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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부칙 제3항 헌제청 헌소원

- 헌법재 소 1998. 8. 27. 96헌가22등 사건의 헌법불합치결정에

의한 입법개선의무가 미치는 시 범 (時的 範圍), 경과규정 련 -

(헌재 2004. 1. 29. 2002헌가22, 2002헌바40, 2003헌바19․46(병합),

례집 16-1, 29)

이 은 애*1)

【 시사항】

1. 96헌가22등 사건의 헌법불합치결정의 요지 민법개정

2. 민법부칙 제3항의 규범 의미

3. 1998. 5. 27. 에 상속개시 있음을 알고 일자 이후 상속채무 과사

실을 안 상속인에 하여 평등원칙의 반 여부

4. 1998. 5. 27. 에 상속개시 있음을 알고 일자 이후 상속채무 과사

실을 안 상속인의 사 자치권, 재산권 침해 여부

5. 1998. 5. 27. 에 상속채무 과사실을 안 상속인에 하여 평등원칙

반 사 자치권, 재산권 침해 여부

6.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는 이유

【심 상】

1. 이 사건 심 상

민법(2002. 1. 14. 법률 제659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된 부분에 하

여는 “개정민법”이라고 약칭한다) 부칙 제3항 본문 “1998년 5월 27일부

* 인천지방법원 부장 사, 헌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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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이 법 시행 까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자 ”(이하 “이 사건 법률조

항”이라고 한다) 부분 같은 법 제1026조 제2호의 헌 여부이다. 그러

나, 같은 법 제1026조 제2호에 한 심 청구부분은 주문 제1항에서 각하

되었으므로 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에 하여만 검토하기로 한다.

2. 심 상조항 련조항

개정민법(2002. 1. 14. 법률 제6591호로 개정된 것)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

은 이해 계인 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과하는

사실을 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

조 제1호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2002. 1. 14. 본항 신설)

제1026조(법정단순승인)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1, 3 생략

2. 상속인이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한정승인 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2002. 1. 14. 본호 신설)

부칙(2002. 1. 14.)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이 법의 효력의 불소 ) 이 법은 종 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 (한정승인에 한 경과조치) 1998년 5월 27일부터 이 법 시행 까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과하는 사실을

한 과실 없이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다가 이 법 시행 에

그 사실을 알고도 한정승인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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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 제1019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다만,

당해 기간 내에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구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되어 2002. 1. 14. 법률 제6591호

로 개정되기 의 것) 제1026조(법정단순승인)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1, 3 생략

2. 상속인이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한정승인 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사건의 개요】

1. 심 청구에 이르게 된 경

가. 2002헌가22 사건

당해사건의 원고인 신동아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피보험자인 망 정○

○와 체결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 따라 망인이 1994. 6. 3. 보험가

입차량 운행 일으킨 교통사고의 피해자들에게 보험 을 지 하 고, 같

은 날 망인은 사망하 다.

회사는 망인의 형제자매들로서 상속인인 당해사건의 피고들을 상

로 지 보험 에 한 구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 고, 당해사건의 피

고들은 1998. 10. 10. 구상 청구사건의 소장부본을 송달받고서야 비로

소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1998. 12.경 할

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 다가 2002. 2. 6. 민법 제1019조 제3항에 의한

한정승인(이하 ‘특별한정승인’이라고 한다)신고로 신청취지를 변경하여 2002.

5. 17. 신고가 수리되었다.

한편 구상 청구사건의 항소법원인 서울지방법원은 2002. 9. 26. 직

권으로 민법 부칙 제3항 ‘1998년 5월 27일부터’라는 부분의 헌여부에

하여 헌법률심 제청을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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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002헌바40 사건

신용보증기 은 망 박◇◇과의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망인이 소기

업은행으로부터 출받음에 있어 그 출원리 채무에 하여 신용보증하

고, 1996. 1. 30. 망인의 부도로 신용보증사고가 나자 망인을

하여 은행에 출원리 채무를 변제하 으며, 망인은 1997. 2. 4.

사망하 다.

신용보증 고는 망인의 배우자와 자녀들로서 상속인인 청구인들을

상 로 변제 에 한 구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 고, 청구인들은

2001. 9. 말경 구상 청구사건의 소장부본을 송달받고서야 비로소 상속

채무가 상속재산을 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그로부터 3월내인 같은

해 10. 6. 할법원에 특별한정승인신고를 하 으나 신고가 기각되자,

이에 즉시항고하여 항고심 계속 이다.

청구인들은 당해사건 계속 에 한정승인의 항변을 하면서 민법부칙 제3

항( 청구인들이 민법부칙 제3조라고 기재한 것은 오기임이 명백하다)에

하여 헌제청신청을 하 으나 신청이 기각되자, 2002. 4. 17. 기각

결정을 송달받고, 같은 달 27. 헌법소원심 을 청구하 다.

다. 2003헌바19 사건

망 김□□은, 박△△이 주식회사 한국상호신용 고로부터 원을 차용함

에 있어 차용 채무에 하여 연 보증하 고, 그 후 1998. 4. 15. 사망

하 다.

고로부터 망인에 한 보증 채권을 양수한 한국자산 리공사

가 2001. 망인의 배우자로서 공동상속인인 청구인등을 상 로 양수

청구의 소를 제기하 고, 청구인은 양수 청구사건의 소장부본을 송달

받고서야 비로소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2001. 12. 14. 할 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 으나 신고가 기각되었고,

그 후 민법이 개정되자 2002. 4. 10. 법원에 특별한정승인신고를 하 으

나 신고가 기각되자, 이에 즉시항고하여 항고심 계속 이다.

청구인은 당해사건 계속 에 한정승인의 항변을 하면서 민법부칙 제3항

‘1998년 5월 27일부터’ 부분에 하여 헌제청신청을 하 으나 200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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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신청이 기각되자, 같은 해 3. 4. 헌법소원심 을 청구하 다.

라. 2003헌바46 사건

주식회사 제일은행은 1983. 4. 28. 망 홍○○와의 어음할인거래약정에 따

라 망인에게 원을 여하 는데, 여 일부를 변제받지 못하자

그 지 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1988. 12. 6. 승소 결을 받았고, 결

은 그 무렵 확정되었으며, 그 후 1993. 11. 8. 망인이 사망하 다.

은행은 1998. 12.경 여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하여 망인

의 상속인인 청구인들을 상 로 여 청구의 소를 제기하 고, 이에 청구

인들은 한정승인의 항변을 하는 한편, 할 법원에 특별한정승인신고를 하

으나 이 신고가 각하되었다.

청구인들은 여 청구 소송의 제1심에서 한정승인의 항변이 받아들

여지지 않은 채 패소하자, 이에 항소하여 당해사건인 항소심 계속 민법

부칙 제3항에 하여 헌제청신청을 하 고, 2003. 6. 25. 신청이 각하

되자 같은 해 7. 9. 헌법소원심 을 청구하 다.

2. 제청법원의 제청이유와 청구인들의 주장 법무부장 의 의견

가. 제청법원의 제청이유(2002헌가22 사건)

헌법재 소는 1998. 8. 27. 96헌가22등 사건에서 구민법 제1026조 제2호

가, 상속인이 귀책사유 없이 상속채무가 극재산을 과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같은 법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한정승인 등을 하지 못한 경

우에도 단순 승인한 것으로 본 것은 기본권 제한의 입법한계를 일탈한 것

으로 재산권을 보장한 헌법 제23조 제1항, 사 자치권을 보장한 헌법 제

10조에 반되므로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이하 ‘종 헌법불합

치결정’이라고 한다)을 하 고, 그 개선입법으로 개정민법 제1019조 제3항

이 신설된 것이다.

헌법불합치결정에는 당연히 소 효가 인정되고 이를 제로 하여 입법

자에게 헌법률을 합헌 인 상태로 개정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만

약 입법자가 헌법불합치결정에 의하여 헌법률을 합헌 인 상태로 개정하

면서 그 소 효를 제한하는 것은 원칙 으로 허용되지 않고, 다만 외



6 헌법재 소결정해설집 2004

으로 와 같이 소 효를 인정하는 것이 법 안정성 등 공익의 한 침

해를 가져오는 경우에 한하여 소 효가 제한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종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개선입법인 개정민법 제1019조 제3항의 경과규

정인 이 사건 법률조항은 1998. 5. 27. 이후에 상속개시를 안 상속인들에

하여서만 개정민법조항의 소 용을 허용하고, 1998. 5. 27. 에 상

속개시를 안 상속인들에 하여는 원칙 으로 개정민법조항의 소 용

을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개정민법조항의 소 용의 범 를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제한은, 그와 같이 제한하지 않을 경우 상속채무 과사실을

뒤늦게 안 상속인들이 모두 한정승인을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법

지 에 혼란이 생길 염려가 있다는 을 그 이유로 삼고 있다고 하더라

도, 상속개시사실을 안 것이 1998. 5. 27. 이라는 사정만을 들어 한

과실 없이 상속채무 과사실을 알지 못하여 고려기간 내에 한정승인 등을

하지 못한 상속인에 하여 사실상 종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개선입법

인 개정민법조항의 소 효를 부정하는 결과를 낳는 것과 다를 바 없고,

아울러 법 안정성의 측면과 련해서도 정당한 합헌 근거로 삼기는 어

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기본권 제한의 입법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재

산권을 보장한 헌법 제23조 제1항, 평등권을 보장한 헌법 제11조 제1항에

반된다.

나. 청구인들의 주장

(1) 2002헌바40 사건

종 헌법불합치결정에서 밝힌 구민법 제1026조 제2호의 헌성은 상속

인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언제 알았는지에 따라 달리 단될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결정에 따른 개선입법의 경과규정인 이 사건 법률조항이

1998. 5. 27. 이후에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자에 한하여 일정한 요건 하에

개정민법 제1019조 제3항을 소 용하여 특별한정승인할 수 있도록 제한

함으로써 1998. 5. 27. 에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자 상속채무 과사실

을 한 과실 없이 고려기간 내에 알지 못하여 한정승인 등을 하지 못하

다가 그 사실을 알고 3월내에 특별한정승인신고를 한 청구인들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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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 한 경과규정의 용범 에 포함시키지 아니하 는데, 이는 합리

인 이유 없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언제 알았는지에 따라 청구인들을 차별

하는 것이어서 헌법 제11조 제1항 소정의 평등원칙을 반함으로써 재산권

을 보장한 헌법 제23조 제1항, 사 자치권을 보장한 헌법 제10조에 반

되어 헌이다.

(2) 2003헌바19 사건

헌법불합치결정 이후 법원에 소송이 제기된 사건을 헌법불합치결정 당

시에 소송이 계속 인 사건과 차별하여야 할 합리 인 이유가 없고, 헌법

불합치결정 이후에 제기된 사건에 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의 소 효가 미치

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그러한 헌법불합치결정이 없었더라면 피상속인의

채권자가 상속인들을 상 로 하여 상속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에서 상

속인들이 헌법률심 제청신청을 하여 헌법재 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을 이

끌어 냄으로써 구제받을 수 있었던 사안을 헌법불합치결정이 이미 선고되

었으므로 구제받을 수 없다고 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되므로, 헌결정의

일종인 종 헌법불합치결정의 소 효는 결정 이후에 구민법 제1026조 제2

호의 헌 여부가 재 의 제가 되어 제소된 모든 사건에 하여 미친다

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1998. 5. 27. 에 상속개시 있음을 안 상속

인과 1998. 5. 27. 이후에 상속개시 있음을 안 상속인을 구분하여 차별하고

있는바, 이러한 차별에는 어떠한 합리 인 이유도 발견할 수 없고, 오히려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헌인 구민법 제1026조 제2호의 용을 강

제하는 결과가 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평등권을 보장한 헌법 제11조

제1항, 재산권을 보장한 헌법 제23조 제1항, 헌인 법률의 용을 거부할

수 있는 재 청구권을 보장한 헌법 제27조 제1항에 반되어 헌이다.

(3) 2003헌바46 사건

입법자가 종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민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경과규

정인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1998. 5. 27. 이후에 상속개시 있음을 안 상속

인으로 제한하여 개정민법 제1019조 제3항을 소 용하여 특별한정승인할



8 헌법재 소결정해설집 2004

수 있도록 한 것은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입법자의 입법개선의무를 제

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서 입법권의 남용이며, 1998. 5. 27. 에 상속개시

있음을 안 상속인을 합리 근거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서 평등권을 침해하

는 것이다.

한 종 헌법불합치결정에 의하여 헌인 구민법 제1026조 제2호는

2000. 1. 1.부터 실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와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이

개정민법조항의 소 용을 제한함으로써 그 용이 배제되는 1998. 5.

27. 에 상속개시 사실을 안 상속인에 하여는 헌인 구민법 조항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어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다. 헌제청기각(각하)결정의 이유

(1) 2002헌바40 사건

구체 인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 다.

(2) 2003헌바19 사건

헌법재 소의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헌 인 법률규정을 합헌 으로

조정하는 임무는 원칙 으로 입법자의 형성재량에 속하고, 입법자가 종

헌법불합치결정이 선고된 구민법 제1026조 제2호의 헌성을 제거하여 새

로운 입법을 함에 있어서는 상속인과 상속채권자 등 이해 계인의 이익과

법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 법률조항은 1998. 5. 27.

부터 개정민법 시행 까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자에 한하여 일정한 요

건 하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상속인들이 구제받을 수 있

는 수단을 일정 범 내에서 마련하 고, 이는 상속인과 상속채권자 등 이

해 계인의 이익과 법 안정성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보여지므로, 이 사

건 법률조항이 평등권과 재산권을 보장한 헌법 제11조 제23조에 반된

다고 볼 수 없다.

(3) 2003헌바46 사건

청구인들이 할법원에 특별한정승인신고를 하 으나 신고가 각하되

었는바, 청구인들이 각하 결정에 불복하면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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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헌제청신청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되지 않

는 이상 여 히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설령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에 반된다고 하더라도 본안사건인 당해사건에서의 주문이 달라지거

나 재 의 내용과 효력에 한 법률 의미가 달라진다고 할 수 없으므로

재 의 제성이 없어 부 법하다.

라. 법무부장 의 의견

(1) 헌법재 소가 법률이나 법률조항에 하여 헌결정을 선고한 경우

에 당해 법률이나 법률조항은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을 상실함이 원칙인

바, 종 헌법불합치결정에 의하여 구민법 제1026조 제2호가 소 하여 무

효로 된 것은 아니고, 결정에 따라 결정선고일인 1998. 8. 27.부터 그

용이 지되어 2000. 1. 1.부터 그 효력을 상실하 다.

그런데 개정민법이 2002. 1. 14. 시행됨으로써 1998. 8. 27.부터 2002. 1.

14.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법 공백을 해소하기 하여 경과규정을 둘 필

요가 있고, 1998. 8. 27.부터 소 하여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3월의 고려기

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1998. 5. 27.부터 1998. 8. 26.까지의 기간에 상속개시

있음을 안 상속인들의 경우에도 조항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의제

되지 아니하여 상속 계가 확정되지 아니함으로써 와 같은 법 공백이

발생하 으므로 경과규정에 포섭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종 헌법불합치결정 선고일부터 3월 인 1998. 5. 27.부터는 이

러한 법 공백을 해소할 필요가 있고, 헌법불합치결정이 선고된 구

민법 조항에 따라 어떠한 법률 계가 형성되거나 상속채권자에게 어떠한

이득이 발생한 바도 없어 법 안정성이 침해되지 아니하므로 일정한 요건

하에 개정민법 제1019조 제3항이 소 용될 수 있도록 이 사건 법률조항

을 둔 것이다.

(2) 1998. 5. 27. 에 상속개시 있음을 안 상속인들의 경우는 이미

구민법 조항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의제되었으므로 그 이후에 상속

개시 있음을 안 상속인들과는 달리 종 헌법불합치결정으로 인하여 법

공백이나 상속 계의 불확정이라는 문제가 없어 경과규정에 포섭할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그들에 하여도 개정민법 제1019조 제3항이 용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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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형성된 상속 계나 상속채권자들의 이득을 히 침해하게 되어

이로 인한 사회 불이익이 한정승인의 기회를 상실한 소수의 상속인들의

권리보호의 이익보다 더 하므로 그들에 하여는 개정민법 조항의

소 용을 지한 것이다.

따라서 개정민법 부칙 제3항이 1998. 5. 27.을 시기 기 으로 하여 그

과 이후의 상속인들에 하여 개정민법 제1019조 제3항의 용 여부를

달리하고 있는 것은 정당한 입법목 을 달성하기 하여 필요하고도 정

한 것으로서 그 차별에 합리 인 근거가 있으므로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반되지 아니하고, 과잉 지의 원칙이나 법익균형의 원칙에 반되지도

아니하여 헌법상 보장하고 있는 재산권, 사 자치권 는 재 청구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마. 한국자산 리공사(2003헌바46 사건)

법무부장 의 의견을 원용하고 있다.

【결정요지】

1. 헌법재 소는 1998. 8. 27.에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의 기간

이 경과하면 상속을 단순승인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구민법 제1026조 제

2호에 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 고, 입법자는 2002. 1. 14. 구 민법

을 개정하여 상속인이 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상속채무 과사실을 알지 못하여 단순승인 는 단순승인 의제된 경

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이하 이 신설조항에 의거하여, 단순승인 의제된 경우에

하는 한정승인을 ‘특별한정승인’이라 한다), 이 게 신설한 조항의 효력은

개정민법 시행일부터 발생하고 소 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밝히면서,

결정시부터 개정민법 시행 사이의 한정승인에 한 법 규율의 공백에

하여 부칙 제3항을 두었다.

2. 부칙 제3항은 와 같은 법 공백을 규율할 필요성에 따른 특별

한정승인의 경과조치이므로, 와 같은 법의 공백시기의 상속법률 계에

하여 개정민법 시행 후와 동일한 요건에 하여는 동등하게 규율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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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한 이와 같이 경과규정을 둔다 하더라도 그 용

범 는 상속채권자 등 이해 계인의 이익과 법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 당시 이미 상속법률 계가 상속인의 의사에 의하여, 는 기간 도

과 등 상속인에게 그 책임을 돌릴 수 있는 사유로 확정되었는가의 여부를

기 으로 단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결정 이후 개정민법 시행

까지 특별한정승인의 요건을 갖추었으나 와 같은 법 공백에 직면하

게 된 상속인뿐만 아니라, 결정 당시 이미 구민법규정에 의하여 단순승

인이 의제되었지만 한 과실 없이 고려기간 내에 상속채무 과사실을

알지 못하여 상속채무 과사실을 안 날로부터 개정민법 시행 후와 동일하

게 3월이 경과하지 않은 상속인까지 경과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3. 우선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을 기 으로 삼는 것이 합리 인가 보면,

특별한정승인의 소 용의 범 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상속채무 과사실을

알지 못하여 상속의 단순승인으로 의제된 것에 상속인의 귀책사유가 존재

하는가의 여부, 상속채무 과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도 기간 해태의 책임이

존재하는가의 여부 등이 요한 문제인 것이지, 상속개시 있음을 언제 알

았는지의 여부 그 자체는 아무런 합리 기 이 되지 못하고, 상속인의 귀

책사유 없이 단순승인 의제된 경우에 구제수단을 제공한다고 하면서 결

정 에 이미 단순승인 의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용범 에서 제외하는

것이 되어 특별한정승인의 입법취지에도 어 난다.

다음으로 ‘1998. 5. 27.부터’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을 기 으로 한 것이

합리 인가 보면, 청구인들과 같이 5. 27. 에 상속개시 있음을 알았으

나 일자 이후 상속채무 과사실을 안 상속인과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정

하는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의 차이로 인하여 결정 당시 구

민법규정에 의하여 이미 단순승인 의제되었는지의 여부를 달리 한다 하더

라도, 결정 당시 상속법률 계가 상속인의 귀책사유로 는 그 의사에

의하여 확정된 것이 아닌 상태에서, 한정승인에 한 법 규율의 공백을

맞게 되었다는 에서 동일하다.

그 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들과 같은 상속인을 특별한정승인

의 소 용의 범 에서 제외한 것은, 합리 이지 않은 기 으로 서로 동

일한 상을 달리 취 하는 것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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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 사건 법률조항이 와 같이 평등원칙에 반되게 상속인을 제

외함으로써, 상속인은 단순승인의제의 효과를 받게 되어 자신의 귀책사

유 없이 는 그 의사와 무 하게 상속채무에 한 무한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그런데 결정은 “상속인이 아무런 귀책사유 없이 상속채무가 극

재산을 과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고려기간 내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못한 경우에도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 것은 상속채권자만을 보호하

여 상속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기본권제한의 입법한계를 일탈하여

헌법에 반된다”는 것이고, 이 사건에서 결정과 달리 단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상속인을 제외한 것은 그 상속

인의 재산권, 사 자치권을 침해한다.

5. 1998. 5. 27. 에 상속채무 과사실까지 알고도 구민법 규정에 의한

단순승인 의제에 하여 다투지 않은 상속인의 경우에는 상속인의 의사에

의하여 는 기간 도과 등 상속인에게 그 책임을 돌릴 수 있는 사유로

결정 당시 이미 단순승인의 법률 계가 확정되어 있다 할 것이고, 소

으로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없게 되어 구 민법 규정에 의한 단순승인 의제

의 효과를 받는다 하더라도 이것이 상속인의 귀책사유 없이 는 그 의사

와 무 하게 이루어지는 것과 동일하게 평가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상속인에 하여까지 개정민법 시행 후 3월내에

소 으로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

은, 개정민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특별한정승인의 범 보다 더 넓은 범 에

서 소 으로 특별한정승인을 인정함으로써 형평에 맞지 않게 되고, 이미

종결된 과거의 사실 는 법률 계에 사후 으로 작용하여 상속채권자의

재산권을 진정소 입법으로써 박탈한다는 험을 발생시킬 수 있다. 한

헌법불합치결정은 헌결정과 달리 입법개선을 기다려 개선된 입법을 소

으로 용함으로써 합헌 상태를 회복할 수 있으나, 헌법불합치결정도

헌결정의 일종이므로 그 결정의 효력은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발생하고,

헌결정의 경우와 같은 범 에서 소 효가 인정된다. 따라서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개선입법이 소 용되는 범 도 헌결정에서 소 효가 인정

되는 범 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헌법불합치결정 당시의 시

까지 소 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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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써 소 으로 특별한정승인을 허용하는 것 자

체는 원칙 으로 합헌 이고, 조항의 헌성은 특별한정승인의 소

용의 범 에 1998. 5. 27. 에 상속개시 있음을 알았으나 일자 이후에

상속채무 과사실을 안 상속인을 포함하지 않은 차별의 에 있다. 따라서

헌법재 소가 헌결정을 통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을 법질서에서 제거함으

로써 스스로 합헌 상태를 실 할 수 없고, 입법자가 이 사건 법률조항을

헌법에 합하게 개정하는 입법개선을 통하여서만 합헌 상태를 실 할

수 있으므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이 사건 법률조항의 형식 존속을

유지하기 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할 필요가 있고, 입법자가 개선할 때까

지 그 용을 지하도록 한다. 입법자는 5. 27. 에 상속개시 있음을

알았으나 일자 이후에 상속채무 과사실을 안 상속인도 소 으로 특

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범 에 포함시켜 헌 상태를 제거할 의무가

있으며, 법 용기 은 개선입법이 있을 때까지 계속된 차를 지하고 입

법자의 입법개선을 기다려 개정된 법률을 용하여야 한다.

재 김 일의 주문 제2항에 한 반 의견

1. 우리 재 소는 종 불합치결정에서 구민법 제1026조 제2호로 인하여

기본권침해상태에 빠진 상속인들에게 개선입법에 의한 법 지 를 개선하

고자 하는 혜택을 부여하려는 취지에서 조항에 하여 헌법불합치를 선

고하면서 그 용의 지를 명한 것이므로 조항으로 인한 상속인의 기

본권침해상태를 상쇄할 만한 헌법 보호법익이 없는 한, 개선입법시행

에 귀책사유 없이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상속채무 과사실을

알지 못하여 한정승인 등을 하지 못한 상속인에게 상속채무의 책임부담에

한 자기결정을 통하여 조항으로 인한 헌 인 기본권침해상태를 제

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경과규정을 둘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법률조항의 용 역에 해당하는 1998. 5. 27.부터 2002. 1.

13.까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자 한 과실 없이 민법 제1019조 제1

항의 기간 내에 상속채무 과사실을 알지 못한 상속인에게 개정민법 제

1019조 제3항의 소 용을 허용함으로써 상속채무의 책임부담에 한 자

기결정권을 행사할 법 수단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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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에 있어서는 헌법합치 인 개선입법이다.

5. 개정민법이 시행되기 에는, 상속인이 한 과실 없이 민법 제1019

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상속채무 과사실을 알지 못하여 한정승인 등을 하

지 못하 다가 뒤늦게 상속채무 과사실을 알게 되었더라도 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진 한정승인신고는 법원에 의하여 법하게 수리될 수 없었으

므로 종 불합치결정이 선고된 구민법 제1026조 제2호에 의하여 단순승인

의제되어 그 의사와 계없이 상속채무에 한 무한책임을 부담하는 헌

인 상태에 처해 있었다는 은 상속채무 과사실을 안 것이 1998. 5. 27.

이든, 그 이후이든 본질 으로 동일한바, 상속채무 과사실을 안 시 을

기 으로 개정민법조항의 소 용범 에서 제외한 차별취 에 한

헌 여부의 단을 달리한 다수의견은 합리 인 이유가 없고, 나아가 종

불합치결정이 선고된 구민법조항에 의하여 상속인으로 하여 귀책사유

없이 그 의사와 무 하게 상속재산은 물론 상속인의 고유재산까지 책임재

산으로 하여 상속채무에 한 무한책임을 부담하게 한 헌 상태를 회복

할 이익은 단순한 사 이익을 넘어 합헌 법질서의 회복이라는 한

공익인 반면, 구민법조항에 의하여 형성되었으나 아직 종료되지 않은

법률 계에 하여 가지는 상속채권자의 신뢰는 상 으로 보호가치가

고 종 불합치결정에 따른 개선입법인 개정민법조항의 소 용에 의

한 손실도 경미하다고 할 것이므로 외 으로 소 입법이 허용됨과 아울

러 종 불합치결정에 따른 소 입법개선의무가 인정된다.

따라서 입법자가 ‘1998. 5. 27. 에 상속개시있음을 안 자 상속채무

과사실을 안 것이 1998. 5. 27. 이든, 그 이후이든 한 과실 없이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상속채무 과사실을 알지 못하여 한정승인 등

을 하지 못한 상속인’에게 구민법조항에 의하여 과도하게 재산권 사

자치권을 침해받은 헌 상태를 제거할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것은, 종

불합치결정에 따른 입법개선의무를 제 로 이행하지 아니하 을 뿐만

아니라 헌법상 정하지 아니한 기 으로 차별 취 하 으므로 헌법 제11

조 제1항의 평등원칙에 반되어 헌법에 배된다.

6. 다수의견처럼 이 사건 법률조항의 헌성이 1998. 5. 27. 에 상속개

시있음을 알았으나 일자 이후에 상속채무 과사실을 안 상속인을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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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의 허용범 에 포함하지 않은 에 있다는 이유로 그 용 역에

서 헌법합치 인 이 사건 법률조항 자체가 헌이라고 보는 것은 그 실질

에 맞지 않으며, 오히려 상속인에 하여 종 불합치결정에 따른 개선

입법인 개정민법 제1019조 제3항의 소 용의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한 입

법부작 가 헌이라고 보는 것이 그 실질에 맞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용 역에서 합헌인 이 사건 법률조항에 한 단과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헌성이 인정되는 ‘1998. 5. 27. 에 상속개시있음을

안 상속인’에 하여 개정민법 제1019조 제3항의 소 용의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한 입법부작 에 한 단을 구분하여 주문에 표시하여야 할 것

이다.

【해설】

1. 서(序)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개선입법의 헌성 단의 논

리 구조

○ 헌법재 소는 1998. 8. 27. 상속인이 고려기간 내에 한정승인 는 포

기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는 구민법 제1026조

제2호에 하여 종 헌법불합치결정을 하 고, 그 후속조치로서 민법이

일부 개정되어 2002. 1. 14. 공포, 시행되었다.

○ 입법자는 종 헌법불합치결정으로 인하여 부과된 입법개선의무를

이행하는 개선입법으로 민법의 일부를 개정하면서 그 경과규정으로 이 사

건 법률조항을 신설하 으므로 이에 한 헌성을 검토함에 있어서, 다음

과 같은 논 을 순차 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① 종 헌법불합치결정의 의미에 한 검토

먼 헌법재 소의 종 헌법불합치결정으로 인하여 입법자에게 부과된

입법개선의무의 구체 내용 그 개선입법의 경과규정과 련하여 시

범 (時的 範圍)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 개선입법의 용 역과 련하여 헌법합치 인 개선입법이 되었는지

여부 검토

다음으로 개선입법이 용되는 역과 련하여 입법자가 종 헌법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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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치결정의 취지에 따른 입법개선의무의 내용을 제 로 이행하 는지 여부

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 개선입법의 용 역에서 제외되는 부분과 련하여 헌성이 있는

지 여부 검토

마지막으로 개선입법의 용 역에서 제외되는 부분에서 새로운 기본권

의 침해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2. 민법의 재산상속제도 한정승인제도

가. 민법의 재산상속제도

민법은 피상속인의 사망에 의하여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의 일신에

속한 권리의무를 제외한 피상속인의 재산에 한 포 권리의무가 상

속인에게 법률상 당연히 승계되는 것으로 하되(제1005조), 일정한 고려기간

(원칙 으로 3개월) 내에 면 ․무조건 으로 권리의무의 승계를 인정할

것인가(단순승인, 제1025조 이하), 승계한 상속재산만으로 책임을 제한해서

채무를 승계할 것인가(한정승인, 제1028조 이하), 면 으로 승계를 부인

해서 상속인이 되는 것을 거부할 것인가(상속포기, 제1041조 이하)를 선택

하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제1019조).

그런데 상속인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해서는 그 취지를 일정한

고려기간 내에 가정법원에 신고를 하여야 하고(제1030조, 제1041조), 신

고 없이 고려기간이 경과하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026조 제2호).

나. 한정승인제도1)

(1) 의의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

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상속인의 의

사표시에 의한 상속의 한 형태이다(민법 제1028조, 제1030조).

1) 조 헌재재 , “한정승인의 항변”, 민사소송(1998. 1), 한국사법행정학회,

1998, 140면 이하; 박 천 사, “상속의 한정승인”, 재 자료 제78집 상속법의 제

문제(1998. 6), 법원도서 , 1998, 567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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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식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함에는 민법 제1019조 제1항 는 같은 조 제3항

의 기간 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여

야 한다(민법 제1030조).2) 민법이 한정승인에 하여 이러한 형식을 밟도

록 한 것은 한정승인의 결과가 상속채권자 는 수유자에게 극히 한

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이다.3) 와 같이 한정승인은 일정한 방식에 따

라 하여야만 효력이 인정되는 법률행 라는 에서 요식행 (要式行爲)라

고 할 것이다.4) 따라서 이 방식에 따르지 않은 한정승인의 의사표시는 그

효력이 없다.5)

민법 제1019조 제1항 소정의 고려기간의 기산 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의

원인되는 사실의 발생을 알고 이로써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

을 말한다( 법원 1969. 4. 22. 69다232 결 등 다수).6)

같은 조 제3항 소정의 고려기간은 조항 소정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과하는 사실을 안 날로 해석된다.

(3) 효과

유효한 한정승인의 경우7) 그 효과로서 상속채무 유증이 상속재산을

2) 개정민법은 한정승인의 기간에 한 제1019조 제1항의 외로서 같은 조 제3항을

신설하 으므로 민법 제1030조의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부분을 “제1019조

제1항, 제3항의 기간 내에” 는 “제1019조의 기간 내에”로 개정하 어야 했음에

도 불구하고 입법과정에서 이를 간과하 으나, 법원 실무상 개정민법 제1019조

제3항의 기간 내에 신고된 한정승인사건도 수리하고 있다.

이러한 입법상의 실수는 개정민법 제1026조 제2호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3) 박병호 교수, 상속법교재, 서울 학교 법과 학(1989), 314면.

4) 민법주해 II, 박 사(1995), 159면(송덕수 교수 집필 부분) 참조; 김주수 교수, 친

족․상속법, 법문사(2002), 608면 참조

5) 김주수 교수, 게서, 625면.

6) 이에 하여 해석론으로서, 상속승인 는 포기를 한 고려기간은 상속인이 상

속개시사실과 자기가 상속인인 사실을 아는 외에 극재산 는 소극재산의 존재

를 안 때로부터 기산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고(손지열 법 ,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고려기간의 기산 ”, 민사 례연구X, 235면), 이에 극 찬성하

는 견해도 있다(곽윤직 교수, 상속법, 298면).

7) 가정법원은 한정승인의 신고에 하여 형식 요건만을 심사하여 수리 여부를 결

정하고, 실질 요건의 구비 여부는 심사하지 않는다( 법원 1978. 1. 31.자 76스3

결정). 한정승인은 그 신고를 수리한다는 가정법원의 심 에 의하여 효력이 생

기지만, 그 수리심 에 의하여 한정승인이 유효한 것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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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해도 한정상속인은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변제할 책임을 지는데 그칠

뿐 상속인 자신의 고유재산으로 변제할 필요가 없게 된다. 그러나 한정승

인을 하여도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채무를 승계하는 것이 아니고 채무는

액을 승계하지만 채무와 책임이 분리되어 채무의 담보로 되는 것은 상속재

산에 한정되는 것으로서 이 에서 한정상속을 한 상속인의 책임은 일종의

유한책임이 되는 것이다.

3. 종 헌법불합치결정의 의의와 이로 인한 입법개선의무의 내용

가. 종 헌법불합치결정의 의의

(1) 주문

1. 민법 제1026조 제2호(1958. 2. 22. 법률 제471호)는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2. 법률조항은 입법자가 1999. 12. 31.까지 개정하지 아니하면 2000. 1.

1.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다.

법원 기타 국가기 지방자치단체는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법률

조항의 용을 지하여야 한다.

(2) 이유의 요지

○ 법률조항은 상속인이 아무런 귀책사유 없이 고려기간 내에 한정승

인이나 포기를 하지 못한 경우에 구제받을 수 있는 아무런 수단도 마련하

지 아니한 채 고려기간 내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아니하면 그 이유

여하를 묻지 않고 일률 으로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 그 의사와 계

없이 상속채무를 부 부담하게 한 것이 정한 기본권제한의 방법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속인이 귀책사유 없이 상속채무가 극재산을 과하는 사

실을 알지 못하여 고려기간 내에 한정승인 는 포기를 하지 못한 경우에

도 법률조항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 것은 재산권을 보장한 헌법 제

고, 이해 계인은 다른 소송의 제문제로서 한정승인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

다(判例 ｺ ﾝ ﾒ ﾝ ﾀ ﾙ 7 民法 V 增補版 335면). 이상은 조 헌재재 , 게

논문에 재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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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조 제1항, 사 자치권을 보장한 헌법 제10조에 반된다.

○ 법률조항에 하여 단순 헌결정을 하여 당장 그 효력을 상실시킬

경우에는 고려기간 내에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으로 인한

법률 계를 확정할 수 있는 법률근거가 없어지는 법 공백상태가 되고,

이로 말미암아 특히 상속채무가 극재산을 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나 상

속인이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고려기간을 도과한 경우에도 상속으로 인한

법률 계를 확정할 수 없게 되는 법 혼란을 래할 우려가 있다.

그리고, 법률조항의 헌성을 어떤 방법으로 제거하여 새로운 입법을

할 것인가에 하여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고, 그 에서 어떤 방

안을 채택할 것인가는 입법자가 우리의 상속제도, 상속인과 상속채권자 등

이해 계인들의 이익, 법 안정성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입법정

책 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할 것이므로, 법률조항에 하여 단순 헌

결정을 할 것이 아니라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한다.

(3) 의의

종 헌법불합치결정은, 구민법 제1026조 제2호가 상속인이 귀책사유 없

이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기간(이하 ‘고려기간’이라고 한다) 내에 상속채

무가 극재산을 과하는 사실(이하 ‘상속채무 과사실’이라고 한다)을 알

지 못하여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못한 경우에 구제받을 수 있는 아무

런 수단도 마련하지 아니한 채 고려기간 내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아니하면 그 이유여하를 묻지 않고 일률 으로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

그 의사와 계없이 상속재산은 물론 상속인의 고유재산까지 책임재산으로

하여 상속채무에 한 무한책임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상속인의 재산권

사 자치권을 침해한 데에 그 헌성이 있음을 확인한 것이다.

나. 종 헌법불합치결정으로 인한 입법개선의무의 내용

○ 헌법재 소가 불합치결정을 하는 이유는, 헌법재 소가 헌결정을

통하여 헌인 법률조항을 법질서에서 제거함으로써 스스로 합헌 상태를

실 할 수 없고, 헌 상태의 제거는 궁극 으로 입법자의 입법개선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입법자는 와 같이 헌법불합치결정이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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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구민법 제1026조 제2호에 의한 상속인의 기본권 침해라는 헌 상태

를 조속한 시일 내에 제거해야할 입법개선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헌재

1998. 12. 24. 89헌마214등, 례집 10-2, 927, 959; 2001. 4. 26. 2000헌바59,

례집 13-1, 941, 949 참조).

○ 헌법불합치결정에 의한 입법개선의무의 시 범 (時的 範圍) - 경과

규정 련

종 헌법불합치결정에 의한 개선입법에 한 경과규정인 이 사건 법률

조항의 헌성 여부를 단하기 하여 용 지를 명한 헌법불합치결정의

경우로 논의를 한정하고, 이러한 경우 입법자가 개선입법을 함에 있어 소

용 규정을 둘 의무가 있는지, 그러한 의무가 있다면 그 소 용의 범

는 어디까지인지가 검토하고자 한다.

(1) 헌법불합치결정의 소 효 경과규정

(가) 독일

○ 독일에서 헌법불합치결정의 효력이, 법원과 행정청에 하여는 원칙

으로 헌 법률의 용이 지되고, 헌법심 의 계기를 부여한 당해사

건과 법원과 행정청에 계류 인 모든 유사사건의 차가 정지되는데 있으

며, 입법자에 하여는 합헌 상태를 소 하여 회복할 의무가 발생하고,

입법자의 이러한 의무는(연구 주; 독일) 헌법재 소법 제79조 제2항8)의

기본정신에 상응하여 아직 확정되지 않은 공권력의 결정에 제한된다.9)

○ 헌법불합치결정에 의하여 입법자에게 부과된 입법개선의무의 시

범 에 하여, 「입법자는 사실상태와 법 상태를 규범충돌의 시 이후

처음부터 새로이 규율해야 하는가, 아니면 헌법재 소의 재 이 내려진 시

까지 소 으로 새로이 규율해야 하는가, 아니면 입법자 자신의 결정시

부터 새로이 규율해야 하는가? 입법자는 무효선언의 경우에는 연방헌법

재 소법 제79조 제2항에서 이 문제에 한 해답을 주고 있다. 불합치선언

의 경우에는 이 규정의 기본사상을 용하여야 할 것이다. 그에 따르면, 문

8) 독일 헌법재 소법 제79조 제2항은 다음과 같다; “ 헌결정 당시 이미 취소할 수

없는 처분은 헌결정에 의하여 아무런 향을 받지 않는다.”

9) 한수웅 박사, “헌법불합치결정의 헌법 근거와 효력”, 헌법논총 제6집, 52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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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되고 있는 규범 계의 헌성이 미래를 향하여 제거되고, 소 으로

는 기 력 있는 확정 결에 아직 이르지 아니한 사건들만 포함하는 것으로

족할 것이다.」10)

○ 사법(私法)에 한 헌법불합치결정( 용 지)에 따른 개선입법의 경

과규정에 하여 다음과 같은 례가 있다.

‘입법자는 새로운 규율이 시행되는 시 이후의 구제책 마련에 그쳐서는

안 된다. 오히려 입법자는 원칙 으로 어도 연방헌법재 소의 재 시

이후의 헌 상태를 제거해야 하며, 동 재 소 재 이 의 기간에 미치

는 련자들의 헌법 고충을 구제해 주는 규율을 발해야 할 의무를 질 수

도 있다. 그것은 입법자가 부딪히는 사실 계에 따라 다르다. 새로운 규율

이 의 기간을 한 구제책이 실제로 더 이상 시행될 수 없는 경우, 를

들어 다른 보호법익에 한 과도한 제한하에서만 구제가 가능한 경우 등에

는 그러한 구제책을 요구할 수는 없다.’ [BVerfGE 87, 114〔137〕- 주말농

장해지보호법 사건; 원고(임 인)는 1979년경 주말농장 임 차계약이 종료

되었음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 으나 제1심 법원에서 법률에

의하여 해지사유가 없음을 이유로 기각되었고, 이에 항소하여 계속

1979. 6. 12. 법률이 과도하게 임 인의 해지권을 제한하여 헌법에 반

된다는 취지의 헌법불합치결정(BVerfGE 52, 1)이 선고되자 재 차가 정

지되었다가 1983년 개선입법된 신법이 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항소기각

되었고, 이에 원고가 상고함과 아울러 ‘신법 시행 이 에 계약이 체결되고

그 이 에 계약기간이 종료된 계약 계도 1987. 3. 31.에 비로소 종료한다’

는 신법의 경과규정에 하여 헌제청신청을 한 사안이다(결론은 합헌)]

(나) 우리 나라 학설

입법자가 개선입법을 함에 있어 소 용 규정을 둘 의무가 있는지에

하여 다음과 같은 이론이 가능하다.

1) 극설

용 지명령이 있는 헌법불합치결정의 경우 입법자의 입법개선의무의

범 는 결정 시 이후의 장래의 법률 계에 하여 뿐만 아니라, 그

법률이 발생시킨 과거의 헌 인 법률 계에 하여도 소 으로 개선할

10) 슐라이히 교수 , 정태호 교수 역, 독일연방헌법재 소, 헌법재 소(1999), 30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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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법률에 하여 헌결정을 선고하 을 경우에

발생되는 법 공백이 그 결정 선고 시 이후뿐만 아니라 결정 선고 시

이 에도 소 으로 발생되기 때문이다.11)

2) 제한 극설

헌법불합치결정은 그 자체로서 소 용되는 것이라기보다는 입법자에

게 개선입법이 소 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에서 특

성이 있다. 따라서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개선입법에 있어서는 원칙 으

로 소 효가 인정되어야 하고, 다만 일반 으로 소 효를 인정하는 것이

법 안정성을 크게 해칠 때에는 개선입법이 법 안정성을 보호하기 하

여 어느 정도 소 효를 제한하는 것도 용인될 수 있다.12)

3) 소극설

소 용이 되어야 할 범 는 일률 으로 정하기 어려우므로 개선입법

의 소 용 범 에 하여 구체 사안마다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에 반

하지 않는 범 내에서 입법자의 재량이 행사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

다. 결국 법익형량의 문제이고, 일률 으로 입법자에게 개선입법을 함에 있

어 소 용규정을 둘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법무부 의견 등).

(다) 소결

극설 제한 극설은 모두 헌법불합치결정을 포함한 헌결정

의 소 효를 제로 하는 것인바, 헌결정의 효력은 “그 결정이 있은 날

부터”라고 하여 장래 무효를 원칙으로 규정한 헌법재 소법 제47조 제2항

본문에 하여 우리 재 소가 규정을 특별한 외를 허용하는 원칙규정

으로 이해 해석하는 한, 헌법에 반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단순합헌 결

정을 선고한 례(1993. 5. 13. 92헌가10등, 례집 5-1, 226)와 배치되어 채

11) 황도수 변호사, “민법 제1026조 제2호에 한 헌법불합치결정의 효력”, 법률신문

1999. 12. 16.자; 연구 주- 헌결정으로 인한 법 공백이 결정 선고 시 이

에도 소 으로 발생하는 것은, 법률이 재 규범으로 기능하게 되는 경우

재 의 회고 성격상 그 법률에 한 헌결정은 법원으로 하여 헌인 법

률을 결정 선고 시 이 의 사건에도 용할 수 없게 하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12) 윤진수 교수, “상속의 단순승인 의제규정에 한 헌법불합치결정의 소 효가 미

치는 범 ”, 2002. 11. 29. 한국가족법학회․서울가정법원 합동발표회 발표 원고,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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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할 수 없다. 따라서 례의 취지에 따라 개선입법의 소 용 범 는

구체 사안마다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 내에서 입법

자의 재량이 행사될 수 있되, 그 재량의 한계로서 개선입법이 소 용되

어야 할 범 는 종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에서 도출되어야 할 것이다.

(2) 종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개선입법의 소 용규정에 한 입

법재량의 한계

1998. 8. 27.자 종 헌법불합치결정은 상속인이 아무런 귀책사유 없이

고려기간 내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못한 경우에 구제받을 수 있는

아무런 수단도 마련하지 아니한 채 고려기간 내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

지 아니하면 그 이유 여하를 묻지 않고 일률 으로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 그 의사와 계없이 상속채무에 한 책임을 부 부담하게 한 것에

구민법 제1026조 제2호의 헌성이 있다고 시하 다.

2002. 1. 14.자 개선입법은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과하는 사

실을 한 과실 없이 고려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 는 단순승

인 의제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채

무의 부담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개정민법 제1019조 제3항을 신설함으

로써 구민법조항의 헌성을 제거하는 한편, 그 소 용범 를 결

정 선고일인 1998. 8. 27.을 기 으로 헌법불합치 선고된 구민법 제1026조

제2호에 의한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1998. 5. 27. 이후 상속개시 사

실을 안 상속인들로 제한하 다.

개선입법의 소 용범 와 련하여 다음과 같은 논의가 가능하다.

1) 장래효설13)

① 종 헌법불합치결정 선고 이후의 헌 상태를 제거할 의무는 있으

나, 그 에 이미 발생한 헌 상태의 제거 여부는 입법재량의 역에

속한다. 따라서 결정 선고 당시 구민법 조항에 의한 법률효과가 발

생하지 아니한 1998. 5. 27. 이후 상속개시 사실을 안 상속인들에 한정하여

개선입법을 용할 입법의무가 있을 뿐이고, 그 에 이미 발생한 법률

13) 종 헌법불합치결정 선고일을 기 으로 ‘장래효’라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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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에 개선입법을 소 용할지 여부는 입법재량의 역에 속한다.

② 더욱이 헌법재 소가 구민법조항 헌성이 인정되는 부분에

하여 헌결정[한정 헌의 주문형태]을 하지 아니하고 법 공백으로 인한

법 혼란을 우려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것은, 결정 에 이미 발생

한 법률 계에 하여는 구민법조항을 그 로 용한다는 취지로 이해

할 수밖에 없다.

③ 구민법조항은 해당 요건사실이 있으면 행정청이나 법원의 개입없

이 조항에 의하여 단순승인 의제라는 법률효과가 확정 으로 발생하는

것인바, 개선입법에 의하여 이미 발생한 법률효과를 번복하게 되면 그 법

률효과에 한 상속채권자의 신뢰를 소 입법에 의하여 침해하는 결과가

된다.

2) 소 효설

① 종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는, 제한 소 효설에서 지 한 사 자

치권의 침해뿐만 아니라 구민법조항에 의하여 상속인의 의사와 계없이

상속채무를 부 부담하게 한 재산권에 한 침해가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일탈하여 헌이라는 것이고, 실 으로 상속인의 재산권 보장에 한 헌

법 요청이 더욱 요하고 의미있다[개정민법개정안에 한 헌재 심 사

무국의 검토의견 당시 헌재연구 인 박상훈 사의 공청회 의견진술

참조].

따라서 결정 이 에 구민법조항에 기하여 새로운 법률 계가 형성되

어 그것이 취소할 수 없는 경우- 를 들어 구민법조항을 용한 기 력

있는 확정 결 등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입법자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모든 차에 소 하여 합헌 상태로 회복할 입법의무가 있으므로 상속개

시사실 상속채무 과사실을 안 것이 언제인지 불문하고 귀책사유 없이

고려기간 내에 상속채무 과사실을 알지 못하여 한정승인 등을 하지 못한

상속인들에게 상속채무의 부담에 한 자기결정을 통하여 헌 인 재산권

침해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개선입법할 의무가 있다.

② 종 헌법불합치결정이 법원등에 하여 구민법조항의 용 지

를 명하 으므로 입법자가 개선입법의 내용에 하여는 형성의 자유가 있

음은 별론으로 하고 소 용규정에 하여는 이를 두는 것 이외에는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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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의 자유가 없다.

③ 상속인의 단순승인은 그 자체가 채무의 승계라는 법률효과를 가져오

는 것이라기보다는 다만 더 이상 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없게 된다는 의

미를 가질 뿐이다.14) 따라서 단순승인 의제를 규정한 구민법조항은 결

국 한정승인이나 포기의 가능성이 있어서 잠정 이었던 상속의 효과가 확

정 으로 된다는 의미를 가질 뿐이고 그 자체가 채무의 승계라는 법률효과

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15)

그리고, 법률이 부당하여 소 으로 제거되고 다른 법률로 체되는 경

우에는 소 입법이 허용되며,16) 따라서 법률의 헌법불합치결정에 의하여

법률의 흠이 밝 진 경우에 그 흠을 제거하는 새로운 입법은 허용될 수 있

는 것이고, 종 결정 이 에 발생한 헌 상황을 제거하기 하여 개선

입법인 개정민법 제1019조 제3항을 소 용하더라도 그 내용은, 기 력

등에 의하여 확정되거나 이미 변제되지 않은 상속채무 자체는 그 로 상속

인이 승계하되 그 책임만이 상속재산에 한정되는 것이어서 그것이 구민

법조항에 의한 상속채권자의 신뢰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도 아니다.

3) 제한 소 효설

종 헌법불합치결정의 본지는, 구민법 조항이 상속인의 의사와 계없

이 상속채무를 부 부담하게 함으로써 자기결정에 의한 자기책임이라는

사 자치권을 본질 으로 침해하여 헌이라는 것인바, 입법자는 어도

14) 윤진수 교수, “상속의 단순승인 의제규정에 한 헌법불합치결정의 문제 ”, 헌

법논총 제11집(2000), 184면에 인용된 주8)MunchKomm/Leipold, §1943 RdNr. 8;

Staudinger/Otte․Marotzke,§1943 Rz.1.; 연구 주-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당

연히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고(민법 제1005조), 다만 고려기간 내에 상

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상속채무를 면하거나 상속재산을 한도로 유한책

임을 지게 되는 반면, 단순승인하면 더 이상 상속의 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없

게 되어 잠정 이었던 상속의 효과가 확정 으로 된다[본문 2.나.(1) 참조].

15) 윤진수 교수, 논문, 184면.

16) 윤진수 교수, 논문, 224면에 재된 주96)H. Maurer, Kontinuitatsgewahr und

Vertrauens -schutz, in Handbuch des Staatsrechts, Bd. 3, 1988, S. 228ff,; 황우

여 국회의원, 소 입법, 고시연구 1989. 11, 92면 이하 참조; “진정소 입법이 허용

되는 경우는 구법에 의하여 보장된 국민의 법 지 에 한 신뢰가 보호할 만한

가치가 없거나 지극히 은 경우와 소 입법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이 매우

하여 외 으로 구법에 의한 법 상태의 존속을 요구하는 국민의 신뢰보호

이익에 비하여 히 우선하는 경우로 크게 나 어 볼 수 있다(헌재 1996. 2. 16.

96헌가2등, 례집 8-1, 51, 88; 1998. 9. 30. 97헌바38, 례집 10-2, 530, 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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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이후에는 이러한 헌 상태의 발생을 제거해야 하므로 상속개시

사실을 안 것이 언제인지 불문하고 1998. 5. 27. 이후 상속채무 과사실을

알게 된 상속인들에게는 상속채무의 부담에 한 자기결정을 할 수 있도록

개선입법할 의무가 있다.

(3) 소결론

헌법불합치결정은 헌결정에 포함되므로(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례집 9-2, 842, 845) 그 결정의 효력에 하여는 헌법재 소법 제48

조 제2항이 용된다.

헌법재 소는 헌법재 소법 제48조 제2항에 하여 “ 헌결정 불소

의 원칙을 채택한 헌법재 소법 제47조 제2항 본문의 규정 자체에 해 기

본 으로 그 합헌성에 의문을 갖지 않지만… 외 으로…그 용을 배제시

켜 부분 인 소 효의 인정을 부인해서는 안 될 것이다. …당사자의 권리

구제를 한 구체 타당성의 요청이 한 반면에 소 효를 인정하여도

법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없고 나아가 구법에 의하여 형성된 기득권자

의 이익이 해쳐질 사안이 아닌 경우로서 소 효의 부인이 오히려 정의와

형평 등 헌법 이념에 심히 배치되는 때라고 할 것으로, 이때에 소 효의

인정은 헌법재 소법 제47조 제2항 본문의 근본취지에 반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헌재 1993. 5. 13. 92헌가10등, 례집 5-1, 226, 250-251)고 시

한바 있다.

따라서 종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개선입법이 소 용되어야 할 범

는 그 결정의 취지, 헌법불합치선언된 법률조항 그로 인한 법률 계

의 내용과 헌성의 정도, 개선입법의 내용과 그 소 용이 다른 보호법

익에 한 과도한 제한을 수반하는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

하여야 할 것이다.

나. 개선입법으로서 민법 개정( # 별지〈조문 비표〉17) 참조)

17) 개선입법의 입법경 등의 설명의 편의를 하여 1998. 11. 13.자 개정안도 함께

넣었다. 행 개정민법은 개정안에 한 국회 법사 1999. 12. 17.자 수정의결

안, 2000. 10. 16.자 정부안, 2001. 12. 19. 법제사법 원안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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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③ (한정승인에 한 경과조치) 1998년 5월 27일부터 이 법 시행

까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과하

는 사실을 한 과실 없이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

(1) 제1019조 제3항의 신설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과

하는 사실을 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

승인(제1026조 제1호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2) 제1026조 제2호의 신설

제1026조(법정단순승인)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

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2. 상속인이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한정승인 는 포기를 하

지 아니한 때

(3) 공포일부터 시행, 효력의 불소

부 칙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이 법의 효력의 불소 ) 이 법은 종 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4) 한정승인에 한 경과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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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가 이 법 시행 에 그 사실을 알고도 한정승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월내에 제1019조 제3항의 개정규정

에 의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다만, 당해 기간 내에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과하는 사실을 한 과실 없

이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 제1

호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을 한 후 이 법 시행일 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과하는 사실을

안 때에도 이 법 시행일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

도록 경과규정을 부칙으로 정하는 것이 헌법재 소가 선고한 헌법불

(5) 입법경

○ 1998. 11. 13. 정부(안)으로 민법 개정법률안18)을 국회에 제출.

- 이 법률안은 한정승인에 한 소 용의 규정을 두지 않았다.

〈법무부의 의견〉19)

소 효 인정의 용 범 와 상을 정할 기 이 없고, 용기 을

어떻게 설정하든 간에 여기서 제외되는 사람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 헌의 소지가 있으며, 소 입법으로 인하여 상속채권자의

권리를 해함으로써 헌의 소지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 1998. 11. 16. 법사 원회 회부, 1998. 12. 16. 소 원회 회부, 계기

의견 수렴

〈헌법재 소사무처 심 사무국의 검토의견〉20)

18) internet의 국회site(www.assembly.go.kr)에서 내려받기한 ‘민법 개정법률안(의

안번호 151344, 제안일자 1998. 11. 13.)’으로 련부분은 #별지＜조문 비표＞참

조.

19) 김종두, “헌법재 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의 소 효와 국회의 입법심사사례”, 입법

학연구(창간호), 249면 이하 참조.

20) 논문, 25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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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치결정들의 취지에 부합한다.

〈법원행정처 송무국의 검토의견〉21)

일반 으로 헌법불합치결정의 소 효가 인정되는 당해사건, 병행사

건 동종사건의 상속인들 한 과실 없이 상속채무 과사실을

모르고 있던 헌법불합치결정일로부터 3월 인 1998. 5. 27.부터

개정법안 시행일 일까지 사이에 이러한 상속채무 과사실을 알게

된 상속인들은 입법경과를 기다리면서 개정법률안의 내용 로 상속채

무가 상속재산을 과하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 신

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상되고, 이러한 상속인들은 기

간 내에 한정승인 신고를 하지 아니하 음을 이유로 한정승인의 효력

을 인정받을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이들의 경우 개

정법률 시행 이후에 한정승인의 차를 밟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

는 것이 헌법재 소 결정의 취지에 부합하므로 이들에 한하여 한정승

인의 신고기간을 개정법률 시행일로부터 1월내로 연장할 필요가 있

다.

○ 1999. 3. 12. 공청회 개최

- 법무부의 추호경 검사, 사법연수원의 정장오 부장 사, 헌법재 소

의 박상훈 사, 한변 의 이건호 변호사, 학계의 한 희 교수

등이 참석, 의견진술

① 추호경 검사: 법무부 의견과 같다.

② 정장오 부장 사: 소 효가 미치는 사건의 종류를 일일이 법률에

서 정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난 이 있으므로 일응 례에 맡기는 한편, 헌

법불합치결정 이후에 개정법률시행 까지의 사건에 한 경과규정만을 두

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헌법불합치결정일인 1998. 8. 27.을 기 으로 소 하여 3월이 경과하

지 않은 시 (1998. 5. 27. 이후)에 상속채무 과 사실을 알게 된 상속인의

21) 논문, 251, 25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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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개정법률시행 이후에 한정승인의 차를 밟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결정 이후에 한정승인신고를 하여 개정민법 제1019조 제3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소 효를 인정하는 것이 헌법재 소의 결정 개정안의 취

지에도 부합한다.

③ 박상훈 사: 개정법률안의 부칙 제1, 2조는 개정법률 불소 의

원칙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당해사건 등에 하여 례나 해석에

의하여 소 효를 인정하더라도 한정승인 등 기간문제22)가 포함된 경우에는

당사자에 한 충분한 구제를 할 수 없게 되어 헌문제가 발생하므로 채

무 과상속에 한 한정승인에 한 개정민법 제1019조 제3항의 경우에는

경과규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상속인이 상속채무 과사실을 한 과실 없이 3월의 기간 내

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하거나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된 후 이 법 시행

일 에 채무 과의 사실을 안 때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

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경과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 1999. 12. 17. 소 원회의 심사보고, 수정 의결

- 헌법불합치조문을 개정함에 있어 헌법불합치결정 선고일 이후부터

개정법률의 시행일 까지 나타난 국민들의 법 상태를 보호해

경과규정을 마련하여 입법상의 흠결이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공포

된 법률과 같은 내용의 경과규정을 두는 것으로 수정의결

○ 그 후 회기 종료로 폐기되었다가, 2000. 10. 16. 정부안으로 재제출

○ 2001. 12. 한정승인에 한 규정만을 개정하는 내용의 법률안 제안(법

사 원장)23)

○ 2001. 12. 20. 국회 본회의 의결, 2002. 1. 14. 공포, 시행

(6) 개선입법의 내용

22) 연구 주 - 한정승인은 요식행 로서 법률이 정한 기간 내에 일정한 방식에 따

라 하여야만 효력이 인정되는바, 귀책사유 없이 상속채무 과사실을 알지 못하여

고려기간 내에 한정승인 신고를 하지 못한 상속인들에 하여 개선입법의 소 효

를 인정하더라도 이미 신고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한정승인의 신고를 할 수 없

어 한정승인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을 지 한 것으로 생각된다.

23) 국회 site에서 내려받기 한 민법 개정법률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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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부는 종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개선입법으로, 개정민법 제1019조

제3항에서 상속인이 상속채무 과사실을 한 과실 없이 민법 제1019조

제2항의 고려기간 내에 알지 못하여 단순승인하거나 단순승인 의제된 경우

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특별한정승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구

민법 제1026조 제2호의 헌성을 해소하는 한편 구민법조항과 동일한

내용으로 개정민법 제1026조 제2호를 신설하 다.

한편, 이러한 개정민법의 경과규정으로 부칙 제1항, 제2항에서 개정민법

은 그 효력이 소 하지 않고 시행일인 2002. 1. 14.부터 용하되, 다만 부

칙 제3항 본문인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1998. 5. 27.부터 개정민법 시행

까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과하는 사실을

한 과실 없이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다가 개정민

법 시행 에 그 사실을 알고도 한정승인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개정민

법 시행일부터 3월내에 민법 제1019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한정승인

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개정민법 제1019조 제3항의 소 용범

를 종 헌법불합치결정 선고일인 1998. 8. 27. 당시 민법 제1019조 제1항

의 고려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여 구민법 제1026조 제2호에 의한 단순승인

의제의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1998. 5. 27. 이후 상속개시 사실을 안

자 요건에 해당하는 일부 상속인들로 제한하 다.

4. 경과규정으로서 개정민법 부칙 제3항의 의의와 그 용의 범

한계

가. 의의

○ 개정민법 부칙 제3항은 다음과 같은 2가지 의의가 있다.

첫째는, 같은 법 부칙 제1, 2항에서 규정한 개정민법 규정의 불소 의 원

칙에 한 외로서 같은 법 부칙 제3항 소정의 요건에 해당하는 상속인들

에 하여 개정민법 제1019조 제3항의 소 용을 허용한 것24)이고,

둘째는, 상속인들 가운데 개정민법 제1019조 제3항을 소 용하더

라도 조항이 시행되기 에 이미 조항 소정의 신고기간(상속채무

24) 법원 2002. 11. 8.자 2002스70결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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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사실을 안 날부터 3월)이 도과하 더라도 조항 시행 에는 조항

에 의한 한정승인 신고를 할 수 없었으므로 한시 으로 개정민법 시행 후

3월내에 조항에 의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한 것25)이

다. 이는 요식행 인 한정승인에 한 규정인 개정민법 제1019조 제3항의

소 용을 실질 으로 보장하는 의미를 갖는다.

○ 한편 이 사건 법률조항은 종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개선입법인

개정민법조항의 소 용 범 를, 결정 선고일인 1998. 8. 27.을 기 으

로 헌법불합치 선고된 구민법 제1026조 제2호에 의한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1998. 5. 27. 이후 상속개시 사실을 안 상속인들로 제한하여 개

정민법조항을 용하도록 한 것이다.

나. 입법취지

○ 한정승인과 련한 개정민법의 입법경 에 비추어 그 경과규정인

개정민법 부칙 제3항의 입법취지는, 종 헌법불합치결정으로 인하여 개정

민법 시행 까지 발생한 법 공백의 해소라고 할 것이다.

○ 이러한 법 공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 입법부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기 의 사건 소 효를 인정하여야 할 경우에 하여는 입법

기술상 경과규정을 두는 것이 어려우므로 례에 맡기되, 헌법불합치결

정 이후의 사건에 하여서만 경과규정을 두는 방안을 선택하여 조항을

두게 된 것이다.26)

다. 용의 범 와 한계

(1) 입법부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헌법불합치결정이 있기 의 사건

소 효를 인정하여야 할 경우에 하여는 입법기술상 경과규정을 두는 것

이 어려우므로 례에 맡긴다는 제에서 개정민법 부칙 제3항에서 종

헌법불합치결정 당시 구민법 제1026조 제2호 소정의 법률요건이 완성되지

아니한 1998. 5. 27.부터 개정민법 시행 까지 한정승인에 한 같은 법

제1019조 제3항의 소 용에 한 경과규정을 새로이 둔 것이었으나, 같

25) 결정 참조.

26) 법사 입법조사 으로부터 입수한 자료<경과규정의 검토>(53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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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법 부칙 제2항에서 같은 법 제1019조 제3항을 포함하여 개정민법은 종

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규정을 그 로

둔 결과 종래 법원 례27)에 의하여 넓게 인정될 수 있었던 종 헌법불

합치결정의 소 효의 범 를 히 제한하는 결과가 되었다. 즉, 종 헌

법불합치결정 선고일인 1998. 8. 27.을 기 으로 이미 헌법불합치 선언된

구민법 제1026조 제2호 소정의 법률요건이 완성되어 단순승인 의제의 법률

효과가 발생한 사건, 바꾸어 말하면 1998. 5. 27. 에 상속개시 있음을 안

상속인들에 하여는 원칙 으로 개선입법인 개정민법 제1019조 제3항을

소 용하지 않는 결과가 되었고28), 이러한 결과는 조항에 한 법

27) 법원 례는, 헌법불합치결정에서 해당법조항의 용 지를 명한 경우에

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개정된 법률조항 등은 그것이 납세의무자에

게 불리하게 용되지 아니하는 한 당해사건은 물론 아직 법원에 계속 인

사건 등에 하여 모두 용된다( 법원 1996. 1. 26.선고 93 17911 결; 1996.

4. 26.선고 93 401 결; 같은 날 선고 93 12893 결; 1996. 6. 28. 선고 93

13810 결; 1996. 7. 12.선고 93 13056 결; 1997. 8. 26. 선고 96 6707 결)」,

헌결정의 효력에 하여 「 헌제청을 한 당해 사건, 헌결정이 있기 에

이와 동종의 헌 여부에 하여 헌법재 소에 헌여부심 제청을 하 거나

법원에 헌여부심 제청신청을 한 경우의 당해 사건과 따로 헌제청신청은

아니하 지만 당해 법률 는 법률의 조항이 재 의 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인 사건뿐만 아니라 헌결정 이후에 와 같은 이유로 제소된 일반사건에

도 미치는 것이다( 법원 1991.12.24. 선고 90다 8176 결; 1993.1.15.선고 92다

12377 결;1993. 2. 26.선고 92 12247 결; 1993. 7. 16.선고 93다3783 결;

1993.11.26. 선고 93다 30013 결; 법원 1994.9.27. 선고 94다22309 결 등)」고

밝 왔고, 그 논거로 헌법률이 재 의 제가 된 모든 일반사건 등은 어느 것

이나 헌결정이 있기 에 헌법재 소의 헌결정을 한 계기를 부여할 수 있

었던 것이었는데도 헌법재 소의 헌결정을 미리 받지 못한 우연한 사정 때문에

여 히 헌법률의 용을 받게 되어 권리구제의 측면에서 매우 불공평하고 불합

리할 뿐만 아니라 그 게 보지 아니하면 헌법 제107조 제1항, 헌법 제111조 제1

항 제1호가 규정하는 헌법률에 한 구체 규범통제의 실효성도 보장하기 어

렵다는 ( 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8176 결 참조)등을 들고 있다.

28) 미국 연방 법원의 James B. Beam Distilling Co. v. Georgia 사건[115 L Ed 2d

481(1991)]에서 법정의견은, 법원이 례를 변경하는 경우에 종 의 법을 용

할 것인가, 아니면 새 법을 용할 것인가는 제1차 으로 법선택의 문제인데, 이

에 하여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하 다. 그 한 방법으로, 법원

이 새로운 원칙을 그 원칙을 선언하는 사건에는 용하고, 사실 계가 그

례 이 의 것인 다른 모든 사건에는 옛 원칙을 용하는 수정된 는 선택

인 장래효를 들면서 이러한 방법은 유사한 상황에 있는 소송당사자들은 동일

하게 취 하여야 한다는 선례구속의 원칙 법의 지배의 근본 인 요소를 이

루는 원칙과 배치된다는 문제 이 있다고 지 하 다. 결국 사건에서 법정

의견은 법원이 례를 변경하는 경우 그 사건 당사자에 하여는 새로운 원칙

을 소 용한 것으로 읽어야 하는데, 그 다면 평등 선례구속의 원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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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의 해석에 의하여 구체화되었다.

(2) 법원의 개정민법 부칙 제3항에 한 해석

아래 법원 례에 비추어 법원의 조항에 한 해석은, 종 헌법

불합치결정의 개선입법인 개정민법 제1019조 제3항은 같은 법 부칙 제1항,

제2항에 따라 그 효력이 소 하지 않고29) 개정민법의 시행일인 2002. 1.

14.부터 용됨을 제로, 원칙 으로 같은 법 부칙 제3항의 문언에 따라

「개정민법 시행 이 에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자 조항에서 명문으

로 정한 요건(연구 주; ① 1998. 5. 27.부터 2002. 1. 14. 까지 상속개시

가 있음을 안 자일 것, ②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월내에 채무 과

사실을 알지 못함에 한 과실이 없을 것, ③ 2002. 1. 14.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 신고할 것 등)에 해당하는 일부 상속인들」에 한하여 개정민법

제1019조 제3항이 용되고, 외 으로 「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게 된

당해사건 헌법불합치결정 당시에 구민법 제1026조 제2호의 헌 여부가

쟁 이 되어 법원에 계속 인 사건의 경우 비록 부칙 제3항의 경과조

치의 용범 에 이들 사건이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개정민법 시행일부

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하면 이들 사건의 상속인들」에 하여는 개정민법

제1019조 제3항이 용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당해사건이나 헌법불합치결정 당시 법원에 계속 인 사

건이 아닌 사건으로서 1998. 5. 27. 에 상속개시 있음을 안 상속인들의

경우에는 부칙 제3항이 용될 수 없다는 것으로 그 의미가 확정되어

따라 이는 다른 사건에도 소 용되어야 하되, 이는 확정성의 요구에 의하여

제한을 받아야 하므로 기 력이나 제소기간의 제한에 따라 이미 종결된 사건

을 다시 개시하게 할 수는 없다고 하 다.(윤진수, “미국법상 례의 소 효”,

스티스 28권 1호(1995), 112-114 면 참조)

종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개선입법의 소 용 범 에 한 개정민법 부칙

제2, 3항은 James B. Beam Distilling Co.사건에서 시한 법선택의 방법

선택 인 장래효의 방법을 취한 것과 같다고 볼 수 있고, 이 방법에 하여 지

되었던 문제 은 개정민법 부칙 제2, 3항에 하여도 동일하게 지 될 수 있다.

29) 종 헌법불합치결정이 선고된 1998. 8. 27. 당시 구민법 제1026조 제2호 소정의

법률요건이 완성되어 단순승인 의제의 법률효과가 발생한 사건, 즉 1998. 5. 27.

에 상속개시 있음을 안 상속인들에 하여는 원칙 으로 개정민법 제1019조 제

3항을 소 용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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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① 법원 2002. 1. 17.자 2001스16 결정[공 2002. 3. 15. (150), 579]

1998. 5. 27.부터 개정민법 시행 까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자 상

속채무가 상속재산을 과하는 사실을 한 과실 없이 민법 제1019조 제

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다가 개정민법 시행 에 그 사실을 알고 한정

승인 신고를 한 자는 부칙 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1998. 8. 22. 피상속인의 사망 무렵 상속

개시 있음을 안 후 1999. 3. 9. 이 사건 한정승인 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들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상속채무

가 상속재산을 과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에 한 과실이

없는 한, 법원은 청구인들이 개정민법 부칙 제3항의 경과 규정에 따른 한

정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하는 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다.

② 법원 2002. 11. 8.자 2002스70 결정 [공2003. 1. 15. (170), 221]

개정민법 제1019조 제3항은 부칙 제1항, 제2항에 따라 그 효력이 소 하

지 않고 개정민법의 시행일인 2002. 1. 14.부터 용될 뿐이며, 다만 개정민

법 부칙 제3항에서 ‘1998. 5. 27.부터 개정민법 시행 까지 상속개시가 있

음을 안 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과하는 사실을 한 과실 없이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다가 개정민법 시행 에 그

사실을 알고도 한정승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개정민법 시행일부터 3

월내에 민법 제1019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는

경과조치를 규정함으로써 개정민법 시행 이 에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자

요건에 해당하는 일부 상속인들은 보호받을 수 있게 하 다.

부칙 제3항의 법문과 그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부칙 제3항

에서 ‘개정민법 시행일부터 3월내에 민법 제1019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

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함은, 부칙 제3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상속인

은…… 개정민법 시행일부터 3월내에 한시 으로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

로이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것이고, 개정규정에 의하

여 새로이 하는 한정승인 신고가 개정민법 시행일부터 3월내에 행해져야

하는 외에 민법 제1019조 제3항의 개정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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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상속재산을 과한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행해져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것은 아니다.

③ 법원 2002. 4. 2. 선고 99다3358 결[공 2002. 6. 1. (155), 1059]

어떠한 법률조항에 하여 헌법재 소가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여 입법자

에게 그 법률조항을 합헌 으로 개정 는 폐지하는 임무를 입법자의 형성

재량에 맡긴 이상 그 개선입법의 소 용 여부와 소 용의 범 는 원칙

으로 입법자의 재량에 달린 것이기는 하지만, 개정 민법 제1026조 제

2호에 한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나 헌심 에서의 구체 규범통제

의 실효성 보장이라는 측면을 고려할 때 어도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게

된 당해사건 헌법불합치결정 당시에 개정 민법 제1026조 제2호의

헌 여부가 쟁 이 되어 법원에 계속 인 사건에 하여는 헌법불합치

결정의 소 효가 미친다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비록 개정민법 부칙 제3항

의 경과조치의 용 범 에 이들 사건이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들 사

건에 하여는 종 의 법률조항을 그 로 용할 수는 없고, 헌성이 제

거된 개정민법의 규정이 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④ 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21882 결[공 2003. 1. 1. 9169), 29]

③의 시를 원용한 후, 기록에 의하면 피고들의 피상속인은 1998. 3.

3. 사망하 고, 피고들은 그 무렵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사실, 이 사건 소

는 헌법불합치결정 이후인 2000. 12. 20. 제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

므로 피고들은 개정민법 부칙 제3항의 경과조치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

는 상속인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은 헌법불

합치결정을 하게 된 당해 사건 는 헌법불합치결정 당시에 개정 민

법 제1026조 제2호의 헌 여부가 쟁 이 되어 법원에 계속 인 사건이 아

님이 명백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의 소 효가 미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

니하므로 개정민법 제1019조 제3항이 피고들에게 소 용될 여지도 없고,

따라서 피고들에 해서는 개정민법 부칙 제2항이 “이 법은 종 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

라 개정 민법 제1026조 제2호에 의하여 상속에 하여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 그 효력은 그 로 유지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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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 사건 법률조항의 용 역과 련하여 헌법합치 개선입

법이 되었는지 여부

가. 개정민법 제1019조 제3항이 헌법합치 개선입법인지 여부

개정민법 제1019조 제3항의 경과규정인 이 사건 법률조항의 용 역과

련하여 헌법합치 개선입법이 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함에 있어 먼 , 본

조항인 개정민법 제1019조 제3항이 헌법합치 개선입법인지 여부를 본다.

이 사건에서 입법자가 종 헌법불합치결정으로 인하여 부과된 입법개

선의무의 내용을 제 로 이행하 는지의 여부는 개선입법이 용되는 역

에서 결정이 지 한 구민법 제1026조 제2호로 인한 상속인의 기본권 침

해라는 헌 상태를 제거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달려있는바, 개정민법

제1019조 제3항은 상속인이 상속채무 과사실을 한 과실 없이 민법 제

1019조 제1항의 고려기간 내에 알지 못하여 단순승인하거나 단순승인한 것

으로 의제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특별한정승인할 수 있

도록 규정함으로써, 상속인이 한 과실 없이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고

려기간이 경과된 후에 상속채무 과사실을 알게 되었더라도 그때로부터 3

월의 추가 고려기간 내에 상속인이 상속채무의 책임부담에 한 자기결

정권을 행사하여 특별한정승인신고를 하는 경우 그 상속인은 상속재산을

한도로 하는 유한책임만을 부담하기 때문에 상속인에 한 일방 인 불이

익은 발생하지 아니하게 되었으므로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고려기간이 경

과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일률 으로 단순승인이 의제되었던 구민법 제1026

조 제2호로 인한 상속인의 기본권 침해라는 헌 상태는 효과 으로 제

거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개정민법 제1019조 제3항은 헌법합치 인 개선입법이라고 할 것

이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의 용 역

법원은, 개정민법 제1019조 제3항이 부칙 제1항, 제2항에 따라 소

용되지 않고 그 시행일인 2002. 1. 14.부터 용됨을 제로, 이 사건 법률

조항인 부칙 제3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개정민법 시행 이 에 상속개시

가 있음을 안 자 조항에서 명문으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199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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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이후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자 한 과실 없이 민법 제1019조 제

1항의 기간 내에 상속채무 과사실을 알지 못한 상속인들」에 한하여 개정

민법 제1019조 제3항이 소 용된다고 해석하되( 법원 2002. 1. 17.자

2001스16 결정; 2002. 11. 8.자 2002스70 결정 참조), 다만 이 사건 법률조

항의 용 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종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

헌심 의 구체 규범통제의 실효성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종 헌법불

합치결정을 하게 된 당해사건 헌법불합치결정 당시에 구민법 제1026

조 제2호의 헌 여부가 쟁 이 되어 법원에 계속 인 상속인들」에 한하

여 개정민법 제1019조 제3항을 소 용하고 있다( 법원 2002. 4. 2.선고

99다3358 결; 2002. 11. 8.선고 2002다21882 결 참조).

다. 이 사건 법률조항의 용 역과 련하여 헌법합치 개선입

법이 되었는지 여부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 용 역에 해당하는 ① 1998. 5. 27.부터 개정민

법 시행 까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자 한 과실 없이 민법 제

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상속채무 과사실을 알지 못한 상속인들과 ②

종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게 된 당해사건 헌법불합치결정 당시에 구

민법 제1026조 제2호의 헌 여부가 쟁 이 되어 법원에 계속 인 상속인

들에 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헌법합치 인 개정민법 제1019조 제3항의

소 용을 허용하고, 나아가 상속인들 가운데 조항을 소 용하

더라도 조항이 시행되기 에 이미 조항 소정의 상속채무 과사실을

안 날부터 3월의 신고기간을 도과하지만 조항 시행 에는 조항에

의한 특별한정승인신고를 할 수 없었다는 사정을 고려하여 한시 으로 개

정민법 시행 후 3월내에 조항에 의한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기

회를 부여함으로써, 기간 수를 한 요건으로 삼는 요식행 인 한정승인에

한 규정인 조항의 소 용을 실효성 있게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 용 역에 해당하는 상속인들이 상속채

무의 책임부담에 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여 개정민법 시행 후 3월내라는

추가 고려기간 내에 개정민법 제1019조 제3항에 의한 특별한정승인신고

를 하는 경우 그 상속인은 상속재산을 한도로 하는 유한책임만을 부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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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상속인에 한 일방 인 불이익은 발생하지 아니하게 되었으므로

②상속인들에 하여는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이

유만으로 구민법 제1026조 제2호에 의하여 일률 으로 단순승인이 의제됨

으로 인한 상속인의 기본권 침해라는 헌 상태를 효과 으로 제거하

고, ①상속인들에 하여는 종 헌법불합치결정으로 구민법 조항이

용 지, 실효되었더라도 개선입법이 시행되기 에는 여 히 민법 제

1019조 제1항의 기간이 경과되면 한정승인 등을 할 수 없어 민법 제1005조

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에 한 포 권리의무를 승계한 데에 따른

책임부담에 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법 수단을 갖지 못한 상속인들

에게 법 수단을 부여함과 아울러, 개정민법부칙 제3항 단서 조항과 결합

하여 추가 고려기간 내에 특별한정승인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의제함으로써 종 헌법불합치결정 후 개정민법 시행 까지 발생

한 법 공백을 해소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그 용 역에 있어서는 헌법합치 인 개선

입법이라고 할 수 있다.

6. 이 사건 법률조항의 용 역에서 제외되는 부분과 련하여

헌성의 유무 검토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용 역에서 제외되는 부분

이 사건 법률조항의 용 역에 하여 앞서 본 법원의 해석에 의하

면, 종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게 된 당해사건이나 헌법불합치결정 당시

법원에 계속 인 사건이 아닌 사건으로서 ‘1998. 5. 27. 에 상속개시 있

음을 안 상속인들’의 경우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용될 수 없다는 것으

로 그 의미가 확정되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개정민법 제1019

조 제3항의 소 용에 한 경과규정이므로 본조항인 개정민법조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 한 과실 없이 상속채무 과사실을 알지 못하여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한정승인 등을 하지 못한 상속인들’ 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용 역에 속하는지, 아니면 제외되는지의 의미가 있

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용 역에서 제외되는 부분과 련한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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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의 유무는, ‘ 한 과실 없이 상속채무 과사실을 알지 못하여 민법 제

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한정승인 등을 하지 못한 자 1998. 5. 27.

에 상속개시 있음을 안 상속인들’과 련하여 새로운 기본권의 침해가 있

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나. 평등의 원칙 반 여부를 심으로

(1) 일반론

(가) 헌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구든지 성별․종교 는 사회 신분

에 의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생활의 모든 역에 있어서 차

별을 받지 아니한다.”

(나) 비교의 기

평등의 원칙은 입법자에게 본질 으로 같은 것을 자의 으로 다르게, 본

질 으로 다른 것을 자의 으로 같게 취 하는 것을 하고 있다. 그러므

로 비교의 상을 이루는 두개의 사실 계 사이에 서로 상이한 취 을 정

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두 사실 계를 서로 다

르게 취 한다면, 입법자는 이로써 평등권을 침해하게 된다. 그러나 서로

비교될 수 있는 두 사실 계가 모든 에서 완 히 동일한 것이 아니라

단지 일정 요소에 있어서만 동일한 경우에 비교되는 두 사실 계를 법 으

로 동일한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것으로 볼 것인지를 단하기

하여는 어떠한 요소가 결정 인 기 이 되는가가 문제된다. 두개의 사실

계가 본질 으로 동일한가의 단은 일반 으로 당해 법률조항의 의미와

목 에 달려 있다(헌재 1996. 12. 26. 96헌가18, 례집 8-2, 680, 701).

(다) 심사의 척도

평등 반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엄격한 심사척도에 의할 것인지, 완화된

심사척도에 의할 것인지는 입법자에게 인정되는 입법형성권의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① 엄격한 심사척도; 엄격한 비례의 원칙에 의한 심사

먼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 엄격한 심사척도가

용될 수 있다. 헌법이 스스로 차별의 근거로 삼아서는 아니 되는 기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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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하거나 차별을 특히 지하고 있는 역을 제시하고 있다면 그러한 기

을 근거로 한 차별이나 그러한 역에서의 차별에 하여 엄격하게 심사

하는 것이 정당화된다. 다음으로 차별 취 으로 인하여 련 기본권에

한 한 제한을 래하게 된다면 입법형성권은 축소되어 보다 엄격한

심사척도가 용되어야 할 것이다(헌재 1999. 12. 23. 98헌마363 제 군인

가산 제도 사건, 례집 11-2, 771, 787).

② 완화된 심사척도; 자의 지원칙에 의한 심사

평등원칙은 행 규범으로서 입법자에게 객 으로 같은 것은 같게, 다

른 것은 다르게 규범의 상을 실질 으로 평등하게 규율할 것을 요구하

나, 헌법재 소의 심사기 이 되는 통제규범으로서의 평등원칙은, [연구

주;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거나, 차별 취 으로 인하여

련 기본권에 한 한 제한을 래하게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단지 자

의 인 입법의 지기 만을 의미하게 되므로 헌법재 소는 입법자의 결정

에서 차별을 정당화할 수 있는 합리 인 이유를 찾아 볼 수 없는 경우에만

평등원칙의 반을 선언하게 된다(헌재 1997. 1. 16. 90헌마110등, 례집

9-1, 90; 1998. 9. 30. 98헌가7등, 례집 10-2, 484, 504).

(2) 이 사건 법률조항에 한 검토

(가) 비교집단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취지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종 헌법불합치결

정으로 인하여 개정민법 시행 까지 발생한 법 공백의 해소이다.

한편 우리 재 소는 종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법원 등에게 심

상조항인 구민법 제1026조 제2호의 용 지를 명하 으므로 법원으로

서는 결정 선고 당시 확정되지 아니한 사건, 즉 결정 선고 당시 계

류 인 사건은 물론 결정 선고 후에 제기된 모든 사건 결정에서

조항 용의 헌성이 확인된 상속인들, 즉 귀책사유 없이 상속채무가

극재산을 과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고려기간 내에 한정승인 등을 못

한 상속인들에 하여 조항을 그 로 용할 수 없어 그들의 상속 계

가 소송상 확정될 수 없는 법 공백30)이 발생하 고, 이러한 법 공백은

30) 이에 하여 1998. 5. 27. 에 상속개시 있음을 안 상속인들은 종 헌법불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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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들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것이 1998. 5. 27. 이든 그 이후이든 동

일하게 발생하므로 귀책사유 없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과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고려기간 내에 한정승인 등을 못한 상속인들은 상속개시 있음

을 안 것이 1998. 5. 27. 이든 그 이후이든 본질 으로 동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이 한 과실 없이31) 상속채무가

극재산을 과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고려기간 내에 한정승인 등을 못

한 상속인들 1998. 5. 27. 에 상속개시 있음을 안 상속인들을 그 이후

에 상속 개시 있음을 안 상속인들과 차별하여 개정민법 1019조 제3항의 소

용에 한 경과규정의 용범 에서 배제하고 있으므로 한 과실

없이 상속채무가 극재산을 과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고려기간 내에

한정승인 등을 못한 상속인들 1998. 5. 27. 에 상속개시 있음을 안 청

구인등 상속인들 집단과의 비교집단으로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개

정민법이 소 용되는 1998. 5. 27. 이후에 상속개시 있음을 안 상속인들

집단을 정하여 자의 지원칙의 반 여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와 같이

달리 취 함에 있어서 객 으로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는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나) 용할 평등심사의 척도

이 사건 법률조항은 1998. 5. 27. 에 상속개시 있음을 안 상속인들 집

결정 당시 이미 구민법 제1026조 제2호에 의하여 단순승인 의제의 법률효과가 완

성되었으므로 재 상 구민법조항을 그 로 용하면 되므로 법 공백이 없다

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종 헌법불합치결정에서 법원 등에 하여 조항의 용 지를 명하

으므로 법원으로서는 결정에서 헌성이 지 된 사례군, 즉 귀책사유 없이

상속채무 과 사실을 알지 못하여 고려기간 내에 한정승인 등을 못한 상속인들에

하여 이미 헌임이 확인된 구민법조항을 그 로 용할 수 없으므로 이러

한 의미에서 실질 으로 법 공백이 발생한 것이다. 그리고, 개정민법은 1998. 5.

27. 에 상속개시 있음을 안 상속인들 결정에서 헌성이 지 된 사례군

을 부칙 제3항의 용범 에서 제외하여 실질 으로 이 부분에 하여는 개선입

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가 되었다.

31) 종 헌법불합치결정에서는 ‘귀책사유 없이’라고 했던 것이 개선입법과정에서

‘ 한 과실 없이’로 완화되어 고려기간 내에 상속채무 과사실을 알지 못함에

있어 상속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다시 한

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개선입법이 되었는데, 이는 입법자의 형성재량에 속한다

고 할 수 있다; 윤진수 교수, “상속의 단순승인 의제규정에 한 헌법불합치결정

의 문제 ”, 헌법논총 제11집(2000), 228-229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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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에 하여 개정민법 제1019조 제3항의 소 용에 한 경과규정의 용

범 에 포함하지 아니함으로써 상속인들의 재산권 사 자치권 등의

기본권을 보장함에 있어 그 이후에 상속 개시 있음을 안 상속인들 집단에

비하여 차별 취 하고 있는바, 이러한 차별취 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엄격

한 심사가 요구되는 역이 아니므로 자의 지원칙에 의한 완화된 심사를

하여야 할 것이고, 그 구체 인 내용은 입법자의 결정에서 “차별을 정당화

할 수 있는 합리 인 이유”를 찾아볼 수 있는지의 단이 된다.

(다) 구체 검토

1) 합헌론32)

○ 개정민법 제1019조 제3항에 의한 한정승인에 하여 일반 인 소

효를 인정하는 것은 상속채권자가 구민법 제1025조 제2호에 의하여 상속인

들에 하여 가지는 재산권(단순승인 의제규정에 의하여 확정 으로 갖게

된 상속인에 한 상속채권 등)이 침해되는 결과(헌법 제13조 제2항 소

입법에 의한 재산권박탈 지 규정 반)가 되므로33) 종 헌법불합치결정

선고 당시 이미 구민법조항에 의한 법률효과가 발생한 1998. 5. 27.

에 상속개시 있음을 안 상속인들을 아직 구민법조항에 의한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1998. 5. 27. 이후 상속개시 있음을 안 상속인들과 구별하

여 개정민법조항의 소 용범 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것은 그 차별을

정당화할 만한 합리 인 이유가 있다.

←비 ; ① 구법에 의하여 보장된 국민의 법 지 에 한 신뢰가 보호

할 만한 가치가 없거나 지극히 은 경우에는 진정소 입법이 허용되는바

(헌재 1996. 2. 16. 96헌가2등, 례집 8-1, 51, 88 참조), 헌법불합치결정에

의하여 법률의 헌성이 밝 진 경우에 그 헌성을 소 으로 제거하는

개선입법은 허용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종 결정에서 이미 구민법조항이 상속채권자에 한 정한 보호

32) 정상규 사, “민법 제1019조 제3항(특별한정승인)의 해석 그 용범 에

한 실무상 쟁 ”, 법조 2003. 5.(통권560호), 154 - 156 참조; 同旨 법무부장 의

의견

33) 정상규 사는 합헌론의 입장을 취하면서도 “1998. 5. 27.을 기 으로 상속인들

이 특별한정승인을 통하여 상속채권자들로부터 보호받는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사실상 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측면에서 일응 문제가 있다는 은 명확”하다고 하

고 있다( 논문 제157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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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도를 넘어 과도하게 상속인의 재산권 사 자치권을 제한하여 헌

이라고 단하 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채권자에 한 구법에 한 신뢰를

들어 다시 상속개시 사실을 안 시 을 기 으로 상속개시를 안 것이

1998. 5. 27. 이라는 이유로 상속인의 의사와 계없이 상속채무를 부

부담하게 함으로써 상속채권자만을 보호하는 것은 비합리 이다. 한 종

결정 에 발생한 헌 상황을 제거하기 하여 개선입법인 개정민법

제1019조 제3항을 소 용하더라도 그 내용은, 기 력 등에 의하여 “확정

되지 않았거나, 아직”변제되지 않은 상속채무 자체는 그 로 상속인이 승

계하되 그 책임만이 상속재산에 한정되는 것이어서 그것이 구민법조항

에 한 상속채권자의 신뢰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도 아니다.

② 법률이 재 규범으로 기능하게 되는 경우 재 의 회고 성격상 그

법률에 한 헌결정은 법원으로 하여 헌인 법률을 결정 선고 시

이 의 사건에도 용할 수 없게 되고, 이는 용 지를 명한 헌법불합치

결정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종 불합치결정에 따른 개선입법을 소

용하지 않는다면 법원 등에 하여 헌재가 용 지를 명하 던 헌조

항을 입법개선 후에는 계속 용하라고 하는 결과가 되고, ①에서 본

바와 같이 헌인 구민법조항에 한 상속채권자의 신뢰 내지 법 안정성

은 이러한 헌 인 상황을 정당화할만한 헌법 정당성이 없다. 다만, 이

러한 상속채권자의 신뢰가 구민법조항에 기하여 새로운 법률 계가 형성되

어 그것이 취소할 수 없는 경우( 결의 기 력, 변제 등)에는 달리 단할

여지가 있다.

2) 헌법불합치론34)

○ 1998. 5. 27. 에 상속개시 있음을 안 상속인들 집단과 그 이후에 상

속개시 있음을 안 상속인들 집단의 차이란, 자의 경우에는 구민법 제

1026조 제2호에 의하여 종 헌법불합치결정 에 이미 실체법상 단순승인

의제의 법률요건이 완성되어 그 효과가 발생하 고, 후자의 경우에는 종

34) 同旨 2002헌가22 민법부칙 제3항 헌제청사건에서 서울지방법원(제6민사부)의

헌제청의견; 종 헌법불합치결정 후 민법 개정 의 의견이나 같은 취지의 주

장으로 볼 수 있는 의견으로 앞서 본 헌법재 소사무처 심 사무국의 검토의견,

1999. 3. 12. 공청회에서 당시 헌재연구 인 박상훈 사의 의견 황도수 변호

사(주11)의 의견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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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불합치결정 당시 단순승인 의제의 법률요건이 완성되지 아니하여 그

효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다.

이러한 차이의 실질은 상속채권자가 상속인이 한정승인의 가능성 없이

상속채무를 확정 으로 승계하게 되었다고 믿은 신뢰인바, 과연 상속채권

자의 이러한 신뢰보호를 실질 내용으로 하는 법 안정성의 요청이 이러

한 차별을 정당화할 수 있는 합리 인 이유인지 살피건 , 우리 재 소는

구민법 조항에 한 종 헌법불합치결정에서, ‘상속채권자는 일반 으

로 피상속인을 신뢰하여 그의 일반재산을 담보로 보고서 거래한 것이지,

그의 사망 후 상속인이 채무를 승계할 것까지를 기 하고서 거래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상속인이 귀책사유 없이 상속채무가 극재산을 과하

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고려기간 내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못한 경

우에도 이 사건 법률조항이 상속인으로 하여 피상속인의 채무를 부 부

담하게 하여 상속채권자만을 보호한 것은 입법목 달성에 필요한 정도 이

상으로 상속인의 기본권을 제한한 것’이라고 시하면서 조항의 용

지를 명하 다. 따라서 이러한 상속채권자의 신뢰는 종 헌법불합치결정

의 개선입법인 개정민법 제1019조 제3항의 소 용에 한 경과규정의

용을 부정할 정도로 강력하게 보호받아야 할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35)

그 다면 구민법 조항에 의한 상속채권자의 신뢰 보호를 내용으로 하

는 법 안정성의 요청은 어도 이 사건 조항부분과 같이 상속인에게 상

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 1998. 5. 27. 인지 그 이후인지의 기 에 따라 상

속인의 재산권 사 자치권 등의 기본권 보호에 있어서 차별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합리 인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한 앞서 본 바와 같이 법원 례가 종래 심 상조항의 용 지를

명한 헌법불합치결정의 소 효에 한 례와 달리 종 헌법불합치결정의

소 효에 하여 명시 으로 개정민법의 불소 원칙을 규정한 개정민법

부칙 제2항으로 인한 실정법 해석의 한계상 1998. 5. 27. 에 상속개시를

35) 2002헌가22 사건 헌제청서 12, 13면; 윤진수 교수(주12), 18, 19면에서는 이 문

제를 종 헌법불합치결정의 소 효에 따른 개선입법의 소 용을 제한할 합리

내지 합헌 기 인지의 에서 근하여 같은 결론에 이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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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자 헌법불합치결정의 당해 사건이나 결정 당시에 구민법

조항의 헌 여부가 쟁 이 되어 법원에 계속 인 사건의 상속인들에

하여 부칙 제3항을 용하는 것으로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종 헌법불

합치결정 이후에 법원에 제소된 이른바 일반사건의 상속인들의 경우에는

개정민법조항의 소 용이 인정되지 않게 된다. 그러나, 개의 경우

상속인들은 상속채권자가 피상속인에 한 채권을 주장하면서 상속인들을

상 로 소를 제기해 온 뒤에야 피상속인이 어떠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

지를 구체 으로 알게 되고, 그제서야 개정 구민법 제1026조 제2호

규정의 헌성에 한 주장을 하게 될 것인데, 종 헌법불합치결정 당시

에 구민법 조항의 헌 여부가 쟁 이 되어 법원에 계속 인 사건에

하여만 개정민법을 용한다고 한다면 ‘상속채권자가 소를 제기한 시 ’이

라고 하는 상속인들의 의사와 무 한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상속인들이 개

정 민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되게 되고, 이러한 사

정은 헌법불합치결정에 의한 당사자의 권리구제에 차등을 설정할 만한

합리 기 이라고는 볼 수 없다.36)

←비 ; ① 구민법조항에 하여 상속채권자가 갖는 신뢰는 이 사건 법

률조항에 의한 차별을 정당화할만한 합리 이유가 된다(합헌론의 입장).

② 비록 상속인이 한 과실 없이 고려기간 내에 상속채무 과사실을

알지 못하여 한정승인 등을 못하 더라도 1998. 5. 27. 에 상속채무 과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구민법조항에 의한 단순승인의 효과를

36) 2002헌가22 사건 헌제청서 13, 14면; 윤진수 교수(주12), 20면; 헌법률이 재

의 제가 된 모든 일반사건 등은 어느 것이나 헌결정이 있기 에 헌법재

소의 헌결정을 한 계기를 부여할 수 있었던 것이었는데도 헌법재 소의 헌

결정을 미리 받지 못한 우연한 사정 때문에 여 히 헌법률의 용을 받게 되어

권리구제의 측면에서 매우 불공평하고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그 게 보지 아니하

면 헌법 제107조 제1항, 헌법 제111조 제1항 제1호가 규정하는 헌법률에 한

구체 규범통제의 실효성도 보장하기 어렵다( 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8176

결 참조). 헌결정의 효력은 헌제청을 한 당해 사건, 헌결정이 있기 에

이와 동종의 헌 여부에 하여 헌법재 소에 헌여부심 제청을 하 거나 법

원에 헌여부심 제청신청을 한 경우의 당해 사건과 따로 헌제청신청은 아니

하 지만 당해 법률 는 법률의 조항이 재 의 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인

사건뿐만 아니라 헌결정 이후에 와 같은 이유로 제소된 일반사건에도 미치는

것이다( 법원 1991.12.24. 선고 90다8176 결; 1993.1.15. 선고 92다12377 결;

1993. 2. 26. 선고 92 12247 결; 1993. 7. 16. 선고 93다3783 결; 1993.11.26.

선고 93다30013 결; 법원 1994.9.27. 선고 94다22309 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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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투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기 하여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상속인보다 구민법조항에 한 상속채권자의 신뢰를

더 보호하여야 하며, 어도 이러한 경우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차

별을 정당화할만한 합리 이유가 된다(제한 헌법불합치론의 입장).

3) 제한 헌법불합치론

○ 종 헌법불합치결정의 본지에 따라, 입법자는 어도 결정 이후

에는 이러한 헌 상태의 발생을 제거해야 하므로 상속개시사실을 안 것

이 언제인지 불문하고 1998. 5. 27. 이후 상속채무 과사실을 알게 된 상속

인들에게는 상속채무의 부담에 한 자기결정을 할 수 있도록 개선입법을

용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과 같이 비본질

요소인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 1998. 5. 27. 인지 그 이후인지에 따

라 개선입법인 개정민법 제1019조 제3항의 용 여부를 달리하는 것은

개정민법조항을 통한 상속인의 재산권 사 자치권 등 기본권 보호에

있어서 차별을 정당화할 수 있는 합리 인 이유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1998. 5. 27. 에 상속개시 있음을 안 자

한 과실 없이 고려기간 내에 상속채무 과사실을 알지 못하여 한정승

인 등을 하지 못하다가 1998. 5. 27. 이후에 상속채무 과사실을 알게 된

상속인들을 개정민법조항의 용범 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불합리

한 차별로서 평등원칙에 반되고, 이러한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

은 이들에게도 상속채무의 부담에 한 자기결정을 통하여 과도한 재산권

침해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경과규정을 두는 외에는 방법

이 없다.

○ 원칙 으로 개정민법조항을 소 용하더라도 경과규정인 이 사

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개정민법조항에 의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시기를 유 할 것인가는 입법재량에 속한 것인바, 상속인이 비록 한

과실 없이 고려기간 내에 상속채무 과사실을 알지 못하여 한정승인 등을

하지 못하 다 하더라도 이러한 상속채무 과 사실을 1998. 5. 27. 에 알

았던 경우 상속채무 과 사실을 안 때부터 한 시기, 원칙 으로 개정

민법 규정에 따라 3월내에 한정승인이나 포기 등 단순승인의 효과를 다투

는 조치를 취하 어야 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에는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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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상소나 경우에 따라서는 헌제청신청 등의 방법으로 다투었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상속인에게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시기를 유 하여 주는 혜택을 베풀 이유가 없는 반면 채권자에

게 개정민법이 용되는 이상의 불이익을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

조항이 1998. 5. 27. 에 상속채무 과 사실을 안 상속인들을 그 용범

에 포함하지 않은 것은 합리 이유가 있고, 다만 1998. 5. 27. 에 상속개

시 사실을 알았으나 한 과실 없이 고려기간 내에 상속채무 과사실을

알지 못하여 한정승인 등을 하지 못하다가 이러한 상속채무 과 사실을

1998. 5. 27. 이후에 알게 된 상속인들은 종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개선

입법방안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한정승인이나 포기 등을 하도록 기 하기

어려움이 비교집단인 날짜 이후에 상속개시사실을 안 상속인들과 다를

바가 없으므로 이들을 그 용범 에 포함하지 않은 것은 그 차별을 정당

화할만한 합리 인 이유가 없다.37)

○ 한편 제한 헌법불합치론은, 상속인이 한 과실 없이 고려기간

내에 상속채무 과사실을 알지 못하여 한정승인 등의 조치를 취하지 못하

다가 1998. 5. 27. 에 상속채무 과사실을 알았더라도 개정민법 시행

에는 법률상 한정승인 신고를 할 방법이 없었으므로 상속인에게 한정승

인 등의 조치를 취하거나 소송 등으로 다툴 것을 기 하기 어렵다. 통상

상속인은 상속채권자의 권리행사에 의하여 상속채무 과사실을 알게 되었

을 터인데, 상속채권자가 상속인에 하여 채권을 행사하여 이미 확정 결

등을 얻었다면 그 기 력에 의하여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며, 변제나 강

제집행에 의해서 상속채무의 부 는 일부가 소멸한 경우이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한정승인은 상속인의 채무자체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

는 그 로 승계하고 책임만을 제한한다는 것이므로 부당이득반환의 문제도

생기지 않으므로, 1998. 5. 27. 에 상속인이 상속채무 과 사실을 안 경우

실제로 문제되는 상속채권자는 개정민법 시행 까지 채권을 행사하지 않

았거나 행사하 더라도 확정 결등을 얻지 못하고 있던 자들에 불과하고

이들의 신뢰는 상속인의 기본권 보호를 부정할 정도로 강력하게 보호받아

야 할 성질의 것은 아니다.

37) 윤진수 교수(주12), 20-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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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 ① 제한 불합치론은 개정민법조항을 소 용하더라도 경

과규정인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개정민법조항에 의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시기를 유 할 것인가는 입법재량이라는 제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개정민법 제1019조 제3항의 특별한정승인은 기간 수라는 요건

을 충족하여야 그 효력이 인정되는 요식행 인데, 개정민법조항을 소

용한다고 하면서 개정민법 시행 후 일정한 유 기간을 부여하지 않는다

면 이러한 요식행 성에 비추어 개정민법조항을 실질 으로는 소 용

하지 않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된다.

따라서 이러한 제는 요식행 인 특별한정승인에 한 개정민법조

항에는 부 합하다.

② 제한 불합치론은 1998. 5. 27. 에 상속채무 과사실을 안 상속인

에 하여 구민법조항에 의한 단순승인 의제의 효과를 다투는 법 조치를

취할 기 가능성이 있다는 묵시 제하에서 이러한 법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상속인에게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시기를 유 하여 주는 혜택

을 베풀 이유가 없고, 반면 채권자에게 개정민법이 용되는 이상의 불이

익(연구 주; 채무 과사실을 안 때로부터 개정민법조항에 의한 3월의 특

별한정승인 기간이 경과하면 단순승인 의제의 효과가 발생하는데, 채권자

에게 그보다 훨씬 긴 개정민법 시행 후 3월까지 불안정한 상태로 두는 것

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된다)을 수도 없다고 한다.

그러나 개정민법조항이 신설되기 에는 한정승인이 받아들여질 아

무런 법 구제수단이 없었던 상황에서 구민법조항에 의한 효과를 다툴

법 조치를 취할 것을 기 할 수 없다. 개정민법조항이 없었던 상황에

서 마치 조항이 있었던 것처럼 소 하여 상속인과 채권자의 법 상태

를 평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결국, 제한 헌법불합치론의 논거가 된 ①, ②의 제가 불합리하다

면, 한 과실 없이 상속채무가 극재산을 과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

여 고려기간 내에 한정승인 등을 못한 상속인들 1998. 5. 27. 에 상속

개시 있음을 안 청구인등 상속인들 집단에서 상속채무 과사실을 안 시

을 기 으로 1998. 5. 27. 인지, 그 이후인지에 따른 차별을 정당화할만한

합리 이유를 찾기 힘들다. 오히려, 상속채무 과사실을 안 시 과 계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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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정민법조항이 시행되기 까지는, 상속인이 한 과실 없이 고

려기간 내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못하다가 뒤늦게 상속채무 과사실

을 알게 되었더라도 상속채무의 부담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법 구제수

단이 없었다는 헌 인 상태에 처해 있다는 은 본질 으로 동일하다.

③ 2)헌법불합치론과 3)제한 헌법불합치론의 실질 차이는 1998.

5. 27. 에 상속개시 채무 과를 모두 알았던 상속인들 구민법조항에

기하여 새로운 법률 계가 형성되어 그것이 취소할 수 없는 경우( 결의

기 력, 변제 등)가 아닌 경우, 즉 상속채권자가 개정민법 시행 까지 채

권을 행사하지 않았거나 행사하 더라도 확정 결 등을 얻지 못하고 있던

자들에 불과하고 이들의 신뢰는 상속인의 기본권 보호를 부정할 정도로 강

력하게 보호받아야 할 헌법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다.

(3) 이 사건 결정의 다수의견과 반 의견

(가) 다수의견

다수의견은, 종 헌법불합치결정은 헌결정의 일종이므로 그 효력에

하여 헌법재 소법 제48조 제2항이 용되고, 따라서 개선입법은 종

헌법불합치결정시 단순승인의제기간이 완성되지 않은 1998. 5. 27.부터

상속개시 있음을 안 상속인에 소 되는 경과규정을 두면 되나, 1) 1998.

5. 27. 에 상속개시 있음을 안 자 일자 이후에 상속채무 과사실을

안 상속인을 개선입법의 소 용범 에 포함하지 않은 이 사건 법률조항

은 ① 종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에 따라 그 개선입법의 용범 는 상속

채권자 등 이해 계인의 이익과 법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 당시

이미 상속법률 계가 상속인의 의사에 의하여 는 기간 도과 등 상속인에

게 그 책임을 돌릴 수 있는 사유로 확정되었는가의 여부를 기 으로 단

하여야 한다는 , ② 1998. 5. 27. 에 상속개시 있음을 안 자

일자 이후에 상속채무 과사실을 안 상속인과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정하는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의 차이로 인하여 결정 당시 구민법규

정에 의하여 이미 단순승인 의제되었는지의 여부를 달리한다 하더라도

결정 당시 상속법률 계가 상속인의 귀책사유로 는 그 의사에 의하여 확

정된 것이 아닌 상태에서 한정승인에 한 법 규율의 공백을 맞게 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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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에서 본질 으로 동일하다는 등을 이유로 비합리 인 기 으로

본질 으로 동일한 상을 차별하여 평등의 원칙에 반되고, 그 결과

상속인은 단순승인의제의 효과를 받게 되어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는

그 의사와 무 하게 상속채무가 극재산을 과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고려기간 내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못한 경우에도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의제하는 것은 상속채권자 보호를 하여 상속인의 재산권, 사

자치권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기본권제한의 입법한계를 헌법에

반된다.

그러나 2) 1998. 5. 27. 에 상속개시 있음과 상속채무 과사실을 안

상속인은 그 상속인이 구민법규정에 의한 단순승인 의제의 효과에 하여

다투지 아니하 으므로 이는 상속인의 의사에 의하여 는 기간도과 등 상

속인에게 그 책임을 돌릴 수 있는 사유로 결정 당시 이미 단순승인의

법률 계가 확정된 것이므로 개선입법의 소 용 범 에 포함되지 않더라

도 이것이 상속인의 귀책사유 없이 는 그 의사와 무 하게 이루어지는

것과 동일하게 평가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상속인에게까지

개선입법을 소 용하는 경우 상속채권자의 재산권을 진정소 입법으로서

박탈한다는 험을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상속인을 개선입법의 소

용 범 에 포함하지 않은 것을 헌법에 반된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시하 다.

(나) 반 의견

반 의견은, 종 헌법불합치결정은 구민법 제1026조 제2호로 인하여 기

본권침해상태에 빠진 상속인들에게 개선입법에 의한 법 지 를 개선하고

자 하는 혜택을 부여하려는 취지에서 조항에 하여 헌법불합치를 선고

하면서 그 용의 지를 명한 것이므로 조항으로 인한 상속인의 기본

권침해상태를 상쇄할 만한 헌법 보호법익이 없는 한, 개선입법시행 에

귀책사유 없이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상속채무 과사실을 알지

못하여 한정승인 등을 하지 못한 상속인에게 상속채무의 책임부담에 한

자기결정을 통하여 조항으로 인한 헌 인 기본권침해상태를 제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경과규정을 둘 의무가 있는바, 개정민법이 시행되기

에는, 상속인이 한 과실 없이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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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채무 과사실을 알지 못하여 한정승인 등을 하지 못하 다가 뒤늦게 상

속채무 과사실을 알게 되었더라도 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진 한정승인

신고는 법원에 의하여 법하게 수리될 수 없었으므로 종 불합치결정이

선고된 구민법 제1026조 제2호에 의하여 단순승인 의제되어 그 의사와

계없이 상속채무에 한 무한책임을 부담하는 헌 인 상태에 처해 있었

다는 은 상속채무 과사실을 안 것이 1998. 5. 27. 이든, 그 이후이든

본질 으로 동일한바, 상속채무 과사실을 안 시 을 기 으로 개정민

법조항의 소 용범 에서 제외한 차별취 에 한 헌 여부의 단을

달리한 다수의견은 합리 인 이유가 없고, 나아가 종 불합치결정이 선고

된 구민법조항에 의하여 상속인으로 하여 귀책사유 없이 그 의사와

무 하게 상속재산은 물론 상속인의 고유재산까지 책임재산으로 하여 상속

채무에 한 무한책임을 부담하게 한 헌 상태를 회복할 이익은 단순한

사 이익을 넘어 합헌 법질서의 회복이라는 한 공익인 반면, 구

민법조항에 의하여 형성되었으나 아직 종료되지 않은 법률 계에 하여

가지는 상속채권자의 신뢰는 상 으로 보호가치가 고 종 불합치결정

에 따른 개선입법인 개정민법조항의 소 용에 의한 손실도 경미하다

고 할 것이므로 외 으로 소 입법이 허용됨과 아울러 종 불합치결정

에 따른 소 입법개선의무가 인정된다. 따라서 입법자가 ‘1998. 5. 27.

에 상속개시있음을 안 자 상속채무 과사실을 안 것이 1998. 5. 27.

이든, 그 이후이든 한 과실 없이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상속채무 과사실을 알지 못하여 한정승인 등을 하지 못한 상속인’에게

구민법조항에 의하여 과도하게 재산권 사 자치권을 침해받은 헌

상태를 제거할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것은, 종 불합치결정에 따른 입법개

선의무를 제 로 이행하지 아니하 을 뿐만 아니라 헌법상 정하지 아니

한 기 으로 차별 취 하 으므로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원칙에 반되

어 헌법에 배된다는 입장을 명백히 하 다.

7. 주문형식과 이 사건 법률조항의 용 지여부

가. 다수의견 - 용 지 헌법불합치의 주문형식채택

이 사건 법률조항의 헌성은 개선입법에 의한 특별한정승인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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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의 범 에 ‘1998. 5. 27. 에 상속개시 있음을 알았으나 일자 이후에

상속채무 과사실을 안 상속인’을 포함하지 않은 차별의 에 있는 것이므

로, 헌법재 소가 헌결정을 통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제거함으로써

스스로 합헌 상태를 실 할 수 없고, 오로지 입법자가 이 사건 법률조항

을 합헌 인 방향으로 개정함으로써 합헌 상태를 실 할 수 있어 헌법불

합치결정을 할 필요가 있다.

한 이 사건 법률조항을 잠정 용하게 되면 이 사건 청구인들과 같은

상속인의 경우 이 사건 법률조항의 규범력이 미치는 결과 확정 으로 권리

구제가 배제될 수 있는 문제 이 있고, 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 내용

의 일부분에 한 헌성이 확인되는 경우이나 그 내용 안에 헌 부분

과 합헌 부분을 포함하는 경우가 아니라 오로지 조문이 포함하지 않

은 일정 범 의 상속인과의 계에서 헌성이 나타나는 것이어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정하는 상속인 부분만을 분리하여 잠정 용을 명하는 것도

치 않고, 그 용을 지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의 용 역에 속하는 상

속인들의 권리구제가 지연되더라도 이는 헌법불합치결정에 내재하는 부수

효과를 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법 용기간에 하여 개선입법

이 있을 때까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용을 지하여야 한다.

나. 반 의견-이 사건 법률조항 자체의 합헌 입법부작 부분

의 헌확인 분리선고

헌법불합치결정이 원칙 으로 상법률의 용 지 차의 정지의

효과를 수반하는 것은 법원이 개정법률에 따라 단함으로써 당사자가 개

정법률의 결과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때까지 기회를 열어 놓아

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바, 다수의견과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에 하여

용 지의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게 되면, 결정에 따른 개선입법의무의

범 에도 속하지 않는 합헌 인 이 사건 법률조항의 용 역인 ‘1998. 5.

27.부터 2002. 1. 13.까지 상속개시있음을 안 상속인’에 하여까지 조항

이 용 지되어 불필요하게 소송 차가 지연되는 부당한 결과가 래되는

, 다수의견처럼 이 사건 법률조항의 헌성이 1998. 5. 27. 에 상속개시

있음을 알았으나 일자 이후에 상속채무 과사실을 안 상속인을 특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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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인의 허용범 에 포함하지 않은 에 있다는 이유로 앞서 본 바와 같

이 그 용 역에서 헌법합치 인 이 사건 법률조항 자체가 헌이라고 보

는 것은 그 실질에 맞지 않고, 오히려 상속인에 하여 종 불합치결

정에 따른 개선입법인 개정민법 제1019조 제3항의 소 용의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한 입법부작 가 헌이라고 보는 것이 그 실질에 맞는 , 이러

한 입법부작 에 한 헌선언은 입법자의 의사를 최 한 존 하는 한편,

아울러 헌법질서의 유지․수호라는 헌법재 소의 직무를 효과 으로 수행

하고자 하는 그 조화 을 모색하는 것으로 권력분립의 원칙에 어 나지 아

니하고, 헌법재 소법 제45조 단서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헌법재 작용의

범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헌재 2003. 7. 24. 2000헌바28, 재 김

일의 반 의견; 헌재 2003. 12. 18. 2002헌바14등, 같은 재 의 별개

반 의견) 등을 논거를 들어, 그 용 역에서 합헌인 이 사건 법률조항에

한 단과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헌성이 인정되는 ‘1998. 5. 27.

에 상속개시있음을 안 상속인’에 하여 개정민법 제1019조 제3항의 소

용의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한 입법부작 에 한 단을 구분하여 주문

에 표시함으로써 조항 체에 한 용 지의 헌법불합치결정으로 인

하여 합헌 인 용 역에까지 조항이 지되어 불필요하게 소송 차가

지연되는 부당한 결과를 피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

8. 이 사건 결정의 의의

이 사건 결정은 헌법불합치결정에 의한 입법개선의무가 미치는 시 범

(時的 範圍)와 련하여 선례 의미를 갖음과 아울러 이 사건 청구인들

과 같이 ‘1998. 5. 27. 에 상속개시 있음을 안 자 일자 이후에 이러

한 상속채무 과사실을 알게 된 상속인’에 하여 이 사건 결정에 따라 이

루어질 개선입법에 따라 구민법 제1026조 제2호로 인한 기본권침해상태에

서 벗어날 기회가 부여되었다는 에서 실 의미가 큰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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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민법 1998. 11. 13자 개정안 2002. 1. 14. 개정된 민법

第1019條(承

認, 抛棄의 期

間)

①, ② (생략)

第1026條(法

定單純承認)

다음 各 號의

事由가 있는

경우에는 相

續人이 單純

承認을 한 것

으로 본다.

1, 3호 (생략)

第1019條(承認, 抛棄의 期

間)

①, ②(생략)

③第1 의 規定에 불구하고

相續人이 相續債務가 相續

財産을 과하는 사실을

한 過失없이 第1 의 기

간 내에 알지 못하고 單純

承認(第1026條 第1號 第2

號의 規定에 의하여 單純承

認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月내에

限定承認을 할 수 있다.(신

설)

第1019條(承認, 抛棄의 期間)

①, ②(생략)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

산을 과하는 사실을 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

조 제1호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

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

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

다.(신설)

第1026條(法定單純承認)

다음 各 號의 事由가 있는 경

우에는 相續人이 單純承認을

한 것으로 본다.

1, 3호 (생략)

2. 상속인이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한정승인 는 포

기를 하지 아니한 때(신설)

# 별지

〈조 문 비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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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속인이제

1019조 제1항

의 기간 내에

한정승인

는 포기를 하

지 아니한 때

附 則

第1條(施行日) 이 法은 1999

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단서 생략)

第2條(이 法의 효력의 不遡

及) 이 法은 종 의 規定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

②(이 법의 효력의 불소 ) 이

법은 종 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한정승인에 한 경과조치)

1998년 5월 27일부터 이 법

시행 까지 상속개시가 있음

을 안 자 상속채무가 상속

재산을 과하는 사실을

한 과실 없이 제1019조 제1항

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다가

이 법 시행 에 그 사실을

알고도 한정승인 신고를 하지

않은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월내에 제1019조 제3항의 개

정규정에 의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다만 당해기간 내에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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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이용 진 정보보호등에 한법률

제42조 등 헌확인

-인터넷상의 청소년유해매체물에 한 자 표시의무-

(헌재 2004. 1. 29. 2001헌마894, 례집 16-1, 114)

이 명 웅
*

1)

【 시사항】

1.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에 한 정보통신부고시가 헌법소원의

상이 된다고 본 사례

2. 기통신사업자의 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 으

로 정보를 제공하는 자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유해매체물 제공자는

통령령이 정하는 표시방법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도록 한

정보통신망이용 진 정보보호등에 한법률 제42조가 포 임입법 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배되는 여부

3. 동법시행령 제21조 제2항이 인터넷을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자의

경우 기호․부호․문자 는 숫자를 사용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나타

낼 수 있는 자 표시도 함께 하도록 규정한 것이 동법 제42조의 임범

내인지 여부

4. 정보통신부장 이 정보유형 등을 고려하여 자 표시의 구체

방법을 정하여 보에 고시하도록 한 동법시행령 제21조 제3항이 재 임의

허용범 내인지 여부

5. 인터넷상의 청소년유해매체물 정보의 경우 18세 이용 지 표시 외에

* 헌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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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 자 표시’를 하도록 하여 차단소 트웨어 설치시 동 정보를 볼

수 없게 한 동법시행령 제21조 제2항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에

한 정보통신부고시가 표 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6. 조항들이 동성애에 한 양심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

【심 상】

정보통신망이용 진 정보보호등에 한법률(2001. 1. 16. 법률 제6360호

로 문개정된 것) 제42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 기통신사업자의

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 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자(이

하 “정보제공자”라 한다)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매체

물로서 동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통령령이 정하는 표시방법에 따라 당해 정보가 청소년유해매

체물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정보통신망이용 진 정보보호등에 한법률(2001. 1. 16. 법률 제6360호

로 문개정되고 2002. 12. 18. 법률 제6797호로 개정되기 의 것) 제64조

(벌칙) 제42조의 규정을 반하여 당해 정보가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

하지 아니하고 리를 목 으로 제공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는 1천만

원 이하의 벌 에 처한다.

정보통신망이용 진 정보보호등에 한법률시행령(2001. 8. 25. 통령령

제17344호로 개정된 것) 제21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를 하여야 하는 자 인터넷을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자의 경우에는 기호․부호․문자 는 숫자를 사용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나타낼 수 있는 자 표시도 함께 하여야 한다.

③ 정보통신부장 은 정보의 유형 등을 고려하여 제1항 제2항의 규

정에 의한 표시의 구체 방법을 정하여 보에 고시한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을 정한 정보통신부고시(2001. 10. 12. 제

2001-89호.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

1.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자

기통신사업자의 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 으로 정

보를 제공하는 자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매체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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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고자 하는 자

2.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

가. 생략

나. 자 표시방법

인터넷을 통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경우 청소년유해매체물

필터링 소 트웨어가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PICS(Platform for

Internet Content Selection) 기술표 에 의한 자 방법으로도 표시하여

야 한다.

① 인터넷사이트 혹은 디 토리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인 경우 다음과 같

이 자 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청소년유해매체물 지정 값은 y1으로 한다.

<META http-equiv＝“PICS-label” content＝‘(PICS-1.1 “service.icec.or.kr/

rating. html” 1 gen true for “청소년유해매체물 지정 사이트 혹은 디 토

리 URL 명” r (y 1))’>

* 기본 으로 service.icec.or.kr 앞에 http://를 입력

② 인터넷페이지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인 경우 다음과 같이 자 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청소년유해매체물 지정값은 y1으로 한다.

<META http-equiv＝“PICS-labe” content＝‘(PICS-1.1 “service.icec.or.kr/

rating. html” 1 gen false for “청소년유해매체물 지정 페이지 URL 명” r

(y 1))’>

* 기본 으로 service.icec.or.kr 앞에 http://를 입력

3. 시행일

이 고시는 200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참고조문]

청소년보호법 제8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결정) 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보호 원회(이하 “청소년보호 원회”라 한다)는 제7조의 규정

에 의한 매체물의 청소년에 한 유해여부를 심의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하

다고 인정되는 매체물에 하여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 법 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매체물의 윤리성·건

성의 심의를 할 수 있는 기 (이하 “각 심의기 ”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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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 제17조( 매 지 등) ①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매․ 여․

배포하거나 시청․ 람․이용에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 방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고, 청소년에게 이를 매․ 여․배포하거나 시청․ 람․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청소년보호법 제50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는 2천만 원 이하의 벌 에 처한다.

1. 리를 목 으로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반하여 청소년에게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매․ 여․배포하거나 시청․ 람․이용에 제공한 자

【사건의 개요】

1. 심 청구에 이르게 된 경

청구인은 1997. 6. 6.부터 ‘엑스존’이라는 동성애 련 웹사이트(http://

exzone.com)를 개설하여 운용하여 왔는데, 정보통신윤리 원회는 2000. 8.

25. 엑스존을 ‘수간을 묘사하거나 혼음, 근친상간, 동성애, 가학․피가학성

음란증등 변태성행 , 매춘행 기타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아니한 성 계

를 조장하는 것’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 고, 청

소년보호 원회는 2000. 9 . 27. 고시 제2000-31호로 엑스존을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고시하 다.

정보통신윤리 원회는 2001. 11. 9. 청구인에게 정보통신망이용 진 정

보보호등에 한법률 제42조, 동법시행령 제21조 제1항에 따라 19세 미만의

자는 이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내용을 표시하고, 동법시행령 제21조 제2항,

제3항 정보통신부고시 제2001-89호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에 따

라 청소년유해매체물 필터링 소 트웨어가 인식할 수 있도록 자 표시

를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동법 제64조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고 통보하 다.

청구인은 2001. 12. 29. 동법 제42조, 제64조와 동법시행령 제21조 제2항

제3항의 ‘제2항’ 부분, 정보통신부 고시(제2001-89호) 청소년유해매체물

의 표시방법 2.의 나. ‘ 자 표시방법’이 죄형법정주의, 포 임입법 지

원칙에 배되고, 표 의 자유, 양심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이 사건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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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원심 을 청구하 다.

한편 청구인은 2002. 1.경 “청구인에 한 정보통신윤리 원회의 2001.

10. 8.자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청소년보호 원회의 2000. 9. 27.자 고

시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청구취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 는데(서울

행정법원 2002구합1519) 2002. 8. 14. 패소하 고, 항소하 으나(서울고등법

원 2002 14418) 2003. 12. 16. 기각되었고, 상고심이 계속 이다( 법원

2004두619).

2. 청구인들의 주장 계기 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1) 법 제42조는 구성요건에 한 기본사항에 하여 구체 인 기 이나

범 를 정하지 않고 임하 기 때문에 포 임 지원칙에 반하고 죄형법

정주의에 배된다. 한 시행령 제21조 제2항 역시 ‘ 자 표시’라는 불

명확한 개념을 사용하고, 그 구체 인 방법은 다시 포 으로 임하고

있으므로 명확성 원칙과 포 임 지원칙에 반한다.

(2) 인터넷과 컴퓨터 통신을 포함한 온라인 미디어는 이용자의 통제능력

이 강화되어 있는 등의 특성을 가지므로 다른 매체보다 더 보호받아야 한

다. 컴퓨터통신의 경우 청소년보호방안은 시민사회 내부에서 찾아야지 국

가가 그 기 을 제시하고 획일 으로 규율할 문제는 아니다. 정보통신윤리

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정보차단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이 사건 조항은

목 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컴퓨터 통신에서는 세계 통일기 이 필요하고, PICS 표 에 의하더

라도 재의 기술과 인터넷의 구조상 특정 사이트나 단어에의 근을 막을

수 있을 뿐 음란한 상물 자체를 완 히 차단할 수 없어 이 사건 조항에

의한 방법은 정하지 않다. 한 이 사건 조항은 성인의 알 권리를 제한

할 뿐 아니라 처음부터 선별 속을 통해 속 자체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표 의 자유를 제한하게 되기 때문에 피해의 최소성 원칙이나 법익형량의

원칙에 반한다. 한편 법 제64조의 형벌은 행 의 불법성과 처벌 간의 비례

성, 형평성에 반되는 것이다.

(3) 이 사건 조항이 정보통신망과 정보통신서비스에 해서만 자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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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를 부과하고 속자체를 차단하는 것은 다른 매체물과의 계에 있어서

형평성에 반한다. 이 사건 조항에 의한 PICS 기술표 에 의한 자 표시

제를 내용선별 소 트웨어 시스템에 포함시킬 경우 그 범 내에서 강제

인 내용등 제를 시행하는 결과가 되는데, 이는 국회에서 정보통신망이용

진등에 한법률개정안을 심의할 때 내용등 제를 채택하지 않은 입법취

지에 반한다.

(4) 동성애에 한 정확한 정보제공, 동성애에 한 편견의 제거를 해

서는 청소년이라고 하더라도 동성애 사이트에 한 정보 근이 선행되어야

한다. 정보통신윤리 원회는 청구인에게 엑스존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이므로

자 표시를 하여야 한다고 통지함으로써 청구인의 표 의 자유를 축

시켰고, 동성애에 한 알권리 양심의 자유, 학문과 술의 자유를 침해

하 다.

나. 정보통신부장 정보통신윤리 원회 원장의 의견

(1) 이 사건 조항은 포 임 지원칙 반이 아니다. 청소년유해매체물

에 한 표시의 구체 인 방법은 과학기술이나 인터넷 기술의 격한 발

등으로 그 변동가능성이 상당히 커서 탄력 응을 하여 정보통신부장

에게 임할 실 필요성이 있다.

법시행령 제21조 제2항상의 ‘ 자 표시’라는 개념은 정보통신망상의 청

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를 뜻하고, 법시행령 제21조 제1항을 볼 때 자

표시의 내용이 어떻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용단계에서 다의 으로 해석될

우려가 없기 때문에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2) 온라인 미디어를 통한 표 의 자유도 청소년보호라는 헌법 가치와

조화를 이룰 때 의미가 있다. 인터넷과 컴퓨터통신의 경우 방향매체로서

청자와 화자의 구분이 불분명하고 사상의 시장에 한 근이 용이하기

때문에 아직 가치 과 세계 이 형성되지 않은 청소년들의 근이 다른

매체에 비해 훨씬 용이하다는 에 비추어 오히려 한 통제장치가 필

요하다.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제도는 민간자율로 시행되는

인터넷내용등 표시서비스와는 그 성격을 달리하며 강제 인 내용등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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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다. PICS 기술표 에 의한 자 표시방법의 경우 이를 식별할 수 있

는 소 트웨어를 자신의 컴퓨터에 설치하여 정보차단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이용자의 선택에 달려있기 때문에 성인의 알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

청소년유해매체물에 한 자 표시제도가 청소년의 동성애 사이트에

한 정보 근 동성애에 한 알권리를 사실상 제한하게 되더라도 이

사건 자 표시제도의 입법목 에 비추어 그 제한의 균형성을 일탈하

다고 볼 수 없다.

【결정요지】

1.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에 한 정보통신부고시는 청소년유해

매체물을 제공하려는 자가 하여야 할 자 표시의 내용을 정하고 있는

데, 이는 정보통신망이용 진 정보보호등에 한법률 제42조 동법시행

령 제21조 제2항, 제3항의 임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것으로서 국민의 기

본권을 제한하는 것인바 상 법령과 결합하여 외 구속력을 갖는 법규

명령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이므로 헌법소원의 상이 된다.

2. 정보통신망이용 진 정보보호등에 한법률 제42조에 따라 통령령

으로 정해질 표시방법은 청소년을 해당 유해정보로부터 보호하기 하여

청소년의 이용을 억제하기 한 취지의 표시이거나 그 밖에 인터넷과 같은

매체의 특성에 맞춰 해당 정보에 한 청소년의 이용을 억제하기 한 표

시가 될 것이라는 이 측될 수 있다. 조항은 포 임입법 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배되지 않는다.

3. 동법시행령 제21조 제2항이 추가 으로 자 표시를 하도록 한 것

은 인터넷의 경우 청소년이 이용할 수 없다는 표시를 하는 것만으로는 청

소년들에게 차단 효과가 약하므로, 로그램의 자 장치에 의해 소 트

웨어가 선별함으로써 청소년들의 근을 방지하고자 한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한 자 표시는 인터넷 매체의 특수성을 반 한 것으로서 청소년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부터 격리하기 한 표시방법의 하나에 해당되므로 동

법시행령 제21조 제2항의 ‘ 자 표시’ 규정은 동법 제42조의 임범 를

벗어난 법 내지 헌성이 없다.

4. 동법시행령 제21조 제3항에서 임한 ‘ 자 표시’의 내용은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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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를 통한 청소년유해 정보가 청소년에게 이용되지 않도록 하기 한

자 , 기술 표시방법을 지칭한다고 볼 것이므로 그 강을 정하고 구체

인 특정 사항을 다시 범 를 정하여 정보통신부장 고시에 다시 임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재 임에 한 헌법 한계를 벗어난 것이 아니다.

5. 동법시행령 제21조 제2항 해당 정보통신부장 고시(‘이 사건 고시’

라 한다)가 표 의 자유를 침해하는 여부

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된 매체물 혹은 인터넷 정보라 하더라도 이

들은 의사형성 작용을 하는 의사의 표 ․ 의 형식 의 하나이므로

언론․출 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는 의사표 의 매개체에 해당된다. 그

런데 이 사건 고시는 청소년유해매체물에 해당된 인터넷 정보제공자에

하여 자 표시를 하도록 요구하고 있어 표 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므

로, 그러한 제한이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인정되는 과잉 지의 원칙에

배되는지가 문제된다.

나. 인터넷을 이용한 정보에 해서는 종 의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

해매체물 표시방법만으로는 청소년을 해당 유해정보로부터 효과 으로 차

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사건 고시는 인터넷 매체의 특성에 맞추어 특정

자 표시를 하게 함으로써 차단소 트웨어를 설치할 경우 청소년을 음

란·폭력성 등을 지닌 유해한 정보로부터 보호하기 한 입법목 을 갖고

있는데, 이는 청소년의 보호를 한 것으로서 공공복리를 한 정당한 것

이다.

다. 이 사건 고시에 따라 자 표시가 행해지면 해당 차단소 트웨어

를 설치한 경우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인정된 해당 인터넷 사이트나 페이지

가 차단되게 되므로, 이러한 입법수단은 입법목 을 달성하는데 한 것

이다.

라. 이 사건 고시는 인터넷을 통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경우

그 제공자에게 특정 기술표 (PICS)에 의한 자 표시를 하도록 요구하

고 있다. 인터넷상의 유해 정보는 익명성과 성이 강하므로 종 의 “19

세 미만 이용 지” 표시만으로 입법목 을 달성하게 하는 것은 효율 인

방법이라고 보기 어렵다. 한편 청소년을 인터넷 유해매체물로부터 차단하

기 해서는 이 사건 고시의 자 표시 외에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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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를 이용하는 등 다른 방법이 채택될 수도 있을 것이나, 이들이

더 효과 인 방법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한 국가가 일반인에게 특정한

기술표 을 채택하도록 하는 것은 부 한 측면이 있으나, 재로서는 달

리 다른 방식으로 이 사건 고시가 추구하는 입법목 을 달성할 수단이 명

백히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 다면 동법시행령 제21조 제2항과 이 사

건 고시는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되지 않는다.

마. 이 사건 고시에 해 공익 목 의 요성이 인정되고, 자 표시의

무는 해당 정보의 내용에 하여 통제하는 것이기보다는 사후조치로서 유

해매체물이 청소년에게 차단될 수 있는 기술 방법만을 정하고 있는 것이

고 그 효과는 부모나 성인이 차단소 트웨어를 설치했을 때에만 나타나는

것을 고려하면, 동법시행령 제21조 제2항과 이 사건 고시는 기본권 제한의

효과와 내용면에서 볼 때 추구하는 공익이 제한되는 사익에 비하여 균형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

【해설】

1. 법요건 부분

이 사건은 정보통신망이용 진 정보보호등에 한법률(이하 ‘법’이라 한

다) 제42조(2001. 1. 16. 법률 제6360호), 제64조(2001. 1. 16. 법률 제6360호

로 제정되고 2002. 12. 18. 법률 제06797호로 개정되기 의 것), 동법시행

령(2001. 8. 25. 통령령 제17344호.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1조 제2항,

제3항의 ‘제2항’ 부분,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에 한 정보통신부 고

시(2001. 10. 12. 정보통신부고시 제2001-89호 청소년유해매체물의표시방법)

‘나. 자 표시방법’(이하 이를 ‘이 사건 고시’라 한다)의 헌 여부이

다(이하 법 제64조를 제외한 나머지 모두를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

가. 공권력의 행사 부분

이 사건 고시가 헌법소원의 상이 되는지가 문제된다. 헌법재 소는 고

시 는 공고가 일반․추상 성격을 가질 때에는 법규명령 는 행정규칙

에 해당하고, 고시가 구체 인 규율의 성격을 갖는다면 행정처분에 해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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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보아왔다(헌재 1998. 4. 30. 97헌마141, 례집 10-1, 496, 5061)). 이

사건 고시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려는 자가 하여야 할 자 표시

의 내용을 정하고 있는바, 이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자 표시 일반에

한 일반 ․추상 인 규정의 성격을 지닌 것이다.

한편 제정형식이 법규명령이 아닌 고시, 훈령, 규 등과 같은 행정규칙

이더라도, 그것이 상 법령의 임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상 법령과 결

합하여 외 구속력을 갖는 법규명령으로서 기능하게 된다고 볼 것인바

이에 하여 바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2. 6. 26. 91헌마25,

례집 4, 444, 449). 이 사건 고시는 법 제42조 시행령 제21조 제2항,

제3항의 임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것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

용을 담고 있으므로 상 법령과 결합하여 외 구속력을 갖는 법규명령

으로 기능한다.

나. 자기 련성

법 제64조(처벌조항) 부분은 “ 리를 목 으로”라는 구성요건이 포함되

고 있는데, 청구인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운 하는 자로 인정되었기는 하

나 “ 리를 목 으로” 문제된 엑스존 사이트를 운 하거나 동 사이트상의

정보를 제공하는 자라고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고, 이에 한 주장이나 답

변도 없다. 그러므로 이 부분에 해서는 자기 련성이 없는 것이다.2)

다. 직 성

법령의 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에서 ‘직 성’ 요건은 집행행 에 의

하지 아니하고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직 자유의 제한․의무의 부과 권

리 는 법 지 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 인 집행행 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령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

1) 동 결정에서는 납세병마개 제조자 2인을 구체 으로 지정한 국세청고시를 행정처

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다.

2) 벌칙조항은 리/비 리 행 를 용 상에서 구분하고 있고, 법상의 많은 의무

조항의 상이 되는 자(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들도 기본 으로 “ 리를 목 으로”

한 자들인 을 보면, 이 사건에서 청구인과 같은 비 리 홈페이지 운 자들에게

는 벌칙조항이 용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사건에서 벌칙조항의

헌성을 반드시 다투어야 할 필연성은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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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직 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례집 4,

813, 823 참조).

법 제42조는 “…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통령령이

정하는 표시방법에 따라 당해 정보가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여야 한

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이 조항은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을 하 규

범인 통령령에 임하고 있어 례에 따르면 직 성 요건이 흠결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그러나 헌법재 소는 “표시의무의 부과”라

는 지의무의 설정이 동 법률조항에서 직 이루어지고 있다는 에서

동 조항이 직 기본권(표 의 자유)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므로 ‘직 성’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2. 본안에 한 해설

가. 사건의 배경과 ‘ 자 표시’의 내용

청소년보호법은 각종 매체물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심의․결정하도록

하고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청소년에게 매, 여, 배포하거나 시청․ 람․

이용에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 고, 그 반시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하

다. 한편 법(정보통신망이용 진 정보보호등에 한법률)은 인터넷 등 기

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유

해매체물제도를 보완하고자,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통령령이 정하는 표시방법에 따라 당해 정보가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

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제42조), 그 반시 형사처벌을 하며(제64조.

다만 리목 이 추가됨), 법 제42조의 임에 따라 시행령 제21조가 제정

되었고, 동 시행령 조항 제3항은 다시 자 표시에 한 규정을 정보통

신부장 에게 임하 으며, 그 결과 이 사건 고시가 제정되었다(2001. 11.

1.부터 시행).

이 사건 고시가 요구하는 자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즉, 인터넷

사이트나 디 토리 혹은 인터넷페이지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인 경우 청소

년유해매체물 필터링 소 트웨어가 인식할 수 있도록 PICS(Platform for

Internet Content Selection) 기술표 에 의한 자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청소년유해매체물의 지정값은 y1). 이 게 자 으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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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정보이용자가 해당 필터링(차단) 소 트웨어를 설치하 을 때 청소년

유해매체물 정보는 차단된다. 재 그러한 차단 소 트웨어는 정보통신윤

리 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youth.rat 일에 수록된 소 트웨

어와 기타 민간에서 제공하는 소 트웨어가 있다.

여기서 PICS 기술표 이란 ‘인터넷 내용선별을 한 기술표 ’이라고 하

는데, 이 로그램은 미국의 시민단체, 인터넷 컴퓨터 련 기업들이 참

여한 월드와이드웹 컨소시움(W3C)이 개발한 것으로서3) 웹사이트 운 자

나 제3자가 일정한 기 에 따라 사이트에 등 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해주는

웹 기술규격( 로토콜)의 하나이다.4)

이 사건 고시는 PICS 기술표 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에 의무 으로

자 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정보이용자가 해당 소 트웨어를 자신

의 컴퓨터에 설치하 을 경우 그러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자동 으로 차단

된다. 그러나 해당 소 트웨어를 설치하지 않았을 경우 그러한 차단효과가

없으며, 소 트웨어를 설치하 다고 하더라도 조작에 의하여 차단을 제거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성인이나 기 이 자녀나 청소년을 보호하기 하여

혹은 청소년 스스로가 해당 차단 소 트웨어를 설치한 경우에만 와 같은

자 표시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차단시켜 주게 되는 것이다.

3) 종 의 인터넷 내용규제를 한 기술 규제에는 차단목록 방식(blacklisting)과

허용목록 방식(whitelisting)이 있었는데, 이와 같이 ○X 식으로 이루어지는 일

차단 내지 허용 방식은 해당 목록을 제공하는 소 트웨어 개발자의 가치 이 개

입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 단 으로 지 되어 왔다고 한다. 황철증, “통신망을

통한 행 음란물 규제시스템에 있어서 정부와 민간의 역할분담 시스템”, 정보법

학, 제3호(1999), 416-8쪽; 박성호, “인터넷 내용등 제와 표 의 자유”, 민주사회

를 한 변론, 2001. 1/2월호 참조.

4) 황성기, “인터넷 내용등 제와 우리 나라에서의 용가능성”, 법과사회, 제19호

(2000. 11), 92쪽. 한편 정보통신윤리 원회는 이 사건 의견서에서, PICS 표 은

등 이 매겨진 문서(HTML)를 소 트웨어가 인식하고 선별하도록 해주는 가치

립 인 기술규격으로서 3WC에 의하여 개발되어 ICRA(Internet Content Rating

System)의 등 시스템이나 Safesurf의 등 시스템 등에서 활용되는 국제 표

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MS, Netscape 등의 웹 라우 에서도 이를 지원하고 있

어, 동 방법은 완 한 방법은 아니지만 재로서는 인터넷상의 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한 방법 세계 으로 인정되어 사용되는 최선의 방법이라

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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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매체물’제도와 이 사건 조항의 계

이 사건 조항은 결국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유해매체물제도와 연장선

상에 있다.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을 보호하기 하여 특정 매체물을 청소

년유해매체물로 심의․결정․고시하도록 하고 이러한 매체물에 한 청소

년에게의 매 등을 지하 다. 그런데 인터넷과 같은 온라인 매체는 기

술 특수성이 있고 사용자의 익명성과 정보의 성이 강한 등 다른 인

쇄나 상매체와 다르기 때문에, 청소년보호법이 규정하는바 “청소년에게

매, 여, 배포하거나 시청․ 람․이용에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만

으로는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유해매

체물제도의 취지를 살린다면, 인터넷상의 청소년유해매체물에 하여 청소

년을 보호하고자 한다면 좀더 기술 인 보호장치가 필요하다고 볼 여지가

있는 것이다. 이 사건 조항은 그러한 취지에서 입법된 것이며, 따라서 종래

의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매체물제도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다.5)

따라서 만약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유해매체물제도가 헌이라면 이

사건 조항은 당연히 헌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것은

‘ 자 표시방법’의 헌성 여부에 한 것이며,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

유해매체물제도 자체의 헌성 문제는 심 상이 아니다. 양자는 히

결합되어 있지만, 이 사건 조항은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자 표시방법’에

한 것이며 이는 청소년보호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서 독립 으로 규정되

고 있고,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유해매체물제도가 이 사건 심 의 상

이 아니므로 헌법재 소로서는 이 사건 조항의 헌성 여부만을 단하게

되었다. 이 경우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유해매체물제도는 합헌으로 추정

되는 것을 제로 하 다.6)

5) 同旨 헌법재 소 간행(정재황, 황성기 등 ), 사이버공간상의 표 의 자유와 그

규제에 한 연구, 헌법재 연구, 제13권(2002), 408쪽. 이 사건 고시의 자 표

시방법과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제도와의 계는, 그 내용을

살펴볼 때, 자는 후자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서, 인터넷 등 온라인매체의 특

성을 반 하여 기존의 청소년보호법상의 표시제도를 보완하거나 혹은 새로운 표

시방법을 추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한다.

6) 참고로 헌법재 소는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보호 원회의 청소년유해매체물 심

의․결정제도(제8조 제1항)의 합헌성을 단한바 있다(헌재 2000. 6. 29. 99헌가16,

례집 12-1, 767). 그런데 동 결정에서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과(“유해매

체물” 개념 련) 법 에 의한 재 청구권의 에서만 단이 이루어졌으며,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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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외국의 입법례

우리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유해매체물제도와 같이 청소년 보호를

하여 일정한 매체물을 청소년에게 차단시키는 입법례는 발견되지만(독일,

일본 등의 경우7)), 나아가 이 사건 조항과 같이 인터넷에서 특정한 자

표시를 하도록 하거나, 등 제를 하도록 하여 차단소 트웨어 설치시

해당 매체물을 차단하는 방식은 찾기 어렵다. 체로 다음과 같이 살펴볼

수 있다.

(1) 인터넷 검열에 한 각국의 정책 분류(2002. 3. 기 ).8)

① 인터넷 산업의 자율규제와 이용자의 자발 인 필터링/차단 기술 이용

을 고무하는 정부 정책

이 방식은 국, 캐나다, 그리고 상당수의 서유럽국가들이 채택하고 있

다. 한 뉴질랜드도 최근 이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 나라들에서는 아동

포르노나 인종 오 조장과 같은 인터넷의 불법 인 콘텐츠(내용)에 일반법

이 용되고 있다. ‘청소년에게 부 한’ 콘텐츠가 인터넷에 게재되는 것

이 불법은 아니며, 근 제한 시스템에 의해 강제 으로 통제되어서도 안

된다. 이들 나라 정부의 부분은 인터넷 이용자가 자신과 자녀의 인터넷

콘텐츠에 한 근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기술을 자발 으로 사용하고

이런 기술을 계속 발 시킬 것을 독려하고 있다.

② ‘청소년에게 부 한’ 콘텐츠를 온라인에 올린 콘텐츠 제공자에 한

체물의 내용심사를 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심의․결정하는 제도 자체나 그러한

심의․결정의 귀결로서 규정된 ‘청소년에 한 매 등 지의무’가 표 의 자유

를 침해하는지 여부에 해서는 단이 없었다.

그런데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유해매체물제도는 유해매체물 별기 이 불명

확하고 자의 인 측면이 있어서 차후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즉 동법 제10조가

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기 ‘선동 인 것’,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

는 것’, ‘청소년의 정신 ․신체 건강에 명백히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은 명

확성 원칙의 에서 헌성 문제가 야기될 소지가 있다.

7) 이에 해서는 청소년보호법 제8조 제1항에 한 ‘99헌가16 사건’ 보고서의 입

법례도 참조할 수 있다.

8) 이하의 내용은 호주의 자개척자재단(Electronic Frontiers Australia, EFA)이

2002. 3. 작성한 “인터넷 검열: 세계 각국의 법과 http://www.efa.org.au/Censor/

cens3.html) 보고서를 국내에서 장여경이 번역 정리한 것을(http://www.nocensor.

org 참조) 일부 발췌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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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벌 이나 징역)

이 방식은 몇몇 오스트 일리아의 주에서 채택하고 있고 과거 미국에서

시도했었던 것이다. 하지만 재는 미국 연방 차원이나 주에서 이러한 법

이 시행되고 있지 않다. 게다가 이 나라들에서는, 이를테면 아동포르노처

럼, 아동에게 부 하다는 기 보다는 인터넷 콘텐츠에 일반법이 용되

어 불법성을 가린다.

③ 성인에게 부 한 것으로 간주되는 콘텐츠에 해 정부가 임한

근 차단

이 방식은 오스트 일리아 구 공 보건법, 그리고 국,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폴, 아랍에미리트, 베트남과 같은 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다. 몇몇 국가

들은 정부 차원의 인터넷 속 (internet access point)에 한 통제를 통

해 ISP(인터넷서비스 제공자)가 제한된 인터넷 근만을 허용하고 나머지

는 차단하도록 요구한다.

<내용규제의 기 >

① 불온(정부 혹은 정부의 임을 받은 원회의 단) : 오스트 일리

아, 국,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폴, 한국(2002. 6. 헌결정으로 ‘불온통신’이

‘불법통신’으로 변경됨)

② 청소년 유해(정부, 혹은 정부의 임을 받은 원회의 단) : 오스트

일리아, 독일, 한국(차단소 트웨어가 인식할 수 있는 기술 인 PICS 등

의 의무화)

③ ①과 ②없이 불법(인터넷에 특화되지 않은 일반법의 용) 심 :

캐나다, 덴마크,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웨덴, 국, 미국

<내용규제의 주체>

① 정부 : 국,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폴, 한국(정보통신부 장 )

② 정부의 임을 받은 원회 : 오스트 일리아(ABA-방송청), 싱가폴

(SBA-방송청), 한국(정보통신윤리 원회)

③ ①과 ②없이 법원이 단 : 캐나다, 덴마크, 뉴질랜드( 사법 원

회), 노르웨이, 스웨덴, 국,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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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 독일, 호주의 련 제도9)

(가) 미국

미국은 기본 으로 표 물 규제시스템을 자율규제시스템의 형식으로 운

용하고 있다. 즉 청소년보호를 한 등 시스템이 민간 자율의 형식으로

운용되고 있다. 다만 주 차원에서의 청소년유해표 물법(harmful-to-minor

laws)에서 청소년유해표 물을 청소년에게 리의 목 으로 매 등의 행

를 한 경우에는 형사제재를 가할 뿐이다.10) 이러한 청소년유해표 물법

의 형태로 인터넷을 규제하기 해 연방 차원에서 입법화된 것이 바로 연

방통신품 법(CDA Ⅰ)과 온라인아동보호법(CDA 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 법률의 내용은 간단히 말해서 청소년에게 인터넷을 통해 청소년유해

표 물을 제공하는 자에게는 형사벌을 부과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연방통

신품 법은 이미 연방 법원에서 불명확성을 이유로 헌 결을 받았고,

온라인아동보호법도 연방항소심에서 불명확성을 이유로 헌 결을 받은

후 연방 법원이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기환송 하 고 다시 항소심이

헌 결을 하자, 최근(2003. 10.) 연방 법원이 재심리 하기로 결정한 상태

이다.

(나) 독일

독일은 청소년보호를 한 표 물 규제시스템으로서 형 인 국가 주

도의 등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었다.11) 우리나라의 청소년보호법과 청소년

9) 이에 해서는 황성기, “청소년보호를 한 표 물 규제시스템의 헌법 고찰”,

헌법실무연구 제2권(2001), 301-305쪽을 참조하 다.

10) 청소년유해표 물법(harmful-to-minor laws)은 우리나라의 미성년자보호법과 유

사한 방식으로 청소년유해표 물을 규제하는 법률들이다.

11) 독일에 있어서 청소년보호는 언론‧출 의 자유에 한 제한근거로서 독일기본법

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는데(독일기본법 제5조 제2항), 이것을 근거로 입법화된

표 인 법률이 바로 1985년에 제정된 ｢공공장소에서의 청소년보호에 한 법률

｣(Gesetz zum Schutze der Jugend in der Öffentlichkeit:

Jugendschutzgesetz-JÖSchG, 이하 ‘청소년보호법’이라 약칭함)과 1953년에 제정

되고, 1997년에 멀티미디어법에 의해 개정된 ｢청소년유해문서 매체내용의배포에

한법률｣(Gesetz über die Verbreitung jugendgefährdender Schriften und

Medieninhalte: GjS, 이하 ‘청소년유해물법’이라 약칭함)이다. 독일의 청소년보호법

과 청소년유해물법은 우리나라 청소년보호법의 입법모델이 된 것들로서, 기본

으로 각각 사 등 분류제와 청소년유해도서 매체의 결정과 목록등재에 한

내용을 규율하고 있다. 따라서 사 이든 사후이든 기본 으로 청소년유해 여부에

따른 등 분류제를 채택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청소년보호법과 청소년유해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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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원회, 그리고 청소년유해매체물에 한 사후심의 결정제도 등이

바로 독일에서 빌려온 것이라 할 수 있다.

물론 독일에서도 인터넷상에서의 청소년유해표 물로부터 청소년을 어

떻게 보호할 것인가라는 문제는 매우 요한 문제인바, 이를 한 인터넷

내용규제시스템의 구축은 1997. 7. 22. 공포된 ｢정보통신서비스의기본조건

의규율에 한법률｣(Gesetz zur Regelung der Rahmenbedingungen für

Informations- und Kommunikationsdienste)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즉 ｢멀티미디어법｣내지 ｢정보통신서비스법｣이라고 불리는 동 법 제

6 은 ｢청소년유해문서배포에 한법률｣의 일부 조항들을 개정하는 규정으

로서, 정보통신서비스의 이용에 있어서의 청소년보호가 주된 내용을 이루

고 있다.

첫째, 과거 매스미디어에 국한되었던 범 를 정보통신서비스 역에

확 한다는 의미에서, 「청소년유해문서배포에 한법률」이라는 명칭부터

「청소년유해문서 매체내용의배포에 한법률」로 개칭하고 있다.

둘째,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될 수 있는 매체물의 범 를 기존의 문서

(Schrift) 이외에 음반(Tontäger), 상물(Bildträger), 데이터 장물(Datenspeicher),

도화(Abbildungen) 기타 표 물까지 확장하면서도(동 법 제1조 제3항

제1문), 방송에 한 주간조약 제2조에 따른 방송송출과 1997년 1월 20일

에서 2월 7일까지 채택된 미디어서비스주간조약 제2조에 따른 컨텐츠제공

은 청소년유해물법상의 문서개념에서 제외시키고 있다(동 법 제1조 제3항

제2문).

셋째, 가장 요한 내용으로서 기술 차단조치의 효과에 한 규정들이

다. 즉 청소년유해매체물로 목록등재가 고시된 문서의 경우에는 기통신

을 이용한 정보통신서비스를 통해서도 배포되거나 근이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청소년유해물법 제3조 제1항 제4호). 이것을 반하는 경우에는 1년

은 청소년보호를 한 표 물의 규제라는 에 있어서는 동일하지만, 이를 한

심의종류(사 심의인지 사후심의인지), 심의기 , 심의주체, 심의 상 등에 있어서

차이 을 드러내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박용상, “독일에서 청소년보호를 한 표

자유의 규제”,「헌법규범과 헌법 실」, 권 성교수정년기념논문집, 법문사

(1999), 290-317면; Horst von Hartlieb, Handbuch des Film-, Fernseh- und

Videorechts, 3.Auflage, C.H.Beck(1991), 25-88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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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의 징역 는 벌 에 처해진다(동 법 제21조 제1항 제3a호). 하지만 기

술 방책(technische Vorkehrungen)을 통해 국내에서의 제공 는 배포

가 성인이용자에게 국한될 수 있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를 통한 배포

나 근은 허용된다(동 법 제3조 제2항 제2문). 그리고 청소년유해물법상

일반 으로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고가 제한되고 있는데, 기술 방책을

통하여 고에 한 아동이나 청소년의 근을 차단할 수 있는 경우에는

외이다(동 법 제5조 제3항 제2호).

이상과 같은 독일의 인터넷 내용규제시스템과 련해서는, 기존의 청소

년유해물법상의 목록등재주의를 인터넷 컨텐츠에 해서도 용하고 있다.

(다) 호주

호주에서의 인터넷 내용규제시스템은 형 인 국가 주도의 등 시스템

이어서, 우리나라의 경우와 매우 유사하다. 즉 호주는 국가기 이 직 인

터넷 컨텐츠에 한 등 을 정하여 그 유통을 리하고 있는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다. 그리고 인터넷 컨텐츠에 한 내용규제시스템을 입법화한

법률이 바로 1992년의 방송서비스법에 한 개정법률인 1999년의 온라인서

비스법(Online Service Act)12)이다. 동 법이 규율하고 있는 인터넷 내용규

제시스템을 살펴볼 때 주목할 은 다음의 세 가지이다.

첫째, ‘ 지컨텐츠(prohibited content)’와 ‘잠정 지컨텐츠(potential

prohibited content)’라는 개념이다. 먼 지컨텐츠와 련하여 호주에서

호스 되는 인터넷 컨텐츠는 ① 컨텐츠가 등 분류 원회에 의해 RC(Refused

Classification)등 이나 X등 으로 분류된 경우, 혹은 ② 컨텐츠가 등 분

류 원회에 의해 R등 으로 분류되었지만, 컨텐츠에 한 근이 ‘ 근통

제시스템’(restricted access system)에 의한 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

지컨텐츠가 된다. 그리고 호주 외에서 호스 되는 인터넷 컨텐츠는 등

분류 원회에 의해서 RC나 X등 으로 분류된 경우에 지컨텐츠가 된다.

한편 잠정 지컨텐츠는 등 분류 원회에 의해 등 분류를 받지 아니하

지만, 등 정을 받는 경우에 RC등 이나 X등 으로 등 분류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인터넷 컨텐츠를 말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호주방송청이 등

분류 원회에 등 분류를 요청하고, 동시에 당해 컨텐츠를 호스 하는

12) 정식명칭은 Broadcasting Services Amendment(Online Services) Act 1999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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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내지 업체에 등 분류시까지 호스 거부 등의 잠정조치를 취할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interim take-down notice).

둘째, 온라인서비스법상의 인터넷 내용규제시스템에 있어서 심축이 되

고 있는 기 은 지상 방송, 디지털방송 등 방송매체뿐만 아니라 인터넷

컨텐츠에 한 규제까지 담당하는 독립연방기 으로서 1992년의 방송서

비스법에 의해 설립된 호주방송청(Australian Broadcasting Authority)

과 출 물, 화, 컴퓨터게임의 등 분류기 으로서 1995년의 등 분류법

(Classification Act 1995)13)에 의해 설립된 등 분류 원회(Classification

Board)라는 이다. 따라서 호주가 채택하고 있는 인터넷 내용규제시스템

은 국가 주도의 등 시스템이라는 을 알 수 있다.

셋째, 온라인서비스법상의 인터넷 내용규제시스템은 기존의 출 물,

화, 컴퓨터게임에 용되었던 등 분류시스템을 인터넷 컨텐츠에 용하고

있다는 이다. 즉 출 물, 화, 컴퓨터게임에 용되었던 연령등 제14)를

인터넷 컨텐츠에 기본 으로 응용하면서, 핫라인의 구축이라든지 사업자의

윤리강령 등의 채택을 통한 독특한 규제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라. 본안 단의 해설

(1) 쟁

본안 단의 상은 법 제42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 시행령 제21조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 제2항, 제3항 ‘제2항’ 부분, 이 사건 고

시 다. 이들 조항들은 서로 연 되어 인터넷상의 청소년유해매체물에

한 자 표시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법 제42조는 인터넷뿐만 아니라

기타 기통신역무를 이용한 청소년유해매체물에 한 일반 인 표시의무

13) 정식명칭은 Classification (Publications, Films and Computer Games) ACT

1995이다.

14) 1995년의 등 분류법 제7조에 따르면, 출 물에 해서는 Unrestricted, Category

1 restricted, Category 2 restricted, RC(Refused Classification)의 등 이 존재하

고, 화에 해서는 G (General), PG(Parental Guidance), M(Mature), MA(Mature

Accompanied), R(Restricted), X (Restricted), RC(Refused Classification)의 등

이 존재하며, 컴퓨터게임에 해서는 G(General), G(8+)(General), M(15+)(Mature),

MA(15+)(Mature Restricted), RC(Refused Classification)의 등 이 존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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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근거조항이고, 시행령 제21조 제2항은 자 표시의무의 근거규정이고,

제3항은 자 표시방법을 정보통신부장 에게 임한 조항이며, 이 사건

고시는 구체 인 자 표시방법을 규정하고 있어, 서로 분리 가능한

용 역을 지니고 있고, 헌성 심사범 도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에서는 표 의 자유, 표 의 자유의 제한시 요구되는 명확성 원

칙, 포 임입법 지 원칙 등의 반 여부가 문제되었다. 한 청구인은

동성애 사이트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보아 자 표시의무를 부과하는 것

은 표 의 자유를 축시키고, 동성애에 한 알권리 양심의 자유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 다.15)

(2) 법 제42조 부분

이 조항은 청소년유해매체물 ‘ 기통신역무16)를 이용한 정보’의 경우

정보제공자에게 일정한 표시를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표시

의무는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의무의 한 특칙에 해당될

것이다. 즉, 컴퓨터나 기통신을 이용한 청소년유해 정보에 해서는 청소

년보호법상의 “미성년자 이용불가” 표시 외에 보다 효율 으로 청소년에게

이를 차단시킬 수 있는 표시의무를 부과하고자 하는 것이다.17)

법 제42조상의 표시의무는 청소년보호법상의 표시의무의 특수한 경우로

서 청소년보호법상의 표시의무를 보완하는 것이며, 청소년보호법상의 표시

15) 이 사건 조항에 해서는 합헌론{황성기,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자 표시제도

에 한 연구”, 법과사회, 제22호(2002)}와 헌론( 한변호사 회의 “정보통신망

이용 진등에 한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한 의견”, 2001. 6. 11.자)이 있다.

16) 電氣通信設備를 이용하여 他人의 通信을 媒介하거나 電氣通信設備를 他人의 通

信用으로 제공하는 것( 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7호)을 말한다. 한편 “ 기통신”이

란 有線ㆍ無線ㆍ光線 기타의 電磁的 方式에 의하여 符號ㆍ文 ㆍ音響 는 影

像을 信하거나 受信하는 것을 말한다(같은 조 제1호).

17)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유해매체물에 해서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임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청소년유해표시”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제14

조 제1항) 제2항은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자, 청소년유해표시의 종류

와 시기․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 다. 이에 따라

동법시행령 제14조 별표3(별지 참조)은 각종 매체물에 한 구체 인 표시의

무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 기통신을 통한 음성정보․ 상정보 문자정보’에

해서는 “19세 미만 이용불가” 표시를 하도록 하면서, “다만 정보통신망이용 진

정보보호등에 한법률시행령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

에 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는 당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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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규정이 ‘일반법’이라면 법 제42조상의 표시의무는 ‘특별법’에 해당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즉 법 제42조는 청소년보호법의 연장선상에서 특정한

컴퓨터 정보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일 경우 특별한 표시의무를 부과하고자 하

는 것이고, 이는 논리 으로 청소년보호법상의 유해매체물제도 동 표시

의무를 제하고 있는 것이다. 그 다면 청소년보호법상의 동 제도를 합헌

으로 추정하는 한 법 제42조가 헌이라고 하기는 곤란한 것이다.

물론 법 제42조가 요구하는 표시의무의 구체 내용에 따라서는 동 조

항에 독특한 헌성 문제가 나타날 수도 있겠으나, 동 조항은 단지 “ 통

령령이 정하는 표시방법”이라고만 하고 있어 구체 인 표시방법을 통령

령에 임하고 있으므로, 임입법 법리의 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동

조항이 규정한 표시방법만으로는 별도의 헌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것이다.18) 후술하듯이 시행령 조항과 이 사건 고시가 비로소 구체 인

표시방법을 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구체 인 ( 자

) 표시방법의 헌성 문제는 해당 시행령 조항과 이 사건 고시 부분에서

문제될 것이다.

동 조항이 포 임입법 지 원칙 내지 명확성 원칙을 배하지 않았다

는 부분을 살펴본다.

동 조항은 기통신역무를 이용한 정보 청소년유해매체물에 해당된

정보를 제공하는 자는 “ 통령령이 정하는 표시방법”에 따라 청소년유해매

체물 표시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므로 이 조항이 헌법상의 포

임입법 지 원칙에 배되는지가 문제되고, 법 제64조의 벌칙규정과 연

시켜서 볼 때 형사처벌의 구성요건이 되고 있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

확성 원칙에 배되는지 여부도 같이 문제되었다.

헌법재 소는 법 제42조의 임입법 규정은 탄력 혹은 기술 응을

하여 하 법에서 정할 필요성이 있고, 그 상범 가 법률에서 정해져

있다고 단하 다. 한편 련 규정들을 종합하면 그 강이 측된다고

18) 국회 상임 원회 회의록(제216회 법제사법 원회 제2차, 2000. 12. 13.)을 보면

법 제42조의 입법취지는 (이 사건 고시와 같은) 자 표시의무를 부과하여 차

단소 트웨어를 통하여 해당 정보를 청소년에게 차단하기 한 것인 이 나타나

고 있으나(동 회의록 12쪽의 정보통신부 정보이용보호과장의 답변 참조), 법 제42

조 조항 자체는 그러한 구체 인 규율내용을 담고 있지 않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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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았다. 이 부분을 좀더 살펴보기로 한다.

법 제42조의 표시의무가 청소년보호법상의 표시의무의 연장선상에서 컴

퓨터 등 기통신을 이용한 유해정보에 한 특수한 것이고, 청소년보호법

상의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제도는 청소년들을 유해매체물로부터 차단하기

한 것이다. 청소년보호법 제14조는 청소년유해매체물에 해서는 청소년

에게 유해한 매체물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제17조는 청소

년유해매체물을 청소년에게 매· 여·배포하거나 시청· 람·이용에 제공하

지 못하도록 하고(제1항),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여야 할 매체물은 청소년

유해표시가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당해 매체물의 매 는 여를 하

여 시 는 진열하지 못하도록 한다(제2항). 한편 이러한 청소년유해매체

물제도의 목 은 유해한 매체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함으로써 청소년이 건

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한 것이라 할 수 있다(청소년보호

법 제1조). 한편 법 제41조는 정보통신부장 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

되는 음란․폭력정보등의 유해한 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하여 내

용선별소 트웨어의 개발 보 , 청소년보호를 한 기술의 개발 보

등의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련 규정들을 종합하면 법

제42조에 따라 통령령으로 정하여 질 표시방법은 청소년을 해당 유해정

보로부터 보호하기 하여 “청소년은 이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표시와 인

터넷과 같은 매체의 특성에 맞추어 해당 정보에 한 청소년의 이용을 억

제하려는 표시가 될 것이라는 을 측할 수 있는 것이다.

(3) 시행령 제21조 제2항, 제3항 ‘제2항’ 부분, 이 사건 고시 부분

(가) 시행령 제21조 제2항의 임범

시행령 제21조 제2항은 인터넷 정보제공의 경우에는 청소년유해매체물

의 표시를 음성․문자 는 상 외에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나타낼 수

있는 자 표시도 함께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므로 그러한 자

표시가 법 제42조가 정한 표시방법의 하나인지가 문제된다.19)

법 제42조는 청소년보호법상의 표시의무의 특례로서 규정된 것인데, 이

는 인터넷과 같은 매체를 이용한 정보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인 경우 특수한

19) 법률의 임범 를 벗어난 것이라면 헌법 제75조 반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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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하고 있다. 이 조항의 입법단계에서 이미

그러한 이 지 되고 있는데, 법제사법 원회의 법안 심의시 정보통신부

정보이용보호과장(나태석)은 (법 제42조의 표시방법에 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하 다.

표시라는 것은 지 청소년보호법에도 표시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19

세 이하는 볼 수 없다는 표시방법이 있는데 이 법에서 한 것은 메타태그

(Meta Tag)라는 기술을 사용해 가지고 선별 소 트웨어가 구별하면 그 자

체가 화면상에서 뜨지 못하도록 하는 보다 새로운 기술 방법입니다. 따

라서 청소년보호법상의 표시의무를 보완하는 의미가 있는데 효과는 일반

공 이 생각할 때 다른 차원의 표시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20)

한편 법제사법 원회 소 원회의 법안 심의시에도 유사한 내용이 언

되고 있다. 정보통신부 정보화기획실 정보이용보호과장(나 하)의 련 답

변을 보면 다음과 같다.

법이라는 것이 실을 규정하는 것인데 정보통신분야는 무나 기술발

이 빠르기 때문에 실을 제 로 따라잡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래서 온라인 상은 과거의 법에서 측을 못했던 것이기 때문에 청소년보

호법에 의하면 청소년 유해표시를 했을 때 19세 이하는 볼 수 없다 이 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인터넷에서 그 게 하게 되면 청소년

들이 그런 표시만 찾아가서 볼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희가 법에서 생각하고 있는 청소년 유해표시는 이것을 화면에 띄우는 것

이 아니고 로그램의 자 장치에 의해 가지고 소 트웨어가 선별함으

로써 청소년들이 아 근을 못하도록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21)

이러한 인용문의 취지를 반 하여 법 제42조가 제정된 것이고, 이는 인

터넷 등 매체의 특수성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를 달리 할 수 있다

는 것이 제된 것이다. 그 다면 시행령 제21조 제2항이 ‘ 자 표시’를

추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 제42조의 임범 내에 속하는 내용이

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나) 시행령 제21조 제3항상 재 임의 허용 여부

20) 제216회 법제사법 원회 제2차 회의(2000. 12. 13.) 회의록 12쪽.

21) 제216회 법제사법 원회 소 원회 제2차 회의(2000. 12. 14.) 회의록 5-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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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임은 임받은 사항에 하여 강을 정하고 그 의 특정사항을 범

를 정하여 하 법령에 다시 임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헌재 1996. 2.

29. 94헌마213, 례집 8-1, 147, 163; 헌재 2002. 7. 18. 2001헌마605, 례

집 14-2, 84, 101). 이 시는 통령령이 ‘부령’에 재 임한 것에 한 것

이지만, 헌법재 소는 통령령이 공정거래 원회의 고시에 재 임한 경우

도 시를 그 로 용하고 있으므로( 2001헌마605 결정: 신문고시

사건), 조항이 ‘정보통신부장 의 고시’에 재 임한 경우도 같은 법리가

용된다. 그런 에서 헌법재 소는 이 사건에서 시행령에서 말하는 ‘

자 표시’는 인터넷 매체를 통한 청소년유해 정보가 청소년에게 이용되지

않도록 하기 한 자 , 기술 표시방법을 지칭하므로, 그 강을 정하

고 보다 구체 인 특정 사항을 범 를 정하여 정보통신부장 의 고시에 다

시 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 다.

(다) 이 사건 고시 시행령 제21조 제2항이 표 의 자유를 과잉 제한

하는지 여부

1) 표 의 자유의 보호범

헌법 제21조가 보장하는 표 의 자유의 매개체는 담화․연설․토론․연

극 등 모든 형상의 의사표 는 의사 의 매개체를 포함한다(헌재

1993. 5. 13. 91헌바17, 례집 5-1, 275, 284 등 결정).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된 인터넷 정보라 하더라도 당연히 불법 인 것은 아니며, 청소년에게

차단되어야 하는 것일 뿐 성인에게는 일반 으로 허용되는 것이다.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결정된 매체물 내지 인터넷 정보라 하더라도 이들은 의사형

성 작용을 하는 의사의 표 ․ 의 형식 의 하나이므로 언론․출

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는 의사표 의 매개체에 해당된다.

2) 과잉 지 원칙의 배 여부

① 목 의 정당성

국회 회의록 내용을 참조할 때, 인터넷을 이용한 정보에 해서는 종

의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방법만으로는 청소년을 해당

유해정보로는 효과 으로 차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사건 고시는 인터넷

매체의 특성에 맞추어 특정 자 표시를 하게 함으로써 차단소 트웨어

설치시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를 차단시켜 청소년을 음란․폭력 등의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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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한 정보로부터 보호하기 한 입법목 을 갖는다.

오늘날 인터넷은 “가장 참여 인 시장”이고 “표 진 인 매체”로 평가

되지만(헌재 2002. 6. 27. 99헌마480, 례집 14-1, 616, 632) 인터넷의 부작

용은 매우 크다. 를 들어, 음란하거나 속한 포르노그라피가 상업 목

에서 무차별 으로 게시되고 유통되며, 이러한 매체의 역기능 측

면 선정 표 물은 성인들보다 훨씬 충동 이고 민한 청소년들에게

는 별다른 여과 없이 직 으로 달되어 왔다.22) 그러한 음란물은 성의

식의 형성기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한쪽으로 치우친 왜곡된 성의식을 주입

시키고 여성을 성상품화하고 비하하며 성 상물로만 보여 으로써 청소

년들의 성문화를 왜곡시키는 부정 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입법자

로서는 범람하는 음란성 인터넷 정보 혹은 폭력이나 반사회 내용 등을

담고 있는 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하여 이들 유해매체물을 청소

년에게 차단시킬 수 있는 기술 방법을 고안해낼 필요성이 있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 다면 이 사건 고시를 제정하게 된 입법목 은 헌법 제37

조 제2항의 공공복리를 한 것으로서 정당성이 인정된다.

② 수단의 정성

입법자가 선택하는 수단은 그 목 의 달성을 하여 그 방법이 효과 이

고 하여야 한다(헌재 1990. 9. 3. 89헌가95, 례집 2, 245, 260). 이 사

건 고시는 성인인 부모 등이 청소년으로부터 인터넷상의 유해매체물을 격

리하고자 하는 경우 차단소 트웨어를 설치하여 이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하

기 하여 인터넷 청소년유해매체물 제공자에게 자 인 표시를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자 표시가 행해지면 해당 차단소 트웨어를 설

치한 경우 그 효과는 해당 인터넷 사이트나 페이지가 속이 되지 않게 되

며, 차단소 트웨어는 구나 정보통신윤리 원회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22) 청소년 유해간행물 실태에 한 한 연구에 따르면, 음란․폭력성 간행물을

하지 않은 경우는 표본집단 2730명 가운데 201명으로 7.4%에 지나지 않는 것

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90% 이상이 유해간행물을 해 본 경험이 있다고 한다.

한 음란․폭력성 간행물의 경로는 만화, 잡지, 사진 등 종류를 불문하고 인터

넷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오치선 외 5인, “청소년유해간행물(만화․잡지 등)의 유

통실태 개선방안 연구”, 청소년보호 원회, 2001. 6., ⅰ-ⅱ쪽 참조(김도 , “청

소년보호법의 존재이유” Http://203.249.122.1/～nomos/chungbo/node2.html에서 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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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수단은 청소년을 인터넷 유해매체물로

부터 보호하기 한 입법목 을 달성하는데 효과 이고 한 것이다.23)

③ 피해의 최소성

이 사건 고시에 따른 자 표시방법은 시행령 제21조 제1항이 정하는

“19세 미만은 이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음성․문자 는 상 표시에 추

가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터넷 정보 제공자의 경우에도 그러

한 취지의 표시만으로 충분한 것인지가 문제된다.

헌법재 소는 이 사건에서 “19세 미만 이용불가” 표시 청소년에게 무

해한 매체물과의 구분․격리(청소년보호법 제18조)나 매․ 여 등 지

(동법 제17조)는 인터넷에서는 유해매체물을 청소년으로부터 차단하는 효

과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았다. 한 ‘ 자 표시’ 외에 다른 방법, 를 들

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는 것이거나, 신용카드 정보를 통하거나,

공인인증서에 의한 자서명제도24)를 이용하여 미성년자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도 재로서는 한 안이 못된다고 보았다. 한편 기술발 속도가

매우 빠른 인터넷 환경에서 국가가 PICS와 같은 특정 기술표 과 특정 매

타테그25)를 지정하도록 하는 것은, 그러한 차단 기술을 벗어나는 새로운

기술이 언제든지 가능할 수 있고 국가가 련된 새로운 기술의 발 을

막는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되도록 회피되어야 할 것이나, 재로서는

PICS 기술표 이 국제 으로 인정된 방식이고, 달리 다른 방식으로 이 사

23) 물론, 이러한 차단방법은 많은 유사한 인터넷 사이트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

정되어진 인터넷 사이트에만 용되며, 차단소 트웨어를 설치한 경우에만 효과

를 발휘하고, 하루에도 수만개의 홈페이지가 개설되고 사라지는 인터넷에서 과연

어느 정도로 청소년보호 효과를 지닐 것인지, 외국의 음란․폭력성 사이트를 어

떻게 통제할 것인지, 월드와이드웹을 통한 것이 아닌 인터넷 정보는 어떻게 할

것인지가 문제되며, 한편 기술 측면에서도, 를 들어, 이 사건 고시가 사용한

PICS 기술표 을 지원하지 않는 인터넷 라우 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효과

는 기 하기 어렵다는 문제 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 들이 있음에

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재로서 인터넷상의 ‘청소년유해매체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하여 채택한 이 사건 고시의 자 표시방법은, 차단소 트웨어를 설

치했을 때 그러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이 차단되는 효과는 확실한 것이므로 그 입법

목 을 달성하기 하여 비효과 이라거나 부 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24) 자서명법이 그러한 차를 규정하고 있다.

25) 인터넷사이트의 시스템 작동 일(log file)에 특정 ( 속차단)정보를 수록토록 하

는 것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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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고시가 추구하는 입법목 을 달성할 기술표 이 뚜렷하다고 할 수 없

고, 이러한 방식으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기술 으로 차단하는 것이 가능

한 것이므로, 이 사건 고시가 정하는 자 표시방법은 불필요하게 청구

인의 표 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다.26)

④ 법익의 균형성

이 사건 고시가 지니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인터넷 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한 공익 목 에 비하여, 자 표시의무는 해당 정보의 내

용에 하여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정보의 내용에 한 통제는 이미 청소

년유해매체물 결정 단계에서 이루어졌음), 그러한 내용 통제의 사후조치로

서 그러한 유해매체물이 청소년에게 차단될 수 있는 기술 방법만을 정하

고 있고,27) 그 효과는 부모나 성인이 차단소 트웨어를 설치했을 때에만

나타나게 되고 설치된 차단소 트웨어도 임의로 제거될 수 있는 것이므로,

자 표시를 하 다고 해서 미성년 자녀를 둔 모든 성인들 모두에게 해

당 정보를 차단하는 것이 아니며 해당 정보의 차단 여부는 결국 각 성인이

스스로 결정하게 된다. 그 다면 기본권 제한의 효과와 내용면에서 볼 때

이 사건 고시가 추구하는 공익은 사익에 비하여 균형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

26) 이 사건 고시가 사용한 PICS 기술표 이란 일정한 범주별로 분류‧표시된 인터

넷 컨텐츠를 필터링소 트웨어가 인식하고 선별할 수 있도록 하기 한 기술표

체계를 말한다. PICS 표 이란 등 이 매겨진 문서(HTML)를 소 트웨어가 인식

하고 선별하도록 해주는 가치 립 인 기술규격으로서 W3C(World Wide Web

Consortium)에 의해 개발되어 ICRA(Internet Content Rating Association)의 등

시스템이나 Safesurf의 등 시스템등에서 활용되는 국제 표 으로 이용되며

MS․Netscape등의 웹 라우 에서도 이를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PICS를 기반

으로 하는 필터링소 트웨어는 요한 결함을 가지고 있다는 측면도 지 되고 있

다. 즉 재 사용되는 부분의 필터링소 트웨어는 이용자에게 어떤 사이트가

속차단이 되는지를 알려주도록 되어 있으나, PICS 기반의 필터링소 트웨어는

어떤 사이트가 차단되는지를 이용자에게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이용자가 인

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특정한 사이트에의 근을 차단시키는 문제 이 있어,

PICS는 검열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검열

이 행하여지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검열수단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헌법재

연구 제13권, 424-425쪽 참조). 그러나 차단소 트웨어를 설치하는 경우 청소년유

해매체물을 차단하겠다는 의사가 반 된 것이므로 구체 인 차단된 사이트를 알

려주지 않는다고 해서 이를 검열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27) 미국의 경우 통상 이러한 경우 헌성 심사가 엄격심사보다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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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청구인 주장 부분

(가) 동성애에 한 양심의 자유 청소년의 알권리 침해 문제

청구인은 동성애에 한 정확한 정보제공, 동성애에 한 편견의 제거를

해서는 청소년이라고 하더라도 동성애 사이트에 한 정보 근이 선행되

어야 하는데, 정보통신윤리 원회가 엑스존에 하여 자 표시를 하여

야 한다고 통지함으로써 동성애에 한 알권리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

다고 주장한다.28)

청구인이 자신의 동성애사이트가 왜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청소년에게

차단되어야 하느냐는 것을 다투는 취지라면 이 사건 심 상과 무 하다.

청구인이 이들을 심 상에 포함시켰다거나, 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바도

없고, 비록 이 사건의 배경에는 엑스존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된 것에

한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라 볼 수 있으나, 당사자가 심 상으로 삼지

않은 상태에서29) 이들을 헌법재 소가 직권으로 심 상으로 포함시키거

나, 본안에서 단할만한 사정이 있다고 하기 어렵다.30)

한편 청구인이 ‘ 자 표시’ 자체가 자신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이라 주장하는 것이라 해도, 청소년유해매체물제도 청구인이 이 사건에

28) 여기서 알권리는 청소년의 동성애사이트 근에 한 알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보이고, 양심의 자유는, 청구인은 자세하게 언 하지 않으나, 동성애사이트를 운

할 양심의 자유 혹은 청소년에게 차단될 수 있게 자 표시를 강요당하지 않을

양심의 자유와 같은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9) 그 이유는 청구인이 엑스존이 유해매체물로 결정, 고시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보이며, 재 그 고시의 무효확인소송이 진행 이다( 술).

30) 다만,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유해매체물제도와 련하여서는 다음 사항이 논

의될 수 있다. 즉 헌법재 소법 제75조는,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경우에, “헌법재

소는 공권력의 행사 는 불행사가 헌인 법률 는 법률의 조항에 기인한 것이

라고 인정될 때에는 인용결정에서 당해 법률 는 법률의 조항이 헌임을 선고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제5항), 이 사건에서 ‘ 자 표시제도’의 근거에

해당되는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유해매체물제도가 헌이라면 자 표시제도

자체도 헌이 될 수 있는 것이므로, 조항의 용가능성이 문제된다. 그러나

조항의 앞부분에서의 ‘공권력의 행사’는 행정처분과 같은 법집행작용만을 뜻하

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그 지 않더라도 조항은 “…선고할 수 있다.”고 되

어 헌법재 소의 재량 여지를 인정하는바, 이 사건에서는 심 상이 된 법률조

항과는 다른 별도의 법률(청소년보호법)조항에서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결정

에 한 사항들이 규정되고 있고, 그 조항들도 한 개가 아닌 여러 개의 복합 인

규정들이므로, 이 사건에서는 청소년유해매체물제도 자체에 한 헌성 단을

하는 것보다는, 그 제도 자체는 합헌 인 것으로 추정하고 이 사건 조항의 헌

성 여부만을 단하는 것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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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다투지 않는 엑스존이 청소년유해매체물에 해당된다고 본 결정 내지 고

시가 합헌이라고 보는 한, ‘ 자 표시’의 의무는 그러한 합헌 인 제도의

후속 이고 방법 제약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자 표시를 강요한다고

청구인의 여하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 다시 말하면 엑

스존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로 결정됨으로써 청소년에게 근이 차단

되어야 할 상으로 되었고, 이 사건 고시는 그러한 차단을 효과 으로 하

기 하여 일반 인 청소년유해매체물에 표시되는 “19세 미만 이용 지”

표시 외에 자 표시를 부가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러한 ‘ 자 표

시방법’의 부과는 표 의 자유, 특히 표 방법에 한 자유를 제한할 수는

있으나, 해당 사이트의 운 에 련된 청구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아닌 것이다.

나아가 청소년이 엑스존과 같은 동성애사이트를 볼 권리의 제한은 이미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결정제도 구체 인 고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

이고, ‘ 자 표시의무’는 그 후속 인 표 방법상의 제한에 불과한 것이

므로, 이 사건 고시 자체가 청소년의 알권리31)를 추가 으로 제한하는 것

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미 청소년보호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

정된 경우 그 귀결로써 “19세 미만 이용 지”와 같은 표시의무 청소년

에게 해당 유체물의 매 등 지, 격리의무가 발생된 것이고, 이 사건 고

시에 의한 ‘ 자 표시’는 그러한 차단방법의 한 특수한 경우인데, 이러한

차단방법의 채택으로 청소년의 알권리가 새로이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 즉

청소년에게 차단될 상인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된 상태에서 이미 청소

년의 알권리가 제한된 것이고, ‘ 자 표시’에 의해서 청소년의 알권리가

추가 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라고 볼 것이다.32)

31) 헌법소원에서 청구인이 다른 사람의 기본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지(여기서는

청소년의 알권리와 후술할 성인의 알권리 침해 주장), 있다면 그 범 는 어느 정

도인지가 문제되나, 여기서는 이 문제에 한 자세한 논의를 생략하고, 일응 그러

한 주장에 해 검토한다.

32) 만일 더 추가로 제한된다면, 이는 “19세 미만 이용 지”라는 표시만으로는 청소

년들의 알 권리가 제한되지 않거나 덜 제약된다는 논거인 것이다. 즉, 그러한 표

시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은 해당 정보를 볼 수 있지만( 실은 그런 실정으로 보

인다), 자 표시를 하게 되면 차단소 트웨어 설치시 보지 못하게 된다는

측면이다. 그러나 이는 불법 인 상황을 정하는 논리 개가 되므로 받아들이

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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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헌 인 내용등 제 문제

청소년유해매체물 지정이 인터넷 내용등 제의 하나인지 여부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33) 그러나 내용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일종의 국가에 의한 강제 등 제도의 하나임을 부인하기 어렵다.

다만 그러한 내용등 제가 헌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34) 이 사건 조

항은 이미 언 한 로 청소년보호법상의 유해매체물 심의․결정을 제로

하여 인터넷의 특성을 고려하여 추가 인 표시의무를 부과한 것에 불과하

므로, 그러한 자 표시의무가 등 제 자체라고는 할 수 없고, 선행한 등

제도의 결과물로서 나타난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조항에 의한 자

표시방법은 등 제와 직 련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부

한 것이다.

(다) 다른 매체물과의 차별 학문과 술의 자유 부분

이 사건 조항은 인터넷매체가 가지는 특징에 기인하여 일반 인 표시의

무에 부가하여 기술 , 자 표시를 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합리 인 이

유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한편 이는 표 방법의 제한이기는 하나 청구인

의 학문과 술의 자유에 한 제한이라고 보기는 어렵다.35)

3. 이 사건 결정의 의의

이 사건 결정은 청소년보호를 하여 인터넷상의 청소년유해매체물에

하여 자 표시를 하도록 한 규정을 합헌으로 선언함으로써, 인터넷상

의 유해매체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한 국가의 정책 조치를 지지

하 다는 의의가 있다.

그러나 자 표시가 효과를 발휘하려면 개별 국민들이 해당 로그램

33) 황성기, 앞의 논문은 양자가 서로 다르다고 보고 있다.

34) 헌법재 소는 화의 경우 등 제가 합헌이라고 본바 있다(다만 등 을 보류하

는 제도의 존재는 헌이라고 함).

35) 설사 학문과 술의 자유의 제한의 측면이 있다고 해도, 표 행 의 방법 측

면에 한 제한이 더 가까우므로, 이 사건에서 표 의 자유 침해문제를 단하는

이상 추가로 그에 하여 단할 필요성은 없다고 볼 것이다. 참고 례: “언론ㆍ

출 의 자유는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학문과 술의 자유와 표리 계에 있다

고 할 수 있는데 그러한 정신 인 자유를 외부 으로 표 하는 자유가 언론ㆍ출

의 자유라고 할 수 있다.”(헌재 1992. 11. 12. 89헌마88, 례집 4, 739, 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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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다운로드 받아야 하고, 비록 정부부처의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제공되고

있으나 그 실 은 주목할 만한 것은 아니다. 한 PICS라는 특정 기술을

국가가 도입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것도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인터넷상의 자율 인 규제방안이 좀더 장려되어야 하며, 차제에 청소년유

해매체물 인정제도 자체는 표 의 자유의 ‘내용제한’으로서 부 한 측면

은 없는지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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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에 한법률 제164조 헌소원 등

-선거범과 다른 죄의 경합범에 한 공무담임 제한-

(헌재 2004. 2. 26. 2002헌바90, 례집 16-1, 253)

정 주 백
*

1)

【 시사항】

1. 100만 원 이상의 벌 형이 선고되면 공무담임을 제한하면서도, 선거범

죄와 그 밖의 죄가 병합되어 재 받게 된 경우, 선거범죄에 해 따로 그

형을 분리하여 선고하는 등의 규정을 두지 아니 한 지방교육자치에 한법

률 제164조는 명확성의 원칙 평등의 원칙에 배되는지 여부

2. 조항은 과잉 지원칙에 배되는지 여부

【심 상】

이 사건의 심 상은 지방교육자치에 한법률 제164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헌여부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방교육자치에 한법률(2000. 1. 28. 법률 제6216호로 문개정된 것)

제164조(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등의 제한)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

하고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

된 후 10년간, 형의 집행유 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

간, 100만 원 이상의 벌 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다.

1. 공직선거 선거부정방지법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제1항 각호의

* 헌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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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에 해당하는 직[동조 동항 제5호의 경우 각 조합의 조합장 의료보험법

제12조(보험자) 제1항 지역의료보험조합의 상임 표이사, 직원과 동법

제27조(의료보험연합회)의 의료보험연합회의 상임 임직원을 포함한다]

2. 공직선거 선거부정방지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제1항

제6호 는 제7호에 해당하는 직

3. 공직자윤리법 제3조(등록의무자) 제1항 제10호 는 제11호에 해당하

는 기 , 단체의 임직원

4. 사립학교법 제53조(학교의 장의 임면) 는 동법 제53조의2(학교의 장

이 아닌 교원의 임면)의 규정에 의한 교원

5. 방송법 제12조(구성 등)의 규정에 의한 방송 원회의 원

【사건의 개요】

1. 심 청구에 이르게 된 경

청구인은 2001. 6. 19. 실시된 구시교육감선거에 출마하려던 자로서, 같

은 해 5. 11. 공무원에게 뇌물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고 교육감선거에 당

선되기 하여 사 선거운동을 하 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구속되어 뇌물

공여의사표시죄와 지방교육자치에 한법률 반죄의 경합범으로 기소되었

다. 구지방법원은 2001. 9. 12. 공소사실 부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

년, 집행유 2년을 선고하 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구고등법원에

항소하 다. 청구인은 항소심 재 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교육자치에 한법률 제164조가 헌법에 반된다고 주장

하면서 헌심 제청을 신청하 으나, 구고등법원이 2002. 10. 10. 벌

5,000,000원을 선고하면서 신청에 해 각하결정을 하자, 청구인은 2002.

10. 23. 헌법재 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해 이 사건 헌법소원심 을 청구하

다.

2. 청구인의 주장 계기 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이 사건 법률조항은 검사가 지방교육자치에 한법률 반죄와 다른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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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경합범으로 기소하는 경우 그 피고인을 지방교육자치에 한법률 반죄

만으로 기소되는 경우에 비하여 공무담임의 면에서 하게 불리하게 처

리되도록 하여 신분상 차이가 발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나아가 공직선

거 선거부정방지법이 용되는 선거에 출마한 자의 경우 동법상 선거범죄

에 해서는 따로 형을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에 비교하여 보아도

하게 불리한 처리를 하는 것으로서 결국 합리 이유 없이 피고인을

차별하는 조항이므로 평등의 원칙에 배된다. 한 조항이 경합범

으로 기소된 경우에 공직선거 선거부정방지법 제18조 제3항과 같이 형을

분리하여 선고하도록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것은 내용상 불충분한 입법으로

서 국민의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하여 헌이다.

나. 법원의 헌제청신청 각하 이유

이 사건 헌심 제청신청의 본안사건은 청구인에 한 지방교육자치에

한법률 반 등의 형사사건이고, 청구인이 헌이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지방교육자치에 한법률 반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형(집행

유 형 포함) 는 100만 원 이상의 벌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자

에 하여 일정기간 공무담임등을 제한한다는 것인바, 이 사건 법률조항은

본안사건에 하여 선고한 형이 확정되면 그 이후에 공무담임등을 제한하

는 근거규정에 불과할 뿐이고, 본안사건에 용될 처벌 근거조항은 아니므

로 조항의 헌여부가 본안사건의 재 에 있어서 제가 된다고 볼

수 없다.

다. 교육인 자원부장 의 의견

(1) 교육은 인간의 성장과 발달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한 개인의 미래

뿐만 아니라 국가 존립, 성패의 문제가 달린 요한 역이므로, 교육과 교

육행정은 다른 어떤 역보다 이를 리․경 할 고도의 문 인 행 가

요구되고, 타 공직보다 더 높은 도덕성․윤리성 등이 요구되는 직무이다.

(2) 이에 따라 지방교육자치에 한법률은 교육감․교육 원의 자격기

을 공직선거 선거부정방지법을 용받아 선출되는 시․도지사 시․도

의원 자격기 을 용함은 물론이고, 일정한 교육 는 교육행정경력을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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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 요구함과 동시에 ‘학식과 덕망이 높’을 것을 요구하고 있는 등 자격요

건에서도 여타 공직자보다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3) 법 반자에 한 공무담임등의 제한에 하여는 입법자가 헌법

정신 그 직무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합리 인 범 내에서 재량으로

정할 수 있는 바, 이러한 입법재량에 따라 지방교육자치에 한법률 제164

조가 교육 원 교육감선거와 련된 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등의 제

한 내용을 정하고 있는 것이며, 선거범죄에 한 양형재량권을 가지고 있

는 사법부에서 형법 제51조 소정의 요건을 참작하여 직권 는 신청에 의

하여 변론의 분리결정을 하여 따로 형을 정하거나(형사소송법 제300조),

는 경합범으로 형을 선고할 수 있으므로(형법 제38조), 입법부에 주어진 합

리 인 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

【결정요지】

1. 선거범 아닌 죄의 법정형이 징역형 밖에 없거나 벌 형의 하한이 200

만 원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와 선거범이 아닌 죄의 선고형량이 벌

100만 원 이상인 반면 경합범인 이 법 반의 죄는 벌 100만 원 미만

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인 경우에, 재 을 하는 법원으로서는 직권 는

신청에 의하여 변론의 분리(형사소송법 제300조) 결정을 하여 따로 형을

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선거범인 죄와 선거범 아닌 죄

가 형법 제37조 단의 경합범으로 되는 경우 선거범의 형량을 확정할 수

없게 할 정도로 불명확한 내용을 가진 조항이라고는 할 수 없고, 선거범인

죄와 선거범 아닌 죄에 하여 따로 재 을 하는 경우와 경합범으로 재

하는 경우를 비교하여 히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불공정한 자의 인 입

법이라고 할 수도 없다.

2.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교육 원과 교육감 선거의 선거범에 한 제재를

강화하여 선거풍토를 일신하고 공정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키려는 측면에서

그 입법목 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한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선거범과

선거범 아닌 죄를 따로 재 하는 경우와 경합범으로 재 하는 경우에 선고

형량으로 인하여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여부에 한 모순 내지 문

제 을 회피하는 수단이 마련되어 있는 이상 수단의 정성, 법익의 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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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도 갖추고 있으므로, 이른바 과잉 지원칙에도 반되지 아니한다.

재 윤 철, 재 김효종, 재 효숙의 반 의견

가 주의 원칙이 용되는 경합범의 경우에 공무담임 제한의 여부를

확정하기 하여 선거범으로 인한 형은 어디까지인가를 가려주는 방법으로

는, 분리 심리하여 따로 형을 선고하는 방법, 선거범과 다른 죄의 경합범은

모두 선거범으로 의제하는 방법 선고된 형의 일부를 선거범에 정해진

형으로 보는 방법 등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선거범과 다른 죄가 검사에 의해 경합범으로

기소되거나 법원에 의해 변론이 병합된 경우에, 공무담임 제한의 범 와

내용을 정하는데 기 이 될 형량을 합리 으로 결정하는 내용을 포함

하지 아니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법률규정은 그 규정내용만으로는

선거범과 다른 죄의 형법 제37조 단의 경합범의 경우 합리 인 용이

불가능하므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애매모호하고 불충분한 내용을 가진 조

항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상의 명확성의 원칙

에 어 나므로 헌법에 반된다.

재 김 일의 별개의견

이 사건 법률조항 자체는 헌법에 반되지 아니한다고 보나, 이 사건 법

률조항과 련하여 경합범처리에 한 특칙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은 이 사

건 법률조항과는 별개로 그것을 입법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하여는 합헌의견임을 밝히되, 경합범처리에 한 특칙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은 입법부작 헌확인선언을 하여야 한다.

【해설】

1. 재 의 제성

헌법재 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 청구에 있어서는 심

을 구하는 법률이 당해 사건의 재 에 있어서 제성을 갖추어야 한다.1)

1) 헌법 제107조 제1항(법률이 헌법에 반되는 여부가 재 의 제가 된 경우에는



94 헌법재 소결정해설집 2004

헌법재 소는, 재 의 제성이 인정되기 해서는 “첫째, 구체 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었거나 계속 이어야 하고, 둘째 헌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 에 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셋째 그 법률이

헌법에 반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을 담당한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 을 하게 되는 경우라야 한다”고 시하 다. 그리고 여기에서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 을 하게 되는 경우라 함은 원칙 으로 법원이 심리 인

당해 사건의 재 의 결론이나 주문에 어떠한 향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문제된 법률의 헌여부가 비록 재 의 주문 자체에는 아무런 향을 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재 의 결론을 이끌어내는 이유를 달리 하는데 련되

어 있거나 는 재 의 내용과 효력에 한 법률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도 포함한다.2)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를 살펴보면, 형사재 차에 있어서 주문을 이

끌어 내는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아무런 작동을 하지 아니한다. 형법은 제

37조는 경합범의 처리를 규정하고 있다. 즉, 경합범이란 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는 결이 확정된 죄와 그 결확정 에 범한 죄를

말하며(형법 제37조), 자를 동시 경합범, 후자를 사후 경합범이라고

한다. 형법 제37조 단의 경합범이 성립하기 하여는 수개의 행 로 수

개의 죄를 범하 다는 실체법상의 요건 이외에 수개의 죄가 하나의 재 에

서 같이 결될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는 소송법 요건이 갖추어져야 한

다. 우리 형법은 가 주의를 원칙으로 하고(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흡

수주의(같은 항 제1호), 병과주의(같은 항 제3호)로 보완하고 있다. 그러므

로, 형법 제37조 단의 경합범의 각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는 무기징역

법원은 헌법재 소에 제청하여 그 심 에 의하여 재 한다.); 헌법재 소법 제68

조 제2항 본문(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률의 헌여부심 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 소에 헌법소원심 을 청구할 수

있다.); 제41조 제1항(법률이 헌법에 반되는 여부가 재 의 제가 된 때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군사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직권 는 당사자

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 소에 헌여부의 심 을 제청한다.)

2) 헌재 1993. 11. 25. 90헌바47등, 례집 5-2, 378, 385; 헌재 1994. 4. 28. 91헌바15

등, 례집 6-1, 317, 333; 헌재 1995. 5. 25. 93헌바33, 례집 7-1, 653, 661; 헌

재 1996. 3. 28. 93헌바41, 례집 8-1, 190, 196; 헌재 1997. 7. 16. 96헌바51, 례

집 9-2, 59, 66-67; 헌재 1998. 3. 26. 97헌바13, 례집 10-1, 275, 275; 헌재 2000.

1. 27. 99헌바23, 례집 12-1, 62, 7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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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무기 고 이외의 동종의 형인 때에는 가장 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 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한다.3) 따라서 이

사건 형사재 에 있어서는 와 같은 일반 인 경합범에 한 규율을 따르

면 된다.

한편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100만

원 이상의 벌 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법이 정하는 일정한 직에 취임하거

나 임용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당해

사건의 재 이 가지는 의미를 규정하고 있을 뿐, 당해 사건에 한 재 의

제가 될 수 없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래서, 당해 사건의 법원은, 이 사

건 법률조항을 본안사건에 하여 선고한 형이 확정되면 그 이후에 공무담

임등을 제한하는 근거규정에 불과할 뿐이고, 본안사건에 용될 처벌 근거

조항은 아니라고 보아, 이 사건 법률조항의 헌여부가 본안사건의 재

에 있어서 제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단하 다.

그러나 이 사건 법률조항의 헌여부에 따라서 법원이 단지 형법상의 경

합범 처리의 일반 원칙에 따라 형을 선고하든지, 선거범 반의 에 한

형량을 분명히 할 필요성을 인정하여 결을 선고할 때 주문에서 선거범

반의 에 한 형을 따로 표시하든지, 아니면 이유에서 선거범에 해당하

는 형을 특정하여 것인지 등이 정하여질 것이다. 이 어느 방법에 의

할 것인지 여부에 따라 청구인에 한 형사재 의 방법과 그 결주문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헌 여

부에 따라 청구인의 공무담임의 제한에 한 이 사건 결의 법률 의미

도 달라진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당해 사건에 있어서 재 의 제

성을 가진다.

2. 입법연

지방교육자치에 한법률은 1991. 3. 8. 법률 제4347호로 제정되었는데, 당

시에는 선거범죄에 한 처벌규정이 없었다. 1997. 12. 17. 법률 제5467호로

개정되면서 처음으로 선거범에 한 처벌규정을 신설하 으나, 이 사건 법

3) 물론,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는 액수를 과할 수 없

다.(같은 호 후단) ,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할 수 있다.(같은 호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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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조항은 없었다. 그 후 2000. 1. 28. 법률 제6216호 문개정하면서 이 사

건 법률조항을 신설하 으나, 이 사건에서 문제된 바와 같이, 선거범죄와

다른 죄가 형법 제37조 단의 경합범인 경우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에 한 규정은 두지 아니하 다. 이러한 태도는 선거 계법 규정에서 일

반 인 것이었다. 우리나라 역 의 국회의원선거법, 지방자치법, 통령․

부통령선거법, 참의원의원선거법, 통령선거법, 지방의회의원선거법은 모

두 선거범죄로 인하여 일정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에 그 자격을 제

한하는 규정을 두면서도, 선거범과 다른 죄의 경합범을 어떻게 처리할 것

인가에 한 특례를 규정한 바 없다.4) 행 농업 동조합법,5) 소기업

4) (1) 우리나라 최 의 국회의원선거법(1948.3.17. 군정법령 제175호 제정)은 제9장

벌칙 제54조는 “본장의 죄를 범하여 처형된 자는 형의 집행종료후 3년간 그 선거

권 피선거권을 박탈함”이라고 규정하 으나, 선거범과 다른 범죄의 경합범 처

리규정은 없었다.

(2) 최 의 지방자치법(1949.7.4. 법률 제32호)은 지방의회의원선거에 하여 규정

하면서 제96조에서 “선거법 반에 한 벌칙은 국회의원선거법의 벌칙을 용한

다.”고 규정하 다.

(3) 그 후 새로 제정된 국회의원선거법(1950.4.12. 법률 제121호)은 제13장 벌칙

제115조는 “제112조와 제116조의 경우를 제하고 본장에 규정한 죄를 범한 자로서

벌 형을 받은 자는 그 재 확정 후 3년간 …… 국회의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다. 단 법원은 정상에 의하여 형의 언도와 동시에 그 기간을 단축하여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 고, 지방자치법 제96조는 지방자치법 개정법률(1956.2.13.

법률 제385호)에 의하여 “선거에 한 벌칙은 국회의원선거법의 규정을 용한

다.”로 개정하 다.

(4) 최 로 제정된 통령․부통령선거법(1952.7.18. 법률 제247호) 제95조는 “제

91조의 경우를 제외하고 본장에 규정한 죄를 범한자로서 벌 형을 받은 자는 그

재 확정후 3년간, 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는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간 통령 는 부통령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다. 단 법원은 정상에 의하여 형의 언도와 동시에 그 기간을 단축

하여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 다.

(5) 새로 제정된 참의원의원선거법(1958.1.25. 법률 제469호) 제14조 제3호와 민의

원의원선거법(1958.1.25. 법률 제470호) 제14조 제3호는 “선거범으로서 벌 형을 받

은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고 동일하게 규정하 다.

(6) 제2공화국에 들어와 새로 제정된 국회의원선거법(1960.6.23. 법률 제551호) 제

13조 제3호와 1960.11.1. 법률 제563호로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54조의2 제3호는

“선거범으로서 5만환 이상의 벌 형을 받은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고 동일하게 규정하 고, 그 후 새로 제정된 국회의원선거법

(1963.1.16. 법률 제1256호) 제12조 제2호는 “선거범으로 5,000원 이상의 벌 형을

받은 후 4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고 규정하 으며, 새로

제정된 통령선거법(1963.2.1. 법률 제1262호) 제12조 제2호는 “선거범으로서 5천

원 이상의 벌 형을 받은 후 4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선거권이 없다고

규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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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조합법,6) 수산업 동조합법7)도 선거범죄로 일정한 형을 선고받아 확정

되면 당선이 무효라고 규정하면서도 경합범 처리에 한 특례 규정은 없

다. 다만, 종래의 통령선거법, 국회의원선거법,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지방

자치단체의장선거법을 통합하여 1994. 3. 16. 법률 제4739호로 제정된 공직

선거 선거부정방지법은 ‘선거범과 다른 죄의 경합범은 선거범으로 본다’는

의제규정을 신설하 고(공직선거 선거부정방지법 제18조 제3항), 이 규정

에 하여 헌법소원(97헌마16)이 제기되었다. 이는 다음 항에서 자세히 살

(7) 다시 제정된 국회의원선거법(1972.12.30. 법률 제2404호) 제15조 제2호는 “선

거범으로서 5만 원 이상의 벌 형을 받은 후 6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의실효

등에 한법률에 의하여 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한다)……”는 피선거권이 없다고

규정하 고, 새로 제정된 통령선거법(1980.12.31. 법률 제3331호) 제12조 제3호

는 “선거범으로서 5만 원 이상의 벌 형을 받은 후 7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

의실효등에 한법률에 의하여 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한다)……”는 피선거권이 없

다고 규정하 으며, 다시 문개정된 통령선거법(1987.11.7. 법률 제3937호) 제

12조 제3호는 “선거범으로서 5만 원 이상의 벌 형을 받은 후 6년을 경과하지 아

니한 자(형의실효등에 한법률에 의하여 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한다)……”는 피선

거권이 없다고 규정하 으며, 다시 문개정된 국회의원선거법 개정법률

(1988.3.17. 법률 제4003호 문개정) 제12조 제3호는 “선거범으로서 10만 원 이상

의 벌 형의 선고를 받은 후 6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의실효등에 한법률에

의하여 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한다)……”는 피선거권이 없다고 규정하 다.

(8) 최 로 제정된 지방의회의원선거법(1988.4.6. 법률 제4005호) 제12조 제3호는

“선거범으로서 10만 원 이상의 벌 형의 선고를 받은 후 6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의실효등에 한법률에 의하여 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한다)……”는 피선거권

이 없다고 국회의원선거법과 동일하게 규정하 다가, 그 후 1990.12.31. 지방의회

의원선거법 개정법률(1990.12.31. 법률 제4462호) 제12조 제3호는 벌 형의 액

을 종 의 10만 원 이상에서 “50만 원 이상”으로 개정하 으며, 그 후 다시 개정

된 국회의원선거법 개정법률(1991.12.31. 법률 제4462호) 제12조 제3호는 벌 형

의 액을 종 의 10만 원 이상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개정하 고, 일부개정된

통령선거법(1992.11.11. 법률 제4495호) 제12조 제3호는 선거범의 벌 형량요건

을 종 의 5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조정하 으나, 이들 법률은 모두 선거

범과 다른 범죄의 경합범의 처리규정은 두지 아니하 다.

5) 제173조(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조합 는 앙회의 임원선거의 당

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서 제17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징역형 는 100만 원

이상의 벌 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

6) 제104조(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조합․사업조합․연합회 는 앙

회의 임원선거의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서 제103조 제1항 제2호 는 제2항

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징역형 는 100만 원 이상의 벌 형을 선고받은 때에는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

7) 제179조(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조합 는 앙회 임원선거의 당선

인 이 당해 선거에 있어서 제178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역 는

100만 원 이상의 벌 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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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본다.8)

3. 련사건의 분석

가. 에서 본 바 로, 이 사건을 이해함에 있어서는 97헌마16 사건9)

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심 상은 공직선거 선거부정방지법(1994. 3.

16. 법률 제4739호로 제정되고 1997. 11. 14. 법률 제5412호로 개정되기

의 것, 이하 ‘공선법’이라 한다) 제18조 제3항의 헌여부이었다. 즉 공선법

제18조 제1항 제3호는 ‘선거범으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 형의 선고를 받

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는 형의 집행유 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

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

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

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한다)’에 하여 선거권이 없

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 제3호에서 “선거범”이라 함은

제16장 벌칙에 규정된 죄와 국민투표법 반의 죄를 범한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후, 같은 조 제3항은 ‘제2항의 선거범과 다른 죄의 경합범은 선거범

으로 본다’라고 정하고 있었다. 사건 청구인은, 만일 경합범으로 기소되

지 않고 따로 기소되었더라면10) 공선법 반의 죄에 하여는 벌 100만

원 미만의 형을 선고받았을 가능성이 크고 그 게 되었더라면 청구인의 선

거권과 피선거권은 상실되지 않고 의원의 직에서 퇴직하지 아니하 을 것

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2개 이상의 범죄에 하여 따로 기소․처벌되

는 경우와 경합범으로 처벌되는 경우와를 비교하면 경합범의 경우에만 선

거권과 피선거권 등을 상실시키는 불합리한 결과가 래되므로 청구인의

평등권과 선거권,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는 등의 주장을 하 다.

나. 이에 하여, 헌법재 소의 4인 재 은 선거범에 한 제재를 강화

8) 일본이나 랑스의 경우, 선거권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선거범죄의 벌 형 액

수의 하한을 정하고 있는 우리와는 달리, 선거범죄로 “벌 형에 처해진 자”는 무

조건 선거권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다.

9) 헌재 1997. 12. 24. 례집 9-2, 881

10) 청구인은 군의회 의원선거에서 당선되어 의회 부의장으로 있던 , 산림법

반의 죄와 공직선거 선거부정방지법 반의 죄의 경합범으로 벌 150만 원을 선

고받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 상고를 하 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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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선거풍토를 일신하고 공정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키려는 측면에서 입법

목 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법원으로서는 선거권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사정을 고려하여 선고형인 벌 액을 정하게 되므로 선거범죄와 다른 범죄

에 하여 따로 재 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히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자

의 인 입법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경합범으로 재 하는 경우에도 법원이

직권 는 신청에 의하여 변론의 분리결정을 하여 따로 형을 정할 수 있는

등 선고형량으로 인하여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여부에 한 모순

내지 문제 을 회피하는 수단이 마련되어 있는 이상 수단의 정성, 법익

의 균형성도 갖추고 있으므로 과잉제한 지원칙에 반되지 아니한다고

시하 다. 한편 5인 재 은 선거범죄와 다른 범죄가 경합된 경우 다른

범죄의 법정형이 훨씬 더 무겁거나, 특히 징역형밖에 없거나 그 하한이 벌

200만 원 이상인 때에는 별도로 기소, 처벌되었다면 선거권과 피선거권

을 제한받지 않았을 것인데 경합범으로 기소, 처벌되었다는 우연 사정에

의하여 그 제한여부가 달라지는 결과가 되므로, 이는 선거권 피선거권

제한에 한 법체계상 히 균형을 잃게 되고, 합리 이유 없이 자의

인 차별 우를 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배되고,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민주정치에 있어서 주권자인 국민이 국정에 참여하는 필수 인

수단으로서 가장 요한 기본권에 해당하므로 그 제한은 불가피한 최소한

에 그쳐야 하며, 제한여부나 제한기간 등은 선거범죄의 죄질과 가벌성의

정도에 부합되어야 하므로 입법자로서는 법원이 선거범죄에 한 부분을

구분 명시하여 선고토록 하거나 선거범죄만을 분리하여 심리 선고토록 하

는 등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할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법률

조항은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입법재량권이 자의 으로 행

사된 경우로서 비례의 원칙 과잉 지의 원칙에 배되어 헌이라고

보았다.

다. 사건에 한 선고는 1997. 12. 24. 있었는데, 그로부터 얼마 인

같은 해 11. 14. 법률 제5412호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다음과 같이 개정

되었다. ‘제2항의 선거범과 다른 죄의 경합범에 하여는 형법 제38조(경

합범과처벌례)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분리 심리하여 따로 선고하여야

한다.’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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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사건은 헌의견을 가진 재 이 5인으로서 합헌의견을 표명한

재 4인보다 다수임에도 불구하고, 법률에 해 헌결정을 하는 경우

재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는 헌법재 소법 제23조 제2항 단서

에 의해 청구인의 심 청구가 기각된 사안이다. 사건의 법정의견의 논

지를 한 마디로 말한다면, ① 법원이 선고형의 결과를 감안하여 그 형을

정할 것이고, ② 변론의 분리결정 등을 통하여 따로 형을 정할 수 있는 등

선고형량으로 인하여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여부에 한 모순 내

지 문제 을 회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4. 이 사건의 분석

가. 97헌마16 사건과의 異同

97헌마16 사건의 심 상과 이 사건의 심 상은 다르다. 97헌마16 사

건은 일정한 형을 선고받은 선거범죄자에 하여 선거권을 박탈하는 법률

조항이 심 상으로 된 것이 아니다. 그 조항과 따로 선거범과 다른 죄의

경합범은 선거범으로 본다는 특별한 규정을 심 의 상으로 하고 있다.

그에 비하여 이 사건은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일정한 형

을 선고받은 자에 하여 공무담임 등을 제한하는 법률조항 자체가 심

의 상으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두 개의 사건에 있어서 심 의 상이

다르다.

나. 다수의견에 한 검토

이 사건의 다수의견은 심 의 상을 97헌마16 사건의 경우와 같이

보고 있다. 즉, 선거범과 다른 죄의 경합범으로 기소된 경우에, 이를 부

선거범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고 그 조항의 헌성 문제로

이 사건을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게 볼 수 있는 것은, 97헌

11) 법원은 공선법 제18조 제3항에 따른 공 차의 진행은 사건기록을 분리할 필

요는 없이 처음 공 기일에 선거범을 다른 죄와 분리 심리할 것을 결정 고지하

고, 같은 기록에 별도의 공 조서를 작성하여 진행하며, 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하나의 결문으로 선고하되, 형만을 분리하여 선거범에 한 형벌과 그

밖의 죄에 한 형벌로 나 어 정하면 된다고 한다( 법원 1999. 4. 23. 선고 99도

636 결, 공1999. 6. 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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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16 사건의 다수의견과 이 사건의 다수의견이 같은 내용과 구조로 되어

있다.

왜 다수의견이 그와 같이 보는가는 법원의 재 실무와 련이 있다. 선

거범과 그 밖의 죄가 경합범으로 기소된 경우, 법원의 실무는 변론을 분리

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형을 선고하고, 선거범의 양형도 특정하지 아니한다.

당해 사건의 처리 도 그러하거니와, 부산고등법원 1996. 12. 26. 선고 95노

24 결과 이에 한 상고심 결인 법원 1998. 2. 24. 선고 97도183

결12)도 이 문제에 해 달리 단한 바가 없다. 추론해 보건 , 행 공선

법 제18조 제3항과 같은 규정도 없는 마당에 형법 제38조 제1항의 원칙을

거스를 수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선거범과 다른 죄가 경합범

으로 기소되어 하나의 형으로 벌 100만 원 이상이 선고되었을 때, 이를

근거로 공무담임을 제한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생긴다. 법원의 실무는

그 형 체가 선거범으로 인한 것처럼 해석하여 공무담임을 제한하고 있

다. 당해 사건의 경우도 그러하 다.

다수의견의 기본 논리는 97헌마16 사건의 법정의견과 같다. 즉, 법

원의 선고형은 공무담임 등에 한 제한을 고려한 것이고,13) 만약 불합리

가 있다면 형사소송법에 의하여 변론을 분리하여 따로 형을 정할 수 있으

므로14) 그 불합리는 해소될 수 있다는 것이다.15)

다. 소수의견에 한 검토

소수의견은 다수의견과는 그 쟁 을 달리한다. 에서 본 바와 같이, 다

수의견은 선거범과 다른 죄의 경합범으로 기소된 경우에, 이를 부 선거

범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의제한다. 그러나, 소수의견은, 분명하

12) 공 1998상, 937

13) 례집 16-1, 262-263

14) 제300조(변론의 분리와 병합)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는 검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변론을 분리하거나 병합할 수 있다.

15) 이에 해서는 97헌마16 사건 소수의견의 다음과 같은 비 이 있다. “법원의

변론 분리결정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선거권 피선거권의 제한 여부를

으로 법원의 의사에 맡기는 결과가 되고, 그에 따라 변론의 분리결정을 받은

자와 그 지 아니한 자 사이에 다른 불평등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고 할 것

이다”( 례집 9-2, 881, 893-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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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이를 드러내고 있지는 않지만, 다수의견과 같은 제를 할 수 없다는

데서 출발한다. 즉,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부터, 선거범과 다른 죄의 경합범

에 한 처리 는 그에 해 정해진 형의 의미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어떠

한 단서도 없다는 것이다. 즉, 공무담임 제한의 여부를 확정하기 하여 선

거범으로 인한 형은 어디까지인가를 가려주는 방법으로는, 분리 심리하여

따로 형을 선고하는 방법, 선거범과 다른 죄의 경합범은 모두 선거범으로

의제하는 방법 선고된 형의 일부를 선거범에 정해진 형으로 보는 방

법 등이 있다고 하면서,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는 어느 방법에 의할 것인

지를 정할 수 없다는 것이고, 따라서 명확성의 원칙에 어 나 헌이라는

것이다.

라. 별개의견에 한 검토

별개의견은 실체에 한 결론에 있어서는 소수의견과 같다. 즉, 선거범과

다른 죄의 경합범에 한 특칙을 두지 아니 한 것은 헌이라는 것이다.

다만, 소수의견과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은, 이 사건 법률조항 자체를 어떻

게 볼 것인가 하는 이다. 즉, 소수의견은 경합범에 한 특칙을 두지 아

니한 이 사건 법률조항 자체가 헌이라는 것인데 비하여,16) 별개의견은

이 사건 법률조항 자체는 헌성이 없고, 경합범처리에 한 특칙규정을

두지 아니한 입법부작 에 하여 헌선언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문형식은 김 일 재 에 의해 제안된 것으로, 헌법재 소 결정으로는

2000헌바28,17) 2002헌바14등,18) 2002헌가2219) 사건에서도 제시되었던 바

16) 물론, 단순 헌인가, 헌법불합치인가 하는 것은 더 살펴보아야 할 문제이다. 이

사건에서 소수의견이 헌이라고 하여( 례집, 16-1, 267) 바로 단순 헌을 선언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소수의견은 다수의견과 비하여 그 헌성을 논증한 것

이다. 이 사건의 경우, 단순 헌을 선언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에

하여 단순 헌선언을 한다면 선거범에 해 공무담임등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지게 된다. 선거범에 해 공무담임등을 제한하는 것 자체가 헌법에

반된다는 것이 아니라, 일부 특수한 경우에 한 규율이 흠결되어 그 에서

불명확하므로 헌법에 반된다는 것이 그 논지이므로, 이 부분은 별개의견과 그

내용이 같다.

17) 헌재 2003. 7. 24. 례집 15-2상, 38 양도소득세에 한 부당행 계산부인에 련

하여 수증자의 증여세 양도소득세에 한 환 내지 공제규정 등이 흠결된 경우

18) 헌재 2003. 12. 18. 례집 15-2하, 466 사립학교 교원의 기간제 임용에 있어서

재임용 거부의 사 ․사후 구제 차를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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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러한 주문형식이 명쾌하다는 에서 장 을 가지고 있으나, 부진정

입법부작 와 진정입법부작 를 별하고 있는 기존의 례입장에 배치되

고,20) 입법개선이 없는 상태에서 합헌으로 결정된 법률이 계속 용된다면

그 상태 한 헌 인 것이 된다는 문제 이 있다.

5. 이 사건 결정의 의의

이 사건에 있어서, 청구인에게 가장 요한 쟁 은, 선거범과 다른 죄의

경합범으로 벌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았을 경우, 이 사건에서 문제된

바와 같이, 공무담임 등이 제한되어야 하는가 하는 이다. 즉, 선거범과

다른 죄의 경합범으로 벌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았을 경우, 이를 이유

로 공무담임 등을 제한하는 것이 헌법 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가에 해서

는 다른 생각들이 있을 수 있다고 보인다. 이 문제에 해서 법원은, 선거

19) 헌재 2004. 1. 29. 례집 16-1, 29 특별한정승인에 있어서 소 용의 경과규정

을 두지 아니한 경우

20) “넓은 의미의 입법부작 에는 첫째, 입법자가 헌법상 입법의무가 있는 어떤 사

항에 하여 입법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입법행 의 흠결이 있는 경우(즉, 입

법권의 불행사)와 둘째, 입법자가 어떤 사항에 하여 입법은 하 으나 그 입법의

내용ㆍ범 ㆍ 차 등의 당해 사항을 불완 ㆍ불충분 는 불공정하게 규율함으로

써 입법행 에 결함이 있는 경우(즉, 결함이 있는 입법권의 행사)가 있는데, 일반

으로 자를 ‘진정입법부작 ’, 후자를 ‘부진정입법부작 ’라고 부르고 있다.”(헌

재 1998. 7. 16. 96헌마246, 례집 10-2, 283, 299; 헌재 2000. 4. 27. 99헌마76,

례집 12-1, 556, 565; 헌재 2001. 6. 28. 2000헌마735, 례집 13-1, 1431, 1437) 진

정입법부작 가 헌법소원의 상이 되려면,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하여 법령

에 명시 인 입법 임을 하 는데도 입법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는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 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한

국가의 행 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 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이다.(헌재 1989. 3. 17. 88헌

마1, 례집1, 9, 17; 헌재 1993. 3. 11. 89헌마79, 례집 5-1, 92, 102; 헌재 1993.

9. 27. 89헌마248, 례집 5-2, 284, 295; 헌재 1994. 12. 29. 89헌마2, 례집 6-2,

395, 405; 헌재 1998. 5. 28. 96헌마44, 례집 10-1, 687; 헌재 1999. 1. 28. 97헌마

9, 례집 11-1, 45, 45; 헌재 1999. 11. 25. 98헌마456, 례집 11-2, 634, 640; 헌

재 2000. 4. 27. 99헌마76, 례집 12-1, 556, 565; 헌재 2000. 6. 1. 2000헌마18,

례집 12-1, 733, 738-739; 헌재 2001. 6. 28. 2000헌마735, 례집 13-1, 1431,

1437) 그런데, 청구인은 불충분한 입법의 헌성을 다투는데, 그 주문은 진정입법

부작 헌확인형식이 된다. 그리고, 그 단에 있어서도 헌법상의 명시 입법

임 내지 헌법해석상 청구인에게 구체 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한 국

가의 행 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 음이 명백한가에 한 심사 없이, 입법

부작 헌의 결론을 이끌어 낸다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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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과 다른 죄의 경합범으로 선고된 형량 체를 기 으로 하여 공무담임

등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런데, 과연 그런가 하는 의문이 든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분명히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벌 100

만 원 이상이 선고된 경우에 공무담임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 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하여 선고된 형을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선고된 형과 동치로 볼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 부분에 한 헌법문제는, 본질 으로 청구인에 한 공무

담임권을 다투는 소송 차에서 다루어지는 것이 정도라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헌법재 소는, 상당히 넓은 범 로 재 의 제성을

인정하고 본안 단에 나아갔다. 당해 사건의 주문형성에 바로 연결되지

아니하더라도, 그 헌여부에 따라 주문의 내용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고,

그 의미를 달리할 수 있는 경우에까지 재 의 제성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는데 이 사건은 의미가 있다.

그리고, 다수의견과 소수의견21)은 문제를 보는 시각에서 차이가 있음은

에서 본 바와 같다. 소수의견은 법문의 불명확성 자체가 헌이라는 것

임에 반하여, 다수의견은, 일단 법원의 해석을 제로 하여, 이 사건 법률

조항의 헌성을 검토하 다. 즉, 다수의견은 청구인에게 가장 불리한 방법

으로 법문을 해석하더라도 정당화될 수 있는 경우라면, 헌이라 할 수 없

다는 입장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헌성을 검토한 것이라 단된다. 물

론, 이러한 은, 다수의견에 의하여 명시 으로 표 되지는 아니하 다.

다만, 소수의견이 해석방법 내지 입법방안으로 제시한 몇 가지의 방법들22)

에서 가장 불리한 방법이 선거범과 다른 죄의 경합범에 해 정해진 형

체를 선거범에 해 정해진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방법으로

해석하더라도, 에서 본 97헌마16 결정과 같은 취지로 헌이라 할 수 없

다는 것이 다수의견의 가장 핵심 인 논거라고 보인다. 그 다면, 이러한

해석방법은 법률의 명확성에 한 새로운 해석원칙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

도 없지 아니하다.

21) 별개의견을 포함한 것이다.

22) 례집 16-1, 26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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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 선거부정방지법 제64조 제1항 등

헌확인

-공직선거후보자의 기호결정방법-

(헌재 2004. 2. 26. 2003헌마601, 례집 16-1, 337)

이 명 웅
*

1)

【 시사항】

1. 투표용지에 표시되는 기호의 게재순 를 후보자등록마감일 재 국회

에서 다수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그 지 않은 정

당 추천 후보자, 무소속후보자순으로 하는 공직선거 선거부정방지법 제

150조 제3항·제4항 해당 부분이 청구인들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

2. 정당이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경우 정당별로 국 으로 통일된

기호를 부여하도록 하는 공직선거 선거부정방지법 제150조 제4항 해당 부

분이 청구인들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

【심 상】

공직선거 선거부정방지법(2002. 3. 7. 법률 제6663호로 개정된 것) 제

150조(투표용지의 정당․후보자의 게재순 등) ①, ② 생략

③ 후보자의 게재순 를 정함에 있어서는 후보자등록마감일 재 국회

에서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국회에서 의석을 갖고

있지 아니한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무소속후보자의 순으로 하고,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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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의 게재순 를 정함에 있어서는 후보자등록마감일 재 국회에서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 국회에서 의석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정당의 순으로 한

다. 다만, 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 있어서 후보자의 게재순 는 추첨에

의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할선거구선거 리 원회가 정당 는 후보

자의 게재순 를 정함에 있어서는 후보자등록마감일 재 국회에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나 그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사이의 게재순 는

국회에서의 다수의석순으로 하되, 그 정당이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경

우 정당별로 국 으로 통일된 기호를 부여하며, 국회에서 의석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정당이나 그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사이의 게재순 는

그 정당의 명칭의 가나다순에 의하고, 무소속후보자 사이의 게재순 는 후

보자성명의 가나다순에 의한다. 이 경우 통일된 기호를 부여받은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 선거구의 투표용지에는 당해 정당의 기호와 정

당명만 게재한다.

⑤∼⑧ 생략

【사건의 개요】

1. 심 청구에 이르게 된 경

청구인들은 민주노동당과 그 소속 지구당 원장들인바, 2004. 4. 15. 실시

되는 제17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려고 하며 한편 개인인 청구인들은 20

세 이상으로서 선거권의 주체이다.

행 공직선거 선거부정방지법 제150조는 투표용지에 표시되는 기호(아

라비아 숫자)의 게재순 를 후보자등록마감일 재 국회에서 의석을 가지

고 있는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국회에서 의석을 갖고 있지 아니한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무소속후보자의 순으로 하고, 정당의 게재순

를 정함에 있어서는 후보자등록마감일 재 국회에서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 국회에서 의석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정당의 순으로 한다고 규정하

고(제3항), 한편 국회에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나 그 정당의 추천을 받

은 후보자 사이의 게재순 는 국회에서의 다수의석순으로 하되, 그 정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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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경우 정당별로 국 으로 통일된 기호를 부여

하며, 국회에서 의석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정당이나 그 정당의 추천을 받

은 후보자 사이의 게재순 는 그 정당의 명칭의 가나다순에 의하고, 무소

속후보자 사이의 게재순 는 후보자성명의 가나다순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제4항).

그리고 동법 제64조 제1항, 제65조 제1항, 제66조 제1항, 제67조 제2항,

제68조 제2항은 이 게 정해진 기호를 선 벽보, 선거공보, 소형인쇄물,

수막, 어깨띠, 투표용지에 게재하도록 규정하 고, 제73조 제1항은 경력방

송시 그 기호를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들은 각 조항들을 상으로 하여, 투표용지에서 정당ㆍ후보자

의 게재순 를 정하는 규정이 국회에서 원내의석을 확보하지 못하고 교섭

단체를 구성하지 못한 정당과 그 소속 후보자를 차별하고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2003. 9. 8.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 다.

2. 청구인들의 주장1)

한국처럼 국회의원 선거에서 후보자 수가 별로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16 국회의원 총선거 4.58명, 15 국회의원총선거 5.49명) 문맹률도 낮은

나라에서 기호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상순 기호를 배정받은 후보자에게

특혜를 부여하는 것은 청구인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평등권, 선거

운동의 기회균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선거권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특히 의회에 의석이 없는 정당의 경우 무조건 으로 의석이 있는

정당 다음에 선정되도록 하여 국회에서 다수의석을 가진 정당후보자는 선

거운동기간 개시 이라도 자신의 기호를 알 수 있으므로 미리 기회를 게

재한 홍보물을 제작할 수 있는데 반하여, 미리 기호를 알 수 없는 후보자

는 후보자등록이 마감되고 기호가 결정된 이후에야 비로소 선거운동의

비를 할 수 있으므로 불리한 입장에 있다.

따라서, 선거의 편의상 기호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가장 합리 이고 합

헌 인 기호배정방안은 무소속 후보나 정당후보에 상 없이 추첨에 의하여

1) 이 사건에서 계기 의 의견은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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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를 정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한 원내교섭단체에게만 국 으로 통일 기호를 부여하는 것은 부

당한 특혜를 부여하는 것으로 헌이다. 실제로 소수정당으로서는 그 기호

를 후보자 등록이 끝난 후에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선거운동 비에 있어서

차질을 빚을 뿐 아니라 국 으로 통일된 선거운동을 펼칠 수 없고, 후보

자를 등록한 후에야 알 수 있기 때문에 선거공보 소형인쇄물의 제작을

미리 하지 못하여 수요가 증하는 선거기간에 이르러서야 제작이 가능하

기 때문에 비용이 상승하여 그 지 않아도 자 이 부족한 소수정당으로서

의 이 고를 겪고 있다. 실제로 10만부의 선거공보 소형인쇄물을 는

다고 했을 때 선거 에 인쇄하 을 때와 선거기간에 인쇄하 을 때의 가

격차이는 5,214,000원에 이르고 있다. 이는 자력이 모자란 소수정당의 후보

나 무소속 후보에게 부당한 경제 부담을 지울 뿐만 아니라 선거비용의

상승으로 이어져 결국은 선거공 제의 취지에도 반한다. 유독 원내교섭단

체에게만 통일 기호를 부여하게 된 규정을 두게 된 이유는 으로 지

역주의 정치구조의 산물이다.

【결정요지】

1. 정당․의석수를 기 으로 한 기호배정 부분

이 부분에 하여는 종 에 헌법재 소가 1996. 3. 28. 선고 96헌마9등

결정 1997. 10. 30. 선고 96헌마94 결정에서, 비록 그러한 제도가 소수의

석 정당이나 무소속후보자 등을 차별하는 것이나, 헌법상의 정당제도 보호

취지를 고려할 때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단한바 있다.

이 사건에서 종 례가 법리상 요한 잘못이 있다거나 달리 단하여야

할만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시취지를 그 로 유지한다.

다만 청구인들은 이 사건에서 추가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

권, 선거권,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기본권

이 침해된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앞에서 본 평등권 침해 문제와 같

은 맥락에서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이 사

건 조항은 ‘정당의 기호 게재순 ’를 추가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정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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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수를 기 으로 한 기호 배정방법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고, 따라서 정

당에 한 기호 배정방법도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2. 교섭단체의 경우 국 인 통일 기호를 배정하는 부분

국회에 교섭단체를 결성한 정당 간에는 결국 ‘국회에서의 다수결의석으

로’ 기호 순 가 정해지므로, 이는 결국 다수의석을 가진 정당에게 우선

으로 기호를 배정하는 정당․의석수 기 기호 배정방법과 동일한 것이다.

다만, 다른 은 ‘ 국 으로 통일된 기호’를 부여하는 부분이다. 그런데 헌

법상 정당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야 하고, 교섭단체의 경우 국 으로 통

일된 기호를 부여하는 제도가 유권자에게 혼란을 래하여 후보자 선택에

착오를 수 있다고 볼 자료가 미비하고, 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선거공보나 소형인쇄물의 제작비용에 있어서 미리 기호를 상 못하는 다

른 정당에 비해 유리하다는 경제 차별 문제는 이 사건 조항에 내재하는

논리 결과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만으로 이 제도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거나 선거공 제의 취지에 반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부분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해설】

1. 공직후보자 기호배정 방법2)

가. 일반론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기호는 정당의 의석순, 정당의 명칭 는 후보자

성명의 알 벳(가, 나, 다)순에 의하거나, 추첨에 의하여 결정하는 3가지 방

법이 있다.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후보자기호는 제헌의원선거(1948. 5.

10.)부터 제8 선거(1971. 5. 25.)까지는 추첨에 의하여, 제9 선거(1973.

2. 9.)부터는 정당의 의석순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2) 이 부분은 96헌마9 사건의 보고서(崔珍安 연구 작성)를 참조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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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외국 법제

독일3)의 경우, 후보자투표(제1투표)는 의석이 있는 정당의 후보자는 최

근 연방선거의 득표 순이고, 기타 후보자는 알 벳 순이며, 주명부(정당)투

표(제2투표)의 경우, 의석이 있는 정당은 최근 연방하원선거에서의 제2투표

(정당)의 득표 순이고, 기타 정당은 명칭 는 약칭의 알 벳 순이다.

일본은4) 선거 리 원회가 추첨을 한다.

랑스는5) 후보자가 작성한 투표용지를 선거인이 임의 선택하여 투표

(후보자 순 를 정하지 아니함)한다.

미국은6) 연방하원․상원의원선거에 있어서 양 정당(Major Party)의 후

보자기호는 성의 알 벳 순, 군소정당(minor party)․무소속후보자는 일정

한 지지가 있는 경우에만 투표용지에 게재한다.

국과7) 캐나다는8) 후보자 성의 알 벳 순이다.

다. 장단

(1) 추첨제도

장 은 매 선거시 마다 추첨으로 순 를 정함으로써 후보자기호를 결정

함에 있어서 평등을 기할 수 있다.

단 은 다음과 같다.

ㅇ 각 선거구마다 정당후보자의 기호가 달라짐으로써 선거 리에 혼란

을 래할 가능성이 크다.

ㅇ 특히 후보자등록 수 마감 이후 추첨에 의하여 비로소 기호가 정

3) 연방선거법 제30조 제3항, 동법시행령 제45조 제1항.

4) 공직선거법시행령 제49조의4 제1항.

5) 국회의원․지방의원의 경우, 후보자가 투표용지를 작성하여 미리 는 당일에 투

표소장에게 제출하고, 이를 각 투표소 내에 비치하며, 선거인이 임의로 그 의 1

표를 선택하여 투에 함한 후 투표함에 투여한다(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선거

법 제55조, 제315조, 동법시행령 제55조).

6) 각 주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1988년 캘리포니아(California)주 선거법 제

10217조에 의하면, 통령․국회의원․지방의원선거에 있어 투표용지는 각 주에

서 인쇄되며, 그 게재순 는 후보자의 성의 알 벳 순에 의하도록 되어 있다. 선

거인이 투표용지에 없는 후보자의 성명을 기입하여 투표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7) 의회의원선거규정 제19조, 제14조.

8) 캐나다선거법 제31조 제1항 a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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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짐으로써 혼란이 가 될 우려가 있다.

ㅇ 정당국가 민주주의 제도에서 헌법상 정당보호 취지가 반 되어 있

지 않다.

(2) 정당․의석우선제도

장 은 다음과 같다.

ㅇ 정당국가 민주주의 제도에서 정당보호의 취지에 부합된다.

ㅇ 단순히 제1당 는 제1·2당만 우 하는 것이 아니라, 의석순 에

따른 결정으로서, 각 정당의 능력 는 국민의 정치 의사를 기 로 한

것이므로 가장 합리 이다(독일의 선거법도 우리와 유사하다).

한편 단 은 차별 이라는 것이다.

(다) ‘가나다’(알 벳) 순 제도

장 은 의석의 다수, 정당유무등으로 인한 불평등이 없다는 것이다.

단 은, 성에 따른 차별을 래한다는 비 이 있을 수 있다( 컨 ‘가’

는 항상 1번, ‘황’은 항상 끝번).

2. 본안 해설

이 사건은 공직선거 선거부정방지법(2002. 3. 7. 법률 제6663호로 개정

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50조 제3항, 제4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 기

본권을 침해한 여부가 문제된다. 청구인들이 이 사건 조항에서 다투는 것

은 2가지이다. 즉 정당․의석수를 기 으로 한 기호배정방법의 헌성과

교섭단체를 가진 정당에게 국 으로 통일된 고정기호를 부여하는 것의

헌성 여부이다. 그런데 정당․의석수를 기 으로 한 기호배정에 해서

는 이를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한 헌법재 소의 선례가 있다.

가. 정당․의석수를 기 으로 한 기호배정 부분

(1) 헌법재 소의 합헌 례(1996. 3. 28. 선고 96헌마9등 결정)

(가) 평등권 침해 여부

헌법재 소는 정당․의석수를 기 으로 한 기호배정이 차별 이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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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인정하 다. 즉 국회에서 특히 다수의석을 가진 정당후보자는 선거운동

기간 개시 이라도 자신의 기호를 알 수 있으므로 미리 기호를 게재한 홍

보물을 제작할 수 있는데 반하여, 미리 기호를 알 수 없는 후보자는 후보

자등록이 마감되고 기호가 결정된 이후에야 비로소 선거운동의 비를 할

수 있으므로 불리한 입장에 있다는 것이다. 정당이나 후보자는 기호를

활용하여 선거권자로 하여 자신을 쉽게 인식시킬 수 있고, 일반 으로

상징조작이 용이한 상순 기호를 선호하는데, 다수의석을 가진 정당후보

자는 상순 기호를 부여받게 되므로 선거운동에 있어서도 유리한 면이 있

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차별은 다음과 같이 정당민주주의의 에서 헌이라

고 할 수 없다고 보았다.

정당제민주주의에 바탕을 둔 우리 헌법은 정당설립의 자유와 복수정당

제를 보장하고(헌법 제8조 제1항), 정당의 목 ·조직·활동이 민주 인 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정당운 에 필요한 자

도 보조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같은 조 제2항 내지 제4항) 정당을 일반

결사에 비하여 특별히 두텁게 보호하고 있다. 그리고 정당이 국민의 정치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가장 요한 형태는 공직선거에 있어서 후보자를

추천·지지함으로써 행하는 선거 통한 참여라고 할 것이고, 여기에 정당 본

래의 존재의의가 있다. 따라서 공직선거에 있어서 정당후보자에게 무소속

후보자보다 우선순 의 기호를 부여하는 제도는 정당제도의 존재 의의에

비추어 그 목 이 정당하다.9)

정당․의석우선의 후보자기호 결정방법이 선거운동의 비, 홍보기간

효과등에 있어서 국회에서 의석을 가진 정당의 후보자, 국회에서 의석을

갖지 아니한 정당의 후보자, 무소속후보자의 순으로 사실상 유리한 면이

있다고 할 것이나,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후보자 선택에 향을 미쳐 당

락을 좌우할 정도의 결정 요소는 아니다.10)

9) 제137회 국회 법제사법 원회회의록 제7호, 2-5쪽 참조

10) 를 들어, 1985년 제12 국회의원 선거후 투표행태를 분석한 조사자료를 보면,

정당을 보고 투표했다고 하는 응답자의 비율이 15.2%, 당의 정책을 보고 투표한

응답자의 비율이 11.1%, 그리고 후보자 업 이나 사회 향력을 보고 투표한

응답자의 비율이 17.1%로 되어 있고, 나머지 설문항에 한 응답률을 보면 “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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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의석을 우선함에 있어서도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의 후보자, 의

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자, 무소속후보자의 순으로 하고, 국회에 의석을 가

진 정당후보자 사이에는 의석순으로 하며, 의석이 없는 정당후보자 무

소속후보자 사이의 각 순 는 정당명 는 후보자성명의 “가,나,다”순으로

하는 것은 합리성을 지니고 있다.

(나) 공무담임권의 침해 여부

조항은 후보자선택을 제한하거나 다수의석을 가진 정당후보자 이외

의 후보자나 무소속후보자의 당선기회를 쇄하는 것이 아니며, 단지 후보

자에 한 투표용지 게재순 를 결정하는 방법에 한 규정일 뿐, 공무담

임권과는 직 련이 없다.

(2) 이 사건의 경우

(가) 이 사건 조항은 결정들의 심 상이 되었던 구 공직선거 선거

부정방지법 제150조 제3항, 제4항11)과 유사한바, 단지 ‘정당의 기호 게재순

’와 “정당이 교섭단체를 구성한 경우 국 으로 통일된 기호를 부여한

다.”는 내용이 추가된 것 외에는 서로 내용이 같다.

살피건 , 정당․의석수 기 에 따른 기호배정은 실 으로 선거에 있

어서 차별을 낳고, 미리 기호를 상하지 못하는 후보자에게는 가 된 비

용을 래하는 등 문제 은 있는 것으로 보인다.12) 그러나 헌법재 소는

보다 앞으로는 무엇인가 바꾸어져야 한다는 열망”이 42.2%, “정당조직원의 권유”

가 0.6%, “지연, 연때문”이 0.9%, “정당후보자의 물량공세”가 0.5%, 투표를 하지

않았거나 응답이 없는 사람들의 비율이 2.7%로 나와 있다(이용선, “한국선거연구

에 나타난 시민투표행태와 선거제도”, 국민 학교 법정논총, 제9집, 199쪽). 이 조

사만으로는 불확실하나, 어도 후보자기호가 차지하는 비 은 은 것이라는 하

나의 반증은 될 수 있을 것이다.

11) 제150조(투표용지) ③ 후보자의 게재순 를 정함에 있어서는 후보자등록마감일

재 국회에서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국회에서 의석을

갖고 있지 아니한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무소속후보자의 순으로 한다. 다만,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 후보자의 게재순 는 추첨에 의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할선거구선거 리 원회가 후보자의 게재순 를

정함에 있어서는 후보자등록마감일 재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사이의 게재순 는 국회에서의 다수의석순으로 하며, 국회에서 의석

을 갖고 있지 아니한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사이의 게재순 는 그 소속정당

의 명칭의 가, 나, 다순에 의하고, 무소속후보자사이의 게재순 는 후보자성명의

가, 나, 다순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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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결정례가 법리상 심각한 잘못이 있다거나 종 결정과 달리 단하여

야 할만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아 이를 원용하고 있다.

한편 청구인들은 이 사건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선

거권,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조항으로 인

하여 그러한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볼 수 없고,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의 제

한은 와 같은 논거에서 헌법 으로 수인될 수 있는 범 내의 것이라고

단하 다.

나. 교섭단체에게 국 통일 기호를 배정하는 부분

이 부분은 법 제150조 제4항에 1997. 11. 14. 새로 규정된 내용인바, “정

당이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경우 정당별로 국 으로 통일된 기호를

부여하며 … 통일된 기호를 부여받은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 선

거구의 투표용지에는 당해 정당의 기호와 정당명만 기재한다.”고 규정되고

있다.

정당․의석수를 기 으로 한 정당추천 후보자나 정당의 기호 배정방법

은 사실상 교섭단체를 결성한 정당별 기호 배정방법과 같은 것이다. 즉 국

회에 교섭단체를 결성한 정당 간에는 결국 “국회에서의 다수결의석으로”

(법 제150조 제4항) 기호 순 가 정해지므로, 이는 결국 정당․의석수를 기

으로 한 기호 배정방법과 동일하다. 다른 은 “통일된 기호를 부여받은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 선거구의 투표용지에는 당해 정당의 기

호와 정당명만 기재한다.”는 이다. 그 결과 그 정당이 후보를 내지 않은

지역에서는 해당 기호를 건 뛰고 기호를 부여하게 되기 때문에 유권들이

지지하는 후보의 기호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 다른 후보자에게 기표하

는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있다.13)

이러한 제도의 도입은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 간에 그들의 기호를 고정

시켜 해당 정당의 인지도를 국 으로 통일, 향상 시키려는 입법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당․의석수를 기 으로 한 선거제도가 합헌이라면, 특별히

12) 성낙인, “공직선거법상 무소속후보자의 차별”, 고시계, 1996. 5. 참조.

13) 연합뉴스 2002. 5. 30.자. “<지방선거 장>기호 복잡… 무효표 양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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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게 통일된 기호를 부여하는 제도 자체

도 헌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자에 하여 헌법재 소가 헌법상의 정당

제도의 취지를 반 하여 이에 따른 사실상의 심각하지 않은 차별은 용인되

어야 한다는 취지로 시한 이상, 이러한 시 취지를 존 한다면,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 선거구의 투표용지에는 당해 정당의 기호와 정

당명만 기재한다.”고 하는 부분도 정당제도의 취지를 존 하는 측면에서,

기호 배정방법이 가져오는 사실상의 차별 내지 불이익의 정도가 심각

하지 않다고 보는 한,14) 마찬가지로 평등권의 침해라고 보기는 곤란한 것

이다.

3. 이 사건결정의 의의

종 부터 이 사건 조항이 다수의석을 가진 정당에게 더 유리하고 무소속

후보자를 차별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있어 왔는데 이 결정은 그러한 다툼이

헌법 차원에서는 인정되기 어렵다는 것을 선언한 의미가 있다. 우리나라

의 선거제도는 과거보다는 민주 이고 투명하게 되었으나, 여 히 다수의

석을 가진 기득권층에 유리하고 신참 후보자에게 불리한 측면이 지 않게

지 되고 있다. 이 사건 조항은 합헌이나, 국민들이 좀더 선거에 자유롭게

근하고 법 인 공정성이 투명하게 확보될 때, 그러한 결정의 설득력도

좀더 강해질 것이다.

14) 유권자에게 기호상 혼란을 래하여 후보자 선택에 착오를 수 있다고 볼 자

료가 미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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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항 헌소원

-구속 부심사에 련된 입법형성권의 한계-

(헌재 2004. 3. 25. 2002헌바104, 례집 16-1, 386)

김 시 철
*

1)

【 시사항】

1. 구속된 피의자가 부심사청구권을 행사한 다음 검사가 電擊起訴를

한 경우, 법원으로부터 구속의 헌법 정당성에 하여 실질 심사를 받

고자 하는 청구인의 차 기회를 제 로 보장하지 아니한 형사소송법 제

214조의2 제1항이 헌법에 합치되는지 여부

2. 헌법불합치결정의 이유

【심 상】

이 사건 심 의 상은 형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4조의2 제1

항(1995. 12. 29. 법률 제5054호로 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반되는지 여부이고, 그 규정 련규정의 내용은 다음

과 같다.

1. 이 사건 법률조항

법 제214조의2(체포와 구속의 부심사) ① 체포 장 는 구속 장에

의하여 체포 는 구속된 피의자 는 그 변호인, 법정 리인, 배우자, 직

계친족, 형제자매, 호주, 가족이나 동거인 는 고용주는 할법원에 체포

* 지방법원 홍성지원장, 헌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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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구속의 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2. 련규정

법 제214조의2 ② 청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원은 제3

항의 심문 없이 결정으로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1. 청구권자 아닌 자가 청구하거나 동일한 체포 장 는 구속 장의 발

부에 하여 재청구한 때

2. 공범 는 공동피의자의 순차청구가 수사방해의 목 임이 명백한 때

③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지체 없이 체포 는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계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하여 그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

한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체포 는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여야 한다.

⑧ 검사․변호인․청구인은 제3항의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다.

【사건의 개요】

1. 사건의 진행과정

청구인은 2002. 11. 29. 수사단계에서 검사의 청구에 근거하여 사가 발

부한 구속 장에 의하여 구속된 다음 2002. 11. 30. 법원에 구속 부심사를

청구하 는데, 그 직후 검사는 청구인에 한 공소를 제기하 다. 이에 청

구인은 2002. 12. 2. 구속 부심사청구 격을 피의자로 한정한 이 사건 법

률조항의 헌여부가 부심사청구사건에서 재 의 제가 된다는 취지

로 헌제청신청을 하 고, 담당 법원이 2002. 12. 11. 심사청구 헌

제청신청을 기각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 을 청구하 다.

2. 청구인의 주장 계기 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요지

헌법 제12조 제6항의 경우 구속 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청구인 격

을 제한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그 청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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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을 피의자로 한정함으로써 구속된 피고인의 경우 행 형사소송법 소정

의 구속 부심사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은 헌법에서 부과한

입법형성의무를 입법자가 제 로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

조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

나. 법원의 헌제청신청기각결정이유 법원행정처장의 의견요지

체포․구속에 한 부심사제도의 취지는 수사 차상의 신체구속에

하여 법원이 통제를 가하려는데 있는 것이고, 행법상 구속 피고인에

해서는 법원이 보석 차 등을 통하여 그 석방여부를 심사․결정할 수 있다

는 을 고려한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구속된 피고인에게 부심사의

청구 격을 인정하지 아니하 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헌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다. 법무부장 검사의 의견요지

체로 법원의 헌제청기각결정이유 등과 유사한 논거를 제시하면서,

이 사건 심 청구의 경우 권리보호이익이 없기 때문에 부 법하다는 주장

을 부연하고 있다.

【결정요지】

1. 헌법 제12조 제6항은 ‘ 구든지 체포 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피체포․구

속자는 구든지 그 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헌법 차원에서

인정하는 것으로서 입법자가 법률로써 이러한 권리행사의 주체를 임의로

제한할 수는 없는데, 다만 입법자의 형성 법률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

우 실 으로 법원에서 당사자의 “체포․구속 부심사청구권”에 하여

심리할 방법이 없으므로, 입법자가 법률로써 구체 인 내용을 형성하여야

만 권리주체가 실질 으로 이를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른바 憲法의 個別規定에 의한 憲法委任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

한 경우 입법자는 반 인 법체계를 통하여 련자에게 그 구체 인 차

권리를 제 로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최소한 1회 이상 제공하여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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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우리 헌법상 체포․구속 부심사제도는 미국식 인신보호 장제도(the

Writ of Habeas Corpus)를 연원으로 하는 것으로서 남조선과도정부 법령

제176호(이하, “미군정법령 제176호”라고 한다) 제17조 내지 제18조가

1948. 4. 1. 시행됨으로써 우리나라에 도입되었다. 그 후 제헌헌법 제9조 제

3항이 ‘ 구든지 체포, 구 을 받은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

리와 그 당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가 보장된다.’라고 규정하여 이

를 “헌법 차원”의 제도로 격상시킨 이래 행 헌법 제12조 제6항에 이르

는바, 그 본질 인 내용은 체포․구속의 방법으로 당사자의 “신체의 자

유”가 제한된 경우, 그 원인 계에 한 최종 인 사법 단 차와는 별

도로,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서 그 체포․구속 자체에 한 헌법 정당성

여부를 법원에서 심사할 수 있는 차를 법률로 제정해야 할 의무가 입법

자에게 부과된다는 취지이다.

3. 수사단계에서 발부된 구속 장에 근거하여 구속된 청구인의 경우 피

의자의 자격으로서 법원에 구속 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었고, 그 신분이

피고인으로 변경된 이후에는 법 제93조에 따라 구속취소청구를 할 수 있었

는바, 구속 부심사제도나 구속취소제도의 경우 당해 구속의 근거인 구속

장의 헌법 정당성에 하여 법원이 심사할 수 있도록 하면서, 만일 이

에 한 명백한 하자 등이 발견되는 경우 법원이 당사자를 석방할 수 있도

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입법자는 와 같은 용 역에 하여 그 입법

형성의무 부분을 이행하 다고 보아야 한다.

4.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의 경우 구속 부심사 차에 하여 “피의

자”라는 청구인 격을 “ 차개시요건”이 아니라 “존속요건”으로 규정함으

로써, 청구인이 부심사청구권을 행사한 다음 검사가 법원의 결정을 기다

리지 아니하고 격 으로 기소하는 경우(이하, “電擊起訴”라고 한다), 그

구속의 정당성에 하여 법원이 실질 인 단을 하지 못하고 그 청구를

기각할 수밖에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격기소가 이루어진 경우

장 자체의 헌법 정당성 여부에 하여 결정할 권한이 없는 검사의

일방 행 로 인하여 법원으로부터 실질 인 심사를 받고자 하는 청구인

의 “ 차 기회”가 합리 인 이유 없이 박탈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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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그 한도 내에서 부심사청구권의 본질 내용을 제 로 구 하지 아

니한 것이다.

5. 헌법의 개별규정에 근거한 헌법 임에 따라서 일정한 형태로 차

청구권을 극 으로 형성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하여 단순 헌

결정을 선고하게 되면, 격기소가 행해진 사안에 한 권리구제의 효과는

발생하지 않고 오히려 통상 인 피의자의 구속 부심사청구권의 행사에

한 근거규정이 면 으로 효력을 상실하는 결과가 야기되므로, 입법자에

게 다양한 개선입법 하나를 선택하여 행제도를 극 으로 보완해야

할 의무가 부과된다는 취지로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면서, 그 개선입법이 이

루어질 때까지 이 사건 법률조항을 계속 용하도록 명한다.

※ 재 3인의 소수의견

헌법 제12조 제6항에 규정된 체포․구속 부심사청구권은 차 기본

권이므로, 이에 해서는 범 한 입법재량이 인정된다. 검사의 격기소

로 인하여 피구속자의 차 기회가 박탈됨으로써 부당한 결과가 발생하

는 경우가 있다는 은 부인하기 어렵지만, 이러한 경우 구속취소 내지 보

석제도를 통하여 법원이 효과 으로 응할 수 있다는 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입법재량권의 한계를 넘은 헌 인 규정이라고 할 수

는 없다.

【해설】

1. 헌법소원청구의 법성 여부(권리보호이익에 한 외)에

한 검토

헌법재 소가 이 사건 결정을 선고하기 이 에 수소법원에서 청구인에

하여 징역 6월, 집행유 2년을 선고한 다음 그 결이 확정되었기 때문

에 수사단계에서 발부된 구속 장의 효력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다시 구속

될 가능성이 완 히 소멸하 고, 따라서 청구인에게 권리보호이익이 더 이

상 존재한다고 볼 수 없는 상태 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이 비교 단기간의 효력을 가지는 구속 장에 한

사건에서 權利保護利益이 事後的으로 消滅하 다는 사유로 헌법소원심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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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 이익이 없다고 보는 경우, 인신구속에 한 요한 사항에 하여

용되는 법률의 헌여부를 헌법재 소로부터 단 받을 기회가 원천 으로

쇄되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 例外的 狀況을 인정하여 권리보호이익을 인

정한 것은 타당한 결론이라고 생각한다.1)

2. 체포․구속 부심사청구권에 한 헌법 근거 헌성심사

기

가. 헌법 제12조 제1항, 제3항, 제6항 등의 규정내용

일반 으로 체포․구속 부심사청구권에 련된 것으로 거시되는 헌법

규정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2)

헌법 제12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구든지 법률에 의

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

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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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장을 청구할 수 있다.

⑥ 구든지 체포 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

할 권리를 가진다.

1) 이 논 에 해서는 拙稿, 형사소송법 제201조 제1항 헌확인, 헌법재 소결정해

설집 (2003) 895-924면 921-922면 참조.

2) 김철수, 헌법학 개론(제14 정신 , 2002) 500-531면, 권 성, 헌법학원론(보정 ,

2000) 392-421면, 허 헌법이론과 헌법(신정7 2002), 479-496면, 이 란, 구속

부심사제도에 한 연구, 서울 학교 학원 법학박사학 논문 (1987), 문성도,

장주의의 도입과 형성에 한 연구- 1954년 형사소송법의 성립을 심으로 -, 서

울 학교 학원 법학박사학 논문 (2001), 오승철, 행 구속 장심사제도의 헌

법 논 에 한 연구, 서울 학교 학원 법학석사학 논문 (1999), 이승원, 헌

법상 법 차와 구속 장제도- 미국 례를 심으로 -한양 학교 학원 법학석

사학 논문 (1994)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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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헌법 제12조 제6항에 련된 입법형성의무 헌성심사기 등

(1) 차 기본권에 한 헌법규정의 특성

“ 구든지… 권리를 가진다.”라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 헌법 제12조 제6

항은 헌법 차원에서 일정한 권리를 인정하는 것으로서 입법자가 법률로

써 그 권리행사주체를 임의로 제한할 수는 없다. 한편 헌법 제12조 소정의

“身體의 自由”는 自由權的 基本權이지만, 이를 보장하기 하여 같은 조

제6항에 규정된 “逮捕․拘束適否審査請求權”은 節次的 基本權으로서 원칙

으로 국가기 등에 하여 특정한 행 를 요구하거나 국가의 보호를 요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國家內的 權利), 본질 으로 制度的 保障의 性格이

강하게 띠고 있다.3)4)

(2) 구체 인 차 기본권에 한 헌법 보장과 이에 한 헌성

심사기

헌법 제12조 제6항은 “체포․구속을 당한 때”라고 하는 구체 인 상황에

련하여 “ 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라는 차 권리를 보장하

고 있으므로 그 용 역에 한 입법권의 행사는 직 으로 헌법 제약

을 받는데, 이에 련된 법률의 헌여부를 단하기 해서는 먼 해당

헌법규정의 ① 具體的인 適用領域과 ② 그 本質的인 內容 등을 특정하여야

한다. 헌법규정의 구체성의 정도에 따라서 헌성심사방법 그 단결과

등이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가) 를 들어, 어느 헌법규정의 내용이 구체 인 용 역 그 본질

내용 등에 련하여 (법률에 의한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충분

3) 김철수, 게서 270-272면, 514-520면, 권 성, 게서 290-293면, 허 , 게서

353면 참조.

4) 한수웅, 헌법 제27조의 재 청구권, 헌법논총 10권 (1999) 363면에는 包括的인 節

次的 基本權으로 볼 수 있는 재 청구권에 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裁判請求權은 법원조직법이나 차법과 같은 立法 의 具體的인 形成을 제로

한다. 재 청구권의 보장이 입법자의 구체 인 입법활동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국

민의 권리보호를 한 최소한의 정도는 보장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재 청구권

은 司法節次의 制度的 保障이라고도 일컬어진다(Vgl. Schmidt-Aßmann, in:

Maunz/Dürig, Art.19 IV, Rn.14; Krebs, 주2, Rn.49(349면).’ ‘재 청구권이 어도

한 번의 재 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는 에서, “司法節次의 制度的 保障”이란

표 은 司法節次의 開設에 한 한 그 타당성을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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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구체 인 경우에는, 권리주체가 (법률에 의한 권리의 형성을 기다릴 필

요 없이) 憲法規定의 直接的 效力에 의하여 이러한 차 기본권을 바로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5)

(나) 그 다음단계로서, 해당 헌법규정이 구체 인 역에 한정 으로

용되고 그 본질 내용도 어느 정도 특정할 수 있지만 입법자가 그 차

기본권의 구체 인 내용을 형성해야만 권리주체가 비로소 이를 행사할 수 있

는 경우에는, 이른바 憲法의 個別規定에 의한 憲法委任(Verfassungsauftrag)

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고, 만일 이에 하여 입법자가 헌법 차원에서

부과된 구체 인 입법형성의무를 제 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헌법재

소는 憲法不合致決定을 해야 할 것이다.6)

(다) 반면에 (具體的인 節次的 基本權이 아닌) 包括的인 節次的 基本權

으로 악할 수 있는 裁判請求權 등의 경우,7) 그 용 역 자체가 包括

的․網羅的이기 때문에 ① 헌법규정의 직 효력에 의하여 바로 차

기본권을 행사할 수도 없고, ② 개별규정에 의한 헌법 임이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렵다.8)

5) ① 컨 , 헌법 제12조 제7항은 ‘被告人의 自白이 拷問․暴行․脅迫․拘束의 부

당한 長期化 는 欺罔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自意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認定

될 때… 이를 有罪의 證據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處罰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와 같이 ㉮ 구체 인 용 역에 하여 ㉯ 세부 인 차 사항이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련 당사자는 (법률에 의한 권리의 형성을

기다릴 필요 없이) 헌법규정의 直接的 效力에 의하여 그 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② 이에 련하여 법 제309조는 ‘被告人의 自白이 拷問․暴行․脅迫․拘束의 부

당한 長期化 는 欺罔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任意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疑心

할만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有罪의 證據로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여, 헌법

차원에서 보장되는 차 권리의 범 를 약간 확 하고 있는바, 설령 법 제

309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더라도, 만일 헌법에 명시한 구체 사실 계

(피고인이 自意로 자백하지 아니하 다는 사실)가 (단순히 의심되는 수 을 넘어

서) 증거에 의하여 認定되는 형사사건의 경우, 법원은 그 自白의 證據能力을 배척

해야 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헌법의 直接的 效力에 근거하여) 그 로 수용해

야 할 것이다.

6) 이에 하여 한수웅, 헌법불합치결정의 헌법 근거와 효력 - 독일에서의 례와

이론을 심으로 -헌법논총 제6집(481면-536면) 헌법재 소 (1995) 509-510면

참조.

7) 재 청구권은 법원조직법 등과 같은 立法 의 具體的인 法律形成을 제로 해야

행사될 수 있다 에 하여는 한수웅, 게논문 “헌법 제27조의 재 청구권” 349

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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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헌법 제12조 제6항에 한 검토

헌법 제12조 제6항의 경우 비록 구체 역에 한정 으로 용되는 것

이기는 하지만, 입법자의 형성 법률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실 으

로 법원에서 당사자의 “逮捕․拘束適否審査請求權”에 하여 심리할 방법

이 없기 때문에, 입법자가 법률로써 구체 인 내용을 형성해야만 권리주체

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憲法의 個別規定에 의

한 憲法委任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부심사청구권의 경우 헌

법 차원에서 독자 인 지 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입법자가 반 인 법

체계를 통하여 련자에게 그 구체 인 차 권리를 제 로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최소한 1회 이상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9)

다만 차 기본권의 경우 원칙 으로 제도 보장의 성격이 강하고

(자유권 기본권 등에 비하여) 상 으로 범 한 입법형성권이 인정되

8) ① 請求權的 基本權에 하여, ㉮ 권 성 교수는 그 행사 차에 한 구체 인

입법이 있을 경우에 비로소 행사할 수 있는 「不完全한 의미의 具體的 權利」라

고 설명하고 있고( 게서 550면), ㉯ 김철수 교수는 ‘請求權的 基本權은 國家內的

權利이기 때문에 헌법에 의하여 권리가 형성되고 법률에 의하여 구체화되는 것이

다.’라고 하면서도, ‘實定權으로 보장된다고 하여 법률 없이는 보장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잘못이다. 우리 헌법이 부분의 청구권에 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

에 의하여」보장된다는 규정한 을 들어 이를 形成的 留保로 보고 이 법률이 없

으면 請求權을 행사할 수 없다는 설이 있는 있는데 이는 옳지 않다. 「법률이 정

하는 바에 의하여」라는 말은 청구권 기본권은 헌법에 의하여 實定權으로 형성

되어 있으나, 다만 그 차나 제한 등이 법률로써 구체화․개별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며 따라서 이는 形成的 留保가 아니다. 따라서 立

法權이 請求權的 基本權을 부여하고 아니하고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立法權은

헌법이 보장한 청구권규정에 구속되며, 헌법이 정한 범 내에서 그 청구권을 구

체화․개별화해야 하는 것이며, 비록 立法이 없는 경우라도 헌법의 규정에서 直

接 訴求할 수 있는 권리가 나오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 이 바로 학자들에

따라서는 Programm(立法方針)규정으로 인정되거나 抽象的 權利로 악되는 生存

權的 基本權과 다른 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게서 803-804면).

② 私見에 의하면, 학설들은 헌법에 규정된 다양한 節次的 基本權들에 하여

부분 단면만을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해서는 “憲法規定의 具體性의 程

度”가 핵심 고려사항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 헌법에 규정된 節

次的 基本權 에는 直接的 效力을 인정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 個別規定에

의한 憲法委任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며, ㉰ ㉮㉯항과 달리 包括的인

節次的 基本權으로 악되는 경우도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9) 한수웅 게논문 “헌법 제27조의 재 청구권” 363면에는 ‘단지 이론 으로만 보

장되었으나 결과 으로는 실효성 없는 권리보호는 사실상 권리보호가 아니다.’라

는 명제를 원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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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련 법률에 한 違憲性 審査基準으로 “恣意禁止原則”이 용되기

때문에,10) 하게 불합리한 법률규정이 아닌 이상 이를 헌법에 반된다

고 할 수 없다.11) 한 입법자는 법률의 구체 내용, 명칭 등에 련하여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고,12) 나아가 헌법규정의 용 역에 련하여 헌

법 요구사항을 상회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도 있으므로,13) 헌법이 요구하

는 최소한도의 요건을 과하여 “법률 차원(입법정책 차원)”에서 인정

10) 한수웅 게논문 “헌법 제27조의 재 청구권” 364-365면에는 ‘(재 청구권에

련하여) “ 차법 규정이 재 청구권에 반되는가” 하는 단은 “제소를 곤란하

게 하는 차법규정이 합리 인 이유로 정당화될 수 있는가”의 여부에 달려있는

데, 이러한 단기 은 사실상 恣意禁止原則의 의미에서 합리 인 행 를 해야

할 국가의무의 구체 인 표 에 지나지 아니한다. 자유권의 침해가 문제되는 경

우 용되는 심사기 인 比例의 原則을 사용하여 차법규정의 헌성을 단하

더라도, 재 청구권은 특정 생활 역의 보호를 직 그 상으로 하는 실체 기

본권과는 본질 으로 다른 보장내용(제소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익형량을

하기 하여 필요한 실체 근거를 제공하지 아니한다. 비례의 원칙을 용하여

“제소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는가”를 단하는 과정에서 “제소권”과 제소권의

제한을 통하여 실 하려는 공익 등 “다른 법익”을 비교형량해야 하는데, 재 청구

권이 차 기본권으로서 실체 인 보호내용을 지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소

권의 제한이 기본권주체에게 어느 정도 한 효과를 가져오는가”를 단할 수

있는 아무런 실체 근거가 없으며, 이로써 비례원칙에 의한 심사는 “목 의 정당

성” “수단의 합성”에 한 심사에 제한되는 限의 合理性審査나 비례원

칙의 形式的인 適用에 그칠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11) 이는 헌법 제12조 제6항을 制度的 保障으로 악하고 “ 限 保障의 原則”을

용하는 것과 유사한 결과를 가져온다. 제도 보장에 한 최소한 보장의 원칙

에 하여 헌법재 소는, ‘제도 보장은 객 제도를 헌법에 규정하여 당해 제

도의 본질을 유지하려는 것으로서 헌법제정권자가 특히 요하고도 가치가 있다

고 인정되고 헌법 으로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국가제도를 헌법에 규

정함으로써 장래의 법발 , 법형성의 방침과 범주를 미리 규율하려는데 있다. 이

러한 제도 보장은 주 권리가 아닌 객 범규범이라는 에서 기본권과

구별되기는 하지만 헌법에 의하여 일정한 제도가 보장되면 입법자는 그 제도를

설정하고 유지할 입법의무를 지게 될 뿐만 아니라 헌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법률로써 이를 폐지할 수 없고, 비록 내용을 제한하더라도 그 본질 내용을 침

해할 수 없다. 그러나 기본권 보장은 “최 한 보장의 원칙”이 용됨에 반하여,

제도 보장은 그 본질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 안에서 입법자에게 제

도의 구체 내용과 형태의 형성권을 폭넓게 인정한다는 의미에서 “최소한 보장

의 원칙”이 용될 뿐이다.’라고 시하 다(헌재 1997. 4. 24. 95헌바48 례집

9-1, 435면 등 참조).

12) 컨 , 입법자가 “拘束의 取消”라는 제목으로 입법화한 제도(법 제93조)가 그

용 역에서 헌법 제12조 제6항의 최소한도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경우, 그 제목

이 “ 부심사제도”가 아니라는 사정만으로 헌법 제12조 제6항과 무 하다고 단정

할 수는 없다.

13) 에서 살펴본 헌법 제12조 제7항과 법 제309조의 상 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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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권리를 입법자가 다른 역까지 확 ․ 용하는 법률을 제정하지 아니

하 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헌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14)

다. 헌법 제12조 제6항의 연 과 의미

(1) 련 헌법규정의 제정 개정경 등

우리 헌법상 체포․구속 부심사제도는 미법상 인신보호 장제도(the

Writ of Habeas Corpus)를 연원으로 하고 있고, 그 에서도 미국법의

향을 직 으로 받았다고 보는 것이 지배 인 견해이다.15)

그런데 미국식 인신보호 장제도의 경우 그 일반 특성을 “법률 차

원”에서 수용한 미군정법령 제176호 제17조 내지 제18조가 1948. 4. 1. 시

행됨으로써 우리나라에 도입된 것인데,16) 그 후 1948. 7. 17. 제정된 우리

헌법 제9조 제3항은 ‘ 구든지 체포, 구 을 받은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

력을 받을 권리와 그 당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가 보장된다.’라고

규정하여 이를 “헌법 차원”의 제도로 격상시켰다.17)

14) 헌법 제12조 제6항에 하여 입법자는 ① 검사가 헌법 제12조 제3항에 근거하여

수사단계에서 발부 받은 장에 따른 체포․구속에 한 역에 하여는 반

으로 헌법상 요구사항을 상회하는 법률을 제정한 반면에, ② 헌법 제12조 제1항

염병 방법 제42조에 근거한 시․도지사의 제1군 염병환자에 한 격리조

치 등과 같은 역에 하여는 재까지 그 헌법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법

률을 제정하지 아니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② 역에 련하여 기존의 ① 역에 한 법률규정과 동일한

수 의 법률을 제정해야 할 입법형성의무가 입법자에게 부과되는 것은 아니고,

단지 최소한도의 헌법상 요구를 충족시키는 수 까지의 법률규정을 제정할 의무

만이 입법자에게 부과될 뿐이다.

15) 이에 하여는 학계에서 異論이 없다.

16) 미군정법령 제176호의 한 상세한 내용은 민복기, 정윤환 형사소송법 개설, 조

선출 문화사 (1950) 참조. 그 구속 부심사제도에 한 제17조 내지 제18조에

련된 부분은 8-28면, 54-61면, 108-115면인데, 그 개략 인 내용은 아래에서 살

펴본다.

17) 이에 하여 유진오, 新稿憲法解義, 一潮閣 (1954) 70-71면은 다음과 같이 설명

하고 있다.

‘본조 제3항 후단은 구든지 체포 는 구 되었을 때에는 그 처치가 정당하냐

아니 하냐를 심사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음을 규정하 는데, 이것은 ․미

의「人身保護令狀」(Writ of habeas corpus)의 제도를 채택한 것이다. 人身保護令

狀은 구든지 官憲에 체포 는 구 되었을 때에 그 체포 는 구 이 법률상

정당하게 행하여졌느냐 아니 하냐를 심사하기 하여 그 자를 재 소에 출정시킬

것을 요구하는 裁判所의 令狀을 말하는데, 그 장을 받은 官憲은 그 요구에 응

하여 그 자를 재 소에 출정시켜야 하며, 재 소는 그를 심사하여 그 결과 그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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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1962년 제3공화국헌법 제10조 제5항에는 ‘ 구든지 체포․구 을

받은 때에는 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私人으로부터

신체의 자유의 불법한 침해를 받은 때에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

제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되었다가,18) 1972년 제4공화

국헌법에서는 이에 한 규정이 삭제되었고, 1980년 제5공화국헌법 제11조

제5항에 ‘ 구든지 체포․구 을 당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되었다가,19) 행

헌법 제12조 제6항에는 ‘ 구든지 체포 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되었다.20)

와 같은 제도의 연 등에 비추어 보면, 우리 헌법제정권자는 1948년

시행 이던 미군정법령 제176호 제17조 내지 제18조 등에 규정된 미국식

인신보호 장제도를 구체 으로 의식한 상태에서 제헌헌법 제9조 제3항을

규정하 다고 이 상당하고, 제헌 헌법 제9조 제3항과 행 헌법 제12조

제6항의 규정내용 등을 서로 비교하여 볼 때, 헌법개정으로 인하여 제헌헌

법에 규정되었던 “ 부심사청구권의 본질 내용”이 변경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다면, 헌법 제12조 제6항에서 규정한 부심사청구권의 본질 내용

등을 특정하기 해서는 ① 미국식 인신보호 장제도의 일반 특성, ②

미군정법령 제176호의 내용 등을 먼 검토한 다음, ③ 미국식 제도와 독

포 는 구 이 정당한 것이면 그를 구치소로 반환하지만 만일 불법하게 체포

는 구 된 것이면 즉시 이를 석방하여야 하는 제도이다. ․미에서 이 인신보호

장제도를 가지고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하여 특히 효과 인 방법이라고 자

랑하고 있는 이유는 륙법계 제국에도 신체의 자유가 침해된 경우에 그것을 구

제하는 수단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손해배상청구권, 불법체포감 죄등), 륙제국

의 제도는 불법체포 구 의 상태가 종료된 후에 비로소 취할 수 있는 구제방법인

데 하여, 인신보호제도는 불법상태가 재 계속 에 그것을 해제하고 신체의

자유를 회복하는 것이므로 특히 강력한 보장이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미

에 있어서는 인신보호 장의 발행을 요구하는 권리는 본인뿐만 아니라 그의 리

인 는 제3자에게도 인정되어 있는데, 우리 나라에서도 그 범 는 아무쪼록 확

장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법령 제176호 제17조, 제12조 참조).’

18) 제3공화국 헌법 제10조 제5항의 해석에 하여는 한태연, 헌법(증보 ) 법문사

(1972) 239-240면 등 참조.

19) 제103회 국회 헌법개정심의특별 원회회의록 (1980. 5. 9.) 제20호 4면 참조.

20) 제136회 국회 헌법개정특별 원회회의록(1987. 9. 1.) 제8호 제137회 국회 본

회의회의록 (1987. 10. 12.) 제5호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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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의 법체계와의 공통 과 차이 등을 종합 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미국의 인신보호 장제도(the Writ of Habeas Corpus)21)

(가) 미국 연방헌법의 규정

미국 연방헌법 제1조 제9항(Article 1 Section 9)은 “the Writ of Habeas

Corpus”를 직 언 하고 있는데,22) 우리 헌법과 미국 헌법의 규정이 완

히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23) 인신보호 장제도의 경우 미국의 고유제도가

아니라 연방헌법 제정 당시 국의 제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24) 입법자는

그 제도 자체를 폐지할 수는 없지만 공공의 안 등을 하여 부분 으로

이를 정지할 수 있고,25) 한 제정법을 통하여 그 구체 인 차 내용

을 결정하며,26) 제소기간 등 차 요건을 부과함으로써 당사자의 권리행

21) 미국의 The Writ of Habeas Corpus에 하여는 ① United States Code Annotated,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Article Ⅰ - The Congress (Section 9, Clause

2. Suspension of Habeas Corpus에 한 부분) ② Donald F. Roeschke,

Historical Aspects and Procedural Limitations of Federal Habeas Corpus, 39

American Jurisprudence Trials 157 (1989) 등 참조.

22) 미국 연방헌법이 제정될 당시의 조문인 Article 1 Section 9의 경우 ‘인신보호

장에 한 특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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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규정하고 있다.

23) 미국 헌법에 규정된 “Privilege(특권)”의 경우, “Right(권리)”이나 “Interest(법률

이익)” 보다 상 으로 보호의 정도가 약한 개념으로서, 컨 입법자가 법

률로 “Privilege”의 용범 를 일부 제한한다는 사유만으로는 헌법 반이 되지

않는다.

24) 일반 으로 미국 연방헌법상 Habeas Corpus 제도는 1789년 당시 국에 존재하

던 제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The constitutional writ of habeas

corpus in United States is that of England as it was in 1789. (Stidham v.

Swope D.C. Cal 1949, 82 F. Supp. 931)}, 국 제도의 연 등에 해서는 이

란, 게논문 10-43면 참조.

25) The privilege of the writ of habeas corpus is the right of the citizen to be

discharged from imprisonment unless legal cause can be shown for his

detention; the right to give bail if the offense charged be bailable, and if not

bailable, the right to a speedy trial and without arbitrary delay; and it is the

privilege of the writ that may be suspended, and not the writ itself{In re

Dugan, 1865, 6 D.C. 139.}. Constitution prohibits abolishment of habeas

corpus{Grego v. Sheriff, Clark County, Nev. 1978, 574 P.2d 275, 94 Nev. 48.).

26) Power to grant writ of habeas corpus is given to federal courts only by

implication in this clause, and therefore must be given by written law{Ton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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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를 일정한 범 로 한정할 수 있다는 27) 등에 비추어 볼 때, 양국의 헌

법취지는 실질 으로 상당히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나) 미국의 Habeas Corpus 제도의 일반 특성

미국의 인신보호 장제도는 역사 으로 발 ․변천하고 있는 개념인데,

체로 다음과 같은 성질을 가진 것으로 악되고 있다.

1) 2단계 심사 차

“Habeas Corpus”는 라틴어로서 ‘身柄을 확보하라.’라는 의미이고, 인신보

호 장제도는 공권력행사기 등이 체포․구속의 방법으로 신체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에 한 사후 인 구제 차로서,28) 特定人의 身柄

을 法官의 面前에 出頭시키라는 法官의 人身保護令狀에 한 제도이다. 통

상 으로 미국의 Habeas Corpus제도는 ① 인신보호 장의 발부 여부를 검

토하는 차(제1단계 서면심사)와 ② 장이 발부된 경우에 한하여 법

이 당사자를 직 심문한 다음 그 신병에 한 결정을 하는 차(제2단

계 실질심사)로 구성된다.

2) Civil Procedure

인신보호 장제도는 당사자에 한 체포․구속이 이루어진 차와는 완

히 분리된 別途의 節次(collateral review)로서, 본질 으로 민사 차(civil

procedure)로 악되고 있다.29)30) 따라서 ① 당사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Shirakur v. Royall, D.C.D.D. 1949, 89 F.supp 713}.

27) One-year limitations period for filing habeas petition under Anti-terrorism

and Effective Death Penalty Act (AEDPA) did not render habeas remedy

inadequate or ineffective for petitioner and, thus, application of limitations

period to petitioner did not violate suspension clause, where nothing prevented

petitioner from filing habeas petition before limitations period expired. Molo v.

Johnson, C.A. 5(Tex.) 2000, 207 F 3d.773.

28) Writ of habeas corpus was designed to protect every person from being

detained, restrained, or confined by any branch or agency of the

government(Scaggs v. Larsen, U.S. 1969, 396 us 1206). Writ of habeas corpus

is the fundamental instrument for safeguarding individual freedom against

arbitrary and lawless state action(Harris v. Helson U.S. Cal. 1969, 394 U. S.

286.).

29) “Writ of habeas corpus” is civil action that provides remedy for illegal

confinement through collateral review of criminal judgments{State v. Preciose,

N.J. 1992, A. 2d 1280, 129 N.J. 451}.

30) 미법상 Criminal Procedure는 수사기 이나 검사가 개시하는 刑事事件에 한

節次이고, Criminal Procedure가 아닌 모든 차는 포 으로 Civil Procedure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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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하여 차가 개시되고, 일반 으로 법원은 제1단계 서면심사에서 당

해 체포․구속의 형식 인 법성 등을 검토하는데,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

서 자료에 의하여 당해 체포․구속의 불법성이 부각되지 않는 경우 제1

단계에서 청구인의 장신청을 기각(혹은 각하)하고, ② 제1단계 심사결과

그 정당성 여부에 의문이 있다고 명된 경우에 한하여 법원이 인신보호

장을 발부하여 拘束主體와 被拘束 를 소환한 다음 구체 인 법성에

한 제2단계 실질심사를 하게 된다. 청구인은 원칙 으로 자신의 청구에

한 주장․입증책임을 부담하고(입증정도는 by preponderance of the

evidence to show an unlawful detention), 구속주체는 반 당사자로서 당

해 구속의 법성에 하여 주장․입증을 하게 되는데,31) ㉮ 법원은 2단계

심사 차에서 당해 구속의 실질 인 불법성이 구체 으로 인정되는 경우

피구속자의 신체의 자유를 회복시키는 조치를 하고, ㉯ 와 같은 불법성

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구속주체로 하여 당사자에 한 체포․구속 상태

를 그 로 유지하도록 한다.32)

3) 모든 청구인(피구속자)에게 “법 면기회”가 보장되는지 여부(소극)

보고 있다. 그런데 인신보호 장제도의 경우, “공공기 ”이 차를 개시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당사자(피구속자)”가 당해 차를 개시하기 때문에 당연히 Civil

Procedure의 범주에 속하게 된다.

31)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제1단계 서면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제2단계 실질심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청구인의 주장․입증은 일단 제1단계에서 당해 체포․구속

의 불법성을 부각하는 것에 집 된다. 한편 제1단계 서면심사에 따라서 인신보호

장이 발부되면, 최소한 당해 체포․구속의 불법성에 련된 개연성이 인정된

것이므로, 제2단계 실질심사단계에 이르게 되면 사실상 입증의 부담이 환된 것

과 유사한 상태가 되고, 따라서 拘束主體의 입장에서도 당해 체포․구속의 법

성을 극 으로 주장․입증하게 된다.

32) 인신보호 장제도의 제2단계 실질심사 차에서 ① 법 이 당사자에 한 체포․

구속이 不適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를 釋放(discharge)을 하게 되고,

② 당해 체포․구속이 법하다고 단하는 경우 拘束主體의 당사자에 한 체

포․구속을 승인하여 이를 그 로 유지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 ③ 다

만, 당해 체포․구속이 適法한 경우에도 필요한 경우 당한 조건을 붙여서 청구

인에 한 保釋(bail)을 하여 조건부로 당사자의 “신체의 자유”를 회복시키는 경

우도 있다{The privilege of the writ of habeas corpus is the right of the citizen

to be discharged from imprisonment unless legal cause can be shown for his

detention; the right to give bail if the offense charged be bailable, and if not

bailable, the right to a speedy trial and without arbitrary delay; and it is the

privilege of the writ that may be suspended, and not the writ itself.(In re

Dugan, 1865, 6 D.C.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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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1단계 서면심사 차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련 자료에

의하여 당해 체포․구속의 불법성을 부각시키지 못하는 경우 법원은 청구

인의 신청을 기각( 는 각하)하기 때문에(이 경우 피구속자는 법 을 직

면할 수 없다.), 본질 으로 모든 피구속자에게 법 을 직 면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

나) 한편, 수사기 이 형사피의자를 체포한 다음 (피의자의 청구와 계

없이) 사의 면 에 출두시키는 “Initial Appearance” 제도는 미국 수정헌

법 제4조에 련된 Criminal Procedure의 한 부분으로서 체포된 피의자의

“법 면기회”는 입법자가 “법률 차원”에서 부여한 것이고,33) 미국법상

① Initial Appearance와 ② The Writ of Habeas Corpus가 상이한 제도라

는 은 1966. 12. 19. 뉴욕에서 서명되고 1990. 7. 10. 우리 나라에서 조약

제1007호로 발효된 시민 정치 권리에 한국제규약 제9조 제3항(

자에 한 조항)과 제4항(후자에 한 조항)이 완 히 분리되어 규정되어

있음을34) 비교․검토해 보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33) 상세한 내용은 Gerstein v. Pugh 420 U.S. 103 (1975) 등의 의미를 설명한 게

졸고 907-914면 참조.

34) 국제규약 제9조 ① 모든 사람은 신체의 자유와 안 에 한 권리를 가진다.

구든지 자의 으로 체포되거나 는 억류되지 아니한다. 어느 구도 법률로

정한 이유 차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그 자유를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Everyone has the right to liberty and security of person. No one shall be

subjected to arbitrary arrest or detention. No one shall be deprived of his

liberty except on such grounds and in accordance with such procedure as are

established by law.).

③ 刑事上의 罪의 嫌疑로 逮捕되거나 는 抑留된 사람은 法官 는 법률에 의

하여 사법권을 행사할 권한을 부여받은 기타 헌에게 迅速히 回附되어야 하며,

한 그는 합리 인 기간 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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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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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ollateral Review(체포․구속 차 등과 분리된 別途의 司法審査節次)

Habeas Corpus 제도는 당사자에 한 체포․구속이 행해진 차와는

완 히 분리된 별도의 차이기 때문에, 법 은 그 심리 차에서 ① 체

포․구속이 이루어진 原因關係 등에 한 최종 인 사법 단을 하는 것

이 아니고, ② 체포․구속 자체의 實質的 正當性 여부 등에 해서만 별도

로 심리․ 단하게 된다.

5) 逮捕․拘束의 主體 根據

가) 연 인 용 역 - 私人에 의한 체포․구속까지 포함

국에서 비롯된 인신보호 장제도는 불법 인 체포․구속에 의한 신체

의 자유에 한 침해를 구제하는 제도로 출발한 것이므로, 연 으로 ①

공권력행사기 에 의한 체포․구속은 물론 ② 私人에 의한 체포․구속의

경우에도 용되었다.35)

나) 실 인 용 역 - 모든 공권력행사기 에 의한 체포․구속

다만, 국가질서가 정비되면서 私人이 체포․구속의 방법으로 타인의 신

체의 자유를 불법 으로 침해하는 것에 하여 Habeas Corpus 제도를 통

하여 권리구제를 청구하는 사례가 드물게 되었기 때문에, 20세기 이후 미

국에서는 입법․사법․행정을 망라한 각종 공권력행사기 이 행하는 체

포․구속의 불법성 여부가 주로 문제가 되고 있다.36) 컨 , 보건당국이

염병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을 격리하거나 구 한 경우,37)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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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이 란, 제논문 10-49면 참조.

36) Writ of habeas corpus was designed to protect every person from being

detained, restrained, or confined by any branch or agency of the

government{Scaggs v. Larsen, U.S. 396 us 1206 (1969)}. Writ of habeas

corpus is the fundamental instrument for safeguarding individual freedom

against arbitrary and lawless state action{Harris v. Helson U.S. Cal., 394 U. S.

286(1969)}.

37) Habeas Corpus is the appropriate remedy to question the legality of the

detention of on confined under quarantine or health regulations as suspected of

infection with a contagious or infectious disease.(Ala.-- State v. Hutchinson,

18 So. 2d 723, 246, Ala. 48., Cal--Application of Halpo, 54 Cal. Prtr. 661, 264

C.A. 2d 553 : Corpus Juris Secundum Habeas Corpus Ⅲ Grounds for Reli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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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리법(이민법) 등에 근거하여 법무부장 이 행하는 억류결정의 경

우도 원칙 으로 인신보호 장제도의 용 역이 된다.38)

다) 法院의 令狀 등 재 에 근거한 체포․구속에 한 심사정도

“법원의 재 ”에 의하여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는 경우에도 이론 으로

인신보호 장청구가 허용되지만, 국에서는 Habeas Corpus 제도가 정당

한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구속된 때에만 용되기 때문에, 법 의 장에

의하여 구속된 경우에는 그 장을 발부한 법원에 裁判管轄權(jurisdiction)

이 없을 때에만 인신보호 장제도에 의하여 석방될 수 있다는 원칙이 확립

되었다.39)40)

국의 제도를 계수한 미국에서도 인신보호 장제도는 원래 재 할권

이 없는 법원이 재 을 한 경우에 한 구제수단으로 사용되던 것으로

서,41) 재 할권이 있는 법원의 재 에 근거하여 신체의 자유가 제한된

사안에서는 원칙 으로 재 의 존재만으로 당해 체포․구속이 정당화되는

것으로 악되고 있다. 그러므로 미국에서도 法院의 裁判이 逮捕․拘束의

根據인 경우 ① 청구인이 당해 재 에 “單純한 法律違反”이 존재한다는 것

Illegality of Restraint C. Relief Affecting Particular Persons or Proceedings에서

재인용함.).

38) Provision of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INA) limiting judicial review

of Attorney General's discretionary judgments regarding detention or release

of any alien did not deprive Supreme Court of jurisdiction to grant habeas

relief to alien challenging his detention under no-bail provision of INA{Charles

Demore, District Director, San Francisco, District of Immigration and

Naturalization Service v. Hyung Joon Kim, 123 S.Ct. 1708 (2003)}. The

permanent rules of the Illegal Immigration Reform and Immigrant

Responsibility Act (IIRIRA) do not deprive federal district courts of habeas

jurisdiction over claims of aliens ordered deported for having committed crimes

specified in the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INA); no provision of the

permanent rules expressly refers to habeas jurisdiction, and elimination of

habeas jurisdiction would give rise to serious constitutional problems under the

Suspension Clause(Liang v. I.N.S. C.A. 3 2000, 206 F 3d 308).

39) 이재상, 제6 형사소송법 (박 사) 249면{Jescheck/Krümpelmann S.163; Saltzburg

p.1152. 등을 재인용한 부분} 이 란, 게논문 10-40면 참조.

40) 국에는 成文憲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미국의 인신보호 장 차와 달리,

當該 裁判의 形成過程에 한 “憲法違反”이라는 문제가 두될 수 없다.

41) Originally, the writ of habeas corpus was used mainly to remedy cases

where the trial court was without jurisdiction to entertain the action{Rose v.

Mitchell, 443 U.S. 545 (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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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주장․입증하 다는 사유만으로는 제1단계 서면심사를 통과할 수 없

고,42)43) ② 다만 例外的으로 제1단계 심사 차에서 재 자체에 “單純違

法” 이상의 明白한 瑕疵가 있다는 이 인정된 경우에 한하여{ 를 들어,

㉮ 해당 법원에 裁判管轄權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 혹은 법원이 발부한

令狀에 憲法에서 요구하는 “Probable Cause” 요건이 결여되어 있다거나,44)

그 재 의 결정문 자체에서 당사자의 헌법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이 확

인되는 경우와 같이, 當該 裁判의 形成過程에 “憲法違反”이 있음이 인정되

는 경우 등45)} 비로소 人身保護令狀을 발부하여 제2단계 실질심사를 실시

42) 연방 법원은 Knewel v. Egan 268 U.S. 442 (1925) 등에서 ‘Habeas Corpus 제

도가 단순한 법사항을 시정하는 제도(the writ of error)의 체물이 아니기 때

문에, 해당 법원이 정당한 재 할권을 행사한 이상 인신보호 장청구를 인용할

수 없다(Habeas corpus would not serve as a substitute for the writ of error.

As long as the state court had jurisdiction, the Supreme Court declined to

grant habeas corpus relief).’라는 취지로 시함으로써, 법원의 재 에 “單純違法

事 ”이 존재한다는 사유만으로 Habeas Corpus 청구를 인용하지 않는다는 원칙

을 확인하 다. 이러한 례는 법원의 경우, 일정한 요건이 구비되는 경우 수정헌

법 제4조에 근거하여 당사자의 “신체의 자유”를 직 으로 제한하는 장

(warrant)을 발부할 수 있고, 유죄 결을 하면서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도 당

사자가 수감되어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구체 인 재

에 근거하여 당사자의 신체의 자유가 제한하는 것은 사법권행사의 본질 인 내용

에 해당하고, 따라서 원칙 으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재 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헌법 차원에서 체포․구속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유가 된다는 취지로

볼 수 있다.

43) Ex parte Kearney 20 U.S. 38 (1822), Ex part Watkins 28 U.S. 193 (1830) 등

참조.

44) Ex parte Burford 7 U.S. 448 (1806), Ex parte Bollman 8 U.S. 75 (1807) 등 참조.

45) 구체 으로 어떠한 사안에서 법원이 人身保護令狀을 발부할 정도의 (單純違法

이상의) 明白한 瑕疵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지에 하여는 미국 연방 법원의

심사기 이 시 에 따라서 변천되었는데, 일반 으로 1960년 Warren Court에서

는 그 심사기 을 다소 완화하 다가, 1970년 이후 Burger Court, Rehnquist

Court에서는 그 심사기 을 엄격하게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다만 Warren

Court의 경우에도 법원의 재 에 單純違法事 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Habeas

Corpus 청구를 인용한 사례는 없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裁判形成課程에

일정한 憲法違反이 있다는 이 밝 진 경우에 한하여 인신보호 장을 발부하

다. 그 구체 인 변천사를 시하면, ① Moore v Dempsey 261 U.S. 86 (1923)에

서는 주법원의 공 차가 폭도들에 의하여 좌우된 경우와 같이 헌법이 요구하는

공정한 재 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인신보호 장을 발부할 수 있

다고 시하 고, ② Ex parte Hawk 321 U.S. 114 (1944)에서는 청구인의 헌법상

권리가 침해된 사안에서도, “ 와 같은 쟁 에 하여 주법원이 제 로 다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등이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Habeas Corpus

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고 하 다가, ③ Brown v. Allen 344 U.S. 443 (1953)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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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제도가 정착되었다.46)

6) 실 체포․구속이 계속 유지되는 것이 인신보호 장청구의 요건

인지 여부

일반 으로 체포․구속되어 있는 당사자가 인신보호 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은 분명한데, 미국 연방 법원에서는 더 나아가서 련 법률에

한 해석을 하면서, ‘(일단 체포․구속되었다가) 保釋(bail), 執行猶豫

(probation), 假釋放(parole)된 당사자의 경우 일반 으로 당해 체포․구속

의 근거가 된 처분의 효력이 완 히 소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체포․구

속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고,47) 다만 특정 재 에 근거한 징역형의 형기가

이미 종료되어 이를 근거로 하여 다시 구속될 가능성이 소멸한 경우 등에

서는 이러한 요건이 흠결된다.’라고 시하고 있다.48)

(3) 미군정법령 제176호 제17조 내지 제18조에 한 검토

(가) 미군정법령 제176호 제17조 제18조의 제정경

미군정법령 제176호의 주요내용은 수사기 이 자의 으로 인신구속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던 朝鮮刑事令의 문제 을 시정하기 하여 미군

정이 “法官에 의한 令狀主義原則” 등을 천명하는 등 형사소송 차에 한

제도를 개선한 것인데,49) 그 제17조 제18조는 미국식 Habeas

Corpus 제도를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50)

는 와 같은 주법원의 기회제공에 한 요건을 폐지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권리

가 침해된 것으로 밝 지면 인신보호 장을 발부할 수 있다고 하 고, ④ 그 후

Fay v. Noia 372 U.S. 391 (1963)에서는 청구인이 Habeas Corpus 제도를 통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용범 를 폭 확 하 다가(이 결은 Habeas

Corpus 차에서 추가 인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는 시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

다.), ⑤ Keeney v. Tamayo-Reyes 504 U.S. 1 (1992)에서는 Fay 결의 시

사항 일부를 변경하여 그 요건을 다시 엄격하게 하 다.

46) 같은 맥락에서, 어떤 주법률이 확립된 연방 법원의 례에 배치되는 주법원의

재 에 해서만 인신보호 장청구를 허용하는 것으로 규정하더라도, 이는 연방

헌법에 반되지 않는다고 한다{Green v. French, C.A.4(N.C.) 1998, 143, F 3d.

865, certiorari denied 525 U.S. 1090)}.

47) Hensley v Municipal Court, 411 U.S. 345 (1973).

48) Maleng v. Cook, 490 U.S. 488 (1989).

49) 좀더 상세한 내용은 문성도, 게논문 106-139면 등 참조.

50) 이에 하여는 민복기, 정윤환 게서 2-28면, 54-61면, 108-115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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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속 부심사제도는 일반 형사소송 차와 구별되는 別途의 節次로

서,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차가 개시되는 것으로 규

정되었다.

2) 국가기 에 의한 구속은 물론 私人에 의한 구속도 부심사신청의

상이 되었고,51) 다만 피구속자가 재 소의 구속 장에 의하여 구속된 경

우에는 그 장을 발부한 재 소의 이름과 그 令狀의 瑕疵에 하여 신청

서에 기재하도록 하 다.

3) 재 소는 심사신청서에 한 심사단계(제1단계 서면심사)에서 그

구속이 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却下하고, 신청서에 의하

여 그 拘束이 一應 不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7일 이내의 심문기

일(제2단계 실질심사)을 지정하여 구속자에게 피구속자와 함께 재 소에게

출두하여 그 구속자에 한 구속을 계속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할 것을 명

하도록 규정되었다.

4) 심문기일이 지정된 경우에도 그 기일 이 에 구속자가 미군정법령

제176호 제8조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부된 구속 장을52) 담당 재

부에 제출한 경우에는 구두심문을 하지 않고 신청을 却下할 수 있었다.

5) 재 소는 구속의 이유․피구속자의 주장 구속의 법여부에

하여 필요한 증거를 조사한 후, 그 구속이 불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피

구속자의 석방을 명하도록 규정되었다.

(나) 미군정법령 제176호상의 제도와 행법상 제도와의 주된 차이

① 자의 경우, 구속이 裁判所의 令狀에 근거한 사안에서는 장 자체

에 하자가 존재하는 등 例外的 事情이 없는 이상, 재 소가 서면심사단계

에서 그 申請을 却下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② 후자는 검사가

수사단계에서 법원의 장에 근거하여 체포․구속된 사안을 부심사의 주

된 상으로 하면서, 法院의 令狀에 련된 單純違法事 까지 법원에서 包

括的으로 再審査를 하도록 규정된 이 주된 차이 이다.

51) “구속”은 경찰 , 검찰 는 군사재 계 리 등의 리나 는 정신병원, 교

정원소년보호단체 혹은 청년단체 등에 의한 신체의 구속 등 실제로 신체의 자유

를 속박 당하는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개념이었다(민복기, 정윤환 게서 110면).

52) 미군정법령 제176호 제8조는 재 소의 事後令狀에 한 규정이고, 제9조는 재

소의 구속기간연장결정에 한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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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우리 헌법상 부심사제도에 한 연 ․비교법 검토

(가) 연 인 검토에 따른 제헌 헌법 제9조 제3항의 의미

와 같은 연 인 검토에 의하면, 제헌 헌법 제9조 제3항은 원칙 으

로 司法的 節次 이외의 방법으로 체포․구속이 이루어짐으로써 부당하게

“신체의 자유”가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하여 헌법 차원에서 부심

사제도를 규정하 다고 이 상당하고, 따라서 ① 행정기 등에 의하여

체포․구속이 이루어진 사안에 련하여, 입법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

여 법원이 포 으로 실질 인 법성 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

률을 제정할 의무가 있지만, ② ㉮ 재 에 의한 체포․구속에 하여는 그

부심사 차의 제1단계 서면심사에서 해당 재 자체의 明白한 瑕疵53) 등

이 발견되지 않는 이상, 제1단계에서 당사자의 심사청구를 각하(혹은 기각)

하도록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있고, ㉯ 법원의 재 에 근거한 체포․

구속의 單純違法事 에 해서까지 다시 법원이 포 으로 심사하는 법률

을 제정해야 하는 입법형성의무가 존재하 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다.

(나) 행 헌법 제12조 제6항에 체계 ․비교법 검토의 필요성

일부에서는 ① 法院에 의하여 불법 는 부당하게 구속된 被告人도 구제

할 필요가 있다는 에서 피고인도 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헌법 제12조 제6항의 정신에 부합하고, ② 獨逸의 拘束審査制度가 被疑

뿐만 아니라 被告人에 하여도 용되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는 취지로 주

장하고 있다.54)

그러나 독일에는 부심사제도와 유사한 제도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

이 사건 법률 법률조항의 해석․운용에 있어서 참고할 만한 외국의 유사입

법례를 쉽게 발견할 수 없는데,55)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 독일의 제

도 등을 비교 상으로 언 하고 있는 것은 우리 헌법과 독일 기본법의 차

이 등을 구체 으로 검토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단되므로, 아래에서

53) 미국 제도를 참고한다면, ① 재 할권이 없는 법원이 재 을 한 경우, ② 법원

이 발부한 장에 헌법상 요건이 결여된 경우, ③ 해당 재 의 결정문에서 당사

자의 헌법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이 인정되는 경우 등 例外的 事情을 明白한

瑕疵로 시할 수 있을 것이다.

54) 이재상, 게서 258면.

55) 이 란, 게논문 2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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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에 하여 검토하기로 한다.

(다) 독일의 제도56)

1) 독일 기본법(1949. 5. 23. 제정) 제104조 (自由剝奪時 權利保障)의

규정

① 신체의 자유는 형식 법률에 근거해서만 그리고 이 법률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서만 제한될 수 있다. 구 된 자를 정신 으로나 육체 으로

학 하는 것은 지된다.

② 자유박탈의 허용과 계속에 해서는 으로 법 이 결정한다. 법

의 결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유박탈이 행해진 경우에는 지체없이 법 의

결정을 받아야 한다. 경찰은 독자 인 힘으로 구도 체포된 날의 익일이

종료한 후까지 구 할 수 없다. 상세한 것은 법률로 정한다.

③ 구든지 범죄 의 때문에 일시 으로 체포된 자는 늦어도 체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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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법에 한 검토

독일 기본법에서는 “신체의 자유에 한 박탈”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형사 차상의 체포․구 뿐만 아니라 “모든 형태의 신체의 자유”에 한

제한을 법률에 정한 방식에 따르도록 하면서, ① “모든 자유박탈의 허용과

계속”을 사만이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자유박탈에 하여 司法節次에 의

한 決定을 必 的 要件으로 규정하 고,57) ② 나아가, 그 刑事被疑 에

56) 독일 제도에 한 상세한 내용은 이 란 게논문 121-151면 등 참조.

57) 따라서, 自由剝奪의 許容과 繼續에 하여는 判事만이 權限을 가지고, 헌법 차

원에서 이과 同等한 行政權限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외 으로 行政權力

이 先行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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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다. 와 같은 사법 차에 하여는

독일 기본법에 구체 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법률에 구체 인 내용이 임되

어 있다(이 란, 게논문 102-10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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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拘束에 련해서는 “法官 面機 ”를 헌법 차원에서 보장하 다는

에서 특징이 있다.58) ③ 반면에, 독일 기본법은 우리 헌법 제12조 제6항

과 달리, “당사자가 부당한 체포․구속에 하여 법원에 하여 일정한 節

次開始를 청구할 수 있는 節次的 基本權”을 규정하지는 아니하 다.

3) 독일의 법률

가) 기본법 제104조 제2항에 한 一般法인 “自由剝奪에 한 裁判節次

法(1956. 6. 29. 제정)”

⑴ 용범

법률 제1조에 의하면, 법원의 명령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유박탈을 가

져오는 행정조치에 하여, 련 行政機關은 지체 없이 법원의 결정을 받

아야 할 義務를 負擔하고(제1항), 노동시설, 염병자 수용소, 병원, 격리소

등에서 발생하는 모든 형태의 자유박탈에 하여 법률이 용되지만,

교도소에 있는 미성년자에 한 후견감독법원의 조치, 刑事訴訟節次에 따

른 逮捕․拘束 등의 경우 그 용범 에서 제외된다(제2항, 제3항).

⑵ 심 차(行政機關이 請求人이 되는 非訟節次)

① 법률의 입법목 은 미국식 Habeas Corpus 제도와 유사하지만, 행

정기 등 구속주체의 신청을 의무화한 다음, 그 행정조치의 법성을 법

원이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서(非訟節次), 당사자가 법원에 사후

구제 차의 개시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제도가 아니다.

② 일반 심 차는 법원이 구 된 당사자(사건본인)에 하여 口頭審

問을 하는 것이지만, 외 인 상황에서는 구두심문 차 자체가 생략될 수

있다.59)

58) 형사피의자 등의 “법 면기회”에 한 독일 기본법 규정은 국제규약 제9조

제3항과 본질 으로 유사한 것으로서, 인신보호 장제도가 정착된 미국에서는 형

사피의자가 Initial Appearance 등에서 法官을 面할 수 있는 機 가 “헌법 차

원”에서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원칙 으로 “법률 차원”에서 부여된 것이라는

과 조된다. 한편, 우리 헌법 제12조 제1항, 제3항, 제6항등은 당사자의 “법

면기회”를 명시 으로 규정하지 아니하 으므로, 우리나라에서 형사피의자 등의

법 면기회가 헌법 차원에서 보장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59) 이 란, 118면에 의하면, 의사의 감정에 의하여 피신문자의 건강상태에 유해하다

고 인정되거나, 염병방지령에 의한 염병에 감염된 경우에는 法院의 審問 자

체를 省略할 수 있다고 한다( 법률 제5조 제2항). 독일 기본법 제104조 제2항의

경우, (형사피의자의 경우와 달리) 일반 자유박탈에 하여는 당사자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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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본법 제104조 제3항에 련된 형사소송법 규정

⑴ 수사기 에게 형사피의자 등을 사의 면 에 인치할 의무를 부과

함

수사기 이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 법 의 사 장의 존부와 계없이,

늦어도 그 다음날이 종료할 때까지 피의자를 법 에게 인치하여 당해 자유

박탈의 계속에 하여 사의 결정을 받아야 할 의무가 있다(형사소송법

제115조, 제128조).60)

⑵ 체포된 형사피의자의 “법 면기회”에 한 헌법 차원의 보장

다만 형사 차의 경우 수사기 에 의하여 체포된 피의자에게는 법 을

면할 수 있는 기회가 헌법 차원에서 보장되므로, (행정 차와 달리) 입

법자가 형사피의자의 “법 면기회”를 제한하는 경우 그 자체로 헌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⑶ 拘束審査制度의 審査 象 (拘束의 繼續 否)

독일의 경우 법 이 구속된 피의자․피고인을 석방할 수 있는 구속심사

제도(Haftprüfung)를 두고 있는데, 이는 구속의 정당성 여부를 심사하는 제

도가 아니라, 拘束의 繼續(Fortdauer der Untersuchungshaft)이 필요한가를

심사하는 제도라는 에서, 미식의 인신보호 장제도와 구별된다.61)

(라) 우리 헌법과 독일식 제도에 한 차이 등에 한 검토

1) 當事 의 節次開始權의 存否

미국식 인신보호 장제도를 수용한 우리 헌법은 원칙 으로 당사자가

부심사 차를 개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독일 제도는 원칙 으로 당

사자가 차를 개시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기 이 차를 개시하거나 혹은

법원이 직권으로 차를 진행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62)

면기회”를 헌법 차원에서 보장하지 않고, 단지 이에 한 사법 결정이 이루어

질 것만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입법자가 와 같이 구두심문 차 자체를 생략

하는 경우에도 이에 한 헌성 논란이 발생하기 어렵다.

60) 이재상, 게서 250면 참조.

61) 이재상, 게서 250면 참조.

62) 를 들어, 독일 형사소송법상 구속된 피의자는 언제나 법원에 구속의 취소나

그 집행정지 여부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법률 차원에서는 당사자에

게 차개시권을 부여하고 있다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변호인이 없는 피의자

가 3개월 동안 형사소송법에 따른 와 같은 청구를 하지 않는 경우, 法院은 매3

개월마다 職權으로 그 拘束의 繼續必要性에 한 拘束審査를 해야 할 의무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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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률에 따라 獨自的으로 拘束을 실시한 行政機關의 司法節次開始義

務의 存否

우리 헌법상 행정기 등이 법률에 근거하여 행정법상 즉시강제 등을 이

유로 하여 독자 으로 당사자를 구속하는 것( 컨 , 염병환자에 한

격리조치)이 헌법상 허용된다고 볼 수 있고, 행정기 등이 그 구속 상태를

계속 유지하기 해서 자발 으로 법원에 사후승인결정을 받아야 하는 헌

법상 의무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에 비하여, 독일 기본법 제104조 제2항은 와 같은 경우에 하여

행정기 등에게 지체 없이 사법 차를 개시하여야 할 의무를 헌법 차원

에서 부과하고 있다.

3) 심사 상의 차이

우리 헌법은 부심사 차에서 당해 구 에 하여 법원에서 憲法的 次

元의 正當한 理由가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독일의

제도는 원칙 으로 기본법 제10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법원이 “身體의

自由剝奪(拘束)의 繼續”이 필요한지 여부만을 심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5) 행 헌법 제12조 제6항의 의미

와 같은 연 ․비교법 검토를 배경으로 하여 행 헌법 제12조

제6항 등에 하여 체계 인 해석을 하는 경우, 그 본질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가) 逮捕․拘束의 개념

헌법 제12조에 규정된 “신체의 자유”는 수사기 뿐만 아니라 일반 행정

기 을 비롯한 다른 국가기 등에 의하여도 직 제한될 수 있으므로, 헌

법 제12조 소정의 “체포․구속” 역시 포 인 개념으로 해석해야 한다.63)

따라서 최소한 모든 형태의 공권력행사기 이 체포 는 구속의 방법으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사안에 하여는 헌법 제12조 제6항이 용된다고

보아야 한다.64)

기 때문에, 구속심사제도의 경우 法院의 職權에 의한 制度라는 성격이 상 으

로 강하다고 한다(이재상, 게서 250면 참조).

63) 同旨 김철수, 게서 502면.

64) 법원은 사무감사․조사를 하여 증인에 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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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차 권리

우리 헌법 제27조 제1항, 제101조 제1항, 제103조 등 사법권 행사에 련

된 헌법 규정에 근거하여 공권력행사기 등이 체포․구속의 방법으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사안에 련하여 그 원인 계의 정당성에 다툼

이 있는 경우 법원이 최종 인 사법 단을 하게 된다. 그런데 법치국가

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컨 와 같은 원인 계의 정당성을 부인하는

취지의 결이 확정된 경우,65) 구속주체인 국가기 등이 당사자의 신체의

자유에 한 제한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음은 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반 인 사법 차에 따라서 피구속자의 신체의 자유를 회복시

키기 하여 우리 헌법제정권자가 헌법 제12조 제6항을 별도로 규정하 다

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헌법 제12조 제6항은 당사자가 체포․구속된 원

인 계 등에 한 최종 인 사법 단 차와는 별도로 체포․구속 자체

에 한 부 여부를 법원에 심사청구할 수 있는 차(collateral review)를

헌법 차원에서 보장하는 규정으로 이 상당하다.66)

(다) “適否”에 한 해석문제

헌법 차원에서 보장되는 권리는 법원에 하여 당해 逮捕․拘束의 “繼

續”에 한 當否를 심사하여 달라는 청구권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으나,67)

허용하는 지방의회의 조례에 한 무효확인청구소송에서, 이러한 동행명령장이

증인의 신체의 자유를 억압하여 일정 장소로 인치하는 것으로서 이는 헌법 제12

조 제3항의 “체포 는 구속”에 하는 사태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시하 는

데( 법원 1995.6.30. 선고 93추83 결 [공1995.8.1.(997),2613] 참조), 이는 “신체의

자유”가 수사기 이 아닌 지방의회 등 다른 공공기 에 의하여 직 침해될 수

있다는 을 분명하게 밝힌 것으로 보인다.

65) 컨 , ① 구속된 상태에서 형사재 을 받던 피고인에 련하여, 그 구속의 원

인 계인 공소사실에 하여 법원이 無罪判決을 한 다음 형사본안 결이 확정된

경우, ② 혹은 행정처분에 의하여 精神病院에 抑留되었던 당사자가 그 억류의 원

인 계인 精神病의 存否에 하여 제기한 행정소송 차에서 그 억류의 원인 계

인 질병이 애당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명되거나 혹은 치료가 완료되었다고

인정하는 확정 결을 받은 경우 등을 시할 수 있다.

66) 만일 헌법 제12조 제6항이 이러한 別途의 節次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컨

형사사건에 하여 법원이 無罪判決 등을 할 수 있는 차가 보장되는 이상,

입법자에게 체포․구속 자체의 정당성을 심사하는 별도의 부심사제도를 규정해

야 하는 입법형성의무가 부과되지는 않는다는 부당한 결론에 이른다.

67) 김철수 교수는 우리 헌법규정을 독일 기본법과 유사한 것으로 악하고, “令狀

制度는 身體의 自由에 한 法官留保(Richtervorbehalt)”라는 독일의 이론을 원용

하면서( 게서 507면 참조), 구속 부심사제도가 독일의 구속심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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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헌법의 연 등에 비추어 볼 때, 헌법 제12조 제6항에 규정된 “ 부”

는 당해 체포․구속 자체의 “憲法的 正當性”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68)

결국 ①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서 법원이 당해 “체포․구속 자체의 헌법

정당성”을 심사함과 동시에 ② 만일 이러한 정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이를 이유로 하여 법원이 그 당사자를 석방하도록 결정할 수 있는 제도가

법률에 규정되어야만 헌법에서 요구하는 입법형성의무가 제 로 이행된 것

으로 볼 수 있다(우리 헌법은 이러한 측면에서 “모든 유형의 자유박탈의

허용과 계속”에 하여 사가 으로 결정하도록 하되, 피구속자에게

헌법 차원에서 와 같은 차개시권을 보장하지 아니한 독일 기본법과

는 구조 으로 상당한 차이가 있다.).

(라) 체포․구속 부심사제도의 입법형태 등

1) 헌법 제12조 제6항에 입법형식 등에 한 특별한 제한이 설정되어 있

지 아니한 이상, 입법자는 미군정법령 제176호 제17조 내지 제18조와 같

이 반 인 역에 하여 용되는 일반법의 형식을 선택할 수도 있

고,69) 법과 같은 개별 법률을 통하여 한정 인 역에만 용되는 체포․

구속 부심사제도를 규정할 수도 있는데, 와 같은 개별규정 등이 헌법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이상 최소한 그 용 역에 하여는 입법형성의무

가 제 로 이행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헌법 제12조 제6항에는 당사자

(Haftprüfung)와 유사하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게서 516면 참조).

그러나 “신체의 자유”에 한 우리 헌법 제12조는 독일 기본법의 련 규정과

구조 으로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私見에 의하면 독일 기본법에 한 해석론을

우리 헌법을 해석함에 있어서 무비 으로 수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

한다.

68) 제헌 헌법 제9조 제3항에는 ‘ 구든지 체포, 구 을 받은 때에는… 그 ‘當否’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가 보장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었고, 제헌 헌법의 안

을 기 한 유진오 박사는 이에 하여, ‘당사자의 청구에 따른 심사 차에서 當該

逮捕․拘禁의 不法性이 인정되면 법원으로 하여 즉시 당사자를 석방하도록 하

는 미의 “Habeas Corpus” 제도를 의미한다.’라고 설명하 다( 게서 70-71면).

69) 와 같은 일반법에 해서는 Civil Action의 성격을 가진 미국식 인신보호 장

제도의 형식을 반 으로 수용한 일본의 인신보호법 등을 참조할 수 있는바(상

세한 내용은 이 란, 게논문 121-151면), 이러한 일반법이 우리나라에 도입되면

① 염병 방법 제42조에 근거하여 시․도지사가 제1군 염병환자에 하여 행

하는 격리조치, ② 정신보건법 제25조 제3항에 근거하여 시․도지사가 특정인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는 조치 등과 같이 행정기 등이 “身體의 自由”를

拘束하는 公權力行使를 한 경우에 하여 구제수단을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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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법 면기회”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모든 당사자에게 “법

면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그 본질 내용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고, 따

라서 피고인에게 당해 구속의 헌법 정당성에 하여 법원으로부터 심사

받을 수 있는 구속취소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는 법 제93조의 경우도70) 그

용 역에 하여는 헌법 제12조 제6항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요건을 충족

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2) 一般法의 不存在로 발생하는 全般的인 憲法不合致狀態

가) 행정기 에 의한 체포․구속에 한 “ 부심사청구권”이 보장되고

있는지 (소극)

행법의 체 인 체계를 살펴보면, ① 염병 방법 제42조에 근거하

여 시․도지사가 제1군 염병환자에 하여 격리조치 등 강제처분을 하는

경우, ② 정신보건법 제25조 제3항에 근거하여 시․도지사가 특정인을 정

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는 경우 등과 같이 행정기 등이 개별 법률에

근거하여 독자 으로 헌법상 “신체의 자유”를 拘束의 方法으로 制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가 지 않다.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① 입법자는 일반 형태의 체포․구속 부심사

제도를 포 하는 일반법을 제정하지 아니하 고, ② 개별법률 등에도 행정

기 등에 의한 신체의 자유에 한 구속 자체의 憲法的 正當性 여부에

하여 법원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별도의 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

다.71)

70) 법 제93조는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는 검사, 피고

인, 변호인과 제30조 제2항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구속을 취소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법원은 구속취소 차에서 당해 구속의 헌법

정당성에 하여 심사할 수 있음은 분명하다. 다만, 형사소송 차상 결정은 口頭

辯論에 의거하지 아니할 수 있기 때문에(제37조 제2항, 任意的 口頭辯論), 구속취

소 차의 경우 당사자의 “법 면기회”가 제도 으로 보장되지는 않는다.

71) ① 를 들어, ㉮ 염병 방법에는 격리조치 등 강제처분에 한 특별한 구제

차 자체를 규정하지 않고 있고, ㉯ 정신보건법에는 일정한 경우 시․도지사가

련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상태에서 당해인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는 운 하는 정신의료기 에 2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입원하게 할 수 있고(제

25조 제3항), 경우에 따라서는 와 같은 입원기간이 연장될 수 있는데(같은 조

제6항, 제8항), 이러한 경 로 정신의료기 에 강제로 입원조치된 당사자 등은

시․도지사에게 퇴원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제29조), 그 퇴원심사청구가 기각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 에 하여 다시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

지만(제34조), 와 같은 신체의 자유에 한 拘束(强制入院) 자체에 하여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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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 다면, 입법자가 행정처분에 의한 구속 등에 련하여 헌법 제12

조 제6항 소정의 법원에 한 부심사청구권을 인정한 법률을 제정

하지 아니하고 있는 재 상황이 우리 헌법에 합치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마) 법원의 재 에 근거한 체포․구속에 한 “ 부심사 차”의 심사정

도

행정처분 등에 의한 체포․구속의 경우와는 달리 법원의 재 에 근거한

체포ㆍ구속에 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심사 차에서 “헌법

정당성”을 심사할 때에 그 정당성을 추정함이 상당하다. 법원은 헌법 제27

조, 제12조 제1항 등에 근거하여 피고인에 하여 유죄 결을 하면서 징역

형을 선고할 수도 있고, 헌법 제12조 제3항에 근거하여 수사단계에서 피의

자에 한 체포․구속 장을 발부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당사자들의 “신

체의 자유”가 직 으로 제한되는 것은 사법권행사의 본질 이고도 핵심

인 내용에 해당하고, 이러한 본질 특성 때문에 우리 헌법에서 ‘법 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 한다.’라고 규정한 다

음(제103조), 법원을 정 으로 하는 단일한 법원조직이 사법권을 행사하

도록 하면서(제101조), 바로 그 법원으로 하여 헌법 제12조 제6항 소정의

부심사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 소결론

행 헌법 제12조 제6항의 용 역이 매우 범 하기 때문에 일반법

의 형태가 아닌 개별 법률로서 헌법상 요구되는 입법형성의무를 모두 충족

시키는 것은 입법기술 으로 쉽지 않다는 에 비추어 볼 때, 재까지 이

에 한 일반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 헌법에 규정된 체포․구속 부

심사제도에 련된 가장 근본 인 문제라고 할 수 있다.72)

법원에 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② 물론 당사자는 행정소송법에 근거하여 행정기 의 강제처분에 하여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겠지만, 그 원인 계에 한 일반 행정소송 차가 당사

자에게 구속 자체에 하여 법원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별도의 차를 요구하

는 헌법 제12조 제6항의 본질 내용을 충족시킨다고 보기는 어렵다(특히, 정신보

건법의 경우 필요 행정심 치주의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당사자가 강제처

분에 하여 법원에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없다.).

72) 이에 하여 이 란 교수는, ‘人身保護制度의 요성에 비추어 보아 가칭 “人身

保護法”과 같은 單行法을 제정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구속 부심사제

도를 보다 상세하게 규정하는 방법도 있겠으나, 그러기 해서는 형사소송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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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당사자에 한 체포․구속이 법원의 재 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경

우에는, 당해 재 에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는 등 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법원이 부심사 차에서 그 재 의 헌법 정당성 여부를

다시 심사하도록 허용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헌법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고, 그 재 의 단순 법사항까지 법원이 다시 포 인 심사를 하여

야 하는 제도를 형성해야 할 의무가 입법자에게 부과되는 것은 아니다.

결국 형사 차에서 법원의 장에 의하여 체포․구속이 이루어진 경우

법 제214조의2에서 피의자에게는 체포․구속 부심사청구권을, 법 제93조

에서 피고인에게는 구속취소청구권을 각 인정하면서 법원으로 하여 단순

법사항까지 다시 포 으로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헌법 요

구를 상회하는 수 의 권리를 당사자에게 부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이는 우리 법의 제정당시 사법제도를 배경으로 한 입법자의 정책 선택의

결과로 보인다.73) 따라서 용 역에 련하여 반 인 헌성 문제는

발생하기 어렵고, 다만 개별 법률이 규율하는 부심사청구권의 용 역

에서 청구인이 차 권리를 제 로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

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일반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 범 내에서

헌법불합치 문제가 논란이 될 수 있을 뿐이다.

3. 청구인의 구체 인 주장에 한 검토

가. 이 사건 심사범 (재 의 제성 요건) 헌성 심사기

(1) 재 의 제성 요건에 하여

청구인은 입법자가 행법에 규정된 구속 부심사청구권을 구속된 피의

개정을 요하며, 한 법 체체계의 균형상 구체 인 규정의 한계가 있다는 난

이 있다. 諸 外國의 立法例를 보더라도 단행법으로 제정한 입법태도가 바람직한

것을 알 수 있다.’라고 주장한다( 게논문 제341면).

주장은 헌법에 규정된 “체포․구속 부심사제도”의 용 역은 단히 범

하기 때문에, 일반법이 아닌 개별 법률로 이를 포 으로 규율하는 것이 입법

기술 으로 상당히 어렵다는 을 반 하고 있는 것으로 단되는데, 다만 이 교

수의 경우 일반법의 제정을 立法論으로만 제시하 고, “일반법의 부존재로 인한

헌법불합치 상태”에 하여는 직 으로 언 하지 아니하 다.

73)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형사소송법제정자료집(1990) 124-126면 269-270면, 문성도,

게논문 254면, 최 교, ‘형사소송법의 개정에 하여’, 법정 제10권 제1호(통권

69호) 9-11면(1955)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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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게만 인정하고 구속 피고인에 해서까지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헌

법 제12조 제6항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 다.

그런데, 이 사건 청구인은 검사가 수사단계에서 헌법 제12조 제3항

법 제201조 등에 근거하여 법 으로부터 발부받은 구속 장에 의하여 신체

의 자유가 제한된 것이고, 와 같은 용 역에 하여 입법자가 헌법 제

12조 제6항 소정의 입법형성의무를 제 로 이행하 는지 여부만이 “재 의

제성”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74) 이 부분에 한정하여 본안

단을 하기로 한 이 사건 결정은 타당하다고 본다.

(2) 헌성 심사기 에 하여

입법자는 헌법 제12조 제6항 소정의 차 기본권의 내용과 련하여

비교 범 한 입법형성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헌법재 소는 입법

자가 정한 법률의 명칭 등과 계없이 체 인 법률체계가 청구인의 차

기회를 불합리하게 박탈하 는지 여부만을 검토함으로써 “恣意禁止原

則”에 입각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의 헌여부를 검토한다는 이 사건 시

부분도 “節次的 基本權의 本質”을 반 한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나.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에 한 제한근거 그 구제수단 등

의 반 합헌성

이 사건 청구인은 검사가 수사단계에서 법 으로부터 발부받은 구속

장에 근거하여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었는데, 그 신체의 자유를 회복하기

하여 청구인은 피의자의 자격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근거하여 법원에

하여 구속 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었고, 검사의 기소에 의하여 그 신분

이 피고인으로 변경된 이후에는 법 제93조에 터잡아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으니 구속을 취소하여 달라는 청구를 할 수 있었다.

74) ① 수소법원이 법 제70조에 근거하여 피고인을 직권 구속한 사안에 한 헌법

근거는 헌법 제12조 제1항으로서, ② 그 헌법 근거는 시․도지사의 염병환자

에 한 격리조치 등과 동일하다. 따라서 ②의 용 역에 하여 입법자가 헌법

제12조 제6항의 입법형성의무를 제 로 이행하 는지 여부를 이 사건 심 상에

포함시킬 수 없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①의 용 역도 이 사건 청구에 한

“재 의 제성” 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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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와 같은 구속 부심사제도나 구속취소제도의 경우 당해 구속

의 근거인 구속 장의 헌법 정당성에 하여 법원이 다시 심사할 수 있

도록 하면서, 만일 그 구속 장 자체에서 명백한 하자 등이 발견되는 경우

법원이 당사자를 즉시 석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75) 입법자

는 청구인에 한 용 역에 하여 그 입법형성의무 부분을 어느

정도 이행하 다고 볼 수 있다.

다. 이 사건 법률조항의 헌성

(1) 차상 법 공백상태의 발생

다만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형성된 행제도와 련하여 청구인

이 부심사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차 기회가 불합리하게 박탈된

역이 존재하는 경우 그 범 내에서 입법형성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법

공백상태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 사건의 쟁 은 부분 으로 이러한 법

공백이 발생하 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구속 부심사 청구인의 격을 피의자 등으로 한정

하고 있어서 이 사건과 같이 “電擊起訴”가 이루어진 경우, 그 구속의 헌법

정당성에 하여 법원이 실질 인 단을 하지 못하고 그 청구를 기각

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경우 구속 자체의 헌법 정당성 여부에 하여

결정할 권한이 없는 검사의 일방 인 행 로 인하여 법원으로부터 실질

인 심사를 받고자 하는 청구인의 “節次的 機 ”가 박탈되는 결과가 래되

므로, 이 부분에 있어서 법 인 공백상태가 발생하는 것이다.76) 한편 검사

가 청구인에 하여 격기소를 하지 아니하 다고 가정하더라도 법원은

여러 가지 다른 사정을 고려하여 청구인의 부심사청구를 기각할 수도 있

75) 법 제93조는 “구속 부심사청구권”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아니하 으나, 구

속취소청구권이 헌법 제12조 제6항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 이상, 그 명

칭문제는 련 법률이 합헌 결과를 가져오는지 여부에 직 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76) ① 부심사청구권이 이미 행사된 이후에 이루어지는 검사의 電擊起訴와 ② 이

러한 권리의 행사 이 에 이루어진 先制的 起訴는 본질 으로 차이가 있다.

①의 경우 청구인에게 당해 차에서 구속의 헌법 정당성에 하여 법원으

로부터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차 지 를 인정할 수 있는 반면에, ②의 피

의자에게는 이러한 차 지 를 인정할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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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피의자”라는 청구인 격을 “존속요건”으로 규정한 이 사건 법

률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에 한 제한이 직 발생한 것은

아니고, 단지 이로 인하여 신체의 자유를 회복할 수 있는 청구인의 “ 차

기회”가 제한되는 것일 뿐이다.

(2) 청구인의 “ 차 기회”에 한 제한이 합리 인지 여부

입법자는 헌법 제12조 제6항과 련하여 할 법원, 제소기간 등 일정한

차요건을 설정함에 있어서 범 한 입법형성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이

러한 차 제한규정도 최소한도의 합리성을 구비하여야만 헌법 으로 용

인되는 것이다.

검사가 헌법 제12조 제3항에 근거하여 수사단계에서 법원으로부터 발부

받는 구속 장은 “命令狀”이 아닌 “許可狀”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77)

구속피의자에 한 구속주체는 검사인데, 이 사건과 같이 구속피의자가

부심사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검사는 그 부심사 차에서 피구속자와 립

하는 반 당사자의 지 만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와 같은 립

인 차에서 헌법상 독립된 법 으로부터 심사를 받고자 하는 청구인의

“ 차 기회”가 반 당사자의 “ 격기소”라고 하는 일방 행 에 의하

여 제한되어야 할 합리 인 이유를 인정하기 어렵다.78)

한편 법 제214조의2 제12항은 법원이 부심사를 하여 수사 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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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 피의자가 구속 부심사를 청구한 이후 검사의 격기소가 이루어지면 피고인의

신분으로 구속취소 신청을 할 수는 있으나, 법원에서는 구속취소를 하기 에 통

상 으로 검사의 의견을 물은 다음 그 허부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상당

한 기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신체의 자유는 근 헌법이 보장하는 가장 기본

인 자유로서 모든 사회 , 경제 , 정신 자유의 근간 는 제가 되는 것이므

로, 만약 처음부터 헌법 정당성이 없는 구속에 의해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었다

면 가능한 빨리 이를 회복시켜 주는 것이 헌법의 기본권보장 취지에 부합한다.

한 피의자가 구속 부심사를 청구하 으나 검사의 격기소에 의하여 그에

한 법원의 결정도 받지 못한 채 다시 구속취소신청을 별도로 제기하여야 한다는

것 자체도 당사자에게는 심리 , 경제 부담이 될 수 있고, 검사가 일부러 격

기소를 하여 피의자의 석방을 막음으로써 권한을 남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

다. 그런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구속을 취소하여 검사의 권한 남용을 통제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으나, 직권으로 구속을 취소하는 경우에도 일반 으로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법원이 신속하게 직권을 발동하더라도 메울 수 없는 법

공백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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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증거물을 수한 때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할 때까지의 기간은 법

제200조의5 제5항 소정의 체포한 피의자에 한 구속 장 청구시한과 법

제202조, 제203조, 제205조 소정의 구속된 피의자에 한 구속기간 그

연장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심사청구가 있는

경우 검사가 구속기간의 제한 등을 이유로 신속한 기소를 하여야 할 필요

성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구속기간과는 상 없이 피해자 보호

의 에서 신속한 기소 공 진행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것이나, 가령

피의자가 구속 부심사 청구를 하면 검사의 기소와 계없이 법원이 그에

해 허부결정을 할 수 있게 입법조치를 한다면 그 기소권 행사에는 하등

의 지장이 없을 것이므로, 신속한 기소를 해 굳이 구속 부심사 청구인

의 차 기회를 제한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한다고 보기는 어렵다.79)

나아가 구속으로 인한 신체의 자유에 한 제한은 구속이 지속되는 동안

계속 으로 이루어진다는 , 부심사제도는 체포․구속의 방법을 통하여

당사자의 신체의 자유가 부당하게 침해된 경우 이를 사후 으로 구제하기

한 제도라는 등을 감안한다면, 행법상 검사가 격기소를 한 이후

청구인에게 “구속취소”라는 후속 차가 보장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이

에 이미 행사된 부심사청구권의 당부에 하여 법원으로부터 실질 인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청구인의 차 기회를 완 히 박탈하여야 하는 합

리 인 이유를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입법자는 그 한도 내에서 부심사

청구권의 본질 내용을 제 로 이행하지 아니하 다고 단한 이 사건 결

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생각한다.

라.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

한편 헌법의 개별규정에 근거한 헌법 임에 따라서 일정한 형태로 차

청구권을 극 으로 형성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하여 헌법재

소가 그 효력을 제거하는 취지의 “단순 헌결정” 등을 선고하게 되면,

이 사건과 같이 피의자가 부심사청구권을 행사한 이후 격기소가 행해

79) 검사가 격기소를 하 다는 것은 나름 로 공소유지에 필요한 증거확보 등을

완료하는 등 수사를 종결하 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검사가 ( 부심사 차의

반 당사자의 지 가 아닌) 형사소송 차상의 수사의 주체로서 피구속자의 신병

을 계속 확보해야 하는 공익 이해 계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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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사안에 한 권리구제의 효과는 발생하지 않고 오히려 통상 인 피의자

의 구속 부심사청구권의 행사에 한 근거규정이 면 으로 효력을 상실

하는 결과가 야기되기 때문에, 헌법재 소에서 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한 헌 단을 하는 경우 구조 으로 단순 헌결정 등을 할

수는 없다.80)

그러므로 헌법재 소가 이 사건 결정을 함에 있어서, 입법자가 “헌법 제

12조 제3항에 따라서 수사단계에서 발부된 장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구

속”이라는 용 역에 하여 헌법 임에 따른 입법형성을 제 로 하지 아

니함으로써 에서 시한 법 공백이 발생하 다는 을 지 하고, ①

격기소가 이루어진 이후에도 법원이 당해 부심사청구에 하여 실질

심사를 계속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법, ② 헌법 제12조 제6항의 반

인 용 역에 한 일반법을 제정하는 방법 등 다양한 개선입법 하나를

선택하여 행제도를 극 으로 보완해야 할 의무가 입법자에게 부과된다

는 취지로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면서, 이러한 개선입법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 사건 법률조항을 계속 용하도록 명한 것은 종 례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서,81) 이론 으로도 타당한 것으로 생각한다.

4. 이 사건 결정의 의의

법률이 헌법에 반되는 경우 헌법의 규범성 보장을 하여 단순 헌결

정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 헌법불합치결정의 경우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외 으로 선고될 수 있다는 에서 이른바

變形決定 하나이다.

그런데 미국식 인신보호 장제도를 수용한 헌법 제12조 제6항에 련하

여, 헌법재 소가 ① 우리 헌법에 규정된 다양한 節次的 基本權의 特性 등

80) 이 사건 법률조항의 헌여부는 헌법 제12조 제6항 소정의 입법형성의무를 제

로 이행하 는지 여부에 좌우되는 것인데, 입법자가 차 기본권을 형성하기

하여 제정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신체의 자유 등을 직 제한하는 “침해 법

률”이 될 여지는 없으므로, 헌법재 소가 이 사건에서 권리침해상황을 극 으로

제거하는 “單純違憲決定” 등을 통하여 당사자의 권리구제를 하는 것은 구조 으

로 불가능하다.

81) 헌재 1999. 10. 21. 97헌바26, 례집 11-2, 383, 41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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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하여 다각도로 검토한 다음, ② 체포․구속 부심사청구권은 具體的

인 節次的 基本權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에 하여 憲法의 個別規定에 의

한 憲法委任이 존재한다고 단하고, ③ 이 사건 법률조항의 헌여부는

입법자가 헌법에 의하여 부과된 구체 인 입법형성의무를 제 로 이행하

는지 여부에 달려있으며 그 심사기 으로 恣意禁止原則이 용되고, ④ 이

사건에서 와 같은 이유로 헌법불합치결정을 해야 하는 외 인 사유가

존재한다는 사정을 명시하 다는 등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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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법 제6조 제1호 등 헌확인

- ․ 등교원의 정당가입 선거운동 제한과 정치 기본권-

(헌재 2004. 3. 25. 2001헌마710, 례집 16-1, 422)

金 顯 哲
*

1)

【 시사항】

1. ․ 등학교 교육공무원의 정당가입 선거운동을 지하고 있는

정당법 제6조 단서 제1호 공직선거 선거부정방지법(이하 “공선법”이라

한다) 제60조 제1항 제4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한 이

사건 청구인들의 법 련성 권리보호이익

2. 헌법상 정치 자유권의 의의

3.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들의 정치 자유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4. 이 사건 법률조항이 학교원의 정당가입 선거운동의 자유를 허용

하면서도 청구인들과 같은 ․ 등학교의 교원에 하여는 이를 지함으

로써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심 상】

(1) 정당법(2000. 2. 16. 법률 제6269호로 개정된 것)

제6조(발기인 당원의 자격) 국회의원선거권이 있는 자는 공무원 기타

그 신분을 이유로 정당가입 기타 정치활동을 지하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도 불구하고 구든지 정당의 발기인 당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헌법연구 ,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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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공무원법 제2조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다만,

통령, 국무총리, 국무 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의하여 취임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회의원의 보좌 ․비서 ․비서 국회 교섭

단체의 정책연구 원과 고등교육법 제14조(교직원의 구분)제1항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총장․학장․교수․부교수․조교수․ 임강사인 교원을 제

외한다.

2.∼3. 생략

4.∼5. 삭제

(2) 공선법(1997. 1. 13. 법률 제5262호로 개정된 것)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제4호 내지 제9호에 해당하는 자가 후보자의

배우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3. 생략

4.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

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6조(발

기인 당원의 자격)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외의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은 그

러하지 아니하다.

5.∼9. 생략

② 생략

【사건의 개요】

1. 심 청구에 이르게 된 경

청구인 1.은 2001. 9. 3. 서울 □□ 학교에 임용된 자이고 청구인 2.는

2001. 9. 1. 서울 ◇◇ 학교에 임용된 자로서, 청구인들은 주거지인 동작구

와 악구에 각 거주하면서 2002. 6. 13. 실시될 제4회 지방의회의원 지

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서 선거권을 행사하고자 한 유권자들이다. 한편, 청

구인 1.은 선거에서 민주노동당의 당원이 되어 선거운동을 하고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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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청구인 2.는 민주당의 당원이 되어 선거운동을 하고자 하 으나 정당법

제6조 단서 제1호 공선법 제60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정당가입 선

거운동이 지되어 정치 표 의 자유, 정당가입 정당활동의 자유, 선

거운동의 자유, 평등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침해당

했다고 주장하면서 2001. 10.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 을 청구하 다.

2. 청구인들의 주장과 이해 계인의 의견

가. 청구인들의 주장요지

정당법 제6조 단서 제1호는 교육공무원이 정당의 발기인 는 당원이

되는 것을 지하고 있는바, 단지 교육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시민으로

서 가지는 정당가입 활동의 권리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과도한 제

한으로서 헌법 제8조 제37조 제2항에 어 난다. 한 같은 호 단서에서

는 고등교육법 제14조 소정의 학교원 임강사 이상에게는 이를 허용

하고 있는 에 비추어 볼 때, 헌법 제11조의 평등권도 침해하고 있다.

공선법 제60조 제1항 제4호는 교육공무원이 선거운동을 일체 하지 못하

도록 지하고 있고, 이에 반하는 자는 형사처벌되고 있는바(공선법 제

255조 제1항 참조), 정치 기본권인 선거운동의 자유는 필요불가결한 최

소한의 제한만이 허용되는 것이므로 이 규정은 지되는 행 유형이 지나

치게 범 하여 과잉 지의 원칙에 반한다.

나. 교육인 자원부장 의 의견요지

공선법 제9조 제1항 제60조 제1항 4호에 의한 국가공무원의 선거운

동 지는, 교원을 포함한 국가공무원은 국민에 한 사자이므로 공무원

의 정치 립성에 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여 국민에 한 공복으로서

의 사명을 충실히 수행하게 하기 한 정당한 목 을 갖고 있다.

정당법 제6조 단서 제1호는 공무원 신분을 보장하고 민주주의 법치

주의의 통치이념에 기여하려는 공무원제도의 본질에 비추어 공무원의 정치

립성의 확보를 한 최소한의 제라고 보아야 한다. 한 학생을

가르치는 학교원에 비하여 아직 단능력이 미성숙한 ․ 등학교 학생

을 가르치는 교원들에 하여 정당가입 활동을 제한한 것은 합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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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에 의한 차별이므로 평등권침해가 아니다.

【결정요지】

1. 이 사건 청구인들은 별도의 집행행 없이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

여 정당가입 선거운동이 지되었으므로 자기 련성 직 성이 있다.

한편, 선거운동은 당해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선거일 일까지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는바, 행 헌법소원 차에 미루어 후보자등록신청개

시일보다 약 8개월 에 청구한 이 사건 심 청구는 재성의 요건도 갖춘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한, 청구인들이 헌법소원심 을 청구한 후 2002. 6.

13. 지방선거는 이미 실시되어 종료하 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한

헌결정이 선고되더라도 청구인의 주 권리구제는 불가능하게 되었다

고 할 수도 있을 것이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

는 것이라면 앞으로 있을 각종 선거에서 청구인들과 같은 교육공무원들이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반복하여 기본권을 침해당할 것이 확실히 상

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헌 여부에 한 단은 헌법질서의 수

호․유지를 하여 긴요한 사항으로서 헌법 으로 그 해명이 한 의미

를 지니므로, 심 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

2. 오늘날 정치 기본권은 국민이 정치 의사를 자유롭게 표 하고, 국

가의 정치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정치 활동을 총칭하는 것으로 넓게 인

식되고 있다. 정치 기본권은 기본권의 주체인 개별 국민의 입장에서 보

면 주 공권으로서의 성질을 가지지만, 민주정치를 표방한 민주국가에

있어서는 국민의 정치 의사를 국정에 반 하기 한 객 질서로서의

의미를 아울러 가진다. 그 정치 자유권이라 함은 국가권력의 간섭이

나 통제를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정치 의사를 형성․발표할 수 있는

자유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치 자유권에는 정치 의사를 자유롭게

표 하고, 자발 으로 정당에 가입하고 활동하며,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3.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들과 같은 ․ 등학교 교원의 정당가입

선거운동의 자유를 지함으로써 정치 기본권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

는 것은 사실이나, 공무원의 정치 립성 등을 규정한 헌법 제7조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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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제2항, 교육의 정치 립성을 규정한 헌법 제31조 제4항의 규정취지

에 비추어 보면, 감수성과 모방성 그리고 수용성이 왕성한 ․ 등학교

학생들에게 교원이 미치는 향은 매우 크고, 교원의 활동은 근무시간 내

외를 불문하고 학생들의 인격 기본생활습 형성 등에 요한 향을

끼치는 잠재 교육과정의 일부분인 을 고려하고, 교원의 정치활동은 교

육수혜자인 학생의 입장에서는 수업권의 침해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에서 시 에서는 국민의 교육기본권을 더욱 보장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공익을 우선시해야 할 것이라는 등을 종합 으로 감안할 때, ․ 등

학교 교육공무원의 정당가입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

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

4. 행 교육법령은, ․ 등학교의 교원 즉 교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하는 자이고, 반면에 학의 교원은 학생을 교육․지도하

고 학문을 연구하되 학문연구만을 담할 수 있다고 하여 양자의 직무를

달리 규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 등학교의 교육은 일반 으로 승인

된 기 인 지식의 달에 이 있는데 비하여, 학의 교육은 학문의

연구․활동과 교수기능을 유기 으로 결합하여 학문의 발 과 피교육자인

학생들에 한 교육의 질을 높일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학교원의 자격

기 도 이와 같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것이 요구된다. 그

다면 ․ 등학교 교원에 해서는 정당가입과 선거운동의 자유를 지

하면서 학교원에게는 이를 허용한다 하더라도, 이는 양자간 직무의 본질

이나 내용 그리고 근무태양이 다른 을 고려할 때 합리 인 차별이라고

할 것이다.

【해설】

1. 서론

․ 등학교의 교원의 정치참여, 그 에서도 정당가입과 선거운동의

문제는 그동안 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 교조”라 한다)을 심으로 꾸

히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 문제는 지난 2002. 6. 13.에 실시된 제4회

지방선거에서 정당에 가입하고 선거운동을 하고자 했던 청구인들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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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심 이 청구됨으로써 드디어 헌법 심사의 상이 된 것이다.

2. 법요건에 한 단

헌법재 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들이 이 사건 법률조항에 하

여 법 련성이 있고, 한 이 헌법소원은 헌법 해명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심 의 이익이 있다고 단하 다.

가. 법 련성 : 자기 련성ㆍ직 성ㆍ 재성

청구인들은 2002. 6. 13.에 실시될 제4회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

의 장 선거를 하여 민주노동당 민주당의 당원이 되어 선거운동을 하

고자 하 으나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정당가입 선거운동이 지되

었으므로 자기 련성이 있고, 별도의 집행행 없이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이와 같은 제한을 받게 되었으므로 직 성도 있다.

한편, 선거운동은 당해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선거일 일까지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고(공선법 제59조),1) 후보자의 등록은 지방자치단체

의 장 선거의 경우는 선거일 16일, 지방의회의원 선거의 경우는 선거일

13일부터 2일간 하게 되는바(공선법 제49조 제1항),2) 당해 후보자의 등

록일 이 에 청구한 이 사건에 하여 재성이 없다고 한다면 행 헌법

소원 차에 미루어 기본권구제의 실효성을 기 하기 어렵다. 따라서 후보

자등록신청개시일 보다 약 8개월 에 청구한 이 사건 심 청구는 재성

의 요건도 갖춘 것으로 보아야 한다(헌재 1996. 8. 29. 95헌마108,3) 례집

8-2, 167, 175 참조).

나. 권리보호이익과 헌법 해명의 필요성

청구인들이 헌법소원심 을 청구한 뒤에 지방선거는 2002. 6. 13. 실

시되어 이미 종료하 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한 헌결정이 선고되

1) 2004. 3. 12. 법률 제7189호 개정법(제59조)에서는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

터 선거일 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다.

2) 2004. 3. 12. 법률 제7189호 개정법(제49조 제1항)에서는 양자 모두 ‘선거일 15

일부터 2일간’ 이를 할 수 있다.

3) 후보등록일 두 달 에 기탁 규정에 하여 청구한 사건에서 재성을 인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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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라도 청구인의 주 권리구제는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헌법소원은 주 권리구제뿐 아니라 객 인 헌법질서보장의 기

능도 겸하고 있으므로 심 계속 발생한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주 인

권리보호이익이 소멸된 경우에도 그러한 기본권침해행 가 반복될 험이

있거나 당해 분쟁의 해결이 헌법질서의 유지․수호를 하여 긴요한 사항

이어서 헌법 으로 그 해명이 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때에는 외 으

로 심 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 헌법재 소의 확립된 례이

다(헌재 1992. 1. 28. 91헌마111 결정 등 참조).

그런데 교육공무원의 정당가입 선거운동을 지하는 이 사건 법률조

항의 헌 여부에 하여는 아직 그 해명이 이루어진 바가 없고, 만약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면 앞으로 있을 각

종 선거에서 청구인들과 같은 교육공무원들이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반복하여 기본권을 침해당할 것이 확실히 상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

조항의 헌 여부에 한 단은 헌 인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험을 사 에 제거하는 등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하여 긴요한 사항

으로서 헌법 으로 그 해명이 한 의미를 지닌다.

3. 본안 단을 한 기 자료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취지 연

(1) 정당법 제6조 단서 제1호

정당이 국민의 정치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확보하고,

정당의 민주 조직과 활동을 보장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 한 발달에 기

여함을 목 으로 하는 최 의 단일법 형태의 정당법은 제3공화국에 들어오

면서 제정되었고, 최 의 헌법 편입은 제2공화국 헌법에서부터 시작되었

다. 최 의 「정당법」은 1962. 12. 31. 법률 제1246호로 제정되어 지 까지

12차례의 개정이 있었는바, 그 개정방향의 체 인 특징은 정당의 성립요

건을 차 으로 완화하여 국민의 정치참여 기회를 확 하고 정당활동의

자유의 폭을 넓히는데 있었다.

(가) 1962. 12. 31. 제정된 최 의 정당법에서는 발기인의 자격(제6조)과

당원의 자격(제17조)이 따로 규정되었지만 이 두 조항의 실질 인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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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하 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6조(발기인의 자격) 국회의원선거권을 가진 자는 구든지 발기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각령으로 정하는 공무원․국 기업체 정부가 주식

의 과반수를 소유하는 기업체의 임원과 다른 법률에 의하여 정치활동이

지된 자는 외로 한다.

제17조(당원의 자격) 국회의원선거권을 가진 자는 구든지 당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각령으로 정하는 공무원․국 기업체 정부가 주식의

과반수를 소유하는 기업체의 임원과 다른 법률에 의하여 정치활동이 지

된 자는 외로 한다.

한, 동법시행령(1963. 1. 19. 각령 제1150호로 제정된 것) 제1조와 제3

조는 발기인과 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 다.

제1조(발기인이 될 수 없는 공무원) 정당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발기인이 될 수 없는 공무원의 범 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회의원을 제외한 국가공무원법 제3조에 규정된 공무원.

2. 지방의회의 의원을 제외한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3.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제3조(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 법 제1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원

이 될 수 없는 공무원은 제1조 각호의 공무원 통령․내각수반 각

원(閣員)과 국회의원의 비서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이에 따라, 국․공립학교 교원들은 교육공무원으로서 공무원 신분에 의

하여 정당가입이 지되었고,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국․공립학교 교원들

의 규정을 용하고 있는 사립학교법(1963. 6. 26. 법률 제1362호로 제정된

것) 제55조와 정치운동을 지하고 있는 제58조 면직의 사유에 의하여 정

당가입이 지되었다.

(나) 이후 12차례에 걸쳐 정당법이 개정되었는데, 이 사건의 심 상

조문인 제6조의 경우 7번의 변화가 있었으며, 이 내용 인 면에서 큰

변화가 있었던 것은 1980. 11. 25.의 제4차 개정(법률 제3263호)과 1993. 12.

27.의 제7차 개정(법률 제4609호)이었다. 1980. 11. 25. 개정법은 정당의 발

기인이나 당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의 규제범 를 폭 완화하여 정당에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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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할 수 있는 문호를 크게 개방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 으로

다원화된 국민의 의사를 국정에 고루 반 할 수 있게 하는 것이었으며, 이

에 따라 학교수 등 많은 지식인들이 정당에 참여할 수 있게 문호가 개방

되었다. 동법의 제6조와 제17조는 다음과 같다.

제6조(발기인의 자격) 국회의원선거권이 있는 자는 공무원 기타 그 신분

을 이유로 정당가입 기타 정치활동을 지하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

고 구든지 정당의 발기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통령령으로 정하는 공

무원․교원 언론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당원의 자격) 국회의원선거권이 있는 자는 공무원 기타 그 신분

을 이유로 정당가입 기타 정치활동을 지하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

고 구든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

원․교원 언론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한, 동법시행령(1980. 12. 1 통령령 제10093호로 개정된 것) 제1조와

제3조는 발기인이 될 수 없는 공무원 등과 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 등에

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었다.

제1조(발기인이 될 수 없는 공무원 등) 정당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

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발기인이 될 수 없는 공무원․교원 언론인의

범 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가공무원법 제2조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다

만,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과 교육법 제75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에 규정된 교원 총장․학장․교수․부교수․조교수인 교육공무원은 제

외한다.

2. 총장․학장․교수․부교수․조교수를 제외한 사립학교의 교원

3.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4. 신문․통신등의등록에 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공보부에

등록된 정기간행물(정당의 기 지는 제외한다)을 발행 는 경 하는 자와

이에 고용되어 편집․취재 는 집필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5. 방송법의 규정에 의한 방송국을 경 하는 자와 이에 고용되어 편

집․제작․취재․집필 는 보도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제3조(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 등) 법 제1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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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의 될 수 없는 공무원․교원 언론인의 범 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가공무원법 제2조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3조 단서의 별정직공무원의 범 에 한 규정에 정한 공무

원, 지방의회의원 교육법 제75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교

원 총장․학장․교수․부교수․조교수인 교육공무원은 제외한다.

2. 제1조 제2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자

(다) 이 듯 정당법 제6조와 제17조, 이 조항들의 임을 받아 정당법시

행령 제1조와 제3조에 따로 규정된 정당의 발기인과 당원이 될 수 있는 자

격은 1993. 12. 27. 법률 제4609호로 개정되면서 재의 모습을 갖추게 된

다. 1993. 12. 27. 개정법은 정당설립요건 정당가입자격․ 차 등을 완화

내지 간소화하여 국민의 정치참여기회를 확 하 으며, 이에 따라 통령

령에 임되어 있던 발기인 당원의 자격제한을 법률에 직 규정하 으

며 언론인의 정당가입을 면 허용하 다. 한, 제6조와 제17조로 나 어

져 있던 발기인과 당원의 자격에 한 규정을 제6조에 통합하여 규정하

다. 동법 제6조는 다음과 같다.

제6조(발기인 당원의 자격) 국회의원선거권이 있는 자는 공무원 기타

그 신분을 이유로 정당가입 기타 정치활동을 지하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도 불구하고 구든지 정당의 발기인 당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공무원법 제2조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다만,

통령, 국무총리, 국무 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의하여 취임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회의원의 보좌 ․비서 ․비서 국회 교섭

단체의 정책연구 원과 교육법 제75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교원 총

장․부총장․학장․부학장․교수․부교수․조교수․ 임강사인 교육공무원

을 제외한다.

2. 총장․부총장․학장․부학장․교수․부교수․조교수․ 임강사를 제

외한 사립학교의 교원

3.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2) 공선법 제60조 제4호

(가) 우리나라에서 선거에 한 최 의 법령은 1948. 3. 17. 조선군정장



정당법 제6조 제1호 등 헌확인 165

이 포고한 미군정법령 제175호 「국회의원선거법」으로서 그 내용은 총

칙, 선거구역과 의원수, 선거인명부, 선거 원회, 의원후보자와 선거운동,

선거방법과 당선인, 국회의원의 임기와 보궐선거, 선거에 한 쟁송․벌

칙․부칙 등 제9장과 부칙의 2개 조항을 포함한 57개 조문으로 구성되었으

며, 이는 그동안 우리나라 선거법의 모태가 되어 왔다.

(나) 그 후 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한 개별 선거법들이 존재해 왔으나, 1994. 3. 16. 정치개 의 일환

으로 이 모든 선거를 통 하여 규정한 「공직선거 선거부정방지법」이 제

정ㆍ공포되었다. 이 법의 제정목 은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

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 인 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 에 기여하기 함이었

다(제1조). 이후 지 까지 총 17회에 걸쳐 개정되어 왔는데, 제9조(공무원

의 립의무 등)와 이 사건의 심 상 조문인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제4호는 제정 후 개정된 바 없다.

나. 교원에 한 정치활동 허용추진 상황4)

(1) 노태우 정부

1989년과 1991년 사이에 「교원지 향상을 한특별법」 제정작업을 추

진하던 와 에 교원지 향상을 한 하나의 방편으로 당시 한교육연합

회(지 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교조가 이를 주장하 으며, 당시 민

주정의당ㆍ평화민주당ㆍ신민주공화당이 이에 동의한 바 있다.

당시 한교육연합회의 「교원지 법안」 제5조(정치활동의 자유)는 “교

원은 정당 기타 정치단체에 가입할 수 있으며, 교육활동에 향을 미치지

않는 범 에서 정치활동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 다. 한 제6조(공직

취임 복직)는 “교원은 선거직 는 다른 공직에 취임할 권리를 가지며,

이로 인하여 교직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휴직하며 그 종료시 복

직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 다.

한 평화민주당안은 교원의 정당활동 공직취임권과 련하여 다음

4) 허종렬, 공법학계의 교원 교원단체 정치활동 제약론 재검토, 「한국헌법의

황과 과제 ( 랑 김철수 교수 정년기념논문집)」(박 사 1998), 687-688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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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은 법안을 제안한 바 있다.5)

“제12조(교원의 정치활동) ① 교원은 일반국민으로서 리는 헌법상 보

장된 기본 인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권리는 특별

히 보장된다.

1. (생략)

2. 정당 기타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참여할 권리

3. 모든 공직에 취임할 권리

② 교원이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직취임으로 인하여 교직수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공직취임 기간동안 휴직처리되며, 공직취임기간이 끝나면

교원으로 복직할 권리를 가진다.”

한편, 1992년 ‘한국교총’의 「우수교원확보법안 연구보고서」에서도 법안

제8조(정치활동의 자유)에 “교원은 교육활동에 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

에서 정당 는 정치단체에 가입할 수 있으며, 정치활동의 자유를 가진

다.”고 규정하고, 제9조(교원의 피선거권)에서 “교원이 휴직하는 경우에는

교육 원 는 지방의회의원에 선출될 수 있다.”고 규정한 바 있다.

(2) 김 정부

1998년 3월, 집권여당인 새정치국민회의와 자유민주연합의 양당 정치구

조개 원회 정당소 원회는 교원의 정당가입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

다고 발표하 다. 그 내용은 당시의 정당법에 규정된 공무원과 교원의 정

당가입 지 조항을 폐지함으로써 군인과 경찰, 소방직공무원 등 특수직 종

사자를 제외한 공무원, 따라서 교육공무원을 포함한 공무원이 개인자격으

로 정당에 가입하여 근무시간 외에 정치활동을 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것이

다. 그러나 교원이 “단체로서” 정치활동을 하는 것은 여 히 불허하기로

하 으며, 이에 하여 한국교총과 교조는 국민의 참정권 확 차원에서

교원의 정치활동 허용을 원칙 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아울러

교원단체의 정치활동까지 보장할 것을 주장하 다. 그러나 이 안 역시 여

당이 도에 그 입법을 스스로 포기함으로써 무산되었다.

5) 교원지 향상을 한특별법ㆍ교권옹호를 한특별법안 비표, (평민당분석자료 1991.1),

5면.



정당법 제6조 제1호 등 헌확인 167

다. 외국의 입법례

(1) 국제법

이 사건과 련된 ․ 등 교원의 지 에 한 국제법 근은 1966.

10. 5. UNESCO(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와 ILO(국제노동기구)가 공동으

로 발표한 「교원의 지 에 한 권고」(Recommendation Concerning the

Status of Teachers)라는 발표문에 잘 정리되어 있다. UNESCO와 ILO의

지원을 받아 1966. 9. 21.부터 10. 5.까지 랑스 리에서 개최된 “교원의

지 에 한 각국 정부 표회의”(Special Intergovernmental Conference on

the Status of Teachers)에서 만들어진 이 권고문은 교원의 지 에 하여

모든 나라에서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을 인식하여 공통 인 기

과 해결책의 제시를 목 으로 하고 있다. 이 권고는 보육원, 유치원,

등학교, 등학교 등 등교육 종료단계까지의 공․사립학교에 근무하는

모든 교원에게 용된다.6)

이 권고안 <교원의 권리>편을 보면 “사회생활과 공공생활에 한 교

원의 참여는 교원 개인의 발 , 교육활동 사회 반을 하여 권장되어

야 한다.”(제79조),7) “교원은 시민이 일반 으로 가지는 시민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어야 하며 한 공직에 취임할 수 있는 권리

를 가져야 한다.”(제80조)8) 라고 명시함으로써 교원의 사회참여를 장려하

고, 교원이 가지는 일반 인 시민권이 보장되도록 권고하고 있다.

(2) 미국9)

미국의 경우 원칙 으로 교원의 단체가입을 지하는 법은 이 단체가 반

체제 이든 혹은 사회 논란을 일으켰든지 간에 헌이며, 학교는 교원의

단체가입 그 단체에서의 합법 활동을 직․간 으로 제한할 수 없

6) UNESCO/ILO의 교원지 에 한 권고 제2조.

7) The participation of teachers in social and public life should be encouraged in

the interests of the teacher’s personal development, of the education service

and of society as a whole.

8) Teachers should be free to exercise all civic rights generally enjoyed by

citizens and should be eligible for public office.

9) Martha McCarthy, Nelda Cambron-McCabe & Stephen Thomas, Public School

Law Teachers’ and Students’ Rights (Allyn and Bacon,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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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하지만 이것도 무제한 인 자유는 아니며 교원의 본질 인 의무인 학

생교육에 부정 인 향을 미치지 않는 범 내에서 행사되어야 한다.10)

정치단체뿐만 아니라 정당가입 역시 수정헌법 제1조에서 도출되는 결사의

자유에 의해 인정된다. 법원은 정치 이유로 해고된 사례에서 도출된 원

칙11)을 모든 공 고용부문에까지 확 했다.12)

일반 으로 교원의 정치활동은 학교 안에서 교사로서 자신의 지 를 이

용한 활동이냐, 아니면 학교 밖에서 개인 인 차원의 활동이냐에 따라 보

호범 가 달라진다. 미국 수정헌법 제1조에 의해 교원들은 자신의 정치

의견을 표 하거나 선거에서 후보자 지지운동을 할 수 있도록 헌법 으로

보호받으나, 학교 내에서의 이러한 정치 활동은 제한될 수 있다. 교실 안

에서 후보자 지지연설을 하는 것은 명백히 지되며, 교사로서 자신의 지

를 이용하여 학생들에게 자신의 정치 생각을 강요하는 것 한 용인될

수 없다. 그러나 교실 안이라 하더라도 선거의 쟁 들이 수업내용과 연

이 있는 경우, 교사는 립 입장에서 그러한 쟁 이나 후보자를 주제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

(3) 독일13)

독일기본법상의 자유로운 의사발표의 자유, 집회의 자유, 결사의 자유의

기본권은 교원에게 정치 활동을 보장하고 있다. 즉, 기본법 제5조 제1항

사상의 자유, 제8조 제9조의 집회ㆍ결사의 자유, 제21조 제1항 2문에 의

해 보장되는 정당설립의 자유에 근거하여 정당 특별한 정치 결사에

가입ㆍ활동할 수 있으며, 자신의 정치 견해를 피력하거나 시 에 참여할

수도 있다.

10) Beilan v. Board of Public Education of Philadelphia, 357 U.S. 399 (1958).

11) “피고용인의 정당에의 가입이 승진이나 근, 복직 등의 인사에 한 결정에

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

12) 이 때 정당가입으로 인사에서 불이익을 받은 교사는 자신의 정당가입이 교육

원회의 인사결정에 주요 원인이 되었음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교사가 이를 입증

하면 교육 원회는 교사가 정당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같은 결정을 내렸을 것이

라는 을 충분히 입증하여야 한다. Rutan v. Republican Party of Illinois, 497

U.S. 62 (1990).

13) 권 , 「교원의 교육권에 한 비교법 연구–독일 교원의 교육권을 심으

로-」(성균 학교교육 학원 석사학 논문, 2001년 12월)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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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교원의 정치 활동은 공무원으로서의 특수한 신분을 가지며 국

가의 교육 탁 사상을 달성하기 해 노력할 의무를 가지므로 일정한 제한

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교사는 이 지 를 가지게 되는데, 한편으로는

국가에 해 자신의 자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시민’으로서의 지 이고 다

른 한편으로는 국가로부터 특별한 의무를 부여받고 있는 ‘공무원’으로서의

지 이다. 이러한 긴장 계는 공무원제도를 유지하기 해 필수 불가피하

게 요구되는 공무원의 의무로 인해, 교원이 시민으로서 릴 수 있는 기본

권이 일정 부분 제한되는 결과를 래하 다. 교원의 정치활동은 원칙 으

로 허용되나 기본법상 자유민주 기본질서를 지켜야 할 뿐만 아니라,

용과 자제를 지켜야 하며 학교 안 에서 자신의 행동을 통해 교원으로서

요구되는 의무에 충실할 충성의무가 있다.

따라서, 교원은 수업 에 정치 인 상황을 배제하고 조심스럽게 다루어

야 하며 자신의 고유한 확신을 숨길 필요는 없지만 학생들에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 한 교실은 정치 투쟁의 장소가 되어서는 안 되며, 정해진 정

치 노선을 해 정당을 편 으로 지지해서도 안 된다. 이러한 제한은

학교가 정치 투쟁장소로 변질될 경우 학교의 본질 책무인 교육업무가

침해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4) 국

국에서 개인의 정치참여는 국민의 기본권으로 인식되며 교원이라는

신분 때문에 정치참여를 제한하거나 지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에

배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14) 교원은 다른 국민과 같이 정치활동의

자유를 가지고 있으며 정당에 가입하는 것도 국민의 당연한 권리로 인정되

고 있다. 한 당원으로서 지구당 행사에 참석할 수 있고, 선거시에는 수업

이 끝난 후 선거운동도 할 수 있으며, 의회 의원으로 출마할 수도 있다.15)

14) 강인수 외, 교원 교원단체 정치활동 계법률 개정방안, 「정책연구 제110

호」(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2002년 3월), 40면.

15) 김 , 교원들 정당활동 활발 …교원단체들 정치기 조성 – 국 교원과 교원

단체의 정치참여–, 「새교육 2001년 8월호」, 8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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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랑스16)

랑스의 교원들은 거의 부분 국가공무원이지만 이들의 선거권과 피

선거권은 어떠한 제약도 받지 않는다. 다만, 이들 교원이 선출직으로 진출

하면 이 선출직 임명기간 동안 휴직을 해야 한다. 그러나, 임기만료와 동시

에 다시 복직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실제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선출

직으로 진출한 교원의 비율은 1981년 총선에서 체 491석 167석을 차

지한 이래, 1997년 총선의 경우 577석 150석으로, 지난 20여 년 동안 의

회에 진출한 직종 단일 직종으로 압도 우 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랑스 교원들의 활발한 정치참여는 학부모가 교원에 하여 가

지는 신뢰가 그 원동력인데, 교원으로서의 윤리의식과 이들이 행하는 교

육에 한 믿음이 사회 으로 교원들의 활발한 정치참여가 가능 하고

있다.

(6) 일본17)

일본 교원의 정치활동은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제한 는 지되어 있다.

먼 일본 헌법 제15조 제2항은 “모든 공무원은 체의 사자이고 일부의

사자가 아니다.”라고 규정하여, 국민 체의 사자로서의 지 에 하여

우리 헌법과 동일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일본 헌법에서는 우리 헌법의

‘교육의 자주성․ 문성․정치 립성 보장’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교육기본법 제10조(교육행정) 제1항에서 “교육은 부당한 지배에 복종함이

없이 국민 체에 해 직 책임을 지고 행해져야 한다.” 라고 규정하여

교육의 본질과 이념에 배치되는 정치 는 행정의 부당한 지배를 하고

있다.

교원의 정치활동에 해서는 국․공․사립의 모든 교원의 정치활동에

하여 교육기본법에서 지하고 있다. 즉, 동법 제8조(정치교육)는 “① 양

16) 신율, 한국의 정치․교육 실과 교원단체의 정치활동, 「 ㆍ 등교원 교원단

체의 정치활동 방향과 과제 (한국교총주최 제37회 교육정책토론회 팜 렛)」(한국

교원단체총연합회 2001. 9. 18). 95면; 조홍식, 랑스의 사례 -정당활동 활발 …

정계진출하면 휴직․복직 보장 -, 「새교육 2001년 7월호」, 61면.

17) 강인수외, 게논문(2002. 3), 44-47면; 박선 , 일본의 사례 -법으로 지 … 간

정치활동에 그쳐-, 「새교육 2001년 7월호」, 53-5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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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있는 공민으로서 필요한 정치 교양은 교육상 이를 존 해야 한다. ②

법률에 규정된 학교는 특정한 정당을 지지하거나 는 반 하기 한 정치

교육 기타 정치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민주시

민 교육으로서의 정치교육은 존 되나 특정 정당을 지지ㆍ반 하는 교육활

동을 할 수 없음을 명문으로 규정한 것인데, ‘법률에 규정된 학교’에 해

특정 정당에 한 지지ㆍ반 의 정치교육이나 교육활동을 지하고 있으므

로 학교교육법과 사립학교법 등에 규정된 국․공․사립의 모든 학교( 등

학교․ 등학교․ 학교)가 이 규정의 용을 받게 되며, 학교가 이러한

활동을 할 수 없다 함은 학교교육 활동을 담당하는 교원이 그 용 상이

된다.

그리고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교육공무원특례법, 의무교육제학교

에있어서교육의정치 립확보에 한임시조치법, 공직선거법 등에서 교육

공무원은 일반공무원과 같이 정치활동을 지당하고 있다.

4. 이 사건 법률조항의 헌 여부

가. 헌법상의 정치 기본권

(1) 헌법 제24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제25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종래 정치 기본권으로는 헌법

제24조와 제25조가 규정하는 이른바 ‘참정권’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오늘날 정치 기본권이라 함은 국민이 정치 의사를 자유롭게 표

하고, 국가의 정치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정치 활동을 총칭하는 것으

로 본다.18) 정치 기본권은 기본권의 주체인 개별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주 공권으로서의 성질을 가지지만, 민주정치를 표방한 민주국가에 있

어서는 국민의 정치 의사를 국정에 반 하기 한 객 질서로서의 의

미를 아울러 가진다.19)

(2) 정치 기본권은 정치 자유권과 참정권으로 구분되는바, 이하에

서는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정치 자유권에 하여 간단히 살

18) 권 성, 「헌법학원론」(법문사 2003), 540면.

19) 강경근, 「헌법학」(법문사 1997), 68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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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본다.

정치 자유권이라 함은 국가권력의 간섭이나 통제를 받지 아니하고 자

유롭게 정치 의사를 형성ㆍ발표할 수 있는 자유라고 할 수 있다.20) 정치

자유권은 정치 표 의 자유, 정당가입과 정당활동의 자유, 투표와 선

거운동의 자유 등을 말한다.

(가) 정치 표 의 자유

오늘날 정치 표 의 자유란 정치 언론ㆍ출 ㆍ집회ㆍ결사의 자유를

말한다. 이 권리는 자유민주 기본질서의 구성요소로서 다른 기본권에 비

하여 우월한 효력을 가진다. 정치 표 의 자유는 “여론의 자유”라고도

할 수 있다.21)

그러나 정치 표 의 자유도 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헌법 제37

조 제2항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컨 , 공무원과 군인, 교원들은 그들의

특수신분 계에 의해 정치 표 의 자유를 제한당한다. 한 선거운동 기

간 의 정치 표 의 자유는 그 자체가 선거운동의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하여 상당한 제약을 가하게 된다.22)

(나) 정당가입과 정당활동의 자유

정당은 오늘날과 같은 형태의 자유민주주의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요

소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민주주의는 정당없이는 기능조차 할 수 없다.

정당은 정치의사의 비형성에 있어서나 제도화된 정치의사 형성단계(=의

회나 정부)에 있어서, 한 통치의 정당화 과정에 있어서 결정 인 역할을

한다. 즉 정당은 오늘날의 민주주의에 있어서 국민의 정치의사형성의

담당자이며 매개자이다. 정당은 이처럼 민주주의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요소이기 때문에 정당의 자유로운 설립과 활동은 민주주의 실 의 제조

건이다.23)

모든 국민은 일반 결사의 자유와 마찬가지로 정당결성 불결성의 자유

20) 김승조, 「헌법요론」(삼우사 1998), 280면.

21) 김철수, 「헌법학개론」(박 사 2003), 704면.

22) “공선법 제58조 제1항 본문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한

행 모두를 ‘선거운동’으로 규정한 결과 공선법상의 여러 제약을 받게 되어 일견

국민의 정치 표 의 자유 내지 참정권이 제한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헌

재 2001. 8. 30. 2000헌마121등, 례집 13-2, 263, 271).

23) 계희열, 「헌법학( )」(박 사 2000), 5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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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가지며, 정당가입과 불가입의 자유를 가지고 당원으로서의 계속 잔류와

탈당의 자유가 보장된다.24) 그러나 이 사건 정당법조항은 국가공무원법 제

2조와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과 교원은 정당의 발기인 는

당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다만 국ㆍ공ㆍ사립 학교의 총장으로부터

임강사에 이르기까지의 교수들은 외로 하고 있다.

(다) 선거운동의 자유

1) 선거운동의 개념

선거운동이란 특정 후보자의 당선 혹은 낙선을 한 모든 행 를 말한

다. 공선법 제58조는 본문에서 “이 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한 행 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단서

에서 “1. 선거에 한 단순한 의견개진 의사표시, 2. 입후보와 선거운동

을 한 비행 , 3.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한 단순 지지반 의 의견

개진 의사표시, 4. 통상 인 정당활동”은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 소는 “선거운동이라 함은 특정 후보자의 당선 내지 이를 한

득표에 필요한 모든 행 는 특정 후보자의 낙선에 필요한 모든 행

당선 는 낙선을 한 것이라는 목 의사가 객 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 , 계획 행 를 말하는 것”이라고 풀이하고 있다(헌재 2001. 8. 30.

2000헌마121등, 례집 13-2, 263, 274).

2) 선거운동의 자유의 의의

모든 국민은 투표의 자유와 공직선거 입후보 선거운동의 자유를 가진

다. 이 자유는 민주정치에서 국민의 참정권 행사를 통한 국정참여를 가능

하게 하는 제도로서 정치 자유 에서 가장 기본 인 자유라고 할 수 있

다.25) 오늘날 정당지지의 문제는 국정참가 내지는 국정결정의 핵심문제이

다. 정당을 지지하는 등의 선거운동의 자유는 헌법질서의 기본원칙인 민주

주의에 직 여하여 그것을 구체화하는 요한 권리이다. 공선법 제58조

제2항은 “ 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 는

24) 허종렬, 교원의 정치 기본권의 보장과 제약, 「 ㆍ 등교원 교원단체의 정

치활동 방향과 과제 (한국교총주최 제37회 교육정책토론회 팜 렛)」(한국교원단

체총연합회, 2001. 9. 18.), 30면.

25) 김철수, 게서(2003), 7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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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지 는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 소는 선거운동의 자유의 의미에 하여 다음과 같이 시하 다.

『 의민주제를 채택하고 있는 민주국가에 있어서 공직자의 선거는 주

권자인 국민이 그 주권을 행사하는 행 이므로, 국민이 선거에 참여하여

그 의사를 표 할 기회와 자유는 최 한 보장되어야 한다. 자유선거의 원

칙은 비록 우리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지는 아니하 지만 민주국가의 선

거제도에 내재하는 법원리로서, 국민주권의 원리, 의회민주주의의 원리

참정권에 한 규정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자유선거의 원칙

은 선거의 과정에 요구되는 선거권자의 의사형성의 자유와 의사실 의

자유를 말하고, 구체 으로는 투표의 자유, 입후보의 자유 나아가 선거운동

의 자유를 뜻한다. 선거운동의 자유는 리 선거과정에서 자유로이 의사를

표 할 자유의 일환이므로 표 의 자유의 한 태양이기도 하다.』(헌재

2001. 8. 30. 99헌바92, 례집 13-2, 174, 193)

나. 정치 기본권의 침해 여부

(1) 교원의 정치참여 지 법령의 연

(가) 1949. 8. 12. 법률 제44호로 제정된 국가공무원법 제4장 제37조

는 “공무원은 정치운동에 참여하지 못하며 공무 이외의 일을 한 집단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 다. 1949. 12. 31. 법률 제86호로 제

정된 교육법 제77조는 “교원은 어느 정당을 지지하거나 배격하기 하여

학생을 지도 혹은 선동할 수 없다.”고 규정하 고, 제79조는 “교원의 자격,

복무, 보수, 연 , 임면 기타에 한 사항은 교육공무원법으로써 정한다.”고

규정하 다. 그 후 1953. 4. 18. 법률 제285호로 제정된 교육공무원법 제27

조는 “교원은 정치운동에 참여하지 못하며 어느 정당을 지지하거나 배격하

기 하여 학생을 지도 혹은 선동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 고, 제29

조에서는 “국가공무원법 제4장은 교육공무원에 용한다.”고 규정하 기

때문에 국가공무원법 제37조도 교육공무원에게 용되었다.

한 1963. 6. 26. 법률 제1362호로 제정된 사립학교법 제55조는 “사립학

교의 교원의 복무에 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한 규정을 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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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규정하 고, 제58조 제1항 제4호는 “사립학교의 교원이 정치운동

는 노동운동을 하거나 집단 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는 어느 정당을 지

지 는 반 하기 하여 학생을 지도ㆍ선동한 때에는 당해 학교법인 는

사립학교경 자는 이를 면직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 다.

(나) 한편 헌법차원에서 보면, 1962. 12. 26. 문개정된 헌법(제3공화국

헌법) 제6조에서 “① 공무원은 국민 체에 한 사자이며, 국민에 하여

책임을 진다. ②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 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

하여 보장된다.”고 규정하여 처음으로 ‘공무원의 국민 체에 한 사자’

‘공무원의 정치 립성’ 규정을 두었고, 제27조 제3항에서는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 립성은 보장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역시 처음으로

‘교육의 정치 립성’ 규정을 두었다.

(2) 공무원의 정치활동 제한법리

(가) 헌법상 공무원의 지

행헌법은 공무원의 헌법상 지 (제7조)를 정당에 한 규정(제8조)과

함께 제1장 總綱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무원은 정당과 함께 국민주권

의 원리를 실천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도구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두 규정은 그 이념에 있어서나 실에 있어서 서로 상반되는 경향을 보

여주고 있다. ‘정당’에 한 규정은 민주국가에 있어서 정당의 실을 반

한 “정당국가 규정”을 의미하는데 하여 ‘공무원’에 한 규정은 “국민

체에 한 사자”로서 반정당국가 규정을 의미하기 때문이다.26)

(나) 국민 체의 사자론

헌법 제7조 제1항은 “공무원은 국민 체에 한 사자이며, 국민에

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공무원이 국민 체에 한

사자라 함은, 공무원은 국민 체의 이익을 해 사해야 하는 입장에

있으며 일부의 국민이나 특정 정 혹은 정당의 이익을 해 사하는 입

장에 있지 아니한 자라는 의미이다.

한 ‘국민에 하여’ 지는 공무원의 책임이란 ‘국민 체에 한 사자’

로서의 책임, 국가이념의 표에 한 책임, 구체 으로는 그 직무수행에

26) 한태연, 「헌법학」(법문사 1973), 330-3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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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의 합법률성에 한 책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공무원은 그 직무의

수행에 있어서 그때 그때의 정권의 교체에 계없이 국가의 이념에 따라서

비정당 으로, 합법 으로 이를 처리하지 않으면 안된다.27)

공무원은 국민 체의 사자라는 의미에 하여 일본 최고재 소 법

정의 1974년(昭和 49) 11월 6일 선고 全遞猿拂 결에서는 아래와 같이

시하 다.

『공무원이 국민 체에 한 사자라고 하는 것은 곧 어느 한 정당이나

그 일 에 경사하지 아니하고 국민 체의 이익에 사하여야 한다는 의미

를 가지는 것이며, 이 게 하는 것이 곧 헌법 요청인 행정의 립성 확

보와 그에 한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는 것이 된다. … “모든 공무원은

체의 사자이고 일부의 사자가 아니다.”라는 (일본국)헌법 제15조 제2항

의 규정으로부터 공무원은 국민 체에 한 사자로서 인식되어야 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최고재 소형사 례집 28권 9호, 393면).

(다) 공무원의 정치 립성론

헌법 제7조 제2항은 “공무원의 정치 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

하여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공무원의 정치 립성의 요

청은 정권교체로 인한 행정의 일 성과 계속성이 상실되지 않도록 하고,

공무원의 정치 신조에 따라서 행정이 좌우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공무집

행에서의 혼란의 래를 방하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함이다.

헌법 제7조가 규정하는 직업공무원제도의 핵 내용의 하나로서 ‘정치

립’이라 함은 정당제 국가에서 집권당의 향으로부터의 독립뿐만 아

니라 공무원의 정당에 한 불간섭ㆍ불가담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공무원

의 정치 립성 보장은 직업공무원제도를 확립하고, 정권교체에 따른 국

가행정의 단과 혼란을 방지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자유민주 통치구조에서는 모든 공직자의 정치 립성이 유지될 수

있는 공직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매우 요하다. 특히 정당민주국가에서 모

든 공직자가 모든 정당에 해 립을 지키는 것은 바로 정당민주국가의

제조건이다. 공직자의 정당정치 립성이 지켜지지 않고 공직자가 여

당의 시녀로 락하는 경우에는 정당민주국가의 존립근거라고 볼 수 있는

27) 한태연, 게서(1973), 3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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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교체나 정책의 변화는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이다.28)

일본 최고재 소의 全遞猿拂 결에서도 아래와 같이 시하 다.

『공무 에서도 행정분야에 있어서 헌법에 정한 통치조직의 구조에 비

추어 의회제 민주주의에 바탕을 둔 정치과정을 통해 결정된 정책의 충실한

수행을 기약하고 오로지 국민 체에 한 사를 취지로 하여 정치 편향

을 배척하고 운 해야 한다고 해석되며, 그러기 해서는 각 공무원이 정

치 으로 일당일 에 기울지 않고 엄격히 립의 입장을 견지하여 직무수

행을 하는 것이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행정의 립이 확보되고 그에 한

국민의 신뢰가 유지되는 것은 헌법 요청에 맞으며, 공무원의 정치

립성이 유지되는 것은 국민 체의 요한 이익이 된다. 따라서 공무원의

정치 립을 해칠 우려가 있는 공무원의 정치 행동 지는 합리 이며

필요한 한도에 머무는 한 헌법에서 허용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우리 헌법재 소도 1995. 5. 25. 선고한 91헌마67 결정에서 공무원에

한 정치 립성의 필요성에 하여, “공무원은 국민 체에 한 사자

이므로 립 치에서 공익을 추구하고(국민 체의 사자설), 행정에

한 정치의 개입을 방지함으로써 행정의 문성과 민주성을 제고하고 정책

계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하며(정치와 행정의 분리설), 정권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신분 안정을 기하고 엽 제로 인한 부패․비능률 등

의 폐해를 방지하며(공무원의 이익보호설), 자본주의의 발달에 따르는 사회

경제 립의 재자․조정자로서의 기능을 극 으로 담당하기 하여

요구되는 것(공 재자설)”인바, 결국 각 근거를 종합 으로 고려하여

“공무원의 직무의 성질상 그 직무집행의 립성을 유지하기 하여” 필요

한 것이라고 시한 바 있다( 례집 7-1, 722, 759).

(3) 교원의 정치활동 제한법리 : 교육(교원)의 정치 립성

(가) 행헌법 제31조 제4항은 “교육의 … 정치 립성 …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 교육공무원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교육기

즉 ㆍ 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각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은 교육

28) 허 , 「한국헌법론」(박 사 2003), 74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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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으로서 동법 제53조 제5항29)에 규정한 일정한 부분 이외에는 국가

공무원법의 용을 받는다. 따라서 교육공무원에게 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정치운동의 지)에 의하면, 교육공무원은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결성에 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고(제1항), 선거에 있어서 특정 정당

는 특정인의 지지나 반 를 하기 하여 그 소정의 행 를 할 수 없다

(제2항).

교육의 정치 립성이란 교육이 국가권력이나 정치 세력으로부터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본연의 기능을 벗어나 정치

역에 개입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교육은 그 본질상 이상 이고

비권력 인 것임에 반하여 정치는 실 이고 권력 인 것이기 때문에 교

육과 정치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육의 정치

립성을 구체 으로 보면, 첫째 교육의 정치 무당 성, 둘째 교육에 한

정치 압력의 배제, 셋째 교육의 권력으로부터의 독립, 넷째 교원의 정치

립, 다섯째 교육의 정치에의 불간섭 등을 기본내용으로 한다.30)

교육의 립성은 정치 세력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사회 ㆍ종교 세

력 등에 의해서도 침해될 수 있다. 그러나 정치 세력에 의한 침해는 매

우 심각하기 때문에 정치 립성을 명시 으로 규정한 것이다. 국가나

정치세력과 같은 외부세력이 교육에 개입하거나 간섭하게 되면 교육이 그

본래의 사명을 다하기 어렵다는 것은 분명하다. 교육의 정치 립성을

보장하기 하여는 교육내용의 립, 교사의 립, 교육행정(조직 제도)

의 립이 보장되어야 한다.31)

(나) 헌법재 소는 1992. 11. 12. 선고한 89헌마88 결정에서 교육의 정치

립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시하 다( 례집 4,

739, 762).

29) 교육공무원법 제53조(국가공무원법과의 계) ⑤ 국가공무원법 제6조제17조

제19조의2제21조 내지 제24조제28조의2제28조의3제31조 내지 제32조의2

제34조제36조 내지 제39조제40조의2제41조제42조 제2항 제50조의

규정은 교육공무원에게, 동법 제76조의 규정은 교원(공립 학의 교원을 제외한다)

에게 각각 이를 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91. 5. 31, 1993. 12. 27, 1996. 12. 30,

2002. 12. 5.>

30) 권 성, 게서(2003), 257면.

31) 계희열, 게서(2000), 651-65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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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자주성․ 문성․정치 립성을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이유

는 교육이 국가의 백년 계의 기 인 만큼 국가의 안정 인 성장ㆍ발 을

도모하기 해서는 교육이 외부세력의 부당한 간섭에 향받지 않도록 교

육자 내지 교육 문가에 의하여 주도되고 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데

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기 해서는 교육에 한 제반정책의

수립 시행이 교육자에 의하여 담되거나 어도 그의 극 인 참여하

에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 교육방법이나 교육내용이 종교 종 성과 당

편향성에 의하여 부당하게 침해 는 간섭당하지 않고 가치 립 인 진

리교육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32)

한 헌법재 소는 1993. 7. 29. 선고한 91헌마69 결정에서, “국ㆍ공립학

교 교원이 공무원신분을 가지도록 한 것은 국가가 교육에 있어서 한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공교육제하에서 교육의 자주성․ 문성․정치 립

성의 보장이라는 헌법 제31조의 명제를 구체화시키기 한 것”이라고 하면

서, 교육공무원의 정당가입을 지한 정당법 제6조는 교육의 자주성․ 문

성․정치 립성의 보장을 하여 인정되는 합리 인 제한이라고 시하

다( 례집 5-2, 145, 152).

(다) 공선법 제60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국가공무원33)의 선거운동을

지하는 취지는, 교원을 포함한 국가공무원은 국민 체에 한 사자이므

로 공무원의 정치 립성에 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여 국민에 한

공복으로서의 사명을 충실히 수행하게 하기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는 헌법 제7조에 의해 보장되는 직업공무원제의 핵심 인 요청이기도 하

다. 특히 교원의 경우는 일반공무원과 달리 피교육자에 한 교육 향

32) 이 결에 하여는, “교사가 정치 으로 편향된 견해를 가르쳐서는 안된다는

것은 진리를 가르쳐야 한다는 교육의 본질 특성으로부터 요청되는 것이고, 이

때 교사가 가르치는 내용이나 교사의 발언 어떤 내용이 당 인가 하는 것은

정치 인 단이 아니라 교육 ㆍ학문 에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에서 이

결은 학교에서 가르치는 지식 는 진리에 한 성찰이 결여되었고, 뿐만 아니

라 ‘편향성’이란 사물이나 생각이 한쪽으로 치우침을 뜻하고 ‘당 성’은 주의나 주

장을 함께 하는 성향을 의미하는 서로 다른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당 성을 편향

성이라는 개념과 함께 사용함으로써 정치 당 성을 부정 으로 인식하도록 유

도하고 있다.”는 비 이 있다. 박정환, 교원의 정치활동과 교육의 정치 립성에

한 탐구, 「한국교원 학교교육 학원 석사학 논문, 2003년 2월), 50-51면.

33) 교육공무원은 에서 본 바와 같이 국가공무원법의 규정이 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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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이 지 하므로 교육자로서 특별한 처신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청구인들은, 교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학교 내에서의 교육활

동에만 국한하여 용하여야지 근무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일률 으로 정치

활동을 지하는 것은 과잉 지의 원칙에 어 나게 정치 표 의 자유라

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감수성과 모방성,

그리고 수용성이 왕성한 ㆍ 등학교 학생들에게 교원이 미치는 향이

매우 큰 과, 교원의 활동은 근무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학생들의 인격

기본생활습 형성 등에 요한 향을 끼치는 잠재 교육과정의 일부분

인 을 고려할 때, 정당가입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

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

정당법 제6조 단서 제1호는 국가공무원법 제2조 지방공무원법 제2조

가 규정하는 공무원은 정당의 발기인 당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여 경

력직공무원 등 직업공무원제도에 의한 신분보장과 정치 립성 보장의

상이 되는 공무원에 하여 이를 지하는 한편, 이들 외에 정치 성격

을 가지는 공무원에게는 정치활동을 허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ㆍ 등학

교에 근무하는 교원이 정당의 발기인 는 당원이 되는 것을 지하고 있

는 것은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하고 민주주의 법치주의의 통치이념에 기

여하려는 공무원제도의 본질에 비추어 공무원의 정치 립성을 확보를

한 조치로서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최소한의 제한이라고 할 수 있

다. 이는 우리나라의 정치 실과 역사 경험에 비추어 행정의 립성ㆍ

효율성의 확보뿐만 아니라 교원의 활동이 미성숙한 학생들의 가치 단에

한 향을 주고 있으므로 피교육자인 학생들의 기본권 는 학부모

들의 자녀에 한 교육권과의 갈등을 방하기 해 필요한 조치이기도

하다.

(라) 그 밖에 학부모의 입장에서, “우리 헌법과 교육기본법은 ‘교육의 정

치 립’을 규정하고 있는바, 교육계가 그 본연의 기능을 벗어나 정치

역에 개입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교육의 정치 립이므로 교육계가 정치

역에 개입하게 되면 반 로 국가권력이나 정치 세력이 교육계에 해

서 부당한 간섭을 하지 말아야 하는 ‘정치의 교육 립’을 보장받을 수

있겠는가. 교원의 정치참여가 교육문제를 정치 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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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면 그것은 오히려 교육이 정치권에 발목잡히는 결과가 될 것이다.” 라

는 우려를 표 하기도 한다.34)

교원이나 교원단체가 정치집단화되어 소모 인 정쟁에 휘말린다면 교육

환경이 정치에 오염될 가능성이 크다. 정치에 한 국민불신이 아직도

단한 상황에서 교단의 선생님조차 진흙탕 싸움에 끼어든다면 교육에 념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선생님들이 선거 때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게 을 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으며, 역으로 정치권은 교원단체

를 선거에 이용하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유혹의 손길을 뻗

칠 것이다. 학부모들은 교육에 한 정치 압력과 권력으로부터 교육의

독립도 실하게 원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교원의 정치 립, 교육의 무

당 성, 그리고 교육의 정치에의 불간섭 등도 바라고 있는 것이다.35)

다. 평등권의 침해 여부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의 원칙은 일체의 차별 우를 부정하는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과 법의 용에 있어서 합리 근

거 없는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상 평등을 뜻하고 따라서 합리

근거 있는 차별 내지 불평등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합리 근거 있는 차별인가의 여부는 그 차별이 인간의 존엄성 존 이라는

헌법원리에 반하지 아니하면서 정당한 입법목 을 달성하기 하여 필요하

고도 정한 것인가를 기 으로 단되어야 한다(헌재 1994. 2. 24. 92헌바

43, 례집 6-1, 72, 75).

이 사건 법률조항은 학교원의 정당가입 선거운동의 자유를 허용하

면서도 청구인들과 같은 ㆍ 등학교의 교원에 하여는 이를 지함으로

써 정치 립을 요구하고 있다. 정치활동이 허용되는 학의 교원은

학, 산업 학, 교육 학, 문 학, 방송ㆍ통신 학, 기술 학 등 각 학교에

서 학생을 직 교육ㆍ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거나 는 학문연구만을

담하는 사람으로서 교수․부교수․조교수․ 임강사 등이다(교육기본법 제

9조, 고등교육법 제2조ㆍ제14조ㆍ제15조).

34) 박유희, 교육의 정치종속화 심화 우려, 「새교육 2001년 7월호」, 47면.

35) 홍득표, 정치 기본권부터 확보하자, 「새교육 2002년 5월호」,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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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등학교의 교원 즉 교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하

는 자이고(교육기본법 제9조, ㆍ 등교육법 제20조 제3항), 반면에 학

의 교원 즉 교수․부교수․조교수와 임강사는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

문을 연구하되, 학문연구만을 담할 수 있다(고등교육법 제15조 제2항).

이와 같이 행 교육법령은 양자의 직무를 달리 규정하고 있다. 물론 학

교수도 학생을 교육하기는 하나 그 주된 직무는 연구기능이므로 이 에서

매일 매일을 학생과 함께 호흡하며 수업을 하고 학생을 지도해야 하는

ㆍ 등학교 교원에 비하여 상 으로 많은 학문연구와 사회활동의 자유가

인정된다(헌재 1993. 7. 29. 91헌마69, 례집 5-2, 145, 154). 뿐만 아니라

․ 등학교 교육은 일반 으로 승인된 기 인 지식의 달에 이

있는데 비하여, 학의 교육은 학문의 연구․활동과 교수기능을 유기 으

로 결합하여 학문의 발 과 피교육자인 학생들에 한 교육의 질을 높일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학교원의 자격기 도 이와 같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것이 요구된다(헌재 1998. 7. 16. 96헌바33등, 례집

10-2, 116, 149-150).

그 다면 ㆍ 등학교 교원에 해서는 정당가입과 선거운동의 자유를

지하면서 학교원에게는 이를 허용한다 하더라도 이는 양자간 직무의

본질이나 내용 그리고 근무태양이 다른 을 고려할 때 합리 인 차별이라

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듯 헌법상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라. 결론

헌법 제31조 제6항은 “학교교육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

, 교육재정 교원의 지 에 한 기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

정하여 교육제도와 아울러 교원의 지 에 한 기본 인 사항을 국민의

표기 인 입법부의 권한사항으로 하는 ‘교육제도와 교원지 의 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헌법재 소는 1991. 7. 22. 선고한 89헌가106 결정에서, “헌법 제31조 제6

항은 단순히 교원의 권익을 보장하기 한 규정이라거나 교원의 지 를 행

정권력에 의한 부당한 침해로부터 보호하는 것만을 목 으로 한 규정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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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고, 국민의 교육을 받을 기본권을 실효성 있게 보장하기 한 것까지 포

함하여 교원의 지 를 법률로 정하도록 한 것이다. 이 헌법조항에 근거하

여 교원의 지 를 정하는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서는 교원의 기본권보장 내

지 지 보장과 함께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다 효율 으로 보장하기

한 규정도 반드시 함께 담겨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헌법조항을

근거로 하여 제정되는 법률에는 교원의 신분보장․경제 ․사회 지 보

장 등 교원의 권리에 해당하는 사항뿐만 아니라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

를 해할 우려 있는 행 의 지 등 교원의 의무에 한 사항도 당연히

규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결과 으로 교원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사항까지

도 규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라고 시한 바 있다( 례집 3, 387,

417).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ㆍ 등학교 교원인 청구인들의 정당가입

선거운동의 자유를 지함으로써 정치 기본권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

는 것은 사실이나 교원의 정치활동은 교육수혜자인 학생의 입장에서는 수

업권의 침해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에서 이에 하여는 국민 합의가

필요하고 시 에서는 국민의 교육기본권을 더욱 보장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공익을 우선시해야 할 것이므로 헌법 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제한이

라고 할 것이다.

5. 이 사건 결정의 의의

가. 이 사건 결정은 우리 헌법이 공무원의 정치 립성(제7조 제2항)

과 특히 교육의 정치 립성(제31조 제4항)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청구인들과 같은 ㆍ 등학교의 교원들에 하여 법률로 정치

기본권 일부인 정당가입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하여 이들

두고 과잉입법 지원칙이나 평등원칙에 배되어 헌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취지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합헌이라고 단한 것이다. 따라서

이들에 하여 정당가입 선거운동의 자유를 허용하면 헌이라는 취지

는 아니며, 입법자가 선진 외국과 같이 우리의 정치문화가 성숙하게 되었

다고 단하면 얼마든지 이를 허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나. 한편, 이 결정에 하여는, 헌법재 소가 “교육 립”의 의를 거듭



184 헌법재 소결정해설집 2004

확인함으로써 총선을 앞두고 국교직원노동조합( 교조)의 시국선언이나

공무원단체( 국공무원노동조합: 공노)의 특정 정당 지지와 같은 정치성

향의 활동 역에 을 그었다는 다수의 정 인 평가{문화일보, 2004. 3.

26.자 [사설](6면) 등 참조}와 함께, 행 정당법이 학교수와 ㆍ 등교

원의 정당활동 등을 차별하는 것에 하여 합헌결정을 한 것은 사회 신

분에 따른 정치 차별을 용인한 것으로서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는 비

{조선일보, 2004. 3. 30.자 [아침논단](A30면)}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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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학년도 역시 공립 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요강 취소

-사범 가산 의 헌 여부-

(헌재 2004. 3. 25. 2001헌마882, 례집 16-1, 441)

정
*

1)

【 시사항】

1. 역시교육감이 가산 항목에 하여 한 ‘2002학년도 역시

공립 등학교 교사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요강’의 공고를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기본권 으로 요한 사항에 한 입법 임의 한계

3. 공개 형의 실시에 한 사항을 통령령에 임한 교육공무원법 제2

항이 공립 등학교 교사 임용시험에 있어서 사범 가산 복수·부 공

가산 에 한 헌법 제37조 제2항이 요구하는 법률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여부

【심 상】

이 사건 심 의 상은 피청구인인 역시교육감이 2001. 11. 10. 공

고한 ‘2002학년도 역시 공립 등학교 교사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요강’ 제8항 가호, 나호, 마호(이하 ‘이 사건 가산 항목’이라 한다)

가 헌법에 반되는지 여부다. 이 사건 가산 항목과 련 법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헌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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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사건 가산 항목

<2002학년도 역시 공립 등학교 교사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

행요강>

8. 가산 (본 가산 은 다음연도 시험시 변동될 수 있음)

부 여 상 자 배

가. , 충남 지역 소재 사범계 학 졸업자 2002년 2

월 졸업 정자로 교원 경력이 없는 자

제1차시험

배 의 5%

나. 한국교원 학교 졸업자 2002년 2월 졸업 정자

교원 경력이 없는 자로서 역시 내 고등학교

를 졸업하고 교육감의 추천을 받아 입학한 자

제1차시험

배 의 5%

마. 부 공 교사 자격증 소지자 는 복수 교사 자격증 소지

자( 등학교 교사 자격증에 한함)

○ 복수 공 교원자격증 소지자

○ 부 공 교원자격증 소지자로서 주 공 표시 과목에 응

시한 자

○ 부 공 교원자격증 소지자로서 부 공 표시 과목에 응

시한 자

제1차시험

배 의 5%

제1차시험

배 의 4%

제1차시험

배 의 3%

(2) 련 법규

교육공무원법(1994. 12. 31. 법률 제4841호로 개정된 것)

제10조(임용의 원칙) ① 교육공무원의 임용은 그 자격재교육성 근

무성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한다.

② 교육공무원의 임용에 있어서는 교원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임용을

원하는 모든 자에 하여 능력에 따라 균등한 임용의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제11조(신규채용 등) ① 교사의 신규채용은 공개 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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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 형에 있어서 담당할 직무수행에 필요한

연령 기타 필요한 자격요건과 공개 형의 실시에 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령령으로 정한다.

교육공무원임용령(2001. 1. 29. 통령령 제17115호로 개정된 것)

제11조(공개 형의 방법 등) ① 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

형은 필기시험․실기시험 면 시험 등의 방법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필기시험성 에는 우수한 교사임용후보자의 선

정을 하여 재학기간 의 성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평가요소를 수

로 환산하여 가산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 형의 실시에 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

인 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규칙(2001. 1. 31. 교육인 자원부령

제779호로 개정되고, 2002. 11. 5. 교육인 자원부령 제809호로 개정되기

의 것)

제8조(시험과목 배 비율) ① 시험과목 배 비율은 시험실시기

이 정한다.

② 시험실시기 은 교육 학, 사범 학( 학의 교육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고등교육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교원양성 학(이하 “교육

학등”이라 한다)의 졸업자(졸업 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하여

는 재학기간 의 성 (교육 학등 외의 학교를 졸업한 자에 하여는 제1

차 시험 성 )에 하여 일정비율로 환산한 수를 제1차 시험 성 에 가

산할 수 있다.

③ 시험실시기 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하여 제1차 시험

성 만 의 15퍼센트의 범 안에서 가산 을 부여할 수 있다.

1. 교육 학등의 졸업자(교원경력자를 제외한다)로서 교육인 자원부

장 이 정하는 지역에서 응시하는 자

2. 특별시․ 역시․도교육감이 정하는 도서․벽지지역에서 근무할 것

을 조건으로 응시하는 자

3. 기타 시험실시기 이 인정하는 기 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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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1. 심 청구에 이르게 된 경

청구인은 교육 학원을 졸업하여 등학교 2 정교사 자격을 취득하고

2002학년도 역시 공립 등학교 교사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 응시

한 자인바, 2001. 12. 21. 이 사건 가산 항목이 공립 등학교 교사 임용에

있어 사범계 학 출신자와 비사범계 학 출신자를 차별함으로써 청구인의

평등권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 을

청구하 다.

2. 청구인의 주장과 이해 계인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1) 사범계 학 출신자와 비사범계 학 출신자의 차별에 근거가 되는 법

률조항은 없으며, 이 사건 가산 항목의 근거인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

정경쟁시험규칙 제8조 제3항은 교육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임용령의 입법취

지를 벗어난 것이다.

(2) 비사범계 학 출신자도 사범계 학 출신자와 마찬가지로 교직과목을

이수하고 교육 장실습 등을 거친 후 등학교 2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

한다. 그러므로 공립 등학교 교사임용시험에서 사범계 학 출신자와 비사

범계 학 출신자를 차별할 합리 이유는 없다. 따라서 사범계 학 출신자

에게 가산 을 부여하는 것은 비사범계 학 출신자인 청구인의 공무담임권

과 평등권을 침해한다.

나. 피청구인 교육인 자원부장 의 의견의 요지

(1) 이 사건 가산 항목은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2항, 교육공무원임용

령 제11조 제2항,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규칙 제8조 제3항 등

에 따른 것으로서, 법률 근거가 있다.

(2) 사범계 학 출신자는 처음부터 등학교 교사가 되려는 목 의식을

가지고 입학하여 4년 동안 교과교육 교육실습 주의 교원양성과정을

체계 으로 이수하므로 비사범계 학 출신자보다 교직 , 사명감 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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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서 더 우수하다. 그러나 재의 시험방법으로는 이 에 한 평가가

어려운바, 이를 보완하기 해 사범계 학 출신자에게 가산 을 부여하는

것은 합리 인 차별로서 정당하다.

【결정요지】

1.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규칙 제8조 제3항은 가산 의 부여

여부와 그 상자 배 에 한 세부 내용을 시험실시기 으로 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 가산 항목의 공고는 법령에 이미 확

정 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단순히 알리는 데 불과한 것이 아니라 와

같은 세부 내용을 구체 으로 확정하는 효과가 있다. 그러므로 이는 국

민의 기본권 상황에 변동을 래하는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있다.

2. 헌법 제75조는 입법의 임은 구체 으로 범 를 정하여 해야 한다는

한계를 제시하고 있는바, 어도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 기본의무와

련된 요한 사항 내지 본질 인 내용에 한 정책 형성 기능만큼은 입법

부가 담당하여 법률의 형식으로써 수행해야 하지, 행정부나 사법부에 그

기능을 넘겨서는 안 된다. 국회의 입법 차는 국민의 표로 구성된 다원

인 구성의 합의체에서 공개 토론을 통하여 국민의 다양한 견해와

이익을 인식하고 교량하여 공동체의 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이다. 일

반국민과 야당의 비 을 허용하고 그들의 참여가능성을 개방하고 있다는

에서 문 료들만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행정입법 차와는 달리 공익의

발견과 상충하는 이익간의 정당한 조정에 보다 합한 민주 과정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견지에서, 규율 상이 기본권 요성을 가질수록

그리고 그에 한 공개 토론의 필요성 내지 상충하는 이익간 조정의 필

요성이 클수록, 그것이 국회의 법률에 의해 직 규율될 필요성 그 규

율 도의 요구정도는 그만큼 더 증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공립 등학교 교사 임용시험에 있어서 사범 가산 과 복수․부 공

가산 은 용 상에서 제외된 자의 공직에의 진입 자체를 가로막을 수 있

는 에서 그 공무담임권 제한의 성격이 하고, 서로 경쟁 계에 놓여

있는 응시자들 일부 특정 집단만 우 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에서 사

에 련당사자들의 비 과 참여가능성이 보장된 공개 토론과정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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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충하는 이익간의 공정한 조정을 도모할 필요성이 실하다. 그러므로

가산 들에 하여는 법률에서 어도 그 용 상이나 배 등 기본 인

사항을 직 명시 으로 규정하고 있어야 했다. 그런데 피청구인( 역

시 교육감)이 가산 항목을 공고하게 된 법률 근거라고 주장하는 교

육공무원법 제11조 제2항에서는 단지 “…공개 형의 실시에 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만 할 뿐, 이 사건 가산 항목에 하여

는 아무런 명시 언 도 하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가산 항목은 결

국 아무런 법률 근거가 없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헌법 제37조 제2항

에 반하여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할 것이다.

재 김 일, 재 김효종, 재 송인 의 보충의견

1. 사범계 학 출신자가 비사범계 학 출신자보다 교직에 한 소명감이

더 투철하고 교사로서의 품성이나 교과교육에 한 문성 면에서 더 앞선

다는 이유로 사범 가산 을 부여하는 것이라면, 이는 그 객 타당성

을 인정하기 어렵다. 교육공무원법 등 련법률 어디에서도 사범계 학 출

신의 교사자격과 비사범계 학 출신의 교사자격의 차별을 정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시간과 노력과 비용을 들여 같은 교사자격을

취득하 음에도 불구하고 비사범계 학 출신자들의 교사로서의 소명감이나

자질이 항상 사범계 학 출신자의 그것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단정할

만한 아무런 실증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한편, 교사 양성을 고유한 설립목 으로 하는 사범계 학에 우수한 인재

를 유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사범 가산 을 부여하는 것이라면, 이는

합리성이 없다. 국가는 비사범계 학 출신자에 해 교사자격 취득을 제도

으로 허용하고 있는 이상, 사범계 학 출신자뿐만 아니라 비사범 학

(-->비사범계 학) 출신자들의 임용에 한 정당한 기 이익도 보호할 책

무가 있다. 우수한 인재를 유인하려는 목 은, 가령 정부가 구조 인 교원

수 불균형 문제에 한 근본 인 해결책을 마련하고, 단편 인 시험방식

을 개선하고, 사범계 학 그 학생들에게 극 인 행정 ․재정 지원

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 그럼에도 국가가 이러한

노력을 다하지 아니한 채 사범 가산 에 의존하는 것은 일시 인 미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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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무고한 비사범계 학 출신자의 희생을 제로 하

는 에서 지나치게 행정편의 이다.

2. 복수․부 공 가산 은 상자가 실제로 복수의 교과목 모두를 충분

히 문성 있게 가르칠 만한 능력을 갖추었는지에 한 실증 근거가 지

나치게 빈약하다는 문제가 있다.(--> 복수․부 공을 한 자가 실제로 복수

의 교과목 모두를 충분히 문성 있게 가르칠 만한 능력을 갖추었는지에

한 실증 근거가 빈약하기 때문에 복수․부 공 가산 제도는 문제가

있다)

교육실습은 복수의 과목들 어느 한 과목에 해서만 해도 되고, 교사

자격증은 무시험검정으로 주어지며, 임용시험도 복수의 과목들 어느 한

과목으로만 치면 되기 때문이다.

나아가, 복수․부 공 가산 은 미임용 교원의 체 해소라는 하나의

시 한 공 과제와 련해서는 그리 정 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리고 교과목간 아무런 연계성도 없이 복수․부 공이 행해질 경우

에는 교사의 문성이 그만큼 하될 수도 있으며, 복수․부 공 가산 은

출발선상의 형평성을 훼손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이 게 볼 경우, 복

수․부 공 가산 을 통해 추구되는 공익 성과는 그로 인한 부정 효과

와 합리 비례 계를 이루고 있다고 하기 힘들다.

3. 이러한 이유에서 가산 항목은 헌법 제37조 제2항의 법률유보원

칙에 배되는 외에 실체 으로도 헌이다.

【해설】

1. 서론

지역사범 가산 이나 복수․부 공 가산 은 교사의 양성․임용체제

반의 구조 문제와 맞물려 있고, 그를 둘러싼 당사자간의 이해 계가

첨 하게 립되어 있다. 실제로 헌법재 소가 이 사건 가산 항목에

해 법률 근거가 없이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을 선언하자,

비사범계 학 출신자는 이를 극 반기는 반면에, 사범계 학측은 사범계

학의 존립목 이 흔들리게 되었다며 반발이 거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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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이 사건 결정을 해설함에 있어서는 그 배경 내지 실태에 한

고찰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이 사건 가산

의 법률유보원칙 배 여부를 본격 으로 논하기 이 에 먼 우리나라

등교사양성․임용체제의 형태와 문제 이 사건 가산 이 가지는

극 ․소극 측면을 간략히 살펴보도록 한다.

2. 등교사1)의 양성 임용체제의 개요

가. 우리나라의 등교사양성체제

(1) 목 형의 양성체제와 개방형의 양성체제

통상 교사양성체제는 목 형( 는 폐쇄형)과 개방형으로 분류된다. 목

형은 교사양성만을 목 으로 하는 교사양성기 에서 교사양성을 담하게

하는 것을 말하며, 개방형은 교사양성을 특정한 유형의 교육기 에만 담

시키지는 않는 체제를 말한다.

교육학자들은 목 형과 개방형이 각각 다음과 같은 장단 을 가지고 있

다고 지 한다. 즉, 목 형은 투철한 사명감과 교직 을 가진 교사를 양성

할 수 있으며, 교직에 한 문 인 지식과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고, 통

일된 기 에 의하여 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장 이 있지만, 입학과 동시에

임용을 보장할 경우 교사후보생 개인의 발 을 한 노력을 게을리 할 수

있고 질 향상을 한 경쟁이 약화되어 교사교육의 획일성과 통제성

학문의 편 성이 나타날 우려가 있으며, 독립 인 교육기 운 에 따른

교육재정의 소요가 확 되는 문제 이 있다는 것이다. 반면에, 개방형은

공지식의 이해도가 높고 폭넓은 안목의 교양축 이 가능하며, 경쟁을 통한

자질향상이 가능하며, 별도의 교육기 이 필요 없으므로 교육재정이 약

될 수 있지만, 교직에 한 목 의식 윤리의식이 약할 수 있으며, 교육

반에 한 이해 는 교과지도능력이 떨어지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한다.

1) 여기서 등학교란, 학교․고등학교․고등공민학교․고등기술학교 는 이들과

동등 정도의 각종학교를 포함한다( ․ 등교육법 별표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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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 등교사양성체제의 특징

․ 등교육법 제21조 제1항, 별표2에 따르면 ① 사범 학 졸업자, ②

교육 학원 는 교육인 자원부장 이 지정하는 학원 교육과에서 석사

학 를 받은 자, ③ 임시 교원양성기 을 수료한 자, ④ 학에 설치하는

교육과 졸업자, ⑤ 학․산업 학 졸업자로서 재학 소정의 교직과 학

을 취득한 자, ⑥ 등학교 교사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2년 이상의 교

육경력을 가지고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⑦ 등학교의 교사 이상의

자격증을 가지고 학을 졸업한 자, ⑧ 교육 학․ 문 학의 조교수․

임강사로서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에게는 등학교 2 정교사 자

격증이 주어진다.2)

이처럼 우리나라의 등교사양성체제는 한편으로는 사범 일반 학

교육과와 같이 교사양성만을 문으로 하는 양성기 을 두면서도 다른 한

편으로는 일반 학에서도 교직과목 이수 등 일정한 요건 하에서 교사자격

을 취득할 수 있게 허용하는 에서 목 형과 개방형이 혼합된 충형(

는 개방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악되고 있다(-->된다).

나. 우리나라의 교사임용체제

(1) 양성․임용일치형의 체제와 양성․임용불일치형의 체제

교사임용방식은 크게 양성․임용일치형과 양성․임용불일치형으로 분류

할 수 있다. 양성․임용일치형은 - 일반 으로 목 형의 교사양성체제를

제로 한다 - 교사양성기 을 졸업한 사람들을 특별한 채용 시험 없이 임

용하는 것이고, 양성․임용불일치형이란 교사양성기 을 졸업했다는 사실

만이 임용의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들 상호간의 공개경쟁 등의 선발

차를 밟은 후 임용 여부를 단하는 방식이다.

(2) 행 교사임용체제의 특징

교육공무원법에 의하면 국․공립 등학교의 교사로 임용되기 해서는,

2) 이들 에서 실제로 등교사 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주요 그룹은 ①, ②, ④, ⑤인

데, 특히 ①과 ④를 일컬어 ‘사범계 학 출신자’, ②와 ⑤를 ‘비사범계 학 출신자’

라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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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채용 정직에 해당하는 표시과목이 기재된 교사자격증이 있어야 하고

(법 제10조 제2항, 제11조 제2항,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의3), 둘째 공개

형에 응시하여 선발되어야 한다(법 제11조 제1항).

즉, 행 국․공립 등학교 교사임용체제는 교사양성기 을 수료하여 교

사자격증을 취득한 자 공개 형에서 선발된 일부 인원만을 교사로 임용

하는 에서 양성․임용불일치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다. 행 교사양성․임용체제의 성립 과정

(1) 개방형 교사양성체제의 성립 존속

1970년 까지만 하더라도 등교사의 수요는 증가하고 그 공 은

으로 부족하 다. 이에 정부는 그 부족 교원을 충원하기 해 교사양성

체제를 개방화․다원화하 고( 개방형 양성체제의 채택), 확 일로의 교사

양성정책을 펴 왔다.

(2) 양성․임용일치형에서 양성․임용불일치형으로의 환

그런데 이러한 교원의 수 사정은 1980년 들어서면서부터 역 되었다.

당시까지 국․공립 사범 학 졸업자는 구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1항3)에

의해 학을 졸업하기만 하면 국․공립 등학교에 우선 으로 임용될 수

있었는데(즉 국․공립 사범 학에 한 한, 양성․임용일치형이 용), 이

들마 도 상당수가 졸업하는 당해 연도에 채용되지 못하는 상이 빚어졌

고, 이로 인해 국․공립 사 출신자로 충원하고도 자리가 남을 경우에 한

하여 비로소 순 고사를 거쳐 국․공립 등학교에 임용될 수 있었던 사립

사범 학 일반 학 교직과정 이수자들은 그 임용기회를 사실상 쇄당

하는 결과가 래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헌법재 소는 1990. 10. 8. 89헌마89 결정에서 구 교육

공무원법 제11조 제1항이 국․공립 사범 학 출신 이외의 교사자격자가 가

3) 구 교육공무원법(1981. 11. 23. 법률 제3458호로 문개정되고 1990. 12. 31. 법률

4304호로 개정되기 의 것) 제11조(신규채용 등) ① 교사의 신규채용에 있어서

는 국립 는 공립의 교육 학․사범 학 기타 교육양성기 의 졸업자 는 수료

자를 우선하여 채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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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하여 같은 조항에 해

헌결정을 하 고, 이를 계기로 임용시험제도가 도입되어 국․사립 사범

학과 일반 학 교육과, 일반 학 교직과정, 교육 학원 등을 가리지 않고

교사자격증을 받은 사람이면 구나 임용시험을 거쳐 그 성 에 따라 교

사로 진출하는 임용체제가 확립되게 되었다(양성․임용불일치형의 면

채택).

라. 기존 임용시험제도에 한 비

교원인사정책을 일련의 과정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4단계로 이루어

진다. 첫째, 우수한 교직 지원생을 유치하는 단계, 둘째, 그 학생들을 문

성 있는 교사로 양성하는 단계, 셋째, 교사자격 취득자 에서 자질 있고

능력 있는 교원을 선발하여 임용하는 단계, 넷째, 재연수와 자부심 함양 등

을 통해 직교사를 리하는 단계가 그것이다. 그리고 이 임용정책은

단순히 교사 선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직 지원생 유치단계에서부터 교

원양성단계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력을 가지므로 매우 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종래 교원인사정책, 특히 임용정책에 하여는 교사양성 후의 선

별기능에만 주안 을 두었을 뿐, 교원수 의 불균형과 같은 근본 인 문제

들에 해서는 효과 으로 처하지 못하여 양성과 임용의 불균형이 심

화되고,4) 그로써 우수한 인재의 교사양성기 에로의 유인을 크게 감소시켰

다는 비 이 있었다. 한 필기시험의 비 은 과다하고 수업실기능력시험

의 비 은 미약하며 면 시험은 형식 으로 행해진다고 할 때,5) 임용시험

4) 가령 2002학년도와 2003학년도의 지역 공립 등학교 교사 임용시험 경쟁률

은 다음과 같았다.

모집 정인원 지원인원 경쟁률 응시인원 비고

2002학년도 270 1,757 6.51 1,235 1명 미선발

2003학년도 182 2,206 12.12 1,353

5) 참고로, 이 사건 당시 임용시험은 1차시험과 2차시험의 두 단계로 나 어 실시되

었다. 1차시험은 교육학(4지 선택형 60문항, 배 30 )과 공(주 식, 배 70

) 2과목에 한 필기시험으로 치러졌다. 1차시험 합격자에 한해 실기시험(체

육, 음악, 미술 과목 교사의 경우, 배 40 ), 교직과 련된 교양 등을 평가하기

한 논술시험(배 20 ), 면 시험(배 10 ), 수업실기능력시험(수업지도안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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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는 비교사들로 하여 시험합격이라는 단기 목표에 치 하도록 몰

아갈 수 있고, 그에 따라 교사양성기 은 입시학원화 되어 자신의 정체성

을 상실해 갈 우려가 컸다. 그 밖에도 기존 임용시험제도에 해서는 시험

공고 시기의 부 성, 출제문제에 한 공정성 시비, 가산 의 합리성 미

흡 등의 문제 들이 지 되고 있었다.

3. 이 사건 가산 의 부여 취지와 실태

가. 이 사건 가산 의 부여 취지

이 사건 가산 은 내용상 지역사범 가산 과 복수․부 공 가산 으

로 나뉜다.

(1) 지역사범 가산 의 경우

먼 , 지역사범 가산 이란 당해 교원임용시험이 실시되는 지역에 소

재하는 사범계 학을 졸업한 자( 는 당해 지역 소재 고등학교를 나온 후

한국교원 학을 졸업한 자)에게 부여되는 가산 을 말한다. 그 부여 취지

는 다음의 두 가지이다.

첫째, 사범계 학 출신자에 한 우 이다. 즉, 교사의 양성 자체를 고유

한 목 으로 하는 사범계 학을 나오는 사람들은 입학 당시부터 교사를 지

망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재학하는 동안 내내 교사로서 갖추어야 할 소양

을 체계 으로 쌓기 때문에,6) 비사범계 학 출신자에 비해 교직에 한 소

명감이 투철하고 교사로서의 품성이나 자질, 교과교육상의 문성 등이 더

앞서지만, 지필고사만 가지고는 이를 제 로 평가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보

완하기 해 가산 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고질 인 교원수 불균

형과 단편 인 임용시험방식에 따른 각종 폐단으로 사범계 학은 최소한의

성 10 , 수업실연 10 ) 등 2차시험이 실시되었다. 1차시험 합격자는 1차시험

과목의 성 (100 만 )에 가산 (15 범 내)과 학성 의 환산 (최고 20 ,

최하 15.5 )을 합한 수의 고득 순으로 최종 선발 정인원의 1.2배의 범 내

에서 선발되었으며, 최종 합격자는 1차시험성 (가산 , 학성 포함)과 2차시

험성 을 합산한 수의 고득 순에 의해 결정되었다.

6) 사범 학과 비사범 학 교육 학원의 교육과정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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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이유마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 가산 의 부여는 사범계 학에

우수한 인재를 유인함으로써 사범계 학을 보호한다는 취지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지역 출신자들에 한 우 이다. 즉, 이 사건 가산 의 부여를 통

해 지방의 우수한 교원 인력이 서울 등 몇몇 도시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

고, 그로써 지역의 학생들로 하여 양질의 교육을 균등하게 받게 할 뿐만

아니라, 교사와 학생 사이의 지역 ․정서 동화, 지역의 특수성과 실정에

맞는 교육, 그리고 지방 학의 보호․육성을 통한 교육자치의 구 등을

진하겠다는 것이다.

(2) 복수․부 공 가산 의 경우

다음으로, 복수․부 공 가산 이란 복수의 과목에 해 교사자격증을

취득한 자 는 주 공과목 교사자격증에 부 공과목이 표시된 자에게 부

여되는 가산 을 말한다.

농어 학교의 통폐합, ․ 등학교의 교육과정 개편 등과 더불어 학교

장에서는 교원인력 여건상 원래의 공과목 이외의 과목을 가르치는 소

‘상치(相馳)교사’가 늘어났다. 특히, 1997. 12. 고시된 제7차 교육과정의

도입에 따라 고등학교 2, 3학년의 다양한 선택교육과정을 효율 으로 운

하기 해서는 자격 교원의 확보를 필요로 하 다. 이에 교육 당국은 변화

(단 : 학 )

역별 학교 사범 학 교직과정 교육 학원

교직이론

국립공주 학교 10 14 9

국립부산 학교 10 14 9

이화여자 학교 14 14 7

교과교육

국립공주 학교 12 4 4

국립부산 학교 7 4 4

이화여자 학교 6 4 6

교육실습

국립공주 학교 4 2 2

국립부산 학교 3 2 2

이화여자 학교 2 2 2

소계

국립공주 학교 26 20 15

국립부산 학교 20 20 15

이화여자 학교 22 2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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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교육 환경 속에서 교원의 다기능화를 통해 인력운용의 탄력성을 제고

하기 하여 1990년 반부터 복수 공 자격증 취득 부 공을 장려하

는 정책을 추진하여 왔는바, 복수․부 공 가산 은 바로 이러한 정책의

일환이었다.

나. 이 사건 가산 과 련한 실태

이상의 취지는 이 사건 가산 의 극 측면에만 을 맞춘 것이다.

그러나 공개 형시험에 있어서 어느 특정 집단에 한 가산 의 부여는 곧

그와 경쟁 계에 있는 다른 집단에 한 불이익을 의미한다. 따라서 가산

의 도입이 객 으로 타당한지를 논할 수 있기 해서는 가산 의 소극

측면, 주요하게는 가산 에서 배제되는 집단에게 미치는 부정 향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에서 이하에서는 이 사건 가산

의 소극 측면과 련된 몇 가지 실태를 살펴보도록 한다.

(1) 먼 , 비사범계 학 출신자의 교사자격증 취득은 실제로는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 가령 교직과목 이수신청은 ‘2학년 에 하여야 한다’는 시

간 제약이 있다. 한 학교의 장은 신청자들 에서 인성, 성 성

등을 고려하여 당해 학년의 학과별 입학정원의 30퍼센트 범 안에서 교직

과목 이수자를 선발하는데, 이러한 선발비율은 교원수 상 필요할 때에는

교육인 자원부장 이 자격종별 과목별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 제15조). 이에 따라 실제로 97년 신입생에 한하여

는 20%, 98년 신입생부터는 10%로 그 선발비율이 감축 조정되었다. 그리

하여 가령 어떤 특정학과의 입학정원이 50명이라면 그 에서 교직과정 이

수를 할 수 있는 자의 수는 5명을 넘지 못한다. 이러한 선발상의 제한 이

외에도, 교직과정 이수자는 자격검정을 받음에 있어서 교직과정의 과목과

공과목의 평균성 이 각각 80 이상이 될 것이 요구된다(교원자격검정

령 제19조 제2항). 이는 사범계 학 출신자에게는 없는 요건인바, 이러한

한도에서 교직과목 이수자는 사범계 학 출신자에 비해 그 자격검정의 합

격요건이 가 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2) 다음으로, 임용시험제도가 도입된 이래 교사로 임용되지 못하는 인

원이 해마다 계속 체되고 있으며, 1996년부터 2000년 사이에 등교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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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시험의 응시자 비 합격률은 체로 15% 이하에 머무르고 있다.7) 이

듯 치열한 경쟁률로 말미암아 수많은 교사지망생들은 궁극 으로 임용시험

에 합격하기 해 단순히 학재학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수년간

고시학원을 하는 등 개인 으로 많은 시간과 노력과 비용을 투자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개인 인 노력도 출신 학의 교과과정 못지

않은 비 으로 고려됨이 상당하다.

(3) 다음의 <표1> 2000학년도 시․도별 응시자 비 합격자 황에 의

하면, 국 으로 총 응시자 비사범계 학 출신 응시자의 비율은 45%

인 데 반하여, 총 합격자 비사범계 학 출신 합격자의 비율은 27%이다.

응시자 비 합격률은 사범계 학 출신자의 경우 국 으로 20%에 이르

러 평균합격률 15%를 상회하는 데 반하여, 비사범계 학 출신자의 경우에

는 9%에 불과하다. 이처럼 비사범계 학 출신 합격자의 비율이 사범계

학 출신자의 그것에 비해 상 으로 낮아진 데에는 사범 가산 도 어느

정도 일조하 을 것으로 추측된다.8)

7) 등교원임용고시 합격률 황은 다음 표와 같다.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응시자 수(명) 20,427 17,517 17,695 47,979 37,636

합격자 수(명) 3,227 1,990 1,975 4,277 5,706

합격률(%) 15.8 11.4 11.2 8.9 15

(※ 특수, 양호, 사서교사의 수는 포함되지 않았음.)

8) 참고로, 2002년도에 다음의 5개 시도에서 지역사범 가산 과 복수부 공 가산

이 시험의 합격에 향을 미친 정도에 한 구체 통계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

다. (※ 이하에서는 가산 때문에 1차시험에서 떨어진 인원과 1차시험까지는 통

과했으나 2차시험에서 떨어진 인원을 별도로 정리하 다.)

① 서울(지역사범 가산 5 , 복수부 공 가산 5 내지 7 )

1차시험단계에서 불이익을 입은 사람 83명(1차선발인원 837명의 10%)

2차시험단계에서 불이익을 입은 사람 37명(최종선발인원 644명의 6%)

② 역시(지역사범 가산 5 , 복수부 공 가산 3 내지 5 )

1차시험단계에서 불이익을 입은 사람 35명(1차선발인원 346명의 10%)

2차시험단계에서 불이익을 입은 사람 31명(최종선발인원 263명의 12%)

③ 충청남도(지역사범 가산 과 복수부 공 가산 이 각 5 씩임)

1차시험단계에서 불이익을 입은 사람 26명(1차선발인원 305명의 9%)

2차시험단계에서 불이익을 입은 사람 15명(최종선발인원 247명의 6%)

④ 충청북도(지역사범 가산 3 , 복수부 공 가산 2 내지 3 )

1차시험단계에서 불이익을 입은 사람 12명(1차선발인원 237명의 5%)

2차시험단계에서 불이익을 입은 사람 9명(최종선발인원 192명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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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역의 학생들로 하여 양질의 교육을 균등하게 받게 한다’는 지역

가산 의 취지는 일견 헌법상 사회국가원리에 입각한 것으로 비춰진다. 그

러나 실제로 지방의 공동화 상이 매우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등학교

교사임용시험과는 달리 등학교 교사임용시험에서는 지방의 공동화 상이

그리 두드러져 보이지 않는다. 가령 2000학년도 등교사임용시험의 경우

에는 지역이 최 4.7 : 1부터 최고 8.5 : 1에 이르는 높은 경쟁률을 보이

고 있다. 이처럼 국 으로 평균 6.6 : 1에 이르는 치열한 취업 경쟁률을

고려할 때, 실 으로 등교사임용시험에 있어서 지역 가산 은 오히려

수도권의 유능한 인력이 지방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는 식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5) 지역 가산 이 실효성이 있기 해서는 지방에서 그 지역 출신의 인

력을 어느 정도 흡수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가령 제주도나 라도, 경

상북도, 강원도 등지에서는 과목에 따라 길게는 5년에 이르기까지 신규채

용을 하지 않는 일이 빈번하다고 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그 지역의 학

출신자들이 타지역에 가서 임용고사를 보는 것은 불가피하다.

(6) 복수․부 공 가산 에 하여는 출신 학별 혹은 재학시기별로 복

수 공 는 부 공의 기회 자체가 공평하게 주어지지 않은 탓으로 형평에

반한다는 비 이 많다. 즉 1996년경부터 복수․부 공 가산 이 국 으

로 도입되기 시작하 고 1997년경을 후하여 학별로 종래 엄격하던 복

수․부 공의 이수 요건이 히 완화되는 추세로 바 었는바,9) 그 이

⑤ 경기도(지역사범 가산 2.5 내지 5 , 복수부 공 가산 2 내지 3 )

1차시험단계에서 불이익을 입은 사람 216명(1차선발인원 3,541명의 6%)

2차시험단계에서 불이익을 입은 사람 146명(최종선발인원 2,783명의 5%)

9) 가령 남 학교의 경우를 로 들면 다음과 같다.

① 복수 공의 이수자격의 완화

1997년 이 에는 입학 후 5학기 동안 취득한 학 이 90 학 이상이어야 하고,

학업성 이 평 평균 3.00(만 4.50) 이상인 자에게만 복수 공을 이수할 자격이

주어졌으나, 1997년부터는 이러한 자격제한이 없어졌다.

② 졸업이수학 의 변동에 따른 복수 공의 수월성

1997년 이 에는 교양과목은 45 학 이상, 공과목은 84 학 이상을 이수하

고 총 이수학 이 150 학 이상이 되어야 졸업이 가능했으나, 1997년의 교육과

정에서는 교양과목은 38 학 이상만 이수하면 되고, 공과목은 단일 공의 경

우 84 학 이상, 복수 공의 경우에는 각 공별로 78 학 이상만 이수하면 졸

업이 가능하도록 바 었다.

③ 복수 공의 신청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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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 수(명) 합격자 수(명) 합격률(%)

사범계

(A)

비사범

계

(B)

합계

(C)

사범계

(a)

비사범

계

(b)

합계

(c)

사범계

(a/A)

비사범

계

(b/B)

합계

(c/C)

서울
1,885

(65%)

996

(35%)
2,881

326

(95%)

17

(5%)
343 17 2

12

(8.4:1)

부산
857

(47%)

978

(53%)
1,835

209

(77%)

61

(23%)
270 24 6

15

(6.8:1)

구
1,420

(57%)

1,087

(43%)
2,507

305

(79%)

82

(21%)
387 21 8

15

(6.5:1)

에 학을 다닌 자의 경우에는 재학시 까다로운 이수 요건으로 복수․부

공을 포기하 다가 뒤늦게 이 가산 이 생기는 바람에 뜻밖의 타격을 입

었다고 한다. 한 청구인처럼 복수․부 공을 하는 것이 제도 으로 불가

능한 교육 학원 출신자의 경우에는10) 이 사건 시험 당시 그 출신 학과

련하여 지게 되는 가산 장벽이 사범 가산 과 복수․부 공 가산

을 모두 합쳐 제1차 시험 배 의 10%에 이르는 상황이었다.

<표 1> 2000년도 시․도별 응시자 비 합격자 황

1997년 이 에는 복수 공의 신청시기를 제6학기 말로 한정하 으나(이는 4학년

이 되어야 복수 공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1997년의 교육과정에서는 복수

공의 신청시기를 1학년에서 3학년까지 매 학년말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 다.

④ 복수 공의 정원

1997년 이 에는 복수 공 이수자의 정원을 복수 공학과 정원 내로 한다고 규

정하고 있었으나, 1997년 이후부터는 이러한 제한을 없앴다.

⑤ 복수 공의 이수연한

1997년 이 에는 복수 공을 승인받은 자는 재학연한을 1년간 연장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었지만, 1997년 이후부터는 이러한 제한규정을 삭제하 다.

10) 교육 학원 출신자의 경우에는, 학에서 공한 것과 련 있는 교과목을 공

할 경우에만 교사자격증이 주어지고, 한 학원에서 이수가능한 학 자체가

한정되어 있으므로, 그 교육과정 내에서 복수 공이나 부 공을 하는 것이 사실

상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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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735

(49%)

775

(51%)
1,510

150

(70%)

65

(30%)
215 20 8

14

(7:1)

주
790

(51%)

756

(49%)
1,546

214

(76%)

68

(24%)
282 27 9

18

(5.9:1)

1,842

(56%)

1,454

(44%)
3,296

291

(75%)

96

(25%)
387 16 7

12

(8.5:1)

울산
338

(36%)

594

(64%)
932

76

(46%)

91

(54%)
167 22 15

18

(5.6:1)

경기
5,607

(52%)

5,192

(48%)
10,799

1,126

(67%)

562

(33%)
1,688 20 11

16

(5.4:1)

강원
807

(55%)

671

(45%)
1,478

221

(75%)

74

(25%)
295 27 11

20

(5:1)

충북
309

(69%)

139

(31%)
448

55

(77%)

16

(23%)
71 18 12

16

(6.3:1)

충남
550

(65%)

298

(35%)
848

96

(79%)

23

(21%)
121 17 8

14

(7:1)

북
1,268

(65%)

671

(35%)
1,939

196

(83%)

41

(17%)
237 15 6

12

(8.2:1)

남
992

(58%)

709

(42%)
1,701

229

(75%)

76

(25%)
305 23 11

18

(5.6:1)

경북
645

(60%)

432

(40%)
1,077

172

(74%)

59

(26%)
231 27 14

21

(4.7:1)

경남
2,529

(52%)

2,307

(48%)
4,836

477

(68%)

277

(32%)
704 19 12

15

(6.9:1)

제주
2

(67%)

1

(33%)
3

2

(67%)

1

(33%)
3 100 100

100

(1:1)

총계
20,576

(55%)

17,060

(45%)
37,636

4,147

(73%)

1,559

(27%)
5,706 20 9

15

(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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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 사건 가산 의 법률유보원칙 배 여부

가. 이 사건 가산 의 헌법 의미

(1) 공무담임권의 내용

헌법 제25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모든 국민에게 선거직공무원을 비롯한 모든 국가기

지방자치단체의 공직에 취임할 수 있는 권리를 내용으로 하는 공무

담임권을 보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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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례집 14-2, 219, 224 참조).

그런데 헌법 제25조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

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무담임권이 실제로 실 될 수 있기 해서

는 우선 법률에서 그 구체 내용을 형성할 것이 요구된다. 이에 교육공무

원법에서는 자격․재교육성 ․근무성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교육

공무원을 임용하고(제10조 제1항), 교원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임용을 원

하는 모든 자에 하여 능력에 따라 균등한 임용의 기회를 보장하며(제10

조 제2항), 교사의 신규임용은 원칙 으로 공개 형의 방법에 의하도록(제

11조 제1항)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교육공무원인 공립 등학교 교사로의 공무담임권의 구체 내

용은 교사자격이 있는 자에게 공개 형시험에서 자신의 능력을 실증함으로

써 교사로 임용될 수 있는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다.

(2) 이 사건 가산 항목에 의한 공무담임권의 제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가산 항목의 공고는 가산 의 부여 여부와 그

상자 배 에 한 세부 내용을 구체 으로 확정하는 효과가 있다. 이

에 의하여 특정지역 사범계 학 출신자 복수․부 공 교사자격증 소지

자에게는 각 제1차 시험 배 의 5%에 해당하는 가산 이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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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공개 형시험에서 한 집단에 한 가산 부여는 그와 경쟁 계

에 놓여 있는 나머지 집단의 공직취임 기회를 그만큼 제한하는 의미를 가

진다. 근본 으로 가산 은, 모든 지원자에게 용되는 일반 인 평가항목

이외에 사실상 특정 집단에게만 용되는 개별 인 평가항목을 설정하고

그에 한 추가 인 수를 체 평가산정에 반 하는 것이므로, 공개

형에서 필수 이라고 할 수 있는 평가척도의 균일성을 일부 해하고, 그

로써 기회의 균등에 제약을 래한다.

이러한 견지에서 이 사건 가산 항목의 공고는 그 부여 상에서 제외된

자들의 공립 등학교 교사로 임용될 균등한 기회를 제약함으로써 그들의

공무담임권을 제한한다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가산 항목의 법률 근거의 유무

(1) 서언

이 사건 가산 항목이 공무담임권을 제한하는 효과가 있다고 할 때, 헌

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그에는 법률 근거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 사

건 가산 항목에 한 명시 규정은 법률에서는 찾아 볼 수 없고, 단지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규칙 제8조 제3항에서야 비로소 이를 발

견할 수 있을 뿐이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시험규칙 조항이 “…공개 형에 있어서 담당할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연령 기타 필요한 자격요건과 공개 형의 실시에 하여 필

요한 사항은 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한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2

항과 “…공개 형의 실시에 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인 자원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한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 제3항의 임․재 임에 기

한 것이므로 법률 근거가 있다고 주장하 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헌법재 소 재 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배척되었다.

(2) “공개 형의 실시에 하여 필요한 사항”의 해석

우선, 헌법재 소는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1항에 규정된 공개 형의 의

미를 조명한 후, 가산 은 기본 으로 공개 형원칙에 된다고 하 다.

즉, 같은 법 제10조 제1항에서는 “교육공무원의 임용은 그 자격․재교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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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성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한다.”라고 하여 능력주의를

선언하고 있다. 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교육공무원의 임용에 있어서는

교원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임용을 원하는 모든 자에 하여 능력에 따라

균등한 임용의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라고 하여 기회균등원칙을 표방하

고 있다. 같은 법 제11조 제1항에서 “교사의 신규채용은 공개 형에 의한

다.”라고 규정한 것도 바로 이와 같은 능력주의와 기회균등원칙에 입각하

여 모든 응시자격자들에게 임용기회를 균등히 제공하려는 데 그 근본취지

가 있다. 그런데 가산 은 일부 특정 집단에게만 시험 외 인 평가기 을

가지고 시험에서 특혜를 주는 에서 능력주의나 기회균등원칙, 나아가 공

개 형의 근본취지에 반하는 측면이 있다. 그리하여 가산 은 공개 형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공개 형원칙에 하는 사항이

라고 할 것인바,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2항의 “공개 형의 실시에 하여

필요한 사항”에 가산 에 한 것까지 당연히 포함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고 하 다.11)

(3) 본질성이론에 의한 입법 임 범 의 합헌 해석

(가) 부수 논거

이처럼 법률 자체의 체계 해석에 의하여 이미 입법 임의 범 를 합리

으로 획정할 수 있다고 할 때, 법률의 다의 해석 가능성에 기 한 합

헌 법률해석은 더 이상 굳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헌법재 소

는 와 같은 법률의 체계 해석 이외에 소 본질성이론에 의한 입법

11) 법원도 2003. 7. 25. 선고 2003다23342 결에서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2항과

임용령 제11조 제3항의 임의 취지에 해 다음과 같이 설시한 바 있다. :

「법 제11조 제2항은 ‘공개 형에 있어서 담당할 직무수행에 필요한 연령 기타

필요한 자격’을 ‘공개 형의 실시에 하여 필요한 사항’과 구분하여 통령령에

임하고 있고, 이를 받은 임용령도 자에 하여는 제11조의2 제11조의3에

서 따로 규정하고 있으며, 후자에 하여 규정한 임용령 제11조는 그 제목이 ‘공

개 형의 방법 등’이라고 되어 있고, 제1항에서 “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 형은 필기시험․실기시험 면 시험등의 방법에 의한다.”, 제3항에서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 형의 실시에 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인 자원부령으

로 정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는바, 각 규정의 형식이나 문언의 내용에 비추

어 보면 임용령 제11조 제3항에서 교육인 자원부령에 임하고 있는 것은 공개

형의 시험과목이나 배 , 시험실시의 공고 차 등 공개 형을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 이고 차 인 사항에 한정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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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범 의 합헌 해석을 다시 한번 시도하고 있는바, 이는 주된 논거에

한 부수 논거로서 의미를 가진다.

(나) 본질성이론의 내용

본질성이론이란 국가의 본질 인 결정에 해서는 의회가 법률로써 정

해야 한다는 것으로서, 이미 헌법재 소의 일부 결정에서 천명된 바 있

다.12) 본질성이론에 의할 경우 법률유보의 범 는 국민의 자유와 재산을

침해하는 공권력 역뿐만 아니라 부행정 등 체 국가행 의 역을 아

우르게 되고(법률유보의 확 ), 다른 한편 본질 인 사안에 하여 입법자

가 행정부에 입법권을 임하거나 는 재량행 를 할 수 있는 수권을 부

여하는 것이 지된다(의회유보).13) 한 입법자가 무엇을 규율해야 하는

가 하는 문제와 입법자가 어느 정도로 상세하고 명확하게 규율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양 ․상 차이밖에 없다는 에서 보면, 사안의 본질성

에 따라 입법자가 법률의 형식으로 결정해야 하는 역을 정하는 본질성이

론은 결국 규율 상뿐 아니라 입법자에게 요구되는 규율의 도도 함께 규

정한다. 즉 사안이 본질 일수록 입법자는 더 상세하고 명확하게 법률로

규율해야 하는 것이다(이른바 ‘je-desto 공식’).14)

개별 인 경우에 도 체 무엇이 본질 인지 그 단기 이 모호한 측면

이 없지 않으나, 본질성이론의 요한 이론 근거를 ‘의사결정과정에서 고

도의 공개성이 보장되는 의회입법 차의 민주 정당성’에서 찾을 수 있다

고 할 때, 공개 토론에 의해 다원 인 견해를 반 하고 상충하는 이해

계를 조정하는 데 최 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의회입법 차의 장 을 이용

하는 것이 실한가 여부를 본질성 단의 한 가지 기 으로 삼는 입론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15)

헌법재 소도 이 사건 결정에서 “ 어도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 기본

12) 헌재 1991. 2. 11. 90헌가27, 례집 3, 11, 27; 헌재 1998. 5. 28. 96헌가1, 례집

10-1, 509, 515-516; 헌재 1999. 5. 27. 98헌바70, 례집 11-1, 633, 643; 헌재

2001. 4. 26. 2000헌마122, 례집 13-1, 962, 973.

13) 한수웅, 본질성이론과 임입법의 명확성원칙, 헌법논총 제14집, 2003, 580-581면

참조.

14) 한수웅, 앞의 논문, 582-584면; H. Maurer, Allgemeines Verwaltungsrecht,

C.H.Beck, München, 2004, 120면 참조.

15) 한수웅, 앞의 논문, 594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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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와 련된 요한 사항 내지 본질 인 내용에 한 정책 형성기능만큼

은 주권자인 국민에 의하여 선출된 표자들로 구성되는 입법부가 담당하

여 법률의 형식으로써 수행해야 하지, 행정부나 사법부에 그 기능을 넘겨

서는 안 된다. 국회의 입법 차는 국민의 표로 구성된 다원 인 구성

의 합의체에서 공개 토론을 통하여 국민의 다양한 견해와 이익을 인식하

고 교량하여 공동체의 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이며, 일반국민과 야당

의 비 을 허용하고 그들의 참여가능성을 개방하고 있다는 에서 문

료들만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행정입법 차와는 달리 공익의 발견과 상충하

는 이익간의 정당한 조정에 보다 합한 민주 과정이기 때문이다. 그리

고 이러한 견지에서, 규율 상이 기본권 요성을 가질수록 그리고 그에

한 공개 토론의 필요성 내지 상충하는 이익간 조정의 필요성이 클수

록, 그것이 국회의 법률에 의해 직 규율될 필요성 그 규율 도의 요

구정도는 그만큼 더 증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시하여 ‘기능상

의 권력분립원칙’16)의 에서 본질성이론의 헌법 근거를 규명함과 동

시에 그 단기 을 제시하고 있다.

(다) 가산 에 한 사항이 본질 인지 여부

공무원채용시험에서 가산 은 승진, 등 공직내부에서의 차별이 아

니라 공직에의 진입 자체를 어렵게 함으로써 공직선택의 균등한 기회를 박

탈하는 에서 공무담임권에 한 한 제약으로 작용한다.17) 이 사건

가산 항목의 극 측면과 소극 측면은 이미 술한 바와 같고, 가산

은 서로 경쟁 계에 놓여 있는 응시자들 일부 특정 집단만 우 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사 에 련당사자들의 비 과 참여가능성이 보

장된 공개 토론과정을 통해 상충하는 이익간의 공정한 조정을 도모할 필

요성이 크다. 그러므로 이 사건 가산 항목의 부여 여부나 그 용 상과

배 등은 기본권 실 에 본질 인 것으로서 국회가 직 법률로 규율하여

16) 기능 에 의한 권력분립원칙이란, ‘국가권력을 배분하고 다양한 국가기능을

상이한 국가기 에 귀속시키는 문제는, 모든 국가결정이 가능하면 타당하게, 즉

그 조직, 구성, 기능 차에 따라 결정을 내리기에 가장 최상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국가기 에 의하여 내려져야 한다는 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는 원

칙을 말한다. 한수웅, 앞의 논문, 597면 참조.

17) 헌재 1999. 12. 23. 98헌바33, 례집 11-2, 732, 752-753; 헌재 2003. 9. 25. 2003

헌마30, 례집 15-2, 501, 51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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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할 사항에 해당한다.18)

(라) 입법 임의 합헌 해석

헌법 제75조는 “법률에서 구체 범 를 정하여 임받은 사항…에 하

여 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으로써 ‘ 임은 구체 으로 범

를 정하여 해야 한다’는 입법 임의 한계를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임입

법이 허용되는 구체 범 는 궁극 으로 법률의 규율내용에 의해 규정되

는바, 입법 임이 어느 정도로 구체 이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곧 법률

의 규율내용은 어떠해야 하는가, 즉 법률은 어떤 사항을 자신의 직 규

율 상으로 해야 하고 한 얼마나 상세하고 명확하게 스스로 규율해야 하

18) 참고로, 채용시험시 가산 의 부여 여부나 부여 상 등에 하여 법률이 명시

으로 규정하고 있는 는 다음과 같다.

◇ 국가공무원법 제36조의2(채용시험의 가 ) 국가기술자격법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을 취득한 자가 공무원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국회규칙․ 법원규

칙․헌법재 소규칙․ 앙선거 리 원회규칙 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수를 가산할 수 있다.

◇ 지방공무원법 제34조의2(신규임용시험의 가 ) 국가기술자격법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을 취득한 자가 공무원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수를 가산할 수 있다.

◇ 국가유공자등 우 지원에 한법률 제34조(채용시험의 가 ) ① 취업보호실

시기 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한 시험을 실시할 경우에 취업보호 상자가 그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때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 에 각 과목별 만 의 10

퍼센트를 가산한다. 이 경우, 취업보호실시기 이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에 갈음하여 실시하는 실기시험․서류 형 는 면 시험의 득 에 이

를 가산한다.

② 취업보호실시기 이 실시하는 채용시험의 가 상직 은 통령령으로 정

한다.

③ 취업보호실시기 이 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합격 정인원을

과하여 동 자가 있는 경우에는 취업보호 상자를 취업보호 상자가 아닌 자에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 주민주유공자 우에 한법률 제25조(채용시험의 가 ) ① 취업지원실시기

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한 시험을 실시할 경우에 취업지원 상자가 그 채용시

험에 응시하는 때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 에 각 과목별 만 의 10퍼센트

를 가산한다. 이 경우 취업지원실시기 이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에 갈음하여 실시하는 실기시험․서류 형 는 면 시험의 득 에 이를 가산

한다.

② 취업지원실시기 이 실시하는 채용시험의 가 상직 은 통령령으로 정

한다.

③ 취업지원실시기 이 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합격 정인원을

과하여 동 자가 있는 경우에는 취업지원 상자를 취업지원 상자가 아닌 자에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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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가 하는 문제와 직결된다. 그러므로 법률이 자신이 직 규율했어야 할

내용을 규율하지 않은 채 이를 하 법령에 임하 다면, 이는 충분히 구

체 으로 범 를 정하지 아니한 채 한 입법 임으로서, 헌법 제75조의 한

계를 벗어난 것으로 보아야 한다.19)

이 사건 가산 의 부여 여부나 부여 상 등은 국민의 기본권의 실 에

본질 인 사항이므로, 만일 이를 도입하려고 했다면 국회는 법률에 이에

한 명시 규정을 두었어야 했다. 그러나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2항에

서는 단지 “…공개 형의 실시에 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령령으로 정한

다.”라고만 할 뿐, 이 사건 가산 항목에 하여는 아무런 명시 언 도

하고 있지 않다. 이 경우 만일 “공개 형의 실시에 하여 필요한 사항”

속에 이 사건 가산 항목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법률조항은

포 임 지원칙에 배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법률의 합

헌 해석의 원칙에 반하므로 채택될 수 없다.

(3) 소결 : 법률 근거의 부정

이상과 같은 이유에서 헌법재 소는 이 사건 가산 항목이 아무런 법률

근거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다. 이 사건 결정의 내용과 의의

입법자가 법률로 공개 형원칙을 선언하면서 그에 한 외로서 특별

히 명시 규정을 두어 가산 을 허용하지 않았는데, 행정 결정만으로

공개 형원칙에 되는 가산 을 부여하는 것은 헌․ 법이다. 이에

다수의견은 더 이상 실체 정당성의 심사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가산 항목이 법률유보원칙에 배된다는 이유로 헌을 선언하 다. 비

록 3인의 재 이 보충의견을 내어 이 사건 가산 의 실체 헌 소지를

지 하긴 하 으나, 결국 이 사건 가산 항목의 헌성은 형식 정당성

의 흠결에 한하여 확정되었다. 한편, 헌법재 소는 이 사건 결정이유에서

의회입법의 특별한 민주 정당성은 야당과 련 당사자들의 비 을 허용

19) 한수웅, 앞의 논문, 620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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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이들의 참여가능성을 보장하는 고도의 공개성에 있다는 을 역설하

는바, 이로써 국가가 향후에도 교사의 양성․임용체제와 련한 요한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기본 으로 충족시켜야 할 차 민주성에 한

지침이 제시되었다고 생각한다.

5. 사후경과

가. 이 사건 결정 이후 역시교육청에서 지방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에 따라 2004년도 공립 등교원 임용시험에서 지역사범 가산 때문

에 탈락한 17명을 구제한 것을 시작으로, 가산 에 의해 불이익을 입은 수

험생들에 한 행정소송을 통한 구제가 뒤따랐다.

나. 입법 으로는, 그동안 지역사범 가산 복수․부 공 가산 에

한 신뢰를 가지고 입학․수학한 재학생 졸업생의 신뢰를 보호하여 주

기 하여 법률에 가산 의 부여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경과규정을 통해

2010년까지 이를 단계 으로 폐지하도록 하 다.

다. 이 사건 결정을 계기로 교원양성체제에 한 개편 필요성이 두

했다. 방만한 양성체제를 정비하고 교원양성 교육의 내실화를 한 제도

장치 마련이 시 하다는 지 도 일었다. 이에 정부는 등교사 교육과정과

자격 취득 기 을 강화하고 교원임용시험방식을 개선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교사양성체제 반에 걸친 개편 방안을 검토하기에 이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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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 선거부정방지법 제18조 헌확인

-수형자 선거권 제한의 과잉 지원칙 반 여부-

(헌재 2004. 3. 25. 2002헌마411, 례집 16-1, 468)

金 顯 哲
*

1)

【 시사항】

1. 선거일 재 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

한 자는 선거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 선거부정방지법 제18조

제1항 제2호 단(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한 청구인의 법

련성 권리보호이익

2. 선거권의 의미와 입법재량의 한계

3.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 지원칙에 배하여 수형자인 청구인의 선

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심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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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 ① 선거일 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는 선거권이 없다.

1. 생략

2. 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1)

* 헌법연구 , 법학박사

1) 이 부분은 1948. 3. 17. 법률 제175호로 최 로 제정된 국회의원선거법 제2조 제3

호에서 “자유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 에 있거나 는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

정되지 아니한 자”라고 규정하 다가, 1950. 4. 12. 법률 제121호 폐지ㆍ제정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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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생략

【사건의 개요】

1. 심 청구에 이르게 된 경

청구인은 강도상해등죄로 재 을 받고 2002. 2. 26. 징역 3년6월의 형이

확정되어 재 등포교도소에서 형집행 인 자인바, 지난 2002. 6. 13. 실

시된 지방선거에 투표하려고 하 으나 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집행

에 있는 자의 선거권을 부인하고 있는 공직선거 선거부정방지법 제18조

제1항 제2호 단2) 때문에 투표하지 못했다. 이에 청구인은 2002. 6. 20.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 제10조, 제11조, 제37조 제2항에 반하여 청구인

과 같은 수형자의 참정권(헌법 제24조)을 침해하는 헌의 법률이라며 이

의 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 을 청구하 다.

2. 청구인들의 주장과 이해 계인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요지

“사건의 개요”의 내용과 같다.

나. 법무부장 의 의견요지

수형자는 일정한 범죄를 지른 가로 외부세계와 격리, 차단되어 일정

한 구역에 감 되어 있는 자로서 반사회 성향을 표출함으로써 국가

사회 그리고 공동체의 다른 구성원에 하여 일정한 해를 가한 사람이

다. 이들에 하여는 형벌집행의 실효성 확보를 하여, 그리고 수형자에게

선거권을 부여할 때 즉 부재자투표를 시행할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 등

4조 제2호에서 “ 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 에 있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로 규정하 다가, 1960. 6. 23. 법률 제551호 개정

법 제12조 제2호에서 “ 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로 자구표 이 바 었다. 한

편,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은 동법 제정(1994. 3. 16. 법률 제4739호) 이래 지

까지 그 내용에 변동이 없다.

2) 청구인은 심 청구서에서 공직선거법 제18조 체를 고 있으나, 청구인에게 해

당하는 부분은 동조 제1항 제2호 단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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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험 때문에 이 사건 법률조항이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에 반된다고 볼 수 없다.

다. 기타

앙선거 리 원회 원장과 행정자치부장 은 이 사건에 하여 특별

한 의견이 없다는 회신을 보내왔다.

【결정요지】

1. 청구인에 한 형집행지휘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 12. 18. 서울고

등법원에서 강도상해등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상고하 으나 법원

에서 2002. 2. 26. 상고가 기각되어 결이 확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

라서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고 실제로 지난 2002. 6. 13. 지방선거에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했으므

로, 청구인은 이 심 청구에서 자기 련성․ 재성․직 성을 갖추었다.

한, 청구인이 투표하려 하 던 6·13 지방선거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

청구 이 에 이미 종료하 기 때문에 이 심 청구가 권리보호이익이 없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2004년의 국회의원 총선거에 청구인의 투표참여 문

제가 다시 제기될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이 여 히 청구인의 기본권인 선거

권을 박탈하게 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헌 여부에 하여는 헌

법 해명의 필요성이 존재한다.

2. 원칙 으로 간 민주정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공무원을 선

거하는 권리는 국민의 참정권 가장 요한 기본 권리라고 할 것이어

서, 참정권의 제한은 국민주권에 바탕을 두고 자유·평등·정의를 실 시키려

는 우리 헌법의 민주 가치질서를 직 으로 침해하게 될 험성이 크기

때문에 언제나 필요 최소한의 정도에 그쳐야 한다. 다만, 우리 헌법 아래에

서 선거권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되는 것이므로 입법형성권을

갖고 있는 입법자가 선거법을 제정하는 경우에 헌법에 명시된 선거제도의

원칙을 존 하는 가운데 구체 으로 어떠한 입법목 의 달성을 하여 어

떠한 방법을 선택할 것인가는 그것이 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것이

아닌 한 입법자의 재량 역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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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 사건 법률조항이, 국가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부담하고 있는 납세·

병역· 법 기타 필요한 사회 책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의무

에 반하여 공동체의 안 을 괴하고 다른 구성원들의 생명·신체·재산을

한 사람들에 한 사회 제재로서 일정한 기간 구 을 명하고 구 시

설인 교도소 등의 질서와 수형자의 교화를 하여 필요한 제한을 가하는

한편, 선거권의 행사를 하여 필요한 정보의 제공이 실 으로 어려운

수형자에게 그 기간 동안 공민권의 행사를 정지시키는 것은, 형벌집행의

실효성 확보와 선거의 공정성을 하여 입법자가 일응 추구할 수 있는 것

으로서 입법목 의 정당성이나 방법의 정성을 충족시킨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형사처벌을 받은 모든 사람에 하여 무한정 선거권

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하여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어, 어느 정

도 한 범죄를 범하여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형벌의 집행을 받는 등 선

거권을 제한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만으로 한정되며 내용 으로도

그 불이익은 고보다 가벼운 형벌인 자격상실이나 자격정지의 한 효과에

불과하다. 한 수형자가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은 수형자 자신의

범죄행 로 인한 것으로서 자신의 책임으로 인하여 일정한 기본권제한을

받는 것이므로, 수형자의 선거권 제한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선거의 공정성

형벌집행의 실효성 확보라는 공익이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함으로써 입

게 되는 수형자 개인의 기본권침해의 불이익보다 크다고 할 것이어서 그

법익간의 균형성도 갖추었다.

재 김 일의 반 의견

2. 우리 헌법의 제정자는 헌법 제41조 제1항과 제67조 제1항에서 선거제

도의 기본원칙으로서 보통·평등·직 ·비 선거의 원칙을 규정하면서 헌법

제24조의 선거권규정과는 달리 별도의 법률유보문언을 두지 않음으로써 선

거제도의 기본원칙의 수여부가 입법자의 재량사항이 될 수 없다는 을

명확히 하고 있다. 따라서 선거권의 제한 특히 선거제도의 기본원칙에 어

나는 선거권제한입법을 하기 해서는 기본권제한입법에 한 헌법 제37

조 제2항의 과잉 지원칙을 엄격히 수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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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오늘날 수형자와 국가와의 계는 더 이상 명령과 복종만이 존재하는

일방 인 계가 아니며, 자유민주 헌법질서하에서 수형자도 인간으로서

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므로 범죄인의 반사회 행 에 한 제재를 하여

수형자의 자유박탈 이외에 별도의 기본권인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정당

한 입법목 이라고 할 수 없다. 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 을 우리

헌법이 허용하는 한계내의 정당한 목 으로 고쳐 살피는 경우에도, 이 사

건 법률조항은 범죄의 종류와 내용을 가리지 않고 모든 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수형자가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입법목

을 달성하기 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도를 넘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과

도하게 제한하 고, 공직선거제도의 공정성이라는 공익과 수형자의 선거권

이라는 기본권을 하게 조화시키지 못하고 과도하게 선거권 보통선

거의 원칙, 그리고 보통선거원칙이 실 하고 있는 평등원칙을 침해하 다

고 볼 수밖에 없다.

【해설】

1. 서론

선거일 재 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즉 수형자에 하여 선거권(부재자투표권)을 주지 않는 것이 헌법에

반되는지 여부에 하여 사회 으로 커다란 이슈가 된 바는 없다. 와

같이 민주주의가 발달한 사회에서 가능한 한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국

가기 의 구성행 로서의 선거에 참여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도

있는 터에, 이 사건은 수형자의 선거권 문제에 한 헌법 심사의 계기를

제공하 다.

2. 법요건에 한 단

헌법재 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이 이 사건 법률조항에 하여

법 련성이 있고, 한 이 헌법소원은 헌법 해명의 필요성이 있기 때

문에 심 의 이익이 있다고 단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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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 련성 : 자기 련성ㆍ직 성ㆍ 재성

등포교도소에서 보내온 청구인에 한 「형집행지휘서」에 의하면 청

구인은 2001. 12. 18.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등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

고받고 상고하 으나 법원에서 2002. 2. 26. 상고가 기각되어 결이

확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면 청구인의 경우 선거권이 없게 되고 실제로

지난 6ㆍ13 지방선거에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했으므로, 청구인은 이 심

청구에서 자기 련성ㆍ 재성ㆍ직 성을 갖춘 것으로 단된다.

나. 권리보호이익과 헌법 해명의 필요성

청구인이 투표하려 하 던 지방선거(2002. 6. 13)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

청구(2002. 6. 20) 이 에 이미 종료하 기 때문에 이 심 청구가 권리보

호이익이 없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2004년의 국회의원 총선거에 청구인

의 투표참여 문제가 다시 제기될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이 여 히 청구인의

기본권인 참정권을 박탈하게 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헌 여부

에 하여는 헌법 해명의 필요성이 존재한다.

3. 본안 단을 한 기 자료

가. 각국의 입법례

형의 선고와 련하여 선거권 결격사유를 규정한 외국의 입법례는 다음

과 같다.3)

(1) 일본

일본의 공직선거법(제11조 제1항)도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나 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

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다만, 형의 집행유

인 자는 제외), 선거사범으로 형의 선고를 받고 수형기간 에 있는 자 등

은 선거권을 갖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각국의 선거제도」( 앙선거 리 원회 2001), 63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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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

국의 국민 표법(Representation of the People Act) 제3조는 선거에

한 부패행 4) 는 법행 5)로 유죄의 선거를 받은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정신 생 계법령에 따라 정신병 요양시설에 입원 인 자, 그

밖에 유죄 결에 의해 교도소 등에 수감 인 자 등을 선거권 결격사유로

하고 있다.

(3) 미국

미국은 선거권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는 자 외에 부분의 주에서 정

신이상자 정신박약자, 범죄행 로 유죄 결을 선고받고 “시민권박탈형”

을 선고받은 자, 선거에 한 범죄로 유죄선고를 받은 자 등을 선거권 결

격사유로 하고 있다.6)

연방차원의 수형자의 경우 연방 법원은 1974년의 Richardson v. Ramirez

사건7)에서, 캘리포니아州8)가 죄(felony)로 유죄 결을 받고 그 형기를

마친 자에게까지 구히(permanently) 선거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도 합헌

4) 부패행 (Corrupt Practice)란 매수ㆍ향응ㆍ 박ㆍ신분사칭 등 일반형사범에 버

가는 실질 ㆍ실체 인 선거범죄를 말한다.

5) 법행 (Illegal Practice)란 단속규정에 반한 기술 선거범죄 특히 선거비용

규제 반을 말한다. 黃貞根, 「선거부정방지법」(법 사 2001), 4면.

6) “미결수”의 경우 연방 법원은 1969년의 McDonald v. Board of Election

Commissioners 사건에서, 구속기소되어 재 을 기다리는 미결구 자 장애로

인하여 투표소에 가는 것이 불가능한 자나 는 선거 당일에 郡의 외부로 가려는

자들에게만 부재자선거의 기회를 허용한 주법에 한 헌주장을 배척하 다{394

U.S. 802 (1969)}. 그 효과는 재 을 기다리는 미결구 자에 한 부재자투표를 부

인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1974년의 O'Brien v. Skinner 사건에서 연방 법원은, 교

도소에 수감 인 자가 투표를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이 입증되는 경우

에는 정부는 그들에게 부재자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결하 다{414

U.S. 524 (1974)}. McDonald 결과 O'Brien 결은 정부가 형사재 에 계류 인

수감자의 투표권을 으로 부인할 수 없다는 원칙을 세웠다.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체 인 장치를 제공하는 한 州는 부재자투표를 반드시 제공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체 인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주는 수감자에게 부재자투표

를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E. Chemerinsky, Constitutional Law,

(New York: Aspen Law & Business 2002), 849-850면 참조.

7) 418 U.S. 24 (1974).

8) 캘리포니아주 헌법(제20조 제11항) 同州 선거법(California Election Code)은

뇌물ㆍ 증ㆍ문서 조ㆍ독직, 기타 죄를 범하여 유죄 결을 받은 자에게 선거

권을 부여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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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보았다.9) 그러나 1985년의 Hunter v. Underwood 사건10)에서는 경죄

(misdemeanor)인 가치없는 가계수표(worthless check)의 제시행 로 ‘비도

덕 이고 비열한 범죄’(moral turpitude)11)로 인정되어 유죄 결을 받은 자

에게 앨라배마주 헌법 제182조를 용하여 선거권을 부인하는 것은 수정헌

법 제14조 평등보호조항에 반된다고 선언하 는데, 연방 법원은 이 조

항이 흑인에 하여 인종차별 으로 선거권을 주지 않기 한 목 으로 채

택된 것이고 실제로도 그러한 효과를 갖기 때문이라고 하 다.12) 따라서

경죄라 하더라도 인종차별 인 목 이 없는 경우에는 선거권을 부인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고 있다.

(4) 랑스

랑스 선거법(Code Electoral)은 후견하에 있는 성인(동법 제5조), 법률

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재 소에 의해 선거권 피선거권을 정지당한 자는

그 결에 의하여 정하여진 기간 동안(동법 제6조), 형법상 일정한 범죄행

로 3월 이상의 징역 는 6월 이상의 집행유 선고를 받은 자는 그 유

죄 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5년 동안(동법 제7조) 각 선거인명부에 등재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이들을 선거권 결격사유로 하고 있다.

(5) 독일

독일 연방선거법(Bundeswahlgesetz) 제13조는 법원의 결에 의하여 선

9) 이 사건 결에서 연방 법원은, 1868년 수정헌법 제14조가 비 될 당시에 29개

주가 그들의 헌법에 직 는 주의회로 하여 죄로 유죄 결을 받은 자에게

투표권을 주는 것을 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상기시켰다.

10) 471 U.S. 222 (1985).

11) 1. 일반 으로 “윤리․도덕 타락”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문자 그 로의

의미이며, 그것은 정의ㆍ정직ㆍ윤리ㆍ도덕에 반하는 행 를 말한다. 한 이것은

“公序良俗에 반하고 사회나 그 구성원에 한 의무를 져버리는 타락하고 비열한

행 ”라고 정의된다. 2. 드물기는 하지만 법에 의하여 처벌되는지 여부와 계없

이 비도덕 인 행 자체를 일컫기도 한다. 3. 한 죄(주법에 의하여 구체 으

로 분류되고 있는데, 통상 사형이나 징역 1년 이상에 해당하는 범죄)나 렴치죄

와 행 자체로 악( 컨 살인, 도)이거나 행 자의 악성 내지 타락한 심성이

드러나는 한 형사범죄 행 에 국한하여 사용되기도 한다. Black’s Law

Dictionary 7th ed. (St. Paul, Minn.: West Publishing Co. 1999), 1026면.

12) E. Chemerinsky, 게서(2002), 85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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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권을 상실한 자(제1호), 치산자 는 정신 결함으로 후견하에 있는

자(제2호), 형법의 규정에 의거하여 정신병원에 수용되어 있는 자(제3호)

등을 선거권 결격사유로 하고 있다. 따라서 수형자라고 하여 일반 으로

선거권이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

한, 미결수용자의 경우는 어떤 사정하에서도 선거권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며 그들에게는 부재자투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13)

(6) 캐나다

캐나다선거법(Canada Elections Act) 제14조 제3항은 2년 이상의 징역형

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 인 자, 선거범죄(부패행 는 불법행 )로

유죄 결을 받은 자 등을 선거권 결격사유로 하고 있다.

(7) 호주

호주는 반역죄로 유죄 결을 받고 사면되지 않은 자, 5년 이상의 고형

이상의 선고를 받고 복역 인 자 등을 선거권 결격사유로 하고 있다.

(8) 필리핀

필리핀은 1년 이상의 고형을 선고받은 자로서 사면되지 않은 자는 선

거권이 없는데, 다만 복역후 5년의 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자동 으로 선거

권을 재취득한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의 용범

이 사건 법률조항은 “선거일 재 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

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는 선거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1) ‘ 고 이상의 형’이라 함은 사형, 징역 는 고형이다.

한, (2)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라 함은 형의 선

고를 받고(따라서 선고유 를 받은 자는 제외된다) 그 형이 확정된 때로부

터 형의 집행이 종료하기까지의 기간내에 있는 자이다. 가석방 에 있는

13) 신양균, 「미결수용자의 처우에 한 연구」(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4), 6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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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소정의 형기가 종료되지 아니하 으므로 이에 해당하여 결격자가 된

다.14)

한편,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 후단이 규정하고 있는 ‘형의 선고

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라 함은 고형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의 면제 기타의 사유로 형의 집행을 받는 일

이 없게 되기까지의 자를 말한다. 이에 해당하여 선거권이 없는 자는 다음

과 같다. ① 형의 실효에 의하여 형의 집행의 면제를 받을 때까지 사이의

자, ② 일반사면 는 특별사면에 의하여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거나

형의 집행이 면제되기까지 사이의 자, ③ 기타의 사유로 형의 집행을 면제

받을 때까지 사이의 자, ④ 형의 집행유 인 자.15) 반면에 형의 선고유

를 받은 자16)나 상소하여 공 계속 에 있는 자17) 등은 선거권 결격자

가 아니다.

다. 민주주의와 선거

(1) 민주주의에 있어서 선거가 차지하는 의의는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

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요하다. 일 이 몽테스키외(Montesquieu)는

그의 서 「법의 정신」에서 “민주국가에 있어서 선거는 군주국가의 왕

계승법과 같다”고 하 고, 바두라(P. Badura)는 “민주주의는 선거를 먹고

산다”(Demokratie lebt von Wahlen)라는 표 을 사용하 다. 아래에서 보

듯이 민주주의의 모든 요한 내용들은 선거에 달려 있거나 선거와 련되

어 있다고 할 수 있다.18)

(가) 민주주의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주권의 원리가 구체 ㆍ

실 으로 나타날 때 그 가장 요한 것이 선거제도이다(국민주권).

(나) 민주주의에 있어서 통치의 정당성은 선거를 통해서만 확보될 수 있

다(통치의 정당성).

(다) 선거는 소수자가 다수자가 될 수 있는 기회균등을 보장해 주는 제

14) 검찰청 발행, 「공직선거 선거부정방지법 벌칙해설」(2000), 23면.

15) 한원도, 「공직선거 선거부정방지법 축조해설」(법 출 사 1996), 88면.

16) 앙선거 리 원회 질의응답, 1987. 9. 29.

17) 앙선거 리 원회 질의응답, 1988. 6. 24.

18) 계희열, 「헌법학 (上)」(박 사 2001), 282-28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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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며, 동시에 소수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소수자가 다수자가 될 수 있

는 기회균등 소수자보호).

(라)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가 존 되고 철되려면 국민은 정치의사 형

성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는데, 국민이 효과 으로 정치의사 형성에

참여하고 철할 수 있는 가장 요한 제도의 하나가 바로 선거제도이다

(국민의 정치의사 형성에의 참여).

(2) 이러한 선거는 언론ㆍ출 ㆍ집회ㆍ결사의 자유의 보장은 물론 정당

활동의 자유, 정당의 기회균등 등 정당제도의 확립을 제로 하고 있기 때

문에, 선거는 비록 민주주의의 부는 아닐지 몰라도 민주주의의 핵심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모든 권력의 원천이 국민에 기 하고 있는 민주주의는 가장 많은

국민의 의사가 반 되어야만 한다.19) 일반 으로 민주주의 정치체제에서

선거는 표자에 한 선거권자의 신임을 표 하고, 통치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의기 을 구성하며, 정부와 의회를 정치 으로 통제한다고 설명되

고 있다.20)

의 민주 법치국가에서 선거는 정당한 권력창출의 과정이며 상향

식 통치질서의 핵심에 놓여 있다. 선거는 국민의 정치 의사가 국가의

정치 지 로 환되는 것을 통해 국가기 에게 필수 인 민주 정당성

을 매개해 주고 있다.21)

라. 선거권의 의의 본질(법 성격)

(1) 선거권의 의의

선거권이란 선거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이는 통치권

내지 국정의 담당자를 결정하는 국민의 주권행사를 뜻한다. 선거권은 오늘

날 민주주의국가에서 가장 요한 참정권 의 하나이다. 선거권은 국민이

19) 성낙인, 민주주의 원리와 선거, 「한국헌법의 황과 과제( 랑 김철수 교수

정년기념논문집)」(박 사 1998), 173면.

20) 음선필, 선거의 정치 통제기능, 「한국헌법의 황과 과제( 랑 김철수 교수

정년기념논문집)」(박 사 1998), 193면.

21) 김형성, 민주 선거제도, 「민주 법치국가에 있어서 선거와 언론 (한국헌법학

회 제18회 학술 회 발표문)」(한국헌법학회 2001. 10. 13), 12ㆍ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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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정치의사 형성에 참여할 수 있는 요한 제도일 뿐만 아니라 통치권

내지 국정의 담당자를 결정하는 주권의 행사수단이다.22)

우리 헌법은 민주정치의 실 을 해 모든 국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국

가의사의 형성과정에 참여하고, 국가기 의 구성원으로서 공무를 담임하는

권리와 기회를 갖도록 국민의 참정권을 필수 인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국민이 국정에 참여하는 참정권은 국민주권의 상징 표 으로서 국민의

가장 요한 기본 권리의 하나이며 다른 기본권에 하여 우월 지 를

가진다. 그 기본권은 리 행사를 시킬 수 없는 국민 각자의 고유한 주

인 권리이고, 참정권의 행사와 보장도 개인주의 사상에 기 를 두고 그

개인의 인격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주권자인 국민은 선거를 통하여 직

으로는 국가기 의 구성원을 선출하고 간 으로는 여하한 정부를 원하

느냐에 한 국민의 의사를 표시한다(헌재 1989. 9. 8. 88헌가6, 례집 1,

199, 208-209).

(2) 선거권의 본질(법 성격)23)

선거권의 법 성격에 한 이론은 필연 으로 주권이론과 하게

련되고 주권의 소재에 한 이론이 인민주권론, 국가주권론 국민주권론

으로 개됨에 따라 선거권의 법 성격에 하여도 개인 권리설, 공무

설, 권한설 이원설 등으로 학설이 나뉘고 있다.

(가) 個人的權利設

록크ㆍ룻소ㆍ몽테스키외 등 근세 자연법학자들은 국민은 모든 주권행사

에 참가할 권리를 가지며 선거권은 자연권에 속한다고 하 다. 이러한 입

장은 사상사 으로는 分有주권론ㆍ人民주권론이 그 원천이 되고 있다.

(나) 公義務設

이에 따르면 선거는 본래 단체행 이고 개인은 이 단체행 에 필요한 개

별 행 , 즉 직무를 집행함에 불과하기 때문에 선거권은 국가가 국가목

을 하여 부여한 공 의무라고 한다. 이러한 선거권 공의무설은 법실

22) 계희열, 「헌법학 (中)」(박 사 2000), 527-528면.

23) 권형 , 선거권의 본질, 「고시연구 제24권제8호」(고시연구사 1997. 8.), 65면 이

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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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주의에 입각한 독일의 라반트ㆍ 라이 등 국법학자들에 의하여 압도

으로 지지되었다.

(다) 權限ㆍ資格設

리네크는 국가법인설의 입장에서 국민은 선거시에 국가기 이 되어

국가의 공무인 선거를 하는 권한을 가진다고 하 다. 즉, 선거의 순간에 선

거인은 국가공무원이 되고, 그 공무를 행한 후 즉시 사인의 지 로 돌아온

다고 하 다.

(라) 二元設

이에 의하면 선거는 한편으로 국가를 해 국가기 인 의회를 형성하는

국가목 활동이므로 공무 성격을 지니지만, 다른 한편으로 개인이

국가의사의 형성에 참여하는 권리의 성격도 갖는다는 것으로, 뒤기ㆍ오류

ㆍ말베르ㆍ슈미트 등이 표 학자들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다수설을 차

지한다.

마. 선거권의 확 역사와 인격 표주의24)

의기구를 통하여 사회 구성원 사이의 이해 립이 충실하게 반 되고

조정되기 해서는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고루 부여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선거권의 확 는 선거제도와 근 민주정치의 발 을 한

필수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에 걸친

유럽 국가들에 있어서 선거권 확 의 역사는 그 자체가 바로 민주정치의

발 사 다. 선거권의 확 는 선거제도의 기본원리를 “인격 표주의”로

악하는 인식의 환으로부터 출발하 다. 이것은 세의 단체 표, 직능

표의 원리와는 크게 다르다.

선거제도의 기본원리로서 개인의 인격주의는 선거에 하여 두 가지 인

식의 차이를 가져왔다. 그 하나는 선거란 일종의 공무에 속하기 때문에 그

공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능력을 갖춘 유자격자에 한해서 선거참여의 권

리가 부여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선거는 국민의 표기 을

구성하기 한 하나의 차이기 때문에 응당 모든 국민에게 선거참여를

한 선거권이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자의 주장을 따른다면 선거권을

24) 이하 김 수, 「선거와 선거제도」(박 사 1997), 11-13면 참조.



224 헌법재 소결정해설집 2004

제한할 필요가 있고, 후자를 따를 경우에는 선거권은 가 리 개방하

는 것이 옳다.

각국의 선거제도는 이들 두 가지 입장이 립하는 과정을 통해서 성장ㆍ

발 하 다고 할 수 있다.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선거를 처음 실시한 기

에는 선거를 하나의 공무로 인식하는 입장이 우세하 다. 따라서 처음에는

有産시민층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하는 제한ㆍ차등선거가 보통이었다. 그러

나 시민의식의 성장과 민주주의 사상의 보 이 확산됨에 따라 선거를 하나

의 시민 권리로 인식하는 후자의 인식이 우세한 쪽으로 바 면서 보통ㆍ

평등선거제도가 범하게 수용되었다.

의 선거제도에서 개인 인격주의의 원리는 보통ㆍ평등ㆍ직 ㆍ비

ㆍ자유선거라고 하는 “선거의 5원칙”으로 구체화되었다. 그 에서 보통

선거는 일정한 연령 이상의 모든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보통선거제하에서도 국민 모두에게 선거권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

고, 헌법 는 법률에 의하여 선거권자의 자격을 규정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한 자격요건은 합리 인 선거참여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제한된다. 그

것은 ①일정한 연령 이상에 도달할 것, ②정상 인 사고를 해하는 정신

박약 상태에 있지 않을 것, ③범죄 등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되지 않을

것 등이 포함된다.

4. 기각론(합헌론)

재 8인의 다수의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

에 반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하 는바,

합헌론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참정권으로서의 공무원선거권

일반 으로 참정권은 국민이 국가의 의사형성에 직 참여하는 직

인 참정권과 국민이 국가기 의 형성에 간 으로 참여하거나 국가기 의

구성원으로 선임될 수 있는 권리인 간 인 참정권으로 나 수 있다. 이

에 따라 우리 헌법은 참정권에 하여 간 인 참정권으로 공무원선거권

(헌법 제24조), 공무담임권(헌법 제25조)을, 직 인 참정권으로 국민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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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헌법 제72조, 제130조)을 규정하고 있다(헌재 2001. 6. 28. 2000헌마735,

례집 13-1, 1431, 1439).

헌법 제24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

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선거권이란 국민이 공무원을 선거하는 권

리를 말하고, 원칙 으로 간 민주정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공무원선거권은 국민의 참정권 가장 요한 것이다(헌재 2002. 3. 28.

2000헌마283등, 례집 14-1, 211, 223).

그러나 선거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되는 것으로서 선거법

의 제정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화된다고 할 것인데, 입법자가 입법형성권에

의하여 선거법을 제정하는 경우에 헌법에 명시된 선거제도의 원칙을 존

하고 국민의 선거권이 부당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은 물론이나,

입법자가 구체 으로 어떠한 입법목 의 달성을 하여 어떠한 방법을 선

택할 것인가는 그것이 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것이 아닌 한 입법자

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7. 6. 26. 96헌마89, 례집 9-1,

674, 683).

(2) 선거권제한의 법리와 심사기

의민주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오늘날의 민주정치 아래에서의 선거는

국민의 참여가 필수 이고, 주권자인 국민이 자신의 정치 의사를 자유로

이 결정하고 표명하여 선거에 참여함으로써 민주사회를 구성하고 움직이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의 주권행사 내지 참정권 행사의 의미를 지니는

선거과정에의 참여행 는 원칙 으로 자유롭게 행하여질 수 있도록 최 한

보장하여야 한다(헌재 1994. 7. 29. 93헌가4등, 례집 4-2, 15, 28).

즉, 공무담임권선거권 등 참정권은 선거를 통하여 통치기 을 구성하

고 그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한편, 국민 스스로 정치형성과정에 참여하여

국민주권 의민주주의를 실 하는 핵심 인 수단이라는 에서 아주

요한 기본권 의 하나라고 할 것이므로, 참정권의 제한은 국민주권에

바탕을 두고 자유평등정의를 실 시키려는 우리 헌법의 민주 가치질

서를 직 으로 침해하게 될 험성이 크기 때문에 언제나 필요한 최소한

의 정도에 그쳐야 한다(헌재 1995. 5. 25. 91헌마67, 례집 7-1, 722, 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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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선거권자의 국 이나 선거인의 의사능력 등 선거권 선거제도

의 본질성 요청되는 사유에 의한 내재 제한을 제외하고는 보통선거의 원

칙에 배되는 선거권 제한입법을 하기 해서는 기본권제한 입법에 한

한계규정인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과잉 지원칙이 수되어야 한다.

다만, 에서 본 바와 같이 선거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되는

것으로서 입법자가 구체 으로 어떠한 입법목 의 달성을 하여 어떠한

방법을 선택할 것인가는 그것이 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것이 아닌

한 입법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은 특히 최소침해성이

나 법익균형성의 심사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3) 과잉 지원칙의 수 여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선거일 재 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

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는 선거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소 ‘수형

자’에 하여는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입법목 의 정당성, 방법의 정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등 과

잉입법 지 원칙을 수하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가) 입법목 의 정당성 방법의 정성

사회공동체의 구성원은 공동체의 유지, 다른 구성원들의 생명ㆍ신체ㆍ안

에 한 의무 등을 지고 있다. 선거권의 행사는 이러한 공동체의 운명을

결정짓고 공동체의 나아갈 방향을 결정짓는 요한 행 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수형자는 일정한 범죄를 지른 가로 유죄확정 결을 받고 외부

세계와 격리, 차단되어 일정한 구역에 수감되어 있는 사람들이다. 즉, 이들

은 반사회 성향을 표출함으로써 국가 사회, 그리고 공동체의 다른 구

성원에 하여 일정한 해를 가함으로써 공동체의 질서를 괴하고 공동

체의 유지에 해를 가한 사람들이다.

한편, 선거권의 행사를 하여는 그 제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즉 후보자가 구인지, 후보자의 정견은 무엇인지, 정당의 정책과 공

약은 무엇인지 등에 한 충분한 정보가 있어야 선거권을 공정하고 정당하

게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일정한 시설에 격리 수용되어 있는 수

형자들에게 그와 같은 충분한 정보의 제공은 실 으로 어렵다고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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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수형자가 다른 사람과 견하고자 할 때에는 교도소등의 장(이하 “소장”

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행형법 제18조), 다른 사람과 서신을 주

고 받을 때에도 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동 서신은 소장이

검열할 수 있고(동법 제18조의2),25) 외부와의 화통화의 경우에도 수용목

의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 안에서 소장의 허가를 얻어서 할

수 있다(동법 제18조의3). 한 수형자는 자비부담으로 신문 는 도서의

구매 열람을 신청할 수 있으나 수형자가 신청한 신문 는 도서의 내용

이 교도소 등의 안 과 질서를 해하거나 교화상 특히 부 당하다고 인정되

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장은 이를 허가하지 않을 수 있으며(동법

제33조),26) 라디오 청취 텔 비 시청의 경우에도 교도소 등의 안 과

교화상 필요한 경우에는 소장은 이를 제한할 수 있다(동법 제33조의2, 동

법시행령 제114조).

이와 같이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의무에 반하여 공동체를 괴하고 다른 구성원들의 생명ㆍ신체ㆍ안 ㆍ

재산을 한 사람들에게 일정한 기간 구 을 명하고 구 시설인 교도소

등의 안 질서와 수형자의 교화를 하여 필요한 제한을 가하는 한편,

선거권의 행사를 하여 필요한 정보의 제공이 실 으로 어려운 수형자

에게 그 기간 동안 공민권의 행사를 정지시키는 것은 형벌집행의 실효성

25) 헌법재 소는 “(미결)수용자의 증거인멸이나 도망을 방하고 교도소 내의 질서

를 유지하여 구 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 하고 일반사회의 불안을 방지하기 하

여 수용자의 서신에 한 검열은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이로 인하

여 수용자의 통신의 비 이 일부제한되는 것은 질서유지 는 공공복리라는 정당

한 목 을 하여 불가피한 최소한의 제한으로서 헌법에 반된다고 할 수 없다.”

고 시한 바 있다(헌재 1995. 7. 21. 선고, 례집 7-2, 94, 104-105).

26) 헌법재 소는, 신문에서 수용자 련 범죄기사를 삭제한 처분에 하여 “교화상

는 구 목 에 특히 부 당하다고 인정되는 탈주, 선동 등에 한 기사의 삭제

는, 수용자가 과 하게 수용되어 있는 구치소의 실정과 과소한 교도인력을 볼

때 와 같은 기사가 (미결)수용자에게 달되면 구치소내의 질서유지와 보안을

어지럽게 할 우려가 있음을 고려한다면, 수용질서를 한 청구인의 알 권리에

한 최소한의 제한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로서 침해되는 청구인에 한 수용질서

와 련되는 기사들에 한 정보획득의 방해와 그러한 기사삭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구치소의 질서유지와 보안에 한 공익을 비교할 때 청구인의 알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시하 다(헌재 1998. 10. 29. 선고, 례

집 10-2, 637, 645-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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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와 선거의 공정성을 하여 입법자가 일응 추구할 수 있는 것으로서

입법목 의 정당성 방법의 정성을 충족시킨다고 할 것이다.

(나)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이 사건 법률조항은 형사처벌을 받은 모든 사람에 하여 무한정 선거권

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하여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선거권을 제한함으로써 어느 정도

한 범죄를 범하여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형벌의 집행을 받는 등 선거권

을 제한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만을 한정하고 있고 이러한 제한은

입법자의 재량의 범 를 벗어나 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수형자가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은 수형자 자신의 범죄행

로 인한 것으로서 자신의 책임으로 인하여 일정한 기본권의 제한을 받게

되는 것이므로, 수형자의 선거권 제한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선거의 공정성

확보, 형벌집행의 실효성 확보라는 공익이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함으로써

받게 되는 수형자 개인의 기본권침해의 불이익보다 크다고 할 것이어서 법

익의 균형성도 갖추었다고 할 것이다.

(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입법 지의 원칙을 배하 다

고 보기 어렵고, 외국의 입법례에 비추어 보더라도 특별히 헌법에 반된

다고 볼 수 없다.

5. 헌론

가. 학자들의 견해

수형자에 하여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에 하여 학자들은 일반 으로

헌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표 인 견해를 보면 다음과 같다.

(1) 허 교수

선거권과 불가분의 계에 있는 것이 선거제도인데 행헌법은 선거제

도의 기본원칙으로서 보통ㆍ평등ㆍ직 ㆍ비 선거의 원칙만을 명시하고(제

41조 제1항, 제67조 제1항), 선거권의 행사에 한 나머지 구체 인 사항은

입법사항으로 임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에 규정된 이같은 ‘선거권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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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유보’는 선거권을 실 하고 보장하기 한 것이지 선거권을 제한하기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입법자가 그의 입법형성권에 의해서 선거 계법

을 제정하는 경우에는 헌법에 명시된 보통ㆍ평등ㆍ직 ㆍ비 선거의 원칙

을 존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선거권이 부당하게 제한되는 일이 없도록 세

심한 주의를 해야 한다(헌재 1997. 6. 26. 96헌마89, 례집 9-1, 674, 680

참조). 이와 같은 에서 헌법 스스로가 정하는 선거권 행사능력의 제한

을 넘어서 각종 선거법이 범 한 선거권의 결격사유를 규정함으로써

치산자ㆍ수형자ㆍ 과자 등의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는 것(공직선거법 제18

조)은 헌법상 문제가 있다. 정치상황에 한 정확한 인식능력과 단능력

을 갖추지 못해서 올바른 주권행사를 기 할 수 없는 치산자의 경우는

몰라도, 형사책임과 선거권을 결부시켜서 수형자와 과자의 선거권을 제

한하는 것은 선거권이 갖는 국민주권의 실천 기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아

니한 입법권의 과잉행사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형사책임을 지는 것과

주권을 행사하는 것은 헌법이론 으로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이

다.27)

(2) 계희열 교수

우리 헌법상 보통선거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정치 단능력

을 갖춘 국민만을 선거에 참여시킴으로써 통치의 정당성을 높일 뿐만 아니

라 선거자체도 그 정당성과 합리성을 얻게 된다. 오늘날에는 오로지 연령

만이 정치 단능력의 기 으로 인정되고 있다.28) 따라서 수형자 등에

한 선거권의 제한에 하여도 선거사범의 경우를 제외하면(헌재 1993. 7.

29. 93헌마23, 례집 5-2, 22129); 헌재 1997. 12. 24. 97헌마16, 례집 9-2,

88130)), 형사책임과 주권자로서의 권리는 별개라는 을 강조하면서 헌

의 여지가 있다.31)

27) 허 , 「한국헌법론」(박 사 2003), 512-513면.

28) 계희열, 게서(2000), 528면.

29) 확정 결을 받은 선거범에 하여 선거권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지방의회의원

선거법 제12조 제3호에 하여 합헌결정.

30) 선거범과 다른 죄의 경합범을 선거범으로 간주하는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에

하여 합헌결정.

31) 계희열, 게서(2001), 28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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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김철수 교수

학설상으로는 과자나 산자에게 선거권을 부인하는 것은 헌이라는

설이 있으며, 실제 독일에서는 재소자에게도 투표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을

로 보더라도 입법론 으로 과연 선거권의 결격사유를 이 게까지 넓 야

할 것인지 의심스럽다.32)

(4) 권 성 교수

선거권을 구에게 어떤 조건하에 부여할 것인가는 의회민주주의의 운

과 련하여 요한 의미를 가진다. 일반 으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

으려면 국 ㆍ연령ㆍ주소에 하여 일정한 극 요건을 충족할 것이 요

구된다(헌재 1999. 1. 28. 97헌마253등, 례집 11-1, 5433); 헌재 1999. 3.

25. 97헌마99, 례집 11-1, 21834)). 한 선거권을 행사하려면 소극 요건

으로서 일정한 결격사유, 컨 치산자나 수형자 등에 해당하지 않은

것(법 제18조)이 필요하다. 그러나 주권의 행사와 형사책임의 감수는 차원

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선거사범의 경우를 별론으로 한다면 수형자나 과

자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헌의 여지가 있다.35)

(5) 서보학 교수

형법학자인 서보학 교수는 공직선거법상의 수형자 선거권제한이라는 측

면보다는 형법(제43조)상 명 형으로서의 자격상실ㆍ자격정지형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36) 여기에서 동 교수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형법이 자격형을 통해 범법자의 선거권을 박탈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용납될 수 없는 제도이다. 왜냐하면 세계 의 다원주의를 바탕

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어떠한 사상, 어떠한 과거 력을 가

32) 김철수, 「헌법학개론」(박 사 2003), 900-901면.

33) 재외국민에 하여 선거권을 인정하지 아니한 공직선거법 제37조 제1항에 하

여 합헌결정.

34) 해외거주자에게 부재자투표권을 주지 않은 공직선거법 제38조 제1항에 하여

합헌결정.

35) 권 성, 「헌법학원론」(법문사 2003), 546-547면.

36) 서보학, 형사제재로서의 명 형(자격형)은 존치되어야 하는가?, 「형사법연구(198)」

(법원사 1997. 12), 247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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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유로운 선거에의 참여를 통한 자유민주주의 질서

형성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범법행 (특히 사상범이나 공안사범)

의 력을 이유로 국가가 이를 부인하는 것은 스스로 자유민주주의의 원칙

을 부정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범법자를 자유민주주의 질서형성에 참

여할 자격이 없는 부 한 존재로 보는 것은 오늘날의 자유민주주의 국가

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편향된 시각이다. 따라서 범법자라 할지라도 스

스로 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정신능력ㆍ 단능력을 가지고 있는 한 투표

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37) 한 개인이 범법행 를 지

른 것과 그가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 등 공무원을 선출하는 선거에

서 어느 특정 후보에게 자신의 표를 던지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며,

나아가 국가의 요한 정책결정을 묻는 국민투표 등에서도 투표권 행사를

통해 얼마든지 자신의 견해를 밝힐 수 있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들을

고려해 볼 때 형법상 자격형을 통한 선거권의 박탈은 더 이상 존치를 고집

할 이유가 없는 제도라고 할 것이다.38)

나. 재 김 일의 반 의견

김 일 재 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선거권, 평등권 보통

선거의 원칙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반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요지).

(1) 우리 헌법은 제1조 제2항에서 “ 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

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함으로써 국민주권의 원리를 천명

하고 있다. 오늘날의 의민주주의에서 선거는 국민이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가장 요한 방법으로서, 국민은 선거를 통하여 국가기 과 그 국가

권력의 행사에 하여 민주 정당성을 부여한다. 선거에 한 권리는 국

민주권의 상징으로서 국민의 가장 요한 기본 권리의 하나이며 다른 기

본권에 하여 우월 인 지 를 가지는 불가침의 권리이다.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선거권을 기본권으로서 인정하고 있으며,

37) 이런 에서 동 교수는 아직 단능력이 부족한 미성년자(공직선거법 제15조)나

정상 인 단능력에 흠결을 보이고 있는 치산자(동법 제18조 제1항 제1호) 등

에게 투표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정당한 조치라고 한다.

38) 서보학, 게논문(1997), 266-26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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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선거제도의 기본원칙으로서 보통․평등․직 ․비 선거의 원칙을 명시

하고 있는바, 이 사건 법률 조항은 그 가운데 보통선거의 원칙을 제한하는

법률조항이다. 보통선거의 원칙이란 성년자이면 구라도 당연히 선거권을

갖는 것을 요구하며, 보통선거의 원칙을 제한하는 입법을 하기 해서는

기본권 제한입법에 한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 지원칙을 엄격히 수

하여야 할 것이다.

(2) 입법목 의 정당성 방법의 정성 여부

(가) 오늘날 수형자와 국가와의 계는 더 이상 명령과 복종만이 존재하

는 일방 인 계가 아니다. 오늘날의 자유민주 헌법질서하에서는 수형

자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형벌로써 자유가 박탈되는 이외

에는 일반국민과 마찬가지로 권리의무를 갖는 법 주체인 지 를 가지고

있다. 국가는 수형자가 석방 후에 정상 이며 자유로운 사회생활에 복귀하

도록 해주기 한 목 을 하여 교도행정을 수행하여야 하며, 따라서 수

형자에 한 기본권 제한 조치는 그와 같은 목 에 부응하는 것일 때 정당

화 될 수 있다.

그 다면, 범죄인의 반사회 행 에 한 사회 제재를 하여 수형자

의 자유 박탈 이외에 별도의 기본권인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는 이 사건 법

률조항은 그 목 이 정당한 것이라고 하기 어렵다.

(나) 보통선거의 원칙 그 원칙에 기 한 선거권의 보장은 우리 공동

체의 통합과 민주주의의 실 을 한 최소한의 조건이다.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의 선거법 발 의 역사는 보통선거 원칙의 철을 한 투쟁의 역사

라고 할 수 있으며 그 투쟁의 역사는 민주주의 발 의 역사와 동일시할 수

있다.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보통선거의 원칙은 바로 그 투쟁의 기

에 서 있는 자유민주주의 헌법질서의 핵심 기본가치인 것이다.

이와 같은 보통선거 원칙의 의미에 비추어 볼 때 ‘범법자의 부도덕하고

반사회 인 가치 ’을 이유로 선거권을 제한 내지 박탈하는 것은 정당화되

기 어렵다. 실정법을 수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신체의 자유의 제한을 통

하여 실정법의 구속력을 강제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이지만, 그들의

가치 을 이유로 선거권 자체를 박탈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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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보통선거의 원칙은 다수결로써 폐지할 수 없는 다수결의 한계 원리로서

기능하며, 그와 동시에 다수결 원리에 정당성과 생명력을 불어넣는 기능을

하는 것이다.

(3) 침해의 최소성 법익균형성 반 여부

(가) 다수의 수형자를 집단으로 리하는 시설로서 규율과 질서유지가

필요한 교정당국으로서는 수형자의 통신의 자유 등을 제한할 수밖에 없고,

그러한 에서 수형자들이 갖게 되는 정보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을

정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수형자가 그 신분으로 인하여 통신

의 자유, 알권리 등의 기본권을 제한당한다고 하여 그와 별개의 기본권인

선거권까지 제한할 수 있다는 사고방식은 기본권을 최 한 보장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라는 인식에 기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기본권은 단순히 헌법에

규정된 권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궁극 인 목

이다. 따라서 헌법에 의하여 만들어진 국가기 들은 헌법에 의하여 부여된

국가권력을 행사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최 한 보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

다. 만일 선거권을 행사하기에 정보가 부족한 이 문제된다면 수형자의

정보를 제한하는 것에 한 공익과 선거권 보통선거 원칙의 가치를 형

량함으로써 양자를 조화시키는 가운데 선거권을 최 한 실 시키는 방법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다. 정보가 제한된다는 이유로 선거권을 부정하는 것은

지나치게 공익만을 우선시키는 조치라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범죄의 종류나 내용을 불문하고 범죄행 로

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는 당연히 선거권

의 행사가 정지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같은 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라고 하여도 범죄의 종류, 죄질, 내용이 지극히 다양하다고 할 것

이다.

그 다면, 입법자로서는 고 이상의 유죄 결의 확정에 따른 선거권의

정지 사유로서 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모든 범죄를 포 하여 규정

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선거권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단되는 수형자

의 유형, 를 들어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는 일정한 선거 련 범죄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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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자 선거에 즈음하여 교정시설의 질서를 문란하게 할 험이 한

자의 경우 등으로 그 범 를 가 한정하여 규정하 음이 마땅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모든 고 이상의 형 집행 의 수형자

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선거권 행사가 정지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최소침해성의 원칙에 어 나는 기본권 제한 방식이라고 할 것이다.

(4) 한편, 수형자에 한 선거권 제한은 이 사건 법률조항뿐만 아니라

형법(제43조ㆍ제44조)에도 규정되어 있는바, 이 사건 법률조항에 한 헌

단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형법의 해당조항도 함께 헌을 선언해

야 할 것이다.

형법 제43조(형의 선고와 자격상실, 자격정지) ① 사형, 무기징역 는

무기 고의 결을 받은 자는 다음에 기재한 자격을 상실한다.

1. (생략)

2. 공법상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② 유기징역 는 유기 고의 결을 받은 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하

거나 면제될 때까지 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기재된 자격이 정지된다.

제44조(자격정지) ① 조에 기재한 자격의 부 는 일부에 한 정지

는 1년 이상 15년 이하로 한다.

② 유기징역 는 유기 고에 자격정지를 병과한 때에는 징역 는 고

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정지기간을 기산한다.

6. 이 사건 결정의 의의

수형자들에게도 선거권, 즉 부재자투표권을 부여할 것인지 여부는 원칙

으로 입법재량의 역이라는 것이 이 결정의 다수의견의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수형자들에게 부재자투표권을 부여하는 나라들39)도 있는

만큼 앞으로 향 으로 고려해 볼 여지도 있다고 할 것이다.

39) 남아 리카공화국 헌법재 소가 1999. 4. 1. 선고한 한 례(CCT 8/99)에 의하

면, 덴마크ㆍ아일랜드ㆍ이스라엘ㆍ스웨덴ㆍ스 스에서는 모든 수형자들이 선거권

을 행사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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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병 이라크 병 헌확인

-국군의 해외 견과 사법심사의 상-

(헌재 2004. 4. 29. 2003헌마814, 례집 16-1, 601)

노 희 범
*

1)

【 시사항】

1. 외국에의 국군의 견결정과 같이 성격상 외교 국방에 련된 고

도의 정치 결단이 요구되는 사안에 한 국민의 의기 의 결정이 사법

심사의 상이 되는지 여부

2. ‘ 통령이 2003. 10. 18. 국군(일반사병)을 이라크에 견하기로 한 결

정’(이하 ‘이 사건 견결정’이라 한다)이 헌법에 반되는지의 여부에 한

단을 헌법재 소가 하여야 하는지 여부

3. 성격상 국방 외교에 련된 고도의 정치 결단을 요하는 이 사건

견결정이 사법심사의 상이 되는지 여부

【심 상】

이 사건 심 의 상은 ‘ 통령이 2003. 10. 18. 국군(일반사병)을 이라크

에 견하기로 한 결정’의 헌여부이다.

【사건의 개요】

1. 심 청구에 이르게 된 경

청구인은 일반 국민의 한 사람인바, 한민국 정부가 2003. 10. 18. 국군

* 헌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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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견하기로 한 것은 침략 쟁을 부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5

조에 반될 뿐만 아니라 특히 의무복무를 하는 일반 사병은 여를 받는

직업군인인 장교 부사 과 달리 실질 으로 여를 받지 못하는데, 일

반 사병을 이라크에 견하는 것은 국가안 보장 국방의 의무에 한

헌법규정에 반된다는 이유로 2003. 11. 17. 헌법재 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병의 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 을 청구하 다.

2. 청구인의 주장과 이해 계인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요지

(1) 이라크 쟁은 침략 쟁이라는 것이 세계 다수국가에서 인정하는 바

인데, 침략 쟁에 국군을 견하기로 한 이번 결정은 “침략 쟁을 부인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5조 제1항에 반된다.

(2) 국군 견이 결정되었다면 직업군인인 장교나 하사 보다도 의무복무

를 하고 있는 국군 사병의 견이 필수 인데, 헌법상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사병으로 군복무 인 자, 군입 정자 군

에 사병으로 복무 인 자녀를 가진 부모들의 평온을 해하여 이들의 행

복추구권을 침해한다.

나. 이해 계기 의 의견요지

(1) 통령(국가안 보장회의의장)의 의견

이 사건 헌법소원심 의 상은 국가안 보장회의의 2003. 10. 18.자 이

라크에 한 국군의 추가 견 결정이라고 할 것이나, 국가안 보장회의 결

정은 국가기 내부의 의사결정행 에 한 필요 자문에 불과할 뿐 그

자체로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 가 아니

다. 따라서 이 사건 심 청구는 헌법재 소법 제68조 제1항 소정의 공권력

의 행사가 아닌 것을 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 법하다. 가사 국가안

보장회의의 병결정이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결정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재, 직 침해된다고 할 수 없어 자기 련성

재성이 없어 부 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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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방부장 의 의견

(가) 이 사건 심 상인 통령의 2003. 10. 18.자 국군의 이라크 추가

견결정은 국회의 동의가 있기까지는 국가기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에

불과하고 국민에 한 직 인 법률효과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어서 이에

헌법소원심 청구는 부 법하다.

(나) 병결정은 (ⅰ) 통령이 헌법상 부여된 국가원수 는 집행부

수반으로서의 지 에서 행사하는 권력 행 이고, (ⅱ) 병여부의 결정은

그것이 국익에 미치는 향, 동맹국과의 계 북한 핵 사태의 원만한

해결과 한․미 동맹 계 공고화 등 여러 가지 국내․외 인 정치상황을 고

려한 고도의 정치 결단이며, (ⅲ) 결정이 국회의 동의 얻은 경우 민주

정당성에 있어서 그에 미치지 못하는 헌법재 소가 그 헌여부를 단

하는 것은 부 하고, (ⅳ) 결정에 한 헌 단이 있는 경우 이를 강

제할 법 수단이 없다는 에서 통치행 에 해당하는바, 통치행 에 한

사법심사는 자제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심 청구는 부 법하다.

(다) 청구인은 병결정과 단지 간 , 사실 이해 계를 가지고

있을 뿐,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기본권 침해와 직 법률 련이 없어

이 사건 심 청구는 자기 련성이 없어 부 법하다.

【결정요지】

1. 외국에 국군을 견하기로 한 결정은 견군인의 생명과 신체의 안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의 우리나라의 지 와 역할, 동맹국과의 계, 국

가안보문제 등 궁극 으로 국민 내지 국익에 향을 미치는 복잡하고도

요한 문제로서 국내 국제정치 계 등 제반상황을 고려하여 미래를 측

하고 목표를 설정하는 등 고도의 정치 결단이 요구되는 사안이다. 따라

서 그와 같은 결정은 그 문제에 해 정치 책임을 질 수 있는 국민의

의기 이 계분야의 문가들과 범 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신

히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우리 헌법도 그 권한을 국민으로부터 직

선출되고 국민에게 직 책임을 지는 통령에게 부여하고 그 권한행사에

신 을 기하도록 하기 해 국회로 하여 병에 한 동의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행 헌법이 채택하고 있는 의민주제 통치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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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에서 의기 인 통령과 국회의 그와 같은 고도의 정치 결단은 가

존 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견결정이 헌법에 반되는지의 여부 즉 국가안보에 보탬이

됨으로써 궁극 으로는 국민과 국익에 이로운 것이 될 것인지 여부 이

른바 이라크 쟁이 국제규범에 어 나는 침략 쟁인지 여부 등에 한

단은 의기 인 통령과 국회의 몫이고, 성질상 한정된 자료만을 가지고

있는 우리 재 소가 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이며, 우리 재

소의 단이 통령과 국회의 그것보다 더 옳다거나 정확하다고 단정짓

기 어려움은 물론 재 결과에 하여 국민들의 신뢰를 확보하기도 어렵다

고 하지 않을 수 없다.

3. 이 사건 병결정은 통령이 병의 정당성뿐만 아니라 북한 핵 사

태의 원만한 해결을 한 동맹국과의 계, 우리나라의 안보문제, 국·내외

정치 계 등 국익과 련한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병부 의 성격과

규모, 병기간을 국가안 보장회의의 자문을 거쳐 결정한 것으로, 그 후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얻음으로써 헌법과 법률에 따른

차 정당성을 확보했음을 알 수 있다. 그 다면 이 사건 견결정은 그

성격상 국방 외교에 련된 고도의 정치 결단을 요하는 문제로서, 헌

법과 법률이 정한 차를 지켜 이루어진 것임이 명백하므로, 통령과 국

회의 단은 존 되어야 하고 헌법재 소가 사법 기 만으로 이를 심

하는 것은 자제되어야 한다. 이에 하여는 설혹 사법 심사의 회피로 자

의 결정이 방치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으나 그러한 통령과

국회의 단은 궁극 으로는 선거를 통해 국민에 의한 평가와 심 을 받게

될 것이다.

≪재 윤 철, 재 김효종, 재 김경일, 재 송인 의 별개

의견≫

헌법재 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

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 소에 헌법소원심 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재 그리고 직 으로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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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 이거나 사실 인 이해 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청구인은 이 사건 견결정으로 인해 견될 당사자가 아님은 청구인 스

스로 인정하는 바와 같고 재 군복무 이거나 군입 정자도 아니다.

그 다면, 청구인은 이 사건 견결정에 하여 일반 국민의 지 에서 사

실상 는 간 인 이해 계를 가진다고 할 수는 있으나, 이 사건 견

결정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행복추구권 등 헌법상 보

장된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을 재 그리고 직 으로 침해받는다고는 할

수 없다.

【해설】

1. 서

이 사건 결정은 우리나라 사법사상 사법부가 소 통치행 이론을 정면

으로 받아들여 사법심사를 하지 않은 첫 번째 사례로써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1) 국가행 에서 고도의 정치 결단에 한 행 는 사법심사의

1) 헌법재 소는 종래 통치행 의 개념을 인정하 다. 그러나 통치행 로 보아 사법

심사의 상에서 배제한 는 없다. “ 통령의 긴 재정경제명령(緊急財政經濟命

令)은 국가긴 권(國家緊急權)의 일종으로서 고도의 정치 결단에 의하여 발동되

는 행 이고 그 결단을 존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행 라는 의미에서 이른바

통치행 에 속한다고 할 수 있으나, 통치행 를 포함하여 모든 국가작용은 국민의

기본권 가치를 실 하기 한 수단이라는 한계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고,

헌법재 소는 헌법의 수호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사명으로 하는 국가기 이므로

비록 고도의 정치 결단에 의하여 행해지는 국가작용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국

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 련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헌법재 소의 심 상이 된

다”(헌재 1996. 2. 29. 93헌마186, 긴 재정명령등 헌확인)고 시한 바 있다.

법원도 “입헌 법치주의국가의 기본원칙은 어떠한 국가행 나 국가작용도 헌

법과 법률에 근거하여 그 테두리 안에서 합헌 ․합법 으로 행하여질 것을 요구

하며, 이러한 합헌성과 합법성의 단은 본질 으로 사법의 권능에 속하는 것이

고, 다만 국가행 에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것이 있고, 그러한 고도의 정치행

에 하여 정치 책임을 지지 않는 법원이 정치의 합목 성이나 정당성을 도

외시한 채 합법성의 심사를 감행함으로써 정책결정이 좌우되는 일은 결코 바람직

한 일이 아니며, 법원이 정치문제에 개입되어 그 립성과 독립성을 침해당할

험성도 부인할 수 없으므로,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 에 하여는 이른바 통

치행 라 하여 법원 스스로 사법심사권의 행사를 억제하여 그 심사 상에서 제외

하는 역이 있으나, 이와 같이 통치행 의 개념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과도한

사법심사의 자제가 기본권을 보장하고 법치주의 이념을 구 하여야 할 법원의 책무

를 태만히 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그 인정을 지극히 신 하게 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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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에서 배제된다는 것이 통치행 이론의 요지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

치 문제에 한 최종 결정자가 과연 구여야 하는가의 문제와도 깊은

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문제된 국군의 외국에의 견의 성격, 이에

한 사법심사의 배제에 한 이유를 살펴본다. 한편, 이 사건에 한 결정의

이유를 분석하기에 앞서 사법심사 합성에 한 특유한 문제가 있다. 이

문제에 하여도 살펴본다. 바로 이 사건 심 상의 확정과 피청구인의

특정에 한 것이다. 그런 다음 결정이유에 하여 본다.

2. 심 상 확정의 문제

심 청구서에는 ‘2003. 10. 18.일반사병을 이라크에 견하기로 한 결정’

의 헌확인을 구하고 있을 뿐 병의 주체를 특정하지 않았다. 그런데 청

구인이 지 하고 있는 2003. 10. 18.은 국가안 보장회의가 이라크에 한

병을 결정한 날이고 병과 련하여 달리 한민국정부가 어떤 행 를

한 사실이 없었다. 사실만을 기 로 본다면 이 사건 심 의 상은 ‘국

가안 보장회의가 2003. 10. 18. 국군(일반사병)을 이라크에 추가로 견하

기로 한 결정’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이 이 사건에서 진정으로

다투고자 한 것은 ‘국가안 보장회의의 병 결정’이라기보다는 ‘ 통령의

병 결정’이라고 이 상당하다. 먼 정부가 2004. 4. 1.부터 2004. 12. 31.

까지 이라크에 약 3,000명 가량의 (의료, 건설부 의 견인 1차 병과 달

리 이 사건 병은 치안유지군( 투부 ) 성격이다) 국군의 추가 견에

이르게 된 경과를 우선 살펴보고 이 사건 심 상을 통령의 병결정으

로 보아야 하는 이유에 하여 본다.

- 이라크 병 경과 -

- 2003. 10. 16. 유엔안 보장이사회 - 미국이 제출한 이라크 결의안

을 만장일치로 채택

- 2003. 10. 18. 국가안 보장회의 이라크에 한 국군의 추가 병 결정

- 2003. 11. 11. 안보 계장 회의 추가 병에 의견 근

- 2003. 12. 23. 국무회의 심의․의결

하며, 그 단은 오로지 사법부만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법원 2004. 3. 26.

2003도7878, 외국환거래법 반․남북교류 력에 한법률 반 등)고 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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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12. 24. 병동의안 국회 제출

- 2004. 2. 13. 병동의안 국회 통과

- 2004. 1. 27. 국방부장 병할 역군인 군무원 모집

- 2004. 5. 경 국군 견 정

이 사건 국군의 해외 견은 〔국가안 보장회의에의 자문(의결) →

통령의 병결정 → 국무회의 심의․의결 → 국회에 동의안 제출 → 국회

의 동의 → 통령의 구체 병 명령〕이라는 일련의 차를 거쳤고 이

는 헌법과 법률이 요구하는 바이기도 하다2).

그런데 국가안 보장회의는 헌법상 통령의 자문기 3)에 불과하고 어

떤 공권력의 행사, 특히 문제된 국군의 해외 견이라는 국가행 (공권력

행사)의 주체가 아니다. 가사 국가안 보장회의가 그와 같은 결정(의결)을

하더라도 이는 국군통수권자인 통령의 결정4)으로 볼 수 있음은 별론으

로 하고 국가기 내부의 의사결정, 특히 통령의 의사결정에 한 권고

내지 의견제시에 불과할 뿐 법 구속력이 있거나 외 효력이 있는 행

라고 볼 수는 없다. 헌법상 국군의 외국에의 견은 통령의 권한이며

공권력의 행사로써 의미가 있다. 청구인도 아무런 법 효력이 없는 자문

기 인 국가안 보장회의의 결정을 다투고 있다기보다 법 효력있는 통

령의 병 결정의 헌여부를 다투고 있다고 보는 것이 청구취지에 부합한

다5).

2) 통령의 병결정은 국무회의 심의․의결→국회의 동의→ 통령의 병명령과

같은 구조를 취하는 것으로 설명될 수도 있다. 국가안 보장회의의 자문은 내지

의결은 헌법이나 법률이 요구하는 차가 아닐 뿐만 아니라 법 효력이 없다.

한편, 통령의 병결정에 국무회의 심의, 의결 국회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은

필수 ․ 차 요건이지만, 이들 행 와 합성 으로 이루어지는 동렬의 권한행

사라고 볼 수는 없다. 국무회의 심의․의결 국회의 동의는 궁극 으로는 통

령의 국법상 행 에 신 을 기하고 견제하기 한 차상의 제한 수단으로서의

성격을 갖기 때문이다.

3) 헌법 제91조 ① 국가안 보장에 련되는 외정책․군사정책과 국내정책의 수립

에 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서 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하여 국가안 보장

회의를 둔다.

② 국가안 보장회의는 통령이 주재한다.

③ 국가안 보장회의의 조직․직무범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국가안 보장회의법 제3조(직능) 회의는 국가안 보장에 련되는 외정책․군

사정책과 국내정책의 수립에 하여 통령의 자문에 응한다.

4) 통령은 국가안 보장회의의 의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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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컨 , 국가안 보장회의가 자문기 이고 그 의결에 구속력이 없어 그

자체로는 법 효력은 없다. 그러나 통령이 외․군사정책의 수뇌부가

모인 가운데 그들의 자문을 거쳐 병을 결정하고 공표하 다면 실제 병

이 이루어지기 해 이후 국무회의 심의․의결이라는 차를 거쳐야하지만

국무회의 의결은 통령을 구속하는 것은 아니라는 6)에서 그 결정은 실

질 으로 통령의 병결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헌법재 소도 이 사건 심 의 상을 ‘ 통령이 2003. 10. 18. 국군(일반

사병)을 이라크에 견하기로 한 결정’으로 보았음은 와 같은 청구인의

청구취지와 통령의 행 를 실질 으로 악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할 것

이다.

(심 의 상을 어떻게 보든 이 사건 심 청구는 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각하의 결정을 면할 수 없다. 즉 ‘국가안 보장회의 결정’으로 보면

국가기 내부의 의사결정에 불과하여 국민에 하여는 직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어서 부 법하고, ‘ 통령의 결정’으로 보더라도 청구

인은 기본권 침해의 자기 련성이 없어 부 법하다. 그러나 헌법소원심

은 특정 공권력의 행사 는 불행사를 그 심 상으로 하는 재 이므로

그 출발 은 심 상의 특정에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된 심 사

건의 결론의 상이 여부를 떠나 청구취지에 부합하는 심 상을 특정하는

것은 헌법소원심 에서의 첫 번째 과제다)

3. 피청구인 특정 문제

이 사건의 심 청구서에는 피청구인이 표시되어 있지 않았다. 그러나 헌

법재 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 청구는 법령에 한 헌법소

5) 청구인의 이 사건 심 청구취지는 와 같은 일련의 차 의 하나인 ‘국가안

보장회의의 병결정’ 그 자체의 헌여부를 다투고 있다기 보다는 와 같은 일

련의 과정이 합쳐져 나오는 체 으로 하나의 문제, 즉 ‘ 한민국 정부의 병’의

헌여부를 다투고 있다고 볼 수 있다.

6) 통령이 국회에 병동의안을 제출하기 에 통령을 보좌하기 하여 병 정

책을 심의, 의결한 국무회의의 의결은 국가기 의 내부 의사결정행 에 불과하

여 그 자체로 국민에 하여 직 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 가 아니므로

헌법재 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헌재

2003. 12. 18. 2003헌마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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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을 제외하고는 피청구인이 특정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기본권을 침해하

는 특정 공권력의 행사 는 불행사를 취소하거나 헌임을 확인하는 헌법

소원의 성질상 공권력의 행사 는 불행사의 주체를 특정하지 않고 이를

취소하거나 헌 확인하는 경우 공권력 주체가 모호한 경우 결정의 실효성

을 확보할 수 없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헌법재 소도 실무상 헌법소원심

청구서에 피청구인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도 결정문에서는 당해 헌법소원

을 인용하는지 여부에 계없이 청구취지를 살펴 피청구인을 특정하여

단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7). 같은 취지에서 청구인이 피청구인을 잘못 표

시한 경우 바로 잡아 왔다.

이 사건의 경우도 피청구인을 특정하여야 한다. 국군의 외국에의 견은

우리 헌법이 국군통수권자이며 국가원수인 통령에게 부여한 권한이다.

따라서 국군의 외국에의 견이라는 국가행 (공권력행사)의 주체는 바로

통령이며 이 사건의 피청구인은 통령이라고 이 상당하다. 다만, 헌법

은 통령의 국군 견은 국회의 동의를 요하고 있어 국회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병이 불가하다(헌법 제60조 제2항8)).

그러나 통령의 병에 국회 동의를 요한다고 해서 병이 통령과 국

회라는 두 국가기 (공권력주체)의 합성 행 라고 볼 수 있는지는 의문

이다9). 헌법 제60조 제2항의 국회의 동의권은 통령의 한 외군사정

7) 헌재 1993. 5. 13. 91헌마190, 례집 5-1, 312, 320. / 헌법재 실무제요(제1개정

) 28,

8) 헌법 제60조 제2항 : 국회는 선 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견 는 외국군 의

한민국 역 안에서의 주류에 한 동의권을 가진다.

9) 이러한 에서 국회의 병동의를 통령의 병결정에 법 효력을 부여함으로

써 법 으로 유효한 행 로 완성시킨다고 보아 국군 견이라는 하나의 행 가

통령의 병결정과 국회의 동의라는 두 공권력 주체의 합성 행 로 보아

통령과 국회를 모두 피청구인으로 표시한 2003. 12. 18. 2003헌마255․256(병합)

제1차 이라크 병 헌소원에 한 결정은 법리 측면에서 다소 의문이 있다.

“헌법 제60조 제2항에 의한 국회의 동의가 있기 의 통령의 견결정은 국가

기 내부의 의사결정에 불과하고 그 자체로는 국민에 하여 직 인 법률효과

를 발생시키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없고, 국군의 외국에의 견에 한 국

회의 동의권은 통령의 국군통수권 행사를 통제하기 한 수단으로서, 국회의

견동의는 그 상인 통령의 행 에 법 효력을 부여하는 것이고 그 자체만

으로는 국민 계에서 법 인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하

기 어렵다. 그러나 통령의 국군 견결정은 국회의 동의에 의해 법 으로 유효

한 행 로 완성된다”(헌재 2003. 12. 18. 2003헌마255․256(병합), 례집 15-2하

655, 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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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에 한 견제 장치이며 신 을 기하기 한 권력분립 내지 차 정당

성을 확보하기 한 헌법 요청으로써 헌법 조건10) 내지 부 성질을

갖는 것이지 국회가 통령과 병렬 지 에서 병이라는 국가행 (공권

력 행사)의 주체가 되는 것으로 보는 것은 하지 않다고 본다. 이는 국

회의 동의만을 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이 법하다고 볼 수 없고 국회의

병동의가 있은 후에 통령이 병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11)에 비

추어 보더라도 자명해 진다.

이 사건의 피청구인은 통령이다. 피청구인 표시가 없지만 의당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피청구인을 ‘ 한민국’으로 보는 견해도 있을 수 있으나,

한민국은 일반․추상 내지 외 인 의미에서 병의 주체가 될 수 있

을 뿐 병이라는 구체 인 공권력행사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통령이라고

보아야한다). 헌법재 소도 이 사건 피청구인을 통령으로 특정하여

단하고 있는데, 이는 국군의 외국에의 견이라는 국가행 의 주체를

와 같이 통령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 이라크 병에 한 종 의 결정

헌법재 소는 2003. 12. 18. 정부의 국군부 의 이라크 쟁에 한 병

결정(서희․제마부 견)에 한 헌법소원심 청구 사건에서 일반 국민은

국군의 해외 견에 하여 기본권 침해의 자기 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

하 결정을 한 바 있다(헌재 2003. 12. 28. 2003헌마255․256(병합), 례집

15-2하, 655, 660). 이 결정에서 4인 재 12)은 각하의 결론에는 뜻을 같

이 하면서도 그 이유를 달리 하 는데, 통령의 국군 견 결정은 고도의

정치 결단인 통치행 로서 사법 심사가 자제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 사건은 종 사건의 후속이며 그 결론은 같다. 다만, 헌법재 소는 이

10) 이러한 에서 국회 동의 이 의 통령의 병 결정은 解除條件附 행 로 볼

여지도 있다.

11) 통령이 병하지 않는 것에 하여 다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헌법은 병이라는 극 인 결정에 하여만 동의를 요하고 있으며

이미 견된 국군의 복귀(철군)나 국회 동의 이후의 병 철회라는 소극 인 결

정에 하여는 국회의 동의를 요하고 있지 않으며 그 게 해석될 수도 없기 때문

이다.

12) 재 김 일, 재 권성, 재 주선회, 재 효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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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결정에서 종 의 결정 이유를 뒤집었다. 종 결정은 자기 련성이

없어 부 법하다는 견해(다수의견)와 정치 문제로서 사법심사의 상이 아

니라는 견해(소수의견)가 재 5-4로 나뉘었으나, 이 사건 결정에서는 다

수의견과 소수의견이 바 어 병은 정치 문제(통치행 )로 사법심사의

상이 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다수의견이 되었다.13)

먼 종 결정의 요지를 간단히 살펴보고 이 사건결정의 쟁 과 의미에

하여 본다.

≪법정의견≫

청구인들은 이 사건 견결정에 하여 일반 국민의 지 에서 사실상의

는 간 인 이해 계를 가진다고 할 수는 있으나, 이 사건 견결정으

로 인하여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

권 등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을 재 그리고 직 으로 침

해받는다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은 이 사건 견결정에 해 법

하게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자기 련성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헌법소원 심 청구는 부 법하다.

≪소수의견≫

이 사건 견결정은 그 성격상 국방 외교에 련된 高度의 政治的 決

斷을 요하는 문제로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차를 지켜 이루어진 것임이

명백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통령과 국회의 단은 존 되어야 하고 우

리 재 소가 사법 기 만으로 이를 심 하는 것은 자제되어야 한다. 이

에 하여는 설혹 사법 심사의 회피로 자의 결정이 방치될 수도 있다

는 우려가 있을 수 있으나 그러한 통령과 국회의 단은 궁극 으로는

선거를 통해 국민에 의한 평가와 심 을 받게 될 것이다.

13) 이런 배경에는 2004. 3. 18. 하경철재 의 정년퇴직으로 공석이 된 자리에 새

로 이상경 재 이 임명되면서 이상경 재 이 종래 소수의견(4인)에 가담하여

고도의 정치 결단에 해당하는 국가행 는 사법심사의 상이 되지 않는다는 견

해가 다수의견(5인)이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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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통치행 와 사법심사

(1) 문제의 소재

통치행 란 고도로 정치 인 국가행 내지 국가 이해에 직 계되

는 사항을 상으로 하는 국가행 로서 사법부의 합법성 심사에서 제외되

는 행 를 뜻한다.14) 법치주의국가(法治主義國家)는 사법부가 국가

행 의 합법성을 심사할 것을 요청하고 있으나 반드시 모든 국가행 가 사

법 통제의 상이 될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해되고 있다. 오히

려 국가행 에는 그 성질상 법원에서 소송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비합리 인 것이 있으며 이러한 행 가 통치행 로서 사법 통제에

서 제외될 것인가에 하여 논란이 있다15). 통치행 는 법과 정치와의 교

차 , 즉 법률문제와 정치문제가 혼재하는 역으로 평가되고 있다.16) 이

사건에서 문제된 것도 바로 국군의 외국에의 견이 통치행 로서 사법심

사의 상에서 배제되는 것인가 다. 통치행 이론에 하여는 이미 많

은 교과서 논문이 자세히 소개하고 있으므로 여기서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는다. 다만, 통치행 로 볼 수 있는 것 에서 병(군사 행 ) 내지

외교 정책과 련한 사항에 한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고 헌법재 소의 결

정의 의미를 살펴본다.

(2) 미국의 경우17)

고도의 정치 성격이 짙은 국가행 를 정치문제(political questions)로

보고 이를 사법심사의 상에서 배제한 것은 미국의 연방 법원이 시 라

14) 김철수, 헌법학개론(제16 정 ), 박 사, 1358.

15) 통치행 를 미국에서는 정치문제(political questions)로, 독일에서는 高權行爲(rechts-

wegfreie Hoheitsakte) 는 통치행 (Regierungsakte)로, 랑스에서는 政府行爲

(acte de gouvernement)로, 국에서는 大權行爲(prerogative) 는 國家行爲(acts

of state)로 불리고 있다. 각국은 통치행 이론이 성문법상 인정된 것이 아니라

례에 의하여 외 으로 사법심사의 상에 제외되고 있다. 통치행 를 인정하는

견해는 내재 제약설, 자유재량행 설, 사법 자기제약설, 통치행 독자성설 등

이 있고 사법 통제에서 벗어난 국가행 를 인정할 수 없다는 통치행 부인설

도 있다. (김철수 책 1359)

16) 김철수, 책 1358-1359

17) 이 부분은 Constitutional Law, Erwin Chemerinsky, 117-136에 나와 있는 내용

을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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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할 수 있다. 학계에서는 이를 정치문제 법리(doctrine of political questions)

라고 명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의 행 에는 주로 外交政策 내지 國防政策

( 쟁 는 병)과 한 련이 있고 연방 법원이 정치문제(Political

Questions)라 하여 각하한 사례도 와 같은 사안이다.

(ⅰ) 쟁 내지 군사 행

연방 법원은 Commercial Trust co. v. Miller 사건에서 쟁의 시작과

끝은 정치 과정에 해결되어야 하고 국가의 정치 기 이 결정한다고 시하

다18). 이 사건은 1921년 통령 승인하에 의회가 1차 세계 종식을

선언했는데 이 선언이 敵國交易禁止法(the Trading with the Enemy

Act)을 용받는지가 문제된 사건이다. 연방 법원은 終戰의 時期를 결정

하는 권한은 으로 의회가 갖는다고 밝혔다. Martin v. Mott 사건19)에

서도 宣戰 告와 시민군 소집을 결정하는 것은 정치 기 이 결정할 문제라

고 하고 쟁에 한 통령의 권한행사는 정치 문제이며 그에 한 헌

주장 의회의 宣戰 告가 없다는 차 헌성의 주장에 하여는 단

을 거부하 다. 베트남 쟁 당시 의회가 공식 으로 宣戰 告를 하지 않

았기 때문에 베트남 쟁이 헌이라는 소송이 연방법원에 많이 제기되었

다. 이에 하여 연방법원은 쟁의 宣 , 終戰에 한 것은 모두 정치 문

제라고 하여 단을 거부하 고 연방 법원도 그런 사건들에 하여 이송

장을 발부하지 않았다20). 아울러 통령의 엘살바도르에 한 군사 행

21) 걸 쟁에 개입한 행 에 한 헌 소송도 모두 각하하 다22).

18) 262 U.S. 51(1923)

19) 25 U.S. 19(1827)

20) Holtzman v. Schlesinger, 484 F.2d 1307, 1309(3d Cir.), cert. denied, 416 U.S.

936(1973);DaCasta v. Laird, 471F.2d 1146(2d Cir.);Sarnoff v. Connally, 475F.2d

809, 810(9th Cir. 1972), cert. denied, 409 U.S.929(1972);Orlando v. Laird, 443

F.2d 1039, 1043(2dCir.), cert. denied, 404 U.S.69(1971);Simmons v. United

States, 406F.2d 456, 460(5th Cir.), cert. denied, 395 U.S. 982(1969); 한

Anthony D'Amato & Robert O'Neil The Judiciary and Vietnam 51-58(1972)를

보라(정치 문제로서의 베트남 쟁에 련된 사건 묘사);Louis Henkin, Vietnam

in the Courts of the United States: Political Questions, 63 Am.J.Intl.L.284(1969)

21) Crockett v. Reagan, 720F.2d 1355(D.C. Cir. 1983)을 보라 : cert. denied, 467

U.S. 1251(1984) : Sanchez-Espinoza v. Reagan, 770F.2d 202(D.C. Cir. 1985) :

Rowry v. Reagan, 675F. Supp. 333(D.D.C. 1987) : 그러나 cf.,Ramirez de

Arellano v. Weinberger, 745F.2d 1500(D.C.Cir. 1984)(연방정부가 Honduras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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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외교 정책(Foreign Policy)

미국 연방 법원은 外交 政策 는 外交的 行爲가 정치 문제에 해당한다

고 시해 왔다. 그러나 모든 外交的 事案이 법원의 통제에서 벗어나는 것

은 아니라고 시하기도 하 다23). 어떤 외교정책이 政治問題에 해당하는

지에 한 뚜렷한 원칙이나 요건에 하여 연방 법원이 밝히지는 않았다.

따라서 어떤 外交政策이 政治問題로서 사법심사의 상이 되는지를 단하

기는 쉽지 않다24). 다만 연방 법원이 외교정책에 하여 정치문제로 본

사례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연방 법원은 United States v. Belmont 사건에서 통령은 소련과의 외

교 계를 승인할 권한이 있다고 하 다. 이 결정은 과연 가 외국을

표하고 어떤 권한이 있는가에 한 문제는 사법심사의 상이 아니라는 것

이었다. 한 Oetjen v. Central Leather Co.25) 사건에서도 헌법에 의하여

외국과의 계를 승인하는 문제는 정치기 인 행정부나 의회가 결정하는

군 훈련장소로 사용할 목 으로 그의 재산을 수용했다는 미국 시민의 주장에

해서는 재 (사법심사) 회부를 보류함 : 군사 활동에 법성이 있었는가에 한

다툼은 없었음)

22) Ange v. Bush, 752F. Supp. 509(D.D.C. 1990)

23) Baker v. Carr, 369 U.S. 211.

24) Erwin Chemerinsky의 ‘Constitutional Law’에 나와 있는 “외교정책문제가 정치

문제인가(Should Foreign policy issues be a political question?)”의 요지를 인용

하면 다음과 같다.

『정치 문제 이론을 외교 정책에 용하는 것에 해서는 매우 논란이 심하다.

어떤 사람들은 통령과 의회가 이 분야에서의 탁월한 지식과 문성을 지녔기

때문에 사법 간섭은 배제하는 것이 좋다고 주장한다. 연방 법원은 “외교정책에

한 행정부의 결정은 본질 으로 사법 이라기보다는 정치 성격을 강하게 띠

고 있다. 그러한 결정은 섬세하고, 복잡하며, 많은 측의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

그것들은 사법부가 단하기에는 하거나 용이하지 않고 책임을 질 수도 없

다.”고 단하 다. 게다가 연방법원들이 쟁의 합헌성을 단하고 쟁의 단

을 요구하는 것은 아주 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정치 문제 이론에

한 비 자들은 외교 사안에 한 합헌성 문제는 사법심사의 상이 되어야 한

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많은 경우에 있어서 합헌성 문제는 문 지식을 요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를 들어 쟁 선포는 연방 법원이 다루는 다른 사안들과

유사하게 해석상의 문제이다. 문성을 요하는 경우에 연방 법원은 그 사안을

듣고, 본안에서 다른 정부기 의 의견에 따를 수 있으므로 결코 그러한 문제들을

비사법 인 것이라고 할 필요가 없다. 정치 문제 이론을 비 하는 사람들은 외교

정책에 한 헌법조항은 사법 인 집행 없이는 본질 으로 의미 없는 것으로 된

다고 주장한다』

25) 246 U.S.297(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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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며 이는 사법심사의 상이 되지 않는 政治問題임을 분명히 했다26).

한 Terlinden v. Ames 사건에서는 한 국가가 다른 국가의 일부가 되었

을 때 條約의 有效性 여부는 政治問題라고 시했다27).

(3) 독일

독일 연방헌법재 소도 外交政策 내지 國防政策은 정책결정기 의 단

에 의하고 이에 하여 사법부가 이들의 단에 하여 다시 단할 수 없

다고 한 바 있다. 즉, 독일 연방헌법재 소 제2재 부는 1983. 12. 16.의 소

NATO의 독일 토에 한 미사일 배치에 한 가처분신청사건28)에서

‘기본법의 목 에 의한 한계 역 내에서 그리고 국제법 인 허용 역 내

에서 外交政策 國防政策에 한 헌법 권한은 독일을 효과 으로 방어

할 권한을 포함한다. 이를 하여 어떠한 조치들이 유효한 것인지는 그들

의 의무에 합당한 정책 결정과 책임에 맡겨진다. 이 경우에 더 이상 평가

할 수 없는 험 역은 헌법상 할 있는 정책결정기 에 의해 그 형량이

행해져야 하고 정치 으로 책임지워져야 한다. 이 역에서는 법 으로 규

정된 한계 이외에 할 있는 연방정책기 의 평가와 형량을 체하는 평가

를 수행하는 것은 연방헌법재 소의 과제가 아니다. 이는 외국 국가를 상

로 하는 外交政策 國防政策의 역에서 기본권과 련하여 국가의 법

인 보호의무가 어떤 식으로 이행되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서도 마찬가

지이다’라고 시함으로써 외교 내지 국방 정책에 한 문제는 정책결정기

에 있고 연방헌법재 소가 법의 잣 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분

26) The conduct of the foreign relations of our government is committed by the

Constitution to the executive and legislative--'the political'--departments of

the government, and the propriety of what may be done in the exercise of

this political power is not subject to judicial inquiry or decision. It has been

specifically decided that: 'Who is the sovereign, de jure or de facto, of a

territory is not a judicial, but is a political question, the determination of

which by the legislative and executive departments of any government

conclusively binds the judges, as well as all other officers, citizens and

subjects of that government. This principle has always been upheld by this

court, and has been affirmend under a great variety of circumstances.' Jones

v. united States, 137 U. S. 202, 212, 11 Sup. Ct. 80, 83(34 L. Ed. 691).

27) 184 .U.S. 270(1902)

28) BVerfGE 66,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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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히 했다. 그러나 이 가처분사건은 종국 으로 자기 련성 즉, 청구인들의

기본권 련성이 없음을 이유로 신청을 각하하 다. 한편, 1994. 7. 12. 연

방헌법재 소 제2재 부29)는 소 군 병결정 사건에서 사 에 연방의회

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이 연방정부의 의무를 반한 것이라 시하여30)

사안이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정부의 국방정책, 즉 평화유지군 참여결정에

하여 정면으로 사법 심사를 함으로써 앞의 사례와 다른 태도를 취하고

있다.

(4) 평가

통치행 내지 정치문제 이론은 국가권력 사법권력의 본질 속성과

련이 있다고 본다. 집행부와 입법부의 정책 결정은 정치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정치 책임이 따른다. 이에 하여 사법부의 결정은 주어진

규범 틀 속에서 이루어지고 정치 책임을 지지 않는다. 따라서 외교 정

책이나 국방 정책과 같이 고도의 정치 과정에서 결정된 사안에 한 통상

이고 제된 규범을 통한 통제는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치 책

임을 지지 않는 다른 국가 기 이 이를 다시 평가․ 단하는 것은 정치의

왜곡을 가져올 수 있다31). 이런 에서 정치 문제 법리를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권력분립하에서 사법부의 국가권력에 한 통제기능은 확보되어야

한다. 문제는 과연 어떤 사안이 정치 문제 내지 통치행 로써 사법 통제

를 벗어나는가 하는 이다. 엄 히 말한다면 어떤 사안이 사법 심사를 할

수 없는 분야인가 하는 이다.

에서 본 바와 같이 미국의 연방 법원이 정치 문제로 보아 사법심사에

서 배제한 사안들에서 어느 정도의 공통 을 발견할 수는 있다. 국방 정책

29) BVerfGE 90, 286

30) 이 사건에서 문제된 것은 유엔안 보장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이행하기 한 북

서양조약기구(NATO)와 서유럽연합(WEU)의 조치에 따라 제기된 구 유고, 소말

리아 지역에 한 독일군의 유엔평화유지군 참여( 병)결정이었고 연방의회와 연

방의회의원들의 참여권(Mitwirkungsrecht)이었다.

31) 당 사법 통제의 상으로 삼고자 했던 것은 측가능한 국가행 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외교 정책 내지 국방 정책과 같은 고도의 정치 결정은 측할 수

없거나 당부에 한 단 자체가 고도의 국가 이해에 연 된 것이어서 사법

평가의 상으로 삼기 어려운 것이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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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외교 정책이다. 연방 법원의 결정은 미국의 역사 , 정치 , 사회

배경과 헌법질서에 한 고려의 산물이라고 보여진다.

근래 미국 내지 독일의 향을 받은 다른 나라들도 고도의 정치 행

에 한 사법심사를 배제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에서 본 바와 같이

미국에서조차 과연 무엇이 政治問題로써 司法的 統制에서 排除되는 것인가

는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다. 그 나라의 헌법질서와 역사 ․사회 ․정

치 배경이 요한 결정 인자가 될 것이고, 무엇보다도 사법부의 여 정

도에 한 그 나라 국민의 의식 등을 고려한 헌법재 소 내지 최고재 소

의 결정에 의하여 구체화된다고 볼 수밖에 없다.

6. 이 사건 결정의 의의

이 사건 결정 이유는 결정요지에서 밝힌 것과 거의 같다. 이유에 나

타난 로 국군의 외국에의 견은 정치 기 이 결정할 사안이고 따라서

사법심사에서 배제된다는 것이 다수의견이다. 물론 이에 하여 청구인들

의 기본권 침해와 련이 없어 부 법하다는 소수의견이 공존한다.

이라크에 한 제1차 병(서희․제마부 )은 건설․의료부 이고 제2차

병(자이툰부 )은 치안유지군성격의 투부 라는 에서 다르다32). 그

러나 양자 모두 국익을 고려하여 국제 연 에 동참하고 세계평화와 안정

에 기여하기 한 목 의 병이라는 에서 본질 으로 다르지 않다고 할

것이다. 한 제1차 병과 제2차 병에 한 헌법소원은 모두 청구인이

병군인이거나 가족 등 병 상과 련있는 자가 아닌 일반 국민이라는

에서 그 법 지 가 같고, 병결정으로 인하여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기본권도 동일하다. 결국 이 사건 심 의 상(제2차 병)은 2003헌마255

사건의 심 상(제1차 병)과 실질 으로 같다. 그럼에도 종 사건에서

와 달리 청구인의 자기 련성이 없어 부 법하다는 것이 아니라 고도의 정

치 결정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사법심사에서 배제된다는 이 사건 결정은

소 政治問題 法理를 우리 헌법재 소가 사상 처음으로 받아들 다는

에서 향후 유사한 문제에 한 사법심사가 청구된 경우 선례로써 자못 그

32) 제1차 병은 이라크 쟁 이었음에 반하여 제2차 병은 이라크 쟁이 끝난

시 이라는 시기 차이도 있으나 이 사건의 해결에 있어서는 구별의 의미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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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정치 문제 법리는 헌법이 사법부에 부여

한 정당한 권한행사를 축시키거나 사법 단의 고의 회피로 이어질 우

려가 있다는 비 이 따른다. 정치 문제 법리에 한 보다 구체 이고 명확

한 요건이 확립되어야만 할 것이다. 국가의 어떤 행 가 정치 문제 는

통치행 로써 사법심사에서 배제될 것인가는 앞으로 헌법재 소에 맡겨진

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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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2호 헌제청,

학교보건법 제19조 등 헌제청

-학교환경 생정화구역 안에서의 극장시설 지규정 헌여부-

(헌재 2004. 5. 27. 2003헌가1, 2004헌가4(병합), 례집 16-1, 670)

김 진 한
*

1)

【 시사항】

1. 학교보건법상 학교 극장의 의미

2. 학교 정화구역 내에서의 극장시설 업을 지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 학의 정화구역에서도 극장 업을 일반 으로 지하고 있는

부분이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여 헌인지 여부

3. 유치원 ․ ․고등학교의 정화구역 극장 업을 으로

지하고 있는 지구역 부분이 극장 업을 하고자 하는 자의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여 헌인지 여부

4. 학교정화구역내의 극장 시설 업을 지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

조항이 정화구역 내에서 극장업을 하고자 하는 자의 표 의 자유 내지

술의 자유도 침해하는지 여부

5. 학교정화구역내의 극장 시설 업을 지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

조항이 학생들의 행복추구권도 침해하는지 여부

6. 법률조항의 일부분에 하여는 단순 헌을 하면서 입법자에게 헌

인 상태를 제거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입법수단 선택의 가능성을 인정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하여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한 사례

* 헌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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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상】

이 사건 심 상은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본문 제2호 ‘극장’ 부분

(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의 헌여부이다.

한편, 2003헌가1 사건의 제청법원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 하여만 헌

제청을 한 데 하여, 2004헌가4 사건의 제청법원은 이 사건 법률조항과

함께 이 사건 법률조항을 반한 행 에 한 처벌규정인 학교보건법 제19

조에 하여도 그 헌여부심 을 제청하 다. 그런데 2004헌가4 사건

의 제청법원의 제청이유를 살펴보면 처벌규정인 학교보건법 제19조 자체의

헌여부를 문제삼는 것이 아니라 동 조항을 처벌규정으로 삼고 있는 지

규정인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이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여 헌제청하고 있는 것이다.

그 다면 이 사건 헌법률심 에서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헌성 단

으로 족하다고 할 것이고, 제청법원이 그 고유한 헌사유를 다투고 있지

아니한 학교보건법 제19조에 한 별도의 헌성여부의 단이 반드시 필

요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학교보건법 제19조는 심 의 상에서 제

외하기로 한다.

이 사건 법률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6조(정화구역 안에서의 지행 등) ① 구든지 학교환경 생정화구

역 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

다. 다만, 통령령이 정하는 구역 안에서는 제2호, 제4호, 제8호 제10호

내지 제14호에 규정한 행 시설 교육감 는 교육감이 임한 자가

학교환경 생정화 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 생에 나쁜 향

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행 시설은 제외한다.

2. 극장, 총포화약류의 제조장 장소, 고압가스천연가스액화석

유가스 제조소 장소

【사건의 개요】

1. 심 의 청구에 이르게 된 경

가. 2003헌가1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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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청신청인은 1996. 12.경 주 동구 충장로 5가 62에 있는 주극장

을 인수하여 운용하고 있는 사람인바, 주극장은 그곳 정문으로부터

19m 떨어진 곳에 ‘보문유치원’이란 교육기 이 치하고 있다.

(2) 제청신청인은 동인이 운 하는 극장이 치하는 곳은 학교보건법

소정의 학교환경 생정화구역이므로 극장 업행 는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기존 시설의 경과조치규정에 의해 이 ․폐쇄 유효기간 내에 이

․폐쇄하여야 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1999. 1. 24.부터 2001. 9. 7.까지

극장을 운 하여 업행 를 하 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그 소송이 재

주지방법원에 계속 이다(2002고단1864호).

(3) 제청신청인은 소송계속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2호 ‘극

장’ 부분이 헌법 제15조의 직업의 자유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조항으로

서 헌이라고 주장하면서 법원에 헌심 제청신청을 하 고, 법원

은 신청을 받아들여 2003. 1. 2. 헌심 제청결정을 하 다.

나. 2004헌가4 사건

(1) 2003고단1007 학교보건법 반 사건의 피고인 정O진은 학교환경 생

정화구역 내에서는 극장업을 운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1. 8. 14.부

터 2002. 11. 20.경까지 서울OO 등학교와 10m 가량 떨어진 곳에 치한

서울 종로구 연건동 178의 1에 있는 O로극장을 운 하여 업행 를 하

다는 이유로 서울 앙지방법원에 기소되었다.

(2) 사건에 한 재 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 앙지방법원은 2004. 2.

10.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2호 ‘극장’ 부분, 제19조의 헌여부가 재

의 제가 된다고 하여 직권으로 헌여부심 제청을 하 다

2. 제청법원의 제청이유와 계기 의 의견

가. 제청법원의 제청이유

(1) 2003헌가1 사건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이 학교환경 생정화구역 내에서 극장시설을 지

하고 있는 이유는 변별력과 의지력이 미약한 청소년 학생이 화에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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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을 소홀히 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학교교육의 능률화를 기하려는 데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나) 학교환경 생정화구역의 설정기 이 되는 ‘학교’에는 ․ 등교

육법, 고등교육법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유치원에서부터 학에 이르

기까지 여러 종류가 있고 각 학교마다 교육의 목 , 과정이 서로 다르며,

학생의 연령이나 신체 지능의 발달 정도에 큰 차이가 있어 극장이 학

교교육에 미치는 향이 학교의 종류를 불문하고 모두 같을 수는 없는 것

이다.

(다) 특히 · 등교육법상의 유치원에 통학하는 유치원생이 단독으로

화 을 이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이들이 이로 인하여 학습을 소홀히

하게 된다는 일은 상상하기 어렵고, 극장시설 자체가 유치원생의 학습이나

보건 생에 어떠한 나쁜 향을 미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유치원을

포함하여 일률 으로 학교환경 생정화구역 안에서 극장시설 업을 하

지 못하도록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입법목 의 달성을 하여 필요하고

정한 방법이라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상 보호되는 기본

권인 직업행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항이다.

(2) 2004헌가4 사건

(가) 연극공연장까지 모두 극장의 범주에 놓아 일률 으로 정화구역 내

에는 설치․운 하지 못하게 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공공복리상의 필요

한 정도를 넘어서는 과도한 지규정으로서 헌법 제10조, 제15조, 제21조,

제22조에서 정하는 국민의 행복추구권이나 직업의 자유, 술의 자유를 필

요한 정도를 넘어서 제한하는 헌 인 규정이다.

(나) 국가는 국민에 하여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바(헌법 제31조 제1항), 이러한 평생교육은 학교시설뿐 아니라 다양한 문화

시설들을 통하여서만 실질 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므로 가까운 주변

에 되도록 많은 문화시설들이 갖추어져 있도록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으

며, 술의 자유를 실질 으로 보장하기 한 측면에서도 다양한 종류의

공연시설을 설치․운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므로 개인이나

단체에 의한 문화공연시설의 설치․운 을 권장하고 보호․육성하여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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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나. 교육인 자원부장 주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의견

(1) 이 사건 법률조항은 학교경계선으로부터 200m 이내의 학교환경 생

정화구역 안에서만 극장시설을 지하는 데 불과하므로 기본권제한의 정도

가 크지 않은 데 비하여, 학생들이 자주 할 수 있는 학교환경 생정화구

역 안에서 극장시설을 지하면 변별력과 의지력이 약한 학생들을 선정 ·

폭력 인 오락물의 유혹으로부터 보호하는 효과가 크다.

(2) 극장의 개념에는 공연장도 포함되는바, 연극 등도 선정 ·폭력 인

내용을 다룸으로써 청소년의 인격과 정신 ·신체 건강에 해를 끼칠 우려

가 있으므로 연극 등을 공연하는 공연장도 학생․청소년의 보호를 하여

지할 필요성이 있다.

(3) 유치원의 교육과정은 유아의 흥미와 요구, 주변의 인 ․물 자원

을 통하여 학습하는 통합 교육이므로 유아주변의 지역 교육환경은 어

느 시기의 교육기 보다 학습자에게 미치는 향이 크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유아 혼자서 극장에 출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선정 인

화간 , 벽보 등 성인홍보물을 보면서 성장할 때 유아의 정서에 나쁜

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유치원을 포함하여 규제한다고

하여 잘못된 것이라고 하기 어렵다.

【결정요지】

1. 학교보건법 제5조 제1항은 교육감에게 학교의 보건 생 학습환

경을 보호하기 하여 학교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를 과하지 않는 범

에서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환경 생정화구역을 설정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 법에서 정하는 ‘학교’의 의미는 학교보건법의 입

법목 학교보건법시행령의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여 살펴 볼 때 학교보

건법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모든 학교 즉, 유치원․ ․ ․고등학교

학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한 이 사건 법률조항인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는 구든지 정화

구역 안에서 극장시설 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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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의 ‘극장’이란 그 사 의미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취지를 종

합하여 살펴볼 때 연극 등의 공연을 한 무 공연시설과 화상 을 한

극장 시설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2. 이 사건 법률조항은 학 부근 정화구역 내의 극장을 일반 으로

지하고 있다. 그런데 학생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는 법령에 의하

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에서 선발되므로 신체 ․정신 으

로 성숙하여 자신의 단에 따라 자율 으로 행동하고 책임을 질 수 있는

시기에 이르 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학생의 신체 ․정신 성숙성

에 비추어 볼 때 학생이 화의 오락성에 탐닉하여 학습을 소홀히 할 가

능성이 으며, 그와 같은 가능성이 있다고 하여도 이는 자율성을 가장 큰

특징으로 하는 학교육이 용인해야할 부분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학

의 정화구역에 하여는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단서에서 규율하는 바와

같은 외조항의 유무와 상 없이 극장에 한 일반 지를 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결국, 학의 정화구역 안에서 극장시설을 지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극장운 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필요․최소한 정도의 범

에서 제한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최소침해성의 원칙에 반한다.

3. 이 사건 법률조항은 유치원 ․ ․고등학교의 정화구역 내의 극

장시설 업도 일반 으로 지하고 있는바, 그 정화구역 지의

외가 인정되는 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구역은 어떠한 경우에도 외가 인정

되지 아니하는 지구역이다. 그런데 국가․지방자치단체 는 문화재

단 등 비 리단체가 운 하는 공연장 화상 , 순수 술이나 아동․

청소년을 한 용공연장 등을 포함한 술 람물의 공연을 목 으로

하는 공연법상의 공연장, 순수 술이나 아동․청소년을 한 화진흥법상

의 용 화상 등의 경우에는 정화구역 내에 치하더라도 ․ ․고

등학교 학생들에게 유해한 환경이라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학생들의 문화

성장을 하여 유익한 시설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바람직한 방향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을 부인하기 어렵다. 그 다면 정화구역 내의

지구역에서는 이와 같은 유형의 극장에 한 외를 허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일률 으로 지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

조항은 그 입법목 을 달성하기 하여 필요한 정도 이상으로 극장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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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이다.

4.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극장운 자의 표 의 자유 술의 자유도 필

요한 이상으로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으며, 표 ․ 술의 자유의 보장과 공

연장 화상 등이 담당하는 문화국가형성의 기능의 요성을 간과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표 의 자유 술의 자유를 침

해하는 헌 인 규정이다.

5. 오늘날 화 공연을 심으로 하는 문화산업은 높은 부가가치를

실 하는 첨단산업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직업교육이 날로

강조되는 학교육에 있어서 문화에의 손쉬운 근가능성은 요한 기본권

으로서의 의미를 갖게 된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학생의 자유로운 문화

향유에 한 권리 등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있다.

아동과 청소년은 부모와 국가에 의한 단순한 보호의 상이 아닌 독자

인 인격체이며, 그의 인격권은 성인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존엄성 행복

추구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10조에 의하여 보호된다. 따라서 헌법이 보장하

는 인간의 존엄성 행복추구권은 국가의 교육권한과 부모의 교육권의 범

주 내에서 아동에게도 자신의 교육환경에 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 그

리고 자유롭게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부여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법률

조항은 아동․청소년의 문화향유에 한 권리 등 인격의 자유로운 발 과

형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아동․청소년의 자유로운 문화향

유에 한 권리 등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있다.

6. 이 사건 법률조항에 하여 단순 헌의 단이 내려진다면 극장에

한 ․ ․고등학교․유치원 정화구역 내 지가 모두 효력을 잃게 됨으

로써 합헌 으로 규율된 새로운 입법이 마련되기 까지는 학교정화구역

내에도 제한상 을 제외한 모든 극장이 자유롭게 설치될 수 있게 될 것

이다. 그 결과 이와 같이 단순 헌의 결정이 내려진 후 입법을 하는 입법

자로서는 이미 자유롭게 설치된 극장에 하여 신뢰원칙 보호의 필요성 등

의 한계로 인하여 새로운 입법수단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제약을 받게 된

다. 이는 이 결정의 취지에서 정당한 목 으로서 인정한 공익의 측면에서

비추어 보아도 바람직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 ․

등교육법 제2조에 규정한 각 학교에 한 부분에 하여는 단순 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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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을 하기보다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여 입법자에게 헌 인 상태를 제거

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입법수단 선택의 가능성을 인정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 ․고등학교․유치원 정화구역 부분에

하여는 헌법불합치결정이 타당하다.

【해설】

1. 이 사건 법률조항의 의미

(1) 개요

학교보건법 제5조 제1항은 교육감에게 학교의 보건 생 학습환경

을 보호하기 하여 학교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를 과하지 않는 범 에

서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환경 생정화구역(이하 ‘정화구역’이

라고 한다)을 설정하여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6조 제1항

은 구든지 정화구역 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제2호에서 ‘극장’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항(제6조 제1항) 단서는 정화구역 가운데 통령령이 정하는

구역 안에서는 본문 각호에 해당하는 행 시설 일정한 행 시

설1)에 하여 교육감 등이 학교환경 생정화 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

등에 나쁜 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 행 는 시설이

지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그 제한을 완화하는 규정을 두고 있

다. 이 사건 법률조항의 규율 상인 극장의 경우도 단서에 의한 제한의

완화가 가능한 시설이다. 동법의 임에 따라 제정된 학교보건법시행령은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이 정화구역을 설정할 때에는

1) 그 일정한 행 시설은 법 제6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4호, 제8호, 제10호의

행 시설인바,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2. 극장, 총포화약류의 제조장 장소, 고압가스천연가스액화석유가스 제

조소 장소

4. 폐기물수집장소

8. 염병요양소, 진료소

10. 주로 주류를 매하면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 가 허용되는 업

와 같은 행 이외에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춤

을 추는 행 가 허용되는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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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구역과 상 정화구역으로 구분하여 설정하되, 정화구역은 학

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까지의 지역으로 하고, 상 정화구역은

학교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m까지의 지역 정화구역을 제외

한 지역으로 할 것을 정하고 있으며(제3조), 법 제6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제한이 완화되는 구역이란 상 정화구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

다(제4조).

(2) 학교의 의미

학교보건법상 학교의 의미가 어느 범 까지 포함하는 것인지 문제이다.

학교보건법은 학교의 정의에 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 으므로

이는 결국 련법령을 종합 으로 해석하여 밝 야 할 것이다.

학교보건법시행령 제2조는 정의조항을 두어 이 에서 ‘학교’라 함은

․ 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에 규정한 각 학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등교육법에서 규율하는 학교는 유아교육 

등교육을 실시하기 한 학교인바, 동법 제2조는 학교의 종류로서 유치

원․ 등학교 학교고등학교 등을 정하고 있다. 한 고등교육법에서

규율하는 학교는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한 학교들인바, 동법 제2조는 그

학교의 종류로서 학, 산업 학, 교육 학, 문 학 등을 정하고 있다.

한편, 헌법재 소의 94헌마196등 결정(헌재 1997. 3. 27. 94헌마196등,

례집 9-1, 375, 375-376)의 취지에 따라 개정된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

12호는 학교보건법상의 학교에는 시행령의 정의에 따른 학교들이 모두

포함되는 것을 제로 하고 있다.2)3)

학교의 보건 리와 환경 생정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 교

직원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게 함으로써 학교교육의 능률화를 기하고자 하

2)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12. 당구장(  등교육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학교환경 생정화구역의 경우를 제외한다)”

3) 과거 교육법(1997. 12. 13. 법률 5437호로 폐지되기 의 것)이 폐지되기 까지는

모든 종류의 학교교육에 한 사항을 교육법에서 규율하 으며, 그 당시 학교보

건법상의 학교는 교육법상의 학교로 해석하 다(헌재 1997. 3. 27. 94헌마196등,

례집 9-1, 375, 375-376 참조). 교육법이 폐지된 이후 ․ 등교육법과 고등교

육법이 교육법을 체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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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학교보건법의 입법목 (법 제1조 참조)에 비추어 볼 때 모든 학교를 동

법의 규율 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는 학교보건법 그 시행령

의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여 살피면 학교보건법상의 학교의 의미는 이들 모

든 학교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3) 극장의 의미

이 사건 법률조항은 정화구역 내의 ‘극장’시설 그 업행 를 지하

고 있는바, 여기서 극장의 의미가 문제된다.

2003헌가1 사건의 제청법원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의 극장이란 화 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제한

후 헌제청결정을 하 다.4) 반면, 2004헌가4 사건의 제청법원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극장의 의미에 연극공연장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 등에 하여 헌제청결정을 하 다.

일반 으로 ‘극장’의 사 의미는 연극이나 화 따 를 문으로 상연

하는 건물이나 시설이다.5) 즉, ‘극장’이라는 단어는 연극, 무용 등 무 술

을 공연하는 시설 화를 상 하는 시설이라는 두가지의 사 의미를

갖고 있으며, 각각의 의미 혹은 두가지 의미를 모두 포함하는 하나의 단어

로서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이 일상 인 용례라고 할 것이다.

한편, 행 공연법에서는 극장의 사 의미 가운데 연극․무용 등 무

술을 공연하는 시설로서 ‘공연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리하

여 공연장이란 “공연을 주된 목 으로 설치하여 운 하는 시설”이고, 공연

이란 “음악, 무용, 연극, 연 , 국악, 곡 등 술 람물을 실연에 의하

여 공 에게 람하도록 하는 행 ”로 정의하고 있다(공연법 제2조 제1호

본문, 제4호 참조). 한 화진흥법에서는 ‘ 화상 ’이라는 용어를 사용

4) 이 사건 법률조항의 집행과 련된 표 인 행정기 이라고 할 교육부장 은 의

견서에서 극장의 의미에 하여 제청법원과 상이한 의견을 제시하 다. 즉, 교

육부장 은 그 의견서에서 ‘극장’이 갖는 사 인 의미에 비추어 볼 때, 공연법상

의 공연장과 화진흥법상의 화상 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라는 의견을 밝

히고 있다. 한편, 주지방검찰청 검사장은 당해사건 담당검사가 신하여 그 의

견을 밝힌 의견서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의 극장의 의미를 제청법원과 같이

해석하고 있다.

5) 어문각, 우리말 큰 사 , 한 학회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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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 이를 “ 리의 목 으로 화를 상 하는 장소 는 시설”로서 정의

하고 있다( 화진흥법 제2조 제13호).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 은 다음에 보는 바와 같이 청소년들에게 그

들의 주요 활동공간인 학교주변의 일정지역이라는 최소한의 범 를 정하여

그 범 내에서 학생 교직원들에게 평온하고, 건강한 환경을 마련해

으로써 학교교육의 능률화를 기하고자 하는 취지인바, 그 취지에서 보면

입법자가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써 규제하고자 하는 범 가 반드시 화상

혹은 공연장의 어느 한가지 시설에 국한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학

교주변의 화상 혹은 공연장이 청소년들의 성장에 향을 주는 환경

이라는 측면에서 유사한 성질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한 학교정화구역 내의 극장시설을 지하는 규범은 1970. 9. 14. 문교

부령 제268호로 발령된 학교보건법시행규칙 규정(동 규칙 제2조 제3호)에

의하여 처음 도입된 이후, 1981. 2. 28. 법률 제3374호로 개정된 이 사건 법

률조항에 입법화되었는바, 당시에는 화상 과 공연장의 구분이 모호하

여 동일한 시설이 양자의 목 으로 혼용되는 경우가 지 아니하 다. 실

제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 당시는 물론 최근까지도 공연법은 화상

시설과 무 공연시설을 모두 포함하는 하나의 개념으로서 공연장을 규정하

으며, 이와 같은 공연장의 개념에서 화상 이 분리된 것은 화진흥

법과 공연법이 개정된 2002. 1. 26.부터이다.6)

그 다면, 입법자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 당시 공연장과 화상

의 양자를 포 하는 의미를 갖는 의미로서 ‘극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 다

고 할 것이며,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를 화상

시설 는 무 공연시설의 어느 하나의 시설로 제한하여 볼 수 없는 이

6) 공연법(2001. 12. 31. 법률 제6568호로 개정되고 2002. 1. 26. 법률 제6632호로 개

정되기 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연”이라 함은 음악무용연극연 국악곡 등 술 람물을 실

연에 의해 공 에게 직 람 하는 행 와 화 비디오물을 공 을 상으

로 상 하는 행 를 말한다. 다만, 상품 매 는 선 에 부수한 공연은 제외한다.

화진흥법(2002. 1. 26. 법률 제6632호로 개정되기 의 것)

제26조( 화상 의 구분 등) ① “ 화상 ”이라 함은 리를 목 으로 화

를 상 하는 공연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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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양자 모두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보다 자연스러운 해석이라

고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에 규정된 ‘극장’의 의미는 무 공연

시설과 화상 시설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2. 이 사건 법률조항의 헌여부( 헌론)

가. 이 사건 헌법률심 의 쟁

이 사건 법률조항은 정화구역 내에서 극장시설 업행 를 지하고

있는바, 이 사건 헌법률심 의 쟁 은 우선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정화구

역 내에서 극장 업을 하고자 하는 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인

지 여부이다. 특히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단서에서는 이 사건 법률조항

의 일반 지의 외로서 정화구역 가운데 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범

의 구역 안에서는 법에 정한 조건에 의하여 그 지에서 제외될 수 있음

을 정하고 있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이 비례의 원칙에

반되는 헌인 법률조항으로 볼 수 있을 것인지 문제된다. 아울러 학생

들의 문화향유에 한 행복추구권도 문제가 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극장의 자유로운 운 에 한 제한은 공연물, 상물이 지니는 표

물, 술작품으로서의 성격에 기하여 직업의 자유에 한 제한으로서의

측면 이외에 표 의 자유 술의 자유의 제한과도 련성을 가지고 있

다.7) 이와 같이 하나의 규제로 인해 여러 기본권이 동시에 제약을 받는 기

본권경합의 경우에는 기본권침해를 주장하는 제청신청인과 제청법원의 의

도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자의 객 동기 등을 참작하여 사안과 가

7) 미국의 입법례를 살펴보면 학교 인근의 성인 화 을 지하고 있는 시의 조례에

한 연방 법원의 결에서 표 의 자유의 침해여부의 문제로서 근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이는 미국 연방헌법이 직업의 자유에 한 별도의 명문규정을 두

지 않고 있는 사정과 그에 기인하여 수정헌법상의 표 의 자유조항이 다양한 기

본권 역에서 기능하는 사정 등이 발 된 미국 헌법의 특수한 모습으로 단된

다. 그에 하여 우리 헌법은 직업의 자유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법률조항은 표 의 자유 내지는 술( 술표 )의 자유보다는 직업의 자유와 보

다 긴 한 연 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단된다. 미국 헌법의 분석방법에 기하

여 가사 표 의 자유의 측면에서 본다고 하여도 이 사건 법률조항은 표 의 내용

에 기하여 하는 제한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그 시간․장소․방법(time, place,

manner)에 기한 제한이라고 할 것이기 때문에 엄격한 심사를 요구하는 사례라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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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한 계에 있고 침해의 정도가 큰 주된 기본권을 심으로 해서

그 제한의 한계를 따져 보아야 할 것이다(헌재 1998. 4. 30. 95헌가16, 례

집 10-1, 327, 336-337).

살피건 , 이 사건 법률조항의 헌성을 문제삼은 이 사건 제청신청인과

제청법원은 직업의 자유의 침해를 주장하고 있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극

장 운 자의 업지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언론 술의 자유는 극장 운

자의 직업의 장소에 한 제한을 매개로 하여 간 으로 제약되는 것이

라 할 것이므로 직업의 자유를 심으로 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나. 직업의 자유의 침해여부

(1) 직업의 자유의 제한 그 한계

공연장 는 화상 을 의미하는 극장의 운 은 직업을 수행하는 활

동임이 명백하며, 이 사건 법률조항은 학교부근에 설정된 정화구역 안에서

극장시설을 지하여 그 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므로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임이 분명하다. 다만, 이 사건 법률조항은 학교부근의 정화구역

내에서의 극장시설 그 운 행 를 지하는 것으로서 학교부근이라는

한정된 지역에서의 극장시설 운 행 만을 제한하고 있을 뿐 그 이외의

지역에서의 극장업에 하여는 아무런 제한을 가하지 않고 있으므로 좁은

의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고, 화상 을 자

유롭게 운 할 수 있는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일부 제한하고 있다고

는 할 것이다(헌재 1998. 3. 26. 97헌마194, 례집 10-1, 302-319, 314-315

참조).8)

(2)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 의 정당성 방법의 정성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 그 정당성

학교보건법 제1조는 동법의 입법목 을 학교의 보건 리와 환경 생정

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게 함

8) 헌법재 소는 1989. 11. 20. 변호사법 제10조 제2항에 한 헌법률심 결정에서

변호사 개업지에 한 제한을 규정한 변호사법 제10조 제2항을 직업행사의 자유

에 한 과잉제한이라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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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써 학교교육의 능률화를 기하는데 있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9) 결국 학

교보건법의 제정목 제정배경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

법목 은 청소년, 특히 그 가운데 다수를 형성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그

들의 주요 활동공간인 학교주변의 일정지역이라는 최소한의 범 를 정하여

그 범 내에서 유해환경10)을 방지하고 학생들에게 평온하고, 건강한 환경

을 마련해 주어 변별력과 의지력이 미약한 청소년 학생을 보호하여 궁극

으로 학교교육의 능률화를 기하기 한 취지라고 할 것이며11), 이와 같은

입법목 은 공공복리를 한 정당한 입법목 이라고 할 것이다.

(나) 방법의 정성

9) 이와 같이 학교보건법 제정(1967. 3. 30.)의 시 배경을 보면 1960년 후반

격한 산업화 도시화의 진행으로 각종 청소년유해업소가 난립하여 청소년들

의 신체 , 정신 건강이 황폐화시키는 상이 나타나게 되었으며, 이러한 유해

한 사회환경으로부터 이들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강하게 요청되었다.

10) 청소년의 유해환경이란 청소년의 인격 발달에 좋지 않은 향을 미칠 수 있는

물리 ․문화 ․사회 ․심리 요소들과 청소년과 주변환경요인간에 이루어지

는 유해 인 상호작용의 총화로 간주할 수 있다. 청소년의 유해환경이 지니고 있

는 유해성의 요소는 크게 ‘청소년의 건 성장의 해’, ‘피해’ ‘비행화’의 세가지

로 지 할 수 있다.

첫째, 청소년 건 성장의 해로서의 유해성요건은 유해환경의 가장 기본 이고

포 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요건에는 직 인 피해를 주지 않더라도

청소년의 성 감정을 자극할 소지가 있거나 폭력성을 조장하고 범죄성을 유발할

수 있는 경향성들이 포함된다. 둘째, ‘피해’의 유해성요건은 청소년의 정상 인 정

서발달에 직 으로 침해를 행하게 되는 요소들로서 유해환경의 법 규제의 주

요한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셋째, ‘비행화’의 요건은 유해환경이 청소년의 문

제행동이나 비행의 조장과 범죄성의 유발가능성과의 계에 한 인식이다[청소

년유해환경의 실태와 책에 한 연구, 한국청소년연구원, 1990년, 45-46; 矢島正

見, 有害環境, 年補 , 제32권 4호(1987년))].

11) 우리 재 소는 학교정화구역 내의 당구장을 지하고 있는 학교보건법 제6조 제

1항 제13호 헌확인사건에서 심 상조항의 입법목 을 이와 유사하게 단한

바 있다. 『당구는 본래 운동과 오락의 두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하여 입

법자는 종 에 당구를 오락의 하나로 보고 당구장을 허가 상인 공 생법 소정

의 유기장으로 규율해오다가 1989. 7. 1. 시행된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 한법률

에서 당구를 운동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당구장을 체육시설의 하나로

규정하여 원칙 으로 신고만 하면 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면서

도 이 사건 법률조항이 학교에 설정된 정화구역 안에서 당구장시설을 지하고

있는 것은 당구의 오락성으로 인하여 변별력과 의지력이 미약한 청소년학생이 당

구에 빠져 학습을 소홀히 하는 것을 막고 실 으로 음주, 흡연, 도박경기 등 불

건 한 행 가 이루어지고 있는 당구장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학생을 차단,

보호하여 학교교육의 능률화를 기하려는데 그 입법목 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헌

재 1997. 3. 27. 94헌마196등, 례집 9-1, 375, 38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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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는 많은 유해환경으로 둘러싸여 있다. 특히 학교주변의 유해환

경은 학교측과 당국의 자구 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 히 심각한 상태로

남아있다. 이러한 유해환경은 청소년들에게 유해환경출입의 기회를 제공함

으로써 탈선의 가능성을 높여주는 것이다. 특히, 유해환경의 지리 근 성

은 상에 한 정 인 반응을 생성함으로써 일상성으로서의 유해환경을

당연시하게 되고, 결국 향락문화에 한 잠재 인 소비자를 양산하고 범죄

성을 심어주는 등 유해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따라서 학생들의 생활의

심이 되는 지역인 학교 주변을 정화구역으로 지정하여 그 구역 내에 유

해환경을 조성하는 시설의 업을 지하는 것은 아동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한 정한 방법이라고 할 것이다.

살펴본 바와 같이 극장시설은 부정 으로 작용할 경우 유해환경으로서

의 특성을 갖고 있다. 그 다면, 정화구역 내에서 이와 같은 특성을 갖는

극장시설을 운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소년학생들의

생활의 심이 되는 지역인 학교주변을 평온하고 건강한 환경으로 만들

어 변별력과 의지력이 미약한 청소년학생을 보호하여 궁극 으로 학교교

육의 능률화를 기하기 한 입법목 을 달성하기에 한 수단이라고

할 것이다.

(3) 최소침해성원칙의 반여부

(가) 문화시설로서의 공연장 화상

음악무용연극연 국악 등 부분의 무 술을 포 으로 지

칭하는 ‘공연’은 술의 자유의 핵심 보호 상이 된다고 할 것이며, 문화

정책수립의 요한 상이라고 할 것이다. 한 공연장 화상 운

자의 자유로운 공연장 등의 운 은 술의 자유와 직 으로 련되어

있다. 술의 자유는 술창작의 자유, 술표 의 자유, 술 집회․결

사의 자유 등을 그 내용으로 하는바, 그 가운데 자유로운 술작품의 연

주․공연․상 등을 보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술표 의 자유는 공

연장 화상 의 존재와 자유로운 운 을 그 필수 인 요건으로 한

다. 다양하고 자유로운 공연․ 상 술은 그와 같은 술을 람하는 객,

그리고 공연할 수 있는 시설을 제로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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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화의 경우 복사 송이 자유로운 상매체라는 매체자체의

특성 제작과정에 규모의 자본이 투여되는 등의 특성으로 인하여 공연

물에 비하여 그 상업성 오락성이 강한 것이 일반 이다. 하지만, 과거

순수오락물로서 치부되었던 화는 오늘날 술의 한 장르인 상 술로서

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화를 람할 수 있도록 만

들어진 공연장과 화상 은 단순한 오락시설로서의 의미 이외에 문화․

교육시설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나) 외를 허용하지 않는 지와 최소침해성의 반여부

1)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단서의 외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단서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일반 지의

외를 규정하고 있다. 즉, 정화구역 가운데 통령령이 정하는 구역 안에서

는 교육감 는 교육감이 임한 자가 학교환경 생정화 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 생에 나쁜 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지가 해제된다. 법 제6조 제1항 단서에서 이와 같은 외를 인정하는 것

은 입법자가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의 교육책임, 아동․청소년의 보호

의무를 실 하기 하여 극장운 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

도 필요한 최소한의 범 에서 제한하기 한 취지라고 할 것이다.

한편, 특히 ․ 등교육법상의 등학교, 학교, 고등학교 이와 유

사한 교육기 에 재학 인 학생들은 아직 변별력 의지력이 미약한 청

소년들이다. 따라서 학교주변에 화상 내지 공연장이 있으면 화

공연물의 오락성․상업성 등으로 인하여 이에 자주 출입하면서 학습을 소

홀히 할 가능성이 있으며, 극장의 고물 등으로 인하여 나쁜 향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그 다면, 헌법 제31조 제6항에서 정한 국가의 학교제도에

한 포 인 규율권한 헌법 제34조 제4항 등의 국가의 아동․청소년

보호의무 등을 구체 으로 실 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입법자가 학습과 학

교보건 생에 나쁜 향을 주지 않는 경우의 외를 인정하는 제 하에서

정화구역 내의 극장을 지하는 것 그 자체는 직업수행의 자유 등을 과도

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하기 어렵다.

2) 지와 최소침해성

그런데 법 제6조 제1항의 단서는 외 해제가 가능한 구역의 범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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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정한 모든 정화구역이 아니라 그 가운데의 일정한

범 의 구역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은 모든 극장

에 하여 어떠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극장의 시설 운 을 으로

지하는 일정한 범 의 정화구역(이하 ‘ 지구역’이라고 한다12))을

정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규율 상으로 삼고 있는 것은 모든 학교주변

의 정화구역인바, 따라서 유치원에서부터 학에 이르기까지 모든 종류의

학교주변의 정화구역 내의 극장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지된다.

그런데 아동․청소년 유해환경이란 이고 보편 인 것이 아니라 상

인 것이다. 즉, 유해환경의 단기 은 아동․청소년의 연령이나 정신발

달의 정도 사회 ․문화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인데13) 각 학

교는 교육의 목 , 과정이 서로 다를 뿐 아니라, 학생의 연령이나 신체

지능의 발달정도에 큰 차이가 있어서 극장이 학교교육에 미치는 향은 학

교의 종류에 따라 크게 다를 수밖에 없다. 그 다면 이하에서는 각 학교별

로 이와 같은 지구역에서의 극장시설 운 지가 비례의 원칙,

특히 최소침해성원칙을 수하는 것인지 여부에 하여 보기로 한다.

3) ․ 등교육법상의 등학교, 학교, 고등학교의 경우

① 오늘날 우리사회의 경제 인 성장과 더불어 일반인들의 문화에 한

심이 고조되었으며, 그에 따라 문화생활이 일상생활에서 차지하는 비

이 날로 높아져 가고 있다. 이와 같은 문화에 한 높은 인식수 속에 종

래 문화로서 인정받아왔던 순수 술의 공연뿐 아니라, 오락으로 치부되어

12)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학교보건법시행령은 제3조에서 법 제3조의 교육감은 정

화구역을 설정할 때 정화구역과 상 정화구역으로 구분하여 설정할 것을 정

하고 있으며, 같은 시행령 제4조에서는 법 제6조 제1항 단서에서 제한이 완화되

는 구역은 상 정화구역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해

석상 정하고 있는 지구역은 시행령규정에 의하면 정화구역이다. 그

러나 정화구역과 상 정화구역의 개념은 시행령의 규정내용인바, 이는 이 사

건 법률조항의 내용을 구체화한 규정일 수는 있으나 이 사건 법률조항의 내용 그

자체일 수는 없고 따라서 심 상과 혼동해서는 아니 된다. 즉, ‘ 지구

역’은 이 사건 법률조항과 법 제6조 제1항 단서의 해석을 통하여 도출되는 개념

이고, 비록 법률조항의 의미내용이 시행령에 의하여 채워지기 때문에 그 물리

범 에서는 시행령의 ‘ 정화구역’과 같다고 할 것이지만, 심 상은 어디까지

나 법률조항의 해석으로부터 도출되는 바로 이 ‘ 지구역’이라고 할 것이다.

13) 한국청소년연구원, 게 논문, 46면



270 헌법재 소결정해설집 2004

왔던 공연, 를 들어 가수의 공연과 화도 문화와 술로서 인정받

고 있으며, 그들이 우리사회에서 실제 담당하는 문화․ 술 인 비 이 날

로 높아져 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실이다. 특히 ․ ․고등학교의

학생들은 오늘날 음악 등 문화의 가장 요한 소비자 향유자라

는 에서 성인에 비하여도 뒤지지 않는 높은 수 의 문화 욕구를 가지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한편, 오늘날 청소년들은 인터넷의 범 한 보 과 그에 따른 음

란․폭력물의 무차별 인 , 그리고 비디오방, 비디오 여 등을 통하

여 선정 ․폭력 인 상물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게 됨으로써 범

한 상매체유해환경에 노출되어 있다. 그런데 아동․청소년들이 외부와

차단된 혹은 폐된 공간에서 유해한 상매체에 할 경우 공 장소에서

상 되며 등 제 등에 의하여 그 유해성이 완화된 극장의 상물 등에 비

하여 이들의 정서에 더욱 해로운 향을 미칠 것임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실에서 청소년의 보호를 하여 공연과 화의 상

을 제한하는 것보다는 양질의 공연물 상물에 보다 쉽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한 청소년보호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14)

③ 그 다면 입법자로서는 청소년들이 쉽게 근할 수 있는 학교부근에

공연장과 화상 이 있는 경우 그 종류 등을 불문하고 모든 공연장과

화상 을 일체 지할 것이 아니라 공연장 화상 의 종류를 구

분하여 그로 인한 폐해와 혜택을 형량하여 그 폐해의 정도가 심하지 않으

면서도 아동․청소년들의 문화향유에 도움을 수 있는 경우에는 일반

․ 지로부터 제외시켜 그 지에 한 외 인 허가를 허용하

도록 규정해야 할 것이며, 그와 같이 규율함이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

을 효과 으로 달성하면서도 당해 극장운 자의 기본권을 최 한 존 하

는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할 것이다. 이는 한 청소년의 보호와 문화국가

원리를 조화시키는 바람직한 방안일 것이다.15)

14)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규율하고 있는 학교부근정화구역은 학교부근이라는 에서

아동․청소년 유해환경이 조성될 경우 그로 인한 청소년들의 피해가 심 할 것인

반면에, 학교부근에 이들에게 유익한 문화환경이 조성될 경우 청소년들의 근가

능성이 높아지는 이유 등으로 하여 다른 곳에 치한 것보다도 더욱 유익한 효과

를 기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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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오늘날 어린이․청소년을 상으로 하는 공연물에 한 수요가 차

높아져 이들 어린이․청소년 공연물의 비 이 체 공연물 가운데 차지하

는 비 이 높아지고 있을 뿐 아니라16), 이들 어린이․청소년을 상으로

하는 공연물만을 문으로 공연하는 극장 등이 차 확산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한 상업 인 연극 등의 공연을 지양하고 순수 술 내지 실험 술

을 지향하는 연극인들이 하나의 공연장을 심으로 극단을 형성하여 술

활동을 하는 를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17)

15) 한편,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게 논문은 일반인의 유해환경의식에 한 문제

을 지 한다.

“유해환경에 한 일반인의 의식에도 약간의 문제 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청소년주변의 유해환경에 한 다방면에 걸친 다양한 심에 의해 청소년들의 주

변환경이 차 나아지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이러한 심이나 우려가

유해환경의 향력에 한 일반인의 이해를 돕기보다는 오히려 과장된 듯한 인상

을 으로써 유해환경에 해 과잉반응을 일으키게 하는 것도 다른 차원의 문

제 이라고 생각된다. 를 들어 학교주변의 유해업소나 시설들 의 하나인

자오락실이 아이들의 건 한 교육에 문제가 있다고 하여 TV나 신문 등의 매스컴

에 보도라도 되면 많은 학부모들이 자오락실의 부정 인 면만을 지나치게 우려

하게 될 것이다. 한 만화의 경우도 폭력 이고 선정 인 장면이 많이 나온다는

이유로 모든 종류의 만화가게가 아이들을 폭력화 는 비행화하는 악역을 담당하

고 있는 것처럼 매도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 의 심은 환경과 행 간

의 계에 해 어떤 구체 인 자료에 입각해서 그 인과성 혹은 상 성을 주장하

기보다는 추상 수 에서의 측에 불과할 뿐이다(한국형사정책연구원, 게 논

문, 18면).

16) 문화 부는 청소년의 문화체험기회확 미래의 객확보를 한 교육용공

연을 확 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해설자의 상세한 해설을 곁들여 공연하는 술

의 당의 ‘청소년음악회’ 국립발 단의 ‘해설이 있는 발 ’ 등을 개최하여 청

소년 객으로부터 큰 인기를 얻고 있다. 한 술성과 무 한 외설공연물을 추

방하고 우수공연물을 지원하기 하여 1998. 5.부터 ‘좋은 공연 만들기 의회’를

운 지원함으로써 고발창구운 , 좋은 공연물 선정지원사업 등을 실시하 다(문화

부, 2001 청소년 백서, 211면).

17) 공연법도 이와 같은 공연문화 상을 지원하고 확산시키기 하여 객석 수(객석

이 구분되지 아니하여 그 수를 셀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바닥면 )가 통령령이

정하는 기 에 미달하는 공연장의 경우에는 공연장운 에 있어 일반 으로 요구

되는 요건인 등록을 면제하여 주고 있다.

공연법(2001. 12. 31. 법률 제6568호로 개정된 것)

제9조(공연장의 등록) ① 공연장을 설치하여 운 하고자 하는 자(국가와 지방자

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공연장운 자’라 한다)는 문화 부령이 정하는 시설기

을 갖추어 공연장 소재지를 할하는 시장군수 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연장은 이를 등록하

지 아니한다.

1. 야외에 설치하는 공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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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자도 이들 공연이 우리 문화에서 담당하는 기능을 평가하여 공연법

제10조 제2항에서는 공연 술의 발 을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연자에 한 보조 지 공연장 설치경 을 장려하기 한 재정지

원 보조에 한 규정을 두고 있다.18) 이들 비상업 ․ 술 공연물을

문으로 공연하는 공연자 공연장의 경우에는 우리사회 문화의 다양성을

지탱하는 기 라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은 공연장은 아동․청소년의 문화수

과 문화의 다양성에 한 의식을 고양시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⑤ 한편, 국가․지방자치단체도 공연장을 설치하여 운 하는 경우가 있

으며(공연법 제9조 제1항 참조), 국가․지방자치단체 이외에도 문화재단 등

이 비 리의 공연장을 설치하여 운 하는 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

는바, 공연장의 아동 청소년 성장에 한 유해성 단에 있어 당해 공연

장의 목 이 리를 한 것인지 여부는 요한 기 이 된다고 할 것이다.

일반 으로 선정 ․폭력 인 공연물 등을 공연하는 이유는 리의 목 에

기 하는 상업 인 것이며, 비 리공연장 등의 경우에는 그 시설의 성격상

순수 술의 공연물 등을 주로 그 공연의 상으로 삼는 것이 일반 이기

때문이다.

⑥ 화의 경우에는 일반 으로 공연물에 비하여 그 상업성 오락성이

강한 것이 일반 이다. 하지만, 화의 경우에도 다른 술 장르에 못지 않

게 순수한 상 술을 추구하는 경우가 지 않으며 최근에는 그와 같은

화 술의 창작이 폭 넓은 객층의 호응에 힘입어 차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이와 같은 순수 술로서의 화는 순수 술의 공연물과 마찬가

지로 우리 문화의 다양성의 기 를 형성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들 화인들이 제작한 술 화는 리의 측면에서 일반 상업

화와 경쟁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 화상 에서는 그 상 을 기피하는

2. 객석 수(객석이 구분되지 아니하여 그 수를 셀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바닥면 )

가 통령령이 정하는 기 에 미달하는 공연장

18) 공연법 제10조(공연자 지원 공연장 설치경 의 장려 등)

① 국가 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연 술의 발 을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에는 공연자에 하여 보조 의 지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문화 부장 은 민간의 공연장 설치 는 경 을 장려하기 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고를 보조하거나 한국문화 술진흥원으로 하여 문화 술

진흥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 술진흥기 을 융자 등 지원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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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실이며, 따라서 이들 화가 일반 객을 만나기 해서는 상업 화

를 배제하고 술 화를 문으로 상 하는 화상 이 필요한 것이

실 인 요구이다. 한 아동․청소년들을 성인들의 선정․폭력 인 상문

화로 보호하는 방법으로는 등 제와 같이 아동․청소년을 일정한 등 이

상의 화 람으로부터 배제시키는 방법도 있을 수 있으나, 이들이 마음놓

고 화를 람할 수 있는 술․청소년 용 화 을 마련함이 보다 효과

인 방법이라고 할 것이다. 그리하여 화진흥법은 정부가 아동 청소

년 객의 보호와 화 술의 확산을 하여 용상 의 설치와 운 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19)20)

⑦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비 리공연장, 순수 술이나 아동․청소

년을 한 용공연장 내지 화상 의 경우에는 정화구역 내에 치하

더라도 ․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유해한 환경이라고 하기보다는 오히

려 이들 학생들의 문화 성장을 하여 유익한 시설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바람직한 방향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을 부인하기 어렵다.

그 다면 정화구역 내의 지구역에서는 이와 같은 유형의 극장에

한 외를 허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일률 으로

지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 입법목 을 달성하기 하여 필요한

정도 이상으로 극장 운 자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19) 화진흥법

제27조( 용상 에 한 지원) ① 문화 부장 은 아동 청소년 객의

보호와 화 술의 확산을 하여 용상 의 설치와 운 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용상 의 운 지원 기 등에 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조(정의)

14. “ 용상 ”이라 함은 화상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화를 연

간 상 일수의 5분의 3 이상 상 하는 화상 을 말한다.

가. 한국 화 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화진흥 원회가 인정하는 술 화

나. 애니메이션 화, 소형 화 는 단편 화

다. 청소년 화(제21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화를 말한다)

20) 문화 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재 우리나라에 있는 청소년 화 용

은 국에 걸쳐 1개, 그리고 술 화 용 은 국에 걸쳐 수 개에 불과한 실

인바, 이들 용 의 숫자가 보다 많아지도록 유도하는 문화진흥정책이 요구된다

고 할 것이다. 참고 으로 이 사건 헌제청신청인은 술 용 화 인 주극장

을 운 하는 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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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한편, 극장은 그 성질상 극장주변에 유동인구를 집 시키게 하고, 이

에 따라 교통량 소음 등이 다소간 증 되며 식당 등 새로운 업소를

생시키며, 이와 같은 상은 학교교육에 바람직한 상이라고 보기 어렵다

는 을 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은 유동인구 집 의 문제 등은 보

다 넓게는 학교의 교육환경을 배려하는 도시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정책의

빈곤에 기 한 문제로서 우리나라 도시에 치한 학교일반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이다.

하지만 학교보건법이 정화구역 내에 극장을 지하고 있는 이유가 극장

의 그와 같은 특징에 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21) 만일 이 같

은 사정만으로 극장 자체를 지시키는 것이 정당화된다고 할 경우에는 극

장의 경우보다 오히려 학교부근의 물리 인 환경에 미치는 악 향이 더욱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학교부근의 ․ 형병원, 각종의 학원, 심

지어 학교 인근의 학교( 를 들어 유치원․ ․ ․고등학교 부근의 학

교) 역시 지 상으로서의 조건을 갖추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학교부근의 극장을 도축장 등과 같이 취 하여

지하고 있는 진정한 이유는 극장의 물리 환경이 끼치는 나쁜 향에 있

다고 하기보다는 극장에서 공연되는 문화나 화가 교육에 해로운

향을 다고 보았던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당시의 사회의 인식을 반 하

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살펴본 바와 같이 공연문화 상문화에

한 사회인식은 근본 인 변화를 겪었다고 할 수 있으며, 특히 비 리공

연장, 순수 술이나 아동․청소년을 한 용공연장 내지 용 화상

의 경우에는 ․ ․고등학생들의 교육․문화 인 환경에 나쁜 향을

다고 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그 비상업성 등의 특징으로 하여 물리 인

환경에도 심각한 향을 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것이다.

4) ․ 등교육법상의 유치원 이와 유사한 교육기 의 경우

유치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만3세부터 등학교 취학 까지의 유아

로 한다( ․ 등교육법 제36조). 따라서 그 연령에 비추어 유치원생의 경

21) 학교보건법은 소음․공해 등을 유발함으로써 학교의 물리 인 환경을 해하는

시설 행 를 지하고 있는바, 이는 도축장, 가스 장소 등과 같이 그 환경의

해 정도가 하여 아동․청소년의 건강에 한 침해가 직 인 것으로 평가

될 수 있는 경우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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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부모나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하고 직 공연장 는 화상 을 이

용하는 경우를 상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한편, 극장은 선 포스터, 극장 간 , 고 단지 등을 통하여 공연물

과 상물을 고하는바, 이 고들이 선정 이거나 폭력 일 경우가 많고

이들 고는 유치원생들의 정서에 좋지 않은 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

다.22)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정화구역 내의 극장운 을 제한하는

것 자체가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단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특히 지구역에서는 모든 극장을 외

없이 지하고 있는바,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어린이․청소년을 상으

로 하거나 순수 술을 상으로 하는 공연물․ 상물을 문으로 공연하는

용공연장․ 용 화 , 그리고 비 리공연장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고

로 인한 유해환경발생의 가능성 역시 어든다고 할 것이다. 그 다면

지구역에서 이와 같은 유형의 극장을 지의 외로서 허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일률 으로 지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

조항은 그 입법목 을 달성하기 하여 필요한 정도 이상으로 극장운 자

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5) 고등교육법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학 이와 유사한 교육기

의 경우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정하는 학교에는 학 이와 유사한 교육기 도

포함된다고 함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학

부근 정화구역 내의 극장도 일반 으로 지하고 있다.

① 에서 본 바와 같이 극장은 문화시설의 하나로서 그 시설자체가 학

습이나 학교의 보건 생에 나쁜 향을 끼치는 것은 아니라, 학생이 극장

을 이용하는 경우 공연물 내지 화가 지닌 오락성으로 인하여 학습을 소

22) 헌법재 소는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3호 헌확인사건결정에서 유치원주변

에 당구장시설을 허용한다고 하여도 이로 인하여 유치원생이 학습을 소홀히 하거

나 교육 으로 나쁜 향을 받을 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유치원

이와 유사한 교육기 의 학교환경 생정화구역 안에서 당구장시설을 하지 못하도

록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입법목 의 달성을 하여 필요하고도 정한 방법이

라고 할 수 없어 역시 기본권제한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시한 바 있는바

(헌재 1997. 3. 27. 94헌마196등, 례집 9-1, 375, 375-376), 극장의 경우 이와 같

은 에서 유치원생들에게 미치는 향이 당구장과는 다르다고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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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히 하고 극장주변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나쁜 향을 받을 소지가 있을 뿐

이다. 그런데 학생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에서 선발되므로(고등교육법 제33조 등) 신

체 ․정신 으로 성숙하여 자신의 단에 따라 자율 으로 행동하고 책임

을 질 수 있는 시기에 이르 다고 할 것이다. 그 다면 학 정화구역 내

의 극장을 지하는 것이 과연 학교의 학생들을 보호하거나 학교육을

능률 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한 극장운 자의 직업수행의 자유에 한

필요한 최소한 제한인지에 하여는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

② 살펴본 바와 같이 학생의 신체 ․정신 성숙성에 비추어 볼 때

학생이 화의 오락성에 탐닉하여 학습을 소홀히 하고 극장주변의 유해

환경으로부터 나쁜 향을 받을 험성이 있다고 할 것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으며, 가사 그와 같은 가능성이 있다고 하여도 그와 같은 가능성이

있는 시설환경 속에서 그 환경을 자율 으로 유용하게 활용하는 것 한

자율성을 가장 큰 특징으로 하는 학교육의 한 부분이라고 아니할 수 없

다.23)

③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단서는 이 사건 법률

조항의 일반 지의 외를 규정하고 있다. 즉, 정화구역 가운데 통령

23) 물론 폭력성, 선정성 등이 강하여 상 에 일정한 제한이 필요한 화를 학교 주

변인 정화구역에서 상 한다면 자율 인 특징을 갖는 학교육에도 지 않은 나

쁜 향을 상할 수 있다. 하지만 화진흥법 제21조 제3항은 그와 같은 화를

‘제한상 가’ 화로 분류하고, 같은 법 제29조의2 제1항은 구든지 제한상 이

아닌 곳에서 제한상 가 화를 상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일반 화상

에서의 제한상 가 화의 상 을 지하고 있다. 한 같은 법 제26조 제2

항은 문화 부장 은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 상 의 설치가 제한

되는 지역 는 시설을 지정․고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참고) 화진흥법시행령 제11조의2(제한상 의 설치가 제한되는 지역 는

시설) 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상 의 설치가 제한되는 지역

는 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학교보건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환경 생정화구역

2. 청소년기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

거리로 200미터 이내의 지역

3. 청소년기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지구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

거리로 200미터 이내의 지역

4. 청소년기본법 제4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용활동지역

5. 국토의계획 이용에 한법률 제36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

6. 화상 (제한상 을 제외한다)이 설치되어 있는 시설 는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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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이 정하는 구역 안에서는 교육감 는 교육감이 임한 자가 학교환경

생정화 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 생에 나쁜 향을 주지 않

는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지가 해제된다. 그러나 ․ ․고등학교

유치원의 경우와는 달리 학의 정화구역에 한 단에서는 법 제6조 제1

항 단서에서 규율하는 바와 같은 외조항의 유무와 상 없이 과연 그와

같은 일반 지를 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쉽지 아니 하다고 할 것이

다. 어도 제한상 의 화가 아닌 한 학생들은 그 연령이나 지 인

수 에 비추어 극장으로 인하여 학습에 지장을 받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할 것일 뿐 아니라, 극장이 학생의 학습에 향을 미칠 것인가에 한

사항은 교육감 는 교육감이 임한 자가 학교환경 생정화 원회의 심의

를 거쳐 단할 문제가 아니라 학생 스스로의 자율 인 단과 책임에

맡길 사항이라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극장이 학의 학교보건 생

에 나쁜 향을 주는 경우도 쉽게 상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결국,

학의 정화구역 안에서 극장시설을 지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극장운

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필요 최소한 정도의 범 에서 제한한 것이라고 보

기 어렵다.

④ 한편, 학생 가운데에는 외 으로 신체 ․정신 으로 미성숙한

낮은 연령의 청소년이 있을 수 있다. 이들 낮은 연령의 학생의 경우에는

비록 다른 능력에 기하여 학의 입학이 허용되었다고 하여도 변별력과 의

지력이 그들의 모든 결정을 자율에 맡기기에 부족할 수 있다.

하지만, 화진흥법 제21조 제1항은 화는 상 에 상물등 원회

로부터 상 등 을 분류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3항에서는 구체 인

상 등 을 그 연령에 따라 체 람가, 12세 람가, 15세 람가, 18세

람가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따라서 외 으로 연령이 18세 미만인

학생의 경우는 18세 람가 화의 람이 허용되지 않는다. 한 공연법

제5조는 청소년에게 성 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 인 공연물을 18세 미만

의 자에게 람시키는 것을 지하고 있다(공연법 제2조 제4호, 청소년보

호법 제10조 등 참조).

그 다면 비록 완 하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나 이들의 보호를 한 등

제 등 별도의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며, 비록 연령이 다른 학생들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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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낮다고 하여도 이미 학의 자율 인 교육의 환경 속에서 성장하고

있는 이상 이들의 보호를 하여 학 정화구역 내의 극장일반을 제한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극장운 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필요한 최소한의 정

도로 제한하는 법률조항이라고 하기 어렵다.

(4) 법익균형성원칙의 반여부

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직업의 자유와 보호법익간의 정한 균형 계

를 상실하고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개별 인 경우 보호법익이 을

받는가와 계없이 특정 장소에서의 극장 업을 면 으로 지함으로써,

개별 극장의 유형 학교의 종류 등 구체 인 상황을 고려하여 상충하

는 법익간의 조화를 이루려는 아무런 노력없이,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

여 보호되는 법익에 하여 일방 인 우 를 부여하 다. 그리하여 이 사

건 법률조항은 극장운 자의 직업의 자유가 갖는 의미와 함께 문화국가원

리를 기본원리의 하나로 삼고 있는 우리 헌법에서 공연장 화상

등 극장이 담당하는 요한 기능을 간과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에

서도 이 사건 법률조항은 비례의 원칙에 반되어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정이다.

다. ․ ․고등학교 학생 학생의 행복추구권 등 침해여부

(1) 이 사건 법률조항은 비록 직 으로는 극장 업을 하려는 자의 기

본권을 제한하고 있지만, 그 결과 실질 으로는 극장이용자의 치에 있는

․ ․고등학생 학생 등이 학교 부근에서 손쉽게 극장 람을 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이들 학생들의 행복추구권을 제한하고 있다.

(2) ․ ․고등학교 학생의 경우

아동과 청소년은 되도록 국가의 방해를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인격, 특

히 성향이나 능력을 자유롭게 발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아동과 청소년

은 인격의 발 을 하여 어느 정도 부모와 학교의 교사 등 타인에 의한

결정을 필요로 하는 아직 성숙하지 못한 인격체이지만, 부모와 국가에 의

한 단순한 보호의 상이 아닌 독자 인 인격체이며, 그의 인격권은 성인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2호 헌제청, 학교보건법 제19조 등 헌제청 279

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존엄성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10조에 의

하여 보호된다(헌재 2000. 4. 27. 98헌가16등, 례집 12-1, 427, 455-456).

따라서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성 행복추구권은 국가의 교육권한

과 부모의 교육권의 범주 내에서 아동에게도 자신의 교육환경에 하여 스

스로 결정할 권리, 그리고 자유롭게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부여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학교부근의 극장을 지하고 있으므로 청소년․아

동들로서는 학교에서 일정한 거리 이상 떨어져 있는 곳에서 업을 하고

있는 극장을 방문하여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의 청소년들은 입시교육의 압력과 압감 속에서 생활하고 있

다. 이와 같은 실 하에 있는 우리의 청소년들에게 문화시설과 학교 는

자택과의 거리는 문화시설에 도착하고 다시 귀가하는 데에 소요되는 단순

히 물리 인 시간만으로 계산할 수 없는 심리 거리를 창출한다고 할 것

이고 이는 결국 아동․청소년들의 문화로부터의 소외를 가져오는 한 요인

이 된다고 할 것이다.

아동․청소년이 건 한 공연문화와 상문화를 마음껏 향유하지 못하는

보다 궁극 인 책임은 우리사회의 궁핍한 문화환경, 입시 주의 교육과 지

나친 교육열의 문제라고 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법률조항과 같이 아동․청

소년의 문화향유에 한 권리 등 인격의 자유로운 발 과 형성을 고려하지

않은 보호 주의 입법에도 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특히 지구역에서는 모든 극장을 외없이

지하고 있는바,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어린이․청소년을 상으로 하거

나 순수 술을 상으로 하는 공연물․ 상물을 문으로 용공연장․

용 화 , 그리고 비 리공연장의 경우에는 극장운 자의 직업수행의 자유

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 인 것이라고 할 것인바, 마찬가지로

같은 경우 ․ ․고등학교 학생의 자유로운 문화향유에 한 권리 등

행복추구권을 제한하는 입법이라고 할 것이고, 그 제한을 정당화하는 사

유를 찾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 에서도 헌 인 법률이라고 할 것

이다.24)

24) 청소년보호를 이유로 한 인권제한, 특히 표 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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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생의 경우

학생의 경우에는 문화의 자유로운 향수는 직업교육으로서의 의미도

가지고 있다. 오늘날 화 공연을 심으로 하는 문화산업은 높은 부가

가치를 실 하는 첨단산업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한 문화산업은

높은 방․후방의 산업연 효과를 갖고 있기 때문에 공연․ 화 등 문화

를 많이 하고 향유함으로써 문화 인 소양을 쌓는 것은 넓은 분야의 직

업교육으로서의 의미도 갖게 되었다. 한 문화산업 그 자체는 아니라고

하여도 일반기업 공무원이 담당하는 업무에 있어서도 문화 인 소양은

일반 으로 갖추어야 하는 필수 인 능력으로서의 의미를 갖게 되었다. 따

라서 직업교육이 날로 강조되는 학교육에 있어서 문화에의 손쉬운 근

가능성은 요한 의미를 갖는 기본권으로서의 의미를 갖게 된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살펴본 바와 같이 학교육의 능률성을 한다는 입

법목 을 하여 극장운 자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을 뿐 아니

라, 학생의 자유로운 문화향유에 한 권리 등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있는바, 그 정당화 사유를 찾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이

에서도 헌 인 법률이라고 할 것이다

라. 소결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은 특히 지구역 내의 모든 극장을 일률

으로 지함으로써 구체 인 경우에 개별성과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는 여

지를 완 히 없애고 있어 입법목 을 달성하기 하여 필요한 최소한 정도

를 넘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할 것이며, 문화국가의 원리와 그

는 청소년을 유해매체물로부터 보호하기 해서는 유해환경을 만들어 내는 매체

들을 규제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일반론 으로는 부족하고 헌법론의 입장에

서는 청소년의 인권의 , 표 의 자유의 보장의 에서 신 하게 다루어지

지 않으면 안된다. 청소년의 보호를 해서 표 의 자유의 제약을 정당화하는 경

우, 타인의 표 의 자유, 알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을 가지며, 청소년에 있어서 자율

이라고 하는 으로 본다면 청소년의 알권리 등을 불필요하게 리 제약시키게

될 우려를 동반하게 되므로 청소년의 보호, 청소년의 건 한 육성이라는 목 자

체의 정당성을 인정하면서도 무엇을 가지고 ‘청소년의 보호’, ‘건 한 육성’으로 고

찰하는가는 이것들과 ‘유해’ 매체물과의 련성 등이 엄격히 질문되지 않으면 안

된다[김수갑, 청소년보호를 이유로 한 표 의 자유에 한 고찰, 한국헌법학의

황과 과제( 랑 김철수 교수 정년기념논문집, 1998년), 624-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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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기 한 극장운 자의 직업수행의 자유 등의 기본권, 그리고 학생

아동․청소년의 행복추구권 등의 요성을 간과하는 법률로서 비례의 원칙

을 침해하는 법률조항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3. 합헌론

가. 국가의 교육책임 청소년보호책임과 입법재량

우리 헌법은 제31조 제6항에서 국가에게 학교제도에 한 포 인 규

율권한과 자녀에 한 학교교육의 책임을 부여하 으며, 따라서 국가는 모

든 학교제도의 조직, 계획, 운 , 감독에 한 포 인 권한, 즉, 학교제도에

한 반 인 형성권과 규율권을 가지고 있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헌

재 2000. 4. 27. 98헌가16, 98헌마429(병합), 례집 12-1, 427, 449-450].

그런데 국가의 학교제도에 한 포 인 규율권한과 책임이 학교내부

에만 한정되는 것이고 학교의 경계를 벗어나는 순간 단 되는 것이라고 하

기는 어렵다. 오히려 국가의 학교교육에 한 책임을 실질 으로 실 시키

기 해서는 국가의 교육환경, 특히 학교를 심으로 한 학교인 지역의

환경에 한 규율권한과 책임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학교교육은 사

회교육 가정교육과 끊임없이 향을 주고받고 있으며, 학교주변의 환경

시설은 교내의 환경 시설 못지않게 학생들의 교육 건강한 성장에

요한 요소라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헌법은 제34조 제4항 등에서 국가의 아동․청소년 보호의무를 개

별 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리하여 국가는 아동․청소년이 자기 단․자

기결정․자기책임능력과 공동체생활에의 응능력을 갖춘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특히 그들이 미성년상태에 있는 동안 유해한 주변환경 기타의

악 향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 다면 헌법 제31조 제6항의 국가의 학교제도에 한 포 인 규율

권한과 학교교육의 책임 헌법 제34조 제4항 등의 국가의 아동․청소년

보호의무 등을 구체 으로 실 하여야 할 입법자로서는 아동․청소년의 건

강한 성장 학교교육의 능률을 보호하기 하여 학교주변의 유해환경을

방지하는 것에 한 넓은 형성권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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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직업의 자유와 이 사건 법률조항

(1) 입법목 의 정당성 방법의 정성

앞에서 살펴본 헌론의 내용과 동일하므로 생략하기로 한다.

(2) 최소침해성 법익균형성원칙의 반여부

(가) 극장의 교육유해환경으로서의 특성

공연장에서 공연되는 음악, 무용, 연극, 연 , 국악, 곡 등의 행

화상 에서 상 되는 화는 오락으로서의 성질 술로서의 성질을

함께 가지고 있다. 그런데 공연물과 상물은 모두 시청각을 표 수단으로

한다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그 내용에 따라서는 일반인의 정서에 직 으

로 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윤 동기에 따라서 제작되는 부분

의 공연물과 상물은 자극 인 내용과 장면연출로써 경쟁하는 경우가 많

으며 성과 폭력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상업

경쟁은 특히 변별력이 약하고 감수성이 민한 청소년들에게 해악을 끼

칠 가능성이 높다.

한 극장은 그 주변에서 선 포스터, 극장간 , 고 단지 등을 통하여

공연물과 상물을 고한다. 이 고물들은 개의 경우 보다 많은 잠재

객에게 공연물, 상물을 람하고자 하는 욕구를 자극하기 한 방

식으로 제작되므로, 선정 이거나 폭력 일 경우가 많다. 한 극장은 공

연물, 상물이 갖는 오락 성질, 그리고 많은 객을 일시에 수용할 수

있는 특징 등으로 인하여 극장주변에 유동인구를 집 시키게 하고, 아울

러 식당 등 다수의 객업소 등을 생시키는 것이 일반 인 경향인데25)

이들 업소들은 다소간의 소음과 혼잡 등 교육에 바람직하지 않은 상을

수반한다.

(나) 최소침해성원칙의 반여부

․ 등교육법상의 등학교, 학교, 고등학교 이와 유사한 교육기

25) 다만, 정화구역 내의 시설 주로 주류를 매하면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

가 허용되는 업 와 같은 행 이외에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춤을 추는 행 가 허용되는 업(10호) 호텔, 여 , 여인

숙(11호), 기타 미풍양속을 해하는 행 시설로서 통령령으로 정하는 행

시설(14호) 등은 이 사건 법률조항과 같은 학교보건법 제6조에서 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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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재학 인 학생들은 아직 변별력 의지력이 미약한 청소년들이다.

따라서 학교주변에 화상 내지 공연장이 있으면 화 공연물의 오

락성․상업성 등으로 인하여 이에 자주 출입하면서 학습을 소홀히 할 가능

성이 있다. 비록 청소년의 정서를 해치는 공연물을 18세 미만의 연소자에

게 람시키는 것을 지하고(공연법 제5조), 화의 경우에는 등 제를 시

행하여 각 연령에 미달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해당 등 의 화 람이 법

으로는 허용되지 않는다( 화진흥법 제21조). 하지만, 이들 등 제 등의 제

도를 엄격하게 수하는 람질서가 뿌리깊게 자리잡히지 않은 실에서

학생들의 생활의 심지라고 할 수 있는 학교에 극장이 이웃하고 있다면

학생들의 정서와 학습에 좋지 않은 향을 미치리라는 을 어렵지 않게

측할 수 있다.

․ 등교육법상의 유치원 이와 유사한 교육기 에 재학 인 유치

원생은 만3세로부터 등학교 취학 까지의 유아이므로( ․ 등교육법

제36조) 유치원생이 보호자 없이 극장을 이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고, 따라

서 그에 따른 나쁜 향을 받을 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살

펴본 바와 같이 극장은 극장주변에 선 포스터, 극장간 을 통하여 공연물

과 상물을 고하는바, 그 고물들은 선정 이거나 폭력 인 경우가

지 않아 그 고물 자체가 유아들의 교육환경에 좋지 않은 향을 미칠 가

능성이 있을 뿐 아니라 극장 주변에 유동인구 다수의 객업소 등을 집

시키게 하는바, 유치원주변에 이와 같은 환경이 조성된다고 한다면 이는

학교보건법이 보호 상으로 삼고 있는 학생들 가운데 환경에 가장 민감하

다고 할 이들 유아들의 성장 교육에 결코 유익한 환경이라고 하기 어렵

다고 할 것이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학교( 학, 산업 학, 교육 학, 문

학, 방송․통신 학, 기술 학 등) 이와 유사한 교육기 에 재학 인

학생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에서 선발되므로(고등교육법 제33조 등) 신체 ․정신

으로 성숙하여 자신의 단에 따라 자율 으로 행동하고 책임을 질 수 있

는 시기에 이르 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폭력성, 선정성 등이 강한 화

는 공연물을 학 주변인 정화구역에서 상 한다면 자율 인 특징을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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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학교육에도 지 않은 나쁜 향을 미칠 것을 상할 수 있다. 한

학생 가운데에는 외 으로 신체 ․정신 으로 미성숙한 낮은 연령의

청소년이 있을 수 있다. 이들 낮은 연령의 학생의 경우에는 비록 다른

능력에 기하여 학의 입학이 허용되었다고 하여도 변별력과 의지력이 그

들의 모든 결정을 자율에 맡기기에 부족할 가능성을 부인할 수 없다.

학교보건법은 정화구역이 학교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를 과할 수 없

다고 정하고 있으며(제5조 제1항), 이 사건 법률조항은 정화구역 내의 모든

극장시설을 지하고 있다. 하지만, 법 제6조 제1항 단서는 정화구역

통령령이 정한 일정한 범 의 구역에서 교육감이 학습에 나쁜 향을 미치

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교환경 생정화 원회의 심의를 거쳐

극장시설의 지를 해제할 수 있음을 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

항에 의하여 지된 극장시설이라고 하여도 다시 법 제6조 제1항의 단서에

기하여 학생들의 학습 등에 유해한지 여부에 한 단을 거친 후 그 지

가 해제될 가능성이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의 단서에서 정하는 지의

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극장, 술극장, 비

리기 이 운 하는 극장들도 포함하여 모든 극장을 외없이 지하는

지구역을 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지구역은 학교보건법 제5

조 제1항 제6조 제1항 단서 규정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학교경계선으

로부터 200미터를 과하지 아니하는 그 보다 작은 일정한 지역임을 알

수 있다.

살피건 , 입법자는 헌법 제31조 제6항의 국가의 학교제도에 한 포

인 규율권한과 학교교육의 책임 헌법 제34조 제4항 등의 국가의 아

동․청소년 보호의무 등을 구체 으로 실 하여야 할 책임에 기하여 학교

와 인 한 지역의 극장을 지할 수 있으며 그 구역이 지나치게 범 하

여 입법형성권의 범 에 벗어나는 경우가 아닌 한 학생들의 학습 보건

을 하여 외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모든 극장을 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단할 입법형성권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정한

지구역의 범 는 그 크기가 입법자의 학교환경규율권한에 비추어 볼 때

그 입법형성권을 과하는 지나치게 범 한 것으로 단하기 어렵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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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이고 따라서 최소침해성의 원칙에 어 난다고 보기 어렵다.

(다) 법익균형성원칙의 반여부

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비록 특정장소에서의 극장 업을 면 으로

지함으로써, 개별 극장의 유형 학교의 종류 등 구체 인 상황을 고

려하지 아니하고 있으나 그 장소와 학교 사이의 거리에 비추어 볼 때 보호

되는 법익에 하여만 일방 인 우 를 부여하는 조항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비례의 원칙에 반되어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

게 제한하는 규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소결

이 사건 법률조항은 비록 정화구역 안의 일정한 구역을 지구역으

로 정하여 그 지에 한 외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나, 그 구역의

크기에 비추어 볼 때 기본권제한의 정도가 그다지 크지 않은데 비하여 정

화구역 안에서 극장시설을 허용하면 극장이 갖는 오락 인 유혹으로부터의

향으로 인하여 학생들의 건강한 정서 성장과 학교교육에 미치는 향

이 지 않으리라는 을 쉽사리 상할 수 있다.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

이 ․ 등교육법상의 등학교, 학교, 고등학교 이와 유사한 교육기

의 정화구역 내에서 극장시설을 지하고 있는 것은 입법목 달성을

하여 필요한 정도를 넘는 과도한 제한이라거나, 공익과 사익을 제 로 형

량하지 아니한 채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4. 결론 -주문의 형태

가. 헌법재 소는 재 원일치의 의견으로써 이 사건 법률조

항이 헌 이라고 단하 는바, 그 주문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본문 제2호 ‘극장’ 부분 가운데 고등교

육법 제2조에 규정한 각 학교에 한 부분은 헌법에 반된다.

2.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본문 제2호 ‘극장’ 부분 가운데 ․ 등

교육법 제2조에 규정한 각 학교에 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하지 아니한다.

법원 기타 국가기 지방자치단체는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이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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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조항의 용을 지하여야 한다.』

나. 주문 제2항의 헌법불합치결정 용 지를 선고한 이유

에 하여 결정문은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 ․고등학교․유치원 부근의 정화구역에

하여 용되는 경우 그 헌성이 인정되는 부분은 지의 외를 인정하지

아니함으로써 구체 으로 학교의 교육에 나쁜 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는

유형의 극장도 모두 지한다는 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이유로 하여 단

순 헌의 단이 내려진다면 극장에 한 ․ ․고등학교․유치원 정화

구역 내 지가 모두 효력을 잃게 됨으로써 합헌 으로 규율된 새로운 입

법이 마련되기 까지는 학교정화구역 내에도 제한상 을 제외한 모든

극장이 자유롭게 설치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 결과 이와 같이 단순 헌

의 결정이 내려진 후 입법을 하는 입법자로서는 이미 자유롭게 설치된 극

장에 하여 신뢰원칙 보호의 필요성 등의 한계로 인하여 새로운 입법수단

의 마련하는 데 있어서 제약을 받게 될 것이다. 이는 우리가 이 결정의 취

지에서 정당한 목 으로서 정한 공익의 측면에서 비추어 보아 바람직하

지 아니하다.

그 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 ․ 등교육법 제2조에 규정한 각 학교

에 한 부분에 하여는 단순 헌의 단을 하기 보다는 헌법불합치결정

을 하여 입법자에게 헌 인 상태를 제거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입법수

단 선택의 가능성을 인정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 ․고등학교․유치원 정화구역 부분에 하여는 헌법불합치결정이 타

당하다고 단된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학교보건법 제19조와 결합하여 형사처벌 조항을 이

루고 있으므로 잠정 으로 용하게 할 경우 헌성을 담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기하여 형사처벌 차가 진행될 가능성을 부인하기 어려우며 이

와 같은 사태가 바람직하지 아니함은 물론이다. 따라서 입법자가 새로운

입법에 의하여 헌성을 제거할 때까지 법원 기타 국가기 지방자치단

체는 헌법불합치결정이 내려진 이 부분 법률조항의 용을 지하여야 한

다.』(헌재 2004. 5. 27. 2003헌가1등, 례집 16-1, 670, 697-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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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 리법 제28조 제1항 헌소원

-먹는샘물 수입 매업자에 한 수질개선부담 의 헌 여부-

(헌재 2004. 7. 15. 2002헌바42, 례집 16-2상, 14)

정
*

1)

【 시사항】

1. 부담 의 정당화 요건

2. 먹는샘물 수입 매업자에 한 수질개선부담 부과가 평등원칙에

배되는지 여부

3. 먹는샘물 평균 매가액의 100분의 20의 범 안에서 수질개선부담

을 부과하도록 하는 것이 비례성원칙에 배되는지 여부

【심 상】

이 사건 심 의 상은 먹는물 리법(1997. 8. 28. 법률 제5394호로 개정

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제1항 먹는샘물 수입 매업자에 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헌 여부이며, 이 사건 법률조

항 련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 제28조(수질개선부담 의 부과․징수) ① 환경부장 은 공공의 지하

수자원을 보호하고 먹는물의 수질개선에 기여하게 하기 하여 먹는샘물

제조업자 먹는샘물 수입 매업자 기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샘물개발허

가를 받은 자에 하여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개선부담 (이하

“부담 ”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먹는샘물의 제조업자․

수입 매업자에 하여는 먹는샘물의 평균 매가액의 100분의 20의 범

* 헌법연구



288 헌법재 소결정해설집 2004

안에서 통령령이 정하는 율에 따라 부담 을 부과․징수하고, 기타 제9

조의 규정에 의한 샘물개발허가를 받은 자에 하여는 샘물을 사용한 제품

의 매가격에서 샘물이 차지하는 원가의 100분의 20의 범 안에서 통

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 을 부과․징수한다.

법시행령 제8조(수질개선부담 의 부과율) 법 제28조 제1항 단서의 규정

에 의한 먹는샘물 제조업자 먹는샘물 수입 매업자(이하 “제조업자등”

이라 한다)에 한 수질개선부담 (이하 “부담 ”이라 한다)의 부과율은 먹

는샘물의 평균 매가액의 1천분의 75로 하고, 기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

하여 샘물개발허가를 받은 자(이하 “기타 샘물개발허가를 받은 자”라 한

다)에 한 부담 의 부과율은 샘물을 사용한 제품의 매가격에서 샘물이

차지하는 원가의 1천분의 75로 한다.

【사건의 개요】

1. 심 청구에 이르게 된 경

(1) 청구인은 먹는샘물 수입 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랑스의 ‘다농’사로부터 ‘에비앙’과 ‘볼빅’이라는 이름의 먹는샘물을 수입․

매하여 왔다.

(2) 서울특별시장은 먹는물 리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2001. 11. 9. 청

구인에게 2001년 3/4분기 수질개선부담 38,879,340원, 2002. 2. 8. 2001년

4/4분기 수질개선부담 41,545,600원을 각 부과하 다.

(3) 청구인은 2001. 11. 29.과 2002. 2. 28.에 서울특별시장을 상 로

각 수질개선부담 부과처분에 한 취소의 소를 제기한 후, 그 소송에서

법률조항 먹는샘물 수입 매업자에 한 부분이 헌법에 반된다

면서 헌제청을 신청하 으나 기각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 을 청구하

다.

2. 청구인의 주장과 법원의 헌제청신청 기각이유

가. 청구인의 주장

(1) 먹는샘물의 제조업자등은 우리나라의 지하수자원의 고갈을 래하고



먹는물 리법 제28조 제1항 헌소원 289

환경오염을 유발할 우려가 있음에 반하여, 수입 매업자는 그러한 우

려 없이 단순히 외국의 먹는샘물 완제품을 수입하여 매하는 것에 불과

하다. 따라서 양자는 서로 성질을 달리함에도 이 사건 법률조항은 합리

이유 없이 ‘같지 아니한 것을 같게’ 취 하고 있으므로 평등의 원칙에 반

한다.

(2)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수입 매업자에게 매가액의 100분의

20 범 안에서 수질개선부담 을 부과하는 것은 과잉 지원칙에 반으로

서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 재산권을 침해한다.

(3) 수질개선부담 은 상 으로 매가격이 높은 수입 먹는샘물의 가

격을 더욱 인상시키고, 이는 결국 소비자의 부담으로 가되어 국민의 행

복추구권을 침해한다.

나. 서울행정법원의 헌제청신청 기각이유의 요지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국가환경정책의 일환으로 수질개선부담 을 부과함

으로써 먹는샘물용으로 지하수가 과도하게 개발되는 것을 규제하는 한편,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수돗물우선정책, 즉 국가가 수돗물의 질을 개선

하여 렴하게 공 한다는 정책과 련하여 수돗물과 체 계에 있는 먹

는샘물의 개발 소비를 상 으로 억제함과 아울러 징수된 수질개선부

담 으로 먹는물, 특히 수돗물의 수질개선이라는 환경정책을 재정 으로

뒷받침하고자 하는 데에 그 입법목 이 있다. 한편, 수입 매업자와 제조업

자는 모두 국가의 수돗물우선정책에 직 이고도 상반되는 이해 계를 가

지면서 그에 특별한 험을 야기하는 집단이고, 따라서 수질개선부담 을

지울 수 있을 만한 특별한 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수입 매업

자에게 제조업자와 마찬가지로 수질개선부담 을 부과하는 것은 목 의 정

당성과 방법의 정성 등이 인정되는바,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재산권

등이 침해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결정요지】

1. 부담 은 조세에 한 계에서 어디까지나 외 으로만 인정되어야

하며, 어떤 공 과제에 한 재정조달을 조세로 할 것인지 아니면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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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할 것인지에 하여 입법자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허용하여서는 안 된

다. 부담 납부의무자는 재정조달 상인 공 과제에 하여 일반국민에

비해 ‘특별히 한 련성’을 가져야 하며, 부담 이 장기 으로 유지되

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징수의 타당성이나 정성이 입법자에 의해 지속

으로 심사될 것이 요구된다. 다만, 부담 이 재정조달목 뿐 아니라 정책실

목 도 함께 가지는 경우에는 요건들 일부가 완화된다.

2. 우리나라의 자연환경, 수자원의 황, 국민의 소득수 등의 여러 요

소와 사정을 종합 으로 고려할 때 음용수에 하여 국가가 수돗물 우선정

책을 추진하는 것은 합리 인 정책형성권 행사로서 존 되어야 할 것인데,

수돗물과 체 ․경쟁 계에 있는 수입 먹는샘물이 음용수로 사용되는

것이 증가하면 그만큼 수돗물 우선정책은 축되게 되고, 나아가 수입 먹

는샘물을 선택할 경제 능력이 부족한 소득층 국민들로 하여 질 낮은

수돗물을 마시지 않을 수 없게 하는 결과를 래할 것이다. 그러므로 먹는

샘물 수입 매업자에게 수질개선부담 을 부과하는 것은 수돗물 우선정책

에 반하는 수입 먹는샘물의 보 소비를 억제하도록 간 으로 유도함

으로써 궁극 으로는 수돗물의 질을 개선하고 이를 국민에게 렴하게 공

하려는 정당한 국가정책이 원활하게 실 될 수 있게 하기 한 것으로

서, 부과에 합리 인 이유가 있으므로 평등원칙에 배되는 것이라 볼 수

없다.

3. 이 사건 법률조항은 먹는물의 수질에 한 국가의 일원화되고 합리

인 리를 재정 으로 뒷받침하는 한편, 수돗물 우선정책이 원활하게 실

될 수 있게 하여 궁극 으로는 국민이 질 좋은 수돗물을 렴하게 공 받

을 수 있도록 함을 목 으로 하며, 이러한 입법목 은 정당하다.

한편, 먹는샘물은 수돗물과 마찬가지로 음용수로 사용된다는 에서 수

돗물과 체 ․경쟁 계에 있어서 먹는샘물이 음용수로 보편화되면 그

만큼 수돗물 우선정책이 축되는바, 먹는샘물을 수입하여 매함으로써

수돗물 우선정책에 특별한 험을 야기하는 수입 매업자에 하여 수질개

선부담 을 부과하기로 한 것은 부과 상자의 선정의 측면에서 정하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단지 부담 의 부과 그것의 가격에의 반 을 통

해 먹는샘물의 수입 매 소비를 간 으로 규제하는 데 그치고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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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 이를 원천 으로 쇄하고 있지는 않다. 한편, 수질개선부담 은 먹는

샘물의 보 소비를 억제함으로써 수돗물 우선정책의 원활한 실 을 가

능하게 하고 아울러 먹는물의 수질개선에 소요되는 재정을 마련하기 한

것인바, 입법자는 이러한 공익목 과 국민의 사익을 히 형량하여 합리

이라고 단되는 부과율을 책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먹는샘물 수입 매업자에 한 구체 인 부과율을 평균 매가액의 100분의

20의 범 안에서 통령령이 정하도록 임하고 있고, 그에 기하여 법시

행령 제8조는 이를 1천분의 75(7.5%)로 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부과율 자

체가 히 불합리하거나 헌이라고 볼 정도로 지나치게 높다고 할 수

없다. 더구나 부담 리기본법 제7조에 의하면 기획 산처장 은 매년 부

담 의 부과실 사용명세 등이 포함된 부담 운용종합보고서를 작성하

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수질개선부담 징수의 타당성이나 정

성은 매년 입법자의 지속 인 심사 하에 놓여 있다.

그 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먹는샘물 수입 매업자의 직업의 자유와

재산권,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필요 이상으로 지나치게 제약함으로써 헌법

에 반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재 윤 철, 재 김 일, 재 권 성, 재 송인 의 반

의견

조세 성격을 가진 부담 은 자칫 공과 부담의 형평성을 훼손하고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무력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납부의무자가 특정한 공

과제에 하여 일반국민에 비해 특별히 한 련성이 있는 경우에

외 으로 최소한의 범 내에서 허용되어야 하며, 그 헌성은 엄격하게

심사되어야 한다.

그런데 먹는샘물 수입 매업자는 국내 지하수 자원을 이용하거나 훼손

하지 않는 에서 공공의 지하수자원의 보호라는 과제에 하여 특별히

한 련성을 가진다고 할 수 없다. 한 수입 먹는샘물 이외의 먹는물,

그 에서도 특히 수돗물의 수질개선의 과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일

반 과제에 속하므로 이에 해 먹는샘물 수입 매업자들에게 특별한 재

정책임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그 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합리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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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이 수입 매업자에 하여 조세외 부담 을 추가로 부담시킴으로써 공

과 부담의 형평성을 훼손한다고 할 것이므로 평등원칙에 배된다.

다음으로, 수입 먹는샘물에 한 수질개선사업이란 사실상 수질검사

유통 리에 국한될 수밖에 없다. 나아가 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수입 먹

는샘물 자체의 수질개선사업에 소요되는 재정은 매우 미미할 것으로 보이

고, 실제로 먹는샘물 수입 매업자에게서 거둔 이 사건 부담 은 환경개선

특별회계에 편입되어 그 세입의 일부를 이루지만 동 특별회계의 세입

정작 수입 먹는샘물과 련하여 별도로 지출되는 액은 거의 무한 실정

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는샘물 수입 매업자들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매분기마다 평균 매가액의 최고 100분의 20의 비율 범 내에서

수질개선부담 을 고정 으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는 먹는샘물 수

입 매업자들의 기업활동의 자유나 재산권을 필요 이상으로 지나치게 제약

하는 것으로, 비례성의 원칙에 배된다.

【해설】

1. 서론

헌법재 소는 1998. 12. 24. 98헌가1 결정에서 먹는샘물 제조업자에 한

수질개선부담 의 부과가 합헌이라고 선언한 바 있는데, 이번에는 다시 먹

는샘물 수입 매업자에 한 수질개선부담 부과의 합헌 여부가 문제로

되었다. 결과는 5 4의 다수의견으로 합헌이었다. 이 결정의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의 요지는 에 기술한 바와 같은바, 이에 하여 반복하여 상론

할 필요는 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결정은 98헌가1 결정 이래 그동안

축 된 례와 2001. 12. 31. 제정된 부담 리기본법상의 규율내용을 바

탕으로 부담 의 개념과 그 헌법 정당화 요건을 체계 으로 논하 고,

어도 이에 한 한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의 견해 립이 없었던 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하에서는 이 결정에서 시된 내용을 주로 하여 부담 의 개념과 공

과 의 체계 내에서 부담 이 가지는 독자 인 특성을 살펴본 후, 부담

의 정당화 요건을 도출하는 데 바탕이 되는 헌법원리와 부담 의 유형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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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화 요건, 그리고 이 사건에서의 그 구체 인 용모습을 차례로 검토

하도록 한다.

2. 공과 의 한 유형으로서의 부담

가. 공과 의 정의

(1) 공과 (öffentlich-rechtliche Abgaben)1)에 한 개념정의는 근방법

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경제학에서는 일반 으로 공과 을

국가․공공단체가 공권력에 기인한 강제원칙에 따라 사경제로부터 징수하

는 재정 특유의 수입이라 정의하고 있다. 그리하여 공과 을 의로는 수

수료, 사용료, 부담 , 법 등과 같은 조세외 행정수입뿐만 아니라 조

세를 총 하는 개념으로, 의로는 조세외 행정수입만을 가리키는 개

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에서는 공과 을 “국세징수법에 규

정하는 체납처분의 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채권 국세․ 세․임시

수입부가세 지방세와 이와 계되는 가산 체납처분비 이외의 것”

을 가리키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동법 제2조 제8호). 이에 따르면 조세

는 공과 의 범 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일반 으로 공과 이란 공권 주

체가 재정수요의 충당을 하여 법 근거하에서 징수하는 공법상의

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바,2) 여기서는 공과 을 이와 같은 의미

로 사용하기로 한다.

(2) 공과 은 법령에서 규정한 납부의무의 구성요건에 따라 강제로 부과

되고 그 이행이 지체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의 에 의하여

강제 징수되는 부담이다. 그러므로 컨 공용제한이나 공용수용, 병

역의무나 경찰법상의 작 하명과 같은 공법상의 자연부담(Naturalleistung)

도 공과 과 마찬가지로 공법상 부담(öffentlich-rechtliche Lasten)의 일종

을 이루지만, 그것은 물 작 부를 내용으로 하는 에서 부

를 내용으로 하는 공과 과 구별된다.3)

1) öffentlich-rechtliche Abgaben을 ‘공법상 부담 ’이라고 번역하기도 하나(김성수,

개별행정법, 법문사, 2001, 34면 참조), 이는 좁은 의미의 ‘부담 ’과 개념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으므로 여기서는 ‘공과 ’이라고 번역하기로 한다.

2) 박상희, 각종 부담 제도의 분석과 개선방안연구, 한국법제연구원, 1994, 45-46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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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편, 국가 등의 재정수입이 되는 부가 모두 공과 으로 분류

되는 것도 아니다. 컨 행정주체가 사법에 의거한 수익사업을 통해 얻

은 수입이라든지 혹은 각종 기부 등에 의하여 얻은 수입 등은 공권력 주

체의 일방 인 부과 는 징수행 를 제로 하지 않기 때문에 공과 이

아니다. 한 일정한 법행 에 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벌 ․과태료․

이행강제 등은 국가 등의 재정수입이 목 이 아니라는 에서 공과 으

로 분류되지 않는다.4)

나. 공과 의 분류체계

독일에서는 통 으로 공과 을 조세(Steuer), 수수료 사용료(Gebühren),

분담 (Beiträge), 이 게 3가지로 분류하거나(3분법), 여기에 사회보험료를

추가하여 4가지로 분류하여 왔다(4분법). 그리고 최근에는 여기에 다시 특

별부담 (Sonderabgabe)을 추가하여 5가지로 분류하기도 한다(5분법).5)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2001. 12. 31. 법률 제6589호로 제정된 부담

리기본법 제2조에서 ‘부담 ’이란 개념 하에 분담 , 특별부담 을 모두 한

데 아우르고 있다.6) 그러므로 여기서는 공과 을 조세, 수수료 사용료,

사회보험료, 부담 , 이 게 4가지로 분류하는 방식을 취하기로 한다.

다. 각 공과 의 특성

(1) 조세

조세는 국가 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 재정수입을 해 특정한 반

부 없이 강제 으로 부과․징수된다. 헌법 제38조는 납세의 의무를 국민

의 기본의무로서 규정하고 있다. 조세는 국민의 재산을 침해할 여지가 있

기 때문에 조세법률주의, 조세평등주의 산의 민주 통제 등 헌법상

3) 김성수, 개별행정법, 법문사, 2001, 34면 참조.

4) 김성수, 앞의 책, 34-35면 참조.

5) 박상희, 앞의 책, 46면 참조; 같은 견지에서 조세, 사용료 수수료, 분담 , 사회

보험료, 특별부담 의 순으로 공과 의 체계를 서술한 것으로는, 김성수, 앞의 책,

34-45면 참조.

6) 가령 부담 리기본법의 별표 제14호는 종래 분담 으로 인정되어 오던 지방자

치법 제129조 소정의 공공시설수익자분담 을 부담 하나로서 열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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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한계원리의 규율을 받는다. 특히, 납세자간의 부담의 형평성을 해

실 인 조세부담수 은 원칙 으로 담세능력에 따라 결정한다(이른바 담

세능력의 원칙 Leistungsfähigkeitprinzip).

(2) 사용료 수수료

사용료 수수료는 국가 등이 제공하는 특정한 재화 용역에 한 반

부로서 부과․징수되는 공과 이다. 즉, 사용료는 국가 등에 의해 제공

되는 특정한 재화나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데 한 가로서, 수수료는 공

무원의 행정 서비스에 한 반 부로서 부과․징수된다.

구체 인 부담수 은 등가성의 원칙(Äquivalenzprinzip)과 시설의 유

지에 필요한 감가상각비 등 고정비용을 고려하는 비용충족의 원칙

(Kostentdeckungsprinzip)에 따라 결정하게 된다.

(3) 사회보험료

의료보험료, 연 보험료 등 사회보험료는 피보험자의 인간다운 생활 보

장을 해 보험사고 발생에 한 험을 사회 으로 분산시킬 목 으로 갹

출되는 공과 이다.

사회보험료는 그 납부의무자가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자로부터 일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에서 기본 으로 등가성의 원칙에 토 를 두고 있

으나, 상호공조에 의해 동종의 험을 분산하는 에서 사회보험제도 특유

의 연 배분 원칙(Soliarausgleich)이 용된다.

(4) 부담

(가) 실정법에 의한 개념정의

국내 학계에서는 종래 ‘부담 ’을 “특정 공익사업과 특별한 계가 있는

사람에 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부 는 일부를 부담시키기

하여 과하는 공법상의 부의무”를 일컫는 개념으로 사용하여 왔다.7)

7) 김남진, 행정법 Ⅱ, 법문사, 2002, 507면; 김도창, 일반행정법론(하), 청운사, 1993,

582면; 김동희, 행정법 Ⅱ, 박 사, 2002, 335면, 박윤흔, 최신 행정법강의(하), 박

사, 2004, 566-567면; 박상희, 앞의 책, 15면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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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실제로는 ‘특정 사업에의 경비 충당’이 목 이라고 하기 힘든 부

담 이 각 개별법 곳곳에 산재되어 있는 것이 실이다. 가령 개발이익환

수에 한법률에 의한 개발부담 이나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 부담

의 경우, 징수한 액의 100분의 50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에 편입되

어, 특정 공익사업을 한 재정충당과 무 한 용도로 지출된다. 그리고 부

담 이 일반회계에 귀속되지는 않지만, 특별회계에 편입된 후, 부담 부과

의 원인이 된 당해 특정 공익사업에 한 경비충당과는 동떨어진 범 한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도 허다한데, 가령 토지 리 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

에 편입되는 개발부담 이나 과 부담 의 나머지 100분의 50, 환경개

선특별회계에 편입되는 기환경보 법 수질환경보 법상의 배출부과

등의 경우가 그러하다. 그러므로 부담 의 개념요소에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부 는 일부를 부담시키기 하여”라는 부분을 포함시킬 경우

부담 으로의 포섭 범 가 그만큼 좁아질 수밖에 없다.8)

이에 와 같은 개념요소를 삭제하고, 부담 을 단순히 “국가 는 지방

자치단체가 특정의 공익사업과 특별한 계가 있는 자에 하여 부과하는

지 의무”로 넓게 정의하자는 주장이 나타났다.9) 그리고 이러한 주장

을 참고하여 2001년 제정된 부담 리기본법 제2조에서는 부담 을 “ 앙

행정기 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행정권한을 탁받은 공공단체 는 법

인의 장 등 법률에 의하여 부담의 부과권한이 부여된 자가 분담 ,

부과 , 치 , 기여 그 밖의 명칭에 불구하고 재화 는 용역의 제공과

계 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련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의 지 의무”로 정의하기에 이르 다.

(나) 분담 특별부담 과의 계

부담 리기본법 제2조에 의해 정의된 ‘부담 ’은, 조세․사용료․수수

료․사회보험료에 해당하지 않으면서10) 특정 공익사업과 련하여 부과

되는 각종 공과 들을 총 하여 규율할 실 필요성에서 고안된 개념

8) 오 근, 「부담 」을 종합 으로 리하는 법률의 제정방안연구 -부과행정의 투

명성 제고를 한 부담 리기본법 제정방안-, 한국법제연구원, 1998, 20면 참조.

9) 오 근, 앞의 책, 21면 참조.

10) 조세, 수수료, 사용료, 사회보험료 등과 부담 과의 구별기 에 한 상세한 논

의로는, 오 근, 앞의 책, 21-26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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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바, 독일에서 각각 공과 의 독자 인 한 유형으로서 논의되는 분담

(Beiträge) 내지 특별부담 (Sonderabgabe) 등도 모두 여기에 포 될 수

있다.11)

즉, 독일에서 “Beiträge”라고 하면, 이는 ‘공동체가 특정한 공공시설을 설

치․유지하는 데서 특별한 경제 이익을 얻게 되는 사람들에 하여 그

이익의 범 내에서 당해 시설의 설치․유지에 드는 비용을 분담시키기

하여 부과하는 공과 ’을 의미한다.12) 그런데 이러한 분담 의 개념요소

‘특정 공공시설의 설치․유지행 ’도 넓게 보면 부담 의 개념요소를 이루

는 ‘특정 공익사업’의 일종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분담 은 부담

의 범주에 포함될 여지가 있다. 실제로, 지방자치법 제129조에서는 “지방자

치단체는 그 재산 는 공공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주민의 일부가 특히 이

익을 받는 경우에는 이익을 받는 자로부터 그 이익의 범 안에서 분담

을 징수할 수 있다.”라고 하여 그 실질 성격상 독일에서 논의되는 바와

같은 분담 을 규정하고 있는데, 부담 리기본법의 별표 제14호는 이

를 부담 하나로 포섭하고 있기도 하다.

한, 특별부담 (Sonderabgabe)은 특정 공 과제에 한 재정 조달을

하여 그와 특별한 경제 ․사회 계가 있는 특정 부류의 사람들에게

부과되는 공과 으로서, 헌법재 소의 례에 의하여서도 도입된 바 있는

개념이다.13) 그런데 이러한 특별부담 의 개념표지 역시 동시에 부담

리법상의 부담 의 개념표지를 모두 충족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다) 분담 특별부담 이라는 용어의 도입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에

하여

이처럼 부담 리기본법상의 부담 개념이 분담 과 특별부담 을 모

11) 우리나라의 부담 제도는 독일의 분담 과 특별부담 을 포 하는 것으로 악

할 수 있다는 견해로는, 박상희, 앞의 책, 20면, 각주 19 참조.

12) Deutsches Rechts-Lexikon/ Hrsg. Horst Tilch, Band 1, 1992, 558 f.; BVerfGE

9, 291 [297 f.].

13) “특별부담 은, 특별한 과제를 한 재정에 충당하기 하여 특정집단에게 과업

과의 계 등을 기 으로 부과되고 공 기 에 의한 반 부가 보장되지 않는

지 의무를 말하는 것인데 이 부담 은 특정과제의 수행을 하여 별도로 지

출․ 리된다. 따라서 특별부담 은 일반 인 국가재정수요의 충당을 하여 일

반 국민으로부터 그 담세능력에 따라 징수되는 조세와 구별된다.” 헌재 2003. 12.

18. 2002헌가2, 례집 15-2하, 367, 377



298 헌법재 소결정해설집 2004

두 포섭할 수 있다고 할 때, 이번에는 역으로 부담 을 다시 분담 이나

특별부담 으로 세분하여 논할 실익이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결론

부터 말하자면, 분담 과 특별부담 이라는 용어는 자칫 개념 혼동만 야기

할 수 있고, 그 각각의 구별기 이나 외연도 모호한 측면이 있으므로, 되도

록 분담 특별부담 이라는 용어의 사용을 지양하고 신 부담 리

기본법에 규정된 부담 의 개념을 극 으로 활용함이 바람직하다.

구체 으로 살펴보면, 우선 분담 (Beiträge)은 부담 과의 계에 있어

서 종종 개념의 혼동을 야기한다. 실제로 국내의 일부 문헌에서는 “Beiträge”

를 “부담 ”으로 번역하기도 하고,14) 분담 과 부담 을 같은 개념으로서

혼용하거나,15) 부담 특히 납부의무자에게 특정 공익사업 경비의 ‘일

부’를 부담시키는 경우가 분담 이라고 설명하기도 한다.16) 그러나 앞에서

본 것처럼, 부담 은 련 공익사업의 내용이 ‘공공시설의 설치․제공행 ’

에 한정되지 않고, “당해 특정사업에 소요되는 재정을 충당하기 하여”

라는 개념요소도 배제하고 있는 에서 분담 보다 더 포 인 개념으로

이 상당하다.

한편, 독일에서는 분담 이 국가 등에 의해 제공되는 부에 한 반

부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에서 수수료 사용료와 공통되며, 다만 수

수료 사용료는 납부의무자가 국가 등으로부터 실제로 제공받은 실

인 이익(aktualler Vorteil)에 하여 부과되는 데 반하여 분담 은 단지 국

가 등의 공공시설 설치․유지행 로 인해 이익을 향유할 가능성, 다시 말

하여 잠재 이익(potentieller Vorteil)에 하여 부과되는 에서 양자는

차이가 있다고 인식되고 있다.17) 분담 에 해 와 같이 반 부 성

격을 인정할 경우, 이는 일견 반 부로서의 성격이 부정되는 특별부담

에 한 뚜렷한 구별기 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독일연방헌법재 소는 특

14) 김도창, 앞의 책, 582면; 박윤흔, 앞의 책, 566면; 박상희, 앞의 책, 15면 46면

등 참조.

15) 김남진, 앞의 책, 507면; 홍정선, 행정법원론(하), 법 사, 2003, 479면; 박상희, 부

담 의 법 성격과 정당화 근거, 심천 계희열 박사 화갑기념논문집, 705-706면

등 참조.

16) 김도창, 앞의 책, 582면; 김동희, 앞의 책, 335면; 박윤흔, 앞의 책, 566면

17) vgl. Vogel/Christian Waldhoff, Grundlagen des Finanzverfassungsrechts, C. F.

Müller, 1999, Rn. 416.



먹는물 리법 제28조 제1항 헌소원 299

별부담 의 정당화 요건 하나로서 ‘집단 효용성’, 즉 부담 의 수입이

납부의무자들의 집단 인 효용을 실 하기 하여 사용되어야 한다는 요건

을 설정하고 있는바, 이 요건으로 말미암아 특별부담 과 분담 사이의

경계선은 상당히 모호해진 측면이 있다. 게다가, 근본 으로 분담 의 납부

의무자가 국가 등에 의해 제공되는 이익을 실 으로 향유하 는지와

계 없이 단지 그러한 이익을 향유할 가능성을 가진다는 것만을 근거로 분

담 의 반 부 성격을 인정하는 것이 과연 보편타당한 진리인

지도 재고해 볼 여지가 있다. 더구나 우리나라의 부담 리기본법이 분담

을 동법에서 말하는 부담 의 일종으로 포섭시키고 있으면서도(별표 제

14호 참조) 제2조에서 “재화 는 용역의 제공과 계 없이” 부과된다는

을 부담 의 개념요소로 인정함으로써, 결과 으로 분담 의 반 부

성격을 부정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따

라서 반 부 성격의 유무를 가지고 분담 이라는 용어의 독자 인 사

용 필요성을 근거지우는 것은 그리 설득력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

다음으로, 특별부담 의 외연의 불분명성에 하여 살펴보면, 특별부담

은 1943년에 최 로 W. Weber가 ‘조세와는 달리 경제정책 인 목 을

가지고 재정 인 목 을 가지지 않는 부의무’를 지칭하는 개념으로

사용한 이래, 학자마다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어서, 독일 학계에서도 아직

그 개념이 완 히 확립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18) 그리하여 ‘특별부담

은 일반 인 재정 소요에 조달할 목 으로 부과해서는 안 되고, 그 수입

을 국가가 일반 인 과제들을 수행하는 데에 지출해서도 안 되며, 이러한

에서 조세와 구별된다’는 식의 소극 인 정의가 통용되고 있는 형편이

다.19) 한편, W. Weber가 특별부담 을 ‘경제정책 목 을 가지고 재정

목 을 가지지 않는 부의무’라고 정의한 것과는 조 으로, 독일연

방헌법재 소는 ‘특정 공 과제에 한 재정 조달을 목 으로 하는 공과

18) 박상희, 앞의 책, 169-170면; 김성수, 앞의 책, 43-44면 등 참조.

19) Deutsches Rechts-Lexikon/ Hrsg. Horst Tilch, Band 3, 2001, 3865; 그러나 이

에 하여는 그와 같은 형식 기 보다는 ‘국민의 일반 납세의무를 월하는

특별한 재정책임(besondere Finanzverantwortung)’이라는 실체 특성을 가지고

특별부담 을 개념정의해야 한다는 유력한 견해도 있다. 김성수, 특별부담 의 개

념과 정당화 문제, 한독법학 제8호, 1989, 467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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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특별부담 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즉, 독일연방헌법재 소는

1980. 12. 10. 직업교육부담 (Arbeitsausbildungsabgabe) 결정20)에서 동

부담 이 재정 목 을 가지는 특별부담 에 해당함을 제로 집단

동질성, 객 근 성, 집단 책임성 집단 효용성 등과 같은 특별

부담 의 구체 인 부과요건을 설정하고 있다.21) 반면에, 증장애인부담

(Schwerbehindertenabgabe) 결정22)을 통해서는, 재정조달목 보다 유도

는 조정 목 이 더 주된 부담 의 경우 와 같은 부과요건들이 무

제한 으로 용될 수 없다는 을 분명히 하 다.23) 이처럼 특별부담 에

한 독일연방헌법재 소의 례에서는 재정 조달의 목 을 가지는 것이

오히려 더 심을 이루고 있으며, 심지어 근자의 소방부담 (Feuerwehrabgabe)

결정24)이나 물부담 (Wasserpfennig) 결정25) 등에서는, ‘독일 기본법상 재

정헌법규정은 조세나 수수료와 같은 통 인 공과 유형 이외에 재정

목 의 특별부담 (parafiskalische Sonderabgabe), 고유한 유형의 조정

부담 (Ausgleichsabgaben eigener Art) 는 그 밖의 비 형 부담

(sonstige atypische Abgaben) 등 다양한 유형의 공과 이 허용될 가능성

을 완 히 배제하지는 않는다’는 제 하에, 조정 부담 의 정당화에

한 논증을 특별부담 의 그것과 병렬 으로 배치함으로써 마치 자를 후

자와는 별개의 독자 인 공과 유형으로 악하는 듯한 태도마 보이고

있다.26)

20) BVerfGE 55, 274.

21) 집단 동질성, 객 근 성, 집단 책임성 집단 효용성 등과 같은 요건

들은 재정 목 의 특별부담 에 한 것임을 재천명한 례로는, BVerfGE 92,

91 [113] 참조.

22) BVerfGE 57, 139 [166 ff.]. 동 결정에서 독일연방헌법재 소는, 증장애인부담

이 지출용도가 특정되어 있으며 국가 등의 산에 편입되지 않고 별도로 리

되는 에서 일응 특별부담 의 성격을 가지지만, 재정조달 그 자체보다는 기업

으로 하여 장애인들을 고용하게끔 유도하거나 법 으로 부여된 장애인 고용의

무를 이행한 기업과 이행하지 않은 기업 사이의 형평성을 조정하는 데 주된 도입

취지가 있기 때문에, 객 근 성이나 집단 효용성 등과 같은 특별부담 의

요건들을 무제한 으로 용할 수는 없다고 시하 다.

23) 부담 의 도입취지가 재정조달 자체에 있지 않은 부담 의 경우, 특별부담 의

정당화 요건들이 무제한 으로 용될 수 없다는 독일연방헌법재 소의 입장을

재확인한 례로는, BVerfGE 67, 256, [278] 참조.

24) BVerfGE 92, 91.

25) BVerfGE 93, 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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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듯 특별부담 이론의 원조라 할 수 있는 독일 내에서도 그 외연이

불분명하고, 더구나 재정 목 을 가지는 경우와 조정 목 을 가지는

경우 각각의 정당화 요건이 서로 달라 이들을 특별부담 이라는 단일한 개

념 하에 포섭시킬 실익도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부담 리기본법

에 부담 의 개념에 한 특별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독

일의 례법리를 우리의 실정에 맞게 재구성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굳

이 우리 실정법상의 부담 개념을 도외시한 채 독일의 특별부담 개념을

무비 으로 차용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헌법재 소도, 종래 2001년 부담 리기본법이 제정되기 에 이미

례로써 특별부담 의 용어와 그 법리를 도입한 바 있고,27) 부담 리기본

법이 제정된 후에도 한동안 계속해서 특별부담 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오

기도 했으나,28) 최근 이 사건 결정 이후부터는 특별부담 이라는 용어의

사용을 자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29)

(라) 부담 의 산정원리

일반 으로 조세의 정당화 여부에 있어서는 “조세의 부과 여부”의 문제

와 “조세의 부과 방법”의 문제가 각각 별개로 논의될 수 있는 데 반하여,

조세외 공과 의 경우에는 양자간에 한 련성이 있어서, 당해 공과

의 정당화의 근거 속에 이미 그 부과의 한계가 내재되어 있는 것이 보통

이다.30) 이는 부담 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서

부담 의 산정원리에 하여 더 논하는 신에 이하에서 항을 바꾸어 부담

의 정당화 근거에 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26) 유사한 서술체계를 가진 문헌으로는, Klaus Vogel/Christian Waldhoff, a.a.O., Rn.

430 ff.

27) 헌재 1998. 12. 24. 98헌가1 결정은 특별부담 의 법리를 최 로 도입한 례로

평가받고 있으나, “특별부담 ”이라는 용어를 명시 으로 사용하지 않고, 단순히

“부담 ”이라고만 하 다. “특별부담 ”이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사용된 것은 헌재

1999. 1. 28. 97헌가8 결정에서 다.

28) 헌재 2003. 1. 30. 2002헌바5; 헌재 2003. 7. 24. 2001헌바96; 헌재 2003. 12. 18.

2002헌가2 등 참조.

29) 헌재 2005. 3. 31. 2003헌가20 참조.

30) Klaus Vogel/Christian Waldhoff, a.a.O., Rn. 406.



302 헌법재 소결정해설집 2004

3. 부담 의 헌법 정당화 근거

가. 총설

부담 리기본법에서는 부담 을 “재화 는 용역의 제공과 계없이

… 부과하는 조세외의 지 의무”라고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재화

는 용역의 제공과 계없이”라고 함은 국가 등이 제공하는 특정한 부와

부과되는 부담 사이에 엄 한 등가 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음을 뜻한

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반 부 성격이 없다는 은 부담

이나 조세가 모두 공통된다. 다만, 부담 은 특정 공익사업과의 련성을

매개로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에 해서만 부과되는 에서 일반국민을 상

로 담세능력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와 차이가 있다.

그런데 부담 납부의무자는 동시에 이미 조세 부담을 지고 있는 자이기

도 하다. 그 기 때문에 이들에게 다른 일반 국민들과는 달리 특정 공익사

업과 련하여 반 부 없이 조세와 유사한 공과 을 추가로 부담시키려

면, 그럴 만한 특별한 객 정당화근거가 있어야 한다. 그러한 정당화근

거를 규명함에 있어서는 독일에서의 논의상황이 참조가 될 것인바, 이하에

서는 이에 하여 먼 간략히 살펴보도록 한다.

나. 독일연방헌법재 소의 례

(1) 조세외 공과 의 정당화 근거를 도출함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요소

독일연방헌법재 소는 조세외 공과 의 징수가 법하기 한 요건들

을 도출함에 있어서 다음의 세 가지 을 고려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① 첫째, 연방과 주가 사물입법권한을 주장하면서, 조세에 한 입법권

징수권의 연방국가 배분을 무시하고 임의로 공과 을 징수한다면 기

본법상의 재정헌법(기본법 제104a조 내지 제108조)은 그 의미와 기능을 상

실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조세외 공과 은 세수의 획득이라는 근거

이외의, 혹은 그를 신하는 특별한 객 정당화근거를 요한다. 이것은

한 조건 없이 부과되어 납세의무를 지우는 조세와도 그 성질상 명백히

구별되어야 한다.

② 둘째, 조세외 공과 의 징수는 공과 의무자의 부담상의 형평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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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하여야 한다. 조세외 공과 의 납부의무자는 동시에 조세의 납세의무

자인 것이 보통이며, 이미 그러한 납세의무자로서 공동체에 련된 부담을

한 재정조달에 기여하 다. 이러한 조세상의 요구 외에 개인에게 추가

인 재정조달의 의무를 지우는 조세외 공과 은 객 인 이유에 따른 특

별한 정당화근거를 요한다.

③ 셋째, 입법자가 산과는 별도의 수입 지출계정을 만들 때, 산의

완 성이라는 헌법원칙이 문제된다. 산의 완 성원칙은 체 국가재정의

규모를 의회와 정부의 산편성 산확정에 따르도록 함을 목표로 한

다. 이로써 의회는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국가의 가용 재정규모

국민에게 부과되는 공과 부담을 완 하게 조망할 수 있게 된다. 이 게

할 경우에만 수입과 지출이 미리 정된 산편성과 통제 결산 차에

의해 완 하게 지배될 수 있다.

(2) 특별부담 의 정당화 근거

독일연방헌법재 소는 의 세 가지 요소를 바탕으로 하여 직업교육부

담 결정에서 다음과 같은 특별부담 의 허용 요건을 제시하 다.

① 어떤 공과 을 특별부담 이라고 성격을 규정함에 있어서는 그 실체

내용이 요하다. 권한 역의 획정이 문제되기 때문에, 어떤 공과 을

부담 법률 자체에서 어떻게 성격규정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요하지 않

다. 조세의 개념에 포섭되는 공과 을 명시 으로 반 로 규정함으로써, 즉

명시 으로 조세의 성격을 부정하거나 는 명시 으로 다른 공과 의 범

주에 포함시킴으로써 그러한 법 성격을 가지게 하고 이로써 그것이 허용

되게 하는 것은 연방 주의 입법자의 권한 내에 있지 않다.

② 공과 수입이 연방이나 주에 종국 으로 귀속되고, 연방이나 주에

의해 자유로이 (목 세의 경우에는 설정된 한계 내에서) 사용될 수 있는

한, 그것은 외 없이 “세입의 획득”에 해당하고 따라서 조세이다.

③ 입법자에 의한 공과 의 구체 인 산상의 취 은 그 헌법 성격을

특별부담 는 조세로 규정함에 있어서 아무런 본질 인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특별부담 내지 조세라는 헌법 개념은 그 각각의 공

과 수입의 재정법 인 취 에 의존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만일 그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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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지 않는다면 입법자는 개별 인 경우 공과 수입의 산상의 취 방식

에 의하여 공과 의 개념에 향을 미치고 그로써 공과 규정의 제정에

한 자신의 권한을 헌 인 방법으로 확장할 수 있게 될 것이다.

④ 사회의 한 집단은 법질서나 사회 실 속에서 처한 이익상황에 의

하여 는 특별한 공동의 여건에 의하여 일반국민 다른 집단과 구별될

때, 즉 이러한 의미에서 동질 집단일 때에만 특별부담 이 부과될 수 있

다. 입법자는 의도된 공과 징수를 하여 법질서 사회질서 내에 실체

으로 존재하지도 않는 에 의하여 집단을 규범 으로 임의 설정하여

서는 안 된다.

⑤ 특별부담 의 징수는 납부의무자 집단과 부담 징수에 의해 추구되

는 목 사이의 특별한 계를 제로 한다. 부담 이 부과되는 집단은 모

든 다른 집단 는 조세를 납부하는 일반국민에 비해 부담 징수에 의해

추구되는 목 에 보다 근 하여 있음이 명백해야 한다. 그 지 않으면, 부

담 이 부과되는 집단에게 지워지는 특별한 부담은 일반 평등원칙에

배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요구되는 부담 목 에 한 납부의무자의

객 근 성으로부터 조세외 부담 에 의해 재정조달되는 특정한 과제

의 수행에 한 특별한 집단 책임성이 도출된다. 따라서 부담 수입에

의하여 수행되어야 할 과제는 으로 주로 부담 이 부과되는 집단의 객

책임에 드는 것이어야 하지, 국가의 공동책임에 드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그 지 않으면, 그 목 의 추구는 오로지 일반국민에 련되고 따라

서 일반국민에 의해 제공되는 재원, 즉 요하게는 조세의 재원에 의해서

만 재정조달되어야 할 공 인 사업에 해당한다.

특별부담 의 징수가 허용되기 한 “객 근 성”의 의의에 비추어,

“객 근 성”은 형식 이고 “조작가능한” 기 으로 악되어서는 안 된

다. 그 지 않으면 입법자는 곧바로 기본법상의 재정헌법 인 근본결정들

을 무력화시킬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객 근 성”이

라는 개념은 입법자가 부담 을 도입하기 하여 의도 으로 규범을 제정

하는 것을 배제하는, 실체 내용을 가진 기 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그

러므로 특정한 집단이 특정한 과제에 하여 “특별한 객 근 성”이 있

느냐는, 법질서 사회질서를 고려할 때 어떠한 실정에 처해 있는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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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결정하여야 한다.

⑥ 일정한 집단의 구성원에 한 조세외 부담의 부과는, 그러한 부담

의 부과와 특별부담 에 의해 실 되는 이익 사이에 객 으로 정당한 연

성이 있다는 것을 출발 으로 한다. 부담 수입이 부담 납부의무자 집

단의 이익을 해, 즉 집단 으로 유용하게 사용되는 경우가 그러하다. 다

른 집단에 유용한 특별부담 은, 그 다른 집단의 이익을 하여 부담 납

부의무자에게 재정 청구를 하는 것이 사물의 본성상 설득력 있는 근거에

의해 명백히 정당화되지 않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집단 으로 유

용하게” 부담 을 사용한다는 것이 부담 수입이 모든 개별 인 부담 납

부의무자에게 구체 인 이익이 돌아가게끔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 즉, 그것은 주로 그 집단 체에 이익이 되게끔 사용하는 것으로

족하다.

⑦ 한 집단의 특정한 책임에 드는 과제를 특별부담 의 징수에 의해 재

정조달하는 것이 장기간 정된 경우, 입법자는 헌법 인 이유에서, “특별

부담 ”이라는 입법 수단을 투입하기로 한 자신의 당 의 결정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는지 혹은 변화된 상황으로 인해, 특히 재정조달목 의 폐기

나 목 달성으로 인해 그 결정이 변경되거나 취소되어야 하는지를 지속

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특별부담 은 조세와는 달리 외 수단

으로서, 충분한 정당화 근거에 의한 지속 인 정당성을 요하기 때문이다.

⑧ 특별부담 의 도입에 필요한 정당화 근거들을 종합하자면, 특별부담

은 조세에 한 아주 드문 외이어야 하는 특정한 입법 수단이다. 특

별부담 의 이러한 외 성격으로부터 그 정당화 요건은 엄격히 해석되

고 용되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3) 조정 부담 의 정당화 근거

독일연방헌법재 소는 증장애인부담 결정을 통해, 조정 부담 의

정당화 요건은 에서 본 특별부담 의 그것보다 완화된다고 시하고 있

는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① 증장애인부담 은 법률 으로나 그 실제 내용에 따르면 특별부담

에 해당한다. 이 조정 부담 은 특정목 을 해 리되고, 연방이나



306 헌법재 소결정해설집 2004

주에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는 에서 조세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한 이

부담 이 부과되는 사용자집단은 동질 집단, 즉 일반인이나 다른 집단과

분명히 구별될 수 있는 집단이며, 그러한 한에서 이 사건 조정 부담 은

헌법상 부담 이 갖추어야 할 실질 요건을 충족한다.

② 이 사건 조정 부담 은, 연방헌법재 소가 직업교육부담 결에

서 특별부담 도입의 요건으로서 상론한 요건들 모두를 충족하지 않는다

고 해서, 헌법상 한계를 넘어선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결에 의하면,

부담 의 목 에 한 부담 납부의무자들의 객 근 성이 필요하다고

하고, 이러한 객 근 성으로부터 조세외 부담 을 통해 재원조달이

이루어져야 할 과제의 이행에 한 특별한 집단 책임이 발생한다고 하

며, 한 부담 수입을 납부의무자 집단의 이익을 하여 “집단 으로 유

용하게” 사용할 것이 요구되는바, 이러한 요청들은 재정조달에 일차 목

이 있는 부담 의 경우에만 용된다. 그러나 부담 부과의 이유가 특별

한 과제의 재정 조달에 있지 않은 부담 의 경우에는 이상의 원칙들이 무

제한 으로 용될 수 없다. 이 사건 조정 부담 이 바로 그러한 부담

이다. 이 사건 조정 부담 은 증장애인을 고용하게 하기 한 것이다

(유도 기능). 나아가 그러한 의무를 다한 사용자와 - 어떠한 이유에서든

- 그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용자 사이에 부담을 조정하여야 한다(조정

기능). 이 사건 조정 부담 이 갖는 이와 같은 특별한 기능은 동 부

담 을 직업교육에 한 결정에서 문제된 부담 과 명백히 구별되게 하

는 것으로서, 이 사건 조정 부담 을 도입하는 계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

라 재까지도 그 요 의미를 상실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조정 부담

의 정당성을 단함에 있어서는 유도 기능 조정 기능이 매우

요한 의미를 가지며, 재정조달기능은 그와 반 로 후퇴한다. 그러나 이 사

건 조정 부담 이 상당한 재정수입을 래한다는 이유로, 일차 으로 재

정조달을 목 으로 하는 특별부담 에 용되는 헌법 요청들이 그에

해서도 완 히 용되는 것으로 본다면, 이 사건 조정 부담 을 통해 입

법자가 실 하고자 한 기능, 즉 유도 조정 기능은 충분히 실 될 수

없을 것이다. 만약 이 사건 조정 부담 이 일정한 과제에 한 재정조달

만을 목 으로 하는 것이라면, 사용자와 그 과제간의 객 근 성의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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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재정지원의 집단 유용성요청의 결여를 이유로 한 조정부담 의 하

향필요성이 제기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와 같이 조정 부담 을

낮추는 것은, 조정 부담 이 부과된 사용자가 이 부담 을 조세로 치부

해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입법자가 설정한 정당한 목 에 반하여 유도

조정 기능을 약화시키게 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조정 부담 을 단

함에 있어서는, 조정 부담 과는 달리 일차 으로 재정조달의 목 에서

징수되는 특별부담 이 갖는 객 근 성 집단 유용성에 한 요청

들이 이 사건 부담 의 사용에 있어서 완 히 충족되는지 여부는 고려 상

이 아니다.

다. 부담 의 유형화

독일의 에서도 알 수 있듯이 부담 은 그 유형에 따라 정당화 요건을

달리 악할 필요가 있다. 헌법재 소도 이미 이 의 결정에서 유형별로

정당화 요건을 달리 보는 시를 한 바 있다.31) 그런데 이번 결정에서는

기존의 시를 좀 더 보충하여 부담 의 부과목 과 기능에 따라 그 유형

을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구체화하고 있다.

(1) 재정조달목 부담

이는 순수하게 재정조달 목 만 가지는 것을 말한다. 이 유형의 부담

의 경우에는 추구되는 공 과제가 부담 수입의 지출 단계에서 비로소

실 된다.

(2) 정책실 목 부담

이는 재정조달 목 뿐 아니라 부담 의 부과 자체로 추구되는 특정한 사

회․경제정책 실 목 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이 유형의 부담 의 경우

에는 추구되는 공 과제의 부 혹은 일부가 부담 의 부과 단계에서 이

미 실 된다. 가령 부담 이라는 경제 부담을 지우는 것 자체가 국민의

행 를 일정한 정책 방향으로 유도하는 수단이 되는 경우(유도 부담

31) 헌재 2003. 12. 18. 2002헌가2, 례집 15-2, 367, 380-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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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특정한 공법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과 그것을 이행한 사람

사이 혹은 공공의 출연(出捐)으로부터 특별한 이익을 얻은 사람과 그 외의

사람 사이에 발생하는 형평성 문제를 조정하는 수단이 되는 경우(조정

부담 )가 이에 해당한다.

라. 재정조달목 부담 의 헌법 정당화근거

(1) 헌법재 소의 이번 결정에 의하면, 재정조달목 부담 은 재정 조

달을 하여 특정한 반 부 없이 부과되는 에서 조세와 매우 유사한

바, 그 헌법 정당화 여부를 논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

하여야 한다고 하 다.

(가) 헌법 제38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

무를 진다.”라고 함으로써 조세의 납부를 국민의 기본의무로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조세는 특정한 반 부 없이 강제로 국민에게 재산을 출연할

부담을 지우는 것인바, 헌법은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법 안정성과

측가능성을 보장하기 해 제59조에서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

다.”라고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자의 인 조세부과를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헌법이 여러 공과 조세에 하여 와 같이 특별히 명시 규정을 두

고 있는 것은 국가 는 지방자치단체의 공 과제 수행에 필요한 재정의

조달이 일차 으로 조세에 의해 이루어질 것을 정하 기 때문이라 할 것

이다.

그런데 만일 실질 으로는 국가 등의 일반 과제에 한 재정 조달을

목표로 하여 조세의 성격을 띠는 것임에도 단지 국민의 조세 항이나 이

과세의 문제를 회피하기 한 수단으로 부담 이라는 형식을 남용한다면,

조세를 심으로 재정을 조달한다는 헌법상의 기본 재정질서가 교란될

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조세에 한 헌법상의 특별한 통제장치가 무력

화될 우려가 있다.

(나) 헌법은 제11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구든지

합리 이유 없이는 생활의 모든 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는

평등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바, 조세법률 계에 있어서도 과세는 개인의

담세능력에 상응하여 공정하고 평등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합리 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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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이 특정의 납세의무자를 불리하게 차별하거나 우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이러한 조세평등주의의 근본취지는 넓게는 국민들 사이

에 체 인 공과 부담의 형평성을 기하는 데까지 확장된다 할 것이다.

그런데 이미 납세의무를 지고 있는 국민들 일부 특정 집단에 해서

만 부담 이라는 조세외 공과 을 추가 으로 부담시킬 경우, 조세평등

주의에 의해 추구되는 공과 부담의 형평성은 자칫 훼손될 험이 있다.

(다) 헌법 제54조 제1항은 “국회는 국가의 산안을 심의․확정한다”고

하여 국회의 산심의․확정권을 규정하고 있다. 국회는 산심의를 통하

여 산의 체 규모가 정한지, 산이 효율 으로 운용되는지, 산편성

이 국민의 담세능력과 형평성에 부합하는지 등을 감시한다. 한편 산회계

법 제18조 제2항 본문은 “세입세출은 모두 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산총계주의원칙을 취하고 있다. 이는 국가재정의 모든 수지를

산에 반 함으로써 그 체를 분명하게 함과 동시에 국회와 국민에 의한

재정상의 감독을 용이하게 하자는 데 그 의의가 있다.32)

32) 이에 하여 부연설명하자면, 근 산제도가 수립된 이래 1940년 까지

산의 네 과정, 즉 산의 편성․의결․집행 회계검사 과정에서 지켜져야 할

칙들(소 ‘ 산의 원칙’)이 학문 으로 연구되어 왔다. 특히 선델슨(J. Wilner

Sundelson)과 노이마크(F. Neumark)는 통 인 산의 원칙을 종합․정리하는

데 크게 기여하 는바, 이들은 세부 으로 산완 성의 원칙, 산단일성의 원칙,

산 명료성의 원칙 등을 비롯한 여러 가지 원칙들을 체계 으로 제시하 다.

이 산완 성의 원칙(comprehensiveness; Grundsatz der Vollständigkeit

des Haushaltungsplan)은 산안에 국가의 모든 수입과 지출을 계상하여야 하는

것을 의미하며, 우리나라의 산총계주의원칙과 내용 으로 동일하다. 독일 기본

법은 제110조 제1항 제1문에서 “연방의 모든 수입과 지출은 산안으로 편성되어

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산완 성의 원칙을 헌법원칙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제헌헌법은 제91조에서 “정부는 국가의 총수입과 총지출을

회계연도마다 산으로 편성하여 매년 국회의 정기회 개회 에 국회에 제출하여

그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이를 명문으로 선언한 바 있다. 그러

나 제3공화국 헌법부터 행 헌법에 이르기까지는 단순히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산안을 편성하여…”라고 규정함으로써 산완 성의 원칙 내지 산총계주의원

칙에 하여 헌법상 명시 근거를 두고 있지 않으며, 신 산회계법 제18조

제2항 본문에서 산총계주의원칙을 천명하는 데 그치고 있다.

독일연방헌법재 소에 의하면, 산완 성의 원칙은 산안의 재정 ․경제

기능 자체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산심의권이 의회가 정부를 통제하는 요한 수

단이라는 에서 의미를 가진다고 한다. 한 산완 성의 원칙은 공 부담의

부과에 있어서 시민들 사이의 평등을 실 하는바, 따라서 이는 법치국가 민주

주의의 요한 표 이라고 한다(BVerfGE 55, 274 [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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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체로 일반회계 산에 편입되는 조세와는 달리, 각종 부담 수

입은 기 이나 특별회계 산에 편입되기 때문에 재정에 한 국회의 민주

통제기능을 상 으로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즉, 정부가 리․운 하

는 각종 기 들은 모두 산외로 운용되고 있어서( 산회계법 제7조 제2항

참조) 국회의 산심의․확정권 행사의 상에서 벗어나 있을 뿐 아니라

(기 리기본법 제5조 참조), 정부의 모든 재정활동을 빠짐 없이 산에

포함시키려는 산총계주의원칙에도 한 외를 이룬다. 한편, 특별회계

는 국가에서 특정한 사업을 운 할 때, 특정한 자 을 보유하여 운용할 때,

기타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법률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바( 산회계법 제9

조 제2항), 그 수가 과다할 경우 정부의 재정구조를 복잡하게 만들어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33) 특히, 기 이나 특별회계는 소 ‘칸

막이식 재정운용’을 통해 국가재정 체의 에서 볼 때 우선순 가 떨

어지는 사업이 추진되게 하거나 그 사업 운 이 방만하게 이루어지게 하는

등 재정운용의 비효율성을 래하고, 그로써 국민에게 꼭 필요한 이상으로

공과 부담을 지우는 결과를 가져올 염려가 있다.

(2) 이상의 사정들에 한 고려로부터 헌법재 소는 재정조달목 부담

의 헌법 정당화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요청들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시하 다.

(가) 첫째, 부담 은 조세에 한 계에서 어디까지나 외 으로만 인

정되어야 하며, 공 과제에 한 재정 조달을 조세로 할 것인지 아니면

부담 으로 할 것인지에 하여 입법자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허용하여서는

안 된다. 즉, 국가 등의 일반 재정수입에 포함시켜 일반 국가과제를 수

행하는 데 사용할 목 이라면 반드시 조세의 형식으로 해야 하지, 거기에

부담 의 형식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

(나) 둘째, 부담 은 그 납부의무자가 재정조달 상인 공 과제에

하여 일반국민에 비해 ‘특별히 한 련성’을 가져야 한다.34) 이러한

33) 김성철, 한국정부의 특별회계 산 운 에 한 소고, 사회과학논총 제16집, 명지

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0, 409면 참조.

34) 같은 설시로는, 헌재 1998. 12. 24. 98헌가1, 례집 10-2, 819, 830; 헌재 2003.

12. 18. 2002헌가2, 례집 15-2하, 367, 380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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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성은 당해 과제에 하여 납부의무자 집단에게 특별한 재정책임이 인정

되고 주로 그 부담 수입이 납부의무자 집단에게 유용하게 사용될 때 인

정될 것이다.

(다) 셋째, 부담 의 외 성격과 특히 부담 이 재정에 한 국회의

민주 통제로부터 일탈하는 수단으로 남용될 험성을 감안할 때, 부담

이 장기 으로 유지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징수의 타당성이나 정성이

입법자에 의해 지속 으로 심사될 것이 요구된다.

마. 정책실 목 부담 의 헌법 정당화근거

한편, 헌법재 소는 정책실 목 부담 의 경우 재정조달목 은 오히려

부차 이고 그보다는 부과 자체를 통해 일정한 사회 ․경제 정책을 실

하려는 목 이 더 주된 경우가 많은바, 이 때문에 재정조달목 부담

의 정당화 여부를 논함에 있어서 고려되었던 사정들 일부는 정책실 목

부담 의 경우에 같이 용될 수 없다고 하 다. 이에 한 시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첫째로, 헌법이 정하고 있는 기본 재정질서에 터잡아 부담 에

한 조세의 우선 지 가 인정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그 부과목 이 재정

조달에 있는 경우라 할 것이며, 특정한 정책 실 에 목 을 둔 모든 경우

에도 같다고 볼 것은 아니다. 공과 은 그 개념상 원래 국가 는 지방자

치단체의 재정수입을 목 으로 하는 것인데, 재정수입의 목 보다는 주로

특정한 경제 ․사회 정책을 실 할 목 에서 공과 을 부담시킬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은 기본 재정질서가 어떠한가와는 별개로 헌법 쟁 이

되고 있으며, 그러한 한에서 공과 으로서의 조세와 부담 은 같은 문제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이에 하여 부언하면, 독일연방헌법재 소는 공과 이 재정조달의 목

보다는 특정한 사회․경제정책 목 을 주로 추구한다고 하여 곧바로

헌 인 국가행 형식의 남용(Formenmiβbrauch des Staates)35)이라 할 수

35) ‘국가행 형식의 남용’이라는 개념은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체로 특정한

국가 목 을 추구함에 있어서 그러한 목 과 실체법 ․ 할법 으로 어울

리지 않는 수단에 의존하는 것을 말한다(김성수, 환경부담 과 환경보호-독일의

경우를 심으로, 연세법학연구2, 244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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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없다고 보고 있으며,36) 헌법재 소도 조세나 부담 을 사회 ․경제

정책을 실 하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 자체가 헌법에 반되지는 않는 것

으로 보고 있다.37)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독일연방헌법재 소의 례처

럼, 사회 ․경제 정책을 실 하는 수단으로서의 조세나 부담 이 납부

의무자들에 해 그 부과 상이 되는 행 를 할 가능성을 사실상 쇄함으

로써 재정조달의 목 을 완 히 도외시하고 있다면, 국가행 형식의 남용

을 인정할 여지도 있을 것이다.38)

(2) 둘째로, 조세평등주의는 담세능력에 따른 과세의 원칙을 외 없이

으로 철시킬 것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합리 이유가 있는 경우라

면 납세자간의 차별취 도 외 으로 허용될 수 있다(헌재 1999. 11. 25.

98헌마55, 례집 11-2, 593, 608 참조). 마찬가지로, 부담 도 그 납부의무

자에게 추가 인 공과 을 부담시킬 만한 합리 이유가 있으면 공과 부

담의 형평성에 반하지 않는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합리 이유로서, 재정

조달목 부담 의 경우에는 납부의무자가 재정조달의 상인 공 과제에

하여 일반국민에 비해 특별히 한 객 련성을 가질 것이 요구된

다. 반면에, 정책실 목 부담 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담

36) BVerfGE 16, 147 [161] 참조. 이러한 독일연방헌법재 소의 견해에 따라 1977년

개정된 조세법통칙(Abgabenordnung) 제3조 제1항에서는 “조세의 재정목 은 부

수 일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유도 조세가 허용됨을 법 으로 인정하고 있다.

37) 헌재 1990. 9. 3. 89헌가95, 례집 2, 245, 251

“조세는 국가 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요를 충족시키거나 경제 ․사회 특

수정책의 실 을 하여 국민 는 주민에 하여 아무런 특별한 반 부 없이

강제 으로 부과․징수하는 공과 을 말한다.”

헌재 1998. 12. 24. 98헌가1, 례집 10-2, 819, 830

“특히 건설․교통․도시계획․환경 등의 부문에서는 명령․ 지와 같은 직

인 규제수단을 사용하는 신에 부담 이라는 부담의 부과를 통하여 간

으로 국민의 행 를 유도하고 조정함으로써 사회 ․경제 정책목 을 달성하

는 것이 보다 효과 인 경우가 많다.”

38) BVerfGE 16, 147 [161] “경제력의 운용에 한 법 인 제한은 조세법의 형식에

의하더라도 허용된다. 납세의무자에게 특정한 경제 행 를 할 것을 법 으로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권장하는 것일 뿐인 조세는 항상 있어 왔다. 그러므로 조

세법 인 제한이 주로 경제정책 목 을 추구한다고 하여 곧바로 헌 인 형식

남용이라는 결론에 도달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남용은, 조세법이 과세 상 행

를 하는 것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고, 이러한 의미에서 교살 인 효과를 가져

오려는 것임이 명백하여 심지어 조세에 개념 으로 귀속된 목 , 즉 조세수입을

얻으려는 목 에 배되기까지 한 경우에 비로소 인정될 수 있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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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부과가 정당한 사회 ․경제 정책목 을 실 하는 데 한 수단

이라는 사실이 곧 합리 이유를 구성할 여지가 많다. 그러므로 이 경우에

는 ‘재정조달 상인 공 과제와 납부의무자 집단 사이에 존재하는 련

성’ 자체보다는 오히려 ‘재정조달 이 단계에서 추구되는 특정 사회 ․경

제 정책목 과 부담 의 부과 사이에 존재하는 상 계’에 더 주목하게

된다. 따라서 재정조달목 부담 의 헌법 정당화에 있어서는 요하게

고려되는 ‘재정조달 상 공 과제에 한 납부의무자 집단의 특별한 재

정책임 여부’ 내지 ‘납부의무자 집단에 한 부담 의 유용한 사용 여부’

등은 정책실 목 부담 의 헌법 정당화에 있어서는 그다지 결정 인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

바. 부담 의 정당화 요건과 비례성원칙 평등원칙의 계

종래 헌법재 소는 특별부담 에 하여 헌법 제11조의 평등원칙과 헌

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 지원칙 등 기본권제한의 제반 한계를 수할 것

이 요구된다고 시하여 왔다(헌재 1998. 12. 24. 98헌가1, 례집 10-2,

819, 830; 헌재 2003. 1. 30. 2002헌바5, 례집 15-1, 86, 95 등 참조). 여기

서 평등원칙 과잉 지원칙과 에서 본 부담 의 허용요건들과의 계

가 문제된다.

생각건 , 허용요건은 헌법상 명시 지침으로부터 도출된 것이 아니

라, 단지 헌법의 해석에 의해 도출된 것에 불과하다.39) 그리고 그 내용은

평등원칙이나 과잉 지원칙의 배 여부를 심사할 때에도 충분히 고려될

수 있는 사정들이다. 그러므로 허용요건을 평등원칙이나 과잉 지원칙

과 별개의 독자 인 심사기 으로 볼 것은 아니다. 나아가, 평등원칙이나

과잉 지원칙은 허용요건보다 더 폭넓은 헌성 심사 가능성을 제공한

다. 즉, 허용요건이 충족되더라도, 그 이외의 사정을 고려하여 평등원칙

이나 과잉 지원칙에 배됨을 인정할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허용

요건은 평등원칙이나 과잉 지원칙을 구체화한 내용의 일부를 이룬다고

이 상당하다.40)

39) 헌재 2003. 12. 18. 2002헌가2, 례집 15-2하, 367, 385 참조.

40) 헌재 2003. 12. 18. 2002헌가2, 례집 15-2하, 367, 38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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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헌법재 소의 결정도, 에서 본 부담 의 정당화 요건들이 평등

원칙 비례성원칙의 수 여부를 단함에 있어 요한 고려사항이 되는

것으로 악하고 있다.

4. 수질개선부담 제도의 개요

가. 수질개선부담 의 도입 경

1974. 8. 14. 개정 식품 생법시행령( 통령령 제7224호) 제9조 제31호에

서 처음으로 ‘보존음료수제조업’을 허가업종에 포함시킨 이래 먹는샘물은

량을 수출하거나 주한외국인에 매하는 조건으로만 제조가 허가되었다.

그러다가 86년 아시안 게임과 88년 올림픽을 계기로 먹는샘물 국내시장이

음성 으로나마 본격 으로 형성되면서 먹는샘물의 국내시 허용이 당국

에 의해 정 으로 검토되기에 이르 다. 그러나 1989년 수돗물 속

동, 1991년 낙동강 페놀 오염 사건 등이 잇달아 발생하자, 먹는샘물의 국

내시 허용은 수돗물에 한 국민의 불신을 가 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유보되었고, 이후 당국의 방침은 국내시 의 허용과 그 유보 사이에서 일

성을 잃고 오락가락하 다. 그러던 1994. 3. 8. 먹는샘물의 국내시

지는 국민의 행복추구권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법원

결이 나오고,41) 1994년 다시 낙동강 유기용제 오염 사건 등이 발생함

에 따라 먹는샘물 매량은 증하 다. 이를 계기로 정부는 1994. 5. 종

에 보건사회부가 담당하던 먹는샘물 리업무를 환경부로 이 하고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던 수질 리업무를 환경부로 일원화하 으며, 1995. 1. 5.

마침내 먹는물 리법(1995. 1. 5. 법률 제4908호)의 제정을 통하여 먹는샘물

의 국내시 을 법 으로 허용하는 한편,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 방지와 먹

는물에 한 합리 인 수질 리를 도모하기에 이르 다.

이처럼 수질개선부담 은 1995년 먹는물 리법의 제정과 동시에 처음으

로 도입된 제도이며, 공공의 지하수자원을 보호하고 먹는물의 수질개선에

기여하게 함을 부과목 으로서 표방하고 있다.

41) 법원 1994. 3. 8. 선고 92 1728 결, 공1994, 1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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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질개선부담 의 납부의무자 부과 상

수질개선부담 의 납부의무자는 먹는샘물 제조업자, 먹는샘물 수입 매

업자 기타 샘물개발허가를 받은 자이며(먹는물 리법 제28조 제1항),42) 수

질개선부담 부과의 상은 이들이 ‘제조 는 수입하여 매한 먹는샘물’

과 ‘샘물을 원료로 제조하여 매한 제품’이다(먹는물 리법시행령 제9조

제1항). 단, ‘수출하는 것’과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국군 는 주한외국

공 에 납품하는 것’은 수질개선부담 부과의 상에서 제외된다( 시행

령 제9조 제2항).43)

다. 부담 의 산정방법

(1) 먹는샘물의 제조업자․수입 매업자에 하여는 먹는샘물의 평균

매가액44)의 100분의 20의 범 안에서 통령령이 정하는 율에 따라 부담

이 부과되고, 기타 샘물개발허가를 받은 자에 하여는 샘물을 사용한

제품의 매가격에서 샘물이 차지하는 원가의 100분의 20의 범 안에서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 이 부과된다(먹는물 리법 제28조 제1

항 단서).

(2) 먹는샘물의 제조업자․수입 매업자의 경우 부담 산정의 기 이 되

는 평균 매가액이란 제조업자등이 매한 먹는샘물의 용량규격별 가격을

평균한 가격(이하 ‘평균가격’이라 한다)에 용량규격별 매수량을 곱한

액을 말한다(시행령 제9조의2 제1항).

평균가격은 먹는샘물 제조업자에 한 것과 먹는샘물 수입 매업자에

한 것을 따로 따로 산정하는데, 구체 으로는 년도에 매한 먹는샘물

의 용량규격별 각 사업자의 평균 매단가(혹은 평균단가)45)를 합산한 액

42) 법률의 제정 당시에는 납부의무자가 ‘먹는샘물의 제조업자․수입 매업자’로

되어 있었으나(1995. 1. 5. 법률 제4908호로 제정되고 1997. 8. 28. 법률 제5394호

로 개정되기 의 구 먹는물 리법 제28조 제1항), 1997년 개정으로써 ‘샘물개발

허가를 받은 자’도 납부의무자에 들게 되었다.

43) 이러한 부과 상제외 규정은 먹는물 리법시행령의 제정 당시에는 없었으나 1998.

1. 22. 통령령 제15612호로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도입되었다.

44) 법률의 제정 당시에는 ‘ 매가액’을 기 으로 하 으나, 1997년 개정법부터는

‘평균 매가액’을 기 으로 하고 있다.

45) 평균단가에는 당해 먹는샘물에 한 수질개선부담 과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한다(시행령 제9조의2 제5항 제2문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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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당해 용량규격의 먹는샘물을 매한 사업자의 수로 나 어 산정한다(시

행령 제9조의2 제2항). 이 때에 체 사업자 평균가격의 100분의 30을

과하거나 미달하는 사업자의 평균단가는 평균가격의 산정에 있어서 제외된

다(시행령 제9조의2 제4항 본문).46)

한편, 기타 샘물개발허가를 받은 자의 경우 부담 산정의 기 이 되는

매원가는 샘물을 채수하는 데 필요한 표 력비, 지역개발세, 평균정수

처리비용 등을 바탕으로 하여 산정된다(시행령 제9조의3).

(3) 구체 인 부담 부과율은 먹는샘물 제조업자 먹는샘물 수입 매

업자의 경우에는 평균 매가액의 1천분의 75(7.5%)이고,47) 기타 샘물개발

허가를 받은 자의 경우에는 샘물을 사용한 제품의 매가격에서 샘물이 차

지하는 원가의 1천분의 75(7.5%)이다(시행령 제8조).

라. 수질개선부담 의 용도 등

(1) 환경개선특별회계에 편입

부담 그 체납시 징수되는 가산 은 환경개선특별회계48)에 편입된

46) 컨 , 1.0ℓ들이 먹는샘물을 제조하는 업자로 갑, 을, 병, 정이 있고, 같은 용량

의 먹는샘물을 수입하는 업자로 A, B가 있다고 하자. 그리고 2002년도에 각 업자

가 매한 제품의 평균단가가 다음과 같다고 하자.

갑 138원, 을 155원, 병 202원, 정 246원, A 609원, B 1,456원

이 경우 2003년도 수질개선부담 산정의 기 가 되는 평균가격은 다음과 같이

산정된다.

(1) 먹는샘물 제조업자의 경우

갑, 을, 병, 정의 제품의 평균단가 체를 평균한 가격은 185.25원인바, 정의 제

품의 평균단가는 이것의 100분의 30을 과하므로, 갑, 을, 병의 제품의 평균단가

만을 평균한 가격인 165원을 먹는샘물 제조업자가 매한 제품의 평균가격으로

한다.

(2) 먹는샘물 수입업자의 경우

먹는샘물 수입업자의 평균가격은 먹는샘물 제조업자와 분리하여 계산하는바, A

와 B의 제품의 평균단가를 평균한 가격 1,032.5원을 먹는샘물 수입업자가 매한

제품의 평균가격으로 한다.

47) 먹는샘물 제조업자 수입 매업자의 경우, 부담 부과율은 먹는물 리법시행

령의 제정 이래 100분의 20이었으나, 2000. 7. 1. 통령령 제16888호로 시행령

이 개정되면서 1천분의 75로 변경되었다.

48) 환경개선특별회계는 일반회계 폐기물 리기 등에서 분산지원하던 환경개선

사업을 통합 리․운 할 목 으로, 환경 련 2개의 기 (환경오염방지기 ․폐

기물 리기 )을 폐지하고 신설한 것이다. 그 주요 세입항목은 환경개선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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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법 제28조 제4항).

(2) 징수 일부의 지방자치단체에의 교부

환경부장 이 시․도지사에게 부담 가산 의 부과․징수를 임한

경우에는 징수액의 100분의 20을 징수비용으로 교부하여야 한다(법 제28조

제6항, 시행령 제13조 제1항). 한 먹는샘물 제조업자 샘물개발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징수한 부담 가산 에서 징수비용을 교부한 나머지

액의 100분의 50은 당해 취수정이 치한 시․군 는 자치구에 교부하

여야 한다(법 제28조 제5항, 시행령 제13조 제2항).

(3) 수질개선부담 의 용도에 한 제한

수질개선부담 에서 징수비용으로 교부된 액은 당해 수질개선부담

의 부과․징수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고, 그 외는 다음의 용도

에 한하여 이를 사용해야 한다(법 제28조의2).49)

① 환경부장 은 먹는물의 수질기 을 정하여 이를 보 하는 등 먹는물

의 수질 리를 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는바, 그러한 수질 리

시책사업비를 지원하는 용도

② 환경부장 는 시․도지사는 먹는물에 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야 하는바, 그러한 수질검사실시비용을 지원하는 용도

③ 기타 공공의 지하수자원을 보호하기 하여 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이에 해당하는 용도로서, 시행령 제13조의2는 구체 으로 ‘지하수법 제12

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보 구역의 지정을 한 조사의 실시’ ‘지하수

자원의 개발․이용 보 ․ 리를 한 기 조사와 복구사업의 실시’를

들고 있다.)

배출부과 ․폐기물부담 등 각종 원인자부담 과 일반회계 입 , 융자원리

수입 등이다.

49) 이 법률의 제정 당시에는 수질개선부담 의 용도에 하여 아무런 제한이 없었

으나, 1997년 개정시 제28조의2가 신설됨으로써 이러한 용도의 제한이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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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수질개선부담 의 징수 황 등

(1) 징수 황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2년 당시 먹는샘물 매량은 연간 총

202만 6천톤인데, 이 국내제조 먹는샘물이 202만 4천톤으로서 총 매

량의 99.9%를 차지하고 있고, 수입 먹는샘물은 약 2천톤으로서 총 매량

의 약 0.1%에 불과하다.

한편, 2002년 당시 징수된 수질개선부담 은 총 140억 5,500만 원 규모인

데, 이 국내제조업자에게서 징수한 액이 139억 900만 원으로서 총 징

수액의 약 99.0%에 해당하고, 수입 매업자에게서 징수한 액은 1억 4,600

만원으로서 총 징수액의 약 1%를 차지한다.

구 분 ’95 ’96 ’97 ’98 ’99 ’00 ’01 ’02

수질

개선

부담

(백만원)

계 11,669 23,435 21,768 17,347 20,089 13,785 13,899 14,055

국내 11,564 23,165 21,588 17,275 20,005 13,654 13,753 13,909

수입 105 270 180 72 84 131 146 146

매량

(톤)

계 471,514 893,002 1,133,974 940,356 1,147,982 1,429,970 1,851,234 2,026,893

국내 470,923 890,976 1,130,940 939,510 1,147,407 1,427,253 1,848,547 2,024,537

수입 591 2,026 3,034 846 575 2,717 2,687 2,356

매

액

(백만원)

계 60,543 114,970 118,373 90,382 127,484 156,189 203,153 217,492

국내 60,005 113,615 117,472 90,067 127,066 154,880 201,202 215,540

수입 538 1,355 946 315 418 1,309 1,951 1,952

(※ 2000년도는 먹는물 리법시행령의 개정(2000.7.1.)에 따라 1/4분기는

20%, 2/4분기 이후는 7.5%의 수질개선부담 요율을 용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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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입 세 출

항 목
’01

실

’02

실
항 목

’01

실

’02

실

합 계 12,212 12,268 합 계 11,466 12,044

o 부담

- 기환경배출부과 79 70 o 소도시지방

상수도개발

637 766

- 수질개선부담 74 137

- 수질환경배출부과 90 59 o 도서지역식수원개발 247 358

- 오수․분뇨 축산

배출부과

3 3 o 하수처리시설지원

o 연안지역하수처리장

설치

208

1,803

8

1,592

- 생태계보 력 2 15 o 팔당특별 책지원 300 300

- 폐기물부담 514 499 o 환경기술연구개발

지원

180 -

- 폐기물 치 353 138 o 차세 핵심환경기술

개발

500 700

(2) 부담 수입의 실제 사용 실태

에서 본 바와 같이, 수질개선부담 의 용도는 법 으로 제한되어 있지

만(법 제28조의2), 실제로는 이것이 엄격하게 수되고 있지는 않다. 환경

부의 담당부서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되는 징수 은 당해 지방자

치단체의 일반회계로 편입되어 버리는 경우가 많다고 하며, 국고로 귀속되

는 징수 도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환경개선특별회계의 다른 세입항

목과 혼융(混融)되어 동 특별회계상의 일반 인 세출항목들을 해 포

으로 지출되고 있다.

<환경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 황>
(단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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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처리이행

보증

4 4 o 21c 론티어연구개발

o 자연환경보 이용

시설

20

110

20

91

-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 리이행보증

3 - o 국립공원사업

o 국립공원 리공단

출연

505

132

687

135

- 환경개선부담 4,088 4,526 o 굴뚝원격감시체계

구축

66 58

- 의기 과부담 1 2 o 천연가스자동차보 407 545

- 환경오염방지사업

비용부담

2 2 o 공단폐수종말처리장

o 4 강수질개선 책

281

100

227

73

o 유물매각 146 13 o 쓰 기매립시설설치 263 216

o 융자회수 725 725 o 폐기물소각시설 690 417

o 일반회계 입 4,767 4,282 o 비 생매립지 정비 363 351

o 년도 이월 357 681 o 재활용산업 육성 600 650

o 기타 1,004 1,112 o 기타 4,054 4,810

바. 수질개선부담 의 법 성격

부담 리기본법은 제3조에서 “부담 은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별표 제44호에서

“먹는물 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개선부담 ”을 동법에서 말하는

부담 하나로서 열거하고 있다. 그러나 어떤 공과 이 조세인지 아니

면 부담 인지는 단순히 법률에서 그것을 무엇으로 성격 규정하고 있느냐

를 기 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실질 인 내용을 결정 인 기 으로 삼아

야 한다. 그 지 않으면 납세자의 조세 항 내지 조세에 한 헌법상의 통

제기능에 한 회피수단으로서 부담 이 남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수질개선부담 은 공공의 지하수 자원을 보호하고 먹는물의 수질개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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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하게 한다는 특정한 공 과제를 하여 반 부 없이 부과되며, 그

지출 용도가 매우 제한 으로 설정되어 있고(법 제28조의2), 행정과제

와의 련성을 매개로 특정 부류의 사람들에 해서만 부과되는 에서

그 이념과 기능이 조세의 그것과 실질 으로 구별되므로 부담 에 해당

한다.50)

5. 이 사건 결정의 내용과 의의 등

가. 수질개선부담 의 부과목 과 이 사건 결정의 내용

(1) 2001. 12. 31.에 제정된 부담 리기본법에 의하면, 부담 의 설치목

은 부담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하고(제4조),

부담 의 부과는 그러한 설치목 을 달성하기 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

안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다(제5조). 이는, 부담

의 설치목 이 모호하거나 지나치게 범 하여 불명확할 경우 부과목

과 부과요건 사이의 합리 연 성을 악하기 어려워지고 그 결과 행정청

의 자의가 개입될 여지가 커지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한 것이다.51) 그

러므로 부담 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명시된 목 이외의 것은 부담 부

과의 법한 목 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 먹는샘물 수입 매업자에 한 수질개선부담 의 부과목 에 하여,

국내 제조업자를 보호하는 데에 목 이 있다는 견해, 계층간에 화감을

방지하는 데 목 이 있다는 견해 등도 있다. 그러나 수질개선부담 의 근

거가 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단지 “공공의 지하수자원을 보호하고 먹는

물의 수질개선에 기여하게 하기 하여”라고 설치목 을 밝히고 있을 뿐,

50) 헌법재 소는 98헌가1 결정에서도 “수질개선부담 은 반 부 없는 납부의

무를 부담하게 한다는 에서는 조세와 유사한 도 있으나 그 법 성격, 목

과 기능의 면에서 조세와는 근본 으로 다르다. 조세는 국민이 국가공동체의 일

원으로서 국가의 일반 과제 수행에 필요한 재정수요를 각자의 경제 능력에

따라 반 부 없이 염출하는 것임에 반하여, 수질개선부담 은 지하수자원 보호

먹는물의 수질개선이라는 특정한 행정과제의 수행을 하여 그 과제에 하여

특별하고 긴 한 계에 있는 특정집단에 하여만 부과되는 조세외 부담 이

다.”라고 시한 바 있다.

51) 오 근, 부담 제도에 한 법 일고찰-투명성원칙에 터잡은 문제제기를 심

으로-, 성균 법학 제10호, 1999, 414-416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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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제조업자의 보호나 계층간 화감 방지 등에 하여는 언 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이들과 공공의 지하수자원 보호와 먹는물의 수질개선

사이에 어떠한 연 성도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국내 제조업자의 보호나

계층간 화감 방지 등은 수질개선부담 을 부과하는 법한 목 이 될 수

없다.

(3) 한편, 헌법재 소는 1998. 12. 24. 선고한 98헌가1 결정에서 먹는샘물

제조업자에 한 수질개선부담 부과는 합헌이라고 하면서, 이 부담 이

소 수돗물 우선정책, 즉 국가가 수돗물의 질을 개선하여 렴하게 공

한다는 음용수정책과도 한 련이 있음을 하나의 논거로 삼고 있다.

그런데 수돗물 우선정책은 부담 의 목 으로 법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바, 이를 수질개선부담 부과의 법한 목 으로 볼 수 있느냐가 문제될

수 있다.

그러나 이번에 헌법재 소는 이 사건 결정을 통해 수돗물 우선정책이 수

질개선부담 부과의 법한 목 이 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

었다. 즉, 이를 정한 5인의 다수의견은 물론이고, 4인의 소수의견도 수돗

물 우선정책이 ‘공공의 지하수 자원 보호 먹는물의 수질개선’이라는 부

담 의 설치목 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하여 일단 그 법성을 인정하 다.

다만, 4인의 소수의견은 이러한 수돗물 우선정책의 타당성은 국내 수자원

의 효율 배분이라는 에서만 인정될 수 있는바, 우리나라의 지하수자

원을 사용하는 먹는샘물 제조업자에 해서는 몰라도, 국내 수자원의 이용

과 무 한 외국산 먹는샘물의 수입 매업자에 해서는 수돗물 우선정책이

란 더 이상 수질개선부담 부과의 타당한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엄격히 해

석하는 입장을 취했다. 반면에, 5인의 다수의견은 외국산 먹는샘물도 수돗

물과 체 계에 있고 그 소비의 증가는 수돗물 우선정책을 축시킴으

로써 장기 으로 먹는물의 일종인 수돗물의 수질이 하되는 결과를 야기

할 수 있기 때문에 수돗물 우선정책은 외국산 먹는샘물의 수입 매업자에

해서도 부담 부과의 정당한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에, 다수의견은 먹는샘물 수입 매업자에 한 수질개선부담 을 수돗

물 우선정책의 원활한 실 을 추구하기 한 정책실 목 부담 이라고

규정하 고, 반면에 소수의견은 수입 매업자에 한 수질개선부담 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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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부담 의 부과 자체로는 곧바로 국내 지하수자원의 보호나 먹는물의 수

질개선의 효과를 가져올 수 없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이 사건 부담 은

재정조달목 부담 으로서 정당화되는지만 문제된다고 하 다.

(4) 이처럼 다수의견은 이 사건 부담 을 재정조달목 이외에 수돗물

우선정책의 원활한 실 이라는 정책실 목 도 가지는 부담 으로 보았기

때문에 ‘재정조달 상 공 과제에 한 납부의무자 집단의 특별한 재정

책임 여부’ 내지 ‘납부의무자 집단에 한 부담 의 유용한 사용 여부’ 등

에 해서는 더 이상 엄격하게 심사하지 않았고, 결과 으로 이 사건 부담

이 합헌이라는 결론에 이르 다. 반면에, 소수의견은 정책실 목 부담

으로서의 성격을 부인하는 제 하에 재정조달목 부담 에 한 엄격

한 심사척도를 용하 고, 결국 공공의 지하수자원의 보호 먹는물, 특

히 수돗물의 수질개선에 한 먹는샘물 수입 매업자의 특별한 재정책임을

부정함으로써 이 사건 부담 은 헌이라는 결론을 내었다.

나. 이 사건 결정의 의의

(1) 이 사건 결정은 부담 리기본법상의 부담 을 두 가지 유형, 즉

재정조달목 만 가지는 것과 재정조달목 외에 정책실 목 도 가지는 것

으로 나 고, 각 유형별로 정당화 요건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상세히 규

명한 의의가 있다.

(2) 구체 으로 해당 부담 이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에 하여는 에

따라 상이한 견해가 존재할 수 있으며, 이 사건 결정은 그럴 경우 헌법

정당성에 한 단의 거와 척도가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극명하게 보여

주고 있다.

(3) 이 사건 수질개선부담 에 하여는 몇 가지 문제 이 제기될 소지

가 있다. 가령 부담 의 실제 지출에 있어서는 법 제28조의2 소정의 용도

가 엄격히 수되고 있지 않다. , 먹는샘물이 수돗물 우선정책에 되

는 정도는 그 매가격이 아니라 매량에 비례한다고 가정할 경우에는,

먹는샘물 수입 매업자의 경우 왜 같은 매량에 해 제조업자보다 훨씬

더 높은 액수의 부담 을 납부해야 하는지에 해 의문이 제기될 여지도

있다. 그러나 와 같은 문제 들은 이 사건 심 상 법률조항 자체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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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라기보다는 구체 인 법집행행 내지 부담 의 산정방법에 해 구체

인 규정을 두고 있는 하 법령의 문제이다. 따라서 이 사건 결정에서 이들

문제 에 한 단은 유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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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헌제청

-병역거부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지의 여부-

(헌재 2004. 8. 26. 2002헌가1, 례집 16-2상, 141)

한 수 웅
*

1)

【 시사항】

1. 헌법상 보장되는 양심의 내용

2. 양심의 자유로부터 체복무를 요구할 권리가 도출되는지 여부

3. 양심실 의 자유에 한 침해 여부의 심사에 일반 인 비례의 원칙이

용되는지 여부

4. 체복무제도의 도입을 통하여 병역의무에 한 외를 허용하면 국

가안보란 공익을 효율 으로 달성할 수 없다고 본 입법자의 단이 히

불합리하거나 명백히 잘못된 것인지 여부

5. 양심보호조치 등에 한 입법자에 한 권고

【심 상】

이 사건 심 의 상은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1999. 2. 5. 법률 제

5757호로 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로 그 내용은 다음

과 같다.

병역법 제88조(입 의 기피) ① 역입 는 소집통지서(모집에 의한

입 통지서를 포함한다)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없이 입 는 소집기

일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경과하여도 입 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불응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 홍익 학교 법경 학 부교수, 헌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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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근로소집에 비한 검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된

일시의 검에 불참한 때에는 6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

는 구류에 처한다.

1. 역입 은 5일

2.∼4. 생략

② 생략

【사건의 개요】

1. 심 청구에 이르게 된 경

당해사건의 피고인 겸 제청신청인은 역입 상자로서 역병으로 입

하라는 병무청장의 역입 통지서를 받고도 입 일로부터 5일이 지나도

록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반으로 서울지방법

원 남부지원에 공소제기되어 재 계속 이다.

이에 제청신청인은 공소사실에 용된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가

종교 양심에 따른 입 거부자들의 양심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

면서 법원에 헌제청신청(2002 기54)을 하 고, 이를 받아들인 법원은

2002. 1. 29. 규정에 하여 헌법재 소에 헌여부심 을 제청하 다.

2. 제청법원의 헌제청이유와 계기 의 의견

가. 제청법원의 헌제청이유

(1) 사상이나 양심 는 종교 교리를 이유로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

하는 이른바 양심 ․종교 병역거부(이하 ‘양심 병역거부’라 한다)의

경우에는 헌법상 국민의 기본 의무인 병역의무와 자유민주 기본질서의

핵심 기본권인 사상․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사이에 충돌을 일으키

므로 그 본질 내용들을 훼손하지 않는 범 내에서 양자를 조화․병존시

킬 필요가 있다.

그러나 행 병역법은 양심상의 결정을 이유로 입 을 거부하는 이른바

양심 병역거부에 해서도 외 없이 형사처벌을 하고 있는바, 이는 양

심 병역거부를 하는 자(이하 ‘양심 병역거부자’라고 한다)의 사상과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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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나아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평

등권 등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

(2) 독일이나 미국과 같은 부분의 선진국과 동유럽국가들은 양심 병

역거부를 할 수 있는 권리를 헌법상 는 법률상의 권리로 인정하고 있고,

국제연합인권 원회 등 국제기구에서도 이에 한 인정을 회원국에 권고

는 의무화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양심 병역거부를 할 권리(이하 ‘양

심 병역거부권’이라고 한다)를 인정하지 않고 형사처벌을 하고 있는 실정

이므로 헌법 인 검토가 필요하다.

나. 제청신청인의 헌제청신청이유

(1) 헌법 제10조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제37조 제1항은 헌

법에 열거되지 않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경시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

는바, 진․선․미를 추구하면서 유한한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종교와 양

심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 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요소인데,

종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등을 형벌로 제약하는 것은 이들 조항에

한 배에 해당한다.

(2) 헌법 제11조가 종교 등을 사유로 하는 차별취 을 지하고 있는데

도 진실한 종교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자에 하여 강제로 징집

을 실시하거나 형사처벌을 과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어 난다. 여성이나 일

정한 질병 심신장애를 가진 자를 병역의무자에서 제외하는 것처럼 양심

병역거부자를 병역의무자에서 제외하는 것은 체복무를 부과하는 한,

합리 차별의 범주 안에 있다고 할 수 있고, 양심 병역거부자들이 겪은

과거의 불이익을 고려할 때, 극 평등실 조치의 에서도 이를 고려

해야 한다.

(3)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는 정신 인 강제로부터의 해방을 한

필수 제조건이며, 사상의 다원성을 그 뿌리로 하는 자유민주 기본질

서의 불가결한 활력소인바, 형벌을 부과하여 병역을 강제하는 것은 양심이

나 종교에 한 본질 인 부담을 주는 것인 반면, 징병의 강제를 통한 국

가의 이익은 양심 병역거부자들에 한 강제징집을 하지 않더라도 충족

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국가의 법질서가 양보하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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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불구하고 형벌을 통해 이들의 징집을 강제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 등

을 침해하는 것이다.

(4) 종교의 자유 신앙실 의 자유가 헌법 제37조 제2항이 정하는 한

계 내에서 제한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때 제한의 필요성여부에 한

단기 은 명백하고 존하는 험의 법리나 과잉 지의 원칙일 것인데,

양심 병역거부자들은 극소수의 인원에 불과하여 국방상 명백하고 존하

는 험으로 이어지지 아니하며 체복무의 기회를 주지 않고 곧바로 형벌

을 가하는 것은 과잉 지의 원칙에 배되는 것이다.

(5) 체복무제도를 인정할 경우 평등권 반이나 병역기피자 양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이것은 복무기간, 고역의 정도, 합숙생활 등에서

역복무에 상응하는 체복무제도를 실시하면 문제가 없고, 양심 병역

거부자들이 징병인원의 0.2% 정도인 과 이 과학 으로 바 고 있

는 양상 등에 비추어 볼 때, 체복무제의 실시는 국방에 해가 되기보다

는 오히려 한 인력사용방법의 하나가 될 것이다.

다.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장의 의견

(1) 병역의무의 이행은 국민의 평화 생존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기

해 필수 불가결한 것인데, 양심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게 되면, 스스로

병역을 이행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어들어 국가의 존립에 한 을

가져올 것이므로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2) 객 으로 역복무가 불가능함이 드러나는 신체장애자와 객 인

검증이 불가능한 양심 병역거부자를 같게 취 할 수는 없고, 오히려 양

심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부과의 외규정을 두면, 다수 국민들의

평등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특정 종교를 이유로 그 신자들에게만 병

역의무를 강제하는 것이 아닌 한, 평등원칙에 반된다고 할 수 없다.

(3) 양심상 병역거부를 양심실 의 자유에 포함시켜 본다고 하더라도,

이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그 제한이 가능한 권리로서 그 외 인

표 이나 실 은 개인의 국가에 한 기본 의무에 의하여 제한되므로,

개인은 그 양심에 반할지라도 병역의무를 거부할 수 없으며, 따라서 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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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4) 종교 신념에 의한 양심 병역거부자는 쟁행 를 거부하는 것인

바, 우리나라와 같은 특수한 안보상황에서 군사교육을 포함한 병역의무를

강제한다고 하더라도, 군사교육 자체가 곧 쟁행 를 강제하는 것은 아니

므로, 이것이 개인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라. 국방부장 의 의견

(1) 양심 병역거부는 양심의 자유나 종교의 자유에서 당연히 도출되는

헌법상의 권리가 아니라, 입법자의 입법에 의하여 비로소 인정되는 법률상

의 권리에 지나지 않고, 가사 양심 병역거부권을 양심실 의 자유로 본

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제한이 가능한 권리인바,

우리나라에 인 무력집단의 쟁야욕을 억제하고 국가 정당방 차

원에서 징집된 자에게 집총을 명하는 것은 타인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므로 쟁을 거부하는 신념을 가진 자에게 국가가 평시에 병역의무를

요구하는 것은 신념에 을 주는 양심의 자유의 본질 인 침해라고 할

수 없다.

(2) 양심 병역거부자가 주장하는 체복무는 기 군사훈련과 8주간의

비군훈련 그리고 시동원소집의무까지도 면제해 달라는 것으로 이는

행 병역법상의 보충역제도와도 그 성격이 다른 사실상의 병역면제를 의미

하고,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 체복무를 선택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징병제의 본질인 획일성과 평등성에 반하며, 다른 종교신 자들은 물

론 병역의무이행자나 군 내의 잠재 병역거부자들을 차별하는 결과를

야기한다.

(3) 우리나라와 같이 복무여건이 열악한 실에서 체복무를 인정하게

되면, 병역거부자가 증할 우려가 있고, 더구나 양심 병역거부자를 가려

내기 한 심사 차의 엄격성이 확보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징병제의 획일

성과 통일성이 손상되어 징병제가 와해될 우려가 있으며, 나아가 역복무

와 동등한 고역의 정도를 가진 업무를 군 밖에서 찾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어서 체복무제도를 국가안 보장과 조화로운 제도로 볼 수 없고,

행 역복무기간이 2년 내지 2년 4월임을 감안하면, 병역의무의 실효성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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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를 해 입 불응죄의 법정최고형을 3년으로 하고, 1년 6월 이상의 실형

이 선고된 경우에는 제2국민역에 편입하여 더 이상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도록 한 것은 과잉 지원칙에 반된다고 할 수 없다.

마. 병무청장의 의견

국방부장 의 의견과 체로 같다.

【결정요지】

1. 일반 으로 민주 다수는 법질서와 사회질서를 그의 정치 의사와

도덕 기 에 따라 형성하기 때문에, 그들이 국가의 법질서나 사회의 도

덕률과 양심상의 갈등을 일으키는 것은 외에 속한다. 양심의 자유에서

실 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국가의 법질서나 사회의 도덕률에서 벗어나

려는 소수의 양심이다. 따라서 양심상의 결정이 어떠한 종교 ․세계

는 그 외의 가치체계에 기 하고 있는가와 계없이, 모든 내용의 양심상

의 결정이 양심의 자유에 의하여 보장된다.

2. 양심의 자유는 단지 국가에 하여 가능하면 개인의 양심을 고려하고

보호할 것을 요구하는 권리일 뿐, 양심상의 이유로 법 의무의 이행을 거

부하거나 법 의무를 신하는 체의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다. 따라서 양심의 자유로부터 체복무를 요구할 권리도 도출되지 않

는다. 우리 헌법은 병역의무와 련하여 양심의 자유의 일방 인 우 를

인정하는 어떠한 규범 표 도 하고 있지 않다. 양심상의 이유로 병역의

무의 이행을 거부할 권리는 단지 헌법 스스로 이에 하여 명문으로 규정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될 수 있다.

3. 양심의 자유의 경우 비례의 원칙을 통하여 양심의 자유를 공익과 교

량하고 공익을 실 하기 하여 양심을 상 화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의 본

질과 부합될 수 없다. 양심상의 결정이 법익교량과정에서 공익에 부합하는

상태로 축소되거나 그 내용에 있어서 왜곡․굴 된다면, 이는 이미 ‘양심’

이 아니다. 따라서 양심의 자유의 경우에는 법익교량을 통하여 양심의 자

유와 공익을 조화와 균형의 상태로 이루어 양 법익을 함께 실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양심의 자유’와 ‘공익’ 양자택일 즉, 양심에 반하는 작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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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 를 법질서에 의하여 ‘강요받는가 아니면 강요받지 않는가’의 문제가

있을 뿐이다.

4. 이 사건 법률조항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은 국가의 존립과

모든 자유의 제조건인 ‘국가안보’라는 단히 요한 공익으로서, 이러한

한 법익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개인의 자유를 최 한으로 보장하기

하여 국가안보를 해할 수 있는 무리한 입법 실험을 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 한국의 안보상황, 징병의 형평성에 한 사회 요구, 체복무제를

채택하는 데 수반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약 요소 등을 감안할 때, 체

복무제를 도입하더라도 국가안보라는 한 헌법 법익에 손상이 없으리

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 재의 상황이라 할 것인바, 체복무제를 도입

하기 해서는 남북한 사이에 평화공존 계가 정착되어야 하고, 군복무여

건의 개선 등을 통하여 병역기피의 요인이 제거되어야 하며, 나아가 우리

사회에 양심 병역거부자에 한 이해와 용이 자리 잡음으로써 그들에

게 체복무를 허용하더라도 병역의무의 이행에 있어서 부담의 평등이 실

되며 사회통합이 해되지 않는다는 사회공동체 구성원의 공감 가 형성

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선행조건들이 충족되지 않은 단계에서 체복무

제를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단이 히 불합리하다거나 명

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다.

5. 입법자는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에 의하여 공익이나 법질서를

해하지 않는 범 내에서 법 의무를 체하는 다른 가능성이나 법 의

무의 개별 인 면제와 같은 안을 제시함으로써 양심상의 갈등을 완화해

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가능성을 제공할 수 없다면, 어도 의무 반

시 가해지는 처벌이나 징계에 있어서 그의 경감이나 면제를 허용함으로써

양심의 자유를 보호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한다. 그러므

로 입법자는 양심의 자유와 국가안보라는 법익의 갈등 계를 해소하고 양

법익을 공존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국가안보란 공익의 실 을 확보

하면서도 병역거부자의 양심을 보호할 수 있는 안이 있는지, 우리 사회

가 이제는 양심 병역거부자에 하여 이해와 용을 보일 정도로 성숙한

사회가 되었는지에 하여 진지하게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설사 체복무

제를 도입하지 않기로 하더라도, 법 용기 이 양심우호 법 용을 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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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양심을 보호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보완할

것인지에 하여 숙고하여야 한다.

재 김경일, 재 효숙의 반 의견

1. 일반 으로 용되는 법률에 있어 그 법률이 명령하는 것과 일치될

수 없는 양심의 문제는 법질서에 해 외를 인정할지 여부의 형태로 나

타난다. 그러나 다수가 공유하는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소수가 선택

한 가치가 이상하거나 열등한 것이라고 제할 수는 없으므로 이 경우 ‘혜

택부여’의 에서 심사기 을 완화할 것이 아니며, 그 합헌성 여부 심사

는 일반 인 기본권제한 원리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 헌법 제39조

에 의하여 입법자에게 국방에 한 넓은 입법형성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병역에 한 외인정으로 인한 형평과 부정 효과 등 문제를 해결하

면서 양심 병역거부자들의 양심보호를 실 할 수 있는 안을 모색하는

것은 징집 상자 범 나 구성의 합리성과 같이 본질 으로 매우 범 한

입법형성권이 인정되는 국방의 형 역에 속하지 않으므로 그에 한

입법자의 재량이 범 하다고는 볼 수 없다.

2. 양심 병역거부가 인류의 평화 공존에 한 간 한 희망과 결단을

기반으로 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으며, 평화에 한 이상은 인류가 오

랫동안 추구하고 존 해온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양심 병역거부자들의

병역거부를 군복무의 고역을 피하기 한 것이거나 국가공동체에 한 기

본의무는 이행하지 않으면서 무임승차식으로 보호만 바라는 것으로 볼 수

는 없다. 그들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납세 등 각종의무를 성실히 수행해

야함을 부정하지 않고, 집총병역의무는 도 히 이행할 수 없으나 그 신

다른 사방법을 마련해달라고 간청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역기

피의 형사처벌로 인하여 이들이 감수하여야 하는 불이익은 심 하다. 특히

병역거부에 한 종교와 신념을 가족들이 공유하고 있는 많은 경우 부자가

를 이어 는 형제들이 차례로 처벌받게 되고 이에 따라 다른 가족 구성

원에게 더 큰 불행을 안겨 다.

3. 우리 군의 체 병력수에 비추어 양심 병역거부자들이 역집총병

역에 종사하는지 여부가 국방력에 미치는 향은 투력의 감소를 논할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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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라고 볼 수 없고, 이들이 반세기 동안 형사처벌 유․무형의 막 한

불이익을 겪으면서도 꾸 히 입 이나 집총을 거부하여 온 에 의하면 형

사처벌이 이들 는 잠재 인 양심 병역거부자들의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해 필요한 수단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4. 국방의 의무는 단지 병역법에 의하여 군복무에 임하는 등의 직 인

집총병역형성의무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양심 병역거부자들에게

역복무의 기간과 부담 등을 고려하여 이와 유사하거나 보다 높은 정도의

의무를 부과한다면 국방의무이행의 형평성회복이 가능하다. 한 많은 다

른 나라들의 경험에서 보듯이 엄격한 사 심사 차와 사후 리를 통하여

진정한 양심 병역거부자와 그 지 않은 자를 가려내는 것이 가능하며,

역복무와 이를 체하는 복무의 등가성을 확보하여 역복무를 회피할

요인을 제거한다면 병역기피 문제도 효과 으로 해결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병역제도와 이 사건 법률조항을 살펴보면, 입법자가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양심 병역거부자들에 하여 어떠한 최소한의 고려라도

한 흔 을 찾아볼 수 없다.

재 권　성의 별개의견

이 사건 청구인의 신념은 종교상의 신념이므로 종교의 자유가 문제되는

데, 집총거부를 허용하더라도 국가안보라는 한 헌법 법익에 손상이

없으리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입법자의 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종교에 바탕하지 않은 양심이 내심에 머무르지 않는 경우 비 의 상이

되며, 비 의 기 은 보편타당성이다. 보편타당성의 내용은 윤리의 핵심 명

제인 인(仁)과 의(義), 두가지로 집약되며 어도 보편타당성의 획득가능성

과 형성의 진지함을 가진 양심이라야 헌법상 보호를 받으며, 보편타당성이

없을 때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불의한 침략 쟁

을 방어하기 하여 집총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은 인(仁), 의(義), (禮),

지(智)가 의심스러운 행 로서 보편타당성을 가진 양심의 소리라고 인정하

기 어렵다. 국가안 보장상의 필요성은 헌법유보사항이며 이 사건 법률규

정은 청구인에게 외형 인 복종을 요구할 뿐이고 입 기피의 정당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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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한 의회의 재량범 를 넘었다고 볼 수도 없어 양심의 자유의 본질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민간 체복무의 검토 등 의회의 입법개선의 필요여부에 한 의회의 연

구가 필요하다는 다수의견의 권고는 권력분립의 원칙상 치 않고 오히

려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

재 이상경의 별개의견

헌법 제39조 제1항은 기본권 제한을 명시함으로써 기본권보다 국방력의

유지라는 헌법 가치를 우 에 놓았다고 볼 수 있고 입법자는 국방력의

유지를 하여 매우 범 한 입법재량을 가지고 있으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 과잉 지원칙이라는 심사기 은 용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이라고 단되기 해서는 입법자의 입법권한 행사가 정의

의 수인한계를 넘어서거나 자의 으로 이루어져 입법재량의 한계를 넘어섰

다는 이 밝 져야 한다. 양심을 이유로 한 병역거부자의 양심이라는 것

자체가 일 성 보편성을 결한 이율배반 인 희망사항에 불과한 것이어

서 헌법의 보호 상인 양심에 포함될 수 있는지 자체가 문제될 수 있고

어도 이를 우리 공동체를 규율하는 정의의 한 규 으로 수용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양심을 이유로 한 병역거부자에 한 형벌의 부과가 정의의

외형 한계를 넘어섰다고 볼 수 없다. 한 병역의무의 불이행에 한 제

재가 완화되어도 필요한 국방력이 유지될 수 있는지 여부 등 미래의 상황

에 한 망이 불투명한 상태이므로 양심 병역거부자에 한 형벌이 자

의 입법이라고 할 수 없다.

정당한 입법의 방향에 하여 확신을 가질 수 없는 상황에서 이 사건 심

상과 련이 없는 체복무제에 하여 입법자에게 입법에 한 사항

에 하여 권고하는 것은 사법 단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으로서 바람직

하지 않다.

【해설】

1. 양심의 자유의 憲法的 意味 법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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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헌법은 제19조에서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고 하여

명문으로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이로써 민주 다수의 정치 의

사가 법 으로 표 된 法秩序와 개인의 내 ․윤리 審級인 良心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 헌법은 개인의 양심을 보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소수의

국민이 다른 견해를 주장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소 우 의 규범이나

도덕의 이름으로 다수에 의하여 결정된 법질서에 하여 복종을 거부한다

면, 국가의 법질서와 개인의 양심사이의 충돌은 항상 발생할 수 있다.

가. 역사 배경

기본권은 일차 으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하는, 역사 으로 확인

된 험에 하여 보호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양심의 자유도 역사

으로 국가에 의한 信仰의 强制에 하여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고자 하는

防禦權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국가가 國敎決定權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제로 하여 국가로부터 종교를 강요받지 아니할 개인의 자유를 보장

하려고 했던 것에 양심의 자유의 출발 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기의 양

심의 자유는 종교와 련되어 보장되었으며, 양심의 자유의 범 도 특정한

종교를 받아들이거나 유지해야 하는 국가 강제로부터의 자유 는 신앙

을 자유롭게 행사하기 하여 ‘이민을 갈 자유’에 제한되었다.1) 역사 으로

볼 때, 종교와 련하여 보장된 양심의 자유는 개인에게 인정된 최 의 기

본권이었다.2)

그 후, 국가가 국교결정권을 포기함으로써 양심의 자유는 신앙과의 상호

연 성에서 해방되어 고유한 보호 역을 가진 독자 인 기본권으로 발 하

고, 이와 함께 양심의 자유의 보호범 도 더 이상 종교 양심뿐만 아니

라 종교의 자유로부터 분리된 세속 양심으로 확 되었다. 이에 따라 양

심이란, 종교 양심이 아니라 자주 ․도덕 인격의 최상의 는 최종

심 으로 이해되었고, 종교 믿음에 근거한 양심뿐만 아니라 종교 동기

가 없는 모든 양심상의 결정이 양심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를 받게 되었다.

1) Vgl. Böckenförde, Das Grundrecht der Gewissensfreiheit, VVDStRL 28(1970),

S.37

2) 법제사 에서 양심의 자유의 발 에 하여 Herdegen, Gewissensfreiheit

und Normativität des positiven Rechts, 1989, S.74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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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법 성격

(1) 개인의 防禦權

양심의 자유는 일차 으로 국가에 한 소극 防禦權, 즉 국가가 양심

의 형성 실 과정에 하여 부당한 간섭이나 강요를 ‘하지 말 것’을 요

구하는, 소 국가에 한 ‘부작 청구권’이다. 따라서 양심의 자유는 양심

을 형성하고 양심에 따라 살 권리를 개인의 主觀的 公權으로서 보장한다.

(2) 국가의 中立義務 寬容의 原則의 헌법 표

양심의 자유는, 국가가 특정 종교나 세계 과 일치시켜서는 안 된다는

국가의 中立義務와 다수의 사회구성원과 달리 생각하고 다른 윤리 가

치 을 가진 소수의 국민에 하여 국가가 용을 베풀어야 한다는 寬容의

原則의 뚜렷한 헌법 표 이다.3) 양심의 자유가 개인 자유의 시 라면,

국가의 세계 中立義務는 국가 형성의 시 를 이루었다고 할 수 있

다. 국가가 특정 종교나 세계 과 일치시키는 태도를 버림으로써 모든 국

민에게 각자의 종교나 세계 과 계없이 국가 내에서의 안 과 보호를 제

공하는 국가, 즉 모든 국민의 국가, 용의 국가가 되었고, 이로써 국가의

정당성이 보다 강화되었다.

한, 양심의 자유는 국민 구에게나 용되는 법 의무에 한 외

를 허용해 것을 국가로부터 요구하는 기본권으로서 國家的 寬容의 산물

이다. 국가의 법질서가 감당할 수 있는 범 내에서 민주 다수가 소수의

국민에게 양심에 따른 법 의무의 거부를 어느 정도 허용함으로써 양심의

자유가 궁극 으로 실 하고자 하는 용을 실천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다

수의 정치 의사와 그의 법 표 인 법질서에 하여 복종을 요구하는

민주주의 다수결원칙은 보다 정당하다고 할 수 있다.4) 국가가 국민의 의무

를 개별 ․부분 으로 면제해 으로써 당해 법규범의 효력이 제거되는

3) Vgl. BVerfGE 21, 362, 371f.; 23, 127, 134, 독일의 연방헌법재 소는 결정들에

서 용의 원칙을 언 하고 있다; Böckenförde, VVDStRL 28(1970), S.65;

Bäumlin, Das Grundrecht der Gewissensfreiheit, VVDStRL 28(1970), S.20ff.;

Arndt, Das Gewissen in der oberlandesgerichtlichen Rechtsprechung, NJW

1966, S.2206; Preuß, AK, Art.4 Rn.36; 한국 문헌으로 용의 원칙을 언 한 것으

로는 허 , 한국헌법론, 1999, 378면

4) 같은 취지로 허 , 헌법이론과 헌법, 2000, 514-5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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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아니라, 단지 양심상의 갈등이 존재하는 개별 인 경우에 한하여 ‘법

규범은 엄격하게 수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한 외를 허용하는 것이

다. 국가는 이러한 방법을 통하여 달리 사고하는 소수 국민에 하여 자신

의 함과 강함을 보이고, 국가권력의 보다 강력한 정당성을 이끌어 내

는 것이다. 이러한 에서 본다면, 오늘날의 헌법체계에서 양심의 자유는

자유권의 출발 이 아니라 자유권의 완결이라고 할 수 있다.5) 국가는 양심

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양심과 법질서가 충돌하는 경우 국민에게 가능한

범 내에서 법 의무를 면제하는 방법으로 피난처를 제공하고, 이로써

법치국가가 감당할 수 있는 최종 한계까지 국가권력의 행사를 자제하는

것이다.

2. 保護範圍

가. 보호범 의 제한

양심의 자유의 보호범 는 양심의 자유에 부여된 헌법상의 고유한 目的

意味에 의하여 제한되어야 한다. 헌법상의 기본권체계 내에서의 양심의

기능이란, 다시 말하자면 인간의 존엄성 유지와 개인의 자유로운 인격발

의 에서 볼 때 양심의 기능은 개인 인격의 정체성을 유지하는데 있

다.6) 양심의 자유가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은 양심의 불가침성, 즉 개인의

倫理的 正體性․同質性이다.7) 따라서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 는 개인

의 윤리 정체성을 침해하는 행 이다. 양심은, 자아가 그 정체성을 상실

하지 않도록 감독하고 통제하는 심 으로서, 일상 으로 표출되는 것이 아

니라 인격의 동질성을 유지하는 가능성이 심각하게 받고 있는 상황,

소 존재의 정체성의 기상황에서 비로소 활동한다.8) 그러나 단순한 의

5) Vgl. Böckenförde, VVDStRL 28(1970), S.65

6) Vgl. Luhmann, Die Gewissensfreiheit und das Gewissen, AöR 90(1965),

S.264ff.; Herdegen, Gewissensfreiheit und Normativität des positiven Rechts,

1989, S.179f.

7) Vgl. Böckenförde, VVDStRL 28(1970), S.66f.; Bethge, Gewissensfreiheit, in:

Isensee/Kirchhof, Handbuch des Staatsrechts, Bd.6, 1989, §137, Rn.11; Bäumlin,

VVDStRL 28(1970), S.9; Mager, Art.4, in: Münch/Kunig, 5. Aufl., 1999, Rn.22;

허 , 한국헌법론, 1999, 370면은 이를 “인간의 윤리 自同性”으로 표 하고 있다.

8) Vgl. Böckenförde, VVDStRL 28(1970), S.68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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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이나 회의는 ‘도덕 인격체로서의 개인의 정체성에 한 한 기’에

의하여 규정되는 ‘양심상의 갈등’ 단계에 이르지 못한다.

양심의 자유가 양심을 내 으로 형성하는 자유뿐만 아니라 한 양심을

외부로 실 하는 자유도 보장한다면, ‘언제 개인의 행 가 양심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가’ 하는 것은 ‘언제 良心上의 決定이 존재하는가’의 문

제에 달려 있다. 그러나 개인이 자신의 행 의 근거가 되는 내 동기를

‘양심상의 결정’이라고 주장하는 모든 경우에 양심의 자유가 문제된다면,

양심의 자유란 자신의 내 결정에 따라 자율 으로 행동할 자유, 결국 일

반 행동의 자유를 의미하게 되며, 이로써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

의하여 보장되는 일반 행동자유권과 거의 동일한 보호범 를 가지게 된

다. 그러나 헌법이 양심의 자유를 통하여 보장하고자 하는 것은 개인의 일

반 행동의 자유가 아니라 인격 ․정신 정체성의 유지 내지 양심의 불

가침성이며, 양심의 자유에 의하여 인간의 모든 행 가 보호받는 것이 아

니라 ‘양심상의 명령에 근거한 행 ’만이 보호된다.

나. ‘良心上의 決定’

(1) ‘良心上의 決定’이란, 선과 악의 기 에 따른 모든 진지한 윤리 결

정으로서, 구체 인 상황에서 개인이 이러한 결정을 자신을 구속하고 무조

건 으로 따라야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양심상의 심각한 갈등이

없이는 그에 반하여 행동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9)

여기서 말하는 “倫理的 결정”이란, 도덕 인격체로서 인생을 함에

있어서 개인의 내면 ․윤리 심 의 당 요청에 근거하여 내려지는

결정을 말하며, 윤리 결정의 “眞摯性”이란 인격의 정체성․동질성을 상

실하지 않고 유지하기 하여 양심상의 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을

말하는데, 국가나 외부세계의 에서 객 으로는 ‘양심상 결정을 주장

하여 법질서에 반하는 개인이 이로 인한 불이익까지도 감수할 자세가 되

어 있는가’의 을 통해서 간 으로 악될 수 있다. “無條件的 수”

9) 유사한 개념정의로는 헌재 1997. 3. 27. 96헌가11, 례집 9-1, 245, 263; BVerfGE

12, 45, 55; 48, 127, 173f.; 계희열, 양심의 자유, 고시연구 1997. 6., 76면; 허 , 한

국헌법론, 1999, 37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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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함은, 양심상의 단순한 회의나 권유가 아니라 고유한 인격의 동질성을

유지하기 해서는 양심상의 명령에 따르는 것 외에는 달리 가능성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법질서가 요구하는 특정 행 에 하여 마음이 내

키지 않는 감정이나 이를 마지못해 하는 것은 양심상의 결정이라고 할 수

없다.10) 한 정치 ․사회 상황에 한 단순한 비 이나 불만은 양심의

자유의 문제라 할 수 없다.

(2) 그 다면 언제 양심상의 결정이 존재하는가? 역사 으로 는 헌법

으로 보나, 양심의 자유가 그 실 기 를 두고 있는 험상황이란, 양

심의 갈등에 빠진 개인의 외 상황이며, 이러한 정신 갈등상황에서

자신의 인격 정체성을 유지하기 하여 법질서에 한 복종을 거부하는

개체의 상황이다. 양심의 자유란 개인에게 그가 스스로 래하지 않은 갈

등 상황에서 그의 양심의 목소리를 따를 수 있는 가능성을 부여함으로써,

국가에 의하여 강요된 양심상의 갈등상황을 방어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

는 기본권이다.11) 개인의 기본권으로서의 ‘양심의 자유’의 핵심 내용은

국가에 의하여 강요된 갈등상황에 한 방어 기능이다.

양심의 자유는 ‘良心의 命令’과 ‘法秩序의 命令’의 衝突 상황을 그 보호

상으로 한다.12) 따라서 상이한 내용을 가진 2 개의 명령, 즉 특정 행 에

한 행 명령과 지명령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에만, 양심의 자유가 문제

될 수 있다. 무조건 수를 요구하는 양심상 결정과 법 용의 외를 허

용하지 않는 법규범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 비로소 양심의 자유에 한 制

限이 존재하는 것이다.13) 우리의 실에서 볼 때, ‘여호아의 증인’과 같이

종교 인 이유로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소 집총거부)하는 경우 형사처

벌하는 것이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는 표 인 이다.14)

10)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경우나 타인에 한 명 훼손으로 인하여 법원이 명하는

사죄 고를 거부하는 경우, 법질서의 명령과 충돌하는 良心上의 命令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양심의 자유의 문제가 아니라 할 것이다; 같은 견해로는 최 권, 양

심의 자유와 사죄 고, 서울 법학 1998. 11., 4면 이하.

11) Vgl. Muckel, Die Grenzen der Gewissensfreiheit, NJW 2000, S.689

12) Vgl. 최 권, 양심의 자유와 사죄 고, 8면; Preuß, Art.4, AK, Rn.34; Herzog,

Die Freiheit des Gewissens und der Gewissensverwirklichung, DVBl 1969,

S.720; Böckenförde, VVDStRL 28(1970), S.64

13) W. Kluth, Das Grundrecht der Gewissensfreiheit und die allgemeine Geltung

der Gesetze, in: Festschrift für J. Listl, S.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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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따라서 종교 규율이나 법질서가 특정 행 를 지하거나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허용한다면, 양심의 자유에 한 제한이 존재하지 않고,

이에 따라 양심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를 들자면, 모르몬교는 그 신

자에게 一夫多妻制를 허용하는 것이지 명령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

몬 교도는 二重婚을 지하는 법질서와의 충돌상황에 빠질 수 없고, 따라

서 양심의 문제를 일으킬 수 없다.

한, 개인에게 자신의 사상과 결정에 따라 외부세계에 향을 미치고

사회를 극 으로 형성하는 범 한 가능성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양

심의 자유의 헌법 기능이 아니다. 이러한 행 는 표 , 집회, 결사의 자

유 는 보충 으로 일반 행동자유권에 의하여 보호된다. 양심이란 그

본질상 개인의 고유한 인격의 동질성과 행동을 감독하고 통제하는 심 이

므로, 양심의 자유의 보호범 도 마찬가지로 기본권의 주체가 인격의 정체

성을 유지하고 자신의 행동을 규율하는 역에 국한되는 것이다. 이에

하여 타인이나 사회공동체에 하여 자신의 가치 을 철하고 타인의 행

에 향을 행사하려는 극 행동은 양심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지 않

는다.15) 양심의 자유가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양심상의 이유로 국가 법질

서의 명령을 거부할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인격의 정체성을 보호하고자 하

는 소극 인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소 ‘ 民 不服從’의 형태로 이루어

지는 법 의무의 반은 양심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양심의 자유는 각자의 個人的 責任 역에 귀속될 수 있는

個人的 良心上의 決定 그에 따른 행 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개

인이 소속된 단체가 그의 개인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 단

체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공동책임을 느끼고 이로 인하여 양심상의 갈등에

14) 이에 하여 법원의 례는 집총거부가 양심의 자유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단하고 있다(1985. 7. 23. 85도1094; 1992. 9. 14. 92도1534). 그러나 종

교 양심에 근거하여 병역의무를 거부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받는

행 임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 집총거부가 양심의 자유의 保護範圍에 속하는가의

문제와 양심의 자유․병역의무의 法益 量過程에서 양심의 자유가 국가안 보장

등 한 공익에 하여 양보해야 하는가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로서 구분되어

단되어야 한다.

15) Vgl. Böckenförde, VVDStRL 28(1970), S.65; Bethge, HdbStR Bd.6, §137

Rn.40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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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지는 경우, 그 개인은 양심의 자유를 주장할 수 없다. 단체의 그러한 행

에 한 책임은 으로 그 단체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단체의 각 구

성원에게 그의 행 로서 귀속될 수 없다. 컨 그가 속한 의료보험조합

이 자신의 양심에 반하는 낙태행 를 보험 여의 범 에 포함시켰다는 이

유로 보험료의 납부를 거부하는 행 는 양심의 자유의 보호를 받지 못한

다. 마찬가지로 국가가 자신이 낸 세 을 군비확장에 사용하고 있다는 이

유로 조세의 납부를 거부하는 행 도 양심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받는 범

에 포함되지 않는다.16)

한, 양심의 자유가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人格上의 양심’이기 때문에,

헌법 제46조 제2항, 제103조에 규정된 국회의원이나 법 의 양심은 헌법

제19조의 의미에서의 양심이 아니라 職務上의 양심이다.17) 직무상의 양심

은 기본권 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기 에게 부여된 법 지 로

서, 직무상의 양심이 침해된 경우에는 헌법소원이 아니라 권한쟁의로 다투

어야 한다.

다. 양심의 내용

양심의 자유에 의하여 개인의 양심, 특히 사회 소수의 양심이 보호되

기 한 법 제조건은, 양심의 개념이 타인이나 사회 다수가 타당하

다고 생각하는 것으로부터 내용 으로 독립하는 것이다.18) 국가가 특정 종

교나 세계 과 일치시키지 않음으로써, 그 결과 “양심”의 개념도 內容的으

로 中立的 性格을 지니게 되었으며, 이로써 양심상의 결정이 어떠한 종교

․세계 는 그 외의 가치체계에 기 하고 있는가와 계없이, 모든

16) Vgl. BVerfG, NJW 1993, 455f., 독일의 연방헌법재 소는 ‘납세의 의무를 이행

하는가에 한 결정은 개인의 양심상 결정과 아무런 계가 없다’고 시하 다.

‘國民에 의한 조세의 납부와 議 의 산사용에 한 결정권을 엄격하게 분리함

으로써, 국가는 그를 재정 으로 지원하는 납세자로부터 산사용에 한 독립성

을 확보하고, 한편으로 납세자는 이로 인하여 국가의 재정지출 결정에 한 책임

을 면제받으므로, 납세의 의무는 양심의 자유의 보호범 에 속하지 않는다’고 결

정하 다.

17) Vgl. Bethge, HdbStR VI, §137 Rn.9; 이에 하여 최 권, 헌법학강의, 2001,

274면에서 헌법 제46조제2항, 제103조의 “양심”을 제19조의 “양심”과 같은 것으로

보고 있다.

18) Vgl. Eckertz, Die sekularisierte Gewissensfreiheit, Der Staat 1986, S.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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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상의 결정이 양심의 자유에 의하여 보장된다.19) 양심의 자유에서 항상

실 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사회 다수의 양심이 아니라, 국가의 법질

서나 사회의 도덕률에서 벗어나는 소수의 양심이다. 일반 으로 민주 다

수는 법질서와 사회질서를 그의 정치 의사와 도덕 기 에 따라 형성하

기 때문에, 그들이 국가의 법질서나 사회의 도덕률과 양심상의 갈등을 일

으키는 것은 외에 속한다. 따라서 ‘양심의 자유’가 보장하고자 하는 ‘양

심’은 민주 다수의 사고나 가치 과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 상

으로서 지극히 주 인 에서 단되어야 한다.20) ‘양심의 자유’의 이

와 같은 순수한 主觀的인 基準으로 말미암아, 양심상 결정의 존재여부는

그 상이나 내용 는 동기나 근거에 의하여 단될 수 없으며, 특히 양

심상의 결정이 이성 ․합리 인가, 타당한가 는 법질서나 사회규범, 도

덕률과 일치하는가 하는 은 양심상 결정의 존재를 단하는 기 이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양심의 내용과 방향을 미리 확정하고 개인의 양심상의

결정을 그 내용에 따라 평가하려는 개념 정의는 헌법상 양심의 자유와 부

합할 수 없다.21)

라. 양심상 결정의 確認 節次의 필요성

(1) 다른 자유권이 객 으로 존재하고 확인할 수 있는 법익이나 인간

의 행 ( 컨 재산권, 생명, 직업활동, 표 행 등)를 보호하는데 반하

여, 양심의 자유의 경우, 외부로부터 명확하게 확인될 수 없는 순수하게 정

신 ․내 과정이나 는 그러한 결정과정에 근거한 인간의 행 가 보호

된다는데 그 특수함이 있다. 따라서 양심의 자유의 가장 큰 문제는 양심의

개념정의에 있다기 보다는 오히려 ‘진정한 양심상의 결정이 존재하는가’의

여부를 밝히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헌법상 보호되는 양심이 종교 양심으로부터 분리․독립되어 종교

동기가 없는 모든 양심상의 결정에 확 됨으로써, 오늘날 사실상 모든 문

제가 양심상의 문제가 될 수 있고, 한편으로는 양심의 자유가 내 인 양심

19) Mager, in: Münch/Kunig, Rn.30

20) Vgl. Arndt, Das Gewissen in der oberlandesgerichtlichen Rechtsprechung,

NJW 1966, S.2205

21) Preuß, Art.4, AK, Rn.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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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의 자유뿐만 아니라 양심실 의 자유, 즉 외부로 나타나는 개인의 행

도 보장하기 때문에, 필연 으로 양심상의 결정과 그 외의 결정을 구분

하는 어려움,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인간의 다양한 행 에서 양심상의

결정에 근거한 행 를 어떻게 가려내고 식별할 수 있는가의 立證의 문제가

발생한다.

(2) 인간의 양심상의 결정은 내면의 목소리로서, ‘개인이 양심상의 명령

을 윤리 으로 이며 무조건 인 것으로 받아들여야 하는가’의 여부

는 외부에서 명확하게 확인할 수도 인식할 수도 없다. 그러나 비록 제3자

가 양심 명령의 眞正性을 직 인식할 수는 없지만, 도덕 명령의 진지

성, 성, 무조건성은 일차 으로 ‘ 語’라는 매개수단을 통하여 외부로

달되고 표 된다.22) 따라서 양심의 자유의 기본권 인 보호를 받고자 하

는 자는 제3자가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도록 양심상 결정의 내용 그

진지성, 성, 무조건성, 구속성을 주장하고 소명해야 하는 책임을 진다.

즉 기본권의 주체는 법질서와 충돌하는 양심상 명령의 기 가 되는 도덕률

그 도덕규범이 인격의 정체성유지에 하여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가를

제3자가 납득하게끔 설명하여야 한다.23)

양심의 자유가 개별 인 경우에 법 인 의무로부터 면제를 허용하고 개

인 의무면제의 유일한 조건이 바로 양심상 결정의 존재여부이기 때문에,

이에 한 심사 확인 차는 헌법 제11조 제1항의 ‘법 앞에서의 평등’에

한 외를 인정하기 한 필수 인 제조건이다. 물론, 언어를 통한 양

심결정의 소명은 유일하거나 인 기 은 아니다. 기본권의 주체는 언

어를 통하여 양심상 결정의 존재여부를 속일 수도 있으며 양심상의 갈등을

주장하고 소명하는 기술은 사 의 비와 연습을 통하여 익힐 수도 있다는

에서, ‘양심상의 결정에 따라 살아 왔고 앞으로 살아갈 자세가 되어 있는

가’ 하는 평소의 생활양식이나 행동도 양심상 결정의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차에서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22) Vgl. H. H. Rupp, Verfassungsprobleme der Gewissensfreiheit, NVwZ 1991,

S.1034

23) 최 권, 양심의 자유와 사죄 고, 서울 법학, 98. 11., 8면 이하에서도 양심상

결정의 존재를 확인하는 차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vgl. Mager, in:

Münch/Kunig, 5. Aufl., 1999, Art.4, Rn.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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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본권의 주체가 양심상 결정의 존재를 어느 정도로 소명해야 하는

가’에 하여는 다음과 같은 정도의 차이가 있다.24) 양심상의 결정이나 그

에 따른 행 가 종교 교리나 계율에 근거하고 있다면, 종교 인 이유에

기인하는 양심상의 결정은 객 인 종교 교리나 계율에 의하여 증명될

수 있기 때문에, 양심의 자유를 주장하는 자가 평소 그의 신앙에 따른 생

활을 해온 경우라면, 양심상 결정의 존재를 인정하기 하여 그로부터 장

황한 설명을 요구할 필요는 없다. 이에 하여 양심상의 결정이 객 으

로 확인할 수 있고 인정할 수 있는 종교 교리가 아니라 주 윤리 ․

가치 에 근거하고 있다면, 양심상의 갈등을 주장하는 자는 이를 보다 소

상하게 소명해야 한다.

한편, 주장하는 양심상의 결정이 평소의 행동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문

제되는 행 가 양심상의 결정에 근거하지 않는다는 의심이 크기 때문에,

양심의 자유를 주장하는 자는 제3자가 보다 납득할 수 있게끔 소명해야 할

책임이 있다. 물론 인간의 인생 이나 가치 도 바뀔 수 있고, 따라서 최종

, 도덕 심 으로서의 양심의 목소리도 바뀔 수 있지만, 양심은 인간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최고의 도덕 심 으로서 임의로 교체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치 이나 인생 의 변화는 보다 설득력 있게 소명되어야

한다.

따라서 국가가 兵役義務와 같이 1, 2명의 국민이 아니라 집단 으로 양

심상의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법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입법자가 병역

의무를 신하는 체복무의 가능성을 도입하면서 양심상의 갈등을 입증할

수 있는 한 節次를 마련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에 반하지 않는다. 그러

나 한편으로는 양심을 입증하기 하여 국가기 앞에서 개인 인격의 모

든 것을 드러내고 정신 으로 발가벗을 것을 강제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

을 침해해서도 안된다.

마. 헌법재 소의 례

(1) 양심의 자유에 한 종래의 결정을 보면, 헌법재 소가 양심의 槪念

을 어떻게 이해하고 양심의 자유의 보호범 를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가 하

24) Vgl. Rupp, NVwZ 1991, S.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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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불분명하다.

사죄 고 결정(헌재 1991. 4. 1. 89헌마160) 불고지죄 결정(헌재 1998.

7. 16. 96헌바35)에서는 양심을 “세계 ․인생 ․주의․신조 등을 비롯하

여 리 개인의 인격형성에 계되는 내심에 있어서의 가치 ․윤리

단”으로 정의함으로써 양심을 매우 넓게 이해하고 있다.25) 헌법재 소가

기의 결정부터 양심의 자유를 내심의 자유뿐만 아니라 양심실 의 자유

도 포함되는 것으로 단하 다는 을 감안한다면, 와 같은 정의에 따

른 양심의 자유란, 결국 ‘자신의 인생 이나 가치 , 사상을 형성하고 그에

따라 행동할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된다. 그러나 ‘자신의 결정에 따라 표

하고 집회에 참가하고 직업을 행사하는 등 행동하는 자유’는 이미 다른

기본권에 의하여 보장되므로, 양심의 자유가 기본권의 체계 내에서 그에게

부여된 고유한 기능을 담당하도록, 다른 기본권의 보호범 와 경계를 설정

하는 것이 필요하다.

양심의 자유가 보장하는 바는, 국가가 부과하는 법질서의 명령과 자신의

양심상 명령 사이에서 인격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하여 갈등하는 개인에

게 양심에 반하는 행 를 강요하지 않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에서 양

심은 “음주측정거부” 결정(헌재 1997. 3. 27. 96헌가11)에서 정의한 바와 같

이,26) “선과 악의 범주에 한 진지한 윤리 결정”이라고 좁게 정의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에 따라 양심의 자유가 용되는 범 는 ‘도덕 존재로

서의 개인의 정체성이 받는 상황’에 제한되어야 한다.

(2)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경우나 타인에 한 명 훼손으로 인하여 법원

이 명하는 사죄 고를 거부하는 경우, 법질서의 명령과 충돌하는 良心上의

命令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양심의 자유의 문제가 아니라 할 것이다. 양

심의 자유가 문제되기 해서는, 음주측정에 응하는 것이나 사죄 고를 하

는 것이 종교 이나 윤리 인 확신에 반하는 것이라는 수 할만한 주장이

가능해야 하는데, 와 같은 경우 이러한 주장을 납득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음주측정이나 사죄 고를 거부하는 것은 양심상

의 명령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단지 법질서의 명령에 따르기 싫다는 것에 불

25) 례집 3, 149, 153-154면, 례집 10-2, 159, 166-167면

26) 례집 9-1, 245, 263-26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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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하다. 특히 사죄 고를 거부하는 경우, ‘잘못한 것이 없기 때문에 사과할

수 없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는 자신을 구속하는 윤리 명령, 즉 양심상의

명령을 구성할 수 없고, 따라서 양심상의 갈등상황을 야기하지 않는다,27)

양심의 자유가 보호하고자 하는 갈등상황은 본인의 의사와 계없이 법질

서에 의하여 강요된 상황에 있으며, 양심의 자유의 고유한 기능이란 국가

에 의하여 일방 으로 강요된 갈등상황에 한 방어에 있다. 그러나 음주

운 이나 명 훼손 등의 능동 인 행 를 통하여 법질서를 반함으로써

법질서와의 갈등상황을 스스로 야기한 자를 법질서 반의 결과를 책임지

는 과정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헌법상 양심의 자유의 기능이 아니

라고 할 것이다. 만일 사죄 고의 법 강제가 양심의 자유의 문제라면, 당

사자가 승복하지 못하는 결을 집행하는 모든 경우가 곧 양심에 반한다는

논리인데, 그 다면 법의 집행과 국가의 형벌권행사는 ‘개인의 양심에 반하

지 않는 한 가능하다’는 양심유보의 원칙하에 있게 되며, 이는 결국 법질서

와 형벌권의 포기를 의미한다.

양심의 자유가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 고유한 인격의 정체성 유지라는

에 비추어 볼 때, 언론기 에 한 사죄 고 명령은 언론의 공 과제의

이행을 한 보도활동의 범주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개인 인격의

정체성 유지와는 아무런 계가 없다. 즉 신문사의 사죄 고 게재로 인하

여 그 기사를 작성한 언론인의 윤리 정체성이 진지하게 받을 가능성

은 없는 것이다. 사죄 고가 법인인 신문사의 이름으로 게재되며 사죄 고

의 실질 주체도 타인의 명 를 훼손하는 기사를 작성한 언론인이 아니라

신문사라는 도 사죄 고의 문제가 개인 양심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뒷받침한다. 사죄 고의 게재에 있어서 문제되는 것은 언론기 과 언론인

의 論의 自由에 한 제한의 문제이지, 個人的 良心의 문제가 아닌 것이

다. 이러한 에서 볼 때, 헌법재 소는 사죄 고 사건에서 양심의 자유

가 아니라, 언론의 자유를 침해된 기본권으로서 단하는 것이 타당하 다

고 생각된다.28)

27) 같은 견해로는 최 권, 양심의 자유와 사죄 고, 7면 이하,

28) 유사한 취지로 최 권, 양심의 자유와 사죄 고, 12면; 한편 허 , 사죄 고와 양

심의 자유, 법률신문 1991. 7. 15. 15면에서 양심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함께 제

한된 기본권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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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양심의 자유의 보호법익이 ‘개인의 윤리 정체성․동질성’이라는

에 비추어, 양심의 자유의 주체는 오로지 自然人이다.29) 양심의 자유는 그

성격상 인간 구에게나 인정되는 인권으로서 외국인도 기본권의 주체가

된다. 양심이란 항상 자주 인격체의 단독 인 윤리 결정이기 때문에,

단체에 의하여 집단 으로 행사될 수 있는 종교의 자유와는 달리 양심의

자유는 고도의 個人的 權利이며, 따라서 단체나 법인은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 그 다면 헌법재 소의 결정이유와는 달리, 사죄 고의 주체인

신문사는 양심의 자유를 주장할 수 없다.

3. 양심의 자유의 保障內容30)

가. 良心形成의 자유

양심형성의 자유란,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간섭이나 압력․강제를 받지

아니하고 양심을 형성하고 내 으로 양심상의 결정을 내리는 자유로서 ‘양

심상의 문제에서의 思 의 자유’를 의미한다. 그러나 개인의 내면 ․윤리

통제심 인 양심은 외부와의 사상 교류 없이는 형성되지 않으며 그

형성과정에서 국가와 사회에 의하여 다양하게 향을 받기 때문에,31) 양심

29) 최 권, 양심의 자유와 사죄 고, 15면 이하; 계희열, 고시연구 1997. 6., 85면; 권

성, 헌법학원론, 1995, 428면; 김철수, 헌법학개론, 2001, 579면; vgl. Bethge,

HdbStR Bd.6, §137 Rn.5;

30) 국내의 학자들은 ‘양심의 자유’의 내용을 다양하게 설명하고 있다. 김철수 교수,

헌법학개론, 2001, 574면 이하는 양심의 자유를 양심형성의 자유와 양심유지의 자

유(침묵의 자유, 양심추지의 지, 양심에 반하는 행 를 강제당하지 아니할 자

유)로, 권 성 교수, 헌법학원론, 1998, 430면 이하는 양심결정의 자유와 침묵의

자유(양심추지의 지, 양심에 반하는 행 의 지)로, 허 교수, 헌법이론과 헌

법, 2000, 516면 이하는 양심형성의 자유, 양심유지의 자유(침묵의 자유, 양심추지

의 지, 양심에 반하는 행 의 지), 양심실 의 자유(양심의 결정을 작 ․부

작 로 실 하는 자유)로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김철수, 권 성 교수의 경우, 십자가 밟기의 강요와 같은 ‘양심추지의

지’가 동시에 ‘양심에 반하는 행 의 지’를 의미한다는 에서 兩 역의 구분이

불분명하며, 특히 권 성 교수는 양심에 반하는 행 를 강요받지 아니할 부작

의 자유를 “침묵의 자유”로 표 하고 있으나, 이러한 용어가 “침묵의 자유”의 구

체 보장내용으로 열거한 “양심추지의 지, 양심에 반하는 행 의 지”를 모두

포 하는 개념으로서 한가의 의문이 든다. 허 교수의 경우, ‘양심유지의 자

유’의 내용인 “양심에 반하는 행 의 지”는 바로 “부작 에 의한 양심실 의 자

유”를 뜻하므로, 동일한 내용의 자유에 다른 이름을 부여하여 서로 다른 것처럼

구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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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의 자유가 외부로부터의 일체의 향을 배제하려는 것이 아님은 물론

이다.32) 양심형성의 자유는 단지, 국가가 개인의 윤리 통제심 을 마음

로 조종할 목 으로 개인이 윤리 으로 독자 인 결정을 내리는 것을 방해

하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다. 양심형성의 자유란 양심에 한 국가의 결정

권을 배제하려는 것이며, 특히 교도소나 군 와 같은 특별권력 계에서 양

심형성의 자유가 침해될 가능성이 크다.

인간의 내심 역은 본질상 국가가 간섭할 수 없고 국가의 향권 밖에

있기 때문에,33) 인간의 내 사고 역․결정 역을 보호하고자 하는 양심

형성의 자유는 사실상 기본권에 의한 별도의 보호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양심형성의 자유에 한 침해는 실 으로 큰 의미가 없다. 단

지, 오늘날의 국가는 최면, 세뇌, 마취분석, 마약 등과 같이 양심의 형

성과정에 부당한 향을 미치거나, 개인의 내 인 심 을 제거하여 개인을

굴복시키고 윤리 으로 침묵시키기에 당한 수단을 가지고 있으므로, 내

심의 역 한 이러한 에서 보호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34)

나. 良心實現의 자유

(1) 양심보호의 핵심 역으로서 양심실 의 자유

양심의 자유는 ‘양심형성의 과정에서 국가의 간섭이나 강요를 받지 아니

할 자유’뿐이 아니라 내 으로 자신을 구속하고 반드시 따라야 하는 양심

상의 명령에 따라 행동하거나 행동하지 아니 할 자유, 즉 양심을 실 할

자유를 보호한다.35) 양심은 소극 인 부작 극 인 작 에 의해서

31) 특히 국가는 헌법 제31조(포 인 교육책임)에 근거하여 학교교육을 통하여 개

인의 사고형성에 범 한 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임받았다.

32) Vgl. Herdegen, Gewissensfreiheit und Normativität des positiven Rechts, 1989,

S.271f.; Preuß, AK, Rn.40

33) 외부 세계로 나타나는 인간의 행 만이 국가의 간섭과 제한의 상이 될 수 있다.

34) Vgl. Bethge, HdbStR VI., 1989, §137, Rn.13; Herzog, DVBl 1969, S.719;

Böckenförde, VVDStRL 28(1970), S.51

35) 독일에서의 지배 인 견해이다, 홍성방, 양심의 자유, 고시연구 2000. 1., 주 38)

에서 양심의 자유의 보호를 행 역에 확 하는 것을 부정하는 학자로서

Böckenförde 교수와 Zippelius 교수를 들고 있으나, Böckenförde 교수는 처음부터

이를 정하 고, Zippelius 교수는 BK Art.4 Rn.44f., 57에서 그의 견해를 변경하

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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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될 수 있으므로, 양심실 의 자유는 크게, 양심에 반하는 행 를 강요

받지 아니할 자유(不作爲의 자유)와 양심에 따른 행동을 할 자유(作爲의

자유)를 포함한다.

양심의 자유의 내용으로서 내심의 자유인 양심에 따라 결정할 권리만을

인정하고 양심상의 결정에 따라 행동할 권리를 부정하는 것은 헌법상 양심

의 자유의 보장을 사실상 무의미하게 하는 것이다. 만일 내심의 자유로서

양심형성의 자유만이 보장된다면, 양심의 명령과 법질서의 명령이 법 실

에서 서로 충돌하는 경우 양심에 반하는 행 를 강요받지 아니할 자유는

헌법상 아무런 보장을 받을 수 없게 되며, 이에 따라 양심의 자유는 사실

상 기본권 보호의 필요성이 거의 없는 내심의 자유의 보호에 제한되어

결과 으로는 국가권력으로부터 개인의 양심을 보호하는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게 된다. 그 다면 왜 헌법이 양심의 자유를 명문으로 보장하고 있는

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양심의 자유에 양심실 의 자유를 포함시키는 경우, 물론 다른 법익과

충돌할 수 있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良心實現의 自由

를 어떻게 制限해야 하는가’ 하는 어려운 헌법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나

양심실 의 자유와 국가의 법질서를 양립시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이유

로 양심의 자유의 보호범 를 처음부터 내심의 역에 제한해야 한다는 주

장은, ‘기본권제한의 문제를 법리 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의 여부가 기본권

의 보장내용을 결정한다’는 주장과 다름없을 뿐이 아니라, 한편으로는 다른

법익과의 충돌을 비례의 원칙을 통하여 조화와 균형의 상태로 조정하는 것

이 모든 기본권에 있어서 일반 으로 나타나는 자유제한의 문제라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36) 역사 으로 보더라도, 양심이 종교 양심만을 의미하던

때에도 양심의 자유란 단지 신앙을 가지는 자유뿐이 아니라 종교 확신에

따라 행동할 자유, 특히 자신의 종교를 가정에서 배의 형태로 실 할 자

유를 당연히 포함하 다.37) 자주 인 인격체에 있어서 사고와 행동은 분리

36) 컨 홍성방, 양심의 자유, 고시연구 2000. 1., 132면 이하, ‘양심실 의 자유를

인정하면 다른 법익과의 충돌이 발생할 수 있고 무정부상태가 나타날 수 있다’고

한다. 이로써 ‘양심실 의 자유의 보장’과 ‘그에 한 제한’의 문제를 구분하지 않

고, 자유의 보장이 곧 무제한의 보장이라는 제에서 출발하고 있다; 와

같은 견해로 권 성, 헌법학원론, 1995, 4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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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단될 수 없으며, 개인에게 사고와 결정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사고

와 결정에 따른 행동의 자유를 부인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과 인격의 자유

로운 발 을 기 로 하는 헌법의 인간상과도 부합하지 않는다.38)

따라서 양심의 자유는 양심실 의 자유를 포함하며, 良心實現의 自由는

헌법이 개인의 양심과 련하여 보장하고자 하는 핵심 역이다. 양심실

의 자유는 양심형성의 내부 역을 넘어서, 양심을 외부 역에서 실 하

고 집행하기 하여 필요한 모든 자유 역을 포함한다. 이에 따라 양심실

의 자유는 형성된 양심을 외부로 표명하고 양심에 따라 삶을 형성할 자

유, 구체 으로는 양심을 표명하거나 는 양심을 표명하도록 강요받지 아

니할 자유(良心表明의 자유),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받지 아니할 자유

(不作爲에 의한 양심실 의 자유), 양심에 따른 행동을 할 자유(作爲에 의

한 양심실 의 자유)를 모두 포함한다. 양심의 자유는 양심을 가지지 아니

할 자유나 양심에 따라 행동하지 아니할 자유와 같은 소 ‘소극 자유’39)

도 보장한다.

37) Vgl. Böckenförde, VVDStRL 28(1970), S.51

38) Vgl. Herzog, Art. 4, in: Maunz/Dürig, Rn.135f.; Bäumlin, VVDStRL 28(1970),

S.16

39) 계희열, 양심의 자유, 고시연구 1997. 6., 79면 이하에서 양심활동의 자유를 소극

자유와 극 자유로 구분하여 積極的 自由를 ‘형성된 양심을 극 으로 표

명하고 그에 따라 행동할 자유, 즉 작 의 자유’로서, 消極的 自由를 ‘형성된 양심

을 표명하도록 는 양심에 반하여 행동하도록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로서 이해

하고 있으나, 이러한 표 은 기본권의 극 ․소극 자유와 혼동될 우려가 있

으므로, 극 ․소극 자유란 표 보다는 作爲․不作爲의 自由란 용어를 사용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기본권의 소극 자유란, 기본권을 행사하지

아니할 자유를 의미하며, 이는 양심의 자유의 경우, 양심형성의 자유의 소극 측

면으로서 ‘양심을 형성하지 않을 자유’ 는 양심실 의 자유의 소극 측면으로

서 ‘형성된 양심을 실 하지 아니할 자유’를 의미한다. 따라서 양심을 표명하지 아

니할 자유(소 침묵의 자유)나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자유(소

부작 의 자유) 모두 양심실 을 하여 필요한 요소라는 에서 양심실 의

자유의 극 인 측면인 것이다.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받지 아니할 자유’란

‘양심에 따라 살 자유’, 곧 ‘양심실 의 자유’이며, 이에 반하여 소극 자유는 ‘양

심에 따라 살지 않을 자유’이다. 물론 도덕 확신을 갖지 아니한 자는 법 의무

의 부과로 인하여 양심상의 갈등에 빠질 수 없으며, 소극 자유는 국가에 의하

여 침해될 가능성이 없고 한 보호받을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는

실익은 없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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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良心表明의 自由

우선, 양심실 의 자유는 내 으로 형성된 양심을 국가로부터 간섭이나

불이익을 받지 않고 외부로 表明할 자유를 포함한다. 국가가 특정 내용의

양심상 결정에 하여 인 태도를 취하고 이를 징계함으로써 국민들

로 하여 양심상 결정을 포기하도록 강요하는 상황에서는 국민은 자신의

양심을 자유롭게 외부로 표명할 수 없다. 양심의 보유 그 자체 는 양심

의 단순한 표명에 하여 국가가 처벌․징계 등 불이익을 가하는 것은 양

심표명의 자유에 한 제한이다. 국가가 특정 이념이나 종교를 탄압하거나

日帝 때 기독교인을 가리기 하여 강요한 “십자가 밟기”와 같이 행동을

통하여 양심을 간 으로 표명하도록 강요하는 상황과 같이, 개인이 양심

을 보유하고 있는 것 그 자체에 하여 국가가 간섭하거나 불이익을 가하

는 경우가 양심표명의 자유가 용되는 형 인 이다. 이러한 에서

‘양심을 외부로 표명하도록 강요받지 않을 자유’인 소 “沈黙의 自由”나

“良心推知의 禁止”란 양심표명의 자유의 소극 인 표 에 지나지 않는다.

양심표명의 자유가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궁극 으로 양심의 유지이므로,

이는 한 良心維持의 自由라고 할 수 있다.40)

종교 립성을 국가의 기본원리로 삼는 오늘날의 민주 법치국가에

서 양심표명의 자유가 침해당할 가능성은 희박하므로, 양심형성의 자유와

마찬가지로 양심표명의 자유는 실질 으로 큰 의미가 없다고 할 것이다.

양심표명의 자유를 양심형성의 자유 양심실 의 자유와 함께 별개의 자

유 역으로 분류하는 것도 가능하나, 양심의 유지가 양심실 의 사실

제가 된다는 에서 ‘양심표명 는 양심유지의 자유’를 별도로 분류할 것

이 아니라 양심실 의 자유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하다고 본

다.41)

40) 이러한 이유에서 김철수, 헌법학개론, 2001, 574면 이하 허 , 헌법이론과 헌

법, 2000, 516면 이하는 ‘침묵의 자유’(양심을 언어에 의해서 표명하도록 강요당하

지 않을 자유)와 ‘양심추지의 지’(양심을 일정한 행동을 통해 간 으로 표명

하도록 강요당하지 않을 자유)를 ‘양심유지의 자유’라는 상 개념에 귀속시키고

있다.

41) 헌재 1998. 7. 16. 96헌바35 결정(국가보안법상의 불고지죄)에서도 “양심의 자유

는 내심 자유뿐이 아니라 양심 결정을 외부로 表現하고 實現할 수 있는 양심

실 의 자유를 포함한다”고 시하 다( 례집 10-2, 159, 166-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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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作爲 不作爲에 의한 양심실 의 자유

양심이란 그 본질상 외부로부터의 강제에 하여 소극 ․수동 으로

반응하는 내 인 통제심 이지, 자발 ․능동 으로 법 지명령에 반하

여 행동함으로써 국가의 법질서와 갈등상황을 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이러

한 에서 볼 때, 양심의 명령은 일반 으로 외부로부터의 행 요구에

한 不作爲(“․․․행 는 해서는 안 된다”)의 命令이다. 양심실 의 자유가

일차 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바는, 법 의무의 면제를 통하여 기본권의

주체에게 양심에 반하는 행 를 강요하지 않으려는 데 있다. 따라서 양심

실 의 자유는 우선 으로, ‘법질서에 의하여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

당하지 아니 할 자유’, ‘양심에 반하는 법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자유’,

즉 不作爲의 自由이다. 구체 으로 양심실 의 자유란 양심에 반하는 병

역의무, 고지의무, 선서의무 는 계약이행의무 등의 이행을 거부할 권리

이다.

한편, 양심의 자유의 고유한 기능이 국가에 의하여 강요된 갈등상황에

한 방어에 있고, 강요된 갈등상황이란 법 행 의무뿐이 아니라 지명

령의 부과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법 지명령에 한 양심상

의 방어로서 ‘양심의 명령에 따른 積極的인 行爲’, 즉 作爲의 自由도 보호

된다.42) 그러나 특정 행 를 할 것을 요청하는 양심상의 행 명령과 그러

한 행 에 한 법 인 지명령이 서로 충돌하는 것은 매우 드문 경우이

다.43) 극 인 행 를 통하여 국가의 지명령을 반할 자유는, 바로 이

러한 행 를 하는 것만이 양심상 명령의 무조건 인 요청에 해당하는 경

우, 즉 개인이 스스로 선택하거나 야기하지 아니한 구체 인 상황에서 양

심의 목소리를 따르기 해서는 법 지명령을 반하는 것 외에는 달리

42) 이에 하여 양심실 의 자유를 ‘양심에 반하는 행 를 강요받지 아니할 자유’

는 ‘양심에 반하는 행 를 해야 할 법 의무로부터 면제받을 권리’로서 소

부작 의 자유로 제한하려는 견해로는 김철수, 헌법학개론, 2001, 575면 이하; 권

성, 헌법학원론, 1998, 433면; Arndt, NJW 1966, S.2205

43) 양심상의 行爲命令과 그러한 행 에 한 법 인 지명령이 서로 충돌하는

로는, 컨 휴일에도 일하라는 종교 명령과 휴일작업 지법이 충돌하는 경

우, 치유가능성이 없는 환자를 그의 간곡한 요구에 의하여 양심상의 결정에 따라

살해하는 경우 는 직무상의 기 을 양심상의 이유로 설하는 경우, 보안사의

민간인 정치사찰을 폭로하기 하여 부 를 빠져 나간 군인의 양심의 자유가 군

무이탈 지명령과 충돌하는 경우( 법원 1993. 6. 8. 93도766 결)를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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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런 행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양심실 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

된다.44)

그러나 양심상의 명령은 부분의 경우 극 인 행 를 통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 될 수 있으며, 한편으로는 “․․․행 는 해서는 안 된

다”는 법 인 지는 지된 행 외에는 다른 행 가능성을 반 으로

허용하고 있으므로, 처음부터 양심실 의 방법에 있어서 다양한 행 가능

성이 개방되어 있다. 를 들자면, “가난한 자를 도우라”는 양심상의 명령

은 ‘부자에게서 재물을 빼앗아 가난한 자에게 나 어 주는 방법’ 외에도 다

양한 행 형태로 실 될 수 있으므로, “가난한 자를 도우라”는 양심상의

행 명령은 ‘부자에게서 재물을 빼앗는 행 ’의 명령과 일치하지 않는다.

따라서 ‘가난한 자를 도우라’는 양심상의 행 명령과 ‘도둑질을 하지 말라’

는 형법상의 행 지명령의 충돌이 존재하지 않고, 이에 따라 양심상의

갈등 상황은 일반 으로 발생하지 않는다.

결국, 국가의 행 명령에 한 거부가 양심의 자유와 련하여 형 이

고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우라는 에서, 양심의 자유는 법이 요구하

는 특정 행 를 하지 아니할 자유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 경우에도 양심의

자유가 양심에 반하는 국가 강제로부터 개인의 양심상의 결정을 보호하

려는 것이지 법 의무 그 자체를 면제하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가

법 의무의 부과를 통하여 실 하려는 목 을 달성하기 하여 양심을 보

호하는 다른 체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에 반하지 아니한다.

를 들자면, 양심상의 이유로 병역의무를 거부하는 자에게 그 신 체

복무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다. 헌법재 소의 례

헌법재 소는 “사죄 고” 결정에서, 개인의 윤리 단에 국가가 개입

해서는 안 되는 “內心의 자유”와 이와 같은 윤리 단을 국가권력에 의

하여 외부에 표명하도록 강제 받지 않는 “沈黙의 자유”로 양심의 자유의

내용을 구분하면서 “양심에 반하는 행 를 강제 받지 아니 할 자유”를 “침

묵의 자유”의 한 내용으로 보았으나, “불고지죄” 결정에서는 양심의 자유를

44) Vgl. Preuß, AK, Rn.43; Mager, in: Münch/Kunig, Rn.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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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심의 자유인 “良心形成의 자유”와 양심의 결정을 외부로 표 하고 실

하는 “良心實現의 자유”로 구분하면서 양심실 의 자유는 극 인 작 에

의한 양심실 과 소극 인 부작 에 의한 양심실 을 포함한다고 시하

다. 종래의 결정과 달리, “불고지죄” 결정은 양심의 자유의 포 인 내용

을 모두 포함하도록 한 기 에 의하여 구분하 고, 특히 양심실 의

자유에는 부작 에 의한 양심실 의 자유뿐이 아니라 作爲에 의한 양심실

의 자유도 포함된다고 밝힌데 그 의미가 크다.

헌법재 소는 “사죄 고” 결정에서 양심의 자유의 내용을 크게 “내심의

자유”와 “침묵의 자유”로 구분하 는데, 이러한 구분이 양심의 자유의 내용

을 제 로 반 하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헌법재 소가 “불고지죄” 결정에

서 시한 바와 같이, 양심의 자유란 크게 양심형성의 內部 역과 형성된

양심을 실 하는 外部 역 는 形成의 역과 實現의 역으로 나 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내용도 한 마찬가지로 인간의 내부 역에서 양심

을 형성하는 “양심형성의 자유”와 양심을 외부에서 실 하는 모든 자유

역을 포함하는 “양심실 의 자유”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헌법재 소가 언 하는 “沈黙의 自由”란 “양심을 외부에 표명하도록 강

제받지 아니 할 자유”인데, 이러한 내용의 침묵의 자유는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받지 아니 할 자유”(부작 에 의한 양심실 의 자유), “양심에

따른 행동을 할 자유”(작 에 의한 양심실 의 자유)를 포 하는 상 개념

이 되기에는 무 소하다. 뿐만 아니라 일반 으로 양심의 자유가 외부

역에서 문제되는 경우란 국가가 양심에 반하는 행 명령이나 지명령을

부과함으로써 개인에게 양심에 반하는 작 나 부작 를 강제하는 상황이

며, 그 반면에 침묵의 자유가 보호하고자 하는 상황인 “양심을 표명하도록

강제 받는 상황”이란 법 실에서 지극히 외 으로 발생한다는 을

감안한다면,45) 양심의 자유의 보호내용 침묵의 자유는 거의 실 의

미가 없다. 한 “양심을 표명하도록 강제 받는 상황”이란 부분의 경우

45) 양심을 표명하도록 강제당하는 상황으로서 컨 日帝 때 기독교인을 가리기

하여 강요한 “십자가 밟기”와 같이 행동을 통하여 양심을 간 으로 표명할

것을 강요하는 상황을 상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상황이란 양심의 자유가 제한되

는 형 인 경우가 아니라, 오늘날 법치국가에서는 거의 발생할 수 없는 외

상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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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에 반하는 행 를 강요받는 상황’이라는 에서 보더라도, 침묵의 자

유는 양심실 의 자유를 신하는 용어가 될 수 없음은 물론이고, 양심실

의 자유의 내용 일부로서도 독자 인 치를 차지하기에는 실질

요성이 없는 자유 역이라 하겠다.

따라서 헌법재 소는 앞으로의 결정에서는 “내심의 자유”와 “침묵의 자

유”로 양심의 자유를 설명할 것이 아니라, 양심형성의 자유와 양심실 의

자유로 구분하는 것이 양심의 자유의 내용을 보다 타당하게 표 하는 것이

라고 생각된다.

4. 良心實現의 自由의 保障 문제

가. 헌법 질서의 일부분으로서 양심실 의 자유

양심의 자유의 보장내용을 단지 개인의 내면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양심

형성의 자유로 제한한다면, 법질서에 의한 제한의 필요성이 없지만, 양심의

자유가 한 양심실 의 자유를 포함하는 한, 양심의 자유는 법질서나 타

인의 법익과 충돌할 수 있고 이로써 필연 으로 제한을 받는다. 양심의 자

유가 보장된다는 것은, 곧 개인이 양심상의 이유로 법질서에 한 복종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만일 그

다면, 법질서는 ‘법 명령이 개인의 양심에 반하지 않는 한, 국가의 법질

서는 유효하다’는 의미의 良心留保의 원칙하에 있게 된다. 이는 법질서의

해체, 국가와 헌법의 해체를 의미한다.

양심의 자유는 헌법상의 기본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자유로서 실정법

질서의 한 부분이다. 기본권 자유는 법 자유이며, 법 자유는

는 무제한 으로 보장될 수 없다. 어떠한 헌법규범도 헌법 스스로를

괴하는 근거가 될 수 없으며, 이러한 의미로 해석될 수 없다. 기본권의 행

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의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국가의 법

질서를 태롭게 하지 않는 범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모든 기

본권의 원칙 인 한계이며, 양심의 자유가 다른 헌법 법익과 마찬가지로

헌법 질서 내에 자리 잡음으로써 모든 헌법 법익을 구속하는 한계가

이미 설정되었다.

국가의 존립과 법질서는 국가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이 자유를 행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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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기본 제조건이다. 양심의 자유는 국가의 법질서를 무시할 수 있

는 법 권한이 될 수 없으며, 자유민주 기본질서는 양심의 자유를 주장

하는 기본권 주체의 자유로운 처분에 맡겨 질 수 없다. 만일 양심의 자유

가 와 같은 헌법 한계를 극복하는 괴력을 가진다면, 국가의 법질서

는 양심의 자유를 주장하는 세력에 의하여 붕괴되고 말 것이며, 결국 양심

의 자유는 자유민주 질서를 구성하는 기본권이 아니라 국가와 헌법을 제

거하는 기본권이 될 것이다.

나. 법익교량과정의 特殊性

양심실 의 자유의 보장 문제는 ‘양심의 자유’와 ‘국가의 법질서’ 사이의

調和의 문제이며, 양 법익간의 법익형량의 문제이다. 그런데 수단의 합

성, 최소침해성을 심사한 후 법익형량을 통하여 어느 정도까지 기본권이

공익상의 이유로 양보해야 하는가를 밝히는 비례원칙의 일반 심사과정은

양심의 자유에 있어서는 그 로 용되지 않는다.46) 양심의 자유의 경우,

비례의 원칙을 통하여 양심의 자유를 공익과 교량하고 공익을 실 하기

하여 양심을 상 화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의 본질과 부합할 수 없다. 양심

상의 결정이 법익교량과정에서 공익에 부합하는 상태로 축소되거나 그 내

용에 있어서 왜곡․굴 된다면, 이는 이미 “양심”이 아니다.47) 컨 종교

양심상의 이유로 병역의무를 거부하는 자에게 병역의무의 반을 면제

해 주거나 아니면 유사시에만 병역의무를 부과한다는 조건 하에서 병역의

무를 면제해 주는 것은, 국방을 책임진 국가의 에서나 는 병역의무

거부자의 양심의 에서나 채택될 수 없는 해결책이다. 마찬가지로 쟁

을 찬하는 서 을 인쇄하는 작업은 평화주의자인 자신의 양심에 반한다

는 이유로 근로계약상의 의무이행을 거부하는 인쇄소 직원의 양심상의 갈

등은 인쇄할 서 의 양을 반으로 이거나 근무시간을 반으로 인다고 하

여 해소되지 않는다.

이러한 에서 볼 때, 비례의 원칙을 통하여 기본권제한의 정도와 한

46) Vgl. Mager, in: Münch/Kunig, Rn.24f.

47) Vgl. Rupp, Verfassungsprobleme der Gewissensfreiheit, NVwZ 1991, S.1036f.;

허 , 한국헌법론, 1999, 371면, 양심은 타 이나 합의가 불가능하다는 에서 그

특수성을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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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확정하려는 작업은 양심의 자유의 본질에 비추어 독특한 형태를 가진

다. 양심의 자유의 경우에는 법익교량을 통하여 양심의 자유와 공익을 조

화와 균형의 상태로 이루어 양 법익을 함께 실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양심의 자유’와 ‘공익’ 兩 擇一, 즉 양심에 반하는 작 나 부작 를 법

질서에 의하여 ‘강요받는가 아니면 강요받지 않는가’의 문제가 있을 뿐이

다.48)

다. 양심실 의 자유의 구 방법

(1) 양심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代案의 존재여부

이러한 이유로 양심실 의 자유의 보장 문제는 법공동체가 개인의 양심

을 존 하는 방법을 통하여 양심상의 갈등을 덜어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가의 여부에 한 문제이다. 결국, 양심실 의 자유의 보장 문제는, ‘국가가

소수의 국민을 어떻게 배려하는가’의 문제, 소수에 한 국가 ․사회

용의 문제이며, ‘국가가 법질서를 유지하면서도 한 양심도 보호하는 代案

을 제시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국가와 양심의 조화를 이루게 하는 원칙

은 寬容의 原則이며, 양심의 자유는 양심과 법질서의 갈등문제를 국가

용을 통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다.49) 즉 국가가 양심의 자유를 주장

하여 법 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자에게 법 의무를 면제해 주는 것을

감당할 수 있고 의무면제를 신하는 다른 가능성이 있다면, 양심의 자유

는 국가공권력에게 법 인 체가능성을 제공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다.50) 이러한 에서 볼 때, 법률의 헌성심사에 있어서 다른 기본권의

침해여부를 우선 으로 심사해야 하며, 법률이 다른 헌법 에서 합

헌이라는 것을 제로 하여, 양심의 자유의 문제는 최종 으로 단되어

야 한다.

48) Vgl. Rupp, NVwZ 1991, S.1036f.

49) Böckenförde, VVDStRL 28(1970), S.65; Arndt, NJW 1966, S.2206; Bäumlin,

VVDStRL 28(1970), S.20

50) Vgl. Luhmann, Die Gewissensfreiheit und das Gewissen, AöR 90(1965), S.283ff.;

Podlech, Das Grundrecht der Gewissensfreiheit und die besonderen Gewaltverhältnisse,

SzöR. Bd. 92, 1969, S.35; Muckel, Die Grenzen der Gewissensfreiheit, NJW

2000, S.690; Böckenförde, VVDStRL 28(1970), S.61f., 71; Preuß, AK, Rn.43,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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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심의 자유를 고려해야 할 立法 의 義務

(가) 양심의 자유는 일차 으로 立法 에 한 요청으로서, 가능하면 양

심의 자유가 보장될 수 있도록 법질서를 형성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기

본권이다.51) 법 의무와 개인의 양심이 충돌하는 경우, 법질서를 태롭게

함이 없이 법 의무를 체하는 다른 가능성이나 법 의무의 개별 면

제와 같은 代案을 提示함으로써 양심상의 갈등이 제거될 수 있다면, 입법

자는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하여 개인의 양심과 국가 법질서의 충돌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할 의무가 있다. 입법자는 공익상의 이유로 법 의무로부터

면제하거나 는 이를 체할 수 있는 다른 가능성을 제공할 수 없다면,

법 의무에 반한 경우 가해지는 처벌이나 징계에 있어서 어도 그의

경감이나 면제를 허용함으로써 양심의 자유를 보호할 수 있는가를 살펴보

아야 한다.

반 로 國民 個人의 입장에서 본다면, 법률에 의하여 양심의 자유를 침

해당했다고 주장하는 경우는 법률이 국민 구에게나 용되는 법 의무

를 부과하면서 자신의 고유한 윤리 갈등상황을 특별히 배려해 주지 않는

다는 것, 즉 개인의 양심상의 갈등 상황을 고려하는 의무면제규정이나

체의무규정과 같은 特例規定을 두고 있지 않다는 것을 문제 삼는 경우이

다.52)

(나) 그러나 한편으로는, 양심은 지극히 주 인 상으로서 언제 법규

범의 제정이 국가공동체의 구성원에게 양심상 갈등을 가져오는지 양심갈등

의 발생여부를 사 에 측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양심과 법질서가 충돌

할 수 있는 상황은 그 상에 있어서 제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모든 법

규범의 경우 개인 양심갈등의 상이 발생할 수 있다. 그 다고 하여 입

법자에게 법률의 제정시 양심상 갈등의 여지가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사안

에 하여 사 에 방 으로 양심의 자유를 고려하는 일반조항을 둘 것을

51) Vgl. Bäumlin, VVDStRL 28(1970), S.21; Faller, Gewissensfreiheit und ziviler

Ungehorsam, in: FS für Hildebert Kirchner, 1985, S.78; Scholler, Gewissen,

Gesetz und Rechtsstaat, DÖV 1969, S.532

52) 컨 병역법이 병역의무를 부과하면서 종교 인 이유 등으로 양심상의 갈등에

처하게 되는 일부 국민에게 이러한 갈등을 완화할 수 있는 민간복무와 같은 다른

가능성을 규정하지 않는 경우가 법률에 의한 양심의 자유의 침해를 주장하는

형 인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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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할 수는 없다. 따라서 조감할 수 없는 무수한 개별 양심갈등 발생의

가능성에 비추어 법 의무를 체하는 다른 안을 제공해야 할 입법자의

의무는 원칙 으로 부과될 수 없다.53)

양심의 자유는 개별 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무수한 양심상 갈등에 하여

입법자가 구체 경우마다 어떠한 방법으로 개인의 양심을 배려해야 하는

가에 하여는 아무런 구체 인 지침을 제시하지 않는다. 마치 헌법 제11

조의 평등원칙이 입법자에게 ‘정의로운 법질서의 형성을 하여 객 으

로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규범의 상을 實質的으로 平等하게

規律해야 할’ 일반 의무를 부과하는 것과 같이, 양심의 자유는 입법자에

게 단지 양심의 자유의 객 내용인 ‘寬容의 原則을 실천할 것’, 즉 ‘양심

의 자유를 보호하는 법질서를 형성할 것’을 임하고 있을 뿐이다.

(다) 따라서 양심의 자유에서 생하는 입법자의 의무는 단지 입법과정

에서 양심의 자유를 고려할 것을 요구하는 一般的 義務이지 구체 내용의

안을 제시해야 할 헌법 입법의무가 아니므로, 헌법재 소는 양심의 자

유가 부과하는 입법자의 추상 의무를 근거로 하여 안을 부여하지 않는

법률에 하여 헌 단을 하거나 는 입법부작 헌확인을 원칙 으로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양심의 자유는 입법자로부터 구체

법 의무의 면제를 요구하거나 법 의무를 체하는 다른 가능성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주 권리, 다시 말하자면 자신의 주 윤리

상황을 다른 국민과 달리 특별히 배려해 것을 요구하는 권리를 원칙

으로 부여하지 않는다.

단지, 외 으로 헌법이 스스로 안을 제공할 것을 규정하고 있거

나54), 는 입법자가 양심갈등의 발생 가능성을 사 에 충분히 측할 수

53) Vgl. Herzog, in: Maunz/Dürig, Art.4, Rn.174; Herdegen, Gewissensfreiheit und

Normativität des positiven Rechts, 1989, S.282; Kluth, Das Grundrecht der

Gewissensfreiheit und die allgemeine Geltung der Gesetze, in: Festschrift für J.

Listl, S. 232f.; Mager, in: Münch/Kunig, Rn.28

54) 우리 헌법에는 법 의무를 체하는 가능성을 명시 으로 제시하는 규범이 없

으나, 독일 기본법은 양심상의 이유로 병역의무를 거부할 권리를 명문으로 인정

하면서(제4조 제3항) 병역의무에 한 안으로서 ‘ 체복무’(제12조 제2항)를 규

정하고 있고, 연방 통령 등의 취임선서와 련하여 ‘종교 내용없는’ 선서를 할

수 있다고(제56조 제2문) 안을 명문으로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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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고 공익실 이나 법질서를 해함이 없이도 안의 제시가 가능하다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55) 양심을 보호하는 안을 제시해야 할 구체

인 입법자의 의무가 인정된다. 그러나 법익교량과정에서 법 의무를

체하는 다른 가능성을 허용하더라도 실 하고자 하는 공익의 달성이 명백

한 경우는 사실상 외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입법과정에서 양심의 자유

를 고려해야 할 입법자의 의무는 헌법 으로 거의 철될 수 없는 것으로

단된다.

(3) 양심의 자유를 고려해야 할 法適用機關의 義務

(가) 양심의 자유를 고려해야 할 입법자의 의무가 헌법소송으로 철하

기 어려운 일반 의무라 한다면, 결국 양심의 자유를 보호하는 과제는 입

법자가 아니라 사실상 법을 용하는 법원과 행정청으로 이되었으며, 양

심의 자유와 법질서간의 법익교량의 문제는 양심의 갈등이 발생한 개별 사

건에서의 구체 인 法適用過程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되었다.

헌법 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는 合憲的 法律을 용하는 경우에도 개인

에 따라 양심상의 갈등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양심의 자유는 법률을 용

하는 국가기 인 法院과 行政廳에 하여 합헌 법률을 개별 인 경우에

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양심상의 강제에 한 보호를 요청한다. 모든

법규범은 다양한 생활 계를 일반․추상 으로 규율해야 하기 때문에, 입

법자의 법익형량이 구체 인 경우의 고유하고 특수한 상황, 특히 개인에

따라서는 양심상의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

한다. 따라서 개별 인 경우의 구체 인 상황을 고려하여 법 이 다시 한

번 양심의 자유와 공익간의 법익형량을 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양심

의 자유는 法官에 한 요청, 구체 으로 法律의 良心友好的 適用에 한

요청이다.56)

55) 한 법제정 당시에는 입법자가 양심갈등의 발생 가능성을 측할 수 없었으나,

법 용기 이 법률을 용한 결과 양심의 자유에 한 과도한 침해가 발생한다는

것이 확인되었고 입법자도 이를 장기간에 걸쳐 충분히 인식할 수 있으며 안을

제시하더라도 법질서나 공익을 태롭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 명백하다면, 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法律을 改善해야 할 의무를 인정할 수 있다, 독일의 례

유일하게 입법자의 입법개선의무를 언 한 결정으로는 vgl. BVerfGE 33, 32ff.

(Eidespflic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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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법률이 법 용기 에 재량을 부여하고 있다면, 법 용기 은 입법

목 을 실 하면서도 양심의 자유를 고려하는 방향으로 재량을 행사해야

한다. 는 법규범이 해석을 요하는 一般條 이나 不確定 槪念을 담고 있

는 경우, 법 은 양심우호 으로, 즉 개인이 양심을 유지할 수 있도록

체의무나 체행 가능성을 제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규범을 해석해야

한다.57)

이는, ‘국민 모두에게 용되는 법률에 하여 외를 허용하여 양심상의

결정을 가능하면 그 로 유지하도록 하면서, 한편으로는 법 의무를 체

할 수 있는 다른 의무를 이끌어낼 수 있는가’를 단하는 작업이다. 물론

제조건은, 법률을 그러한 방법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고 그러한 해석

에도 불구하고 법률이 의도하는 공익의 실 이 가능하며, 한 양심상의

갈등을 주장하는 개인에게도 그러한 해결책을 받아들일 것을 요구할 수 있

는 경우이다. 이러한 조건이 성립될 수 없다면, 양심상의 이유로 법 의무

의 이행을 거부하는 자는 의무 반에 하여 가해지는 법률상 규정된 불이

익이나 징계를 감수해야 한다. 양심의 갈등을 피할 수 있는 안이 있고

안을 제시해도 공익과 법의 목 이 충분히 실 될 수 있음에도 법 이

이와 같은 양심우호 해석을 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법 의 결정은 양심

의 자유에 한 과도한 제한으로서 비례의 원칙에 반된다.

(다) 법 에 한 양심우호 규범해석의 요청은 私人間의 분쟁에 있어

서, 특히 노동법상 근로자가 양심상의 이유로 作業을 拒否하는 경우에 문

제된다.58) 이 경우, 법 은 우선 다른 체 작업가능성을 타진해 보고 이러

한 가능성을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비로소 근로자의 해고가 정당

화된다고 단해야 한다. 구체 으로, 채무자가 양심상의 이유로 계약의 이

56) Vgl. BVerfGE 23, 127, 134; 33, 23, 32ff., 독일의 연방헌법재 소는 이 결정에서

‘법 근거없이 증언이나 선서를 거부하는 행 를 징계하는 규정(독일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을 해석함에 있어서, 형사소송법에 명시 으로 열거된 이유 외에도

한 기본법 제4조 제1항의 양심․종교의 자유가 선서의 거부를 정당화하는 “法

的 根據”로서 고려될 수 있도록, 헌법합치 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시하 다;

Herdegen, Gewissensfreiheit und Normativität des positiven Rechts, 1989,

S.291f.; Mager, in: Münch/Kunig, Rn.24

57) Vgl. Rupp, NVwZ 1991, S.1036f.

58) Vgl. W. Kluth, Das Grundrecht der Gewissensfreiheit und die allgemeine

Geltung der Gesetze, S.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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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을 거부하는 경우, 즉 私法上의 청구권이 문제될 때, 민사법원이 양심상

의 갈등이라는 抗辯事由를 존 하고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59) 민

사법원은 ‘양심의 자유’와 이를 제한하는 사 자치의 원칙의 구체 표

으로서 ‘계약 수의 원칙’을 교량해야 하는데, 이러한 법익교량의 장소는

일반조항이나 불확정개념이다.

(라) 良心友好的 解釋의 다른 요한 용 역은 소 良心犯에 한

量刑이다. 법규정이 법 에게 양형의 가능성을 부여한다면, 법 은 양형에

있어서 범죄인의 양심의 자유를 고려해야 한다. 국가의 법 평화와 타인

의 법익의 보호의 에서 형법의 효력이 개인의 양심의 동의여부에 달려

있을 수 없음은 물론이다. 따라서 양심범도 원칙 으로 처벌받아야 하나,

법 은 개별 인 경우의 구체 인 상황을 고려하여 양심의 자유와 국가의

형벌권 사이의 법익형량을 해야 한다. 즉 법 은 형벌권의 행사에 있어서

가능하면 개별 인 경우마다 범행동기에 해당하는 양심상 결정의 윤리성을

고려해야 한다.60)

타인의 생명, 신체의 자유, 재산권 는 헌법 으로 보호되는 제3자의 법

익 등을 보호하는 형법규범에 한 반은 양심에 따른 행 의 경우에도

그 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그러나 범죄행 의 동기로서 양심상 결정이

행 의 責任性이나 量刑의 범주에서 고려될 수 있다.61) 법규범에 합치하는

행 를 기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특수한 상황에서는, 양심상

결정을 고려하는 것이 외 으로 책임성 조각사유로 인정될 수 있다. 그

러나 일반 으로 행 의 주 비난가능성으로서 책임이 조각되는 것은

아니나, 범인의 의사와 계없이 발생한 갈등상황에서 행한 범죄의 경우,

특히 부작 범의 경우 형의 감경이 고려될 수 있다. 양심의 자유와 법

의무의 충돌이 법질서에 미치는 향이 제한 일수록, 범인의 범행동기의

윤리성이 높을수록, 범인이 자신의 의도와 계없이 양심상의 갈등상황에

59) Vgl. Prueß, AK, Rn.48; Mager, in: Münch/Kunig, Rn.31

60) 같은 취지로 허 , 헌법이론과 헌법, 2000, 524면

61) Vgl. BVerfGE 32, 98, 108; Preuß, AK, Rn.4; Mager, in: Münch/Kunig, Rn.50;

Faller, Gewissensfreiheit und ziviler Ungehorsam, in: FS für Hildebert

Kirchner, 1985, S.78; Herdegen, Gewissensfreiheit und Normativität des

positiven Rechts, S. 299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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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하고 갈등상황의 발생에 하여 아무런 향을 미칠수 없을수록,62) 형법

상의 책임성 단이나 양형에 있어서 양심상 결정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요

소로서 고려되어야 한다.63)

이러한 에서 볼 때, ‘여호와 증인’의 병역의무 거부에 하여 개인의

양심의 자유를 고려하지 않고 법정최고형을 선고한다면, 이러한 결

은 법률의 용에 있어서 기본권의 의미를 완 히 간과한 것으로서 헌이

라고 할 수 있다.

라. 양심실 의 자유의 保障의 程度

‘어떠한 경우에 양심의 자유가 다른 헌법 법익에 하여 양보해야 하

는가’의 문제는 ‘개인에게 양심실 의 자유를 허용하는 경우, 국가 그의

법질서가 어느 정도로 이를 견디어 낼 수 있는가’의 문제와 표리 계에 있

다. 국가가 개인의 양심실 의 자유를 존 할 수 있는가의 문제는, 양심의

실 이 작 에 의하여 아니면 부작 에 의하여 이루어지는가, 양심실 의

자유를 존 하여 법질서의 반에 하여 외를 허용하는 것이 국가공동

체와 법질서의 존속을 근본 으로 문제삼는가, 법질서와의 충돌에서 발생

하는 양심상 갈등의 강도 등의 에서 단되어야 한다. 이러한 을

하나씩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 으로 국가가 양심실 의 자유를 허용할 수 있는 정도는 ‘법

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가, 즉 양심에 반하는 행 를 강요받지 아니할

자유가 문제되는가’(不作爲의 자유) 아니면 ‘양심상의 결정을 극 인 행

를 통하여 실 하려고 하는가’(作爲의 자유)에 따라 다르다.64) 법 의무

의 이행거부는 단지 수동 인 부작 에 그친다는 에서, 일반 으로 타인

의 법익을 직 침해하는 것도 아니고 공익을 크게 해하지도 않기 때문

에 법질서에 미치는 향이 작다. 따라서 국가가 의무이행의 거부를 용

62) ‘갈등야기의 책임’에 따른 구분을 언 한 것으로는 허 , 한국헌법론, 1999, 379면

63) Vgl. Mager, in: Münch/Kunig, Rn.50

64) Vgl. Arndt, NJW 1966, S.2205f.; Bethge, HdbStR Bd.6, S.459; Luhmann, AöR

90, S.282f.; 물론 이러한 기 은 인 것이 아니라 법익형량과정에서 고려할

수 있는 하나의 요한 이다. 법 의무의 구체 성격에 따라, 부작 에 의한

양심실 이 작 에 의한 양심실 보다도 공익과 법질서를 해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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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에 하여 극 인 행 를 통하여 양심을

철하려는 부분의 경우, 타인의 법익을 직 침해하고 법질서에 한

괴효과가 지 하기 때문에, 국가의 법질서가 견디어 낼 수 있는 한계를 넘

어선다. 이러한 경우 국가가 용을 보일 수 있는 여지가 지극히 제한될

뿐 아니라, 오히려 타인의 법익보호와 법질서의 유지를 하여 그러한 행

를 징계해야 할 필요성이 강하게 나타난다.

둘째, 법질서의 복종의무에 한 외의 허용은 國家의 存立을 해하지

않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인간의 생명과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자유, 국

가의 존립, 법 평화와 국가안보는 국가의 근본 이고 최종 존립목 으

로서, 국가는 어떠한 경우라도 이러한 법익을 포기할 수 없다.65) 따라서 이

러한 한 법익은 양심의 자유라 하더라도 원칙 으로 넘을 수 없는 헌

법상의 한계이며, 국가가 용을 보일 수 없는 역이자 양심실 의 자유

가 양보를 해야 하는 역이다.

국가공동체 법질서의 존속이 문제되지 않는다면, 양심의 자유는 규범

명령을 수해야 하는 의무로부터의 부분 인 면제를 허용해 것을

요청한다. 국가가 로 포기할 수 없는 근본 인 역이 아닌 한, 국가는

개인의 양심을 존 하기 하여 寬容과 義務免除의 가능성이 존재하는가를

단해야 한다. 법질서는 원칙 으로 합헌 법률과 그에 근거한 법 용기

의 결정에 한 복종을 요구하지만, 외 인 경우 양심의 자유는 법질

서의 수의무로부터의 면제나 법복종의무의 반시 가해지는 국가 징계

의 경감이나 면제를 가져 올 수 있다.

셋째, 국가의 법 의무의 부과로 인하여 ‘양심에 반하는 행 를 강요받

지 아니 할 자유’가 문제되는 경우, 양심상의 결정을 유지하려는 개인에게

발생하는, 법질서의 강제에 의한 良心上 葛藤의 程度는, ‘양심에 반하는 행

동을 스스로 하도록 강요받는가’ 아니면 ‘양심에 반하는 행동이 타인에 의

하여 체될 수 있기 때문에, 타인이나 국가의 개입에 의하여 강제 으로

양심에 반하는 행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에 따라 다르다.66) 컨 병역

의무나 선서의무, 고지의무와 같이, 법 의무의 성격상 국민이 자신 스스

65) Vgl. Böckenförde, VVDStRL 28(1970), S.59f.; Bethge, HdbStR Bd.6, §137 Rn.30

66) Böckenförde, VVDStRL 28(1970), S.61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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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의 행동을 통하여 이행해야 하는 의무의 경우, 개인이 겪는 양심상의 갈

등이 크다는 에서 특히 용이 요청된다. 그러나 양심의 자유를 주장하

는 자에 하여 아무런 체의무의 부과없이 국민 모두에게 용되는 의무

로부터 면제하는 것은 기본권이 허용하지 않는 특권을 부여하는 것과 같

다. 그러므로 양심의 자유가 개별 으로 국민의 의무로부터의 외를 허용

한다면, 이러한 용과 부분 인 의무면제가 소수의 특권이 되지 않도록,

국가는 가능하면 다른 체의무의 부과를 통하여 이러한 불평등 요소를

상쇄해야 한다.67)

이에 하여 양심상의 이유로 납세의무의 이행을 거부하거나 는 보호

자가 자녀의 생명이 달린 치료에 한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 법질서가 요

구하는 행동이 제3자나 국가에 의하여 법원의 명령이나 조세의 강제징수의

형태로 체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국가의 법질서가 개인에게 양심에 반

하는 행동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양심을 보호하는 다른 체행

가능성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68) 양심의 자유는 단지 자신이 직 양심

에 반하는 행 를 하는 것을 지하는 것이지 제3자가 신하는 것을 지

하는 것은 아니다. 양심상의 이유로 납세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자는 자

신의 행동을 통한 자발 인 납부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신 체

행 로서 국가에 의한 강제징수를 감수해야 한다.

5. 이 사건 법률조항의 헌여부

가. 양심의 자유에 한 제한규정으로서 이 사건 법률조항

헌법은 제39조에서 국민의 의무로서 국방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헌법

상의 국방의무를 구체화하는 병역법 제3조는 한민국 국민인 남자에게 병

역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병역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기

67) Vgl. Böckenförde, VVDStRL 28(1970), S.61f.; Bethge, HbStR Bd.6, Rn.35,

컨 , 종교 내용의 선서를 거부하는 자는 ‘종교 내용없는’ 선서의 의무를 이행

해야 한다. 병역의무를 거부하는 자는 그의 양심을 존 하는 다른 체복무를 받

아들여야 한다.

68) 조세의 납부를 거부하는 행 는 양심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지 않으나, 설사

이를 보호범 에 포함시킨다 하더라도, 국가는 “강제징수”란 체행 의 가능성을

통하여 납세자의 양심의 자유를 보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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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역입 상자들이 정당한 사유없이 입 기일로부터 5일이 경과하

여도 입 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들을 처벌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병역기피자

에 하여 형사처벌이라는 제재를 가하고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정당

한 사유없이’ 입 을 기피하는 경우만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으나, 양심상의

결정을 내세워 병역의무를 거부하는 것은 여기서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

지 않으므로( 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결 참조), 양심 병역

거부자들도 일반 병역기피자들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형

사처벌을 받게 된다.

자신의 종교 ․가치 ․세계 등에 따라 쟁과 그에 따른 인간의 살

상에 반 하는 진지한 양심이 형성되었다면,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

는 결정은 양심상의 갈등이 없이는 그에 반하여 행동할 수 없는 강력하고

진지한 윤리 결정인 것이며, 병역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상황은 개인

의 윤리 정체성에 한 한 기상황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상반된

내용의 2개의 명령 즉, ‘양심의 명령’과 ‘법질서의 명령’이 충돌하는 경우에

개인에게 그의 양심의 목소리를 따를 수 있는 가능성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양심의 자유가 보장하고자 하는 표 인 역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형사처벌이라는 제재를 통하여 양심 병역거부자

에게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하고 있으므로, ‘국가에 의하여 양심에 반

하는 행동을 강요당하지 아니 할 자유’, ‘양심에 반하는 법 의무를 이행

하지 아니 할 자유’ 즉, 부작 에 의한 양심실 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정

이다.

한편, 헌법 제20조 제1항은 종교의 자유를 따로 보장하고 있으므로 양심

병역거부가 종교의 교리나 종교 신념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양심 병역거부자의 종교의 자유도 함께 제한된

다. 그러나 양심의 자유는 종교 신념에 기 한 양심뿐만 아니라 비종교

인 양심도 포함하는 포 인 기본권이므로, 아래에서는 양심의 자유를

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

헌법은 제5조 제2항에서 ‘국가의 안 보장’과 국토방 를 국군의 신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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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라고 규정하면서 제39조 제1항에서 국가안 보장을 실 하기 한

요한 수단으로서 국방의 의무를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다. 한 헌법 제37

조 제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는 국가안 보장을 하여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을 밝히면서 제76조 제1항에서 국가의 안 보장을 하여 통령에게 국

가긴 권을 부여하고 있고, 제91조에서 통령의 자문기 으로서 국가안

보장회의를 두도록 규정하는 등 ‘국가의 안 보장’을 한 헌법 법익으

로 규정하고 있다.

‘국가의 안 보장’은 국가의 존립과 토의 보존, 국민의 생명․안 의

수호를 한 불가결한 제조건이자 모든 국민이 자유를 행사하기 한 기

본 제조건으로서 헌법이 이를 명문으로 규정하는가와 계없이 헌법상

인정되는 한 법익이며, 국방의 의무는 국가의 안 보장을 실 하기

하여 헌법이 채택한 하나의 요한 수단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국민의

의무인 ‘국방의 의무’의 이행을 철하고 강제함으로써 징병제를 근간으로

하는 병역제도 하에서 병역자원의 확보와 병역부담의 형평을 기하고 궁극

으로 국가의 안 보장이라는 헌법 법익을 실 하고자 하는 것이다.

다. 양심실 의 자유로서 병역거부의 보장 문제

(1) 양심의 자유가 개인의 내면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양심형성의 자유뿐

만 아니라 외부세계에서 양심을 실 할 자유를 함께 보장하므로, 양심의

자유는 법질서나 타인의 법익과 충돌할 수 있고 이로써 필연 으로 제한을

받는다. 양심의 자유를 의도 으로 제한하는 법률이 아니라 할지라도, 국민

모두에 하여 용되는 법률은 국민 군가의 양심과 충돌할 가능성을 항

상 내재하고 있다.

양심의 자유는 헌법상의 기본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자유로서 실정법

질서의 한 부분이다. 기본권 자유는 법 자유이며, 법 자유는

는 무제한 으로 보장될 수 없다.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의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국가의 법질서를 태롭게 하지 않는

범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모든 기본권의 원칙 인 한계이며,

양심의 자유도 헌법 질서 내에 자리 잡음으로써 모든 헌법 법익을 구

속하는 이러한 한계가 이미 설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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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양심의 자유가 보장된다는 것은, 곧 개인이 양심상의 이유로 법

질서에 한 복종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모든 개인이 양심의 자유를 주장하여 합헌 인 법률에 한 복종

을 거부할 가능성이 있으며, 개인의 양심이란 지극히 주 인 상으로서

비이성 ․비윤리 ․반사회 인 양심을 포함하여 모든 내용의 양심이 양

심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된다는 을 고려한다면, ‘국가의 법질서는 개인의

양심에 반하지 않는 한 유효하다.’는 사고는 법질서의 해체, 나아가 국가공

동체의 해체를 의미한다. 그러나 어떠한 기본권 자유도 국가와 법질서를

해체하는 근거가 될 수 없고, 그러한 의미로 해석될 수 없다.

(2)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는 개인에게 병역

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다. 양심의 자유는 단지 국가

에 하여 가능하면 개인의 양심을 고려하고 보호할 것을 요구하는 권리일

뿐, 양심상의 이유로 법 의무의 이행을 거부하거나 법 의무를 신하

는 체의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다. 따라서 양심의 자유

로부터 체복무를 요구할 권리도 도출되지 않는다. 우리 헌법은 병역의무

와 련하여 양심의 자유의 일방 인 우 를 인정하는 어떠한 규범 표

도 하고 있지 않다. 양심상의 이유로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권리는 단

지 헌법 스스로 이에 하여 명문으로 규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될 수

있다.

라. 이 사건 법률조항이 양심실 의 자유를 침해하는지의 여부

(1) 양심의 자유를 고려해야 할 입법자의 의무

개인이 법률에 의하여 양심실 의 자유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는 법률이 국민 구에게나 용되는 법 의무를 부과하면서 자신의 고유

한 윤리 갈등상황을 특별히 배려해 주지 않는다는 것 즉, 개인의 양심상

의 갈등상황을 고려하는 의무면제규정이나 체의무규정과 같은 특례규정

을 두고 있지 않다는 것을 문제 삼는 경우이다.

국가가 양심실 의 자유를 보장하는가의 문제는 법공동체가 개인의 양

심을 존 하는 방법을 통하여 양심상의 갈등을 덜어 가능성을 가지고 있

는가의 여부에 한 문제이다. 결국 양심실 의 자유의 보장문제는 ‘국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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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공동체의 다수결정과 달리 생각하고 달리 행동하고자 하는 소수의

국민을 어떻게 배려하는가.’의 문제, 소수에 한 국가 ․사회 용의

문제이며, ‘국가가 자신의 존립과 법질서를 유지하면서도 한 개인의 양심

도 보호하는 안을 제시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양심의 자유는 일차 으로 입법자에 한 요청으로서 가능하면 양심의

자유가 보장될 수 있도록 법질서를 형성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기본권이

다. 법 의무와 개인의 양심이 충돌하는 경우 법 의무의 부과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의 실 과 법질서를 태롭게 함이 없이 법 의무

를 체하는 다른 가능성이나 법 의무의 개별 면제와 같은 안을 제

시함으로써 양심상의 갈등이 제거될 수 있다면, 입법자는 이와 같은 방법

을 통하여 개인의 양심과 국가 법질서의 충돌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할 의

무가 있다.

(2) 양심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代案으로서의 체복무제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지의 문제는 ‘입법자

가 양심의 자유를 고려하는 외규정을 두더라도 병역의무의 부과를 통하

여 실 하려는 공익을 달성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단하는 문제이다. 입

법자가 공익이나 법질서를 해함이 없이 안을 제시할 수 있음에도 안

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이는 일방 으로 양심의 자유에 한 희생을 강요

하는 것이 되어 헌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양심의 자유를 주장하는 자에 하여 아무런 체의무의 부과없

이 국민 모두에게 용되는 의무로부터 면제하는 것은 헌법상 허용되지 않

는 특권을 부여하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양심의 자유가 국민의 의무로부

터의 외를 요청한다면, 국가 용과 외의 허용이 소수의 특권이 되

지 않도록 국가는 가능하면 다른 체의무의 부과를 통하여 이러한 불평등

요소를 상쇄해야 한다.

병역의무와 련하여 의무부과의 불평등 요소를 가능하면 제거하면서

도 개인의 양심을 고려하는 수단 즉, 양심과 병역의무라는 상충하는 법익

을 이상 으로 조화시키는 방안으로서 체 민간복무제(이하 ‘ 체복무

제’라 한다)가 고려된다. 체복무제란 양심 병역거부자로 하여 국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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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단체,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공익 업무에 종사 함으로써 군복무

를 갈음하는 제도를 말하는데, 재 실제로 다수의 국가에서 헌법상 는

법률상의 근거에 의하여 이 제도를 도입하여 병역의무와 양심 간의 갈등상

황을 해결하고 있다.

(3) 안의 존재 여부

(가) 안의 존재 여부에 한 측 단의 불확실성

그 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의 헌여부는 ‘입법자가 체복무제도의 도

입을 통하여 병역의무에 한 외를 허용하더라도 국가안보란 공익을 효

율 으로 달성할 수 있는지’에 한 단의 문제로 귀결된다.

입법자는 체복무제를 도입할 것인지를 단함에 있어서 국가의 반

인 안보상황, 국가의 투력, 병력수요, 징집 상인 인 자원의 양과 질,

체복무제의 도입시 상되는 투력의 변화, 한국의 안보상황에서 병역

의무가 지니는 의미와 요성, 병역의무이행의 평등한 분담에 한 국민

․사회 요구, 군복무의 실 여건 등을 종합 으로 고려해야 하는데,

재 우리의 안보상황에서 체복무제를 도입하더라도 국가안보란 한

공익의 달성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지에 하여는 다음과 같은 상이한 평가

와 단이 가능하다.

한편으로는, 양심 병역거부자가 체 징병인원에서 차지하는 비 은

미미할 뿐만 아니라, 병역거부가 양심상의 결정에 근거한 것인지에 한

엄격한 사 심사 차와 사후 리를 통하여 진정한 양심 병역거부자를 가

려내는 것이 가능하므로, 체복무제도라는 안을 채택하더라도 국방력의

유지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으리라는 낙 인 상이 가능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비록 단계에서 양심 병역거부자가 체

징병인원에서 차지하는 비 이 크지 않다 하더라도 형벌을 통하여 일반

으로 병역기피를 억제하 던 방효과는 체복무제의 도입으로 인하여

격히 무 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병역부담평등에 한 사회 요

구가 강력하고 인 우리 사회에서 병역의무에 한 외를 허용함으

로써 의무이행의 형평성문제가 사회 으로 야기된다면, 체복무제의 도입

은 사회 통합을 결정 으로 해함으로써 국가 체의 역량에 심각한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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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을 가할 수 있으며, 나아가 국민개병제에 바탕을 둔 체 병역제도의 근

간을 흔들 수도 있다는 부정 인 상도 가능하다.

이 사건과 같이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의 헌성여부가 미래에 나타날

법률 효과에 달려 있다면, 헌법재 소가 어느 정도로 이에 한 입법자의

측 단을 심사할 수 있으며, 입법자의 불확실한 측 단을 자신의 측

단으로 체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나) 입법자의 측 단의 심사에 한 독일연방헌법재 소의 3단계

이론

1) 법률이 제정되면 미래에 있어서 작용하고 효과를 발생시키므로, 입

법자는 법률제정을 통한 정치 결정을 내리는데 있어서 법률과 법 실과

의 계에 한 일정한 측으로부터 출발한다. 그러나 이러한 측에는

항상 불확실한 요소가 내재되어 있다. 특히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의 합

헌성이 미래에 있어서의 법률의 효과에 달려 있다면, 헌법재 소가 어느

정도로 입법자의 측을 심사할 수 있으며, 입법자의 불확실한 측을 자

신의 측으로 체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무엇보다도 법률을

통하여 방지해야 할 험이나 실 해야 할 공익이 존재하는가의 목 의 정

당성, 법률이 입법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을 실 하거나 험을 방지하

기에 합하고 필요한가 하는 비례의 원칙 합성심사와 필요성심사에

있어서 헌법재 소는 입법자의 측 단을 심사한다. 측은 항상 개연성

의 단인데, 그 단근거는 어느 정도 입증될 수 있어야 한다.

2) 독일의 연방헌법재 소는 미래의 상황발 에 한 측에 있어서

입법자에게 일정한 측 단권을 인정하지만, 규율 역의 특성, 확실한

단을 내릴 수 있는 실 가능성의 정도 침해된 법익의 의미에 따라

입법자에게 상이한 측 단권을 인정하는, 소 “명백성심사, 타당성심사,

내용 심사”라는 등 화된 기 으로 입법자의 측 단을 심사하고 있

다.69)

69) Vgl. BVerfGE 50, 290, 332; Schneider, Verfassungsgerichtsbarkeit und

Gewaltenteilung, NJW 1980, S.2105 f.; Ossenbühl, Die Kontrolle von

Tatsachenfeststellung und Prognoseentscheidungen durch das BVerfG, in:

BVerfG und GG I, S.484 ff.; 한국문헌으로는 방승주, 헌법논총 제7집, 308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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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백성의 심사에 있어서는 법률이 그를 통하여 달성하려는 목 을 실

하기에 명백하게 부 합한가만을 심사한다.70) 이 심사의 단계에서는 헌법

재 소가 헌법의 최종 인 한계의 수만을 심사하므로, 입법자의 측

단권이 가장 범 하게 인정된다. 이러한 기 은 기본권조항과 같이 개방

성과 추상성의 정도가 큰 헌법규범, 사회 기본권과 같이 국가의무․목표

조항, 평등권, 경제정책 입법 등의 합성심사에 있어서 일반 으로 용

된다.

이에 하여 타당성의 심사에서는 헌법재 소는 입법자의 측 단이

실체 , 내용 으로 타당한가의 단은 하지 않지만 신, 입법자가 미래에

있어서의 법률의 효과를 가능하면 신뢰할 수 있도록 단하기 하여 모든

구입가능한 인식자료를 다 동원하고 활용했는가 하는 의미에서 측 단에

이르는 차에 하여 입법자에게 일정한 요구를 한다.71) 따라서 여기서의

차의 통제는 헌법에 규정된 입법 차의 수에 한 문제가 아니라 입법

자가 규율 상을 논의하는 과정에서의 합리성에 한 내용 요구이다. 타

당성심사는 그 실질상, 국가기 이 기본권을 침해하는 결정을 내리는 과정

에서 기울여야 할 주의의무에 한 심사라고 할 수 있다. 일단 입법자가

이러한 주의의무를 기울임으로써 차에 한 요구를 충족시키면, 이로부

터 입법자의 측 단이 한 내용 으로도 타당하다는 추정을 가져온다.

타당성심사를 하는 경우는 주로 경제․세법 역에서 복잡하고 쉽게 조감할

수 없는 사실 계를 규율하는 때인데, 명백성기 이 용되는 경우보다는

측의 가능성이 보다 확실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내용 심사에서는 헌법재 소는 입법자의 측 단이 내용 으로, 실체

으로 타당한가를 심사한다.72) 법률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이 생명권이

70) BVerfGE 36, 1, 17; 37, 1, 20; 40, 196, 223

71) BVerfGE 25, 1, 12 f., 17; 30, 250, 263; 39, 210, 225 f.

72) BVerfGE 7, 377, 415; 11, 30, 45; 17, 269, 276 ff.; 39, 1, 46, 51 ff.; 45, 187, 238,

독일연방헌법재 소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문제된 약국결정(BVerfGE 7, 377)에서

내용통제를 용하여 약국수의 제한을 폐지하는 입법이 미래에 있어서 국민건강

에 한 험을 가져올 지의 여부를 평가하 고, 태아의 생명권이 문제되는 낙태

죄결정(BVerfGE 39, 1)에서 국가의 보호의무의 이행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 행

낙태죄규정이 태아를 히 보호할 수 있는가를 스스로 단하 으며, 신체의

자유가 문제된 무기징역의 헌성에 한 결정(BVerfGE 45, 187)에서도 입법자의

측 단의 내용 타당성을 심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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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신체의 자유, 의식주 등 인간의 기본 욕구, 직업선택의 자유 등 가장

기본 이고 개인 인 자유가 련되는 역에서는 법률의 효과가 어느 정

도 확실하게 측될 것을 요구한다. 인간의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가 문제

되는 역에서 입법자는 공익을 실 하기에 확실하지도 않은 법률을 가지

고 요한 기본권을 희생하면서까지 무리한 실험을 강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당연하다. 여기서는 내용 심사를 통하여 입법자의 측 단을 자신

의 측 단으로 체한다.

(다) 3단계이론의 의미

1) 측 단에서 문제되는 것은 결국 입법자와 국민사이의 입증책임의

분배이다.73) 헌법재 소의 규범심사과정에서 결정의 제가 되는 요한

사실 계가 밝 지지 않는다든지 특히 법률의 효과가 측되기 어렵다면,

이러한 불확실성이 구의 부담으로 돌아가야 하는가 하는 실체법 인 입

증책임74)의 문제에 한 것이다. 연방헌법재 소에 의하여 형성된 의 3

단계의 기 은 바로 입증책임분배의 단계이다.75) 법률이 개인의 핵심 자

유 역(생명권, 신체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입

증책임을 입법자에게 가함으로써 자유의 보호는 더욱 강화된다. 이 경우

기본권의 주체에게 유리한 입증책임의 기 이 용되므로, 입법자는 입법

의 동기가 된 구체 험이나 공익의 존재 그리고 법률에 의하여 입법목

이 달성될 수 있다는 구체 인과 계를 헌법재 소가 납득하게끔 소명,

입증해야 할 책임을 진다.

반면에, 개인이 일반 으로 타인과의 사회 연 계에 놓이는 경제

활동을 규제하는 경제정책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서는 입법자에게 보다

범 한 형성권이 인정되고 이로써 그에게 유리하게 입증책임이 분배된

다. 따라서 입법자의 측 단이나 평가가 명백히 반박될 수 있는가 아니

면 명백하게 잘못되었는가 하는 명백성의 통제에 그치게 된다.

2) 이러한 입증책임의 분배문제는 직업의 자유의 해석에 있어서 뚜렷해

73) Vgl. Kriele, Grundrechte und demokratischer Gestaltungsspielraum, Rn.44 ff.

74) 여기서의 입증책임이란 소송법상의 차 입증책임이 아니라 실체 인 입증책

임을 말한다.

75) Vgl. BVerfGE 50, 290, 331, 333, 340 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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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다. 연방헌법재 소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주 허가요건이

입법자가 실 하려고 의도하는 요한 공익에 기여하는가의 문제에 있어서

입법자의 단이 명백하게 반박될 수 있거나 는 잘못되지 않은 한, 입법

자의 결정을 존 해야 한다는 기본권의 주체에게 불리한 입증책임분배의

기 을 용하 다.76) 이 한계까지 입법자가 무엇을 공익으로 보는가, 공익

을 어떠한 방법으로 실 하려고 하는가는 입법자의 형성권에 맡겨져야 한

다. 한 연방헌법재 소는 재산권의 공용수용이 공익에 기여하는가의

단에 있어서도 입법자에게 유리한 의 입증책임분배의 기 을 용하

다.77)

그러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객 허가요건에 있어서는 기본

권의 주체에게 유리한 입증책임분배의 기 이 용되었다.78) 여기서는 개

인의 핵심 인 자유 역이 침해되기 때문에, 입법자는 법률을 통하여 실

하려는 공익이나 방지하려는 험을 소명하거나 입증해야 한다. 직업행사

의 방법이나 허가조건을 충족시킴으로써 기본권의 주체가 향을 미칠 수

있는 주 허가요건에 있어서는 개인이 직업행사와 직업선택에 있어서

공익을 고려해야 하는가의 문제인데 반해, 개인이 조건의 충족에 아무런

향을 미칠 수 없는 소 객 허가요건에 있어서는 기본권의 주체가

그가 원하는 직업을 선택해도 되는가의 문제이다. 이러한 제한은 기본권의

주체에게는-아주 외 인 조건하에서만 허용될 수 있는-인격형성의 장

애를 의미한다.

3) 3단계이론의 실질 인 의미는, 비례의 원칙이란 통일 인 기 에

의한 심사과정에서 침해된 법익의 의미, 규율 역의 특성, 확실한 단을

내릴 수 있는 실 가능성 등의 실체 에 따라 입법자의 입증책

임의 정도와 헌법재 소에 의한 심사의 정도가 달라진다는 것을 밝힌데

있다.

(라) 이 사건의 경우 입법자의 측 단에 한 심사로서 명백성의 통제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입법자에게 인정되는 측 단권은 법률을 통

76) BVerfGE 13, 97(107); Breuer, Die staatliche Berufsregelung und Wirtschaftslenkung,

Handbuch des Staatsrechts, Bd. VI., §148, Rn.38 ff., 47 ff.

77) BVerfGE 24, 367(410)

78) BVerfGE 7, 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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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의 비 침해되는 법익의 의미, 규율 역의

특성, 확실한 단을 내릴 수 있는 실 가능성의 정도에 따라 다르다.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의 비 이 클수록, 개인이 기본권의 행사를 통하여

타인과 국가공동체에 향을 미칠수록 즉, 기본권행사의 사회 연 성이

클수록, 입법자에게는 보다 범 한 형성권이 인정되므로, 이 경우 입법자

의 측 단이나 평가가 명백히 반박될 수 있는가 아니면 하게 잘못되

었는가 하는 것만을 심사하게 된다. 이러한 한계까지는 공익을 어떠한 방

법으로 실 하고자 하는가의 단은 입법자의 형성권에 맡겨져야 한다(헌

재 2002. 10. 31. 99헌바76등, 례집 14-2, 410, 432-433 참조).

이 사건의 경우, 비록 양심의 자유가 개인의 인격발 과 인간의 존엄성

실 에 있어서 매우 요한 기본권이기는 하나, 양심의 자유의 본질이 법

질서에 한 복종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국가공동체가 감당할

수 있는 범 내에서 개인의 양심상 갈등상황을 고려하여 양심을 보호해

것을 국가로부터 요구하는 권리이자 그에 응하는 국가의 의무라는

을 감안한다면, 입법자가 양심의 자유로부터 생하는 양심보호의무를 이

행할 것인지의 여부 그 방법에 있어서 범 한 형성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한편, 이 사건 법률조항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은 국가의 존립

과 모든 자유의 제조건인 ‘국가안보’라는 단히 요한 공익으로서, 이

러한 한 법익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개인의 자유를 최 한으로 보장하

기 하여 국가안보를 해할 수 있는 무리한 입법 실험을 할 것을 요구

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함으로써 양심을 실 하

고자 하는 경우는 구에게나 부과되는 병역의무에 한 외를 요구하는

경우이므로 병역의무의 공평한 부담의 에서 볼 때, 타인과 사회공동체

반에 미치는 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고, 이로써 기본권행사의 강한

사회 연 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러한 에서 볼 때, ‘국가가 체복무제를 채택하더라도 국가

안보란 공익을 효율 으로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채택하지 않은 것

은 양심의 자유에 반하는가.’에 한 단은 ‘입법자의 단이 하게 잘

못되었는가.’하는 명백성의 통제에 그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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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국가안보상의 요정책에 하여 결정하는 것은 원칙 으로 입법자의

과제이다. 국가의 안보상황에 한 입법자의 단은 존 되어야 하며, 입법

자는 이러한 실 단을 근거로 헌법상 부과된 국방의 의무를 법률로써 구

체화함에 있어서 범 한 형성의 자유를 가진다.

한국의 안보상황, 징병의 형평성에 한 사회 요구, 체복무제를 채택

하는 데 수반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약 요소 등을 감안할 때, 체복무

제를 도입하더라도 국가안보라는 한 헌법 법익에 손상이 없으리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 재의 상황이라 할 것인바, 체복무제를 도입하기

해서는 남북한 사이에 평화공존 계가 정착되어야 하고, 군복무여건의

개선 등을 통하여 병역기피의 요인이 제거되어야 하며, 나아가 우리 사회

에 양심 병역거부자에 한 이해와 용이 자리 잡음으로써 그들에게

체복무를 허용하더라도 병역의무의 이행에 있어서 부담의 평등이 실 되며

사회통합이 해되지 않는다는 사회공동체 구성원의 공감 가 형성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선행조건들이 충족되지 않은 단계에서 체복무제를 도

입하기는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단이 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

못되었다고 볼 수 없다.

병역의무와 양심의 자유가 충돌하는 경우 입법자는 법익형량과정에서

국가가 감당할 수 있는 범 내에서 가능하면 양심의 자유를 고려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법익형량의 결과가 국가안보란 공익을 태롭게 하지 않고

서는 양심의 자유를 실 할 수 없다는 단에 이르 기 때문에 병역의무를

체하는 체복무의 가능성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입법자의 결정

은 국가안보라는 공익의 함에 비추어 정당화될 수 있는 것으로서 입법

자의 ‘양심의 자유를 보호해야 할 의무’에 한 반이라고 할 수 없다. 그

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양심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나 종교의 자

유를 침해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한편, 양심 병역거부의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국가공동체의 주

요한 안이 되었다. 양심 병역거부자의 수는 비록 아직 소수에 불과하

나, 입법자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시행으로 인하여 양심갈등의 상황이 집

단 으로 발생한다는 것을 그 동안 충분히 인식하고 확인할 수 있었으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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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제는 양심 병역거부자의 고뇌와 갈등상황을 외면하고 그 로 방

치할 것이 아니라, 이들을 어떻게 배려할 것인가에 하여 진지한 사회

논의를 거쳐 나름 로의 국가 해결책을 찾아야 할 때가 되었다고 단

된다.

그러므로 입법자는 양심의 자유와 국가안보라는 법익의 갈등 계를 해

소하고 양 법익을 공존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국가안보란 공익의 실

을 확보하면서도 병역거부자의 양심을 보호할 수 있는 안이 있는지,

우리 사회가 이제는 양심 병역거부자에 하여 이해와 용을 보일 정도

로 성숙한 사회가 되었는지에 하여 진지하게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설

사 체복무제를 도입하지 않기로 하더라도, 법 용기 이 양심우호 법

용을 통하여 양심을 보호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입

법을 보완할 것인지에 하여 숙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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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27조 헌소원

-공단 단체 약에 한 장 의 승인과 근로자의 단체교섭권-

(헌재 2004. 8. 26. 2003헌바58․65(병합), 례집 16-2상, 260)

김 복 기
*

1)

【 시사항】

1. 헌법상 보장된 단체교섭권을 제한하기 한 요건

2. 보건복지부장 의 승인을 얻어야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인사, 보수 등

에 한 규정이 효력을 갖도록 한 국민건강보험법 제27조가 헌법상 단체교

섭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심 상】

이 사건 심 의 상은 국민건강보험법(1999. 2. 8 법률 제5854호로 제정

된 것) 제27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반되는지 여

부이며, 그 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민건강보험법 제27조(규정 등) 공단의 조직․인사․보수 회계에

한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 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 련법령]

국민건강보험재정건 화특별법 제15조 ① 국가는 매년 당해연도 지역가

입자에 한 보험 여비용과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사업에 한 운 비(이

하 “지역보험 여비용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액을 국고

에서 지역보험 여비용등에 충당하기 하여 공단에 지원한다.

노동조합 노동 계조정법 제33조(기 의 효력) ① 단체 약에 정한 근

* 헌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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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우에 한 기 에 반하는 취업규칙 는 근로계

약의 부분은 무효로 한다.

② 근로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

로 된 부분은 단체 약에 정한 기 에 의한다.

【사건의 개요】

1. 심 청구에 이르게 된 경

청구인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직원들이자 국민

건강보험공단직장노동조합(이하 ‘직장노동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들이다.

공단과 직장노동조합은 2000. 11. 6. 2001. 5. 16. 단체 약을 체결하 는

데 당해 단체 약에는 장기 근속자의 우(승진)에 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었다.

청구인들은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 단체 약상 정되어 있는 승진일

을 기 으로 한 임 지 등의 소송을 제기하 으나, 법원은, 국민건강

보험법 제27조의 규정상 공단의 조직․인사․보수 등에 한 규정에 하

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 의 승인을 얻어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사건 단체 약상의 근속승진 조항은 이러한 보건복지부장 의

승인을 얻지 못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못하 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 다.

이에 청구인들은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하고, 그 소송 계속 공

단과 직장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 약상의 인사․보수 등에 한 규

정의 경우에도 조항을 용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단체교

섭권,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조항에 하여 헌법률심

제청신청을 하 으나 당해사건과 함께 기각되었다.

청구인들은 2003. 7. 31. 헌법재 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헌

법소원심 을 청구하 다.

2. 청구인들의 주장, 법원의 헌제청신청기각이유 계기

의 의견

가. 청구인들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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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사건 법률조항을 공단과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 약상의

인사․보수에 한 규정에도 용하여 이러한 경우에도 보건복지부장 의

승인을 얻지 못하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된다고 해석하게 되면, 공단과

직장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 약의 효력 유무가 노사 계에 있어서는

제3자 지 에 있는 보건복지부장 의 승인에 의하여 최종 으로 결정되

게 되는데, 이는 청구인들의 단체교섭권을 형해화시키는 것으로 헌법상 과

잉 지원칙에 반한다.

(2) 공단 소속이 아닌 일반 인 근로자들은 자신들이 결성한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단체 약을 체결하면 이로써 곧 약당사자인 노동조합과 사용자

는 사용자단체 그 구성원에 하여 효력이 미치게 되나, 공단 소속

근로자인 경우에는 단체 약상 인사․보수에 한 사항에 하여는 제3자

인 보건복지부장 이 승인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 없게 되는바 이러한 차별

에 합리 인 이유를 발견하기 어렵다.

나. 법원의 헌제청신청기각이유

공단은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 으로 하는 건

강보험사업을 수행하기 하여 설립된 비 리 특수 공법인으로서 고도의

공익 사업을 국가로부터 임받아 수행하고 있고, 지역보험 여비용 등

의 상당액을 국고에서 지원받고 있으며, 공단의 임원임명권은 통령과 보

건복지부장 에게 있고, 공단의 임원은 형법상의 뇌물죄 등의 용에 있어

서 공무원으로 간주되고 있다. 한, 공단의 산․결산 등 공단 리

운 반에 하여는 국가의 엄격한 리․감독을 받고 있는 등, 련 법

률들에 의하여 특수한 지 를 부여받고 있다. 이와 같이 공단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의 고도의 공익성 이에 따른 국가의 산 지원 등 공단의 특

수한 성격에 비추어 볼 때, 인사․보수 등 공단의 운 에 있어 어느 정도

국가의 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는

공단의 조직․인사․보수 회계에 한 규정을 정함에 있어 보건복지부

장 의 승인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국가에서 공단 이사장의 권한 행사

공단 운 을 통제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보건복지부장 의 승인 차로 인하여 공단 소속 근로자들의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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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교섭권에 어느 정도 제약이 생기게 되나, 이는 와 같은 공단의 특수한

성격에 비추어 공공복리를 한 최소한의 불가피한 조치인 것으로 단되

며, 이를 두고 공단 소속 근로자들의 단체교섭권을 형해화시키는 것으로

헌법상 과잉 지의 원칙에 배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한, 이와 같

이 단체 약상 인사․보수 등에 한 사항에 하여 추가 인 승인 차를

요구하여 공단 소속 근로자를 일반 근로자와 달리 취 한다 하여도, 이는

에서 본 공단의 특수한 성격에 비추어 정당한 목 과 합리 근거가 있

는 것으로 헌법에 반하지 아니한다.

다. 보건복지부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의 의견

법원의 헌제청신청기각이유와 체로 같다.

【결정요지】

1. 헌법 제33조 제1항이 보장하는 단체교섭권은 어떠한 제약도 허용되지

아니하는 인 권리가 아니라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국가안 보

장․질서유지 는 공공복리 등의 공익상의 이유로 제한이 가능하며, 그

제한은 노동기본권의 보장과 공익상의 필요를 구체 인 경우마다 비교형량

하여 양자가 서로 한 균형을 유지하는 선에서 결정된다.

2.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공단 이사장의 권한 행사 공단 운 에 한

한 규제를 통하여 국가사업을 행하는 공법인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고, 국고와 연계되는 인사․보수 등에서 방만한 운 이 발생하지 않

도록 공단에 한 보건복지부장 의 지도․감독 권한을 확보하기 한 것

으로서 그 목 이 정당하며, 공단이 인사 보수 등에 한 사항을 정함

에 있어 공단의 공익성에 반하거나 산 미확보 등 집행의 어려움을 이유

로 보건복지부장 이 승인하지 않은 경우에 당해 내부규정의 효력이 발생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이러한 입법목 을 달성하기 한 정한 수단이

다. 나아가 공단의 단체 약 보수, 인사 등에 한 사항은 단체 약 당

사자 사이의 단순한 단체 약이라는 의미를 넘어 국고 부담의 증가를 래

함으로써 결과 으로 공단의 사업계획과 산의 변경을 수반할 수밖에 없

으므로 보수, 인사 등에 한 사항을 단체 약으로 정하는 경우에도 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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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장 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것은 불가피한 제한이다. 그 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한 단체교섭권에 한 제한의 정도는 공단의 공익성

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한 범 내로서 헌법에 반된다고 볼 수 없다.

재 김 일, 재 송인 , 재 효숙의 반 의견

1. 우리 헌법이 제33조에서 공무원 주요방 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

자의 근로3권과 련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들을 제외한 근로자에 한 근로3권의 제한은 그 제한이 헌법 으로 정

당화되려면 보다 엄격한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2. 단체교섭권의 본질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공동결정인 단체 약의 체결

그 이행을 통한 근로조건의 향상이라 할 것이고, 이와 련하여 헌법상

근로3권의 실질 실 을 하여 마련된 노동조합 노동 계조정법은 단체

약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우에 한 규정에 하여 규범 효력

을 인정하고 있는바, 고도의 공익성을 띤 사업을 행하는 공단의 인사, 보수

등에 한 사항에 한 규제는 사실상 공단 임원에 한 인사권 공단에

한 리․감독권 등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고, 공단의 노사간에 발생

하는 분쟁 역시 기본 으로는 행 노사 계법이 마련하고 있는 제도로 해

결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불구하고, 공단 노사 간의 자율 인 단체교섭을

통하여 체결된 단체 약 조항의 효력 유무를 노사 계의 제3자인 보건복지

부장 의 승인 여부에 맡기는 것은 근로자의 단체 약체결권을 형해화시킨

것으로 헌법상 과잉 지원칙에 배하여 단체교섭권을 침해한 것이다.

【해설】

1. 이 사건의 쟁

이 사건의 쟁 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직장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 약상의 인사․보수에 한 규정도 보건복지부장 의

승인을 얻어야만 효력을 발생하도록 하는 것이 헌법상 단체교섭권, 평등권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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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헌법상 근로3권의 보장과 단체교섭권의 의의

가. 헌법상 근로3권의 보장

(1) 근로3권의 의의

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하여 자주 인 단

결권․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여, 근로자가 근로조

건의 향상을 하여 단결하고, 사용자와 집단 으로 교섭하며 나아가 그

교섭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 단체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를

헌법상 부여하고 있다.

헌법이 이와 같이 근로3권을 보장하는 취지는 원칙 으로 개인과 기업

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 함을 기본으로 하는 시장경제의 원리를 경

제의 기본질서로 채택하면서, 노동 계 당사자가 상반된 이해 계로 말미

암아 계 립․ 의 계로 나아가지 않고 활동과정에서 서로 기능

을 나 어 가진 등한 교섭주체의 계로 발 하게 하여 그들로 하여

때로는 립․항쟁하고, 때로는 교섭․타 의 조정과정을 거쳐 분쟁을 평

화 으로 해결하게 함으로써, 결국에 있어서 근로자의 이익과 지 의 향상

을 도모하는 사회복지국가 건설의 과제를 달성하고자 함에 있다(헌재 1990.

1. 15. 89헌가103, 례집 2, 4, 13-14; 헌재 1993. 3. 11. 92헌바33, 례집

5-1, 29, 40; 헌재 1998. 7. 16. 97헌바23, 례집 10-2, 243, 253).

(2) 근로3권의 법 성격

헌법 제33조 제1항이 보장하는 근로3권은 근로자가 자주 으로 단결하

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복지증진 기타 사회 ․경제 지

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 으로 단체를 자유롭게 결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용자와 근로조건에 하여 자유롭게 교섭하며, 때로는 자신의 요구를

철하기 하여 단체행동을 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는 자유권 성격과

사회․경제 으로 열등한 지 에 있는 근로자로 하여 근로자단체의 힘을

배경으로 그 지 를 보완․강화함으로써 근로자가 사용자와 실질 으로

등한 지 에서 교섭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을 부여하는 사회권 성격도

함께 지닌 기본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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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근로3권은 국가공권력에 하여 근로자의 단결권의 방어를 일차

인 목표로 하지만, 근로3권의 보다 큰 헌법 의미는 근로자단체라는 사

회 반 세력의 창출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노사 계의 형성에 있어서 사

회 균형을 이루어 근로조건에 한 노사간의 실질 인 자치를 보장하려

는데 있다. 경제 약자인 근로자가 사용자에 항하기 해서는 근로자단

체의 결성이 필요하고 단결된 힘에 의해서 비로소 노사 계에 있어서 실질

평등이 실 된다. 다시 말하면, 근로자는 노동조합과 같은 근로자단체의

결성을 통하여 집단으로 사용자에 항함으로써 사용자와 등한 세력을

이루어 근로조건의 형성에 향을 미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므로 이

러한 의미에서 근로3권은 ‘사회 보호기능을 담당하는 자유권’ 는 ‘사회

권 성격을 띤 자유권’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근로3권의 성격은 국가가 단지 근로자의 단결권을 존 하고 부

당한 침해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보장되는 자유권 측면인 국가로부터의

자유뿐이 아니라, 근로자의 권리행사의 실질 조건을 형성하고 유지해야

할 국가의 극 인 활동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근로3권의 사회권 성격

은 입법조치를 통하여 근로자의 헌법 권리를 보장할 국가의 의무에 있

다. 이는 곧, 입법자가 근로자단체의 조직, 단체교섭, 단체 약, 노동쟁의

등에 한 노동조합 련법의 제정을 통하여 노사간의 세력균형이 이루어지

고 근로자의 근로3권이 실질 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기 하여 필요한

법 제도와 법규범을 마련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이상,

헌재 1998. 2. 27. 94헌바13등, 례집 10-1, 32, 43-45 참조).

(3) 근로3권의 제한

헌법 제33조 제1항은 단결권․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의 주체를 ‘근로

자’로 규정하면서 별다른 단서를 두고 있지 않아, 원칙 으로 근로자 일반

에 하여 리 근로3권을 보장하고 있다.

다만, 헌법은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진다.”(제33조 제2항)고 규정하고,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 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제33조 제3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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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하여, ‘공무원’과 ‘주요방 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하여는 특별

히 헌법상 개별 인 유보조항을 두고 있다.

근로3권 역시 헌법 제37조 2항의 일반유보조항에 따라 국가안 보장․

질서유지 는 공공복리 등의 공익상의 이유로 제한이 가능하다(헌재 1996.

12. 26. 90헌바19등, 례집 8-2, 729, 768-769; 헌재 1998. 2. 27. 94헌바13

등, 례집 10-1, 32, 46). 물론 그와 같은 경우에도 근로3권의 본질 인 내

용을 침해할 수는 없다.

여기서 특정 기본권에 한 제한이 헌법의 개별유보조항에 근거하든지,

헌법 제37조 제2항의 일반유보조항에 근거하든지 간에 기본권 제한의 목

, 수단 방법 정도에 한 법리작용은 달라지지 아니한다는 주장이 있

지만, 이는 헌법조문에 나타난 헌법개정권력자의 객 의사나 개별 기본

권규정들에 나타나고 있는 기본권제한의 분화된 체계를 완 히 무시하는

부당한 해석이다. 그러한 해석에 의한다면 헌법 스스로 공무원인 근로자

주요방 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근로3권과 련하여 특별한 규정

을 두어야 할 이유도 없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근로3권에 하여 헌법상

개별유보조항이 없는 근로자에 한 제한이 정당화되려면 보다 엄격한 요

건을 충족시켜야 할 것이 요구된다(헌재 1996. 12. 26. 90헌바19등, 례집

8-2, 729, 774 참조1)).

1) 헌재 1996. 12. 26. 90헌바19등 사건( 례집 8-2, 729)은 당시 노동쟁의조정법상

공익사업에 한 강제 재제도의 헌여부가 다투어진 사건이다. 이 사건에서 재

김진우, 재 황도연, 재 이재화, 재 조승형, 재 고 석은

헌의견, 재 김용 , 재 김문희, 재 정경식, 재 신창언은 합헌의견

이었으나, 다수의견이 헌정족수에 이르지 못하여 합헌으로 선고된 바 있다.

에서 인용한 부분은 5인의 헌의견 시 부분이나, 4인의 합헌의견이 이와 같은

논지에 반 하는 것으로 볼 논리 필연성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에서 양 의견은 모두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근로3권의 제한 가능성

은 인정하 고, 구체 으로 과잉 지원칙 내지 비례의 원칙 배 여부에 하여

고찰하 다. 따라서 근로3권 제한에 한 5인의 헌의견의 시는, 비록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일반 제한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헌법상 개별 으로 유보

되지 않은 근로자에 한 근로3권의 제한은 보다 엄격한 심사를 하여야 한다는

을 강조한 것으로 악된다.

한편 헌법재 소는 2003. 5. 15. 필수공익사업에 한 강제 재제도가 헌법에

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한 바 있고, 여기서도 과잉 지원칙의 배여부가

검토되었다(헌재 2003. 5. 15. 2001헌가31, 례집 15-1, 484, 494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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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단체교섭권의 의의

(1) 단체교섭권의 의의

근로자는 단결하여 그 표자를 통하여 근로조건 기타 우와 노사 계

상의 룰에 하여 사용자 는 사용자단체와 집단 으로 교섭할 수 있는

바, 이러한 근로자의 권리를 단체교섭권이라 한다.2)

(2) 단체교섭권과 단체 약체결권

헌법 제33조 제1항이 근로자에게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기본

권으로 보장하는 뜻은 근로자가 사용자와 등한 지 에서 단체교섭을 통

하여 자율 으로 임 등 근로조건에 한 단체 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기 한 것이다. 비록 헌법이 조항에서 ‘단체 약체결권’을 명시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근로조건의 향상을 한 근로자 그 단

체의 본질 인 활동의 자유인 ‘단체교섭권’에는 단체 약체결권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헌재 1998. 2. 27. 94헌바13등, 례집 10-1, 32, 42면

참조).

단체 약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는 사용자단체가 노동조건 기타 노사

계의 제반사항에 하여 합의에 의하여 서면으로 체결하는 정으로서

(노동조합 노동 계조정법 제31조 제1항 참조), 개별 노사 계 집단

노사 계에 한 기 을 설정함으로써 일정기간 노사 계를 안정시키는

기능을 한다(헌재 1998. 3. 26. 96헌가20, 례집 10-1, 213, 218 참조).

(3) 단체 약의 효력

단체 약에 하여는 근로자의 보호와 노사 계의 안정이라는 노동정책

상의 이유에서 법률로 특별한 법 효력을 부여하고 있는바, 단체 약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우에 한 기 에 반하는 취업규칙 는 근로

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하며, 무효로 된 부분 는 근로계약에 규정되지 아

니한 사항은 단체 약에 정한 기 에 의한다(노동조합 노동 계조정법 제

33조 제1항, 제2항 참조). 이를 단체 약의 규범 효력이라고 한다.

2) 김유성, 노동법(II), 법문사, 1997, 30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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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분 류 기

①투자기

(공기업)

○ 정부가 납입자본 의 50%이상 출자한 법인으로서 정

부투자기 리기본법의 용 상이 되는 법인

) 한국조폐공사, 한국 력공사, 고속도로 리공단 등

이러한 단체 약의 규범 효력은 두 요소로 구성된다. 단체 약상의 기

에 반하는 근로계약 부분을 무효로 하는 ‘강행 효력’과 이에 의하여

무효로 된 부분 는 근로계약에서 규정되지 않은 부분이 사용자 개별

근로자의 특별한 의사표시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단체 약상의 기 에 의하

여 보충되는 ‘보충 효력’이 그것이다.3)

3. 공공부문 노사 계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의의

가. 공공부문의 개

이른바 ‘공공부문’의 개념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하여는, 비공무원인

공기업 등 근로자들의 노사 계를 ‘공공부문’에 포함시켜 논의하는 것 자체

가 공기업 등 근로자들의 노동3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려는 의도의 바탕이

된다고 하여 ‘공공부문’은 공무원에 한정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으나, 다

수의 견해는 이를 의로 악하여, 당해 근로자가 용받는 법규에 따라,

정부조직에 종사하면서 공무원 련법규의 용을 받는 ‘공무원 부문’과 정

부조직이 아닌 정부투자기 ․정부출연기 등에 종사하면서 일반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노동 계법규의 용을 받는 ‘비공무원 부문’으로 분류한다. 비

공무원 부문은 다시 정부투자기 , 정부출자기 , 정부출연․ 탁기 등으

로 나뉜다.4)

이러한 비공무원 부문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5)

3) 김유성, 앞의 책, 161-162면.

4) 김진, 공기업 등에서의 노사 계에 한 몇 가지 문제, 노동법연구 제12호, 서울

노동법연구회, 2002, 307-308면 참조.

5) 이하, 기획 산처 홈페이지(http://www.mpb.go.kr) 제공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공공부문 노사 계 수조사 보고서”(2004년도) 참조.

6) 정부산하기 리기본법(2003. 12. 31. 법률 제7057호로 제정된 것) 제2조,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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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출자기

(공기업)

○ 정부가 납입자본 을 출자하여 최 주주가 된 법인

정부투자기 이외의 법인

) 한국방송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산업은행 등

③출연기

○ 운 비, 사업비 등 기 소요경비를 정부출연 으로 지

원받는 기 6)

▪출연연구기 : 주로 정책연구기능을 수행하는 기

)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과학기술원 등

▪비연구출연기 : 출연연구기 이외의 출연기

) 한국소비자보호원, 국립공원 리공단, 한국도시철

도시설공단7)등

④ 탁기

○ 정부를 신하여 등록․검사․허가 등 공공목 기능

을 수행하는 기 (단체)으로서, 법령에 근거하여 회비,

수수료, 부담 등을 징수하거나 특수 목 사업을

하여 기 운 수입을 조성하는 기 는 단체

) 한국마사회, 한국문화 술진흥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⑤보조기

○ 보조 의 산 리에 한법률 는 련 법령의 규정

에 따라 정부보조 을 지원받는 기

○ 공공목 기능을 수행하기 해 재정 는 공 기

(공공․기타)으로부터 운 비, 사업비 등을 지원 받는

기

⑥자 회 사

○ ①～⑤의 기 (단체)이 직․간 으로 지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거나, 재산 출연 등을 통하여 사실상 운

권을 행사하고 있는 법인 등

참조.

7) 구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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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성격

(1) 공단의 성격 설립목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

으로 하는 건강보험사업을 수행하기 하여 설립된 비 리 특수 공법인으

로서 공익 사업을 국가로부터 임받아 수행하고 있다(국민건강보험법

제1조, 제14조).

공공부문에 한 분류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소 탁기

에 해당한다.

(2) 공단의 업무

공단은 건강보험가입자 피부양자의 자격 리,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 의 부과ㆍ징수, 보험 여비용의 지 등 건강보험사업과 직

으로 련된 업무 이외에도 자산의 리ㆍ운 증식사업, 의료시설의

운 등과 같은 업무도 장한다(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 제1항 참조).

(3) 임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은 보건복지부장 의 제청에 의하여 통령

이 임면하며, 이사 17인 8인은 노동조합․사용자단체․농어업인단체․

소비자단체가 각각 2인씩 추천한 자를, 5인은 공단의 이사장이 추천한 자

를, 4인은 통령령이 정하는 계공무원을 보건복지부장 이 임면한다(국

민건강보험법 제19조).

공단의 임원은 형법상의 뇌물죄 등의 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간주되

고 있다(국민건강보험법 제26조).

(4) 재원의 조달

국가는 매년도 산에서 공단에 하여 건강보험사업의 운 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국민건강보험법 제92조).

이와 련하여 건강보험의 재정 자를 조기에 해소하고 재정수지의 균

형을 이루기 하여 마련된 국민건강보험재정건 화특별법(2002. 1. 19. 법

률 제6620호로 제정)에 따르면, 국가는 매년 당해연도 지역가입자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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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여비용과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사업에 한 운 비(이하 ‘지역보험

여비용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액을 국고에서 지역보

험 여비용등에 충당하기 하여 공단에 지원하고, 보건복지부장 은 지역

보험 여비용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액을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국민건강증진기 에서 공단에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국민건강보험재정건

화특별법 제15조). 다만 이 법은 2006. 12. 31.까지 한시 으로 시행된다(국

민건강보험재정건 화특별법 부칙 제2조 참조).

한편 공단은 의 지출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차입을 할 수 있으나, 1

년 이상의 장기차입을 할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 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35조 참조).

(5) 공단 운 에 있어 국가의 여와 감독

공단은 산․결산 등 공단 리 운 반에 하여 국가의 엄격한

리․감독을 받고 있다.

먼 , 공단은 매 회계연도의 산안을 그 내용의 성질별로 구분 편성하

여 보건복지부장 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국민건강보험법 제34조), 회계연

도마다 결산보고서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 에게 보고하

여야 한다(제37조). 한 공단의 조직ㆍ인사ㆍ보수 회계에 한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 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이 사건 법률

조항).

그밖에 공단 임원의 임면․각종 승인 제도만으로 통제하기 어려운 부문

에 한 세부 감사기능을 하여 보건복지부장 은 공단에 하여 그 사

업에 한 보고를 명하거나 사업 는 재산상황을 검사하여 정 는 규

정의 변경 기타 필요한 처분을 명하는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

다(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 참조).

(6) 결

요컨 , 공단은 고도의 공익 사업을 국가로부터 탁받아 수행하는 비

리 특수 공법인으로서 업무나 산에 한 정부의 감독과 통제가 비교

엄격하다. 이러한 에 비추어 볼 때 공단의 근로자는 공공성과 기업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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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유하는 공기업(정부투자기 내지 출자기 ) 근로자와 공무원의 간

역에 치한다고 볼 것이다.

다. 공공부문 비공무원 부문 노사 계의 특징과 이 사건 법률

조항의 의의

(1) 공공부문 노사 계에 하여 국제노동기구(ILO)는, 1948년 제87호

결사의 자유 단결권 보호에 한 약, 1978년 제151호 공공부문의 단

결권 보호 고용조건의 결정을 한 차에 한 약, 1981년 제154호

단체교섭 진에 한 약 등에 따라, 군 경찰을 제외하고는 공공부

문 근로자에게도 민간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단결권, 단체교섭권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8)

(2) 우리나라 헌법상 공공부문 비공무원 부문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

하여는 공무원, 주요방 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 등과는 달리 행 헌

법상 근로3권을 개별 으로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 따라서 이 부문에 종사

하는 근로자들은 원칙 으로는 일반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헌법상 근로3

권을 향유하고 노동조합 노동 계조정법의 용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

고, 실제에 있어서는 각 사업장을 규율하는 별도의 법률에 의해 근로3권이

제한되고 있으며 나아가 일반 근로자에게 용되는 노동법리가 해석론상으

로 변형 내지 굴 되는 경우가 많다.

컨 , 노동조합 노동 계조정법에서는 공익사업에 하여 조정의 특

칙 긴 조정 규정 등으로 단체행동권을 제한하고 있는바(제71조 내지

80조), 이 법에서 공익사업 혹은 필수공익사업으로 정하고 있는 사업장은

정부투자․정부출자기 이거나 정부출연․정부 탁기 인 경우가 많다.

(3) 이 사건 법률조항 역시 공공부문 노사 계의 특징을 보여주는 표

인 이다. 즉,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공단의 인사와 보수에 한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 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법원

은 이 조항을 근거로 공단과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 약상의 인사․

보수에 한 규정도 보건복지부장 의 승인을 얻어야만 종국 으로 효력을

8) 이철수, 공공부문 노동 계에 한 일고찰, 노동법연구 제5호, 서울 노동법연구

회, 1996, 121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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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는 것으로 해석하여 공단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에 제한을 가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이 사건 공단과 같은 정부출연․ 탁기 인 국립공원 리공단(자연

공원법 제64조 참조), 한국컨테이 부두공단(한국컨테이 부두공단법 제33

조), 구 한국고속철도 리공단(구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 제31조)9) 등도

모두 법률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과 같이 공단의 인사와 보수에 한 규정

은 주무장 의 승인을 받아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4. 이 사건 법률조항의 헌여부

헌법재 소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하여 재 5 : 3의 의견으로 이 조

항이 헌법에 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 는바, 각 의견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법정의견(합헌의견)

(1) 심사기

이 사건 법정의견은 단체교섭권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공공복

리 등의 공익상의 이유로 제한이 가능하며, 그 제한은 노동기본권의 보장

과 공익상의 필요를 구체 인 경우마다 비교형량하여 양자가 서로 한

균형을 유지하는 선에서 결정된다(헌재 1998. 2. 27. 94헌바13등, 례집

10-1, 32, 46 참조)고 제한 후,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상 단체교섭권

내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단하 다.

(2) 단체교섭권 침해 여부-과잉 지원칙 배 여부

(가) 목 의 정당성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공단은 이유추구를 목 으로 하는 사기업이 아니라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 으로 하는 건강보험사업

을 수행하기 하여 설립된 공법인으로서(국민건강보험법 제1조) 비록 자

9)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 제24조 등 헌소원(2004. 8. 26. 2003헌바28, 례집 16-2

상, 240) 사건 참조.



394 헌법재 소결정해설집 2004

체 사업수입이 있기는 하나 매년 국가로부터 지역보험 여비용등의 100분

의 40에 상당하는 액을 지원받고 있다(국민건강보험재정건 화특별법 제

15조).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공단 이사장의 권한 행사 공단 운 에

한 한 규제를 통하여 국가로부터 건강보험사업을 탁받아 행하는 공

법인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고 국고와 연결되는 인사, 보수 등과

련하여 방만한 운 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단에 한 보건복지부장 의 지

도, 감독 권한을 확보하기 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 이 정당하다.

(나) 수단의 합성

보건복지부장 의 승인 없이 공단의 인사 보수 등에 한 사항을 변

경할 수 있도록 하면 충분한 산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행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고, 이러한 경우 공법인으로서 공단의

기능이 해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은 경우에 문제가 되는 인사 보

수 등에 한 공단의 단체 약에 하여 주무장 의 승인을 요하도록 하는

것은 와 같은 목 을 달성하는 데에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다) 최소침해성 법익균형성

1)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면 공단 노동조합이 단체교섭권을 행사하

여 인사 보수 등에 한 단체 약을 체결하고 이에 근거하여 공단의 인

사 보수 등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보건복지부장 이 이를 승인하

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으므로, 노동조합으로서는 최종 인 결정권이 없는,

즉 사실상 표권이 제약되는 상주체인 공단 이사장과 상할 수밖에 없

게 되어 단체 약체결권이 제한된다.

여기서 공단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덜 제한하는 방법으로서, 공단 이

사장과 주무 청의 사 의를 제로 하여 단체 약상 보수 인사에

한 규정은 별도의 승인 없이 그 효력을 인정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노사간의 상이 상 테이블에 앉아 끊임없이 서로의 제안을 교환

하며 투쟁과 조정의 과정을 거쳐 공동의 의사결정을 행하는 것임을 생각할

때 상의제에 한 사 의 기 을 마련하기란 실 으로 어렵다. 한

주무 청이 단체 약에 앞서 보수, 인사에 한 상한 기 을 마련하고 공

단이 이에 구속된다면 이는 결국 정부가 공단에 하여 임 가이드라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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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익 비 용 당기순이익

계 17,576,449 계 16,097,438

보 험 여 비 14,893,489

제시하는 것이 되므로 역시 단체교섭권을 제한하는 것이 되어 이 사건 법

률조항에 의한 제한보다 덜 제한 인 수단이라고 볼 수도 없다.

2) 헌법이 근로3권을 보장하는 취지는 원칙 으로 개인과 기업의 경제

상의 창의와 자유를 존 함을 기본으로 하는 시장경제의 원리를 경제의 기

본질서로 채택하면서, 노동 계 당사자인 사용자와 근로자가 상반된 이해

계로 말미암은 계 립, 의 계로 나아가지 않고 분쟁을 평화

으로 해결하게 함으로써, 궁극 으로 근로자의 이익과 지 의 향상을 도

모함에 있다(헌재 1996. 12. 26. 90헌바19등, 례집 8-2, 729, 770 참조).

그러나 다수의견은, 공단의 경우 재 국가로부터 보험재정에 한 지원

을 받고 고도의 공익성을 띠는 건강보험사업을 행하는 것이므로 원칙 으

로 시장경제의 원리가 지배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다. 즉, 공단의 경우

사기업에서와 같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상반된 이해 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고 본 것이다. 그 구체 근거로 다수의견은, 사기업의 사용자가 비교

속 인 지 에서 계속 인 노사 계에 임하는 것에 비하여 공단의 이사장

은 언제나 교체가능성이 있으며, 사기업에서 임 의 인상과 같은 비용의

증가는 사용자의 손실로 귀결되어 업수익의 증 로 이를 보 하지 않으

면 극단 으로는 산까지 래될 수 있으나 공단의 경우 재정 자시 이를

해소하기 해 정부가 극 으로 개입하고 있다(국민건강보험공단법 제92

조, 국민건강보험재정건 화특별법 참조)는 을 들고 있다. 실제로, “2003

년도 국민건강보험공단 경 황”(아래 표 참조)에 의하면, 2003년도의 경

우 공단의 재정 정부지원 이 차지하는 비 은 약 20%에 이르며, 그

액은 당해연도 당기순이익을 과한다.

[표] 2003년도 국민건강보험공단 경 황

(단 : 백만원)10)

10) 한국노동연구원, “공공부문 노사 계 수조사 보고서”(2004년도), 213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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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수 입 13,740,851 임 사업비용 12,578

임 사업수입 3,050 의 료사업비용 49,942

의료사업수입 102,116 리 운 비 690,343 1,479,011

정부지원 3,423,829 사 업 외 비 용 232,052

사업외수입 262,451 타기 지 계정 91,768

특 별 이 익 44,152 특 별 손 실 7,518

보 험조정지출 119,752

이와 같이 공단의 단체 약 보수, 인사에 한 사항은 단체 약 당사

자 사이의 단순한 단체 약이라는 의미를 넘어 국고 부담의 증가를 래함

으로써 결과 으로 공단의 사업계획과 산의 변경을 수반할 수밖에 없는

데, 만약 공단 이사장이 아무런 통제를 받지 않고 임 이나 퇴직 을 인상

하는 내용의 단체 약을 체결하고 이것이 그 로 이행된다면 사업계획

산의 통제를 한 제반 법규정(국민건강보험법 제34조, 제37조 참조)의

의미가 반감될 수 있다.

한 이미 편성된 산의 범 를 벗어나는 단체 약으로 인하여 운 비

가 증가하여 사업비를 삭감하게 되면 이는 극단 으로 공익사업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어 다른 공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이에 다수의

견은 보수, 인사에 한 사항을 단체 약으로 정하거나 이를 변경하는 경

우에도 보건복지부장 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것은 불가피한 제한이라고

본 것이다.

3) 나아가 다수의견은, 공단 노동조합은 공단 이사장과의 단체 약 체결

에 있어서 단체 약의 내용 보수, 인사에 한 사항에 해서는 주무장

의 승인을 조건으로 합의를 하거나 불승인의 경우 보충 약을 할 수 있

도록 함으로써 보수, 인사에 한 단체 약의 내용이 제한되는 효과를 극

복할 수 있다고 보았다.

(3) 평등권 침해 여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공단은 고도의 공익 비 리사업을 수행하고 재

국가로부터 운 비 등을 지원받으며 업무나 산에 하여 정부의 엄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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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과 통제를 받고 있다. 여기서 다수의견은, 공단의 노사 계는 일반 사

기업과는 본질 으로 다른 것으로서 이를 차별하여 취 하 다고 하여 헌

법상 평등의 원칙에 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단하 다. 즉, 공단의 단체

약 규정 인사, 보수 등에 한 조항에 하여는 보건복지부장 의 승

인을 얻어야만 효력을 발생하도록 한 것은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공단

의 특수성에 비추어 합리 인 차별이라는 것이 청구인들의 평등권 침해 주

장에 한 다수의견의 기본 입장이다.

나. 반 의견( 헌의견)

(1) 심사기

이 사건 소수의견은, 우리 헌법이 제33조 제2항, 제3항에서 공무원인 근

로자 주요방 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근로3권과 련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들을 제외한 근로자의 근로3권의

제한이 헌법 으로 정당화되려면 보다 엄격한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헌

재 1996. 12. 26. 90헌바19등, 례집 8-2, 729, 773-774 참조)고 제한 후,

공단과 노동조합 사이에 자율 으로 체결된 인사, 보수 등에 한 단체

약 조항의 효력 유무를 노사 계의 제3자인 정부의 승인 여부에 맡기는 것

은 헌법상 과잉 지원칙에 배된다고 시하 다.11)

(2) 과잉 지원칙 배 문제

11) 이 사건 소수의견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과잉 지원칙 배 문제에 앞서 이 사건

법률조항상 “공단의 … 규정”의 범주에 ‘단체 약’을 포섭시키는 해석 자체의 불

합리성에 하여 먼 언 하 다. 이는 공공부문 비공무원 부문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 하여는 공무원, 주요방 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와는 달리 행

헌법상 근로3권을 개별 으로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이들의 근로3권을 제한할 때에는 무엇보다 이들의 근로3권을 제한하겠다

는 입법자의 의사가 법문상 명백히 드러나야 하는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문상

그와 같은 입법자의 의사가 명확히 나타나 있다고 보기 힘들다는 지 이다(같은

취지의 견해로 김진, 앞의 논문, 329-330면 참조).

이와 련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과 같은 형식을 취하고 있는 구 한국고속철도

건설공단법 제31조의 헌여부에 한 2003헌바28사건에서 당해사건( 법원 2000

다69563)의 1심은 상 심의 단과는 달리 “주무장 의 승인여부가 노사간에 유

효하게 체결된 단체 약의 효력에 어떠한 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고 단한

바 있다(서울지방법원 2001. 12. 18. 선고 2001가단130541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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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먼 , 소수의견은 법정의견과 마찬가지로, 건강보험사업을 행하는

공단의 운 에 한 규제를 통하여 건강보험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재정

안정을 도모하려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목 은 정당하고, 이를 해 인사

보수 등에 한 공단의 단체 약에 하여 주무장 의 승인을 요하도록

하는 것은 그와 같은 목 을 달성하는 데에 있어서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음을 인정하 다.

(나) 그러나, 소수의견은,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다음의 에서 기본권 침

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하고 보호하려는 공익에 비하여 근로자들의 단체교

섭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았다.

1) 소수의견은 기본 으로, 국가의 입장에서 공단의 인사와 보수에

한 사항에 하여 이를 감독․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을 인정한다 할지라

도, 이는 사실상 공단에 한 인사권 공단에 한 리․감독권을 통하

여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라고 보았다.

앞에서 상세히 살펴본 바와 같이, 공단의 이사장은 보건복지부장 의 제

청에 의해 통령이 임면하며, 공단은 산․결산 등 공단 리 운

반에 하여 국가의 엄격한 리․감독을 받고 있다(국민건강보험법 제19

조, 제34조 내지 제37조 참조). 소수의견은 이러한 인사권, 리․감독권의

행사를 통하여 국가는 건강보험사업의 원활한 운 과 공단의 재정안정을

충분히 도모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12) 이와 같이 막강한 규제권한을 갖는

정부에게 노사간에 자율 으로 체결된 단체 약상 주요 근로조건에 한

조항의 효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하는 것은 그 보호하려는

공익에 비해 근로자들의 단체교섭권을 필요 이상으로 지나치게 제한한 것

이라는 것이 소수의견의 입장이다.

2) 한편 소수의견은 노동조합이 공단 이사장과의 단체 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단체 약의 내용 인사, 보수에 한 사항에 해서는 주무장

의 승인을 조건으로 합의를 하거나 불승인의 경우 보충 약을 할 수 있도

12) 이와 련하여 정부는 정부출연․ 탁기 등에 하여 보통 임 인상 가이드라

인이나 산지침 등을 통하여 임 결정을 통제하는데 정부의 인사권, 각종

리․감독권을 감안할 때 개별 기 에서 이러한 정부지침을 이행치 않기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한다(강충호, 공공부문 단체교섭의 실태조사, 한국노총

앙연구원, 2000, 12-13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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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하는 것은 사실상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해 제한된 단체교섭권의 회

복에는 별다른 의미가 없는 조치라고 보았다. 왜냐하면, 주무장 의 승인을

조건으로 합의를 한다는 것은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이 의도하는 바를 단

체 약 자체에 수용하는 것이 되며, 보충 약을 체결한다 할지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안보다 근로자측에 불리한 내용의 단체 약이 체결될 가

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3) 나아가 소수의견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노사간 분쟁을 자율 인 교

섭을 통해 평화 으로 해결한다는 근로3권 보장의 취지에도 반한다고 보았

다. 사기업의 노사 계에 있어서는 노사가 등한 치에서 공동의 의사결

정을 하나, 공단의 경우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근로조건의 핵심인

인사 보수에 한 사항에 하여는 보건복지부장 의 승인을 얻어야 이

를 이행할 수 있으므로 상의 당사자인 공단의 이사장은 사실상 정부의

리인에 불과하고 실질 인 권한이 없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 다고 하

여 사용자가 아닌 주무장 을 상 로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도

없는 실정이므로 여기서 교섭구조의 불일치가 생기고, 당사자 측면에서

등한 지 가 보장되지 않는다. 그리하여 노동조합이 사실상 결정권한이 없

는 공단 이사장을 상 로 하여 성실하고도 진지하게 교섭에 임하리라는 것

을 기 하기는 어렵게 되고, 이로 말미암아 근로3권의 헌법 목 을 실

하기 한 차로서의 단체 약제도의 기능이 크게 해되어 오히려 산업

평화가 받을 수 있다 할 것이다(헌재 1998. 2. 27. 94헌바13등, 례집

10-1, 32, 46-47 참조)는 것이 소수의견의 입장이다.

4) 끝으로 소수의견은 이 사건 공단이 비록 고도의 공익성을 띤 사업

을 수행하는 비 리 공법인이기는 하지만, 소 정부업무 탁기 으로서

정부로부터 특정 업무를 탁받아 수행하면서 일정한 수입을 거두고 있는

기 이라는 을 아울러 지 하 다. 구체 으로 공단은 건강보험사업과

직 으로 련된 업무 이외에도 자산의 리ㆍ운 증식사업과 같은

업무도 장하고 있으며(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 제1항 제6호 참조), 국민건

강보험재정건 화특별법에 의한 공단에 한 정부의 재정지원 역시 한시

이다(국민건강보험재정건 화특별법 제1조, 제15조, 부칙 제1조, 제2조 참

조). 여기서 소수의견은 출연 산으로 기 의 운 비와 사업비를 지원



400 헌법재 소결정해설집 2004

하는 정부출연기 에 비하여 이 사건 공단은 노사 계의 자율성을 보다 폭

넓게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이 사건 법률조항의 헌여부를 단함에 있어 공단 업무의 고도의 공익

성이나 재정문제 등은 결코 경시될 수 없는 요한 요소임에 틀림없으나,

근로3권에 한 헌법규정은 노동 계법의 기본방향을 제시함과 동시에 노

동 실을 규정하고 있는 규범이므로(헌재 1996. 12. 26. 90헌바19등, 례집

8-2, 729, 775 참조), 우리 헌법이 공무원 이외의 근로자에 하여는 단체

교섭권을 원칙 으로 보장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단의 노사 간

에 발생하는 분쟁 역시 기본 으로는 행 노사 계법이 마련하고 있는 제

도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소수의견의 기본 입장인 것으로 보

인다.

5. 이 사건 결정의 의의

우리 헌법은 근로3권과 련하여 공무원과 주요방 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하여는 특별히 헌법상 개별 인 유보조항을 두고 있다(제33조

제2항, 제3항). 이와 련하여 종래 헌법상 개별유보조항이 없는 근로자에

한 근로3권의 제한의 헌법 한계에 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이 사건은, 이 사건과 같은 날 선고된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 제24조

등 헌소원(2004. 8. 26. 2003헌바28, 례집 16-2상, 240)” 사건과 함께,

공공부문(비공무원 부문) 근로자에 한 단체교섭권의 범 내지 한계를

밝힌 데에 그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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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제7조 헌확인

- 연구역 지정의 헌 여부-

(헌재 2004. 8. 26. 2003헌마457, 례집 16-2상, 355)

이 상 원
*

1)

【 시사항】

1. 흡연권과 연권의 우열

2. 상하의 계질서가 있는 기본권끼리 충돌하는 경우 제한될 수 있는

기본권

3. 흡연권을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4.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제7조가 과잉 지원칙에 반되는지 여부

5.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제7조가 평등원칙에 반되는지 여부

【심 상】

1. 심 의 상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제7조(이하 ‘이 사건 조문’이라 한다)가 헌법에

반되는지 여부

2. 이 사건 조문의 내용

제7조( 연구역의 지정기 방법)

① 공 이용시설 청소년ㆍ환자 는 어린이에게 흡연으로 인한 피해

가 발생할 수 있는 다음 각호의 시설 소유자등은 당해 시설의 체를 연

* 헌법연구 , 서울고등법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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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 제6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 ㆍ 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교사

2. 제6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 , 보건소ㆍ보건의료원ㆍ보건지소

3. 제6조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외의 공 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당해 시

설 이용자에게 흡연의 피해를 수 있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구역을

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 제6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사무실ㆍ회의장ㆍ강당 로비

2. 제6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연장의 객석, 람객 기실 사무실

3. 제6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학원의 강의실, 학생 기실 휴게실

4. 제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하도에 있는 상 가 상품의 매에

제공되는 매장 통로

5. 제6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소의 로비

6. 제6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강의실, 휴게실, 강당, 구내식당 회의장

7. 제6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의 람석 통로

8. 제6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의 거실, 작업실, 휴게실, 식

당 사무실

9. 제6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교통 련시설 교통수단 공항ㆍ여

객선터미 ㆍ역사 등의 승객 기실 승강장, 국내선항공기, 선실, 철도

의 차량내부 통로, 철의 지하역사ㆍ승강장 차량, 지하보도 16인

승 이상의 승합자동차

10. 제6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목욕장의 탈의실 목욕탕 내부

11. 제6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게임 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설비제공

업소의 업장 내부 2분의 1 이상의 구역

12. 제6조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휴게음식 일반음식 업소의

업장 내부 2분의 1 이상의 구역

13. 제6조 제14호의 규정에 의한 만화 여업소의 업장 내부 2분의

1 이상의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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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제6조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청사의 사무실 민원인 기실

15. 제1호 내지 제14호의 시설에 설치된 승강기의 내부, 복도, 화장실 그

밖에 다수인이 이용하는 구역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유자등이 당해 시설의 체를 연구역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체가 연구역이라는 사실을 알리는 표지

를 설치 는 부착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유자등이 당해 시설을 연구역과 흡연구역

으로 구분하여 지정한 경우에는 연구역 는 흡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

에 이를 알리는 표지를 설치 는 부착하여야 한다.

⑤ 제3항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역과 흡연구역의 표시 흡연

구역의 시설기 은 별표 3과 같다.

(별표3 생략)

【사건의 개요】

1. 심 청구의 경

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6항, 제4항은 공 이 이용하는 시설 시설

의 소유자ㆍ 유자 는 리자(이하 소유자‧ 유자‧ 리자를 통칭하여

‘시설 리자’라고 한다)가 당해 시설의 체를 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당

해 시설을 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여야 하는 시설을 보

건복지부령에 의하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기하여 보건복지부령

인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제7조는 각 해당시설을 구체 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은 시설이용자가 이와 같이 지정된

역구역에서 흡연하는 것을 지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2003. 7. 11.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제7조가 청구인의 기

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조문이 헌임을 확인하여 달라는 이 사건

심 청구를 하 다.

2. 청구인의 주장 계기 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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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은 건강에 해로운 도 있지만 정신 스트 스를 해소하여 주고 창

의력 신장에 기여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의 요한 세원이

되는 등 순기능이 많이 있고 오랜 역사와 통을 지닌 인간생활에 없어서

는 안 될 습인바, 납세를 통하여 국가의 재정에 기여하고 있는 흡연자들

을 하여 흡연구역을 증설하고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등 이들의 권익을 옹

호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도리어 흡연장소를 제한하고 비흡연자들의 권익만을 도모하는

이 사건 조문은 헌법 제9조( 통문화의 계승‧발 ), 제10조(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제12조(신체의 자유), 제17조(사생활의 자유), 제34조

제1항(인간다운 생활권)에 반된다.

나. 보건복지부장 의 의견

담배의 유해성은 이미 과학 으로 입증되었고, 연정책은 세계 으로

보편화된 정책이다. 이 사건 조문은 간 흡연의 폐해를 방지하여 국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함을 목 으로 흡연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공공

복리를 한 합리 인 제한이며, 청구인 주장의 헌법규정에 반되지 아

니한다.

【결정요지】

1. 흡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를 실질 핵으로 하는 것이고 연권은 사생

활의 자유뿐만 아니라 생명권에까지 연결되는 것이므로 연권이 흡연권보

다 상 의 기본권이다.

2. 상하의 계질서가 있는 기본권끼리 충돌하는 경우에는 상 기본권

우선의 원칙에 따라 하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흡연권은 연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 인정되어야 한다.

3. 흡연은 국민의 건강을 해치고 공기를 오염시켜 환경을 해친다는 에

서 국민 공동의 공공복리에 계되므로, 공공복리를 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흡연행 를 법률로

써 제한할 수 있다.

4. 연구역의 지정에 하여 규정하고 있는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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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조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한 것으로서 목 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고, 일정한 내용의 연구역을 설정하는 방법의 정성도 인정할 수 있

으며, 달성하려는 공익이 제한되는 사익보다 커 법익균형성도 인정되고,

연구역 지정의 상과 요건을 고려할 때 최소침해성도 인정되므로, 과잉

지원칙에 반되지 아니한다.

5.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제7조는 흡연자들의 권리를 보다 제한하고

있으나, 국민의 건강과 연권을 보장하기 하여 흡연권을 제한하는 것으

로서 차별에 합리 인 이유가 있으므로 평등원칙에 반되지 아니한다.

【해설】

1. 서론

가. 배경

근자에 사회 으로 연운동이 확 되는 상황에서, 국민건강증진법과 그

시행규칙이 공 이용시설에 한 연구역 지정에 하여 규정하게 되었

다. 연구역 지정은 청결한 공 이용시설의 유지와 그로 인한 국민건강의

증진이라는 정 효과를 가져오지만, 그 이면으로 흡연자들이 흡연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제한되는 결과를 래한다. 이 사건 결정은 과연 이러한

자유의 제한이 정당한 것인가에 하여 정면으로 단한 것이다.

나. 련 법규의 내용

(1) 국민건강증진법 규정

연구역 지정에 한 법률 근거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이다.

이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공 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ㆍ 유자 는

리자는 당해 시설의 체를 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당해 시설을 연구역

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흡연구역을 지정하는

시설의 소유자ㆍ 유자 는 리자는 당해 흡연구역에 환기시설 칸막이

를 설치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기 을 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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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국민건강증진법은 제9조 제5항에서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을 이용하는 자는 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함으로

써 시설이용자의 연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제9조 제6항에서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체를 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당해 시설을 연

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는 기 ㆍ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

로 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구체 인 기 을 보건복지부령에 임하고

있다.

한편 국민건강증진법은 제34조에서 제9조 제4항 단에 의한 연구역

지정의무를 반한 사람이나 같은 항 후단에 의한 시설기 을 수하지 아

니한 사람을 과태료에 처함으로써 그 수를 강제하고 있다.

(2) 이 사건 조문의 의미

와 같이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단은 연구역을 지정할 시설

의 범 를, 같은 항 후단은 흡연구역의 시설기 을, 제9조 제6항은 연구

역 지정의 기 ․방법을 각 보건복지부령에 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령인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제6조는 법 제9조 제4항

단이 임한 바에 따라 연구역을 지정하여야 하는 공 이 이용하는 시설

(이하 ‘공 이용시설’이라고 한다)의 범 를 구체 으로 규정하고 있고,

규칙 제7조는 제1항, 제2항에서 법 제9조 제6항이 임한 연구역 지

정의 기 을, 제3항, 제4항에서 법 제9조 제6항이 임한 연구역 지

정의 방법을, 제5항에서 법 제9조 제4항 후단이 임한 흡연구역의 시

설기 과 연구역을 지정하는 기 그 방법을 구체 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이 사건 조문은 모법인 국민건강증진법의 임을 받아 연구역

지정에 한 사항을 구체 으로 규정하고 있는 조항이다.

2. 직 성

가. 서언

이 사건 심 청구의 법요건 검토할 만한 쟁 은 직 성 요건이었다.

청구인은 이 사건 심 청구를 제기하기 에 별도로 국민건강증진법 제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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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제4항 제5항에 한 헌소원심 을 청구한 바 있다. 이에 하여

헌법재 소는 법에 따라 연구역이 지정될 시설의 구체 인 내용을 하

법규인 보건복지부령에 임하여 조항들 자체로는 직 국민의 기본

권을 직 침해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직 성의 요건을 흠결하 다는 이유

로 청구를 각하한 바 있다.1)

이에 청구인이 보건복지부령인 이 사건 조문을 심 상으로 하여 헌법

소원심 청구를 한 것이 이 사건 심 청구이다.

나. 가능한 논리들

(1) 직 성을 부인하는 논리

법령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상이 될 수 있으려면 청구인이 그 법령조

항에 의하여 구체 인 집행행 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 ․ 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한다.2) 이 사건 조문은 시설 리자에게 연구역을

지정할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어서, 이 사건 조문 자체만으로 연구역이

설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조문에 기한 시설 리자의 연구역지정행

가 있어야 비로소 실 인 연구역이 설정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측면

에서 본다면, 이 사건 조문으로 인하여 흡연자인 청구인의 권리가 직

으로 제한된다고 하기 어렵다.3)4)

이러한 입장에 설 경우, 시설 리자의 연구역지정행 로 인하여 자신

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면, 이를 이유로 시설 리자를 상 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그 차에서 권리를 구제받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게 된다.

(2) 직 성을 인정하는 논리

그러나 법규범이 집행행 를 정하고 있더라도 법규범의 내용이 집행

1) 헌재 2003. 3. 26. 2002헌마177(지정재 부 결정)

2) 헌법재 소의 확립된 례. 헌법실무제요(제1개정 ), 헌법재 소(2003), 205쪽.

3) 건설부장 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고시라는 별도의 집행행 에 의하여 비로소

재산권침해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도시계획법 제21조는 직 성이 없다는 결정례

(헌재 1999. 10. 21. 98헌마407, 공보 39, 872, 874)도 같은 맥락에 있다.

4) 소유자등의 연구역 지정행 가 공권력의 집행행 라고 할 수는 없으나, 직 성

에 한 한 그 구조는 같은 것으로 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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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이 에 이미 국민의 권리 계를 직 ․변동시키거나 국민의 법 지

를 결정 으로 정하는 것이어서 국민의 권리 계가 집행행 의 유무나

내용에 의하여 좌우될 수 없을 정도로 확정된 상태라면 그 법규범의 권리

침해의 직 성이 인정된다.5)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제1항 제2호는 같은 법 제9조 제4항이 명하고

이 사건 조문에 의하여 구체화된 연구역 지정의무를 수하지 아니하는

소유자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연구역의 지정을 실

으로 강제하고 있고,6) 이 사건 조문이 제시한 기 은 매우 구체 이어서

소유자 등이 연구역을 지정함에 있어 재량의 여지가 거의 없다는 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조문은 그 자체로 청구인을 비롯한 흡연자들에게

일정한 범 의 구역에서 흡연을 지하는 효과를 직 으로 발생시켰다고

할 수 있다.

다만, (i) 이 사건 조문 제2항 제11, 12, 13호는 각 해당 업장 내부

의 ‘2분의 1 이상의 구역’을 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하여 업장 내

부 구체 으로 어느 부분을 지정할지를 소유자등의 재량에 임하고 있

다는 , (ii) 같은 항 제15호는 제1～14호의 시설에 설치된 승강기의 내부,

복도, 화장실 그 밖에 ‘다수인이 이용하는 구역’을 연구역으로 지정하도

록 하여 다수인이 이용하는지에 한 해석의 여지가 있다는 , (iii) 제1항

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다음 각호의 시설”이라고 하고,

제2항은 “이용자에게 흡연의 피해를 수 있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구

역”이라고 하여, 이 사건 조문이 규정한 시설에 하여 무조건 연구역

지정을 의무화한 것이라기보다는 이 사건 조문의 각 시설에 해당하더라도

흡연의 피해를 수 있는 시설의 경우에만 의무를 지운 것이라고 해석함

5) 입학 형시 학생부의 반 방법을 학이 자율 으로 정하는 것이지만, 교육법시

행령에 의하여 학생부의 기록을 필수 형자료로 사용하여 하는 상황에서 평

가와 상 평가를 병행‧활용하도록 한 심 상인 시행지침은 기본권침해의 직

성이 인정된다는 결정례(헌재 1997. 7. 16. 97헌마38, 례집 9-2, 94, 104-105)에

서 시한 내용.

6) 제34조 (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2. 제9조 제4항의 단의 규정에 반하여 공 이 이용하는 시설의 체를 연

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당해 시설을 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여 지

정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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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당하여 그 한도에서 해석의 여지가 남아 있다는 을 고려하면, 에

서 본 권리침해의 직 성은 다소 완화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 등 흡연자들의 권리의무의 실체 내용이 이

사건 조문에 의하여 거의 부분 결정된다는 , 가사 구체 인 지정행

에는 엄 한 의미의 직 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각하함으로써 청구인으로 하여 구체 인 건물에 한 연구역지정행

가 있은 다음 각 해당 건물을 일일이 지정하여 이 사건 조문에 하여 헌

법소원심 을 청구하도록 하는 것은 청구인에게 불필요한 우회 차를 강요

하는 것이 된다는 7)에 비추어, 이 사건 조문의 직 성을 인정함이 상당

하다.

다. 이 사건 결정의 제 단

이 사건 결정에서는 직 성이 인정된다는 제에서 본안 단에 나아갔

다. 앞서 본 직 성을 인정하는 논리에 따를 때, 이 사건 결정은 그 타당성

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법원과 헌법재 소에 사법권을 나 어 놓은 우리 헌법질서 아래에

서 직 성의 문제는 단순한 논리의 문제를 넘어서는 면이 있다. 법령소원

의 직 성을 넓게 인정하면 할수록 법원의 재 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

가 헌법재 소로 오는 상이 심화되고, 직 성을 좁게 인정하면 할수록

헌법재 소로 오게 되는 사건의 수는 감소되는 결과가 따른다.

직 성을 엄격하게 인정하여 국민의 권리구제의 사각지 가 생겨서는

아니 되겠지만, 무조건 직 성을 완화함으로써 헌법재 소가 구체 분쟁

7) 「헌법소원심 의 상이 될 수 있는 법률은 그 법률에 기한 다른 집행행 를 기

다리지 않고 직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률이어야 하나, 구체 집행행

가 존재하는 경우라고 하여 언제나 반드시 법률자체에 한 헌법소원심 청구의

법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며, 외 으로 집행행 가 존재하는 경우라도 그

집행행 를 상으로 하는 구제 차가 없거나 구제 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권리

구제의 기 가능성이 없고, 다만 기본권침해를 당한 청구인에게 불필요한 우회

차를 강요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경우 등으로서 당해 법률에 한 제 련성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법률을 헌법소원의 직 상으로 삼을 수 있

다(헌재 1992. 4. 14. 90헌마82, 례집 4, 194, 203; 헌재 1997. 8. 21. 96헌마48,

례집 9-2, 295, 303-304).」고 시한 헌재 2002. 6. 27. 99헌마480, 례집 14-1,

616, 625-62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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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면에 나서는 것 한 바람직하지 않다. 법원의 재 을 일차 분쟁해

결제도로 하더라도, 헌법률심 제청신청을 통하여 법률의 헌 여부에

한 헌법재 소의 단권은 확보되는 것이다.

이 사건 결정의 사안에서도, 막바로 이 사건 조문에 한 헌법재 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 청구를 할 것이 아니라, 구체 사건의 발생

을 기다려 이에 한 법원의 재 을 통하여 청구인의 권리를 구제받는 방

법을 취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이 재 에서의 헌법률심 제청신청을

통하여 법원의 제청이나 헌법재 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 청구를

매개로 비로소 헌법재 소가 개입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에서는 직 성을 인정하는 것

이 보다 타당하 고, 이 사건 결정은 이를 제로 본안 단을 한 것이다.

3. 연정책에 한 각국의 동향

가. 입법목 과 세계의 동향

이 사건 조문의 입법목 은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2002. 1. 19. 법률

제6619호)되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공 이용시설의 소유자․ 유자

는 리자는 당해 시설의 체를 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연구역과 흡

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도록 함에 따라 연구역을 지정하여야 하는

공 이용 시설의 범 , 연구역의 지정기 지정방법 등을 정하는 등

연을 한 조치를 시행하기 한 세부 이고 구체 인 기 을 정함으로

써 국민건강의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다.8)

흡연의 폐해, 나아가 간 흡연의 폐해는 이미 리 알려진 사실이 되었

으므로 상론하지 아니하고, 국제기구와 세계 각국의 연정책의 실태를 살

펴 으로써 와 같은 입법목 이 세계 인 조류에 비추어 정당한지에

하여 검토하기로 한다.

나. 국제기구의 연운동

세계보건기구(WHO)는 1988년에 매년 5. 31.을 연을 날로 지정하 고,

8) 법제처 법령찾기 페이지 (http://www.moleg.go.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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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해 ‘공공장소에서의 흡연규제와 교통수단 내에서의 연’이라는

주제로 세계 각국의 실내 연실태를 담은 조사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9)

세계보건기구는 2003. 5. 21. 제56차 WHO 총회에서 담배규제에 한 기

본 약(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FCTC)을 채택하 는

데,10) 이는 보건 련 최 의 국제 약으로 담배로 인한 건강피해 문제가

세계 문제임을 인식하고 효과 인 담배 통제수단과 국제 력을 담고

있는 것으로서, ① 당사국은 자국의 헌법에 따라 5년의 기간 내에 모든 담

배 련 고, , 후원에 한 포 인 지(comprehensive ban) 조치를

시행하거나 제한조치를 실시하며, ② 담뱃갑 양면에 최소 30%의 크기로

경고문구를 기재하되 담배 경고그림도 가능하도록 하고, ③ 특정 제품이

타사 제품보다 덜 해롭다는 식의 그릇된 인식을 직․간 으로 조장하는

모든 용어, 문구, 등록상표, 수식어구 등을 삽입할 수 없도록 하며( 타르,

라이트, 울트라라이트, 마일드 등), ④ 자국시장에서 도매, 소매로 매되는

상품에 하여 “(국가명, 주명, 지역명 등)에서만 매가 허용됨”이라는 문

구 는 그 상품의 최종 목 지를 확인하거나 합법여부 단 표시를 의무

화하고, 정보 교환, 수품 기 이득 환수를 한 한 조치를 고려

하며, ⑤ 담배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하여, 담배구매자의 나이가 의

심될 경우 구매자에게 법이 정한 정연령에 도달했음을 증명하도록 요구

하도록 하며, 구매자가 직 담배상품에 근할 수 있는 모든 방식의 담배

매를 지하고 담배 형태의 미성년자용 상품(과자류, 완구류 등)의 제조

9) 여 무, 민간항공기내 연의 세계 추세와 망 - ICAO 결정안을 심으로,

항공법학회지 1994년 6호, 한국항공법학회(1994), 86쪽.

10) 약의 추진경 는 아래와 같다.

o 제52차 WHO 총회에서 FCTC 실무작업반 정부간 상기구 구성 결의

(1999. 5.)

o 1차 실무작업반 회의(1999. 8.)

o 2차 실무작업반 회의(2000. 3.)

o 제53차 WHO 총회에 FCTC 안 보고(2000. 5.)

o 11th World Conference on Tobacco on Health(2000. 8.)

- 개도국에서의 경제 제재의 흡연감소 효과 논의

o WHO 주 , 담배규제기본 약에 한 공청회 개최(2000. 10. 12. - 13.)

o 1st Scientific Advisory Committee on Tobacco Product Regulation(2000. 10.

12. - 13.)

o 제6차 정부간 회의에서 담배규제기본 약 채택(2003. 3. 1)

o 제56차 WHO 총회에서 담배규제 기본 약 채택(2003.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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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를 지하며, 담배자 기에 미성년자가 근할 수 없도록 하고, 무

료담배의 유통을 지하거나 지를 진하며, 담배의 개별 매 소량단

매의 지를 해 노력하고, ⑥ 담배회사의 책임에 하여, 당사국은

담배 통제라는 목표를 해 보상을 포함한 민사책임 형사처벌에 한

입법을 하거나 행 법률의 용을 진하도록 하며, ⑦ 개발도상 당사국

들의 의목표 달성을 지원하기 하여 자발 인 제 기 을 조성하는 방안

등의 조치를 고려하도록 하 다. 이 약은 2003. 6. 16. ～ 22. 사이에는

제네바 WHO 본부에서, 2003. 6. 30. ～ 2004. 6. 29. 사이에는 뉴욕 유엔본

부에서 서명에 개방하 는바, 40개국의 비 을 거쳐 약이 발효되었다.

특정분야에서의 국제 인 연노력도 병행되었다.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는 1992. 10. 8. 제29차 총회에서 ‘국제노선 항공기 내 흡연규제

(Smoking Restrictions on International Flight)’라는 결의안을 채택하 다.

이 결의안은 회원국들이 이미 작업장과 공공건물, 교통시설 안에서의 흡연

규제에 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1996. 7. 1.까지 국제노선

민간항공기 내에 면 연을 시행할 것을 목표로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

에 면 연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구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11)

다. 세계 각국의 연정책의 실태

2003. 8. 핀란드 헬싱키에서 있었던 제12회 담배와 건강에 한 세계회

의(12th World Conference on Tobacco or Health)에서 발제문으로 작성된

‘담배규제국가개요(Tobacco Control Country Profiles)’라는 책자는 세계 각

국의 연정책을 잘 정리한 책이다.12) 이에 의하여 각국 연정책의 실태

를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다.13)

11) 여 무, 주 9의 , 92-93쪽.

12) Omar Shafety, Suzanne Dolwick & G. Emmanuel Guindon, TOBACCO CONTROL

COUNTRY PROFILES (2d Ed.) (The American Cancer Society, World Health

Organization & International Union Against Cancer 2003).

13) 아래 표에서의 한국은 이 사건 조문이 시행되기 의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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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규제 규제 없음 알려지지 않음

호

주

정부기 x

민간작업장 x

교육시설 x

의료기 x

버스 x

열차 x

택시 x

배 x

국내항공기 x

외국항공기 x

음식 x

술집 x

공공장소 x

오

스

트

리

아

정부기 x

민간작업장 x

교육시설 x

의료기 x

버스 x

열차 x

택시 x

배 x

국내항공기 x

외국항공기 x

음식 x

술집 x

공공장소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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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규제 규제 없음 알려지지 않음

벨

기

에

정부기 x

민간작업장 x

교육시설 x

의료기 x

버스 x

열차 x

택시 x

배 x

국내항공기 x

외국항공기 x

음식 x

술집 x

공공장소 x

캐

나

다

정부기 x

민간작업장 x

교육시설 x

의료기 x

버스 x

열차 x

택시 x

배 x

국내항공기 x

외국항공기 x

음식 x

술집 x

공공장소 x

체

코

공

화

국

정부기 x

민간작업장 x

교육시설 x

의료기 x

버스 x

열차 x

택시 x

배 x

국내항공기 x

외국항공기 x

음식 x

술집 x

공공장소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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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규제 규제 없음 알려지지 않음

덴

마

크

정부기 x

민간작업장 x

교육시설 x

의료기 x

버스 x

열차 x

택시 x

배 x

국내항공기 x

외국항공기 x

음식 x

술집 x

공공장소 x

핀

란

드

정부기 x

민간작업장 x

교육시설 x

의료기 x

버스 x

열차 x

택시 x

배 x

국내항공기 x

외국항공기 x

음식 x

술집 x

공공장소 x

랑

스

정부기 x

민간작업장 x

교육시설 x

의료기 x

버스 x

열차 x

택시 x

배 x

국내항공기 x

외국항공기 x

음식 x

술집 x

공공장소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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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규제 규제 없음 알려지지 않음

독

일

정부기 x

민간작업장 x

교육시설 x

의료기 x

버스 x

열차 x

택시 x

배 x

국내항공기 x

외국항공기 x

음식 x

술집 x

공공장소 x

그

리

스

정부기 x

민간작업장 x

교육시설 x

의료기 x

버스 x

열차 x

택시 x

배 x

국내항공기 x

외국항공기 x

음식 x

술집 x

공공장소 x

헝

가

리

정부기 x

민간작업장 x

교육시설 x

의료기 x

버스 x

열차 x

택시 x

배 x

국내항공기 N/A

외국항공기 x

음식 x

술집 x

공공장소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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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규제 규제 없음 알려지지 않음

아

이

슬

란

드

정부기 x

민간작업장 x

교육시설 x

의료기 x

버스 x

열차 N/A

택시 x

배 x

국내항공기 x

외국항공기 x

음식 x

술집 x

공공장소 x

아

일

랜

드

정부기 x

민간작업장 x

교육시설 x

의료기 x

버스 x

열차 x

택시 x

배 x

국내항공기 x

외국항공기 x

음식 x

술집 x

공공장소 x

이

탈

리

아

정부기 x

민간작업장 x

교육시설 x

의료기 x

버스 x

열차 x

택시 x

배 x

국내항공기 x

외국항공기 x

음식 x

술집 x

공공장소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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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규제 규제 없음 알려지지 않음

일

본

정부기 x

민간작업장 x

교육시설 x

의료기 x

버스 x

열차 x

택시 x

배 x

국내항공기 x

외국항공기 x

음식 x

술집 x

공공장소 x

한

국

정부기 x

민간작업장 x

교육시설 x

의료기 x

버스 x

열차 x

택시 x

배 x

국내항공기 x

외국항공기 x

음식 x

술집 x

공공장소 x

룩

셈

부

르

크

정부기 x

민간작업장 x

교육시설 x

의료기 x

버스 x

열차 x

택시 x

배 x

국내항공기 x

외국항공기 x

음식 x

술집 x

공공장소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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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규제 규제 없음 알려지지 않음

멕

시

코

정부기 x

민간작업장 x

교육시설 x

의료기 x

버스 x

열차 x

택시 x

배 x

국내항공기 x

외국항공기 x

음식 x

술집 x

공공장소 x

네

덜

란

드

정부기 x

민간작업장 x

교육시설 x

의료기 x

버스 x

열차 x

택시 x

배 x

국내항공기 x

외국항공기 x

음식 x

술집 x

공공장소 x

뉴

질

랜

드

정부기 x

민간작업장 x

교육시설 x

의료기 x

버스 x

열차 x

택시 x

배 x

국내항공기 x

외국항공기 x

음식 x

술집 x

공공장소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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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규제 규제 없음 알려지지 않음

노

르

웨

이

정부기 x

민간작업장 x

교육시설 x

의료기 x

버스 x

열차 x

택시 x

배 x

국내항공기 x

외국항공기 x

음식 x

술집 x

공공장소 x

폴

란

드

정부기 x

민간작업장 x

교육시설 x

의료기 x

버스 x

열차 x

택시 x

배 x

국내항공기 x

외국항공기 x

음식 x

술집 x

공공장소 x

포

르

투

갈

정부기 x

민간작업장 x

교육시설 x

의료기 x

버스 x

열차 x

택시 x

배 x

국내항공기 x

외국항공기 x

음식 x

술집 x

공공장소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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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규제 규제 없음 알려지지 않음

슬

로

바

키

아

공

화

국

정부기 x

민간작업장 x

교육시설 x

의료기 x

버스 x

열차 x

택시 x

배 x

국내항공기 x

외국항공기 x

음식 x

술집 x

공공장소 x

스

페

인

정부기 x

민간작업장 x

교육시설 x

의료기 x

버스 x

열차 x

택시 x

배 x

국내항공기 x

외국항공기 x

음식 x

술집 x

공공장소 x

스

웨

덴

정부기 x

민간작업장 x

교육시설 x

의료기 x

버스 x

열차 x

택시 x

배 x

국내항공기 x

외국항공기 x

음식 x

술집 x

공공장소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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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규제 규제 없음 알려지지 않음

스

스

정부기 x

민간작업장 x

교육시설 x

의료기 x

버스 x

열차 x

택시 x

배 x

국내항공기 x

외국항공기 x

음식 x

술집 x

공공장소 x

터

키

정부기 x

민간작업장 x

교육시설 x

의료기 x

버스 x

열차 x

택시 x

배 x

국내항공기 x

외국항공기 x

음식 x

술집 x

공공장소 x

국

정부기 x

민간작업장 x

교육시설 x

의료기 x

버스 x

열차 x

택시 x

배 x

국내항공기 x

외국항공기 x

음식 x

술집 x

공공장소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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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규제 규제 없음 알려지지 않음

미

국

정부기 x

민간작업장 x

교육시설 x

의료기 x

버스 x

열차 x

택시 x

배 x

국내항공기 x

외국항공기 x

음식 x

술집 x

공공장소 x

라. 세계의 동향과 이 사건 조문

(1) 학교, 의료기 , 보육원

학교, 의료기 , 보육원은 담배에 노출되지 않아야 할 필요가 매우 큰 청

소년, 환자, 어린이가 이용하는 시설로서 그 보호가 필요하기 때문

에 이 사건 조문은 시설에 하여는 시설 체를 연구역으로 지정하

도록 하고 있다(이하 시설 체를 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는 시설을

‘ 연시설’이라고 한다).

이러한 시설에 한 세계 각국의 규제상황을 표에 의하여 살펴보면,

① 우리나라와 같이 면 연을 하고 있는 나라로, 벨기에, 체코공화국,

핀란드,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뉴질랜드(교육

시설에 하여는 규제), 폴란드, 슬로바키아공화국(의료기 에 하여는 규

제), 스페인, 스웨덴, 터키 등이 있고, ② 그에 이르지 않으나 규제를 하고

있는 나라로, 오스트리아, 캐나다, 덴마크, 랑스,14) 독일(의료기 에 하

여는 규제 없음), 아일랜드, 일본, 멕시코, 네덜란드, 노르웨이(교육시설에

하여는 알려지지 않음), 포르투갈, 미국 등이 있으며, ③ 아무런 규제를

14) 1991. 10. 제정된 랑스의 연․ 주운동에 한법률(Loi n° 91-32 du 10 janvier

1991, relative à la lutte contre le tabagisme et l'alcoolisme)의 소개에 하여는

최근외국입법동향 18권 4호(통권102호), 법제처(1991. 7.), 74-83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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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고 있는 나라로, 호주, 스 스, 국이 있다.15) 즉, 부분의 나라가

어떤 형태로든 흡연을 제한하고 있으며, 그 에서도 흡연을 면 지하

는 나라가 일부 규제하는 나라보다 약간 더 많다.

이러한 세계 각국의 실태에 비추어 볼 때, 학교, 의료기 , 보육원에

한 면 연은 다른 나라에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것으로 우리나라만

독특한 입법례는 아니다.

(2) 그 밖의 시설

다음, 이 사건 조문에 따라 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나 어 지정하여야

하는 시설(이하 이를 ‘상 연시설’이라고 한다)도 체로 표의 어

느 한 항목에 포 시키거나 유추할 수 있는 시설로서, 다수의 나라가 이

에 하여 흡연을 규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이 사건 조문과 세계조류

청구인은 이 사건 조문이 세계에 유례가 없는 악법이라고 주장한다. 그

러나 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조문은 세계조류에 발맞춘 입법으로서

그 입법목 의 정당성이 세계의 각국의 에 의하여 뒷받침된다고 할 수는

있을지언정,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세계에 유례가 없는 악법이라고 할 수

는 없다.

4. 흡연권의 헌법 근거

가. 헌법 제10조, 제17조

흡연자들이 자유롭게 흡연할 권리를 ‘흡연권’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흡연

권은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와 사생활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17조에 의하여 뒷받침된다.

사생활의 자유란 사회공동체의 일반 인 생활규범의 범 내에서 사생

활을 자유롭게 형성해 나가고 그 설계 내용에 해서 외부로부터의 간

섭을 받지 아니할 권리를 말한다.16) 흡연행 는 개인의 자율 생활 역으

15) 다만 다른 나라의 자료에서는 보육원을 분리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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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일반 인 생활규범의 범 내에서 외부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으면서 자

유롭게 사 인 생활을 형성해 나가는 행 라 할 수 있으므로, 사생활의 자

유를 규정한 헌법 제17조에 의하여 보장된다.17)

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 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하여서

는 구나 자유로이 의사를 결정하고 그에 기하여 자율 인 생활을 형성할

수 있어야 한다. 흡연의 결정은 개인의 자유이며 흡연행 는 개인의 자율

생활 역에 속하는 것이므로 담배가 마약과 같은 지약물이 아닌 이상

에는 자유로이 흡연할 권리가 보장된다.18) 따라서 흡연권은 헌법 제10조에

서도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나. 헌법 제36조 제3항의 문제

흡연권의 근거로 “모든 국민은 보건에 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한 헌법 제36조 제3항을 드는 견해가 있다.19) 견해의 논지는 분명

하지 않은데, 지나친 흡연이나 유해한 흡연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하

여 담배에 한 정보와 정책을 요구할 권리의 의미로서 흡연권을 상정하고

그 근거를 헌법규정에서 찾는 취지라면 몰라도, 자유롭게 흡연할 권리

라는 의미로서의 흡연권의 근거를 헌법규정에서 찾는 것이라면, 이는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후자의 의미로서의 흡연권이

문제되고 있으므로, 흡연권의 헌법 근거에서 제36조 제3항을 제외한다.

다. 그 밖의 규정

(1) 청구인은 이 사건 조문이 헌법규정 외에도 통문화의 계승‧발

에 한 헌법 제9조, 신체의 자유에 한 헌법 제12조, 인간다운 생활권에

한 헌법 제34조 제1항에 반된다고 하여 헌법규정들이 흡연권의 근

거규정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지만, 규정들은 다음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흡연권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

16) 헌재 2001. 8. 30. 99헌바92, 례집 13-2, 174, 202.

17) 박 철, 의 , 305쪽도 같은 취지이다.

18) 박 철, “인권과 흡연권”, 헌법학연구 9권 3호, 한국헌법학회(2003. 10.), 303쪽.

19) 박 철, 의 , 303-304, 307-308, 3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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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선, 흡연을 통문화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헌법 제9조에 의하여

흡연권이 보장된다고 할 수는 없다.

헌법 제12조가 규정한 신체의 자유는 법 차에 의하지 않고는 국

가의 공권력으로부터 ‘신체 완 성’과 ‘신체활동의 임의성’을 제한당하지

않을 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서20) 주로 형사 차에 한 권리이지 흡연을

할 자유와는 별다른 련이 없다.

나아가 헌법 제34조 제1항이 보장하는 인간다운 생활권은 자유권 기

본권이 아닌 사회권 기본권의 일종으로서, 인간의 존엄에 상응하는 생활

에 필요한 ‘최소한의 물질 인 생활’의 유지에 필요한 부에 하여는 이

를 요구할 수 있는 구체 인 헌법상 권리 그 이상의 부에 하여는

법률을 통하여 구체화됨을 조건으로 인정되는 법률 차원의 권리를 의미

하므로,21) 흡연을 할 권리는 이 인간다운 생활권에 포섭되지 아니한다.

5. 흡연권의 제한 가능성

가. 기본권의 상충

와 같이 흡연권은 헌법 제10조와 제17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기본권이

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흡연자들이 흡연권을 갖듯이, 비흡연자들

한 동일한 헌법규정에 근거하여 비흡연권( 연권) 내지 건강권(이하 ‘ 연

권’이라고 한다)을 갖는다. 나아가 흡연은 흡연자는 물론 간 흡연에 노출

된 비흡연자들의 생명을 한다는 면에서 연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생

명권에 기하여 인정되는 헌법 권리라 할 수 있다.22)

흡연자들이 비흡연자들에게 아무런 향을 미치지 않는 방법으로 흡연

을 하는 경우에는 기본권의 상충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흡연자와 비

20) 허 , 한국헌법론(제4 ), 박 사(2004), 337쪽 참조.

21) 헌재 1995. 7. 21. 93헌가14, 례집 7-2, 1, 30-31; 헌재 2000. 6. 1. 98헌마216,

례집 12-1, 622, 646-647; 헌재 2003. 5. 15. 2002헌마90, 례집 15-1, 581,

596-597.

22) 생명권이 헌법 권리라는 에 하여는 헌재 1996. 11. 28. 95헌바1, 례집 82

537, 545 (「이러한 생명에 한 권리는 비록 헌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다 하더라

도 인간의 생존본능과 존재목 에 바탕을 둔 선험 이고 자연법 인 권리로서 헌

법에 규정된 모든 기본권의 제로서 기능하는 기본권 의 기본권이라 할 것」

이라고 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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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자가 함께 생활하는 공간에서의 흡연행 는 필연 으로 흡연자의 기본

권과 비흡연자의 기본권이 충돌하는 상황이 래된다.

그런데, 흡연자의 기본권은 와 같이 사생활의 자유를 실질 핵으로

하는 것이고, 비흡연자의 기본권은 사생활의 자유뿐만 아니라 생명권에까

지 연결되는 것이므로 비흡연자의 기본권이 흡연자의 기본권보다 상 의

기본권이라 할 수 있다.23) 이처럼 상하의 계질서가 있는 기본권끼리 상

충하는 경우에는 상 기본권 우선의 원칙에 따라 하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24) 결국 흡연자의 흡연권은 비흡연자의 연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 인정되어야 한다.

나. 공공복리를 한 제한

흡연은 비흡연자들 개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흡연자 자신

을 포함한 국민의 건강을 해치고 공기를 오염시켜 환경(특히 실내환경)을

해친다는 에서 개개인의 사익을 넘어서는 국민공동의 공공복리에 계된

다. 따라서 공공복리를 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흡연행 를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나아가 국민은 헌법 제36조 제3항이 규정한 보건권에 기하여 국가로 하

여 흡연을 규제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으므로, 흡연에 한 제한은 국

가의 의무라고까지 할 수 있다.

다. 이 사건 조문의 흡연권 제한

이 사건 조문은 연구역 지정에 한 구체 내용을 규정하여 흡연자들

이 공 이용시설에서 자유롭게 흡연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흡연자들의 흡

연권을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제한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흡연권이 제한

가능한 기본권이라는 에서 그 정당성의 기 를 발견할 수 있다.

23) 생명권을 다른 어떤 기본권보다 상 에 두는 것은 독일연방헌법재 소의 태도이

기도 하다. 임신 행 에 한 BVerfGE 39, 1(43); 86, 390; 88, 203 참조.

24) 허 , 주 20의 책, 25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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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과잉 지원칙 반 여부

헌법재 소는「국가작용 특히 입법작용에 있어서의 과잉입법 지의

원칙이라 함은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입법활동을 함에

있어서 수하여야 할 기본원칙 내지 입법활동의 한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려는 입법의 목 이 헌법 법률의 체제상 그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하고(목 의 정당성), 그 목 의 달성을 하여 그 방

법이 효과 이고 하여야 하며(방법의 정성), 입법권자가 선택한 기본

권제한의 조치가 입법목 달성을 하여 설사 하다 할지라도 보다 완

화된 형태나 방법을 모색함으로써 기본권의 제한은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

치도록 하여야 하며(피해의 최소성), 그 입법에 의하여 보호하려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을 비교형량할 때 보호되는 공익이 더 커야 한다(법익의 균

형성)는 법치국가의 원리에서 당연히 생되는 헌법상의 기본원리의 하나

인 비례의 원칙을 말하는 것」이라고 시하여,25) 과잉 지원칙 내지 비례

원칙의 의미내용을 ① 목 의 정당성, ② 방법의 정성, ③ 피해의 최소

성, ④ 법익의 균형성의 4요소로 이해하고 있다.

① 이 사건 조문은 비흡연자는 물론 흡연자를 포함한 국민 체의 건강

환경을 보호하기 한 것으로서 목 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고, ②

흡연자와 비흡연자가 생활을 공유하는 곳에서 일정한 내용의 연구역을

설정하는 것은 목 의 달성을 하여 효과 이고 하여 방법의 정

성도 인정할 수 있다. 한 ④ 이 사건 조문으로 달성하려고 하는 공익(국

민의 건강과 쾌 한 환경)이 제한되는 사익(흡연권)보다 크기 때문에 법익

균형성도 인정된다.

나아가 ③ (i) 이 사건 조문이 연시설에서는 시설 체를 연

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 지만, 이러한 시설은 세포와 신체조직이 아직 성

숙하는 단계에 있는 어린이나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담배로 인한 폐해가 심

각하다는 을 고려하여 규정한 보육시설과 ‧ 등교육법에 규정된 학교

25) 헌재 1992. 12. 24. 선고 92헌가8, 례집 4, 853, 878-879 {사형, 무기 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고의 형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구형이 있는 경우에는 무죄 등

의 결이 선고된 경우에도 구속 장이 효력을 잃지 않는다는 취지의 구 형사소

송법 제331조 단서(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되고 1995. 12. 29. 법률 제

5054호로 개정되기 의 것)에 하여 헌결정을 한 결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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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교사, 그리고 치료를 하여 인 안정과 건강한 환경이 요구되는

의료기 에 한하고 있다는 , (ii) 상 연시설도 모두 여러 공 이 회

합하는 장소로서 필수 인 곳에 한하고 있다는 , (iii) 이 사건 조문이 ‘청

소년‧환자 는 어린이에게 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는 ‘이용자에게 흡연의 피해를 수 있는 다음 각호에 해당

하는 구역’을 연구역 지정의 요건으로 함으로써, 형식 으로 이 사건 조

문의 각호에 규정된 시설에 해당하더라도 실제로 피해를 주지 않는 곳에서

는 연구역지정의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는 에 비추어 볼 때, 흡연자

들의 흡연권을 최소한도로 침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조문은 과잉 지원칙에 반되지 아니한다.

7. 평등권의 침해 여부

이 사건 조문은 연구역 내에서의 흡연을 지함으로서 비흡연자들의

이익을 도모하는 반면 흡연자들의 권리는 제한하고 있어, 흡연자들의 평등

권을 침해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의 원칙은 일체의 차별 우를 부정

하는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과 법의 용에 있어서 합

리 근거 없는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상 평등을 뜻하고, 따

라서 합리 근거 있는 차별 내지 불평등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26)

이 사건 조문이 흡연권을 제한하는 것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합리 인

이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조문은 평등권을 침해하 다고 할 수 없다.

흡연에 한 제한이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시한 많은 미국의

례를 찾을 수 있다. 공공장소(public places)에서의 흡연을 규제하는 카운티

건강 원회의 규정은 간 흡연의 험으로부터 공 을 보호하려는 목 이

있다고 할 수 있고, 따라서 요식업연합회와 식당 주인들이 갖는 수정헌법

제14조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한 뉴욕남부연방지방법원의 결,27)

26) 헌재 2003. 5. 15. 2002헌마90, 례집 15-1, 581, 596-597.

27) Dutchess/Putnam Restaurant & Tavern Ass'n, Inc. v. Putnam County Dept.

of Health, 178 F. Supp. 2d 396 (S.D. N.Y.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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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의 미결수용자에게 용되는 교도소 등 공공건물에서의 흡연을 지

하는 시조례가 잔혹하고 이상한 형벌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공 처벌로

서 기능하는 것도 아니며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어서 유효하다고

단한 텍사스남부연방지방법원의 결28) 등 다수의 결례가 있다.

8. 그 밖의 헌법 문제

미국 법원들은 흡연규제가 법 차에 반되는지 여부,29) 자유권, 라

이버시, 재산권, 교육권을 침해하는지 여부,30) 흡연하는 근로자의 고용주와

의 계약에 기한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31) 연시설 소유자 등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32) 등을 검토하 으나, 모두 그러한 반이나 침해

가 있다고 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9. 이 사건 결정의 의의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조문은 헌법에 반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결정도 같은 결론을 내리고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 다.

연운동이 확 되는 사회상황에서 흡연권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높지만,

어도 공 이용시설에서의 연구역 지정은 헌법상 허용된다는 을 명백

히 하 다는 에 이 사건 결정의 의의가 있다.

28) Washington v Tinsley (1992, SD Tex) 809 F Supp 504.

29) U.S. Const. Amend. § 14. Beatie v. City of New York, 123 F.3d 707 (2d Cir.

1997).

30) Washington v. Tinsley (1992, SD Tex) 809 F Supp 5.

31) Operation Badlaw v. Licking County Gen. Health Dist. Bd. of Health (1992,

SD Ohio) 866 F Supp 10.

32) Dutchess/Putnam Restaurant & Tavern Ass'n, Inc. v. Putnam County Dept.

of Health, 178 F. Supp. 2d 396 (S.D. N.Y.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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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2호 헌제청

-범죄피의자의 지문날인과 법 차원칙-

(헌재 2004. 9. 23. 2002헌가17․18(병합), 례집 16-2상, 379)

종 익
*

1)

【 시사항】

1. 범죄의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들에게 경찰공무원이나 검사의 신문을

받으면서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지문채취에 불응하는 경우 형사처벌

을 통하여 지문채취를 강제하는 것이 장주의의 원칙에 반되는지 여부

2. 범죄의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들로 하여 경찰공무원이나 검사의 신

문을 받으면서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지문채취에 불응하는 경우 벌

, 과료, 구류의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는 것이 법 차의 원칙에

반되는지 여부

【심 상】

이 사건들의 심 의 상은 경범죄처벌법(2002. 1. 14. 법률 제6593호로

개정되기 의 것, 신법은 2002. 7. 1.부터 시행) 제1조 제42호(이하 ‘이 사

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헌여부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범죄처벌법 제1조(경범죄의 종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 원 이하의 벌 , 구류 는 과료의 형으로 벌한다.

42. (지문채취불응) 범죄의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에 하여 경찰공무원

이나 검사가 지문조사 외의 다른 방법으로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없어 지문

을 채취하려고 할 때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한 사람

* 헌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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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1. 심 청구에 이르게 된 경

가. 2002헌가17 사건

(1) 제청신청인 유○재는 2002. 2. 18. 11:00경부터 17:00경까지 서울

화문 열린시민공원에서 개최된 ‘부시미국 통령 방한반 시국농성돌입

기자회견’ 집회에 참석하 고, 지역 할 서울지방경찰청 북부경찰서장은

집회가 옥외집회 시 가 지된 장소에서 신고없이 개최된 것이라는

이유로 3차례에 걸쳐 해산명령을 발하 으나 제청신청인 유○재를 비롯한

집회참가자들이 불응하자 집회를 해산하고 참가자들을 연행하 다.

(2) 서울지방경찰청 북부경찰서로 연행된 제청신청인 유○재는 집회 시

에 한법률 반 의로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던 인 사항 범죄사

실의 신문에 하여 묵비로 일 하 고 주민등록증 등 인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증명서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담당경찰 으로부터 신원을

확인하기 한 십지지문채취를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 다. 이에 북부

경찰서장은 같은 달 20. 제청신청인 유○재에 하여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2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즉결심 을 청구하 고,

법원은 같은 날 제청신청인 유○재에 하여 구류 3일, 유치명령 3일을

선고하 으며, 제청신청인 유○재는 이에 불복하여 같은 달 25. 같은 법원

에 정식재 을 청구하여 재 계속 이다.

(3) 같은 해 4. 16. 제청신청인 유○재는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2호

가 헌법 제12조에 의한 장주의 진술거부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

면서 법원에 헌제청신청을 하 고(2002 기237), 이를 받아들인

법원은 같은 해 9. 9. 규정에 하여 헌법재 소에 헌여부심 을 제

청하 다.

나. 2001헌가18 사건

(1) 제청신청인 유○경은 2001. 6. 14. 21:50경 서울 용산구 소재 미8군부

앞길에서 “환경오염 시키는 미군은 철수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 를 하다가 불법시 에 참가하 다는 이유로 서울지방경찰청 은평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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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연행되어 집회 시 에 한법률 반 의로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던

인 사항 범죄사실의 신문에 하여 묵비로 일 하 고 주민등록증

등 인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증명서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담당

경찰 으로부터 신원을 확인하기 한 십지지문채취를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 다. 이에 따라 같은 달 16. 은평경찰서장은 제청신청인 유○경에

하여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2호에 반되었다는 이유로 서울서부지방법

원에 즉결심 을 청구하 고, 법원은 같은 날 제청신청인 유○경에

하여 무죄를 선고하 으며, 은평경찰서장은 이에 불복하여 같은 달 19. 같

은 법원에 정식재 을 청구하여 재 계속 이다.

(2) 이에 제청신청인 유○경은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2호가 기본권

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법원에 헌제청신청을 하 고(2002 기64),

이를 받아들인 법원은 같은 해 9. 14. 규정에 하여 헌법재 소에

헌여부심 을 제청하 다.

2. 제청법원들의 헌제청이유 계기 의 의견

가. 제청법원들의 헌제청이유요지

(1) 형사 차에 있어서 장주의의 본질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강제

처분을 하는 경우에 립 인 법 이 구체 인 단을 거쳐 발부한 장에

의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면, 수사기 이 피의자로

입건된 자에 하여 신원을 확인하기 한 방법으로 지문을 채취하려고 할

때, 피의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 지문채취에 응하지 않는 자는 형사처

벌을 받게 되므로 이는 지문채취를 간 강제하는 것이고, 따라서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강제처분의 성격을 가지므로 장주의에 의하여

규제받아야 할 역으로 보인다. 특히 수사기 으로서는 주변의 탐문수사

에 의하여 신원을 밝히거나 형사소송법 제215조의 검증 장 는 같은 법

제216조의 체포나 구속 등에 부수한 차에 의하여 지문을 채취할 수 있음

에도 불구하고 지문채취에 불응하는 것을 하나의 피의사실로 만들어 벌

, 구류, 과료 등의 불이익을 가하는 형벌법규를 설정하는 것은 수사의 편

의성만을 생각한 것으로 헌법이 정한 장주의를 회피하여 형해화시킬

험이 있다. 따라서 헌법 제12조 제3항에 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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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헌법 제12조 제1항 후문의 법 차원칙은 피고인이나 피의자의 신

체의 자유를 제한하기 해서는 형식 인 차뿐 아니라, 실체 법률내용

이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춘 법률에 의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피의자가 수

사기 에 스스로 자신의 범죄를 밝 야할 의무가 부과될 수 없는 이상 피

의자가 여하간의 이유로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는 경우에 그 연장선상에

서 지문채취에 불응하는 것에 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형사처벌하는

것은 피의자에게 수사기 에서 스스로 범죄를 밝 야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고, 수사기 이 강제처분 등에 의하여 신원을 밝힐 수 있음에도 불구

하고 지문채취에 응하지 않는 피의자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지나치게 수사

기 의 편의만을 한 조치로서 수사의 목 달성을 하여 반드시 부합하

는 합한 조치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헌법 제12조 제1항 후문에 반

된다.

나. 법무부장 의 의견요지

(1) 일정한 범죄가 발생한 경우 범죄 의자나 피해자 기타 사건 련자들

에 한 신원확인 없이는 당해 범죄의 해결은 불가능하며 범죄자에 한

처벌도 불가능하므로 형사사법 차에서 신원확인은 필수 인 차이다. 강

제로 지문을 채취하는 것은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에서 강제

처분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를 해 반드시 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면, 그

기간 동안 사실상 수사를 단하여야 하므로 수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해함으로써 범죄의 방과 진압에 지장을 래할 수 있다. 한 신원이 확

인되면 즉시 석방될 수 있는 경미한 범죄 의자까지도 지문채취를 해 긴

체포 등을 활용하여 장을 발부받기까지 유치하고 있어야 하므로 오히

려 인권을 침해할 염려도 있다. 게다가 신원확인을 한 지문채취 장을

청구하면 법원이 이를 거부할 가능성이 거의 없고 지문채취 자체의 신체의

자유에 한 침해가 비교 경미하다는 에서 반드시 사 장을 요한다

고 볼 필요는 없다.

한 이미 지문을 채취하여 신원확인 등의 목 을 달성하 으므로 법원

의 심사에 의한 사후통제가 의미를 가지기 어려운 과 침해의 정도가 비

교 경미하다는 에서 사후 장 역시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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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문채취를 한 법률을 지문채취에 불응하는 피의자의 손을 잡아

강제로 손가락을 펴서 그 지문을 도록 하는 직 강제의 방식과 이 사건

법률조항과 같이 형벌을 통하여 간 으로 강제하는 방식 어떠한 형태

로 만들어갈 것인지의 문제는 입법정책의 문제로서 수사의 신속성과 효율

성, 기본권침해의 정도, 지문채취의 강제방법에 한 국민 정서 등을 종

합 으로 고려하여 단하여야 한다.

간 강제 역시 피의자의 자유의지를 제한하기는 하나 직 강제보다 그

침해가 덜하다고 할 수 있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지문조사 외의 다른 방

법으로는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지문채취에 응하

지 않은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처벌도 10만 원 이하의 벌

, 구류, 과료에 한정하고 있어 보충성과 비례성의 원칙도 갖추고 있다.

따라서 그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추고 있으므로 헌법상 법 차의 원칙에

반되지 않는다.

다. 경찰청장의 의견요지

(1) 지문채취는 피의자의 범죄․ 과사실 은폐 타인의 인 사항 도

용 등을 차단함으로써 형사사법제도를 정하게 운 하고 선량한 국민이

과자가 되는 것을 방하기 한 공익 목 을 가지는 것이다.

(2) 범죄의 경우에 신속한 기 응이 매우 요한데, 피의자의 신

원을 악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범․ 과수사 등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

고, 장을 발부받아 지문을 채취하는 경우에는 시간지연 등으로 범죄를

조속히 진압할 수 없다.

특히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시 장에서 한꺼번에 많은 피의자들이 연

행되는 경우에는 탐문수사에 의한 신원확인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경미한

범죄에 하여 지문채취에 불응할 때마다 장을 신청하는 것은 피의자를

형사 차에서 신속히 해방시키는 데에도 장애가 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사자료표의 지문감식을 통하여 연평균 2,000여명의 인 사항을 도

용한 피의자를 밝 내고 있다.

(3) 수사기 의 검증과 같은 강제처분은 형벌권을 실 하기 하여 불가

피한 범 내에서 엄격히 제한되어야 하는데, 피의자의 신원확인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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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채취는 형의실효등에 한법률상의 법정요건에 해당하는 모든 피의자를

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를 엄격히 제한되어야 할 강제처분의 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헌법상의 법 차원칙이나 장주의원칙을 반하 다고 볼 수

없다.

【결정요지】

1. 이 사건 법률조항은 수사기 이 직 물리 강제력을 행사하여 피의

자에게 강제로 지문을 도록 하는 것을 허용하는 규정이 아니며 형벌에

의한 불이익을 부과함으로써 심리 ․간 으로 지문채취를 강요하고 있

으므로 피의자가 본인의 단에 따라 수용여부를 결정한다는 에서 궁극

으로 당사자의 자발 조가 필수 임을 제로 하므로 물리력을 동원

하여 강제로 이루어지는 경우와는 질 으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지문채취의 강요는 장주의에 의하여야 할 강제처분이라

할 수 없다. 한 수사상 필요에 의하여 수사기 이 직 강제에 의하여 지

문을 채취하려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법 이 발부한 장에 의하여야 하므

로 장주의원칙은 여 히 유지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이 사건 법률조항은 피의자의 신원확인을 원활하게 하고 수사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한 것으로, 수사상 피의자의 신원확인은 피의자를

특정하고 범죄경력을 조회함으로써 타인의 인 사항 도용과 범죄 과

사실의 은폐 등을 차단하고 형사사법제도를 정하게 운 하기 해 필수

이라는 에서 그 목 은 정당하고, 지문채취는 신원확인을 한 경제

이고 간편하면서도 확실성이 높은 한 방법이다. 한 이 사건 법률조

항은 형벌에 의한 불이익을 부과함으로써 심리 ․간 으로 지문채취를

강제하고 그것도 보충 으로만 용하도록 하고 있어 피의자에 한 피해

를 최소화하기 한 고려를 하고 있으며, 지문채취 그 자체가 피의자에게

주는 피해는 그리 크지 않은 반면 일단 채취된 지문은 피의자의 신원을 확

인하는 효과 인 수단이 될 뿐 아니라 수사 차에서 범인을 검거하는 데에

요한 역할을 한다. 한편, 이 사건 법률조항에 규정되어 있는 법정형은

형법상의 제재로서는 최소한에 해당되므로 지나치게 가혹하여 범죄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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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 본래의 목 과 기능을 달성함에 필요한 정도를 일탈하 다고 볼 수도

없다.

【해설】

1. 외국의 입법례

가. 독일

독일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수사기 이 범죄를 인지하여 입건한 이후에

는 형사 차수행 는 감식목 을 하여 필요한 경우 피의자의 사진이나

지문을 그 의사에 반하여 수집하거나 피의자에 한 검증 그와 유사한

처분을 할 수 있다(제81조 b). 이에 의하여 감식목 의 처분을 하여 불가

피한 강제력 행사 컨 사진촬 을 해 피의자를 고정시킨다든가 혹은

지문채취를 해 팔이나 손가락을 강제로 펼치는 것 등과 같은 것들이 허

용된다는 에 해서는 의문이 없다.1)

입건 이라도 검사 는 경찰공무원은 범죄의 의가 있는 자에 하여

신원을 확인하기 하여 의자의 신체와 그가 소지한 물건의 수색 감

식작업을 한 처분 등 필요한 조치가 가능하며 의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거나 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의자에 한 구 도 허

용된다(제163조 b 제1항).

그러나 구 은 어떠한 경우에도 신원을 확인하기 하여 필요한 기간을

넘을 수 없고, 법 의 결정을 하여 필요한 기간이 신원확인을 하여 필

요한 기간보다 더욱 장기가 되지 않을 것이 상되는 경우에는 자유박탈의

허용과 지속에 한 단을 하여 즉시 지방법원 사에게 구인하여야 한

다(제163조 c 제1항). 신원확인을 한 총 자유박탈은 12시간을 과할 수

없고 피구 자의 친족이나 신뢰하는 자에게 즉시 구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제163조 c 제2항, 제3항).

나. 미국

미국 형사소송 차에서 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하는 것은 크게 구 된 이

1) Bosch, KMR, §81b, Rn. 1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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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신원확인을 해 이루어지는 경우와 증거수집으로서 이루어지는 경우2)

가 있다. 체포된 사람의 신원확인을 한 차는 피해자 는 증인과의

질(confrontation)이나 몇몇 가능한 용의자들과 함께 는 단독으로 피해자

나 증인에게 보여지는 것(police lineup or showup) 등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족문(footprints), 사진촬 , 목소리 표본채취, 치아검

사 역시 허용된다.

특히 체포된 사람들에게 일상 으로 행해지는 “수사서류작성(booking)”

차에 의하면 지문증거가 범죄수사와 련되어 있는지를 불문하고 신원확

인을 하여 지문을 날인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해 필요한 경우 “양심

에 충격”을 주거나 “정의의 념에” 반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는 강제력의

사용은 허용되는 것으로 본다.3)

이에 하여 연방항소법원들은 결을 통해 “일상 인 신원확인 차로서

합법 으로 구 되어 있는 사람에게 지문을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기

본 (elementary)인 것이며”(Smith v. U.S., 324 F.2d 879, 882) “지문날인

은 형벌이 아니고 법집행과 련되어 많은 경우에 유용하게 사용되는 신원

확인 수단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해 감수해야할 불편함들(annoyances)

의 하나”(U.S. v. Krapt 285 F.2d 647, 650-651)라고 시하고 있다. 특히

구 된 후 보석결정을 기다리는 피의자에게서 지문을 채취한 것에 하여

“이는 일반 으로 행해지는 표 인 차로서(universally standard procedure)

어떠한 헌법 권리의 침해도 없다”(Napolitano v. U.S., 340 F.2d 313,

2) 연방 법원은 증거수집 차의 하나로서 지문채취를 행하기 해 일반인을 단기간

연행(seizure), 구 (detention)하는 것에 하여 “지문채취는 신문(interrogation)이

나 수색(search)에 수반되는 개인의 사생활과 내심에 한 조사와 련되지 않으

며, 오직 한벌의 지문만이 필요하다는 에서 괴롭히기 하여 반복될 험도 없

다. 게다가 지문은 본질 으로 증인이나 자백에 비하여 사건해결에 보다 효율

이고 신뢰할만한 도구이고 ……(그 채취를 해) 제한 으로 이루어지는 구 도

상할 수 있는 편리한 시간에 이루어질 수 있다”(Davis v. Mississippi 394 U.S.

721, 727)고 하여 지문채취의 독특한 특성을 인정하 다. 이에 따라 범죄행 에

한 상당한 이유(probable cause)가 없어도 “용의자가 범죄행 를 행하 다는 합

리 인 의심(reasonable suspicion)이 존재하고 지문이 용의자의 범죄와의 련성

을 확인하거나 없앨 것이라는 믿음에 한 합리 인 근거가 존재하며 차가 신

속하게 이루어진다면, 지문채취를 한 연행이 헌법상 허용될 수 있다”(Hayes v.

Florida 470 U.S. 811, 817)고 하고 있다.

3) John N. Ferdico, Criminal Procedure for the Criminal Justice Professional,

Wadsworth publishing, 1999, p.14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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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고 시하고 있다.

최근(2004. 6. 21.) 연방 법원은 범죄에 한 합리 인 의심(resonable

suspicion)이 인정되는 가운데 보안 으로부터 신원확인을 요청받고 이를

거 한 피의자를 공무집행방해(willfully obstructing a public officer in

discharging legal duty)의 경죄(misdemeanor)에 해당한다하여 벌 250불

을 부과한 네바다주 법원의 결은 헌법에 반되지 않는다고 시하

다(Hiibel v. Sixth Judicial District Court of Nevada). 연방 법원은 ‘용의

자의 신원확인은 요한 정부의 이익을 한 것이며, 이를 거 하는 것에

한 형벌의 부과는 신원확인의 요구가 법률 으로 효력없는 것이 되지 않

도록 보장하는 것’으로서 기본 으로 범죄에 한 합리 인 의심이 있는

피의자의 경우에만 용되므로 정당화된다고 이유를 밝혔다.

다. 일본

일본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원칙 으로 압수, 수색, 검증 특히 신체검사의

경우에는 사가 발한 장에 의하여야 하나, 신체구속을 당하고 있는 피

의자의 지문 는 족형을 채취하고, 신장 는 체 을 측정하며 는 사진

을 촬 하는 경우에는 피의자를 벌거벗기지 않는 한 장에 의할 것을 요

하지 않는다(제218조 제1항, 제2항).

지문 채취 등 처분의 경우 인권침해의 정도가 비교 고 신체구속을

해 강제력이 가해지는 이상 그러한 처분을 통하여 증거를 수집하기 해

일정한 강제를 가하는 것은 정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므로 이

러한 처분들은 신체의 구속처분에 실질 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

되고 있다. 따라서 지문채취를 해 팔을 잡아 고정하는 등이 유형력의 행

사도 인정되는 것으로 본다.4)

라. 랑스

랑스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당사자가 신원증명을 거부하거나 그 증명

이 불가능한 경우 사법경찰 은 필요에 따라 경찰서로 연행하여 신원확인

4) 伊藤榮樹 등, 주석 형사소송법 2권, 1979, 197-19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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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해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제78-3조 제1단). 이러한 구 은 신원확

인을 해 필요한 기간에 엄격하게 제한되며 4시간을 넘을 수 없다. 검사

는 언제든지 구 을 해제할 수 있다(제3단). 만약 조사를 받는 사람의 신원

증명거부 증명불가능 상황이 계속되는 경우 사법경찰 은 검사 는

심 사(juge d'instruction)의 허가를 받아 지문을 채취하거나 사진을 촬

할 수 있다(제4단). 이와 같은 지문채취나 사진촬 에 조하지 않는 경우

는 최고 3월의 구 는 25,000 랑의 벌 에 처하게 된다(제78-5조).

2. 수사기 의 피의자 지문채취와 장의 필요성

가. 수사기 의 피의자 지문채취

(1) 지문은 손가락 끝마디 안쪽에 피부가 융기한 선 는 으로 형성된

각종 문형 그 인상을 말한다[지문규칙(경찰청 훈령 2000. 4. 1. 훈령 제

301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호]. 사법경찰 은 즉결심 상자와 고소․

고발사건 불기소 처분사유에 해당하는 사건의 피의자를 제외한 모든 피

의자에 하여 수사자료표를 작성하여 경찰청에 송부하여야 한다(형의실효

등에 한법률 제5조 제1항). 이러한 수사자료표에는 피의자의 인 사항, 죄

명, 입건 서, 입건일자, 처분․선고결과 등 수사경력 는 범죄경력에

한 사항을 기재하며(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그 작성을 해 지문을

채취하게 된다(같은 법 제2조 제4호).

(2) 수사자료표는 경찰청장에 의하여 범죄경력자료(벌 이상의 형의 선

고․면제 선고유 ,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 찰 등의 사항에 한 자

료)와 수사경력자료(벌 미만의 형의 선고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한

자료 등)로 구분되어 산입력, 리된다(형의실효등에 한법률 제5조의2

제2항). 검사가 기소의견으로 송치받은 고소․고발사건에 하여 의 없

음․공소권 없음․죄가 안됨․각하 는 참고인 지의 결정을 한 경우에

는 피의자에 한 수사자료표를 폐기하도록 통보하여야 하고(검찰사건사무

규칙 제60조 제3항 제2문) 통보를 받은 사법경찰 은 지체없이 폐기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사법경찰 리직무규칙 제59조 제3항). 그밖에 경찰

청장은 수사자료표에 등재된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수사자료표를 폐기하

며(형의실효등에 한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 검사의 기소유 ․ 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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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공소권 없음 는 죄가 안됨의 불기소처분이 있은 경우, 법원의 무

죄․면소 는 공소기각의 결 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 산입력된 수사경력자료의 해당사항을 삭제한다(형의실효등

에 한법률 제8조 제2항).

(3) 원칙 으로 형법 반 피의자와 집회 시 에 한법률, 국민투표법,

공직선거 선거부정방지법 등 41개 법률 반 피의자들의 수사자료표를 작

성하는 경우에는 지문을 채취하며(지문을채취할형사피의자의범 에 한규

칙 제2조 제1항) 다만 고소 는 고발사건 의 없음, 공소권 없음 등

불기소처분사유에 해당하는 피의자에 하여는 수사자료표작성과 지문채취

를 하지 아니한다. 지문을 채취해야할 법률 반이 아니더라도 피의자가 그

신원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거나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와 피

의자가 제시한 자료에 의하여 피의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피

의자를 구속하는 때 수사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피의자의 동의를

얻은 때에는 당해 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하며, 이 구속을 제외한 다른

사유의 경우에는 지문채취가 면제되는 불기소처분사유가 있더라도 지문을

채취한다(같은 규칙 제2조 제2항, 제3항).

(4) 검사는 직 사건을 인지하거나 고소․고발사건을 직 수사하는 경

우 지문을 채취하고 수사자료표를 작성한다. 다만 고소․고발사건의 경우

의 없음 등의 불기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문을 채취하지 아니한다.

고소․고발사건 사법경찰 으로부터 지문을 채취하지 아니하고 불기소

의견, 참고인 지의견 는 기소 지 의견으로 송치받은 사건이나 불기소

처분에 하여 재기수사․공소제기 는 주문변경 명령된 사건에 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기소유 , 공소보류 등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도 지문을

채취하고 수사자료표를 작성한다(검찰사건사무규칙 제15조 제2항, 제4항).

나. 장의 필요성

피의자가 와 같은 사법경찰 검사의 지문채취에 동의하는 경우 이

는 임의수사로서 법률상 특별한 규정없이도 허용된다(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 그러나 피의자가 지문채취에 응하지 않는 경우 법 이 발부한

장없이 이를 직 으로 강제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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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체포 는 구속되지 않는 피의자

이 경우는 법 이 발부한 장없이 직 물리력을 사용하여 강제로 지문

을 채취할 수 없다는 에 해서는 이론이 없다.

(2) 체포․구속되는 피의자

(가) 장필요설

피의자의 의사에 반하여 장없이 지문을 채취하는 것은 불법압수에 해

당한다는 견해가 있다. 직 강제로 지문을 채취하는 것은 강제수사이며

이에 한 장주의의 외를 인정하는 명문규정이 달리 존재하지 아니하

므로 장주의가 용된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을 논거로 제시한다.5)

(나) 장불필요설

그에 반하여 지문의 채취는 검증의 성격을 가진 신체검사에 해당하므로

체포 는 구속(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3항 제217조)

장에서 장없이 체포 구속된 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하고 신장을 측정하

는 등 신체검사를 할 수 있다는 견해6)가 존재하며 특히 지문채취는 신체

를 구속하는 처분에 실질 으로 포함된 피의자를 특정하기 한 처분이므

로 명문의 규정이 없이도 당연히 허용되어야 한다고 보기도 한다.7)

(다) 소결

이와 같이 체포․구속되는 피의자의 경우 일부 학설은 직 강제로 지문

을 채취하기 해서는 장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다수는 체포

는 구속의 경우 장없이 직 강제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헌법률심 제청법원도 검증 장에 의한 지문채취는 물론 형사소송법 제

216조에 의하여 체포 는 구속 등에 한 부수 차로서 행해지는 강제

지문채취 역시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8)

5) 백형구, 지문채취, 사법행정 1985. 10. 4-5쪽

6) 신동운, 형사소송법 I, 법문사, 1997, 264쪽; 배종 ․이상돈, 형사소송법(제2 ), 홍

문사, 1997, 290쪽

7) 이재상, 형사소송법(제5 ), 박 사, 1996, 286쪽

8)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헌제청결정문 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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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헌법상의 장주의와 법 차원칙

(1) 헌법은 제12조 제3항에서 장주의를 밝히고 있다. 체포․구속 등

강제처분은 피의자나 피고인의 입장에서 보면 심각한 기본권 제한에 해당

하고 특히 수사기 에 의한 강제처분의 경우에는 범인을 색출하고 증거를

확보한다는 수사의 목 상 공권력의 행사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헌법은 형사 차와 련하여 체포․구속․압수 등의

강제처분을 하는 경우 립 인 법 이 구체 단을 거쳐 발부한 장에

의하도록 하는 장주의를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장주의는 사법권 독립

에 의하여 신분이 보장되는 법 의 사 ․사법 억제를 통해 수사기

의 강제처분 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을 그 본질로

한다고 할 수 있다(헌재 1997. 3. 27. 96헌바28등, 례집 9-1, 313, 320-321

참조).

(2) 한편 우리 헌법은 법 차의 원칙을 헌법원리의 하나로 수용하고

있으며 이는 법률이 정한 형식 차와 실체 내용이 모두 합리성과 정

당성을 갖춘 정한 것이어야 한다는 실질 의미를 지니고 있다. 특히 형

사소송 차와 련하여서는 형사소송 차의 반을 기본권 보장의 측면에

서 규율하여야 한다는 기본원리를 천명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헌재

1996. 12. 26. 94헌바1, 례집 8-2, 808, 819 참조). 따라서 법 차의 원

칙은 법률의 헌여부에 한 심사기 으로서 모든 국가작용 특히 입법작

용 반에 하여 법률의 실체 내용이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단하는 기 으로 작용한다.

형사소송 차의 경우 법률에 따른 형벌권의 행사라고 할지라도 신체의

자유의 본질 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아야 할 뿐 아니라 비례의 원칙이나

과잉입법 지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내에서만 그 정성과 합헌성

이 인정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므로(헌재 1992. 12. 24.

92헌가8, 례집 4, 853, 877 참조) 실제로 실체 법 차원칙에 반되었

는지 여부의 단은 과잉 지원칙의 단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아

야 한다. 따라서 목 의 정당성, 수단의 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

형성의 4가지 요소 원칙에 따른 단에 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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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주의의 반여부

(1) 장주의가 용되는 강제처분의 범

(가) 례의 입장

헌법재 소는 음주운 단속을 한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에

한 사건에서 이러한 음주측정은 ‘성질상 강제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실무

상 숨을 호흡측정기에 한두번 불어넣는 방식으로 행하여지는 것이므로 당

사자의 자발 조가 필수 ’이라며 ‘당사자의 력이 궁극 으로 불가피

한 측정방법을 두고 강제처분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시하여(헌재

1997. 3. 27. 96헌가1, 례집 9-1, 245, 258) 장주의가 용되는 강제처분

을 물리 강제력을 행사하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나) 학설

강제처분의 범 를 물리 강제력을 행사하는 경우로 제한한다는 입장

과 함께 이를 확 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는 학자들도 존재한다. ‘상 방

에게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경우’가 강제처분에 포함된다9)고 하거나 ‘상

방의 의사에 반하여 실질 으로 법익 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처분’이면

강제처분에 해당된다10)고 보는 것이 그것이다.

(다) 검토

강제처분의 범 를 확 하자는 견해에 의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지문채취의 간 인 강요 역시 강제처분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수사

차에서 발생하는 의무부담 는 기본권 제한의 경우 그 범 가 범 하

여 명확한 기 을 제시해 다고 볼 수 없고 모든 의무부담 는 기본권

제한을 법 이 발부한 장에 의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하지도 않다. 를

들면 음주운 단속을 한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일일이 사

장에 의하도록 요구할 수는 없다. 따라서 종래의 례입장이 타당하다.

(2) 이 사건 법률조항은 수사기 이 직 물리 강제력을 행사하여 피

의자에게 강제로 지문을 도록 하는 것을 허용하는 규정이 아니며 형벌에

의한 불이익을 부과함으로써 심리 ․간 으로 지문채취를 강요하고 있

9) 강구진, 형사소송법원론, 학연사, 1982, 180쪽; 김기두 형사소송법( 정신 ), 박

사, 1985, 204쪽; 차용석, 형사소송법, 세 사, 1997, 266쪽

10) 이재상, 앞의 책, 19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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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뿐이다. 물론 이러한 방식 역시 자유의지에 반하여 일정한 행 가 강요

된다는 에서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등과 유사

하다고 할 수 있으나 피의자가 본인의 단에 따라 수용여부를 결정한다는

에서 궁극 으로 당사자의 자발 조가 필수 임을 제로 하므로 물

리력을 동원하여 강제로 이루어지는 경우와는 질 으로 차이가 있다. 따라

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지문채취의 강요는 장주의에 의하여야 할

강제처분이라 할 수 없다.

(3) 피의자가 수사기 의 지문채취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를 강제하는

방법에는 지문채취에 불응하는 피의자의 손을 잡아 강제로 펴서 지문을

도록 하는 것과 이 사건 법률조항과 같이 간 으로 강제하는 것이 있을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검증 장에 의하거나 는 체포․구속에

부수되어 이루어지는 직 강제와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간 강제가

행법상 모두 가능하므로 수사기 으로서는 편의상 간 강제에 의한 지문채

취를 선택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장에 의한 직 강제가 시행되지 않는 상

황이 래될 수는 있다.

그러나 간 인 심리 강제방법은 직 강제보다 기본권침해의 정도가

제한 이고, 직 강제에 의하면 일정한 경우 피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

에 심 한 타격을 가할 수도 있으므로 물리 강제력에 의하여 입건된 피

의자의 지문을 채취하는 것이 간 강제보다 반드시 바람직하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상 필요에 의하여 수사기 이 직 강제에 의

하여 지문을 채취하려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법 이 발부한 장에 의하여

야 하므로 장주의 원칙은 여 히 유지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처벌은 수사기 에 의하여 직 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법 에 의한 재 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특히 정

당한 이유가 없는 지문채취 거부의 경우에만 처벌 상이 되므로 사후에

법 이 지문채취거부의 정당성을 단하여 당사자를 처벌하지 않을 수도

있고 이에 따라 수사기 의 지문채취요구의 남용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4)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수사의 편의성만을 하여 장주의의

본질을 훼손하고 형해화한다고 할 수는 없다.



446 헌법재 소결정해설집 2004

5. 법 차원칙의 반

가. 목 의 정당성

이 사건 법률조항은 경찰공무원이나 검사 등 수사기 이 달리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의 신원을 확인할 방법이 없을 때 정당한 이유없이 지문채취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피의자의 신원확인을 원활하게 하고 수사활동

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한 것이다.

수사상 피의자의 신원확인은 피의자를 특정하고 범죄경력을 조회함으로

써 타인의 인 사항 도용과 범죄 과사실의 은폐 등을 차단하고 형사

사법제도를 정하게 운 하기 해 필수 이다. 피의자가 특정되지 않으

면 수사에 이은 소송 집행과정에서 피의자․피고인․수형자를 혼동하기

쉽고 차의 진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특히 타인의 인 사항

을 도용한 사건이 한해 1,000건 이상 발생하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11)임을

생각하면 범죄수사의 기에 신속하게 피의자의 신원을 확인할 필요성이

차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범죄경력의 유무 역시 구속과 기소 여

부 형량을 결정하기 한 주요한 요소이므로 수사 차에서 반드시 확인

되어야 할 것들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형사사법의 정운 이라는 공공복리를

한 것으로서 그 목 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

나. 수단의 합성

지문은 사람의 육체가 형성되는 시기에 결정되어 일생동안 변하지 않으

며 부모형제는 물론 일란성 둥이와도 구별되는 개인별 고유한 특징을 가

지고 있어 개인을 특정하고 식별하는데 매우 유용하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경우 1968년 주민등록제도가 처음으로 만들어지면서 주민등록증발 신청서

11) 경찰청이 제출한 최근 3년간의 타인 인 사항 도용 사건 발생 황은 다음과 같다.

구 분 1999 2000 2001

총범죄발생 1,756,126 1,777,075 1,875,538

인 도용사건 1,184 1,785 1,973

비율(%) 0.07 0.10 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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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양손무지지문을 날인하도록 하고 1975년 주민등록법이 개정되면서 십지

지문을 날인하도록 하면서 정부가 17세 이상 국민의 지문정보자료를 수

집․ 리하고 있고, 기술이 발달됨에 따라 이러한 자료를 산화하고 컴퓨

터의 자동검색시스템을 이용하면 짧은 시간에 그 동일성을 비교 정확하

게 가려내고 개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피의자가 타인의 인

사항을 도용하는 경우 지문정보를 활용하면 즉각 신원을 확인할 수 있으므

로 수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이에 반해 통상 신원 확인수단으로 이용되는 얼굴사진의 경우 시간

장소, 촬 방법에 따라 사진이 달라질 수 있고 얼굴 자체가 노화 는 성

형수술에 의하여 달라질 수 있다는 단 이 있고 최근에 발달한 유 자 감

식의 경우 문 인 지식과 기술이 필요하다는 에서 한계가 있다.12)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지문채취는 신원확인을 한 경제 이

고 간편하면서도 확실성이 높은 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다. 침해의 최소성

피의자가 수사기 의 지문채취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를 강제하는 방

법으로는 지문을 직 강제로 채취하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다. 이는 지문

채취에 불응하는 피의자의 손을 잡아 강제로 펴서 지문을 도록 하는 방

법으로서 피의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정한 신체활동을 강제하는 것이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피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에 심 한 타격을 가할 수도

있다. 이에 반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은 형벌에 의한 불이익을 부과함으로

써 심리 ․간 으로 지문채취를 강요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 역시 자유

의지에 반하여 개인에게 일정한 행 를 강요하는 에서는 차이가 없으나

피의자가 본인의 단에 따라 수용여부를 결정한다는 에서 보다 덜 침해

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다른 방법으로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이

루어지는 지문채취에 한 거부만을 처벌 상으로 하고 있어 피의자가 주

민등록증이나 운 면허증 등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거나 신문을 거부하지

12) 문성도, 수사상 지문채취의 법 근거와 문제 , 형사정책연구 제13권 제4호,

2002, 6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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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 등 수사기 에게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있는 경우 지

문채취를 요구할 수도 없고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처벌도 이루어질 수

없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은 지문채취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하여 간

으로 이를 강제하고 있으며 그것도 보충 으로만 용하도록 하고 있

으므로 피의자에 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한 고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라. 법익의 균형성

지문채취 그 자체가 피의자에게 주는 피해는 그리 크지 않다. 우선 지문

채취는 통상의 신문과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사생활이나 내심의 생각에

한 조사와는 질 으로 다르므로 그 자체로 개인의 은 한 부분에 한

수사기 의 여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없다. 한 신원확인을 해서는

오직 한벌의 지문만이 필요하다는 에서 반복하여 강요함으로써 피해를

입힐 가능성도 고, 지문날인은 짧은 시간에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으므

로 개인의 신체에 해를 입히는 등 다른 피해가 있을 수도 없다.

반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단 채취된 지문은 피의자의 신원을 확인

하는 효과 인 수단이 될 뿐 아니라 수사 차에서 범인을 검거하는 데에

요한 역할을 한다. 범인이 범죄 장에 남긴 지문을 발견하고 채취하여

피의자 는 련자들의 지문과 조하면 일반 으로 매우 해결하기 곤란

해 보이는 사건을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극 인 효과를 얻을 수 있

고, 피의자의 지문이 장의 지문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일단 수사 상에

서 제외하여 수사 항을 좁히는 소극 인 효과를 얻을 수도 있다.13)

마. 처벌규정의 합리성

이 사건 법률조항을 반한 자에 해서는 10만 원 이하의 벌 , 구류

는 과료가 처해진다. 가장 한 처벌인 벌 의 경우에도 그 액은 5만

원 이상 10만 원 이하에 불과하고(형법 제45조, 경범죄처벌법 제1조) 같은

13) 문성도, 앞의 , 69-7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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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의 재산형으로서 과료는 그 액이 2천 원 이상 5만 원 미만에 불과하

다(형법 제47조). 구류의 경우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동안 경찰서유치

장, 구치소 는 교도소에서 집행된다(형법 제46조, 즉결심 차법 제18조

제2항).

물론 무자력자의 경우 10만 원 정도의 액도 부담이 될 수 있고 모든

사람들에게 30일 미만의 기간동안 신체의 자유를 제한받는 것은 상당한 불

이익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구류와 과료는 우리 형벌 체계상 각각 자유

형과 재산형에서 가장 가벼운 형에 해당하고, 그 보다 한 형인 벌 의

경우에도 다액을 10만 원으로 제한하여 부담이 커지는 것을 방지하 으며

피고인의 자력을 고려한 법 의 단에 따라서는 5만 원 정도의 은 액

의 벌 이 부과되는 것도 가능하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에 규정되어 있는 법정형은 형법상의 제재로

서는 최소한에 해당되므로, 지문채취거부행 에 한 형벌부과의 합리성을

부정하지 않는 한 범죄의 죄질 이에 따른 행 자의 책임에 비하여 지나

치게 가혹하여 범죄에 한 형벌 본래의 목 과 기능을 달성함에 필요한

정도를 일탈하 다고 볼 수는 없다.

6. 이 사건 결정의 의의

가. 장주의가 용되는 강제처분의 범 에 하여 학자들 사이에 견해

의 차이가 있으나 종래 헌법재 소는 물리 강제력을 용하는 경우로 제

한하고 있었다. 이 결정은 이러한 종래의 입장을 재차 확인한 에서 의의

가 있다.

나. 국가의 개인정보 수집과 자기정보에 한 개인의 통제범 에 한

헌법 문제제기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결정은 어도 수사기

에 구체 인 사건으로 입건된 피의자의 경우 지문정보를 채취하고 이를

형벌을 통해 강제하는 것이 헌법 으로 용인된다고 선언하 다.

이후 헌법재 소는 2005. 5. 26.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3조 제2항에 의한

별지 제30호서식 열 손가락의 회 지문과 평면지문을 날인하도록 한 부

분 경찰청장이 주민등록증발 신청서에 날인되어 있는 지문정보를 보

․ 산화하고 이를 범죄수사목 에 이용하는 행 가 헌법에 반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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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 다. 이는 피의자의 신원확인을 한 지문정보

의 활용 필요성을 인정한 에서는 이 사건 결정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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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군과 평택시간의 권한쟁의

-아산만해역 매립 제방에 한 할권한 다툼-

(헌재 2004. 9. 23. 2000헌라2, 례집 16-2상, 404)

최 갑 선
*

1)

【 시사항】

1. ① 충청남도 당진군 송악면 한진리 앞 해역에서 아산방조제 사이에

치하고 있는 해역(이하 ‘이 사건 아산만 해역’이라 한다) 에서 웅바

섬 앞 해역에서부터 서해 교 아래에 이르는 해역(이하 ‘이 사건 해역’

이라 한다)에 건설된 항만시설용 제방 면 37,690.9㎡ 에서 별지도면 표

시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카, 타, 가의 각 을 순차 으로

연결한 선내 부분의 32,834.8㎡의 면 에 해당하는 제방(이하 ‘이 사건 제

방’이라 한다)에 한 자치권한이 청구인에게 속하고, ② 피청구인 평택시

장이 이 사건 제방을 자신의 토지 장에 등록한 것을 말소하지 아니한 부

작 가 청구인의 자치권한을 침해하며, ③ 피청구인 평택시장이 이 사

건 제방을 자신의 토지 장에 등록한 것을 청구인이 말소해달라고 요구하

으나 피청구인이 이를 거부한 행 (처분)가 청구인의 자치권한을 침

해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피청구인 평택시장에 한 심 청구가 법한 것

인지 여부

2. 피청구인의 장래처분에 하여 헌법재 소법 제61조 제2항에 의거 권

한쟁의심 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3. 피청구인 평택시가 이 사건 제방에 해서 행사할 장래처분이 청구인

의 자치권한을 침해할 험성이 있다는, 청구인의 피청구인 평택시에

* 헌법연구 ,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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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심 청구가 법한 것인지 여부

4. 이 사건 제방에 한 할권한이 청구인에게 귀속되는지 여부

【심 상】

이 사건의 심 상은 다음과 같다.

(1) 피청구인 평택시장의 부작 에 한 심 청구

이 심 청구의 심 상은 ① 별지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카, 타, 가의 각 을 순차 으로 연결한 선내 부분에 해당하는

면 32,834.8㎡의 제방(이하 ‘이 사건 제방’이라 한다)에 한 자치권한이

청구인에게 속하는지 여부와, ② 피청구인 평택시장이 이 사건 제방을 자

신의 토지 장에 등록한 것을 말소하지 아니한 부작 가 청구인의 자치

권한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이다.

(2) 피청구인 평택시장의 거부행 (처분)에 한 심 청구

이 심 청구의 심 상은 ① 이 사건 제방에 한 자치권한이 청구인에

게 속하는지 여부와, ② 피청구인 평택시장이 이 사건 제방을 자신의 토지

장에 등록한 것을 청구인이 말소해달라고 요구하 으나 피청구인이 이를

거부한 행 (처분)가 청구인의 자치권한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이다.

(3) 피청구인 평택시의 장래처분에 한 심 청구

이 심 청구의 심 상은 ① 이 사건 제방에 한 자치권한이 청구인에

게 속하는지 여부와, ② 피청구인 평택시가 이 사건 제방에 해서 행사할

장래처분이 청구인의 자치권한을 침해할 험성이 있는지 여부이다.

【사건의 개요】

1. 심 청구에 이르게 된 경

(1) 해운항만청장이 1992. 7. 25. ‘서해에서 아산방조제 사이에 치하고

있는 해역’(이하 ‘아산만 해역’이라 한다) 에서 ‘충청남도 당진군 송악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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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리 앞 해역에서 아산방조제 사이에 치하고 있는 해역’(이하 ‘이 사건

아산만 해역’이라 한다)에 항만시설을 건설하는 ‘아산국가공업단지항만개발

사업실시계획’(해운항만청고시 제92-41호)을 먼 승인하고, 1993. 8. 21.

‘아산국가공업단지 항만개발사업 호안 기타공사에 한 실시계획’(해

운항만청고시 제93-44호)을 변경 승인한 후, 사업시행자인 인천지방해운항

만청장은 아산국가공업단지 항만개발사업 호안 기타공사를 제1단계로

실시하 다.

그 후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은 1997. 12. 17. 이 사건 아산만 해역 에

서 ‘ 웅바 섬 앞 해역에서부터 서해 교 아래에 이르는 해역’에 제1단계

항만시설용 제방인 호안 안벽시설 37,690.9㎡(이하 ‘제1단계 항만시설용

제방’이라 한다)을 매립․ 공하 다.

(2) 그리고 나서 사업시행자인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은 1998. 2. 6. 피청

구인 평택시장에게 제1단계 항만시설용 제방에 한 신규 토지 장 등록신

청을 하 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 평택시장은 같은 해 3. 23. 제1단계 항

만시설용 제방을 지번 “경기도 평택시 포승면 만호리 572”, 지목 면

“제방 37,690.9㎡”, 사유 “1998년 3월 23일 신규등록(매립 공)”, 소유자 “국

(해양수산부)”으로 하여 자신의 토지 장에 신규 등록하 다.

(3) 그런데 청구인은 국립지리원이 1977년에 편집하여 1978년에 발행한

지형도상의 해상경계선(별지도면 A와 B사이의 선, 이하 ‘이 사건 해상경계

선’이라 한다)에 의하면, 피청구인 평택시장이 등록한 제1단계 항만시설용

제방 면 37,690.9㎡ 에서, 별지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카, 타, 가 각 을 순차 으로 연결한 선내 부분에 해당하는 면

32,834.8㎡의 제방(이하 ‘이 사건 제방’이라 한다)은 청구인의 할구역에

속하므로, 피청구인 평택시장에게 이 사건 제방에 한 토지 장의 등록

을 말소해 것을 수차례 요구하 으나, 피청구인 평택시장은 이에 불응

하 다.

(4) 그리하여 청구인은 1999. 12. 7. 직권으로 이 사건 제방을 지번 “충청

남도 당진군 신평면 매산리 976”, 지목 면 “제방 32,834.8㎡”, 사유

“1999년 12월 10일 신규등록”, 소유자 “국”으로 하여 자신의 토지 장에 등

록하 다. 이로써 결국 이 사건 제방은 피청구인 평택시장의 토지 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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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토지 장에 이 등록된 상태가 되었다.

(5) 그 후 청구인은 이러한 이 등록 상태를 시정하고자 2000. 8. 14. 이

사건 제방에 한 토지 장의 이 등록을 말소해 달라고 피청구인 평택시

장에게 요청하 다. 이에 해 피청구인 평택시장은 같은 해 8. 28. 이 사

건 제방은 합법 인 신규등록 신청에 의거하여 신규 등록되었으며, 오히려

청구인이 이 등록한 토지를 말소하는 것이 합당하다며, 청구인의 등록말

소요청을 거부하는 회신을 청구인에게 보냈다.

(6) 이에 청구인은 ① 이 사건 제방에 한 자치권이 청구인에게 속하고,

② 피청구인 평택시장이 이 사건 제방에 한 토지 장 등록을 말소하지

아니하고 있는 부작 는 법임을 확인해 달라는 청구취지로, 2000. 9. 7.

헌법재 소에 권한쟁의심 청구를 하 다.

(7) 그 후 청구인은 2001. 6. 2. ① 이 사건 제방은 청구인의 할구역에

속하고, ② 청구인이 이 사건 제방에 한 피청구인 평택시장의 토지 장

등록을 말소할 것을 요구한 것에 해 피청구인 평택시장이 2000. 8. 28.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를 추가하 다.

(8) 그러던 피청구인 평택시장은 2002. 5. 1. 제1단계 항만시설용 제

방에 이어서 추가로 매립․ 공한 항만시설 일부에 “경기도 평택시 포승

면 만호리 572-2”라는 지번을 부여하여, “ 지면 10,787㎡”로 표기하고,

“일반건축물 장”에 “평택항 서부두 다목 창고”, “일반철골조 창고시설

5,640㎡”를 등재하고, 2002. 5. 27. 이에 한 소유권보 등기(국가-해양수

산부)를 이행하 다.

(9) 그 후 청구인은 2002. 6. 21. 평택시를 새로운 피청구인으로 지정하

고, ① 피청구인 평택시의 이 사건 제방에 한 장래처분이 청구인의 자치

권한을 침해할 험성이 있으므로, ② 이 사건 제방에 한 자치권한이 청

구인에게 속한다는 것을 확인해 달라는 청구취지를 추가하 다.

2. 청구인의 주장 피청구인의 답변

가. 청구인의 주장요지

(1) 수산물 생산을 자치사무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3호 나목 뿐만 아니라, 해양에서의 어업에 한 리․감독권한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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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군수 등에게 부여하고 있는 수산업법 제4조 등의 규정들, 공유수면의

리청을 규정하고 있는 공유수면 리법 제4조 제5조, 항만법 제5조 등,

연안 리법 제5조 등은 국가사무의 기 임 형식이 아니라 그 법률 자체

에 의거하여 해양에 한 리․감독권한을 시장․군수에게 부여하고 있는

데, 이러한 리․감독권한은 새로운 유형의 지방자치단체사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법률들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할이 해양에까지

미치고 있으므로, 공유수면인 바다에 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자치권이

존재한다.

(2)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의 연 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은 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처음부터 재까지 계속 “종 에 의하고”,

그 변경은 법률 는 통령령에 의하도록 되어 있다. 이 법규정에서 “종

에 의하고”라는 것은 일제시 경계구역에 따른다는 것을 의미하고, 정

부수립 이후 재까지 아산만 해역에 하여 청구인과 평택시의 경계를 새

로이 정한 이 없으므로 아산만 해역에서의 경계는 “종 의 경계” 즉, 일

제시 로부터 래된 습법 인 경계에 의해서 결정된다.

(3) 이러한 습법 인 경계를 단함에 있어 결정 인 근거는 우선 측

량법 제21조 제1항, 제23조에 의거해서 국립지리원이 작성․간행한 지형도

인데, 이에 의하면 아산만 해역은 별지도면에 기재된 A-B 해상경계(이하

‘이 사건 해상경계’라 한다)를 기 으로 충청남도 청구인과 경기도

평택시의 할구역으로 구분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제방이 속한 아

산만 해역(이하 ‘이 사건 해역’이라 한다)은 원래부터 청구인의 할구역에

속하 던 것이므로, 이 사건 해역에 매립․ 공된 이 사건 제방도 역시 청

구인의 할구역에 속한다.

(4) 이 사건 해상경계를 기 으로 하여 충청남도지사와 경기도지사가 각

자의 할구역에 속하는 해역안에서 어업면허처분과 어업단속을 해왔으며,

청구인측 할구역 안의 어업권자들이 어업활동을 해오다가 1992년 아산국

가공업단지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약 100억 원의 어업피해보상을 경기도측

으로부터 받았으며, 충청남도지사와 청구인은 이 사건 아산만 해역에서

1957년부터 1989년까지 어업면허처분을 한 사실이 있다.

(5) 지방자치단체의 할구역이 습법, 법률, 통령령에 의해 결정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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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종래 특정한 지방자치단체의 할구역에 속하던 공유수면이 매립

되는 경우, 법률 는 통령령에 의한 변경이 없는 한, 그 매립지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할구역에 편입되는 것이다. 즉, 공유수면 경계가 습법,

법률, 통령령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그 매립지에 한 할구역도

한 공유수면 경계에 따라서 결정된다.

(6) 이 사건 제방이 속한 해역이 청구인의 할구역이라면, 해역에 한

할구역과 그 해역의 매립토지에 한 할구역은 일치하여야 하므로, 공

유수면의 리와 그 매립이 국가의 권한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그 매립이

완료되어 토지가 조성되면 그 토지는 자동 으로 원래 당해 해역의 할구

역에 속하게 되는 것이다.

나. 피청구인의 답변 요지

(1) 지방자치단체에게 바다를 직 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규

정이 행법상 존재하지 않는다. 바다는 국가의 해양정책에 따라서 개별

법률(수산업법, 어업자원보호법 등)에 의하여 개별 으로 리구역이 조정

될 뿐인데 각 법률이 정하는 리구역도 서로 상이하다. 각 개별 법률이

정하는 리구역을 확 해석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자치권이 바다에

해서도 행사된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할구역 구분을 한 경계식별표

지설정과 해번의 부여가 기술상으로 곤란하고 경제 으로 낭비가 된다. 따

라서 공유수면인 바다에 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한이 존재하지 아

니한다.

(2) 설령 바다에 한 지방자치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제방

이 치한 해역(이하 ‘이 사건 해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할구역에 속

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해역에 한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구역경

계는 1949. 7. 4. 법률 제32호로 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된 시 인 1949.

8. 15.을 기 으로 ‘종 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1949. 8. 15. 이

의 종 행에 따라서 이 사건 해역에 한 할구역이 결정된다.

(3) 지도도식규칙 국립지리원 고시 제13호에 의하여 국립지리원이 작

성한 지형도의 해상에 표시된 경계표시는 도서의 소속을 표시할 뿐, 지방

자치단체의 할구역을 단하는데 아무런 구속력이나 입증력을 가지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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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한다.

(4) 충남도지사가 이 사건 해역에 하여 행한 어업면허처분, 어업피해

보상 어업단속과 련하여 일정한 행이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 행일 뿐, 지방자치단체의 할구역을 획정하는데

용되는 행이라고 할 수 없다.

(5) 바다에 한 지방자치단체의 해상경계가 국립지리원 간행의 지형도

상 해상경계에 따라서 결정되어 왔다는 ‘오랜 행’이 없으며, 그 행에

한 ‘법 확신’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지형도상 해상경계는 습법상

해상경계로 성립될 수 없다.

(6) 육지와 바다는 각 그 경계획정의 기 원칙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바

다의 일부가 매립되어 새로운 매립지가 생기면 이 매립지는 “육지에 한

경계획정의 기 ”에 따라 그 할구역이 결정되어야 한다.

(7) 공유수면이 매립되어 새로 조성된 토지의 행정구역확정에 하여는

행법상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토지에 한 할

구역의 획정은 그 토지의 제반특성을 종합 으로 고려하는 행정구역획정의

일반원칙에 따라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제방은 사회통념, 지리 치,

국토의 효율 리, 행정구역의 리 항만 리의 효율성 등 사회 , 공

익 차원에서 평택시의 할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결정요지】

1. 재 윤 철, 재 김 일, 재 김효종, 재 김경일, 재

주선회의 다수의견

청구인의 피청구인 평택시장에 한 심 청구는 그 심 청구의 본질을

지방자치권의 침해로 볼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인 청구인 당진군이 국가

사무인 지 공부의 등록사무에 한 권한의 존부 범 에 하여 국가기

의 지 에서 국가로부터 사무를 임받은 피청구인 평택시장을 상 로

다투고 있는 청구라고 할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인 청구인의 이 부분 심

청구는 청구인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에 한 권한쟁의심 청구

라고 할 것이므로 부 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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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권 성, 재 송인 , 재 효숙, 재 이상경의 반 의견]

청구인은 이 사건 제방에 한 지 법상의 토지 장 리권한이 아니라

이 사건 제방에 한 토지 할권한을 다투고 있는데, 청구인과 피청구인

평택시장 사이에서 피청구인 평택시장의 토지 장 등록행 는 청구인의 토

지 할권한을 침해하는 행 가 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피청구인 평택시

장을 상 로 ① 이 사건 제방에 한 자치권한이 청구인에게 있다는 확인

을 구할 수 있고, ② 침해상태의 제거를 하여 그 등록의 말소를 청구할

수도 있을 것이므로, 청구인의 피청구인 평택시장에 한 자치권한 확인청

구부분과 토지등록말소청구부분은 법하다.

2. 피청구인의 장래처분에 의해서 청구인의 권한침해가 상되는 경우에

청구인은 원칙 으로 이러한 장래처분이 행사되기를 기다린 이후에 이에

한 권한쟁의심 청구를 통해서 침해된 권한의 구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장래처분을 상으로 하는 심 청구는 원칙 으로 허용되지 아

니한다. 그러나 피청구인의 장래처분이 확실하게 정되어 있고, 피청구인

의 장래처분에 의해서 청구인의 권한이 침해될 험성이 있어서 청구인의

권한을 사 에 보호해 주어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큰 외 인 경우에는 피

청구인의 장래처분에 해서도 헌법재 소법 제61조 제2항에 의거하여 권

한쟁의심 을 청구할 수 있다.

3. 이 사건 제방과 항만 창고시설 등에 한 피청구인 평택시의 할권

한 행사가 확실하게 정되어 있으므로, 피청구인 평택시의 장래처분이 확

정 으로 존재하고, 피청구인의 장래처분에 의하여 청구인의 이 사건 제방

에 한 할권한이 침해될 험성이 있어서 청구인의 권한을 사 에 보호

해야 힐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 평택시의 장래처분

은 헌법재 소법 제61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처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기타의 법요건도 갖추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피청구인 평택시의

장래처분에 한 심 청구는 법하다.

4. 재 윤 철, 재 권성, 재 김 일, 재 김효종, 재

송인 의 다수의견

가. 수산업법 제8조 제41조 제2항, 공유수면 리법 제4조 제5조,

연안 리법 제8조 등의 개별법률 규정들, 학계의 통설, 법원의 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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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의 의견을 종합하건 ,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은 주민․자치권과 함께

자치단체의 구성요소이며, 자치권이 미치는 할 구역의 범 에는 육지는

물론 바다도 포함되므로, 공유수면에 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한이 존

재한다.

나. 지방자치단체가 할하는 공유수면의 행정구역 경계에 하여는 법

률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서, 공유수면에 한 행정구역을 구분하는 법률상

의 경계는 존재하지 않지만, 지방자치단체 등의 행정기 이 수산업법상의

어업허가 내지 어업면허, 어업단속행 , 공유수면 리법상의 공유수면에

한 용 내지 사용허가 등 개별 법률들에 의한 행정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서 국립지리원이 간행한 지형도상의 해상경계선을 행정구역 경계선으로 인

정해온 행정 행이 존재하고, 이러한 행정 행이 오랜 기간 동안 존재하여

왔고,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이 해상에서의 행정구역 경계선이라는 에

한 지방자치단체들과 일반국민들의 법 확신이 존재한다고 할 것이므로,

국립지리원이 간행한 지형도상의 해상경계선은 행정 습법상 해상경계선으

로 인정될 뿐만 아니라 행정 례법상으로도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불문법

상의 해상경계가 된다.

다. 이 사건에서 경기도지사와 충청남도지사가 1966년부터 1973년까지

이 사건 아산만해역에서 당시의 지형도상의 해상경계선을 강의 기 으로

하여 어업에 한 행정 할권을 행사하 고, 1983년 이후부터 1992년까지

는 1977년에 편집되어 1978년에 간행된 지형도상의 해상경계선을 엄격한

기 으로 하여 이 사건 아산만해역 에서 자신에게 속하는 해역에서 어업

에 한 행정 할권한을 독자 으로 행사한 행정 행이 존재하고, 이러한

행정 행이 상당히 오랜 기간동안 존재하여 왔다고 볼 수 있으며, 이 사건

아산만에 한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이 해상에서의 행정구역 경계선이라는

에 한 충청남도 경기도의 지방자치단체들과 이들 지역 주민들의 법

확신이 존재하므로, 이 사건 아산만 해역에 한 지형도상 해상경계선

은 이 사건 아산만 해역에서의 행정구역 경계를 확인하는 행정 습법상의

경계선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1977년에 편집되어 1978년에 간행된 아산

1/50,000 지형도상에 표시된 이 사건 해상경계선을 기 으로 할 때, 이 사

건 해역에 한 할권한은 청구인에게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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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공유수면에 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한이 존재하기 때문에, 해역

에 한 할구역과 그 해역 에 매립된 토지에 한 할구역이 일치하

여야 하므로, 지방자치단체가 할하는 공유수면에 매립된 토지에 한

할권한은 당연히 당해 공유수면을 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해역에 한 할권한은 청구인에게 귀속되기

때문에, 이 사건 해역에 건설된 이 사건 제방에 한 할권한도 청구인에

게 귀속된다.

[재 김경일, 재 주선회, 재 효숙, 재 이상경의 반

의견]

가.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은 육지에 한 구역설정을 상정하여 규정한

것이지 공유수면인 바다를 상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법조항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 바다가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고, 수산업법 제

53조 내수면어업법 제14조는 자치단체의 구역에서 바다가 제외됨을

제로 규정하고 있으며, 수산업법 제4조 제1항 제8조 제1항도 지방자치

단체가 공유수면에 하여 자치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근거가 되므로,

공유수면에 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한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국립지리원이 작성한 지형도의 해상에 표시된 경계표시는 도서의 소

속을 표시할 뿐 지방자치단체의 할구역을 단하는데 아무런 법 구속력

이나 입증력을 가지지 아니한다는 것이 국립지리원의 공식견해이고 정부

모든 부처간에도 다툼이 없다.

다. 바다에 한 지방자치단체의 해상경계가 국립지리원 간행의 지형도

상 해상경계에 따라서 결정되어 왔다는 오랜 행의 존재도 다수의견이 든

사실만으로 인정키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행에 하여 법 확신에 의

하여 습법이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는 없다.

라.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은 종 에 의한다

고 규정한 것은 종 에 행정구역이 확정되어 있을 때 그 확정된 구역을 변

경하지 아니하고 그 로 둔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바다를 매립하여 생성된 토지는 종 에는 존재하지 아니하 던 새로운 토

지가 생겨난 것이므로, 종 에 존재하던 것에 의하여 정하여진 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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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될 여지가 처음부터 없다. 그런데 새로 조성된 육지의 행정구역을 어떻

게 정할 것인지에 하여는 아무런 법률 규정이 없으며, 시ㆍ도간 구역의

변경을 법률로 정해야 한다면 구역이 확정되어 있지 아니한 지역을 시ㆍ도

로 편입하는 것도 법률로 정해야 할 것이다. 그 다면 이 사건 제방에

한 행정구역을 법률로 정하기 에는 이 사건 제방은 어느 자치단체의 구

역에 속한다고 확정할 수 없는데, 재로서는 이 사건 제방에 한 자치권

한이 청구인에게 부여되어 있다고 볼 법률상의 근거가 없다.

【해설】1)

1. 이 사건의 법률상 쟁

이 사건에서는 ‘충청남도 당진군 송악면 한진리 앞 해역에서 아산방조제

사이에 치하고 있는 해역’(이하 ‘이 사건 아산만 해역’이라 한다) 에서

‘ 웅바 섬 앞 해역에서부터 서해 교 아래에 이르는 해역’에 건설된 제1

단계 항만시설용 제방 면 37,690.9㎡ 에서 별지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카, 타, 가 각 을 순차 으로 연결한 선내 부

분에 해당하는 면 32,834.8㎡의 제방(이하 ‘이 사건 제방’이라 한다)에

한 할권한이 청구인에게 귀속되는지 여부가 핵심 인 법률상 쟁 이

되었다.

우선 이 사건 제방은 아산만해역(‘서해에서 아산방조제 사이에 치하고

있는 해역’)에 치하는 이 사건 해역(‘이 사건 제방이 건설된 아산만 해

역’)2) 에 건설되었으므로 이 사건 해역에 한 할권한의 귀속은 이 사

건 제방의 귀속에 한 단에 향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사건 해역에

한 귀속 단을 해서는 공유수면에 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한이 존

재하는지 여부가 쟁 이 되었다.

1) 이 사건 심 청구에 한 법요건 단부분에 한 해설은 지면 계상 생략하 다.

2) 이 사건 해설에서는 다음과 같이 약어를 정리하 다.

- 아산만 해역 : 서해에서 아산방조제 사이에 치하고 있는 해역

- 이 사건 아산만 해역 : 아산만 해역 에서 충청남도 당진군 송악면 한진리앞

해역에서 아산방조제 사이에 치하고 있는 해역

- 이 사건 해역 : 이 사건 토지가 매립된, 이 사건 제방이 건설된 아산만 해역

- 이 사건 토지 : 이 사건 해역에 매립된 토지

- 이 사건 제방 : 이 사건 토지에 건설된 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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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공유수면에 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한이 존재한다고 보는

경우에, 공유수면에 한 행정구역 경계를 설정하는 기 이 쟁 이 되었다.

그리고 공유수면 경계설정기 에 의거하여 단할 때 이 사건 제방이 건

설된 이 사건 해역이 어느 지방자치단체에게 귀속되는지가 문제되었다.

끝으로 이 사건 제방이 어느 지방자치단체에게 귀속되는지가 최종 으

로 쟁 이 되었다.

2. 공유수면의 할권한 경계설정에 한 외국의 입법례

가. 일본

(1) 해상경계분쟁 황

일본은 우리의 도에 해당하는 이 원칙 으로 하나의 해구를 갖는 것으

로 되어 있지만 특수한 입지조건을 갖고 있는 수면은 별도의 해구로 지정

되고 있다. 일본의 해구는 어업법에 의해 단지 ‘지선해면(地線海面)’으로만

나타나고 구체 인 것은 지방자치단체에 임하고 있으나, 해상경계선이

존재하지 않아서 경계분쟁이 발생하여 왔다.

1995년 재 일본의 지방자치기 간 해면경계 분쟁 황을 보면, 지방자

치 단체간 정을 통하여 해결된 곳은 20개 , 역사 인 행을 따라 해결

된 은 19개이며, 한 분쟁 에 있는 이 24개 , 미해결 41개 , 미회

신 12개 으로 나타나고 있어 일본에서도 해구를 둘러싼 크고 작은 분쟁이

심각함을 알 수 있다.3)

(2) 공유수면에 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한

일본 지방자치법 제5조 제1항은 “보통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은 종래의 구

역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반 으로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공간

범 는 토(육지), 해(해역), 공(상공)의 3차원의 입체공간에 미친다고

해석된다.

일본에서는 과거에 해역이 시정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 속하는지 여

3)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우리나라 연안해역의 수계획정에 한 연구, 1998, 92쪽 이

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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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에 해서 학설상의 립이 존재하 다. 그러나 재 일본에서는 해역을

포함한 공유수면이 시정 의 구역에 포함되므로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수면

에 한 자치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에 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4)

특히 일본 지방자치법 제9조의3에서 공유수면에 한 시정 의 경계변

경에 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공유수면에 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

권한이 존재한다는 것을 제로 하고 있다.

(3) 지방자치법상 공유수면 매립토지에 한 경계획정 차

일본에서는 해역을 포함한 공유수면이 시정 의 구역에 포함된다는

에 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지만, 공유수면에는 역사 으로 경계선이 명

확히 그어져 있는 경우는 없어서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가운데에는 공유수

면 공유수면으로부터 융기․퇴 ․매립으로 새로 생긴 토지는 그 경계

가 명확하지 않았다. 그런데 종래의 경계설정 차에 의한 경우에는 다툼의

해결이 늦어져 문제가 발생하 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공유수면인 상태에

서, 즉 자산가치가 에 보이지 않을 때, 시정 의 경계를 정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고 생각되어, 일본은 소화 36년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제9조의3

(공유수면에만 계되는 시정 의 경계의 결정 등) 제9조의4(매립지가

소속될 시정 을 결정하는 조치)를 추가하 다.5)

공유수면(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공인가 는 통지 이 , 사실상 육지

로 된 매립지를 포함한다)에만 계되는 시정 의 경계변경의 처분은 계

시정 의 신청에 의하지 않고 도도부 지사가 계 시정 의 동의를 얻어

서 도도부 의 의회의결을 거쳐 이를 결정하고, 즉시 그 취지를 총무 신

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지방자치법 제9조의3 제1항). 여기서 “공유수면

에만 련되는”것이란, 육지를 포함하지 않는 공유수면만을 상으로 하는

경계변경이라는 의미이다. 수류 는 수면의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 매

립면허를 받아 매립공사가 행하여져서 공인가(공유수면매립법 제22조 -

4) 加藤榮一, 地方公共團體の區域, 現代行政法大系, 第8券, 昭和 63(1984), 43쪽 이하

; 강재규,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바다 공유수면매립지의 귀속을 심으로 -, 공

법연구 제31집제1호, 2002.11. 529, 536쪽 이하 참조.

5) 加藤榮一, 地方公共團體の區域, 現代行政法大系, 第8券, 昭和 63(1984), 51쪽 이하

; 조정찬, 지방자치단체의 구역과 경계분쟁, 법제, 2001. 6, 16, 21쪽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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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때를 포함한다. 이는 공인가의 고시가

있기까지는 물리 으로 토지가 조성되어 있더라도 법률상은 토지로 볼 수

없고, 공유수면상에 토사가 퇴 한 상태에 있다고 생각하여야 하기 때문이

다. 그리고 도도부 의 경계에 걸치는 경우에는 총무 신이 계 지방자치

단체의 동의를 얻어서 정한다(지방자치법 제9조의3 제2항).

그러나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토지에 한 공인가 는 통지

가 있은 후에는 공 으로 육지로 되었기 때문에 이미 “공유수면에만 계

될” 경계변경 는 경계재정의 차에 의할 수는 없으며(지방자치법 제9조

의3 제4항), 통상의 경계변경, 경계의 조정․재정․결정의 차(지방자치법

제7조․제9조 제9조의2)에 따라서 경계를 획정한다.

지방자치법 제9조의 4는 공유수면매립지의 귀속과 련하여 계 시정

간에 분쟁이 발생하리라 사 에 상되는 경우 등 가능한 한 신속하게

시정 의 경계결정 는 경계변경의 조치를 총무성장 도도부 지사가

강구하도록 하고 있다.

(4) 지방자치법상 공유수면에 생긴 새로운 토지의 귀속 확인

공유수면에 속하는 시정 의 구역 내에 새로이 토지가 생긴 때에는 시정

장은 당해 시정 의회의 의결을 거쳐 그 취지를 확인하고 도도부 지사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지방자치법 제9조의5). 이 법규정은 시정 의 구역이

원래 지역에 속하는 해 기타의 수면을 포함하는 것을 제로 한다.

(5) 지방자치법상 ‘미소속지’의 편입

“미소속지”라 함은 일본의 토이면서 지 까지 어떠한 특정 도도부

는 시정 의 구역에도 속하지 않았던 지역, 할양 등에 의하여 일본의

토에 속하게 된 지역으로 비교 규모가 작은 것, 공해상에 융기․조성에

의하여 생긴 새로운 섬으로서 일본의 토가 된 것을 의미한다.

종래에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 속하지 않았던 미소속지를 특정한 도도

부 는 시정 의 구역에 편입함에 있어서는 내각이 이해 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도도부 이나 시정 의 의견을 들어서 처분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지방자치법 제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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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유수면상의 경계설정 기

공유수면상에서 경계선을 어떤 형상으로 그을 것인가에 하여 유일하

고 강행성을 가진 일반원칙을 정립하는 것은 곤란하므로 일본 지방자치법

동법시행령은 이에 하여 침묵하고 있으며 례도 드물다. 그러나

계 시정 이 합의하여 확인하거나 자치분쟁조정 원이 조정하거나 도도부

지사가 결정 는 재정하기 하여 단기 으로 이용하는 여러 가지 원

칙은 존재하며, 는 이들의 행 과정에서 생성되고 있다.6)

시정 의 경계를 정하는 원칙을 선언한 거의 유일한 례는 다음과 같

다. 즉 ① 래 인 구역의 변동에 한 연 (繪圖․公圖․기록 등으로 인

식된다) ② 경계를 명확히 하는 자연 조건(산악․분수령․호소․하천․

거암괴석 등) ③ 계 시정 의 종 의 행정권 행사의 실상 ④ 도도부

는 국가행정기 의 사무처리의 실상 ⑤ 행정권 행사의 편의 ⑥ 주민의

사회․경제상의 편익 등을 감안하여 종합 인 망의 견지에서 보는 자료

도 가미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水戶地判 昭和 38년 4. 16 [昭和

32(行) 제15호] 行集 14권 8호 p.844.)

그런데 해상에 하여서는 소화 30년에 제정된 지형도식 용규정에 의

해서 제작된 지도에 표시된 해상경계표시는 섬의 소속을 나타내기 하여

그려진 것에 불과하지만, 그 이 의 지도로 명치 33년에 제정된 지형측도

법식 내지 정 8년에 제정된 지형도도식상해에 의한 것으로는 ｢경계선을

水涯(干潮界) 는 하구에서 멈춘다｣로 되어 있으므로 하천상 干潟상의

경계가 나타나 있으면 그것은 육상경계와 마찬가지로 경계결정의 증거가

될 수 있다.

해상의 경계를 정하는 원칙으로는 ① 육상경계연장주의, ② 수직선주의,

③ 망선주의, ④ 수로․여울․항행가능 수로의 심선 주의, ⑤ 평행선주

의, ⑥ 연결주의, ⑦ 등거리선주의, ⑧ 면 형평주의의가 존재한다.

나. 미국

(1) 해양경계의 법 근거

6) 加藤榮一, 地方公共團體の區域, 現代行政法大系, 第8券, 昭和 63(1984), 58쪽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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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토지법(Submerged Lands Act)은 1953년에 그 동안 빈번하게 있었

던 주정부와 연방정부간의 해상경계분쟁을 차후에는 방하기 하여 제정

되었다.

해 토지법 Section 3(b)에 따르면, 바다와 해 있는 모든 주들은 해안

선으로부터 태평양 는 서양을 향해 3 해리의 해 토지와 천연자원에

한 권리를 부여받으며, 멕시코만(걸 지역)의 5개 주는 9 해리까지의 해

상경계에 한 역사성을 입증할 수 있는 주에게만 외 으로 9 해리의 해

상경계를 인정하고 있다.

육지와 바다의 경계를 는 해안선의 기 은 조수간만의 기 선을 의미

한다. 미국의 연방과 주의 해상경계 시 은 평균최 조선이다. 이를 기

으로 바다 쪽으로 3 해리( 는 9해리)까지가 주의 할수역이고, 12 해리

가 미국 해가 된다.

(2) 주정부간 해상경계의 기

미국은 국제 례에 따라 주정부간 해상경계에 한 분쟁에서 등거

리․ 간선을 용하여 공평성을 추구하고 있다. 등거리 간선은 해안에

인 되거나 반 편에 있는 두 주정부 사이에 동일한 거리를 유지하는 선으

로써,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정부간 해상경계의 주요 기 이 된다.

한편, 해상경계 산정에 기 이 되는 조수(潮水)기 선은 평균최 조

선이며, 여기서부터 3해리( 는 9해리)가 주정부의 할이 된다. 한 만을

가로지르는 직선 역시 바다와 강을 구분 짓는 선으로써 해상경계 산정에

기 이 된다.

다. 호주

(1) 해양경계의 법 근거

호주 주정부의 3해리 할권은 연안(주권한)해수법 1980(｢Coastal Waters

(State Powers) Act 1980｣)에 법 근거를 두고 있다. 호주헌법 제51(x)조

는 연안에 한 권한과 련하여 연방의회에게 ‘주 해 할경계 밖의 어

업’에 하여 입법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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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호주 지방정부간 해상경계의 기

호주의 해상 할구역의 경계기 은 조선을 조수기 선으로 채택하고

있다. 조선은 정상 인 기상상태에서 바다수면이 가장 낮게 상될 수

있는 수 를 뜻한다.

주정부는 이 조수 기 선으로부터 3 해리를 할구역으로 하고 있으며,

연방정부는 주정부의 해(3 해리)밖으로부터 시작해서 유엔해양법회의에

서 제시된 구역인 배타 경제수역까지를 할구역으로 한다.

주정부간 해상경계는 이미 해 석유법 1967(｢Petroleum(Submerged

Lands) Act 1967｣)의 “인 지역경계”부분에서 구체 으로 도와 경도상의

치로써 정의된 바 있다. 해상의 “인 지역경계”의 구획기 은 인 한 주

는 지역간 등거리 ․ 간선을 취하고 있다.

라. 국

국은 재 해양국의 주 으로 을 구성하여 성(省)간 (縣)간의

해상경계를 획선 에 있으며 2005년경 부 완료되면 이를 법제화할 정

이다.

국에서는 해상에 한 지배권과 련하여 바다는 국가에 속하며, 지방

자치단체는 사용권과 개발권을 가진다.

국은 해상 경계설정시 해안선의 특성상 육상경계 연장주의를 주로

용하고 있으며, 원칙 으로 직선화하고 있으며 직선화시 면 형평주의를

용하고 있다.

해상경계의 표시는 좌표로 확정하고 있다. 아직 지도에 표시하고 있지

않지만 좌표가 있으면 지도에의 표시는 문제될 게 없으며 부 완료되면

지도에도 표시할 것으로 망하고 있다.

마. 네덜란드

앙정부는 해안선과 해안선 침식작용 등을 리한다. 수리 리 원회는

홍수나 해일을 리하고 앙정부는 하지 않으나 네덜란드 북부 바덴해 근

처의 섬들은 앙정부가 리한다. 네덜란드의 바다는 해안선 1킬로까지는

그와 연 한 주가 리하고 나머지 부분은 앙정부에서 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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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델란드는 바다를 매립하여 새로운 토지가 형성된 경우, 그 경계설정방

법은 해당 매립지에 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할구역을 좌표로 설정하고

있다. 즉, 주 내의 지방자치단체간 경계설정을 하여 X,Y좌표를 설정하고

그 좌표를 기 으로 새로운 토지의 지방자치단체간 경계를 획정한다. 매립

지에 새로 생긴 시의 경계는 지형 ․사회 ․경제 특성을 고려하여 정

하고 있다.

3. 공유수면에 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한이 존재하는지 여부

이 사건 제방은 아산만 해역에 치한 이 사건 해역 에 건설되었다.

그러므로 이 사건 해역이 구에게 귀속되느냐에 따라서 이 사건 제방에

한 귀속도 달라질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해역에 한 자치권한이 어느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지에 해서 단하기 해서는 무엇보다 우선 공유수면에 한 지방자치

단체의 자치권한이 존재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공유수면에 한 지방자

치단체의 자치권한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공유수면

에 한 할구역 설정은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가. 다수의견( 정설)

(1) 학계의 견해

학계의 통설7)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할구역은 국가의 토를 지방

자치단체별로 분할한 것이고 국가의 토에는 육지 외에 해․ 공까지도

포함된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에 규정된 자치단체 할구역에

는 육지 외에 하천․호소 등 수면과 육지에 속된 바다(공유수면)도 포함

된다.

7) 강재규,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바다 공유수면매립지의 귀속을 심으로-, 공

법연구 제31집제1호, 2002.11. 529, 535쪽 ; 조정찬, 지방자치단체의 구역과 경계분

쟁, 법제, 2001. 6, 16, 33 ; 박윤흔, 행정법강의(하), 2001, 108쪽; 홍정선, 지방자치

법학, 2000, 91쪽 ; 심 정, 할구역변경제도에 한 소고, 법제처, 자치입법실무

강의 제2집, 1997. 181, 189쪽 ; 김철용, 주석 지방자치법, 한국사법행정학회, 1997.

43쪽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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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별 법률들의 규정

(가)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제4조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은 ‘종 ’에 의하고 이를

변경할 경우” 시․도간은 ‘법률’로, 시․군․구간은 ‘ 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동안 법령으로 바다에 해 자치단체 구역을 획정한 바는

없다.

그러나 자치사무 에는 육지에서 발생하는 사항을 할하는 것 외에 하

천․호소․바다에서 발생하는 사항을 할하는 것도 있다. 지방자치법 제9

조 제2항 각 호에 열거된 “소류지․보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리”와

“농림․축․수산물의 생산 유통지원”은 자치사무의 한 유형으로서 규정

하고 있다. 이는 공유수면에 한 할권한을 제로 한 것이며, 이를 통해

서 지방자치단체가 바다에서의 자치권한을 부여받고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수산업법

수산업법은 공유수면이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 포함되는지에 해서는

명시 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각 지방자치단체가 할하는 공유수면

이 있음을 제로 하여 여러 법조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구 수산업법 (1971. 1. 22 법률 제2300호로 개정된 것) 제8조는 공공수면

에서 도지사의 면허를 받아서 할 수 있는 면허어업을 규정하고, 제12조는

공공수면에서 어선 는 어구마다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는 허

가어업을 규정하여, 어업면허 는 어업허가권한을 도지사에게 부여하고

있었다. 그리고 구 수산업법제9조에 “경계수역의 조정” 규정을 신설하여,

법 시행에 필요한 경우 수산청장은 도지사가 할하는 경계수역을, 도지사

는 시장․군수가 할하는 경계수역을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 다.

행 수산업법(2000. 1. 28. 법률 제6257호로 개정된 것) 제8조는 특정한

공유수면에서 일정한 어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 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면허를 받도록 규정하여 어업면허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부여하고 있다. 같은 법 제41조는 특정한 공유수면에서 일정한 어업을 하

고자 하는 자는 어선 는 어구마다 해양수산부장 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

하고 있다. 그리고 수산업법 제53조는 “조업수역의 조정”에 하여 규

정하고 있는데, 시․도 사이의 어업조정을 하여 필요할 때에는 해양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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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 이, 시․군 는 자치구 사이의 어업조정을 하여 필요할 때에는

시․도지사가 통령령에 의하여 공동조업수역의 지정 등의 방법으로 조업

수역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공유수면 리법

공유수면 리법(1999. 02. 08. 법률 제5914호로 문개정된 것)도 공유수

면이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 포함되는지에 해서는 명시 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각 지방자치단체가 할하는 공유수면이 있음을 제로 하여

여러 법조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공유수면 리법(1999. 02. 08. 법률 제5914호로 문개정된 것)은 해양수

산부장 이 리하는 특정한 공유수면을 제외한, 기타의 공유수면은 시

장․군수․구청장이 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제4조), 시․군․구청 등

의 지방자치단체는 부분의 공유수면을 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고

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공유수면 리법 제4조는 해양수산부장 이 국

토건설종합계획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특정지역안의 공유

수면, 산업입지 개발에 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국가산업

단지안의 공유수면, 기타 통령령이 정하는 공유수면(공유수면 리법시행

령 제2조에 의거한 항만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항만의 항만구

역안의 공유수면, 어항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어항구역안의 공유수

면, 배타 경제수역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배타 경제수역 별표에서

정한 공유수면)을 리하고, 기타의 공유수면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동법 제5조는 해양수산부장 는 시

장․군수․구청장이 특정한 행 를 해서 공유수면에 한 용 는 사

용허가를 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라) 연안 리법

연안 리법(1999. 02. 08. 법률제5913호로 신규제정된 것)도 공유수면이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 포함되는지에 해서는 명시 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각 지방자치단체가 할하는 공유수면이 있음을 제로 한 규정들

을 두고 있다.

연안 리법 제5조 제2항, 제8조 제1항 제2항, 제9조 제1항 제2항,

제10조 제1항, 제11조 제1항 제2항, 제16조 제1항 내지 제4항은 연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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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에 한 계획․ 리권한을 역시장․도지사 는 시장․군수에게 부여

하고 있다.

(마) 항만법

항만법(2000. 1. 28. 법률제6254호로 일부개정된 것)도 공유수면이 지방

자치단체 구역에 포함되는지에 해서는 명시 인 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

으나, 항만기본계획에 하여 국가와 시도에게 그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즉, 항만법 제5조(항만기본계획의 수립) 제1항은 “항만의 개발을 진하고

그 운 의 효율성을 높이기 하여 해양수산부장 은 지정항만에 한 기

본계획을, 시․도지사는 지방항만에 한 항만기본계획을 10년 단 로 하

여 각각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바) 종합 정리

수산물 생산을 자치사무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3

호 나목 뿐만 아니라, 해양에서의 어업에 한 리․감독권한을 시장․

군수 등에게 부여하고 있는 수산업법 제4조 제9조의 규정들, 공유수면

의 ․사용허가권을 규정하고 있는 공유수면 리법 제4조 제5조, 지방

항만의 항만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지우고 있는 항만법 제5조 등, 연

안지역계획수립을 규정하고 있는 연안 리법 제5조 등은 국가사무의 기

임 형식이 아니라 그 법률 자체에 의거하여 해양에 한 리․감독권한

을 시장․군수에게 부여하고 있다.

개별 법률들에 의하면, 공유수면에 한 반 인 할권은 주로 국

가에서 담당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일정부분에 한 할권한을 갖고 있다.

따라서 법률들에서 규정된 정부 주무 청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해양’에 한 역할분담은 국토의계획 이용에 한법률 등에서 규정한 ‘육

지(토지)’의 경우와 비교할 때, 그 차와 권한에서 부분 비슷하다.

살피건 행법상 지방자치단체에게 공유수면을 할할 수 있는 자치

권한을 직 부여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련된 개별 법률

들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할하는 공유수면이 있음을 제로 하여 여러 규

정들을 두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수면에 한 할권한이 개

별 법률들에서 인정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 다면 개별 법률들이 규정한 내용을 볼 때, 공유수면인 바다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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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한이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3) 법원의 례

법원은 공유수면인 바다도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 속하며, 지방자치단

체의 할권한은 바다에도 미친다는 취지로 시하고 있다.

(가) 법원 1970. 4. 28. 선고 70 8 결

수산업 동조합법 제16조제2항에서 말하는 시․군의 구역은 시․군의

토지나 해면에 한 행정구역을 뜻하는 것이므로 지구별 어업 동조합의

업무구역도 시․군의 행정구역에 의하여 결정지어야 하는 것인바,

업무구역을 침범한 양식면허어업처분은 법률상 불능의 사항을 포함한 것으

로서 한 흠결을 포함하고 있어서 무효이다.

(나) 법원 1978. 4. 25. 선고 78 42 결

수산업 동조합법 제16조 제1항 내지 제5항과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지구별 어업 동조합 지구별 어업 동조합내

에 설립된 어 계의 어장을 엄격히 구획하여 종래 인 한 각 조합이나 어

계 상호간의 어장한계에 한 분쟁이나 경업을 규제하므로써 각 조합이

나 어 계로 하여 각자의 소속 어장을 배타 으로 유 리하게 하 음

에 비추어, 법령이 정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어떠한 경우에도 같은 업무

구역안에 복하여 어업면허를 허용할 수 없으며, 만일 이에 반하여 어

업면허를 하 다면, 그와 같은 어업면허처분은 당연무효이다.

(다) 법원 2002. 9. 24. 선고 2002도1032 결(공2002하, 2625)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충청남도 해상 일원을 조업구역으로 하는 수산자

원보호령 제17조 제1항, 별표 19에 의한 근해형망어업 허가를 받고서도

라남도 구역인 남 완도군 신지면 소재 송곡선착장 서북방 약 1마일 해상

에서 조업을 함으로써 조업구역을 반하 다는 의로 기소되었고, 법

원은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 결을 유지하 다.

그런데 이 결에서 피고인의 행 가 조업구역을 반하여 유죄로 인

정됨에는 지방자치단체의 할 해역이 있음을 당연한 제로 한 것이다.

즉, 법원은 수산업법 그 임을 받은 수산자원보호령은 어업단속

기타 어업조정이라는 목 달성을 하여, 어느 어선에 하여 근해형망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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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허가를 할 때에는 그 어선의 조업구역을 ‘인천 역시 경기도 연해’,

‘충청남도 연해’, ‘ 라북도 연해’ 한 곳으로 제한하고, 허가받은 조업구

역을 벗어나 다른 구역에서 조업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2조 제1항

제3호, 같은 제17조 제1항 제30조 제4호에 따라 그 행 를 처벌하고

있다고 이 상당하다고 시하 다( 법원 2000. 2. 25. 선고 99도2917

결 ; 2002. 8. 13. 선고 2001도2879 결 ; 1999. 12. 10. 선고 99도 4463 결

참조).

(라) 법원 2002. 12. 24. 2000도1048 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충청남도 보령시장으로부터 연안개량안강망 어업

허가를 받았으면 충청남도 연안 일원에서 조업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간 경계를 넘어 라북도 할 해역인 군산시 옥도면 십이동 도 북동쪽

약 2.7마일 해상에서 군산시장의 어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산업을

하여 수산업법을 반하 다는 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 결을 유지하 다.

이 결에서 법원은 “ 행 지방자치법과 구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지

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은 종 에 의하고…’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

서 구역이라고 함은 육지 뿐만 아니라 그 구역 내의 하천․호수․수면 등

은 물론 그 지역에 속하는 해와 그 상공 지하도 포함된다고 볼 것

이고, 특정지역은 그 지역이 속하는 시․군․구와 같은 기 자치단체의 일

부를 형성하는 동시에 그 시․군․구를 포 하고 있는 역시․도와 같은

역자치단체의 구역의 일부를 당연히 형성하는 것이며, 이러한 지방자치

단체의 할구역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연 인 상황, 자연 조건, 행정권

행사 그 사무처리의 실상 등을 고려하여 종합 으로 단되어야 한다”

고 시하 다.

이 결에서 법원은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는 행정구역에는 공유수면

도 포함한다고 시함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할권한이 바다에도 미친다

는 것을 확인하 다.

(4) 법제처의 의견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은 자치권이 미치는 장소 범 이고 자치권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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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사무를 수행하기 한 권한인바, 자치사무 에는 육지에서 발생하는 사

항을 할하는 것 외에 하천․호소․바다에서 발생하는 사항을 할하는

것도 있으며( 컨 수산업법에 의한 어업면허, 공유수면 리법에 의한 ·

사용허가 등),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각 호에 열거된 자치사무의 유형

‘소류지․보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리’와 ‘농림․축․수산물의

생산 유통지원’은 공유수면에 한 할권을 제로 한 것이다.

한편 일본 지방자치법 제9조의3 제9조의4에서는 공유수면의 할결

정에 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보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할구역

에는 공유수면이 포함됨을 알 수 있다.

그밖에 지방자치단체의 할구역은 국가의 토를 지방자치단체별로 분

할한 것이고 국가의 토에는 육지 외에 해․ 공까지가 포함된다는

도 지방자치단체의 할구역에 공유수면이 포함된다고 볼 근거라고 할 것

이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에 규정된 자치단체 할구역에는 육

지 외에 하천·호소 등 수면과 육지에 속하는 바다(공유수면)도 포함되며,

구역의 상공이나 지하도 그 권능이 실질 으로 미치는 범 에 있어서는 자

치권의 객체가 된다.

(5) 소결론

다수의견은 결론 으로 “학계의 통설, 개별 법률들의 규정들, 법원의

례 법제처의 의견을 종합하면,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은 주민․자치권

과 함께 자치단체의 구성요소이며, 자치권이 미치는 할 구역의 범 에는

육지는 물론 바다도 포함되므로, 공유수면에 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한이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라고 시하 다.

나. 소수의견(부정설)

(1)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은 종 에 의하고

이를 변경할 경우”에는 시․도간은 ‘법률’로, 시․군구간은 ‘ 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법조항은 연 으로 토지조사령 등 지

계법령에 따라 지 정리가 되었거나 그것이 가능한 육지에 한 구역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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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상정하여 규정한 것이지 공유수면인 바다를 상으로 한 것이 아니며,

그 동안 법령으로 바다에 한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확정한 바는 없다.

따라서 법조항으로부터 곧바로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 바다가 포함된다

고 해석할 수는 없다.

육지의 할구역구분을 한 경계설정을 하여서는 지번부여를 한

지 도, 임야도 등 지 공부와 같은 근거가 있어야 하듯이 바다를 지방자

치단체의 구역으로 설정하기 하여서는 해번(海番)을 부여하고 경계를 획

정하기 한 해 도(海籍圖)와 같은 근거공부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것

이 존재한 도 없고 한 기술 , 경제 으로 불가능하거나 히 곤란

하다.

(2) 수산업법 제53조는 시․도사이의 어업조정을 하여 필요할 때에는

해양수산부장 이 공동조업수역의 지정 등의 방법으로 조업수역을 조정할

수 있고, 시․군 는 자치구 사이의 어업조정을 하여 필요할 때에는

시․도지사가 조업수역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내수면어업법

제14조는 면허 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는 내수면이 2 이상의 특별시․

역시 는 도에 걸친 때에는 해당 시․도지사의 의에 의하여 면허․허

가 는 신고를 수리하여야 하는 기 을 결정하고 면허 는 허가를 받거

나 신고하는 내수면이 2 이상의 시․군․구에 걸친 때에는 해당 시․군․

구를 할하는 시․도지사가 면허 허가 는 신고를 수리하는 기 을 지정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각 법조항에서 조업수역을 법률이나

통령령에 의하지 아니하고 해양수산부장 이나 시․도지사가 조정할 수 있

도록 규정한 것은 바다는 국가의 소유 리하에 있고, 지방자치법 제4조의

자치단체의 구역에서 바다가 제외됨을 제로 한 취지라고 할 것이다. 만

약 바다의 할구역도 반드시 어느 지방자치단체에 속한다고 한다면 굳이

이와 같은 조정 차를 둘 필요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3) 수산업법 제4조 제1항에 의거 근해어업은 해양수산부장 의 허가사

항이며 같은 법 제8조 제1항에 의거 정치망 어업과 양식어업은 시장, 군수

는 구청장의 면허를 받도록 되어 있고, 이러한 시장, 군수, 구청장의 어

업면허는 어업면허의 리등에 한규칙(해양수산부령 제00251호)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장 이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시달하는 어장이용 개발



476 헌법재 소결정해설집 2004

계획기본지침을 수하여야 한다(수산업법 제4조 시행령 제2조 어업면허의

리등에 한규칙 제2조)고 규정되어 있다. 규정들은 바다에 한 리

권이 국가에 있음을 제로 해양수산부장 이 주무국가행정기 으로서 그

권한을 행사해야 함을 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연안어

업 등에 하여 와 같은 행정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국가의 임에 의하

여 임사무를 행하는 것이지 지방차지단체의 집행기 으로서 권한을 행

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규정들은 지방자치단체

가 공유수면에 하여 자치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근거가 된다고 할

것이다.

4. 공유수면에 한 행정구역 경계

다음으로 공유수면에 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한이 존재한다고 보는

경우에, 공유수면에 한 행정구역 경계를 설정하는 기 이 문제되므로 이

에 하여 살펴본다.

가. 공유수면의 행정구역 경계에 한 법률 근거 존재 여부

우선 공유수면의 행정구역 경계에 한 법률 인 근거가 존재하는지를

본다.

(1) 지방자치법

행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제도와 유사한 틀은 1896. 8. 4. 칙령 제36호에

의거해서 “지방제도 제 경비개정의건”을 반포하여 종 의 23부제를

폐지하고 13도제의 지방행정체계를 마련함으로써 형성되었다. 그러나 여기

에서는 13도와 그 할구역에 두는 군을 열거함에 그쳤다.8)

지방행정구역의 변경에 한 법 차는 1909. 6. 25. 법률 제29호로 제

정된 “지방구역의명칭의변경에 한건”에 의하여 비로소 마련되었다. 이 법

에서는 도와 부․군을 폐치분합하거나 명칭 는 구역을 변경할 때에는 이

를 칙령에 의하도록 하고(제1조), 면의 폐치분합이 기타 명칭변경은 내부

8) 역사 변천과정에 해서 자세한 것은 심 정, 할구역변경제도에 한 소고,

법제처, 자치입법실무강의, 제2집, 1997, 196쪽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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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이 이를 정한다고 하여 행의 구역 명칭의 변경에 한 규정과 유사

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 후 1913. 12. 29.에는 부령(조선총독부령) 제111호로 “도의 치와 할

구역 부군의명칭 치 할구역”이 제정․공포되어 부․도 군과 그 할

구역에 두는 행정구역을 정하게 되었는데, 이에 따라 체로 오늘날의 지

방행정구역의 명칭 체계가 확립되었고, 이는 해방이후까지 그 기본틀을

유지하여 왔다. 다만, 부령 제111호는 부․도 군에 두는 행정구역을

열거하 을 뿐 구체 으로는 그 행정구역의 범 를 특정한 것은 아니었으

며, 국토상의 어느 부분이 어느 구역에 속하는지는 사회일반의 념에 맡

겨지고 법령에서 이를 규정한 것은 아니었다. 국토의 특정지 이 특정한

행정구역에 속하는지 공식 으로 악할 수 있게 된 것은 토지조사사업

(1910년～1918년)과 임야조사사업(1916년～1924년)이 완료된 1920년 반

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이 경우에도 그와 같은 사항은 법령에 규정된 것

이 아니고 “지 련공부”에서 지번의 표시로 행정구역을 명시한 바에 따

른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이 법령에 직 설정된 것은 아니었다.

총독부령은 1945. 11. 5. 군정법령 제21호 제11조에 의하여 그 효력을

지속하게 되었고9) 건국후에는 1948. 11. 17. 법률 제8호 “지방행정에 한임

시조치법”에서 서울시와 14개도의 설치근거를 두고 시․도의 치와 할

구역은 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임한 바에 따라 1948. 11. 18. 통령령

제34호로 “지방행정기 의명칭․ 치 할구역에 한건”이 공포되었는데,

여기에서 지방행정기 의 명칭 구역에 하여 새로 정함이 없이 이를

1948. 8. 15. 재에 따르도록 하 다10).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행정구역은 조선시 와 일제시 의 치 지방

행정구역을 그 로 이어 받았기 때문에 해방 당시에 존재하 던 지방행정

구역이 그 로 유지되었다.

9) 군정법령 제21호 제11조 : 모든 법률 는 조선 구정부가 발포하고 법률 효력

이 있는 규칙․명령․고시 기타 문서로서 1945년 8월 9일 실시 인 것은 그간에

폐지된 것을 제외하고는 조선군정부의 특수명령으로 폐지될 때까지 효력을 갖

고 존속한다.

10) 1948. 11. 18. 통령령 제34호의 본문 : 시․도의 치, 할구역과 區府郡鳥․경

찰서․소방서의 명치․ 치 할구역은 단기4281년 8월 14일 재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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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9. 7. 4. 제정된 지방자치법(법률 제32호)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과 구역은 종 의 부를 시로 하는 이외에는 모두 종 에 의하고 이것을 변

경하거나 폐치분합할 때에는 법률로써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 는데, 이

러한 기본틀은 재까지 이어져 왔다.

행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은 종 에 의

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치․분합할 때에는 법률로써 정하

되, 시․ 군 자치구의 할구역 경계변경은 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종 ”이란 종 의 법령 내용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지 공부상의 기재 등까지를 포 하는 의미로 해석되어야 하며11),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은 종 에 의”한다는 것은 동법 시행시 존재한

구역을 그 로 답습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방자치단체의 할구역 육지에 한 부분은 와 같은 법령에 의하

여 직 특정되지는 않았더라도 법령에서 컨 , 경기도의 할구역을

주군 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특정 토지가 지 련공부에서 주

군 ○○면 ○○동(리) ○번지로 특정됨에 따라 그 특정 토지는 경기도의

할구역으로 특정되게 되었다.

그러나 바다에 하여는 그것이 토지처럼 번지 등에 의하여 특정된 바

없고 어느 법령에서도 각 지방자치단체의 할구역에 속하는 바다를 특정

한 바 없다.

결국 지방자치법이나 그 계 법령에서는 바다를 그 할구역에서 제외

하지 않고 있음에도 각 지방자치단체가 할하는 공유수면의 행정구역 경

계를 획정하는 기 에 하여는 법률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2) 수산업법

행 수산업법(2000. 1. 28. 법률 제6257호로 개정된 것) 제8조는 특정한

공유수면에서 일정한 어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 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면허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1조는 특정한 공유

수면에서 일정한 어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어선 는 어구마다 해양수산부

장 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수산업법은 공유수면의 행정

11) 조정찬, 지방자치단체의 구역과 경계분쟁, 월간법제 2001. 6, 16, 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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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 경계를 획정하는 기 에 하여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

(3) 공유수면 리법

공유수면 리법 (1999. 2. 8. 법률 제5914호로 문개정된 것) 제2조

제4조에 의하면 법률이 특별히 정하는 공유수면은 국가에 귀속되어 해양수

산부장 이 리하며, 기타의 공유수면은 시장․군수․구청장에 귀속되어

이들이 리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 지만 공유수면 리법은 바다

의 행정구역 경계를 획정하는 기 에 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4) 소결론

그 다면 공유수면에 한 행정구역의 경계를 설정하는 법률상의 근거

나 기 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나. 공유수면의 행정구역 경계에 한 불문법상 근거 존재 여부

행정법은 그 규율 상이 복잡다기하여 모든 행정 역에 걸쳐서 성문법

의 완비를 기 할 수 없기 때문에 법의 흠결을 보충할 수 있는 불문법의

성립이 불가피하다. 행정법의 불문법으로는 습법, 례법, 조리(행정상의

일반원칙)가 있다.

따라서 행정법상 행정에 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습법에 의하고

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하여야 한다.

에서 본 바와 같이 공유수면의 행정구역 경계에 하여 법률상의 규정

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불문법상으로 해상의 구역경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가 문제된다.

그런데 공유수면에 한 행정구역 경계설정 기 으로는 지형도상의 해

상경계선과 해상경계획정의 일반원칙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아래에서는 지형도상 해상경계선과 해상경계획정의 일반원칙

이 불문법상의 해상경계 기 으로 성립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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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형도상 해상경계선

우선 우리나라 지형도상의 해상경계선의 내용과 법 구속력 존재 여부

를 검토한 후, 공유수면에 한 행정구역 경계를 설정하는 기 이 될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

(가)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의 내용

1) 조선총독부 육지측량부 간행의 지형도상 해상경계선

일제시 의 “일반도측량실시규정”(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 훈령 제1

호, 정3년(1914) 1월 12일 제정)은 지형도상의 행정구역경계의 표시방법

에 해서 규정하고 있었는데, 제239조는 “池, 沼, 湖, 海 등을 횡단하는 때,

안( 岸) 사이가 가까우면 간단없이 이것을 그리고, 먼 곳에는 水涯(바다

에 있어서는 潮千界)로부터 1㎝인 곳에서 이것을 그칠 것”이라고 규정하고,

제240조는 “해 (海峽) 는 도서(島嶼) 등을 통과할 때에는 도면상에 있어

서 그 경로가 명되도록 의한 길이로서 이것을 그릴 것”이라고 규정하

여, 바다에 한 경계표시원칙을 규정하고 있었다.

규정에 의거하여 일제시 정 8년(1919)에 조선총독부 육지측량부

가 간행한 지형도에는 도와 군 사이를 구분하는 해상경계선이 표시되어 있

었다. 그런데 이러한 도․군 경계를 최 로 획정할 때 산맥, 하류, 갯벌이

나 수로의 앙 등에 따라 경계선을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도․군

경계에 한 해상경계선은 해방 이후 간행된 국가지형도에서도 부분 그

로 표시되었다.

2) 국립지리원 간행의 지형도 작성의 법 근거 경계표시원칙

가) 지형도 작성의 법 근거

국립지리원의 지형도는 측량법(1961. 12. 31. 제정된 것) 제21조 제23

조, 지도도식규칙(1974. 6. 3. 건설부령 제143호로 개정된 후, 1979. 9. 18.

건설부령 제247호로 재개정된 것) 제9조(도식의 세부기 )에 의거하여 국

립지리원장이 지도의 종류별로 정하는 세부 인 기 (지형도 도식 용규

정, 1:5,000. 1:25,000, 1:50,000, 1:250,000 등 국립지리원 고시)에 따라 제작

된다.

나) 국립지리원의 지형도식규정에 의한 지형도상 경계표시원칙

행 지도 도식규칙 제8조(지도의 정식)에 의하여 지형․지물이 표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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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범 밖(외도곽)의 여백에 지도를 읽기 쉽도록 도엽명, 도식, 기호, 행정

구역 색인, 축척 등을 문자나 기호로 표시한다.

“1 : 25,000지형도 도식 용규정”(1974.12.19. 국립지리원 고시 제3호)에서

는 제44조부터 제47조에 걸쳐 경계의 표시원칙, 해상경계, 도서 등의 소속

을 표시하는 기호에 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46조에서는 “해상경계가 명

확할 경우에는 해안선으로부터 도상 1cm 까지 표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

으며 제47조에서는 “도서등의 소속을 명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구역과 련시켜 표시한다.”라고 규정함과 동시에 “도서등의 소속을

표시하는 선은 양 도서 사이의 당한 치에 각 소속이 해독될 수 있도록

표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1/50,000지형도 도식 용규정”(1991. 9. 3. 국립지리원 고시 제

91-101호) 제46조(해상경계)는 “해상경계가 명확할 경우에는 해안선으로부

터 도상 1㎝까지 표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7조(도서 등의 소속

을 표시하는 기호)는 “1. 도서 등의 소속을 명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구역과 련시켜 표시한다.” “2. 도서 등의 소속을 표시하는 선은

양도서 사이의 당한 치에 각소속이 해독될 수 있도록 표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1949. 이후 1985. 10. 사이에 간행된 지형도상 해상경계 표시

지형도상의 해상경계는 해방 이후 1961년에서야 비로소 국방부, 내무부,

문교부가 합동으로 우리나라 역에 한 지명정비를 할 때 도서의 행정구

역을 구별하기 하여 획선하 다.

국립지리원은 1963, 1969, 1971, 1974 편집 간행 지형도의 해상에 도․

시․군 경계를 부분 으로 끊어서 표시하 으나, 1977에 편집 간행된 지형

도상에서는 해상경계를 끊김 없이 하나의 연결선으로 표시하기도 하 다.

4) 1985. 10. 이후 재까지 간행된 지형도상의 해상경계 표시

그런데 국립지리원은 1985. 10. 25. 지형도상의 각종 기호표시 특히

해상, 내수면( , 호수)의 경계표시는 지도제작도식 용규정에 따라 행정구

역과 련시켜 도서(섬) 등의 소속을 해독하기 한 기호에 불과할 뿐, 지

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경계의 기 이 될 수 없으며, 따라서 해상에 표시하

는 경계기호는 도서(섬)간의 소속만 해독토록 도서간 1㎝ 정도의 기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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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하고 기타의 해상경계 기호는 모두 삭제한다고 고시하 다(국립지리원

고시 제44호, 1985. 10. 25.).12) 이에 따라 국립지리원은 해상에 도․시․군

경계를 표시하 던 과거와는 달리 최근에는 시․군경계표시를 부분 생략

하고, 도의 경계만을 해상에 부분 으로 끊어서 표시하고 있다.

(나)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에 한 평가

1) 지형도상 섬의 소속을 표시하는 해상경계선의 평가

국립지리원은 지도제작 도식 용 규정에 따라 지형도상 표기된 섬에

한 해상 경계선은 행정구역과 련시켜 섬의 소속을 해독하기 한 것이라

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그 지만 이러한 섬에 한 해상경계선은 그 자

체가 도서에 한 행정구역을 획정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행정구역을

구분하는 경계선의 성격을 갖는다고 할 것이다.

이에 따라 도서의 소속을 표시하는 지형도상의 해상경계표시는 일제시

부터 재까지 그 자체로 이미 지방자치단체간의 행정구역을 구분하는

경계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다면 지형도상 섬 주 에 표시된 해상의 경계선은 법 구속력을 가

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2) 지형도상 섬을 제외한 해역상의 해상경계선의 평가

과거 1949년 이후 1985. 10. 사이에 간행된 지형도상 섬을 제외한 해역

상의 해상경계는 해상에 도․시․군 경계를 부분 으로 끊어서 표시하

다. 다만 1977년 등에 편집된 지형도상에는 해상경계가 하나의 연결선으로

표시되어 있었다.

그러나 1985. 10. 이후 재까지 간행된 지형도상의 해상경계는 섬과 섬

사이 당한 치에 간격을 띄엄 띄엄하게 표시할 뿐, 그 외의 해상에서는

경계표시가 일반 으로 존재하지 아니한다.

국립지리원이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지형도상 섬 주 를 제외한 해역

상의 경계선은 법 구속력을 갖지 아니한다고 볼 것이다.

12) 그 이유에 해서 국립지리원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 과 지역주민들이 지형

도상 해상경계선을 행정구역 경계의 기 으로 잘못 인식하여 각종 해상 행 인

어업허가, 양식면허, 해 자원채취허가 등의 업무처리에 이용하고 있어서 해상경

계선의 이해 부족으로 인한 행정업무의 혼란을 바로 잡기 한 것이라고 말하

다(국립지리원 1996. 7. 9. 지도 58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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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종합평가

지형도상 도서의 소속을 표시하는 해상경계선은 행정구역경계로서 법

구속력을 가지나, 지형도상 도서를 제외한 해상에 표시된 경계선은 법 구

속력을 갖지 못한다.

그러나 지형도상 도서를 제외한 해상의 경계선은 불문법상의 경계선으

로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이에 해서는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본다.

(라) 지형도상의 해상경계선에 한 행정 부처별 견해

우리나라의 지형도상의 해상경계선에 한 련 행정부처의 견해를 살

펴보면, 법제처와 해양수산부는 이를 정하고 있고, 행정자치부는 이를 부

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 법제처

바다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 포함되며, 바다의 경계설정은 근거법률이

없으므로 행정 행에 따라 국립지리원 지형도상의 해상경계선을 기 으로

해야 한다.

2) 해양수산부

수산업법 등 소 법령에서 해상의 지방자치단체간 경계에 해 특별히

규정된 바는 없으나, 례 으로 국립지리원이 간행한 지형도상의 해상경

계선에 따라야 한다.

3) 행정자치부

행법상 바다의 경계설정 근거법령은 없으며 해상경계와 련하여서는

건설부훈령 제247호의 규정에 의거 국립지리원이 국가기본도상에 해상경계

표시를 하고 있으나, 국립지리원의 국가기본도상 해상경계표시는 도서의

소속을 해독하기 한 기호에 불과한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간 행정구역

경계와는 무 하다.

(2) 지형도상 해상경계선과 행정 습법

먼 국립지리원이 간행한 지형도상의 해상경계선이 행정 습법상의 경

계선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가) 행정 습법의 성립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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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습법의 성립요건

습법이란 국민의 부 는 일부 사이에 다년간 계속하여 같은 사실이

행으로 반복됨으로써 일반국민의 법 확신을 얻어 성립하는 법규범을

말한다.13) 14)

행정법의 법원으로서의 습법이 성립하기 해서는 같은 사실이 행

으로 반복될 것과 일반국민의 법 확신이 결합하는 것 이외에 그것이 법

으로서의 구속력을 가지기 하여 국가에 의한 승인이 필요한가 여부에

하여 논란이 있다.

가) 법 확신설

습법은 사실인 습이 장기간 계속되어 국민의 법 확신을 얻은 단계

에까지 발 한 경우 그 자체에 내재하는 고유한 힘에 의하여 원시 으로

법으로 되는 것일 뿐 따로 국가의 승인이 필요치 않다. 이 견해는 우리나

라와 일본의 다수 학자가 지지하고 있다.15)

나) 국가승인필요설

제정법 우 의 사상에 입각하여 사실인 습이 장기간 계속되어 국민의

법 확신을 얻은 단계에 이르고 그 습에 하여 제정법이 명시 으로

법 효력을 부여하고 있거나 어도 명시 는 묵시 인 국가의 승인이

있어야만 국법의 한 형식으로서 습법이 성립될 수 있다.

13) 습법의 종류로는 행정선례법과 민 습법이 존재한다.

행정선례법은 행정청이 취 한 선례가 오랫동안 반복됨으로써 형성되는 행정

습법이다( 법원 1954. 6. 19. 선고 4285 행상 20 결 ; 1956. 1. 24. 선고 4288 행

상 99 결 참조). 컨 특정사항에 한 행정각부의 결정선례, 지방청의 문의

에 한 회신, 훈령, 통첩, 고시 등에 의한 선례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민 습법은 민 사이의 다년간의 행에 의하여 성립되는 행정

습법을 말한다. 지방 습으로서 법령에 의하여 인정된 로서 공유수면 인

수․배수권(공유수면매립법 제6조 제4호), 입어권 (수산업법 제40조) 등을 들 수

있다.

14) 행정 습법의 효력에 해서 살펴볼 때, 행정 습법의 성립에 국가의 승인이 필

요하다는 견해에 의하면, 국가의 명시 는 묵시 인 허용이 있는 경우에 한하

여 행정 습법은 성립된다. 그런데 법 확신설을 취하는 경우에도 행정에 하

여 장기간에 걸친 사실상의 행이 국민의 법 확신을 생기게 하고 그에 따라

그 사실상의 행이 습법으로까지 이르게 된 경우에는 그러한 습법은 이론상

국가권력에 기한 성문법과 나란히 원시 법원으로서 같은 치에서 존재하게 된다.

15) 김철용, 행정법 I, 2003, 42 ; 박윤흔, 행정법강의(상), 2001, 71 ; 조용무, 행정 습

법에 한 몇가지 문제 에 하여, 특별법연구, 제3권, 특별소송실무연구회, 1989,

143, 14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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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정 습법의 성립요건

습법의 성립요건에 한 법 확신설에 의할 때, 행정 습법이 성립하

기 해서는 특정한 행 를 통한 행정 행이 존재하고, 이러한 행정 행이

오랜 기간 동안 반복하여 존재하며, 이러한 행정 행에 한 행정기 과

일반국민들의 법 확신이 존재해야 한다.

(나)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이 습법상의 해상경계선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아래에서는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이 행정 습법상의 해상경계선으로 성

립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1)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을 사용한 행정 행의 “존재 여부”

가) 수산업법에 의한 어업행정에서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을 이용한 행정

행

ⓐ 수산업법에 의한 어업허가 내지 어업면허의 경우 지형도상 해상경계

선의 사용

수산업법 제41조 제2항에 의거 허가어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어선․어

구 는 시설에 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어업허가 신고

등에 한규칙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연안어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어업허가 신청서를 신청인의 주소지 는 조업근거지항(양륙항 는 선

항을 말한다)을 할하는 역시장․도지사 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이 경우 허가신청인의 주소지와 선 항은 허가

받고자 하는 수면을 할하는 역시 는 도의 할구역안에 치하여야

한다.

수산업법 제8조제1항에 의거 면허어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

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어업면허 어장 리에 한규

칙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어업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동 규칙에서 정한

서류 도면을 첨부하여 수면을 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역시장․도지사 는 시장․군수 등의 지방자치단체 장이 수산업법상

어업허가나 어업면허를 부여하는 경우 국립지리원이 간행한 지형도상의 해

상경계를 사용하여 구체 인 할 공유수면을 명시하는 행정처분을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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왔다.

특히 수산청( , 해양수산부)에서는 국립지리원이 발행한 1/50,000 축척

의 지도를 근거로 시․도 경계가 표시된 어장도를 1977년부터 해당기 에

공 하 다.16)

그리고 행정자치부, 각 역자치단체, 각 기 자치단체가 국립지리원이

발행하는 국가기본도에 근거하여 ‘ 할행정구역도’를 2년에 1회씩 제작 발

행해 오고 있는데, 그 할행정구역에는 공유수면도 포함되어 있다.

ⓑ 수산업법에 의한 어업단속의 경우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의 사용

수산업법 규정에 의하여 허가어업 내지 면허어업을 받은 어선이 지형도

상 해상경계선을 넘어 다른 자치단체의 할구역 해상에서 조업행 를 할

경우, 이는 수산업법 제41조 제2항의 반사항이 되며, 동 반자에 하여

는 행정형벌과 의무이행 확보수단으로서 면허․허가취소 는 어업의 정지

등이 용된다.

수산업법 제41조 제2항에 의한 허가어업의 경우 시․도 경계를 넘어 다

른 시․도의 할수역에서 조업하는 자는 무허가 어업으로 인정하여 수산

업법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처벌하고 있다.

그리고 수산업법 제8조 제1항에 의한 면허어업의 경우 시․도 경계를

넘어 다른 시․도의 할 수면에서 조업하는 경우 무면허어업으로 인정하

여 수산업법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이법에 의한 어업권을 취득하지

아니하고”에 해당됨)에 의거 처벌된다.

이에 따라 할 행정기 이 와 같은 수산업법에 의한 어업단속을 하는

경우에 국립지리원이 간행한 지형도상의 해상경계선을 사용하여 행정형벌

을 부과하거나 어업면허취소 등의 행정조치를 하여 왔다.

나) 공유수면 리법에 의한 공유수면 리행정에서 지형도를 이용한 행

정 행

공유수면 리법 제4조에 의거 해양수산부장 이 리하는 특정한 공유

수면을 제외한, 부분을 차지하는 기타 공유수면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리하고 있다. 동법 제5조에 의거 해양수산부장 는 시장․군수․구청

장은 특정한 행 를 해서 (자신의 할구역에 속하는) 공유수면에 한

16)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우리나라 연안지역의 수계획정에 한 연구, 1998, 50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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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허가 는 사용허가를 내주고 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등은 공유수면에 한 지속 인 리를 해서 공

유수면에 한 용허가 는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에 국립지리원 간행의

지형도에 나타난 해상경계를 지속 으로 사용하여 왔다.

다) 종합

섬을 제외한 해역상의 해상경계선이 법 구속력을 갖지 아니함에도 불

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등의 행정기 이 이러한 해상경계선을 행정구역 경

계선으로 인정하여 이를 기 으로 하여 공유수면에 한 어업허가 내지 면

허나 어업단속행 등을 하거나, 공유수면에 한 용․사용허가권한을

습 으로 행사해온 행정 행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2)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을 사용한 행정 행의 “존재기간”

일제시 에 조선총독부 라북도지사가 1932년 라북도 연해에서 어업

을 할 수 있는 어업허가장을 발 하 다는 사실이 발견되었는데,17) 이는

일제시 에도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유수면에 해서 할권한(어업허가권

한)을 행사하 다는 것을 보여주며,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이 해상의 경계를

획정하는 기 이 되었음을 간 으로 알 수 있다.

해방후 수산업법이 1953. 9. 9 법률 제295호로 제정된 이후로 재까지

수산업법에 의한 어업행정에서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이 사용되어 왔다.

그리고 공유수면 리법이 1961. 12. 19. 법률 제848호로 제정된 이후로

재까지 공유수면 리법에 의한 공유수면 리행정에서 지형도상 해상경

계선이 사용되어 왔다.

한 행정자치부, 각 역자치단체, 각 기 자치단체가 국립지리원이 발

행하는 국가지형도에 근거하여 ‘ 할행정구역도’를 2년에 1회식 제작 발행

해 오고 있으며, 그 할행정구역 해면(바다)도 포함되어 례 으로 자치

단체구역과 자치단체간 경계선으로 인정하고 그 경계선에 근거하여 해면의

행정행 를 해오고 있는 실정이다.

그 다면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을 사용한 행정 행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존재하여 왔다고 할 것이다.

17) 재경/이종길, 어 사회의 법률 계, 한국법제연구원, 1997, 142-145쪽의 ‘어업

허가장’ 사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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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을 사용한 행정 행에 한 “법 확신”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을 사용한 행정 행이 오랜 기간동안 존재하여 왔

으므로,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이 해상에서의 행정구역 경계선이라는 에

해서 지방자치단체들과 일반 국민들(특히 어업인 등)의 “법 확신”이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다) 소결론

수산업법 공유수면 리법에 의한 행정에서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을

사용한 행정 행이 존재하고, 이러한 행정 행이 오랜 기간동안 존재하여

왔고,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이 해상에서의 행정구역 경계선이라는 에

한 지방자치단체들과 일반국민들의 법 확신이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따

라서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은 해상에서의 행정구역 경계를 구분하는 습법

의 성립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그 다면 국립지리원이 간행한 지형도상의 해상경계선은 습법 해상

경계선으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18)

(3) 지형도상 해상경계선과 행정 례법

다음으로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이 공유수면에 한 경계를 설정하는 기

으로서 행정 례법상 인정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가) 행정 례법의 의의

행정쟁송에 한 법원의 결은 추상 인 행정법규를 구체화하여 그 내

용을 명확히 하며, 습법의 존재와 내용을 명확하게 할 뿐만 아니라 성문

법과 습법이 모두 존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상의 법의 일반원칙을

용하여 구체 으로 법을 선언한다. 이러한 결에 의하여 성립하는 법규

범이 례법이다.19)

(나)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이 행정 례법으로 인정되고 있는지 여부

국립지리원이 간행한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이 해상의 행정구역을 구분하

는 례에서 인정되고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1) 법원 1970. 4. 28. 선고 70 8 결

18) 조정찬, 앞의 , 33쪽 참조.

19) 김철용, 행정법 I, 2003, 44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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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과거에 수산업 동조합법 제16조 제2항에서 말하는 시․군의

구역은 시․군의 토지나 해면에 한 행정구역을 뜻하는 것이므로 지구별

어업 동조합의 업무구역도 시․군의 구역은 시․군의 토지나 해면에 한

행정구역을 뜻하는 것이므로 지구별 어업 동조합의 업무구역도 시․군의

행정구역에 의하여 결정지어야 하는 것이며, 그 업무구역을 침범하여

한 양식어업 면허처분은 법률상 불능의 사항을 포함하는 것으로 무효라고

결하 다.

법원은 이 결에서 바다를 행정구역으로 인정하고, 이를 구분하는 지

형도상의 해상경계선을 간 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법원 1978. 4. 25. 선고 78 42 결

수산업 동조합법 제16조 제1항 내지 제5항과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지구별 어업 동조합 지구별 어업 동조합

내에 설립된 어 계의 어장을 엄격히 구획하여 종래 인 한 각 조합이나

어 계 상호간의 어장한계에 한 분쟁이나 경업을 규제함으로써 각 조합

이나 어 계로 하여 각자의 소속 어장을 배타 으로 유 리하게 하

음에 비추어, 법령이 정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같은 업무구역 안에 복

하여 내린 어업면허처분은 당연무효이다.

법원은 이 결에서 바다를 행정구역으로 인정하고, 이를 구분하는 지

형도상의 해상경계선을 간 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 법원 2002. 9. 24. 선고 2002도1032 결(공2002하, 2625)

법원은 수산업법 그 임을 받은 수산자원보호령은 어업단속 기타

어업조정이라는 목 달성을 하여, 어느 어선에 하여 근해형망어업허

가를 할 때에는 그 어선의 조업구역을 ‘인천 역시 경기도 연해’, ‘충청

남도 연해’, ‘ 라북도 연해’ 한 곳으로 제한하고, 허가받은 조업구역을

벗어나 다른 구역에서 조업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2조 제1항 제3

호, 같은 제17조 제1항 제30조 제4호에 따라 그 행 를 처벌하고

있다고 이 상당하다고 시하 다( 법원 2000. 2. 25. 선고 99도2917

결 ; 2002. 8. 13. 선고 2001도2879 결 ; 1999. 12. 10. 선고 99도4463 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충청남도 해상 일원을 조업구역으로 하는 수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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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보호령 제17조 제1항, 별표 19에 의한 근해형망어업 허가를 받고서도

라남도 구역인 남 완도군 신지면 소재 송곡선착장 서북방 약 1마일 해상

에서 조업을 함으로써 조업구역을 반하 다는 것으로 기소되었고, 법

원은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 결을 유지하 다.

법원은 이 결에서 바다를 행정구역으로 인정하고, 이를 구분하는 지

형도상의 해상경계선을 인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4) 법원 2002. 12. 24. 2000도1048 결

법원은 이 결에서 “ 행 지방자치법과 구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지

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은 종 에 의하고…’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

서 구역이라고 함은 육지 뿐만 아니라 그 구역 내의 하천․호수․수면 등

은 물론 그 지역에 속하는 해와 그 상공 지하도 포함된다고 볼 것

이다”라고 시한 후, “피고인이 조업한 십이동 도 북동쪽 2.7마일 해상은

연도와 어청도를 직선으로 연결한 선으로 보아 그 아래인 라북도 쪽에

치해 있으며, 국립지리원이 발간한 해상경계표시도에서도 해상은

라북도와 충청남도의 해상경계표시선 아래에 치해 있고, 십이동 도

인근에 라북도가 어장형성을 하여 어 를 설치하고 리해온 사실 등

을 인정할 수 있”다고 시하 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충청남도 보령시장으로부터 연안개량안강망 어업

허가를 받았으면 충청남도 연안 일원에서 조업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간 경계를 넘어 라북도 할 해역인 군산시 옥도면 십이동 도 북동쪽

약 2.7마일 해상에서 군산시장의 어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산업을

하여 수산업법을 반하 다는 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 결을 유지하 다.

법원은 이 결에서 국립지리원이 간행한 지형도상의 해상경계선을

단순한 도서의 소속을 나타내는 선이 아니라, 해상의 행정구역을 획정하는

경계선으로 확고하게 인정하고 있다.

(4) 소결론

다수의견은 에서 기술한 내용들을 근거로 하여 공유수면상의 경계를

다음과 같이 인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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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경계에 한 법률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지만, 국립지리원이 간행

한 지형도상의 해상경계선은 해상에 한 행정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사

용되고 있어서 행정 습법상 해상경계선으로, 그리고 례에 의해서도 인

정되고 있어서 행정 례법상의 해상경계선으로 성립된다. 그 다면 국립지

리원이 간행한 지형도상의 해상경계선은 불문법상의 해상경계로 인정된다

고 할 것이므로, 공유수면인 해상에서의 경계는 지형도상의 해상경계선을

기 으로 확인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에서 규정

하는 종 의 구역경계는 공유수면의 경우 국립지리원이 간행한 지형도상의

해상경계선에 의하여 확인될 수 있다.”

다. 소수의견

소수의견은 다수의견과는 달리 공유수면에 한 행정구역 경계를 다음

과 같은 이유로 부정하 다.

“다수의견이 경계획정의 기 를 삼고 있는 지도도식규칙(1974. 6. 3. 건

설부령 제143호) 국립지리원고시 제13호(1974. 12. 10)에 의하여 국립지

리원이 작성한 지형도의 해상에 표시된 경계표시는 도서의 소속을 표시할

뿐 지방자치단체의 할구역을 단하는데 아무런 법 구속력이나 입증력

을 가지지 아니한다는 것이 지리원의 공식견해이고 정부 모든 부처간에

도 다툼이 없다. 따라서 이를 기 으로 경계를 확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더 나아가 지형도가 그러한 기능을 한다면 공유수면에 하여 해 도를

작성하고 해번을 부여하여야 하는데 그것이 가능한지도 의문이다. 한 바

다에 한 지방자치단체의 해상경계가 국립지리원 간행의 지형도상 해상경

계에 따라서 결정되어 왔다는 오랜 행의 존재도 다수의견이 든 사실만으

로 인정키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행에 하여 법 확신에 의하여 습

법이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는 더더욱 없다. 습법이란 곧 법률

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함부로 그 존재를 인정하여서는 아니되

고, 몇 번의 선례가 존재한다는 것만으로 족한 것이 아니라 그에 한 국

민의 법 확신이 존재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그러한 습법의 존

재를 인정한 것은 법창설행 에 다름 아니다.”

이어서 소수의견은 “물론 우리들이 바다에 한 지방자치단체간의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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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정의 필요성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국가는 국가의 해양정책 목

필요에 따라 조업수역범 , 해양안 심 원의 할구역, 해양경찰서의 할

구역 등 다양한 리구역을 합리 으로 설정할 수 있고, 개별법령 등에 의

하여 지방자치단체에게 구역을 정하여 리권한을 임할 수도 있을 것이

나, 이를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으로 획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라고 시하 다.

5. 이 사건 해역에 한 자치권한의 귀속 단

우리나라에서 발행된 지형도상의 해상경계선을 기 으로 이 사건 해역

에 한 자치권한이 어느 지방자치단체에게 귀속되는지를 살펴본다.

가. 이 사건 아산만 해역에 한 지형도상 해상경계선

(1) 이 사건 아산만 해역에 한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의 내용

“아산”(축 도 1:50,000) 지역에 해서 일제시 인 1916년에 제작된 지

형도부터 1963년, 1968년, 1971년, 1974년, 1975년, 1977년, 1987년 등에 편

집, 인쇄된 지형도들을 살펴볼 때, 이 사건 해역이 속해 있는 이 사건 아산

만해역(‘아산만 해역 에서 충청남도 당진군 송악면 한진리 앞 해역에서

아산방조제 사이에 치하고 있는 해역’)에 표시된 지형도상의 해상경계선

은 일제시 부터 재까지 큰 변동이 없다.

(2) 이 사건 아산만 해역상 “ 웅바 ” 섬을 기 으로 한 해상경계선

이 사건 아산만 해역에 해서 살펴보면, 1916년( 정 5년)에 제작된 지

형도에는 해상의 “ 암( 웅바 )” 섬을 기 으로 행정구역 경계가 나 어

져 있었으며, 해방 이후의 지형도들에서도 암( 웅바 ) 섬을 기 으로

경기도와 충청남도 간의 도계가 표시되어 있다. 따라서 웅바 섬을 기

으로 양 도간의 경계가 구분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웅바 섬은 그 면 규모가 330㎡이고 암석으로 구성된 무인도인데,

1916년 간행의 지형도부터 재의 지형도에 이르기까지 일 되게 하나의

행정구역에 속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아산만 해역에서의 해상경계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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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데 요한 기 이 된다.

그러므로 해역에서의 경계를 정할 때 기 (기선)으로써 요한 의미를

지니는 도서(섬)인 웅바 의 행정구역은 충청남도 당진군에 속한다.

그런데 지형도상 표기된 해상의 경계표시는 지도제작 도식 용 규정에

따라 행정구역과 련시켜 도(섬) 등의 소속을 해독하기 한 것이라는

에 해서는 국립지리원, 행정자치부 등에서 일치된 견해를 보이고 있으므

로, 이 사건 아산만 해역상 도서(섬)인 “ 웅바 ”에 한 해상경계 표시는

충청남도와 경기도간의 경계로서 법 구속력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3) 이 사건 아산만 해역상 “ 웅바 ”섬과 아산 방조제 사이의 해역

에 한 해상경계선

이 사건 아산만에 해서 그동안 편집된 지형도들을 살펴보면, 부분의

지형도에서 이 사건 아산만 해역에 한 경계표시가 부분 으로 띄엄띄엄

표시되어 있었다. 그러나 1977년에 편집된 지형도상에는 외 으로 이 사

건 아산만 해역에 한 해상경계가 하나의 연결선으로 표시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아산만 해역 에서 웅바 섬과 아산 방조제 사이

의 해역에 한 경계표시가 완 하게(1977년 지도) 는 불완 하게(1977

년 지도를 제외한 나머지 지도) 표시되어 있어서, 해역에 한 해상경계

가 사실상 불명확하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섬이 아닌 해역인 웅바 섬과 아산 방조제 사이

에 치한 이 사건 아산만 해역상의 해상경계 표시에 해서는 법 구속

력을 갖지 않는다.

(4) 1977년 편집되어 1978년에 간행된 아산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의

인정 가능성

1977년에 편집되어 1978년에 간행된 지형도(“아산” 1:50,000)상에는 도간

해상경계선이 끊김없는 연결선으로 완벽하게 표시되어 있다. 따라서 1977

년에 편집된 지형도의 해상경계선을 이 사건 아산만해역에 한 경계설정

기 으로 인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경우에는 연결선을 좌표화하여

이 사건 아산만 해역상의 경계선으로 특정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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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할 행정지도의 작성 사용

한편, 행정자치부, 당진군 평택시는 국립지리원이 발행하는 국가지형

도에 근거하여 ‘ 할 행정지도’를 제작하여 사용해 왔는데, 행정지도에서도

해상경계선이 부분 으로 표시되어 있었다.

(6)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에 한 종합 단

이 사건 아산만 해역상 도서(섬)인 “ 웅바 ”에 한 행정구역 할 표

시는 충청남도와 경기도간의 경계로서 법 구속력을 가진다. 이에 따르면

웅바 는 충청남도에 속한다.

그러나 웅바 섬과 아산 방조제 사이에 치하는 이 사건 아산만 해

역상의 해상경계 표시는 완 하게 는 부분 으로 존재한다. 그런데 이에

한 법 구속력은 일반 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 지만 지형도상 해상경계선(특히 1977년도에 편집되어 1978년에 간행

된 지형도상의 연결된 해상경계선)을 근거로 행해진 일련의 행정 행이 존

재하는 경우에는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을 습법상 경계로 인정할 수도 있

을 것이다.

나. 이 사건 아산만 해역에 한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이 습법상

해상경계선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이 습법상 경계선으로

인정되지만, 구체 인 사건에서 특정한 해상경계선이 습법 인 경계선으

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해서는 별도의 단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 사

건 아산만 해역에 한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이 습법상의 해상경계선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1) 이 사건 아산만 해역에 한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을 사용한 행정

행이 존재한지 여부 그 존재기간

(가) 이 사건 아산만 해역에서의 지방자치단체들의 행정 할권 행사의

내용

이 사건 아산만 해역에서 지방자치단체들이 행정 할권을 행사한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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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시기별로 나 어 살펴본다.

1) 1966년부터 1973년까지의 기간(경기도 충청남도가 이 사건 아산

만 해역을 나 지 않고 어업 행정권을 동시에 행사하 던 시기)

경기도지사는 1966. 4. 6. 이 사건 아산만해역에서 해상경계선을 기 으

로 경기도 쪽 뿐만 아니라 충청남도 쪽에 속하는 지역에 해서도 부분

으로 어업면허처분을 하 다는 사실이 확인된다(피청구인 제출자료, “을제

20호증의1 내지 116 : 각 양식어업권등로부 양식장도면” 참조). 그러나

지역에 한 어업면허들은 1973. 12. 19. 아산방조제가 공됨에 따라

모두 취소되었다. 그리고 당시 존재하던 어업활동에 한 피해보상이 이

루어졌다.

충청남도지사도 1966년부터 1973년까지 이 사건 아산만 해역에서 충청

남도 쪽에 속하는 지역에서 어업행정권을 행사하 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 제출 자료, ‘아산항 인근해역 어업면허 처분 내역(1955-1961,

1964-1969, 1970년 )’ ‘갑제25호증의1 내지 197 : 당진군 어장 허가 치

도’ 참조).

그런데 기간 에는 양식어업에 한 심이 별로 크지 않아서 이 사

건 아산만해역에서 해상경계선을 둘러싼 어업 행정 할권에 한 다툼이

경기도와 충청남도 사이에 없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어업단속행 도 존재

하지 않았다.

그 다면 경기도와 충청남도가 1966년부터 어업면허가 취소된 1973년까

지 이 사건 아산만 해역에서 어업면허와 련된 어업 행정 할권을 동시에

행사하 다고 볼 수 있다.

2) 1983. 2.에서 1992. 9.까지의 기간 (충청남도 경기도가 이 사건

아산만 해역을 나 어서 어업행정권을 행사하 던 시기)

가) 어업면허처분

이 사건 아산만해역에서의 어업활동은 1983년 이후 다시 재개되었다.

충청남도지사와 경기도지사는 1983. 2. 21. 이후 이 사건 아산만해역

에서 어장이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국가(당시 수산청장)의 승인을 받아

1/50,000 지형도(1977년 편집된 것으로 보임)상의 도간 해상경계선을 기

으로 어업면허처분을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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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지사는 이 사건 아산만해역 에서 해상경계선을 기 으로

충청남도 쪽에 속하는 해역에 김 바지락 양식에 한 12건(총 210㏊)의

어업면허처분을 1983. 2. 21.부터 1986. 3. 27.에 걸쳐서 하 다.

그리고 경기도지사는 이 사건 아산만해역 에서 해상경계선을 기

으로 경기도쪽에 속하는 해역에 김 바지락 양식에 한 4건(총 99.5㏊)

의 어업면허처분을 1984. 7. 16.에서 1985. 10. 29.에 걸쳐서 하 다.

이와 같은 사실은 수산청/국립수산진흥원이 1985년경에 국의 연안어장

을 조사하여 1988. 12.에 발간한 “연안어장기본조사보고서”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보고서 “충청남도편”, 53-58 쪽과 “인천․경기편”, 241-242 쪽에

는 충청남도지사와 경기도지사가 행한 어업면허처분에 의하여 정해진 어업

지역이 지형도(해상경계표시가 연결선으로 존재하고 있어서 1977년에 편집

된 것으로 보임)상에 표시되어 있고, 구체 인 어업내역이 기술되어 있다.

따라서 1983. 2.이후에는 경기도지사와 충남도지사가 아산(1:50,000) 지형

도상에 표시되어 있는 이 사건 아산만 해역상의 도간 해상경계선을 기 으

로 하여 별다른 분쟁 없이 자신에게 속하는 해역에서 각자 어업면허처분을

내려서 자신의 어업 할권을 행사해 왔다고 볼 수 있다.

그 다면 1983. 2.에서 1992. 9.까지의 기간에는 지형도상의 해상경계선

이 이 사건 아산만 해역에 한 행정구역의 경계를 가르는 기 으로 작용

하 다고 할 것이다.

나) 어업단속행

지방자치단체의 어업감독공무원은 그 근무지를 할하는 지방검찰청 검

사장의 지명을 받아 그 소속 서 할 구역안에서 발생하는 수산업에 한

범죄에 하여 그 직무를 행하고 있다.

우선 경기도 화성군 우정면 국화도와 충청남도 당지군 석문면 사이를 지

나고 있는 도간 해상경계선은 당진군 육지지역에서 약 3km 떨어져 있고

화성군 육지지역에서는 약 17km가 떨어져 있어서, 양 도 사이에 치하는

아산만 해역(‘서해에서 아산방조제 사이에 치하고 있는 해역’)을 살펴보

면 당진군소속 어장이 매우 소하여 당진군소속 어업인들이 경기도로부터

범칙어선 처분을 많이 받았는데, 경기도가 당진군 어업인들을 불법어업으

로 발한 내역은 1972년 이후 총 96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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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만 해역과는 달리 웅바 섬을 포함하고 있는 이 사건 아산만

해역에서는 양 도간 해상경계선이 경기도 평택시 쪽으로 치우쳐 있어서 당

진군측 어업인들이 상 으로 많은 어장을 형성하 으며, 주로 경기도측

어업인들이 충청남도로부터 범칙어선 처분을 받았는데, 충청남도가 경기도

어업인의 불법어업행 를 발한 내역은 1984년 이후 총 7건이었다.

그 다면 충청남도와 경기도는 아산만에 치한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을

기 으로 자신이 할하는 아산만해역에서 어업단속권한을 행사하 다고

할 것이다.

다) 어업피해보상

이 사건 아산만 해역에서는 1983년 이후 어업활동이 계속되었으나, 1992

년 9월경 아산/평택항 건설사업이 실시됨에 따라서 이 사건 아산만 해역에

서의 어업활동이 더 이상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국가는 기존 어업권자들

에게 어업피해보상을 지 하 다

이에 따라 당진군에 거주하는 어업권자들은 에서 본 어업면허처분(총

12건)에 의거하여 면허받은 어장들에서 독 배타 으로 어업을 경 하여

오던 , 1992년 9월에서 11월 사이에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부터 약

100억원의 어업피해보상을 받았다. 그리고 평택시에 거주하는 어업권자들

도 자신의 어업양식장(총 4건)에 해서 어업피해보상을 받았다.

3) 이 사건 제방 공사에 한 계획에서의 해상경계선 사용

해운항만청장은 1993. 8. 21. ’아산국가공업단지 항만개발사업 호안 기

타공사 실시계획 변경승인‘(해운항만청고시 제93-44호, 1993. 8. 21.자 보)

을 함에 있어서 산업입지 개발에 한법률 제19조의2(실시계획변경승인 당

시의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변경 승인내용을 보에 고

시하 다. 고시 내용에 의하면, 사업시행지역의 치는 ‘경기도 평택군

충남 당진군 일원’으로, 사업시행지역의 면 은 ‘170,679㎡’로 각 변경되

었으며, 해상경계선이 연결된 선으로 표기된 ‘계획평면도( 치도)’상에 이

사건 제방이 ‘호안 도류제’로서 충남 당진군 지역으로 표시되어 있었다.

해운항만청장은 고시를 통해서, 계도서는 경기도 평택군청 아산

국가공업단지 항만개발사업 장사무소에 비치하고 이해 계인이 열람하도

록 하 으며, 한 실시계획변경승인내용을 할 시장․군수(평택시장,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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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군수)에게 통보하여 계법령에 따라 조치하도록 하 다. 그런데 그 당

시 실시계획변경승인내용에 해서는 계행정청으로부터 아무런 이의

가 제기되지 않았다.

살피건 해운항만청장이 계획평면도에서 표시한 해상경계선은 1977

년에 편집되어 1978년에 간행된 아산 1/50,000 지형도상에 표시된 해상경

계선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해운항만청장은 이 사건 제방을

건설하기 한 계획에서 이 사건 아산만 해역에 존재한 해상경계선을 기

으로 행정구역을 표시한 것으로 단된다.

4) 종합 정리

1966년부터 1973년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경기도지사와 충청남도지사가

이 사건 아산만해역에서 지형도상의 해상경계선을 크게 의식하지 않고 어

업에 한 행정 할권을 상호간에 행사하 다.

그러나 1983. 2. 이후부터 1992. 9.까지는 경기도지사와 충청남도지사가

지형도상의 해상경계선을 기 으로 이 사건 아산만해역 에서 자신에게

속하는 해역에서만 어업에 한 행정 할권을 독자 으로 행사하 다.

따라서 충청남도는 1983. 2.부터 1992. 9.경까지 이 사건 해역에 한 행

정 할권을 독자 으로 행사하 다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아산만 해역에 한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을 사용한 행정

행이 존재하는지 여부 그 존재기간

에 본 바와 같이 어도 1983. 2. 이후부터 1992. 9.까지는 경기도지사

와 충청남도지사가 지형도상의 해상경계선을 기 으로 이 사건 아산만 해

역 에서 자신에게 속하는 해역에 해서만 어업에 한 행정 할권을 독

자 으로 행사하 다.

따라서 이 사건 아산만 해역에서 지형도상의 해상경계선을 사용한 행정

행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존재하 다고 볼 수 있다.

(2)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을 사용한 행정 행에 한 “법 확신”의

존재 여부

이 사건 아산만 해역에서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을 사용한 행정 행이 오

랜 기간 동안 존재하여 왔으므로,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이 이 사건 아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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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역에서의 행정구역 경계선이라는 에 해서 충청남도 경기도의 지

방자치단체들과 이들 지역에 거주하는 국민(특히 어업인 등)들이 법 으로

확신하고, 이에 따라서 어업에 한 행정처분 등을 하고 일반국민은 이에

따라서 어업활동 등을 해 왔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제방은 해운항만청장이 시행하는 아산국가공업단지 항만개발사

업의 일환으로 건설․조성된 이 사건 해역상의 매립토지 에 설치되었다.

(3) 소결론

다수의견은 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결론 으로 다음과 같이 시

하 다.

“이 사건 아산만 해역에 한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을 사용하여 지방자치

단체들이 어업행정 등을 하여온 행정 행이 존재하고, 이러한 행정 행이

상당히 오랜 기간동안 존재하여 왔으며, 이 사건 아산만에 한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이 해상에서의 행정구역 경계선이라는 에 한 충청남도

경기도의 지방자치단체들과 이들 지역 주민들의 법 확신이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그 다면 이 사건 아산만 해역에 한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은

이 사건 아산만 해역에서의 행정구역 경계를 확인하는 행정 습법상의 경

계선으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특히 1977년에 편집되어 1978년에 간행된

아산 1/50,000 지형도상의 해상경계선은 이 사건 아산만 해역에서의 행정

구역 경계를 확인하는 요한 기 이 된다고 할 것이다.”

다.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을 기 으로 이 사건 해역에 한 귀속

단

다수의견은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을 기 으로 살펴볼 때, 이 사건 해역에

한 할권한은 청구인에게 귀속된다고 다음과 같이 시하 다.

“1977년에 편집되어 1978년에 간행된 아산 1/50,000 지형도에 근거할 때,

이 사건 아산만 해역상 ‘ 웅바 ’ 섬에 한 이 사건 해상경계선은 충청남

도와 경기도간의 행정경계로서 법 구속력을 가지며, 이 사건 아산만 해

역상 ‘ 웅바 ’섬과 서해 교 사이의 이 사건 해상경계선은 그 법 구속

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보더라도, 행정 행상으로 오랜 기간 동안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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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왔기 때문에 행정 습법상 경계선으로 인정되어 법 구속력을 가진

다. 그 다면 1977년에 편집되어 1978년에 간행된 아산 1/50,000 지형도상

에 표시된 이 사건 해상경계선은 이 사건 아산만 해역에서의 경계를 확인

하는 기 으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1977년에 편집되어 1978년에

간행된 아산 1/50,000 지형도상에 표시된 이 사건 해상경계선을 기 으로

할 때, 이 사건 제방이 건설된 이 사건 해역은 충청남도 당진군에 속한다.”

6. 이 사건 제방에 한 할권한의 귀속 단

헌법재 소는 마지막으로 이 사건 제방에 한 할권한이 구에게 귀

속되는지를 단하 는데,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은 다음과 같이 그 견해를

달리하 다.

가. 다수의견

먼 다수의견은 이 사건 제방에 한 할권한이 청구인에게 귀속된다

고 다음과 같이 시하 다.

(1) 지방자치단체의 할구역은 법률 통령령에 의해 변경될 수 있

기 때문에, 종래 특정한 지방자치단체의 할구역에 속하던 공유수면이 매

립되는 경우, 법률 는 통령령에 의한 경계변경이 없는 한, 그 매립지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할구역에 편입된다. 다시 말해서 공유수면에 한

지방자치단체의 할권한이 인정되면 공유수면에 새롭게 매립된 토지도 공

유수면을 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자동 으로 귀속되므로, 지방자치법 제

4조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할구역을 변경하는 법률(시․도간 경계

변경)과 통령령(시․군․구간 경계변경)을 제정할 필요가 없게 된다.

그리고 매립토지 등록에 한 그동안의 행정 행을 살펴보더라도, 공유

수면에 매립된 토지에 해서 할구역을 변경하는 법률이나 통령령을

제정하지 않고,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이 할해 온 공유수면에 매립된

토지를 자신의 할구역으로 삼아서 등록을 해 온 것을 알 수 있다.20)

20) 행정자치부장 의 사실조회에 의하면, 공유수면 매립토지에 한 경계획정은 그

동안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다.

➀ 서산 A․B지구 공유수면 매립지에 한 경계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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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에서 본 바와 같이 공유수면에 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한이

존재하기 때문에, 해역에 한 할구역과 그 해역 에 매립된 토지에

한 할구역이 일치하여야 하므로, 지방자치단체가 할하는 공유수면에

매립된 토지에 한 할권한은 당연히 당해 공유수면을 할하는 지방자

치단체에 귀속된다.

그 다면 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해역에 한 할권한이 청구인

에게 귀속되므로, 이 사건 해역에 건설된 이 사건 제방에 한 할권한도

청구인에게 귀속된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나 이 사건 제방에 한 육지의 특성을 살펴볼 때, 이 사건 제

방은 지리 여건상 청구인과의 사이에는 바다가 놓여 있고, 따라서 당진

군이 이 사건 제방에 한 행정권을 행사하는 것이 비효율 이고, 이 사건

제방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부분 평택시에 거주하므로 주민의 생활권과

충청남도 서산시, 홍성군, 태안군이 련 시․군이 된 서산 지구의 공유수면

매립토지에 한 경계설정에서는 국립지리원 발행 지형도(1:50,000)상 해상경계선

이 경계설정기 으로 용되어 지여건에 합하도록 시․군간에 의하여 경계

가 결정되었다.

➁ 강 유역에 한 경계설정

충청남도 서천군, 북 군산시(옥구군), 익산시가 련 시․군이 된 강유역에

한 경계설정에서는 국립지리원 발행 1:50,000 지형도상의 해상 도계선에 한

경 도를 도상에서 구하여 직각좌표로 환산하여 지 도상의 경계선을 수정하여

경계를 설정하 다('67. 7. 7. 도계정정에 한 질의회신(내무부장 ) '67. 11.

24. 강유역 도계수정( 북재정1236.1-807호) 참조)

➂ 강 하구언에 한 경계설정

강하구언에 한 경계결정에서는 내무부장 의 지시에 의거 국립지리원 발행

의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을 기 으로 충남도지사와 북도지사가 합의조정하여 양

도간의 경계를 확정하 다('91. 3. 12. 하천에서 분할하여 하구언 등록).

➃ 시화지구 해안 매립지역에 한 경계설정

경기도지사는 시흥시와 안산시의 2개 자치단체에 걸쳐있는 경기도 시화지구 해

안 매립지역에 해서 국립지리원 간행의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을 기 으로 조정

하여 시흥시와 안산시간의 새로운 경계선을 설정하 다(경기도 1990. 4. 16. 지방

01600-785).

➄ 시흥시 군자지구 공유수면매립지에 한 경계 설정

앙분쟁조정 원회는 1997. 12. 29. 공유수면매립으로 새로이 조성된 토지에

한 다툼이 있었던 “시흥시 군자지구 공유수면매립지 경계구역 조정”사건에서 ‘도

시계획도상 해상경계선’(국립지리원 간행의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을 행정구역 경

계기 의 거로 볼 수 없다고 보고, 국토의 효율 인 이용 리 지리 치

와 여건, 주민의 편익성, 행정의 능률성 등 일반 인 행정구역획정원칙을 용하

여 공유수면 매립지에 한 경계설정을 해야 한다고 결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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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권이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건설될 항만시설의 리를

단일한 주체가 종합 으로 하는 것이 효율 이라고 단되므로, 이 사건

제방에 한 할권한을 당진군에 귀속시키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만약 이 사건 제방에 한 할권한이 당진군에 귀속된 결과가

불합리하다고 단할 경우에는, 국가가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 제2항

에 의거한 할구역 경계변경 차에 의거하여 법률(시․도간 경계변경)과

통령령(시․군․구간 경계변경)으로 이 사건 제방에 한 구역경계를 다

시 변경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소수의견

다음으로 소수의견은 설령 이 사건 제방의 바닥인 공유수면에 하여 청

구인이 할권한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제방에 한 청구인의 할

권한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다음과 같이 시하 다.

(1)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은 종 에 의한다

고 규정한 것은 종 에 행정구역이 확정되어 있을 때 그 확정된 구역을 변

경하지 아니하고 그 로 둔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문리 해석에 의하더라

도 종 에 존재하지 아니하 던 토지가 새로이 생겨난 경우에는(있지도 아

니한) 종 에 의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바다를 매립

하여 생성된 토지는 종 에는 존재하지 아니하 던 새로운 토지가 생겨난

것이고 이는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바다에서 토지로 형상이 변경된 것이

아니라 종 에 없던 육지(無에서)가 새로 생겨난 것(有로)으로서 종 에 존

재하던 것에 의하여 정하여진 기 이 용될 여지는 처음부터 없는 것이

다. 즉 이 문제는 바다의 행정구역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라는 공유수면

상의 행정구역의 획정기 에 한 것이 아니라 새로 생성된 토지의 할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라는 육지의 행정구역획정기 에 한 것이다. 즉 종

부터 존재하 으나 구역이 확인되지 아니한 미확인 역을 확인하는 것

이 아니라 미소속 토지의 할구역을 창설 으로 정하는 문제다. 그런데

새로 조성된 육지의 행정구역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하여는 아무런 법

률 규정이 없는 것이며, 시ㆍ도간 구역의 변경을 법률로 정해야 한다면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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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이 확정되어 있지 아니한 지역을 시ㆍ도로 편입하는 것도 법률로 정해야

할 것이지 바다의 할권한이 그 에 새로 생긴 토지에도 그 로 미친다

고 볼 수는 없는 이치이다. 공유수면 매립에 의해 새로 생긴 토지의 행정

구역을 법률로 정할 때에는 바다의 경계획정의 원칙을 용할 것이 아니

라 토지에 한 행정구역획정의 일반원칙인 사회통념, 지리 치, 국토의

효율 리, 행정구역의 리, 항만 리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 ,

공익 차원에서 국가의 정책에 따라 정하여야 할 것이다.

(2) 따라서 법률로 이 사건 제방에 한 행정구역을 정하기 에는 이

사건 제방은 어느 자치단체의 구역에 속한다고 확정할 수 없는데, 재로

서는 이 사건 제방에 한 자치권한이 청구인에게 부여되어 있다고 볼 법

률상의 근거가 없다.

7. 이 사건 결정의 의의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새로운 토지가 조성되면 지방자치단체는 자신의

할구역이 넓어지므로, 행정구역의 면 에 따라 배정되는 앙 정부의 교

부세액이 증가하며, 매립된 토지에 한 지방세 부과가 가능하게 되어 지

방조세수입이 증가하게 된다. 이와 같은 이해 계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간에는 공유수면에 매립된 토지에 한 할권한의 다툼이 발생하여 왔다.

헌법재 소의 결정은 공유수면인 바다에 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

권한을 인정하고, 공유수면에 한 해상경계를 도출해내어, 해상경계에

한 분쟁 뿐만 아니라 공유수면에 매립된 토지의 귀속에 한 분쟁을 동시

에 해결하 다는 에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헌법재 소의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발생하는 해상경

계 분쟁과 공유수면에 매립된 토지의 귀속에 한 분쟁의 해결에서도 요

한 기 이 될 것이다.

헌법재 소가 결정에서 내린 이 사건 제방에 한 할권한의 귀속

단은 재 건설 인 평택/당진 항만의 체 면 에 한 할권한에도

향을 미치게 되었다. 결정으로 인하여 충청남도 당진군은 앞으로 완

공될 평택/당진 항만의 체 면 에서 약 350만평, 그리고 평택시는 약

257만평에 한 할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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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 침해

헌확인

-불구속피의자에 한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참여 요구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헌재 2004. 9. 23. 2000헌마138, 례집 16-2상, 543)

金 顯 哲
*

1)

【 시사항】

1. 청구인이 이 사건 헌법소원심 을 청구할 당시 이미 이 사건 거부행

의 상이 된 사실행 (피의자신문)가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심 청구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2. 불구속피의자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헌법 근거 별도

의 입법형성 없이 직 도출되는 범

3. 불구속 피의자가 피의자신문을 받을 때 변호인의 참여를 요구할 권리

가 있는지 여부

4. 피청구인(서울지방검찰청 검사)이 2000. 2. 16. 청구인들로부터 청구인

들에 한 피의자신문시 변호인들이 참여하여 조력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행 (이하 “이 사건 행 ”라 한

다)가 청구인들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헌인지

여부

* 헌법연구 ,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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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상】

이 사건 심 의 상은, 2000. 2. 16. 청구인들로부터 청구인들에 한 피

의자신문시 변호인들이 참여하여 조력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

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피청구인의 행 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

해하는지의 여부이다(청구인들은 변호인의 참여를 거부한 채 피의자신문을

한 피청구인의 행 한 심 의 상으로 삼고 있다고 볼 여지가 없지 않

으나, 이 사건 행 를 공권력의 행사로 보아 심 의 상으로 삼는 이상,

그 이후의 피청구인의 행 는 사실행 로서 거부행 의 헌․ 법상태가

지속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별도의 심 상으로 삼지 아니한다).

【사건의 개요】

1. 심 청구에 이르게 된 경

청구인 1.은 국에서 다수의 시민단체들이 모여 2000. 1. 12. 결성한

2000년 총선시민연 의 공동 표로서, 청구인 2.는 단체의 상임공동집행

원장으로 각 활동하 는데, 2000. 4. 실시된 제16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둔 2000. 1. 24. 총선시민연 는 정당들에 하여 공천을 반 하는 후

보자 명단을 공개한 바 있다. 이에 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의 이러한

행 가 공직선거 선거부정방지법 반 는 명 훼손의 의가 있다는 이

유로 2000. 2. 16. 청구인들을 소환하여 피의자신문을 하 다. 그런데 피

의자신문에 앞서, 청구인들은 변호인들을 통하여 피청구인에게 청구인들에

한 피의자신문에 변호인들이 참여하여 조력할 수 있도록 해 것을 구

두와 서면으로 요청하 으나, 피청구인은 이를 거부한 채 청구인들에

한 피의자신문을 하고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 다. 이에 청구인들은

2000. 2. 24. 피청구인의 거부행 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침

해하 다고 주장하면서, 이의 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 을

청구하 다.

2. 청구인들의 주장과 이해 계인의 의견

가. 청구인들의 주장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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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록 개인이 수사기 에 의하여 체포 는 구속을 당하지 않았다 하

더라도, 헌법 제12조 제4항에서 보장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형사사법권의 상이 될 경우, 컨 불구속 수사나 재 을 받는 경우에

도 당연히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수사기 에서 수사를 받게 되는 피의자가 처한 상황은 피의자가 자유로

운 심리상태를 유지하면서 수사기 의 신문에 항하여 자신을 방어하는

것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든다. 수사기 에 불려가 신문을 받는다는 사실

자체가 개인에게는 매우 압 이고 고통스러운 상황인 것은 물론, 실체법

과 차법에 하여 문지식이 없는 일반인으로서는 수사과정과 수사기

의 질문의 의미 등을 잘 알 수 없는 불안한 상태에서 진술을 할 수밖에 없

는 실정이고, 설사 피의자가 이에 하여 알고 있다 하더라도 막상 피의자

의 신분으로 신문을 받는 경우에는 정상 인 단력을 제 로 발휘하기 어

렵기 때문에, 피의자는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받지 않으면 자신을 방어

하기 어려운 취약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피의자가 수사기 에서 한 진술은 피의자에 하여 결정 으로 불리한

증거가 된다. 더구나 검사에게 한 진술은 법정에서 피의자가 한 진술의 내

용에도 불구하고 증거능력을 가지므로, 검사의 신문을 받는 피의자가 자유

로운 상태에서 진술거부권을 포함한 모든 권리를 철 히 보장받는 가운데

진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매우 요하다. 따라서 수사기 에서 신문을

당하는 피의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한 그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피의자가

주장할 경우 이를 검증할 수 있기 해서는 피의자가 수사를 받을 경우 변

호인이 참석하여 법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감시하고 그때 그때 필

요하고 한 조언을 해 수 있어야 한다.

(2) 한미행정 정에 의하면, 한민국 수사기 의 수사를 받는 미군이나

군속, 그 가족들은 ‘자신의 변호를 하여 자기가 선택하는 변호인을 가질

권리’를 보장받고 있다. 우리나라의 수사기 이 국민들을 피의자로 신문하

면서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는 것은 우리나라 국민을 주한미군

그 군속에 비하여 부당하게 차별 우하는 것으로서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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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장 법무부장 의 의견요지

(1) 헌법 제12조 제4항이 보장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체

포․구속된 피의자나 피고인이 즉시 변호인을 선임하고 변호인과 자유로이

견․교통하여 피의사실이나 공소사실에 하여 충분하게 방어할 수 있

도록 함과 아울러 변호인의 소송기록 열람 등을 보장하고자 하는 규정이

지, 피의자신문에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변호인의 피

의자신문 참여권은 헌법상의 문제가 아니라, ‘실체 진실발견’과 ‘피의자

등의 인권보호’라는 형사 차의 양 이념을 구 하기 한 입법정책의

문제이다.

청구인들은 피의자의 임의성 있는 진술을 해 피의자신문에 변호인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나, 우리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일련의 규정을 통

하여 피의자의 임의로운 진술권과 진술거부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으며

수사기 이 이를 반하는 경우 조서의 증거능력이 부정됨은 물론 불법행

를 구성하여 법률상 책임을 지게 된다.

청구인들은, 피의자신문시 변호인 참여권은 모든 문명국의 공통된 기

이라고 주장하나 일부 국가에서 이러한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모든 국가에서 보편 으로 인정되는 권리는 아니며, 우리나라의 경우 변호

인의 참여권을 인정하는 국가에 비하면 구속기간이 극히 단기일 뿐만 아니

라 변호인의 견교통권이 무제한으로 허용되고 있다는 특수성에 비추어,

이러한 상황에서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의 참여권까지 허용된다면 요범죄

에 한 수사가 사실상 곤란해질 우려가 있다.

(2) 한미행정 정과 같은 정의 합의의사록에 의하여 우리 수사기 이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 등의 범죄를 수사할 때 변호인 참여를 허용하는 것

은 외국인으로서의 특수성을 인정하거나 자국에서의 형사 차에 하는 권

리를 보장하기 하여 특별규정을 둔 것으로서, 그 결과 우리 국민이 미군

등과 다른 처우를 받는다고 하여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결정요지】

1. 청구인들이 이 사건 헌법소원심 을 청구할 당시 이미 이 사건 행

의 상이 된 피청구인의 사실행 (피의자신문)가 종료되었고 이로써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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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의 침해도 종료되었기 때문에, 이 사건 심 청구가

인용된다 하더라도 청구인들의 주 권리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아니한다

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심 청구를 통하여 청구인들이 다투고자

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신체구속을 당하

지 아니한 피의자의 신문에 변호인이 참여할 권리를 함께 포함하는지의 여

부이고, 이러한 문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라는 기본권의 보호범

에 한 근본 인 문제로서 헌 여부의 해명이 헌법 으로 요한 의미

를 가지고 있는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비록 헌법소원의 상이

된 이 사건 행 는 이미 종료되었지만, 그의 헌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은 심 청구의 이익이 있어 법하다.

2. 우리 헌법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불구속 피의자․피고인 모

두에게 포 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에 하여 명시 으로 규율하고 있지는

않지만, 불구속 피의자의 경우에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우리 헌

법에 나타난 법치국가원리, 법 차원칙에서 인정되는 당연한 내용이고,

헌법 제12조 제4항도 이를 제로 특히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에 하여 변

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요성을 강조하기 하여 별도로 명시하고 있

다. 피의자․피고인의 구속 여부를 불문하고 조언과 상담을 통하여 이루어

지는 변호인의 조력자로서의 역할은 변호인선임권과 마찬가지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내용 가장 핵심 인 것이고, 변호인과 상담하고 조

언을 구할 권리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내용 구체 인 입법형

성이 필요한 다른 차 권리의 필수 인 제요건으로서 변호인의 조력

을 받을 권리 그 자체에서 막바로 도출되는 것이다.

3. 불구속 피의자나 피고인의 경우 형사소송법상 특별한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스스로 선임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하여 변호인을 에 두고

조언과 상담을 구하는 것은 수사 차의 개시에서부터 재 차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언제나 가능하다. 따라서 불구속 피의자가 피의자신문시 변호

인을 동하여 신문과정에서 조언과 상담을 구하는 것은 신문과정에서 필

요할 때마다 퇴거하여 변호인으로부터 조언과 상담을 구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한 것으로서 불구속 피의자가 피의자신문 장소를 이탈하여 변호

인의 조언과 상담을 구하는 것과 본질 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다. 형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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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법 제243조는 피의자신문시 의무 으로 참여하여야 하는 자를 규정하고

있을 뿐 극 으로 조항에서 규정한 자 이외의 자의 참여나 입회를 배

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불구속 피의자가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의

조언과 상담을 원한다면, 법한 조력의 우려가 있어 이를 제한하는 다른

규정이 있고 그가 이에 해당한다고 하지 않는 한 수사기 은 피의자의

요구를 거 할 수 없다.

4. 이 사건에서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이 조언과 상담을 구하기 하여 한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참여 요구를 거부하면서 그 사유를 밝히지도 않았고,

그에 한 자료도 제출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의자신

문시 청구인들의 변호인과의 조언과 상담요구를 제한한 이 사건 행 는 평

등권침해 여부에 하여 나아가 단할 필요 없이 청구인들의 변호인의 조

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 으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이나, 그 행 로 인하

여 래된 헌 상태가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이를 취소하는 신 행

가 헌임을 확인하는 것이다.

재 권 성, 재 이상경의 별개의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신체의 자유와 한 련이 있는 기본

권으로 더 이상 국가의 시혜 인 차형성에 달려있는 권리가 아니며, 불

구속 피의자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헌법 제10조, 헌법 제12조 제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 차의 원칙, 헌법 제12조 제4항, 헌법 제27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정한 재 을 받을 권리, 헌법 제37조 제1항, 법치국

가원리의 한 요소인 공정한 차의 이념 등으로부터 도출되는 헌법상의 기

본권으로, 국가권력에 한 계에서 최 한 보장되어야 할 권리이다. 불구

속피의자의 진술거부권 등의 행사를 실질 으로 보장하고, 피의자신문과정

의 기본권침해 우려를 방하고, 구속된 피의자 못지 않게 궁박한 상황에

놓여 있는 불구속피의자를 보호하며, 법률 문가의 조력을 필요로 하는 피

의자가 방어권을 실질 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불구속피의자에게도 ‘피의

자신문에 변호인을 참여시킬 권리’를 보장하여야 하며, 이는 변호인의 조력

을 받을 권리의 핵심 내용이라 할 것이다.

이 사안에서 청구인들의 피의사실은 방어권행사를 실질 으로 보장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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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변호인의 한 조력을 받을 필요성이 매우 큰 경우이며, 청구인

들의 피의자신문에 변호인을 참여시킨다고 하더라도 실체 진실발견을 방

해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험이 높지 않고, 피해자나 참고인의 생명․신체

의 안 등의 법익을 해칠 가능성이 거의 없는 등, 피청구인이 이 사건 피

의자신문에 변호인참여를 제한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청구인들이 제

한받는 기본권에 비하여 더 크다고 하기 어려워 기본권침해를 정당화하기

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않고 청구인들이

피의자신문 차에 변호인을 참여시키려는 것을 원천 으로 막은 이 사건

행 는 청구인들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공정한 재 을 받을 권리

를 침해한 것이다.

재 김 일의 반 의견

변호인참여요구권은 차 권리로서 청구권 기본권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헌법상의 권리로 인정되려면 자유권 기본권과는 달

리 그에 한 명문의 규정이 있다든가 련조항들의 유추에 의하여 그러한

권리가 인정된다는 해석이 가능한 경우라야만 한다. 우리 헌법 제12조 제4

항의 명문규정은 체포․구속을 당한 경우와 형사피고인의 경우만을 언 하

고 있는데, 이러한 법문의 취지는 우리 헌법이 그 입헌 당시에 불구속피의

자와 체포․구속된 피의자 형사피고인을 개념상 구분하고 그 체포․

구속된 피의자와 형사피고인에 하여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

장하고 불구속피의자에 하여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헌법 차

원에서는 보장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천명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아가

헌법 제12조 제4항이 불구속피의자의 경우에 유추 용될 수 있는지에 하

여 보건 , 불구속피의자가 처하게 되는 법 인 상황은 체포․구속된 피의

자나 피고인 등의 법 인 상황과 본질 으로 상이하기 때문에 헌법 제12조

제4항 등을 불구속피의자에 해서까지 함부로 유추 용할 수는 없다.

한, 법치국가원리나 법 차원칙과 같은 추상 원리로부터 구체 인 헌

법 권리를 도출하기 하여는 그 최소한의 요건으로 그와 같은 도출이

다른 헌법의 명문규정과 모순되지 않아야 하는데, 헌법 제12조 제4항의 의

미는 불구속피의자에 하여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헌법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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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보장하지는 않겠다는 것이므로 와 같은 도출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결국, 불구속피의자의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참여요구권이 헌법상 보장된 기

본권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한편, 한민국이 주한미군 등에 한 형사재 권을 행사할 경우 용되

는 한미행정 정 제22조 제9항 (마)호는 ‘자신의 변호를 하여 자기가 선

택하는 변호인을 가질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나, 이는 ‘공소가 제기되는 때’

에 용되는 규정이고, 조항에 련된 한미행정 정의 합의의사록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체포 는 구 되는 때로부터 존재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한미행정 정이 모든 불구속피의자에 하여 변호인참여요

구권을 보장하고 있다고 하기도 어렵다. 보다 근본 으로는, 평등권은 본질

으로 동일한 것을 다르게 취 하는 경우에 문제되는 것인데 한미행정

정은 한민국에 주둔하는 외국군 의 특수성과 외교 계 등을 고려하여

한민국과 아메리카합 국 사이에 이루어진 정이고, 주한미군 등에

한 규율은 이러한 정에 의하여 하는 반면 청구인들에 한 규율은 국내

법에 의하여 하는 것이어서 양자가 본질 으로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 그

러므로 양자의 본질 동일성을 제로 하는 청구인들의 평등권침해 주장

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없다.

재 송인 , 재 주선회의 반 의견

차 기본권 는 청구권 기본권은 입법자의 구체 형성 없이는 개

별 사건에 직 용할 수 없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 사건에서 문제

되는 변호인참여 요구권의 경우에도, 어떠한 경우에 어느 정도로 보장되는

지에 한 입법자의 구체 인 결정이 없이는 변호인참여 요구권의 내용은

정해지지 않는다. 그런데 입법자는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의 참여와 련하

여 형사소송법 제243조에서 피의자신문시 참여할 수 있는 자에 변호인을

포함시키지 않았고, 그 외 달리 변호인의 참여를 보장하거나 허용하는 규

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 결과, 입법자는 피의자의 구속 여부를 불구하고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을 참여하게 해야 할 수사기 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

지 않다. 이와 같이, 입법자가 불구속피의자 신문시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

장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효율 형사소추를 통한 실체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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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의 발견이라는 한 공익의 실 을 한 것이며, 변호인의 참여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피의자가 달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 효과 인 변호가 가능하고 이로써 피의자의

방어권과 공정한 차가 보장될 수 있다고 단되므로(헌법 제12조 제2

항․제7항, 형사소송법 제200조 제2항, 제309조, 제243조, 제312조, 제30조

참조), 피의자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비례의 원칙에 반되어 과

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행 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

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이 사건의 경우, 검사가 수사의 합목 성을 근거

로 변호인의 참여를 허용하지 않은 것은 입법자의 합헌 인 결정에 부합하

는 것이고, 그외 달리 청구인의 방어권 행사나 변호인의 효과 인 변호를

하게 곤란하게 하거나 불가능하게 하는 등의 구체 재량행사의 잘못

을 찾아 볼 수 없다. 그 밖에 평등권침해 주장에 한 단은 재 김

일의 반 의견과 같으므로 해당 부분을 원용한다.

【해설】

1. 서론

‘불구속피의자’에게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특히 수사기 에서 피

의자신문을 받을 때 변호인을 참여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헌법상 보장되는

가? 우리 헌법(제12조 제4항)은 구든지 “체포 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일응 변호인

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체포 는 구속된 자’에게만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 이 문제는 이 사건을 바라보는 핵심 쟁 이라고

할 수 있다.

2. 본안 단을 한 기 자료

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한 각국의 입법례

(1) 유럽인권 약(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유럽인권 약 제6조는 그 본문에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람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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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든지 다음과 같은 최소한의 권리를 가진다.”1) 라고 규정하고, 그 (c)항

에서 “자기 스스로 혹은 자신이 선임한 변호인을 통하여 자신을 방어할 수

있다. 만일 변호인을 선임하기에 충분한 자력이 없는 사안에서는 정당한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 피고인 스스로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변호인이

제공되어야 한다.”2) 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제6조는 ‘기본 권리의무를 결정하는 재 사건 는 기소된

형사사건’3)에 한 조문이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는 역

은 ‘기소된 형사피고인’에 한정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 미국

수정헌법 제6조4)는 기소된 피고인에 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

리’를 인정한 규정이므로 수사단계에 바로 용되는 것은 아니며, 수사단계

에서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는 헌법조항은 없다. 그러나

미국 연방 법원은 1932년의 Powell v. Alabama5) 사건 이후, 수정헌법 제

6조 등의 해석을 통하여 형사피고인 는 피의자의 국선변호권을 헌법 으

로 보장하는 범 를 조 씩 확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리하여 연방 법원은 1966년의 Miranda v. Arizona6) 사건에서 수사단

계에서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특히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을

인정하 다(미란다원칙). ‘미란다 원칙’은 모든 체포․구 상태에서의 피의

자신문은 본래 강압 인 성격을 가진다는 것을 제로 하고 있으며, 미란

다 결의 쟁 은 구 는 다른 방법으로 자유가 박탈당한 상태에서

1) ARTICLE 6 : Everyone charged with a criminal offence has the following

minimum rights.

2) (c) to defend himself in person or through legal assistance of his own

choosing or, if he has not sufficient means to pay for legal assistance, to be

given it free when the interests of justice so require.

3) ‘In the determination of his civil rights and obligations or of any criminal

charge against him’

4) “In all criminal prosecutions, the accused shall enjoy the right to have the

assistance of counsel for his defense.” : 모든 형사사건의 기소에서, 피고인은 자

신의 방어를 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향유한다.

5) 287 U.S. 45 (1932)

6) 384 U.S. 436 (1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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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해진 피의자신문으로부터 얻은 진술의 임의성 여부에 한 것이다. 즉,

‘미란다 원칙’이 용되는 것은 원칙 으로 피의자가 구 되거나 이와 버

가는 상태에서의 피의자신문에 제한된다.7)

이러한 이유에서 연방 법원은 1983년의 California v. Beheler8) 사건에

서 피의자가 스스로 경찰에 출두하여 자신의 범행을 자백한 경우에는 미란

다원칙이 용되지 않는다고 하 다. 그리고 1990년의 Minnick v.

Mississipi9) 사건에서는 미란다원칙의 변호인참여권의 내용에 하여, “피

의자가 일단 변호인의 참여를 요청하 다면, 단순히 변호인과 면담하게 하

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신문과정에 변호인이 참여해야 한다.”고

시하 다.10)

(3) 독일

독일의 기본법에는 ‘변호인’에 한 규정이 없고 형사소송법에서 이를 규

정하고 있다. 즉, 형사소송법 제137조 제1항은 “피의자는 형사 차의 모든

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36조 제1항

은 “최 의 피의자신문 개시 에 피의자에게 묵비권, 진술거부권, 변호인에

게 질문할 권리를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검사의 피의자신문에 한 규정인 형사소송법 제163조의a 제3항11)

은 사의 피의자 신문시 변호인의 참여를 허용한 조항인 제168조의c 제1

항12)을 용하도록 함으로써 검사의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의 참여권을 인정

7) 박미숙,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 ⌜형사정책연구 제6권제3호⌟(한국형사정책

연구원 1995년가을호), 190면.

8) 463 U.S. 1121 (1983)

9) 498 U.S. 146 (1990)

10) 한편, 연방 법원은 2000년의 Dickerson v. United States, 530 U.S. 428 사건에

서, “Miranda 원칙은 수정헌법 제5조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연방의회가 법률제

정을 통하여 Miranda 결에서 시한 헌법 요건을 제거할 수 없다.”고 시하

다.

11) 형사소송법 제163조의a ③피의자는 검사의 소환에 응하여 출두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제133조 내지 136조의a 168조의c 제1항 제5항을 용한다. 법원은 피

의자의 신청에 의하여 구인의 법성에 하여 단하는데, 이 경우 제161조의a

제3항 제2문 내지 제4문을 용한다.

12) 형사소송법 제168조의c ①피의자에 한 사의 신문시 검사와 변호인의 참석을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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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극 으로 질문, 조언, 언 등

의 변호행 를 할 수 있다. 피의자와 변호인에게는 수사목 이 태롭게

되지 않는 한 검사의 피의자신문기일을 통지해야 한다(제163조의a 제3항,

제168조의c 제5항).

이와 같이 검찰의 수사에 있어서는 피의자의 체포․구 의 여부와 계

없이 변호인의 참여권(Anwesenheitsrecht)이 인정되고 있으나, 경찰의 수

사에 있어서는 변호인의 참여권이 인정되고 있지 않다.

(4) 랑스

수사기 의 수사단계에서 변호인의 참여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변호인의

견도 피의자가 체포․구 된지 20시간이 경과해야 허용되며, 견시간도

30분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형사소송법 제63조의4).

(5) 일본

일본국헌법은 제34조에서 “ 구든지 … 즉시 변호인에게 의뢰하는 권리

가 부여되지 아니하면 억류 는 구 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37조

제3항에서 “형사피고인은 여하한 경우에 있어서도 자격이 있는 변호인을

의뢰할 수 있다. 피고인이 스스로 이를 의뢰할 수 없을 때에는 국가가 변

호인을 붙인다.” 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우리의 경우와 같이 변호인의

견교통권에 한 규정(형사소송법 제39조)은 있으나 변호인의 참여권에

하여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며 실무상으로도 변호인의 참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6) 국13)

국에는 성문헌법이 존재하지 아니하나 실무상 원칙 으로 변호인의

참여를 허용하고 있으며, 다만 증거수집의 장애, 타인에 한 침해 등의

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참여한 변호인

의 행동으로 인하여 피의자를 하게 신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변호인에

13) 박승옥, 수사 차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21세기 인권⌟(한길사 2000),

229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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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퇴거를 요구할 수 있다.14)

(7) 이와 같은 외국의 입법례를 보면, 변호인의 참여권을 인정할 것인지

의 여부 인정하는 경우 참여권의 범 에 하여 각국마다 입장을 달리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한 우리 헌법규정의 연

(1) 제헌헌법 이 의 법령

우리 헌법이 제정될 당시에는 1948. 3. 20. 제정되어 1948. 4. 1. 효력이

발생된 남조선과도정부 법령 제176호(미군정법령 제176호)가 시행 이었

는데, 그 ‘구속을 당한 경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한 제11조

내지 제14조15)에 하여 민복기 법원장 등은 “종래의 제도에 의하면 기

소된 피고인에 한하여 변호인을 선임하게 되었던바, 본령의 시행에 있어서

이러한 종래의 제도를 개 하여 피의자에게 변호인선임의 기회를 주는 것

이다. 즉, 피의자 는 피고인이 구속된 경우에는 즉시로 그 구체 범죄사

실과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취지를 알려야 하고 이를 청취서 등에 기재

하여 기록상 분명히 나타나게 하여야 할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다.16)

14) Code of Practice for Detention, Treatment and Questioning of Persons by

Police Officers 6.8, 6.9

15) 제11조 : 피의자 는 피고인을 구속한 경우에는 즉시로 그 구체 범죄사실과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취지를 알려야 한다. 가족의 면

에서 피의자를 구속하는 경우 는 피의자의 가족이 구속의 이유를 묻는 경우

에는 그 가족에게도 구체 범죄사실과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취지를 알려

야 한다.

제12조 : 신체의 구속을 당한 경우에는 그 본인, 법정 리인, 보좌인, 직계존속,

배우자 호주는 각각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그 선임은 선임한 날로부터 제

1심 공 시까지 효력이 있다.

제13조 : 피의자 는 피고인의 변호인이 그 구속의 이유를 묻는 경우에는 구체

범죄사실을 알려야 한다. 변호인은 재 소, 검찰 , 사법경찰 에게 피고인

는 피의자를 하여 증거를 제출할 권리가 있다.

제14조 : ① 피의자와 변호인의 견 신서(信書)의 왕복은 지하지 못한다.

그러나 죄증(罪證)을 인멸, 날조, 는 피의자를 도피 할 상당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 아니하다. ② 항에 규정한 외에 의하여 견 는 신서의

왕복을 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갖추어 할 재 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변호인은 제1항에 외로 규정한 지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재 소에

하여 그 해제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재 소가 그 신청을 수리한 경우에는 2일

이내에 그 허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6) 민복기/정윤환, ⌜형사소송법 개설⌟(조선출 문화사 1950), 53-54면, 102-106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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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헌헌법 (1948. 7. 17)

제9조 ③ 구든지 체포, 구 을 받은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

을 권리와 그 당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가 보장된다.

유진오 박사는 이 조항에 하여, “(제헌헌법 제9조 제3항 단은) 구

든지 체포, 구 을 당하 을 때에는 즉시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음

을 규정하는데, 이것은 체포 는 구 된 자가 경찰기 의 손에 있을 때부

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종래에는 검찰기 에 송

치된 때로부터 비로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었던 계상 피의자는

충분히 그 이익을 방어할 수 없었으므로, 이 규정은 피의자의 인신보호상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설명하 다.17)

(3) 제3공화국헌법(1962. 12. 26) 제4공화국헌법(1972. 12. 27)

제10조 ④ 구든지 체포․구 을 받은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법률이 정하는 경우에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

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4) 제5공화국헌법(1980. 10. 27)

제5공화국헌법의 경우 제3, 4공화국 헌법규정에 하여 조문의 치를

제11조로 변경하고, 다음 친 부분과 같이 문구만을 수정하 다.

제11조 ④ 구든지 체포․구 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법률이 정하는 경우에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

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5) 행 헌법(1987. 10. 29)

제12조 ④ 구든지 체포 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

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17) 유진오, ⌜新稿憲法解義⌟(일조각 1954), 70-7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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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행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한 법규정

형사소송법 제30조18)는 피의자․피고인의 변호인선임권을 규정하고 있

고, 제34조 제35조는 각 변호인의 견교통권19)과 서류․증거물의 열

람․등사권20)을 규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은 구속 장을 청구받은 법 이 피의자를 심문하는 경우 변

호인이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제201조의2 제5항), 체

포․구속의 부심사를 청구받은 법 이 피의자를 심문하는 경우 변호인이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제214조의2 제8항), 법 의 구

속 장실질심사와 구속 부심사의 경우 변호인의 참여권이 인정되고 있다.

한편, 형사소송법은 변호인이 공 차에서의 피고인신문에 참여하는 것

을 보장하고 있는 반면(제287조 제1항), 수사 차에서는 피의자의 구속여부

를 불구하고 변호인에게 피의자신문에의 참여를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

지 않다.21)

다만, 경찰은 1999년 ⌜피의자 신문과정에 변호인의 참여를 보장하는 지

침⌟을 정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경찰서장은 피의자신문시 피의자 진술의

임의성을 확보하기 하여 신문과정에 변호인을 참여하게 할 수 있되, 변

호인을 참여시킴으로써 수사에 한 지장을 래한다고 단되는 등 특

정한 경우에 한하여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22)

한, 검찰도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운 지침⌟을 마련하여 2003.

1. 2.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이에 의하면 검사는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

변호인이 참여를 요청할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하며, 다만 수사에 지장을

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참여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고(제2조), 검사

는 변호인의 신문참여로 인하여 수사의 방해․개입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

18) 형사소송법 제30조 ① 피고인 는 피의자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19) 형사소송법 제34조(피고인․피의자와의 견․교통․수진) 변호인 는 변호인

이 되려는 자는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 는 피의자와 견하고 서류 는 물건

을 수할 수 있으며 의사로 하여 진료하게 할 수 있다.

20) 형사소송법 제35조(서류․증거물의 열람․등사) 변호인은 소송계속 의 계서

류 는 증거물을 열람 는 등사할 수 있다.

21) 형사소송법 제243조(피의자신문과 참여자) 검사가 피의자를 신문함에는 검찰청

수사 는 서기 이나 서기를 참여하게 하여야 하고 사법경찰 이 피의자를 신

문함에는 사법경찰 리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22) 박승옥, 게논문(2000), 239면.



520 헌법재 소결정해설집 2004

는 변호인에게 퇴거를 요구할 수 있으며(제5조), 검사는 피의자신문 변

호인이 견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한다(제7조).

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내용

(1)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국가권력의 일방 인 형벌권행사에

항하여 자신에게 부여된 헌법상․ 차법상의 권리와 방어가능성을 효율

이고 독립 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변호인의 도움을 얻을 피의자․피고인

의 권리를 보장한다.

헌법이 피의자․피고인의 권리로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

하는 것은, 단지 형식 으로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의 보장을 넘어서, ‘조력

을 받을 권리’가 효과 으로 행사되기 하여 필요한 권리를 함께 보장한

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효과 인 변호’를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23)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구체 인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는 ‘형사 차에서 변호인의 어떠한 역할이 효과 인 변

호를 하여 불가결하기 때문에 기본권의 보호범 에 포함되어야 하는가’

에 달려 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실질 으로 보장되기 하여 어떠한 권리

가 함께 보장되어야 하는가’의 문제는 형사 차에서 변호인의 역할과 기능

의 에 의하여 단되어야 한다. 변호인은 형사 차에서 심리 압박,

행동의 자유의 제약 등 다양한 제한을 받고 있는 피고인을 지원하여 그로

하여 극 인 소송당사자로서의 역할을 가능하게 하고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이와 한 계에 있는 것으로서, 피

고인을 법원․검찰 등 형벌소추기 으로부터 독립시켜 소송주체로서의 자

주성을 확보하게 하는 것도 변호인의 과제이다. 한 피고인에게 소송과

련된 요한 정보를 얻어주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실을 주장함으로써

이러한 방법으로 실체 진실의 발견에 기여하는 것도 그의 과제이다. 이

러한 기능과 역할을 제 로 이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변호인에게 보장된

경우에만 변호인의 조력은 효과 일 수 있다.24)

23) 헌법재 소도 같은 취지로 ‘변호인의 조력’이란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의미한

다고 하 다(헌재 1992. 1. 28. 91헌마111, 례집 4, 51,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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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형사 차에서의 변호인의 역할은, 첫째 피의자가 수사․공소기 과

립되는 당사자의 지 에서 스스로 방어하는 것을 지원하는 피의자의 조

력자로서의 기능(피의자의 방어권행사를 보조하는 기능), 둘째 피의자에 유

리하게 형사 차의 진행과 결과에 향을 행사하고 피의자의 권리가 수

되는지를 감시․통제하는 기능으로 나 어 볼 수 있다.25)

우선, 피의자의 조력자로서의 기능은 무엇보다도 피의자에 한 조언과

상담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특히 신체구속된 피의자의 경우 피의자를 상담

할 권리는 피의자와의 자유로운 견교통권(Recht auf freien Verkehr)으로

구체화된다. 피의자를 한 변호인의 활동이 충분히 보장되기 해서는 효

과 인 변호의 필수 제조건으로서 피의자가 변호인과 자유롭게 하

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변호

인과의 견교통권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 으로 보장하는

가장 핵심 인 내용으로서 변호 방어의 비를 하여 불가결한 권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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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피의자에게 유리하도록 차의 결과에 향을 미치고 피의자의

권리가 수되도록 감시․통제하는 역할과 피의자의 방어를 지원하는 변

호인의 과제는 형사 차에서의 변호인의 참여권(Anwesenheitsrecht)을 요

청한다.

뿐만 아니라 변호인은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형사 차에 향을 미치기

해서는 형사 차의 결과가 확정되기 에 진술을 통하여 결과에 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 즉 진술권(Äußerungsrecht)을 가져야 한다. 입법자는

진술의 시기와 방법에 하여 형성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나, 변호인이

한 진술을 통하여 차의 결과에 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장되

어야 한다는 것에 입법형성권의 한계가 있다.

나아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피고인이 그의 변호인을 통하여

수사기록을 포함한 소송 계서류를 열람․등사하고 이를 토 로 공격과 방

어의 비를 할 수 있는 권리(Recht auf Akteneinsicht)도 포함된다.

이러한 권리들은 변호인의 기능을 수행하기 하여 불가결한 제조건

24) Spaniol, 게서(1990), S.24f.; Dörr, Faires Verfahren, 1984, 63 ff.

25) 신동운, ⌜형사소송법⌟(법문사 1994), 371면 이하; Spaniol, 게서(1990), S. 241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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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구체 인 내용으로 이해된다.26)

마.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한 헌법재 소의 결정

(1) 헌법재 소는 헌재 1991. 7. 8. 89헌마181 결정에서 ‘변호인과의 견

교통권’을 헌법 제12조 제4항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요한 내용

으로 확인하면서, 이는 변호인이 아니라 피의자․피고인에게만 귀속되는

기본권이라고 시하 다.

『헌법 제12조 제4항 본문에 의하면 구든지 체포 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 는바, 이와

같은 헌법상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 으로 보장하기 한 것

이 구속피의자․피고인의 변호인과의 견교통권이며 따라서 이는 변호인

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가장 요한 내용이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

러한 헌법상의 변호인과의 견교통권은 헌법 조항의 문언에 비추어 체

포 는 구속당한 피의자․피고인 자신에만 한정되는 신체 자유에 한

기본권이지, 그 규정으로부터 변호인의 구속피의자․피고인의 견교통권

까지 생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변호인 자신의 구속피의

자․피고인과의 견교통권은 헌법상의 권리라고는 말할 수 없으며, 헌법

상 보장되는 피의자․피고인의 견교통권과는 별개의 것으로 단지 형사소

송법 제34조에 의하여 비로소 보장되는 권리임에 그친다고 할 것이다.』27)

(2) 헌법재 소는 헌재 1992. 1. 28. 91헌마111 결정에서 헌법 제12조 제

4항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내용에 하여 다음과 같이 시하

다.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에 하여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받게 하기

하여는 무엇보다도 먼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이 변호인과 충분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만 할 것이므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필수

내용은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과 변호인과의 견교통일 것이다. … 그

런데 이러한 일은 구속된 자와 변호인의 화내용에 하여 비 이 완 히

보장되고 어떠한 제한, 향, 압력 는 부당한 간섭없이 자유롭게 화할

26) Spaniol, 게서(1990), S. 24f., 241ff., 282ff.; 박승옥, 게논문(2000) 213면 참조.

27) 례집 3, 356, 367-36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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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견을 통하여서만 가능하고 이러한 자유로운 견은 구속된 자와

변호인의 견에 교도 이나 수사 등 계공무원의 참여가 없어야 가능

한 것이다. 만약 계공무원이 가까이서 감시하면서 화내용을 듣거나 녹

취하거나 는 사진을 는 등 불안한 분 기를 조성한다면 변호인의 이러

한 활동은 방해될 수밖에 없고 이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나 진술거

부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한 헌법정신에 크게 반하는 일이다. … 변호인과의

자유로운 견은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에게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가장 요한 내용이어서 국가안 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 등 어

떠한 명분으로도 제한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28)

(3) 헌법재 소는 미결수와 변호인 사이의 서신을 검열하는 행 의 헌

여부가 문제된 헌재 1995. 7. 21. 92헌마144 결정에서 미결수에 한 서신

검열행 가 미결수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통신의 비 을 침해하

는 헌 행 임을 확인하 다.

『무죄추정을 받고 있는 피의자․피고인에 하여 신체구속의 상황에서

생기는 여러가지 폐해를 제거하고 구속이 그 본래의 목 에서 벗어나 부당

하게 이용되지 않도록 보장하기 하여 헌법 제12조 제4항 본문은 와 같

이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에 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기본권으

로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에 하여 변호인

의 충분한 조력을 받게 하기 하여는 무엇보다도 먼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에게 변호인 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와의 사이에 충분한 견교통을

허용하여야 할 것이다. 변호인 등은 구속된 자와의 견교통에 의하여 그

에게 피의사실이나 공소사실의 의미와 진술거부권 등의 요성 행사방

법을 인식시키며 자백강요나 고문 등에 한 한 응방법을 가르쳐 허

자백을 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피의자로부터 수사기 의 부당한 조사 유

무를 수시로 확인할 수도 있는 것인데, 이러한 일은 구속된 자와 변호인의

교통 내용에 하여 비 이 보장되고 부당한 간섭이 없어야 가능한 것이

다. 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기본 인 취지는 견의 경우

뿐만 아니라 변호인 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와 피의자 는 피고인 사이

의 서신의 경우에도 용되어 그 비 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29)

28) 례집 4, 51, 5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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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헌법재 소는 헌재 1997. 3. 27. 96헌바28등 결정에서, 형사공 단계

에서 수소법원이 헌법 제12조 제1항에 근거하여 직권으로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도록 허용한 형사소송법의 련규정을 합헌이라고 결정하면서, “신체

의 자유는 정신 자유와 함께 모든 기본권의 기 가 되는 것임에도 역사

으로 국가에 의하여 특히 형벌권의 발동형식으로 침해되어 온 가 많으

므로 헌법은 제12조 제1항에서 법 차의 원칙을 선언한 후 같은 조 제2

항 내지 제7항에서 법 차의 원칙으로부터 도출될 수 있는 내용 가운데

특히 요한 몇 가지 원칙을 열거하고 있다.”고 시하 다.30)

(5) 헌법재 소는 ‘수형자’와 변호인 사이의 서신을 검열하는 행 의

헌 여부에 한 헌재 1998. 8. 27. 96헌마398 결정에서, 수형자는 제한된 기

본권으로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아니라 ‘통신의 자유’만을 주장

할 수 있다고 시하 다.

『헌법 제12조 제4항 본문에서 “ 구든지 체포 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30조 제1항에서는 “피고인 는 피의자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형사 차

에서 피의자 는 피고인이 검사 등 수사공소기 과 립되는 당사자의

지 에서 변호인 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와 사이에 충분한 견교통에 의

하여 피의사실이나 공소사실에 하여 충분하게 방어할 수 있도록 함으로

써 피고인이나 피의자의 인권을 보장하려는데 그 제도의 취지가 있는 에

비추어 보면, 형사 차가 종료되어 교정시설에 수용 인 수형자는 원칙

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다만, 수형자의 경

우에도 재심 차 등에는 변호인 선임을 한 일반 인 교통․통신이 보장

될 수도 있겠으나,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교도소 내에서의 처우를 왜곡

하여 외부인과 연계, 교도소내의 질서를 해칠 목 으로 변호사에게 이 사

건 서신을 발송하려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31)

29) 례집 7-2, 94, 106-107

30) 례집 9-1, 313, 319-320

31) 례집 10-2, 416, 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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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헌론

이 결정의 헌론에는 재 6인이 가담하 는데, 이 다수의견(법정

의견)에는 재 4인32)이 참여하 고, 별개의견에는 재 2인33)이 참여

하 다. 다수의견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행 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이 침해

된 권리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로 본 반면에, 별개의견은 “변호인

의 조력을 받을 권리”뿐만 아니라 “공정한 재 을 받을 권리”도 침해된 것

으로 보고 있다. 헌법재 소법 제75조 제2항은 동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

에 의한 헌법소원을 인용할 때에는 인용결정서의 ‘주문’에서 ‘침해된 기본

권’을 특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에서 다수의견과 별개의견은 이 사

건 행 가 헌임을 확인하는 에서는 같지만, 침해된 기본권으로 무엇을

시하는가 하는 에서 달라지는 것이다.

가. 다수의견

(1) 불구속피의자에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는지 여부

그 근거

다수의견은, 헌법 제12조 제4항 본문은 ‘체포 는 구속을 당한’ 경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불구속 피의자‧피고인

의 경우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범 에서 제외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으나 조항이 ‘체포 는 구속을 당한 경우에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인정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하면서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

명하고 있다.

『첫째, 우리 헌법의 기본질서 하나인 법치국가원리는 법에 따른 국

가권력의 행사 법한 국가권력의 행사에 한 효과 인 권리구제제도

의 완비를 요구하고 있다. 형사 차에서 효과 인 권리구제 차는 피의

자․피고인을 형사 차의 단순한 객체로 삼는 것을 지할 뿐만 아니라,

평등원칙을 그 지도이념으로 하여 차상 ‘무기 등의 원칙’에 따라 권리구

제 차가 구성될 것을 요구한다. 이에 따라 헌법과 행 형사법은 무기

32) 윤 철ㆍ김효종ㆍ김경일ㆍ 효숙 재

33) 권성ㆍ이상경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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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원칙을 실 하기 하여 피의자․피고인으로 하여 차의 주체로서

자신의 권리를 극 으로 행사하게 함으로써 국가권력의 형벌권행사에

하여 하게 방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과 기회를 보장하고 있으며,

그 가장 실질 이고 효과 인 수단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이다.

그런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가장 기 인 구성부분은 ‘변호인선

임권’이라고 할 것인데, 이는 구속 여부를 떠나 모든 피의자․피고인에게

인정되어야 함은 법치국가원리, 법 차원칙에 비추어 당연하다.

둘째, 헌법 제12조 제4항은 본문과 단서로 이루어져 있는데, 일반 으로

단서규정은 본문규정 특별히 제외하는 역을 설정하거나 본문 이외에

특별히 추가하고자 하는 역을 포함하고자 할 때 사용된다. 그런데 헌법

제12조 제4항 단서는,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하여는 (구속

여부를 불문하고) 피고인에게만 이를 보장하고 있으므로, 그 본문인 (사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은 권리는 (구속 여부를 불문하고) 피의자․피고인 모

두에게 인정됨을 제로 하는 규정이라고 해석해야만 본문과 단서의 계

가 자연스럽고 논리 이다. 따라서 헌법 제12조 제4항 본문이 ‘체포 는

구속을 당한’ 경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한 것은 불

구속 피의자․피고인에 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배제하기 해

서가 아니라 이를 제로 하여 체포 는 구속을 당한 피의자․피고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특별히 더 강조하기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결과 으로 다수의견은, 우리 헌법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불구

속 피의자․피고인 모두에게 포 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에 하여 명시

으로 규율하고 있지는 않지만, 불구속 피의자의 경우에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우리 헌법에 나타난 “법치국가원리” “ 법 차원칙”에서

인정되는 당연한 내용이고, “헌법 제12조 제4항”도 이를 제로 특히 신체

구속을 당한 사람에 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요성을 강조하

기 하여 별도로 명시하고 있다고 보았다.

(2) 불구속피의자의 신문시 변호인참여 요구권의 헌법 근거

다수의견은, 형사 차에서의 변호인은 피의자․피고인이 수사․공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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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립되는 당사자의 지 에서 스스로 방어하는 것을 지원하는 “조력자”

로서의 역할과 피의자․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형사 차에 향을 미치고 피

의자․피고인의 권리가 수되는지를 “감시․통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바, 변호인의 역할 보다 요한 것은 조력자로서의 역할이라고

하면서, 피의자․피고인의 구속 여부를 불문하고 조언과 상담을 통하여 이

루어지는 변호인의 조력자로서의 역할은 변호인선임권과 마찬가지로 변호

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내용 가장 핵심 인 것이 되고, 변호인과 상

담하고 조언을 구할 권리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내용 구체

인 입법형성이 필요한 다른 차 권리의 필수 인 제요건으로서 다음

과 같은 이유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그 자체에서 막바로 도출되

는 것으로 보았다.

『헌법재 소는 이미 “변호인과의 자유로운 견은 신체구속을 당한 사

람에게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가장 요한 내용이어서 국가

안 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 등 어떠한 명분으로도 제한될 수 있는 성질

의 것이 아니”라고 밝힌바 있다.34) 이는 구속 피의자에 한 변호인의 조

력을 받을 권리에 한 것이기는 하나 불구속 피의자․피고인의 경우도 마

찬가지이다. 왜냐하면, 불구속 피의자․피고인의 경우 수사 재 과정에

서 언제든지 퇴거하여 변호인의 조언과 상담을 얻을 수 있으므로 이를 별

도로 허용하는 규정을 둘 필요가 없는 반면에 구속 피의자․피고인의 경우

임의퇴거가 불가능하므로 형사소송법이 변호인과의 자유로운 견․교통권

을 인정하는 규정을 명문화함으로써 이를 보장하고 있는 에서 차이가 있

을 뿐, 우리 헌법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핵심 인 내용으로서 변

호인과 상담하고 조언을 구할 권리는 구속 여부를 불문하고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불구속 피의자나 피고인의 경우 형사소송법상 특별

한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스스로 선임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하여

변호인을 에 두고 조언과 상담을 구하는 것은 수사 차의 개시에서부터

재 차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언제나 가능하다. 따라서 불구속 피의자가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을 동하여 신문과정에서 조언과 상담을 구하는 것은

신문과정에서 필요할 때마다 퇴거하여 변호인으로부터 조언과 상담을 구하

34) 헌재 1992. 1. 28. 91헌마111, 례집 4, 51, 6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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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한 것으로서 불구속 피의자가 피의자신문장소를

이탈하여( 컨 , 변호인 사무실에 찾아가) 변호인의 조언과 상담을 구하는

것과 본질 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다.』

(3) 결론 으로 다수의견은, 이 사건에서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이 조언과

상담을 구하기 하여 한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의 참여 요구를 거부하면서

그 사유를 밝히지도 않았고, 그에 한 자료도 제출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아무런 이유 없이 피의자신문시 청구인들의 변호인과의 조언과 상담요구를

제한한 이 사건 행 는 청구인들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하 다.

나. 별개의견

(1) 불구속피의자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헌법상 근거

별개의견은, ‘불구속 피의자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헌법 제10

조, 헌법 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 법 차의 원칙’, 헌법 제12조

제4항, 헌법 제2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정한 재 을 받을 권리’, 헌법 제

37조 제1항, 법치국가원리의 한 요소인 ‘공정한 차의 이념’ 등으로부터

도출되는 헌법상의 기본권으로서 국가권력에 한 계에서 최 한 보장되

어야 할 권리라고 보았다.

(2) 불구속피의자가 ‘피의자신문에 변호인을 참여시킬 권리’

별개의견은, ‘불구속 피의자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내용으로는

우선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를 들 수 있는바 변호인을 자유롭게 선임할 권

리는 불구속피의자에게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출발 이자 본질

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고, 나아가 불구속 피의자가 수사기 에서 피의자

신문을 받으면서 변호인을 참여시킬 권리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핵심 내용이라고 하 다.

『첫째, 법원이 구 된 피의자의 피의자신문에 변호인이 참여할 권리

에 하여, 그러한 권리를 명문으로 인정한 법률조항은 없지만 헌법 제12

조 제4항, 형사소송법 제89조, 제209조, 제34조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구

된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09조, 제89조 등의 유추 용에 의하여 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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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문을 받음에 있어 변호인의 참여를 요구할 수 있고 수사기 은 이를

거 할 수 없으며, 이러한 해석이 인신구속과 처벌에 하여 법 차주의

를 선언한 헌법의 정신에 부합한다고 시한 바 있듯이( 법원 2003. 11.

11.자 2003모402 결정), 불구속피의자의 경우에도 법률이 명문규정으로 권

리를 구체화하고 있는지 여부와 무 하게 ‘피의자신문에 변호인을 참여시

킬 권리’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한 헌법상의 기

본권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그 기본권의 주체가 체포․구속되었

는지 여부와 상 없이 동일한 성격을 가지며, 구속여부에 따라서 피의자신

문의 성격이나 요건 등이 달라지지도 않기 때문이다.

둘째, 피의자신문은 피의자의 임의의 진술을 듣는 차이기는 하나 수사

기 이 범죄의 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의 진술을 통하여 직 증거를 수

집하는 차이며, 동시에 피의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을 주장하는 기회

이다. 수사 차에서 수사기 이 한 피의자신문의 결과는 수사의 방향을 결

정하며 공 차에서 요한 증거자료로 사용되므로, 피의자신문의 실질

․ 차 공정성은 피의자가 공정한 재 을 받을 권리와 하게 련

된다. 따라서 실수사 등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의자의 기본권 침

해 우려를 원천 으로 방지하기 해서도 불구속 피의자가 ‘피의자신문에

변호인을 참여시킬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셋째, 매우 경미한 죄를 범한 피의자를 논외로 하면, 불구속 피의자는 피

의자신문에서의 자신의 진술내용에 따라 장차 구속, 자유형의 선고 등으로

신체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는 에서, 이미 구속된 피의자 못지 않게

궁박한 상황에 놓여 있다. 불구속피의자라고 하더라도 피의자신문을 받는

도 에 진술을 거부하고 신문장소를 이탈하는 것을 사실상 기 하기 어렵

고,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수사기 이 일방 으로 피의자의 진술의 진 를

극 으로 추궁하는 경우가 엄연히 존하고 있으므로, 신문장소에 출석

한 불구속 피의자가 심리 으로 매우 축되어 자신의 주장을 충분히 펼

치지 못할 험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불구속 피의자에게도 체포․구속된

피의자 못지 않게 ‘피의자신문에 변호인을 참여시킬 권리’가 실하게 요

청된다.

넷째, 불구속피의자는 피의사실에 한 법률 평가 이 에 사회 일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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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생활경험을 기 으로 과거의 사실을 회상하여 진술하는 반면, 법률 문

가인 검사는 피의자신문의 질의응답과정에서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지 여부 등의 법률 단에 필요한 진술을 유도할 수도 있다. 따라서 피

의자신문에서 불구속 피의자가 자신의 진술의 법 의미를 정확히 알기

하여 법률 문가인 변호인의 한 조력을 받을 것이 요청된다.』

(3) 결론 으로 별개의견은, 피청구인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않고

청구인들이 피의자신문 차에 변호인을 참여시키려는 것을 원천 으로 막

은 이 사건 행 는 청구인들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공정한 재

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보았다.

4. 기각론

기각론에 선 3인의 재 은 기본 으로 불구속피의자에게 변호인의 조

력을 받을 권리, 특히 그 에서도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참여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우리 헌법규정상 바로 도출되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

리고 헌법 제12조 제4항의 규정은 문언 그 로 체포․구속을 당한 경우(본

문)와 형사피고인(단서)에게 용되는 것이고, 변호인참여 요구권은 차

권리이므로 입법자의 구체 결정이 없이는 그 내용이 정해질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입장은 변호인선임권 변호인과의 견교통권은 변호인의 조

력을 받을 권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으나, 변호인참여요구권이나 변호인

을 통한 진술권․기록열람권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보는 에서 다수의견 별개의견과 다른 제에 서고 있는

것이다.

3인의 기각론은 헌법 제12조 제4항의 문언해석상, 그리고 동 조항의 입

법연 을 돌아볼 때 그 나름의 근거를 찾을 수 있다는 에서 “역사 해

석론”의 입장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반하여 다수의견 별개의견은 제헌헌법 이후 세월의 경과와 변화

된 실을 고려하고 불구속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사법 극 인 태도

내지는 “목 론 해석론”의 입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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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 사건 결정의 의의

가. 이 사건 결정은 헌법상 근거를 규정의 문언 자체에서는 찾을 수 없

음에도 불구하고, 헌법해석상 수사단계에서 불구속피의자에게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도출하고 동 피의자가 신문을 받을 때 변호인

의 참여를 요구할 권리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핵심 내용으로서

당연히 보장된다고 시한 에서 우리의 형사사법을 한 단계 진보시킨 것

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입장은 선진 외국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없다는 에서도 그 의의가 크다고 보인다.

나. 이 결정 후 법무부는 2004. 12. 15. 형사소송법개정법률안을 입법 고

하 는데, 동 법률안에는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를 허용하는 규정이 신

설되었다. 그 주요 내용을 보면, 첫째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피의자의 인권

을 충실히 보장하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철 히 보장하기 하여

수사기 에서 피의자 조사시 변호인의 참여를 허용하며(안 제243조의2 제1

항ㆍ제2항), 둘째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후 는 신문 도 일정한

범 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이 경우 조서를 열람ㆍ서명하게 하여 조

서의 신빙성을 제고함과 아울러 변호인의 조력권이 실질화되도록 하 으며

(안 제243조의2 제3항ㆍ제6항), 셋째 변호인의 참여로 인하여 증거인멸 등

의 사유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참여를 제한할 수 있고, 변호인이

부당하게 신문을 제지ㆍ 단하거나 진술 번복을 유도하는 등 신문을 방해

하는 경우에는 퇴거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이 비

을 엄수하도록 하여 신문의 본질 인 기능과 참여권의 조화를 도모하

으며(안 제243조의2 제4항ㆍ제5항), 넷째 변호인에 한 신문참여 불허

는 퇴거 처분에 하여 불복 방법( 항고)을 마련하고, 변호인의 신문참여

권을 사 에 고지하도록 하여 참여권이 실질 으로 보장되도록 한다(안 제

200조 제2항, 제417조)는 것이다.35)

다. 한편, 실 으로 보면 피의자신문이 보통 장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변호사들이 계속 지켜보기가 쉽지 않고, 참여할 경우 수임료가 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웬만큼 경제력이 있는 피의자가 아니면 부담하기가 어려우

35) 법무부 홈페이지의 ‘입법 고’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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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변호인이 수사기 의 피의자신문에 참여하여 수사과정을 지켜보는 것

이 검사ㆍ변호사나 피의자 등에게 일반화되지 않아 참여를 꺼리고 있는 것

등의 이유로, 형사소송법에 변호인 신문참여 규정이 마련된다 하더라도 변

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실 인 여건

의 개선이 없이는 변호인의 신문참여가 크게 늘어나거나 실질 인 효과를

기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 이 있었다(법률신문, 2004. 10. 21.자, 1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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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05조 헌제청

-상속의 효과를 포 ․당연승계로 규정한 민법 제1005조의

헌여부-

(헌재 2004. 10. 28. 2003헌가13, 례집 16-2하, 76)

하 명 호
*

1)

【 시사항】

1. 민법 제1005조의 입법목

2. 상속의 효과를 규정한 민법 제1005조와 재산권, 사 자치권 행복추

구권과의 계

3. 민법 제1005조가 입법형성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기본권제한의 입법한

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헌법에 반되는지 여부

4. 민법 제1005조가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심 상】

이 사건 심 의 상은 소극재산이 극재산을 과하는 경우에도 상속

인이 포 으로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규정한 민법 제1005조 본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반되는지 여부1)이고, 이 사건 법

* 헌법연구 , 서울고등법원 사

1) 제청법원은 소극재산이 극재산을 과하는 경우에도 상속의 효과를 귀속시키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취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을 심 상으로 삼았으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상속의 일반 효과에 한 원칙 인 조항에 불과하므로, 그러한 의

도라면 이 사건 법률조항보다는 우리의 상속법제가 상속인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의제하는 것이 헌이고, 소극재산이 극재산을 과

할 경우에는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심

상을 삼았어야 확하지 않나 생각된다. 그러나, 제청법원에서 이 사건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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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조항과 련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이 사건 법률조항

민법 제1005조 (상속과 포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한 포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

상속인의 일신에 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련 규정

민법 제997조 (상속개시의 원인)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민법 제1019조 (승인, 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 계인 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 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는 포기를 하기 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과하는

사실을 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

조 제1호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2002. 1. 14. 법률 제6591호로 개정된 것).

민법 제1026조 (법정단순승인)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

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한 처분행 를 한 때

2. 상속인이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한정승인 는 포기를 하지 아

니한 때

3. 상속인이 한정승인 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

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2002. 1. 14. 법률 제

조항을 심 상으로 삼았으므로, 헌법재 소는 제청법원이 삼은 심 상규정인

이 사건 심 상의 헌여부를 단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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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91호로 개정된 것)

【사건의 개요】

1. 사건의 진행과정

가. 당해사건의 원고인 A보증기 은 1994. 9. 13. 1995. 6. 26. C가 B

은행으로부터 소기업자 출을 받는데 그 원리 의 상환채무에 하여

각 보증을 하 으나, C가 1997. 7. 26. 원 을 연체하는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여, A보증기 은 보증인으로서 1997. 12. 13. B은행에 19,031,917원과

21,292,766원을 각 변제하 다.

나. 한편, C가 1997. 10. 1. 사망하자 처인 D, 아들인 E가 C의 재

산을 상속하 는데 1997. 12. 4. 상속을 포기하여, 당해사건의 피고 F가 2

순 상속인으로서 C의 재산을 상속하 고, A보증기 은 인천지방법원

에 F를 상 로 변제 합계 40,324,683원에 한 구상 청구소송을 제

기하 다.

다. 인천지방법원은 그 심리 민법 제1005조의 ‘포 권리의무를 승

계한다’에 소극재산이 극재산을 과하는 경우까지 포함시키는 것이

헌 여부에 의문이 있고 당해사건의 재 의 제가 된다고 하여 2003. 6.

16. 직권으로 이 사건 헌여부의 심 을 제청하 다.

2. 제청법원의 헌제청이유

가. 재산권과 사 자치권의 침해에 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상속인은 자신이 원하든 원하지 아니하든 피상

속인의 사망이라는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모든 권리의무를 포 으로 승

계하는바, 이는 개인의 의사와 아무런 상 없이 그에게 불리한 소극재산을

상속시킴으로써 사 자치의 원칙에 반하고 재산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래

한다. 우리 민법이 한정승인이나 포기제도를 두고 있고, 특히 2002. 1. 14.

개정된 민법 제1019조 제3항에 의하여 한 과실 없이 상속을 단순승인

하거나 승인한 것으로 의제되었더라도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

어 입법 인 보완을 하 다고 해서 피상속인에게는 아무런 재산이 없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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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에게는 재산이 있어 채권자로 하여 우연한 사정이 의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도록 한다면 이는 공평하지도 정의의 념에도 맞지 않는다.

나. 평등권의 침해에 하여

상속인의 지 는 피상속인이 빚만 진 사람이었는지 극재산이 많은 사

람이었는지라는 상속인의 의사와 계없이 결정되는 것일 뿐이어서 어떤

상속인은 막 한 재산을 상속하지만 어떤 상속인은 빚만을 상속하게 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고, 이는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다. 헌법 제10조를 반하는지에 하여

상속인이 빚만 상속하게 된다면, 상속인은 채무변제의 수단으로 락하

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침해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피상속인과의 계가 소원한 상속인일수록 그 정도가 심할 것이고,

상속인이 태아인 경우에는 더욱 심각하다.

【결정요지】

1. 민법 제1005조는 상속의 효과로서 포 ․당연승계주의를 채택하고 있

는데, 이는 상속인이 상속을 받는 것이 일반 이고 상속의 효과를 거부하

는 것이 외이므로 상속으로 인한 법률 계의 부동상태를 신속하게 확정

함으로써 궁극 으로 법 안정성이라는 공익을 도모하는 것에 입법목 이

있다.

2. 우리의 상속법제가 포 ․당연승계주의를 채택한 결과 소극재산이

극재산을 과하는 경우에도 상속인이 이를 당연히 승계하도록 하는 것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피상속인의 채무를 부담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민법

제1005조는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을 제한하고, 개인이 그 의사에 따라 법

계를 스스로 형성하는 것을 보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사 자치

권 행복추구권을 제한하는 것이다.

3. 우리의 상속법제는 법 안정성이라는 공익을 도모하기 하여 포

․당연승계주의를 채택하는 한편, 상속의 포기․한정승인제도를 두어 상

속인으로 하여 그의 의사에 따라 상속의 효과를 귀속시키거나 거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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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자유를 주고 있으며,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채권자 상속인의 채권

자 등의 이해 계를 조 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 장치도 마련하고 있으

므로, 민법 제1005조는 입법자가 입법형성권을 자의 으로 행사하 다거

나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이나 사 자치권 행복추구권을 과도하게 침

해하여 기본권제한의 입법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헌법에 반된다고 할

수 없다.

4. 비교되는 두 사실 계를 법 으로 동일한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것으로 볼 것인지를 단하기 하여는 일반 으로 당해 법률조항의

의미와 목 에 달려 있다. 그런데, 민법 제1005조는 상속이 개시된 때 상속

인의 권리의무를 어떻게 귀속시킬 것인지에 한 상속의 효과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소극재산이 극재산보다 더 많은 경우의 상속인 집단과

그 지 않은 상속인 집단은 민법 제1005조의 의미와 목 에 비추어 볼 때

본질 으로 다르게 취 되어야 할 집단이 아니다. 따라서, 어떤 상속인은

막 한 재산을 상속하지만 어떤 상속인은 소극재산만을 상속하게 되는 차

이는 민법 제1005조에 따른 차별 우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고, 상속이

개시될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상태라는 우연 이고 운명 인 것에 의하여

래된 것일 뿐이라고 보아야 한다.

【해설】

1. 우리의 상속법제와 외국의 입법례와의 비교

가. 우리 민법상의 상속법제에 한 역사

우리 사회가 처음으로 근 사법을 하게 된 것은 일제의 식민지시

에 조선민사령에 의하여 일본민법이 의용되면서부터이다. 그런데, 상속에

하여는 조선민사령 제11조에서 규정된 바와 같이 일본민법을 의용하지

않고 재래의 습에 의하 다. 그리하여, 1912. 7. 30. 조선고등법원 결은

“상속인이 상속으로 호주가 된 때에는 유산을 취득하 는지의 여부에 불구

하고 선 의 채무에 하여 무한 승계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 조선의 습”

이라고 확인2)하고 있으며, 1916. 12. 26.의 결은 “가족이 사망한 경우에

2) 조선고등법원 민사형사 결록 제1권 제50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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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장남 는 장손과 같은 제사자인 때에는 비록 피

상속인이 소극 재산 즉 채무만을 남긴 경우라 하여도 이를 승계하여야

함은 유산상속에 한 조선의 종래의 습이다”고 확인3)한 바 있다.

즉, 당시의 우리의 습은 “家” 는 “家族”제도가 행하여진 시 의 다

른 법제에서와 같이 상속인에게 피상속인의 채무를 포함한 모든 재산이 승

계되도록 하 을 뿐만 아니라 상속의 포기의 자유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

이었고, 父債子還의 원칙이 통용되었다.

그러다가 1922. 12. 7.의 制令 제13호로 조선민사령 제11조를 개정하여,

의용민법 상속의 승인에 한 규정(동법 제1017조 내지 제1037조, 그러

나 상속의 포기에 한 제1020조는 의용하지 않음)과 재산의 분리에 한

규정(동법 제1041조 내지 제1050조)은 1923. 7. 1.부터 의용하는 것으로 하

다. 그 후 다른 변동은 없었으며, 와 같은 상태가 행 민법이 시행되

기 인 1959. 12. 31.까지 지속되었다.

행 민법은 상속의 포기제도와 한정승인제도를 인정함으로써 기본 으

로 상속인이 원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을 강요하는 구 의 습을

부인하고 재산상속 ‘포기’의 자유를 원칙으로 채택하고 있다. 이는 자본주

의의 발 과 함께 과거의 가족제도가 무 져가고, 상속이 재산상속으로 변

화하며,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그리고 자신의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의무

를 부담하지 않으며, 권리도 이를 원하는 자에게 주어져야 한다는 근

법의 개인주의 사상에 보조를 맞춘 것이다. 상속법제의 이와 같은 환

은 실정 헌법 차원에서는 무엇보다도 사 자치권을 보장하고 있는 우리

헌법 제10조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나. 행 민법에 의한 상속의 효과와 상속인의 선택의 자유

이 사건 법률조항은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상속인은 상속개시를 알고 있

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상속인의 의사와 계없이 피상속인의 일신에 속

한 것을 제외하고 당연히 피상속인의 재산에 한 포 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이른바 법정취득 는 당연취득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법정취득제도 아래에서는 상속인 자신이 상속인이

3) 결록 제3권 제10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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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상속을 받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특히 상속

재산 가운데 소극재산이 극재산을 과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부담만을 지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 민법은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포 으로 승계하게 되는 효과를

자신에게 귀속시킬 것인지 이를 거 할 것인지 선택의 자유를 주고 있고,

상속의 효과를 귀속시키더라도 책임을 한정하거나 면할 수 있는 길을 제시

하고 있다.

다. 외국의 입법례4)

(1) 로마법

로마법상의 상속제도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법 지 , 즉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 으로 승계한다는 기본 념에서 출발하여 상속인은 피상속인

에 갈음하여 모든 채무를 이행할 무한책임을 부담하고 채무가 상속재산을

과할 경우 자신의 재산으로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하 다. 상속의 방식

으로는 재산의 생 처분에 응한 사인처분을 인정하여, 소유자가 생존

에 그의 권리승계자인 상속인을 지명하는 유언상속제도를 발달시켰으나,

이와 병행하여 소유자가 유언없이 사망한 경우 유산이 법정상속순 에 따

라 그의 친족에게 귀속되는 법정상속제도도 발달했다. 원칙 으로 양제도

는 상호배타 인 것이어서 경합될 수 없었다. 로마법 학자들은 유언상속과

법정상속 유언상속이 주류에 속한 것이었다고 한다.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수 있느냐에 따라 필요상속인과 임의상속인으

로 나뉘었다. 우선 필요상속인이란 상속이 강제된 가내상속인으로 직계비

속과 상속인으로 지명된 피해방자를 말하는데, 이러한 필요상속인은 상속

인으로 지명됨과 동시에 상속인의 법 지 를 당연히 취득하 으며, 상속

승인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거나 상속인으로 지명된 사실을 알지 못하더라

4) 외국의 입법례에 하여는 다음의 자료를 참조하 음을 밝힌다.

승종/조규창, 로마법, 법문사(2004), 제995쪽 이하

승종/조규창, 게르만법, 박 사(1990), 제527쪽 이하

김상훈, 채무승계에 있어서 상속인의 보호방안, 고려 학교 석사논문, 제11쪽 이하

김운호, ‘채무상속’, 상속법의 제문제-재 자료 제78집, 법원행정처, 제667쪽 이하

헌재 1998. 8. 27. 96헌가22 결정에 한 연구보고서 상속인의 책임제한제도에

한 비교법 검토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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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당연히 상속권을 취득하 다. 다만 피상속인이 상속인의 의사를 존 하

여 유언으로 “상속인이 원한다면”이라는 수의조건부상속을 인정한 때에는

상속인은 자유의사에 따라 상속을 포기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시민

법상의 상속강제에는 불합리한 이 많았고 이를 시정하기 하여 법무

은 필요상속인의 상속거 을 허용하거나 상속인에게 상속재산매각을 허용

함으로써 상속인의 부담을 면제하 다. 상속인의 그와 같은 보호가 유스티

니아 스황제법에 채용되어 필요상속인은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상속인의

지 에서 면한다는 일반원칙이 확립되었다.

임의상속인이란 가외상속인으로서 상속을 승인 는 포기할 수 있는 법

지 에 있는 자를 말하고, 임의상속인에 한 상속여부는 피상속인의 사

망이 유산취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 자신이 상속여부를 자유롭

게 결정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임의상속인이라도 상속승인을 하게

되면 소 하여 상속을 개시한 때에 상속권을 취득하게 되었고, 그 결과 고

유재산과 극재산 사이에 혼동이 발생하고 그 혼동의 효과로서 상속인은

취득한 극재산을 과하는 상속채무에 한 무한책임을 부담하여 그의

고유재산으로 상속채무를 이행하여야만 하 다. 이러한 상속인은 상속채무

의 부담에서 벗어나기 하여 법무 에게 상속으로 인한 혼동 의 재산상

태로 원상회복을 청구하여 고유재산과 상속재산을 분리할 수 있었고, 모든

상속채권자들과 한정승인의 합의하에 상속을 승인하거나 모든 채권자들과

채권액의 일정비율로의 감액을 합의할 수 있었으며, 유스티니아 스황제법

에서는 채산목록작성제도가 채용되어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유산에 한 재

산목록을 작성함으로써 상속한 극재산을 과하는 상속채무를 면할 수

있는 구제방법이 일반화되었다.

(2) 게르만법

게르만법에서는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상속인의 의사와 계없이

상속재산이 상속인에게 이 되었다. 고 게르만법에서는 채무는 모두 불

법행 책임이고 계약상의 책임은 거의 성립될 수 없었으며, 불법행 책임

은 일신 속 인 것으로 악하 으므로, 상속채무는 성립될 여지가 없었

다. 그런데, 세에 이르러 상속채무의 내용과 책임재산범 의 확 로 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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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인의 채권자가 재산상속의 면에 등장하여 상속인에 우선하여 유산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고, 상속인이 상속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

는 산신청을 통하여 그의 권리를 실 했다. 이에 하여 상속의 한정승

인제도는 발달하지 않았지만 상속인은 유산을 채권자에게 인도함으로써 모

든 상속채무 상의 책임을 면할 수 있었다.

한편, 게르만법에서는 농경사회의 가산유지사상이 근간을 이룬 결과 법

정상속만이 발달하 고, 유언상속은 교회법을 통하여 세에 성립한 제도

다. 유언집행인제도는 게르만법의 고유한 산물로서, 근 게르만법상의

유언집행인은 유언자의 지시에 따라 자기의 이름과 상속인의 계산으로 행

하며, 업무수행에 있어서 상속인과 수증자에 하여 책임이 있었고, 할

법원의 감독을 받았다. 이러한 유언집행인제도는 특히 국법에서 발달했

고, 유언집행인은 상속재산의 포 승계인으로서 유산 리와 청산의무를 담

당하게 하 다.

(3) 독일

독일 민법은 우리민법과 마찬가지로 상속개시로 인하여 상속재산은 당

연히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법정취득의 원칙, 즉 상속재산은 지정된 상속인

이 상속을 포기할 수 있는 권리에 계없이 상속인에게 이 된다고 규정

(민법 제1942조 제1항)하는 한편 상속인에게 상속포기를 인정하고 있다. 상

속의 포기는 6주의 기간 내에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제1944조), 이

기간은 상속인이 상속의 개시 상속권의 취득원인을 안 때로부터, 사인

처분에 의하여 상속인으로 된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고지받은 때로부터

각각 진행한다. 단 피상속인이 그의 최후의 주소를 단지 외국에만 가졌거

나 상속인이 기간개시 당시에 외국에 있었을 때는 포기를 한 숙려기간은

6월로 한다(제1944조).

한편, 우리 민법과 같이 포기의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상속의 포기를 할

수 없으며 상속을 승인한 것으로 의제된다(제1943조). 다만 포기기간의 해

태는 승인과 동일한 방법으로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제1956조) 상속

권자가 타인의 강박 등으로 포기기간을 해태한 경우에 포기권을 회복시켜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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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은 원칙 으로 상속재산과 자신의 재산으로 무한책임을 지게 되

나(제1967조), 그 책임을 상속재산범 내로 한정할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

들을 규정하고 있다. 즉 유산 리의 명령(Nachlaßverwaltung; 제1975-1988

조), 유산에 한 산신청(제1975-1980조; 산법 제214-235조), 화의신청

(화의법 제113조) 등의 방법이 있다.

유산 리의 명령은 상속채권자에 한 변제를 목 으로 하여 상속인과

상속채권자(상속채권자의 경우에는 상속인의 재산상태로 인하여 상속재산

에서의 변제가 태롭게 될 것을 인정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 상속승인의

때로부터 2년 내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의 신청으로 유산재 소가 명하

여야 한다(제1981조). 단독상속의 경우에는 상속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유

산재 소가 재산목록작성을 하여 상속인이 설정한 기간 내에 재산목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제1994조 제1항 제2문) 유산목록작성에 있어서 부정

행 (제2005조) 등을 함으로써 무한책임을 지게 되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

나 유산 리명령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공동상속의 경우에는 상속재산에

한 분할이 있기 에는 언제든지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다(제2062조). 유

산 리명령의 효과는 우리 민법상의 한정승인의 제도와 유사하다(제1985조

참조).

한편, 상속인이 상속재산 소극재산이 극재산을 과함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상속재산에 한 산의 선고를, 화의법 제113조에 의

하여 상속재산에 한 재 상의 화의 차의 신청이 허용되는 한 이를 신청

할 의무를 상속인에게 부과하여(제1980조 제1항) 상속인을 과 한 상속채

무로부터 보호함과 아울러 상속채권자를 보호하고 있다. 다만 과실로 인하

여 채무 과의 사실을 상속인이 알지 못한 때에는 그 사실을 알고 산신

청의무를 반한 경우와 동일하게 취 하고 있다(제1990조 제2항). 산신

청의 경우나 화의 차의 신청의 경우 상속인의 책임은 원칙 으로 상속재

산의 범 로 한정된다.

그러므로 독일 민법이 비록 상속포기의 기간을 원칙 으로 6주로 매우

짧게 인정하고, 이 기간을 포기의 의사표시 없이 경과한 경우에 이를

단순승인으로 의제한다고 하더라도 상속인이 언제나 무한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며, 원칙 으로 기한의 구속을 받지 아니하는 유산 리신청이나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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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등을 통하여 채무 과의 재산을 상속하는 것의 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4) 랑스

랑스도 우리와 같이 상속개시와 동시에 상속재산이 상속인에게 귀속

되는 법정취득주의를 취하고 있다. 한, 민법상 상속권자는 우리 민법에서

와 마찬가지로 단순승인(acceptation pure et simple), 한정승인(sous

bénéfice d’inventaire), 포기(renonciation)의 3가지 하나를 선택할 수 있

다. 그러나 랑스 민법에서는 우리 민법과는 달리 이러한 선택권의 행사

에 하여 아무런 법정 기한이 없다. 그러므로 랑스에서는 이론 으로

볼 때 상속권자는 시효로 소멸하기 까지(제2262조에 의하여 30년임) 선

택권을 보유한다. 물론 한정승인제도와 련하여 재산목록의 작성을 하

여 설정된 상속개시로부터 3월의 기간(제795조 제1항), 상속의 승인 는

포기를 한 숙려를 하여 설정된 40일의 기간 이내(제795조 제2항)에 한

하여 상속권자로서의 자격을 강요당하지 아니하며 상속인을 상 로 소

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제797조). 그러나 상속권자는 의 기

간이 경과하더라도 포기권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그는 단지 상속채권자 등

의 청구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면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하여야

할 뿐이다.

한 제795조의 기간이 종료된 후에 상속인을 상 로 소가 제기된 경우

에는 상속인은 다시 유 기간을 청구할 수 있다(제798조). 뿐만 아니라 제

795조 제798조의 기간이 종료한 경우에도 상속인이 상속인만이 할 수

있는 행 를 하지 아니하 거나, 자기에 하여 단순승인의 상속인으로서

선고한 결이 기 력을 가지지 아니한 때에는 재산목록을 작성하고 한정

승인을 할 수 있다(제800조).

(5) 스 스

스 스민법도 법정취득의 원칙을 취하면서 상속인에게 상속의 포기를

인정하고 있다. 즉, 스 스민법은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법률

상 당연히 상속재산을 포 으로 취득하고(민법 제560조 제1항), 피상속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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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채권, 소유권, 제한물권 유는 즉시 상속인에게 이 되며, 피상속인

의 채무는 상속인의 인 채무로 된다(제560조 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한

편, 포기기간 내에 상속포기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유보 없이 상속재

산을 취득하고(제571조 제1항), 상속인이 유보 없이 승인한 경우에는 피상

속인의 채무에 하여 연 하여 책임을 진다(제603조 제1항).

스 스 민법상 상속의 포기가 할 청에 한 명시 , 무조건 , 유보

없는 의사표시로 이루어져야 하는(제570조) 반면, 상속재산에 한 단순한

리를 넘어가는 사실행 를 하는 경우에도 포기권을 상실하게 됨으로써

결국 단순승인이 있는 것으로 본다(제571조 제2항). 그러나 스 스 민법은

피상속인의 사망당시에 이미 지불능력이 없었던 것이 명백한 경우나 그것

이 청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에는, 상속권자가 상속을 포기한 것으로 추

정함으로써(제566조 제2항) 이 경우 상속권자가 상속재산을 승계하기 해

서는 이 추정을 뒤엎는 명시 인 승인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 그 밖에

도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모두 상

속을 포기한 경우(제572조), 상속권자가 후순 의 상속권자를 하여 상속

을 포기한 경우(제575조 제2항)에는 명시 인 승인의 의사표시를 요구하고

있다.

상속포기의 기간은 3월이며(제567조), 이 기간은 상속권자가 법정상속인

에게는 상속의 원인을 알았을 때부터, 임의상속인에게는 상속재산의 처분

에 한 청의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재산보 을 한 재산목록작성의

신청이 있는 경우(제568조)에는 재산목록작성이 완료되었음을 통지받은 때

로부터(제587조) 기산한다. 이 기간동안 아무런 의사표시 없이 그 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는 단순승인한 것으로 본다(제571조 제1문).

스 스의 경우에는 한정승인제도는 존재하지 않으며, 상속권자가 상속채

무에 한 무한책임의 험으로부터 벗어나려면, 일정한 기간 이내의 포기

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상속재산에 한 산 차(amtliche Liquitation)를

신청(제593조 이하)하는 수밖에 없다. 물론 스 스 민법은 상속인의 책임을

한정할 수 있는 다른 방법도 알고 있다. 즉 상속인들 일인이 재산목록

작성 차를 신청한 경우에는(제580조 이하) 그 작성이 완료된 후 원칙 으

로 1개월 이내에 상속의 승인여부에 한 의사표시를 하도록 최고를 받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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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바(제587조),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을 포기하거나 청산 차를 요구하

거나 재산목록한도부 상속승인(Erwerb der Erbschaft unter öffentlichem

Inventar)을 할 수 있고, 아무런 의사표시 없이 이 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는

재산목록한도부 상속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된다(제588조). 이 재산목록한도

부 상속승인의 경우에는 상속인은 재산목록에 기재된 채무를 한도로 자신

의 책임을 한정할 수도 있으나(제590조 참조), 상속재산 소극재산이

극재산을 과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에 하여 재산목록에 등재되어 있는

한 상속인 자신의 재산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제589조 참조)이 우리

민법상의 한정승인과 다르다. 스 스 민법은 피상속인의 사망시 피상속인

채무 과가 명백한 경우에는 상속권자가 상속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함으로

써 상속인을 보호하고 있다.

(6)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 민법은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당연히 상속재산을 취득

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 다른 륙법계 국가들과는 달리, 피상속인의 사망

과 동시에 그의 권리 의무가 포 으로 직 상속권자에게 승계시키는

것이 아니라, 상속자격(Erbschaft)만을 그에게 부여한다(제545조)는 에

유의하여야 한다. 상속권자의 상속자격은 상속승인의 의사표시(Antretung)

와 상속재산을 인도받음(Einantwortung)으로써 상속재산을 획득할 수 있는

가능성이다. 어느 구도 상속재산을 자력으로 유할 수 없고 법원에서

상속권의 심의를 받아 상속재산에 한 인도, 즉 법 유이 을 받아야

한다(제797조). 상속재산은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인도될 때까지는 특별재

산(정지 상속재산[ruhender Nachlaß])으로서 법인의 성격을 갖지는 않으

나 법 실재(juristische Realität)로서, 따라서 권리주체로서의 성격을 갖

게 된다고 한다. 상속승인이 있기 까지 상속재산은 사망한 피상속인이

계속 유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제547조).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법

유를 인도받기 이 까지는 상속재산은 타인의 재산으로 다루어지며 상속

인은 상속채무에 하여 상속재산을 한도로 책임을 질 뿐이다. 법 유

를 인도받은 이후의 법 효과는 단순승인을 했는가 아니면 한정승인을 했

는가에 따라 무한책임이나 상속재산을 한도로 한정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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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승인이나 포기의 의사표시는 비송사건 차법(Gesetz über das

gerichtliche Verfahren in Rechtsangelegenheiten außer Streitsachen) 제

115조 이하에 규율된 상속심의 차(Abhandlungsverfahren)에서만 그리고

늦어도 상속재산의 인도시까지 하도록 되어 있다. 상속권자임을 주장하는

자는 할법원에서 그 권원을 입증하여야 하고(민법 제799조), 승인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단순승인(unbedingte Erbserklärung) 는 한정

승인(Erbserklärung mit Vorbehalt der Rechtswohltat des Inventariums)을

하는 것인지를 밝 야 한다(제800조).

그런데 오스트리아의 상속법의 특징들 의 하나는 상속 차가 법원에

의하여 주도된다는 것이다. 지방법원(Bezirksgericht)은 상속권자나 그 리

인을 상속승인의 의사표시를 하도록 보통 기일을 정하여 소환하고 그들에

게 소환시에 상속권을 입증하기에 필요한 자료를 소지하고 오도록 하여야

한다(비송사건 차법 제116조 제1항 1문). 그리고 특기할 것은 할지방법

원이 상속권자들 에 법 문지식을 갖춘 자를 활용할 수 없는 자가 있

는 경우에는 단순승인과 조건부승인의 법 효과 상속채권자공시최고

차의 법 효과에 하여 설명하고 그들의 진술과 승인에 한 의사표시를

조서에 기입하여야 한다는 이다. 상속인들이 이 교시제도를 통하여 법을

모르고 상속함으로써 불측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차 으로 담보되어

있는 것이다. 물론 할법원은 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승인여부

에 한 의사표시를 한 숙려기간의 부여, 이 숙려기간의 연장 등을 허용

할 수 있으나, 이 기간은 1년을 넘지 말아야 한다(비송사건 차법 제118

조). 상속권자가 법원이 정한 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상속승인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은 승인의 의사표시를 한 자들과만

의하여 분배하도록 되어 있다(비송사건 차법 제120조 제1항).

이처럼 오스트리아 상속법은 상속을 철 하게 법원이 리하도록 하고

승인의 의사표시를 일정한 형식과 차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우리 민법

의 경우처럼 숙려기간의 경과의 효과를 단순승인으로 의제한다든가 상속에

한 법규정을 모르고 상속인이 불측의 손해를 입는 것을 철 히 방하고

있다.



민법 제1005조 헌제청 547

(7) 국

국에서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재산이 직 상속권자에게 승계되

는 것이 아니라 먼 피상속인의 인격을 승계하는 인격 표자(personal

representative)5)에게 넘어가기 때문에, 이 리인이 일단 상속채무에 해

서도 책임을 진다. 그러나 그 책임의 한도는 원칙 으로 상속재산에 국한

되어 있다. 상속재산은 그 리인의 고유재산과 분리되며, 혼동(confusio

bonorum)이 일어나지 아니한다. 리인은 가령 상속채권자에게 변제하기

이 에 수증자에게 변제를 했다든가 상속재산의 리의무의 해태로 상속재

산에 손해를 입힌 경우와 같은 외 인 경우에만 개인 으로 책임을 진

다. 한 상속권자나 수증자는 결코 개인 으로 상속채무에 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피상속인의 리인은 상속재산의 분배이 에 상속채무

에 한 변제를 하기 때문에 상속권자나 수증자가 채무의 변제를 요구받지

아니하는 것이 통상 이다. 그러나 리인이 상속채무의 변제이 에 상속

재산을 상속인이나 수증자에게 배분한 경우에는 그 리인이나 상속채권자

는 상속재산의 반환을 요구하거나 상속채권자가 분배된 상속재산을 자신의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한편, 인격 표자가 피상속인

의 채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하여 피상속인의 사망 후 1년

내에는 상속재산을 상속인에게 분배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국법상의 인격 표자제도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는 난 은 있으

나 상속재산을 인격 표자가 리하면서 장례비용과 채무 등을 지출한 후

남은 재산을 인격 표자가 리하면서 장례비용과 채무 등을 지출한 후

남은 재산을 분배하는 형식을 취하므로 우리 상속법의 경우와 같이 극

재산 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등의 제도에 의하여 상

속인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없고 상속채권자와 상속인의 이해가 합리

으로 조정될 뿐만 아니라 상속재산에 한 법률 계를 명확히 하는 장

이 있다.

5) 이 리인이 될 수 있는 자는 피상속인이 유언을 통해 임명하는 유언집행자

(executor)나 상속재산 할법원이 임명하는 상속재산 리인(administrator)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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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미국

미국의 경우에도 국과 같이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그 재산이 상속인

는 수익자에게 분배될 때까지는 상속재산 리에 하여 할권 있는 법원

이 인격 표자를 임명하는 것이 원칙이다. 인격 표자의 임명은 유언상속

인의 경우에는 유언장에 의하여, 무유언상속의 경우에는 유산 리장에 의

하여 행하여진다. 유산 리장이란 법원이 유산 리인에게 유산의 리와

처분권 분배권에 한 자격을 부여하는 서면을 의미하는데, 유언이 없

을 경우 각 주법원이 인격 표자에 한 권리부여의 우선권을 갖는 것이

보통이지만, 통일유언검인법 제3-203조는 생존배우자에게 인격 표자로서

임명될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다. 인격 표자가 하는 일은 검인재산의 목록

을 작성하고 평가하며 재산의 소유권을 자기 명의로 바꾼 후, 피상속인의

채권자들에게 상속재산에 한 채권의 지 을 청구하도록 통지하여 상속채

무를 이행한 다음 잔여재산을 상속인이나 기타의 권리자에게 분배하는 일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특기할 것은 인격 표자가 피상속인의 채권자들에

게 상속재산에 한 청구를 하도록 통지한다는 인데 많은 주들이 신문지

상에 공고함으로써 충분하다고 보며 통일유언검인법 제3-803조는 채권자가

처음 신문지상에 공고한 날부터 4개월 이내에 청구를 하지 않으면 그

지 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국의 인격 표자제도 역시

국과 같이 상속채권자와 상속인의 이해를 합리 으로 조정하고 있다 할 수

있다.

(9) 일본

일본 민법은 제896조에서 상속인은 상속개시 때부터 피상속인의 일신

속인 것은 제외하고 피상속인의 재산에 속한 일체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고 규정하여 우리민법 제1005조와 같은 규정을 하고 있고, 제921조에서 우

리 민법 제1026조와 거의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다. 즉 상속인이 자기를

하여 상속의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제915조 제1항 참

조)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

하고 있다(제921조 제2호). 일본 민법은 단순승인의 경우에는 상속인으로

하여 상속채권자에 하여 원칙 으로 무한책임을 부과하고 있는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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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우리 민법과 같다.

상속재산의 산에 하여는 산법이 규율하고 있는바, 상속재산을 가

지고 상속채권자 수유자에 한 채무를 완제할 수 없을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산을 선고한다( 산법 제129조). 산신청은 민법 제94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분리의 청구를 할 수 있는 동안에 한하여 할 수 있

고, 그 기간 내에 한정승인이나 재산분리가 있은 경우에는 상속채권자

수유자에 한 변제가 아직 종료하지 않은 때에도 할 수 있다( 산법 제

131조). 민법 제941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분리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

은 원칙 으로 상속개시의 때로부터 3월 이내지만, 상속재산이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혼합되지 않은 때에는 의 3월의 기간 경과후에도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상속개시일로부터 3월 이내에만 산신청을 할 수 있도

록 하는 우리의 산법에 비하여 일본 산법이 상속인에게 유리하다.

라. 우리의 상속제도와 외국의 입법례와의 비교

우리의 상속제도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의

효과로서 피상속인의 일신 속 인 것을 제외한 피상속인의 재산과 련된

포 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포 ․당연승계주

의를 채택하고 그 효과발생 후 상속인이 상속의 효과를 받을 것인지 아닌

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특히 소극재산이 극재산을 과

하는 경우 상속인의 보호문제와 련을 맺고 있는데, 상속인의 보호문제와

상속의 효과를 받을 것인지에 한 상속인의 선택의 자유문제가 반드시 일

치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극재산이 과하더라도 상속

을 포기하고자 하는 상속인도 있을 수 있고, 그 반 의 경우도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민법이 채택하고 있는 포 ․당연승계주의는 멀리 로마법에서 유

래하는 것으로 부분의 륙법계에서 채택하고 있는 입법례로 보인다. 다

만 그러한 입법례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들 에는 상속인의 보호문제에

하여 원칙 으로 언제든지 우리 민법상의 한정승인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하는 랑스 같은 국가도 있고, 스 스처럼 소극재산이 극재산을

과할 것이 명백한 경우 상속권자가 상속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하는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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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있으며, 우리 민법과 같이 단순승인을 기본으로 하여 상속인의 보호문

제를 풀어가는 독일과 일본의 도 있다.

한편, 상속이 개시되면 우리 민법에서 채택하고 있는 포 ․당연승계주

의와는 달리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가 포 ․당연승계하지 않고 인

격 표자가 피상속인의 인격을 승계하는 제도를 두어 그로 하여 상속재

산을 리하고 청산하게 한 다음 일정기간 후 상속인에게 잔여재산을 분배

하게 하는 미법과 같은 제도도 있고, 오스트리아처럼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의 효과가 바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상속권만 발생 하고 상속재산

을 법원에서 리하는 입법례도 있다.

이상의 입법례는 우리 민법이나 부분의 륙법계 입법례가 상속의 효

과로서 포 ․당연승계주의를 채택한 것은 상속인이 체로 상속을 받는

것이 일반 이고 상속의 효과를 거부하는 것이 외이어서 법원이나 리

인 등을 개입시키지 않는 것이 더 간편하므로 상속으로 인한 법률 계를

신속히 확정하려는 공익을 참작한 것이고 그 결과 상속채권자를 더 두텁게

보호하는 효과를 래하는 것이라고 생각되고, 미법이나 오스트리아법은

그 반 의 경우라 할 것이다.

2. 재산권과 사 자치권 행복추구권의 침해여부

가. 이 사건 법률조항과 재산권 등과의 계

이 사건 법률조항은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일신에

속한 것을 제외하고 피상속인의 재산에 한 포 권리의무를 승계한

다고 규정한 결과,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극재산 뿐만 아니라 소극재산도

당연히 포 으로 승계하도록 하고 있어, 소극재산이 극재산을 과하

는 경우 상속인의 재산권과 사 자치권 행복추구권이 제한되는지 문제

가 될 수 있다.

헌법 제23조 제1항에 의한 재산권은 원칙 으로 사 유용성 그에

한 원칙 처분권을 내포하는 재산가치 있는 개별 ․구체 권리를 그

보호 상으로 한다. 그런데, 이 사건과 같이 상속인이 극재산보다 소극재

산을 더 많이 승계하게 되어서 체로서의 상속인의 고유재산도 재산권의

보호 역에 속하는지 문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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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는 조세채무 등 공법 부의무가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

인지에 하여 정설과 부정설로 나뉘어 있고 체로서의 재산도 재산권

의 내용이라고 보는 정설이 다수설이라고 한다6). 한편 독일의 연방헌법

재 소는 체로서의 재산은 원칙 으로 재산권의 보호 상은 아니나

부의무의 부과를 통하여 그 의무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그의

재산상태에 한 타격을 가하는 교살 조세 내지 징발 조세의 경우에

는 재산권에 한 침해가 있을 수 있다는 충 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7).

이에 하여 헌법재 소는 를 들면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의 헌을

확인한 헌재 1992. 12. 24. 선고, 90헌바21 결정( 례집 4, 890, 904)에서와

같이 조세법률주의에 반한 조세법 내지 그 법률조항은 재산권도 동시에

침해하는 것으로 보았고, 헌재 1998. 8. 27. 96헌가22등 결정( 례집 10-2,

339, 354)에서와 같이 상속인이 민법 제1019조 제1항 소정의 숙려기간에

한정승인 는 포기를 하지 않을 때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민법 1026조

제2호의 헌여부를 단함에 있어 재산권의 침해 여부를 단한 것으로

보아, 부의무가 재산에 하여 미치는 향의 정도를 불문하고 재산

이 체로서도 재산권의 객체가 되는 것으로 보고 있는 듯하다.

한편, 헌법은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

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하여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는

바, 헌법재 소는 이미 이 행복추구권으로부터 일반 행동의 자유권이 도

출되며, 이 일반 행동의 자유권에서 다시 ‘계약의 자유’8) 내지는 ‘사

자치권’이 생되어 나온 것을 논증한 바 있다. 즉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

권은 근 사법에 있어서 근간이 되는 원칙인 사 자치권, 즉 개인이 그

의사에 따라 법 계를 스스로 형성하는 것을 보장하는 것이다.

헌법재 소는 와 같은 선례의 태도를 이 사건에서도 그 로 용하

는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에 한 권리의무를

포 으로 당연히 승계하도록 한 결과 소극재산이 극재산을 과하는

6) 독일의 학설소개에 하여는 정태호, ‘민법 제1026조 제2호에 한 헌법불합치결

정에 한 평석 법률규정의 개정방향’, 인권과 정의 통권 제267호, 제109쪽 이

하 참조

7) BVerfGE 14, 221, 241

8) 헌재 1991. 6. 3. 89헌마204, 례집 3, 268, 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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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도 상속인이 이를 당연히 승계하는 것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피

상속인의 채무를 부담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을 제한

하는 것이라고 설시하여 재산이 체로서 재산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것

이라고 보았고, 상속의 효과를 포 ․당연승계하도록 하는 것은 개인이 그

의사에 따라 법 계를 스스로 형성하는 것을 보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사 자치권 행복추구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하 다.

나. 재산권, 사 자치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인지에 한

검토

(1) 헌성 심사기

헌법재 소는 이미 상속권을 재산권의 일종으로 보고 상속제도나 상속

권의 내용은 입법자가 입법정책 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원칙 으

로 입법자의 입법형성의 자유에 속한다고 할 것이지만, 입법자가 상속제도

와 상속권의 내용을 정함에 있어서 입법형성권을 자의 으로 행사하여 헌

법 제37조 제2항이 규정하는 기본권 제한의 입법한계를 일탈하는 경우에는

그 법률조항은 헌법에 반된다고 할 것이고,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 보장․질서유지 는 공공복리를 하여 필요한 경

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

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입법을 함에 있어서 수하여야 할 기본원칙을 천명하고 있으므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을 함에 있어서는 입법목 의 정당성과 그 목 달

성을 한 방법의 정성, 피해의 최소성, 그리고 그 입법에 의해 보호하려

는 공공의 필요와 침해되는 기본권 사이의 균형성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이를 수하지 않은 법률 내지 법률조항은 기본권제한의 입법한계를 벗어

난 것으로서 헌법에 반된다고 시9)한 바 있다.

헌법재 소는 이 사건에 있어서 와 같은 심사기 을 용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의 헌성여부를 단하 는바, 그 논증은 다음과 같다.

9) 헌재 1998. 8. 27. 선고 96헌가22등, 례집 10-2, 33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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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법목 과 수단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 은 상속으로 인한 법률 계의 부동상태를

신속하게 확정함으로써 궁극 으로는 법 안정성을 도모하는 것이다. 그

와 같은 입법목 을 달성하기 하여 입법자가 선택한 수단은 상속인은 상

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일신에 속한 것을 제외하고 피상속인의

재산에 한 포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하는 것이다.

헌법재 소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와 같은 입법목 에 하여 그 정

당성을 수 하 고, 이를 달성하기 한 수단 한 륙법계 부분의 입

법례가 우리나라의 상속법제와 근간을 같이 하는 것에서도 알 수 있는 바

와 같이 정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 다.

(3) 상속인의 선택의 자유와 이해 계의 조화를 한 제도 장치

(가) 근 이후의 상속법제의 경향

근 이 에는 상속은 가의 존속과 가산의 유지를 한 것이었으며, 단

이 있을 수 없는 강제 인 것이었다. 그러나, 자본주의가 일어나면서, 가족

제도는 차 무 져가고, 자기의 의사에 반하여 의무를 부담하지 않음과

동시에 권리도 원하는 자에게 주어져야 한다는 개인주의 사상이 높아져

개인의 의사를 라고 하는 근 사회가 이루어지면서, 상속은 상속인의

의사에 의하여 좌우되어야 한다는 것, 특히 상속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하여 상속을 거 하는 자유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지배하게 되었다.

근 법은 와 같은 상속인의 보호와 법률 계의 안정의 조화를 하여 상

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그의 권리․의무가 일단은 피상속인에게 당연히 귀

속하는 것으로 하는 동시에 한편으로는 상속인이 상속의 효과를 확정 는

부인하는 선택의 자유를 주는 것으로 하고 있다.

(나) 우리 상속법제하에서의 상속인의 선택의 자유

우리 민법도 기본 으로 와 같은 근 민법의 법리를 취하고 있다. 우

리 민법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포 ․당연승계주의를 채

택하여 상속인의 의사와는 계없이, 상속인이 이를 알든지 모르든지 당연

히 상속의 효과가 발생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민법은 제1019조에서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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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는 포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가정법원이 이해

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의 승인 는 포기를 하기 에 상속인으로 하여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일단 발생한 상속의 효과를 상속인의 의사에 의하여

확정 는 부인할 수 있는 선택의 자유를 주고 있다.

먼 ,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에 의하여 당연히 귀속하는 효과를 거부하

는 행 , 바꾸어 말하면 상속의 효과를 상속개시 때에 소 하여 소멸하게

하는 의시표시이다. 다음으로, 상속의 승인은 상속의 효과를 거부하지 않는

다는 의사의 표시행 이다. 다만 상속의 효과를 면 으로 거부하지 않느

냐 는 조건부로 거부하지 않기로 하느냐에 따라서 승인은 단순승인과 한

정승인이 있다.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

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고(민법 제1028조), 자신의 고유재산으로써 책임

을 지지 아니한다는 조건부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한정승인을 하려면

상속인은 3월 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

다(민법 제1030조). 한 상속인은 숙려기간 내에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상

속개시된 때부터 소 하여(민법 제1042조) 자신이 마치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법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 상속의 포기 역시 숙려기간 내

에 가정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제1041조).

이에 비하여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상속인은 제한없이 피상

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된다(민법 제1025조). 따라서 상속재산 소

극재산이 극재산을 과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은 자신의 고유의 재산으로

상속채무에 하여 무한책임을 지게 된다. 단순승인의 의사표시는 요식행

가 아니며, 따라서 명시 으로만이 아니라 묵시 으로 할 수도 있다. 특

히 민법 제1026조는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 단순승인의 의제

와 같이 민법 제1026조는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

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즉,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한 처분행 를

한 때(제1호), 상속인이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한정승인 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제2호), 상속인이 한정승인 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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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은익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제3

호)에는 법률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이 있는 것으로 의제되는데 이를 ‘법정

단순승인’이라고 한다. 이 때 민법 제1026조 제1호와 제3호의 법정단순승인

은 상속인의 채권자를 보호하는 것과 련을 맺고 있다.

민법 제1026조 제1호의 법정단순승인과 련하여 보면, 상속인에 의한

상속재산의 처분이 있는 경우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하겠다는 의사표시로

추정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3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믿는 것이 당

연하므로, 이 경우 이해 계인이나 처분을 신뢰한 제3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한편, 민법 제1026조 제3호의 법정단순승인은 상속인이 행한 부정행

내지 배신행 에 한 제재의 성격을 성격을 갖는 것으로 상속인이 한정승

인이나 포기를 한 후에 배신행 를 한 경우 그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그

로 유효한 것으로 한다면 상속채권자․다음 순 의 상속인 등의 이익을 해

하게 되므로, 그 제재로서 일단 행하여진 한정승인이나 포기의 효력을 부

인하고 단순승인의 효과를 발생시킬 필요가 있다.

와 같이 우리의 상속법제는 피상속인의 채권자를 보호하기 하여 민

법 제1026조에서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한 처분행 를 한 때, 상속인이

한정승인 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

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는 단순승인의 의제를 함으로써 피상

속인의 채권자가 피상속인과 거래를 할 때 신뢰의 기 가 되었던 상속재산

을 보호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라) 재산분리제도

한편, 상속인의 이해는 승인 는 포기를 함으로써 상속인 자신이 좌우

할 수 있다면, 상속채권자․유증을 받은 자 는 상속인의 채권자를 보호

하기 하여 우리 민법은 재산분리제도를 두고 있다. 우리 민법은 제1045

조에서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 는 상속인 채권자는 상속개시된 날로

부터 3월 내에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의 분리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아니한 동안은 3월이 경과한

후에도 재산의 분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산분리의 심

이 확정되면, 우리 민법은 제1050조에서 피상속인에 한 상속인의 재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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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무는 소멸하지 않도록 규정하여, 상속재산이 상속인의 고유재산과

뒤섞여서 식별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재산분리청구기 과 채

권 는 수증의 신고기간이 끝나면, 상속인은 재산분리청구자와 신고한 상

속채권자나 유증을 받은 자 상속인이 알고 있는 상속채권자나 유증을

받은 자에 하여, 각자 그 채권액 는 수증액의 비율로 상속재산으로부

터 변제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선권이 있는 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우선

이들에게 우선 으로 변제하고, 잔여재산으로써 의 자에게 변제하여야

한다(제1051조 제2항). 한편, 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부

터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고, 고유재산으로부터 상속인의 채권자에게

변제하고 남는부분이 있고 상속인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았다

면, 상속채권자 등은 나머지 고유재산으로부터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제

1052조).

와 같은 재산분리제도는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 상속으로

서로 섞여서 사실상 식별할 수 없는 상태가 생기는 것을 막기 하여 두

재산을 분리하고 상속채권자와 유증을 받은 자는 상속재산으로부터, 상속

인의 채권자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부터 각각 우선 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상속재산을 청산하는 제도이다. 재산의 분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상속인은 무한책임을 지며 상속채권자나 유증을 받은 자의 채권이 상속재

산만으로써는 완 히 변제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나머지는 상속인의 고유재

산으로부터 변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재산

분리와 한정승인은 비슷한 제도이기는 하나 뒤의 것이 상속인보호를 한

제도인데 반하여, 앞의 것은 상속채권자 등의 보호를 목 으로 하는 제도

이다.

(4) 이 사건 법률조항의 합헌성

우리 민법은 상속의 효과에 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포 ․당연승계주의를 채택하여 상속으로 인한 법률 계의 부동상태

를 신속하게 확정함으로써 궁극 으로 법 안정성이라는 공익을 도모하고

있다. 그 결과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재산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

에게 승계될 때 상속재산의 상태, 상속인의 재산상태에 따라서 상속인,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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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의 채권자, 상속인의 채권자의 이익이 복잡하게 갈릴 수 있다.

먼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귀책사유도

없이 피상속인이 남긴 소극재산만을 떠안아야 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우

리의 상속법제는 상속의 포기․한정승인제도를 두어 상속인에게 그의 의사

에 따라 상속의 효과를 귀속시키거나 거 할 수 있는 자유를 주고 있다.

이는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그리고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며, 한 권리도 이를 원하는 자에게 주어져야 한다는 사

자치라는 근 사법의 기본이념에 보조를 맞추고 있다.

한편, 우리의 상속법제는 피상속인의 채권자를 보호하기 하여 민법 제

1026조에서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한 처분행 를 한 때, 상속인이 한정승

인 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

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는 단순승인의 의제를 함으로써 피상속인의

채권자가 피상속인과 거래를 할 때 신뢰의 기 가 되었던 상속재산을 보호

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한, 상속인의 채권자와 피상속인의 채권자도 역시 피상속인의 사망으

로 손해를 보아야 할 이유도, 피상속인이 살아있을 때 이상으로 이익을 도

모할 수 있는 근거도 없다. 따라서, 상속인은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

함으로써 자신의 고유재산과 상속재산을 분리할 수 있다. 그리고, 상속채권

자․유증을 받은 자 는 상속인의 채권자를 하여 상속개시 후에 상속재

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의 분리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제도 장치도

마련하고 있다.

이 듯 우리의 상속법제는 법 안정성이라는 공익을 도모하기 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포 ․당연승계주의를 채택하는 한편, 상속인과 피

상속인의 채권자 상속인의 채권자 등의 이해 계를 조 할 수 있는 제

도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헌법재 소는 와 같은 우리의 상속법제를 총체 으로 악한 다음,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입법자가 입법형성권을 자의 으로 행사하 다거나 헌법

상 보장된 재산권이나 사 자치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여 기본권제한의 입

법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헌법에 반된다고 할 수는 없다는 결론을 내리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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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참고-숙려기간과 이에 한 우리재 소의 선례 보완입법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의 상속법제는 상속인으로 하여 상속

의 효과를 귀속시킬 것인지 거 할 것인지 선택의 자유를 주고 있으나, 그

기간은 3개월로 비교 단기간이다(제1019조 제1항). 와 같이 숙려기간이

단기간이어서 상속인이 귀책사유없이 상속채무가 극재산을 과하는 사

실을 알지 못하여 고려기간 내에 한정승인 는 포기를 하지 못한 경우에

도 민법 제1026조 제2호가 단순승인 한 것으로 본 것은 기본권제한의 입법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재산권을 보장한 헌법 제23조 제1항, 사 자치권을

보장한 헌법 제10조에 반된다는 이유로 헌법재 소는 이미 법률규정

에 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린 이 있다10).

그러나, 상속의 효과를 포 ․당연승계로 정한 이 사건 법률조항의 헌

여부를 심사하는 이 사건과 그 상속의 효과를 상속인이 귀속시킬 것인지

선택할 수 있는 기간인 이른바 숙려기간이 단기간이어서 상속인의 기본권

을 침해한다는 것이 쟁 인 사건은 차원을 달리하는 것은 물론이다. 어

든, 사건의 결과 2002. 1. 14. 법률 제6591호로 민법개정으로 제1019조

제3항을 신설하여 고려기간 내에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과하

는 사실을 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하거나

승인한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에도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

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 고, 헌법재 소는 개정민법 제1019조 제3항이

헌법에 반되지 않는다고 시11)하 다.

결국 우리 민법은 헌법재 소의 결정 로 보완입법을 하여 고려기간

내에 상속인이 상속채무 과사실을 알지 못한 것에 하여 한 과실이

없는 이상 다시 특별한정승인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상속인을

상 으로 두텁게 보호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어, 상속법제에 한 민

법의 제규정이 가일층 완비되었다.

3. 평등권의 침해 여부

가. 제청법원의 의견

10) 헌재 1998. 8. 27. 96헌가22등, 례집 10-2, 339

11) 헌재 2003. 12. 18. 2002헌바91등, 례집 15-2, 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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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청법원은 상속의 효과가 피상속인이 빚만 진 사람이었는지 극재산

이 많은 사람이었는지라는 상속인의 의사와 계없이 결정되는 것일 뿐이

어서 어떤 상속인은 막 한 재산을 상속하지만 어떤 상속인은 소극재산만

을 상속하게 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고, 이는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

라고 주장한다.

나. 평등권의 반 여부를 단하는 심사구조

평등권은 ‘본질 으로 같은 것은 같게, 본질 으로 다른 것은 다르게 취

할 것’을 요청한다. 따라서, 평등권 반 여부의 심사는 ① 본질 으로 동

일한 것을 다르게, 는 다른 것을 동일하게 취 하고 있는가 하는 본질

인 차별 우의 확인과, ② 이러한 차별 우가 헌법 으로 정당화되는가의

단이다12).

우선 본질 인 차별 우를 하고 있는지는 비교되는 집단간의 본질 인

동일성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밝 야 한다. 즉 비교의 상을 이루는 두 개

의 사실 계 사이에 서로 상이한 취 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두 사실 계를 서로 다르게 취 한다면, 입법자는 이로

써 평등권을 침해하게 된다. 그런데 서로 비교될 수 있는 사실 계가 모든

에서 완 히 동일한 것이 아니라 단지 일정 요소에 있어서만 동일한

경우에, 비교되는 두 사실 계를 법 으로 동일한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니

면 다른 것으로 볼 것인지를 단하기 하여는 어떠한 요소가 결정 인

기 이 되는가가 문제된다. 헌법재 소는 두 개의 사실 계가 본질 으로

동일한가의 단은 일반 으로 당해 법률조항의 의미와 목 에 달려 있

다13)고 보고 있다.

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차별 우를 하고 있는지 여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은 상속이 개시된 때 상속인의 권

리의무를 어떻게 귀속시킬 것인지에 한 상속의 효과를 규정하고 있을 뿐

이고, 상속으로 인한 법 안정성이라는 공익을 실 하기 하여 상속의 효

12) 한수웅, ‘평등권의 구조와 심사기 ’, 헌법논총 제9집, 제66쪽 참조

13) 헌재 1996. 12. 26. 96헌가18, 례집 8-2, 680, 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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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피상속인의 일신에 속한 것을 제외하고 당연히 피상속인의 재산에

한 포 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이른바 법정

취득 는 당연취득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제청법원이 의문을

제기하는 소극재산이 극재산보다 많은 경우의 상속인 집단과 그 지 않

은 상속인 집단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의미와 목 에 비추어 볼 때 본질

으로 다르게 취 되어야 할 집단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구든지 상속을 하게 되면 동일하게 용되는 것으로 본질 으로 차별

우를 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제청법원이 지 하는 와 같은 차이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른 차별 우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고, 상속이 개시될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상태라는 우연 이고 운명 인 것에 의하여 래된

것일 뿐이라고 보아야 한다.

라. 소결론

그 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수범자들에 하여 본질 인 차별 우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시한

이 사건 결정은 타당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4. 이 사건 결정의 의의

헌법재 소는 이 사건 이외에도 이미 상속법에 한 몇몇 요한 결정을

하 었다.

우선, 이른바 숙려기간과 련된 문제이다. 민법 제1026조 제2호는 상속

인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

지 않은 때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법원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에 하여 상속개시의 원인이 된 사실의

발생을 앎으로써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말하고, 상속재산

는 상속채무의 존재를 안 날을 뜻하거나 상속포기제도를 안 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시하고 있다. 따라서, 고려기간의 기산일인 ‘상

속개시 있음을 안 날’에 하여 법원과 같이 해석하는 한, 상속인이 피상

속인의 사망 당시 상속재산 채무가 없다고 믿고서 한정승인이나 포기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고려기간을 도과한 경우, 그 후 비로소 채무의 존



민법 제1005조 헌제청 561

재가 밝 지더라도 피상속인의 채무를 모두 부담하게 되는데, 이는 스스로

의 잘못이 없는 상속인에게 매우 가혹하고 부당한 것이었다. 헌법재 소는

헌재 1998. 8. 27. 96헌가22등 사건( 례집 10-2, 339)에서 민법 제1026조

제2호가 헌법에 합치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 고, 결정으로 말미암

아 2002. 1. 14. 법률 제6591호로 민법이 개정되어 제1019조 제3항이 신설

됨으로써, 고려기간 내에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과하는 사실

을 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하거나 승인

한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에도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 다. 그 이후, 헌법재 소는 헌재 2003. 12. 18. 2002헌바

91등 사건( 례집 15-2, 530)에서 개정민법 제1019조 제3항은 헌법에

반되지 않는다고 시하 다.

다음으로, 상속회복청구권에 한 문제이다. 민법 제999조 제2항에 의하

여 용되는 제982조 제2항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기간을 상속 개시일

로부터 10년으로 제한한 것이 헌법에 반되는지 여부에 하여, 헌법재

소는 헌재 2001. 7. 19. 99헌바9등 결정( 례집 13-2, 1)에서 상속회복청구

권에 하여 상속 개시일부터 10년이라는 단기의 행사기간을 규정함으로

인하여, 기간이 경과된 후에는 진정한 상속인은 상속인으로서의 지 와

함께 상속에 의하여 승계한 개개의 권리의무도 총 으로 상실하여 참칭

상속인을 상 로 재 상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없고, 오히려 그 반사 효

과로서 참칭상속인의 지 는 확정되어 참칭상속인이 상속개시의 시 으로

부터 소 하여 상속인으로서의 지 를 취득하게 되므로, 이는 진정상속인

의 권리를 심히 제한하여 오히려 참칭상속인을 보호하는 규정으로 기능하

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이어서,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넘어 헌법상 보장된

상속인의 재산권, 행복추구권, 재 청구권 등을 침해하고 평등원칙에 배

된다고 시하 다. 그 이후 상속회복청구권 행사기간을 “상속권의 침해행

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라고 한 개정민법 제999조 제2항 해당 부분이

헌법에 반되는지 다시 문제가 되었으나, 헌법재 소는 헌재 2002. 11. 28.

2002헌마134 결정( 례집 14-2, 756)에서 개정민법 제999조 제2항은 헌법

에 반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심 청구를 기각하 다. 한편, 헌법재 소는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기간을 상속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으로 제한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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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의 것) 제999조에 의하여

용되는 제982조 제2항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부분의 헌 여부

도 다루었는데, 헌재 2004. 4. 29. 2003헌바5 결정( 례집 16-1, 509)에서

심 상조항이 헌법에 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 다.

이 사건은 상속의 효과를 포 ․당연승계로 정한 이 사건 법률조항의

헌 여부를 심사하는 것으로 기존에 상속법에 하여 다루었던 헌법재 소

의 선례들과는 쟁 을 달리하는 것이다. 이 사건 헌법소원의 상인 민법

제1005조는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상속인은 상속개시를 알고 있는지 여부

를 불문하고 상속인의 의사와 계없이 피상속인의 일신에 속한 것을 제

외하고 당연히 피상속인의 재산에 한 포 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소극재산이 극재산을 과하는 경우에도 상속인이

이를 당연히 승계하는 것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피상속인의 채무를 부

담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을 제한하고, 개인이 그 의

사에 따라 법 계를 스스로 형성하는 것을 보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

는 사 자치권 행복추구권을 제한할 여지가 있다. 헌법재 소는 우리나

라의 상속법제가 상속의 포기․한정승인제도를 두어 상속인으로 하여 그

의 의사에 따라 상속의 효과를 귀속시키거나 거 할 수 있는 자유를 주고

있으며,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채권자 상속인의 채권자 등의 이해 계를

조 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 장치도 마련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

항이 입법자가 입법형성권을 자의 으로 행사하 다거나 헌법상 보장된 재

산권이나 사 자치권 행복추구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여 기본권 제한의

입법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헌법에 반된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

다. 한편, 헌법재 소는 어떤 상속인은 막 한 재산을 상속하지만 어떤

상속인은 소극재산만을 상속하게 되는 차이는 민법 제1005조에 따른 차별

우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고, 상속이 개시될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상

태라는 우연 이고 운명 인 것에 의하여 래된 것일 뿐이라고 보았다.

우리나라에서 상속의 효과를 상속인의 의사와 계없이 당연히 피상속

인의 재산에 한 포 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한편

상속인으로 하여 그의 의사에 따라 상속의 효과를 귀속시키거나 거 할

수 있는 자유를 주고 있고,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채권자 상속인의 채권



민법 제1005조 헌제청 563

자 등의 이해 계를 조 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 장치를 마련한 것은

부분의 입법례와 그 취지를 같이 하는 것이다. 그런 까지 감안하여 보면,

헌법재 소가 결정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합헌성을 확인한 것은 타당

한 것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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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산업의구조개선에 한법률 제2조 제3호

가목 등 헌소원

-법률이 입법사항을 고시의 형식으로 임할 수 있는지 여부 등-

(헌재 2004. 10. 28. 99헌바91, 례집 16-2하, 104)

하 명 호
*

1)

【 시사항】

1. 당해소송이 제1심과 항소심에서 소송요건이 결여되었다는 이유로 각

하되었지만 상고심에서 그 각하 결이 유지될지 불분명한 경우에도 헌법재

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에 있어서 재 의 제성이 인정될 수 있

다고 본 사례

2. 법률이 입법사항을 통령령이나 부령이 아닌 고시와 같은 행정규칙

의 형식으로 임하는 것이 헌법 제40조, 제75조와 제95조 등과의 계에

서 허용되는지 여부

3. 법률이 국민의 권리의무와 련된 사항을 고시와 같은 행정규칙에

임하는 경우 그 헌성 단방법

4. 융산업의구조개선에 한법률 제2조 제3호 가목, 제10조 제1항 제2

호, 제2항에서 입법사항을 융감독 원회의 고시에 임한 것이 헌법에

반되는지 여부

5. 부실 융기 에 한 정부의 출자를 규정하는 융산업의구조개선에

한법률 제12조의 입법목

6. 융감독 원회로 하여 부실 융기 에 하여 자본 증가와 감소

* 헌법연구 , 서울고등법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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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한 융산업의구조개선에 한법률 제12조 제2항 내

지 제4항의 법 의미

7. 법률조항들에 의한 자본 의 증가와 감소가 헌법 제23조 제3항의

공용침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8. 법률조항들이 비례의 원칙에 반되어 재산권을 침해하는지의 여부

9. 헌법 제119조 제2항의 ‘경제의 민주화’의 헌법 의미

【심 상】

이 사건 심 의 상은 구 융산업의구조개선에 한법률1)(1998. 9. 14.

법률 제5549호로 개정되고 2000. 1. 21. 법률 제6178호로 개정되기 의 것,

이하 이 사건 법률이라 한다) 제2조 제3호 가목, 제10조 제1항 제2호, 제2

항 제12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헌여부이고, 이 사건 법률조항

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부실 융기 ”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융기 을 말

한다.

가. 경 상태를 실사한 결과 부채가 자본을 과하는 융기 는 거

액의 융사고 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부채가 자산을 과하여 정상

인 경 이 어려울 것이 명백한 융기 으로서 융감독 원회 는

자보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 원회가 결정한 융기 . 이 경

우 부채와 자산의 평가 산정은 융감독 원회가 미리 정하는 기 에

의한다.

제10조( 기시정조치) ① 융감독 원회는 융기 의 자기자본비율이

일정수 에 미달하는 등 재무상태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 에 미달하거

나 거액의 융사고 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인하여 융기 의 재무상

태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 에 미달하게 될 것이 명백하다고 단되는

때에는 융기 의 부실화를 방하고 건 한 경 을 유도하기 하여 당

1) 이 사건 법률은 이 사건 헌법소원 심리 2000. 1. 21., 2000. 10. 13., 2002. 12.

26., 2003. 5. 29. 각 개정이 되었으나, 문구가 일부 추가되는 외에서는 큰 틀에서

의 변경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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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융기 에 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권고․요구 는 명령하거나 그

이행계획을 제출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1. 융기 임․직원에 한 주의․경고․견책 는 감

2. 자본증가 는 자본감소, 보유자산의 처분 는 포․조직의 축소

3. 채무불이행 는 가액변경 등의 험이 높은 자산의 취득 지 는

비정상 으로 높은 리에 의한 수신의 제한

4. 임원의 직무정지 는 임원의 직무를 행하는 리인의 선임

5. 주식의 소각 는 병합

6. 업의 부 는 일부 정지

7. 합병 는 제3자에 의한 해당 융기 의 인수

8. 업의 양도 는 · 출 등 융거래에 련된 계약의 이 (이하

“계약이 ”이라 한다)

9. 기타 제1호 내지 제8호에 하는 조치로서 융기 의 재무건 성을

높이기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② 융감독 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이하 “ 기시정조치”라

한다)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기 과 내용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12조 (부실 융기 에 한 정부등의 출자등) ① 융감독 원회는

부실 융기 이 계속된 인출 등으로 업을 지속하기가 어렵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정부 는 보험공사(이하 “정부등”이라 한다)에 하여

당해 부실 융기 에 한 출자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에 의하여 정부등이 부실 융기 에 출자하는 경우 당

해 부실 융기 의 이사회는 상법 제330조·제344조 제2항·제416조 내지 제

41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발행할 신주의 종류와 내용, 수량, 발행가액, 배

정방법 기타 차에 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③ 융감독 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에 따라 정부등이 출자

를 하 거나 출자를 하기로 결정한 부실 융기 에 하여 특정주주(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한 정부등을 제외한 주주 는 당해 융기 의 부

실에 책임이 있다고 융감독 원회가 인정하는 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

가 소유한 주식의 일부 는 부를 유상 는 무상으로 소각하거나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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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가 소유한 주식을 일정비율로 병합하여 자본 을 감소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④ 부실 융기 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감소를 명령받은 때에는

상법 제438조 내지 제44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부실 융기 의 이사

회에서 자본감소를 결의하거나 자본감소의 방법과 차, 주식병합의 차

등에 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사건의 개요】

1. 사건의 진행과정

가. 청구외 한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 한생명’이라 한다)는 1946. 9.

9. 설립되어 1999. 9. 14.을 기 으로 수권자본액 800억 원, 납입자본액 300

억 원, 발행주식총수는 600만주인 생명보험사업 부 사업을 경 하는

보험회사이고, 청구인 최순 외 16명은 한생명의 주주들(이하 주주 청

구인들이라고 약칭한다)이었고, 청구인 하병국 외 4명은 한생명의 이사

들(이하 이사 청구인들이라고 약칭한다)이었다.

나. 융감독 원회는 1999. 9. 14. 한생명에 하여, ① 이 사건 법률

제2조 제3호 가목을 근거로 ‘경 상태를 실사한 결과 1999. 6. 말 기 으로

부채가 자산을 2조 6,753억원 과하여 정상 경 이 어려울 것이 명백하

다’라는 이유로 한생명을 부실 융기 으로 결정하고, ② 아울러 이 사건

법률 제10조 제1항 내지 제5항, 제12조 제1항 내지 제4항, 제7항 내지 제9

항을 근거로 ‘ 한생명이 해약의 증가, 수입보험료의 감소, 업조직의 동

요와 이탈 유동성 부족 등으로 업의 지속이 어려워 그 조기정상화를

한다’는 이유로 보험공사가 1,000만주의 신주를 인수할 수 있도록 하

는 자본증가와 증자에 의거 보험공사에서 출자한 액을 제외한 기

존 주식 부를 소각하는 자본감소를 명령하 다(이하, 각 처분을 부실

융기 결정, 증자명령 감자명령으로 약칭하면서, 이를 통칭하는 경우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한편 이 사건 처분에 의하면, 증자명령 감자명령은 보험공사

의 출자결정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아울러 증자 감자는 출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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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로부터 9일 이내에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와 련하여 보험공사는

같은 해 9. 14. 출자를 결정하 다.

라. 그러자, 청구인들 한생명은 서울행정법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

소를 구하는 소송(서울행정법원 99구27596 부실 융기 결정등처분취소)을

제기한 다음, 그 소송에 용될 수 있는 이 사건 법률 제2조 제3호 가목,

제10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12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헌 여부가 재

의 제가 된다는 이유로 헌심 제청신청(서울행정법원 99아667)을 하

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1999. 9. 30. 이 사건 처분의 상 방인 한생

명이 제기한 소에 하여 그 청구를 기각하고, 이 사건 처분의 상 방이

아닌 청구인들이 제기한 소에 하여 당사자 격 내지 소의 이익이 흠결된

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는 결을 선고함과 아울러 헌제청신청을 기

각하 는데, 청구인들 한생명은 항소를 하면서(서울고등법원 99

13408), 헌법재 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1999. 10. 13. 이 사건 헌법소원

심 을 청구하 다.

마. 그 후 한생명은 1999. 12. 15. 서울고등법원에는 소취하서를, 우리

재 소에는 이 사건 심 에 한 청구취하서를 각 제출하 고, 서울고등법

원은 2000. 3. 22. 한생명에 하여 1999. 12. 15. 소취하로 인하여 소송이

종료되었고, 청구인들에 하여 항소를 기각하는 취지의 결을 선고하

는데, 이에 하여 청구인들이 법원에 상고하여 그 당시로서는 상고심이

계속 이었다( 법원 2000두2648)2).

2. 청구인들의 주장과 헌제청신청 기각이유 계기 의 의견

가. 청구인들의 주장

(1) 이 사건 법률 제2조 제3호 가목과 제10조 제1항 제2호 제2항

에 하여

(가) 이 사건 법률 제2조 제3호 가목에서는 부실 융기 을 정함에 있어

‘부채와 자산의 평가 산정기 ’에 하여, 이 사건 법률 제10조 제2항에

2) 사건은 이 사건 결정 까지 상고심에 계속 이었으나, 그 이후 법원에서 원

심 결을 기환송하여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재는 서울고등법원에서 기환

송심이 계속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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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융감독 원회가 같은 조 제1항 소정의 부실 융기 에 하여 취할

수 있는 ‘ 기시정조치의 기 과 내용’에 하여 융감독 원회의 고시에

임하고 있는바, 그 임에 의하여 제정된 융감독 원회의 고시인 보험

감독규정 련규정은 법규명령에 해당하는 것인데, 우리 헌법은 법규명

령으로 통령령, 총리령과 부령, 법원규칙, 헌법재 소규칙, 앙선거

리 원회규칙으로 한정 으로 열거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 제2조 제3

호 가목과 제10조 제2항이 법규 사항을 와 같이 헌법에서 열거한 기

이 아닌 융감독 원회에게 임한 것은 헌법에 반된다.

(나) 이 사건 법률 제2조 제3호 가목에 하여 융감독 원회가 부실

융기 을 결정함에 있어 “자산과 부채의 평가기 방법”에 한 사항은

가장 기본 이고 본질 인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국회가 직 법률로

써 규정하지 아니하고, 한편 이 사건 법률 제10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하여도 융감독 원회가 부실 융기 에 하여 취할 수 있는 기시정

조치는 “권고, 요구, 명령 는 이행계획의 제출 등”으로 구분되어 있고,

“ 융기 임직원에 한 주의․경고 등으로부터 주식소각, 업정지등”

에 이르기까지 범 한 제재내용이 망라되어 있으므로, 기시정조치의

실시기 과 단계별 조치사항을 법률에서 구체 으로 정하 어야 함에도 불

구하고 이를 융감독 원회의 고시에 임하고 있으므로, 각 규정은

포 인 임입법에 해당하여 헌법 제75조에 반된다.

(2) 이 사건 법률 제12조 제2항 내지 제4항은 그 입법의 목 자체가 법

률의 체계상 정당성을 가질 수 없고, 그 방법도 하다고 할 수 없으며,

주식소각의 상이 무나 포 이고 아무런 제한이 없는데 반하여 침해

되는 기본권의 이익은 본질 인 것인바,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의 본질 인

내용을 침해하고 있어 과잉 지의 원칙에 반하므로 헌법에 반된다.

나. 서울행정법원의 헌제청신청 기각이유

(1) 이 사건 법률 제2조 제3호 가목

규정은 부실 융기 의 지정과 련하여 그 요건으로 자산과 부채를

실사하여 부채가 자산을 과할 것을 요구하면서 다만 자산과 부채의 평가

산정기 에 하여 융감독 원회의 규정에 임하고 있는 것인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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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임은 부실 융기 의 지정과 련된 구체 방법을 자산과 부채

의 비교를 통한 부채 과 여부로 규정하면서 단지 그 구체 인 방법을

한 하 의 기 을 임한 것으로, 비록 자산과 부채의 산정과 련한 구체

기 을 정함이 없이 임하고 있다 하더라도 부실 융기 결정과 련

된 본질 내용을 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한, 부채 내지 자산은

융분야에서 일반 으로 통용되는 용어로, 그 의미는 본질 으로 한계가 있

을 뿐만 아니라 일정범 로 특정될 수 있는 것으로 구체 인 범 가 정하

여져 있다. 따라서, 규정은 구체 으로 범 를 특정하고 하 법령에

임을 한 것으로 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2) 이 사건 법률 제10조 제1항 제2호 제2항

규정은 기시정조치와 련하여 그 발동요건으로서 융기 의 자

기자본비율이 일정 수 에 미달하는 경우 등을 규정하면서 그 형태로 권

고, 요구 는 명령을, 그 내용으로 제1항 제1호 내지 제9호에 걸쳐 열거하

고 있고, 나아가 그 기 과 내용을 미리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규

정에 따르면 기본 인 요건과 내용 등에 하여 법률에서 자세히 규정하고

있고, 그 구체 인 시행 등만을 임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포 임이라

고 보기 어렵다.

(3) 이 사건 법률 제12조 제2항 내지 제4항

한생명과 같은 융기 은 일반 기업의 경우와는 달리 일반인에 한

신용을 그 사업의 기 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단 한번 신용이 상실되

면 연쇄반응을 일으켜 격한 신용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고, 다시 이를 회

복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신용하락은 당해 융기 뿐

만 아니라 융일반에도 향을 미쳐 소 융공황을 일으킬 수 있는 것

으로 국가경제 체에 큰 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나라의

경우 그 정당성은 별론으로 하고 자보호법 등으로 국가가 나서 그

등의 반환 는 지 채무를 사실상 보증함으로써 결국 융기 에 한

한 국가가 보증인으로서 떠받쳐 주고 있는 셈이다. 그리하여, 어느 융기

이 부실화되어 그 등을 지 하여 수 없으면 국가가 그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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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하여 수 밖에 없으므로 어떻게 보면 이러한 자보호제도를 취하

고 있는 이상 그 지 않는 경우에 비하여 융기 의 정운용 여부를 더

욱 극 으로 감시, 감독할 정당성을 갖는다.

우리 헌법은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한다고 선언하면서도 법률로써 그 한

계를 설정할 수 있으며 제한할 수 있는 것임을 밝히고 있는데, 감자와

련하여도 부채가 자산을 과하는 부실 융기 이면서 계속된 인출 등

으로 업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주로서의 권리가 극

히 미약해지고 경제 으로도 무가치하다고 평가될 수 있는 , 국가가

융기 을 떠받쳐 주고 있고 만약 어느 융기 의 도산이 실화된다면 그

효과는 국가경제 체에 미칠 수 있는데 그 험성의 단계를 넘어 도

산이 실화될 때까지 기다려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것은 그 험성의 단

계에서 조치를 취함으로써 이미 가치가 (0)에 가까운 부실 융기 주주

의 미미한 권리가 침해될 수 있는 소지를 감수하고서라도 이를 취할 필요

성이 있는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국가안 ,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하여 험성의 징표단계에서 미리 융기 주주의 권리에 한계를 설정

하면서 아울러 우리 헌법상 자본주의 자유경제질서를 보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 와 같은 법규정의 요건하에서는 단지 주주의 권리를

주주들의 의사가 반 되는 주주총회결의가 아니라 이사회의 결의라는 방법

에 의한다는 이유만으로 이러한 증자 감자명령의 근거 법령이 헌이라

고 보기 어렵다.

다. 융감독 원회의 의견

(1) 이 사건 법률 제2조 제3호 가목 단서부분

서울행정법원의 헌제청 신청기각이유와 동일한 취지이다.

(2) 이 사건 법률 제10조 제1항 제2호 제2항

서울행정법원의 헌제청 신청기각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의견 외에 다

음과 같은 이유로 포 인 임입법 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즉,

융기 의 부실화정도 그 회생가능성에 한 단은 고도의 문성을 요

할 뿐만 아니라 세부 이고도 기술 인 사항을 내포하는 정책 단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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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어서 법률로써 일률 으로 규정할 수 없고, 더욱이 임입법의 범 는

그 사회가 처한 정치, 경제, 사회환경 일반인의 건 한 법상식에 기 하

여 결정되어야 할 것인바, 우리의 경우에는 미국이나 일본과는 달리 부실

융기 의 처리문제가 같은 법 제정당시나 지 이나 여 히 시 한 안

으로 되어 있고, 그 경제 효과에 비추어 어떠한 결정보다 신속히 내

려져야 하는 것인 을 고려하여 입법자는 융감독 원회가 취할 수 있는

기시정조치의 내용을 구체 으로 명시하는 한편, 그 범 안에서 융감

독 원회의 문성, 기술성을 바탕으로 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당해

융기 의 부실화정도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 제1항 각호의 조치를 선택

할 재량을 부여한 것으로, 규정은 포 임입법 지의 원칙에 반한

다고 볼 수 없다.

(3) 이 사건 법률 제12조 제2항 내지 제4항

서울행정법원의 헌제청 신청기각이유와 유사한 취지의 의견 외에 감

자명령과 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덧붙이고 있다. 즉, 우리나라의 경

제구조, 특히 융구조를 고려하여보면, 일정한 경우 공 자 투입의 제

로서의 증자, 기존주주의 주식을 소각하는 감자는 필요한 것이고, 특히 감

자와 련하여 기존 주주의 동의없이 이사회의 결의로서 실행하도록 한 근

본 인 이유는 기존 주주들에게 자본감소 여부에 한 결정권을 부여할 경

우 그들이 자신들의 이익에 반하여 자본감소의 결의를 스스로 할 리가 없

는 것이고, 그 결과 공 자 의 투입으로 인한 자본감소를 통하여 달성하

려는 융기 의 회생 투입된 공 자 의 회수를 목 으로 하는 동법의

입법취지를 살릴 수 없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더욱이 공 자 이 투입

된 경우 기존 주주들의 주식을 소각하지 않는다면 공 자 의 투입에 따라

부채 과로 인하여 가치가 거의 상실된 기존 주주들이 보유한 주식의 가치

가 상승하여 그 경제 이익이 기존주주에게 귀속되는 매우 불합리한 결과

가 되는 것은 명백하며, 부실에 직 인 책임이 없는 주주에 하여는 일

정한 차에 따라 매수청구가 허용되므로 감자결의권한을 이사회에 부여하

다 하여 재산권의 본질 인 내용을 침해하 다거나, 과잉 지의 원칙

는 자본주의 자유경제질서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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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재정경제부장 의 의견

(1) 본안 항변

법률 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상이 되기 하여는 그 조항에

의하여 구체 인 집행행 를 기다리지 않고 직 이고 재 으로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할 것이나, 융감독 원회의 이 사건 처분을 매개로

하여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소원의 요건인 직 성을

결여한 것이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은 부 법하다.

(2) 본안에 하여는 서울행정법원의 헌제청 신청기각이유 융

감독 원회의 의견과 동일하다.

【결정요지】

1. 융감독 원회가 주식회사인 보험회사에 하여 부실 융기 으로

결정하고 증자 감자를 명한 처분에 하여 이 사건의 청구인들인 회

사의 ‘주주’ 는 ‘이사’ 등이 그 취소를 구하는 당해소송에서 제1심과 항소

심 법원은 ‘주주’ 는 ‘이사’ 등이 가지는 이해 계를 행정소송법 제12조

소정의 ‘법률상 이익’으로 볼 수 없다고 하면서 소를 각하하는 결을 선고

하 다. 그러나, 당해사건에 직 원용할 만한 확립된 법원 례는 아직

까지 존재하지 않아 해석에 따라서는 당해소송에서 청구인들의 원고 격이

인정될 여지도 충분히 있고, 헌법재 소가 이에 하여 법원의 최종 인

법률해석에 앞서 불가피하게 단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헌법재 소로

서는 일단 청구인들이 당해소송에서 원고 격을 가질 수 있다는 제하에

재 의 제성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고 본안에 한 단을 할 수 있다.

2. 오늘날 의회의 입법독 주의에서 입법 심주의로 환하여 일정한 범

내에서 행정입법을 허용하게 된 동기가 사회 변화에 응한 입법수요

의 증과 종래의 형식 권력분립주의로는 사회에 응할 수 없다는

기능 권력분립론에 있다는 등을 감안하여 헌법 제40조와 헌법 제75

조, 제95조의 의미를 살펴보면, 국회입법에 의한 수권이 입법기 이 아닌

행정기 에게 법률 등으로 구체 인 범 를 정하여 임한 사항에 하여

는 당해 행정기 에게 법정립의 권한을 갖게 되고, 입법자가 규율의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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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선택할 수도 있다 할 것이므로,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임입법의 형식

은 시 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것은 법률이 행정규칙에 임하

더라도 그 행정규칙은 임된 사항만을 규율할 수 있으므로, 국회입법의

원칙과 상치되지도 않는다. 다만, 형식의 선택에 있어서 규율의 도와 규

율 역의 특성이 개별 으로 고찰되어야 할 것이고, 그에 따라 입법자에게

상세한 규율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역이라면 행정부에게 필요한 보

충을 할 책임이 인정되고 극히 문 인 식견에 좌우되는 역에서는 행정

기 에 의한 구체화의 우 가 불가피하게 있을 수 있다. 그러한 역에서

행정규칙에 한 임입법이 제한 으로 인정될 수 있다.

3. 행정규칙은 법규명령과 같은 엄격한 제정 개정 차를 요하지 아니

하므로, 재산권 등과 같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작용을 하는 법률이 입법

임을 할 때에는 “ 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 법규명령에 임함이 바람

직하고, 융감독 원회의 고시와 같은 형식으로 입법 임을 할 때에는

어도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바와 같이 법령이 문

․기술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한정된다 할 것이고, 그러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포 임 지의 원

칙상 법률의 임은 반드시 구체 ·개별 으로 한정된 사항에 하여 행하

여져야 한다.

4. 융산업구조개선에 한법률 제2조 제3호 가목은 부실 융기 을 결

정할 때 ‘부채와 자산의 평가 산정’의 기 에 하여, 법률 제10조

제1항, 제2항은 기시정조치의 기 과 내용에 하여 융감독 원회의

고시에 임하고 있는바, 와 같이 입법 임된 사항은 문 ․기술 인

것으로 업무의 성질상 융감독 원회의 고시로 임함이 불가피한 사항일

뿐만 아니고, 각 법률규정 자체에서 융감독 원회의 고시로 규제될

내용 범 의 기본사항이 구체 으로 규정되어 있어 구라도 규정으

로부터 융감독 원회의 고시에 규정될 내용의 강을 측할 수 있다 할

것이어서, 포 임입법 지를 선언한 헌법 제75조에 반되지 아니한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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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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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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융산업의구조개선에 한법률 제12조 제2항 내지 제4항에 의한 자본

증가 감소명령은, 융감독기 이 국민부담인 정부출자를 통해서라도

부실 융기 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단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

자 투입의 제조건으로서 부실 융기 의 자본 을 실질에 맞추어 조

하는 불가피한 조치이자 동시에 기존의 주주에게 그 손실을 분담시키는 조

치이다.

7. 부실 융기 의 주식은 국가의 증자나 감자명령에 의하여 그 가치가

감소한 것이 아니라, 부실경 으로 말미암아 증자나 감자명령의 유무와

계없이 그 당시 이미 (0)에 가까운 상태나 는 (0)으로 그 가치가 감

소한 것이다. 따라서 자본 증가나 감소의 방법으로서 비록 외형상으로는

국가에 의한 주식가치의 박탈 는 하락이라는 형태를 띠고 있으나, 그 실

질 내용에 있어서는 주주의 재산권을 박탈하는 조치가 아니라 증자나 감

자명령 당시 자유시장에서 형성된 주식의 실질가치를 단지 확인하는 행

에 지나지 않는다. 기존 주주들은 법률조항들에 의하여 단지 부실기업

을 정리하거나 는 정상화하는 방법과 차에 있어서 국가의 간섭을 받음

으로써 재산권의 행사를 제한 당할 뿐이므로, 법률조항들은 헌법 제23

조 제3항의 공용침해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 제23조 제1항 제2

항에 의하여 재산권에 한 권리와 의무를 장래에 있어서 일반․추상 으

로 형성하고 확정함으로써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정하는 규정이다.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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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증가나 감소의 조치

를 취할 수 있는 가능성이 부여되어야 한다는 , 감자명령의 경우 자본감

소에 이의가 있는 주주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하여 그 당시 주식의 실질

가치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된다는 등을 고려하여 볼 때,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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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조항들은 국민경제의 안정을 실 하기 하여 하고 필요한 수단이며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의 비 과 개인이 입는 기본권제한의 효과를 비교하

더라도 양자 사이에 한 균형 계가 인정되므로, 법률조항들은 주주

의 재산권을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게 합헌 으로 제한하는 규정이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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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성, 재 주선회, 재 이상경의 헌의견

1. 우리 헌법은 제40조에서 국회입법의 원칙을 천명하면서 외 으로

법규명령으로 통령령, 총리령과 부령, 법원규칙, 헌법재 소규칙, 앙

선거 리 원회규칙을 한정 으로 열거하고 있는 한편 우리 헌법은 그것에

되는 법률을 포함한 일체의 국가의사가 유효하게 존립될 수 없는 경성

헌법이므로, 법률 는 그 이하의 입법형식으로써 헌법상 원칙에 한

외를 인정하여 고시와 같은 행정규칙에 입법사항을 임할 수는 없다. 우

리 헌법을 이 게 해석한다면 임에 따른 행정규칙은 법률의 임 없이도

제정될 수 있는 집행명령(헌법 제75조 후단)에 의하여 규정할 수 있는 사

항 는 법률의 의미를 구체화하는 내용만을 규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

는 것이고 새로운 입법사항을 규정하거나 국민의 새로운 권리·의무를 규정

할 수는 없다. 그 다면 융산업의구조개선에 한법률 제2조 제3호 가목

은 ‘부채와 자산의 평가 산정’을 ‘ 융감독 원회가 미리 정하는 기 ’

에, 이 사건 법률 제10조 제1항 제2호, 제2항은 ‘ 기시정조치의 기 과 내

용’을 ‘ 융감독 원회의 고시’에 각 임하고 있는 바, 이는 법규 사항을

헌법에서 한정 으로 열거한 임입법의 형식을 따르지 아니하고 법률에서

임의로 임입법의 형식을 창조한 것으로 헌법에 반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2. 사기업이 부실화하는 경우, 원칙 으로 회사정리 차나 산 등 회사

를 정리하는 차를 밟아야지, 국가가 매번 부실기업에 하여 국민의 세

으로 조성된 막 한 공 자 을 투입함으로써 경쟁을 통한 시장의 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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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기능을 약화시켜서는 안 된다. 부실기업에 한 국가의 지원은 국민경

제 고려에서 불가결한 지극히 외 인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어야 하며,

이 사건의 경우 부실화된 상기업이 일반 사기업이 아니라 국가경제에 보

다 큰 향을 미치는 융기 이라는 특수성이 인정되기는 하나, 단지 부

실화된 사기업이 융기 이라는 만으로는 국민의 부담 하에서 이루

어지는 국가의 지원을 정당화한다고 볼 수 없고, 이로써 법률 제12조

제2항 내지 제4항이 국가지원의 사 단계로서 규정하는 강제 자본

의 증가나 감소조치를 정당화하지 못한다고 단된다. 따라서 법률조항

들은 우리 헌법이 규정하는 시장경제질서에 부합될 수 없는 것으로 헌으

로 단되어야 한다.

【해설】

1. 이 사건의 쟁

이 사건은 법요건에서 본안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요하고도 많은 쟁

이 복합 으로 표출된 사건이지만, 다음의 세가지 쟁 으로 크게 나 어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이 사건 헌법소원의 법여부에 한 부분이고, 이에 하여도 여

러 주장과 쟁 이 있었다. 그 지만, 법요건에 한 가장 요한 쟁 은

재 의 제성에 한 부분이다. 이 사건 헌법소원 결정당시에는 당해사건

이 제1심에서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각하 결이 선고되었지만, 법원에서

장기간 이에 한 단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태 고, 그에 한 확립

된 법원 례도 존재하지 않아, 이러한 경우 헌법재 소가 법원의

결 에 이 사건이 재 의 제성이 있다고 하여 본안 단을 하여야 할지

에 하여 의문이 생겼고, 이 사건 결정은 이것을 해결한 사례이므로, 아래

에서 자세히 살펴본다. 그밖에도, 이 사건 헌법소원은 청구인들과 함께

한생명도 이 사건 헌법소원 심 청구를 제기하 으나 한생명이 그 표

이사 명의로 심 계속 에 청구취하서를 제출하자 청구인들이 그 취하의

법․유효여부를 다투었던 것과 이 사건 헌법소원 심 청구는 직 성의

요건을 결여하여 부 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재정경제부장 의 의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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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으나, 이에 하여는 특기할만한 쟁 은 아니므로 설명을 생략하기로

한다.

둘째, 이 사건 법률 제2조 제3호 가목, 제10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련된 쟁 들이다. 이에 하여는 법률이 입법사항을 통령령이나 부령이

아닌 고시와 같은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임하는 것이 헌법 제40조, 제75

조와 제95조 등과의 계에서 허용되는지 여부, 허용될 경우 그 통제방법

헌성 단방법 등이 쟁 으로 두된다.

셋째, 마지막으로 융감독 원회로 하여 부실 융기 에 하여 자본

증가와 감소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이 사건 법률 제12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헌여부이다.

2. 재 의 제성에 하여

가. 문제의 소재

(1) 재 의 제성에 한 일반론

헌법재 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일반법원에 계

속 인 구체 사건에 용할 법률이 헌법에 반되는지 여부가 당해사건

의 재 의 제로 되어야 한다. 이 경우 재 의 제가 된다고 하려면 우

선 그 법률이 당해 사건에 용할 법률이어야 하고 그 헌 여부에 따라

재 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 의 내용과 효력에 한 법률 의미가 달라

지는 경우를 말한다3).

여기에서 당해사건이 일반법원에 계속 이라는 의미는 원칙 으로 ‘

법하게’ 계속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헌법소원심 청구 당시에는 법

하게 계속되었더라도 헌법재 소의 심리기간 에 사후 인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더 이상 법하게 계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원칙 으로 재

의 제성이 부인된다. 따라서, ① 당해 소송사건이 부 법한 것이어서 당

해소송에 하여 선고된 소각하 결이 이미 확정되거나4), 헌제청신청

상이 된 법률의 헌 여부를 따져볼 필요도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경

3) 헌재 1995. 7. 21. 93헌바46, 례집 7-2, 48, 58 참조

4) 헌재 2000. 11. 30. 98헌바83, 례집 12-2, 278, 28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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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5), ② 당해 소송사건이 소의 취하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는 ‘재 의

제성’을 흠결하여 부 법한 것이다.

(2) 이 사건에 있어서의 문제의 소재

그런데, 이 사건 헌법소원심 의 계속 에는 주주 청구인들 이사 청

구인들이 제기한 당해사건이 제1심에서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각하 결이

선고되었지만, 법원에서 장기간 이에 한 단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

고 그 당시로서는 법원 결이 언제 선고가 될지 짐작할 수도 없었다는

데 문제가 있었다. 즉, 이 사건 당해사건이 항소심까지 각하 결이 선고되

어 향후 각하 결이 확정될 수도 있으나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법원

에서는 원심 결을 기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 다. 이러한 경우 헌법

재 소에서 이 사건 헌법소원이 이미 4년 이상 계류 인데 법원의 결

을 만연히 기다리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 다고 섣불리 헌법재 소가 당

해사건이 각하될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이 사건 헌법소원이 법하지 않다

고 단정하기도 어려웠으므로, 이 사건의 처리가 매우 곤란한 지경에 이르

다.

나. 당해사건의 소각하 결이유와 이에 한 검토

(1) 제1심과 항소심 법원의 소각하 결이유

이 사건 당해사건의 제1심 법원인 서울행정법원과 항소심 법원인 서울

고등법원은 이 사건 처분의 상 방은 한생명뿐이고, 주주 청구인들과 이

사 청구인들은 이 사건 처분의 상 방이 아니고 직 그 법률 효력을 받

는 자가 아니므로, 원고 격이 없다고 소를 각하하 는데, 그 구체 인 내

용은 다음과 같다.

① 부실 융기 결정으로 인하여 한생명의 주주 는 임원의 권리 등

이 향을 받게 되기는 하지만, 이는 한생명이 부실 융기 으로 지정됨

으로 인한 사실상 내지 간 인 것일 뿐이고 직 인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한 증자 감자명령의 경우, 이로 인하여 한생명으로서는 각

5) 헌재 1992. 8. 19. 92헌바36 례집 4, 572, 57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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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에 따른 증자 감자의 차를 진행하여야 할 행정상 의무를 지고 이

에 반하는 경우 행정 제재를 받게 되는 것에 불과한 것이고, 이에 따

라 곧바로 증자 감자라는 사법상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닌 에서 역

시 주주나 임원의 권리행사에 직 으로 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② 한편 한생명으로서는 증자 감자명령 등을 이행하기 하여서

는 이사회결의 등의 차를 진행하여야 하는 것인데, 주주들로서는 이러한

차에 하여 증자에 하여는 상법 제429조 소정의 신주발행무효의 소

이에 기 하여 상법 제424조 소정의 유지청구권 행사, 감자에 하여는

상법 제445조 소정의 감자무효의 소 등을 통하여 그 자신의 주주로서의 권

리침해방지를 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에서 증자 감자명령 그

자체로 인하여 ‘주주 청구인들’ ‘이사 청구인들’에게 어떤 법률상 권리침

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결들에 한 의문

당해사건의 제1심 법원과 항소심 법원의 단처럼 이 사건 처분의 상

방은 한생명뿐이고, 청구인들은 이 사건 처분의 상 방이 아닌 것은 맞

으나, 이 사건의 당해사건과 같은 특수한 경우에도 처분의 상 방이 아니

므로, 법률상의 이해 계가 없다고 단정할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첫째, 청구인들은 이 사건 처분들의 결과인 증자 감자에 하여 깊은

이해 계를 맺고 있으나 이에 하여 아무런 여도 할 수 없다. 부실 융

기 에 한 증자명령 감자명령은 원칙 으로 상법이 정한 차에 따라

증자는 정 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상법

제416조), 감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상법 제438조, 제434조)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 사건 법률이 정한 특례에 따라 상법규정을 배

제하고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해당회사의 주주들이

선뜻 감자결의를 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융감독 원회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방법을 선호할 것임은 사리상 분명하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에 따라

융감독 원회가 증자 는 감자를 명할 경우 당해회사의 이사회에서는

증자 는 감자결의를 할 수 밖에 없고, 설령 이에 반하는 의사결정을 하

더라도 융감독 원회가 이사들의 직무를 정지하고 그 직무를 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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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인들을 선임하여 증자 는 감자결의를 하게 하는 등 증자 는 감자

명령을 철시킬 것이다6). 따라서, 어도 주주 청구인들은 융감독 원

회의 증자 는 감자명령으로 인한 증자 는 감자결의에 사실상 여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른다.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들은 융감독 원회의 증자 는 감자

명령으로 인한 증자 는 감자결의에 하여 다툴 방법이 없다. 제1심

항소심 법원은 소각하의 결이유에서 증자 감자를 다투는 상법상 차

에 따라 이 사건 처분에 의하여 빚어진 결과를 제거할 수 있다고 하나, 다

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이 유지되는 한 청구인들은 상법상

의 차로 증자 감자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생각된다7).

우선 증자에 하여는 상법 제429조에 따라 주주 는 이사가 신주발행

무효의 소를 통하여 신주발행의 무효를 주장할 가능성이 없지 않으나, 해

석상 인정되는 무효원인8) 이 사건 처분의 사유를 다툴만한 사유로는

발행 정주식총수를 과하여 발행한 경우나 신주인수권을 무시하고 신주

6) 실제로, 융감독 원회는 한생명의 이사회가 이 사건 증자 감자명령을 이

행하는 결의를 행하지 않자 1999. 9. 30. 한생명의 감사를 포함한 임원 부에

하여 직무정지를 명하고, 임원의 업무를 행할 리인들을 선임하여, 그 리

인들이 1999. 10. 1.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증자와 감자명령에 한 결의를

함으로써, 결국 융감독 원회는 이 사건 처분이 목 한 증자와 감자를 철시

켰다. 여기에서 리인들이 와 같은 이사회의 결의를 행할 수 있는지에 하여

이 사건 청구인들 일부는 헌법재 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을 제기

하 으나 각하되었다(헌재 2005. 7. 21. 선고 2001헌바67 결정).

7) 실제로, 청구인들의 일부가 앞에서 언 한 바와 같이 한생명을 상 로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신주발행 자본감소가 무효임을 확인하여 달라는 소송을 서울지방

법원 남부지원에 제기하 으나 담당재 부는 2000. 12. 22. 청구를 기각하는 결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2000가합4457 자본감소등무효확인사건, 일부는 당사자

격이 없다고 각하하 다)을 선고하 고, 원고들이 이에 불복하고 항소하 으나 서

울고등법원은 2001. 8. 14. 항소를 기각하는 결(서울고등법원 2001나6802)을 선

고하여, 재 상고심이 법원(2001다60323)에 계속 이다.

8) ① 정 에 정하지 않는 종류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 ② 발행 정주식총수를 과

하여 발행한 경우; ③ 신주인수권을 무시하고 신주를 발행한 경우; ④ 신주인수권

자에 하여 상법 제419조의 통지와 공고를 하지 않은 경우; ⑤ 상법 제424조에

의한 주주의 유지청구에 반하여 신주가 발행된 경우; ⑥ 이사회가 정한 발행가

액에 미달하는 신주를 배정한 경우; ⑦ 법정의 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신주를

액면미달가액으로 발행한 경우; ⑧ 신주의 한 불공정발행의 경우; ⑨ 이사회

의 결의 없이 신주를 발행한 경우{손주찬, 정동윤 표집필, 주석상법(Ⅳ), 한국사

법행정학회(1999), 148쪽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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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발행한 경우 신주의 한 불공정발행의 경우 등을 고려할 수 있

다. 그러나, 그 차에 한 첫 번째 두 번째의 원인의 경우 이 사건

법률 제12조 제2항이 정한 신주발행에 한 특례규정으로 인하여 청구인들

이 이러한 사유를 무효원인으로 하여 다툴 수는 없고, 세 번째의 원인의

경우에는 해석상 히 불공정한 방법으로 신주를 발행한 것은 그 정도의

성 때문에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므로 무효라는 견해, 히 불공정한

방법에 의한 신주발행은 주주의 유지청구와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에 의하여

해결할 것이고 거래의 안 을 하여 신주발행 자체는 유효하다는 견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무시하고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와 같이 히 불공

정한 방법으로 신주를 발행한 결과 회사의 지배 계에 변동을 정도라면

무효라는 견해가 립한다. 그러나, 자상태인 융기 의 해산을 막기

한 조치로서 이루어진 증자를 히 불공정한 행 라고 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 들기 때문에 이 사건 법률 특례규정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이

와 같은 무효원인을 원용하기 어렵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유지한 채 상법상 신주발행무효의 소로 증자의 효력을

다투기는 어려울 것으로 단된다.

다음으로, 감자에 하여는 상법 제445조에 따라 주주 는 이사가 감자

무효의 소를 통하여 자본감소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겠으나, 해석상 인정

되는 무효원인9) “자본감소의 방법이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된 경우”를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이 사건 법률 제12조 제3항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이 유지되고, 이 사건 법률 제12조 제4항이 자본감소

차에 하여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이상 주식의 무상강제소각이 주주평

등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유지한 채 상법상 자본감소무효의 소로 감자의 효

력을 다투기는 어려울 것으로 단된다.

9) ① 자본감소에 요구되는 주주총회 는 종류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흠결이 있을

때; ② 주주총회결의의 차 는 내용에 하자가 있을 때; ③ 채권자보호 차에

흠결이 있을 때; ④ 자본감소의 방법이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된 경우; ⑤ 이의

제출채권자를 한 조치를 락한 때{ 주석상법(Ⅳ), 제221쪽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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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당시의 법원 결에 한 망

처분의 상 방 는 제3자 원고 격을 가진 자가 법인 는 비법인사단․

재단일 경우에는 그 법인 는 비법인사단․재단이 당해처분의 취소 등을

구할 원고 격자이고 그 주주나 표자 등의 구성원은 원고 격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 기존의 법원 례의 원칙10)이었고, 당해사건의 제1심 법원

항소심 법원은 례들의 취지에 따라 청구인들이 제기한 당해소송이

원고 격을 결여한 것이라고 하면서 각하 결을 선고하 던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들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궁극 으로 주식이 소각되

는 등 그 지 에 한 향을 미치는데도 불구하고 청구인들은 융감독

원회의 증자 는 감자명령으로 인한 증자 는 감자결의에 여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증자 감자결의에 하여 다툴 방법도 없었다. 그

다고 하여, 정부의 공 자 투입이후 기존의 임원들이 해임되고 새로운

임원들이 선임된 상태에서, 한생명의 새로운 표이사 등의 집행기 이

기존의 주주와 이사를 하여 그들을 선임하여 새로운 주주를 탄생시킨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것을 기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결정 당시에는 법원이 당해사건을 기존의 원칙 인

례에 따라 제1심 법원과 항소심 법원과 같이 원고 격이 부인된다고 할

지, 아니면 당해소송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청구인들에게 원고 격을 인정

할지에 하여는 짐작하기 어려웠으나, 당시 법원이 소의 법성을 부정

할 의도라면 헌법재 소의 단을 기다릴 필요가 없는 사건인데, 이를 장

기간 심리하고 있다는 , 최근 법원이 원합의체 결로 항고소송의

10) 주식회사의 주주 는 이사는 법률상 직 이고 구체 인 이익을 가지지 않는

자이므로 당해 법인에 한 행정처분 는 당해 법인이 제3자 원고 격을 가지고

있는 소외인에 한 행정처분에 하여 그 취소‧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

격이 없다는 것이 법원의 행정소송법 제12조의 당사자 격에 한 원칙 인

해석론이다(다음의 례 참조).

① 법원 1971. 12. 28. 선고 71 109 결 : 주류제조업면허취소처분의 상 방

인 주식회사의 주주

② 법원 1971. 3. 23. 선고 70 164 결 : 주류제조업면허취소처분의 상 방

인 주식회사의 주주

③ 법원 1995. 8. 22. 선고 94 8129 결 : 공원사업시행허가처분의 상 방인

소외 어 계와 경업 계에 있는 소외 주식회사의 주주

④ 법원 1995. 12. 5. 선고 95 1484 결 : 생 객업 업정지처분의 상 방

인 소외 주식회사의 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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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을 확 하는 추세에 있는 11) 등에 비추어보면, 법원이 이 사건 처

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2조가 정한 “법률상 이익”

이라는 요건을 구비하 다고 단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상되었다12).

다. 이 사건에 있어서 헌법재 소의 ‘재 의 제성’에 한 단

방법

(1) 헌법재 소가 이 사건에 한 재 의 제성을 단함에 있어서

의 문제

당해 소송사건에 하여 이미 상고기각 결이 선고되었거나 법원에서

사후에 상고기각 결을 할 것이 명백하다면 헌법재 소로서는 이 사건 헌

법소원이 부 법한 것으로 악하고 바로 각하할 수 있다. 그러나, 앞에서

언 한 바와 같이 이 사건의 당해소송이 각하될 것인지 불분명한 상태에

11) 법원 2004. 4. 22. 선고 2000두7735 원합의체 결( 학교원의 임용권자가

임용기간이 만료된 조교수에 하여 재임용을 거부하는 취지로 한 임용기간만료

의 통지가 행정소송의 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시하 는바, 이는 기간

을 정하여 임용된 학교원이 그 임용기간의 만료에 따른 재임용의 기 권을 가

진다고 할 수 없고, 임용권자가 인사 원회의 심의결정에 따라 교원을 재임용하

지 않기로 하는 결정을 하고 이를 통지하 다고 하더라도 이를 행정소송의 상

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고 시한 기존의 법원의 태도를 변경한 것

이다.)

12) 법원은 이 사건 결정후인 2004. 12. 23. 원고 겸 상고인들 이사들의 상고는

기각하 으나 주주들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 결을 기환송하 고, 와 같이

기환송된 사건은 재 서울고등법원 2005 3358호로 계속 인바, 결의 요

지는 다음과 같다. 우선 주주 청구인들에 하여는 일반 으로 법인의 주주는 당

해 법인에 한 행정처분에 하여 사실상이나 간 인 이해 계를 가질 뿐이어

서 스스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 격이 없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지

만, 그 처분으로 인하여 궁극 으로 주식이 소각되거나 주주의 법인에 한 권리

가 소멸하는 등 주주의 지 에 한 향을 래하게 되는데도 그 처분의 성질

상 당해 법인이 이를 다툴 것을 기 할 수 없고 달리 주주의 지 를 보 할 구제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주주도 그 처분에 하여 직 이고 구체 인 법률상 이

해 계를 가진다고 보이므로 그 취소를 구할 원고 격이 있다고 하 다. 다만 이

사 청구인들에 하여는 주주와 달리 주식회사의 기 인 이사회를 구성하는 이사

에 불과하고, 1999. 11. 4.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의 결의로써 한생명의 이사에서

해임되고 다른 사람이 이사로 선임되었으며, 그 임기 한 만료되었으므로,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이사로 복귀하거나 이

사직무를 수행할 지 가 회복된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

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각 처분에 하여 사실상이나 간

인 이해 계를 가지는 데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고 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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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졌기 때문에 재 의 제성을 섣불리 단할 수 없고, 그 다고 법원

의 결을 만연히 기다릴 수도 없는 처지에 놓인 헌법재 소로서는 어떠한

태도를 취하여야 할지 곤란한 지경에 이르 고, 그러한 사례에 한 선

례도 없는 실정이었다.

(2) 문제의 해결방안

이 사건과 같이 헌법소원 심 차의 법요건인 ‘재 의 제성’ 요건의

충족 여부를 검토하기 하여 당해 소송사건의 재 규범에 한 법원의

사법 유권해석이 선행되는 것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하여 직

으로 원용할 수 있는 법원 례가 존재하지 아니한 사안에서, 헌법재

소가 법원의 최종 인 유권해석에 앞서 재 의 제성을 단하여야

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해결하기 하여 불가피하게 법원의 단사

항인 ‘법률 차원의 문제’에 하여 잠정 인 단을 할 수 밖에 없다. 다

만, 헌법재 소의 사실인정이나 법률해석에 일반법원이 구속되는 것은 아

니므로, 헌법재 소의 단을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는 에서

그 단은 잠정 인 것이라 할 수 있다.

미국 연방 법원의 경우, 연방헌법 연방법률에 하여는 사법 인 유

권해석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주법률에 하여는 사법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최고법원의 사법 유권해석

이 선행되어야만 비로소 그 의미를 특정할 수 있는 주법률이 연방헌법에

반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연방

법원에서는 헌법률심사에 한 심사 상을 일단 특정한다는 차원에서

주법률에 하여 잠정 (시험 , tentative) 해석을 한 다음, 그 해석결과로

특정된 주법률이 연방헌법에 반되는지 여부를 단하고 있다. 다만, 해당

주법률에 하여 연방 법원에서 행한 잠정 해석은 사법 유권해석이

아니기 때문에, 이에 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주최고법원의 사법 유

권해석에 의하여 언제든지 번복될 수 있다고 한다.

한편, 독일의 연방헌법재 소도 어떠한 법률이 재 의 제성이 있는지

에 하여는 제청법원의 견해가 존 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개를 하면서,

소송법 인 이유로 제청신청에 하여 각하하는 것과 같은 연방헌법재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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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부수 인 문제에 한 법 인 견해까지 구속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고,

그래야 제청법원이 구체 법률 분쟁에서 스스로 그에 해당하는 법률

인 에 따른 확신에 맞게 결을 선고할 자유를 가지게 되며, 연방헌법

재 소는 구체 규범통제의 목 과 의미에 따라 단지 제청된 헌법문제만

단하여야 한다고 시하고 있다13).

결국, 단계에서 이 사건을 처리하기 하여는 필수 으로 당해 소송사

건이 련 법률에서 규정한 소송요건을 충족시켰는지 여부를 검토할 수 밖

에 없고, 이는 ‘헌법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법률 차원’의 문제로서 법

원에서 확정 인 사법 유권해석을 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헌법재 소에

서 불가피하게 이에 한 해석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잠정 인 법률해석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결정이유에서 헌법재 소의 해석이 확정 이

지 않다는 을 언 하고 재 의 제성을 단한 것은 불가피하고도 타당

한 조치 다고 평가할 수 있다.

(3) 이 사건에서 행할 법률해석의 방향

이제 남은 것은 헌법재 소가 당해사건의 원고 격에 한 가정 이고

잠정 인 법률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해결하여야 한다. 먼 생각할

수 있는 방향은 헌법재 소가 하 심 법원의 법률해석과 같이 당해사건이

원고 격을 결여한 것으로 부 법하다고 단하여 ‘재 의 제성’을 부정

하고 각하하는 방안과 하 심의 법률해석과 달리 청구인들에게 당해 소송

사건에 한 원고 격 소의 이익 등이 인정될 여지도 있다는 을 밝히

고 이를 토 로 하여 본안 단을 하는 방안이었다. 자의 방안은 나 에

법원에서 외 인 상황을 지 하면서 청구인들에게도 원고 격이 있다

는 취지로 시하고 원심 결을 기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궁극 으로

청구인들이 제기한 당해 소송사건이 법함에도 불구하고, 헌법재 소에서

당해 소송사건이 부 법하다고 단한 다음, ‘재 의 제성’이 인정되는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헌성 여부에 하여 무려 4년 이상을 끌고 와서

결국 아무런 본안 단도 하지 않았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었다. 후자의 방

안은 헌법재 소가 당해사건의 하 심 법원의 법률해석과 달리 해석하여

13) BVerfGE 2, 181, 19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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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청구에 하여 본안결정(특히 헌결정)을 한 이후, 법원에서 하

심의 행정소송법 제12조 등에 한 해석․ 용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상

고기각 결을 하게 되면, 헌법재 소의 헌결정은 당해 소송사건에 아무

런 향을 미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헌법재 소의 법률해석이 모든 심

의 법원에서 완 히 배척당하는 결과가 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그러나 구체 사건에 있어 사실 계를 인정하고 법률해석하여 용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일반법원의 역할이고, 헌법재 소는 일반법원이 구체

사건에 한 재 을 함에 있어 선결문제가 되는 법률의 헌여부의 심사

선언을 하는 것인데, 헌법재 소와 법원의 단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헌법재 소의 사실인정이나 법률해석이 법원을 구속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러한 염려는 헌법재 소의 법률해석이 잠정 이라고 결정문에 언 한다

면 충분히 피해갈 수 있는 것이었다.

(4) 결론

결국, 헌법재 소는 이 사건 결정이유에서, “구체 사건에 하여 사실

계를 인정하고 법률해석하여 용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일반법원의 역할

이고 헌법재 소는 일반법원이 구체 사건에 한 재 을 함에 있어 선결

문제가 되는 법률의 헌여부의 심사 선언을 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헌법재 소가 “이 사건에서와 같이 헌법소원심 을 단하기 하여는 당

해 소송사건이 행정소송법 제12조의 원고 격이라는 소송요건을 충족하

는지 여부에 하여 법원의 최종 인 법률해석에 앞서 불가피하게 단할

수 밖에 없는 경우도 있다. 그 다고 하더라도 헌법재 소의 사실인정이나

법률해석에 일반법원이 구속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라고 제한 다음,

이 사건 법률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과 련하여, 처분의 직 인 상 방

이 주식회사인 경우에 그 회사의 ‘주주’ 는 ‘이사’ 등이 가지는 이해 계

를 행정소송법 제12조 소정의 ‘법률상 이익’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하

여 당해소송의 제1심과 항소심 법원은 이를 부정하고 소를 각하하는 결

을 선고하 으나, 이 사건에 직 원용할 만한 확립된 법원의 례는 아

직까지 존재하지 않고, 해석에 따라서는 당해소송에서 청구인들의 원고

격이 인정될 여지도 충분이 있으므로 헌법재 소는 청구인들이 당해소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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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원고 격을 가질 수 있다는 제하에 일단 이 사건 법률조항에 한 심

청구가 우선 재 의 제성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고 본안에 한 단

에 나아가기에 이르 다.

3. 이 사건 법률 제2조 제3호 가목과 제10조 제1항 제2호

제2항의 헌여부

가. 이 사건 고시의 법 성질과 외 효력

(1) 이 사건 고시의 법 성질

헌법재 소는 고시에 하여 그 법 성질을 일률 으로 단될 것이 아

니라 고시에 담겨진 내용에 따라 구체 인 경우마다 달리 결정된다고

시14)한 바 있다. 즉, 고시는 그 내용 속에 일반 ·추상 규율을 갖는 것과

구체 인 규율의 성격을 갖는 것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고시의 내용은

이 사건 법률 제2조 제3호 가목 소정의 부실 융기 을 정함에 있어 “자산

과 부채의 평가기 방법”에 한 것이고, 이 사건 법률 제10조 제1항

제2호 제2항 소정의 부실 융기 에 하여 융감독 원회가 취할 수

있는 ‘ 기시정조치의 기 과 내용’에 한 것으로 융감독 원회의 사무

처리에 한 일반 ·추상 규율에 해당하고, 각 법률규정을 보다 구체

화하여 불특정의 국민에게 이를 알리는 것으로 행정규칙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이른바 법령보충 행정규칙의 외 효력 여부

일반 으로 행정규칙은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지는 것이고

외 인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15). 그런데, 법원이 소득세법 (1982.

12. 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된 것)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에

서 양도소득세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실지거래가액이 용될 경우를

통령령에 임함으로써 같은 법 시행령(1982. 12. 31. 통령령 제10977

호로 개정된 것) 제170조 제4항 제2호가 임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14) 헌재 1998. 4. 30. 97헌마141, 례집 10-1, 496, 506 참조

15) 헌재 1991. 7. 8. 91헌마42, 례집 3, 380, 383. 따라서, 원칙 으로 헌법소원의

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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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거래가액이 용될 경우의 하나로서 국세청장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의 실지거래가액이 용될 부동산투기억제를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거래를 지정하게 하면서 그 지정의 차나 방법에 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어 이에 따라 국세청장이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財

産諸稅調査事務處理規程) 제72조 제3항에서 양도소득세의 실지거래가액이

용될 부동산투기억제를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거래의 유형을 열거

하고 있으므로, 이는 비록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이 국세청장의 훈령형

식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에 의한 거래지정은 소득세법시행령의 임

에 따라 그 규정의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가지면서 그와 결합하여 외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할 것이므로 그 보충규정의 내용이 법령의

임한계를 벗어났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소득세의 실지거래가

액에 의한 과세의 법령상의 근거가 된다고 시16)함으로써 이른바 법령보

충 행정규칙의 외 효력을 인정한 이래 상당수의 례가 이를 따르고

있다.

한편, 헌법재 소도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 등에 한 헌법소원 사건17)

에서 법령의 직 임에 따라 수임행정기 이 그 법령을 시행하는데 필

요한 구체 사항을 정한 것이면, 그 제정형식은 비록 법규명령이 아닌 고

시․훈령․ 규 등과 같은 행정규칙이더라도 그것이 상 법령의 임한계

를 벗어나지 않는 한 상 법령과 결합하여 외 인 구속력을 갖는 법규명

령으로서 기능하게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 헌법소원의 청구인이 법령

과 규의 계규정으로 말미암아 직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면 이에 하

여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시한 이래 행정규칙이 외 18)으로

외 효력이 있을 수 있음을 천명하 다.

16) 법원 1987. 9. 29. 선고 86 484 결

17) 헌재 1992. 6. 26. 91헌마25 례집 4, 444, 449

18) 헌법재 소는 이외에도 재량권 행사의 칙인 규칙이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 행이 이룩되게 되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

정기 은 그 상 방에 한 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당하게 되

는 경우에는 외 구속력을 가지게 되는 바,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소원의 상

이 될 수도 있다고 시(헌재 1990. 9. 3. 90헌마13, 례집 2, 298, 303)하여 행정

규칙이 외 효력이 있는 다른 외를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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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법률이 입법사항을 행정규칙에 임한 경우 그 헌법상 허용여부

(1) 헌법규정

우리 헌법 제40조는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면서

아울러 헌법 제75조는 “ 통령은 법률에서 구체 으로 범 를 정하여 임

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하기 하여 필요한 사항에 하여 통령령

을 발할 수 있다”라고, 헌법 제95조는 “국무총리 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

사무에 하여 법률이나 통령령의 임 는 직권으로 총리령 는 부

령을 발할 수 있다”라고 각 규정하여 행정기 으로의 임입법을 인정하고

있다.

(2) 문제의 소재

그런데, 이 사건 법률 제2조 제3호 가목은 부실 융기 을 정의하고 그

기 이 되는 ‘부채와 자산의 평가 산정’은 융감독 원회의 고시에

임하고 있고, 아울러 이 사건 법률 제10조 제1항은 융감독 원회는 융

기 의 자기자본비율이 일정수 에 미달하는 등 재무상태가 제2항의 규정

에 의한 기 에 미달하거나 거액의 융사고 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인

하여 융기 의 재무상태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 에 미달하게 될 것

이 명백하다고 단되는 때에는 융기 의 부실화를 방하고 건 한 경

을 유도하기 하여 당해 융기 는 그 임원에 하여 소정의 기

시정조치을 취할 수 있고 제2항에서 “ 기시정조치”의 기 과 내용을 융

감독 원회의 고시에 임하고 있다.

한편, 헌법재 소는 법령의 직 인 임에 따라 수임행정기 이 그 법

령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구체 시행을 정한 것이면, 그 제정형식은 비록

법규명령이 아닌 고시, 훈령, 규 등과 같은 행정규칙이더라도, 그것이 상

법령의 임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상 법령과 결합하여 외

인 구속력을 갖는 법규명령으로서 기능하게 된다고 보아야 한다는 입장에

서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여기에서 헌법조항에서 규정한 통령령, 총리령, 부령 이외에 형식

즉 고시․훈령 등 이른바 행정규칙 등으로 임이 가능한가와 헌법재 소

의 선례와 어떻게 조화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그 경우에도 법률에서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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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으로의 임이 가능한가와 일단 법률에서 통령령․총리령․

부령으로 임한 다음 각 명령에서 재 임의 형식으로 행정규칙으로의

임이 가능한가로 나 어 볼 수도 있는데19), 이 사건에서 특히 문제되는 것

19) 우리나라에서 법률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법률이 아닌 통령령 총리령, 는 부

령 등의 법규명령이 ‘--가 --을 정한다, --가 정하여 고시한다, 는 --고시한다’

고 규정한 수많은 법령이 존재하는 바, 와 같은 형식의 법령을 강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행정규칙의 근거가 법률에 있는 경우]

1. 제정권한을 행정각부의 장 등에게 부여한 경우

○ 국민기 생활보장법 : 이 법에 의한 여의 기 은 보건복지부장 이 수 자

의 연령․가구규모․거주지역 기타 생활여건등을 고려하여 여의 종류별로

정한다(제4조 제2항)

○ 의료보호법 : 의료보호의 방법․ 차․범 ․의료수가기 과 그 계산방법 등

에 하여는 보건복지부장 이 정한다(제8조 제2항).

○ 공업배치 공장설립에 한법률 : 산업자원부장 은 계 앙행정기 의 장과

의하여 공장입지의 기 을 정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제8조).

○ 시설물의안 리에 한특별법 : 건설교통부장 은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 검 정 안 진단의 실시방법․ 차 등에 한 안 검 정

안 진단지침을 작성하여 이를 보에 고시하여야 한다(제13조 제1항).

2. 행정각부의 장 이외의 자에게 부여한 경우

○ 식품 생법 : 식품의약품안 청장은 국민보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매를 목 으로 하거나 업상 사용하는 기구 용기․포장의 제조방법에

한 기 과 기구, 용기․포장 그 원재료에 한 규격을 정하여 고시한다

(제9조 제1항).

○ 사행행 등규제 처벌특례법 : 경찰청장은 필요한 경우 사행기구의 형상, 구

조, 재질, 성능 등에 한 규격 기 을 정할 수 있다(제14조 제1항). 의

기 등을 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행정규칙의 근거가 통령령에 있는 경우]

○ 승강기제조 리에 한법률 : 승강기 자체검사의 검사항목, 검사방법, 기타

사항은 산업자원부장 이 정하여 고시한다(시행령 제15조).

○ 소비자보호법 : 국가는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하여

통령령이 정하는 일반 소비자피해보상기 에 따라서 품목별로 소비자피

해보상기 을 제정할 수 있다(제12조 제2항). 의 품목별 보상기 은 분해

당사자간에 보상방법에 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소비자피해보상의

기 이 된다(같은 조 제3항) 한편, 의 품목별 소비자피해보상기 은 재정

경제원장 이 제정․고시한다(시행령 제11조 제1항).

○ 액화석유가스의안 사업 리법 : 허가 청인 시․도지사 는 시․군․구

청장은 액화석유가스사업허가의 상 범 기 의 세분기 을 정할 수

있다(시행령 제2조 제4항).

○ 고압가스안 리법 : 고압가스제조와 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바 그 허가의 종류 기 과 상범 는 통령령으로 정

하고, 그 시설기 기술수 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되(제4조 제4항), 허

가 청이 일부의 허가기 세부기 을 정할 수 있다(시행령 제3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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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자의 경우라고 할 것이다.

우리 헌법상 임입법형식으로 통령령, 총리령, 부령 이외에 고시․훈

령 등 행정규칙이 허용되는가에 하여, 다수의견은 헌법규정상 임입법

의 형식을 시 인 것으로 보아 정하는 견해를 취하 고, 소수의견은

경성헌법․헌법 명문의 규정․국회입법의 원칙․권력분립의 원리․ 의제

의 원리․규범체계 구조 배 등을 이유로 부정하는 견해를 취하 는바,

아래에서는 각 의견의 구체 인 논거를 살펴보도록 한다.

(3) 다수의견의 - 정설

(가) 이론 배경

첫째, 법치주의 민주주의의 에서 볼 때, 법치국가의 원리는 입헌

민주주의라는 제한 민주주의에서 기원하고 있고, 입헌민주주의 하에서의

그 구체 인 내용은 행정의 법률 합성의 요청 즉, 법률우 의 원칙과 법

률유보의 원칙은 주로 민주 으로 구성된 의회가 정당성이 결여된 행정부

에 한 통제수단의 성격을 갖는다. 그러나, 오늘날 헌법 인 상황에서는

국회 뿐만 아니라 행정부 역시 민주 인 정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행정

의 기능유지를 하여 필요한 범 내에서는 행정이 입법 인 활동을 하는

것이 지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요청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

다고 하더라도, 원칙 인 입법권은 헌법 제40조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

이 국회가 보유하고 있는 것이고 행정입법은 그것이 외부 인 효력을 가지

는 한 의회입법에서 생하여 이를 보충하거나 구체화 는 하는 입법

권의 성격만을 가질 뿐이다.

둘째, 국가기능론 에서 살펴보면, 오늘날 국가가 소극 인 질서유

지기능에 그치지 않고 극 인 질서형성의 기능을 수행하게 되었다는 것

은 공지의 사실이다. 그 결과 규율의 상이 복잡화되고 문화되었다.

와 같은 국가기능의 변화 속에서 개인의 권리의무와 련된 모든 생활 계

에 하여 국회입법을 요청하는 것은 우선 실 이지 못하고, 엄격한 국

회입법을 요구할 경우 국회의 과 한 부담이 피해질 수 없기 때문이다. 다

음으로 국회는 민주 정당성이 있기는 하지만 어도 제도 으로 보면

문성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 아니라는 , 국회입법은 여 히 법 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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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하는 주변환경의 변화에 탄력 이지 못하며 경직되어 있다는 등에

서 기능 합 이지도 못하다. 따라서, 기술 학문 발 을 입법에 반

하는데 국회입법이 아닌 보다 탄력 인 규율형식을 통해서 보충될 필요가

있고, 헌법재 소는 이를 종종 입법기술 인 한계라고 표 하고 있다.

셋째, 권력분립의 에서 보면, 행정기능을 담당하는 국가기 이 동시

에 입법권을 행사하는 것은 권력분립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여질 수 있다.

그러나, 외부 인 효력을 갖는 법률 계에 한 형성은 원칙 으로 국회의

기능범 에 속하지만 행정기 이 국회의 입법에 의하여 내려진 근본 인

결정을 행정 으로 구체화하기 하여 필요한 범 내에서 행정입법권을

갖는다고 보는 것이 기능분립으로 이해되는 권력분립의 원칙에 오히려 충

실하게 된다.

(나) 사안의 해결

와 같은 배경 하에서 의회의 입법독 주의에서 입법 심주의로 환

하여 일정한 범 내에서 행정입법을 허용하게 된 동기가 사회 변화에

응한 입법수요의 증과 종래의 형식 권력분립주의로는 사회에

응할 수 없다는 기능 권력분립론에 있다는 등을 감안하여 행 헌법

제40조와 헌법 제75조, 제95조의 의미를 살펴보면, 국회입법에 의한 수권이

입법기 이 아닌 제2의 국가기 인 행정기 에게 법률 등으로 구체 인 범

를 정하여 임한 사항에 하여 법정립의 권한을 갖게 된다는 것이고,

입법자가 규율의 형식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헌법이 인정

하고 있는 임입법의 형식은 시 인 것으로 해석되고, 그것은 법률이

행정규칙에 임하더라도 그 행정규칙은 임된 사항만을 규율할 수 있으

므로, 국회입법의 원칙과 상치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형식의 선택에

있어서 규율의 도와 규율 역의 특성이 개별 으로 고찰되어야 할 것이

다. 규율 역의 특성에 따라 입법자에게 상세한 규율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역이라면 행정부에게 필요한 보충을 할 책임이 인정되고 극히

문 인 식견에 좌우되는 행정기 에 의한 구체화의 우 가 불가피한 역

이 있을 수 있다. 그러한 역에서 행정규칙에 한 임입법이 제한 으

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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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수의견의 -부정설

우리나라 헌법은 그것에 되는 법률을 포함한 일체의 국가의사가 유

효하게 존립될 수 없는 경성헌법이므로, 헌법에서 규정된 원칙에 하여는

헌법자신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외가 있을 수 있는 것이지, 법률

는 그 이하의 입법형식으로써 헌법상 원칙에 한 외를 인정할 수는 없

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즉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고 하는 이를테면 국회

입법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 이상, 헌법이 직 그것에 한 외를 인정

한 경우에 한하여 행정부에 의한 래 법원으로서의 어떤 입법형식이 허

용된다고 할 것이다. 외는 엄격히 해석되어야 한다는 법리는 이 경우에

있어서는 그것이 입헌주의 통치구조의 유지와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가

장 엄격히 용되어야 할 것이다. 헌법이 국회 아닌 국가기 특히 행정부

에게 외 인 입법권 행사를 인정한 것은 이른바 법규명령( 자치법규)

에 한하고 있는데 헌법이 상하고 있지 아니한 행정규칙 내지 행정명령에

다가 입법 성질을 인정하는 것은 우리 헌법의 기본원칙에 배된다고 아

니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하여 국회입법원칙을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헌법 아래서는 헌법에서 상하지 않는 행정규칙의 법규 성질을, 따라서

그 정립의 입법 성질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이 된다.

우리나라 헌법의 경우에는 법규명령의 형식이 헌법상으로 확정되어 있

고 구체 으로 법규명령의 종류․ 임범 ․요건․ 차 등에 한 명시

규정이 있으므로 그 이외의 법규명령의 종류를 법률로써 인정할 수 없으

며, 그러한 의미에서 법률은 행정규칙에다가 법규사항을 임해서는 안되

며 임한다고 해서 그것이 법규명령으로 환될 수도 없을 것이다20).

고시나 훈령․통첩과 같은 행정규칙들은 법규명령과는 달리 앙 는

지방의 행정기 들이 아무런 상 법의 수권도 받음이 없이, 제정과정에 있

어서의 최소한의 심사 차(상 감독기 의 승인, 법제처의 심사, 국무회의

의 심의 등)도 거침이 없이, 그리고 일반이 요지할 수 있는 정도의 공포

차도 없이, 손쉽게 제정될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바꾸어 말하면 행정규칙

20) 김도창, 행정규칙의 성질, 율강 박일경 박사 화갑기념 공법논총, 1981, 제5412쪽

; 김도창, 일반 행정법론(상), 청운사(1993), 제325쪽 ; 김도창, ‘훈령과 부령의 효

력’, 행정 례연구Ⅱ, 한국행정 례연구회(1996), 제81쪽 각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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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그 성립과정에 있어서 타기 의 심사․수정․통제․감시를 받지 않고

국민에 의한 토론․수정․견제․반 등에 착함이 없이, 구도 모르

는 사이에 어물쩍 성립되는 것이 보통이다. 행정기 의 처지에서는 그 게

편리할 수가 없다. 그리하여 행정기 들이 ‘통제없는 행정규칙에의 도피’의

유혹을 받을 것은 오히려 당연한 상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상이 우리나라 행정운용에 있어서도 실증되고 있는 것이다. 결과 으로 자

의의 산물인 행정규칙들의 출 은 국민의 권리․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

고, 행정권의 비 화를 진하며, 나아가서 입헌주의와 법치주의를 좀먹는

기능을 담당하게 됨은 부인할 수 없는 일이다. 뿐만 아니라 생태론 으로

보아 앙 청이 발하는 통첩기타의 행정규칙이 행정말단에 이르기까지 강

력한 지도력을 발휘하여 법률개정 이상으로 국민의 지 에 한 향을

미치는 일이 지 아니하다는 의미에서, 행정이 ‘법률에 의한 행정’

신에 ‘규칙에 의한 행정’으로 락될 소지가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5) 헌법재 소의 견해에 한 검토

법령이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입법사항을 임할 수 있는지에 한 학계

의 논의를 요약하면, 부정설은 법규명령은 국회입법원칙의 외에 해당하

기 때문에 행정규칙은 그 자체로서 법규명령의 법형식으로 인정되서는 아

니되고, 만일 이를 인정한다면 헌법상의 권력분립의 원칙에 어 난다는 것

이고21), 정설은 그 이론 인 근거가 학자마다 다소 다르지만 헌법이 인

정하고 있는 법규명령의 형식은 시 이며, 이 경우의 행정규칙은 실질

으로 상 법령을 보충하는 것으로서, 근거법령과 결합하여 국민에 하여

외부 효력을 가지는 것이라는 에는 체 으로 일치한다22). 한편, 일부

21) 강구철, 강의 행정법Ⅰ, 학연사(1993), 제280쪽; 김도창, 행정규칙의 성질, 율강박

일경박사화갑기념 공법논총, 1981, 제5412쪽; 석종 , 일반행정법(상), 삼 사

(2003), 제175쪽; 정하 , 행정법총론, 법문사(2004), 제166쪽; 홍정선, 행정법원론

(上), 박 사(2003), 제202쪽, 다만 수익 행정행 의 근거가 되는 칙으로서의

고시는 경우에 따라 외 으로 법규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하면서 유형 인 고

찰이 필요하다고 한다.

22) 김동희, 행정법Ⅰ, 박 사(2002), 제168쪽; 김향기, 행정법개론, 삼 사(1999), 제

158쪽; 류지태, 행정법신론, 신 사(2004), 제211쪽; 박균성, 행정법론(上), 박 사

(2003), 제187쪽; 박윤흔, 최신행정법강의(상), 박 사(2004), 제249쪽; 이상규, 신행

정법론(上), 법문사(1993), 제314쪽, 다만 법령보충 행정규칙 뿐만 아니라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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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학설은 이러한 법령보충 행정규칙을 독일의 이른바 규범구체화 행정

규칙으로 악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23).

헌법재 소의 다수의견은 정설의 입장에서 이 사건 법률 제2조 제3호

가목에서 부실 융기 을 정의하고 그 기 이 되는 ‘부채와 자산의 평가

산정’은 융감독 원회의 고시에 임하고 있고, 아울러 이 사건 법률

제10조 제1항과 제2항에서 부실 융기 에 한 기시정조치의 기 과 내

용을 융감독 원회의 고시에 임하는 것 자체가 헌법에 반되지 않는

다는 견해를 취하 고, 소수의견은 부정설에 입각하여 와 같은 형식의

입법형식은 그 자체로 헌이라고 단하 다.

다. 이 사건 법률 각 규정이 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고

있는지 여부

(1) 법령보충 행정규칙과 그에 한 통제

다수의견은 와 같이 법률이 입법사항을 고시 등에 임하는 것이 가능

하다는 견해를 취하면서도 행정규칙은 법규명령에 비하여 그 성립 차가

간소하고 사 인 통제가 덜 엄격히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그에 한 통

제는 더욱 엄격히 행하여져야 한다고 시하 다.

헌법재 소는 이 사건에서와 같이 재산권 등과 같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작용을 하는 법률이 입법 임을 할 때에는 “ 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

법규명령에 임함이 바람직하다는 종래의 견해24)를 다시 확인한 다음,

융감독 원회의 고시와 같은 형식으로 입법 임을 할 때에는 어도 행정

규제기본법 제4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바와 같이 법령이 문 ․기술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한정

된다 할 것이고, 그러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포 임 지의 원칙상 법률의

행정규칙에 법규성을 인정하고 있다; 이재화, 행정법의 쟁 , 문 사(2004), 제121

쪽; 석, ‘법률유보의 문제와 임입법의 한계’, 공법연구 제26집 제3호, 한국공

법학회(1998), 제240쪽; 정 , ‘ 임명령의 법규명령성에 한 재검토’, 례월보

342호, 례월보사(1999년), 제30쪽; 홍 형, 행정법 총론, 한울아카데미(2001), 제

401쪽

23) 김남진, 행정법Ⅰ, 법문사(1995), 제185쪽

24) 헌재 1998. 5. 28. 96헌가1, 례집 10-1, 509, 51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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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 반드시 구체 ․개별 으로 한정된 사항에 하여 행하여져야 할

것이라고 하 다. 즉, 헌법재 소는 법령이 고시와 같은 행정규칙의 형식으

로 입법사항을 임할 경우 첫째 임사항에 한 제한을 가하고, 둘째 포

임 지의 원칙에 배되서는 아니된다고 하여, 두가지 에서의 통

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다수의견은 이러한 에서 이 사건 법

률 각 규정이 헌법에 반되는지 여부를 살펴보았지만, 이 사건 법

률 각 규정들이 헌법에 반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는데, 그 논

거는 다음과 같다.

(2) 각 규정과 그에 의하여 임받은 고시의 내용과 구조

우선 이 사건 법률 제2조 제3호 가목은, ‘경 상태를 실사한 결과 부채가

자본을 과하는 융기 는 거액의 융사고 는 부실채권의 발생으

로 부채가 자산을 과하여 정상 인 경 이 어려울 것이 명백한 융기

으로서 융감독 원회 는 자보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

원회가 결정한 융기 ’을 부실 융기 이라 하고 이 경우 ‘부채와 자산

의 평가 산정’은 융감독 원회가 미리 정하는 기 에 의한다’고 규정

하고 있다. 그 임에 따라 융감독 원회가 고시한 보험감독규정(1999. 6.

25. 개정된 것) 제134조 내지 제137조에 의하면, 부채와 자산에 한 평가

범 에 하여 부실보험사업자의 차 조표상 자산․부채의 각 계정과목

을 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이는 부실여부의 단을 한 것이므로

‘미구상채권’ ‘부채계정 자산에 한 평가성충당 ’만을 제외하고 있

고, 평가기 에 하여 장부가액과 실질가치를 비교하여 장부가액이 실질

가치를 반 하고 있는 경우는 장부가액을 기 으로, 장부가액이 실질가치

를 반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시가 는 손실발생 상액을 차감한 실질가

치로 조정하여 평가하도록 함으로써 재 통용되고 있는 보험업계에서의

회계기 을 그 로 용하되 부실여부를 단할 수 있도록 그 가치를 실질

으로 평가할 수 있는 항목만을 추가하고 있으며, 평가 차에 하여

융감독원장이 평가에 필요한 기 자료를 평가 상 보험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고 그 사업자에 입 하여 실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 사건 법률 제10조 제1항은 융감독 원회는 융기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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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자본비율이 일정수 에 미달하는 등 재무상태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 에 미달하거나 거액의 융사고 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인하여

융기 의 재무상태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 에 미달하게 될 것이 명백

하다고 단되는 때에는 융기 의 부실화를 방하고 건 한 경 을 유

도하기 하여 당해 융기 는 그 임원에 하여 소정의 기시정조치

을 취할 수 있고 제2항에서 융감독 원회는 “ 기시정조치”를 하고자 하

는 경우에는 미리 그 기 과 내용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한 융감독 원회에서 정할 조치의 기 내용은 보험

감독규정 제3장 제2 에 규정되어 있는바, 그 속에는 지 여력기 의 계산

방식과 지 여력의 비율과 경 실태평가에 따른 융감독 원회가 취할 수

있는 기시정조치인 경 개선권고, 경 개선요구, 경 개선명령 경 개

선계획에 한 제출명령에 한 기 과 내용 차가 규정되어 있다.

(3) 사항 통제

우선, 이 사건 법률 제2조 제3호 가목 소정의 ‘부채와 자산의 평가 산

정’에 하여 볼 때, 와 같은 기 은 부실 융기 의 결정여부를 단하

는 요한 기 이 되고 있다. 그 지만, 융감독 원회에서 정할 부채와

자산의 개념은 회계학상의 용어로서 와 같은 개념을 실무상 용할 때

해당분야의 기술 ․ 문 인 경험이 필요하다. 한 어떠한 항목이 ‘자산’

는 ‘부채’에 포함될 것인지에 하여 이를 일률 으로 규정하기 곤란할

정도로 그 내용이 무나 다양하고, 그 단을 하려면 고도의 문지식이

필요하며, 국가경제정책을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부실 융기 의 단

근거가 되는 ‘부채와 자산의 평가 산정’이라는 사항은 문 ․기술

사항으로 업무의 성질상 융감독 원회의 고시로 임함이 불가피한 사항

이라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이 사건 법률 제10조 제2항에서 임된 ‘ 기시정조치의 기

과 내용’에 한 사항 한 융감독 원회의 고시로 정하는 것이 부

하다 할 수 없다. 이 사건 법률에서 규율 상으로 하고 있는 융기 은

은행, 보험회사, 종합 융회사 등 그 범 가 매우 넓고, 각 융기 의

업형태, 재무회계의 기 , 험도의 종류 등이 서로 달라서 하나의 법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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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모든 융기 을 통할하는 통합기 을 마련한다는 것도 어려울 뿐만 아

니라 이러한 상황에서 각 기시정조치별로 모든 융기 에 하여 용

가능한 기 을 마련하여 규정하고 그 기 에 맞는 조치를 하도록 하는 것

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그와 같은 기시정조치는 그 명칭에서도 알 수 있

는 바와 같이 융기 의 부실화를 방하고 건 한 경 을 유도하기 한

것으로서 기에, 그리고 변하는 융, 자본시장의 상황을 히 고려하

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에서 본다면, ‘ 기시정조치의 기 과 내용’이라는

사항 한 문 ․기술 인 것으로 업무의 성질상 융감독 원회의 고시

로 임함이 불가피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4) 임입법의 한계 일탈 여부

우선, 이 사건 법률 제2조 제3호 가목은 부실 융기 이란 ‘경 상태를

실사한 결과 부채가 자본을 과하는 융기 는 거액의 융사고 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부채가 자산을 과하여 정상 인 경 이 어려울 것

이 명백한 융기 으로서 융감독 원회 는 자보호법 제8조의 규

정에 의한 보험 원회가 결정한 융기 ’이라 하고 그 ‘부채와 자산의

평가 산정’에 한 사항을 융감독 원회의 고시에 임하고 있다.

규정에서 언 한 자산과 부채라는 개념은 회계학상의 용어임이 분명한데,

회계학상 자산은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특정의 실체가 획득되거나

통제하고 있는 가능한 미래의 경제 효익’이라고 정의되고 있고, 그 속에

는 유동자산으로서 당좌자산, 재고자산이 있고, 고정자산으로 투자자산, 유

형자산, 무형자산, 이연자산 등이 있으며, 부채는 ‘장래 경제가치를 부하

여야 할 일체의 의무’로서 유동부채와 고정부채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일반

으로 정의되고 있는바, 강학상의 의미와는 달리 이를 실무상 용할 경

우 다소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으나, 자산은 해당기업이 가지고 있

는 경제 효익에 한 권리고, 부채는 타인에 한 경제 의무를 의미한

다는 에서 크게 다툼의 여지가 없을 뿐만 아니라 법률의 입법목 , 법률

의 체계 규정이 법률 내에서 차지하는 치 등에 비추어 규정 내

에서 부채와 자산은 융기 에서 일반 으로 통용되고 있는 일반 개념

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고, 그러한 에서 부채와 자산의 개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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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질 으로 그 한계가 있고, 규정에서 부실 융기 을 결정함에 있어

경 상태를 실사한 결과 부채가 자본을 과하는 융기 는 거액의

융사고 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부채가 자산을 과하여 정상 인 경

이 어려울 것이 명백한 융기 이라고 하여 법률에서 이미 부실 융기

을 결정함에 있어서의 기본 으로 부채가 자본을 과할 것이라는 기 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그 기 에 한 세부 인 사항인 자산과 부채의 개

념정립 그 용, 자산과 부채에 한 평가 산정기 에 하여만

융감독 원회의 고시에 임하고 있어, 구라도 규정자체로부터 융

감독 원회의 고시에 규정될 내용의 강을 측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이 사건 법률 제10조 제1항은 융감독 원회는 융기 의

자기자본비율이 일정수 에 미달하는 등 재무상태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 에 미달하거나 거액의 융사고 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인하여

융기 의 재무상태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 에 미달하게 될 것이 명백

하다고 단되는 때에는 융기 의 부실화를 방하고 건 한 경 을 유

도하기 하여 당해 융기 는 그 임원에 하여 소정의 기시정조치

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융감독 원회에게 그 “ 기시정

조치”의 기 과 내용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선 규정 ‘자기자본비율’ 한 회계학상의 용어로서 총자본에

한 자기자본의 비율을 백분율로 표시한 것으로 기업의 안 성을 분석하는

데 요한 자료로 리 사용되고 있고, 이를 다른 뜻으로 해석하거나 시행

령 등 하 법령에서 원래의 취지와 다른 규정을 둘 수는 없음이 명백하다.

한편, 규정에서는 융감독 원회가 자기자본비율에 따라 단계별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조치는 청구인들이 헌이라

고 주장하는 제2호 ‘자본증가 는 자본감소, 보유자산의 처분 는 포․

조직의 축소’ 등에서부터 주식의 소각, 합병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각

기시정조치의 기 등에 하여 행정부에 상당한 재량을 부여하고는 있으

나, 규정에서는 그 조치의 행태에 따라 권고․요구 는 명령을, 내용별

로 제1호에서 제9호에 이르기까지 각 조치를 구체 으로 열거하여 그 기본

인 요건과 내용을 법률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고, 그 구체 인 기 과

차만 융감독 원회의 고시에 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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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규정에 따라 융감독 원회의 고시로 자기자본비율분석에 따

른 기시정조치의 상이 될 융기 의 범 , 해당 융기 의 자기자본

비율과 조치의 상 계, 융감독 원회의 조치에 따른 해당 융기 의

후속조치에 따른 차, 기타 권고․요구 는 명령과 련된 상세 차 등

을 정할 것으로 구라도 충분히 측할 수 있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와

같은 사항 외에 새로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할 가능성이 있는 내용을 담을

것이라고 보여지지도 않는다.

더욱이, 규정에서 임하고 있는 사항은 앞에서 언 한 바와 같이

문 ․기술 인 것으로 업무의 성질상 융감독 원회의 고시로 임함이

불가피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법률에서는 그 략 인 기 만을

마련하고 그 법률을 사실상 운용하는 정부기 에서 그 구체 인 기 과 내

용을 정하도록 함이 타당하다.

그 다면, 이 사건 법률 제2조 제3호 가목과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

하여 임된 융감독 원회의 고시로 규제될 내용 범 의 기본사항이

구체 으로 규정되어 있어 구라도 규정으로부터 융감독 원회의 고

시에 규정될 내용의 강을 측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포 임입법

지를 선언한 헌법 제75조에 반되지 아니한다.

4. 이 사건 법률 제12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헌여부25)

가. 이 사건 법률 제12조의 내용 입법목

1997. 12. IMF는 우리나라에 한 융지원 합의를 계기로 부실 융기

에 한 구조조정을 요구하 는데, 정부는 부실 융기 을 청산할 경우 국

내 융시장에 미칠 효과를 고려하여 정부의 출자에 의하여 부실 융

기 의 경 정상화를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1998. 1. 8. 법을 개정하여, 제1

항에서 융감독 원회가 부실 융기 에 하여 소정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정부등의 출자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제3항에서 주식소각과 주식

25) 헌법재 소는 이미 이 사건 법률 제12조 제3항에 하여는 그 헌여부에 하

여 심 을 하 었고(헌재 2003. 11. 27. 2001헌바35, 례집 15-2하, 222), 그 사건

의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은 이 사건에서도 거의 그 로 유지되고 있고, 그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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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합의 방법을 통한 자본감소의 조치를 명할 수 있게 하고, 제2항과 제4항

에서 증자나 감자 등을 추진하는 경우 상법보다 폭 간소화된 차를 취

할 수 있도록 규정하 다.

부실 융기 의 정상화를 하여는 가능한 최단시일 내에 자본감소와

정부의 출자를 동시에 진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고, 상법상의 차를 따를

경우 자본의 증가와 감소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정부의 출자여부가 불

확실한 상황이 지속되어 인출 등으로 인하여 부실 융기 의 정상화가

사실상 곤란하기 때문에, 이 사건 법률에서는 융기 의 특성과 상법상의

한계를 감안하여 상법상의 차보다 폭 간소화된 차를 취할 수 있게

하여 자본의 증가와 감소에 소요되는 기간을 폭 단축하고 특히 자본감소

의 경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신 이사회의 결의로 자본감소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이 경우 기존 주주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하여 이사

회결의에 반 하는 주주에 해서는 상법상 자본감소 차에는 규정되지 않

은 주식매수청구권(제7항 내지 제9항)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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하여 이를 회생시키고자 하는 것이 이 사건 법률 제12조의 입법목 이라

할 것이다. 일반 사기업이 부실화하는 경우 원칙 으로는 회사정리 차나

산 등 회사를 정리하는 차를 밟아야 할 것이나, 융기 이 부실화하

는 경우 일반 사기업에 비하여 국민경제에 미치는 장이 막 하며 자

거래당사자가 보호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국가가 이러한 부실을

떠안고 국민의 세 으로 조성된 공 자 을 투입하는 것이다.

나. 이 사건 법률 제12조 제2항 내지 제4항이 재산권을 침해하는

지 여부

(1) 이 사건 법률 제12조의 법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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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법률 제12조는 융감독 원회로 하여 부실 융기 에 하

여 정부 등의 출자를 통한 자본증가와 주식소각과 주식병합의 방법을 통한

자본감소를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주식을 자유롭게 이용·수익·처

분하는 주주의 재산권을 제한하고 있다.

우선 자본감소의 경우를 살펴보면, 주식소각이나 주식병합은 비록 외형

상으로는 국가에 의한 주식의 박탈이란 형태를 띠고 있으나, 그 실질 내

용에 있어서는 주주의 재산권을 박탈하는 조치가 아니라 감자명령 당시 자

유시장에서 형성된 주식의 실질가치를 단지 확인하는 행 에 지나지 않는

다. 즉 부실 융기 의 주식의 경우, 국가의 감자명령과 그에 따른 자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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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기존 주주들은 감자명령에 의하여 주식의

재산 가치에 있어서 손실을 입은 것이 아니라 단지 부실기업을 정리하거

나 는 정상화하는 방법과 차에 있어서 국가의 간섭을 받음으로써 재산

권의 행사를 제한당할 뿐이다.

한편, 자본증가의 경우에도, 기존의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은 자본증

가로 인하여 그 가치가 실질 으로 감소될 수 있기는 하나, 부실 융기

의 주식의 가치가 이미 (0)으로 수렴된 경우에는 그 주식의 재산 가치

가 없어졌으므로, 자본증자로 인한 재산권의 제한여부가 실질 으로 문제

될 수 없고, 부실 융기 의 주식이 재산 가치가 다소나마 남아 있더라

도 공 자 이 투입됨으로써 부실 융기 이 정상화되거나 부실상태에서

어느 정도 벗어난다면 재산 가치가 미미하 던 기존 주주의 주식의 가치

가 그에 비례하여 상승하게 될 것이므로, 기존 주주는 자본증가로 인하여

피해를 입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익을 보게 될 것이다.

따라서, 증자나 감자명령은 구체 인 공 과제를 수행하기 하여, 특히

국가의 재화조달의 목 으로 이미 형성된 구체 인 재산권 지 를 박탈

하려는 헌법 제23조 제3항의 공용침해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 제23

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재산권에 한 권리와 의무를 장래에 있어서

일반․추상 으로 형성하고 확정함으로써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정하는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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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산권제한에 한 일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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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본권의 주체가 각자의 생활을 자기 책임하에서 자주 으로 형성하도록 이

에 필요한 경제 조건을 보장해 주는 기능을 한다. 이로써 재산권의 보장

은 자유실 의 물질 바탕을 의미하고, 자유와 재산권은 상호보완 계이

자 불가분의 계에 있다. 재산권의 이러한 자유보장 기능은 재산권을

어느 정도로 제한할 수 있는가 하는 사회 의무성의 정도를 결정하는

요한 기 이 된다. 재산권에 한 제한의 허용정도는 재산권행사의 상이

되는 객체가 기본권의 주체인 국민 개개인에 하여 가지는 의미와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이 사회 반에 하여 가지는 의미가 어떠한가에 달려 있

다. 즉 재산권의 행사의 상이 되는 객체가 지닌 사회 연 성과 사회

기능이 크면 클수록 입법자에 의한 보다 범 한 제한이 정당화된다. 특

정 재산권의 이용과 처분이 그 소유자 개인의 생활 역에 머무르지 아니

하고 일반 국민 다수의 일상생활에 큰 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입법자가

공동체의 이익을 하여 개인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규율권한을 더욱 폭넓

게 가진다26). 이러한 에서 볼 때, 기업의 자본지분인 주식에 한 재

산권의 경우 재산권이 개인의 인격발 에 하여 지니는 의미는 상당히 미

미한데 반하여 사회 연 성이나 사회 기능이 뚜렷하므로, 국가에 의하

여 보다 폭넓게 제한될 수 있다.

(3) 이 사건에서 재산권의 침해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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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부실 융기 은 부분의 경

26) 1998. 12. 24. 89헌마214등, 례집 10-2, 927, 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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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증자나 감자명령 당시 사실상 지 불능의 상태에 있어 산을 선언하는

순간 융기 의 재산가치도 (0)이 되어 버릴 우려가 크며 이에 따라 부

실 융기 의 주식도 이미 (0)에 가까운 상태로 그 가치가 감소된다 할

것인데, 만일 이러한 주주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그 로 둔 채 정부

등이 부실규모에 상당한 자 을 투입할 경우 그에 걸맞는 지분을 확보하기

어려운 반면에 기존 주주들은 새로운 자 이 투입됨에 따라 경 이 정상화

되고 기업가치가 상승하여 상하지 않던 이익을 얻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

가 래된다.

따라서, 융기 의 주식에 하여는 그의 강한 사회 연 성 때문에

보다 범 한 제한이 정당화된다는 , 국민경제의 에서도 국가에게

부실 융기 의 경 정상화 방안으로서 정부 등의 출자에 의한 자본증가와

자본감소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가능성이 부여되어야 한다는 , 감자명

령의 경우 자본감소에 이의가 있는 주주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하여 그

당시 주식의 실질가치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된다는 (법 제12조

제7항)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융감독기 에게 자본 의 증가와 감소를

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한편, 정부 등의 출자가 효율 이고 기에 시행되기 하여 이사회가

신주발행을 한 결의를 함에 있어 상법규정을 배제할 필요가 있고, 주식

의 소각 는 병합에 한 결의도 상법상의 규정에 따라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에 따르도록 할 경우 자신의 주식이 소각되는 것을 바라는 주주는

없을 것이므로 출자형태의 자 투입의 제가 되는 주식의 소각 는

병합에 한 결의가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리라

고 상되므로 상법규정의 용을 배제하고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도 가

능하도록 할 필요도 있다.

(4) 다수의견의 결론

다수의견은 와 같은 논증을 거쳐, 각 규정은 국민경제의 안정을 실

하기 하여 하고 필요한 수단이며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의 비 과

개인이 입는 기본권제한의 효과를 비교하더라도 양자 사이에 한 균형

계가 인정되므로, 각 규정은 주주의 재산권을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



융산업구조개선에 한법률 제2조 제3호 가목 등 헌소원 607

게 합헌 으로 제한하는 규정이라 할 것이다고 단하 다. 한편, 헌법재

소는 2003. 11. 27. 2001헌바35사건( 례집 15-2하, 222)에서 와 거의 같

은 논거로 이 사건 법률 제12조 제3항에 하여 헌법에 반되지 않는다고

시한 바도 있었다.

다. 헌법 제119조 제2항의 경제민주화 반 여부

헌법상의 경제질서에 한 규정은, 국가행 에 하여 한계를 설정함으

로써 경제질서의 형성에 개인과 사회의 자율 인 참여를 보장하는 ‘경제

기본권’과 경제 역에서의 국가활동에 하여 기본방향과 과제를 제시하고

국가에게 극 인 경제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경제에

한 간섭과 조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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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야 할 의무와 더불어 국민경제의 반 인 상에

하여 포 인 책임을 지고 있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 헌법은 헌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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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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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27). 따라서 헌법 제119조 제2항에 규정된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

한 경제민주화’의 이념도 경제 역에서 정의로운 사회질서를 형성하기

하여 추구할 수 있는 국가목표로서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국가행 를

정당화하는 헌법규범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법률 조항이 자본증가와 자본감소의 명령을 할 수 있도

록 한 것은 융거래의 보호와 자보호라는 공익을 실 하기 한 것으

로서 헌법 제119조 제2항의 ‘경제민주화’와 아무런 연 이 없을 뿐만 아니

라, ‘경제민주화’의 이념이 경제 역에서의 국가행 의 한계를 설정하고 청

27) 헌재 1996. 12. 26. 96헌가18, 례집 8-2, 680, 692-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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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헌법규범이 아니라 개인의 경제 자유에 한

제한을 정당화하는 근거규범이라는 에서도 헌법 제119조 제2항의 ‘경제

민주화’는 이 사건 법률 조항의 헌성을 단하는 근거로서 고려될 수 없

다고 함이 상당하다.

라. 헌의견

이상과 같은 다수의견과 달리 소수의견은, 부실기업에 한 국가의 지원

은 국민경제 고려에서 불가결한 지극히 외 인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

어야 하며, 이 사건의 경우 부실화된 상기업이 일반 사기업이 아니라 국

가경제에 보다 큰 향을 미치는 융기 이라는 특수성이 인정되기는 하

나 단지 부실화된 사기업이 융기 이라는 만으로는 국민의 부담 하

에서 이루어지는 국가의 지원을 정당화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각 규정

은 우리 헌법이 규정하는 시장경제질서에 부합될 수 없는 것으로 헌으로

단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하 다. 그 논거는 다음과 같다.

(1) 경제질서란 개인과 국가에 단히 요한 의미를 갖는 국가 공동체

의 근본 인 문제에 속하기 때문에 헌법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경제에 한

공동체의 결정이 표 되고 있다. 특히 우리 헌법은 제9장에서 ‘한국 헌법상

의 경제질서가 무엇인가’에 하여 보다 구체 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헌법이 보장하는 경제체제가 무엇인가’를 단하기 하여는 우

리 헌법이 경제체제의 근본 인 구성요소로 간주되는 ‘경제계획체제’와 ‘재

산제도’에 하여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한다. 시장경제

는 자본주의경제에서는 경제계획이 개인에 의하여 분권 으로 수립되어 계

획간의 조화는 시장과 가격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재산제도에 있어서는 생

산수단에 한 사유재산이 보장된다. 즉 시장경제질서는 개인의 자유로운

창의에 의한 분권 계획과 사유재산의 보장에 기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에서 본다면 헌법은 제119조 제1항에서 경제질서가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 함을 기본으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개인과 국가 간의 경제 역에서의 할 배분에 한 문제, 즉 가 경제계

획을 세우고 실 하여야 하는가의 문제에 하여 ‘경제계획은 원칙 으로

개인에 의하여 수립된다’는 근본결정을 내리고 있다. 한 헌법은 제23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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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재산권을 보장함으로써 헌법 제126조의 사회화의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그 조항의 명백한 외 성격으로 인하여 생산재에 한 사유재산제도를

강하게 보장하고 있다. 한 헌법의 경제에 한 장(제9장)에 규정된 다른

헌법규범들이 언 하는 경쟁정책 경기정책(제119조 제2항), 구조정책(제

123조) 등은 모두 시장경제에서의 경제정책의 주요과제를 의미한다는 에

서 헌법이 시장경제를 제로 하고 있다는 견해를 뒷받침하고 있다. 결국

우리 헌법은 다양한 경제 기본권과 경제에 한 근본조항인 제119조 제1

항의 규정을 통하여 시장경제의 두 개의 지주인 ‘개인에 의한 분권 계획’

과 ‘사유재산’을 보장하고 있고 이로써 헌법상의 경제질서로서 시장경제를

채택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그 다면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이와 같은 시장경제질서 는 자본

주의경제질서에 비추어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국

가가 강제로 사기업에 하여 주주의 주식을 소각하거나 병합함으로써 자

본 을 감소시킬 것을 명령할 수 있는지’에 하여 근본 인 의문이 제기

된다.

헌법 질서로서의 시장경제원칙은 무엇보다도 시장경제체제에 반하는

국가의 간섭은 헌법상의 요한 공익을 근거로 단지 외 으로 허용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침해의 가능성 에서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

는 경제의 자동조 기능을 가장 활성화시킬 수 있는 소 합시장 조치를

택해야 한다는 내용의 국가경제정책에 한 원칙 인 합시장성의 요청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자면 경제에 한 국가의 간섭은 가능하면 기업 등 경

제주체의 결정의 자유를 존 하여야 하고 시장기능을 고려하여야 하며 시

장의 자동조 기능이 활성화되도록 자제되어야 한다.

이러한 에서 볼 때, 사기업이 부실화하는 경우 원칙 으로 회사정리

차나 산 등 회사를 정리하는 차를 밟아야지, 국가가 매번 부실기업

에 하여 국민의 세 으로 조성된 막 한 공 자 을 투입함으로써 경쟁

을 통한 시장의 자동조 기능을 약화시켜서는 안 된다. 경제 자유는 곧

경제활동에 한 자기결정과 자기책임을 의미하고 자기책임은 스스로의

험부담으로 이어진다는 자본주의경제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국민의 부

담 하에서 무원칙하게 이루어지는 국가의 사경제에 한 지원과 이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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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하게 수반되는 강제 명령은 ‘개인의 자유’와 ‘공권력의 강제’ 사이의 명

백한 경계선이 사라져 자유와 강제는 혼합되고 동시에 사인의 결정에 한

책임이 사인에서 국가로 이 됨으로써 사인과 국가 간의 책임범 의 귀속

이 불확실하게 될 험이 있다. 특히 IMF 사태 이후 부실화된 사기업에

하여 긴 하고 박한 필요에 의하여 정당화됨이 없이 막 한 공 자

이 지원되는 상을 찰할 수 있는데 이는 궁극 으로 우리 경제 체의

자생력을 약화시키고 사경제의 주체인 국민의 도덕 해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

(3) 결국, 각 규정은 우리 헌법이 규정하는 시장경제질서에 부합될

수 없는 것으로 헌으로 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5. 이 사건 결정의 의의

이 사건은 서두에서 이미 밝혔다시피 법요건에서 본안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요하고도 많은 쟁 이 복합 으로 표출된 사건이었다.

가. 재 의 제성과 련하여

우선, 이 사건 헌법소원의 법여부, 특히 재 의 제성에 한 부분이

다. 이 사건 헌법소원 결정당시에는 당해사건이 제1심에서 항소심에 이르

기까지 각하 결이 선고되었지만, 법원에서 원심 결을 유지할지에 하

여 상당한 의구심이 들은 사안이었다. 한편, 법원은 장기간 결을 선고

하지 않은 상태 고, 헌법재 소로서도 이미 수된 지 4년여를 지난 상태

에서 더 이상 법원의 결을 기다릴 수만은 없는 입장이었다. 이 사건은

이러한 딜 마 인 상황에서 헌법재 소가 법원의 결 에 재 의

제성을 단하고 본안으로 나아가는 길을 제시한 첫 번째 사례로 기록될

것이고, 이 만으로도 이 결정의 커다란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나. 이 사건 법률 제2조 제3호 가목, 제10조 제1항 제2호, 제2항과

련하여

다음으로, 이 사건 법률 제2조 제3호 가목, 제10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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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된 쟁 들이다. 법원과 헌법재 소는 법률이 입법사항을 통령령이

나 부령이 아닌 고시와 같은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임하는 경우 그 법률

효력이 어떠한 것인지에 하여는 이미 수차례에 걸쳐 단을 하 다.

그런데, 청구인들은 거꾸로 법률이 입법사항을 통령령이나 부령이 아닌

고시와 같은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임하는 것이 헌법 인 정당성을 가지

느냐는 의문을 제기하 다.

이러한 의문은 사실 공법학계에서 수십년간에 걸쳐 논쟁이 이어오던 것

이었으나, 정작 법원과 헌법재 소에서는 이른바 법령보충 행정규칙의

성격과 효력에 하여는 단을 하 으나 그 헌법 허용성에 하여 논증

한 는 찾아볼 수 없었다. 이 사건은 이러한 에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

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에 덧붙여서 이 사건이 더욱 큰 의미를 갖는 것은,

헌법재 소가 그와 같은 임이 허용된다는 견해를 취하면서도 그에 한

통제방법으로 통 인 포 임 지의 원칙 이외에 임되는 입법사항이

일정한 사항으로 제한된다는 것을 덧붙 다는 이다.

이러한 헌법재 소의 견해에 하여 우리 헌법과 같이 입법권을 국회에

부여하면서 그 외로서 통령령, 총리령, 부령, 앙선거 리 원회규칙,

법원규칙, 헌법재 소규칙, 국회규칙 등을 일일이 열거하는 방식과 같은

임입법에 한 규율방식은 세계 으로 그 유형을 찾기 어렵고, 이러한

에서 임입법의 형식문제는 우리나라에서는 일본등과 달리 법률 차원

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 차원의 문제인데, 우리 헌법이 행정입법의 실제

탄력 운 의 필요성을 반 하지 못한 규범방식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하더라도 헌법 규정이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않는 한 단순하게 임입법의

탄력 운 의 필요성이라는 실 사정을 이유로 헌법규정의 효력을 임

의로 변경하는 우를 범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라고 하면서, 헌법재 소의 이

사건 결정을 비 하는 견해28)가 있다. 향후 이 사건 결정에 한 충분한

검토와 논쟁이 기 된다.

28) 유지태, ‘행정입법과 헌법재 ’, 제54회 헌법실무연구회(2005. 4. 1.) 발표문, 같은

입장에서 강태수 교수의 지정토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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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사건 법률 제12조 제2항 내지 제4항과 련하여

마지막으로 융감독 원회로 하여 부실 융기 에 하여 자본 증

가와 감소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이 사건 법률 제12조 제2항 내지 제4

항의 헌여부이다. 이 한 커다란 주제이기는 하나, 이 부분에 하여는

이미 헌재 2003. 11. 27. 2001헌바35사건에서 상당부분 단이 이루어졌고,

이 사건에서는 그와 같은 견해를 되풀이하는 수 에서 설시되어 있어, 쟁

의 크기에 비하여는 그 요성이 다 할 수 있다.



2002년도 국민기 생활보장최 생계비 헌확인 613

2002년도 국민기 생활보장최 생계비

헌확인

-장애인을 고려하지 아니한 최 생계비결정과 평등권-

(헌재 2004. 10. 28. 2002헌마328, 례집 16-2하, 195)

이 선 애
*

1)

【 시사항】

보건복지부장 이 2002년도 최 생계비를 고시함에 있어 장애로 인한

추가지출비용을 반 한 별도의 최 생계비를 결정하지 않은 채 가구별 인

원수만을 기 으로 최 생계비를 결정한 것이 생활능력 없는 장애인가구

구성원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평

등권을 침해하 는지 여부

【심 상】

1. 심 상인 공권력의 행사

이 사건 심 의 상은 보건복지부장 이 2001. 12. 1.에 한 2002년도 최

생계비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01-63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가

헌법에 반되는지 여부이다. 청구인들에게는 이 사건 고시 3인가구 최

생계비가 용되나, 청구인들이 이 사건 고시 체에 하여 헌법소원심

을 청구하 고, 그 고시 체에 동일한 심사척도가 용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고시 체로 심 상을 확장하는 것이 타당하다.

* 헌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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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002년도 최 생계비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액

(원/월)
345,412 572,058 786,827 989,719 1,125,311 1,269,809

2. 련조항

국민기 생활보장법

제1조(목 )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여를 행하여 이들

의 최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6. “최 생계비”라 함은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 인 생활을 유지하기

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

이 공표하는 액을 말한다.

7. “소득인정액”이라 함은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

을 합산한 액을 말한다.

8.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이라 함은 개별가구의 실제소득에 불구하고

보장기 이 여의 결정 실시등에 사용하기 하여 산출한 액을 말한

다. 이 경우 소득평가액의 구체 인 산정방식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되,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과 근로를 유인하기 한 요소등을 반 하여야

한다.

제3조( 여의 기본원칙) ① 이 법에 의한 여는 수 자가 자신의 생활

의 유지․향상을 하여 그 소득․재산․근로능력 등을 활용하여 최 한

노력하는 것을 제로 이를 보충․발 시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② 부양의무자의 부양과 다른 법령에 의한 보호는 이 법에 의한 여에

우선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한 보호의 수 이

이 법에서 정하는 수 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에 하여

이 법에 의한 여를 받을 권리를 잃지 아니한다.

제4조( 여의 기 등) ① 이 법에 의한 여는 건강하고 문화 인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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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② 이 법에 의한 여의 기 은 보건복지부장 이 수 자의 연령․가구

규모․거주지역 기타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여의 종류별로 정한다.

③ 보장기 은 이 법에 의한 여를 세 를 단 로 하여 행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인을 단 로 하여 행할 수 있다.

제5조(수 권자의 범 ) ① 수 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

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 생계비 이하인 자로 한다.

제6조(최 생계비의 결정) ① 보건복지부장 은 국민의 소득․지출수

과 수 권자의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최 생계비를 결정하

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 은 매년 12월 1일까지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앙생활보장 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연도의 최 생계비를 공표

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 은 최 생계비를 결정하기 하여 필요한 계측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 여의 종류) ① 이 법에 의한 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생계 여 2. 주거 여 3. 의료 여 4. 교육 여 5. 해산 여 6. 장제

여 7. 자활 여

② 이 법에 의한 여는 제1항 제1호의 생계 여와 수 자의 필요에 따

라 동항 제2호 내지 제7호의 여를 함께 행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여의 수 은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제7호의 여와 수 자의 소득인

정액을 포함하여 최 생계비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3호의 의료 여는 따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8조(생계 여의 내용) 생계 여는 수 자에게 의복․음식물 연료비

와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 으로 필요한 품을 지 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

게 하는 것으로 한다.

국민기 생활보장법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제1

항의 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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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수 권자의 범 에 한 용특례) 이 법 시행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수 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

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최 생계비를 감안하여 보건복지부

장 이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기 으로 하여 매년 정하는 수

권자 선정기 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제6조(소득인정액에 한 용특례) 이 법 시행일부터 2002년 12월 31일

까지 제7조 제2항 제9조 제4항의 소득인정액은 제2조 제8호의 개별가구

의 소득평가액을 말한다.

【사건의 개요】

1. 심 청구에 이르게 된 경

가. 청구인 甲, 乙은 각 정신지체 1 장애자이고, 청구인 丙은 甲의 남

편이자 乙의 아버지로서 비장애자인바, 청구인들은 1가구를 이루어 함께

거주하면서 2000. 10. 5. 국민기 생활보장법(이하 보장법이라 한다)에 따른

생계 여 수 자로 선정되어 그 무렵부터 생계 여를 지 받고 있다.

나. 보건복지부장 은 2001. 12. 1. 보건복지부고시 제2001-63호로 2002

년도 국민기 생활보장법상의 최 생계비를 결정․공표하 다.

다. 청구인들은 2002. 5. 14. 최 생계비 고시가 청구인들의 인간으로

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 을 청구하 다.

2. 청구인들 보건복지부장 의 주장

가. 청구인들의 주장

최 생계비 고시는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 인 생활을 유지하기 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보장법상의 수 자가 받게 될 생계 여 액

수를 결정하는 기 이 되는 것인바, 보건복지부장 이 이 사건 고시를 하

면서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이하 장애인가구라고 한다)가 부담하는 교통비,

의료비, 교육비, 보호․간병인비, 보장구 구입․유지비 등 장애로 인한 월

평균 158,000원의 추가지출비용을 반 한 최 생계비를 별도로 정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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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한 채 가구별 인원수를 기 으로 한 최 생계비만을 결정․공표함으로써

생활능력 없는 장애인가구의 구성원에게 최소한도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

할 정도에 못 미치는 은 액수의 생계 여를 받게 하 으므로 인간으로서

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고, 장애인가구와 비장애인가구에게 동일한 최 생계비를 용함으로써 비

장애인가구와 비교하여 상 으로 은 액수의 생계 여를 받게 되는 것

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나. 보건복지부장 의 의견

국가가 생활능력 없는 장애인을 보호하는 수 은 보장법상의 최 생계

비뿐만 아니라 생계 여 액수를 산정하기 하여 최 생계비에서 공제하는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의 산정방식과도 련이 있고, 그 외에 장애인복지

법, 의료 여법에 의한 각종 수당 여와 각종 복지시책,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 에서 실시하고 있는 각종 여나 부담감면 등을 종합 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고시가 생활능력 없는 장애인가구 구성원의 인간으로

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평등권을 침해

한다고 볼 수 없다.

【결정요지】

1.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생활능력 없

는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헌법의 규정은 입법부와 행정부에 하여

는 국민소득, 국가의 재정능력과 정책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범 안에서

최 한으로 모든 국민이 물질 인 최 생활을 넘어서 인간의 존엄성에 맞

는 건강하고 문화 인 생활을 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행 의 지침

즉 행 규범으로서 작용하지만, 헌법재 에 있어서는 다른 국가기 즉 입

법부나 행정부가 국민으로 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하도록 하기 하

여 객 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취할 의무를 다하 는지의 여부를

기 으로 국가기 의 행 의 합헌성을 심사하여야 한다는 통제규범으로 작

용한다.

2. 국가가 행하는 국민기 생활보장법상의 “생활능력 없는 장애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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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최 생활보장을 한 생계 여 지 ”이 헌법이 요구하는 객 인 최소

한도의 내용을 실 하고 있는지의 여부는 국가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함

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조치를 취하 는가의 여부에 달려있다고 할 것인바,

“인간다운 생활”이란 그 자체가 추상 이고 상 인 개념으로서 그 나라

의 문화의 발달, 역사 ․사회 ․경제 여건에 따라 어느 정도는 달라질

수 있는 것이고, “최소한도의 조치” 역시 국민의 사회의식의 변화, 사회․

경제 상황의 변화에 따라 가변 인 것이므로, 국가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한 생계 여의 수 을 구체 으로 결정함에 있어서는 국민

체의 소득수 과 생활수 , 국가의 재정규모와 정책, 국민 각 계층의 상충

하는 갖가지 이해 계 등 복잡 다양한 요소를 함께 고려해야 하므로, 생활

이 어려운 장애인의 최 생활보장의 구체 수 을 결정하는 것은 입법부

는 입법에 의하여 다시 임을 받은 행정부 등 해당기 의 범 한 재

량에 맡겨져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국가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

하기 한 헌법 의무를 다하 는지의 여부가 사법 심사의 상이 된

경우에는, 국가가 최 생활보장에 한 입법을 하지 아니하 다든가

그 내용이 히 불합리하여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의 범 를 명백

히 일탈한 경우에 한하여 헌법에 반된다고 할 수 있다.

3. 국가가 생활능력 없는 장애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하여 행

하는 사회부조에는 국민기 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여 지 을 통한 최

생활보장 외에 다른 법령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것도 있으므로, 국가가 행

하는 최 생활보장 수 이 그 재량의 범 를 명백히 일탈하 는지 여부,

즉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한 객 내용의 최소한을 보장하고 있는

지 여부는 보장법에 의한 생계 여만을 가지고 단하여서는 아니되고, 그

외의 법령에 의거하여 국가가 최 생활보장을 하여 지 하는 각종 여

나 각종 부담의 감면 등을 총 한 수 으로 단하여야 한다.

4. 보건복지부장 이 2002년도 최 생계비를 고시함에 있어서 장애인가

구의 추가지출비용을 반 한 최 생계비를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채 가구

별 인원수를 기 으로 한 최 생계비만을 결정․공표함으로써 장애인가구

의 추가지출비용이 반 되지 않은 최 생계비에 따라 장애인가구의 생계

여 액수가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생계 여액수는 최 생계비와 동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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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수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최 생계비에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 등을

공제한 차액으로 지 되기 때문에 장애인가구와 비장애인가구에게 지 되

는 생계 여까지 동일한 액수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 이때 공제되는 개

별가구의 소득평가액은 장애인가구의 실제소득에서 장애인가구의 특성에

따른 지출요인을 반 한 품인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수당, 장애아동

부양수당 보호수당, 만성질환 등의 치료․요양․재활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지속 으로 지출하는 의료비를 공제하여 산정하므로 결과 으로 장애

인가구는 비장애인가구에 비교하여 볼 때 최 생계비에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반 하여 생계 여액을 상향조정함과 비슷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 장애인가구는 비장애인가구와 비교하여 각종 법령 정부시책에 따른

각종 여 부담감면으로 인하여 최 생계비의 비목에 포함되는 보건의

료비, 교통․통신비, 교육비, 교양․오락비, 비소비지출비를 추가 으로 보

받고 있는 을 고려할 때, 국가가 생활능력 없는 장애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한 조치를 취함에 있어서 국가가 실 해야 할 객

내용의 최소한도의 보장에도 이르지 못하 다거나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의 범 를 명백히 일탈하 다고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한 장애

인가구와 비장애인가구에게 일률 으로 동일한 최 생계비를 용한 것을

자의 인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보건복지부장 이 2002

년도 최 생계비를 고시함에 있어 장애로 인한 추가지출비용을 반 한 별

도의 최 생계비를 결정하지 않은 채 가구별 인원수만을 기 으로 최 생

계비를 결정한 것은 생활능력 없는 장애인가구 구성원의 인간의 존엄과 가

치 행복추구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평등권을 침해하 다고 할 수

없다.

【해설】

1.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한 결정례, 의의 합헌성 심

사기

가. 결정례

우리 재 소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로부터는 …… 인간의 존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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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응하는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물질 인 생활’의 유지에 필요한 부를

요구할 수 있는 구체 인 권리가 상황에 따라서는 직 도출될 수 있다고

할 수는 있어도, 동 기본권이 직 그 이상의 부를 내용으로 하는 구체

인 권리를 발생 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구체 권

리는 국가가 재정형편 등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 으로 감안하여 법률을

통하여 구체화할 때에 비로소 인정되는 법률 권리라고 할 것이다”고 하

여, 일정한 경우에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로부터 최소한의 물질 생

활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직 도출될 수 있다고 시하 다(헌재 1995.

7. 21. 93헌가14, 례집 7-2, 30․31; 헌재 1998. 2. 27. 97헌가10, 97헌바42,

97헌마354, 례집 10-1, 30․31; 헌재 2000. 6. 1. 98헌마216, 례집 12-1,

647).

나아가 우리 재 소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생활능력 없는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헌법의 규정은 모든

국가기 을 기속하지만, 그 기속의 의미는 극 ․형성 활동을 하는 입

법부 는 행정부의 경우와 헌법재 에 의한 사법 통제기능을 하는 헌법

재 소에 있어서 동일하지 아니하다. 와 같은 헌법의 규정이, 입법부나

행정부에 하여는 국민소득, 국가의 재정능력과 정책 등을 고려하여 가능

한 범 안에서 최 한으로 모든 국민이 물질 인 최 생활을 넘어서 인간

의 존엄성에 맞는 건강하고 문화 인 생활을 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는 행 의 지침, 즉 행 규범으로서 작용하지만, 헌법재 에 있어서는 다른

국가기 , 즉 입법부나 행정부가 국민으로 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하

도록 하기 하여 객 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취할 의무를 다하

는지를 기 으로 국가기 의 행 의 합헌성을 심사하여야 한다는 통제규범

으로 작용하는 것이다”고 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한 헌법규정

이 모든 국가기 을 기속하며, 특히 헌법재 에 있어서는 국가기 의 행

의 합헌성을 심사하여야 한다는 통제규범으로 작용한다고 하여 재 규범성

을 명확히 밝혔다(헌재 1997. 5. 29. 94헌마33, 례집 9-1, 553-554; 헌재

1999. 12. 23. 98헌바33, 례집 11-2, 758-759; 헌재 2001. 4. 26. 2000헌마

390, 공보 56, 494)

한, 우리 재 소는 “국가가 행하는 생계보호가 헌법이 요구하는 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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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최소한도의 내용을 실 하고 있는지의 여부는 결국 국가가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함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조치는 취하 는가의 여부

에 달려있다고 할 것인바, … 생계보호의 구체 수 을 결정하는 것은 입

법부 는 입법에 의하여 다시 임을 받은 행정부 등 해당기 의 범

한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국가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한 헌법 의무를 다하 는지의 여부가 사법 심사의 상이

된 경우에는, 국가가 생계보호에 한 입법을 하지 아니하 다든가

그 내용이 히 불합리하여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의 범 를 명백

히 일탈한 경우에 한하여 헌법에 반된다고 할 수 있다.”고 하여(헌재

1997. 5. 29. 94헌마33, 례집 9-1, 553-554),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합헌성 심사기 으로서 ‘최소한 보장 원칙’ ‘명백성 통제’를 정립하 다.

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의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건강하고 문화 인 최소한의 생활을 할 권

리’로 이해하는 견해1)와 ‘최소한의 물질 인 생활을 할 권리’로 이해하는

견해2)가 립되어 왔는데, 우리 재 소는 후자의 견해를 취하 다.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내용을 ‘최소한’으로 한정한 이유는 헌법 제

34조 제1항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확보하기 하여 도출되는 기본 이고

도 총론 인 권리로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에 상응하는 최소한도의

내용을 지향하고, 헌법 제34조 제5항 등 개별조항은 입법자가 입법의무를

이행할 당시의 구체 사정에 맞추어 최 한의 보호를 내용으로 하기 때문

이다.3)

종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법 성격에 하여는 로그램규정설,

추상 권리설, 구체 권리설로 나뉘어 있었다. 로그램규정설에서는 인

1) 권 성, 헌법학원론(2004년 ), 법문사(2004), 640면; 김철수, 헌법학신론(제14 정

신 ), 박 사(2004), 526면

2) 허 , 한국헌법론(신정11 ), 1999, 490-491면

3) 김선택,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헌법규범성”, 례연구 제9집(고려 학교 법

학연구원), 1998, 23면, 사회 기본권의 실 구조에 비추어 그 권리가 실 의

미를 발휘할 수 있도록 즉 사법 으로 소구할 수 있는 범 내로 그 의미내용을

목 론 으로 축소 해석한 것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정태호, ‘사회 기본권과

헌법재 소의 례’, 헌법논총 제9집, 1998, 56, 5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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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국가의 목표와 강령을 선언한 것에 불과하므로

입법이 없는 한 법 인 권리가 될 수 없다고 보고, 추상 권리설에서는

헌법상 보장된 권리이기는 하지만 그 권리가 추상 이어서 구체 권리로

보장되기 해서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으며, 구체 권리설에서는

구체 인 입법이 없는 경우에도 사법 수단을 통하여 철할 수 있는 권

리라고 보는 것인데, 재는 이른바 구체 권리설이 통설이다.

결정례들을 종합해 볼 때 어도 우리 재 소가 로그램규정설을 취

하고 있지 않음은 분명히 알 수 있다. 다만 93헌가14 사건에서 인용한 설

시의 후반부의 논지와 련하여 우리 재 소가 추상 권리설을 취하고 있

다고 보는 견해4)와 우리 재 소가 구체 권리설을 취하고 있다는 보는

견해5)가 립하고 있다.

살피건 , 첫째,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헌법의 명문으로 규정된 국

민의 권리이므로, 자유권 기본권과 그 보장의 차원 정도를 달리한다

하여도 일정한 범 내에서 그 법 권리성이 인정됨은 부인할 수 없는

,6) 둘째,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모든 국가기 을 기속하고, 헌법재

에 있어서는 재 규범이 됨을 명백히 밝힌 에 비추어 볼 때 우리 재

소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법 구속력 내지 재 규범성을 인정하는

구체 권리설의 입장에 서 있다고 볼 수 있다.

다. 최 생계비 계측이론, 외국사례, 우리나라의 최 생계비 계측

황

⑴ 빈곤과 최 생계비의 계

국가가 빈곤의 문제에 정책 개입을 할 때 제일 먼 부딪히는 문제는

구를 빈곤한 사람으로 보아 정책 상으로 삼을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4) “… 동 기본권이 직 그 이상의 부를 내용으로 하는 구체 인 권리를 발생

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구체 권리는 국가가 재정형편 등 여

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 으로 감안하여 법률을 통하여 구체화할 때에 비로소 인

정되는 법률 권리라고 할 것이다” 부분, 홍성방, 헌법Ⅱ, 암사, 2000. 181면

5) 정태호, 앞의 , 668, 669면; 김문 , ‘생존권 기본권에 한 헌법규정의 규범

성’, 법학논집 2권 2호(1998), 이화여자 학교 법학연구소, 1-16면

6) 구체 권리설의 입장에서도 입법이 없는 경우 헌법을 근거로 직 소구할 수 있

다고까지는 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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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빈곤자와 그 지 않은 자를 구분하는 기 선을 빈곤선(貧困線)이라고

하는데, 빈곤선은 빈곤을 는 상 으로 볼 것인가, 객 는

주 으로 볼 것인가 하는 빈곤 (貧困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빈곤선을 화폐의 양으로 지표화한 것이 최 생계비이고, 최 생계비는 어

떤 빈곤 에 입각하여 계측되어지느냐에 따라 최 생계비, 상

최 생계비, 주 최 생계비 등으로 구분되고, 문가에 의하여 이론

으로 산출되면 이론 최 생계비로, 소득층의 생활실태를 그 로 반 하

거나 약간의 조정을 거치면 실태 최 생계비로 구분된다.

이론생계비는 그 수 에 따라 피구휼(被救恤)생계비, 최 생존비, 최 생

계비, 표 생계비, 유락(遊樂)생계비로 분류되는데 가장 낮은 수 인 피구

휼생계비와 가장 높은 수 인 유락생계비는 정책 의미는 없다. 최 생존

비는 생존만 가능한 수 이고, 최 생계비는 단순한 생존에서 한걸음 나아

가 건강하고 최소한의 문화 인 생활을 유지하면서 노동재생산이 가능한

수 이며, 표 생계비는 그 사회의 보편 인 문화생활을 하면서 약간의 선

택도 할 수 있는 정상 인 생활수 으로 노동계에서는 노동자들이 받아야

하는 임 수 으로 해석하고 있는 수 이다.

⑵ 최 생계비 계측이론

(가) 최 생계비

1) 물량방식(全物量方式)

인간 생활에 소비되는 체 품목을 필수품과 사치품으로 구분한 후 필수

품에 최 개념을 용하여 소비량을 정하고 가격을 곱하여 합산하는 방식

이다. 물량방식에 의하여 최 생계비를 계측할 때 어려운 은 어떤품목

이 필수품이며, 얼마만큼 사용하여야 하는가 하는 기 생필품 목록 사

용량(Market Basket)을 구성하는 과정인데, 기 생필품 목록을 품목과 양

에 따라 계측한 최 생계비는 매우 큰 편차를 보이기 때문에 물량방식에

의한 최 생계비는 품목의 선정과 양의 결정에서 연구자의 자의성을 이

는 것이 최 의 과제이다. 이를 해결하기 하여 가계부를 통계 으로 분

석하여 품목별 소득탄력성, 보유확률 등을 이용하여 필수품을 선정하고

양권장량 등을 이용하여 사용량을 결정하고 있다. 물량방식에 의한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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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 계측 국의 Rowntree(1901)에 의해 처음 시도되었다. 우리나라의 경

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1988년, 1994년, 1999년 연구와 배무기외(서울 )

1987년 연구, 차홍 1994년 연구,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의 연구가 물

량방식을 통해 계측되어진 최 생계비이다.

2) 반물량방식

반물량방식은 미국의 Orshansky(1965)에 의해 물량방식을 다소 간소

화한 측면에서 제시되어진 방법으로, 양학자에 의하여 계측된 최 식료

품비에 Engel 계수의 역수(미국의 경우 3)를 곱한 액을 최 생계비로 보

는 것이다. 이 방법은 각 생필품에 한 최 지출비를 모두 더하는 방법보

다 간편한 것이 특정이나 어떤 계층의 Engel계수를 용하느냐에 따라 다

른 최 생계비가 산출된다는 단 이 있다.

(나) 상 최 생계비

1) 박탈지표방식(剝奪指標方式)

P. Townsend(1974년)는 수 에 입각한 빈곤의 개념을 비 하고

빈곤은 오직 ‘상 박탈(Relative Deprivaition)이라는 개념을 통해서만

객 으로 정의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빈곤의 상 성과 복잡성에 보다

근 하기 하여 ‘상 박탈’의 개념을 구체화하여 최 생계비를 추정하

는데, 먼 ‘상 박탈’을 객 박탈감과 주 박탈감으로 나 다

음, 객 박탈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 21항목과 주 박탈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 7개 항목을 선정하여 소득계층별로 이들 항목들을 보유하거

나 리고 있는 양태를 비교하 다. 일반 으로 고소득층은 부분의 항목

들을 향유하는데 비하여 소득층은 극히 일부분의 항목들을 향유하는데

그칠 것이므로, 일정소득 수 에서 향유하고 있는 품목들이 격하게 감소

하는 소득수 을 악하여 이를 최 생계비로 보는 것이다. 이 방식은 상

박탈감의 정도를 측정하기 한 박탈지표 항목의 구성에 문가의 자

의 인 단이 개입될 수 있다는 단 이 있다.

2) 수 균형방식

평균 는 가구 소득 는 지출의 일정비율 이하에 해당하느냐 여부

에 의하여 상 빈곤선을 결정하여 그 비율에 해당하는 액을 상

최 생계비로 보는 방식이다. 상 인 빈곤선을 도출하기 해 소득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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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한 로는 OECD( 가구소득의 40, 50, 60%), World Bank(개발도상

국은 평균 가구소득의 1/3, 선진국은 평균 가구소득의 1/2)를 들 수 있고,

지출을 사용한 로는 일본의 생활보호 상자선정기 (근로자가구 소비지

출의 68%)을 들 수 있다. 이 방식은 사용하는 소득 는 지출자료에 따라

다른 최 생계비가 계측되는데, 어떤 자료를 사용하는 것이 그 사회의 빈

곤수 을 잘 반 하는지, 소득이나 지출의 몇 %가 빈곤선인지에 한 사

회 합의 이 없다는 것이 문제 이다.

(다) 주 최 생계비

설문에 한 사람들의 주 인 응답에 기 하여 최 생계비를 추정하

는 방식인데, 최 생계비의 의미를 응답자가 어떻게 단하느냐에 따라 결

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문제 이 있다.

1) 제3자 평가에 의한 주 최 생계비

미국의 갤럽여론조사의 ‘당신이 사는 곳에서 4인 가족이 근근히 살아가

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소득은 얼마입니까?’라는 설문을 바탕으로 최 생계

비를 추출하는 방식으로서 1974년 L. Rainwater가 1946년부터 1969년까지

의 갤럽여론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매우 안정 인 결과(가구당 평균소득의

46～58%)를 얻음으로써 일반화된 계측방식이다.

2) 본인의 평가에 의한 주 최 생계비

라이덴(Leyden) 학을 심으로 발 된 기법으로 ‘당신의 가족이 근근

히 살아가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소득은 얼마입니까’라는 설문조사결과에

빈곤선을 추정하는 일정한 방식(라이덴방식 는 델릭방식)을 용하여 최

생계비를 추출하는 방식이다.

⑶ 외국의 최 생계비 계측 황 수

(가) 미국

미국은 빈곤선(PT: Poverty Thresholds)과 빈곤지침선(PG: Poverty Guideline)

을 공식 인 빈곤선으로 활용하고 있다.

빈곤선(PT)은 1960년 사회보장청(The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의 Orshansky에 의해 개발된 것으로 소득층의 최소한의 식료품 마켓바

스켓을 구성하여 산출한 최 식료품지출비에 ‘3’을 곱한 화폐액을 빈곤선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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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정하는 방식이다. 미국의 Census of Bureau에서 매년 소비자물가상승율

(CPI-U)을 용하여 발표하며, 미국 내 빈곤율을 측정하는 통계 목 으

로 이용되는데, 가족 내의 성인과 자녀의 수, 가구유형, 가구주의 연령 등

에 의해 구분되고 있다.

빈곤지침선(PG)은 빈곤선(PT)를 단순화한 것으로 보건․서비스국(HH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에 의해 매년 발표되며 학교

식, Head Start, 소득가구 연료비 지원(Low-Income Home Energy

Assistance), Food Stamps 등 로그램의 상자 선정에 이용된다.

미국의 빈곤선은 과거 30여년 인 1960년 반 Orshansky에 의해 개

발된 이후 수정․보완 없이 과거자료에 물가상승율만을 반 하여 산출되므

로 하향추정의 문제 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실제 용에 있어서 빈곤지침

선(PG)의 경우 일부 로그램에 빈곤선의 125%, 185%수 에서 소득층

을 지원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나) 일본

후생성의 생활보호기 인 최 생계비는 1946.부터 1948.까지는 표 생계

비방식, 1948.부터 1960.까지는 물량방식, 1961.부터 1964.까지는 엥겔방

식, 1965.부터 1983.까지는 격차축소방식(일반 근로자가구 소비수 의 60%

를 목표로 정하여 보호기 을 연평균 15%의 비율로 상승시켜 1975.에 목

표수 에 도달함)이 용되었으며, 1984. 이후부터는 수 균형방식이 용

되어 보호기 이 일반근로자세 소비지출의 68%로 고정되었다. 최 생계

비는 제1류와 제2류로 구분되는데 제1류란 음식비나 피복비 등의 개인

경비이며, 제2류란 열비나 가구비 등의 가구 공동의 경비를 의미하며, 특

별한 수요가 있는 자(노인, 모자, 장애인)에게 가산하는 비용이 있다.

⑷ 우리나라의 최 생계비 계측

우리나라에서 공식 인 의미의 최 생계비를 계측한 것은 사회보장심의

원회(1974, 1978)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88, 1994)에서 수행한 4회 뿐이

고, 이외에 여러 연구기 과 개별 학자들에 의해 다양한 방법으로 최 생

계비가 계측되었다.기존연구의 최 생계비(기 년도 5인가구)를 정리해 보

면 다음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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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표 자
발표

연도

기 연도

(지역)
추정방식

최 생계비

(원)

사회보장심의 원회 1974 1973( 국) 엥겔방식 21,739

서상목 1979 1973( 국) 엥겔방식 23,165

사회보장심의 원회 1978 1978( 도시) 엥겔방식 168,240

윤석범 1981 1981( 국) 라이덴방식 145,105

장 1986 1984(도 시) 엥겔방식 327,724

이 희 1986 1985(도 시) 라이덴방식 214,000

배무기 등 1987 1987(도 시) 물량방식 623,81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89 1988(지역별) 물량방식 348,597

이정우 등 1990 1989(도 시) 라이덴방식 432,000

박태규 1991 1989(서 울) 라이덴방식 555,172

안병근 1971 1971( 구) 물량방식 720,550

차홍 등 1994 1973(춘 천) 물량방식 746,627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4 1994(지역별) 물량방식 763,817

한국노동연구원 1998 1998(도 시) 반물량방식 1,590,067

한국노총 1999 1999(도 시) 물량방식 3,573,110

민주노총 1999 1999(도 시) 물량방식 2,775,661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물량방식을 선택하여 1999년 최 생계비를 계

측하 는데, 소득층 생활실태조사를 거쳐 지역별 표 가구의 필수품에

한 비목별 마켓바스켓(식료품비, 주거비, 열․수도비, 가구집기․가사용

품비, 피복․신발비, 보건의료비, 교육비, 교양․오락비, 교통․통신비, 기타

소비지출, 비소비지출의 11개 비목, 373개 항목)을 구성하여 최 개념을

용하여 소비량을 정하고 가격을 곱하여 합산하는 방식을 표 가구의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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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최 생계비를 계측한 후 가구균등화 지수를 계측․ 용하여 지역별 가

구규모별 최 생계비를 계측했다. 이 계측결과는 국민기 생활보장법상의

최 생계비 결정에 기 가 되었다. 1999년 지역별․비목별 표 가구(4인가

구)의 최 생계비는 다음 표와 같다.

1999년

최 생계비
도시 소도시 농어

식 료 품 366,948 (38.3) 366,948 (40.7) 325,219 (41.9)

주 거 225.338 (23.5) 174,833 (19.4) 114,837 (14.8)

열 수 도 51,121 (5.3) 51,224 (5.7) 54,027 (7.0)

가 구 집 기 32,000 (3.3) 31,880 (3.5) 31,864 (4.1)

피 복 신 발 43,331 (4.5) 43,331 (4.8) 42,112 (5.4)

보 건 의 료 46,381 (4.8) 42.749 (4.7) 38,956 (5.0)

교 육 42,071 (4.4) 42,071 (4.7) 37,071 (4.8)

교 양 오 락 19,917 (2.1) 19,917 (2.2) 19,667 (2.5)

교 통 통 신 58,005 (6.1) 56,005 (6.2) 40,795 (5.3)

기 타 소 비 52,679 (5.5) 52,679 (5.8) 52,679 (6.8)

비소비지출 19,850 (2.1) 19,720 (2.2) 18,658 (2.4)

합 계 957,641 1.06 901,357 1.00 775,885 0.86

라. 합헌성 심사기

우리 재 소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국가기 즉 입법부와 행정부

의 행 의 합헌성을 심사하는 기 이 된다고 하면서, 그 내용은 국가가 국

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함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조치를 취하 는가

여부를 단하는 것으로서, 그 조치의 구체 수 을 결정하는 것은 해당

국가기 의 범 한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국가의 조치가 인간다운 생

활을 할 권리의 보장을 한 입법을 하지 아니하 다든가 그 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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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불합리하여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의 범 를 명백히 일탈한

경우에 한하여 헌법에 반된다고 보고 있다.

“인간다운 생활”이란 그 자체가 추상 이고 상 인 개념으로서 그 나

라의 문화의 발달, 역사 ․사회 ․경제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인데다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보장의 정도와 수 은 국가의 경제

조건, 부능력, 재정능력, 정책의 우선순 , 국민 각 계층의 상충하는

이해 계 조정 등 복잡 다양한 요소들을 함께 고려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권력분립이나 민주주의원리에 비추어도 입법부 내지 입법에 의하여 임을

받은 행정부 등 국가기 의 범 한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보아야 할 것

이기 때문에,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보장을 한 국가기 의 조치에

한 합헌성 심사 기 이 “최소한 보장 원칙”으로 귀결되는 것은 타당하다.

나아가, 최소한 보장의 내용에 하여 보건 , 이 역시 국민의 사회의식

의 변화, 사회․경제 상황의 변화에 따라 가변 인 것이므로, 이에 상당

하는 사실 부의 종류, 양을 수량화하여 획일 으로 정하는 것은 무의

미하기 때문에, 우리 재 소는 1994년도 생계보호수 이 “인간다운 생활”

을 보장함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조치를 다한 것인지를 심사함에 있어서

최 생계비 액수와 같은 수량화된 획일 인 기 을 채택하지 않고 히

불합리하여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의 범 를 명백히 일탈했는지 여부

만을 기 으로 채택하는 이른바 명백성통제7)를 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에 하여, 일각에서는 입법부, 행정부 등 국가기 의 행 의

합헌성을 심사함에 있어 최 생계비마 도 최소한 보장의 기 이 될 수 없

다면, 이것은 결국 합헌성 심사의 객 기 을 포기하고 사실상 입법부

와 행정부의 정책 단을 그 로 수용한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하는

비 이 제기되었다.8)

최 생계비는 소득, 소비형태, 산업 직업구조 변동 등의 경제 여건

의 변화와 기호, 습, 법 제도 등의 사회 여건변화 개인이 소속되

어 있는 지역, 가구특성 유형에 따라 얼마든지 변할 수 있고, 최 생계

비 계측 주체가 선택하는 계측방식, 표본가구수, 지역 등 기술 요인에 의

7) 정태호, 앞의 , 63면

8) 김문 , 앞의 , 1-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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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도 변할 수 있는 상 ․정책 인 개념인데다가( 에서 본 최 생계

비 계측이론, 외국사례, 우리나라의 최 생계비 계측 황 참조), 최 생계

비는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 인 생활을 유지하기 하여 소요되는 최소한

의 비용’이므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건강하고 문화 인 최 한도

의 생활을 할 권리’가 아닌 ‘물질 인 최 생활을 할 권리’로 이해하는 우

리 재 소의 견해에 비추어 최 생계비를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한

객 내용의 최소한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할 것이므로, 최 생계

비를 합헌성 심사의 구체 기 으로 채용해야 한다는 견해는 타당하

지 않다.

2. 국민기 생활보장법상 여의 보충성 이 사건 고시

가. 국민기 생활보장법상 여의 보충성

1997년 이후 IMF 리체제 하에서 량의 실업자가 발생하고 빈곤 인구

가 증하는 등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받는 국민들이 폭 증가

하게 되었으나 구 생활보호법만으로는 그 해결의 한계에 착하자 국가는

최소한의 사회안 망(social safety net)으로서 1999. 9. 7. 국민기 생활보

장법(법률 제6065호)을 제정하 는바, 보장법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

한 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

으로(제1조) 시행일인 2000. 10. 1.부터 수 권자의 범 에 한 특례 용

기한인 2002. 12. 31.까지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최 생계비를 감안하여 보건복

지부장 이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기 으로 매년 정하는 수 권

자 선정기 에 해당하는 자로 수 권자의 범 를 정하고(제5조, 부칙 제5

조), 생계 여를 기본으로 하여 수 자의 필요에 따라 주거 여, 의료 여,

교육 여, 해산 여, 장제 여, 자활 여를 병행하여 지 하되, 시행일인

2000. 10. 1.부터 소득인정액에 한 특례 용기한인 2002. 12. 31.까지는

해산 여와 장제 여를 제외한 나머지 여들과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을

포함하여 최 생계비 이상이 되도록 하는 한편(제7조, 부칙 제6조), 보건복

지부장 으로 하여 최 생계비를 결정하기 하여 필요한 계측조사를 5

년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매년 12. 1.까지 앙생활보장 원회의 심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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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을 거쳐 국민의 소득․지출수 , 수 권자의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다음 연도의 최 생계비를 결정하여 공표하도록 하며(제6조), 이

법에 의한 여의 기 을 건강하고 문화 인 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면서도(제4조), 이 법에 의한 여는 수 자가 자신의 생활의

유지․향상을 하여 그 소득․재산․근로능력등을 활용하여 최 한 노력

하는 것을 제로 이를 보충․발 시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며, 부양의

무자의 부양과 다른 법령에 의한 보호는 이 법에 의한 여에 우선하여 행

하여지는 것으로 한다고 함으로써(제3조), 이 법에 의한 여가 어디까지나

보충 인 것임을 명시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고시와 생계 여

보건복지부장 은 2001년도 최 생계비를 3.5% 인상하여 가구별 인원수

를 기 으로 2002년도 최 생계비를 결정하여 이 사건 고시를 하 는데,

당시 장애인가구의 추가지출비용을 반 한 장애인가구용 최 생계비는 따

로 결정하지 아니하 다.9) 보장법에 근거하여 최 생계비와 개별가구의 소

득평가액 등의 차액으로 액수가 결정되어 지 되는 생계 여는 수 자에게

의복․음식물 연료비와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 으로 필요한 품으로서

(제8조) 사회부조의 한 형태이다.

3.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침해 여부

국가가 행하는 보장법상의 “생활능력 없는 장애인에 한 최 생활보장

을 한 생계 여 지 ”이 헌법이 요구하는 객 인 최소한도의 내용을

실 하고 있는지의 여부는 국가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함에 필요한 최소

한도의 조치를 취하 는가의 여부에 달려있다고 할 것인바, “인간다운 생

9) 3.5%는 비계측연도인 2002.의 상물가상승률과 같은 2000., 2001.의 물가상승률

실 치를 반 한 수치임, 1999년도 최 생계비 계측 당시에도 장애인가구의 추가

지출비용을 반 한 최 생계비를 산출하지 못하 는데, 그 이유는 가구유형(성,

연령, 장애여부, 질병여부 등)을 고려한 최 생계비를 계측할 수 있는 모형개발이

미흡했고, 산상의 이유로 가구유형별 최 생계비를 계측하기 해서는 충분한

표본수를 확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책보고서 99-04

1999년 최 생계비 계측조사연구, 5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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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이란 그 자체가 추상 이고 상 인 개념으로서 그 나라의 문화의 발

달, 역사 ․사회 ․경제 여건에 따라 어느 정도는 달라질 수 있는 것

이고, “최소한도의 조치” 역시 국민의 사회의식의 변화, 사회․경제 상황

의 변화에 따라 가변 인 것이므로, 국가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한 생계 여의 수 을 구체 으로 결정함에 있어서는 국민 체의 소득수

과 생활수 , 국가의 재정규모와 정책, 국민 각 계층의 상충하는 갖가지

이해 계 등 복잡 다양한 요소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생활이 어려

운 장애인의 최 생활보장의 구체 수 을 결정하는 것은 입법부 는 입

법에 의하여 다시 임을 받은 행정부 등 해당기 의 범 한 재량에 맡

겨져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국가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한 헌법 의무를 다하

는지의 여부가 사법 심사의 상이 된 경우에는, 국가가 최 생활보장에

한 입법을 하지 아니하 다든가 그 내용이 히 불합리하여 헌법

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의 범 를 명백히 일탈한 경우에 한하여 헌법에

반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국가가 생활능력 없는 장애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하여

행하는 사회부조에는 보장법에 의한 생계 여 지 을 통한 최 생활보장

외에 다른 법령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것도 있으므로, 국가가 행하는 최

생활보장 수 이 그 재량의 범 를 명백히 일탈하 는지 여부, 즉 인간다

운 생활을 보장하기 한 객 내용의 최소한을 보장하고 있는지 여부는

보장법에 의한 생계 여만을 가지고 단하여서는 아니되고, 그 외의 법령

에 의거하여 국가가 최 생활보장을 하여 지 하는 각종 여나 각종 부

담의 감면 등을 총 한 수 으로 단하여야 한다.

2002년도를 기 으로 볼 때, 생활능력 없는 장애인가구의 구성원에게는

2002년도 최 생계비에서 장애인가구의 소득평가액 등을 공제한 액수의 생

계 여가 지 되는데, 이때 최 생계비에서 공제하는 소득평가액은 장애인

가구의 실제소득에서 장애인가구의 특성에 따른 지출요인을 반 한 품인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수당, 장애아동부양수당 보호수당, 만성질환

등의 치료․요양․재활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지속 으로 지출하는 의료비

를 공제하여(보장법시행규칙 제2조) 산정되므로, 결과 으로 최 생계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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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로 인한 추가지출비용을 반 하여 생계 여액을 상향조정함과 비슷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그 외에도 의료 여법에 따른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목발, 휠체어, 의

지․보조기, 시각장애용 시력 보조기(안경, 돋보기, 망원경, 콘택트 즈,

의안), 흰지팡이, 보청기, 체외용 인공 후두 등 보장구 구입 지원10), 장

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재활보조기구 무료 교부11), 장애인 의료비 지

원12), 장애인자녀교육비 지원13), 장애수당14) 장애아동부양수당15) 지 ,

10) 의료 여법 제13조(장애인에 한 특례)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복지법

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인 수 권자에게 보장구(補裝具)에 하여 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장구에 한 여의 방법․ 차․범 ․상한

등에 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장애인 의료 여 상자에

게 용 상품목의 상한액 범 내에서 액 지원한다. 상한액은 다음과 같다. 지체

장애인용 지팡이 20,000원, 목발 15,600원, 휠체어 300,000원, 의지․보조기 유형별로

상이하게 정해져 있음, 안경, 돋보기, 망원경 각 100,000원, 콘택트 즈 80,000원, 의안

300,000원, 흰지팡이 14,000원, 보청기 250,000원, 체외용 인공 후두 500,000원.

11) 장애인복지법 제16조(의료․재활치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생활기

능을 습득 는 회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능치료․심리치료등 재활의료를 제공

하고 장애인의 장애를 보완하기 하여 재활보조기구의 제공등 필요한 시책을 강

구하여야 한다.

2002년도 기 으로 국민기 생활 보장법상의 수 자인 자체․뇌병변․신장․심

장장애인에게 정형외과용 구두, 욕창방지용 매트리스가 무료로 지 된다.

12) 장애인복지법 제33조(의료비의 지 ) ① 장애인복지실시기 은 의료비의 부담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장애인에 하여 장애정도, 경제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장애의 정도에 따라 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비 지 의 상·기 방법등에 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

으로 정한다.

2002년도 기 으로 의료 여법에 의한 2종 의료 여 상자인 장애인에게는 1

차 진료기 진료시 본인부담 1,000원 750원이 지원되고, 2차, 3차 진료기

국․공립 결핵병원 진료시 의료보호수가 용 본인부담진료비 20% 액(단, 본

인부담 식 20%는 지원하지 않음), 의료보호 용 보장구 구입시 상한액 범

내에서 본인부담 (20%) 액이 지원된다.

13) 장애인복지법 제34조(자녀교육비의 지 ) ① 장애인복지실시기 은 경제 부담

능력등을 감안하여 장애인이 부양하는 자녀 는 장애인인 자녀의 교육비를 지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비 지 의 상․기 방법등에 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002년도 기 으로 가구당 재산이 4,080만 원 이하이며, 가구원당 월평균소득이

29만 원 이하인 가구의 1～3 장애인인 학생․고등학생 와 같은 소득

가구의 1～3 장애인의 학생․고등학생 자녀에게는 입학 수업료 액이

지원된다.

14) 장애인복지법(2003. 9. 29. 법률 제6985호로 개정되기 의 것) 제44조(장애수당)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정도와 장애인의 경제 생활수 을 고려하여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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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도시철도․공 버스 요 감면16), 고궁, 능원, 국․공립박물 미

술 , 국․공립 공원, 국공립공연장, 공공체육시설 요 감면17), 특별소비세

애인의 소득보 을 해 장애수당을 지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

애수당의 지 의 상․기 방법등에 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령령으로 정

한다.

2002년도 기 으로 국민기 생활보장법상의 수 자로서 1,2 장애인, 다른 장애

가 복된 3 정신지체인 자폐장애인에게 1인당 월 5만 원씩 지 된다.

15) 장애인복지법 제45조(장애아동부양수당 보호수당)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을 보호․양육하는 보호자의 경제 생활수 , 장애정도를 고려하여 장

애아동의 보호자에게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보 을 해 장애아동부양수당을

지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을 보호하는 보호자의 경제 생활수 , 장애

정도를 고려하여 장애인의 보호자에게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보 을 해 보호

수당을 지 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아동부양수당, 보호수당의 지 상·기

방법 등에 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령령으로 정한다.

2002년 기 으로 국민기 생활보장법상의 수 자로서 18세미만의 1 재가 장

애아동보호자에게 장애아동 1인당 월 4만 원씩 지 된다.

16) 장애인복지법 제27조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 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 ,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는 지방공단이 운

하는 운송사업자는 장애인 장애인을 부양하는 사람의 경제 부담을 경감하고

장애인의 자립을 진하기 하여 장애인 장애인을 보호하기 하여 동행하는

자의 운임등을 감면하는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13조(감면 상시설의 종류등) ①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

하여 장애인에게 이용요 을 감면할 수 있는 공공시설과 그 감면율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의 이용요 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 받은 장애인등록증을 이용하고자 하는 시

설 는 사업의 리자등에게 내보여야 한다.

[별표 2] 1. 철도(무궁화호․통일호 비둘기호에 한한다) 100분의 50, 2. 도시

철도(철도법에 의하여 수도권 지역에서 철도청이 운 하는 기철

도를 포함한다) 100분의 100 3. 공 버스(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운 하는 것에 한한다) 100분의 100

17) 장애인복지법 제27조(경제 부담의 경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

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 ,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는 지방공단은 장애인 장애인을 부양하는 사람의 경제 부담경감을 도모하

고 장애인의 자립 진을 하여 세제상의 조치, 공공시설 이용료의 감면등 기타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13조(감면 상시설의 종류등) ①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

하여 장애인에게 이용요 을 감면할 수 있는 공공시설과 그 감면율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의 이용요 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 받은 장애인등록증을 이용하고자 하는 시

설 는 사업의 리자등에게 내보여야 한다.

[별표 2] 4. 국․공립 공연장 100분의 50, 5. 공공체육시설(국가 등이 설치· 리·

운 하는 시설 생활체육 , 수 장, 테니스장, 스키장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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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따른 승용자동차에 한 특별소비세 면제18), 액화석유가스의안 사

업 리법에 따른 승용자동차 LPG연료 사용 허용19), 지방세법에 따른 장애

인용 차량에 한 등록세․취득세․자동차세 면제20), 각 도의 지역개발기

100분의 50, 6. 고궁 100분의 100, 7. 능원 100분의 100, 8. 국·공립의

박물 미술 100분의 100, 9. 국·공립 공원 100분의 100

18) 특별소비세법 제18조(조건부면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하여

는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면제한다.

5. 승용자동차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인이 구입하는 것(장애인 1인 1 에 한한다)

제31조(장애인의 범 등)특별소비세법시행령 ①법 제18조 제1항 제5호에서

“ 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애인

을 말한다.

1. 국가유공자등 우 지원에 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장애인

2.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장애등 이 1 내지 3 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③ 법 제1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면세할 승용자동차는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구입하거나 장애인과 주민등록표

상 세 를 함께 하는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의

공동명의로 구입하는 것에 한한다. 단서 생략.

19) 액화석유가스의안 사업 리법 제34조의3(액화석유가스의 연료사용제한) 산업

자원부장 은 액화석유가스의 정한 수 , 사용상의 안 리 기타 공익상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 는 그 사

용자에 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액화석유가스의안 사업 리법시행규칙 제56조의2(액화석유가스의 연료사용제

한) 산업자원부장 은 법 제3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자동차 는

그 사용자외의 자동차 는 그 사용자에 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한다.

5. 장애인복지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는 당해 장애인과 주

민등록표상 세 를 같이 하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비속 비속의 배우자에 한

하되, 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를 포함한다)가 소유·사용하

는 승용자동차 1

20) 지방세법 제7조(공익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① 지방자치단체

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 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

는 불균일과세를 할 수 있다.

제8조(수익등 사유로 인한 불균일과세 일부과세) 지방자치단체는 그의 일부

에 하여 특히 이익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하여서는 불균일과세를 하거나

는 그의 일부에 하여서만 과세할 수 있다. 제9조(과세면제 등을 한 조례)

제7조 제8조의 규정에 의항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는 일부과

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 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로써 정하여야 한다.

2002년도 당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하면, 차량명의를 1～3 (시각은 4 포

함)의 장애인 본인이나 그 배우자 는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함계 거주하는 직

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 1인과 공동명의로 한 2000CC이하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이륜자동차 1 에 하여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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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련조례에 따른 차량 구입시 지역개발공채 구입 면제, 방송법에 따

른 시․청각 장애애인에 한 텔 비 수신료 면제21), 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이동통신요 할인22), 유료도로법에 따른 고속도로통행료 할인23) 등

각종 여와 부담감면이 행하여지고 있는바, 이러한 각종 여 부담감

면으로 인하여 최 생계비의 비목에 포함되어 있는 보건의료비, 교통․통

신비, 교육비, 교양․오락비, 비소비지출 등을 추가 으로 보 받는 효과

를 나타내고 있다.

록세․취득세․자동차세를 액 면제한다.

21) 방송법 제64조(텔 비 수상기의 등록과 수신료 납부) 텔 비 방송을 수신하기

하여 텔 비 수상기(이하 “수상기”라 한다)를 소지한 자는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텔 비 방송수신료(이하 “수신료”라 한

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통령령이 정하는 수상기에 하여는 그 등록을

면제하거나 수신료의 부 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방송법시행령 제44조(수신료의 면제) ① 법 제64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수상기에 하여는 수신료를 면제한다. 단서 생략

9.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시각․청각 장애인이 생활하는 가정의 수상기

22) 기통신사업법시행규칙 제2조의2(보편 역무의 세부내용) ① 제2조의2 제2

항의 규정에 의한 보편 역무의 세부 인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3. 장애인․ 소득층등에 한 요 감면 화 서비스 : 사회복지 증진을 한 장

애인․ 소득층등에 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화 서비스

가. 제3조 제1호 가목의 시내 화역무 시내 화 서비스 동호 나목의 시외

화역무 시외 화 서비스

나. 제3조 제1호 가목 나목의 화역무의 부 역무인 번호안내 서비스

다. 제3조 제4호의 기간통신역무 이동 화 서비스․개인휴 통신서비스

무선호출 서비스

2002년도 기 으로 이동 화는 신규가입비 면제, 기본요 사용요 30% 할

인, 사용료 면제의 혜택이, 무선호출기 기본요 20%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23) 유료도로법 제15조(통행료 납부의 상 등) ① 유료도로 리청 는 유료도로

리권자는 당해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에 하여 건설교통부령이 구조․ 량

등을 참작하여 정하는 차량의 종류별로 통행료를 받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

한 차량 군작 용차량, 구 구호차량, 소방활동에 종사하는 차량 그 밖의

통령령이 정하는 차량에 하여는 본래의 목 을 하여 운행되는 경우에 한하

여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다.

유료도로법시행령 제8조(통행료의 감면 상 차량 감면비율) ① 법 제15조 제

2항에서 “ 통령령이 정하는 차량”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차량을 말한다.

3.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는 당해 장애인과 동

일한 세 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 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장

애인이 승차하는 차량

② 제1항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 상 차량의 통행료의 감면율

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2. 통행료의 100분의 50

나. 제1항 제3호 내지 제5호의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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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장애인가구의 평균 추가지출비용 월 159,000

원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애인복지 이 2000년 장애인 실태조사 보고에

서 산출한 평균추가생계비로서 ‘최 개념’이 반 되지 않은 소비지출에서

나타난 평균 인 추가비용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직 최 생계비

에 반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할 것이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보건복지부장 이 이 사건 고시를 하면서

장애인가구의 추가지출비용을 반 한 최 생계비를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채 가구별 인원수를 기 으로 한 최 생계비만을 결정․공표함으로써 장애

인가구의 추가지출비용이 반 되지 않은 최 생계비에 따라 장애인가구의

생계 여 액수가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국가가 생활능력 없는

장애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한 조치를 취함에 있어서 국가가 실

해야 할 객 내용의 최소한도의 보장에도 이르지 못하 다거나 헌법

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의 범 를 명백히 일탈하 다고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고시로 인하여 생활능력 없는 장애인가구 구성원의 인간

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4.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의 침해 여부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 인권을 확

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권을 보장하고 있다.

헌법 제10조에서 규정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헌법이념의 핵심’24)으로,

국가는 헌법에 규정된 개별 기본권을 비롯하여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자유와 권리까지도 이를 보장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여 개별 국민이 가지

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 하고 확보하여야 한다는 헌법의 기본

원리를 선언한 조항이다. 따라서 자유와 권리의 보장은 1차 으로 헌법상

개별 기본권규정을 매개로 이루어지지만, 기본권제한에 있어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거나 기본권형성에 있어서 최소한의 필요한 보장조

24) 헌재 1992. 4. 14. 901헌마82, 례집 4, 194, 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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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규정하지 않음으로써 결과 으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한

다면25) 헌법 제10조에서 규정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반된다고 할 것

이다.

이 사건 고시는 앞서 보았듯이 생활능력 없는 장애인가구의 최 생활보

장을 한 생계 여지 과 련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형성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나 그 내용상 최소한의 필요한 보장수 을 제시하지 아

니하여 인간으로서의 인격이나 본질 가치가 훼손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5. 평등권의 침해 여부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구든지 성별․종교․

사회 신분에 의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생활의 모든 역

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모든 국민에게 평등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는 국가권력이 본질 으로 같은 것은 같게, 본질 으로

다른 것은 다르게 취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합리 근거에 의한

차별까지 지하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 고시는 장애인가구의 추가지출비용을 반 한 별도의 최 생계

비를 결정하지 않은 채 일률 으로 가구별 인원수만을 기 으로 한 최 생

계비를 결정함으로써 사회부조의 일종인 보장법상의 생계 여를 지 받을

자격을 갖춘 생활능력 없는 장애인가구와 비장애인가구에게 동일한 최 생

계비를 기 으로 하여 생계 여를 지 받게 하 다는 에서 본질 으로

다른 것을 같게 취 하는 상황을 래하 다고 볼 수 있다.

평등 반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엄격심사에 의할 것인지, 완화된 심사에

의할 것인지는 입법자 내지 입법의 임을 받은 행정부에게 인정되는 형성

의 자유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할 것인데, 이 사건 고시로 인한 장애인가

구와 비장애인가구의 차별취 은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는 경우26)

25) 헌법교과서에서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기본권제한의 한계로 보는 에 하여

는 명백히 기술하고 있으나 기본권형성 법률에 한 심사의 규 이 된다는

에 하여는 분명한 언 이 없다. (김철수, 제7 정 헌법학개론, 1995, 329면; 권

성, 신 헌법학원론, 1997, 341면; 허 , 신정11 한국헌법론, 1999, 319면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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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지 차별 우로 인하여 자유권의 행사에 한 제한을 받는 경우27)에 해

당한다고 볼 수 없는 , 국가가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하여

행하는 사회부조에 하여는 입법부 내지 입법에 의하여 임을 받은 행정

부에게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이념에 명백히 어 나지 않는 한 범 한

형성의 자유가 부여된다는 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고시로 인한 장애인가

구와 비장애인가구의 차별취 이 평등 반인지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는

완화된 심사기 인 자의 지원칙을 용함이 상당하다.

장애인가구와 비장애인가구에게 일률 으로 이 사건 고시상의 최 생계

비를 용한다고 하더라도 보장법상의 생계 여 액수가 최 생계비와 동일

한 액수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최 생계비에서 개별

가구의 소득평가액 등을 공제한 차액으로 지 되기 때문에 장애인가구와

비장애인가구에게 지 되는 생계 여까지 동일한 액수가 되는 것은 아니라

는 , 이때 공제되는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은 장애인가구의 실제소득에

서 장애인가구의 특성에 따른 지출요인을 반 한 품인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수당, 장애아동부양수당 보호수당, 만성질환 등의 치료․요

26) 헌법제정자가 스스로 차별의 근거로 삼아서는 안되는 징표를 제시하거나 차별을

특히 지하고 있는 역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그러한 징표를 근거로 한 차별이

나 그러한 역에서의 차별에 하여는 엄격하게 심사한다. 이러한 헌법조항으로

는 헌법 제32조 제4항(근로 역에 있어서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 지), 제36조 제

1항(혼인과 가족생활에서의 남녀평등)을 들 수 있다.

헌법 제11조 제1항 제2문은 ‘성별․종교 는 사회 신분’에 의한 차별 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의 의미에 하여, 평등의 일반원칙을 선언하고 있는 동

항 제1문의 시라고 보는 견해( 시설, 허 , 한국헌법론, 1998, 328면; 권 성,

헌법학원론, 1995, 353-354면)와 제2문은 제1문에 한 특별규정으로 이해하여야

한다고 하는 견해{특별규정설, 96헌마89 사건의 이 모재 의 보충의견(헌재

1997. 6. 26. 96헌마89, 례집 9-1, 674, 684); 황도수, “헌법재 의 심사기 으로

서의 평등”, 서울 학교 박사학 논문, 1996, 142면; 한수웅, 같은 , 89-90

면)}이 있다. 시설에 의하면 제2문과 제1문 사이에 아무런 법 효력상의 차이

가 없어 ‘성별․종교 는 사회 신분’에 의한 차별의 경우에도 다른 사유에 의

한 차별의 경우와 같은 심사기 이 용된다. 이에 반해 특별규정설에 의하면 제

2문은 차별의 정당성이 일응 의심스러운 범주를 특히 규정하 으므로 입법형성권

이 축소되고 따라서 엄격한 심사를 하여야 한다고 하게 된다.

27) 차별취 이 기본권 으로 보호되는 자유의 행사에 하여 불리하게 작용할수록

입법형성권은 축소되고 엄격한 심사가 요청된다. 특히 차별취 이 신체의 자유,

인격권, 사생활의 자유, 직업의 자유와 같은 자유권의 핵심 역에 한 제약을

가져올 경우라면 엄격심사가 요청된다. 독일연방헌법재 소 제1재 부는 1980년

이래 이러한 기 을 용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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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활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지속 으로 지출하는 의료비를 공제하여 산

정하므로 결과 으로 장애인가구는 비장애인가구에 비교하여 볼 때 최 생

계비에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반 하여 생계 여액을 상향조정함과 비슷

한 효과를 받고 있는 , 장애인가구는 비장애인가구와 비교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각종 법령 정부시책에 따른 각종 여 부담감면으로 인하

여 최 생계비의 비목에 포함되는 보건의료비, 교통․통신비, 교육비, 교

양․오락비, 비소비지출비를 추가 으로 보 받고 있는 을 고려할 때,

비록 이 사건 고시를 장애인가구와 비장애인가구에게 일률 으로 용하

다 하더라도 그러한 취 에는 합리성이 있다 할 것이고 이를 자의 인 것

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고시가 생활능력 없는 장

애인가구 구성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6. 이 사건 결정의 의의

이 사건 결정은 기존의 결정례들의 연장선상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

리의 재 규범성을 명백히 밝히면서, 국민기 생활보장법상의 “생활능력

없는 장애인에 한 최 생활보장을 한 생계 여 지 ”이 헌법이 요구하

는 객 인 최소한도의 내용을 실 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한 심사를 함

에 있어서 입법부로부터 임받은 행정부에게 범 한 형성재량을 인정하

여 ‘최소한 보장 원칙’ ‘명백성통제’를 용한 것에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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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증여세법 제41조의2 헌소원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과 증여세 부과-

(헌재 2004. 11. 25. 2002헌바66, 례집 16-2하, 314)

최 갑 선
*

1)

【 시사항】

1. 구 상속세 증여세법 제43조 제1항 본문 그 단서 제1호, 제2항 후

단이 명의신탁이 증여세 회피를 목 으로 이용되는 경우에 증여세를 부과

하도록 규정한 것이 비례의 원칙에 배되는지 여부

2. 심 상조항들이 명의신탁이 증여세 회피를 목 으로 이용되는

경우에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것이 평등원칙에 배되는지 여부

3. 명의신탁이 증여세 이외의 다른 조세 회피를 목 으로 이용되는 경우

에도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구법 제43조 제5항이 비례의 원칙과 평

등원칙에 배되는지 여부

4. 헌법상 체계정당성의 원리 그 반에 한 심사 내용

5. 명의신탁이 증여세 이외의 다른 조세 회피를 목 으로 이용되는 경우

에도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구법 제43조 제5항이 체계정당성에 반

되어 헌이 되는지 여부

【심 상】

1. 이 사건의 심 상은 구 상속세 증여세법 (1996. 12. 30. 법률 제

5193호로 문개정된 후, 1998. 12. 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의 것,

이하 ‘구법’이라고 한다) 제43조 제1항 본문 제1호, 그리고 같은 법조 제

* 헌법연구 ,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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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항 후단규정, 같은 법조 제5항(이하 ‘심 상조항들’이라 한다)이 헌법에

반되는지 여부이며, 심 상조항들 련 법규정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 상속세 증여세법 제43조(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① 권리의 이

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

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

으로 추정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1. 조세회피목 없이 타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주식 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이 법 시행

일 에 신탁 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는 사원명부에 기

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

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 기간”이라 한다) 실질소유자명의로 환하

는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 계에 있는 자 이 법 시행일 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환하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유 기간 에 실질소유자명의로 환하지 아

니하거나 이 법 시행일 이후 실질소유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등기등을 하

는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제외하고 조세회피목 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③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주식등을 유 기간 에 실질소유자명의로

환하는 자가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 는 그 출자가 되어 있는 법인의

본 는 주된 사무소의 할세무서장에게 그 환되는 내역을 통령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용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은 신탁업법 는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 제1호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제7호에 규정된 국세 지방세와 세법에 규정된 세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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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특수 계에 있는 자의 범 는 통령령으로

정한다.

2. 련 법규정들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상이 되는 소득․수익․재

산․행 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용한다.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어, 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문개정되기 의 것)

제32조의2(제3자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한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 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 등기

를 한 것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조세회피목 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등을 한 경우

로서 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신탁법 는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

기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ㆍ제7호에 규정된 국

세ㆍ지방세 세법에 규정된 세를 말한다.

구 상속세법 시행령(1995. 12. 30. 통령령 제14862호로 개정되어, 1996.

12. 31 통령령 제15193호로 개정되기 의 것)

제40조의6(증여의제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법 제32조의2 제1항 단서에

서 “ 통령령이 정하는 때”라 함은 부동산외의 재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

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실질소유자가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법정 리인 는

재산 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

2. 명의가 도용된 경우

3. 기타 제3자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로서 할세무서장이 조세회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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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 상속세 증여세법 시행령(1996. 12. 31 통령령 제15193호로 개정되

어 1998. 12. 31 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되기 의 것)

제32조 (조세회피목 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등)

① 법 제43조 제1항 제1호에서 “ 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실질소유자가 비거주자인 경우로서 법정 리인 는 재산 리인의 명

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

2. 신탁업법 는 증권투자신탁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업을 하는

자가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에 신탁재산인 사실을 표시하는 경우

② 법 제43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특수 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당해

주식 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등과 제27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③ 법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된 주식의 실질소유자 명의

환 신고는 총리령이 정하는 신고서에 의하여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한

날부터 1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구 상속세 증여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된 후, 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의 것)

제41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 이나 그 행사에 등

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

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

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

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2. 주식 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1997년 1월

1일 에 신탁 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하여 1998년 12월 31일까

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 기간”이라 한다) 실제소유자명의로 환

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상속세 증여세법 제41조의2 헌소원 645

특수 계에 있는 자 1997년 1월 1일 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환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

한 유 기간 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 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③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주식 등을 유 기간 에 실제소유자명의로

환하는 자가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 는 그 출자된 법인의 본 는

주된 사무소의 할세무서장에게 그 환내용을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용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은 신탁업법 는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등을 하는 경우와 비거주자가 법정 리인 는 재산 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 제1호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제7호에 규정된 국세 지방세와 세법에 규정된 세를 말한다.

⑥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 계에 있는 자의 범 는 통령령

으로 정한다.

【사건의 개요】

1. 심 청구에 이르게 된 경

가. 청구외 00화학공업주식회사의 표이사 청구외 000이 1997. 12. 29.

청구외 회사의 주식 20만주를 청구인 명의로 배정받고 청구인 명의로 주식

10억 원을 납부한 다음 같은 달 31. 청구외 회사의 주주명부에 청구

인을 주주로 등재하 다.

나. 용산세무서장은 청구외 000이 청구인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하

다고 인정하고 구 상속세 증여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

기 의 것) 제43조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 698,256,000원을 부과

하 다.

다. 청구인은 서울행정법원에 증여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2001구10058)을 제기하고 명의신탁을 증여로 의제하도록 규정한 구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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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증여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고 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의 것) 제41조의2가 헌법에 반된다고 주장하면서

법조항에 한 헌법률심 제청신청(2001아1781)을 하 으나 법원이

원고의 청구와 헌법률심 제청신청을 모두 기각하자 이 사건 소원을 제

기하 다.

2. 청구인의 주장 계기 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요지

(1) 심 상조항들에 의하면 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수탁자가 증여세를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세 은 실제 소유자에게 그리고 조세회피목 이 있

는 때에 부과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명의만을 여하 을 뿐이고 실

질 으로 증여받지도 않은 명의수탁자에게, 그리고 유 기간 내에 실명으

로 환하지 않으면 명의수탁자에게 조세회피목 이 있었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일률 으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조세평등주의 는 실질 조세

법률주의에 배된다.

(2) 부동산실명제법의 과징 조항에 해 명의신탁의 숨은 의도가 어느

정도 반사회 인지, 반 유형에 따른 차등부과 방법은 없는지, 다른 참작

사유가 없는지 등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부동산명의신탁자에 해 일률

인 비율로 과징 을 정해 놓은 것은 경우에 따라 지나친 제재가 될 수 있

다는 것이 헌법재 소의 례인데 하물며 본인이 모르는 사이에 명의

를 도용당했을 수도 있고 조세회피에 공모할 의사가 없을 수도 있는

명의수탁자에게 일률 으로 부동산가액의 30%보다 더 많은 세 을 부과하

는 것은 과잉 지의 원칙에 배된다. 그러므로 조세회피목 으로 명의신

탁을 했다고 하더라도 재산의 실제소유자를 제재할 일이지 명의수탁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그에게 증여세를 부담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3) 세 은 형벌과 마찬가지인데 심 상조항은 법률의 규정 없이 세

을 부과함으로써 죄형법정주의에 반하고 국민이 국가의 주인으로 우받을

권리를 침해하며 명의신탁을 증여로 추정함에 따라 무죄추정을 받을 권리

를 침해하므로 이 조항들은 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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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법원의 제청신청기각이유의 요지

(1) 명의신탁제도가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허다하기 때

문에 이를 효과 으로 방지하기 하여 조세법상의 원칙인 실질과세의

원칙을 희생시키면서 명의신탁을 이용한 조세회피 내지 조세포탈을 원천

으로 쇄하겠다는 것이 심 상조항들의 입법의도이다. 다만 조세회피의

목 이 없이 부득이 명의신탁의 형식을 빌린 경우에는 그 용을 제한하되

법령이 명문으로 인정하는 외 인 경우 외에는 명의신탁의 외를 인정

하지 않고 과세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취 하려는 입법자의 의도가 짙게 깔

려 있다.

(2) 국가가 과세권을 행사함에 있어 조세의 회피나 면탈을 억제하기

한 규정을 두는 것과 담세력에 따른 공평한 부담의 실 수단으로 과세의

종목과 과세방법을 선택하는 등 조세정의의 실 과 국가의 과세기능 측면

에서 생기는 여러 문제를 조정․결정하는 것은 입법자의 범 한 재량행

에 속하고 재량의 범 를 뚜렷하게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는 한 이것을

헌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심 상조항들의 입법목 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의 증

여추정규정의 용에 의해 별다른 이익을 얻지 못한 명의수탁자에게 불리

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은 인정되나 이는 상속세 증여세법의 목 과

취지를 고려한 입법자의 재량범 내에 속한다고 이 상당하고 달리 납세

의무자들 사이에 실질조세의 원칙이나 조세평등주의를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한 과잉 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게다가 증여세

는 세 이지 벌 이 아니므로 결국 죄형법정주의 등 기타 헌법상의 제원칙

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다. 재정경제부장 국세청장의 의견 요지

(1) 명의신탁제도는 그동안 탈법․탈세 등의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기 때

문에 명의신탁재산에 하여 조세회피를 효과 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 한다는 입법의도와 증여는 통상 부자지간 등 특수 계에 있는 자간에

은 하고 묵시 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증여의 당사자들이 담합하여 증여

사실을 은폐하려고 하는 경우에 과세 청의 제한된 인원과 능력으로 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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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증여사실을 포착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며, 특히 증여의 은폐수단으

로 명의신탁을 이용할 경우 당사자들은 일단 가장된 법률 계를 취하 다

가 그것이 과세 청에 포착되면 증여사실을 부인하거나 그 때에 조세를 납

부하고, 조세시효 기간 에 포착되지 않으면 명의신탁시 에서 증여하 다

고 주장하여 조세를 포탈하려는 유혹에 빠지게 될 수 있어 부득이 실질과

세원칙에 한 외로서 증여세 과세규정을 둔 것임을 고려할 때 명의신탁

재산에 하여 수증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토록 한 법 제43조는 실질과세원

칙을 반하 다고 볼 수 없다.

(2) 명의신탁을 이용한 조세회피 내지 조세포탈을 원천 으로 쇄하겠

다는 입법의도와 명의신탁은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간 약정을 제로 한

것이므로 명의신탁자의 탈법 는 탈세행 에 명의수탁자가 조력한 을

감안할 때 납세의무를 명의신탁자 는 명의수탁자에게 둘 것인지의 여부

는 입법자의 범 한 재량범 에 속한다고 할 수 있고, 실질과세원칙에

외 내지는 특례를 둔 것만으로 조세평등주의에 배되지 아니한다는 헌

법재 소의 결정취지와 증여세가 수증자에게 1차 으로 납세의무를 지우고

수증자가 납세자력을 상실한 경우 증여자에게 2차 으로 납세의무를 지우

고 있음을 고려할 때 납세의무자 사이에 그 재량범 를 뚜렷하게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어 조세평등주의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한법률은 부동산에 한 명의신탁약정을

무효로 하고 실권리자 명의등기의무를 반한 자에 하여는 당해 부동산

평가액과 의무 반 경과기간을 기 으로 당해 부동산가액의 10%～30%(헌

법불합치 결정 에는 부동산가액의 30%)에 상당하는 과징 을 부과받는

외에 이행강제 과 벌칙도 병과가 가능한 반면, 명의신탁재산에 해서는

명의신탁재산 가액의 크기에 따라 10%～50%의 증여세만 부과받게 되므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한법률상의 제재보다 무겁지 아니하여 명의신

탁재산에 한 증여세 부과가 과잉 지의 원칙을 반하 다고 볼 수 없

다.

(4) 명의신탁재산에 한 증여추정을 규정한 법 제43조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수탁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기 한 규정으로 당사자간 약

정이 아닌 명의도용, 조세회피목 이 없음을 납세자가 입증하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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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납부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증여세는 형법상의 벌 이 아닌

조세이므로 죄형법정주의 무죄로 추정될 권리를 반하 다고 볼 수

없다.

【결정요지】

1. 심 상조항들은 명의신탁을 내세워 증여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

여 조세정의와 조세평등을 철하고 실질과세의 원칙이 형식에 흐르지 않

고 진정한 실질과세가 이루어지도록 이를 보완하려는 목 을 가진 것이어

서 입법목 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증여세회피의 목 을 가진 명의신탁에

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증여세의 회피를 방지하고자 하는 증여추

정조항의 목 을 달성하는 데 합한 수단이고, 명의신탁을 이용한 조세회

피행 를 방지하는 데 있어서 합한 다른 체수단으로는 명의신탁을 아

지하면서 그 사법 효력을 부인하고 반자에 하여 형사처벌을 가

하는 방법과 증여세 회피목 이 있는 명의신탁에 하여 증여세 신 과징

을 부과하는 방법이 있으나, 증여세를 회피하는 명의신탁의 제재방법으

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다른 체수단보다 납세의무자에게 더 많은 피

해를 다고 볼 수 없으므로 최소침해의 원칙에 어 나지 않음과 동시에,

명의신탁을 이용한 증여세 회피행 에 하여 증여세 부과를 통하여 명의

수탁자가 입는 불이익은 그 책임을 고려할 때 크게 부당하지 않는데 반하

여, 명의신탁에 한 증여세 부과가 명의신탁이 증여세를 회피하는 수단으

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조세정의와 조세공평이라는

공익을 실 하는 것은 다 하여 법익비례의 원칙에도 배되지 않으므로,

결국 심 상조항들은 비례의 원칙에 배되지 않는다.

2. 증여를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

칙에 어 날 수 있으나 증여를 은폐하는 수단으로 명의신탁을 이용한 경우

에 이를 제재하는 방법으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조세정의와 조세의 공

평을 실 하기 한 한 방법으로서 그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실질과세

의 원칙에 한 외로서 허용되며, 명의신탁에 동조함으로써 명의신탁자

의 증여세 회피행 를 가능하게 한 명의수탁자의 책임을 고려할 때 명의신

탁자와 명의수탁자 두 사람 구에게 일차 인 납세의무를 부과할 것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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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의 문제는 입법 재량에 속하고, 명의신탁에 이르게 된 경 나 유형, 그에

내재된 반사회성의 정도 등을 참작할 것인지 여부 그 참작의 방법이나

정도 등도 역시 입법의 재량에 속하므로, 명의수탁자와 일반 수증자가 서

로 동일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평가하여 동일한 세율의 증여세

를 부과하는 차별취 은 합리 인 이유가 있으므로 평등 원칙에 어 나지

않는다.

3. 명의신탁에 의한 조세의 회피는 증여세에 한정된 것이 아니고 상속세,

소득세, 취득세 등 각종의 국세와 지방세 그리고 세에 하여도 가능하

므로, 증여세 이외의 다른 조세에 하여도 명의신탁의 방법으로 이를 회

피하는 것을 방지하고 그 회피행 를 제재하여야 할 필요성은 증여세의 경

우와 조 도 다를 바 없다. 그러므로 증여세 이외의 다른 조세를 명의신탁

에 의하여 회피하는 행 를 제재하기 하여 그러한 명의신탁에 하여 조

세회피의 목 을 추정하고, 이를 증여로 추정할 수 있도록 조세범 를 확

장하는 조항은, 증여세회피의 경우에 하여 에서 본 바와 동일한 이유

로, 그 입법목 이 정당하고 그 수단이 입법목 의 달성에 합하며 최소

침해의 원칙에 어 나지 아니하고 법익간의 비례가 유지되므로, 비례의 원

칙에 한 침해라고 할 수 없고 평등의 원칙에도 어 나지 않는다.

4. 체계정당성의 원리는 동일 규범 내에서 는 상이한 규범간에 그 규

범의 구조나 내용 는 규범의 근거가 되는 원칙면에서 상호 배치되거나

모순되어서는 안된다는 하나의 헌법 요청이며, 국가공권력에 한 통제

와 이를 통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장을 이념으로 하는 법치주의원리로

부터 도출되는데, 이러한 체계정당성 반은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

등 일정한 헌법의 규정이나 원칙을 반하여야만 비로소 헌이 되며, 체

계정당성의 반을 정당화할 합리 인 사유의 존재에 하여는 입법 재량

이 인정된다.

5. 심 상조항들이 조세범 확장조항을 통하여 증여세가 아닌 다른 조

세를 회피하려는 목 이 인정되는 경우에, 회피하려는 조세와는 세목과 세

율이 다른,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증여추정을 하게 되는데, 이 경우의

증여세가 비록 과징 의 성격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체계정당성의 원

칙에 배되는 외 을 가질 수 있으나, 증여세가 아닌 다른 조세를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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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려는 목 이 명의신탁에 인정되는 경우에도 명의신탁을 증여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한 입법의 선택에는 합리 인 이유가 존재하고 여기

에 입법재량의 한계를 히 일탈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체계

부정합으로 인한 헌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재 김 일, 재 김경일, 재 송인 , 재 주선회의 반

의견]

구 상속세 증여세법 제43조 제1항 본문 제1호, 같은 법조 제2항 후

단규정, 같은 법조 제5항이 명의신탁을 이용한 각종 조세의 회피를 방지하

여 조세평등과 조세정의를 달성하고자 하는 입법목 은 헌법 제37조 제2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한다고 여겨지므로, 그 정당성

이 인정되지만, 심 상조항들이 증여세가 아닌 다른 조세를 회피하려는

목 이 인정된 경우에 회피하려는 조세와는 세목과 세율이 다른 증여

세를 부과하는 것은 체계정당성에도 배되고, 과징 의 형태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형식을 택하는 것은 결코 합리 인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

으므로 합성원칙에 배되며, 나아가 심 상조항들이 행정 제재로서

과징 을 부과해야 할 사항을 그보다 부담이 크고 실질에도 맞지

않는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법체계의 정당성에도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

니라 최소침해성원칙에 배되며, 심 상조항들이 명의신탁을 이용하여

증여세가 아닌 다른 조세의 회피행 에 하여 지나치게 고율의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조세정의와 납세의 공평성을 구 하고자 하는 공익을 감안

하더라도 막 한 인 부담을 담세능력이 없는 명의수탁자에게

지우게 되는 과 한 결과를 래하게 되어, 심 상조항들에 의하여 입게

되는 명의수탁자의 불이익은 조세정의와 조세공평의 실 이라는 공익에 비

해 훨씬 크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법익간의 균형성을 잃고 있어서, 심

상조항들이 증여세가 아닌 다른 조세의 회피목 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

우에 명의신탁재산에 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배

된다.

심 상조항들이 증여세가 아닌 다른 조세를 회피하려는 목 이 있는

경우와 심지어 조세회피를 의도하지 않거나 그러한 인식조차 없이 사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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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를 빌려 경우에 경제 이익의 이 이 없는 통상의 명의신탁을 일률

으로 증여로 보고 담세능력의 정도를 고려하지 아니한 채 고율의 증여세

를 부과함으로써, 명의신탁재산에 한 실질 인 권리 내지 이익을 취득하

지 아니하고 단순히 권리의 외양만을 취득하여 담세능력이 없는 명의신탁

자를 재산을 증여받은 자와 동일하게 취 하여 고율의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명의수탁자를 자의 으로 불리하게 취 하는 것으로서 평등원칙에

배된다. 따라서 심 상조항들이 증여세가 아닌 다른 조세의 회피목 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명의신탁재산에 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헌법에 반된다.

【해설】

명의신탁재산에 한 증여세 부과의 입법연 과 례의 변천

가.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가 1974. 12. 21.에 제정되기 이 에는 명의신

탁에 해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직 인 법규정이 없었으며 구 상속세법

제34조의4(1952. 11. 30. 법률 제261호로 제정되고 1960. 12. 30. 법률 제

573호로 개정된 것)가 포 증여의제에 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을 뿐

이었다.

그런데 과세당국은 구 상속세법 제34조의4에 의거하여 명의신탁에 하

여 증여세를 부과하 다. 이에 해 법원은 1965. 5. 25. 선고 65 4 결

에서 수탁자가 탁자와의 내 계에서 완 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

하 다고 하여도 수탁자가 그 신탁계약에 의하여 가 없이 이익을 취득한

것이라면 이는 상속세법상 증여를 받은 것으로 해석된다고 시하여 구 상

속세법 제34조의4에 의거한 명의신탁에 한 증여세 부과를 인정한 후 상

당기간 동안 이러한 견해를 유지하 다.

그러나 그 후 법원은 1975. 4. 22. 선고 74 139 결에서 구 상속세법

34조의4는 실질상 양수자에게 이익이 없는 경우라도 이를 양자간의 내부

계로 보고 그 부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한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없다

는 이유로 명의신탁이 있더라도 실질 인 이익이 없으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설시하면서 종 의 견해를 변경하 다.

나. 그러던 국회는 1974. 12. 21. 명의신탁재산을 증여로 보도록 규정



상속세 증여세법 제41조의2 헌소원 653

하는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1974. 12. 21. 법률 제2691호로 신설된 것)를

제정하 다. 법조는 “재산에 하여 신탁을 설정한 경우에 신탁법 제3

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 는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증권에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주권과 사채권에 하여는 한 주주명부

는 사채원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등록․표시 는

기재된 신탁재산은 당해 등기․등록․표시 는 기재한 날에 탁자가 그

신탁재산을 수탁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 다.

이에 따라 과세 청이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를 용하여 명의신탁

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과세처분에 하여 법원은 “명

의신탁은 신탁법 제1조 제2항이 규정하는 신탁법상의 신탁이라고 할 수 없

으므로 명의신탁인 사실을 신탁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등기하지

않았다 하여 그 명의신탁을 상속세법 제32조의2 소정의 증여로 볼 수 없

다.”라고 시한 후( 법원 1979. 1. 16. 선고, 78 396 결) 일 된 견해를

지속하 다( 법원 1982. 6. 22. 선고, 82 9 결 등).

법원의 결 이후 납세의무자는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 한 뒤 증여

세가 부과되면 문제의 등기이 은 증여가 아니라 명의신탁에 의한 것임을

입증함으로써 증여세 납부의무를 면할 수 있게 되었다.

다. 그리하여 국회는 명의신탁에 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기 하여 1981.

12. 31.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1981. 12. 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어

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의 것)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

다. “① 권리의 이 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신

탁법 는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용하지 아니한다.”

그 후 법원은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증여의제규정은 실질소유

자와 명의자 사이에 합의가 있거나 의사소통이 있어 명의자 앞으로 등기

등이 경료된 이상 그들간의 내부 계가 어떠하든지 간에, 즉 그들간에 실

질 인 증여가 있건 없건 는 신탁법상의 신탁의 설정이건 단순한 명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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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에 불과하건 간에 그 등기 등을 한 때에 증여가 있는 것으로 본다는 취

지로 해석하여야 한다.”라고 시(1987. 4. 28. 선고, 86 486 결 등)하면

서 명의신탁에 한 증여세 부과를 인정하 다.

라. 그런데 헌법재 소는 1989. 7. 21.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1981. 12. 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된 후, 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의 것)은 “조세회피의 목 없이 실질소유자와 명의자를 다르

게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반되지 아니한다.”라는 한정합헌결정을 선고하 다(헌재 1989. 7. 21. 선

고 89헌마38, 례집 1, 131).

마. 그 후 국회는 헌법재 소의 결정의 취지를 반 하고자 1990. 12.

31.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어 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의 것)를 개정하여 제1항에 “다만, 타

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 등기를 한 것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조세회피목 없이 타

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등을 한 경우로서 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라는 단서규정을 신설하 다.

바. 그런데 법원은 1992. 3. 10.에 선고한 91 3956 결에서 구 상속세

법 제32조의2 제1항(1981. 12. 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된 후 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의 것)은 권리의 이 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증여를 은폐하여 증여세를 회피하기 한 수단으로

명의신탁 제도가 악용되려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다고

하여 그 등기 등의 명의를 달리하게 된 것이 증여를 은폐하여 증여세를

회피하기 한 것이 아니라면 이를 증여로 볼 것이 아니라고 시한 후

이 견해를 견지하 다( 법원 1993. 3. 23. 선고 92 10685 결, 1994. 5.

24. 선고 92 13455 결, 1995. 9. 29. 선고 95 8768, 8775, 8782 결 등

참조).

사. 그러자 국회는 1993. 12. 31.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1993. 12. 31. 법

률 제4662호로 개정되어 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문개정되기 의

것)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조세회피목 ’이 의미하는 조세의 범 를 모든

조세로 확 하여 증여의제규정을 용할 수 있도록 하기 하여 법률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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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62호로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에 제3항을 신설하여 “제1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제7호에 규정된 국세․지방세 세법에

규정된 세를 말한다.”라고 규정하 다.

아. 한편 법원은 1995. 11. 14. 선고한 94 11729 결에서 구 상속세

법 제32조의2 제1항(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된 후 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의 것)의 입법 취지가 명의신탁 제도를 이용

한 조세회피 행 를 효과 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 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의 원칙에 한 외를 인정한 데에 있다 하여 명의신탁의 목 에

조세회피 목 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단서의 용이 가능한데

그 단서 소정의 조세를 명문의 근거 없이 증여세에 한정할 수 없다는 견해

를 확립한 후 그 이후의 결에서도 이러한 견해를 일 되게 견지하여 왔

다( 법원 1996. 4. 12. 선고 95 13555 결, 1996. 5. 10. 선고 95 11573

결, 1996. 5. 10. 선고 95 10068 결, 1999. 7. 23. 선고 99두2192 결, 1999.

12. 24. 선고 98두13133 결 참조).

자. 그런데 헌법재 소는 1998. 4. 30. 선고 96헌바87, 97헌바5․29결정에

서 조세회피목 없이 명의신탁을 한 경우를 증여의제 상에서 제외하고 있

는 구 상속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고 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의 것) 제32조의2 제1항 단서 ‘조세’(회피목 )

에 증여세 이외의 다른 조세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더라도 합헌이라고

선고하 다.

차. 국회는 1996. 12. 30. 구 상속세 증여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

호로 문개정되어 신설된 후 1998. 12. 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의 것) 개정시, 종 제32조의2의 규정을 제43조로 변경하면서 부동산실권

자명의등기에 한법률이 1995. 7. 1.부터 시행됨에 따라 부동산(토지, 건물)

을 명의신탁 증여추정 상에서 제외하 고, 주식에 하여는 조세회피 목

을 확인하기 어려워 증여세 과세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어 2년

(1997. 1. 1. - 1998. 12. 31.)의 유 기간을 설정하고 유 기간 실명 환

한 과거의 명의신탁주식에 해서는 증여세를 면제하는 특례를 인정하여

주식의 실명 환을 유도하는 신, 1997. 1. 1. 이후 명의신탁하거나 유 기

간 종료일 후 발견되는 명의신탁 주식에 하여는 조세회피 목 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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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추정하도록 규정하 다.

2. 명의신탁재산에 한 증여세 과세의 내용

가. 명의신탁재산에 한 증여의제(추정) 요건

(1)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를 것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의제(추정)규정이 용되기 해서는 실질소유자

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이어야 한다. 이 경우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

다는 을 입증할 책임은 과세 청에 있다( 법원 1990. 2. 27.선고, 89

3465 결).

(2) 명의신탁설정에 한 합의가 있을 것

(가) 내용

명의신탁약정이라 함은 신탁자가 내부 으로는 신탁재산의 소유권을 보

유하되, 외부 으로는 일정한 목 을 하여 소유권을 수탁자에게 이 하

고 수탁자는 목 을 넘어서 이를 행사하지 아니할 의무를 지는 것을 내

용을 하는 계약을 말한다.

그런데 명의신탁의 기 는 신탁에 한 방의 합의 즉 명의신탁약정이

다. 이러한 합의 없이 타인명의로 임의로 등기를 해둔 경우에는 타인이 이

를 추인하지 않는 한 원인 무효의 등기일뿐 명의신탁의 등기는 아니다. 그

러므로 권리가 공부상 등기, 등록되었다 할지라도 이러한 명의신탁약정이

없으면 명의신탁 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법원의 견해

법원은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간의 합의”라는 주 요건이 증여의제

규정의 용을 한 제조건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즉, “상속세법 제32조2

제1항 소정의 증여의제규정은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 는 의사소통

하에 명의자 앞으로 등기를 한 경우에 용되는 것이므로 명의자의 의사와

는 계없이 일방 으로 명의자 명의를 사용하여 등기한 경우에는 용될

수 없다”( 법원 1985. 3. 26. 선고 84 748 결; 1987. 2. 10. 선고 86

382 결; 1988. 4. 25. 선고 87 1052 결 등), 는 “상속세법 제3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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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규정에 따라 증여가 있는 것으로 의제되려면 실질소유자 이외에 명의자

가 따로 있고 그 명의자 명의로 등기·등록 등이 경료되어있다는 것만으로

는 부족하고, 그 등기·등록 등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사이에 합의가 있거

나 의사소통이 있어 그런 등기·등록이 된 경우에 한한다”( 법원 1987. 2.

10. 선고 85 955, 956, 957, 958 결; 1987. 4. 28. 선고 86 486 결;

1988. 12. 27. 선고 88 10060 결 등)라고 시하 다.

(나) 국세심 소 법원의 결 사례

1)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가) 청구인 명의로 등재한 것은 청구인의 의사와 무 하게 이루어진 것

으로서 등재사실을 알지 못했고 주주로서의 권한을 행사한 바도 없으므로

의제과세의 상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나, 청구인이 동 법인의 이사 고

요한 직 에 있었던 등으로 보아 등재 사실을 몰랐을 것이라고는

심증이 가지 아니하므로 청구인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한 날에 청구인에

게 증여된 것이라고 의제된다(국세심 소 86 서 911, 1986. 8. 23.).

나) 매입사실이 없으나 명의 여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주식매매계약서에

의해 매매형식을 갖추고 법인의 직원에 의해서도 명의개서한 사실이 확인

되면 응 거증이 없는 한 명의신탁으로 인정한 처분은 정당하다(국세심

소 88 서 161, 1988. 4. 30.).

2) 합의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가) 부자 간에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그 아들이 정신박약자임이

밝 졌다면 그 명의신탁에 하여 양자 사이에 합의내지 의사소통이 있었

다고 볼 수 없다(국세심 소 89 1438, 1989. 10. 11.).

나) 부가 아들과 두 딸의 공유인 부동산을 팔고 그 을 받아 자기 이

름으로 은행에 액 입 하 다가 그 이튿날 그 가운데 이들의 지분 액

일부를 인출하여 아들을 하여 아들의 이름으로 개발신탁수익증권을

매입한 경우, 부에 의한 자기명의의 행 는 아들의 부동산지분매매

의 리행 로서의 보 방법에 불과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것을 인출

하여 아들명의의 와 같은 증권매입을 한 것을 가지고 과세 상으로서의

증여행 로 볼 수 없다( 법원 1987. 10. 26. 선고 87 216 결).

다) 명의도용 의로 경찰서에 고소한 사실이 확인되고 과세청인 세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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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주식이동조사서 외에 명의신탁을 확인할 별다른 증빙을 제시하지 못

하는 경우 명의도용의 신빙성이 있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

다(국세심 소 99 61, 1999. 10. 4.).

라) 청구인들 명의로 납입된 쟁 주 은 유상증자 당시 청구인들이 미국

의 학교에 재학 인 으로 보아 실질 으로 쟁 주 을 납입한 것으로 보

이지 않고 한 쟁 주식의 명의신탁에 한 청구인들과의 합의나 승낙 등

의사소통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어, 청구인들이 부로부터 쟁 주식 납입

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국세심 소 97

서 1518, 1998. 2. 18.).

마) 주식발행 법인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동 법인의 유상증자 주식을

취득하기 에 퇴직한 사실을 감안하면 동 주식의 명의신탁이 사 의사소

통없이 명의도용에 의한 것이라고 보이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

하다(국세심 소 96 2868, 1996. 11. 22.)

바) 주식을 증자 발행함에 있어 이를 장 분산하여 세제상의 혜택을 얻

으려고 소지하고 있는 타인의 인장을 이용하여 사 승인이나 동의 없이

주식을 타인명의로 명부에 등재하 다면 주식을 증여했다거나 신탁을 설정

했다 할 수 없다( 법원 1983. 8. 23. 선고 83 42 결).

사) 사후에 자기의 명의가 도용당하 음을 안 명의인이 그 원인무효의

등기를 실체 계에 부합되게 등기를 정리하거나 는 당 부터 없었던

상태로 환원시키기 하여 취한 행 는 명의신탁의 사후동의 는 추인으

로 볼 수 없다( 법원 1987. 10. 26. 선고 87 384 결).

(3) 조세회피목 이 있을 것

(가) 조세회피행 의 의미

‘조세회피행 ’는 납세자가 일정한 경제 목 을 달성하려고 하는 경우

에 조세법상 정되어 있는 법형식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우회행 나 다단

계행 기타 이상한 거래형태에 의하여 조세의 부담을 경감 는 배제하는

것을 말한다.

조세회피행 는 이상한 행 형태이긴 하지만 법률상 법한 행 라는

에서 범죄를 구성하는 법 인 ‘탈세’ 내지 ‘조세포탈행 ’와 구별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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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상 상되어 있는 법형식이 아닌 이상한 거래형태를 선택하여 조세

부담의 감소를 도모한다는 에서, 조세법상 정되어 있는 특혜조치를 활

용하여 조세부담의 경감을 추구하는 ‘ 세’와도 구별된다.1)

(나) 조세회피행 의 성립요건

조세회피행 의 성립요건으로는 아래와 같은 3가지 요소가 존재하고 있

다.2)

1) 객 요소 : 거래형태의 이상성

우선 객 요소로서 ‘거래형태의 이상성’을 들 수 있다. 이상성 여부에

하여는 일반 ·추상 으로 정형화시켜서 단할 수는 없고 구체 인 사

건의 내용에 따라 특별한 사정 등을 종합 으로 검토하여서 정하여야 한

다. 그러나 이상성과 정상성을 분류하는 것은 념 으로는 가능한 것일지

몰라도 실제상 단히 어려운 일이다. 납세자는 기본 으로 동일한 경제

효과를 달성하는 여러 가지 거래형태 의 하나를 선택할 권리가 있는 터

에 이상과 정상의 구분기 을 일률 으로 제시할 수는 없기 때문이고 조세

부담측면까지를 고려하여 조세의 공평 등을 일응 그 구별기 으로 삼는다

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한 불확정개념으로서 의미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

이다.

2) 주 요소 : 조세회피의도

다음으로 주 요소로서 조세회피의도를 들 수 있다. 조세회피의도는

세나 기타 세법상의 이익을 얻으려는 내 의사라고 할 것인 바 이와 같

은 의도가 외부로 표 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까닭에 외부 사정에 의하

여 그것을 추측할 수 밖에 없다.

이와 같은 까닭에 조세회피의도라는 주 요소는 조세회피의 성립요건

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학설도 있으나3) 조세회피요건의 엄격성을 유지

하고 납세자의 권리보장에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주 요소도 그 로 유

지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이 경우 조세회피의도에 한 입증책임은 과세

1) 이 재, 상속․증여세의 이론과 실무, 1993, 471쪽 ; 이 오, 명의신탁에 한 증

여의제규정의 용범 (하), 인권과 정의, 1990호(1992), 89쪽 참조.

2) 이호승,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한 연구, 2001, 44쪽 이하 ; 이 오, 명의신

탁에 한 증여의제규정의 용범 (하), 인권과 정의, 190호(1992), 89쪽 이하 참조.

3) 이 재, 상속․증여세의 이론과 실무, 2003, 96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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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이 지게 된다.

3) 효과 요소 : 조세부담의 경감 는 면제

끝으로 효과 요소로서 조세부담의 면제 는 경감이 있어야 한다. 이상

한 거래형태를 취한 결과조세부담의 면제 는 한 경감이 있어야 하는

바 의 정도가 문제로 된다.

조세부담경감의 비교기 은 통상의 거래형태에 의한 조세부담액이다. 조

세법상의 경제 효과로는 동일하면서도 조세법에 있어서는 선택된 거래형

태에 따라 조세부담액에서 차이를 일으키는 불공평한 결과가 일어난다. 따

라서 조세회피에 있어서는 조세공평주의와 실질과세원칙이 강하게 작용하

고 그 기 이 된다.

(다) 조세회피목 이 없는 경우

1) 법령에 의해서 증여의제로 보지 아니하고 조세회피목 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

입법자는 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를 개정

하면서 제1항에 조세회피 목 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등을 한 경우

로서 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증여로 의제할 수 없다는 단서를 신설하

고, 구 상속세법시행령(1990. 12. 31. 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어 1995.

12. 30. 통령령 제14862호로 개정되기 의 것) 제40조의6은 타인의 명의

를 빌려 등기 등을 한 경우일지라도 부동산 이외의 재산에 하여 다음의

경우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 다.

i) 실질소유자가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법정 리인 는

재산 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

ii) 명의가 도용된 경우

iii) 기타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소 세무서장이 조세회

피의 목 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법령에 의해서 조세회피목 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 사건 심 상 법률인 구 상속세 증여세법(1996. 12. 30. 법률 제

5193호로 문개정된 후, 1998. 12. 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의 것)

제43조 제1항 제1호는 “조세회피목 없이 타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

우로서 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고 규정하 고, 구 상속세 증여세법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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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법시행령(1996. 12. 31 통령령 제15193호로 개정되어 1998. 12. 31.

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되기 의 것) 제32조 제1항은 법 제43조 제1항 제

1호에서 정하고 있는 “ 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다음 각호와 같이 규정

하 다.

1. 실질소유자가 비거주자인 경우로서 법정 리인 는 재산 리인의 명

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

2. 신탁업법 는 증권투자신탁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업을 하는

자가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신탁재산인 사실을 표시하는 경우

3) 법원 례에 의해서 조세회피목 이 없다고 인정된 경우

법원이 조세회피목 없이 명의신탁이 이루어졌다고 본 경우를 구체

으로 유형화하여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가) 양도인이 력을 거부한 경우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매도인이 양도소득세 계(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산정되어 양도소

득세 액이 높게 나타나므로)로 법인 앞으로 등기 이 하는 것을 거 하

기 때문에 부득이 법인의 임직원 개인명의로 명의신탁하여 소유권이 등

기를 하 다가 법인 앞으로 다시 이 등기한 경우( 법원 1989. 12. 22.

선고 88 5464 결 ; 1990. 10. 23. 선고 90 2291 결 ; 1990. 11. 23. 선고

90 2321 결 ; 1991. 1. 15. 선고 90 5733 결 등 참조).

나) 법령상 제약사유가 있는 경우

① 법원 1990. 11. 13. 선고 90 240 결

농 에 거주하지 아니한 농지의 실질매수인들이 농지매매증명을 얻기

힘들어 매수농지에 한 소유권이 등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개인에게

일단 명의를 신탁하기로 하여 개인 명의의 소유권이 등기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라면, 이는 실정법 인 제약 때문에 증여세 회피의 목 없이 명의

신탁이 이루어진 경우임이 명백하므로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을 용하

여 증여로 볼 수 없다.

② 법원 1990. 11. 13. 선고 90 5450 결

사단법인인 서울컨트리구락부가 골 장코스에 사용할 목 으로 매수한

농지에 하여 농지개 법상 사단법인명의로는 소유권이 등기를 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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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실정법상의 제약 때문에 자회사( 주식회사)의 직원인 원고들 앞으로

소유권이 등기를 경료하 으나 농지를 서울컨트리구락부의 자산 계장

부 결산서에 법인자산으로 모두 계상하고 구락부의 명의로 농지세·

재산세등을 납부하여 왔다면 원고들 명의의 등기는 증여세를 회피할 목

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증여라고 할 수 없다.

다)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① 법원 1986. 9. 9. 선고 85 934 결

채권자들이 채권을 담보할 목 으로 채무자소유부동산의 소유명의가 채

권자 표 앞으로 이 된 것이라면 실질 으로는 채권자들이 그 부동산에

한 소유권(지분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담보권을 보유하는 것

에 불과하며 설사 표자가 그 단독명의로 등기를 갖추었다 하더라도 이에

하여 본조의 증여의제규정이 용될 여지가 없다.

② 법원 1989. 5. 23. 선고 88 3925 결

갑 조합이 을 명의를 빌려 을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신축하 는

데 갑 조합 앞으로 건축허가명의변경이 허용되지 아니하여 그 명의로 소유

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게 되자 을과의 합의하에 을명의로 일단 소유권보존

등기를 한후 당일로 갑조합명의로 소유권이 등기를 마쳤고 그 간에 제3

의 등기가 개입할 여지가 없었다면 가장행 에 의한 증여회피의 가능

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외부 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명의자로서의 담세의

필요 내지 가치를 인정할 여지도 없으므로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증

여의제규정은 용되지 않는다.

③ 법원 1990. 10. 16. 선고 90 1403 결

상호신용 고의 주주로서의 업무 반을 통할하고 있던 자가 부외자

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구입한 것이어서 고 앞으로 등기를 할 수 없

었기 때문에 원고에게 명의신탁을 한 것이라면 거기에 조세회피의 목 이

있었다고는 볼 수 없음이 명백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④ 법원 1991. 6. 11. 선고 91 810 결

주식회사의 표이사가 회사의 주식을 매입하면서 자신이 이미 소유

하고 있는 주식과 합하면 증권거래법 제200조 소정의 주식소유상한을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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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때문에 그 제한을 회피하기 하여 원고를 비롯한 친지들에게 그 소

유명의를 신탁한 경우에는 조세회피의 목 이 없었음이 명백하여 구 상속

세법(1990. 12. 31. 법률 제347호로 개정되기 의 것) 제32조의2를 용하

여 증여로 볼 수는 없다.

(라) 조세회피행 의 주체

조세회피행 의 주체는 본래 명의신탁자이어서, 명의수탁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 지만 증여세 부과 체계상 명의신탁자의

조세회피행 를 명의수탁자의 조세회피행 로 보아서 명의수탁자에게 증여

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 경우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의 조세회피행 에

직․간 으로 동조한 것으로 보고 이러한 동조행 에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마) 조세회피목 의 유무에 한 입증책임

과세 청이 증여의제(추정)규정을 용하여 과세하는 경우에, 과세 청

은 명의신탁만을 입증하면 되고, 납세의무자(명의수탁자)는 조세회피목 이

없었다는 에 하여 입증책임을 진다.4) 그러나 만약 과세 청이 실질과

세원칙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에는 과세 청이 증명하기가 지극히 어려운

증여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5)

나.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추정)의 경우 납세의무자

(1) 심 상조항들에 의거하여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한 재산에 하여

조세회피목 이 인정된 경우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된다. 명의수탁

자는 명의신탁자와 합의하여 명의신탁계약을 설정하 기 때문에 조세회피

행 에 직․간 으로 동의한 셈이 되므로 원칙 으로 증여세를 납부할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 당시 용되던 구 상속세 증여세법(1996. 12. 30. 법률 제

5193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3항6)은 명의신탁재산에 한 증여의제의 경

4) 법원 1999. 12. 24. 선고 98두131333 결 ; 1990. 3. 13. 선고 89 4857 결 ; 1990.

6. 26. 선고 90 2062 결 ; 1990. 11. 9. 선고 90 5320 결 참조.

5) 우창록, 명의신탁의 증여의제와 조세회피목 , 서울지방변호사회 례연구, 10(1997),

71쪽 참조.

6) 제4조(증여세 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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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납세의무자는 1차 으로 수증자인 명의수탁자로 규정하고 있고, 명의수

탁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외 인 경우에는 증여

자인 명의신탁자가 2차 으로 증여세를 연 하여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

었다.

(3) 그러나 2002. 12. 18. 개정된 구 상속세 증여세법 제4조 제4항과

2003. 12. 30. 개정된 행 상속세 증여세법 제4조 제5항은 명의신탁재산

에 한 증여의제의 경우 증여자인 명의신탁자가 수증자인 명의수탁자와

연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과세실무상 증여세를 1

차 으로 명의신탁자에게 부과하고 있다고 한다.

(4) 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수탁자는 일반 으로 명의신탁자의 부탁으로

명의를 빌려 경우가 부분이므로 실제로 조세부담을 지지 아니하고,

증여의제에 의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면 명의신탁자가 이를 부담하는 것이

통례이다.7) 그러나 어떠한 사유로든지 간에 명의신탁자가 증여세를 신

납부할 능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명의수탁자가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다.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추정)의 경우 증여세의 납부 내용

구 상속세 증여세법 제56조 제26조에 의거하여 증여세는 100분의10

에서 100분의45의 증여세율 범 내에서 과세표 액에 따라서 차등 으

로 부과된다.8) 증여세율을 좀 더 구체 으로 살펴보면, 과세표 이 1억 원

③ 증여자는 수증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

여세에 하여 연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다만, 제35조 내지 제37조, 제39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비거주자이거나 주소 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

가 곤란한 경우

2.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

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7) 최선집, 명의신탁증여의제에서의 조세회피목 , 논 조세법, 1993. 11. 23. 266쪽.

8) 구 상속세 증여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문개정된 후 1998. 12. 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의 것) 제26조(상속세 세율) 상속세는 제25조의 규정

에 의한 상속세의 과세표 에 다음의 세율을 용하여 계산한 액(이하 “상속세

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억 원 이하 : 과세표 의 100분의 10

1억 원 과 5억 원 이하 : 1천만 원 + 1억 원을 과하는 액의 100분의 20

5억 원 과 10억 원 이하 : 9천만 원 + 5억 원을 과하는 액의 100분의 30

10억 원 과 50억 원 이하 : 2억 4천만 원 + 10억 원을 과하는 액의 100분의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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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인 경우에는 과세표 의 100분의 10, 과세표 이 1억 원 과 5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분의 20, 과세표 이 5억 원 과 10억 원 이하인 경

우는 100분의 30, 10억 원 과 50억 원 이하인 경우는 100분의 40, 그리고

50억 원을 과하는 경우는 100분의 45이다.

3. 구법 제43조의 입법연 , 입법취지 증여세 부과의 법

성격

가. 입법연

명의신탁은 우리나라의 특수한 사회 여건 하에서 실정법상의 근거없

이 례에 의하여 형성되고 례법 내에서 발 된 신탁행 의 일종으로9)

내 계에 있어서는 신탁자가 소유권을 보유하여 이를 리․수익하면

서 외 계에 있어서는 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 되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명의신탁제도는 그동안 탈법․탈세 등의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

기 때문에 명의신탁재산에 하여 조세회피를 효과 으로 방지하여 조세정

의를 실 한다는 취지에서 불가피하게 조세법상의 원칙인 실질과세원칙

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외규정을 두어 타인명의로 등기 등을 한 날에 명의

수탁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해야 할 필요성이 발생되었다.

이에 따라 입법자는 명의신탁을 이용한 조세회피 내지 조세포탈을 원천

으로 쇄하기 하여 조세회피 목 으로 등기․등록․명의개서를 요하

는 재산을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한 날에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수탁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토록 하는 규정을 구 상속세법 제32

조의2로 신설(1974. 12. 21. 법률 제2691호)하여 1975. 1. 1.부터 시행토록

하 다.

50억 원 과 : 18억 4천만 원 + 50억 원을 과하는 액의 100분의 45

제55조(증여세의 과세표 과세최 한) ① 증여세의 과세표 은 제47조의 규

정에 의한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제53조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액을 차감한

액으로 한다.

② 과세표 이 20만 원 미만인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56조(증여세 세율) 증여세는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 에 제26조에 규정

된 세율을 용하여 계산한 액(이하 “증여세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9) 법원 1993. 8. 13. 선고 92다42651 결 등 참조.



666 헌법재 소결정해설집 2004

그 후 1996. 12. 30. 상속세 증여세법 문개정시 종 제32조의2의 규

정을 제43조로 변경(이 사건 심 상 법조항임)하면서 부동산실권자명의

등기에 한법률이 1995. 7. 1.부터 시행됨에 따라 부동산(토지, 건물)은 명

의신탁 증여추정 상에서 제외하 고, 주식에 하여는 조세회피 목 을

확인하기 어려워 증여세 과세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어 2년(1997.

1. 1.～1998. 12. 31.)의 유 기간을 설정하고 유 기간 실명 환한 과거

의 명의신탁주식에 해서는 증여세를 면제하는 특례를 인정하여 주식의

실명 환을 유도하는 신, 1997. 1. 1. 이후 명의신탁하거나 유 기간 종료

일 후 발견되는 명의신탁 주식에 하여는 조세회피 목 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도록 하 다.

나. 입법취지 증여세 부과의 법 성격

(1) 구 상속세 증여세법 제43조는 재산 이 이 있는 경우에 등기 등을

기 로 과세하는 세무행정의 실정을 고려하여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

다는 사실만 포착하면 이를 획일 으로 증여로 추정함으로써 명의신탁을

가장한 조세회피행 를 방지하는 입법취지를 가진다.10)

그리고 명의신탁제도가 각종의 조세회피수단으로 이용되는 사례가 늘어

가는 까닭에 이에 처하기 하여 과징 의 한도는 가장 무거운 조세인

증여세부담과 동일한 부담이 되고, 법조항은 증여세의 회피라는 사실의

발생여하와 무 하게 잠재 으로 증여세를 회피할 가능성이 농후한 행 에

하여 증여세와 동일한 액의 제재를 가하여 종국 인 증여세의 회피행

실 인 다른 세목의 조세회피행 도 차단하려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11)

(2) 나아가 구법 제43조의 명의신탁 증여추정규정에 의한 증여세 부과가

갖는 법 성격을 좀 더 구체 으로 살펴본다.

그동안의 례를 살펴보면, 법원은 명의신탁 증여의제규정이 처음에는

증여세에만 용된다고 시하 으나, 나 에는 증여세가 아닌 다른 조세

10) 허상수, 상속세법상 증여간주규정, 조세사건에 한 제문제(하), 재 자료 제61

집, 215, 221쪽 참조.

11) 최선집, 명의신탁 증여의제에서의 조세회피목 , 논 조세법 2001, 258, 259 이

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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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더라도 조세를 회피할 목 이 있는 명의신탁은 증여의제 상이 된다고

시하 다.12) 그리고 헌법재 소는 1998. 4. 30. 조세회피목 없이 명의신

탁을 한 경우를 증여의제 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구 상속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고, 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의

것) 제32조의2 제1항 단서 “조세”부분은 헌법에 반되지 아니한다고

선고하면서, 명의신탁의 증여의제는 증여세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조세의

회피를 방지하기 한 수단이라고 시하 다. 그러나 이 결정에서 소수의

견은 명의신탁에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명의신탁으로 은폐된 증여”에

해서만 가능하므로 조세회피는 증여세에 한정된다고 주장하 다.

그런데 그동안의 입법을 살펴보면, 입법자는 증여세에 한정된 조세의 범

를 확 하여 모든 조세에 증여의제규정을 용할 수 있도록 하기 하

여, 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에 제3항을 신설

하여, “제1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제7호에 규정된

국세․지방세 세법에 규정된 세를 말한다.”라고 규정하 으며,

법규정은 이 사건 법률에서 제43조 제5항으로 변경하여 규정하 다.

와 같은 법원 헌법재 소의 례와 입법내용을 살펴볼 때, 구법

제43조에 의한 명의신탁 증여추정규정은 증여세를 포함한 모든 조세의 회

피를 막기 한 입법목 을 추구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조세의 회피행

에 부과되는 증여세는 세 이 아니라 과징 으로서 제재의 성격을 가지는

행정(질서)벌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13)

다시 말해서 명의신탁을 이용한 모든 조세회피행 와 납세 력의무불이

행에 한 제재로서 증여세에 상당하는 액의 과징 을 부과하는 것이다.

따라서 명의신탁이 실제로는 증여를 은폐한 것인지는 문제되지 아니하고

어떤 조세이든 회피목 이 있는지가 문제되며 조세회피목 이 없음을 입증

하지 못하면 과징 성격의 증여세가 부과되게 된다.14)

12) 법원 1996. 8. 20. 선고 95 9174 결.

13) 최선집, 명의신탁증여의제에서의 조세회피목 , 논 조세법, 1993. 11. 23. 262쪽

; 이창희, 성낙인, 박정훈, 상속세 증여세의 완 포 주의 도입방안에 한 연

구, 2003, 43쪽 이하 참조.

14) 명의신탁에 의하여 증여세 이외에 회피가능한 세 은 컨 , 신탁자가 1가구 2

주택인데 그 1주택을 명의신탁하여 양도소득세의 면제혜택을 받는 경우, 신탁

자가 소유토지를 분산하여 종합토지세(지방세법 제234조의8)의 진을 피하는 경



668 헌법재 소결정해설집 2004

더군다나 명의신탁을 이용한 조세회피행 에 하여 증여세를 납부하

다고 하더라도 명의자의 재산으로 귀속되는 것이 아니므로 증여세를 과

징 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행법은 부동산의 명의신탁에 하여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한

법률로 과징 을 부과하고, 다른 재산의 명의신탁에 하여는 상속세 증

여세법에 의거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어느 경우이든 행정(질서)벌

이라는 법 성격은 동일하다고 할 것이다.

4. 심 상조항들의 내용과 법률상 쟁

가. 심 상조항들의 내용

구법 제43조 제1항은 “권리의 이 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

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이하 ‘증여추정조항’이라

고 부른다)하고, 다만 “조세회피목 없이 타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

로서 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제1호)(이하 ‘추정배제조항’이라고 부른다)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법 제43조 제2항 후

단규정은 “ … 이 법 시행일 이후 실질소유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등기등

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제외하고 조세회피목 이 있는 것

으로 추정한다.”(이하 ‘회피목 추정조항’이라고 부른다)라고 규정하고 있

다. 한 구법 제43조 제5항은 “제1항 제1호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

세기본법 제2조 제1호 제7호에 규정된 국세 지방세와 세법에 규정

된 세를 말한다.”(이하 ‘조세범 확장조항’이라고 부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우 등을 로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에 하여는 종합토지세, 소득세, 법인세 등은 진세율이므로 아무런

부동산도 소유하고 있지 않는 한, 명의신탁에 의하여 조세부담의 차질이 생기게

되는데서 엄 하게 조세회피가 생기지 않는 명의신탁이란 거의 없게 되므로, 실질

으로 모든 명의신탁을 증여의제의 상으로 삼게 된다는 비 이 있다. 김백 ,

“명의신탁의 증여의제와 조세회피범 ”, 례월보 제312호(1996. 9.) 42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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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증여추정의 구조

헌법재 소는 명의신탁에 한 증여세부과의 입법연 과 례의 변천을

배경으로 하고 조문 체의 흐름에 주목하여, 네 개의 조항을 분석하여

증여추정의 단계 구조를 다음과 같이 설시하 다.

“우선 증여추정조항은 ‘권리의 이 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

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종래 문제가 되어온 소 명의신탁 계를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

라서 명의신탁 계의 존재는 증여추정을 한 제1단계의 요건이고 이것은

주로 사실인정의 문제가 된다. 그러므로 증여추정을 하여는 제1단계로

명의신탁 계의 존재가 입증되어야 하고 그 입증의 책임은 조세당국이 진

다. 증여인지 는 명의신탁인지에 하여 다툼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는

이 조항은 아직 용될 수 없다. 왜냐하면 이 조문은 앞에서 언 한 것처

럼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라는 것을 명백히 그 용요건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단계에서는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

우’라는 요건에 하여 증거에 의한 극 인 사실인정이 필요한 것이지

추정이 동원되는 것이 아니다. 명의신탁이 입증되면 다음 단계로 그 입증

된 명의신탁에 하여 조세회피의 목 이 추정된다(조세회목 추정조항의

용). 추정의 번복은 물론 가능하다. 실질과 외형을 분리하는 명의신탁은,

그 게 하여야 할 동기나 목 을 굳이 은폐하고자 하기 때문에 채택되는

법률 계인데, 이러한 은폐된 동기나 목 은 조세법의 입장에서는 조세부

담의 회피로 부분 악되고 이러한 악은 실제에 부합할 고도의 개연성

을 갖는 에서 그 합리성이 인정된다. 조세당국이 명의신탁 계의 존재를

입증하는데 성공하고 나아가 반증이 없거나 배척되어 조세회피목 의 존재

를 추정받는 데까지 성공하면 제3단계로 증여의 추정이 행하여진다(증여추

정조항의 용). 명의신탁이 은폐된 증여일 가능성이 실제로 높다는 것에

그 추정의 근거가 있을 것이지만 한편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명의신탁이 이

용되는 것을 제재하는 입법의 수단으로 증여세의 부과를 선택하기로 한다

면 이때는 증여세부과의 형식상 근거를 갖추게 하기 하여 명의신탁을 증

여로 추정하는 조치가 불가피하게 필요하게 된다. 끝으로 증여추정이 용

되지 않는 외사유가 있다. 바로 구법 제43조 제1항 단서 제1호(조세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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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없이 타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구 상속세 증여세법시행령(1996. 12. 31 통령령

제15193호로 개정되고 1998. 12. 31 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되기 의

것) 제32조 제1항은, 법 제43조 제1항 제1호에서 “ 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1. 실질

소유자가 비거주자인 경우로서 법정 리인 는 재산 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 2. 신탁업법 는 증권투자신탁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업

을 하는 자가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에 신탁재산인 사실을 표시하는 경

우를 들고 있다. 이 두가지 경우에는 증여추정규정의 용이 처음부터 없

는 것이고 이것은 추정의 번복과는 달리 보아야 할 것이다. 그 다면 와

같은 용제외사유 이외의 경우에도 추정의 번복이 가능한 것인가 하는 의

문이 있는데 사실상 매우 어렵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컨 명의도용과

같은 사유가 인정될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명의신탁을 인정할 수 없게

만듬으로써 애당 증여추정규정의 용을 배제하는 것이 될 뿐이지 이것

이 증여추정을 번복할 사유는 되지 못한다고 이해한다면 더욱 그 다. 그

러나 이것은 우선 으로 법원의 해석에 달려 있는 일이다. 결국 명의신탁

에 하여 증여세가 부과되기 하여는 논리상 에서 본 바와 같은 네단

계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증여추정에 한 이러

한 이해의 문제는 먼 법원의 해석에 의하여 결정될 성질의 것이고 그 해

석이 헌의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한 이는 존 될 것이다.”

다. 이 사건의 법률상 쟁

헌법재 소는 이 사건에서 명의신탁이 증여세회피의 목 으로 이용되는

경우와 증여세 이외의 조세회피를 목 으로 이용되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단하 다.

자의 경우에는 구법 제43조 제1항 본문 그 단서 제1호, 제2항 후단

이 규정하는 소 증여추정(추정의 배제 조세회피목 의 추정을 포함한

다)이 재산권에 한 과도한 제한이 되어, 바꾸어 말하면 비례의 원칙에 어

나서, 헌이 아닌가 하는 이 주된 쟁 이 되며, 그밖에 증여의 추정이

실질과세의 원칙, 평등의 원칙, 죄형법정주의 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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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인지 여부도 부차 으로 문제가 된다.

후자의 경우에는 구법 제43조 제5항이 규정하는 조세범 의 확장이 체

계부정합의 문제를 야기하여 결과 으로 재산권에 한 과도한 제한을

래하는 것이 아닌지 는 평등원칙에 배되는 것은 아닌지 여부가 쟁 이

된다. 바꾸어 말하면 심 상조항들이 증여세 회피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명의신탁에 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더

나아가 조세범 확장조항을 통하여 증여세가 아닌 다른 조세를 회피하려는

목 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회피하려는 조세와는 세목과 세율이 다른,

증여세를 부과하게 되는데 이것은 비록 이러한 증여세가 과징 의 성격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체계정합성 는 체계정당성에 배되어 헌법상 비례

의 원칙과 평등원칙의 배를 결과하는 것은 아닌지 여부가 문제된다.

5. 심 상조항들의 헌여부

가. 명의신탁 증여의제규정에 한 헌법재 소의 기존 결정

헌법재 소는 지 까지 두 번에 걸쳐서 명의신탁 증여의제규정에 해

서 단하 는데, 헌재의 기존 결정을 간략히 정리해본다.

(1) 헌법재 소 1989. 7. 21. 89헌마38, 례집 1, 131-154

헌법재 소는 1989. 7. 21.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1981. 12. 31. 법률

제3474호 개정)은 조세회피의 목 없이 실질소유자와 명의자를 다르게 등

기 등을 한 경우에는 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반

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 다.

이 사건에서는 “권리의 이 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

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한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1981. 12. 31. 법률 제3474호 개정) 제1항(이하 ‘심

상조항’이라 한다)이 심 상이 되었다.

이 결정에서 7인의 재 이 지지한 다수의견은 명의신탁증여의제규정

에 해서 한정합헌결정의견을, 그리고 2인의 재 이 지지한 소수의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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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헌의견을 개진하 다.

(가) 다수의견(재 7인)의 요지

조세평등주의 그 생원칙인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심

상조항은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를 다르

게 한 경우에는, 그 원인이나 내부 계를 불문하고 일률 으로 증여로 의

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으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한 외 내지

특례를 인정하 다는 에서 그 제가 되는 조세평등주의 내지 조세정의

의 헌법정신에 배될 소지가 있다.

그러나 조세평등주의의 이념을 실 하기 한 실질과세의 원칙은 조세

회피의 방지 는 조세정의의 실 을 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외 내지

특례를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에서 볼 때, 심 상조항은 명의신탁제도가 조세회피의 수

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허다하기 때문에 이를 효과 으로 방지하기 하

여 조세법상의 원칙인 실질과세의 원칙을 희생시키면서 명의신탁을 이용

한 조세회피 내지 조세포탈을 원천 으로 쇄하겠다는 입법의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심 상조항이 국세기본법 제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실

질과세의 원칙에 한 외 내지 특례를 둔 것으로 이해되는데, 심 상

조항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한 외를 설정한 것만으로 헌이라고 단정

하기는 어렵다. 다만, 증여의 은폐수단이 아닌 진정한 의미의 명의신탁에

하여도 증여로 의제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헌의 소지를 제거할 수 있

는 책은 있어야 할 것이다.

그 다면 심 상조항은 원칙 으로 권리의 이 이나 행사에 등기 등

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를 다르게 한 경우에는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그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해

석하되, 외 으로 조세회피의 목 이 없이 실정법상의 제약이나 제3자의

력거부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실질소유자와 명의자를 다르게 한 것이 명

백한 경우에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며, 이와 같

이 해석하는 한, 헌법 제38조, 제59조의 조세법률주의 헌법 제11조의 조

세평등주의에 배되지 않는다.



상속세 증여세법 제41조의2 헌소원 673

(나) 소수의견(재 2인)의 요지

다수의견은 ‘조세회피의 목 이 없이……’라고만 하여 회피 상의 조세를

한정하지 아니하고 모든 조세를 그 상에 포함시켰는데 만약 조세 청에

서 문구를 확 해석한다면 조세회피 목 없는 명의신탁은 거의 인정되

지 아니할 것이므로 다수의견이 어떠한 실익을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다.

다수의견이 이 사건 법률규정의 헌성을 시인하면서도 주문과 같은 변칙

결정을 한 것은 단순 헌결정을 하 을 경우에 있어서의 법의 공백을

염려하는 것으로 보이나, 와 같은 법률이 없다고 하더라도 명의신탁을

가장한 증여 등에 하여서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얼마든지 세 을 부

과할 수 있는 것이므로 다수의견의 염려는 기우에 지나지 않는다.

심 상조항은 세수증 와 조세행정의 편의만을 한 나머지 국민의

기본권을 염두에 두지 아니한 헌법률이고 헌법합치 해석의 여지도 없

는 법률이므로 마땅히 헌선언이 되어야 한다.

명의신탁 제도가 공인된 사법질서의 하나인 실에 비추어 실질소유자

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그것이 명의신탁이라고 인정된다면 조세회피 목

유무와는 계없이 이를 증여세 부과 상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리고 심 상조항을 둔 목 이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그

들간의 법률 계가 어떠한 것인지 알아내기 어렵기 때문에 증여를 하 으

면서도 명의신탁을 가장하여 증여세를 회피하거나 자기재산을 제3자 명의

로 분산함으로써 상속세를 회피하는 경우를 상하여 이를 방지하기 한

것이라면, 법률조항처럼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모든 경우를 실

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고 하여 선의의 명의신탁제도

이용자에게 반증제시 기회나 재 받을 기회마 주지 않고 억울한 세 을

물릴 것이 아니라,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라

고 개정하여 반증제시 기회와 재 받을 기회를 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제

한을 최소한에서 그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결국 심 상조항은 실질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한 헌법 제38조, 제59

조에 반되는 규정이며, 법률문언이 한 가지 뜻으로 밖에 해석할 여지가

없어 달리 헌법합치 해석을 할 수 없는 헌법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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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헌법재 소 1998. 4. 30. 96헌바87등, 례집 10-1, 410-434

헌법재 소는 1998. 4. 30. 구 상속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

정되고, 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의 것) 제32조의2 제1항

단서 “조세”부분이 헌법에 반되지 아니한다고 선고하 다.15)

이 사건의 심 상은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단서(“다만, 타

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 등기를 한 것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조세회피목 없이 타인

의 명의를 빌려 등기등을 한 경우로서 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에서 “조세”부분이었다. 그런데 법조항 본문은 “권리의 이

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

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

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이 결정에서 재 5인이 지지한 다수의견은 법조항 단서에서 규정

하고 있는 “조세”에 증여세 뿐만 아니라 다른 조세를 포함한다고 해석하더

라도 헌법에 반되지 아니한다고 시하 다.

이와는 달리 재 4인이 지지한 소수의견은 법조항 단서에서 규정

하고 있는 “조세”에 증여세 아닌 다른 조세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반되며, 명의신탁재산에 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도 헌

이라고 설시하 다.

(가) 다수의견(재 5인)의 요지

1) 명의신탁은 법원의 례에 의하여 정착된 이론으로 정 인 측면

도 없지 아니하나 탈법 인 목 으로 자주 이용되고 있었기 때문에, 입법

자는 헌법재 소의 89헌마38 결정 이 부터 법령에서 규정하는 부득이한

외 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 으로 명의신탁을 지하는 입법을 마련

이었다. 더욱이 결정이 있은 이후에는 그 취지에 따라 단서조항과 신

설조항을 만들었고, 법원의 결 한 의 결정과 각 조항에 따라 해

15) 그런데 입법자는 헌법재 소의 이 결정이 선고되기 훨씬 이 인 1993. 12. 31.에

법률 제4662호로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에 제3항을 신설하여 “제1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제7호에 규정된 국세․지방세 세법에 규정된

세를 말한다.”라고 규정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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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을 한 이 사건에서 단서조항 의 “조세회피”는 증여세회피 뿐만 아니라

그밖에 다른 조세회피도 포함된다고 하는 것이 합헌 인 올바른 해석이다.

2) 헌재의 89헌마38 결정과 단서조항은 법령이 명문으로 인정하는

외 인 경우 외에는 명의신탁을 인정하지 않고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것으

로 취 하려는 입법자의 의도가 짙게 깔려 있고, 뿐만 아니라 조세회피의

목 이 없는 명의신탁이라는 은 납세의무자측의 주장․입증으로 그 과세

처분의 당부를 다툴 수도 있는 것이다. 그리고 국가가 과세권을 행사함에

있어 조세의 회피나 면탈을 억제하기 한 규정을 두는 것과 담세력에 따

른 공평한 부담의 실 수단으로 과세의 종목과 과세방법을 선택하는 등

조세정의의 실 과 국가의 과세기능 측면에서 생기는 여러 문제를 조정․

결정하는 것은 입법자의 범한 재량행 에 속하고 재량의 범 를 뚜렷하

게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는 한 이것을 헌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다.

(나) 소수의견(재 4인)의 요지

1) 명의신탁재산에 한 증여의제는 그 실질이 증여임에도 조세를 회

피하기 하여 명의신탁이나 신탁법 는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방지하기 해서 명의신탁이라는 형식에 불구하고 실질이

증여로 보이기 때문에 증여로 의제한다는 규정으로서, 명의신탁제도를 증

여세를 회피하기 한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에 그 입법취

지가 있으며, 따라서 증여세의 부과 상이 되는 것은 증여와 명의신탁으로

은폐된 증여뿐이라고 보아야 한다.

2) 조세회피를 의도하지 아니하거나, 는 조세회피 목 을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사실상 명의를 빌려 명의수탁자에 하여 일률 으로 그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 이 인정된다 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아

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부과함으로써 증여세의 본질에도 반

하는 것이며, 그 입법목 을 하여 방법이 하다고 볼 수 없고, 명의수

탁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인정하여 과잉 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실

질 조세법률주의에 반되는 동시에 합리 이유 없이 명의수탁자의 재

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3) 증여세는 명의신탁자 아닌 명의수탁자에게 부과되는 것인데, 실질

인 권리 내지 이익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권리의 외양만을 취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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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증여세를 부담할 수 있는 담세능력이 없는 경우도 많을 것인데, 이러

한 담세능력의 유무를 고려하지도 아니하고 비교 고율의 증여세를 부과

하는 것은 조세가 담세능력 내지 경제 부능력에 따라 배분되어야 한다

는 조세평등주의에도 배되며, 과세 청에게 지나친 우월 지 를 부여

하는 것으로 획일주의가 지나쳐 과잉 지의 원칙에도 배된다.

나. 조세입법에서 요청되는 헌법 내용

(1) 우리 헌법은 자유민주 기본질서의 바탕 에서 제23조 제1항에서

재산권의 보장을 규정하여 사유재산제도를 보장함과 동시에 국민의 구체

재산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한편 제119조 제1항에서 개인과 기업의 경

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 하는 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자본주의 시장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여 국민에게 자유스러운 경제활동을

보장해 주는 반면, 헌법 제23조 제2항에서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37조 제2항에서 일반 법률유보로서 국가안

보장․질서유지 는 공공복리를 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재산권도 제한할 수 있으나, 그 본

질 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제한하는 경우에

도 비례의 원칙 등에 따라 그 제한은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헌재

1997. 6. 26. 93헌바49등(병합), 례집 9-1, 611, 622).

(2)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의 국가재정은 국민의 조세로 이루어

지는 것이므로 헌법 제38조는 국민의 납세의 의무를 규정하는 한편 그 경

우에도 국민의 재산권 보장과 경제활동에 있어서의 법 안정성을 하여

제59조에서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조세법률주

의를 선언하고 있는바, 오늘날의 법치주의는 실질 법치주의를 의미하므

로 헌법상의 조세법률주의도 과세요건이 형식 의미의 법률로 명확히 정

해질 것을 요구할 뿐 아니라, 조세법의 목 이나 내용이 기본권 보장의 헌

법이념과 이를 뒷받침하는 헌법상의 제원칙에 합치되어야 하고, 나아가 조

세법률은 조세평등주의에 입각하여 헌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평등의 원칙

에도 어 남이 없어야 한다(헌재 1992. 2. 25. 90헌가69둥(병합), 례집 4,

114, 121 ; 1997. 6. 26. 93헌바49등(병합), 례집 9-1, 611, 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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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증여추정조항의 헌 여부

(1) 증여추정조항과 비례의 원칙

먼 헌법재 소는 증여추정조항이 다음과 같이 이유로 비례의 원칙에

배되지 않는다고 단하 다.

(가) 목 의 정당성

1) 심 상조항들의 입법배경 입법취지

명의신탁재산에 한 증여세 과세제도는 내 으로는 소유권의 변동이

없지만 외 으로는 형식 인 소유권을 취득하는 명의신탁에 하여, 조

세의 기본이념인 실질과세원칙(국세기본법 제14조)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외 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려는 것으로,

제3자 명의로 재산을 신탁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회피하는 행 를 차단하여

조세공평의 이념을 실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증여세는 부의 무상이 에 하여 과세하는 세 인데, 이를 회피하기

해 특수 계자간에 가 는 고가로 양도의 형식을 빌어 이 하게 되면

과세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양도자에게는 소득세 부당행 계산 부

인규정을 용하고 취득자에게는 시가와 가 차액 상당액에 하여는 증

여의 범 에 포함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다.16)

16) ‘부당행 계산부인’이란 납세자가 정상 인 경제인의 합리 인 거래형식에 의하

지 아니하고 우회행 , 다단계행 그 밖의 이상한 거래형식을 취함으로써 통상

의 합리 인 거래형식을 취할 때 생기는 조세의 부담을 경감 내지 배제시키는 행

계산을 조세법 으로 부인하여 과세상 시정하는 것을 말한다.

우선 법인세법 제52조는 “정부는…행 는 계산이…그 법인의 소득에 한 조

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

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부당행 계산의 유형으로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은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는 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

상각한 경우”(제1호), “무수익자산을 매입 는 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제2호), “자산을 무상 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는 물출자한 경우(제3호) 등을 규정하고 있다. 를 들면, 제조업을 하는

부(父)인 갑이 매업을 하는 그의 자(子)인 을에게 시가 1,000원인 제품을

600원에 매한 경우, 과세 청은 부당행 계산부인규정을 갑에게 용하여 매출

액을 시가인 1,000원으로 산정함으로써, 400원 상당의 소득 액 감소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소득세법 제41조(부당행 계산) 제1항에 의거하여 “부동산임 소득·사

업소득․일시재산소득․기타소득 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 는 계산

이 그 거주자와 특수 계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한 조세의 부

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과세 청은 “그 거주자의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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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과세체계를 회피하기 해 재산을 제3자 명의로 신탁하 다면

신탁이 은 히 이루어지는 을 감안할 때 과세 청에서 이를 찾아내어

정 세 을 과세하기가 어렵고, 명의신탁에 의해 과세를 회피한 자만 이득

을 보고 선량하게 경제행 를 한 자는 상 으로 손해를 본다는 인식이

팽배해지면 명의신탁에 의한 조세회피가 만연하여 조세체계가 와해될 가능

성이 있다.

특히 특수 계자를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해 세법내에서는 특수

계자의 범 를 구체 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제3자 명의로 신탁하는 방

법으로 특수 계자의 범 를 벗어난다면 과세의 실효성이 히 하되

고, 주주 주식양도차익, 부당행 계산부인 는 고액재산가에 한 부의

무상이 에 해 과세를 강화하려는 정부의 정책 수행이 곤란해지며, 아무

리 강한 과세장치가 있어도 명의신탁을 이용하면 과세받을 사람이 없을 것

이며 명의신탁을 이용하지 못한 선량한 사람만 과세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증여는 외견상 명백한 증여행 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는 오히려

외 이고, 일단 소득분산과정을 거친 후에 그 분산된 소득을 자녀들에게

이 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부분이다. 이같은 소득분산은 궁극

으로 증여세를 부담하게 된다 하더라도, 증여재산 체의 악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이로 인하여 조세부과권의 제척기간의 경과에 의한 조세부

담의 회피도 가능하다) 분산 그 자체로서도 진세율의 용을 피할 수 있

어, 소득세, 재산세 등의 각종 부담을 경감시킨다. 이러한 소득분산을 하

여 형 으로 이용되는 것이 명의신탁제도이다. 명의신탁제도는 외견상으

로는 명의수탁자가 완 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가장하여 주는 효

과를 가지는 동시에, 내부 으로는 명의수탁자에게 아무런 권한행사를 인

정하지 아니하고 오직 명의신탁자만의 권리를, 그것도 이를 박탈당할 가능

는 계산에 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 액을 계산할 수 있다”.

그리고 부당행 계산의 유형으로는 자산의 고가매입과 가양도, 자산 용역의

무상 는 율의 제공 내지 고율이용 등이 있다(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를 들면, 부(父)가 시가 1억 원에 상당하는 재산을 그의 자(子)에게 5천만 원에

양도한 경우, 과세 청은 부당행 계산부인규정을 용하여 양도가액을 시가인 1억

원으로 산정하여 5천만 원 상당의 양도소득 액의 감소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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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없이 안 하게 인정하여 주기 때문이다.

이러한 을 이용하여 실질 으로 이러한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자신의

명의로 이 하지 아니한 채로 이를 직 보유하는 경우에는 이 재산을

실 으로 사용수익하면서도 증여세의 부담을 피할 수 있고, 나아가 이 재

산을 자신의 명의로 이 하는 경우에도 외견상 제3자로부터 양도받은 것으

로 등기등록을 할 것이므로 양도소득세만이 문제가 될 것이다. 한 이를

자신의 명의로 이 하지 아니한 채, 명의수탁자에게서 제3자의 명의로 직

이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명의를 등기, 등록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증여세 과세원인 사실을 악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심 상조항들은 실질소유자의 명의를 장하는 행 가 경험

칙상 조세회피 가능성이 높은 과 이러한 조세회피가 성공할 경우 비

록 성공까지는 연결되지 못하더라도 이를 발견하기 하여 막 한 징세비

용이 들게 된다는 을 고려하여 입법화된 것이다.

심 상조항들은 명의신탁제도가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

가 허다하기 때문에 이를 효과 으로 방지하기 하여 조세법상의 원칙

인 실질과세의 원칙을 희생시키면서 명의신탁을 이용한 조세회피 내지 조

세포탈을 원천 으로 쇄하고자 하는 입법목 을 추구하고 있다.

증여는 통상 부자지간 등 친 한 계에 있는 자간에 은 하고 묵시 으

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증여의 당사자들이 담합하여 증여사실을 은폐하려고

하는 경우에 이를 일일이 포착하기 어렵다. 이러한 실에서 증여의 은폐

수단으로 명의신탁을 이용하는 경우, 당사자들은 일단 가장된 법률 계를

취하 다가 그것이 과세 청에 포착되면 세 을 납부하고 조세 시효기간

에 포착되지 않으면 조세를 포탈하려는 유혹에 빠지게 된다. 이러한

상을 과세 청의 제한된 인원과 능력으로 일일이 포착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헌재 1989. 7. 21. 89헌마38, 례집 1, 131, 143 ; 1998. 4. 30.

96헌바87등, 례집 10-1, 410, 420).

결국 심 상조항들의 입법목 은 그 실질이 증여임에도 조세를 회피

하기 하여 명의신탁에 의한 신탁재산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진 종합소득세의 감경 등 소득세나 법인세 등의 회피수단으로

명의신탁이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어서, 이는 법 제43조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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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본문에 명시된 것처럼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실질과세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조세평등의 원칙을 실 하기 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2) 목 정당성의 존재

이에 따라 헌법재 소는 심 상조항들의 목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다

음과 같이 시하 다.

“명의신탁은 실정법상의 근거 없이 례에 의하여 형성되고 발 된 제도

로서 외 으로는 재산의 소유권을 타인 명의로 이 하되 내부 으로는

실제의 권리자가 여 히 소유권을 보유하기로 약정하는 법률 계이다. 주

식 등의 재산을 증여하면서 명의신탁을 이용하여 이를 은폐하면 과세 청

에서 제한된 인원과 능력으로 이를 찾아내어 증여세를 부과하기가 어렵다.

증여는 통상 부자지간 등 긴 한 계에 있는 자간에 은 하고 묵시 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들이 담합하여 증여를 은폐할 경우에는 더욱 그 포착이 어

렵다. 그러므로 명의신탁이 증여세의 회피수단으로 리 이용될 우려가 존

재한다. 더구나 수인의 명의로 분산까지 할 경우에는 진세율의 용도

피할 수 있어 조세 부담이 경감된다. 이러한 상을 방치하면 교활한 자는

이득을 보고 정직한 자는 손해를 보게 되는데 이것이 만연할 경우 조세체

계가 와해될 가능성이 있다. 당사자들은 일단 명의신탁 계를 내세웠다가

조세시효가 완성되기 에 그것이 증여임이 과세 청에 포착되면 증여세를

납부하고 그것이 포착되지 않은 채 조세시효가 완성되면 구 으로 증여

세를 면탈하려는 유혹에 빠지게 되기가 쉽기 때문이다. 실제로도 명의신탁

이 증여세의 부담 자체를 회피하거나 증여세의 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사례가 허다하리라는 을 능히 수 할 수 있다. 심 상조항들

(이곳에서는 조세범 확장조항을 제외하는 의미로 사용한다)은 이처럼 명

의신탁을 내세워 증여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여 조세정의와 조세평등을

철하고 실질과세의 원칙이 형식에 흐르지 않고 진정한 실질과세가 이루

어지도록 이를 보완하려는 목 을 가진 것이다. 심 상조항들의 이러한

입법목 은 그 정당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수단의 합성

이어서 헌법재 소는 “증여세회피의 목 을 가진 명의신탁에 하여 증

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증여세의 회피를 방지하고자 하는 증여추정조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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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을 달성하는 데 합한 수단이 되는 것은 분명하다.”고 시하 다.

(다) 피해의 최소성

다음으로 헌법재 소는 명의신탁을 이용한 조세회피행 를 방지하는 데

있어서 증여세를 부과하는 방법보다 납세의무자의 피해를 더 게 하는 다

른 체수단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다음과 같이 살펴본 후, 증여세를 회피

하는 명의신탁의 제재방법으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다른 체수단보다

납세의무자에게 더 많은 피해를 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최소침해의 원칙

에 어 나지 않는다고 시하 다.

“우선 생각할 수 있는 체수단은 명의신탁을 아 지하면서 그 사법

효력을 부인하고 반자에 하여 형사처벌을 가하는 방법이다. 실제로

부동산실권리자명의에 한법률(1995. 3. 30. 법률 제4944호로 제정되고

2002. 3. 30. 법률 제6683호로 개정된 것)은 부동산에 한 명의신탁약정을

지하고(제3조), 명의신탁약정은 이를 무효로 하며(제4조 제1항),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물권변동은 무효이고(제4조 제2항), 이를 반한 명

의신탁자에 하여는 당해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0의 범 안에서 과징

을 부과하고(제5조 제1항), 과징 을 부과받은 명의신탁자가 지체없이 자신

의 명의로 등기를 하지 않으면 이행강제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20, 제

6조)이 부과되며, 명의신탁 지규정을 반한 명의신탁자와 수탁자를 형벌

(신탁자는 제7조 제1항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는 2억 원 이하의 벌 ;

수탁자는 제7조 제2항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는 1억 원 이하의 벌 )

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방법은 증여세 회피목 의 유무에

계 없이 명의신탁약정을 실체법상 무효로 하는 것인데 이 문제는 본래 사

법의 역에 속하는 것으로서 조세법의 본래 규율범 에는 포함되지 않

는 것이어서 체계상 치 않은데다가 명의신탁자와 수탁자 모두에게 징

역 는 벌 의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것이 과도한 제재가 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제재는 증여세의 부과보다 납세의무자에게 더 무거운 부담이 될

수는 있을지언정, 본질 으로 보다 가벼운 부담이 된다고는 말할 수 없다.

그밖의 다른 체수단으로는 증여세 회피목 이 있는 명의신탁에 하여

증여세 신 과징 을 부과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과징

의 액과 증여세의 액을 비교하여 그 경 을 논하는 것은 본질 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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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되지 못한다. 왜냐하면 양자 모두 그 액의 크기는 과징 의 비율

증여세의 세율을 정하는 입법의 재량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이러한 입법의

재량은 가변 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세 의 부과와 과징 의 부과 어

느 것이 본질 으로 납세의무자에게 더 무거운 부담이 되는가 하는 것인데

이는 경 을 가리기 어려운 문제이다. 최소한으로 말하여 세 이 과징 보

다 언제나 더 무거운 부담이 되는 것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

(라) 법익의 비례성

1) 명의수탁자가 받게 되는 불이익

심 상조항들이 납세의무자인 명의수탁자에게 끼치는 불이익을 살펴

본다.

① 증여세 부과에 따른 증여세 납부의 인 부담

구 상속세 증여세법 제56조 제26조에 의거하여 증여세는 100분의10

에서 100분의45의 증여세율 범 내에서 과세표 액에 따라서 차등 으

로 부과된다.17)

이에 따라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된 재산의 액에 따라서 산정된 증여

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상당한 인 부담을 지게 된다.

이 경우 증여세의 회피행 에 한 과징 으로 고율의 증여세를 부과

하는 것은 하다고 할 수 있으나, 증여세가 아닌 조세의 회피행 에

하여 고율의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하지 않고 과다하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과세 청이 발견하기 어려운 명의신탁을 이용하여 조세를 회

17) 구 상속세 증여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문개정된 후 1998. 12. 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의 것) 제26조(상속세 세율) 상속세는 제25조의 규정

에 의한 상속세의 과세표 에 다음의 세율을 용하여 계산한 액(이하 “상속세

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억 원 이하 : 과세표 의 100분의 10

1억 원 과 5억원 이하 : 1천만 원 + 1억 원을 과하는 액의 100분의 20

5억 원 과 10억원 이하 : 9천만 원 + 5억 원을 과하는 액의 100분의 30

10억 원 과 50억원 이하 : 2억 4천만 원 + 10억 원을 과하는 액의 100분의 40

50억 원 과 : 18억 4천만 원 + 50억 원을 과하는 액의 100분의 45

제55조(증여세의 과세표 과세최 한) ① 증여세의 과세표 은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제53조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액을 차감한

액으로 한다.

② 과세표 이 20만 원 미만인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56조(증여세 세율) 증여세는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 에 제26조에 규정

된 세율을 용하여 계산한 액(이하 “증여세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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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하는 행 에 해서는 보다 무거운 고율의 증여세를 부과하여 제재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이므로 과징 으로서 고율의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② 조세회피목 이 있는 경우에만 증여세 부과

심 상조항들은 권리의 이 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게 등기를 하는 경우에 즉, 명의신탁이

성립하는 경우에도 조세회피목 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납세의무자가 조세회피목 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증

여로 보아서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선 명의수탁자의 명의를 도용하는 방법 등으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

를 다르게 등기한 경우에는 애 부터 명의신탁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명의

수탁자에 한 증여세 부과가 제외된다.

다음으로 명의신탁이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납세의무자가 조세회피목

이 없다고 입증하면 증여세 부과를 면제받게 되므로, 명의신탁시 조세회

피목 이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증여세를 납부하게 된다.

③ 명의수탁자의 증여세 납부의무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신탁한 재산에 하여 조세회피목

이 인정된 경우 심 상조항들에 의거하여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가 부과

된다.

그런데 명의신탁은 신탁자와 수탁자간의 약정을 기 로 성립되므로, 수

탁자는 신탁자에게 명의를 빌려 행 에 하여 책임을 지는데, 이에

한 제재로서 증여세를 부과한다.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와 합의하여 명

의신탁 약정을 하 기 때문에 명의신탁자의 조세회피행 에 직․간 으

로 동조한 셈이 되므로 증여세를 납부할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할 것

이다.

그러나 명의수탁자는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지 않으면 증여세를 부과당

하는 책임을 면하게 된다.18)

18) 명의가 도용된 경우에는 그 명의자에게 제재를 가한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러한 자에 한 구제는 정당하다고 할 수 있으나, 명의차용에 합의가 있는 경

우 이러한 합의는 조세법률 계의 투명화를 해친 행 로서 납세 력의무이행을

하지 아니하 다고 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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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특히 명의신탁행 가 과세당국에 포착되기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하

면 신탁법상의 신탁임을 공시하는 납세자에 비하여 명의신탁행 를 한 납

세자는 공시가 행해지지 않기 때문에 납세 력의무의 이행 정도가 크게 뒤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명의신탁의 경우에는 납세 력의무의 불

이행이라는 에서 신탁법상의 신탁에 비하여 과 한 제재가 요청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 다면 명의신탁증여추정규정이 납세 력의무 불이행자인

명의신탁자 내지 명의수탁자에 하여 증여세의 형식으로 과징 을 부과하

여 제재하는 것은 결코 지나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⑤ 명의신탁자의 제한 인 연 납부 의무

다른 한편, 구 상속세 증여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3항19)은 명의신탁재산에 한 증여의제의 경우 납세의무자는

1차 으로 수증자인 명의수탁자로 규정하 고, 명의수탁자가 증여세를 납

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외 인 경우에는 증여자인 명의신탁자가 2

차 으로 증여세를 연 하여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20)

⑥ 소결론

명의신탁을 이용한 조세회피행 에 하여 고율의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상당한 인 부담을 명의수탁자에게 지운다고 할 것이지만, 조세

회피목 이 있는 경우에만 증여세를 부과하고, 명의수탁자는 자신의 명의

를 빌려주어 명의신탁자와 명의신탁약정을 하 기 때문에 조세회피행 에

책임을 질 수 밖에 없으며, 명의신탁을 이용한 조세회피행 에 해서는

19) 제4조(증여세 납세의무)

③ 증여자는 수증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

여세에 하여 연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다만, 제35조 내지 제37조, 제39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비거주자이거나 주소 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

보가 곤란한 경우

2.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

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20) 한편, 2002. 12. 18. 개정된 구 상속세 증여세법 제4조 제4항과 2003. 12. 30. 개

정된 행 상속세 증여세법 제4조 제5항은 명의신탁자에게 1차 연 납세의무

를 지우고 명의수탁자에게 2차 납세의무를 지우도록 개정하여, 상 인 경제

인 약자의 치에 있는 명의수탁자의 납세부담을 덜어 주고 있으나, 명의수탁

자도 명의수탁자와 당사자 약정에 의해 명의신탁을 해주었으므로 원천 으로 그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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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거운 제재를 가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심 상조항들이 명의수

탁자에게 부과하는 불이익은 그리 크지 않다고 할 것이다.

2) 입법목 의 달성으로 얻게 되는 공익

의 목 정당성 심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심 상조항들은 명의신탁

제도가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허다하기 때문에 이를 효과

으로 방지하기 하여 조세법상의 원칙인 실질과세의 원칙을 희생시키

면서 명의신탁을 이용한 조세회피 내지 조세포탈을 원천 으로 쇄하고자

하는 입법목 을 추구하고 있다.

심 상조항들에 의거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그 실질이 증여임

에도 명의신탁을 이용하여 은폐된 증여의 형식으로 증여세를 회피하는 것

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진 종합소득세의 감경 등 소득세나 법인세 등

의 회피수단으로 명의신탁이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그 다면 심 상조항들이 명의신탁을 이용하여 조세를 회피하는 행

를 방지함으로써 조세정의와 조세공평성을 실 하고자 하는 입법목 을 달

성하여 얻게 되는 공익은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헌법재 소는 와 같은 사익과 공익을 비교형량한 후 “심 상조항들

은 사익에 비하여 하게 다 한 공익의 우선 추구를 도모하고 있으므

로 법익비례의 원칙에도 배되지 않는다”고 다음과 같이 시하 다.

“명의신탁을 이용한 증여세 회피행 에 하여 고율의 증여세를 명의수

탁자에게 부과하는 것은 그에게 상당한 부담이 되지만 이것은 증여

세회피의 목 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는 것인데 명의수탁자는 자신의 명

의를 빌려 으로써 증여세회피를 가능하게 한 사람이므로 어느 정도 그에

한 책임을 질 수 밖에 없다. 더구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 이 있다

고 하는 것은 추정에 불과하므로 그러한 목 이 없음을 반증하면 증여의

추정을 받지 않게 되어 명의수탁자가 증여세를 부담하는 불이익을 입지 않

게 된다. 이러한 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증여세 부과를 통하여 명의수탁

자가 입는 불이익은 크게 부당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에 반하여 명

의신탁에 한 증여세의 부과는 명의신탁이 증여의 은폐수단으로 이용되거

나 증여세의 진부담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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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으로 기여함으로써 조세정의와 조세공평이라는 공익을 실 하는 요

한 역할을 수행한다.”

(2) 증여추정조항이 평등원칙 등에 배되는지 여부

이어서 헌법재 소는 증여추정조항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헌법상 평등

원칙 등에 배되지 않는다고 단하 다.

(가) “증여를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어 날 수 있다. 그러나 증여를 은폐하는 수단으로 명의신탁을 이

용한 경우에 이를 제재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조세회피의 목 이 인정되는

제한 인 범 내에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조세

정의와 조세의 공평을 실 하기 한 한 방법으로서 그 합리성이 인정

되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한 외로서 이를 허용할 수 있는 것이고 이

는 헌법에 반되지 않는다(헌재 1989. 7. 21. 89헌마38, 례집 1, 131,

142-143).”

(나) “유 기간 내에 실명으로 환하지 않거나 이 법 시행일 이후 실질

소유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명의수탁자에게 조세

회피의 목 이 있었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일률 으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조세평등주의 는 실질 조세법률주의에 반된다고 청구인은 주장

한다. 그러나 구법 제43조 제2항, 즉 회피목 추정조항은 조세회피의 목

을 추정하는 규정일 뿐이므로 추정이 번복되면 조세회피의 목 은 인정되

지 않게 되고 그 결과 증여추정조항 즉 구법 제43조 제1항 본문은 용되

지 않는다. 따라서 조세회피목 이 없는 경우에도 이 규정이 용됨을

제로 한 주장은 이유가 없다.”

(다) “증여세 회피의 목 으로 명의신탁을 한 재산의 실제 소유자를 제

재하지 않고 명의수탁자를 제재하는 것, 본인이 모르는 사이에 명의

를 도용당하거나 증여세의 회피를 공모할 의사가 없었던 명의수탁자

에게까지 일률 으로 높은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 명의신탁의 경 나 유형,

그에 내재된 반사회성의 정도 등을 참작하지 않고 일률 인 제재를 가하는

것 등은 조세평등의 원칙과 실질과세의 원칙에 어 난다고 청구인은 주장

한다. 그러나 명의를 도용당한 경우는 명의신탁이 아니므로 증여추정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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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용되지 아니하고, 증여세 회피의 목 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추

정의 번복) 역시 증여추정조항이 용되지 아니한다. 한 명의신탁에 동

조함으로써 명의신탁자의 증여세 회피행 를 가능하게 한 명의수탁자의 책

임을 고려할 때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두 사람 구에게 일차 인

납세의무를 부과할 것인지의 문제는 입법의 재량에 속한다. 명의신탁에 이

르게 된 경 나 유형, 그에 내재된 반사회성의 정도 등을 참작할 것인지

여부 그 참작의 방법이나 정도 등도 역시 입법의 재량에 속한다. 따라

서 이와 다른 제에 서 있는 주장들은 모두 이유 없다. 한 명의수탁

자가 명의신탁에 동조하여 명의신탁자의 증여세회피를 가능하게 하 다 하

더라도 그 책임은 방조 정도에 불과하여 그 게 크다고는 할 수 없는데도

이를 일반 수증자의 납세책임과 동일하게 평가하여 동일한 세율의 증여세

를 부과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어 난다고 청구인은 주장한다.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그 게 하지 않으면 증여세의 회피기도를 효과 으로

차단할 수 없다는 합리 인 이유가 있으므로 그러한 취 은 평등의 원칙에

어 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3) 증여추정조항이 죄형법정주의 무죄추정의 원칙 등에 반되는

지 여부

헌법재 소는 증여추정조항은 죄형법정주의 무죄추정의 원칙 등에도

배되지 아니한다고 다음과 같이 단하 다.

“세 은 형벌과 마찬가지인데 심 상조항이 법률의 규정 없이 세 을

부과함으로써 죄형법정주의를 반하고 국민이 국가의 주인으로 우받을

권리를 침해하며 명의신탁을 증여로 추정함에 따라 무죄추정을 받을 권리

를 침해하므로 이 조항들은 헌이라고 청구인은 주장한다. 그러나 심

상조항들에 의하여 부과되는 증여세는 비록 과징 의 성격을 갖는 면이

있다고는 하지만 어디까지나 법률이 규정하는 세 의 하나일 뿐이므로 이

를 형법상의 벌 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고 따라서 이에 하여는 헌법상

의 죄형법정주의나 무죄추정의 원칙이 용될 수 없어 주장은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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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조세범 확장조항의 헌 여부

헌법재 소는 다음과 같이 조세범 확장조항이 헌법에 반되지 않는다

고 단하 다.

(1) 명의신탁을 통한 조세회피방법의 내용

(가) 조세회피행 를 살펴보면, 우선 자신의 이름으로 증여세, 소득세, 재

산세, 법인세 등의 신고를 락하거나 감소시키는 것을 통하여 조세를 직

으로 회피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자신의 이름이 아닌 타인의 이름으로 즉, 신탁의 형식으로 조

세를 회피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컨 소득세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과세 상을 직 으로 락시키는 것이 아니라, 제삼자의 이름으로 소득

원천을 분산시킴으로써 소득세가 진 으로 부과되는 것을 탈피하여 간

으로 그리고 결과 으로 소득세 과를 회피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고

액 소득자가 재산을 소득자에게 신탁함으로써 진세율로 인한 추가 세

부담을 회피하거나, 한 사람의 재산을 수인에게 신탁함으로써 소득분할에

의하여 진세율의 용을 회피할 수 있다.

신탁의 경우에는 형식 인 권리자와 실질 인 권리자가 분리되는데, 이

러한 신탁은 신탁법상의 신탁과 명의신탁으로 나 수 있다. 신탁법상의

신탁의 경우는 탈법을 목 으로 하는 신탁은 지되어 있으나, 명의신탁은

례상으로 허용되고 있다. 형식 귀속권자와 그 실질 권리자가 분리

된다는 에서는 신탁법상의 신탁과 명의신탁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음

에도 불구하고, 신탁법상의 신탁에는 공시가 요구됨에 반하여 명의신탁의

경우에는 이러한 공시가 요구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명의신탁된 재산에

하여 과세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실질 권리자를 과세 청이 발견하기란

매우 어렵다.

(나) 명의신탁을 통한 조세회피 사례의 구체 내용

1) 한 납세자가 100억 원의 재산을 실질상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분산하여 50억 원은 친족 등 제삼자들의 명의로(50억 원을 여러 사람의 명

의로 분산시킬 수도 있다), 50억 원은 자신의 명의로 하고 있는 경우, 소득

세에는 진세율이 용되므로, 재산이 100억 원인 경우에 발생하는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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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에 한 소득세가 재산이 각 50억 원인 경우에 발생하는 재산소득에

해서 산출된 각 소득세액 합계보다 많아지므로, 재산을 분산하는 경우

체 으로 소득세부담이 어 들게 된다.

한 재산이 토지라면 행 종합토지세의 경우에는 원칙 으로 종합

합산하여 진세율을 용(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2항 제234조의16)하

도록 하고 있으므로 재산을 분산시킨 경우 재산세인 지방세의 부담도 일

수 있다. 그리고 토지의 양도시에도 명의자가 각종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컨 8년 이상의 자경농지 등)에는 양도소득세의 부담도 벗어날 수

있다.

그 후에 납세자의 와 같은 재산이 변화됨이 없이 상속되는 경우에는

자신의 명의로 된 50억 원의 재산에 하여서만 상속세신고를 하게 될 것

이고 과세 청으로서도 나머지 50억 원에 한 재산을 악하기가 곤란할

것이어서 납세자로서는 50억 원에 상당하는 상속세부담만 지게 되므로

상속세 부담이 경감된다.

그리고 명의수탁자인 친족 등 제삼자가 사망하여 명의신탁된 50억 원의

재산에 한 과세도 언젠가는 행하여 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 명의수탁자

인 친족 등 제삼자의 상속재산이 미미한 경우에는 상속세의 진세율 구

조에 의하여 양자(兩 )의 상속으로 인한 체 상속세 부담을 고려하더라

도, 조세부담은 명의신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와 비교하여 어들게

된다.

2) 와 같은 결과는 상속이 아닌 생 증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부가 자녀에게 실제로 100억 원을 증여하면서도 이 50억 원만을 자녀의

이름으로 명의개서 는 등기를 하고, 나머지 50억 원은 제3자에게 명의신

탁하여(내부상으로는 이 재산이 자신의 자녀에게 이 되어 명의신탁자의

지 는 자신의 자녀가 보유하는 것으로 하여 두면서도, 외견상으로는 자녀

에게 증여된 사실은 물론이고 나아가 명의신탁이라는 사실조차도 숨기고,

등기부상 양도한 것처럼 가장함이 보통임) 두고, 자녀에게는 이 재산에

한 소유권을 이 한다는 내용의 증여계약을 체결하여 두게 되면, 명의

신탁된 50억 원에 하여는 에서 본 바와 같이 소득분할에 의한 재산세,

소득세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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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헌법재 소는 명의신탁이 증여세 이외의 조세의 회피방법으로 이용

될 수 있는 구체 인 사례들을 다음과 같이 열거하 다.

① 국세징수법 제86조(1996. 12. 30. 법률 제5190호로 개정된 것)는 납세

자에게 고지된 국세가 체납된 때로서 납세자에게 재산이 없다고 명된 때

(동 시행령 제83조 제1항 제1호)에는 결손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명의

신탁에 의하여 재산이 없는 상태를 허 로 작출하고 결손처분을 받아 조세

의 납부를 면탈할 수 있다.

② 명의신탁을 이용하여 주식을 미리 상속인에게 이 하여 상속세를 회

피할 수 있다.

③ 명의신탁을 이용하여 주식의 소유를 분산함으로써 주식배당소득에

한 합산과세를 회피하여 진 소득세 부담을 회피할 수 있다.

④ 구 소득세법 제94조(1995. 12. 29. 법률 제5108호로 개정된 후 1998.

12. 28. 법률 제5580호로 개정되기 의 것)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1996. 12. 31. 통령령 제15191호로 개정된 후 1998. 12. 31. 통령

령 제15969호로 개정되기 의 것)은 자산총액 토지, 건물 부동산에

한 권리의 가액 합계액이 50%인 법인과 주식 등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인 법인에 하여 과 주주가 당해법인의 주식을 50% 이

상 양도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하여 진 양도소득세율

30% 내지 50%를 용하여 소득세를 납부하여야하는데 명의신탁을 통하여

과 주주의 지 를 벗어나면 진 소득세부담을 경감, 회피할 수 있다.

⑤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된 것)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 제1항(1997. 10. 1. 통령령 제15489호로 개정된

것)에 의하면 비상장법인의 주식 는 지분을 취득하여 과 주주(51% 이

상)가 된 경우 당해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과

주주는 당해법인이 소유하는 취득세 과세 상 물건 가액에 주식소유비율에

따라서 곱하여 산정한 취득세를 취득한 주식에 하여 납부하여야 하는데

명의신탁을 통하여 과 주주가 되는 것을 방지하면 과 주주가 주식취득에

하여 부담할 취득세를 회피할 수 있다.

⑥ 정상거래를 가장한 부의 이 을 방지하기 해 세법에서는 특수 계

자의 범 를 규정하고 있는데 명의신탁을 이용하여 특수 계자가 되는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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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벗어나게 되면 상속세 증여세법상 특수 계자에게 용되는 각종 조

세회피방지규정들, 컨 가양도 고가양수, 부동산무상사용, 무상

부, 합병, 증자 감자, 환사채 발행 등을 통한 이익에 해서 증여

세를 부과하는 규정들을 회피하여 상속세와 증여세를 회피할 수 있으며,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등에 존재하는 특수 계자에게 용되는

조세회피방지규정을 회피하여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을 회피할 수

있다.

⑦ 국세기본법 제39조(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것)에 의하

면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 ․체납처분비에 충당

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액에 하여 당해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과 주주가 부족액에 지분율을 곱하여

산출한 액에 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도록 되어 있는데 명의신탁을 통

하여 제2차납세의무자가 되지 않도록 하거나 지분율을 여 조세를 회피

는 경감할 수 있다.

(2) 조세범 확장조항이 헌법에 반되는지 여부

이어서 헌법재 소 다수의견은 조세범 확장조항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헌법에 반되지 않는다고 단하 다.

“명의신탁에 의한 조세의 회피는 증여세에 한정된 것이 아니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상속세,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취득세 등 각종의 국세

와 지방세 그리고 세에 하여도 가능하다. 증여세의 경우에는 증여가

아닌 명의신탁임을 내세워 이를 회피하고, 증여세 이외의 경우에는 명의신

탁이 아닌 진정한 양도임을 가장하여 이를 회피하는 것이 다를 뿐이다. 마

치 두 얼굴을 가진 가면과 같다. 증여세 이외의 다른 조세에 하여도 명

의신탁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고 그 회피행 를 제재하여

야 할 필요성은 증여세의 경우와 조 도 다를 바 없다. 그러므로 증여세

이외의 다른 조세를 명의신탁에 의하여 회피하는 행 를 제재하기 하여

그러한 명의신탁에 하여 조세회피의 목 을 추정하고, 일정한 외하에,

이를 증여로 추정할 수 있도록 조세범 를 확장하는 조항은, 증여세회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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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 하여 앞에서 이미 본 바와 동일한 이유로, 그 입법목 이 정당하

고 그 수단이 입법목 의 달성에 합하며 최소침해의 원칙에 어 나지 아

니하고 법익간의 비례가 유지되어 재산권에 한 과도한 침해라고 할 수

없고 나아가 평등의 원칙에도 어 나지 않는다고 단되므로 이는 헌법에

반되지 않는다.”

(3) 조세범 확장조항이 체계정당성에 반되는지 여부

끝으로 헌법재 소 다수의견은 증여추정조항들이 명의신탁을 이용하여

증여세를 회피하려는 목 이 인정되는 경우에 증여추정을 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조세범 확장조항을 통하여 증여세가 아닌 다른 조세를 회피

하려는 목 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회피하려는 조세와는 세목과 세율이

다른,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증여추정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의 증

여세가 비록 과징 의 성격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체계정당성의 원칙

에 배되는 외 을 보이기 때문에 조세범 확장조항이 체계정당성에 반

되는지 여부를 단하 다.

(가) 체계정당성의 원리

우선 헌법재 소는 체계정당성의 원리를 다음과 같이 시하 다.

“ ‘체계정당성’(Systemgerechtigkeit)의 원리라는 것은 동일 규범 내에서

는 상이한 규범간에 (수평 계이건 수직 계이건) 그 규범의 구

조나 내용 는 규범의 근거가 되는 원칙면에서 상호 배치되거나 모순되어

서는 안된다는 하나의 헌법 요청(Verfassungspostulat)이다. 즉 이는 규

범 상호간의 구조와 내용 등이 모순됨이 없이 체계와 균형을 유지하도록

입법자를 기속하는 헌법 원리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규범 상호간의 체

계정당성을 요구하는 이유는 입법자의 자의를 지하여 규범의 명확성,

측가능성 규범에 한 신뢰와 법 안정성을 확보하기 한 것이고 이

는 국가공권력에 한 통제와 이를 통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장을 이

념으로 하는 법치주의원리로부터 도출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 으로 일정한 공권력작용이 체계정당성에 반한다고 해서 곧 헌이

되는 것은 아니다. 즉 체계정당성 반(Systemwidrigkeit) 자체가 바로

헌이 되는 것은 아니고 이는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원칙 반 내지 입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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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지 반 등의 헌성을 시사하는 하나의 징후일 뿐이다. 그러므로 체

계정당성 반은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원칙 반 내지 입법자의 자의 지

반 등 일정한 헌성을 시사하기는 하지만 아직 헌은 아니고, 그것이

헌이 되기 해서는 결과 으로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 등 일정한

헌법의 규정이나 원칙을 반하여야 한다. 한 입법의 체계정당성 반과

련하여 그러한 반을 허용할 공익 인 사유가 존재한다면 그 반은 정

당화될 수 있고 따라서 입법상의 자의 지원칙을 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체계정당성의 반을 정당화할 합리 인 사유의 존재에 하

여는 입법의 재량이 인정되어야 한다. 다양한 입법의 수단 가운데서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것은 원래 입법의 재량에 속하기 때문이다. 그러

므로 이러한 에 한 입법의 재량이 히 한계를 일탈한 것이 아닌 한

헌의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나) 조세범 확장조항의 경우

다음으로 헌법재 소는 조세범 확장조항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헌법상

체계정당성의 원리에 배되지 않는다고 단하 다.

“이 사건에서 보면 증여세 이외의 조세를 회피할 목 이 인정되는 경우

에 명의신탁을 증여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입법수단을 입법자가

선택한 것은 이미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이를 제재하

기 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 이 정당하고 그 수단이 조세회피행 의 방지

라는 입법목 을 달성하는데 합하고 나아가 증여세 이외의 조세를 회피

하고자 하는 명의신탁에 한 제재방법으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형벌

이나 과징 을 과하는 등의 다른 체수단에 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더 많

은 피해를 다고 볼 수도 없고 명의수탁자가 입게 되는 재산상의 불이익

보다 이로써 달성되는 공익이 히 크다고 단된다. 그 다면 조세범

확장조항을 통하여, 증여세가 아닌 다른 조세를 회피하려는 목 이 명의신

탁에 인정되는 경우에도 명의신탁을 증여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한 입법의 선택에는 합리 인 이유가 존재하고 여기에 입법재량의 한계를

히 일탈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체계부정합으로 인한

헌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8. 4. 30. 선고 96헌바

87, 97헌바5․29결정 법원 1996. 4. 12. 선고 95 13555 결, 199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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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선고 95 11573 결, 1996. 5. 10. 선고 95 10068 결, 1999. 7. 23. 선

고 99두2192 결, 1999. 12. 24. 선고 98두13133 결 참조).”

마. 재 김 일, 재 김경일, 재 송인 , 재 주선회

의 소수의견

이에 반하여 재 김 일, 재 김경일, 재 송인 , 재 주선

회는 심 상조항들이 증여세가 아닌 다른 조세의 회피목 이 있다고 인

정되는 경우에 명의신탁재산에 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헌법에

반된다고 단하 다.

(1) 심 상조항들이 비례의 원칙에 배

우선 소수의견은 심 상조항들이 증여세가 아닌 다른 조세의 회피목

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명의신탁재산에 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심 상조항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비례의 원칙에 배된다고 단하

다.

(가) “먼 심 상조항들이 명의신탁을 이용한 각종 조세의 회피를 방

지하여 조세평등과 조세정의를 달성하고자 하는 입법목 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한다고 여겨지므로,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은 다수의견과 같다.”

(나) “그러나 명의신탁재산에 하여 증여추정을 한 규정의 취지는 그

실질이 증여임에도 조세회피의 목 으로 명의신탁에 의한 재산으로 거짓

주장하는 것을 방지하기 해서 명의신탁이라는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

체 계를 시하여 증여로 추정한다는데 주안 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

라서 증여세의 부과 상은 명의신탁으로 은폐된 증여에 한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처음부터 조세회피를 의도하지 아니하거나, 는 조세회피의

목 을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사실상 명의를 빌려 명의수탁자에 하여

명의수탁자의 극 인 입증을 통하여 과세 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길이

열려있기는 하나, 법 제43조 제1항 본문 법 제43조 제2항 후단규정에

의거 이 의 추정규정을 둔 탓에 실제에 있어서는 일률 으로 조세회피의

목 이 인정되는 것으로 해석되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아무런 재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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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는 셈이 되는바, 이는 증여세의

본질에 반할 뿐 아니라, 그 입법목 을 달성하기 한 한 방법이라고

볼 수도 없다. 특히 증여의 실질이 없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일률 으

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세행정편의주의 인

발상이고 다른 종류의 조세의 회피행 를 제재할 의도로 심 상조항들이

증여세를 부과하는 조치는 부당한 결부로서, 국가행 형식의 남용에 해당

한다고 아니할 수 없다. 비록 명의신탁이 강제집행면탈이나, 증여세 아닌

조세의 회피 등 탈법 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규제하

기 하여 증여세를 회피할 목 이 없는 명의신탁에 해서까지, 회피하려

는 조세와는 그 세목이 다르고 세율도 가장 높은 증여세를 일률 으

로 부과하는 것은 결코 한 방법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명의신탁에 한 제재 징벌은 과징 등의 부과나 처벌

의 방법으로 하여야 할 것이지, 회피하려는 조세와 무 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을 용인해서는 안된다. 그러므로 심 상조항들이 증여세가

아닌 다른 조세를 회피하려는 목 이 인정된 경우에 회피하려는 조세와는

세목과 세율이 다른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체계정당성에도 배되

는 면이 없지 아니하고, 후술하는 바와 같이 과징 의 형태로 증여세를 부

과하는 형식을 택하는 것도 결코 합리 인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그 다면 심 상조항들이 증여세가 아닌 다른 조세의 회피목 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까지 명의신탁재산에 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그

방식에 있어서 합성원칙에 배된다.”

(다) “나아가 심 상조항들이 다수의견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어떠한

조세이든 조세회피의 목 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과징 으로서 제재의

성격을 가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라면, 그러한 입법목 을 달성하기

한 체수단으로는 명의신탁을 허용하되 조세회피목 이 있는 경우에는 굳

이 행정질서벌의 특성과는 거리가 먼 증여세를 부과할 것이 아니라, 제재

수단으로 과징 을 부과하는 내용으로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입법체계에

있어 보다 더 합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심 상조항들이 규정하고 있

는 명의신탁에 한 증여세 부과 제도를 과징 부과의 형태로 특별법에

별도로 규정하는 것이 보다 온당한 입법형식이 될 것이다. 특히 주식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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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에 하여는 명의신탁을 허용하되, 조세회피목 이 있는 명의신탁에

하여는 증여세 신 과징 을 부과하고,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

를 연 하여 납부하도록 하며, 이 경우 과징 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

에 한법률(제5조)에서 규정하는 과징 10% 내지 30%, 국세기본법(제47

조)에서 규정하는 가산세 10% 내지 30%와 마찬가지로, 10% 내지 30%의

범 내에서 명의신탁재산의 액에 따라서 차등 으로 부과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특별법 제정을 통한 10% 내지 30% 범 내의 과징

의 부과는 심 상조항들에 의하여 부과되는 10% 내지 45% 범 내의

증여세보다는 명의수탁자의 부담이 어들게 되고, 이는 곧 체수

단의 형식으로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와 연 하여 과징 을 부담함으로

써 발생하는 인 불이익이 심 상조항들의 입법수단을 통한

인 불이익보다는 더 작다고 할 것이어서, 과연 심 상조항들이 입법목

달성을 하여 납세의무자에게 부담을 덜 주는 보다 완화된 방법을 채택하

는지 강한 의구심을 불러 일으킨다. 이런 에서 보면 심 상조항들

은 앞서 지 한 바와 같이 성질상 행정 제재로서 과징 을 부과해야 할

사항을 그보다 부담이 크고 실질에도 맞지 않는 증여세를 부과하는

형식이 되어 법체계의 정당성에도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최소침해성

원칙에 배되는 면이 없지 않다.”

(라) “끝으로 심 상조항들에 의하여 입게 되는 명의수탁자의 불이익

은 조세정의와 조세공평의 실 이라는 공익에 비해 훨씬 크다고 아니할 수

없다. 구체 으로 살펴보면, 먼 증여세의 회피행 에 하여 고율의 증여

세를 부과하는 것은 납득할 수 있으나, 증여세가 아닌 다른 조세의 회피행

에 하여서까지 고율의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다하다. 왜

냐하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한법률(제5조)에서 규정하는 과징 은

10% 내지 30%에 해당되고, 국세기본법(제47조)상 가산세는 10% 내지

30%에 해당되는 데 반하여, 증여세율은 10% 내지 45%에 해당되기 때문이

다. 한 조세회피를 의도하지 아니하거나, 그러한 인식조차 없이 사실상

명의를 빌려 명의수탁자에 하여서까지 일률 으로 그 명의신탁에 조

세회피의 목 이 인정된다 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아무런 이익이 없

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부과하는 셈이 되어 명의수탁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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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는 결과가 된다. 그리고 심 상조항들에 의거하여 명의수탁자에게 증

여세를 부과하는 제도는 그 자체가 자산의 무상이 이라는 증여세의 실질

을 결하는 것으로서, 조세회피의 목 이 없었다는 것을 납세자가 극 으

로 입증할 경우 과세 상에서 제외될 수는 있으나, 앞서 살펴 본 바와 같

이 실제에 있어서는 모든 경우 조세회피의 목 이 있는 것으로 의제되는

것으로 해석되는 에 비추어 보면, 모든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결과가 되고 그 재산가액이 큰 경우에는 명의수탁자가 그 납세의

무를 도 히 감당할 수 없게 된다. 특히 명의수탁자가 장차 상속인 등이

될 수 없는 는 특수 계가 없는 자에게 명의신탁을 한 경우에는 조세회

피를 의도한 사람은 명의신탁자인데, 엉뚱하게 경제 이익을 무상취득한

바도 없는 명의수탁자가 감내하기 어려운 조세부담을 지게 되는 가혹한 결

과에 이르게 된다. 이처럼 심 상조항들이 명의신탁을 이용하여 증여세

가 아닌 다른 조세의 회피행 에 하여 지나치게 고율의 증여세를 부과하

는 것은 조세정의와 납세의 공평성을 구 하고자 하는 공익을 감안하더라

도 경우에 따라서는 막 한 인 부담을 담세능력이 없는 명의수

탁자에게 지우게 되는 과 한 결과를 래하게 되어 법익간의 균형성을 잃

고 있다고 할 것이다.”

(2) 심 상조항들이 평등원칙에 배

이어서 소수의견은 심 상조항들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평등원칙에

배된다고 단하 다.

“심 상조항들은 증여세가 아닌 다른 조세를 회피하려는 목 이 있는

경우와 심지어 조세회피를 의도하지 않거나 그러한 인식조차 없이 사실상

명의를 빌려 경우와 같이 경제 이익의 이 이 없는 통상의 명의신탁을

일률 으로 증여로 보고 담세능력의 정도를 고려하지 아니한 채 고율의 증

여세를 부과하고 있다. 한 증여추정의 제도를 증여세 회피의 경우뿐만

아니라 증여세가 아닌 다른 조세의 회피는 물론 조세회피의 의도가 없는

경우에까지 확 하여 사실상 증여행 가 있는 것으로 의제하여 무차별 으

로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 다면 심 상조항들이 명의신탁재산에

한 실질 인 권리 내지 이익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권리의 외양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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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취득하여 담세능력이 없는 명의수탁자를 재산을 증여받은 자와 동일하

게 취 하여 고율의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명의수탁자를 자의 으로 불

리하게 취 하는 것으로서 평등원칙에 배된다고 할 것이다.”

6. 이 사건 결정의 의의

헌법재 소가 이 사건 결정에서 명의신탁재산에 하여 증여추정을 하

고 증여세를 부과하는 구 상속세 증여세법조항 제43조에 하여 합헌결정

을 함으로써 그동안 논란되어온 명의신탁재산에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에

한 헌논쟁을 종식시켰다는 에 결정의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

만 이 결정에 해서는 상당한 헌의견도 존재하는 만큼 입법자는 향후의

입법과정에서 헌의견이 제기한 문제 을 해소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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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 등처벌에 한법률 제3조 제2항

헌제청

-형사특별법과 벌주의의 문제 -

(헌재 2004. 12. 16. 2003헌가12, 례집 16-2하, 446)

金 顯 哲
*

1)

【 시사항】

1. 야간에 흉기 기타 험한 물건을 휴 하여 형법 제283조 제1항( 박)

의 죄를 범한 자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폭력행 등처

벌에 한법률(이하 “폭처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 부분(이하 “이 사건 법

률조항”이라 한다)1)이 형벌과 책임 간의 비례성원칙에 반되는지 여부

2. 이 사건 법률조항이 다른 범죄와의 계에서 형벌의 체계정당성에 어

나고 평등원칙에 반되는지 여부

3. 종 에 같은 조항에 하여 합헌결정이 있었음에도 례를 변경한

사례

* 헌법연구 , 법학박사

1) 제청법원은 이 사건 제청결정의 ‘주문’에서 “폭처법 제3조 제2항”의 헌 여부에

한 심 을 제청한다고 하고 있으나, 그 ‘이유’에서는 “야간에 험한 물건을 휴

하여 ‘ 박’의 죄를 범한 자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는 규정 부분에서

폭처법 제3조 제2항의 헌성이 극명하게 드러난다고 보아 “야간에 험한 물건

을 휴 하여 ‘ 박죄’를 범한 범”인 제청신청인이 련된 이 사건만을 헌제청

한다고 기재하고 있다. 따라서 헌법재 소는 심 상을 폭처법 제3조 제2항

“야간에 흉기 기타 험한 물건을 휴 하여 형법 제283조 제1항( 박)의 죄를 범

한 자” 부분만으로 한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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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상】

폭처법(1990. 12. 31. 법률 제4294호로 개정된 것)

제3조(집단 폭행 등) ① 생략

② 야간에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건의 개요】

1. 심 청구에 이르게 된 경

제청신청인은 야간에 험한 물건인 식칼을 손에 들고 피해자들을 향하

여 휘두르면서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

해자들을 박하 다는 의로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폭처법 제3조 제2항ㆍ

제1항, 제2조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반죄로 기소되었다. 이에 제청

신청인은 그 소송의 계속 에 폭처법 제3조 제2항이 헌이라고 주장하며

헌제청신청을 하 고, 법원은 이 신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헌제청

을 하 다.

2. 법원의 헌제청이유와 이해 계인의 의견

가. 제청법원의 헌심 제청 이유요지

(1) 이 사건 법률조항과 폭처법 제2조 제1항을 결합하여 고려할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은 “야간에” “흉기 기타 험한 물건을 휴 하여” 라는 공통

의 표지가 있는 경우에, 컨 야간에 험한 물건을 휴 하여 ‘상해’를

가한 자와 야간에 험한 물건을 휴 하여 ‘ 박’을 가한 자 사이에는 행

의 내용과 결과불법에 있어 객 으로 명백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같은 법정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그 행 자의 책

임이 죄질과 히 비례한다고 할 수 없다.

(2) 검사는 어떤 자가 “야간에 험한 물건을 휴 하여” ‘상해’의 범죄를

지른 경우뿐만 아니라 ‘ 박’의 범죄를 지른 경우에도 외없이 이 사

건 법률조항을 용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그것이 폭처법의 입법목 과 특

별법우선의 법리에 부합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폭처법 제2조

제2항 는 형법 본조를 곧바로 용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 이때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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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에는 법원으로서는 불고불리의 원

칙상 피고인에 하여 공소기각의 결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폭처법 제2

조 제4항,2) 형법 제283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참조). 이와 같은 불

합리한 법 용의 이면에는 헌법상 평등원칙에 어 나는 이 사건 법률조항

이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3) 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과 검사의 기소독 권의 결합

에 따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특정 폭력행 자가 경우에 따라서

는 공소기각의 결에서부터 벌 형, 유기징역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

사 결을 받도록 만들고 있는데, 이러한 결과는 검사가 용법조를 선택한

결과이지 법 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 한 결과

가 아니라는 에서 법 의 재 권을 형해화하는 결과에 이르고 있다.

나. 법무부장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의견요지

(1) 폭처법 제3조 제2항이 특별히 가 하고 있는 형법상의 각죄가 비록

행 의 태양이 각기 다르고 죄질과 험성의 정도가 각기 다르다 하더라도

두 가지의 특수한 구성요건, 즉 “야간에” “흉기 기타 험한 물건을 휴 하

여” 라는 두 가지 요건을 구비할 경우에는 그 어느 것이나 동일한 정도의

험성이 있게 됨을 고려하여 같은 유형의 독립된 하나의 범죄형태로 규정

하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비례의 원칙에 어 난다고 할 수 없다.

(2) 폭처법 제3조 제2항의 법정형은 야간에 흉기를 휴 한 경우에는 폭

행 는 박을 가한 자든 상해 는 체포ㆍ감 , 갈취한 자든지 간에 그

‘ 험성’으로 말미암아 최소 5년의 징역형에 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고, 형법상의 각 본조에 따라 법정형 5년 이상 15년 이하의 범 에서

충분히 다르게 취 할 수 있기 때문에 평등의 원칙에 배된다고 할 수

없다.

(3) 검사의 법률 용의 문제는 우리 형사소송법이 기소편의주의와 기소

독 주의를 선택하고 있는 결과로 모든 형벌조항의 용에 있어서 동일하

게 발생하는 문제이지 이 사건 법률조항에 한정된 문제는 아니다. 따라서

이러한 검사의 용법조 선택으로 인해 법 의 독립성이 침해된다고 할 수

2) 2001. 12. 19. 법률 제6534호로 개정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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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

【결정요지】

1. 형사법상 책임원칙은 기본권의 최고이념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근

거한 것으로, 형벌은 범행의 경 과 행 자의 책임 즉 형벌 사이에 비례성

을 갖추어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기본법인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구체

인 법정형은 개별 인 보호법익에 한 통일 인 가치체계를 표 하고

있다고 볼 때, 사회 상황의 변경으로 인해 특정 범죄에 한 형량이 더

이상 타당하지 않을 때에는 원칙 으로 법정형에 한 새로운 검토를 요하

나, 특별한 이유로 형을 가 하는 경우에도 형벌의 양은 행 자의 책임의

정도를 과해서는 안된다.

이 사건 법률조항을 포함한 폭처법 제3조 제2항은 동 조항의 용 상

인 형법 본조에 하여 일률 으로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각 형법상의 범죄는 죄질과 행 의 태양 그

험성이 사뭇 다르고, 이에 따라 원래의 법정형은 낮게는 폭행(제260조

제1항)이나 박(제283조 제1항)과 같이 구류 는 과료가 가능한 것에서

부터 높게는 상해(제257조 제1항) 는 공갈(제350조)과 같이 10년 이하의

징역에 이르기까지 그 경 에 차이가 많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그 행 가 야간에 행해지고 흉기 기타 험한 물건을 휴 하 다는 사

정만으로 일률 으로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한 것은 실질

법치국가 내지는 사회 법치국가가 지향하는 죄형법정주의의 취지에

어 날 뿐만 아니라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을 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헌

법 한계인 과잉 지의 원칙 내지는 비례의 원칙에도 어 난다.

2. 폭처법 제3조 제2항에 해당하는 범죄와 유사하거나 련있는 범죄로

서 동 조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범죄를 살펴 보면, 컨 형법 제259조

제1항의 상해치사의 경우 사람의 사망이라는 엄청난 결과를 래한 범죄임

에도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으로 그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상해

치사의 범죄를 야간에 흉기 기타 물건을 휴 하여 범한 경우에도 그 법정

형은 여 히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임을 고려하면, 야간에 흉기 기타 험

한 물건을 휴 하여 형법 제283조 제1항의 박죄를 범한 자를 5년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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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법정형은 형벌의

체계정당성에 어 난다.

한, 컨 야간에 험한 물건을 휴 하여 상해를 가한 자 는 체

포․감 , 갈취한 자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것이 폭력행 의 근

이라는 입법목 을 달성하기 하여 불가피한 입법자의 선택이었다 하더

라도,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이러한 폭력행 자를 행 내용 결과불법이

다른, “ 박”을 가한 자를 야간에 험한 물건의 휴 라는 범죄의 시

간과 수단을 매개로, 상해를 가한 자 는 체포·감 , 갈취한 자와 동일하

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것은 달리 취 하여야 할 것을 명백히 자의 으로

동일하게 취 한 결과로서, 형벌체계상의 균형성을 히 상실하여 평등

원칙에도 배된다.

3. 이상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반된다고 할 것이

므로, 이와는 달리 폭처법(1961. 6. 20. 법률 제625호로 제정되고 1990. 12.

31. 법률 제4294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2항은 헌법에 반되지 아니한다

고 시한 헌재 1995. 3. 23. 94헌가4 결정은 이 결정의 견해와 되는

한도내에서 이를 변경하기로 한다.

【해설】

1. 서론

폭처법을 포함한 형사특별법의 벌주의에 하여는 그동안 학계에서

문제를 여러 차례 제기한 바 있다. 헌법재 소는 이미 1995. 3. 23. 선고한

94헌가4 사건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포함된 폭처법 제3조 제2항에 하

여 합헌결정을 선고한 바 있는데, 이 사건에서 다시 그 합헌성 여부가 헌

법 심사의 상이 되었다.

2. 본안 단을 한 기 자료

가. 폭처법의 제정 개정 경

(1) 제정

폭처법은 일본의 폭력행 등처벌에 한법률을 모법으로3) 1961. 6. 12.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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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재건최고회의4) 법무 원회에서 의결되고, 같은 달 13. 국가재건최고회의

제3차 상임 원회에서 의결되고 같은 달 20. 법률 제625호로 공포ㆍ시행되

었다. 폭처법의 제안이유는 집단 는 상습 으로 폭력행 등을 자행하

여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사회불안을 조성하는 자 등을 처벌함(동법

제1조)으로써 사회질서를 바로잡고 불안을 해소하기 한 것이었다. 즉, 근

범죄 상에 따른 폭력행 자로서 사회 질서문란이나 사회 불안조

성이라는 “사회 법익”을 침해한 경우에 이 특별법에 의하여 가 처벌하

고 그 단속을 강화하자는 것이었다.5) 이 법은 자유당정권 시 의 깡패소탕

을 한 목 이 컸다고 한다.6)

全文 10개조 附則으로 된 제정 당시의 폭처법은 야간에 는 상습

으로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제260조 제1항(폭행), 제276조 제1항(체포

ㆍ감 ), 제283조 제1항( 박), 제319조(주거침입ㆍ퇴거불응), 제324조(폭력

에 의한 권리행사방해), 제350조(공갈) 는 제366조(손괴)의 죄를 범한 자

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 처벌하고(동법 제2조), 이러한 범죄들을

단체나 다 의 력으로써 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력을 보임으로

써 범한 자 는 “흉기 기타 험한 물건을 휴 하거나” 수인이 공동하여

그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 처벌하며(동법 제3조 제1

항), 동 조항의 죄를 “야간에” 는 “상습 으로”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

기징역으로 가 처벌하도록 규정하 다(동법 제3조 제2항).

3) 오 근/안경옥, 「형사특별법의 제정실태와 개선방안」(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6. 8),

30면.

4) 1961. 5. 16.의 군사 명에 의하여 수립된 군사정부는 같은 해 6. 6. 헌법과 같은

효력이 있는 국가재건비상조치법을 제정ㆍ공포하 다. 군사 명정부는 부정과 부

패를 일소하기 한 과감한 조치를 취하여 부정선거 련자와 부정축재자를 처벌

하기 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사회분 기의 쇄신을 한 각 입법조치를 취하

다. 폭처법도 군사 명정부의 사회분 기 쇄신을 한 조치의 일환으로 국가재건

최고회의에서 제정된 법률이다. 그 밖에 군사정부는 국가재건비상조치법 제22조

에 따라 소 법인 “특수범죄처벌에 한특별법”(1961. 6. 22. 공포일로부터 3년 6월

까지 소 시행)과 폭력행 자에 한 노역취 을 내용으로 하는 “폭력행 자등단

속에 한특례법”을 제정하 다(1961. 12. 13. 법률 제833호. 이 법은 1963. 9. 19.

폐지되었다).

5) 김희옥, 폭력행 등처벌에 한법률의 문제 , 「사법행정 제329호」(한국사법행정

학회 1988. 5), 35면.

6) 박상기, 폭력행 등처벌에 한법률 폐지론, 「헌법의 규범력과 법질서 (정천허

박사 정년기념논문집)」(박 사 2002), 1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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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정

폭처법은 지 까지 5차례, 즉 1962. 7. 14.(법률 제1108호),7) 1980. 12.

18.(법률 제3279호),8) 1990. 12. 31.(법률 제4294호),9) 1993. 12. 10. 법률 제

4590호),10) 2001. 12. 19.(법률 제6534호) 개정되었는데, 그 이 사건 법률

조항과 직 련이 있는 개정은 제1차 내지 제3차 개정이다.

폭처법은 국내 정치상황이 변하던 시기에 제정되었거나 개정되었으며,

개정은 언제나 처벌을 강화하고 새로운 처벌조항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이

루어졌다.11)

(가) 제1차개정

제1차개정의 빌미를 제공한 것은 법원 례 다. 즉, 법원은 1962. 5.

10. 선고한 62오20 결에서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야간에 사람의 신체에

상해를 가하 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질서를 문란 하고 사회 불안

을 조성 한 경우가 아니면 일반형법이 용되고 폭처법이 용되지 아니

한다.”고 시하 다. 따라서 국가재건최고회의는 1962. 7. 14. 법률 제1108

호로 폭처법을 개정하여 제1조(목 )를 “본법은 집단 , 상습 는 야간

에 폭력행 등을 자행하는 자 등을 처벌함을 목 으로 한다.”고 개정하여

사회질서를 문란 하고 사회 불안을 조성 하는 등의 사회 법익침

해에 이르지 아니하는 이러한 폭력행 까지 동법의 용 상으로 확 하

다.

그 밖에 제2조를 『① “상습 으로”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제260조

제1항(폭행), 제276조 제1항(체포, 감 ), 제283조 제1항( 박), 제319조(주

거침입, 퇴거불응), 제324조(폭력에 의한 권리행사방해), 제350조(공갈)

는 제366조(손괴)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개정

7) 상범죄에 상해죄와 폭행죄 추가, 2인 이상 공동인 경우의 가 처벌 추가 등.

8) 1979. 10. 26. 사건 이후 신군부에 의한 집권 후. 제3조에서 상습범의 처벌강화,

범처벌의 강화 등.

9) 1990. 10. 13. 당시 노태우 통령의 민생치안 확립을 한 특별선언으로 ‘범죄와

의 쟁’을 선포한 후. 상범죄의 법정형을 1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가 , 제2

조 반 상습범에 한 범처벌 신설, 폭처법이나 형법 반 범에 한 가 처

벌의 제조건을 3회 이상의 과에서 2회 이상으로 하향조정 등.

10) 집단이나 단체에 한 자 제공자의 처벌조항 신설 등.

11) 박상기, 게논문(2002), 1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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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2.7.14> ② “야간 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항 게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 형법 본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 한다.<신설 1962.7.14>

③ 항의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 제3항 제283조 제3항을 용하지 아

니한다.<신설 1962.7.14>』로 개정하 다.

그러나 제정 당시의 폭처법이 그 용범 를 사회 법익침해의 경우로

제한함으로써 형법에 한 특별법으로서의 의의를 뚜렷이 하고 있었는데,

와 같은 내용으로 제1조가 개정됨으로써 “야간, 상습, 집단, 흉기에 의한

폭력행 ”는 모두 가 처벌하게 되어 그 용범 가 상당히 확 되었고,

따라서 형법규정에 비추어 볼 때 특별법으로서의 의의가 많이 감소되었다.

어 든 이러한 개정의 취지는 와 같은 폭력행 는 개인 법익침해는 물

론이고 사회 질서를 문란 하고 사회 불안을 조성할 가능성이 있으므

로, 실 인 사회 법익침해의 여하를 불문하고 이를 근 하여 보자는

것이었다.12)

(나) 제2차개정

폭처법에 한 제2차개정은 국가보 입법회의에서 1980. 12. 18. 법률 제

3279호로 이루어졌다. 개정안의 제안이유는 폭력사범이 양 으로 증가할

뿐만 아니라 질 으로 흉포화ㆍ집단화하여 사회불안을 조성하고 있는 실

에 비추어 사회정화 인 차원에서 상습 이고 조직 인 폭력배들을 형으

로 엄단하여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시킴으로써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사회를 이룩함에 있었다.13)

동 개정법은 종 의 제3조 제2항을 “② 야간에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개정 1980.12.18>와 “③ 상습 으로 제1항

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신설 1980.

12.18>”으로 나 어 ‘야간의’ 폭력행 에 하여는 종 과 같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으로, ‘상습 인’ 폭력행 에 하여는 무기 는 5년 이상의 징

역형으로 형을 가 하 고, 그 밖에 동조 제4항을 신설하여 “④ 이 법

반(형법 각 본조 포함)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다시 제1항의

죄를 범하여 범으로 처벌할 경우도 제3항과 같다.<신설 1980.12.18>”고

12) 김희옥, 게논문(1988. 5), 36-37면.

13) 김희옥, 게논문(1988. 5), 3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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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처음으로 소 ‘삼진아웃제’를 규정하 다.

(다) 제3차개정

1990. 12. 31. 법률 제4294호로 개정된 제3차개정의 취지는 조직폭력사범,

상습폭력사범, 집단폭력사범 흉기사용폭력사범을 엄벌하여 민생치안의

확립에 이바지하려는 것이었다.14)

동 개정의 내용을 살펴보면, 제2조 제1항의 법정형을 1년 이상의 유기징

역에서 3년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 하 고, 동조 제2항은 문구의 표 을

일부 고쳤으며,15) 동조 제3항을 신설하여 “③ 이 법 반(형법 각 본조를

포함한다)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다시 제1항에 열거된 죄를

범하여 범으로 처벌할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신설 1990.12.31>”고 하

여 제2조에서도 ‘삼진아웃제’를 규정하 고, 종 의 제3항을 제4항으로 옮

기면서 “④ 제2항 제3항의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 제3항 제283조 제

3항을 용하지 아니한다.<신설 1962.7.14, 1990.12.31>”고 개정하 다.

한편, 제3조 제1항은 법정형을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3년 이상의 유

기징역으로 가 하 고, 동조 제2항도 법정형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 하 으며, 동조 제3항의 상습범의 경우 법정

형을 무기 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서 무기 는 7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하한을 가 하 고, 제4항의 범의 경우 폭력행 과요건을 3회 이상

징역형에서 2회 이상 징역형으로 완화하고16) 그 법정형은 동조 제3항과 같

이 무기 는 7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하한을 가 하 다.17)

(라) 제5차개정

그 밖에 2001. 12. 19. 법률 제6534호로 개정된 폭처법에서는 제2조 제4

항이 “④제2항(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경우에 한한다) 제3항의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 제3항 제283조 제3항을 용하지 아니한다.<신

설 1962.7.14, 1990.12.31, 2001.12.19>”고 하여, 종 에 제2항 제3항의 경

14) 「법제 제325호」(법제처 1991. 1. 10), 40면.

15) 종 의 “… 항 게기의 죄를 …”에서, “… 제1항에 열거된 죄를 …”로 바꾸었다.

16) 이는 범으로 가 처벌되는 범죄의 범 가 확 됨을 의미한다.

17) 이와 같이 강화된 폭처법 제3조 제4항 소정의 삼진아웃제 규정에 하여 헌법재

소는 2002. 10. 31. 선고한 2001헌바68 사건에서 재 6:3의 의견으로 합헌결

정을 선고하 다.( 례집 14-2,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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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는 반의사불벌 규정인 형법 제260조 제3항 제283조 제3항을 용하

지 아니하던 것에서 제2항의 경우에 “야간에” 동조 제1항의 죄를 범한 경

우에는 이들 반의사불벌 규정을 용하는 것으로 개정하 다.

(3) 일본의 경우

일본은 大正 15년(1926) 4. 10. 법률 제60호로 폭력행 등처벌에 한법률

을 제정하여 몇 차례의 개정을 거쳐 平成 15년(2003). 7. 18. 법률 제122호

로 최종개정되었다. 동법은 제1조(집단 폭행ㆍ 박ㆍ훼기),18) 제1조의2

(총포등에 의한 상해),19) 제1조의3(상습 상해ㆍ폭행ㆍ 박ㆍ훼기),20) 제2

조(집단 면회강청, 강경한 담 박),21) 제3조(집단에 의한 살인등을

한 이익의 공여ㆍ수수)22) 등 5개의 조문을 두고 있는데, 이 사건 법률조항

과 같이 “야간에” 이루어진 폭력행 에 한 가 처벌규정은 없다.

18) 제1조(집단 폭행ㆍ 박ㆍ훼기) 단체 는 다 의 력을 보이거나, 단체 는

다 을 가장하여 력을 보이거나 는 흉기를 보이거나 는 수인이 공동하여

형법 제208조(상해), 제222조( 박), 는 제261조(기물 괴등)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9) 제1조의2(총포등에 의한 상해) ① 총포 는 도검류를 사용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항의 미수범은 이를 처

벌한다. ③ 2항의 죄에 하여는 형법 제3조(국민의 국외범), 제3조의2(국민이외

의 자의 국외범) 제4조의2(조약에 의한 국외범)의 에 따른다.

20) 제1조의3(상습 상해ㆍ폭행ㆍ 박ㆍ훼기) 상습으로 형법 제204조(상해), 제208

조(폭행), 제222조( 박) 는 제261조(기물 괴등)의 죄를 범하고 동시에 사람을

상해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기타의 경우에는 3월 이

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1) 제2조(집단 면회강청, 강경한 담 박) ① 재산상 부정한 이익을 득하거나 득

할 목 으로 제1항의 방법에 의하여 면회를 강청하거나 강경한 담 행 를 한 자

는 1년 이하의 징역 는 10만엔 이하의 벌 에 처한다. ② 상습으로 면회를 강

청하거나 강경한 담 행 를 한 자도 항과 같다.

22) 제3조(집단에 의한 살인등을 한 이익의 공여ㆍ수수) ① 제1조의 방법에 의하

여 형법 제199조(살인), 제204조(상해), 제208조(폭행), 제222조( 박), 제223조(강

요), 제234조( 력에 의한 업무방해), 제260조(건축물등 괴) 는 제261조(기물

괴등)의 죄를 범할 목 으로 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 는 직무를 공여하거나

는 기타의 행 를 약속한 자 그리고 그 정을 알고서 공여를 받거나 기타의 요

구 는 약속을 받은 자는 6월 이하의 징역 는 10만엔 이하의 벌 에 처한다.

② 제1조의 방법에 의하여 형법 제95조(공무집행방해)의 죄를 범할 목 으로

항의 행 를 한 자는 6월 이하의 징역 는 고 는 10만엔 이하의 벌 에 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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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폭처법 규정에 한 헌법재 소의 선례

헌법재 소에서는 그 동안 폭처법 규정에 한 4차례 결정에서 모두 합

헌임을 선고하 는데, 특히 그 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포함된 제3조

제2항에 한 합헌결정도 있다.

(1) 제2조 제1항23)

헌법재 소는 “상습 으로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제260조 제1항(폭

행), 제276조 제1항(체포, 감 ), 제283조 제1항( 박), 제319조(주거침입, 퇴

거불응), 제324조(폭력에 의한 권리행사방해), 제350조(공갈) 는 제366조

(손괴)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 폭처법

제2조 제1항(1990. 12. 31. 법률 제4294호로 개정되기 의 것)에 하여,

『 단하건 , 상해죄, 폭행죄, 체포ㆍ감 죄, 박죄, 주거침입 퇴거불

응죄, 폭력에 의한 권리행사방해죄, 공갈죄 손괴죄 등 여러 범죄는 형법

상 구성요건이 다르고 법정형도 다르며 더구나 상해죄, 폭행죄, 체포ㆍ감

죄, 박죄, 공갈죄 등의 상습범에 하여는 가 처벌 규정이 마련되어 있

기까지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범죄들의 상습범을 한데 묶어 일률 으

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하도록 한 폭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을 두

는 것은 입법론상으로는 바람직스러운 것은 아니다. 그러나 폭처법의

규정은 와 같은 폭력 범죄의 상습범이 증가되고 있는 상을 특히

요시하여 그에 한 책으로써 그 상습범을 가 처벌하기 하여 둔 특별

법으로서, 재 에 있어서 각 형법 본조의 불법내용과 정상에 따라 양형이

조 될 수 있는 것이므로 각 상습범들에 하여 일률 으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 다고 해서 형평에 반한다거나 가혹한 형벌

을 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도 볼 수 없

다.』고 시하 다.

(2) 제3조 제4항24)

23) 헌재 1989. 9. 29. 89헌마53, 례집 1, 302

24) 헌재 2002. 10. 31. 2001헌바68, 례집 14-2, 500. 이 결정에 하여는 재 3

인(김 일ㆍ김효종ㆍ주선회 재 )의 헌의견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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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 소는 “이 법 반(형법 각 본조를 포함한다)으로 2회 이상 징역

형을 받은 자로서 다시 제1항의 죄를 범하여 범으로 처벌할 경우도 제3

항과 같다.”고 규정한 폭처법 제3조 제4항(1990. 12. 31. 법률 제4294호로

개정된 것)의 소 ‘삼진아웃제’ 규정에 하여, 『폭력범죄로 2회 이상의

징역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내에 다시 집단

ㆍ흉기휴 폭력범죄를 범한 경우에 범가 을 하도록 한 동 조항은 일

사부재리원칙과 평등원칙에 배되지 아니하고, 동 조항이 범에 한 법

정형을 무기 는 7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정한 것은 책임원칙에 반하는 과

잉처벌이 아니며, 한 집단 ㆍ흉기휴 폭력범죄의 상습범과 범에

한 법정형을 동일하게 정한 것이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잃은 자의 인 처

벌이 아니고, 작량감경을 하여도 집행유 를 선고할 수 없도록 법정형을

정하 다고 하여 법 의 양형재량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시

하 다.

(3) 제4조 제2호25)

헌법재 소는 “본법에 규정된 범죄를 목 으로 한 단체 는 집단을 구

성한 자 ‘간부’는 무기 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 폭처

법 제4조 제2호(1990. 12. 31. 법률 제4294호로 개정되기 의 것)에 하

여, 『1. 조항의 법정형이 강도죄, 강간죄 등의 법정형보다 상한과 하한

이 모두 히 높고, 살인죄의 법정형과 하한이 같으며, 형법 제114조의

범죄단체조직죄에서 “목 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한다”고 규정한 과

비교하여 볼 때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하여도, 조항은 범죄들과

보호법익 죄질이 다른 폭력범죄단체조직을 특별히 가 처벌하려는 특별

법이므로 와 같은 사유만으로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성이 상실되었

다고 볼 수 없다. 2. 폭력범죄단체는 살인․인신매매․마약거래․공갈․폭

력 등의 범죄를 자행하고, 세력확장을 한 폭력범죄단체간의 상쟁 유

흥가 장악을 통한 독 경제 이익의 추구 등으로 사회불안을 조성하여

심각한 사회․경제 폐해를 범 하게 끼치고 있는 에서 형법 제114조

의 특별구성요건으로 조항을 둔 것은 기본권 제한으로서 입법목 의 정

25) 헌재 1997. 3. 27. 95헌바50, 례집 9-1, 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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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성과 방법의 성이 인정되며, 과잉 지원칙을 배하 다고 할 수 없

다. 3. 조항은 폭처법에 규정된 범죄를 목 으로 한 단체 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는 집단에 가입한 자로서 간부가 된 자를 처벌

하는 규정으로서 구성요건은 간부로서 단체 는 집단의 구성행 나 단체

는 집단에의 가입행 이므로 내심의 의사만으로 처벌하여 죄형법정주의

에 배되는 규정이 아니다.』라고 시하 다.

(4) 제3조 제2항26)

헌법재 소는 이미 9년 인 1995년에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포함된 제3

조 제2항에 하여 합헌결정을 한 바 있다. 그 시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법정의견

『이 사건 법률조항은, “야간에” “단체나 다 의 력을 보이거나 흉기

기타 험한 물건을 휴 하여,” “ 형법상의 각 죄를 범한 경우”에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그 구성요건과 그에 한 형벌을

특정하고 있으므로, 죄형법정주의에 배된다고 할 수 없다. 한 법률

조항이 와 같이 특수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특별하게 가 처벌하

는 이유가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하여 필요함에 있을 뿐 특정인을 일반

국민과 차별하여 특별히 엄단하려 함에 있지 아니하므로 법률조항은 평

등의 원칙에 배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특정범죄를 가 처벌하는 다른

법률들에 비하여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근거도 없다. 그리고

법률조항이 특별히 가 하고 있는 형법상의 각 죄가 비록 행 의 태양이

각기 다르고 죄질과 험성의 정도가 각기 다르다 하더라도 두 가지의 특

수한 구성요건, 즉 “야간에,” “단체 는 다 의 력을 보이거나 단체

는 집단을 가장하여 력을 보이거나 흉기 기타 험한 물건을 휴 하여”

의 두 가지 요건을 구비할 경우에는 그 어느 것이나 동일한 정도의 험성

이 있게 됨을 고려하여, 이러한 경우의 범죄들을 같은 유형의 독립된 하나

의 범죄형태로 규정하게 된 것이라 보여지므로 비례의 원칙을 배하 다

할 수 없고 한 단기형이 무겁다 하여 입법재량의 범 를 일탈하여 법

의 재량을 제한하 다고 볼 수 없다.』

26) 헌재 1995. 3. 23. 94헌가4, 례집 7-1, 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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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별개의견

이 결정에서 재 4인27)은 다수의견의 결론인 합헌결정에는 찬성하면

서도 별도로 다음과 같은 별개의견을 개진하 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동 조항에서 가 처벌하도록 한 각 형법상의 범

죄가 죄질, 행 의 태양과 험성이 서로 다를 뿐 아니라 형법에 정한 법

정형 역시 과료에서부터 징역 10년 이하에 이르기까지 그 차이가 함에

도 불구하고 이를 동일한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한 그 법정형의 하한을

징역 5년으로 규정함으로써 법 의 양형재량권을 심히 제한하고 있어 형벌

개별화의 원칙에 반하는 면이 있을 뿐만 아니라, 헌법의 최고가치의 하나

인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에 한 국가의 보장의무에 반하는 것이 아닌

가 하는 의심이 있으므로, 법률조항이 비록 평등의 원칙이나 비례의 원

칙에 비추어 히 정의의 이념에 합치되지 아니할 정도로 심히 부당한

경우가 아니어서 헌이라고 할 정도의 것은 아니더라도 빠른 시일 안에

그 법정형을 정상 으로 되돌리는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례집

354-356면)

3. 이 사건 법률조항의 헌 여부

가. 폭처법 일반에 한 학자들의 견해

(1) 김희옥 검사는 일 이, 폭처법은 “입법론 으로” 다음과 같은 문

제 이 있다고 지 하 다.28)

첫째, 구성요건이 지나치게 포 으로 되어 있고 용 상이 무 범

하여 형법의 상해, 폭행, 체포ㆍ감 , 박, 주거침입ㆍ퇴거불응, 폭력에

의한 권리행사방해, 공갈, 손괴 등에 한 규정을 거의 사문화시키고, 폭력

행사가 필수요건이 아닌 범죄까지 포함시키는 결과가 되고 있다.

둘째, 형의 가 이 지나치게 가혹하다. 특히 제3조 제1항 제2항은 3년

이상 혹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실제의 용에 있어

서 구체 타당성을 결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27) 김용 ㆍ김진우ㆍ김문희ㆍ황도연 재

28) 김희옥, 게논문(1988. 5), 37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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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형의 가 의 상이 부분 각죄의 기본 구성요건에 제한되어

있고 제2조 제2항이 “야간 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제1항에 열거된 죄를

범한 때에는 각 형법 본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 한다.”고 규정한

것 이외에는, 각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행 의 내용 법정형에 계없

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제2조 제1항, 제3조 제1항),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3조 제2항), 무기 는 7년 이상의 징역(제3조 제3항) 등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행 와 형벌간의 균형 내지 상당성을 이루

어야 하는 형사법 정의 념에 반한다.

넷째, 형법이 이미 상습범, 특수폭행, 특수체포ㆍ감 , 특수 박, 특수주

거침입, 특수손괴 등과 같은 가 처벌유형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시 조치가 아닌 거의 속 인 특별형법으로서 폭처법을 계속 존치시

킬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이다.

(2) 박상기 교수는 폭처법의 폐지를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설명을

하고 있다.29)

(가) 폭처법은 형법에 규정된 범죄행 를 일부 선정하여 형을 가 하고

있다. 형법의 일부 구성요건을 추출하여 형을 가 하는 이러한 상은 다

른 많은 특별법30)에서 볼 수 있는 상이다. 이들 특별법은 형법개정에 의

하여 얼마든지 목 을 달성할 수 있지만 특별법 제정으로 나아갔고, 그 결

과 형법은 분해되고 사실상 형해화되었다. 범죄통계를 보더라도 형법 반

자보다 특별법 반자 수가 체 공 사건 범죄자 수의 60%를 상회하고 있

는 실정이다.

(나) 제3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형법상의 범죄는 각 범죄구성요건의

범죄성이 다르기 때문에, 가 구성요건요소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법

정형에 차이를 두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 시 이

야간이라거나, 단체나 다 의 력을 보이거나 흉기 등을 휴 하 다는 이

유만으로 일률 으로 가 처벌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배된다. 제3조

29) 박상기, 게논문(2002), 147ㆍ150ㆍ151면.

30) 특정범죄가 처벌등에 한법률, 특정경제범죄가 처벌등에 한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피해자보호등에 한법률, 미성년자의성보호에 한법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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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에 의하면 야간에 흉기를 휴 하고 손괴죄를 범하는 경우(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는 상해나 폭행을 하여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상해치사죄

는 폭행치사죄로서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형법 제259조 제1항, 제262조

참조)보다 법정형이 더 무거운 결과가 된다.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범죄

보다 물건의 손괴가 더 죄질이 나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비

교는 다른 범죄에서도 가능하다.

(다) 형주의가 언제나 부정 인 효과만 있다고는 볼 수 없다. 그러나

형주의에만 의존하는 형사정책은 문제가 있다. 폭처법의 경우 범죄발생

시간이나 장소, 수단, 과, 상습성 등에 따른 형벌가 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하지 않는 한 법정형의 범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만일 법정형이 이들 범죄의 다양한 유형을 차별화하여 용

하기에 한계가 있다면 법정형을 강화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폭처법은 야간, 상습범, 2인 이상, 험한 물건휴 , 과자 등을 이유

로 형을 가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유를 가 처벌하는 것이 반드시

특별법 제정에 의해서만 달성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양형시 고려

하여야 할 은 이 밖에도 많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의 헌성

(1) 책임과 형벌간의 비례성원칙 수 여부

책임원칙은 기본권의 최고이념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내용으로 하는

행복추구권(헌법 제10조 제1문)에 근거한 것으로, 형벌은 범행의 경 과 행

자의 책임이 정확히 비례되어야 함을 뜻한다.31)

우리 헌법은 국가권력의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려는 법

치국가의 실 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고, 법치국가의 개념은 범죄에 한

법정형을 정함에 있어 죄질과 그에 따른 행 자의 책임 사이에 한 비

례 계가 지켜질 것을 요구하는 실질 법치국가의 이념을 포함하고 있다

(헌재 1992. 4. 8. 90헌바24, 례집4, 225, 230). 따라서 어떤 행 를 범죄로

규정하고 어떠한 형벌을 과할 것인가 하는데 한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이

31) 장 철, 헌법의 규범력과 형법, 「헌법의 규범력과 법질서 (정천 허 박사 정년

기념논문집)」(박 사 2002), 17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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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제한한 것이 될 수는 없다. 즉, 법정형의 종류와 범 를 정할 때는 형벌

으로부터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 하고 보호하여야 한다는 헌법 제

10조의 요구에 따라야 하고, 헌법 제37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과잉입법

지의 정신에 따라 형벌개별화 원칙이 용될 수 있는 범 의 법정형을

설정하여 실질 법치국가의 원리를 구 하도록 하여야 하며, 형벌이 죄질

과 책임에 상응하도록 한 비례성을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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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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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3. 11. 27. 2002헌바24, 례집 15-2하, 242, 252-253 참조).

(2) 형벌의 도덕 우월성과 일반 방이론

형벌은 범인에 의해 질러진 규범침해를 이유로 그 범인에게 내려지는

공 ㆍ사회윤리 반가치 단이다. 그러나 국가작용으로서의 형벌인 만큼

범죄와는 질 으로 다른 도덕 우월성을 지녀야 한다.32)

이 사건 법률조항을 포함한 폭처법의 가 처벌은 일반 방을 한 것으

로 볼 수 있다. 국가의 형벌권을 정당화하는 이론으로서 보통 응보이론, 일

반 방이론, 특별 방이론, 충이론 등이 알려져 있는데, 폭처법의 가 처

벌사상은 일반 방이론과 일맥상통한 것으로 보인다. 폭처법과 같은 형가

특별법은 사회 일반에서 물의를 빚고 있는 특정 범죄행 를 기존의

32) 김일수, 국가형벌권의 정당화문제, 「법치국가와 형법」(세창출 사 1998. 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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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보다 한 형으로 처벌한다. 이는 범죄로부터 일반 사회인을 보호하고

아울러 일반인을 하( 嚇)시킴으로써 그러한 범죄를 방하려는 소

“소극 일반 방” 목 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형

가 특별법의 제정은33) 일반 방이라는 형사정책 목 의 달성을 실

하기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34)

그러나 일반인에 한 하 에서 형벌을 가 하는 것은 헌법에 의

해 보호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반한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일반인

을 하여 범죄행 자를 가 처벌하는 것은 범죄행 자를 국가목 내지

공동선을 한 일방 수단으로 락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오늘날 자유

민주주의 시민사회에서 국가형벌권의 임무 내지 과제는 정의(正義)만을

자기목 으로 실 하는 것이 아니며, 범죄행 자는 그의 행 와 개인

책임의 정도에 상응하는 한도내에서 처벌되어야 한다.35)

특정 범죄행 에 한 처벌의 필요성이 아무리 높고 범죄행 에 한 사

회 반감이 아무리 고조된 상태라 하더라도 형법의 기본원칙인 죄형의 균

형성을 무시하면서까지 형량을 높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므로 사

회 상황의 변경으로 인해 특정 범죄에 한 형량이 더 이상 타당하지 않

을 때에는 원칙 으로 법정형에 한 새로운 검토를 요하나, 어떠한 목 을

특별법이 추구하든지 간에 형벌의 양은 행 자의 책임의 정도를 과해서

는 안된다. 규범 수의 요소로서 더 강력한 비 을 차지하는 것은 ‘제재의

양’(Sanktionshöhe)이 아니라 ‘제재의 개연성’(Sanktionswahrscheinlichkeit)

이다. 즉 규범 반의 경우에 제재가 가해질 개연성이 높을수록 규범 수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형이 할수록 규범의 실효성이 증

된다는 가설36)은 타당하지 않다고 하겠다.37)

33) 이러한 는 폭처법 외에 특정범죄가 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 처벌법, 특정강

력범죄의처벌에 한특례법 등이 있다.

34) 오 근/안경옥, 게논문(1996. 8), 70면.

35) 최석윤, 국가형벌권의 정당화에 한 새로운 시도, 「형사정책연구 제30호」(한국

형사정책연구원 1997ㆍ여름호), 293ㆍ296면.

36) 이를 “제재의 가설”(Sanktionshypothese)이라고 한다.

37) 오 근/안경옥, 게논문(1996. 8), 108-1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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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 사건 법률조항은 “야간에” “흉기 기타 험한 물건을 휴 하

여” 행하여진 폭력행 에 하여는 그 험성 때문에 일률 으로

가 처벌하고 있다고 한다.

(가) 그러나 오늘날 우리 사회가 이미 도시화가 이루어진 산업사회로

어들어 야간의 생활활동이 빈번해졌기 때문에, 범죄행 가 야간에 이루어

졌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당해 범죄행 가 사회구성원의 평온을 해하는

정도가 일률 으로 주간보다 크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후술하는 법무부의 1992년 형법개정법률안에서 폭처법의 계규정을 형

법에 흡수하는 한편 동법을 폐지한다는 내용으로 마련한 형법개정안(제121

조, 제126조, 제140조, 제143조, 제160조, 제178조, 제216조, 제231조 등)에서

도 형벌의 가 요소로서 “야간”이라는 구성요건은 들어 있지 않다.

(나) 뿐만 아니라, 상 방에 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폭력범죄에 있어

서 흉기의 사용은 당사자의 행 의도의 표출, 폭력행 의 진행과정, 행 결

과의 내용과 피해의 심각성 등과 련하여 다양한 의미를 가진다.38) Kleck

과 McElrath의 연구에 의하면 흉기가 공격의 수단으로 직 사용될 경우

에는 피해자의 피해를 크게 할 수 있으나, 흉기의 소지나 이 곧바로

피해자의 육체 피해로 연결되지는 않는다고 한다. 이들은 공격과 련된

흉기의 주요한 효과를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39)

즉, 첫째 흉기는 공격의 용이성을 증 시키고, 둘째 흉기는 공격을 발

하는 공격의 방아쇠 역할을 제공하는 에서 흉기가 공격의 수단으로 직

사용될 경우에는 피해자의 피해를 크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셋째 흉기는

공격을 방지하기도 하고, 넷째 흉기는 힘의 과잉을 가져다 으로써 물리

인 공격을 불필요하게 하기도 하는 것이다. 흉기의 소지는 상 방의 순

응을 이끌어내기에 충분할 정도로 힘의 불균형을 명백히 함으로써 가해자

가 피해자를 직 공격하지 않으면서도 원하는 바 목 을 달성할 수 있게

해 다는 것이다.40)

38) 박순진, 폭력범죄에 있어서 흉기의 사용에 한 고찰, 「형사정책연구 제41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0ㆍ 호), 142면.

39) Gary Kleck & Karen McElrath, “The Effect of weaponry on human violence,”

Social Forces 69(3), 1991, 672-675면.

40) 박순진, 게논문(2000), 148-14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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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흉기 기타 험한 물건을 휴 하 다는 이유로 일률 으로 가

처벌하는 것은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

(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다음과 같은 형법 본조에 하여 일률 으로 5

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형법조항 죄명 법 정 형

제250조 제1항(살인) 사형, 무기 는 5년 이상의 징역

제258조 제1항( 상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제259조 제1항(상해치사)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262조(폭행치사)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277조 제1항( 체포ㆍ 감 ) 7년 이하의 징역

제325조( 유강취ㆍ 유강취)
7년 이하의 징역 는 7년 이하의 자격

정지

제326조( 권리행사방해) 10년 이하의 징역

제367조(공익건조물 괴)
10년 이하의 징역 는 2천만 원 이하의

벌

각 형법상의 범죄는 죄질과 행 의 태양 그 험성이 사뭇 다르

고, 이에 따라 원래의 법정형은 구류 는 과료에서부터 10년 이하의 징역

에 이르기까지 그 경 에 차이가 많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행 가 야간에 행해지고 흉기 기타 험한 물건을 휴 하 다는 사정

만으로 일률 으로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한 것은 실질

법치국가 내지는 사회 법치국가가 지향하는 죄형법정주의의 취지에

어 날 뿐만 아니라 기본권제한의 비례의 원칙에도 어 난다고 아니할 수

없다.

(라) 나아가 이 사건 법률조항에 해당하는 범죄와 유사하거나 련있는

범죄로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범죄와 그 법정형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폭력행 등처벌에 한법률 제3조 제2항 헌제청 719

형법조항 죄명 법 정 형

제257조 제1항(상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는 1천만 원 이하의 벌

제260조 제1항(폭행)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 ,

구류 는 과료

제276조 제1항(체포ㆍ감 )
5년 이하의 징역 는 700만 원 이하의

벌

제283조 제1항( 박)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 ,

구류 는 과료

제319조(주거침입ㆍ퇴거불응)
3년 이하의 징역 는 500만 원 이하의

벌

제324조(폭력에 의한 권리행

사방해)
5년이하의 징역

제350조(공갈)
10년 이하의 징역 는 2천만 원 이하의

벌

제366조(손괴)
3년 이하의 징역 는 700만 원 이하의

벌

그러므로 컨 상해치사와 같이 사람의 사망이라는 엄청난 결과를

래한 범죄의 경우에도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으로 그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는바, 상해치사의 범죄를 야간에 흉기 기타 물건을 휴 하여 범한 경우

에도 그 법정형은 여 히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임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법

률조항의 법정형이 형벌의 체계정당성에 어 남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

라 야간에 흉기 등을 소지하고 형법 제367조의 공익건조물 괴죄를 범한

경우(10년 이하의 징역 는 2천만 원 이하의 벌 )보다 야간에 흉기 등을

소지하고 형법 제366조의 손괴죄를 범한 경우(5년 이상의 유기징역)를 더

무겁게 처벌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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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물론 야간에 흉기 등을 소지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주간에 흉

기 등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보다 그 죄질이 하고

험성도 높으므로 하게 처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으나, 그

법정형을 가 하는 것도 형법상의 기존 법정형을 기 으로 얼마간 가 하

는 것이 옳고 그 가 의 정도도 유사 범죄와 비교하여 히 부당하지 아

니한 범 내에서 가 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컨 야간에 험한 물건을 휴 하여 상해를 가한 자 는 체

포ㆍ감 는 갈취한 자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것이 폭력행

의 근 이라는 입법목 을 달성하기 하여 불가피한 입법자의 선택이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폭력행 자를 행 내용 결과불법이 다른, “ 박”

을 가한 자를 야간에 험한 물건의 휴 라는 범죄의 시간과 수단을 매개

로 상해를 가한 자 는 체포ㆍ감 , 갈취한 자와 동일하다고 평가하는 것

은 달리 취 하여야 할 것을 객 으로 명백히 자의 으로 동일하게 취

한 결과로서 평등의 원칙에도 배된다고 할 것이다.

(바) 형사특별법은 형법 이 미처 범죄로 악하지 못했던 신종 범죄의

신속한 규율이라든가 일정 역에 있어서 보다 자세하고 구체 인 규정을

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만 한정 으로 제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법률의 철 한 집행을 통하여 범죄를 억지하는 것이 아니

라 형을 규정한 법률의 제정을 국민들에게 홍보함으로써 엄포를 통한 범

죄의 억지를 꾀하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른바 “상징 입

법”(Symbolische Gesetzgebung)의 기능만을 강조한 것이다. 이는 폭처법을

포함한 우리나라 부분의 형사특별법이 일반법인 형법에 규정된 범죄의

형가 만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는 데서 잘 드러나고 있다. 실제로 형사특

별법 반 범죄의 선고형이 법정형의 하한에 편 되고 있다는 것은 형사특

별법의 가 처벌이 얼마나 형식 이고 허구 인가를 단 으로 보여주고 있

는 것이다.41)

(4) 요컨 , 이 사건 법률조항은 지나치게 과 한 형벌을 규정함으로써

죄질과 그에 따른 행 자의 책임 사이에 비례 계가 수되지 않아 인간의

41) 이기헌/박기석, 「형법 형사특법상 유사처벌조항 정비방안」(한국형사정책연

구원 1998. 5),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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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과 가치를 존 하고 보호하려는 실질 법치국가 이념에 어 나고, 형

벌 본래의 기능과 목 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정도를 히 일탈하여 과잉

지원칙에 배되며, 형벌체계상의 균형성을 상실하여 다른 범죄와의

계에서 평등의 원칙에도 반된다.

따라서, 헌법재 소는 이와 달리 폭처법(1961. 6. 20. 법률 제625호로 제

정되고 1990. 12. 31. 법률 제4294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2항은 헌법에

반되지 아니한다고 시한 헌재 1995. 3. 23. 94헌가4 결정은 이 결정의

견해와 되는 한도내에서 이를 변경하기로 하는 결정을 선고하 다.

4. 이 사건 결정의 의의

가. 이 사건 결정은 형사특별법의 벌가 주의에 한 경종을 울린 것

에 그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 결정 후에 헌법재 소에는 폭처법규정

에 한 헌소원(2005헌바5, 2005헌바14) 헌제청(2005헌가2, 2005헌

가3)이 을 이었고, 앞으로도 계속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42) 따라서 주무

부처인 법무부로서는 폭처법을 비롯한 형사특별법에 한 정비작업을 해야

할 것으로 단된다.

나. 한편, 법무부는 20여년 인 1985. 6. ‘형사법개정특별심의 원회’를

발족한 후 같은 해 6. 21. 제1차 체회의에서 형법의 면개정작업에 착수

할 것을 결의하고, 같은 해 7. 3.부터 1. 2.까지 5차례에 걸친 소 원회 회

의를 통하여 논의한 끝에 형법개정의 기본방향을 정하고 12. 21. 제2차

체회의에서 이를 확정하 다. 그 후 수 년간의 작업 끝에 1992년에 형법개

정법률안을 마련한 바 있다.43)

동 개정법률안은 <개정이유>로서 “1953년 형법 제정이래 정치ㆍ경제ㆍ

사회 등 모든 역의 발 과 윤리의식의 변화로 발생한 법규범과 실과의

괴리를 해소하고, … 그간 제정된 폭력행 등처벌에 한법률 등 각종 형사

특별법을 통합ㆍ재정비하려는 것임”을 들고 있다.

한 <주요골자>로서 “1. 기본권보장에 한 헌법정신의 구 , 2. 신형

42) 「한겨 신문」, 2005. 5. 24.자, 11면 기사 참조.

43) 박재윤, 우리나라 형사제재제도의 개편방안, 「법학논총 제5집」(국민 학교법학

연구소 1993. 2), 28ㆍ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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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론에 따른 범죄론의 재정비, 3. 사회여건 변화에 따른 범죄화 는 비

범죄화 상의 반 , 4. 형사정책 요청에 따른 형벌과 보안처분제도의 개

선, 5. 형사특별법의 형법에의 흡수통합, 6. 형법편제와 용어의 개선ㆍ정비”

를 들고 있는데, 그 형사특별법 련내용 폭력행 등처벌에 한법률

의 부분 규정을 형법에 흡수하고 동법을 폐지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다. 그리하여 이와 련된 개정법률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21조(특수상해) ① 2인 이상 합동하여 제120조 제1항(상해)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는 1,500만 원 이하의 벌 에 처한다. ② 단

체 는 다 의 력을 보이거나 흉기 기타 험한 물건을 휴 하여 제120

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44)

제126조(특수폭행) ① 2인 이상 합동하여 제125조 제1항(폭행)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는 700만 원 이하의 벌 에 처한다. ② 단체

는 다 의 력을 보이거나 흉기 기타 험한 물건을 휴 하여 제125조

제1항 는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는 1,000만 원 이

하의 벌 에 처한다.45)

제140조(특수 박) ① 2인 이상 합동하여 제139조 제1항( 박)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는 700만 원 이하의 벌 에 처한다. ② 단체

는 다 의 력을 보이거나 흉기 기타 험한 물건을 휴 하여 제139조

제1항 는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는 1,000만 원 이

하의 벌 에 처한다.46)

제143조(특수체포ㆍ특수감 ) ① 2인 이상 합동하여 제142조 제1항(체포

ㆍ감 )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는 1,500만 원 이하의 벌

에 처한다. ② 단체 는 다 의 력을 보이거나 흉기 기타 험한 물건

을 휴 하여 제142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47)

44) 행형법(2001. 12. 29. 법률 제654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에는 이에 해당하

는 규정이 없다. 이하 각주의 해당 조항에서 벌 형은 생략함.

45)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는 다 의 력을 보이거나 험한 물건을 휴 하여

제260조 제1항(폭행: 2년 이하) 는 제2항(존속폭행: 5년 이하)의 죄를 범한 때에

는 5년 이하의 징역 는 1천만 원 이하의 벌 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46) 제284조(특수 박) 단체 는 다 의 력을 보이거나 험한 물건을 휴 하여

조 제1항( 박: 3년 이하), 제2항(존속 박: 5년 이하)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는 1천만 원 이하의 벌 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폭력행 등처벌에 한법률 제3조 제2항 헌제청 723

제160조(특수강요) ① 2인 이상 합동하여 제159조 제1항(강요)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는 1,000만 원 이하의 벌 에 처한다. ② 단

체 는 다 의 력을 보이거나 흉기 기타 험한 물건을 휴 하여 제159

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48)

제178조(특수주거침입) ① 2인 이상 합동하여 제177조(주거침입ㆍ퇴거불

응)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는 700만 원 이하의 벌 에 처한

다. ② 단체 는 다 의 력을 보이거나 흉기 기타 험한 물건을 휴

하여 제177조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는 1,000만 원 이하의

벌 에 처한다.49)

제216조(특수공갈) ① 2인 이상 합동하여 제215조(공갈)의 죄를 범한 자

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는 3,000만 원 이하의 벌 에 처한다. ②

단체 는 다 의 력을 보이거나 흉기 기타 험한 물건을 휴 하여 제

21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50)

제231조(특수손괴) ① 2인 이상 합동하여 제229조(재물손괴등)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는 1,000만 원 이하의 벌 에 처한다. ② 단

체 는 다 의 력을 보이거나 흉기 기타 험한 물건을 휴 하여 제229

조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는 1,500만 원 이하에 처한다. ③

제1항 는 제2항의 방법으로 제230조(건조물 괴)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

년 이하의 징역 는 2,000만 원 이하에 처한다.51)』

47)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 ) 단체 는 다 의 력을 보이거나 험한 물건을

휴 하여 2조{제276조(체포ㆍ감 : 5년 이하, 존속체포ㆍ존속감 : 10년 이하),

제277조( 체포ㆍ 감 : 7년 이하, 존속 체포ㆍ존속 감 : 2년 이상)}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 한다.

48) 행형법에는 이에 해당하는 규정이 없다.

49) 제320조(특수주거침입) 단체 는 다 의 력을 보이거나 험한 물건을 휴

하여 조(주거침입ㆍ퇴거불응: 3년 이하)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50) 행형법에는 이에 해당하는 규정이 없다.

51) 제369조(특수손괴) ①단체 는 다 의 력을 보이거나 험한 물건을 휴 하

여 제366조(재물손괴등: 3년 이하)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는 1천

만 원 이하의 벌 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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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국정부와 화인민공화국정부간의

마늘교역에 한 합의서 등 헌확인

-통상에 한 조약의 기본권 침해가능성과 알권리-

(헌재 2004. 12. 16. 2002헌마579, 례집 16-2하, 568)

종 익
*

1)

【 시사항】

1. 일정한 시기부터 한국의 민간기업이 자유롭게 수입할 수 있다고 한

국과의 마늘교역에 한 합의 내용이 마늘재배농가의 재산권 등 기본권

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2. 와 같은 합의 내용을 공개할 정부의 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

【심 상】

이 사건 심 의 상은 ① 한민국과 화인민공화국이 2000. 7. 31. 체

결한 양국간 마늘교역에 한 합의서(이하에서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

그 부속서(이하에서 ‘이 사건 부속서’라 한다) ‘2003. 1. 1.부터 한국

의 민간기업이 자유롭게 수입할 수 있다’는 부분(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과 ② 외교통상부 장 이 국과의 이 사건 조항을 국민들에게 알

리지 아니한 부작 (이하 ‘이 사건 부작 ’라 한다)가 헌법에 반하여 청

구인들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 헌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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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1. 심 청구에 이르게 된 경

가. 2000. 7. 31. 우리 정부의 통상 표는 국의 통상 표와 한민국과

화인민공화국간의 마늘교역에 한 합의서에 서명하 다. 합의내용에

의하면 한민국은 2000년부터 3년간 매년 일정량의 국산 마늘을 수입하

기로 하고 국은 한국산 휴 화단말기 등에 한 수입 단조치를 철회

하기로 하 으며 다만 한국이 이미 행한 3년간의 국산 마늘에 한 긴

수입제한 조치를 계속 유지하기로 하 다. 이에 따라 외교통상부는 2000.

8. 1. 보도자료를 통해 국산 마늘의 수입물량은 1999년도 수입물량 이하

로 사실상 동결되었다고 공개하고 이를 국민들에게 홍보하 다. 그러나 사

실은 국과의 합의의 내용 ‘2003. 1. 1.부터 한국의 민간기업이 (추

가 세를 물지 않고 마늘을) 자유롭게 수입할 수 있다’는 내용이 부가되어

있었으며, 이는 한국 통상 표가 합의서의 ‘부속서한’의 형태로 작성하

여 국측에 달되었다. 이와 같은 부속서의 내용은 외교통상부가 공개하

지 아니하여 국민들에게 알려지지 아니한 상태로 있다가 긴 수입제한

조치의 연장 여부와 련하여 무역 원회가 이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언론

의 취재에 의하여 알려지고 2002. 7. 16. 신문보도를 통하여 국민들에게 공

개되었다.

나. 청구인들은 마늘을 재배하여오던 농민들로서 국산 마늘이 량 수

입되어 싼 가격에 유통되면 심각한 피해를 입을 것을 우려하여 마늘교역에

한 국과의 합의 2003. 1. 1.부터 한국의 민간기업이 자유롭게 수

입할 수 있다고 한 부속서의 내용부분과 내용을 국민에게 알리지 아니

한 외교통상부장 의 부작 가 청구인들의 알 권리와 재산권 등을 침해하

고 헌법상 법 차의 원칙과 명확성의 원칙 등에도 배되어 헌이라는

이유로 2002. 9.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 을 청구하 다.

2. 청구인들의 주장 외교통상부장 의 의견

가. 청구인들의 주장

(1) 이 사건 합의서와 부속서 ‘2003. 1. 1.부터 한국의 민간기업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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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롭게 수입할 수 있다’는 부분은 2003년부터는 우리 정부가 국으로부터

의 마늘수입에 하여 긴 수입제한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것을 국과

합의한 것으로서, 이는 주권 사항을 포기한 것이고 이를 정식 합의서에

포함시키지 않고 별도의 이면서신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합의한 것은 마늘

을 재배하는 농민인 청구인들의 정보 근권, 정보수집권 등의 알권리를 침

해하는 것이며 이러한 방식 자체가 법 차에 배된다. 이는 주권의

제약에 한 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한 재정 부담을 지우는 조약

는 입법사항에 한 조약에 해당하므로 국회의 동의와 통령의 비 을 받

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받지 아니하 으므로 헌법에 반된다.

(2) 게다가 이 사건 조항은 휴 화기 등의 수출을 하여 불합리하게

마늘재배농민에게 심각한 피해를 가하는 것으로서 평등의 원칙에 배되

고, 화기 등 수출업자들을 하여 마늘재배농민인 청구인들의 직업선

택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한다. 나아가 이 사건 조항은 입법사항에 하

여 일방 으로 외국과 합의한 것으로 권력분립의 원칙에 배되며, 그 내

용도 불명확하여 명확성의 원칙에도 반한다.

(3) 이 사건 부속서의 조항은 우리나라와 국간의 이 사건 합의의

주요한 내용의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외교통상부 장 은 이를 약 2년간 국

민들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은폐하여 오다가 긴 수입제한 조치의 연장 여

부가 문제되면서 알려지게 되었다. 이러한 부작 는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

한 것이며, 그 공권력 행사의 내용, 방식, 목 등의 에서 정성과 합

리성이 없어 헌법상 법 차의 원칙에 배된다.

나. 외교통상부장 의 의견요지1)

(1) 이 사건 조항은 2003. 1. 1.부터 마늘 긴 수입제한 조치를 발동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인 이른바 ‘신사 정’에 불과하며 곧바로 국가 간

1) 정부조직법 제30조 제1항에 의하면 외교통상부 장 은 외교, 외국과의 통상교섭

통상교섭에 한 총 ․조정, 조약 기타 국제 정, 재외국민의 보호․지원, 국

제사정조사 이민에 한 사무를 장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합의서의 체결과 이 사건 부속서의 비공개조치의 처분은 모두 외교통상부장 의

소 사무로서 동 장 이 주체가 되는 공권력 행사 는 불행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동 장 을 이 사건 헌법소원 심 청구의 피청구인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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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법률 계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별도의 구체 집행행 가 없는 한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없어 권리침해의 직 성이 없다. 이 사

건 조항에 의하여 침해될 수 있는 것은 이를 비 , 동의하지 못한 통령

과 국회의 권한이므로 청구인들과 같은 국민은 권리침해의 자기 련성이

없다. 2000. 7. 31. 체결된 이 사건 합의서는 이 사건 조항을 포함하여

2000. 8. 2.부터 시행되었고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 청구는 2002. 9. 13.에

야 제기되어 청구기간을 도과하 으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조항을 국민에게 알리지 아니한 조치는 헌법에 의하여 작

의무가 특별히 구체 으로 규정된 경우가 아니므로 헌법소원의 상이 될

수 있는 부작 가 아니다. 피청구인은 2002. 7. 16. 이 사건 합의서 부속

서에 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언론이 확인하여 보도되어

이 사건 조항은 이미 공지의 사실이 되었으므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상실되

었다. 이는 행정부작 에 해당하여 행정심 과 행정소송의 사 구제

차를 거쳐야 함에도 청구인들은 이를 거치지 아니한 채 헌법소원을 제기하

으므로 이 사건 심 청구는 보충성이 결여되어 각하되어야 한다.

(3) 양국의 합의 내용 일부를 합의서 본문이 아닌 별도의 서신형식으

로 작성 교부한 것은 당사국간에 양해만 되면 취할 수 있는 방식이며 가령

이 사건 조항을 조약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헌법 제60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재정 부담을 지우는 것이거나 주권의 제약에 한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지 않으므로 반드시 국회의 동의와 통령의 비 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한 국가기 은 공공기 의정보공개에 한법률에 따라 국민의 청구를

받고 보유․ 리하고 있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뿐 국민이 요구하지도 아

니한 분야의 모든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정부가 이 사건 합

의 내용을 의도 으로 은폐한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을 즉시

공개하지 아니한 부작 가 법 차의 원칙에 배되거나 알 권리를 침해

하지는 않는다.

(4) 이 사건 합의서와 이 사건 조항은 우리나라가 시행한 국산 마늘

긴 수입제한 조치에 한 국측 보복조치인 한국산 휴 화기 등에

한 잠정 수입 단조치를 해제함과 동시에 3년간 마늘 긴 수입제한 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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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함으로써 우리 마늘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기

한 것이므로 체 으로 보아 자의 이라 할 수 없어 평등의 원칙이나 농

어민의 보호 원칙에 배되지 않으며 이로써 국민의 직업의 자유나 재산권

이 침해되는 것도 아니다.

【결정요지】

1. 합의된 국산 마늘에 한 수입제한조치는 당면한 구체 경제상황

에 응하지 못한 농가를 한시 으로 보호하여 응조치를 할 시간 여유

를 주기 한 것일 뿐, 장기간 혹은 기한 없이 계속 으로 국산 마늘에

한 수입장벽을 지속하여 마늘재배농가에 유리한 경제 법 상황을 확

보하여 주기 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마늘재배농가에게 수입제한조치

가 다시 연장되는 것에 한 어떠한 법 신뢰도 부여될 수 없고, 마늘재

배농가는 단지 기존의 수입제한조치를 활용하여 자신의 계획에 따라 경

을 조정하여야 할 뿐이므로 국가가 이러한 제한조치를 연장하지 아니한다

고 하여도 마늘재배농가의 재산권이 제한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한 경

상황의 악화로 마늘재배를 단해야 하더라도 이로써 직업선택의 자유가

어떠한 향을 받는 다고 볼 수 없다. 법 차 반과 조약체결에 한 헌

법규정 권력분립원칙은 원칙들이 그 자체로 어떠한 주 인 권리를 보

장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알 권리에서 생되는 정부의 공개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

민의 극 인 정보수집행 , 특히 특정의 정보에 한 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야 비로소 존재하므로, 정보공개청구가 없었던 경우 한민국과

국이 체결한 마늘교역에 한 합의서 그 부속서 ‘2003. 1. 1.부터 한

국의 민간기업이 자유롭게 마늘을 수입할 수 있다’는 부분을 사 에 마늘

재배농가들에게 공개할 정부의 의무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한 공포의무

가 인정되는 일정범 의 조약의 경우에는 공개청구가 없더라도 알 권리에

상응하는 공개의무가 외 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으나

부속서의 경우 그 내용이 이미 연도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한국이 이미

행한 3년간의 국산 마늘에 한 긴 수입제한 조치를 그 이후에는 다시

연장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선언한 것으로 집행 인 성격이 강하고,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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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수입제한조치의 연장은 국과의 합의로 그 연장여부가 최종 으로 결

정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에 비추어 헌법 으로 정부가 반드시 공포하여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부여해야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해설】

1. 조약의 의의와 종류, 체결 공포 차

가. 조약의 의의

국제법상 조약이란 “단일의 문서 는 둘 는 그 이상의 련문서에 구

되고 있는가에 계없이 한 그 특정의 명칭에 계없이, 서면형식으로

국가간 체결되며 한 국제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국제 합의”를 의미한다

[조약법에 한비엔나 약 제2조 제1항 (a)]. 이에 의하면 조약은 ‘국가간’합

의로서 국가이외의 주체간 는 그와 국가간의 합의는 제외되며 구두합의

는 포함되지 않는다. 한 국유토지의 임 차 등과 같은 사법상의 규율

상이 되는 국가간의 합의 역시 조약이라 볼 수 없다. 이와 같이 조약은

정(agreement), 약(convention), 각서교환(exchange of notes), 의정서

(protocol) 등 명칭과 형식에 상 없이 의 요건들을 충족하는 국제간 합

의를 포함하는 총 인 개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국가간 합의가 조약으로서 법 권리․의무

를 발생시키는 것인지 여부가 쉽게 가려지는 것은 아니다. 단순한 정치

․선언 성격의 합의가 아닌 법 인 구속력을 가지는 조약인지를 가려

내기 해서는 먼 합의 당사자들의 법 효력에 한 의도를 고려해야

하며 안보, 세, 무역, 범죄인 인도 등 요한 사안인지 여부와 국내법상

입법사항인지 여부와 같은 내용의 성격, 합의된 내용에서 권리․의무 계

가 구체 으로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 그리고 합의 형식이 통상 인 조약

의 형식을 따르고 있는지 여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2)

2) 외무부, 조약업무처리지침, 1985, 10-12쪽; 국제법상의 조약의 개념을 일반화하여

볼 때 조약이 되기 하여는 다음과 같은 5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 한다

(Introduction to the Law of Treaties, Paul Reuter, English translation, 1989.

London, pp 22-27 참조). ①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an expression of

concurring wills), ② 복수의 법주체에게 귀속되는 의사의 합치(concurring wills

attributable to two or more subjects of law) ③ 복수의 국제법 주체의 존재(tw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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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조약의 체결형식상 분류3)

(1) 조약(Treaty)

가장 격식을 따지는 정식의 문서로서 주로 당사국간 정치 , 외교 기

본 계나 지 에 한 포 인 합의를 기록하는데 사용된다. 조약은 문

(preamble), 본문(body), 최종조항(final clause)으로 구성되며 부분 당사

국 정부가 아닌 ‘국가’ 자체가 당사자가 된다. 권 표에 의하여 교섭되고

국가원수의 비 을 조건으로 서명되며 개 그 차와 유효기간을 규정하

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2) 정(Agreement, Pact)

주로 정치 인 요소가 포함되지 않은 문 인, 구체 인 주제를 다루며

조정이 그다지 어렵지 않은 특정문제를 취 하는 데에 주로 사용된다.

문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도 지 않고 정부간 는 부처간 조약에 많이 사

용된다. 통상 서명이나 수락 는 가입 등의 조치에 의해 발효되나 비 을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다. 표 인 로 “한․ 원자력 력 정(1995)”을

들 수 있다.

(3) 약(Convention)

특정분야 는 기술 인 사항에 한 입법 성격의 조약에 많이 사용되

며, 로는 ‘이 과세방지 약’을 들 수 있다. 그밖에 국제기구의 주 하에

개최된 국제회의에서 체결되는 조약의 경우 약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도

한다. 를 들면 ‘외교 계에 한 비엔나 약(1961)’이 있다.

(4) 의정서(Protocol)

기본 인 문서에 한 개정이나 보충 인 성격을 가지는 조약에 많이 사

용된다. 이 경우 의정서는 기본문서의 불가분의 일부로 간주된다. 그러나

or more subjects of public international law) ④ 법 효과를 창출하고자 하는

의도(intention to produce legal effects) ⑤ 국제법상의 법 효과(legal effects

under public international law)

3) 이하의 내용은 외부무, 주 2, 14-23쪽; 알기쉬운 조약업무, 1996, 12쪽을 정리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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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분야만을 단독으로 취 한 경우도 없지 않다. 이러한 경우로 “ 한민

국과 독일연방공화국간의 해운 계에 한 의정서(1965)”를 들 수 있다.

는 분쟁해결을 한 조약에서도 그 를 많이 발견할 수 있다. 그 로

“ 사 계에 한 비엔나 약 분쟁의 강제 해결에 한 임의의정서

(1963)”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구별되는 것으로 특정조약 비 서 교환과 조약의 효력발생 등의 내

용을 기술하는 문서를 지칭하는 “비 서 교환의정서(Protocol of Exchange

of Instruments of Ratification)”가 있다. 이는 기본문서의 일부분이 아니며

행정 인 계문서로 간주된다.

(5) 약정(Arrangement)

주로 정에 비하여 상 으로 요성이 고 실무 인 사항을 규정하

거나, 그 시행이 일회 이거나 유효기간이 짧은 문서에 사용된다. 는 모

정에 규정된 사업을 구체 으로 실시하기 한 조건에 한 합의문서에

사용되기도 한다. 그 로 “ 한민국 정부와 캐나다 정부간의 한 소맥원

조약정(1970)”을 들 수 있다.

(6) 각서교환(Exchange of Notes)

통 인 조약은 동일서면에 조약국의 표가 서명함으로써 체결되는데

비하여, 각서교환은 일국의 표가 의사를 표시한 각서를 타방국가의 표

에 달하면 타방국가의 표는 그 회답각서에 달받은 각서의 부 는

요부분을 확인하고 그에 한 동의를 표시하여 합의를 성립시키는 것이

다. 각서교환형식이라고는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내용의 성에 비추

어 비 을 필요로 하는 것도 있고 헌법 제96조 제1항에 의한 동의를 필요

로 하기도 한다. 주로 기술 인 성질의 사항과 련되나 정치 요성이

높은 문제에 이용된 경우도 있다.

각서의 안은 교환이 실시되기 이 에 양 당사국간에 조정되는 것이

례이며 양 문서의 일자는 가능한 한 동일하여야 한다. 외교통상부장 의

임을 받으면 외무부 직원도 각서교환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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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합의 의사록(Agreed Minutes)

외교교섭 는 조약체결시 표명된 의견 는 상호 합의된 사항을 기술한

문서로서 추후 합의내용 는 조약해석의 지표로서 사용된다. 독립 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이미 있었던 합의를 수정하거나 완성시키는 합의로 간

주된다. 후자의 로서 “ 한민국과 필리핀공화국간의 무역에 한 합의의

사록(1961)”을 들 수 있다.

(8)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

이미 합의된 내용 는 조약본문에 사용된 용어의 개념들을 명확히 하기

하여 당사자간 외교교섭의 결과 상호양해된 사항을 확인․기록하는데 주

로 사용된다. 그 로서 1978. 9. 싱턴에서 개최된 한미간 항공회담결과

양국은 1957년 체결된 한미항공운송 정 개정에 합의하고 그 합의된 내용

을 “양해각서”에 기록․서명한 것을 들 수 있다. 최근에는 독자 인 문

․기술 내용의 합의에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밖에 조약형식으로 주로 국제기구를 구성하거나 특정제도를 규율하는

조약을 지칭하는데 이용되는 헌장(charter), 규정(statute) 는 규약(covenant),

잠정 이고 비 인 성격의 조약인 잠정 정(Modus Vivendi),4) 국제회의

에서 성립된 다수의 조약이나 정을 열거한 문서가 그 자체로 조약이 되

는 경우 사용되는 일반의정서(General Act) 등이 있다.

다. 조약의 체결 공포 차

(1) 조약체결을 해서는 무엇보다 정부 표의 임명과 교섭이 선행되어

야 한다. 통상 외교통상부장 는 특명 권 사 는 특명 권공사인

한민국재외공 의 장이 정부 표가 되며(정부 표 특별사 의임명과권한

에 한법률 제3조, 제4조),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무부장 이 임명한 자

가 정부 표가 된다. 다만 요사안의 경우나 특별사 의 경우에는 외교통

상부장 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통령이 임명한다(같은 법 제5조).

4) 오늘날에는 잠정 인 성격의 조약은 각서교환으로 처리하며 잠정 정은 잘 사용

되지 않는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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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임명된 정부 표는 교섭을 통하여 조약문을 작성하고 문안을

확정한다. 이와 같이 확정된 조약안은 법제처의 심사를 거쳐(정부조직법

제24조 제1항) 국무회의에 상정되어 심의를 받는다(헌법 제89조 제3호). 국

무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친 조약안이 국무총리의 재가를 거쳐 통령의

재가를 받으면 내부 인 조약체결에 한 의사가 최종 확정되고 정부 표

는 이에 따라 상 국 표와 조약에 서명한다. 서명된 조약 상호원조․

안 보장에 한 조약 등과 같이 헌법 제60조 제1항에 규정되어 국회의 동

의가 필요한 조약의 경우에는 서명 후 비 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

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조약 은 통령 는 외무부장 이 작성한 비 서

(instrument of ratification)를 교환함으로써 국제법 인 효력을 발생한다.

다만 행정 정과 같은 약식조약(treaty in simplified form)의 경우 비 없

이 서명만으로 효력이 발생하기도 한다.

(2) 와 같은 차를 모두 거쳐 체결된 조약은 공포함으로써 국내법

으로 효력을 발생한다(헌법 제6조 제1항). 조약의 공포문에는 문을 붙여

야 하며 여기에는 국회의 동의 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뜻을 기재하

고, 통령이 서명한 후 통령인을 압날하며 그 일자를 명기하여 국무총

리와 계국무 원이 부서한다(법령등공포에 한법률 제2조, 제6조). 조약

의 공포는 보에 게재하여 행한다(같은 법 제11조 제1항).

라. 조약의 국내법상의 지 와 헌법소원심

(1) 통령이 그 조약의 체결·비 권(헌법 제73조)에 근거하여 조약을 체

결한 후 국무회의의 심의와 경우에 따라서는 국회의 동의를 거쳐 공포가

되면 헌법에 의하여 체결된 조약으로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이

러한 조약 국회의 동의를 얻은 조약은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나 동의

를 요하지 않는 조약으로서 행정 정과 같은 것은 명령·규칙의 효력을 가

진다.5)

이와 같은 조약 이외에 외교통상부의 실무 행상 외교통상부 장 의

결로 체결하는 이른바 ‘고시류조약’이 존재한다. 고시류조약은 모(母)조약의

5) 이는 우리나라의 다수설이다. 김철수, 헌법학개론, 2003, 240쪽; 권 성, 헌법학원

론, 2003, 17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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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집행을 하여 그 조약의 규정에 의하여 임된 범 내에서 보충

으로 체결되는 약정(각서교환의 형식을 취하는 경우가 부분임) 는 국

제기구에서 채택된 다자조약으로서 그 조약 내용 경미한 사항을 기구의

결의를 통하여 수정하는 경우( 컨 의사국의 수를 증감하는 따 ) 등에

이용된다. 이 경우 복잡한 국내 차를 취하는 것이 당하지 아니하므로

외무부장 이 계부처와 의를 거쳐 체결 차를 취하고 그 내용을 곧바

로 보에 고시한다. 이를 편의상 ‘고시류조약’이라 칭한다.6)

(2) 조약의 국내법체계내에서의 지 에 하여는 국제주의 는 국제

조주의의 규정상 조약이 헌법에 우월하다고 보는 조약우 설, 조약체결권

은 헌법에 의하여 인정된 국가기 의 권능이며 헌법에 의하여 창설된 권력

이기 때문에 헌법에 우월할 수 없고, 헌법의 최고법규성에서 보아 조약의

우 를 인정할 수 없으며 조약이라고 하더라도 헌법의 기본원리인 국민주

권주의를 배제할 수 없다고 하는 헌법우 설 등이 있으나, 헌법우 설이

우리나라의 다수설이며, 헌조약의 사법 심사 상 여부에 하여도 헌

법우 설의 입장에서 이를 정하는 것이 다수설이다.7) 그러므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조약은 헌법재 소의 헌심 상이 되며 헌법재 소

의 결정 도 이와 같다.8)

헌법에 반되는 것으로 결정된 조약은 그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국내

효력을 상실한다. 그러나 일단 국제법 으로 유효하게 체결된 조약의 경우

국제법 인 효력은 유지되며 국내법 규정을 원용해서 조약의 불이행을 정

당화할 수 없다(조약법에 한비엔나 약 제27조).

(3) 조약이 국내법 효력이 있는 경우 헌법소원심 의 상이 될 수 있

다. 그러나 국제법 으로 유효하나 체결 차의 흠결로 인하여 국내법 효

력이 없는 경우( 를 들면, 공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헌법소원심 의

6) 외무부, 주 2, 55-56쪽

7) 김철수, 앞의 책, 1311쪽; 권 성, 앞의 책, 177쪽.

8) 헌재 1999. 4. 29. 97헌가14, 한민국과아메리카합 국간의상호방 조약제4조에의

한시설과구역 한민국에서의합 국군 의지 에 한 정 제2조 제1의 (나)항

헌제청, 례집 11-1, 273; 2001. 3. 21. 99헌마139등, 한민국과일본국간의어업

에 한 정비 등 헌확인, 례집 13-1, 676; 2001. 11. 29. 2000헌마462, 한민

국과아메리카합 국간의상호방 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 한민국에서의합

국군 의지 에 한 정 제3조 제1항 등 헌확인, 례집 13-2, 78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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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하여는 아직까지 구체

으로 단된 바 없다.

조약이 공포되면서 별도의 입법시행의 조치 없이 즉시 국내법 으로

용되는 자기집행조약(self-executing treaties)의 경우 일반 으로 헌법소원

심 에서 자기 련성, 직 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조약의 시

행을 해 별도의 입법조치가 필요한 비자기집행조약(non-self-executing

treaty)의 경우 이로써 국민이 직 자신의 기본권을 제한받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곧바로 조약을 상으로 헌법소원심 을 청구할 수 없고 조약

을 구체화한 법률 는 명령·규칙을 상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9)

마. 이 사건 합의서 부속서의 국제법 성격

(1) 이 사건 합의서는 서면형식으로 국가간 체결된 국제 합의로서 그

상이 세 무역에 한 분쟁을 해결하기 한 것이고, 합의된 내용을

보면 향후 3년간 양국이 행하여야 할 것에 한 의무와 권리들이 구체 으

로 명시되어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정식으로 임명된 정부의 표가 교

섭과정을 거쳐 서명을 하 으므로 법 구속력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합의서는 국제법상의 조약으로 보아야 한다.

이 사건 합의서는 우리나라의 국산 마늘에 한 긴 수입제한조치 이

후 발생한 국과의 무역분쟁을 해결하기 하여 이루어졌고 조약체결주체

는 양국의 정부로 되어 있으며, 마늘수입물량, 세율 등의 구체 이고 실

무 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그 상기간도 ‘2000년부터 3년간’의 비교

단기간으로 한정되어 있다. 이와 같이 실무 인 사항을 규정하며 유효기간

이 비교 단기인 문서는 앞에서 살펴본 조약의 체결형식에 의하면 ‘ 약

(Arrangement)’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2) 이 사건 부속서의 경우 그 국제법 성질에 하여 다음과 같이 다

른 견해가 있을 수 있다.

9) 정종섭, 헌법소송법(제2 ), 2004, 553쪽 참조; 김철수 교수는 헌법률심 에

한 설명에서 비자기집행조약의 경우 이를 시행하기 한 법령에 해서만 헌심

권이 미친다고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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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사 정으로 보아 국제법 효력을 부인하는 견해10)

이 사건 부속서는 세이 가드 조치와 련하여 일방 으로 우리측이 선

언한 내용으로서 신사 정에 해당하며 국제법 으로 유효한 조약으로 볼

수 없다는 견해이다. 이 사건 부속서는 한민국 정부 표가 국 표에

게 보낸 서한형식으로 되어 있어 그 내용을 일방 으로 선언하는 것에 불

과하며, 특히 이 사건 조항을 보면 그 내용도 ‘세이 가드 조치를 해제한

다’ 는 ‘세이 가드 조치의 연장을 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지 않고

단순히 ‘2003. 1. 1.부터 한국기업은 냉동, 산제조 마늘을 자유로이 수입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구체 인 양측의 권리·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

다. 한 이 부속서한은 국무회의의 심의나 공포 등의 조약체결 차를

거치지 않았다.11)

따라서 이 사건 부속서는 곧바로 국가간의 법률 계를 발생시키지 않고

법 구속력이 없는 정치 는 도덕 약속인 신사 정으로서 이 사건

조항 역시 단지 2003. 1. 1.부터 마늘 세이 가드 조치를 발동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을 선언한 것이지 확정 으로 연장권한을 포기한 것은 아

니다.

(나) 국제법 으로 유효한 조약으로 보는 견해

이 사건 부속서의 성립과정을 보면 우선 한국과 국 양국은 분쟁의 해

결로서 한국이 2000년부터 3년간 국산 마늘을 일정물량 수입하고 정해진

세율로 세를 부과하며 그 이후에는 국산마늘의 수입을 자유화하는 반

면 국이 즉시 한국산 휴 화기 등에 한 잠정 수입 단조치를 해제한

다는 것을 합의하 다. 양국은 이러한 합의를 문서로 작성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국산 마늘 수입물량 세율’에 한 내용은 이 사건 합의서에

포함시키고 ‘한국의 2003년 이후 마늘수입자유화’와 ‘ 국의 수입 단조치

해제’는 각각 서한으로 확인하는 방법을 택하 다. 따라서 이 사건 부속서

는 한․ 간 무역분쟁해결을 한 합의의 불가분의 일부로서, 법 인 구속

10) 외교통상부장 의견서의 견해임.

11) 각서교환 형식임에도 불구하고 국무회의심의와 공포 차를 모두 거친 로는

‘ 한민국과 아메리카 합 국간의 상호방 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한민국에서의 합 국 군 의 지 에 한 정의 일부 폐기를 한 한민국 정

부와 미합 국 정부간의 각서교환(1991)’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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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이 없는 단순한 선언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국제법상 조약의 하나

로 보아야 한다. 특히 한․ 간 각각의 의무를 기재한 서한을 서로 응하

여 교환된 사실을 보면 이는 명백하다. 국회답변에서 통상교섭본부장 역시

부속서한은 합의서 체의 일부분으로서 이를 포함한 당시 합의내용은 구

속력을 갖는 국가 간의 합의라고 밝히고 있다.12)

형식 으로 보면 양국의 표가 상호 합의하에 각 국가의 의사를 표시한

서한을 달하여 합의된 내용을 확인하고 있고 내용도 이 사건 합의서에

표기된 연도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그 이후의 방침을 선언하는 등 기술

성질의 사항을 정하고 있으므로 앞에서 살펴본 조약의 유형 ‘교환각서

(Exchange of Notes)’ 는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13)

(다) 단

외교 계는 국가안 보장 등 한 국익과 하게 연 되어 있으며

어떠한 방법으로 국익을 지켜나갈지에 한 단은 고도의 문성을 요한

다.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로 이루어지는 다른 나라와의 합의가 어떠한

성질을 가지고 있고 그 효력이 무엇인가에 하여는 이 분야의 문가들

인 외교 들의 단을 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러

한 취지에서 이 사건 부속서에 한 국제법 효력을 부인하는 견해도 가

능하다.

그러나 합의가 이루어진 과정 체를 살펴보면 이 사건 부속서는 분쟁해

결을 한 체조약의 일부분을 이루고 있고 이 사건 부속서 이 사건

조항의 성격에 한 외교통상부의 입장 자체도 통일되어 있지 않으며 법

효력의 문제까지 외교 문가들의 문성을 존 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하

여는 의문이 있다는 에서 국제법 효력이 있는 조약이라고 보는 견해도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12) 제16 232회 국회 농림해양수산 원회 회의록, 제2호, 11, 47쪽.

13) 국회답변에서 통상교섭본부장은 부속서의 유형에 하여 ‘교환각서’, ‘양해각서’

의 두가지 표 을 모두 사용하고 있다(제16 232회 국회 농림해양수산 원회 회

의록, 제2호, 11, 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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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사건 합의서 이 사건 조항의 법요건 검토

가. 헌법소원심 의 상

(1) 독일법상 조약의 종류와 차

(가) 기본법의 련 규정

기본법 제59조 제2항은 조약의 국내변형 차와 련하여 “연방의 정치

계를 규정하거나 연방의 입법사항과 련을 가지는 조약은 연방법률의

형식으로 하되 그 때마다 연방입법에 한 권한을 가진 기 의 동의나 참

여를 필요로 한다. 행정 정(Verwaltungsabkommen)에 해서는 연방행정

에 한 조항이 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동의법률에 의하여 국내 으로 발효되는 조약

조항 제1문은 소 동의법률(Zustimmungsgesetz)에 하여 규정한

것이다. 그런데 모든 조약이 동의법률의 형태에 의하여 국내변형의 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그 상은 ‘연방의 정치 계를 규율하거나 연

방의 입법사항에 한’ 조약에 한정하고 있다. 이는 우리 헌법 제60조 제1

항이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조약을 ‘상호원조 는 안 보장에 한

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한 재정 부담을 지우는 조약 는 입법

사항에 한 조약’으로 한정하고 있는 것과 비교할 수 있다. 양국의 사법기

에 의한 해석상 차이가 있겠지만 그 규정 취지는 유사한 것으로 사료된

다. 독일의 동의법률은 의회에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여 통과시킬 수

없고 조약 내용 체에 한 가부만 단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을 고려

하면 실질 으로 우리의 국회동의와 유사하여 헌법소원의 상성을 평가함

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본질 인 제도 차이는 없다고 생각된다.

(다) 동의법률에 의하지 아니하는 조약(행정 정)

독일기본법상 와 같은 동의법률로 변형하여야 할 요건에 해당하지 아

니하는 경우에는 기본법 제59조 제2항 제2문에서 규정한 소 ‘행정 정’으

로 처리된다. 동의법률의 상이 되지 아니하는 조약, 즉 행정 정은 행정

규칙이나 행정행 의 형태로 규율될 수 있는 상을 내용으로 삼는 것이

다. 이러한 행정 정은 동의법률의 형태로 의회의 여를 받을 필요는 없

지만, 기본법 제59조 제1항 제2문에 의하여 역시 연방 통령의 체결행 에

의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행정 정은 그 내용에 따라 법규명령,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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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혹은 행정행 의 발령의 형태로 국내법 으로 변형되어 발효된다.

그러나 실제로 행정 정은 기본법 제59조 제1항 제2문의 내용과는 어

나게 통령이 아니라 연방정부 혹은 계부처에 의하여 체결되고 있다.

행정 정은 ‘정부 정(Regierungsabkommen)’과 ‘부처 정(Ressortabkommen)’

으로 별된다.

정부 정은 연방정부가 상 국의 정부와 체결하는 것으로서 연방정부가

체약당사자가 되며, 연방정부 표의 서명과 상 국에 한 통지에 의하여

발효된다. 부처 정은 계부처가 체약당사자가 되며, 조약의 내용이 기본

법 제65조에 의한 부처간 할범 를 기 으로 볼 때 어느 특정한 부처에

속하는 경우에 생긴다. 기본법의 규정상으로는 통령이 모든 조약의 체

결권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이러한 실무는 헌법 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 되고 있으나, 실제로 이를 헌 단한 례는 발견할 수

없다.14)

(2) 독일법상 조약의 헌법소원 상성

(가) 독일연방헌법재 소는 국제조약에 한 연방정부의 모든 여행

는 헌법소원의 상이 될 수 없다고 시하고 있으며 그 이유는 국제법

차원의 행 는 국내법 효과를 가질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하

다.(BVerfGE 77, 170, 209)15) 그 신 국제조약을 국내 으로 시행하기

하여 제정되는 ‘조약동의법률(Zustimmungsgesetz)’은 헌법소원의 상이

된다고 보고 있다.(BVerfGE 6, 290, 295) 다만 동 법률의 제정 차에 있어

서 어느 시 부터 헌법소원의 상이 되는지 여부에 하여 다음과 같이

일반법률의 경우와 다른 외가 인정되고 있다.

(나) 헌법소원의 상이 되는 형식 의미의 법률(Gesetz im formellen

Sinn)이 성립하기 하여는 최종 으로 법률이 공포되어야 한다. 그러나

국제조약에 한 동의법률는 이에 한 외이다. 동의법률의 공포와 함께

비 을 요하지 아니하는 국제조약은 구속력을 가진다. 그러나 비 을 요하

14) von Munch/Kunig, Grundgesetzkommentar, Bd. 2. 3. Auflage, SS. 1010-1012.,

rdnr. 51-53

15) Klaus Schlaich, Das Bundesverfassungsgericht, Stellung, Verfahren, Entscheidungen,

2. Auflage, C.H. beck, München, S. 125. rdnr. 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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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동 비 은 법률의 공포 이후에 직 행하여질 수 있

고, 이를 통하여 국제법 효과가 발생될 것이다. 동의법률이 공포 시 이

후에야 헌법심사를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이는 국제법 으로 이미 발효된

국제조약을 헌법재 소가 헌이라고 단하는 결과가 생길 수 있는 것이

다. 그러므로 헌법심사를 가능한 한 시기 으로 당겨서 할 필요가 있다. 그

러나 이 경우에도 의회의 의사형성과정에 재 소가 개입하는 것이 되어서

는 안 될 것이다. 그러므로 헌법소원은 동의법률이 의회(상하원)을 통과한

이후 그러나 통령의 서명과 공포 이 에 제기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조약이 국제법 으로 발효되었다는 사실이 헌법소원의 제기에 방해가 되는

것은 아니다.16)

(다) 연방헌법재 소도 이 에 하여 다음과 같이 설시하고 있다.

“동의법률에 한 헌법소원은 연방 통령이 조약법률에 서명하고 이를

공포할 수 있는 정도까지 입법 차가 완결되었다면, 동 공포 이 에 이미

제기될 수 있는 것이다.(BVerfGE 24, 33 : 네덜란드와의 재정조약 사건)17)

(라)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독일의 경우 조약의 내용이 국내 으로

발효되는 것은 물론 조약동의법률이 공포되고 시행되는 시 부터가 되지

만, 동 법률에 한 헌법소원의 제기는 의회를 통과한 이상 공포되지는 아

니한 시 에서도 가능하다고 하고 있다. 이 게 보는 이유는 가 조약

이 국제법 으로 발효하기 이 에 연방헌법재 소의 단을 받을 수 있도

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굳이 공포까지 시 을 늦춤으로써 오히려 비 발

효를 거치게 하여 국제법 으로 완결되어 버린 조약을 헌법재 소가 사후

에 심사하는 모순을 피하고자 하는데 있다.

(3) 이 사건 합의서 이 사건 조항이 공권력 행사에 해당되는지 여부

(가) 이 사건 합의서와 부속서를 양국정부의 표들에 의하여 이루어진

국제법상의 조약으로 본다 하더라도 정부는 이에 하여 국무회의의 심의

도 거치지 않았고 보에 게재하여 공포하지 않았다. 다만 보도자료 형태

16) Benda/Klein, Lehrbuch des Verfassungsprozeßrecht, 1991, Heidelberg, S. 177,

rdnr. 423.

17) Rüdiger Zuck, Das Recht der Verfassungsbeschwerde, 2. Auflage, 1988, München,

S. 197., rdnr. 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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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일부 내용을 언론에 공개하 을 뿐이다. 이와 별도로 정부는 ‘ 세법제

12조의규정에의한마늘에 한긴 세부과에 한규칙(별첨2)’을 이 사건 합

의서 내용을 반 하도록 개정(2000. 8. 2. 재정경제부령 제159호)하면서 ‘

국과의 상결과를 반 ’한 것이라고 개정이유를 밝힘으로써 그 체 인

내용을 공개하기는 하 다. 그러나 국민들은 이로써 이 사건 합의서 부

속서 내용 일부를 추측하여 알 수 있을 뿐 내용 그 로를 알 수는 없고

이를 법령등공포에 한법률에 의한 공포로 볼 수는 없다.18)

따라서 이 사건 합의서와 부속서는 국내법 차에 따른 공포가 이루어

지지 않았으므로 헌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질 수

없다.

(나) 헌법소원심 의 상이 되는 것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공권력의 행

사 는 불행사’이며 여기서 ‘공권력’이란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을 행사

하는 모든 국가기 ․공공단체 등의 고권 작용이다(헌재 2001. 3. 21. 99

헌마139등, 례집 13-1, 676, 692). 이 사건 합의서 이 사건 조항의 경

우 행정권을 행사하는 국가기 의 고권 작용인 것은 틀림없으나 그

국민 효력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따라 헌법소원심 의 상이 되는 공

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하여 다음과 같은 두가지 견해가 가

능하다.

(다) 헌법소원심 상이 되지 않는다는 견해

이 사건 합의서와 부속서는 국내법 차에 따른 공포가 이루어지지 않았

으므로 그 자체로 헌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질 수

없고 그에 따른 국내법 후속조치가 이루어져야 비로소 효과를 가질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합의서와 부속서는 아무런 국민 인 법

효력을 가질 수 없다. 따라서 헌법소원심 의 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로 보기 어렵다.

(물론 국제법 인 효력을 부인하는 입장의 경우 국내법 효력을 인정할

여지가 없으므로 헌법소원심 의 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당연하다)

18) 보 2000. 8. 2. 37쪽; 이 사건 합의서가 국내법 효력을 가진다면 재정경제부

령과의 문제는 ‘신법우선의 원칙’ 등 일반 인 법원칙에 따라 해결될 것이므

로(권 성, 헌법학원론, 2003, 177쪽) 원칙 으로 규칙의 개정은 필요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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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헌법소원심 의 상으로 보는 견해

이 사건 합의서와 부속서의 국내법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사실상의 효과를 보면 헌법소원심 의 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

정할 수 있다. 이 사건 합의서와 부속서는 국제법 효력을 가진 조약으로

서 이에 따라 조약체결주체인 정부는 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마늘에 한

세 수출물량 수입제한조치를 조정할 의무를 진다. 조약체결 당시

세법(1995. 12. 6. 법률 제4982호로 개정되고 2000. 12. 29. 법률 제6305호

로 개정되기 의 것) 제12조에 의하면 특정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하여 국

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받을 경우 부과되는 ‘긴 세’ 는 ‘잠정긴

세’를 부과할 상물품․세율․ 용기간․수량 등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

하도록 되어 있으며(제8항), 이에 따라 세법제12조의규정에의한마늘에

한긴 세부과에 한규칙(2000. 5. 3. 재정경제부령 제141호)이 제정되어

있었고, 외무역법(1996. 12. 30. 법률 제5211호로 개정되고 2001. 2. 3. 법

률 제6417호 불공정무역행 조사 산업피해구제에 한법률로 개정되기

의 것) 제28조와 제30조에 의하면 세부과 등 조치의 변경․해제 는 기

간의 연장 역시 무역 원회의 건의를 받아 재정경제부장 이 결정을 할 수

있었으므로, 이 사건 합의서와 부속서에 따른 의무이행을 해서 국회에

의한 법률개정 등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 행정부내부의 의사결정과정에서

그 내용을 철시키는 것으로 충분하다. 따라서 이 사건 합의서와 부속서

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령의 뒷받침에 의하여 실시될 것이 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합의서와 부속서는 법령의 뒷받침에 의하여 그 로

실시될 것이 상되므로, 그 내용상 국민의 기본권에 직 향을 미칠

험성이 존재한다면 비록 사실상의 효력을 가지는 것에 불과하더라도 헌법

소원의 상이 되는 공권력작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마) 평가

이 사건 합의서와 부속서는 헌법상의 조약체결 차인 국무회의의 심의

와 공포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헌법 제6조에 규정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 조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이에 하여 국내법 으로 아무

런 효력도 없는 것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하자가 있어 완 한 법 효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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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할 수는 없지만 국민들에게 일정한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평가하여 헌

법소원심 의 상으로 볼 것인가 여부에 따라 서로 다른 견해가 가능하

다. 자의 견해는 논리 으로 일 된다는 에서 장 이 있으나 정부가

그에 따라 일정한 행 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실질 인 면을 고려

하면 후자의 견해가 타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통치행 와 헌법소원심

이 사건 합의서 부속서의 조약체결행 가 고도의 정치 결단에 의하

여 내려지는 국가작용으로서 그 결단을 존 해야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통

치행 ( 는 정치문제)로서 사법심사의 상에서 배제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재 소는 ‘통치행 를 포함한 모든 국가작용은 국민의 기본

권침해와 직 련되는 경우 당연히 헌법재 소의 심 상이 된다’(헌재

1996. 2. 29. 93헌마186, 례집 8-1, 111, 116)19)는 입장이므로 이 사건 합

의서 부속서의 체결행 가 통치행 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상 없이 당

연히 헌법소원심 의 상으로 인정할 수 있다.

게다가 이 사건 합의서와 부속서는 한 양국간에 체결된 조약이기는 하

지만 국산 마늘의 일정 기간 수입에 한 한 양국의 합의로서 특정 품

목에 한 구체 무역에 련한 매우 경제 문 내용을 합의한 것으로서

정치 성격은 희박하며 더욱이 고도의 정치 결단에 의한 국가작용이 개

입되었다고는 단하기 어렵다.

따라서 행정재량론 는 통치행 론에 의하여도 이 사건 합의서와 부속

서가 헌법소원심 의 상에서 제외될 수는 없는 것으로 단된다.

19) “그러나 이른바 통치행 를 포함하여 모든 국가작용은 국민의 기본권 가치를

실 하기 한 수단이라는 한계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고, 헌법재 소는 헌

법의 수호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사명으로 하는 국가기 이므로 비록 고도의

정치 결단에 의하여 행해지는 국가작용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 련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헌법재 소의 심 상이 될 수 있는 것

일 뿐만 아니라, 긴 재정경제명령은 법률의 효력을 갖는 것이므로 마땅히 헌법

에 기속되어야 할 것이다.”(헌재 1996. 2. 29. 93헌마186, 례집 8-1, 111,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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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본권침해 가능성

(1) 청구인들은 이 사건 합의서 조항으로 말미암아 재산권과 직업선

택의 자유를 침해받는다고 주장한다. 이에 의하면 2003. 1. 1. 이후에는

국산 마늘에 한 국내마늘산업 보호조치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므로

마늘을 재배하고 있는 청구인들의 경우 값싼 국산 마늘과 경쟁할 수밖에

없고 결국 경제 으로 큰 타격을 입거나 경우에 따라서 마늘재배로는 더

이상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일 수는 있다.

(2) 그러나 오늘날 경제나 재정의 면에서 국가의 유도 조정 조치나

법률이 증가함에 따라 국가의 행 가 개인의 업이나 이윤추구에 불리하

게 작용하는 경우가 빈번해졌다 하더라도, 개인이나 기업이 소유하는 구체

인 물건이나 권리를 재산권으로서 국가에 의한 침해에 하여 보장하는

것과는 달리 국가의 재정경제 조치의 결과 재산 손실이 발생한 경우

경 그 자체가 재산권으로 보호받는 것은 아니다. 이 경우 개인이나 기업

의 단순한 이윤추구의 기회나 자신에게 유리한 경제 법 상황이 지속되

리라는 기 나 희망은 재산권의 보호범 에는 속하지 않는다. 컨 리

나 세율의 변경과 같은 경제조정 조치는 단지 업의 기회나 업여건

등 사실 는 법 상황에 따른 이윤획득의 기회에만 향을 미치는 것

이므로 이는 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권의 침해가 된다고 할 수 없다.

이 경우 국가는 개인이 공권력의 조치를 자신의 행 와 결정의 기 으로

삼을 가능성을 견하기는 하지만 이를 극 으로 유도하지는 않으며, 개

인은 자신의 계획에 따라 행 하면서 단지 법질서가 개방하는 자유공간이

나 기회를 활용할 뿐이기 때문이다.20)

(3) 국산 마늘에 한 수입제한조치는 국산 마늘의 수입이 단기간에

격히 증 할 경우 국내시장의 가격에 한 향을 주고 이에 따라 국

내 마늘재배농가의 경 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지 하여 3년의 기한으로

20) 한수웅, 경제 기본권의 새로운 문제 과 그 망, 헌법학 연구, 제5권 제2호,

1999. 10. 65-69면 참조 이와 련한 사례로 국내기업이 높은 수입 세율을 근거

로 시설투자를 확 하 으나 잠시후 수입 세가 인하됨으로써 당해 제품의 수입

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국내기업의 생산과 매가 크게 감소하는 경우에 이로 인

하여 받은 기업의 경 손실은 재산권 보장을 받을 수 없다는 독일의 례를 들

수 있다(BGH 45,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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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여진 것이다. 이는 당면한 구체 경제상황에 응하여 이에 응하지

못한 농가를 한시 으로 보호하여 응조치를 할 시간 여유를 주기 한

것일 뿐, 장기간 혹은 기한 없이 계속 으로 국산 마늘에 한 수입장벽

을 지속하여 마늘재배농가에 유리한 경제 법 상황을 확보하여 주겠다

는 극 인 경제정책 보장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마늘재배농가에게 수입제한조치가 다시 지속

되는 것에 한 어떠한 법 신뢰도 부여될 수 없고, 마늘재배농가는 단지

기존의 수입제한조치를 활용하여 자신의 계획에 따라 경 을 조정하여야

할 뿐이며, 국가가 이러한 제한조치를 연장하지 아니한다고 하여도 마늘재

배농가인 청구인들의 재산권이 제한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한 수입제한조치하의 마늘재배로 인한 경제 이익이 재산권으로 보

장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경제 으로 계속 인 경 이 가능한 마늘재

배의 기회가 기본권으로서 보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경 상황의 악화로 마

늘재배를 단해야 하더라도 이로써 청구인들이 직업선택의 자유에 어떠한

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4) 그밖에 청구인은 이 사건 조항을 정식합의서에 포함시키지 않고 별

도의 이면서신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합의한 것 자체가 청구인들의 알권리

를 침해하 다고 주장하나 알권리는 정부가 가진 정보를 공개하는지 여부

에 계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부속서에 이 사건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알 권리와 직 련되어 있지 않다.

한 청구인들은 이 사건 합의서 조항에 의하여 휴 화기 등을 수

출하는 자들에 비하여 마늘재배농민들이 불합리하게 차별받는다고 주장하

나 헌법상 평등권이 국으로 휴 화기 등을 수출하는 자들과 마늘재배

농가 사이에 시장에서의 경쟁과 이익이 같은 정도여야 한다는 을 보장하

지는 않으며 달리 이 사건 조항으로 불합리한 차별이 생기는 을 인정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청구인들은 이 사건 조항은 그 내용이 불명확하여 명확성의

원칙에 반되며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조항의 내용이 청

구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불명확한 을 찾아볼 수 없다.

(5) 그러므로 이 사건 조항이 헌법소원의 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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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이 청구인들의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할 여지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

청구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의 요건을 불비한 것으로 단된다.

라. 차 헌과 기본권 침해

(1) 청구인들은 기본권 침해의 주장과 별도로 이 사건 조항은 주권 사

항을 포기한 것으로서 이를 정식 합의서에 포함시키지 않고 별도의 이면서

신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합의한 방식 자체가 문제되고 그 내용의 정성과

합리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법 차에 반되며, 이 사건 조항은 주권

의 제약에 한 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한 재정 부담을 지우는 조약

는 입법사항에 한 조약에 해당하므로 국회의 동의와 통령의 비 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받지 아니하 으므로 이를 규정한 헌법규정

권력분립원칙에 반된다고 주장한다.

(2) 헌법소원심 을 청구할 수 있기 해서는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어야 한다. 여기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은 그 최소한의

의미로서 ‘헌법에 의하여 직 보장된 개인의 주 공권’으로 악할 수

있다(헌재 2001. 3. 21. 99헌마139, 례집 13-1, 676, 691-692).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기본권침해 가능성을 인정하려면 법

차원칙 조약의 체결 차에 한 규정으로부터 어떠한 주 인 권리

가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법 차원칙은 모든 국가작용이 합리

성과 정당성을 갖춘 정한 것인지를 단하기 한 일반 인 헌법원칙의

하나로서 이를 근거로 청구인들에게 어떠한 기본권이 보장되고 있는 것으

로 볼 수는 없다.21) 한 조약의 국회동의 통령의 비 을 규정한 헌

법 제60조 제1항과 제70조는 국회와 통령의 권한분배에 한 것으로 이

들 규정 그로부터 도출되는 권력분립원칙으로부터 청구인들에게 어떠한

주 인 권리가 보장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21) 입법 차에서의 법 차와 련하여 청문권이 생됨을 인정한 례(헌재

1994. 12. 29. 94헌마201, 경기도남양주시등33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 한법률

제4조 헌확인, 례집 6-2, 510)가 존재하나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을

정한 법률’의 입법과정에 한 결정 로서 이로써 모든 입법 는 공권력작용의

경우 국민이 직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보장하는 내용의 기본권이 직 법 차

원리로부터 도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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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청구인의 주장 그 자체로는 청구인들의 주 인 권리가 침해

된다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인정할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22)

3. 이 사건 부작 의 법요건 검토

가. 조약 공포의 헌법의무

(1) 헌법은 행정부에 의하여 체결된 조약이 국내법 효력을 가지기

하여 공포 차를 거칠 것을 요구하고 법령등공포에 한법률 제11조 제1항

은 조약의 공포를 보에 게재함으로써 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조약을

국내법 으로 발효시키기 해서는 공포라는 방법에 의하여 국민들에게 공

개할 것이 헌법상 요구된다.

그러나 국내법 효력과는 상 없이 국제법 으로 유효하게 체결된 조

약에 하여 정부가 반드시 공포 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에 하여는

다른 검토가 필요하다. 이 에 하여 조약 공포 여부는 원칙 으로 정부

의 재량에 일임되어 있다는 견해(정부재량설)와 정부의 재량에 의해서만

단될 사항이 아니며 정부는 헌법의 취지에 따라 공포 의무를 부담한다는

견해(헌법의무설)가 있을 수 있다.

(2)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의 원칙에 의하여 볼 때 원칙 으로 우리

정부가 체결하는 모든 조약은 국민에게 공개되어야 하며 비 조약(secret

treaty)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며 조약의 공포여부를 완 히 정부

의 재량에 일임하여야 한다는 견해는 하지 않다.

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므로

(헌법 제1조 제2항) 한민국이 외국에 하여 국제법 권리의무 계를

맺는 것은 반드시 주권자인 국민에게 공지되어야 한다. 특히 외국과의

계가 국내의 주요 정책 국민의 권리․의무 계에 막 한 향을 미치는

22) 나아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합의서와 부속서에 따른 의무이행을

해서는 세법제12조의규정에의한마늘에 한긴 세부과에 한규칙의 개정만으

로 충분하고 달리 국회의 입법이 필요하지 아니하므로 입법사항에 한 조약으로

서 국회의 동의 는 통령의 비 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일정한

사항을 반드시 정식합의서에서 규정하여야 한다는 조약문작성에 한 법 차와

련된 헌법원칙이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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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들어와 조약에 한 국민통제의 요성은 다른 공권력작용과 비교

하여 결코 작지 않다. 국민은 정부가 체결한 조약의 내용을 앎으로써 이

에 한 여론을 형성할 수 있고 련된 부분에 하여 비할 수 있으며

국회 등 그 표자를 통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향력을 행사하며 통제할

수 있다.

한 법치행정의 원칙에서 보더라도 외교행정이라고 하여 국내법과는

무 하게 국제법의 용만을 받아 법치주의의 용밖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며 외국과 체결된 모든 조약은 외교행정의 최종 성과물로서 그 내

용이 헌법과 법률에 반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해서라도 국내법상의 일

정한 차를 거쳐 국민들에게 알려져야 한다.

이는 헌법 제60조에서 일정한 내용의 조약의 체결에 하여는 국회가

동의권을 가지도록 하고 있고 헌법 제89조에서 조약안은 국무회의의 심의

를 ‘받아야 한다’고 의무화하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는 우리 헌법의 기본

취지와 일치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원칙 으로 외국과 체결된 조약에

하여 국내법상의 차를 통해 공포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3) 다만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 련되지 아니한 조약으로서 국가안

보장 등 한 국가이익의 보호를 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포하지 아니

함으로써 국내법 효력은 없으면서 국제법 효력만을 발생시킨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외 으로 헌법상 허용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조약에

따라서는 그 내용상 국가의 안 보장이나 한 외교 계에 련된 것으

로서 국민 나아가 체약국 외의 다른 국가들에게까지 알려진다면 국익에 치

명 인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조약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23)

한 그 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와는 직 련이 없고 한 국익이

걸려있지도 아니하며 지나치게 집행 인 성격이어서 외교행정의 편의상 조

약 자체에 그 로 국내법 효력을 부여할 필요는 없고 단순한 후속집행조

치를 취하는 것만으로 충분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조약은 국제

법 효력만을 가지며 그 이행을 한 국내에서의 후속조치가 공포됨으로

23) 이와 같은 해석은 외교문서의 공개청구에 한 비공개사유와 련하여, 공공기

의 정보공개에 한법률 제7조 제1항 제2호가 ‘공개될 경우 국가안 보장‧국방‧

통일․외교 계등 국가의 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한 입법의 취지와도 균형을 이루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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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국민들에게 알려지게 된다.24)

(4) 헌법 제60조 제1항은 조약 상호원조 는 안 보장에 한 조약,

요한 국제조직에 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한 조

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한 재정 부담을 지우는 조약 는 입

법사항에 한 조약은 그 체결‧비 에 하여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속하는 조약들은 헌법 제89조에 따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고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되며 이후 공포 차를 거쳐야 한다. 따라서 행정부는 그 공포여부를 재량

에 의하여 단할 수 없다.

의 범주에 속하지 아니하는 조약의 경우에야 비로소 행정부가 내용의

공포 여부를 결정할 여지가 있을 수 있다. 이 경우에도 특별한 사유가 없

는 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고 통령의 서명을 받은 후 법령등공포에

한법률에 의하여 공포되어야 하므로 재량이 있을 수 없다. 다만 앞서 살펴

본 외 인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만 조약 그 자체에 한 비공개가 인

정될 수 있고 그러한 사유의 존재여부에 하여 외교 문가들의 단을 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면 그 한도에서 공포여부에 한 단의 여지

가 있을 수 있다.

(5) 이 사건 조항이 규정되어 있는 부속서의 경우 우선 공포의무를 인정

할 수 없다는 견해가 가능하다. 이 사건 부속서의 국제법 효력을 인정하

지 않는 입장에서는 공포의무를 인정할 여지가 없다. 그 국제법 효력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이 사건 합의서에 표기된 연도의 의미를 명

확히 하고 그 이후의 방침을 선언하는 등 기술 성질의 사항을 규정한 것

으로 집행 인 성격이 강한 을 보면 이를 반드시 공포해야 한다고 볼 수

는 없다. 국내법 차에 의하여도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는 바와 같이 조

약의 체결로 국산 마늘에 한 긴 세의 연장여부가 확정 으로 결정

되는 것이 아니다. 이 견해는 이 사건 부속서를 고시류조약의 하나로 보는

것으로서 외교통상부의 실무상 처리와 가장 부합하며 외교분야의 문성을

24) 실무 으로 고시류조약의 경우 일정한 경우에만 그 내용을 보에 게재하고 있

다(외무부, 주 4, 1996, 20쪽). 따라서 공포하지 않는 고시류조약의 경우가 이러한

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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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하는 견해라 할 수 있다.

반면 공포의무가 인정된다는 견해도 가능하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속서는 한․ 간 무역분쟁해결을 해 합의의 불가분의 일부로

서 ‘ 국의 한국산 휴 화기 등에 한 수입 단조치 해제조치’에 응하

여 ‘한국의 2003년 이후 마늘수입자유화’를 서한으로 확인하는 것이다. 이

를 한 국익과 련없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단순히 부수 이고 집행

인 성격의 합의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속서는 헌법상 공포의무

의 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6) 이 사건 부속서에 한 공포의무가 인정된다고 보는 경우에도 공포

하지 않았다는 만으로 공포에 한 헌법규정의 반과 별도로 반드시 알

권리의 침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공포는 보에 게재하여 행하는 공식 인 공개방식이며, 알 권리에서 문

제되는 공개는 형식에 상 없이 국민들에게 그 내용을 알리는 것을 말한

다. 공포의무가 인정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하여도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알 권리의 보호범 를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는 통

설 견해에 의하면 정보공개청구가 없었던 이 사건에서 알 권리의 침해는

인정되지 않는다. 알 권리의 보호범 를 정부에게 일정한 경우 정보를 사

에 극 으로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것까지 확장하는 견해에 의하여도

공포이외에 별도의 방법으로 이해 계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한 경우에는

알 권리의 침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반면 국가의 공포의무가 인정되

지 않는 조약의 경우에도 알 권리와의 계에서 일정한 경우 이해 계인에

한 공개의무가 별도로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알 권리의 침해가 있었는

지 여부는 조약의 공포의무와는 달리 논의될 수 있다.

나. 알 권리의 의의와 내용

(1) 알 권리의 의의와 형성배경

알 권리는 다른 기본권에 비하여 비교 최근에 형성된 개념으로 의

정보화사회에서 그 내용이 확 ․구체화되고 있다. 국가의 심각한 사

회․경제 문제와 기상황에 처하기 한 국가기능확 에 따라 각종

정보의 수집․보 ․처리가 정부에 집 될 수밖에 없었고 여기에 료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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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주의경향이 심화되면서 국민이 국가기능을 감시하고 정책결정에 참여

하는 것은 단히 어려운 일이 되었다. 한편 정보화사회의 진 에 따라 정

부 뿐 아니라 언론, 기업 등에 의한 정보의 독 화 상이 나타나게 되

었고 일반국민이 언론기 으로부터가 아닌 독자 인 정보수집을 할 필요성

이 높아졌다. 그 결과 정보를 가진 자가 불리한 정보를 은폐하고 유리한

정보만 유출하는 등으로 정보조작을 해도 일반국민은 알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러한 국민의 정치 소외 상과 정보의 독 , 왜곡, 조작을 방지하고

개인의 라이버시를 보호하기 해서는 개인은 단순히 제공되는 정보의

소극 인 수령자에서 벗어나 극 으로 정보 달체계에 개입하여 스스로

정보를 수령하고 이를 기 로 의사를 형성할 권리를 가질 필요가 있다. 이

러한 배경에서 등장한 새로운 권리가 알 권리이다.25)

(2) 알 권리의 헌법 근거

헌법은 알 권리를 명문으로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26) 이에 따

라 알권리의 근거가 무엇인지에 해서 학자들간의 견해가 립되고 있으

며, 체로 헌법 제21조 표 의 자유에서 찾는 견해,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에서 찾는 견해, 그리고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행

복추구권과 제21조 표 의 자유 헌법 제1조 국민주권주의에서 찾는 견

해가 존재하고 있다.27)

사상 는 의견의 표명은 자유로운 의사의 형성을 제로 하므로 알권리

가 표 의 자유와 표리일체의 계에 있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정보’를 수

집하고 알고자 노력하는 것 자체가 행복추구의 한 방법일 수 있다는 에

서 알 권리의 보장은 행복추구의 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고 차 정보 자

25) 이상 알권리의 형성배경에 해서는 한 수, 알 권리와 정보공개청구권, 법원도

서 재 자료 77집, 헌법문제와 재 , 1997, 413쪽; 성낙인, 알권리, 헌법논총 제9

집, 1998, 153-155쪽 참조

26) 독일기본법 제5조 제1항은 “모든 사람은 언어, 문서 도화로써 자유로이 그의

의견을 표명하고 하며 일반 으로 근할 수 있는 정보원으로부터 자유로이

정보를 얻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어 우리 헌법과는 달리 알 권리에

한 명문의 헌법 근거를 두고 있다.

27) 학설은 성낙인, 주 29, 160-168쪽에 따라 정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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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가 가지는 경제 가치가 커지는 것을 생각하면 알 권리는 인의 인

간다운 생활과 련이 깊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알 권리는 국민이 국가

기능을 감시하고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제가 되므로 참정권 의의도 무

시할 수 없다.28) 따라서 알 권리는 단지 표 의 자유를 확보하기 한

제조건으로서만 악될 수 없으며, 보다 근원 으로 국민주권주의에 바탕

을 두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보장한 헌법 제10조 등 다양

한 헌법 근거를 가지는 것으로 악하여야 한다.

우리의 례 역시 알권리의 근거로서 헌법 제21조 표 의 자유와 더불

어 제1조 국민주권주의, 제4조 자유민주 기본질서 제34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종합 으로 고려하고 있다(헌재 1989. 9. 4. 88헌마22,

례집 1, 176, 189-190; 1991. 5. 13. 90헌마133 례집 3, 234, 245-247).

(3) 알 권리의 내용

(가) 알 권리에는 자유권 측면과 청구권 측면이 있다. 자유권 측

면은 일반 으로 정보에 근하고 수집․처리함에 있어서 국가권력의 방해

를 받지 아니한다는 것을 말하며, 청구권 측면은 의사형성이나 여론 형

성에 필요한 정보를 극 으로 수집하고 수집에 한 방해의 제거를 청구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헌재 1991. 5. 13. 90헌마133 례집 3, 234,

246). 이에 따라 부분의 학자들29)은 알 권리의 내용을 자유롭게 정보를

받을 권리인 정보수령권, 언론기 는 개인이 공권력에 의한 방해 는

간섭을 받지 않고 정보를 구할 권리인 정보수집권 그리고 정부가 보유하

는 정보에 하여 일반 국민 는 언론기 이 공개를 요구하는 일반 공

개청구권과 정부가 보유하는 특정의 정보에 하여 이해 계인이 공개를

요구하는 개별 공개청구권으로 구성되는 정보공개청구권으로 나 어 설

명한다.30)

28) 허 , 헌법이론과 헌법, 2004, 659쪽

29) 성낙인, 주 27, 177-183쪽; 한 수, 주 28의 , 416-418쪽; 김문 , 알 권리와 그

한계, 인권과 정의, 1992, 15-17쪽; 권형 , 알 권리, 한양 학교 법학논총, 1995,

302-306쪽

30) 학자에 따라서는 자기정보를 리할 권리를 알 권리의 내용으로 보기도 한다.

그러나 알 권리가 반드시 자기정보에 한정되지 않는 에서 구별되는 것으로 보

인다. 따라서 알권리가 아닌 인격권, 사생활의 비 과 자유 는 라이버시권으



754 헌법재 소결정해설집 2004

특히 알 권리의 핵심은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하여 국민이 공

개를 구할 권리인 정보공개청구권이다. 례는 이 권리가 헌법에 의하여

직 보장될 수 있으며, 청구인에게 이해 계가 있고 타인의 기본권을 침

해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공익실 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면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경우 가 리 공개가 인정되어야 하고 어도 직 의 이해 계가

있는 자에 하여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의무 으로 공개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헌재 1989. 9. 4. 88헌마22, 례집 1, 176, 190; 1991. 5. 13. 90

헌마133 례집 3, 234, 247).

(나) 알 권리에 한 종래 례의 상당수는 이해 계인의 정보공개청구

가 존재하는 경우로서 정보공개청구권에 한 것이다. 우선 헌법재 소는

행정청이 이해 계인으로부터 일정한 토지에 한 임야조사서 는 토지조

사부의 열람․복사신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응한 것에 하여

청구인의 알 권리를 침해하 다며 헌임을 확인하 고(헌재 1989. 9. 4.

88헌마22, 례집 1, 176), 청구인 자신에 한 무고 피고사건의 확정된 형

사소송기록의 일부에 한 복사신청을 거부한 의정부지청장의 행 를 청구

인의 알 권리를 침해하 다는 이유로 취소하 으며(헌재 1991. 5. 13. 90헌

마133, 례집 3, 234), 구속 부심사건 피의자의 변호인이 수사기록 고

소장과 피의자신문조서의 열람․복사를 신청하자 해당 경찰서장이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에도 변호인의 피구속자를 조력할 권리와 알 권리를 침해하

여 헌법에 반된다고 시하 다(헌재 2003. 3. 27. 2000헌마474, 례집

15-1, 282)

그러나 청구인 소유의 토지에 한 지세명기장 등 련서류의 열람․복

사신청이 있었고 이에 하여 당해 행정기 이 보 하고 있는 황 로 문

서를 열람하게 하고 일부 문서는 보 하지 않고 있음을 납득할 수 있도록

확인할 기회를 부여한 사례에서는 이로써 알 권리가 침해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시하 다(헌재 1994. 8. 31. 93헌마174, 례집 6-2, 324)

(다) 정보수령권 정보수집권과 련된 사례로는, 통령선거를 한

방송토론회에 참석할 후보자를 당선가능성이 있는 당한 범 내로 제한하

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에 해서는 김배원, 알 권리에 한 연

구, 1989, 부산 학교 박사학 논문, 90-91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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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은 토론의 기능을 활성화하여 오히려 유권자들로 하여 유력한 후보

자들을 히 비교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실질 이면서 유용한 정보를 제

공하는 길이므로 알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시한 것(헌재

1998. 8. 27. 97헌마372등, 례집 10-2, 461)과 구치소에서 교화상 는 구

목 에 특히 부 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사로서 조직범죄 등 범죄기사를

신문에서 삭제한 후 구독하게 하는 것은 알 권리의 과잉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시한 것(헌재 1998. 10. 29. 98헌마4, 례집 10-2, 637) 그리고

국회가 국회 산결산특별 원회 계수조정소 원회 국회의원들의 일부

국정감사활동에 하여 시민단체의 방청을 불허한 것은 국회자율권의 범

를 벗어난 헌 인 공권력행사라 볼 수 없고 알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도

볼 수 없다고 시한 것(헌재 2000. 6. 29. 98헌마443등, 례집 12-1, 886)

이 있다.

(라) 그밖에 알 권리와 련하여 헌법재 소는 군사기 보호법상 ‘군사

상의 기 ’을 비공지의 사실로서 법 차에 따라 군사기 로서의 표지를

갖추고 그 설이 국가의 안 보장에 명백한 험을 래한다고 볼만큼의

실질가치를 지닌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보다 확 해석하는 경우에는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시하 고(헌재 1992. 2. 25. 89헌가104, 례

집 4, 64), 공공기 의정보공개에 한법률 제3조가 공공기 의 공개정보의

범 를 ‘공공기 이 보유․ 리하는 정보’라고 명시하고 있는 것은, 공공기

이 고의 는 과실로 문서의 존부에 한 확인을 게을리하 거나 보유․

리하지 않게 된 경우의 정보비공개까지 정당화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

으므로 알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시하 다(헌재 2003. 4.

24. 2002헌바59, 례집 15-1, 419).

다. 이 사건 부작 와 정부의 공개의무

(1) 청구인들은 외교통상부 장 이 이 사건 조항에서 국과 ‘2003. 1. 1.

부터 한국의 민간기업이 냉동․ 산조제 마늘을 자유롭게 수입할 수 있다’

고 합의한 것은 국산 마늘에 한 수입제한 조치(일명 ‘세이 가드 조

치’)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는다는 취지로서 정부에게는 이를 마늘재배농가

에게 공개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개하지 않았으므로 마늘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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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농가인 청구인들의 알 권리를 침해하 다고 주장한다.

(2) 통설 지 까지의 결정례에 의하면 알 권리는 국민이 일반 으로

정보에 근하고 수집․처리함에 있어서 국가권력의 방해를 받지 않음을

보장하고 의사형성이나 여론 형성에 필요한 정보를 극 으로 수집하고

수집에 한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며, 국가에게 이해 계

인의 공개청구 이 에 극 으로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그

보호범 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향을 미치는

법령이나 이해 계와 한 련이 있는 정책결정에 하여 극 으로

그 종류와 소재 등을 알 수 있도록 공개할 국가의 의무는 기본권인 알 권

리에 의하여 바로 인정될 수는 없고 이에 한 구체 인 입법이 있는 경우

에야 비로소 가능하다.31)

이와 같이 알 권리에서 생되는 정부의 공개의무는 국민의 극 인 정

보수집행 , 특히 특정의 정보에 한 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야 비로소

존재하므로, 청구인들의 정보공개청구가 없었던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조항을 사 에 마늘재배농가들에게 공개할 정부의 의무는 인정되지 아니하

는 것으로 단된다.

(3) 알 권리의 보호범 를 정부의 극 인 사 정보공개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도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다.

31) 미국의 경우 1966년 알 권리를 구체화하기 해 정보자유법(the Freedom of Information

Act)를 제정하여 시행하 으나 행정기 이 보유․ 리하는 서류가 체계 으로 정

리되어 있지 않아 국민들이 정보공개청구의 상이 되는 서류의 종류와 소재를

정확히 알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 다. 이에 따라 1974년 정보자유법을 개정하여

행정기 이 사 에 공 의 열람복사청구에 응하여야 할 문서의 색인작성의무를

규정하 다(성낙인, 미국의 자정보자유법과 운용 황, 미국헌법연구 제9호,

1998, 65, 69-70쪽).

법에 의하면 행정청은 보(the Federal Register)를 통해 행정청의 조직, 기

능, 차, 규칙과 일반정책(statements of general policy)들을 공포하여야 하며 심

의 재결, 보를 통해 공포되지 않은 정책, 규정의 해석, 그리고 행정편람 는

지침(administrative staff manuals and instructions)의 경우에는 공 의 열람복사

에 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최종 결정, 재결, 정책사항, 해석, 행정편람 는 지침이 공 의 일부에

향을 주는 때(affects a member of the public)에는 (i) 그에 한 색인이 만들어

지고 열람․복사가 가능하거나 공포된 경우 는 (ii) 향을 받는 사람들에게 실

제로 그리고 한 시기에 고지가 된 경우(the party has actual and timely

notice of terms thereof)에만 행정청은 이를 인용 는 이용하여 당해 사람들에게

불리한 처분을 내릴 수 있다[U.S.C.A. §552 (a)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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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기 는 개인이 소극 으로 자유롭게 정보를 받거나 극 으로

공권력에 의한 방해 는 간섭을 받지 않고 정보를 구하기 해서는 무엇

보다 공공기 이 스스로 극 으로 보유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선행

되어야 하며,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알 권리가 실질 으로 보장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32)

국민이 자신에게 이해 계있는 국가보유 정보를 청구하 는데 이를 거

부당하 을 때 알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면, 그 이 단계에서 국가가 국

민에게 이해 계가 있는 특정의 정보의 보유사실을 감추어 그 정보청구가

들어오는 것을 아 차단하는 행 는 알 권리의 행사를 보다 근원 으로

쇄하는 것에 해당한다. 정보공개제도의 방향이 정보공개청구권에서 공공

기 이 극 으로 정보를 공개하는 곳으로 이행하고 있는 것33)도 이를 뒷

받침한다.

따라서 알 권리의 내용에는 국가가 국민의 권리의무에 향을 미치는 법

령이나 이해 계와 한 련이 있는 정책결정에 하여 극 으로 그

종류와 소재 등을 알 수 있도록 공개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

고, 공공기 의정보공개에 한법률 제8조가 일반 으로 공공기 에게 당해

기 이 보유․ 리하는 정보에 하여 정보목록을 작성․비치하고 정보통

신망을 통하여 공개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것도 이를 반 한 것으로

해석된다.34)

32) 성낙인, 주 25, 180쪽

33) 성낙인, 주 25, 209쪽 참조

34) 이와 련하여 정보자유법 규정을 용한 미국의 사례를 보면, 연방 제9항소법원

은 공공기 의 무료식사 식권(food stamp)을 받을 자격요건의 하나인 개인소득을

산정하기 한 연방 농무부장 의 지침(instruction of Secretary of Agriculture)

에 하여, 지침은 단순히 행정청 내부의 업무(internal operations of the food

stamp program)에 국한되지 않고 실질 으로 식권수령자에게 향을 미치고 있

음에도 불구하고(a significant impact on food stamp recipients) 보를 통하여

공포되지 않았고 실제로 그리고 한 시기에 사람들에게 고지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지받지 않은 사람들에 한 지침의 용을 부인하 고(Anderson v.

Butz, 550 F.2d 459), 연방 제10항소법원은 인디안 거주지역 학교의 무료 심 식

에 한 사무를 인디안청(Bureau of Indian affairs)으로부터 연방농무부로 이 한

조치가 심 식을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온 사례에서, 의 조치가 공포되지 않

았고 고지되지도 않았으며 학생들에게 양 으로 질 으로 향을 미친다는 이유

로 유효하지 않다고 단하 다(Vigil v. Andrus, 667 F.2d 931).

그러나 환자에 한 소득보조 지 을 한 보건 복지부 장 의 회계기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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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정부가 보유한 모든 종류의 정보를 극 으로 사

에 공개하여야 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고 그 상을 국민의 권리의무에

향을 미치는 법령이나 이해 계와 한 련이 있는 정책결정에 한정

하여야 한다. 법령이나 정책사항들에 하여 내부 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그에 한 모든 정보를 별도의 청구도 없이 사 에 공개할 의무

가 존재한다고 보면 공개할 정보의 범 를 확정하기가 어렵고 알 권리의

범 를 지나치게 확장하는 것이 될 수 있다.35)

(4) 알 권리의 보호범 를 정부의 극 인 사 정보공개를 포함하는 것

으로 보는 견해에 의한다 하더라도 구체 으로 이 사건에서 정부에게 이

사건 조항을 공개해야할 의무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가) 우선 이 사건 조항의 국제법 효력을 부인하는 견해에 의하는 경

우 이는 단지 2003. 1. 1.부터 마늘 세이 가드 조치를 발동하지 않도록 노

력하겠다는 을 국정부에게 일방 으로 선언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로써

마늘재배농가인 청구인들이 권리의무에 향을 받거나 경제 으로 어떠한

불이익을 입는 것으로 볼 수 없다. 국제법 인 효력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이 사건 조항은 국내법 차에 따른 공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국민

인 법 효력을 가질 수 없다고 보는 견해에 의하면 청구인들에 한 효

과는 국제법 효력을 부인하는 경우와 차이가 없다.

따라서 아직은 국산 마늘에 한 긴 수입제한조치의 연장여부에

하여 어떠한 결정도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경우까지

헌법 으로 장래에 있을 수도 있는 이해 계인들을 해 극 으로 정보

를 공개하고 안내할 의무가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다.

(나) 나아가 이 사건 조항이 국제법 으로 유효한 합의로서 그 내용상

청구인들의 이해 계에 향을 미칠 험성이 존재하며 국내법 으로 그

로 실시될 것이 상되는 사실상의 효력을 가진다고 보는 경우에도 우리의

경에 하여 연방 제9항소법원은 공포의무는 공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공

에게 불리하게 향을 미치는 경우에만 문제가 된다며 불리한 향에 한 아무

런 주장과 입증이 없었다는 이유로 원고에 한 회계기 의 용을 인정하 다

(Zaharakis v. Heckler, 744 F.2d 711).

35) 미국 정보자유법이 정부의 공개의무사항을 “최종 결정, 재결, 정책사항, 해석, 행

정편람 는 지침이 공 의 일부에 향을 주는 때”로 한정하고 있는 것도 이러

한 취지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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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제한조치연장제도상 국과 합의를 한 때를 기 으로 정부에게 공개의

무가 존재한다고 보는 것은 쉽지 않다.

1) 수입제한 조치 이른바 세이 가드 조치는 계된 앙행정기 의 장

이 특정한 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하여 동종 물품 는 직 인 경쟁 계에

있는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다는 무역 원회의

정과 건의를 받아 취하는 세율의 조정, 수입물품 수량의 제한, 기타 국

내산업의 피해구제 는 구조조정 진을 해 취하는 조치를 말한다(불공

정무역행 조사 산업피해구제에 한법률 제17조 제1항). 당해 국내산업에

이해 계가 있는 자 는 당해 국내산업을 장하는 앙행정기 의 장은

무역 원회에 당해 특정물품의 수입이 국내산업에 미치는 피해를 조사하여

것을 신청할 수 있고(같은 법 제15조 제1항), 무역 원회는 신청을 받은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사여부를 결정하고 결정일로부터 4월 이내에 피해

유무를 정하여 피해의 우려가 있다고 정하는 경우 세이 가드조치를

건의한다. 다만 피해조사기간 이라도 긴 한 조치가 없는 경우 조사

상이 되는 산업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

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세율 조정에 한 조치를 잠정 으로 하여

것을 건의할 수 있다(같은 법 제16조 제1항, 제18조 제1항). 앙행정기

의 장은 무역 원회로부터 와 같은 건의를 받은 경우 1월 이내에 그 시

행여부를 결정한다(같은 법 제19조 제1항). 무역 원회는 세이 가드조치가

만료하기 에 당해 조치에 한 완화․해제 는 연장 여부를 재검토할

수 있고, 앙행정기 의 장은 건의를 받은 때에는 1월 이내에 그 시행여

부를 결정한다(같은 법 제20조). 다만 무역 원회의 세이 가드조치의 연장

에 한 재검토는 산업피해조사 신청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무역 원회는 산업자원부산하에 존재하나 9인의 신분이 보장된 원으

로 구성되고 회의는 재 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원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므로 의사결정은 다른 정부부처로부터 독립하여 이루어진

다고 볼 수 있다(같은 법 제27조 제1항, 제32조). 물론 원장 원은

기업경 는 무역경력자, 법률학․경제학․경 학 등 련분야의 교수,

사․검사 는 변호사 경력자, 2 이상의 공무원경력자 에서 산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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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부장 의 제청으로 통령이 임명 는 하고(같은 법 제29조) 특별

한 겸임 지규정이 없어 직 고 공무원들이 임명될 수 있으므로 그 범

에서 의결에 다른 정부부처로부터 향을 받을 수 있다.36) 한 당해 앙

행정기 의 장이 무역 원회로부터 수입제한조치의 완화․해제 는 연장

의 건의를 받은 경우 다른 계 앙행정기 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으

므로(같은 법 제20조 제4항) 다른 부처의 경우 이를 통해 향을 미칠 수

있다.

2) 이 사건에서 무역 원회는 1999. 9. 30. 국산 마늘수입으로 인한 국

내마늘산업의 피해에 하여 농 앙회의 조사신청을 받고 그 피해우려를

인정하여 재정경제부장 에게 잠정조치를 건의하 고 이에 따라 장 은

같은 해 11. 18. 잠정조치를, 다시 정식조치의 건의를 받고 2000. 6. 1. 3년

기한으로 고율의 긴 세를 부과하는 정식수입제한조치를 시행하 으며

국과의 상 끝에 조치의 기간은 2002. 12. 31.까지로 축소되었다(

세법제12조의규정에의한마늘에 한긴 세부과에 한규칙). 이에 의하면

국산 마늘에 한 세부과조치는 원칙 으로 2002. 12. 31. 종료되며 연

장여부는 무역 원회가 국내산업의 심각한 피해방지 는 구제 등을 하

여 조치가 계속 필요하다고 정하고 그에 따른 건의를 하면 재정경제

부장 이 최종 으로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국내법 으로 보면 외교통상부장 이 이 사건 조항에 의하여 당

해 국산 마늘에 한 수입제한조치를 연장하지 않기로 국과 합의하

다 하더라도 국내에서 이를 시행하기 해서는 무역 원회의 정과 재정

경제부장 의 결정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무역 원회의 의사결정은 다른

행정기 으로부터 독립되어 있으므로 외교통상부장 의 경우 공무원의 직

에 있는 원을 통하여 간 으로 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무역 원회

의 연장건의를 받은 재정경제부장 의 결정에 외교통상부의 입장을 달하

는 것 밖에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조항에 의하여 국과 수입제한조치의 해제를 합의하

다 하더라도 국내법 으로 보면 이는 단지 외교통상부장 이 와 같은

36) 2004. 10. 8. 재 무역 원회는 6명의 학교수와 2명의 언론인, 1명의 상임 원

과 직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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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내의 의사결정과정에서 그 입장을 힘써 주장할 의무를 지고 있는 것

으로밖에 볼 수 없고 결국 이 사건 조항은 행정부의 최종 인 정책결정 결

과라기보다는 일련의 결정 차과정 의 하나의 입장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통상교섭본부장 황두연이 국회 농림해양수산 원회에 출석하여 “국내의

무역 원회가 가지는 차라든지 최종 으로 결정한 재경부장 의 권한 때

문에 지 재의 표 은 연장불가라는 표 이 아니고 수입을 자유로이 할

수 있다는 표 이고 그 차는 국내법은 국내법 로 진행이 가능하다는 입

장이다”라고 답변하고 이어서 “한 간의 결정에 의해서 자동 으로 결정되

는 것이 아니고 외교통상부에서 가지고 있는 입장을 무역 원회라든지 재

경부장 에게 달할 수 있는 로세스가 있습니다”라고 한 것을 보면 이

은 분명해진다.37)

3) 따라서 이 사건 조항에 한 합의가 국과 이루어진 시 에서 보면

비록 그 내용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령의 뒷받침에 의하여 틀림없이

실시될 것이 사실상 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최종 으로 정부의

정책이 결정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비록 알 권리에 의하여 정부의 사

정보공개의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정부는 최종결정단계에서 공개함으로

써 이해 계인들로 하여 그 시행에 비하도록 하면 족하므로, 이 사건

조항과 같이 논의과정 의 사항까지 이해 계인들을 해 극 으로 공

개하고 안내할 의무가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2002. 6. 28. 농 앙회는 마늘세이 가드 연장 재검토를 한 산업피

해조사를 무역 원회에 신청하 고 무역 원회는 같은 해 7. 29. 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 등이 같은 달 24. 발표한 마늘산업종합 책에 의하여 조사

개시 에 국내산업의 심각한 피해우려를 구제하기 한 조치가 취하여지

는 등 조사개시가 필요 없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불공정무역행 조사 산

업피해구제에 한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3호)는 이유로 산업피해조사

를 개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 다. 이로써 국산 마늘에 하여 2002.

12. 31.까지 부과될 정이었던 긴 세는 더 이상 연장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었다. 무역 원회 의결서(의결 제2002-18호)는 신청인들에게 통지되

37) 제16 232회 국회 농림해양수산 원회 회의록, 제2호, 5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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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고 일반인에게 공개되었다. 의결서는 외교통상부 장 이 ‘2000. 7. 한·

마늘교역합의서 부속서한상의 재연장불가합의 배’를 이유로 연장조치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 음을 밝히고 있으므로, 이 사건 조항의

내용 긴 세에 해 최종결정된 정책내용은 이로써 모두 공개되었다

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후 이 사건 조항에 한 알 권리의 침해는 문제

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5) 공권력의 불행사 내지 행정부작 에 한 헌법소원의 경우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헌법

소원은 부 법한 것이 된다(헌재 1991. 9. 16. 89헌마163, 례집 3, 505,

513; 헌재 1996. 6. 13. 94헌마118 등, 례집 8-1, 500, 509).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어떠한 경우에도 이 사건 조항을 공개할 정부의

의무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정부의 공개의무가 있음을 제로 한 청구인

들의 이 사건 부작 에 한 심 청구는 부 법한 것으로 생각된다.

4. 이 사건 결정의 의의

가. 이 사건 결정에서 헌법재 소는 헌법상의 조약체결 차인 국무회의

의 심의와 공포를 거치지 않은 조약에 한 헌법소원심 으로서 국내법

인 일정한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평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 재산권,

직업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여 경제나 재정

면에서의 모든 국가의 조치들이 이러한 기본권들의 보호범 에 한 제한

으로 볼 수 없음을 밝히고 있다.

나. 헌법재 소는 이 사건 부작 에 한 단에서 외 인 경우를 제

외하고 이해 계인의 공개청구 이 에 국가에게 극 으로 정보를 공개할

것으로 요구하는 것까지 알권리로 보장되지 않는다고 시함으로써 알 권

리의 보호범 를 명확히 하 다는 에서 헌법이론 인 의의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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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법 제3조 등 헌확인

-지구당 폐지의 헌 여부-

(헌재 2004. 12. 16. 2004헌마456, 례집 16-2하, 618)

이 상 원
*

1)

【 시사항】

1. 헌법 제8조 제1항이 정당조직의 자유를 포함한 정당의 자유를 보장하

는지 여부

2. 헌법 제8조 제2항이 가지는 의미

3. 정당법 제3조, 정당법 부칙 제5조, 제7조가 정당의 자유를 제한하는지

여부

4. 제한이 기본권의 본질 내용을 침해하는지 여부

5. 제한이 비례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심 상】

이 사건 심 의 상은 정당법(2004. 3. 12. 법률 제7190호로로 개정된

것) 제3조, 부칙 제5조, 제7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가 헌법

에 반되는지 여부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당법(2004. 3. 12. 법률 제7190호로로 개정된 것)

제3조(구성) 정당은 수도에 소재하는 앙당과 특별시․ 역시․도에 각

각 소재하는 시․도당(이하 “시․도당”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부칙 제5조(지구당에 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의 지구당의 당원은 그 지구당이 소재하는 시․도를

* 헌법연구 , 서울고등법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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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하는 시․도당의 당원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의 지구당의 재산의 처분에 하여는 제41조의 규정을

용한다.

③ 이 법 시행 의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구당의 련서류는

앙당 는 시․도당에 인계한다.

부칙 제7조(지구당의 등록말소) 이 법 시행 의 지구당 구․시․군

연락소는 이 법 시행일에 그 등록이 말소된다.

【사건의 개요】

1. 심 청구의 경

가. 청구인 민주노동당은 2000. 5. 24. 앙선거 리 원회에 등록한 정당

법상의 정당이고, 청구인 김○은 같은 날 악구선거 리 원회에 등록한

민주노동당 서울특별시지부 악구갑지구당 원장이었다.

나. 그런데 정당법이 2004. 3. 12. 법률 제7190호로 개정되어 공포일인

2004. 3. 12.부터 시행됨에 따라(이하 개정을 ‘개정입법’이라고 하고, 개

정된 정당법을 ‘개정법률’이라고 한다), 정당의 지구당제도가 폐지되고

악구갑지구당의 등록도 말소되었다.

다. 와 같이 지구당제도가 폐지되고 지구당의 등록이 말소된 것은, “정

당은 수도에 소재하는 앙당과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단 로 하는 지구당

으로 구성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시․ 역시․도에 당지부를,

구․시․군에 당연락소를 둘 수 있다.”라고 규정한 개정 의 정당법(이

하 ‘구 정당법’이라 한다) 제3조가 “정당은 수도에 소재하는 앙당과 특별

시․ 역시․도에 각각 소재하는 시․도당으로 구성한다.”는 내용의 정당

법(2004. 3. 12. 법률 제7190호, 이하 ‘정당법’이라 하면 개정된 정당법을

가리킨다) 제3조로 개정되고 이에 련된 경과규정인 정당법 부칙 제7조가

규정됨에 따른 것이다. 한편 정당법 부칙 제5조는 폐지되는 지구당의 당원,

재산, 련서류의 처리에 하여 규정하고 있다.

라. 이에 청구인들은 정당법 제3조 정당법 부칙 제5조, 제7조에 의하

여 헌법 제8조 제1항이 보장한 정당설립, 활동의 자유, 같은 조 제2항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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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 조직선택과 결성의 자유를 침해당하 다고 주장하면서 2004. 6. 3.

각 법률조항들의 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 청구를 하 다.

2. 청구인들의 주장 계기 의 의견

가. 청구인들의 주장

2004. 3. 12. 법률 제7190호로 정당법을 개정한 것은 2002년 선자 과

련하여 불거진 불법정치자 문제로 여론의 비난이 일자 부정부패의 본질

인 원인이 지구당에 있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여 졸속으로 지구당폐지

입법을 한 것으로서 다음과 같이 헌법에 반되어 청구인들의 정당설립․

활동의 자유, 조직선택과 결성의 자유를 침해하 다.

(1) 정당제도의 본질 내용 침해

헌법 제8조 제2항은 “정당은 그 목 ․조직과 활동이 민주 이어야 하

며, 국민의 정치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와 같은 목 을 달성하기 하여 정당의 조직은 (i) 공

직 속의 정당, (ii) 토 로서의 정당, (iii) 앙당으로서의 정당의 세 가지

구성요소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 토 로서의 정당은 상향식 민주주의의

토 가 되는 풀뿌리 당원조직을 보장하는 지구당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

러므로 지구당을 폐지한 것은 정당제도의 본질 내용을 침해한 것이다.

(2) 과잉 지원칙 반

지구당을 폐지한 취지는 고비용 효율의 문제를 개선하기 한다는 것

이다. 그러나 고비용 효율의 문제는 지구당제도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그 잘못된 운 에서 야기된 것으로, 진성당원으로 이루어진 청구인 민주노

동당의 지구당은 이러한 문제가 없음에도 청구인의 지구당을 폐지

하는 것은 과잉침해이다.

오히려 지구당을 폐지하는 경우, 정당존립토 의 상실, 각종 연락소나 사

조직 등 지구당을 사실상 신하는 편법의 횡행, 이제 막 자리잡기 시작한

상향식 공천제도에 한 역행, 원내 진출에 성공한 지역만을 심으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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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활동이 이루어지는 지역편 구도의 심화, 앙당의 비 화와 사조직의

심화로 다른 고비용구조 창출 등 더 큰 부작용을 가져올 것이다.

나. 국회의장의 의견

(1)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과잉 지의 원칙을 수하 다.

(가) 지구당폐지가 곧바로 깨끗한 정치풍토의 조성과 고비용 효율의

정당구조의 개선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지만, 상시조직으로서의 지구당은

그 운 에 막 한 자 이 소요되었고 선거 로커의 활동창구 역할을 해왔

다는 을 고려할 때, 고비용 정치구조의 타 와 정치개 을 하여 지구

당을 폐지한 것은 그 입법목 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나) 지구당조직을 유지하는 한, 와 같은 입법목 을 달성할 별다른

수단이 없다는 에서 지구당의 폐지는 입법목 을 달성하기 한 수단

으로서 효과 이고 한 수단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수단의 상당

성을 갖추었다.

(다) 지구당이 폐지되더라도 공직선거 선거부정방지법 제61조의2가 선

거 후에 걸쳐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사

건 법률조항들은 침해의 최소성이 인정된다.

(라) 통 인 의제 민주주의가 참여민주주의로의 방향으로 환하는

데 있어 지구당이 일정한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각종 매체, 인터

넷, 시․도당에 한 의견개진 등 다른 통로를 통하여서도 얼마든지 정치

의사를 형성하고 달할 수 있으며, 오히려 지구당을 폐지함으로써 더

나은 방향으로의 참여민주주의를 달성할 수 있으므로, 정당활동의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오는 사 인 불이익보다 입법목 의 달성을 통한 공익이

더 크다.

(2) 지구당이 폐지되더라도 정당활동의 자유가 유명무실해지거나 형해화

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기본권의 본질 인 내용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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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1. 헌법 제8조 제1항이 명시하는 정당설립의 자유는 설립할 정당의 조직

형태를 어떠한 내용으로 할 것인가에 한 정당조직 선택의 자유 그와

같이 선택된 조직을 결성할 자유를 포 하는 ‘정당조직의 자유’를 포함한

다. 정당조직의 자유는 정당설립의 자유에 개념 으로 포 될 뿐만 아니라

정당조직의 자유가 완 히 배제되거나 임의 으로 제한될 수 있다면 정당

설립의 자유가 실질 으로 무의미해지기 때문이다. 헌법 제8조 제1항은

정당활동의 자유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조항은 결국 정당설립의 자

유, 정당조직의 자유, 정당활동의 자유 등을 포 하는 정당의 자유를 보장

하고 있다.

2. 헌법 제8조 제2항은 헌법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정당의 자유가 보장

됨을 제로 하여, 그러한 자유를 리는 정당의 목 ․조직․활동이 민주

이어야 한다는 요청, 그리고 그 조직이 국민의 정치 의사형성에 참여

하는데 필요한 조직이어야 한다는 요청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정당에

하여 정당의 자유의 한계를 부과하는 것임과 동시에 입법자에 하여 그

에 필요한 입법을 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나아가 정

당의 자유의 헌법 근거를 제공하는 근거규범으로서 기능한다고는 할 수

없다.

3.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정당의 조직 기존의 지구당과 당연락소를

강제 으로 폐지하고 이후 지구당을 설립하거나 당연락소를 설치하는 것을

지하고 있으므로 정당조직의 자유와 정당활동의 자유를 포함한 정당의

자유를 제한한다.

4.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정당으로 하여 그 핵심 인 기능과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이를 수행하더라도 비민주 인 과정

을 통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것이라면 정당의 자유의 본질 내용을 침해

하는 것이 되지만, 지구당이나 당연락소(이하 ‘지구당’이라고만 한다)가 없

더라도 이러한 기능과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아니하고 특히 교

통, 통신, 매체가 발달한 오늘날 지구당의 통로로서의 의미가 상당부분

완화되었기 때문에, 본질 내용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5. 첫째,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입법목 인 ‘고비용 효율의 정당구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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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함’은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고, 둘째, 지구당 폐지는 입법목

을 달성하는데 효과 이고 한 수단일 뿐만 아니라, 지구당을 강화할

것인가 여부에 한 선택은 헌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한 입법자가

합목 으로 단할 당․부당의 문제에 그치고 합헌․ 헌의 문제로까지

되는 것은 아니어서 지구당을 폐지한 것에 수단의 정성이 있는가 하는

것은 상 으로 완화된 심사기 에 의하여 단하여야 하므로, 수단의

정성을 인정할 수 있으며, 셋째, 지구당을 폐지하지 않고서는 문제 를 해

결할 수 없다는 한국정당정치의 실에 한 입법자의 진단이 타당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법률조항들하에서도 정당활동을 할 수 있는 길이 있으므로

침해의 최소성을 인정할 수 있고, 넷째,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달성하려는

공익과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사익 사이에 한 불균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법익의 균형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비례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해설】

1. 서론

개정입법은 「고비용 효율의 정당구조를 개선하기 하여 지구당제도

를 완 폐지하도록 하고, 보다 많은 여성들의 원내 진출이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개선․보완하는 등 새로운 정치풍토를 조성함으로써 우리 정치문화

의 선진화를 이루려는 것」을 개정이유로 삼고 있다.1)

이 사건 결정은 개정법률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의한 지구당폐지가

헌법에 반되는지 여부에 한 것이다. 가장 요한 쟁 은 정당의 자유

를 침해하는가 하는 이고, 이 사건 결정도 이에 한 단에 을 맞

추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에는 그밖에도 법요건에 한 쟁 , 평등권 문제, 입법

재량의 문제 등 쟁 이 숨어 있다. 이 은 이 사건 결정이 단한 정당의

자유에 하여서는 물론 숨은 쟁 들에 하여도 살펴본다.

1) 법제처 인터넷 사이트 (http://www.moleg.go.kr/) 법령찾기 개정이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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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요건

가. 서언

이 사건 결정에서 명시 으로 단하지는 않았지만, 이 사건 심 청구의

법요건에 하여, 특히 청구인 민주노동당이 청구인능력이 있는지 여부

와 지구당폐지라는 정당제도의 변경은 단순한 제도 보장의 문제일 뿐 기

본권과는 무 한 것이 아닌가 하는 등의 선결문제가 있었다.

이 사건 결정은 법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본 제에서 본안 단을 한

것이고, 이러한 단은 정당하다. 아래에서는 이 사건 결정에서 단이 생

략된 두 쟁 에 하여 살펴본다.

나. 청구인능력

기본권능력이 있는 사람만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바, 청구인 김○

은 자연인으로서 기본권능력이 있음이 명백하므로, 政黨인 청구인 민주노

동당이 기본권능력이 있는지에 하여 본다.

정당의 법 성격에 하여 그 정치 기능에 을 두어 악하는 방

법(헌법상의 지 문제)과 그 법률 권리의무주체로서의 성격에 을

두어 악하는 방법(법 성격의 문제)이 있을 수 있고, 양자는 개념상 구

분될 수 있는데,2) 학자들은 이를 구별하지 않고 혼용하는 경우가 지 아

니하다. 여기서는 정당이 헌법소원을 제기할 청구인능력(당사자능력)이 있

는지를 검토하므로, 후자의 에서 살펴본다.

정당의 법 성격에 하여, (i) 私法상의 ‘법인격 없는 사단’이라는 견

해,3) (ii) 헌법제도와 사 결사의 혼성체라는 견해,4) (iii) ‘공법상의 사단’

2) 같은 취지 : 이병훈, “정당의 헌법상의 지 ”, 정당과 헌법질서(心泉 계희열 박사

화갑기념논문집), 박 사(1995), 145쪽.

3) 권 성, 개정 헌법학원론(2004 ), 법문사(2004), 195-196쪽 (「정당은 국민의

정치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 으로 하는 정치 결사이기 때문에, 헌법과 정

당법 등에 의하여 특수한 지 와 기능이 부여되어 있을 뿐 그 법 형태는 당원

들에 의하여 자발 으로 구성된 단체로서 법인격 없는 사법상의 사단의 일종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기술); 박일경, 신헌법학원론, 법경출 사(1986), 119쪽

(「민법상의 인격 없는 사단」이라고 기술); 한태연, 헌법학 -근 헌법의 일반이

론-, 법문사(1983), 249-250쪽 (「국민의 정치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그리고 국

가 권력에의 의지를 가진 사법 결사」, 「공법상의 사단이 아니라 민법의

용을 받게 되는 민법상의 사단 는 결사를 의미한다」고 기술); 허 , 헌법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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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공법상의 정치 결사’라는 견해5) 등이 있다.

헌법재 소는 어도 소유재산의 귀속 계에서는 정당이 법인격 없는

사단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6) 이러한 토 에서 헌법재 소는 정당

이 헌법상의 기본권을 포함한 권리의무의 주체로서 권리능력이 있음을 인

정하고 이에 따라 헌법재 을 청구할 당사자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고 할 수 있다.7) 독일헌법재 소도 같은 입장이다.8)9)

과 헌법(상), 박 사(1985), 245쪽 (「등록된 사법상의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라

고 기술). 문홍주, 제6공화국 한국헌법, 해암사(1987), 168쪽 (「사 ․정치 결

사」라고 기술)도 이에 속한다고 본다.

4) 김철수, 헌법학개론(제16 정신 ), 박 사(2004), 167쪽.

5) 이병훈, 주 2의 논문, 153-154쪽 (「통설은 정당을 ‘민법상의 권리능력 없는 사단’

으로 보고, 정당은 원칙 으로 민법의 용을 받고, 정당법과 같은 특별규정이 있

을 때는 정당법의 용을 받는다고 보고 있지만, 아마도 그것은 반 로 이야기하

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정당은 원칙 으로 공법의 용을 받고, 공법규정이 완

비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성질이 허용되는 범 에서 私法의 용을 받게 될 것이

다. 이것이 우리의 公私法關係의 원칙 인 해결방법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정당을 民法上의 社團으로 보는 견해도 수정되어야 하지 않을까 한다. 이상에서

보았듯이 정당은 민법상의 사단이라기보다는 공법상의 사단으로서의 성격이 강하

며, 그것은 오직 정치 목 을 가진 것이기 때문에 정당을 ‘公法上의 政治的 結

社’ 라고 그 성격을 규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공법상의 결사라고 해서 그것의

사회단체로서의 성격이 상실되는 것이 아니다. 국가기 이 되지 않으면서 공법

규율을 받는 결사는 얼마든지 존재하기 때문이다.」라고 기술).

6) 헌재 1993. 7. 29. 92헌마262, 례집 5-2, 211, 215-218.

7)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조항의 헌확인을 구하는 민 당의 헌법소원에 하여 당사

자능력의 존재를 제로 단한 헌재 1991. 3. 11. 91헌마21, 례집 3, 91, 98 참조.

그밖에 민주당이 헌법소원으로 법률의 헌을 주장한 사건에서 청구기간의 도과

로 각하한 헌재 1997. 8. 21. 97헌마110도 같다.

한 1995. 2. 23. 90헌라1은 교섭단체 민주당 등이 국회의장을 상 로 제기한 권

한쟁의심 에서 청구인 격이 없다고 하 으나, 이는 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

헌법재 소법 제62조 제1항 제1호가 당사자 격을 한정하고 있는 결과이지 일

반 인 당사자능력을 부인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오히려 그 존재를 제로 당

사자 격을 논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8) BVerfGE 3, 383(391f); 7, 99(104f) 등 [한병채, “헌법재 의 청구인”, 헌법논총 4

집, 헌법재 소(1993), 42-43쪽에서 인용].

9) 법원에서도 정당이 소송의 당사자로서 권리능력을 인정받고 있다:

․ 법원 2003. 9. 26.선고 2003다29555 집행 결의 피고 새천년민주당

․서울고등법원 2003. 4. 8. 선고 2002나36244 손해배상(기) 결의 피고 한나라당

․서울지방법원 2002. 11. 6. 선고 2001가합73058 손해배상(기) 결의 피고 새천

년민주당

․서울지방법원 2002. 8. 30. 선고 2001가합52334 손해배상(기) 결의 피고 한나

라당

․서울지방법원 2002. 5. 10. 선고 2001가합17072 손해배상(언론), 2001가합24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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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면 정당인 민주노동당은 비록 법인은 아니지만 법인격 없는 사단

으로서 기본권향유능력이 있고 따라서 헌법소원을 제기할 청구인능력이 있

다고 함이 타당하다.

다. 기본권침해

(1) 헌법 제8조

청구인들이 침해당하 다고 하는 기본권의 근거조항으로 제시한 것은

헌법 제8조 제1항과 제2항인데, 이들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헌법

제2장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규정이므로, 과연 조항들로부터 기본권이

도출되어 청구인들이 조항들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당하 다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 있을 수 있다.

(2) 제도보장과 기본권보장

헌법 제8조는 정당제도에 한 제도보장이라고 해석되고 있다.10)

제도보장은 C. Schmidt가 그의 서 Verfassungslehre(1928)에서 기본권

보장과 구별되는 개념으로서 주창한 이래 그것의 기본권보장과의 계가

논의되어 왔다.11)

(가) 학설

ᄀ. 견해의 내용

  양자를 별하는 입장에서, 주 권리의 침해를 헌법소원의 요건으

로 하므로 객 규범으로서의 제도보장 규범만이 있을 때에는 헌법소원

의 상이 될 수 없다는 견해가 있다.12)

  한편 양자를 구별하면서도 제도보장에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어 이에

(병합) 손해배상(기) 결의 피고 한나라당, 자유민주연합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2003. 9. 4.선고 2002가합11466 약정 손해배상(기)

결의 피고 새천년민주당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2003. 2. 14. 선고 2002가합3144 손해배상(기) 결의

피고 한나라당.

10) 권 성, 주 3의 책, 187쪽 등.

11) 의 책, 187쪽.

12) 김철수, 주 4의 책, 276쪽. 그러나 이 견해도 기본권과 제도가 결부되는 것을 배

척하지는 않으며 오히려 특정한 제도보장은 기본권과 결부되어 있다고 하여, 결

국 양자의 련성을 인정하고 있다 ( 의 책, 274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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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기본권보장과의 계가 달라진다는 견해도 있다.13) 이에 따르면, ①

기본권보장과 계없이 제도 그 자체만이 독자 으로 보장되는 경우( :

직업공무원제, 지방자치제 등)와 ② 양자가 서로 련을 가지는 경우가 있

고, 후자는 다시 (i) 제도보장의 기본권수반형( : 선거제도), (ii) 양자의

보장 병존형( : 사유재산제도), (iii) 기본권의 제도종속형( : 복수정당

제)의 3유형으로 구분된다.

  와 같이 제도보장과 기본권을 구별하는 입장을 비 하면서, 기본권

은 주 권리인 동시에 객 질서라고 하는 양면성을 가지고 이 두 가

지 성격이 기능 으로 보완 계에 있는데, 제도보장의 유형에 따라 주

권리와 객 질서의 내용에 강약의 차이가 있을 따름이라는 견해가 있

다.14)

ᄂ. 견해의 입장

각 견해가 정당제도를 규정한 헌법 제8조에 기하여 헌법소원을 청구

할 수 있는지에 하여 취할 입장을 검토해 본다.

 의 견해를 취하더라도, 헌법 제8조는 복수정당제도와 함께 정당설립의

자유를 함께 규정하고 있는 규정이라고 보게 되면,15) 그 기본권규정의 측

면에서 주 권리가 보장되므로 헌법소원심 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게

된다.

 의 견해를 취할 때, 정당제도에 기본권이 수반되므로( ② (iii) 유형)

여기에서 헌법소원심 을 청구할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의 견해를 취할 때, 정당제도는 기본권보장의 성격을 아울러 가지고

있으므로, 역시 헌법소원심 을 청구할 수 있는 기 가 된다.

결국 어느 견해를 취하더라도 정당제도를 규정한 헌법 제8조는 기본권

보장을 하고 있는 규정으로서 이 기본권을 침해당한 사람은 헌법소원을 제

기할 수 있다.

(나) 례

13) 권 성, 주 3의 책, 189쪽.

14) 허 , 한국헌법론(제4 ), 박 사(2004), 222-223쪽. 정종섭, “기본권조항 이외의

헌법규정으로부터의 기본권 도출에 한 연구”, 헌법논총 5집, 헌법재 소(1994),

42쪽도 같은 취지로 보인다.

15) 김철수, 주 4의 책, 170쪽이 이 게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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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 소는 제도보장과 기본권보장을 개념상 구별하고 기본권보장에

는 최 한 보장의 원칙이 용되는데 제도보장에는 최소한 보장의 원칙이

용된다고 시하 다.16) 그러나  의 견해가 기본권보장과 무 한 제

도보장으로 분류한 직업공무원제에 한 사건에서도 청구인의 헌법소원을

각하하지 아니한 에 비추어 볼 때 제도보장이라는 이유만으로 기본권보

장을 부정하지는 않는 것이 헌법재 소의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17)

정당제도를 규정한 헌법 제8조가 기본권보장의 규정이라는 은 헌법재

소나 법원에 의하여 명시 으로 인정되고 있다. 헌법재 소는 헌법 제

8조 제1항이 정당설립의 자유를 규정함으로써 정당활동의 자유를 포함한

정당의 자유를 범 하게 보장하고 있다고 시한 바 있고,18) 법원도

헌법 제8조는 정당설립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므로 정당활동의 자유도 헌

법에 의하여 보호된다고 시하 다.19)

(다) 소결

학설과 례 어느 입장을 따르더라도, 헌법 제8조는 정당에 한 제

도보장 규정임과 동시에 정당설립 활동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보장하는

규정이므로, 이 조항에 반되는 법률에 하여 헌법소원심 을 청구할 수

있다.

(3) 헌법 제8조 제1항과 제2항

이상의 논의에서 헌법 제8조가 기본권보장 규정이라고 보는 학설이나

례가 실제로 염두에 두고 있는 조항은 구체 으로는 헌법 제8조 제1항

이다.

청구인들은 헌법 제8조 제1항뿐만 아니라 같은 조 제2항에서도 기본권

을 주장하면서, 후자에서 조직선택과 결성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고 주장

16) 헌재 1997. 4. 24. 95헌바48, 례집 9-1, 435, 444-446.

17) 95헌바48 결정 참조.

18) 헌재 1996. 3. 28. 96헌마9등, 례집 8-1, 289, 304 (헌법 제8조 제1항이 정당설

립의 자유와 정당활동의 자유를 포함한 정당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는 취지로

시) ; 헌재 1999. 12. 23. 99헌마135, 례집 11-2, 800, 812-814 (헌법 제8조 제1

항이 정당설립의 자유 정당존속과 정당활동의 자유를 보장함과 아울러 그 당연

한 법 산물인 복수정당제를 제도 으로 보장하고 있다는 취지로 시).

19) 법원 1994. 4. 12. 선고 93도2712 결 (공1994상,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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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는바, 과연 헌법 제8조 제2항20)이 기본권을 규정한 조항인지에 하여

본다.

제2항은 정당의 목 ․조직과 활동의 민주성, 정당의 헌법 기능, 조

직의 계속성과 공고성을 규정한 것이라는 해설이 있고,21) 입법자에게 정당

이 헌법상 부여된 과제를 민주 인 내부질서를 통하여 이행할 수 있도록

그에 필요한 입법을 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규정으로 이해하는 헌

재 결정례가 있다.22) 문언상 정당에 한 의무사항을 부과한 것이지 권

리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는 면이 있다.

물론 기본권보장과 제도보장이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는 앞서의  견해

에 의할 때에는 이로부터도 기본권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지만, 다른 견해

에 의할 때에는 부정하는 견해도 있을 수 있다.

살피건 , 헌법 제8조 제2항은 헌법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정당의 자유

가 보장됨을 제로 하여, 그러한 자유를 리는 정당의 목 ․조직․활동

이 민주 이어야 한다는 요청, 그리고 그 조직이 국민의 정치 의사형성

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이어야 한다는 요청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정당에 하여 정당의 자유의 한계를 부과한 것이다. 이 규정은 정당의

핵심 기능과 임무를 “국민의 정치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것으로 선언

하면서 동시에 기능과 임무를 민주 인 내부질서를 통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그에 필요한 입법을 해야 할 의무를 입법자에게 부과하고 있다(헌

재 1999. 12. 23. 99헌마135, 례집 11-2, 800, 812-813 참조). 그러나 이에

나아가 헌법 제8조 제2항이 정당조직의 자유를 직 으로 규정한 것이라

고 보기는 어렵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정당조직의 자유는 헌법 제8조 제1

항이 보장하는 정당의 자유에 포 되어 있어 이 규정에 의하여 이미 보장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헌법 제8조 제2항이 정당조직의 자유와 한

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오히려 그 자유에 한 한계를

는 기능을 하는 것이고, 그러한 한도에서 정당의 자유의 구체 인 내용을

20) 헌법 제8조 제2항

정당은 그 목 ․조직과 활동이 민주 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21) 권 성, 주 3의 책, 193쪽.

22) 헌재 1999. 12. 23. 99헌마135, 례집 11-2, 800, 812-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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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한다고는 할 수 있으나, 정당의 자유의 헌법 근거를 제공하는 근거

규범으로서 기능한다고는 할 수 없다.

(4) 결어

와 같이 헌법 제8조 제1항은 기본권을 보장하는 규정이라 할 수 있지

만, 헌법 제8조 제2항이 기본권 보장 규정이라고는 하기 어렵다. 다만, 이

사건 심 청구에 있어서는 자에서 이미 헌법소원의 법요건으로서의

‘기본권 침해’가 충족되었기 때문에 후자가 기본권 보장 규정인지 여부와

무 하게 심 청구의 법성을 인정할 수 있다.

3.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의미

가. 개정입법 의 정당조직 구조

개정입법 에는, 정당은 수도에 소재하는 앙당과 국회의원지역선거구

를 단 로 하는 지구당으로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특별시․ 역시․도에

당지부를, 구․시․군에 당연락소를 둘 수 있도록 하여(구 정당법 제3조),

다음과 같은 정당조직 구조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앙당과 지구당이

정당을 구성하는 필수요소이고 나머지는 임의 인 것이어서, 결국 앙당

과 지구당이 정당의 두 지주 다고 할 수 있다.

앙당

당지부 당지부

지구당 지구당 지구당 지구당

당연락소 당연락소 당연락소 당연락소 당연락소 당연락소 당연락소 당연락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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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정입법의 경

제244회 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2004. 1. 8.)에서 정치개 특별 원회

가 구성되고, 제244회 국회(임시회) 폐회 제1차 정치개 특별 원회

(2004. 1. 13.)에서 정당법소 원회가 구성되었다.

제244회 국회(임시회) 폐회 제1차․제2차 정당법소 원회(2004. 1. 15.,

1. 27.)에서 범국민정치개 의회의 합의내용과 의원발의 법률안 4건 등을

종합하여 심사한 결과 그 내용을 통합․보완한 정당법 개정법률안을 심규

철의원, 정의화의원, 김성순의원, 김성호의원의 서면동의로 정치개 특별

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하 다.

제245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정치개 특별 원회(2004. 2. 9.)는 정당법소

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정당법 개정법률안을 원회안으로 심사ㆍ

의결하 다.

안은 정치개 특별 원장이 제출하는 형식으로 본회의에 상정되어

2004. 3. 9. 재석 170명 165명의 압도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다. 개정입법 이후의 정당조직 구조

개정법률은 정당을 수도에 소재하는 앙당과 특별시․ 역시․도에 소

재하는 시․도당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1) 지구당을 ‘ 지’하는 것인지 여부

(가) 정당의 구성에 한 직 인 규정인 개정법률 제3조는 「정당은

수도에 소재하는 앙당과 특별시․ 역시․도에 각각 소재하는 시․도당

으로 구성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단 로 하

는 지구당이나 구․시․군을 단 로 하는 연락사무소를 지한다는 명시

문언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다.

이 을 강조하여 개정법률이 앙당과 시․도당을 필수 조직으로 하

고 나머지는 임의 조직으로 한 것일 뿐 지구당 당연락소의 설치를

지하는 취지는 아니라는 해석도 있을 수 있다.

(나)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을 볼 때, 개정법률은 지구당과 당연락소의

설치를 지하는 취지라고 해석된다.

① 개정법률 부칙 : 개정법률의 시행으로 종 의 지구당 당원은 더 이상

지구당의 당원이 아니라 별다른 조치 없이 당연히 시․도당의 당원이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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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률 부칙 제5조 제1항), 그 재산은 정당해산의 경우에 하여 처분되

며(같은 조 제2항), 당원명부 등 지구당의 련서류는 앙당 는 시․도

당에 인계되고(같은 조 제3항), 기존의 지구당과 구․시․군 연락소가 개정

법률의 시행일에 등록이 말소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다(개정법률

부칙 제7조). 따라서 개정법률 부칙은 기존의 지구당과 구․시․군 연락소

의 폐지 이후 그러한 조직의 부존재를 정하며 강제하고 있다.

② 개정입법자의 의도 : 개정법률의 입법취지가 기존의 지구당 연락

소를 폐지하고 이후 지구당 연락소의 설치를 지하는 것임은 개정입법

을 심의한 국회의원들의 회의내용에서 히 읽을 수 있다.23) 특히 당

범국민정치개 의회가 작성한 안에는 시․도당 이하의 지역조직을 정당

자율에 맡기도록 하 는데, 법률안 심의과정에서 이 부분이 의도 으로 삭

제되었는바, 이는 시․도당 이하의 정당조직을 불허하겠다는 취지를 강하

게 드러낸다.

(2) 개인사무소의 허부

개정법률은 지구당과 그와 유사한 사무소를 두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고

국회의원이 개인사무소(의원사무소)를 지역구에 두고 민원을 수하는 것

은 허용한다.24)

국회의원이 아닌 사람( 컨 , 기존의 원외 지구당 원장)도 개인 으

로 사무소를 두는 것은 허용된다.

다만 와 같은 개인사무소가 선거사무소 유사기 에 해당하거나(공직선

거 선거부정방지법 제89조 제1항) 그 지 않더라도 그러한 조직이 선거운

동을 하는 경우(같은 조 제2항)는 부정선거운동죄에 해당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는 600만 원 이하의 벌 에 처한다(같은 법 제255조 제13호).25)

23) 제244회 국회 정치개 특별 원회 회의록(정당법소 원회)(2004. 1. 15. 2004.

1. 27.), 제245회 국회 정치개 특별 원회 회의록(2004. 2. 9.), 제245회 국회 본회

의 회의록(2004. 3. 2. 2004. 3. 9.) 참조.

24) 주 23의 회의록 참조.

25) 공직선거 선거부정방지법 [2004. 3. 12 법률 제7189호]

제89조(유사기 의 설치 지)

① 구든지 제61조(선거운동기구의 설치) 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사

무소 는 선거연락소외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778 헌법재 소결정해설집 2004

(3) 선거사무소의 설치허용

평상시에는 지구당 설치가 지되지만 선거에 즈음하여서는 그 신 선

거사무소를 둘 수 있도록 하 다. 즉, 개정법률과 같은 날 공포․시행된 공

직선거 선거부정방지법 제61조의2는 선거 120일 부터 선거일 후 30일까

지 선거구 안에 있는 구․시․군(하나의 구․시․군이 2 이상의 국회의원

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구)마다 1개소의 정당선거사무소를 설

치할 수 있도록 하 다.26)

(4) 처벌규정의 흠결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지구당 연락소의 설치를 지하면서도 개정법

률은 이를 반하 을 경우에 한 제재수단을 마련하지 아니하 다. 그러

나 기존의 지구당 연락소가 당연 말소되고 신규 등록이 허용되지 아니

한다는 을 볼 때, 단순한 훈시규정이 아니라 강행규정이라고 해석된다.

이 조에서 같다)를 하여 선거추진 원회․후원회․연구소․상담소 는 휴게소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이와 유사한 기 ․단체․조직 는 시설을 새로이

설립 는 설치하거나 기존의 기 ․단체․조직 는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다

만, 정당의 앙당 시․도당의 사무소에 설치되는 각 1개의 선거 책기구

정치자 에 한법률에 의한 후원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운 하는 기 ․단체․조직 는 시설은 선거일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당해 선거구민을 상으로 선거에 향을 미치는 행 를 하거나, 그 기 ․단체

는 시설의 설립이나 활동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하여 정당 는 후보자

의 명의나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벽보․ 수막․방송․신문․통

신․잡지 는 인쇄물을 이용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선 할 수 없다. 다만, 정치

자 에 한법률 제6조의5(우편․통신에 의한 모 ) 는 같은 법 제6조의6( 고에

의한 모 )의 규정에 의한 모 을 한 고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6) 공직선거 선거부정방지법

제61조의2(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

① 정당은 선거에 있어서 당해 선거에 한 정당의 사무를 처리하기 하여 선

거일 120일(선거일 120일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후 30일까지 선거구안에 있는 구시

군(하나의 구시군이 2 이상의 국회의원 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

구)마다 1개소의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⑥ 정당은 선거일후 30일이 지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당선거사무소

를 즉시 폐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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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정당의 자유를 제한하는지 여부

가. 정당의 자유

(1) 정당의 개념

정당은 “국민의 이익을 하여 책임 있는 정치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

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 의사형

성에 참여함을 목 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 조직”을 말한다.27)

(2) 용 헌법규정( 련된 기본권)

헌법 제2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일반 인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데, 헌법 제8조 제1항은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정당에 하여 일반결사와는 다른 특별한 보호와 규제를 하고 있다.

양자의 계에 하여 독일에서는 일반결사에 한 독일헌법 제9조와

정당에 한 독일헌법 제21조의 계를 둘러싸고 견해가 립되어 있는데,

  정당을 결성할 기본권이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보장되고 있고 이에 제

21조가 추가로 용된다고 보는 견해28)와   제21조가 용되는 외에 특히

제9조 제2항이 용될 여지는 없다거나,29) 정치 결사의 역에서는 제9

조 제1항의 용이 부분 으로(정치 결사 정당에 하여 그러하므로

부분 이라는 취지로 보임) 제21조에 의하여 배제된다고 하여,30) 정당에

하여는 제21조가 용된다고 보는 견해가 그것이다.

생각건 , 정당도 결사의 일종이라는 에서 헌법 제21조 제1항, 제2항이

용되지만(제3항, 제4항은 언론․출 에 한 규정임),31) 정당에 한 헌

27) 정당법 제2조가 정의하는 ‘정당’의 개념이다.

28) Bodo Pieroth/Bernhart Schlink, Grundrechte, Staatrecht II, 1999, Rn. 717.

29) Konrad Hesse, Grundzüge des Verfassungsrechts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20. Aufl., 1995, Rn. 409.

30) Michael Sachs, Verfassungsrecht II, Grundrechte, 2000, B9 Rn. 1.

31) 헌재 1999. 12. 23. 99헌마135, 례집 11-2, 800, 810-811 (「정당에 한 한, 헌

법 제8조는 일반결사에 한 헌법 제21조에 한 특별규정이므로, 정당의 자유에

하여는 헌법 제8조 제1항이 우선 으로 용된다. 그러나 정당의 자유를 규정

하는 헌법 제8조 제1항이 기본권의 규정형식을 취하고 있지 아니하고 한 ‘국민

의 기본권에 한 장’인 제2장에 치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으

로 말미암아 침해된 기본권은 ‘정당설립과 가입에 한 자유’의 근거규정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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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조는 일반결사에 한 헌법 제21조 제1항, 제2항에 한 특별규정이

라고 할 것이므로, 헌법 제8조가 용되는 한에서는 헌법 제21조 제1항, 제

2항보다 우선 으로 용되어 결과 으로 후자의 용이 배제된다고 본

다.32) 즉, 헌법 제8조가 용되지 않는 역에서만 헌법 제21조 제1항, 제2

항이 용된다고 본다.

이 사건에서는 정당으로서의 자유가 문제되었고 일반 결사로서의 자유

가 문제된 것은 아니었다. 그리하여, 헌법 제8조에 한 검토로서 족하고

따로 헌법 제21조 제1항, 제2항에 한 검토까지 할 필요는 없었다.

(3) 정당의 자유의 내용

(가) 설립의 자유와 활동의 자유

헌법 제8조 제1항은 명시 으로는 ‘정당설립의 자유’와 그 당연한 제도

산물로서 복수정당제를 보장하고 있다.33) 한편 설립된 정당이 언제든지 다

시 지될 수 있거나 는 정당의 활동이 제한될 수 있다면 정당설립의 자

유는 사실상 아무런 의미가 없으므로, 정당설립의 자유는 정당의 존속과

정당활동의 자유를 함께 보장한다.34) 헌법재 소는 같은 취지에서 「우리

헌법은 정당제 민주주의를 채택하여 정당설립의 자유와 국가의 보호를 규

정함으로써(제8조 제1항, 제3항) 정당활동의 자유를 포함한 정당의 자유를

범 하게 보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정당법도 정당활동의 자유를 보

장하고 있다(제30조)」고 이 시하여 왔다.35)

(나) 外形的 자유와 內形的 자유

정당의 설립과 활동에 있어서 국가의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외

형 자유라면, 당원이 정당 내에서 정당활동을 하는데 있어서의 자유는

‘정당설립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8조 제1항과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는 제21조

제1항에 의하여 보장된 기본권이라 할 것이다.」라고 시); 김철수, 주 4의 책,

167쪽. 헌법 제21조가 정당에 하여도 용된다는 것이 우리나라 학설의 세이다.

32) 이러한 측면에서 99헌마135 결정이 헌법 제8조가 헌법 제21조에 한 특별규

정이라고 하면서도 헌법 제8조가 용되지 아니하는 역임에 한 해명 없이 헌

법 제21조도 함께 용된다고 시한 것에는 약간의 의문이 있다.

33) 99헌마135, 813 참조.

34) 99헌마135, 813 참조.

35) 헌재 2001. 10. 25. 2000헌마193, 례집 13-2, 526, 537; 헌재 1996. 8. 29. 96헌마

99, 례집 8-2, 199, 207; 헌재 1996. 3. 28. 96헌마9등, 례집 8-1, 289, 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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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형 자유라 할 수 있다.36) 외형 자유는 정당조직에 있어서의 국가로

부터의 자유, 외부 압력에 의한 자유침해에 한 구제, 국가기 화․官製

化의 지 등을 포함하고,37) 내형 자유는 입당․탈당의 자유, 정치 의

사발표, 정당수뇌부의 당운 에 한 비 의 자유 등을 포함한다.38)39)

(다) 개인 기본권과 단체 기본권

결사의 자유에 하여 독일에서는 이를 이 기본권이라고 부르고 있

는데, 이는 단체에 속하는 사람들 개개인뿐만 아니라 그 단체 자체도 결사

의 자유라는 기본권의 주체가 되기 때문이다.40) 다만 이에 하여는 단체

의 기본권은 독일헌법 제19조 제3항에 의하여 규율되고 있으므로41) 이

기본권이라는 해석론 구성은 타당하지 않다는 견해가 있다.42) 그러나 이

견해도 단체 자체가 결사의 자유를 갖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고 다만 그 논

거를 독일헌법 제19조 제3항에서 찾는 것이라고 이해된다.

독일과 같이 법인에 한 명문규정이 없는 우리나라에서도 독일헌법 제

19조 제3항의 규정과 유사하게 이해하여 성질상 법인이 릴 수 있는 기본

권은 당연히 법인에게도 용되고 이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 하여

도 마찬가지라고 보는 것이 헌법재 소의 입장이다.43)

이러한 논의는 정당의 자유에도 타당하다고 본다. 그리하여 정당의 자유

는 자연인뿐만 아니라 정당 자체도 가진다. 다만, 정당이 자연인이 아니기

때문에 성질상 릴 수 없는 것은 제외된다.

그러므로, 결사의 자유에 있어서 개인 기본권으로서 들어지는 결사의

설립시 , 목 , 법 형태, 명칭, 정 , 소재지에 한 결정권44)과 단체

36) 허 , 주 14의 책, 510쪽.

37) 김철수, 주 4의 책, 169쪽; 장명 , “정당의 결성과 활동의 자유”, 고시계 1989. 5.,

40쪽 참조.

38) 허 , 주 14의 책, 510쪽.

39) 문 삼, “정당의 자유”, 법학연구 27권 1호, 부산 학교 법과 학 법학연구소(1984),

162쪽 이하는, 외형 자유, 내형 자유라는 용어 신 외 자유, 내 자유

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40) Michael Sachs, a.a.O., B9 Rn. 15. BVerfGE 84, 372 (378).

41) 독일헌법 제19조 제3항은 「기본권이 그 본질상 내국법인에 용될 수 있을 때

에는, 그들에게도 용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42) Pieroth/Schlink, a.a.O. Rn. 726ff.

43) 헌재 1991. 6. 3. 90헌마56, 례집 3, 289, 295-296.

44) Pieroth/Schlink, a.a.O. Rn. 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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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으로서 들어지는 단체의 조직, 의사형성 차, 업무의 집행에 한 자

결권45) 등은 정당으로서의 특성에 반하지 않는 범 내에서 정당의 경우에

도 타당하다.

(라) 조직의 자유

(나), (다)에서 추론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정당의 자유에는 정당 내부

의 조직을 어떠한 형태로 형성할 것인가 하는데 한 자유를 포함한다. 이

에는 구체 으로 어떠한 형태의 조직을 선택할 것인가에 한 자유 그

와 같이 선택된 조직을 결성할 자유가 포 된다.

(마) 소결

에서 본 바와 같이, 정당의 자유에는 정당설립의 자유, 정당조직의 자

유, 정당활동의 자유가 포함된다고 할 수 있고, 이는 자연인인 국민이 가지

는 기본권일 뿐만 아니라 단체로서의 정당이 가지는 기본권이기도 하며,

정당 외부로부터의 자유뿐만 아니라 정당내부에서의 자유도 포 한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들과 정당의 자유

(1) 조직의 자유 제한

앞서 3.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정당의 조직 하부구

조에 속하는 지구당과 연락소를 지하고 있다. 이처럼 정당의 조직의 일

부에 한 설치 자체를 지함으로써 정당 정당원은 정당의 조직을 그

들이 원하는 형태로 가질 수 없게 되고 이에 따라 정당조직을 자율 으로

형성할 자유를 제한하는 결과가 된다.

(2) 정당활동의 자유 제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지구당의 존립 자체를 지함으로써 정당이 지구

당을 통하여 할 수 있는 정당활동을 원천 으로 제한하고 있다.

특별히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특별시․ 역시․도에 두는 시․도당을

정당의 최하부조직으로 하고 그 이하의 하부조직을 두지 못하게 함으

로써, 마치 머리만 있고 손발이 없는 정당조직을 갖도록 하여 특히 선거구

45) Pieroth/Schlink, a.a.O. Rn. 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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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들과의 유기 인 의사소통을 하는 정당활동을 제한하는 결과를 낳았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정당활동의 자유를 제한한다.

다. 결어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청구인들의 정당의 자유(정당조직 활

동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5. 본질 내용의 침해인지 여부

와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은 정당의 자유 평등권을 제한하고 있는

데, 와 같은 제한이 기본권의 본질 인 내용을 침해하기 때문에 헌법 제

37조 제2항에 따라 헌법에 반되는지 여부에 하여 보되, 그에 앞서 외

국의 실태를 살펴보기로 한다.

가. 외국의 정당조직

(1) 미국

(가) 지구당제도를 크게 지구당이 정착된 ‘유럽형’과 지구당이 없고 앙

당만 있는 ‘미국형’으로 나 는 견해가 있다.46) 한 미국은 앙당과 당수,

지구당의 개념이 희박하고 평상시엔 지역에서 국회의원의 개인사무실을 지

구당 사무실처럼 운 하다가 선거가 임박하면 지구당을 확장하는 체제로

되어 있다고 설명하는 학자도 있다.47)

미국의 정당조직은 우리나라와 다른 면이 많다. 그러나 그 명칭은 다르

다 하더라도 미국에도 지구당의 역할을 하는 조직이 있고, 따라서 미국에

도 지구당이 존재한다고 이 타당하다.48)

46) 김진호․고경민, “지방정치의 활성화와 지구당 개 ”, 법과 정책 5호, 제주 학교

법과 정책 연구소 (1999), 30쪽.

제245회 국회 정치개 특별 원회 회의에서 김학원 의원은 미국에 지구당이 없

다고까지 발언하고 있다.

47) 이경태, “지구당의 효율 인 운 방안”, 사회과학연구, 434쪽.

48) 신명순, “한국의 정당과 정당정치”, 사회과학논집 25권, 1994, 106쪽(「지구당

심의 정당운 은 미국과 국정당에서 시행되고 있다」고 기술). 신명순, “정당조

직운 의 비교분석”, 동서연구 7권(1995), 7쪽; 김 동, “한국정당정치의 난맥상과

정치개 방향- 비용 고효율의 지구당 운 방안”, 사회과학연구 18집, 배재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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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미국 정당의 특징은 분권화된 정당조직을 가지고 있다는 에서

찾을 수 있다.49) 즉 미국 정당은 분권화된 정치체제에 맞추어 정당도 분권

화되어, 지역(local), 카운티(county), 주(state), 국(national) 단 로 조직

이 결성되어 있고, 각 조직은 서로 연 되어 있으면서도 독립 인 단 로

활동하고 있다.50)

(나) 미국 정당조직의 구체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51)

조직단 명 칭 비 고

국

(National Level)

․ 국 원회(National

Committee, 원 150명,

의장, 사무직원)

․상원선거 원회(Senatorial

Campaign Committee)

․하원선거 원회

(Congressional Campaign

Committee)

․ 앙당조직

․ 국 당 회

(National Convention)

주(State Level)

․주 원회(State Committee,

원수 다양, 의장, 사무직

원)

․주 당 회

(State Convention)

카운티

(County Level)

․카운티 원회

(County Committee)

․ 원장이 강력한 권한

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음.

지역

(Local Level)

․지구 원회(Township or

Municipal Committee)

․洞 원회(Ward and

Precinct Committee)

․지역 행정구역 단 로

원회가 구성됨

부설 사회과학연구소(1999), 29쪽.

49) http://faculty.ucc.edu/egh-damerow/political_parties.htm에 의하면 미국 정당조

직의 특징을 (i)양당제도(Two-Party System on the National Level), (ii) 분권화

된 조직구조(Relatively Decentralized Organizational Structure, (iii) 비이념정당

(Relatively Non-Ideological) 의 세가지를 들고 있다. 분권화 상은 John F.

Bibby, Political Parties in the United States 도 지 하고 있다( 은

http://usinfo.state.gov/products/pubs/election04/parties.htm에서 찾을 수 있다).

50) http://faculty.ucc.edu/egh-damerow/political_parties.htm 참조.

51) http://faculty.ucc.edu/egh-damerow/political_parties.htm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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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볼 수 있는 바처럼 미국정당은 최말단의 행정단 까지 정당조직

이 결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어, 지구당 조직이 세분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다) 미국정당은 1960년 까지만 해도 정당조직들이 거의 독립 이어

서 각 단 의 정당조직들 사이에 유기 인 계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어

왔는데, 1970년 와 1980년 에 와서 국 원회가 주의 정당조직에 상당

한 향력을 행사하게 되었다.52)

(2) 캐나다

(가) 캐나다의 정당은 원내정당조직과 원외정당조직의 2 구조로 되어

있다. 선거가 없는 기간에는 앙당조직에 해당하는 앙당사무국과 국

집행조직 외에 모든 원외정당조직이 해체되고, 이 기간 동안 당과의 연락

은 앙당 조직이나 원내정당을 통하여 이루어진다.53)

연방하원의원은 지역구에 소규모의 사무실을 운 하지만 선거에 진 정

당은 개 선거가 끝나면 지역구 사무실을 운 하지 않는다. 캐나다 연방

정당의 최하 조직은 선거구 지구당인데, 여기에서 후보를 지명하고 정당

원을 충원하며 선거자 을 모 한다. 그러나 이 조직은 체로 상당히 약

한 조직으로서 활동이 그다지 활발하지 않다.54)

(3) 국

국의 정당들은 선거구 단 의 상설지구당을 두고 있는데, 보수당의 선

거구 회, 노동당의 선거구노동당(Constituency Labor Party)이 이에 해당

한다. 지구당에서 하원후보를 실질 으로 결정하고 앙당은 이를 최종

으로 확정하는 역할만을 한다.55)

52) 신명순, 정당조직운 의 비교분석(주 48), 25-26쪽.

53) 의 , 29-30쪽.

54) 의 , 36쪽.

55) 신명순, 의 , 39-45쪽; 김 동, 주 51의 , 95-9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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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독일

독일 정당법 제7조는 정당은 지구당을 가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56)

이에 따라 독일의 정당들은 각 주와 연방하원의원 선거구에 응하는 지

구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하부조직으로 군 지부, 시․읍․면 지부 등

행정구역과 응하는 조직을 갖추고 있다.57)

(5) 노르웨이

앙당과 주를 기 으로 하는 지역당 행정구역에 응하는 지구당으

로 구성되어 있다.58)

(6) 스 스

연방당(지역당)과 州黨 지역당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역당은 상설사

무소가 없고 지역책임자 개인집을 활용하고 있다.59)

(7) 뉴질랜드

앙당과 선거구 지구당 그 지구당 하부지부로 구성되어 있다.60)

(8) 오스트리아

연방당( 앙당)과 주지구당으로 구성되어 있다.

(9) 일본

앙당과 지구당 조직을 가지고 있다.61)

56) Gesetz über die politischen Parteien (Parteiengesetz) § 7

(1) Die Parteien gliedern sich in Gebietsverbände. …

[(1) 정당은 지구당으로 구성된다. …]

57) 김 동, 의 , 96쪽 참조.

58) 같은 쪽.

59) 같은 쪽.

60) 같은 쪽.

61) 이경태, 주 47의 , 4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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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소결

이상의 외국 정당조직을 보면, 지구당의 기능과 의미에 있어서 나라마다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어느 나라든 지구당의 설립 자체를 지하고 있는

경우는 없으며, 오히려 선거구 지구당 이하의 하부조직으로서의 정당조직

까지 구성되어 있는 나라가 다수임을 알 수 있다.

나. 본질 내용의 침해인지 여부

(1) 정당의 기능과 본질 내용

「정당은 … 국민의 정치 의사형성과정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고 규정한 헌법 제8조 제2항과 「정당이라 함은 … 국민의

정치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 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 조직을 말한

다.」고 규정한 정당법 제2조에 비추어 볼 때, 우리 헌법은 정당의 가장 핵

심 인 기능과 임무를 ‘국민의 정치 의사형성에의 참여’로 설정하고 있다

고 해석된다.62)

한 헌법 제8조 제2항은 「정당은 그 목 ․조직과 활동이 민주 이어

야 하며…」라고 규정함으로써 이러한 정치 의사형성은 민주 인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요구는 정당에 한 국가의

요구로서 정당의 의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정당이 헌법에 의하여 그에게

부여된 과제, 즉 ‘국민의 정치 의사형성에의 참여’를 민주 내부질서를

통하여 이행할 수 있도록 그에 필요한 입법을 할 의무를 입법자에게 지우

는 요구이기도 하다.63)

그러므로 만일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정당의 와 같은 핵심 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면, 이는 헌법 제8조 제2항이 요구하는 입

법자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임과 동시에 정당의 자유를 형해화하는 것으

로서 기본권의 본질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64) 이는 다시 지구당이

62) 헌재 1999. 12. 23. 99헌마135, 례집 11-2, 800, 813.

63) 99헌마135, 813-814. 이 결정은 와 같은 입법자의 의무에 하여 언 하고

있다.

64) 헌재 2003. 12. 18. 2001헌바91등 (「기본권의 본질 내용은 만약 이를 제한하

는 경우에는 기본권 그 자체가 무의미하게 되는 기본권의 근본요소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 사건 소각조항에 의하여 주주권이 유명무실해지고 형해화되어 헌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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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의 핵심 요소인가의 문제와 같은 문제라 할 수 있다.

(2) 정당의 자유와 지구당

국민의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것이 정당의 핵심 기능이라면, 정당이 국

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면 갈수록 그 기능은 원활히 수행될 것이고, 한

국민들이나 평당원의 의사를 잘 반 하면 할수록 정당조직과 활동의 민주

성은 고양될 것이다. 이러한 에서 본다면, 어도 국회의원 선거구를

설립단 로 하는 지구당의 존재는 정당의 핵심 기능을 수행하는데 매우

필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앞서 외국의 에서 보듯이 세계 각 주요국가가 모두 선거구 단 의 지

구당을 두고 있는 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필요성은 더욱 확실하게 인식

될 수 있다.

그러나 (i) 지구당을 지하고 있지 않은 나라에서 지구당이 모든 선거

구에 설립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당이 그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사례를 흔히 발견할 수 있다는 , (ii) 지구당이 선거기간 동안 활발

하게 활동하다가 선거가 끝난 후에는 그 활동이 약화되거나 미미하고 경우

에 따라서는 거의 운 되지 않고 있는 것이 많은 나라들의 운 실태이지

만, 정당은 의연하게 그 기능을 하며 존재하고 있다는 , (iii) 특히 오늘날

과 같이 교통과 통신(특히, 인터넷) 매체가 발달한 상황에서는 지구

당이 국민과 정당을 잇는 통로로서 가지는 기능 의미가 상당부분 완화

되었다는 , (iv) 우리 정당법 제4조 제1항이 「정당은 앙당이 앙선거

리 원회에 등록함으로써 성립한다.」고 규정하여 앙당의 등록을 그

성립요건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앙당이 정당의 핵심요소임을 나타낸 것이

라고도 이해할 수 있다는 65) 등을 고려할 때, 지구당이 없다고 하여 정

당이 국민의 정치 의사형성에의 참여라는 핵심 기능과 임무를 수행할

재산권을 보장하는 궁극 인 목 을 달성할 수 없게 되는 지경에 이른다면 조

항은 기본권제한입법의 한계를 넘는 헌입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헌재

1989. 12. 22. 88헌가13, 례집 1, 357, 373-374 ; 헌재 1990. 9. 3. 89헌가95, 례집

2, 245, 256 ; 헌재 1996. 1. 25. 93헌바5등, 례집 8-1, 27, 34 참조).」라고 시).

65) 이 규정은 개정입법 에도 같았다. 다만 등록요건에 지구당의 구성을 제하고

있기는 하지만, 지구당의 등록을 정당성립요건으로 하지 않는 에서는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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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다고는 할 수 없다.

(3) 소결

그러므로 만일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지구당을 지함으로써 정당의 자

유를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정당의 자유의 본질 내용을 침해한다

고까지는 말할 수 없다.

6. 과잉제한인지 여부

가. 비례원칙 검토의 필요성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청구인들의 정당의 자유의 본질 내용을 침해한

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것이 입법목 에 비추어 과잉된 제한은 아닌지 하

는 의문이 있다. 이 사건 결정은 이에 한 검토 끝에 비례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는 결론을 내렸는데, 아래에서 이에 하여 살펴본다.

나. 목 의 정당성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 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고비용 효율의

정당구조를 개선함’에 있다. 그동안 한국 정당조직에 한 가장 요한 비

의 하나가 고비용 효율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으므로,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하고자 하는 와 같은 입법목 은 그 정당성을 인정

할 수 있다.

다. 방법(수단)의 정성

(1) 방법(수단)의 정성을 ‘수단의 합성’ 정도로 이해하고 그 수단이

조 이라도 결과발생에 정 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합성 내지 정

성이 존재한다고 이해하게 되면,66) 지구당의 폐지는 수단의 정성을 인정

66) 김형성, “과잉 지의 원칙과 용상의 문제 ”, 헌법실무연구 3권, 헌법실무연구

회(2002), 62-63쪽; 배종 , “보안처분과 비례성원칙”, 법치국가와 형법: 심재우 선

생의 형법사상에 한 재조명, 세창출 사(1993), 72쪽; 양삼승, “과잉 지의 원칙:

특히 독일에서의 이론과 례를 심으로”, 헌법논총 1집, 헌법재 소(1990),

126-1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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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지구당을 폐지함으로써 어도 지구당 운 비를 감하는 효

과는 가져오기 때문이다.

(2) 그러나 헌법재 소는 목 의 달성을 하여 그 방법이 효과 이고

하여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67) 이에 따를 때, 고비용 효율의 정당

구조를 개선하려는 입법목 을 달성하려는 수단으로서 ‘지구당의 면 폐

지’가 과연 정한지에 하여는 의문이 있을 수 있다.

ᄀ. 가능한 견해들

  정성을 부정하는 견해

다음과 같은 논거에서 정성을 부정하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

(i) 고비용 효율의 문제는 한국정치의 구조 인 악습과 왜곡된 행에

서 비롯되는 것이지 지구당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는 분석이 있다.68) 이는

지구당이 존재하면서도 비용 고효율의 정당운 이 성공 으로 이루어지

는 외국의 사례가 존재하는 에서도 그 타당성을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

는데, 이러한 분석이 옳다면 지구당을 폐지한다고 하여 고비용 효율의

문제가 사라진다고 할 수 없다.

(ii) 고비용 효율의 문제는 지구당의 경량화, 지구당 운 의 개선 등을

통하여 얼마든지 극복될 수 있는 문제이고 이것이 오히려 문제 해결의

열쇠이다. 지구당 폐지는 엉뚱한 해결책이 될 가능성이 있다.

(iii) 지역구에 개인사무실을 두도록 하면 이는 사실상 지구당 운 과 다

를 바 없다.

(iv) 지구당을 폐지하더라도 지역구에 조직을 운 할 필요가 존재하는

한 유사조직이 음성 으로 생겨나 여 히 비용은 소요될 것이며 오히려 탈

법 내지 불법 인 조직의 운 을 하여 부정의 소지는 더욱 커질 것이

다.69)

  정성을 정하는 견해

다음과 같은 논거에서 정성을 정하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

67) 헌재 1992. 12. 24. 92헌가8, 례집 4, 례집 4, 853, 878.

68) 김 동, 주 48의 , 97쪽.

69) 의 , 9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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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외국에서 지구당이 모범 으로 운 되는 사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것은 외국의 지구당 문제이고, 우리나라는 고비용과 지구당을 분리할 수

없다. 즉, 한국화된 고비용 지구당은 폐지함이 마땅하다.

(ii) 실 으로 어도 평상시 지구당 운 비와 지구당 행사비에 들어가

는 비용은 약되고 있다.

(iii) 지구당을 폐지하고 개인사무실을 허용한다고 하면, 지구당을 운 할

때보다 그 규모가 축소될 것이므로 비용 감의 효과가 있다.

ᄂ. 소결

이 사건 결정은, (i) 상시조직으로서의 지구당은 그 운 에 막 한 자

이 소요되어 왔는데 이를 폐지한다면 어도 그로 인한 자 은 소요되지

아니한다는 , (ii) 지구당은 선거 로커의 활동창구 역할을 할 험에 노

출되어 있어 이를 통하여 합법을 가장한 불법 인 자 유통이 이루어질 가

능성이 높은데, 지구당을 폐지한다면 이러한 가능성을 원천 으로 쇄할

수 있다는 , (iii) 지구당이 폐지된다면 이를 신하는 음성 인 사조직이

심화되어 다른 고비용구조를 창출할 험은 내포되어 있지만, 이러한 조

직은 부분 불법조직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할 것이고, 그로 인한 비용

이 지구당으로 인한 비용을 능가하리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등을 논거

로 삼아, 입법목 을 하여 지구당을 폐지하는 것은 효과 이고

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어 수단의 정성도 인정할 수 있다고 시함으로

써,  의 입장을 취하 다.

(3) 수단의 법성이 정성의 요건인지 여부

(가) 제 군인의 공무원시험가산 에 한 결정에서 헌법재 소는 어떤

입법목 을 달성하기 한 수단이 헌법이념과 이를 구체화하고 있는 체

법체계와 된다면 그 수단은 정한 정책수단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제 군인에게 가산 을 주는 것은 다른 집단인 여성과 장애인 등

의 사회진출기회를 박탈하는 것으로서 합성과 합리성을 상실하여 정성

을 인정할 수 없다고 시한 바 있다.70)

이에 의할 때, 지구당 제도가 폐지됨으로써 다른 헌법이념이나 법체계와

70) 헌재 1999. 12. 23. 98헌마363, 례집 11-2, 770, 788-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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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면 정성을 부인할 수 있게 된다.

(나) 지구당제도가 갖는 의미

지구당제도가 갖는 의미에 하여 다음과 같은 분석이 있다.

(i) 지구당은 정당의 조직 , 지역 기 이며 기본단 로서, 국민과 정

당을 잇는 引傳帶 역할을 하는 유일한 정당조직이다.71)

(ii) 지구당은 국민 기능을 수행하는 최 의 조직이다.72)

(iii) 지구당은 정당의 민주화에 필수 인 조직이다.73) 과두 인 정당은

앙당 독재만이 남게 되어 시민사회와는 더욱 괴리된다.74)

(iv) 지구당은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면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인 조직이다.75)

(v) 한국정당의 병리 상인 사당구조 1인 심체제를 타 하기 하여

지구당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

(다) 지구당제도가 내포하는 헌법 이념과 정성

정당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제8조 제1항과 민주 정당질서를 보장하

는 제8조 제2항은 정당으로 하여 국민의 정치 의사형성에 참여하게 함

으로써 민주주의의 실 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이념을 가지고 있다. (나)

에서 본 지구당제도의 의미를 고려할 때, 지구당제도는 이러한 이념을 실

하기에 효과 인 수단이 된다. 그러므로 지구당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이

러한 이념의 실 에 되는 결과가 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수단의

법성이 인정되어야 비례원칙의 요소인 정성이 인정된다고 하는 입장

( 제 군인 가산 사건의 결정이 이러한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을 취

한다면, 이 에서 지구당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정

성이 흠결된다.

(라) 그러나 수단의 법성은 비례원칙과 직 계가 없는 별도의 요건

이라고 생각한다. 어떠한 수단이 비례원칙의 검토 에 헌법이념이나 법체

계에 어 나 그 법성을 보유하지 못한다면, 비례원칙을 검토할 필요조차

71) 김 동, 주 48의 , 93-94쪽.

72) 의 , 94쪽.

73) 같은 쪽.

74) 같은 쪽.

75) 같은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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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이 헌이나 법으로서 허용되지 않는 수단이 된다. 만일 제 군인

사건의 결정례처럼 다른 집단에 한 불이익 처우가 문제될 때에는 법익균

형의 문제로 환원되는 것이고, 그 불이익이 기본권을 침해하는 정도에 이

르는 것이라면 그것은 기본권의 충돌 문제로 비화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구당제도를 통하여 나타나는 민주주의 실 이라는 헌법이념

은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정성을 단하는 자료로 삼을 수 없다.

(마) 한편, 지구당을 강화할 것인가 여부에 한 선택은 법 인 문제라

기보다는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입법자가 합목 으로 단할 문제로서

헌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선택의 재량을 갖는다고 할 수 있

다. 이러한 견지에서 본다면, 가사 지구당을 폐지함으로써 일부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가 생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헌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한

이는 당․부당의 문제에 그치고 합헌․ 헌의 문제로까지 되는 것은 아니

므로 그 구체 인 선택의 당부를 엄격하게 단하여 헌 여부를 가릴 일

은 아니며, 결국 지구당을 폐지한 것에 수단의 정성이 있는가 하는 것을

단함에 있어서는 상 으로 완화된 심사기 에 의하여 단하게 되어,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하여 그 수단의 정성은 보다 쉽게 인정될 수 있

다. 이 사건 결정이 (라)의 문제에 하여 정면의 단을 유보한 것은

이 에서도 이해할 수 있다.

라. 피해의 최소성

고비용 효율의 정당조직 구조를 개선한다는 입법목 을 달성하기

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취한 수단, 즉 지구당의 면폐지 외에는 보다

완화된 다른 방도가 없었는가 하는 에 하여 본다.

(1) 지구당 폐지에 한 논의

(가) 지구당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에 하여 학자들 사이

에 견해가 립되어 왔다.

  지구당 폐지론

이를 지지하는 주장들의 요지를 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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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도 지구당의 폐지 는 -폐지에 실 으로 어려움이 있다면(정

당기반을 형성하는 당원 상호간의 결속과 정당내면화를 하여 지역단 의

기 조직은 불가결함)- 축소 내지 구조조정이 긴 한 안이라는 에 하

여는 공감 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제왕 지구당 원장’ 체제는

당내 민주주의 실 에 한 장애물일 뿐만 아니라 막 한 정치자 을 소요

하게 하여 한국정치를 권정치화하는 원인이 되어 왔으므로, 지구당 원장

제도는 폐지하여야 한다.76)

지구당폐지는 마땅하다. 실 으로 지구당 차원에서 정책이나 지역의

안 등이 수렴되는 것은 찾기 힘들다. 지구당이 아니더라도 인터넷 등을 통하

여 유권자와 의원들이 할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많다. 지구당폐지는

지구당차원에서 운 되고 있는 의회, 여성․청년조직 등 각종 공조직을 폐

지하여야만 진정한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 그러나 연락사무소마 두지 말

자고 하는 것은 아니다.77)

  지구당 존치론

지구당의 존치를 제로, 이를 더욱 발 시켜야 한다는 견해에서 비상설

기구로 하자는 견해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주장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지구당은 무 크기 때문에 지구당 조직을 보다 세분화할 필

요가 있다.78)

앙당을 선거 심조직으로 환시켜 평상시에는 최소화된 조직으로 환

시킴과 동시에 정당활동의 심을 지구당으로 옮기는 방향으로 개 하여야

한다.79)

한국정당조직은 지구당 심의 정당체제를 확립하고 앙당은 축소하여

지구당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개 되어야 한다.80)

지구당의 역할이 형식화되고 앙당이 권력을 독 하는 상황에서 지구당

76) 김선택, “정당개 론-국민의 정치 자유를 실 하는 기제로서의 정당회복”, 고

려법학 41호, 고려 학교 법학연구소(2003), 148-149쪽. 한편 이 은 원내의석이

거의 없는 정당의 앙당을 제외하고는 앙당을 경량화하여 원내정당화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150쪽).

77) 최창렬, “정당과 정치개 ”, 경기논단 5권 4호(2003 겨울호), 경기개발연구원, 96-97쪽.

78) 권 호, “독일정당의 내부질서에 한 연구”, 토지공법연구 16집 1호, 한국토지공

법학회(2002. 9.), 122쪽.

79) 신명순, 한국의 정당과 정당정치(주 48), 106쪽.

80) 신명순, 정당조직운 의 비교분석(주 51), 46-5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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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앙당의 부속물로 락해버리는 상은 정당의 비민주성을 부추기는 원

인이 되므로, 지구당을 발 시켜야 한다.81)

축소되어야 할 앙당은 그 로 두고 지구당을 폐지한 것은 정당정치의

실과 지구당의 기능을 도외시한 것이다. 지구당이 고비용 구조를 갖는다고

해서 그것을 폐지하기보다는 경량화하면서 풀뿌리차원에서의 정치 의사형

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되기 때문이다. 지구당이 폐지되면 지구당

단 에서 이루어지는 공직후보자의 선출기능과 국민의 정치 의사형성 기능

이 제 로 수행되기 어렵고 모처럼 정착되기 시작한 상향식 공직후보자 충원

기능을 담당할 기구가 없어진다. 지구당이 없으면 선거운동이 후보자 개인

심으로 개되어 후보자 주변의 이익집단이 정당의 공천과 선거운동을 주도

할 수 있게 되고 결국 의정활동도 이들의 압력에 휘둘릴 염려가 있다. 지

구당 운 원회에서 의원들을 견제하지 않으면 의원들이 당으로부터 자유롭

게 개인 이해 계에 따라 이합집산할 가능성이 있다. 나아가 지구당을 폐

지하면 그나마 양성화된 조직이 산악회, 개인연구소, 포럼 등의 형태로 더욱

음성화할 가능성이 짙다. 지구당의 고비용 구조는 폐지보다는 경량화를 통하

여 해결하여야 한다.82)

지구당은 평상시에는 느슨한 연결망 형태로 유지되다가 선거시에는 당원,

지지자, 자원 사자들의 자발 인 참여로 활성화되는 보다 유연하면서도

폭 경량화된 조직으로 환될 필요가 있다.83)

앙당은 사무국을 축소하고 원내정당으로 변신하고, 지구당은 비상설기구

로 환하여야 한다.84)

(나) 이러한 논의는 이상 정당모델에 한 시각차이와도 연 이 된다.

한국정당이 기본 으로 간부정당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평가하면서,

정당 모델을 지향하되 그 구체 인 모습에서 정당의 두 하 유형으

로 국이나 독일 등 유럽의 정당을 모델로 하는 조직정당과 미국의

정당을 모델로 하는 포 선거 문가 정당 어느 것을 지향하는가에

81) 정기 , “한국정당구조의 문제 과 개 방향”, 선거 리 44호, (1998), 78-79, 85쪽.

82) 이 출, “지구당제도와 정치개 ”, 이 사건 기록 60-61쪽 ( 은 청구인들이

제출한 것임).

83) 정진민, “정당민주화를 한 개 과제”, 이 사건 기록 72쪽 ( 은 청구인들이

제출한 것임).

84) 김민 , “Change Up 코리아 - 고비용정치구조, 야후!코리아뉴스, 이 사건 기록

93쪽 ( 은 청구인들이 제출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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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지구당에 한 시각이 다르다는 분석이 있다.85) 이에 따르면, 조

직정당 모델에서는 (i) 지구당은 정당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수 인 최소단

조직으로서 경비는 감하되 기능은 강화하여야 하고, (ii) 지구당 심으로

정당을 운 하고 지구당의 자율권을 보장하며 공직후보 선출권을 부여하여

야 하고, (iii) 자발 당원을 확보하고 당원의 당비납부를 제도화하며 자원

사자를 확보하는 방향의 지구당을 모델로 삼고 있는 반면, 포 선거

문가정당 모델에서는 (i) 지구당은 고비용 정치의 주범이므로 폐지하고

신 의원 공직 후보자의 개인사무실(후원회, 연락사무소)을 개설하며,

(ii) 평시에는 민원사항을 수하는 연락처로 축소하되 선거시에 선거조직

으로 개편하고, (iii) 공천 등의 기능을 수행할 비상설 의체를 설치하는

방향의 지구당을 모델로 삼고 있다.86)

(2) 체수단의 존재 여부

(가) 가능한 견해들

  한국 정당의 지구당 병폐는 무나 고질 이고 구조 으로 융화되어

있어서 지구당을 폐지하지 않고서는 도 히 고비용 효율을 극복할 수 없

다는 입장에서 다른 체수단이 없다고 하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

  이에 하여, 다음과 같은 체수단이 존재한다고 하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

(i) 지구당을 면 으로 폐지하는 신 지구당 조직의 구조조정(경량화)

과 운 방식의 개선, 자 의 투명성 확보 등을 통하여 고비용․ 효율의

정당조직구조를 개선할 수 있다.

(ii) 실제로 개정입법 당시, 한나라당에서는 지구당 완 폐지안 외에 지

구당 체제개편안을 검토한 바 있고, 기에 제출된 범국민정치개 의회

안에서는 시․도당 이하의 지역조직을 정당자율에 맡기도록 하여 지구당의

면폐지는 피한 바 있다.87)

85) 박찬표, “한국 ‘정당민주화론’의 반성 성착: ‘정당민주화’인가 ‘탈정당’인가?”, 사

회과학연구 11집, 서강 학교 사회과학연구소(2003), 150-152쪽.

86) 의 , 152쪽. 의 필자 본인은 조직정당 모델이 한국정당개 의 모델

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의 , 158쪽).

87) 주 23의 회의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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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소결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입법자는 입법당시의 한국정치 실에 하여

 의 견해와 같이 진단하 고, 이 사건 결정은 이러한 진단이 타당하다고

하면서, (i) 종 에 지구당에 소속되었던 당원들은 시․도당의 구성원으로

서 정당활동을 계속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ii) 교통수단, 인터넷 등 통신

수단, 매체 등이 고도로 발달된 오늘날 지구당의 부재로 인한 활동의

축을 최소화할 방법이 리 열려 있고, (iii) 이 사건 법률조항들과 같은

날 공포․시행된 공직선거 선거부정방지법(2004. 3. 12. 법률 제7189호) 제

61조, 제61조의2에 따라 선거기간 동안에는 선거운동기구와 정당선거사무

소를 설치할 수 있어 어도 이 기간 동안에는 종래 지구당이 수행하던 기

능을 하는 조직을 가질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의한 정당자유

의 제한을 상당한 정도 완화하고 있다는 에서도, 피해의 최소성을 인정

할 수 있다고 하여,  의 견해를 취하 다.

마. 법익균형성

(1) 비교 상 법익

(가) 고려되는 법익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추구하는 공익은 ‘고비용 효율 정당구조의 개선’

이고,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사익은 청구인들의 ‘정당의 자유’이다.

한편,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상향식 민주주의와 풀뿌리 민주주의에 기

한 국민의 정치 의사형성에 정당이 효과 으로 기여하는 발 된 형태의

민주주의 실 이라는 공익을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옴으로써, 공익에 반하

는 면도 있다.

(나) 제3의 공익에 한 고려방법

여기서, 이처럼 공익을 목 으로 하는 법률조항이 사익만을 제한하는 것

이 아니라 다른 제3의 공익도 함께 제한하는 경우, 법익균형성을 갖추었는

지 여부를 단하기 한 비교를 함에 있어, 공익을 고려할 것인가, 고

려한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고려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떠오른다.

통상 비례원칙에 의한 심사가 개인의 기본권에 한 침해라는 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추구하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을 고려하는 것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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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사익만을 고려하라는 취지는 아니므로, 제한되는 공익이 있다면 그

도 함께 고려하여야 하며, 이것이 당해 법률조항에 한 정당한 비교교량

이다.

그 구체 고려방법으로는, (i) 법익의 비교교량에 있어 침해되는 사익의

내용으로 녹여 들여 사익의 보호강도를 더욱 강하게 평가하는 방법, (ii) 기

본권을 침해하는 당해 법률이 추구하는 공익의 강도를 감시키는 요소로

평가하는 방법, (iii) 당해 법률이 추구하는 공익과 비교할 상으로 사익에

추가하여 독자 인 요소로 고려하는 방법 등을 생각할 수 있다.

어떠한 방법에 의하든, 추가 인 공익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

은 경우보다 추구하는 공익이 침해되는 사익에 비하여 더욱 클 것이 요구

된다.

(다)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경우

와 같은 을 강조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한 법익균형성을 심

사함에 있어서, 어도 고비용 효율의 정당구조 개선이라는 공익이 정당

의 자유라는 사익 사이에 한 불균형이 있을 때 비로소 헌법에 반된

다고 하는 일반기 은 용할 수 없게 되고, 보다 완화된 불균형만으로도

헌법에 반된다는 결론(즉, 보다 엄격한 심사기 의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정당구조에 한 것이고, 어떠한 정

당구조를 택하는가 하는 문제는 원칙 으로 의회에게 보다 많은 재량이 부

여되어야 한다는 측면을 강조하면, 엄격한 비례균형성의 심사보다는 완화

된 심사가 보다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도 있다.

(2) 비교

(가) 가능한 견해들

아래와 같은 두 가지 견해가 가능하다.

  법익균형성을 갖추었다고 보는 견해

정당의 자유는 민주정치의 제인 자유롭고 공개 인 정치 의사형성

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므로 그 자유가 최 한 보장되어야 함은 물론이지

만, 한편 정당은 그 자유로운 지 와 함께 ‘공공(公共)의 지 ’를 함께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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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헌재 2003. 10. 30. 2002헌라1, 례집 15-2하, 17, 32 참조) 바람직한

정당제도의 실 이라는 공익을 하여 일정한 제한을 받게 되고 경우에 따

라서는 다른 단체에게는 부과되지 아니하는 의무가 정당에게 부과되기도

한다.

한국 정당구조에 부착된 고비용 효율의 문제 은 무도 심각한 것이

기 때문이 이를 개 한다는 것은 매우 요한 공익이 된다.

이러한 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련된 공익과 사익을 비교하여

볼 때, 양자 사이에 불균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이 사건 법률조항

들에 의하여 제한되는 공익을 고려하더라도 다르지 아니하다.

  법익균형성을 갖추지 못하 다고 보는 견해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추구하는 공익은 보다 바람직한 정당구조를 한

입법정책 법익이라 할 수 있는데 비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들로 침해되

는 사익은 헌법이 강도 높게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들이다.

정당은 국민과 국가의 개자로서 정치 도 ( 管)의 기능을 수행하여

주체 ․능동 으로 국민의 다원 정치의사를 유도․통합함으로써 국가정

책의 결정에 직 향을 미칠 수 있는 규모의 정치 의사를 형성하고 있

다. 정당의 자유는 민주정치의 제인 자유롭고 공개 인 정치 의사형성

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므로 그 자유는 최 한 보장되지 않으면 안 된다.88)

정당에 한 법 인 규제 자체가 허용되는가 하는 에 하여 논쟁이 있

어 온 것은 바로 이러한 정당의 특성 때문이다.89)

그러나 한편 정당은 그 자유로운 지 와 함께 ‘공공(公共)의 지 ’를 함

께 가지므로 이 에서 정당은 일정한 법 의무를 지게 되고 그 민주

내부질서를 확보하기 한 법 규제가 불가피하게 요구된다. 다만 정당에

한 법 규제는 와 같은 한정된 목 에 필요한 범 안에서 최소한도

의 규제로 그쳐야 한다.90)

88) 헌재 2003. 10. 30. 2002헌라1, 례집 15-2하, 17, 32.

89) 정당에 한 법 규제에 한 찬반논쟁은, 김 권, 헌법과 정당(보정3 ), 법문사

(1999), 182-188쪽; 上協博之, 政黨助成法の憲法問題, 日本評論社(東京: 1999), 120-130

; 森 英樹, “政黨の自由と政黨への法的規律”, 法學敎室 163号(1994. 4.), 30-35

참조.

90) 헌재 2003. 10. 30. 2002헌라1, 례집 15-2하, 17,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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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민주 의사형성과정의 개방성을 보장하기 하여 정당설립의

자유를 최 한으로 보호하려는 헌법의 정신에 비추어, 정당의 조직을 제한

하는 법률조항, 특히 부분 인 정당설립의 지를 의미하는 지구당 설립을

지하는 법률조항은 이를 정당화하는 사유가 그 성에 있어서 어도

‘민주 기본질서에 한 반’에 버 가는 것이어야 한다. 오늘날의 의회

민주주의가 정당의 존재 없이는 기능할 수 없다는 에서 ‘ 헌 인 정당

을 지해야 할 공익’에 이르지 아니하는 한 정당설립의 자유에 한 입법

제한을 원칙 으로 정당화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것이 헌법의 객 인

의사라면, 입법자가 그 외의 공익 고려에 의하여 정당설립 지조항을 도

입하는 것은 원칙 으로 헌법에 반되기 때문이다.91)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추구하는 공익은 ‘민주 기본질서에 한

반’이나 ‘ 헌 인 정당을 지해야 하는 공익’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므

로, 법익균형성의 요건을 흠결하 다. 더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한 법익균형성의 심사를 함에 있어서는 보다 엄격한 심사

기 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 법익균형성의 흠결은 더욱 명백해진다.

(나) 소결

이 사건 결정은  의 견해를 취하여, 법익뷸균형이 없다고 단하

다. 다만, 엄격한 심사기 에 의하 는지, 완화된 심사기 에 의하 는지는

명시되지 아니하 다.

91) 이 부분은 헌재 1999. 12. 23. 99헌마135, 례집 11-2, 800, 815의 시를 좀 완

화시키는 방향으로 수정하여 이 사건에 용시킨 것이다 ( 결정은 「그 다면

민주 의사형성과정의 개방성을 보장하기 하여 정당설립의 자유를 최 한으로

보호하려는 헌법의 정신에 비추어, 정당의 설립 가입을 지하는 법률조항은

이를 정당화하는 사유의 성에 있어서 어도 ‘민주 기본질서에 한 반’

에 버 가는 것이어야 한다고 단된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의 의회민주주의가

정당의 존재 없이는 기능할 수 없다는 에서 심지어 ‘ 헌 인 정당을 지해야

할 공익’도 정당설립의 자유에 한 입법 제한을 정당화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것이 헌법의 객 인 의사라면, 입법자가 그 외의 공익 고려에 의하여 정당설

립 지조항을 도입하는 것은 원칙 으로 헌법에 반된다. 따라서 정당설립 지

의 규정이 정당의 헌성이나 정치 성격 때문이 아니라 비록 다른 공익을 실

하기 하여 도입된다 하더라도, 지규정이 달성하려는 공익은 매우 한 것

이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라고 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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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평등권의 문제

(1) 정당의 자유와 평등보호

정당의 자유가 그 참정권 인 기능을 충분히 나타내기 해서는 특히 정

당활동의 기회균등이 보장되어야 한다.92) 이 때문에, 「정당은 법률이 정하

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한 헌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인정되는 국가에 한 보호청구권 가장 요한 것이 평등의 보장이라고

평가될 수 있다.93)

그러므로 정당은 헌법 제11조의 일반조항에 기하여 평등권을 주장할

수 있음은 물론, 헌법 제8조 제3항에 근거하여서도 평등권을 주장할 수

있다. 정당의 자유가 소극 인 것이라면, 평등보호는 극 인 것이라 할

수 있다.

(2) 평등권의 제한

(가) 실질 차별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그 자체에 차별 인 문언을 담고 있지는 아니하

다. 그러나 실질에 있어 불평등한 결과를 낳는 면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앞서 본 회의록94) 내용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심의에 참가한 국회

의원들이 반복 으로 우려하 던 바는 지구당을 폐지하 을 때 개인사무소

를 둘 수 있는가 하는 이었고, 이에 하여 개인사무소의 설치는 허용된

다고 함은 앞서 3.다.(2)에서 본 바와 같다.

개인사무소의 설치에 한 한 형식 으로는 역 국회의원인지 여부에

계없이 모두 허용된다. 다만 개인사무소가 선거사무소 유사기 에 해당

할 경우에는 부정선거운동죄로서 처벌의 상이 되기 때문에 선거에 향

을 미치는 행 를 할 수 없다. 이러한 규율은 외견상 상의 차별을

두고 있지 않지만, 바로 여기에 역 국회의원과 비국회의원 사이의 실질

차별 가능성이 도사리고 있다.

92) 허 , 주 14의 책, 510-511쪽.

93) 김철수, 주 4의 책, 170쪽 참조.

94) 주 2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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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국회의원의 경우는 의정활동(선거구주민의 민원 수 등)을 명목으

로 국회의원사무소를 지역구에 설치할 수 있고, 이를 통하여 사실상 선거

에 향을 미치는 행 를 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그러나 선거에 향을 미

치는지 여부에 한 경계가 모호하여 이를 선거사무소 유사기 이라고 단

정하기 어려워 사실상 단속이 상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짙다.

이에 비하여 국회의원이 아닌 사람은 선거와 무 한 개인사무소를

둘 수는 있지만, 만일 어떠한 정당에 소속된 사람이 선거와 무 하다고

주장하면서 지역구에 개인사무소를 설치하더라도 그 숨은 의도가 차기 선

거에서의 승리를 지향한 것임은 쉽게 간 할 수 있어 단속의 상이 되기

쉽다.

이와 같이 국회의원과 비국회의원에 한 실질 차이는 차기 선거에

서의 공정한 경쟁을 불가능하게 하고, 결국 당해 지역구에서 국회의원을

배출한 정당과 그러하지 아니한 정당 사이에 공정한 경쟁을 불가능하게

한다.

나아가 국회의원사무소를 통하여 지역주민의 여론을 끊임없이 할 수

있는 정당과 그러하지 않은 정당은 국민과 국가를 매개함으로써 국민의사

를 국정에 반 하는 정당활동에서 커다란 차이가 있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국회의원과 비국회의원, 당해 지역구에서 국

회의원을 배출한 정당과 그러하지 아니한 정당을 차별 으로 우하는 면

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나) 평등권의 제한

와 같은 차별은 국회의원인지 여부, 그리고 당해 지역구에서 국회의원

을 배출한 정당인지 여부를 사유로 하는 것으로서, 이는 후천 신분으로

볼 수 있으므로, 사회 신분에 의한 차별이 된다.95) 따라서 이 사건 법률

조항들은 국회의원이 아닌 사람, 국회의원을 배출하지 못한 정당의 평등권

을 실질 으로 제한한다고 할 수 있다.

95) 평등권을 규정한 헌법 제11조 제1항은 차별사유로서 성별, 종교, 사회 신분을

들고 있는데, 이는 시 이라고 보는 것이 통설이므로(권 성, 주 3의 책, 391쪽

참조), 국회의원이 사회 신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차별에 해당함에는 변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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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심사기

헌법재 소는 평등권의 침해 여부를 단하는 심사기 으로서 합리 인

근거가 없는 자의 차별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왔고,96) 이러한 심사

기 은 아직도 유효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헌재 1999. 12. 23. 98헌마

363 결정에서 (i)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와 (ii) 기본

권에 한 한 제한을 래하게 되는 경우에 완화된 심사기 (합리성

단)이 아닌 엄격한 심사기 (비례성 단)이 용되어야 한다고 시한

후,97) 헌재 2003. 9. 25. 98헌가7 결정에서 엄격한 심사기 이 용되는 범

는 단순한 이해 계의 차별을 넘어서서 기본권에 련된 차별을 가져오

는 경우 일반이라고 함으로써, 기본권 제한에 한 한 비례원칙에 의하여

평등권 침해 여부를 단함을 선언하 다.98)

이 사건에 있어서 문제된 차별은 정당 사이, 국회의원과 비국회의원

96) 헌재 1998. 9. 30. 98헌가7, 례집 10-2, 484, 503-504쪽.

97) 헌재 1999. 12. 23. 98헌마363, 례집 11-2, 770, 785 (「평등 반 여부를 심사함

에 있어 엄격한 심사척도에 의할 것인지, 완화된 심사척도에 의할 것인지는 입법

자에게 인정되는 입법형성권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이다. 먼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 엄격한 심사척도가 용될 수 있다. 헌법이

스스로 차별의 근거로 삼아서는 아니되는 기 을 제시하거나 차별을 특히 지하

고 있는 역을 제시하고 있다면 그러한 기 을 근거로 한 차별이나 그러한 역

에서의 차별에 하여 엄격하게 심사하는 것이 정당화된다. 다음으로 차별 취

으로 인하여 련 기본권에 한 한 제한을 래하게 된다면 입법형성권은

축소되어 보다 엄격한 심사척도가 용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시).

98) 헌재 2003. 9. 25. 2003헌마30, 례집 15-2상, 501 (「일반 인 평등원칙의 반

내지 평등권의 침해 여부에 한 헌법재 소의 통상의 심사기 은 입법과 법의

용에 있어서 합리 인 근거가 없는 자의 차별이 있는지 여부이다(헌재 1998.

9. 30. 98헌가7, 례집 10-2, 484, 503-504 참조). 그런데 입법자가 설정한 차별이

국민들 간에 단순한 이해 계의 차별을 넘어서서 기본권에 련된 차별을 가져온

다면 헌법재 소는 그러한 차별에 해서는 자의 지 내지 합리성 심사를 넘어서

목 과 수단 간의 엄격한 비례성이 수되었는지를 심사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

가 사람이나 사항에 한 불평등 우가 기본권으로 보호된 자유의 행사에 불리한

향을 미칠 수 있는 정도가 크면 클수록, 입법자의 형성의 여지에 해서는 그

만큼 더 좁은 한계가 설정되므로, 헌법재 소는 보다 엄격한 심사척도를 용함

이 상당하다. 헌법재 소는 제 군인 가산 사건에서 “차별 취 으로 인하여

련 기본권에 한 한 제한을 래하게 된다면 입법형성권은 축소되어 보다

엄격한 심사척도가 용되어야 할 것이다.”고 한 바 있는데(헌재 1999. 12. 23. 98

헌마363, 례집 11-2, 770, 787), 이러한 시는 차별 취 으로 인하여 기본권

에 한 제한을 래할수록 보다 엄격한 심사척도가 용되어야 한다는 취지이

며, 기본권에 한 제한이기는 하나 하지 않은 경우에는 엄격한 심사척도가

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볼 것이다.」라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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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에 기본권인 정당의 자유와 련되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므로,99) 평

등권 침해 여부에 한 단도 엄격한 심사척도인 비례원칙에 따라 이루어

져야 한다.

(4) 비례원칙 반 여부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비례원칙에 반하여 평등권을 침해하 는지 여

부에 한 단은 앞서 본 정당의 자유에 한 제한에 한 단과 다르지

아니하다.

정당의 자유에 한 제한이 비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단한 이 사건

결정에 의할 때, 평등권에 하여도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8. 입법재량의 문제

가. 있을 수 있는 의문

정당조직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정치를 담당하는 국회가 그

재량으로 결정할 일로서 사법기 인 헌법재 소가 단하기에 부 하거

나 헌 단을 할 수 없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주장은 법리

으로 보면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데, 하나는 통치행 론이고 하나

는 입법형성자유론이다.

나. 통치행 여서 사법심사의 상이 되지 않는 것인지 여부

정당조직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하는 것이 정치 인 문제이기는 하지

만 그것이 고도의 정치 결단에 의한 국가행 라고 말하기는 어려워 통치

행 개념 자체에 포섭된다고 하기 어렵다.

나아가 가사 통치행 에 개념 으로 포섭된다고 하더라도 정치 자유

와 평등권이라는 기본권의 침해와 직 련되는 것인만큼 헌법재 소의

심 상이 된다.100)

99) 선거에서의 불리함을 래하여 직업선택의 자유나 공무담임권과 련된다고도

할 수 있다.

100) 헌재 1996. 2. 29. 93헌마186, 례집 8-1, 111, 115-116 (「통치행 란 고도의

정치 결단에 의한 국가행 로서 사법 심사의 상으로 삼기에 하지 못한

행 라고 일반 으로 정의되고 있는바, 이 사건 긴 명령이 통치행 로서 헌법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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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통치행 론을 근거로 하는 주장은 받아들일 바 못된다.

다. 입법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

(1) 기본권에 하여는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 지원칙에 따라 필요

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최소한 제한의 원칙’ 는 ‘최 한

보장의 원칙’ 용되는데 반하여, 제도 보장에 하여는 법률에 의한 폐

지나 제도본질의 침해를 지하되 이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 안에서 입

법자에게 제도의 구체 인 내용과 형태의 형성권을 폭넓게 인정한다는 의

미에서 ‘최소보장의 원칙’이 용된다.101)

이에 의할 때, 헌법 제8조가 기본권보장과 제도보장을 함께 규정하고 있

는 규정으로서 이 사건에서는 헌법 제8조가 보장하는 정당의 자유 정당

의 평등보호와 헌법 제11조가 보장하는 평등권으로서 기본권의 침해가 문

제되고 있으므로, 이 한에서 ‘최소보장의 원칙’이 아닌 ‘최소제한의 원칙’이

용되어 그 헌 여부를 단함에 있어 입법형성의 자유를 고려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한편 방송사업자의 찬고지에 한 방송법 제74조가 합헌이라고

단한 헌재 2003. 12. 18. 2002헌바49 결정은 「방송의 자유는 주 권리

로서의 성격과 함께 객 규범질서로서 제도 보장의 성격을 함께 가지

는 까닭에, 방송의 자유의 보호 역에는 단지 국가의 간섭을 배제함으로써

소의 심사 상에서 제외되는지에 하여 살피건 , 고도의 정치 결단에 의

한 행 로서 그 결단을 존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행 라는 의미에서 이른바

통치행 의 개념을 인정할 수 있고, 통령의 긴 재정경제명령은 한 재정

경제상의 기에 처하여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국가의 안 보

장 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하여 필요한 경우에 발동되는 일종의 국

가긴 권으로서 통령이 고도의 정치 결단을 요하고 가 그 결단이 존 되

어야 할 것임은 법무부장 의 의견과 같다. 그러나 이른바 통치행 를 포함하여

모든 국가작용은 국민의 기본권 가치를 실 하기 한 수단이라는 한계를 반드

시 지켜야 하는 것이고, 헌법재 소는 헌법의 수호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사명

으로 하는 국가기 이므로 비록 고도의 정치 결단에 의하여 행해지는 국가작용

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 련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헌법재 소의 심 상이 될 수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긴 재정경제명령은 법

률의 효력을 갖는 것이므로 마땅히 헌법에 기속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시).

101) 헌재 1994. 4. 28. 91헌바15등, 례집 6-1, 317, 338-339; 헌재 1997. 4. 24. 95

헌바48, 례집 9-1, 435, 44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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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취될 수 있는 역 외에 그 실 과 행사를 해 실체 , 조직 , 차

형성 구체화를 필요로 하는 객 규범질서의 역이 존재하며, 더욱

이 방송의 기능을 보장하기 한 규율의 필요성은 신문 등 다른 언론매체

보다 높다. 그러므로 입법자는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원리로 하는 헌법의 요

청에 따라 범 한 입법형성재량을 갖고 방송체제의 선택을 비롯하여, 방

송의 설립 운 에 한 조직 , 차 규율과 방송운 주체의 지 에

하여 실체 인 규율을 행할 수 있어, 민 방송사업자는 법률에 의해 주

어진 범 내에서 주 권리를 가지고 헌법 보호를 받는다. 형성법률

에 한 헌성 단은 기본권 제한의 한계 규정인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과잉 지 내지 비례의 원칙의 용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형성

법률이 그 재량의 한계인 자유민주주의 등 헌법상의 기본원리를 지키면서

방송의 자유의 실질 보장에 기여하는지 여부에 따라 단된다.」는 요지

로 시하 다.102)

이 결정은, 표면 으로는, 제도 보장의 의미를 아울러 가지고 있는 기

본권의 경우에는 입법형성의 자유가 보장되어 그에 한 헌성 단은 과

잉 지원칙에 의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그러나 이는 문제된 사

안이 제도 보장에 련된 부분인 경우에 그러하다는 취지로 이해되어야

하고 기본권 보장에 련된 역에서까지 비례원칙의 용을 배제하는 취

지로 이해되어서는 아니된다.

지구당 폐지에 따라 정당의 자유가 제한된다는 문제는 기본권 역에

련된 것으로서 결정에서 정하는 비례원칙 용배제의 역에 해당하

지 아니한다. 방송법 사안은 법률 그 임에 의한 통령령이 정한

찬고지의 규율을 반하여 찬고지를 한 것이 방송의 자유에 포함되는

가 하는 문제로서, 찬고지의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것도 아니고 찬고

지의 구체 내용을 형성하는 것에 한 문제여서, 지구당 폐지와는 사안

이 다르다.

그러므로 결정례를 들어 이 사건 헌심사의 거로서 입법형성의 자

유를 고려함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102) 헌재 2003.12.18. 2002헌바49, 례집 15-2하, 502.



정당법 제3조 등 헌확인 807

9. 결론

헌법 제8조는 정당제도에 한 제도보장임과 동시에 정당의 자유 정

당의 평등보호를 아울러 규정하고 있는 조문이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

항은 기존의 지구당과 그 하부조직인 당연락소를 폐지하고 이러한 조직을

이후 설치하지 못하도록 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 제8조 제1항이 보장하는 정당조직의

자유, 정당활동의 자유를 포 하는 정당의 자유를 제한하고, 한편 헌법 제8

조 제3항과 헌법 제11조가 보장하는 평등권을 제한한다.

지구당을 지하고 있는 외국의 입법례를 발견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제한이 기본권의 본질 내용을 침해한다고는 할 수 없다.

이러한 제한이 과잉제한에 해당하여 정당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는

지 여부에 하여는 견해가 다를 수 있으나, 이 사건 결정은 여재

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비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단하 다.

민주 인 정당제도, 상향식 정당제도, 풀뿌리 민주주의 등을 강조하면 비

례원칙에 반한다는 결론도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정치에 무도

고질 으로 고착되어 있는 고비용 효율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입법

부의 노력은 어도 오늘의 한국 인 실에서 찬사를 받을 만한 면이

지 아니하다.

이 사건 결정은 이러한 입법부의 노력이 더욱 결실을 맺었으면 하는 바

램을 담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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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민법의 재산상속제도 및 한정승인제도
	가. 민법의 재산상속제도
	나. 한정승인제도
	(1) 의의
	(2) 방식
	(3) 효과


	3. 종전 헌법불합치결정의 의의와 이로 인한 입법개선의무의 내용
	가. 종전 헌법불합치결정의 의의
	(1) 주문
	(2) 이유의 요지
	(3) 의의

	나. 종전 헌법불합치결정으로 인한 입법개선의무의 내용
	(1)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 및 경과규정
	(가) 독일
	(나) 우리 나라 학설
	(다) 소결

	(2) 종전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개선입법의 소급적용규정에 관한 입법재량의 한계
	(3) 소결론

	나. 개선입법으로서 민법 개정( # 별지〈조문대비표〉 참조)
	(1) 제1019조 제3항의 신설
	(2) 제1026조 제2호의 신설
	(3) 공포일부터 시행, 효력의 불소급
	(4) 한정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5) 입법경위
	(6) 개선입법의 내용


	4. 경과규정으로서 개정민법 부칙 제3항의 의의와 그 적용의 범위 및 한계
	가. 의의
	나. 입법취지
	다. 적용의 범위와 한계

	5.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용영역과 관련하여 헌법합치적 개선입법이 되었는지 여부
	가. 개정민법 제1019조 제3항이 헌법합치적 개선입법인지 여부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용영역
	다.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용영역과 관련하여 헌법합치적 개선입법이 되었는지 여부

	6.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용영역에서 제외되는 부분과 관련하여위헌성의 유무 검토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용영역에서 제외되는 부분
	나. 평등의 원칙 위반 여부를 중심으로
	(1) 일반론
	(2)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검토
	(3) 이 사건 결정의 다수의견과 반대의견


	7. 주문형식과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용중지여부
	가. 다수의견 - 적용중지 헌법불합치의 주문형식채택
	나. 반대의견 - 이 사건 법률조항 자체의 합헌 및 입법부작위부분의 위헌확인 분리선고

	8. 이 사건 결정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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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42조 등 위헌확인
	【판시사항】
	【심판대상】
	【사건의 개요】
	1. 심판청구에 이르게 된 경위
	2. 청구인들의 주장 및 관계기관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나. 정보통신부장관 및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위원장의 의견


	【결정요지】
	【해설】
	1. 적법요건 부분
	가. 공권력의 행사 부분
	나. 자기관련성
	다. 직접성

	2. 본안에 관한 해설
	가. 사건의 배경과 ‘전자적 표시’의 내용
	나.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매체물’제도와 이 사건 조항의 관계
	다. 외국의 입법례
	(1) 인터넷 검열에 대한 각국의 정책 분류(2002. 3. 기준)
	(2) 미국, 독일, 호주의 관련 제도

	라. 본안 판단의 해설
	(1) 쟁점
	(2) 법 제42조 부분
	(3) 시행령 제21조 제2항, 제3항 중 ‘제2항’ 부분, 이 사건 고시 부분
	(4) 기타 청구인 주장 부분


	3. 이 사건 결정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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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64조 위헌소원 등
	【판시사항】
	【심판대상】
	【사건의 개요】
	1. 심판청구에 이르게 된 경위
	2. 청구인의 주장 및 관계기관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나. 법원의 위헌제청신청 각하 이유
	다.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의견


	【결정요지】
	【해설】
	1. 재판의 전제성
	2. 입법연혁
	3. 관련사건의 분석
	4. 이 사건의 분석
	가. 97헌마16 사건과의 異同
	나. 다수의견에 대한 검토
	다. 소수의견에 대한 검토
	라. 별개의견에 대한 검토

	5. 이 사건 결정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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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64조 제1항 등위헌확인
	【판시사항】
	【심판대상】
	【사건의 개요】
	1. 심판청구에 이르게 된 경위
	2. 청구인들의 주장

	【결정요지】
	1. 정당․의석수를 기준으로 한 기호배정 부분
	2. 교섭단체의 경우 전국적인 통일 기호를 배정하는 부분

	【해설】
	1. 공직후보자 기호배정 방법
	가. 일반론
	나. 외국 법제
	다. 장단점
	(1) 추첨제도
	(2) 정당․의석우선제도


	2. 본안 해설
	가. 정당․의석수를 기준으로 한 기호배정 부분
	(1)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례(1996. 3. 28. 선고 96헌마9등 결정)
	(2) 이 사건의 경우

	나. 교섭단체에게 전국적 통일 기호를 배정하는 부분

	3. 이 사건결정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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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항 위헌소원
	【판시사항】
	【심판대상】
	1. 이 사건 법률조항
	2. 관련규정

	【사건의 개요】
	1. 사건의 진행과정
	2. 청구인의 주장 및 관계기관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요지
	나. 법원의 위헌제청신청기각결정이유 및 법원행정처장의 의견요지
	다. 법무부장관 및 검사의 의견요지


	【결정요지】
	【해설】
	1. 헌법소원청구의 적법성 여부(권리보호이익에 관한 예외)에 대한 검토
	2.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권에 관한 헌법적 근거 및 위헌성심사기준
	가. 헌법 제12조 제1항, 제3항, 제6항 등의 규정내용
	나. 헌법 제12조 제6항에 관련된 입법형성의무 및 위헌성심사기준 등
	(1) 절차적 기본권에 관한 헌법규정의 특성
	(2) 구체적인 절차적 기본권에 관한 헌법적 보장과 이에 관한 위헌성심사기준
	(3) 헌법 제12조 제6항에 대한 검토

	다. 헌법 제12조 제6항의 연혁과 의미
	(1) 관련 헌법규정의 제정 및 개정경위 등
	(2) 미국의 인신보호영장제도(the Writ of Habeas Corpus
	(3) 미군정법령 제176호 제17조 내지 제18조에 대한 검토
	(4) 우리 헌법상 적부심사제도에 관한 연혁적․비교법적 검토
	(5) 현행 헌법 제12조 제6항의 의미


	3. 청구인의 구체적인 주장에 대한 검토
	가. 이 사건 심사범위(재판의 전제성 요건) 및 위헌성 심사기준
	(1) 재판의 전제성 요건에 관하여
	(2) 위헌성 심사기준에 관하여

	나.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에 대한 제한근거 및 그 구제수단 등의 전반적 합헌성
	다.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성
	(1) 절차상 법적 공백상태의 발생
	(2) 청구인의 “절차적 기회”에 대한 제한이 합리적인지 여부

	라.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

	4. 이 사건 결정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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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법 제6조 제1호 등 위헌확인
	【판시사항】
	【심판대상】
	【사건의 개요】
	1. 심판청구에 이르게 된 경위
	2. 청구인들의 주장과 이해관계인의 의견
	가. 청구인들의 주장요지
	나.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의견요지


	【결정요지】
	【해설】
	1. 서론
	2.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가. 법적관련성 : 자기관련성ㆍ직접성ㆍ현재성
	나. 권리보호이익과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

	3. 본안판단을 위한 기초자료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취지 및 연혁
	(1) 정당법 제6조 단서 제1호
	(2) 공선법 제60조 제4호

	나. 교원에 대한 정치활동 허용추진 상황
	(1) 노태우 정부
	(2) 김대중 정부

	다. 외국의 입법례
	(1) 국제법
	(2) 미국
	(3) 독일
	(4) 영국
	(5) 프랑스
	(6) 일본


	4.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
	가. 헌법상의 정치적 기본권
	나. 정치적 기본권의 침해 여부
	(1) 교원의 정치참여 금지 법령의 연혁
	(2) 공무원의 정치활동 제한법리
	(3) 교원의 정치활동 제한법리 : 교육(교원)의 정치적 중립성

	다. 평등권의 침해 여부
	라. 결론

	5. 이 사건 결정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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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학년도 대전광역시 공립중등학교교사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요강 취소
	【판시사항】
	【심판대상】
	【사건의 개요】
	1. 심판청구에 이르게 된 경위
	2. 청구인의 주장과 이해관계인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나. 피청구인 및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의견의 요지


	【결정요지】
	【해설】
	1. 서론
	2. 중등교사의 양성 및 임용체제의 개요
	가. 우리나라의 중등교사양성체제
	(1) 목적형의 양성체제와 개방형의 양성체제
	(2) 현행 중등교사양성체제의 특징

	나. 우리나라의 교사임용체제
	(1) 양성․임용일치형의 체제와 양성․임용불일치형의 체제
	(2) 현행 교사임용체제의 특징

	다. 현행 교사양성․임용체제의 성립 과정
	(1) 개방형 교사양성체제의 성립 및 존속
	(2) 양성․임용일치형에서 양성․임용불일치형으로의 전환

	라. 기존 임용시험제도에 대한 비판

	3. 이 사건 가산점의 부여 취지와 실태
	가. 이 사건 가산점의 부여 취지
	(1) 지역사범대 가산점의 경우
	(2) 복수․부전공 가산점의 경우

	나. 이 사건 가산점과 관련한 실태

	4. 이 사건 가산점의 법률유보원칙 위배 여부
	가. 이 사건 가산점의 헌법적 의미
	(1) 공무담임권의 내용
	(2) 이 사건 가산점 항목에 의한 공무담임권의 제한

	나. 이 사건 가산점 항목의 법률적 근거의 유무
	(1) 서언
	(2) “공개전형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해석
	(3) 본질성이론에 의한 입법위임 범위의 합헌적 해석
	(3) 소결 : 법률적 근거의 부정

	다. 이 사건 결정의 내용과 의의

	5. 사후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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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8조 위헌확인
	【판시사항】
	【심판대상】
	【사건의 개요】
	1. 심판청구에 이르게 된 경위
	2. 청구인들의 주장과 이해관계인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요지
	나. 법무부장관의 의견요지
	다. 기타


	【결정요지】
	【해설】
	1. 서론
	2.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가. 법적관련성 : 자기관련성ㆍ직접성ㆍ현재성
	나. 권리보호이익과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

	3. 본안판단을 위한 기초자료
	가. 각국의 입법례
	(1) 일본
	(2) 영국
	(3) 미국
	(4) 프랑스
	(5) 독일
	(6) 캐나다
	(7) 호주
	(8) 필리핀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용범위
	다. 민주주의와 선거
	라. 선거권의 의의 및 본질(법적 성격)
	(1) 선거권의 의의
	(2) 선거권의 본질(법적 성격)

	마. 선거권의 확대역사와 인격대표주의

	4. 기각론(합헌론)
	(1) 참정권으로서의 공무원선거권
	(2) 선거권제한의 법리와 심사기준
	(3) 과잉금지원칙의 준수 여부

	5. 위헌론
	가. 학자들의 견해
	(1) 허영 교수
	(2) 계희열 교수
	(3) 김철수 교수
	(4) 권영성 교수
	(5) 서보학 교수

	나. 재판관 김영일의 반대의견
	(1)
	(2)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방법의 적정성 여부
	(3)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균형성 위반 여부


	6. 이 사건 결정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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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사병 이라크파병 위헌확인
	【판시사항】
	【심판대상】
	【사건의 개요】
	1. 심판청구에 이르게 된 경위
	2. 청구인의 주장과 이해관계인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요지
	나. 이해관계기관의 의견요지
	(1) 대통령(국가안전보장회의의장)의 의견
	(2) 국방부장관의 의견



	【결정요지】
	【해설】
	1. 서
	2. 심판대상 확정의 문제
	3. 피청구인 특정 문제
	4. 이라크 파병에 관한 종전의 결정
	5. 통치행위와 사법심사
	(1) 문제의 소재
	(2) 미국의 경우
	(3) 독일
	(4) 평가

	6. 이 사건 결정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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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2호 위헌제청,학교보건법 제19조 등 위헌제청
	【판시사항】
	【심판대상】
	【사건의 개요】
	1. 심판의 청구에 이르게 된 경위
	가. 2003헌가1 사건
	나. 2004헌가4 사건

	2. 제청법원의 제청이유와 관계기관의 의견
	가. 제청법원의 제청이유
	(1) 2003헌가1 사건
	(2) 2004헌가4 사건

	나.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의견


	【결정요지】
	【해설】
	1. 이 사건 법률조항의 의미
	(1) 개요
	(2) 학교의 의미
	(3) 극장의 의미

	2.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여부(위헌론)
	가.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의 쟁점
	나. 직업의 자유의 침해여부
	(1) 직업의 자유의 제한 및 그 한계
	(2)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방법의 적정성
	(3) 최소침해성원칙의 위반여부
	(4) 법익균형성원칙의 위반여부

	다. 초․중․고등학교 학생 및 대학생의 행복추구권 등 침해여부
	(1)
	(2) 초․중․고등학교 학생의 경우
	(3) 대학생의 경우

	라. 소결

	3. 합헌론
	가. 국가의 교육책임 및 청소년보호책임과 입법재량
	나. 직업의 자유와 이 사건 법률조항
	(1)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방법의 적정성
	(2) 최소침해성 및 법익균형성원칙의 위반여부

	다. 소결

	4. 결론 - 주문의 형태
	가.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써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적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그 주문은 다음과 같다.
	나. 위 주문 제2항의 헌법불합치결정 및 적용중지를 선고한 이유에 관하여 결정문은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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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는물관리법 제28조 제1항 위헌소원
	【판시사항】
	【심판대상】
	【사건의 개요】
	1. 심판청구에 이르게 된 경위
	2. 청구인의 주장과 법원의 위헌제청신청 기각이유
	가. 청구인의 주장
	나. 서울행정법원의 위헌제청신청 기각이유의 요지


	【결정요지】
	【해설】
	1. 서론
	2. 공과금의 한 유형으로서의 부담금
	가. 공과금의 정의
	나. 공과금의 분류체계
	다. 각 공과금의 특성
	(1) 조세
	(2) 사용료 및 수수료
	(3) 사회보험료
	(4) 부담금


	3. 부담금의 헌법적 정당화 근거
	가. 총설
	나.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판례
	(1) 조세외적 공과금의 정당화 근거를 도출함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요소
	(2) 특별부담금의 정당화 근거
	(3) 조정적 부담금의 정당화 근거

	다. 부담금의 유형화
	(1) 재정조달목적 부담금
	(2) 정책실현목적 부담금

	라. 재정조달목적 부담금의 헌법적 정당화근거
	마. 정책실현목적 부담금의 헌법적 정당화근거
	바. 부담금의 정당화 요건과 비례성원칙 및 평등원칙의 관계

	4. 수질개선부담금제도의 개요
	가. 수질개선부담금의 도입 경위
	나. 수질개선부담금의 납부의무자 및 부과대상
	다. 부담금의 산정방법
	라. 수질개선부담금의 용도 등
	(1) 환경개선특별회계에 편입
	(2) 징수금 일부의 지방자치단체에의 교부
	(3) 수질개선부담금의 용도에 대한 제한

	마. 수질개선부담금의 징수 현황 등
	(1) 징수 현황
	(2) 부담금 수입의 실제 사용 실태

	바. 수질개선부담금의 법적 성격

	5. 이 사건 결정의 내용과 의의 등
	가. 수질개선부담금의 부과목적과 이 사건 결정의 내용
	나. 이 사건 결정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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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위헌제청
	【판시사항】
	【심판대상】
	【사건의 개요】
	1. 심판청구에 이르게 된 경위
	2. 제청법원의 위헌제청이유와 관계기관의 의견
	가. 제청법원의 위헌제청이유
	나. 제청신청인의 위헌제청신청이유
	다.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장의 의견
	라. 국방부장관의 의견
	마. 병무청장의 의견


	【결정요지】
	【해설】
	1. 양심의 자유의 憲法的意味및 법적 성격
	가. 역사적 배경
	나. 법적 성격
	(1) 개인의 防禦權
	(2) 국가의 中立義務및 寬容의 原則의 헌법적 표현


	2. 保護範圍
	가. 보호범위의 제한
	나. ‘良心上의 決定’
	다. 양심의 내용
	라. 양심상 결정의 確認節次의 필요성
	마. 헌법재판소의 판례

	3. 양심의 자유의 保障內容
	가. 良心形成의 자유
	나. 良心實現의 자유
	(1) 양심보호의 핵심적 영역으로서 양심실현의 자유
	(2) 良心表明의 自由
	(3) 作爲및 不作爲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유

	다. 헌법재판소의 판례

	4. 良心實現의 自由의 保障문제
	가. 헌법적 질서의 일부분으로서 양심실현의 자유
	나. 법익교량과정의 特殊性
	다. 양심실현의 자유의 구현 방법
	(1) 양심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代案의 존재여부
	(2) 양심의 자유를 고려해야 할 立法者의 義務
	(3) 양심의 자유를 고려해야 할 法適用機關의 義務

	라. 양심실현의 자유의 保障의 程度

	5.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여부
	가. 양심의 자유에 대한 제한규정으로서 이 사건 법률조항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
	다. 양심실현의 자유로서 병역거부의 보장 문제
	라. 이 사건 법률조항이 양심실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의 여부
	(1) 양심의 자유를 고려해야 할 입법자의 의무
	(2) 양심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代案으로서의 대체복무제
	(3) 대안의 존재 여부


	6.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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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법 제27조 위헌소원
	【판시사항】
	【심판대상】
	【사건의 개요】
	1. 심판청구에 이르게 된 경위
	2. 청구인들의 주장, 법원의 위헌제청신청기각이유 및 관계기관의 의견
	가. 청구인들의 주장
	나. 법원의 위헌제청신청기각이유
	다. 보건복지부장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의 의견


	【결정요지】
	【해설】
	1. 이 사건의 쟁점
	2. 헌법상 근로3권의 보장과 단체교섭권의 의의
	가. 헌법상 근로3권의 보장
	(1) 근로3권의 의의
	(2) 근로3권의 법적 성격
	(3) 근로3권의 제한

	나. 단체교섭권의 의의
	(1) 단체교섭권의 의의
	(2) 단체교섭권과 단체협약체결권
	(3) 단체협약의 효력


	3. 공공부문 노사관계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의의
	가. 공공부문의 개관
	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성격
	(1) 공단의 성격 및 설립목적
	(2) 공단의 업무
	(3) 임원
	(4) 재원의 조달
	(5) 공단 운영에 있어 국가의 관여와 감독
	(6) 결

	다. 공공부문 중 비공무원 부문 노사관계의 특징과 이 사건 법률조항의 의의

	4.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여부
	가. 법정의견(합헌의견)
	(1) 심사기준
	(2) 단체교섭권 침해 여부 -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
	(3) 평등권 침해 여부

	나. 반대의견(위헌의견)
	(1) 심사기준
	(2) 과잉금지원칙 위배 문제


	5. 이 사건 결정의 의의



	14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제7조 위헌확인
	【판시사항】
	【심판대상】
	1. 심판의 대상
	2. 이 사건 조문의 내용

	【사건의 개요】
	1. 심판청구의 경위
	2. 청구인의 주장 및 관계기관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나. 보건복지부장관의 의견


	【결정요지】
	【해설】
	1. 서론
	가. 배경
	나. 관련 법규의 내용
	(1) 국민건강증진법 규정
	(2) 이 사건 조문의 의미


	2. 직접성
	가. 서언
	나. 가능한 논리들
	(1) 직접성을 부인하는 논리
	(2) 직접성을 인정하는 논리

	다. 이 사건 결정의 전제판단

	3. 금연정책에 관한 각국의 동향
	가. 입법목적과 세계의 동향
	나. 국제기구의 금연운동
	다. 세계 각국의 금연정책의 실태
	라. 세계의 동향과 이 사건 조문
	(1) 학교, 의료기관, 보육원
	(2) 그 밖의 시설
	(3) 이 사건 조문과 세계조류


	4. 흡연권의 헌법적 근거
	가. 헌법 제10조, 제17조
	나. 헌법 제36조 제3항의 문제
	다. 그 밖의 규정

	5. 흡연권의 제한 가능성
	가. 기본권의 상충
	나. 공공복리를 위한 제한
	다. 이 사건 조문의 흡연권 제한

	6. 과잉금지원칙위반 여부
	7. 평등권의 침해 여부
	8. 그 밖의 헌법 문제
	9. 이 사건 결정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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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2호 위헌제청
	【판시사항】
	【심판대상】
	【사건의 개요】
	1. 심판청구에 이르게 된 경위
	가. 2002헌가17 사건
	나. 2001헌가18 사건

	2. 제청법원들의 위헌제청이유 및 관계기관의 의견
	가. 제청법원들의 위헌제청이유요지
	나. 법무부장관의 의견요지
	다. 경찰청장의 의견요지


	【결정요지】
	【해설】
	1. 외국의 입법례
	가. 독일
	나. 미국
	다. 일본
	라. 프랑스

	2. 수사기관의 피의자 지문채취와 영장의 필요성
	가. 수사기관의 피의자 지문채취
	나. 영장의 필요성
	(1)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않는 피의자
	(2) 체포․구속되는 피의자


	3. 헌법상의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원칙
	4. 영장주의의 위반여부
	5. 적법절차원칙의 위반
	가. 목적의 정당성
	나. 수단의 적합성
	다. 침해의 최소성
	라. 법익의 균형성
	마. 처벌규정의 합리성

	6. 이 사건 결정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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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진군과 평택시간의 권한쟁의
	【판시사항】
	【심판대상】
	【사건의 개요】
	1. 심판청구에 이르게 된 경위
	2. 청구인의 주장 및 피청구인의 답변
	가. 청구인의 주장요지
	나. 피청구인의 답변 요지


	【결정요지】
	【해설】
	1. 이 사건의 법률상 쟁점
	2. 공유수면의 관할권한 및 경계설정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
	가. 일본
	(1) 해상경계분쟁 현황
	(2) 공유수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한
	(3) 지방자치법상 공유수면 매립토지에 대한 경계획정 절차
	(4) 지방자치법상 공유수면에 생긴 새로운 토지의 귀속 확인
	(5) 지방자치법상 ‘미소속지’의 편입
	(6) 공유수면상의 경계설정 기준

	나. 미국
	(1) 해양경계의 법적 근거
	(2) 주정부간 해상경계의 기준

	다. 호주
	(1) 해양경계의 법적 근거
	(2) 호주 지방정부간 해상경계의 기준

	라. 중국
	마. 네덜란드

	3. 공유수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한이 존재하는지 여부
	가. 다수의견(긍정설)
	(1) 학계의 견해
	(2) 개별 법률들의 규정
	(3) 대법원의 판례
	(4) 법제처의 의견
	(5) 소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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