창의를 근간으로 하고 기본권의 본질 내용을

보장하는 우리 헌법질서와 배치될 수 있으므로 신 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 그 다면 개인의 행 가 물리 ․1차 ․직 인과 계로 타인에

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 외에도, 그 행 의 결과가 사회 공동체 체에 불

이익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그에 한 제재도 타해 지원리에 따라 정당화

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와 같이 보는 것이 Mill이 자유론에서 타해

지원리를 제창했던 때와는 달리 고도로 기술화되고 분업화된 오늘날의 사

7)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원제 Liberals and Communitarians), Stephen Mulhall․

Adam Swift, 김해성․조 달 역, 한울아카데미, 2001., 90면.

8)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17면.

9) 의 372면에 소개된 R. Dworkin의 견해

10) 의 384면 이하(특히 424~426면)에 소개된 J. Raz의 견해 (The Morality of

Freed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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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실상에 더 합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 다면 구체 으로 他害의 범

를 어떻게 볼 것인가가 문제된다.

라. 他害의 범

(1) 해의 개념 모호성

해(harm)의 개념을 어떻게 악하는 가에 따라서 ‘타해 지의 원리’의

내용이 달라지게 된다. 상호의존을 특징으로 하는 사회에서 타인에게

향을 미치지 않는 행 란 거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타해의 범 를 직

피해를 입는 개인에 해서만 용되는 것으로 좁게 해석할 것인지, 간

으로 사회 체에 미치는 피해나 사회 비용까지 모두 포함하는 것으

로 넓게 해석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해의 개념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면 사회의 실상을 제 로 반

하지 못하고 자유방임 인 결과를 래할 수 있으며, 해의 개념을 지나

치게 넓게 해석하면 사실상 국가의 무제한 인 개입을 정당화하여 자해

지원리와 차이가 없는 결과를 낳는다.

(2) 他害 개념의 제한 인 확장

(가) 헌법 제37조 제2항의 公共福利의 개념과 타해 지원리

1) 헌법 제37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공공복리’란 다의 인 개념으

로 학설마다 그 의미를 다양하게 해석하고 있으나 소극 목 보다 극

목 을 강조하는 견해가 많다11). 공공복리란 개인 이익을 월하여 국가

차원에서 결정되는 체 이익인 국가 주의 공공복리개념 는

개인 생활이익을 시하는 근 시민국가 복리와 구별되는 것으로,

개개인의 사 이익에 우월하면서 개개인에게 공통된 이익을 의미하는 국

민공동의 공공복리개념인 사회국가 공공복리개념으로, 이는 기본권의 제

한사유임과 동시에 사회 기본권에 해서는 실천목표가 되는 것으로 사

회공동생활의 지표이자 국가 이념이라는 견해12), 공공복리를 한 기본

권의 제한은 국가안 보장이나 질서유지와는 달리 극 인 복지향상을

11) 다양한 견해의 정리는 김철수, 헌법학개론(제14 정 ), 2002., 325면

12) 권 성, 헌법학원론(2000년 보정 ), 337면



602 헌법재 소결정해설집 2003

한 것으로 보는 견해13) 등이 그것이다.

2) 사회국가 원리

자유주의 기본권들은 사회국가원리에 구속된다. 국가는 기본권 자유

에 불가결한 사회 제를 창출하고 확보할 책임이 부과되므로 사회 격

차를 상 화하고 자유의 사회 기 에 해당하는 사회의 발 과 복리를

체 으로 조정하기 하여 여하게 된다14).

3) 국가의 후견 개입을 허용하는 입법의 증가

私法 역에서도 자신을 노 로 는 계약과 같은 것을 무효화하고 있으

며, 노동법이나 경제법 등의 역에서는 국가의 범 한 후견 개입을

허용하는 입법이 늘고 있다15).

4) 헌법재 소의 결정례

헌법재 소도 경제 역에서의 극 인 국가목표 등을 “공공복리”의 개

념에 포함시키고 있으며(헌재 1996. 12. 26. 96헌가18, 례집 8-2, 680,

692-693),『교통사고를 일으킨 운 자에게 신고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교

통질서유지 사회공동체의 상호이익을 보호하는 공공복리를 한 필요에

서 합리 으로 제정된 것이다.(헌재 1990. 8. 27. 89헌가118, 례집 2, 222,

235)』라고 설시하 다.

5) 검토

법률과 헌법재 소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우리 헌법질서는 극 인 복

지향상 사회공동체의 이익보호를 한 기본권의 제한도 공공복리를

한 것으로 허용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우리 헌법의 인간상과 타해 지원리

우리 헌법은 제10조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행복추구권을 보장함으

로써 개인의 존엄을 규정하고 체주의를 배격하고 있다.

1) 학설은 우리 헌법질서가 정하는 인간상을 개인주의도 집단주의도

아닌 것으로 공동체에 구속되는 인격주의 인간상을 제하는 것으로 이

해하고 있다16)17).

13) 김철수, 헌법학개론(제14 정 ), 2002., 326면

14) 이명웅, 한국헌법의 자유주의 이념, 서울 박사학 논문, 1996., 107면.

15) 김주 , 의 , 73면.

16) 김철수, 헌법학개론(제14 정 ), 2002., 37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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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독일연방헌법재 소는 1954. 7. 20. 투자보조 사건에서 “기본법의

인간상은 고립된 배타 개인의 형상이 아니다. 기본법은 공동체에 련되

고 공동체에 구속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로 인하여 자신의 고유가치를

훼손당하지 아니한다는 의미로 개인과 공동체 사이의 긴장을 결정하

다18).”라고 시하 다. 이러한 인간상 공식을 헌법재 소가 독일기본법 제

2조 제1항에 규정된 타인의 권리, 헌법질서, 도덕률과 별도로 일반 행동

자유에 한 독자 인 제4의 한계, 즉 공동체구속성이라는 한계를 둔 것이

라고 보기도 한다19). 한 기본법 제2조 제1항의 헌법질서의 한계를 ‘인간

상’의 내용을 통하여 구체화하고 있다고 한다. 이로써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의 긴장지 에 인간의 치를 설정하고 있다20).

3) 우리 헌법재 소도 학설과 독일헌법재 소의 견해와 같은 입장에

서, 우리 헌법의 인간상을 “자신이 스스로 선택한 인생 ․사회 을 바탕

으로 사회공동체 안에서 각자의 생활을 자신의 책임 아래 스스로 결정하

고 형성하는 성숙한 민주시민(헌재 1998. 5. 28. 96헌가5, 례집 10-1,

541, 555; 헌재 2000. 4. 27. 98헌가16 등, 례집 12-1, 427, 461)”으로 보

고 있다.

4) 검토

우리 헌법상의 기본권이 그 출발 으로 삼고 있는 인간 은 개인과 공동

체의 상호연 속에서 균형을 잡고 있는 인격체이고, 국가 은 개인의 자

유에 이 있는 자유민주 법치국가이면서 동시에 동료 인간들에 한

배려에 이 있는 사회국가이다. 따라서 우리 헌법상의 기본권을 해석함

에 있어서 개인 주의 는 국가 주의 편향은 허용되지 않으며,

따라서 컨 “의심이 있을 때에는 자유에 유리하게”라는 개인우선의 명

제가 일반 해석원칙으로 무조건 정당화될 수는 없다. “개인의 이익과 공

동체의 이익이 균형을 잡도록” 기본권이 해석되어야 한다21).

17) 허 , 한국헌법론(제2 ), 131～132면

18) BVerfGE 4, 7(15f.)- 헌법재 자료집 제8집(1997), 252면에 정태호 번역으로 실린

아래 자료에서 재인용함. Ulrich Becker, Das Menschenbild des Grundgesetzes in

der Rechtsprechnung der Bundesverfassungsgerichts(연방헌법재 소의 결에 나

타난 기본법의 인간상), Berlin, 1996

19) 의 자료, 253면.

20) 의 자료, 25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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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면 우리 헌법질서가 정하는 인간상에 비추어 볼 때 사회공동체

의 이익보호를 한 기본권의 제한이 정당화될 여지가 많아진다고 할 것

이다.

(다) 他害 개념의 제한 인 확장 필요성

1) 기본권제한의 정당한 입법목 , 입법목 달성을 한 한 방법

등을 갖추었는지에 한 헌법재 의 기 의 하나로, 타해 지원리만을 채

택하고 그 他害의 개념을 지나치게 좁게 설정하면, 公共福利의 개념 안에

극 인 국가목표도 포함하고 있는 것, 우리 헌법질서의 인간상과 배치된

다고 할 것이다.

자유주의 철학에 따라서 헌법 제37조 제2항의 국가안 ․질서유지․공

공복리를 합당하게 축소해석하여야 한다는 견해22)에서도, 일정한 요건 아

래서 경제개입 등 실질 자유의 향유조건을 창출하기 한 국가활동을 인

정하고 있다23).

2) 그 다면 타해 지원리만을 기본권제한의 정당화근거로 보지 않고

자해 지원리도 부분 으로 받아들이거나, 他害의 개념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지 않아야 한다.

충분한 검토 없이 자해 지원리에 따른 국가의 개입을 정당화한다면 개

인의 모든 생활에 하여 국가의 개입이 허용될 잠재 험성이 있다. 이

런 을 감안할 때 물리 1차 인 인과 계에 의한 타인의 이익에 한

나쁜 향만으로 他害의 개념을 한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간 이지만 사

회 체 구성원의 이익에 나쁜 향을 주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제한 으

로 他害의 범 에 포함시키는 것이 상당하다고 여겨진다.

3) 간 으로 사회 부담을 발생시키는 개인의 행 가 다른 사람의

권리나 이익에 나쁜 향을 미친다고 무 범 하게 인정하는 것은 개인

의 자유에 한 국가의 범 한 개입을 허용할 험이 있으므로, 이를 제

한 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 한계를 헌법재 소가 극 으로 개념

을 정의하여 규정할 성격은 아니며, 재 기 으로서 국가의 무분별한 개입

21) 김선택, 기본권체계, 헌법논총 제10집, 1999., 166면.

22) 이명웅, 한국헌법의 자유주의이념, 1996, 서울 박사학 논문, 113면

23) 의 , 10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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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한계를 설정할 수 있도록 행 의 특징을 가능한 한 열거하고, 국가의

개입의 정당성 여부를 단하면 족할 것이다.

마. 운 자의 좌석안 띠 착용과 다른 사람의 권리와의 련성

(1) 운 자의 사망이나 상의 험을 이는 효과는 운 자 자신과

련된다.

타해 지원리에 따르면 자기 자신에게만 련된 문제에 한 국가의 간

섭은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 다면 좌석안 띠를 착용하

지 않은 운 자의 행 가 다른 사람과 련되는지, 운 자 자신에게만

련된 문제인지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2) 동승자의 피해감소와 2차 사고발생 험감소, 신속한 구조요청 등

의 사고수습이라는 효과에 해서는 간 이고 생 인 것에 불과하여

다른 사람의 권리나 이익과 무 하다고 보는 견해24)와 다른 사람의 권리와

계된다는 견해25)로 나뉜다.

교통사고 발생 순간에 좌석안 띠를 매지 않은 운 자는 좌석을 이탈하

여 동승자와 충돌하여 동승자의 상 는 사망의 험을 높인다고 할 것

이다. 그 다면 운 자가 좌석안 띠를 매지 않음으로써 다른 사람의 권리

는 이익에 향을 주게 된다 할 것이므로, 좌석안 띠 착용 의무화의 정

당성은 커진다고 할 것이다.

(3) 교통사고 사상자를 임으로써 구조․의료․요양․간호비용 등 사회

체의 비용을 감소시키는 효과는 일응 간 이고 생 인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사회에서 도로교통이 일상생활에서 차지하는 비 ,

교통사고로 인하여 공동체가 지출하는 비용의 성 등을 검토할 때 반드

시 다른 사람의 권리나 이익을 직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볼 것인지 논

의의 여지가 있다.

(4) 어떤 행 가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는지 여부는 특정한 사회공동

체의 물질 ․사회 ․역사 환경에 따라서 규정되는 측면이 있다고 할

것이다.

24) 김주 , 자기결정권과 그 제한, 헌법논총 제7집, 70․92면.

25) BverfGE, NJW 1987,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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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안 띠를 매지 않는 행 는 개인의 인격 생존의 핵심 역, 내 한

사생활 역, 인간내면의 양심과 같은 역, 정치 ․종교 ․철학 인 믿음

과 련된 역, 인격의 발 , 취미 여가활동 등 인격발 에 계되는

역, 생활방식의 다양성에 기여하여 사회와 인류의 문화를 풍부하게 하는데

계되는 행 역이라고 볼 수 없다. 오늘날의 도로교통은 사람들의 일상

생활에서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한 개인의 행 로 공동체 체가 함께 향

을 받으며, 좌석안 띠를 매지 않는 행 로 운 자가 얻는 성취감은 답답

함의 감소 정도로 극히 미미하지만 그 결과로 발생하는 비용 등 사회 부

담은 무척 크다.

한 좌석안 띠를 매지 않는 행 로 인한 사회 인 불이익과 비용지출

은 객 으로 검증되며, 좌석안 띠를 매지 않은 행 자는 험에 처하게

된다는 사회 합의가 존재하며, 좌석안 띠를 착용하지 않는 행 는 교통

사고시 동승자의 피해를 증가시키는 직 인 타익침해의 측면이 있다.

무엇보다도 좌석안 띠를 매지 않은 운 자는 그로 인해 자신이 받을 불

이익을 회피하거나, 좌석안 띠를 매지 않는 행 를 반복한다고 하여 험

을 감소시키지 못한다. 그로 인하여 좌석안 띠 미착용으로 운 자가 사망

는 상이라는 불이익을 받은 경우, 통상 운 자 스스로 그에 따른 비용

을 감당하지 못하고, 사회 체에 보건․연 ․보험․구조비용 등을 발생

시킨다. 그리고 운 면허를 가진 국민이 2천만명을 넘는 상황에서 좌석안

띠를 매지 않는 행 를 하는 행 자는 사회보 을 하여 국가가 개입할

만큼 많다.

(5) 따라서 좌석안 띠를 착용하지 않은 결과로 교통사고 발생시에 운

자가 사망 는 상에 이르게 되어 발생하는 사회 부담은 공동체 체

의 이익과 련된 것이므로, 좌석안 띠를 매지 않아서 발생하는 험한

결과는 행 자 자신에게만 해를 끼치는 행 가 아니라 공동체 체 즉 다

른 사람에게도 해를 끼치는 행 라고 할 것이다.

3. 좌석안 띠를 착용하지 않을 자유의 제한

가. 일반 행동자유권의 제한이 있는지 여부

(1) 일반 행동자유권의 의의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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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 소는 “헌법 제10조 문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

치를 지니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행복추구권을 보장

하고 있고, 행복추구권은 그의 구체 인 표 으로서 일반 인 행동자유권

과 개성의 자유로운 발 권을 포함한다(헌재 1991. 6. 3. 89헌마204, 례집

3, 268, 275; 헌재 1998. 5. 28. 96헌가5, 례집 10-1, 541, 549; 헌재 1998.

10. 29. 97헌마345, 례집 10-2, 621, 633 등)”고 시하여, 헌법 제10조 제

1항의 행복추구권에 근거한 일반 행동자유권 는 자기결정권을 인정하

고 있다.

이러한 일반 행동자유권은 행 를 할 것이냐 아니냐에 한 자유로운

결단을 제로 하며26), 이성 이고 책임감있는 사람이라면 자기에 한 사

항은 스스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부터 출발한다. 이러한 자

기결정의 자유가 보장됨으로써 개성이 풍부한 인격의 발 이 기 되게 된

다27).

(2) 일반 행동자유권의 내용

이러한 일반 행동자유권 는 자기결정권의 보호범 에 해서는 개

인의 인격 생존의 핵심 역, 는 인격의 발 에 계되는 행 와 련

된 역에 한정하는 ‘인격 이익설’28)과 개인의 인격발 과는 무 하게 모

든 생활 역의 행 를 보호한다는 ‘일반 자유설’29)이 있다.

독일 연방헌법재 소는 일반 자유설의 입장에서, 해외여행의 자유, 계

약체결에서의 사 자치, 경제 역에서의 행동의 자유, 공로에서의 자동

차운행, 공무원의 부업, 숲속에서의 승마, 선별없는 소의 목축, 공로에서의

기부 모집30), 비둘기에게 모이를 주는 자유31), 동성연애32), 마약사용33) 등

26) 김철수, 일반 행동자유권에 한 연구, 학술원논문집(인문․사회과학편) 제38

집 , 한민국학술원, 1999., 95면.

27) 김주 , 자기결정권과 그 제한, 헌법논총 제7집, 35면.

28) 자세히는 김주 , 자기결정권과 그 제한, 헌법논총 제7집, 46~48면.

29) 자세히는 의 , 48~50면.

30) 이상의 례들은 김철수, 일반 행동자유권에 한 연구, 100면에서 인용.(구체

사건번호 생략함)

31) BVerGE, 54, 143 (146)

32) BVerfGE 6, 389, 432

33) BVerfGE 90, 145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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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일반 행동자유권의 보호범 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러한 일반 행

동의 자유는 합헌 질서내에서 근거가 없는 국가권력에 의한 불이익한 부

담을 지지 않을 기본권 청구권을 포함한다34).

우리 헌법재 소는 일반 행동자유권에는 극 으로 자유롭게 행동을

하는 것은 물론 소극 으로 행동을 하지 않을 자유 즉 부작 의 자유도 포

함되며35), 일반 행동자유권은 포 인 의미의 자유권으로서 일반조항

인 성격36)을 가지며, 다른 기본권에 보충 인 성격37)을 가진다고 시하

여, 일반 자유설에 따르고 있다.

구체 으로 우리 헌법재 소는 일반 자유설의 입장에서 계약의 자

유38), 자유롭게 다른 지역의 탁주를 마실 소비자의 자기결정권39), 미성년

자의 당구장 출입40), 소비자의 자기결정권41),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는 행

42), 기부 품의 모집행 43), 부동산양수인이 소유권이 등기를 할 것인

지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자유44), 결혼식 하객에 한 음식물 제공45), 성

행 여부 그 상 방을 결정할 수 있는 성 자기결정권46), 노래연습장

의 출입47) 등을 일반 행동자유권의 보호 역으로 시하고 있다.

(3) 좌석안 띠를 매지 않을 자유( 험한 생활방식으로 살아갈 권

리)와 일반 행동자유권의 보호 역

34) BVerfGE 9, 83, (86). 헌법Ⅱ-기본권론(원제 Verfassungsrecht Ⅱ, Grundrecht,

2000.), Michael Sachs, 방승주 역, 헌법재 소, 2002., 234면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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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헌재 1995. 7. 21. 93헌가14, 례집 7-2, 1, 32; 헌재 1997. 11. 27. 97헌바10,

례집 9-2, 651, 673; 헌재 2000. 6. 1. 98헌마216, 례집 12-1, 622, 648

37) 헌재 2000. 12. 14. 99헌마112등, 례집 12-2, 399, 408; 김철수, 일반 행동자유

권에 한 연구, 99면.

38) 헌재 1991. 6. 3. 89헌마204, 례집 3, 268, 276; 헌재 1998. 5. 28. 96헌가5, 례

집 10-1, 541, 549; 헌재 1998. 10. 29. 97헌마345, 례집 10-2, 621, 633; 헌재

1999. 5. 27. 97헌바66등, 례집 11-1, 589, 602-603

39) 헌재 1999. 7. 22. 98헌가5, 례집 11-2, 26, 4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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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헌재 1996. 12. 26. 96헌가18, 례집 8-2, 680, 691-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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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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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헌재 1998. 5. 28. 96헌바83, 례집 10-1, 624, 634-637

45) 헌재 1998. 10. 15. 98헌마168, 례집 10-2, 586, 596

46) 헌재 1990. 9. 10. 89헌마82, 례집 2, 306, 310

47) 헌재 1996. 2. 29. 94헌마13, 례집 8-1, 126,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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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일반 행동자유권은 모든 행 를 할 자유와 행 를 하지 않을 자유

로, 일반 행동자유권은 가치 립 인 것으로 가치있는 행동만 그 보호

역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48). 따라서 일반 행동자유권의 보호 역으로는

머리모양, 복장, 음주여부 등 개인의 생활방식과 취미에 한 사항도 포함

되며, 개인의 생활방식에는 험한 스포츠를 즐길 권리, 좌석안 띠나 헬멧

을 착용하지 않을 권리 등 “ 험한 생활방식으로 살아갈 권리”도 포함된

다49). 따라서 좌석안 띠를 매지 않을 자유는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

에서 나오는 일반 행동자유권의 보호 역에 속한다.

(4) 일반 행동자유권의 제한의 존재

이 사건 심 상 조항들은 청구인이 하고 싶지 않은 운 좌석안 띠

를 매야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이에 반했을 때 범칙 을 부과하고 있으므

로 청구인의 일반 행동의 자유에 한 제한이 존재한다.

나. 제한의 헌법 정당화

(1) 타해 지원리를 검토하며 살핀 바와 같이, 자동차 운 자에게 좌석

안 띠를 매도록 하고 이를 반했을 때 범칙 을 납부하도록 통고하는 것

은,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 는 신체에 한 험과 장애를 방지․

제거하고 사회 부담을 여 교통질서를 유지하고 사회공동체의 상호이익

을 보호하는 공공복리를 한 것으로 그 입법목 이 정당하고, 방법이

하다.

(2) 헌법질서가 정하고 있는 인간상에 비추어 볼 때, 인간으로서의 고

유가치가 침해되지 않는 한 입법자는 사회 공동생활의 보존과 육성을

하여 주어진 상황에서 일반 으로 기 할 수 있는 범 내에서 개인의 일

반 행동자유권을 제한할 수 있는바, 운 자가 좌석안 띠를 착용하여야

하는 의무는 이러한 범 내에 있다 할 것이다. 헌법 제34조 제6항은 “국

가는 재해를 방하고 그 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하여 노력하여

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 일상생활에 필수 인 것이 된 복잡한

48) 김철수, 일반 행동자유권에 한 연구, 101, 107면.

49) 김주 , 자기결정권과 그 제한, 헌법논총 제7집,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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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상황과 교통사고의 황에 비추어 볼 때, 국민의 보호를 하여 국가

가 좌석안 띠착용을 의무화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국민의 생명 는 신체

에 한 험과 장애를 방지․제거하고 사회 부담을 일 필요성이 있으

며, 한 이러한 국가의 개입은 운 자로서도 측가능하다.

도로교통법 제48조의2로 인하여 청구인은 운 좌석안 띠를 착용할

의무를 지게 되는바, 이는 운 자의 약간의 답답함이라는 경미한 부담이고

좌석안 띠 미착용으로 청구인이 부담하는 범칙 이 소액인 데 비하여, 좌

석안 띠착용으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인 동승자를 비롯한 국민의 생명

과 신체의 보호는 재산 인 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교통

사고로 인한 사회 인 비용을 여 사회공동체의 이익을 증진하기 한 것

이므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침해되는 청구인의 좌석안 띠를 매지 않

을 자유의 제한이라는 사익보다 크다고 할 것이어서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

었다.

(3) 1980년에 처음으로 고속도로에서의 좌석안 띠 착용의무가 규정되었

고 그 동안에 일반도로에서는 좌석안 띠 착용에 한 홍보만 하 으나,

국가의 홍보만으로는 일반도로에서 좌석안 띠 착용율이 높아지지 않아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1990년에 문제되고 있는 일반도로에서의

좌석안 띠 착용이 의무화된 입법연 , 뒷좌석 승차자에 해서는 제재를

부과하지 않고 좌석안 띠 착용 홍보만 이루어지고 있는데 뒷좌석 승차자

가 좌석안 띠를 매는 비율이 히 낮은 , 부상 신체의 상태 등으로

좌석안 띠 착용이 당하지 않은 경우에 해서 많은 외를 두고 있는

등에 비추어 볼 때, 계몽이나 홍보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단하고 운

자의 좌석안 띠 착용을 의무화한 입법자의 단이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

해한다고 할 수 없다.

다. 좌석안 띠 미착용에 한 범칙 통고처분의 헌법 정당화

(1) 도로교통법 제118조가 규정하는 범칙 통고처분의 성격

(가) 도로교통법 제118조가 규정하는 범칙 은 도로교통법 제113조, 제

114조의 죄에 해당하는 반행 에 하여 경찰서장이 통고처분에 의하여

부과하는 제재벌, 벌의 성질50)을 가진다. 도로교통법 상의 통고처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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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의하여 자유형 는 재산형에 처하는 과벌제도에 갈음하여 행정

청이 법규 반자에게 제재를 통고하고 이를 이행한 경우에는 당해

반행 에 한 소추를 면하게 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에서 볼 때 통고

처분제도는 국가와 범칙자간의 화해 제도라고 하기도 한다51).

(나) 이러한 통고처분은 형사 차의 사 차로서의 성격을 갖는 등

으로 일반 행정행 와 다른 법 성질을 가지지만52), 다른 한 편으로 교통

범칙 통고처분은 도로교통법에 반된 행 에 하여 벌칙을 정하면서

특정된 비교 경미한 반행 에 하여는 형사 차에 앞서 행정 처분

에 의하여 일정액의 범칙 을 납부하는 기회를 부여하여 그 범칙 을 납부

한 자에 하여는 기소를 하지 아니하고 사건을 신속, 간이하게 처리하는

차로서 법원이 공 차를 통하여 기소된 범죄사실의 유무를 심리, 단

하는 재 차와는 제도 취지 법 성질면에서 큰 차이가 있다53).

(다) 도로교통법 상의 통고처분은 형벌 제재를 유보하고 행정상의 조

치를 선행시킨 것이며, 도로교통법 상의 의무 반에 한 제재로서 과하여

지는 부담이고 간 으로 의무이행을 담보하는 수단이라는 에서

행정벌의 범주에 속한다54). 그런데 범칙 은 형법상의 刑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형벌이 아니며, 과태료와 달리 강제집행에 의하여 실 되지 않으므로

행정법상의 의무 반에 한 제재로서 형법에 刑名이 없는 벌인 과태료를

과하는 행정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행정질서벌과도 구별된다.

(라) 따라서 범칙 은 행정형벌도 행정질서벌도 아니면서, 도로교통법상

의 의무 반에 하여 형벌 제재를 유보하면서 행정상의 조치를 선행시

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특례를 의미한다55). 통고처분의 상이 되는 행

가 범죄행 임에 틀림없고, 통고처분에 불복할 경우 소추 차로 이행된

다는 에서 통고처분은 엄 한 의미의 비범죄화 문제와는 구별되지만,

50) 석종 , 교통범칙 과 행정벌과의 계, 공법과 개인의 권익보호: 균재 양승

두교수화갑기념논문집(I), 홍문사, 1994., 650면; 김성돈, 도로교통법상의 범칙 과

명칭사기, 비교형사법연구 1호, 304면

51) 박윤흔, 최신 행정법강의(하), 박 사, 1997, 728면.

52) 헌재 1998. 5. 28. 96헌바4, 례집 10-1, 610, 617-618

53) 법원 2002. 11. 22. 2001도849 [공2003. 1. 15.(170), 267]

54) 석종 , 교통범칙 과 행정벌과의 계, 651면.

55) 석종 , 교통범칙 과 행정벌과의 계, 65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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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행 자가 통고처분에 승복하면 범칙 의 납부로 법 제재가 종결되어

수형인명부에 등재되는 등 범죄행 로 인한 사후 리 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결과 으로 비범죄화의 정신에 근하게 된다56).

(2) 일반 행동자유권을 과잉 지 원칙 평등원칙에 반하여 과

도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가) 문제의 제기

헌론의 입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범칙 통고처분이 기본권에

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볼 수 있다.

1) 운 자가 좌석안 띠를 착용하지 않아서 생기는 사회 불이익은 간

인 것에 불과하고, 주된 불이익은 행 자 자신의 사망 는 상이라

는 결과임을 부정할 수 없다. 그 다면 자살을 처벌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

지로, 행 자 본인에게만 불이익을 입힐 뿐인 운 자가 좌석안 띠를 매지

않은 행 에 하여 국가가 형벌을 부과할 수는 없다. 개인의 행복은 강제

인 온정주의에 의하여 좋아질 수 없으며, 다른 사람들이 좋다고 생각하

는 삶의 방식을 개인에게 강요하는 것은 그의 자율성을 침해할 뿐이다.

2) 사회 인 불이익이 있다고 인정하더라도, 좌석안 띠를 착용하지 않

은 행 는 직 으로 행정목 을 침해하고 나아가 공익을 침해할 고도의

개연성을 띤 행 라고 보기 어렵고, 단지 간 으로 행정상의 질서에 장

해를 험성이 있음에 불과한 단순한 의무태만 내지 의무 반에 불과하

다고 할 것이다. 좌석안 띠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하여 곧바로 국민의 생

명과 신체에 한 침해가 일어날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할 수는 없으며,

단지 그러한 험성이 증가하는데 그친다. 그 다면 운 자의 좌석안 띠

착용의무 반에 한 제재로 행정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반행 의 험

성에 한 법 단을 그르친 것이다.

3)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를 부과하더라도 같은 공익을 달성할 수 있으

므로, 행정형벌을 과하는 것은 기본권을 가장 덜 침해 인 방법으로 제한

한다는 헌법 요청에 반한다.

56) 조정찬, 통고처분에 의한 범칙 제도, 순간 법제 330호 (91. 2.),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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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 납부 통고처분은 불복할 경우 형사처벌의 험을 감수하게 하여

그 납부를 사실상 강제하므로 행정형벌의 집행방법의 하나라고 볼 여지가

있는 것인바, 이는 좌석안 띠 착용의무 반행 의 험성에 한 법

단을 그르친 것으로, 행정질서벌의 부과로도 같은 입법목 을 달성할 수

있고, 의무 반 행 와 그에 한 책임이 하게 균형을 잃어 헌법 제37

조 제2항으로부터 나오는 비례의 원칙에 배되고, 다른 행정법규 반자

와의 사이에서 헌법상의 평등의 원리에 반하 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통고처분조항은 헌법에 반된다.

(나) 검토

1) 어떤 행정법규 반의 행 에 하여 이를 단지 간 으로 행정상의

질서에 장애를 험성이 있음에 불과한 경우로 보아 행정질서벌인 과태

료를 과할 것인지 아니면 직 으로 행정목 과 공익을 침해한 행 로 보

아 행정형벌을 과할 것인지, 행정형벌을 과할 경우 그 법정형의 형종과 형

량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는, 당해 반행 가 의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

가에 한 법 단을 그르친 것이 아닌 한 그 처벌내용은 기본 으로 입

법권자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할 입법재량에 속하는 문제이며(헌재

1994. 4. 28. 91헌바14, 례집 6-1, 281, 303; 헌재 1998. 5. 28. 96헌바83

례집 10-1, 624, 635 참조), 특정 인간행 에 하여 그것이 불법이며 범죄

라 하여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하여 이를 규제할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도

덕률에 맡길 것인지의 문제는 인간과 인간, 인간과 사회와의 상호 계를

함수로 하여 시간과 공간에 따라 그 결과를 달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결국은 그 사회의 시 인 상황․사회구성원들의 의식 등에 의하여 결정

될 수밖에 없다(헌재 1997. 7. 16. 95헌가6등, 례집 9-2, 1, 19; 헌재 2001.

10. 25. 2000헌바60, 례집 13-2, 480, 486).

따라서 좌석안 띠를 매지 않은 행 에 하여 손해배상액의 산정 보

험법 상의 불이익만을 가할 것인지, 형사 제재도 가할 것인지의 여부

형사 제재방법의 선택은 기본 으로 입법권자의 의지 즉 입법정책의 문

제로서 입법권자의 입법형성의 자유에 속한다.

2) 범칙 통고처분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정도가 가장 큰

기본권제한수단이라고 볼 수 있는 행정형벌을 과하기 이 에, 좌석안 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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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용의무 반행 에 하여 범칙 납부로 법 제재가 종결되도록 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범칙 납부 통고처분보다 기본권

을 덜 침해한다고 할 수 있으나, 어떤 행정법규 반의 행 에 하여 행

정질서벌인 과태료를 과할 것인지 아니면 행정형벌을 과할 것인지는 기본

으로 입법권자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할 입법재량에 속하는 문제

이다.

오늘날 질서 반법의 역이 확장되어 일상생활의 상당부분이 질서 반

법의 테두리 속으로 들어와 법익침해를 보호하고, 형법도 환경범죄 등의

역에서 행정명령 반 성격을 가지는 행 태양들을 범죄구성요건으로

악하고 있기에, 범죄행 와 질서 반행 를 그 본질 인 속성만으로 구

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범죄행 와 질서 반행 는 행 유형

의 속성 뿐만 아니라 그 행 의 불법내용 책임내용의 경 을 함께 검토

하여야 할 것이다57). 따라서 좌석안 띠 미착용행 는 본질 으로 과태료

를 부과하여야 할 질서 반행 라고 단정할 수만은 없다.

3)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범칙 은 행정형벌이 아니며 비범죄화의 정신에

근하는 제도로서 범칙 을 납부한 교통범칙자의 기본권이 제한되는 정도

는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를 납부한 자의 기본권이 제한되는 정도와 크게 다

르지 않다. 그 다면, 좌석안 띠 착용을 의무화하고 이에 한 제재방법으

로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보다는 그 정도가 강하지만 행정형벌보다는 그 정

도가 약한 범칙 을 선택한 입법자의 단이 입법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과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4) 그 다면 범칙 통고처분은 청구인의 일반 행동자유권을 헌법 제

37조 제2항의 비례의 원칙에 반되어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다.

4. 다른 기본권의 제한

가. 사생활의 비 과 자유 침해여부

일반 교통에 사용되고 있는 도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리책임을

57) 김성돈, 도로교통법상의 범칙 과 명칭사기, 비교형사법연구 1호, 309~3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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맡고 있는 역이며, 수많은 다른 운 자 보행자 등의 법익 는 공동

체의 이익과 련된 역으로, 그 에서 자동차를 운 하는 행 는 더 이

상 개인 인 내 한 역에서의 행 가 아니며,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 하

는 에 좌석안 띠를 착용할 것인가 여부의 생활 계가 개인의 체 인

격과 생존에 계되는 ‘사생활의 기본조건’이라거나 자기결정의 핵심

역 는 인격 핵심과 련된다고 보기 어려워 더 이상 사생활 역의 문

제가 아니므로, 운 할 때 운 자가 좌석안 띠를 착용할 의무는 청구인의

사생활의 비 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나. 양심의 자유 침해여부

제재를 받지 않기 하여 어쩔 수 없이 좌석안 띠를 매었다 하여 청구

인이 내면 으로 구축한 인간양심이 왜곡․굴 되고 청구인의 인격 인 존

재가치가 허물어진다고 할 수는 없어 양심의 자유의 보호 역에 속하지 아

니하므로, 운 운 자가 좌석안 띠를 착용할 의무는 청구인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다. 재 청구권, 법 차원칙의 배 여부

헌법은 통고처분이나 통고처분에 한 불복방법에 하여 직 인 규

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통고처분을 인정할 것인지 는 통고처분에

하여 어떤 형식과 불복제도를 둘 것인가의 문제는 헌법원리에 배되지

않는 한 입법자가 정하여야 할 입법정책의 문제로서 그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도로교통법상의 통고처분은 처분을 받은 당사자의 임의의 승복을

발효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행정공무원에 의하여 발하여 지는 것이지만,

통고처분에 따르지 않고자 하는 당사자에게는 정식재 의 차가 보장되

어 있다.

통고처분 제도는 경미한 교통법규 반자로 하여 형사처벌 차에 수

반되는 심리 불안, 시간과 비용의 소모, 명 와 신용의 훼손 등의 여러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범칙 납부로써 반행 에 한 제재를 신속․간

편하게 종결할 수 있게 하여 주며, 교통법규 반행 가 홍수를 이루고 있

는 실에서 행정공무원에 의한 문 이고 신속한 사건처리를 가능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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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검찰 법원의 과 한 업무 부담을 덜어 다. 한 통고처분제도는

형벌의 비범죄화 정신에 근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들을 종합할 때, 통고처분 제도의 근거규정인 도로교통법 제

118조 본문이 법 차원칙이나 사법권을 법원에 둔 권력분립원칙에 배

된다거나, 재 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5. 이 사건 결정의 의의

이 사건 결정은 ‘ 험한 생활방식으로 살아갈 권리’도 헌법상 보호되는

기본권의 보호 역에 속하는지 여부, 공동체 체에 큰 향을 미치는 개

인의 행 에 해서 국가가 여할 수 있는 한계 등에 하여 의미있는 선

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권리의식이 높아지고, 통 인 공동체가 축소된 자리에 새로운 방식의

공동체의 상이 아직 자리잡지 못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앞으로 개인의

자유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상된다. 이 사건 결정이 시

한 바와 같이 우리 헌법질서가 정하고 있는 인간상은, 공동체의 단순한

구성분자도 아니지만, 그 다고 해서 사회와 고립된 주 개인도 아니기

때문에, 사회공동체의 이익에 향을 주는 개인의 행 에 해서는 기본권

의 제한이 정당화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 사안은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황과 좌석안 띠 미착용으로 인

하여 발생하는 구체 인 사정을 종합 으로 참작하여, 공공복리와 질서유

지를 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일정하게 제한할 수 있다고 단한 것이다.

따라서 으로 행 자 자신에게만 련된 것이고 다른 사람이나 공동체

와는 무 한 것으로 평가되는 행 라면, 공권력의 개입은 신 하여야 할

것이며, 다르게 단될 수도 있을 것이다. 앞으로도 개인의 자유와 공동체

의 이익 사이의 조화 개인의 자유에 한 제한의 한계에 하여 더욱

심도있는 헌법 쟁송과 논의가 개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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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 제191조의7 제3항 등 헌소원

- 부실 융기 에 한 감자명령규정 헌여부 -

(헌재 2003. 11. 27. 2001헌바35, 례집 15-2하, 222)

한 수 웅＊1)

【 시사항】

1. 부실 융기 에 한 정부의 출자를 규정하는 융산업의구조개선에

한법률 제12조의 입법목

2. 융감독 원회로 하여 부실 융기 에 하여 자본 감소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한 융산업의구조개선에 한법률 제12조 제3항의 법

의미

3. 법률조항이 평등원칙에 반되는지의 여부(소극)

4. 법률조항에 의한 자본 감소가 헌법 제23조 제3항의 공용침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소극)

5. 법률조항이 비례의 원칙에 반되어 재산권을 침해하는지의 여부

(소극)

6. 헌법 제119조 제2항의 ‘경제의 민주화’의 헌법 의미

【심 상】

이 사건 심 의 상은 증권거래법(1998. 5. 25. 법률 제5539호로 개정되

기 의 것) 제191조의7 제3항, 증권거래법시행령(1999. 8. 7. 통령령 제

16520호로 개정되기 의 것) 제2조의7 제1항 제2호 나목, 융산업의구조

개선에 한법률(1998. 9. 14. 법률 제3349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제3항이

＊ 헌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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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반되는지 여부이고, 그 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증권거래법 제191조의7(우리사주조합원에 한 우선배정)

① ② 생략

③ 재정경제원장 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원에 한 주식

의 배정과 그 주식의 처분 등에 하여 필요한 기 을 정할 수 있다.

증권거래법시행령 제2조의7(우리사주조합)

① 제1호 제2호 가목 생략

나.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이 취득한 주식은 취득일로부터 1월내

에 조합이 일 하여 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증권 융회사(이

하 “증권 융회사”라 한다)에 이를 탁하고, 조합원이 퇴직하거나 탁후

7년이 경과된 경우 는 탁후 1년이 경과된 주식으로서 재정경제원장

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조합이 당해 주식을 인출

하도록 하는 내용

제1항 제2호 다목 내지 제5항 생략

융산업의구조개선에 한법률 제12조(부실 융기 에 한 정부등의 출

자)

① ② 생략

③ 융감독 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에 따라 정부등이 출자

를 하 거나 출자하기로 결정한 부실 융기 에 하여 특정주주(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한 정부등을 제외한 주주 는 당해 융기 의 부실에

책임이 있다고 융감독 원회가 인정하는 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소유한 주식의 일부 는 부를 유상 는 무상으로 소각하거나 특정주주

가 소유한 주식을 일정비율로 병합하여 자본 을 감소하도록 명령할 수 있

다.

④ 이하 생략

【사건의 개요】

1. 심 청구에 이르게 된 경

가. 1997. 12. IMF는 우리나라에 한 융지원 합의를 계기로 서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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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은행 등 부실 융기 에 한 구조조정을 요구하 으며, 정부는 부실

융기 을 청산할 경우 국내 융시장에 미칠 효과를 고려하여 정부의

출자에 의하여 부실 융기 의 경 정상화를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1998. 1.

8. 융산업의구조개선에 한법률을 개정하여, 융감독 원회가 정부등의

출자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면서(제12조 제1항) 부실 융기 에 해서는

주식소각과 주식병합의 방법을 통한 자본 감소의 조치를 명할 수 있게 하

고(같은 조 제3항), 감자나 증자 등을 추진하는 경우 상법보다 폭 간소화

된 차를 취할 수 있도록(같은 조 제2항 제4항 이하) 규정하 다.

나. 청구인들은 1994년 경부터 (주)제일은행의 우리사주를 배정받아 보

유하여 왔는바, 증권거래법상의 인출 지조항 때문에 그동안 주식을 처분

하지 못하 다. 그러던 제일은행의 채무가 자산을 과하고 외부자 지

원이나 별도의 차입이 없이는 정상 인 운 이 어려운 상황에 이르자 융

감독 원회는 제일은행을 부실 융기 으로 지정하 다.

융감독 원회는 제일은행의 부실을 이유로 융산업의구조개선에 한

법률에 의거하여 1998. 1. 15. 제일은행에 하여 자본 8,200억원을 1,000

억원(은행법상 최 자본 )으로 감자하라는 명령을 하 고, 이어서 1998. 1.

31. 정부와 보험공사는 제일은행에게 공 자 으로 1조5,000억원을 출

자함으로써 자본 이 1조6,000억 원으로 증자되었다. 이에 따라 기존주주의

지분이 100%에서 6.25%(2,000만주)로 감소되었고 정부와 보험공사의

보유지분은 93.75%(3억주)가 되었다.

다. 그 후 융감독기 이 제일은행의 경 상태를 실사한 결과 다시

약 1조 8,769억 원의 부채 과가 있는 것으로 밝 지는 등 경 이 속도

로 악화되어 제일은행의 정상화를 기 하기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융감독 원회는 1999. 6. 25. 제일은행을 다시 부실 융기 으로 지정하고,

보험공사에 하여 공 자 의 출자를 요청하는 한편, 제일은행에

하여 정부보유주식 이외의 소액주주의 주식은 모두 소각하고, 정부보유주

식은 부를 병합하는 방식으로 자본 을 감소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자본

감소명령을 하 다. 그 결과 주당 9,800원에 구입하 던 청구인들의 주식

은 주당 907원에 유상소각되었다.

라. 이에 청구인들은 서울지방법원에 국가를 상 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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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하 고 그 소송계속 에 자본감소 주식소각의 근거규정인 증권

거래법 제191조의7 제3항 동법시행령 제2조의7 제1항 제2호 나목, 융

산업의구조개선에 한법률 제12조 제3항의 헌여부가 재 의 제가 된다

며 헌여부심 의 제청신청을 하 으나 2001. 4. 20. 기각되자 이 사건 헌

법소원심 을 청구하 다.

2. 청구인들의 주장 계기 의 의견

가. 청구인들의 주장

(1) 증권거래법 제191조의7 제3항은 구체 인 기 이 없이 통령령에

우리사주의 처분에 한 사항을 임하고 있으므로, 요 입법사항을

으로 행정입법에 임함으로써 헌법 제75조의 포 임입법 지원칙을

배하 다. 동법시행령 제2조의7 제1항 제2호 나목은 7년의 주식처분 지조

항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주주의 권리를 심히 제한하는 것으로 과잉제

한 지의 원칙에 배된다.

(2) 융산업의구조개선에 한법률 제12조 제3항은 정부 등을 제외한 모

든 주주에 하여 주식의 감자와 소각을 명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바,

조항이 경 부실의 책임이 없는 소수주주의 주식에 한 감자를 아무런

제한없이 가능하게 하거나 소각시킬 수 있다고 해석되는 한, 입법목 을

달성하기 한 최소한의 제한을 넘는 헌 인 법률이다. 한 조항은

행정부의 집행권에 포 으로 권한을 임하고 있어 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입법이다.

(3) 융산업의구조개선에 한법률 제12조 제3항은 정부 등이 보유한 주

식에 해서는 제한을 두지 않으면서 경 부실에 책임이 없는 소수주주의

모든 주식을 소각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소수주주들을 합리 인 이유

없이 정부 등과 차별하는 것으로서 평등원칙에 반된다.

(4) 융산업의구조개선에 한법률 제12조 제3항은 정당한 보상 없이 소

액주주들의 보유주식을 강제로 소각하거나 감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므로,

헌법 제23조의 재산권보장에 배된다.

(5) 소수주주의 권리를 고려하지 않고 융감독 원회가 임의로 모든 소

수주주의 주식을 소각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소수자를 보호하여 다수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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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횡포를 방지하여 건 한 국민경제의 발 을 도모하고자 하는 헌법 제

119조 제2항의 경제민주화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나. 서울지방법원의 헌제청신청기각 이유

(1) 이 사건 증권거래법 조항은 불확실한 경제상황 증권시장의 규모

와 거래 형태 등을 감안하여 행정부에서 경제상황에 따라 하고 탄력

으로 우리사주조합제도를 운 할 수 있도록 재량권의 범 를 임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것만으로 조항이 포 임 지의 원칙에 배되었다고

할 수 없다.

(2) 정부가 부실 융기 에 하여 제1차로 공 자 을 투입하 음에도

당해 융기 이 다시 부실화하여 자력으로 갱생할 가능성이 없어 새로

운 공 자 의 투입이 요청되는 경우 이미 제1차의 공 자 투입을 통

하여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과 특정 주주의 주식을 다르게 취 하여

정부 등이 출자한 주식을 제외한 특정주주의 주식을 부 소각할 수 있도

록 한 이 사건 융산업의구조개선에 한법률 조항은 그 차별에 있어 합리

성이 없다거나 객 으로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자의 인 것이라고 할 수

없다.

(3) 융감독 원회는 행정청으로서 필요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

이 있는 기 이며, 원회의 처분이 법한 경우에는 사법기 인 법원

에 그 법여부를 다툴 수가 있어 사법통제가 가능하므로, 조항이

원회에 처분을 한 재량권을 부여하 다고 하여 과잉입법 지나 포

임 지의 원칙에 배되었다고 할 수 없다.

(4) 부실화된 융기 에 공 자 의 투입이 요청되는 경우 그 융기

을 회생시키기 해서는 투자자인 주주의 재산권은 공공복리를 하여

제한될 수 있고 이러한 제한이 과잉제한 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특정주주의 보유주식을 무상소각이 가능하도록 한 이 사건 융

산업의구조개선에 한법률 조항이 헌법상의 재산권보장 경제민주화 헌

법이념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다. 재정경제부장 융감독 원회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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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사주에 한 처분제한기간을 설정한 것은 우리사주제도의 건

한 발 , 무분별한 처분시 래되는 문제 우리사주 주식의 취득시 처

분제한에 한 충분한 견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과잉제한 지의 원칙에

반된다고 할 수 없다.

(2) 융산업의구조개선에 한법률은 융거래의 안 자 보호

등을 하여 부실화된 사기업에게 정부 등이 출자를 하여 이를 회생시키

는 것을 목 으로 제정된 법으로서, 경 부실에 한 책임은 없지만 융

거래의 안 자 보호 등을 하여 부실 융기 에 하여 불가피

하게 공 자 을 출자한 정부와 투자 액 범 내에서 경 부실에 한

유한책임이 있는 소액주주에 해 차별을 하는 것이 합리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3) 1999. 3. 31. 기 제일은행의 순자산 가치는 부채가 자산을 무려 2

조 원 가까이 과한 상태 으므로 기존주주들의 주식 가치는 사실상 0원

이나 다름이 없었고, 청구인들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주당 907원

의 경제 인 이익을 남겨 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감자

와 주식소각으로 인하여 재산권이 침해되었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근거

가 없다. 뿐만 아니라 헌법 제119조 제2항의 “경제민주화”란 정부로 하여

경제에 개입할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으로 이 사건과는 아무런 연

계가 없다.

【결정요지】

1. 부실 융기 을 그 로 방치할 경우 당해 융기 의 주주를 포함하

여 채권자인 주, 당해 융기 으로부터 자 을 조달하는 다수의 기업

과 개인 당해 융기 과 거래 계에 있는 여타 융기 등 다수의 이

해 계자들이 상당한 재산 손실을 입을 것이 상되고 나아가 국민경제

체에 미치는 부정 인 효과가 매우 크므로, 융거래의 안 과 자보

호 등 국민경제의 안정을 하여 부실화된 융기 에 한 정부등의 출자

를 통하여 이를 회생시키고자 하는 것이 융산업의구조개선에 한법률 제

12조의 입법목 이다.

2. 융산업의구조개선에 한법률 제12조 제3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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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한다)에 의한 자본 감소명령은, 융감독기 이 국민부담인 정부출

자를 통해서라도 부실 융기 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단하는 경

우에 한하여 공 자 투입의 제조건으로서 부실 융기 의 자본 을

실질에 맞추어 조 하는 불가피한 조치이자 동시에 기존의 주주에게 그 손

실을 분담시키는 조치이다.

3. 부실 융기 의 경 을 정상화하기 하여 정부의 공 자 의 투입

이 요청되는 경우, 정부의 지원은 기존 주주의 책임부담을 제로 이루어

져야 하며, 정부는 기존 주주에게 책임을 부과하기 하여 기존 주주의 주

식을 무상 는 유상으로 소각하거나 는 병합하는 방식으로 자본 을 감

소하는 방법을 택할 수 있다. 따라서 부실경 에 하여 주식투자 액의

범 내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주주와, 부실경 에 한 책임은 없으나 국

민경제 고려에서 국가의 재정으로 사기업을 지원하는 정부를 주식소각과

주식병합을 통한 자본감소에 있어서 달리 취 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평

등원칙에 반되지 아니한다.

4. 부실 융기 의 주식의 경우, 국가의 감자명령과 그에 따른 자본 감

소에 의하여 그 가치가 감소한 것이 아니라, 부실경 으로 말미암아 감자

명령의 유무와 계없이 그 당시 이미 (0)에 가까운 상태나 는 (0)으

로 그 가치가 감소한 것이다. 따라서 자본 감소의 방법으로서 주식소각이

나 주식병합은 비록 외형상으로는 국가에 의한 주식의 박탈이란 형태를 띠

고 있으나, 그 실질 내용에 있어서는 주주의 재산권을 박탈하는 조치가

아니라 감자명령 당시 자유시장에서 형성된 주식의 실질가치를 단지 확인

하는 행 에 지나지 않는다.

기존 주주들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단지 부실기업을 정리하거나

는 정상화하는 방법과 차에 있어서 국가의 간섭을 받음으로써 재산권

의 행사를 제한당할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주식을 자유롭게

이용․수익․처분하는 주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규정이다.

5. 형 융기 과 같은 기업의 주식에 하여는 그의 강한 사회 연

성 때문에 보다 범 한 제한이 정당화된다는 , 국민경제의 에서

국가에게 부실 융기 의 경 정상화 방안으로서 자본감소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가능성이 부여되어야 한다는 , 감자명령의 경우 자본감소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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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가 있는 주주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하여 그 당시 주식의 실질가치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된다는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법률

조항은 국민경제의 안정을 실 하기 하여 하고 필요한 수단이며 달

성하고자 하는 공익의 비 과 개인이 입는 기본권제한의 효과를 비교하더

라도 양자 사이에 한 균형 계가 인정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주

주의 재산권을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게 합헌 으로 제한하는 규정이다.

6. 헌법 제119조 제2항에 규정된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

의 이념은 경제 역에서 정의로운 사회질서를 형성하기 하여 추구할 수

있는 국가목표로서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국가행 를 정당화하는 헌법

규범이다.

재 권 성, 재 주선회의 헌의견

사기업이 부실화하는 경우, 원칙 으로 회사정리 차나 산 등 회사를

정리하는 차를 밟아야지, 국가가 매번 부실기업에 하여 국민의 세 으

로 조성된 막 한 공 자 을 투입함으로써 경쟁을 통한 시장의 자동조

기능을 약화시켜서는 안 된다. 부실기업에 한 국가의 지원은 국민경제

고려에서 불가결한 지극히 외 인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어야 하며, 이

사건의 경우 부실화된 상기업이 일반 사기업이 아니라 국가경제에 보다

큰 향을 미치는 융기 이라는 특수성이 인정되기는 하나, 단지 부실화

된 사기업이 융기 이라는 만으로는 국민의 부담 하에서 이루어지

는 국가의 지원을 정당화한다고 볼 수 없고, 이로써 이 사건 법률조항이

국가지원의 사 단계로서 규정하는 강제 자본 감소조치를 정당화하

지 못한다고 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우리 헌법이 규정하는

시장경제질서에 부합될 수 없는 것으로 헌으로 단되어야 한다.

【해설】

1. 법성요건에 한 단

가. 증권거래법시행령 제2조의7 제1항 제2호 나목에 한 심 청구

법원의 헌여부심 제청은 “법률이 헌법에 반되는 여부가 재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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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므로, 명령은 헌제청의 상이 되지 않는

다(헌법 제107조 제1항). 따라서 이 사건 헌여부심 제청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7 제1항 제2호 나목에 한 부분은 법률이 아닌 통령령에

한 것으로서 부 법하다.

나. 증권거래법 제191조의7 제3항에 한 심 청구

법률에 한 헌제청이 법하기 해서는 법원에 계속 인 구체 인

사건에 용할 법률이 헌법에 반되는 여부가 재 의 제로 되어야 하는

데, 재 의 제가 된다고 함은 그 법률의 헌여부에 따라 재 의 결론이

달라지거나 재 의 내용과 효력에 한 법률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를 말

한다.

심 의 상이 되는 법률은 법원의 당해사건에 직 용되는 법률인 경

우가 부분이지만, 법률조항이 법원의 당해사건의 재 에 직 용되지

는 않더라도 그 헌여부에 따라 당해사건의 재 에 직 용되는 법률조

항의 헌여부가 결정되는 경우에는 외 으로 간 용되는 법률조항에

해서도 재 의 제성을 인정할 수 있다(헌재 1996. 10. 31. 93헌바14,

례집 8-2, 422, 429). 재 에 직 용되는 시행령의 헌여부가 임규정

의 헌여부에 달려 있는 경우에 임규정을 심 의 상으로 삼는 경우도

여기에 포함시킬 수 있다(헌재 1994. 6. 30. 92헌가18, 례집 6-1, 557,

564).

(1) 이 사건의 경우 우선, ‘시행령 규정 자체가 재 의 제성이 있는가,

즉 법원의 당해사건에 용될 규정인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법 제2

조 제18항은 입법자가 법인의 종업원에게 법 제191조의7 제1항에 규정

된 ‘우리사주의 우선배정’이란 혜택을 부여하기 하여 우리사주조합의 요

건을 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임하 고,1) 이에 근거하여 법시행령 제2

조의7은 수혜 상인 우리사주조합이 갖추어야 할 규약을 규정함으로써 수

혜의 요건과 범 를 구체 으로 규정하 다. 즉 법 제2조 제18항은 입

법자가 행정부에 수혜 입법을 임한 규정이고, 이에 근거하여 제정된

1) 증권거래법시행령 제2조의7 제1항 제2호 나목의 임규정은 증권거래법 제191조

의7 제3항이 아니라 같은 법 제2조 제18항이다, 이에 하여 아래 1. 나.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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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시행령 제2조의7도 마찬가지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규정이 아

니라 혜택을 부여하는 부 규정이다.2)

법시행령 제2조의7 제1항 제2호 나목이 비록 그 자체로 보면 형식

으로는 주식처분의 제한을 규정하고 있으나, 법시행령 제2조의7 체

규정으로부터 분리되어 독자 으로 단될 수 있는 성격의 규정이 아니라,

우리사주의 우선배정이란 혜택을 부여하기 한 요건을 규정하는 입법

수혜조치의 한 부분으로 단되어야 한다.3) 따라서 법인의 종업원이

으로 자신의 자유의사에 따라(법시행령 제2조의7 제1항 제1호) 국가가 부

여하는 혜택을 받을 것인가에 하여 결정하 고 우리사주를 배정받은 결

과, 즉 주식투자의 결과 손해가 발생하 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

한 법조항에 의하여 타인이나 국가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손해가 발

생할 여지는 처음부터 없다고 할 것이다. 결국 당해사건인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손해는, 청구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한 감 의 감자명령이란 구체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지, 청구인

들에게 주식의 우선취득을 가능하게 하고 그 요건을 정한 법시행령 제2

조의7 규정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다.

그러한 에서 본다면,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청구

할 수 있는 손해가 우리사주를 취득한 자에게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당해사건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용될 법률이

아니며, 이에 따라 규정의 헌여부에 따라 재 의 결과가 달라진다고

2) 우리사주제도란, 주주가 아닌 근로자에게 우선배정권을 인정함으로써 기업과 근

로자간 건 한 노사 계를 확립하고 기업성장의 과실을 분배하며 근로자의 재산

형성을 돕고 주식보유의 장기화를 통하여 회사로 하여 안정주주를 확보하도록

할 목 으로 근로자에게 그 회사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이다. 우

리 사주 주식은 일반 으로 그 주식의 시가에 비하여 매우 렴한 가격으로 회사

의 종업원에게 그의 자유의사에 따라 배정되는 반면, 취득한 주식을 아무런 제한

없이 처분할 수 있다면 주가의 폭락등으로 기존주주의 이익이 침해될 수 있고 종

업원의 주주화를 통하여 근로자의 재산형성과 조 인 노사 계를 정착하려는

우리사주제도의 도입목 이 무산될 우려가 있으므로, 우리사주의 인출에 하여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다, 이기수․최병규, 증권거래법, 2000, 450면 이하 참조.

3) 우리 사주의 주식처분을 7년 동안 제한하는 이 사건 시행령규정과 련하여 제기

되는 문제는 청구인등과 같은 우리 사주를 취득하는 종업원의 재산권 등 기본권

에 한 제한이 과도한가의 문제가 아니라, 부의 정도 부행정의 실효성에

한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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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도 없다.

(2) 설사 이 사건 시행령규정을 당해사건에 직 용되는 규정으로 보

아 재 의 제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심 의 상으로 삼은

이 사건 증권거래법 규정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임규정이 아니라는

에서 법원의 당해사건에 간 으로 용될 법률이 아니며, 이에 따라

심 의 상이 될 수 없다. 법시행령 제2조의7 제1항 제2호 나목은 청

구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법 제191조의7 제3항의 임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법 제2조 제18항의 임에 의하여 제정된 것이다. 증권거

래법 제2조 제18항은 우리사주조합의 요건을 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명시

으로 임하고 있으며, 통령령으로 제정된 법시행령 제2조의7은

임에 근거하여 조합원의 자격, 탁 인출요건, 조합등의 우선매입권 등

우리 사주조합의 구체 인 설립 운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하

여 증권거래법 제191조의7 제3항은 우리사주조합원에 한 주식이 우선 배

정되는 경우 재정경제원장 에게 주식의 배정과 처분에 하여 필요한 기

을 정하도록 임하는 규정으로서 규정에 근거하여 ‘우리사주조합의

운 기 ’(재무부고시 제88-13호)이 제정되었다. 따라서 증권거래법 제191

조의7 제3항은 이 사건 시행령규정의 모법규정이 아니므로, 직 용되는

법규정과의 긴 한 내 인 계로 말미암아 간 용되는 법규정에 인정

되는 재 의 제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헌여부심 제

청 증권거래법 제191조의7 제3항에 한 부분은 법원의 당해사건에

용되지 않는 법률에 한 것으로서 부 법하다.

다. 융산업의구조개선에 한법률 제12조 제3항에 한 심 청구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손해발생의 직 인 원인인 자본 감소명령의 근

거조항인 융산업의구조개선에 한법률 제12조 제3항이 헌일 경우 감

의 명령은 헌 법률에 근거한 국가의 불법행 에 해당하므로, 규

정의 헌여부에 따라 재 의 결과가 달라진다는 에서 재 의 제성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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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융산업의구조개선에 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

내용 입법목

1997. 12. IMF는 우리나라에 한 융지원 합의를 계기로 서울․제일은

행 등 부실 융기 에 한 구조조정을 요구하 으며, 정부는 부실 융기

을 청산할 경우 국내 융시장에 미칠 효과를 고려하여 정부의 출자

에 의하여 부실 융기 의 경 정상화를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1998. 1. 8.

법을 개정하여, 융감독 원회가 정부등의 출자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면

서(법 제12조 제1항) 부실 융기 에 해서는 주식소각과 주식병합의 방

법을 통한 자본 감소의 조치를 명할 수 있게 하고(같은 조 제3항), 감자나

증자 등을 추진하는 경우 상법보다 폭 간소화된 차를 취할 수 있도록

(같은 조 제2항 제4항 이하) 규정하 다.

부실 융기 의 정상화를 해서는 가능한 최단시일 내에 자본 감소와

정부의 출자를 동시에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고, 상법상의 차를 따를 경

우 자본감소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정부출자가 불확실한 상황이 지속

되어 인출 등으로 인하여 부실 융기 의 정상화가 사실상 곤란하기

때문에, 법에서는 융기 의 특성과 상법상의 한계를 감안하여 상법상의

차보다 폭 간소화된 차를 취할 수 있게 하여 자본감소에 소요되는

기간을 폭 단축하고4)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신 이사회의 결의로 자본

감소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법 제12조 제4항), 이 경우 기존 주주

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하여 이사회결의에 반 하는 주주에 해서는 상

법상 자본감소 차에는 규정되지 않은 주식매수청구권(법 제12조 제7항)을

별도로 도입하 다.

부실 융기 을 그 로 방치할 경우 당해 융기 의 주주를 포함하여

채권자인 주, 당해 융기 으로부터 자 을 조달하는 다수의 기업과

개인 당해 융기 과 거래 계에 있는 여타 융기 등 다수의 이해

계자들이 상당한 재산 손실을 입을 것이 상되고 나아가 국민경제

체에 미치는 부정 인 효과가 매우 크므로, 융거래의 안 과 자보호

등 국민경제의 안정을 하여 부실화된 융기 에 한 정부등의 출자를

4) 상법상 자본감소를 추진하기 해서는 최소 14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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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하여 이를 회생시키고자 하는 것이 법 제12조의 입법목 이라 할 것이

다. 일반 사기업이 부실화하는 경우 원칙 으로는 회사정리 차나 산 등

회사를 정리하는 차를 밟아야 할 것이나, 융기 이 부실화하는 경우

일반 사기업에 비하여 국민경제에 미치는 장이 막 하며 자 거래

당사자가 보호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국가가 이러한 부실을 떠안고

국민의 세 으로 조성된 공 자 을 투입하는 것이다.

3. 융산업의구조개선에 한법률 제12조 제3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의한 자본 감소의 구체 방법

가. 부실 융기 의 경 을 정상화하기 하여 정부의 공 자 의 투입

이 요청되는 경우, 정부의 지원은 기존 주주의 책임부담을 제로 이루어

져야 하며, 정부는 기존 주주에게 책임을 부과하기 하여 기존 주주의 주

식을 소각하거나(부실 융기 의 경 상태에 따라 무상 는 유상소각)

는 소액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시의 매수가격에 병합주식수를 곱한 가

격이 병합 후 신주의 액면가 이상이 되도록 병합비율을 정하는 방식으로

자본 을 감소하는 방법을 택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의 출자에 의한 발

생주식이 병합 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당연하다.

나. 공 자 을 투입하 음에도 융기 이 다시 부실화하여 새로

운 공 자 의 투입이 요청되는 경우, 부실 융기 의 정상화방안으로서

당해 융기 의 부실화의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방법이 고

려된다.

첫째, 공 자 의 투입으로 정부가 보유하게 된 주식 이외의 모든 주식

을 무상 는 유상으로 소각하는 방법이다. 둘째, 특히 자본이 완 히 잠식

되어 주식의 순자산가치가 負로 되는 경우 특정주주의 주식뿐만 아니라 공

자 의 투입으로 정부가 보유하게 된 주식까지도 부 소각한 후 다시

정부가 출자하는 방법이다. 다만 이 경우 은행법상 최 자본 인 1,000억원

에 미치지 못하고 일시 으로 0원이 되는 기술 인 문제가 생긴다. 이 경

우 소각되는 특정주주의 주식에 해서는 그 당시의 융기 의 재산가치,

수익가치 시장가치를 고려하여 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가에 따라 유상소

각 는 무상소각이 될 수 있다. 셋째, 특정주주의 주식을 모두 소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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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보유주식의 부 는 일부를 병합하는 방법이다. 이 경우에도 마

찬가지로 특정주주의 주식은 부실 융기 의 경 상태에 따라 무상 는

유상으로 소각될 수 있는데, 유상으로 소각되는 경우 정부보유주식은 일반

으로 ‘주식의 액면가액’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시의 매수가격’의 비율로

병합된다.

의 어떠한 방법을 택하는가 하는 것은 부실 융기 의 정상화를 하

여 어떠한 것이 보다 합리 인가의 단에 달려 있을 뿐, 어떠한 방법을

택하든 융기 의 경 상태에 따라 매수청구권을 부여받는다는 에서 기

존주주의 입장에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4. 제일은행에 한 감자조치의 구체 경

이 사건 심 의 상은, 융감독 원회가 제일은행에 하여 명령한 구

체 인 감자처분의 헌성여부가 아니라, 제일은행에 한 감자명령의 근

거가 된 이 사건 법률조항의 헌성여부이며, 제일은행에 한 감자명령의

구체 인 내용에 의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의 헌성이 단되는 것은 아니

나, 그 구체 인 경 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제일은행은 발행주식의 총수가 1억6,400만주(주당 액면가 5,000원),

자본 이 8,200억원(5000원 × 1억6,400만주)이었는데, 1998. 1.경 부채가

자산을 약 9,853억원 정도 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부실 융기

으로 지정되었다.

나. 이에 융감독 원회는 1998. 1. 15. 제일은행에 하여 자본

8,200억원을 1,000억원(은행법상 최 자본 )으로 감자하라는 명령을 하

고, 이에 따라 제일은행은 1998. 1. 17. 발행주식 1억6,400만주를 8.2 : 1

의 비율로 병합하여 주식수 2,000만주, 자본 을 1,000억원으로 감자하

다. 이어 1998. 1. 31. 정부와 보험공사는 제일은행에게 공 자 으로

각 7,500억원씩 합계 1조5,000억원을 출자하여 제일은행의 발행주식

수가 3억2,000만주(주당 액면가 5,000원), 자본 1조6,000억원으로 증자

되었고, 이에 따라 기존주주의 지분이 100%에서 6.25%(2,000만주)로 감소

되었고 정부와 보험공사의 보유지분은 93.75%(3억주)가 되었다.

다. 그후 융감독원이 1999. 3. 31. 자 기 으로 실사한 결과 약 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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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69억원의 부채 과가 있는 것으로 밝 지는 등 경 이 속도로 악화되

어 제일은행의 정상화를 기 하기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융감독

원회는 1999. 6. 25. 제일은행을 다시 부실 융기 으로 지정하고,

보험공사에 하여 공 자 의 출자를 요청하는 한편, 제일은행에 하여

정부보유주식 이외의 소액주주의 주식은 모두 소각하고, 정부보유주식은

부를 병합하되 소액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시의 매수가격에 병합주

식수를 곱한 가격이 병합 후 신주의 액면가 이상이 되도록 병합비율을 정

하는 방식으로 자본 을 감소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자본 감소명령을 부

과하 다.

라. 와 같은 처분에 따라 제일은행은 1999. 6. 28. 정부보유주식은 주당

액면가 5,000원의 5.51주를 같은 액면가의 주식 1주로 병합하고, 소액주주

보유주식은 당시 제일은행의 재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고려하여 1주당

907원에 매수하기로 결정하 다.

5. 이 사건 법률조항의 헌여부

가. 법률의 명확성원칙의 반여부

청구인들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행정청에 포 으로 권한을 임하고

있어 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입법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에서 청구인

들이 주장하고자 하는 바는 행정청에 입법을 임하는 법률에서의 포

임의 헌성 문제가 아니라 법률의 명확성에 한 문제이다. 법률의 명확

성원칙이란, 행정부가 법률에 근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재산을 침해하는 경

우 법률이 수권의 범 를 명확하게 확정해야 하고, 법원이 공권력행사의

법성을 심사할 때에는 법률이 그 심사의 기 으로서 충분히 명확해야 한

다는 것을 뜻한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감자명령을 내리는 국가기 , 명령의 상이 되는

주식의 범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요건, 자본 감소의 방법 등을 명

시 으로 정하면서, 단지 행정청인 융감독 원회에 부실 융기 의 경

부실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합리 인 단에 따라 명령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특히 조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에 따라

정부등이 출자를 하 거나 출자를 하기로 결정한 부실 융기 에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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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특정 융기 의 채무가 자산을

과하여 정상 인 경 이 어렵다고 단되거나 외부자 지원이나 별도차

입이 없이는 지 이 어려운 상태에 이르 다고 인정되는 등 융감독

원회가 법률에 상세하게 규정된 요건에 근거하여 부실 융기 으로 결정

해야 하며(법 제2조 제3호), 융감독기 이 부실 융기 을 그 로 방치하

는 경우 계속된 인출 등으로 인하여 업정지․인가취소 등의 상황으

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고, 융감독기 이 자본감소를 제로 출자를 하는

것이 당해 부실 융기 의 직 인 이해당사자 일반 국민을 해서도

바람직하다고 단하여 출자를 요청하여 정부 등이 출자를 하 거나 하기

로 결정한 경우(법 제12조 제1항 제3항)에 한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

용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원회에 한 권한의 임이 그

내용, 목 , 범 에 있어서 충분히 규정되고 제한되어서 행정청과 법원의

자의 인 법 용을 배제하는 객 인 기 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조항은 법률의 명확성원칙에 반되지 않는다.

나. 평등원칙의 반 여부

청구인들은 ‘정부등이 보유하는 주식을 제외하고 경 부실에 책임이 없

는 소액주주 주식의 소각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정부등에 하여

소액주주를 합리 인 이유없이 차별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헌법 제11조의 평등원칙은 입법자에게 본질 으로 같은 것을 자의 으

로 다르게, 본질 으로 다른 것을 자의 으로 같게 취 하는 것을 지하

고 있다. 그러므로 비교의 상을 이루는 두개의 사실 계 사이에 서로 상

이한 취 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두 사실

계를 서로 다르게 취 한다면 입법자는 자의 으로 행동하고 이로써 평

등권을 침해하게 된다.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자본 감소명령은, 융감독기 이 국민부담인

정부출자를 통해서라도 부실 융기 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단

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 자 투입의 제조건으로서 부실 융기 의 자

본 을 실질에 맞추어 조 하는 불가피한 조치이자 동시에 기존의 주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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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그 손실을 분담시키는 조치이다. 행 상법상 주주들은 주주총회 참석,

소수주주권의 행사 등을 통하여 기업경 에 참여할 수 있다는 에서 주주

들도 부실경 의 결과로 나타난 손실에 하여 법 책임이 있으며, 주식

회사의 경우 주주가 투자 액의 한도 내에서 유한책임을 지는 것이 상법의

기본원칙임을 감안한다면, 자유의사에 따라 투자한 재산에 하여 주주 스

스로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다.

부실 융기 의 경 을 정상화하기 하여 정부등의 공 자 의 투입

이 요청되는 경우, 정부의 지원은 기존 주주의 책임부담을 제로 이루어

져야 하며, 국가는 기존 주주에게 책임을 부과하기 하여 부실 융기 의

재정상태에 따라 기존 주주의 주식을 일부 는 부 소각하거나 는 공

자 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발행하게 될 신주의 액면가액을 주주의 주식

매수청구권 행사시의 매수가격으로 나 비율로 병합하는 방식으로 자본

을 감소하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기업인 부실 융기 에

하여 출자를 하는 정부등이 감자명령의 상이 되지 않는 것은 지극히 당

연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부실경 에 하여 법 책임을 져야 하는 주주와 부실경 에

한 책임은 없으나 국민경제 고려에서 국가의 재정으로 사기업을 지원하

는 정부등을 주식소각과 주식병합을 통한 자본감소에 있어서 달리 취 하

는 이 사건 법률 조항은 본질 으로 다른 것을 달리 취 하는 법규정으로

서 평등원칙에 반되지 아니한다.

다. 재산권의 침해 여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융감독 원회로 하여 부실 융기 에 하여

주식소각과 주식병합의 방법을 통하여 자본 감소를 명령할 수 있도록 규

정함으로써 주식을 자유롭게 이용․수익․처분하는 주주의 재산권을 제한

하고 있다.

(1)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정하는 규정과 공용침해의 구분

헌법 제23조는 재산권제한의 형태로서 재산권의 사회 기속성을 고려

하여 그 내용과 한계를 정하는 재산권의 내용규정(제1항 후문 제2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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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의 공용침해(제3항)의 2 종류를 규정하고 있다.

(가) 종래의 수용이론

과거의 재산권이론인 수용이론 는 경계이론에 따르면, 공용침해의 범

가 헌법 제23조 제3항의 조건 하에서 이루어지는 형식 인 공용침해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재산권의 내용규정의 경우에도 그 효과가 실질 으로

수용 효과를 가지고 있다면 헌법 제23조 제3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

에도 불구하고 공용침해를 인정하여 법률효과(보상)에 해서는 제3항을

용하 다.

이러한 이론에 의하면, 내용규정이나 공용침해 모두 재산권에 한 제한

을 의미하며, 내용규정은 공용침해보다 재산권에 한 침해가 은 경우로

서 보상없이 감수해야 하는 반면, 공용침해는 재산권의 사회 제약의 범

주를 넘어서는 것으로서 보상을 필요로 하는 재산권에 한 침해를 의미하

기 때문에, 내용규정과 공용침해는 별개의 것이 아니라 재산권침해의 정도

의 차이로서 ‘재산권제한의 정도’에 의하여 구분된다. 따라서 보상을 요하

지 않는 사회 제약은 ‘재산권제한의 효과’가 일정한 강도를 넘음으로써

자동 으로 보상을 요하는 공용침해로 환된다.

이러한 이론의 핵심 내용은, 입법자가 보상에 한 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에도 재산권의 제한이 수용 효과를 가져온다면 법원이 독자 으로

직 보상에 한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이며, 국민의 입장에서는 헌

법률을 근거로 한 행정청의 처분이나 법률 그 자체에 해서만 항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헌 인 법률과 행정처분을 수인하고 신 사후 으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다.

(나) 수용이론에 한 비

그러나 종래의 수용이론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한 헌법 문제

을 안고 있다.

1) 헌법상 재산권보장의 법문 구조

헌법은 제23조 제1항과 2항에 재산권의 내용규정을, 제3항에 공용침해를

각각 규정함으로써 재산권제한의 2가지 형태를 별개의 독립된 법제도로

악하여 재산권의 제한의 합헌성과 련하여 서로 다른 헌법 요청을 하고

있다. 즉 재산권의 내용규정은 다른 모든 기본권에 한 제한법률의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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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심사와 마찬가지로 비례의 원칙, 평등원칙 등을 수해야 하지만, 공용침

해는 제23조 제3항이 스스로 정하는 요건 하에서만 허용된다. 따라서 재산

권제한의 효과에 따라 재산권의 내용규정이 자동 으로 공용침해로 환된

다는 견해는, 서로 다른 요건 하에서 재산권의 제한을 허용하고 있는 헌법

의 결정에 부합되지 아니한다.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정하는 규정에 있

어서 발생하는 문제의 본질은 수용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 제23조 제1항에

반되는가의 문제이다.

2) 헌법상 재산권보장의 기능과 과제

종래의 견해는 헌법상의 재산권보장의 기능과도 합치하지 아니한다.

재산권보장의 일차 기능은 보상없는 재산권의 박탈을 방지하려는 것

이 아니라 기본권의 주체가 재산권을 자유실 의 물질 바탕으로 행사하

게끔 재산권객체와 기본권주체간의 귀속 계의 존속보장에 있다.5) 그런데

재산권에 한 종래의 이해는, 재산권이 수인의 한계를 넘는 정도로 제한

되는 경우 재산권보장의 내용이 존속보장에서 가치보장으로 환되는 것으

로 악함으로써, 법률의 헌여부와는 계없이 재산권의 제한을 수인한

후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면, 재산권은 그 기능을 다하는 것으로 단하 다.

이러한 견해는 재산권보장이 재산권제한의 경우 단지 보상의 약속에 지나

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재산권의 침해가 일차 으로 재산권

객체를 자유실 을 하여 사용하고 처분할 수 있는 개인 법 지 에

한 침해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다.

개인이 헌 인 법률에 의한 재산권의 침해를 우선 수인하고 신 사후

으로 그에 한 보상으로 만족한다는 것은, 구체 인 재산권 지 의

존속을 일차 으로 보장하고 합법 인 수용의 경우에만 비로소 재산권의

존속보장이 가치보장으로 환하는 것을 허용하는 헌법상의 재산권보장의

내용과 합치하지 아니한다. 재산권을 침해당한 국민은 우선 행정소송과 헌

법재 을 통하여 침해행 의 헌성을 제거하도록 시도해야 하며, 법률의

헌 요소는 법 으로 규정되지 아니한 법원의 보상 결을 통하여 다시

합헌성을 회복할 수는 없다.6)

5) Vgl. Böhmer, Grundfragen der verfassungsrechtlichen Gewährleistung des

Eigentums in der Rspr. des BVerfG, NJW 1988, S.2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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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헌법상의 권력분립질서

입법자가 보상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에도 법원 스스로가 독자 으로 직

보상에 한 결정을 할 수 있다는 종래의 견해는 헌법상의 권력분립질

서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헌법 제107조 제1항에 의하여, 법원이 구체 인 소송사건에서 재산권제

한규정을 헌으로 간주한다면, 헌법 제23조 제3항의 수용규정을 확 해석

하여 보상을 제공해서는 아니되고, 법규정의 헌여부를 헌법재 소에 제

청해야 한다. 재산권의 내용규정에 한 헌성 단은 헌법재 소에 유보

된 것으로서, 법원이 보상 결을 통하여 보상규정의 흠결을 보완한다고 하

여 헌 인 법률이 합헌 인 것으로 환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이 보상

결을 통하여 헌 인 법률에 합헌성을 부여함으로써 법률의 헌성여부

를 궁극 으로 결정한다면, 이는 법률의 헌성 단에 한 최종 인 결정

권을 가진 헌법재 소의 할에 한 침해이다.7)

(다) 분리이론

그 다면, 재산권의 내용규정과 공용침해를 서로 독립된 별개의 법제도

로 이해하고 그 헌성을 심사하는 기 도 서로 다르다고 보는 견해(소

분리이론)가 헌법 제23조의 규정양식이나 그 정신에 보다 부합한다고 보인

다. 즉 재산권의 내용규정이란 “입법자가 장래에 있어서 추상 이고 일반

인 형식으로 재산권의 내용, 즉 재산권자의 권리와 의무를 형성하고 확

정하는 것”이며, 이에 하여 공용침해는 “국가가 구체 인 공 과제를

이행하기 하여 이미 형성된 구체 인 재산권 지 를 의도 으로 면

는 부분 으로 박탈하려고 하는 것”이다.8) 즉, 내용규정은 재산권의

내용을 확정하는 일반․추상 인 규정이고, 수용은 국가의 재화조달의 목

으로 개별 ․구체 으로 재산권 지 를 박탈하는 것이다.9)

6) BVerfGE 58, 300

7) Vgl. Maurer, Enteignungsbegriff und Eigentumsgarantie, in: FS für Dürig,

1993, S.317; Osterloh, DVBl 1991, S.908

8) BVerfGE 58, 300, 330f.; 72, 66, 76; 연방헌법재 소의 수용 개념에 하여 vgl.

Maurer, Enteignungsbegriff und Eigentumsgarantie, in: FS für Dürig, 1993,

S.303ff.

9) 收用의 본질 요소로서의 개별․구체성은 법률에 의하여 직 수용이 이루어지

는 경우(‘법률에 의한 수용’)에도 인정된다. 수용이 수용법률에 근거한 행정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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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재산권의 내용규정이 경우에 따라 과도한 침해(수용 효과)

를 가져 오더라도 이로 인하여 ‘내용규정’이 ‘공용침해’로 환되는 것이 아

니라, 내용규정은 단지 내용규정일 뿐이며 수용 효과를 래하는 경우에

보상규정을 두지 않았다면 단지 헌 인 내용규정일 뿐이다.10) 즉 비례의

원칙, 평등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등에 반되는 내용규정은 공용침해로

환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헌성은 보상규정을 통하여 제거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내용규정은 ‘보상을 요하는 내용규정’이 된다. ‘ 헌 인’ 내용

규정의 가능성으로부터 ‘보상의무있는 내용규정’이란 재산권제한의 새로운

유형이 탄생하 다. 헌법 제23조 제3항의 공용침해의 경우 보상은 국가에

의한 재산권박탈의 ‘결과’이지만, 헌법 제23조 제1항 제1항의 내용규정

에 있어서의 보상은 재산권의 내용을 합헌 으로 규율하기 한 ‘조건’이자

‘구성요소’이다. 도시계획법, 자연보호법, 문화재보호법, 풍치보호법 등에서

의 사용제한11)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수용 효과가 발생한다면, 이

는 헌법 제23조 제3항상의 공용침해가 아니라 보상의무있는 내용규정에 해

당한다.

(라)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자본 감소가 헌법 제23조 제3항의 공용

침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자본 감소의 방법으로서 주식소각이나 주식병합은 비록 외형상으로는

국가에 의한 주식의 박탈이란 형태를 띠고 있으나, 그 실질 내용에 있어

서는 주주의 재산권을 박탈하는 조치가 아니라 감자명령 당시 자유시장에

서 형성된 주식의 실질가치를 단지 확인하는 행 에 지나지 않는다. 즉 부

실 융기 의 주식의 경우, 국가의 감자명령과 그에 따른 자본 감소에 의

구체 인 처분에 의하여 아니하고 법률에 의하여 직 수용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는 ‘법률에 의한 행정’으로서 처분 법률에 해당하므로 그 법 성격에 있어서

개별 ․구체 침해로서 수용에 해당한다.

10) BVerfGE 52, 1, 27f.

11) 독일의 연방최고법원과 연방행정법원은 연방헌법재 소의 분리이론을 수용하여

자연보호법이나 문화재보호법상의 사용제한을 최근 1990년 부터 으로 재산

권 내용규정으로 단하 고, 재산권의 사용제한이 과거의 수용이론에 따라 ‘수용’

으로 단될 정도의 강도를 가진다면 그러한 ‘수용 효과’는 헌법 제14조상의 수

용이 아니라 보상을 통하여 합헌성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내용규정이라고 시

하 다(BGHZ 121, 73, 78; 123, 328, 331; 123, 242, 244; 126, 378, 381; BVerwGE

84, 361, 368ff.; 9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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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그 가치가 감소한 것이 아니라, 부실경 으로 말미암아 감자명령의

유무와 계없이 그 당시 이미 (0)에 가까운 상태나 는 0으로 그 가치

가 감소한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기존 주주들은 감자명령에 의하여 주식

의 재산 가치에 있어서 손실을 입은 것이 아니라 단지 부실기업을 정리

하거나 는 정상화하는 방법과 차에 있어서 국가의 간섭을 받음으로써

재산권의 행사를 제한당할 뿐이다.

따라서 감자명령은 구체 인 공 과제를 수행하기 하여, 특히 국가의

재화조달의 목 으로 이미 형성된 구체 인 재산권 지 를 박탈하려는

헌법 제23조 제3항의 공용침해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 제23조 제1

항 제2항에 의하여 재산권에 한 권리와 의무를 장래에 있어서 일반․

추상 으로 형성하고 확정함으로써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정하는 규정이

다.12)

(2) 재산권객체의 개인․사회연 성에 따른 사회 구속성의 차등화

다른 모든 기본권과 마찬가지로 재산권도 공익상의 이유로 제한될 수 있

음은 물론이며, 특히 형 융기 과 같은 기업의 주식의 경우 입법자에

의한 보다 범 한 제한이 가능하다.

기본권의 체체계에서 재산권은, 기본권의 주체가 각자의 생활을 자기

책임하에서 자주 으로 형성하도록 이에 필요한 경제 조건을 보장해 주

는 기능을 한다. 이로써 재산권의 보장은 자유실 의 물질 바탕을 의미

하고, 자유와 재산권은 상호보완 계이자 불가분의 계에 있다. 재산권의

이러한 자유보장 기능은 재산권을 어느 정도로 제한할 수 있는가 하는

사회 의무성의 정도를 결정하는 요한 기 이 된다. 재산권에 한 제

한의 허용정도는 재산권행사의 상이 되는 객체가 기본권의 주체엔 국민

개개인에 하여 가지는 의미와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이 사회 반에 하

여 가지는 의미가 어떠한가에 달려 있다. 즉 재산권의 행사의 상이 되는

객체가 지닌 사회 연 성과 사회 기능이 크면 클수록 입법자에 의한

보다 범 한 제한이 정당화된다. 다시 말하자면 특정 재산권의 이용과

처분이 그 소유자 개인의 생활 역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일반 국민 다수

12) 헌재 1999. 4. 29. 94헌바37등, 례집 11-1, 289, 305-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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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일상 생활에 큰 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입법자가 공동체의 이익을

하여 개인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규율권한을 더욱 폭넓게 가진다.13) 이러한

에서 볼 때, 기업의 자본지분인 “주식”에 한 재산권의 경우 재산

권이 개인의 인격발 에 하여 지니는 의미는 상당히 미소한데 반하여 사

회 연 성이나 사회 기능이 뚜렷하므로, 국가에 의하여 보다 폭넓게

제한될 수 있다.

(3) 이 사건의 경우 비례의 원칙의 반여부

융기 의 부실은 다른 사기업의 경우와는 달리 국민경제에 큰 부정

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융거래의 안 과 자보호 등 국가경제

의 안정을 하여 국가가 개입할 필요가 있고, 이 경우 국가지원의 사

차이자 제조건으로서 부실 융기 의 자본 을 그 실질에 맞추어 조

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부실 융기 은 부분의 경우 감자

명령 당시 사실상 지 불능의 상태에 있어 산을 선언하는 순간 은행의

재산가치도 이 되어 버릴 우려가 크며 이에 따라 부실 융기 의 주식도

이미 (0)에 가까운 상태로 그 가치가 감소된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청

구인들과 같은 기존 주주들은 자본 감소와 함께 이루어진 정부출자로 인

하여 재산 손실의 폭을 이게 되었으므로, 감자명령에 의하여 재산권의

손실을 입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민 체에 부담을 지우는 방법으로 혜

택을 받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융기 의 주식에 하여는 그의 강한 사회 연 성 때문에 보

다 범 한 제한이 정당화된다는 , 국가에게 부실 융기 의 경 정상

화 방안으로서 자본감소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가능성이 부여되어야 한다

는 , 감자명령의 경우 자본감소에 이의가 있는 주주들의 권리를 보호하

기 하여 그 당시 주식의 실질가치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된다는

(법 제12조 제7항)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융감독기 에게 자본 감소명

령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이 사건 규정은 국민경제의 안정을 실

하기 하여 하고 필요한 수단이며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의 비 과 개

인이 입는 기본권제한의 효과를 비교하더라도 양자 사이에 한 균형

13) 헌재 1998. 12. 24. 89헌마214등 례집 10-2, 927, 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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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가 인정되므로, 이 사건 조항은 주주의 재산권을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

게 합헌 으로 제한하는 규정이다.

라. 헌법 제119조 제2항의 “경제민주화”의 반 여부

헌법상의 경제질서에 한 규정은, 국가행 에 하여 한계를 설정함으

로써 경제질서의 형성에 개인과 사회의 자율 인 참여를 보장하는 經濟的

基本權과 경제 역에서의 국가활동에 하여 기본방향과 과제를 제시하고

국가에게 극 인 경제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경제에

한 干涉과 調整에 한 규정(헌법 제119조 이하)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헌법 제119조는 개인의 경제 자유를 보장하면서 사회정의를 실

하는 경제질서를 경제헌법의 지도원칙으로 표명함으로써 국가가 개인의

경제 자유를 존 해야 할 의무와 더불어 국민경제의 반 인 상에

하여 포 인 책임을 지고 있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 헌법은 헌법

제119조 이하의 경제에 한 장에서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과 안정,

정한 소득의 분배,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남용의 방지, 경제주체간의 조화

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 균형있는 지역경제의 육성, 소기업의 보호육성,

소비자보호 등”의 경제 역에서의 국가목표를 명시 으로 언 함으로써 국

가가 경제정책을 통하여 달성하여야 할 “공익”을 구체화하고, 동시에 헌법

제37조 제2항의 기본권제한을 한 법률유보에서의 “공공복리”를 구체화하

고 있다.14)

따라서 헌법 제119조 제2항에 규정된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

주화”의 이념도 경제 역에서 정의로운 사회질서를 형성하기 하여 추구

할 수 있는 국가목표로서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국가행 를 정당화하

는 헌법규범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법률 조항이 자본 감소의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융거래의 보호와 자보호라는 공익을 실 하기 한 것으로서 헌법

제119조 제2항의 “경제민주화”와 아무런 연 이 없을 뿐만 아니라, “경제민

주화”의 이념이 경제 역에서의 국가행 의 한계를 설정하고 청구인의 기

본권을 보호하는 헌법규범이 아니라 개인의 경제 자유에 한 제한을 정

14) 헌재 1996. 12. 26. 96헌가18, 례집 8-2, 680, 692-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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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화하는 근거규범이라는 에서도 헌법 제119조 제2항의 “경제민주화”는

이 사건 법률 조항의 헌성을 단하는 근거로서 고려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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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 처벌등에 한법률 제11조

제1항 헌소원

- 마약사범에 한 차별 형가 규정 사건 -

(헌재 2003. 11. 27. 2002헌바24, 례집 15-2하, 242)

신 미 용＊1)

【 시사항】

1. 법정형에 한 입법형성권의 한계

2. 마약의 단순매수를 리매수와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책임과 형벌간의 비례성 원칙 실질 법치국가원리에 반되는지 여부

3. 마약의 단순 매목 소지를 리범․상습범과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

벌하는 규정이 책임과 형벌간의 비례성 원칙 실질 법치국가원리에

반되는지 여부

4. 단순매수나 단순 매목 소지의 마약사범에 하여도 사형 무기 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이 지나치게 과도한 형벌로서 책임

과 형벌간의 비례성원칙에 어 나는지 여부 법 의 양형선택 단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지 여부

5. 규정이 향정신성의약품 리법 반 범죄와의 계에서 평등의 원칙

에 반되는지 여부

【심 상】

이 사건 심 의 상은 특정범죄가 처벌등에 한법률(이하 “특가법”이

＊ 헌법연구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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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한다) 제11조 제1항 마약류 리에 한법률(2000. 1. 12. 법률 제6146

호로 제정된 것. 이하 “마약류법”이라 한다) 제58조 제1항 제1호 가운데

“매수” “ 매목 소지”에 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이 헌법에 반되는지의 여부이고, 이 사건 법률조항 련규정의 내용

은 다음과 같다.

1. 심 상조항

특가법 제11조(마약사범의 가 처벌) ①마약류 리에 한법률 제58조

마약과 련된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사형․무기 는 10년 이상의 징역

에 처한다.

마약류법 제58조(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제3조 제2호 내지 제4호, 제4조 제1항, 제18조 제1항 는 제21조 제1

항의 규정에 반하여 마약을 수출입․제조․매매나 매매의 알선을 한 자

는 수출입․제조․매매나 매매의 알선을 할 목 으로 소지․소유한 자

2. 내지 7. (생략)

② 리의 목 는 상습으로 제1항의 행 를 한 자는 사형․무기 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 제1항(제7호를 제외한다) 제2항에 규정된 죄를 범할 목 으로

비 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련규정

특가법 제11조(마약사범의 가 처벌) ②마약류 리에 한법률 제59조ㆍ

제60조 마약과 련된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

처벌한다.

1. 소지ㆍ재배ㆍ사용 등을 행한 마약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가액”이라

한다)이 500만원 이상인 때에는 사형ㆍ무기 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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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액이 5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인 때에는 무기 는 3년 이상의 징

역에 처한다.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 한특례법 제6조(업으로서 행한 불법수입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 를 업으로 한 자(이들 행 와 제9조에 해당

하는 행 를 함께 하는 것을 업으로 한 자를 포함한다)는 사형․무기 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1억원 이하의 벌 을 병과한다.

1. 마약류 리에 한법률 제58조(제4항을 제외한다), 제59조 제1항 내지

제3항(동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에 련된 행 에 한하며, 동항 제5호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외한다) 는 제60조 제1항 제1호(상습범 미수

범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행

형법 제198조(아편등의 제조 등) 아편, 몰핀 는 그 화합물을 제조, 수

입 는 매하거나 매할 목 으로 소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

한다.

【사건의 개요】

1. 심 청구에 이르게 된 경

청구인은 마약인 아편을 매수하고 매목 으로 소지하 고, 향정신성의

약품의 일종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히로뽕)을 매수ㆍ매도하고 소지하 다는

이유로 특정범죄가 처벌등에 한법률 반(마약)죄 마약류 리에 한법

률 반(향정)죄로 2001. 6. 28. 서울지방법원에서, 같은 해 11. 14. 서울고등

법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상고하여 법원(2001도6375)에 소송이 계

속 특정범죄가 처벌등에 한법률(2000. 1. 12. 법률 제6146호로 개정된

것. 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에 하여 헌법률심 제청신청

(2001 632)을 하 으나 법원이 2002. 2. 5. 상고를 기각하면서 헌제청

신청도 함께 기각하자, 같은 달 8. 조항이 헌법 제10조, 제11조, 제37조

제2항에 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 을 청구하 다.

2. 청구인의 주장 이해 계인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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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 는 매목 으로 소지한 경우에는 이 사건 법

률조항과 같은 가 규정이 없으므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메스암페타민을 매수 는 매목 으로 소지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는 1억원 이하의 벌 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향정신성의약

품보다 마약을 그처럼 높은 형으로 가 처벌해야 할 우리의 역사와 문화,

입법당시의 시 상황, 국민일반의 가치 내지 법감정, 범죄 방을 한 형

사정책 사유가 없고, 매매 는 매매 목 으로 소지한 마약의 수량 는

가액의 한도에 계없이 일률 으로 가 처벌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형벌체

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성을 히 잃고 있어서 청구인의 인간으로서의 존

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평등권을 침해한다.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형도 사형․무기 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그 범죄의 죄질 이에 따른 행 자의 책임 등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하여 비례원칙에 어 난다. 한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징역

5년의 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어 법 이 그 형을 정하는 데에 재량의 폭이

무 한정되어 인간존 의 이념에 따라 재 을 할 수 없고, 양형상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어서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별도의 법률상 감경사유가 없는

한 집행유 를 선고할 수 없게 되어 있어 법 의 양형선택과 단권을 원

천 으로 제한하여 선고형의 합리성과 법 의 독립을 보장하는 기능을 하

지 못하게 한다.

나. 법원의 헌제청신청 기각이유의 요지

법정형의 형종과 형량은 그 범죄의 죄질과 보호법익의 성격에 한 고려

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역사와 문화, 입법당시의 시 상황과 국민 일반

의 가치 내지 법감정 그리고 범죄 방을 한 형사정책 측면 등을 종

합 으로 고려하여 입법부가 결정하는 사항으로서 기본 으로 국가의 입법

정책에 속하는 문제이므로 그 내용이 형벌의 목 과 기능에 본질 으로 배

치된다든가 는 평등의 원리인 합리성과 비례성의 원칙을 하게 침해

하는 것이 아닌 한 이를 쉽사리 헌법에 반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

와 같은 여러 면을 종합 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마약류법 제

58조 마약과 련된 죄를 범한 자에 한 법정형을 사형․무기 는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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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 하 다고 하여 헌법 제10조, 제11조 제1항, 제37조

제2항에 반된다고 할 수 없다.

다. 보건복지부장 의 의견요지

향정신성의약품은 그 LSD, 메스암페타민과 같이 폐해가 크며 의학

용도로 사용되지 않는 약품도 있지만 마약과는 달리 부분이 의학 인 용

도로 범 하게 사용되고 있다. 반면에 마약은 양귀비, 아편, 코카엽

이들에게서 추출된 알칼로이드로서 인체에 직 인 해독작용을 야기시키

는 물질로 극히 제한 으로만 의학 인 용도로 쓰이며 불법 으로 공

는 사용되었을 경우 미치는 사회 ․개인 폐해는 향정신성의약품이 미칠

폐해보다 크다고 할 수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마약과 련된 범죄에

보다 큰 사회 인 가 치를 부여하여 엄벌함으로써 마약에 한 범죄를 미

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합리 인 형사정책 의미를 담고 있다. 이 사건 법

률조항이 마약의 가액에 제한범 를 두지 않은 것은 마약류법 제58조상의

행 들이 마약의 공 과 련된 제조․수출입․매매 등이므로 불법마약류

의 공 을 차단함으로써 마약류 범죄를 근 시키고자 하는 형사정책 의

미와 입법자의 결연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결정요지】

1. 법정형의 종류와 범 를 정할 때는 형벌 으로부터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 하고 보호하여야 한다는 헌법 제10조의 요구에 따라야 하고,

헌법 제37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과잉입법 지의 정신에 따라 형벌개별

화 원칙이 용될 수 있는 범 의 법정형을 설정하여 실질 법치국가의

원리를 구 하도록 하여야 하며, 형벌이 죄질과 책임에 상응하도록 한

비례성을 지켜야 한다. 이러한 요구는 특별형법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바, 특

가법 역시 다른 법률과 마찬가지로 범죄와 형벌은 헌법질서에 기 한 그

시 의 가치체계와 일치되도록 제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입법

취지에서 보아 벌(重罰)주의로 처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라 하더라

도 범죄의 실태와 죄질의 경 , 이에 한 행 자의 책임, 처벌규정의 보호

법익 형벌의 범죄 방효과 등에 비추어 체 형벌체계상 지나치게 가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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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이어서, 그러한 유형의 범죄에 한 형벌 본래의 기능과 목 을 달성

함에 있어 필요한 정도를 히 일탈함으로써 입법재량권이 헌법규정이나

헌법상의 제원리에 반하여 자의 으로 행사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이와 같은 법정형을 규정한 법률조항은 헌법에 반한다고 보아야 한다.

2. 마약의 매수 가운데 ‘ 리매수’는 마약의 량확산에 크게 기여할 뿐

만 아니라 타인의 정신 ․육체 황폐화를 통하여 리를 도모한다는

과 공 이 수요를 창출하는 마약류시장의 특성상 그 불법성과 비난가능성

은 일반범죄의 리범의 경우보다 더욱 크다. 반면에 ‘단순매수’는 기본

으로 수요의 측면에 해당되고 마약의 유통구조상 최종단계를 형성하므로

마약확산에의 기여도와 그 행 의 구조, 험성 비난가능성 등 죄질에

있어서 리매수와는 질 으로 다르다. 이에 따라 마약류 리에 한법률에

서도 마약매수의 리범․상습범, 단순범, 미수범, 비범․음모범의 경우

를 구별하여 법정형을 정하고 있다. 그런데 특가법 제11조 제1항에서는 마

약 매수의 리범․상습범, 단순범, 미수범, 비범․음모범의 경우를 가리

지 않고 일률 으로 리범․상습범의 법정형과 동일한 사형․무기 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한 특가법은 매수한 마약의 양

이나 험성의 정도, 마약사용의 결과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나 사망을 일

으켰느냐의 여부 등 죄질이나 비난가능성의 정도를 구별하지 않는다. 결국

특가법 조항은 그나마 존재하던 마약류 리에 한법률상의 단순범과

리범의 구별조차 소멸시켜 불법의 정도, 죄질의 차이 비난가능성에 있

어서의 질 차이를 무시함으로써 죄질과 책임에 따라 하게 형벌을 정

하지 못하게 하는바, 책임과 형벌간의 비례성 원칙과 실질 법치국가원리

에 반된다.

3. 마약의 매목 소지는 마약의 매도행 에 한 비죄를 독립된 구

성요건으로 한 것인바, 마약의 매도행 는 리의 추구를 그 핵심 성질

로 하므로 비 리의 단순 매목 소지는 그 행 의 발생 개연성 마약확

산에 기여하는 정도가 극히 미미하다 할 것인데, 특가법 조항은 이러한

행 에 하여까지 리범과 동일하게 가 처벌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형벌

권의 지나친 남용이라 할 것이다.

4. 특가법 조항은 단순매수나 단순 매목 소지의 마약사범에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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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사형ㆍ무기 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컨

단 한 차례 극히 소량의 마약을 매수하거나 소지하고 있었던 경우 실무상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별도의 법률상 감경사유가 없는 한 집행유 를 선고

할 수 없도록 법 의 양형선택과 단권을 극도로 제한하고 있고 한 범

죄자의 귀책사유에 알맞은 형벌을 선고할 수 없도록 법 의 양형결정권을

원천 으로 제한하고 있어 매우 부당하다.

5. 마약류 자체가 가지는 험성의 측면이나 우리 사회에서 차지하고 있

는 비 에 있어서도 향정사범과 달리 마약사범에 하여만 가 을 하여야

할 정도로 마약이 향정신성의약품에 비해 더욱 험하다고 볼 수는 없으

며, 범죄의 실태와 검찰에서의 기소율이나 형사재 의 결과 등을 감안하고

마약류 규제법규의 연 을 살펴보면 마약사범만을 가 하여야 할 합리

근거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할 것인데, 특가법 조항은 아무런 합리 근

거 없이 매수와 매목 소지의 마약사범만을 가 하고 있으므로 형벌체계

상의 균형성을 히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반된다 할 것이다.

【해설】

1. 쟁 의 정리

이 사건 법률조항은 마약 계 규제법규의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마약류

법을 가 하는 규정인바, 그 가운데 마약사범만을 상으로 하고 있는데다

가 그 가 의 정도가 단히 하여 헌법상 실질 법치국가원칙이나 비례

성원칙, 평등원칙 등과의 련에서 과연 헌법 으로 허용될 수 있는 것인

지 문제된다.

마약류법 제58조 제1항은 마약의 수출입․매매 등, 향정신성의약품의 제

조․수출입․매매 등, 마의 수출입 등에 하여 규정하고, 제2항에서

리범․상습범에 한 규정을, 제3항에서 미수범에 한 규정을, 제4항에서

비범ㆍ음모범에 한 규정을 두고 있다. 한편 특가법 제11조 제1항은

“마약류법 제58조 마약과 련된 규정된 죄”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

문상 이에는 마약류법 제58조 ‘마약’과 련되어 규정된 죄 가운데 제1

항의 죄뿐만 아니라 제2항의 리범․상습범과 제3항의 미수범, 제4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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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ㆍ음모범도 포함된다1). 즉, 특가법 제11조 제1항은 마약류법 제58조

에 정한 죄 마약에 한 죄의 단순범, 리범․상습범, 미수범, 비

범․음모범의 경우를 가리지 아니하고 일률 으로 마약류법(제58조 제2항)

상의 리범․상습범과 같은 법정형인 사형․무기 는 10년 이상의 징역

으로 가 하는 규정이다.

한편,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 한특례법 제6조에서는 마약 매업자나 조

직범죄집단 등 마약을 “업으로” 매수한 자에 하여 사형․무기 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1억원 이하의 벌 을 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비 리․비상습의 매수(이하 “단순매수”라

한다)와 비 리․비상습의 매목 소지(이하 “단순 매목 소지”라 한다)

에 하여도 사형․무기 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더욱이 “업”으로 마약범죄를 행한 경우와도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

하는 것인바, 이러한 가 내용이 죄질과 그에 따른 행 자의 책임 사이에

한 비례 계가 지켜질 것을 요구하는 실질 법치국가의 원리에 반하

는 것은 아닌지, 형벌체계상 균형성을 히 상실하여 다른 범죄와의

계에서 평등원칙에 반되는 것은 아닌지 등이 문제된다.

2. 우리나라 마약 계 규제법규의 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연

헌법재 소가 이 사건 결정에서 이에 하여 시하고 있는 내용에 하

여 상세하게 검토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우리나라 마약 계 규제법규의 개

우리나라의 마약 계 규제법규로는 일반법인 형법(1953년 제정) 외에 먼

1957년에 “마약법”이 제정되었고, 1970년에 마약 이외에 습 성이 있는

의약품 마의 리를 해 습 성의약품 리법이 제정되었으나 1976년

1) 구 특가법(1980. 12. 18. 법률 제3280호로 문개정된 것) 제11조 제1항도 같은 내

용을 담고 있었는데, 이에 하여 법원은 구 마약법 제60조 제3항의 미수범도

구 특가법 제11조 제1항에 의하여 가 된다고 시한 바 있다( 법원 1984. 1. 31.

선고, 83도2790 결, 공1984.4.1, 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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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당시 심각한 사회문제로 두된 마 흡연의 규제를 강화하기 하여

별도로 “ 마 리법”을 제정하 고, 추신경계에 작용하는 약품의 규제를

하여 1979년에 “향정신성의약품 리법”이 제정되면서 습 성의약품

리법은 폐지되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마약 계 규제법규는 종래에 없

었던 약물범죄가 새롭게 부상되어 문제가 될 때마다 임시방편 으로 응

하는 과정에서 탄생되었고, 실제의 입법과정을 보면 지극히 짧은 기간 내

에 제정되었다.2) 이 게 졸속으로 제정되고 규제법규가 분산되어 있었기

때문에 법규 상호간에 처벌의 불균형이나 복 규정의 문제 이 있었다.

2000. 1. 12.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불필요한 규제

를 폐지․정비하고, 운 상 나타난 미비 을 개선․보완하고자3) 기존의

3개의 법률이 모두 폐지되고 마약류법 제정시 3개법률을 흡수하여 마

약4)과 향정신성의약품5) 마에 한 규제를 마약류법으로 통합하 다.

그러나 통합의 주요골자는 마약류취 자의 통합지정이나, 의료기 의 신고

의무불이행에 한 형벌의 조정 정도에 불과하고 컨 처벌의 불균형 등

종 규정의 문제 이 많은 부분 개선되지 않은 채 하나로 통합된 것이어

서 그 의미가 반감되었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연

특가법에 마약사범에 한 가 규정이 등장하게 된 것은 5․16 직후 경

2) 컨 마 리법의 경우 1976. 3. 15.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고 3. 20. 국회 법사

원회의 수정의결을 거치고 3. 23. 국회 본회의에서 수정통과된 뒤인 동년 4월 7

일 법률 제2895호로 공포되었다(유인창,약물범죄에 한 고찰-규제법규의 국내

국제 무제를 심으로-, 청주 학교 석사학 논문, 1997, 93면; 김상희, 우리나

라마약류 통제정책의 평가와 발 방안, 약물남용의 황과 책-제7회 형사정책

세미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2, 58면).

3) 1999. 12. 국회 보건복지 원회 마약류 리에 한법률심사보고

4) 양귀비ㆍ아편ㆍ코카엽 이로부터 추출된 알칼로이드로서 인체에 직 인 해독

작용을 야기시키는 물질로서 통령령이 정하는 것(마약류법 제2조 제2호ㆍ제3호).

5) 인간의 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 는 남용할 경우 인체에

한 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통령령이 정하는 5가지 종류의 것(마약류

법 제2조 제4호). 마약류법 제2조 제4호 가목부터 마목까지. 가목에 해당하는

표 인 약물은 LSD, 나목에 해당하는 표 인 약물은 메스암페타민, 다목에는

바르비탈, 라목에는 디아제팜 등이 있고 마목에는 에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혼

합물질, 는 혼합제제가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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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질서를 문란 하고 사회악을 조장 하는 특정 범죄에 해서는 본래의

처벌규정보다 엄 히 단속ㆍ처벌함으로써 국가경제의 재건과 건 한 사회

질서의 확립을 기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의도로 1966. 2. 23. 법률 제1744호

로 특가법이 제정될 당시부터이다6). 특가법 제정 당시에는 뇌물사범, 조세

세포탈사범, 산림훼손사범, 마약사범 등을 동법에서 규정하 는데 제

정될 당시부터 과 한 형벌과 특별법의 필요성 등에 하여 논란ㄴ이 되었

던 것을 볼 수 있다.7)8)9)

6) 1965년 당시의 특가법의 제정은, 5․16 직후에 “특정범죄처벌에 한임시특례법”

이 시행되어 왔으나 법원에서 민정 후에는 이를 용할 수 없다고 결하여

(1965. 5. 25. 65도276) 부정부패 사건에 한 근본 인 단속책을 마련하고자 한

것이다(한국형사정책연구원, 형사특별법의 제정실태와 개선방안, 37면).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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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치기 때문에 형종에서 사형을 제

외하고 형량을 5년이상의 징역에서 3년이상의 징역으로 변경하는 것이 옳다, ②

일반형법, 조세범처벌법, 세법 등 개개법률을 개정하여 형량을 높이면 그만이지

따로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는가 ③입법목 을 달성할 때까지만 한시법으로

하는 것이 옳다는 등의 의견이 있었는데,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고 정부안 로 가

결되었다(헌재 2002. 11. 28. 2000헌바75, 례집 14-2, 633).

8) 특가법은 그 후 몇 차례의 개정을 거치면서 유괴사범, 차량도주사범, 상습 강․

도사범, 고문사범, 인신매매사범 등으로 그 규제 상이 폭 확 되었다. 특가법은

가 의 근거를 건 한 사회질서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 에 기여한다는 에 두

면서 그 당시 사회일반에서 특별히 문제되는 범법행 를 가 상으로 하여 그

목록을 확 해왔다. 구체 으로 제2차 개정에는 1970년 에 미성년자 유괴범이

나 도주차량 운 자가 증하자 유괴사범이나 도주차량 운 자도 사형까지 처할

수 있도록 하 고, 1980년의 제3차 개정에서는 당시 강도, 도범 등이 조직 이

고 상습 으로 자행될 뿐만 아니라 인명을 살상하므로 강도, 도범이나 범자에

하여 처벌규정을 폭 강화하여 도범의 범죄단체조직의 수괴에 하여 사

형․무기 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 하고 있다. 1983. 12. 31. 제4차 개정에

서는 수사기 의 고문에 의한 인권유린행 가 빈번하게 발생하 기 때문에 형법

제124조, 제125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사람을 치상하거나 치사한데 형을 가 하

고 있다. 다음으로 제6차 개정이 단행될 당시에는 사회 으로 소 가정 괴범이

라는 강도강간 등의 범죄와 인신매매 범죄가 빈발하자 형법상의 특수 도나 특수

강도가 부녀를 강간 는 강제추행한 때에는 사형․무기 는 5년 이상 징역으로

가 처벌하도록 하 다(한국형사정책연구원, 책, 38-39면).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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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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국입법례

가. 미국

미국에서는 1970년 종합마약류남용 방 규제법(Comprehensive Drug

Abuse Prevention and Control Act)이 제정되었는바, 규제약물법

(Controlled Substance Act, CSA)이라고 불리는 이 법의 제2장에서 남용가

능성의 정도, 의료용으로 사용되고 있는가의 여부, 그리고 신체 는 정

신 의존성의 정도 등의 3가지 기 에 따라 마약류를 5등 으로 분류하

고 있고10), 거래마약류의 종류에 따라 형벌의 경 이 결정되었다. 법은

1984년 종합범죄규제법(Comperhensive Crime Control Act of 1984:

CCCA)으러 개정될 때 마약류의 험성의 정도 뿐만 아니라 불법거래 마

약류의 양에 따라 형벌의 차이를 두게 되었고, 1986년의 약물남용 지법

(Anti Drug Abuse Act of 1986)으로 개정될 때 마약류 범죄에 한 보다

강력한 응의 필요에 의해 제정되었으며 재범의 회수 상해와 사망의

결과 발생 여부에 따라 가 의 정도를 달리 정하고 있다. 구체 인 형량은

아래<표3>과 같다)11).

10) Ⅰ부류: 남용의 가능성이 높고 재 미국에서 의료목 으로 사용되지 않으며 의

학 인 견지에서 안 성을 결한다고 보여지는 약물. 헤로인, LSD, PCP, 메타콰론,

Peyote등.

Ⅱ부류: 남용의 가능성이 높고 재 미국에서 의료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남용

될 경우 신체 는 정신 의존성을 발생시키는 물질. 아편, 모르핀, 코카인, Ⅰ

부류에 속하지 않는 암페타민과 메스암페타민, 메사돈 등.

Ⅲ부류:Ⅰ,Ⅱ부류에 속하는 약물에 비해서 남용가능성이 고 재 미국에서 의

료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비교 완만한 신체 의존성이 생기게 하거나 는

강한 정신 의존성을 발생시키는 것. 코데인, 그루테미드 등.

Ⅳ부류: Ⅲ부류에 속하는 약물에 비해서 상 으로 약한 신체 는 정신

의존성을 가져오는 물질. 메 로바메이트, 리비리움, 발륨 등의 신경안정제.

Ⅴ부류: Ⅳ부류에 속하는 약물과 비교해서 남용의 가능성이 상 으로 낮고

재 미국에서 의료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남용할 경우 Ⅳ부류의 약물보다 약한

신체 는 정신 의존성을 발생시키는 약물. 코데인을 함유하는 감기약 등(이

은모, 앞 , 94-95면).

11) 한국형사정책 연구원, 마약류확산실태와 21세기마약류통제정책의 방향, 171-17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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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약 물 법 정 형
약물 과가 있는

경우

1

( 량약물사범) 1kg이상의 헤

로인 함유물 100g이상의 PCP

는 1kg이상의 그 함유물 10g

이상의 LSD 함유물 1,000kg

이상의 마리화나 함유물 등

10년이상의 구 형(사람

의 사망 는 한

상해의 결과를 발생시

킨 경우에는 20년이상

의 구 형)

20이상의 구 형(사

람의 사망 는

한 상해의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종신형)

2

(다량약물사범) 100g이상의 헤

로인 함유물 500g이상의 코카

인 등 함유물 10g이상의 PCP

는 100g이상의 그 함유물 1g

이상의 LSD 함유물 100kg이

상의 마리화나 함유물등

5년이상 40년이하의 구

형(사람의 사망 는

한 상해의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20

년이상의 구 형)

10년이상의 구 형

(사람의 사망 는

한 상해의 결과

를 발생시킨 경우에

는 종신형)

3

1, 2 4이상의 약물 20년이상의 구 형(사람

의 사망 는 한

상해의 결과를 발생시

킨 경우에는 20년이상

의 구 형)

30년이상의 구 형

(사람의 사망 는

한 상해의 결과

를 발생시킨 경우에

는 종신형)

4

50kg미만의 마리화나

10kg미만의 해쉬쉬

1kg미만의 해쉬쉬오일

Ⅲ부류에 속하는 약물

5년이상의 구 형 10년이상의 구 형

5 Ⅳ부류에 속하는 약물 3년이상의 구 형 6년이상의 구 형

6 Ⅴ부류에 속하는 약물 1년이상의 구 형 2년이상의 구 형

<표2>1986년 약물남용 지법상의 형량(규제되는 행 는 규제 약물의 제

조, 분배, 수출입 분배 등 목 을 한 소지임. 선택형 는 병과형인

벌 은 생략)12)

12) USCA 21, §842-§844, pp378-417; 이은모, 약물범죄에 한 연구, 연세 학교 박

사학 논문, 1991, 10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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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일본

일본에서 마약류 범죄에 한 규제는 마약 향정신약취체법과 아편법,

각성제취체법, 마취체법, 독물 극물단속법 등에 의하여 이루어져왔다.

이 마약 향정신약취체법의 신인 마약취체법은 1953년 3월에 마약의

규제를 목 으로 제정되었다. 그 후 1954년에 아편법이 제정되어 그때까지

마약취체법의 규제 상이었던 아편 양귀비가 아편법의 규제를 받게됨에

따라 마약취체법의 규제 상이 축소되었다13). 1950년 후반부터 마약범죄

가 증하는 경향이 나타나자 1963년에 동법이 폭 개정되어 마약 독자

에 한 조치 입원제도가 신설되고 마약의 종류도 재와 같이 아편알칼로

이드계 마약, 코카알칼로이드계 마약 합성마약의 3계통으로 분류하게

되었다. 한 리의 목 으로 마약을 수출․수입․제조한 경우 등에 하

여 무기 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그 형을 가 하 다. 1990년에 향정신

약이 규제 상으로 추가되었고 명칭도 마약 향정신약취체법으로 개정되었

다(구체 인 형량은 <별표1>, <별표2>, <별표3>과 같다)14).

다. 독일

독일의 마약법은 1971년과 1981년의 두 차례에 걸친 개정에서 규모

마약류의 거래와 소지, 어린이나 청소년에 해 마약을 매하는 행 등

한 범죄인 경우에는 15년 이하의 구 형에 처하도록 형벌을 폭 강화

하 다. 마약을 재배․제조․수입․수출․양도․교부한 자는 5년이하의 구

에 처하고, 그 가운데 특별히 한 법정의 경우에는 1년 이상의 구 으

로, 범죄집단의 구성원인 경우에는 2년이상의 구 으로 가 하고 있다15).

막 한 양의 제조 등은 5년이상의 구 에 처한다. 특징 인 것은 죄책이

경미하거나, 형사소추에 한 공공의 이익이 없으며 자기소비를 한 소량

의 마약류에 한 일정한 행 는 소추를 단하거나, 법원에서의 차를

단할 수 있다는 이다.16)

13) 마약취체법이 주로 의료용 약물로서의 마약의 유통 사용을 규제하려는 것이

기 때문에 그 원료로서의 아편 앵속에 해서는 규제를 달리하는 것이다(이은

모, , 114면).

14) 한국형사정책 연구원, 마약류확산실태와 21세기마약류통제정책의 방향, 180면

15) BtMG(Betäubungsmittelgesetz, 마약류법) §2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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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우리나라 마약류사범의 실태

헌법재 소는 이 사건의 ‘헌법 ’ 쟁 에 하여 직 단하기에 앞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효력을 발생한 이후에 우리나라 마약류 사범의 실태와

변화를 조망하고 재 우리나라에서는 마약류 가운데 향정사범이 가장 문

제된다는 을 밝히고 있는바, 이러한 내용에 하여 우리나라 마약류사범

의 반 실태, 그 가운데 마약사범의 주요유형, 마약류사범에 한 검찰

의 처분내역과 법원의 1심 재 결과를 심으로 좀더 상세히 살펴본다.

검찰청의 자료에 의하여 우리나라의 약물사범의 실태를 10년 단 로

정리하면 <표4>과 같다.

1971-1980 1981-1990(1988제외) 1991-2001

마약사범 26.9 14.8 26.26

향정사범 20.59 52.4 54.37

<표4>10개년별약물사범실태[ 검찰청, 마약류 범죄백서, 1996(242면),

1999(350면), 2001(35면)에서 재구성]

한 <표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마약사범의 주요 유형은 아직도 경사

범이라 할 것이고, 마약사범 50세 이상이 략 80%의 유율을 보이는

것은 마약 경사범이 농․어 에서 소규모로 양귀비를 경작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17)

16) 구체 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행 자의 죄책을 경미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형

사소추에 한 공공의 이익이 없으며 행 자가 자가소비를 하여 단독으로 소량

의 마약류를 재배․생산․수입․수출․운반․획득 기타의 방법으로 제공하거나

소지하는 경우에는 검찰은 법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다. 행 자가 약용소비를

함에 있어 자가소비의 목 으로 단독으로 소량의 환각물질을 소지하는 경우에는

제재를 단하여야 한다. 이미 기소된 경우 법원은 차의 각 지 에서 검찰과 피

고인의 동의로 차를 단할 수 있다. 일정한 경우에는 피고인의 동의는 필요하

지 않다.” [BtMG §31a Absehen von der Verfolgung(마약류법 제30a조 소추의

단)] 이러한 규정에 근거해서 자기소비를 해 소량의 마를 비한 것에 해 타

인에게 험이 래되지 않는 경우에 6개월의 구 을 과하는 재 은 헌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다.(BVerfGE 90, 145 ff.참조, Manssen, GRUNDRECHTE, 63, 65);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마약류확산실태와 21세기마약류통제정책의 방향, 191-192면

17)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마약류 확산실태와 21세기 마약류통제정책의 방향, 1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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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2000(평균 백분율)

경 86.25

매 1.9

사용 2.05

<표5>마약사범의 유형별 변화추세[ 검찰청, 마약류범죄백서, 1999(351

면), 2001(37면)에서 재구성]

한편 1990년 들어 외국산 마약류 반입량이 증가한 것이 문제되고

있는바 그 황을 살펴보면 아래 <표6>과 같다. 반입건수별, 반입량별

유비율에 있어서 여 히 메스암페타민이 압도 임을 알 수 있으며 헤로인,

생아편 등 마약사범의 경우는 유비율에 있어서 10%를 상회하다가 최근

에는 그나마도 감소하는 추세임을 알 수 있다18).

1998 1999 2000 2001 2002

메스암페타민 48.5(62.7) 60.7(59.5) 58.1(43.7) 68.6(93.5) 53.6(27.5)

헤로인 12.1(8.6) 3.6(1.3) 4.8(0.3) 3.9(0.3) 3.6(0.4)

생아편 9.1(5.6) 3.6(4.3) 11.3(3.2) 3.9(0) 0(0)

<표6> 외국산 마약류 반입 황 [ 검찰청, 마약류범죄백서 2002, 102

면에서 재구성, 단 : 건수별 비율, ()안은 반입량별 비율]

1998-2002까지 마약류사범의 연도별 검찰처분 내역을 보면 아래 <표7>

18) 2000년도 이후 국산 메스암페타민 반입량이 크게 증가하 기 때문에 메스암

페타민 암거래 가격이 반 인 하락추세에 있는 것으로 보이며, 한 국내 메스

암페타민 제조사범 발이 거의 무함에도 불구하고 메스암페타민 투약사범이

어들지 않고 있고 암거래 가격이 하락추세인 것을 보면 여 히 국내 유통 메스

암페타민의 부분은 외국, 특히 국으로부터 반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1996년도 이후 주요 마약류 압수량은 연평균 82킬로그램 수 을 유지하 으나

2000년도에 181.7로 년도 비 138% 증한데 이어 2001년도에도 452키로가 압

수되어 년 비 154. 4 나 폭증하 고 그동안 유럽이나 북미 등 선진국에서 상용

되던 신종마약류도 12971정에 이어 2001년도에도 3767정 압수됨( 검찰청, 마약류

범죄백서, 2001, 7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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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다19).

체 마약 향정

1998 74.6 36.6 78.6

1999 73.8 44.5 75.4

2000 70.1 24.3 74.7

2001 73.1 32.6 76.4

2002 70.1 31.2 72.5

평균 72.34 33.84 75.52

<표7> 마약류사범 기소율( 검찰청, 마약류범죄백서, 153-156에서 재

구성)

향정사범에 한 기소율이 마약사범에 한 기소율의 2배를 넘는 것은

검찰에서 마약사범에 하여 비교 하게 처리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마약류사범에 한 법원의 처리내역을 2001, 2002년도의 1심 재

결과를 통해서 살펴보면 아래 <표8>과 같다. 마약사범은 실형율에 있어서

는 체 평균의 반 정도를 도는 반면 집행유 율은 체평균의 2배 정

도에 달하는데, 향정사범은 그와 반 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20).

실형 집행유 벌

체(2002/2001) 58.1/61.7 37.4/35.4 3.8/2.3

마약 24.3/32.9 72.7/62.5 0/3.4

향정 67.5/67.6 28.8/29.9 3.1/1.9

19) 1996년에 검거된 마약사범은 1220명인데 기소율은 30.2%에 불과하다. 반면 1992

년부터 1996년까지 향정사범에 한 검찰의 처분내역을 보면, 평균 기소율이 70%

를 상회하고, 같은 기간에 기소유 율은 마약사범 평균 66.2%, 마사범 평균

5.5%에 비하여 향정사범은 평균 2.2%로 낮게 나타난다(유인창, 앞 , 25-26, 50

면, 첨부 별표13, 14 참조).

20) 1992부터 1996까지 마약사범에 한 집행유 율은 평균 90.76%이고, 실형율은

같은 기간 평균 3.56%로서 단히 낮고 차 실형인원이 감소하고 있으며, 선고

유 는 같은 기간 평균 4.76%이고 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는 마약사범의

부분이 경작사범으로서 40 이후의 고령층이며 범이기 때문에 법원의 용

이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반면에 향정사범의 법원 처리내역을 보면 실형이 부

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실형율은 같은 기간 평균 68.2%로서 체 으로 보아 약

간 증가하는 경향이다(유인창, , 25-26, 5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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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8> 2001, 2002 마약류별 1심 재 결과비율( 검찰청, 마약류범죄백

서, 158에서 재구성)

결론 으로 이 사건 결정에서 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마약류

범죄는 1970년 까지는 마약사범이 주종을 이루고, 1970년 반부터

1980년 까지는 마 리법 반사범이 성행하 다가, 1980년 반부

터 메스암페타민 등 향정사범이 꾸 히 증가하여 2001년에는 향정사범이

체 마약류사범의 78.8%를 유하기에 이르러 국내 주종 마약류사범으로

서의 지 를 확고히 하고 있으며, 한 최근 5년간 향정사범에 한 기소

율은 약 75.5% 정도로 마약사범에 한 기소율 33.8%의 2배를 넘고, 1심

재 결과에 있어서도 마약사범의 실형율은 약 25%정도로 체 마약류사범

평균의 반 수 을 도는 반면 집행유 율은 70% 후로 체 평균의 2

배 정도에 달하는데 비하여, 향정사범은 그와 반 의 양상을 보이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5. 이 사건 법률조항의 헌여부에 한 단 부분

가. 형벌법규의 입법형성의 한계

헌법재 소는 이 사건 결정에서 어떤 행 를 범죄로 규정하고 어떠한 형

벌을 과할 것인가 하는데 한 입법형성권이 헌법 으로 허용될 수 있는

범 에서 행사되었는가에 하여 다음과 같은 기 을 시하고 있다.

「우리 헌법은 국가권력의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려는

법치국가의 실 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고, 법치국가의 개념은 범죄에

한 법정형을 정함에 있어 죄질과 그에 따른 행 자의 책임 사이에 한

비례 계가 지켜질 것을 요구하는 실질 법치국가의 이념을 포함하고 있

다. 따라서 어떤 행 를 범죄로 규정하고 어떠한 형벌을 과할 것인가 하는

데 한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이 무제한한 것이 될 수는 없다. 즉, 법정형의

종류와 범 를 정할 때는 형벌 으로부터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 하

고 보호하여야 한다는 헌법 제10조의 요구에 따라야 하고, 헌법 제37조 제

2항이 규정하고 있는 과잉입법 지의 정신에 따라 형벌개별화 원칙이 용

될 수 있는 범 의 법정형을 설정하여 실질 법치국가의 원리를 구 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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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하여야 하며, 형벌이 죄질과 책임에 상응하도록 한 비례성을 지켜

야 한다.

이러한 요구는 특별형법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바, 원래 특별법은 일반법

의 제정 이후 사회 변화를 반 하여 일반법을 보완 혹은 체하기 해

제정되는 것으로 그 용도는 어디까지나 한시 이고 제한 이지 않으면 안

된다. 특가법 역시 다른 법률과 마찬가지로 범죄와 형벌은 헌법질서에 기

한 그 시 의 가치체계와 일치되도록 제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입법취지에서 보아 벌(重罰)주의로 처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범죄의 실태와 죄질의 경 , 이에 한 행 자의 책임, 처벌규정

의 보호법익 형벌의 범죄 방효과 등에 비추어 체 형벌체계상 지나치

게 가혹한 것이어서, 그러한 유형의 범죄에 한 형벌 본래의 기능과 목

을 달성함에 있어 필요한 정도를 히 일탈함으로써 입법재량권이 헌법

규정이나 헌법상의 제원리에 반하여 자의 으로 행사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이와 같은 법정형을 규정한 법률조항은 헌법에 반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시는 헌법재 소가 그동안 형벌법규에 한 심사에서 밝 왔

던 바와 같이 법정형의 종류와 범 의 선택은 그 범죄의 죄질과 보호법익

에 한 고려 뿐만 아니라 우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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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가 인정된다(헌재 1995. 4. 20. 93헌바40,

례집 7-1, 547참조)는 내용을 제로 하면서, 그러한 입법형성권의 한계

의 측면을 포착하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다.

특히 특별법에 하여 입법권자는 유동 이고 가변 인 사회의 다

양한 상에 탄력 으로 응하기 하여 그 제정이 필요하거나 이를 정당

하게 할 특별한 사안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형사법에 한 특별규정으로 특

정범죄에 하여 외 으로 용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헌재 1992.

4. 28. 90헌바24, 례집 4, 231 참조)는 것을 제로 하면서, 그러한 필요에

의한 특별형법이라 하더라도 헌법 한계가 지켜져야 함을 분명히 하고 있

는 에서 규범통제 차로서의 헌법재 의 의미에 보다 더 충실한 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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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책임과 형벌간의 비례성 원칙 수 여부 부분

헌법재 소는 이 사건에서 단순범과 리범의 죄질의 차이에 한 부분

과 형벌이 지나치게 과도하여 비례원칙에 반되는지 여부로 나 어 단

하고 있다.

(1) 마약매수( 매목 소지)에서 리범과 단순범의 차이

헌법재 소는 이 사건 결정에서 마약범죄를 공 측면과 수요측면으로

나 어 볼 때 마약의 제조ㆍ수출입ㆍ매도 등의 행 가 공 측면이고 마약

의 사용행 가 수요측면이라면, 매수는 매도행 와는 필요 공범 계로서

공 측면과도 련성을 갖고 있지만 그 련성의 정도, 공 행 와의

성 등 마약확산에의 기여의 정도는 마약매수행 의 유형에 따라 다르다고

하면서 구체 으로 리매수는 마약의 공 원을 새로이 창출하거나 기존의

제조 매조직을 확 시키고 마약의 확산을 진하는 기능을 하여 마약

의 량확산에 크게 기여할 뿐만 아니라 타인의 정신 ․육체 황폐화를

통하여 리를 도모한다는 과 공 이 수요를 창출하는 마약류 시장의 특

성상 그 불법성과 비난가능성은 일반범죄의 리범의 경우보다 더욱 큰 반

면에 단순히 소비하기 하여 매수하는 경우와 같은 단순매수는 마약의 유

통구조상 최종단계를 형성하므로 마약확산에의 기여도와 그 행 의 구조,

험성 비난가능성 등 죄질에 있어서 리매수와는 질 으로 다르다고

단하고 있다.

한편 헌법재 소는 마약을 수입․수출․제조․조제․소분이나 매매․매

매의 알선을 한 자 는 수입․수출․제조․제제․소분이나 매매․매매의

알선을 할 목 으로 소지한 자에 하여 무기 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

하도록 하던 구 마약법 제60조 이를 사형․무기 는 10년 이상의 징역

으로 가 하도록 한 구 특가법 제11조 제1항에 한 91헌바11 헌법소원 사

건에서 “마약매수행 는 마약매수자 의 제공을 통하여 마약의 공 원을

새로이 창출하거나, 기존의 제조 매조직을 확 시키고 마약의 확산을

진함으로써 공 의 건강까지 직 으로 하는 행 ”라는 등을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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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구 마약법 조항과 구 특가법 조항에 하여 헌법에 반되지 아니한

다고 결정한 바 있다(헌재 1995. 4. 20. 91헌바11, 례집 7-1, 478, 489).21)

그런데 91헌바11결정에서는 소비, 즉 사용을 한 마약매수행 를 마

약사용행 보다 무거우면서 마약매매행 와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과, 이를

다시 특가법에서 사형․무기 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 하고 있는 것

을 주요 쟁 으로 삼았다. 따라서 결정에서의 반 의견(4인 재 의

헌의견)의 견지에서는 와 같은 쟁 에 해 헌 이라고 단하 기

때문에 리범과 단순범의 죄질의 차이 등 다른 쟁 에 하여 단할 필

요가 없었다고 볼 수 있으나, 법정의견(5인 재 의 합헌의견)에서 마약사

범과 향정사범의 차이나 리매수와 단순매수의 차이를 언 하지 않은 것

은 헌법 단의 에 있어서 불충분한 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

되는 것이다.

이 사건 결정에서 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입법자는 마약의 확산을 방

지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목 으로 마약류법 제58조 제1항에

서 마약류 취 자가 아닌 자, 는 계당국으로부터의 법한 승인을 얻

지 않은 자가 마약을 매수하거나 매목 으로 소지하는 경우에 무기 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리의 목

는 상습으로 제1항의 행 를 한 자에 하여 사형․무기 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여 오히려 단순매수와 리매수는 죄질에 있어서

질 으로 차이가 있음을 명확히 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마약사범에 하

여 올바른 법조를 용하고22) 그 죄질에 상응하는 정한 형벌을 과하기

해서는 수사 재 과정을 통하여 마약거래의 유형은 마땅히 규명되어

야 할 것이고, 거래되는 마약의 양 등의 정황으로 미루어 비 리매수인지

여부는 비교 어렵지 않게 구별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91헌바11결

정의 법정의견에서와 같은 지 은 합리 이라고 보기 어렵다.

한 법원 례에 의하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매하여 리를

취할 목 으로 그 원료가 되는 물질을 소지한 것이라는 공소사실에 하여

21) 4인 재 의 헌의견이 있다.

22) 마약류법상 리범과 단순범은 용법조를 달리함에도 불구하고 법 제11조 제1

항에 의하여 동일하게 가 함으로써 실무상 마약류법상의 정당한 법령 용을 무

색하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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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리의 목 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무죄를 선고할 것이 아니라 공

소사실에 포함된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 으로 그 원료가 되는 물질

을 소지한 범죄사실을 공소장 변경 없이 유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하므

로[( 법원 2002. 11. 8. 선고 2002도3881 결 (공2003.1.1.(169),109)] 리

매수임이 입증되지 않는다고 하여 처벌의 공백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다.

헌법재 소는 리를 목 으로 의사가 아닌 자가 의료행 를 업으로 한

경우에 단순한 무면허의료행 자에 비하여 가 처벌하여 그 법정형이 징역

형의 경우 무기 는 2년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보건범죄단속에 한특별

조치법 제5조에 해 의사 아닌 자가 “ 리를 목 ”으로 “업”으로 하는 것

이라는 비난가능성과 무면허의료업자에 한 일반 방 효과를 달성하려

는 형사정책 고려에서 입법자가 국민보건의 향상을 하여 필요 최소한

의 범 내에서 형벌을 가 한 것이어서 입법형성의 범 내라고 시하여

(헌재 2001. 11. 29. 2000헌바37, 례집13-2. 632, 637), 단순범과 리범의

과벌의 차이를 두는 것의 정당성을 인정했다.

나아가 리범과 단순범의 죄질의 차이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 차이를

무시하고 동일한 법정형을 과해도 좋을 정도로 가 의 필요성이 하고

명백한가에 하여 보면, 특가법의 제정당시에는 마약류사범의 주된 문제

가 마약사범이었고 메사돈 동과 같은 박한 험상황이 존재하여 형

으로 가 할 필요가23) 일응 인정될 수 있었던 것과 달리 재 우리나라에

서 남용의 정도나 남용으로 인한 폐해가 가장 심각한 것은 향정사범이라

할 것이고, 마약사범은 체 마약류사범의 약 4분의 1정도를 차지하고 있

으며, 그 유형별 비율에 있어서는 마약사범의 80%이상이 농어 에서의

경사범으로서 행 유형의 험성까지를 고려하면 그 비 은 더 떨어진다고

할 것이어서 이러한 사회역사 변화에 따라 마약사범에 한 가 의 필요

성은 새로이 조망되어야 할 것으로24) 이 사건 법률조항과 같은 가 의 필

23) 당시에도 제조, 수출입, 소지, 매 등의 경우에 가액에 따라 구별하여 가 하 다.

24) 형가 특별형법은 부분 그 당시 문제시되는 범법행 를 가 상으로 하

기 때문에 그러한 일시 인 사회 갈등상황이 해소된 시 에선 필연 으로 법규

범과 사회 실과의 괴리가 노출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형법의 규범력을

유지하기 해서는 사회 실과 규범력의 괴리를 메꿔나가는 작업을 게을리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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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만 마약사범 가운데 헤로인이나 생

아편 등의 외국으로부터의 수나 매는 비록 그 양 비율이 낮더라도

그 험성의 정도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지만, 그러한 경우에는 리범이

나 상습범에 해당되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아니더라도 마약류법 제58조 제

2항에 의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과 동일한 법정형이 용되므로, 마약 매

자를 엄벌하기 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단순매수나 단순 매목 소

지를 리․상습매수나 리․상습 매목 소지와 같은 형으로 일 해서

가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그 다면 이 사건 결정에서 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

이 매수한 마약의 양이나 험성의 정도, 마약사용의 결과로 타인의 신체

에 상해나 사망을 일으켰느냐의 여부 재범의 존부 등 죄질이나 비난가

능성의 정도를 구별하지 않고 있다. 한 에서 본 바와 같이 마약류법은

리범․상습범에 하여는 사형․무기 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단

히 한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는데 반하여, 단순범에 하여는 무기 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단순범과 리범의 구별은

그 의미가 크고 한 으로 필요한 것이라 할 것인데, 이 사건 법률

조항으로 인하여 그나마 존재하던 단순범과 리범의 구별조차 소멸되어

불법의 정도, 죄질의 차이 비난가능성에 있어서의 질 차이를 무시함

으로써 죄질과 책임에 따라 하게 형벌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이 마약의 단순매수․단순 매목 소지에 하여 리범과

동일한 법정형을 규정한 것은 법정형 설정에 한 입법형성의 범 를 일탈

하여 죄질과 그에 따른 행 자의 책임 사이에 한 비례 계를 히

훼손하는 것이라고 볼 것이다.

안되며, 이러한 작업은 보통 기존 법률의 폐지 는 개정을 통하여 이루어진다고

할 것인데, 우리의 가 특별형법은 어떤 특정범죄행 가 사회에서 논란을 불러

일으킬 때마다 가 처벌의 목록만을 증가시켜 왔을 뿐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

하는 사회 실을 반 하지 않아 법규범의 실효성에 상당한 의문을 던져주고 있다

(조성용, 특별형법의 가 처벌에 한 비 고찰-특정범죄가 처벌등에 한법

률, 폭력행 등처벌에 한법률, 특정경제범죄가 처벌에 한법률을 심으로 -, 고

려 학교 석사학 논문, 1990, 8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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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나치게 과도한 형벌인지 여부

헌법재 소는 이 사건 결정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단순매수나 단순

매목 소지의 마약사범에 하여도 사형ㆍ무기 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컨 단 한 차례 극히 소량의 마약을 매수하거

나 소지하고 있었던 경우 실무상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별도의 법률상 감경

사유가 없는 한 집행유 를 선고할 수 없도록 법 의 양형선택과 단권을

극도로 제한하고 있고 한 범죄자의 귀책사유에 알맞은 형벌을 선고할 수

없도록 법 의 양형결정권을 원천 으로 제한하고 있는바, 이는 살인죄(사

형 무기 는 5년 이상의 징역)의 경우에도 작량감경의 사유가 있는 경우

에는 집행유 가 가능한 것과 비교할 때 매우 부당하다고 시하고 있다.

형벌의 목 은 범죄의 방지와 범인의 재사회화에 있고 형벌의 부과는 어

떠한 경우에도 그의 책임의 상한선을 넘어서서는 안된다. 그 이외의 방

요소는 불법과 책임이 균형지워지는 범 내에서 고려할 수 있는 형벌

목 일 따름이다25). 더욱이 헌법재 소는 사형제도에 하여 “입법목 달

성을 해 아무리 벌이 요구된다 하더라도 사형이라는 형벌은 비례의

칙에 따라서 최소한 동등한 가치가 있는 다른 생명 는 그에 못지 아니한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한 불가피성이 충족되는 외 인 경우에만 인

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시한 바(헌재 1996. 11. 28. 95헌바1, 례집8-2,

537, 546) 있는 을 고려하면 이 부분에 한 이 사건 결정의 시는

더욱 정당하다 할 것이다.

(3) 형사정책 비합리성

형벌필요성은 형벌이 법익의 효과 인 보호와 법질서의 수호를 하여

유일하고 불가피한 수단이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국가의 형벌수단

은 형법의 법익보호임무가 그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는 도 히 충족될 수

없는 곳에서만 투입되어야 한다.26) 일 이 몽테스키외는 “인간을 과격한

수단으로 취 하여서는 아니된다. 모든 이완의 원인을 살펴본다면 이완은

범죄를 처벌하지 않았던 것의 결과이지 형벌을 경감한 결과가 아니라는 것

25) 조성용, 앞 , 69면

26) 김창군, 형사입법론에 한 연구, 형사법연구 제8호, 1995, 한국형사법학학회,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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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알게 된다… 형벌을 받아도 부끄럽지 않다고 생각하는 나라가 있다면

그것은 폭정의 결과이다. 폭정은 악당에 해서나 정직한 사람에 해서나

동일한 형벌을 과해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만약 잔혹한 형에 의해서 사람

들이 억압되어 있는 나라가 있다고 하면 그것도 역시 부분이 정부의 폭

력의 결과라고 간주할 수 있다. 그러한 정부는 이런 형을 가벼운 죄에도

행사해왔기 때문이다.”라고 벌의 문제 을 지 하 다.27)

마약류 시장은 공 이 수요를 창출하는 특성이 있고 마약류 매자들은

수요창출의 방법으로 여러 가지 감언이설로 호기심을 자극하여 마약류를

사용하게 하고 의존성이 생기면 염가로 제공되던 마약류를 엄청나게 비싼

값으로 는 것이다. 이러한 에서 마약의 단순매수자는 매수자이기 이

에 마약사용자 내지 피해자 는 환자의 측면이 강하다.

마약류범죄가 소수 조직범죄집단에 의한 다 에 한 범한 확산이라

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만큼 마약류범죄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함에 있

어서는 마약 매자 등에 한 엄벌 뿐만 아니라 마약거래수익 재산증식

의 몰수, 돈세탁 지 반자 처벌, 국가간의 력의 달성 등이 요구되

고, 입법자는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리목 의 마약류범죄를 가 처벌

하고 마약류범죄행 로 취득한 불법수익 등을 추 환수함으로써 마약류범

죄를 막기 하여 1995. 12. 6.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 한특례법을 제정하

여 법이 시행되고 있으므로28) 마약 매자 등에게는 엄벌과 함께 법

의 철 한 용을 통한 불법수익의 몰수 등으로써 마약확산의 기 를 약화

시키는 것이 마약의 폐해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효과 인 방법이

라 할 것이다. 마약 매자를 엄벌하기 하여 마약의 단순매수자를 리․

상습매수와 같은 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마약 거래에 한 잘못된 공동

책임을 추궁함으로써 결국은 매자의 책임을 가하는 것으로 마약의 단

순매수자로 하여 마약 매자 등과 동류의식 내지는 공범의식을 갖도록

조장하게 되어 그들의 손아귀에 빠져나오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들 뿐만

아니라 지나친 엄벌로 인하여 자포자기 하여 심지어는 마약 거래에 가

담 하는 부작용을 래할 우려마 도 있다 할 것이다.29)

27) 몽테스키외, 법의 정신, 이명성 역, 홍신문화사, 1988, 79-80면

28) 검찰청 마약과에 의하면 불법수익의 몰수를 극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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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은 이유에서 헌버재 소가 이 사건 결정에서 형벌이 지나치게

가혹 잔인하면 일시 으로는 범죄 억지력을 발휘할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벌에 해 면역성과 무감각이 생기게 될 뿐이고, 입법자의 일시 인 격

분의 표 은 범죄 방과 법질서수호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법의 권 를

실추시키고 법질서의 속성과 안정을 해하는 요인이 될 뿐이라는 을

지 하면서 구체 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과 같이 단순매수자를 엄벌로 다

스리게 되면 그들은 처벌을 두려워한 나머지 노출되기를 싫어하여 치료받

기조차 거부하게 되고 은 한 곳에 숨게 되므로 범죄조직의 활동이 용이하

게 된다. 결국 엄벌이 치료를 기피하게 만들고 따라서 마약사범의 퇴치는

어려워지게 되어 형사정책 으로 불합리한 결과를 래하는 것30)이라

고 단한 것은 더욱더 정당성을 얻는다고 볼 수 있다.

다. 다른 범죄와의 계에서 평등의 원칙에 어 나는지 여부 부분

이 사건에서 헌법재 소는 “마약류 자체가 가지는 험성의 측면이나 우

리 사회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 에 있어서도 향정사범과 달리 마약사범에

하여만 가 을 하여야 할 정도로 마약이 향정신성의약품에 비해 더욱

험하다고 볼 수는 없으며, 범죄의 실태와 검찰에서의 기소율이나 형사재

의 결과 등을 감안하고 마약류 규제법규의 연 을 살펴보면 마약사범만을

가 하여야 할 합리 근거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시하여 이른바 자의

지 원칙에 따른 평등심사를 하고 있다.

헌법재 소는 평등심사에 있어서 종래 엄격심사와 자의 지심사의 두가

지 기 을 용해 왔는바, 이 사건에서 문제되고 있는 법정형의 종류와 범

의 선택은 기본 으로 범 하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는 역이라

29) 이 사건 법률조항이 존속하고 있는 동안에도 신종 마약류의 확산, 조직범죄집단

의 개입, 마약류공 선의 다양화 등의 요인으로 우리나라 마약류범죄계수(인구 10

만명당 발된 마약류사범의 수)가 마약류확산의 비등 이라고 하는 20을 넘어섰

고, 계수가 20을 넘으면 처벌과 치료를 통한 마약류통제는 불가능해지는 것이 선

진국의 경험이라고 한다(한국형사정책연구원, 마약류 확산실태와 21세기 마약류

통제정책의 방향, 2001,125-134면).

30) 이상돈은 이러한 경우, 즉 “형법통제가 정 결과 보다는 부정 결과를 더

많이 래할 경우에는 그 법익은 형법이 보호할 법익으로 삼아서는 안된다”고 하

며, 법익보호의 격성이 없다고 하고 있다(이상돈, 형법의 근 성과 화이론, 홍

문사, 1994, 82-8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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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을 고려하면 이 사건 평등심사에서 와 같이 자의 지 원칙에 따른

심사를 하고 있는 것은 종래의 헌법재 소의 시와 부합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이에 반하여 재까지 향정사범이 아직 입법자가 법률조항에 반 할 만

큼 그 험수 가 상승하지 않았다거나, 향정류는 마약보다 그 험성이

약하므로 향정사범에 하여 가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이며 향정사범의 경

우도 그 비 이 커지며는 마약사범과 같이 가 해야 할 것이라고 하는 견

해도 있다.

그러나 형벌규정의 비교에 있어서 보다 과 한 형벌조항의 존재를 이유

로 보다 완화된 형벌을 가 하는 방법으로 그 불균형성을 시정하려는 것은

기본권 보장의 정신에 어 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오히려 구 향정신성의약품 리법이 단순범과 리범에 한 과벌을 달

리하는 내용으로 제정될 당시 특가법에는 이미 마약사범의 가 규정이 존

재하는 상태 으므로 입법자가 향정사범을 마약사범의 경우와 같은 방법으

로 가 하지 않은 것은 향정사범의 경우에 단순범을 리범과 같은 형으로

가 하지 않겠다는 자신의 의도를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고, 마약류법으

로 통합되는 과정에서도 마약사범과 같은 가 규정을 두지 않았다는 연

상의 이유에서 보면 단순 향정사범을 리범이나 상습범과 같은 형으로 가

할 필요성이 없었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결정에서 들고 있는 이유 이외에 와 같은 까지 고

려하면 이 부분에 한 헌법재 소의 단은 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6. 이 사건 결정의 의의

그동안 우리 형벌법규는 어떤 특정범죄행 가 사회에서 논란을 불러일

으킬 때마다 가 처벌하는 규정을 만들어 형사기본법을 공동화시킬 정도로

법체계상의 혼란을 가져오거나 법규범의 실효성을 하시키는 등의 문제

이 없지 않아 이에 한 비 의 목소리도 지 않았는 바, 이 사건 결정은

가 특별형법의 양산에 하여 헌법 한계를 명확히 하여 보다 신 한

입법을 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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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 사건 결정은 종 의 91헌바11결정의 문제 을 인식하고 이를

변경한 것인바, 종 결정과 이 사건 결정의 상은 특가법에서 가 하는

상이 마약법과 마약류법으로 그 형식이 달라진 이 있으나, 이를 동일

한 법률문제로 보고 종 의 결정과 이 사건결정에서 그 결정을 지탱하는

주된 이유 부분을 달리하는 것으로 본다고 할 수 있는바, 이러한 단은

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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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일본의 마약취체법상의 형벌(선택형인 벌 생략)31)

상약물 범죄형태 형벌

디아세틸 모르핀(헤로인),그 염류 는

그 어느 것을 함유하는 마약
기타의 마약과 마약원료물질

수입, 수출, 제조

제제, 양도, 양수,

교부, 시용(施用),

소지, 폐기,

수시용(受施用)

수입, 수출, 제조,

재배

제제, 양도, 양수,

시용, 시용을 한

교부, 소지, 수시용

리범 단순범 리범 단순범 리범 단순범 리범 단순범

무기

는

3년

이상의

징역

1년

이상의

징역

1년

이상의

유기징역

10년

이하의

징역

1년

이상의

유기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1년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7년

이하의

징역

<별표 2> 일본의 아편법상의 형벌32)

상약물 범죄형태 형벌

아편 앵속의 재배, 채취, 수입, 수출 아편 앵속의 양도, 양수, 소지, 흡식

리범 단순범 리범 단순범

1년이상의

유기징역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1년 이상 10년이하의

징역
7년 이하의 징역

31) 이은모, 앞 , 115면

32) 이은모, , 1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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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일본의 각성제취체법상의 형벌 (선택형인 벌 생략)

상약물범죄형태 형벌

각성제 각성제원료

수입, 수출, 제조
양도, 양수, 소지,

사용
수입, 수출, 제조

양도, 양수, 소지,

사용

리범 단순범 리범 단순범 리범 단순범 리범 단순범

무기

는

3년이상

의징역

1년이상의

유기징역

1년이상의

유기징역

10년이하

의징역

1년이상의

유기징역

10년이하

의징역

10년이하

의징역

7년이하의

징역

비
자 등제

공
양도양수의주선 비

자 등제

공
양도양수의주선

5년이하

의징역

5년이하의

징역
3년이하의징역

5년이하의

징역

5년이하의

징역
3녀이하의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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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제242조 제1항 등 헌확인

- 구속기간연장 허용 미결수용자 면회횟수 제한 -

(헌재 2003. 11. 27. 2002헌마193, 례집 15-2하, 311)

성 기 용＊1)

【 시사항】

1. 군사법경찰 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허용하는 군사법원법 제242조 제1

항 제239조 부분이 과잉 지의 원칙에 배되는지 여부를 심사함에 있

어서의 심사기

2. 군사법경찰 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허용해야 할 사정이 인정되는지

여부

3. 법률규정이 과잉 지의 원칙을 반하여 신체의 자유 신속한

재 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

4. 미결수용자의 견교통권이 헌법상의 기본권인지 여부

5. 군행형법시행령 제43조 제2항 본문 단 부분에 의한 기본권제한

이 헌법 제37조 제2항의 법률유보규정에 반되는지 여부

6. 시행령규정이 과잉 지의 원칙을 반하여 견교통권을 침해하는

지 여부

7. 시행령규정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심 상】

이 사건 심 상은 군사법원법(1994. 1. 5. 법률 제4704호로 개정된 것)

제242조 제1항 제239조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규정’이라 한다) 군

＊ 헌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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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형법시행령(1999. 10. 30. 통령령 제16587호로 문개정된 것) 제43조

제2항 본문 단 부분(이하 ‘이 사건 시행령규정’이라 한다)이 헌법에

반되는지 여부이고 그 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군사법원법 제242조(구속기간의 연장) ① 보통군사법원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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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③ 생략

군행형법시행령 제43조(면회의 횟수) ① 생략

② 미결수용자의 면회횟수는 매주 2회로 하되, 참모총장은 미결수용자의

견교통권을 보장하기 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횟수를 증가시킬 수 있

다. 다만, 변호인과의 면회는 그 횟수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사건의 개요】

1. 심 청구에 이르게 된 경

가. 청구인 조주형은 공군 령으로 2001. 12. 22.부터 공군본부 항공사업

단 고등훈련기 사업처장으로 재직 차기 투기(F-X) 사업(이하 ‘F-X 사

업’이라 한다) 시험평가단 부단장으로 편성되어 투기 기종에 한 시험평

가 결과보고서 작성을 총 하는 직 에 근무한 바 있고, 청구인 문옥면

은 조주형의 처이다.

나. 청구인 조주형은 2002. 3. 9. F-X 사업과 련된 군사기 을 설하

고 뇌물을 수수한 의로 구속되었고 2002. 3. 18. 군사법경찰 의 구속기

간의 연장을 허용하고 있는 군사법원법 제242조 제1항 제239조 부분에

따라 구속기간이 10일 연장되었다. 한편, 청구인 문옥면은 조주형을 면

회함에 있어 미결수용자의 면회횟수를 매주 2회로 하고 있는 군행형법시행

령 제43조 제2항 본문 단 부분에 의하여 면회횟수의 제한을 받게 되

었다.

다. 이에 청구인들은 군사법원법 규정이 평등권과 신속한 재 을 받

을 권리 등을 침해하는 것이고 군행형법시행령 규정이 평등권과 행복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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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02. 3.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

을 청구하 다.

라. 한편, 청구인들은 규정들의 효력을 본안사건의 결정 선고시까

지 임시로 정지할 것을 구하는 가처분을 2002. 3. 22. 헌법재 소에 신청하

고(2002헌사129) 헌법재 소는 2002. 4. 25. 가처분신청 군행형

법시행령 규정 부분에 하여는 본안사건의 종국결정 선고시까지 그 규

정의 효력을 정지하는 인용결정을 하 고 군사법원법 규정 부분에 하

여는 기각결정을 한 바 있다.

2. 청구인들의 주장과 계기 의 의견

가. 청구인들의 주장

(1)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구속기간 연장의 경우 검사의 신청에 의한 구

속기간의 연장만을 허용하고 사법경찰 의 신청에 의한 구속기간의 연장은

허용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법률규정이 군사법경찰 의

신청에 의한 구속기간의 연장을 허용하고 있는 것은 합리 인 이유 없이

청구인 조주형을 군인신분의 피의자라는 이유로 차별하여 그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그의 미결구 상태를 장기간 지속시켜 그의 신속한 재 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나아가 그의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

이다.

(2) 행형법시행령에 의하면 미결수용자의 견횟수를 매일 1회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시행령규정이 미결수용자의 면회 횟수를 매주

2회로 제한하는 것은 합리 인 이유 없이 청구인 조주형이 군인신분의 미

결수용자라는 이유로 청구인들을 차별하는 것으로서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나아가 청구인들의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을 침해

하는 것이다.

나. 국방부장 의 의견

(1) 이 사건 법률규정에 하여

(가) 군 련 사건의 경우 피의자나 참고인이 수사기 으로부터 원거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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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격되어 있어 이동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수사

상 민간인인 참고인 등의 진술이 필요한 경우에도 이들이 군수사기 의 소

환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그러한 경우에는 수사 이 직 다른 지역

의 민간인을 찾아가서 필요한 조사를 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구속 후 10일

이내에 사건을 송치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나) 군수사기 의 수사권이 미치는 주된 범죄인 군형법상의 범죄들은

남북분단 군사 립상태의 지속이라는 국가 상황 등에 비추어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범죄들로서 조직 ․지능 으로 이루어질 경우 단기간의

수사로는 배후 계의 규명이나 증거포착이 어려워 충분한 수사기간을 보장

해 주어야 하고, 그 밖의 범죄들도 군의 생명과 같은 군기의 유지 투

력의 보 ․발휘와 한 련이 있어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하여 충분한 수사기간의 보장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이 사건 법률규정이

군인신분의 피의자들을 자의 으로 차별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다) 군사법원법 제132조는 군사법원의 피고인에 한 구속기간의 제한

을 규정하고 있는바, 그 기간에는 수사기 에서의 구속기간도 포함되는 것

이고, 실제로 군사법원이 재 기일을 지정할 때에는 구속기간의 장단을 고

려하고 있으므로, 군사법원의 재 을 받는 피의자가 일반법원의 재 을 받

는 피의자에 비해 수사기 에서의 구속기간이 최장 10일 더 구속되어 조사

를 받더라도 신속한 재 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는 것은 아니다.

(라) 이 사건 법률규정은 군사법경찰 이 임의로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보통군사법원군 사가 군사법경찰 의 신청에 의하

여 해당범죄의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

하여 구속기간의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는 것이므로, 이유가 없다고 인정

한 때에는 그 신청을 기각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군사법원법 제242조 제3

항에 의하면 구속기간의 연장신청에는 할 부 장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

고 있다.

(2) 이 사건 시행령규정에 하여

(가) 이 사건 시행령규정이 행형법에 비하여 미결수용자의 면회횟수를

제한한 것은 미결수용자가 외부인과 잦은 면회를 하게 되면 증거를 인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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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국가안보와 련된 요한 군사기 을 설할 우려가 있고, 미결수용

자의 부분이 육군교도소가 아닌 하부 미결수용실에 수용되어 있는

실(2002. 4. 재 미결수 435명 381명이 하부 미결수용실에 수용)

에서 외부인의 잦은 부 출입으로 인하여 부 의 보안․경계상의 문제 이

발생할 수 있다는 등을 고려한 것이다. 이는 국가안보의 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군부 의 유지․운 공정한 형벌권의 실 이라는 공익

과 미결수용자의 기본권 사이의 비교형량에 의한 것으로서, 합리 인 근거

없는 자의 인 차별이라고는 볼 수 없다.

(나) 군행형법시행령 제43조 제2항 단서는 “변호인과의 면회는 그 횟수

를 제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변호인과의 견교통권에 하

여는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미결수용자의 방어권은 최 한

보장되고 있다.

(다) 군행형법시행령 제43조 제2항 본문 후단은 “참모총장은 미결수용자

의 견교통권을 보장하기 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횟수를 증가시킬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시행령 제44조는 소장(수사 인 미결수용

자에 하여는 검찰 )은 수용자의 교화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는 이 사건 시행령규정에 불구하고 수용자의 면회횟수를 증가시켜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시행령규정이 미결수용자의 면회횟수

를 매주 2회로 제한하 다 하더라도 면회횟수를 필요에 따라 증가시킬수

있는 제도 보완장치를 규정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

다고는 볼 수 없다.

【결정요지】

1. 군사법원법 제239조가 규정하고 있는 군사법경찰 의 10일간의 구속

기간은 그 허용 자체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서 생되는 불구속수사

원칙에 한 외이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규정은 경찰단계에서는 구속기간의 연장을 허용하

지 아니하는 형사소송법의 규정과는 달리 군사법경찰 의 구속기간의 연장

을 허용하여 외에 하여 다시 특례를 설정함으로써 기본권 에서도 가

장 기본 인 것인 신체의 자유에 한 제한을 가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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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규정이 과잉 지의 원칙에 배되는지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는 그

제한되는 기본권의 요성이나 기본권제한 방식의 첩 ․가 성격에

비추어 엄격한 기 에 의할 것이 요구된다.

2. 군사법경찰 이 피의자에 한 구속 장을 신청하는 단계에서는 범죄

의 객 의를 인정할 수 있는 소명자료가 수집되어 있어야 하므로, 피

의자를 구속할 즈음에는 이미 범죄의 객 의에 한 수사가 부분

완료된 상태라고 보아야 하고, 군사법경찰 이 구속피의자를 검찰 에게

인치한 후에도 증거수집을 한 조사를 계속하여 수집된 증거를 추송할 수

있는 등은 일반 사법경찰 의 경우와 다를 것이 없으며, 그밖에도 수사

상의 특별한 필요성을 이유로 군사법경찰 의 구속기간을 일반 사건에 비

하여 특히 장기간으로 하여야 할 사정은 이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반면,

군사법경찰 에 의한 수사의 경우에는 군 사회의 특성상 방어권의 행사가

축되기 쉽고, 군검찰 의 군사법경찰 에 한 지휘감독이나 견제가 미

흡한 실에 비추어 장기간의 구속이 허용될 경우의 폐단은 일반 사건에

비하여 오히려 크다고 할 수 있다.

3. 군사법원법의 용 상 에 특히 수사를 하여 구속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가 있음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법률규정과 같이 군

사법원법의 용 상이 되는 모든 범죄에 하여 수사기 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허용하는 것은 그 과도한 범성으로 인하여 과잉 지의 원칙에 어

난다고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사건과 같이 수사

를 하여 구속기간의 연장이 정당화될 정도의 요사건이라면 더 높은 법

률 소양이 제도 으로 보장된 군검찰 이 이를 수사하고 필요한 경우 그

구속기간의 연장을 허용하는 것이 더 하기 때문에, 군사법경찰 의 구

속기간을 연장까지 하면서 이러한 목 을 달성하려는 것은 부 한 방식

에 의한 과도한 기본권의 제한으로서, 과잉 지의 원칙에 반하여 신체의

자유 신속한 재 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4. 구속된 피의자 는 피고인이 갖는 변호인 아닌 자와의 견교통권은

가족 등 타인과 교류하는 인간으로서의 기본 인 생활 계가 인신의 구속

으로 인하여 완 히 단 되어 멸에 이르는 것을 방지하고, 한 피의자

는 피고인의 방어를 비하기 해서도 반드시 보장되지 않으면 안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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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으로서의 기본 인 권리에 해당하므로 이는 성질상 헌법상의 기본권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미결수용자의 견교통권은 헌법재 소가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

포함되는 기본권의 하나로 인정하고 있는 일반 행동자유권으로부터 나온

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무죄추정의 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27조 제4항도

그 보장의 한 근거가 될 것이다.

5.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면 기본권은 원칙 으로 법률로써만 이를

제한할 수 있다고 할 것이지만, 헌법 제75조에 의하여 법률의 임이 있고

그 임이 구체 으로 범 를 정하여 하는 것이라면 통령령에 의한 기본

권의 제한도 가능하다.

그런데 군행형법 제15조는 제2항에서 수용자의 면회는 교화 는 처우

상 특히 부 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면회의 횟수를 제한하지 않는 자유로운 면회를 제로 하면서,

제6항에서 “면회에의 참여……에 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령령으로 정한

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면회에의 참여에 한 사항만을 통령령으로 정하

도록 임하고 있고 면회의 횟수에 하여는 임한 바가 없다. 따라

서 이 사건 시행령규정이 미결수용자의 면회횟수를 매주 2회로 제한하고

있는 것은 법률의 임 없이 견교통권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37

조 제2항 제75조에 반된다.

6. 이 사건 시행령규정은, 행형법시행령이 미결수용자의 견횟수를 매일

1회로 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미결수용자의 면회횟수를 매주 2회로 제한

하고 있는바, 수용기 은 면회에 교도 을 참여시켜 감시를 철 히 한다거

나, 필요한 경우에는 면회를 일시 불허하는 것과 같이 청구인들의 기본권

을 보다 게 침해하면서도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의 방지 수용시설 내

의 질서유지’라는 입법목 을 달성할 수 있는 같이 효과 인 다른 방법

이 존재하므로, 이것은 기본권제한이 헌법상 정당화되기 하여 필요한 피

해의 최소성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시행령규정은 청

구인들의 견교통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헌 인 규정이다.

7. 이 사건 시행령규정은 와 같은 입법목 의 에서 볼 때 동일한

처지에 있다고 할 수 있는 미결수용자 군행형법의 용을 받는 자의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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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횟수를 행형법의 용을 받는 자에 비하여 감축하고 있는바, 자의 경

우라고 하여 후자의 경우에 비하여, 특히 도주나 증거인멸을 막아야 할

필요성이 크다거나 그 수용시설 내의 질서유지가 더욱 실히 요청된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양자를 달리 취 함에 있어서 객 으로 납득할

만한 합리 이유를 찾아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시행령규정은 군행

형법시행령의 용을 받는 미결수용자를 행형법시행령의 용을 받는 미

결수용자에 비하여 자의 으로 다르게 취 하는 것으로서 평등권을 침해

하는 것이다.

【해설】

1. 이 사건 법률규정에 하여

가. 헌법상 신체의 자유의 보장과 구속의 제한

우리 헌법은 제12조 1항 1문에서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라고 하여 신체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다. 인간의 삶에서 신체의 안 이 보

장되지 아니한 상황에서는 어떠한 자유와 권리도 무의미해질 수 있기 때문

에, 신체의 자유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구 하기 한 가장 기본 인 최

소한의 자유로서 모든 기본권 보장의 제가 된다.

우리 헌법은 신체의 자유를 철 히 보장하기 하여 매우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는바, 그러한 규정의 하나로서 헌법 제27조 제4항은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라고 규정하여 무죄추

정의 원칙 내지 피고인의 무죄추정권을 명시하고 있다.1) 헌법은 피고인만

을 무죄추정권의 주체로 명시하고 있으나, 피고인보다 차의 단계에 있

는 피의자에 하여 무죄추정권이 인정되는 것은 당연하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증거법에 국한된 원칙이 아니라 수사 차에서 공

차에 이르기까지 형사 차의 과정을 지배하는 지도원리로서, 인신의

구속 자체를 제한하는 원리로 작용한다.

피의자에 한 수사와 피고인에 한 재 이 원칙 으로 불구속으로 행

하여져야 한다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의 당연한 내용으로서, 무죄의 추정

1) 형사소송법 제275조의 2도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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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받는 피의자나 피고인에 하여 유죄 결이 확정되기 에 자유형과 같

은 효과를 가지는 강제처분을 과하는 것은 원칙 으로 허용될 수 없는 것

이다.

신체의 자유를 최 한으로 보장하려는 헌법정신, 특히 무죄추정의 원칙

으로 인하여 불구속수사․불구속재 을 원칙으로 하고, 구속은 외 으로

구속 이외의 방법에 의하여는 범죄에 한 효과 인 투쟁이 불가능하여 형

사소송의 목 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최후의 수단으

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구속수사 는 구속재 이 허용될 경우라도 그 구

속기간은 가능한 한 최소한에 그쳐야 하는 것이다.

특히 수사기 에 의한 신체구속은 신체 ․정신 고통 외에도 자백강

요, 사술(詐術), 유도(誘 ), 고문 등의 사 방을 하여서도 최소한에 그

쳐야 할 뿐더러, 구속기간의 제한은 수사를 진시켜 신속한 공소제기

그에 따른 신속한 재 을 가능 한다는 에서 헌법 제27조 제3항에서 보

장된 신속한 재 을 받을 권리의 실 을 하여서도 불가결한 조건이다(헌

재 1992. 4. 14. 90헌마82, 례집 4, 194, 206 참조).

나. 행법상 수사기 의 구속기간 그 연장

(1) 형사소송법상 구속기간 그 연장

사법경찰 이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하고(제202조),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때

는 사법경찰 으로부터 피의자의 인치를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소

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제203조).

지방법원 사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10일을 과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제203조의 구속

기간의 연장을 1차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제205조 제1항).

구속기간의 연장은 검사의 구속기간에 한해서 허용되고 사법경찰 의

구속기간에 해서는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사법경찰 의 구속기간은 10일

에 한정되며 검사의 구속기간은 원칙 으로 10일이지만 최 한 20일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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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보안법상 구속기간의 연장

국가보안법 제19조는 지방법원 사는 국가보안법 제3조 내지 제10조2)의

죄에 하여 사법경찰 의 구속기간은 1차에 한하여, 검사의 구속기간은 2

차에 한하여 각 10일 이내의 기간 동안 구속기간의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국가보안법 제3조 내지 제10조 반으로 구속된 피의자의 수사기

에 의한 구속기간은 사법경찰 에 의하여 최 한 20일까지, 검사에 의하

여 최 한 30일까지 가능하다.

(3) 군사법원법상 구속기간 그 연장

군사법원법 제239조는 “군사법경찰 이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10일 이

내에 피의자를 검찰 에게 인치하지 아니하는 한 석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40조는 “검찰 이 피의자를 구속한 때 는 군사법경찰

으로부터 피의자의 인치를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아

니하는 한 석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형사소송법 제202

조 제203조에 상응하는 동일한 내용의 규정이다.

한편, 제242조 제1항은 “보통군사법원군 사는 검찰 는 군사법경찰

의 신청에 의하여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10일을 과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제239조 는 제240조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각각 1차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항

제240조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205조 제1항에 상응하는 동일한 내용의

규정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법률규정(제242조 제1항 제239조 부분)은, 구속기간

의 연장을 검사의 구속기간에 한해서 허용하고 사법경찰 의 구속기간에

해서는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형사소송법의 규정과는 달리, 군사법경

찰 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허용하고 있다.

결국 군사법원법의 용을 받는 피의자의 수사기 에 의한 구속기간은

2) 국가보안법 제3조 내지 제10조의 내용을 보면, 제3조(반국가단체의 구성 등), 제4

조(목 수행), 제5조(자진 지원․ 품수수), 제6조(잠입․탈출), 제7조(찬양․고무

등), 제8조(회합․통신 등), 제9조(편의제공), 제10조(불고지)의 각 죄로 이루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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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경찰 에 의하여 최 한 20일까지, 검사에 의하여 최 한 20일까지

가능하다.

다. 헌법재 소의 결정례

헌법재 소는 국가보안법상 구속기간의 연장에 하여 4차례의 결정을

한바 있다.

우선 헌법재 소는 1992. 4. 14. 90헌마82 결정에서, 국가보안법 제19조

동법 제3조(반국가단체의 구성 등), 제4조(목 수행), 제5조(자진 지원․

품수수), 제6조(잠입․탈출), 제8조(회합․통신 등), 제9조(편의제공)의 각

죄에 한 구속기간연장 부분은 합헌이라는 취지로 시하면서, 국가보안

법 제19조 동법 제7조(찬양․고무), 제10조(불고지)의 죄에 한 구속기

간연장 부분은 헌이라고 시하 다.

한 헌법재 소는 1997. 6. 26. 96헌가8등 결정에서, 국가보안법 제19조

동법 제3조, 제5조, 제8조, 제9조의 죄에 한 구속기간연장 부분은 합

헌이라고 시하 다.

다시 헌법재 소는 1997. 8. 21. 96헌마48 결정 1999. 10. 21. 98헌마

362 결정에서, 국가보안법 제19조 동법 제8조의 죄에 한 구속기간연

장 부분은 합헌이라고 거듭 시하 다.

라. 외국의 입법례 국제인권규약

(1) 외국의 입법례

(가) 일본

일본 형사소송법은 逮捕前置主義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피의자를 勾留

(구속)하기 하여는 반드시 체포 차가 선행되어야 한다.

사법경찰원이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체포된 피의자를 인수받은 경우에는

피의자를 유치할 필요가 없다고 단한 때에는 즉시 석방하고, 유치할 필

요가 있다고 단한 때에는 피의자의 신체구속시부터 48시간 이내에 피의

자를 검찰 에게 송치하여야 하며(제203조 제1항), 검찰 이 송치된 피의자

를 인수한 경우 피의자를 유치할 필요가 없다고 단한 때에는 즉시 석방

하고, 유치할 필요가 있다고 단한 때에는 인수시로부터 24시간 이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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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에게 구류청구를 하거나 공소를 제기하여야 한다(제205조 제1항, 제

3항).

검찰 이 스스로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체포된 피의자를 인수받은 경우

(제203조에 의하여 송치된 피의자는 제외)에는 피의자를 유치할 필요가 없

다고 단한 때에는 즉시 석방하고, 유치할 필요가 있다고 단한 때에는

피의자의 신체구속시부터 48시간 이내에 재 에게 구류청구를 하거나 공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제204조 제1항).

피의자의 구류기간은 勾留請求日로부터 10일이다. 즉 검찰 은 구류를

청구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한지 아니한 때에는 피의자를 석

방하여야 한다(제208조 제1항).

재 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검찰 의 청구에

의하여 구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기간연장은 통산 10일을 넘을 수 없

다(제208조 제2항).

한편, 형법상 內亂에 한 죄, 外患에 한 죄, 國交에 한 죄 騷亂

의 죄에 해당하는 사건에 하여는 다시 구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그

기간연장은 통산 5일을 넘을 수 없다(제208조의 2).

(나) 독일3)

독일 형사소송법은 우리의 형사소송법보다 구속의 사유를 훨씬 엄격하

게 규정하고 있고(제112조～제113조),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

시 장담당법 (Ermittlungsrichter)4)의 심문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115조), 우리와는 달리 법에 정한 사유가 있거나 인 는 물 담보를

제공하면 구속의 집행을 유 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제116조).5)

구속 장은 검사의 청구 는 직권에 의하여 법 이 발부하고, 구속 장

3) 새로운 인신구속제도 연구, 법원행정처, 1996, 455-456쪽, 469-474쪽, 480쪽; 구속

제도정비방안연구, 검찰청 검찰21세기연구기획단, 1995, 92쪽, 179쪽; 각국의 구

속제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1, 122-123쪽 등 참조

4) 독일의 각 법원은 장담당법 을 지정하여 그들로 하여 장 강제처분 등

을 담하게 하고 일반 민․형사재 을 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장업무의 문성

과 구속기 의 일 성을 기하고 있다.

5) 독일에서는 실무상 형사소송법의 규정 그 정신을 엄격하게 용함으로써 불구

속 수사 재 의 원칙을 지키려고 하고 있는데, 독일 연방통계청이 발간한 1993

년도 통계자료에 의하면 체 피의자 944,483명 구속 장에 의하여 구속된 피

의자 수는 37,050명에 불과하여 구속율이 3.92%에 불과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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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집행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경찰이 행한다. 구속 장에 의하여 체포

된 피의자는 지체없이 구속 장을 발부한 담당법 에게 인치되어야 하며,

담당법 은 지체없이(늦어도 다음날까지) 의사실에 하여 피의자를 심

문하여야 한다(제115조 제1항, 제2항). 법 은 인치된 피의자를 심문한 다

음 구속 장의 효력을 그 로 유지할 것인지, 취소할 것인지, 는 장의

집행을 유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6) 구속 장의 효력을 그 로

유지한다는 결정을 하면 이에 따라 피의자에 한 구속 장을 집행한다.

이와 같이 독일의 경우도 사법경찰 은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 지체없이

법 에게 인치하여야 하고, 사법경찰 에 의한 장기간 구 은 인정되지 아

니한다.

(다) 미국7)

미국의 인신구속제도는 체포(arrest)와 공 의 석방(보석, bail)이라는

두 가지 차로 별되어지며, 실제에 있어 범 한 불구속수사 재

이 행하여지고 있다. 미국에서는 매일 많은 사람들이 비교 경미한 범죄

의 의로 체포되고 있으나, 이는 이들을 반드시 구 할 필요가 있다고

단해서가 아니며, 체포가 형사사건을 개시하는 통 인 방법이기 때문이

다(逮捕前置主義의 채택). 이 단계에 있어서는 보통법의 통에 의하여

장에 의한 체포는 오히려 외에 속하고 장없는 체포가 리 인정된다.8)

체포 장에 의하여 체포된 피의자나 체포 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체포

된 피의자를 불문하고 체포된 피의자는 불필요한 지체없이(without

unnecessary delay)9) 치안 사(Magistrate Judge) 앞에 인치하여야 한다

6) 행범인의 체포나 긴 체포와 같이 법 의 장 없이 체포된 피의자는 체포된

다음날까지 할구역내의 장담당법 에게 인치되어야 하고, 법 은 피의자에

한 심문을 마친 다음 구속 장의 발부 는 석방을 결정하게 된다(제128조).

7) 이재석, “미국의 체포․구속제도”, 구법학 제2호(2000. 2.), 구 학교 법과 학,

61-62쪽; 새로운 인신구속제도 연구, 429-430쪽; 각국의 구속제도, 59-60쪽

등 참조

8) 이것은 체포행 와 체포의 요건인 ‘상당한 이유’의 존부에 한 사법 심사 사이

의 시간 연계성이 지체없이 이루어지고 있고, 죄의 경우의 치안유지의 필요

성, 의의 명백성 보석의 이용용이성 등 그 합리성이 담보되기 때문에 굳이

체포의 요건을 엄격하게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9) 이 경우 부분의 주에서는 24시간을 한계로 설정하고 있으며, 주말의 경우에는

48시간까지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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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연방형사소송규칙 제5조 ⒜).10)

최 의 법정출석(the first or initial appearance before the Magistrate

Judge) 차에서 치안 사는 체포 후 계속 구 상태에 있는 피의자에 하

여 보석석방(Release)이냐 방구 (Detention)이냐를 결정한다.11)

(라) 국12) 랑스13)

국의 경우 체포된 피의자에 하여 경찰이 기소여부를 결정하기까지

구속할 수 있는 최 기간은 24시간(경찰자체에 의하여 12시간의 연장이 가

능하고, 치안 사에게 구속 장을 청구함으로써 구속기산 이후 총 96시

간을 과하지 않는 범 에서 연장이 가능)이며, 랑스의 경우 사법경찰

은 조사를 해 필요한 경우 피의자를 24시간 동안 보호유치할 수 있고,

24시간 연장이 가능하며, 마약사범이나 테러범죄의 경우에는 다시 추가로

48시간의 연장이 가능하다.

(2) 국제인권규약

1976년에 발효된 국제인권규약 B규약14) 제9조 제3항 前文은 “형사상의

10) ‘지체없이’의 의미는 가능한 한 빨리 치안 사에 의한 최 의 법정출석 차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미로서, 최소한 체포된 날 는 그 다음날에 치안 사 앞에

피의자를 인치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고, 연방헌법 수정 제5조와 제6조

에 한 례에 의하면, 체포된 때로부터 48시간이 과하여 이루어진 최 의 법

정출석 차는 헌법에 반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11) 이 단계에서 경죄(Misdemeanor)를 범한 피의자는 90% 이상, 그리고 죄

(Felony)를 범한 피의자는 70% 정도 보석으로 석방된다고 한다.

12) 각국의 구속제도, 84-86쪽, 89-90쪽, 97쪽 등 참조.

13) 하만석, “ 랑스 수사기 과 강제수사권”, 각국의 구속제도에 한 연구, 법무연

수원, 1998, 220-221쪽, 251-254쪽 참조.

14) 국제인권규약은 1966. 12. 16. 제21차 국제연합(UN) 총회에서 인권의 국제 보

장을 하여 채택된 조약으로서, 1976. 1. 3. 발효된 경제 ․사회 ․문화 권리

에 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A규약)과 1976. 3. 2. 발효된 시민 ․정치 권리에 한 국제규약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B규약) B규약에 한

선택의정서(Optional Protocol to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로 구성되어 있고, 우리나라는 1990. 4. 10. 약에 모두 가입

하 다.

세계인권선언이 개인과 국가가 달성해야 할 공통의 기 으로서 채택되어 도의

인 구속력은 지녔으나 법 구속력이 없었던 것에 반해, 국제인권규약은 조약으

로서, 체약국을 법 으로 구속하는 것이 특징이다.

B규약은 이른바 자유권 기본권의 존재를 제로 하여, 체약국이 이를 존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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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로 체포 는 구 된 자는 법 이나 사법권을 행사하도록 법률로 정해

진 다른 사법당국의 면 에 신속하게 인치되어야 하고 당한 기간 내에

재 을 받거나 석방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의

인치는 법 으로 하여 체포나 구 의 법성을 단하도록 한다는 의미

뿐 아니라 신병구속에 한 권한을 경찰로부터 이 시킨다는 의미를 가지

고 있는 것이다.

이 은 이미 1959년 뉴델리에서 개최된 국제법률가회의 제3분과의 결

의와 1979년에 함부르크에서 개최된 제12회 국제형법학회 제3분과(형사

차에서의 인권의 보호)에서 분명히 나타나 있다.

델리선언 Ⅲ(체포와 소추)의 제5항은 “……사법당국의 면 에 인치된 후

에는 어떠한 구 도 경찰의 손에 넘겨져서는 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함부르크 결의 제7조 e항도 “체포되거나 구 된 자는 모두 법 이나 법

의 기능을 행사하도록 법률이 정한 공무원에게 즉시 인치되어 자신의 피의

사실에 해 고지를 받아야 한다. 그러한 사법당국에 인치된 후에는 체포

한 당국의 구 하에 되돌아가지 않고 정식 구 당국의 구 하에 머물러

야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이 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통상의 구속은 물론이고 행범체포나 긴 구속의 경우에도 구

속 장이 발부된 이후 경찰에서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은15) 이러한 국제결

의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16)

것을 의무화하 으며, 이것의 실시 확보를 하여 인권심사 원회와 그리고 필요

에 따라 특별조정 원회를 설치할 것과, 선택의정서 참가국에 해서는 개인이 인

권심사 원회에 직 청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

15) 외국에서도 경찰이 피의자를 체포하여 일정 기간 신병을 확보할 수 있지만 개

그 기간은 24시간 내지 48시간으로 그 기간 내에 피의자를 사에게 인치해야 하

고, 그 이후에는 바로 통상의 구 시설인 구치소 등에 수용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경찰단계에서 10일 동안 경찰구 하에 있게 되고,

검차로 송치된 이후에도 할지역에 교정시설이 없으면 기소 에 최장 20일 그리

고 심지어는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도 재 이 확정될 때까지 용감방에서 재 을

받게 되어 경찰서내의 구 이 수개월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도 지 않은 것

이 실이다.

16) 신양균, 미결수용자의 처우에 한 연구, 형사정책연구원, 1994, 133-134쪽



688 헌법재 소결정해설집 2003

마. 이 사건 법률규정의 헌 여부

(1) 문제의 소재

이 사건 법률규정은 군사법원법의 용을 받는 피의자에 하여 구속기

간의 한도를 넓 서 보통군사법원군 사로 하여 군사법경찰 에 하여

10일간의 구속기간을 1차 연장허가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군사법원법의

용을 받는 피의자는 경찰단계에서 최 한 20일을 구속당할 수 있게 되어

경찰단계에서 10일 이내의 범 에서만 구속되는 다른 범죄피의자에 비하여

그만큼 신체의 자유, 그 보장원리로서의 무죄추정의 원칙과 신속한 재 을

받을 권리를 더 많이 제한당하게 되었다.

그런데 형사소송법이 정하고 있는 사법경찰 의 피의자에 한 구속기

간 10일에 하여도 이는 이론 ․실제 견지에서 지나치게 장기간이므로

단축되어야 마땅하다는 논의가 있어왔다. 이러한 마당에 나아가 군사법경

찰단계에서의 구속기간을 다시 최 10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규정이 과연 신체의 자유를 최 한으로 보장하려는 헌법이념

에 합당한 것인지 문제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이하에서는 먼 형사소송법상 사법경찰 에게 허용되는 10일

간의 구속기간이 과연 정당한 것인지에 하여 살펴보고, 이어서 군사법제

도(軍司法制度)의 특수성 행 군사법제도의 실정에 비추어 이 사건 법

률규정에 의한 군사법경찰 의 구속기간의 연장이 헌법상 허용될 수 있는

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2) 형사소송법상 사법경찰 의 구속기간의 정당성 여부

형사소송법이 사법경찰 의 피의자에 한 구속기간을 10일간17)으로 규

17) 1954. 2. 15. 개최된 제18회 국회정기회의의 형사소송법안 제1독회에서 김병로

법원장은 법 편찬 원장의 자격으로서 구속기간 문제에 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로 설명하고 있다.

「경찰에 있어서는 48시간 정도쯤 주어도 좋지 않으냐 이러한 것이 외국법 에

도 많이 나와 있는 것이고 그것이 혹 원칙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에 있

어서는 경찰 수사기 의 기능문제도 고려해야 됩니다. 만일 수사기 의 기능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시간의 단축만 제일인 것으로 알면 인권옹호문제에는 좋은

향을 미친다고 하겠지만 참으로 국가보 자체에 있어서 범죄수사를 해서 진실

한 사실을 발견하려는 목 을 달성하지 못하는 결과가 되기 쉽다. 그 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같이 아직 과학 수사기능이 충분히 발달하지 못한 처지에서는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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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고 있는 것은 지나치게 장기이므로, 입법론 으로 이를 제한해야 한다

는 주장이 거의 통설 견해이다.18)

사법경찰 의 구속기간은 체로 이를 5일 정도로 단축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는 것이 다수의 견해라고 할 수 있다.19)

그 근거로는 ① 사법경찰 이 피의자에 한 구속 장을 신청하는 단계

에서 이미 범죄의 객 의를 인정할 수 있는 소명자료가 수집되었으므

로(형사소송법 제201조 제1항, 제2항), 피의자를 구속할 당시 이미 범죄의

객 의에 한 수사가 부분 완료된 상태로 볼 수 있다는 , ② 사

법경찰 은 구속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한 후에도 증거수집을 한 조사를

계속하여 수집된 증거를 추송할 수 있다는 , ③ 피의자에 한 구속 장

이 발부된 후에 사법경찰 에 의한 구속기간이 장기화되면 重複訊問, 自白

强要 등 구속피의자에 한 법․부당한 처사가 자행될 험성이 있다는

, ④ 실제로 경찰단계에서 충분한 수사가 이루어진 후 구속 장이 신청

되는 것이 행이고, 장이 발부된 후 피의자는 일반 으로 경찰구속기간

인 10일의 범 내에서 경찰서보호실에 계속 유치되어 있는데, 그 기간동안

보강수사나 여죄에 한 수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부분의 사건

은 검찰송치를 한 의견서 작성 등에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 실인

20) 등이 들어지고 있다.21)

가 범죄수사를 함에 있어 무 인권옹호에만 치우쳐 등한히 하면 범죄수사의 목

은 수포로 돌아갈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을 참작해서 경찰에서 10일, 검

찰청에서 20일 합해서 30일을 보통 구속기간으로 하고 있습니다.」(형사소송법제

정자료집, 형사정책연구원, 1990).

18) 1995년 개정 형사소송법에서는 이러한 의견이 반 되지 못하고 종 과 마찬가지

로 사법경찰 의 구속기간이 10일로 유지되고 있으나, 체포 장에 의한 체포, 긴

체포, 행범체포의 경우의 체포기간 구인을 한 구속 장에 의한 구인기간

을 구속기간에 산입하도록 함으로써(형사소송법 제203조의 2), 임의동행이나 보호

실유치의 편법이 묵인되던 개정 형사실무와 비교하여 볼 때 사실상 2일 정도의

구속기간 단축을 가져오고 있다(신동운, 형사소송법Ⅰ, 법문사, 1996, 186쪽).

19) 백형구, “구속기간에 한 이론 ․실무 고찰”, 법률학의 제문제: 유기천박사

고희기념, 1988, 282쪽; 김희옥, “형사 차상의 구속기간”, 고시연구(1994. 7.), 28

쪽; 이재상, 강제수사 차의 개선방안, 형사정책연구원, 1991, 82쪽 등

특히, 구속제도정비방안연구, 검찰청 검찰21세기연구기획단, 1995(180쪽)에 의

하면, 구속기간 3일은 체포기간을 산입하는 경우 송치를 할 시간 여유가 없고,

7일은 기간단축의 효과를 반감시키므로, 체포기간을 구속기간에 산입하여 5일 정

도가 당하다고 한다.

20) 경찰구속기간의 실태를 악하기 하여 1993. 12. 6.부터 같은 달 15.까지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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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건 , 장기간의 경찰구 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심히 반하고, 구속기

간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우려될 뿐 아니라,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가 가입하고 있는 국제인권규약 B규약의 련규정의 취지에도 어

나는 것이며, 사법경찰 에 의한 피의자 구 기간이 10일이나 되는 외국

의 입법례를 찾아보기도 어렵다.

한 형사소송법 제정당시 입법이유로 거론된 과학수사기능의 미발달

문제도 그로부터 약 50년이 지난 시 에서는 상당부분 해소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여 히 장기간의 경찰구 을 정당화할 사유로 보기는 어

렵다.

그 다면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에 비하여 국민들의 인권의식이나 수사

기법의 향상 등 모든 여건이 완 히 달라진 시 에서 50년 의 입법내용

을 그 로 유지하여야 할 이유를 찾아보기란 매우 어렵고, 사법경찰 의

구속기간은 마땅히 단축되어야 할 것이다.

(3) 군사법제도의 특수성 행 군사법제도의 실정

(가) 군사법제도의 특수성

동안 청의 규모, 할지역 등을 고려하여 서울지검, 주지검, 진주지청, 충주지청

을 조사 상으로 선정하여 검찰에 송치된 사건에 하여 표본조사를 실시한 결과

를 보면 다음과 같다.

구속 장 집행 후 검찰에 송치되기까지의 기간에 한 통계를 보면, 5일 이내에

송치되는 사건은 체의 33%이며, 7일 이내에 송치되는 사건은 체의 75%인 것

으로 나타났다.

구속 장발부 후 송치되기까지의 기간 에 이루어진 추가조사에 한 통계를

보면, 추가조사 없이 송치된 사건이 74%이고, 추가조사 후 송치한 사건은 26%에

지나지 않으며, 추가조사된 사건 에서는 피의자조사가 47%, 참고인조사가

20%, 장검증이 6%, 기타가 27%로 나타나고 있다( 구속제도정비방안연구,

175-177쪽).

21) 그러나 이에 하여는 구속 장이 발부됨으로써 수사가 사실상 종료되는 경우가

상당수이지만 요강력사건에 있어 구속 후에도 장검증, 공범의 수사 등 경찰단

계에서 보완수사를 하여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와 같은 이유로 경찰의 구속기간 단축을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고, 요범죄에

한 검사의 구속기간을 연장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검사의 구속기간연장

필요성과 함께 요범죄에 하여 수사기 체의 구속기간이 어느 정도가 당

하며 그 에서 경찰의 구속기간을 어느 정도로 분배할 것인가 하는 에서

근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김기동, “수사기 의 구속기간에 한 고찰”, 법무연구

제25호, 법무연수원, 1998, 173-17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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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조직은 집단주의 사고를 강조하고 철 한 계 구조를 가진 집단

으로서, 쟁시나 평화시를 막론하고 군조직의 지휘와 투에서의 승리를

보장하는 데 장애가 되는 행 에 해서는 이를 범죄행 로 간주하여 엄벌

하는 엄격한 법체계를 가진 집단이라는 에서 민간조직과는 다른 특수성

을 가지고 있다.22)

군사법제도의 운 에 있어서 핵심 인 쟁 은 군의 특수성과 국민 체

에 걸친 평등한 법 보호의 사이의 비교형량의 문제이다.

지 까지는 군의 자율성과 특수성을 강조하는 논리에 지배된 나머지 군

사법제도상의 인권보장과 사법정의실 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상 으로

부족하 다고 볼 수 있다. 군사법제도의 특수성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고 하더라도 민주화의 진 과 함께 히 고양된 국민 일반과 군인들의

권리의식에 맞추어 이제는 그 특수성에 한 지나친 경도에서 탈피하여 군

사법제도에 있어서도 인권보장과 사법정의의 실 이라는 헌법 가치의 구

에 더욱 노력하여야 할 시 이 도래하 다.

(나) 군사법원법의 용 상

군형법은 한민국 군인 군인(準軍人)에 하여 용되는 것이 원

칙이고 다만, 특정한 범죄에 하여는 군인이 아닌 내외국인에게도 용된

다(군형법 제1조 제1항 내지 제4항). 군사법원은 군형법 제1조 제1항 내지

제4항에 규정된 자 국군부 의 간수하에 있는 포로가 범한 죄에 하여

재 권을 가진다(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 그밖에 군사법원은 계엄법에 의

한 재 권을 가지고, 군사기 보호법 제13조의 죄와 그 미수범에 하여

재 권을 가진다(군사법원법 제3조). 군사법원법은 군사법원에 재 권이 있

는 모든 형사사건에 용된다.

그런데 시나 계엄이 아닌 상황에서 단지 군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비군

사 범죄( 부분이 과실범, 폭력범임)에 해서까지 군사법원의 재 을 받

도록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며, 이를 재고해야 될 때가 되었다는 견해가

있다.23)

22) 권종필, 수사 차상 인권보장방안에 한 연구 -군사법원법상의 제도를 심으

로-, 경희 학교 행정 학원 석사학 논문, 1999, 93-94쪽 참조.

23) 한인섭, “군사법원에 의한 형사재 의 문제 과 개선방안”, (참여연 사법감시

센터가 2002. 11. 11. 참여연 2층 강당에서「군사법원에 의한 형사재 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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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군인의 범죄라도 평시의 일반사건에 해서는 민간법원이 재 을 담

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 검찰 과 군사법경찰 24)과의 계

형사소송법은 검사를 범죄수사의 주체로서 인정하면서 검사의 사법경찰

에 한 수사지휘권을 명문화하고 있고(제195조, 제196조 제1항) 나아가

검찰청법은 사법경찰 리에게 검사의 직무상 명령에 한 복종의무를 부과

한 다음 그 의무이행을 담보하기 하여 검사의 경정 이하의 사법경찰 리

에 한 체임요구권(替任要求權)을 규정하고 있다(제53조, 제54조).

이에 비하여 군사법원법 제228조 제1항은 “검찰 군사법경찰 은 범

죄의 의가 있다고 생각되는 때에는 범인․범죄사실 증거를 수사하여

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검찰 과 군사법경찰 모두에게 수사할 권한을

부여하면서도 양자의 계에 하여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다만, 동법 제45조에서 “군사법경찰 은 범죄를 수사함에 있어 직무상 상

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일반 으로 검찰 이 군

사법경찰 의 수사행 에 하여 직무상 상 으로서 명령할 수 있는 것으

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이 군사법원법은 검찰 의 군사법경찰 에 한 수사지휘권을

명백히 하지 않고 있고 군사법경찰 이 검찰 의 지시를 반하 을 경우

에 이를 제재할 체임요구권 등의 수단이 결여되어 있다. 이에 따라 군검찰

의 권한은 사실상 상당히 제한되고 있고 군사법경찰 에 한 검찰 의

견제장치 미비로 1차 수사기 인 군사법경찰 의 권한이 매우 강한 것이

실이라고 할 수 있다.

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의 발제문) 참조.

24) 군사법원법 제43조(군사법경찰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군사법경찰

으로서 범죄를 수사한다.

1. 헌병과의 장교․ 사 부사 과 법령에 의하여 범죄수사업무를 장하는 부

에 소속하는 군무원으로서 범죄수사업무에 종사하는 자

2. 법령에 의한 기무부 에 소속하는 장교․ 사 부사 군무원으로서 보안

업무에 종사하는 자

3. 국가정보원직원으로서 국가정보원장이 군사법경찰 으로 지명하는 자

4. 검찰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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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 사건 법률규정의 헌성

(가) 군사법원법 제239조가 규정하고 있는 군사법경찰 의 10일간의 구

속기간은 형사소송법 제202조에 상응하는 동일한 내용의 규정으로서, 이러

한 구속기간의 허용 자체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서 생되는 불구속

수사원칙에 한 외라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규정은 경찰단계에서는 구속기간의 연장을 허용하

지 아니하는 형사소송법의 규정과는 달리, 군사법경찰 의 구속기간의 연

장을 허용하는 규정으로서, 외에 하여 다시 특례를 설정함으로써 기본

권 에서도 가장 기본 인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는 신체의 자유에 한

제한을 가 하고 있는 규정이다.

그 다면 이 사건 법률규정이 과잉 지의 원칙(비례의 원칙)에 배되는

지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는 그 제한되는 기본권의 요성이나 기본권제

한 방식의 첩 ․가 성격에 비추어, 엄격한 기 에 의할 것이 요구

된다고 할 것이다.

(나) 형사소송법상 사법경찰 의 피의자에 한 구속기간을 10일간으로

하고 있는 것은 지나치게 장기이고 이를 약 5일 정도로 단축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는 에 하여는 앞에서 본바와 같고, 이하에서는 군사법원법상

군사법경찰 의 구속기간에 하여 이를 달리 볼 사정이 있는지 여부에

하여 본다.

첫째, 군사법원법 제238조 제1항, 제2항은 구속 장의 신청 청구에

하여 형사소송법 제201조 제1항, 제2항과 같은 취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군사법경찰 이 피의자에 한 구속 장을 신청하는 단계에서 이미 범죄의

객 의를 인정할 수 있는 소명자료가 수집되어야 하고, 피의자를 구

속할 당시 이미 범죄의 객 의에 한 수사가 부분 완료된 상태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에서는 다를 것이 없다.

둘째, 군사법경찰 은 구속피의자를 검찰 에게 인치한 후에도 증거수집

을 한 조사를 계속하여 수집된 증거를 추송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에서도 차이 을 발견할 수 없다.

셋째, 피의자에 한 구속 장이 발부된 후에 군사법경찰 에 의한 구속

기간이 장기화되면 복신문, 자백강요 등 구속피의자에 한 법․부당



694 헌법재 소결정해설집 2003

한 처사가 자행될 험성은 사법경찰 에 의한 경우보다 오히려 크다고 보

아야 할 것이다.

일반 수사의 경우에도 그러한 문제 이 종종 지 되지만, 군사법경찰

에 의한 수사의 경우에는 군 사회의 특성상 압 인 수사분 기가 지배

하여 방어권의 행사가 매우 축될 가능성이 많음을 부인할 수 없다. 더구

나 수사 이 피의자보다 계 이 높은 경우가 많아 이러한 경우 수사 이자

상 으로서 더욱 압 인 분 기를 조성할 가능성이 많다.

한 앞에서 본바와 같이, 검찰 의 군사법경찰 에 한 지휘감독이나

견제가 미흡하여 군사법경찰 의 권한이 지나치게 막강한 도 와 같은

험성을 부추기는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밖에도 수사의 필요성을 이유로 군사법경찰 의 구속기간을 일반 사

건에 비하여 특히 장기간으로 하여야 할 사정은 이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

다. 더구나 군인의 범죄라 하더라도 휴가 의 폭행, 도, 강도, 교통사고범

죄 등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한 후 헌병 로 이송된 경찰이첩사건과 같이

순정군사범(純正軍事犯)이 아닌 경우가 군인범죄의 부분을 차지하고 있

는 실정하에서 이러한 사건들에 하여 군사법경찰 에 의한 장기간의 구

속기간이 필요하지 아니함은 더욱 명백하다.

국방부장 이 제출한 의견서에 의하면 군수사기 의 수사권이 미치는

주된 범죄인 군형법상의 범죄들은 남북분단의 상황에서 국가안보와 직결되

는 범죄들로서 조직 ․지능 으로 이루어질 경우 단기간의 수사로는 배후

계의 규명이나 증거포착이 어려워 충분한 수사기간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가안 보장 내지 국가존립의 기 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형

법상의 내란죄․외환죄의 경우 는 어느 면에서는 이러한 범죄들보다 더

조직 이고 지능 이며 수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마약사범이나 조직폭

력사범의 경우에도 사법경찰 에 의한 구속기간은 10일을 과할 수 없게

되어 있는 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나아가 국방부장 은 그밖의 범죄들도 군의 생명인 군기의 유지 투

력의 보 ․발휘와 한 련이 있어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하여 충분한 수사기간의 보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군사

법원법의 용 상이 되는 범죄라고 하여 특별히 일반 사건에 비하여 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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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발견의 필요성이 강조된다거나 충분한 수사기간의 보장이 요청된다

고 보아야 할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주장은 신속한 재 이 강조

되는 군사재 의 특성과도 배치되는 것이다.

한편, 국방부장 은 군 련사건의 경우 피의자나 참고인이 수사기 으로

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 이동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고 수사상 민

간인의 진술이 필요한 경우에도 이들이 소환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구속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수사상의 애로나

고충은 군 련사건에 특유한 것이 아니고 일반 형사사건에서도 공통된 일

이므로 이러한 사정이 특별히 군사법경찰 의 구속기간을 다시 연장할 만

한 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수사의 필요성을 이유로 군사법경찰 의

구속기간을 일반 사건에 비하여 특히 장기간으로 하여야 할 사정은 인정하

기 어렵고 장기간의 구속이 허용될 경우의 폐단은 일반 사건에 비하여 오

히려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사, 군사법원법의 용 상 에 특히 수사를 하여 구속기간의 연장

이 필요한 경우가 있음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법률규정은 다음과

같은 에서 헌을 면하기 어렵다.

첫째, 군사법원법은 군인 군인의 모든 범죄와 특정한 범죄에 하

여는 군인이 아닌 내외국인도 그 용 상이 되는 등 그 용범 가 단

히 넓다고 할 수 있는데 이 사건 법률규정과 같이 군사법원법의 용 상

이 되는 모든 범죄에 하여 수사기 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허용하는 것은

그 과도한 범성으로 인하여 과잉 지의 원칙에 어 난다고 할 수 있다.

실 으로 군사법원의 재 을 받게 되는 사건의 부분이 비교 경미한

사건들임은 앞에서 본바와 같다.

물론 구속기간연장을 해서는 그 연장신청시 할 부 장의 승인을 얻

도록 되어 있고(군사법원법 제242조 제3항, 제238조 제3항) 보통군사법원군

사의 연장허가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차를 통하여 그때그때 범

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구속기간의 연장이 남용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견해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 장치만으로는, 구속기간의

연장이 허용되는 상범죄가 지나치게 범한 데서 오는 폐단을 시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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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매우 미흡하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결국 이러한 차가 있다는 이

유만으로 법률규정 자체로 인한 침해가능성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둘째, 수사를 하여 구속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군사법경찰 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통하여 이러한 목 을 달성하려는 것은

부 한 방식에 의한 과도한 기본권의 제한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사건과 같이 수사를 하여 구속기간의 연장이 정당화될

정도의 요사건이라면 이를 군사법경찰 이 구속기간을 연장까지 하여가

면서 수사하도록 하는 것보다는 더 높은 법률 소양이 제도 으로 보장된

군검찰 이 이를 수사하고 필요한 경우 그 구속기간의 연장을 허가하는 것

이 오히려 더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군사법경찰단계에서의 장기구 을 통하여 수사목 을 달성하

려는 것은 인권침해의 우려가 매우 높은 방식이어서 각국의 입법에서 그

를 찾아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국제인권규정에도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이는 기본권제한이 헌법상 정당화되기 하여 필요한 요건의 하나인 수단

의 성 원칙에 부합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불필요하게 구속을 장기화한

다는 에서도 이것은 기본권제한이 헌법상 정당화되기 하여 필요한

하나의 요건인 피해의 최소성원칙에도 부합되지 않는다.

결국 군사법경찰 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허용하는 이 사건 법률규정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되고, 한 방법의 정성 피해의 최소성이 확

보되지 않고 있는 에서 과잉 지의 원칙에도 반되며, 그 결과 청구인

조주형의 신체의 자유 신속한 재 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고

한 군인신분의 피의자라는 이유로 군인이 아닌 일반 민간인 신분의 국민과

다르게, 합리 인 이유 없이, 청구인 조주형을 차별하여 그의 평등권을 침

해하는 것이다.

바. 소결론

이 사건 법률규정은 무죄추정의 원칙 과잉 지의 원칙을 반함으로

써 청구인 조주형의 신체의 자유, 신속한 재 을 받을 권리 평등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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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사건 시행령규정에 하여

가. 헌법상 기본권으로서의 견교통권

형사소송법 제89조는 “구속된 피고인은 법률의 범 내에서 타인과 견

하고 서류 는 물건을 수수하며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다.”라고 규정

하고 같은 법 제209조는 구속된 피의자에 하여 이 규정을 용하고 있

다. 형사소송법은 이와 같이 구속된 피고인 는 피의자에게 타인과의

견교통권을 보장하고 있는데 이 에서도 변호인과의 견교통권은 이를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보아야 함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즉 헌법 제12조 제

4항 본문은 “ 구든지 체포 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

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헌법상의 변호인

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 으로 보장하기 한 것이 바로 구속된 피의

자․피고인이 갖는 변호인과의 견교통권이며 따라서 이는 변호인의 조력

을 받을 권리의 가장 요한 내용이 되기 때문이다(헌재 1991. 7. 8. 89헌

마181, 례집 3, 356, 368; 헌재 1992. 1. 28. 91헌마111, 례집 4, 51, 59).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구속된 피의자 는 피고인이 변호인 아

닌 ‘타인’과 견할 수 있는 권리에 하여는 헌법상 명문의 규정이 없으

므로 이것이 단순히 형사소송법에 의하여 비로소 보장된 권리인지 아니면

헌법상의 기본권으로까지 볼 수 있는 것인지가 문제된다.

구속된 피의자 는 피고인의 변호인 아닌 자와의 견교통권은 피구속

자가 가족 등 외부와 연결될 수 있는 통로를 히 개방, 유지함으로써

한편으로는 가족 등 타인과 교류하는 인간으로서의 기본 인 생활 계가

인신의 구속으로 인하여 완 히 단 되어 멸에 이르는 것을 방지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피의자 는 피고인의 방어 비를 하여 그 보장이 요청

되는 것으로서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헌법재 소는 비록 헌법에 열거되지는 아니하 지만 헌법 제10조의 행

복추구권에 포함되는 기본권의 하나로서 일반 행동자유권을 인정하고 있

는바(헌재 1998. 10. 15. 98헌마168, 례집 10-2, 586, 596 등), 미결수용자

의 견교통권도 이러한 일반 행동자유권으로부터 나온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27조 제4항도

미결수용자의 견교통권 보장의 한 근거가 될 것이다.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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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도 미결수용자의 타인과의 견권을 헌법 제10조가 보장하고 있

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가운데 포함되는 헌법상의 기

본권으로 보고 있다[ 법원 1992. 5. 8. 선고 91부8 결{공1992. 8.

1.(925),2151}].

독일에서도 이러한 미결수용자의 제3자와의 견권은 독일헌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일반 행동자유권(Allgemeine Handlungsfreiheit) 는 인격

의 자유로운 발 권(das Recht auf freie Entfaltung der Personlichkeit)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26)

한편, 가족들이 구속된 피의자나 피고인을 면담하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 인 정리의 발로로서 헌법상 기본권의 하나로 보장되어야 마땅하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미결수용자의 가족의 견교통권도 일반 행동자유권

으로부터 나온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 시행령규정이 면회의 횟수를 주2회로 한정하는 것은 미결수용

자의 견교통권과 그 가족의 견교통권을 모두 제한하는 것인데 이것이

헌법상 허용되는 것인지 여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나. 이 사건 시행령규정에 의한 기본권제한이 헌법 제37조 제2항

의 법률유보규정에 반되는지 여부

내심의 작용을 내용으로 하는 기본권과 같이 그 성질상 제한이 불가능한

기본권을 제외한 모든 기본권은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국가안 보장․질

서유지 는 공공복리를 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제한할 수 있

으나, 그 제한의 방법은 원칙 으로 법률로써만 가능하고 제한의 정도도

기본권의 본질 내용을 침해할 수 없고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그러므로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보장되는 미결수용자의 견교통권도 원

칙 으로 법률로써만 이를 제한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법률이 아닌 이

사건 시행령규정에 의하여 미결수용자의 면회횟수를 매주 2회로 제한한 것

이 헌법 제37조 제2항에 반되는 것인지 여부에 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25) 윤진수, “미결수용자의 견권의 성질과 그 제한”, 례월보 제262호(1992. 7.),

23쪽 참조.

26) BVerfGE34, 384, 395; BVerfGE 49, 24, 54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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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37조 제2항은 기본권제한에 한 일반 법률유보조항이라고 할

수 있는데, 법률유보의 원칙은 ‘법률에 의한 규율’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근거한 규율’을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권의 제한에는 법률

의 근거가 필요할 뿐이고 기본권 제한의 형식이 반드시 법률의 형식일 필

요는 없는 것이다.

헌법 제75조는 “ 통령은 법률에서 구체 으로 범 를 정하여 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하여 필요한 사항에 하여 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임입법의 근거를 마련함과 아울러 임입법의 범

와 한계를 명시하고 있는바, 임명령도 법률의 임이 있는 경우에는

임의 범 안에서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규정할 수 있다.

그런데 군행형법 제15조(면회와 서신의 수발)의 면회에 한 규정을 보

면,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수용자(수형자 미결수용자)는 소장의 허가를

받아 타인과 면회할 수 있고(다만, 수사 인 미결수용자에 하여는 검찰

이 허가함), 수용자의 면회는 교화 는 처우상 특히 부 당하다고 인정

되는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하며, 수용자의 면회는 변호인 면회

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도 의 참여를 요한다고 규정한 다음, 제6항에서

“면회에의 참여……에 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 다면 군행형법 제15조는 면회의 횟수를 제한하지 않는 자유로운 면

회를 제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면회에의 참여에 한 사항만

을 통령령으로 임하고 있을 뿐 면회의 횟수에 하여는 임한

바가 없음을 알 수 있다.27)

따라서 이 사건 시행령규정이 미결수용자의 면회횟수를 매주 2회로 제

한하고 있는 것은 법률의 임 없이 견교통권을 제한하는 것이고 이것은

27) 이에 반하여, 행형법 제18조( 견)는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수용자(수형자와 미

결수용자)는 소장의 허가를 받아 다른 사람과 견할 수 있고, 소장은 교화 는

처우상 특히 부 당한 사유가 없는 한 허가를 하여야 하며, 소장은 수용자의 견

에 변호인과의 견을 제외하고는 교도 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한 다음,

제4항에서 “ 견의 횟수․시간․장소 견참여 기타 견에 하여 필요한 사

항은 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행형법시행령 제56조 제2항은 “미결수용자의 견(변호인과의 견을

제외한다)횟수는 매일 1회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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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37조 제2항 제75조에 반된 기본권제한으로서 청구인들의 견

교통권이라는 기본권에 한 침해를 구성한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시행령규정은 기본권제한의 형식 내지 방식에 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헌임을 면치 못할 것이나, 나아가 이 사건 시행

령규정이 청구인들의 견교통권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하여도

간단히 보기로 한다.

다. 견교통권의 침해 여부

청구인들의 견교통권을 제한하고 있는 이 사건 시행령규정이 헌법 제

37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기본권제한입법의 한계인 과잉 지의 원칙에

배된 것인지 여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1) 무죄추정의 원칙은 미결수용자에게 구 의 목 에 반하지 않는 한

일반 시민과 동등한 처우를 하고, 구속 이외의 불필요한 고통을 과하지 않

을 것을 요구한다.28)

미결수용자에 하여 정당한 구 이 행해진 경우라도 미결구 의 목

인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를 방지하기 한 제한이나 구 시설의 질서

유지를 한 제한을 제외하고는 미결수용자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해서는

안된다고 할 것이다.29)

국방부장 은 이 사건 시행령규정의 입법목 으로 증거인멸의 방지 이

외에 군사기 의 설의 방지 부 의 보안․경계상의 문제 방을 추

가로 들면서 도주의 방지는 따로 거론하고 있지 않는바 우선 군사기 의

설의 방지나 부 의 보안․경계상의 문제 방은 원래 미결구 의 목

이 아니었던 만큼 미결구 자의 견교통권을 제한하는 독자 인 입법목

이 될 수는 없고 도주 증거인멸의 방지라는 목 에 포함되거나 부수

되는 정도의 것에 불과하다고 볼 것이다. 다만, 잦은 면회를 허용하게 되면

28) 유엔의 피구 자처우최 기 규칙 제84조 제2항은 “유죄 결을 받지 않은 피구

자는 무죄로 추정되고 그에 따른 처우를 해야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무죄추

정의 원칙이 피구 자에 한 개별 처우에 해서도 용됨을 분명히 하고 있다.

29) 독일형사소송법 제119조 제3항도 미결구 자의 지 에 하여 이러한 법리를 명

문화하여 “피구속자에게는 미결구 의 목 이나 구 시설의 질서유지를 하여

필요한 제한만을 부과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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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의 우려와 마찬가지로 도주의 우려도 증가하리라는 은 부인할

수 없고 나아가 수용시설 내의 질서유지에도 장애가 래되라는 것은 쉽게

상할 수 있다.

그 다면 결국 이 사건 시행령규정의 입법목 은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

려의 방지 수용시설 내의 질서유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입법

목 자체는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미결수용자의 면회횟수를

매주 2회로 제한하는 것은 이러한 입법목 을 달성하기 한 효과 이고

한 방법의 하나가 될 것임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2) 미결수용자의 견교통권은 헌법상 기본권의 하나이므로 원칙 으로

보장되어야 하고, 다만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거나 는 수용시설

내의 질서유지를 해칠 특별한 험성이 있는 경우 등에만 외 으로 제한

되어야 할 것이다(형사소송법 제91조, 제209조 참조).30)

이와 련하여 법원은 앞에서 본 결(91부8)에서,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 방지라는 구속의 목 에 배되거나 구 시설의 질서유지를 해칠

한 험성이 있을 때에는 구속된 피고인 는 피의자의 견권을 제한할

수 있을 것이나, 그와 같은 제한의 필요가 없는데도 견권을 제한하거나

는 제한의 필요가 있더라도 필요한 정도를 지나친 과도한 제한을 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침해가 된다고 시한 바 있다.

이 사건 시행령규정에 돌아가 보건 , 행형법시행령에서 미결수용자의

견횟수를 매일 1회로 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이 사건 시행령규정은 미결

수용자의 면회횟수를 매주 2회로 제한하고 있고 다만, 군행형법시행령 제

43조 제2항 후단은 참모총장은 미결수용자의 견교통권을 보장하기 하

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횟수를 증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시

행령 제44조는 소장(수사 인 미결수용자에 하여는 검찰 )이 수용자의

교화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용자의 면회횟수를 증가시켜

30) 유엔의 피구 자처우최 기 규칙 제92조에 따르면, 미결구 자가 구 사실을

즉시 가족에게 알릴 수 있도록 허용되어야 하고, 가족 친구들과 교통하고 그들

의 방문을 받기 해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규정하면서 이에 한 제한과 감

시는 재 과 시설의 안 과 질서를 해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고 하여 엄격한 제

한규정을 두고 있으며, 유럽 형사시설규칙 제92조 제1항과 제2항도 동일한 취지이

다(신양균, 앞의 책, 41-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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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무죄추정의 원칙상 미결수용자는 유죄의 확정 결을 받기까지는

일반 시민과 같은 자유를 릴 수 있는 것이 원칙인 , 수용기 은 면회

에 교도 을 참여시켜 감시를 철 히 한다거나(군행형법 제15조 제3항, 군

행형법시행령 제46조 제3항), 필요한 경우에는 면회를 일시 불허(군행형법

제15조 제2항)함으로써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의 방지 수용시설 내의

질서유지’라는 입법목 을 달성할 수 있는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시행령 규정은 지나친 제한을 앞세운 다음 보완조치를 강구하는 태도를

취함으로써 원칙과 외를 뒤바꾸는 잘못을 범하 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 사건 시행령규정이 미결수용자의 면회횟수를 매주 2회로 제한하는

것이 비록 그 입법목 의 달성을 한 한 방법의 하나라고는 하더라도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보다 게 침해하면서도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를

방지한다는 공익을 실 할 수 있는 같이 효과 인 다른 방법이 에서

보듯이 존재하므로, 이것은 기본권제한이 헌법상 정당화되기 하여 필요

한 피해의 최소성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그 다면 이 사건 시행령규

정은 청구인들의 견교통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헌 인 규정이라고 하

지 않을 수 없다.

라. 평등권의 침해 여부

(1) 평등의 원칙은 입법자에게 본질 으로 같은 것을 자의 으로 다르게,

본질 으로 다른 것을 자의 으로 같게 취 하는 것을 하고 있다. 그러

므로 비교의 상을 이루는 두개의 사실 계 사이에 서로 상이한 취 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두 사실 계를 서로

다르게 취 한다면 이것은 평등권을 침해하게 된다. 두개의 사실 계가 본

질 으로 동일한가의 단은 일반 으로 당해 법률조항의 의미와 목 에

달려 있다(헌재 1996. 12. 26. 96헌가18, 례집 8-2, 680, 701).

(2)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시행령규정의 의미와 목 을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의 방지 수용시설 내의 질서유지’로 볼 때 미결수용자가

군행형법의 용을 받는 자인지 행형법의 용을 받는 자인지는 본질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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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가 될 수 없으므로 양자는 본질 으로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군

행형법의 용을 받는 미결수용자의 경우에 도주 증거인멸의 우려나 수

용소내 질서훼손의 우려가 일반 행형법의 용을 받는 미결수용자에 비하

여 더욱 높다고 볼 이유나 사정이 없기 때문이다.

이 사건 시행령규정은 와 같은 입법목 의 에서 볼 때 동일한 처

지에 있는 미결수용자 군행형법의 용을 받는 자의 면회횟수를 행형법

의 용을 받는 자에 비하여 감축하려는 것이므로 이 사건 시행령규정이

자의 인 것이 되지 않기 해서는 이러한 차별을 정당화할 수 있는 합리

인 이유가 존재하여야 한다.

그러나 군행형법의 용을 받는 미결수용자의 경우라고 하여 행형법의

용을 받는 미결수용자의 경우에 비하여,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특히 도주

나 증거인멸을 막아야 할 필요성이 크다거나 그 수용시설 내의 질서유지가

더욱 실히 요청된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양자를 달리 취 함에 있어

서 객 으로 납득할 만한 합리 이유를 찾아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시행령규정은 군행형법시행령의 용을 받는 미결수용

자를 행형법시행령의 용을 받는 미결수용자에 비하여 자의 으로 다르게

취 하는 것이고, 그와 마찬가지로 군행형법시행령의 용을 받는 미결수

용자의 가족을 행형법시행령의 용을 받는 미결수용자의 가족에 비하여

자의 으로 다르게 취 하는 것이므로 결국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마. 소결론

이 사건 시행령규정은 헌법 제37조 제2항 제75조에 반될 뿐만 아

니라, 청구인들의 견교통권 평등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반된다.

3. 이 사건 결정의 의의

군조직은 쟁에서의 승리를 지향하여 민간조직과는 달리 집단주의

사고를 강조하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바, 군사법제도의 운 에 있어서는

국민 일반과 비교하여 평등한 법 보호의 문제와 군의 특수성의 문제를

어떻게 합리 으로 조화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 핵심 인 과제라고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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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지 까지는 군의 자율성과 특수성 나아가 군사법제도의 특수성을 강조

하는 논리가 지배하여 왔다면, 민주화의 진 과 함께 국민들의 권리의식이

매우 높아진 시 에서는 그 특수성을 지나치게 강조할 것이 아니라 군사

법제도에 있어서도 인권보장과 사법정의의 실 이라는 헌법 가치의 구

에 더욱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에서 이 사건 헌결정은 이러한 시 정신을 반 하여 군사

법제도의 민주화에 크게 기여하는 결정이 될 수 있다는 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공직선거 선거부정방지법 제35조 제2항 제1호 등 헌확인 등 705

공직선거 선거부정방지법 제35조 제2항

제1호 등 헌확인 등

- 재․보궐선거일, 투표시간, 당선자결정방식의 헌여부 -

(헌재 2003. 11. 27. 2003헌마259등, 례집 15-2하, 339)

오 기 두＊1)

【 시사항】

1.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실시일 이 에 정당추천후보자로 선출된 후보

자들이 공직선거 선거부정방지법(이하 ‘공선법’이라고 한다.)상의 재․보궐

선거 실시일 투표시간, 당선인 결정방식 등에 해 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한 후 그 재․보궐선거가 실시되어 종료된 후에도 헌법재

소가 그 헌여부를 단하여 헌법 해명을 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극)

2.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일을 휴무일이 아닌 목요일로 하고, 투표시간도

직장인들의 근무시간 이후가 아닌 오후 6시까지로 정하고 있는 공선법 제

35조 제2항, 제155조 제1항 등이 헌법상의 평등원칙이나 평등선거원칙을

반하고 국민주권주의에 반되는지 여부(소극)

3. 조한 투표율에도 불구하고 유효투표의 다수만 얻으면 당선인으로

될 수 있도록 한 행 공선법 제188조 제1항이 선거의 표성의 본질을 침

해하고 국민주권주의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 헌법연구 ․서울고등법원 사,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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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상조문】

이 사건 헌법소원심 의 상은 공선법 제35조 제2항 제1호(2000. 2. 16.

법률 제6265호로 개정된 것), 제155조 제1항, 제188조 제1항(각 1994. 3. 16.

법률 제4739호로 제정된 것)인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5조 (보궐선거등의 선거일) ② 보궐선거․재선거․증원선거와 지방자

치단체의 설치․폐지․분할 는 합병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는 다

음 각 호에 의한다.

1. 지역구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궐선거․재

선거․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는 년도 10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사

이에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에는 4월 마지막 목요일에 실시하

고,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사이에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

에는 10월 마지막 목요일에 실시한다. 이 경우 선거일에 하여는 제34

조(선거일)1) 제2항의 규정을 용한다.

제155조 (투표시간) ① 투표소는 선거일 오 6시에 열고 오후 6시에 닫

는다. 다만, 마감할 때에 투표소에서 투표하기 하여 기하고 있는 선거

인에게는 번호표를 부여하여 투표하게 한 후에 닫아야 한다.2)

제188조 (지역구국회의원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① 지역구국회의

원선거에 있어서는 선거구선거 리 원회가 당해 국회의원지역구에서 유효

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다만, 최고득표자가 2인 이

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3)

1) 제34조 (선거일) ①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통령선거는 그 임기만료일 70일이후 첫 번째 목요일

2. 국회의원선거는 그 임기만료일 50일이후 첫 번째 목요일

3.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는 그 임기만료일 30일이후 첫번

째 목요일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일이 국민생활과 한 련이 있는 민속 는

공휴일인 때와 선거일 일이나 그 다음날의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주의 목요

일로 한다.

2) 이 조항은 1994. 3. 16. 법률 제4739호로 제정된 당시부터 변경되지 않고 재까

지 존속해 오고 있다.

3) 이 조항도 1994. 3. 16. 법률 제4739호로 제정되어 재까지 변경되지 않고 존속

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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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1. 심 청구에 이르게 된 경

(1) 2003헌마259

2003. 4. 24. 실시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련하여 청구인 ○○○은

같은 해 3. 30. 개최된 ‘개 국민정당 고양시 덕양 갑지구당 4․24 국회의

원 재선거후보자선출 회’에서, 청구인 ○○○는 같은 달 12. 개최된 ‘개

국민정당 의정부시 지구당 4․24 국회의원 보궐선거후보자선출 회’에서

각 선출된 정당추천후보자이자, 선거권자인 자들인데, 청구인들은 공선

법 재․보궐선거일을 규정한 제35조 제2항 제1호, 투표시간을 규정한

제155조 제1항, 당선인 결정방식을 규정한 제188조 제1항 등이 청구인들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 다고 주장하며 2003. 4. 3. 이 사건 헌법소원심

을 청구하 다.

(2) 2003헌마250

청구인 ○○○, ○○○은 고양시 덕양구에, 청구인 ○○○는 의정부시 의

정부동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2003. 4. 24. 실시될 정인 경기도 고

양시 덕양구 갑선거구와 의정부시 선거구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선

거권을 행사하려 하 으나, 공선법 제155조 제1항이 투표시간을 오 6시

부터 오후 6시까지로 정함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은 투표시간에 직장에

출근하여 일하여야 되기 때문에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법률조항

이 청구인들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03. 4. 1. 이 사건 헌

법소원심 을 청구하 다.

2. 청구인들의 주장과 계기 의 의견 요지

가. 청구인들의 주장요지

(1) 공선법 제35조 제2항 제1호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일을 특정 목

요일로 한정하여 지정하고 있을 뿐, 그 선거일을 공휴일 는 휴무일로 할

것인지 여부에 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아니한 탓으로, 정부는 국회

의원 재․보궐 선거일을 휴무일로 지정하지 않고 있다. 이는 헌법상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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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주의와 참정권의 본질을 침해하는 입법부작 에 해당한다. 즉 일반

인 국회의원 총선거일의 경우 휴무일로 지정되어 투표권을 행사하는 데 아

무런 제약도 받지 않는 선거권자와 재․보궐선거일에 투표하는 선거권자를

차별하는 결과를 래하여 선거권자의 헌법상 국민주권과 평등선거권

평등권을 침해한다. 그리고 그로 인해 해당 후보자의 헌법상 국민주권과

피선거권도 함께 침해하고 있다. 그러므로 공선법 제35조 제2항 제1호

의 규정은 헌법 제1조의 국민주권과 헌법 제11조의 평등권 헌법 제41조

의 평등선거권을 침해하는 법률규정이다.

(2) 공선법 제155조 제1항은 투표시간을 오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만

한정하고 있어, 일부지역에만 국한하여 실시되는 재․보궐선거에서 선거권

자들은 본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와 같이 법정된 시간 이외의 시간

에 투표하지 못하고 있다. 즉, 평일에 실시되는 재․보궐선거에서 선거권자

들은 생업활동으로 인해 선거일 당일 투표시간 이내에 해당 투표소에 임할

수 없는 사정에 처하게 된다. 그러므로 규정은 휴무일에 실시되는 국회

의원총선거와 평일에 실시되는 재․보궐선거에 있어 각 선거권자 상호간

각 후보자 상호간을 차별하여, 재․보궐선거일의 선거권자에 해 헌법

상 국민주권(헌법 제1조)과 평등권(헌법 제11조) 평등선거권(헌법 제41

조)을 침해함과 동시에, 재․보궐선거에 입후보한 후보자에 해서도 헌법

상 국민주권과 피선거권을 함께 침해하고 있다.

따라서 오후 10시까지로 투표시간을 연장하는 등 탄력 으로 투표시간

을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에서 직 규정하거나 어도 그러한 내용의

임규정을 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공선법 제155조 제1항은 이에 한

아무런 고려도 없이 재․보궐선거의 특성을 무시한 채 획일 으로 투표시

간을 고정시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선법 제155조 제1항의 규정도

헌법 제1조의 국민주권과 헌법 제11조의 평등권 헌법 제41조의 평등선

거권을 침해하는 법률규정이다.

(3) 공선법 제188조 제1항이 투표율과 계없이 무조건 유효투표수의 다

수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게 하고 있는 것은, 일정 비율 이상의 투표

율이 나올 때만 유효한 당선인 결정을 할 수 있는 최소투표율제를 도입하

지 않은 입법부작 에 의해 선거의 표성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이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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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규정은 헌법 제1조의 국민주권에 반되는 법률규정이다.4)

나. 앙선거 리 원회 원장의 의견요지

앙선거 리 원회 원장은 청구인들의 주장을 반박하지 않으면서,

1999. 3.과 2001. 5.의 두 차례에 걸쳐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투표율을

제고하고 직장인들이 근무시간 후에도 투표할 수 있도록 투표마감시각을

오후 8시 는 오후 9시까지로 연장하자는 공선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

고, 2002. 9.에는 4월과 10월의 마지막 목요일에 실시하는 재․보궐선거

를 4월과 10월의 마지막 일요일에 실시하자는 내용으로 공선법 개정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는 답변만을 하고 있다.

【결정요지】

1. 행 헌법소원심 차의 진행에 일반 으로 소요되는 기간(청구인들

이해 계인들에 한 헌법소원심 회부통지, 이해 계인들의 의견서 제

출 등을 한 기간)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2003. 4. 3. 이 사건 헌법소원심

청구를 하고 그로부터 재․보궐선거가 실시되기 이 인 20일 내에 이

청구에 하여 헌법재 소가 단을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런 마당

에 재․보궐선거가 이미 실시되었음을 이유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하는 것은 사실상 선거제도에 한 헌법소원 심 청구를 많은 경

4) 2003. 4. 24. 실시된 이번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투표율에 해 당시 신문기사

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 체 평균 투표율은 오후 3시 재 23.6%로, 지난해 8.8 재보선 당시 같은 시간

의 22.7%보다는 다소 높으나 2001년 10.25 재보선때의 32.8%에 비해선 상당히

조한 것이다.

선거구별로는 국회의원 재보선의 경우 양천을 20.9%, 고양 덕양갑 20.6%(청구인

○○○이 출마한 선거구), 의정부 19.6%(청구인 ○○○가 출마한 선거구) 고, 기

단체장은 공주와 거제시장 재보선이 각각 37.8%, 31.5%의 투표율을 보 으며

역의원과 기 의원은 17.7%, 28.7%로 집계 다.

앙선 측은 재보선이 평일에 실시된 데다 선 이후 유권자들의 선거 심도

가 낮아 최종 투표율이 30%를 돌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선일보 2003. 4. 24.자

참조).

결국 그 날 투표가 종료된 후 국 평균 투표율은 25.3%에 그쳤다. 와 같은 투

표율은 1996. 4. 11. 실시된 제15 국회의원총선거의 투표율인 63.9%나 2000. 4.

13. 실시된 제16 국회의원 총선거의 투표율인 57.2%에 비교하여 상당히 낮은

수치임을 알 수 있다( 앙선거 리 원회 웹사이트에 게시된 자료 참조).

그러나 그 다고 해서 곧바로 헌법 반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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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 쇄하는 것이 된다. 한 헌법소원심 제도는 청구인들의 개인 인

권리구제 뿐만 아니라 객 인 헌법질서 수호를 목 으로 하기도 하는데

선거제도는 헌법질서를 형성하는 요한 사항일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실시될 때마다 이 사건 공선법 조항의 합헌성 여부에 해

다툼이 발생할 소지가 많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하여 헌법 해명을 할

필요가 있다.

2. 공선법 제34조나 제35조 제2항 제1호 모두 국회의원 총선거일이나

재․보궐선거일을 모두 목요일로 정하고 있으며, 총선거일을 휴무일로 지

정하는 것도 공선법 규정 자체에 의한 것이 아니고 정부가 통령령인

공서의공휴일에 한규정 제2조 제11호인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에 의한 것이므로 총선거일과 비하여 볼 때 재․보궐선거일에 해

이 사건 심 상인 공선법 규정 자체에 의한 차별취 은 존재하지 않는

다. 한 투표시간에 한 공선법 제155조도 총선거일이나 재․보궐선거일

에 동일하게 용되므로 총선거일의 선거권자 후보자와 재․보궐선거일

의 선거권자 후보자간에 아무런 차별취 도 존재하지 않는다. 아니, 무

엇보다도 국회의원 총선거나 재․보궐선거의 각 선거권자 각 입후보자

를 서로 비교할 수 있는 집단이라고 하기도 어렵다. 재․보궐선거가 실시

되는 지역의 선거권자나 입후보자도 총선거가 실시되는 경우 그 총선거가

실시되는 선거구의 선거권자가 되거나 입후보자로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공선법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선거권자들이 한 투표와 총선거의

선거권자들이 한 투표에 해 서로 투표가치에 있어 차별을 하고 있지 않

다. 그러므로 각 공선법 규정은 헌법에 반되지 않으며, 오히려 우리

헌법 제41조 제2항이 국회의원의 선거에 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

정하고 있으므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일을 공휴일로 지정할지 여부, 그

투표시간을 일과후의 시간까지 연장할지 여부는 헌법이 입법자의 입법형성

권의 범 에 임하고 있는 문제라고 할 것이다.

3. 그리고 우리 헌법 제41조 제1항에 의한 선거원칙은 보통․평등․직

․비 ․자유 선거인데 공선법 제188조의 규정처럼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헌법에서 선언된 와 같은

선거원칙에 반된다고 할 근거는 찾아볼 수 없다. 선거의 표성 확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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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선거권자들에게 차등 없이 투표참여의 기회를 부여하고, 그 투표에

참여한 선거권자들의 표를 동등한 가치로 평가하여 유효투표 다수의 득

표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는 행 방식에 의해 충분히 구 된다고

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차등 없이 투표참여의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불

구하고 자발 으로 투표에 참가하지 않은 선거권자들의 의사도 존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

정하게 한 공선법 규정도 선거의 표성의 본질이나 국민주권 원리를 침해

하는 것이 아니다.

【해설】

1. 법요건에 한 단

가. 국민주권 침해 주장에 하여

청구인들은 이 사건 각 심 상 조항이 헌법 제1조의 국민주권을 침해

한다고 주장하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나 불행사로 인하여 자신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제기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헌법 제1조의 국민주권주의는 한민국의 국체나 정체를 선언한 규정이라

고 할 수 있어도, 국민 개개인에게 보장되는 기본권이라고 하기 어렵다.

다만, 청구인들의 이와 같은 주장은 이 사건 심 상 조항들이 평등선

거원칙에 반되고 최소투표율제를 정하지 아니하여 선거의 표성을 반

하 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한 보충 인 주장으로 보고 련된 부분에

서 간단히 단하는 것으로 족하다고 하겠다.

나. 청구기간 수에 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들은 이 사건 각 심 상 조항에 하여, 공

선법 제35조 제2항 제1호가 재․보궐선거일을 휴무일로 지정하도록 규정하

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게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공선법 제155조 제1

항이 재․보궐선거의 특성을 고려하여 오후 10시까지로 투표시간을 연장하

는 등 탄력 으로 투표시간을 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

고 그 게 규정하지 않고 있고, 공선법 제188조 제1항이 최소투표율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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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당선인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게 규정

하지 않고 있다는 등으로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 을 청구하 다.

그 다면,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미 입법부에 의해 입법되어 있는 법

률규정 일부의 내용에 해 ‘입법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으로 볼 여지도 있다. 즉, 공선법 제35조 제2항 제1호는 이

미 재․보궐선거일을 목요일로 정하고 있는데, 그 목요일을 다시 휴무일로

지정하거나, 휴무일에 재․보궐선거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률규정을 만들

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게 하지 않았으므로, 그러한 입법부작 가 청구

인들의 평등권등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한 공선법 제155조에 해서는,

이미 오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투표시간을 규정하고 있는 조문에

해 투표 종료시간을 오후 10시까지로 연장하여 규정하지 않았으므로, 그

러한 입법부작 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공선

법 제188조에 해서도, 어차피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는 선거제도의 본질에 비추어 볼 때, 행 규정 로 유효

투표의 다수를 얻을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는 제도를 유지하되, 선거의

표성을 확보하기 해 어도 일정 비율이상의 투표율이 나와야 한다는

요건을 추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규정을 두지 않았으므로, 그러

한 입법부작 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결국 청구인들의 주장은 입법부작 라는 공권력 작용에 의해 청구인들

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것이고, 이는 이미 입법이 있는 내용에 해 그

입법 일부의 흠결이 있다고 주장하는 이른바 부진정 입법부작 에 한

헌법소원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있다.5)

그런데 헌법재 소는 부진정 입법부작 의 경우, 즉 결함이 있는 입법권

의 행사에 하여 재 상 다툴 경우에는 입법부작 헌확인의 심 청구

가 아니라 그 불완 한 입법규정 자체가 헌법 반이라는 극 인 헌법소

원을 제기하여야 할 것이고, 이때에는 헌법재 소법 제69조 제1항 소정의

청구기간의 용을 받는다고 시하 다.6) 그리고 법령에 한 헌법소원의

5) 헌재 1996. 10. 4. 94헌마108, 례집 8-2, 480, 489 참조.

6) 헌재 1996. 10. 31. 94헌마108, 례집 8-2, 480, 489; 헌재 1989. 7. 28. 89헌마1;

헌재 1993. 3. 11. 89헌마79; 헌재 1993. 9. 27. 89헌마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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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기간에 하여 헌법재 소는 다음과 같은 선례를 남기고 있다.

① 그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

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7)

② 그러나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 음을 안 날로

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8)

이 사건의 경우 ②의 입장에 의하여, 2003. 4. 24.자 재․보궐선거실시

를 해당 공선법 시행 이후 비로소 그 법률에 규정된 사유가 발생한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 게 보면 상황성숙이론에9) 입각

하여 재․보궐선거에 정당추천 후보자가 된 청구인들은 그 재․보궐선

거일 이 에 이 사건 공선법 해당조문의 헌성에 한 심 을 청구할 상

황에 있었다고 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같은 달 3.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

원심 청구는 청구기간을 수하 다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 해 재․보궐선거일을 목요일로 한 것이나, 그 투표시간을 오 6

시부터 오후 6시로 한 것이나, 당선인 결정을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

로 한 것 등은 이미 공선법의 시행으로 인해 기본권침해가능성이 발생했다

고 보고, 한 1988. 8. 5. 법률 제4017호로 제정되고 2003. 3. 12. 법률 제

6861로 개정되어 2003. 6. 13.부터 시행되는 헌법재 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같은 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 은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공선법 제35조 제2항 제

1호는 2000. 2. 16. 공포, 시행되었고,10) 공선법 제155조 제188조는 1994.

3. 16. 공포, 시행되었으므로,11) 그 공포, 시행일로부터 1년이 훨씬 지난

2003. 4. 3.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 청구는 청구기간을 수하지 아니한

7) 헌재 1999. 4. 29. 96헌마352등, 례집 11-1, 477, 496. 그러나 헌법재 소법 개

정으로 인해 각 90일, 1년으로 연장되었다.

8) 헌재 1996. 8. 29. 94헌마113, 례집 8-2, 141, 153

9) 헌법재 소, 헌법재 실무제요 개정 고, 235쪽.

10) 2000. 2. 16. 법률 제6265호 부칙 제1조

11) 1994. 3. 16. 법률 제4739호, 부칙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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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라고 해야 한다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와 같은 견해에 입각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선법 조항에

해서는 헌법 해명이 필요하다고 보이므로 본안 단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더욱이 앞의 ②의 입장에 의하면 청구기간을 수한 것으로 보아 본안

단을 하는 데 아무런 문제도 없다.

다. 권리보호의 이익에 하여

2003. 4. 3. 이 사건 헌법소원심 청구가 있은 후 그에 한 헌법재 소

의 결정이 있기 에 2003. 4. 24. 재․보궐선거가 종료되어 버렸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제기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 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 법하다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행 헌법소원심 차의 운 실태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2003. 4.

3. 이 사건 헌법소원심 청구를 하고 그로부터 재․보궐선거가 실시되기

이 인 20일 내에 이 청구에 해 단을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 다.

그런 마당에 재․보궐선거가 이미 실시되었음을 이유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하는 것은 사실상 선거제도에 한 헌법소원 심 청구를

쇄하는 것이 되어 치 않다고 보인다.

그리고 헌법소원심 제도는 청구인의 개인 인 권리구제 뿐만 아니라

객 인 헌법질서 수호를 목 으로 하기도 하므로 이 사건 공선법 조항의

합헌성 여부에 해 헌법 해명을 하기 해 본안 단을 할 필요가 있다

고 하겠다.

라. 결어

결국 이 사건에 해서는 헌법소원심 청구의 법요건을 충족하 는지

에 해 의문의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문제 삼지 않고 본안 단

을 하여 본문에서와 같은 이유에 의해 이 사건 각 공선법규정이 헌법에

반되지 않음을 선언해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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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교법 고찰

가. 일본

(1) 일본의 의원 참의원 선거는 통상 례 으로 일요일에 실시하

며,12) 특히 보궐선거에 해 공직선거법 제33조의2 제2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의원 의원 참의원 의원의 --- 보궐선거는 9월 16일부터 익년 3월

15일까지 이를 행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기간 직후의 4월 넷째

일요일에, 3월 16일부터 그 해 9월 15일 이를 행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는 당해 기간 직후의 10월 넷째 일요일에 실시한다.”

즉 일본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원칙 으로 일요일에 행하

게 되므로,13) 우리 공선법과 같이 보궐선거를 평일에 실시함으로 인한 투

표권의 사실상 제한에 한 논란 여지는 없다고 할 수 있다. 이 에서 보

궐선거일을 일요일로 하고 있는 일본의 법제가 평일에 재․보궐선거를 실

시하게 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법제보다 우수하다고 할 수 있으나, 재․보

궐선거일을 평일로 할 것인지 휴무일로 할 것인지는 입법자의 재량에 달린

문제이며, 우리나라의 법제가 헌법 반이라고 볼 근거는 없다고 생각된다.

(2) 한 일본 공직선거법 제40조 제1문은 “투표소는 오 7시에 열고

오후 8시에 닫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투표소를 오 6시에 열어 오후 6시

에 닫도록 한 우리나라의 경우보다 녁 시간 의 투표참여를 더 가능하게

하고 있지만, 일본의 경우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기본 으로 일요일에 보궐

선거가 실시되므로 퇴근 시간 이후 근로자들의 투표참여를 높이기 한 목

으로 와 같은 投票所 開所時間帶를 마련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즉,

12) 앙선거 리 원회, 각국의 선거제도(2001), 6쪽 참조.

13) 물론 동법 제33조의2 제3호 이하에는 의원 의원의 보궐선거가 참의원 임기가

종료되는 해의 3월 16일부터 참의원 임기가 종료되는 날의 54일 의 날까지 그

보궐선거를 행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통상선거일(참의원 선거일)에 그 보

궐선거를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4호는 참의원 의원의 보궐선거는

임기가 다른 참의원 의원의 임기가 종료되는 해의 3월 16일부터 통상선거기일의

공시가 행해질 때까지 보궐선거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통상선거일에 그 보

궐선거를 실시한다는 외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외규정에 의하더라

도 보궐선거는 통상선거일에 실시되므로 우리나라에서와 같이 휴무일이 아닌 평

일에 보궐선거가 실시될 우려는 없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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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에 해 일본의 제도와 단순 비교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다.

(3) 그리고 동법 제95조 제1호 제2호에 의하면, 의원 선거에서는

유효투표총수의 6분의 1 이상을 득표한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참의원

선거에서는 당해 선거구내의 의원정수로 유효투표의 총수를 나 어 나온

숫자의 6분의 1 이상을 득표한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달

리 말하자면 유효투표수의 일정 비율을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을 뿐 선거권자의 일정 비율 이상이 투표에 참가해야 한다는 최소

투표율제를 정하고 있지 않은 일본의 법제는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 우리나라 공선법 제188조의 태도와 기본

으로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선거권자의 일정비율 이상이 투

표해야 그 투표수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했을 때 표성이

확보되므로 이른바 최소투표율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일

본의 에 비추어 볼 때 설득력이 없다고 할 수 있다.

나. 미국

미국 의회의원선거는 주마다 상이하나 체로 짝수 해의 11월 첫째 월

요일 다음의 화요일에 실시된다. 선거일을 공휴일로 할지 여부는 각 주에

따라 달리 정하고 있으며, 연방의 경우는 평일에 실시한다.14) 평일에 투표

를 실시해도 고용주는 투표에 참가한 근로자에게 임 손실이나 벌칙부과

등을 할 수 없게 하고 있다.

투표소 개폐시간도 주마다 다르며 체로 오 6시 내지 8시에 열고 오

후 6시 내지 9시에 닫는다.

당선인 결정은 비교다수득표제로 선거에서 최다득표를 얻은 후보자가

당선된다. 외 으로 조지아주와 컬럼비아 특별구에서만 다수표를

획득한 자가 없는 경우 결선투표를 하도록 하고 있다.15) 버몬트주에서는

주단 선거에서 다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주의회에서 선출하기도

한다.16)

14) 앙선거 리 원회, 각국의 선거제도(2001), 6쪽 참조.

15) 앙선거 리 원회, 각국의 선거제도, 1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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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상원의원에 궐원이 생긴 경우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고 주지사가

다음 선거시까지 임시 후임자를 임명한다. 다만 애리조나주에서는 보궐선

거를 실시한다. 하원의원에 궐원이 생긴 경우 주지사가 공고하는 바에 따

라 보궐선거를 실시한다.17)

다. 기타의 나라들

랑스, 독일, 이탈리아, 벨기에, 스웨덴 등의 의원선거는 공휴일이나 일

요일에 실시되고 있으나 국, 노르웨이, 덴마크, 캐나다는 근무일에 의원

선거가 실시된다.18)

국의 의원보궐선거는 후보자지명서 제출기한 후 8일째부터 10일째 사

이에 선거 리 이 지정한 날짜에 실시된다. 투표시간은 오 7시부터 오

후 10시까지이다. 당선인 결정은 각 후보자별 투표수를 계산하여 최다득표

를 한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최고득표수가 동수이면 추첨에 의하

여 당선인을 결정한다.19)

랑스의 경우 투표시간은 오 8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상원의원은

의원정수 4명 이하의 도의 경우 제1차 투표에서 유효투표의 과반수를 득표

하지 못하고, 동시에 등록된 선거권자의 4분의 1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경

우 2차 투표를 실시하며, 제2차 투표에서는 상 다수를 획득한 후보자가

당선되며, 득표수가 같은 경우 연장자가 당선된다. 상원의원의 경우 의원정

수 5명 이상 는 해외거주 랑스인 표 등을 비례 표제로 선출한다.

하원의원의 경우, 제1차 투표에서 당선인으로 되기 해서는 유효투표의

과반수 이상을 획득하고, 등록선거인수의 4분의 1 이상을 득표하여야 한

다. 이 때 제1차 투표에서 당선인이 없는 선거구에서는 제2차 투표가 실

시되는데 제2차 투표에 참가하기 해서는 제1차 투표에서 등록된 총투

표인수의 12.5% 이상의 표를 획득하여야 한다. 제2차 투표에서는 비교다

수를 얻은 자가 당선인이 된다. 궐원이 생긴 경우 보궐선거를 실시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투표시간이나 투표일의 운용, 당선인 결정방식은 통상

16) 유병곤, 미국의 선거제도, 국회보(2001.3.), 110쪽.

17) 앙선거 리 원회, 각국의 선거제도, 125쪽.

18) 앙선거 리 원회, 각국의 선거제도(2001), 6쪽 참조.

19) 앙선거 리 원회, 각국의 선거제도, 86쪽, 9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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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선거와 같다.

독일의 경우 투표시간은 오 8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당선인 결정은

소선거구 비교(상 )다수 표방식에 의한다. 즉 각 선거구에서는 비교다수

표제에 의해 최다득표한 후보자 1인이 당선되며, 동수 득표인 경우에는

선거구선 원장이 추첨에 의해 결정한다. 정당명부에 의한 비례 표방식

에 의해 당선인으로 결정되는 의원도 있다.20) 보궐선거의 선거일은 주선거

장이 정하며, 보궐선거는 총선거의 일반 차에 따라 실시된다.

이탈리아는 일요일의 오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그리고 다음날인 월

요일 오 7시부터 오후 2시까지 이틀에 걸쳐 투표를 하게 하고 있다. 상

원의원의 경우 소선거구에서 유효투표총수의 65%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65% 이상의 득표자가 없는 경우 주단 의 지역에서

지역후보자명부상의 최고득표수를 얻은 후보자순으로 비례 표제에 의해

당선자를 결정한다. 하원의원의 경우 먼 각 후보자 명부에 기재된 후보

자별 투표수를 계산하여 그 투표수가 많은 순서로 배분의석수에 달하는 자

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며, 국단일선거구에서도 정당별로 의석수를 배분하

는 비례 표제를 채택하고 있다.21)

3. 역사 고찰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선거 역사상으로 보아도 보궐선거일을 명시 으로

일요일이나 휴무일로 하도록 련 선거법 규정자체에서 규정한 바가 없으

며, 투표시간을 퇴근 시간 이후인 10시까지 연장하도록 한 가 없다. 한

최소투표율제를 채택하여 지역구 국회의원의 당선을 결정한 례도 없다.

4. 평등권 침해 주장에 한 단

가. 평등원칙의 의미

청구인들은 이 사건 각 심 상 조문이 국회의원 총선거일의 선거권자

와 입후보자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일의 선거권자와 입후보자를 차별

20) 앙선거 리 원회, 각국의 선거제도, 195쪽.

21) 앙선거 리 원회, 각국의 선거제도, 213, 2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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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청구인들에 해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이나 헌법 제41조의 평등선거

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헌법상 평등의 원칙은 일반 으로 입법자에게 본질 으로 같은

것을 자의 으로 다르게, 본질 으로 다른 것을 자의 으로 같게 취 하는

것을 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평등원칙 반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엄격한 심사척도에 의할 것인지, 완화된 심사척도에 의할 것인지는 입법자

에게 허용되는 입법형성권의 정도에 따라서 달라진다.22) 그리고 입법자의

자의 취 여부에 한 심사기 은 ① 첫째, 본질 으로 동일한 것을 다

르게 취 하고 있는가 하는 차별취 의 존재 여부와, ② 둘째, 그러한 차별

취 이 자의 인가의 여부에 달려 있다.23) 즉, 헌법상 규정된 평등원칙에

반된 차별취 이 존재하기 해서는 우선 동질 인 비교집단이 존재해야

하고, 그 비교집단에 한 차별취 이 존재해야 하는 것이다.

나. 심 상에의 용

그런데, (1) 청구인들 자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공선법 제34조나 제35

조 제2항 제1호 모두 국회의원 총선거일이나 재․보궐선거일을 모두 목요

일로 정하고 있다. 그리고 총선거일을 휴무일로 지정하는 것도 공선법

규정 자체에 의한 것이 아니고 정부가 통령령인 공서의공휴일에 한규

정 제2조24) 제11호인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에 의한 것이다. 그

22) 헌재 1999. 12. 23. 98헌마363, 례집 11-2, 771, 787 참고.

23) 헌재 1996. 12. 26. 96헌가18, 례집 8-2, 680, 701 참조.

24) 공서의공휴일에 한규정, 1998. 12. 18. 통령령 제15939호

제1조 (목 ) 이 은 공서의 공휴일에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으로 한다.

제2조 (공휴일) 공서의 공휴일은 다음과 같다. 다만, 재외공 의 공휴일은 우

리나라의 국경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

3. 1월 1일

4. 설날 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4월 5일 (식목일)

6. 석가탄신일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 충일)

9. 추석 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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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므로 재․보궐선거일을 총선거일과 달리 휴무일로 지정하지 않고 투표를

실시한다고 해도 그것은 이 공선법 규정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고 할 것이

다. 즉 총선거일과 비하여 볼 때 재․보궐선거일에 해 이 사건 심

상인 공선법 규정 자체에 의한 차별취 은 존재하지 않는다.25)

한 투표시간에 한 공선법 제155조는 총선거일이나 재․보궐선거일

에 동일하게 용되므로 총선거일의 선거권자 후보자와 재․보궐선거일

의 선거권자 후보자간에 아무런 차별취 도 존재하지 않는다.

(2) 아니, 무엇보다도 국회의원 총선거나 재․보궐선거의 각 선거권자

각 입후보자를 서로 비교할 수 있는 집단이라고 하기 어렵다. 재․보궐

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의 선거권자나 입후보자도 총선거가 실시되는 경우

그 총선거가 실시되는 선거구의 선거권자가 되거나 입후보자로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원래 평등원칙 반의 특수성은 상 법률이 정하는 ‘법률효과’가 동일하

게 발생하지 않는다는 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법률효과가 수범자의 한

집단에만 귀속하여 ‘다른 집단과의 사이에 차별’이 발생한다는 에 있

다.26) 따라서 평등원칙 반을 인정하기 해서는 우선 법 용에 련하여

상호 배타 인 ‘두개의 비교집단’을 일정한 기 에 따라서 구분할 수 있어

야 한다.27) 그러나 이 사건에 있어 재․보궐 선거가 이루어지는 지역의 선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25) 원래 정치 계법에서 선거일이 문제가 되었던 것은 여당이 일방 으로 유리한

선거일을 택일하는 데 있었다. 선거일을 성가로부터 택일 받는다는 뜬소문에서

부터 국민을 고려하지 않고 정하는 겨울선거에 이르기까지 그 폐해가 있었

음은 사실이다. 선거일 직 에 각종 공안사건과 간첩단 체포사건과 같은 일들이

반복되었던 을 상기한다면 선거일의 법정화 문제는 주요한 쟁 가운데 하나

다. 조 빈, 「한국민주화와 선거제도」, 『의정연구』, 제1권 1호, 의회발 연구회

(1995), 73-74쪽.

그로 인해 공선법 제35조 제34조는 국회의원총선거를 그 임기만료일 50일

이후 첫 번째 목요일에, 그리고 재․보궐선거는 4월 마지막 목요일 는 10월

마지막 목요일로 실시하도록 법정하여 놓은 것이다. 달리 말하자면 공선법

규정 제정시 총선거실시일과 재․보궐선거실시일 사이에 공휴일로 지정하는지 여

부에 해 차이가 있는 에 해서는 시비가 없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청구인들

이 시비 거는 총선거일과 재․보궐선거일의 차이 을 헌법 반문제로까지 끌어올

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된다.

26) 황도수, 헌법불합치결정에 한 새로운 체계의 시도, 법조(2002. 8.), 85쪽.

27) 아리스토텔 스와 같이 평등개념을 단순히 사물사이의 비교개념이 아니라 분배

개념으로 이해하는 경우, 평등개념은 평등여부의 단에 이르기 에 먼 평등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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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권자나 입후보자들도 총선거가 실시되면 다른 지역의 선거권자나 입후보

자들과 동일한 공선법의 용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재․보궐 선거 지역

의 선거권자나 입후보자들이 다른 지역의 선거권자나 입후보자들과 서로

배타 인 두 개의 비교집단이라고 하기 어렵다.

(3) 이처럼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지역구의 선거권자나 입후보자

총선거가 실시되는 지역구의 선거권자나 입후보자가 공선법 용에 하여

평등원칙을 용할 수 있는 비교집단이라고 보기 어렵고, 한 그들에

해 선거일이나 투표시간에 있어 공선법상으로는 아무런 차별취 도 존재하

지 않는다. 그러므로 공선법 규정이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지역구의 선

거권자나 입후보자를 총선거가 실시되는 지역구의 선거권자나 입후보자와

평등하지 않은 취 을 하고 있다고 하기 어렵다.

(4) 뿐만 아니라 헌법 제41조 제1항에서 규정한 평등선거의 원칙은 평등

의 원칙이 선거제도에 용된 것으로서 선거권자들의 투표가치를 동등하게

평가한다는 의미이다. 달리 말하자면 평등선거의 원칙은 투표의 수 인 평

등과 투표의 성과가치의 평등, 즉 1표의 투표가치가 표자선정이라는 선

거의 결과에 하여 기여한 정도에 있어서 평등하여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

다.28) 그런데 공선법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선거권자들이 한 투표와

총선거의 선거권자들이 한 투표에 해 서로 투표가치에 있어 차별을 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을 서로 비교할 만한 상이라고 하기도 어렵

다. 그러므로 이 사건 공선법 규정에 의해 투표가치에 한 차별취 이 존

재한다고 할 수도 없다.

(5) 따라서 이 사건 공선법 각 조항이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참여하

부의 단 상, 즉 가 ‘분배받는 자들’이고, 무엇이 ‘분배되는 상들’인가에

한 명확한 인식을 요구하게 된다. 따라서 헌법상의 평등개념은 ‘헌법의 평등조항

을 기 으로 심 하는 경우, 그 심 상에서 분배받는 자와 분배 상이 무엇인지

를 먼 정확히 인식하여야 한다.’는 규범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한 평등개념을 분배에서의 비례성으로 이해하는 경우, 평등개념은 평등여부의

단에서 분배받는 분배 상 사이에 존재하는 비례성여부에 한 인식을 요구하

게 된다. 따라서 헌법상의 평등개념은 ‘헌법상의 평등여부를 단하기 해서는

분배받는 자와 분배 상 사이에 존재하는 비례성이 입증되어야 한다.’는 것을 법

으로 요구하는 것이다. 황도수, 헌법상 평등개념의 이해, 헌법논총 제4집, 262쪽.

28) 헌재 1995. 12. 27. 95헌마224등, 례집 7-2, 760, 771; 헌재 2001. 7. 19. 200헌마

191․112․134(병합), 례집 13-2, 77, 97



722 헌법재 소결정해설집 2003

는 선거권자들과 총선거에 참여하는 선거권자들을 차별하여 평등원칙이나

평등선거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으며, 그에 따라 후보자들의 피선거권을

침해한다거나 국민주권원리에 반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주

장은 이유 없는 것이다.

다. 입법재량의 문제

청구인들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일을 미리 특정된 목요일로 규정하

을 뿐이고 그 선거일을 공휴일 는 휴무일로 지정하지 않음으로써 직장인

인 선거권자들이 사용자의 업무지시로 인하여 근무시간 근무를 해야만

하거나 국내외 출장 등으로 인해 선거일 당일에 투표를 할 수 없게 됨으로

써 결과 으로 조한 투표율로 인해 선거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표

성마 훼손되고 있고 그에 따라 선거권자들의 진정한 정치 의사가 왜곡

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공선법 제155조는 일부지역에만 국한하여 실시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특성을 무시하고 국회의원총선거와 재․보궐선거를 막론하

고 투표시간을 무조건 오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만 법정해 둠으로써 근

로종속 계 등에 의해 생업에 종사해야 하는 선거권자들로 하여 선거권

자 본인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선거 당일 획일 으로 고

정된 투표시간 이내에 투표할 수 없도록 하거나 쉽게 투표하지 못하도록

법률로써 강제하고 있으므로, 오후 10시까지로 투표시간을 연장하는 등 탄

력 으로 투표시간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청구인들은 주장하기

도 한다.

그러나 우리 헌법 제41조는 국회를 국민의 보통․평등․직 ․비 선

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면서(제1항), 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 표제 기타 선거에 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항). 따라서 비록 선거권자들의 투표편의를 도모하고 투표율을 제

고하여 당선자의 표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 의민주정치의 원칙에

비추어 바람직하다고 할지라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일을 휴무일이나 공

휴일로 지정할지 여부, 그 투표시간을 일과후의 시간까지 연장할지 여부는

헌법이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의 범 에 임하고 있는 “기타 선거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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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에 해당하는 문제라고 할 것이며, 따라서 행 공선법이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일을 총선거일과 동일하게 평일인 목요일로 지정한 것이나 그

투표시간을 총선거와 동일한 시간 로 지정한 것은 그러한 입법자의 입법

재량 범 내에 있다고 보이므로 재․보궐선거일을 휴무일로 지정하지 않

았거나 투표시간을 오후 6시 이후로 연장하지 않은 것이 헌법에 반되는

조치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해야 한다.29)

그리고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특정 선거구의 선거권자들에 한해서

재․보궐선거일을 공휴일로 지정한다는 것은 입법기술상으로도 至難하다.

주소지 직장소재지가 상이한 선거권자와 그것들이 동일한 선거권자를

일률 으로 규율하는 것이 부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공선법 규정자

체에서 재․보궐선거일을 휴무일로 한다는 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해서 그

러한 입법재량권의 행사가 불합리하다고 할 수는 없다.

한 투표시간을 직장인들의 통상 인 근무시간 이후로 좀 더 연장하는

것이 선거권자들의 투표 편의를 해 바람직하다고 여겨지지만 그러한 조

치를 취하지 않은 행 공선법 규정이 헌법에 반된다고까지 할 수는 없

다.30) 투표시간을 직 으로 규정한 헌법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투표시

간을 어느 정도나 보장하는 것이 국민주권원리나 의정치원리에 부합한다

고 할 것인지를 별할 수 있는 분명한 헌법 원리 기 은 찾아 볼 수 없

기 때문이다. 한 근로기 법 제9조는 사용자로 하여 근로자가 근무시

29) 사실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에서 선거제도에 한 논의는 체로 ① 선거

구 획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② 선거구는 ․ ․소선거구제 어느 것을 채택

할 것인가, ③ 이에 따라 다수 표제․소수 표제․비례 표제․직능 표제 에

서 어느 것을 택할 것인가 하는 등의 문제에 집 되어 있다(성낙인, 민주주의

원리와 선거, 한국헌법학의 황과 과제, 187쪽).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 문제되고 있는 투표일이나 투표시간, 는 당선인 결정방

식 등은 와 같은 논의사항 선거를 통하여 확보하려는 표의 정확성과 련

하여 다수 표제나 소수 표제를 채택할 것인지 하는 문제와 간 으로 련되

어 있다고 할 수는 있을지언정 그것과 직 으로 그리고 하게 련된 문제

가 아니다. 그런 탓인지 헌법학계에서도 이 문제에 해 거의 논의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투표일이나 투표시간, 당선인 결정방식 등의 문제에 해

서는 입법형성재량의 범 를 넓게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30) 우리 나라 국회의원 선거법의 개정역사를 살펴보면 투표시간은 오 7시나 6시

에 시작하고, 오후 4시, 5시, 6시, 7시 등에 끝나도록 변천해 온 것을 알 수 있다.

즉 그때 그때의 정치, 사회 환경 여건에 의해 투표시작 시간과 종료시간을

변경해 온 것이며, 그것을 결정할 일의 인 기 은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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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에 선거권 행사를 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에 이를 거부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선법 제6조 제2항도 공무원․학생 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투표하기 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

며 이를 휴업 는 휴무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설령 공선

법 제155조가 근무시간 에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단

지 그 이유만으로 근로자들의 투표권행사가 제한된다고 하기는 어렵다.

5. 선거의 표성 침해 주장에 한 단

가. 헌법에 근거가 없는 최소투표율제

청구인들은 선거의 표성을 확보하기 해서 최소투표율제에 의해야

함에도 공선법 제188조 제1항이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있어 선거권자의

투표권행사를 제도 으로 제약하면서 투표율에 계없이 무조건 유효투표

의 다수 표자로 당선인 결정을 하도록 한 것은 선거의 표성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 선거는 일정한 차에 따라 표자를 선출하는 행

로서 의기 을 구성하는 민주주의의 실 수단이다. 따라서 선거제도는

의기 구성과 국가의 정책결정․집행과정에 국민의 의사가 가능한 한 굴

없이 정확하게 반 될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선거제도

가 갖추어야 할 제1차 요소가 표형성의 정확성에 있음은 더 말할 나

도 없다.

그러나 입법자가 당선인 결정을 유효하도록 하기 해 선거권자의 일정

비율 이상이 반드시 투표에 참가해야만 한다는 의미의 최소투표율을 법률

로 정할 것인지 여부, 는 그러한 제도를 도입할 때 어느 정도의 수치로

지정할 것인지에 한 명확한 헌법 근거는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와 같

은 주장은 헌법 으로 정당하지 않은 주장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즉 우리 헌법 제41조 제1항은 국민의 보통․평등․직 ․비 선거에

의해 국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제한선거제도를 부정하는 보통선

거제를 제1의 원칙으로 채택함으로써 재력, 신분, 직업 등으로 차별 우를

받지 않고 평등한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 실질 국민주권주

의를 구 하기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헌법상의 선거원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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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평등․직 ․비 선거이고 이에 자유 선거의 원칙이 더해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행 공선법 규정처럼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

인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헌법에서 선언된 와 같은 선거원칙에 반

된다고 할 근거는 찾아볼 수 없다.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해당 선거구

의 모든 선거권자들에게 성별, 재산, 사회 신분, 학력 등에 의한 제한 없

이 모두 투표참여의 기회를 부여하고(보통선거), 그들의 투표가치에 경 을

두지 않고 선거권자 1인의 투표를 모두 동등한 가치를 가진 1표로 계산하

며(평등선거),31)32) 선거결과가 간 선거인이나 정당이 아닌 선거권자에

의해 직 결정되고 있고(직 선거),33) 투표의 비 이 보장되며(비 선거

),34) 강제투표가 아닌 자유로운 투표를 보장함으로써(자유선거) 헌법상의

선거원칙은 모두 구 되는 것이므로, 이에 더하여 선거의 표성확보를

해 최소투표율제를 채택할 것까지 요구할 수는 없다. 선거의 표성 확보

는 모든 선거권자들에게 차등 없이 투표참여의 기회를 부여하고, 그 투표

에 참여한 선거권자들의 표를 동등한 가치로 평가하여 유효투표 다수의

득표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는 행 방식에 의해 충분히 구 된다

고 해야 하는 것이다.

나. 이른바 최소투표율제의 문제

(1) 일반론

설령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입법자가 최소투표율제를 채택한

31) 공직선거 선거부정방지법 제146조 (선거방법) ② 투표는 직 는 우편으로

하되, 1인 1표로 한다. 이 경우 시․도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지역구 시․도의원선

거 비례 표 시․도의원선거마다 1인 1표로 한다.

32) 평등선거라 함은 모든 선거인이 1표씩 가지는 1人 1票制(one man one vote)와

더불어 모든 선거인의 투표가치를 평등한 것이 되게 하는 1票 1價制(one vote

one value)를 원칙으로 하는 선거원칙을 말하는데, 평등선거의 원칙은 본질 으로

투표가치의 평등에 을 둔다. 차등선거는 불평등선거라고도 할 수 있으며 여기

에는 사회 신분․종교․재산 등을 이유로 특정의 선거인들에게 복수의 투표권

을 부여하는 複數投票制(Pluralwahlrecht)와 等級投票制(Klassenwahlrecht) 등이

있다. 차등선거제는 제한선거제(사회 신분은 물론 재산과 교양 등에 의한 자격

요건을 부과하는 선거)와 마찬가지로 불평등 선거이므로 오늘날 자취를 감추었다.

고문 , 평등선거의 원칙과 선거구인구의 불균형, 공법연구 31집 3호, 334쪽.

33) 헌재 2001. 7. 19. 200헌마191․112․134(병합), 례집 13-2, 77, 95 - 96

34) 공선법 제167조, 제2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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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헌법이 부여한 입법형성권의 범 에서 선택할 문제

이며, 그러한 제도를 채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헌 인 입법권의 행

사라고 할 수는 없다. 이 은 선거권자의 50%이상이 투표해야 유효한 선

거가 될 것인지, 아니면 40% 이상, 는 20% 이상 등 어느 비율 이상의

선거권자가 투표에 참가해야 유효한 선거가 될 것인지에 한 기 을 설정

한 명확한 헌법규정이나 헌법원칙을 찾을 수 없다는 에서 보아도 분명하

다. 나아가 입법자가 최소투표율을 미리 법정해 둔다고 하더라도 그 투표

율에 미치지 못하는 투표율이 나왔을 때 그 투표율에 도달할 때까지 제2

차, 제3차 투표 등을 해 새로이 선거를 실시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시

간․비용 등의 낭비를 막을 필요도 있다. 그리고 제3차 이상의 투표를 하

지 않도록 결선투표제를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그 결선투표 자체도 최소투

표율에 미달된 투표에 의해 실시된다면 결국 선거의 표성을 보다 높게

보장하기 해 최소투표율제를 도입한 취지에 반하게 된다. 한 결선투표

까지의 후보자간 정치 야합의 폐단을 막기도 어렵게 된다. 어느 모로 보

나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의미의 최소투표율제를 쉽사리 도입할

수는 없는 것이다.

(2)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선거권자 의사의 존 필요성

그리고 차등 없이 투표참여의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발 으

로 투표에 참가하지 않은 선거권자들의 의사도 존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만약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최소투표율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투

표실시결과 그러한 최소투표율에 미달하는 투표율이 나왔을 때 그러한 최

소투표율에 도달할 때까지 투표를 다시 실시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데,

그것을 막기 해 선거권자들로 하여 투표를 하도록 강제하는 과태료나

벌 등의 수단을 채택하게 된다면 자발 으로 투표에 참가하지 않은 선거

권자들의 의사형성의 자유 내지 결심의 자유를 부당하게 축소하고 그 결과

로 투표의 자유를 침해하여 결국 자유선거의 원칙을 반할 우려도 있게

된다.35)36)

35) 투표제도는 투표권 행사의 자유 여부에 따라 강제(의무)투표제와 자유투표제로

나 수 있는데, 그 강제(의무) 투표제는 선거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투표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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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 소는 일 이 자유선거의 원칙에 하여,「자유선거의 원칙은 비

록 우리 헌법에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민주국가의 선거제도에 내재하는 법

원리인 것으로서 국민주권의 원리, 의회민주주의의 원리 참정권에 한

규정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자유선거의 원칙은 선거의

과정에 요구되는 선거권자의 의사형성의 자유와 의사실 의 자유를 말하

고, 구체 으로는 투표의 자유, 입후보의 자유 나아가 선거운동의 자유를

뜻한다.」라고 천명한 바 있다.37) 즉 자유선거라는 것은 선거인의 결정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직 는 간 강제나 압력이 존재하지 않는

선거를 말하고,38) 자유선거의 원칙은 결정의 자유 는 결심의 자유를 심

하게 제한하는 모든 형태의 처분이나 법률로부터 선거인을 보호하는 원칙

아니할 경우 재산형(벌 형)을 부과하거나 각종 공권의 박탈․정지 등이 이루어지

는 제도이며, 자유투표제는 선거인의 선거참여 여부를 으로 선거인의 자유에

맡기는 제도이다. 강제투표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로 아르헨티나, 오스트리아,

라질, 과테말라, 벨기에, 이탈리아, 멕시코, 터키, 호주, 그리스, 페루, 룩셈부르크

등을 들 수 있으나, 그 외의 부분의 국가에서 자유투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투

표는 일반 으로 정치 자유로서 강제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앙선거 리

원회, 각국의 선거제도(2001), 36쪽, 38쪽.

36) 랑스헌법이론상 주권 이론은 크게 Nation 주권이론과 Peuple 주권이론이 있다.

그 국민에게 투표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 Nation 주권이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투표는 의무이지 권리(droit)가 아니다. 이론상 선거인은 투표할 책무를 갖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 선거에서 당선된 자들로서 구성된 단체로서의 Nation의 표

는 으로 자유로운 방식으로 Nation의 의사를 표명한다. Peuple이나 선거인이

Nation의 표를 통제하는 것은 정상 인 것이 못된다. 선거인은 Nation의 이익을

정의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학식 있는 자를 선출할 뿐이다. 순수

표이론은 Nation 주권개념에 포함되어 있으며, 이 Nation 주권이론은 권력분립의

원리에 의하여 순수 표이론을 보장해 다.” Jacques Cadart, Institutions

plitiques et droit constitutionnel, Paris , L.G.D.J., 1983, tome1. pp. 183-184. 성낙

인, 민주주의 원리와 선거, 한국헌법학의 황과 과제, 180쪽.

그러나 이러한 이론은 루소의 사회계약론에 바탕한 인민주권론(Peuple 주권이

론)에 의해 다음과 같은 비 을 받고 있다.

“Peuple 주권이론은 시민 에 치한 하나의 우월 존재로서의 Nation을 부정

한다. 그에 따라 선거는 반드시 보통선거여야 하며,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Peuple

을 형성하는 각 개인은 주권의 일부분을 갖게 된다. 보통선거를 인정하지 않는다

는 것은 곧 주권을 특정시민에게서 빼앗는 것을 의미하며, 그것은 Peuple 주권의

원리에 반하게 된다. 따라서 투표는 주권자의 임의선택 인 원리에 의거한 권리이

다.” 성낙인 논문, 180쪽.

37) 헌재 1994. 7. 29. 93헌가4등, 례집 6-2, 15, 28; 헌재1995. 4. 20. 92헌바29,

례집 7-1, 499, 506 참조.

38) K. Hesse, Grundzüge des Verfassungsrecht der BRD, 14 , 단락번호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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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것이다.39)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한 투표율이 지니는 의미를 단지 재․보궐선거

일이 평일이거나 투표시간이 근무시간 이후까지 연장되지 않았다는 것 만

에 기인한다고 여겨 당선인 결정방식을 선거권자들의 일정 비율 이상이 반

드시 투표에 참여해야만 가능하다는 최소투표율제에 의해야 한다고 하면

결과 으로 선거인의 결정의 자유 내지 결심의 자유를 침해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다.40) 재․보궐선거에 참가하지 않은 선거권자들의 의사는 선거

에 참가한 선거권자들의 투표에 의해 결정된 당선인을 자신들의 표자로

인정하려는 의사라고 간주해도 무방할 것이다. 그러므로 조한 투표율에

의해 실시된 재․보궐선거에서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후보자를 당선인으

로 결정하는 것이 선거의 표성을 훼손한다고 하기는 어렵다.

다. 비교법 으로 보아도 근거가 없음

나아가 비교법 으로 볼 때도 부분의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표제

는 유효투표수를 기 으로 당선인을 결정할 뿐이지 선거권자의 일정 비율

이상이 반드시 투표에 참가해야만 당선인을 결정한다는 이른바 최소투표율

제에 의해 당선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즉 세계 각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당선인 결정방식을 분류해 보면 크게 다수 표제와 소수 표제, 비례

표제로 나 수 있으며, 그 기 은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

으로 할 것인지(다수 표제), 아니면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지 않은 소수자

에게도 당선될 기회를 것인지(소수 표제), 아니면 유효투표에 해 각

정당의 득표율에 비례하는 수의 표자를 공평하게 선출할 것인지(비례

표제) 하는 일 뿐 당해 선거구의 선거권자가 얼마나 투표에 참여했느냐

39) BVerfGE 40, 11, 41; 66, 369, 380.

그리고 이상의 에 해서는 헌재 2001. 7. 19. 200헌마191․112․134(병합),

례집 13-2, 77, 101. 권 성 재 의 보충의견 참조.

40) “선거에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가. 선거참여를 독려하는 언론을 볼 때마다 생각

해보는 자문이다. 왜 조한 투표율이 지니는 의미는 폄하시키는가? 투표율이 낮

다는 것과 정치의 후진성과는 상 계가 없는가. 흔히 유권자와 후보는 시장의

상품과 구매자에 비교된다. 유권자에게는 후보자가 마음에 들지 아니하면 투표하

지 아니할 권리가 있다. 무조건의 참여를 권장할 일은 아니라는 뜻이다. 문제는

선거에 한 비 과 후보자에 한 불신이 투표율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가 하

는 이다.” 김민배, 선거법, 선거 그리고 민주주의, 민주법학, (199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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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해 선거의 유효여부나 당선여부를 결정하고 있지는 않다.41)

외 으로 랑스에서 상원 하원 의원의 경우 등록된 선거권자의 4

분의 1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가 없으면 2차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

를 찾아 볼 수 있을 뿐이다.42) 미국의 콜럼비아 특별구 조지아주, 버

몬트주 등에서 채택하고 있는 다수 표제도 유효투표의 과반수를 기

으로 하는 것일 뿐이고 선거권자의 일정 비율 이상이 투표에 참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즉 일본, 미국 연방 부분의 주,43) 국, 독일, 이탈리아, 벨기에,44)

스웨덴,45) 노르웨이,46) 덴마크,47) 핀란드,48) 오스트리아,49) 캐나다,50) 필리

핀,51) 호주52) 등 거의 모든 국가들이 의회의원 선거에 있어 각 후보자별로

유효투표에 의한 득표수를 계산하여 최다득표를 한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

하는 다수 표제를53) 채택하고 있거나 유효투표의 득표수를 비율로 정하여

정당별로 일정한 방식에 의해 의석을 배분하는 비례 표제를 채택하고 있

거나 그 양자를 혼합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을 뿐이며, 총선거권자 일

정 수 이상이 투표에 참가하지 않는 경우 재차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는 제

41) 앙선거 리 원회, 각국의 선거제도, 41쪽 이하 참조. 그리고 외국의 당선인

결정방식을 살펴보아도 최소투표율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랑스를 제외하고

는 없다.

42) 앙선거 리 원회, 각국의 선거제도, 164쪽.

43) 이 에 해 West Law를 이용하여 련 미국 례를 찾아보았으나, 방화구역

설정을 한 주민투표에서 주민투표 공고 차를 락함으로써 투표권자의 10%만

이 투표에 참가하게 된 경우 당해 주민투표는 무효라는 오클라호마 주 법원 결

을 찾을 수 있었을 뿐이다(Walker v Oak Cliff Volunteer Fire Protection

Dist.(Okla) 807 P2d 762). 그런데 주 법원 결은 의회의원선거와는 계가 없

는 결이어서 참조할 바가 못된다.

44) 앙선거 리 원회, 각국의 선거제도, 236쪽.

45) 앙선거 리 원회, 각국의 선거제도, 255쪽.

46) 앙선거 리 원회, 각국의 선거제도, 270쪽.

47) 앙선거 리 원회, 각국의 선거제도, 284쪽.

48) 앙선거 리 원회, 각국의 선거제도, 303쪽.

49) 앙선거 리 원회, 각국의 선거제도, 321쪽.

50) 앙선거 리 원회, 각국의 선거제도, 345쪽.

51) 앙선거 리 원회, 각국의 선거제도, 424쪽.

52) 앙선거 리 원회, 각국의 선거제도, 439쪽.

53) 부분의 국가에서 비교(상 )다수 표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다수 표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도 매우 드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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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채택하지 않고 있다.

사실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에서 선거제도에 한 논의는 체로

① 선거구 획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② 선거구는 ․ ․소선거구제

어느 것을 채택할 것인가, ③ 이에 따라 다수 표제․소수 표제․비례

표제․직능 표제 에서 어느 것을 택할 것인가 하는 등의 문제에 집 되

어 있을 뿐54) 최소투표율제를 채택할지 여부에 있는 것은 아니다. 선거권

자들의 정치무 심 행태가 심화되고 있는 오늘날 최소투표율제를 채택할

시 필요성도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라. 우리나라 역사 으로도 례가 없음

이 최소투표율제는 우리나라 역사상 채택한 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국회

의원선거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제시된 의견에서도 최소투표율제를 채택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의견을 찾아보기 어렵다.55)56)

마. 결어

결국 이 사건 공선법 제188조가 최소투표율제를 택하고 있지 않다는 이

유만으로 헌법상 요구된 선거의 표성의 본질을 침해한다거나 그로 인해

국민주권 원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하기 어렵다.

54) 성낙인, 민주주의 원리와 선거, 한국헌법학의 황과 과제, 187쪽.

55) 최승수, 공직선거 부정선거방지법 개정안, 민주사회를 한 변론(1997.8.)에도

최소투표율제에 한 주장이 없다. 1998. 11. 21. 새정치국민회의 정치개 특 의

선거제도분과 원장인 이상수 의원이 제78회 공법학회 학술발표회의에서 발표한

선거제도개 방안에도 그에 한 주장이 없었으며, 정연주, 국회의원선거제도의

개 방안, 공법연구(1999), 175쪽 이하의 논문에도 그러한 주장이 없다. 김용태, 국

회의원 선거제도에 한 연구, 구 학교 박사학 논문(1990) 68쪽 이하에도 그

에 한 언 이 없다.

56) 통령 선거에 해 행 공선법 제187조 제1항은 통령후보자가 1인인 때 그 득

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에 달해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

으나, 이는 헌법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것이며 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 한 것

이므로 헌법 자체에서 그러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후보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국

회의원 당선인 결정방식을 규정한 이 사건 심 상조항에 유추 용하기도 어렵다.

공선법 제188조 제2항에 의하면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후보자가 1인이면

별도로 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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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결국 이 사건 헌법소원심 의 상인 공선법 규정 재․보궐선거일이

나 투표시간에 한 규정은 입법자의 입법형성권 범 내에서 제정된 것으

로 선거권자이자 입후보자인 청구인들의 평등권이나 평등선거권을 침해하

는 것이 아니며,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게

한 공선법 규정도 선거의 표성의 본질이나 국민주권 원리를 침해하는 것

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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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령 신임투표를 국민투표에 부치는 행

헌확인 등

(헌재 2003. 11. 27. 2003헌마694등, 례집 15-2하, 350)

김 하 열＊1)

【 시사항】

통령이 국회 본회의에서 행한 시정연설에서 정책과 결부하지 않고 단

순히 통령의 신임 여부만을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하고자 한다고 밝힌 것

이 헌법소원의 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의 개요】

1. 심 청구에 이르게 된 경

피청구인 통령은 2003. 10. 13. 제243회 국회 본회의에서 행한 시정연

설을 통하여 자신에 한 국민의 신임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2003. 12.

15. 경 실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에 청구인들은 요정책과 결부되지

않은 단순 신임 목 의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은 헌법 제72조에 배되는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자신들의 행복추구권, 양심의 자유, 국민표결권, 재

산권 등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며, 2003. 10. 15.(2003헌마694), 같은 달

17.(2003헌마700), 같은 달 28.(2003헌마742) 피청구인의 행 의 헌확

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각 청구하 다.

＊ 헌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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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구인들의 주장 피청구인의 답변 요지

가. 청구인들의 주장

(1) 헌법 제72조에 의하면 통령은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 에

한 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을 뿐이지 정책이 아닌 통령의

정치 신임 여부는 국민투표에 붙일 수 없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에 반하여 정책과 결부되지 않

은 단순한 신임투표를 추진하겠다고 공언하 는데 이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 국민표결권, 선거권, 양심의 자유, 근로의 자유,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침해된다.

나. 피청구인의 답변

(1) 통령은 단지 자신에 한 재신임 여부를 묻겠으며, 그 방안으로는

국민투표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에 불과하고, 재신임투표

와 련하여 투표일 공고 등 투표실시를 한 아무런 조치를 취한바 없어

재신임 국민투표 실시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며 장차 그와 같은 국민투표

가 실시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존재하는 상태에 불과하므로 공권력의 행

사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이 사건 심 청구는 부 법하다.

(2) 통령의 재신임 국민투표는 그 실시 여부가 확정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장래 실시 여부 한 불확실한 상태여서 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 청구는 부 법하다.

(3) 국민이 통령을 신임하는가의 문제는 헌법 제72조의 국가안 에

한 요정책에 해당하므로 재신임 국민투표는 헌이라 할 수 없다.

【결정요지】

가. 헌법재 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는 불행사”로 인하

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헌법소원의 상이 되려면 “공권력의 행사 는 불행

사”에 해당하여야 하는바, 피청구인인 통령의 발언내용 이를 후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발언의 본의는 재신임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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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시기에 한 자신의 구상을 밝힌 것에 불과하며, 정치권에서 어떤 합의

된 방법을 제시하여 주면 그에 따라 차를 밟아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는

것이어서 이는 법 인 차를 진행시키기 한 정치 인 사 비행

는 정치 계획의 표명일 뿐이다.

나. 국민투표라는 것은 통령이 그 상이 되는 사항을 구체 으로 정

하여 국민투표안을 공고함으로써 비로소 법 인 차가 개시되므로, 공고

와 같이 국민투표에 한 차의 법 개시로 볼 수 있는 행 가 있을 때

에 비로소 법 인 효력을 지닌 공권력의 행사가 있게 되고, 그러한 법

행 이 에 국민투표의 실시에 한 정치 제안을 하거나 내부 으로 계

획을 수립하여 검토하는 등의 조치는 일종의 비행 에 불과하여 언제든

지 변경․폐기될 수 있다. 이 사건 심 의 상이 된 피청구인의 발언만으

로는 국민투표의 실시에 하여 법 인 구속력 있는 결정이나 조치가 취해

진 것이라 할 수 없으며, 그로 인하여 국민들의 법 지 에 어떠한 향

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다. 그 다면 비록 피청구인이 통령으로서 국회 본회의의 시정연설에

서 자신에 한 신임국민투표를 실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하더라도, 그것

이 공고와 같이 법 인 효력이 있는 행 가 아니라 단순한 정치 제안의

피력에 불과하다고 인정되는 이상 이를 두고 헌법소원의 상이 되는 “공

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에 한 취소 는 헌확인을 구

하는 청구인들의 심 청구는 모두 부 법하다.

재 김 일, 재 권성, 재 김경일, 재 송인 의 반

의견

1. 피청구인의 행 는 헌법소원의 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

한다.

가. 국민투표의 실시를 결정하는 것은 피청구인의 독자 권한인바, 피청

구인이 국회에서의 시정연설을 통하여 국민 앞에 공표한 것은 국민투표에

한 단순한 비행 나 의견표명 내지 정치 제안의 수 을 넘어서는 것

이고, “정치 합의가 이루어지면” 등과 같은 완곡한 표 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의 발언의 체 맥락은, 헌법 제72조에 규정된 국민투표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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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폭넓게 해석하면 신임국민투표도 가능하므로 이를 그 로 추진하겠다는

피청구인의 결단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공표행 는 통

령의 권한으로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는 명백한 의사결정을 외 으로 표

시한 것에 해당한다.

나. 피청구인의 공표행 는 체로서 일련의 포 차를 이루고 있는

국민투표 실시라는 커다란 차의 도입부를 구성하는 것으로서, 그 진지성

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 국민투표안의 공고가 아직 없다고 하더라도 헌

법소원의 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2. 피청구인이 자신에 한 국민의 신임여부를 국민투표에 부치는 행

는 헌이며, 이로 인하여 국민들의 참정권 등의 기본권이 침해된다.

가. 헌법은 국민에 의하여 직 선출된 통령과 국회의원이 국민을

신하여 국가의사를 결정하는 의제를 원칙으로 하면서, 헌법 제72조

제130조 제2항에서 ‘국가안 에 한 요정책’과 ‘헌법개정안’에 하여 국

민투표의 가능성을 규정함으로써 외 으로 직 민주주의 요소를 가미

하고 있다.

나. 헌법 제72조는 “ 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

일 기타 국가안 에 한 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고 규정하

여 피청구인에게 국민투표부의권을 부여하면서, 국민투표의 상을 ‘외교․

국방․통일 기타 국가안 에 한 요정책’으로 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의 ‘ 요정책’은 ‘구체 이고 특정한 정책’을 뜻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 통령의 임기를 으로 보장하는 헌법 제70조나 궐 사유를 한

정 으로 규정하는 헌법 제68조 제2항 등 헌법규범에 비추어볼 때, 통령

에 한 국민의 신임여부는 헌법 제72조의 ‘ 요정책’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라. 역사 으로 볼 때 다수의 국가에서 집권자가 국민투표를 통하여 자

신에 한 국민의 신임을 물음으로써, 자신의 정치 입지를 강화하는 데

이용한 사례가 허다하 다. 이러한 에서 우리 헌법은 제72조의 국민투표

의 상을 명시 으로 ‘정책’에 한정하고 이로써 국민투표가 역사상 민주주

의의 발 에 해악을 끼친 신임투표가 되어서는 아니될 것임을 선언하고 있

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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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그 다면, 피청구인이 이미 지난 선거를 통하여 획득한 자신에 한

신임을 국민투표의 형식으로 재차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헌법 제72조의 국

민투표제를 헌법이 허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헌 으로 사용하는 것이며,

이로 말미암아 국민이 국민투표를 통하여 특정한 국정사안에 하여 자유

로운 의사결정에 따라 국가권력의 행사과정에 정당하게 참여하는 것이 침

해되고, 이로써 국민의 한 사람들인 청구인들의 참정권 내지 국민투표권과

정치 의사표명을 강요받지 아니할 자유가 침해된다.

【해설】

1. 쟁 의 정리

이 사건에서는 먼 청구인들의 심 청구가 헌법소원의 요건을 충족하

는 것인지가 문제되었는바, 재 의 다수의견은 피청구인인 통령의 행

는 국민투표안을 공고한다든지 하는 법 효력 있는 행 가 아니라, 법

인 차를 진행시키기 한 정치 인 사 비행 내지 정치 제안의

피력에 불과할 뿐이어서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헌법소원의

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아 심 청구를 각하하 다. 이에 하여 재 4

인의 반 의견은 통령의 행 가 헌법소원의 상이 된다고 한 다음 본안

단에까지 나아가 그것이 헌법에 반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와 같이 이 사건에서는 통령 신임국민투표의 헌 여부에 한 헌법

재 소의 본격 단이 행해지지 않았고, 다만 소수의견만이 심 청구가

법함을 제로 신임국민투표는 헌이라는 견해를 밝혔으므로, 먼 이

심 청구가 헌법소원의 요건을 구비한 것인지 살펴 본 다음, 신임국민투표

의 헌 여부에 하여는 일반 논의를 설명함에 그친다.

2. 통령의 행 가 헌법소원의 상이 되는지 여부

가. 공권력 행사성의 단

헌법재 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공권력의 행사 는 불행사”만이 헌

법소원의 상이 되는바, 이 사건 피청구인의 행 가 헌법소원의 상이

되는 ‘공권력성’을 갖춘 것인지 문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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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헌법재 소의 례

(가) “공권력의 행사”라 함은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을 행하는 모든 국

가기 ․공공단체 등의 고권 작용을 말한다(헌재 2001. 3. 21. 99헌마139

등, 례집 13-1, 676, 692).

입법작용으로는 법률, 조약, 입법부작 , 행정작용으로는 행정입법, 행정

입법부작 , 조례, 공고, 권력 사실행 , 행정청의 부작 거부행 ,

검사의 불기소처분, 사법작용으로는 사법입법 등이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

한다.

공법상의 사단, 재단 등의 공법인, 국립 학교와 같은 조물 등의 작용

도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헌재 1998. 8. 27. 97헌마372등, 례집 10-2,

461, 470-471).

고도의 정치 결단에 의해 행해지는 국가작용, 즉 ‘통치행 ’라 하더라

도 심 상이 된다(헌재 1996. 2. 29. 93헌마186, 례집 8-1, 111, 116).

(나) 국가기 ․공공단체의 행 어떠한 속성이 “공권력성”의 징표인

지 일률 으로 밝히긴 어려우나, 례를 종합하면 체로 외 구속력이

있어서 국민의 법 지 에 변화를 래하는 것인지에 따라 가름하여 볼

수 있을 것이다.

아래는 이러한 속성을 결한 것으로 즉 공권력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한 사례들을 유형화한 것이다.

① 국가기 내부의 행 , 내부의 사무처리지침

진정(내사)사건의 종결처분(헌재 1990. 12. 26. 89헌마277, 례집 2, 474,

480)

검찰사건사무규칙(헌재 1991. 7. 8. 91헌마42, 례집 3, 380, 383)

경제기획원 장 이 정부투자기 에 통보한 산편성지침(헌재 1993. 11.

25. 92헌마293, 례집 5-2, 510, 516)

정부의 법률안 제출(헌재 1994. 8. 31. 92헌마174, 례집 6-2, 249, 265)

국회의장이 국회의원을 상임 원회의 원으로 선임하는 행 (헌재

1999. 6. 24. 98헌마472등, 례집 11-1, 854, 859)

공직선거에 한사무처리 규(헌재 2000. 6. 29. 2000헌마325)

② 비행 ,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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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장 이 발표한 ‘1996학년도 학입시기본계획’ 의 “ 국의 학

에 하여 학별고사에서 국․ ․수 주의 필답고사 실시에 신 을

기하여 것을 권고하고, 그 세부사항으로 계열별․학과별 특성에 따라

학수학능력시험이나 고등학교 내신성 을 보완하는 선에서 교과목을

최소화하도록 권고”하는 내용(헌재 1997. 7. 16. 97헌마70, 례집 9-2,

131, 141)

기존의 학입학 형기본계획과 동일한 내용의 술고 학생에 한 학

생부 성 반 지침(헌재 1997. 12. 19. 97헌마317, 례집 9-2, 751, 760)

건설교통부장 이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내지 조정을 한 일반 인 기

을 제시하는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제도개선방안’(헌재 2000. 6. 1. 99

헌마538등, 례집 12-1, 665, 680)

다만, 서울 학교의 ‘1994학년도 학입학고사 주요요강’은 사실상의

비행 나 사 안내에 불과하지만, 그 내용이 국민의 기본권에 직 향을

미치고, 향후 법령의 뒷받침에 의하여 그 로 실시될 것이 틀림없이 상

된다고 하면서 공권력의 행사성을 인정하 다(헌재 1992. 10. 1. 92헌마68

등, 례집 4, 659, 668).

한 교육부장 의 ‘1995학년도 학입시기본계획의 일부 보완사항 통보’

는 교육법 제111조의2 교육법시행령 제71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고등학

교 내신성 에 하여 그 구체 인 내용을 보충하는 것으로서 헌법소원심

의 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1995, 1996학

년도 학입시에 이미 용되었던 이 사건 보완통보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997학년도 학입시에서도 그 로 용될 것임은 이를 충분히 측할

수 있다고 하여 심 청구의 법성을 인정하 다(헌재 1996.04.25. 94헌마

119, 례집 433, 442).

③ 단순한 사실상의 고지

법원행정처장의 민원인에 한 법령질의회신(헌재 1992. 6. 26. 89헌마

132, 례집 4, 387, 402).

한국방송공사가 보낸 단순한 해명내용이 기재된 ‘회신문’ 제목의 통지(헌

재 1993. 12. 23. 89헌마281, 례집 5-2, 658, 667)

공보처장 이 지역신문 발행인의 질의에 따라 보낸 통보(헌재 199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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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95헌마124, 공보 23, 729)

행정자치부장 이 사법시험 1차시험의 불합격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면

서 추가합격된 자에게 2차시험의 응시자격 범 를 통보하여 것(헌재

1999. 11. 30. 99헌마625, 공보 40, 940, 941)

④ 공고

공고에 하여는 일률 으로 말할 수 없고, 개별 공고의 내용과 련 법

령의 규정에 따라 구체 으로 단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헌재 2000. 1.

27. 99헌마123, 례집 12-1, 75, 83-84).

(2) 독일 연방헌법재 소의 련 례

서독이 동서독간의 형사공조법에 근거하여 살인 의자인 청구인(동독인)

을 동독으로 인도하려는 제반 조치와 련, 청구인이 유럽인권 원회에 제

소하자 서독연방정부에서 인도조치가 합헌 이라는 견해를 공식으로 동

원회에 표명하 던바, 청구인은 연방정부의 그러한 견해표명, 그리고 베를

린 구(區)법원이 연방정부의 견해를 그 로 받아들여 자신의 사법청구를

각하한 에 비추어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한 사건

에서, 연방헌법재 소는 연방정부의 그러한 견해표명(Stellungnahme)은 법

상황에 한 하나의 의견표명(Meinungsäußerung)에 불과하므로 헌법소

원의 상인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라고 하 다{BVerfGE 37, 57(61)}. 유사

한 례로는 서면에 의한 비구속 의견표명이어서 공권력 행사가 아니라

고 본 BVerfGE 2, 237(244)을 비롯하여 BVerfGE 3, 162(172); 29,

304(309)가 있다.

(3) 이 사건의 경우

피청구인이 통령이고 사사(私事)에 한 행 가 아니라 국정 내지 국

가작용에 한 행 이므로 공 성격은 쉽게 인정된다. 문제는 그것이 권

력 작용인가 하는 인데, 피청구인의 행 에 외 효력 내지 법 ․

사실 규제작용이 있는지 는 그 가능성이 얼마나 실 이고 진지한지

가 핵심이라 할 것이다.

(가) 통상 인 국민투표 차와 공권력 행사의 시 (始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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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상 행 에 공권력성이 있는지를 살펴보기 에, 먼 통상 인 국

민투표의 실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 경우 어느 단계에서 공권력의 행

사가 있다고 볼 것인지를 알아본다.

행 국민투표법은 헌법 제72조 헌법 제130조에 의한 국민투표에

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으로서, 통령의 투표안 공고(투표일 18

일까지. 제49조)-공고된 투표안의 게시(제22조)-국민투표에 한 운동(공고

일로부터 투표일 일까지. 제26조)-투표인명부의 작성(공고일로부터 5일이

내. 제14조 제1항)-투표-개표-집계- 앙선 의 결과 공표 통령․국

회의장에 한 통보(제89조)- 통령의 공포(제91조)의 순서로 진행된다. 여

기에서 알 수 있다시피 국민투표 차는 통령의 공고행 로부터 비로소

법 인 차가 개시된다. 따라서 국민투표 실시에 한 최 의 공권력 행

사는 공고라고 보아야 한다. 물론 국민투표안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나(헌법 제89조 제3호), 국무회의는 심의기 으로서 통령을 기속하지

않으므로1) 통령은 심의를 거치고서도 국민투표안을 공고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아직은 국민투표 실시와 법 인 거리가 있다 할 것이다.

(나) 심 상 행 의 분석

1) 피청구인은 2003. 10. 10. 재신임 국민투표 선언을 하 다가 정치계․

학계의 헌 논의를 비롯하여 정치 ․사회 인 장이 계속 일자, 2003.

10. 13. 국회 본회의 시정연설의 기회에 재신임 국민투표에 한 자신의 구

상을 좀 더 구체화시켜 밝힌 것이 이 사건 심 상 행 이다.

2) 피청구인 발언의 정확한 취지와 내용을 살펴본다.

피청구인의 국회 연설의 내용을 보면, “재신임 방법과 시기에 해서

의 생각을 말 드리겠습니다”, “제가 결정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만”,

“법리상 논쟁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정치 합의가 이루어지면”, “합의가

쉽게 이루어질 것으로 는 그 게 생각합니다”, “정책과 결부하지 않고

재신임 여부를 그냥 묻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는 발언이 나오는바,

그 다면 피청구인 발언의 진정한 취지는 “① 신임투표를 실시하고 싶은

데, ② (찬반에 하여 논란이 많으니) 정치권에서 합의해 주기를 기 한

다”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 취지는 어도 정치권에서 행 국민투

1) 학계의 통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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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법에 의하든, 국민투표법을 개정하는 쪽이든 합의된 방법을 제시하면 그

에 따라 차를 밟아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는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행

는 아직은 ‘법 인 차를 진행시키기 한 정치 사 비행 ’에 불과

하다 할 것이고, 합의된 방법에 따라 공고를 한 때에야 비로소 공권력 행

사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국민투표에 부의하는 것은 통령의 독자 권한이다. 국무회의의 심

의라는 차를 거치는 이상 더 이상 국회나 행정부 등 다른 국가기 의

의나 동의 차 없이 독자 결단으로 국민투표안을 공고함으로써 국민투표

차를 개시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헌법에 한 최종 ․유권 해석기 인 헌법재 소의 결정이

있기 까지는 국회, 통령, 법원 등의 국가기 은 입법 내지 법집행을

하여 1차 ․잠정 인 헌법해석을 할 수 밖에 없고, 이 경우 각 기 의 헌

법해석이 상충할 가능성은 상존한다. 신임투표의 헌법 허용성에 하여

도 마찬가지이다. 신임투표가 합헌이라는 통령의 견해와 헌이라는 국

회의 견해가 상충한다고 할 때, 통령은 ① 국회와의 정치 타결을 통해

국회의 동의를 얻은 후, 행 국민투표법이나 개정된 국민투표법에 근거하

여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방안, ② 국회의 견해를 무시하고 행 국민투표

법에 근거하든(신임투표도 헌법 제72조에 해당한다고 보아), 는 행 국

민투표법에 근거하지 않고 국민투표의 차조차도 사실상 형성해가면서(신

임투표는 헌법 제72조와는 별개의 합헌 조치라고 보아) 국민투표를 실시

하는 방안, ③ 국민투표를 포기하는 방안의 3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다.

이 ②의 경우라면 공고 이 에 통령의 사실상의 의지표명 행 에

공권력성을 인정할 소지도 있을 것이다. 이 때의 국민투표 실시라는 것은

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행 로서의 성격보다, 통령의 사실상의 힘의

발 으로서의 성격을 보다 강하게 띠기 때문이다. 이 경우의 공고행 는

시간과 순서에 따라 실 될 일개 차에 불과하게 되므로, 통령의 의지

표명 자체에 권력 ․사실 작용의 시원성(始原性이) 있게 되고, 여기에

이미 국민투표 실시라는 사실 작용과의 의지 근성을 인정할 여지도

있는 것이다. 요컨 , 권력 힘이 사실상 표출된 때에 일종의 권력 사실

로서의 공권력 행사성을 인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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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사건 피청구인의 행 는 ②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①에 해

당한다. 아직은 정치권의 합의를 호소, 구하는 단계에 불과하다. 앞으로

정치권의 합의 여부라는 변수가 남아있다. 헌법재 소의 례는 에서 본

바와 같이 비행 단계에 있는 행 가 공권력의 행사가 되려면 ‘법령의

뒷받침 등에 의하여 그 로 실시될 것이 틀림없을 것으로 상되는지’를

주요한 단지표로 삼고 있는데, 피청구인의 발언만으로 신임투표의 실시

가 틀림없을 것으로 상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행 는 그

자체로 결정 인 법 ․사실 형성력을 지니지 못하고 있다. 이 은 피

청구인의 발언 이후 결정 선고 당시까지도 신임투표의 찬반에 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피청구인이 신임투표 실시를 추진하지 못하고 있었

으며, 2003. 10. 27. 헌 여부에 하여 헌법재 소의 의견을 구하는 방안

을 검토하기에까지 이른 것을 보더라도 분명하다. 피청구인의 호소 로 합

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 차의 개시(국민투표법에 의한 공고가 될

것이다)가 있을 때에 비로소 국민투표 실시라는 법 규율작용이 실 으

로 발동된다.

나. 소 결

피청구인의 행 는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므로, 가사 신임투표가 실시될

경우에 그로 인한 기본권 침해의 개연성이 인정될 소지가 있다고 하더라

도, 이 사건 심 청구는 부 법하다.

이에 하여는 결정요지에서 본바와 같이 통령의 행 가 헌법소원

의 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본 소수의견이 있었다.

3. 신임국민투표의 헌 여부

가. 국민투표 일반론

(1) 국민주권의 원리와 의제․반(半) 의제

헌법 제1조는 “ 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하여 국민주권의 원리를 천명

하고 있다. 국민주권의 원리는 소극 으로는 어떤 형태의 군주국도 인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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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음을 의미하지만, 극 으로는 국가권력의 정당성이 국민에게 있고,

모든 통치권력의 행사를 최후로 국민의 의사에 귀착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로부터 국민이 직 통치권을 행사하여야 함이 도출되

지는 않는다. 국민주권의 행사방법으로는 간 민주제와 직 민주제가 있는

데, 국민은 선거를 통하여 표를 선출하고 그 표가 통치권을 행사하는

간 민주제( 의제)가 국민주권의 원칙 행사방법이다.

의제의 원리는 통치자와 피치자를 구별하고, 통치구조에 있어서 정책

결정권과 기 구성권을 분리하며, 표자는 선거에 의해 선출되고 체국

민을 표하며, 경험 의사에 한 추정 의사의 우선, 부분이익에 한

체이익(일반이익)의 우선, 명령 임의 배제 등을 기본내용과 개념으로

하고 있다.2)

직 민주제는 국민이 직 국정을 운 하는 제도를 말한다. 직 민주제

는 국민의 투표에 의한 표결의 방법으로 행해지는 것이 보통이다. 직 민

주제의 방법으로는 국민표결(국민투표), 국민발안, 국민소환, 국민거부가

있다.

국민주권과 통치원리에 하여 이러한 결론으로 정착되기까지에는 역사

으로 립되어 온 주권이론이 있었다. 특히 랑스에서 정립․발 되어

온 국민(Nation)주권권과 인민(Peuple)주권론은 오늘날 의제-반(半) 의

제-직 민주제의 논의와 깊은 연 성을 지니고 있다.

국민주권론은 몽테스큐의 ‘법의 정신’에서 제시하고 있는 순수 표제에서

그 이론 기 를 찾을 수 있는데, Nation주권에 있어 Nation이란 개념은

‘ 체로서의 국민’을 의미한다. 이는 이념 통일체로서 존재하는 추상

존재이다. 따라서 Nation의 주권은 원천 으로 직 행사될 수 없고, 표

자에 의해서만 행사될 수 있다. 표자는 그를 선출해 Nation으로부터

아무런 명령이나 지시도 받지 않은 채 그 자신이 자유롭게 행동한다.

이에 반해 루소(Rousseau)로부터 시작되는 Peuple주권론에 있어서

Peuple는 추상 인 존재가 아니라 실 으로 살아서 직 자신의 의사를

결정하고 표시하며 행동하는 주체이다. 이는 실 인 개인들의 총체이며,

의사무능력자를 제외시킨 개념이므로 peuple는 항상 주권을 스스로 행사

2) 정종섭, “ 의원리와 주권론의 계”, 헌법연구(1), 1994, 284-28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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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존재이다. 따라서 주권은 유권자의 총체에게 있고 개개의 유

권자는 1/유권자수 만큼의 주권의 지분을 가지고 행사한다. 불가피하게 주

권을 타인으로 하여 행사시킬 때에는 그 리인에게 지시나 명령을 할

수 있다.

이러한 두 주권이론을 통치원리( 의제 는 직 민주제)에 곧바로 입

할 수 있는지에 하여는 논란이 있지만, 국민주권론에서는 의제원리가,

인민주권론에서는 직 민주제가 보다 이상 인 제도로 여겨질 수 있다. 오

늘날 의제의 정착은 국민주권론의 승리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지만, 보

통선거의 일반화, 직 민주제원리의 헌법상 제도화는 이제 두 주권이론이

융합되고 통합된 타 헌법체제로 정착되었음을 의미한다.3) 랑스 헌법

제3조 제1항상의 “국민주권은 인민에 속하며, 인민은 표자와 국민투표를

통하여 이를 행사한다”라는 규정은 이를 웅변 으로 표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의제와 직 민주제가 융합된 통치원리를 랑스에서는 半 표제라

부르고 있다.

오늘날의 국가에서 의제가 기본원리로 정착하 지만, 의제 한

문제 을 지니고 있다. 국민주권의 원리가 의회주권의 원리로 변질되고, 일

반국민은 명목상의 주권자에 불과하게 되었다. 한 국민의 표자여야 할

국회의원은 정당지도부의 지시와 통제에 얽매이게 되었다. 이와 같이 표

자와 국민과의 사이에 벌어진 간극을 좁히고 국민주권을 보다 실질화하려

는 시도로서 국민의 직 인 개입을 인정하는 직 민주제 요소가 속속

도입되기에 이르 다. 스 스, 랑스, 미국의 州들( 표 으로 캘리포니아)

을 필두로 러시아, 이탈리아, 스페인,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헝가리, 슬로바

키아, 리투아니아 등의 나라에서 다양한 형태의 국민투표제를 도입하 다

(헌법개정국민투표와 입법에 한 국민투표가 주류를 이루지만, 국민투표

의 상, 발의주체 차, 효력은 각국에 따라 다기하다)4). 따라서 의

제도의 유형은 경직된 순수한 의제가 아니라 ‘직 통치 요소의

공존과 상용(相容)’의 원리에 의해 지배되는 의제5) 는 半 표제(半직

3) 성낙인, 헌법학, 2002, 131면

4) 베니스 원회刊, Constitutional justice and democracy by referendum, 1998;

Silvano Möckli, Direkte Demokratie, 1994

5) 허 , 한국헌법론, 2000, 63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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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제)6)라 부를 수 있다. 완 하고 순수한 형태의 직 민주주의는 실 될

수 없는 이상향이라 할지라도 표자를 일정하게 제한하는 구속 형태인

半직 민주주의는 표제를 한층 더 의미깊게 하는 제도로서 의제의 발

된 형태라 할 것이다.7)

랑스에 있어 의제와 반직 민주제가 양립 가능하냐의 논의가 있었

는데, 랑스에 있어 직 민주제에 한 통 인 의(敵意)는 체험 인

의이고, 통설에 의하면 의제의 본질은 의회의사와 국민의사의 합일을

추정하는 것인데, 이 합일을 보장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차(즉, 국민투

표)는 합헌일 뿐 아니라 바람직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한다.8)

이에 반해, 독일기본법은 바이마르공화국과 Hitler의 역사 체험에 한

반성으로 연방 토 는 州의 재편성(독일기본법 제29조, 제118조, 제118조

a)의 경우 외에는 국민투표의 도입을 극력 지하고 있다. 그러나 통일 이

후 독일의 거의 모든 州에서 국민발의제와 국민표결제를 범 하게 도입

하 다.9)

(2) 국민투표의 개념과 종류 - referendum과 plebiscite의 구별

직 민주제 제도들인 국민소환(recall), 국민발안(initiative), 국민표결

(referendum), 신임투표(plebiscite), 국민거부(Veto)10)를 실 하는 수단은

“국민의 투표”이다. 이에 따라 이러한 모든 것을 포함하는 의의 의미로

“국민투표”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도 있다.11) 그러나 일반 으로 “국민투표”

라 하면 국민표결로서의 referendum과 신임투표로서의 plebiscite만을 포함

하는 개념으로 사용된다.12) 이러한 “국민투표”는 일응 헌법개정국민투표와

6) 한태연, 헌법과 국민, 1995, 123면; 성낙인, 같은 책, 147면

7) 구병삭/강경근, 국민투표, 1991, 16면

8) 한태연, 같은 책, 163-172면

9) 김선택, “정책국민투표의 성격과 효력”, 헌법논총 제11집, 2000, 265면

10) 표자에 의해 의결된 법률에 해 일정기간 내에 일정 수의 국민들에 의해 국

민투표에 부쳐지면 그 법률은 시행이 유보되고, 국민투표에서 다수의 등록유권자

가 법률을 거부하면 부결이 확정된다. 오늘날 이러한 국민거부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다.

11) 구병삭/강경근, 국민투표, 1991, 17면; 김선택, 같은 , 239면

12) 그밖에 독일에서는 특정 사안에 하여 국민에게 의견을 묻는 제도로서의 국민

질의(Volksbefragung)를 따로 분류하기도 한다. 이는 다른 국민투표와는 달리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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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국민투표13), 정책국민투표, 그리고 신임투표로 나 어진다.

plebiscite는 어원상으로는 로마 평민(plebs)과 의결(scitum)의 합성어로

서 인민이 투표로써 정치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 다. 오늘날에는 주

로 집권자에 한 국민의 신임 여하를 묻는 식으로 국민투표가 행해질 경

우 plebiscite라 부르는 용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14) 사실 referendum과

plebiscite를 어떻게 구분하며, 그 성격과 기능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는

단히 복잡한 문제이고, 각 나라의 법제도와 실정법의 내용, 헌법 통에

따라 다양한 논의가 개되어 왔으며, 반드시 논리 ․이론 분석에서가

아니라 역사 경험을 토 로 한 귀납 방법에 다분히 의존하는 바 있어

더욱 체계 이고 일 성있는 이해가 어렵다.15)

따라서 여기서는 국민투표에 한 헌법역사 , 이론 논의와 경험이 가

장 풍부한 랑스의 논의 Duguit의 견해를 보건 , 그에 의하면

referendum은 ‘직 정부에의 하나의 부분’인 반면, plebiscite는 어느 한

사람에게 주권을 임하거나 는 경우에 따라서는 헌법을 제정 하는 것

과 같은 경우를 말한다. 그에 의한 구별의 두 가지 징표는 ① referendum

은 직 민주제에의 하나의 수단을 의미하지만, plebiscite는 한 사람에게 주

권을 임한다는 의미에서 의제에의 경향을 의미하고, ② referendum은

법률 등의 제도에 한 국민투표를 의미하는데 하여, plebiscite는 한 사

람에 한 주권 임의 국민투표를 의미한다는 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Malvardi는 인민이 입법 사항에 여하는 경우는

referendum, 인민이 선거 사항에 여하는 경우는 plebiscite라고 하고 있

다. 여기서 선거 사항이란 정치인의 선출과 해임의 경우를 말한다.16)

이와 같이 제도에 한 것이냐, 한 사람의 정치인이나 개인 정책에

구속력이 없으나 강력한 정치 압력을 의미하게 된다.

13) 여기서는 의회를 거치지 않고 통령이 부의한 법률안을 국민투표에 의하여 확

정짓는 제도만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한다. 표 으로 랑스 헌법에서 인정되

고 있다.

이와 달리 의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을 국민투표로 확정짓는 등 입법과 련하여

의회의 기능을 보충하는 형태의 국민투표가 도입된 나라가 많다.

14) 성낙인, 같은 책, 840면; 김선택, 같은 , 239면

15) 이에 한 상세한 논의는, 한태연, 같은 책, 122면 이하; 구병삭/강경근,

같은 책, 80면 이하

16) 이상, 한태연, 같은 책, 131-14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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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이냐에 따라 구별할 수 있으나, 사람과 제도는 역시 서로 련을 맺

고 있기 때문에 그 구분은 불충분한 상 인 것에 불과하고, 법 으로는

plebiscite는 referendum과 동일한 상, 즉 헌법, 법률 등을 상으로 하므

로 양자의 구별은 정치 구별에 불과하지, 법 구별이 아니라고까지 이

해되고 있다.17)

나. 국민투표에 한 외국의 이론과 사례

(1) 미국

(가) 헌법상 의제의 명시와 해석

1) 미국의 경우 연방차원에서 직 민주주의 형태를 취하고 있지는 않

다. 이것은 미국 헌법 제정자들이 의도 으로 직 민주주의를 배제하고

의 민주주의 체제를 추구하 기 때문이며 미국 헌법 제4조 제4 에 명시

되어 있다. 미국이 공화제를 헌법상에 명시해 놓은 이유는 헌법 제정 당시

교통, 통신 수단 등의 부족에서 오는 시간 , 물리 어려움의 실 이유

도 있었지만, 미국 헌법 작성에 지 한 향을 미쳤던 James Madison이

주장했던 것처럼 의제의 제도 우월성에 기인한 것이기도 하다.

Madison은 시민의 표자에 의한 법률 제정이 이 가지는 순간 , 감정

단의 험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믿었으며, 선출된 사람들이 토론

과 논쟁을 통해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18)

2) 미국 헌법 안자들의 의 민주주의 선호는 연방 헌법상 공화제 정

부를 명시한 반면, 직 민주주의 요소를 헌법에 언 하지 않음으로써 잘

나타나는데, 헌법 제4조 제4 은 “합 국은 이 연방내의 모든 주에 공화정

체제를 보장하며”(The United States shall guarantee to every state in

this Union a Republican Form of Government)라고 시작한다. 연방정부

차원의 직 민주주의 도입은 여러 차례 시도되긴 했지만 번번이 성공하

지 못하 다. 가장 최근의 시도는 1977년 헌법 수정안을 통한 연방 정부

차원의 국민투표제 도입 시도가 있긴 했지만 상원을 통과하지 못하고 좌

되었다.

17) 한태연, 같은 책, 137, 139면; 구병삭/강경근, 같은 책, 89면

18) The Federalist no. X and X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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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록 연방차원에서 직 민주주의 요소가 도입되진 못했지만 주차

원에서 이것은 활발히 도입되었다. 20세기 부터 개된 주헌법 개정을

통한 국민투표의 도입은 성공 으로 진행되어 재 과반수이상의 주에서

이러한 제도가 도입되어 있다. 이러한 주차원의 직 민주주의 제도의

도입은 헌법 제4조 제4 이 보장한 의제를 반하여 헌이며 무효라는

문제 제기가 있기도 했으나, 이것은 사법부의 역을 벗어난 정치 문제

라는 미 연방 법원의 결이 있은 후, 이러한 제도 자체에 한 도 은

사라졌다.

4) 1912년 미국연방 법원은 Pacific States Telephone v. Oregon, 223

U.S. 118 (1912) 사건에서 Oregon주가 헌법 수정안을 통해 도입한 국민

투표제도에 하여 헌성 여부를 단하게 되었다. 이 사건에서 국민발의

(initiative)에 의해 만들어진 법률에 의해 세 을 납부하게 된 Pacific

States Telephone이라는 회사는 이 법률이 의제를 통한 법률 제정을 명

시한 헌법에 의하여 만들어지지 않았으며, 그것을 가능하게 한 Oregon주의

수정헌법이 연방 헌법에 반된다고 주장하 다. 미연방 법원은 White

법원장이 집필한 법정의견에서 본안 단 없이 사건을 각하하 는데, 그

이유는 이 사건의 성질상 이 문제는 사법 단이 치 않은 정치 문

제이며, 의회가 이 문제를 다루기에 더 당한 곳이라는 것이었다. 이 사건

이후 주차원의 직 민주주의 요소의 도입에 한 문제는 더 이상 제기

되지 않았으나, 이 제도들 각각의 시행 방법 내용에 해선 사법부의

단이 계속되어 왔다.

(나) 주헌법이나 법률에 명시 인 규정이 없는 경우의 국민투표

일반 으로 주헌법이나 법률로 국민투표나 국민발의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이러한 직 민주주의 요소는 허용된다. 다만 그 내용이나 방법이

연방헌법이나 연방법률, 주헌법에 반되는지의 여부는 사법심사의 상이

될 수 있다.

그 에서도, 주헌법이나 법률에 명문 인 규정이 없이 단지 여론을 참

고하기 한 권고 성격의 국민투표는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지에 한

미국의 주법원의 례 동향은 다음과 같다.

1) 주헌법이나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의견을 수렴하는 권



750 헌법재 소결정해설집 2003

고 성격의 국민투표는 일반 으로 무효한 것으로 법원에 의해 선거의 집

행이 지(injunction)될 수 있다.19)

명시 인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권고 성격의 국민투표가 지되는 이

유는, (1) 의견 수렴을 한 권고 국민투표가 법률 으로 명확하게 허용

되지 않은 경우, 그것은 의회에 의해 지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20) (2) 단

순히 권고 의견의 국민투표를 인정할 경우 사회 이슈가 있을 때마다

국민투표를 매번 실시해야 하는 험이 존재하며21), (3) 명시 인 임이

없음에도 구속력이 없는 결정을 하여 국민투표를 하는 것은 공공자 의

낭비에 해당하고,22) (4) 정치 수단으로 국민이 기망될 수 있다23)는

등을 들고 있다.

2) 그러므로, 여론 수렴을 한 권고 성격의 국민투표의 경우 주헌

법이나 법률에 명시 인 규정이 없을 때에는 시행할 수 없는 것이 일반

이나 경우에 따라 외가 존재한다. Markku Suksi에 따르면 주헌법에

명시 규정이 없는 권고 성격의 국민투표가 때때로 실시되어 왔다고

한다.24)

Trexler 사건에서 문제가 된 국민투표는 그 지역에 건설 정인 에

한 주민의 의견을 묻는 국민투표로서 법률 으로 그 결과가 아무런 효과가

없는 의견 수렴용이었으며 법률에 의한 시행 근거도 없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외 으로 그 국민투표가 유효함을 선언하 는데 그 근거는, (1)

연방법(the Federal Flood Control Act of 1962)에 의해 추진 인 공사

가 지역에 미치는 향이 지 하고, (2) 주민들이 이 계획에 자신들의 목소

리를 낼 수 있는 기회가 한정되어 있었다(연방 project로 오직 이 주를

표하는 두 명의 상원의원과 이 지역을 표하는 한 명의 하원의원만이 계

획에 참여할 수 있었다)는 이다.

19) Meredith v. Monahan, 304 N.Y.S.2d 638 (N.Y. 1969); Mills v. Sweeney, 219

N.Y. 213, 221 (N.Y. 1916).

20) Pennsylvania v. Trexler, 4 Pa. D. & C. 3d. 99, 101 (P.A. 1977)

21) Trexler, at 105

22) Meredith v. Monahan, 304 N.Y.S.2d 638, 642 (N.Y. 1969)

23) Meredith, at 642.

24) Markku Suksi, BRINGING IN THE PEOPLE: A Comparison of Constitutional

Forms and Practices of the Referendum, at 89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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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주민이 살고 있는 지역에 미치는 향이 지 하고, 그들의 의견이 수

렴될 수 있는 방법이 미미한 경우 외 으로 권고 성격의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게 해 것이다.

(2) 독일

(가) 독일의 국민투표제

1) 바이마르 공화국

바이마르 헌법은 토의 재편성에 한 국민투표 외에도, 법률제정과 헌

법개정을 한 국민발안과 국민투표, 제국 통령의 발안에 의한 (의회를

통과한) 법률안에 한 국민투표, 제국의회의 발안에 의한 법률안에 한

국민투표, 산 등에 한 통령의 국민투표부의권 등 다양한 직 민주

요소를 담고 있었다.25)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1919년부터 1933년까지 단

지 8개의 국민발안이 시도되었고, 그 2가지 경우에만 국민투표에 이르

게 되었는데, 이 한 가결되기 한 특표율을 얻지 못하여 실패하 다. 제

국 통령은 한 번도 국민투표를 제안한 이 없었다.

2) 독일 기본법

독일의 기본법은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과 비교할 때 국가의사형성에 국

민이 직 참여하는 역할을 하게 축소하 다. 독일 기본법 제20조 제2

항은 “모든 국가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가권력은 선거와 국민투표

의 형태로써 국민에 의하여 그리고 입법, 행정, 사법의 국가기 에 의하여

행사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항은 국가권력의 행사방법에 한 규정

으로서, 국민에 의해서는 직 선거와 국민투표를 통하여, 그 외에는 국민

에 의하여 선출된 국가기 에 의하여 국가권력이 행사된다는 것을 표명하

고 있다.

독일 기본법은 제29조26)와 제118조(바덴과 뷰어템베르크 주의 재편성),

25) Vgl. Krause, HdbStR Bd.II, 1987, §39, Rz.7ff.; Maurer, Staatsrecht, 1999, S.198

26) 제29조[연방 토의 재편성]

(1) 각 州가 크기와 능력에 따라 부과된 과제를 효과 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하

여, 연방의 토는 재편성될 수 있다. (생략)

(2) 토의 재편성에 한 조치는 연방법률로써 규율되는데, 연방법률은 국민투표에

의한 주민의 확인을 필요로 한다. 해당 州에게는 진술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3) 국민투표는 그 지역으로부터 새로운 州나 새로운 州의 경계가 확정되는 州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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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조a(베를린과 란덴부르크의 재편성)에서 독일 토의 재편성과

련해서만 국민투표의 가능성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직 민주 요소

도 독일 국민 체가 아니라 토변경으로 인한 당사자 주민에 국한되기

때문에, 연방 차원에서는 사실상 국민투표가 없다고 할 수 있다.

3) 독일의 州 헌법

독일의 함부르크를 비롯한 4개 주에서만 주헌법에 직 민주 제도를

두고 있지 않을 뿐, 나머지 주에서는 허용하는 정도는 상이하지만 다양한

형태의 직 민주 요소를 두고 있다.27) 독일 주의 국민투표제도를 개

으로 살펴본다면, 부분의 주에서 공통 으로 주법 주헌법의 제정, 개

정, 폐지, 의회해산을 그 상으로 하는 국민발안제와 국민투표제를 두고

있다. 법률안에 한 국민발안의 경우, 정족수에 이른 국민발안에 의하여

곧 바로 국민투표가 실시되는 것이 아니라, 의회의 입법권과 입법 차에

한 헌법규범에 부합하기 하여 반드시 의회를 경유하도록 하고 있다.

즉, 국민이 제출한 법률안에 하여 국회가 헌법상의 입법 차에 따라 의

결을 하고, 국회에 의하여 채택되는 경우에는 법률로써 확정이 되지만, 국

회에서 거부되는 경우에는 국민투표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하는 단계를 밟

고 있는 것이다. 한, 일부 주에서는 헌법개정안에 하여 국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국민이 국민투표의 형태로 동의를 해야만 헌법개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독일 주에서 국민투표는 거의 실시되고 있지 않는 실정

이다.

4) 헌법사 으로 볼 때, 1948년의 헌법제정회의에서 여러 차례 국민투

표의 도입이 논의되었으나, 소 바이마르 공화국 당시, 특히 히틀러의 나

치정권에 의한 국민투표제도의 악용이란 부정 경험과 국민의 정치 성

숙성에 한 회의 등을 이유로 거부되었다. 50년이 지나 독일 통일 후 헌

법개정시 다시 직 민주주의 요소의 도입이 거론되었으나, 직 민주

요소를 도입함으로써 얻는 것보다는 의제가 이로 인하여 손상을 입을 가

능성이 더 크다고 보았기 때문에, 이 한 거부되었다.

(나) 국민투표에 한 연방헌법재 소의 례

지역에서 실시된다. (생략)

27) Vgl. Degenhart, Staatsrecht II, Rz.29ff.; Krause, HdbstR Bd.II, §39, Rz.21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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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헌법재 소는 재까지 ‘핵무장에 한 국민질의’와 ‘ 랑크푸르트

공항 확장에 한 국민발안’의 두 결정에서 모두 주 차원에서의 국민투표

와 련하여 결정하 는데, 결정 후자는 공항 활주로 확장에 한

지역주민의 국민발안신청을 주정부가 거부한 것이 문제된 사건(권한쟁의

헌법소원)으로서 각하 기각되었는데, 국민투표에 한 아무런 실체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 이에 하여 ‘핵무장에 한 국민질의’ 결정에

서 연방헌법재 소는 국민질의의 법 성격과 국민투표를 행하는 국민의

성격에 한 시를 하 는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958년의 핵무장에 한 國民質疑法에 한 결정(BVerfGE 8, 104,

115ff.)

1958년 독일 연방정부가 핵무장을 결정하자, 이에 반 하는 함부르크와

멘 주는 ‘핵무장에 한 국민질의에 한 주법률’을 제정하여 주 차원

에서 국민질의를 시행함으로써 연방정부에 압력을 가하려고 시도하 는데,

연방정부는 두 주법률에 하여 ‘ 법률들이 헌법에 합치하는지’를 묻

는 추상 규범통제를 헌법재 소에 청구하 다.

헌법재 소는 우선 ‘국민질의’의 법 성격을 규명하 다. ‘국민질의는 여

론조사가 아니다. 물론, 국민질의가 법 구속력이 없다는 에서는 국민질

의는 여론조사와 유사하지만,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주체가 개인이나 단체

등인 반면, 국민질의는 국가에 의하여 실시되며 선거나 국민투표에 용되

는 일반 원칙이 마찬가지로 용된다( 컨 비 투표). 자신의 의사를 밝

히는 국민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여론조사에 응하는 국민은 표 의 자유란

기본권을 행사하는 것이지만, 국민질의에 응하여 투표를 하는 경우에는 표

의 자유나 청원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기 으로서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즉, 국민질의의 경우, 국민은 개인이 아니라 헌법기 으

로서 국가의사형성에 직 참여하는 것이고, 이 경우 국민이 법 구속력

있는 결정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헌법기 으로서의 국민의 속성’을 문제삼

는 요소가 될 수 없다. 왜냐하면 헌법기 은 구속력이 있는 결정을 내릴

때뿐만 아니라 구속력이 발생하지 않는 권한 행사의 경우( 통령이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행 )에도 국가기 으로서 행동하기 때문이다.’

헌법재 소는 이러한 이유로 ‘국민질의에 한 주법률들은 주민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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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사형성에 직 참여하는 가능성을 부여하고 있으며, 국민질의에 응

하는 국민의 행 는 국가권력의 행사에 해당된다’고 확인하 다. 이어서 헌

법재 소는 ‘국가기 으로서의 국민의 활동은 그것이 어떠한 형태와 어떠

한 효력을 가지고 이루어지든, 헌법상의 권한규범에 의하여 제한된다’고

제하고, ‘국민질의의 경우, 연방과 주의 권한배분을 수해야 하는데, 국방

정책에 한 결정은 연방의 독 권한에 속하므로 주에서 입법을 통하여

이에 하여 국민질의를 실시하는 것은 연방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임’을

확인하 다. 따라서 ‘주의 핵무장에 한 국민질의는 연방의 독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헌 인 규정으로 무효’라고 결정하 다.

(다) 국민투표에 한 독일 학계의 논의28)

1) 독일 학계의 다수가 ‘헌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국민투표는 허

용되지 않는다’는 견해를 취하고 있다. 지배 견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헌법상의 명문규정 없이는 국민투표는 허용될 수 없다. 기본법 제20조

제2항 제2문은 단지 국가권력의 행사방법만을 규정한 것일 뿐 권한규범이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 국민이 선거나 국민투표를 통하여 국가권력

을 직 행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연방의회의 선거에 한 규정(제38

조) 독일 연방 토의 재편성에 한 국민투표조항(제29조, 118조)과 같

은 구체 인 헌법규범으로부터 나온다. 컨 국민의 선거권도 기본법

조항으로부터 직 나오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수권규범을 필요로 하고,

기본법 제38조가 연방의회의 의원을 선출하는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 마

찬가지로 국민투표의 도입은 헌법개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컨 법률

안에 한 국민투표를 도입하는 경우, 이러한 국민투표는 헌법에 확정 으

로 규율된 법률제정 차와 충돌한다. 따라서 가 법률을 제정할 수 있는

지는 직 헌법에 규정되어야 한다. 국민투표가 헌법기 (의회, 정부 등)의

권한과 충돌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국민투표는 그 상, 요건, 차 등을 구체 으로 확정하는 규정을 필요

로 하며, 국민투표에 해서는 그 의미의 성에 비추어 헌법 스스로 규

28) 논의에 하여 자세하게 vgl. Ebsen, Abstimmung des Bundesvolkes als

Verfassungsproblem, AöR 110(1980), S.2ff.; Maurer, Staatsrecht, §7 Rz.30ff.;

Krause, HdbstR, Bd.2, §Rz.1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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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해야 한다. 결론 으로 행 헌법상 국민투표는 허용되지 않으며, 국민투

표를 도입하기 해서는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 이는 국민투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국민발안이나 국민질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국민질의는

법 으로는 구속력이 없으나 정치 구속력을 가지기 때문에 그 효과에 있

어서는 국민투표와 유사하다.”

2) 이에 하여 몇 사람에 불과하지만 반 의견도 있다. 소수의 견해

는 다음과 같다.29)

“헌법은 원칙 으로 의제를 채택하 으나, 헌법의 이러한 결정은 직

민주 요소에 한 반 인 부정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국민은 선

거와 국민투표를 통하여 국가권력을 직 행사한다고 하여(기본법 제20조

제2항 제2문) ‘국민투표’를 주권행사의 방법의 하나로서 명시 으로 언 하

면서, 한편으로는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민투표의 가능성이 주 차원의

국민투표에 불과하여 사실상 연방 차원에서의 국민투표의 가능성이 없다

면, ‘국민투표’를 명시 으로 언 한 기본권조항은 무의미해진다. 따라서

기본법 제20조 제2항 제2문의 ‘국민투표’는 단순히 주권행사의 방법이 아니

라 입법자로 하여 입법의 형태로써 헌법을 구체화할 것을 임하는 수권

규범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따라서 헌법개정 없이도 입법자는 입법을 통하

여 직 민주 요소를 도입할 수 있다.”

3) ‘헌법상 국민투표가 허용되는가’의 문제와 별개의 문제는 ‘헌

법에 국민투표가 도입되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헌법정책 문제이다. 학

계의 지배 견해는 이를 부인하고 있지만, 직 민주 요소를 가미함으로

써 의제를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증가하는 추세라고 볼 수 있다.

(3) 랑스

(가) 제도의 연

역사 으로 랑스에서는 국민투표가 신임투표(plébiscite)로부터 시작되

었다. 1793년 헌법에서 인민에 의한 법률의 승인 조항이 있었지만 실제 활

29) Vgl. Bleckmann, Die Zulässigkeit des Volksentscheides nach dem Grundgesetz,

JZ 1978, S.217ff.; Pestalozza, Volksbefragung-das demokratische Minimum, NJW

1981, S.733ff.; Stein, Staatsrecht,§14 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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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되지 않다가 1799년 헌법은 국민투표를 도입하 으나 나폴 옹의 개인

권력을 정당화하고 황제등극을 한 도구로 화되었다. 한 1852년에는

루이 나폴 옹의 쿠데타를 정당화하기 하여 실시되었다. 랑스에서 국

민투표는 루소의 주창에 따른 민주주의 실 을 한 특별한 제도로 출발하

으나 보나 르트왕가 등 권력자들에 의하여 신임투표로 화되어 민주주

의를 부정하기 한 수단으로 활용된 역사를 가지고 있다.

1946년 헌법 이후 국민투표(référendum)와 신임투표(plébiscite)는 명확히

구분되었다. 신임투표는 개인의 정치 정당화를 도모하기 하여 행하는

남용된 국민투표의 형태를 의미하게 되었다. 그러나 양 개념의 구분이 명

확한 것은 아니다. 투표의 상인 정책이나 입법에 한 찬반을 통하여 지

도자에 한 지지나 반 가 표명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모든 것은 구체

경우에 투표 상의 배합방법 지도자가 국민을 앞에 두고 을 하

는 정도에 달린 미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958년의 행 헌법도 신임

투표의 용어를 배제하고 국민투표만을 헌법상 규정하 으나, 랑스 제5공

화국의 경험은 이러한 헌법의 의도 로 되지 못하 다.30)

(나) 행 헌법상 국민투표의 세 유형

헌법 제3조는 ‘주권은 인민에게 있고, 인민은 그 표자에 의하거나 국민

투표를 통하여 주권을 행사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3가지 형태의 국

민투표를 헌법상 제도화하고 있는데 ① 헌법 제11조에서 규정한 법률안에

한 국민투표(référendum législatif)31), ② 헌법 제53조 제3항에서 규정한

주민자치를 한 국민투표(référendum d'autodétermination)32) ③ 헌법

30) Marie-Anne Cohendet, Droit constitutionnel, 2 éd, 2002, Paris, pp. 295-296

31) 제11조 ① 大統領은 議 期 中의 政府의 提案 는 兩院의 共同提案에 따라,

보에 이를 공고하는 방법으로, 公權力의 機能에 하거나, 국가의 경제․사회

정책의 개 혹은 이와 련된 공역무의 개 에 하거나, 憲法에 違反하지는 않

으나 制度의 機能에 影響이 있을 條約의 批准同意를 目的으로 하는 모든 法律案

(tout projet de loi)을 國民投票에 붙일 수 있다.

② 國民投票에 의하여 法律案의 採擇이 확정된 때에는 大統領은 前案에 정하는 期

間 內에 이를 公 한다.

32) 제53조 ① 平和條約, 通商協約, 國際組織에 한 協約 는 協定, 國家의 재정을

구속하는 協約 는 協定, 法律의 性質을 가진 규정을 수정하는 條約 는 協定,

사람의 身分에 한 條約 는 協定, 領土의 割讓․交換 는 倂合에 한 條約

는 協定은 法律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批准 는 承認할 수 없다.

② 前 의 條約 協定은 批准 는 承認을 받은 후가 아니면 그 效力은 發生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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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에서 규정한 헌법개정을 한 국민투표(référendum constituant)33)가

그것이다. 두 번째와 세 번째의 국민투표는 토의 변경이나 헌법개정의

일부 차로서만 기능하는 것일 뿐이므로 신임투표로 화할 가능성이 거

의 없는 것이므로 이하에서는 가장 문제가 많은 첫 번째의 국민투표에

하여 주로 살핀다.

(다) 헌법 제11조에 의한 국민투표의 제도 의의와 운용 황

1) 헌법 제11조에 의하면, 통령이 정부(즉 국무총리)의 제안 혹은 양

원의 공동제안을 받아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바, 투표회부의 상은

공권력의 조직, 경제정책이나 사회정책 혹은 련된 공 역무에 한 개

에 한 법률안 등이다. 통령은 그 실시를 하여 총리나 양원의 제안

을 받아야 하나34) 일단 제안을 받으면 그 실시 여부는 통령의 의사에 따

라 임의로 결정한다. 일단 국민투표에서 찬성되어 통과된 법률안에 하여

는 일체의 사법심사가 배제되며35), 회부 상이 개념상 모호하게 되어 있어

범 한 활용이 가능한 계로 통령이 가장 빈번히 실행한 국민투표 유

형으로서 랑스 정치제도상 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2) 행 헌법상 헌법 제11조에 의한 국민투표는 7회 실행되었다. 먼

처음의 4회는 드골장군36)에 의하여 실행되었다. 그 먼 2회는 알제리

아니한다.

③ 領土의 割讓․交換․倂合은 關係住民의 同意가 없으면 效力을 가지지 아니한다.

33) 제89조 ① 憲法改正의 發議權은 首相의 提案에 따른 大統領과 國 議員에 競合

하여 屬한다.

② 改正案은 同一한 條文으로 兩院에서 司法되어야 한다. 改正은 國民投票에서 承認

된 후에 確定된다.

③ 단 改正案은 大統領이 兩院合同 議로써 召集된 國 에 이를 附議할 것을 決定

한 경우에는 國民投票에 붙이지 아니한다; 이 경우에 改正案은 表明된 投票의 5분

의3의 多數를 얻지 아니하면 承認되지 아니한다. 兩院合同 議의 事務局은 國民

議 의 事務局이다.

④ 領土의 保全이 侵害되는 어떠한 改正節次도 着手 는 續行될 수 없다.

⑤ 共和政體는 改正의 象이 될 수 없다.

34) 실제로는 의회로부터 국민투표가 제안된 사례는 없고 모두 정부의 제안으로 시

행되었다.

35) 이 에서 국민투표를 통과한 법률은 의회를 통과한 일반 법률에 비하여 강력한

효과를 가진다.

36) 드골은 통령임에도 불구하고 랑스 헌법 논문이나 교과서는 동인을 부분

‘장군’으로 호칭하여 기술하고 있으며 통령이란 호칭을 거의 사용하고 있지 않

다. 따라서 여기서도 그 로 장군이라고 호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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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해결하기 한 것이었고(1961. 1. 8.과 1962. 4. 8. 국민투표), 다음 2

회는 헌법개정을 한 것이었다.(1962. 10. 28.의 국민투표는 통령 직선제

헌법개정으로서 찬성을 얻었고, 1969. 4. 27.의 국민투표는 지방자치단체 창

설과 상원의 개 련 헌법개정이었으나 부결되었다.)

드골이 시행한 모든 경우의 국민투표들은 신임투표의 성격이 명백하

으며, 특히 1962년의 헌법개정 국민투표는 랑스 통령 심제에 결정

향을 주었다. 이로 인하여 내각불신임과 의회해산이 실행되었는바, 국

민은 헌법개정 국민투표와 의회선거 모두에서 드골 장군의 손을 들어주었

다. ‘나 아니면 혼란(moi ou le chaos)’이라는 나폴 옹식 구호가 재 되었

다. 드골은 자신의 정통성을 강화하고 헌논란을 최소화하기 하여 단단

히 심을 잡고 인민에 하여 자신의 정치 책임을 직 물었으며 부결

될 경우 사임하겠다는 뜻을 명백히 하여 하 으나, 결국 인민은 1969

년의 국민투표에서는 다수가 부결하여 그를 말 그 로 사임시키고 말았다.

3) 드골 이후 3회의 시행이 더 있었는바, 1972. 4. 23. 유럽공동체의 확장

을 한 조약의 승인에 한 것( 피두 통령), 1988. 11. 6. 뉴칼 도니아

의 지 에 한 것과 1992. 9. 20. 마스트리히트조약의 승인에 한 것(미

테랑 통령)이 그것인데 이들의 경우 이를 실행한 통령들은 그 가부에

신임을 걸지 아니하 으며 정책 련 국민투표(référendum)의 순수성이 유

지되었다고 할 수 있다.

(라) 국민투표의 합헌성에 한 사법심사 개요

국민투표는 다수의 단계를 거치는 복잡한 차이며 각 단계별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바 이를 시간 순서에 따라 3단계로 나 어 고찰할 필요가

있다.

1) 국민투표에 회부하는 결정에 한 헌법심사

랑스의 행정 례이론은 국민투표에 회부하는 결정은 '國事行爲(act of

State)'로서 사법심사에서 배제된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통령이 헌법 제

89조 신에 제11조의 국민투표를 활용하여 헌법개정을 하려한다든지, 제

11조에서 국민투표의 상으로 열거된 것이 아닌 주제에 한 투표를 한다

든지, 제11조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총리나 의회의 제청을 받지 아니한

채 투표에 회부한다든지 하더라도 이 문제에 하여는 국사원(Cons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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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tet)등 행정법원은 국사행 로 단할 것이다.37)

한편 헌법평의회는 이에 하여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헌법조항을 엄격

히 해석하여 스스로에게 할이 없다고 단하고 있다.

2) 국민투표의 조직과 차에 한 헌법심사

헌법평의회는 그 권한에 한 헌법규정들에 근거하여 ‘투표 후 투표 차

에 하여 제기된 소원’에 하여서만 법 단권을 가지며, 따라서 국민

투표가 실시된 사후에 투표의 차상 흠결이 투표결과를 무효화할 만큼

요한 것인지 여부만을 단한다고 하고 있다. 이에 하여 국사원은 국민

투표의 조직에 한 조치에 하여 할권을 가진다. 결국 헌법평의회는

국민투표의 차 합헌성 여부에 한 사 심사권이 없으며 이는 헌법

상 동 기 에 이러한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련 헌법규정

을 매우 엄격히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3) 국민투표에 의하여 통과된 입법에 한 헌법심사

국민투표에 의하여 통과된 입법은 헌법심사의 상이 되지 아니한다. 이

는 주권자인 국민에 의하여 통과된 입법으로서 ‘주권자인 국민의 직

의사표명’이므로 그 표자인 의회에 의하여 통과된 입법과는 이 에서

차별화되는 것이다. 의회 통과입법은 헌법평의회의 사 헌법심사의

상이 되고 있다. 이러한 헌법평의회의 입장은 마스트리히트조약의 국민투

표사건에서 다시 확인된 확고한 것이다.38) 그러나 국민투표에 의한 법률도

그 발효 이후에는 의회통과법률에 의하여 개정될 수도 있고 효력상 차이가

없으므로 이러한 구분은 논리 으로 모순된 잘못된 단이라는 비 을 받

고 있다.

(마) 소 결

이상에서 살핀 바를 종합하면, ① 랑스에서는 신임투표가 남용된 오랜

역사 경험으로 인하여 신임투표와 퍼 덤을 개념상 엄 히 구분하고,

헌법상으로는 퍼 덤만을 제도화하고 있으나, ② 사법권에 의한 합헌성

통제가 불충분하여 실제로 신임투표가 시행될 경우 이를 지하거나 무효

37) The Venice Commission, Constitutional justice and democracy by referendum,

sciece and technique of democracy, No. 14., 1995. 6., Strasbourg, p. 46.

38) Ibid., p.pp. 4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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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할 수 있는 기 이 없으며, ③ 형식 으로는 제도화되어있는 퍼 덤을

시행하면서 신임투표의 성격을 사실상 가미하는 사례가 실제로 발생하 으

나(드골의 국민투표) 이를 헌법 으로 통제할 방법이 없었으며, 결국

신임투표의 합헌성 통제에 한 제도 흠결을 가지고 운용되고 있다고 말

할 수 있다.

다. 우리나라 헌법과 국민투표

(1) 우리 헌법상 허용되는 국민투표의 범

우리 헌법은 의제를 통치의 기본원리로 삼고 있다. 국민에 의해 국회,

통령을 선출하고, 이들 의기 으로 하여 입법권과 집행권을 행사토

록 하고 있다(헌법 제40조, 제66조). 한편 우리 헌법은 정책국민투표, 헌법

개정국민투표를 명문화하여 직 민주제 요소도 도입하고 있다. 따라서

에서 본바와 같이 ‘ 의제와 직 민주제의 조화’, ‘직 민주제에 의해 보

완된 의제’, 는 半 표제 형태를 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정책국민투표와 헌법개정국민투표 외의 다른 직 민주제 요소

에 해 우리 헌법이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볼 것인지에 있다.

① 법률국민투표

먼 , 헌법 제72조의 “ 요정책”에 법률을 포함시켜 허용된다는 견해가

있다.39) 법치국가에서 요정책은 곧 법률로 구체화되므로 법률을 굳이 제

외시킬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제외시킨다 하더라도 법률의 핵심

내용을 요정책으로 제시하여 국민투표에서 통과된다면 그 입법추진에

하여 국회에서 반 하기 어렵고, 국회와 통령이라는 두 개의 국민 정

당성이 병존하는 행 헌법하에서 여소야 등 분리된 정부 내지 동거정부

인 상황이 개된다면 통령과 국회의 갈등이 심화될 것이며, 이 때 국

민투표제도는 국민의 의사를 직 확인할 수 있는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

다고 한다.

이에 반하여 형식 의미의 법률제정권을 국회에 속시키고 있는 우리

헌법하에서는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을 국민투표에 부쳐 부결시키거나,

39) 한태연, 같은 책, 218면; 구병삭/강경근, 같은 책, 137, 212면; 성낙인,

같은 책, 8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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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마련한 법률안을 국회를 거치지 않고 직 국민투표에 붙여 법률

로 확정하는 것은 국회입법권을 잠탈하는 것이어서 허용되지 않는다는 견

해가 있다.40)

② 국민소환국민투표

선거 는 임명행 에 의해 임기가 보장되거나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을

국민의 제안과 투표로써 해직시키는 제도는 임기에 한 헌법규정(제42조,

제70조, 제105조, 제106조, 제112조 등)에 반되므로 공직해임에 한 직

민주제를 도입하려면 헌법상의 근거가 있어야 할 것이다.

③ 국민발안국민투표

입법권을 국회에 귀속시키고(헌법 제40조), 정부와 국회의 력과 견제

를 통한 입법 차를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 우리 헌법상, 헌법상의 근거가

없이는 국민의 발안과 투표로 법률안을 확정시키는 제도는 인정될 수 없을

것이다.

④ 신임투표

이는 이 사건의 본안이므로 아래에서 항목을 바꿔 살펴본다.

(2) 정책국민투표에 한 헌법 제72조의 해석 -일반론

헌법 제72조는 “ 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 에 한 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 연

1) 사사오입개헌(제2차 개정; 1954. 11. 29.)

第7條의2 大韓民國의 主權의 制約 는 領土의 變更을 가져올 國家安危

에 한 重大事 은 國 의 可決을 거친 後에 國民投票에 付하여 民議院

議員 選擧權 3分之2 以上의 投票와 有效投票 3分之2 以上의 贊成을 얻어

야 한다.

前 의 國民投票의 發議는 國 의 可決이 있은 後 1個月 以內에 民議院

議員選擧權 50萬人 以上의 贊成으로써 한다.

國民投票에서 贊成을 얻지 못할 때에는 第1 의 國 의 可決事 은 遡

40) 김선택, 같은 , 25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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及하여 效力을 喪失한다.

國民投票의 節次에 關한 事 은 法律로써 定한다.

2) 유신헌법(제7차 개정( 문); 1972. 12. 27.)

第49條 大統領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國家의 요한 政策을 國

民投票에 붙일 수 있다.

3) 1980년 헌법(제8차 개정( 문); 1980. 10. 27.)

第47條 大統領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外交․國防․統一 기타 國

家 安危에 한 重要政策을 國民投票에 붙일 수 있다.

(나) 정책국민투표의 상과 성격

헌법규정상 “국가안 에 한 요정책”이 상인바, 이 범 를 어디까

지로 볼 것인지 견해가 나뉜다.

① “국가안 ”는 다만 “ 요정책”을 강조하기 한 하나의 형용사를 의

미하는 데에 불과하고, “ 요정책”의 내용에 해서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

며, 이 국민투표는 부의자인 통령의 신임문제가 결부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까닭에 referendum- plebiscite를 의미한다는 견해41)

② 정책국민투표는 형 인 plebiscite의 성격을 지닌다고 보며, 어떠한

사항이 “ 요정책”에 속하느냐의 단은 통령의 재량에 속하며, “ 요정

책”에는 법률이나 조약이 포함되고, 국회해산에 한 국민투표도 상이

된다는 견해42)

③ 통령은 비교 넓은 재량권을 가지고 행사할 수 있는 국민투표부의

권을 갖기 때문에 스스로 국가안 에 계된다고 단하는 정책은 그 사안

의 제한을 받지 않고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으며, 통령이 특정 정책과

자신의 신임을 결부시켜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견해43)

④ 법률도 “ 요정책”에 포함되며, “ 요정책”이라고 못박고 있으므로

단순히 통령에 한 추상 신임만을 묻는 plebiscite는 곤란하나, 요정

책과 신임 여부를 결부시켜 referendum에 plebiscite의 요소를 결부시키는

방법은 가능하다는 견해44)

41) 한태연, 같은 책, 218면

42) 구병삭/강경근, 같은 책, 212면

43) 허 , 같은 책, 915면

44) 성낙인, 같은 책, 84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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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기타”란 외교․국방․통일 분야 외의 것이라 하더라도 그 비 이 그

에 버 가는 것이어야 하고, “국가안 ”란 국가비상사태에 국한할 수는 없

지만 그에 상응하는 국가 기가 이미 발생하 거나 최소한 객 으로

명백히 상되는 경우를 말하며, 통령은 부의 상이 되는지에 하여

임의로 단할 수 없고, 부의의 여부 시기에 한 재량권이 있을 뿐이

라고 하여 매우 엄격하게 보는 견해45)

이 견해는, 헌법 제72조는 특정 요정책에 한 국민투표를 규정하고

있을 따름이지만, 그 부의권자인 통령이 자신의 정책방향에 한 국민의

불승인이 바로 자신에 한 불신임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 문제

라기보다 통령의 정치 사고와 정세 단에 달린 문제라고 하면서, 정책

국민투표 실시에 있어서 통령이 신임 여부를 반드시 결부시켜야 되는 것

도 아니고, 그의 의사와 상 없이 당연히 신임 여부가 물어지는 것도 아니

며, 혹 부결되더라도 5년 임기가 보장된 통령제 정부형태 하의 통령으

로서는 당연히 통령직에서 물러나야 하는 것은 더욱 아니라고 한 뒤, 신

임연계라든지 사임 여부는 정치문화 통이라든가 실제의 헌정상황(민주

이냐 독재 이냐)에 의존하는 바가 크다고 하고 있다.46)

(다) 정책국민투표의 정족수

헌법개정국민투표의 경우(헌법 제130조)와는 달리 정책국민투표의 정족

수에 하여는 헌법이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마찬가지라고 보

아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는

것으로 본다.47)

(라) 정책국민투표의 효력

일단 정책국민투표에 붙인 사안에 해서는 다수결로 나타나는 국민의

의사가 모든 국가기 을 기속하기 때문에 국민의사와 배치되는 정책결정은

할 수 없다는 견해48)가 있고, 이에 반해 정책국민투표는 자문 국민투표

의 성격을 갖는데 불과하므로 법 의미의 구속력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따라서 투표결과에 반하는 내용의 법률도 제정할 수 있다고 하면서, 다만

45) 김선택, 같은 , 244-249면

46) 김선택, 같은 , 254-256면

47) 김선택, 같은 , 259-260면

48) 허 , 같은 책, 9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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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정치 인 기속력 한 민주주의 국가에서 갖는 효과가 크다는 견

해가 있다.49) 한편, 법률국민투표가 허용됨을 제로 하여 국민투표에 의한

법률은 국회에 의하여 개폐될 수 없다고 하는 견해50)도 있다.

(3) 우리헌법상 신임투표가 허용되는지 여부

다수의견은 이에 하여 의견을 밝히지 아니하 고, 소수의견은 결정

의 요지에서 본바와 같은 헌의견을 개진하 다.

4. 결정의 의의

이 결정은 신임국민투표의 헌 여부라는 본안문제에 하여 단하지

않았고, 심 청구의 법 여부라는 요건 단을 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신임국민투표에 한 헌법재 소의 유권 결정은 이 결정으로는 아직 내

려지지 않았다.

그런데 헌법재 소는 2004. 5. 14. 통령에 한 탄핵심 사건(2004헌

나1)에 한 결정에서, 이 사건에서 문제되었던 통령의 행 가 단지 신

임국민투표를 제안만 하 을 뿐 강행하지는 않은 것이었으나, 헌법상 허용

되지 않는 신임국민투표를 국민들에게 제안한 것은 그 자체로 헌법 제72조

에 반하는 것으로서 헌법을 수호하여야 할 통령의 의무를 반한 것이라

고 단하 다(이 결정은 헌법재 소법 제34조 제1항, 제36조 제3항에 따

라 개별 재 들의 의견을 결정문에 표시하지 아니하 다).

49) 김선택, 같은 , 260-262면

50) 구병삭/강경근, 같은 책, 2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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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문화 술진흥법 제19조 제5항 등

헌제청
(헌재 2003. 12. 18. 2002헌가2, 례집 15-2하, 367)

황 치 연＊1)

【 시사항】

문 진흥기 모 의 모 액․모 행기 의 지정․모 수수료․모

방법 련자료 기타 필요한 사항을 통령령에 임하고 있는 구 문화

술진흥법 제19조 제5항 제19조의2 제3항이 헌법 제75조상의 포 임

입법 지의 원칙등에 배되는지 여부

【심 상조문】

이 사건 심 상 법조항은 문화 술진흥법(2000. 1. 12. 법률 제6132호

로 개정되기 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련법조항은 별지와 같다.

문화 술진흥법 제19조(기 의 모 ) ①～④ 생략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모 의 모 액, 모 행기 의 지정, 모 수수

료, 모 방법 련자료 기타 필요한 사항은 통령령으로 정한다.

문화 술진흥법 제19조의2( 에 의한 모 ) ①, ②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모 의 모 액․모 수수료․모 방법 련

자료에 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령령으로 정한다

＊ 헌법연구 ,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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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제청신청인 이○ 은 공연기획사를 운 하면서 문화 술진흥기 (이하

‘문 진흥기 ’이라 한다) 모집 상 시설인 공연장 등을 빌려 공연을 주

하고 입장객으로부터 기 의 수 납부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데

1998. 6. 2.부터 1999. 5. 23.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문 진흥기 명목으로

수 한 돈 가운데 도합 12,305,134원을 횡령한 의로 기소되었다.

제청신청인은, 문 진흥기 이 국민에게 강제 으로 부과되는 에서 조

세와 차이가 없고 그 모 액수․모 수수료․모 방법 등에 한 구체

사항이 법률에 규정되지 않고 통령령에 모두 임되어 있어 조세법률주

의에 배되고 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 으며 모든 국민들을 상으로

하여 개인의 담세능력과 상 없이 일률 으로 부과되는 에서 국민의 재

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며 공연장을 운 하는 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

해한다는 등의 이유로 문화 술진흥법 제18조 제1항 제3호․제2항, 제19조,

제19조의2, 제28조 제1항․제2항 등에 하여 헌법률심 의 제청을 서울

지방법원에 신청하 다. 법원은 2002. 2. 7. 법 제19조 제5항 제19조

의2 제3항에 해서만 헌제청을 하고 그 나머지 조항에 하여는 신청을

기각하 다.

【결정요지】

1. 재 하경철, 재 권 성, 재 김효종, 재 송인

의 헌의견

특별부담 으로서의 문 진흥기 의 모 은 그 헌법 허용한계를 일탈

하여 헌법에 반된다.

첫째, 문 진흥기 의 모 상인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공연 등을

람한다는 이유만으로, 역사 ․사회 으로 나아가 법 으로, 다른 사람들

과 구분할만한 동질성 있는 특별한 집단으로 인정하는 것은 단히 무리

라고 할 것이다. 문화국가에 있어서는 공연장 등의 이용이, 선택된

문화 향수자라고 구획될 만한, 특정한 국민에게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

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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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문 진흥기 의 모 의무를 지는 사람들이, 같은 일반 국민인데

도, 우연히 람기회를 갖는다고 하여 이로써 여타의 다른 국민 는 일반

납세자보다 문화 술진흥의 목 을 달성하는 데 하여 객 으로 더 근

한 치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공연 등을 람하는 것은 모든 국민에

게 일상 으로 용이하게 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 람자로서의 국민

들 에 구를 특별히 문화 술의 진흥이라는 공 과제에 더 근 한

치에 있다고 자리매김을 하는 것은 무나 무리한 일이다.

셋째, 공연 등을 람하는 일부의 국민들만이 문화 술의 진흥에 집단

으로 특별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아무런 합리 인 이유도 발견되지 아니

한다. 오히려 이들은 일반납세자로서 공연 등의 람료에 포함된 부가가치

세를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세 의 부담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문 진흥

기 의 모 이라는 추가 인 책임과 부담까지 안고 있는 것이다.

넷째, 문 진흥기 이 공연 람자 등의 집단 이익을 해서 사용되는

것도 아니다. 실 으로 문 진흥기 은 문 진흥을 한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지만, 그것이 곧바로 공연 람자들의 집단 이익을 한 사용

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

공연 등을 보는 국민이 술 감상의 기회를 가진다고 하여 이것을 집

단 효용성으로 평가하는 것도 무리이다. 공연 람자 등이 술감상에 의

한 정신 풍요를 느낀다면 그것은 헌법상의 문화국가원리에 따라 국가가

극 장려할 일이지, 이것을 일정한 집단에 의한 수익으로 인정하여 그들

에게 경제 부담을 지우는 것은 헌법의 문화국가이념(제9조)에 역행하는

것이다.

와 같이 이 사건 문 진흥기 의 모 자체가 특별부담 의 헌법 허

용한계를 벗어나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므로 헌이라 할 것이고 그

다면 모 에 하여 모 액․모 행기 의 지정․모 수수료․모 방

법 등을 통령령에 임한 심 상 법조항들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헌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2. 재 윤 철, 재 김 일, 재 김경일, 재 효숙

의 헌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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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상 법조항들은 헌법 제75조상의 포 임입법 지의 원칙에 배

되어 헌이라 할 것이다.

문 진흥기 의 모 은 공연 등을 람하려는 수많은 국민들에게

부담을 지움으로써 국민의 문화향수권 재산권 등을 직 으로 제한

하게 된다. 특히 모 액 모 방법은 기 모 의무자, 모 상시설과 아

울러 문 진흥기 의 모 에 한 요하고도 본질 인 입법사항이다. 그

러므로 이에 한 사항을 하 법규에 임함에 있어서는 임의 구체성․

명확성이 보다 엄격하게 요구된다 할 것이다.

모 액은 공연 등을 람코자 하는 국민들에게 가장 직 으로 향을

미치는 입법사항이다. 따라서 입법자가 이에 하여 법률로써 직 규정하

는 것에 어려움을 느낀다 하더라도, 어도 모 액의 상한이나 모 액 산

정의 강의 기 이라도 스스로 정하고서 행정입법에 임하 어야 한다.

그런데도 심 상 법조항들은 이에 하여 아무런 한계를 설정하지 않음

으로써 모 액에 하여 행정권의 인 재량에 내맡긴 것이나 다름없다.

문 진흥기 의 모 은 국민들에게 부담을 지운다는 에서 그

모 방법 한 가능한 한 구체 이고 명확한 입법 규율이 필요한 사항이

다. 설사 모 액이 낮게 책정되어 그 부담이 비교 경미하다 하더라도 모

의 방법이나 차에 한 최소한의 규율은 근거법률에 유보되어야 한다.

그런데 심 상 법조항은 모 의 차와 방법에 하여 아무런 제한 없이

통령령에 임하고 있다. 그리하여 납부고지, 납부시기, 납부방법, 미납시

의 조치, 불복방법 등을 어떻게 규율할 것인지는 오로지 행정권의 임의

단에 맡겨져 있다.

심 상 법조항들의 입법목 , 법의 체계나 다른 규정, 련법규를 살펴

보더라도 통령령 등에 규정될 내용의 강을 충분히 측할 수 없다.

결국 심 상 법조항들은 구체 으로 범 를 정하지 아니한 채 입법사

항을 포 으로 통령령에 임한 것이어서 헌법 제75조에 규정된 포

임입법 지의 원칙에 배된다 할 것이다.

3. 재 주선회의 합헌의견

이 사건 모 은 부담 리기본법 이 법 등에서 법률 근거를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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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조세외 인 법정부담 으로서 문화 술의 창작․보 , 출 산업

진흥 등의 사업을 지원하기 하여 부과되는 것으로 그 목 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이 사건 모 은 이러한 목 달성을 해 기여하는 하나의 방법

이므로 그 수단의 합성도 인정된다. 나아가 이 사건 모 에 의해 국민의

재산권 평등권이 제한된다고 하여도 화 ․공연장․박물 ․미술 ․

고궁 등의 람객이나 이용자에게 입장요 의 2～9%를 부가․징수하고 있

는데 불과하므로 최소침해성의 원칙에 반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모 에

의하여 달성되는 문 진흥의 공익과 이로 인해 침해되는 재산권 등을 형량

해 보아도 법익의 균형성을 일탈하 다고 볼 수 없어 과잉 지원칙에 배

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련 법조항들을 종합 ․체계 으로 살펴보면 심 상 법조항들은 첫

째 임의 범 자체가 모 의 모 액․모 행기 의 지정․모 수수

료․모 방법 련자료로 제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모 액 모

수수료가 통상 으로 입장료수입을 최고한도로 하여 입장료수입 일정한

비율로 정해질 것이라는 은 일반인의 상식에 비추어 보아도 충분히 측

가능하며, 둘째 실 으로 문화 술진흥원을 행하여 기 을 모 할 모

행기 은 부분의 경우 모 상시설의 운 자로 제한될 것임을 충분

히 알 수 있고, 셋째 모 방법에 하여는 법 제19조 제1항에서 공연장, 박

물 , 미술 등의 모 상시설을 람하거나 이용하는 자에 하여 문

진흥기 을 모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모 이 입장료 는

람료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질 것임은 일반인의 상식으로

도 측가능하며, 넷째 모 액과 모 수수료는 물가인상 등 상황의 변화에

따라 유동 이어서 이러한 내용을 모두 법률로 규정한다는 것이 입법기술

으로 불가능하다는 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심 상 법조항들의

내재 인 임범 나 한계는 충분히 측가능하다 할 것이므로 헌법 제75

조의 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 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해설】

1. 재 의 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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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헌제청에 있어서 당해사건인 서울지방법원 2000고단307 업무

상횡령사건과 련하여 어떻게 재 의 제가 되는지에 해서는 사건기록

상 명료하게 나타나 있지는 않다.

심 상 법조항의 헌여부가 업무상횡령죄의 피의사실에 한 형사재

에 어떻게 제가 되고 있는지 규명되어야 한다.

먼 심 상 법조항은 당해사건의 재 에 직 용되는 법률조항은

아니다.

심 의 상이 되는 법률은 법원의 당해사건에 직 용되는 법률인 경

우가 부분이겠지만, 당해재 에 용되는 법률이라면 반드시 직 용

되는 법률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즉 제청 는 청구된 법률조항이 법원

의 당해사건의 재 에 직 용되지는 않더라도 그 헌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의 재 에 직 용되는 법률조항의 헌여부가 결정되거나(헌재

1996. 10. 31. 93헌바14, 례집 8-2, 422, 429 참조), 당해재 의 결과가 좌

우되는 경우(헌재 1996. 12. 26. 94헌바1, 례집 8-2, 808, 818 참조) 는

당해사건의 재 에 직 용되는 규범의 의미가 달라짐으로써 재 에

향을 미치는 경우(헌재 1996. 8. 29. 95헌바36, 례집 8-2, 90, 97 참조.) 등

과 같이 양 규범사이에 내 련이 있는 경우에는 간 용되는 법률규

정에 하여도 재 의 제성을 인정할 수 있다. 재 에 직 용되는 시

행령의 헌여부가 임규정의 헌여부에 달려 있는 경우에 임규정을

심 의 상으로 삼는 경우도 여기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헌재 1994.

6. 30. 92헌가18, 례집 6-1, 557, 564 참조). 와 같은 헌법재 소의 례

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1) 이 사건 헌제청에서 재 의 제성을 일응 추

정할 수 있고, 한 재 의 제성에 한 구체 검토를 해 필요한 당

해사건의 소송기록을 가지고 있지 않은 헌법재 소는 재 이 제성이 있

1) 요양 여에 하여 정하고 있는 의료보험법 제29조 제3항에 한 헌소원 사건

에서는, 청구인이 의료보험법 제29조 제3항 이에 근거한 보건복지부의 ‘의료보

험요양 여기 진료수가기 , 지정진료에 한 규칙’에 반하여 원을 편취

하 다는 사실로 기소되어 서울지방법원에 재 계속 이고, 의료보험법 제29조

제3항이 당해사건의 재 에 간 으로 용되고 있으며, 심 상 법조항의

헌여부에 따라 당해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 을 하게 되는 사

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심 청구는 재 의 제성 요건을 갖춘 것이라고 시

하 다(헌재 2000. 1. 27. 99헌바23, 례집 12-1, 62,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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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제하에 헌제청을 한 법원의 단을 존 할 필요가 있다.

심 상 법조항은 당해사건에 직 용될 법조항은 아니지만 심

상 법조항의 헌여부에 따라 해당 업무상횡령죄의 성부2) 양형 단이

좌우되어 재 주문이 달라지게 되므로 심 상 법조항은 당해사건 재 의

제가 된다.

2. 우리 헌법상의 문화국가원리

문화3)라 하는 것이 국가와는 별개로 개되고 그 자체로서 가치를 가지

며, 사회 공동체내에서 실제로 향을 미치고 있는 정신 인 힘의 총체

라고 한다면, 문화는 이러한 의미에서는 그 본질상 국가 으로 ‘ 리’의

상이 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다른 한 편에서 국가는 사회공동체의

문화 발 을 자신의 과제로 삼고 이에 해 지속 으로 그리고 증 으

로 문화행정상의 과업을 수행하고 있다4). 문화의 역에서 국가의 과업을

수행하기 해서는 국가가 문화육성에 불가결한 재정재산을 보유하여야 한

다. 문화 술진흥기 은 그러한 재정재산에 속한다. 문화국가에서 문화정책

은 국가개입을 통한 ‘문화’ 그 자체의 질 향상이 아니라 ‘문화’가 생성․

고양될 수 있는 문화풍토의 조성에 이 두어져야 한다.

우리 헌법은 그 문에서 ‘유구한 역사와 통에 빛나는 우리 한국민

은 … 문화의 모든 역에 있어서 …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라고

선언하고, 제9조에서 ‘국가는 통문화의 계승․발 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문화국가원리를 천명하고 있다. 우리 헌법 제

22조 제1항은 문화국가건설의 제조건을 보장하기 한 기본권으로서 학

2) 심 상 법조항이 헌이라면 업무상횡령죄의 성부 단에 있어서 탁 계에 의

한 보 자의 지 , 타인의 재물성, 불법 득의사의 존부, 법령에서 설정한 업무의

인정여부등에 향을 미치게 된다고 아니할 수 없다.

3) 문화인류학이나 사회학에서 주로 인용하는 테일러(Taylo)r의 정의에 따르면, 문화

는 지식․신앙․ 술․도덕․법률․ 습 사회의 한 성원으로서의 인간에 획득

된 기타 모든 능력을 포함하는 총체개념이다. 즉 문화란 어느 한 사회의 구성원들

이 학습하고, 사고하고, 행동하는 공유된 모든 것을 통 하는 개념이다.

법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문화 술이라 함은 문학․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무용․연극․ 화․연 ․국악․사진․건축․어문 출 을 말한다.

4) Vgl. BVerfGE 10, 20(36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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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과 술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다.

술의 자유에 한 객 인 가치결정으로서 헌법조항은 자유로운

술 인 삶을 하게 하고 그것을 진할 과제를 국가목 규정의 의미

에서 문화국가로 이해되는 국가에게 부여하고 있다. 극 인 문화

진조치를 형성함에 있어서 국가는 폭넓은 자유를 가진다. 국가는 문화 진

의 필요성을 단함에 있어서 경제정책 ․재정정책 을 고려할 수

있다5).

3. 문 진흥기 의 설치목 과 사용용도

우리나라에서 문 진흥을 한 본격 인 정책이 구 되기 시작한 것은

최 의 문 정책계획인 문화 술진흥 원회(1973. 4. 1. 구성)의「제1차 문

흥 5개년 계획(1973. 10. 17.)」이 시행된 1974년부터이다. 1972. 8. 14.

우리 나라 문 진흥의 모법인 문화 술진흥법(법률 제2337호)이 제정되어,

이에 근거한 모 이 1973. 7. 11. 시작되고 한국문화 술진흥원6)이 1973.

10. 11. 개원(1973. 3. 30. 설립)한데 이어 1974년부터 기 사업이 이루어진

것이다.

문 진흥기 7)은 ‘문화 술의 진흥을 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우리나라의 통문화 술을 계승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여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법 제1조 제17조)하고자 설치된 공공재원이다.

기 의 용도는 문화 술의 창작과 보 , 민족 고유문화의 발 을 한

5) Vgl. BVerfGE 36, 321(331f.).

6) 문화 술의 창조 역할과 사회통합 역할을 높이고 문화 수요를 충족시키기

한 정책을 국가가 담하는 것은 실 으로 가능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바람

직하지 않기 때문에 문화 술진흥을 해서는 문성을 갖춘 단체가 국가 정쟁으

로부터 벗어나 항구 인 재원을 갖고 신축 으로 사업을 운 해 나가는 것이 보

다 효과 이고 효율 이라는 단에서 한국문화 술진흥원이 설립된 것으로 보여

진다.

7) 문화 술진흥기 은 문화산업진흥기 과 구별된다. 문화산업진흥기 은 문화산업

진흥법 제33조에 의거 1999년에 설치․운용된 기 으로 문화 부가 직

리․운용하고 있다. 설치목 은 ‘문화산업 발 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 에 기여’하는 것으로서

순수문화 술 진흥을 목 으로 하는 문화 술진흥기 과 구별되지만 양자가 복

되는 측면도 없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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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연구․ 작과 그 보 , 문화 술인의 후생복지증진을 한 사업, 지

방문화 술진흥기 에의 출연, 한국문화 술진흥원의 운 에 필요한 경비,

기타 문화 술의 진흥을 목 으로 하는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다

(법 제20조).

4. 문 진흥기 의 운 황8)

(1) 문 진흥기 의 세입

문 진흥기 의 재원은 문 진흥기 모 , 국고출연 , 구 공익자 (

방송발 기 ), 그 외에 운 수익 등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재원으로부터

1973. 7. 11.부터 2001. 12. 31.까지 조성된 문화 술진흥기 총액은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1조 1,592억원으로 집계되었으며, 이 가운데 립

4,004억원을 제외한 7,588억원이 지원사업 자체사업등 문 진흥기 사

업비와 운 제경비로 집행되었다. 문 진흥기 의 조성실 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기 운 에 따른 이자수입이 29.8%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모

이 26.6%를 차지하고 있다. 이자수입은 기 립액에서 부가 으로 발생하

는 재원이라는 을 감안하면 실질 으로 문 진흥기 재원 모 수입이

기 조성에 가장 큰 역할을 해 왔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국고출연 은 공

익자 ( 방송발 기 ) 13.9%보다 2.0%가 높은 15.9%에 지나지 않는 것

으로 나타나 반 으로 문 진흥기 이 국고보다는 국민으로부터의 직

인 모 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문 진흥기 의 재원별 조성실
(단 :백만원, %)

구 분 ’73-’97 1998 1999 2000 2001 계 비

모 195,231 21,441 24,496 28,792 38,272 308,232 26.2

국 고 124,722 0 10,000 50,000 0 184,722 15.9

공익자 * 152,207 0 3,700 3,000 2,000 160,907 13.9

이 자 171,622 34,994 54,906 46,368 37,552 345,442 29.8

기 타 * * 104,984 28,016 12,004 8,381 6,580 159,965 13.8

합 계 784,766 84,451 105,106 136,541 84,404 1,159,268 100.0

8) 한국문화정책개발원, 문 진흥기 의 지원효과 분석(2002)에 기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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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한국문화 술진훙원, 기 운용평가자료, 2002

* 공익자 은 방송발 기 임

** 기타에는 기부 , 사업수입, 임 수입 등이 포함되어 있음

(2) 모 수입

1973년 첫 모 을 시작한 이래 모 수입은 문 진흥기 가운데 가장

높은 유율을 차지해 왔으나, 1980년 이후부터는 공익자 (1983년부터)

과 국고(1989년부터)가 출연하고 립기 의 규모확 에 따른 이자수입의

증가등으로 재는 규모가 다소 은 편이다. 그러나 체 비 의 감소

에도 불구하고 규모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모 은 1973. 7. 화 부터 실시되었고, 1975.에 고궁, 1976.에 박물 ,

1978.에 연극 용극장 등 일반공연장, 1983.에 능․사 지․미술 , 1994.에

천연기념물등 국가지정문화재 등으로 모 상이 확 되었다.

정부의 규제개 정책에 따라 2000년 문 진흥법 개정을 통해 모 규정

의 유효기간을 2004. 12. 31.까지로 명시하 으나, 이후에 앞당겨 2002.부터

모 을 폐지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2001. 12. 부담 리기본법 개정

에 의해 2003. 12. 31.까지 모 을 지속하기로 결정하 다.

문 진흥기 모 은 재 국 주요 문화시설 1,100개소를 상으로 하

여 입장요 의 2～9%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공연장 948

개소( 화 575개소, 기타 공연장 373개소)를 상으로는 입장요 이

1,001～3000원인 경우 2%, 3,001원 이상인 경우 화 6.5%, 기타 공연장

6%를 용하며, 박물 54개소․미술 23개소․국가지정문화재 75개소를

상으로는 5.2～9%까지 단계별로 용한다(한국문화 술진흥원, 〈2000년

도 업무 황〉).

연도별 추이를 보면, 1973년 약 2억 6,400만원이었던 모 수입은 5년 후

인 1978년에 10배 성장한 29억 6,100만원의 실 을 보 으며 이후 꾸 히

신장세를 나타냈다. 1984년 53억 8,900만원으로 1.4%의 증가에 그쳤으나,

1985년부터 1988년까지 다시 수입이 상승했다. 이 후에도 년 비하여

다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기는 하나 최근 들어 국산 화의 흥행성공으로

모 수입의 규모는 상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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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처별 수입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공연장으로부터의 수입이 지속 으

로 상 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문화재, 박물 , 미술 의 순

으로 모 수입이 큰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이 순 의 연도별 변화는 비교

없다고 볼 수 있다.

(3) 문 진흥기 의 구체 인 사용 황

문 진흥기 이 어느 정도 활용되고 있는지를 보기 하여 최근 5년간

의 지원신청건수 액과 선정된 건수 액을 보면 다음과 같다.

연도별로 보면 1998년 3,118건, 1999년 2,413건, 2000년 2,387건, 2001년

2,849건, 2002년 2,969건으로, 지방에서 행해지는 소규모 사업에 한 지원

행정을 지방자치단체로 이 한 첫해인 1999년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이

되어 심의된 1,752건( 체의 42.1%)을 합산하면 지원신청건수는 총 4,165건

이다. 한 지방문 진흥기 에의 지원신청건수도 증가추세가 지속되고 있

다. 한편 문 진흥기 지원 상 선정건수도 1998년 1,233건, 1999년 858건,

2000년 881건, 2001년 998건, 2002년 1,052건으로 지방자치단체에의 이 을

고려하면 역시 증가추세로 볼 수 있다. 해마다 지원신청건수가 늘어나고

신청 비 지원비율이 차 낮아진다는 것은 문 진흥기 에 한 지원수요

가 늘고 공 이 이를 따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최근 5년간 지원신청․선정 건수 액

(단 : 건, 백만원, %)

구분
1998 1999 2000 2001 2002 계

건수/ 액 건수/ 액 건수/ 액 건수/ 액 건수/ 액 건수/ 액

신청
3,118 2,413 2,387 2,849 2,969 13,736

58,878 66,126 59,669 67,181 54,728 306,582

선 정
1,233 858 881 998 1,052 5,019

22,988 22,793 21,224 23,713 16,200 106,918

비 율 39.5/39.0 35.6/34.5 36.9/35.6 35.0/35.3 35.4/29.6 36.5/34.9

자료 : 한국문화 술진흥원, 기 운용평가자료,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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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문 진흥기 의 지원분야

문 진흥기 의 지원분야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 1970년 의 지원사업은 ‘주체 인 문화창달’을 핵심 인 지원정책의

목표로 추구했으며, 주로 통문화에 한정되었다. 1974년부터 1978년까지의

기간동안에 이루어진 ‘제1차 문 흥 5개년 계획’의 부문별 투자실 을 비

교해 보면, 민족사 정립에 70.2%, 술진흥에 12.2%, 문화창달에

8.9%, 기반조성에 6.0%, 기타 2.7%의 순으로 나타나 주로 문화유산을 보존

하고 민족주체성을 확립하기 한 사업에 지원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시

기에 주력된 한국학․ 통 능․문화재보호․민족사 정립․고 자료 개

발등 통문화 부문에 한 지원사업 외에도 문학․미술․음악․연극․무

용 분야의 창작진흥을 한 사업이 있었다.

다음으로 1979년 이후의 역별 문 진흥기 의 지원내역을 살펴보면

술진흥, 통문화( 통 술), 국제문화교류, 기반조성등을 한 지원사업

은 1975년 이래로 계속 운 되고 있으며, 1980년 기까지는 주로 문화

인 라 구축등 기반조성사업과 술진흥사업에 이 맞추어졌으나, 이후

문화 매9) 문화복지, 문화산업, 국제문화교류 등에 한 지원으로 넓

지면서 다원화된 양상을 보인다. 1980년 에 들어와서는 출 , 화진흥,

청소년문화등에 한 지원사업이 시작되었다. 1980년 반 이후부터는

‘지역문화’와 ‘문화 매’를 한 사업이 확 되었고 이후 ‘문화복지’사업으로

통합되었다.

이와 같이 그간의 지원정책은 통문화 술에서 문화 술로, 술창

작진흥에서 문화복지로, 앙문화 술의 확산에서 지역문화에술의 진흥으

로, 그리고 술장르 주에서 문화산업분야 주의 지원으로 변화하는 모

습을 보인다.

1973년부터 1991년까지의 문 진흥기 이 지출된 계를 보면, ‘기반조

성’이 가장 많은 비 을 차지하고, ‘ 술진흥’, ‘ 상문화산업’등의 순으로

지원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1993년부터는 ‘ 상문화산업’, 즉 문화산업의 지

9) 문화 술진흥기 의 단 사업분야 의 하나로서 문화향수, 문화복지와 유사한 개

념, 즉 낙도․오지와 같은 문화낙후지역, 장애인등 문화소외자들을 한 문화행사

를 지원하는 로그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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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이 에 띄게 증가하 다.

② 지원 로그램

문 진흥기 의 지원 역별 로그램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ㄱ) 공연 술 로그램 지원

음악, 무용, 연극, 통 술 등 공연 술 로그램 지원사업은 1970년

이래 계속되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공연지원사업, 공연단체 지원사업,

서울음악제, 서울연극제, 국무용제 등의 공연이벤트 지원사업, 공연 로

그램 순회지원사업10), 공연 술 련 단체활동 지원사업(연구발표, 세미나,

도서발간, 연수회등)등을 들 수 있다.

(ㄴ) 미술 시 로그램 지원

미술분야에 한 지원사업은 미술행사․미술 시․미술단체활동 지원사

업(세미나, 문지 자료집 발간지원), 기타 시 지원사업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미술행사지원사업은 한민국미술 (1980～), 한민국건축

(1982～), 한민국사진 람회(1982～), 한민국공 (1986～)등이

있으며, 미술 시 지원사업으로는 단체 그룹 , 미술작품 순회활동 지원

(1989～)사업등이 있다. 그리고 문화건축상 지원사업은 1990년부터 실시되

었다.

(ㄷ) 문학분야 사업지원

문학분야의 지원사업으로는 동인지 발간(1979～), 문인창작기 , 문학창

작소재 발굴조사(1991～), 문학단체활동(1974～), 문학작품 창작지원(1990～

1992), 문학작품 연간선집(1990～), 국민독서문화조성(1996), 문화의 해 사

업(1996)등을 들 수 있다11)

(ㄹ) 문화복지 지원사업

10) 1980년 에 ‘지역문화의 활성화’가 요한 문화정책의 가치로 부각되면서 두되

기 시작했다. 서울연극제, 서울무용제 등에 참여한 단체에 해 지역순회공연을

지원하고 있으며(1982～), 공연작품 순회활동 지원 문화소외지역 순회활동 지

원(1988～), 소규모 공연단 지역순회 지원(1986～1994), 인형극 아동극 공연지

원(1989～)등의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11) 문학동인지 발간지원사업은 우수동인지를 지역별, 장르별로 선정하여 발간비의 일

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지원하는 액은 일률 이다. 문학작품 창작지원사업은 개

인창작집을 선정하여 작가에게 창작비를 지원하고 일정부수를 구입하여 공공도서

에 배포하는 사업이다. 그리고 문학작품 연간선집 편찬배포사업은 문 지와 동인지

에 발표된 작품을 상으로 자료집 성격의 연간선집을 편찬배포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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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진흥기 지원사업은 1980년 반부터 순수 술창작 분야 외에도

국민들의 문화 술생활 문화환경조성, 술행정가를 한 지원 로그램

을 실시하고 있다. 구체 인 로그램을 살펴보면, 문화 술 사회교육활동

지원(1987～), 지역문화코 자료보 지원(1987～1995), 문화학교 지원사업

(1992～), 생활문화 활성화 지원(1991～), 도시환경문화상 지원(1983～), 장

애인 문화향수권 신장사업 지원(1996～)등이 있다12).

(ㅁ) 문화산업 지원

출 과 화 부문에 한 지원13)은 1970년 반부터 이루어져 왔고,

1995년부터는 독립 으로 문화산업 지원 로그램이 운 되고 있으며, 그

역도 다양해졌다.

(ㅂ) 국제문화교류 지원사업

문 진흥기 의 국제문화교류 지원사업은 크게 ‘우리문화 소개사업’과

‘ 문가교류 사업’ ‘ 술교류 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리문화 소개사업으로는 한국문학 해외소개사업, 미술소개자료 해외배

포사업(1986～), 공연 술 소개자료 해외배포 사업(1992), 한국문화 술자료

해외배포사업(1994～), 외국소장 한국도서 조사 인(1991～), 한국문학

해외정보지 발간 지원사업(1996)등을 들 수 있다. 문가교류 사업으로는

문 인 해외연수 지원(1975～), 해외문 인 청사업(1974～1995), 해외문화

행정 기획실태조사(1989～1992), 국제스튜디오 로그램 한국작가 견(199

3～), 국제스튜디오 참가작가 국내 시 지원사업(1983～)등이다. 술교류

사업으로는 시교류활동 지원(1991～), 공연교류활동지원(1989～), 국제회

의 행사교류 지원사업(1974～), 재외동포 문화 술교류 지원(1992～), 베

니스비엔날 한국 (1994～) 건축 지원사업(1996)등을 들 수 있다.

12) 문화 술 교양강좌 로그램에 한 지원은 1980년 후반부터 시작되었다. 1990

년 에 들어와서는 교양강좌 로그램에 한 수요증가와 이에 따른 로그램 활

성화가 이루어졌으며, 이 사업은 크게 문화 술 사회교육활동 지원 로그램과 문

화학교 지원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한국문화학교의 경우 1991년 14개 단 문

화학교가 개설된 이래 1994년 82개, 1998년 200개등의 지속 인 성장을 보인다.

13) 화진흥지원: 일반 으로 화는 화진흥 원회에서 지원하고, 인디 화

(독립 화, 컬트 화)와 같은 순수 술 화를 지원하는 것은 문화 술진흥기 의

로그램이다. 순수 술 화에 한 심포지엄개최 보조 지원, 팜 릿등 제작홍보

비 지원, 화제작에 한 사업비 지원으로서 체 문화 술진흥기 에 의한 지원

10%미만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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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ㅅ) 기타 지원사업

1991년부터 지원하기 시작한 ‘ 술의 해’ 사업은 매년 특정 분야의 술

장르를 지정하여 집 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술의 해 지정사업은

1991년 연극․ 화의 해를 시작으로 춤의 해(1992), 책의 해(1993), 미술의

해(1994), 국악의 해(1995), 문학의 해(1996), 문화유산의 해(1997), 사진․

상의 해(1998), 건축문화의 해(1999), 새로운 술의 해(2000), 지역문화의

해(2001) 등의 순으로 추진되어 왔다.

1994년에는 한국기업메세나 의회가 발족되어 기업메세나 운동14)으로

활성화시키는 계기를 마련했으며, 총(1974～), 문화원(연합회)(1974～), 민

총(1994～), 한국문화정책개발원(1994～)등 문화 술단체 활동에 한 지

원사업도 실시하고 있다.

5. 문 진흥기 모 의 법 성격

문 진흥기 모 의 법 성격을 어떻게 보느냐는 모 액․모 수수

료․모 방법등에 한 규율이 본질 인 입법사항인가 는 임범 의

헌법 단에 요한 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즉 문화진흥기 을 특

별부담 으로 보는 경우 독일연방헌법재 소나 우리 헌법재 소가 제시하

고 있는 특별부담 의 부과에 한 ‘정당화 요건의 심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일단 그 정당화 요건이 충족된다면 ‘일반 인’ 포 임입법 지의

원칙에 따라 헌여부가 단될 것이다.

그러나 문화진흥기 을 조세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보는 경우 ‘조세법

률주의 본질성이론에 따른 법률유보’의 문제의 단이 선행되어야 하고

14) ‘메세나(mecenat)’라는 말은 로마제국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신으로서 문 보호

운동에 심 력을 다한 메세나스(Gaius Clinius Maecenas BC 67년 - AD 8년)

라는 인명으로부터 유래하는 랑스어로서, 술․문화․과학에 한 두터운 보호

와 원조를 의미하는 말이다. 에는 수집가나 미술 이나 박물 에 재정 인 지

원을 제공하는 기증자나 기부자 는 후원자를 의미한다. 근 메세나의 표 인

는 메디치家로 이들은 피 체의 부호들 술지원과 육성에 가장 앞장선 가

문이었다. 메디치가문은 교황청 재정담당 융업자집안으로 피 체 공화국과 토스

카나 지역의 정치 지배자 다. 그들은 단순히 자선이나 과시욕 때문이 아니라

술에 한 진정한 열정으로 술을 지원했고, 오나르도 다빈치, 미 란젤로,

보티첼리 등 설 인 술가들을 키워 르네상스를 이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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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 임입법 지원칙의 심사에 있어서도 직 인 기본권의 제한이나 침

해의 경우로서 우리 헌법재 소의 례에 따라 그 구체성과 명확성에 해

엄격하게 단하게 될 것이다.

(1) 특별부담 설

① 부담 이란 일반 으로 국가 는 공공단체가 특정한 공익사업에 충

당하기 하여 그 사업과 특별한 계에 있는 자에 하여 과하는 지

의무를 말한다. 이러한 부담 은 수수료․사용료․사회보험료․과태료․

벌 ․범칙 ․가산 ․과징 ․이행강제 과 구별된다.

② 부담 리기본법(제2조)에서는 부담 을 “ 앙행정기 의 장, 지방자

치단체의 장, 행정권한을 탁받은 공공단체 는 법인의 장등 법률에 의

하여 부담의 부과권한이 부여된 자가 분담 , 부과 , 치 , 기여

명칭에 불구하고 재화 는 용역의 제공과 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련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외의 지 의무“라고

정의하고 있다.

③ 독일연방헌법재 소는 특별부담 의 부과요건으로서 첫째 부담 의

무자는 사회 으로 동질성을 가질 것, 둘째 부담 의무자는 부담 의 부과

를 통하여 추구되는 목 에 하여 여타의 사회집단 는 일반 납세자보다

객 으로 근 한 치에 있을 것, 셋째 이러한 객 인 성으로 인

하여 부담 의무자는 부담 의 부과를 통하여 수행되는 과제에 하여 특

별한 집단 책임을 질 것, 넷째 부담 수입은 부담 의무자들의 집단

이익을 하여 사용될 것을 들고 있다. 그러나 특별부담 의 본질 허용

요건으로서 의 집단 동질성․객 근 성․집단 책임성․집단

효용성의 요소가 사례에 따라 달리 용되고 있다.

④ 우리 헌법재 소는 특별부담 의 성격 그 허용한계에 해서 다음

과 같이 설시한 바 있다.

“특별부담 은 공 기 에 의한 반 부가 보장되지 않는 부의무

를 설정하는 것이라는 에서 조세와 유사하다. 물론 특별부담 은 특별한

과제를 한 재정충당을 하여 부과된다는 에서 일반 인 국가재정수요

의 충당을 하여 부과되는 조세와는 구분되고, 무엇보다도 특별부담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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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집단으로부터 징수된다는 에서 일반국민으로부터 그 담세능력에 따

라 징수되는 조세와는 다르다. 조세나 부담 과 같은 통 인 공과 체계

로는 국가의 새로운 행정수요에 원활하게 처할 수 없기 때문에 특별

부담 이라는 새로운 유형의 공과 을 도입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우리 헌

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면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 보장․질서

유지 는 공공복리를 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특별부담 제도를 도입

하는 것 자체는 헌법상 문제가 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특별부담 을 부과

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법률규정이 헌법에 배되지 않기

하여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과잉 지의 원칙이 지켜져야

하고, 평등의 원칙에 배되어서는 아니됨은 물론이다. 특히 조세유사 성

격을 지니고 있는 특별부담 의 부과가 과잉 지의 원칙과 련하여 방법

상 정한 것으로 인정되기 해서는, 이러한 부담 의 부과를 통하여 수

행하고자 하는 특정한 경제 ․사회 과제에 하여 특별히 객 으로

한 련이 있는 특정집단에 국한하여 부과되어야 하고, 이와 같이 부

과․징수된 부담 은 그 특정과제의 수행을 하여 별도로 지출․ 리되어

야 하며 국가의 일반 재정수입에 포함시켜 일반 국가과제를 수행하는

데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8. 12. 24. 98헌가1, 례집

10-2, 819, 830-831 참조). 부담 의 수입이 반드시 부담 의무자의 집단

이익을 하여 사용되어야 한다고는 볼 수 없으나, 부담 의무자의 집단

이익을 하여 사용되는 경우에는 부담 부과의 정당성이 제고된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9. 10. 21. 97헌바84, 례집 11-2, 433, 452-454.)."

⑤ 문 진흥기 은 문화 술진흥을 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하여 설치되어 독립된 회계로 리되는바, 그 재원은 정부의 출연 , 개인

는 법인으로부터의 기부 , 법 제19조 제19조의 2에 의한 모 액등에

의하여 조성되고 있다. 문 진흥기 모 의 법 성질은 이와 같이 문화

술진흥을 한 공익목 에 충당하기 하여 법 제19조 제1항 각호가 정

한 공연장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특정집단에게 부과되는 공과 으로서 특별

부담 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15).

15) 서울행정법원 제12부, 2002. 10. 10. 2002아1451 헌제청신청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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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세설

① 특별부담 의 본질 허용요건으로서 의 집단 동질성․집단

효용성․객 근 성․집단 책임성의 요소에 근거해서 볼 때, 문 진

흥기 의 모 을 특별부담 이라고 하기 어렵다. 첫째, 문화국가에 있

어서 공연장등의 이용자가 문화 향수자로서 신분사회로 구획되어 특정

국민에게만 한정된다는 집단 동질성을 인정할 수 없다. 둘째 공연 람자

등의 집단이익을 해서 문 진흥기 의 모 이 사용되는 것은 아니다. 공

연등을 보는 국민등이 술 감상의 기회를 가진다는 에서 집단 효용

성을 인정하는 것도 무리이다. 공연 람자가 어떠한 술 감상에 의한

정신 풍요를 느낀다면 그것은 문화국가원리를 채택하고 있는 헌법하에서

는 국가가 극 장려할 일이지 이에 한 수익자로서의 지 를 인정하여

경제 부담을 지우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만약에 공연기획자들에게 공

연행사를 통하여 경제 수익을 얻게 된다면 여기에 일정한 정도의 수익자

부담 의 부과를 상정할 수는 있을 것이다. 셋째 공연등을 람하는 문

진흥기 상의 모 의무자는 일반 국민으로서 우연한 람기회에 의하여

여타의 사회집단 는 일반 납세자보다 문화 술진흥 목 에 하여 객

으로 근 한 치에 있다고도 보여지지 아니한다. 넷째 공연등을 람하

는 국민들만이 문화 술진흥의 책임을 느껴야 할 하등의 조리상의 이유라

도 발견되지 아니한다. 오히려 이들은 일반납세자로서 티켓에 포함된 부가

가치세를 부담하면서 나아가 공연등을 람하 다는 이유만으로 문화진흥

책임에 의한 추가 인 조세 인 부담을 받고 있는 것이다. 즉 이것은 실

질 으로 공연장등의 람국민에게 이 과세를 하고 있는 셈이다.

② 문화 인 목 의 특별부과세(special levies)는 문화세 는 문화를

한 목 세입(earmarked revenues) 등의 형태를 띠게 되는데, 이 게 특정

한 출처를 갖는 재원은 특정한 용도를 해서만 조성된다. 특별부과세는

먼 미국에서 행해지고 있는 건축비에 한 부과세16)를 들 수 있으며, 덴

마크․독일․이태리와 같은 몇몇 나라에는 화에 한 부과세가 있다. 오

16) 미국의 ‘연방 술 로젝트(Federal Art Project: FAT)'가 공공건물의 건설을

술작품의 주문이나 매등과 연결시키기 해 채택하고 있는, ’공공장소를 한

술(Arts for Public Places)' 계획이 그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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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 일리아․캐나다․ 랑스․스 스등에는 텔 비 과 라디오등에 한

부과세를 징수하고 있으며, 노르웨이에서는 술작품 매에 한 부과세를

징수한다. 독일․이태리․스 스등에서는 극장․콘서트․박물 ․ 시회등

에 한 부과세 수입 에서 일반문화기 에 지원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이 화 ․공연장등의 입장료에 부과하여 문화 술재원을 조성하는 사

례는 어떤 국가에서도 찾아 볼 수 없다17).

③ 진흥개발기 법상의 국외여행자납부 에 한 우리 헌법재 소

의 결정18)에서 다수의견은 국외여행자납부 을 특별부담 에 해당한다고

보면서 국외여행자납부 은 ‘ 사업의 효율 발 ’을 하여 필요한 재

원을 확보하고 ‘ 수지 자의 억제’라는 국가 목 을 달성하기 하여

부과된다는 에서 재정충당 유도 성격의 특별부담 이라 하고 있다.

그러나 자발 모 의 형태가 아니고 입장료에 한 획일 강제 부과

모 형식에 의한 자동집행 문 진흥기 의 모 에서는 특별부담 으로서

문화진흥을 해 람집단에 한 어떠한 유도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입장요 산정에서 기 모 을 제외함으로써 렴한 람

료로 인한 문화 술에 한 근을 더욱 용이하게 할 때 헌법상의 문화국

가원리에 의한 문화진흥이 한층 더 유도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문화진

흥기 의 모 을 유도 특별부담 으로 볼 수 없다. 문 진흥기 의 모

에 하여 순 한 재정충당 특별부담 을 볼 가능성에 해서도 회의

이다. 왜냐하면 우리 헌법재 소가 설시하고 있는 “부담 의 부과를 통하

여 수행하고자 하는 특정한 경제 ․사회 과제에 하여 특별히 객

으로 한 련이 있는 특정집단에 국한하여 부과되어야 한다”는 특별한

계성을 모 상자 상호간에게서는 인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 진흥기 의 모 은 모 의 문의 의미에서 벗어나 문화진

흥정책의 실 을 한 재정확보의 차원에서 강제 으로 징수하는 조세라

할 것이다.

④ 형식오용(Formenmißbrauch) 지(국가행 형식남용 지)의 법리19)는

17) 박상언, 한국문 진흥기 의 효율 운 방안 연구, 앙 학교 술 학원 석사

학 논문(2000. 6.).

18) 헌재 2003. 1. 30. 2002헌바5 진흥개발기 법 제2조 제3항 헌소원 결정

19) ①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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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작용을 법규명령으로 하여야 할 것을 행정규칙으로 하거나 일반 법

률의 형식으로 할 것을 개별 ․처분 법률의 형식으로 하거나 조세부과

형식으로 할 것을 부담 부과형식으로 하는 경우에 용된다. 정된 국가

행 형식보다는 변형 인 국가행 형식으로 목 달성을 도모하는 경우 그

국가행 에 한 통제강도를 완화시킬 수 있고 국민의 항을 회피할 수

있으며 보다 편리하게 의도한 국가목 을 달성할 수 있다. 형식오용은 결

국 법 안정성과 측가능성을 한 내용으로 하는 실질 법치국가원리에

된다. 따라서 형식오용 지의 법리는「선행행 와 모순되는 행 의

지의 원칙」(das Verbot des venire contra factum proprium)과도 한

국가행 형식남용이란 국가가 활동하기 한 수많은 형식(조약, 행정 정, 법률

(일반성과 추상성을 배제한 처분 법률의 허용한계), 통령령․총리령․부령등의

법규명령, 국회규칙․ 법원규칙․헌법재 소규칙등의 자율규칙, 조례․규칙등의

자치규범, 행정규칙, 형벌, 조세, 부담 , 용형식과 수권형식, 공법행 와 사법행

의 탁, 부행 와 침해행 등)들 에서 헌법상 특별히 정되어 있는 형식을 회

피함으로써 어떠한 행 형식을 취할 것이 법질서상 기속 으로 되어 있는 것을 유

월하여 정된 행 형식을 규율하는 역의 헌법규정을 실질 으로 반하게 되는

것이다. 한마디로 탈법행 와 비근하는 탈헌법 행 (Verfassungsumgehung)를 말

한다.

② 종류

ㄱ) 태생 형식오용(der geborene Formenmißbrauch): 국가가 도모하고 있는

결과 자체가 이미 법질서에 의하여 용인될 수 없는 형식오용, 컨 국가의 강제

수단을 임의 인 계약상의 약정에 의해 체하는 것이다.

ㄴ) 임의 형식오용(der gekorene oder gewillkürte Formenmißbrauch): 법

형식과 법 효과가 잘못 연결되어 있는 형식오용.

ㄷ) 은폐 형식오용(der verschleiernde Formenmißbrauch): 국가가 의도한 행

자체는 허용되지만 선택된 형식은 사안에 합당하지 않은 형식오용, 컨 국가가 수

용에 의한 보상 액을 이고자 하지 않은 형식의 보다 값싼 상물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의 ㄴ)과 ㄷ) 두가지를 합쳐 국가행 형식의 혼용(Vertauschung von

Staatsakten)으로 부르기도 한다(P. Lerche). Vgl. C. Pestalozza, Formenmißbrauch

des Staates, 1973, S. 32f.

국가행 형식 선택의 자유가 범 하게 인정되는 역에서는 형식오용은 상정

하기 어렵다. 경제 인 힘이 작용하는 역에 한 법 인 제한에서 조세법의 형

식을 취하는 것이 허용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납세의무자에게 일정한 경제 행

를 직 법 으로 강제하지 않고 그러한 경제 행 를 할 것을 제시하는 역할

을 하는 조세는 항상 있어 왔다. 조세법 인 제한이 주로 경제정책 인 목 을 추

구한다고 하여 곧바로 헌 인 형식오용이 존재하는 것으로 귀결되지는 아니한

다. 어 든 조세법이 조세구성요건의 충족을 실제 으로 불가능하게 하여 이러한

의미에서 “교살 ” 효과를 행하게 하는 것을 명백히 의도함으로써 조세법이 그

개념상 귀속되는 목 즉 조세수입목 에 곧바로 역행하게 될 때 비로소 헌

인 형식오용이 존재하게 될 것이다(BVerfGE 16, 147(161); 38, 6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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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성을 가진다. 사법상에서 탈법행 가 무한 으로 용인될 수 없는 이유

와 마찬가지로 공법 역에서도 법률의 형식을 빌은 탈헌법 행 가 헌

이 아닌 상태로 묵인될 수는 없는 것이다. 오용된 형식의 에서는 형식상

의 하자가 없을지라도 정된 형식의 에서는 정된 행 형식을 규율하는

역의 헌법규정을 실질 으로 반하게 되는 것이다. 국가행 형식 선택의

자유가 범 하게 인정되는 역에서는 형식오용은 상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부 역이 아닌 침해 고권작용의 역에서는 국가행 형식 선택의 자유를

우월 으로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형식오용은 국가가 도모하고 있는 결과

자체가 이미 법질서에 의하여 용인될 수 없는 태생 형식오용(der geborene

Formenmißbrauch), 법 형식과 법 효과의 잘못된 연결로 징표되는 임의

형식오용(der gekorene oder gewillkürte Formenmißbrauch), 국가가 의도한

행 자체는 허용되지만 선택된 형식은 사안에 합당하지 않은 은폐 형식오

용(der verschleiernde Formenmißbrauch)으로 유형화시킬 수도 있다20).

문 진흥기 의 모 은 수익자부담 도 아니고 원인자부담 도 아니며

손상자부담 도 아니다. 외형 으로는 자발 모 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

만 입장료에 한 획일 강제 부과모 형식에 의해 자동 으로 징수되

는 목 세의 일종으로서 실질 으로 반 부없이 강제 으로 징수되는 조

세라 할 것이다. 기 모 상자의 연 집단을 생각할 때 이들간의 특

별한 재정수요를 해 부과하는 특별부담 은 결코 아니다. 부담 은 부담

부과 상자의 범 와 부담 징수목 사이에 특별한 계가 있어야 한다.

조세와 부담 은 서로 호환될 수 있는 행 형식이 아니다. 헌법상의 문화

국가원리에 의거할 때, 문화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조세로 확보하여

야 할 것을 강제 인 기 모 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조세의 기능

과 성격 법 효과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기 모 이 조세의 형식을

신하여 입법권능에 의하여 자유롭게 호환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

다. 이러한 기 모 은 간 인 조세권능의 踰越(die Überschreitung der

Steuerkompetenz)로서 임의 형식오용 는 은폐 형식오용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으며 탈헌법 행 (Verfassungsumgehung)로서 우리 헌법이

20) 자세한 것에 해서는 C. Pestalozza, Formenmißbrauch des Staates, 1973, S.

3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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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하고 있는 자의 지의 원칙, 실질 인 조세법률주의, 실질 인 법치국

가원리에 배되는 것이다.

6. 심 상 법조항에 한 헌 단의견

(1) 재 하경철, 재 권 성, 재 김효종, 재 송인 의

헌의견에 한 해설

4인의 재 의 헌 단의견은 특별부담 의 통제필요성을 언 하

면서 문 진흥기 의 모 을 특별부담 이라 보고 그 모 자체가 특별부

담 의 헌법 허용한계를 일탈하여 헌이라고 보고 있다.

가) 조세와 구별되는 특별부담 의 의의와 그 성격에 따른 분류

조세나 부담 과 같은 통 인 공과 체계만으로는 국가의 새로운

행정수용에 원활하게 처할 수 없기 때문에 특별부담 이라는 새로운 유

형의 공과 제도가 인정되고 있다. 특별부담 은, 특별한 과제를 한 재정

에 충당하기 하여 특정집단에게 과업과의 계 등을 기 으로 부과되고

공 기 에 의한 반 부가 보장되지 않는 부의무를 말하는 것인데

이 부담 은 특정과제의 수행을 하여 별도로 지출․ 리된다. 따라서 특

별부담 은 일반 인 국가재정수요의 충당을 하여 일반 국민으로부터 그

담세능력에 따라 징수되는 조세와 구별된다(헌재 1999. 10. 21. 97헌바84,

례집 11-2, 433, 452-453 참조).

일반 으로 특별부담 은 그 성격에 따라 ① 일정한 과제의 수행에 필요

한 재정경비를 조성하는 것을 목 으로 한 '재정충당 특별부담 '과 ② 법

상의 명령이나 지에 의하여 직 규제하는 신에 의 부담을 지워

간 으로 일정한 국가목 의 달성을 유도하는 기능을 가진 '유도 특별

부담 '으로 나 수 있다(헌재 2003. 1. 30. 2002헌바5, 례집 15-1, 86,

96 참조).

나) 특별부담 으로서의 문 진흥기 모

① 문 진흥기 은 문화 술진흥을 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하여 설치된 것(구법 제17조 제1항)이고 한국문화 술진흥원은 이 기 을

조성하기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연장․박물 ․미술 일

정한 지정문화재의 시설을 람하거나 이용하는 자에 하여 모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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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구법 제19조 제1항) 이러한 문 진흥기 의 모 에 따른 개별 람자

등의 모 은 람자 등이 자발 으로 기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법과 동시

행령에 의해 강제 으로 그리고 일률 으로 징수되는 것이다.

문 진흥기 은 문화 술의 창작과 보 , 민족고유문화의 발 을 한

조사․연구․ 작과 그 보 , 문화 술인의 후생복지증진을 한 사업, 지

방문화 술진흥기 에의 출연, 한국문화 술진흥원의 운 에 필요한 경비,

기타 문화 술의 진흥을 목 으로 하는 사업이나 활동의 지원에 사용하고

(구법 제20조) 이 기 은 한국문화 술진흥원이 운용․ 리하되 독립된 회

계로 계리되며(구법 제17조 제2항) 기 의 재원별로 구분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계리된다(구법시행령 제31조 제1항).

② 문 진흥기 은 와 같이 부담 리기본법 기 리기본법의

용을 받고 문화 술진흥을 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하여 설치

되어 독립된 회계로 리되는바, 그 기 조성을 한 모 은 구법 제19조

제19조의2 등에 의해 강제 으로 징수되고 문화 술진흥이라는 특정한

공익 과제의 필요에 충당하기 하여 공연장 등을 이용하는 일부의 사람

들에게만 부과되는 공과 이므로 이는 특별부담 에 해당한다.

문 진흥기 의 모 은, 부담 부과 상과 사용용도간의 계를 기 으

로 할 때, 양자간의 계가 하여 반 부가 명백하게 반 되는 수익

자부담 ․원인자부담 ․손괴자부담 은 아니고, 행정의 실효성확보 내지

의무이행의 확보수단으로 활용하여 특정행정목 의 실 을 유도하는 유도

특별부담 도 아니다. 문 진흥기 의 모 은 문화 술진흥이라는 특정

한 공익목 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부과하는 것이므로

이는 재정충당목 의 특별부담 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재정충당목 의

특별부담 은 조세유사 부담 으로서 기 이나 특별회계 는 공공기

의 수입으로 계리되어 그 사용용도가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실질은 목

세와 같은 성질을 지니고 있다.

다) 특별부담 의 통제필요성

① 국가의 ‘모든’ 수입과 지출이 산안에 계상되어야 한다( 산회계법

제18조 제2항 본문 참조)는 산총계주의원칙(이른바 산완 성의 원칙)

과 국가의 모든 수입과 지출이 '하나의' 산안에 편성되어야 한다는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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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성의 원칙에 입각할 때, 국가의 일반회계와는 별도로 독립하여 운용되

는 기 이나 특별회계 등 특별 산제도는 원칙 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산회계법 제9조 제2항은, 특별회계는 국가에서 특정한 사업을 운

할 때, 특정한 자 을 보유하여 운용할 때, 기타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법률

로 설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54조 제1항은 “국회는 국가의 산안을 심의․확정한다. 라고

하여 국회의 산심의․확정권을 규정하고 있다. 국회는 산심의를 통하

여 산의 체규모가 정한지, 산이 효율 으로 운용되는지, 산편성

이 국민의 담세능력과 형평의 원칙에 부합하는지 등을 감시한다. 한편

산회계법 제18조 제2항 본문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세입세출은 모두

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여 산총계주의원칙을 취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재정의 모든 수지를 산에 반 함으로써 그 체를 분명하게 함

과 동시에 국회와 국민에 의한 재정상의 감독을 용이하게 하자는 데 그 의

의가 있다.

그런데 정부가 리․운 하는 각종 기 들은 모두 산외로 운용되고

있어서( 산회계법 제7조 참조) 국회의 산심의․확정권 행사의 상에서

도 벗어나 있을 뿐만 아니라(기 리기본법 제5조 제2항 참조), 정부의 모

든 재정활동을 빠짐 없이 산에 포함시키려는 산총계주의원칙에도

한 외를 이룬다. 이러한 기 은 재정체계를 복잡하게 하여 재정의 효율

운용을 해할 수 있고 재원의 조성규모에 계 없이 기 마련을 한

부담 을 계속 징수하는 경향이 있어 국민들의 재산권이나 조세평등을 해

할 우려가 있다(헌재 2003. 1. 30. 2002헌바5, 례집15-1, 86, 101-102).

따라서 특별부담 의 수입에 의한 특별회계는 객 이고 합리 인 근

거가 제시되는 경우에 한하여 극히 외 으로만 인정되어야 한다. 한

부담 리기본법 제5조는 부담 부과의 원칙에 하여 규율하고 있는데,

“부담 은 설치목 을 달성하기 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 안에서 공정

성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부과되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동일

한 부과 상에 하여 이 의 부담 이 부과되어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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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특별부담 은 에서 본 바와 같은 외성의 원칙과 최소성의

원칙을 수하는 것이어야 한다.

② 국가재정수입의 일반 인 원천은 조세수입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조세에 하여는 헌법상 엄격한 통제가 가하여진다. 헌법 제38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제

59조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행정부

의 일방 이고 자의 인 조세부과를 하고 반드시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하여만 조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따라서 조세의 부과․징수는 조세법률주의에 입각하여 그 핵심 내용인

과세요건 법정주의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의하여 엄격한 통제를 받는다.

그에 비하여 재정충당목 의 특별부담 은 반 부 없는 강제 인 징

수인 면에서 조세와 공통 을 가지면서도 헌법상 명시 인 특별통제장치가

결여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세성 특별부담 이 계속 설치․운용되는

것은 특별부담 의 신설이 조세의 신설에 비하여 국민의 항이 크지 않고

징수나 집행과정의 어려움이 어 손쉬운 재원조달 수단이 될 수 있기 때

문이고 한 특별부담 의 수입이 부분 기 이나 특별회계의 형태로

리되므로 일반 산에 비해 안정 으로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다는 장 을

행정당국에 제공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조세수입이 부분 일반회계로 귀속되어 국가 체 인 에

서 사업의 타당성이나 우선 순 를 엄격히 따져 사용되고 있는 데 비하여

재정충당목 의 특별부담 은 그 사용용도가 한정되어 있음을 기화로 그

재원에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재정 체의 에서 볼 때에는 우선순

가 떨어지는 그러한 사업의 추진이나 운 에 방만하게 사용되어 재정운

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문제 까지도 일으킨다.

따라서 조세에 하는 정도로, 나아가 그 이상으로, 특별부담 에 한

헌법 통제의 필요성이 요청된다.

라) 특별부담 의 헌법 허용한계

국민의 재산권이나 조세평등을 해할 우려가 있는 재정충당목 의 특별

부담 은 헌법 제11조상의 평등원칙과 헌법 제37조 제2항상의 과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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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으로부터 도출되는 다음과 같은 헌법 정당화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그

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여 헌이 될 것이다.

특별부담 은 조세의 납부의무자인 일반국민들 일부가 추가 으로

부담하는 하나의 공과 이므로 국민들 사이의 공과 부담의 형평성 내

지 조세평등을 침해하지 않기 해서는 특별부담 은, 일반인과 구별되는

동질성을 지니어 특정집단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만 부

과되어야 하고(집단의 동질성), 특별부담 의 부과를 통하여 수행하고자

하는 특정한 경제 ․사회 과제와 특별히 객 으로 한 련성이

있어야 하고(객 근 성), 그리하여 그러한 과제의 수행에 하여 조세

외 부담을 져야 할 책임이 인정될만한 집단에 해서만 부과되어야 할

것이며(집단 책임성), 특별부담 의 수입이 특별부담 납부의무자의 집

단 이익을 하여 사용되어야 할 것(집단 효용성)이다(헌재 1998. 12.

24. 98헌가1, 례집 10-2, 819, 830-831; 헌재 1999. 10. 21. 97헌바84,

례집 11-2, 433, 453-454; 헌재 2003. 1. 30. 2002헌바5, 례집15-1, 86,

101 참조).

다만 재정충당목 의 특별부담 인 경우 구체 인 사안별로 와 같은

헌법 정당화 요건은 일정 부분 완화될 수도 있지만 어도 객 근

성과 집단 책임성은 특별부담 의 본질 인 허용요건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아가 재정충당목 이 없는 순 한 유도 특별부담 인 경

우와, 재정충당의 목 과 유도의 목 이 혼재된 특별부담 의 경우에는 구

체 인 사안별로 와 같은 헌법 정당화 요건은 일정 부분 요청되지 않

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 게 특별부담 에 하여 그 허용한계를 설정하는 것이, 헌법상 정

되어 있지 않은 국가재정충당의 행 형식인 특별부담 에 의하여, 국민의

재산권이 침해되는 것을 막는 것이 되어 재산권을 보장하는 헌법정신에 충

실하게 되는 것이고 조세평등을 추구하는 헌법의 이념에 부합하게 되는 것

이며 특별부담 의 외성과 최소성의 원칙에도 부합하는 것이 될 것이다.

마) 이 사건 문 진흥기 모 의 헌성

특별부담 으로서의 문 진흥기 의 모 이 와 같은 헌법 허용한

계를 수하고 있는지 는 이를 일탈하여 헌인지 여부에 하여 살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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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다.

첫째, 문 진흥기 의 모 상인 시설을 이용하는 자는 연간 5,700만명

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문화시설 이용자를 공연 등을 람한다는 이유만

으로, 역사 ․사회 으로 나아가 법 으로, 다른 사람들과 구분할만한 동

질성 있는 특별한 집단으로 인정하는 것은 단히 무리라고 할 것이다.

문화국가에 있어서는 공연장 등의 이용이, 선택된 문화 향수자라고

구획될 만한, 특정한 국민에게만 허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와 같

은 구획이 있다면 그것은 우연한 사정에 의한 일시 인 것에 불과하다. 이

구획안에 포섭되는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 사회 으로, 경제 으로, 문화

으로, 좁게든 넓게든, 무슨 동질성이나 연계성을 인정할 만한 지표를 찾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와 같은 동질성을 인정한다면 그것은 단히 작

이고 불합리하고 실에 맞지 않는 것이 될 것이다.

둘째, 문 진흥기 의 모 의무를 지는 사람들이, 같은 일반 국민인데

도, 우연히 람기회를 갖는다고 하여 이로써 여타의 다른 국민 는 일반

납세자보다 문화 술진흥의 목 을 달성하는 데 하여 객 으로 더 근

한 치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공연 등을 람하는 것은 모든 국민에

게 일상 으로 용이하게 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 람자로서의 국민

들 에 구를 특별히 문화 술의 진흥이라는 공 과제에 더 근 한 치

에 있다고 자리매김을 하는 것은 무나 무리한 일이다.

세째, 공연 등을 람하는 일부의 국민들만이 문화 술의 진흥에 집단

으로 특별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아무런 합리 인 이유도 발견되지 아니

한다. 오히려 이들은 일반납세자로서 공연 등의 람료에 포함된 부가가치

세를 부담함에도 불구하고21), 세 의 부담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문 진

흥기 의 모 이라는 추가 인 책임과 부담까지 안고 있는 것이다. 문화

술의 진흥은 모든 국민이 함께 참여하고 함께 책임을 져야할 국민 이

고 국가 인 과제라고 볼 때 일부 국민들에 하여 그들이 우연히 갖는

공연 람의 기회를 포착하여 여기에 기 모 의 책임을 지우는 것은 일종

21)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상의 면세규정이 없는 한, 재화 는 용역의

공 등에 련되는 모든 거래에 부과된다. 따라서 문화 술진흥기 의 모 이 부

가가치세법 제12조 동 시행령 제36조상에 면세 상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

에 당연히 부가가치세의 부과 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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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책임 가라고 할 것이다.

네째, 문 진흥기 이 공연 람자 등의 집단 이익을 해서 사용되는

것도 아니다. 실 으로 문 진흥기 은 문 진흥을 한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문인창작기 지원(1991년 이후), 문학작품 창작지원(1990년

-1992년), 문 지원고료지원(1974년-1989년)에 사용되기도 하고, 문화행정

에 한 문성을 높이고 장의 문화 술활동을 진시키기 한 공공문

화행정담당자의 문화행정 연수(1989년 이후), 국무 술인 연수(1984년

이후), 지역문화종사자 연수(1985년 이후), 공연 술 아카데미 개설(1993년

이후) 등의 사업 로그램을 하여 사용되기도 한다. 이런 것들을 공연

람자들의 집단 이익을 한 사용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

공연 등을 보는 국민이 술 감상의 기회를 가진다고 하여 이것을 집

단 효용성으로 평가하는 것도 무리이다. 공연 람자 등이 술감상에 의

한 정신 풍요를 느낀다면 그것은 헌법상의 문화국가원리에 따라 국가가

극 장려할 일이지, 이것을 일정한 집단에 의한 수익으로 인정하여 그들

에게 경제 부담을 지우는 것은 헌법의 문화국가이념(제9조)에 역행하는

것이다.

그 다면 이 사건 문 진흥기 의 모 자체가 특별부담 의 헌법 허

용한계를 벗어나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므로 헌이라 할 것이고 따라

서 모 액․모 행기 의 지정․모 수수료․모 방법 등을 통령령에

임한 심 상 법조항들은 다른 에 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헌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2) 재 윤 철, 재 김 일, 재 김경일, 재 효숙

의 헌의견에 한 해설

4인의 재 의 헌 단의견은 심 상 법조항에 포 임입법

지원칙의 배여부의 에서만 단하고 있다22). 법률유보의 원칙 반여

22) 문화 술진흥기 의 모 을 특별부담 으로 보지 않는 경우의 헌논증에서는

심사범 를 한정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의 심 의 상은 조세유사 법정부담 의 성격을 가지는 문 진흥기

의 모 자체에 한 헌여부가 아니다. 문 진흥기 의 모 이 헌법 정당성

을 갖춘 특별부담 이 아니라고 볼 때, 조세유사 법정부담 의 성격을 가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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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에 해서는 극 으로 단을 가하고 있지 않다.

가) 문 진흥기 의 모 은 공연 등을 람하려는 수많은 국민들에게

부담을 지움으로써 국민의 문화향수권23) 재산권 등을 직 으로

제한하게 된다. 특히 모 액 모 방법은 기 모 의무자, 모 상시설

과 아울러 문 진흥기 의 모 에 한 요하고도 본질 인 입법사항이

다. 그러므로 이에 한 사항을 하 법규에 임함에 있어서는 임의 구

체성․명확성이 보다 엄격하게 요구된다 할 것이다.

나) 심 상 법조항들은 임사항만을 모 액, 모 수수료, 모 방법,

련자료 등으로 정하고 있을 뿐, 임의 범 를 구체 으로 정하고

있지 않다. 그리하여 구라도 심 상 법조항들 그 자체로부터 통령령

에 규정될 내용의 강을 측할 수 없다.

문 진흥기 의 모 자체에 한 헌여부의 심사기 은 과잉 지의 원칙 내지

평등원칙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의 심 의 상은 이 사건 기 의 모 에

하여 모 액․모 행기 의 지정․모 수수료․모 방법등을 통령령에

임한 심 상 법규정의 헌여부이기 때문에 문 진흥기 의 모 자체가 과잉

지의 원칙 내지 평등원칙에 반되는가는 별론으로 한다.

따라서 여기서의 핵심 인 논증의 문제는 이 사건 기 의 모 에 하여 모

액․모 행기 의 지정․모 수수료․모 방법등을 통령령에 임한 심

상 법규정이 헌법 제75조에 의한 포 임입법 지의 원칙에 반여부이다.

23) 문화향수권에 한 헌법 설명은 다음과 같다.

우리 헌법은 그 문에서 ‘유구한 역사와 통에 빛나는 우리 한국민은 … 문

화의 모든 역에 있어서 …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라고 선언하고, 제9

조에서 ‘국가는 통문화의 계승․발 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문화국가원리를 천명하고 있다. 나아가 우리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

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

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

하여 인간의 존엄성, 행복추구권, 국가의 기본 인권에 한 확인 보장의무를

선언하고 있다. 한 우리 헌법 제22조 제1항은 문화국가건설의 제조건을 보장

하기 한 기본권으로서 학문과 술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우리 헌법

제37조 제1항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상의 헌법규정으로부터 국민의 문화향수권이 도출될 수 있다고 본다.

헌법 제34조 제1항상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내용을 물질 인 최 생활권

의 보장이 아닌 문화 인 최 생활권의 보장으로 이해하는 학설(김철수, 권 성)에

의하면 헌법 제34조 제1항도 문화향수권의 도출근거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헌법재 소의 례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물질 인 최 생

활권의 보장으로 이해하고 있다(헌재 1995. 7. 21. 93헌가14 례집 7-2, 1, 30-31;

헌재 1998. 2. 27. 97헌가10등, 례집 10-1, 15, 30; 헌재 2000. 6. 1. 98헌마216,

례집 12-1, 622, 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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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액은 공연 등을 람코자 하는 국민들에게 가장 직 으로 향을

미치는 입법사항이다. 따라서 입법자가 이에 하여 법률로써 직 규정하

는 것에 어려움을 느낀다 하더라도, 어도 모 액의 상한이나 모 액 산

정의 강의 기 이라도 스스로 정하고서 행정입법에 임하 어야 한다.

그런데도 심 상 법조항들은 이에 하여 아무런 한계를 설정하지 않음

으로써 모 액에 하여 행정권의 인 재량에 내맡긴 것이나 다름없다.

문 진흥기 의 모 은 국민들에게 부담을 지운다는 에서 그

모 방법 한 가능한 한 구체 이고 명확한 입법 규율이 필요한 사항이

다. 설사 모 액이 낮게 책정되어 그 부담이 비교 경미하다 하더라도 모

의 방법이나 차에 한 최소한의 규율은 근거법률에 유보되어야 한다.

그런데 법은 한국문화 술진흥원이 문화 부장 의 승인을 얻어 모 한

다는 을 제외하고는 모 의 차와 방법에 하여 아무런 제한 없이

통령령에 임하고 있다. 그리하여 납부고지, 납부시기, 납부방법, 미납시의

조치, 불복방법 등을 어떻게 규율할 것인지는 오로지 행정권의 임의

단에 맡겨져 있다(그리하여 행정입법자는 법시행령 제34조에서, 모 행

기 으로 하여 람권 는 이용권에 모 내역 모 액을 기재토록

함으로써, 공연 등을 람코자 하는 국민들로 하여 부득이 그 장에서

람료와 기 을 통합지불하지 않을 수 없도록 강요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

다) 심 상 법조항들의 입법목 , 법의 체계나 다른 규정, 련법규

를 살펴보더라도 통령령 등에 규정될 내용의 강을 충분히 측할 수

없다.

문 진흥기 의 성격과 목 , 그리고 기 모 의무자 모 상시설에

한 련 조항들에 비추어 모 액이 공연 등의 람료를 상회하지 않는

범 내에서 정해질 것이라는 을 설사 측할 수 있다 하더라도, 문화국

가원리를 표방하고 있는 헌법정신, 공연 등을 람하려는 수많은 국민들의

문화향수권을 직 제약하는 문 진흥기 의 성격을 고려할 때 그 정도만

으로는 불충분하다고 할 것이고, 에서 본 바와 같이 모 액의 상한, 모

액 산정의 기 , 모 납부의 차와 방법 등에 하여 입법자 스스로

최소한의 기 을 정립한 다음 나머지 세부 인 사항에 하여 입법 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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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어야 하는 것이지, 심 상 법조항들과 같은 백지 임의 입법형식을

취함으로써 그에 한 단권을 으로 행정부의 재량에 맡겨서는 아니

될 것이다.

라) 결국 심 상 법조항들은 구체 으로 범 를 정하지 아니한 채 입

법사항을 포 으로 통령령에 임한 것이어서 헌법 제75조에 규정된

포 임입법 지원칙에 배된다 할 것이다.

7. 반 의견으로서 주선회 재 의 합헌의견

합헌의견은 문 진흥기 모 의 법 성격에 해서 특별부담 으

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조세외 인 법정부담 인 문 진흥기 모 자체가

과잉 지 원칙에 배되지 아니하며 심 상 법조항이 포 임입법 지

원칙에 배되지 아니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1) 과잉 지원칙 배여부

이 사건 모 은 부담 리기본법 이 법 등에서 법률 근거를 가지

고 있는 조세외 인 법정부담 으로서 문화 술의 창작․보 , 출 산업

진흥 등의 사업을 지원하기 하여 부과되는 것으로 그 목 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이 사건 모 은 이러한 목 달성을 해 기여하는 하나의 방법

이므로 그 수단의 합성도 인정된다. 나아가 이 사건 모 에 의해 국민의

재산권 평등권이 제한된다고 하여도 화 ․공연장․박물 ․미술 ․

고궁 등의 람객이나 이용자에게 실제로 입장요 의 2～9%를 부가․징수

(법 시행령 별표 1에 의한 모 액의 기 은 2～10%)하고 있는데 불과하므

로 최소침해성의 원칙에 반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모 에 의하여 달성

되는 문 진흥의 공익과 이로 인해 침해되는 재산권 등을 형량해 보아도

법익의 균형성을 일탈하 다고 볼 수 없어 과잉 지원칙에 배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2) 포 임입법 지원칙 배여부

문화 술진흥법 제1조에서 이 법은 문화 술의 진흥을 한 사업과 활

동을 지원함으로써 우리나라의 통문화 술을 계승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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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하여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함을 그 목 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문화 술을 정의하여 이 법의 용을 받

는 범 를 설정하고 있다. 법 제17조 제1항에서 문화 술진흥을 한 사업

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하여 문화 술진흥기 을 설치한다고 규정하고,

법 제18조 제1항 제3호에서 기 조성의 한 방법으로서 모 에 한 법

근거를 두고 있다. 제19조 제1항에서는 기 을 모 할 수 있는 상시설을

공연장, 박물 , 미술 , 문화재보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람료를

징수하는 지정문화재로 특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문화체육부장 ( 문

화 부장 )이 제1항의 승인을 할 경우 그 사실을 내무부장 ( 행정자

치부장 )에게 통보하고 이를 보에 고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4항에서

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모 상시설 운 자가 모 액을 납부할 때에는

모 과 련된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상의 법조항들을 종합 ․체계 으로 살펴보면 심 상 법조항들은

첫째, 임의 범 자체가 모 의 모 액․모 행기 의 지정․모 수수

료․모 방법 련자료로 제한되어 있으며, 모 액 모 수수료가 통

상 으로 입장료수입을 최고한도로 하여 입장료수입 일정한 비율로 정

해질 것이라는 은 일반인의 상식에 비추어 보아도 충분히 측가능할 뿐

만 아니라, 법 시행령 별표 1에서 모 액의 기 을 입장료의 2～10%으로

정하고 있던 것을 2000. 1. 12. 법 개정시 동일한 내용으로 모 액의 기

을 법에서 직 규정하고 있는 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둘째, 법 제19조 제3항은 모 상시설 운 자로 하여 모 상시설을

람 는 이용하는 자로부터 모 하여 문화 술진흥원에 납부하도록 규정

하고 있으며, 제4항은 모 상시설 운 자가 모 액을 납부할 때에는 모

과 련된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항들

을 보면 문화 술진흥원을 행하여 모 할 행기 이 모 상시설의 운

자로 제한될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다. 셋째, 모 방법에 하여는 법

제19조 제1항에서 공연장, 박물 , 미술 등의 모 상시설을 람하거나

이용하는 자에 하여 문 진흥기 을 모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모 이 입장료 는 람료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질

것임은 일반인의 상식으로도 측가능하다. 넷째, 모 액과 모 수수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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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인상 등 상황의 변화에 따라 유동 이어서 그 세세한 내용을 모두 법

률로 규정한다는 것이 입법기술 으로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심 상 법조항들의 내재 인 임범 나 한계는 충분히 측

가능하다 할 것이므로 헌법 제75조의 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 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8. 상 다수의견에 의한 헌결정

이 결정은 여한 9인의 재 재 8인의 헌의견과 재 1인

의 합헌의견으로 즉 8:1로 헌결정된 것이지만 상당히 특색있는 결정이다.

왜냐하면 헌 단의견을 제시한 8인의 재 에서 재 하경철, 재

권성, 재 김효종, 재 송인 4인 재 의 헌 단의견과 재

윤 철, 재 김 일, 재 김경일, 재 효숙 4인 재 헌

단의견은 결론은 같이하나 그 헌논증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

한 헌결정의 구조는 미국 연방 법원의 헌결정의 의견발표에서도 종종

나타난다. 이른바 상 다수의견(plurality opinion)에 의한 의견발표인 것이

다. 즉 4인 재 의 독자 인 의견으로는 헌결정정족수인 재 6인의

정족수를 충족하지는 아니하지만 헌 단의 결론에 있어서는 동일하기 때

문에 체 으로 헌결정 정족수를 충족하여 헌결정된 것이다.

소수의견발표제도(separate vote, Sondervotum)의 가장 묘한 운 이

상 다수의견(plurality opinion)이라 할 수 있다. 선례구속(stare decisis)의

행이 확립된 헌법재 제도에서는 일반 으로 다수의견(majority opinion)

이 법정의견(opinion of the court)을 이루고, 이 법정의견이 종국 으로 기

속력을 가지고 한 선례로서의 구속력을 가진다. 그러나 독자 인 의견으

로는 헌결정의 정족수를 충족하는 다수의견이 되지 못하지만 헌결정의

이유를 달리하는 다른 의견과 함께 헌결정의 주문을 지탱해주는 경우,

결정주문이 헌결정의 기속력은 가지지만, 여기에 개진된 의견이 선례

로서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독자 인 선례구속력을 가지는 법정의견이 되지

는 아니한다24).

24) Cf. L. W. Levy, K. L. Karst, D. J. Mahoney, Encyclopedia of the American

Constitution, 1990, pp.1397-1398.



798 헌법재 소결정해설집 2003

이 결정은 세부 으로 보면 4:4:1의 결정이다. 헌의견과 합헌의견으로

나 면 8:1의 결정이다. 특별부담 으로서의 문 진흥기 의 모 자체가

그 헌법 허용한계를 일탈하여 헌법에 반기 때문에 심 상 법조항이

헌이라는 4인 재 의 의견은 심 상 법조항이 포 임입법 지원칙

에 배되어 헌이라는 4인 재 의 의견과 합하여 헌결정의 결정정족

수를 충족하고 있다. 그러나 자의 의견은 특별부담 에 한 기존의

례를 정리하면서 새롭게 정치한 이론 구성을 하고 있지만 독자 인 헌결

정의 정족수를 충족하고 있지 않고 따라서 법정의견이 되어 있지 않기 때

문에 앞으로의 특별부담 에 한 사건에 한 선례구속력을 가질 수 없어

특별부담 의 법리에 한 법발견은 지속될 것이다.

9. 헌결정의 의의와 사후경과

이 결정은 상 다수의견에 의한 최 의 헌결정이다.

헌법재 소법 제47조 제1항에 의하여 먼 헌법재 소의 법률에 한

헌결정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지방자치단체등 모든 국가기 을 기

속한다. 따라서 모든 국가기 은 헌법재 소의 결정취지에 따라 의사결정

과 행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러한 헌법재 소의 결정을 따르지 않게 된

다면 그 즉시 법하게 되며 탄핵등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헌법재 소법 제47조 제2항에 의하여 헌법재 소에서 헌으로 결정된

법률조항의 효력을 살펴보면 외 으로 형벌에 한 법률조항은 헌결정

으로 소 하여 효력을 상실하지만 그 외의 법률은 일반 으로 헌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따라서 이 사건과 련하여 볼 때 1995.

12. 6.부터 2001. 7. 12.까지 있었던 모 징수에 해서 헌법재 소의 헌

결정은 효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일반 국민이 화등을 볼 때 징수당

했던 문 진흥기기 의 모 액을 반환 받을 수는 없다.

이 사건 헌결정은 행법이 아닌 구 문화 술진흥법 제19조 제5항

제19조의 2 제3항에 한 결정이기 때문에 화 등에서 문 진흥기 의

모 을 징수하는 것은 결정시 의 당시에 향을 받지 아니한다. 그러나

헌법재 소의 헌결정의 취지에 따라 문화 부등 련기 은 문 진흥

기 의 모 제도를 조속한 시일내에 폐지하도록 강구하여야 한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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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진흥기 의 모 을 법정부담 으로 설정하고 있는 부담 리기본법

별표 제22호가 2003. 12. 31. 삭제되어 더 이상 문 진흥기 의 모 이 강

제로 징수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나 문화 술진흥법상의 심 상 법

조항은 재 개정되고 있지 아니한데 개선입법으로 명확하게 정리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문화 술진흥기 모 의 강제징수가 사라진 재 컨 극장

주들이 문화 술진흥기 모 의 액수만큼 화 람료에서 가격을 인하하

지 않고 있는데 여기에 해서는 물가당국의 한 조처가 요망된다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일반 국민의 기본권보호을 해 내린 헌법재 소의 헌

결정이 그 의미가 변질되어 극장주등의 이익으로 락되어 있기 때문이다.

[별지] 련법률조항

구 문화 술진흥법 제17조(기 의 설치등) ① 문화 술진흥을 한 사업

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하여 문화 술진흥기 (이하 "기 "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 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문화 술진흥원이 운용․ 리하되,

독립된 회계로 따로 계리하여야 한다.

③ 기 의 운용․ 리에 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령령으로 정한다.

문화 술진흥법(2000. 1. 12. 법률 제6132호로 개정되기 의 것) 제18조

(기 의 조성)① 기 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

2. 개인 는 법인으로부터의 기부 품

3. 제19조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한 모 액

4. 기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

5. 기타 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

② 한국문화 술진흥원은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품을

기부 품모집 지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받을 수 있다.

③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하는 자는 특정단체 는 개인에

한 지원등 그 용도를 정하여 기부할 수 있다.

④ 한국문화 술진흥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을 받은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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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그 가액 품명을 문화체육부장 에게 보고하여

야 한다.

구 문화 술진흥법 제19조(기 의 모 ) ① 한국문화 술진흥원은 기

을 조성하기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문화체육부장 의 승인을

얻어 다음 각호의 시설을 람하거나 이용하는 자에 하여 모 할 수

있다.

1. 공연장

2. 박물 미술

3. 문화재보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람료를 징수하는 지정문화재

(종교단체 소유의 문화재는 제외한다)

② 문화체육부장 은 제1항의 승인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내무부장

에게 통보하고 이를 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한국문화 술진흥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모 을 승인받은 때에는

모 상시설 운 자에게 모 승인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통

보받은 모 상시설 운 자는 당해 시설을 람 는 이용하는 자로부터

모 하여 한국문화 술진흥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모 상시설운 자가 모 액을 납부할 때에는

모 과 련된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모 의 모 액, 모 행기 의 지정, 모 수수

료, 모 방법 련자료 기타 필요한 사항은 통령령으로 정한다.

구 문화 술진흥법 제19조의2 ( 에 의한 모 ) ① 제19조 제3항의 규

정에 의한 모 상시설운 자로부터 을 받은 자는 모 상시설운

자에 갈음하여 당해 시설을 람 는 이용하는 자로부터 모 을 하여 그

모 액 련자료를 모 상시설운 자에게 납부․제출하여야 한다.

② 모 상시설운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모 액 련자료를

한국문화 술진흥원에 납부․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모 의 모 액․모 수수료․모 방법 련

자료에 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령령으로 정한다.

구 문화 술진흥법 제20조(기 의 용도) 기 은 다음 각호의 사업 활

동의 지원에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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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화 술의 창작과 보

2. 민족고유문화의 발 을 한 조사․연구․ 작과 그 보

3. 문화 술인의 후생복지증진을 한 사업

4. 지방문화 술진흥기 에의 출연

5. 한국문화 술진흥원의 운 에 필요한 경비

6. 기타 문화 술의 진흥을 목 으로 하는 사업이나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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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제74조 헌소원

- 찬고지의 허용범 규제와 방송의 자유 -

(헌재 2003. 12. 18. 2002헌바49, 례집 15-2하, 502)

이 은 애＊1)

【 시사항】

1. 방송의 자유의 성격과 그 보호 역 객 규범질서 역에서의

입법형성재량의 범 민 방송사업자의 주 권리의 범

2. 찬고지의 허용범 를 통령령에 임하고 있는 방송법 제74조 제1

항이 헌법상 포 임입법 지의 원칙에 배되는지 여부

3. 형성법률에 한 헌성 단기 과 조항의 기본권 침해 여부

【심 상】

이 사건 심 의 상은 방송법(2000. 1. 12. 법률 제6139호로 문 개정

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74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

다)의 헌 여부이고 그 내용 련규정은 다음과 같다.

1. 심 상

법 제74조( 찬고지) ①방송사업자는 통령령이 정하는 범 안에서

찬고지를 할 수 있다.

＊ 서울고등법원 사, 헌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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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련규정

법 제108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1.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반하여 찬고지를 한 자

방송법시행령(2001. 3. 20. 통령령 제17156호로 개정된 것)

제60조( 찬고지) ②방송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찬고지를 할 수 없다.(단서 생략)

2. 법령 는 방송 원회규칙에 의하여 방송 고가 지된 상품이나 용

역을 제조․ 매 는 제공하는 자가 찬하는 경우

방송 고심의에 한규정, 제정 2000. 8. 28. 방송 원회규칙 제23호

제42조(방송 고의 지) ②다음에 해당하는 상품과 용역은 방송 고를

할 수 없다.

7. 담배 흡연과 련된 고

【사건의 개요】

1. 심 청구에 이르게 된 경

청구인은 민 방송사업자로서, ‘문화유산을 지키자’라는 로그램에서 담

배 제조․ 매업체인 구 한국담배인삼공사(2002. 12. ‘주식회사 이티앤지’

로 상호변경되었다)를 찬주로 고지한 내용을 2001. 6. 30.부터 같은 해 7.

21.까지 사이에 매일 2회씩 총 46회 방송하 다. 이에 방송 원회는 같은

해 8. 16. 찬고지가 방송법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반되었음을 사유

로 청구인에게 방송법 제108조 제1항 제11호에 의하여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 다.

청구인은 과태료 부과처분에 하여 인천지방법원 2001과2369호로

이의신청(이하 ‘당해사건’이라고 한다)을 제기하 고, 당해사건 계속

법원에 방송법 제74조 등에 하여 헌제청신청을 하 으나, 2002. 5. 15.

법원이 헌제청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달 25. 헌법재 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조항의 헌결정을 구하기 하여 이 헌법소원심 청구를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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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구인의 주장과 법원의 헌제청기각결정의 이유 계기

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1) 이 사건 법률조항은 방송법 제108조 제1항을 통하여 과태료 부과의

근거가 되는 권리제한 규정에 해당하므로 그 구체 범 나 강의 기

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법률에 규정하지 아

니한 채 통령령으로 찬고지의 허용범 를 정하도록 포 임하 으므

로 헌법상 죄형법정주의 포 임입법 지의 원칙에 배된다.

(2) 찬고지란 찬주의 명칭을 문자 자막으로 내어보내는 것에 불과함

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찬고지방송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

제37조 제2항의 한계를 넘어 과도하게 방송의 자유, 고의 자유, 직업수행

( 업, 이하 ‘직업수행’이라고만 한다)의 자유와 표 의 자유는 물론, 방송

사업자의 찬계약 체결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재산권을 침해하고, 나아

가 타 업종 사업자에 비하여 방송사업자를 불합리하게 차별함으로써 평등

권을 침해한다.

(3) 구 한국담배인삼공사의 찬을 받아 제작 방송한 ‘문화유산을 지키

자’라는 로그램을 통하여 사회공 을 상 로 의견개진 할 수 있

는 표 의 자유가 이 사건 법률조항에 근거한 과태료 부과로 인하여 원천

으로 쇄되어 침해되었다.

나. 인천지방법원의 헌제청기각결정 이유의 요지

(1) 이 사건 법률조항이 찬고지의 허용 범 를 통령령에 임하 다

하더라도, 방송법 제2조 제22호에서 찬고지를 ‘타인으로부터 방송 로그

램의 제작에 직 ․간 으로 필요한 경비․물품․용역․인력 는 장

소 등을 제공받고 그 타인의 명칭 는 상호 등을 고지하는 것’이라고 정

의하고 있고, 이와 비되는 방송 고에 하여는 같은 조 제21호에서 ‘

고를 목 으로 하는 방송내용물’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 방송 고에 하

여는 원칙 으로 허용된다는 제하에서 방송법 제73조의 규정을 두고 있

음에 반하여, 찬고지에 하여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통령령이

정하는 범 내에서만 허용하는 것으로 제한하는 , 찬고지의 허용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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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령에 임하면서 임조항 자체에 임의 구체 범 를 명확히 규

정하고 있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당해 법률의 반 체계와

련규정에 비추어 임조항의 내재 범 나 한계를 확정할 수 있고, 찬

고지가 방송 고와는 달리 외 으로만 허용되고 있으며, 그 허용범 를

미리 상세히 정하는 것이 다양한 고기술의 발 등에 비추어 입법기술상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시 상황 등에 따라 능동 ․탄력 으로 정하여질 필

요성 한 있다는 을 감안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포 임에 해당한다

고 할 수 없다.

(2) 당해사건 과태료 부과의 구성요건조항인 이 사건 법률조항은 방송법

의 입법목 련규정의 해석에 있어 건 한 상식 통상 인 법감정

을 통하여 그 해당여부를 단할 수 있음은 물론 구체 인 사건에서 법

의 합리 인 해석에 의하여 단될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어떤 행 가 이

에 해당하는지 의심을 가질 정도로 명확성을 결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

며, 그 처벌의 정도도 동일 는 유사한 보호법익을 가진 다른 반행 와

비교하여 정한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보이므로 죄형법정주의 과잉규

제 지 원칙에 반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방송법은 제1조에서 그 입법목 을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 책임을 높임으로써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민주 여론형성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방송의 발 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 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4조에서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에

하여, 제5조에서 ‘방송의 공 책임’에 하여, 제6조에서 ‘방송의 공정성

과 공익성’에 하여 각 규정하고 있는바, 찬고지는 고만을 목 으로

하는 고방송과 달리 방송 로그램에 필요한 경비 등을 제공하는 가로

그 경비 등을 제공한 자의 명칭이나 상호 등을 고지하는 고형태로서 이

는 방송법이나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제한될 수 없는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그를 통하여

방송의 공정성까지 해할 험이 높은 행 로서 방송의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법령이 규정하는 일정한 경우에만 제한 으로 허용하는 것은 그

필요성이나 합리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른 청

구인 주장의 평등권, 직업수행의 자유, 표 의 자유와 재산권 침해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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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도 그 필요성과 정도, 제한에 의하여 보호되는 공익의 정도 등을 고려

하여 볼 때, 헌법상 보장되는 권리의 본질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단

정할 수 없다.

다. 방송 원회의 의견

다음 의견을 추가하는 외에는 법원의 헌제청기각이유와 같다.

(1) 방송사업자들이 세 한국방송 고공사를 통한 탁 고제도를

회피하기 하여 편법 으로 행하여온 이른바 찬 고의 문제 을 바로

잡기 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을 입법한 것이다.

(2) 방송 로그램과 고방송은 일반 ․사 허용을 제로 내용상

시청자의 권익이 침해되거나 공익을 해할 내용이 방송될 때 이에 한 심

의(審議) 등의 제도 인 장치가 가동될 수 있는 것이나, 찬고지는 방송사

업자의 투명한 방송운용을 해 원칙 으로 지하되 공익 인 경우에

외 으로 허용하는 것이고, 그 허용 범 기 등을 방송법에서 미리

상세히 정하는 것은 다양한 고기법의 발 등에 비추어 입법기술상 어려

울 뿐 아니라 시 상황 등에 의하여 능동 ․탄력 으로 정하여질 필요성

이 있어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찬고지의 허용범 에 하여는 통령

령에, 찬고지의 세부기 방법 등에 하여는 방송 원회규칙에 각

임한 것인바, 이와 같은 방송법의 반 인 체계와 련 규정에 비추어

임조항의 내재 인 임 범 나 한계를 객 으로 분명히 확정할 수

있으므로 포 임입법 지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결정요지】

1. 방송의 자유는 주 권리로서의 성격과 함께 자유로운 의견형성이

나 여론형성을 해 필수 인 기능을 행하는 객 규범질서로서 제도

보장의 성격을 함께 가진다.

이와 같이 방송의 자유의 보호 역에는, 단지 국가의 간섭을 배제함으로

써 성취될 수 있는 방송 로그램에 의한 의견 정보를 표 , 하는

주 인 자유권 역 외에 그 자체만으로 실 될 수 없고 그 실 과 행사

를 해 실체 , 조직 , 차 형성 구체화를 필요로 하는 객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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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질서의 역이 존재하며, 더욱이 방송매체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방송의

기능을 보장하기 한 규율의 필요성은 신문 등 다른 언론매체보다 높다.

그러므로 입법자는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원리로 하는 헌법의 요청에 따라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 하고 국가권력이나 사회세력으로부터 독립된 방

송을 실 할 수 있도록 범 한 입법형성재량을 갖고 방송체제의 선택을

비롯하여, 방송의 설립 운 에 한 조직 , 차 규율과 방송운 주

체의 지 에 하여 실체 인 규율을 행할 수 있다.

입법자가 방송법제의 형성을 통하여 민 방송을 허용하는 경우 민 방

송사업자는 그 방송법제에서 기 되는 방송의 기능을 보장받으며 형성된

법률에 의해 주어진 범 내에서 주 권리를 가지고 헌법 보호를 받

는다.

2.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 경 와 목 , 방송법의 반 체제 찬

고지의 본질에 비추어 조항의 임에 의하여 통령령으로 정하여질

찬고지의 내재 허용범 는 실정법상 고방송이 허용되는 범 내에서

건 한 방송문화 고질서 확립을 통하여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기

하고 나아가 방송의 자유를 실질 으로 보장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범 로

한정될 것이므로 조항의 수규자인 방송사업자는 당해사건의 찬주인

구 한국담배인삼공사와 같이 방송 고가 지된 담배 등의 상품이나 용역

을 제조․ 매 는 제공하는 자로부터 찬을 받거나 찬고지할 수 없음

을 충분히 측할 수 있어 임의 구체성․명확성의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 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입법자가 그 권한 범 내에서 형성의 재

량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임에 의하여 통령령으로 정하여질 찬고지

의 허용범 의 강을 측할 수 있으므로 포 임입법 지의 원칙에

배되지 아니한다.

3. 형성법률에 한 헌성 단은 기본권 제한의 한계 규정인 헌법 제

37조 제2항에 따른 과잉 지 내지 비례의 원칙의 용을 받는 것이 아니

라, 그러한 형성법률이 그 재량의 한계인 자유민주주의 등 헌법상의 기본

원리를 지키면서 방송의 자유의 실질 보장에 기여하는지 여부에 따라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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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법률조항은 여타의 법익을 한 방송의 자유에 한 제한이 아

니라 방송사업의 운 을 규율하는 형성법률로서, 찬고지를 민 방송사업

의 운 에 필수 인 재원조달수단의 하나로 보장하는 한편 그 허용범 를

제한함으로써 방송사업자뿐 아니라 시청자 방송 련종사자 등 각 이해

계를 고려하여 헌법상 방송의 자유를 실질 으로 보장하기 하여 필요

한 규제이며, 그것이 방송의 자유의 객 보장 역으로서 필수 요소인

민 방송사업의 수익성을 부인할 정도로 업활동에 한 제한을 가하거

나, 민 방송사업자의 사 자치에 의한 형성이나 결정의 기본 요소를

박탈하는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므로 헌법상 기본원리를 수하면서 그 입

법형성의 재량의 범 내에서 행해졌다고 볼 수 있어 헌법에 합치되며, 방

송사업자인 청구인의 찬고지에 한 방송운 의 자유 등 주 권리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형성을 통해서 비로소, 그리고 오로지 형성된 기 에

따라 성립되는 것이므로 기본권 제한이나 침해를 내포하지 않고, 따라서

다른 헌법 정당화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재 김 일, 재 권성, 재 주선회의 반 의견

이 사건 법률조항은 방송사업자에게 찬고지를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찬고지의 허용범 에 하여는 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임하고 있다.

그런데 조항은 입법권을 행정부에 임하면서 행정부가 임된 입법권

을 행사함에 있어서 수해야 할 기본방침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여

조항으로부터 통령령이 정할 내용의 강을 측할 수 없고, 다

른 한편으로는 찬고지가 허용되는 범 에 하여 으로 행정부에

임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합리 인 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조항

은 입법 임의 명확성을 요청하는 헌법 제75조에 반되는 규정으로서 헌

법에 배된다.

【해 설】

1. 서론

이 사건의 주된 쟁 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찬고지의 허용범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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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령령에 임한 것이 포 임입법 지의 원칙에 배되는지 그 찬

고지의 제한 정도가 헌법에 배되어 방송사업자의 직업수행의 자유나 표

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기타 쟁 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죄형

법정주의, 재산권 평등권 침해 여부이다.

2. 이 사건 법률조항의 개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내용

이 사건 법률조항은 문면상 찬고지를 허용하되, 그 허용범 는 통령

령에 임한다는 두 가지 내용을 규율하고 있다. 찬고지의 허용범 를

규율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찬고지의 제가 되는 ‘ 찬’의 허용

범 를 규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한편 과태료부과규정인 방송법 제

108조 제1항 제11호와 결합하여 그 허용범 에서 벗어난 찬고지 행 에

하여 방송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율하고 있다.

(1) 찬 찬고지의 정의

○ 찬(協贊); 방송사업자가 방송제작에 여하지 않는 자로부터 방송

로그램의 제작에 직․간 으로 필요한 경비․물품․용역․인력 는 장

소 등을 제공받는 것[방송 원회규칙 제24호( 찬고지에 한 규칙, 제정

2000. 8. 28.) 제2조]으로서, 찬의 상에 따라, 캠페인 찬(방송사업자가

행하는 공익성 캠페인을 찬하는 것), 행사 찬(방송사업자가 주최․주

는 후원하는 문화 술․스포츠 등 공익행사를 찬하는 것), 로그램제

작 찬{방송 로그램을 제작하는 자(방송사업자를 제외한다)로서 방송사

업자와 특수 계에 있지 아니한 자의 방송 로그램 제작을 찬하거나 공

익성이 있는 형기획 로그램의 제작을 찬하는 것}으로 분류되거나,

찬의 내용에 따라 품 찬, 시상품등 찬(방송시상품 는 경품을 제공

하는 것), 장소등의 찬(방송 로그램제작과정에서 특수한 장소․의상․소

품․정보 등을 찬하는 것)으로 분류되어 규율되고 있다.

○ 찬고지(協贊告知); 와 같이 찬을 받고 그 찬주의 명칭 는

상호 등을 고지하는 것(방송법 제2조 제22호)으로서, 통상 찬된 로그램

등의 시작 는 종료시 음성, 자막, 화상 등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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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를 통하여 찬주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고효과가 있다는 에서 찬

고지를 ‘ 찬 고(協贊廣告)’라고 부르기도 한다.

(2) 방송 고와의 구별 한계

○방송 고; 고를 목 으로 하는 방송내용물로서 방송법에서 다음과

같이 규제하고 있다.

【방송법】제32조(방송의 공정성 공공성 심의) ① 생략

② 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방송 고에 하여는 방송되기

에 그 내용을 심의하여 방송여부를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73조(방송 고등) ①방송사업자는 방송 고와 방송 로그램이 혼동되

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②방송 고의 시간․회수 는 방법 등에 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령

령으로 정한다.

③, ④ 생략

⑤지상 방송사업자는 한국방송 고공사 는 통령령이 정하는 방송

고 매 행사가 탁하는 방송 고물 이외에는 방송 고를 할 수 없다.

다만 통령령이 정하는 방송 고에 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방송법이 ‘ 찬고지’와 고를 목 으로 하는 방송내용물인 ‘방송 고’

를 구별하여 규율하고 있으나(법 제2조), 양자는 모두 방송사의 財源調達手

段으로서, 고주 는 찬주의 이미지를 提高하는 효과가 있다는 , 방

송사가 상업 인 압력으로부터 자유롭게 편성할 수 있는 여지를 제한한다

는 에서 공통되고, 다만 방송 고는 고를 목 으로 하는 방송내용물로

서 다양한 형태로 다양한 정보를 담을 수 있는데 반하여, 찬고지는 찬

된 로그램 등의 시작 는 종료시 음성, 자막, 화상 등의 형태로 찬주

의 명칭 는 상호만을 고지하도록 되어 단순하다는 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다.

(3) 찬고지의 본질

그러므로 찬고지는 그 본질이 辭典的 意味의 廣告1)이고, 찬주인 기

업들 역시 찬이라는 명목으로 기업이름, 이미지 는 상품을 홍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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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로그램등에 재원을 보조한다는 에서 상업 고의 다른 형태2)로

서 그 방법과 내용이 음성, 자막, 화상 등의 형태로 찬주의 명칭 는 상

호만을 고지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찬주 등의 사 이익이 방송 로그램 제작과정에 부당한 향

력을 행사하여 방송 로그램의 상업성을 부채질하거나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해할 수 있으므로 방송의 공정성 공공성을 확보하기 하여 방

송 고에 하여 찬고지도 규제하여야 한다는 입론이 가능하고, 반면

찬고지의 고방식이 간 인 을 감안하여 방송 고보다 규제를 완화하

여야 한다는 입론도 가능하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 경 와 목

(1) 찬고지에 한 규제 연

구 방송법 시행령, 구 한국방송 고공사법 시행령 등 련법률에

는 찬고지방송에 한 근거조항이 없으며, 단지 1994년 12월 방송사와

합의를 통해 만들어진 자율기 [ ‘텔 비 찬고지방송기 ’ ‘ 찬종류

별 TV 찬고지방송기 ’, ‘라디오 찬고지방송기 ’ ‘ 찬종류별 라디오

찬고지방송기 ’]이 찬고지방송에 한 유일한 기 으로 사용되었다.

지상 방송의 찬고지 자율기 은 TV와 라디오의 매체별로 마련되어

있으며, 지역방송사의 경우에는 지역방송사의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한 차별

기 이 운용되었다.

(2)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경 와 입법목

가) 입법경

방송개 원회(1998. 12. 한시 으로 설치된 통령자문기구)에서 방송

재정구조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찬고지가 구 방송법상 근거규정 없이 방

송 원회 규칙으로 허용되어 있던 상황에서 이를 양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과 공식 확 허용할 경우 로그램의 상업성을 부채질할 가능성이 있

1) 기업이나 개인․단체가 상품․서비스․이념․신조․정책 등을 세상에 알려 소기

의 목 을 거두기 해 투자하는 정보활동(http://kr.encycl.yahoo.com/).

2) 에릭 바 트 지음, 김 호 옮김, 세계의 방송법, 한울아카데미(1998), 244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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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주장이 제시되어 허용범 ․ 상은 행 수 을 유지하되 반시 처

벌규정을 강화하는 것으로 근거규정을 명시하자3), 구체 인 허용범 ․

상등은 방송 원회 규칙으로 정하자4)는 방송개 안을 제시하 고, 이를 반

하여 1999. 7. 3. 신기남 의원등 158인이 발의한 방송법안(여당안) 해

당부분은 다음과 같다.

방송법안 제74조( 찬고지) ①방송사업자는 방송 원회 규칙이 정하는

범 안에서 찬고지를 할 수 있다.

② 찬고지의 세부기 방법 등에 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 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문화 원회는 1998. 11. 20. 강용식․박성범 의원 등 136인이 발의한

방송법안(야당안)과 여당안을 제205호 국회(임시회) 제2차 문화 원

회(1999. 7. 12.)에 상정, 제안설명과 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 원회에

회부한 결과 우리헌법상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 향을 미치는 법령

효력을 가지는 규칙제정권은 국회, 법원, 헌법재 소, 앙선거 리 원

회등 헌법기 에 한해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이 지 되어

과태료처벌근거규정이 여당안 제74조 제1항의 “방송 원회 규칙이 정하

는 범 안에서” 부분이 “ 통령령이 정하는 범 안에서”로 수정되어5) 문

화 원회의 가결을 거쳐 1999. 12. 28.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후

2000. 1. 12. 법률 제6139호로 공포되었다.

나) 입법목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경 문면에 비추어 보면 그 입법목 은, 첫

째, 방송사업의 운 에 필수 인 재원을 조달하기 하여 음성 으로 행해

져온 찬 행을 합법화하는 한편 그 허용범 는 종 수 으로 제한하여

그 범 를 벗어난 찬고지를 규제함으로써 방만한 찬으로 찬주 등의

사 이익이 방송 로그램 제작과정에 부당한 향력을 행사하여 방송 로

그램의 상업성을 부채질하거나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해할 우려를 방

3) 방송개 원회, 방송개 의 방향과 과제(방송개 원회 제1차 공청회 자료집,

1999. 1. 26.), 26-27면 참조.

4) 방송개 원회, 방송개 의 방향과 과제(방송개 원회 제2차 공청회 자료집,

1999. 2. 22.), 44면 참조.

5) 문화 원회, 심사보고서(1999. 12.), 11, 62, 87, 105, 155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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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고, 둘째, 방송 고로서 지 내지 규제되는 사항을 우회 으로 달성하

거나 한국방송 고공사를 통한 탁 고제도를 비켜가기 한 수단으로

찬고지를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여 건 한 방송문화 정착과 고질서 확립

을 통하여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기하고, 나아가 방송의 자유를 실질

으로 보장하기 한 것이다.

다. 이 사건 법률조항의 성격

이 사건 법률조항의 성격을 규명하기에 앞서 방송의 자유의 성격이 규명

되어야 하므로 먼 이 에 하여 본다.

(1) 련 헌법 규정

헌법 제21조 제1항에 의해 보장되는 언론․출 의 자유에는 방송의 자

유가 포함된다(헌재 1993. 5. 13. 91헌바17, 례집 5-1, 275, 284; 2001. 5.

31. 2000헌바43등, 례집 13-1, 1167, 1177)고 이 학설, 례의 합치된

해석인바, 련 헌법규정은 다음과 같다.

헌법 제21조 ①모든 국민은 언론․출 의 자유…를 가진다.

②언론․출 에 한 허가나 검열…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통신․방송의 시설기 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하여 필요한 사

항은 법률로 정한다.

④생략

(2) 방송의 자유의 성격

㈎ 학설

방송의 자유를 포함한 언론․출 의 자유의 법 성격과 련하여, 이론

상 주 공권설6)과 제도 보장설7)의 립이 있어 왔으나 우리나라의

6) 이 학설은 언론․출 의 자유는 통 인 기본권의 하나로서 국민의 소극 인 지

에서 나오는 시민의 방어 인 자유권이라고 본다. 이 에서 언론․출 의 자유는

국가에 의해서 방해됨이 없이 자유로이 자기의 의견을 표 하고 자유로이 의견

을 형성하는 자유를 포함하고 있다고 한다;김철수, 헌법학 개론, 박 사(2003), 664.

7) 이 설은 언론출 의 자유를 개체의 인간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고 조직 인 사회

에서 출발하여 민주정치의 필수 인 요소로서의 여론형성의 자유로 악하고 특

히 오늘날의 신문이나 방송의 요성에서 보아 이러한 여론형성을 한 언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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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설은 이를 단순한 방어 인 의미에서의 주 공권에 그치지 않고, 의

사표 과 여론형성 그리고 정보의 달을 통해서 국민의 정치 공감 에

바탕을 둔 민주정치를 실 하고 동화 통합을 이루기 한 객 규범질

서로서 제도 보장의 성격이 결합된 것으로 본다.8)

언론․출 의 자유가 갖는 이러한 양면 인 성격은 언론․출 의 자유

의 구체 인 내용에 따라 그 과 비 이 다소 다르게 나타나게 된다는

을 주의해야 한다. 즉 의견표명의 자유와 알 권리에서는 주 공권으

로서의 성격이 보다 강하게 나타나지만, 방송의 자유9)는 민주주의 실 과

련되는 강한 공 인 기능 때문에 단순한 의견표명의 자유에서보다 그 객

가치질서로서의 제도 보장의 성격이 특히 강하게 나타나게 된다

.10)11)

공 책무와 그 제도 보장을 시한다; 김철수(주6), 664.

일반 으로 “제도 보장”이라 함은, 정당제도, 선거제도, 공무원제도, 지방자치

제, 교육제도․ 학자치제, 군사제도, 사유재산제, 가족제도 등 국가존립의 기반이

되는 일정한 제도를 헌법의 수 에서 보장함으로써 당해 제도의 본질을 유지하려

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제도 보장이론은 칼 슈미트(C. Schmitt)에 의하여 개

된 이론인바, 그는 제도 보장과 주 권리와의 상호 계에 해 언 하면서,

제도 보장의 본질상 주 권리가 반드시 제도 보장에 내포되는 것은 아니지

만 제도 보장과 주 권리가 함께 인정되는 경우도 없지 않기 때문에 제도

보장과 주 권리를 택일 계로 보는 것은 잘못이나, 설령 주 권리가 제도

보장의 내용으로 함께 인정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 경우의 주 권리는 어

디까지나 제도의 보장에 기여하는 것이 그 목 이기 때문에 제도 보장에 속되

는 계에 있다고 말한다(허 , 헌법이론과 이론, 박 사, 2001, 331-333 참조).

우리 재 소는 제도 보장에 하여, “제도 보장은 객 제도를 헌법에 규

정하여 당해 제도의 본질을 유지하려는 것으로서, 헌법제정권자가 특히 요하고

도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고 헌법 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국가제도

를 헌법에 규정함으로써 장래의 법발 , 법형성의 방침과 범주를 미리 규율하려는

데 있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제도 보장은 주 권리가 아닌 객 법규범이

라는 에서 기본권과 구별되기는 하지만 헌법에 의하여 일정한 제도가 보장되면

입법자는 그 제도를 설정하고 유지할 입법의무를 지게 될 뿐만 아니라 헌법에 규

정되어 있기 때문에 법률로써 이를 폐지할 수 없고, 비록 내용을 제한한다고 하더

라도 그 본질 내용을 침해할 수는 없다.”(1997. 4. 24. 95헌바48 결정, 례집

9-1, 435, 444-445)고 시하 다.

8) 김철수(주6), 664-665; 허 (주7), 655-656; 한편 권 성 교수는 언론․출 의 자

유의 법 성격을 자유권설, 청구권설, 제도 보장설로 3분하여 설명하면서 이

세가지 성격을 모두 가진 것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권 성, 헌법학원론, 법문

사(2002), 465, 466, 同旨 김기 , 헌법강의, 박 사(2002), 652.

9) 인용한 책에서, 허 교수는 방송의 자유를 매체에 의하여 보도의 자유로 표

하고 있으나 본 연구보고서의 편의상 방송의 자유로 용어를 통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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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례

【1992. 6. 26. 90헌가23 결정】“언론․출 의 자유는 자유민주주의

의 존립과 발 에 필수불가결한 기본권이며 이를 최 한도로 보장하는 것

은 자유민주주의 헌법의 기본원리의 하나이다. 따라서 그 기능을 실질 으

로 보장하고 활성화하기 하여는 언론기 과 정기간행물인 신문 등의 발

행을 업무로 하는 보도 출 매체가 건 하게 존립되고 운 되는 것을

제로 하고 있다. 더구나 다원화된 정보산업사회에 있어서는 그에 알

맞은 차원에서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국가의 안 보장․질서유지

는 공공복리를 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써 본질 내용을 침해하지 않

는 한 일정한 제한을 할 수 있으며, ( 략) 언론․출 기업의 건 한 발

이 제도 으로 보장되도록 법률상의 등록의무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헌

법은 허용하고 있다. ( 략)헌법상의 언론의 자유는 어디까지나 언론․출

자유의 내재 본질 표 의 방법과 내용을 보장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그를 객 화하는 수단으로 필요한 객체 인 시설이나 언론기업의 주체인

기업인으로서의 활동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다. ”( 례집

4, 300, 306-307)

【2001. 5. 31. 2000헌바43등 결정】“방송의 자유는 주 인 자유권으로

서의 특성을 가질 뿐 아니라 다양한 정보와 견해의 교환을 가능하게 함으

로써 민주주의의 존립․발 을 한 기 가 되는 언론의 자유의 실질 보

장에 기여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방송매체에 한 규제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논의함에 있어서 방송사업자의 자유와 권리뿐만 아니라 수신자의

10) 허 (주7), 664

11) 이상의 학설은 주로 독일의 향을 받은 것인바, 이와 달리 1980년 에 공정성

원칙(Fairness Doctrine)을 철폐한 미국의 FCC가 제시한 “방송의 자유론(미국모

델)”은, “방송의 자유”에 하여 미국의 수정헌법 제1조하에서 법률에 의한 규제

는 받지만, 방송사업자가 그 자신이 원하는 바 로 방송할 수 있는 권리로 이해한

다. 따라서 “방송의 자유”는 개인 권리로 인식됨과 동시에 그러한 자유로운 언

론의 권리행사는 피면허자 는 채 의 소유자에게 귀속된다고 한다. 결국, 이것

은 “방송의 자유”를 송신자의 권리라는 에서 그 자체가 자기목 인 권리로

서의 성격을 가짐과 동시에 정부로부터의 간섭과 규제를 받지 않는 피면허자에

의한 방송의 무제약 인 자유로 악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자유론에 입각하

면, 방송의 다양성 공정성 등에 근거한 국가의 방송 로그램규제는 “방송의 자

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된다; 김창규, 방송의 다양성

확보를 한 법제개선방안 연구, 14-2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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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과 권리도 고려되어야 하는 것은 방송의 이와 같은 공 기능 때문이

다. 종래 자 매체는 가용주 수가 제한되어 있고 방송시설의 설

치․운 에는 많은 비용이 드는 계로 소수의 기업이 매체를 독 하여 정

보의 유통을 제어하는 것이 가능한 구조 다. 따라서, 소수에 의한 매체독

을 방지하고 다양한 정보와 견해의 교환을 활성화하기 해서는 국가가

매체시장에 개입하는 것이 허용되고 한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왔다. (

략) 한편, 헌법 제21조 제3항은 “통신․방송의 시설기 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일정한 방송시

설기 을 구비한 자에 해서만 방송사업을 허가하는 허가제가 허용될 여

지를 주는 한편 방송사업에 한 시설기 을 “법률”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행정부에 의한 방송사업허가제의 자의 운 이 방지되도록 하고 있다.”(

례집 13-1, 1167, 1177-1178)

㈐ 소결론

헌법 규정과 학설 례를 종합하여 볼 때 방송의 자유는 주 권리

로서의 성격과 함께 신문의 자유와 마찬가지로 자유로운 의견형성이나 여

론형성을 해 필수 인 기능을 행하는 객 규범질서로서 제도 보장

의 성격을 함께 가진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방송의 자유의 보호 역에는,

단지 국가의 간섭을 배제함으로써 성취될 수 있는 방송 로그램에 의한 의

견 정보를 표 , 하는 주 인 자유권 역 외에 그 자체만으로 실

될 수 없고 그 실 과 행사를 해 실체 , 조직 , 차 형성 구체

화를 필요로 하는 객 규범질서의 역이 존재한다고 보아야할 것이다.

(3) 방송의 자유에 한 규제제도

역사 으로 언론매체에 한 규제제도는 언론매체의 성격에 따라 인쇄

모델방송모델 통신모델로 구별하여 규제하여 왔는데, 방송의 경우는

電波公物論 는 公共所有論, 放 周波數의 稀 性論, 放 의 社 的 影響

力論 등을 이론 근거로 하여 신문을 포함한 인쇄매체의 경우보다 많은

규제를 받아 왔으며, 통신 역과도 통 으로 그 개념상의 차이에 기 하

여 엄격하게 분리․규율되었다. 3분할제도의 내용을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12) 이러한 3분할제도는 특히 신문과 방송간의 차별 규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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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오랫동안 비 을 받아 온 데다가, 오늘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뉴미

디어의 등장으로 인해 매체융합 상이 일어나게 됨으로써, 더 이상 그 로

유지하기 힘들게 되었다는 비 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도 차

이는 있으나 언론매체간 차별 규제는 여 히 존속하고 있고, 새로운 매

체의 등장에 따라 용할 규제원리를 모색함에 있어서도 새로운 규제모델

이 완 히 확립되기 까지는 과거의 논의들이 아직도 일정한 가치를 가지

고 있다고 볼 것이다.13)

매체
규제정책

인쇄매체 방송매체 통신매체

구체 인

형태
신문, 잡지, 도서 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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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

정책

유형

형
식

규
제

허가

제도
불가 인정 인정

독

방지

독 방지정책 허용

교차소유규제 인정

독 방지정책 허용

교차소유규제 인정

자연독 인정

교차소유규제 인정

내용

규제

불가(단, 음란물, 명 훼손,

작권침해에 해서는

규제가능)

인정
불가(단, 불온통신의

경우는 규제 가능)

규제원리
표 의 자유의

엄격한 보장
공익성

보편 서비스

통신의 비 보호

규제근거 역사 통
희소성, 침투성,

공공신탁

자연독 , 개인간의

방향 커뮤니 이션

12) 황성기, “언론매체규제에 한 헌법학 연구”, 서울 학교 법학박사학 논문

(1999. 8), 59

13) 황성기, 논문,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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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방송의 자유 역에 있어서 형성 법률과 제한 법률의 구별

㈎ 독일의 이론14)

방송의 자유를 주 권리로 보는 입장(주 권리설)에서는 이른바

형성법률이란 개념을 인정할 여지가 없고 입법자에 의한 방송에 한 규율

권한은 헌법 제한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취한다. 그러나 방송에 의한

커뮤니 이션은 개인 의견표 과는 다른 조건하에서 실 된다 방송의 기

능과 련하여 방송을 통한 커뮤니 이션 형식을 가능하게 하는 제조건

이 법률로 형성되어야 하기 때문에 방송질서의 형성을 한 법률규정들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며 주 권리성을 강조하는 논자들도 일정한 범 에서

이러한 규율의 필요성을 부인하지 못한다.

그에 반해 방송의 자유를 객 ․법 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시각(제도

권리설)은 이론 으로 일 성 있게 형성법률과 제한법률을 구별하고 있

다. 한편에서 형성하고 다른 한편에서 제한함은 입법자의 규율 메카니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상이한 정당화근거를 가지며, 따라서 양자는 구별되어

야 한다는 것이다. 형성법률은 방송의 자유를 구체화하는 것으로서 커뮤니

이션의 자유의 이익을 해 방송 자체의 특성에서 나오는 부담을 실정화

한 것이고, 이에 반하여 제한법률은 방송의 자유를 보장하는데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방송이라는 매체의 자유와 충돌하는 법익, 즉 커뮤니 이션과

는 무 한 다른 법익, 컨 개인 법익이나 국가의 안보 등의 보호에

기여하는 법률을 의미한다. 양자는 그 헌 단에 있어서도 다른 심사기

이 용된다. 제한법률의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과잉 지

비례의 원칙에 따라야 하지만, 형성법률의 경우에는 이러한 비례의 원

칙에 따른 제한을 받지 않고, 단지 방송의 자유를 보장해야할 목 을 그르

치는 경우에만 헌으로 단된다. 물론 이들 형성법률에는 부담 규정이

포함될 수 있지만 그 자체가 방송의 자유가 실 될, 보다 큰 헌법 목

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이를 방송의 자유에 한 제한이라고 볼 수 없다.

㈏ 독일의 례15)

14) 박용상, “방송의 자유의 보호와 그 형성”, 헌법논총 제14집, 헌법재 소(2003.

12.), 23-25, 38-41 참조

15) Silke Ruck, “Zur Unterscheidung von Ausgestaltungs- und Schrankengesetzen

im Bereich der Rundfunkfreiheit”, AöR 117(1992), 543-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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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연방헌법재 소와 일부 문헌에 의하면, 기본법 제5조16) 제1항 제

1문에 규정된 기본권들이 우선 으로 주 인 내용(의사표 의 자유,

의 자유 정보의 자유)을 가진 것임에 반해, 방송의 자유의 매체인

매스커뮤니 이션은 스스로 성립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매스커뮤니 이션

수단의 력, 문가에 의해 처리되는 정보가 갖는 특별한 효력, 매

체를 통해 수집되는 정보에 한 높은 의존성 방송의 일방 수신 험

성을 감안하여 기본법은 입법자에게 방송에 한 실정질서의 창조를 요구

하고 있고, 이러한 실체 , 조직 차 규정들을 통해 자유 역을 형

성하는 규정들의 침해 성질을 부정17)하면서 그 근거로, 형성이 방송이라

는 자유 역 일반에 해 비로소 그 내용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개인의 주

권리는 형성을 통해서 비로소, 그리고 오로지 형성에 따른 기 을 통

해서만 성립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 우리 례 학설

방송의 자유를 제도 보장으로 보는 독일연방헌법재 소와는 달리 우

리 례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방송의 자유를 주 인 자유권으로서의 성

격과 아울러 그 공 기능에 근거하여 객 규범질서로서 제도 보장의

성격이 결합된 것으로 보면서 헌법 제21조 제3항을 근거로 방송사업 진입

규제로서 방송사업허가제를 허용하고 있고(2000헌바43 결정), 국내 학설도

례의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따라서 개개 법률조항을 살펴 그 주된

규율 상이 방송의 자유의 내재 , 본질 표 의 방법과 내용에 한 주

공권의 역이 아니라, 방송의 자유에 한 객 규범질서의 역

으로서 방송체제의 선택을 비롯하여 방송의 설립 운 에 한 조직 ,

차 규율과 방송운 주체의 지 에 한 것은 형성 법률로 보아야 할

16) 독일 기본법 제5조(자유로운 의사표 의 권리) (1) 구든지 말, , 그리고 그림

으로써 의사를 자유롭게 표 하고 하면 일반 으로 근할 수 있는 정보원으

로부터 방해를 받지 않고 정보를 얻을 권리를 가진다. 출 의 자유와 방송

상보도의 자유는 보장된다. 검열은 허용되지 않는다.

(2) 이 권리들은 일반법률의 조항과 소년보호를 한 법률규정에 의하여 그리고

개인 명 권에 의하여 제한된다.

17) “형성 규정들은 결코 기본권에 한 침해를 내포하지 않으며, 따라서 다른

헌법 정당화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Silke Ruck(주14)에서 인용한 BVerGE 73,

118(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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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그 다면, 찬고지의 본질 이에 한 이 사건 조문의 주된 성

격이 무엇인지가 요한 의미를 갖는다.

(5) 이 사건 법률조항의 성격

이 사건 법률조항의 규율 상인 찬고지는 그 본질이 방송운 에 특유

한 고방송의 한 종류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에 한 규율은 방송의 형성

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그 허용범 의 문제는 방송의 자유의 객 측면인

방송사업자의 방송운 에 한 활동의 범 를 정하는 것이다.

앞서 본 입법 경 와 목 이 사건 법률조항의 문면을 종합하면, 입

법자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신설에 의해 찬고지를 방송운 의 자유의 한

부분으로서 허용하는 동시에 그 허용범 를 형성하 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이러한 역을 규율하는 형성 법률인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주된 성격은 비록 그 허용범 가 제한 이지

만 형성 , 허용 규정이며, 방송사업자의 주 권리는 이 사건 법률조

항에 의하여 비로소, 그리고 오로지 형성된 기 에 따라서만 성립될 수 있

으므로, 비록 이 사건 법률조항에 한 반행 에 하여 과태료 등의 제

재가 수반되더라도 이를 들어 이 사건 법률조항의 성격을 기본권 제한규정

으로 볼 것은 아니다.

3. 입법례 검토

가. 독일

다음과 같이 법률에서 구체 으로 찬 찬고지의 허용범 와 방식

을 규정하고 있다.

“방송주간 약18)(Rundfunkstaatsvertrag;RStV, 2001. 12. 20, 21. 제6차

개정된 것)

【제2조 개념규정】(2)이 방송국가 약의 의미에서( 략)

7. 찬(sponsoring)이라 함은 방송활동이나 상물 제작에 참여하지 않

는 자연인 내지 법인 혹은 단체가 자신들의 이름이나 상표, 이미지, 활약이

18) “방송국가조약”이라고 번역 소개되기도 함(주2, 세계의 방송법, 142, 153 참조).



822 헌법재 소결정해설집 2003

나 성과를 고양시키기 하여 직 혹은 간 으로 방송의 재정을 지원하

는 모든 력을 말한다.

【제8조 찬(sponsoring)】(1) 체 혹은 부분 으로 찬받은 방송은 시

작할 때나 혹은 끝날 때에 본 방송이 찬을 통해 재정을 충당하고 있다는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 표시방법은 동화상(Bewegtbild, 動畫像)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찬주의 이름 이나 혹은 그 자리에 찬주의 상징 혹은 상표

를 집어넣을 수 있다.

(2) 찬받은 방송의 내용과 로그램의 편성시간은 방송사의 책임과 편

집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찬주에 의해 향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3) 찬된 방송은 찬주 는 제3자의 제작물이나 서비스의 매, 구매,

임 는 여를 특별한 표시로 자극해서는 아니된다.

(4)방송은 담배 혹은 기타 여러 유형의 여송연 제조업체로부터 찬받을

수 없다.

(5)의약품이나 의료행 와 련된 물품을 제조, 매업체로부터 찬을

받는 경우, 이 업체의 이름이나 이미지를 해서는 찬받을 수 있지만, 의

사의 처방 에 의해서만 구할 수 있는 특정 약품이나 의료행 를 해서는

찬받을 수 없다.

(6)뉴스방송이나 혹은 정치 시사방송은 찬될 수 없다.

【제49조 법령 반(Ordnungswidrigkeiten19))】(1)독일 역에 되는

민 방송의 사업자가 고의 는 과실로 다음 행 를 한 경우 법령 반에

해당된다.

21. 제8조 제1항 제1문장의 규정에 반하여 찬된 방송의 시작 는

끝부분에 찬주를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22. 허가되지 아니한 찬방송(제8조 제3항에서 제6항까지)을 한

경우

(2)법령 반은 50만 유로화 이하의 벌 (Geldbuße)에 처한다.

19) Ordnungswidrigkeit은 정식 형사 차에서 부과하는 벌 (Geldstrafe)과는 달리

과기록이 남지 않고, 이의신청이 없는 한 행정 청에 의하여 부과된다는 에서

본질 으로 구별되는 약한 의미의 벌 (Geldbuße)이 부과되는 법령 반을 의미한

다(http://www.justiz.nrw.de/BS/Gerichte/Strafgericht/grundsaetze/OwiRec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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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

다음과 같이 법률에서 찬의 허용범 를 비롯한 원칙 인 규정만을 두

고, 국 상업방송 원회(ITC; the Independent Television Commision, 이

하 ‘ 원회’라고 한다)에 원칙들을 수정, 폐지 는 추가하는 규칙

(regulations)을 제정할 권한을 부여하되, 상․하원의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

써 의회유보의 원칙을 철하고 있다.

“Broadcasting Act 1990(1990 c 42)”

【제8조 고에 한 일반조항】

(1) 원회는 허가된 방송사업이 (2)항에서 열거한 원칙들에 부합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한다.

(2)원칙들은 다음과 같다.

(a), (b)호 생략

(c) 허가된 방송사업은 원회의 사 승인이 없으면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가 지되는 제품의 제조 는 용역의 제공을 주된 업으로

하는 자로부터 찬을 받은 로그램을 방송하면 안 된다.

(3)생략

(4)문화부장 은 원회와의 의 하에 (2)항에서 열거한 원칙들을

수정, 폐지 는 추가하는 규칙(regulations)을 제정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러한 규칙은 그 안이 상․하원에 제출되어 승인을 받아야 한다.

(5)생략

【제9조 고에 한 통제】

(1) 내지 (4)생략

(5) 원회는 고 고와 찬의 방법에 한 일반 책무를 수행함

에 있어서 법률에 의하여 부과된 요건을 넘어 고 는 고나 찬의 방

법에 하여 요건들(requirements)을 부과할 수 있다.

(6) 원회는 법률조항 법률상 요건을 넘어 (5)항에 의하여 부과된

요건들이 수될 수 있도록 할 목 으로 방송사업자들에게 다음 각 호에

하여 지시를 할 권한(power to give directions)을 갖는다.

(a)배제되어야 하거나 는 특정한 조건하에서 배제되어야 할 고의

종류 표 과 고 는 찬의 방식에 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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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특정한 고의 배제 는 특정한 조건하에서의 배제에 한 사항

(7) 내지 (9) 생략

다. 미국

다음과 같이 미국 통신법(47 USC chapter 5)에서는 찬을 받는 경우

이를 공개하고 찬주를 고지할 의무와 의무 반시 제재에 하여만 규정

하고 있을 뿐 찬 찬고지에 한 구체 인 제한규정은 없다.

【47USC§317. 찬 고지(Announcement of payment for broadcast)】

(a) 찬주의 공개(Disclosure of person furnishing)

(1) , 용역 기타 유가약인(有價約因, valuable consideration20))이 직․

간 으로 지 , 약속, 부담 는 수락된 가로 이루어지는 방송은 방송

시에 그 제공자(우리 법상 찬주에 해당한다)가 고지되어야 한다(be

announced): 용역 기타 유가약인에는, 그러한 용역 는 재화의 사용이 방

송과 합리 으로 련된 정도를 넘어 인물, 제품, 용역, 상표 는 제품명

이 방송에서 확인되는데 한 가로 제공된 것이 아니면 방송에서 는

방송과 련하여 무상으로 는 형식상의 부담하에 제공된 것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2)생략

(b)방송국에 한 지 의 공개(Disclosure to station of payments)

제508조에 따라 방송국에게 본 조에 의한 고지가 요구되는 유가약인을

받았다는 상황이 보고된 경우, 방송국은 이를 하게 고지하여야 한다.

(c)방송국 피용자로부터 정보 수집

방송사업자는 피용자 로그램에 직 으로 련된 자들로부터 본

조에서 정한 고지를 하게 하는 정보를 얻기 하여 합리 인 노력을 하여

야 한다.

(d)고지의 철회

연방통신 원회(FCC; Federal Communication Commission, 이하 ‘ 원

20) 미법상 법률상의 유가약인(valuable consideration)이라 함은, 일방의 당사자에

게 생기는 어떠한 권리, 이익 혹은 상 방이 한 부작 , 그가 입은 불이익, 손실

는 부담한 책임이라는 정의가 유명하다.[ 미법사 , 청림출 (1992), 1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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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라고 한다)는 공공복리 는 필요상 그러한 고지방송이 요구되지 않는다

고 결정한 사례 는 사례군의 경우 본 조에서 규정된 고지요구를 철회할

수 있다.

(e)규칙

원회는 본 조를 수행하는데 한 규칙을 정하여야 한다.

47USC§503. 반자의 지 에 따라 차등 용한 액수의 벌 형을 처한다.

47USC§508. 방송 계자에 한 지 의 공개

(a)방송국피용자에 한 지

본 조의 (d)항에 따라, 방송에 한 가로 , 용역 기타 유가약인을

방송국피용자에게 지 하 거나 지 하기로 합의한 제3자 는 그로부터

받았거나 받기로 합의한 방송국피용자는 해당 방송 에 방송국에 그 받은

사실 는 받기로 합의한 사실을 공개하여야 한다.

(b) 로그램 제작 는 비

본 조의 (d)항에 따라, 방송용 로그램의 제작 는 비와 련된 자

가 로그램 는 로그램 소재의 일부로 포함되는 가로 , 용역 기

타 유가약인을 수교 는 수교하기로 합의한 자는 방송 에 자신의 사용

자, 해당 로그램 제작자 는 해당 로그램의 방송될 방송사업자에게

그러한 수교 는 수교 합의의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c) 로그램 는 로그램 소재

본 조의 (d)항에 따라, 방송용 로그램 는 로그램 소재를 공 하는

자는 방송 에 해당 로그램 는 로그램 소재의 일부로 포함되는 가

로 수교 는 수교하기로 합의한 , 용역 기타 유가약인에 하여 알거

나 자신에게 공개된 정보를 해당 로그램 는 로그램 소재를 공 받는

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d)제317조 (d)항에 의한 고지의 철회

정보의 고지를 요구하는 본 조의 규정은 제317조 (d)항에 따라 원회가

한 고지 철회를 이유로 본조의 제317조에 의하여 고지가 요구되지 않는 경

우에는 용되지 아니한다.

(e)충분한 공개로서 제317조에 의한 고지

제317조에 의하여 요구되는 고지가 로그램에 편입된 경우 이는 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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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요구하는 공개를 구성한다.

(f) 생략

(g) 벌칙

본조의 규정을 반한자는 각 반행 에 하여 $10,000이하의 벌

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라. 랑스

랑스는 헌법상 법률(Loi)로 제정하도록 규정한 사항 이외에는 법률로

제정할 의무가 없는바, 찬 찬고지에 한 사항을 국사원의 심의를

거친 법령(decrets en Conseil d'Etat)으로 정하고 있다.

“커뮤니 이션 자유에 한 법률(Loi relative a la liberte de

communication, 2000. 8. 1. 제2000-719호로 개정된 것)”

【제27조】공익기 의 일반 인 이익을 한 임무 지상 방식에 의

하여 방송하는 시청각커뮤니 이션 서비스의 상이한 각종 업무를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한 의무를 정하는 일반원칙은 국사원의 심의를 거

친 법령(decrets en Conseil d'Etat)으로 정한다.

1. 고, 텔 비 쇼핑 그리고 찬(parrainage)

(1-1. 내지 5. 생략)

【제79조】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78조의 제1항에서 정한 형에

처한다:

1. ……, 제27조……에서 정한 명령……을 반하는 자;

(2. 생략)

【제78조】I. 시청각커뮤니 이션 기 의 실질 는 법률상 리자로

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 를 하거나 하게 한 자는 75,000유로화

(euros)의 벌 에 처한다.

마. 일본

일본 방송법(放 法, 평성 14. 6. 12. 법률 제65호로 개정된 것)상 찬

찬 고지에 한 규정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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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헌 여부의 단

가. 포 임입법 지의 원칙 배 여부

(1) 일반론

헌법 제75조는 “ 통령은 법률에서 구체 으로 범 를 정하여 임받은

사항…에 하여 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임입법의 근거

와 아울러 그 범 한계를 제시하고 있다. 우리 재 소의 임입법에

한 례들은 “법률에서 구체 으로 범 를 정하여 임받은 사항”이란

“ 측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악하고 있다. “법률에 이미 통령령으

로 규정될 내용 범 의 기본사항이 구체 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구라

도 당해 법률로부터 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의 강을 측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헌재 1991. 7. 8. 91헌가4, 례집 3, 336, 341;

헌재 1998. 6. 25. 95헌바35등, 례집 10-1, 771, 793 등 참조)

우리 재 소의 례들이 측가능성의 공식을 엄격하게 용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즉, ① 측가능성의 유무는 련 법조항 체를 유기 ․체계

으로 종합 단하고, ② 임입법의 구체성․명확성의 요구정도는 그 규율

상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달라진다고 시함으로써 측가능성 공식의

엄격성을 완화하여 용하고 있다.

“ 측가능성의 유무는 당해 특정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단할 것은 아니

고 련법조항 체를 유기 ․체계 으로 종합 단하여야 하며 각 상법

률의 성질에 따라 구체 ․개별 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 임입법의 구

체성․명확성의 요구 정도는 규율 상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서 달라질 것

이지만, 처벌법규나 조세법규 등 국민의 기본권을 직 으로 제한하거나

침해할 소지가 있는 법규에서는 구체성․명확성의 요구가 강화되어 그

임의 요건과 범 가 일반 인 부행정법규의 경우보다 더 엄격하게 제한

으로 규정되어야 하는 반면에, 규율 상이 지극히 다양하거나 수시로 변

화하는 성질의 것일 때에는 임의 구체성․명확성의 요건이 완화되어야

할 것이다.” (헌재 1994. 6. 30. 93헌가15등, 례집 6-1, 576, 585; 헌재

1997. 9. 25. 96헌바18등, 례집 9-2, 357, 370-371; 헌재 1998. 6. 25. 95헌

바35등, 례집 10-1, 771, 794 등 참조)

한편, 본질 내용에 하여는 의회의 법률에 규정하여야 하고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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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할 수 없다는 취지로 시하여 이른바 본질성 이론을 수용하고 있는

례들이 있다.

“ 임의 명확성의 요건이 완화될 수 있는 경우에도 국민주권주의, 권력

분립주의 법치주의를 기본원리로 채택하고 있는 우리 헌법하에서는 국

민의 헌법상 기본권 기본의무와 련된 요한 사항 내지 본질 인 내

용에 한 사항에 한 정책형성기능은 원칙 으로 주권자인 국민에 의하

여 선출된 표자들로 구성되는 입법부가 담당하여 법률의 형식으로써 이

를 수행하여야 하고, 이와 같이 입법화된 정책을 집행하거나 용함을 임

무로 하는 행정부나 사법부에 그 기능이 넘겨져서는 안된다고 해석되므로,

국민의 기본의무인 납세의무의 요한 사항 내지 본질 내용에 한 사항

에 하여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가능한 한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사항을 통령령 등 하 법규에 임하는 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는 것이다.” (헌재 1998. 3. 26. 96헌바57, 례집 10-1, 255, 267;

헌재 1998. 6. 25. 95헌바35등, 례집 10-1, 771, 794 등 참조)

(2) 이 사건 법률조항에 한 검토

이 사건 법률조항은 비록 그 허용 범 가 한정 이지만 형성 , 허용

규정이므로 조항이 포 임입법 지의 원칙에 배되는지 여부에

한 측가능성공식의 엄격성을 완화하여 용하여야 할 것이다. 즉, “ 측

가능성의 유무는 당해 특정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단할 것은 아니고 련

법조항 체를 유기 ․체계 으로 종합 단하여야 하며 각 상법률의 성

질에 따라 구체 ․개별 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 임입법의 구체성․명

확성의 요구 정도는 규율 상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지만,

처벌법규나 조세법규 등 국민의 기본권을 직 으로 제한하거나 침해할

소지가 있는 법규에서는 구체성․명확성의 요구가 강화되어 그 임의 요

건과 범 가 일반 인 부행정법규의 경우보다 더 엄격하게 제한 으로

규정되어야 하는 반면에, 규율 상이 지극히 다양하거나 수시로 변화하는

성질의 것일 때에는 임의 구체성․명확성의 요건이 완화되어야 할 것이

다.” (헌재 1994. 6. 30. 93헌가15등, 례집 6-1, 576, 585; 헌재 1997. 9.

25. 96헌바18등, 례집 9-2, 357, 370-371; 헌재 1998. 6. 25. 95헌바35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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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집 10-1, 771, 794 등 참조)

㈎ 합헌론(법정의견)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경 는 구 방송법상 근거규

정 없이 음성 으로 행해져온 찬 행을 합법화하되 그 허용범 는 종

수 으로 제한하여 형성된 것이고21), 그 입법목 은 찬고지를 민 방송

의 운 에 필수 인 재원조달수단의 하나로 보장하는 한편 그 허용범 를

벗어난 찬고지를 규제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찬주 등의 사 이익이

방송 로그램의 상업성을 부채질하거나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해할

우려를 방지하여 건 한 방송문화 정착과 고질서 확립을 통하여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기하고 나아가 방송의 자유를 실질 으로 보장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방송법은 제1조에서 그 입법목 을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

하고 방송의 공 책임을 높임으로써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민주 여론형

성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방송의 발 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

지함을 목 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4조에서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에 하여, 제5조에서 ‘방송의 공 책임’에 하여, 제6조에서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에 하여 각 규정하고 있으며, 방송 고에 하여는 사

심의 탁 고제도를 통하여 규제하고 있는 반면, 찬고지에 하

여는 그 허용범 자체를 제한함으로써 규제하고 있으나, 찬고지도 본질

상 방송매체를 통한 고이므로 실정법상 고방송이 허용되는 범 내에

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 경 와 목 , 방송법의 반 체제

찬고지의 본질에 비추어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임에 의하여 통령령으

로 정하여질 찬고지의 내재 허용범 는 실정법상 고방송이 허용되는

범 내에서 건 한 방송문화 고질서 확립을 통하여 방송의 공정성과

21) 찬주의 범 는 통합방송법 시행 후 종 보다 확 되었고, 그 후 구 시행령

(2000. 3. 13. 통령령 제16751호로 제정되어 2001. 3. 20. 통령령 제17156호로

개정되기 의 것) 제60조보다 행 시행령 제60조가 확 되었다. 다만, 당해 사

건의 찬주인 한국담배인삼공사는 과거 법률(한국담배인삼공사법)의 규정에 의하

여 설치된 공공기 이었다가 민 화에 따라 1997. 출자기 으로 체제를 환한 후

1999. 10. 주식을 상장하여 공공기 성을 상실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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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성을 기하고 나아가 방송의 자유를 실질 으로 보장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범 로 한정될 것이므로 당해사건의 찬주인 구 한국담배인삼공사

와 같이 방송 고가 지된 담배 등의 상품이나 용역을 제조․ 매 는

제공하는 자로부터 찬을 받거나 찬고지할 수 없음은 충분히 측할

수 있다.

더구나 이 사건 법률조항의 수규자는 방송사업자로서, 방송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방송사업의 허가나 승인 등을 받으면서 그 사업운 의

역을 형성, 규율하는 련 방송법규의 내용을 숙지하여 찬고지의 허용

범 가 체 으로 어떠한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측할 수 있는 지 에

있는 자라고 할 것이다. 한 방송의 기술성․ 문성 다양성․ 변성

등에 비추어 찬고지의 허용범 를 미리 법률로 상세하게 정하기는 입법

기술상 어려운 반면 시 상황 등에 능동 ․탄력 인 응을 하기 하여

행정입법에 임하는 것이 합리 이다. 한편, 이 사건 법률조항의 주된 성

격이 형성 , 허용 규정으로서 임의 구체성․명확성의 요구정도가 국

민의 기본권을 직 으로 침해하거나 제한할 소지가 있는 법규보다는 완

화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임에 의하여 통령령으로 정

하여질 찬고지의 허용범 는 에서 본 바와 같이 한정된다는 에서

임의 구체성․명확성의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 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입법자가 그 권한 범 내에서 형성의 재

량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임에 의하여 통령령으로 정하여질 찬고지

의 허용범 의 강을 측할 수 있으므로 포 임입법 지의 원칙에

배되지 아니한다.

㈏ 헌론(반 의견)

이 사건 법률조항은 방송사업자에게 찬고지를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찬고지의 허용범 에 하여는 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임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입법권을 행정부에 임하면서 행정부가 임

된 입법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수해야 할 기본방침을 제시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방송법규정 반을 고려하더라도 방송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어느 범 에서 어떠한 경우에 찬고지가 허용되는지의 강의 내용을

측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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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 을 보건 , 입법목 이 단지 ‘방송의

운 을 하여 필요한 찬 그에 따른 찬고지를 통령령에 의하여

규율되는 범 내에서 허용하고자 하는 ’ 외에는 입법 임의 구체

목 이나 범 를 악할 수 있는 다른 어떠한 도 시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은 입법목 으로부터는 행정부가 임받은 입법권을 행사

함에 있어서 수해야 할 어떠한 지침이나 기 을 이끌어낼 수 없다. 한,

비록 찬고지가 상업 고의 한 형태라고는 하나, 고와 찬고지는 그

성격상 본질 으로 상이한 것으로서 방송법상 방송 고에 용되는 규제방

식이나 규제원칙이 그 로 용되는 것이 아니라 방송 고와는 다른 방식

에 의한 규제가 필요하며,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방송법은 고방송과

찬고지를 각 별도의 규정에서 나 어 서로 다른 방식으로 규율하고 있다.

따라서 고방송이 허용되는 범 내에서 찬고지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

라는 에서도, 방송법의 다른 련조항으로부터도 통령령에 규정될

강의 내용을 측할 수 있는 아무런 단서를 찾을 수 없는 것이다. 마찬가

지로, 찬고지의 개념을 정의하는 규정인 방송법 제2조 제22호는 단지 가

치 립 인 정의규정으로서, 어떠한 경우에 찬이 허용되는지에 하여

단할 수 있는 어떠한 기 도 제시하고 있지 않다. 그 다면, 이 사건의

경우, 찬고지의 개념을 정의하는 규정인 법 제2조 제22호, 이 사건 법률

조항의 입법목 , 그 외의 다른 련조항을 종합 으로 고려하더라도, 통

령령에 규정될 내용의 강을 측할 수가 없다고 할 것이다.

더욱이, 방송사업자가 이 사건 법률조항에 반하여 찬고지를 한 경우,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태료부과조항인 방송법 제108조 제1항 제11호와 결

합하여 방송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구성요건 조항이 되므로, 비

록 이 사건 법률조항이 형법법규는 아니라 하더라도 이와 유사하게 기본권

을 제한하는 요소가 강하다는 에서, 임의 명확성에 하여 형법법규에

버 가는 엄격한 요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임법률에 의한 기본

권제한의 효과가 크므로, 당사자는 규율의 내용에 하여 보다 확실하게

악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법률조항이 내포하는 임의 불명확성은 규율 상

의 다양성이나 변화가능성과 같은 규율 상의 특성에 의해서도 정당화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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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다. 찬고지란, 방송법 제2조 제22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바와 같이,

찬을 받고 그 찬주의 명칭 는 상호만을 고지하는 것에 불과하여, 규

율 상이 사회 상의 변화에 따라 수시로 변화하거나 다양한 형태의 사실

계를 포함한다고 볼 수 없다. 즉 찬고지가 허용되는 범 에 한 한,

이와 같은 규율 상은 지극히 기술 ․ 문 문제에 한 것도 아니고,

규율하고자 하는 사실 계가 지극히 범 하거나 다양한 것도 아니기 때

문에, 입법자가 허용기 의 강을 스스로 정함에 있어서 입법기술상 큰

어려움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결론 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부터 통령령이 정할 내용의 강을

측할 수 없고, 다른 한편으로는 찬고지가 허용되는 범 에 하

여 으로 행정부에 임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합리 인 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입법 임의 명확성을 요청하는 헌법 제

75조에 반되는 규정으로서 헌으로 단되어야 한다.

나. 죄형법정주의 원칙 배 여부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방송법 제108조 제1항과 결합하여 과태료

부과의 근거가 되는 권리제한 규정에 해당하므로 그 구체 범 나 강

의 기 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지 아니한 채 통령령으로 찬고지의 허

용범 를 정하도록 포 임하여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에 배된다고 주장

한다.

그러나, 죄형법정주의는 무엇이 범죄이며 그에 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

가는 국민의 표로 구성된 입법부가 제정한 법률로써 정하여야 한다는 원

칙인데, 과태료는 행정상의 질서 유지를 한 행정질서벌에 해당할 뿐 형

벌이라고 할 수 없어 죄형법정주의의 규율 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헌재

1998. 5. 28. 96헌바83, 례집 10-1, 624, 635).

따라서, 과태료 부과의 근거조항에 불과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죄형법정

주의의 규율 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더 나아가 단하지 아니한다.

다. 기본권 침해 여부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포 임입법 지의 원칙에 배된다( 헌론)는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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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을 취한다면 기본권 침해 여부에 나아가 단할 필요가 없으나, 원칙

에 배되지 않는다(합헌론)는 입장을 취한다면, 나아가 기본권 침해 여부

에 하여 살펴보아야 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찬고지를 제한하는 것이 헌법 제37조

제2항의 한계를 넘어 과도하게 방송의 자유, 고의 자유, 표 의 자유, 직

업수행의 자유 재산권을 침해하고, 불합리한 차별로서 평등권을 침해한

다고 주장한다.

(1) 이 사건 법률조항의 기본권 침해 여부와 그 단 기

㈎ 민 방송사업자의 법 지

합법 으로 허가받은 민 방송사업자는 그 자신이 고유의 기본권으로서

방송의 자유를 향유하게 된다. 그러나 민 방송이 리는 방송의 자유 특

히 방송운 은 사업의 특허 성격에 비추어 이를 허용하는 입법자에 의한

형성법률에 의해 결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형성법률은 그 본질

한계로서 그것이 방송의 자유의 객 보장 역으로서 필수 요소인 민

방송사업의 수익성을 부인할 정도로 업활동에 한 제한을 가하거나

민 방송사업자의 사 자치에 의한 형성이나 결정의 기본 요소를 박탈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독일 연방헌법재 소의 례도 입

법자는 사 인 방송운 주체로부터 사 자치에 의한 형성이나 결정의 기

본 요소, 즉 그 고유한 실체를 박탈할 수 없다고 시하고 있다.22)

따라서 민 방송사업자는 공․민 이원체제에서 기 되는 방송의 기능

을 보호받으며, 형성법률에 의해 주어진 범 내에서 주 권리를 갖고

그 범 내에서 헌법 보호를 받게 된다.23)

㈏ 방송의 자유에 한 형성법률인 이 사건 법률조항에 있어서 헌성

심사

앞서 본 바와 같이 형성법률에 한 헌성 단은 기본권 제한의 한계

규정인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과잉 지 내지 비례의 원칙의 용을 받

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형성법률이 그 재량의 한계인 자유민주주의 등 헌

22) BVerfGE 73,118(157,171) 참조.

23) Silke Ruck(주16), 56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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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의 기본원리를 지키면서 방송의 자유의 실질 보장에 기여하는지 여

부에 따라 단되어야 한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여타의 법익을 한 방송의 자유에 한 제한이 아

니라 방송사업의 운 을 규율하는 형성법률로서, 찬고지를 민 방송사업

의 운 에 필수 인 재원조달수단의 하나로 보장하는 한편 그 허용범 를

제한함으로써 방만한 찬에 의하여 찬주 등의 사 이익이 방송 로그

램 제작과정에 부당한 향력을 행사하여 방송 로그램의 상업성을 부채질

하거나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해할 우려를 방지하고, 방송 고로서

지 내지 규제되는 사항을 우회 으로 달성하거나 한국방송 고공사를 통한

탁 고제도를 비켜가는 등의 수단으로 찬고지를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

려는 입법목 을 달성할 수 있고, 이는 방송사업자뿐 아니라 시청자 방

송 련종사자 등 각 이해 계를 고려하여 헌법상 방송의 자유를 실질 으

로 보장하기 하여 필요한 규제이며, 그것이 방송의 자유의 객 보장

역으로서 필수 요소인 민 방송사업의 수익성을 부인할 정도로 업활

동에 한 제한을 가하거나, 민 방송사업자의 사 자치에 의한 형성이나

결정의 기본 요소를 박탈하는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므로 헌법상 기본원

리를 수하면서 그 입법형성의 재량의 범 내에서 행해졌다고 볼 수 있

어 헌법에 합치된다.

(2) 방송운 의 자유와 직업수행의 자유의 침해 여부

㈎ 기본권경합의 경우 헌성 심사

하나의 규제로 인해 여러 기본권이 동시에 제약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경

우에는 기본권침해를 주장하는 청구인의 의도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

자의 객 동기 등을 참작하여 먼 사안과 가장 한 계에 있고

침해의 정도가 큰 주된 기본권을 심으로 해서 그 제한의 한계를 따져 보

아야 한다(헌재 1998. 4. 30. 95헌가16, 례집 10-1, 327, 337; 헌재 2002.

4. 25. 2001헌마614, 공보 제68호, 432, 436 참조).

이 사건 법률조항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방송사업운 과 련하여 고방

송의 한 형태인 찬 내지 찬고지의 허용과 그 범 를 규율하고 있다.

이 경우 방송운 의 자유는 방송사업에 의한 직업수행의 자유이므로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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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직업수행의 자유보다 방송운 의 자유에 더 하고 특별한 계를

갖고 있으므로 방송운 의 자유에 의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의 헌법 정당

성 심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 이 사건 법률조항

이 사건 법률조항은 여타의 법익을 한 방송의 자유에 한 제한이 아

니라 방송사업의 운 을 규율하는 형성법률의 한 내용으로서 찬고지라는

고방송의 한 형태를 규율함에 있어 헌법상 방송의 자유를 실질 으로 보

장하기 하여 필요한 규제로서 입법자의 형성의 범 내에서 행해졌다고

볼 수 있어 헌법에 합치되며, 방송사업자인 청구인의 찬고지에 한 방

송운 의 자유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형성을 통해서 비로소, 그리고 오로

지 형성된 기 에 따라 성립되는 것이므로 기본권 제한이나 침해를 내포하

지 않고, 따라서 다른 헌법 정당화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3) 방송의 자유, 고의 자유 표 의 자유의 침해 여부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찬고지를 제한 으로 허용함으로써 결

과 으로 그 허용범 에서 벗어난 찬고지를 할 수 없게 된 것을 들어 청

구인은 허용범 에서 벗어난 찬주의 성명 는 상호 등의 고지라는

찬고지 그 자체에 한 방송의 자유, 고의 자유 표 의 자유가 침

해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청구인이 주장하는 찬고지 그 자체에 한 방송의 자유, 고

의 자유 표 의 자유의 침해는 찬고지라는 고방송의 한 형태를 규

율하는 방송사업의 운 역에 한 형성 법률인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제

한 으로 찬고지를 허용함으로 인하여 부수된 결과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방송사업자는 형성 법률에 의해 주어진 범 내에서 주 인 권리를

갖는데, 그 형성 법률에 속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에 합치되므로

다른 헌법 정당화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찬고지를 제한함으로써 구 한국담

배인삼공사의 찬을 받아 제작한 방송 로그램을 통하여 사회공 을 상

로 의견개진 할 수 있는 표 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나, 앞

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규제가 헌법에 합치되므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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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 반사 효과로서 와 같은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법 으

로 고려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4) 재산권 침해 여부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찬고지를 제한하는 것은 방송사업자

가 찬계약 체결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

장한다.

살피건 , 헌법조항들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권은 사 유용성 그에

한 원칙 처분권을 내포하는 재산가치있는 구체 권리이므로 구체 인

권리가 아닌 단순한 이익이나 재화의 획득에 한 기회 등은 재산권 보장

의 상이 아니라 할 것이다(헌재 1996. 8. 29. 95헌바36, 례집 8-2, 90,

103; 헌재 1997. 11. 27. 97헌바10, 례집 9-2, 651, 664 등 참조).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찬계약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재산권의 실

체는 결국 단순한 이익이나 재화의 획득에 한 기회에 불과하여 우리 헌

법상 재산권 보장의 상이 아니므로 더 나아가 단하지 아니한다.

(5) 평등권 침해 여부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찬고지를 제한하는 것이 타 업종 사

업자에 비하여 방송사업자를 불합리하게 차별하여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

장한다.

헌법상 평등의 원칙은 입법자에게 본질 으로 같은 것을 자의 으로 다

르게, 본질 으로 다른 것을 자의 으로 같게 취 하는 것을 하는 것을

의미하고, 두 개의 비교집단이 본질 으로 동일한지의 여부에 한 단은

일반 으로 당해 법률조항의 의미와 목 에 달려 있다(헌재 1996. 12. 26.

96헌가18, 례집 8-2, 680, 701 참조).

살피건 , 앞서 본 이 사건 법률조항의 내용과 입법목 에 비추어 그 수

규자인 방송사업자는 청구인이 비교집단으로 든 방송사업 외의 사업자집단

과는 본질 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방송사업

자인 청구인을 방송사업 외의 사업자집단에 비하여 불합리하게 차별취 하

여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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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정의 의미

헌법재 소가 방송의 자유의 성격과 그 보호 역 객 규범질서

역에서의 입법형성재량의 범 민 방송사업자의 주 권리의 범 ,

그리고 형성법률에 한 헌성 단기 에 한 일반 원칙을 명시한 에

서 큰 의미가 있으며, 아울러 방송운 에 특유한 고방송의 일종인 찬

고지에 하여 그 허용범 를 통령령에 임하여 규제하는 방식이 합헌

임을 확인한 에서도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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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구사용행 헌확인

- 계구사용행 와 신체의 자유-

(헌재 2003. 12. 18. 2001헌마163, 례집 15-2하, 562)

종 익＊1)

【 시사항】

1. 당사자의 추가 변경신청의 인정 여부

2. 계구의 종류와 사용요건을 정한 규칙조항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직

제한하여 그에 한 심 청구가 법한지 여부

3. 헌법소원심 청구 후 계구사용행 가 종료된 경우 동종의 기본권

침해가 반복될 험이 있고 그 해명이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하여

긴요한 사항으로 한 의미가 있어 심 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는

지 여부

4. 계구사용의 요건과 한계

5. 주교도소장이 2000. 3. 7.부터 2001. 4. 2.까지 총 392일(가죽수갑

388일)동안 주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는 청구인에게 상시 으로 양팔을 사

용할 수 없도록 속수갑과 가죽수갑을 착용하게 한 것이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인지 여부

【심 상】

이 사건 심 의 상은 주교도소장이 2000. 3. 7.부터 2001. 4. 2.까지

총 392일(가죽수갑 388일)동안 주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는 청구인에게 상

시 으로 양팔을 사용할 수 없도록 속수갑과 가죽수갑을 착용하게 한 행

＊ 헌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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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인지 여부이다.

【사건의 개요】

1. 심 청구에 이르게 된 경

청구인은 1999. 11. 5. 향정신성의약품 리법 반 의로 구속되어 주

교도소에 수감되었고 특정범죄가 처벌등에 한법률 반(강도)죄 등으로

추가기소되어 2000. 2. 24. 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재 을 받던

공범 2명과 합동하여 미리 비한 흉기로 법정계호 근무 인 교도 을

르고 도주하 다가 같은 해 3. 7. 체포되어 교도소에 재수감되었다.

청구인은 주교도소에서 도주를 이유로 치 2월의 징벌을 부과받

고 징벌방에 수용되었는데, 재수감된 직후 속수갑 2개가 채워지고 같은

달 11.부터는 가죽수갑 1개가 추가로 채워졌으며 징벌이 종료된 후에도 해

제되지 않았고 목포교도소로 이감되는 2001. 4. 2.까지 계속하여 계구를

착용하 다. 계구는 이감된 목포교도소에서 같은 해 6. 18. 해제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계구를 착용하고 있던 인 2001. 3. 7. 와 같은 계구사

용행 에 의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당

했다고 주장하면서 피청구인 주교도소장의 계구사용행 와 그 근거규

정인 계구의제식과사용 차에 한규칙 제2조 제1항 제2호 제5조 제2항

제2호(이하 “이 사건 규칙조항”이라 한다)에 한 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 을 청구하 고 같은 해 10. 30. 헌법소원심 청구 정정신

청서를 제출하여 추가로 목포교도소장의 계구사용행 에 한 헌확인

을 구하 다.

2. 청구인의 주장 계기 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1) 계호행 는 구 확보와 질서유지 수용자보호를 해 행하는 일체

의 조치로서, 특히 계구를 사용한 물 계호의 경우 그 상에게 치명 인

인권의 제한을 래하게 되므로 원칙 으로 지되며, 그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최후의 수단으로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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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경우 당시 구 시설에 갇 있었고 허리디스크와 체포될 당

시 오른쪽 새끼발가락에 입은 총상으로 거동이 어려운 환자 으므로, 의사

에 의한 치료도 하지 않은 채 장기간 수갑 등을 사용하여 꼼짝 못하게 만

들어 놓아야 할 이유가 없었다. 따라서 청구인은 이 사건 계구사용행

로 말미암아 인간의 존엄성과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받았다.

한 청구인이 법정도주와 련하여 이미 치 등의 징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계구를 착용한 것은 사실상 동일한 징벌사유에 하여 이

으로 처벌받은 것이다.

(2) 청구인에게 사용된 가죽수갑은 양팔의 팔목 부 에서 팔꿈치 부 를

허리에 고정시키는 계구로서 이것이 채워지면 양팔이 몸통에 고정되어 운

동이 불가능하게 된다. 행형법 제14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수갑은 수사

기 등에서 범인체포나 도주방지를 해 사용하며 양 손목에 걸쳐서 채우

는 쇠로 만든 계구로서 와 같은 가죽수갑과 구별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규칙조항이 수갑의 일종으로 가죽수갑을 규정하고 있는 것 자체가 모법에

반된다.

한 이 사건 규칙조항이 가죽수갑을 정신이상자․ 범자 등 충동 ․

우발 교정사고의 험성이 큰 수용자에게 장시간 계속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계구를 필요최소한도로 사용하여야 한다는 모법의 규정에

반된다.

설사 이 사건 규칙조항이 모법의 규정에 반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신체

의 자유, 인간의 존엄성, 과잉 지의 원칙 등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에 반

된다.

나. 법무부장 의 의견요지

(1) 청구인은 이 사건 계구사용행 에 하여 행형법 제6조 제1항에 규

정된 청원을 하여야 하고 그에 한 법무부장 등의 심사결과에 따라 다

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구제 차를 밟은 뒤에 헌법소원심 청구를

신청하여야 하므로, 그러한 구제 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 사건 심 청구는

보충성의 원칙에 반된다. 한 청구인에 한 이 사건 계구사용이 헌법

소원심 청구 후 모두 단되어 더 이상 권리보호이익이 없게 되었다. 따



842 헌법재 소결정해설집 2003

라서 이 사건 심 청구는 부 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2) 청구인은 재 을 받던 교도소 내에서 제작한 흉기로 법정에서 계

호근무 인 교도 을 르고 도주한 후 체포된 자로서 도주기간 동안의

심한 정신 불안과 체포 재수용에 따른 갈등을 보이고 있었고, 법정도주

사건에 해서 어떠한 반성과 개 의 정도 없었으며 형선고에 따른 심

동요와 공범들간의 책임 가, 애인과의 연락두 등으로 말미암아 심

불안상태가 더욱 심해졌으므로 계구를 해제했을 경우에는 교도 의 을

피해 자살․자해․흉기제작․도주모의 등 교정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매

우 높았다.

게다가 항소이유서, 반성문, 탄원서 등의 작성을 해 필요한 경우나 목

욕, 세탁, 이발 의료진료의 경우에는 계구를 일시 으로 해제하여 생활

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 고 매일 정기 으로 운동을 실시하도록 하여 개인

의 생과 건강에 한 배려를 아끼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계구사용행 는 련규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것으로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 등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다.

(3) 이 사건 규칙조항은 수용자의 도주․폭행․소요 는 자살의 방지

기타 교도소 등의 안 과 질서유지를 계구사용의 목 으로 규정하면서 계

구의 종류를 제한 으로 열거하고 있고 그 사용요건을 상세히 기술하고 있

으며 계구를 징벌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헌법에

반되어 신체의 자유, 평등의 원칙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결정요지】

1. 당사자의 추가 변경 신청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하여 헌법재

소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용규정인 같은 법 제40조에 의거하여 행

정소송법과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용하여 단할 수밖에 없는데, 이 사건

에서 문제되는 것과 같은 피고의 추가 변경을 인정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원칙 으로 임의 당사자변경은 인정되지 않으며 한 당사자

변경을 자유로이 허용한다면 심 차의 진행에 혼란을 래하고 상

방의 방어권 행사에도 지장을 우려가 있으므로 당사자의 동일성을 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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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임의 당사자변경은 헌법소원심 에서도 원칙 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2. 이 사건 규칙조항은 가죽수갑을 계구의 한 종류로 들고 있으면서 그

사용요건을 정해 놓은 것에 불과하여 교도소장과 교도 들의 구체 인 사

용행 없이 그 자체만으로는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는 것

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규칙조항에 한 심 청구는 직 성을

결여하여 부 법하다.

3. 각종 수용시설 내에서 질서유지 수용자의 보호를 한 속수갑

가죽수갑의 사용은 행형법상 허용되고 있으므로, 계구사용행 와 같은

종류의 조치는 많은 수용자들에게 계속하여 반복될 가능성이 크고 청구인

의 경우에도 계속하여 구 되어 있으므로 앞으로 다시 계구사용이 행해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미 수용시설 내에 구 되어 기본권이 제한되고

있는 수용자들에게 계구의 사용으로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을 부가 으로

제한하는 것은 기본 처우와 련된 매우 요한 문제로서, 그 한계에

한 헌법 해명은 헌법질서 수호를 하여 한 의미를 가지므로 이 사

건 계구사용행 에 한 헌법소원심 청구는 심 의 이익이 인정된다.

4. 계구는 수용자에 한 직 강제로 작용하므로 이것이 사용되면 수용

자는 팔․다리 등 신체의 움직임에 큰 지장을 받게 되고 육체 ․정신

건강을 해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계구의 사용은 무엇보다 수용자들의

육체 ․정신 건강 상태가 유지되는 범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시설

의 안 과 구 생활의 질서에 한 구체 이고 분명한 험이 임박한 상황

에서 이를 제거하기 하여 제한 으로 필요한 만큼만 이루어져야 한다.

그 경우에도 가능한 한 인간으로서의 기본 인 품 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피청구인이 수용시설의 안 과 질서유지를 책임지는 교도소의 소장으

로서 청구인의 도주 자살, 자해 등을 막기 하여 수갑 등의 계구를 사

용한 목 이 정당하고 이 사건 계구사용행 가 이를 한 합한 수단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청구인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일주일에 1회 내지 많

으면 수회, 각 약 30분 내지 2시간 동안 탄원서나 소송서류의 작성, 목욕,

세탁 등을 해 일시 으로 해제된 것을 제외하고는 항상 이 속수갑과

가죽수갑을 착용하여 두 팔이 몸에 고정된 상태에서 생활하 고 이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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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에서 식사, 용변, 취침을 함으로써 일상생활을 정상 으로 수행할 수

없었으므로 그로 인하여 신체 , 정신 으로 건강에 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높고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품 유지조차 어려운 생활을 장기간 강요당했

다. 한 어도 기본 인 생리 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일시 으로 계구

를 해제하거나 그 사용을 완화하는 조치가 불가능하 다고 볼 수도 없고,

청구인에게 도주의 경력이나 정신 불안과 갈등으로 인하여 자살, 자해의

험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력과 성향이 1년 이상의 교도소 수용기

간동안 상시 으로 양팔을 몸통에 완 히 고정시켜 둘 정도의 계구사용을

정당화할 만큼 분명하고 구체 인 사유가 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계구사용행 는 기본권제한의 한계를 넘어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그

리고 과도하게 청구인의 신체거동의 자유를 제한하고 최소한의 인간 인

생활을 불가능하도록 하여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고, 나아가 인간

의 존엄성을 침해한 것으로 단된다.

【해설】

1. 피청구인과 당사자의 추가 변경

가. 피청구인의 지정

(1) 청구인은 주교도소장을 상 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 을 청구하

다. 행형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교도 들이 계구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고 이 사건에서도 실제로 계구를 직 청구인에게 사용한 것은 각 교도

소의 교도 들이므로 피청구인을 교도 들로 지정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2) 그러나 계구는 당해 소장의 명령에 따라 사용되며 긴 히 사용하는

경우에도 소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법 시행령

제45조와 계구의 사용을 소장의 허가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계구의제식과

사용 차에 한규칙 제4조 제2항에 의하면 계구사용의 결정은 소장에 의하

여 이루어지고 교도 들은 단지 그 결정을 집행하는 데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게다가 특히 이 사건의 경우 문제된 계구의 사용은 장기간에 걸친

것으로서 일시 는 긴 한 사용이 아니므로 그 사용주체는 결정권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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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장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교도소장을 상으로 헌법소

원심 을 청구한 것은 타당하다.

나. 당사자의 추가 변경

(1) 청구인은 심 청구서에서 주교도소장의 계구사용행 만 심 청구

의 상으로 기재하 으나 청구인 리인이 제출한 헌법소원심 청구 정정

신청서에는 목포교도소장의 계구사용행 가 추가되어 있어 이에 한 평가

허용여부가 문제된다.

(2) 우선 이를 일종의 당사자 표시정정으로 보아 허용하자는 견해가 있

을 수 있다. 헌법소원심 의 상은 어디까지나 공권력의 행사 는 불행

사인 처분 자체이기 때문에 심 청구서에서 청구인이 피청구인이나 청구취

지를 잘못 지정한 경우에도 권리구제 차의 법요건에 흠결이 있는 것이

아니어서 직권으로 불복한 처분(공권력)에 하여 정당하게 책임져야 할

피청구인을 지정하여 정정할 수도 있고 이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헌재 1999. 11. 25. 98헌마456, 례집 11-2, 634, 638; 헌재 2001. 7. 19.

2000헌마546, 례집 13-2, 103, 106-107). 따라서 헌법재 소는 청구인의

심 청구서에 기재된 피청구인이나 청구취지에 구애됨이 없이 청구인의 주

장요지를 종합 으로 단하여야 하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침해된 기본권과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을 직권으로 조사하여 피청구인과 심 상을

확정하여 단하여야 한다(헌재 1993. 5. 13. 91헌마190, 례집 5-1, 312,

320 참조).

청구인의 주장요지는 청구인에 한 수용기 의 계구사용행 가 기본권

을 침해하여 헌법에 반된다는 것으로서, 이는 소원심 의 상을 반드시

심 청구시까지에 한정하는 취지가 아니며 이후 계속될 계구사용행 역시

포함하는 취지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청구인은 2000. 3. 7.부터 주교도소

에 수용되어 가죽수갑 등 계구를 착용하고 있던 2001. 4. 2. 목포교도소

로 이감되었고 이후에도 계속하여 동일한 계구를 착용하고 있었으므로 계

구사용의 상인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목포교도소장의 계구사용행 는 실

질 으로 이 행 가 단순히 연장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 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 청구시(2001. 3. 7.) 주교도소에 수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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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었으므로 주교도소장의 계구사용행 만을 소원심 의 상으로 지

정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청구인의 신청을 새로운 피청구인을 추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애당 청구가 정되어 있던 피청구인을 사후에 확실히

한 것으로 보는 것이 청구인의 의사에 합치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보는 경우 주교도소장과 목포교도소장을 동일인처

럼 취 해야 하고 후자에 한 심 청구가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을 무시하

게 되는 문제 이 있다.

(3) 따라서 청구인 리인이 제출한 정정신청을 피청구인을 추가하여 달

라는 신청으로 보아야 하며 이는 허용되지 않는다.

당사자의 추가 변경에 하여는 헌법재 소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으

므로 용규정인 같은 법 제40조에 의거하여 행정소송법과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용하여 단할 수밖에 없다. 행정소송법 제14조가 피고의 경정을

인정하고 있고, 민사소송법(2002. 1. 26. 문개정된 것) 제260조가 피고의

경정을, 같은 법 제68조, 제70조가 필수 공동소송인, 비 ․선택 공

동소송인의 추가를 인정하는 외에는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것과 같은 피고

의 추가 변경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원칙 으로 임의

당사자변경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당사자변경을 자유로이 허용한다면 심

차의 진행에 혼란을 래하고 상 방의 방어권 행사에도 지장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당사자의 동일성을 해치는 임의 당사자변경은 헌법

소원심 에서도 원칙 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헌재

1998. 11. 26. 94헌마207, 례집 10-2, 716, 724-725 참조). 따라서 청구인

의 정정신청서의 취지가 목포교도소장을 피청구인으로 추가하는 것이라면

이는 허용되지 않는다.

한 정정신청을 독립된 헌법소원심 청구를 보는 경우에도 목포교

도소장의 계구사용행 가 종료한 것은 2001. 6. 18.이고 정정신청이 이

루어진 것은 같은 해 10. 30.이므로 법한 청구기간인 90일이 도과하 다.

따라서 어느모로 보나 정정신청서 목포교도소장을 피청구인으로

하는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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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국의 입법례

가. 독일

독일 행형법은1) 수형자의 사회복귀를 기본 목 으로 하고(제2조) 이를

해 수형자의 생활을 가능한 한 일반인의 생활상태와 유사하도록 하며

자유박탈에 의한 유해한 결과를 방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3조 제1항,

제2항).

이에 따라 사람 는 물건에 하여 신체 인 힘, 그 보조수단 는 무

기에 의하여 작용을 미치는 직 강제조치는 다른 방법으로 시설내 안

질서유지 등의 목 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

고 있다(제94조 제1항). 물론 그러한 경우에도 최소한의 침해가 되는 조치

를 선택하여야 하며 견되는 침해가 그 효과와의 비례를 일탈하는 경우에

는 지되어야 한다(제96조). 이러한 직 강제조치의 보조수단으로 수갑과

도검, 총포 자극물질 등의 무기가 사용될 수 있다(제95조).

직 강제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아니라도 수용자에게 도주의 험이

하거나 사람이나 물건에 한 폭행의 험, 자살이나 자해의 험이 있

는 경우(제88조 제1항)에는 특별한 안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물론 그 역시

목 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유지될 수 있고 험 는 시설의 질서에

한 한 침해가 달리 회피될 수 없거나 제거될 수 없을 경우에만 허용된

다(같은 조 제3항, 제5항). 특별안 조치에는 목 물의 박탈 는 유치, 야

간 찰, 다른 수형자와의 격리, 운동의 제한 지, 특별안 장치가 되어

있는 구 실에의 수용 그리고 포박조치가 있다(같은 조 제2항).

이들 포박조치는 일반 인 특별조치사유 이외에 동반외출, 구인 는

이송시 도주의 험이 있는 경우에도 허용되며(같은 조 제4항), 불가피한

경우 일시 으로만 행해져야 하고 원칙 으로 손 는 발에만 이루어져야

1) 독일에서는 2차 이 까지 통 인 통설인 특별권력 계이론에 의하여 법률

에 근거 없는 수형자의 기본권 제한이 일반 으로 인정되었으나, 1971년 연방헌법

재 소가 이른바 수형자 결정(BVerfGE 33, 1)에서 ‘수형자의 기본권도 법률에 근

거가 있어야만 제한할 수 있다’고 시한 이래 수형자 등의 수용 계에서도 법률

의 유보, 기본 인권의 보장, 사법심사와 같은 법치주의 원칙이 그 로 용되게

되었다.(정진수, 수형자의 법 권리에 한 연구, 형사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02-30, 2002, 36-37쪽) 1976년 새롭게 제정된 독일 행형법은 이러한 례의 입장

을 반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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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제90조).

수용자가 독거수용되어 있거나 포박조치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교도소

의사는 즉시 그리고 계속해서 매일 이를 찰하여야 한다(제92조).

직 강제조치나 특별안 조치 사용의 한계와 련하여 이를 직 으로

단하고 있는 연방헌법재 소나 연방최고법원의 결은 아직까지 찾아보

기 어렵다.

나. 일본

일본 감옥법에 의하면 계구는 재감자가 도주, 폭행 는 자살의 우려가

있거나 감옥 외에 있을 때에 사용하는데(제19조 제1조) 소장의 명령이 있

어야 하며 다만 긴 을 요하는 경우 사후 보고가 가능하다(감옥법 시행규

칙 제49조).

재 일본에서는 진정의(鎭靜衣), 방성구(防聲具), 수갑, 포승의 네가지

계구가 사용된다(시행규칙 제48조 제1항). 진정의는 재감자에게 폭행 는

자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용되며, 12시간 이상 사용할 수 없고 호송

인 자에게는 사용이 지된다. 방성구는 제지에 불응하고 큰 소리를 내

는 경우에 사용되며 6시간 이상 사용할 수 없다. 두 가지 계구 모두 특별

히 계속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3시간마다 그 사용을 갱

신할 수 있다. 수갑 는 포승은 폭행, 도주 는 자살의 우려가 있는 경

우나 호송 에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 사용할 수 있다(시행규

칙 제50조).

계구사용과 련하여 일본최고재 소의 입장은 아직까지 찾아보기 어렵

고 지방재 소와 고등재 소의 결들만을 찾아볼 수 있다.

진(大津)지방재 소는 1959(소화 34). 9. 2. 형무소가 수형자에게 1958

년 5월 10일 오후 4시부터 같은 달 28일 오후 3시까지 약 19일간 양손을

뒤로 하여 가죽수갑을 채우고 그때부터 같은 해 6월 11일 오후 2시까지는

양손을 앞으로 하여 가죽수갑을 채우면서 총 33일동안 식사 용변을 볼

때에도 풀어주거나 느슨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필요한

범 를 넘는 것으로 법한 학 행 에 해당한다고 시하 고,2) (大

2) 이 사건에서 학 행 는 단순한 과실에 의한 것이고 당시 과실에 의한 학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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阪)지방재 소는 1999(평성 12). 5. 29. 가죽수갑 사용을 개시한 때에는 사

용 요건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보호방에 수용할 때에 계구사용을 병용

하는 것에 한 필요성 내지 합리성은 엄격하게 단해야 한다’고 하면서,

보호방에 수용하면서 약 2일간 가죽수갑을 사용한 것은 법하다고 단

하 다.

동경고등재 소는 1997(평성 10). 1. 21. 형무소에 구류되었던 수용자들

이 직원을 폭행했다는 이유로 보호방에 연행되어 4일간 가죽수갑과 속수

갑이 채워짐에 따라 배변과 식사에 불편을 겪었다며 소장의 직권남용을 주

장한 사건에서 수갑의 사용은 최소한의 범 , 방법으로 사용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면서 양손을 뒤로 한 상태로 가죽수갑, 속수갑을 4일간 계속

해서 사용한 것은 재량권의 남용이라고 하며 원고 일부승소 결을 선고하

다.

다. 미국

연방교도소에서의 계구(restraints)사용은 연방규칙(Federal Regulation)

에서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교도 들은 다른 수용자에 한 공격, 재물 손괴, 자살 기도, 자해 시도

는 임박한 폭력의 징후에 근거하여 당해 수용자가 험하다고 단되는

경우 이를 제어하기 하여 필요한 만큼 계구를 사용할 수 있고 호송 등의

경우에는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방 으로 사용할 수 있다(28

CFR 552.20). 이 경우 계구는 일시 으로 사용되어야 하고 교도 은 이를

즉시 교도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소장은 그 계속사용 여부를 결정한다

[28 CFR 552.22(d)]. 행정 인 이유나 징벌을 하여 수용자가 별도로 구

되어 있는 경우에는 수용자의 통제를 하여 즉시 계구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오직 소장의 허가를 받은 이후에만 사용할 수 있다[28 CFR

552.22(g)]. 계구가 사용된 경우 수용자는 반드시 의사에 의하여 검사를 받

아야 한다(28 CFR 552.26).

계구는 징벌로서 사용될 수 없고 목이나 얼굴 는 액순환이나 호흡에

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인 교도 들에 한 형사책임은 인정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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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를 주는 방법으로 사용될 수 없다. 한 불필요한 육체 고통이나 극

심한 불편을 주어서도 안되며 일부의 외를 제외하고 계구를 이용하여 수

용자를 문이나 천장 등에 고정시킬 수 없다[28 CFR 552.22(h)].

헌법 으로 계구사용의 한계는 연방헌법 수정 제8조 ‘잔인하고 이상한

형벌(cruel and unusual punishment)’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된

다. 최근 례를 보면 연방 법원은 동료와 싸웠다는 이유로 수감자에게 수

갑을 채워 2시간 동안 천장의 들보에 묶어 둔 경우와 수갑과 족쇄를 팔

과 다리에 채운 후 웃옷을 벗기고 야외의 햇빛을 받는 상태에서 7시간 동

안 기둥에 고정해 둔 경우 비록 물을 마시거나 화장실을 이용하도록 일시

으로 계구를 해제하 다 하더라도 이는 불필요하고 자의 인 고통의 부

가로서 형벌로서의 정당성이 없다며 수정헌법 규정에 반된다고

시하 다(Hope v. Pelzer, 536 U.S. 730).

한 하 법원의 결로서 제9연방항소법원은 캘리포니아주교도소가 수

갑(handcuff), 족쇄(leg manacles), 목사슬(neck chain), 허리띠(waist belt)

등의 계구들이 채워진 상태에서만 수감자들이 면회소나 법정 등 교도소의

외부에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은 그로부터 발생하는 육체 , 정신

고통들이 무 심하여 이를 사용하는 의도에 상 없이 수정헌법 제8조의

잔인하고 이상한 형벌에 해당한다고 시하 다(Spain v. Procunier, 600

F. 2d 189).

라. 국제규범

피구 자처우에 한 권 있는 국제기 으로서 우선 1955년 제1회 국제

연합 범죄방지 범죄인 처우에 한 회의(UN Congress on the

Prevention of Crime and the Treatment of Offenders)에서 결의되고

1957년 유엔 경제사회이사회에서 승인하여 채택된 ‘피구 자처우에 한

최 기 규칙(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

이 있다.3)

3) 경제사회이사회는 이를 피구 자 처우에 한 국제 인 표 으로 정하여 각국이

교정행정에 반 하도록 제시․권고하고 있다. 따라서 원칙 으로 법 인 구속력은

없으나 그 내용의 보편성과 타당성에 의하여 각국의 행형제도와 실무에 심 한

향을 미치고 있으며 피구 자처우에 한 가장 권 있는 국제기 으로 인정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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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은 피구 자를 인간으로서 존 하여야 한다는 사상을 기본원리

로 하여 ‘자유형은 수형자의 자유를 박탈하고 자기결정권을 빼앗는 바로

그 사실 자체로서 고통을 주는 것으로서 행형제도는 이 고유한 것 이상의

고통을 주어서는 안된다’고 규정(제57조)하고 계구사용을 이러한 원칙에 따

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제33조, 제34조).

규정에 의하면 일반 으로 사용되고 있는 계구에는 수갑(handcuffs),

사슬(chains), 차꼬(irons) 구속복(strait-jackets)이 있으나 특히 사슬과

차꼬의 사용은 지되며 계구를 징벌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 역시 허용

되지 않는다(제33조 본문). 계구는 호송 도피에 한 비책으로 사용되

는 경우(이 경우에도 사법 는 행정당국에 출석할 때에는 해제하여야 한

다)나 의료상의 이유에 의하여 의사를 지시를 받은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같은 조 a, b). 한 피구 자가 자기 는 타인에게 침해를 가하거나 재

산에 손해를 주는 것을 다른 수단으로 방지할 수 없어 소장이 사용을 명령

하는 경우에도 사용가능하나 이 경우 소장은 지체없이 의사와 상의하고 상

행정 청에 보고하여야 한다(같은 조 c). 구체 인 계구의 사용방법과 제

식은 앙행형당국이 정하여야 하고 엄격히 필요한 시간내에서만 사용되어

야 한다(제34조).4)

3. 미결수용자의 지 와 계구의 사용

가. 미결수용자의 지

징역․ 고 등 자유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자와 벌 을 완납하지

아니하여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은 자의 경우 그 집행을 하여 교도소에

구 되며 형사피의자 는 형사피고인은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

멸할 우려 는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 법 이 발부한 구속 장에 의하

여 교도소, 소년교도소 는 구치소에 미결수용자로서 구 된다(행형법 제1

고 있다(정진수, 주 2, 44쪽).

4) 유럽연합에서는 최 규칙을 받아들여 1987년 유럽형사시설규칙(European

Prison Rules)을 제정하 다. 비록 지역 실정에 맞게 수정되기는 하 지만 이를

통해 최 규칙은 유럽연합 소속국들의 행형제도에 많은 향을 미치고 있다.

그 특히 계구에 한 규정내용(제39조)은 최 규칙과 거의 차이가 없다(인

권운동사랑방, 감옥 련 법령자료집, 17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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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제2조, 제3조). 이에 따라 이들은 격리된 시설에서 강제 인 공동생활을

하게 되며 헌법이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에 한 제한은 불가피

하다.

그러나 이러한 수용자의 경우에도 모든 기본권의 제한이 정당화될 수 없

으며 국가가 개인의 불가침의 기본 인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헌법

제10조)로부터 자유로워질 수는 없다. 따라서 수용자의 지 에서 제한이

정되어 있는 자유와 권리는 형의 집행과 도망․증거인멸의 방지라는 구

의 목 과 련된 신체의 자유 거주이 의 자유 등 몇몇 기본권에 한

정되어야 하며 그 역시 필요한 범 를 벗어날 수 없다. 특히 수용시설 내

의 질서 안 유지를 하여 행해지는 규율과 징계를 통한 기본권의 제

한은 단지 공동생활의 유지를 하여 수용자에게 구 과는 별도로 부가

으로 가해지는 고통으로서 다른 방법으로는 그 목 을 달성할 수 없는 경

우에만 외 으로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더구나 미결수용자의 경우 헌법 제27조 제4항에 의하여 유죄의 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되므로 형사 차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불이익

만을 입도록 할 필요성은 형이 확정된 경우에 비하여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수용자의 기본권 제한에 한 구체 인 한계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구체 인 자유․권리의 내용과 성질, 그 제한의 태양과 정도

등을 교량하여 설정하게 된다(헌재 1999. 5. 27. 97헌마137등, 례집 11-1,

653, 662 참조).

나. 계구의 사용

(1) 모든 조직 , 집단 생활은 일정한 질서와 규율을 필요로 하며 특

히 미결수용자나 수형자의 경우 공동생활이 자발 의사가 아닌 공권력의

강제명령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시설의 안 과 구 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하여 일정한 강제조치가 불가피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

에 따라 행형법은 필요한 경우 계구를 사용(제14조)하거나 강제력을 행사

(제14조의2)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나아가 무기의 사용(제15조)까지 규정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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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형법상 인정되는 계구에는 포승, 수갑, 사슬, 안면보호구가 있다(행형

법 제14조 제2항). 계구는 교도 이 수용자의 도주․폭행․소요 는 자살

의 방지 기타 교도소의 안 과 질서유지를 하여 필요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으나 징벌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는 없다(행형법 제14조 제1항, 제3

항). 계구는 원칙 으로 당해 소장의 명령에 따라 사용할 수 있으나 긴

을 요하는 때에는 사용 후 소장에게 보고를 할 수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

45조) 이러한 경우에도 계구를 사용하는 교도 은 당직간부에게 그 상황을

신속하게 보고하여야 한다(계구의제식과사용 차에 한규칙 제4조 제3항).

소장이 수용자에게 계구사용을 허가하 을 때에는 수시로 그 사용실태

를 확인․ 검하여야 하며 사용 인 계구는 주1회 이상 교체하여야 한다

( 규칙 제7조). 계구가 사용된 수용자는 원칙 으로 독거수용하나 수용형

편상 부득이 할 경우 혼거수용할 수 있다( 규칙 제8조 제1항). 교도 은

계구가 채워진 수용자의 동태를 악하여 이상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상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교정시설 소속 의사는 수용자의 건강상태

를 수시 확인하고 그 결과를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의사가 계구의 사용으로 건강이 악화될 우려가 있는 수용자를 발견한 경

우에 소장에게 계구사용의 지 등 필요한 조치를 건의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재 사용되는 계구 포승과 수갑은 소요․폭행․도주 는 자살의 우

려가 있는 자와 호송 의 수용자에게, 안면보호구는 제지에 불응하고 고

성을 발하거나 자해의 우려가 있는 수용자에게 각각 사용하며(시행령 제46

조 제1항), 사슬은 포승과 수갑으로 수용자를 제지할 수 없거나 기타 특히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제2항). 수갑에는 속수갑과 가죽수갑이

있으며( 규칙 제2조 제1항 제2호) 속수갑은 수용자의 호송시 는 교

정사고의 방을 하여 필요한 때, 가죽수갑은 정신이상자․ 범자 등 충

동 ․우발 교정사고의 험성이 큰 수용자에게 장기간 계속하여 계구를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 각각 사용된다( 규칙 제5조 제2항).

(2) 계구는 수용자에 한 직 강제로 작용하는 물 계호수단의 일종5)

으로서 이것이 사용되면 수용자는 팔․다리 등 신체의 움직임에 큰 지장을

5) 배종 , 행형학, 2002, 홍문사, 2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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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게 되고 육체 ․정신 건강을 해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계구와 같

은 물리 인 계호수단의 사용은 무엇보다 수용자들의 육체 ․정신 건강

상태가 유지되는 범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시설의 안 과 구 생활의

질서에 한 구체 이고 분명한 험이 임박한 상황에서 이를 제거하기

하여 제한 으로 필요한 만큼만 이루어져야 한다.6) 그 경우에도 인간으로

서의 기본 인 품 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은 물론이다.7)

결국 계구는 원칙 으로 공동생활의 질서와 안 을 유지하기 하여 불

가피한 경우 일시 으로 사용되어야 하고 명백한 필요성이 계속하여 존재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해제하여야 하는 것이다.

(3) 법원은 “사용목 과 필요성, 그 사용으로 인한 기본권의 침해 정

도, 목 달성을 한 다른 방법의 유무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상당한 이

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목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 내에서만 허

용된다( 법원 1998. 1. 20. 선고 96다18922 결, 공1998.3.1., 555; 법원

1998. 11. 27. 선고 98다17373 결, 공1999.1.1., 35)”고 시하여 계구사용

의 요건과 한계를 정하고 있다.

구체 인 사례를 보면 법원은 교도소의 계구사용에 하여 국가배상

을 청구한 사건에서, 교도 의 멱살을 잡는 등 소란행 를 하고 있는 미결

수용자에게 수갑과 포승을 사용한 것은 법하나 징벌로서 독거실에 수용

된 이후 별다른 소란행 없이 단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9일 동안 수갑을

채우고 포승으로 묶어 놓음으로써 취침시 쪼그려 않거나 으로 워 잠을

잘 수밖에 없도록 하고 식사도 제 로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수용생활에 상

당한 고통을 받도록 한 것은 필요한 범 를 넘은 법한 행 라는 이유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 고( 법원 1998. 1. 20. 선고 96다18922

결, 공1998.3.1., 555), 같은 방에 수감되어 있던 재소자와 싸운 소년 미결

수용자가 싸운 경 에 한 조사에 응하고 식사를 하는 등의 별다른 소란

행 를 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독거수용하고 27시간 동안이나 포승으로

묶고 수갑을 채워둔 것은 목 달성에 필요한 한도를 넘은 법한 조치라며

6) Spain v. Procunier 408 F.Supp. 534, 547 참조

7) Spain v. Procunier, 600 F.2d 189, 200; Furman v. Georgia, 408 U.S. 238,

271-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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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 다( 법원 1998. 11. 27. 선고 98다17373

결, 공1999.1.1., 35).

4. 이 사건 계구사용행 의 헌여부

가. 침해되는 기본권

청구인은 이 사건 계구사용행 로 인하여 2000. 3. 7.(가죽수갑은 같은

달 11.)부터 2001. 4. 2.까지 총 392일(가죽수갑 388일) 동안 많아야 하루 1,

2시간 정도 목욕이나 집필 등을 이유로 일시 해제된 것을 제외하고 계속하

여 수갑 등의 계구를 착용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 양팔이 허리에 고정되어

거동이 자유롭지 않은 상태에서 일상생활을 하며 식사, 취침, 용변 등

의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사건 계구사용행 로 인하여 헌법 제12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신체의 자유가 침해받았는지 여부가 문제되며 나아가 이로 인하

여 인간으로서 최소한 보장되어야 할 품 있는 생활이 어려운 상황에 놓이

게 됨에 따라 헌법 제10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훼손

역시 문제가 된다.8)

나. 심사기

헌법은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있

다고 규정하고 정신 자유와 더불어 이를 구 하기 한 가장 기본 인

자유로서 제12조 제1항에서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헌재 1992. 4. 14.

90헌마82, 례집 4, 194, 206 참조). 이와 같은 신체의 자유는 모든 기본권

보장의 제가 되는 것으로서 신체활동을 자율 으로 할 수 있는 신체거동

의 자유와 함께 신체의 안 성이 외부로부터의 물리 인 힘이나 정신 인

으로부터 침해당하지 아니할 자유를 포함한다(헌재 1992. 12. 24. 92헌

가8, 례집 4, 853, 874 참조).

8)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기본 으로는 모든 다른 기본권의 종국 목

, 기본이념의 성격을 가지나 개인에게 보장되는 구체 인 기본권으로서의 성격

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독립된 기본권으로서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는 다른 개별기본권에 보충 으로 보장된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개

별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에 하여 먼 단하고 이어서 이에 하여 단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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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의 자유는 헌법상 모든 기본권 보장의 종국 목 이자 기본이념이

라 할 수 있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하게 련되어 있으므로 그 침해

여부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엄격하게 심사되어야 한다. 따라서 수용

시설내의 안 과 질서를 유지하기 하여 이들 기본권의 일부 제한이 불가

피하다 하더라도, 그 본질 인 내용을 침해하거나, 목 의 정당성, 방법의

정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등을 의미하는 과잉 지의 원칙

에 배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이다(헌재 2002. 7. 18. 2000헌마327, 례집

14-2, 54, 63 참조).

다. 신체의 자유에 한 단

(1) 목 의 정당성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법정에서 재 을 받던 교도소 내에서 제작한 흉

기로 계호근무 인 교도 을 르고 도주한 후 체포된 자로서 다시

도주를 기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수감되었을 당시 체포와 재수감에

따른 심한 정신 불안과 갈등에 의하여 자살, 자해 등의 우려가 있다고

단하여 수갑 등의 계구를 사용하 다. 따라서 이 사건 계구사용행 는

청구인의 도주 기도 심리 불안에 의한 자살, 자해를 방지하기 한

것이었다.

수용시설의 안 과 구 생활의 질서가 유지되지 않으면 수용자들과 직

원들의 생명과 신체가 태롭게 될 것이고 이는 그 자체로 수용의 목 을

넘어 수용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수용시

의 안 과 질서유지를 책임지는 교도소의 소장으로서 청구인의 도주 자

살, 자해 등을 막기 하여 수갑 등의 계구를 사용한 목 은 정당한 것으

로 단된다.9)

9) 이에 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계구사용행 는 징벌로서 이루어졌으므로 법률에

서 지한 목 을 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법하며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은 도주 후 체포된 직후인 2000. 3. 7.부터 징벌결정이 내려지기

임에도 불구하고 계구를 착용하고 있었고 교도소에서 비한 흉기로 교도 을

르고 도주하 던 사실에 비추어 다시 도주를 시도하리라는 것과 도주 후 곧바

로 체포된 상황에서 심 으로 불안한 상황에 있을 것을 상하기 어렵지 않다.

한 주교도소 교도 이 작성한 동태(시찰)상황부에도 ‘도주, 자살, 자해 등의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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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단의 합성

속수갑은 톱날 는 물림홈 형태의 잠 장치로서 이를 손목에 사용하

면 양팔이 서로 고정되게 되고, 가죽수갑의 경우 허리띠와 손목걸이를 이

용하여 양팔을 허리에 고정시킴으로써 착용자의 운동범 는 극히 제한되게

된다. 이들 계구가 채워진 상태에서는 무기를 제작하는 등 도주를 시도하

기 어렵고 도구 등을 사용하여 자살, 자해를 하기도 쉽지 않게 된다. 따라

서 이 사건 계구사용행 는 청구인의 도주 자살, 자해 등을 막기 한

합한 수단인 것으로 생각된다.

(3) 침해의 최소성

청구인에게 속수갑 가죽수갑을 사용한 행 자체가 정당한 목 을

한 합한 수단이었다 하더라도 1년이 넘는 기간동안 가죽수갑 등의 계

구를 사용하는 것 이외에 청구인의 기본권제한을 최소화하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가령 실제로 집필시나 목욕, 세탁시에 계구를 해제해 주었다면 식사나

용변시에 교도 들의 엄 한 감시하에 계구를 해제해 주는 것이 불가능하

다고 볼 수 없다. 일시 이라 하더라도 완 한 계구의 해제가 어렵다고

한다면 한 손에 하여만 일시 해제할 수도 있으며, 식사의 경우 최소한

가죽수갑이라도 일시 해제하여 양팔을 모은 채 숟가락 등의 도구를 이용하

도록 할 수도 있다.

(4) 법익의 균형성

게다가 청구인에게 속수갑 가죽수갑을 사용한 행 자체가 정당한

목 을 한 합한 수단이었다 하더라도 그 사용기간과 청구인이 입은 피

해의 정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구사용행 가 정당화되기는 어렵다.

(가) 우선 이 사건 계구사용행 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은 피해가 무나

크다. 이 사건 계구사용행 는 1년이 훨씬 넘는 기간 동안 계속되었다. 이

려가 있어 계구를 사용하여 보호한다’는 취지로 기록되어 있으며 달리 이 사건 계

구사용행 가 징벌로서 사용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를 기록상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계구사용행 가 징벌로서 행하여졌다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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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장기의 기간 동안 허리에 가죽벨트를 두르고 양팔을 여기에 완 히

고정된 상태에서 지내게 되면 어깨와 양팔 그리고 허리부분의 건강에 심각

한 해를 입을 수 있다. 게다가 도주 후 체포되어 주교도소에 수감될 당

시 청구인은 허리디스크와 발가락 골 상에 의하여 정상 인 건강상태가

아니었고 오히려 한 치료와 처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청구인은 많아야 하루 1, 2시간 정도의 목욕, 집필 등에 필요한 시간

을 제외하고 곧 계구를 차고 있음으로써 취침이나 식사 등 일상생활을

정상 으로 수행할 수 없었고 이러한 상태가 장기간 지속됨으로써 건강의

회복에 어려움이 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신체 , 정신 으로 건강에 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높다.

와 같은 건강상의 피해뿐 아니라 청구인은 이 사건 계구사용행 로 인

하여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품 유지조차 어려운 생활을 장기간 강요당했

다. 가죽수갑 등으로 양팔이 허리에 고정된 상태에서는 등뒤로 이어진 고

정용 고리 때문에 반듯하게 눕기가 어렵고 정상 인 방법에 의한 식사나

용변처리를 할 수 없을 것임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계구 때문

에 인간으로서 가장 기본 인 생리 상을 정상 으로 처리할 수 없거나 다

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해결할 수 없다면, 이는 인간으로서의 기본 인

품 유지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볼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청구인은 막 한

정신 , 물리 피해를 입었다고 할 수 있다.

(나) 반면 이 사건 계구사용행 로 인하여 보호되는 공익은 제한 으로

인정될 뿐이다. 자살이나 자해 등의 가능성이 높아 생명이나 신체와 같은

한 법익에 한 이 있는 긴 한 상황에서는 신체의 자유를 구속함

으로써 건강에 다소 해가 되거나 기본 인 인격 생활이 어렵게 된다고

하더라도 계구와 같은 물리 인 강제력을 동원하여 그러한 을 막아야

할 필요성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강제력의 행사는 이 임

박한 상황에서 극히 외 으로 단기간 이루어져야 하는 것10)이지 이 사건

계구사용행 와 같이 1년이 넘는 장기간 허용되는 것이 아니다.

비록 청구인이 도주의 경력이 있고 형선고가 상되거나 선고받았으

며, 심한 정신 불안과 갈등으로 인하여 자살, 자해의 험이 있다 하더라

10) Spain v. Procunier, 408 F.Supp. 534, 54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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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그러한 력과 성향이 1년 이상의 교도소내 수용기간동안 거의 항상 양

팔을 몸통에 완 히 고정시켜 둘 정도의 계구사용을 정당화할 만큼 분명하

고 구체 인 사유가 된다고 할 수 없다. 계구는 구체 필요가 있을 때 필

요한 정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이는 도주의 력이 있거나 폭력 성향이

있는 자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더구나 호송 인 자가 아니라 교도소에

수용 인 자에 해 몸을 제 로 움직일 수 없게 하는 정도의 계구를 장시

간 사용하기 해서는 력이나 성향, ‘ 형선고로 인한 불안정’이라는 막

연한 이유보다는 컨 재 도주의 가능성이 있다거나 난동을 제어할 수

없다든가 하는 보다 더 구체 이고 분명한 사유가 필요하다.

(다) 한편, 계구사용 사유에 한 기록이 매일 수시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수 일에 한번 는 수 개월에 한번 간헐 으로 작성, 보 된 것으

로 볼 때 피청구인은 처음 계구를 사용하기 시작한 후에는 계구의 (계속

인) 사용을 하여 극 인 사유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기보다는 별 다

른 상황변동이 없으면 처음의 상태를 유지해도 좋다고 단한 것으로 보이

나, 이는 원칙과 외가 바 것으로서 그 때 그 때 계구를 사용할 사유가

극 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계구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 되었어야

한다.

(5) 소결론

따라서 청구인이 도주 력이 있고 형선고 등으로 심리 으로 불안정

하다는 이유만으로 교도소 수용거실에 수용 인 기간동안 1년이 넘는 장기

간에 걸쳐 거의 항상 양팔을 사용할 수 없는 정도의 계구를 착용하게

한 것은 험방지와 공익보호를 해 필요한 정도를 훨씬 넘어 과도하게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한 것으로 단된다.

라. 인간의 존엄성에 한 단

나아가 청구인은 이 사건 계구사용행 로 인하여 장기간 필요이상으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받음으로써 헌법상의 가장 기본 인 가치인 인간의 존

엄성에 심 한 타격을 입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가장 기본 인 생리 상을 해결할 때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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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인간으로서의 기본 인 품 유지조차 어려운 생활을 장기간 강요당했으

므로 그 자체로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하여 피청구인은 계구를 착용하는 모든 개별 수용자들이 필요로

할 때마다 계구를 해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은 제한된 시설과 인력

하에서 교도행정상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며 이를 하여 시설을 보완하고

감시를 강화하려면 많은 비용이 필요하므로 와 같은 계구사용에 의한 피

해는 불가피하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시설이나 비용의 제한으로

인하여 수용자들에게 비인간 인 생활을 강요할 수밖에 없다면 이것은 그

자체로 헌법의 기본정신에 반되며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어

떠한 이유로도 허용될 수 없다.11)

마.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계구사용행 는 청구인의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면서

도 도주, 자살 는 자해의 방지 등과 같은 목 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불

구하고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그리고 과도하게 청구인의 신체거동의 자유

를 제한함으로써 최소한의 인간 인 생활을 불가능하도록 하여 헌법 제37

조 제2항에 정해진 기본권제한의 한계를 넘어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를 제

한함으로써 이를 침해하고, 나아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 다.

5. 이 사건 결정의 의의

앞으로 교도소, 구치소 등 수용시설에서 수갑, 사슬 등 계구를 사용하기

해서는 이 사건 결정에서 시한 바와 같이 구체 이고 분명한 험이

임박한 상황에서 이를 제거하기 하여 제한 으로 필요한 만큼만 이루어

져야 하며, 그 경우에도 가능한 한 인간으로서의 기본 인 품 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 지 않을 경우 유사한 문제가 다시 제기

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결정은 수용시설에서 수감자들의 인권을 신장

시킨 획기 인 결정이라 할 것이다.

이 결정 후 법무부는 수용자 징벌 계구 련 규칙 개정작업을 거쳐

11) Spain v. Procunier, 600 F.2d 189,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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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에 한 가죽수갑 사용을 지하고 신 벨트수갑을 도입하며 사슬

을 없애기로 하 다. 한 계구사용 인 수용자에 한 건강진단을 강화

하고, 식사나 목욕시에 계구사용을 일시 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을 수립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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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감사 헌확인

- 복․과다감사와 업의 자유 -

(헌재 2003. 12. 18. 2001헌마754, 례집 15-2하, 609)

노 희 범＊1)

【 시사항】

1. 행정청이 우월 지 에서 행하는 권력 사실행 가 헌법재 소법

제68조 제1항 소정의 헌법소원의 상이 되는지 여부

2. 행정소송의 상이 되지 않는 권력 사실행 에 하여 사 구제

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한 헌법소원이 보충성 원칙의 외에 해당하여 법

한 것인지 여부

3. 폐기물 련사업장에 한 국가기 의 감독 주체를 다원화하고 감사의

횟수나 시기를 제한하지 않은 폐기물 리법 제43조 제1항이 과다감사 내지

복감사의 근거가 되어 국민의 업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반되는

지 여부

4. 합헌인 법령에 따른 공권력 행사라도 헌 공권력 행사가 되는 경

우

5. 국가가 사인(청구인)에 하여 이미 여러 차례 감사를 실시하 으나

아무런 문제 을 발견하지 못하 음에도 다시 정기 검이란 명목으로 종합

인 감사를 단행한 것이 입법목 을 벗어나 자의 으로 행사된 공권력인

지 여부

6. 이 사건 감사가 청구인들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과 한 부담을 부과함

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업의 자유를 형해화한 것인지 여부

＊ 헌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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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1. 심 청구에 이르게 된 경

청구인 ○○산업 합자회사(이하, ‘○○산업’이라고 한다)는 폐기물을 활용

하여 콘크리트타일, 기와, 벽돌 블록의 제조와 매를 목 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8. 5. 1. 충남 부여군 장암면에 공장설립승인을 받아 1998.

10. 25. 사업개시를 하고 1998. 11. 6. 폐기물재생처리신고를 한 후, 선별소

각재, 연소재, 무기성오니 등 폐기물을 반입하여 쇄․선별․풍화․산

화․혼합 숙성공정 등을 거친 후 이를 재료로 벽돌 등을 제조하여

매하고 있다.

피청구인(부여군수)은 2001. 10. 18. 폐기물 리법상 검사 상업체인 ○

○산업에 하여 분기 1회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폐기물 련사업장지

도․ 검규정 제4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배출시설과 방지시설 설치, 운

상태의 검 명목으로 공장의 반 인 환경조사, 각종 장부조사, 보 창고

제품 투입구의 시료를 채취하는 지도․ 검을 시행하 다.

이에 청구인은, 부여군수가 1999년부터 2000년까지 ○○산업에 하여

수십 차례 장 검 등의 지도․ 검을 단행하 으나, 아무런 법사실을

발견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와 같은 지도․ 검을 실시한 것은,

법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특별한 이유없이 단지 민원에 기하여 실시

한 2001. 10. 18.자 지도․ 검은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근로활동권,

업자유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01. 10. 27. 헌법

재 소에 지도․ 검의 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 을 청

구하 다.

2. 심 의 상

이 사건 심 상은 피청구인이 2001. 10. 18. 청구인 회사에 하여 한

배출시설과 방지시설 설치, 운 상태의 검 명목으로 공장의 반 인 환

경조사, 각종 장부조사, 보 창고 제품 투입구의 시료를 채취하는 지도․

검(이하 ‘이 사건 검’이라 한다)이다.

≪ 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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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리법(1997. 12. 13. 법률 제5454호로 개정된 것)

제43조(보고․검사등) ①환경부장 , 시․도지사 는 시장․군수․구청

장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범 안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인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계공무원

으로 하여 사무소 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계서류나 시설․장비 등

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

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58조(권한 는 업무의 임․ 탁) ①이 법에 의한 환경부장 의 권

한은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 는 지방환경

서의 장에게 임할 수 있다.

②국가 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의하여 설치한 폐기물처리시

설 등의 효율 인 리․운 을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환경부

령(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이 정하는 바

에 따라 그 리․운 을 리 ․운 을 할 능력이 있는 자에게 탁할 수

있다.

폐기물 리법시행령

제41조(권한의 임) ②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 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한 권한을 환경 리청장 는 지방환경 리청장에게

임한다.

11.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명령 검사

폐기물 리법시행규칙

제44조(1999. 8. 9. 환경부령 제82호로 개정된 것)(폐기물처리등 실 보

고) ①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등은 매년의

폐기물의 발생․처리 재활용에 한 사항을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 다음

각호1)의 구분에 의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당해 허가․승인․신고기 의 장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

1) 1.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를 한 자

별지 제30호서식의 폐기물배출 처리실 보고서

2. 이하는 주1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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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배출자는 폐기물배출종료일부터 15일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되, 배출기간이 2개연도 이상에 걸쳐 배출되는 경우에는 매년도의

폐기물처리실 은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 나머지 폐기물처리실 은 폐기물

배출종료일부터 15일이내에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폐기물 련사업장지도․ 검규정(환경부 훈령 제446호, 1999. 12. 30. 개

정된 것) 제4조( 검의 종류 등) ① 검은 정기 지도․ 검(이하 정기 검

이라 한다)과 수시 지도 ․ 검(이하 수시 검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실

시한다.

②정기 검은 다음 각호에 따라 검을 실시하되, 상사업장의 규모

년도 지도 ․ 검시 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최근 2년간 반사실이 없

는 업소에 하여는 감독기 의 단에 따라 검회수를 경감할 수 있다.

3. 폐기물재활용신고사업장 : 반기 1회(다만, 성토재․보조기층재 등으

로 재활용하는 업소 가연성 고형폐기물을 연료로 이용하는 업소는 분

기1회)

3. 청구인의 주장 이해 계기 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1) 폐기물 리법 제43조 제1항,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에 의하면 환경부장 을 비롯한 피청구인은 1년 1회에 한하여 폐기물처리

와 련하여 청구인의 사무소 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련서류나 시

설․장비 등을 검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청구인 상

기 은 청구인 회사에 하여 1999년 10월 한달 동안에만 무려 12차례의

장 검 반입물량 검을 하는 등 1년 동안 약 30차례 걸쳐 감사를 하

고, 2000년도에는 피청구인만 약 11차례에 걸쳐 감사를 하 다. 이로 인

하여 청구인 회사의 직원들은 정상 인 업활동에 종사할 수 없어 제조활

동을 지하고 거래처는 거래를 정지하는 등 업활동에 막 한 지장을

래하 는바, 이 의 조사에서 아무런 문제나 법사항이 발견되지 않았음

에도 와 같은 무제한 이고 복 인 공권력 행사(지도․ 검 조사)

를 자행하는 것은 청구인의 업자유권, 근로활동권, 행복추구권,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된 법령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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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헌법에 반된다.

(2) 폐기물 리법 제58조 동법 시행령 제41조는 환경부장 은 폐기물

처리와 련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감사할 수 있

고, 환경부장 은 자신의 권한을 시․도지사 지방환경 서의 장에게

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1조의 2에 의하여 역 인 폐기물

리를 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를 할 수 있으며 환

경 리청장 는 지방환경 리청장으로 하여 검․확인하게 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감독기 인 피청구인 이외의 상 기 이 조사

를 하려면 주변환경에 피해를 주거나 선행의 감사에서 문제가 발견되는 등

역 인 폐기물 리를 해 필요하다는 객 인 근거를 가지고 감사를

해야한다. 그런데 1999년의 경우만 보더라도 2. 2.에 충청남도 환경과에서

청구인 회사에 하여 감사를 하고, 약 20일 뒤인 2. 23.에는 강환경 리

청 지검산하 환경감시단에서, 약 1개월 뒤인 3. 30.부터 4. 30.까지

환경부, 감사원 검찰청의 지시하에 다시 강환경 리청에서, 5월에는

환경부 조사과에서, 9월에는 국정감사에서 자료제출요구, 10월에는 도보건

환경연구원 피청구인이, 11월에는 행정자치부와 환경부 감사과에서 각

감사를 하는 등 감독기 인 피청구인 이외의 상 기 이 허 내지 근거없

는 투서나 민원을 받기만 하면 자의 으로 무분별하게 끊임없이 감․조사

를 한 것은 공권력 행사의 남용이다.

(3) 피청구인은 와 같은 사정을 잘 알면서도 상 기 의 감사와는 별

도로 청구인에 하여 동일한 감․조사를 무조건 되풀이하 는바, 청구인

회사는 종업원 40여명의 소기업으로 감사가 시작되면 4명 내지 5명의 사

무직 직원은 자료제출 등 감사 비를 하느라 며칠씩 아무런 일도 못하여

실제 업행 가 마비되었으며, 장에서는 각종 소문이 퍼져서 직원들이

집단으로 사표를 내는 등 사업활동이 단될 기가 여러 번 발생하 다.

한 조사기 에서는 청구인회사의 거래처까지 조사함으로써 련업체들로

부터 항의를 받는가 하면 거래를 단 하겠다고 계약이 기되었으며 청구

인 회사의 경쟁업체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이용하여 각종 유언비어를 유포

하여 청구인 회사의 거래처를 확보하려는 일들이 발생하는 등 더 이상 사

업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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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피청구인 상 국가기 으로부터의 청구인 회사에 한 지난 3년

간 수십 차례의 감사에서 법사실이 없다는 것이 밝 졌음도 피청구인은

아무나 민원을 제기하면 무조건 감사를 하 고 다시 2001. 10. 18. 청구인

회사에 하여 정기검사란 명목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하 는바, 법 으로 1

년에 한 번 받게 되어 있는 보고 조사를 계속한다는 것은 과잉 단속 내

지 과잉 감사로서 청구인의 업의 자유, 근로활동권 행복추구권 그리

고 타기업과의 평등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반된다고 할 것이며, 이와 같

은 무분별하고 반복 인 감사가 가능하도록 한 련법령도 청구인의 와

같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반된다.

나. 피청구인의 답변 요지

(1) 법요건에 하여

(가)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한 2001. 10. 18.자 정

기 검은 청구인의 법사항을 발견하지 못하 고 한 채취한 시료에

한 오염도 검사를 의뢰한 결과, 기 이내로 명되어 그 결과를 2001. 11.

8.자로 청구인들에게 통지하여 그 즈음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

행 가 이미 종료되었음으로 이 사건 헌법소원은 권리보호의 실익이 없어

부 법하다.

(나) 피청구인의 이 사건 지도․ 검은 행정소송의 상이다. 헌법재

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에 다른 구제 차가 있는 경우

그 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 그런데 청구인은 정

기 검에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헌법소원을 제기

한 것으로써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부 법하다.

(2) 본안에 하여

(가)폐기물 리법 제43조 제1항에 의거 규정된 환경부 훈령 제446호

(1999. 12. 30.) 폐기물 련사업장지도․ 검규정 제4조 제2항 제3항은

폐기물 련사업장을 3개월에 1회 정기지도․ 검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

라 사안에 따라 수시 지도․ 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폐기물처리

업체인 청구인 회사에 한 피청구인의 지도․ 검은 횟수와 기간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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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없는바, 피청구인은 청구인 회사에 하여 인․허가 상 폐기물처리업

신고( 간처리업), 폐기물재활용신고(성토재용 재활용),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 등을 통합하여 3개월에 1회 정기지도․ 검을 하 고, 청구인 회사의

법사항에 한 주변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있을 때 지도․ 검을 한 것은

와 같은 법령에 근거한 법하고 정당한 권한의 행사이다. 나아가 이 사

건에서 문제된 2001. 10. 18.자 정기지도․ 검도 법령에 따른 정당한 공권

력 행사로서 청구인들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근로활동권 업자유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다.

(나) 폐기물 련업을 하고 있는 청구인 회사에 하여는 사업 시작 직후

부터 주변 주민들이 청구인 회사의 법사항 등에 한 수많은 민원을 제

기하 고, 피청구인은 민원사무처리에 한법률에 따라 민원인에게 민원사

항의 처리여부를 통보해야 할 의무가 있다. 피청구인은 청구인 회사에

한 민원이 있을 경우에도 확실한 증거에 의한 민원이 있는 경우에만 청구

인 회사에 하여 업무 조를 의뢰하여 지도․ 검을 실시하는 등 복

검을 피하고 청구인 회사의 업활동에 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 다.

(다) 한편, 폐기물 리법 제4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2)은

피청구인 이외에 환경부장 , 시․도지사로 하여 사무소 는 사업장 등

에 출입하여 계서류나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환경부장 충청남도지사의 검사는 법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기 뿐 아니라 감사원 행정자치부의 청구인 회사에 한 검사시 피

청구인은 사업장 안내를 하 을 뿐, 피청구인이 주체가 되어 지도․ 검을

한 것이 아니다.

다. 환경부장 의 의견 요지

(1) 본안 요건에 하여

피청구인이 2001. 10. 18. 청구인 회사에 하여 행한 지도․ 검은 이미

종료되었고, 지도․ 검시 법사항을 발견하지 못하 으며 시료 채취한

물질을 검사한 결과도 기 이내로 명되어 그 사실을 2001. 11. 8. 청구

인 회사에 통지하 으므로 이 사건 지도․ 검으로 인하여 재 청구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여 헌법소원의 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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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헌법재 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 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는바, 이 지

도․ 검에 의한 권리 침해에 하여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의 구

제 차가 있음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보충성 요건을 결하여 부

법 하다.

(2) 본안에 하여

가) 폐기물 리법시행령 제41조 제1항 제2호의 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처

리업자에 해서는 시․도지사로 권한 임이 되어 있어 지정폐기물은 환경

부(지방환경 리청 포함), 일반폐기물은 시․도로 할이 이원화되어 있지

만, 청구인의 사업장은 지정폐기물을 불법 매립하 다는 의가 있어 환경

부도 조사에 한 권한이 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2001. 10. 18. 청구인 회

사에 하여 행한 지도․ 검은 폐기물 련사업장지도․ 검규정(환경부훈

령 제446조) 제4조 제2항에 의거하여 분기별로 시행하는 정기지도․ 검으

로 법하고 정당한 것이다.

폐기물 련사업장의 지도 검규정 제3조 제2항은 “시․도지사 는

시장․군수․구청장과 환경 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할 사업장에

한 지도․ 검을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상호 인력․장비 기술지

원을 요청하거나 상호 의에 의해 합동 지도․ 검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법한 조사이다. 한 폐기물 리법 제43조 제1항의 보

고․검사등에 한 규정은 ‘자료제출’을 연 1회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

일뿐 청구인 사업장에 한 ‘조사’를 연 1회로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나) 1999. 4. 2.부터 4. 30.까지 4차례에 걸쳐 강환경 리청, 충청남도와

합동으로 실시한 조사는 청구인 회사가 폐기물을 부 정하게 처리하여 주

변환경의 오염 우려가 심각하다는 감사원에 한 민원이 환경부로 이첩되

어 조사를 하 고, 2000. 10.부터 2001. 2.까지는 2000년도 국회의 국정감사

에서 오세훈 국회의원이 청구인 회사가 재활용제품용으로 반입한 지정폐기

물을 성토재로 불법 사용하 다는 의혹에 하여 국회의 조사를 환경부가

조한 것이다.

다) 청구인 회사에 한 환경부의 지도․ 검은 연 1회로 횟수가 한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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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지 아니하고, 장조사도 감사원 국회의 조사 요청에 의하여 조사

를 실시한 것으로 과잉 재량행 라 볼 수 없다.

【결정요지】

1. 행정청이 우월 지 에서 일방 으로 강제하는 권력 사실행 는

헌법소원의 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는 것이 우리 재 소의

례이다. 이 사건 감사는 피청구인이 폐기물 리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폐기물의 정 처리 여부 등을 확인하기 한 목 으로 청구인들의 의사에

상 없이 일방 으로 행하는 사실 업무행 이고, 청구인들이 이를 거

부․방해하거나 기피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에 처해지는 으로 볼 때 청구

인들도 이를 수인해야 할 법 의무가 있다. 그 다면 이 사건 감사는 피

청구인이 우월 지 에서 일방 으로 강제하는 권력 사실행 라 할 것

이고 이는 헌법소원의 상이 되는 헌법재 소법 제68조 제1항의 ‘공권력

의 행사’에 해당된다.

2. 권력 사실행 가 행정처분의 비단계로서 행하여지거나 행정처분

과 결합된 경우(合成的 行政行爲)에는 행정처분에 흡수․통합되어 불가분

의 계에 있다 할 것이므로 행정처분만이 취소소송의 상이 되고, 처분

과 분리하여 따로 권력 사실행 를 다툴 실익은 없다. 그러나 권력 사

실행 가 항상 행정처분의 비행 로 행하여지거나 행정처분과 결합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러한 사실행 에 하여는 다툴 실익이 있다 할 것임에도

법원의 례에 따르면 일반쟁송 차로는 다툴 수 없음이 분명하다. 이 사

건 감사는 행정처분의 비단계로서 행하여지거나 처분과 결합된 바 없다.

그 다면, 이 사건 감사는 행정소송의 상이 되는 행정행 로 볼 수 없어

법원에 의한 권리구제 차를 밟을 것을 기 하는 것이 곤란하므로 보충성

의 원칙의 외로서 헌법소원의 제기가 가능하다.

3. 폐기물 련사업장에 한 행정기 의 감사의 근거인 폐기물 리법 제

43조 제1항은 감사의 주체를 환경부장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감사의 횟수나 시기․방법 등 감사의 구체 인 내

용에 하여는 별다른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그 결과 과다감사

복감사로 인하여 국민들의 업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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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조항은 폐기물의 정한 처리를 유도․감독함으로써 환경보 과 쾌

한 생활환경 조성이라는 공익을 한 것으로 그 입법목 이 정당하고 목

과 수단사이에 정한 비례 계가 유지되어 있으며 업의 자유의 본질

내용을 침해하는 것도 아니어서 헌법에 반되는 규정이라고는 볼 수

없다.

4. 합헌 이고 정당한 법령에 따른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본래의 목 을 벗어나 합리 이유 없이 자의 으로 행사되거나, 기본권

주체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과 한 부담을 부과하거나 기본권의 본질 부

분을 침해함으로써 기본권 보장이 형해화된다면, 그러한 공권력 행사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법할 뿐만 아니라 헌 인 공권력 행사

이다.

5. 국가기 의 감사는 폐기물의 정처리를 유도하여 환경보 과 쾌 한

생활환경 유지를 한 폐기물 리법 제43조 제1항의 입법목 에 따른 것이

다. 환경오염 발생원인의 다양성, 피해의 성, 피해복구의 곤란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윤추구를 목표로 하는 개인이나 민 기업의 자율에만 맡

기거나 이들의 극 이고 자발 인 법령 수만을 기 하는 것으로는 와

같은 입법목 달성에 미흡하고, 정기 인 감사만으로도 그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오염피해에 한 진정 등 민원이 있는 경우나

환경오염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수시로 감사하여야만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을 사 에 방하거나 오염피해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더욱이 유해환경산업에 한 감시․감독은 감독기 혼자만에 의

해서는 불가능하고, 상 기 의 감독 주민들의 감시를 비롯한 다각 인

방법에 의할 때, 비로소 그 소기의 목 을 달성할 수 있다는 에서 주민

들의 민원은 폐기물 련업소에 한 감시체계의 요한 일원이고 피청구인

등 국가기 으로서도 주민들의 민원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고 통보

해 야될 법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이 사건 기록을 종합하면 피청구인

등의 감사는 어디까지나 법령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진산업이 계법령

을 수하는지 여부를 조사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피청구인 등이

본래 목 을 벗어나 간편하게 민원을 해결하기 한 방편으로 재량을 일

탈․남용하 다는 증거나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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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피청구인을 비롯한 국가기 의 지속 이고 반복 인 감사로 청구인들

의 정상 인 업활동이 침해되었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그 침해가 청구인

들이 수인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 다거나 업활동을 단할 정도로 직업

수행의 자유에 한 본질 인 부분을 침해한 정도에 이르 다고 보이지 않

고 련 기록 자료를 종합해보더라도 그와 같은 침해로 인하여 회사가

부도를 당했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발견할 수 없

다. 오히려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의 감사에 응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고,

그로 인하여 진산업의 업활동의 자유가 어느 정도 제한된다는 은 환

경보 이라는 한 공익을 해 진산업이 수인해야 될 법 부담이라

할 것이다.

【재 권성, 재 김효종, 재 김경일, 재 송인 의

헌의견】

국가의 공권력 행사는 그것이 비록 법령에 따른 것이라 할지라도 입법취

지에 부합하게 공정하게 행사되어야 하고, 기본권 주체에게 가장 침해가

덜 가는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는 것이 우리 헌법의 명령이며, 이는 폐기

물 리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감사권 행사도 외가 될 수 없다. 그런데,

피청구인 등 국가기 은 청구인 회사가 설립되어 공장을 가동한 직후인

1998. 12.부터 이 사건 감사가 실시된 2001. 10. 18.까지 약 2년 10개월 동

안 동종․유사한 내용의 감사를 무려 56차례 행하 다. 더구나 이 의 감

사에서 아무런 문제 을 발견하지 않았음에도 주민들의 민원 내지 진정이

있기만 하면 민원내용의 신빙성이나 얼마나 에 감사를 실시하 는지에

상 없이 성 으로 감사에 착수하 다. 이는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의무

가 있는 국가가 오히려 법령을 빙자하여 청구인들이 입게 될 피해와 고통

을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민원해결의 방편으로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감사

권한을 자의 으로 행사한 것으로 헌 인 공권력의 행사라 아니할 수 없

다. 한 국가의 공권력이 민원에 휘둘린다면, 법령의 공정한 집행을 기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궁극 으로 요한 국책산업이나 공익산업을 통한

공익실 도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환경오염피해의 성에 비추어 볼 때 폐기물 련사업장에 한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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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를 다원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국가기 사이의 유기 인

정보체계를 구축하는 등으로 과다감사 내지 복감사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기본권의 보호의무가 있는 국가기 이 취해야 할 감사방법이다. 국가

는 종합감사시스템을 정비하는 등의 방법으로 과다감사 내지 복감사가

되지 않도록 하여 감사권 행사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면서도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해설】

1. 법요건 검토

가. 헌법소원의 상 격 여부

헌법재 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상은 공권력의 행사

는 불행사이다2). 그런데 피청구인의 청구인들에 한 이 사건 검행

는 특정의 법 효과 발생을 목 으로 하는 일반 인 공권력 작용이 아니

기 때문에 검행 가 헌법소원의 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

는지 의문이 있다.

살피건 , 부여군수의 청구인 회사에 한 이 사건 검행 는 폐기물

리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것으로서 그 법 성격은 감독기 이 그 상자

에 하여 폐기물의 정 처리 여부 등 법령 수 여부를 확인하기 한 집

행행 （tatsächliche Verrichtungen, 사실 업무행 )인 일종의 ‘행정상의

사실행 ’3)이다. 그런데, 행정상의 사실행 는 警告, 권고(추천), 示唆와 같

은 정보제공행 나 단순한 지식표시행 (Wissenserklarung)인 행정지도4)

2)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

은 자가 제기하는 권리구제수단이므로, 공권력의 행사를 상으로 하는 헌법소원

에 있어서는 어도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되는 행 가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여

야 하고, 그러하지 아니하면 그 심 청구는 부 법임을 면할 수 없게 된다고 함이

우리 재 소의 확립된 례이다(헌재 1989.7.28. 선고, 89헌마1 결정; 1990.12.26.

선고, 89헌마277 결정; 1992.11.12. 선고, 90헌마160 결정; 1993.11.25. 선고, 92헌마

293 결정 각 참조).

3) 행정상의 사실행 는 사실상의 효과발생만을 목 으로 하는 행 인 에서 특정

한 법 효과의 발생을 목 으로 하는 행정행 , 기타의 법 행 (Rechtsakten)

와 구별되지만, 법 효과의 발생을 직 으로 목 하지 않을 뿐, 법 효과를

간 으로 발생 하는 경우는 많다(김남진, 행정법 Ⅰ, 법문사 1998. 405)

4) 구속력 있는 행정지도가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는 례도 있다. 교육인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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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이 외 구속력이 없는 비권력 사실행 와 행정청이 우월 지

에서 일방 으로 강제하는 권력 사실행 로 나 수 있고, 이 에서

권력 사실행 는 헌법소원의 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는

것이 우리 재 소의 례이다(헌재 1993. 7. 29. 89헌마31, 례집 5-2, 87

참조).

문제는 피청구인의 이 사건 검행 가 과연 우월 지 에서 행하는 권

력 사실행 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일반 으로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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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수단의 발동 가부 등 그 행 가 행하여

질 당시의 구체 사정을 종합 으로 고려하여 개별 으로 단하여야 할

것이다(헌재 1994. 5. 6. 89헌마35, 례집 6-1, 462, 485-486).

살피건 , 이 사건 검행 는 피청구인이 폐기물 리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폐기물의 정 처리 여부 등을 확인하기 한 목 으로 청구인의 의

사에 상 없이 일방 으로 행하는 사실 업무행 이고, 청구인이 이를 방

해하거나 거부․기피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에 처해지는 으로 볼 때 청구

인도 이를 수인해야 할 법 의무5)가 있다 할 것인바, 검행 는 피청구

인이 우월 지 에서 일방 으로 강제하는 권력 사실행 라 할 것이고

이는 헌법소원의 상이 되는 헌법재 소법 제68조 제1항의 ‘공권력의 행

사’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나. 권리보호의 이익 여부

청구인에 한 피청구인의 검행 는 이미 종료되어 이 사건 심 상

부장 의 학총장들에 한 학칙시정요구는 고등교육법 제6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4조 제3항에 따른 것으로서 그 법 성격은 학총장의 임의 인 력을 통하

여 사실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정지도의 일종이지만, 그에 따르지 않을 경우

일정한 불이익조치를 정하고 있어 사실상 상 방에게 그에 따를 의무를 부과하

는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단순한 행정지도로서의 한계를 넘어 규제 ․구속

성격을 상당히 강하게 갖는 것으로서 헌법소원의 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있다{헌재 2003. 6. 26. 2002헌마337, 2003헌마7․8(병합)}

5) 폐기물 리법 제63조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0.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는 기피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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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에 하여 헌확인을 하더라도 청구인에 한 권리구제는 불가능한

상태이어서 주 권리보호의 이익은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헌

법소원제도는 개인의 주 인 권리구제 뿐만 아니라 객 인 헌법질서를

보장하는 기능도 갖고 있으므로, 헌법소원이 주 권리구제에는 별 도움

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러한 침해행 가 앞으로도 반복될 험이 있거

나 당해 분쟁의 해결이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하여 긴요한 사항이어

서 헌법 으로 그 해명이 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경우에는 심 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2. 1. 28. 91헌마111, 례집 4,

51, 56-57; 헌재 1997. 3. 27. 92헌마273, 례집 9-1, 337, 342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검행 는 이미 종료되어 공권력에 의한 기본

권침해는 존재하지 않지만, 이 사건 심 상과 동종의 검행 가 1999.부

터 계속되어 왔고, 피청구인은 법령에 따른 법하고 정당한 공권력의 행

사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의 변경이 없는 한 피청구인의 와

같은 검은 청구인뿐만 아니라 다른 폐기물 련사업장에 하여도 반복하

여 계속될 험이 있다 할 것이고, 행 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

다는 개연성이 있다할 것임에도 아직까지 이에 한 헌법 해명이 없어

이에 한 헌법 해명의 필요가 긴요한 경우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

청구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다. 보충성 여부

헌법소원은 최종 권리구제 차이므로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 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를 모두 거쳐야 한다. 문제는 이 사건 검행 가

과연 행정심 내지 행정소송의 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되는지 여부

이다. 그런데, 항고소송의 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 로

서 특정사항에 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

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

계가 있는 행 를 가리키는 것이고, 상 방 는 기타 계자들의 법률상

지 에 직 인 법률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 는 항고소송의

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것이 법원의 확립된 례이다( 법원 1999.

10. 22. 선고 98두18435 결 등 참조).



과다감사 헌확인 877

이 사건 검행 는 청구인들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의 부담을 명하

는 것과 같이 청구인들의 법률상 지 에 직 법률 변동을 일으키는 행

는 아니지만, 출입․검사라는 사실 인 업무행 (物理的 行爲)를 통하여

업활동의 제한이라는 사실상의 효과를 일으키는 행정상의 권력 사실행

라고 할 것이다. 다만, 권력 사실행 가 행정처분(受忍下命)의 비단

계로서 행하여진 경우에는 행정처분에 흡수․통합되고, 행정처분과 결합된

경우(合成的 行政行爲)6)에는 그 행정처분과 불가분의 계에 있어 그 행정

처분이 취소소송의 상이 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과 분리하여 권력 사실

행 를 따로 다툴 실익은 없다고 할 것이다7). 그러나 권력 사실행 가

항상 행정처분의 비행 로 행하여지거나 행정처분과 결합되는 것은 아니

므로 그러한 사실행 에 하여는 따로 다툴 실익이 있다 할 것임에도

례에 따르면, 일반쟁송의 차로는 다툴 수 없음이 분명하다. 실제로 이

사건 검행 는 어떤 처분(조치명령, 과태료 등)의 비단계로서 행하여지

거나 처분과 결합된 바 없다. 그 다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검행 는 행

정소송의 상이 되는 행정행 로 볼 수 없고, 그와 같은 례도 발견할

수 없는바, 청구인에게 그에 의한 권리구제 차를 밟을 것을 기 하는 것

은 곤란하므로 보충성의 원칙의 외로서 헌법소원의 제기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2. 본안 단

가. 쟁

이 사건의 쟁 은 이 사건 검이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법령에 근거하

고 법한 차에 따랐다고 하더라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자의 으로

행사됨으로써 청구인의 업의 자유를 침해한 법한 공권력 행사인지 여

부이다. 그러므로 우선 이 사건 검행 의 법 여부를 단하기에 앞서

①이 사검 검 타 국가기 의 청구인에 한 검의 근거를 밝히고,

6) 斷水措置, 사람의 收容, 卽時强制와 같은 권력 사실행 는 수인하명과 사실행

(물리 행 )가 결합된 것으로 보며 그 수인하명이 취소소송의 상이 된다고 보

고 있다.(박윤흔, 407면; 홍 형, 256면)

7) 김남진 책 786, 김동희(607면), 홍 형(구제법 34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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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그 근거법령의 헌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는 이 사건 검행

의 법 여부를 단하기 한 논리 제이기도 하지만, 청구인이 이 사

건 검행 는 법령에 근거가 없고 있다고 하더라도 법령이 검의 주체나

횟수를 제한하지 않음으로써 반복 , 복 으로 무제한 인 검행 가

가능해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여 헌법에 반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③마지막으로 근거법령이 합헌임이 밝 질 때,

법률에 근거한 이 사건 검행 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법한 것인

지 여부에 하여 순차 살펴본다.

나. 폐기물 련사업장에 한 행정기 의 감독권의 근거

(1) 일반 근거법령

이 사건 검행 의 법 근거를 살펴보기 에 우선 폐기물 련사업장

에 한 국가기 의 검의 일반 근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폐기물

리법 제43조 제1항은 “환경부장 , 시․도지사 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범 안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인에

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계공무원으로 하

여 사무소 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계서류나 시설․장비 등을 검사

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률조항의 ‘출입․검사’와 련한

환경부령으로는 출입․검사시 폐기물 등에 한 유해물질 함유여부 등에

한 시험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8)가 있을 뿐,

달리 폐기물 리법,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법률조항의 출입․검사

와 련한 어떠한 규정내용도 발견할 수 없다.

그런데, 환경부는 “폐기물 련사업장지도․ 검규정(환경부 훈령 제446

8) 제45조(시험․분석기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는 지방환경 서의 장

은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공무원으로 하여 사업장 등에 출입하

여 검사하게 하는 경우에 배출되는 폐기물 는 재활용한 제품의 성분, 유해물질

함유여부의 검사를 한 시험분석이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시험분석기 으

로 하여 이를 시험분석하게 할 수 있다.

1. 국립환경연구원

2.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3. 환경 리청 는 지방환경 리청

4. 환경 리공단

4. 내지 5.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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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1999. 12. 30. 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훈령’이라고 한다)을 제정하여

검사 상사업장의 범 , 기 별 업무구분, 검사의 횟수․시기, 차 방

법 등을 규정하고 있고, 검사의 주체인 환경부장 등은 이 훈령에 따라

검사( 검)를 실시하고 있어 이 훈령도 법률 시행규칙조항과 함께

폐기물배출사업장 등에 한 검의 법 근거로 보아야 하는지 의문이 있

다. 이는 피청구인이 이 사건 검의 근거로 법률조항과 함께 이 사건

훈령(제4조 제2항 제3호)을 들고 있어 더욱 그러하다.

일반 으로 “훈령”은 상 행정기 이 하 행정기 에 하여 발하는 행

정규칙9)으로 행정기 이 법령에 근거하여 정립한 일반 국민을 구속하는

법규명령과 달리 행정기 내부에서만 구속력이 있을 뿐 외 인 구속력

을 가지는 것이 아니다10). 다만, 행정규칙(훈령․ 규․고시․지침)의 형식

을 취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것이 법률에 근거가 있고, 법률의 시행을 한

법률보충 인 구실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실질을 시하여 법규 성질을 가

지고 있는 법규명령으로 보아야한다는 견해11)가 있고 이와 동지의 례12)

도 있기는 하다.

종합해 보면, 이 사건 훈령은 폐기물 리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

을 배출하거나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사업장의 지도․

검(법 제43조의 출입․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도․ 검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폐기물의 정 리를 유도하여 쾌 한 환경보

을 도모함을 목 으로(규정 제1조), 주무부서인 환경부가 법령의 수권없

이 제정한 것으로 검사 상사업장의 범 , 기 별 업무구분, 검사의 종류,

차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는 행정기 내부에서만 내 구속력을

9) 행정규칙이란 법률의 수권에 의하여 모법의 임 내지 법률을 집행하기 하여

제정되는 명령․규칙인 법규명령과 구별되는 것으로 행정기 이 하 행정기 에

하여 법률의 수권없이 그의 권한의 범 내에서 발하는 일반․추상 규율로 정

의된다.(김남진, 행정법Ⅰ, 법문사, 1998년, 182쪽)

10) 법규명령( 통령령, 부령)은 행정규칙(훈령, 규, 고시 등)과 구별된다. 법규명령

은 법률의 수권에 의하여 제정되고 재 규범이 되며 외 구속력을 가지지만,

행정규칙은 법률의 수권없이 제정되고 재 규범 성질이 없으며 내 구속력

만을 가진다.

11) 박윤흔(238면), 유지태(210면), 한견우(468면), 홍 형(375면)

12) 헌재 1992. 6. 26. 91헌마25, 례집 4, 444, 449-450; 법원 1987. 9. 29.선고 86

484 결



880 헌법재 소결정해설집 2003

갖는 행정규칙일 뿐 법령의 수권에 의하여 제정되고 일반 국민을 구속하는

외 구속력을 갖는 법규명령이라고 볼 수 없다. 가사 피청구인 등이

훈령에 근거하여 검을 실시하 다 하더라도 이는 행정기 을 구속하는

내 효력에 근거한 것일 뿐, 훈령의 외 효력에 근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어디까지나 폐기물 련사업장에 한 피청구인 등의 검

(감독)행 의 법 근거는 법 제43조 제1항이라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 훈령은 법 제43조의 출입․검사에 한 검기 의 재량

권에 한 일정한 칙을 제시함으로써 검의 통일을 기하고 재량의 일

탈․남용을 방지하기 한 것인바, 피청구인 등이 훈령에 따라 검을

실시하 다고 하더라도 법치행정의 원칙에 어 나거나 법 근거없는 행정

행 라고 할 수 없다.

한편,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한 검(특히 민원이 있는 경우에 행하는

검)의 근거로 폐기물 리법 제43조 제1항과 함께 민원사무처리에 한

법률 제4조, 제6조, 제10조를 들고 있으나13), 민원사무처리법조항은 민

원을 수받은 기 은 이를 거부할 수 없고(제4조), 다른 사무에 우선하여

처리하여야 하며(제6조), 처리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해야 한다(제10조)는

규정으로 민원을 수받는 당해 국가기 에 하여 민원의 수, 우선 처

리, 통지의무를 부과한 규정으로 이 규정들(특히 제6조의 ‘우선 처리’규정)

이 검행 의 동기를 부여한 것일 뿐, 해당 국가기 으로 하여 직 민

원사항에 하여 어떤 구체 인 행정행 를 할 수 있는 법 근거가 될 수

는 없다고 할 것이다. 검행 자체의 법 근거는 바로 폐기물 리법 제

43조 제1항이라 할 것이다.

13) 제4조(민원의 신청등) ②행정기 은 민원사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른 법령

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제외하고는 그 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

며, 수된 민원서류를 부당하게되돌려 보내서는 아니된다.

제6조(민원사무의 처리) ①행정기 은 민원사무를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

른업무에 우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10조 (처리결과의 통지) 행정기 은 민원인이 신청한 민원사항에 한 처리결

과를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되, 그 민원사항을 거부하거나 민원사항의실 이 불

가능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이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령령이 정

하는 경우에는 구술 는 화․ 신․모사 송 등 정보통신망으로 통지할 수 있

으며, 이 경우 민원인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처리결과에 한문서를 교

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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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으로 입법자는 폐기물배출사업장 등에 한 출입․검사의 주체를

환경부장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제한하고 있을 뿐, 검사

의 횟수나 시기․방법 차 등에 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

하다.

(2) 이 사건 검행 의 근거법령

청구인은, 이 사건 정기 검(피청구인의 다른 정기 검을 포함한다)은

폐기물 리법 제4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에서 1년 1회 하도

록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청구인은 폐기물 리법 제43조 제1

항 이 사건 훈령 제4조 제2항 제3호의 분기 1회의 정기 검이라고 답변

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폐기물 리법 제43조 제1항은 “환경부장 , 시․도지

사 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범 안에서 환경부

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인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계공무원으로 하여 사무소 는 사업장등에 출입하여

계서류나 시설․장비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하여 ①보고

자료제출과 ②출입․검사에 한 2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법률조항과

련한 환경부령인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14)은 “제43조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등은 매년의 폐기물의 발생․처리 재활

용에 한 사항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다음 각호15)의 구분에 의한 보

고서를 작성하여 당해 허가․승인․신고기 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보고하여야 한다16)”는 것으로 ‘보고 자료제출’에 하여 규정

14) 1999. 8. 9. 환경부령 제82호로 개정된 것. 시행규칙 제44조 제2항(2000. 7. 22.

환경부령 제97호로 신설된 것)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는 환경부장 이 정하

여 고시하는 산처리 로그램을 이용하여 송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법 제43조 제1항의 ‘보고’에 한 것이다.

15) 1.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를 한 자

2. 폐기물처리업자

가. 내지 마. 생략

3.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리자(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스스로 처리하는 경우

를 제외한다)

4. 삭제

5. 폐기물재활용신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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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을 뿐이고 ‘출입․검사’에 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

하며 달리 법률조항의 ‘출입․검사’에 하여 폐기물 리법, 동법 시행

령 시행규칙 어디에서도 근거규정을 발견할 수 없다. 한편, 환경부

훈령인 폐기물 련사업장지도․ 검규정은 폐기물 리법 규정에 의한 사업

장폐기물배출업소 리에 한 사항17)의 검을 할 기 자치단체장인 시

장․군수․구청장의 업무로 구분하고(규정 제3조), 사업장에 한 검을

정기 검과 수시 검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도록 하되(규정 제4조 제1항), 정

기 검은 개별사업장의 특성에 따라 구분18)하여 실시하고(제2항) 폐기물재

활용신고사업장은 반기 1회 실시하도록 하고 다만, 성토재․보조기층재 등

으로 재활용하는 업소에 하여는 분기 1회의 정기 검을 실시하도록 규정

하고 있으며(제3호), 수시 검 한 그 사유를 규정19)하고(제3항) “오염피

해진정 등의 민원이 있는 경우”(제1호)를 수시 검 실시의 경우로 규정하

16) “다만, 제2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폐기물배출종료

일부터 15일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되, 배출기간이 2개연도 이상에

걸쳐 배출되는 경우에는 매년도의 폐기물처리실 은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나

머지 폐기물처리실 은 폐기물배출종료일부터 15일이내에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17) 폐기물의 정보 여부, 리 장의 기록보존여부 등 일반 인 사항의 확인 등

18) ②정기 검은 다음 각호에 따라 검을 실시하되, 상사업장의 규모 년도

지도․ 검시 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최근 2년간 반사실이 없는 업소에 하

여는 감독기 의 단에 따라 검회수를 경감할 수 있다.

1. 폐기물배출사업장 : 연 1회(다만, 자동차정비업소, 자동차경정비업소, 세차장, 세

탁소등 지정폐기물을 소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에 하여는 분기 1회이상 일제단

속기간을 설정하여 업종별로 10개업소 이상이 포함되도록 검계획 수립․시행)

2. 폐기물처리업 : 분기 1회

3. 폐기물재활용신고사업장 : 반기 1회(다만, 성토재․보조기층재등으로 재활용하

는 업소 가연성 고형폐기물을 연료로 이용하는 업소는 분기1회)

4. 폐기물공공처리시설(지정폐기물 공공처리시설을 포함한다) : 반기 1회

5. 사후 리 상 매립시설 : 반기 1회

19) ③수시 검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실시하며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지속 으로

실시한다.

1. 오염피해진정 등의 민원이 있는 경우

2. 타기 으로부터 정당한 지도․ 검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폐기물(간이)인계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허 로 작성하 거나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4. 불법투기업소․상습 반업소․민원다발업소 등 문제업소

5. 폐기물 보 시설 등에서 화재가 자주 발생하는 업소

6. 기타 검결과 문제가 있거나 우려되는 시설로서 검기 이 필요하다고

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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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살피건 , 이 사건 기록과 련법령의 규정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피청구

인의 2001. 10. 18.자 청구인에 한 검은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폐기물

리법 제43조 제1항 시행규칙 제44조의 폐기물의 발생․처리 재활

용에 한 사항에 하여 원칙 으로 매년 1회 하도록 한 ‘보고․자료제출’

에 한 것이 아니라, 법 제43조 제1항 훈령 제4조 제2항 제3호 단

서에 근거한 폐기물배출사업장등에 한 분기 1회 실시하도록 한 ‘출입․

검사’에 한 것임이 분명하다. 즉, 청구인 회사는 폐기물 리법의 용을

받는 폐기물배출사업장20)으로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환경부 장 등에

의한 출입․검사 상이고, 환경부 훈령 제4조 제2항 제3호의 폐기물재

활용신고사업장으로 분기 1회의 정기 검 상에 해당하여(폐기물재활용신

고사업장은 원칙 으로 반기 1회의 정기 검 상이나 재활용업소 에서

“성토재 보조기층재 등으로 재활용하는 업소”는 분기 1회의 정기 검

상에 해당) 훈령 제3조 제1항 별표121)에 따라(지정폐기물 역폐기

물처리시설에 하여는 환경 리청이, 감염성폐기물 폐기물재활용업소

는 시․도가, 사업장폐기물은 시․군․구의 할로 하되 시․도지사의 권

한의 임있는 경우에는 시․군․구가 할하도록 하고 있다) 할 군수인

부여군수가 행한 2001년도 4/4분기 정기 검임을 인정할 수 있다.

그 다면, 피청구인의 2001. 10. 18.자 이 사건 검의 근거법령은 법 제

43조 제1항의 ‘출입․검사에 한 부분’ 환경부 훈령 제4조 제2항 제

3호 단서라고 할 것이고, 청구인의 주장은 법조항의 ‘보고․자료제출’에

한 부분을 오해한 것임이 분명하여 피청구인의 검이 법 근거가 없다

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3) 피청구인 타 국가기 이 행한 검의 근거

피청구인, 충청남도지사, 환경부장 의 청구인에 한 감독권 행사( 검)

20) 폐기물 리법 제2조 제3호. “사업장폐기물”이라 함은 기환경보 법․수질환경

보 법 는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운 하는 사업

장 기타 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산업은 사

업장폐기물배출자, 폐기물 간처리업, 폐기물재활용신고(성토재) 등을 완료하 다.

21)〔별표1〕 기 별 업무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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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근거는 법 제43조 제1항 훈령 제4조 제3항에 근거한 것이다.

다만, 이들 검에는 주민들의 ○○산업에 한 장조사에 피청구인이

단지 참여한 경우도 있고, 주민들과 ○○산업의 합의사항 이행여부에 한

확인을 하여 출입한 경우도 있어 검행 들이 으로 법 제43조

제1항이 부여한 감독권한의 행사로만 추구하는 검행 의 일환으로만 이

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피청구인이 ○○산업을

방문하여 시설․장비 등을 확인하거나 참여한 와 같은 행 는 궁극 으

로는 법률조항의 입법목 에 있고 그 근거는 바로 법조항에 있다 할

것이다.

감사원의 검은 감사원이 부여군 공무원에 한 직무감찰 과정에서 감

사상 필요한 때에는 ‘ 계자에 답변 련서류의 요구’를 할 수 있다는

감사원법 제27조 제1항22)에 근거한 것이고, 국회의 검은 국회(환경노동

할기 소 업무(사업장 상시설 등)

환 경

리청

ㅇ배출시설이 설치된 지정폐기물 다량 배출업소의 리에 한 사항

ㅇ지정폐기물처리업소(감염성폐기물 처리업소 제외)의 리에 한

사항

ㅇ 역폐기물처리시설의 리에 한 사항

- 2이상의 시․도 2이상의 시․도의 시․군․구가 공동으로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 시․도가 설치운 하는 시설

ㅇ감염성폐기물외의 지정폐기물을 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지정폐기물과 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을 함께 처리하는 시설을

포함)의 리에 한 사항

시․도

ㅇ(지방)환경 리청장 권한외의 지정폐기물 배출업소 리에 한

사항

ㅇ감염성폐기물 배출업소 리에 한 사항

ㅇ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처리업소 리에 한 사항

ㅇ폐기물재활용신고업소 리에 한 사항

ㅇ환경 리청장 권한 외의 폐기물처리시설의 리에 한 사항

시․군․구

ㅇ사업장폐기물배출업소 리에 한 사항

- 사업장일반폐기물 배출자신고 지정폐기물 배출사업장의 처

리증명의 정여부, 폐기물의 정보 여부, 사업장폐기물 리

장의 기록보존여부 등 일반 인 사항을 확인

ㅇ감염성폐기물과 지정폐기물외의폐기물 배출업소 리에 한 사

항(시․도지사로부터 권한이 임된 경우)

ㅇ감염성폐기물과 지정폐기물외의폐기물 처리업소 리에 한 사

항(시․도지사로부터 권한이 임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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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회소속 오세훈 의원)가 환경부에 한 국정감사 방법으로 ‘ 계인에게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는 국정감사 조사에 한법률 제10조에 근거한

것이다23). 둘 다 폐기물 리법 제43조 제1항의 ‘출입․검사’와는 그 근

거 성질이 다른 별개의 것이다. 왜냐하면, 폐기물 리법은 검사의

주체로 환경부장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제한하고 감사원

법 국정감사 조사에 한법률은 감사(직무감찰) 국정감사의 상을

국가기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 에 한하고 있어24), 일반 사인에

하여는 감사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결론 으로 피청구인, 충청남도지사, 환경부장 이 행한 검은 폐기물

리법 제43조 제1항 훈령 제4조 제2항, 제3항에 근거한 것이고, 감사원

22) 제27조 (출석답변․서면제출․ 인등) ①감사원은 감사상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계자 는 감사사항에 련이 있다고 인정된 자의 출석․답변의 요구

2. 증명서․변명서 기타 계문부․물품등의 제출 요구

3. 창고․ 고․문부․물품등의 인

23) 국정감사 조사에 한법률의 입법취지상 국정감사의 상은 국가기 지방자

치단체등 공 기 (public sector)으로 제한하고 있지만(법 제7조) 감사의 방법으

로 계인에게 련사항에 한 보고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어(법 제10조)

환경부에 한 국정감사를 비하는 과정에서 OO산업에 하여 폐기물의 처리내

역 등에 한 자료제출을 요구하 다.

24) ▷감사원법 제24조 (감찰사항) ①감사원은 다음 사항을 감찰한다.

1. 정부조직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행정기 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공무

원의 직무

2.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지방공무원의 직무

3. 제22조제1항제3호 제23조제7호에 규정된 자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임원

감사원의 검사 상이 되는 회계사무와 직 는 간 으로 련이 있는 직원

의 직무

4. 법령에 의하여 국가 는 지방자치단체가 탁하거나 행하게 한 사무와 기

타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거나 공무원에 하는 자의 직무

▷국정감사 조사에 한법률 제7조 (감사의 상) 감사의 상기 은 다음 각호

와 같다.

1. 정부조직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

2. 지방자치단체 특별시․ 역시․도. 다만, 그 고유업무에 하여는 지방의회

가 구성되어 자치 으로 감사업무를 시행할 때까지에 한한다. 다만, 그 감사범

는 국가 임사무와 국가가 보조 등 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다.

3. 정부투자기 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 ․한국은행․농업

동조합 앙회․수산업 동조합 앙회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지방행정기 ․지방자치단체․감사원법에 의한 감사원

의 감사 상기 . 다만, 이 경우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한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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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자료제출요구는 감사원법 제27조 제1항 국정감사 조사에

한법률 제10조에 근거한 것이다.

(2) 폐기물 리법 제43조 제1항의 헌 여부25)

가) 법률조항에 의하여 침해되는 기본권

청구인은 법률조항의 폐기물 련사업장에 한 검사로 인하여 업

자유권, 근로활동권, 행복추구권, 타기업과의 평등권 등을 침해받는다고 주

장한다. 순차로 살펴본다. 법조항의 출입검사는 피청구인이 우월 지

에서 일방 으로 강제하는 권력 사실행 로 청구인은 이에 응해야 할 법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바, 계공무원의 검사가 청구인의 업활동을 정

상 으로 수행하는데 지장을 래하 다는 사실(공장가동의 일시 정지, 제

품출하 원료수 차질)은 에서 본 바와 같고, 이러한 업활동에 한

제한(장애)은 직원들의 동요나 거래처의 거래단 통보 등과 같이 검행

로 인한 사실상의 불이익이나 간 ․반사 불이익이 아니라 청구인의

업활동에 직 침해를 가한 것으로 ‘법률상의 불이익’이라 할 것이고, 헌

법상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 내지 제한하는 경우라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출입․검사가 청구인들의 근로활동권을 침해하는지 본다.

근로활동권 즉, 일할 권리는 자신의 일할 능력을 상품화할 수 있는 권리26)

를 말하는 것으로 일할 자리에 한 권리(구체 인 취업기회를 박탈당하지

않을 권리, 원호 상자의 우선 인 일자리 요구권, 근로자에 한 부당한

고용차별정책 등)와 일할 환경에 한 권리(노동3권)를 그 내용으로 한다.

그런데, 법률조항의 출입․검사가 청구인의 일할 권리를 직 침해 내

지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27).

행복추구권이 침해되는지 여부에 하여 본다. 행복추구권은 일반 행

동자유권의 일종으로 개별기본권의 침해가 없는 경우에 비로소 이에 한

침해 여부가 문제되는 기본권으로 이 사건에서와 같이 직업의 자유와 경

25) 이 사건 훈령은 법규명령이 아니기 때문에 훈령의 헌․ 법성을 단할 이

유는 없다.

26) 허 , 헌법이론과 헌법, 박 사, 618

27) 근로활동권은 직업의 자유와 불가분의 계에 있고, 다만 근로권은 직업의 자유

와 달리 자연인만의 권리라는 이다.(허 , 헌법이론과 헌법, 박 사, 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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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28)되는 경우에는 직업의 자유의 보호 역에 흡수되어 따로 행복추구권에

한 단은 배제된다고 할 것이다29).

끝으로, 타 기업과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본다. 평등권은 법 으로 동등

한 평가를 받는 둘 이상의 상에 하여 합리 이유없이 국가가 서로 상

이한 취 (차별취 )을 할 때 문제가 된다. 그런데 법률조항은 이러한

상이한 취 을 규정하거나 정하고 있지 않다. 다만, 법률조항에 근거

한 행정청의 재량행 가 법 으로 동일한 평가를 받는 업체에 하여 자의

으로 상이한 취 을 할 경우에 비로소 평등문제가 생기게 될 뿐이다. 결

론 으로 법률조항의 출입검사에 의하여 제한되는 기본권은 직업자유

그 에서도 직업수행의 자유의 제한이다.

한편, 직업의 자유도 공익목 을 해서는 제한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하고 본질 인 부분을 침해할 수 없다. 아래에서는 법

률조항의 출입․검사에 한 규정이 와 같은 비례원칙에 합당한 것인지

여부에 하여 본다.

나) 직업의 자유 침해 여부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 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

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 을 하여 노력하여야 한다”(헌법 제35조 제1

항) 규정하여 환경권을 국민의 권리로 천명하고 환경보 을 국가의 의무로

28) 기본권의 법조경합이다. 법조경합은 일반․특별 계에 있는 기본권을 들고 사실

계에의 기본권 용 순서상 특별기본권이 용되고 일반 기본권 내지 보충 기

본권은 용될 필요가 없거나 개별기본권의 보호범 에 포섭되지 못하는 경우에

만 일반기본권이 보충 으로 용된다고 한다. 이에 속하는 것으로 개별기본권과

행복추구권, 공무담임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개별 인격권과 일반 인격권 등이

있다. 우리재 소도 직업선택의 자유와 공무담임권(헌재 1999. 12. 23. 선고 98헌

마363결정, 례집 11-2, 770, 787.), 행복추구권 내지 일반 행동자유권과 직업선

택의 자유(헌재 2003. 9. 25. 선고 2001헌마447․2002헌마764․2002헌가19 등(병

합)), 정당설립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헌재 1999. 12. 23. 선고 99헌마135결정, 례

집 11-2, 800, 810., 공무담임권과 행복추구권(헌재 2000. 12. 14. 선고 99헌마112

등, 례집 12-2, 399, 408, 409)을 법조 경합으로 시하고 있다.

29) 어떠한 법률규정이 직업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의 양자를 제한하는 외 을 띠는

경우 두 기본권의 경합 문제가 발생한다. 보호 역으로서 '직업'이 문제되는 경우

직업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은 서로 특별 계에 있어 기본권의 내용상 특별성을 갖

는 직업의 자유의 침해 여부가 우선한다 할 것이므로, 행복추구권의 헌 여부의

심사는 배제된다고 보아야 한다(헌재 2000. 4. 27. 98헌가106등, 례집 12-1, 427,

455; 헌재 2003. 9. 25. 선고 2001헌마447․2002헌마764․2002헌가19 등(병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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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하고 있다. 이에 입법자는 쾌 한 생활환경권을 해치는 폐기물에 하

여 이를 정하게 처리하여 자연환경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여 환경보

과 국민생활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 으로 폐기물 리법을 제정․시

행하고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의 폐기물 련업체에 한 검사는 이들 업

체가 폐기물의 운반, 보 , 처리에 있어서 법․ 정하게 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직 감시․감독하기 한 것이다. 이는 국민의 쾌 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환경보 이라는 공익을 한 것으로 그 입법목 이 정당하

고 와 같은 입법목 을 달성하는데, 사무소 내지 사업장에 한 직

인 장조사가 가장 효과 이고 한 방법이라고 할 것이므로 방법의

정성을 충족한다.

한편, 법률조항의 출입․검사가 환경보 이라는 공익을 달성하기

한 것이더라도 필요한 정도를 넘어서 청구인의 기본권을 조 이라도 더 침

해해서는 아니된다. 물론 폐기물에 의한 환경오염 등을 방지하여 쾌 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한 방법은 법률조항의 출입․검사와 같이 기본

권 침해 내지 제한의 효과가 큰 직 인 방법뿐만 아니라 자료제출 보

고와 같이 기본권 제한이 상 으로 작은 간 인 방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환경오염은 그 원인이 다양하고, 피해가 크며 한번 발생하면 이를

원상회복하기 불가능하거나 복구하는데 드는 시간, 비용, 노력이 막 하여

사 방이 무엇보다 요하다. 환경오염이 다발 원인에 기인하는 특수

성, 피해의 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윤추구를 목표로 하는 민간기업의

자율에만 맡기거나 극 이고 자발 인 법령 수만을 기 하는 것으로는

와 같은 입법목 달성에 미흡하다할 것이고, 장에 한 직 인 확

인이 가장 효과 인 방법이며 달리 이를 체할 만한 방법도 찿기 어렵다.

다른 한편, 법조항은 검사의 주체를 환경부장 , 시․도지사, 시장․

군수․구청장으로 다원화하고, 검사의 횟수 한 제한하지 않음으로써

복 이고 지속 인 검사행 가 행하여 질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검사의 주

체를 일원화하고 횟수를 제한하는 경우보다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더 침해

할 것이란 은 인정된다. 그러나 통합 이고 통일 인 검사 등 앙정부

차원에서의 검사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 감독기능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해서는 근성과 기동성이 우월한 자치단체장에게 그 권한을 부여할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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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도 있다 할 것이므로 검사의 주체를 어느 하나의 기 으로 집 시키기

보다는 검사 주체를 다원화하는 것이 입법목 달성에 더 효과 이라 할

것이다.

한 시기를 정해 놓은 정기 인 검사만으로는 그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

는 것은 경험칙상 충분히 상할 수 있고, 환경오염피해에 한 진정이나

민원 등이 있을 때, 환경오염의 우려가 있거나 피해가 가시화된 징후가 나

타나면 언제든지 검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환경오염 등 폐기물로 인한

피해의 사 방을 가능하게 한다. 비록 횟수를 제한하지 않음으로써 지

속 인 검사로 업활동에 제한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제한은 환경

보 이라는 공익달성을 해 불가피하고, 그와 같은 부담(비용)은 공익을

해 험발생원인을 제공하는 청구인등이 수인해야될 불가피한 법 부담

이라고 할 것이다.

법조항의 출입․검사가 청구인의 업활동의 자유를 제한하기는 하

나, 그보다는 폐기물을 정 처리하도록 유도․감독함으로써 환경오염을

미연에 방지하고 쾌 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는 공익이 훨씬 크다고

할 것이어서 법익의 균형성도 있다고 할 것이다.

그 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비록 검사의 주체를 여럿으로 하고, 검사

의 횟수를 제한하지 아니하여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할지라

도 이는 환경보 이라는 공익을 한 것으로 그 입법목 이 정당하고 목

과 수단사이에 정한 비례 계가 유지되어 있으며 직업의 자유의 본질

내용을 침해하는 것도 아니어서 헌법에 반된다고 볼 수 없다.

다. 이 사건 검행 의 법성

(1)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한 이 사건 지도․ 검은 폐기물 리법 제43

조 제1항에 따른 것이고 법률조항도 헌법에 반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

로 이 사건 검행 는 일응 정당한 법률에 의한 공권력 행사라고 할 것이

다. 이 에서 청구인이 주장30)하듯 이 사건 검행 가 법률상의 근거가

30) 청구인은 폐기물 리법 제43조 제1항,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에 의

하면 환경부장 을 비롯한 피청구인은 1년 1회에 한하여 폐기물처리와 련하여

청구인의 사무소 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련서류나 시설․장비 등을 검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여러 차례 검하는 것은 법률에 근거가 없다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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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는 은 이유없다.

그러나 비록 합헌 이고 정당한 법령에 따른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지라

도 그것이 본래의 목 을 벗어나 행사되거나 법령을 빙자하여 합리 이유

없이 자의 으로 행사된다면, 기본권 주체가 법률상 수인하기로 정된

범 를 넘어서는 부담이 부과되거나 기본권의 본질 부분을 침해함으로써

기본권 보장이 형해화된다면, 그러한 공권력 행사는 재량권을 일탈․남용

한 것으로 법하다고 할 것이다.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 행사

는 목 이 정당하고 수단이 정해야 하며 목 과 수단사이에 합리 비례

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헌법의 명령이기 때문이다(헌법 제37

조 제2항). 즉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행사는 목 달성에 필요한 최소

한도에 그쳐야 되고 공권력 행사로 인하여 침해되는 사익보다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커야한다.

(2) 피청구인의 이 사건 검이 본래의 목 을 벗어나 행사되거나 법령

을 빙자하여 합리 이유없이 자의 으로 행사된 것인지 여부에 하여

본다.

피청구인은 폐기물 리법상 검사 상인 ○○산업에 하여 사업을 개

시한 이후부터 정기 인 검뿐만 아니라 수시로 검을 하 는데, 이는

환경보 과 쾌 한 생활환경 유지라는 입법목 을 달성하기 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 사건 검도 같은 목 에서 취해진 조치라고 할 것이다.31)

다만,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검 이 에도 피청구인

상 기 에 의한 동종의 검이 여러 차례 있었고 일련의 검에서 결

과 으로 특별한 법행 나 환경오염이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피청구인이

동종의 검행 를 복 으로 행한 이 사건 검이 감독권 행사의 일환으

로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단지 주민들의 지속 인 민원과 항의를 무마하

기 한 것으로 환경보 이라는 본래 목 을 벗어난 것이 아닌가 하는

이다. 그러나 비록 이 의 검에서 법행 가 발견되지 않았고 이 사건

검의 동기가 ○○산업의 불법행 에 한 의나 단서에 기인한 것이라

장하고 있으나, 이는 자료의 제출․보고를 연 1회 하라는 규정의 취지를 잘못 해

석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31) 피청구인의 검행 가 실제로는 이 사건 훈령에 따른 것이지만 훈령이 추구하

는 것 한 법률조항의 환경보 이라는 공익을 실 하기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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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다는 주민들의 민원에 기인한 데 주된 원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산업이 계법령을 수하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한 목

에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본래 목 을 벗어나 간편하게 민원

을 해결하기 한 방편으로 재량을 남용, 자의 으로 행한 공권력 행사라

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유해환경산업에 한 감시․감독은 피청구인 혼자만에 의해서는

불가능한 것이고, 상 기 이나 환경단체, 주민들의 감시를 비롯한 다각

인 방법에 의할 때, 비로소 그 소기의 목 을 달성할 수 있다는 에서 피

청구인으로서는 주민들의 민원도 경시할 수 없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여러 차례 련법령을 수할 것을 요구하는 조공문을 보내고 주민 의

체와 청구인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법합의사항을 이끌어 내는 등 양자

사이에서 고민한 흔 이 있음을 볼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검행 가 재

량권의 일탈․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 한편,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비록 ○○산업이 환경보 환경오염방지를 해 지속 으로 노력해 왔

고, 그동안 법행 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으며, 여러 차례 우수 환경업

체로 선정되어 수상한 경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와 같은 사실이 곧 피청

구인의 이 사건 검이 재량을 일탈․남용한 지나친 공권력 행사라는 근거

로 볼 수도 없다.

(3) 이 사건 검행 가 청구인이 법률상 수인하기로 정된 범 를 넘

어서는 부담이 부과됨으로써 업활동의 자유의 형해화한 것인지 여부에

하여 본다.

피청구인을 비롯한 국가기 의 ○○산업에 한 지속 이고 반복 인

검으로 정상 인 업활동을 침해하 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침해가 ○

○산업이 수인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 다거나 업활동을 단할 정도로

직업수행의 자유에 한 본질 인 부분을 침해한 정도에 이르 다고 인정

되지 않는다. 련 기록 자료를 종합해 보더라도 그와 같은 침해로

인하여 회사가 부도가 났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발견

할 수 없다. 오히려 피청구인은 폐기물 리법상 검 상인 진산업을 법

령에 따라 지도․감독할 권한뿐만 아니라 법 의무가 있고, 진산업은

피청구인의 검에 응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 검사로 인하여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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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의 업활동의 자유가 어느 정도 제한된다는 은 환경보 이라는

한 공익을 해 ○○산업이 수인해야 될 법 부담이라고 할 것이다.

(4) 그 다면 피청구인의 2001. 10. 18.자 ○○산업에 하여 한 이 사건

검행 가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련법령에 근거한 법한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것이고 이는 환경보 이

라는 공익을 달성하기 한 정당한 목 을 한 한 수단이며 달리 피

청구인이 권한의 범 를 벗어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행 라는 을 인

정할 자료도 발견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검은 헌법 정당성을

상실한 공권력 행사라고 할 수 없다.

라. 타 국가기 의 검의 법성

환경부(산하 강환경 리청) 충청남도의 검도 피청구인의 여타

검과 마찬가지로 폐기물 리법에 근거한 것이고, 감사원 국회의 자료제

출요구도 계법령에 근거한 것이다. 비록 피청구인에 의한 검행 가

여러 차례 있었고 특별한 법사항을 발견하지 못하 음을 인식하고 있으

면서도 인근 주민들의 민원 내지 진정에 기하여 검 내지 조사가 이루어

졌다고 하더라도 기 들의 검은 환경보 내지 직무감찰이라는 본연

의 목 을 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자의 으로

행사된 것으로 볼 만한 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

3. 결정의 의의

우선 헌법소원의 법성 단계에서 보면, 이번 결정은 민사소송에 있어서

보조참가인이 당해 소송에서 법원에 헌법률심 제청을 신청할 수 있고

기각된 경우 헌법재 소에 헌법소원심 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이다. 이

에 하여 헌법재 소법이 명시 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해석을 통

하여 보조참가인의 헌법재 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당사자

격을 인정했다는 에서 의의가 있다. 한 행정기 의 사인에 한 감

사권 행사가 우월 지 에서 일방 으로 강제하는 권력 사실행 이고

다른 구제 차가 없다면 헌법소원의 상이 된다고 인정했다는 이다. 권

력 사실행 가 헌법소원의 상이 된다는 은 이미 헌법재 소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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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바 있었지만, 구체 으로 무엇이 권력 사실행 인가는 명확하게 정의

하기 어렵다. 그런데 행정기 의 감독권 행사인 ‘사실 업무행 ’도 권력

사실행 로서 공권력 행사에 해당된다고 함으로써 사실 권력행 의

새로운 유형이 인정되었고 사실 권력행 에 한 사법 통제를 분명히

하게 됨으로써 앞으로 유사한 사안에 하여 와 같은 법리의 용이 용

이해 졌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본안에 하여 보면, 이번 결정의 쟁 은 결정문에 표면 으로

는 나타나있지 않지만, 그 이면에는 두 개의 상반된 법익 내지 의무간의

충돌이었고, 이를 어떻게 조화 으로 해석하는가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즉 이 사건은 민원에 응답해야 할 국가의 의무와 국민의 직업수행의 자유

를 보장해야 될 국가의 의무간의 충돌이고 이를 어떻게 규범조화 으로 해

석해야 하는가에 이 있었다. 입법자는 민주 행정을 이루기 하여

주민들의 민원에 응답하도록 국가(행정기 )에 법률 의무를 부담시키고

있다. 그로 인하여 국가기 의 수감 상인 국민은 기본권의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 특히 이 결정에서 문제된 환경과 련한 이슈는 앞으로 국가

의 환경보존의무와 국민의 기본권 사이에서 첨 한 립양상을 띠게 될 것

으로 망되고, 그 경우 헌법의 규범조화 해석이 으로 요구될 것

으로 보인다. 이 결정에서는 환경보존 환경권의 요성에 무게 심이

실렸다고 보인다. 이 결정에서 더욱 의미있는 것은 합헌 이고 정당한 법

률에 근거한 공권력 행사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본래의 목 을 벗어나 합리

이유없이 자의 으로 행사되거나, 기본권 주체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과

한 부담을 부과함으로써 기본권의 본질 부분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헌․ 법이 될 수 있다는 이다32).

이 결정의 소수의견에 해서도 주목할 만하다. 사실인정에 있어 다수의

견과 달랐지만, 공권력의 주체가 형식 인 법치에 근거하여 공권력을 행사

한다면 헌이라는 을 명시했다는 이다. 법률의 규정에 따른 공권력

행사라도 그 목 이나 범 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헌, 법하다는 은

우리 헌법이 지향하고 있는 실질 법치국가 실 에 있어 매우 요한 의

미를 갖는다.

32) 례집 15-2하, 609, 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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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01조 제1항 헌확인

- 피의자에 한 구속 장청구 등에 련된 입법형성권의 한계 -

(헌재 2003. 12. 18. 2002헌마593 례집 15-2하, 637)

김 시 철＊1)

【 시사항】

1. 違憲法律審判의 審査基準이 될 수 있는 ‘憲法原則’을 인정하기 한

요건

2. 반 인 사항을 규율하는 憲法的 一般規定과 구체 인 사항을 규율

하는 憲法的 特別規定과의 계

3. 입법자가 搜査機關의 被疑 에 한 强制處分에 한 헌법 특별규

정인 헌법 제12조 제3항을 수하는 경우 그 立法形成權의 範圍와 이에

한 違憲性審査基準 (恣意禁止原則)

4. 수사기 의 피의자에 한 강제처분에 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형식

․실질 인 측면에서 헌법 제12조 제3항 소정의 ‘令狀主義’에 배되었는

지 여부

5. 本質的으로 同一한 두 개의 比 集團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

평등원칙 반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6. 청구인이 법률규정 자체의 헌성을 다투는 취지가 아니라 구체 재

에 용된 법률규정의 해석문제만을 다투는 주장을 한 경우 이를 헌법재

소의 심 사항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서울고등법원 사, 헌법연구



896 헌법재 소결정해설집 2003

【심 상】

이 사건 심 상은 형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1조 제1항

(1995. 12. 29. 법률 제5054호로 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

다) 본문의 헌여부로서 그 구체 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이 사건 법률조항

「피의자가 죄를 범하 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제70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검사는 할 지방법원

사에게 청구하여 구속 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고 사법경찰 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할 지방법원 사의 구속 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2. 련규정

법 제70조 ①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 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

유가 있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

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사건의 개요】

1. 사건의 진행과정

가. 수사기 은 2001. 7.경 청구인의 국가보안법 반 등 피의사실에 련

하여 청구인의 주거지에 수 차례 출석요구서를 발송하 는데 청구인은 이

에 응하지 아니하 고, 검사는 2001. 8. 6.경 할 지방법원 사로부터 체

포 장을 발부받았다.

나. 한편, 사법경찰 이 2002. 7. 10. 체포 장에 근거하여 청구인을

체포한 다음 검사가 사에게 구속 장을 청구하 는데, 사는 법 제201

조의 2의 규정에 따른 피의자심문을 한 다음, 같은 해 7. 13. 법 제20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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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의 구속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등의 이유로 장청구를 기각

하 다.

다. 그 후 검사는 2002. 8. 9. 동일한 범죄사실에 련하여 법 제201조 제

1항의 규정에 따라서 청구인에 한 구속 장을 다시 청구하 는데, 그 청

구서에는 같은 조 제5항 소정의 구속 장 재청구의 취지 이유 등이 기

재되어 있었다. 한편, 와 같이 재청구된 구속 장에 하여 사는 법 제

201조의 2에 따른 피의자심문을 한 다음, 같은 해 8. 20. 그 구속사유가 인

정된다는 이유로 장을 발부하 다.

라. 이에 하여 청구인은 법 제201조 제1항 소정의 구속사유가 인정되

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제1차로 구속 장을 기각한 피의자에 하

여 검사가 다시 구속 장을 청구하는 사안에 하여는 최 구속사유에 實

質的 加重要件을 追加하는 것이 憲法的 要求임에도 불구하고, 법 제201조

제1항은 이러한 가 요건을 규정하지 아니함으로써 청구인의 신체의 자

유, 평등권, 행복추구권, 인격권 등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2002. 9.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 을 청구하 다.

2. 청구인의 주장 계기 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1) ‘被疑 에 한 再拘束’ 등에 하여 請求人이 主張하는 原則

청구인은 ‘법은 수사단계에서 한번 체포․구속되었던 사람을 재체포․재

구속하는 경우, 최 의 체포․구속사유에 일정한 요건을 가 하는 것을 원

칙으로 하고 있다.’라고 제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이 이러한 원칙을 반

함으로써 아래와 같이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 평등권, 행복추구권 인격

권 등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2) 신체의 자유 침해

(가) 행법을 살펴보면, ① 검사 등에 의하여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피

의자에 한 법 제208조 제1항의 경우 ‘다른 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재구속이 가능한 사유로, ② ㉮ 체포․구속 부심사결정에 의하여 석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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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에 한 법 제214조의3 제1항의 경우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하는 경우’를, ㉯ 기소 보석결정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에 한 법

제214조의3 제2항의 경우 ‘도망한 때 등과 같이 열거 으로 기재된 특별한

사유’를 각각 재체포․재구속이 가능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나)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의 경우 법원에 의하여 구속 장청구가

기각된 피의자에 한 구속 장의 재청구에 하여 가 요건을 규정하

지 않고 있다.

(다) 한편, 행법상 피의자에 한 구속 장청구를 기각한 법원의 결정

에 하여는 항고나 재항고가 허용되지 않는데,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

하여 불복이 지된 구속 장의 기각결정에 하여 실질 으로 검사의 불

복이 허용되고 법 제201조의2 소정의 ‘令狀實質審査制度’가 사실상 무력화

되는 결과가 래된다.

(라) 따라서, 최 의 구속 장청구와 동일한 요건에 따라서 장을 재청

구할 수 있도록 허용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

하는 헌 법률이다. 비 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을 법원이 구속 장청

구를 기각한 경우에도 검사가 가 요건 없이 다시 장청구를 할 수 있

다고 해석하는 것은 헌이다.

(3) 평등권 침해

이 사건 법률조항에 근거한 사의 기각결정은 피의자의 구속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결정이라는 측면에서, 구속 부심사 차상 법원

의 ‘석방결정’과 본질 으로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구

속 장청구에 하여 사의 기각결정을 받은 피의자와 구속 부심사 차

에서 석방된 피의자를 차별하고 있다.

(4) 행복추구권 인격권 침해

이 사건 법률조항의 경우, ‘법원이 검사의 구속 장청구를 기각한 경우에

는 법 제214조의3 제1항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검사가 다시 구

속 장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한다. 그 게 해석하지

않으면, 법원이 제1차로 피의자에 한 구속 장청구를 기각한 이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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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는 피의자에 하여 다시 구속 장을 청구하

고 법원이 이를 발부할 수 있고, 따라서 헌법 제13조 제1항 소정의 ‘一事不

再理의 原則’에 배되는 방식으로 당해 피의자의 헌법 제10조 소정의 행

복추구권 인격권이 침해되는 결과를 래하기 때문이다.

나. 법무부장 의 의견

이 사건 법률조항에 한 헌법소원심 청구는 법요건인 직 성․보충

성․권리보호이익 등이 흠결되어 있기 때문에 부 법하고, 설령 이 사건

청구가 법하다고 가정하더라도, 합리 인 입법형성권의 범 내에서 제

정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기본권침해가 발생

한다고 볼 수 없다.

【결정요지】

1. ‘憲法上 明文規定’과 각 명문규정들에 한 종합 검토 구체 인

논증 등을 통하여 도출될 수 있는 ‘憲法原則’만이 違憲法律審判의 審査基準

이 될 수 있는데, 우선 수사단계에서 한번 체포․구속되었던 사람을 재체

포․재구속하는 경우 반드시 최 의 체포․구속사유에 일정한 요건이 가

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憲法上 明文規定’은 없고, 설령 청구인의 주장과 같

이 피의자 등에 한 재구속의 요건 등을 가 하는 것이 헌법 제27조의

‘公正한 裁判을 받을 權利’ ‘無罪推定의 原則’ 등을 이어받아 이를 ‘法律

的 次元’에서 구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

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憲法原則’이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헌성은 련된 헌법의 명문규정이나 확립된 헌법원칙

등에 배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고,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

구인의 독자 논거에 배되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2. 수사기 의 피의자에 한 구속 장청구에 련된 이 사건 법률조항

의 헌성 여부는 憲法的 特別規定인 헌법 제12조 제3항의 ‘令狀主義’에 합

치되는지 여부에 달려있고, 유죄 결이 확정되기 에 당해 피의자의 ‘身體

의 自由’가 제한되는 결과가 발생한다는 측면에 해서는 헌법 제12조 제3

항에 배되는지 여부를 단하는 것으로 족하며, 원칙 으로 一般規定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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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2조 제1항 제27조 제4항의 반 여부 등을 별도로 단할 필요

는 없다.

3. 搜査機關의 被疑 에 한 强制處分에 한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서

입법자는 憲法的 特別規定인 헌법 제12조 제3항을 수하는 범 내에서

우리 사회의 법 실, 수사 행, 수사기 과 국민의 법의식수 등을 종합

으로 검토한 다음 구체 사정에 따라서 다양한 정책 인 선택을 할 수 있

고, 다만 이러한 立法形成權을 濫用하거나 그 範圍를 顯著하게 逸脫하여

당사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게 된 경우에는 련 법률들이 ‘恣意禁止原則’

에 배되어 헌법에 반된다고 보아야 한다.

4. 이 사건 법률조항의 경우 拘束令狀의 再請求에 련하여 검사로 하여

判事에게 장을 청구하도록 하고 判事가 구체 인 구속사유에 하여

事前的 審査를 한 다음 그 장의 발부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形式的으로 ‘令狀主義’에 배된다고 볼 수 없고, 한 입법자가 재

체포․재구속에 하여 상 으로 신 한 심사를 하도록 하는 입법목 을

구 하기 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에 근거한 구속 장의 재청구에 하여

‘ 차 가 요건’만을 규정하는 정책 선택을 하 다는 사정만으로 立法

形成權을 恣意的으로 행사하 다고 할 수는 없다.

5. 청구인은 ① 법원에 의하여 검사의 구속 장청구가 기각된 피의자와

② 법원의 구속 부심사 차에서 ‘석방결정’이 있었던 피의자 사이에 차별

취 이 존재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 으로 구속되었는지 여부 등 그

제가 되는 基本的 事實關係가 서로 다르고 특히 法律的 根據規定 뿐만

아니라 憲法的 根據規定까지도 相異한 별개의 차를 거친 ①과 ②의

피의자들 사이에 本質的인 同一性이 인정될 수 없으며, 더욱이 이 사건의

경우 평등원칙 반을 인정하기 한 제조건인 相互 排他的인 ‘두 개의

比 集團’ 자체를 인정하기 어렵다.

6. 청구인이 형식 으로는 법원의 구속 장 발부라는 구체 재 에

용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헌성을 다투는 듯한 외 만을 갖추고서, 실

질 으로는 具體的 裁判의 當否에 포함되는 단순한 法律의 解釋․適用에

한 문제를 다투는 주장만 하는 경우, 이에 련된 請求部分은 不適法하

기 때문에 이에 하여 헌법재 소가 본안 단을 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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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1. 이 사건 법률조항에 한 헌성심사기 등

가. 이 사건의 주요 쟁 - 청구인이 주장하는 ‘원칙’의 성격

(1) 청구인은 ‘법은 수사단계에서 한번 체포․구속되었던 사람을 재체

포․재구속하는 경우, 최 의 체포․구속사유에 일정한 요건을 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라고 제한 다음, 이 사건 법률조항이 원칙

을 반함으로써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

었기 때문에, 청구인의 논거를 단순한 當爲論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이를

‘憲法原則’으로 볼 것인지 여부가 주요 쟁 이었다. 일반 으로 헌법률심

의 심사기 이 되는 헌법은 헌법 에 포함된 개별규정들의 총합만을 의

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근 에 있는 憲法原則을 포함하고,1) 따라서 憲法上

明文規定뿐만 아니라 명문규정들에 한 종합 검토 구체 인 논증 등

을 통하여 도출될 수 있는 憲法原則의 경우도 헌법률심 의 심사기 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2)

(2) 憲法上 明文規定이 존재하는지 여부

그런데, 수사단계에서 한번 체포․구속되었던 사람을 재체포․재구속하

는 경우 반드시 최 의 체포․구속사유에 일정한 요건이 가 되어야 한다

는 내용의 憲法上 明文規定이 없는 것은 분명하므로, 청구인의 논거에

한 정당성을 단하기 해서는 구체 인 논증에 기 한 헌법해석을 통하

여 청구인 주장과 같은 헌법원칙이 도출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3)

1) 제1개정 헌법재 실무제요 107면.

2) 이에 하여 헌법재 소는 수신료부과 등에 련한 한국방송공사법 제36조 제1항

에 한 헌 여부를 단하면서, “ ‘수신료의 액은 이사회가 심의․결정하고,

공사가 공보처장 의 승인을 얻어 이를 부과․징수한다.’라고 규정한 한국방송공

사법 제36조 제1항은 法律留保原則(議 留保原則)에 어 나는 것이어서, 헌법 제

37조 제2항과 法治主義原理 民主主義原理에 반된다.” 라고 설시한 바 있다

(헌재 1999. 5. 27. 98헌바70 례집 11-1, 633, 646).

3) 컨 , 청구인이 주장하는 논거가 ‘憲法原則’이 아닌 ‘法律原則’에 불과한 경우,

설령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논거에 배된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는 '法律

의 衝突問題'에 불과할 뿐이고 원칙 으로 헌성에 한 다툼이 될 수 없고, 다

만 입법정책 인 문제가 될 여지가 있을 뿐이다. 이른바 '法律의 衝突問題'에

하여 헌법재 소에서는 공직선거 선거부정방지법 [별표1]의 국회의원지역선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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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리 헌법에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憲法原則을 도출할 수 있는지

여부

이에 하여 청구인은 구체 인 헌법 논증을 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

이 주장하는 내용을 포함한 법률규정의 경우 수사기 이나 법원으로 하여

좀더 신 한 단을 하도록 함과 동시에 법원 등의 단에 의하여 석방

된 피의자로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신체의 자유가 다시 제한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을 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당사자의 신체의 자

유에 한 침해가능성을 최 한 억제하고 무죄추정의 원칙을 실 하게 된

다.”라는 취지의 막연한 當爲論만을 제시하 다.

그러나, 입법자가 ‘公正한 裁判을 받을 權利’ 등을 구 하기 하여 법률

차원에서 ‘傳聞法則’을 채택하 다는 이유만으로 이러한 ‘傳聞法則’ 자체

가 ‘憲法原則’이 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檢事의 被疑 訊問調書에

한 證據能力에 련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단서에 한 헌법소원사

건(헌재 1995. 6. 29. 93헌바45 례집 7-1, 873, 882-883) 참조},4) 설령 피

구역표 헌확인에 련하여, ‘어떤 법률조항의 내용이 다른 법률조항의 내용과

서로 충돌된다 하여 원칙 으로 이들 법률조항이 헌법에 반된다거나 하는 등,

헌법문제가 발생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들 법률조항들을 어떻게 조화롭게 해

석할 것인가의 법률해석 문제가 생길 뿐이다.’라고 시한 바 있다(헌재 1998. 11.

26. 96헌마54 례집 10-2, 742, 752).

4) 례의 련 부분에 한 구체 인 설시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러므로 문제는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한 증거능력을 폭넓게 인정

하고 있는) 단서가 과연 청구인들의  公正한 裁判을 받을 基本權 을 침해하

는가의 여부에 있다 할 것인데, 우리 憲法은 형사소송에서 문증거의 증거능력

배제에 한 이른바 傳聞法則을 채택할 것을 직 으로 要求하고 있지 아니하다.

다만, 형사소송법이 憲法上의 公正한 裁判의 原則을 이어받아 이를 구 하고 있을

뿐인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의 공정한 재 을 받을 권리를 구 하기 하여 傳聞

法則을 채택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과연 문법칙을 채택할 경우 여러 가지

종류의 문증거에 하여 한결같이 동일한 문법칙을 용할 것인가, 아니면 증

거의 종류에 따라 문법칙의 내용을 달리 할 것인가 여부의 문제는 오로지 입법

형성권을 가지고 있는 입법자가 우리사회의 법 실, 수사 행, 수사기 과 국민의

법의식수 , 수사기 에 의한 인권침해의 실태, 우리 형사재 의 구조 등 제반 사

정을 종합 으로 단하여 결정할 성질의 것이다. 따라서 단서가 청구인들의

“公正”한 裁判을 받을 權利를 侵害하 다고 하기 하여는 단서의 내용이 明

白히 不合理하여 그 용으로 말미암아 곧바로 형사소송의 일방당사자로서 공소

유지의 책임을 지고 있는 검사에게는 입증책임의 경감이라는 부당한 혜택을 부여

하고, 피의자 던 피고인에게는 그 방어권의 행사를 히 곤란하게 하거나 불가

능하게 하는 불이익을 강요함으로써 裁判의 節次와 結果가  不公正 하게 될 蓋

然性이 認定되어야 한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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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자 등에 한 재체포․재구속의 요건을 가 하는 것이 헌법 제27조의

‘公正한 裁判을 받을 權利’ ‘無罪推定의 原則’ 등을 이어받아 이를 ‘法律

的 次元’에서 구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

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의 ‘憲法原則’이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다.

(4) 소결론

그 다면, 헌법재 소에서 이 사건 결정을 함에 있어서, 막연한 當爲論에

입각한 청구인의 논거는 憲法原則이 될 수 없다는 을 분명히 하면서, 종

선례와 같은 맥락에서 헌법상 기본권을 ‘法律的 次元’에서 구 할 수 있

는 것은 모두 ‘憲法原則’에 해당된다는 취지의 청구인의 독자 인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의 헌성은 련된 헌법의 명문규정이나 기타

확립된 헌법원칙 등에 배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라는 결론

에 도달한 것은 타당하다고 단된다.

나. 수사기 의 피의자에 한 강제처분 등에 한 우리 헌법규정 등

(1) 헌법 제12조 제1항, 제3항의 규정 등

그 다면, 수사기 의 피의자에 한 강제처분 등에 련된 이 사건 법

률조항의 헌법 근거규정은 무엇인가. 학계에서는 일반 으로 이에 한

헌법 근거를 헌법 제12조 제1항, 제3항으로 보고 있는데,5) 구체 인 헌

법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2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법한 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③ 체포․구속․압수 는 수색을 할 때에는 법한 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 이 발부한 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장을 청구할 수 있다.6)

5) 김철수, 헌법학 개론(제14 정신 , 2002) 500-531면, 허 , 헌법이론과 헌법(신정

7 2002), 479-496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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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헌법 제12조에 한 반 인 검토

(가) 헌법재 소의 례

헌법재 소는 형사공 단계에서 受訴法院이 헌법 제12조 제1항에 근거

하여 職權으로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도록 허용한 형사소송법의 련규정

을 合憲이라고 결정한 사건에서(헌재 1997. 3. 27. 96헌바28등 례집 9-1,

313, 319-320) 다음과 같이 시하고 있다,

‘身體의 自由는 정신 자유와 함께 모든 기본권의 기 가 되는 것임에

도 역사 으로 국가에 의하여 특히 형벌권의 발동형식으로 침해되어 온

가 많으므로 헌법은 제12조 제1항에서 법 차의 원칙을 선언한 후 같은

조 제2항 내지 제7항에서 법 차의 원칙으로부터 도출될 수 있는 내용

가운데 특히 요한 몇 가지 원칙을 열거하고 있는바, 이 사건 련 조항

인 헌법 제12조 제3항은 “체포․구속․압수 는 수색을 할 때에는 법한

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 이 발부한 장을 제시하여야 한

다.…” 라고 규정함으로써 令狀主義를 천명하고 있다. 令狀主義란 형사 차

와 련하여 체포․구속․압수 등의 强制處分을 함에 있어서는 司法權獨立

에 의하여 그 身分이 保障되는 法官이 발부한 令狀에 의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는 원칙이고, 따라서 令狀主義의 本質은 身體의 自由를 침해하는 강제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中立的인 法官이 具體的 判斷을 거쳐 발부한 令狀에

의하여야만 한다는 데에 있다고 할 수 있다.’7)

6) 그밖에 헌법 제12조 逮捕․拘束에 련된 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④ 구든지 逮捕 는 拘束을 당한 때에는 즉시 辯護人의 助力을 받을 權利를 가

진다. 다만, 刑事被告人이 스스로 辯護人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家가 辯護人을 붙인다.

⑤ 구든지 逮捕 는 拘束의 이유와 辯護人의 助力을 받을 權利가 있음을 告知받

지 아니하고는 逮捕 는 拘束을 당하지 아니한다. 逮捕 는 拘束을 당한 의 家

族등 法律이 정하는 에게는 그 이유와 日時場所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⑥ 구든지 逮捕 는 拘束을 당한 때에는 適否의 審査를 法院에 請求할 權利를

가진다.

7) 례의 결론부분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헌법 제12조 제3항이 장의 발부에

하여 “검사의 신청”에 의할 것을 규정한 취지는 모든 장의 발부에 검사의 신

청이 필요하다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搜査段階에서 장의 발부를 신청할 수

있는 자를 檢事로 한정함으로써 검사 아닌 다른 수사기 의 장신청에서 오는

인권유린의 폐해를 방지하고자 함에 있으므로, 공 단계에서 法院이 職權에 의하

여 拘束令狀을 발부할 수 있음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제73조 제1

항 “피고인을 …… 구인 는 구 함에는 구속 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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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와 같은 헌법재 소의 선례취지에 비추어 보면, 헌법 제12조 제1

항은 ‘身體의 自由’에 한 一般規定이고, 같은 조 제3항은 수사기 의 피

의자에 한 강제처분 차 등에 한 特別規定이라고 할 수 있다.

(3) 이 사건 법률조항에 한 헌법 근거 등

(가) 그 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의 헌성 여부는 원칙 으로 이에

한 憲法的 特別規定인 헌법 제12조 제3항에 배되는지 여부에 달려있다고

이 상당하다.

(나) 헌법 제12조 제3항과 일반 인 ‘신체의 자유’ ‘무죄추정의 원칙’

등과의 계

한편, 일반 으로 헌법의 모든 명문규정과 헌법원칙이 법률에 한 헌

성심사기 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8) 이 사건 법률조항의 헌성 여부를

검토함에 있어서 헌법 제12조 제3항에 반되는지 여부와 별도로 헌법 제

12조 제1항 제1문 소정의 일반 인 ‘신체의 자유’ 제27조 제4항 소정의

‘무죄추정의 원칙’ 등에 배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수사기 의 피의자에 한 구속제도는 당해 피의자에 한 有罪

判決이 確定되기 이 에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결과가 항상 발생한다는

을 당연한 제로 하는 것이고, 우리 헌법제정권자는 이러한 구체 인

용 역에서 수사기 의 권한남용 등을 방지하기 한 憲法的 特別規定으

로 ‘令狀主義’를 채택한 헌법 제12조 제3항을 규정한 것이다.9) 그 다면,

은 헌법 제12조 제3항에 반되지 아니한다.’

8) 제1개정 헌법재 실무제요 107면.

9) 헌재 1997. 3. 27. 96헌바28등 례집 9-1, 313, 319-320의 경우 이에 련하여 다

음과 같이 설시하고 있다.

‘수사단계이든 공 단계이든 수사나 재 의 필요상 구속 등 강제처분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는 있게 마련이지만 강제처분을 받는 피의자나 피고인의 입장에서

보면 심각한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므로 헌법은 강제처분의 남용으로부터 국민

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한 수단으로 장주의를 천명한 것이다. 특히 강제처분

에서도 립 인 심 자로서의 지 를 갖는 법원(우리나라 형사소송의 구조는

원칙 으로 당사자주의 구조이다. 헌법재 소 1995. 11. 30. 선고, 92헌마44 결정

참조)에 의한 강제처분에 비하여 수사기 에 의한 강제처분의 경우에는 범인을

색출하고 증거를 확보한다는 수사의 목 상 나라하게 공권력이 행사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큰 만큼 수사기 의 인권침해에 한 법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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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 의 피의자에 한 강제처분에 한 이 사건 법률조항의 헌성을

심사함에 있어서, 유죄 결이 확정되기 이 에 당해 피의자의 ‘신체의 자

유’ 등이 제한되는 결과가 발생한다는 측면에 해서는 헌법 제12조 제3항

에 배되는지 여부를 단하는 것으로 족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헌

법 제12조 제1항 제27조 제4항의 반 여부를 별도로 단할 필요는 없

다고 본다.10)

(4) 헌법 제12조 제3항의 ‘令狀主義’에 련된 立法形成權의 範圍와

違憲性審査基準

우리 헌법의 체 체계에 비추어 볼 때, 수사기 의 피의자에 한 강

제처분에 한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서 입법자는 헌법 특별규정인 헌법

제12조 제3항을 수하는 범 내에서 우리 사회의 법 실, 수사 행, 수사

기 과 국민의 법의식수 , 수사기 에 의한 인권침해의 실태 등을 종합

으로 검토한 다음, 구체 인 사정에 따라서 다양한 입법정책 인 선택을

할 수 있다고 이 상당하다.11)

다만, 입법자가 와 같이 범 한 입법형성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그

당시의 정치․경제․사회․문화 제반 여건을 바탕으로 하여 合理的인

選擇을 하여야 하고, 만일 입법자가 그 立法形成權의 範圍를 하게 逸

脫하거나 이를 濫用한 경우, 우리 재 소에서는 련 법률 등이 헌법 제12

조 제3항에서 규정한 ‘令狀主義’의 취지를 實質的으로 違反하 다는 등의

이유로 헌선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법률에 하여는 이른바 ‘恣

사 ․사법 억제를 통하여 수사기 의 강제처분 남용을 방지하고 인권보장을

도모한다는 면에서 장주의의 의미가 크다고 할 것이다.’

10) 이러한 見解를 취하는 경우, ① 수사기 의 피의자에 한 강제처분에 련된

법률조항이 形式的으로는 헌법 제12조 제3항에 부합하지만, ② 그 實質的인 내용

이 ‘身體의 自由’의 本質的인 內容을 明白하게 侵害하거나 혹은 ‘無罪推定의 原則’

을 실질 으로 무력화시키는 例外的 事情이 발생하게 되더라도, 우리 재 소에서

그 헌성에 하여 심사할 수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 수도 있다.

그러나, 와 같은 例外的 事情이 인정되는 경우, 헌법재 소에서는 입법자가 헌

법 제12조 제3항 소정의 ‘令狀主義’의 취지를 實質的으로 반하여 立法裁量權을

濫用하 다는 등의 이유로 違憲判斷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와 같은 측면에

하여 헌법 제12조 제3항의 반 여부만을 검토함으로써 부당한 결과를 야기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11) 同旨 헌재 1995. 6. 29. 93헌바45 례집 7-1, 873, 882-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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意禁止原則’에 배되는지 여부를 심사해야 할 것이다.12)

(5) 소결론

그 다면, 헌법재 소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 한 헌성심사를 함에

있어서, 원칙 으로 이에 한 憲法的 特別規定인 헌법 제12조 제3조에

반되는지 여부를 단함으로써 족하다고 지 하면서, 그 구체 인 심사기

으로서 ‘恣意禁止原則’을 시한 것은 헌법재 소의 종 선례취지에 부

합하는 타당한 결론이라고 생각한다.

다. 수사단계에서의 피의자에 한 체포․구속에 련된 외국의

헌법규정 등

수사기 의 피의자에 한 체포․구속에 련된 외국의 헌법규정 등에

한 比 法的 分析을 통하여 이 사건 결정의 정당성에 하여 다시 한번

검토하기로 한다.

(1) 미국의 제도

(가) 미국에서는 일반 으로 搜査機關이 刑事被疑 를 逮捕한 다음 (형

사피의자의 청구와 계없이) 지체 없이 判事의 面前에 出頭시키는 제도

(Initial Appearance)가 정착되어 있는데, 이는 ‘신체․가택․서류 재산

의 안 을 보장받는 인민의 권리는 부당한 수색, 체포 압수에 의하여

12) 이와 같은 취지인 헌재 1995. 6. 29. 93헌바45 례집 7-1, 873 련 부분에

한 多數意見의 구체 설시내용은 다음과 같다.

‘따라서 단서가 청구인들의 “公正”한 裁判을 받을 權利를 侵害하 다고 하기

하여는 단서의 내용이 明白히 不合理하여 그 용으로 말미암아 곧바로 형

사소송의 일방당사자로서 공소유지의 책임을 지고 있는 검사에게는 입증책임의

경감이라는 부당한 혜택을 부여하고, 피의자 던 피고인에게는 그 방어권의 행사

를 히 곤란하게 하거나 불가능하게 하는 불이익을 강요함으로써 裁判의 節次

와 結果가  不公正 하게 될 蓋然性이 認定되어야 한다 할 것이다{한편, 사건

에서 재 2명은 헌의견을 제시하 는데, 數意見을 반 으로 살펴보면 ①

와 같이 立法形成權이 범 하게 인정되는 역에 한 違憲性審査基準(恣意

禁止原則)에 련하여 多數意見과 견해를 달리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② 다만,

사건에서 심 상 법률로 인하여 裁判의 節次와 結果가 明白하게 不合理하게

되는 등 청구인들의 ‘公正한 재 을 받을 權利’가 침해된다는 구체 인 사정을 認

定한 취지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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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할 수 없다. 체포․수색 압수의 장은 상당한 이유(probable

cause)에 근거하여 선서 는 확약에 의하여 확인되고, 특히 수색장소와

피체포자 는 압수품을 기재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발할 수 없다.’라고 규

정한 미국 수정헌법 제4조에13) 련된 Criminal Procedure의 한 부분이다.

(나) 그런데, 미국에서는 수사단계에서 체포된 피의자의 ‘법 면기회’는

입법자가 ‘법률 차원에서’ 부여한 것에 불과하고,14) ‘헌법 차원’에서 이

러한 기회가 보장된 것은 아니라는 을 유의해야 하는데,15) 미국법상 ①

13) ‘The right of the people to be secure in their persons, houses, papers, and

effects, against unreasonable searches and seizures, shall not be violated, and

no Warrants shall issue, but upon probable cause, supported by Oath or

affirmation, and particularly describing the place to be searched, and the

persons or things to be seized’.
14) ① 미국 연방 법원은 Gerstein v. Pugh 420 U.S. 103 (1975)에서, ‘우리는 수정

헌법 제4조가 당사자를 체포한 다음 지속 으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기 해서

는 사법 차에 따라서 ‘Probable Cause'의 존재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을 요

구하고 있다고 결한다(We hold that the Fourth Amendment requires a

judicial determination of probable cause as a prerequisite to extended restraint

of liberty following arrest.). 당해 체포가 ㉮ 법 의 장(warrant) ㉯ 는 배

심에 의한 기소(grand jury indictment)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닌 이상, 구속

의 방법으로 피의자에 한 신체의 자유가 持續的으로 制限되기 이 에(prior to

being detained) 법 이 'Probable Cause'를 결정하는 차(Gerstein hearing)를

반드시 실시되어야 한다(The accused is entitled to a Gerstein hearing prior to

being detained without bond or otherwise experiencing a significant restraint of

liberty unless the arrest is supported by a warrant or a grand jury

indictment.)’라는 취지로 시하 는데, 아래 ②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결이유

를 구체 으로 검토해 보면 미국 수정헌법 제4조가 체포․구속된 모든 피의자 등

에 하여 ‘법 면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을 쉽게 알 수 있다

{Robert Leary Moore, Thirty-First Annual Review of Criminal Procedure Ⅱ

Preliminary Proceedings, Preliminary Hearing, Georgetown Law Journal, May

2002, 1295, at 1296 결의 footnote 18, 19 참조}.

② 즉, 미국법상 ㉮ 법 의 장의 발부 차 ㉯ 는 배심에 의한 기소 차에

는 원칙 으로 당사자의 출석권이 보장되지 않는다. 따라서, 법 의 장이나

배심에 의한 기소가 先行하는 경우 별도의 청문 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피의자

등에 한 구속을 계속하는 것이 헌법 으로 용인된다는 취지의 Gerstein 결의

경우, 미국 연방헌법이 피의자 등의 구속에 련하여 ‘법 면기회’를 필수 인

요건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인 것이다. 결국, 개별 법률에서 법 의

사 장 등에 근거하여 체포된 피의자에 해서도 지체 없이 법 에게 인치하도

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입법자가 수정헌법 제4조의 요구조건을 과(상회)하여 ’

법률 차원‘에서 피의자 등에게 ‘법 면기회‘를 추가로 제공한 것일 뿐이다.

15) 미국 헌법과는 조 으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독일 기본법 제104조 제3

항은 형사피의자 등의 구속단계에서의 ‘법 면기회’를 ‘헌법 차원’에서 보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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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inal Procedure 일부인 Initial Appearance와 ② 이와는 別途의 節

次(Collateral Review)로서 Civil Procedure의 성격을 가지는 The Writ of

Habeas Corpus가16) 서로 상이한 별개의 제도라는 은 1966. 12. 19. 뉴욕

에서 서명되고 1990. 7. 10. 우리 나라에서 조약 제1007호로 발효된 시민

정치 권리에 한국제규약 제9조 제3항(Initial Appearance에 련된

조항)과 제4항(Habeas Corpus에 련된 조항)이 完全히 分離되어 규정되

어 있음을17) 비교․검토해 보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이에 해서는 헌재

2004. 3. 25. 2002헌바104 결정 등 참조).18)

고 있다.

16) 미국 연방헌법에서 ‘Habeas Corpus’를 직 언 한 부분은 1787년 헌법을 제정

할 당시의 조문인 제1조 제9항(Article 1 Section 9) ‘인신보호 장에 한 특

권은 반란의 경우 는 공공의 안 이 태로운 경우가 아니면 이를 정지할 수

없다(The Privilege of the Writ of Habeas Corpus shall not be suspended,

unless when in Cases of Rebellion or Invasion the public Safety may require

it.)’라는 부분이다.

17) 국제규약 제9조 ① 모든 사람은 신체의 자유와 안 에 한 권리를 가진다.

구든지 자의 으로 체포되거나 는 억류되지 아니한다. 어느 구도 법률로 정

한 이유 차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그 자유를 박탈당하지 아니한다(Everyone

has the right to liberty and security of person. No one shall be subjected to

arbitrary arrest or detention. No one shall be deprived of his liberty except on

such grounds and in accordance with such procedure as are established by

law.).

③ 刑事上의 罪의 嫌疑로 逮捕되거나 는 抑留된 사람은 法官 는 법률에 의

하여 사법권을 행사할 권한을 부여받은 기타 헌에게 迅速히 回附되어야 하며,

한 그는 합리 인 기간내에 재 을 받거나 는 석방될 권리를 가진다. 재 에

회부되는 사람을 억류하는 것이 일반 인 원칙이 되어서는 아니되며, 석방은 재

기타 사법 차의 모든 단계에서 출두 필요한 경우 결의 집행을 하여

출두할 것이라는 보증을 조건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Anyone arrested or detained

on a criminal charge shall be brought promptly before a judge or other officer

authorized by law to exercise judicial power and shall be entitled to trial

within a reasonable time or to release. It shall not be the general rule that

persons awaiting trial shall be detained in custody, but release may be subject

to guarantees to appear for trial, at any other stage of the judicial proceedings,

and, should occasion arise, for execution of the judgement.).

④ 逮捕 는 抑留에 의하여 自由를 剝奪당한 사람은 구든지, 法院이 그 抑留

의 合法性을 지체 없이 決定하고, 그의 억류가 합법 이 아닌 경우에는 그의 釋放

을 命令할 수 있도록 하기 하여, 法院에 節次를 취할 權利를 가진다(Anyone

who is deprived of his liberty by arrest or detention shall be entitled to take

proceedings before a court, in order that court may decide without delay on

the lawfulness of his detention and order his release if the detention is not

lawf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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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청구인의 주장에 한 비교검토

한편, 미국에서는 수정헌법 제4조 등에서 청구인의 논거와 같은 헌법원

칙이 도출된다는 해석론을 찾기 어렵다. 오히려 연방 법원은 ‘법률 차

원’에서 확고하게 정착된 ‘Initial Appearance’의 핵심인 피의자의 ‘법 면

기회’ 등도 입법자가 헌법상 요구를 상회하여 정책 으로 설정한 것으로

악하고 있다는 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2) 일본의 제도

(가) 헌법규정의 연 내용

제2차 세계 이후 日本憲法이 개정될 당시 일본정부에서 1946. 2. 1.

작성한 최 의 헌법개정안에는 ‘수사단계에서 이루어지는 형사피의자에

한 체포․구속에 련된 사항’을 규정하지 않았는데, 미군 총사령부는

개정안에 明治憲法的 色彩가 강하게 남아있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한 다음,

1946. 2. 13. 새로운 헌법개정안을 제시하 고,19) 일본정부는 1946. 2. 22.

미군 총사령부의 개정안에 기 하여 다시 헌법 안을 마련하 으며, 미군

총사령부에서 이를 검토한 후에 최종안이 확정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확정된 행 일본 헌법에는 ‘ 구든지 법률에 정하

는 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생명 는 자유를 박탈당하거나 는 그

18) 우리 형사소송법상 체포․구속 부심사제도와 련하여 종종 비교 상이 되고

있는 미국의 豫備審問制度(Preliminary Examination, or Preliminary Hearing)의

경우{이 란, 구속 부심사제도에 한 연구, 서울 학교 학원 법학박사학 논

문 (1987, 152-157면), Criminal Procedure에 련된 것으로서 수정헌법 제4조 소

정의 ‘Probable Cause’에 하여 법원이 사후 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

자가 정책 으로 마련한 제도일 뿐이고, 미국식 Habeas Corpus 제도와는 직

으로 련이 없다. Preliminary Examination의 개략 인 차 특성에 하여는

Charles Weisselberg, An Overview of the Federal Criminal Justice System

{Federal Practice Clinic, University of California School of Law “Boalt Hall”

Berkeley, California, Fall 2000} 7-8면 참조.

19) 컨 , 미군 총사령부의 개정안 제31조 등 참조{Article 31 : No person shall

be arrested or detained without being at once informed of the charges against

him nor without the immediate privilege of counsel; he shall not be held

incommunicado; he shall not be detained without adequate cause; and upon

demand of any person such cause must be immediately shown in open court

in his presence and the presence of his counsel. 高柳賢三 外 2人 編, 日本國憲

法制定の課程 Ⅰ; 原文と飜譯, 有斐閣(1972) 280-284면에서 발췌, 인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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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의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제31조).’, ‘ 구든지 행범으로 체포되는 경우

를 제외하고는 권한 있는 사법 헌이 발부하고 한 이유가 되는 범죄를

명시한 장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되지 아니한다(제32조).’, ‘ 구든지

행범으로 체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한 있는 사법 헌이 발부하고

한 이유가 되는 범죄를 명시한 장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되지 아니

한다(제33조).’, ‘ 구든지 이유를 즉시 하여 듣고 한 즉시 변호인에게

의뢰할 권리가 부여되지 아니하면 억류 는 구 되지 아니한다. 한

구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 구 되지 아니하며, 요구가 있으면 그 이유는 즉

시 본인 변호인이 출석하는 공개 법정에서 제시되어야 한다(제34조).’라

고 규정되어 있다.

(나) 청구인의 주장에 한 비교검토

일본 헌법의 규정내용은 와 같이 미국법의 향을 강하게 받은 것으로

서 이를 토 로 행 형사소송법의 기본골격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

는데,20) 일본에서도 청구인의 독자 인 논거와 같은 헌법해석론을 찾아보

기는 어렵다.

(3) 독일의 제도

(가) 독일 기본법(1949. 5. 23. 제정) 제104조 (自由剝奪時 權利保障)

1) 규정내용

① 신체의 자유는 형식 법률에 근거해서만 그리고 이 법률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서만 제한될 수 있다. 구 된 자를 정신 으로나 육체 으로

학 하는 것은 지된다.

② 자유박탈의 허용과 계속에 해서는 으로 법 이 결정한다. 법

의 결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유박탈이 행해진 경우에는 지체없이 법 의

결정을 받아야 한다. 경찰은 독자 인 힘으로 구도 체포된 날의 익일이

20) 컨 , 일본 형사소송법은 수사기 은 사가 미리 발부한 체포 장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제199조), 피의자에 한 계속 인 유치

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48시간 이내에 사에게 구류청구를 하도록 하고(제204

조), 이에 하여 사가 구류의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류장을 발부하도

록 하면서(제207조), 동일한 범죄사실에 한 체포장의 재청구에 하여는 그 취

지를 법원에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99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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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한 후까지 구 할 수 없다. 상세한 것은 법률로 정한다.

③ 구든지 범죄 의 때문에 일시 으로 체포된 자는 늦어도 체포된 날

의 익일까지는 법 에게 인치되어야 하고, 법 은 체포된 자에게 체포이유

를 알려야 하며 그를 신문하고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법 은

지체없이 이유를 첨부한 체포 장을 발부하거나 석방을 명하여야 한다.

④ 자유박탈의 명령이나 계속에 한 법 의 모든 결정은 지체없이 구

된 자의 가족 는 그가 신임하는 사람에게 통지되어야 한다.

2) 독일 기본법 규정에 한 검토

독일 기본법에서는 ‘신체의 자유에 한 박탈’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형

사 차상의 체포․구 뿐만 아니라 모든 형태의 ‘신체의 자유’에 한 제한

을 법률에 정한 방식에 따르도록 하면서, ① 특히 모든 ‘자유박탈의 허용과

계속’을 사만이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자유박탈’에 해서는 司法節次에

의한 決定을 必 的 要件으로 규정하 고,21) ② 그 刑事被疑 에 한

拘束에 련해서는 ‘法官 面機 ’를 헌법 차원에서 보장하 다는 에서

특징이 있다.22)

(나) 독일 기본법 제104조 제3항에 련된 형사소송법 규정에 한 검토

1) 수사기 에게 형사피의자 등을 사의 면 에 인치할 의무를 부과하

고 있음

수사기 이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 법원의 사 장이 존재하는지 여부

21) 따라서, 自由剝奪의 許容과 繼續에 하여는 判事만이 權限을 가지고, 헌법 차

원에서 이와 同等한 行政權限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외 으로 行政權力

이 先行되는 경우에도 이는 暫定的 조치에 불과하고, 필수 으로 司法的 再審査

(richterliche Überprüfung)를 거쳐 判事의 承認을 얻어야만 한다. 사법 결정의

범 는 자유박탈의 허용여부와 그 계속(기간)에 한 것이고, 그 종류와 방법에

하여 사가 결정하는 것은 아닌데, 사법 차에 하여는 기본법에 구체

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법률에 구체 인 내용이 임되어 있다(이 란, 게

논문 102-103면).

22) 형사피의자 등의 ‘법 면기회’에 한 독일 기본법 규정은 국제규약 제9조

제3항과 본질 으로 유사한 것으로서, 미국의 Initial Appearance에서 被疑 가 法

官을 面할 수 있는 機 가 ‘헌법 차원’에서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원칙 으로

‘법률 차원’에서 부여된 것이라는 과 조된다. 한편, 독일 기본법의 경우 ‘당

사자가 체포․구속에 하여 법원에 하여 일정한 節次開始를 청구할 수 있는

節次的 基本權’을 규정하지 아니하 다는 에서, 미국법상 Habeas Corpus 제도

의 향을 받은 우리 헌법 제12조 제6항이나 일본 헌법 제34조 후단과는 構造的

으로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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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계없이, 늦어도 그 다음날이 종료할 때까지 피의자를 법 에게 인치

하여 그 자유박탈의 계속에 하여 사의 결정을 받아야 한다(형사소송법

제115조, 제128조).23)

2) 형사피의자의 ‘법 면기회’에 한 헌법 차원의 보장

와 같이 수사기 에게 피의자의 체포에 하여 일정한 작 의무를 부

과하는 구조는 행정기 등에 의한 체포․구속에 한 사법 결정 차

와 유사한데, 다만 형사 차의 경우 체포된 피의자의 ‘법 면기회’가 ‘헌

법 차원’에서 보장된다.

3) 拘束審査制度의 審査 象 (拘束의 繼續 否)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구속된 피의자 피고인을 석방하기 한 제도로는

구속심사제도(Haftprüfung)를 두고 있는데, 이는 拘束의 正當性 여부를 심

사하는 제도가 아니라 拘束의 繼續(Fortdauer der Untersuchungshaft)이

필요한지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라는 측면에서 미의 Habeas Corpus 제도

등과 구별된다.24)

(다) 청구인의 주장에 한 비교검토

와 같이 독일 기본법에서는 모든 형태의 ‘신체의 자유에 한 박탈의

허용과 계속’을 사만이 결정하도록 규정한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지만,25)

청구인의 논거와 같은 기본법의 해석론을 찾아보기는 어렵다.

(4) 소결론

에서 살펴본 미국, 일본, 독일의 헌법규정 등에 한 比 法的 檢討를

통하여, 막연한 當爲論에 근거한 청구인의 독자 인 논거를 우리 헌법의

해석론으로 수용할 수 없다는 이 사건 결정의 정당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23) 이재상, 제6 형사소송법 (박 사) 250면.

24) 이재상, 게서 250면.

25) 김철수 교수님은 ‘令狀制度는 身體의 自由에 한 法官留保(Richtervorbehalt)’라

는 독일의 이론 등을 우리 헌법의 해석론에 원용하고 있다(김철수 게서 507면

참조). 그러나 ‘신체의 자유’에 한 우리 헌법 제12조를 독일 기본법의 련 규정

과 구체 으로 비교․검토하게 되면, 構造的으로 相當한 差異點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私見에 의하면 독일 기본법의 해석 련 이론을 無批判的으로 우리 나

라에 도입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具體的․個別的인 適用領域에 하여 比 法

的 分析을 先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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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2.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 제12조 제3항을 반하 는지 여부

가. 헌법 제12조 제3항의 반 여부에 한 심사방법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검사의 구속 장청구가 법원에 의하여 기

각된 다음 검사가 구속 장을 재청구하는 사안에 련하여 청구인의 논거

에 따른 加重的 要件을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다. 그러나, 막연한 當爲論에 근거한 청구인의 일방 인 논거를 ‘헌법원칙’

으로 악할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법률조항에 한 헌성심사를 함에

있어서 ① 먼 이 사건 법률조항이 形式的으로 헌법 제12조 제3항의 ‘令

狀主義’에 배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② 나아가 實質的인 側面에 련하

여 입법자가 立法形成權을 濫用하 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形式的으로 ‘令狀主義’에 違背되는지 여부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구속 장 재청구에 련하여 검사로 하여 憲法上

身分이 保障되고 中立的 審判 로서의 지 를 갖는 判事에게 피의자에

한 구속 장을 청구하도록 하고, 사가 법 제70조제1항에 규정된 具體的

인 拘束事由에 하여 事前的인 審査를 한 다음 그 구속 장의 발부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形式的으로 ‘令狀

主義’에 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

다. 이 사건 법률조항에 하여 立法形成權이 恣意的으로 行使되

었는지 여부

와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이 形式的으로 ‘令狀主義’의 原則을 수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實質的인

側面에서 입법자가 이에 련된 立法形成權을 恣意的으로 行使하 는지 여

부에 따라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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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 형사소송법에 한 반 인 검토

그런데, 입법자는 ‘법률 차원’에서 정책 선택을 함에 있어서 범

한 입법형성권을 행사할 수 있고, 행법상 피의자의 재체포․재구속 등에

련된 법률의 규율방식이나 내용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 사건 법률조항에

하여 立法形成權이 濫用되었는지 여부를 단하기 해서는 먼 반

인 법체계에 하여 검토해야 한다.

(2) 청구인이 시한 행 형사소송법상의 련 규정

청구인이 시한 법규정들을 살펴보면, ① 검사․사법경찰 에 의하여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피의자에 한 법 제208조 제1항은 “다른 요한 증

거를 발견한 경우”를 재구속이 가능한 사유로, ② ㉮ 체포․구속 부심사

결정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에 한 법 제214조의 3 제1항에는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하는 경우”를, ㉯ 기소 보석결정에 의하여 석방

된 피의자에 한 법 제214조의 3 제2항에는 “1. 도망한 때 2.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3. 출석요

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4. 주거의 제한 기타 법

원이 정한 조건을 반한 때”를 각각 재체포․재구속이 가능한 사유로 규

정하고 있다.

와 같이 청구인이 시한 법률규정도 '피의자 등의 재구속 등을 허용

하는 사유'를 모두 同一하게 규정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 입법자가

나름 로 구체 인 사정을 검토하여 이에 상응하는 다양한 내용을 규정함

으로써, 결과 으로 각기 相異한 내용의 법률조항들이 규정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3) 청구인이 시하지 않은 행 형사소송법상의 련 규정

한편, 청구인은 (2)항과 같이 피의자의 ‘재체포․재구속’에 련하여

‘實質的 加重要件’을 규정한 사례만을 選別的으로 例示하 지만, 피의자에

한 재체포․재구속에 하여 최 의 체포․구속에 비하여 좀더 신 한

심사를 하는 것을 입법목 으로 하면서도 ‘節次的 加重要件’만을 추가시킨

법률규정들도 다수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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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들어, ① 긴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피의자에 한 법 제200조의4

제3항은 “ 장의 존재”를 재체포가 가능하도록 하는 차 가 요건으로

규정하 고, ② 제1차로 체포 장이 청구되었거나 발부되었던 피의자에

하여 체포 장을 재청구하는 경우에 한 법 제200조의3 제4항은 “체포

장의 재청구취지와 이유를 기재하는 것”을 그 차 가 요건으로, ③ 제

1차로 구속 장이 청구되었거나 발부되었던 피의자에 하여 구속 장을

재청구하는 경우에 한 법 제201조 제5항은 “구속 장의 재청구취지와 이

유를 기재하는 것”을 그 차 가 요건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법률조항에 직 으로 련된 법 제201조 제5항에서 ‘節

次的 加重要件’을 규정한 입법취지에 하여 ‘구속 장의 재청구에 한 심

사를 보다 신 하게 하도록 하는 취지’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 인 학설이

다.26)

(4) 이 사건 법률조항에 한 검토

그 다면, ① 피의자의 재구속 등에 련하여 ‘실질 가 요건’을 규정

할 것인지 아니면 ‘ 차 가 요건’을 규정할 것인지 여부와 같이 법률의

구체 내용을 정하는 문제는 원칙 으로 입법자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이라는 , ② 행법상 재체포․재구속을 하는 경우 최 의

체포․구속보다 좀더 신 하게 심사하는 것을 입법목 으로 하면서도 ‘

차 가 요건’만을 추가시킨 법률조항들이 다수 존재한다는 등 여러 사

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에 근거한 검사의 구속 장 재청구에

련하여, 입법자가 법 제208조, 제214조의 3의 규정과 유사한 ‘實質的 加

重要件’을 규정하지 아니하고, 법 제201조 제5항과 같이 ‘節次的 加重要件’

을 규정하는 방식으로 ‘구속 장의 재청구에 한 심사의 신 성’을 도모하

겠다는 취지로 정책 인 선택을 한 것을 恣意的인 立法形成權의 行使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26) 차용석, 백형구 표집필, 주석 형사소송법 (Ⅱ) (1999) 139-140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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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소결론

그러므로 헌법재 소에서 이 사건 결정을 함에 있어서 먼 이 사건 법

률조항이 형식 으로 헌법 제12조 제3항 소정의 ‘ 장주의’에 배되지 않

는다는 을 확인하고, 나아가 체 인 법률체계에 비추어 볼 때 입법자

가 이 사건 법률조항에 련하여 立法形成權을 恣意的으로 행사함으로써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 등을 실질 으로 침해하 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시

한 것은 이론 으로 정당한 결론이라고 생각한다.

마. ‘구속 장실질심사’가 무력화된다는 부수 주장에 한 검토

청구인은 부수 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구속 장실질심사를 실질 으

로 무력화시킨다는 취지로 주장하 다. 그러나, 행법상 검사의 구속 장

재청구에 해서도 사가 법 제201조의 2의 규정에 따라서 장실질심사

를 실시한 다음 그 장의 발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 사건의 경우에도 검사가 청구인에 하여 재청구한 구속 장에 련하

여 사가 장실질심사를 한 다음 구속 장을 발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구속 장실질심사가 무력화된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같은 취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한

이 사건 결정이유 역시 타당하다고 본다.

3.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가. 청구인의 주장

검사의 구속 장청구에 한 사의 기각결정은 당해 피의자의 구속필

요성을 인정하지 않는 법원의 결정이라는 측면에서, 구속 부심사 차에서

이루어지는 석방결정 등과 본질 으로 동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

건 법률조항의 경우 구속 장의 재청구에 하여 형사소송법 제214조의 3

의 규정과 같은 ‘실질 가 요건’을 요구하지 아니함으로써, ① 사에 의

하여 구속 장청구가 기각된 피의자와, ② 구속 부심사 차에서 석방된

피의자를 합리 인 이유 없이 차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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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평등권 침해에 한 헌성심사기

헌법상 평등의 원칙은 일반 으로 입법자에게 본질 으로 같은 것을 자

의 으로 다르게, 본질 으로 다른 것을 자의 으로 같게 취 하는 것을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평등 반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엄격한 심

사척도에 의할 것인지, 완화된 심사척도에 의할 것인지는 입법자에게 허용

되는 입법형성권의 정도에 따라서 달라지는데,27)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의 평등원칙 반여부는 立法 의 恣意性이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하게

된다.

한편, 입법자가 수사기 의 피의자에 한 강제처분 등에 한 입법을

함에 있어서 형식 으로 ‘令狀主義’를 수하는 한도 내에서는 비교 범

한 입법형성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평등권 침해의 주장에

하여는 이른바 '恣意禁止原則'을 반하 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것으로

족하다고 본다.

다. 차별취 의 존재

(1) 두 개의 비교집단이 ‘本質的으로 同一’한지 여부

청구인 주장의 요지는 ① 법원에 의하여 검사의 구속 장청구가 기각된

피의자와 ② 법원의 구속 부심사 차에서 ‘석방결정’이 있었던 피의자 사

이에 차별취 이 존재한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①은 검사가 헌법 제12조 제3항 이 사건 법률조항에 근거

하여 구속 장을 청구하 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함으로써 ‘구속’ 자체가 이

루어지지 아니한 피의자의 경우이고, ②는 피의자가 실 으로 구속되

었음을 제로 하고 헌법 제12조 제6항 법 제214조의 2에 근거하여 실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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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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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되는 구속 부심사 차에서 법원이 극 으로 ‘석방결정’을 하 던 피의

자의 경우이다. 와 같이 ㉮ 現實的으로 拘束되었는지 여부 등 그 前提가

되는 基本的 事實關係가 서로 다르고, ㉯ 특히 법률 근거규정 뿐만 아니

라 헌법 근거규정까지도 상이한 별개의 차를 거친 ①과 ②의 피의

자들 사이에 本質的인 同一性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2) ‘두 개의 비교집단’이 존재하는지 여부

(가) 좀더 근본 인 문제는 과연 ‘두 개의 비교집단’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평등원칙 반의 특수성은 상 법률이 정하는 ‘법률효

과’가 헌이 아니라, 그 법률효과가 수범자의 한 집단에만 귀속하여 ‘다른

집단과 사이에 차별’이 발생한다는 에 있다.28) 따라서, 평등원칙의 반

을 인정하기 해서는 우선 법 용에 련하여 相互 排他的인 ‘두 개의 比

集團’을 일정한 기 에 따라서 區分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이 사건에 하여 살펴보면, 우선 ① 수사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검

사의 피의자에 한 구속 장청구 이에 따른 법원의 구속 장발부 여부

에 한 심사․결정단계와, ② 피의자가 실 으로 ‘구속’된 이후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는 구속 부심사 차단계 등은 법리 으로 분명하게 구분되

는 별개의 차이고,29) 행법상 특정 피의자에 한 최 의 구속 장청구

가 법원에 의하여 기각된 다음 검사가 피의자에 하여 다시 구속 장

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①단계부터 다시 차를 밟아야 한다. 더욱 요

한 은 와 같이 다시 시작된 ①단계에서 검사의 구속 장 재청구에 근

거하여 법원이 구속 장을 발부하는 경우에도, 구속이 집행된 해당 피의자

에게 ②단계에 따른 구속 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차 권리가 항상

보장된다는 것이다.

28) ① 황도수, 헌법불합치결정에 한 새로운 체계의 시도, 법조 (2002. 8.) 74, 85면

② 황도수, 헌법재 의 심사기 으로서의 평등, 서울 박사학 논문 (1996. 8.)

련 부분 참조.

29) 물론, 에서 본 바와 같이 법원의 구속 장이 발부되기 이 에도 수사기 등

에 의하여 실 으로 ‘체포’된 피의자는 헌법 제12조 제6항 형사소송법 제214

조 제2항에 근거하여 법원에 하여 ‘체포’에 한 부심사청구를 할 수도 있다.

다만, 와 같은 ‘체포’에 련된 각 차들은 이 사건과 직 인 련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의 상세한 논의는 피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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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사건 청구인의 경우에도, 검사의 제1차 구속 장청구에 련하

여 ①단계에서 법원에 의하여 그 청구가 기각되어 ‘구속’ 자체가 이루어

지지 아니하 다가, 검사의 구속 장 재청구에 따라서 다시 ①단계를 거쳐

서 구속되었는데, 구속이 집행된 청구인에게는 ②단계에서 구속 부심사청

구를 할 수 있는 차 권리가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었다. 따라서, 만일

청구인이 ②단계에서 구속 부심사청구를 하고 법원이 ‘석방결정’을 하 다

면, 법 제214조의 3 소정의 실질 가 요건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상, 검

사가 청구인에 하여 다시 구속 장을 청구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라) 결국, 청구인과 같이 구속 장 재청구의 상이 되었던 피의자들도

②단계에 이르 을 때 自動的으로 ‘구속 부심사청구를 하여 법원의 석

방결정’을 받을 수 있는 집단’에 포함되기 때문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두

개의 비교집단’은 相互 排他的인 것도 아니고, 일정한 기 에 따라서 區分

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다시 말하면, ‘동일한 집단’이 다단계의 차를 거

치는 과정에서, 선행 차인 ①단계에서의 법률 용과 후속 차인 ②단계에

서의 법률 용이 서로 다른 것일 뿐이고, 이러한 차이가 ‘비교집단의 구분’

에 따른 차별취 은 아닌 것이다.

(마)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평등원칙 반을 인정하기 한 제조건인

상호 배타 인 ‘두 개의 비교집단’ 자체를 인정하기 어렵다.

사. 평등권 침해에 한 결론

그 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본질 으로 동일’한 ‘두 개의 비

교집단’에 한 차별 취 이 발생하 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사건

결정에서 같은 취지로 청구인의 평등원칙 반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타당

하다고 본다.

4. 청구인의 일부 청구부분에 한 법성 단

가. 이 사건 청구의 특성

(1) 법령에 한 헌법소원심 청구에 한 원칙 등

법령에 하여 헌법재 소법 제68조 제1항 소정의 헌법소원심 청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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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려면 원칙 으로 별도의 구체 인 집행행 의 매개 없이 법령 그 자체로

인하여 직 으로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당한 경우라야 한다.30) 그런데, 청

구인의 경우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직 구속된 것이 아니고 이 사건

법률조항에 근거한 ‘검사의 구속 장청구에 따른 사의 장발부’라는 별

도의 구체 재 에 의하여 비로소 기본권제한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이론 으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 청구가 법한지 여부에 하여 의문이

생길 수 있고, 법무부장 은 이러한 논 을 다투고 있었다.

(2) 直接性 補充性 등에 한 ‘例外的 狀況’의 인정 여부

그러나, 행법상 피의자는 구속 장 발부결정에 하여 항고와 같은 방

법으로 직 불복할 수 없다는 등을 고려할 때,31) 청구인에게 ‘구속 장

의 발부’라는 법원의 재 에 용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헌성에 련

하여 헌법재 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 청구 등을 통하여 권리구

제를 받을 것을 기 하기 어렵다.32)

(3) 權利保護利益에 한 ‘例外的 狀況’의 인정 여부

한편, 청구인에 한 구속 장은 2002. 8. 20. 집행되었고, 이 사건 결정

시 인 2003. 12. 18.을 기 으로 하여 수사기 에 의하여 구속 장의 효력

이 연장될 수 있는 최 상한선이 이미 경과한 것이 명백한 이상,33) 이 사

건 법률조항에 하여 우리 재 소가 헌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

구인에 아무런 향을 미칠 수 없기 때문에 더 이상 권리보호이익이 존재

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만일 이 사건과 같은 유형의 사건에서 권리

보호이익이 事後的으로 消滅하 다는 사유로 헌법소원심 청구의 이익이

없다고 보는 경우 人身拘束에 한 요한 사항에 하여 용되는 법률의

30) 헌재 1994. 1. 7. 93헌마283, 례집 6-1, 1, 5 등 참조.

31) 법원 1958. 8. 14. 57모9 결정 [집6형, 026]; 헌재 1992. 4. 14. 90헌마82 례집

4, 194, 202-203 등 참조.

32) 헌재 1992. 4. 14. 90헌마82 례집 4, 194, 203 참조.

33) 청구인에 한 구속 장에 기재된 국가보안법 반 피의사실이 같은 법 제7조 소

정의 범죄인 경우에는 수사단계에서 구속될 수 있는 상한선은 30일이고, 같은 법

제7조, 제10조 소정의 범죄가 아닌 한 국가보안법 반 사건의 경우에도 그 상

한선은 5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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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여부를 단받을 기회가 원천 으로 쇄되기 때문에,34) 이 사건에서

例外的 狀況을 인정하여 권리보호이익을 인정한 것은 타당한 결론이라고

생각한다.35)

나. 이 사건 청구의 특성에 련된 헌법재 소의 례 이에 따

른 검토

(1) 와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 자체에 의하여 청구인에 한 구속이

결정된 것은 아니고 이 사건 법률조항에 근거한 구체 재 에 의하여 비

로소 청구인의 기본권에 한 제한이 발생하 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

서 ‘직 성’ 등과 같은 법요건에 한 외를 인정한 이유는 청구인에게

‘구속 장의 발부’라는 법원의 재 에 용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헌성

에 련하여 헌법재 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 청구 등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것을 기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例外的

狀況을 인정하더라도, 이 사건 법률조항에 근거한 구체 재 이 있어야만

비로소 청구인의 기본권이 제한된다는 본질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

(2) 헌법재 소의 례

한편, 헌법재 소법 제68조 제2항에 근거한 헌법소원심 청구를 하면서

법률조항 자체의 헌성을 다투는 취지가 아니라, 당해 사건 재 의 기

가 되는 법률의 해석․ 용에 한 문제를 들어 법원의 재 결과를 비난

하는 것은 헌법재 소의 심 사항이 될 수 없고(헌재 2000. 8. 31. 99헌바

98, 례집 12-2, 225, 231 참조), 한 법원에서 헌법재 소가 이미 헌으

로 결정한 법령을 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등의 외 인

사정이 없는 이상 구체 인 법률의 해석․ 용문제는 원칙 으로 당해 사

건에 한 재 의 당부문제에 흡수되기 때문에, 단순한 법률의 해석․ 용

에 한 문제 을 들어서 헌법소원심 청구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34) 헌재 1992. 4. 14. 90헌마82 례집 4, 194, 204-205 참조.

35) 미국 연방 법원에서는 反復可能性이 있는 害惡임에도 審査가 回避되는 사안

(wrongs capable of repetition yet evading review)의 경우에는 權利保護利益

(mootness)에 한 一般原則의 例外를 인정해야 한다고 시하고 있다{낙태를

지하는 법률의 헌성을 다투는 사안에서 소송계속 에 事後的으로 權利保護利

益이 소멸한 사건인 Roe v. Wade 410 U.S. 113(1973)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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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례집 9-2, 842; 헌재 2003. 11. 27. 2002

헌바62 등 참조). (3) ‘신체의 자유’에 한 비 주장 행복추구권 등

에 한 주장에 한 검토

그런데,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에 한 비 주장의 경우 사가 2002.

8. 20. 청구인에 한 구속 장을 발부하는 재 을 함에 있어서 이 사건 법

률조항에 하여 ‘법원이 구속 장청구를 기각한 경우에도 검사가 실질

가 요건 없이 다시 장청구를 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해석하 기 때문

에 결과 으로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 등이 침해되었다는 취지이고, 행복

추구권 인격권 등에 한 주장도 이 사건 법률조항에 한 법원의 해석

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결과 으로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인격권’ 등이

침해되었다는 취지일 뿐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사가 2002. 8. 20. 청구인에 하여 구속 장을 발

부할 당시에 헌법재 소가 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용하 다는 등의 특

별한 사정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주장부분은 ‘ 장의

발부’라는 구체 재 의 기 가 된 법률의 해석․ 용에 한 문제를 들

어 법원의 재 결과를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고, 이를 이 사건 법률조항 자

체의 헌성을 다투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4) 주장부분에 한 소결론

그 다면, 形式的으로 법원의 구속 장 발부라는 구체 재 에 용되

는 이 사건 법률조항 자체의 헌성을 다투는 듯한 外觀만을 갖추고서, 實

質的으로는 청구인에 한 구체 인 재 의 당부에 포함되는 단순한 법률

의 해석․ 용에 한 문제를 다투고 있는 와 같은 주장에 련된 청구

부분을 법하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러한 주장부분에 하여 헌법재

소에서 別途의 本案判斷을 하지 않는다고 시한 것도 타당한 결론이라

고 생각한다.

【이 사건 결정의 의의】

헌법소원심 사건에서 청구인이 막연한 當爲論 내지 政策的 判斷에

련된 단순한 立法論에 한 논거를 마치 ‘憲法原則’인 것처럼 포장하여 주

장하는 사례가 지 않은데, 이 사건 결정은 우리 헌법의 개별규정에 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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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구체 인 논증을 통하여 헌법에서 직 도출할 수 있는 ‘憲法原則’만이

違憲法律審判의 審査基準이 될 수 있고, 막연한 當爲論 등의 경우 헌성

심사기 이 될 수 없다는 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 결정은 ① ‘신체의 자유’와 같은 반 인 사항을 규율

하는 憲法的 一般規定과 搜査機關의 피의자에 한 체포․구속과 같은 구

체 인 사항을 규율하는 憲法的 特別規定이 모두 규정되어 있는 경우,

련 법률의 헌성 여부는 원칙 으로 憲法的 特別規定에 배되는지 여부

만을 검토함으로써 족하고, ② 평등원칙 반의 주장에 련하여 本質的으

로 相互 排他的인 두 개의 比 集團이 인정될 수 없는 경우에는 평등원칙

반을 인정할 여지가 없으며, ③ 청구인이 形式的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

자체의 헌성을 다투는 듯한 外觀만 갖추고서 實質的으로는 구체 재

에 용된 법률규정의 해석문제만을 다투는 주장을 한 경우 이를 헌법재

소의 심 사항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혔다는 에서도 상당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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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시사항】
	【심판대상】
	【사건의 개요】
	【결정요지】
	【해설】
	1. 심판청구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
	가. 알권리와 자기관련성
	나. 보충성 문제
	다. 권리보호이익의 존부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수사기록 열람․등사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
	나. 피구속자를 조력할 변호인의 권리
	다. 구속적부심제도와 변호인의 권리
	라. 알권리에 대한 일반론
	마. 청구인에게 알권리로서 이 사건 수사기록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권이 있는지 여부
	바. 피청구인이 열람․등사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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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60조 등위헌확인
	【판시사항】
	【심판대상】
	【사건의 개요】
	1. 심판청구에 이르게 된 경위
	2. 청구인의 주장 및 관계기관의 의
	가. 청구인의 주장
	나.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의견

	3. 쟁점

	【결정요지】
	[해설]
	1.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가. 직접성
	나. 권리보호이익

	2.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외국의 교육위원 및 교육감(장) 선출제도
	나. 우리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변천경위
	다.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의 지위와 권한
	라. 이 사건 당선자 결정방식의 위헌 여부

	3. 결론
	4. 이 사건 결정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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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공원법 제4조 등 위헌소원
	【판시사항】
	【심판대상】
	【사건의 개요】
	1. 심판청구에 이르게 된 경위
	2. 청구인들의 주장과 이해관계인의 의견
	가. 청구인들의 주장
	나. 법원의 위헌제청신청기각 이유요지
	다. 환경부장관의 의견요지


	【결정요지】
	【해 설】
	1. 서론
	2. 자연공원법 제4조의 규정연혁
	3.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가. 부적법하다고 본 견해
	나. 적법하다고 본 견해

	4. 본안에 대한 판단
	가. 토지의 이용규제에 관한 미국ㆍ일본ㆍ프랑스의 입법례
	나. 보상없는 토지재산권제한에 대한 독일의 논의
	다. 구법 제4조에 대한 헌법불합치의견
	라. 신법 제4조에 대한 위헌의견

	5. 결정의 의의 및 후속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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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판시사항】
	【심판대상】
	【사건의 개요】
	1. 심판청구에 이르게 된 경위
	2. 청구인의 주장과 이해관계인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요지
	나. 법원행정처의 의견요지


	【결정요지】
	【해설】
	1. 심판청구의 취하의 경우, 헌법소원심판절차가 종료되는지의여부
	가. 심판절차가 종료된다는 다수의견
	나. 중대한 헌법적 문제의 해명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판절차가 종료되지 않는다는 소수의견

	2. 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제도의 법적 의미 및 기능
	가. 구체적 규범통제절차
	나. 재판소원의 배제와 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제도
	다. ‘재판소원’으로서의 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의 기능

	3. 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
	가. 헌법의 기본결정을 고려하는 법률해석(verfassungsorientierte Auslegung)1) 및 그의 독자적 유형으로서 헌법합치적 법률해석(VerfassungskonformeAuslegung)에 관한 일반이론
	나. 한국 헌법재판제도의 경우

	4. 법 제75조 제7항의 위헌여부
	5. 이 사건 대법원판결의 취소여부
	가. 이 사건 대법원판결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지의
	나. 기본권의 침해여부
	다. 소결론

	6. 법 제68조 제1항의 위헌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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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 제5조 등 위헌확인
	【판시사항】
	【심판대상】
	【사건의 개요】
	1. 사건의 개요
	2. 청구인들의 주장 및 관계기관의 의견

	【결정요지】
	【해설】
	1. 적법요건 부분
	2. 본안에 관련된 기초사실
	가. 해당 조항의 변천 및 관련 통계
	나. 외국의 입법례

	3.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
	가. 판단범위
	나.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여부
	다. 신뢰보호의 원칙 위배 여부
	라. 평등권 침해 여부
	마. 기타 청구인 주장에 대한 검토

	4. 반대의견 해설
	가. 신뢰보호원칙 부분
	나. 평등권 침해 부분

	5. 이 결정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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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62조 제3호 등위헌제청
	【판시사항】
	【심판의 대상】
	1. 심판대상 조항
	2. 관련 규정

	【사건의 개요】
	1. 심판청구에 이르게 된 경위
	2. 위헌심판제청이유와 이해관계인들의 의견
	가. 제청법원의 제청이유와 제정신청인의 제청신청이유
	나. 노동부장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의견


	【결정요지】
	【해 설】
	1. 쟁점의 정리
	2. 단체행동권의 사전제한제도로서의 직권중재에 대한 헌법적 평가
	3. 침해의 최소성 부분에 대한 평가
	4. 대상조치로서의 적합성과 적법절차 위배 여부에 대한 평가
	5. 이 사건 결정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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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8조 위헌소원 등
	【판시사항】
	【심판의 대상】
	1. 이 사건 법률조항
	2. 관련 규정

	【사건의 개요】
	1. 심판청구에 이르게 된 경위
	2. 청구인들의 주장과 관계기관의 의견
	가. 청구인들의 주장
	나. 법원의 위헌제청신청 각하이유
	다. 산업자원부장관의 의견


	【결정요지】
	【해 설】
	1. 공사비부담금의 입법취지
	2. 이 사건 공사비부담금의 법적 성격
	가. 공과금의 체계 및 부담금의 의의
	나. 부담금의 허용요건(혹은 정당화요소)
	다. 부담금의 종류
	라. 수익자부담금으로서의 공사비부담금

	3. 공사비부담금 부과의 헌법상 근거 및 공사비부담금에 상응하여 주주권이나 지분권을 부여하는 보상규정을 둘 입법의무의존재 여부
	가. 공사비부담금 부과의 헌법상 근거
	나. 헌법 제23조 제3항에 의해 보상이 요구되는 재산권의 침해
	다. 공사비부담금에 대한 보상의무의 存否
	라. 결론

	4. 결정의 의의

	[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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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4조 제1항등 위헌소원
	【판시사항】
	【심판대상】
	【사건의 개요】
	1. 심판의 청구에 이르게 된 경위
	2. 청구인의 주장, 법원의 위헌제청신청기각이유 및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나. 서울고등법원의 위헌제청신청기각이유
	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의 의견요지


	【결정요지】
	【해설】
	1. 서론
	2. 본안전 요건에 관한 판단
	3. 우리나라의 하도급거래 및 하도급법 개관
	가. 하도급거래의 발전
	나. 하도급거래가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다. 하도급업체의 현황 및 하도급거래의 실태
	라. 하도급법의 입법배경 및 구성체계
	마. 하도급법의 적용범위

	4. 이 사건 법률조항의 立法趣旨․沿革및 하도급대금직불제의 실태
	가. 입법취지
	나. 입법연혁
	다. 하도급대금직불제의 실태

	5. 하도급대금직불제의 입법례
	가. 우리나라
	나. 외국의 입법례

	6. 판단
	가. 쟁점
	나. 사적 자치권 침해여부
	다. 재산권 침해여부
	라. 평등원칙 위반여부

	7. 포괄위임금지원칙위배여부
	8. 하도급대금직접지급제도와 자유로운 경제질서 위배여부
	9. 이 사건 결정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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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판시사항】
	【심판대상】
	【사건의 개요】
	1. 사건의 개요
	2. 청구인들의 주장 및 관계기관의 의견
	가. 청구인들의 주장
	나. 피청구인의 답변
	다. 국방부장관의 의견


	【결정요지】
	【해설】
	1. 다수의견의 관점
	가. 입법부작위의 존재여부
	나. 국가배상법상의 소멸시효관련 규정
	다.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적용 여부
	라. 특별법제정의무위반으로서의 진정입법부작위론에 대한 검토
	마. 소결

	2. 소수의견의 관점
	가. 문경학살사건의 내용과 사후 경과
	나. 공소시효․소멸시효 조항과 이 사건 심판청구
	다. 집단살해(genocide)의 특수성
	라. 침해된 기본권
	마.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
	라. 본안의 경우

	3. 이 결정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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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0조 제2항제1호 등 위헌제청
	【판시사항】
	【심판대상】
	【사건의 개요】
	1. 심판청구에 이르게 된 경위
	2. 위헌심판제청이유와 이해관계인들의 의견
	가. 제청법원의 제청이유의 요지
	나. 제청신청인의 의견
	다. 청소년보호위원장의 의견


	【결정요지】
	1. 법 제20조 제3항 및 제4항에 관하여
	2. 법 제20조 제2항 제1호에 관하여
	3. 법 제20조 제5항에 관하여

	【해 설】
	1. 서론
	2. 신상공개제도의 입법배경
	3. 미국과 영국의 입법례
	가. 미국의 메간법(Megan’s Law)
	나. 영국의 사라법(Sarah's Law)

	4. 이중처벌금지원칙
	가. 이중처벌금지원칙의 의의
	나. 이중처벌금지원칙의 특성
	다. “처벌”의 의미
	라. 신상공개제도와 이중처벌금지원칙

	5. 법관의 재판을 받을 권리
	6. 적법절차원칙
	가. 적법절차원칙의 의의와 적용영역
	나. 절차적 적법절차의 문제상황과 구체적인 판단기준
	다. 메간법에 관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
	라. 신상공개제도의 절차적 적법절차원칙 위반 여부

	7. 과잉금지원칙심사의 대상이 된 기본권제한
	가. 총설
	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의의 및 비교법적 고찰
	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헌법적 근거
	라. 소결

	8. 사후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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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24조의2 위헌제청
	【판시사항】
	【심판대상】
	【사건의 개요】
	1. 심판청구의 경위
	2. 제청이유와 관계기관의 의견
	가. 제청이유
	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견


	【결정요지】
	【해설】
	1. 쟁점의 정리
	2. 행정상 제재와 형사벌의 관계
	가. 행정벌(행정상 제재)의 체계와 기능
	나. 현행 행정벌(행정형벌 제외) 부과체계의 내용과 평가

	3. 이중처벌금지원칙의 위반 여부
	가. 행정제재와 형사벌의 병과에 관한 일반론
	나. 과징금 일반론 및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과징금의 성격
	다. 소결

	4. 비례성원칙 위반 여부
	가. 비례성원칙에 의한 심사의 요청
	나. 과징금 부과 객체의 선택에 관한 입법적 판단 존중
	다. 매출액 기준의 과징금 부과

	5. 적법절차원칙 위반 여부
	가. 적법절차의 요체와 내용
	나. 이 사건에의 적용

	6. 소수의견
	7. 결정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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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3호 위헌소원 등
	【판시사항】
	【심판의 대상】
	1. 심판대상조항
	2. 관련조항

	【사건의 개요】
	1. 심판청구에 이르게 된 경위
	가. 2000헌바94사건
	나. 2001헌가21 사건

	2. 청구인들의 주장과 제청법원의 위헌심판제청이유 및 관계기관의 의견
	가. 2000헌바94 사건
	나. 2001헌가21 사건


	【결정요지】
	【해설】
	1. 공무원연금제도와 퇴직연금의 법적 성격
	가. 공무원연금제도
	나. 퇴직연금의 법적 성격

	2. 퇴직연금 지급정지제도의 연혁
	3. 입법례
	가. 우리나라
	나. 일본
	다. 미국

	4.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
	가. 퇴직연금 지급정지제도 자체의 위헌 여부
	나. 포괄위임금지원칙의 위반 여부

	5. 부수적 위헌결정
	6. 이 사건 결정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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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3조 제3항위헌확인
	【판시사항】
	【심판대상】
	1. 이 사건 심판대상규정
	2. 관련규정

	【사건의 개요】
	1. 심판청구에 이르게 된 경위
	2. 청구인들의 주장과 관계기관의 의견
	가. 청구인들의 주장
	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의견


	【결정요지】
	【해설】
	1. 이 사건 규정의 유래
	2. 이 사건 규정의 구체적 내용
	3. 이 사건 규정의 입법목적
	4. 이 사건 규정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1) 선거에 있어서의 평등원칙의 의미
	(2) 이 사건 규정의 평등관련성
	(3) 차별을 정당화하는 사유의 존재여부
	(4) 이 사건 규정에 의해 초래되는 불합리한 상황
	(5) 외국의 입법례에 대한 검토
	(6) 소결론

	5. 이 사건 규정이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1) 이 사건 규정의 공무담임권 관련성
	(2) 기본권제한을 위한 전제조건
	(3)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
	(4)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

	6. 이 사건 결정의 의의와 후속경과
	(1) 이 사건 결정의 의의
	(2) 후속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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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과 국회의장간의 권한쟁의
	【판시사항】
	【심판대상】
	【사건의 개요】
	1. 심판청구에 이르게 된 경위
	2. 청구인의 주장과 이해관계인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나. 피청구인의 답변요지


	【결정요지】
	【해 설】
	1. 서론
	2.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가. 피청구인의 행위가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나.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권한의 침해
	다.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이 국회내부의 자율에 관한 문제인지 여부
	라. 권리보호이익과 헌법적 해명
	마. 소결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ㆍ표결 권한
	나. 교섭단체의 역할과 상임위원회의 기능
	다. 국회의장의 직무
	라. 이 사건 사ㆍ보임행위에 대한 평가

	4. 결정의 의의 및 후속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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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호 중국내주재 외국의 외교기관 부분 위헌소원 등
	【판시사항】
	【심판대상】
	【사건의 개요】
	1. 심판청구에 이르게 된 경위
	가. 2000헌바67 사건
	나. 2000헌바83 사건

	2. 청구인들의 주장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가. 청구인들의 주장요지
	나. 법원의 제청신청기각이유
	다. 남대문경찰서장의 의견(2000헌바83 사건)


	【결정요지】
	【해설】
	1. 헌법상 ‘集會’의 개념
	가.
	나. 집회의 개념은 ‘多數人의 모임’이란 객관적 요소와 ‘公同의 目的’이란 주관적 요소의 2가지 요소를 필요로 한다.
	다.
	라.

	2. 집시법의 主要槪念
	가. 屋外集會의 개념
	나. 示威및 行進의 개념

	3. 외국의 입법례
	가. 독일
	나. 미국
	다. 그 외의 주요 유럽국가
	라. 일본

	4.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여부
	가. 집회의 자유에 대한 제한규정으로서 이 사건 법률조항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
	다. 비례의 원칙의 위반여부

	5. 결론
	6. 결정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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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법 제21조 제8항 등 위헌확인
	【판시사항】
	【심판의 대상】
	【사건의 개요】
	1. 심판청구에 이르게 된 경위
	2. 청구인들의 주장 및 관계기관의 의견
	가. 청구인들의 주장요지
	나. 보건복지부장관의 의견요지


	【결정요지】
	【해설】
	1. 적법요건 판단에 대한 해설
	가. 법 제16조 제5항 제2호와 청구인 의료법인 ○○의료재단의 자기관련성
	나. 법 제21조 제8항과 청구인 송○숙, 조○희 및 전○숙의 자기관련성
	다. 법 제21조 제8항과 청구인 의료법인 ○○의료재단의 자기관련성

	2. 의약분업제도의 입법연혁, 주요내용 및 외국의 입법례
	가. 의약분업제도의 도입에 대한 입법 연혁
	나. 의약분업제도의 주요 내용
	다. 의약분업제도에 대한 외국의 입법례

	3. 법 제21조 제8항의 위헌여부에 대한 판단
	가. 쟁점
	나. 법 제21조 제8항이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다. 법 제21조 제8항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4. 결정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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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교통법 제118조 위헌확인
	【판시사항】
	【심판대상】
	1. 심판대상조항
	2. 관련조항

	【사건의 개요】
	1. 심판청구에 이르게 된 경위
	2. 청구인의 주장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나. 경찰청장의 의견


	【결정요지】
	【해설】
	1. 운전자의 좌석안전띠 착용의 효과
	2. 他害禁止원리(harm principle)의 검토와 좌석안전띠 착용의무
	가. 밀(J. S. Mill)의 명제와 기본권제한의 정당화근거
	나. 타해금지원리 등이 기본권제한의 합헌성 심사 체계에서 가지는 위치
	다. 타해금지원리의 의의와 검토
	라. 他害의 범위
	마. 운전자의 좌석안전띠 착용과 다른 사람의 권리와의 관련성

	3. 좌석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을 자유의 제한
	가.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제한이 있는지 여부
	나. 제한의 헌법적 정당화
	다. 좌석안전띠 미착용에 대한 범칙금 통고처분의 헌법적 정당화

	4. 다른 기본권의 제한
	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여부
	나. 양심의 자유 침해여부
	다. 재판청구권, 적법절차원칙의 위배 여부

	5. 이 사건 결정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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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거래법 제191조의7 제3항 등 위헌소원
	【판시사항】
	【심판대상】
	【사건의 개요】
	1. 심판청구에 이르게 된 경위
	2. 청구인들의 주장 및 관계기관의 의견
	가. 청구인들의 주장
	나. 서울지방법원의 위헌제청신청기각 이유
	다. 재정경제부장관 및 금융감독위원회의 의견


	【결정요지】
	【해설】
	1. 적법성요건에 관한 판단
	가. 증권거래법시행령 제2조의7 제1항 제2호 나목에 대한 심판청구
	나. 증권거래법 제191조의7 제3항에 대한 심판청구
	다.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2조 제3항에 대한 심판청구

	2.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내용 및 입법목적
	3.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2조 제3항(이하 ‘이 사건법률조항’이라 한다)에 의한 자본금감소의 구체적 방법
	4. 제일은행에 대한 감자조치의 구체적 경위
	5.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여부
	가. 법률의 명확성원칙의 위반여부
	나. 평등원칙의 위반 여부
	다. 재산권의 침해 여부
	라. 헌법 제119조 제2항의 “경제민주화”의 위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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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1조제1항 위헌소원
	【판시사항】
	【심판대상】
	1. 심판대상조항
	2. 관련규정

	【사건의 개요】
	1. 심판청구에 이르게 된 경위
	2. 청구인의 주장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나. 법원의 위헌제청신청 기각이유의 요지
	다. 보건복지부장관의 의견요지


	【결정요지】
	【해설】
	1. 쟁점의 정리
	2. 우리나라 마약관계 규제법규의 개관 및 이 사건 법률조항의입법연혁
	가. 우리나라 마약관계 규제법규의 개관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연혁

	3. 외국입법례
	가. 미국
	나. 일본
	다. 독일

	4. 우리나라 마약류사범의 실태
	5.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여부에 관한 판단 부분
	가. 형벌법규의 입법형성의 한계
	나. 책임과 형벌간의 비례성 원칙 준수 여부 부분
	다. 다른 범죄와의 관계에서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는지 여부 부분

	6. 이 사건 결정의 의의

	<별표 1> 일본의 마약취체법상의 형벌(선택형인 벌금 생략)
	<별표 2> 일본의 아편법상의 형벌
	<별표 3> 일본의 각성제취체법상의 형벌 (선택형인 벌금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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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사법원법 제24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판시사항】
	【심판대상】
	【사건의 개요】
	1. 심판청구에 이르게 된 경위
	2. 청구인들의 주장과 관계기관의 의견
	가. 청구인들의 주장
	나. 국방부장관의 의견


	【결정요지】
	【해설】
	1. 이 사건 법률규정에 대하여
	가. 헌법상 신체의 자유의 보장과 구속의 제한
	나. 현행법상 수사기관의 구속기간 및 그 연장
	다. 헌법재판소의 결정례
	라. 외국의 입법례 및 국제인권규약
	마. 이 사건 법률규정의 위헌 여부
	바. 소결론

	2. 이 사건 시행령규정에 대하여
	가. 헌법상 기본권으로서의 접견교통권
	나. 이 사건 시행령규정에 의한 기본권제한이 헌법 제37조 제2항의 법률유보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
	다. 접견교통권의 침해 여부
	라. 평등권의 침해 여부
	마. 소결론

	3. 이 사건 결정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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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35조 제2항제1호 등 위헌확인 등
	【판시사항】
	【심판대상조문】
	【사건의 개요】
	1. 심판청구에 이르게 된 경위
	2. 청구인들의 주장과 관계기관의 의견 요지
	가. 청구인들의 주장요지
	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요지


	【결정요지】
	【해설】
	1.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가. 국민주권 침해 주장에 관하여
	나. 청구기간 준수에 대하여
	다. 권리보호의 이익에 대하여
	라. 결어

	2. 비교법적 고찰
	가. 일본
	나. 미국
	다. 기타의 나라들

	3. 역사적 고찰
	4. 평등권 침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평등원칙의 의미
	나. 심판대상에의 적용
	다. 입법재량의 문제

	5. 선거의 대표성 침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헌법에 근거가 없는 최소투표율제
	나. 이른바 최소투표율제의 문제점
	다. 비교법적으로 보아도 근거가 없음
	라. 우리나라 역사적으로도 전례가 없음
	마. 결어

	6.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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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신임투표를 국민투표에 부치는 행위위헌확인 등
	【판시사항】
	【사건의 개요】
	1. 심판청구에 이르게 된 경위
	2. 청구인들의 주장 및 피청구인의 답변 요지
	가. 청구인들의 주장
	나. 피청구인의 답변


	【결정요지】
	【해설】
	1. 쟁점의 정리
	2.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가. 공권력 행사성의 판단
	나. 소 결

	3. 신임국민투표의 위헌 여부
	가. 국민투표 일반론
	나. 국민투표에 관한 외국의 이론과 사례
	다. 우리나라 헌법과 국민투표

	4. 결정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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