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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81조 제1항 본문 후단 헌제청 등

-호주제의 헌 여부-

(헌재 2005. 2. 3. 2001헌가9등, 례집 17-1, 1)

김 하 열
*

1)

【 시사항】

1. 헌법과 통의 계

2. 호주제가 헌법에 반되는지 여부

【심 상】

민법(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되기 의 것) 

제778조(호주의 정의) 일가의 계통을 계승한 자, 분가한 자 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일가를 창립하거나 부흥한 자는 호주가 된다.

제781조(자의 입 , 성과 본) ①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르고 부가에 입

한다. 다만, 부가 외국인인 때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고 모가에 

입 한다.

(②, ③ 생략)

제826조(부부간의 의무) (①, ② 생략)

③ 처는 부의 가에 입 한다. 그러나 처가 친가의 호주 는 호주승계인

인 때에는 부가 처의 가에 입  할 수 있다.

(④ 생략)

* 헌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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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1. 헌심  제청의 경

(1) 2001헌가9․10 사건

당해사건의 신청인들은 혼인하 다가 이혼하고 일가를 각 창립한 자들

로서,  부(夫)와의 사이에 태어난 그들 자(子)의 친권행사자이며 양육자

인데도 그들 자(子)의 호 은 부(父)인  부(夫)가 호주로 있는 가(家)에 

편제되어 있다. 신청인들은 그들의 자(子)를 자신의 가(家)에 입 시키기 

하여 할 호 청에 각기 입 신고를 하 으나 받아들여지지 아니하

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서 민법 제778조, 제781조 제1항 본문이 헌이

라고 주장하면서 헌여부심 의 제청신청을 하 고, 당해사건 법원은 민

법 제781조 제1항 본문 후단에 한 신청만을 받아들여 헌법재 소에 헌

여부심 을 제청하 다.

(2) 2001헌가11 내지 15, 2004헌가5 사건

당해사건의 신청인들은 혼인하여 각 그 배우자와 하나의 가(家)를 이루

어 동일한 가 에 올라 있고, 호 상 호주는 부(夫)인 신청인들(2001헌가1

1․14, 2004헌가5 사건의 경우) 는 신청인들의 부(夫)(2001헌가12․13․

15 사건의 경우)로 되어 있다. 신청인들은 부(夫)가 호주로 되어 있는 가를 

무호주, 즉 호주가 없는 가로 바꾸기 하여 각기 할 호 청에 호주변

경신고를 하 으나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서 민

법 제778조, 제826조 제3항 본문이 헌이라고 주장하면서 헌여부심 의 

제청신청을 하 고, 당해사건 법원들은 민법 제778조에 한 신청만 모두 

받아들여 헌법재 소에 헌여부심 을 제청하 다.

2. 제청이유와 계기 의 의견

가. 제청이유

(1) 민법 제778조는 “일가의 계통을 승계한 자, 분가한 자 는 기타 사

유로 인하여 일가를 창립하거나 부흥한 자는 호주가 된다.”라고 규정함으

로써 모든 가(家)에는 반드시 호주가 존재하는 이른바 호주제도를 우리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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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제도의 기본원칙으로 선언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조에 의한 호주제도는 

호주에게 우월  지 를 부여하여 일가를 구성하는 구성원들로 하여  호

주를 정 으로 강제 이고 일률 으로 순  지워지게 함으로써 존엄한 인

격을 가진 개인들이 평등한 차원에서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으므로  법조는 민주  기본질서를 규정한 헌법 문  제4조에 

반된다.

(2) 와 같이 호주제도는 개인에게 자신의 법  지 를 스스로 형성할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는 결과 개인의 의사와 무 하게 각자를 지배ㆍ복

종 계에 강제로 편입시키고 호주 아닌 가족을 호주에게 종속시킴으로써 

개인의 자율 인 법률 계 형성을 면 으로 부인하고 열 의 지 를 강

제하여 인격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법조는 인간으로서의 존

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에도 반된다.

(3)  법조에 기 하는 호주제도는 혼인과 가족생활에서 그 구성원 상

호간의 평등한 법률 계 형성을 막고 남성에게 호주가 되는 우선 인 지

를 인정함으로써 합리  근거 없이 아내의 지 를 남편보다 하 에, 어머

니의 지 를 아버지보다 하 에 각 치하게 하는 정당성 없는 남녀차별을 

래하여 성별에 의한 차별을 지한 헌법 제11조 제1항과 개인의 자율  

의사와 양성의 평등에 기 한 혼인생활과 가족생활의 자유로운 형성을 보

장하는 헌법 제36조 제1항에 각 반된다.

(4) 우리 사회의 가족제도를 유지하기 하여 개인의 권리를 부득이 제

한할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법조에 의하여 형성되는 호주제도는 목 의 

정당성, 수단의 합성, 법익의 최소침해성  법익침해의 균형성을 갖춘 

정당한 기본권 제한이 아닐 뿐만 아니라 기본권의 본질  내용까지 침해하

고 있어  법조는 과잉 지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37조 제2항에 배된다.

(5) 민법 제781조 제1항 본문 후단은 부계 심주의 원칙을 채택하여 자

녀가 속할 가를 원칙 으로 아버지의 가로 정하여 남녀의 성(性)에 따른 

차별을 두고 있으므로 헌법 제11조 제1항  제36조 제1항에 배된다.

(6) 민법 제781조 제1항 본문 후단을 비롯한 자녀의 입 에 한 민법의 

체제는 일단 아버지의 가에 속하게 된 자녀가 부모의 이혼 등으로 아버지

와의 가족공동생활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도 자녀에 하여 어머니의 가



4   헌법재 소결정해설집 2005

로의 의 여지를 두지 아니하고 있는데 이는 모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37조 제2항에 배된다.

나. 법무부장 의 의견

정부는 가족제도에 있어 헌법상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양성평등의 이념

을 보다 충실히 구 하고, 기존의 호주를 심으로 한 가족제도로 인한 사

회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실의 다양한 가족형태를 포용하고 국민의 

변화된 가족 념과 새로운 가족제도 구성에 한 국민  여망을 반 하여, 

호주제 폐지, 자녀 성(姓)결정에 있어 부성(父姓)강제 완화, 자녀의 복리를 

한 성의 변경 허용을 근간으로 하는 민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 다.

다. 여성부장 , 국가인권 원회의 의견

 제청이유와 체로 같다.

【결정요지】

1. 가. 헌법은 국가사회의 최고규범이므로 가족제도가 비록 역사 ㆍ사회

 산물이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하더라도 헌법의 우 로부터 벗어날 수 

없으며, 가족법이 헌법이념의 실 에 장애를 래하고, 헌법규범과 실과의 

괴리를 고착시키는데 일조하고 있다면 그러한 가족법은 수정되어야 한다.

나. 우리 헌법은 제정 당시부터 특별히 혼인의 남녀동권을 헌법  혼인

질서의 기 로 선언함으로써 우리 사회 래의 가부장 인 건  혼인질

서를 더 이상 용인하지 않겠다는 헌법  결단을 표 하 으며, 행 헌법

에 이르러 양성평등과 개인의 존엄은 혼인과 가족제도에 한 최고의 가치

규범으로 확고히 자리잡았다. 한편, 헌법 문과 헌법 제9조에서 말하는 

“ 통”, “ 통문화”란 역사성과 시 성을 띤 개념으로서 헌법의 가치질서, 

인류의 보편가치, 정의와 인도정신 등을 고려하여 오늘날의 의미로 포착하

여야 하며, 가족제도에 한 통ㆍ 통문화란 어도 그것이 가족제도에 

한 헌법이념인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에 반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는 한계가 도출되므로, 래의 어떤 가족제도가 헌법 제36조 제1항이 요구

하는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에 반한다면 헌법 제9조를 근거로 그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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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성을 주장할 수는 없다.

2. 가. 심 상조항인 민법 제778조, 제781조 제1항 본문 후단, 제826조 

제3항 본문이 그 근거와 골격을 이루고 있는 호주제는 “호주를 정 으로 

가(家)라는 념  집합체를 구성하고, 이러한 가를 직계비속남자를 통하여 

승계시키는 제도”, 달리 말하면 남계 통을 심으로 가족집단을 구성하고 

이를 로 속시키는데 필요한 여러 법  장치로서, 단순히 집안의 

표자를 정하여 이를 호주라는 명칭으로 부르고 호주를 기 으로 호 을 편

제하는 제도는 아니다.

나. 호주제는 성역할에 한 고정 념에 기 한 차별로서, 호주승계 순

, 혼인 시 신분 계 형성, 자녀의 신분 계 형성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없

이 남녀를 차별하는 제도이고, 이로 인하여 많은 가족들이 실  가족생

활과 가족의 복리에 맞는 법률  가족 계를 형성하지 못하여 여러모로 불

편과 고통을 겪고 있다. 숭조(崇祖)사상, 경로효친, 가족화합과 같은 통사

상이나 미풍양속은 문화와 윤리의 측면에서 얼마든지 계승, 발 시킬 수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호주제의 명백한 남녀차별성을 정당화하기 어렵다.

다. 호주제는 당사자의 의사나 복리와 무 하게 남계 통 심의 가의 

유지와 계승이라는 념에 뿌리박은 특정한 가족 계의 형태를 일방 으로 

규정ㆍ강요함으로써 개인을 가족 내에서 존엄한 인격체로 존 하는 것이 

아니라 가의 유지와 계승을 한 도구  존재로 취 하고 있는데, 이는 혼

인ㆍ가족생활을 어떻게 꾸려나갈 것인지에 한 개인과 가족의 자율  결

정권을 존 하라는 헌법 제36조 제1항에 부합하지 않는다.

라. 오늘날 가족 계는 한 사람의 가장(호주)과 그에 복속하는 가속(家

屬)으로 분리되는 권 주의 인 계가 아니라, 가족원 모두가 인격을 가

진 개인으로서 성별을 떠나 평등하게 존 되는 민주 인 계로 변화하고 

있고, 사회의 분화에 따라 가족의 형태도 모와 자녀로 구성되는 가족, 재혼

부부와 그들의 혼소생자녀로 구성되는 가족 등으로 매우 다변화되었으

며, 여성의 경제력 향상, 이혼율 증가 등으로 여성이 가구주로서 가장의 역

할을 맡는 비율이 증하고 있다. 호주제가 설사 부계 통주의에 입각한 

래의 가족제도와 일정한 연 성을 지닌다고 가정하더라도, 이와 같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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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립의 기반이 붕괴되어 더 이상 변화된 사회환경  가족 계와 조화되기 

어렵고 오히려 실  가족공동체를 질곡하기도 하는 호주제를 존치할 이

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재  김 일, 재  권 성의 반 의견

행법상의 호주제는 고  이래 조선 기까지 이어져온 우리 고유의 합

리  부계 통주의의 통을 이어받아 부계 통주의의 존립을 한 극히 

기본 인 요소만을 담고 있는 것으로서, 일제 잔재로서의 색채를 불식하고 

우리 고유의 습으로 복귀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혼인과 가족 계

를 규율하는 가족법은 통성ㆍ보수성ㆍ윤리성을 강하게 가질 수밖에 없어

서 혼인과 가족 계에 한 헌법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가족법의 통

 성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특히 가족법의 역에서 도식 인 평등

의 잣 로 우리의 통문화를 함부로 재단함으로써 통가족문화가 송두리

째 부정되고 해체되는 결과를 래하여서는 아니되는바, 행법상의 호주

제는 통 가족제도의 핵심인 부계 통주의에 입각한 가의 구성  가통의 

계승을 한 제도로서 이를 하여 마련된 처의 부가입  원칙, 자의 부가

입  원칙  호주승계제도는 우리 사회의 오랜 통과 실에 기 한 것

일 뿐만 아니라 여성에 한 실질  차별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

기 어렵다는 에서 평등원칙에 반되지 아니하며, 호주제가 신분 계를 

일방 으로 형성되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가족제도를 법제화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한 것일 뿐만 아니라 임의분가, 호주승계권의 포기 등 이

를 완화하는 제도를 두고 있으므로 개인의 존엄을 존 하지 않는 것이라 

보기도 어려우므로 결국 헌법 제36조 제1항에 반되지 아니한다.

재  김효종의 반 의견

민법이 가제도(家制度)를 두고 있는 것은 헌법 제36조 제1항이 제도보장

의 하나로 규정한 가족제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기여한다 할 것이고, 

각개의 가(家)에 호주를 두고 있는 것은 우리의 통문화에 터 잡은 것으

로 이 상당하므로, 민법 제778조가 법  개념으로서 가(家)의 존재를 인

정하고 여기에 호주의 념을 도입하 다 하여 헌법 제36조 제1항을 비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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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헌법에 배된다고 볼 수 없으며, 호주제의 양성차별  요소는 민법 제

984조 등 헌성이 있는 련 개별규정의 효력을 상실시키거나 입법  개

선이 이루어지면 해소될 수 있는 문제여서 그러한 헌  요소가 가제도의 

기본조항인 민법 제778조에 본질 으로 내재된 문제라고 볼 수 없다. 따라

서 민법 제781조 제1항 본문 후단, 제826조 제3항 본문에 하여는 헌이

라는 다수의견과 견해를 같이 하지만 민법 제778조는 가족제도의 보장을 

한 입법재량의 범  내에서 이루어진 입법  조치로서 헌법에 반된다

고 볼 수 없다.

【해설】

1. 쟁 의 정리

호주제의 헌 여부를 단하기에 앞서, 호주제의 내용과 구성요소가 무

엇인지에 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어 호주제의 연 과 존폐 논의, 

입법례 등 호주제를 둘러싼 논의의 시공간  개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특히 호주제가 우리의 통문화인지, 일제의 잔재인지에 한 공방을 짚어

보아야 한다. 

호주제의 헌 여부에 한 본격 인 단은, 크게 통과 헌법과의 

계에 한 고찰이 한 부분을 차지하고, 호주제의 구체  내용을 헌법 제36

조 제1항에 비추어 심사하는 부분이 나머지를 차지한다.

마지막으로 호주제 폐지시의 호  편제 방안, 헌결정의 효과와 결정의 

유형에 한 헌법소송법  검토가 수반된다.

2. 호주제 개 1)

가. 호주제의 내용

(1) 민법 제778조 등과 호주제의 계

호주제는 민법 제4편 제2장 ‘호주와 가족’을 심으로 한 여러 법률조항

1) 호주제는 헌법재 소의 이 결정으로 인하여 폐지되었으나(2005. 3. 31. 법률 제

7427호), 이하 설명의 편의상 호주제가 존속하고 있던 당시의 법  상태를 기 으

로 서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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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네트워크로 이루어져 있다. 민법 제778조는 그러한 호주제의 근거조

항으로서 핵심  상을 차지하고 있는 조항이다. 민법 제826조 제3항 본

문  제781조 제1항 본문 후단 한 호주제를 구성하는 주요 법률조항들

이고 민법 제778조와도 불가분의 한 계에 있다. 그런데  조항들은 

호주승계의 순 에 한 민법 제984조와 더불어 호주제의 골격을 형성하고 

있는, 호주제의 가장 요한 구성부분들이다.  조항들이 효력을 상실할 

경우 호주제는 더 이상 존속할 수 없다.

그 다면  조항들의 헌여부는 결국 호주제라는 제도 자체의 헌여

부로 귀착된다.

(2) 호주제의 개념

호주제를 정의하거나 그 효과를 규정한 법률조항은 없다. 호주제란 민법 

제4편 제2장 ‘호주와 가족’, 동편 제8장 ‘호주승계’를 심으로 일정한 법률

조항들을 묶어 이러한 법률조항의 네트워크가 형성하는 법  상태를 지칭

하는 말이다. 따라서 호주제를 법 으로 엄 하게 정의하기는 힘들다. 그것

이 가능한 것은 호주, 가족, 분가, 子의 입 , 妻의 입 , 호주승계 등과 같

은 개별요소들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주제’라고 지칭할 때에는 일

정한 법 ․사회  함의를 담고 있으며,  와 같은 개별요소들을 총

하여 ‘호주제’라고 지칭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으며 서술상의 편의도 있

다. 그러므로 민법의 개별조항들이 담고 있는 내용을 일정하게 조합하여 

‘호주제’라는 개념에 의해 표상시킬 필요가 있다.

일반 으로 호주제에 하여 논의하고 있는 문헌들을 종합하여 보면, 호

주제는 호주를 정 으로 家라는 념  집합체를 구성․유지하고(여기에는 

처, 子 등 가족의 신분 계를 강제로 형성하는 것이 필연 으로 수반된다), 

이러한 家를 원칙 으로 직계비속남자에게 승계시키는 제도라고 집약하여 

정리할 수 있다. 달리 말하여 보면, 남계 통을 심으로 가족집단을 구성

하고 이를 로 속시키는데 필요한 여러 법  장치라고도 할 수 있다. 

호주제가 -일상 으로 흔히 그러리라고 생각하기 쉬운 것처럼- 단순히 집

안의 표자를 정하여 이를 호주라는 명칭으로 부르고 호주를 기 으로 호

을 편제하는 제도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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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호주제의 구성요소

호주제를 와 같이 정리한다면 결국 호주제의 핵심 인 개념표지는 家

의 구성과 호주승계라고 할 수 있다. 호주제=家의 구성 + (호주권) + 호주

승계 

(가) 家의 구성

민법은 家의 개념을 여러 곳에서 사용하면서도 정의규정은 두고 있지 않

다. 그러나 민법 제778조와 제779조  기타 련조항을 모두어 보면 家란 

호주와 가족으로 구성됨을 알 수 있다. 단신호주인 경우도 있지만 이는 극

히 외 이고 일시 이다.2) 호주란 “一家의 계통을 계승한 자, 분가한 자 

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一家를 창립하거나 부흥한 자”를 말하고(민법 제

778조), 가족이란 “호주의 배우자, 족과 그 배우자 기타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에 입 한 자”를 말한다(민법 제779조). 子는 父家에 입 하고

(민법 제781조 제1항 본문 후단), 처는 夫의 家에 입 한다(민법 제826조 

제3항 본문). 이러한 조항들을 통하여 호주와 가족으로 이루어지는 家의 

기본형이 구성된다. 모든 국민은 호주 는 가족으로서 반드시 어떤 家에 

속하게 된다.

家는 호주를 심으로 하여 호주와 가족이라는 신분 계로 상호간에 연

결된 념 인 가족단체로서,3) 실생활공동체와는 무 하다.

이러한 家의 구성은 법률상 강제된다. 이 법률상 강제의 표 인 내용

을 신분당사자별로 나 어 살펴보면,

① 민법 제778조의 요건이 충족되면 본인의 의사와 무 하게 법률상 당

연히 호주로 된다.

② 장남이 아닌 남자는 혼인하면 일가를 따로 거느리고 호주가 된다(민

법 제778조, 제789조). 그러나 여자가 혼인하면 민법 제826조 제3항에 따라 

‘친정의 가족’에서 ‘남편이 호주인 家의 가족’ 는 ‘시가의 가족’( 체로 남

편이 장남자인 경우)으로 신분 계가 변동된다. 

③ 자녀가 출생하면 당연히 父家에 입 한다(민법 제781조 제1항 본문 

후단). 이혼한 여자가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되어 자녀를 보살피

2) 김주수, 주석 친족법 Ⅰ, 1998, 124면

3) 김주수,  같은 책, 1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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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생활공동체를 이루더라도 그 자녀는 어머니와 家를 이루지 못하고 여

히 아버지가 호주인 家의 가족으로 남는다.  조항에 따라 父家에 입 된 

子는 모의 家로 옮겨질 수 없기 때문이다.

호주제는 호주를 정 으로 家를 구성하며, 가족원은 평등하고 독립된 인

격체로서 악되는 것이 아니라 호주의 배우자, 호주의 족, 호주의 족

의 배우자와 같은 식으로 호주와의 계자로서만 악된다. 호주제는 호주

를 家의 심  지 에 두고 가족원을 주변  지 에 배치하여 놓고 있다. 

호주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前호주의 가족은 新호주의 가족이 된다는 민

법 제780조의 규정은 당연한 귀결이다.

(가-1) 호 의 편제

우리나라의 호 은 민법상의 호주제도 내지 家제도에 맞추어 편제되고 

있다. 민법에 의하여 실체법 으로 호주와 가족 계가 형성되면 이에 맞추

어 그 사항이 그 로 호 에 반 된다. 요컨  행 호 의 편제는 민법상

의 가 에 하여 부종성을 가지는 계에 있다.4) 

호 은 호주를 기 으로 하여 家別로 이를 편제한다(호 법 제8조). 호

에는 前호주의 성명  호주와의 계, 호주  가족이 된 원인, 호주와 

가족의 계, 호주 는 가족의 신분에 한 사항을 기재한다(동법 제15

조). 호 내 각인의 기재순 에 있어 호주는 일순 를 차지한다(동법 제16

조 제1항). 호주승계 등으로 호주의 변경이 있으면 신호 을 편제한다(동법 

제18조 제1항). 법정분가의 경우에 혼인신고가 있으면 夫를 호주로 하여 

신호 을 편제한다(동법 제19조의2 제1항). 신호 에 편제된 자  타가에 

입 하는 자는 종 의 호 에서 제 된다(동법 제21조). 출생․인지․입

양․ 양․혼인․이혼․사망․호주승계․분가․일가창립 등 각종 신분상의 

신고에 있어 호주의 성명과 호주와의 계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동법 

제49조 제2항 등).

그러나 호 제도는 원래 국민의 신분 계를 등록․증명하기 한 제도

이고 호주제도에 따른 가 을 공시하기 한 제도는 아니므로 호 의 편제

를 가 에 의존하여야 할 필요성은 없다. 호 제도는 호주제도의 존폐와 

4) 조 , “호주제도의 폐지와 호 의 편제”, 법조 1995. 10. 통권 469호, 7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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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없이 독자 으로 존재하여야 하고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단지 호주

제도가 폐지되면 호 편제의 기 으로 삼고 있는 가 이 없어지기 때문에 

호 제도 자체의 목 과 이념에 따라 새로운 편제기 을 새로 정립할 필요

가 생길 뿐이다.5) 요컨 , 호주제도의 폐지와 호 제도의 폐지를 연결시켜, 

호주제가 폐지되면 논리 으로 당연히 신분공시․증명제도에 큰 구멍이 생

겨 혼란이 래될 것이라고 염려할 것은 아닌 것이다. 

(나) 호주의 권한과 의무

구 민법상 호주는 家 내부에서 상당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으나, 1990

년의 민법개정시 그 권한이 폭 축소되었다. 호주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① 가족의 去家에 한 동의권: 가족이 그 모의 재혼가에 입 할 경우 

종래의 호주는 거가에 한 동의권을 가진다(민법 제784조 제2항).

② 직계비속 등을 입 시킬 권한: 호주는 타가의 호주아닌 자기의 직계

존속이나 직계비속을 자신의 가에 입 시킬 수 있다(민법 제785조).

③ 친족회에 한 권한: 가정법원에 하여 친족회 소집을 청구할 권한

(민법 제966조), 친족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권한(민법 제

968조), 친족회의 결의에 갈음할 재 을 청구할 권한(민법 제969조), 친족

회의 결의에 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권한(민법 제972조).

④ 폐가할 수 있는 권한: 일가창립 는 분가로 인하여 호주가 된 자는 

타가에 입양하기 하여 폐가할 수 있고(민법 제793조), 여호주는 혼인하기 

하여 폐가할 수 있다(민법 제794조).

구 민법은 호주에 하여 가족부양의무를 지우고 있었으나(제797조), 

1990년 개정시 삭제되었다.

지난 1990년의 개정으로 호주의 권한은 매우 빈약하게 되었고, 호주의 

의무는  없게 되었다. 따라서 호주의 권한(  의무)은 더 이상 호주제

의 요한 요소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호주의 가부장  권한이 거의 삭제되었으므로 호주제는 실질

으로 형해화된 것이고, 상징 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아직도 居家동의권, 직계비속 입 권과 같은 권리가 유보

되어 있다는 은 차치하더라도, 강제  家의 구성과 이에 수반되는 가족

5) 조 ,  같은 논문, 73-7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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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의 강제형성, 家의 승계라는 호주제의 요소는 엄존하고 있고, 이는 상

징 인 의미만 지니는 것이 아니라 민사실체법  효과를 지니고 있다. 가

장 표 인 사례만 보더라도, 여자가 혼인하면 친가의 가족에서 媤家 

는 夫家의 가족으로 신분이 환되며, 자녀가 이혼한 母를 따라 재혼가정

에서 가족공동체를 꾸리고 있더라도 재혼夫家의 가족이 되는 것을 방해하

고 있다. 신분 계를 이와 같이 강제로 변화시키기도 하고 변화를 방해하

기도 하는 것은 엄연한 법  효과이다.

(다) 호주의 승계-家의 속성

민법 제980조는 호주가 사망한 때 등의 경우에 호주승계가 되도록 규정

하고 있으며, 민법 제778조는 일가의 계통을 계승한 자는 호주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일가의 계통의 계승이란 곧 호주승계에 다름 아니

다.6) 이러한 규정에 의거하여 호주의 지 는 승계된다.

호주승계에 있어서는 남자가 우선권을 가진다. 민법 제984조는 호주승계

의 순 를, ① 직계비속남자 ② 가족인 직계비속여자 ③ 처 ④ 가족인 직

계존속여자 ⑤ 가족인 직계비속의 처로 정하고 있다. 즉, 사망한 호주의 

아들-손자-미혼의 딸-처-어머니-며느리 순으로 되어 있어 남성우월  서

열을 매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호주승계제도를 통하여 家는 그 구성원의 혼인, 사망, 분가 등

에도 불구하고 부단히 후세에 이어지게 되어 그 속성이 보장되는바, 그 

기 에는 남계 통은 계승되어야 한다는 념이 놓여 있다.

구 민법은 호주의 직계비속장남자의 임의분가를 지하고(제778조 제1항 

단서), 호주상속권은 이를 포기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제991조), 호주라는 

법  지 를 강제로 승계시키고 있었다. 그러나 행 민법은 호주의 직계

비속장남자의 임의분가도 허용하고(민법 제788조 제1항), 호주승계권의 포

6) 정 , 한국가족법연구, 1967, 491면; 김주수,  같은 책, 135면.

  이와는 달리 ‘일가의 계통을 계승’한다 함은 호주계승 뿐 아니라 제사계승을 아울

러 포함한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박병호, “호주제의 변 과 제 문제”, 「민사법학

의 제 문제」(소  김용한교수 화갑기념), 183-186면}. 그러나 구 민법 제996조에

서 분묘임야,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을 호주상속인이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음

에 반해, 행법은 이를 호주제도와 분리하여 재산상속제도의 일환으로 제1008조

의3에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제1008조의3에서 규정한 “제사를 주재하는 자”와 

호주승계인은 법 으로 무 하다고 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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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를 허용함으로써(민법 제991조) 강제  호주승계의 제도는 해소되었다. 

그러나 호주승계순 에서의 남성우월로 인하여 실제 직계비속남자들 모두

( 컨 , 형제들 모두 는 아들․손자 모두) 호주승계권을 포기하지 않는 

한 호주의 지 는 남자에 의해 승계되게 되므로, 호주승계포기조항으로 인

하여 남계 통의 계승이라는 호주제도 본래의 취지와 기능에 큰 변화가 생

겼다고는 평가하기 어렵다. 다만, 호주승계 상자 개인의 선택의 자유라는 

에서는 구법보다 진일보한 것임에 틀림없다.

나. 호주제의 연

(1) 민법  친족상속편 제정의 경과7)

한민국 건국 후 민법제정과정에서 친족상속편을 둘러싸고 습존 론

과 헌법존 론 사이에 근본 인 논쟁이 벌어졌다. 자는 고래의 습 에

는 醇風良俗이 많으므로 아무리 새 시 를 맞이했다 하더라도 되도록 이를 

존 해야 한다는 주장이었고, 후자는 고래의 습은 국의 종법제의 향

을 강하게 받은 남계 통 심의 가부장  가족제도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서 남녀차별을 하고 父系  夫系 주, 장남계 심의 체계를 가진 것이

어서 헌법의 민주화정신  법앞의 평등원칙, 제헌헌법 제20조에 규정된 

혼인에 있어서의 남녀동권, 혼인의 순결보호 정신에 어 나므로 친족상속

법의 제정에 있어서는 헌법정신에 반하는 고래의 습은 이를 과감히 버리

자는 주장이었다.8)

한국여성단체연합에서 1953. 3.에 제출한 「친족상속편제정에 한 건

의」기타 의견서는 헌법존 론에 입각한 것인 반면, 1956. 10. 국회에 제출

된 정부안은 습존 론에 기 하여 제출되었고(家제도, 강력한 호주제, 모

의 친권제한 등), 국회 심의과정에서  논쟁으로 재산편과는 달리 친족상

속편은 상당한 진통을 겪었으나 끝내 가부장제를 근간으로 하되 이를 부분

으로 수정채택한다는 진  신론에 입각하여9) 정부안에 하여 약간

7) 이에 하여는, 정 , 한국가족법연구, 1967, 325면이하에 상세히 설명․분석되

어 있다.

8) 최병욱, “헌법에 비추어 본 가족법”, 민사 례연구 13권, 91. 3. 419면

9) 법제사법 원회는 “신분편에 하여는 우리나라 헌법의 원칙인 개인의 존엄과 

남녀평등을 심으로 하여 고래의 고유한 순풍양속, 습, 통과 신을 조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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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수정을 가하는 입장에서 1957. 12. 국회를 통과하여 입법이 되었고, 

1960. 1. 1.부터 시행되었다.10) 이에 하여는 종래의 건  요소가 다분히 

잔재하고 있어 헌법정신에 배되는 규정이 지 않다는 평가가 있었다.11)

(2) 가족법개정운동의 경과

1960년 민법이 시행된 직후부터 가족법개정의 논의와 연구는 가족법학

계  여성단체를 통해 계속되었다. 60년 부터 가족법학계의 양 지주

라 할 정  교수와 김주수교수는 가족법에 있어 헌법을 수하여야 함을 

강조하면서 호주제의 부분 12) 혹은 면  헌성13)을 주장하 다. 1973. 

6. 모든 여성단체들이 연합운동으로 ‘범여성가족법개정 진회’를 결성, 개정

을 추진하 으나, 당시 개정요구의 핵심이었던 호주제도와 동성동본불혼

지제도의 폐지는 좌 된 채 사소한 일부개정에 그쳤다.

그러나 가정법률상담소, 여성단체, 가족법학자들을 심으로 개정운동은 

꾸 히 지속되었다. 1984년 41개 여성단체가 연합회를 결성하여 지속 으

로 개정활동을 개하 고, 개정안 상정의 좌 , 개정안의 자동폐기를 맛보

을 그 이상으로 하고 있다.… 신친족상속법은 구 습  고래의 순풍양속은 폐

풍이 되지 않는 범 내에서 유지조장하고 시세에 맞지 않는 인습은 폐기하여 세

계의 진운에 뒤떨어지지 않으며 민족의 발 과 국운의 융성을 기하는 한편 

의 민주주의의 이념에 응하도록 노력하 다”고 입법방침을 밝혔다고 한다.

10) 정 , 신친족상속법요론, 1961, 40면

11) 정 ,  같은 책, 42면

12) 정  교수는 “민주주의의 발 은 가정생활의 민주화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며, 그 목 을 하여서는 가정생활에 한 법규범인 친족상속법을 입법함에 

있어 행법 에 무수히 존재하는 남녀불평등한 규범, 부부차별규범을 일소하고 

우리 헌법상의 남녀동권주의에 입각한 입법이 탄생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국민의 반수인 천오백만 여성이 강경히 요청하고 있는 주장을 묵살하지 

말고 이를 입법에 반 시키기 하여 투쟁함이 (국회의원) 諸公의 책임일 것이

다.” 정 , 한국가족법연구, 1967, 398면.   350면에서는 “친족상속법도 재산분

야의 민법과 같이 재 규범이며… 국민간의 도덕률은 아니다. 다시 말하면 친족

상속법을 제정하는 것은… 도덕률을 제정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친족상속법

은 최소한 헌법규정 내지 헌법정신에 배치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백보를 양보하여 

친족상속법이 국민의 도덕률까지 포함하여 제정한다고 가상하더라도 국민에게 헌

법정신에 반하는 도덕률을 제정하여 국민에게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닌가?”라

고 하고 있다. 정  교수는 구체 으로 거소지정권, 불명재산의 호주소유추정, 

여성의 호주상속의 순 , 호주상속권의 포기 지에 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같은 책 383-392면).  

13) 김주수, “민법상의 호주제도가 폐지되어야 할 이유”, 법정, 1962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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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 하 으나 마침내 1988. 11. 의원입법으로 개정안이 상정되었고 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가족법의 상당한 개정이 이루어졌다. 당  국회에 

제안된 민법개정안은 호주제도와 호주상속제도를 폐지하는 것이었는데, 국

회법제사법 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존치하는 것으로 되었다.14) 호주제와 

련된 개정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호주상속제도를 호주승계제

도로 변경하고, 호주승계권은 이를 포기할 수 있도록 하며, 호주상속비용, 

호주상속에 있어서의 태아의 지 , 습상속, 분묘등의 승계에 한 규정을 

삭제 ② 여호주의 家에 그 家의 계통을 계승할 남자가 입 한 경우에도 호

주승계가 개시되지 아니하도록 함 ③ 호주의 한정치산청구권과 입 동의권

을 삭제하고, 호주의 직계비속장남자의 거가 지, 호주의 가족에 한 거소

지정권, 호주의 사고와 그 직무 행, 호주의 부양의무를 삭제하고, 가족의 

불명(不明)재산에 하여 호주소유추정에서 가족의 공유추정으로 변경 ④ 

‘호주의 변경과 여호주’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여호주는 그 家의 계통을 계

승할 남자가 그 家에 입 한 경우에도 가족의 지 로 격하되지 않도록 함.

이와 같이 호주의 권한과 의무가 폭 삭제됨으로써 강한 호주권이라는 

요소는 거의 탈색되었다. 그러나 호주를 심으로 한 家의 속이라는 호

주제의 본질  요소는 여 히 유지되었다.

한편, 법무부는 1995. 6. 경 산하에 민법개정특별분과 원회를 구성하여 

호주제를 비롯한 가족법의 개정문제를 꾸 히 논의하 다. 38차에 걸친 회

의 끝에 원회안을 마련하 다. 원회안의 내용을 보면, ① 친족편 제2장

(호주와 가족)인 제778조부터 796조를 삭제하고, ② 친족편 제8장(호주승

계)인 제980조부터 제995조를 삭제하며, ③ 호주제도를 제로 한  련규

정의 조정․삭제로서, 제781조(子의 입 , 姓과 본)의 삭제에 따른 제865조

의2(子의 姓과 본)를 신설하고, 제796조(가족의 특유재산제도)의 삭제에 따

른 제777조의2(동거친족의 공유추정)의 신설하며, 제826조 제3항 본문(娶嫁

婚)․제3항 단서  제4항(妻家入夫婚)을 삭제하고, 친족회에 한 제966조

14) 박병호,  같은 , 171면. “우리 민법상의 호주제도는 가족법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제도로서 이 제도를 폐지하 을 시 법률체계뿐 아니라 가족 계를 심으로 

하여 사회 반에 미치는 향이 크므로 이 제도의 폐지여부는 앞으로 더욱 연

구․검토되어야 할 과제라고 보아 이를 계속 존치시키되 다만 남녀평등의 정신에 

반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등 계조문을 정리”하는 것으로 되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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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회의 소집), 제968조(친족회에서의 의견개진)에서 “호주”용어를 삭제

한다는 것이다.

원회는 만장일치로 호주제폐지를 의결한 이유로 다음을 들고 있다; ①

일제의 천황통치의 잔재를 청산하고, ②호주제도의 존치로 인한 가부장  

국민의식의 배태연원을 삭제하며, ③헌법상의 가족정책이념에 배치되는 호

주제도를 삭제하여야 한다는 헌법  논거이며, ④家 념이 퇴조하고 변모

된 호주의 상에 부합하고, ⑤ 산업사회의 생활 실에 부합하며, ⑥세

계 인 입법추세에의 낙후성을 극복하기 하여 그 삭제가 불가피하다.

그런데 1998. 11. 13. 제안된 정부안(법무부안)에서는 호주제를 폐지하는 

부분이 빠지게 되었다.

다. 입법례

우리 민법과 같은 내용의 호주제도  호 제도는 그 입법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일본과 만, 스 스의 경우만을 간략히 본다.

(1) 일본

일본은 세이후 메이지유신까지 호주제도의 법이나 습이 없다가, 메

이지유신 당시에 천황제통치의 하부구조로서 호주를 심으로 한 家제도를 

구성하여 호주를 家의 통솔자로 만들어 놓고 이를 토 로 념 인 법률상

의 家를 조직하 다. 家에 포함되는 가족원의 범 는 극히 범 하고, 그 

가족원을 호주가 강력한 호주권으로써 통솔하며, 家의 재산도 호주로부터 

호주(원칙 으로 장남)에게 단독상속시켰다.15)이러한 家제도는 메이지 

주의 정치체제의 각종 행정의 말단기구로서의 역할과, ‘忠孝一本’의 교육

사상(메이지 23년의 교육칙어)과 맞물려 천황제 이데올로기의 온상의 역할

을 수행하 다.16)

일본은 식민지 지배를 통하여 이러한 家제도를 우리나라에 이식하 다

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家제도에 하여는 내부 인 비 과 개 의 시도가 있었으나17) 

15) 原田純孝, “가족법의 사  변천”, 법률시보, 1997/2, 25면

16) 深谷松男, 가족법, 199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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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사되지 못하 고, 패 과 미군정에 의한 신헌법 제정이라는 외부  요인

에 의해 비로소 개 이 이루어졌다. 호주를 심으로 한 가부장  가족제

도는 신헌법 제24조18)에 규정된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에 된다는 

단아래 1947. 4 「일본국헌법시행에 따른 민법의 응  조치에 한 법

률」을 제정하여 개정민법의 시행시까지 응  조치로서 호주제도를 비롯

한 양성불평등 규정의 효력을 부정하 다. 이어 1948년부터 시행한 민법에

서는 家제도(호주제도)를 없애버리는 등 종래의 가부장  가족제도에서 완

히 탈피하 다. 당시 호주권이나 家督상속(호주상속)이 건 인 제도이

고 문제가 있다면 이를 제외한 호주와 家제도를 민법상 존치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일부 제기되었으나, 당시 일본정부는 그러한 방식으로 호주제를 존

속시킨다는 것이 법률상 무의미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존엄이라는 에

서 볼 때 헌법의 정신과도 합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고 한

다.19)

일본은 家제도를 폐지하면서 후의 경제  어려움 때문에 개인별 호

기록을 감당할 수 없다 하여 가족단  호 기록방식을 채택하 다. 일본의 

호 은 우리나라와 같이 인  편제이고 가족단 기록이나, 家제도(호주제

도)를 폐지함에 따라 호주를 심으로 한 家단 가 아니라, 부부와 성(氏)

이 동일한 자녀를 한 호 에 편제하는 부부 심의 가족단 원리에 입각하

고 있다(호 법 제6조). 그리하여 혼인신고가 있으면 원칙 으로 부부에 

하여 신호 을 편제하게 된다(호 법 제16조 제1항). 3 호 지원칙에 따

라 子의 자녀가 태어나면 子에 하여 신호 을 편제한다(호 법 제17조).

17) 1919년 임시교육회의의 건의에 의해 정부가 임시법제심의회를 설치, 1925년에는 

친족상속편의 개정요강을 결의, 발표하 다. 그 내용은 독립생계를 하는 성년 남

자의 자유분가를 인정하고 장자독 의 가독상속제를 완화하는 등 家를 실의 가

족공동생활에 일치시키려는 것이었다. 이에 하여 20년간의 심의를 거쳐 1940년

에는 人事法案이 사법성에 의하여  성안되기까지 하 다. 김용한, “신분법의 가부

장  구조”, 법학 제4권 1, 2호, 91면

18) “①혼인은 양성의 합의만에 의해서 성립하고 부부가 동등한 권리를 가질 것을 

기본으로 하여 상호의 력으로써 유지되어야 한다. ②배우자의 선택, 재산권, 상

속, 주거의 선정, 이혼과 혼인  가족에 한 기타의 사항에 해서는 법률은 개

인의 존엄과 양성의 본질  평등에 입각하여 제정되어야 한다”

19) 김상용, “다시 호주제 폐지를 말한다”, 「양성평등과 호주제 폐지 그리고 그 

안」(호주제 폐지와 안 모색을 한 토론회), 24-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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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만

만민법은 家를 두고 있다. 家란 구히 공동생활을 할 목 으로 

동거하는 친속단체를 말한다(제1122조). 家는 家長과 家屬으로 구성된다(제

1123조 제1항, 제2항). 친속이 아니어도 구히 공동생활을 할 목 으

로 家에서 동거하는 때에는 가속으로 본다(제1123조 제3항).

가장은 친속단체 에서 추천하여 정하는데, 추천으로 정할 수 없을 때

에는 家의 輩 (최고서열자)가 가장이 되고, 서열이 같을 때에는 최연

장자가 가장이 된다(제1124조). 가장의 승계란 개념은 없다.

가장은 家務를 리한다. 가무를 리함에 있어서는 가속 체의 이익에 

주의하여야 한다(제1125조, 제1126조).

가속이 성년에 달하거나 미성년이라도 혼인한 때에는 청구에 의하여 家

로부터 분리될 수 있고, 가장은 그러한 가속에 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 한하여 家로부터의 분리를 명할 수 있다(제1127조, 1128조).

만의 家제도는 실 으로 공동생활을 하는 가족단체를 포착한다는 

, 가장이 추천 등의 방법에 의하여 정하여 지고 승계의 개념이 없는 등 

남계 통의 계승이라는 념이  없다는  등에서 우리나라의 호주제

도와는 다른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만의 제도는 1930년 에 근 화를 추진하면서 종래의 종법 , 

가부장  요소를 불식시켰던 국민법의 큰 틀을 그 로 유지하고 있는 것

이라고 한다.

(3) 스 스

1907년 제정된 스 스 민법은 남성우 의 통  가부장  가족제도에 

기 하고 있었다. 남편은 법 으로 가장이었으며, 남편에게는 가장으로서의 

권한이 주어져 주거를 정하고 아내와 자녀에 한 부양의무를 부담하며, 

아내는 혼인과 동시에 남편의 성을 따르게 되어 있었다.

그러나 1975년에 국민투표를 통하여 헌법에 양성평등조항을 삽입한 것

을 계기로 이 헌법조항에 부합하지 않는 법률의 개폐가 당면과제로 되었

다. 드디어 1984년에 제정된 신민법에서는 가부장  법질서의 폐기와 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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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에 있어서의 부부의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게 되었다. 가장제에 

하여는 합의가장제의 원리를 채택하 다. 동법 제331조이하에 의하면, 가

족공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합의 등에 의하여 임의로 가장을 둘 수 있도

록 하 다. 이에 따라 아내도 가장이 될 수 있으며, 가장을 둘 것인지 여부

도 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도록 하 다. 가장의 임무는 가부장  가장

과 계가 먼 것으로, 공동생활을 하는 사람  감독이 필요한 자에 한 

후견  임무가 부여되어 있을 뿐이다. 가장의 지 가 상속될 수 없음은 물

론이다.20)

3. 통과 헌법

우리 민법을 제정함에 있어서 통존 론과 헌법존 론의 립이 있었

음은 에서 본바와 같다. 민법제정 당시 뿐만 아니라 에 있어서도 호

주제도를 비롯한 가족제도에 하여는 그것이 민족의 역사와 문화에 뿌리

박은 통이므로 이를 함부로 합리성의 잣 로 평가하거나 남녀평등의 도

식으로 재단하여서는 아니되고, 그와 같이 하 을 경우 규범과 국민들의 

의식간에 괴리만 부채질하게 된다는 논리가 강고하게 존재하고 있다. 통

과 헌법, 가족법과 헌법간의 계에 하여 살펴본다.

가. 헌법과 가족법의 계

헌법은 모든 국가질서의 바탕이 되고 한 국가사회의 최고의 가치체계이

므로 다른 모든 법  규범이나 가치보다 우선하는 효력을 가진다는 에 

하여는 이론이 있을 수 없다. 헌법은 한 국가의 최고규범으로서 입법․

행정․사법과 같은 모든 공권력의 행사가 헌법에 의한 제약을 받는 것은 

물론, 사법상의 법률 계도 직․간 으로 헌법의 향을 받게 된다.

헌재 1989. 9. 8. 88헌가6, 례집 1, 199, 205에서는 “헌법은 국민  합의

에 의해 제정된 국민생활의 최고 도덕규범이며 정치생활의 가치규범으로서 

정치와 사회질서의 지침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사회에서는 헌법의 

규범을 수하고 그 권 를 보존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고 하고 있다.

20) 이상 김상용, “다시 호주제 폐지를 말한다”, 「양성평등과 호주제 폐지 그리고 

그 안」(호주제 폐지와 안 모색을 한 토론회), 21-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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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제도는 민족의 역사와 더불어 생성되고 발 된 역사 ․사회  산

물이라는 특성을 지닌다. 그러나 가족제도나 가족법이 아무리 민족고래의 

통  색채를 띤다 할지라도 헌법의 우 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특권을 

릴 수 없다. 만약 이것이 허용된다면 민법의 친족상속편에 한 한 입법

권은 헌법에 기속되지 않으며, 가족 계의 가치질서는 헌법의 가치체계로

부터 분리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이것은 입헌주의에서 용납될 

수 없다.  

헌법이 가족생활이나 가족제도에 하여 립 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면 다른 헌법규정과 되지 않는 한 통  가족제도는 가  존 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헌법이 가족생활에 하여 립을 지키지 않고 

스스로 어떤 이념이나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면 그것이 가족생활․가족제도

에 한 최고규범이 되어야 한다. 오늘날 헌법은 가족생활 계도 이를 단

순히 사인간의 사  문제로만 악하지 않고 그것이 국민생활 내지 국가생

활의 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를 헌법사항에 포함시키기

에 이르 다. 그리하여 오늘날 부분의 국가의 헌법에서는 가족생활 계

에 해서도 그 근본이 되는 원칙을 헌법의 한 내용으로 다루고 있다. 우

리 헌법도 제36조 제1항에서 혼인과 가족생활에 한 규정을 두고 있다.

특히 정치․사회  변 기에 새로운 정치․사회질서, 새로운 가치와 

이념을 지향하면서 제정된 헌법(우리의 제헌헌법이 이에 해당한다)이라면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 통  제도를 헌법에 맞게 고쳐나가라는 것이 헌법

제정권자의 의사라 할 것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국민의 법감정이나 정서와 헌법규범간의 괴리 상이 

나타날 수 있다. 새로운 헌법이념의 채택에도 불구하고 고래로부터 이어져 

온 통의식은 쉽게 변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족법의 역할

은 사회 상이나 국민의 법감정을 단순히 반 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다. 

공동체의 최고가치질서인 헌법이념을 극 으로 계도하고 확산시키는 역

할 한 가족법의 몫인 것이다. 그런데 가족법이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기

는커녕 국민의 통  의식을 고착시키고 그리하여 헌법규범과 실과의 

괴리를 고착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면 그러한 가족법은 수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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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통과 민주  가족제도 -헌법 제9조와 제36조 제1항의 계

(1) 문제의 소재

헌법 문은 “유구한 역사와 통에 빛나는 우리 한국민”을 강조하고 

있으며, 헌법 제9조는 “국가는 통문화의 계승․발 과 민족문화의 창달

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 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

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헌법 제9조와 제36조 

제1항간의 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어떻게 조화롭게 해석할 것인지 

문제된다. 이 경우 혼인과 가족생활에 한 통( 통문화, 통사상, 통

 제도를 총칭하여)이 개인의 존엄에 기 하고, 양성의 평등원칙에 반하

지 않는 것이면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다. 문제는 통문화가 그러하지 않

을 때에 발생한다.

(2) 헌법 제36조 제1항의 연 , 해석론, 례

헌법 제9조는 1980. 10. 27. 제8차개정때 신설되었다(당시는 제8조). 당시 

이 조항의 신설경 나 이유를 밝히고 있는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국회 

헌법개정특별 원회의 회의록에도 이 조항에 한 언 은 없다). 이 조항

에 하여는 우리 헌법의 기본원리인 문화국가원리가 구 된 조항이라는 

견해가 많다.21) 그 법  성격에 하여는 국가목표규정으로 해석될 수 있

다는 견해가 있다.22)

한편, 헌법 제36조 제1항의 연 은 다음과 같다.

21) 권 성, 허 , 계희열, 홍성방 등

22) 홍성방, 헌법Ⅰ, 1999, 142면; 김수갑, 「헌법상 문화국가원리에 한 연구」, 고

려 학교 학원 박사학  논문, 1993, 1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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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  법 조  항    내  용

1948.7.17.

건국헌법

제20조  혼인은 男女同權을 기본으로 하며, 혼인의 순결과 

가족의 건강은 국가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1962.12.26.

3공화국 

제31조  모든 국민은 혼인의 순결과 보건에 하여 국가

의 보호를 받는다.

 1980.10.27.

5공화국

제34조  ①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

등을 기 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한다.

1988.2.25.

6공화국

제36조  ①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

등을 기 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

한다.

우리 헌법이 이미 1948년 제정당시부터 혼인에 있어서의 남녀동권을 헌

법  혼인질서의 기 로 선언한 것은 근 ․시민  입헌국가를 건설하려

는 마당에 종래의 가부장 인 건  혼인질서를 더 이상 용인하지 않겠다

는 역사  의지의 표 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헌법의 의지는 1980. 5공화국헌법에서 더욱 강화된다. 혼인 계 

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생활로 확장되었고, 양성평등에 더하여 개인의 존엄

까지 요구하고 있다. 이리하여 이제 헌법상으로는 완 히 민주 인 가족제

도를 보장하고 있다.

<헌법 제36조 제1항에 한 학계의 해석론>

① “가족평등권과 가족의 개인으로서의 존엄권을 규정한 것이므로 종래

의 가부장제도에 한 개 을 의미하는 것”23)

② “우리 헌법이 이처럼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에 기 한 혼인과 가

족생활을 명시 으로 강조하는 것은 동조항의 성립사를 볼 때, 우리의 뿌

리깊은 남존여비사상, 가부장제도, 조혼제도, 축첩풍습 등 특히 여성의 인

격을 무시하는 악습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

이란 우선 부부간에 용되며 따라서 부부간의 상호 인격존 과 평등을 의

23) 김철수, 헌법학개론, 13 정신 , 2001, 74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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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하지만, 성립사 으로 볼 때 특히 여성의 인격을 존 하고 남성과 동등

한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은 

부모와 자녀(기타 가족구성원)간의 계에서 그리고 자녀 상호간의 계에

서도 용된다.”24)

③ “유교사상에 의해서 지배되던 우리 사회의 형 이고 통 인 고래

의 혼인․가족제도는 인간의 존엄과 남녀평등을 기 로 하는 혼인․가족제

도 다고 보기는 어렵다....우리 헌법상의 혼인․가족제도는 그것이 지난 날

에는 어떠했던 간에 우리 헌법이 추구하는 문화민족의 이념에 알맞게 이제

는 인간의 존엄과 남녀평등을 기 로 문명 인 가족 계로 성립되고 유지

되어야겠다는 헌법  결단의 표 이라고 이해해야 한다....우리 헌법이 평등

권의 당연한 내용을 혼인․가족제도에서 다시 한 번 강조한 이유는 우리의 

통 인 가족 계가 이 에 있어서 개선의 여지가 많다고 단했기 때문

이다. 따라서 우리 신분법에 들어 있는 남자우월 인 친권․가사권․家産

권․상속권 등에 한 불평등규정은 하루속히 우리 헌법이 추구하는 문화

민족의 이념에 맞도록 개정되어야 한다.”25)

④ “혼인․가족정책의 기본이념을 설정한 것으로서 가족법의 불합리한 

제도를 개인의 존엄․양성평등의 이념을 지표로 하여 개정하라는 입법의 

명령을 하고 있다고 본다. 이러한 가족정책의 기본이념을 설정한 역사  

의의는 근 산업사회에 합한 혼인․가족생활로 환하기 한 기본원리

를 헌법에 규정함으로써 가부장제 가족제도의 개 을 의미한 것이라고 이

해된다.”26) 

<헌법 제36조 제1항에 한 헌법재 소의 례>

① 헌재 1997. 3. 27. 95헌가14등, 례집 9-1, 193, 205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 로 하여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개인의 자율  의사와 양성의 평등에 기 한 혼인과 가족생

24) 계희열, 헌법학( ), 2000, 717-719면 

25) 허 , 한국헌법론, 1998, 166-169면

26) 이희배, “ 가족법의 가족보호법성”, 가족법연구 제8호, 27-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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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의 자유로운 형성을 국가가 보장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 사

건의 경우 진실한 연 계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당사자가 원하지도 아니

하는 친자 계를 부인할 기회를 충분히 주지 아니하고 친생부인권을 극히 

단기간 내에 상실하게 하고 나아가서 자에 한 부양의무를 비롯한 그 밖

의 법  지 를 계속 유지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

등에 기 한 혼인과 가족생활에 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② 헌재 1997. 7. 16. 95헌가6등, 례집 9-2, 1, 17, 18

“이는(헌법 제36조 제1항) 혼인제도와 가족제도에 한 헌법원리를 규정

한 것으로서 혼인제도와 가족제도는 인간의 존엄성 존 과 민주주의의 원

리에 따라 규정되어야 함을 천명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혼인에 있

어서도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본질  평등의 바탕 에서 모든 국민은 스스

로 혼인을 할 것인가 하지 않을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고 혼인을 함에 있

어서도 그 시기는 물론 상 방을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며, 이러한 

결정에 따라 혼인과 가족생활을 유지할 수 있고, 국가는 이를 보장해야 하

는 것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동성동본 혼조항)은… 인간으로서의 존엄

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이념  규정과 ‘개인의 존엄과 양성

의 평등’에 기 한 혼인과 가족생활의 성립․유지라는 헌법규정에 정면으

로 배치된다 할 것이다.”

③ 헌재 2000. 4. 27. 98헌가16등, 례집 12-1, 427, 445, 446

“이 헌법규정(헌법 제36조 제1항)은 소극 으로는 국가권력의 부당한 침

해에 한 개인의 주  방어권으로서 국가권력이 혼인과 가정이란 사

인 역을 침해하는 것을 지하면서, 극 으로는 혼인과 가정을 제3자 

등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뿐이 아니라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바탕으

로 성립되고 유지되는 혼인․가족제도를 실 해야 할 국가의 과제를 부과

하고 있다.

혼인과 가족의 보호는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  문화국가의 필수

인 제조건이다. 개별성․고유성․다양성으로 표 되는 문화는 사회의 자

율 역을 바탕으로 하고, 사회의 자율 역은 무엇보다도 바로 가정으로부

터 출발하기 때문이다. 헌법은 가족제도를 특별히 보장함으로써, 양심의 자

유, 종교의 자유, 언론의 자유, 학문과 술의 자유와 같이 문화국가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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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을 하여 불가결한 기본권의 보장과 함께, 견해와 사상의 다양성을 그 

본질로 하는 문화국가를 실 하기 한 필수 인 조건을 규정한 것이다. 

따라서 헌법은 제36조 제1항에서 혼인과 가정생활을 보장함으로써 가족의 

자율 역이 국가의 간섭에 의하여 획일화․평 화되고 이념화되는 것으로

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④ 헌재 2000. 8. 31. 97헌가12, 례집 12-2, 167, 182-183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제도와 가족제도에 한 헌법원리를 규정한 

것으로서 혼인제도와 가족제도는 인간의 존엄성 존 과 민주주의의 원리에 

따라 규정되어야 함을 천명한 것이다. 이 규정은 가족생활이 ‘양성의 평등’

을 기 로 성립, 유지될 것을 명문화한 것으로 이해되므로 입법자가 가족

제도를 형성함에 있어서는 이를 반드시 고려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

취득에 있어서의 부계 통주의는] 헌법 제36조 제1항이 규정한 가족생활

에 있어서의 양성의 평등원칙에 배된다.”

참고로, 일본헌법 제24조는 “가족에 한… 법률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

의 본질  평등에 입각하여 제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종

래의 家제도를 부정하고 그 부활을 억지하기 한 것임과 아울러 새로운 

가족법의 기본  이념을 천명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27)

일본 최고재 소는 호주제의 헌여부를 직  단할 기회가 없었고, 다

른 사건에서 “헌법은… 호주를 심으로 한 구민법 시 의 家제도를 인정

하지 않는 입장에 서 있기 때문에… 家의 제도를 제로 한 구恩給法 72조

1항의 규정에 의하도록 한 에서 소론 헌의 문제가 생길 여지가 없지는 

않다”고 하여 방론으로 호주제가 헌임을 나타낸 바 있다(소화 44년 12월 

24일 결, 소화 38년 (오) 제694호 사건).

(3) 헌법 제9조와 제36조 제1항의 조화  해석

일응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 헌법 제9조와 제36조 제1항은 어떻게 조

화롭게 해석될 수 있을 것인가? 그 길은 와 같은 헌법 제36조 제1항의 

특별한 입헌취지에 더하여 통 내지 통문화의 의미, 양 조항의 법  성

27) 深谷松男, 가족법, 제3 , 199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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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의 차이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먼 , 통이란 역사성과 시 성을 띤다는 이다. 어느 한 시 에서 역

사 으로 존재하 다는 사실만으로 모두 통이 되는 것은 아니다. 가령 

조선시  성종 에‘과부재가 지’가 확립되었다는 것이 역사  사실로서 인

정된다고 하여 그것이 곧장 오늘의 한국인이 계승․존 하여야 할 통이 

될 수는 없다. 과거에 있었던 것이 오늘날의 통으로 인정되려면 시간의 

경과를 거쳐 지속 으로 존재해 왔다는 만으로는 부족하고 재의 사회

구조와 규범 등 여러 조건 속에서 그 존재가 요청되는 것이어야 한다. 

통이란 과거와 재를 다 포함하고 있는 문화  표 인 것이다. 만약 통

의 근거를 과거에만 두는 복고주의  통개념을 취한다면 시 으로 특

수한 정치 ․사회  이해 계를 통이라는 이름하에 보편 인 문화양식

으로 은폐․강요하는 이데올로기  부작용을 낳기 쉽다. 우리나라의 경우 

양반지배계층의 집단  이해 계가 통의 이름으로 옹호되는 것을 가능  

한다. 사실 우리의 가족제도는 그동안 과거의 가부장제를 그 역사  맥락

에서 떼어내어 그 로 재의 맥락 속에 삽입하고서 통이라는 명분하에 

정당화시켜 온 역사  사각지 다고 할 수 있다.28)

따라서 헌법 제9조에서 말하는 ‘ 통’ ‘ 통문화’란 오늘날의 의미로 재해

석된 것이 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고 ‘오늘날의 의미’를 포착함에 있어서

는 헌법이념과 헌법의 가치질서가 가장 요한 척도의 하나가 되어야 할 

것임은 두 말할 나 가 없고 여기에 인류의 보편가치, 정의와 인도의 정신 

같은 것이 추가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가족제도에 한 통․ 통문

화란 어도 그것이 가족제도에 한 헌법이념인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

등에 반하는 것이어서는 아니된다는 소극  한계가 도출된다. 역사  승

으로서 오늘의 헌법이념에 반하는 것은 헌법 前文에서 타 의 상으로 선

언한 ‘사회  폐습’이 될 수 있을지언정 헌법 제9조가 “계승․발 ”시키도

록 한 통문화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주

의원리, 문, 제9조, 제36조 제1항을 아우르는 조화  해석이라 할 것이다.

우리 재 소는 “헌법 제9조의 정신에 따라 우리가 진정으로 계승․발

시켜야 할 통문화는 이 시 의 제반 사회경제  환경에 맞고  오늘날

28) 양 아, “한국의 호주제도”, 여성과 사회 1999년 10월호, 2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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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어서도 보편타당한 통윤리 내지 도덕 념이라 할 것이다”고 하면

서, 동성동본 혼제도는 “더 이상 법 으로 규제되어야 할 이 시 의 보편

타당한 윤리 내지 도덕 념으로서의 기 성을 상실하 다”고 선언하 다

(헌재 1997. 7. 16. 95헌가6등, 례집 9-2, 1, 19).

다음으로, 법  성격면에서 보더라도 헌법 제9조 보다는 헌법 제36조 제

1항에 우선  효력을 인정하여야 한다. 헌법 제9조는 “국가는...노력하여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어 단순한 로그램규정에 불과하거나 국가목표조항

(국가작용에 하여 원칙과 방침을 제공하고 국가에 하여 과제를 부여하

며, 헌법해석과 법해석에 지침을 제공한다. 국가목표조항에 의하여 부과된 

과제를 실 하는 방법과 시기는 입법자의 결정에 일임되어 있으나, 이에 

반되는 법률은 헌이 된다) 정도의 기능만을 인정할 수 있을 뿐, 국민에

게 어떠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다. 이에 반하여 헌법 제36조 제1항

은 기본권조항이다. 이 조항의 법  성격에 하여는 자유권설, 제도보장

설, 사회  기본권설, 제도보장  사회  기본권설, 자유권  사회  기

본권설, 원칙규범설 등 다양한 논의가 있지만, 에서 본바와 같이 우리 재

소는 국가권력에 한 주  방어권, 즉 자유권의 측면과 국가의 과제

부여라는 극  측면을 모두 인정한 바 있다(헌재 2000. 4. 27. 98헌가16

등, 례집 12-1, 427, 445, 446). 

결론 으로 래의 어떤 가족제도가 헌법 제36조 제1항이 요구하는 개

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에 반한다면 헌법 제9조를 근거로 헌법  정당성을 

주장할 수 없다.

다. 호주제, 통인가 일제의 잔재인가?

설사 호주제가 래의 우리 가족제도라 하더라도 그것이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에 반한다면 헌법 제9조를 그 존립근거로 삼을 수 없음은 에서 

본바와 같다. 그런데 만약 호주제가 우리 고유의 통  제도가 아니라면 

헌법 제9조에 근거할 가능성이 원천 으로 사라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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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론

호주제 존치론은 조선시 에도 호주라는 개념이 있었고 호 제도가 있었

으므로 행 호주제는 조선시 부터 이어져 내려온 통이라고 하고 있다.

“그 다고 조선조 시 에 호 이 없었다는 말은 잘못이다. 경국 에 엄

연히 四祖까지 기재되어 있다. 고 로부터 호 과 호주가 없는 시 는 없었

다. 호 과 호주가 없다면 국가에서 어떻게 통치할 수 있었겠는가? 다만 시

에 따라 호 의 기재내용이나 방법이 같지 않다하여 일제시  이 에는 호

제도가 없었다는 말은 말도 안되는 소리이다”29)

“생각건  건사회에서부터 가족이라는 생활공동체내에서 연장자인 할아

버지나 아버지가 정신  지주로서 심추가 되어 이들의 장기간 살아오면서 

실제로 체험하여 알게 된 생활경험을 통하여 쌓은 지혜로서 하는 지시, 조언, 

충고에 따르는 것이 가의 평화와 가의 발 과 원활한 가정생활을 하여 당

연히 받아들이고 따르는 미풍이 뿌리내려 습상으로 존재하게 된 것이 호주

의 유래일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따라서 호주제가 일제시 에 탄생된 제도만

으로 보기는 수 이 가지 않는다”30)

그러나 이는 호주제와 호 제도, 호주제와 가장제를 구별하지 못한 것으

로 보인다. 행 민법상의 호주제의 본질은 에서 본바와 같이 호주를 

심으로 편제되는 추상 인 家를 설정하고 그 家의 속성을 보장하기 하

여 남자 우선으로 호주를 승계시키는 데에 있는바, 이와 같은 의미와 내용

의 호주제가 조선시 부터 존재하 다는 사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일제유산론31)

한국법제사  가족법 학계에서는 일제유산론이 지배 이다.

29) 조 하, “호주제도는 보존되어야 한다”, 「호주제도, 무엇이 문제인가」(법무부자

료집), 107면

30) 김 원, 호주제폐지 주장에 한 반론, 「호주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85면

31) 이하 김상용, “다시 호주제폐지를 말한다”, 「호주제도, 무엇이 문제인가」(법무

부 토론회자료집), 2000. 7. 7. / 김상용, “다시 호주제폐지를 말한다 (Ⅱ)”, 「호주

제폐지와 안 모색을 한 토론회」, 2000. 10. 25.를 심으로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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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고려의 호 제도

국가가 체계를 유지하기 하여는 조세를 징수하고 요역을 부과하지 않

을 수 없고, 이를 해 호구조사가 필수 이었으므로 호구조사 결과를 문

서로 기록하는 호 제도는 국가체제 성립의 원  조건이라 할 수 있다. 

고려시  이 의 호 제도를 밝 낼 수 있는 사료는 없다. 고려시 에 들

어와서 호 제도는 체계 으로 정비되었으며, 고려가 정립한 호 제도의 

기본틀은 그 후 조선후기까지 유지되었다.32) 고려시 의 호 은 조세의 징

수와 요역의 부과를 한 기본자료의 획득을 목 으로 작성되었으므로 호

주와 배우자를 비롯, 동거자녀, 형제, 조카, 사  등 친족은 물론 노비까지 

포함하여 성명과 性, 연령, 사회  신분 등을 기재하고 있었다. 당시의 호

은 실생활의 공동 계를 그 로 반 하고 있었다는 에서 념 인 

家에 소속된 구성원을 기재하는 행 호 제도와 크게 구별되는 것이다.

일반 으로 호주는 호의 최연장 남자가 되었으며 사망할 때까지 호주의 

지 를 유지하 으므로 父權과 일치하는 것이 일반  상이었다. 그러나 

호주가 사망하면 장성한 아들이 있더라도 아내가 호주가 되었으며, 자녀들

은 장성한 후에도 분가하지 않고 호주를 심으로 일호를 이루고 생활하

으며 호주인 어머니까지 사망하면 각자 분가하여 일호를 형성하 으므로 

호주권의 승계라는 개념은 있을 수 없었다.33)

고려사회는 제례를 불교식으로 사원에서 지내는 습을 가지고 있었으

며, 딸, 아들의 구별없이 제사를 모시는 윤회 사의 습이 지배하고 있었

다.34) 호주라고 하여 단독으로 제사를 주재할 수 있는 독 권은 주어지지 

않았다.

고려사회에는 장자에 의한 호주권의 승계라든가 제사권의 상속이라는 

념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재산상속도 균분으로 이루어졌다. 

(나) 조선의 호 제도

조선은 통치이념으로 받아들인 성리학을 사회 반에 뿌리내리도록 하기 

하여 종법제를 가족제도의 기본으로 삼았다. ‘종법’이란 고  周나라에서 

32) 최홍기, 한국호 제도사연구, 1997, 33면

33) 권두규, “고려시  호주의 기능과 지 ”, 구사학 제43집, 1992, 39면이하

34) 권두규,  같은 , 24면; 권순형, “고려시 의 혼인과 여성의 지 ”, 우리 여성

의 역사, 1999, 1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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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립된 것으로서 ‘ 장자 주의 가계계승과 그를 바탕으로 한 제사의례’라

고 할 수 있다. 성리학이 도입과 소개의 과도기를 거쳐 조선사회 반에 

향을 미치게 된 것은 조선 기 이후 다. 고려시 의 혼속인 娶壻婚은 

조선후기에 와서 娶嫁婚이 정착될 때까지 리 행해지고 있었으며35), 장

자에 의한 제사승계 의식이나 재산상속에서의 장자우 , 여자차별도 조선

후기에 와서 나타나기 시작하 다.

조선시 에는 戶首, 호주, 가장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는데, 그 권한과 

기능이 일제시 에 도입된 호주제와는 다른 성질의 것이었다. 조선의 가장

은 호구신고의무, 자녀를 혼인시킬 의무, 가족이 범법행 를 하지 않도록 

감독할 의무를 부담하 다. 조선시 에는 家産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

았고 가족원 각자가 취득한 재산은 각자의 특유재산으로 되었으므로 가장

이라고 해서 가족원의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은 인정되지 않았다.36) 

가장의 지 는 가족 내의 ‘어른’에게 인정되었다. 호주인 남편이 사망한 경

우 일반 으로 그 아내가 호주가 되었다.37) 즉, 가장의 지 는 한 집안의 

어른에게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었으며, 가장권의 승계라는 제도에 의해 보

장되는 것이 아니었다. 따라서 어린 유아가 단지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가장권을 승계하여 가장이 되는 경우란 있을 수 없었다. 가장권의 승계라

는 념이 없었으므로 가장권을 승계한다는 이유로 재산을 독 상속하는 

일은 있을 수 없었다. 조선시 에는 家産이라는 개념이 없어, 부모가 사망

하는 경우에는 자녀의 균분상속이 이루어졌으며38), 다만 제사를 모시는 承

重子에 해서만 상속분의 5분의1을 더해 주었을 뿐이었다. 이러한 균분상

속제가 조선후기에 들어와서 흔들리게 되지만, 근본 인 변화를 가져오지

는 못했다.39)  

35) 이순구, 조선 기 주자학의 보 과 여성의 사회  지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석

사학 논문, 1985, 17면

36) 박병호, 한국의 통가족과 가장권, 한국학보 제2집(1976 ), 73면

37) 숙종 43년(1717년) 경기도 단성 의 丁酉式年 호 장을 보면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는 “한희설이 죽으니 아내 허씨가 호주가 되었다”고 기재

되어 있다고 한다.

38) 최재석, “조선시 의 상속제에 한 연구 -分財記의 분석에 의한 근-, 역사학

보 53․54(1972)

39) 박병호,  같은 , 9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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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일제에 의한 조선 습의 왜곡과 호주제의 이식

일제는 1912. 3. 18. 조선민사령을 공포하 는데, 그 11호에 의하면 친

족․상속에 하여는 일본민법을 의용하지 않고 조선의 습에 의하도록 

하 다. 이에 따라 일제에 의하여 조사된 습은 친족․상속에 한 재

규범이 되게 되었다. 일제는 습조사결과를 토 로 조선에는 제사상속, 재

산상속, 호주상속의 3종류의 상속형태가 있다고 발표하 다. 그러나 우리나

라의 통 인 상속제도는 재산상속  조선후기에 비로소 정착된 제사상

속의 2종류가 있을 뿐이었다. 이에 하여 박병호 교수는 ‘일제는 호주제도

를 이식하기 하여 습조사에서 상속을 3종이 존재하는 것으로 하 는

데, 이것은 일본식 家督상속제도를 조선에 강제하기 한 의도에서 한 것

이었다’고 하고 있으며,40) 오늘날의 상속제를 “역사 으로 볼 때 우리의 고

유한 통  상속이던 제사상속과 재산상속이라는 二元상속이 일제침략에 

의하여 호주상속이 첨가되어 三元상속으로 변조되었다가 곧 제사상속을 법

률상의 상속에서 제외하여 호주상속과 재산상속이라는 일제식 二元상속으

로 변조하여 오늘에 이르른 치욕 인 상속제”라고 정리하고 있다.41)

일제는 국가를 하나의 큰 가족으로 보고 천황을 국가라는 가족의 가장으

로 상정하 으며, 신민에 해서는 한 집안의 가장에 해 으로 복

종하듯이 천황에 해서도 같이 복종해야 한다는 이데올로기를 家(いえ)

제도를 통하여 확립하 으며 이러한 제도를 조선에 강제이식하여 일제의 

동화정책과 식민지통치의 효과 인 수단으로 이용하려 하 던 것이다. 호

주-가족이라는 질서를 근간으로 하며 그 성격은 지배와 복종이라는 상하

계로 이루어진 家제도를 바탕으로 천황 심의 상하질서가 가능할 수 있었

던 것이다.42)

“우리나라는 종합가족제도의 궁극 인 형태를 취하는 나라로 가장이 바

로 천황이다. 건국이래 천황과 신민의 계는 가족 인 성격을 띠고 있다. 

가족제도에서 가장이 가족의 심에 있는 것처럼, 종합가족제도의 형태를 

40) 박병호, “일제하의 가족정책과 습형성과정”, 서울 학교 법학 33권 2호(1992), 

11면

41) 박병호, “호주제의 변 과 제문제”, 민사법학의 제문제(소  김용한 교수 화갑기

념), 1990, 174면

42) 박 수, 일본문화 그 섬세함의 뒷면, 책세상, 2001, 7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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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하는 일본은 그 국가  성격상 총본가인 황실의 가장인 천황이 심이

다.”43)

호주제의 강제이식은 당시 조선고등법원 사로서 한국의 상속 습에 

해 많은 논문을 발표하 던 野村調太郞의 다음과 같은 언 에서 명백히 

드러난다: “조선에는 원래 과세의 표 인 호구의 념은 있었으나 우리의 

이른바 家의 념은 없고 따라서 호주 는 호주권의 념도 없었던 것 같

다. 이는 즉 조선에서는 우리나라 가독상속의 념이 존재하지 않은 까닭

이다… 근래에 이르러 민법에서와 동일한 家  호주의 념이 확립되었고 

호주상속을 인정하여 본가, 분가라는 용어까지 사용하게 되었다.”44)

한편 조선의 호 제도는 1894년 갑오경장에 의해 신분제도가 철폐되고 

국가제도가 근 화되면서 큰 변화를 겪게 되었다. 조선의 호 제도는 호구

조사와 더불어 건  신분을 확인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었으나, 1896년의 

호구조사규칙과 호구조사세칙에 따라 변화된 호 제도는 세 징수를 목

으로 호구를 조사할 뿐, 건  신분의 확인을 목 으로 하지 않았다. 그 

후 일제의 침탈로 통감부가 설치되고 1909년에 민 법이 제정되면서 호

제도는 본질 인 변화를 겪게 되었다. 민 법에 의하여 호구조사규칙이 폐

지됨으로써 통  호 제도는 우리 역사에서 사라지게 되었고, 일본의 호

주제도에 부합하는 일본의 호 제도가 그 로 도입되게 되었다. 이로써 

통사회에서 부모자녀 계, 형제자매 계, 조손 계 등으로 악되었던 우리 

민족 고유의 친족  신분 계는 호주와 가족 계라는 일제의 방식에 따라 

새롭게 편제되었다. 민 법에 의한 호 제도의 골격은 조선호 령(1921. 12. 

18. 공포, 1923. 7. 1. 시행), 해방후의 호 법(1960)에서도 그 로 유지되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3) 소 결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지 까지의 학계 연구의 세는, 행민법상의 

호주제(  호 제도)는 천황제를 유지․강화할 목 으로 창안된 일본의 家

43) 井上哲次郞, “우리 국체와 가족제도”(1911), 「근 일본의 천황제」, 90면

44) 野村調太郞, 조상의 제사와 행의 법률, 사법 회잡지 5권 4호(1926. 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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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가독상속제도(  그에 부합하는 호 제도)가 이식된 것이므로 우리나

라의 통  가족제도라거나 민족고유의 순풍양속이라 보기 어렵다는 것이

다.45) 

4. 호주제의 헌 여부

가. 심사의 기 과 척도

호주제의 헌여부에 한 심사척도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헌법 제

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부분, 제11조(평등원칙), 제36조 1항이다. 그런

데 헌법 제36조 제1항은 헌법 제10조와 제11조에서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

과 평등성을 혼인과 가족생활이라는 특수한 역에서 보장하고 있다. 따라

서 헌법 제36조 제1항은 제10조, 제11조에 하여 특별법의 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호주제가 헌법 제36조 제1항에 반됨이 인정되면 나아가 제

10조, 제11조의 반여부를 단할 필요는 없다.46)

한편, 평등 반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엄격심사에 의할 것인지, 완화된 

심사에 의할 것인지는 입법자에게 인정되는 입법형성권의 정도에 따라 달

라지는데,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헌법제정자가 스스

로 차별의 근거로 삼아서는 안되는 징표를 제시하거나 차별을 특히 지하

고 있는 역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그러한 징표를 근거로 한 차별이나 그

러한 역에서의 차별에 하여는 엄격하게 심사하여야 한다(헌재 1999. 

12. 23. 98헌마363, 례집11-2, 770, 787). 그러한 헌법조항으로는 헌법 제

32조 제4항(근로 역에 있어서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 지)과 제36조 제1

항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호주제가 양성평등원칙에 반되는지의 여부

는 엄격하게 심사되어야 한다.

나. 양성평등원칙 반 여부

(1) 성차별의 지와 외  허용의 법리

45) 법무부장 의 의견 한 1909년 시행된 민 법에 의하여 일제식 호 제도가 이

식되었으며, 1912년의 조선민사령에 의하여 이것이 지속되었고, 행 민법제정에 

있어서 일제 때의 호주제도에 많은 향을 받은 호주제도가 탄생되었음을 인정하

고 있다.

46) 동지, 방승주, “호주제의 헌성 여부”, 고시연구, 2001. 1., 62-65면



34  헌법재 소결정해설집 2005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에서 양성의 평등취 을 명하고 

있으므로 남녀의 성을 근거로 하여 차별하는 것은 원칙 으로 지된다. 

그러나 ‘본질 으로 같은 것은 같게, 본질 으로 다른 것은 다르게’라는 평

등성의 표어에서 알 수 있다시피 남녀간에 존재하는 ‘어떤 차이’에 근거한 

차별은 외 으로 허용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문제는 그러한 차별을 

정당화하는 그 ‘어떤 차이’의 표지를 어디에서 구할 것인가에 있다.

독일에서는 성별에 따른 차별은 출산, 임신, 육체  능력 등 남녀간의 객

인 생물학 (objektive biologische) 차이에 기인하는 경우에만 정당화

되고, 남녀간의 기능상의 차이, 사회  역할분담에 기인한 차이는 정당화되

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 왜냐하면 후자의 차이는 과거 통 으로 생활

계가 일정한 형태로 형성되어 왔다는 사실에 기인하는데, 기존에 형성된 

사회  상과 그에 따른 남녀간의 차이를 계속 감수해야 한다면 장래에 

있어서 남녀평등을 철하려는 헌법규정은 그 의미와 기능을 상실하고 말 

것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독일 연방헌법재 소는 처음에는 남녀간의 생물학  차이 뿐 아니라 기

능  차이에 근거하여서도 정당하게 남녀차별을 할 수 있다는 입장에 있었

으나, 근래 들어 단지 생물학  차이를 이유로 한 차별만을 허용하는 입장

을 보이고 있다. 그리하여 “성질상 오로지 남성 는 여성에게만 특유하게 

나타나는 문제의 해결을 하여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에만 성차별  

규율이 정당화된다”고 한다. 이에 따라 여성 생산직 근로자에게만 야간작

업을 지시킨 규정에 하여 이 경우 근본 인 생리  차이가 없다는 이

유로 헌결정을 하 다(BVerfGe 85, 191ff.).

통 인 역할분담론에 기인한 차별로서 정당하지 않다고 본 사례로는, 

독립세 를 구성하는 여성근로자에게만 한 달에 하루 가사를 돌볼 수 있는 

유 휴가를 부여하는 규정에 한 헌 결(BVerfGE 52, 369, 376)47), 부

부의 姓에 하여 합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남편의 성이 자동 으로 부부

의 성이 되도록 한 민법규정에 한 헌 결 {BVerfGE 84, 9(18f.)}, 남자만 

47) 동일한 상황에 있는 남성근로자를 배제한 것은 가사를 돌보는 것이 여성의 역할

이라는 통 인 사고에 기인하고 있고 달리 차별을 정당화할 수 있는 다른 이유

를 찾을 수 없다고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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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소방수가 될 수 있다는 규정에 한 헌 결{BVerfGE, 92, 91(109)}을 

들 수 있다. 

우리 학계에서도 독일의 이론, 례와 같은 견해가 유력하다.

“남녀평등을 차별  평등으로 이해한다 하더라도 남녀의 생리 , 성 , 신

체 , 심리  상의 차이에서 오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로 남

녀의 차별 우는 용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48)

“남녀를 차별하는 법규정은 단지 출산, 임신, 육체  능력 등 ‘생리  차이’

에 기인하는 경우에 정당화된다. 남녀사이의 ‘기능상의 차이’가 차별 우를 

정당화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으나, 과거 통 으로 생활 계가 일

정한 형태로 형성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남녀차별이 정당화될 수 없을 뿐 아

니라 바로 이러한 사고는 헌법이 명시 인 차별 지규정을 통하여 극복하려

고 하는 래  사고라고 할 수 있다.”49)

미국에서는 1976년의 Craig v. Boren 사건 이래 성별에 기 한 차별에 

하여 엄격심사와 완화된 심사의 간에 해당하는 간정도의 심사척도

(intermediate scrutiny)를 용하고 있다.50) 이 기 은 성에 기한 차별이 정

당화되기 하여는 ‘ 요한 정부목 을 해 그리고 그러한 목 의 달성을 

해 실질 으로 련이 있을 것’(substantial relationship to an important 

government purpose)을 요구한다. 비록 엄격심사가 아닌 간심사를 용

하기는 하지만, 최근에 연방 법원은 이러한 심사를 매우 강한 수 으로 

용하고 있다. 즉 연방 법원은 성에 기한 차별에 하여는 ‘ 단히 설득력 

있는 입증(exceedingly persuasive justification)을 요구하고 있다.51) 그리고 

미국에서도 성역할에 한 고정 념에 기 한 차별(gender classifications 

48) 허 ,  같은 , 428면

49) 한수웅, “평등권의 구조와 심사구조”, 헌법논총 제9집, 1998, 93-94면

50) Chemerinsky, Constitutional Law, 1997, p.599-605. 이에 반하여 Ginsberg 법

은, 성이란 인종과 같이 당사자가 변경할 수 없는 선천 인 것임에도 종래의 지

배  문화가 여성을 열등하다고 낙인 고 여성에게 사회 ․법 ․경제 ․정치

 역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정당화해 왔으므로, 성에 근거한 구분을 ‘의심스

러운 차별’로 보아 엄격한 심사기 을 용할 것을 계속 주장해 왔다.

51) 김 철, “미국헌법상 평등보호와 엄격심사기 에 한 연구”, 연세  박사학 논

문, 9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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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ed on role stereotypes)은 허용되지 않는다.52)

1979년 U.N.이 채택하여 발효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그 당사국인 “여성

에 한모든형태의차별철폐에 한 약” 제5조53)는 남녀의 정형화된 역할에 

기 한 편견  습 기타 행의 철폐를 실 하기 하여 필요한 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체약국에게 부과하고 있다.

(2) 호주제의 양성평등원칙 반 여부

(가) 총론  평가

  1) 성역할에 한 고정 념에 기 한 차별

호주제는 남계 통을 심으로 인  가족집단인 家를 구성하고 이를 

승계한다는 것이 그 본질임은 에서 본바와 같다. 인  가족집단인 家

를 구성․유지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차치하고서, 남계 통 주로 家

를 구성하고 승계한다는 것은 성에 따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남편과 아내

를, 아들과 딸을, 즉 남녀를 차별하는 것인데, 이러한 차별을 정당화 할만

한 사유가 없다.

독일의 기  즉, ‘객 인 생물학  차이에 기한 문제를 해결하기 하

여 불가피하게 요구될 것’이나, 는 미국의 기  즉, ‘ 요한 정부목 을 

해 그리고 그러한 목 의 달성을 해 실질 으로 련이 있을 것’의 어

느 것도 충족할 수 없다. 가족집단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의 문제에는 남

녀를 차별하여야 할 아무런 객 ․생물학  차이가 존재하지 않으며(

컨  임신, 출산과 련된 경우에는 그러한 정당한 차별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녀차별을 정당화 할 만한 요한 공익

목 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호주제의 남녀차별은 가족 내에서의 남성의 우월  지 , 여성의 종속  

지 라는 래  像에 뿌리박은 차별, 성역할에 한 고정 념에 기 한 

52) Chemerinsky,  같은 책, p.609-613

53) 제5조(역할분담의 부정) 체약국은 다음 목 을 하여 모든 당한 조치를 취한다.

    a. 양성  어느 한 쪽의 열등성 는 우월성의 념 는 남녀의 정형화된 역

할에 기한 편견  습 기타 모든 행의 철폐를 실 하기 하여 남녀의 

사회 ․문화  행동양식을 수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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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에 지나지 않는다. 결국 본질 으로 다를 바가 없는 사항에 하여 남

녀를 차별하고 있는 셈이다.

2) 정당한 차별목 의 부존재

호주제가 추구하는 목 , 호주제에서 남녀차별을 정당화하는 목 을 찾

기 어렵다. 

가) 래의 가부장  가족제도 는 종법제?

한국의 가족제도에 종법사상이 뿌리내리고 있는 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종법제 는 가부장  가족제도는 남녀차별을 지향하는 것이고 민

주주의와 인간의 존엄을 이념으로 하는 오늘날의 헌법이념에 배치되기 때

문에54) 종법 ․가부장  가족제도를 추구하는 것은 정당한 입법목 이 될 

수 없다.

나) 崇祖사상, 제사 행의 통?

일본학자 에는 한국의 호주제에는 특징 인 역할, 기능이 있는데 그것

은 종법제도에서 연유하는 것으로서 호주에게서 선조에 한 제례의 주재

자로서의 역할을 찾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55) 즉, 법제도로서 

호주제도와 호 제도는 일본에서 들어왔지만, 여기에 남계 족이 이끌어가

는 선조에 한 제례  그 승계라는 념이 결부되었다는 것이고, 따라서 

호주상속도 실은 그 심은 제례의 주재자로서의 지 의 승계에 있다고 한

다. 요컨  이 주장은 한국의 제사상속 통이 호주상속제도에 목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다.

박병호 교수도 호주․호주승계의 개념 속에는 ‘제사주재’가 하나의 구체

 개념으로서 내포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하면서, 행 민법 제1008

조의3에 규정된 제사용 재산의 승계권은 호주승계인에게 있다고 보아야 한

다고 한다.56)(이에 하여는, 이 규정의 법문 그 로 실제로 ‘제사를 주재

하는 자’가 제사용 재산을 승계한다는 해석이 다수설이다)

이러한 주장이 설사 타당하다 하더라도,. 행 호주제는 제사승계의 통

54) 한 희, “호주승계제도”, 고시계 1992.2., 54면

55) 靑木 淸, “한국가족법과 일본의 가족법 -호주제도의 계보를 둘러싸고”, 쥬리스  

1992. 9. 1.(No.1007), 45면 이하 

56) 박병호, “호주제의 변 과 제문제”, 제18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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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목 으로’ 창설된 제도가 아니며, 제사상속이라는 통  요소가 일부 

목되어 있다 하여 호주제와 같은 법제도를 창설․유지하는 것이 정당화

되지는 않는다.

숭조사상, 제사상속이 승계․발 시켜야 할 우리의 통이라면 이는 문

화와 윤리의 측면에서 얼마든지 계승, 발 시킬 수 있는 것이다(박병호 교

수, 한 희 교수는 호주제를 폐지하고 별도로 종 법을 제정할 것을 제안

하고 있다).57) 호주제를 폐지한다 하여 숭조사상, 제사 행과 같은 통문

화가 더불어 폐기되는 것은 아니다.

항간에서는 호 을 마치 家의 계보, 즉 자신의 통을 알 수 있는 작은 

족보로 여기고, 호주제도를 폐지하면 가문이 무 지고 자신의 뿌리가 사라

진다는 식으로 생각하기도 한다. 그러나 호 은 국가가 법  분쟁이나 행

정 차상 국민의 신분을 증명해 주는 행정문서이지, 개인의 통을 나타내

는 족보가 아닌 것이다. 가계계승은 호 이 아닌 족보에 기록함으로써 충

분히 그 목 을 달성할 수 있다.

다) 경로효친, 가족화합과 같은 미풍양속의 보존?

이러한 미풍양속은 사회․문화․윤리의 문제로서, 호주제를 유지한다고 

하여 이러한 미풍양속이 로 배양되는 것도 아니고, 호주제를 폐지한다

고 하여 이러한 미풍양속이 폐기되는 것도 아닐 것이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호주제에는 그 존립을 주장할 만한 공익목 이나 

입법목 도 찾아보기 어렵다. 

(나) 호주지 의 설정과 승계에서의 차별

민법 제778조는 일정한 사람들에게 법률상 당연히 호주의 지 를 부여

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호주의 지 는 원시 으로 혹은 승계 으로 취득

된다.

  1) 일가의 계통을 계승한 자

일가의 계통의 계승이란 곧 호주승계에 다름 아님은 앞서 본바와 같다. 

이러한 호주지 의 승계취득자가 가 되는지를 보려면 호주승계의 순 를 

57) 박병호, “호주제의 변 과 제문제”, 187면; 한 희, “호주승계제도”, 고시계 1992. 

2., 5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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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보아야 한다. 민법 제984조는 호주승계의 순 를, ⅰ) 직계비속남자 

ⅱ) 가족인 직계비속여자 ⅲ) 처 ⅳ) 가족인 직계존속여자 ⅴ) 가족인 직계

비속의 처의 순서로 정하고 있고, 동순 의 직계비속이 수인인 때에는 최

근친을 선순 로 하고 동친등의 직계비속 에서는 혼인 의 출생자를 선순

로 하며, 이러고도 순 동일한 자가 수인인 때에는 연장자를 선순 로 

한다(민법 제985조 제1항, 제2항).

호주승계의 제1순 를 직계비속남자로 못박음으로써 호주지 의 승계취

득에 있어 남자가 우선권을 가지도록 보장하고 있으며, 前호주의 아들-손

자-미혼의 딸-처-어머니-며느리 순으로 되어 있어 남성우월  서열을 매

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남자라는 이유만으로 어머니와 나들을 제치고 

아들이, 한 할머니, 어머니를 제치고 유아인 손자가 호주의 지 를 차지

하게 된다.

미혼의 딸도 아들이나 손자가 없을 경우에는 호주가 될 수 있으나, 나

에 혼인하게 되면 어차피 남편 는 시아버지가 호주로 있는 家의 가족원

으로 입 하여야 하므로 평생을 미혼으로 지내지 않는 한 호주의 지 를 

계속 유지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호주제는 모든 직계비속남자를 정상  호주승계자로 놓고 고안된 제도

이며, 여자들은 남자들이 없을 경우 일시 으로 가계를 계승시키기 하여 

보충 으로 호주지 가 주어지는 잔여범주로서 존재하는 것이다.

  2) 분가한 자

분가란 가족이 그 소속된 家를 떠나 새로 家를 설립하는 행 를 말하는

데, 여기에는 임의분가와 법정분가가 있다. 임의분가는 남녀를 불문하고 사

유의 제한 없이 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788조) 제도 자체로 남녀차별  요

소는 없다. 그러나 실생활에서 분가하여 호주가 되는 일은 매우 드물다. 

법정분가는 호주의 직계비속장남자를 제외한 가족이 혼인하면 당연히 분가

되는 것을 말하나(민법 제789조), 여자는 혼인하더라도 夫의 家에 입 되므

로 입부혼을 제외하고는 법정분가제도를 통하여 호주지 를 획득할 수 있

는 것은 남자에 국한된다. 결국 분가제도 한 민법 제826조 제3항 본문과 

결합하여, 결혼하는 남자에게 夫가 됨과 동시에 법률상 당연히 妻를 거느

리는 호주의 지 를 취득하게 하는 기능을 하고 있을 뿐, 여성에게 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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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를 획득할 기회를 실질 으로 제공하는 제도라고는 할 수 없다.

  3) 일가를 창립하거나 부흥한 자

혼인의 취소, 이혼, 夫의 사망시에 妻와 夫의 족 아닌 직계비속은 친가

에 복 할 수도 있으나, 친가에 복 하지 않고 일가를 창립할 수 있다(민

법 제787조 제1항, 제2항). 이 경우에 친가가 폐가 는 無後되었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복 할 수 없는 때에는 친가를 부흥할 수 있다(동조 제3항).

부모를 알 수 없는 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姓과 本을 창설하고 일

가를 창립한다(민법 제781조 제3항).

혼인외의 출생자가 부모의 家에 입 할 수 없을 때에 일가를 창립한다

(민법 제782조 제2항).

호주가 폐가하고 타가에 입 한 때에 그 타가에 입 할 수 없거나 원하

지 아니하는 가족은 일가를 창립한다(민법 제795조).

양자와 그 배우자, 직계비속  그 배우자는 입양의 취소 는 양시에 

생가에 복 하는데, 그 생가가 폐가 는 無後된 때에는 생가를 부흥하거

나 일가를 창립할 수 있다(민법 제786조).

호주의 지 는 부분 호주승계나 법정분가에 의해 획득되어지는 것임

을 고려할 때(2000년도 한 해동안 호주승계는 112,322건, 법정분가는 

136,463건, 임의분가는 22,400건, 일가창립은 56,811건, 폐가․무후가의 부흥

은 7,806건 있었다58)), 결론 으로 행 호주제는 호주 지 의 취득과 승계

에 있어 남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함으로써 성별에 의한 차별을 가하고 있다

고 할 것이다. 호주지 의 취득  승계에서의 이러한 남녀차별  법규정

은 家를 승계할 수 있는 존재인 남자, 아들에 한 선호 념을 무의식 

에 조장․확산하기에 충분하다. 

(다) 혼인시 신분 계 형성의 차별

혼인이란 평등하고 존엄한 개인으로서의 남녀가 자유로운 의사의 합치

에 의하여 생활공동체를 이루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혼인에 의하여 성

립되는 부부 계라는 생활공동체에 있어 남녀는 동등한 지 를 유지하여야 

한다. 그런데 민법 제826조 제3항 본문에 의하여 여자는 혼인하면 법률상 

58) 법원행정처刊, 사법연감 2001, 919-9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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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처로서 夫의 家에 입 하게 되는바, 이 조항은 민법 제789조와 결

합하여 다음과 같은 법률효과를 일으킨다 ①夫가 호주의 직계비속장남자인 

경우: 夫는 법정분가하지 않고 그 로 자신의 家에 머무는 반면, 처는 종래 

소속되어 있던 자신의 家를 떠나 夫의 家의 새로운 가족원이 된다( 개의 

경우 친정아버지의 家에서 시아버지가 호주인 家로의 입을 의미한다). 

②夫가 호주의 직계비속장남자가 아닌 경우: 夫는 법정분가하면서 새로운 

家의 호주가 되고, 처는 그 家의 가족원이 된다. 부부는 혼인 계의 등한 

당사자로서 부부공동체에 있어 동등한 지 와 자격을 려야 할 것임에도 

夫는 호주라는 家의 수장  지 를, 처는 가족원이라는 수반  지 를 부

여받고 있다. 

이와 같이 혼인으로 인한 가족 계의 형성에 있어 夫는 주체 ․ 심  

지 를 차지하는 반면, 처는 夫에 한 수동 ․종속  지 를 부여받고 

있다. 성에 근거한 이러한 부당한 차별취 은 남계 통을 심으로 한 家

의 형성․유지라는 목 에 기여하는 외에 달리 어떠한 정당한 근거를 찾아

볼 수 없다.

남녀가 혼인하여 부부공동체를 이루려면 夫를 심으로 하건, 처를 심

으로 하건 하나의 家籍안에 묶여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라는 의문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기실 남녀가 등한 혼인 당사자로서 부부공동체를 꾸려 

나감에 있어 행 호주제와 같은 민사실체법상의 家의 존재는 불필요하다. 

부부 심의 호 편제라는 호 법상의 제도를 통하여 그러한 목 은 달성

된다. 처의 입 은 뒤에서 보는 子의 입 과 마찬가지로 ‘호주 심의 家의 

구성’이라는 호주제를 철함에 있어서 불가결의 요소를 이룬다.

이러한 처의 입 제도는 호주승계에 있어서의 여자의 열등  지 와 결

합하여 여성으로 하여  어려서는 아버지(때로는 오빠 는 남동생)의 家

에, 혼인하여서는 남편의 家에, 늙어서는 아들의 家에 귀속시키고 있는데, 

이는 여성에 한 건  三從之道의 한 모습을 오늘날에 재 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을지언정 개개의 여성을 존엄한 독립  인격체로서 존 하

라는 헌법 제36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여성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

실제 처의 입 이라는 법률  제도가 사회심리 으로 미치는 향은 매

우 범 하고 깊다. 법률 으로는 단순히 소속 家의 변경에 불과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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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여성의 사회  지 에 한 인식에 미치는 상징 , 심리  의미는 

매우 하다. 혼인과 동시에 “호 을 서” 남편의 호 으로 옮긴다는 

것은 이제 친정과의 결별이자 媤家의 일원으로 편입되었다는 것에 한 공

식 인 확인의 의미를 지닌다. 실제 많은 여자들이 혼인신고 시에 정체성

의 혼돈․상실이라는 경험을 겪는다고 한다. 그러한 공식  확인을 통해 

가족구성원의 인식과 심리에 이제 혼인한 여자는 “出嫁外人”으로 내면화되

고, 가족 계에 있어 시 과 친정이라는 이분법  차별구조가 정착된다. 가

족 계에 한 이러한 인식과 양상은 당연히 남아선호라는 병폐와 연결되

고, 사회  계에로 확장되었을 때에는 남성우 ․여성비하의 사회  풍

토를 조성․유지하게 된다. 

민법 제826조 제3항 단서는 처가 친가의 호주 는 호주승계인인 때에

는 夫가 처의 家에 입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이른바 입부혼), 이러한 

제도를 두었다 하여 본문조항의 남녀차별성이 상쇄될 수 없다. 실 으로 

입부혼이 거의 행해지고 있지 않다는 (2000년도 보통의 혼인신고는 

368,151건, 처가입  혼인신고는 24건, 1999년도의 경우 자는 398,040건, 

후자는 34건, 1998년도의 경우 자는 396,206건, 후자는 6건59))을 차치하

더라도 법률 으로도 ①처가 친가의 호주 는 호주승계인인 때로 한정하

고 있는  ②처가에의 입 여부를 夫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게 한 에

서 처의 夫家입 의 경우와는 분명히 차별  취 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한

편, 입부혼도 역시 외손 사를 통한 가계계승의식의 표 이며 근본 으로

는 변형된 종법사상으로서60), 부계․남계 통의 속화를 해 1회 ․잠

정 으로 모계를 활용하는 편법에 불과하다.

 

(라) 자녀의 신분 계 형성에서의 차별

  1) 父家入籍원칙과 호주제의 계

민법 제781조 제1항 본문 후단은 “자는… 父家에 입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라 혼인 의 子는 출생에 의하여 당연히 父家에 입 하

며, 이 경우 父가 호주이건 가족이건 묻지 않는다. 入夫婚의 경우에는 반

59) 법원행정처刊, 사법연감 2001, 2000, 1999 

60) 박병호, “호주제의 변 과 제문제”, 민사법학의 제문제, 17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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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부부간의 子는 母家에 입 한다(민법 제826조 제4항). 父가 외국인인 때

에도 모가에 입 한다(제781조 제1항 단서).

혼인외의 子는 父가 認知함으로써 父家에 입 한다. 父의 인지가 없으면 

“父를 알 수 없는 자”로서 母家에 입 한다(민법 제781조 제2항). 모가에 

입 한 후 父가 인지하면 출생시부터 父家에 속한 것으로 된다.61)

이와 같이 행 민법은 극히 외  경우를 제외하고는 子를 父家에 입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자녀가 태어나면 당연히 아버지의 家에 입 된다는 것은 그 자체로 家의 

존재를 제로 한 것으로서 부계 통 우 의 사고에 뿌리박은 것이다. 이

는 자녀를 부계 통만을 잇는 존재로 간주하겠다는 사고에 기 한 것인데, 

이것이 자녀는 부모의 양계 통을 잇는 존재라는 자연스럽고 과학 인 순

리에 반하는 것으로서62), 아버지에 비하여 어머니의 지 를 열 에 둠으로

써 부당히 차별하는 것임은 두 말할 나 가 없다. 父가 외국인인 때(민법 

제781조 제1항 단서), 父를 알 수 없을 때(동조 제2항), 입부혼의 경우(민법 

제826조 제4항) 등 母家에 입 할 수 있는 외  규정을 두고 있지만 이

는 모두 父家로의 입 이 불가능한 경우로 한정되어 그 범 가 무 소

하므로 원칙 인 남녀차별성을 치유할 수 없다.

여기서도 ‘子를 父家든 母家든 어느 한 쪽에 입 시켜야 하는 것 아니냐, 

부모양가에 모두 입 시킬 수는 없지 않느냐?’ 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61) 김주수, 주석친족법 Ⅰ, §781, 153-154면, §860, 131-132면

62) “……호주제가 만일 부계로 이어지는 통을 유지하기 한 제도라면 생물학

으로 뒷받침하기 단히 어렵다....정자는 남성의 DNA를 난자에게 운반하기 해 

이 세상에서 가장 값싸게 만든 기계에 지나지 않는다. 그야말로 퀵서비스에 유

물질의 운반을 맡긴 격이다. 그에 비하면 난자는 여성의 DNA는 물론 성장에 필

요한 기구들을 다 갖추고 있다....난자가 비하고 있는 기구들 의 하나가 에

지를 생산하는 미토콘드리아라는 기 인데 그들은 핵 속에 들어 있는 DNA와 별

도로 독자 인 DNA를 가지고 있다… 흥미로운 사실은 핵속의 DNA는 암수가 서

로 반씩 제공하여 한 을 만드는데 비해 미토콘드리아의 DNA는 오로지 모계를 

따라 세포질로만 달된다는 것이다. 미토콘드리아의 DNA가 모계로만 이어진다

는 바로 이 사실을 이용하면 어느 생물이건 그 통을 확인할 수 있다. 그 게 

인간세포 속의 미토콘드리아 DNA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았더니 우리 인류

의 조상이  아 리카 원에 워 계시던 루시(Lucy)라는 이름의 할머니라는 

잠정 인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던 것이다. 통을 따지자면 이 가 먼  만들어

진 후 그의 갈비 로 아담이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훨씬 크다”. 최재천, 생명이 있

는 것은 다 아름답다, 2000, 효형출 , 172-17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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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는 민법 제781조 제1항 본문 후단이 지닌 민사실체법  의미(즉, 

호주제와 련하여 지닌 의미)와 호 법상의 의미를 혼동한 것이다. 부모

와 친자의 계를 家를 심으로 하지 않고, 실 생활공동체를 심으로 

악할 경우 애 에 자녀를 부모 의 어느 家에 입 시키느냐는 것은 문

제가 되지 않는다. 부모-친자의 실 계를 충실히 반 하면서도 양성평등

에 부합하는 호 편제라는 호 법상의 제도로써 충분하기 때문이다. 子를 

父家에 입 시킨다는 이 민법조항은 호 편제의 기 이라는 호 법상의 의

의만을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본질  의의는 남계 통을 통한 家의 

계승이라는 호주제의 철에 있다. 이 조항이 子를 父의 “家”에 편입시키

고 있는 을 여겨 보아야 한다. 家라는 것은 이미 본바와 같이 호주와 

가족으로 구성되는 념 인 단체로서 호주승계제도를 통하여 남계 통을 

심으로 계승되는 존재이다. 부분이 호주의 지 를 겸하고 있는 父의 

家에 자녀를 편입시키는 것은 ‘호주 심의 家의 구성’을 한 불가결의 요

소를 이루며, 한 ‘후손을 통한 家의 계승’이라는 호주제의  다른 내용

을 실 하기 한 제가 된다. 요컨 , 민법 제781조 제1항은 호주제와의 

맥락 속에서만 그 의미를 제 로 악할 수 있다.

  2) 부모가 이혼한 경우

子에 한 신분법  규율의 목 은 첫째로, 子의 복리의 향상에 두어야 

하고, 둘째, 가능한 한 친자 계의 당사자의 자율  결정을 존 하는 것이

어야 한다. 그런데 일률 으로 子를 父家에 입 하도록 함으로써 부모가 

이혼한 경우에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야기된다. 부모가 이혼한 경우에는 모

가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63) 우리 사회의 이혼율 증가와 

더불어 이혼후 어머니가 자녀와 함께 사는 모자가정의 수가  더 늘어

나고 있다.

2000년도 연간 혼인건수는 334,000건인데, 이혼건수는 120,000건( )에 

달함(1일 평균으로는 329건이 이혼). 이는 1970년의 12,000건에 비해 10배 

63) 법률신문 2000. 3. 9.자 보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에서 1999년에 처리한 이혼

사건  친권자  양육자 지정이 있었던 200건을 분석한 결과,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가 132건이었으며, 아버지가 양육자로 된 경우는 64건이었다고 한

다(나머지 4건은 공동양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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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한 수치이고, 1991년의 49,200건에 비해 2.6배 증가한 수치임.

그리고 2000년 이혼당시 20세미만 자녀를 두고 있는 경우가 70.4%에 달

함.64)

그런데, 실 으로 母가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되어 생활공동

체를 형성하더라도 자녀는 민법 제781조 제1항 본문 후단에 따라 여 히 

父의 호 에 남아 있게 된다. 즉, 법 인 가족 계는 부자간에 있을 뿐이

지, 모자간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단지 夫의 족아닌 처의 직계비속만이 

일가창립을 통하여 母와 同籍할 수 있을 뿐이다(민법 제787조 제1항).

그리하여 父의 양육권 포기, 재혼 등으로 父와 자녀간의 교류가  단

되어 있더라도, 자녀학 , 성추행, 폭행 등으로 가정 탄의 원인을 父가 

제공한 경우에도, 당사자인 자녀가 아무리 父家를 떠나 母家에의 입 을 

원하더라도, 심지어 父가 母家로의 轉籍을 분명히 원하는 경우에도 그 자

녀는 여 히 父家에 소속되고 그 父가 자녀들의 호주가 된다. 반면 母는 주

민등록상의 “동거인”에 불과하게 된다. 母와 자녀가 실  가족생활 로 

법률  가족 계를 형성하지 못하여 비정상  가족으로 취 된다. 이러한 

결과는 헌법에 반함은 물론 오늘날의 가족 실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3) 引收入籍(加捧子입 )의 경우

처가 夫의 족이 아닌 직계비속을 家에 입 시키려면 夫의 동의가 있어

야 하며, 이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他家의 가족인 때에는 그 호주의 동의

를 얻어야 한다(민법 제784조). 그리하여 처가 그 혼인외의 자를 입 함에

는 夫의 동의가 필요하며,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여 오다가 재혼한 처가 

前夫소생의 자녀들과 함께 살더라도 남편의 동의가 없으면 자녀들과 각

기 다른 家의 구성원이 될 수밖에 없다. 설령 재혼한 남편이 동의하더라도, 

前夫가 동의하지 않으면 자녀들은 前夫의 家를 떠날 수 없으므로 마찬가지

이다.

그리하여 김갑동과 이혼한 이을녀가 그 아들 김을동을 데리고, 박길녀라

는 딸과 함께 사는 박길동과 재혼한 경우, 박길동의 주민등록표에 김을동

64) 통계청 작성의 “2000년 혼인․이혼통계 결과”,

    http://www.nso.go.kr/report/data/svpo2000.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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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동거인”으로 표시되고 그 에 “호주”라고 하여 김갑동의 이름이 표시

되어 나온다. 김을동의 입장에서는 새아버지  새동생과 姓도 다른데, “동

거인”으로 표시되고 “호주”라고 하여 생부의 이름까지 나오는 이런 상황을 

견디기 힘들 것이다. 

재혼율, 특히 여성의 재혼율이 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한 심

각한 사회문제로 두되고 있다.

2000년도의 경우 혼인 종류별로 보면 남자는 혼 86.7%, 재혼 13.1%이

며 여자는 혼이 85.2%, 재혼 14.5%로 나타났다. 남녀 모두 재혼비 은 

지속 으로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여자의 경우 1991년에 비해 2배이상 증

가하여 여성의 재혼이 더 활발해지고 있다. 1991년도 재혼구성비는 남자 

8.1%, 여자 7.1%로 여자가 낮았으나, 1995년 이후부터는 반 되어 여자재

혼 구성비가 남자보다 다소 높아졌다.65)

夫가 처의 족이 아닌 직계비속을 입 함에는 처의 동의라는 제한이 없

는데(민법 제781조 제1항 본문 후단 는 제782조 제1항) 비하여, 처의 경

우 와 같은 제한을 둔 것은 부계 족 아닌 족의 夫家입 을 제한하려

는 것이고(제784조 제1항의 경우), 한 가계계승을 고려한 것으로서66)(동

조 제2항의 경우) 역시 남계 통만을 시하는 호주제의 정신과 맞닿아 있

다. 이 조항에 해서는 가부장제 가족제도의 낡은 유습으로서 양성평등원

칙에 반한다는 주장이 오래 부터 제기되어 왔다.67)

  4) 미혼모의 경우

미혼모가 자녀를 출산한 경우 父가 인지하지 없으면 “父를 알 수 없는 

자”로서 母家에 입 한다(민법 제781조 제2항). 그러나 생부가 인지하면 母

나 자녀의 의사에 상 없이 父의 호 에 입 된다. 생부가 母와 혼인할 의

사가 없고, 자녀를 양육하지도, 그럴 의사가 없더라도 생부의 일방  행

에 의해 자녀는 가족 계의 크나큰 변화를 감수하여야 한다.

65) 통계청 작성의 “2000년 혼인․이혼통계 결과”,

http://www.nso.go.kr/report/data/svpo2000.htm

66) 박병호, “호주제의 변 과 제문제”, 민사법학의 제문제, 172면

67) 정 ,  같은 책, 119면; 김주수,  같은 책, 158면; 고정명, 한국가족법, 1980, 

7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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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개인의 존엄 반 여부 

(1)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을 존 하는 가

운데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함을 분명히 하고 있다. 혼인과 가족생활은 인

간생활의 가장 본원 이고 私的인 역이다. 이 역에서는 되도록 사 인 

자치에 맡길 것이 요구되고 국가권력은 간섭하지 않는 것이 헌법정신에 부

합한다.68) 이러한 역에서 개인의 존엄을 보장하라는 것은 혼인․가족생

활에 있어서 개인이 독립  인격체로서 존 되어야 하고, 혼인과 가족생활

을 어떻게 꾸려나갈 것인지에 한 개인과 가족의 자율  결정권을 존 하

라는 의미이다. 혼인과 가족생활을 국가가 결정한 이념이나 목표에 따라 

일방 으로 형성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민주주의

원리와 문화국가원리에 터잡고 있는 우리 헌법상 용납되지 않는다. 그것은 

문화  체주의에 다름 아니다. 사실 1960년  이래 여러 나라에서 가족

법이 폭 이고 지속 인 개정과정을 밟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개인과 

가족, 국가와의 계에 한 설정방식에 있어 큰 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를 표 으로 상징하는 것이 “가족에 한 국가의 여  법규제의 

립성”이라는 슬로건의 등장이고, 이는 개인의 생활양식, life style로서의 가

족형태의 선택의 자유를 리 인정하여야 한다는 사고의 표 이다.69)  

가족의 인간 계의 특질은 인격 ․애정  인간 계이기 때문에 국가

의 가족법은 가족내부의 그러한 계에 개입하지 않는 neutral한 입장을 

견지하여야 한다는 것이다.70)

헌법재 소는 “헌법은 제36조 제1항에서 혼인과 가정생활을 보장함으로

써 가족의 자율 역이 국가의 간섭에 의하여 획일화․평 화되고 이념화되

는 것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헌재 2000. 4. 27. 98헌가16등, 

례집 12-1, 427, 445, 446)라고 설 한 바 있다.

따라서 혼인․가족제도가 지닌 사회성․공공성을 이유로 한 부득이한 사

유가 없는 한, 혼인․가족생활의 형성에 하여 당사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법률의 힘만으로 일방 으로 강제하는 것은 개인의 존엄에 반하는 것이다.

68) 허 , 헌법과 가족법, 431면

69) 原田純孝, “가족법의 사  변천”, 법률시보 1997/2, 21면

70) 深谷松男, 가족법, 199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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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런데 호주제는 당사자의 의사와 자결권을 무시한 채 남계 심의 

家제도의 구성을 강제하고 이를 유지하기 하여 신분당사자의 법률 계를 

일방 으로 형성하는 것이다.

① 한민국 국민은 외 없이 호주이든, 가족이든 법률상의 가족단체인 

家에 소속되어야 한다.

② 호주지 의 취득이 강요된다(이에 하여는 뒤에서 더 자세히 본다).

③ 모든 개인은 가족 내에서 평등하고 존엄한 개체로서가 아니라 호주와

의 계를 통하여 가족 내의 신분  지 가 자리매김된다.

④ 家는 호주를 심으로 하기 때문에 호주가 아닌 가족은 종속 ․열

 지 에 놓인다. 남녀가 등한 당사자로서 혼인하 음에도 남편은 호주

가 되고 처는 가족원으로서 남편의 家에 편입되는 지 로 락한다. 子의 

복리, 당사자의 의사와 무 하게 子는 父의 家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와 같이 호주제는 개인을 독립  인격체로서 존 하는 것이 아니라 오

로지 남계 통 심의 家의 유지와 계승이라는 목 을 한 상 ․도구

 존재로 악하고 있다. 따라서 호주인가 아닌가, 호주의 지 를 승계할 

자인가 아닌가, 호주와 어떤 계에 있는 존재인가 라는 것에 이 맞춰

지며, 물론 여기에서 호주는 심  존재로서, 나머지 가족원은 주변  존

재로서 계화된 가족질서 내에 배치된다.

요컨 , 호주제는 혼인과 가족생활 당사자의 복리나 선택권을 무시한 채 

家의 유지와 계승이라는 념에 뿌리박은 특정한 가족 계의 형태를 국가

가 법으로써 일방 으로 규정하고 강요하는 것인데, 이는 혼인과 가족생활

에서 개인의 존엄을 존 하라는 헌법 제36조 제1항의 명령에 배된다.

라. 변화된 사회환경과 호주제

호주제가 성립․유지될 수 있었던 사회  배경은 오늘날 더 이상 존재하

지 아니한다.

조선후기 가부장제의 이념  배경은 성리학으로서 성리학의 종법제는 

장자에 의한 제사상속과 가계승계를 기본이념으로 삼고 있었다. 성리학

이나 종법  사상이 오늘날 우리 사회의 이념이나 지도원리가 될 수 없으

며, 따라서 그에 기 한 조선후기의 가부장  가족제도가 오늘날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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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표본이 될 수는 없다.

조선후기와는 사회․경제  환경도 완 히 바 었다. 가부장제의 경제  

토 는 농경사회 다. 그런데 1960년  이후 본격 으로 시작된 산업화의 

진 은 우리 사회를 크게 변모시켰다. 농업 심사회에서 산업사회로의 이

행이라고 표 할 수 있는 생산 계의 변화는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정

치․문화 등 모든 면에서 변화를 래하 다. 도시화의 진 , 핵가족의 정

착으로 가족공동체의 모습, 생활원리가 으로 달라졌고, 교육의 발

달, 여성의 사회진출의 증가는 개인  자유의 시, 여성의 인권의식을 신

장시켰다. 

오늘날 가족이란 일반 으로 부모와 미혼자녀로 구성되는 실의 생활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고, 부분의 가족이 그러한 소가족

의 형태를 띠고 있다. 랑스와 같은 유럽국가에서는 나아가 가족이란 자

립한 평등한 개인이 그 의사에 의해 자유롭게 선택, 형성해 가는 것이라는 

새로운 家族像․가족 이 등장하고 있다.71) 가족의 기능이나 가족원의 역

할분담에 한 의식도 히 달라졌고 특히 남녀평등 념이 정착되고 있

다. 이제 가족은 한 사람의 가장(호주)과 그에 복속하는 家屬으로 분리되는 

권 주의 인 조직이 아니며, 가족원 모두가 인격을 가진 개인으로서 존

되는 민주 인 계로 변화하고 있다. 부부의 계는 물론 부모와 자녀의 

계도 화와 상호 존 의 원리에 의해 형성․유지되어야 한다는 념이 

확산되고 있다.

한편, 사회의 분화에 따라 가족의 형태도 매우 다변화되고 있다. 부모와 

자녀로 구성되는 형  가족뿐 아니라 자녀가 없는 부부만의 가족, 모와 

자녀로 구성되는 가족(이혼이나 남편과의 사별), 재혼부부와 그들의 혼소

생자녀로 구성되는 가족, 혼 남녀의 동거가족도 있으며, 1인 가구도 많다. 

할아버지와 손자녀가 같이 사는 3세 이상 가구는 격히 감소하고 있다. 

여성의 경제력 향상, 이혼률 증가 등으로 여성이 가구주로서 가장의 역할

을 맡는 비율이 증하고 있다.

호주제와 家제도는 이러한 오늘날의 실  가족의 모습과 더 이상 조화

되지 않는다. 호주제라는 낡은 법  외피는 실  가족공동체를 질곡하는 

71) 原田純孝,  같은 ,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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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물로 기능하고 있을 뿐이다. 나아가 호주제의 존치는 가부장  사고와 

건의식을 조장함으로써 민주  사회발 을 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2000년 기  각종 통계]72)

- 도시인구 비 은 1949년 17.2%에서 1995년 78.5%로 증 

- 가구 당 가구원수는 1970년 까지는 5명 의 분포를 보이다가 1980

년 는 4명 , 1990년 는 3명 로 감소. 2000년 기  우리나라 평

균가구원 수는 3.1명, 평균 자녀수는 1.17명

- 3세  이상 가족가구는 1966년 25.8%에서 1995년 10.0%로 감소. 반

면 1인 가구는 1966년 2.3%에서 2000년 15.5%로 크게 증가(20세 이상

의 미혼  이혼 증가, 65세 이상 노인 1인 가구 등이 증가한데 기인)

- 연가구  핵가족은 82.0%이며, 이  형 인 핵가족인 「부부+미

혼자녀」가구는 57.8%로 가장 높음. 1995년보다 「부부」가구가 

26.2% 증가, 부모부양 직계가족은 5.4% 감소하여 지속 인 핵가족화 

양상이 나타남

- 여성 가구주73)는 265만3천명으로 체가구주의 18.5%를 차지(연령별

로는 60세이상인 가구가 33.8%로 가장 많고, 다음은 이혼율이 높은 

40-49세 연령층이 19.3%를 보임)

- 이혼가구 수는 55만2천여 가구로 1995년보다 98.9% 증가

- 가구주의 혼인상태를 보면, 유배우 가구주 75.0%, 사별 10.9%, 미혼

10.2%, 이혼3.9% 순이며, 1995년 비 이혼(1.8%p)  미혼가구주

(0.8%p)는 증가 

- 남자가구주는 유배우자가 거의 부분인 반면, 여성가구주의 50.5%는 

사별가구주임

- 부부가구는 1995년보다 26.2% 증가하여 일반 가구  12.3%를 차지. 

가구주 연령별로는 60-69세 노인부부 가구가 30.7%로 가장 많음

- 혼자사는 1인가구는 222만4천 가구로 1995년보다 35.4% 증가. 혼인상

72) 통계청 발표 「2000 인구주택 총조사 수집계결과(가구․주택부문) 요약」,

   http://www.nso.go.kr/report/data/spce00-3.htm

73) 여기서 가구주(Household head)라 함은 호주와는 계없이 그 가구를 실질 으

로 표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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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로는 미혼 43.0%, 사별 35.1%, 유배우 12.0%, 이혼 9.8% 순임. 1995

년에 비해 이혼이 116.8%로 가장 크게 증가하 음

5. 심 상조항들의 헌성

가. 이상 본 바와 같이 호주제는 헌법 제36조 제1항에 반된다. 그런데 

민법 제778조, 제781조 제1항 본문 후단, 제826조 제3항 본문은 호주제의 

핵심  구성부분으로서 호주제라는 법제도와 불가분의 체계  련성을 지

니고 있다.  법률조항들은 혹은 독자 으로 혹은 서로 결부하여, 혹은 다

른 호주제 련조항들과의 체계  연 성을 통하여 호주제를 존속시키며 

구체 으로 실 시키고 있다. 호주제의 헌성은  법률조항들의 헌성

에 터 잡고 있는 바 크다. 따라서 호주제가 헌이라는 것에 한 에서 

본바와 같은 이유는 모두 심 상조항들에도 타당하다.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① 민법 제778조

- 당사자의 의사와 자결권을 무시한 채 법률로 호주의 지 를 강요한다

는 에서 개인의 존엄에 반한다.

- 호주 지 의 획득에 있어 남녀를 차별하고 있다.

② 민법 제781조 제1항 본문 후단  민법 제826조 제3항 본문

- 당사자의 의사와 자율  선택권을 무시한 채 신분 계를 일방 으로 

형성한다는 에서 개인의 존엄에 반한다.

- 정당한 이유없이 父와 母, 夫와 妻를 차별한다.

나. 여기서 민법 제778조의 독자  헌성에 하여 좀 더 상세히 본다.

민법 제778조는 “호주의 정의”라는 제목을 달고 있다. 여기서 호주제가 

헌이라 하더라도 호주제의 내용과 효과를 정하고 있는 개별조항들의 

헌여부는 별론, 단순한 정의규정에 불과한 이 조항 자체에 헌성이 있는 

것이 아니지 않은가라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하지만 이 조항은 제목과는 달리 단순한 정의조항이 아니다. 일가의 계

통을 계승한 자 등은 호주가 된다고 규정함으로써 엄연히 실체  내용과 

효과를 지니고 있다. 일가의 계통을 계승한 자 등에게 법률상 당연히 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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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의 지 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다시, 호주제의 지 를 부여

하는 것 자체로는 아직 어떤 헌성도 없지 않느냐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은 련조항과의 불가분의 한 연  속에서 다음과 같

은 헌성을 내포하고 있다.

먼 , 호주 지 의 부여에 있어 정당한 사유 없이 남녀를 차별하고 있다.

일가의 계통을 계승한 자는 호주가 되는데, 이 부분은 호주승계의 순

를 정한 민법 제984조와 결합하여 호주 지 의 승계  취득에 있어 남녀를 

차별 으로 취 하고 있는 것이며, 분가제도의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법

정분가에 있어서도 민법 제789조, 제826조 제3항 본문과 결합하여 결혼하

는 남자에게 호주의 지 를 취득하게 하는 기능을 하고 있을 뿐, 여성에게

는 그러한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제도임을 에서 이미 보았다.

다음으로, 이 조항은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호주의 지 를 강제로 부여

함으로써 개인의 존엄성 요구에 반한다.

호주가 되면 家의 표자로서의 지 , 일가의 계통을 계승하는 자의 지

에 놓이게 되며, 몇 가지 호주로서의 권한도 부여받게 된다. 이는 법률상 

무의미한 지 라고 할 수 없다. 그런데 민법 제778조의 요건이 충족되면 

본인의 의사와 무 하게 법률상 당연히 호주로 되어, 자신과 가족에 하

여 의미 있는 신분법상의 지 를 선택의 여지없이 강요당하게 된다. 

다만, 행 민법은 호주승계권의 포기를 허용함으로써(민법 제991조) 강

제  호주승계의 제도는 해소되었다. 그러나 원칙 으로 당연히 승계되는 

것을 바탕으로 극 으로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외 ․개별

으로 포기할 수 있게 한 이러한 방식이 얼마나 당사자의 임의를 보장할 수 

있으며, 실 으로 얼마나 호주승계의 강제성을 완화시켜  수 있는지의 

문제를 차치하고서라도(호주승계권을 포기하고자 하는 자는 호 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데, 이미 호주승계신고를 한 때, 호주승계인으로 된 사실을 

안 날부터 3월, 호주승계인이 된 날부터 6월이 각 경과한 때에는 호주승계

권을 포기하지 못한다. 호 법 제96조의2. 2000년도 호주승계는112,322건임

에 반하여 호주승계권 포기는 3,787건, 1999년도 호주승계는 114,895건임에 

반하여 호주승계권 포기는 3,703건에 불과하다74)), 그 외의 사유, 즉 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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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창립이나 부흥의 경우에는 호주의 지 가 강제로 부여된다. 임의분가

를 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분가할 경우 호주라는 지 가 불가불 

수반된다. 그나마 임의분가의 경우엔 분가를 하지 않음으로써 호주의 지

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지만, 법정분가의 경우에는 그러한 가능성도 없다. 

혼인함으로써 법률상 당연히 분가되어(민법 제789조) 호주가 될 수밖에 없

다. 당해사건의 제청신청인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하 다. 부부 어느 쪽도 

호주가 되길 원치 않음에도 그러한 무호주 선택권은 인정되지 않고 夫에게 

호주의 지 가 강제되었던 것이다.  

 

6. 호주제 폐지 시 호 편제의 방안

호주제가 폐지되더라도 국민의 신분사항을 등록하고 증명할 필요성까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러한 호 (“호 ”이 아니라 “신분등록부” 등으로 

부를 수 있다. 이하 편의상 그 로 호 이라 부른다)제도는 호주제의 존폐

와 계없이 독자 으로 존재할 수 있음은 앞에서 본바와 같고, 단지 행 

호 법은 호주제에 의한 가 을 호 편제의 기 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호

주제가 폐지되면 호 제도 자체의 목 과 이념에 따라 새로운 편제기 을 

정립할 필요가 생길 뿐이다.

신분등록방식은 크게 人籍제도(人別 편제방식)와 物籍제도(사건별 편제

방식)가 있다. 자는 모든 국민에 하여 一人一籍의 호 을 만들고 그 

사람에 한 모든 신분사항을 집 시켜 기재하는 방식을 말하고( 행 우리 

호 제도가 이에 속한다), 후자는 출생, 사망, 혼인, 이혼, 입양 등 신분사항

별로 별개의 장부에 따로 등록시키는 방식을 말한다(미국의 방식이 가장 

표 이다). 인 제도는 특정인의 신분변동과정을 일목요연하게 동태 으

로 공시하는 장 이 있는 반면, privacy보호의 문제 내지 호 공개 제한의 

문제가 생긴다.75)

인 제도는 다시 개인별 편제방식과 가족별 편제방식으로 나뉜다. 자

는 개인별로 하나의 호 을 편제하는 방식이고, 후자는 가족별로 하나의 

호 을 편제하고 그 호 내에 개인별 호 란을 설치하는 방식이다( 행 호

74) 법원행정처刊, 사법연감 2001, 2000

75) 조 ,  같은 , 7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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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는 여기에 속한다). 양자는 서로 장단 이 있다.

개인별 편제방식은 각 개인을 하나의 인격체로 존 하며 각자 자기 삶의 

표자라는 이념에 충실하고, 부계 통주의와 연결된 가족일체 이나 家의

식을 불식할 수 있다. 신분변동에 따른 복잡한 移籍 등의 차가 불필요하

다.76) 그러나 부부와 친자라도 서로 호 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친족 계 

악이 용이하지 않고, 인구 수 만큼의 호 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산

상, 인력상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가족별 편제방식은 가족들의 신분기록이 하나의 호 에 의하여 물리

으로 연결되어 상호간의 친족 계가 일 으로 공시되고, 직계는 물론 방

계의 친족 계까지 손쉽고 범 하게 악할 수 있다.77) 그러나 편부모가

정, 사실혼가정, 혼인외의 자녀, 재혼가족, 독신생활 등 실의 다양한 가족

형태를 반 하기 어렵고, 家의식을 불식하기 힘들다(일본의 경우 양성불평

등, 혼외자 차별 등의 문제 이 계속하여 제기되고 있다고 한다).78)

호 과 주민등록을 일원화하는 방안도 가능한 하나의 안으로 검토되

고 있다.79) 

가족별 편제방식을 택할 경우 정 으로 평가되고 있는 편제원리를 보

면, ① 새로운 호 의 편제단 는 부부  친자를 기 으로 하고, 3 호

지원칙에 따라 자녀가 혼인하거나 혼인외의 자가 생기면 새로운 호 을 

편제한다. ② 호 의 특정은 색출명칭에 의하되, 색출명칭은 호 에 가장 

먼  기재되는 자(호주가 아니라 筆頭  는 索引 , 基準人 등으로 부를 

수 있다)의 성명을 사용한다. 부부에 하여 호 이 개설되는 경우 필두자

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 문제된다(ⅰ부부의 성명을 모두 쓰는 방법, ⅱ부부 

에서 선정한 사람의 성명만 쓰는 방법, ⅲ夫 는 처의 성명만 쓰는 방

법). 이러한 방식에 의할 경우 부부가 호 의 심  지 를 차지하게 된

다. 혼인신고에 의하여 부부는 공동으로 신 호 을 개설하며 방 모두 각

자의 종  호 으로부터 신호 으로 이 한다. 子는 부모의 호 이 같을 

경우 그 호 에 입 된다. 부모의 호 이 다를 경우나 부 는 모를 달리 

76) 정 수, “호 제도의 개선방안에 한 고찰”, 가족법연구 13호, 1999, 491면

77) 조 ,  같은 , 78면

78) 정 수,  같은 , 481-482면

79) 정 수,  같은 , 483-48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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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子의 경우에도 일정한 기 을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호 의 등재순

는 부부와 친자의 계에 따라 정해지며, 필두자가 제 되더라도 호 을 

다시 편제할 필요가 없고 다른 가족이 있는 한 그 로 존속시키면 된다. 

 필두자가 제 되었다 하여 필두자를 변경할 필요도 없다.80)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호주제가 폐지되더라도 호 법은 그 독자  원리

에 따라 얼마든지 새로이 개될 수 있다.

 

7. 헌결정의 효과, 결정의 유형

가. 민법 제778조, 제781조 제1항 본문 후단, 제826조 제3항 본문은 호주

제의 골격을 이루며 호주제와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핵심요소이므로 이 

조항들이 헌으로 되면 호주제  家제도는 더 이상 존속하기 어렵다. 따

라서 이 조항들에 한 헌결정만으로도 실질 으로 행 호주제는 폐지

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나. 호주제에 한 단순 헌 결정시, 호주를 기 으로 家別로 편제토록 

되어 있는 행 호 법이 당장 무실하게 되어( 행 호 법이 호주제에 부

종성을 가지고 있음은 에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호주제가 없어진 마당

에 차법인 호 법에서 호주제의 존재를 제로 호주를 기 으로 호 을 

편제할 수는 없다), 신분 계를 공시․증명하는 공  기록에 큰 공백이 생

기므로, 호 법 정비를 한 배려가 필요하다. 한 ‘호주’라는 용어가 들어

가는 법령도 130여개가 된다고 하는 바, 이의 정비도 필요하다.

호주제 규정들이 면 효력상실되었을 때 子의 출생과 혼인의 경우를 

로 들어 호 처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 살펴본다.

재로는 子가 출생하면 ‘子가 입 할 家의 호주의 성명  본 ’을 기재

함으로써 父의 家에 입 된다(호 법 제49조 제2항 제5호, 민법 제781조 

제1항 본문 후단). 그러나 호주제가 폐지(이는 곧 家의 폐지를 의미한다)된 

상태에서 태어난 子는 더 이상 父家에 입 되지 않으며, 따라서 父가 호주

인 家의 가족원이 될 수도 없다(그 다고 母家에 입 되거나 독립된 籍을 

80) 조 ,  같은 , 법조 1995/11, 24-30면, 35-3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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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질 수도 없음은 물론이다). 결국 子는 無籍의 상태에 놓이게 된다.

남녀가 혼인하더라도 분가가 되지 않아 어느 구도 호주가 될 수 없고, 

처는 그 夫의 家에 입 하지 않게 되어 새로운 부부공동체를 호 상 표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므로 각자 혼인 의 호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밖

에 없을 것이다( 헌결정의 소 효가 미치지 않는 한 기존의 호 부 기재

는 유효할 것이므로).

이러한 법  상태는 신분 계의 요한 변동사항을 호 이 따라가지 못

하는 것으로서 한 법  공백을 의미한다. 호주제를 제하지 않은 새

로운 호 정리체계로 호 법을 개정하는 데에는 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

는 반면, 그 동안 국민들의 신분 계의 변동사항을 방치할 수는 없고, 행 

호 법의 용에는 반드시 호주제가 제되므로 부득이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호 법 개정 시까지 호주제를 잠정 용하여야 한다.

8. 소수의견

 결정요지에서 본바와 같은 소수의견이 있었다.

9. 결정의 의의

가. 동성동본 혼 규정에 한 헌법불합치 결정(헌재 1997. 7. 16. 95헌

가6등, 례집 9-2, 1)에 이어 호주제에 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함으로써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이라는 헌법이념에 반하는 가족․혼인제도는 ‘ 통’

이라는 이름 아래 온존할 수 없음이 재차 확인되었다.

이 결정에서 헌법재 소는 헌법과 가족법의 계, 통과 민주  가족제

도, 헌법 제9조와 헌법 제36조 제1항의 계에 하여 정리된 입장을 제시

하 다.

나. 1960년 민법이 시행된 직후부터 가족법 개정의 논의와 연구는 가족

법학계  여성단체, 유림을 통해 계속되었고, 이 사건 결정 까지 호주제

의 존폐 문제는 지속 으로 논의되어 온 한 사회문제 다. 

헌법재 소의 이 결정으로 인하여 호주제가 폐지됨으로써(2005.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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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7427호. “종  민법의 친족편에 규정되어 있는 호주를 심으로 가

(家)를 구성하는 호주제도는 양성평등이라는 헌법이념과 시 변화에 부합

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폐지”한다는 것이 개정이유 음), 한국 가족법의 역

사는 새로운 장을 맞이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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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비디오물 수입추천제도 헌제청

-검열 지원칙과 외국비디오물에 한 수입추천제도-

(헌재 2005. 2. 3. 2004헌가8, 례집 17-1, 51)

정 호 경
*

1)

【 시사항】

외국비디오물을 수입할 경우에 반드시 상물등 원회로부터 수입추

천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구 음반ㆍ비디오물 게임물에 한법률(1999. 2. 

8. 법률 제5925호로 제정되고, 2001. 5. 24. 법률 제6473호로 문개정되기 

의 것) 제16조 제1항 등이 사 검열에 해당하는지 여부.

【심 의 상】

이 사건 심 의 상은 구 음반‧비디오물 게임물에 한법률(1999. 2. 8. 

법률 제5925호로 제정되고, 2001. 5. 24. 법률 제6473호로 면개정되기 

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 본문  외국비디오물에 한 부

분, 제16조 제5항  외국비디오물에 한 부분, 제29조 제1항 제4호  제

16조 제1항의 외국비디오물의 수입부분, 제30조 제5호  제24조 제3항 제

2호의 수입비디오물의 유통 는 보 한 자 부분이며, 심 상조항  

련조항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1)

* 한양 학교 법과 학 교수,  헌법연구

1) 법원의 제청이유는 수입추천제도 자체가 사 검열에 해당하여 헌법에 반된다

는 것인바, 수입추천배제사유는 수입추천제도의 내용을 구성하는 그 일부분에 해

당하므로, 법원의 제청이유를 고려하면 수입추천 배제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법 

제16조 제5항까지 심 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상당하다. 그러나 당해사건의 경

우 2001. 5. 24. 개정된 법률의 부칙 제7조 벌칙 등에 한 경과조치 규정에 의해 

종 의 법률이 용되기는 하지만, 외국비디오물에 한 수입추천제도가 200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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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음반ㆍ비디오물 게임물에 한법률(1999. 2. 8. 법률 제5925호로 제정

되고, 2001. 5. 24. 법률 제6473호로 면개정되기 의 것) 

제16조(음반ㆍ비디오물 는 게임물의 수입) ① 외국에서 제작된 음반

(음반의 원 을 포함한다. 이하 “외국음반”이라 한다)ㆍ비디오물(비디오물

의 원 을 포함한다. 이하 “외국비디오물”이라 한다) 는 게임물(게임물의 

원 을 포함한다. 이하 “외국게임물”이라 한다)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공

연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상물등 원회(이하 “ 상물등 원회”라 

한다)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다만, 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⑤ 생략

제2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는 

5천만 원 이하의 벌 에 처한다.

1.～3. 생략

4. 제16조 제1항 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외국

음반ㆍ외국비디오물 는 외국 게임물을 수입 는 제작한 자

5.～10. 생략

② 생략

제30조(벌칙)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는 2

천만 원 이하의 벌 에 처한다.

1.～4. 생략

5. 제24조 제3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음반ㆍ비디오물 는 게임물

을 유통ㆍ시청제공 는 오락제공 등을 하거나 유통ㆍ시청제공 는 오락

제공 등의 목 으로 진열 는 보 한 자 제24조 제3항 제2호의 수입비디

오물을 유통 는 보 한 자 부분

24. 법개정시에 이미 폐지되었다는 에서(2001. 5. 24. 음반‧비디오물 게임물에

한법률 면개정되었고, 그 때 이미 외국비디오물에 한 수입추천제도 자체가 

폐지되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의 헌제청신청 범 를 넘어 이미 폐지된 수입

추천배제사유에까지 심 상을 확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된다. 만약 수입추천

배제사유까지 심 상으로 포함하여 수입추천배제사유에 한 문제 까지 살펴

본다면, 수입추천배제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련조항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특히 지나치게 범한 배제사유로 인한 과잉 지원칙 반과 명확성원칙 반이 

문제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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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련조항 >

법 제16조(음반ㆍ비디오물 는 게임물의 수입) 

①～④ 생략

⑤ 상물등 원회는 외국음반ㆍ외국비디오물 는 외국게임물이 다

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추천을 할 수 없다.

1. 헌법의 민주  기본질서에 배되거나 국가의 권 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폭력ㆍ음란 등의 과도한 묘사로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사회질서를 문

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국제  외교 계, 민족의 문화  주체성등을 훼손하여 국익을 해할 우

려가 있는 경우

제24조(폐쇄  수거조치 등) 

①, ② 생략

③ 문화 부장 ,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음반ㆍ비디오물 는 게임물을 발견한 때에는 계공무원으로 하

여  이를 수거하여 폐기하게 할 수 있다.

1. 생략

2. 제16조 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수입ㆍ제작 

는 반입된 음반ㆍ비디오물 는 게임물

3.～5. 생략

④～⑥ 생략

【사건의 개요】

1. 헌제청에 이르게 된 경

제청신청인은 상물등 원회의 수입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1999. 12. 

순경부터 2000. 11. 22.경까지 사이에 “아마존”등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

하여, 음란ㆍ선정성이나 폭력성이 삭제되지 아니한 외국의 비디오물을 수

입하고, 이를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유통하거나 유통목

으로 보 하 다는 이유로 음반ㆍ비디오물 게임물에 한법률 반 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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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되어 벌 형을 선고받고, 항소․상고하여 상고심 계속 , 상물등

원회의 수입추천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구 음반ㆍ비디오물 게임물에 한법

률 제16조 제1항 등에 하여 헌제청신청을 하 고, 법원이 이를 받아

들여  법률조항들에 하여 헌법률심 을 제청하 다

2. 제청법원의 헌제청 이유와 이해 계인의 의견

가. 제청법원의 헌제청 이유 요지

헌법 제2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ㆍ출 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

하여 언론ㆍ출 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바, 의사표 의 자유는 바로 언론

ㆍ출 의 자유에 속하고, 이 사건에서 문제되고 있는 비디오물은 의사표

의 수단이 되기도 하므로 그 제작ㆍ수입  유통 등은 헌법 제21조 제1항

에 의하여 보장을 받는다.

법 제16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상물등 원회에 의한 수입추천제도

는, 실질 으로 행정기 인 상물등 원회가 외국비디오물의 수입에 앞

서 그 내용을 심사하여, 법 제16조 제5항의 수입추천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외국비디오물에 하여는 수입ㆍ유통 등을 지하고, 수입추천을 받지 아

니한 외국비디오물을 수입ㆍ유통할 경우에는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에 비추어, 헌법 제21조 제2항이 으로 지하고 있는 

사 검열에 해당한다.

나.  문화 부장 의 의견 요지

(1) 화나 비디오물은 시청각을 표 수단으로 하는 상매체의 특수성

으로 말미암아 일단 상 되고 나면 그 자극이나 충격이 매우 강하게 그리

고 직  달되어 향력이 클 뿐만 아니라, 비디오의 보 이 일반화되면

서 그 효과가 범 해졌고, 일단 소비자에게 보 되고 난 뒤에는 이

를 효율 으로 규제할 방법마  없으므로 화ㆍ비디오를 상  는 보

하기 이 에 심사ㆍ규제할 필요가 있다.

(2) 상물등 원회는 각 문분야별 순수 민간인으로 구성된 기 ㆍ

단체에서 선정한 사람을 한민국 술원회장이 추천하여 통령이 하

도록 하고 있어 원회 구성에서 행정권이 조 이라도 향을 미칠 여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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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고 할 것이고, 음반ㆍ비디오물 게임물에 한법률의 입법취지  법규

정을 종합하여 해석할 때 상물등 원회는 자율성이 보장된 민간기 으

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자율  민간기구인 상물등 원회에 의한 외국비디오의 수입

추천제도는 행정권이 주체가 된 사 심사 차라는 사 검열의 요건에 해당

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 제21조 제2항의 사 검열 지의 원칙에 

반되지 않는다.

【결정요지】

외국비디오물을 수입할 경우에 반드시 상물등 원회로부터 수입추

천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구 음반ㆍ비디오물 게임물에 한법률(1999. 2. 

8. 법률 제5925호로 제정되고, 2001. 5. 24. 법률 제6473호로 면개정되기 

의 것) 제16조 제1항 등에 의한 외국비디오물 수입추천제도는 외국비디

오물의 수입ㆍ배포라는 의사표 행  에 표 물을 행정기 의 성격을 가

진 상물등 원회에 제출토록 하여 표 행 의 허용 여부를 행정기 의 

결정에 좌우되게 하고, 이를 수하지 않는 자들에 하여 형사처벌 등의 

강제조치를 규정하고 있는바, 허가를 받기 한 표 물의 제출의무, 행정권

이 주체가 된 사 심사 차,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사표 의 지, 심사

차를 철할 수 있는 강제수단이라는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으므로, 우리

나라 헌법이 으로 지하고 있는 사 검열에 해당한다.

재  송인 의 합헌의견

화, 비디오 등의 상물은 그 향력이나 효과 등의 측면에서 볼 

때 상 ㆍ보  이  단계에서 내용에 한 사 검증 차가 필요한 부분이

라 할 수 있고, 한 상물등 원회는 행정기  색채를 불식한 민간 

자율기 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외국비디오물에 한 상물등 원

회의 수입추천제도는 상물에 한 필요하고도 한 사 검증 차로서 

우리나라 헌법이 지하고 있는 사 검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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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설】

이 사건의 쟁  : 외국 비디오물에 한 수입추천제도가 헌법 제21조 제

2항의 사 검열 지원칙에 반되는지 여부, 특히 수입추천의 주체인 상

물등 원회가 비디오물의 수입추천과 련하여 행정기 의 성격을 가지

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그러나 만약 수입추천제도 자체가 헌법이 지하고 

있는 사 검열제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결론이 나더라도, 표 의 자유와 

련한 과잉 지원칙이나 명확성원칙에 배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1. 서 론

표 의 자유는 민주 으로 조직된 공동체에서는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왜냐하면 표 의 자유 없이는 제 로 된 민주주의를 이루는 것이 불가능하

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헌법도 제21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언론․출

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표 의 자유를 기본

권으로 보장하고, 이러한 기본권이 확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하기 해 같

은 조 제2항에서 “언론․출 에 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한 허

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표 의 자유에 한 제한으로서의 

언론에 한 사  검열은 지됨을 명문으로 선언하고 있다.

역사 으로 보면 검열은 원하지 않는 사상과 뉴스의 등장을 지하거나 

그 를 제한하기 하여 국가  교회에 의해 설정․행사된 정신생활의 

감시체제라고 할 수 있다. 검열의 본질  징표는 정신생활의 계획 인 심

사에 있었고, 특히 의견의 형성 는 의견  정보의 에 하여 할 

청이 그 문서물의 내용을 통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었다.2) 오늘

날 검열 지원칙이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그

것이  자유국가에서 언론자유의 본질  내용을 이룬다는 에 해서

는 이견이 없다. 

언론자유의 보호와 검열 지원칙의 사상  배경으로 주로 “사상의 자유

시장” 이론이 언 된다. 사상의 자유시장이론이란 어떤 사상과 견해가 옳

2) 박용상, “ 화에 한 사 검열의 지”, 랑 김철수 교수 정년기념논문집, 박

사 1998, 135-13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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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그른지, 는 가치 있고 가치 없는 것인지를 평가하고 결정하는 것은 

‘정부’가 아니라 ‘사상의 공개시장’이라는 것이며, 따라서 설령 유해한 사상

이나 표 이라 하더라도 그 해악의 교정은 사상의 공개시장에서 립되는 

사상이나 표 에 의한 경쟁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믿음이다. 헌법상의 

검열 지원칙은 이러한 사상의 자유시장이론에 입각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3)

2. 검열 지원칙의 성립 과정과 검열의 개념

가. 검열 지원칙에 한 헌법  법률조항의 연

1948년 제헌헌법은 제13조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언론․출 ․집회․결사의 자유를 제한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 으나, 검

열의 지를 명문화하지는 않았으며, 검열 지원칙이 헌법에 명문화된 것

은 제2공화국헌법(1960. 6. 15. 개정) 제28조 제2항 단서가 처음이었다.4) 제

3공화국 헌법(1962. 12. 26. 개정)에서는 사 검열 지원칙을 규정하면서도 

공 도덕과 사회윤리를 하여 화나 연 에 한 검열을 허용하 고(동 

헌법 제18조 제2항 단서5)),  헌법규정을 근거로 구 ‘공연법’과 구 ‘ 화

법’은 사 검열을 시행하 다.

사 검열을 법률에 규정한 시 는 공연법이 공연 에 할 지방자치단

체장에게 신고하고(1962. 12. 30. 법률 제902호 공연법 제14조), 그 각본 

는 본에 하여 문화공부장 의 심사를 받도록 한 규정(1966. 4. 27. 법

률 제1790호 공연법 제14조의 2)이었다.6) 합의제 심의기구로서 공연윤리

원회가 최 로 법정단체로 설립된 것은 1975년 공연법(1975. 12. 31. 법률 

3) 이인호, “ 화검열제에 한 비 과 그 개선방향”, 법과사회 2004. 상반기, 175면.

4) 제28조 제2항 “국민의 모든 권리와 자유는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단, 그 제한은 자유와 권리의 본질 인 

내용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며, 언론․출 에 한 허가를 규정할 수 없다.”

5) 언론․출 에 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만, 공 도덕과 사회윤리를 하여는 화나 연 에 한 검열을 할 수 있다.

6) 동법에 의하면 무용 는 음악연주 등에 한 심사에서는 실연심사를 할 수 있었

고, 이러한 심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각본 는 본에 의한 공연은 지되었으며, 

심사에 합격한 각본 는 본의 내용과 상이한 공연을 한 때에는 할 청은 공

연의 정지 는 지를 명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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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84호)에 의한 것이었고, 이후 공연에 한 검열은 동 원회가 장하

게 되었다.  구 화법(1961. 12. 30. 법률 제902호)에 의하면 문화공보부 

장 은 화의 제작과정에서 사회  물의를 야기시키는 경우 그 제작의 

지를 명할 수 있었고(제8조 제2호), 모든 화는 상연 에 문화공보부 장

의 검열을 받아 합격되지 아니하면 상 할 수 없었으며(제12조), 이를 텔

비 에 방송하고자 할 때에는 다시 검열을 받아야 했다(제12조).

1967년 음반에 한법률(1967. 3. 30. 법률 제1944호)에 의하면 음반을 제

작하거나 수입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음반 2개를 문화공보부에 납본하여야 

하며(제9조), 국헌을 문란하게 하거나 직 ․간 으로 한민국의 국 를 

손상하는 음반, 미풍양속을 심히 해할 염려가 있는 음반  등록하지 아니

한 자가 제작한 음반은 이를 제작․배포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이 청취할 수 

있는 장소에서 사용할 수 없었다(1971. 1. 22. 법률 제2308호 제10조).

1972년 헌법과 1980년 헌법에서는 검열 지원칙이 별도로 명시되지 않았

고, 단지 언론기본법이 법률의 수 에서 검열 지를 규정하 을 뿐이었다.

1987년 시행된 행 헌법 제2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 의 자

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언론의 자유를 일반 으로 

보장하고, 제2항에서는 “언론․출 에 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검열 지원칙을 헌법에서 명

문화하고 있다.

나. 검열의 개념에 한 헌법재 소의 결정

그러나 행헌법은 검열을 지하고 있을 뿐 그에 한 법  정의를 내

리고 있지 아니하므로 검열의 개념, 곧 무엇이 검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논란이 되어 왔다. 이에 헌법재 소는 헌재 1996. 10. 4. 93헌가13등 화법 

제12조 등에 한 헌제청 사건( 례집 8-2, 212)에서 그간 논란이 되어왔

던 헌법 제21조 제2항이 규정하는 바의 검열개념의 기 을 제시하 다. 

헌재  1996. 10. 4. 93헌가13등 화법 제12조 등에 한 헌제청 사건

의 시 주요내용

『헌법 제21조 제1항과 제2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 의 자유를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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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언론․출 에 한 허가나 검열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의 검열은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사상이나 의견 등이 발표되기 이

에 방  조치로서 그 내용을 심사, 선별하여 발표를 사 에 억제하는, 즉 

허가받지 아니한 것의 발표를 지하는 제도를 뜻한다. 

…… 헌법 제21조 제2항이 언론․출 에 한 검열 지를 규정한 것은 

비록 헌법 제37조 제2항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국가안 보장․질서유지 

는 공공복리를 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언론․출 의 자유에 하여는 검열을 수단으로 

한 제한만은 법률로써도 허용되지 아니 한다는 것을 밝힌 것이다. 물론 여

기서 말하는 검열은 그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실질 으로 에서 

밝힌 검열의 개념에 해당되는 모든 것을 그 상으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검열 지의 원칙은 모든 형태의 사 인 규제를 지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의사표 의 발표여부가 오로지 행정권의 허가에 달려있는 사

심사만을 지하는 것을 뜻한다.  그러므로 검열은 일반 으로 허가를 

받기 한 표 물의 제출의무, 행정권이 주체가 된 사 심사 차,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사표 의 지  심사 차를 철할 수 있는 강제수단 등

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이에 해당하는 것이다.』7)

헌법재 소는  결정에서 사 검열의 개념요소로 ① 허가를 받기 한 

표 물의 제출의무, ② 행정권이 주체가 된 사 심사 차, ③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사표 의 지, ④ 심사 차를 철할 수 있는 강제수단 등의 네

가지를 제시하 다. 

7) 헌법재 소는 이 결정에서, 따라서 사후심사나 앞의 네 가지 요건이 결여되어 

있는 사 심사는 검열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후 인 사법  규제인 사법 차

에 의한 화상 의 지조치( 컨  명 훼손이나 작권침해를 이유로 한 

가처분 등)나 그 효과에 있어서는 실질 으로 동일한 형벌규정(음란, 명 훼

손 등)의 반으로 인한 압수는 헌법상 허용된다고 하 다. 결국 화의 상

으로 인한 실정법 반의 가능성을 사 에 막고, 청소년 등에 한 상 이 부

할 경우 이를 유통단계에서 효과 으로 리할 수 있도록 미리 등 을 

심사하는 것은 사 검열이 아니라고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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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상물 검열에 한 헌법재 소의 결정례들

헌법재 소는 검열 지에 한 와 같은 leading case에 터잡아 상물

과 련하여 표 의 자유가 문제된 다수의 사건에서 검열 지원칙 반으

로 헌선고하 는데, 주요한 사건을 로 들면 아래와 같다.

  ① 1996. 10. 31. 94헌가6 음반 비디오물에 한법률 제16조 제1항등 

헌제청

공연윤리 원회가 음반의 제작․ 매에 앞서 그 내용을 심사하여 심의

기 에 합하지 아니한 음반에 하여는 매를 지할 수 있고, 심의를 

받지 아니한 음반을 매할 경우에는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던 동 조항이 사 검열제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헌결정하 다.

  ② 1997. 3. 27. 97헌가1 음반 비디오물에 한법률 제16조 제2항등 

헌제청

음반의 제작· 매에 앞서 공연윤리 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심의를 

받지 아니한 음반을 매할 경우뿐만 아니라, 매·배포 는 여할 목

으로 음반을 보 하는 것에 하여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것이 사 검열

지원칙에 배된다는 이유로 헌결정하 다.

  ③ 1998. 12. 24. 96헌가23 음반 비디오물에 한법률 제17조 제1항등 

헌제청

비디오물을 제작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공연윤리 원회의 사 심의를 받

을 의무를 부과하고, 사 심의를 받지 않은 비디오물에 하여 매·배포·

여·시청제공 등을 지하면서, 이에 반한 경우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것이 사 검열제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헌결정하 다.

  ④ 1999. 9. 16. 99헌가1 음반 비디오물에 한법률 제17조 제1항등 

헌제청

한국공연 술진흥 의회가 비디오물의 제작· 매에 앞서 그 내용을 심사

하여 심의기 에 합하지 아니한 비디오물에 하여는 제작· 매를 지

하고, 심의를 받지 아니한 비디오물을 제작· 매할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것이 사 검열제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헌결정하 다.

  ⑤ 2000. 2. 24. 99헌가17 음반 비디오물에 한법률 제16조 제1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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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제청

비디오물을 복제하기 에 공연윤리 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그 심

의를 받지 아니한 비디오물의 여·상 ·보  등을 지하면서 이에 반

한 자에 하여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것이 사 검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헌결정하 다. 

  ⑥ 헌재 2001. 8. 30. 2000헌가9 화진흥법 제21조 제4항 헌제청 

상물등 원회가 화의 상  이 에 화의 상 등 을 분류함에 

있어 당해 화가 일정한 기 에 해당된다고 단하는 경우에는 당해 화

에 한 등 분류를 일정 기간 보류할 수 있게 한 화등 분류보류제도가 

사 검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헌결정하 다. 

3. 비디오물 규제에 한 외국의 입법례

가. 미국

화  비디오 산업에 한 미국 정부의 기본  입장은 시장에서의 자

유로운 경쟁을 통하여 발 을 도모하는 것이다. 

비디오물에 해서는 연방행정규칙에서 비디오물의 유통과 련된 규정

을 두고 있는데, 동 규정에 의하면 비디오물의 제작과 련하여 음란 비디

오물 등의 제작자는 그 비디오물의 제목 는 제작자의 다른 작품과 구별

할 수 있는 표지, 제작 연도, 주소, 제작자가 기 인 경우에는 동 비디오물

에 한 기록유지 의무자의 명칭, 지 , 업소 등의 설명서를 부착하도록 

하고 있다. 

한 음란물에 한 업행 는 처벌되며 음란한 비디오물 등을 배포할 

의사로 수취하거나 소유하는 행 도 처벌된다. 

미국의 경우 비디오물 제작자들이 모여 결성한 독립비디오제작자 회

(Independent Video Programmers Association)에서 비디오물에 한 등

심사를 하지만, 독립비디오제작자 회 자체가 완 히 순수한 민간기구이며, 

이 기구로부터 등 심사를 받도록 강제하는 법령도 없으므로, 모든 비디오

물이 등 심사를 받는 것은 아니다. 주(州)에 따라서는 아동의 음란물에 

한 근을 방지하기 하여 미국 화 회의 등 체계8)와 유사한 등 심사

를 입법화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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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독일

독일의 화  비디오에 한 등 분류기 은 자율심사 회(Freiwillige 

Selbstkontrolle)이다. 자율심사 회는 국가의 통제를 받지 않는 독자 인 

심사규정에 의하여 상물에 한 등 을 심사하는 자율심사기 으로서, 

1948년 화사업자들이 자율 으로 조직한 화산업최고 회의 하부기 이

다. 상물에 한 자율등 부여제도는 과거 나  시 에 화산업이 국가

의 앙통제구조하에서 정치  선 의 수단으로 악용되었던 역사  교훈에

서 비롯된 것으로 재에는 국가에 의한 타율  통제를 배제하고 자율 인 

규제를 우선시한다.

자율심사 회는 외부 인 향력과 국가에 의한 통제를 배제함은 물론

이고 화의 자유를 악용하여 청소년 유해물이나 명 훼손  내용을 규제

하는 것을 목 으로 설립되었다. 자율심사 회는 형법 인 의미에서의 처

벌권은 없으나, 자율심사 회의 결정에 하여는 일정한 차를 거쳐 각 

주(州)가 이에 한 효력을 인정해야 하는 규정이 있으므로, 각 주의 할 

행정청이 결정을 함에 있어 그 평가의 토 를 마련해 주는 동시에 신청인

에 하여는 특정 필름이 자율심사 회의 원칙과 일치하는지 는 어떠한 

등 으로 상 이 가능한지에 하여 감정함으로써 재  감정기 으로서

의 역할을 하고 있다. 

1985년부터 청소년보호법에서 화는 물론이고 모든 비디오물과 화 

 비디오물에 상응하는 모든 상물에 하여 연령에 따른 등 을 부여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재에는 모든 상물들이 자율심사

회에 의한 등 심사를 받아야 한다. 재 자율심사 회의 의한 상물의 

등 은 ① 연령 제한없이 상 가, ② 6세 이상 상 가, ③ 12세 이상 상

가, ④ 16세 이상 상 가, ⑤ 청소년 상 지(18세 이하 상 불가 의미) 

등의 다섯 가지로 분류된다.

8) 미국은 기본 으로 표 물규제시스템을 자율규제시스템의 형식으로 운용하고 있

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즉 청소년보호를 한 등 시스템이 국가 주도의 형식이 

아닌 민간 자율의 형식으로 운용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연방이나 주법에서 청소

년유해매체물을 청소년에게 리의 목 으로 매 등의 행 를 한 경우에는 형사

제재를 가할 뿐이다. 특히 화의 경우 ｢미국 화 회(Motion Picture Association 

of America: MPAA)｣ 산하의 화등 분류 원회(Classification and Rating 

Administration)에 의한 자율 인 사 등 제를 채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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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일본

일본에는 비디오물을 규제하기 한 규정은 거의 없으며,9) 한 비디오

물의 내용을 규제하기 한 등 제를 정부차원에서 추진하거나 운 하고 

있지도 않다. 다만, 비디오물의 진흥을 한 기본규정이나 작권에 의한 

보호규정, 우수 화의 교육목 활용을 한 심사나 문부성 화의 반포를 

한 규정, 그리고 음란물과 련된 일부 규정이 있을 뿐이다. 

비디오물의 내용에 한 일반 ․포 인 규제를 담고 있는 법령은 아

직 제정된 바 없으며, 다만 아동매춘․포르노  풍속 업과 련된 규제

를 담고 있는 사후  처벌규정들이 일부 있다.

일본에서는 정부 주도의 등 제는 없지만, 민간부문에서는 자율규제의 

일환으로서 화윤리규정 리 원회에서의 등 제가 운 되고 있다. 즉, 

화윤리규정 리 원회는 화제작, 수입 후 공개  단계에서 화윤리규

정에 기하여 심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등 을 부여하고 있다. 그 상은 

극장 화뿐만 아니라 극장 화가 비디오화된 것도 포함한다. 화윤리규정

에 따른 등 은  연령 람가, 12세 미만 불가, 15세 미만 불가, 18세 미

만 불가의 4등 이다.

4. 외국 비디오물 수입추천제도의 연   내용

외국 비디오물에 한 수입추천제도는 이 사건 심 상법률에서 처음 

도입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외국 비디오물의 수입추천제도가 언제, 어떠

한 취지에서 우리나라에 도입되었는지를 이해하기 해서는 그에 한 입

법연 을 살펴 보아야 할 것이다.

가. 입법연

(1) 문화 부 장 에 의한 수입허가제도

외국비디오물 수입추천제도의 연 은 1991. 3. 8. 법률 제4351호에 의해 

제정된 음반 비디오물에 한법률이 규정하고 있던 외국비디오물 수입허가

제도에서부터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당시 음반 비디오물에 한법률 

9) 작권의 측면에서는 상 으로 많은 규정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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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제1항은 외국비디오물을 수입 는 반입하거나 이를 국내에서 

매․배포․ 여 등의 목 으로 복제하고자 할 때에는 문화 부장 의 허

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었고10), 동법 제24조 제1항 제2호는 제13조 제1항

을 반한 자에 해서 3년 이하의 징역 는 2천만원 이하의 벌 에 처하

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2) 공연윤리 원회에 의한 수입추천제도

1995. 12 .6. 법률 제5016호에 의해 음반 비디오물에 한법률이 문개

정되면서, 수입허가제도는 공연윤리 원회에 의한 수입추천제도로 바 게 

되고, 수입추천제도와 리를 목 으로 하지 아니하는 반입추천제도가 별

도의 조문으로 분리되게 된다.11) 동법 제25조 제1항 제2호는 와 같은 공

연윤리 원회의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외국비디오물을 수입한 자에 해서 

3년 이하의 징역 는 2천만원 이하의 벌 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한 이때부터 동법 제27조 제3호가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수입된 비디오

10) 제13조(음반 는 비디오물의 수입허가 등) ① 구든지 외국에서 제작된 음반

(음반의 원 을 포함하며, 이하 “외국음반”라 한다) 는 비디오물(비디오물의 원

을 포함하며, 이하 “외국비디오물”이라 한다)을 수입 는 반입하거나 이를 국

내에서 매․배포․ 여등의 목 으로 복제하고자 할 때에는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부장 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부장 의 수입 등의 허가를 받은 자는 당해 음

반 는 비디오물마다 문화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11) 제15조(음반 는 비디오물의 수입) ① 외국에서 제작된 음반(음반의 원 을 포

함하며, 이하 “외국음반”이라 한다) 는 외국에서 제작된 비디오물(비디오물의 원

을 포함하며, 이하 “외국비디오물”이라 한다)을 수입하고자 할 때에는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연법에 의한 공연윤리 원회(이하 “공연윤리 원회”라 한다)

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다만, 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추천을 받지 아니한 외국음반 는 외국비디오물

을 국내에서 제조하고자 할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추천은 제4조 제1항 는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제작업자 는 유통 련업자( 매업을 하는 자에 한한다)에 한

하여 받을 수 있다.

     ④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에 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음반 는 비디오물의 반입) 구든지 외국음반 는 외국비디오물을 

리를 목 으로 하지 아니하고 국내로 들여올 때에는(이하 “반입”이라 한다) 통

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연윤리 원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다만, 통령

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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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을 매․배포․ 여 는 시청제공하거나 매․배포․ 여 는 시청

제공 등의 목 으로 진열 는 보 하거나 불특정다수인이 출입하는 장소

에서 상 한 자에 해서 300만원 이하의 벌 에 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수입된 외국비디오물의 유통에 해서도 별도로 형

사처벌을 부과하기 시작하 다.

1997. 4. 10. 법률 제5322호에 의해 음반 비디오물에 한법률이 일부개

정되면서, 수입추천의 주체가 한국공연 술진흥 의회로 바 게 되지만, 수

입추천제도의 내용은 동일하게 유지된다.

(3) 상물등 원회에 의한 수입추천제도

1999. 2. 8. 법률 제5925호에 의해 제정된 음반․비디오물 게임물에 한

법률은 수입추천제도를 그 로 계승하고 있는데, 다만 수입추천의 주체가 

상물등 원회로 바 게 되고,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외국비디오물을 

수입하는 행 와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수입된 외국비디오물을 유통  유

통목 의 보 행  등에 해서 부과되는 형벌이 강화된다. 그리고 수입추

천 배제사유를 새롭게 명문의 규정으로 추가하게 된다. 1999. 2. 8. 법률 제

5925호에 의해 제정된 음반․비디오물 게임물에 한법률이 포함하고 있는 

수입추천제도에 한 법률규정들이 바로 이 사건의 심 상이 되고 있는 

법률조항이다.

한편 외국비디오물의 수입추천제도는 2001. 5. 24. 법률 제6473호에 의해 

문개정된 음반․비디오물 게임물에 한법률에서부터 폐지되었다.12) 따

라서 외국비디오물에 해서는 국내비디오물과 마찬가지로 사 등 분류제

도만 용되게 된 것이다.

12) 개정이유는 표 의 자유의 확 보다는 주로 규제완화와 행정 차의 간소화라는 

측면을 시하고 있다. 개정이유는 다음과 같다. 

    “행정규제 주의 행 제도를 폭 으로 개선하여 음반·비디오물·게임물 련

산업의 진흥을 도모하며, 청소년에 유해한 상물 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하여 필요한 제도  장치를 보완하는 등 행 제도의 운 과정에서 나타난 미

비 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종 에는 외국에서 비디오물  게임물을 수입하거나 반입하는 경우 수입 는 

반입추천을 받도록 하고, 그 내용에 하여 다시 상물등 원회의 등 분류를 

받도록 하 으나, 앞으로는 수입 는 반입추천제를 폐지하고 등 분류만 받도록 

함으로써 행정 차를 간소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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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입추천제도의 내용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의해 인정되고 있는 외국비디오물 수입추천제도

는 외국비디오물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하고자 하는 외국비디오물에 

하여  수입하기 이 에 반드시 상물등 원회로부터 수입추천을 받도

록 하고, 이 때 상물등 원회는 수입추천을 신청한 당해 외국비디오물

이 음반‧비디오물 게임물에 한법률  상물등 원회가 정하는 일정

한 기 에 해당된다고 단되는 경우에 수입추천을 하지 않을 수 있으며, 

수입추천을 받지 아니한 자는 당해 외국비디오물을 수입하거나 유통시킬 

수 없고, 이를 반한 자에 하여는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제도를 말한다. 

즉, 수입추천을 받지 못한 외국비디오물은 당연히 등 분류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국내에 수입할 수 없다. 수입추천을 받지 아니

하고 외국의 비디오물을 수입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는 5천만원 이하

의 벌 에 처한다.

이러한 수입추천제도의 내용은 헌법  에서 다음과 같이 분석할 수 

있다. 

첫째, 상물등 원회의 수입추천은 당해 외국비디오물의 국내수입  

국내유통 이 에 이루어진다.  즉 일정한 외국비디오물이 국내로 수입되거

나 국내에서 유통되기 이 에 상물등 원회라고 하는 기 에 의해 당

해 외국비디오물의 심의가 이루어지고, 이러한 과정에서 당해 외국비디오

물의 내용이 법령이나 상물등 원회가 정한 일정한 기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추천을 받지 못하게 된다. 

둘째, 수입추천의 배제는 궁극 으로 수입추천을 받지 못함으로써 당해 

외국비디오물이 국내로 수입되거나 국내에서 유통되는 것을 지하는 효과

를 유발한다. 즉 수입추천을 받지 못한 외국비디오물의 경우에는 등 분류

를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수입  유통이 지됨으로써, 결국 성인들

에 해서도 이러한 외국비디오물에 한 근을 제한하는 효과를 가진다.

셋째, 수입추천제도가 용되는 외국비디오물에 해서는 수입추천제도

와 별도로 등 분류제도가 용되고 있다. 즉 외국비디오물 수입추천제도

는 외국비디오물에 한 등 분류를 체하는 제도가 아니라, 등 분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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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에 추가 으로 용되고 있는 제도이다. 따라서 등 분류제도에 의해서

도 충분히 입법목 이 달성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으로 수입추천

제도를 용하는 것이 과잉제한이 아닌지 여부가 문제된다.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해 인정되는 와 같은 내용의 외국비디오물 

수입추천제도가 첫째, 헌법 제21조 제2항이 지하고 있는 사 검열에 해

당되지 않는지, 둘째, 설령 사 검열에 해당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과잉

지의 원칙에 반하여 표 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아닌지, 

셋째, 수입추천 배제사유가 불명확하고 범 하여 명확성의 원칙에 반

하는 것은 아닌지가 문제되고 있는 것이다.

5.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헌 여부

가. 비디오물과 언론‧출 의 자유

헌법 제2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 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

여 언론‧출 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바, 의사표 의 자유는 바로 언론‧출

의 자유에 속한다. 따라서 의사표 의 매개체를 의사표 을 한 수단이

라고 제할 때, 이러한 의사표 의 매개체는 헌법 제21조 제1항이 보장하

고 있는 언론‧출 의 자유의 보호 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의사표 ‧ 의 자유에 있어서 의사표  는 의 매개체는 

어떠한 형태이건 가능하며 그 제한이 없다는 것이 헌법재 소의 례이다. 

즉 담화‧연설‧토론‧연극‧방송‧음악‧ 화‧가요 등과 문서‧소설‧시가‧도화‧

사진‧조각‧서화 등 모든 형상의 의사표  는 의사 의 매개체를 포함

하며(헌재 1993. 5. 13. 91헌바17, 례집 5-1, 275, 284), “음반  비디오물

도 의사형성  작용을 하는 한 의사의 표 ‧ 의 형식의 하나로 인정되

며, 이러한 작용을 하는 음반  비디오물의 제작은 언론‧출 의 자유에 

의해서도 보호된다.”는 것이 헌법재 소의 례이다(헌재 1993. 5. 13. 91헌

바17, 례집 5-1, 275, 284; 1996. 10. 31. 94헌가6, 례집 8-2, 395, 401). 

따라서 지상 방송, 신문이나 잡지 등의 정기간행물13), 도서, 화14), 음

13) 헌재 1992. 6. 26. 90헌가23, 례집 4, 300.

14) “ 화도 의사표 의 한 수단이므로 화의 제작  상 은 다른 의사표 수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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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비디오물15), 옥외 고물16) 등과 같은 의사표 의 매개체뿐만 아니

라, 오늘날의 뉴미디어로서 이블방송, 성방송, 인터넷  PC통신과 같

은 온라인매체17) 등도 헌법상의 언론‧출 의 자유를 향유하는 의사표 의 

매개체로 악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외국비디오물도 의사형성  작

용을 하는 한 의사의 표 ‧  형식의 하나로 인정되며, 결국 언론‧출

의 자유에 의해서 보호되는 의사표 의 매개체라는 은 의문의 여지가 없

다.18)

나. 헌법 제21조 제2항의 검열의 의미  요건

헌법 제21조 제2항은 “언론‧출 에 한 허가나 검열 … 는 인정되지 아

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헌법재 소는 헌법 제21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검열을 ‘사 검열’로 악하여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사상

이나 의견 등이 발표되기 이 에 방  조치로서 그 내용을 심사, 선별하

여 발표를 사 에 억제하는, 즉 ‘허가받지 아니한 것의 발표를 지하는 제

도’”라고 정의하 고, 이러한 사 검열은 법률로써도 불가능한 것으로서 

으로 지된다고 시하고,19) 나아가 사 검열의 해당 여부와 련하

여 화에 한 사 심의를 규정한 구 화법 제12조 등에 한 결정에서 

마찬가지로 헌법에 의한 보장을 받음‧‧‧”(헌재 1996. 10. 4. 93헌가13등, 례집 

8-2, 212, 222).

15) 헌재 1993. 5. 13. 91헌바17, 례집 5-1, 275, 284; 1996. 10. 31. 94헌가6, 례집 

8-2, 395, 401.

16) “ 고물도 사상‧지식‧정보 등을 불특정다수인에게 하는 것으로서 언론‧출

의 자유에 의한 보호를 받는 상이 됨은 물론이다”(헌재 1998. 2. 27. 96헌바2, 

례집 10-1, 118, 124).

17) 헌재 2002. 6. 27. 99헌마480, 례집 14-1, 616.

18) 헌법재 소는 2000. 2. 24. 99헌가17 음반 비디오물에 한법률 제16조 제1항등 

헌제청 사건에서 비디오물의 복제를 하기에 앞서 공연윤리 원회의 심의를 받

도록 하고, 그 심의를 받지 아니한 비디오물의 여·상 ·보  등을 지하면서 

이에 반한 자에 하여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것이 사 검열에 해당한다는 이유

로 헌결정하 다. 즉 비디오물의 제작뿐만 아니라 복제도 마땅히 의사표 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외국비디오물의 수입 한 기본 으로 의사표 을 

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19) 헌재 1996. 10. 4. 93헌가13등, 례집 8-2, 222; 1996. 10. 31. 94헌가6, 례집 8-2, 

402; 1997. 3. 27. 97헌가1, 례집 9-1, 271; 1998. 2. 27. 96헌바2, 례집 10-1,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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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기 을 제시하 다.20) 

이 결정에서 제시된 사 검열의 요건으로는 ① 허가를 받기 한 표 물

의 제출의무, ② 행정권이 주체가 된 사 심사 차, ③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사표 의 지, ④ 심사 차를 철할 수 있는 강제수단 등이다. 

따라서 의사가 표 된 이후에 행해지는 사후심사나 앞의 네 가지 요건이 

결여되어 있는 사 심사는 검열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후 인 司法的 규제

인 司法節次에 의한 화상 의 지조치( 컨  명 훼손이나 작권침해

를 이유로 한 가처분 등)나 그 효과에 있어서는 실질 으로 동일한 형벌규

정(음란, 명 훼손 등)의 반으로 인한 압수는 헌법상 허용된다고 하 다. 

결국 화의 상 으로 인한 실정법 반의 가능성을 사 에 막고, 청소년 

등에 한 상 이 부 할 경우 이를 유통단계에서 효과 으로 리할 수 

있도록 미리 등 을 심사하는 것은 사 검열이 아니라고 하 다.

헌법재 소는  결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 들을 음반  비디오물에 

한 공연윤리 원회의 사 심의를 규정하고 있던 음반 비디오물에 한법

률 제16조 등에 한 결정인 헌재 1996. 10. 31. 94헌가6 결정21)  기타 

후속 결정에서도 그 로 채택함으로써,  기 들은 재 무엇이 헌법상 

지되는 사 검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단하는 기 으로 확립되어 있다

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 외국 비디오물 수입추천제도가 사 검열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첫 번째 요건 : “허가를 받기 한 표 물의 제출의무”

법 제16조 제1항은 외국에서 제작된 비디오물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수입하고자 하는 비디오물에 하여 상물등 원회로부터 수입

추천을 받도록 규정하고, 같은 조 제5항은 상물등 원회가 수입추천할 

수 없는 비디오물에 한 내용상의 심사기 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련조항과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외국비디오물이라는 표 물이 국내

에서 유통되기 해서는 수입추천업무를 담당하는 기 에 유통 이 에 제

20) 헌재 1996. 10. 4. 93헌가13등, 례집 8-2, 223면 이하.

21) 이 사건은 음반  비디오물에 한 공연윤리 원회의 사 심의 규정 에서 음

반부분에 하여 사 검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헌선고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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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되어야 한다는 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22)

(2) 두 번째 요건 : “행정권이 주체가 된 사 심사 차”

  (가) 행정기 의 의미

헌법상의 검열 지의 원칙은 검열이 행정권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

에 한하므로 외국비디오물의 수입추천기 인 상물등 원회가 행정기

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검열 지원칙과 련하여 행정기 이라 함은 헌법재 소의 결정례에 의

할 때 정부조직법상의 행정기 만 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헌법재 소

는 이에 하여 다음과 같이 시하 다. 

“검열을 행정기 이 아닌 독립 인 원회에서 행한다고 하더라도 행정

권이 주체가 되어 검열 차를 형성하고 검열기 의 구성에 지속 인 향

을 미칠 수 있는 경우라면 실질 으로 보아 검열기 은 행정기 이라고 보

아야 한다. 왜냐하면 그 게 해석하지 아니한다면 검열기 의 구성은 입법

기술의 문제이므로 정부에게 행정 청이 아닌 독립된 원회의 구성을 통

하여 사실상 검열을 하면서도 헌법상 검열 지원칙을 반하 다는 비난을 

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때문이다(헌재 1996. 10. 4. 93헌가13등, 례

집 8-2, 212, 226).”

  (나) 검열기 의 성격에 한 헌법재 소의 결정례

  ① 공연윤리 원회에 한 헌 결정

22) 상물등 원회 홈페이지(http://www.kmrb.or.kr)에 있는 외국 화수입추천시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외국비디오물에 해서는 2001년에 수입추천제도가 폐지

되었으므로 그 필요한 서류를 확인할 수 없으나, 화 수입추천제도와 거의 동일

한 것으로 생각된다).

    - 외국 화수입추천신청서 1부 : 당해 화의 개 인 내용을 확인하기 함. 

    - 수입면장 는 세 통  증빙서류 사본 1부 : 국내 반입여부를 확인하기 함. 

    - 수입약정서(OFFER SHEET) 사본 1부 : 정확한 수입가격(상 권 , 린트

 )  계약 계 등에 하여 형식 인 요건을 확인하기 함. (반드시 수

입약정서를 발행한 해당 국가의 공증  지 사  확인을 필한 후 제출) 

    - 작품 거리(구체 으로 작성 요망) 1부. 

    - 원문 본 1부 : 화 사와 본의 일치여부 확인. 

    - 녹음 본 10부( 거리,스탭 포함) : 수입추천심의 확인 자료. 

    - 화 린트 1벌 는 VHS 테잎 : 수입추천심의 실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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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열기 의 성격과 련하여, 헌법재 소는 사 심의를 담당하 던 공연

윤리 원회뿐만 아니라, 그 안으로 설치되어 사 등 분류를 담당하 던 

한국공연 술진흥 의회에 해서도 검열을 행하는 행정기 으로 악한 

이 있다.

헌법재 소는 헌재 1996. 10. 4. 93헌가13등 사건에서 화의 사 심의를 

담당하던 공연윤리 원회에 하여 “법은 화를 상 하기 에 공륜의 사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연법과 그 시행령에 의하면 공

륜의 원은 문화체육부장 에 의하여 되고(공연법 제25조의 3 제3항), 

원장과 부 원장의 선출은 장 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원장은 심의결과를 장 에게 보고하여야 하고(같은 법 시

행령 제21조), 공륜은 국가 산의 범  안에서 공륜의 운 에 필요한 경비

의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같은 법 제25조의 3 제6항) 규정하고 있다. 그

다면 공륜이 민간인으로 구성된 자율 인 기 이라고 할지라도 법에서 

화에 한 사 허가제도를 채택하고, 공연법에 의하여 공륜을 설치토록 하

여 행정권이 공륜의 구성에 지속 인 향을 미칠 수 있게 하 으므로 공

륜은 검열기 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단하여, 공연윤리 원회에 의한 

화의 사 심의에 하여 헌결정하 다( 례집 8-2, 212, 226). 

  ② 한국공연 술진흥 의회에 한 헌 결정

 96헌가13등 사건의 헌결정에 따라 화진흥법, 음반 비디오물에

한법률, 공연법이 1997. 4. 10.에 일제히 개정되었다. 이에 의해 공연윤리

원회는 없어지고 그 체기 으로서 한국공연 술진흥 의회가 1997. 10. 

11. 설치되어 (국내 제작) 화와 비디오에 해서는 등 만을 부여하게 되

었고, 음반의 심의는 사실상 폐지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한국공연 술진흥 의회에 의한 사 심의제에 해서도 

헌법재 소는 “공연윤리 원회와 한국공연 술진흥 의회(이하 ‘공진 ’이

라 한다)에 한 규정을 살피면 그 구성, 심의결과의 보고 등에 있어서 약

간의 차이는 있으나, 공연법에 의하여 행정권이 심의기 의 구성에 지속

인 향을 미칠 수 있고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검열 차를 형성하고 있는 

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다. …… 오히려 공진 의 원을 통령이 



80  헌법재 소결정해설집 2005

하고, 심의결과를 문화체육부장 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국가 산의 범  

안에서 공진 의 운 에 필요한 경비의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구 공연법(1999. 2. 8. 법률 제5924호로 문개정되기 이 의 것)의 규정에 

의하면 공진 은 그 성격에 있어서 공연윤리 원회와 동소이하다고 할 

것이므로 …… 공진 도 검열기 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라고 

단하여, 비디오물에 한 사 심의제를 규정하고 있는 구 음반 비디오

물에 한법률(1997. 4. 10. 법률 제5322호로 개정되고, 1999. 2. 8. 법률 제

5925호 음반‧비디오물 게임물에 한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되기 의 것)

상의 조항들에 해서 헌선언하 다(헌재 1999. 9. 16. 99헌가1, 례집 

11-2, 245, 258).23)

  ③ 상물등 원회에 한 헌 결정

와 같은 한국공연 술진흥 의회 신에 설립된 상물등 원회는 

재 화, 비디오물, 게임물에 한 등 분류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이 사

건 법률조항에 의해 인정되고 있는 외국비디오물 수입추천업무도 2001. 5.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폐지되기 이 까지 담당하고 있었다.24) 

헌법재 소는 2001. 8. 30. 선고한 2000헌가9결정에서 화진흥법(1999. 

2. 8. 법률 제5929호로 문개정된 것) 제21조 제4항이 규정하고 있던 화

의 상 등 분류보류제도의 헌성 여부를 심사하면서 상물등 원회의 

성격과 련하여, 다음과 같이 시한 바 있다.

“ 화에 한 심의  상 등 분류업무를 담당하고 등 분류보류결정권

한을 갖고 있는 상물등 원회의 경우에도, 비록 이 의 공연윤리 원

회나 한국공연 술진흥 의회와는 달리 문화 부장 에 한 보고 내지 

통보의무는 없다고 하더라도, 여 히 상물등 원회의 원을 통령이 

하고(공연법 제18조 제1항), 상물등 원회의 구성방법  차에 

23) 이 사건은 비디오물에 한 한국공연 술진흥 의회의 사 심의제도가 헌이라

고 결정한 사건이다. 이 당시의 사 심의제도는 국내비디오나 외국비디오를 구분

하지 아니하고 모두 사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사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 비디

오는 상 , 배포, 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24) 이 사건 당시 외국 화에 한 수입추천제도는 여 히 화진흥법에 근거하

여 존재하고 이것도 상물등 원회가 담당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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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공연법 제18조 

제2항, 공연법시행령 제22조), 국가 산의 범  안에서 상물등 원회의 

운 에 필요한 경비의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공연법 제30

조)등에 비추어 볼 때, 행정권이 심의기 의 구성에 지속 인 향을 미칠 

수 있고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검열 차를 형성하고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상물등 원회가 비록 그의 심의  등 분류활동에 있어서 독립

성이 보장된 기 이라 할지라도(공연법 제23조), 그것이 검열기 인가 여부

를 단하는 데 있어서 결정 인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심의기 의 독립

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은 단지 심의 차와 그 결과의 공정성  객 성

을 확보하기 하여 모든 형태의 심의 차에 요구되는 당연한 제일 뿐이

기 때문이다(헌재 1996. 10. 4. 93헌가13등, 례집 8-2, 212, 227). 국가에 

의하여 검열 차가 입법의 형태로 계획되고 의도된 이상, 비록 검열기 을 

민간인들로 구성하고 그 지 의 독립성을 보장한다고 해서 화진흥법이 

정한 등 분류보류제도의 법  성격이 바 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물등 원회에 의한 등 분류보류제도는 '행정권이 주체가 된 사 심

사 차'라는 요건도 충족시킨다.”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인정되고 있는 외국비디오물의 수입추천업무를 

수행하는 상물등 원회는 공연법에 의거 설치되고 있던 것으로서  

헌재2000헌가9 사건에서 화의 상 등 분류보류제도의 운 주체로서 행

정기 성 여부가 문제되었던 상물등 원회와 동일한 것이다.25) 따라서 

25) 상물등 원회는 이 사건 당시 공연법에 의해 설치되고 있는바, 공연법상의 

련 법률조항과 시행령조항은 다음과 같다.

    공연법(1999. 2. 8. 법률 제5924호로 문개정된 것) 

    제17조( 상물등 원회) 공연의 공공성  윤리성을 유지함과 아울러 연소자 

객을 보호하기 하여 상물등 원회를 둔다.

    제18조(구성) 

    ① 원회는 문화 술․ 상․청소년․법률․교육․언론 등의 분야  통령

령으로 정하는 기 ․단체가 화․비디오 등 공연  게임에 한 문지

식과 경험이 있는 자 에서 선정한 15인을 한민국 술원회장이 추천하고 

통령이 이를 하여 구성한다.

    ② 원회의 구성방법  차에 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 원의 임기) 

    ① 원장․부 원장․ 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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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물등 원회에 의한 외국비디오물 수입추천제도는 사 검열의 

두 번째 요건도 충족시킨다고 할 수 있다.

※ 다만, 2001. 5. 24. 법개정시에 상물등 원회의 근거규정이 공연법

에서 음반‧비디오물 게임물에 한법률로 바 고, 일부 내용이 변경되었지

만, 변경된 내용은 이 사건과 무 할 뿐만 아니라 검열과 련하여 상물

등 원회의 행정기 성 여부를 단함에 있어서는 본질 으로 변경된 것

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26)

② 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이내에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보궐 원을 하여야 하며, 보궐 원의 임기는 임자의 잔임기

간으로 한다.

③ 임기가 만료된 원장을 포함한 원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후임자

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제23조( 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 원은 임기  직무상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② 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1. 제22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장기간의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제25조(의결정족수) 

원회의 의사는 재 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다. 다만, 제24조 제1항 제3호에 한 사항은 재 원 과반수의 찬성으

로 의결한다.

제30조(지원) 

원회의 운 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공연법 시행령【1999. 5. 10. 통령령 제16302호로 문개정된 것】

제22조( 상물등 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18조 제1항에서 " 통령령으로 정하는 기 ․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 ․단체를 말한다.

1. 한민국 술원법에 의한 한민국 술원(이하 " 한민국 술원"이라 한다)

2.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청소년보호 원회

3. 화진흥법에 의한 화진흥 원회

4. 변호사법에 의한 한변호사 회

5. 방송법에 의한 방송 원회

6. 기타 공연․음반․비디오․게임  교육 련 법인으로서 한민국 술원 회

장이 정하는 단체

②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기 ․단체는 한민국 술원 회장의 요청에 의

하여 각 3인이내의 원을 선정한다.

③ 상물등 원회의 원은 3분의 1이상은 여성으로, 3분의 1이상은 40세이

하인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26) 변경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연법상에서는 상물등 원회의 구성방법  차에 한 필요한 사

항의 규율을 통령령에 임하 으나(공연법 제18조 제2항), 음반‧비디오물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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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세 번째  네 번째 요건 :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사표 의 지’ 

 ‘심사 차를 철할 수 있는 강제수단’

법에 의하면, 외국비디오물이 유통을 해 수입되기 해서는 그 수입 

이 에 상물등 원회로부터 수입추천을 받아야 하고(법 제16조 제1항), 

외국비디오물의 내용이 일정한 기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물등 원

임물에 한법률에서는 원의 선임기  등 상물등 원회의 구성과 운 에 

한 필요한 사항의 규율을 상물등 원회규정에 임하고 있다(음반‧비디오물

게임물에 한법률 제7조 제3항).

     둘째, 상물등 원회의 구성방법과 련하여, 공연법에서는 문화 술․

상․청소년․법률․교육․언론 등의 분야  통령령으로 정하는 기 ․단체가 

화․비디오 등 공연  게임에 한 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에서 선정한 

15인을 한민국 술원회장이 추천하고 통령이 이를 하여 구성하도록 규정

함으로써(공연법 제18조 제1항), 원의 제1차 인 선정주체를 통령령이 정하는 

기 ‧단체로 규정하 다. 이에 따라 공연법시행령에서는 이러한 원의 선정주체

를 한민국 술원법에 의한 한민국 술원,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청소년보호

원회, 화진흥법에 의한 화진흥 원회, 변호사법에 의한 한변호사 회, 방송

법에 의한 방송 원회, 기타 공연․음반․비디오․게임  교육 련 법인으로서 

한민국 술원 회장이 정하는 단체로 한정하고 있었고(공연법시행령 제22조 제1

항), 다만 와 같은 기 ․단체는 한민국 술원 회장의 요청에 의하여 각 3인 

이내의 원을 선정하도록 함으로써, 최종 인 추천권은 한민국 술원회장에게 

부여하 다(공연법시행령 제22조 제2항). 반면 음반‧비디오물 게임물에 한법률

에서는 상물등 원회의 원은 문화 술 상물청소년법률교육  언

론분야와 비 리민간단체 등에서 종사하고 문성과 경험이 있는 자 에서 한

민국 술원법에 의한 한민국 술원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통령이 하는 자

가 된다고 규정함으로써, 법률 차원에서는 한민국 술원회장의 추천 이 의 선

정 차를 폐지하 다. 그런데 상물등 원회에 한 규정을 포함하게 된 음반

‧비디오물 게임물에 한법률(법률 제6473호, 공포 2001. 5. 24)의 시행일인 2001. 

9. 25.부터 시행된 상물등 원회규정 제3조의 내용을 살펴보면,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기 ․단체는 한민국 술원회장의 요청에 의하여 각 2인 이내의 추천

상자를 선정․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었고, 이러한 기 ‧단체로는 청소년보호

법에 의한 청소년보호 원회, 화진흥법에 의한 화진흥 원회, 변호사법에 의

한 한변호사 회, 방송법에 의한 방송 원회, 기타 공연․음반․비디오․게임 

 교육 련 법인․비 리민간법인으로서 한민국 술원회장이 정하는 단체를 

열거하고 있다. 한 제4항은 한민국 술원회장은 제3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기 ․단체에서 각 1인과 문화 술 등의 문 련 분야에서 종사한 자를 포함한 

15인을 통령에게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재의 상물등 원회

의 구성에 한 구체  방법이나 내용은 이 과 거의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셋째, 공연법상에서는 상물등 원회의 운 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에서 보조

할 수 있다는 규정만 두었으나(공연법 제30조), 음반‧비디오물 게임물에 한법률

에서는 운 경비에 한 국고보조규정뿐만 아니라, 국고 산이 수반되는 원회

의 사업계획 등은 미리 문화 부장 과 의하도록 요구하는 규정도 두고 있다

(음반‧비디오물 게임물에 한법률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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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가 수입추천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으며(법 제16조 제5항), 추천을 받지 

않고 외국비디오물을 수입하거나 는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수입된 외국

비디오물을 유통하거나 유통목 으로 보 하 을 경우에는 각 형사벌이 부

과되고(법 제29조 제1항 제4호  제30조 제5호), 추천을 받지 않고 수입된 

비디오물에 해서는 문화 부장  등이 계공무원으로 하여  이를 수

거하여 폐기하게 할 수 있게 되어 있다(법 제24조 제3항 제2호).

이러한 법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외국비디오물의 내용이 법  상물

등 원회가 정하는 일정한 기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국비디오물 수입

업자가 자진해서 문제되는 내용을 삭제하거나 수정하지 않는 한 당해 외국

비디오물은 원천 으로 국내에서의 유통이 지될 수 있다. 비록 그 외형

인 형태가 ‘수입추천’이라고는 하지만, 이는 상물등 원회의 추천을 

받지 아니하는 한 외국비디오물을 통한 의사표 이 지되는 것을 의미하

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규정하고 있는 수입추천제도는 실질 으로 허

가를 받지 아니한 의사표 의 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한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의해 인정되고 있는 외국비디오물 수입추천

제도는 그 차를 철하는 수단으로서 형사처벌규정  강제수거ㆍ폐기규

정을 수반하고 있으므로, 심사 차를 철할 수 있는 강제수단이라는 요소

도 구비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다. 결론

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규정하고 있는 외국비디오물 

수입추천제도는, 외국비디오물의 수입ㆍ배포라는 의사표 행 에 표 물

을 행정기 의 성격을 가진 상물등 원회에 제출토록 하여 표 행 의 

허용여부를 행정기 의 결정에 좌우되게 하고, 이를 수하지 않는 자들에 

하여 형사처벌 등의 강제조치를 규정하고 있는바, 허가를 받기 한 표

물의 제출의무, 행정권이 주체가 된 사 심사 차,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사표 의 지, 심사 차를 철할 수 있는 강제수단이라는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으므로, 우리나라 헌법이 으로 지하고 있는 사 검열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나아가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규정하고 있는 외국 비디오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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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수입추천제도가 그밖의 헌법상의 과잉 지원칙이나 명확성원칙에 

배되는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헌법에 반된다고 할 

것이다.27) 

6. 결정의 의의  후속 경과

이미 앞에서 언 한 로 이 사건 헌법률심 이 제청될 당시에 이미 

외국비디오물에 한 수입추천제도는 폐지되었다. 그러므로 이 결정은 

법원이 헌제청한 당해 형사사건과 이 사건 법률조항이 용되어 형사처

벌을 받은 이 의 사건들에 향을 미칠 뿐이다.28) 

그러나 이 사건 결정은 외국 화에 한 수입추천제도의 단에 있어서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 사건 결정 선고당시에도 화진흥법에는 

외국 화에 하여 외국비디오물과 동일한 내용의 수입추천제도가 유지되

고 있었으나, 이에 하여는 이 사건 결정선고시까지 아직 헌법재 소에 

의해 심사된 바 없었다. 

그러나 화에 한 완 등 분류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시 에서 수입

추천제도를 두는 것은 이 규제라는 화계의 반발이 있어 왔고, 문화

부도 화산업의 진흥이라는 명목하에 수입추천제도 폐지를 포함한 화진

흥법 개정을 추진 이었며,  그 추진과정에서 문화 부는 2004. 11. 19. 

“ 화등의진흥에 한법률제정(안)” 공청회를 개최하 는데, 그 공청회 자료

집에 의하면 외국 화 수입추천제도는 그동안 표 의 자유 침해 우려가 제

기됨에 따라 폐지하되, 재 일문화개방 보류분야인 극장용 애니메이션

27) 외국 비디오물 수입추천제도의 내용을 구성하고 있는 수입추천배제사유가 한 

매우 추상 인 용어들로써 지나치게 포 이고 범한 추천배제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 헌법상의 과잉 지원칙이나 명확성원칙에 배되는지 여

부가 문제됨은 앞에서 말한 바와 같다. 이 은 헌법재 소의 결정에 한 해설

을 목 으로 하는 것이므로, 이미 헌법재 소가 사 검열 지원칙 반으로 헌

으로 선고하 으므로, 과잉 지원칙이나 명확성원칙 배여부에 해서는 이 

에서는 더 이상 검토하지 아니한다.

28) 당해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은 수입추천 뿐만 아니라 등 분류도 받지 않았으므

로, 수입추천제도가 헌이 된다고 하여도 등 분류를 받지 아니한 부분에 하

여는 여 히 유죄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당해사건에서 피고인은 등 분류를 받지 

아니한 자를 처벌한 조항에 하여도 헌제청신청하 으나, 법원은 그 부분에 

한 헌제청신청은 기각하고, 수입추천제도부분에 해서만 헌제청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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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개방과 시기를 맞추기 해 2006. 1. 1.부터 폐지하는 안을 마련 이었

다.29)

이 사건 결정선고 이후 음반․비디오물 게임물에 한법률을 산업특성

에 따라 分法하기로 하여, 2006. 4. 28. 화진흥법과 음반․비디오물 게임

물에 한법률의 비디오 부분을 통합한 화 비디오물의진흥에 한법률이 

법률 제7943호로 제정되어 2006. 10. 29.부터 시행될 정인데, 그 개정법률

에 의하면 화수입추천제도 한 폐지되게 된다.30)

29) “ 화등의진흥에 한법률제정(안) 공청회” 자료집, 문화 부․ 화진흥 원회, 14면.

30) 주요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 비디오물의 범 에 온라인 상물을 포함(제2조제12호)

   - 화업자 신고 업무 이 (장  → 진 , 제26조)

   - 공동제작 화의 한국 화인정제도의 개선(제작  인정제 도입, 제27조)

   - 상물등 원회 원의 제척․기피  회피조항 신설(제74조)

   - 화수입추천제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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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21조의3 제1항 등 헌소원

-치료감호의 종료시   종료결정기 -

(헌재 2005. 2. 3. 2003헌바1, 례집 17-1, 70)

성 기 용
*

1)

【 시사항】

1. 치료감호기간의 상한을 정하지 아니한 사회보호법 제9조 제2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과잉 지의 원칙에 반하여 신체의 자유

를 침해하는지 여부

2. 법  아닌 사회보호 원회가 치료감호의 종료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재 청구권을 침해하거나 법 차의 원칙에 반되는

지 여부

3.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피치료감호자가 감호의 필요가 없을 정도로 

치유되어”라고 규정한 부분이 명확성의 원칙에 반되는지 여부

【심 상】

심 상조항은 ① 형사소송법(1980. 12. 18. 법률 제3282호로 개정된 것) 

제221조의3  제172조 제1항 ② 사회보호법(1996. 12. 12. 법률 제5179호

로 개정된 것) 제9조 제2항(청구인은 치료감호의 종료시 을 규정한 사회

보호법 제9조 제2항에 하여 헌법소원심 을 청구하고 있지만 동법 제8조

가 규정한 치료감호의 요건에 비추어 볼 때 동법 제8조 제1항 제1호 소정

의 심신장애자와 제2호 소정의 마약 독자 등은 그 재범의 험성이나 치

료가능성의 정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치료감호의 종료시 과 

* 이화여자 학교 법과 학 교수,  헌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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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하여 제9조 제2항의 헌 여부를 단함에 있어서는 심신장애자에 

한 그것과 마약 독자에 한 그것을 바로 같은 기 으로 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의 청구인에 하여는 심신장애자

라 하여 치료감호가 청구된 경우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는 이 조항에 

한 헌 여부의 단을, 심신장애자에 하여 규정하고 있는 사회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호의 치료감호에 한 것만으로 한정하여 단하기로 한

다)이고, 그 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형사소송법 제221조의3(감정의 과 감정유치의 청구) ① 검사는 제

2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을 하는 경우에 제172조 제3항의 유치처분

이 필요할 때에는 사에게 이를 청구하여야 한다.

② 사는 제1항의 청구가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치처분을 하여

야 한다. 제172조  제172조의2의 규정은 이 경우에 용한다.

형사소송법 제172조(법원 외의 감정) ①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감정인으

로 하여  법원 외에서 감정하게 할 수 있다.

②～⑧ 생략

사회보호법 제9조(치료감호의 내용) ① 생략

② 치료감호시설에의 수용은 피치료감호자가 감호의 필요가 없을 정도

로 치유되어 사회보호 원회의 치료감호의 종료결정을 받거나 가종료결정

을 받을 때까지로 한다.

③ 생략

【사건의 개요】

1. 심 청구에 이르게 된 경

청구인은 주지방법원 2002고합76, 81(병합) 정보통신망이용 진 정보

보호등에 한법률 반, 무고, 출 물에의한명 훼손(인정된 죄명 명 훼손), 

폭행 사건  2002감고5(병합) 치료감호 사건이 재 계속 ,  법원에 형

사소송법 제221조의3 제1항, 제2항, 제172조 제1항, 제306조 제1항, 사회보

호법 제9조 제2항에 하여 헌여부심 의 제청신청(2002 기216)을 하

으나,  법원이 2002. 11. 8.  제청신청에 하여 일부 각하, 일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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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결정을 하자, 2003. 1. 2. 헌법재 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헌

법소원심 을 청구하 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계기 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형사소송법 제221조의3  제172조 제1항은 검사의 감정유치청구, 법원

의 감정유치결정  법원외감정허용결정의 각 요건에 하여 ‘필요할 때’, 

‘인정할 때’  ‘필요한 때’로 규정하고 사회보호법 제9조 제2항은 치료감호

시설에의 수용기간을 ‘피치료감호자가 감호의 필요가 없을 정도로 치유될 

때까지’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들은 추상 이고 모호하게 규정되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그에 한 피고인의 이의신청권 등을 

부여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성), 헌법 제11조 제1

항(평등권), 헌법 제27조 제1항(재 청구권) 동조 제4항(무죄추정), 동조 제

5항(재 차에서의 진술권) 등을 반한 것이다.

나. 주지방법원의 헌제청신청기각이유

(1)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려면 반드시 법률에 의하여야 하고, 그 법률

은 일반성과 명확성을 갖추어야 하나, 여기서 명확하다는 것은 그 법률을 

용하는 단계에서 가치 단을  배제한 무색투명한 서술  개념으로 

규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입법자의 입법의도가 건

한 일반상식에 의하여 일의 으로 악될 수 있는 정도의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221조의3 제1항, 제2항, 제172조 제1항에 있어서 피의자  

피고인의 신체 는 정신을 감정하는 데 필요한 경우를 모두 법조문에 열

거한다는 것은 입법상 불가능한 것이고,  법률조항들은 건 한 법 의 

양식이나 조리에 따른 보충 인 해석에 의하여 법문의 의미가 구체화되어 

해결될 수 있으므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2) 치료감호는 범죄성정신장애자의 치료를 한 개선처분이므로 기간을 

제한할 성질이 아닐 뿐만 아니라 사회보호법은 치료기간의 부당한 장기화

를 방지하기 하여 심신장애자에 한 치료감호에 하여 치료감호의 집



90  헌법재 소결정해설집 2005

행을 개시한 후 2년 는 형기상당의 치료보호를 집행 받았을 때에 친족에

게 치료를 탁할 수 있고(사회보호법 제28조), 사회보호 원회는 그 집행

개시 후 는 치료 탁 후 매 6월 집행의 종료 여부를 결정하도록(사회보

호법 제25조 제2항) 규정하고 있는 에 비추어 보면, 사회보호법 제9조 

제2항이 신체의 자유(헌법 제12조 제1항), 재 을 받을 권리(헌법 제27조 

제1항),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헌법 제27조 제4항), 국민의 자유와 권

리 존 ㆍ제한 규정(헌법 제37조), 평등권(헌법 제11조), 인간의 존엄과 가

치, 행복추구권(헌법 제10조)  권력분립의 원칙 등을 반하 다고 할 수 

없다.

다. 법원행정처장의 의견

(1) 청구인은 이미 감정유치 결정을 받아 감정을 종료하고 유치가 해제

되었으며, 재 구속 장의 효력에 따라 구속되어 있을 뿐이므로, 감정유치

에 한 형사소송법 제221조의3 제1항, 제2항, 제172조 제1항은 치료감호 

재 의 제가 되는 법률조항이 아니고, 따라서  법률조항들에 한 심

청구는 부 법하다.

(2) 사회보호법 제9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피치료감호자가 감호의 필요

가 없을 정도로 치유되어’라는 표 은 정당한 해석방법을 통하여 그 규정

의 해석  용에 한 신뢰성 있는 원칙을 도출할 수 있어 명확성의 원

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더구나 사회보호 원회의 심사ㆍ결정을 통하여 치료감호가 종료되고, 피

치료감호자나 그 법정 리인  친족도 사회보호 원회에 감호의 종료 여

부를 심사ㆍ결정하여  것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사회보호법 제35조의2), 

차상 피치료감호자의 기본권이 보장되어 있다.

라. 법무부장 의 의견

(1) 형사소송법 제221조의3 제1항  “필요할 때”, 같은 조 제2항  “인

정할 때”, 제172조 제1항  “필요한 때” 부분은 건 한 법 의 양식이나 

조리에 따른 보충 인 해석에 의하여 법문의 의미가 구체화되어 해결될 수 

있으므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무죄추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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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에 반한다거나, 재 차진술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평등권 등을 침

해한다고 할 수 없다.

(2) 사회보호법 제9조 제2항은 “치료감호시설에의 수용은 피치료감호자

가 감호의 필요가 없을 정도로 치유되어 사회보호 원회의 치료감호의 종

료결정을 받거나 가종료결정을 받을 때까지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항의 헌 여부에 해서는 치료감호를  부정기형으로 한 , 

치료감호의 종료 여부를 사회보호 원회가 심사ㆍ결정하는 이 주로 문제

된다.

(3) 치료감호는 보안처분의 일종으로서 치료감호의 목 은 피치료감호자

의 치료ㆍ개선을 통한 사회의 방 에 있으므로  부정기형은 치료감

호의 목 에 부합하고, 치료에 필요한 정기간을 정할 수 있는 과학 ㆍ

합리 인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보안의 면에 있어서도 험성이 있는 

한 감호를 계속해야 할 필요성 때문에 그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은 

보안처분인 치료감호의 본질상 당연한 것이다.

한  조항은 사회보호법 제정당시 치료감호의 수용기간이 “완치되어 

사회보호 원회의 종료결정을 받을 때까지”로 되어 있던 것을 “감호의 필

요가 없을 정도로 치유되어 사회보호 원회의 치료감호의 종료결정을 받거

나 가종료결정을 받을 때까지”로 개정함으로써 치료감호의 종료 시기를 완

화하고, 사회  험성이 은 피치료감호자에 하여는 가종료결정으로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수용이 종료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보호법은 심신장애자에 한 치료감호에 하여 사회보호

원회는 치료감호의 집행개시 후 2년을 경과한 때 는 형기상당의 치료감

호를 집행 받은 때에는 그 친족에게 치료감호시설 외에서의 치료를 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사회보호법 제28조), 사회보호 원회는 피치료감호자

에 하여 그 집행개시 후 매 6월 종료 는 가종료 여부를, 가종료 는 

치료 탁된 피치료감호자에 하여는 가종료 는 치료 탁 후 매 6월 종

료 여부를 심사ㆍ결정하도록 하고 있다(사회보호법 제25조).

한편, 사회보호법은 비록 비례성의 원칙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

니하나, 치료감호 종료 여부를 심사ㆍ결정할 때에는 비례성의 원칙을 수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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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면 치료감호가  부정기형으로 선고된다고 하여 인신구속이 

부당하게 장기화된다고 볼 수 없다.

(4) 치료감호기간을 가 결정하는가의 문제는 형벌의 집행권을 어디에 

둘 것인가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서, 집행기간을 법원에서 결정하는가 

는 특별 원회에서 결정할 것인가는 입법정책에 속하는 문제라고 보아야 

하므로, 형벌의 가석방이 정 차에 반할 수 없는 것과 같이 사회보호 원

회가 감호기간을 결정하는 것도 정의 이념에 반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한 사회보호법 제33조 제2항은 사회보호 원회가 심사를 하여 필요

한 때에는 피치료감호자를 직  심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회보

호법 제35조의2는 피치료감호자 등의 치료감호의 종료 여부에 한 심사신

청권을 보장하고 사회보호 원회가 신청을 기각하는 경우에는 결정서에 그 

이유를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피치료감호자 등은 사회보호 원회의 

심사신청거부처분이나 기각결정에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법원에 의한 통제도 담보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사회보호 원회가 치료감호의 종료 여부 등에 한 심사ㆍ결

정을 한다고 해서 권력분립의 원칙에 배되거나, 법 에 의한 재 을 받

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5) 따라서 사회보호법 제9조 제2항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평등권, 신체의 자유, 재 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거나, 권력분립의 원칙에 

배된다고 할 수 없다.

【결정요지】

1.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치료감호의 종료시 을 일정한 기간의 도과시

으로 하지 않고 감호의 필요가 없을 정도로 치유된 때로 정한 것은, 치

료감호가 지향하는 정신장애 범죄자의 치료를 통한 사회복귀와 시민의 안

 확보라는 목 을 확실하게 달성하기 한 취지이므로 그 입법목 은 정

당하다. 그리고 치료감호의 종료시 을 치유의 완성시 으로 정한 것은 보

안처분의 본질에 부합하고, 치료감호의 목표인 피치료감호자의 개선과 사

회보호를 한 효과 이고 한 하나의 수단이 된다.

나. 치유효과를 기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정하여진 기간의 도과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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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치료감호자를 석방하는 것보다는 재범의 험이 없을 정도로 치유가 될 

때까지 수용상태에서 계속 치료하는 것이 “개선과 보안”이라는 치료감호의 

목 달성에 있어서 피치료감호자에게 보다 부담이 으면서도 더 효과 인 

방법이라고 할 것이고, 계속 치료하더라도 치유가 불가능하다고 단되는 

경우에도 이들을 석방한 뒤 엄격한 보호 찰을 실시하거나 친족에게 치료

와 보호를 탁하는 방법은, 피치료감호자를 계속 수용하면서 정수 의 

가료를 계속하는 것보다, 피치료감호자의 부담이 더 은 체수단이 된다

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치료감호에 기간을 정하지 않고 치유가 완성될 

때까지 피치료감호자를 계속 수용하면서 치료를 하는 것보다 피치료감호자

의 기본권을 덜 제한하면서도 등한 치료  보안의 효과를 갖는 안을 

찾기는 어렵다.

다. 치료감호의 기간을 미리 법정하지 않고 계속 수용하여 치료할 수 있

도록 하는 것은 정신장애자의 개선  재활과 사회의 안 에 모두 도움이 

되고 이로써 달성되는 사회  공익은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피

치료감호자는 계속 인 치료감호를 통하여 정신장애로부터의 회복을 기

할 수 있는 이익도 있을 뿐만 아니라, 가종료, 치료 탁 등 법  차를 통

하여 장기수용의 폐단으로부터 벗어날 수도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치료감호에 기간을 정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래될 수 있는 사익의 침

해는 그로써 얻게 되는 공익에 비하여 크다고 볼 수 없다.

라.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 지의 원칙에 배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 의 선고에 의하여 개시된 치료감호를 사

회보호 원회가 그 종료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피치료감호

자 등은 치료감호의 종료 여부를 심사ㆍ결정하여  것을 사회보호 원회

에 신청할 수 있고, 원회가 신청을 기각하는 경우에 이들은 그 결정에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법 에 의한 재 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석되므

로, 피치료감호자 등의 재 청구권이 침해된 것이 아니다.

나. 사회보호 원회의 구성이나 심사, 의결  결정 차에 비추어 보면 

사회보호 원회는 독립성과 문성을 갖춘 특별 원회로서 사법  성격

을 겸유하는 , 사ㆍ검사 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와 의사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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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는 자로 구성된 사회보호 원회로 하여  재범의 험성이 상존하는

지 여부를 단하도록 한 것은 정신의학  평가와 법률  평가의 불가결  

연계성에 기 한 합리 인 조치로서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는 , 치료

감호의 종료에 한 피치료감호자 측의 신청권이 보장되어 있고 그 차에

의 참여권이 피치료감호자 측에게 어느 정도 보장되어 있으며, 피치료감호

자 측이 신청한 치료감호의 종료청구가 기각될 경우 이에 한 행정소송이 

가능한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이 사회보호 원회에 치료감

호의 종료 여부를 결정할 권한을 부여한 것이 법 차에 배된다고 할 

수 없다.

3. 감호의 필요가 없을 정도로 치유되었다고 하는 것은 재범의 험성이 

없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재범의 험성이라는 

개념은 비록 추상 이긴 하지만 건 한 일반상식을 가진 수범자에 의하여, 

그리고 법 의 해석에 의하여, 형법과 형사소송법 그리고 사회보호법의 

반  체계와 내용에 비추어 그 의미의 범 가 일의 으로 충분히 귀결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피치료감호

자가 감호의 필요가 없을 정도로 치유되어”라고 규정한 부분이 명확성의 

원칙에 반된다고 볼 수 없다.

재  윤 철, 재  김효종, 재  효숙의 반 의견

1.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치료감호기간에 상한을 두지 아니한 것은 방

법의 정성과 법익의 균형성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과잉 지의 

원칙에 반하여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치료효과를 기 할 수 없

거나 치유가능성이 없는 피치료감호자를 계속 수용하도록 하는 것은, 그 

수단에 의해 이루고자 하는 사회복귀  사회보호라는 목 의 달성에 유용

하지 못하거나 부 합할 뿐만 아니라, ‘치료 없는 치료감호’ 는 ‘치유가능

성이 배제된 치료감호’를 인정하는 것이 되어 치료감호의 개념과 본질에도 

부합하지 못한다. 그리고 피치료감호자에게 재범의 험성이 인정되는 한 

즉 감호의 필요가 없을 정도로 치유되지 않는 한 종신토록 자유가 박탈된 

채 수용될 수 있다는 것은 험부담의 분배 없이 피치료감호자의 자유만 

일방 으로 박탈하는 것으로서, 그로 인하여 침해되는 피치료감호자의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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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과 보호되는 사회  법익 사이에 균형이 유지되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기의 치료감호는 

험부담의 분배 없이 피처분자의 자유를 일방 으로 박탈함으로써 법치국

가의 형벌권제한원리인 비례의 원칙에 반하고, 인간을 사회방 의 목 을 

한 수단으로 락시킴으로써 인간의 존엄을 해치는 것이므로,  부

정기형 지의 요청에 들어맞지 않아, 결국 형사제재의 명확성을 충족시키

지 못하는 것으로서 보안처분법정주의에 반된다.

2. 가. 치료감호는 형사사법처분의 하나로서 신체의 자유 박탈을 그 내용

으로 하는 보안처분이므로 좁은 의미의 법 차의 원칙 즉 형벌에 한 

법 차의 원칙이 엄격히 용되어야 하고, 법 에 의한 재 을 받을 권

리와 같이 완 한 사법심사를 보장하기 한 권리가 형벌의 경우와 동일하

게 보장되어야 한다. 형사제재의 역에서 법 에 의한 재 을 받을 권리

의 보장은 법 차의 원칙에서 도출되는 가장 핵심 인 차  요청이기 

때문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치료감호의 종료 여부에 한 결정을 행정

부 소속기 인 사회보호 원회로 하여  담당하게 하고 있어 법 에 의한 

재 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치료감호의 종료요건으

로 규정한 ‘감호의 필요가 없을 정도로 치유되어’라는 것은 재범의 험성

이 없어진 것을 의미하며, 치료감호의 선고나 종료 여부를 단할 때의 재

범의 험성은 본질 으로 같을 뿐만 아니라 규범 ㆍ법률  단이라는 

에서 법 의 권한에 속한다.  치료감호의 선고시에 재 했던 법 으로 

하여  일정기간이 지난 후 재범의 험성을 다시 심사하도록 하는 것이 

더 합리 일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재 차상 진술권이나 심문청구권이 

피치료감호자에게 당연히 보장되므로 법 차의 원칙에도 보다 충실해질 

수 있다.

나. 사회보호 원회는 행정부소속 기 으로서의 본질을 벗어나기 어려우

므로, 법 에 의한 재 을 받을 권리의 의의나 치료감호의 형사제재  성

격, 재범의 험성 단의 본질  기본권침해의 우려 등을 고려할 때 치

료감호의 종료 여부를 결정하기에 한 기 으로 보기 어렵고, 피치료감

호자 등은 사회보호 원회에 치료감호의 종료 여부를 심사ㆍ결정하여  

것을 신청할 수 있고, 사회보호 원회가 신청을 기각하는 경우에 이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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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정에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하더라도 단지 법 에 의한 

사후 인 심사 차가 규정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는 엄격한 형사사법 차에 

의해 처음부터 법 에 의하여 공정하게 재 받을 권리가 충분히 보장된다

고 보기 어렵다.

【해설】1)

1. 법상 치료감호제도의 개

가. 치료감호의 의의

치료감호는 정신장애가 원인이 되어 책임무능력 는 한정책임능력 상

태에서 범죄행 를 한 자가 재범의 험성이 있는 경우에 그를 치료감호시

설에 수용하여 치료․개선과 사회의 안 을 도모하는 조치로서 인 ․자

유박탈  보안처분의 일종이다.

치료감호는 종래의 형사제재의 한계나 제약을 해결하기 하여 행 자

의 과거의 행 나 책임과는 직  계없이 장래의 험성에 따라 과해진다

고 하더라도, 과거의 범죄행 를 제로 하여 선고되는 형사사법처분의 일

종으로서, 재 범죄행 를 하지 않은 사람을 그 장래의 험성만으로 

방 으로 구 하는 제도는 아니다.2)

치료감호는 개선목 과 보안목 을 동시에 달성하기 한 제도로서 치

료감호에 있어서 개선과 보안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가 문제되는바, 인

간의 존엄과 가치라는 헌법의 최고이념에 비추어 볼 때 개선을 우선함이 

마땅하다.

나. 치료감호의 요건

(1) 치료감호는 심신장애자로서 책임무능력자 는 한정책임능력자인 자

1) 이 사건 심 상조항  형사소송법 제221조의3  제172조 제1항에 한 심

청구는 동 조항들이 당해사건인 치료감호청구사건의 재 에 직  용되는 법률

이 아니라 하여 재 의 제성 결여를 이유로 부 법 각하되었으므로, 이하의 해

설은 사회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제2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한 것에 국한하기로 한다.

2) 김상호, “치료감호제도에 한 연구”, 경남 학교 학원 박사학 논문, 1989, 10

쪽;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치료감호에 한 연구, 1994, 15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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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재범의 험성이 있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 선고된다(법 제8조 제1항 제1호).

(2) 우리 법은 심신장애의 개념을 구체 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심

신장애는 정신장애를 의미한다.3) 

치료감호를 선고하기 한 책임무능력은 일시 인 정신활동의 병  상

태로 족하지 않고, 장기 으로 계속된 상태이어야 한다. 한정책임능력자의 

경우도 치료감호를 선고하기 해서는 일시 인 심신미약으로는 부족함은 

심신상실자의 경우와 같다.4)

(3) 우리 법은 심신장애자가 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지를 

것을 제로 한다.5) 

책임무능력자가 범한 범죄행 는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법하며, 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여야 한다. 즉 피고사건이 책임무능력을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거나, 검사가 불기소결정(죄가안됨)을 하면서 독립하여 치료감호만을 

청구한 경우(법 제15조 제1호)에 치료감호가 선고된다. 한정책임능력자의 

경우는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법하며 유책하여야 한다. 즉 한정책임능력

자에 하여 치료감호를 선고하기 해서는 상자가 범한 범죄에 하여 

유죄 결이 선고되어야 한다.6)

(4) 재범의 험성은 일반 으로 행 자가 심신장애로 인하여 다시 법

3) 독일형법 제20조는 정신장애를 병 인 정신장애, 심 한 의식장애, 정신박약, 기

타 한 精神變性 등으로 구체 으로 규정하고 있다.

   2003. 7. 8.을 기 으로 치료감호소에 수용된 피치료감호자 746명의 병명별 황

을 살펴보면, 정신분열 415명(55.6%), 성격장애 10명(1.3%), 精神遲滯 38명(5.1%), 

간질 14명(1.9%), 망상장애 40명(5.4%), 躁鬱症 76명(10.2%), 알콜․약물류․기타 

153명(20.5%)이다. 

4) 이재상, 사회보호법론, 경문사, 1981, 141, 143쪽. 

5) 치료감호가 치료에 을 둔 처분이지만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강제작용이고, 

기간이 부정기이므로 자유침해의 정도가 보호감호에 비하여 결코 경미하다고 할 

수 없다. 이러한 의미에서 사회보호법이 치료감호의 요건으로 구체 인 범죄행

를 요구하고 있으며, 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행 를 하 을 것이라는 

제는 치료감호선고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

   2003. 7. 8.을 기 으로 치료감호소에 수용된 피치료감호자 746명의 죄명별 황

을 살펴보면, 살인 278명(37.2%), 폭력 117명(15.7%), 상․폭행치사 59명(7.9%), 

도 68명(9.1%), 방화 44명(5.9%), 강도 26명(3.5%), 강간 40명(5.4%), 마약류 83

명(11.1%). 기타 31명(4.2%)이다.

6) 김진환, “정신장애 범죄자의 책임과 처우에 한 연구”, 한양 학교 학원 박사

학 논문, 2003, 2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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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행 를 할 개연성(Wahrscheinlichkeit)을 의미한다.7) 

우선 재범의 험성은 행 자에 한 단을 기 으로 하는바, 이 경우 

과 기타 형법 제51조의 조건들도 고려되겠지만, 무엇보다 정신장애의 종

류  정도, 정신장애의 발생원인, 정신장애의 지속여부, 정신질환의 상

태와 치료가능성 등 행 자에 한 정신상태의 탐구가 요하다. 한 재

범의 험성은 범죄행  자체에 한 단을 기 으로 하는바, 범죄행 는 

행 자의 정신상태와 험성의 징표가 되는 행 로서 범죄행 의 수단․방

법․결과는 험성 단에 향을 미친다.8) 재범의 험성에 한 단은 

과거의 사실에 한 단이 아니고 미래에 한 가정  단이므로 그 

험성의 유무에 한 단은 행 시가 아니라, 치료감호선고시를 기 으로 

하여야 한다[ 법원 1982. 6. 22. 선고 82감도142 결{공1982.9.1.(687), 

719}]. 

다. 치료감호의 기간

치료감호의 기간은 피치료감호자가 감호의 필요가 없을 정도로 치유되

어 사회보호 원회의 치료감호의 종료결정을 받거나 가종료결정을 받을 때

까지이다(법 제9조 2항).9) 따라서 치료감호는 종신까지도 가능하게 되어 

있다.

7) 독일형법 제63조는 정신병원수용처분과 련하여 “행 자와 그 행 를 체 으

로 평가한 결과 행 자로부터 그의 상태로 인하여 한 법행 가 상되고, 

그로 인하여 그가 공공에 하여 험하다는 것이 명된 때에는”이라고 규정함

으로써, 재범의 험성 요건을 구체 으로 설시하고 있다.

8) 법원은 “치료감호의 요건이 되는 재범의 험성이라 함은 피감호청구인이 장래

에 다시 심신장애의 상태를 일으켜 범행을 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그 험성의 유무는 피감호청구인에 한 험성의 하나의 징표가 되는 

원인행 로서 당해 범행의 내용과 결선고 당시의 피감호청구인의 심신장애의 

정도, 심신장애의 원인이 될 질환의 성격과 치료의 난이도, 향후 치료를 계속 받

을 수 있는 환경의 구비유무, 피감호청구인 자신의 재범 방의지의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 으로 평가하여 객 으로 단하여야 한다.”라고 시하고 있다[

법원 1990. 8. 28. 선고 90감도103 결{공1990.10.15.(882), 2059}].   

9) 2003. 4. 21.을 기 으로 치료감호소에 수용된 피치료감호자 801명의 집행기간별 

황을 살펴보면, 10년 이상이 36명(4.5%), 5년 이상 10년 미만이 92명(11.5%), 4

년 이상 5년 미만이 46명(5.7%), 3년 이상 4년 미만이 90명(11.2%), 2년 이상 3년 

미만이 110명(13.7%), 1년 이상 2년 미만이 159명(19.9%), 1년 미만이 268명

(33.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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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치료감호의 집행방법

피치료감호자에 하여는 치료감호시설(치료감호소)에 수용․감호하고 

완치를 한 치료를 하되(법 제9조 제1항, 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심신장

애의 정도에 따라 분리수용한다(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우리나라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한 문특별시설을 설치하는 입법주의

를 채택하여 치료감호소를 개설, 운 이다. 즉 공주치료감호소가 1987. 

11. 3. 개설되었고, 1997. 11. 16.부터 병원개설허가를 받아 ‘국립감호정신병

원’이라는 명칭을 병행하여 사용하고 있다. 

마. 치료감호의 종료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는 완치를 목 으로 하는 것이기는 하나(법시행

령 제5조 제1항), 법은 정신의학상의 자유화요구10)를 참작하여 가종료, 치

료 탁, 보호 찰과 같은 제도를 두고 있다.     

사회보호 원회는 피치료감호자에 하여 그 집행개시 후 매 6월 종료 

는 가종료11)여부를, 가종료 는 치료 탁된 피치료감호자에 하여는 가종

료 는 치료 탁후 매 6월 종료여부를 심사․결정한다(법 제25조 제2항).

사회보호 원회는 정신장애가 원인이 되어 책임무능력상태에서 범죄를 

범한 피치료감호자의 경우 는 한정책임능력자에게 치료감호만이 선고되

는 경우에 그 집행개시 후 2년을 경과한 때, 치료감호와 형이 병과되어 형

기상당의 치료감호를 집행받은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친족에게 

치료감호시설 외에서의 치료를 탁할 수 있다(법 제28조 제1항, 제2항).

치료감호가 가종료된 때 는 피치료감호자가 치료감호시설 외에서의 

치료를 하여 친족에게 탁된 때에는 보호 찰이 개시된다(법 제10조 제

1항 제2호).

10) 오늘날 정신의학상의 자유화물결은 치료에 있어서의 개방처우와 함께 자유 속의 

치유(Heilung in Freiheit)라는 사회내 처우를 이상으로 하고 있다.

11) 假終了제도는 사회보호법 제정 당시에는 없었던 제도이나, 사회보호법이 1996. 

12. 12. 법률 제5179호로 개정되면서 보호감호의 假出所와 같은 취지에서 도입되

었는데, 장기수용으로 인한 과 해소책으로도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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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국의 입법례12)

가. 독일

독일형법 제63조(정신병원에의 수용)는 “행 자가 책임무능력(제20조) 

는 한정책임능력(제21조)의 상태에서 법행 를 행한 경우에 행 자와 

그 행 를 체 으로 평가한 결과 행 자로부터 그의 상태로 인하여 

한 법행 가 상되고, 그로 인하여 그가 공공에 하여 험하다는 것이 

명된 때에는, 법원은 정신병원에의 수용을 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는 반드시  수용처분을 명하여야 하

고, 한정책임능력자에 하여는 형벌과 수용처분이 함께 선고된다.

제63조에 의한 정신병원수용처분은 법률상 기간의 제한이 없는 不定期

이지만, 법원은 1년에 1회 이상 수용의 필요성을 심사하여야 하고(제67조

의e 제2항), 법원이 그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고, 피수용자도 심사를 청구

할 수 있다(제67조의e 제3항). 

심사결과 피수용자를 석방하여도 다시 법한 행 를 범하지 않을 것으

로 인정될 때에는 수용처분의 집행을 유 하고 보호 찰이 개시되도록 한

다(제67조의d 제2항).  

나. 스 스

1971. 7. 1.부터 시행된 스 스 행 형법은 제43조에 ‘정신이상자에 한 

보안처분’을 규정하고 있는데, 스 스 형법은 정신장애자에 한 보안처분

의 요건에서 ‘보안처분의 필요성’만을 규정하여 책임무능력 는 한정책임

능력에 한 스 스 형법 제10조, 제11조의 규정과의 연계를 차단하고 있

다.13) 즉 스 스 행 형법은 1942년의 구형법과는 달리 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행 자의 “정신상태가 의사의 치료와 특별한 간호를 

12) 이 부분은 김진환, 앞의 , 171-214쪽을 주로 참고하고, 기타 련자료를 보완

하 음.

13) 이는 독일 형법에서 정신병원 수용처분을 선고하기 한 요건으로 행 자가 행

시에 책임무능력 는 한정책임능력상태에 있을 것을 요구하여 보안처분을 책

임능력과 결부시키고 있는 것과 구별되는 것으로서, 책임능력은 형벌을 과하기 

한 요건에 불과하므로 사회의 보호와 치료의 필요성은 가벌성의 요건과 분리되

어야 한다는 것을 이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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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로 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재범의 험을 방지할 수 있을 때”에는 보안

처분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처분기간에는 제한이 없지만 법원은 假 所를 명하거나 보호 찰에 부

할 수 있다.  

다. 오스트리아

1975. 1.부터 시행되고 있는 오스트리아 형법은 책임무능력자에 하여, 

1년 이상 자유형에 해당하는 행 를 범하 으나, 그가 고도의 정신 ․靈

的 變性에 기인하는 책임무능력상태의 향 하에서 범행하 다는 이유만으

로 처벌되지 아니할 때 그의 인격, 상태, 행 의 종류에 의하면 그가 정신

․靈的 變性의 향으로 ‘형벌에 처할 한 결과가 따르는 행 ’를 범할 

염려가 있으면 법원은 그를 정신이상범법자를 한 시설에 수용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1조 제1항).14)

 수용처분의 기간은 不定期이지만 법원이 1년에 1회 이상 수용의 필요

성을 심사하는 것은 독일과 동일하고, 피수용자의 퇴소도 법원이 결정한다.

      

라. 덴마크

덴마크 형법은 정신병  이에 동일한 상태 는 정신박약(지체)으로 인

하여 책임능력이 없는 자의 행 는 벌하지 아니하고(제16조), 이로 인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때에는 법원은 장래의 범죄를 방지하기 하여 필요하다

고 생각되는 다른 처분을 명할 수 있다(제68조 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특정한 주거 는 작업의 지정, 감독, 처치, 정신의학  처치 등을 명

할 수 있고, 이러한 처분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단되는 경우에는 정신병

원, 정신박약(지체)자 보호시설 는 기타의 치료  양호시설 등에 수용처

분을 명할 수도 있다(제68조 후단).15)

14) 오스트리아 형법은 한정책임능력자에 하여 명시 인 입법을 하고 있지는 않으

나, 형법 제21조 제2항에서 책임무능력자가 아니면서 고도의 정신 ․靈的 變性

의 향 하에서 1년 이상의 자유형에 해당하는 행 를 범한 자도 와 같은 험

성이 있을 때에는 법원은 그를 정신이상범법자를 한 시설에 수용  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그 수용은 형의 선고와 함께 명할 수 있다.   

15) 덴마크 형법은 책임무능력에 이르지 못한 경우 법원은 자유형을 선고할 수도 있

지만, 형벌의 효과가 기 되지 않으면 형벌 응성 유무를 기 으로 치료처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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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의 치료처분은 행 자의 험성에 따라 피감호자에게 정신병원에

의 수용을 명하는 처분, 피감호자에게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것을 명

하는 처분, 정신병원에의 통원치료를 명하는 처분 등의 3가지 유형으로 나

어 처분의 개별화, 다양화를 도모하고 있다.

책임무능력자에 한 치료처분의 기간은 不定期이다. 그러나 책임무능력

까지 이르지 못한 자(제69조)에 한 치료처분은 1년이 과되지 않는 범

 내에서 법원이 정할 수 있고,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그 기간을 정할 수 

있다(제69조 제2항).

치료처분의 종료는 법원의 결을 요하고, 이는 검사, 감호시설의 장(정

신병원장), 후견인 는 피감호인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마. 벨기에

벨기에에서는 1964년 면 개정된 사회방 법에 의하여 정신장애자에 

한 치료처분을 행하고 있다.

죄 는 경죄가 되는 행 를 범한 자가 심신상실, 한 정신이상, 자기

의 행동을 억제할 수 없을 정도의 한 정신  불균형 는 정신박약(지

체)의 상태에 있는 때에는 심 사 는 결법원이 감호처분을 명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형을 선고하지 않는다.

감호처분은 법 ․변호사  의사 각 1명씩으로 구성된 사회방 원회

가 지정하는 시설에서 행하여지며, 감호는 상자의 정신상태가 개선되어 

사회  응의 조건이 구비되었다고 원회가 인정할 때까지 계속된다. 

바. 핀란드

핀란드 형법에서는 “정신병 는 노쇠 기타 유사한 원인, 스스로 의식하

지 못하는 정신착란의 상태”를 정신장애로 열거하고(제3조), 이와 같은 정

신장애로 범죄를 지른 자에 하여 정신병이 있다고 진단되고, 방치하면 

심각하게 악화되어 자기 는 타인의 건강 는 안 을 극히 태롭게 하

는 정신질환 때문에 치료처분을 필요로 하며, 다른 정신보건의료가 합하

명하는 택일주의를 채용하고 있다(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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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거나 충분치 않을 때 법의료심사회(정부 사회보건부에 속한 기 으로서 

정신과의사와 법률가에 의해 구성됨)의 결정으로 정신병원에 입원  한다. 

처분기간의 상한은 없고, 6개월마다 재평가를 하며 퇴소 여부를 단한다. 

사. 미국

미국의 모범형법 (Model Penal Code)은 범행당시 정신질환이나 정신  

결함으로 인하여 자기행 의 범죄성을 식별하거나, 자기행 를 법의 요구

에 따르게 하는 실질  능력을 결여한 자는 그 행 에 하여 책임이 없다

고 규정하고 있다(§4.01). 이와 같이 책임무능력을 이유로 무죄가 선고된 

때에는 법원은 피고인에 한 보호와 치료에 합한 시설에 수용을 명하여

야 한다(§4.08①). 즉 모범형법 은 책임무능력자에 한 강제  병원수용

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수용기간은 원칙 으로 상한이 없는 부정기이다. New York주법은 1회 

심사시 수용기간은 최장 2년이지만, 갱신이 가능하다.

지방정신건강감독  는 환자 본인  그 친척의 집행종료신청이 있으

면, 법원은 어도 2인 이상의 정신과 의사로 하여  피수용자의 정신상태를 

감정  하여 집행종료신청의 타당성 여부를 단하게 되고, 감정결과에 하

여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민사소송 차에 의한 공 을 거쳐 종료여부를 결

정하는바, 이 때 험성이 없음에 한 입증책임은 피수용자에게 있다.

법원이 더 이상 피감호자가 자신과 타인에게 해를 끼칠 험성이 없다

고 단한 때에는 조건없이 는 조건부로 출소를 명하며, 조건부의 경우

에는 일정기간 후 조건 수상황을 확인하여 재수용 여부를 결정한다.      

아. 일본

일본은 륙법계의 국가이지만, 독일 등 륙법계 국가에서 특징 으로 

채택하고 있는 형식의 보안처분제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 다만 랑스와 

같이 정신보건복지법에 의한 정신장애자에 한 조치입원제도를 운 하여 

넓은 의미의 보안처분제도는 인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993년에 개정된 일본 정신보건복지법 제3조는 정신장애자의 정의로 정

신분열, 독성 정신병, 정신박약, 정신병질, 기타의 정신질환을 가진 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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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하고, 생성의 의료행정의 일환으로 정신장애자에 한 강제조치입원

제도를 두고 있다. 이에 의하면 都道府縣 知事는 정신장애자 는 그러한 

의심이 있는 자로 신청 는 통보가 있는 자에 하여 2인 이상의 정신과 

의사가 정신장애로 인하여 자기 는 타인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신병원 는 지정병원에 입원시킬 수 있다(제29조).16)

3. 치료감호기간의 상한을 정하지 아니한 에 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은 “치료감호시설에의 수용은 피치료감호자가 감호의 

필요가 없을 정도로 치유되어 사회보호 원회의 치료감호의 종료결정을 받

거나 가종료결정을 받을 때까지로 한다.”라고 하여 치료감호의 최고상한기

간을 정하지 아니함으로써 치료감호를  부정기로 하고 있다. 이와 

련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상 과잉 지의 원칙 내지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등이 문제된다.

가. 신체의 자유의 침해 여부

(1) 보안처분과 비례의 원칙 

법상 치료감호는 보호감호와 마찬가지로 인 ․자유박탈  보안처분

의 일종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치료감호의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는  

부정기의 방식을 취하고 있는바, 이는 피치료감호자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

하는 규정이다. 신체의 자유에 한 제한도 헌법 제37조 제2항의 범  내

에서 즉 입법활동의 한계라고 할 수 있는 과잉 지의 원칙 내지 비례의 원

칙이 지켜지는 한 허용됨은 물론이다.

그런데 보안처분의 경우에는 보안처분을 정당화하고 한계 지우는 지도

원리로서 비례의 원칙이 특히 강조된다. 형벌은 책임주의에 의해 제한을 

받지만 보안처분은 책임에 따른 제재가 아니어서 책임주의의 제한을 받지 

16) 이와 같이 행정법규인 정신 생법에 의한 강제입원은 비록 치료에 을 둔 의

료처분이라고 하더라도 제도의 본질상 인신의 구 을 야기하는 강제입원을 사법

 통제에서 제외하고 행정처분으로 해결하는 것은 인권옹호  에서 문제가 

있다는 비 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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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으므로, 보안처분에 있어서는 형벌에 해 책임주의가 기능하는 바와 같

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비례의 원칙이기 때문이다. 우리 법은 보안처분

에 있어 비례의 원칙을 명문화하고 있지는 않지만,17) 이를 인정하는 것은 

법치국가원리상 당연하다.18)

보안처분에 있어서의 비례성의 요구는 보안처분의 선고여부에 한 

단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수 개의 보안처분목록 의 선택과 선고된 보안

처분의 집행에 있어서 그리고 집행의 종료여부 단에 있어서도 용되어야 

할 원칙이다.

(2) 독일에서의 논의 개

독일에서는 보안처분의 경우 애 에 수용기간의 제한을 염두에 두지 않

았다. 시간  제한은 형벌에 고유한 것이고 이러한 형벌만으로는 보안  

개선이라는 목 달성을 해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보안처분을 채택하고 그

에 의한 자유박탈을 하는 이상 그 수용기간을 제한하는 것은 체계에 반하

는 것이라 여겨졌기 때문이다.

독일형법은 정신병원에의 수용(제63조)에 하여는 보안처분이 도입된 

이래 재에 이르기까지 최고상한기간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이는 와 

같은 체계상의 이유 외에도 정신장애의 종류가 때로는 만성 인 경우도 있

고 때로는 일시 인 경우도 있는 등 매우 다양하며, 아울러 정신병이 극히 

험스런 질병이라는 단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독일형법은 최 의 보안감호수용에 하여는 제67조의d를 신설

하여 10년의 최고상한기간을 두었고, 이에 따라 피수용자는 최고상한기간

이 지난 후에는 그 험성에 한 고려와는 무 하게, 다시 말해 수용효과

가 결여되거나 불확실한 경우에도 석방되게 되었다.

17) 독일형법 제62조는 “보안처분은 행 자에 의해 실행된 범죄행 , 그로부터 견

되는 범죄행 의 경   행 자에 의해 야기된 험성의 정도와 비례하지 않을 

때는 이를 명하여서는 안된다.”라고 하여 비례의 원칙을 명문화하 다.

18) 목 과 수단 사이에 상당한 비례 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비례의 원칙은 모든 

형태의 국가권력행사에 있어서 타당한 일반  법원칙으로서 과잉 지의 원칙이라

고도 지칭되는바,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입법활동의 한계로서의 과

잉 지의 원칙이 보안처분의 제한원리로서의 비례의 원칙과 그 본질에 있어서 

 다를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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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비례의 원칙과의 계에서만 설명될 수 있다. 즉 이미 행해졌거나 

장래에 상되는 범죄와 보안감호처분에 의해 래되는 기본권침해의 

성간의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요청에 따른 것이다. 일정한 수용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비례 계가 무 지게 되고, 그 경우에는 설령 수용자로부

터  다른 범행이 상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보안처분의 계속 집행이 정

당화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독일형법에 최 의 보안감호수용에 한 최고상한기간이 규정된 이후에

는 정신병원에 한 수용 역시 이를 시간 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제 더 이상 바로 거부되고 있지는 않다. 특히 1983년 제7차 형사변호인

회의에서 이러한 주장이 제기되었고, 지나치게 장기간에 걸친 수용의 문제

이 지 되면서 최고상한기간을 4년에서 7년까지로 하는 안이 제시된 바 

있다.19)

독일의 많은 학자들은 비례의 원칙과 련하여 치료감호(독일의 경우 정

신병원에의 수용)의 기간을 히 제한하고자 여러 견해를 제시하고 있

다.20)   

먼  회고 으로 원인행 에 을 두는 견해를 보면, Bernsmann은 각

자의 범죄에 주어진 형벌범 는 어도 보안처분의 기간제한에 한 방향

을 설정해 다고 하고, Horstkotte는 보안처분의 상한기간은 “가정 인 형

벌”과 연결된다고 한다.

그밖에 Baur는 1925년 독일형법 안 제46조 제3항과 1927년 독일형법

안 제60조 제3항을 근거삼아 정신병원에의 수용기간을 제한하는 것은 체계

상 모순이 아니라며 상한선을 3년으로 제한하고 특별히 험한 상태가 지

속되는 경우에는 그보다 짧은 기간으로  다른 수용처분을 내릴 수 있다

고 한다. Kaiser도 략 5년의 상한기간을 정할 것을 입법 으로 요구한다.

그러나 구체 인 상한선 제한에 한 부분의 주장은 설득력 있는 논거

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결과로 독일형법 제62조의 비례의 원칙은 

다만 개개의 사례에 기여할 뿐인 형식 , 선언  원칙이라는 회의 인 시

19) StGB - Leipziger Kommentar(LK) -, 10. Aufl., §67d, Rd. 2-3, 8.

20) 이하는 송문호, “형법상 치료감호에 한 비  고찰”, 형사정책 제12권 제1호

(2000), 한국형사정책학회, 19-20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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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도 있다.

(3) 비례의 원칙의 반 여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수의견은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 지의 

원칙에 배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는데 반하여, 반 의견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치료감호

기간의 상한을 두지 않은 것이 입법목 의 정당성, 피해의 최소성의 원칙

에 어 나지 아니한다는 에서는 다수의견과 견해를 같이 하지만 이 사건 

법률조항은 방법의 정성(치료효과를 기 할 수 없거나 치유가 불가능한 

경우) 는 법익의 균형성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과잉 지의 원칙 

내지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본다.

(가) 목 의 정당성

치료감호의 목 은 한마디로 개선과 보안이다. 즉 치료감호는 정신장애 

범죄자에게 양질의 의료를 베풀어 질병을 치료하고 그의 사회복귀를 도모

함과 동시에 재범방지에 의하여 시민의 안 을 확보함에 그 목 이 있다.

개선과 보안이라는 치료감호의 목 은 정당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치료감호의 기간에 있어 최고상한을 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와 같은 목

을 확실하게 달성하기 한 취지로 이해되므로, 치료감호를  부정기

로 하고 있는 그 입법목 의 정당성은 인정될 수 있다. 

(나) 방법의 정성

1) 다수의견

① 치료감호의 종료시 을 일정한 기간의 도과시 으로 정하지 않고 치

유가 완성된 때로 정한 것은 보안처분의 본질에 부합할 뿐 아니라, 치료감

호의 경우에 감호의 필요가 없을 정도로 치유가 되기까지의 기간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가 있을 것임은 물론이고 나아가 평균 인 치유완성기간 

내지 정기간이라는 것을 산정할 수 있는 과학 ㆍ합리  자료가 아직은 

충분치 않다고 보인다.

따라서 치료감호의 종료시 을 일정한 기간의 도과시로 정하지 않고 치

유의 완성시 으로 정한 것은 치료감호의 목표인 피치료감호자의 개선과 

사회보호를 한 효과 이고 한 하나의 수단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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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다만 치료를 계속하더라도 치유가 불가능하다고 단되는 경우에도 

피치료감호자를 계속 감호시설에 수용한다면 이는 무기한 는 평생 동안 

피치료감호자의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결과가 되어 치료감호의 목 에 

반하고 신체의 자유에 한 가혹한 침해가 되어 헌이 아닌가 하는 의문

이 있을 수 있으나, 치유불가능의 정이 정신의학상 용이하지 않고 가사 

이러한 단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정신장애자를 친족에게 돌려보

내거나 길거리에 방치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감호시설에 이들을 계속 수용

하여 한 수 의 치료를 베풀면서 보호하는 것이 피치료감호자 본인, 

그의 친족  사회 모두의 안 을 하여 더욱 합하다고 할 것이다.

2) 반 의견

일반 으로는  부정기를 내용으로 하는 치료감호가 이로써 달성

하려는 사회보호와 피처분자의 재사회화를 실 하는데 효과 이고 한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으나, 치료를 계속하더라도 치료효과를 기 할 수 

없는 경우 는 계속 인 치료로서도 치유가 불가능하다고 단되는 경우

에는 문제가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치료감호의 종료결정의 시기를 피치료감호자가 감

호의 필요가 없을 정도로 치유될 때로 규정함으로써, 치료가 불가능한 피

치료감호자의 경우는 계속하여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되어 평생동안 자유를 

박탈당하는 결과를 래한다. 이러한 결과는 ‘치료 없는 치료감호’ ‘치유가

능성이 배제된 치료감호’를 인정하는 것이 되어 치료감호의 개념과 본질에 

반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치료효과를 기 할 수 없거나 치유가 불가능

한 것으로 단되는 피치료감호자에 하여도 이를 계속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치유가능성의 결여로 인하여 그 수단에 의해 이루고자 하는 사

회보호  사회복귀라는 목 의 실 에 유용하지 못하거나 부 합하기 때

문에, 이 에 있어서는 합성의 원칙도 충족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다) 피해의 최소성

① 치료감호의 종료시 을 일정한 기간의 종료시로 정한다면 그 기간이 

종료되는 때에는 피치료감호자가 완 히 치유되지 아니하여 재범의 험성

이 잔존하더라도 일단 피치료감호자를 석방하고 보호 찰과 치료감호소 밖



형사소송법 제221조의3 제1항 등 헌소원  109

의 병원에서 계속 인 통원치료나 입원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 등의 다른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어느 것이나 비용과 안  그리고 계

속  치료의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피치료감호자와 그 친족  사회에 더 

부담이 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② 그 다면 계속 인 치료로 치유효과를 기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정하

여진 기간의 도과에 따라 이를 석방하기보다는 기간을 고려하지 말고 재범

의 험이 없을 정도로 치유가 될 때까지 피치료감호자를 수용상태에서 계

속 치료하는 것이 ‘개선과 보안’이라는 치료감호의 목 달성에 있어서 피치

료감호자에게 보다 부담이 으면서도 더 효과 인 방법이라고 할 것이다.

③ 한 계속 치료하더라도 치유가 불가능하다고 단되는 경우에도 이

들을 석방한 뒤 엄격한 보호 찰을 실시하거나 친족에게 치료와 보호를 

탁하는 방법은, 피치료감호자를 계속 수용하면서 정수 의 가료를 계속

하는 것보다, 피치료감호자의 부담이 더 은 체수단이 된다고 보기 어

렵다. 보호 찰이나 친족의 치료인수가 치료감호소에서의 치료와 보호보다 

우월하다고 보기 어렵고, 결국 이러한 다른 방법들은 피치료감호자 본인과 

친족  사회일반에 하여 오히려 더 부담스럽고 더 험할 수 있는 것이

다.

④ 따라서 치료감호에 기간을 정하지 않고 치유가 완성될 때까지 피치료

감호자를 계속 수용하면서 치료를 하는 것보다 피치료감호자의 기본권을 

덜 제한하면서도 등한 치료  보안의 효과를 갖는 안을 찾기는 어렵

다고 할 것이다.

(라) 법익의 균형성

1) 다수의견

① 우리나라의 체 범죄자 에서 정신장애 범죄자의 비율은 그다지 높

다고 볼 수 없으나, 정신장애자가 행한 범죄 에서 강력범죄가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어 정신장애 범죄자들을 방치하는 것은 사회안 을 해할 우려

가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치료감호의 기간을 미리 법정하지 않고 재범의 

험성이 제거될 정도에 이르기까지 피치료감호자를 계속 수용하여 치료하도

록 하는 것은 정신장애자의 개선  재활과 사회의 안 에 모두 도움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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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로서 달성되는 사회  공익은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다.

② 물론 치료감호기간에 상한이 없기 때문에 피치료감호자가 장기간 수

용될 우려가 있고 이로써 그 신체의 자유가 장기간 제한당하는 불이익을 

입는 것을 결코 가볍게 볼 수는 없다. 그러나 계속 인 치료감호를 통하여 

피치료감호자는 정신장애로부터의 회복을 기 할 수 있는 이익도 있을 뿐

만 아니라, 피치료감호자는 가종료, 치료 탁 등 법  차를 통하여 장기

수용의 폐단으로부터 벗어날 수도 있다. 1996. 12. 12. 사회보호법의 개정으

로 새로이 도입된 가종료제도는 비교  재범의 험성이 은 피치료감호

자를 조기 출소시키는 차이고(법 제25조 제2항), 치료 탁제도는 일정한 

피치료감호자를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친족에게 치료감호시설 외에서 

치료할 수 있도록 탁하는 제도이다(법 제28조).

③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치료감호에 기간을 정하지 아니함으로써 

래될 수 있는 사익의 침해는 그로써 얻게 되는 공익에 비하여 결코 크다

고 볼 수 없다.

2) 반 의견

① 치료감호에 상한이 없기 때문에 피치료감호자에게 재범의 험성이 

인정되는 한 즉 감호의 필요가 없을 정도로 치유되지 않으면 종신토록 자

유가 박탈된 채 수용될 수 있다는 것은 험부담의 분배 없이 피치료감호

자의 자유만 일방 으로 박탈하는 것으로서, 치료감호의 목 이 비단 사회

방 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치료를 통한 개선에도 있다는 을 감안하더라

도, 그로 인하여 침해되는 피치료감호자의 기본권과 보호되는 사회  법익 

사이에 균형이 유지되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21)

② 이 사건 법률조항은 피치료감호자가 행한 범죄행 의 경 이나 피치

료감호자의 재범의 험성의 정도에 따라 처분기간을 차별화하고 있지 않

고 있는바, 이는 보호되는 사회  법익의 정도에 따라 침해되는 기본권의 

정도를 조 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이러한 에 있어서도 법익의 균형성의 

원칙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22)

21) 치료감호의 지속을 해서는 계속 인 감호의 필요성 즉 재범의 험성이 인정

되어야 하는데, 장래에 있어서의 재범의 험성은 과학 으로 입증될 수 없는 불

명확한 요소로서 어느 구도 이를 정확히 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을 고

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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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다수의견은 치료감호기간의 상한을 정하지 아니함으로 인한 사익의 

침해가 그로써 얻게 되는 공익보다 크지 않다고 보는 논거의 하나로, 법이 

가종료, 치료 탁 등 장기수용의 폐단을 완화할 수 있는 법  차를 두고 

있다는 것을 든다.

그러나 가종료제도는 재범의 험성이 은 피치료감호자에 하여 

용되는 차로서 치료효과를 기 할 수 없거나 치유가능성이 없는 자를 비

롯하여 재범의 험성이 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에게는 용되기 어려운 

제도이고, 친족에 한 치료 탁제도는 비용의 부담 등을 이유로 친족이 

인수를 꺼릴 가능성이 많아 실효성이 있는 제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러한 차의 존치를 이유로 피치료감호자의 불이익이 과소평가될 수 없다.

이미 행해졌거나 장래에 상되는 범죄와 치료감호에 의해 래되는 기

본권침해 간에는 균형이 이루어져야 하는바, 일정한 수용기간이 경과한 이

후에는 이러한 비례 계가 무 지게 되어 재범의 험성을 이유로 형사사

법처분인 치료감호에 의한 수용을 계속하는 것은 정당화되기 어려우므로, 

그 이후의 험방지의 목 은 치료감호가 아닌 보호 찰이나 정신보건법이 

규정하고 있는 행정법상 원호처분인 각종 입원제도 등을 통하여 달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나. 보안처분법정주의의 반 여부

(1) 다수의견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보안처분법정주의에 반되는지 여

부에 하여는 단하지 아니하고 있으나, 반 의견은 아래와 같이 이 사

건 법률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부정기의 치료감호는 보안처분법정주

의에도 반됨을 지 하고 있다.  

(2) 헌법 제12조 제1항 후문은 “ 구든지……법률……에 의하지 아니하

고는……보안처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보안

처분의 법률주의를 넘어서서 보안처분법정주의를 천명한 것으로 볼 수 있

다.23) 

22) 수용기간 동안 정신장애범죄자를 한 모든 치료노력이 실패한 경우 한번 지정

된 수용을 종결시키기 어렵다는 이 치료감호에서 결정 인 문제이므로, 

Eickhoff는 범한 불법과 수용기간 사이의 비례성 담보의 법규화를 강력히 주장하

고 있다고 한다(김상호, 앞의 , 6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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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도 독일기본법 제103조 2항24)의 죄형법정주의가 형벌규정  

형벌가 의 경우뿐만 아니라, 형벌의 성격을 갖지 않는 보안처분과 여타 

부가  제재를 통한 자유나 재산권의 침해가 있는 경우에도 용된다고 보

고 있다.25) 

보안처분법정주의는 죄형법정주의에 비해 역사가 짧아 그 구체 인 내

용이  형사법에 있어서 체계 으로 확립되어 있지는 않지만, 죄형법정

주의의 하 원리들은 최 한 보안처분법정주의의 내용으로 인정되어야 한

다. 보안처분도 형벌과 마찬가지로 형사제재에 속할 뿐 아니라 보안처분

상자의 자유와 인권도 형벌 상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호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3)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의 하나인 명확성의 원칙은 구성요건과 형벌규

정이 명확하게 규정될 것을 요구하는바, 형벌규정의 명확성의 요청은 범죄

의 결과인 형벌은 그 의미를 일의 으로 악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한 개

념으로 규정되어야 하고  부정기형은 지되어야 한다는 요청을 내

포하고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치료감호의 기간과 련하여 “피치료감호자가 감호

의 필요가 없을 정도로 치유되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의미의 범 가 

일의 으로 귀결될 수 있을 정도이므로 개념의 명확성은 충족된다고 하는 

에서는 다수의견과 견해를 같이 하나,26)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

23) 헌법재 소는 이와 련하여 “헌법이 제12조 제1항 후문에서……법률과 법

한 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여 처벌과 보안처분을 나란히 열거하고 있는 을 생각해 보면, 상습

범 등에 한 보안처분의 하나로서 신체에 한 자유의 박탈을 그 내용으로 하는 

보호감호처분은 형벌과 같은 차원에서의 법한 차와 헌법 제13조 제1항에 정

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따라 비로소 과해질 수 있는 것이라 할 수 있고, 따라

서 그 요건이 되는 범죄에 한 한 소 입법에 의한 보호감호처분은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라고 하여(헌재 1989. 7. 14. 88헌가5, 례집 1, 69, 81), 죄형법

정주의가 보안처분에도 용되는 것임을, 즉 보안처분법정주의를 천명하 다.

24) 독일기본법 제103조(피고인의 기본권) ② 어떤 행 든 그것이 행해지기 이 에 

그 가벌성이 법률로 규정된 경우에만 처벌될 수 있다.

25) 박지 , 보안 찰법에 한 연구 -사상범에 한 보안처분 부과의 법리상 문제

을 심으로-, 서울 학교 학원 법학석사학 논문, 1999. 2., 43쪽. 

26) 다수의견은 “ 에서 감호의 필요가 없을 정도로 치유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에 앞선 치료감호 선고의 요건에 비추어 볼 때, 결국 재범의 험성이 없게 되었

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재범의 험성이라는 개념은 비록 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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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형 지의 요청에는 반한다고 할 것이다.

 부정기형의 지는 형사상의 제재가 어떤 형식을 취하는지를 불

문하고 과잉제재를 피함으로써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기 한 최소한의 인

권보장  사고의 발 이라고 할 것이므로, 보안처분의 경우 그 본질이나 

체계에 비추어 기간의 부정기가 요청된다고 하여 상한기간을 정하지 않은 

 부정기의 보안처분이 정당화될 수는 없는 것이다.  부정기의 

보안처분은 인간을 사회방 의 목 을 한 일방 인 수단으로 락시킴으

로써 인간의 존엄을 해치는 것이고,27) 험부담의 분배 없이 피처분자의 

자유만 일방 으로 박탈함으로써 법치국가의 형벌권제한원리인 비례의 원

칙에 반하는 것이다. 

학자들 에는 보안처분은 장래의 험성에 한 합목  처분이므로 

험성이 계속되는 동안 집행할 것을 요하며 기간의 부정기를 본질로 하기 

때문에  부정기형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지만 보안처분의 기간은 정

기일 것을 요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으나,28) 명확성의 원칙은 보안처분의 

기간이 최소한 어느 정도 한정되어 있을 것을 요구하므로 보안처분의 경우

에도 형벌과 마찬가지로  부정기는 지된다고 보는 것이 다수의 견

해이다.29)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부정기의 치료감호는 

법  효과의 명확성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서 보안처분법정주의에 

이긴 하지만 건 한 일반상식을 가진 수범자에 의하여, 그리고 법 의 해석에 

의하여, 형법과 형사소송법 그리고 사회보호법의 반  체계와 내용에 비추어 

그 의미의 범 가 일의 으로 충분히 귀결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고 인정된다. 

그 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피치료감호자가 감호의 필요가 없을 정도로 치

유되어’라고 규정한 부분이 명확성의 원칙에 반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하고 

있다.

27) Grünwald 교수는 “사람으로부터 부정기의 기간에 걸쳐 자유를 박탈하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은 없다. 부정기형은 야만 이며 인간성에 반하는 범죄이다.”라고 하

다[심재우, 형벌과 보안처분 -보안처분법의 개선을 하여-, 고시연구(1988. 4.), 

50쪽].   

28) 이재상, 형법총론(제5 ), 박 사, 2003, 25쪽.

29) 박상기, 형법총론(제6 ), 박 사, 2004, 29쪽; 박지 , 앞의 , 46쪽; 정진홍, 인

신의 자유보장에 있어서의 법 차에 한 연구 -미국의 례분석을 통한 그 

용실태와 법리해석을 심으로-, 한양 학교 박사학 논문, 1993, 337쪽; 심재우, 

앞의 , 49-50쪽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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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된다고 할 것이다.

(4) 반 의견과 같이 치료감호기간의 상한을 정하지 아니한  부정

기의 치료감호를 헌으로 본다면, 상한기간을 어떻게, 어느 정도로 제한해

야 할 것인지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 에 해서는 학자들 사이에 여러 

견해가 립하고 있는바, 그  몇 가지를 들면 다음과 같다.

① Bischof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서독의 Haar 정신병원에 수용된 정신

장애범죄자의 20년간(1961-1981) 평균수용기간이 7년 11개월인데, 목할

만한 정신약제의 발달과 보호 찰에 힙입어 차츰 평균수용기간이 어들고 

있다고 하는바, 이러한 연구결과와 앞으로의 의학의 장족의 발 을 고려하

면, 상한기간은 원칙 으로 5년으로 하고, 사형․무기․단기 3년 이상의 자

유형에 해당되는 범죄를 범하고 재차 그와 같은 범죄를 범할 험성이 있

는 경우에는 10년으로 하자는 견해30)

② 지 까지의 치료감호실무를 근거로 정한 기간을 상한기간으로 정

하고, 그 기간동안의 성과를 검토하여 일정기간을 갱신할 수 있도록 명문

화하자는 견해31)  

③ 치료감호의 수용기간은 만약 당해 행 자가 완 한 책임능력자 다

면 받았을 형벌의 상한선을 넘지 못한다는 견해32)

④ 감호기간을 험성의 징표에 불과한 범죄행 에 따라 구분 결정하는 

것도 보안처분의 본질에 반하고 기간연장방식도 번거로우므로 하한을 두지 

않고 최고기간만 일률 으로 10년을 넘지 못하도록 하자는 견해33) 

4. 사회보호 원회가 치료감호의 종료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에 하여

치료감호처분은 법원의 선고에 의하여 개시되지만, 그 종료여부는 사회

보호 원회의 종료결정 는 가종료결정에 의한다. 치료감호의 종료여부에 

한 결정을 행정부 소속의 원회가 담당하는 것이 법 차의 원칙에 

30) 김상호, 앞의 , 65쪽.

31) 하태훈, “ 행 보안처분제도의 문제 과 개선방안”, 형사정책 5호 (91. 07.), 103쪽. 

32) 송문호, 앞의 , 20쪽.

33) 김진환, 앞의 , 25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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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되거나 법 에 의한 재 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닌지 여부가 

문제된다.

가. 보안처분과 법 차의 원칙

헌법 제12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구든지 

…… 법률과 법한 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는 강제

노역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조항의 법한 차라 함은 인신의 구속이나 처벌 등 형사 차만

이 아니라 국가작용으로서의 모든 입법작용과 행정작용에도 범 하게 

용되는 독자 인 헌법원리의 하나로, 차가 형식  법률로 정하여져야 할 

뿐만 아니라 용되는 법률의 내용에 있어서도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춘 

정한 것이어야 함을 요구하는 것이다(헌재 1997. 11. 27. 92헌바28, 례집 

9-2, 548, 565).

법 차의 원칙은 좁은 의미로는 형사소송 차와 련하여 형벌권의 

실행 차인 형사소송의 반을 규율하는 기본원리로서 국민의 재 청구권

과 결부되어 형사피고인인 국민의 기본권이 공권력에 의하여 침해당할 수 

있는 가능성을 최소화하도록 차를 형성․유지할 것을 요구한다(헌재 

1997. 11. 27. 92헌바28, 례집 9-2, 548, 568).

좁은 의미의 법 차의 원칙 즉 형벌에 한 법 차의 원칙이 형벌 

외에 보안처분에도 용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바, 이 에 하여 헌법재

소는 “헌법 제12조 제1항이 처벌, 보안처분 는 강제노역을 나란히 열

거하고 있는 규정형식에 비추어 보면 처벌 는 강제노역에 버 가는 심

한 기본권의 제한을 수반하는 보안처분에는 에서 본 좁은 의미의 법

차의 원칙이 엄격히 용되어야 할 것이나, 보안처분의 종류에는 …… 다

양한 형태와 내용의 것이 존재하므로 각 보안처분에 용되어야 할 법

차의 원리의 용범  내지 한계에도 차이가 있어야 함은 당연하다 할 것

이어서, 결국 각 보안처분의 구체  자유박탈 내지 제한의 정도를 고려하

여 그 보안처분의 심의․결정에 법 의 단을 필요로 하는지 여부를 결정

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라고 시하고 있다(헌재 1997. 11. 27. 92헌바28, 

례집 9-2, 548, 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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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법 차의 원칙에 반되는지 여부 내지 법

에 의한 재 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

다수의견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사회보호 원회에 치료감호의 종료 여

부를 결정할 권한을 부여한 것이 법 차의 원칙에 반되거나 법 에 의

한 재 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하나, 반 의견은 이 사

건 법률조항은 법 차의 원칙에 반되고, 법 에 의한 재 을 받을 권

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본다.34)

(1) 다수의견

치료감호의 종료여부에 한 결정을 법 이 아닌 사회보호 원회가 담

당하도록 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법 차의 원칙에 반되거나 법

에 의한 재 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닌지 여부를 단함에 있

어서는 다음과 같은 들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 보호처분(치료감호를 포함한다)의 리와 집행에 한 사항을 심사ㆍ

결정하기 하여 법무부에 설치된 사회보호 원회는 사ㆍ검사 는 변호

사의 자격이 있는 7인 이내의 원과 의사의 자격이 있는 2인 이내의 원

으로 구성한다(법 제32조 제1항ㆍ제2항).35) 사회보호 원회는 심사를 하

여 필요한 때에는 피감호자  피보호 찰자 기타 계자를 직  소환ㆍ심

문하거나 조사할 수 있고 법무부소속 공무원으로 하여  결정에 필요한 사

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법 제33조 제2항). 사회보호 원회의 회의는 

원장을 포함한 재 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때에는 원장이 결정하며 그 결정은 이유

를 붙이고 출석한 원들이 기명날인한 문서로써 한다(법 제34조 제1항ㆍ

34) 우리나라의 부분의 학자들은 치료감호의 종료여부에 한 결정을 사회보호

원회가 하는 것은 법 차의 원칙에 반되거나 법 에 의한 재 을 받을 권리

를 침해한다는 등의 이유로 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허 , “사회보호법의 

헌성”, 인권과 정의(1989. 4.), 한변호사 회, 16-17쪽; 하태훈, 앞의 , 105쪽; 

심재우, 앞의 , 48쪽; 배종 , “ 행 보안처분법의 문제 과 개선 ”, 형사정책 

제3호(1988), 한국형사정책학회, 117쪽.  

35) 법무부차 이 원장이 되며, 법무부 보호국장, 검찰국장, 기획 리실장, 서울고

등법원 부장 사 2명, 변호사 1명, 정신과 문의 2명으로 구성하는 것이 상례이

다(김진환, 앞의 , 28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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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

이러한 구성이나 심사, 의결  결정 차에 비추어 보면 사회보호 원

회는 독립성과 문성을 갖춘 특별 원회로서 사법  성격을 겸유한다.

② 치료감호의 종료요건으로 규정된 ‘감호의 필요가 없을 정도로 치유되

어’라는 것은 재범의 험성이 소멸된 것을 의미하는 것인바 재범의 험

성이 소멸된 여부를 단하는 것은 단순한 법률  단이 아니라 그에 앞

서 피치료감호자의 정신장애의 종류, 정도  치유 여부 등에 한 정신의

학  진단이 필수 으로 선행되어야 하는 단이고 이러한 정신의학  진

단 내지 평가는 재범의 험성을 단함에 있어 결정 으로 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므로 사ㆍ검사 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와 의사의 자

격이 있는 자로 구성된 사회보호 원회로 하여  재범의 험성이 상존하

는지 여부를 단하도록 한 것은 정신의학  평가와 법률  평가의 불가결

 연계성에 기 한 합리 인 조치로서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

③ 피치료감호자와 그 법정 리인  친족은 치료감호의 종료 여부를 심

사ㆍ결정하여  것을 사회보호 원회에 신청할 수 있고(법 제35조의2 제1

항), 원회는 필요한 때에는 피치료감호자 기타 계자를 직  소환ㆍ심

문하거나 조사할 수 있게 되어있으므로(법 제33조 제2항), 치료감호의 종료

에 한 피치료감호자측의 신청권이 보장되어 있고 그 차에의 참여권이 

피치료감호자측에게 어느 정도 보장되어 있다.

④ 비록 법 이 아닌 사회보호 원회에 치료감호의 종료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부여되어 있더라도 그 결정이 최종 인 것이 아니어서 그에 불복하

는 피치료감호자 등이 법원에 출소하여 통상의 소송 차에 따라 치료감호

의 종료 여부에 하여 법 에 의한 재 을 받을 수 있다면 법 에 의한 

재 을 받을 권리(재 청구권)는 보장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

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치료감호의 종료에 한 피치료감호자 등의 신청

을 사회보호 원회가 기각하는 경우에 이들은 그 결정에 하여 행정소송

을 제기하여 법 에 의한 재 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석된다.

이상과 같은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문가로 구성되고 독립성이 보장된 

사회보호 원회가 당사자의 참여하에 한 증거조사를 통하여 치료감호

를 종료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이 결정에 한 법원에의 출소가 가능하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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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사회보호 원회에 치료감호의 종료 여부를 결정할 

권한을 부여한 것이 법 차의 원칙에 반되거나 법 에 의한 재 을 받

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2) 반 의견

앞에서 본 헌법재 소의 결정에 따른다면, 치료감호와 같이 신체에 한 

자유의 박탈을 그 내용으로 하는 보안처분의 경우에는 좁은 의미의 법

차의 원칙 즉 형벌에 한 법 차의 원칙이 엄격히 용되어야 하고, 따

라서 법 에 의한 재 을 받을 권리와 같이 완 한 사법심사를 보장하기 

한 권리가 형벌의 경우와 동일하게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법 에 의하여 개시된 치료감호의 종료여부를 사회보호 원회의 종료결

정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법 에 

의한 재 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법 차의 원칙에 반된다

고 아니할 수 없다.

① 이 사건 법률조항이 치료감호의 종료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감호의 

필요가 없을 정도로 치유되어’라는 것은 결국 재범의 험성이 없어진 것

을 의미하므로, 사회보호 원회가 치료감호의 종료여부를 결정하기 하여 

단해야 하는 상은 피치료감호자의 재범의 험성이다. 치료감호에 있

어서 재범의 험성에 한 단은 본질 으로 그것이 규범 ․법률  

단이라는 에서 법 의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36) 

신체의 자유의 박탈을 내용으로 하는 형 인 사법 ․침해  처분의 

하나인 치료감호처분에 있어서 재범의 험성이라는 요건은 그 속성상 

범한 재량이 허용될 수밖에 없는바, 그 단을 범죄의 수사와 방을 담당

하고 있는 행정청으로 하여  하도록 하는 것은 자칫 행정부의 합목 성 

추구에 인신구 을 맡기는 것이 되어 기본권의 과잉침해를 래할 우려가 

크다. 이러한 에서 보더라도 그 단권한은 법 에게 속하는 것으로 보

아야 할 것이다. 

② 사회보호 원회의 종료여부의 결정을 함에 있어 그 단 상이 되는 

36) 다만 치료감호에 있어서는 행 자의 심신장애에 기인하여 다시 법행 를 행할 

수 있다는 개연성을 의미하므로, 정신의학  감정이 고려되어야 할 뿐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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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의 험성은 법 이 치료감호를 선고함에 있어서 단의 상이 되는 

재범의 험성과 다를 것이 없다. 치료감호의 선고․계속․종료시 그 단

상이 되는 것은 모두 재범의 험성의 존재여부인 것이다. 즉 치료감호

는 재범의 험성이 있음을 이유로 선고되고, 재범의 험성이 계속됨을 

이유로 구 이 계속되는 것이며, 재범의 험성이 사라지면 치료감호에 의

한 구 은 언제라도 단되어야 하는 것이다. 

재범의 험성은 그 성질상 고착된 것이 아니고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

하는 유동 인 것이기 때문에, 그에 한 단은 선고시의 일회 인 단

으로 그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고 구 기간  계속 인 단이 뒤따

를 수밖에 없으므로,37) 치료감호의 경우 감호기간의 부정기성은 본질 이

고 불가피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38)

이와 같이 치료감호의 선고시나 종료여부의 결정시에 그 단 상이 본

질 으로 같은 것이라면 치료감호의 종료여부 역시 법 의 결정에 맡겨야 

함은 당연하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법 은 치료감호의 선고만 하도록 하

고 그 집행종료의 권한을 사회보호 원회에 일임하여 사실상 법원의 결

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법 의 재범의 험성에 한 단권한을 

형해화하고, 치료감호의 사법  성격을 유명무실하게 하는 것으로서 법

에 의한 재 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고 법 차의 원칙에 반되는 

것이다.

③ 본질상 부정기로 이루어지는 치료감호의 종료여부 결정권은 그 다음

의 단시 까지 피처분자를 구 하는 것이 정당한지를 잠정 으로 단하

는 권한으로서 가석방의 권한과 같이 이미 정당화된 구 을 풀어주는 권한

이 아니라 앞으로의 구 을 새로이 정당화시키는 권한으로서 치료감호에 

의한 구 에 있어 본질 인 단임이 분명하고, 이러한 단은 마땅히 법

이 하여야 한다.

따라서 가석방 여부의 단을 어느 기 에서 할 것인지의 문제가 행형에 

한 입법정책의 문제로 볼 수 있는 것과는 달리, 치료감호의 경우 종료여

37) 이 에서 형벌의 경우 그 단 상이 되는 과거의 범죄행 가 단지 일회 으로

만 단의 상이 되는 것과 다르다.

38) 다만 인권보장의 차원에서  부정기는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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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에 한 단을 법 의 권한으로 해야 한다는 것은 재 청구권의 본질에 

한 사항이고 법 차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내용으로서 입법정책의 문제

로 볼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39)

④ 피치료감호자 등이 사회보호 원회의 심사신청거부처분이나 기각결

정에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법 에 의한 재 을 

받을 권리는 단지 법원이 권리자에 해 열려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효율 으로 보장되어 있어야 할 것을 요청하므로, 형사처분에 있어서 법

에 의한 재 은 처음부터 보장되어야 하고, 단지 법 에 의한 사후 인 심

사만으로는 이러한 요청을 충족하기에 부족하다.

⑤ 치료감호의 종료여부에 한 결정을 법 이 하여야 한다는 것은 헌법

 요청일 뿐만 아니라, 실제 인 에서 보더라도 타당하다. 치료감호의 

선고시에 재 했던 법원이 피치료감호자의 특별한 인격과 재범의 험성에 

해서 더 잘 알고 있다는 을 고려할 때 일정기간 치료감호처분의 집행 

후 법원에 의하여 재범의 험성 여부를 다시 심사하도록 하는 것이 더 합

리 일 수 있고, 이 게 되면 법원에 의한 재 이기 때문에 당연히 심문청

구권이 피보호처분자에게 보장되어 법 차의 원칙에 보다 충실해질 수 

있는 것이다.

법 제33조 제2항은 사회보호 원회가 피치료감호자를 심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사회보호 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

정되는 것이어서 피치료감호자의 심문청구권에 한 보장이 사법 차에 의

한 것보다 완 하지 못하다.40) 

5. 이 사건 결정의 의의

형벌과 보호감호를 병과하여 선고하는 것이 헌법 제13조 제1항 후단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배되지 아니한다는 헌법재 소의 결정에도 불구하

고, 보호감호처분은 실질 으로 동일한 범죄에 한 형사처벌과 복된 처

벌이라 하여 그 제도의 존치 여부에 한 논란이 끊임없이 이어져 온 반면

에, 치료감호의 경우 그 제도 자체의 정당성과 필요성에 해서는 별다른 

39) 허 , 앞의 , 16-17쪽 참조.

40) 하태훈, 앞의 , 105-106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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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이 제기되지 않았다.

다만 치료감호에 해서는 그 내용과 련하여 치료감호를  부정

기로 한 , 치료감호의 종료 여부를 법 이 아닌 사회보호 원회가 결정

하도록 하고 있는 의 헌 여부가 주로 논란이 되어 왔는바, 이 사건 결

정은  두 가지 쟁  모두에 하여 합헌이라는 취지의 결정을 함으로써 

정신장애 범죄자의 처우에 있어서 실 인 측면을 시하는 태도를 취하

다.

이에 해 재  3인의 반 의견은 치료감호를  부정기로 한 것

이나, 치료감호의 종료 여부를 사회보호 원회가 결정하도록 한 것 모두에 

하여 헌이라는 취지의 견해를 밝혔는바, 이는 다수의견에 비해 이론

인 면에 보다 치 한 견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2005. 8. 4. 사회보호법이 폐지되고 치료감호법으로 체되면서 보호감호

제도는 폐지되었으나 치료감호제도는 그 로 존속하게 되었는바, 치료감호

법의 내용을 살펴보면 치료감호의 종료결정은 여 히 행정부 소속의 치료

감호심의 원회가 하도록 하면서도, 치료감호시설에의 수용은 15년을 과

할 수 없도록 하여 치료감호의 상한을 규정함으로써 이 사건 결정의 반

의견의 취지를 일부 수용하 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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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반․비디오물 게임물에 한법률 제27조 

제2항 등 헌확인

-일반게임장업에서 18세이용가 게임물의 설치비율을 제

한함으로써 성인 용게임장 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직업수행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

(헌재 2005. 2. 3. 2003헌마930, 례집 17-1, 167)

강 을 환
*

1)

【 시사항】

1. 일반게임장업에서 18세이용가 게임물의 설치비율을 제한함으로써 결

과 으로 체이용가 게임물의 설치를 일정비율 강제하고 있는 음반·비디

오물 게임물에 한법률(2001. 5. 24. 법률 제6473호로 문개정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제2항  체이용가 게임물과 18세이용가 게임물

을 구분하여 비치․ 리하고, 18세이용가 게임물의 비치장소에는 청소년의 

출입 지표시를 하도록 규정한 법 제32조 제4호가 게임장업자의 직업수행

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2. 법 제27조 제2항이 일반게임장의 업장  그 시설물에 한 게임장

업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3. 법 제27조 제2항이 일반게임장에 출입하는 청소년으로 하여  18세이

용가 게임물을 이용하도록 방치·조장함으로써 청소년보호의 원칙에 배되

는지 여부

* 서울고등법원 사,  헌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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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상】

이 사건 심 의 상은 제27조 제2항, 제32조 제4호(이하 “이 사건 법률

조항들”이라 한다)의 헌여부이고, 그 규정  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7조(비디오물 시청제공업 등의 등록) ①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일반

게임장업 는 노래연습장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 부령이 정하

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ㆍ군수 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게임장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18세이

용가 게임물을 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 설치ㆍ운 하여서는 아니 된

다. 이 경우 진흥법에 의한 호텔업  유원시설업에서 일반게임장을 

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32조(유통 련업자의 수사항) 제2조 제8호 내지 제12호의 규정에 의

한 업(복합유통ㆍ제공업의 경우에는 제8호 내지 제11호에 해당하는 업

이 포함된 업에 한한다)을 하는 자(이하 “유통 련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4.일반게임장업자는 체이용가 게임물과 18세이용가 게임물을 구분하여 

비치ㆍ 리하여야 하며, 18세이용가 게임물의 비치장소에는 청소년의 출입

지 표시를 할 것

제39조(등록취소 등)  ①문화 부장  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업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업의 폐쇄 는 등록의 취소

를 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

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업을 폐쇄하거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2. 생략

  3. 제26조 내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 에 반한 때 

  4. 생략

  5.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업자 수사항을 반한 때 

음반·비디오물 게임물에 한법률시행령(2001. 10. 20. 통령령 제17395

호로 문개정된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0조(일반게임장의 18세이용가 게임물 설치비율) 법 제27조 제2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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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 의하여 일반게임장업을 하는 자가 설치·운 할 수 있는 18세이

용가 게임물의 설치비율은 총 게임물수(3인 이상의 이용자가 동시에 이용

할 수 있는 게임물의 경우에는 그 이용자수를 게임물수로 본다)의 100분의 

60 이내로 한다. 다만, 진흥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호텔업 시설 

 유원시설업 시설 안에서 일반게임장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비율을 100분의 80 이내로 한다. 

【사건의 개요】

1. 심 청구의 경

청구인은 일반게임장을 운 하던  2003. 11. 11. 부산 역시 동구청장

으로부터 18세이용가 게임물만을 설치하고 체이용가 게임물을 설치하지 

아니함으로써 음반․비디오물 게임물에 한법률 제32조 제4호를 반하

다는 이유로 동법 제3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10일간의 업정지처분을 받

았다. 

이에 청구인은 일반게임장에서 18세이용가 게임물의 설치비율을 제한하

고 있는 음반․비디오물 게임물에 한법률 제27조 제2항  일반게임장에

서 체이용가 게임물과 18세이용가 게임물을 구분하여 비치․ 리하고 18

세이용가 게임물의 비치장소에는 청소년의 출입 지표시를 하도록 규정한 

동법 제32조 제4호가 청구인의 재산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헌

법 제34조 제4항이 정하고 있는 청소년 보호 정신에도 반된다며 2003. 

12.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 을 청구하 다.

2. 청구인의 주장  계기 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행 음반·비디오물 게임물에 한법률은 게임제공업을 체이용가 게임

물만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청소년게임장업과 체이용가 게임물과 18세이

용가 게임물을 같이 제공하는 일반게임장업으로만 구분하고 있고(법 제2조 

제9호 가목, 나목), 18세이용가 게임물만을 설치하여 청소년의 출입을 제한

하는 형태의 성인 용게임장업은 허용하고 있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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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반·비디오물 게임물에 한법률시행령 제10조에 따르면 일반게임장에 

설치할 수 있는 18세이용가 게임물은 총 게임물수의 100분의 60 이내로 제

한되므로 결국 100분의 40 이상은 체이용가 게임물을 설치하여야 하는

데, 일단 게임장에 청소년의 출입이 허용되면 게임장업자가 청소년이 18세

이용가 게임물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일일이 통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하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일반게임장에 반드시 일정비율 이상 체

이용가 게임물을 비치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오히려 일반게임장에 청소년의 

출입을 방치, 조장하고 청소년들을 사행성이 높은 18세이용가 게임물에 노

출시키는 결과를 래하여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해 노력해야 한다는 헌

법정신에 배될 뿐만 아니라, 청소년을 자식으로 두고 있는 청구인으로서

는 일반게임장의 업을 그만 둘 수밖에 없게 되어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도 침해받게 된다.

한, 일반게임장의 경우 등록을 하여 바닥면  500제곱미터 이상을 

확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손님들이 거의 이용하지 않는 체이용가 게

임물을 100분의 40 상당 설치하여야 하는바, 이는 거액을 들여 업장을 

개설하고서도 그  상당부분을 업에 사용하지 못하는 결과가 됨으로써 

부당하게 재산권을 침해당하게 된다.

나. 문화 부장 의 의견

첫째, 법 제27조 제2항은 일반게임장에 체이용가 게임물과 18세이용가 

게임물을 설치하여 성인과 청소년 모두 출입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일반게임

장의 사행화  도박장화를 방지하고 건 한 가족 오락공간이 되도록 하고 

있고, 법 제32조 제4호는 일단 일반게임장으로 업허가를 받은 자가 18세

이용가 게임물만을 설치, 제공함으로써 탈법으로 성인 용오락 업을 하

는 것을 하고 있다.

일반게임장은 체이용가 게임물 구역과 18세이용가 게임물 구역을 “높

이 1.5미터 이상 칸막이”로 구획하도록 음반·비디오물 게임물에 한법률시

행규칙 제5조 별표 2에서 규정되어 있고, 18세이용가 게임물의 비치장소에

는 “청소년출입 지”라는 안내문을 반드시 게시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으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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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업자의 허락 는 방치·묵인 없이도 18세이용가 게임물에 한 청소

년의 근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청소

년보호에 역행하는 것이 아니다.

둘째, 행법은 일반게임장에 하여 바닥면  500제곱미터 이상을 확보

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재산권침해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것 없이 이유 없다.

셋째, 법 제27조 제2항은 직 으로는 체이용가 게임물을 100분의 40 

이상 설치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통령령에 그 비율을 임하

고 있고 다만 시행령 제10조가 18세이용가 게임물의 설치를 100분의 60 이

내로 제한하고 있는데 그치고 있을 뿐인데, 가사 그와 같은 규제비율이 법 

제27조 제2항으로부터 직  도출된다고 하더라도 직업선택의 자유는 무제

한 인 자유가 아니라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민의 문화 인 삶의 

질 향상'이나 ’청소년의 보호'라는 공공복리를 하여 필요한 범  내에서 

제한할 수 있는 것으로, 법 제27조 제2항은 직업선택의 자유의 본질 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결정요지】

1. 법 제27조 제2항은 일반게임장업으로 등록한 자가 게임장 내에 체

이용가 게임물을 비치하지 않고 18세이용가 게임물만을 설치하여 실질 으

로 성인 용게임장 업을 하는 것을 지함으로써 게임장의 사행화  도

박장화를 방지하여 건 한 사회기풍을 조성하려고 함에 있는 것으로 일반

게임장업자가 게임장 내에 18세이용가 게임물을 제공하는 것 자체를 지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게임장업자로 하여  두 종류 게임물의 설치비율을 

조정하여 체이용가 게임물을 일정 부분 설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에 

그치고 있으므로  조항이 비례의 원칙에 배하여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법 제32조 제4호가 일반게임장업자에게 청소년의 18세이용가 게임물 이

용을 방지하기 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은 청소년 보호

라는 입법목 에 기여하는 효과 이고 한 수단이 된다 할 것이고, 게

임제공업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덜 제한하는 방법을 상정하기도 어려우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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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조항이 비례의 원칙에 배하여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

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2. 법 제27조 제2항은 일반게임장 내에 상 으로 수익성이 은 체

이용가 게임물을 일정비율 설치하여 공 의 이용에 제공하게 함으로써 일

반게임장업자가 소유권 는 이용권을 확보한 업장  그 시설물을 더 

큰 수익을 올리는 방향으로 이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으나, 이는 성인

용게임장의 설치를 허용하고 있지 않은 행법 하에서 일반게임장으로 등

록한 뒤 18세이용가 게임물만을 비치·제공함으로써 실질 으로 성인 용게

임장 업을 하는 것을 막아 건 한 국민생활을 해하는 과도한 사행심의 

유발을 방지하고 선량한 풍속을 유지하기 한 것이고, 와 같은 재산권

행사의 제한으로 인하여 일반게임장업자가 받게 되는 불이익은  공익목

에 비하여 과도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조항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재산권의 본질 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3. 음반·비디오물 게임물에 한법률은 일반게임장업자에게 체이용자 

게임물과 18세이용가 게임물을 구분하여 비치· 리하고 18세이용가 게임물

의 비치장소에 청소년의 출입 지 표시를 하게 하 으며, 청소년에게 18세

이용가 게임물을 제공하는 것을 하고 있고, 와 같은 업자 수사항

을 반한 경우 업정지등 행정처분과 형사상 처벌을 받게 함으로써 일반

게임장에 출입하는 청소년의 보호에 필요한 여러 조치를 마련하고 있으므

로, 법 제27조 제2항이 일반게임장에 출입하는 청소년의 보호에 다소 미흡

한 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청소년으로 하여  18세이용가 게임

물을 이용하도록 방치·조장하는 것이라거나 청소년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해설】

1. 자유기장업에 한 규제 법률의 변화

  가. 구 공 생법(1986. 5. 10. 법률 제3822호로 제정된 것)1)

1) 공 생법 이 에 유기장 규제 법률로는 구 유기장법(1961. 12. 6. 법률 제810호

로 제정된 것)이 있었는데 구 유기장업법(1981. 4. 13. 법률 제3441호로 개정된 

것)으로 개명되었고, 1984. 4. 10. 법률 제3729호로 문개정되었다가 구 공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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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공 생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바목, 구 공 생법시행령(1986. 11. 

11. 통령령 제11999호로 제정된 것) 제3조 제4호 나목에 처음 규정되기 

시작한 자유기장업은 성인용 자유기장업과 청소년용 자유기장업으로 

나뉘었는데, 성인용 자유기장업은 유기장업의 일종인 당구장업(  시행

령 제3조 제4호 가목)과 함께 18세 미만의 자의 이용이 제한되었다(  법 

제4조 제3항, 제12조 제2항 제3호 라목, 시행령 제5조). 성인 용유기장업소

가 아닌 유기장업소에서는 성인 용유기장업소에만 설치·사용할 수 있는 

유기기구를 설치·사용할 수 없었다(  법 제12조 제2항 제3호 다목). 당시 

자유기장업을 포함한 유기장업은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시설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했다.

1995. 12. 29. 법률 제5100호로 개정된 구 공 생법은 성인 용 자유

기장업소에만 설치되던 기계식유기기구가 사행행 에 사용될 우려가 있다

는 이유로 유기장업  18세 미만의 자의 이용을 규제하는 업에 한 종

의 규정을 폐지함으로써 성인 용유기장 업이 지되었고, 이에 따라 

1996. 6. 29. 통령령 제15091호로 개정된 구 공 생법시행령에서도 종

에 성인용 자유기장업과 청소년용 자유기장업으로 구분되던 것이 컴

퓨터게임장 단일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시행령 제3조 제3호 가목).2)

나. 구 음반·비디오물 게임물에 한법률(1999. 2. 8. 법률 제5925

호로 제정된 것, 이하 “음비게법”이라 한다)

구 공 생 리법(1999. 2. 8. 법률 제5839호로 제정된 것) 부칙 제2조

법(1986. 5. 10. 법률 제3822호로 제정된 것)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

었다. 

2) 구 공 생법시행령( 통령령 제11999호)에서 성인 용유기장업으로 규율되던 당

구장업이 구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 한법률(1989. 3. 31. 법률 제4106호로 제정

된 것) 제4조 제①항 제2호, 동 시행령(1989. 7. 1. 통령령 제12743호로 제정된 

것) 제3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신고체육시설업으로 변경된 뒤 동법 제5조에 따

라 체육청소년부령에 정해진 시설·설비기 을 갖추면 당국에 한 신고만으로써 

당구장을 경 할 수 있게 되었는데, 당구장업자에게 당구장 출입문에 18세 미만

자에 한 출입 지 표시를 하게 함으로써 18세미만자의 당구장출입을 사실상 제

한하는 구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 한법률시행규칙(1992. 2. 27. 문화체육부령 제

20호) 제5조에 하여 헌법재 소가 헌결정(헌재 1993. 5. 13. 92헌마80, 례집 

5-1, 365 이하)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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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구 공 생법이 폐지되고, 구 공 생법  동 시행령에서 규율되던 

컴퓨터게임장업을 구 음비게법 제2조 제5호 다목에서 게임제공업이란 명칭

으로 규정하게 되었다.3)

당시 게임물의 등 은 체이용가, 12세이용가, 18세이용가(  법 제18조 

제2항)로 분류되었고 그  체이용가 는 18세이용가에 한하여 게임장

에서 제공될 수 있었는데, 게임물  사행성이 지나친 경우 사용불가로 결

정하여 등 분류 상에서 배제하 다(  법 제18조 제3항).

게임제공업은 종 의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 어 문화 부령이 정하

는 시설을 갖추고 문화 부장 ,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등록

하도록 하 는데(  법 제7조 제2항), 게임장은 18세이용가 등 의 게임물

도 오락제공할 수 있는 종합게임장과 체이용가 등 의 게임물에 한하여 

오락제공할 수 있는 그 밖의 게임제공업소로 구분되었다.

 종합게임장은 시·도지사로부터 지정을 받아야만 가능하고 종합게임장

에 설치하는 18세이용가 등 의 게임물은 일정비율로 제한되며(  법 제21

조 제1항), 18세이용가 게임물과 그 외의 게임물은 분리· 리하여야 한다

(  법 제21조 제3항).4)

3) 구 음반․비디오물 게임물에 한법률(1999. 2. 8. 법률 제5925호로 제정된 것)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게임물”이라 함은 컴퓨터 로그램에 의하여 오락을 할 수 있도록 제작된 

상물(유형물에의 고정여부를 가리지 아니한다)과 오락을 하여 게임제공업소 내

에 설치·운 하는 기타 게임기구를 말한다.

   5. “음반·비디오물·게임물 유통 련업자”라 함은 리를 목 으로 다음 각목의 

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다. 게임제공업 : 게임시설 는 게임기구를 갖추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오

락을 제공하는 업(다른 업을 경 하면서 이용자의 유치 는 고 등을 

목 으로 게임시설 는 게임기구를 설치하여 오락을 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통령령으로 업종을 세분할 수 있다. 

다만, 사행행 등규제 처벌특례법에 의한 사행기구를 갖추어 사행행 를 

하는 경우  진흥법에 의한 카지노업을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구 음반․비디오물 게임물에 한법률(1999. 2. 8. 법률 제5925호로 제정된 것) 제

21조 (종합게임장) ①18세이용가 등 의 게임물  게임제공업소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게임물은 특별시· 역시  도의 조례가 정하는 요건에 따라 특별시장· 역

시장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게임제공업소를 운 하는 자의 신청

을 받아서 지정하는 게임제공업소(이하 “종합게임장”이라 한다)에 한하여 오락제

공할 수 있다. 다만, 종합게임장에 설치하는 18세이용가 등 의 게임물은 통령

령으로 정하는 설치비율이상 설치·운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종합게임장외의 게임제공업소에서는 체이용가 등 의 게임물에 한하여 오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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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게임장에서 설치할 수 있는 18세이용가 등 의 게임물은 100분의 50

의 범  안에서 문화 부장 이 고시로 정하고, 종합게임장의 지정을 받

은 자는 종합게임장안의 18세이용가 게임물의 이용 장소에 “18세미만 이용

불가”라는 표시를 하고 연소자가 이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1999. 5. 15. 통령령 제16312호로 제정된 구 음반·비디오물 게임물에

한법률시행령 제28조 제3항, 제4항). 종합게임장은 용바닥면 이 500제곱

미터 이상이어야 한다(1999. 5. 21. 문화 부령 제21호로 제정된 구 음반·

비디오물 게임물에 한법률시행규칙 제5조, 별표2 제2호).

다. 행 음반·비디오물 게임물에 한법률(2001. 5. 24. 법률 제

6473호로 면개정된 것)5)

행 음반·비디오물 게임물에 한법률은 게임물의 등 을 체이용가, 

18세이용가로만 구분하고 있고(법 제20조 제2항 제2호), 게임장업을 체이

용가 게임물만을 제공할 수 있는 청소년게임장업과 체이용가 게임물과 

18세이용가 게임물을 구분·설치하여 제공하는 일반게임장업으로 나 고 있

제공할 수 있다.

  ③종합게임장을 운 하는 자는 제18조 제2항 제3호의 게임물과 그 외의 게임물을 

분리· 리하여야 한다.

5) 음반·비디오물 게임물에 한법률(2001. 5. 24. 법률 제6473호로 문개정된 것)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게임물”이라 함은 컴퓨터 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여가선용, 학습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상물  기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것을 제외한다.

    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규율 상이 되는 것

    나. 게임물과 게임물이 아닌 것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서 문화 부장 이 게

임물로 규율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인정하여 고시하는 것

   9. “게임제공업”이라 함은 공 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를 제공하는 다

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업을 말한다. 다만, 사행행 등규제 처벌특례법에 의

한 사행기구를 갖추어 사행행 를 하는 경우와 진흥법에 의한 카지노업을 하

는 경우를 제외하며, 게임물과 계없는 다른 업을 경 하면서 고객의 유치 

는 고 등을 목 으로 당해 업소의 고객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 있어서 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물의 종류  방법 등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청소년게임장업 : 체이용가 게임물만을 설치하여 공 의 이용에 제공하는 

업

    나. 일반게임장업 : 체이용가 게임물과 18세이용가 게임물을 구분·설치하여 공

의 이용에 제공하는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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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법 제2조 제9호), 청소년게임장업은 문화 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

추어 시장·군수 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하는 것으로 족하나(법 제

26조 제2항), 일반게임장업은 문화 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

군수 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법 제27조 제1항).6)7)

일반게임장업자는 18세이용가 게임물을 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 

설치하지 못하나 진흥법에 의한 호텔업  유원시설업에서 일반게임장

을 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법 제27조 제2항). 

이에 따라 음반·비디오물 게임물에 한법률시행령(2001. 10. 20. 통령령 

제17395호로 문개정된 것) 제10조는 일반게임장업자가 운 할 수 있는 

18세이용가 게임물의 설치비율을 100분의 60 이내로 정하고 있으나, 

진흥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호텔업 시설  유원시설업 시설 안에

서 일반게임장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비율을 100분의 80 

이내로 정하 다. 구법에서 종합게임장의 시설기 으로 요구되던 용바닥

면  500제곱미터 이상의 요건이 일반게임장에는 더 이상 요구되지 않는다.

한, 구 음반·비디오물 게임물에 한법률시행령( 통령령 16312호) 제

28조 제4항이 종합게임장안의 18세이용가 게임물의 이용장소에 “18세미만 

이용불가”라는 표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행 음비게법 제32조 

제4호는 이를 직  규정하고 있다. 

2. 직업의 자유 침해 여부

가. 헌법은 제15조에서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고 하

여 직업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헌법은 “직업선택의 자유”만을 언 하고 

있지만, 제15조는 개인이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원하는 직업을 자

유롭게 선택하는 ‘직업선택의 자유’뿐이 아니라 선택한 직업을 자신이 원하

는 로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직업수행의 자유’를 보장한다. 직업선택

6) 게임장이용과 련하여 청소년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하되 ․ 등교

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에 재학 인 자는 18세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청소년으로 취 된다(법 제2조 제13호).

7) 종 의 게임제공업  pc방 업은 “멀티미디어 문화컨텐츠 설비제공업”(법 제2

조 제10호)으로 구별하여 신고업으로 하되 2002년부터 자유업으로 환됨(법 제

26조 제3항, 부칙 제2조).  



음반․비디오물 게임물에 한법률 제27조 제2항 헌확인  133

의 자유와 직업행사의 자유는 기본권주체에 한 그 제한의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제한에 있어서 용되는 기 도 다르며, 특히 직업수행의 자유에 

한 제한은 인격발 에 한 침해의 효과가 일반 으로 직업선택 그 자체

에 한 제한에 비하여 작기 때문에, 그에 한 제한은 보다 폭넓게 허용

된다고 할 수 있다(헌재 1993. 5. 13. 92헌마80 례집 5-1, 365, 374; 1998. 

5. 28. 95헌바18, 례집 10-1, 583, 594; 2002. 10. 31. 99헌바76등, 례집 

14-2, 410, 430; 2003. 6. 26. 2002헌바3, 례집 15-1, 713, 723; 2003. 10. 

30. 2000헌마563, 례집 15-2(하), 84 참조). 

법 제2조 제9호는 청소년게임장업과 일반게임장업만을 규정하고 있는바, 

문화 부장  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하게 등록한 일반게임장업자

가 법 제27조의 시설기 (18세이용가 게임물의 설치비율 등)에 반될 때 

는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업자 수사항(구분 비치· 리  18세이

용가 게임물의 비치장소에 청소년의 출입 지 표시를 하는 것)을 반한 

때에는 업의 폐쇄 는 등록의 취소를 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고(법 제39조 제1항 제3호, 제5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업을 하는 자에 하여는 당해 업을 폐쇄하기 한 조치들을 

취할 수 있다(법 제42조 제1항). 한, 등록하지 아니하고 일반게임장업을 

하거나, 일반게임장업자가 제32조 제4호의 규정에 반하여 체이용가 게

임물과 18세이용가 게임물을 구분하여 비치· 리하지 아니한 경우 2년 이

하의 징역 는 2천만 원 이하의 벌 에 처해지고(법 제50조 제2호, 제4

호), 일반게임장업자가 18세이용가 게임물을 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 

설치·운 할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벌 에 처해진다(법 제51조 제2호).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일반게임장업자로 하여  18세이용가 게임

물을 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 설치·운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게임

제공업의 업내용을 제한하고, 체이용가 게임물과 18세이용가 게임물을 

구분하여 비치· 리할 의무  18세이용가 게임물의 비치장소에 청소년의 

출입 지표시를 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정이다. 청구인의 경우 성인 용게임장 업을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성인 용게임장업은 하나의 독립된 직업내역이 아니라 단지 게임

제공업을 수행하는 방법의 하나에 해당할 뿐이므로(헌재 2002. 7. 18. 99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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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574, 례집 14-2, 49 참조) 직업선택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이라고까지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할 때에도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거한 

비례의 원칙에 배되어서는 안 된다{헌재 1989. 11. 20. 89헌가102, 례집 

1, 329, 336; 1996. 12. 26. 96헌가18, 례집 8-2, 680, 692; 2002. 1. 31. 

2000헌가8, 례집 14-1, 1, 10; 2002. 7. 18. 99헌마574, 례집 14-2, 29, 

41; 2002. 10. 31. 99헌바76등, 례집 14-2, 410, 430; 2003. 6. 26. 2002헌바

3, 례집 15-1, 713, 723 참조}. 즉, 직업행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이 

헌법에 반되지 아니하기 해서는 직업행사에 한 제한이 공익상의 이

유로 충분히 정당화되고, 입법자가 선택한 수단이 의도하는 입법목 을 달

성하기에 정해야 하며, 입법목 을 달성하기 하여 동일하게 한 수

단들 에서 기본권을 되도록 게 제한하는 수단을 선택하여야 하고, 제

한의 정도와 공익의 비 을 비교형량하여 추구하는 입법목 과 선정된 입

법수단 사이에 균형 인 비례 계가 성립하여야 한다.

나. 법 제27조 제2항

(1) 게임제공업에 종사하려고 하는 자로서는 법 제2조 제9호 단서와 같

이 다른 법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소년게임장업이나 일

반게임장업을 선택할 수 있을 뿐인데, 일반게임장업을 선택한 경우 일정 

비율 내에서만 18세이용가 게임물을 설치하여 업을 할 수 있다는 에서 

직업수행의 자유가 제한되고 있음은 분명하다.

(2) 2001. 5. 24. 법률 제6473호로 개정된 법은 개정안 심사 과정에서 성

인 용게임장 설치를 허용하여 청소년게임장과 분리함으로써 청소년보호를 

강화하는 방안이 검토되었으나 성인 용게임장을 허용할 경우 게임기구가 

사행행 에 이용될 우려가 있고 국민들로부터도 사행행 를 조장한다는 오

해를 받을 수 있다는 , 당시 25,000여개 게임장업자  다수가 경제성을 

이유로 18세이용가 등 의 게임물을 설치하길 원했으나 성인 용게임장의 

경우 시설기 이 엄격하게 될 것을 우려하여 청소년과 성인 모두를 상 로 

업하면서도 기존의 종합게임장에 비하여 상 으로 완화된 시설기 의 

용을 원하고 있었던 , 그때까지 구 음비게법에 따라 시․도지사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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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받아 18세이용가 등 의 게임물 제공이 가능하 던 종합게임장은 500

㎡ 이상의 용면 을 요구하는 엄격한 시설기 의 문제로 국에 77개 정

도에 불과하 던  등을 이유로 결국 성인 용게임장의 설치를 허용하지 

않되 기존의 종합게임장에 비하여 상 으로 완화된 시설기 을 용하기

로 하 다. 한, 형평성의 논란을 피하기 하여, 계속하여 특별 우를 요

구해 온 호텔에 하여도 성인 용게임장의 설치는 허용하지 않는 

신 체이용가 게임물과 18세이용가 게임물의 설치비율만을 다르게 조정하

기로 하 다.8)

이에 따라 종 에 일 하여 등록제로 운 되던 게임제공업을 청소년게

임장업과 일반게임장업으로 구분하여 그  일반게임장업은 등록제를 유지

하되 청소년게임장업은 신고제로 변경하 고, 구법의 종합게임장이 시․도

지사의 지정을 받아야만 운 할 수 있었던 것을 일반게임장은 별도의 지정 

없이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종 에 18세이용가 게임을 제공할 수 없었

던 자들에게도 그 선택에 따라 성인을 상 로 한 게임제공업을 겸할 수 있

도록 하 으며, 구 음비게법에서 종합게임장의 시설기 으로 요구되던 

용바닥면  500제곱미터 이상의 요건도 폐지하여 종 에 18세이용가 게임

을 제공할 수 없었던 자들에게도 그 선택에 따라 성인을 상 로 한 게임제

공업을 겸할 수 있도록 일반게임장의 요건을 완화하 다.

이와 같은 입법과정에 비추어 보면 청소년보호를 법 제27조 제2항의 입

법목 이라고 할 수는 없고,9) 법 제2조 제9호와 련하여 볼 때 법 제27조 

제2항의 입법목 은 일반게임장업으로 등록한 자가 게임장 내에 체이용

가 게임물을 비치하지 않고 18세이용가 게임물만을 설치하여 실질 으로 

성인 용게임장 업을 하는 것을 지함으로써 게임장의 사행화  도박

장화를 방지하여 건 한 사회기풍을 조성하려고 함에 있다고 할 수 있다.

(3) 한편, 행법상 사행행 를 허용하고 있는 각종 법률들이 있으나,  

8) 2000. 12. 18. 제216회국회 문화 원회 회의록, 2001. 2. 20. 제218회국회 문화

원회 회의록, 2001. 4. 16. 제220회국회 문화 원회 회의록 등 참조

9) 입법과정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청소년의 보호라는 측면에서만 본다면 성인 용

게임장을 별도로 허가하고 청소년의 출입 자체를 하는 것이 실 으로 더 효

과 인 방법이 될 것이므로 청소년의 보호는 이 사건 조항의 한 입법목 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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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들은 공익목 에 따른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엄격한 요건 하에 

외 으로 이를 허가하고 있다.

사행행 등규제 처벌특례법(1991. 3. 8. 법률 제4339호로 문개정된 것)

은 건 한 국민생활을 해하는 과도한 사행심의 유발을 방지하고 선량한 

풍속을 유지하기 하여 동법 제2조 제1호의 사행행 업에 하여 지방

경찰청장 는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법 제4조 제1

항), 그것도 공익사업을 한 재원을 마련하기 한 경우 등 공공복리의 증

진, 상품의 매선 , 진흥과 객의 유치 진을 하여 특히 필요하

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고(법 제5조, 시행령 제3조)10), 

10) 사행행 등규제 처벌특례법(1991. 3. 8. 법률 제4339호로 문개정된 것) 

    제5조 (허가의 요건) ①경찰청장 는 지방경찰청장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

한 허가신청이 있을 경우에 그 허가신청이 복표발행업· 상업 는 기타 사행행

업에 한 것인 때에는 제1호·제2호 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각

각 이를 허가할 수 있다. 

    1. 공공복리의 증진을 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상품의 매선 을 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진흥과 객의 유치 진을 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제1항 각호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하여는 통령령으로 정

한다.

    사행행 등규제 처벌특례법시행령(1999.4.30 통령령 제16269호로 개정된 것) 

제3조 (허가요건)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 제5조제1항 각호의 허가요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공공의 안녕질서  선량한 풍속의 

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1. 공공복리의 증진을 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법 제5조 제1항 

제1호 련)

     가. 천재·지변 기타 이에 하는 재해구제를 하여 계 앙행정기 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국가 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는 후원을 받는 사회복지사업을 추진하

고자 하는 경우

     다. 공공기 에서 공익사업을 한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

    2. 상품의 매선 을 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법 제5조 제1항 

제2호 련)

    자기회사에서 생산하는 상품 는 자가 포에서 매하는 상품의 국내외 매

진을 하여 계 앙행정기 의 장, 특별시장· 역시장 는 도지사가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삭제

    4. 진흥과 객의 유치 진을 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법 

제5조 제1항 제4호 련)

     가. 진흥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 부장 에게 등록한 

숙박업  1등 이상의 호텔  객이용시설업  종합휴양업소의 

동일구내에서 사행행 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진흥과 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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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한다)

을 입장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법 제12조 제4호).

진흥법 제3조 제1항 제5호가 규정하고 있는 카지노업은 호텔업시설 

는 국제회의업시설의 부 시설 안이나,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여객선 안에서 카지노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여 문화 부장 의 

허가를 받아 업할 수 있는바(법 제20조 제1항, 제5조 제1항, 진흥법 

시행령 제28조), 이는 여건을 조성하고 자원을 개발하며 사업

을 육성함으로써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 으로 한다(법 제2조). 19세미

만의 자를 입장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법 제27조 제1항 제7호).

경륜․경정은 지방자치단체 는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서울

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만이 문화 부장 의 허가를 받아 시행할 수 

있고(경륜·경정법 제4조 제1항), 그 수익 은 공익목 에만 사용하여야 한

다(동법 제15조). 미성년자에게는 승자투표권을 발매할 수 없다(법 제22조 

제1항).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의 수익 도 

문화․체육사업의 지원에 쓰인다(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의 2, 제22조의 7).

복권은 문화 부장 이 발행하며( 진흥법 제70조 제1항), 복권

복권기 법 상의 복권은 국무총리 산하의 복권 원회, 복권발행업무의 

탁을 받은 자 는 재 탁을 받은 자가 아니면 발행할 수 없고(복권 복

권기 법 제4조 제1항), 그 기 의 배분  용도도 엄격히 규정되어 있다

(동법 제23조).

성인 용게임장업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공 생법(법률 제3822호) 

제정 당시 허용되었다가 1995. 12. 29. 구 공 생법(법률 제5100호) 개정

시 사행행 에 이용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폐지된 이후 행법에 이르기

까지 허용되고 있지 아니한바, 앞서 개별 법률에서 허용되고 있는 사행행

들의 경우와 달리 성인 용게임장업에는 이를 허용할 특별한 공익목 이 

유치 진을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외국간을 왕래하는 5천톤 이상의 여객선 안에서 사행행 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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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할 수 없고 그 운 주체  수익의 귀속자 한 사인을 제로 하

고 있으므로, 법 제27조 제2항이 건 한 사회기풍 조성을 하여 성인 용

게임장의 설치를 불허하고 있는 것에 하여 그 입법목 의 정당성을 인정

할 수 있고,  조항에서 18세이용가 게임물을 일정비율 이상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은 와 같은 입법목 에 기여하는 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4) 법 제27조 제2항은 일반게임장업자가 게임장 내에 18세이용가 게임

물을 제공하는 것 자체를 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행법은 앞

서 본 바와 같이 일반게임장에 하여 종 의 종합게임장에 요구되던 시·

도지사의 지정 차를 폐지하 고 시설기 으로서 요구되던 최소면  기

을 삭제하는 등 성인을 상 로 한 게임제공업의 문호를 완화하 다. 

따라서 가사 18세이용가 게임물이 체이용가 게임물에 비하여 청구인

에게 더 큰 경제 인 이득을 가져다 다고 하더라도  조항은 청구인으로 

하여  두 종류 게임물의 설치비율을 조정하여 체이용가 게임물을 일정 

부분 설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에 그치고 있는바, 직업수행의 자유를 

이보다 더 게 제한하는 방법을 상정하기 어려우므로 최소침해성의 원칙

을 배한 것도 아니고, 청구인이 입는 불이익이 법 제27조 제2항이 추구

하는 목 의 달성으로 인한 공익보다 더 크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

그 다면, 법 제27조 제2항은 비례의 원칙에 배하여 청구인의 직업수

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다. 법 제32조 제4호

법 제32조 제4호는 일반게임장 내에서 18세이용가 게임물과 체이용가 

게임물을 구분하여 비치· 리하고 18세이용가 게임물의 비치장소에는 청소

년의 출입 지 표시를 할 의무를 부과하고 반시 제재를 가함으로써 직업

수행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바, 그 입법목 은 청소년 보호에 있다고 할 

것이다.

성인 용게임장이 허용되고 있지 아니하여 18세이용가 게임물과 체이

용가 게임물이 같은 게임장 업소 내에서 제공되는 행법 상의 일반게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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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어서 법 제32조 제4호가 게임제공업자에게 와 같은 의무를 부과하

고 있는 것은 일반게임장 내에서 청소년 보호라는 입법목 에 기여하는 효

과 이고 한 수단이 된다고 할 것이고, 달리 게임제공업자의 직업수행

의 자유를 덜 제한하는 방법을 상정하기 어려우므로 침해의 최소성 요건도 

충족된다.

한, 법 제32조 제4호가 게임제공업자에게 와 같은 사항을 수할 의

무를 부과함으로써 일반게임장업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  조항으로 

인하여 보호되는 공익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으므로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배되는 것도 아니다.

결국, 법 제32조 제4호에 의한 의무부과는 비례의 원칙에 배하여 청구

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3. 재산권 침해 여부(법 제27조 제2항)

청구인은 일반게임장의 경우 등록을 하여 바닥면  500제곱미터 이상

을 확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이 있는 18세이용가 게임물은 100분

의 60밖에 설치할 수 없고 실 으로 손님들이 거의 이용하지 않고 있는 

체이용가 게임물을 100분의 40 상당 설치하여야 하는바, 이는 거액을 들

여 게임장을 개설하고서도 그  100분의 40 상당을 업에 사용하지 못하

는 결과가 됨으로써 부당하게 재산권을 침해당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우선, 구 음반·비디오물 게임물에 한법률 시행규칙(1999. 5. 21. 문화

부령 제21호로 제정된 것) 제5조, 별표 2 제2호가 종합게임장의 시설기

의 하나로 요구하고 있었던 용면  500제곱미터 이상의 요건을  음

반·비디오물 게임물에 한법률 시행규칙(2001. 11. 16. 문화 부령 제57

호로 문개정된 것)이 일반게임장의 요건으로 요구하고 있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헌법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되나,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하

고,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합하도록 하여야 한다(헌법 제23조 제1

항, 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재산권의 보장은 사 유용성과 처분권의 보장

을 그 내용으로 하나 이와 같은 사 유용성과 처분권은 재산권의 사회구속

성(헌법 제23조 제2항)과 재산권의 형성  법률유보(헌법 제23조 제1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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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문)에 의한 제한의 테두리 안에서 보장된다고 할 수 있다.

재산권의 사회  구속성은 극 으로 공공복리에 합하도록 재산권을 

행사하여야할 의무를 부과한다. 재산권이 개인의 자유 확보에 요한 의미

를 가질수록, 그 재산권은 그만큼 강한 보호를 향유한다. 반면 재산권이 사

회 인 련성을 갖고 사회 인 기능을 가지면 가질수록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결정하는 입법자의 형성의 권한의 폭은 넓게 된다고 할 수 있다(헌

재 1989. 12. 22. 88헌가13, 례집 1, 373). 이 경우에도 헌법 제23조 제1항 

제1문에 의하여 보장된 재산권의 귀속과 재산권의 본질을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

법 제27조 제2항은 일반게임장 내에 상 으로 수익성이 은 체이

용가 게임물을 일정비율 설치하여 공 의 이용에 제공하게 함으로써 일반

게임장업자가 소유권 는 이용권을 확보한 업장  그 시설물을 더 큰 

수익을 올리는 방향으로 이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는바, 일반게임장은 공

에게 게임물을 제공하기 한 것으로 그 업장  업시설에 한 청

구인의 재산권은 사회  련성을 갖고 있으므로, 단순히 개인의 자유형성

의 표 에 해당하는 재산권이 문제된 경우와는 보장의 정도에 있어서 차이

가 있을 수밖에 없다.

와 같은 재산권 행사의 제한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성인 용게임장의 

설치를 허용하고 있지 않은 행 법 하에서 일반게임장으로 등록한 뒤 18

세이용가 게임물만을 비치·제공함으로써 실질 으로 성인 용게임장 업

을 하는 것을 막아 건 한 국민생활을 해하는 과도한 사행심의 유발을 

방지하고 선량한 풍속을 유지하기 한 것이므로 법 제27조 제2항은 그 입

법목 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18세이용가 게임물을 일정비율 이상 설치하

지 못하게 하는 것은  공익목  달성에 효과 이고 합한 수단일 뿐만 

아니라, 와 같은 재산권 제한으로 인하여 일반게임장업자가 받게 되는 

불이익이  공익목 에 비하여 과도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고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법 제27조 제2항은 과잉 지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재산권의 본

질 인 내용을 침해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재산권

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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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청구인의 주장을 업장  업시설물에 한 이용제한 자체에 

한 것이 아니라 법 제27조 제2항으로 인하여 18세이용가 게임물을 더 많

이 설치하여 수익을 얻을 기회가 제한된다는 을 다투는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헌법이 보호하고 있는 재산권 보장의 상은 아니므로 재

산권침해의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헌법 제23조 제1항에서 보호하고 있는 재산권은 이미 재산권 주체에게 

존하고 있는 재산  가치가 있는 재화의 존속을 보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고 단순한 수익의 기회나 가능성을 보호하지 않기 때문이다. 헌법

재 소는「헌법 제23조 제1항의 재산권보장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권은 

사  유용성  그에 한 원칙 인 처분권을 내포하는 재산  가치가 있

는 구체  권리이다. 그러므로 구체  권리가 아닌, 단순한 이익이나 재화

의 획득에 한 기회 등은 재산권보장의 상이 아니다」라고 시한 바 

있다(헌재 1996. 8. 29. 95헌바36, 례집 8-2, 91; 헌재 1997. 11. 27. 97헌

바10, 례집 9-2, 651).

4. 청소년보호 원칙 반 여부(법 제27조 제2항)

청구인은, 성인 용게임장을 별도로 허용하고 청소년의 출입을 지하는 

신 법 제27조 제2항이 일반게임장에 18세이용가 게임물과 체이용가 게

임물을 같이 설치하게 하여 청소년의 출입을 허용함으로써 청소년으로 하

여  18세이용가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방치·조장하는 것과 다름이 

없으므로  조항은 헌법 제34조 제4항이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보호의 원

칙에 반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 , 청소년의 보호라는 측면에서만 본다면 청소년의 출입이 제한

되는 성인 용게임장을 별도로 두는 것이 실 으로 더 효과 인 방법이 

될 것이나 법은 성인 용게임장의 사행화·도박장화를 우려하여 이를 허용

하지 않고, 그 신 일반게임장업자에게 체이용자 게임물과 18세이용가 

게임물을 구분하여 비치· 리하고 18세이용가 게임물의 비치장소에 청소년

의 출입 지 표시를 하게 하 으며(법 제32조 제4호), 청소년에게 18세이용

가 게임물을 제공하는 것을 하고 있고(법 제32조 제5호), 와 같은 업

자 수사항을 반한 경우 업의 폐쇄 는 등록의 취소나 6월 이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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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의 정지(법 제39조 제1항 제5호)의 행정처분과 2년 이하의 징역 는 

2천만 원 이하의 벌 (법 제50조 제4호)의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일반게임

장에 출입하는 청소년의 보호에 필요한 여러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

따라서 법 제27조 제2항이 일반게임장에 출입하는 청소년의 보호에 다

소 미흡한 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조항이 청소년으로 하여  

18세이용가 게임물을 이용하도록 방치·조장하는 것이라거나 청소년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헌법에 반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5. 이 사건 결정의 의의

헌법재 소는 직업의 자유의 제한과 련하여 독일 연방헌법재 소의 

단계이론을 받아들여, 직업행사의 자유와 직업선택의 자유에 하여 법률

상의 규제의 정도를 달리하여 왔다.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있어서는 직업행사의 자유가 문제되고 있음에 

그치므로 헌법재 소 한 입법자에게 넓은 형성의 자유를 인정하여 합헌 

단을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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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 진법 제3조 제8호 등 헌소원

-공사혼합기업의 기본권 주체성을 심으로-

(헌재 2005. 2. 24. 2001헌바71, 례집 17-1, 196)

손 인 
*

1)

【 시사항】

1. 공사혼합기업에 한 기본권 주체성의 인정여부

2. 기간선시설의 설치비용을 설치방법에 상 없이 그 설치의무자에게 

부담시키는 주택건설 진법 제36조 제3항이 설치의무자의 계약의 자유나 

기업경 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3. 재  5인이 헌의견이지만 헌정족수에 달하지 않아 합헌결정을 

한 사례 

【심 상】

택지개발 진법(이하 ‘택지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1980. 12. 31. 법률 

제3315호로 제정된 것)에 의하여 용되는 주택건설 진법(이하 ‘주 법’이

라 한다) 제36조 제3항(1992. 12. 8. 법률 제4530호로 개정된 것) 제1문  

‘ 기간선시설에 계된 부분’의 헌여부.

택지개발 진법 제14조(간선시설의 설치) ① 간선시설의 설치에 하여

는 주택건설 진법 제36조의 규정을 용한다.

주택건설 진법 제36조(간선시설의 설치) ① 사업주체가 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거나 통령령으로 정하는 면  이상의 

지를 조성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그 해당 간선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헌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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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로  상하수도시설은 지방자치단체

2. 기시설․가스공 시설 는 지역난방시설은 당해 지역에 기․가

스 는 난방을 공 하는 자

3. 통신시설  우편함은 국가 는 한국 기통신공사

②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선시설의 설치비용은 그 설치의무자가 이를 

부담한다. 이 경우 제1항 제1호의 간선시설의 설치비용은 그 2분의 1의 범

안에서 국가가 이를 보조할 수 있다.

④제1항에 의한 간선시설의 종류별 설치범 는 통령령으로 정한다.

【사건의 개요】

1. 심 청구에 이르게 된 경

가. 건설교통부장 은 구 북구 구암동 일 를 지구명 구칠곡3지구, 

사업시행자 한국토지공사로 하는 택지개발 정지구로 지정․고시하 고, 

‘배 선로는 지구 내 계획도로를 따라 지 로식으로 계획하여 안 성  

도시미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는 조건을 부가하여  택지지구의 개발계

획을 승인․고시하 다. 그리고 구 역시장은 건설교통부장 의 권한을 

임받아 같은 조건으로 구칠곡3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

고시하 다. 

나. 한편, 기간선시설을 지 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공설치(架空設

置)시보다 약 7배 정도의 비용이 더 소요되는데, 그 비용부담과 련하여 

한국토지공사와 기간선시설의 설치의무자인 청구인 한국 력공사간에 분

쟁이 발생하 다. 이에 구 역시장의 재로 양 당사자간에 ‘지 설치구

간을 축소하고 지 설치로 인한 추가비용을 조건부로 한국토지공사가 부담

하기로 한다.’라는 내용의 합의가 성립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구칠곡3지

구 내 기간선시설에 한 공사도 계약이 체결되었다. 

다. 그런데 택지개발사업의 주무 청인 건설교통부장 은 기간선시설

의 가공설치비용을 과하는 지 설치비용의 부담과 련하여 법제처장에

게 간선시설의 설치비용을 정한 ‘주 법 제36조 제3항’에 한 유권해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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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하 고, 법제처장은 그 설치방법에 상 없이 설치의무자인 청구인이 

그 비용을 부 부담하여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하 다. 

라. 이에 한국토지공사는 기간선시설의 설치비용을 청구인이 부 부

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미 지 된 공사비 등 설치비용의 환 을 구

하는 소송을 제기하 고(서울지방법원 99가합56906호), 청구인은  소송 

계속 에 기간선시설의 설치비용을 그 설치의무자인 청구인에게 모두 부

담시키는  주 법 조항에 하여 헌여부심 의 제청신청을 하 으나 

기각되었다(  법원 2000카기15532). 그러자 청구인은  주 법 조항의 

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 을 청구하 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계기 의 의견 요지

가. 청구인의 주장요지

주 법 제36조 제1항이 청구인에게 기간선시설의 설치의무를 부과하

고, 제3항에서 비용부담의무를 부과한 것은 기간선시설을 통상 인 가공

설치방법으로 시설하는 것을 제로 한다. 따라서 가공설치보다 비용이 많

이 소요되는 지 설치를 강제하면서 그 추가비용을 청구인에게 부담하게 

하는 것으로 심 상조항을 해석․ 용한다면, 이는 청구인의 계약의 자

유와 업의 자유, 그리고 재산권을 침해한다. 

나. 법원의 헌제청신청 기각결정의 이유요지

(1) 력공 원인 변 소로부터 기수요자의 이용시설에 이르기까지 간

선시설의 설치비용을 가 부담할 것인지는 국가의 재정능력, 국민의 소득

수 , 력사업의 성장률, 경제여건 등에 따라 결정될 것이므로 이를 당연

히 기수요자가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다. 만약 그 설치비용을 기요

에 모두 반 하여 수요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면, 변 소로부터 기수요

자의 개별계량기에 이르는 모든 기공 시설을 일 하여 청구인의 비용부

담으로 설치하도록 하 을 것이다. 

(2) 국가가 청구인을 유일한 기사업자로 허가하여 독 이윤을 리게 

하는 신, 청구인으로 하여  청구인의 업시설이기도 한 기간선시설

을 그의 비용부담으로 설치하게 하더라도 이를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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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

(3) 변 소로부터 수요자의 개별계량기에 이르는 기공 시설  주택

단지의 경계선에서 개별계량기까지의 시설은 기수요자들이 그 비용을 부

담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소유가 되고, 청구인은 이를 업시설로 하여 

기 매사업을 하여 수익을 올리고 있다. 

(4) 따라서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심 상조항은 그 필요성이

나 합리 인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평등권, 재산권, 업의 자유에 한 

제한도 그 필요성과 정도, 제한에 의하여 보호되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

을 형량할 때 헌법 제37조 제2항의 비례의 원칙 는 과잉 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다. 건설교통부장 의 의견요지

(1) 도시화  산업화로 도로․상하수도․ 기․통신시설 등 기반시설이 

갖추어진 기존 시가지에서는 주택건설용지가 고갈되어 있는 형편이므로 수

도권의 경우 기존 시가지에서 20～50km 정도 떨어진 지역에서 주택단지의 

조성이나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와 같이 기존의 

시가지 밖에서 건설되는 주택단지건설에 수반되는 도로․상하수도․ 기․

통신시설 등 간선시설을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당해 주택건설사업 

는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부담하게 한다면, 새로운 주택건설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은  불가능하다.  

(2) 기간선시설은 그 설치방법이 가공이든 는 지 이든 청구인이 

기를 공 하기 한 업시설이며 결국 청구인의 재산으로 귀속된다. 기

간선시설을 지 으로 설치하는 경우 력공 의 신뢰도가 제고되고 그 안

성이 확보되므로 도심지역이나 인구 집지역에서는 지 화가 필연 으로 

요청된다. 선진국일수록, 력소모량이 많을수록 그리고 국민안 을 우선시

하는 국가일수록 지 설치가 일반 인 추세이고, 우리나라도 이미 오래 

부터 도심 과 지역을 심으로 지 화사업을 단계 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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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1. 【해설】2. 가. 항 부분 참조.

2. 기간선시설의 설치비용을 구에게, 어느 정도로 부담하게 할 것인

지의 문제는 개인의 본질 이고 핵심  자유 역에 속하는 사항이라기보다

는 사회  연 계에 놓여지는 경제  활동을 규제하는 경제사회 인 입

법사항에 해당하므로, 비례의 원칙을 용함에 있어서 보다 완화된 심사기

이 용된다고 할 것이다.

3. 기간선시설의 설치비용을 그 설치방법에 계없이 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는 것은 헌법 제35조의 주택개발정책과 련한 국가의 의무를 

이행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하여 국민에게 더욱 렴한 가격으로 택지  

주택을 공 할 수 있고, 간선시설의 설치비용을 둘러싼 분쟁을 사 에 

방함으로써 기에 기의 공 을 가능하게 하며, 주택개발정책의 효율

인 집행을 가능하게 하므로 그 목 의 정당성을 쉽게 정할 수 있다. 그

리고 이로써 서민들의 주거생활안정과 문화 이고 쾌 한 주거생활실 에 

효과 으로 기여하므로 그 수단의 성도 인정된다. 

기간선시설의 설치  그 비용의 부담자인 청구인은 력수 안정과 

국민경제발 에 이바지함을 목 으로 한국 력공사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정부투자기 이고, 기의 생산  공 이라는 국가의 생존배

려  부행정을 행하는 지 에 있다. 그리고 기간선시설은 사회간

시설로서의 성격도 가지지만, 그로부터 사업수익을 얻는 업시설이기도 

하다. 한 이러한 간선시설을 지 으로 설치함으로써 이를 통하여 구

으로 업이익을 얻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임 수익 등 다양한 부수 인 사

업수익도 창출할 수 있다. 따라서 주택건설사업으로 인한 새로운 력수요

에 공하기 하여 필요한 기간선시설의 설치비용을 모두 청구인에게 부

담시킴으로써 발생하는 일시 인 비용부담의 증가나 재무구조의 악화는, 

이러한 력산업의 구조  특성  기간선시설의 성격에서 비롯된 것으

로 불가피한 제약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고도의 공간  이동성

을 그 특징으로 하는 의 산업사회에서 택지  주택단지의 기간선시

설을 지 으로 설치함으로써 얻는 도시환경  도시미 의 개선이라는 공

익  효과는, 재 거주하는 입주민만을 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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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거주하게 될 장래의 모든 입주민들을 한 것이므로 그로 인한 공익의 

범 가 이로 인하여 침해된 사익에 비하여 결코 작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4. 심 상조항에 하여 재  5인이 헌의견, 재  4인이 합헌의

견으로 비록 헌의견이 다수이긴 하지만, 헌결정에 필요한 정족수 6인

에 미달되므로 이 부분은 헌법에 반되지 않는다는 선고를 하기로 한다.

재  윤 철, 재  권 성, 재  김경일, 재  주선회, 재  

이상경의 헌의견

지 설치보다 가공설치의 방법에 의할 경우에는 동일한 효능을 가진 

기간선시설을 7분의 1 내지 10분의 1 정도의 은 비용으로 시설할 수 있

으므로 이는 택지를 보다 렴한 가격으로 공 하도록 하는 데 기여하면서

도 청구인의 비용부담이라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다른 체수단이 된

다. 따라서 지 설치로 인한 과비용을 청구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과잉

지의 원칙에 일단 어 난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시가지 미 의 

개선이 택지의 분양을 용이하게 하고, 주민들에게 미 상 보다 유려한 환

경을 제공한다고 하는 공익은 그 혜택의 범 가 주로 그 주택단지 안에서 

생활하는 주민들로 한정되어 그 공익  효과가 그 게 크다고 볼 수 없는 

반면, 청구인이 입는 비용부담상의 피해는 통상의 가공설치의 경우에 비하

여 7배 내지 10배에 달하므로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입는 재산상의 피해에 비하여 시가지 미 의 개선이라

는 공익은 그다지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심 상조항이 지 설치로 인한 

증가된 공사비용의 부를 청구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배된다. 

【해설】

1. 기공 계약을 둘러싼 비용의 분담구조와 심 상조항의 내용

가. 기7공 계약의 법  성격과 비용분담

기공 은 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수요자의 기사용신청을 기공

업자가 승낙하는 당사자간의 기공 계약에 따라 이루어진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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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공 계약은 본질 으로 사법상 계약 계이고, 기라는 상품이 가지는 

공공재로서의 성격  생산의 수단임과 동시에 최종  소비재로서의 국민

경제  요성에 비추어 기사업법 등에서 일정한 공법  규제를 가하고 

있다.  

그러므로 어떤 종류의 기를 구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공 할 것인지, 

그리고 기공 의 가인 기요 과 기공 에 필요한 간선시설 등 

기공 시설의 설치비용을 구에게 어느 정도로 부담하게 할 것인지는 기

본 으로 기공 업자와 기수요자 사이의 기공 계약의 내용에 따라 

구체 으로 정해지겠지만, 기사업법은 기공 업자에게 기공 계약 

체결의무를 부과하고(제14조), 기공 업자1)가 산업자원부장 의 인가를 

받아 제정한 ‘ 기요  기타 공 조건에 한 약 (기본공 약 )’에 따라 

기공 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5조). 

이러한 취지에 따라 사실상 독  기공 업자인 한국 력공사(청구

인)가 정한 ‘기본공 약 ’을 심으로 기공 계약을 둘러싼 비용의 분담

구조를 살펴보면, 청구인의 기공 설비로부터 기를 수 하는 지 까지

의 공 설비는 청구인이 이를 시설․소유하고, 수요자는 아래의 공사비부

담조항에 따라 그 설치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수요자가 신규로 기를 사용하거나 기존에 공 되는 기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에 배 선로의 공사비용은 원칙 으로 수요자 자신이 부담하

여야 하는데(제83조), 일반공 설비2)의 경우에는 공사유무  공사내력(工

事來歷)에 계없이 표 공사비를 수요자부담 공사비로 하고, 가공배 지

역에서 수요자의 희망에 따라 지 배 선로를 설치하여 기를 공 하는 

경우에는 설계조정공사비를 수요자부담 공사비로 한다(제84조 제1항). 그리

고 주택단지․산업단지 기타 이와 유사한 규모 기수요시설을 조성하기 

하여 기존의 단지 밖의 기공 시설로부터 단지경계지 까지 일반공

설비를 설치하고, 단지 내부의 기간배 선로도 함께 미리 설치하려는 경우

에는 그 공사비를 원칙 으로 해당 사업의 주체가 부담하며(제84조 제3항), 

1) 2000. 12. 23. 법률 제6283호로 기사업법이 개정되기 에는 일반 기사업자가 

일반수요자에 한 기공 업자 지만, 개정법에서는 기 매업자로 바 었다.

2) 일반공 설비란 일반 다수의 수요자에게 기를 공 하기 하여 설치하는 공

설비를 말한다(공 규정 제6조 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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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 특별히 명시된 경우에는 공사비의 부 는 일부를 청구인이 부담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달리 주택법3)에 의한 주택단지

에 기간선시설을 지 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사업지구 밖의 기간이 되

는 시설로부터 사업지구 내의 가장 가까운 주택단지 경계선까지의 공사비

는 청구인이 부담하고, 그로부터 개별주택단지의 경계선까지는 가공 선로

의 공사비와 지 선로의 공사비 사이의 차액을 사업주체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88조 제1항).4)

따라서 기본공 약 의 내용에 의하면, 일반수요자에게 기를 공 하기 

한 일반공 시설은 원칙 으로 수요자의 비용부담으로 청구인이 설치하

되, 개별수요자에 따른 설치비용의 산정이 곤란하므로 공사유무나 그 내용

에도 불구하고 표 공사비로 비용을 부담하게 하고, 개별 인 기수요자

가 확정되기 에 미리 주택단지 등의 조성에 따른 기수요에 제공하기 

하여 필요한 기간선시설  단지 내 배 시설의 설치비용은 당해 주택

사업 등을 시행하는 사업주체가 이를 부담하되, 주택법 등 다른 법률에서 

비용부담과 련하여 특별규정을 둔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그 부 는 일

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나. 심 상조항의 내용과 법  성격

(1) 심 상조항의 내용

택지법은 주택난을 해소하기 하여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의 취득·개

발·공   리 등에 하여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주거생활의 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 으로 하고, 주 법은 주택이 없는 국민의 주거생

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모든 국민의 주거수 의 향상을 기하기 하여 주택

의 건설·공 과 이를 한 자 의 조달·운용 등에 하여 필요한 사항을 

3) 2003. 5. 29. 법률 제6916호로 주 법을 문개정하면서 그 법명을 ‘주택법’으로 

바꾸었다. 

4) 2003. 12. 30. 개정되었다. 개정  조항은 “다만, 법령에 선로의 설치방법이 명

시되지 않은 경우로서 가공 선로의 시설이 가능한 지역에서 지 선로의 시설

을 요청할 경우에는 요청자가 그 차액을 부담한다.”라고 하여 청구인의 주장요지

와 동일한 내용이었다. 이와 같이 비용부담의 주체를 변경한 배경은 명확하지 않

은데, 이에 한 청구인의 답변은 건설교통부와의 의과정에서 그런 방향으로 

결정되었다고 한다.  



주택건설 진법 제3조 제8호 등 헌소원  151

규정함을 목 으로 하는바, 그러한 입법목 을 실 하기 하여 심 상

조항은 사업완료 후 택지분양자나 주택입주자의 생활에 제공하기 한 교

통․물․ 기 등 공공재를 공 하기 하여 필요한 도로, 상하수도시설, 

기시설 등 간선시설의 설치의무와 그 비용부담에 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를 구체 으로 보면, 택지법 제2조 제4호에 의하여 용되는 주 법 제

3조 제8호는, “간선시설이라 함은 도로․상하수도․ 기시설․가스시설․

통신시설  지역난방시설 등 주택단지(2 이상의 주택단지를 동시에 개발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주택단지를 말한다) 안의 기간시설과 그 기간시설을 

당해 주택단지 밖에 있는 동종의 기간시설에 연결시키는 시설을 말한다.”

라고 하여 간선시설을 정의하고 있다.5) 그리고 이러한 간선시설의 설치의

무와 그 비용부담, 그리고 그 의무의 구체 인 범 에 해서는 택지법 제

14조에 의하여 용되는 주 법 제3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당해사건에

서 문제가 되는 기간선시설의 경우 당해지역에 기를 공 하는 기공

업자에게 그 설치  비용부담의무를 부담하게 하고(제1항 제2호, 제3

항), 그 구체 인 설치의무  비용부담의 범 를 통령령에 임(제4항)

하고 있으며, 이러한 임에 따라 주 법시행령 제35조 제4항 별표6은 ‘주

택단지 밖의 기간이 되는 시설로부터 택지 는 공동주택의 단지경계선까

지’로 그 설치  비용부담 의무의 구체  범 를 정하고 있다.

5) 다만 주택단지의 범 는 통령령에 임하고 있는데, 이에 근거한 주 법시행령 

제3조(1993. 2. 20. 통령령 제13850호로 개정되고 1999. 4. 30. 통령령 제16283

호로 개정되기 의 것)는 주택단지의 범 를 “법 제3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주

택단지의 범 는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 는 지조성사업

계획의 승인을 얻어 주택과 부 시설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지를 조성하는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다만, 철도고속도로자동차 용도로기간도로폭 20

미터 이상인 일반도로(도시계획 정도로를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이를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

이 주택단지의 범 를 도로 등을 기 으로 다시 세분함으로써 후술하는 청구인의 

기간선시설의 설치의무  이 사건 비용부담의무의 구체  범 가 확 되는 결

과가 된다. 주택법으로 개정되기 의 주 법시행령 제3조(1999. 4. 30. 개정된 

것)는 ‘폭 8미터이상인 도시계획 정도로’로 다시 주택단지의 구별기 을 완화하

고 있는데, 이로써  도로에 의하여 분리된 주택단지는 별개의 단지가 되고, 이

를 연결하는 간선시설도 간선시설설치의무  비용부담의무의 범 에 포함되게 

되었다. 

   이와 같은 문제  때문에 행 주택법은 법 제3조에서 주택단지의 범 를 직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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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심 상조항은 기공 업자인 청구인으로 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택지지구 는 주택지구에 기를 공 하기 한 기간선시설을 

스스로의 비용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그 구체 인 설치  비용부담의 

범 를 주택단지 밖의 기간이 되는 시설로부터 택지 는 공동주택의 단지

경계선까지로 정하고 있다. 

(2) 심 상조항의 법  성격

당해사건의 법원은 심 상조항을 거래의 당사자가 임의로 그 용을 

배제할 수 없는 강행규정으로 보고, 그 입법취지를 그에 한 반행 를 

단순히 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반행 의 실 까지 지하는 것에 있다

고 보아 강행규정 에서도 효력규정에 속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러한 법원의 해석과는 달리 주택단지조성의 사업주체인 한국토

지공사와 별도의 비용부담계약을 체결하 는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심

상조항은 강행규정으로서 효력규정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첫째, 기공 업자에게 기간선시설의 설치비용을 부담하게 하기 하

여 심 상조항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1972. 12. 30. 법률 제2409

호로 제정된 주 법은 비용부담조항을 따로 두지 않았지만, 간선시설의 설

치의무를 정한 조항과 부득이한 경우 사업주체가 우선 자신의 비용부담으

로 간선시설을 설치하고 그 비용을 간선시설설치권자로부터 상환받게 하는 

조항을 둠으로써 간선시설의 설치의무자가 비용부담의 주체임을 알 수 있

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용부담조항을 명시 으로 두게 된 것은 

‘주 법 제36조 제3항 제2문’이 정하는 ‘비용분담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었

기 때문이다. 즉, 입법자가  조항에서 ‘도로  상하수도’의 경우에만 비

용분담이 가능하도록 한 것은 그 외의 부분에 해서는 비용분담을 허용하

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둘째, 기공 업을 청구인이 사실상 독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를 효

력규정으로 해석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 만일 심 상조항을 효력규정

으로 해석하지 않는다면, 청구인은 자신의 독  지 를 이용하여 계약의 

상 방인 기수요자에게 비용부담을 강제할 수 있고, 그러한 경우에는 심

상조항이 사실상 사문화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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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구인의 기본권 주체성

가. 청구인 한국 력공사의 법  형식 

정부는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한국 력주식회사’의 주식을 모두 매입한 

다음, 한국 력공사법(1980. 12. 31. 법률 제3304호)을 제정하여 출자총액

부를 정부가 인수하는 형태로 한국 력공사를 출범시켰다. 그 후 1987. 4. 

결성된 공기업민 화추진 원회는 하  소득계층의 재산형성지원과 증권

시장의 변확   공기업의 경 합리화를 내세워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한국 력공사의 지분 일부를 국민주 형태로 민간에 매각하기로 방침을 정

하 고, 그 제로서 주식공개를 가능하게 하기 한 법률의 정비와 주식

회사로의 체제 환을 하여 한국 력공사법을 문개정 하 는데, 그 주

요내용은 ①공사의 자본 을 5조원에서 6조원으로 증액하고, 정부의 액

출자를 100분의 51 이상 출자로 조정하며(제4조), ②공사의 자본 을 출자

증권에서 주식의 형태로 변경하고(제5조), ③정부소유 주식의 주주권을 동

력자원부장 이 재무부장 과 의하여 행사하도록 하며(제6조), ④주주권

의 보호를 하여 상임임원의 선임과 이익 의 처리시에 주주총회의 의결

을 거치도록 하고(제10조, 제14조), ⑤정부소유 주식 외의 주식에 하여는 

우선 으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도록(제15조) 하 다. 그리고 이러한 차

에 따라 증권거래소에 주식이 상장되어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이 승인․고시되었던 1995년에는 정부 출자지분이 75.66%, 2000년에는 

52.2%로 어들게 되었다. 

한편 한국 력공사는 정부가 자본 의 51% 이상을 출자하므로 정부투자

기 리기본법의 용을 받지만, 한국 력공사법   기본법에 특별한 

정함이 없으면 상법  주식회사에 한 규정이 용된다(제19조).

따라서 한국 력공사는 정부와 민간이 함께 주주로 참여하여 설립한 주

식회사의 법  형식을 갖는다는 에서 강학상 공사혼합기업(gemischt- 

wirtschaftliches Unternehmen)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6) 이러한 내용의 

6) ‘공사혼합기업’과 ‘공기업’은 서로 구별되는 개념이다. 국내에서는 공기업의 개념이 

통일되어 있지 않아 그 용례가 논자마다 다르지만, 통상 공사혼합기업과 달리 그 

지분이 부 정부 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어 있는 경우를 공기업(öffentliches 

Unternehmen)이라고 한다.  

  김성수, 개별행정법, 법문사(2001), 760면 이하 참조



154   헌법재 소결정해설집 2005

공사혼합기업이 공법인 는 사법인으로서의 법  성격을 갖는지가 명확하

지 않고, 한 공․사법인을 구별하는 확립된 기 이 있는 것도 아니다.7) 

따라서 심 상조항의 헌여부를 단하기에 앞서 공사혼합기업으로

서 청구인의 기본권 주체성이 선결 으로 문제되는바, 이하에서는 이 에 

하여 본다. 

나. 공법인의 기본권 주체성8)

(1) 개

법인의 기본권 주체성과 련된 논의는 순수한 사법인과 련하여 더 이

상 의미가 없다. 헌법 9)에 따라서 그 논거가 다를 수는 있지만 사법인의 

기본권 주체성을 일반 으로 정하고 있고, 개별기본권의 성질 는 내용

상 법인에게 용하기 곤란한 기본권이 있을 수 있다는 정도로 그 의견이 

수렴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공법인의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는데, 

이 역시  부인론과  인정론은 지지를 받지 못하는 실정이고, 

그 논거는 다르지만 공법인에게도 기본권 주체성이 정되는 경우가 있다

는 제한  정설 는 외  정설로 그 견해가 모아지고 있다. 

우선 공법인의 기본권 주체성과 련한 우리나라와 독일의 례  학설

을 간단히 살펴보고, 청구인과 같은 공사혼합기업에게도 기본권주체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하여 검토하기로 한다.

7) 공법인과 사법인의 구별기 으로 다음의 학설이 일반 으로 거론된다. 

   ①설립법표 설 : 거법이 공법 는 사법인지를 기 으로 함.

   ②권리표 설 : 법인이 향유하는 권리가 공권 는 사권인지를 기 으로 함.

   ③법익표 설 : 법인의 목 이 공익 는 사익에 있는지를 기 으로 함.

   ④업무표 설 : 법인의 사무가 국가  사무 는 사  사무인지를 기 으로 함.

8) 공사혼합기업의 기본권 주체성을 검토하기에 앞서 기본권 주체성이 일반 으로 

정되는 사법인과 달리 취 되는 공법인의 기본권 주체성을 논의의 제로서 검

토할 필요가 있다.  

9) 허 , 한국헌법론 제4 , 박 사(2004), 234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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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법인의 기본권 주체성과 련한 헌법재 소의 례와 학설의 

동향

(가) 공권력의 행사자인 국가나 국가기  는 국가사무의 일부를 임

받아 수행하는 공법인이나 그 기 은 기본권의 수범자이지 기본권의 주체

가 될 수 없다고 하여 공법인의 기본권 주체성을 원칙 으로 부인하는 것

이 헌법재 소의 확립된 례이다(헌재 1994. 12. 29. 93헌마120, 례집 

6-2, 477, 480 등 참조). 따라서 헌법재 소는 국가기  는 그 기 의 일

부인 국회의원(헌재 1998. 3. 26. 96헌마345, 례집 10-1, 365), 국회의 노

동 원회(헌재 1994. 12. 29. 93헌마120, 례집 6-2, 477, 480), 지방자치단

체나 공공단체의 기  는 그 일부인 제주도지사(헌재 1997. 12. 24. 96헌

마365), 서울특별시의회(헌재 1998. 3. 26. 96헌마345, 례집 10-1, 295, 

300), 교육 원(헌재 1995. 9. 28. 92헌마23등, 례집 7-2, 343, 352)의 기본

권 주체성을 부인하 다. 

그리고 같은 논거로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의료보험조합과 농업기반공

사 농지 리기 법상 농지개량조합의 경우도 공법인으로서 그 기본권 주

체성을 부인하 다(헌재 2000. 11. 30. 99헌마190, 례집 12-2, 325, 

336-340 참조)10).

다만, 입시요강과 련하여 공법상 조물인 국립 서울 학교가 헌법 제

31조 제4항의 ‘ 학 자율권’의 주체가 된다고 하 고(헌재 1992. 10. 1. 92

헌마68등, 례집 4, 659), 축 앙회의 해산  농 앙회로의 통합과 

련하여 축 앙회는 회원의 임의탈퇴나 임의해산이 불가능한  등 그 공

법인성이 상 으로 크지만 이로써 공법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그 

존립목   설립형식에서의 자주  성격에 비추어 사법인  성격을 부인

할 수 없으므로 공법인성과 사법인성을 겸유한 특수한 법인으로서 기본권

의 주체가 된다고 시하 다(헌재 2000. 6. 1. 99헌마553, 례집 12-1, 

10)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농지개량조합은 그 주요사업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정비․유지․ 리를 통하여 

농업생산성의 향상 등 그 조합원들의 권익을 하고, 수해의 방지  수자원의 

정한 리 등 일반국민들에게도 그 향을 직  미치는 고도의 공익성을 띠고 

있다. 그러므로 조합의 존립목 , 조직과 재산의 형성  그 활동 반에 나타나는 

매우 짙은 공 인 성격을 고려하면  조합은 공익  목 을 하여 설립되어 활

동하는 공법인으로서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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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6, 706-708).

요컨 , 헌법재 소는 공법인의 기본권 주체성을 원칙 으로 부인하지만 

공법인성과 사법인성을 함께 가지는 특수법인의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하

고, 공법인이 공권력 행사의 주체인 동시에 기본권의 주체라는 이  지

를 가지는 경우에도 그 사안의 성격에 따라 기본권 주체성을 정하는 

입장에 서있다.11) 

(나) 학계의 다수견해도 공법인의 기본권 주체성을 원칙 으로 부인하고, 

외 으로 국․공립 학의 학문의 자유 는 국․공  방송국의 언론의 

자유와 련하여 그 기본권 주체성을 정하고 있다.12)

이에 하여 허  교수는 공법인도 그 스스로 기본권  가치질서를 실

시켜야 하는 통치기능  책임 내지 의무와 조화될 수 있는 범 에서 기

본권의 주체가 되며, 그 로 지방자치단체․국공립 학․국공 방송국․

국책은행 등은 국가에 하여 기본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하여 그 주체성

을 넓게 인정하고,13) 계희열 교수는 사법  형식을 취하고 있는 기업이라

도 공  과제의 수행을 하여 국가에 의하여 설립되고 해당기업의 모든 

주식이나 지분이 국가에 귀속되어 있다면 그 사법인의 배후에는 국가가 있

기 때문에 해당기업은 원칙 으로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고, 그와 같은 

결론은 그러한 기업이 구체 으로 어떠한 과제를 수행하는지를 묻지 않으

므로 사인과 같이 리활동을 하는 경우에도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

고 한다.14)

(3) 공법인의 기본권 주체성과 련한 독일의 례와 학설의 동향

(가) 연방헌법재 소의 례

연방헌법재 소는 공법인의 기본권 주체성을 원칙 으로 부인하고 있다. 

공법인에 하여 기본권의 용이 부인되는 사안은 공법인이 공무를 수행

11) 김철수, 헌법학개론, 박 사(2004), 212면, 허 , 게서, 239면 각 참조.

12) 강경근, 헌법, 법문사(2002), 307-309면; 권 성, 헌법학원론 법문사(2003), 308면; 

김철수, 게서, 291-292면;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2003), 251면; 장 수, 헌법학

II(기본권론), 홍문사(2003), 94면; 홍성방, 헌법학, 암사(2003), 283면 각 참조.

13) 허 , 게서, 238-239면 참조.

14) 계희열, 헌법학( ), 박 사(2002), 71면 참조.



주택건설 진법 제3조 제8호 등 헌소원  157

하는 경우인데, 공무를 수행하는 한 ‘사법  형태’로 행하는 경우에도 그 

기본권 주체성이 부인된다[BVerfGE 45, 63(78)].

연방헌법재 소는 이에 하여 두 가지의 외를 인정하고 있는데, 첫째

는 공법인이 공무를 수행하는 경우라고 하여도 재 과 련된 기본권은 공

법인에게 용된다는 것이고, 둘째는 공법인이 공무를 수행하는 경우라고 

하여도 해당 공법인이 ‘기본권에 의해 보장된 생활 역에 직  배치’된 경

우에는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로서 공법인인 

방송국에게 기본법 제5조 제1항 2문에 따라 방송․보도의 자유의,15) 공법

인인 학과 술 학에게 기본법 제5조 제3항 1문에 따라 학문과 술의 

자유의,16) 공법인인 교회에게 기본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종교의 자유의17) 

각 기본권 주체성을 정하는 것을 들고 있다.18)19)

15) BVerfGE 31, 314(322).

16) BVerfGE 15, 256(262).

17) BVerGE 21, 362(374).

18) 계희열, “공법인의 기본권주체성”, 공법이론의  과제(방산 구병삭 박사 정

년기념논문집), 1991, 24면 

19) 연방헌법재 소는 공법인의 기본권 주체성을 부인하면서 다음을 논거로 제시하

고 있다(계희열, 게논문, 11-13면 참조).

   첫째, 기본법 제19조 제3항은 법인에게 기본권의 향유주체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

을 뿐, 공법인과 사법인에게 동등한 지 를 부여하고 있지 않다.

   둘째, 기본권은 개인과 공권력과의 계에서 국민이 국가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

리인데, 반 로 국가 스스로를 기본권의 참여자 는 수익자로 만드는 것은 이와 

부합될 수 없다. 즉 국가는 기본권의 수규자이며 동시에 주체일 수 없는 것이다

(BVerfGE 21, 369 등). 이는 국가가 직  국민 앞에 등장하는 경우뿐 아니라 국

가가 다른 독자  법형태로 그 임무를 수행할 때도 원칙 으로 용된다. 독자  

법형태는 통일  국가권력의 특수형태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BVerfGE 4, 

27(30)]. 

   셋째, 통일 인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여러 기 들 사이에 조직법에 따라 권력이 

달리 설정되고 이들 기  상호간에 의존과 복종의 계가 성립되는 국가와 하부

공무담당기 간의 계에 있어서, 그리고 간 으로 국가행정을 담당하는 다양

한 기 들 상호간의 계에서 공권력의 행사가 문제될 수 있다. 한 하나의 고

권담당자가 다른 고권담당자의 공  기능이나 재산을 침해하거나 간섭하는 경우

를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실질 으로 넓은 의미에 있어서의 권한

분쟁과 국가권력의 하고 합목 인 분배  할권 상호간의 한계가 문제된

다. 이러한 계를 규율하고,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은 기본권의 제로서 인

간과 직  련이 없기 때문에 기본권의 용 상이 아니다. 여기에는 헌법의 

조직규정과 기타 조직에 한 법령이 용될 뿐이다[BVerfGE 21, 371].

   넷째, 공법인에 한 기본권의 용은 기본권의 이  기능을 인정한다고 하여 

바로 가능해지는 것이 아니다. 물론 국가조직과 행정내부의 질서도 헌법의 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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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학설의 동향

학설은 공법인의 기본권 주체성을 부인하는 통 인 다수견해와 이를 

정하는 견해로 크게 나뉘는데, 부정설은 에서 살핀 연방헌법재 소 

례의 논거와 거의 동일하다.

정설은 체로 ‘기본권은 성질상 가능한 경우에 내국법인에도 용된

다.’라는 기본법 제19조 제3항에 근거하여 사법인뿐 아니라 공법인에게도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된다는 것으로, 그 구체 인 내용을 다음과 같이 요

약할 수 있다.   

첫째, 공법인이 고권  행 를 할 때에는 기본권의 주체가 되지 못하지

만 국고행 와 같이 사법  형식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는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견해이다. 

둘째, 조직법상 국가로부터 독립되어 있고 고유한 업무 역을 가지는 공

법인(국공립 학, 국공 방송, 국책은행, 지방자치단체 등)은 기본권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견해이다.  

셋째, 공법인이 공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없

지만, 개인  이익을 결합하여 그들의 체 인 이익을 변하는 담당자로

서 국가의 형태로 나타나는 공공의 이익에 항하는 경우에는 그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견해이다. 

넷째, 공법인과 다른 공법인과의 사이에 형 인 기본권 계인 지배와 

복종의 계가 성립되는 경우, 즉 공법인이 사인처럼 다른 공법인의 지배

하에 있는 경우에 기본권의 주체가 된다는 견해이다. 그러나 공법인이 국

가와 지시․감독 계를 갖는 경우에는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한다.20)

그런데 공법인의 기본권 주체성을 부인하는 입장에서도 그 외를 인정

하고 있듯이, 그 주체성을 정하는 입장에서도 일정한 요건21)을 설정하여 

 규범으로서 가치체계, 즉 인격의 자유발 과 인격의 존엄성에 정향되어야 한

다. 그러나 이로부터 공법인 상호간의 계에서 기본권이 용될 수 있는 것은 아

니다. 공법인을 기본권 주체로서 인격화하는 것은 도리어 기본권의 본래  의미를 

말살하고 그 보호작용을 무력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BVerfGE 21, 371].

   다섯째, 공무담당자인 공법인에게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  임무

수행의 의미 있는 질서가 매우 어려워질 수 있으며, 경제 ․사회 ․문화  발 의 

변화하는 요청에 국가기 의 응이 매우 어려워질 수 있다[BVerfGE 21, 372].

20) 계희열, 게서, 70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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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제한 인 범 에서만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이

들 사이에 실질 인 차이는 없다고 한다.22) 

한편, 생존배려  행정과제를 이행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식의 

과반수 이상을 보유하고 있기는 하지만, 사인이 주주로서 참여하고 있는 

주식회사가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와 련하여, 기업경 에 

고권  주체가 결정 인 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법인과 마찬

가지로 기본권을 원용할 수 없다는 견해와 이러한 경우에는 사인의 이익이 

침해될 수 있기 때문에 기본권 우호 인 해석을 통하여 기본권 주체성을 

정하여야 한다는 견해23)가 립되고 있다고 한다.24)

다. 공사혼합기업의 기본권 주체성에 한 독일의 례와 학설

(1) 례

공사혼합기업의 기본권 주체성과 련하여 아직 명시 인 연방헌법재

소의 례는 보이지 아니한다. 다만 지정재 부25)의 결정 에 이를 부정

한 사례가 있는데, 당해 지방자치단체(함부르크시)가 체 주식의 72%의 

지분비율로 함부루크 력공 주식회사의 경 에 결정 인 향력을 행사

할 수 있고, 이로써  주식회사를 통하여 기의 공 이라는 자신의 형

인 생존배려  공  과제를 수행하고 있으며,  주식회사는 에 지사업

법  동법에 근거한 력공 일반약 에 의하여 특히 공 의무  공 조

건과 련하여 사법상의 독립성이 거의 남아 있지 않을 정도로 강한 공법

 규제를 받고 있으므로 기본권 주체성이 부인된다고 시하 다(1BvR 

705/88). 

(2) 학설

그러나  례는 학계로부터 범 한 비 을 받고 있다.26) 

21) 권리주체성, 형 인 기본권침해 험의 상황, 헌법  보호필요성을 그 요건으

로 한다고 한다(계희열, 게논문, 24-31면 참조).

22) 계희열, 게서, 71면 참조.

23) Pieroth/Schlink, Grundrechte Staatsrecht II 1999 Rn. 155

24) 계희열, 게서, 71면 참조.

25) 연방헌법재 소 제1부 제3지정재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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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정부 는 지방자치단체가 과반수 이상의 주식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법인이 공행정의 일부분이 된다는  례의 기  가설은 다

수의 지분을 가진 공  주체도 회사법에 구속되는 , 소수의 지분을 가진 

민간주주들에 한 정당한 기본권  보호가 요구된다는 에서 더 이상 타

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과반수 이상의 지분을 가진 국가 는 지방자치단체가 회사법과 

산법의 기속을 받는 외에 헌법상 회사에 부여되어 있는 자율성도 아울러 

존 하여야 하는 특수한 경우에는 공사혼합기업의 기본권 주체성에 한 

특별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한다.27)

라. 소결(부분  정설)

공사혼합기업에 있어서 민간주주의 사  이익에 한 보호는 당해기업

의 요한 설립 는 업 목 에 해당한다. 따라서 공사혼합기업의 업

목 과 국가의 공  목 을 완 히 동일시할 수는 없으므로 공사혼합기업

을 곧바로 국가행정조직의 일부로 간주하여 그 기본권 주체성을 부인하는 

결론은 성 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나아가 기의 공 을 국가 속 인 공  과제로 이해하고 기사업에 

한 한 한국 력공사가 공무수탁사인의 지 에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오

늘날 민 화의 추세를 타고 기, 상하수도, 교통 등 공공재로서의 성격을 

갖는 재화나 용역의 공 이 종래 국가  부행정의 역에서 민간부문으

로 이 되고 있으므로 단지 생활필수 이고 공익  성격이 강하다고 하여 

그 사업을 공  과제 역에 속한다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공  과제

로서 부행정의 역에 편입되기 해서는 어도 법령의 규정을 통해 당

해사업을 국가 는 지방자체단체의 공  과제로 악하고, 공  목 에 

26) Schmidt-Aßmann, BB 1990, Beilage 34, 1; ders., in: FS für Niederländer, S.383; 

Koppensteiner, NJW 1990, 3105; Pieroth, NWVBl. 1992, 85; Scholz, in: FS für 

Lorenz, S.213 ff.; Sachs, VerfassungsrechtⅡ- Grundrechte, 2000, A6 Rn. 91; 

Manssen, Grundrechte, 2000, Rn. 73; Willy Spannowsky, ZHR, Band 160, S.572 

f.; Barden, Grundrechtsfähigkeit gemischt-wirtschaftlicher Unternehmen, 2002, 

S.69 ff.

27) Sachs, a.a.O. Rn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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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히 구속되도록 하여 당해사업이 사경제활동으로서 의미를 가진다기보

다는 오히려 국가에게 그 이행책임이 귀속되어 있는 공  과제라고 인식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28)고 이 상당하다.  

그런데 한국 력공사법 제13조 제1항은 공사의 사업내용을 규정하면서 

“발 ․송 ․변 ․배   이와 련되는 업”이라는 표 을 사용함으

로써 기공 이 공  과제라기보다는 오히려 리행 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제로 하고 있다. 그리고 기사업법은 기사업의 생활필수 ․

공익  성격을 감안하여 한국 력공사와 같은 기공 업자에게 여러 가지 

공법  규제를 가하고 있지만, 이것이 기사업의 사경제활동, 즉 리활동

으로서의 의미를 완 히 상실시킨다고 할 수는 없고, 국가가 기사업에 

하여 주무 청을 통한 감독책임을 부담하는 것을 넘어 이를 국가 자신이 

수행하여야 할 공  과제로서 규율하고 그 이행책임을 부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법령조항도 발견하기 어렵다.   

결국 이러한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면 한국 력공사가 행하는 기사업

을 부행정의 일부로 간주하고 그 사업수행과 련한 역에서 한국 력

공사의 기본권 주체성을 면 으로 부정하는 것은 결코 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국가와의 계에서는 공사혼합기업의 기본권 주체성을 원칙 으

로 정하는 것이 그 본질상 는 기본권 우호 인 헌법해석원칙에 부합한

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공사혼합기업이 담당하는 역무의 공공성 등을 고려할 때 그

에 상응하여 기본권 제한의 당 성 는 필요성도 당연히 크다고 하겠다.

3. 심 상조항으로 인하여 제한되는 청구인의 기본권

심 상조항은 기간선시설의 설치비용을 기공 업자에게 부 부

담하게 하고 있는바, 이로써 청구인은 통상 인 기간선시설의 설치방법

인 가공설치의 경우는 물론이고 그보다 7배 내지 10배의 비용이 더 소요되

는 지 설치의 경우에도 스스로의 비용부담으로 이를 설치하여야만 한다. 

그런데 기간선시설은 일정 지역의 기수요자에게 기를 공 하기 한 

28) Barden, a.a.O., S.6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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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인 공공시설이자 기공 의 안 성과 안정성을 담보하기 하여 

기공 업자가 설치하고 리․소유하여야 하는 업시설이므로 가공설치 

는 지 설치이든 청구인에게 그 설치의무를 부과한 것은 그 합리성을 충

분히 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기간선시설의 설치  리의 주체로서 청구인은 기술

․수익 ․환경  측면을 고려하여 스스로의 경 단에 따라 가장 효율

이고 한 설치방법을 선택하여 이를 설치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심

상조항은 사업시행자(경우에 따라서는 사업승인권자)가 사 에 독자

으로 결정한 설치방법에 따라 기공 업자의 비용부담으로 이를 설치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헌법 제15조의 직업선택의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는 기

업경 의 자유를 제한하고, 한 청구인과 기수요자간의 자율 인 기

공 계약으로써 그 설치비용의 분담을 정할 수 있게 하는 헌법 제10조의 

일반  행동자유권에서 도출되는 계약체결의 자유를 제한한다. 

나아가 청구인은 심 상조항으로 인하여 회사의 수익상태가 악화되었

으므로 헌법 제23조의 재산권도 제한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총제 인 재산

상태의 변동이 재산권의 보호객체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고,29) 

이러한 수익상태의 악화는 기업경 의 자유와 계약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

에서 비롯되는 간 이고 사실 인 경제상의 불이익에 불과하므로 따로 

그 침해여부를 단하지 아니한다.

4. 심 상조항의 헌여부

가. 심사의 기  

헌법 제10조, 제15조  제23조에서 보장되는 계약의 자유, 경 의 자유 

 재산권도 다른 기본권과 마찬가지로 공익상의 이유로 제한될 수 있지

만, 이 경우에도 이러한 기본권이 공익실 을 하여 필요한 정도를 넘어 

29) 가사 재산권의 보호 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설치된 기

간선시설은 다시 청구인의 소유로 되는바, 이는 다시 청구인의 재산상태를 총체

으로 형성하는 일부분이 되므로 이른바 “총체 인 재산상태”에 변동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결국 심 상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총체  재산상태를 구성하

는 구성부분에 변동이 있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경우까지 재산권의 보호 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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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하게 제한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비례의 원칙이 수되어야 한다(헌법 

제37조 제2항). 그런데 이 사건은 청구인의 업시설인 기간선시설의 설

치비용을 구에게, 어느 정도로 부담시킬 것인지의 문제로서 개인의 본질

이고 핵심  자유 역에 속하는 사항이라기보다는 사회  연 계에 놓

여지는 경제  활동을 규제하는 경제사회 인 입법사항에 해당하므로 비례

의 원칙을 용함에 있어서도 보다 완화된 심사기 이 용된다고 할 것이

다(헌재 2002. 10. 31. 99헌바76 등, 례집 14-2, 410, 433 등 참조).

나. 입법목 의 정당성과 수단의 성

헌법 제35조 제3항은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

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국민의 주거생

활안정을 한 택지  주택개발사업의 시행을 국가의 임무로 규정하고 있

고, 이를 하여 주택건설 진법은 “주택의 건설․공 과 이를 한 자

의 조달․운용 등에 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택지개발사업 는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에는 도로․상하수도․

기시설․가스시설․통신시설․지역난방시설 등과 같이 규모 간선시설

의 설치가 필수 으로 요구되는바, 만일 그 설치  비용부담을 부 택지 

는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자에게 맡길 경우 그 사업의 수행이 지난할 뿐만 

아니라 궁극 으로 수분양자 는 입주자에게 모두 가되는 결과로 되어 

렴하게 택지와 주택을 공 하려는 국가의 주택개발정책의 원활한 수행에 

차질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에 입법자는 주택건설 진법 제36조 제1항  심 상조항을 통하여 

기간선시설의 설치의무를 기공 업자에게 부과함과 아울러 그 설치비

용도 부 부담하게 하고 있는바, 이는 국민에게 더욱 렴한 가격으로 택

지  주택을 공 하려는 본래 인 목  외에 그 설치비용을 부담할 주체

를 명확히 법정하여 이를 둘러싼 분쟁을 사 에 방함으로써 기에 기

의 공 을 가능하게 하고, 주택개발정책의 효율 인 집행을 가능하게 하려

는 데도 아울러 그 목 이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 사건 비용조항은 헌법이 직  국가에 부여한 임무를 실 하는 

것을 목 으로 하므로 그 정당성을 쉽게 정할 수 있고, 이로써 서민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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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생활안정과 문화 이고 쾌 한 주거생활실 에 효과 으로 기여하게 

되므로 그 수단의 성도 인정된다.

다.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1) 기간선시설의 설치  그 비용의 부담자인 청구인은 력수 안정

과 국민경제발 에 이바지함을 목 으로 한국 력공사법에 근거하여 설립

된 법인으로 2003. 6. 30. 재 정부와 한국산업은행이 그 발행주식의 

53.85%를 소유하고 있는 정부투자기 리기본법의 용을 받는 정부투자

기 이다. 그리고 청구인은 국민생활의 필수 ․기  역무이자 모든 산

업의 에 지원(源)인 기의 사실상 독  공 업자로서 그러한 범 에서 

국가의 생존배려  부행정을 행하는 지 에 있다.  

기간선시설은 택지개발 는 주택건설사업의 완료 후 이에 입주할 수

분양자들의 기 인 주거생활을 하여 생활필수 인 편익을 제공하는 사

회간 시설로서의 성격을 갖지만, 다른 한편 청구인에게는 자신이 소유하

고 사용․ 리하며 그로부터 사업수익을 얻는 업시설이기도 하다. 비록 

간선시설의 가공설치와는 달리 지 설치로 인한 비용의 부담이 매우 크다

고 하더라도 청구인으로서는 이를 한번 설치함으로써 거의 구 인 업

이익을 얻을 뿐 아니라, 이들 지 시설을 이용하여 회선임  등 임 수익

이나 다양한 부수 인 사업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다.  

그리고 청구인이 비용을 부담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주택건설 는 택지

개발사업으로 인한 기간선시설설치의 경우 그 시설의 지 설치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일시 으로 매우 큰 비용부담이 발생할 수 있지만, 이는 결과

으로 자신의 업재산을 확충하고 기에 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여 

력공 업자로서 청구인의 사업토 를 굳건히 하는 데도 크게 이바지한다.

한편, 인간생활의 필수 이고 기본 인 수요를 충족하기 한 공공재로

서 기를 생산․공 ․ 매하는 력산업은 그 사업의 시행과 새로운 수

요의 창출에 막 한 설비투자비용이 소요되는 표 인 장치산업(裝置産

業)으로서 단기 으로는 그 비용과 수익의 균형을 맞출 수 없는 산업  특

성을 가진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로 사업시행의 기 는 새로운 력수

요에 응하여 그 공 설비를 확충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일시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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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한 경제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안정 인 기공 을 하여 발 시설 

 기공 시설에 지속 으로 설비투자를 할 수 있는 국가나 국가의 하부

조직 는 어도 국가가 그 지분의 과반수 이상을 확보함으로써 그 소유 

 경 의 상당한 부분을 책임지는 청구인과 같은 구조의 공사혼합기업에

게 그 설비  공 책임을 맡기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주택건설사업으로 인한 새로운 력수요에 공하기 하여 필요

한 기간선시설의 설치비용을 모두 청구인에게 부담시킴으로써 발생하는 

일시 인 비용부담의 증가나 재무구조의 악화는 이러한 력산업의 구조  

특성  기간선시설의 성격에서 비롯된 것으로 기의 공 이라는 공  

기능을 일부 행하는 청구인의 법  지 를 고려할 때 불가피한 제한이라 

볼 것이고, 이러한 이유로 국민의 세 을 재원으로 하여 국가가 청구인의 

소유  경 구조에 참여하는 것이 정당화된다.  

(2) 청구인은 기수요자에게 최 로 기를 공 하기 한 속비용(공

사비)을 기요 에 포함시켜 이를 기수요자에게 부과하지 않으므로 그

러한 지 설치비용이 그 로 청구인의 재산상 손실로 이어진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이미 살핀 바와 같이 청구인이 제정한 기본공 약 에 의하면 

수요자에게 기를 공 하기 한 공사의 유무 는 공사의 내력에도 불구

하고 일률 으로 기수요자로부터 표 공사비를 징수하고 있는바, 이로써 

청구인은 자신의 비용부담으로 설치한 기간선시설에 새롭게 연결되는 신

규 력수요자로부터 표 공사비라는 명목으로 을 징수하여 지 설치비

용의 부 는 일부로 충당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표 공사비의 징수

에다 청구인이 사실상 독 으로 기공 사업을 함으로써 얻는 독

이윤  오랜 기간에 걸친 기간선시설 설치비용의 기요 으로의 산입

에 따른 비용의 보 , 그리고 력산업발 , 력공 지원사업을 한 기

수요자로부터의 부담 징수와 기 설치( 기사업법 제47조 내지 제52조)에 

따른 재정지원 등을 함께 보태어 보면, 결코 청구인의 재산상황에 수인한

도를 넘는 침해가 발생하 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주 법 제36조 제1항  심 상조항은 단지 기간선시설의 설치 

 그 비용부담에 해서만 규율하고 있을 뿐이고, 그 설치방법에 하여

는 따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주 법과 그 시행령의 임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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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법시행규칙 제19조 제5항 제1호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신청시에 

사업시행자가 건설교통부장 에게 간선시설의 설치계획도를 제출하도록 하

고 있고, 주 법시행령 제35조 제2항은 건설교통부장 이 주택의 건설  

지의 조성에 한 사업을 승인한 경우 지체 없이 간선시설의 설치의무자

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들의 취지와 청

구인이 기간선시설을 지 으로 설치하는 과정에서 사업시행자  지방자

치단체와 서로 의하여 그 설치방법  지 설치의 범 를 조정․변경하

는 과정을 종합 으로 살펴보면, 간선시설의 설치와 련하여 이해 계인

들 사이에 의사소통의 경로가 일체 단 되어 청구인의 의견이 간선시설의 

설치방법 등에 반 될 여지가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간선시설의 설치방법 여하에도 불구하고 그 설치비용의 부

를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간선시설의 설치방법과 련한 청

구인의 법 ․사실  차참여과정과 설치방법의 사후변경을 한 의과

정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의 자율  기업경 권이 수인한도를 넘어 배제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4) 나아가 가사 사업시행자 는 사업승인권자가 일방 으로 간선시설

의 지 설치를 결정하고 청구인이 이를 스스로의 비용부담으로 설치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얻을 수 있는 공익이 청구인의 침해된 사익에 비

하여 작지 않다면 헌법에 반된다고 할 수 없다. 

청구인이 부담하는 기간선시설의 설치의무  비용부담의무의 구체  

범 는 에서 이미 살핀 바와 같이 “주택단지 밖의 기간이 되는 시설로부

터 택지 는 공동주택의 단지경계선까지”로 정해져 있는데, 이로 인한 도

시미 개선과 도시환경개선이라는 공익  효과는 사업지구 내의 입주민들

은 물론이고 사업지구 밖의 주민들에게도 모두 미치는 범 한 것이다. 

이 사건의 배경이 된 구칠곡3지구․청주하복 지구와 같이 청구인이 

비용부담을 하는 100호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이나 면  16,500㎡ 이상의 

지조성사업은 통상 기존의 택지지역이나 주거지역에서 상당 정도 떨어진 

지역에서 시행되는데, 기존의 기간시설과 새로운 주택지구 내의 기간시설

을 연결하는 간선시설의 지 설치로 인한 도시환경개선의 효과는 기존의 

주거지역과 새로운 주거단지를 포 하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모두를 



주택건설 진법 제3조 제8호 등 헌소원  167

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농경생활 심의 정착사회에서 벗어나 고도의 공간  이동성을 

그 특징으로 하는 산업사회에서 택지 는 주택단지의 기간선시설을 

지 으로 설치함으로써 얻는 도시환경  도시미 의 개선이라는 공익  

효과는 재 거주하는 입주민만을 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 지역에 거

주하게 될 장래의 모든 입주민들을 한 것이므로 그로 인한 공익의 범

가 이로 인한 청구인의 재산상 손실 등 침해된 사익에 비하여 결코 작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다.

오히려 에서 본 바와 같이 간선시설의 지 설치로 인한 청구인의 재산

 손실은 표 공사비나 장기 인 독 이윤 등으로 상당 부분 보 될 수 

있고, 사업시행과정에서 공식 는 비공식의 의과정을 통하여 청구인의 

의견을 그 설치과정에 반 하는 것이  쇄되어 있다고 할 수도 없으

므로, 간선시설의 지 설치로 인한 청구인의 침해된 사익이 결코 그로 인

한 공익보다 크지 않은 것이다.

라. 소결

그 다면 기간선시설의 설치비용 부를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는 심

상조항은 헌법 제37조 제2항이 정하는 기본권제한입법의 한계 내의 것

으로 계약의 자유, 경 의 자유 등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5. 결정의 의의

이 결정은 한국 력공사와 같이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주식을 소유하

면서 국가의 생존배려  부행정을 행하는 주식회사 형태의 공사혼합기

업에게 기본권 주체성을 정한 에 그 헌법  의의가 있다. 그리고 개인

의 본질 이고 핵심  자유 역에 속하는 사항과 구별하여 경제  활동을 

규제하는 경제사회  입법에 한 규범통제에서 완화된 심사기 을 용하

는 헌법재 소의 례를 다시 확인하고, 비례성원칙의 심사에 있어서 공익

의 범 를 시간 ․공간 으로 확 한 것에 그 헌법소송법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구 학교용지확보에 한특례법 제2조 제2호 등 헌제청  169

구 학교용지확보에 한특례법 제2조 제2호 

등 헌제청

-학교용지부담 의 헌 여부-

(헌재 2005. 3. 31. 2003헌가20, 례집 17-1, 294)

진 창 수
*

1)

【 시사항】

1. 학교용지확보를 하여 공동주택 수분양자들에게 학교용지부담 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구 학교용지확보에 한특례법(2000. 1. 28. 법

률 제6219호로 개정되고 2002. 12. 5. 법률 제6744호로 개정되기 의 것) 

제2조 제2호, 제5조 제1항  제2조 제2호가 정한 주택건설 진법에 의하

여 시행하는 개발사업지역에서 ……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자에게 학교용지

확보를 하여 부담 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는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

조항’이라고 한다)이 헌법상 의무교육의 무상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2.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평등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심 상】

구 학교용지확보에 한특례법(2000. 1. 28. 법률 제6219호로 개정되어 

2002. 12. 5. 법률 제6744호로 개정되기 의 것, 이하 ‘특례법’이라고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개발사업”이라 함은 주택건설 진법ㆍ택지개발 진법  산업입지

개발에 한법률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  300세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

* 서울고등법원 사,  헌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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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토지를 조성ㆍ개발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5조(부담 의 부과ㆍ징수) ① 시ㆍ도지사는 학교용지의 확보를 하여 

개발사업지역에서 단독주택 건축을 한 토지(공익사업을 한토지등의취득

보상에 한법률에 의한 이주용 택지로 분양받은 토지를 제외한다) 는 

공동주택(임 주택을 제외한다)등을 분양받는 자에게 부담 을 부과ㆍ징수

할 수 있다.

【사건의 개요】

1. 심 청구에 이르게 된 경

제청신청인들은 인천 서구 일  택지개발지구에서 분양된 아 트의 수

분양자들인바, 인천 역시 서구청장과 부평구청장은 제청신청인들이 특례

법 소정의 학교용지부담  납부의무를 지는 공동주택의 수분양자들에 해당

한다고 하여 제청신청인들에게 아 트 분양가격의 1000분의 8에 해당하는 

학교용지부담 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 다.

이에 제청신청인들은 인천지방법원에  부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

는 소송을 제기함과 아울러 특례법 제2조 제2호  제5조 제1항에 하여 

헌법률심 제청신청을 하 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헌법률심 제

청을 하 다.

2. 제청법원의 제청이유와 계기 의 의견

  가. 제청법원의 제청이유

이 사건 법률조항은 학교용지부담 의 부과 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범

를 주택건설 진법1)․택지개발 진법  산업입지 개발에 한법률(이하 

 3건의 법률을 말할 때는 ‘주택건설 진법 등’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시

행하는 사업으로 국한하고 있다. 그러나  법률에 의한 개발사업 이외에 

건축법․도시재개발법 등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의 경우에도 학교용지를 확

보할 필요성에 어떠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

은  합리 인 이유 없이 주택건설 진법 등에 의한 개발사업의 수분양자들

1) 2003. 5. 29. 법률 제6916호로 주택법으로 면 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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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재산권을 제한하여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 

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세 수(300세 )만을 

기 으로 학교용지부담 의 부과 상자를 정하고, 개별 분양면 을 고려하

지 않아 단지의 소형주택의 수분양자들에게 보다 큰 부담을 부과한다는 

에서 정의 념에 반한다. 나아가 학교용지부담  납부 상자는 부과의 

목 을 정당화할 정도의 집단  동질성을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학교용지부담 은 입법목 을 달성하기 한 수단으로서 상당성

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를 부과․징수함에 있어서

도 합리 인 기 에 의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교육인 자원부장 의 의견

학교용지부담 은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증하는 학교용지의 확보

와 교사신축 수요에 탄력 으로 응하기 한 것으로서 그 부과목 이 정

당하다.

학교용지부담 의 부과 상을 300세  이상의 개발사업으로 정한 것은 

특례법 개정 당시의 여건상 300세  이상의 개발사업의 경우 취학수요의 

증으로 더 이상 일반재정으로는 학교용지의 확보나 교사신축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부담 의 부과 상을 300세  이상의 개발

사업으로 한정하 다고 하더라도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다. 인천 역시 서구청장과 부평구청장의 의견

헌법과 교육기본법, ․ 등교육법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무상으로 

의무교육을 시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 인 재정여

건을 고려하지 아니한 선언  규범으로서 교육수요를 유발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에 하여 학교용지부담 을 부과하는 것은 입법재량의 범

에 속한다. 

특례법이 부담 의 부과 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범 를 주택건설 진법 

등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한정하 다고 하더라도 이는 교육수요와 

교육재정을 비교하여 필요최소한으로 부담 을 부과하고자 한 것이고, 그 

이후 교육재정수요의 증가와 국민소득수 의 향상을 고려하여 부과 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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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도시개발법․도시재개발법 등에 의한 개발사업의 경우에까지 차 

확 하 다.

학교용지부담 은 인 으로 교육수요를 유발 내지 진한 경우에 부

과되므로 그 부과 상을 세 수를 기 으로 정하더라도 합리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학교용지부담 은 공동주택을 일시에 분양받은 자들에

게 부과되는 것이므로 수분양자들이 동시에 교육수요를 유발하 다는 에

서 동질성을 갖고 있다.

【결정요지】

1. 헌법은,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어도 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지고(헌법 제31조 제2항), 의무교육은 무상

으로 한다(헌법 제31조 제3항)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의무교육제도는 국

민에 하여 보호하는 자녀들을 취학시키도록 한다는 의무부과의 면보다는 

국가에 하여 인 ㆍ물  교육시설을 정비하고 교육환경을 개선하여야 한

다는 의무부과의 측면이 보다 더 요한 의미를 갖는다. 의무교육에 필요

한 학교시설은 국가의 일반  과제이고, 학교용지는 의무교육을 시행하기 

한 물  기반으로서 필수조건임은 말할 필요도 없으므로 이를 달성하기 

한 비용은 국가의 일반재정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따라서 어도 의무교

육에 한 한 일반재정이 아닌 부담 과 같은 별도의 재정수단을 동원하여 

특정한 집단으로부터 그 비용을 추가로 징수하여 충당하는 것은 의무교육

의 무상성을 선언한 헌법에 반한다.

2. 의무교육이 아닌 등교육에 한 교육재정과 련하여 재정조달목

의 부담 을 징수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일반 인 재정조달목 의 부

담 이 갖추어야 할 요건을 동일하게 갖춘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다.

그런데, 학교용지부담 은 특정한 공익사업이 아니라 일반  공익사업이

거나 일반  공익사업으로서의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는 공익사업을 한 

재정확보수단이다. 그리고 학교용지확보 필요성에 있어서 주택건설 진법

상의 수분양자들의 구체  사정을 거의 고려하지 않은 채 수분양자 모두를 

일 으로 동일한 의무자집단에 포함시켜 동일한 학교용지부담 을 부과

하는 것은 합리  근거가 없는 차별에 해당하고, 의무자집단 체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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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보더라도 일반 국민, 특히 다른 개발사업에 의한 수분양자집단과 사

회 으로 구별되는 집단  동질성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학

교용지확보의 필요성은 신규 주택의 건설ㆍ공 의 경우에 생겨나는 것이

고, 그 정도는 개발사업의 목 이나 차에 계없이 개발사업의 결과로 

공 되는 신규 주택의 수에 비례하여 결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이 사

건 법률조항은 학교용지부담  부과 상 개발사업을 신규 주택의 공  여

부가 아닌 단순히 주택 공 의 근거 법률이 무엇이냐에 따라 정하고 있는

바, 이는 합리성이 없는 기 에 의하여 자의 으로 제청신청인들을 불리하

게 우하는 것이다.

【해설】

1. 부담  제도에 한 검토

가. 부담 의 의의

부담 이라 함은 일반 으로 특정의 공익사업과 특별한 계에 있는 자

에 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시키기 하여 과하는 지 의

무를 말하며, 실정법상으로는 분담 이라고 하기도 한다.2) 최근에는 공공

복리행정을 하여 특정한 사업보다 더 넓은 공익사업을 하여 공용부담

이 행해지는 경우가 증가하여 그 부담이 특정한 개인이나 특정한 재산권에 

한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졌고, 이에 따라 부담 에 한 개념을 

확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독일의 경우 와 같은 통

인 부담 (Beiträge)3) 이외에 새로운 유형의 공과 인 특별부담

(Sonderabgaben)제도가 증가하고 있다.4)5)

2) 컨 , 지방자치법 제129조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산 는 공공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주민의 일부가 특히 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이익을 받는 자로부터 그 이익

의 범  안에서 분담 을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분담 이라고 해석하기도 한다.

4) 박상희, 각종 부담 제도의 분석과 개선방안연구, 한국법제연구원(1994), 15-16면.  

5) 독일에서는 통  공과 으로 조세, 수수료  사용료, 부담 (Beiträge) 이외에 

사회보험료를 포함시켜 4가지로 분류하는 견해도 있고, 여기에 최근 새로운 공과

의 유형으로 특별부담 (Sonderabgaben)을 포함시켜 5가지로 분류하는 견해도 

있다. 박상희, “부담 의 법  성격과 정당화 근거”, 공법학의  지평(계희열 

박사 화갑기념논문집, 1995), 712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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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실질에 있어서 통 인 부담 과 특별부담 을 구별하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다. 통 인 부담 은 특정한 공공시설을 설치․유지하

는 데서 특별한 경제  이익을 얻는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이익의 범  내

에서 당해 시설의 설치․유지에 드는 비용을 부담시키기 하여 부과하는 

것이므로 비교  경제  이익과 이에 한 이해 계인의 범 가 뚜렷하고, 

반 부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이에 반하여 특별부담 은 보다 범 한 

특정한 공  과제를 달성하기 하여 특정한 집단에게 공  과제와의 계 

등을 기 으로 부과되고, 반 부가 보장되지 않는 지 의무이다. 따

라서 반 부의 보장 여부에 따라 일견 통  부담 과 특별부담 을 구

별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통  부담 의 허용요건  ‘특정한 

공공시설의 설치․유지’의 개념을 넓  ‘보다 범 한 특정의 공익사업 

는 특정의 공  과제’로, ‘특별한 경제  이익’의 개념을 확장하여 ‘부담  

납부의무자들에 한 집단  효용성’6)으로 확 시킨다면 부담 과 특별부

담 의 차이는 사실상 구별하기가 어려워진다.7)

한편, 행 부담 리기본법은 제2조에서 “부담 "이라 함은 앙행정

기 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행정권한을 탁받은 공공단체 는 법인의 

장 등 법률에 의하여  부담의 부과권한이 부여된 자가 분담 , 부과

, 치 , 기여  그 밖의 명칭에 불구하고 재화 는 용역의 제공과 

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련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의 지 의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의 경우 부담

의 개념요소에서 반 부인 특별한 경제  이익의 보장이라는 요소를 제

외하여, 부담 제도 설정의 허용범 를 통  부담 의 역은 물론이고 

특별부담 의 역까지도 포섭하고 있다.

6) 독일 연방헌법재 소는 특별부담 의 본질  징표로서 반 부의 보장이 없다는 

을 거론하면서도, 조세와의 구별을 하여 특별부담 의 헌법  한계로 사용목

의 구체성 이외에 부담  의무집단의 동질성, 공  과제와의 한 련성, 특

별한 집단  책임성, 부담 을 의무자 집단을 하여 사용할 것(부담  납부의무

자에 한 집단  효용성)을 들고 있다(박상희, 의 책, 36면, 38면).

7) 우리나라의 부담 제도 하에서는 통  부담 과 특별부담 을 구별할 실익이 

없다는 취지의 견해로는 박상희, 의 책, 20면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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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부담 의 허용요건

부담 은 통 으로 부과원인에 따라 보통 수익자부담 , 원인자부담 , 

손상자부담 으로 나 나,8) 성질에 따라 비조세 (非租稅的) 부담 과 조

세유사 (租稅類似的) 부담 으로 나  수 있다.9) 비조세  부담 10)은 국

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반 부가 보장되는 부담 이 반면에, 조세

유사  부담 은 반 부가 보장되지 않는 것으로서 부과목 에 따라 재

정조달목  부담 과 정책실 목 (유도 ․조정 ) 부담 으로 나  수 

있다.11)

비조세  부담 은 특정한 공익사업에 한 부담의 가로 반 부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 이론  정당성을 부인하는 견해는 찾아보기 어렵다.12) 

한 우리 헌법은 기본권에 한 일반  유보조항(헌법 제37조 제2항)을 

두고 있으므로 공공복리를 하여 필요한 경우 법률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

리를 제한할 수 있으며 부담  부과에 의한 재산권의 제한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13) 따라서 법률에 의한 비조세  부담 제도의 설정은 헌법이 

허용하는 기본권 제한의 범주에 포함된다.14)

 8) 김동희, 행정법 II, 박 사(2004), 353면.

 9) 박상희, 의 책, 35면.

10) 독일에서 비조세  부담 은 수수료  사용료, 부담 ( 는 분담 , 우리나라에

서의 수익자부담 , 원인자부담 , 손상자부담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 등을 

포함하는 의의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박상희, 의 책, 35면).

11) 헌재 2003. 12. 18. 2002헌가2, 례집 15-2(하), 367, 377면은 특별부담 을 정의

하면서 이를 재정충당 특별부담 과 유도  특별부담 으로 나 고 있다.

12) 통  부담 의 개념은 로이센 지방공과 법 제9조에서 유래하는데, 그 이론

 정당성은 공공시설의 비용의 충당 는 약을 하여 경비가 필요한 경우에 

이러한 시설로부터 특별한 이익을 얻는 자로부터 그 경비를 징수하는 것이 공익

상의 수요를 충족시켜주면서 그와 특별한 계에 있는 자들에게 일부 부담을 지

워 그 지 않는 사인들과 사이의 형평을 도모하여 체공동체의 이익  부담을 

조 한다는 에 있다. 즉 공동체가 특별한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 이로부터 특별

한 경제  이익을 가지는 자는 시설의 설치와 유지를 한 일부 비용을 부담하여

야 한다는 것이다.

13) 헌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은 기본권 제한 입법의 수권규정(授權規定)인 성질과 

아울러 기본권 제한 입법의 한계규정(限界規定)의 성질을 갖고 있다(헌재 1989. 

12. 22. 88헌가13, 례집 1, 357, 373 참조).

14) 헌법재 소는 이미 98헌가1 구 먹는물 리법 제28조 제1항 헌제청 사건에서 

통 인 부담 을 넘어서 새로운 특별부담  즉 유도 , 조정  성질의 수질개

선부담 제도의 설정 자체는 헌법상 허용된다는 제하에 그 부과에 있어서의 평

등원칙이나 비례성원칙과 같은 기본권제한입법의 한계 여부를 단한 바 있다(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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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조세유사  부담 의 경우는 사정이 약간 다르다. 통  부담  

는 비조세  부담 의 이론  정당성은 부담 납부자에 하여 부담에 

따른 반 부가 주어진다는 데 있는 반면에, 조세유사  부담 의 경우 

반 부가 보장되지 않으므로 조세와 매우 유사하고 그 정당성을 인정받

기 해서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야 한다.

즉, 조세유사  부담   이 사건과 련이 있는 재정조달목  부담

의 경우 일반 인 재정수요충당을 한 사실상 조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

고 국민의 조세 항이나 이 과세문제를 회피하기 하여 부담  제도를 

남용한 것은 아닌지 여부, 조세는 개인의 담세능력을 원칙  기 으로 부

과되는데 반하여 조세유사  부담 은 공익사업과의 연 성을 기 으로 부

과됨으로 인하여 실질 인 조세평등주의에 반하는 것은 아닌지 여부, 부담

 제도설정을 통하여 국회의 재정상의 감독권을 벗어나 재정운용상의 비

효율성을 래하는 것은 아닌지 여부 등이 그것이다. 그리고 정책실 목  

부담 의 경우 공익달성을 한 부담  부과가 공익달성을 한 필요, 

한 수단인지 여부이다.15)

와 같은 부담  제도 설정의 정당성 기 을 만족시키는 경우라면, 당

해 부담  제도의 합헌 여부는 평등원칙이나 과잉 지원칙 등 기본권제한

의 한계에 한 일반원칙들의 수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것이다.

2. 학교용지부담  제도 일반

가. 학교용지부담  제도의 입법경   경과

특례법은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학교설립의 수요가 증하고 있으나 지

방교육재정이 취약하고, 지가의 격한 상승으로 인하여 학교용지확보가 

어려워지자 학교용지의 조성, 개발, 공   경비의 부담에 한 특례를 규

정하여 학교용지의 원활한 확보를 기하기 하여16) 1995. 12. 29. 법률 제

재 1998. 12. 24. 98헌가1, 례집 10-2, 819, 830 참조).

15) 헌법재 소는 조세나 부담 을 사회 ․경제  정책을 실 하는 수단으로 이용

하는 것 자체는 헌법에 반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헌재 1990. 9. 3. 89헌

가95, 례집 2, 245, 251 참조).

16) 국회웹사이트 http://search.assembly.go.kr:8080/bill/billview_gist.jsp?

                      billid=013433&billname=학교용지확보에 한특례법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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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72호로 제정되었다. 그러나  법령의 하 규범인 시․도의 조례가 제정

되지 않아 사실상 부담 의 부과와 징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2000. 1. 28. 법률 제6219호로 이 사건 특례법이 개정되었는데, 그 주요골

자는 학교용지부담 의 요율을 법률로 정하고, 그 부과․징수 차를 원활

히 하기 하여 과태료 규정을 둔 것이었다.17) 그 후 경기도가 2001. 3. 5.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최 로 학교용지부담  련 조례를 제정하 고,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조례를 제정하고 부담  부과와 징수에 나서게 되었

다. 그 결과 2001년부터 2004년 6월까지 학교용지부담 의 총징수액은 약 

3,370억원이고, 총사용액은 2,431억원인바, 이를  각 시도별로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단 : 억원).18)

지  역 징수액 집행액 지  역 징수액 집행액

서울특별시 250 부산 역시 245 140

구 역시 194 1 인천 역시 358 139

주 역시 41 역시 232 43

울산 역시 83 71 경기도 1,350 1,665

강원도 50 13 충청북도 82 31

충청남도 87 19 라북도 6

라남도 8 경상남도 377 306

경상북도, 제주도
조례

미제정

17) 국회웹사이트 http://search.assembly.go.kr/bill/doc_20/15/pdf/

                      152451_20.HWP.PDF 참조.

18) 경기도의 경우 일반회계 입 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징수액 보다 집행액이 더 

많다. 한편, 학교용지부담 은 학교용지매입비  학교용지부담  징수를 한 제

비용(부담 의 3/100 한도 내)으로 사용되지만, 학교용지부담 의 사용은 학교용

지확보를 한 계약의 이행에 따라서 순차 으로 지 되기 때문에 당해연도의 징

수액이 집행액 보다 많은 경우가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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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학교용지부담 의 내용

학교용지부담 의 납부의무자는 주택건설 진법 등에 의하여 시행되는 

사업  300세  규모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개발하는 사업에 있

어서, 단독주택 건설용 토지 는 공동주택을 분양받는 자이다(특례법 제2

조 제2호, 제3호).19) 그리고 부담  액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분양가격

의 1000분의 8(0.8%), 단독주택 건축을 한 토지의 경우에는 단독주택용

지의 분양가격의 1000분의 15(1.5%)에 해당하는 액이다(특례법 제5조의2 

제1항, 제2항).

  다. 학교용지부담 의 용도

학교용지부담 은 학교용지확보를 하여 징수하는 경비이고, 학교용지

는 각 학교( 등학교․ 학교․고등학교)의 교사(校 )․체육장  실습지 

기타 학교시설의 신설에 필요한 토지를 말하므로(특례법 제2조 제1호, 제3

호), 학교용지부담 은 와 같은 학교시설의 신설에 필요한 용지 매입비 

 감정평가수수료 등 학교용지매입에 소요되는 비용, 학교용지부담 의 

부과․징수에 소요되는 비용 등으로 사용될 수 있다.20)

19) 주택건설 진법은 주택을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하고(제3조 제2호), 공동

주택을 “ 지  건물의 벽․복도․계단 기타 설비 등의 부 는 일부를 공동

으로 사용하는 각 세 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 는 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정

의하고 있다(제3조 제3호). 그리고 통령령에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가목 

내지 다목을 용하여 아 트(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 연립

주택[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연면 (지하주차장 면 을 제외한다)이 660제곱미

터를 과하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다세 주택[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연면 (지하주차장 면 을 제외한다)이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층 이하

인 주택]을 공동주택으로 정의하고 있다. 

20) 컨  서울특별시의 학교용지부담 부과징수등에 한조례(2001. 11. 10 서울특

별시 조례 제3937호 제정된 것) 제5조의 경우 학교용지부담 의 사용범 를 다음

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시장은 부담 을 다음 각호의 사항에 사용하여야 한다.

   1. 학교용지매입비  감평평가수수료 등 학교용지의 매입에 소요되는 비용

   2. 부담 의 부과 ․ 징수에 소요되는 비용

   3. 개발이익환수에 한법률시행령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부담 의 과오

납환

    참고로,  개발이익환수에 한법률시행령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부담

은 개발이익환수에 한법률에 따라 징수된 개발부담   학교용지 매입비로 

사용된 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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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학교용지는 원칙 으로 개발사업구역의 경계선으로부터 통학거

리 1,000m 이내의 것으로 하되, 교육감은 1,000m 이내에 학교용지를 확보

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발사업지역의 규모, 개발인 지역의 학교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특례법 시행령 제2조 제4호).

라. 외국의 입법례

(1) 미국

미국의 경우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계속되는 도시화로 인하여 도시교

외지역 인구의 폭발 인 증가와 더불어 이에 따르는 공공시설의 갖추기 

한 재정지출의 확 가 필요하 는데, 1960년  반부터 연방정부․주정

부․지방자치단체에서 새로운 공공시설 확보를 한 재정지출을 감축하기 

시작하면서 존하는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을 부담한 기존의 주민들에게 새

로운 부담을 지움이 없이 새로이 요구되는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를 고민하던  그 부족한 비용  일부를 개발사업자에게 

가하기 한 방법을 강구하게 되었고, 그 결과 실시된 것이 분필부담

(分筆負擔金; Subdivision Exactions) 제도다. 지방자치단체는 분필부담 으

로 처음에는 개발사업자에 하여 토지의 기부채납(land dedications- 물

부담)을 요구하 는데, 개발사업자의 분할행 가 소규모인 경우에는 기부

채납방법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기자 기부채납에 갈음한 부담 (fees 

in lieu of land)을 요구하게 되었고, 나아가 개발사업자의 분할행 가 없더

라도 개발행 로 인하여 공공시설에 한 수요를 증가시키는 경우(고층 아

트나 상업용 건물의 개발 등)에는 향부담 ( 는 결과부담 - 부담; 

impact fees)까지 부과하고 있다.21) 그  가장 인 부담 의 형태가  

개발 향부담 (Development Impact Fees)이다.22)23) 

21) 박정훈, “수익자부담제도에 한 비교법  연구”, 공법연구 제31집(2003. 6.), 259-261면.

22) 강운산, “미국의 학교시설부담 의 정당성 평가원칙에 한 연구”, 토지공법연구 

제19집(2003. 9.), 350-351면; 박윤흔, “미국의 분필부담 제도(Subdivision Exactions)”, 

경희법학(26권 1호), 19면.

23) 개발사업자에 한 부담 으로 개발과 련하여  ․ 소득자를 한 주택건

설을 요구하거나 직업훈련을 한 자 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링키지(linkage)라고 한다. 그러나 링키지는 개발사업과의 련성(link)이 부족하다

는 이유로 많은 문제 을 야기하고 있는 상태다(박정훈, 의 논문, 26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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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필부담 은 기에는 도로․수도․하수도 등의 설치를 하여 부과되

었으나 차 학교․공원․경찰서․소방서 등의 설치를 하여도 부과되었

다. 보통 자를 통  분필부담 (conventional subdivision exactions)라

고 부르고, 후자를 새로운 분필부담 (new subdivision exactions)이라고 

부른다.

미국 법원은 분필부담 의 합헌성 여부에 하여, 기에는 폭넓게 분필

부담 을 합헌성을 인정하다가 후에 분필부담 의 합리  련성 기

(rational nexus test)을 합헌성 단의 기 으로 취하게 되었다.24)25)

재는 분필부담  는 개발부담  제도의 합헌성에 하여 례는 

체로 정하고 있으며26) 다만 부담 의 액수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즉 새

24) Wisconsin주 법원은 Jordan 사건에서 학교시설확보를 한 부담 부과와 

련하여 합리  련성 기 을 제시하면서 첫째, 지방자치단체들이 일련의 분필개

발로 인하여 새로이 이주하여 온 주민들의 이익을 하여 교육  여가시설의 설

치를 마련할 필요가 발생하 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둘째 묵시 으로는 개발부담

의 지출과 수익간의 합리  련성 기 을 수할 것을 요구하 는데, 징수한 

개발부담 이 공익사업을 하여 지출되고 체 공익사업비용액을 과하지 않는

다면 합리  련성 기 은 충족된다고 보았다(Jordan v. Village of Menomonee 

Falls, 28 Wis.2d 608).

25) 다만, 새로운 분필부담  에서 화재방재시설이나 긴 의료시설과 같은 특별한 

공공서비스 는 지방자치단체가 일반공 에 하여 부담하는 의무로서 경찰서비

스에 한 부담 의 부과에 하여는 소수의 법원이 공공안 시설부담 의 사회

정책  요성 때문에 이를 인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일반 으로는 이러한 부담

에 하여는 부정 이 견해를 취하고 있다(강운산, 의 논문, 359면).

26) 미국 법원은 분필부담 의 법  근거, 개발목 달성과 이에 필요한 부담 의 정

확한 액수, 징수된 부담 의 사용시기와 지역에 있어서 논리  련성을 심사하

여 분필부담 의 당부를 결정하고 있다(강운산, 의 논문, 353면 참조). 

    이와 련하여, 학교에 취학할 자녀가 없는 가구에 학교시설부담 을 징수하는 

것은 하지 못하다는 례가 있는데, Volusia Country 사건이 그것이다

[Volusia Country v. Aberdeen at Ormond Beach, L.P., 760 So. 2d 126(fla. 

2000)].  사건에서 Florida주 법원은, 특정지역의 개발사업자가 어도 55세 

는 그 이상의 노인들에게만 주거용 모바일 홈 크(mobile home park)를 제공

하는 경우  주거시설에 하여 조례(ordinance)에 의한 공립학교시설부담

(public school impact fees)을 부과하는 것은 헌이라고 시하 다. 다만,  사

건에서 개발사업자와 거주자 사이에 모바일 홈 크에 하여, ① the Federal 

Fair Housing Act의 혜택을 받기 하여 어도 5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만 거주

를 허용하고, ②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장기 인 거주가 허용되지 않으며, ③ 

방의 계약은 30년 동안 지속하는 것으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 체결되었다. 따라

서  사건은 와 같은 특수한 사정(공립학교시설에 한 수요를 유발할 가능성

이 없음)이 있음에도 조례에 의한 학교시설부담 의 부과는 헌이라고 선언한 

것이어서 특례법에 의한 학교용지부담  사건과는 사실 계가 달라(법률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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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운 개발지역의 주민들과 기존 주민들과의 사이에 새로운 개발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시설의 확보비용을 정확히 계산하여 이를 부담 으로 부

과하는데 이 모아지고 있다.27)

(2) 일본

일본의 경우 택지개발과 련하여 교육시설부담 을 부과할 수 있는 별

도의 수권법률이 없다. 그래서 1960년  반 이후 도시  도시 근교에 

인구가 집 하자 많은 지방지치단체들이 개발에 의한 인구의 증가에 맞추

어 공공시설을 조속히 정비하기 하여 개발업자 등에 하여 공공시설용

지의 무상제공과 개발부담  내지 개발 력  등의 명목으로 일정액의 

을 부담시키기 하여 행정지도요강(行政指 要綱)28)을 제정하 다.

지방자치단체들은  행정지도요강을 통하여 교육시설부담  기부를 조

부과  와 같은 특수한 사정이 없음) 단순히 참고할 정도 이상의 의미를 가지

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27) Utah주 법원은 Banberry 사건에서 수도(하수도)연결부담 과 공원개선부담

과 련하여 비용-계산 근기 (Cost- Accounting Approach)을 마련하여 합리

성의 기 을 충족시키기 하여서는 분필부담 은 개발지역에 제공되는 이익과 

련하여 형평에 맞는 몫 이상이어서는 아니 된다고 하 다. Utah주 법원은 새

로운 개발지역의 재산에 하여 부과되는 분필부담 이 형평에 맞는 몫인지의 여

부를 결정하기 한 고려요소로서, ① 기존 공공시설에 한 비용, ② 기존 공공

시설에 한 비용의 마련방법(이용자의 사용료, 부담 , 채권, 조세 는 연방보조

 등), ③ 기존 공공시설을 하여 새로이 개발된 재산과 기타의 재산이 이미 분

담하여 오고 있는 상 인 부담한도(이용자의 사용료, 부담 , 일반조세로부터 

할당되는 액 등 참조), ④ 기존의 공공시설을 하여 새로 개발된 재산과 기타

의 재산이 장래에 있어서 분담하여야 할 부담한도, ⑤ 새로이 개발된 재산의 부

담능력의 한도, ⑥ 기존의 재산과 새로 개발된 재산에 있어서 각 개발시기에 있

어서 물가의 차이 등을 제시하 다(Banberry Dev. Corp. v. South Jordan City, 

631 P.2d 899). 

28) 행정지도요강에는 공사소음, 도로, 소방시설, 그리고 학교, 보육권, 교통안 시설 

등에 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다. 교육시설부담 과 련한 행정지도요강을 살펴

보면 컨 , ① 무사시노(武藏野)시의 경우 15세  이상의 개발사업의 경우에 학

교용지의 무상제공 는 용지취득비․건설비용을 부담하되 1,900세 당 등학교 

1개교, 2,400세 당 학교 1개교분의 용지취득비용의 부담을, ② 하치오우(八王

子)시의 경우 300세  이상의 개발사업의 경우 (계획호수-299) × 일정비율에 따

른 학교정비 력 을, ③ 오미야(大宮)시의 경우 주택의 계획호수가 2,000세  이

상인 개발행  등에 해서는 등학교 1개교 이상의 용지와 학교 1개교 이상

의 용지를, 주택의 계획호수가 1,000세  이상 2,000세  미만인 개발행  등에 

해서는 등학교 1개교 이상의 용지를 확보하고 이에 하여 시장과 의하도록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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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으로 건축확인 는 개발허가를 내주어 사실상 부담  납부를 강제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최고재 소는 행정지도로서 교육시설의 충실을 기하

기 하여 사업주에 하여 기부 의 납부를 요구하는 것 자체는, 강제력

을 띠어 사업주의 (기부의) 임의성을 해치지 않는 한 유효하다고 하면서도, 

교육시설부담 을 납부하지 않으면 수도 수계약과 하수도사용계약을 체결

하지 않는 등으로 사실상 납부를 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하는 것은 행정지도

의 한계를 과한 것으로서 법하다고 시하 다.29)

  즉 일본에서는 교육시설부담 의 부과에 있어서 와 같은 행정지도의 

임의성 는 법성의 한계를 논하는 사례는 있으나 교육시설부담 의 

헌성 자체를 논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30)

3. 학교용지부담 의 헌 여부

가. 쟁

헌법은,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어도 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지고(헌법 제31조 제2항), 의무교육은 무상

으로 한다(헌법 제31조 제3항)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의무교육이 아닌 

부분에 하여는 재정부담에 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

서 헌법상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부분31)과 그 지 않은 부분에 하여 재정

부담의 방법이나 정도에 한 허용범 가 달라 질 수 있다. 학교용지부담

은 의무교육  비의무교육 양자에 한 재정충당의 한 방법이므로, 헌

법상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부분은 바로 헌법조항의 직  해석의 문제가 

29) 맨션을 건축하겠다고 한 사업주에 하고 무사시노(武藏野)시가 개발지도요강에 

근거하여 교육시설부담 의 기부를 요구한 사건에서, 최고재 소는  지도요강

이 이에 따르지 않는 사업주에게는 수도의 수를 거부하는 등의 제재 조치를 배

경으로서 (강제 )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고, 이에 따를 수 없는 

사업주는 사실상 건축 등을 단념할 수밖에 없게 되며,  실제로 지도 요강에 따르

지 않는 사업주가 건축한 맨션에 하여 수도의 수 등을 거부하고 있던 등의 사

실 계의 하에서는,  행 는 행정지도의 한도를 넘어선 법한 공권력행사에 해

당한다고 시하 다[ 高裁 平成 5. 2. 18. 弟1 法廷 ６３(オ）8９０號  判決]． 

30) 櫻井敬子, “指 要綱による開發負擔金”, 별책 쥬리스트 150호(1999. 2.), 226면 이

하; 亘理格, “武藏野 敎育施設負擔金事件上告審判決の意義と 程”, 쥬리스트 2025

호(1993. 6. 15.), 38면 이하 각 참조.

31) 컨 , 등교육  법률이 정한 등교육.



구 학교용지확보에 한특례법 제2조 제2호 등 헌제청  183

되고, 나머지 부분은 헌법상 허용되는 부담 제도의 정당성 요건을 충족시

키느냐 하는 문제가 된다. 

나. 헌법상 의무교육의 무상원칙과 학교용지부담 의 정당성 여부

(1) 서론

헌법재 소는 학교용지부담 이 헌법상 의무교육과 련되는 경우에는 

부담 의 정당성 요건을 충족시키는지 여부에 계 없이 헌이라고 결정

하 다. 즉 헌법은 국민에게 교육의 의무를 부과하면서 동시에 국가에 

하여 피교육아동(被敎育兒童)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도모해 주

고 경제 으로 어려운 학부모의 교육의무이행을 가능하도록 하기 하여 

무상의 의무교육을 천명하고 있는바,32) 의무교육제도는 국민에 하여 보

호하는 자녀들을 취학시키도록 한다는 의무부과의 면보다는 국가에 하여 

인 ㆍ물  교육시설을 정비하고 교육환경을 개선하여야 한다는 의무부과

의 측면이 보다 더 요한 의미를 갖고(헌재 1991. 2. 11. 90헌가27, 례집 

3, 11, 19 참조), 의무교육에 필요한 학교시설은 국가의 일반  과제이며, 

학교용지는 의무교육을 시행하기 한 물  기반으로서 필수조건이므로 이

를 달성하기 한 비용은 국가의 일반재정으로 충당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2) 무상의 의무교육과 재정충당방법

무상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여 무상교육을 한 재정확보도 지하는 것

은 아닐 것이다. 헌법상 무상의무교육의 선언은 교육을 받을 권리의 실효

성을 보장하기 한 최소한의 국가  책무를 헌법에 정한 것으로서  국

가의무이행을 한 일반재정의 추가확보 는 새로운 재정조달까지 막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의무교육의 무상원칙을 선언하면서 무상교육을 실

32) 헌법상 무상교육의 원칙은 하  법률에서 구체화되고 있다. 교육기본법 제8조 

제1항은, 의무교육은 6년의 등교육  3년의 등교육으로 하고, 다만 3년의 

등교육에 한 의무교육은 국가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순차 으로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ㆍ 등교육법은, 국가는 의무교

육을 실시하기 한 시설의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고( ㆍ 등교

육법 제12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그 할구역 안의 의무교육 상자 원을 취

학시키는 데 필요한 등학교  학교와 등학교  학교의 과정을 교육하

는 특수학교를 설립ㆍ경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ㆍ 등교육법 제12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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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기 한 재정조달을 지한다면 이는 교육을 받을 권리를 사실상 쇄

하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그 다면 의무교육의 무상원칙은 결국 국가 체의 재정능력과 형평에 

의하여 제한될 수밖에 없고,33) 국가의 재정능력은 국민의 재산권의 제한을 

제로 하지 않을 수 없는 을 고려하면, 의무교육의 무상성이 곧바로 국

민의 재산권의 제한 없는 의무교육의 무상실시를 의미한다고 볼 수 없다. 

반면에  교육재정에 한 사항을 의무교육의 무상원칙과 결부시켜 교

육의 수혜자에게 특별한 부담을 더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의미, 즉 의무교

육에 필요한 학교시설은 국가 등의 일반  과제이고 따라서 이를 달성하기 

한 교육재정은 국가 등의 일반재정으로만 충당하여야 하는 것이지 특정

한 상황에서 교육시설제공의 필요성을 야기하거나 교육시설의 건립으로 수

혜를 받게 된다는 이유로 이를 그 수혜자 는 그 학부모로부터 그 재정을 

일부를 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의미(즉 부담 의 존립근거인 원인제공 

는 수혜 여부와 계없이 는 부담자의 공  과제와의 련성 여부와 

무 하게 일반재정으로만 충당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면, 교육재정

을 하여 별도의 부담  제도를 신설하는 것이 헌법상 의무교육의 무상원

칙과 교육재정에 한 법률주의에 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가 생긴

다.34)

  (3) 헌법재 소의 단

헌법재 소는 이에 하여 헌법상 무상의 의무교육제도는 국민보다는 

국가에 한 의무부과의 측면이 더 강하다는 을 고려하면, 확보되거나 

확보할 일반재정  다른 부분을 희생해서라도 헌법과 법률이 정한 의무교

33) 헌법재 소는 의무교육의 확 실시를 통령령에 임한 교육법 제8조의2( 행 

교육기본법 제8조 제1항)에 한 헌심 제청사건에서, “의무교육의 확 실시 문

제는 인 ․물  교육시설의 정비와 아울러 국가의 재정형편과 국민의 소득수 , 

즉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능력 등을 종합 고려하여 신 히 결정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고 시한 바 있다(헌재 1991. 2. 11. 90헌가27, 례집 3, 11, 21면).

34) 교육기반의 확충을 하여 학교시설과 교원처우개선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함

을 목 으로 하여 교육세법이 제정되어 있고, 지방교육재정에 하여는 지방교육

재정교부 법과 지방교육양여 법이 제정되어 있다. 그  국민들로부터 직  징

수하는 교육세법은 조세로서 일반재정충당의 한 방법으로 이용되고 있고, 지방교

육재정교부 법과 지방교육양여 법은 징수한 조세의 분담에 한 것이므로 헌법

상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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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의 무상원칙을 달성하여야 한다는 국가의 의무를 밝힌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어도 의무교육에 한 한 일반재정이 아닌 부담 과 같은 

별도의 재정수단을 동원하여 특정한 집단으로부터 그 비용을 추가로 징수

하여 충당하는 것은 의무교육의 무상성을 선언한 헌법에 반한다고 시하

다.

이는 일정한 수 의 교육을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는 헌법상 명령은 

국가의 책무임과 동시에 국민 체의 의무이므로, 모든 국민에 하여 무

상의 의무교육을 제공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를 한 재정 역시 모든 국민

이 함께 부담하는 일반재정에서 충당되어야 함을 밝힌 것이다.

다. 의무교육이 아닌 경우 학교용지부담 의 정당성 여부

(1) 서론

의무교육이 아닌 등교육에 한 교육재정과 련해서는 헌법상 의무

교육의 무상성과는 무 하므로 일반 인 부담  제도의 헌성의 문제가 

그 로 용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부분에 한 한 학교용지부담

이 일반 인 재정조달목 의 부담 이 갖추어야 할 요건을 동일하게 갖춘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학교용지부담 과 같은 조세유사  부담 이 정당성을 갖추고 있는지에 

하여는, ① 실질 으로 조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조세 항이

나 이 과세문제를 회피하기 하여 부담  제도를 남용한 것은 아닌지 여

부, ② 개인의 담세능력을 고려하지 않는 등 실질 인 조세평등주의에 반

하는 것은 아닌지 여부, ③ 부담  제도설정을 통하여 국회의 재정상의 감

독권을 벗어나 재정운용상의 비효율성을 래하는 것은 아닌지 여부 등을 

검토해 보아야 한다. 다만, 헌법재 소는 와 같은 정당성의 충족 여부를 

부담 제도의 최소한 허용원칙, 공익사업과 부담 납부의무자의 련성, 부

담의 정도 등의 에서 볼 때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수하고 있는지 여

부를 심사하는 방법을 통하여 단해 왔다(헌재 2003. 1. 30. 2002헌바5, 

례집 15-1, 86, 95 참조). 이 사건의 경우에도 학교용지부담 이 헌법상 평

등원칙, 과잉 지원칙을 반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토함으로써 그 합헌성 

여부를 단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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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등원칙 반 여부에 하여

㈎ 헌법재 소는, 부담 은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여 일반 국민이 아닌 

특별한 의무자집단에 하여 부과되는 특별한 재정책임이므로 일반 으로 

헌법상 평등원칙과 한 련이 있다고 제하면서, 합리  차별의 근거

로 통상 제시되는 구체  기 으로 특별한 공익사업 여부, 의무자집단의 

동질성 여부, 의무자집단의  공익사업과의 특별한 련성 여부 등을 

심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을 분석하고 있다.

㈏ 우선 학교용지확보가 특별한 공익사업인지 여부에 하여 보면, 원칙

으로 학교용지의 확보는 의무교육을 비롯한 일반 인 정규교육기 의 설

립  운 의 가장 기 인 물  기반이므로 이는 국가의 교육에 한 의

무  국민 모두를 상으로 하는 가장 기본 이고 일반 인 공익사업이

다. 다만 일정한 지역에 주택 공 의 증으로 학교시설에 한 수요가 

격히 증가할 경우 이에 따라 필요하게 되는 학교용지의 확보는 일부 지역

의 특별한 공익사업에 해당될 여지도 있다. 따라서 일반  공익사업과 특

별한 공익사업을 어떻게 구별하는냐 하는 문제가 생긴다. 이는 학교용지부

담 제도뿐만 아니라 부담  제도 일반의 문제로서 컨 , 도로나 공원, 

상하수도 등의 건설이 원칙 으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일반  과제라

고 할 수 있지만, 일정한 경우에는 소규모의 도로나 공원, 상하수도의 건설

은 특정한 공익사업으로 될 수 있으며 이와 특별한 계에 있는 자들에 

하여 부담 을 부과할 수 있을 것이다.

헌법재 소는 부담 과 련된 여러 사건에서 일반  공익사업과 특별

한 공익사업의 구별기 을 제시한 바는 없다. 이 사건의 경우도 마찬가지

이다. 일반 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사업에 하여 일반 국민 부가 

동일한 수 의 련성을 가지고 있다면 그 상사업이 일반  과제임은 명

백하다. 그러나 그 지 않은 경우에 그 상사업이 일반  공  과제인지 

특별한 공  과제인지 여부는 구체 ,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 질 수 있

고, 한 구분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이 사건에서 헌법재 소는, 학교용지확보사업은 특정한 지역의 단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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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수요의 증가에 처하기 한 것으로만 보기 어렵고, ① 2부제 수업의 

폐지, 과 학 완화를 한 학  당 학생 수의 감축, 기타 특별활동을 한 

시설의 확보 등 교육여건의 반  향상이라는 일반 인 공익사업의 수요

증가에 처하기 하여도 필요하고, 실제 특례법의 입법과정에서도 와 

같은 일반  공익사업에 한 재정투입을 늘리면서 는 늘리는 경우 상

으로 학교용지확보를 한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기 하여 학교용지부담

제도신설이 고려되었다는 , ② 학교용지부담 의 사용처 의 하나인 

등학교  교육기본법이 정한 일부 학교의 학교용지의 확보비용는 일

반  공익사업에 해당한다는 , ③ 납부의무자의 입장에서 볼 때, 징수된 

학교용지부담 이 지방자치단체(특별시, 역시, 도)별로 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수분양자들의 자녀들이 다니게 될 학교의 용지확보를 하여 사용

된다고 볼 수도 없는  등에 구체 인 사정에 비추어 일반 인 공익사업

으로서의 성격을 강하게 띤다고만 단하 다.

사견으로, 일반  공익사업과 특별한 공익사업을 구분하는 일응의 기

으로 다음과 같은 들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컨 , 특정한 시기에 1회  는 임시 으로 부과되는 부담이라면 그 

상사업은 특별한 공익사업으로서 부담  부과의 허용요건을 충족시킬 가

능성이 높고(이 사건 학교용지부담 의 경우처럼 택지 는 공동주택의 개

발이라는 특정한 사실 계를 바탕으로 수분양자들에 하여 1회에 한하여 

부과하는 경우), 반면에 시간 으로 장기간 는 수회에 걸쳐서 부과되는 

부담이라면 그 상사업은 일반  과제일 가능성이 높다(기존의 일반 인 

교육제도를 유지하거나 교육제도 반에 걸친 변경, 다시 말하면 시간  

장기간 수행해야 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이라면 일반  과제

의 수행을 한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다. 컨 , 2부제 수업 폐지를 한 

학교시설의 증축과 신축 는 학 당 학생수를 감축시키기 한 학교시설

의 증축과 신축, 일반 이고 지속 인 학교운 비용 지 , 교사들의 여 

지  등). 

한 의무집단의 공익사업과의 련성이 비교  단기간에 형성되는 경

우는 그 상사업은 특별한 공익사업일 가능성이 높고( 컨 , 속한 택

지개발 등으로 인한 일시 인 공익시설에 한 수요의 증가), 이에 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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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  장기간에 걸친 경우 는 순차 으로 련성이 증 되어 공익시설

에 한 수요가 증가할 경우 달성해야 하는 공익사업은 일반  과제일 가

능성이 높다( 컨 , 자연 인 인구증가로 인한 공  시설에 한 수요의 

증가, 소득수 의 향상에 따른 공  수요의 변화나 공  시설의 고 화 

등). 

그리고 부과주체가 앙정부냐 지방자치단체냐 여부도 공익사업의 일반

성 여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공익사업의 수행주체가 지방자

치단체인 경우 일단 고유의 자치사무 는 국가의 임사무의 수행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에 의하여 부과되는 부담 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

는 지방자치의 실질  실 을 한 수단으로서 작용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

고, 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사업 역시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할 수 있는 

지역 인 면에서 그리고 련 상자의 규모 면에서 비교  특정된 것일 

가능성이 많고, 나아가 각 지역의 특색이나 구체 인 사정에 따라 지역주

민과 공익사업과의 련성이 상 으로 할 가능성도 많다( 컨 , 하

수도법상 원인자부담  등). 반면에 앙정부가 수행하는 공익사업은 지역

인 면이나 상자의 범  면에서 비교  범 할 것이므로 그 공익사업

은 일반  과제일 가능성이 많다.( 컨 , 국가안 보장, 질서유지 등과 

련된 공익사업).

㈐ 납부의무자들 사이의 동질성 부분에 하여 헌법재 소는, 동질성 요

건은 의무자집단이 동질  요소에 의하여 일반 국민과 구별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의무자집단 내부의 납부의무자들 사이에서도 동질성의 정도가 서로 

유사한 수 으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여 동질성의 의미

를 단순한 일반국민과의 차이라는  이외에 집단 구성원 사이의 유사성

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엄격하게 해석하 다. 

우선 헌법재 소는 이 사건에서 수분양자집단의 동질성의 징표는 학교

용지확보의 필요성의 야기에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수분양자들이 아 트

를 동시에 분양받았다는 사실 이외에 아 트 공 후 실제 거주할 것인지 

여부, 학교를 다니는 자녀의 유무 등 구체 인 사정에 따라 학교용지확보

에 한 이해 계가 서로 다르다고 보았다. 

반면에 일반국민과의 비교함에 있어서도 다른 법률에 의한 개발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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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 아 트 수분양자와 구별할 만한 차이는 없다고 보았다. 즉 건축법, 

도시개발법 등 신규 주택 건설에 한 다른 법률에 의한 개발사업의 경우

도 학교용지확보의 필요성을 야기하는바, 이 사건 납부의무자들과 구별할 

만한 합리 인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35)

㈑ 헌법재 소는 납부의무자와 재정조달 상인 특정한 공익사업과의 

련성에 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 의무교육 상학교의 건설용지확보에 

련된 과 의무자집단의 내부  동질성이 확보되지 아니하여 결과 으로 

련성 자체에 있어서도 성의 정도를 달리하게 된 을 이유로 련성

이라는 요건이 충족될 수 없다고 시하 다.

원칙 으로 의무자집단의 내부  동질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그 결과

로 공익사업과의 련성의 정도는 구성원들 사이에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

고, 련성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게 되는 것이 당연하다. 헌법재 소는 

부담 리기본법이 부담 의 개념요소에 반드시 반 부의 보장을 필요

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부담 리기본법 제2조) 부담 이 

납부의무자의 집단  이익을 하여 사용되는 경우에는 부담 부과의 정당

성이 제고된다고 시한 바 있기 때문에(헌재 2003. 1. 30. 2002헌바5, 례

집 15-1, 86, 96 참조), 학교용지확보사업과 납부의무자들의 집단  이익의 

련성이 확보되지 않는 이상 앞서 본 공익사업의 특별성이나 납부의무자

집단의 동질성 요건의 흠결을 보충할 길은 더욱 멀어지게 된다. 

㈒ 이 부분에 한 이 사건 결정의 단구조를 정리해 보면, 학교용지확

보사업이 일반  공익사업인지 아니면 특별한 공익사업인지, 특별한 공익

사업이라면 부담  납부의무자집단이 그 외의 자들에 비하여 공익사업과 

한 련성을 갖고 있는지 여부  납부의무자집단 내부에서도 구성원

들 사이에 동일한 수 의 련성을 갖고 있는지 여부, 그리고  요건의 

흠결이나 불완 한 충족이 있을 경우 이를 보완해  수 있는 납부의무자

들에 한 반 부가 제공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방법으로 학교용지부담

의 평등원칙 수 여부를 심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결론 으로 헌법

35) 오히려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개발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재건축조합에 의한 

개발사업의 경우와 같이 개발사업의 실질이 재건축에 불과하다면 새로운 학교용

지확보의 필요성을 거의 야기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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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소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단하 다.

(3) 비례원칙 반 여부에 하여

㈎ 헌법재 소는 부담 의 정당화의 단기 으로 여러 차례 기본권 제한

의 일반  심사기 인 비례원칙를 든바 있고, 이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 비례심사에 있어서 통상 입법목 의 정당성이나 방법의 정성이 부

인되는 경우는 드물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방법의 정성을 문제삼고 

있다. 즉 학교용지부담  부과 상자의 선정기 으로 공 된 주택의 세

수(300세 )를 기 으로 삼은 것은 학교용지부담 은 납부의무자의 선정이

나 부과 상 사업의 선정, 부과기 , 징수된 부담 의 사용 등 여러 가지 

면에서 납부의무자들과 련성을 고려하지 않거나 형평을 고려하지 않은 

부 한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고 시한 것이다. 

일반 으로 방법의 정성 요건은 입법목 의 달성에 기여하는 수단인

지 여부만을 기 으로 단하고, 그 기여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여부나 

기본권침해의 정도가 완화될 수 있는 더 나은 방법이 있는지 여부 등은 고

려의 상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일반 이다. 와 같은 에서 보면 학

교용지부담 의 부과가 학교용지확보를 통한 공공복리의 달성에 기여함은 

분명하므로 방법의 정성 요건은 쉽게 충족된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헌법재 소는 방법의 정성 요건을 엄격하게 심사

하 는데, 그 이유는 국민에게 재정  부담을 지우는 법률의 경우( 컨 , 

이 사건과 같이 부담 을 부과하는 법률이나 조세를 부과하는 법률) 재정

충당이라는 목 에서 보면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항상 재정충당에는 

기여하기 때문에 방법의 정성 요건이 비례심사의 요건으로서 아무런 역

할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헌법재 소가 재정충당

과 련된 헌법률심사에 있어서 방법의 정성을 단순히 기여로는 부족

하고 상당한 정도의 합리  기 에 의한 기여로 엄격하게 해석하고자 하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단되고 이 과 련하여 앞으로 헌법재 소의 견해

를 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기본권 제한에 있어서 피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고 있는

지 여부는 구체 인 사건과 련하여 항상 문제가 되고 그 단도 쉽지 않



구 학교용지확보에 한특례법 제2조 제2호 등 헌제청  191

다. 다만, 헌법재 소는 애당  부담 은 우리 헌법상 명문으로 규정된바 

없고, 기본권제한의 일반조항(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허용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왔기 때문에 조세에 비하여 더욱 외 이고 최소한으로 허용

되어야 할 것이므로 보다 엄격한 피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어

야 한다는 을 여러 차례 밝  왔다.

이 사건의 경우 일반 으로 아 트 수분양자의 경우 취득세, 등록세 외

에 등록세에 비례하여 부과되는 교육세(등록세액의 20%), 개발이익환수에

한법률에 의한 개발부담 36) 등을 부담하게 되고 이는 교육시설의 확보

라는 공익사업과 련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다시 학교용지부담 을 부과

하는 것은 이 부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고, 이 경우 단순히 공

익(학교용지확보)과 사익(학교용지부담 납부)을 비교할 수는 없고, 사익을 

이 부담의 가능성이 있는 각종 조세부담을 포함하여 평가하는 것이 합리

이라고 할 것이다. 

이 에서 헌법재 소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법익의 균형성 요건도 완

히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시하 다.

4. 결정의 의의

가. 이 사건에 한 심 차가 계속 이던 2005. 3. 24. 특례법이 개정

(법률 제7397호)되어 부담  부과 상인 개발사업규모가 300세  규모 이

상에서 100세  규모 이상으로 하향조정되고, 부담  부과요율은 공동주택

의 경우 분양가의 0.4%, 단독주택용 토지의 경우 분양가의 0.7%로 행의 

반수 으로 인하되었으며, 부과 상자가 분양받는 자에서 개발사업자로 

변경되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일부 국회의원들이 이 사건 특례법의 폐지법률

안을 제출하는 등 특례법의 존폐를 둘러싸고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나. 헌법재 소가 이 사건 결정을 내림으로써 와 같은 이견의 상당 부

분이 해결되게 되었다. 왜냐하면, 우선 이 사건 결정은 헌법상 무상의 의무

교육에 한 국가의 책임, 나아가 국민 체의 책임을 강조함으로써, 부담

36) 개발부담 은 개발사업자에게 부과되지만 그 비용이 수분양자에게 가된다는 

에서 사실상 수분양자가 부담하게 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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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의 방식으로 의무교육비용을 충당하는 것이 원천 으로 불가능하게 되

었기 때문이다. 학교용지부담 의 주된 사용 상인 등학교  학교의 

용지확보와 련하여 부담 을 부과할 수 없게 됨으로 학교용지부담 제도

는 사실상 그 실효성을 상실하게 되었다. 나아가 이 사건 결정은 부과징수

의 편리성, 운용의 용이성 등으로 리 활용되던 부담 제도에 하여 헌

법상 한계  일정한 기 을 제시함으로써 부담 제도의 남용에 한 견제 

 기존의 다른 부담 제도를 재검토하게 하는 계기를 제공하 다.

다. 한편, 이 사건 결정 이 에 학교용지부담 을 납부하 으나 행정소송

법상 이의기간 내지 제소기간이 경과되어 환 을 청구할 수 없게 된 납부

자들을 구제하기 하여 학교용지부담 환  특별법 등 여러 가지 논의가 

국회를 심으로 지 까지도 활발하게 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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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헌제청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한 증거능력의 인정요건-

(헌재 2005. 5. 26. 2003헌가7, 례집 17-1, 558)

김  철
*

1)

【 시사항】

1.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한 증거능력의 인정요건을 정한 형

사소송법(1961. 9. 1. 법률 제705호로 개정된 것) 제312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본문이 공정한 재 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하는

지 여부

2. 이 사건 법률조항 단서가 공정한 재 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

【심 의 상】

형사소송법 제312조(검사 는 사법경찰 의 조서) ①검사가 피의자나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와 검사 는 사법경찰 이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공 비 는 공 기일에서의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단, 피고인

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

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그 피의자 던 피고인의 공 비 는 공

기일에서의 진술에 불구하고 증거로 할 수 있다.

* 헌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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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1. 헌제청에 이르게 된 경

제청신청인은 사기죄로 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 2001고단416호로 기소

되어 재 을 받던 , ‘피고인이 된 피의자’에 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

문조서(이하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라 한다)는 피고인이 공 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는 경우에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이 사

건 법률조항에 하여 헌여부심 의 제청신청을 하 고,  법원은 그 

신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헌제청을 하 다.

2. 제청법원의 헌제청이유와 이해 계인의 의견

가. 제청법원의 헌제청 이유요지

이 사건 법률조항은 무죄추정을 받는 피고인의 공 정 진술보다 검사작

성 피의자신문조서를 더 믿게 하는 것이어서 법 에 의한 공정한 재 을 

받을 권리의 한 내용인 공 심주의에 히 반한다. 한 제3의 심 기

인 법 에 의한 재 이 실질 으로는 소추기 인 검사에 의하여 왜곡될 

개연성을 제도 으로 보장하는 셈이 되므로 무죄추정의 원칙  법 차

의 원리에 배된다.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하여 피고인

이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일정한 요건하에 증거능력을 인정하도

록 하는 것은 형사소송의 일방 당사자로서 유죄의 입증책임이 부과되어 있

는 검사에게 책임을 경감시키는 부당한 혜택을 주고, 그 반사로서 피고인

에게 불이익을 강요함으로써 공정한 재 의 틀을 깨는 것이 되어 평등권을 

침해한다. 

나. 법무부장 , 검찰총장, 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장의 의견요지

이 사건 법률조항이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가 문증거임에도 증거능

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첫째 형사소송법이 목 으로 하는 실체  

진실의 발견과 신속한 재 을 한 것으로서 그 목 의 정당성이 인정되

고, 둘째 검사는 사와 동일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임명되고 공익의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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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라는 지 에서 활동하므로 검사에 의한 피의자신문 과정에는 고문 등의 

인권유린 행 가 개입될 가능성이 상 으로 낮다는 단에 따른 것으로

서 합리 인 이유가 있으며, 셋째 증거능력 인정의 요건으로서 조서의 진

정성립과 특신상태의 존재 이외에도 헌법상 보장된 법 차의 요청에 따

른 한계가 있으므로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

을 부정하거나 진술의 임의성을 다투거나 혹은 진술거부권의 사 고지가 

없었거나 변호인의 견교통권에 한 법한 제한이 있었음을 주장하는 

등으로 그 증거능력의 인정을 차단하기 한 다양한 방어방법을 선택할 수 

있고, 넷째 비록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증거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과연 믿

을 만한 것인가의 문제 즉 증명력의 유무는 오로지 법 의 자유심증에 맡

겨진 것이어서 피고인은 자유로운 방법으로 그 증명력을 탄핵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평등권이나 공정한 재 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다거나 법 차의 원리  무죄추정의 원칙에 배된다고 할 수 없다.

【결정요지】

1. 이 사건 법률조항 본문이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하여 그것이 

문증거임에도 불구하고 검사 이외의 수사기 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와는 달리 이 사건 법률조항 단서의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이하 “특신

상태”라 한다) 하의 진술이라는 조건 하에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검사의 소송법  지 를 고려하고 형사소송법이 목 으로 하는 

법 차에 의한 실체  진실의 발견과 신속한 재 을 한 것으로서 그 

목 의 정당성과 내용의 합리성이 인정된다. 더욱이, 검사작성 피의자신문

조서는 공 비 는 공 기일에서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형식  진

정성립뿐만 아니라 실질  진정성립까지 인정된 때에 한하여 비로소 그 성

립의 진정함이 인정되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법원의 새로운 결에 

의할 경우 이 사건 법률조항 본문으로 말미암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가 

부당하게 곤란하게 된다든지 평등원칙을 배하여 공정한 재 을 받을 권

리가 침해된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인이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하여 내용을 부인하는 경우에

도 성립의 진정과 특신상태의 존재를 요건으로 하여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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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 사건 법률조항 단서 역시 법 차에 의한 실체  진실의 발견과 신

속한 재 을 한 것으로서 그 목 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법원으로 하여

 특신상태의 존재 여부를 심사하게 한 후 그 존재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증거능력을 부여함으로써 그 용범 를 목 달성에 필요한 범 내로 한정

하고 있으므로, 그 내용에 있어서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춘 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입법자의 입법형성의 범 를 벗어난 것

이어서 그로 말미암아 피고인의 공정한 재 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에 반되지 아니한다.

재  김경일, 재  효숙의 법정의견에 한 보충의견

특신상태를 사실상 추정하여 온 법원의 실무 행은 본래 법원의 재

역에 속하는 것일 뿐, 이 사건 법률조항 단서의 불명확성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다. 다만, 아직도 이 사건 법률조항의 명확성에 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형사재 에서의 직 주의, 공 심주의가 강조되는 오늘날의 실을 

감안하여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여하기 한 요건을 좀 

더 구체 으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입법조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재  윤 철, 재  권 성, 재  김효종, 재  이상경의 반 의견 

[  결정요지 2.항 련]

이 사건 법률조항은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한 증거능력을 부여

하는 요건에 한 것으로서 문법칙의 외인바,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명확성의 원칙이 보다 높은 정도로 요구된다. 그런데 

형사재 의 실무상 이 사건 법률조항 단서가 요구하는 특신상태가 사실상 

추정되어 피고인이 그 입증의 부담을 안도록 운 되고 있다는 것은, 이 사

건 법률조항 단서가 담고 있는 의미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고, 특히  

단서의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라는 법문언이 지니고 있는 모호성은 

헌법상 원칙인 명확성원칙의 요청을 충족시켰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 단서는 법규범의 정립에 요구되는 명확성의 원칙에 배되

는 헌 인 법률이라고 단된다. 다만 이에 하여 단순 헌을 선고하면 

피고인의 지 를 더욱 불리하게 하므로, 피고인에 한 입증부담 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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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소, 변호인참여의 실질  보장 등의 입법  개선을 구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해 설】

1. 서 론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면, 검사가 피고인이 되지 아니한 피의자에 

하여 작성한 신문조서나 참고인진술조서ㆍ검증조서는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는 것만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되는데 비하

여,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는 외에 그 진술

이 특신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피고인이 공 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는 경우에도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 이와 달리, 검사 이외의 수

사기 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것이 피고인이 된 피의자에 한 것

이라고 하더라도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는 외에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

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

헌법재 소는 1995. 6. 29. 선고한 93헌바45 결정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 

단서에 하여 합헌이라고 단한 바 있는데,  합헌결정에서는 이 사건 

법률조항 단서가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하여는 특신상태를 추가

으로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른바 가 요건설)이 합헌의견의 요한 근거

었다. 그러나 실제 형사재  실무상 특신상태는 일응 사실상 추정되는 것

으로 취 되어 특신상태가 흠결되었다는 이례 인 사정을 주장하고 입증하

는 것은 피고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운 됨으로써 실질 으로 검사에 한 

입증의 부담을 덜어주는 결과가 되었고, 법원도 “특신상태가 없다고 볼 

사정이 없는 한 증거능력이 있다”고 하여 특신상태의 존재를 사실상 추정

하 다( 법원 2000. 7. 28. 선고 2000도2617 결, 공2000.10.1, 1976 등 참

조). 이와 같은 실에서 마침내 이 사건 법률조항의 헌 여부에 한 법

원의 제청이 이루어져 헌법재 소가 다시 한번 이 사건 법률조항에 하여 

심 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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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사건 법률조항에 한 일반론

가. 형사소송법 제312조의 입법과정

이 사건 법률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312조는 1954. 9. 23. 

형사소송법의 제정 당시 입법된 것이다.

해방 후 우리 입법자들이 형사소송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수사기 이 

작성한 조서의 증거능력에 한 문제는 요한 쟁 의 하나로 부각되었다. 

원래 형사소송법 안 제299조는 “검사, 수사 , 사법경찰 의 피의자의 

…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 공 비 는 공 기일에 피고인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고 하여 수사기

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폭 넓게 인정하 고, 한 검사와 

사법경찰 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증거능력의 차이를 두고 있지 않았

다.2)

그런데 동 안이 법제사법 원회에 회부된 후 제299조 단서에 “단 검사 

이외의 수사기 에서 작성한 피의자의 진술조서는 그 피고인 는 변호인

이 공 정에서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는 신설

규정을 두었다.3)

피의자신문조서에 한 규정은 단순한 문법칙의 외로서 이해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수사법의 근본문제이기도 한데, 이러한 은 입법과정의 

고찰을 통해 드러난다. 김병로 법원장은 당시 제안설명을 하면서 범죄수

사에 한 입법태도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수사 담당자로 하여  신속하고 사실의 진실성을 발견함에 있어서도 가

장 인권을 존 하고 는 허 된 사실이 아닌 참된 진실성을 정확히 악하

게 할까 하는 것이 우리가 입법하는 데 있어서 큰 난 이라는 것입니다.”4)

인권보장과 수사의 효율성은 언제나 립이 되는 이념으로서 이 둘의 조

2) 형사소송법제정자료집, 형사정책연구원, 49쪽

3) 이와 같이 형사소송법은 본문과 단서의 형태로 검사와 사법경찰 이 작성한 조서

의 증거능력에 차이를 두고 있었다. 그러다가 5.16 이후 형사소송법 개정에 의하

여 제1항과 제2항의 형태로 나 어지게 되었다.

4) 형사소송법제정자료집, 26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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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우리 입법자가 조화의 방법으로 선택한 것은 

수사의 결과물을 나 의 공 에서 증거로 채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방법이

었다. 수사기 의 조서의 증거능력을 제한함으로써 고문을 비롯한 강압수

사를 방할 수 있다는 것이 입법자의 구상이었던 것이다. 당시 정부가 형

사소송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자 법제사법 원회 소 원회의 구성원으로서 

국회 수정안을 마련하는 데에 주도  역할을 하 던 엄상섭 의원이 형사소

송법에 한 국회 본회의의 독회(讀 ) 석상에서 행한 다음의 발언에서 이

러한 구상이 잘 나타나 있다.

“그 다음에 끝으로 한 가지 강조할 문제는, 이 범죄수사에 있어서 고문을 

한다든지 는 자백을 강요한다든지 이러한 면에 있어서 자백강요를 어떻게 

막아야 될까, 이러한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입으로는 우리가 경찰

에게 물어보나 검찰 에게 물어보나 고문이라는 것은 로 없다고 말합

니다. 그 지만 사실에 있어서는 고문이라는 것이 한민국에서 공공연한 비

로 되어 있습니다. 이 게 되면 이것은 아주 근원을 꺾어 버리는 그런 일

은 어떤 일이냐, 결국 검찰 이나 경찰 이 만든 조서에 해서 증거(능)력을 

주지 말 것, 검찰 이나 혹은 경찰 이 범죄수사를 할 때에 단서를 찾아가는 

그 정도는 주지만 재 장(裁判場)에서 유죄의 증빙재료로 할 수 없게 만들

면 고문을 안하지 않겠느냐 이러한 생각으로 해서 검찰 이나 경찰기 에서 

진술한 내용은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변호인 측에서 이의가 없는 한에서만 유

죄의 증빙재료로 할 수 있다 하는 이러한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5)

그러나 입법자는 소송경제라는  다른 형사재 의 이념을 고려하지 않

을 수 없었고, 개인의 인권보장과 소송경제의 조화 을 검사와 그 밖의 수

사기 이 작성한 조서에 차별을 둠으로써 달성하려고 하 다. 이는 엄상섭 

의원의 이어지는 다음의 발언에서 잘 드러난다.

“이 게 나가면 개인의 인권을 존 하는 의미에서는 단히 좋지만 비교

 경찰보다는 인  요소가 조  우월하다고 볼 수 있는 검찰기 이 작성한 

조서에까지 이러한 증빙력을 주지 않는다면 소송이 지연되고 여러 가지 문제

5) 형사소송법제정자료집, 29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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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을 것이다. 해서 경찰기 에서 작성한 조서에서만 이의가 있을 때에는 

증거(능)력을 주지 않도록 하고 검찰기 은 그 로 두는 이런 것으로 충이 

되어서 규정된 것입니다. 그러면 어도 경찰에서 무엇을 말했다든지 수사기

에서 한 자백은 검찰기  혹은 공 정에서 부인할 때에 언제든지 칠 에다

가 써 두었던 을 닦아 버린다든지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이러한 방향으로 

나가야 비로소 경찰기 에서 행해지고 있는 이 고문을 어도 근 을 못 시

키더라도 어느 정도 견제할 수 있지 않는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

다.”

당시의 실 상황에 한 입법자들의 와 같은 인식을 기 로 형사소송

법 제312조가 탄생되었던 것이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의 형사증거법상 의의

(1)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외

형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0조의2는 “법 제311조 내지 제316

조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공 비는 공 기일에서의 진술에 신하여 진

술을 기재한 서류나 공 비 는 공 기일 외에서의 타인의 진술을 내용

으로 하는 진술은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문증거(傳聞證

據)의 증거능력을 원칙 으로 부인하면서도 그 외 인정을 길을 열어 놓

고 있다.

컨 , 법 제311조는 법원 는 법 이 주재하는 차에서 작성된 조서

에 하여 별도의 제한 없이 면 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음에 비하

여 이 사건 법률조항은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하여 그보다 강

화된 요건 하에서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고, 특히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

서는 ①‘피고인이 된 피의자’에 한 신문조서라는 에서 피고인이 되지 

아니한 피의자에 한 신문조서나 참고인 진술조서, 검증조서에 비하여 증

거능력 인정의 요건을 강화하고, ②그것이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라는 에서 검사 이외의 수사기 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비하여 증

거능력 인정의 요건을 완화하고 있다.

즉, 검사가 피고인이 되지 아니한 피의자에 하여 작성한 신문조서나 

참고인진술조서, 검증조서는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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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인정되는 것만으로 증거능력을 취득할 수 있는 데 비하여 피고인이 된 

피의자에 한 신문조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외에도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 진 때에 한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고, 한편 검사 이외의 수사기 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것이 

피고인이 된 피의자에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외에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

는 것과는 달리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는 그것이 피고인이 된 피

의자에 한 것이라면 그 성립의 진정함과 진술의 특신상황이 인정되는 한 

그 피의자 던 피고인의 공 기일에서의 진술 여하에 불구하고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는 경우라도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2) 법  성격에 한 이론  논의

이 사건 법률조항이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이론 인 

근거가 무엇인가에 하여는 문법칙의 외라는 견해와 직 심리주의의 

외라고 보는 견해로 나 어지고 있다.

(가) 문법칙 외설은 문법칙의 근거가 신용성이 결여된 데에 있고 

피의자신문조서도 공 기일의 진술에 신하는 신용성이 보장되지 않는 증

거이며, 이 사건 법률조항은 신용성과 필요성을 조건으로 증거능력을 인정

하는 문법칙의 외라고 설명한다.6)

(나) 이에 반하여 직 심리주의의 외라고 이해하는 견해는, 문법칙

의 주된 근거는 반 신문권의 보장에 있다고 보고 수사기 의 면 에서 행

한 피고인의 진술에 하여 원진술자인 피고인에게 반 신문권을 부여한다

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비 한다. 피의자신문조서는 공 기일에서의 진술을 

신하는 서류라는 의미에서 증거능력이 제한되는 직 심리주의의 외라

는 것이다.7)

(다) 이러한 견해 립이 별다른 의미가 없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즉 

이 사건 법률조항이 법 제310조의2 이하에 규정된 으로 볼 때 문법칙

6) 이재상, 형사소송법, 박 사, 2002, 514쪽; 임동규, 형사소송법, 법문사, 2003, 464쪽.

7) 신동운, 형사소송법, 법문사, 1993, 618쪽; 백형구, 형사소송법강의, 박 사, 1996, 

67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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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외규정으로 이 타당하고, 법정에서 진술하는 피고인은 제쳐 두고 

그의 진술을 담은 문서류인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사용하는 것은 직

주의의 외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조항은  두 견해가 지

하는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8)

(3) 이 사건 법률조항 단서의 해석

이 사건 법률조항은 본문과 단서로 구성되어 있는데, 단서는 검사가 작

성한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하여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때”라는 것을 증거능력 인정의 요건

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 단서의 해석에 하여는 본문과 

련하여 가 규정설과 완화규정설로 나뉘어져 있었다. 

(가) 가 규정설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검사의 피의자신문조서가 증거능

력을 취득하기 해서는 ①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고, ②그 진술이 특

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다고 인정되어야 하므로  두 가

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이 사건 법률조항의 단서는 and 조건으

로서 요건을 가 한 규정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의 “피고인의 공 비 

는 공 기일에서의 진술에도 불구하고”라는 문구는 “피고인이 공 비 

는 공 기일에 그 조서의 ‘내용을 다투는’ 진술에도 불구하고”라는 의미로

서, 피고인이 피의자신문조서의 형식 ․실질  진정성립은 인정하면서도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의 진실성을 부인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한

다.9)

(나) 완화규정설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①피고인이 성립의 진정함

을 인정하면 증거능력이 있고(원칙), ②다만 피고인이 성립의 진정을 부인

하더라도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해진 경우에는 증

거능력이 있다( 외). 이 사건 법률조항의 단서는 or 조건으로서 요건을 완

8) 배종 ㆍ이상돈, 형사소송법, 홍문사, 2004, 590쪽.

9) 백형구, 신동운, 신양균, 이재상, 신 주 등 형사소송법 교과서를 집필한 학자들은 

일치하여 가 규정설을 채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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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한 규정이다. “피고인의 공 비 는 공 기일에서의 진술에도 불구하

고”라는 문구는 “피고인이 공 비 는 공 기일에 ‘성립의 진정을 부인

하는’ 진술에도 불구하고”라는 의미로 해석한다.10)

(4) 증거능력의 인정요건에 한 기존의 법원의 례

(가)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의 인정요건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성립의 진정’과 ‘특신상태의 존재’이다. 

성립의 진정은 피고인측이 공 정에서 조서에 힌 서명, 날인과 간인이 

본인의 것임을 확인하고(소  형식  진정성립) 그 기재 내용이 자신이 진

술한 로 기재되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소  실질  진정성립). 그 기재 

내용이 진술한 로 기재되었음은 인정하지만 그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되 내용을 부인하는 것이다. 그 지만 내

용을 부인하더라도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다만 

이 경우에는 검사 면 에서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만한 상태 하에서 이루

어진 것이어야 한다.  

(나)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요건과 련한 요 쟁

에 하여 례의 입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법원은 일 하여, “원진술자인 피고인이 그 조서에 간인과 서명, 무인

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는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간인과 서명, 

무인이 형사소송법 제244조 제2항, 제3항11) 소정의 차를 거친 바 없이 

된 것이라고 볼 사정이 없는 한 원진술자의 진술 내용 로 기재된 것이라

고 추정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진술자인 피고인이 공 정에서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진술내용이 자기의 진술내용과 다르게 기재되었

다고 다투더라도 그 조서의 간인, 서명, 무인한 사실이 있음을 시인하여 조

서의 형식 인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한편 그 간인과 서명, 무인이  형사

10) 법원실무제요(형사) 510면은 완화규정설을 주장하고 있으나 법원의 일반 인 견

해는 아니라고 보인다.

11) 형사소송법 제244조(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② 항의 조서는 피의자에게 열람

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야 하며 오기가 있고 없음을 물어 피의자가 증감, 변경의 

청구를 하 을 때에는 그 진술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피의자가 조서에 오

기가 없음을 진술한 때에는 피의자로 하여  그 조서에 간인한 후 서명 는 기

명날인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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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 차를 거친 바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라면 그 피의자신문조서는 원진술자의 공 기일에서의 진술에 의

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다.”12) 라고 하여 

형식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그로부터 실질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었다.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공 정에서 진정성립을 인정하

면 그 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이 특히 임의로 되지 아니한 것이라고 

의심할만한 사유가 없는 한 증거능력이 있다.”13)고 보면서, “진술의 임의성

이라는 것은 고문, 폭행, 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는 기망 기타 

진술의 임의성을 잃게 하는 사정이 없다는 것 즉 증거의 수집과정에서 

법성이 없다는 것인데 진술의 임의성을 잃게 하는 그와 같은 사정은 헌법

이나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이례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진

술의 임의성은 추정된다고 볼 것이다. … 진술의 임의성에 하여는 당해 

조서의 형식, 내용, 진술자의 신분, 사회  지 , 학력, 지능정도, 진술자가 

피고인이 아닌 경우에는 그 계 기타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자유롭게 정하면 되고 피고인 는 검사에게 진술의 임의성에 한 주

장, 입증책임이 분배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이는 진술이 특히 신빙

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때 즉 특신상태에 하여서도 동일하

다.14)” 라고 시하 다.

이는 결국 조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실질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실

질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자백의 임의성이 추정되고, 마찬가지로 특신상

태까지도 추정된다는 입장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법원은 법률

문가인 검사의 면 에서 행해지는 진술은 그 자체가 이미 특히 신빙할 

만한 정황 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단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2) 법원 1998. 6. 9. 선고 98도980 결; 법원 2000. 7. 28. 선고 2000도2617 

결 등.

13) 법원 1995. 11. 10. 선고 95도2088 결; 법원 1996. 6. 14. 선고 96도865 

결 등.

14) 법원 1983. 3. 8. 선고 82도3248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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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외국의 입법례

(1) 미국

미국에서는 모두(冒頭)진술이 끝나면 검찰 측이 입증에 들어가는데 이때 

공 의 증거조사 부분이 증인신문에 소요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

다. 증인신문에서 검찰 측의 신청에 따라 소환되는 사람은 경미사건의 경

우 보통 수사를 한 경찰 이다. 컨  피고인이 마약소지의 의로 체포

되었다면 그 피고인을 체포한 경찰 이 주요 증인으로 소환되어 신문을 받

는 것이다. 즉 형사사건에서 피의자의 자인(自認)이나 자백(自白)은 서명된 

서면으로 작성되지만 그것을 청취하거나 신문한 자가 공 정에 증인으로 

나와서 진술함으로써 그 증언이 증거로 되는 것이지, 자백서면 자체가 직

 증거로 되는 것이 아니다.15) 이 경우에 경찰 의 증언에 해서는 통

으로 문법칙이 미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는데, 이는 법정에 출두해 

있는 피고인이 언제든지 경찰 의 진술을 정정할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피고인신문이 없을 뿐만 아니라 만약 피의자가 수사

기  앞에서 자백했다면 기소사실인부 차(Arraignment)에 의해서 사실 심

리가 끝나기 때문에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는가의 여부는 사

실상 부분 문제되지 않는다. 반면에 그가 이 의 진술의 진실성을 부인

하고 싶으면 공 정에서 증언석에 서서 진술하면 되는데 이는 이 과의 불

일치진술이 되는 것뿐이다.16)

문법칙의 본산인 미국에서 문법칙을 비롯한 각종의 증거법칙을 규

정한 법률은 Federal Rules of Evidence이다. 그러나 이 법률은 배심재 과 

사재 의 경우에 증거법칙이 어떻게 달라지는가에 하여 규정해 놓지 

않았다. 즉 배심재 만을 상정하여 증거법칙을 규정하여 놓은 것이다. 그러

나 여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한다. 사재 의 특성상 배심재 에 용되는 

증거법칙을 그 로 용하는 것이 비 실 인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그리

하여 미국에서는, 비록 법률이 사재 의 경우에 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더라도, 실무상 문법칙을 사재 에는 용하지 않고 있다. 즉 

15) 차용석, 사법경찰 의 수사서류의 증거능력, 고시계, 1993.6, 90쪽

16) 정웅석, 형사증거법상의 문법칙에 한 연구, 연세 학교 박사학 논문, 17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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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 엄격히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사들은 복잡한 문법칙을 무시하

고 있다. 이에 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는 별로 없으며, 가사 이것이 상

고심에서 문제되더라도 상 법원은 재 결과에 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등

의 이유로 이의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보통이라고 한다.17)

이러한 실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첫째, 사는 법률 문가이기 때문에 

증거의 외 에 혹되어 신빙성을 잘못 단할 가능성이 극히 다는 것이

다.  그러한 가능성이 있다 해도 이를 두려워 한다는 것은 사에 한 

신뢰를 기 로 하는 사법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다. 둘째, 사재 의 

경우는 사가 그 증거가 문증거인지의 여부를 단하여야 하므로 어차

피 사는 문증거에 노출이 되고, 결국 문증거를 문 에서부터 쫒아낸

다고 하는 문법칙의 이념은 자체모순을 일으키고 만다는 에 있다. 한

편, 배심원에 의한 재 의 경우에도 재의 문법칙은 무 엄격하여 실

체  진실발견에 장애가 되므로 문법칙을 완화하자는 움직임이 강하며, 

이에 따라 상당수의 주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문법칙을 완화하고 있

다고 한다.18)

(2) 일본

일본 형사소송법 제322조는 “피고인이 작성한 진술서 는 피고인의 진

술을 녹취한 서면에 피고인의 서명 는 날인이 있는 것은, 그 진술이 피

고인에게 불이익한 사실의 승인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는 특히 신용할만

한 정황 아래서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그것을 증거로 하는 것이 가능하

다.”고 규정하고 있다.

례는 특신상황에 하여 검찰 의 입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거나 특

단의 증거조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거나, 특신상황은 일응 검찰 의 견해

에 의하여야 하고 특신상황에 한 증거조사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것

을 수리하여야 한다고 하는 입장이다.19)

물론 특신상황에 하여 일응 증거조사를 하고 그 결과 특신상황이 없다

17) 참고로 미국의 경우 사재 의 비율이 배심재 의 비율보다 높고, 주법원의 경

우에는 그 비율이 훨씬 높다고 한다.

18) 사법제도개 을 한 제3차 법 세미나 결과보고서, 사법정책자료 제5집, 70-72쪽.

19) 주석 형사소송법 제3권, 3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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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하면 증거로서 배척하여야 한다는 례도 있으나, 체 으로 일본의 

례와 실무는 특신상황의 요건을 거의 인정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증거능

력의 요건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평가받고 있다.20)

일본의  법률조항은 피고인의 진술의 내용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사

실을 승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여 미국법의 자백․자인에 하여 신용성의 정황  보장 없이 증거능력

을 인정하는 태도를 받아들이고 있는데,21) 이는 사람이 허 로 자신에게 

불이익한 사실을 폭로하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기 때문에 그러한 진술은 신

용성이 높다고 하는 것이 타당하고, 피고인은 묵비권이 있기 때문에 공

정에서 진술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 정 외에서의 진술을 증거로 할 필

요성이 있고, 피고인이 공 정에서 수사기 에서의 진술과 다른 진술을 하

는 경우에는 진술이 변화한 것인데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신용성이 높은 공 정 외에서의 진술에 증거능력을 부여한 후 결의 단계

에서 공 정에서의 진술과 비교하여 어느 것이 더 믿을 만한 것인가를 

단하여도 부당하지 않다는 을 이유로 한다.22)

요컨 , 일본에서는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이든 사법경찰  작성의 피

의자신문조서이든 가리지 않고 조서의 형식  진정(서명 는 날인)만 인

정되면 증거능력을 부여하는 결과가 된다.23) 이러한 일본의 규정은 우리나

라보다 문증거를 인정하는 폭이 넓은 것이다.

(3) 독일

독일 형사소송법 제250조는 “사실의 증명이 사람의 지각에 의존하는 경

우에는 공 에서 그 자를 신문하여야 한다. 이 의 신문을 녹취한 조서 

는 진술서의 낭독으로써 신문에 갈음할 수 없다.” 라는 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경찰이나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직 심리주의를 선언

20) 사법제도개 을 한 제3차 법 세미나 결과보고서, 사법정책자료 제5집, 75쪽 

21) 차용석, 사법경찰 의 수사서류의 증거능력 : 피의자신문조서를 심으로, 한양

 법학논총, 62쪽.

22) 주석 형사소송법 제5권, 325쪽

23) 물론 일본 형사소송법이 임의성의 요건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 은 우리나라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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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규정에 따라 증거능력이 없고, 다만 직 주의의 외규정  하나인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24)에 따라 수사법 (Ermittlungsrichter)이 수사

단계의 차에서 조사활동으로서 피의자를 신문하여 작성한 피의자신문조

서만이 증거능력을 갖는다.

그런데 독일의 실무는, 형사소송법상의 명문 규정은 없으나, 공 정에서 

피고인이나 증인이 수사 단계에서 경찰이나 검사 면 에서 행한 이 의 진

술과 모순되는 진술을 하거나 그 진술내용을 기억하지 못할 때에 재 장이 

그들의 이 의 진술이 기재된 조서를 제시하면서 당신은 이런 진술을 하지 

않았느냐 라는 형식으로 모순을 지 하거나 기억을 돕는 Vorhalt(제시)라

는 행을 갖고 있고,25) 연방 법원에 의하여 인되고 있다.26)

Vorhalt가 증거법상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는 피고인이 재 장의 Vorhalt

에 하여 어떤 행동을 취하는가에 달려 있다. 즉 첫째, 피고인이 이 에 

그러한 진술을 했다고 명시 으로 밝히거나 이 의 진술에 하여 다투지 

않겠다고 하 을 경우 그 진술은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27) 둘째, 피고인이 

수사기  작성의 신문조서에 의한 Vorhalt에 하여 침묵하거나 이를 다투

는 경우에는 재 장에 의하여 제시된 이 의 진술을 증거로 사용할 수 없

게 된다.28)

그런데  둘째의 경우에도 수사기 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사용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즉 피의자를 신문한 자( 를 

들어 경찰)를 증인으로서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행한 진술에 하여 신문

할 수 있고, 그 증인의 진술은 법 의 자유로운 증거 평가의 상이 될 수 

24)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 “법  작성의 조서에 포함되어 있는 피고인의 진술

은 그 자백을 증거로 채택하기 하여 낭독될 수 있다.”

25) 이를 직 으로 뒷받침하는 규정은 아니나, 독일 형사소송법 제244조 제2항은 

“법원은 진실탐지를 하여 결에 있어 요한 모든 사실과 증거방법에 하여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45조 제1항 문

은 “증거조사를 지하지 않은 경우, 이는 법원에 의해 소환되어 출석한 증인과 

감정인  그 밖에 제214조 제4항에 따라 법원이나 검사에 의해 제출된 증거방법

을 포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데, 이러한 규정들이 간 으로 와 

같은 실무 행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작용한 듯하다.

26) 조기형, 피의자신문조서에 한 연구, 서울 학교 법학석사학 논문, 67쪽

27) 이때에도 제시된 조서가 아니라 Vorhalt에 한 피고인의 태도표명 내지 진술이 

증거 평가의 상이 되는 것이다.

28) 즉, 동법 제250조가 정한 원칙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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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기 때문이다.29)

결국 독일의 경우도, Vorhalt라는 법률이 정하고 있지 않은 방법에 의

하여 독일 형사소송법 제254조가 인정하고 있는 것 이외의 피고인의 수사

기  면 에서의 진술이 실체  진실발견을 한 증거자료  하나로서 실

질 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보인다. 그리하여 독일의 재 실무상, 수사기록

은 재  시작 이 에 재 부에 넘어가 재 부는 수사기록을 심으로 재

진행의 계획을 세우고, 수사기록은 재 의 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결론

으로 독일의 태도는 “증거능력을 제한하지 않으며, 수사서류 제출 시에

는 작성자인 경찰 의 증언이 필요하다”는 정도의 입장이라고 정리될 수 

있다.30)

(4) 랑스

랑스의 형사소송법상 증거법칙은 3가지 원칙으로 요약된다. 즉, ‘증거

수집의 법성’, ‘증거방법의 자유성’, 그리고 그 논리  결과로 심증에 

한 ‘자유심증주의’를 들 수 있다.31) 증거방법의 자유성을 채택한 형사소송

법의 규정을 원용하면 다음과 같다.

제427조 제1항 : 법률이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범죄사실은 모

든 방법의 증거에 의하여 증명할 수 있으며, 사는 그 자유심증에 따라 

단한다.

제353조 : “재 장은 죄법원(重罪法院)이 개정하기 에 다음의 지시

문을 낭독하고, 이를 문자로 써서 평결실의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한

다”. “법률은 재 에 하여 그 확신을 가지는 이유에 한 아무런 설명

을 요구하지 아니하며 특히 증거의 완 성과 충분성에 의존하여야 하는 원

칙을 명하지 아니하고, 모름지기 마음의 평온과 평정 속에서 피고인에 

하여 증거와 그 항변의 자료가 자기의 이성에는 어떠한 향을 주었는가 

자문하여 보고, 그 양심의 엄숙 속에서 이를 구하도록 명한다. 법률은 사

에 하여 그 모든 의무감을 월하여 ‘귀하는 내심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29) BGH 1, 339; 3, 150; 14, 312; 22, 171. 조기형의 게논문 79쪽에서 재인용.

30) 사법제도개 을 한 제3차 법 세미나 결과보고서, 게서, 77쪽.

31) 한명 , 랑스 형사소송 차 개 , 법조 제488호, 250ㆍ25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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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라고만 묻는다.” 

증거방법의 자유성에 하여 달리 규정한 법률을 보면, 첫째, 경죄(偉

輕罪)는 증언 는 보고서에 의해서만 이를 증명하고, 조서나 보고서가 없

는 때에는 증언 는 증거물에 의하여 증명한다(형사소송법 제537조 제1

항). 둘째, 범죄를 인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공무원이 작성한 조서  

보고서는 반증이 있을 때까지 증명력을 가진다(형사소송법 제431조, 제537

조 제2항). 그리고 세사범과 같이 특수한 성격을 가진 범죄를 인지할 수 

있는 공무원이 작성한 조서는 조의 증명이 있을 때까지 증명력을 가지

며, 작성자가 조로 처벌받는 경우에만 증거능력을 상실한다( 세법 제

336조).32)

3. 이 사건 법률조항에 한 헌법재 소의 선례와 법원의 례

변경

가. 헌법재 소의 선례

‘피고인이 된 피의자’에 한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규

율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헌 여부에 하여 헌법재 소는 1995. 

6. 29. 선고한 93헌바45 결정에서 이미 합헌 단을 한 바 있다( 례집 7-1, 

873 이하).33)  선례에서 개진된 합헌의견(다수의견)과 헌의견(소수의

견)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재  7인의 합헌의견 요지

우리 헌법은 형사소송에서 문증거의 증거능력배제에 한 이른바 

문법칙을 채택할 것을 직 으로 요구하고 있지 아니하다. 다만, 형사소송

법이 헌법상의 공정한 재 의 원칙을 이어받아 이를 구 하고 있을 뿐이

다. 그런데 피고인의 공정한 재 을 받을 권리를 구 하기 하여 문법

칙의 채택 유무, 문법칙의 내용 구성 등은 오로지 입법형성권을 가지고 

32) 한명 , 게논문, 법조 제489호, 249ㆍ250쪽.

33)  선례는 심 의 상을 법 제312조 제1항 단서로 한정하 지만, 실질 으로는 

‘피고인이 된 피의자’에 한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한 규율의 

헌 여부를 단하 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헌제청 211

있는 입법자가 우리 사회의 법 실, 수사 행, 수사기 과 국민의 법의식

수 , 수사기 에 의한 인권침해의 실태, 우리 형사재 의 구조 등 제반사

정을 종합 으로 단하여 결정할 성질의 것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 단서는 문법칙에 한 규정의 하나인데, 이 사건에

서 문제가 되는 것은  단서가 과연 청구인들의 ‘공정한 재 을 받을 권

리’를 침해하 는가의 여부이다.  단서가 청구인들의 ‘공정’한 재 을 받

을 권리를 침해하 다고 하기 하여는  단서의 내용이 명백히 불합리하

여 그 용으로 말미암아 곧바로 형사소송의 일방당사자로서 공소유지의 

책임을 지고 있는 검사에게는 입증책임의 경감이라는 부당한 혜택을 부여

하고, 피의자 던 피고인에게는 그 방어권의 행사를 히 곤란하게 하거

나 불가능하게 하는 불이익을 강요함으로써 재 의 차와 결과가 ‘불공정’

하게 될 개연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형사소송법이 목 으로 하는 실체  진실의 발견과 

신속한 재 을 한 것으로서 그 목 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검사작성 피

의자신문조서에 하여 검사 이외의 수사기 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비하여 완화된 요건 하에 증거능력을 부여한 것은 검사가 사와 동일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임명되고 오로지 진실과 법령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여

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법기 이라는 을 감안하여 형사소송 차

에 있어서의 인권보장의 이념과 실체  진실발견  신속한 재 의 요청 

사이의 조화를 이룩하기 한 것으로서 합리 인 이유가 있다. 한, 이 사

건 법률조항에 의한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에는 ‘조서

의 진정성립’과 ‘특신상태의 존재’라는 두 가지 요건 외에도 검사작성 피의

자신문조서에 나타난 피고인의 자백진술에 ‘임의성’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

라 그 신문 차가 법하여야 되는 등 헌법상 보장된 ‘ 법 차’의 요청에 

따른 일정한 한계가 있다는 에서 피고인으로서는 그 증거능력의 인정을 

차단하기 한 다양한 방어방법을 선택할 수가 있고, 나아가 증거능력은 

당해 증거가 가지는 실질  가치인 증명력과는 엄격히 구별되는 개념이어

서 피고인은 자유로운 방법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된  검사작성 피의자신문

조서의 증명력을 탄핵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형사소

송 차에 있어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가 부당하게 제한되거나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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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당사자인 검사에 비하여 명백하게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되는 것이라

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입법자의 정당한 입법형성권의 

범  안에 있는 것으로 헌법에 반되지 아니한다.

(2) 재  2인의 헌의견 요지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하여 그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 여

하에 불구하고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무죄추정을 받는 피고인의 법정

진술보다 우선하여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를 믿게 하는 것으로서 법 에 

의한 공정한 재 을 받을 권리의 한 보장으로서의 공 심주의에 히 

반하여 공정한 재 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고, 한 

형사소송의 일방당사자로서 유죄의 입증책임이 부과되어 있는 검사에게 그 

책임을 경감시키는 부당한 혜택을 주고, 그 반사로서 피고인에게 불이익을 

강요함으로써 공정한 재 의 틀을 깨는 것이다. 

보다 근본 인 문제는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하여 그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 여하에 불구하고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제3의 심 기

인 법 에 의한 재 이 실질 으로는 소추기 인 검사에 의하여 왜곡될 

개연성을 제도 으로 보장하는 셈이 된다. 피고인이 법정에서 명백히 그 내

용을 부인하고 있음에도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상황에 있어서 증거능력과 

증명력을 개념 으로 분리하여 증명력에 한 단이 법 에게 속되어 

있다고 안심하는 것은 사안의 실체에 을 감는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수사  소추의 주체인 검사로 하여  특히 수사단

계에서의 자백의 확보에 주력하게 함으로써 실 으로 인권의 침해가능성

을 높이는 것이 결과 으로 헌법의 고문 지, 불리한 진술거부권 등 명문

규정을 형해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

은 입법재량의 한계를 넘어 법 에 의한 재 을 받을 권리와 법 차에 

한 헌법상의 원리에 배되는 것으로 헌이다.』

나. 법원의 례변경 : 법원 2004. 12. 16. 선고 2002도537 

원합의체 결

이 사건이 헌법재 소에 계속 이던 2004. 12. 16. 법원은 법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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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치의 의견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해석에 한 종 의 례를 변경하는 

원합의체 결을 선고하 다.

(1) 결의 사안

피고인들은 검사가 작성한 원심공동피고인에 한 피의자신문조서  

검사가 작성한 참고인에 한 진술조서에 하여 모두 부동의하 고, 원심

공동피고인과 참고인은 모두 자신에 한 조서의 실질  진정성립을 인정

하지 않았다. 그런데 원심은 검사가 작성한 원심공동피고인과 참고인에 

한 조서의 형식  진정성립이 인정되므로 실질  진정성립이 추정되어 모

두 증거능력이 있다고 하면서 이를 피고인들에 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시하 다. 

이에 법원은, 원진술자인 피고인이 공 정에서 간인과 서명, 무인한 사

실이 있음을 인정하여 형식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거기에 기재된 내용이 

자기의 진술내용과 다르게 기재되었다고 하여 그 실질  진정성립을 다투

더라도 그 간인과 서명, 무인이 형사소송법 제244조 제2항, 제3항의 차를 

거치지 않고 된 것이라고 볼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한 그 실질  진정성립

이 추정되는 것으로 본 종 의 견해를 취하지 않고,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나 참고인 진술조서는 공 비 는 공 기일에서 원진술자의 진

술에 의하여 형식   실질  진정성립이 인정된 때에 한하여 비로소 성

립의 진정함이 인정되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변경하고 원심을 

기하 다.

(2) 결의 요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본문은 “검사가 피의자나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와 검사 는 사법경찰 이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

는 공 비 는 공 기일에서의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

정함이 인정된 때에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문의 문언상 성립의 진정은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실질  진정성립도 원진

술자의 진술에 의하여서만 인정될 수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며, 이는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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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에도 다르지 않다. 한  법문에 따르면, 

검사가 피의자 아닌 자에 하여 작성한 조서의 경우도 공 비 는 공

기일에서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어야 증거로 

할 수 있고, 이와 련하여 법원은 만일 원진술자가 그 진술조서의 형식

 진정성립은 인정하면서도 그 기재내용이 진술내용과 다르다고 하여 실

질  진정성립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그 진술조서의 진정성립은 인정되지 

아니하여 증거능력이 없다고 시하여 왔는바( 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도4111 결; 법원 2003. 10. 24. 선고 2002도4572 결 등), 검사작

성 피의자신문조서와 피의자 아닌 자에 한 진술조서는 모두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의 동일한 요건에 따라 진정성립 여부가 결정되고, 실무상으

로도 피의자나 참고인의 조서열람권, 증감변경청구권 등을 달리 취 하고 

있지 아니한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와 피의

자 아닌 자에 한 진술조서의 진정성립 인정 요건을 구별하여 달리 취

할 합리 인 이유도 없다.

따라서, 검사가 피의자나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공

비 는 공 기일에서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형식  진정성립뿐만 

아니라 실질  진정성립까지 인정된 때에 한하여 비로소 그 성립의 진정함

이 인정되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그와 같이 해석

하는 것이 우리 형사소송법이 취하고 있는 직 심리주의  구두변론주의

를 내용으로 하는 공 심주의의 이념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4. 이 사건 법률조항의 헌 여부

 법원 결이 선고된지 5개월 후인 2005. 5. 26. 헌법재 소는 이 사

건 법률조항에 한 결정을 선고하 는데, 이 결정에서는 재  4인이 합

헌의견(그  2인은 보충의견)을, 재  4인이 헌법불합치의견을 각 개진

하여 결론 으로 합헌결정이 선고되었다.

가. 합헌의견

재  4인의 합헌의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

에 반되지 아니한다고 단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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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헌심사의 기

(가) 헌법 제27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 에 의

하여 법률에 의한 재 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

은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 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공개재 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함으로

써 재 청구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우리 재 소는 지 까지 일

되게, 헌법 제27조 제1항의 재 청구권은 사법 차에의 근뿐만 아니라 

공정한 재 을 받을 권리, 즉 사법 차상의 기본권을 포함하는 포 인 

권리임을 밝  왔다(헌재 1996. 12. 26. 94헌바1, 례집 8-2, 808, 820; 헌

재 1998. 12. 24. 94헌바46, 례집 10-2, 842, 850 참조).

따라서 형사소송 차에서의 증거법칙을 규율한 이 사건 법률조항에 

한 헌심사의 기 은 바로 헌법 제27조가 정한 재 청구권, 그 에서도 

‘공정한 재 을 받을 권리’의 침해 여부가 심이 된다고 할 것이다. 그 밖

에, 제청법원이 주장하고 있는 심사기   무죄추정의 원칙, 고문을 받지 

아니할 권리  불리한 진술거부권, 생명․신체의 자유권은 비록 이 사건 

법률조항 자체가 와 같은 헌법상의 권리를 제한하려는 의도나 내용을 갖

고 있지는 않다 하더라도 ‘재 청구권에 의한 보호범 ’를 정함에 있어서 

그 정신이 참작될 수 있다는 에서 재 청구권과 기능  상호연 성을 가

진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하여도 검토를 요한다고 할 것이다.

(나) 재 청구권과 같은 차  기본권은 원칙 으로 제도  보장의 성

격이 강하기 때문에, 자유권  기본권 등 다른 기본권의 경우와 비교하여 

볼 때 상 으로 범 한 입법형성권이 인정되므로, 련 법률에 한 

헌심사기 은 합리성원칙 내지 자의 지원칙이 용된다(헌재 1998. 9. 

30. 97헌바51, 례집 10-2, 541, 550; 헌재 1998. 12. 24. 94헌바46, 례집 

10-2, 842, 851).

이 사건에서 보더라도, 이 사건 법률조항은 문증거의 증거능력배제에 

한 이른바 “ 문법칙”의 외조항인바, 우리 헌법은 형사소송에서 문

법칙을 채택할 것을 직 으로 요구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피고인

의 공정한 재 을 받을 권리를 구 하기 하여 문법칙을 채택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문법칙을 채택할 경우 여러 가지 종류의 문증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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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한결같이 동일한 문법칙을 용할 것인가 아니면 증거의 종류에 따

라 문법칙의 내용을 달리할 것인가 여부의 문제는, 입법자가 우리 사회

의 법 실, 수사 행, 수사기 과 국민의 법의식 수 , 수사기 에 의한 

인권침해의 실태, 우리 형사재 의 구조 등 제반사정을 종합 으로 단하

여 결정할 성질의 것이라고 할 수 있다(헌재 1995. 6. 29. 93헌바45, 례집 

7-1, 873, 882).

(2) 이 사건 법률조항의 합헌성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

력 인정요건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성립의 진정”(본문)과 “특신상태의 존

재”(단서)이다.

(가) 먼  이 사건 법률조항의 본문에 하여 본다.

1) 이 사건 법률조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면,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공 비 는 공 기일에서의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

함이 인정된 때에는 동 조항 단서의 일정한 조건하에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성립의 진정이란 간인․서명․날인 등 조서의 ‘형식 인 진

정’과 그 조서의 내용이 원진술자가 진술한 로 기재된 것이라는 ‘실질

인 진정’을 모두 의미한다( 법원 1995. 10. 13. 선고 95도1761 결).

2) 형사소송법의 목 은 법 차에 의한 실체  진실의 발견과 신속한 

재 에 있는바, 검사를 비롯한 수사기 에서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면 형사소송에 있어서 실체  진실을 규명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지 않을 것이다. 피고인은 형사 차의 진행과 함께 유

죄 결의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느끼면 종 의 자백진술을 부인하기 쉬운데 

반하여, 법원으로서는 진술거부권(헌법 제12조 제2항 후단)으로 인하여 피

고인에게 새로운 진술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그가 진범일지라도 증거불충

분으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으면 안될 경우가 생겨날 수 있기 때문이다.

범죄의 수사는 검사, 사법경찰 리  특별사법경찰 리가 담당한다(형

사소송법 제195조 내지 제197조). 그런데 검사는 사법경찰 리  특별사

법경찰 리를 지휘․감독하며, 수사의 결과 공소제기 여부를 독 으로 

결정하고, 공 차에서는 피고인에 립되는 당사자로서 법원에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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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정당한 용을 청구하는 범 한 권한을 가진 국가기 이다. 그러

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 본문이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하여 그것이 

문증거임에도 불구하고 검사 이외의 수사기 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와는 달리 이 사건 법률조항 단서의 특신상태하의 진술이라는 조건하에 증

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이러한 검사의 지 를 고려하고 형사

소송법이 목 으로 하는 법 차에 의한 실체  진실의 발견과 신속한 재

을 한 것으로서 그 목 의 정당성과 내용의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3) 요컨 , 이 사건 법률조항 본문의 합리성에 더하여 이제 앞에서 본 

바와 같은 법원의 새로운 견해에 의할 때 동 조문으로 말미암아 형사소

송의 일방 당사자로서 유죄의 입증책임이 부과되어 있는 검사의 책임이 경

감되는 효과가 발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검사가 피의자의 자백을 얻기 

하여 무리하게 수사를 한다든가 법원이 피고인의 공 정 진술보다 검사 

앞에서의 진술을 우선한다든가 하는 우려는 없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 본문으로 말미암아 형사소송의 당사자로서 형

사피고인의 방어권 행사가 부당하게 곤란하게 된다든지 평등원칙을 배하

여 공정한 재 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다고 할 수 없고, 그 밖에 제청법원

이 주장하는 무죄추정의 원칙, 고문을 받지 아니할 권리, 불리한 진술거부

권, 생명․신체의 자유권 등의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없다고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단서, 즉 특신상태의 존재를 제로 

한 증거능력의 인정문제에 하여 본다.

1) 이 사건 법률조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검사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에 하여 자신이 진술한 로 기재되었음은 인정하지만 그 내용

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 즉 성립의 진정은 인정하되 내용을 부

인하는 경우에도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

데, 다만 이 경우에는 검사 앞에서의 진술이 특신상태하에서 이루어진 것

이어야 한다.

살피건 , 공 심주의와 직 심리주의를 으로 철한다면 수사

기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하여는 공 정에서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는 경우에 사법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이든 검사작성 피의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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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서이든 원칙 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논리  귀결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공 심주의와 직 심리주의는 헌법상의 원리라기보

다는 형사소송법상의 원리로서 각국의 실정에 따라 제한이 가해질 수 있는 

성질의 것이다. 즉, 수사기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하여 증거능력을 

부여할 것인지 여부  어떠한 요건하에 증거능력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는 

각국의 입법정책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2) 이 사건 법률조항 단서 역시 법 차에 의한 실체  진실의 발견과 

신속한 재 을 한 것으로서 그 목 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법원으로 하

여  특신상태의 존재 여부를 심사하게 한 후 그 존재가 인정되는 경우에

만 증거능력을 부여함으로써 그 용범 를 목 달성에 필요한 범 내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그 내용에 있어서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춘 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게다가,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가 궁극 으로 증거능력을 획득하기 

하여는 이 사건 법률조항 본문이 요구하는 형식 ․실질  진정성립과 이 

사건 법률조항 단서가 규정하는 특신상태의 존재 외에 헌법상 보장된 법

차가 수되어야 한다.

구체 으로 살펴보면,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나타난 피고인의 자백 

등 진술이 고문, 폭행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어서 

그 임의성이 결여되어 있을 때(헌법 제12조 제7항, 형사소송법 제309조⋅

제317조),34) 형사피의자의 자기부죄거부권에 터잡은 진술거부권(헌법 제12

조 제2항 후단, 형사소송법 제200조 제2항)의 사 고지 없이 이루어졌을 

때( 법원 1992. 6. 23. 선고 92도682 결 참조), 변호인과의 견․교통권 

내지는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이 법하게 제한된 상태에서 이루어졌

을 때( 법원 2003. 11. 11.자 2003모402 결정; 헌재 2004. 9. 23. 2000헌마

138, 례집 16-2상, 543 참조)에는 그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은 원칙 으로 

부인되는 것이다.

결국 피고인으로서는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하여 그 형식 ㆍ실

34) 자백의 임의성에 하여 검사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는 법원 1998. 4. 10. 선

고 97도3234 결, 법원 1999. 1. 29. 선고 98도3584 결, 법원 2000. 1. 21. 

선고 99도4940 결, 법원 2002. 5. 10. 선고 2001도6783 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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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성립의 진정 여부와는 별도로, 이와 같은 다양한 방어방법을 선택하

여 증거능력의 인정을 차단할 수가 있는 것이다.

3) 한, 우리나라와 같이 문법 에 의한 재 을 하고 있는 제도하에

서는 문증거배제의 필요성이 배심제나 참심제를 채택한 경우보다 크지 

않다고 할 수 있고 공 정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은 증거로 채택되기 때문

에, 피고인이 공 정에서 수사기 에서의 진술과 다른 진술을 하는 경우에 

검사 앞에서의 진술이 특신상태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되면 그 증

거능력을 인정하고 그와 같이 증거능력이 인정된 검사 앞에서의 진술과 공

정에서의 진술을 비교하여 어느 것이 더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단하

면 되는 것이다.

증거능력이란 증거가 엄격한 증명의 자료로 사용될 수 있는 자격을 의미

할 뿐이고, 당해 증거가 가지는 실질  가치인 증명력과는 엄격히 구별되

는 개념으로서 비록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증거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과연 

믿을 만한 것인가의 문제, 즉 증명력의 유무는 오로지 법 의 자유심증에 

맡겨진 것이다(법 제308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은 자유로운 방법으로 그 

증명력을 탄핵할 수 있으므로, 어떤 증거의 증거능력의 유무와 그에 의한 

요증사실의 증명 내지 범죄사실의 인정과는 필연 인 연 성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공 정에서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성립인정을 부인하여 

동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할 수 있는 지 에 있는 형사피고인이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고 동 신문조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면서도 그 내

용을 부인하는 경우에, 검사로서는 그 신문조서가 증거능력을 갖기 하여 

특신상태를 근거자료와 함께 주장할 수 있을 것이고, 피고인으로서는 특신

상태의 부존재를 주장할 수 있으며, 이에 하여는 법원이 그 진술이 행하

여진 당시의 제반 사정을 종합 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는 재 의 

역이라고 할 것이다.

4) 요컨 , 이 사건 법률조항 단서가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 본문이 요구하는 형식 ㆍ실질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경우에 특신상태의 존재를 요건으로 피고인의 공 정에서의 진술 여하에 

불구하고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 다고 하여, 형사소송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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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어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가 부당하게 제한되거나 피고인이 상 당

사자인 검사에 비하여 명백하게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형사피고인이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한 후

에 그 내용만을 부인하는 경우에 이 사건 법률조항 단서가 특신상태의 존

재를 제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입법자의 입

법형성의 범 를 벗어난 것이어서 그로 말미암아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

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3) 소결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말미암아 형사피고인의 공

정한 재 을 받을 권리나 그 밖에 무죄추정의 원칙, 고문을 받지 아니할 

권리, 불리한 진술거부권, 생명․신체의 자유권 등이 침해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나. 합헌의견에 한 보충의견

한편, 재  2인은 법정의견인 합헌의견에 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보충의견을 개진하 다.

이 사건 법률조항 단서를 합리 으로 해석하면 특신상태는 증거능력의 

요건에 해당하므로 검사가 그 존재에 하여 구체 으로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종  법원의 형사재 실무는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형식  증거능력이 인정되면 실질  증거능력과 특신상태까지도 사실상 추

정함으로써 특신상태 부존재 입증의 부담을 피고인이 지는 방식으로 운

하여 왔다. 여기서의 사실상 추정은 법원이 경험칙을 용하여 여러 간

사실로부터 주요사실을 추인하는 행 로서 법원의 재 역에 속하는 것이

고, 입증책임이 사실상 도된 듯이 보이는 은 이 사건 법률조항 단서의 

불명확성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만약 그러한 법원의 실무운 이 

이 사건 법률조항 단서의 해석으로 굳어진 것이라면 그 헌성을 논하는데 

고려의 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이 종 의 례를 변경하여 공 정에서 피고인이 검사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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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실질  진정성립을 부인하면 원칙 으로 그 신문조서

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여 종 의 추정론을 폐기한 이

상( 법원 2004. 12. 16. 선고 2002도537 결), 그 조서의 형식  진정성립

이 인정되면 실질  진정성립과 특신상태까지도 추정해온 종  견해의 토

가 흔들리게 되었다고 할 것이고,  법원 례 변경 이후에도 법원이 

형사재 실무에서 여 히 특신상태를 추정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 

단서를 해석, 운 하고 있다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종 의 실무운 에 터

잡아 헌 여부를 논하는 것은 하지 아니하다.

다만 아직도 이 사건 법률조항의 명확성에 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형사재 에서의 직 주의, 공 심주의가 강조되는 오늘날의 실을 감안

하여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여하기 한 요건을 좀 더 

구체 으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입법조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다. 헌법불합치의견

재  4인의 헌법불합치의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법률조항

은 헌법에 합치하지 아니한다고 단하 다.

(1) 종  헌법재 소의 결정과 법원 결의 의의

우리 헌법재 소는 1995. 6. 29. 93헌바45 사건에 한 결정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 단서에 하여 합헌이라고 단하 고, 법원은 종래의 입장을 

변경하여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공 비 는 공 기일에서 원진술

자의 진술에 의하여 실질  진정성립까지 인정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사용

할 수 있다고 시하 다( 법원 2004. 12. 16. 선고 2002도537 원합의체 

결). 

그런데  헌법재 소 결정도 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검사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에 하여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는 경우에도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찰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와 비교하여 보다 

쉽게 증거능력을 부여하는 것만을 문제 삼았을 뿐이고,  법원 결에

서도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증거능력을 부여하기 한 요건  이 사

건 법률조항 단서가 요구하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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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여진 때”라는 요건에 하여는 아무런 단이 없었으므로, 이 특신상

태 요건에 한 헌법  평가는 아직 열려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2) 명확성 원칙의 배 여부

법치국가원리의 요청이라 할 명확성의 원칙은 법률을 비롯한 법규범의 

내용이 련 개인이 해당 규범에 의하여 요구되고 있는 것을 인식할 수 있

을 정도로 명확하고 정확한 용어로 규정되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는바, 

명확성의 원칙에서 명확성의 정도는 모든 법률에 있어서 동일한 정도로 요

구되는 것은 아니고, 개개의 법률이나 법조항의 성격에 따라 요구되는 정

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각각의 구성요건의 특수성과 그러한 법률이 

제정되게 된 배경이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형사 차에서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하여 문법칙의 외로서 증

거능력을 부여하는 요건에 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명확성의 원칙이 보다 높은 정도로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형사재 의 실무상 이 사건 법률조항 단서가 요구하는 특신상태

가 사실상 추정되어 피고인이 그 입증의 부담을 안도록 운 되고 있다는 

것은,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 단서가 담고 있는 의미가 명확하지 않음으로 

인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물론 이와 같은 실무운 은, 특신상태에 한 

법원의 사실인정 과정에 있어서 경험칙의 용  증거 단의 문제에 불과

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에 한 헌성의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시각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와 같은 특신상태의 사실상 추정은 수사 실에 

한 실증  조사 내지 반성  성찰 없이 수사기 의 행태에 한 일방

인 신뢰를 기 로 특신상태에 한 입증부담을 피고인에게 가하는 것으

로서, 형사피고인에 한 무죄추정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는 헌법 제27조 

제4항을 두고 있는 우리의 헌법질서 아래에서 바람직한 재 운 으로 받아

들여질 수 있는지가 의문시될 뿐만 아니라, 형사소송의 구조  피고인의 

방어권에 미치는 향이 지 함에도, 이러한 형사재 제도의 운 이 일부 

사실심법원에서 이루어짐에 그치지 않고 법원에서도 그 정당성이 추인되

었던 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결과는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 단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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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능력 부여의 요건에 한 입증책임 는 입증부담에 하여 보다 명확

히 규정하지 아니함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 상당하다. 가령,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라는 이 사건 법

률조항 단서의 법문언을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

여졌음이 증명된 경우에 한하여”라고 규정하 더라면, 특신상태를 사실상 

추정하여 피고인이 이에 한 입증의 부담을 지게 되는 재와 같은 형사

재 실무가 자리잡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한 특신상태와 련한 규율내용은 피의자가 검사 앞에서 조사를 받은 

결과물인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한 문제라는 에서 검사의 피의

자신문에 한 변호인의 참여 문제와 한 련이 있다. 우리 헌법재

소는 2004. 9. 23. 선고한 2000헌마138 결정에서 피의자의 변호인참여 요구

권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핵심  내용이므로 수사기 이 변호인

의 참여 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는 것과 같은 기 이고 자명한 사항은 구

체  입법형성이 없이도 직  용될 수 있다는 취지로 시하 는바, 이

와 같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서 바로 도출될 수 있는 변호인참여 

요구권과 련하여 입법자는 그 권리를 실제 보장할 수 있는 차  규율

과 법  효과를 구체 이고도 명확하게 입법 으로 형성할 의무를 부담하

고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입법자가 이 사건 법률조항을 통하여 경찰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와 구별하여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하여 보

다 우월한 효력을 부여하기 하여 가 요건을 설정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법률조항 단서와 같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라는 모호한 요건을 규정

함에 그칠 것이 아니라, 피의자의 변호인참여 요구권에 한 고지 차 등

을 통한 변호인참여의 실질 인 보장이 증거능력 부여의 제조건임을 명

백히 하여 증거능력 부여의 요건을 보다 명확히 하는 한편 검사가 행하는 

피의자신문의 차  투명성을 강조하는 입법  조치를 고려하 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입법자는 이 사건 법률조항 단서의 내용을 정함에 있어

서 입법자에 부여된 입법  형성의 의무를 게을리하여 검사작성 피의자신

문조서에 한 증거능력 부여의 요건을 불명확하게 규율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 단서는 법규범의 정립에 요구되는 명확성의 원

칙에 배되는 헌 인 법률이라고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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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헌법불합치결정의 필요성

앞서 본 바와 같이 명확성의 원칙에 배되어 헌성을 지니고 있는 부

분은 이 사건 법률조항  단서 부분이다. 그런데 이에 하여 단순 헌의 

선고를 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게 한다면, 오히려 증거능력 부여를 한 가

요건이 삭제되는 결과를 가져와 당해 사건의 제청신청인인 피고인의 지

를 더욱 불리하게 하므로, 일단  단서 부분의 효력을 유지하면서 입법

 개선을 구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증거능

력 부여요건의 명확화 등 입법  과제는, 피고인에 한 입증부담 가의 

해소, 변호인참여의 실질  보장 등 입법  개선을 한 입법자의 형성재

량권이 존 될 필요가 있다는 에서도 이 사건 법률조항  단서조항에 

한 헌법불합치 결정이 요구된다.

5. 결정의 의의  후속 경과

가.  법원 결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본문 해석에 하여 기존의 

추정론을 폐기하고(엄격히는 형식  진정성립에서 실질  진정성립으로의 

추정에 하여), 오로지 공 비 는 공 기일에서(즉, 법 의 면 에서)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형식   실질  진정성립을 각각 인정되는 때

에 한하여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시

하 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법원 결이 추정론을 폐기하는 근거로서는, 

①이 사건 법률조항 본문의 문리해석상 성립의 진정은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 ②이 사

건 법률조항은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와 피의자 아닌 자에 한 진

술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에 하여 동일하게 규율하고 있고 례에 의하면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아닌 자에 한 진술조서의 경우에는 법 의 면 에

서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어야 증거로 할 수 있

는데,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하여 이와 달리 취 하여야 할 합리

인 이유가 없는 ,  ③추정론을 폐기하고 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우

리 형사소송법이 취하고 있는 직 심리주의와 구두변론주의를 내용으로 하

는 공 심주의의 이념에 부합하는  등을 들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헌제청 225

나. 이러한 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 정에서 검사 작성의 조서

에 한 진정성립을 인정하지 않는 한 검찰에서는 달리 그 조서의 진정성

립을 인정할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고, 이는 피고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은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다만,  법원 결은 이 사건 법률조항 단서에 하여

는 아무런 언 이 없으므로 단서를 완화규정설의 입장에서 해석하여 특신

상태의 존재를 입증한다면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될 

여지가 있겠지만,35)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통설  례는 가 규정설의 입

장에 있으므로 단서의 해석에 한 법원 례가 변경되지 않는 한 특신

상태의 입증만으로 증거능력 인정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36) 

한편, 추정론을 폐기하고 기존의 가 규정설이 그 로 유지되는 상황하

에서  법원 결이 행 형사재 에 미치는 향은 지 할 것이다. 일

단 피고인이 법정에서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가 증거로 제출되기 에 

그 진정성립을 부인한다면 그 조서는 증거능력이 없어지게 되므로, 실질  

진정성립  특신상태를 입증하려는 검찰에게 그 기회조차 부여되지 않을 

수도 있다.37) 그 결과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가 쉽게 증거능력이 인정되

35)  법원 결의 선고 후 검찰( 검 공 송무과장)은 “피의자들이 수사과정에

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도록 장려하고, 조사과정의 녹음․녹화를 진 으로 확

하는 등 검찰조사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는데(법률신문 2004. 

12. 20. 2면 기사 참조.), 이는 실질  진정성립 는 특신상태를 입증함으로써 검

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도 있다는 입장에 서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36)  법원 결에 하여 법원행정처 송무국은 가 규정설의 입장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 본문  단서의 요건이 모두 있어야 비로소 증거능력이 있으며, 이번 

원합의체 결로써 기존의 3단계 추정론이 깨진 이상 특신상태에 한 입증책

임은 검사에게 있다고 밝혔다(  법률신문 2면 기사 참조).

37) 검찰은 향후 피고인을 신문하는 상황을 면 녹화하여 그 비디오 테이 를 법원

에 증거로서 제출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비디오 테이 가 독자 인 

증거능력을 갖을지 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특신상태를 입증하기 하여 제출될 

지가 문제가 될 것이다. 종래 법원은 피고인에 한 신문내용이 포함된 비디오

테이 에 한 검증조서에 하여 피의자신문조서에 하여 그 증거능력을 가려

야 한다고 시하 다( 법원 1992. 6. 26. 선고92도682 결 : 공범으로서 별도로 

공소제기된 다른 사건의 피고인 갑에 한 수사과정에서 담당 검사가 피의자인 

갑과 그 사건에 하여 화하는 내용과 장면을 녹화한 비디오테이 에 한 법

원의 검증조서는 이러한 비디오테이 의 녹화내용이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피

의자신문조서와 실질 으로 같다고 볼 것이므로 피의자신문조서에 하여 그 증

거능력을 가려야 한다). 그런데  법원 결로 인하여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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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아 재 과정에서 아무런 효용이 없게 되고, 이를 보완하기 하여 법

정에서 피고인을 수사한 경찰 는 검찰 수사 에 한 증인신문에 하여 

증거능력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법원 례가 변경될 가능성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다. 그 밖에, 검찰은 법정에서 진술이 번복될 가능성이 있는 참고인에 

해 공  사 앞에서 증인을 신문하는 ‘증거보 제도’를 극 활용하기로 

했다고 한다. 공  증인신문은 검찰이 사건을 기소하기에 앞서 요 참

고인 등을 법정에 세워 사 앞에서 진술하도록 한 뒤 이 조서를 피고인에 

한 유죄의 증거로 담당 재 부에 제출하는 제도이다(형사소송법 제 184

조). 이는 기소 후 첫 공 이 열릴 때까지 피고인측이 련 증인들을 회유

해 진술을 번복  할 수 있는 만큼 기소에 앞서 미리 사 앞에서 사실상

의 공 조서를 받는 것이다.

반면 검찰로서는 증인신문에 앞서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피의자측 변호

인에게 조서 등 수사기록을 열람, 등사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하는 까닭

에 쥐고 있는 카드를 미리 보여주게 되는 불리한 측면도 있다고 지 되고 

있다.38)

라. 어 든 헌법재 소는  법원 례의 변경을 가져온 우리 사회의 

법 실, 수사 행, 수사기 과 국민의 법의식 수 , 수사기 에 의한 인권

침해의 실태, 문법 에 의한 재 을 하고 있는 우리 형사재 의 구조 등 

제반사정을 종합 으로 고려하고,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가 궁극 으로 

증거능력을 획득하기 하여는 이 사건 법률조항 본문이 요구하는 “형식

․실질  진정성립”과 이 사건 법률조항 단서가 규정하는 “특신상태의 

존재” 외에 자백의 임의성, 진술거부권의 사 고지,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 등 “헌법상 보장된 법 차”가 수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법률

능력 인정 방법이 변경된 상태에서 검찰에서의 신문장면을 포함하고 있는 비디오

테이 가 증거로 제출되고 피고인이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인한 경우 

비디오테이 에 한 검증조서 작성이 올바른 증거조사 방법인지에 해서도 의

문이 있다. 왜냐하면, 피의자신문조서가 증거능력이 없다면 이를 촬 한 비디오 

테이  역시 피의자신문조서에 하거나 종속된다는 을 고려할 경우, 더 이상

의 증거조사는 불필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기 해서는 

이 부분에 한 법원 례를 기 할 수밖에 없다.

38) 법률신문 2005. 3. 24. 2면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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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으로 말미암아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 을 받을 권리나 그 밖에 무죄

추정의 원칙, 고문을 받지 아니할 권리, 불리한 진술거부권, 생명․신체의 자

유권 등이 침해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하여 다시 한번 합헌결정을 하 다.

그러나 법정의견에 한 보충의견이 히 지 한 바와 같이 여 히 이 

사건 법률조항의 명확성에 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형사재 에서의 직

주의, 공 심주의가 강조되는 오늘날의 실을 감안하여 검사작성 피

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여하기 한 요건을 좀 더 구체 으로 명확

하게 규정하는 입법조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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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l 제2호 등  

헌제청

- 임법률에 있어서 포 임여부의 문제 외에 명확성 심사가 

별도로 필요한지 여부-

(헌재 2005. 5. 26. 자 2003헌가17, 례집 17-1, 579)

강 을 환
*

1)

【 시사항】

1. 통령령에 정하는 바에 반하여 행하여지는 유가증권의 시세고정·

안정 목 의 매매거래 등을 하고 있는 구 증권거래법(1997. 1. 13. 법률 

제5254호로 개정되고, 2002. 4. 27. 법률 제6695호로 개정되기 의 것, 이

하 ‘법’이라 한다.) 제188조의4 제3항이 명확성의 원칙에 배되는지 여부.

2.  조항이 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 는지 여부.

【심 상】

이 사건 심 의 상은 법 제207조의2 제2호  법 제188조의4 제3항에 

한 부분  법 제188조의4 제3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반되는지 여부이고, 그 규정  련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이 사건 법률조항

법 제207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 서울고등법원 사,  헌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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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2천만 원 이하의 벌 에 처한다. 다만, 그 반행 로 얻은 이익 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 해당하는 액이 2천만 원을 과하는 때에는 그 

이익 는 회피손실액의 3배에 상당하는 액 이하의 벌 에 처한다.

2. 제188조의4의 규정에 반한 자

법 제188조의4(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의 지) ③ 구든지 단독 는 

공동으로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반하여 유가증권의 시세를 고정시키거

나 안정시킬 목 으로 유가증권시장 는 회 개시장에서의 매매거래 

는 그 탁이나 수탁을 하지 못한다.

2. 련규정

법 제215조(양벌규정) 법인의 표자, 법인 는 개인의 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는 개인의 업무에 하여 제207조의2 내지 제212

조의 반행 를 한 때에는 행 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는 개인에 

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 형을 과한다.

구 증권거래법시행령(1999. 5. 27. 통령령 제16367호로 개정되고, 2005. 

1. 27. 통령령 제18687호로 개정되기 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

83조의8(안정조작·시장조성의 제한) ① 법 제188조의4 제3항의 규정에 의

하여 유가증권의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 으로 유가증권시장 

는 회 개시장에서 행하는 매매거래 는 그 탁이나 수탁은 일정한 기

간 유가증권의 가격의 안정을 기하여 유가증권의 모집 는 매출을 원활하

게 하는 것(이하 “안정조작”이라 한다)과 모집 는 매출한 유가증권의 수

요공 을 당해 유가증권의 상장 는 회등록후 일정기간 조성하는 것(이

하 “시장조성”이라 한다)에 한한다.

② 안정조작 는 시장조성을 자기 는 타인의 계산으로 할 수 있는 자

는 그 유가증권의 발행인 는 소유자와 인수계약을 체결한 증권회사로서 

법 제8조 제1항에 규정하는 신고서에 기재된 회사에 한한다. 다만, 법 제8

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인수

계약의 내용에 안정조작 는 시장조성을 할 수 있다고 기재된 증권회사에 

한한다.

③ 안정조작을 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를 탁할 수 있는 자는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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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1.모집 는 매출되는 당해 유가증권의 발행인의 임원

  2.매출되는 당해 유가증권의 소유자. 다만, 인수계약에 의하여 그 유가

증권을 취득한 자의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인수계약에 의하여 그 유가증

권을 양도한 자를 소유자로 한다.

  3.모집 는 매출되는 당해 유가증권의 발행인과 재정경제부령이 정하

는 특수한 계가 있는 회사 는 그 임원

  4.모집 는 매출되는 당해 유가증권의 발행인이 안정조작을 탁할 

수 있는 자로 지정하여 미리 융감독 원회와 증권거래소 는 회에 통

지한 자

④시장조성을 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를 탁할 수 있는 자는 당해 유

가증권의 인수인에 한한다.

【사건의 개요】

1. 사건의 진행과정

가. 갑 회사의 표이사 회장이었던 A는 2000. 3.경부터 2002. 4. 12.까지 

수차례에 걸쳐 단독으로 는 갑의 부사장이었던 B와 공모하여, 회사 임직

원들이나 퇴직한 임직원들에게 자 을 여하여 그 자 으로 자사주식을 

매수하게 한 후 회사에서 일  리하면서 장기간 보유함으로써 유통물량

을 여 갑의 주가를 상승시키는 방법으로 주가를 정수 으로 안정시켰

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갑은 법인의 표자인  A가 와 같은 범행을 하

다는 범죄사실로, 각 기소되었다.

나. A  갑은 2002. 10. 16.  범죄사실로 각 유죄 결을 선고받자 항

소를 제기하 고 서울 앙지방법원에 소송계속  이 사건 법률조항이 당

해사건 재 의 제가 되며 헌법에 반된다는 이유로 헌여부심 의 제

청신청을 하 는바,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2003. 8. 7. 헌법률심 제청

을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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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헌심 제청이유와 이해 계인의 의견

  가. 제청법원의 제청이유와 제청신청인들의 제청신청이유

법 제188조의4 제3항은 법 제207조의2 제2호와 련하여 범죄의 구성요

건이 된다. 법 제188조의4 제3항은 ‘유가증권의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

시킬 목 ’ 이외의 사항에 하여는 ‘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반하여’라

고만 규정하고 있는바,  조항은 법률에서는 강의 지 상만을 정하고 

통령령에서 구체 으로 지되는 행 의 유형을 특정하도록 한 것인지 

아니면 법률에서 원칙 으로 지되는 행  가운데 외 으로 허용되는 

행 의 유형을 통령령에서 규정하도록 한 것인지에 하여 이 해석의 

여지가 있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

형벌법규를 임하기 해서는 특히 긴 한 필요가 있거나 미리 법률로

써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하나  

조항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동 조항에서는 지 는 허용

되는 유형의 행 로서 통령령에 규정될 내용  범 의 기본사항에 하

여 구체 인 규정 을 두고 있지 않아 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의 강을 

측할 수 없으므로 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 다.

  나. 재정경제부장 의 의견

법 제188조의4 제3항이 포함되어 있는 법 제9장 제2 (불공정거래행 의 

지 등)은 내부자거래 행  등 불공정거래행 를 지하는 일련의 행 들

을 나열하고 있는바, 법 제188조와 제188조의2에서도 법률에서 원칙 인 

지를, 통령령에서 외 인 허용의 규정형식을 취하고 있어 법 제188

조의4 제3항에 규정된 행 도 원칙 으로 지를 규정하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으므로,  조항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증권시장은 사이버 거래 등 기술의 진보와 선물, 옵션, 생거래와 연계

된 신종상품의 등장 등으로 거래행  자체가 가변 으로 복잡하며, 인

인 거래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거나 손해를 회피하려는 새로운 수법

들이 지속 으로 생겨나고 있으나 국회에서 이와 같은 증시환경 변화에 맞

추어 규제하여야 할 신종 주가조작 행 나 허용해야 될 행 들을 그때그때 

사 에 측하여 법률에 반 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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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모든 사항을 세세하게 정할 경우 오히려 시장에서 일어나는 사항을 효

과 으로 반 하기 어렵거나 규제회피의 통로가 되어 증권시장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법 제188조의4 제3항이 법률

에서는 기본 인 사항만을 규정하고 세부 인 사항은 하 규정인 통령령

에 임함으로써 탄력 인 용이 가능하도록 한 것은 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 아니다.

【결정요지】

1. 법 제188조의4 제3항  '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반하여'는 ' 통

령령에서 구체 으로 지하는 바에 반하여'의 의미로 해석하는 것과 '

통령령에서 외 으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의 의미로 해석하는 

것 모두 가능한바,  조항의 수권을 받은 시행령 제83조의8 제1항은 법 

제188조의4 제3항이 지하고 있는 유가증권 시세의 고정·안정행 의 범

를 유가증권의 모집 는 매출과 련된 안정조작 는 시장조성에 한정되

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안정조작 는 시장조성이 법 제188조의4 제

3항이 지하는 행 의 구체  상인지 아니면 외 으로 허용되는 경우

인지에 하여 언 하지 않고 있으므로 법 제188조의4 제3항의 불명확성은 

시행령 제83조의8 제1항에 의하더라도 해결되지 않고, 련 법률조항들의 

체를 종합하여 유기 으로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조항의 의미가 일의

으로 악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법 제188조의4 제3항은 명확성의 원칙

에 반한다.

2. 법 제188조의4 제3항은 거래소  회 개시장에서의 안정조작행  

체를 범 하게 규율 상으로 삼게 되는바, 법 제188조의4 제3항은 규

율 상인 안정조작행 에 하여 아무런 임기 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와 같이 의의 안정조작행   어떠한 형태의 행 가 통령령에서 허

용되고 지될 것인지를  조항 자체로부터 측하기 어렵고, 련 법조

항 체를 유기 ·체계 으로 종합하여 단하더라도 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의 범 가 도출되지 아니하므로, 임입법의 한계도 일탈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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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1. 법 제188조의4 제3항의 연   입법례 

  가. 증권거래법의 투자자 보호 조항

유가증권의 발행과 매매 기타의 거래를 공정하게 하여 유가증권의 유통

을 원활히 하고 투자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 에 기여함을 목

으로 하는(법 제1조) 증권거래법은 정보공시와 불공정거래에 있어서 투자

자를 보호하기 한 여러 가지 규정을 두고 있는바, 법 제188조의4 제3항

은 거래소시장  회 개시장(코스닥시장)에서 유가증권의 시세를 고정

시키거나 안정시킬 목 으로 하는 매매거래 는 그 탁이나 수탁을 불공

정거래행 인 시세조종행 의 하나로 보아 이를 지하고 있다.1)

나. 유가증권 시세의 고정․안정행 의 지에 한 입법례

(1) 미국

법 제188조의4 제3항은 거래소시장  회 개시장(코스닥시장)에서 유

가증권의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 으로 하는 매매거래 는 그 

탁이나 수탁을 불공정거래행 인 시세조종행 의 하나로 보아 이를 지

하고 있다. 

 조항은 미국의 1934년도 연방증권거래법(Securities Exchange Act of 

1934, 이하 ‘34년법’이라 한다) Section9(a)(6)를 모델로 하는바,  규정은 

“증권거래 원회(SEC)가 공익이나 투자자보호를 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여 정한 규칙에 반하여 단독 는 타인과 공동으로 국증권거래

소에 등록된 증권의 가격을 고착(Pegging), 고정(Fixing), 는 안정

(Stabilizing)시킬 목 으로 당해 유가증권을 매수 는 매도하는 일련의 거

래행 ”2)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3)

1) 증권거래법이 투자자를 보호하기 하여 두고 있는 규정들로는 유가증권의 모집 

는 매출의 신고(법 제8조), 내부자거래 지(법 제188조), 시세조종 지(법 제188

조의4 제1항, 제2항, 제3항), 사기  행 지(법 제188조의4 제4항) 등이 있다.

2) US Securities Exchange Act of 1934

 Section 9(Prohibition Against Manipulation of Security(Prices)

  (a) It shall be unlawful for any person, directly or indirectly, by the use of the 

mails or any means or instrumentality of interstate commerce, or of 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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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조작에 하여 미국 증권거래 원회는 34년법 10(b)에 근거하여4) 

규칙(Rule 10b-7)을 제정하 고, 1997년부터는 Regulation M의 Rule 104를 

제정하여 허용되는 안정조작으로 단하기 한 여러 요건들을 구체 으로 

설정하고 있는바, Rule 104에서는 규제 상을 유가증권의 공모(offering of 

any security)와 련한 경우로 한정함으로써5) 유가증권의 공모와 계없

이 이루어지는 주가안정행 는 다른 시세조종행 의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한 처벌하지 않는다.6)

이와 같이 Section 9(a)(6)가 규정하고 있는 안정조작은 유가증권의 공모

와 련한 경우로 한정되고, 증권거래 원회(SEC)의 규정에 반하여 행하여

지는 경우의 안정조작에 한해서만 지된다는 것은 34년법 제정 후 Rule 

facility of any national securities exchange, or for any member of a 

national securities exchange-- 

   (6) To effect either alone or with one or more other persons any series of 

transactions for the purchase and/or sale of any security registered on a 

national securities exchange for the purpose of pegging, fixing, or 

stabilizing the price of such security in contravention of such rules and 

regulations as the Commission may prescribe as necessary or appropriate 

in the public interest or for the protection of investors.

3) 한편, 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여부와 계없이 모든 등록유가증권의 매매거래

에 한 포 인 사기 지조항으로는 같은 법 10(b)  SEC rule 10b-5가 있었

고, 장외시장에서 거래되는 증권에 하여는 법 15(c)가 용된다. 

4) 안정조작은 법 제9(a)(6)와 10(b)에 모두 련이 있다.

5) Rule 104. Stabilizing and Other Activities in Connection with an Offering

   (a) Unlawful Activity. It shall be unlawful for any person, directly or 

indirectly, to stabilize, to effect any syndicate covering transaction, or to 

impose a penalty bid, in connection with an offering of any security, in 

contravention of the provisions of this section. No stabilizing shall be 

effected at a price that the person stabilizing knows or has reason to 

know is in contravention of this section, or is the result of activity that 

is fraudulent, manipulative, or deceptive under the securities laws, or any 

rule or regulation thereunder.

   (b) 내지 (k) 생략.

        규정에서 안정조작으로 단하기 하여 설정한 요건들로는, 그 목 이 

증권의 가격하락을 방지하는 소극 인 것이어야 하고(Rule 104(b)), 증권의 

매수주문 가격은 어떠한 경우에도 발행가격을 과할 수 없으며(Rule 

104(f)(1)), 안정조작 시작 당시의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부터 시작할 

수 없다(Rule 104(f)(2)), 한 안정조작을 수행하기 해서는 일단 시장에 그 

의사를 통지하여야 하고, 발행증권의 사업설명서에는 안정조작에 한 내용

을 공시하여야 한다(Rule 104(h)).

6) 신 무, 증권거래법, 서울 학교출 부(1989), 311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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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가 제정되기 이 에도 이미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 왔다.7)

(2) 일본

1948(昭和 23년) 제정된 일본의 증권거래법(證券取引法) 제125조 제3항

은 미국 34년법의 Section 9(a)(6)를 모방하여 “ 구든지 단독 는 타인과 

공동으로 증권거래 원회가 공익 는 투자자 보호를 하여 필요하고 동

시에 당하다고 인정하여 증권거래 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반하여 

유가증권의 시세를 못 박거나 고정 는 안정시키기 한 목 으로 유가증

권시장에 있어 일련의 매매거래 는 그 탁 는 수탁을 해서는 안 된

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1948. 8. 6. 제정된 증권거래 원회의 안

정조작에 한규칙은 “유가증권의 모집 는 매출을 용이하게 하기 해 유

가증권의 시세를 일정하게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 으로 유가증권시장

에 있어서의 일련의 매매거래 는 그 탁 혹은 수탁(안정조작)을 하려고 

하는 자”가 안정조작을 하기 하여 지켜야 할 차  지 상 행 를 

규정함으로써 미국에서와 마찬가지로 유가증권의 모집 는 매출을 용이하

게 하기 하여 행해지는 경우만을 규제 상으로 삼은 것이라고 해석되었

다.8)9)

1952년(昭和 27년) 개정된 증권거래법에서 종 의 규정 내용  “증권거

래 원회가 공익 는 투자자 보호를 하여 필요하고 동시에 당하다고 

7) 신 무, 증권거래법, 서울 학교출 부(1989), 309면 각주 135, 311면 참조

  「미국에서는 안정조작의 규제에 한 정책의 문제가 기본 으로 한 것이어

서 수많은 논의 끝에 SEC는 범한 규제계획의 수립에 착수하게 되었다. 완 허

용이냐 완 지냐, 아니면 부분  허용이냐의 세 가지 규제방안 에서 SEC는 

단편 인 규제방안을 채택하 는바, 그것은 규제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남용을 

제거하기 한 것이다. 

   SEC는 안정조작이 미국의 고정증권분매제도(fixed securities distribution 

system) 특히 총액인수계약하에서 필수 인 것으로 인정하고 한편으로 가능한 한 

남용을 규제하면서 그 모집매출을 진시키기 하여 발기인에 의한 안정조작을 

허용하 다. 이러한 해결방법은 업계와 구매자인 투자자들 간의 상이한 이해 계

를 조정하고 수많은 직 인 개인투자자들을 안정조작으로 인한 손해로부터 보

호하고 개인 축이 기업에서 유출되는 것을 지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8) 口 亙, 新證券取引法, 商事法務(2003년), 618-619면 참조

9) Release No.4163, Release No.34-4163, 1948 WL 28675(S.E.C. Relased No), 

September 16, 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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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하여 증권거래 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반하여” 부분이 “정령에

서 정하는 바에 반하여”로 바 었고, 2002(平成 14년). 12. 13. 개정된 

행 증권거래법 제159조 제3항은 “정령에서 정하는 바에 반하여” 다음에 

“거래소유가증권시장에서의 상장(유가증권)” 부분이 추가되었을 뿐 나머지 

부분은 변하지 않았다.10)

1965년(昭和 40년) 제정된 증권거래법정령(證券取引法政令)11)이 1971(昭

和 46년). 5. 14. 개정되면서 안정조작에 한규칙은 폐지하고 신 증권거

래법정령 제20조 내지 제26조에서 그에 한 사항을 규정하게 되었는데, 

 정령 제20조는 “법 제125조 제3항에 규정하는 목 을 가지고 유가증권

시장에 있어서 일련의 매매거래(안정조작거래), 그의 탁 는 수탁은 유

가증권의 모집 는 매출을 용이하게 하기 한 경우가 아니면 할 수 없

다”고 규정함으로써 유가증권의 모집 는 매출과 련 없이 이루어지는 

주가의 안정․고정행 도 지되기에 이르 고, 행 증권거래법정령 제20

조도 동일한 취지를 규정하고 있다.12)

10) 행 證券取引法 제159조 제3항

  「何人も、政令で定めるところに違反して、取引所有価証券 場における上場有価

証券等の相場をくぎ付けし、固定し、又は安定させる目的をもつて、一連の上場有

価証券売買等又はその委託等若しくは受託等をしてはならない。」( 구든지 정령

으로 정하는 바에 반하여 거래소유가증권시장에서의 상장유가증권 등의 시세를 

변동 없게 고정하거나 는 안정시킬 목 으로 일련의 상장유가증권매매 등이나 

그 탁 등 는 수탁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1) 법에서는 1952년 개정시 임 상 하 법규를 “증권거래 원회규칙”에서 “정령”

으로 개정하 으나, 실제로는 1971년에 가서야 증권거래법정령에서 안정조작에 

한 규정을 두게 되었는데, 이는 1952(昭和 27) 7. 31. 법률 제20호 “ 장성설치

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 등의 시행에 수반하는 법령의 정리에 한 법률”에 

의하여 증권거래 원회규칙을 정령 는 장성령의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변경

하 기 때문에 가능하 다. 

12) 와 같은 변화는 일본의 경제  주식시장의 변화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일본의 경우에도 안정조작은 주식을 시가발행 하는 경우에 그 시가를 올리거

나 떨어지지 않도록 함으로써 자 조달을 원활히 하기 해 행해진 것이 부분

이었으나 그 후 회사의 지배권을 획득하기 한 주식의 매수의 경우에 주가의 상

승을 기 하여 주식을 매수하는 자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특정한 증권회사를 통하여 주식의 매수를 계속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제3의 증

권회사를 통해 지 까지 매수한 주식의 일부를 매도함으로써 주가를 하락시키고 

그 후에 하락한 가격으로 다시 주식을 매수하는 것을 반복하여 마침내 지배권을 

획득하거나 그와 같이 매수한 주식을 높은 가격으로 처분하여 막 한 이익을 얻

는 방법으로 안정조작이 이루어지는 경우 등 다양한 목 의 안정조작이 행하여지

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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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이 일본의 경우 증권거래법 자체는 실질 인 내용에 있어서 변경

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법 규정의 임을 받아 제정된 증권거래 원

회의 안정조작에 한규칙이 시행되던 1971년까지는 유가증권의 모집 는 

매출과 련되어 이루어지는 안정조작 행 만이 규제되고 이와 련 없는 

안정조작 행 는  법 규정의 규제 상이 아닌 것으로 해석되어 오다가, 

1971년에  규칙이 폐지되고 증권거래법정령이 이에 한 규정을 두게 되

면서 유가증권의 모집 는 매출과 무 한 안정조작 행 도 규제 상에 포

함되게 되는 것으로 변경됨으로써 상 법인 증권거래법의 조항 내용이 달

라지는 결과가 되었다.

다. 법 제188조의4 제3항의 연  

1962. 1. 15. 법률 제972호로 제정된 구 증권거래법 제91조 제3항은 “

구든지 단독 는 타인과 공모하여 법령에 반하여 유가증권의 시세를 고

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 으로 유가증권시장에서 매매거래 는 그 탁이

나 수탁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 으나 당시 구 증권거래법시행령(1962. 

3. 30. 각령 제618호로 제정된 것)은 련 조항을 두고 있지 아니하 다

가13) 1974. 12. 21. 법률 제2684호로 개정된 구 증권거래법 제91조 제3항이 

‘...... 공동으로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반하여 ......’로 바 면서 구 증권

거래법시행령(1974. 12. 31. 통령령 제7465호) 제52조의2(안정조작․시장

조성의 제한)가 신설되어 이에 하여 처음으로 규정하게 되었다.14)  시

행령 조항은 유가증권의 모집 는 매출을 원활하게 하는 경우(안정조작) 

  따라서 좁은 의미의 안정조작만이 문제되고 있던 상황에서 안정조작에 한규칙도 

그에 한정하여 규율할 수밖에 없었다고 할 수 있다. 

 신 무, 증권거래법, 서울 학교출 부(1989), 310면 각주 136 참조 

13)  시행령 제정 당시, 일본에서는 증권거래법 제125조 제3항이 ‘정령에서 정하는 

바에 반하여’라고 정하 으면서도 증권거래법정령에서는 그에 한 규정을 아

직 두지 않아 종 에 용되던 증권거래 원회의 안정조작에 한규칙이 그때까지 

그 로 용되고 있었는바, 일본법을 모방하여 우리나라 증권거래법  시행령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을 간과하여 증권거래법시행령에 그에 한 규정

을 두지 않게 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증권거래법시행령 외에 다른 하 법령에서도 이에 한 규정을 찾을 수 없

는바, 이는 결국 입법의 미비로 보아야 할 것이다. 

14) 일본에서 주가의 안정조작에 하여 증권거래법정령으로 규율하게 된 이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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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에 모집 는 매출한 유가증권의 수요공 을 당해 유가증권의 상장 후 

일정기간 조정하는 경우(시장조성)에 하여도 규정하 다는 에서 일본

과 다르다.

1976. 12. 22. 법률 제2920호로 문개정된 구 증권거래법에서 제105조 

제3항으로 조문의 치가 변동되었고, 1997. 1. 13. 법률 제5254호로 개정된 

구 증권거래법에서 다시 제188조의4 제3항으로 이동하면서 ‘...... 유가증권

시장 는 회 개시장에서의 매매거래 ......’로 규율 상 주식시장을 확

하여 재에 이르 다(2004. 1. 29. 법률 제7114호로 개정되어 ‘ 회 개시

장’의 명칭이 ‘코스닥시장’으로 변경됨). 증권거래법시행령도 이에 따라 안

정조작․시장조성의 제한에 한 해당조항의 치가 제59조(1977. 2. 9. 

통령령 제8436호로 문개정된 것)로, 다시 제83조의 8(1997. 3. 22. 통령

령 제15312호로 개정된 것)로 순차 이동하 으나 기본 인 내용에는 변경

사항 없이 재에 이르 다.

구 증권거래법(1962. 1. 15. 법률 제972호로 제정된 것)안은 국가재건최

고회의(1961-1963)에서 1961. 12. 30. 의결되었는데 당시  조항(당시 구 

증권거래법 제91조 제3항)의 입법목 을 살펴 볼 자료는 찾을 수 없다. 한

편, 1974. 12. 21. 법률 제2684호로 개정된 구 증권거래법안 심사보고서에는 

제91조 제3항의 취지에 하여 “인 인 시세조종에 의해서 주가가 형성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주가의 형성은 시장기능에 으로 맡

겨야 한다.”고만 밝히고 있다.

라. 법 제188조의4 제3항의 해석에 한 학설  례

법 제188조의4 제3항  시행령 제83조의8의 계에 하여, 법 제188조

의4 제3항은 원칙 으로 유가증권의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 으

로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에서 매매거래를 하거나 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 , 즉 ‘ 의의 안정조작’을 하고 있고, 시행령 제83조의8 제1항에

서 유가증권의 공모와 련해서 안정조작이 행해질 수 있는 두 가지 외

로 안정조작(‘ 의의 안정조작’)과 시장조성을 인정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체 인 학자들의 견해이다. 

즉, “안정조작  시장조성은 시세에 한 인 인 간섭이라는 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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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일반 인 시세조종, 특히 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종에 속하지만 공모로 

인한 시장의 충격을 완화시킨다는 에서 합법화 된 것”15)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와 같은 견해를 밝히고 있는 학자들도 한편에서는 “유가증권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 으로 이를 행하면 이는 (구) 증권거래법 제105조

(이 사건 법 제188조의4에 해당함) 제2항의 시세조종행 로서 지되지만, 

증권거래법은 실제상의 필요에서 안정조작․시장조성을 면 으로 지하

지 않고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용

한 것”16), 는 “증권거래법 제105조 제2항 제1호에서 지된 조작의 형태

인데 안정조작과 시장조성을 허용하는 것은 조작에 한 법 규정의 외가 

되는 것”17)이라거나 “안정조작과 시장조성을 원칙 으로 지하면서도 동

시에 일정한 조건 하에서 허용하는 근거규정”18)이라고 하여 법 제188조의4 

제3항을 동조 제2항이 지하는 실거래로 인한 시세조종행 의 법성조

각사유로 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듯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SEC가 증권거래법 9(a)(6)항에 따라 규칙을 채택한 범  내

에서만 지되는 것과 달리 일본법을 모방한 우리나라는 좁은 의미의 안정

조작  그밖에 시장조성의 경우만을 인정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증권의 

담보가치를 유지시키거나 유가증권발행자의 사회  신용을 유지하기 한 

목 으로 안정조작을 하는 것은 미국에서는 허용될 수 있으나 우리나라에

서는 지된다.19) 시장조성을 한 안정조작도 허용한다는 에서는 일본

과도 다르다. 

법원은  조항에 하여 2004. 10. 28. 선고 2002도3131 결에서 “자

유로운 유가증권시장에 개입하여 인 으로 유가증권의 시세를 조작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증권거래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규정의 취지를 살펴

보면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3항은 유가증권의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

정시킬 목 으로 유가증권시장 는 회 개시장에서 행하는 매매거래 

15) 김건식, 증권거래법, 두성사(2004), 287면 참조; 신 무, 증권거래법, 서울 학교

출 부(1989), 309면 참조

16) 안문택, 증권거래법개론, 박 사(1983), 448면

17) 신 무, 증권거래법, 서울 학교출 부(1989), 309면 참조

18) 임재연, 증권거래법, 박 사(2004), 470면 참조

19) 신 무, 증권거래법, 서울 학교출 부(1989), 311, 312, 각주 14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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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그 탁이나 수탁을 지하되, 다만 유가증권의 모집·매출을 원활하게 

하기 한 시장에서의 필요성에 의하여 그 시행령 제83조의8 제1항 소정의 

안정조작과 시장조성을 그 이하 조항이 정하는 기간·가격  주체 등에 

한 엄격한 조건하에 외 으로 허용하는 의미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고 

시하 다. 20)

그런데, 법원 1998. 12. 8. 선고 98도3051 결에서는 이와는 조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즉, 법원은  결에서 「증권거래법(1997. 1. 13. 

법률 제5254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 제188조의4 제1항에서 지하고 있는 

시장조작행 의 일종인 통정매매는, 상장유가증권 는 회 개시장에 등

록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하여 양 당사자가 미리 통정한 후 동일 유

가증권에 하여 같은 시기에 같은 가격으로 매수 는 매도하는 행 로

서, 당해 행 자에게 '그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

나 기타 타인으로 하여  그릇된 단을 하게 할 목 '이라는 불법목 이 

있어야 하는 반면, 이러한 시장조작행 라고 하더라도 유가증권의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 으로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88조의4 제3항

에 의하여 기간·가격  주체 등에 한 엄격한 조건하에 외 으로 허용

되고, 이때 그 증권회사는 안 조작 는 시장조성에 한 신고서  보고

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받은 증권 리 원회와 증권거래소 는 

증권업 회는 그에 따른 공시 차를 거쳐야 하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

고인은 이와 같이 외 으로 허용되는 시장조성이나 안정조작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채 주식회사 이디가구의 주식을 주가의 폭락 없이 매도 

는 매수할 수 있도록 거래 당사자들과 미리 통정하여 동 주식을 다량으

로 매매하는 행 에 가담하 으며 그 행 시에 와 같은 불법목 을 가졌

20)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은 2002. 5. 23. 선고 2000노1542 특정경제범죄가 처벌등에

한법률 반(배임)등 사건에서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3항의 처벌 상은 시행

령 83조의8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정조작과 시장조성에 한정되고, 이러한 

안정조작과 시장조성이 시행령 제83조의8 제2항, 제3항, 제4항에서 규정하는 요건

과 차를 반한 경우에 처벌되는 것이므로, 안정조작과 시장조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188조의4 제3항이 규정하는 처벌 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와 달리 유죄를 선고한 1심의 결(서울 앙지방법원 2000. 5. 30. 선고 2000고

합395 사건)을 기하고 무죄를 선고하 으나, 법원은 유가증권의 공모와 련 

없는 안정조작도 처벌되어야 한다며 유죄 취지로 고등법원의 결을 기환송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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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사실을 엿볼 수 있고, 이러한 주식거래는 증권거래소의 회원인 증권회

사가 사 신고를 거쳐 량매매를 성립시키는 소  자 매매와는 구별되는 

것이므로, 원심이  피고인의 시 통정매도의 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

는 정당하다.」고 시함으로써 법 제188조의4 제3항 자체를 동조 제1항 

등 나머지 시세조종행 에 한 법성조각사유의 일종으로 악하고 있었

던 것으로 보인다(앞서 소개한 일부 학자들의 견해와 같은 맥락에 있는 것

으로 보인다).  결은 유가증권의 공모와 계없는 안정조작 는 의

의 안정조작의 지여부에 하여 언 하고 있지 않다.

2. 명확성 원칙 반여부

가. 헌법 제13조 제1항 단, 제12조 제1항 후문이 규정하고 있는 죄형법

정주의의 원칙은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 가 무엇이며, 그에 한 형

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구나 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 를 

결정할 수 있게끔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요구한다(헌재 1997. 

3. 27. 95헌가17, 례집 9-1, 219, 232). 

이와 같은 명확성의 원칙은 특히 처벌법규에 있어서 엄격히 요구되는데, 

명확성 여부의 단은 건 한 상식과 통상 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을 기

으로 일의 으로 악될 수 있는지에 달려있다(1989. 12. 22. 88헌가13, 

례집 1, 357; 1995. 9. 28. 93헌바50, 례집 7-2, 297; 1998. 5. 28. 97헌바68, 

례집 10-1, 640).

나. 법 제188조의4 제3항은 “ 구든지 단독 는 공동으로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반하여 유가증권의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 으로 

유가증권시장 는 회 개시장에서의 매매거래 는 그 탁이나 수탁

(이하 매매거래 등이라고만 한다)을 하지 못한다.”고 하고 있는바,  조항

의 의미가 일의 으로 확정될 수 있는가 하는 이 문제가 된다.

즉, 법 제188조의 4 제3항의 ‘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반하여’는 문리

상으로는 ‘ 통령령에서 (구체 으로) 지하는 바에 반하여’의 의미로 

해석하는 것과 ‘ 통령령에서 외 으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의 의

미로 해석하는 것 모두가 가능한데, 자의 경우라면 법률에서는 강의 

지 상만을 규정하고 통령령에서 유가증권 시세의 고정․안정행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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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데 구체 으로 지되는 행 의 유형을 특정하도록 함으로써 그에 해당

하지 아니하는 일반 인 시세의 고정․안정행 는 허용되는 반면(이하 편

의상 ‘제한  지설’이라 한다), 후자의 경우에는 이 사건 조항에 의하여 

유가증권의 시세를 고정․안정시킬 목 의 매매거래는 원칙 으로 면 

지되고 다만 통령령에서 정하는 바에 부합하는 시세의 고정․안정행 만

이 외 으로 허용되는 결과(이하 ‘포  지설’이라 한다)에 이른다. 이

는 ‘정하는 바에 반하여’  ‘정하는 바’가 우리 법률문장에서 정  의

미로도, 부정  의미로도 사용될 수 있는 립 인 용어라는 에서 비롯

된다.21) 

그런데 법 제188조의4 제3항 자체만으로는 포  지를 규정하고 있

는지 제한  지를 규정하고 있는지 단하기 곤란하여 이 사건 조항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 가 무엇인지를 견할 수 없고  조항의 수권을 받

아 제정되는 통령령이 지 는 허용을 정하는 지에 따라 법률조항 자

체의 의미가 비로소 확정된다는 에서 법률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 

먼  법률이 제정되고 나서 그 취지  임에 따라 하  법령이 제정되는 

것이 논리  순서임에도 불구하고  조항은 하  규범인 통령령이 제정

되기 에는 법률이 지하고자 하는 상의 외연 자체가 개 으로도 정

해지지 않는다.22)

한편,  조항의 불명확성은 이 사건 조항의 수권을 받은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3조의8 제1항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시행령 제83조의8 제1

21) 행 법률 가운데 ‘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반하여 ...... 하지 못한다’라는 표

은  법 제188조의4 제3항에서만 나타나고 있다. 

     ‘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 하지 못한다’라는 표  역시 다음 한 곳에서 

발견되는데, 이 경우 조항의 의미는 명백하다.

     증권거래법 제10조 (거래의 제한)

    ②제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일 신고서를 제출한 발행인은 당해 유가증

권의 모집 는 매출시마다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 신고추가서류를 제

출하지 아니하면 당해 유가증권에 한 취득 는 매수의 청약에 한 승낙을 하

지 못한다.

22) 법률조항의 의미가 불분명할 경우 련 법률 조항들의 체를 종합하여 이를 유

기 으로 해석․ 단할 수는 있으나 당해 법률조항의 수권을 받아 비로소 제정되

는 하 법령상의 해당 조항 내용을 근거로 상 법령인 법률조항의 명확성 여부를 

단할 것은 아니다.

    헌재 2004. 1. 29. 2002헌가20, 2002헌가21(병합), 헌법재 소 공보 제89호, 217. 

참조



244   헌법재 소결정해설집 2005

항은 「법 제188조의4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가증권의 시세를 고정시키

거나 안정시킬 목 으로 유가증권시장 는 회 개시장에서 행하는 매매

거래 는 그 탁이나 수탁은 일정한 기간 유가증권의 가격의 안정을 기

하여 유가증권의 모집 는 매출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하 "안정조작"이라 

한다)과 모집 는 매출한 유가증권의 수요공 을 당해 유가증권의 상장 

는 회등록후 일정기간 조성하는 것(이하 "시장조성"이라 한다)에 한한

다」고만 하여 법 제188조의4 제3항이 지하고 있는 유가증권 시세의 고

정․안정행 의 범 를 유가증권의 모집 는 매출(이하 공모라 한다)과 

련된 안정조작 는 시장조성에 한정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안정조작 는 시장조성이 법 제188조의4 제3항이 지하는 행 의 구체

인 처벌 상인지 아니면 외 으로 허용되는 경우인지에 하여 언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23)

제한  지설에 의하면 시행령 제83조의8 제1항은 유가증권 시세의 고

정․안정행  에서 유가증권의 공모와 련된 경우만 처벌의 상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게 되고, 동조 제2항 내지 제4항은 다시  제1항

에 한 외로서 유가증권의 공모와 련된 것이라도 일정한 차와 요건

을 갖춘 경우에 처벌을 면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으로 해석하게 된다. 따

라서 유가증권의 공모와 련되지 아니한 시세의 고정․안정행 는 처벌되

지 않게 된다.

반면, 포  지설에 의하면 시행령 제83조의8 제1항은 유가증권 시세

의 고정․안정행  에서 유가증권의 공모와 련된 경우만 외 으로 

허용한 규정이고, 동조 제2항 내지 제4항은 그 경우에 요구되는 구체 인 

차와 요건을 규정한 것으로 해석하게 되며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

우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유가증권의 공모와 련되지 아니한 시

세의 고정․안정행 도 처벌되게 된다.   

이와 같이 두 해석의 실질 인 차이는 유가증권의 공모와 상 없이 이루

어지는 주가안정행 가 과연 이 사건 조항에 의하여 처벌의 상이 되는지 

23) 이 은 일본의 증권거래법정령 제20조가 “ ..... 경우가 아닌 한 해서는 안 된

다”라는 형식을 취하고 있어 외 인 허용사유를 규정하고 있음이 명백한 것과 

조된다.



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1 제2호 등 헌제청  245

여부에 하여 상반된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는데 있는바, 그 처벌 상의 

범 를 표로 그려보면 다음과 같다. 

  ○ 제한 지설에 의할 경우

유가증권의 공모와 련이 없는 경우

(안정조작 는 시장조작 외의 경우)

유가증권의 공모와 련이 있는 경우

(안정조작 는 시장조작의 경우)

증권거래법시행령 83조의8 제1항

허  용

시행령83조의8 제2항 내지 제4항

의 요건을 구비한 경우
허용 

시행령83조의8 제2항 내지 제4항

의 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경우
처벌 

  ○ 포  지설에 의할 경우

유가증권의 공모와 련이 없는 경우

(안정조작 는 시장조작 외의 경우)

유가증권의 공모와 련이 있는 경우

(안정조작 는 시장조작의 경우)

증권거래법시행령 83조의8 제1항

처  벌

시행령83조의8 제2항 내지 제4항

의 요건을 구비한 경우
허용

시행령83조의8 제2항 내지 제4항

의 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경우
처벌

다. 한편, 자유로운 유가증권시장에 개입하여 인 으로 유가증권의 시

세를 조작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증권거래법의 입법 취지   조항이 법 

제188의4 제1항, 제2항과 함께 불공정거래행 인 시세조종을 지하는 규

정의 하나인 에 비추어 보면,  조항은 학설  례의 해석과 같이 유

가증권시장 는 회 개시장에서 유가증권 시세의 고정․안정목 의 매

매거래 등을 일반 으로 지하고 있고 다만 그 구체 인 허용의 범 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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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임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조

항 자체의 명확성은 문제될 것이 없고 임입법의 한계를 수하 는가의 

에서만 심사함으로써 족하다고 보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 법 제188조

의4 제3항은 허용되는 주가의 고정․안정행 의 내용을 확정 ․완결 으

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구체 인 범 를 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임하고 있는 임입법이고, 와 같은 임입법의 경우에는 명확성의 요

구도 포 임여부의 단을 통하여 충족된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 제188조의4 제3항에는 포 임 는 임입법의 한계 일탈

의 문제로 포섭될 수 없는 독자 인 명확성의 문제가 존재한다. 이는 이 

사건 조항에 따른 통령령이 제정되기 의 상태를 제로 살펴보면 분명

해진다. 연 으로도  조항에 해당하는 구 증권거래법(1962. 1. 15. 법률 

제972호로 제정된 것) 제91조 제3항에 응하는 증권거래법시행령의 조항

은 1974. 12. 31. 통령령 제7465호로 개정된 구 증권거래법시행령에 제52

조의2가 신설될 때까지 존재하지 아니하 다.

헌재 2002. 5. 30. 2001헌바5 구 기통신사업법 제74조 등 헌확인 사

건( 례집 14-1, 478-489)에서 명확성  포 임 지원칙 반을 이유로 

헌 단을 받은 구 기통신사업법(2000. 1. 28. 법률 제6230호로 개정되

기 의 것) 제32조의2도 “ 구든지 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고 

있는바,  조항은 법률 자체가 완결 으로 지 상을 규정하고 통령

령에 외 인 허용사유를 정하도록 임하고 있으므로 통령령이 제정되

기 이라도 무엇이 지되는 행 인지는 알 수 있는 것이다.

라.  조항의 해석에 하여 학설은 체로 포  지설의 입장에 있

고, 법원도 앞서 본 2004. 10. 28. 선고 2002도3131 결에서 법 제188조

의4 제3항을 후자의 입장에서 해석하여야 한다는 을 처음으로 밝힌 바 

있으나, 그 의미에 하여는 법원의 법률해석에서조차 상반된 견해가 가능

하 을 정도이므로, 이 사건 련 법률 조항들의 체를 종합하여 이를 유

기 으로 해석· 단한다고 하더라도 수범자의 제한이 없는  조항이 건

한 일반상식을 가진 자에 의하여 일의 으로 악될 수 있을 정도의 명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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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갖추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결국,  조항은 “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반하여 행해지는 유가증권

의 시세 고정․안정행 를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정하는 바’가 지의 의미로도, 허용의 의미로도 사용될 수 있는 용

어라는 에서 비롯하는바,  부분을 ‘ 통령령이 지하는 바에 반하

여’라고 하거나 ‘ 통령령이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라고 하는 등 법 제

188조의4 제3항의 문언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 더라면 발생하지 아니하

을 것이다.

그러므로 법 제188조의4 제3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

3. 임입법의 한계 일탈 여부

가. 임입법의 필요성  한계

헌법 제75조는 “ 통령은 법률에서 구체 으로 범 를 정하여 임받은 

사항……에 하여 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임입법의 헌법

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통령령으로 입법할 수 있는 사항을 “법률에서 

구체 으로 범 를 정하여 임받은 사항”으로 한정함으로써 일반 이고 

포 인 임입법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백히 하고 있다.

범죄와 형벌에 한 사항에 있어서도 임입법의 근거와 한계에 한 헌

법 제75조는 용되는 것이고, 다만 법률에 의한 처벌법규의 임은 헌법

이 특히 인권을 최 한 보장하기 하여 죄형법정주의와 법 차를 규정

하고 법률에 의한 처벌을 강조하고 있는 기본권보장 우 사상에 비추어 바

람직하지 못한 일이므로 그 요건과 범 가 보다 엄격하게 제한 으로 용

되어야 한다. 따라서 처벌법규의 임은 특히 긴 한 필요가 있거나 미리 

법률로써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어야 

하고, 이러한 경우에도 범죄의 구성요건은 처벌 상행 가 어떠한 것일 것

이라고 측할 수 있을 정도로 법률에서 구체 으로 규정하여야 하되, 

임입법의 와 같은 측가능성의 유무를 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특정 조

항 하나만을 가지고 단할 것이 아니고 련 법조항 체를 유기 ㆍ체계

으로 종합하여 단하여야 한다(헌재 1998. 3. 26. 96헌가20, 례집 

10-1, 213, 219-22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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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범죄와 형벌에 한 사항에 한 임입법의 한계와 련된 

요구는 죄형법정주의에서 생되는 명확성의 원칙의 요구와 경합된다고 할 

것이다.

나. 법 제188조의4 제3항에 있어서 임입법의 필요성

증권시장은 발행시장이나 유통시장에 있어서 사이버 거래 등 매매기술

의 진보와 선물, 옵션, 생거래와 연계된 신종상품의 등장 등으로 거래행

 자체가 복잡하고 가변 이며, 인 인 거래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

득하거나 손해를 회피하려는 새로운 수법들이 지속 으로 생겨나고 있는 

등 문화 되어가고 있어 이와 같은 증시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규제 는 

허용해야 될 주가고정․안정행 들을 국회에서 그 때 그 때 사 에 측하

여 법률에 반 하는 것은 국회의 기술 ․ 문  능력이나 시간  응능

력의 한계를 벗어나므로 일반 으로는 법률로서는 기본 인 사항만을 규정

하고 세부 인 사항은 통령령 등 하 규정에 임함으로써 탄력 인 

용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성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실제로  조항의 임을 받은 시행령 제83조의8 제1항은,  1974. 

12. 31. 구 증권거래법시행령( 통령령 제7465호) 제52조의2 제1항으로 최

로 신설된 이후 재에 이르기까지 수차례 조문의 치  일부 사소한 

부분의 표 만이 변경되었을 뿐 기본 인 내용에 있어서 동일성을 유지하

여 왔는바, 이와 같은 을 고려할 때  시행령에 규정된 내용이 증시환

경의 변화나 신종 주가조작행 의 출  등에 의하여 수시로 변경을 요하는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고 최소한 유가증권의 모집 는 매

출과 련된 것이라는 에 하여는 법률조항 자체에 포함시켜 구체 으

로 규정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 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형벌법규의 임 요건인 특히 긴 한 필요

가 있거나 미리 법률로써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에 해당한다고 하기 어렵다.

다. 임입법의 한계 일탈 여부

일반 으로 임입법이 필요한 분야라고 하더라도 입법권의 임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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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주의의 원칙과 의회민주주의의 원칙, 권력분립의 원칙에 비추어 구체

으로 범 를 정하여 하는 경우만 허용된다. 더구나 처벌규정의 임은 처

벌 상인 행 가 어떠한 것일 것이라고 이를 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

으로 정하고 형벌의 종류  그 상한과 폭을 명백히 규정하여야 한다. 

유가증권 시세의 고정·안정행  반을 의미하는 의의 안정조작행 에

는 유가증권의 공모와 련하여 이루어지는 의의 안정조작 뿐만 아니라 

융기 이 신용을 유지하기 한 경우24), 유가증권의 담보가치를 유지하

기 한 경우, 회사의 지배권을 획득하기 한 주식 매수의 경우25) 등 유

가증권의 공모와 련 없이 기존의 상장주식 시가의 격한 하락을 막기 

한 경우도 포함된다. 한편, 법 제188조의4 제3항은 동조 제2항과 같이 

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종행 이면서도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 ’을 요구하고 

있지 않으므로 결국 비상장주식의 경우를 제외하고 거래소  회 개시

장에서의 안정조작행  체를 범 하게 규율 상으로 삼게 된다. 

포  지설은 의의 안정조작 행 가 법 제188조의4 제3항에 의하

여 원칙 으로 지의 상이 되고 그  외 으로 허용되는 유형을 

통령령에서 규정하도록 임하고 있다고 해석한다.

그런데, 법 제188조의4 제3항은 허용 상인 안정조작행 에 하여 아무

런 임기 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와 같이 의의 한정조작행   어

떠한 형태의 행 가 통령령에서 허용될 것인지를 법 제188조의4 제3항 

자체로부터는 도 히 측할 수 없다. ‘유가증권의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

정시킬 목 으로 하는 거래’란 안정조작행 와 같은 의미에 불과하기 때문

이다.

한, 련 법조항 체를 유기 ㆍ체계 으로 종합하여 단하더라도 

24) 앞서 본 법원 2004. 10. 28.선고 2002도3131 결

    피고인이 BIS비율을 맞추려는 한국산업은행의 요청에 따라 그 은행이 포유하고 

있는 포항제철, 엘지반도체의 주식을 높은 가격으로 자 거래 시킨 사안.

25) 회사의 지배권을 획득하기 한 주식의 매수의 경우에 주가의 상승을 기 하여 

주식을 매수하는 자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특정한 증권회사

를 통하여 주식의 매수를 계속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제3의 증권회사를 통해 지

까지 매수한 주식의 일부를 매도함으로써 주가를 하락시키고 그 후에 하락한 

가격으로 다시 주식을 매수하는 것을 반복하여 마침내 지배권을 획득하거나 그와 

같이 매수한 주식을 높은 가격으로 처분하여 막 한 이익을 얻는 방법으로 안정

조작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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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의 범 가 곧바로 도출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어떠한 형태의 안정조작행 가 허용되고 지되어야 하는가 하는 에 

하여 다툼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자유로운 유가증권시장에 개입하여 인 으로 유가증권의 시세를 조작

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이 증권거래법의 입법 취지인 만큼 유가증권의 시

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 으로 유가증권시장 는 회 개시장에

서 행하는 매매거래 는 그 탁이나 수탁은 일반 으로 지되어야 한다

는 입장에서는, 안정조작  시장조성과 같이 유가증권의 공모를 원활하게 

하기 한 시장에서의 필요성26)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안정조작행 가 

허용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런데,  조항이 지하는 유가증권 시세의 고정․안정행 는 극

으로 시세를 변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소극 으로  시세를 유지하는 것이

라는 에서 나머지 시세조종과는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항은 

‘시세의 고정이나 안정시킬 목 ’만을 요구할 뿐 장거래에 의한 시세조종

에서와 같이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기타 타

인으로 하여  그릇된 단을 하게 할 목 ’(법 제188조의4 제1항) 는 

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종  표시에 의한 시세조종에서와 같이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 ’(법 제188조의4 제2항)을 요구하고 있지 아니함으로써 더 엄격

히 규제하고 있는바, 포  지설에 의하면 시세를 소극 으로 유지하려

는 안정조작을 시세의 극 인 변화를 노리는 시세조종보다도 더 범

한 역에서 규제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래하게 된다.27)

거래 실에 있어서도 상장법인이 주식의 공모와 상 없이 자사주 취득 등

의 방법에 의해서 주가의 안정을 도모하는 행 가 매우 보편 으로 행하여

지고 있고, 재정경제부를 비롯한 행정부도 이를 장려 는 유도하여 왔다. 

즉, 부분의 상장법인들은 자사주취득 신고를 함에 있어 그 신고서에서 

26) 김건식, 증권거래법, 두성사(2004년), 287면 참조

    안정조작은 증권을 공모하기 에 기존 거래증권의 가격안정을 통하여 새로이 

발행되는 증권을 원활하게 소화시키기 하여, 그리고 시장조성은 공모발행으로 

량의 물량이 시장에 공 됨에 따라 가격이 하락할 우려를 막기 하여 각각 허

용한다는 것이다. 

27) 김건식, 증권거래법, 두성사(2004), 287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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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취득의 목 을 “주가안정”이라고 명시하고 있고, 당해사건의 발생시 

시행되던 융감독 원회의 ‘상장법인의 자기주식 취득  처분신고에 

한 규정’ 제3조 제2항 제1호에서는 취득신고서에 취득목 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데 종 에 사용되던  규정의 별지 1. 취득신고서 양식에는 자

기주식의 취득목 에 하여 “자사주식 가격의 안정”등을 기재하도록 정하

고 있었으며, 나아가 재정경제부가 2000. 10. 자사주 취득한도를 확 하면

서 발표한 ‘증권시장 안정 책(2000. 10. 18.)에 의하면 자사주 취득한도 확

의 목 이 기업들로 하여  기업가치에 상응한 주가유지에 노력할 수 있

도록 하기 한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바, 포  지설에 의하면 기업

들이 보편 으로 행하고 정부가 유도하여 온 자사주 취득을 통한 와 같

은 주가안정행   주가 락시 기 투자가들에 의하여 행해지는 주식 매

입을 통한 증시부양책도 법 제188조의4 제3항에 반하는 법행 가 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법 제188조의4 제3항이 강의 지 상만을 규정하고 통령령에

서 유가증권 시세의 고정·안정행  가운데 구체 으로 지되는 행 의 유

형을 특정하도록 임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제한  지설의 입장에서 보

더라도 법 제188조의4 제3항은 규율 상인 안정조작행 에 하여 아무런 

임기 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의의 안정조작행   어떠한 형태의 

행 가 통령령에서 지될 것인지를 법 제188조의4 제3항 자체로부터 

측하기 어렵다.

따라서 법 제188조의4 제3항을 어느 쪽으로 해석하더라도  조항 자체

에서 안정조작행 와 유가증권의 모집 는 매출과의 계에 한 기 을 

규정하지 않는 한 련 법조항 체를 유기 ㆍ체계 으로 종합하여 단

한다고 하더라도 통령령에서 규정될 내용의 강을 측하는 것이 가능

한 것은 아니다.28)

28) 이와 달리, 제한  지설에서는 일반 으로 안정조작은 가벌성이 없으나 주식

의 공모에 있어 발행가격 등의 조건은 유통시장에서의 주가  거래상황과 직결

되어 결정되므로 발행회사로서는 공모가격을 높이고 공모를 용이하게 하기 하

여 유통시장에 개입하여 주가를 고정 는 안정시킬 유인이 존재하게 되고, 따라

서 이러한 주식공모와 련한 주가의 고정․안정행 는 발행시장을 왜곡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지 상을  주식의 공모에 련된 경우로 한정되

는 것이라고 보고 있는바, 그 경우에는 통령령에서 엄격한 요건을 정하여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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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안정조작행 와 유가증권의 공모와의 계에 하여 법 제188조의

4 제3항 자체에서 규정을 하지 않는 한 련 법조항 체를 유기 ㆍ체계

으로 종합하여 단한다고 하더라도 통령령에서 규정될 내용의 강을 

측하는 것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라. 소결

그 다면, 법 제188조의4 제3항은 임입법의 한계도 일탈한 것이다.29)

4. 임법률에 있어서 명확성과 포 임의 계

가. 처벌법규에서 구성요건 부분을 하  법령에 임한 경우 죄형법정주

의 명확성 문제가 언제나 포 임 지의 문제로 포섭될 수 있는 것은 아

니다. 

처벌법규라도 그 구성요건  일부분을 하  법령에 임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부분은 하  법령까지 고려할 때만 법률이 의미하는 바를 악할 

수 있으므로 그 부분에 하여 법률 자체만으로 의미가 명확하지 않다고 

하여 명확성의 원칙에 반된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는 은 분명하다. 수

권법률은 하 법령으로 보충되기 까지는 하  법령에 임되어 있는 것

만큼 불완 , 불충분할 수밖에 없고, 불완 , 불충분하다는 것이 제되어 

있는 이상 완결  법률에서 요구하는 명확한 원칙을 수권법률에 기 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반면, 처벌법규의 구성요건  하 법령에 임하지 아니한 부분 는 

하 법령에 임하 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부분에 하여는 법률자체의 명

의 공모에 한 안정조작행 를 규제하는 방향으로 규정될 것이 상된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29) 이 사건 조항은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3조의8 제1항과 련하여 명확성  임

입법의 한계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포  지설의 입장을 취하고자 할 경우, 「 구든지 유가증권의 시세를 고정, 

안정시킬 목 으로 매매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모집, 매출과 련한 것

으로서 통령령에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변경하여야 하고, 

제한 지설을 취하고자 하는 경우, 「 구든지 모집, 매출과 련하여 유가증권

의 시세를 고정, 안정시킬 목 으로 매매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통령

령이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 규정함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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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성만이 문제된다. 이 경우 처벌법규가 임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고 하

더라도 헌심사에 있어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은 별도로 심사되

어야 하고, 임부분에 한하여 포 임 여부의 심사도 추가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처벌규정의 역에서 임이 있다고 하여 포 임

지의 원칙이 언제나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의 원칙에 우선하는 특별규정(원

칙)이라거나 양자가 선택 , 배타  계에 있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

다.30)31) 헌법재 소도 이 경우 경합을 인정하여 첩 심사를 하여 왔다.

나. 한편, 포 임의 문제는 임의 범 나 한계가 불분명한 경우에만 

제기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규정과 같이 임의 취지나 방향(목 )이 

불분명한 경우에도 발생하고,  두 경우 모두 하  법령이 제정되기 까

지는 법률이 지하는 상 행 가 무엇인지를 알 수 없게 한다는 에서 

달리 취 할 이유가 없으므로 모두 포 임의 문제로 다루어야 한다는 견

해도 있을 수 있다.

이 사건 조항이 통령령에 규정될 사항의 방향까지 포함하여 무제한

으로 임한 것이라면,  조항은 통령령에서 규정될 내용이 지되는 

행 에 한 것인지 아니면 허용되는 행 에 한 것인지에 하여 방향조

차 설정하고 있지 않았다는 에서도 포 임 지에 배된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조항을 입법자가 와 같이 방향까지 포함하여 통령령

에 임한 것으로 읽기는 어렵고, 오히려, 이 사건 조항에 있어서 입법자는 

30) 한수웅, 본질성이론과 입법 임의 명확성, 헌법논총 제14집, 2003, 617-619

     논문은, 헌법 제75조의 임의 명확성 여부는 종래의 측가능성의 기 에 

일방 으로 의존하던 것으로부터 벗어나 우선 으로 입법자가 행정부에 입법권을 

임함에 있어서 임의 방향과 목 을 스스로 정함으로써 임된 입법권 행사의 

기본  방침을 제시하고 있는가의 기 (방침제시설)에 따른 단을 할 필요가 있

다는 취지일 뿐,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과 포 임의 명확성 원칙의 문제

가 선택  는 배타 인 계에 있다고 주장하는 취지로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법률의 명확성의 문제는 일차 으로 국민과 국가권력과의 계에서 개

인의 자유보장  권리보호의 문제이고 공권력행 에 한 견가능성  법  

안정성의 문제이지만, 입법 임의 명확성의 경우에는 입법권을 임하는 입법자

와 이를 임받는 행정부의 계가 주된 문제라 할 수 있다.”며 양자를 구별하고 

있다.   

31) 홍기태, 명확성의 원칙에 한 연구, 헌법논총 제11집, 2000

     논문에서도 임이 있는 경우 법률자체의 명확성 원칙이 완화된다고 보고 

있을 뿐 양자를 양립 불가능한 것으로 보는 데까지 나아가고 있지는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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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령령에 규정될 방향에 하여 무엇인가를 말하고자 하 으나 입법결과 

그 의도와 달리 분명하지 않게 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임법률을 제정하는 입법자는 임의 내용(Inhalt)  목

(Zweck)을 법률에 정함으로써 결과 으로 행정입법자에게 임의 지침

(Leitlinien)과 방향(Orientierungspunkte)을 정하여야 하는 것32)은 당연하

나, 여기서 방향은 행정입법자가 규율할 상에 한 ‘내용  방향성’, 즉 

임의 실질  기 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지 이 사건에서 

문제되고 있는 바와 같이 통령령에서 지를 규정하도록 하느냐 허용을 

규정하도록 하느냐에 한 ‘형식 , 입법기술  방향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요컨 , 입법자가 임하지 않은 역에 있어서 포 임의 문제를 논의

할 수는 없는 것이고,33) 따라서 이 사건 조항에서 이 해석의 가능성 문제

는 포 임의 문제로 포섭되지 아니한다.

다. 양자를 구별할 일응의 기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과 임입법에 있어서 ‘구체 으로 범 를 정하

여’의 기 은 ‘ 측가능성’을 둘러싸고 서로 련되어 있으나 한편으로는 

구분이 가능하다.

즉, 그 법률규정에 사용된 용어를 더 구체 이고 분명한 의미를 가진 용

어로 교체하거나 문장구조(구나 의 결합상태, 수식․ 속 계, 구두 의 

유무나 그 치 등)를 변경함으로써 입법자가 의도하지 않은 다의성

(ambiguity)이나 의성(vagueness)을 일 수 있다면 그것은 명확성의 문

제로 심사할 수 있고,  그 게 하여야 한다. 

반면에, 기존 법률규정에 사용된 용어의 교체 는 문장구조의 변경만으

로는 해결할 수 없고, 법률 자체에 새로운 내용을 추가함으로써만 하 법

령에 정해질 내용의 기  설정이 가능한 경우, 임입법의 한계 일탈의 문

제로 심사할 수 있을 것이다.

32) Miehael Sachs, Grundgesetz Kommentar, 1996, Art 80 Rdn 24f, 25f.

33) Miehael Sachs, Grundgesetz Kommentar, 1996의 Art 80 Rdn 24f, 25f에서, 규

율 상의 방향에 한 임자체가 있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하여 논의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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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 사건 결정의 의의

종래 헌법재 소에서 임입법의 한계의 문제로 다루어진 것들은 모두 

그 방향( 지, 허용, 자격 부여 요건 등등)은 정하여 진 상태에서 그 구체

 상의 특정가능성 여부  그 범 의 여부에 한 것들이었다. 이 

사건 결정은 법률에서 통령령에서 정할 방향 자체를 정하고 있지 않고 

있거나 그 방향이 명확하지 아니한 법률조항에 하여, 포 임의 문제와 

별도로 명확성 심사를 하 다는 에서 의미가 있다. 

이 사건 헌결정 이후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3항  증권거래법 시

행령 제88조의3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다.

증권거래법(2005. 12. 29. 법률 제7762호로 개정된 것)

제188조의4 ③ 구든지 단독 는 공동으로 유가증권의 시세를 고정시

키거나 안정시킬 목 으로 유가증권시장 는 코스닥시장에서의 매매거래 

는 그 탁이나 수탁을 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증권회사(모집 는 매출되는 유가증권의 발행인 는 소유자와 인수

계약을 체결한 증권회사로서 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

에서 같다)가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유가 증권의 모집 는 

매출의 청약기간의 종료일  30일의 범  내에서 통령령이 정하는 날부

터 그 청약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동안 유가증권의 가격을 안정시킴으

로써 유가증권의 모집 는 매출을 원활하도록 하기 한 매매거래(이하 

“안정조작”이라 한다)를 하는 경우

2. 증권회사가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모집 는 매출한 유가증권

의 수요․공 을 그 유가증권이 상장된 날부터 6월의 범  내에서 통령

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조성하는 매매거래(이하 “시장조성”이라 한다)를 

하는 경우

3. 모집 는 매출되는 유가증권 발행인의 임원 등 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증권회사에 하여 안정조작을 탁하는 경우

4. 증권회사가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안정조작을 수탁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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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모집 는 매출되는 유가증권의 인수인이 증권회사에 하여 시장조

성을 탁하는 경우

6. 증권회사가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시장조성을 수탁하는 경우

증권거래법 시행령(2006. 3. 30. 통령령 제19433호로 개정된 것)

제83조의8 (안정조작·시장조성의 제한) ①법 제188조의4제3항제1호에서 

“ 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

회사를 말한다.

1. 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서에 

기재된 증권회사

2. 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인

수계약의 내용에 법 제188조의4제3항제1호에 따른 안정조작(이하 “안정조

작”이라 한다) 는 동항제2호에 따른 시장조성(이하 “시장조성”이라 한다)

을 할 수 있다고 기재된 증권회사

②법 제188조의4제3항제1호에서 “ 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모집

되거나 매출되는 유가증권의 모집 는 매출의 청약기간의 종료일  20일

이 되는 날을 말한다.

③법 제188조의4제3항제2호에서 “ 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모

집되거나 매출되는 유가증권이 상장된 날부터 1월 이상 6월 이하의 범  

내에서 발행인과 인수인이 정하는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④법 제188조의4제3항제3호에서 “ 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모집되거나 매출되는 유가증권의 발행인의 임원

2. 매출되는 유가증권의 소유자. 다만, 인수계약에 따라 유가증권이 양도

된 경우에는 그 유가증권을 양도한 자를 소유자로 본다.

3. 모집되거나 매출되는 유가증권의 발행인과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특

수한 계가 있는 회사 는 그 임원

4. 모집되거나 매출되는 유가증권의 발행인이 안정조작을 탁할 수 있

는 자로 지정하여 미리 융감독 원회와 거래소에 통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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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101조의 2 제1항 제3호 헌확인

-자치단체장의 유죄 선고시 권한 행과 공무담임권의 보호 역-

(헌재 2005. 5. 26. 2002헌마699등, 례집 17-1, 734, 734-736)

노 희 범
*

1)

【 시사항】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부단체장으

로 하여  그 권한을 행하도록 한 지방자치법 제101조의2 제1항 제3호의 

입법목

2.  법률조항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공무담임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여 

헌법 제25조에 반되는지 여부

3.  법률조항이 유죄의 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피고인에 하여 유죄

가 선고되었음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헌법 제27조 제4항의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배되는지 여부

4. 국회의원 는 다른 행정기 의 장에 하여는 와 같은 제도를 두

고 있지 않으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하여만  법률조항과 같은 규정

을 두는 것은 합리  이유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차별하는 것으로 헌법 

제11조 평등원칙에 배되는지 여부

【심  상】

지방자치법 제101조의2 제1항 제3호(2002. 3. 25. 법률 제6669호로 개정

된 것, 이하 “이 사건 법률규정”이라고 한다)의 헌 여부이고, 그 내용  

련규정은 다음과 같다.

* 헌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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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 행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지사ㆍ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

(이하 이 조에서 “부단체장”이라 한다)이 그 권한을 행한다.〈시행일 

2002. 7. 1.〉

1. 궐 된 경우

2. 공소제기된 후 구 상태에 있는 경우

3. 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4.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 에 6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을 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부단체장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행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장ㆍ휴가 등 일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단체장이 그 직무를 리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에 부지사 는 부시장이 2인 이상인 시ㆍ

도에 있어서는 통령령이 정하는 순에 의하여 그 권한을 행하거나 직무

를 리한다.

⑤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행하거나 직무를 리

할 부단체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지방

자치단체의 규칙에 정하여진 직제순에 의한 공무원이 그 권한을 행하거

나 직무를 리한다.

≪ 련법령≫

 ▸헌법 

제25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제27조 ④형사피고인은 유죄의 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형사소송법(1980.12.18 법률 제3282호로 개정된 것) 

제275조의 2(피고인의 무죄추정) 피고인은 유죄의 결이 확정될 때까지

는 무죄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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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법 제90조의2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퇴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된 때에는 그 직에서 퇴직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겸임할 수 없는 직에 취임한 때

2.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이나 폐치․분합을 

제외한 다른 사유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밖으로 주민등록을 이 한 

때를 포함한다)

3. 제8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을 상실한 때 

【사건의 개요】

1. 심 청구에 이르게 된 경

(1) 2002헌마699 사건

청구인은 2002. 6. 13. 실시된 제3회 국동시지방선거에서 ○○시 ○○

구청장에 당선되어 2002. 7. 1.부터 ○○구청장으로 재직 이다. 청구인은 

2002. 9. 3. 지방법원으로부터 구청장으로 취임하기 인 1999.경 자신

이 주주로 있던 주식회사에 하여 업무상 횡령죄  업무상 배임죄를 

질 다는 이유로 징역 8월에 집행유  2년을 선고받았다(2002고단1091). 

그런데 청구인은  결이 선고되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고 이상의 형

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행한

다고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101조의2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구청장

으로서의 직무 수행이 정지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법률규정은 형이 선

고되었을 뿐, 유죄가 확정되거나 인신이 구속된 것도 아니어서 직무수행에 

아무런 제약이 없는 경우까지 권한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한 것으로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배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공무담임

권  평등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반된다는 이유로 2002. 10. 31. 이 사건 

헌법소원심 을 청구하 다.

(2) 2005헌마192 사건

청구인은 2002. 6. 13. 실시된 제3회 국동시지방선거에서 ○○시장에 

당선되어 2002. 7. 1.부터 재까지 ○○시장으로 재직 이다. 청구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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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1. 14.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뇌물수수  기부 품모집규제법 반죄

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  4년, 추징  1,000만 원의 결을 선고받고

(2004고합36), 이에 항소하여 재 서울고등법원이 심리 이다(2005노216). 

그런데 청구인은  결이 선고되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고 이상의 형

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행하

도록 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101조의2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시장으로서

의 직무집행이 정지되고 부시장이 시장의 직무를 행하게 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05. 2.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 을 청구하 다.

2. 청구인의 주장  이해 계기 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1) 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더라도 선고된 범죄사실이 과실범과 같이 

비난가능성이 없거나 취임 의 행 로써 직무와 련이 없는 경우까지 

범 하게 권한 행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자치단체장의 공무담임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여 헌법에 반된다.

(2) 헌법 제27조 제4항은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규정하여 무죄추정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무죄추정

의 원칙은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이라도 유죄의 확정 결이 있기까지는 원

칙 으로 죄가 없는 자에 하여 취 하여야 하고 불이익을 입 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며 여기에서 불이익이라 함은 형사 차상의 처분에 의한 불이

익뿐만 아니라 그 밖의 기본권 제한과 같은 처분에 의한 불이익도 포함하

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규정은 헌법 제27조 제4항의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된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같은 지방자치업무를 수행하는 교육감의 경우

에는 와 같은 권한 행 규정조차 없을 뿐 아니라 통령의 명을 받아 행

정각부를 통할하는 국무총리의 경우에도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부총리나 다른 국무 원이 그 권한을 행한다고 되어 있을 

뿐 이 사건 법률조항과 같은 사유를 권한 행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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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합리  이유 없이 다른 선출직 공무원이나 고 직 공무원에 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차별취 하는 것으로 평등원칙에 반된다. 

나. 행정자치부장 의 의견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자치단체를 표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

휘․감독하는 지방행정의 최고 집행기 으로서 고도의 윤리성과 책임성이 

요구된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에 비록 그 형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계속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경우 법령을 반하 다고 상당히 의심받는 자가 소속 공무원  주민에 

하여 법령 수를 요구하는 상황이 되어 국민의 법감정에 반하고 행정에 

한 주민의 불신이 가 된다. 부단체장으로 하여  그 권한을 행할 필

요가 있다.

(2) 이 사건 법률규정은 권한 행사유를 ‘ 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로 한정하여 죄질이 경미하거나 과실범과 같이 도덕  비난가능성이 

은 범죄사실에 용되는 ‘ 고이상의 형의 선고유 ’를 받은 경우를 제외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상소심에서 무죄 는 벌 형 등을 선고받는 경우에

는 곧바로 직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침해를 최소화하고 있어 과

잉 지원칙에 배되지 않는다. 

(3) 국무총리  국무 원 등의 경우 범죄사실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임

명권자( 통령)에 의하여 즉각 으로 인사조치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

회의 탄핵소추를 통해 해당 공직에서 면될 수 있는 등 오히려 지방자치

단체장에 비하여 엄격한 제도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교육감은 지방자치

단체장에 비하여 그 업무의 범 나 책임이 상 으로 좁다는 에서 양자

를 단순 비교할 수 없고 권한 행사유를 둘 것인지는 입법자의 입법정책 

사항이다. 

(4) 이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원활한 운 을 도모하고 공공복리를 증

하기 한 제도  장치이고, 법원의 결을 기 으로 권한 행 여부를 결

정하도록 한 것은 객 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한 것이다. 유죄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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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부단체장으

로 하여  그 권한을 행하도록 한 지방자치법 제101조의2 제1항 제3호의 

입법목 은, 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형이 확정될 

때까지 잠정 으로 그 직무에서 배제함으로써 주민의 신뢰회복, 직무의 

념성 확보, 행정의 안정성과 효율성 제고, 주민의 복리와 지방행정의 원활한 

운 에 한 험을 방하기 한 것이다. 이와 같은 입법목 은 입법자가 

추구할 수 있는 헌법상의 정당한 공익이라 할 것이고 이를 실 하는데 있어

서 이 사건 권한 행제도는 매우 효과 인 수단이 된다고 할 것이다.

2. 법 이 범죄의 내용과 죄질 등 모든 사정을 종합 으로 고려하여 

고 이상의 형을 선고하 다면, 사회  비난가능성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

을 뿐만 아니라 자치단체장의 직무수행에 한 신뢰가 떨어져 자치단체의 

정상  운 에 지장을 래하기에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그 경우 해당 자

치단체장을 직무에서 배제시키는 것은 입법목  달성에 필요할 뿐만 아니

라 불가피하다. 비록 이 사건 권한 행제도에 의하여 자치단체장의 공무담

임권이 제한을 받는 것은 사실이나 그 제한은 잠정 이고 그 경우에도 단

체장으로서의 신분과 보수도 계속 유지된다는 에서 공무담임권에 한 

침해가 그 게 가혹하다고 볼 수 없다. 그 다면 이 사건 법률규정은 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만을 권한 행사유로 삼음으로써 공무담임권

에 한 제한을 최소화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법률규정으로 인하여 

침해되는 자치단체장의 공무담임권보다 그로 인하여 얻게 되는 지방행정의 

원활한 운 이라는 공익이 훨씬 크다고 할 것이어서 헌법 제37조 제2항의 

비례원칙에 배되지 않는다.

3. 이 사건 법률규정은 유죄 결을 받았음을 이유로 사회  비난 내지 

부정  의미의 차별을 가하기 하여 직무에서 배제시키는 것이 아니라, 

유죄 결을 받은 자치단체장에게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방치한다면 

자치단체의 운 에 구체  험이 생길 염려가 있어 부단체장으로 하여  

권한을 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비록 이 사건 직무정지가 유죄 선고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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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이는 유죄 선고를 받았음을 이유로 당해 피고인

에게 사회  비난 내지 응보  의미의 제재를 가하려는 것이 아니라 신뢰

를 상실한 단체장의 직무수행으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한 권한 행

제도의 부수  산물이란 에서 그와 같은 불이익은 무죄추정의 원칙에서 

지하는 유죄 인정의 효과로서의 불이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

다면 이 사건 법률규정은 유죄 결에서 비롯되는 사회 ㆍ윤리  비난을 

수반하는 불이익이라거나 유죄를 근거로 하는 부정  의미의 기본권 제한

이라고 볼 수 없어 헌법 제27조 제4항의 무죄추정의 원칙에 된다고 할 

수 없다.

4. 행정기 의 장이나 일반 공무원이 유죄 선고 등으로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되는 경우 임면권자에 의하여 교체되거나 직 해제됨으로써 직무에서 

배제될 수 있다. 이에 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직 공무원으로서 

신분과 임기가 보장되므로 스스로 사임하지 않는 한 유죄 선고를 받더라도 

직무에서 배제시킬 방법이 없다. 한편, 같은 선거직 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권한과 업무가 국민에게 미치는 향의 크기에 따라 달리 취 될 수 있다. 

그 다면 다른 행정기 의 장이나 일반 공무원과 달리 지방자치단체의 장

에 하여만 이 사건 법률규정과 같은 권한 행사유를 두더라도 거기에는 

와 같은 합리  이유가 있다할 것이므로 평등원칙에 반된다고 할 수 

없다.

재  윤 철, 재  김효종, 재  효숙, 재  이상경의 헌의견

1. 정당한 공익을 실 하기 한 효과 인 수단이라고 하더라도 입법자

는 선택할 수 있는 여러 수단 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가장 덜 제한하는 

수단을 채택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존 하여야 한다는 것이 우리 헌법

의 명령이다. 그런데, 이 사건 권한 행사유는 주민의 직  선거에 의하여 

선출되고 임기가 보장된 단체장을 범죄의 유형이나 경 을 가리지 않고 단

지 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그 직무에서 배제시

키는 것이어서 목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제한이라는 침해의 최소성 원

칙에 반될 뿐만 아니라 나아가 그 제한의 정도 한 과잉하다 할 것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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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헌법 제25조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반된다.

2. 이 사건 법률규정의 주된 입법취지는 유죄 결을 받은 자치단체장으

로 하여  계속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사회윤리  측면에서 허용될 

수 없어 그를 직무에서 배제시키기 함에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규

정에 의한 자치단체장의 권한정지는 바로 유죄 결에 기 한 불이익에 해

당하는 것이고 이는 “유죄”라는 사실에 기 한 사회  가치 단 내지 부정

 의미의 제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다면 이 사건 법률규정은 유

죄의 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고인을 죄있는 자에 하여 취

하는 것이며 유죄 선고를 제로 불이익을 입히는 것으로 헌법 제27조 제4

항의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 난다.

재  권성의 별개의견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은 법령이 당해 공무원에게 부여한 

‘권한’이지 공무원 개인에게 부여된 ‘권리’, 즉 주  공권이 아니다. 국가

는 그 과제를 효율 으로 수행하기 하여 조직을 구성하고 국가권력을 배

분한다. 공무원의 직무수행권은 바로 와 같은 국가의 객  권한배분 

내지 조직구성권의 행사의 결과로 주어진 ‘권한’(Kompetenz)이며 공무원 

개인이 국가에 하여 요구할 수 있는 주  공권이라고 볼 수 없다. 비

록 이 사건 권한 행규정으로 말미암아 단체장의 권한이 정지된다고 하더

라도 이는 공무원 개인의 자유를 제한한 것이 아니라 객  권한배분 내

지 객  권한질서의 문제이므로 당해 단체장이 자신의 주  공권인 공

무담임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헌임을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이다.

【해설】

1. 쟁 의 정리 

이 사건의 밖으로 드러난 쟁 은, 권한 행규정이 자치단체장의 공무담

임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헌법에 반하느냐는 비례원칙 반 여부  유

죄 선고를 이유로 권한을 정지하는 것이 단순히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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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인가이다. 그러나 이 사건의 헌 여부를 단함에 있어서 먼  선결

되어야 했던 요한 헌법  쟁 은 따로 있다. 첫째, 과연 공무원(자치단체

장)의 직무수행권이 공무담임권의 보호 역에 속하는 것인가의 문제이며 

둘째, 무죄추정의 원칙에서 말하는 유죄 선고로 인한 ‘불이익’ 지에서 과

연 이 사건 법률조항의 직무정지가 여기의 불이익에 포함되는가의 문제다. 

 2가지 물음에 한 답이 선결되지 않고서는 이 사건의 헌 여부를 

단할 수 없다. 왜냐하면 직무정지와 련하여 기본권의 보호 역에 포함되

어야만 기본권 제한의 헌법  한계를 심사할 수 있고, 무죄추정의 원칙과 

련하여서는 헌법에서 지하는 불이익의 범 가 정해져야만 지되는 불

이익인지를 가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첫 번째 물음과 련해서는 

공무담임권과 직업선택의 자유와의 계도 검토해 보아야 한다. 이 사건은 

재 들의 의견이 합헌과 헌으로 팽팽히 립되어 갈렸지만 그 결정의 

논거는 결정이유에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이에 하여 특별히 논할 필

요는 없다. 이 사건 결정에 해서는 앞서 언 한 2가지 쟁  모두에 하

여 고찰하고 결정의 의미를 음미해 볼 필요가 있으나, 본고에서는 지면의 

제약상 공무담임권의 보호 역, 직업의 자유와의 계 등 첫 번째 쟁 에

서 해서만 살펴보기로 한다. 쟁 에 한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방

자치단체장에 한 권한 행제도의 입법연   외국의 입법례를 알아보

고, 아울러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 을 살펴본다. 

2. 입법연   입법례

가. 입법연

(1) 지방자치법(1949. 7. 4. 법률 제32호로 제정된 것)

최 의 지방자치법이다. 동법 제114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副知事 는 副 ,邑,面長이 그 職務를 代理한다. 지방자치단

체의 장과 副知事 는 副 ,邑,面長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道條例 

는 ,邑,面條例에서 지정하는 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무를 리

한다”고 규정하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고’가 있는 경우 부단체장으

로 하여  직무를 리하도록 하 다. 직무 리 사유를 “事故”의 경우로 

한 것은 형 인 것이다. 그 후 副知事제도의 폐지, 지방자치단체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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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선거제를 임명제 는 직선제로 환하는 등으로 직무 리에 한 규정

이 여러 차례 개정되었다. 그러나 직무 리 사유를 ‘사고’의 경우로 함에는 

변함없이 이어졌다.2)

(2) 지방자치법(1999. 8. 31. 법률 제6002호로 개정된 것)

‘사고의 경우’를 “궐  는 공소제기된 후 구 상태에 있는 경우 등”으

로 변경하 다. 즉, 종래 권한 행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던 ‘궐 ’를 추

가하고 ‘사고’의 경우를 구 상태, 입원(제1항), 출장․휴가 등(제3항)으로 

구체화하여 규정하 다. 

제101조의2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 행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궐  는 공소제기된 후 구 상태에 있거나 의

2) 법률의 변경 경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a. 지방자치법(1949. 12. 15. 법률 제73호로 개정된 것)에서는 道의 副知事제도가 

폐지되어 副知事에 의한 직무 리 규정이 삭제되었다. 즉, 동법 114조는 “서울

特別 長 는 ,邑,面長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副 ,邑,面長이 그 職務를 代理

하고 ,邑,面長과 副 ,邑,面長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條例에서 지정하는 

공무원이 그 장의 직무를 리한다”고 규정하 다. 

  b. 지방자치법(1956. 2. 13. 법률 제385호로 개정된 것) 제114조는 “道知事 는 서

울특별시장이 사고가 있을 때의 직무 리에 하여는 따로 통령령으로 정한

다. ,邑,面長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副 ,邑,面長이 그 職務를 代理하고 ,邑,

面長과 副 ,邑,面長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의 職務代理는 當該 ,邑,面條例의 정

하는 바에 의하다”고 개정하 다. 즉, 도지사  서울특별시장의 사고가 있는 경

우 직무 리의 순서를 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 다(이 때부터 ,邑,面長의 直

選制가 채택됨으로써 사고가 있는 경우의 직무 리를 當該 ,邑,面條例에 의하도

록 하 음). 

  c. 1958. 12. 26. 법률 제501호로 개정된 법률에서는  ,邑,面長의 選擧制를 任命制

로 환하 고 1960. 11. 1. 법률 제563호로 道知事․서울특별시장․邑面長과 洞

里長을 直選制로 회귀하 다가 다시 1988. 4. 6. 법률 제4004호로 지방자치단체

의 장을 選擧制로 바꾸었다. 그러다가 1990. 10. 31. 법률 제4310호로 지방자치

단체의 장의 선거를 1992. 6. 30.에 실시하기로 하 다.  

  d. 지방자치법(1960. 11. 10. 법률 제563호로 개정된 것) 제114조는 “도지사가 사고

가 있을 때의 직무 리에 하여는 國務院令으로 정한다. 서울특별시장과 ,

邑,面長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副 ,邑,面長이 그 職務를 代理하고 서울특별시

장, ,邑,面長과 副 ,邑,面長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의 職務代理는 서울특별시,

,邑,面規則의 定하는 바에 의하다”고 규정하 다. 

  e. 그 후 지방자치법(1988. 4. 6. 법률 제4004호로 개정된 것) 제101조(副知事․副

長․副郡守․副區廳長) ⑤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당

해 ․道의 副 長과 副知事, 의 副 長․副郡守․副區廳長이 그 직무를 

리한다”고 규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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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법에 의한 의료기 에 60일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에는 부지사․부시

장․부군수․부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부단체장"이라 한다.)이 그 권한을 

행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립후보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을 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부단체장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행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장․휴가등 일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단체장이 그 직무를 리한다. 

(3) 지방자치법(2002. 3. 25. 법률 제6669호로 개정된 것)

 종래 궐 와 사고의 경우만을 권한 행사유로 규정하다가 통상 ‘사고’로 

볼 수 없는 “ 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를 

권한 행 사유로 추가하 다.3)

제101조의2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 행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지사․부

시장․부군수․부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부단체장"이라 한다)이 그 권한

을 행한다. 

  1. 궐 된 경우 

  2. 공소제기된 후 구 상태에 있는 경우 

  3. 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4.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 에 6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 

나. 외국의 입법례

비선거직 공무원(경력직 공무원)이 죄 등으로 유죄선고를 받는 경우 

공무원직에서 물러나게 하는 입법례는 매우 흔하다.4) 그러나 선거직 공무

3) 당  개정법률안은 “공소제기된 후 법원의 최  결에서 고 이상의 형이 선고

된 경우”이었으나, 이 경우 1심에서 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2심에서 무죄 내

지 고 미만의 형이 선고되더라도 형이 확정 결시 까지 권한 행 하게 되고 1

심에서 고 미만의 형을 선고받고 2심에서 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단체장이 계속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입법취지에 맞게 

재와 같이 수정되어 입법되었다( 2002. 2. 28. 제227회 제4차 법제사법 원회회

의록 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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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본 지방공무원법 제28조(강임, 면직, 휴직 등) 제4항 : 공무원이 제16조 각호

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조례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직을 상실

한다.

  제16조(결격조항)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

고는 직원이 되거나 경쟁시험에 응시하거나 는 선발 형을 받을 수 없다.

    2. 고 이상의 형에 처해져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을 면제받지 않은 자

    3. 당해 지방공공단체에서 징계면직처분을 받아 당해 처분일부터 2년을 경과하

지 않은 자

  ○독일 통일 공무원법(Beamtenrechtsrahmengesetz- BRRG) 제24조 제1항 : 통상

인 형사소송에 있어서 이 법률의 용범  내에 있는 독일법원의 결에 의하여

    1. 고의범의 행 로 인하여 1년 이상의 자유형 는

    2. 평화에 한 죄(침략 쟁 비·선동죄), 내란의 죄, 민주  법치국가 태죄 

는 간첩죄와 외환죄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되는 고의범의 행 로 6월 이상

의 자유형을 선고받은 자는 그 결의 효력으로 공무원의 공무원 계는 종료

된다. 공무원에게 공직임용능력이 박탈되었을 때 는 공무원이 연방헌법재

소의 결로 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기본권을 실효 당했을 때에도 이를 

용한다.

  ○ 국 몰수(박탈)법(Forfeiture Act 1870) Chapter 23(1993. 11. 5. 개정 발효)

   s 2 역죄(treason) 혹은 죄(felony)의 유죄 결을 받은 경우 공직의 박탈

   역죄의 유죄 결을 받을 당시 군 (military or naval)의 직  는 공직

(public employment)을 갖고 있거나, 학교(university or college)  일반 사기

업 등에서 보수를 받는 직 를 갖고 있거나, 는 공공기 에 의하거나, 공공기

에 의하지 않은 연  등을 받고있는 자는 여왕으로부터 유죄 결을 받은 이후 2

개월 내에 사면을 받지 않는 한 그 직 를 박탈당한다.

  ▸공무원부패방지법(Public Bodies Corrupt Practices Act 1889) Chapter 69(1991. 

2. 1. 개정 발효)

   s 1. 공무원의 수뢰  공무원에 한 증뢰

    (1) 이 법에 정하여져 있는 공무원(any member, officer, servant of a public 

body)이 직무에 하여 부정하게 품(gift), 의 여(loan), 가

(reward), 편익(advantage)을 요구하거나, 수수하거나, 수수할 것을 약속하

거나, 제3자에게 공여할 것을 약속하는 경우에는 경죄(misdemeanor)의 유죄

이다.

    (2) 증뢰죄에 한 규정(생략)

   s 2.  죄에 한 처벌

    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당해 유죄 결을 한 법원의 재량(at the discretion 

of the court)에 의하여

  (c) 유죄 결일 이후 5년 동안 선출직, 혹은 임명직의 공무원이 될 자격이 박탈

된다. 유죄 결을 받은 자가 재 공직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공직으로부터 

박탈된다.

     국의 공무원부패방지법도 공무원이 법원으로부터 유죄 결을 받는 경우 공

직이 박탈되지만 이 경우에도 공무원은 「직무와 련한 뇌물죄」로 유죄 결

을 받는 경우다. 한 유죄의 결이 「확정된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 

여기의 공무원은 선거직, 비선거직을 불문한다. 

  ○미국 : 미국 다수 주는 특정 범죄의 유죄 결을 받은 공무원의 당연퇴직  



지방자치법 제101조의 2 제1항 제3호 헌확인  269

원,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하여 유죄 선고가 있는 경우에 당연히 그 

직무에서 배제된다고 규정한 입법례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국의 몇

몇 州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에 다른 나라에서는 쉽게 발견되지 않는다. 

(1) 일본

일본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궐 ”나 “사고”의 경우에 부단체장이 직

특정범죄의 유죄 결을 받은 사람이 공무원이 될 자격을 주지 않는 법률규정을 

두고 있다. 컨  죄, 악명 높은 죄(infamous crime), 부도덕한 범죄(moral 

turpitude) 등을 거론하고 다른 주에서는 죄 혹은 공 인 선서 반, 직무 련 

범죄, 부도덕한 범죄 등을 그 상으로 하기도 한다. 이들 각주의 입법례 가운데 

뉴 지주  루이지애나주의 입법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뉴 지주 형사법 (NEW JERSEY CODE OF CRIMINAL JUSTICE) Subtitle 

3. 양형선고(sentencing) Chapter 51. 유죄 결의 경우 권리의 상실과 회복

    2. 공직의 박탈

    a. 선거직 혹은 임명직의 주정부, 독립기  혹은 정치  하부조직의 공직을 가

지고 있거나(holding any public office or position), 이들 기 과 고용 계에 

있는(employment) 자가 형사 유죄 결을 받고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면 공직

에서 박탈된다.

    (1) 유죄 결을 받은 범죄가 주법에 규정된 범죄  부정직과 련된 범죄(an 

offense involving dishonesty) 혹은 3  이상의 범죄(a crime of the third 

degree or above) 는 다른 주, 연방의 법률에 규정된 범죄라고 하여도 뉴

지 주 내에서 범하 다면 그러한 범죄(부정직과 련되거나 3 이상의 범

죄)에 해당되었을 경우

    (2) 유죄 결을 받은 범죄가 직무와 련된 범죄인 경우

    (3) 헌법이나 다른 법률에서 이와 달리 규정한 경우

  ▸루이지애나주 루이지애나 개정입법(LOUISIANA REVISED STATUTES)

    Title 42. 정부 료와 정부피고용인(public officers and employees)

    Chapter 21. 유죄 결에 의한 정부 료의 퇴직

    §1411. 공무원(public officer)

    A. 공무원은 그의 재직기간  죄(felony)의 유죄 결을 받은 경우 퇴직 당한다.

    B. 공무원은 죄의 유죄 결을 받으면 보상 없이 자동 으로 직무가 정지된다

(automatically suspend that individual from public office without 

compensation). 보상 없는 직무의 정지는 당해 유죄 결의 상소심 등의 차

가 모두 종료하여 확정될 때까지 지속된다. 이 기간 동안 해당 공무원은 직

무를 집행하거나, 임무를 수행해서는 안되며, 직무에 따른 어떤 보상, 수당, 

, 특권을 받아서도 안 된다. (이하 생략)

    C.-F. 생략

    G.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죄(felony)란 루이지애나 주법상의 죄 뿐 아니라 연방법상의 죄도 포함

한다.

     공무원(public officer)이란 법원의 사를 제외한 선거직 혹은 임명직으로서 주

정부, 지방, 시 등의 책임자의 지 (holding a public office)에 있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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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를 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일본 지방자치법 제152조(장의 직

무 리)는 “보통지방공공단체5)의 장이 사고가 있는 경우 는 장기간 자리

를 비운 경우(欠席)에는 부지사 는 그 조역이 그 직무를 리한다”고 규

정하고 있다.6) 우리나라와 같이 ‘ 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직무

리 내지 권한 행 제도를 두고 있지 않다. 일본의 지방자치법 규정에 의

하면 우리 지방자치법상의 권한 행사유인 “공소제기된 후 구 된 경우(제

2호)”는 사고의 경우로 보아 직무 리가 가능하지만, 고이상의 형의 선고

를 받은 경우(제3호)는 사고로 볼 수 없어 단체장이 계속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일본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피선

거권을 상실하거나 겸업 내지 겸직 지의무를 배한 경우 실직된다고 규

정하고 있다.7)

(2) 독일

독일의 각 주(州)도 지방자치단체장8)의 직무수행에 장애가 있는 경우, 

5) 일본은 지방자치단체를 보통지방공공단체와 특별지방공공단체의 2종류로 분류하

고 있다.(지방자치법 제1조의 3) 보통지방공공단체는 都道府縣 내지 町村을 말

하고 특별지방공공단체란 특별구, 지방공공단체조합, 재산구, 지방개방사업단이다. 

보통지방공공단체는 우리의 지방자치단체와 같다고 할 수 있다.  

6) 지방자치법 제152조(장의 직무 리) ①普通地方公共團體의 장이 사고가 있는 경

우 는 장기간 자리를 비운 경우 부지사는 는 조역이 그 직무를 리하고, 이 

경우 부지사 는 조역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보통지방공공단체의 장이 정

한 순서에 의하여, 정한 석차의 상하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의하여, 석차의 상하

가 명확치 않을 때에는 연령의 다소에 의하여, 연령이 같은 때에는 정한 순서에 

의하여 그 직무를 리한다.   

7) 지방자치법 제143조(실직, 자격결정  불복심사청구)

8) 독일은 각 주별로 지방자치단체법(Gemeindeordnungen)이 제정되어 지방자치를 

규율하고 있다. 각주의 지방자치단체법은 조례(Satzung) 제정권을 가지는 지방의

회(Gemeinderat 는 Gemeindevertretung 는 Rat)는 주민의 보통․직 ․자

유․평등․비 선거로 선출되는 의원으로 구성된다. 지방의회는 일정한 정도 - 권

력분립이론에 따른 -국가차원의 의회로서의 징표들을 가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행정기 ”(Verwaltungsorgan)으로 이해되고 있다. 따라서 면책특권이나 불체포

특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단, 바이에른주는 외). 

   한편, 행정의 책임자는 통상 자치단체장(Bürgermeister[통상 시장으로 번역됨, 주

민수가 일정 규모 이상인 자치단체의 경우 Oberbürgermeister라고도 함])이다(가

령 뷔르템-베르크주). 그러나 합의제형태의 행정 원회(Gemeindevorstand)가 행정

책임을 맡는 경우도 있다[가령 헤센주의 경우, 행정 원회(도시에서는 Magistrat로 

지칭된다)는 ‘ 원장인 Bürgermeister와 제1부단체장(Erste Beigeordnete)  기타 

부단체장들’로 구성된다]. 자치단체장은 주민에 의해 직선(바덴-뷔르템부르크,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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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궐  는 사고의 경우 부단체장으로 하여  직무를 리하도록 하는 

제도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컨 , 헤센州 지방자치법 제47조(자치단체

장의 직무 행)는 “제1부단체장은 자치단체장(Bürgermeister)의 일반  직

무 행자이다. 그는 일반  직무 행자(allgemeiner Vertreter)로서 자치단

체장이 직무수행에 장애가 있을 경우에만 활동한다. 그 밖의 부단체장들은 

제1부단체장이 직무수행에 장애가 있을 경우에만 자치단체장의 일반  직

무수행자로 임명될 수 있다. 이 경우 그 순서는 행정 원회가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직무수행에 장애가 있을 경우’(wenn der Bürgermeister 

verhindert ist)란 자치단체장의 ‘유고시’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유죄 

확정 에 자치단체장의 직무수행을 정지시키거나 행하도록 하는 명시  

규정은 찾을 수 없다. 한편, 독일의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의 직 선거에 

의하여 선출하므로 지방의회가 단체장을 임기 에 해임할 수 있는 경우는 

드물고 외 으로만 이를 인정하고 있다.9)

(3) 미국

루이지애나법(LOUISIANA REVISED STATUTES) §1411. 공무원(public 

officer)

A. 공무원은 그의 재직기간  죄(felony)의 유죄 결을 받은 경우 퇴

직 당한다.

B. 공무원은 죄의 유죄 결을 받으면 보상 없이 자동 으로 직무가 정

지된다(automatically suspend that individual from public office without 

compensation). 보상 없는 직무의 정지는 당해 유죄 결의 상소심 등의 

이에른, 란덴부르크, 헤센, 멕클 부르크-포어폼메른, 니더작센주 등 부분의 

주)되는 것이 원칙이며, 외 인 상황에서 지방의회가 선출하는 경우도 있다(슐

스비히-홀슈타인주의 경우 원칙 으로 주민직선제이지만 외 으로 지방의회

가 선출하는 경우[지방자치법 제49조 제2항]도 있다고 한다).

9) 즉 노르트라인-베스트팔 주의 경우 지방의회에 의해 선출된 자치단체장에 한해 

이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부단체장의 경우에는 다수의 주가 지방의회로 하여

 그 임기 에 해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란덴부르크, 헤센, 멕클

부르크-포어폼메른, 노르트라인-베스트팔 , 라인란드-팔쯔 등 다수의 주에서는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자치단체장에 한 주민소환제를 두고 있다. 컨  헤센이

나 라인란드-팔쯔주의 경우, 유효투표총인구의 과반수로써 자치단체장에 한 해

임의결이 가능하다( 체유권자의 3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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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가 모두 종료하여 확정될 때까지 지속된다. 이 기간 동안 해당 공무원은 

직무를 집행하거나, 임무를 수행해서는 안되며, 직무에 따른 어떤 보상, 수

당, , 특권을 받아서도 안 된다. (이하 생략)  루이지애나 주법은 명시

으로 공무원에 하여 죄의 유죄 결이 선고되면 결이 확정될 때까

지 직무에서 정지될 뿐만 신분상의 특권이나 수당 등도 정지된다고 규정하

고 있다. 직무정지가 아니라 신분의 일시  정지라고 이 더 정확하다고 

할 수 있다. 

3.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

가. 문제의 소재 

통령, 국무총리, 지방자치단체장 등 행정기 의 장이 궐 (闕位) 되거

나 사고(事故)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의 권한 내지 행정

의 공백을 메우기 한 권한 행 는 직무 리 제도를 두는 것이 필요하

고 우리나라 뿐 아니라 각국이 채택하고 있는 일반 인 입법태도라는 은 

앞서 보았다. 지방자치법 제101조의 2도 지방자치단체장이 궐 되거나 사

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권한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궐 된 경우(제1호), 사고의 경우(제2호/구속; 제4호/입원; 제4항/출장․

휴가)를 권한 행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된 이 사건 법률규정

(제3호)은 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었을 뿐 구 되거나 형이 집행 이 아

니어서 직무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궐 나 사고의 경우로 볼 수 없다. 그

럼에도 권한 행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그 다면 과연 이 사건 법률규정의 

입법목 이 무엇인가?10) 

10) 물론 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구 되면 형이 확정되기 이라도 당연히 직

무집행을 할 수 없으므로 이 때는 ‘사고’의 경우에 해당하고 이는 이 사건 법률조

항 제2호(공소제기된 후 구 상태에 있는 경우)에 의하여 권한 행 사유가 된다

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 제3호는 실형이 선고된 경우가 아니라 

집행유 가 선고가 된 경우를 상한 법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청구인도 고 이

상의 실형이 선고되어 직무를 집행할 수 없는 경우까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

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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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첩  입법목

단체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를 표하고, 그 사무를 통할하며 법령에 의

하여 임된 국가사무를 집행하고 소속직원을 임면, 지휘․감독하는 지방

자치단체의 최고 행정기 이다. 단체장의 폭넓은 권한과 직무의 요성에 

비추어 볼 때 그의 직무수행은 고도의 윤리성과 지역 주민의 신뢰가 요구

된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고도의 윤리성이 요구되는 요 공직인 단체

장이 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되면 직무수행에 한 주민의 신뢰에 

이간다는 은 쉽게 상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단체장을 직무에서 배

제함으로써 직무수행에 한 주민의 신뢰  공직자에 한 신용을 유지하

고 단체장의 정상  직무수행을 확보하고 공직사회의 질서를 유지할 필요

가 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은 이런 경우를 상하여 공무원법11)과 마찬가

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고이상의 형이 확정되면(피선거권 상실) 퇴직

되도록 하는 당연퇴직제도를 두고 있다(지방자치법 제90조의 2 제2호). 그

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형이 확정되기도 에 단체장을 직무

에서 배제시키도록 하고 있다. 그런 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당연퇴직

제도와 입법취지가 같다고 볼 수는 없다.12) 생각건 , 이 사건 권한 행제

도의 입법목 은, 단체장이 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면 당

연 퇴직되지만 형이 확정되기 이라도 그 직무수행에 한 지역주민의 신

뢰  당해 단체장의 직무 념성이 크게 떨어져 행정의 안정성, 정책 집

행의 효율성이 훼손되고 그 결과 주민의 복리  지방행정의 원활한 운

11) 국가공무원법 제69조 (당연퇴직) 공무원이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

연히 퇴직한다. 다만, 동조제5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12.18.]

제33조 (결격사유)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 

 3. 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 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

지 아니한 자

 5. 고이상의 형의 선고유 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 기간 에 있는 자

 1. 2. 6. 내지 8. 생략 

12) 만약 공무원법상의 당연퇴직제도와 그 궤를 같이 한다면 궐 나 사고의 경

우 행정공백을 메우기 한 이 사건 법률조항에 규정할 것이 아니라 당연퇴

직규정에 추가하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이 사건 직무 리제도는 공무원법상의 

직 해제제도와 취지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274   헌법재 소결정해설집 2005

에 한 험을 방하기 하여 형이 확정되기까지 그를 직무에서 배제하

는 잠정 , 가처분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일반 직업공무원이 형사사

건으로 기소되면 직 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공무원법상의 직 해

제 제도와 상당 부분 그 궤를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13)    

그런데 이 사건 법률규정을 문제 있는 단체장의 직무수행으로 인한 부작

용 방지를 한 잠정 인 조치로만 보는 것은 그 입법취지를 부 설명하

기 어렵다.  왜냐하면 만약, 문제 있는 단체장의 직무수행으로 인한 부작용 

방지가 이 사건 법률규정의 유일한 목 이라면 단체장이 ‘형사사건으로 기

소되면’ 유죄 선고를 기다릴 필요 없이 곧바로 직무에서 배제시키는 것이 

입법취지에 더 부합하기 때문이다. 즉, 형사사건으로 공소제기되면 비록 형

이 확정되기 이라도 그 자체로 단체장에 한 신뢰는 상실되고 계속 인 

직무수행으로 인한 폐혜를 방할 필요성은 곧바로 생기므로 유죄 선고를 

기다릴 필요 없이 직무에서 배제하는 것이 효과 이기 때문이다. 한 형

의 선고로 인한 단체장의 직무수행에 한 신뢰상실은 ‘형이 선고된 때로

부터 확정될 때까지’ 지속된다고 할 것이므로 재 이 확정될때까지(설사 

간에 무죄 단이 있더라도) 직무에서 배제시키는 것이 필요하고 효과

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법문은 ‘ 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어 실제로 ‘형의 확정시’까지가 아

니라 ‘ 고 이상의 형의 선고가 유효한 기간동안’ 직무에서 배제될 뿐이다. 

이런 들을 두루 살펴보면, 입법자는 에서 언 한 입법목  외에 다음

과 같은 입법의도 내지 이유가 있다고 보인다. 즉, 지방자치단체장은 고도

의 윤리성이 요구되는 요 공직인데 범죄로 인하여 고이상의 형이 선고

되었음에도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일반인(특히 당해 지역 

주민)의 법감정상 허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를 선출한 주민의 의사에

도 부합하지 않고 장차 그 로 형이 확정됨으로써 당연퇴직될 고도의 개연

13)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 2는 공무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면 형이 확정되기 이라도 그 직 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국

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직 의 해제) ①임용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에 하여는 직 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

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지방공무원 제65조의2 (직 의 해제) ① 제3호도 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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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자를 미리 직무에서 배제할 필요성에 따른 것이라고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은 ① 선고된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

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어 더 이상 단체장이 직무를 수행하도록 방치할 수 

없다는 과  ② 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단체장을 그 직무에서 배제함

으로써 비록 형이 확정되기 에라도 직무수행에 한 지역주민의 신뢰  

직무에 한 념성 유지, 행정의 안정성과 효율성 확보, 주민의 복리와 지

방행정의 원활한 운 에 한 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한 복합 인 

입법의도가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4. 공무원의 신분상실  직무배제와 련한 헌재 결정

가. 공무담임권의 보호 역 

헌법 제7조 제2항은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  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헌법 제25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

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의 신분

은 헌법 제7조 제2항에서 보장되는지 헌법 제25조에서 보호되는지 명확하

지 않다. 헌법 제7조 제2항은 정권교체로 인한 엽 제의 폐해를 방지하고 

국정의 계속성을 확보하기 한 「제도보장」으로 보는 것이 통설  견해

이다. 그리고 기본권은 최 보장, 제도는 최소보장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공무원의 신분 내지 직무가 헌법 제25조에 의하여 보호되는 역이면 굳이 

헌법 제7조 제2항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 여기서 공무원의 신분이 헌법상 

기본권의 보호 역인지, 보호 역이라면 과연 헌법 제25조에 의하여 보호

되는지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흔히 공무담임권은 행정부뿐만 아니라 입

법부․사법부․지방자치단체와 기타 일체의 공공단체의 직무를 담임하는 

권리로 설명될 뿐, 공무담임권의 내용 즉, 보호 역에 하여 명확하게 밝

히고 있는 견해는 찿아볼 수 없다. 〔공무담임권을 “피선거권과 공직취임

권을 포 하는 권리,”14) “일체의 국가기 과 공공단체의 직무를 담임할 수 

있는 권리,”15) “공직에 취임하여 국가의 사무를 직  담당할 수 있는 권

14) 권 성,「헌법학원론」(법문사, 2006), 586면; 홍성방, 「헌법학」( 암사, 2003), 

610US; 김철수, 「헌법학개론」(박 사, 2005), 970면; 계희열, 「헌법학( )」(박

사, 2000), 529면; 허 , 「헌법이론과 헌법」(박 사, 2005), 64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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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16) “선출직 공무원에 취임할 권리와 공직을 담당할 권리,”17) “공직에 

취임하여 공무를 담당할 수 있는 법  지 (권한)”18) 등으로 규정하고 있

다〕. 다만 독일에서의 논의를 근거로 공무담임권은 공직취임의 기회 균등

(피선거권과 공직취임권)보호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국민의 신임에 의

하여 정당화 되는 공직(선거직 공무원)과 능력주의에 의하여 정당화되는 

공직(비선거직 공무원)에 따라 그 실 형태가 다르다고 설명하는 견해가 

있는 정도다.19) 결국 기존 헌법재 소의 례를 통하여 공무담임권의 내용, 

즉 보호 역을 가늠해 볼 수 밖에 없다. 례는 3가지 태도로 요약된다. 

즉, ① 공직취임의 균등한 기회보장,  ② 공직취임의 균등한 기회보장 + 공

무원신분의 부당한 박탈배제,  ③ 공직취임의 균등한 기회보장 + 공무원신분

의 부당한 박탈배제 + 직무수행의 부당한 정지배제까지 포함하는 시이다. 

헌법재 소는 공무담임권은 ‘공직취임의 균등한 기회보장’만을 말한다고 

하면서  ①의 입장에서 시하 다. 즉, 단체장 선거일  180일부터 선거

일까지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한 홍보물 발

행을 지한 공직선거법 제86조 제3항에 한 헌소원사건에서 다음과 같

이 시하 다.  

- 공무담임권은 각  공직선거에 입후보하여 당선될 수 있는 피선거권

과 선거직 이외의 모든 공직에 임명될 수 있는 공직취임권을 포 하는 개

념으로서, 국민 구나가 국정의 담당자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고 있

는 참정권을 뜻한다. 그러나 공무담임권은 피선거권과 공직취임의 균등한 

기회만을 보장할 뿐, 일단 당선 는 임명된 공직에서 그 활동이나 수행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청구인

15) 성낙인,「헌법학」(법문사, 2006), 552면. 그러면서도 자는 이어서 제3기 헌법

재 소의 결정을 문구 그 로 원용하여 “공무담임권의 내용에는 공직취임의 기회

의 자의 인 재베뿐 아니라 공무원 신분의 부당한 박탈도 포함된다.”고 하면서, 

“한편 공무담임권의 내용에 ‘공직에의 취임’, ‘공직에서의 유지’ 외에도 공무원 계

를 유지하면서 보다 상 직 으로의 승진임용의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포함되느

냐에 하여는 논란이 있다.”고 논술하고 있다.

16) 장 수,「기본권론」(홍문사, 2003), 445면

17) 석,「한국헌법론」(법문사, 2006), 319면

18) 이 일,「헌법학강의」(홍문사, 2005), 665면

19) 허 , 헌법이론과 헌법, 신정 제5 , 박 사, 1002쪽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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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공무담임권이 침해되었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하겠다(헌재 1999. 

5. 27. 98헌마214, 례집 11-1, 675, 710).

그 후 헌법재 소는 공무원의 신분에 한 당연퇴직  정년제도에 한 

사건을 다루게 되는데, 이들 사건에서 헌법재 소는 경력직 공무원의 신분

보장에 한 문제를 헌법 제7조 제2항의 직업공무원제에 의하여 보장된다

고 시했다가 나 에는 공무담임권의 내용에 포함된다고도 시하기도 하

여 외견상 혼란스러운 결을 하 다. 그러다가 궁극 으로 헌법 제25조 

공무담임권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시하여  ①의 입장에서 한 발 나아가

고 있다. 공무원이 고이상의 형의 선고유 를 받은 경우에 당연 퇴직되

도록 규정한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제31조 제3호 부분이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시한 2001헌마788 사건 결정에서 명시 으로  ②의 입장을 

취한다. 

공무담임권의 보호 역에는 공직취임의 기회의 자의 인 배제 뿐 아니

라, 공무원 신분의 부당한 박탈까지 포함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후자는 자보다 당해 국민의 법  지 에 미치는 향이 더욱 크다고 할 것

이므로, 이를 보호 역에서 배제한다면, 기본권 보호체계에 발생하는 공백을 

막기 어려울 것이며, 공무담임권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25조의 문언으

로 보아도 재 공무를 담임하고 있는 자를 그 공무로부터 배제하는 경우에

는 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없기 때문이다(헌재 2000. 12. 14. 99헌마

112등, 례집 12-2, 399, 409-414 ; 헌재1997. 3. 27. 96헌바86, 례집 9-1, 

325, 332- 333 참조). 

한편,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당해 자치단체의 할구역과 같거나 겹

치는 선거구역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경우 선거일 

 180일까지 그 직을 사퇴하도록 한 공직선거 선거부정방지법 제53조 제3

항에 한 헌소원사건에서는  규정이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단하

면서  ③의 입장으로 시하여  99년 례와 상반되는 시를 보인다.

“이 사건 조항으로 인하여 침해되는 청구인들의 기본권은 민주주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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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한 존 되어야 할 피선거권 내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무수행권을 내

용으로 하는 공무담임권으로서 이 사건 조항에 의해 청구인들에게 야기되는 

효과인 기본권침해의 정도는 매우 하므로, 이 사건 조항에 의해 실 되

는 공익과 그로 인해 청구인들이 입는 기본권 침해의 정도를 비교형량할 경

우 양자간에 정한 비례 계가 성립하 다고 할 수 없어 법익의 균형성 원

칙에도 배된다 (헌재 2003.9. 25. 2003헌마106, 례집 15-2(상),516, 534).”

 례들은 공무원의 자격, 신분에 한 헌법재 소의 례흐름을 나타

내주는 것인데, 공무원의 임용자격 내지 피선거권의 제한은 헌법 제25조의 

공무담임권의 내용이라는 에 의문이 없으므로 여기서는 문제가 되는 공

무원의 신분  직무배제에 한 헌법재 소의 결정들을 구체 으로 분석

해 볼 필요가 있다. 

나. 헌재결정 분석

례는 공무원의 신분보장  직무수행권이 헌법 제7조 제2항의 직업공

무원제에 의하여 보장되는지 헌법 제25조의 공무담임권 규정에 의하여 보

호되는지에 하여 일 된 입장을 보여주지 못했다.

(1) 창기(제1기 헌법재 소)

창기 헌법재 소는 공무원이 자신의 신분을 부당하게 박탈당하지 않

을 이익은 헌법 제7조 제2항의 직업공무원제도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시

하 다. 1989년에 있었던 ‘국회사무처 공무원 자동면직 사건’20)에서 헌법재

 9인은 원일치로, 합리 인 이유 없이 공무원의 신분을 부당하게 박

탈하는 것은 헌법 제7조 제2항이 보장하는 직업공무원제도의 본질  내용

을 침해한다고 시하 다. 이 사건은 1980년의 「국가보 입법회의법」의 

부칙조항의 헌 여부가 다투어졌는데 이 부칙조항은 “국회사무처와 국회

도서 의 소속 공무원은 [임명권자에 의해]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을 가진다”고 규정하 다. 이 사건 결정에서 헌재는 직제의 개폐 등 조

20) 헌제 1989. 12. 18. 89헌마32등(국회사무처공무원 자동면직 사건) [9(일부 원․

일부각하):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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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사 건

(연도)
심 상 쟁 

용법조 

결과 §7

②
§25 §15 기타

1
89헌마32

(1989)

국회사무처공무원 후임자

임명시 당연면직(국가보

입법회의법부칙)

당연면직

(신분상실)
○ 헌

2
89헌마220

(1990)

고 이상 형의 선고유 시 

당연퇴직

(지방공무원법)

당연퇴직

(형사처벌)
○ 합헌

3
91헌바15

(1994)

안기부직원 계 정년 

(국가안 기획부직원법)

당연퇴직

(계 정년)
○ 헌

4
96헌바86

(1997)

농 지도사 정년연장신청

(국가공무원법)

정년연장

(신분보장)
○ ○ 합헌

5
95헌바14

(1997)

고 이상의 형의 집행

유 시 당연퇴직

(국가공무원법)

당연퇴직

(형사처벌)
○ ○ △

평등, 

재산, 

행복

추구

합헌

6
96헌마7

(1998)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 시 당연퇴직 

(경찰공무원법)

당연퇴직

(형사처벌)
○ ○

평등, 

재산, 

행복

추구

합헌

7
99헌마112

(2000년)

65세에서 62세로 정년단축 

(교육공무원법)

정년단축

(신분보장)
△ ○

신뢰

보호
합헌

직의 변경과 련이 없이, 는 소속공무원의 귀책사유의 유무 등 합리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임명권자의 후임자임명이라는 처분에 의하여 그 

직을 상실하는 것으로 규정한 것은 임기만료되거나 정년시까지는 그 신분

이 보장된다는 직업공무원제도의 본질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7조 제2항에 반된다고 단하 다. 이 사건에서 헌법재 소는 공무담

임권의 반 여부에 해서는 언 조차 하지 않으면서 헌법 제7조 제2항이 

채택하고 있는 직업공무원제도의 취지와 내용을 아래와 같이 시하

다.21)

≪공무원의 신분상실  직무배제와 련한 헌법재 소 결정례≫

21) 례집 1, 343, 352-35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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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사 건

(연도)
심 상 쟁 

용법조 

결과 §7

②
§25 §15 기타

8
2001헌마788

(2002)

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 시 

당연퇴직 (지방공무원법)

당연퇴직

(형사처벌)
○ 헌 

9
2003헌마293

(2003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 시 당연퇴직

(군인사법)

당연제

(형사처벌)
○ 헌

10
2003헌마106

(2003년)

국회의원입후보할 경우

당해 자치단체장 선거일  

180일 퇴직강제(공직선거법)

퇴직강제

(신분보장)
○

평등

원칙
헌

11
2002헌마684

(2003년)

고 이상 형의 선고유

당연퇴직 (국가공무원법)

당연퇴직

(형사처벌)
○ 헌

12
2002헌바8

(2004년)

직제 폐지로 인한 직권면직

(국가공무원법)

직권면직

(직제폐지)
○ 합헌

13
2002헌마699

(2005년)

지방자치단체장 고 이상 형

선고시 권한 행

(지방자치법)

직무정지

(유죄선고) ○
무죄

추정

합헌

(4:4)

14
2003헌마127

(2005년)

자격정지 결 선고시

당연퇴직 (지방공무원법)

당연퇴직

(형사처벌)
○ 합헌

15
2004헌바41

(2005년)

선거범죄로 벌 형 선고시 

당연퇴직(공직선거법)

당연퇴직

(형사처벌)
○ 합헌

16
2004헌바12

(2006년) 

형사사건으로 기소될 때

직 해제(국가공무원법)

직무정지

(형사기소)
○

무죄

추정,

법

차

합헌

 ‘직업공무원제도’는 공무원이 집권세력의 논공행상의 제물이 되는 엽

제도를 지양하고 정권교체에 따른 국가작용의 단과 혼란을 방하고 일

성 있는 공무수행의 독자성을 유지하고 하여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공

무원의 신분이 보장되는 공직구조에 한 제도이다. 여기서 말하는 공무원

은 … 공무를 담당하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의의 공무원을 말하며 정치

 공무원이라든가 임시  공무원은 포함되지 않는 것이다. … 공무원의 

신분보장은 당해 공무원의 권리나 이익의 보호에 그치지 않고 국가통치 차

원에서의 정치  안정의 유지와 공무원으로 하여  상 자의 불법부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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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시나 정실에 속박되지 않고 오직 법과 정의에 따라 공직을 수행하게 하

는 법치주의의 이념과 고도의 합리성, 문성, 연속성이 요구되는 공무의 

차질 없는 수행을 보장하기 한 것이다. 

그 후 1990년에 헌법재 소는 ‘ 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  결을 선고

받은 공무원은 당연히 퇴직한다’고 규정한 지방공무원법 규정에 하여 헌

법 제7조 제2항의 신분보장은 무제한의 보장은 아니라고 하면서, 형의 선

고유  결은 처벌효과를 수반하는 유죄 결의 일종으로서 이러한 결을 

받은 공무원에게 그 신분을 계속 유지하게 하는 것은 “공직에 한 국민의 

신뢰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사건 당연퇴직조항은 헌법 제7  

제2항에 반되지 않는다고 단하 다.22) 이 사건에서도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법률조항이 헌법 제25조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는  

언 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 법규정에 하여는 2002년에 다시 헌소원이 

제기되었고 이에 하여 헌결정이 선고되었다. 이 결정에서23)에서 헌법

재 소는 지방공무원법상의 당연퇴직조항이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과도하

게 제한하여 헌이라고 단하 다. 한편, 1994년에는 임용당시에는 정년 

65세 규정만 있었는데, 나 에 계 정년규정을 신설하여 정년을 단축한 구 

국가안 기획부직원법에 한 결정24)에서  다음과 같이 시하면서 계 정

년규정은 헌법 제7조 제2항의 신분보장조항에 반되지 않는다고 하 다. 

 

“헌법 제7조 제2항의 공무원의 신분보장은 어디까지나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국회의 입법재량의 여지가 있는 것이고, 따

라서 공무원법의 개정에 의하여 신분보장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는 것이다”

(2) 1997년 이후(제2기 헌법재 소)

그런데, 1997년부터는 공무원의 신분보장이 헌법 제7조 제2항에서뿐만 

아니라 제25조의 공무담임권조항에서도 보장되고, 심지어 제10조의 행복추

22) 헌재 1990. 6. 25. 89헌마220 9(합헌) : 0].

23) 헌재 2002. 8. 29. 2001헌마788등 [8( 헌) : 1(합헌)].

24) 헌재 1994. 4. 28. 91헌바15등 [9(합헌)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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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권조항과 제15조의 직업선택의 자유조항에서도 보장되는 듯한 시를 하

다. 1997년에 공무원의 정년을 58세로 규정한 국가공무원법에 한 사

건25)에서 청구인(농 지도사)은 다른 공무원에 비하여 짧은 58세의 정년조

항이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7조 제2항에 반될 뿐만 아

니라 헌법 제25조의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 다. 헌법재 소

는 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하면서 처음으로 ①헌법 제7조 반 여부와 ②헌

법 제25조 반 여부로 나 어 단하 다. 제7조 반 여부와 련하여 

헌법재 소는 「정년제도는 공무원에게 정년까지 계속 근무를 보장하고 다

른 한편으로는 공직사회의 무사안일방지․인사 체 해소․새로운 인재들의 

공직참여기회 확  등 조직의 능률을 유지․향상함으로써 직업공무원제를 

보완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제7조 반이 아니」라고 시하 다. 

제25조 반 여부와 련하여 「정년연령을 몇 세로 할 것인가는 입법정책

의 문제라고 하면서 58세로 정년을 정한 것은 헌법재 소가 여하여야 할 

정도로 하게 불합리하거나 자의 인 것이 아니어서 헌법 제25조의 공

무담임권, 제10조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시하 다. 헌법 

제7조 제2항과 제25조 반 여부에 한 심사를 분리․병행함으로써 공무

원의 신분이  법조항 모두에 의하여 보호되는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례태도는 그 후에도 계속 이어진다. 즉, 1997년에 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

 결을 선고받은 공무원을 당연퇴직시키는 국가공무원법조항의 헌소

원 사건26)에서 헌법재 소는 당연퇴직조항이 헌법 제7조 제2항이 보장하는 

공무원의 신분상의 이익을 제한한다고 논증하다가 말미에 가서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입법자의 재량을 일탈하여 직업선택의 자유나 공무담임권, 평

등권, 행복추구권, 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헌의 법률조항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시하 다. 1990년의 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  결을 선고받은 

공무원에 하여 당연퇴직을 규정한 법률조항에 한 사건에서 헌법 제7조 

제2항 반 여부만을 심사하 던 과 조를 이룬다. 이러한 기조는 유사

한 사건에 계속 이어졌는데, 1998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  결

을 선고받은 경찰공무원을 당연퇴직시키는 경찰공무원법조항에 한 헌

25) 헌재  1997. 3. 27. 96헌마86 [9(합헌) : 0].

26) 헌재 1997. 11. 27. 95헌마14등 [9(합헌)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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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원사건27)에서도  결정의 논증방식을 그 로 따랐다. 즉,  “이 사건 규

정이 입법자의 재량을 일탈하여 공무담임권, 재산권  행복추구권을 침해

하는 헌의 법률조항이라고 할 수 없다”고 시하 다.

(3) 2000년 이후(제3기 헌법재 소)

2000년 제3기 헌법재 소에 와서는 공무원의 신분은 헌법 제25조의 공

무담임권조항에서 보장된다는고 종래의 태도를 바꾸게 된다. 2000년 ․

등 교육공무원의 정년을 65세에서 62세로 단축한 교육공무원법조항에 

하여 교육공무원들이 헌이라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을 제기하 다. 이에 

하여 헌법재 소는 정년단축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재산권, 행복추

구권, 교육권, 그리고 직업선택의 자유가 제한되지 않고 궁극 으로 청구인

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시하 다. 이는 1994년의 ‘안기부

직원 계 정년제 사건’28)에서 헌법재 소가 원일치로 계 정년규정의 신

설에 의한 공무원의 정년단축은 헌법 제7조 제2항의 신분보장조항에 반

되지 않는다고 시하면서 헌법 제25조를  언 조차 하지 않은 것과는 

조 이다. 그러다가 2002년에 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 를 받은 공무원

을 당연퇴직하도록 한 지방공무원법에 한 재차 헌소원사건29)에서 공무

원의 신분은 헌법 제25조의 공무담임권에 의하여 보호된다고 분명하게 

시하 다. 

헌법 제25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고 하여 공무담임권을 기본 으로 보장하고 있다. 공무담임권이란 

입법부, 집행부, 사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 등 국가, 공공단체의 구성으

로서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여기서 직무를 담당한다는 

것은 모든 국민이 실 으로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있다고 하는 의미가 아

니라, 국민이 공무담임에 한 자의 이지 않고 평등한 기회를 보장받음을 

의미하는바, 공무담임권의 보호 역에는 공직취임의 기회의 자의 인 배제 

27) 헌재 1998. 4. 30. 96헌마7 [9(합헌) : 0].

28) 헌재 1994. 4. 28. 91헌바15등 [9(합헌) : 0].

29) 헌재 2002. 8. 29. 2001헌마788등 [8( 헌- 례변경) : 1(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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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 아니라, 공무원 신분의 부당한 박탈까지 포함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후자는 자보다 당해 국민의 법  지 에 미치는 향이 더욱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보호 역에서 배제한다면, 기본권 보호체계에 발

생하는 공백을 막기 어려울 것이며, 공무담임권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25조의 문언으로 보아도 재 공무를 담임할고 있는 자를 그 공무로부터 

배제하는 경우에는 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없기 때문이다(헌재 2000. 

12. 14. 99헌마112등, 례집 12-2, 399, 409-414 ; 헌재1997. 3. 27. 96헌바

86, 례집 9-1, 325, 332-333 참조).

그런데 2004년에는 공무원의 신분보장은 헌법 제25조의 공무담임권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시하여 과거로 회귀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

다. 즉, 지방자치단체의 직제가 폐지된 경우에 해당 공무원을 직권으로 면

직할 수 있도록 규정한 「지방공무원법」의 헌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에

서 헌법재 소는 공무원의 신분유지권은 헌법 제25의 공무담임권에는 포함

되어 있지 않고 헌법 제7조 제2항의 직업공무원제도에 의해서 보호되는 것

이라고 시하 다.  

 

공무담임권을 보장한다는 것은 모든 국민이 실 으로 국가나 공공단

체의 직무를 담당할 수 있다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국민이 공무담임에 

한 자의 이지 않고 평등한 기회를 보장받은 것, 즉 공지취임의 기회를 자

의 으로 배제 당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 그런데 직제가 폐지된 경우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면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이 사건 규정은 공무원

의 공직취임문제와는 거의 련이 없고 이미 공무원으로 임용된 자의 그 

신분 상실과 련된다할 것이다. 그리고 공무원의 신분상실 문제는 직업공

무원제도의 심을 이루는 공무원 신분보장의 문제로서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무원이 불합리하게 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

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규정의 

직권면직에 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무담임권 침해 문제가 아닌 

직업공무원제도 반 문제만을 단하는 것으로 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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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지만 와 같은 례의 태도는 계속 유지되지 못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본고에서 검토한 2005년 지방자치단체장에 하여 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기 에 부단체장으로 하여  권한을 행하도록 함으로써 단체장의 

직무를 정지하도록 2002헌마699사건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무수행권은 

공무담임권의 보호 역에 포함되는 것을 제로 하여 시하 다.  이 결

정 이후에 내려진 3건의 결정에서도 헌법재 소는 공무담임권에 공무원의 

신분보장 내지 직무수행권이 포함된다는 결정 취지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2005년 자격정지 선고를 받은 공무원에 하여 당연퇴직시키는 「지방공무

원법」에 한 헌소원 사건30)에서 헌법재 소는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고 합헌결정을 하 다. 마찬가지로 같은 해

에 선거기간  공무원이 선거운동과 련하여 정상  업무외의 출장을 하

여 선거에 향을 미치는 행 를 한 이유로 100만원 이상의 벌 형의 선고

를 받아 확정이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하도록 한 공직선거  선거부정방

지법의 련조항에 한 헌소원31)에서도 공무담임권을 제한하고는 있지

만 과도한 제한이 아니어서 헌이 아니라고 하 다. 이 사건에서 권성 재

은 “이 사건 당연퇴직조항을 공무담임권 침해 여부로 심사하는 것은 

부 하고, 직업공무원제도 반 여부로 심사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별개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2006년 5월에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공무원에게 

임용권자가 직 를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규정에 하여 

공무담임권의 침해가 아니라고 하 다.32)

다. 평가 

례는 공무원의 신분보장이 처음에는 ①헌법 제7조 제2항에 의해서 보

장되는 것으로 보다가 ② 헌법 제7조 제2항 + 헌법 제25조 모두에 의하여 

보호되는 듯이 시한다. 그러다가 최근에는 ③헌법 제25조에 의하여 보호

된다고 시한다. 공무원의 직무수행(권)은  ③의 입장에 있다. 이를 헌

법 제25조 공무담임권의 보호 역이라는 차원에서 정리하면, 처음에는 헌

30) 헌재 2005. 9. 29. 2003헌마127, 공보 108, ,1046

31) 헌재 2005. 10. 27. 2004헌바41, 례집 17-2, 292

32) 헌재 2006. 5. 25. 2004헌바12, 공보 116, ,785 이 결정에서 권성 재 은 직업공

무원제도의 본질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별개의견을 개진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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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5조의 공무담임권은 ①공직취임에 있어서의 기회균등 보장에서 ②공

직취임의 기회균등 보장 + 부당한 신분의 박탈배제 ③공직취임의 기회균등 

보장 + 부당한 신분의 박탈배제 + 부당한 직무정지배제로 확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생각건 , 공무원의 신분보장, 즉 부당한 신분의 박탈배제는 헌법 제25조

의 공무담임권의 보호 역에 포함된다는 것이 확립되어가고 있다고 할 것

이다. 다만,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해서는 례가 축 되지 않아 헌법 

제25조에 의하여 보호된다는 것이 확립돼간다고 단정하기는 이르다. 

그래서 직무수행과 련한 종래 례를 좀더 개별․구체 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먼  직무수행이 공무담임권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99년도 결정(98헌마214,  ①의 입장)은 헌법 제25조의 공무담임권의 

성격을 헌법 제11조의 평등원칙이 참정권의 역에서 구체화된 평등권으로 

보고 있다. 와 같은 해석은 독일 기본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 문언을 그

로 풀이한 것과 같다. 독일 기본법 제33조 제2항은 “독일인은 구나 그

의 성, 능력  문  업 에 따라 모든 공직에 취임할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은 공무담임권은 공직취임에 있어서의 

균등한 기회의 보장을 의미한다는 당시까지의 례를 따른 것으로 보인

다.33) 그런데 공무원의 직무수행권이 공무담임권의 내용으로 본다고 하더

라도 이 사건에서 문제된 지방자치단체의 홍보물발행과 같은 것은, 단체장 

개인의 주  공권으로 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의 홍보물

발행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로서 지자체의 ‘객  권한’에 포함될 

33) 공직선거 선거부정방지법 제86조 제3항: 이 사건 법률조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  등 활동상황을 알리는 홍보물’을 분기별로 1종 1회에 한하여 

발행할 수 있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선거일  180일부터 선거일까

지는 ‘ 와 같은 성격’의 홍보물을 발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면서, 한편으로는 지방

자치단체 본연의 업무수행을 한 행 , 특정사업을 추진하기 하여 계주민의 

동의를 얻기 한 행 , 민원이 발생하 을 때 이를 해결하기 한 행  등의 경

우에는 홍보물의 발행을 제한하지 않고 있다.

     사건에서 청구인(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신의 사업계획, 추

진실  등 활동상황을 알리는 홍보물을 발행하는 것은 단체장 자신에게 부여된 

정당한 업무(직무수행권)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제한하는 것은 자신의 공무담임권

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하여 헌법재 소는 와 같은 홍보물을 발행하

는 것은 공무담임권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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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느냐가 문제될 뿐, 「단체장」개인에게 부여된 주  공권이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34) 이런 에서 이 례를 근거로 헌법재 소가 공무

담임권의 보호 역에 공무원의 직무수행권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았다

고 단언하기 어렵다. 한편, 단체장에 한 직무수행권이 공무담임권의 내용

이라는  2003년도 결정(2003헌마106)은 평등권, 피선거권이 주된 쟁 이

고 ‘직무수행권’은 부수 인 쟁 이었다는 에서 공무담임권의 보호 역에 

한 면 한 검토를 거쳐 내려진 것이라고 할 수 없다.35) 사건의 쟁 도 

180일  「공직 사퇴」로 궁극 으로는 공무원의 「신분보장」의 문제라는 

에서 명시 으로  ③의 입장을 취했다고 하기에는 조심스럽다. 그런데 

앞서 본 권한 행사건(2002헌마699)은 공무원의 직무를 정지하는 것은 공

무담임권을 제한하는 것이라는 을 분명히 했다. 부당하게 공무원의 신분

을 박탈하는 것은 물론 공무원의 직무를 정지하거나 직 를 해제하는 것도 

헌법 제25조의 공무담임권에 의하여 보호된다고 하 다. 그 이후의 결정도 

 례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에서 재 헌법재 소의 태도는  ③

의 입장에 서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면 일련의 례들이 왜 공무담임권을 와 같이 달리 보는가? 헌법

재 소가 공무담임권의 보호 역에 하여 명확한 선을 지 못하고 혼란

스런 결정을 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질문에 하여는 아마

도 헌법재 소가 그 때 그 때 사건의 쟁 에 따라 단한 결과로 볼 수도 

있다.  즉, 공직과 련하여 헌법재 소가 다루기 시작한 것은 주로 「공직

에의 근 제한」 즉, 공직 취임 내지 피선거권 제한이 쟁 이었다. 이에 

하여 헌법재 소는 공무담임권은 공직취임의 균등한 기회 보장이라고 밝

혔던 것으로 볼 수 있다(  ①의 입장). 그 후 「신분보장」문제(당연퇴직 

내지 정년)가 제기되자 공무원신분의 부당한 박탈배제도 공무담임권에 포

함된다고 단하 고(  ②의 입장),  「직무수행」(직무정지)과 련된 사

34)  사건 결정문도 “지방자치단체의 홍보물발행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에 속

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홍보물의 발행을 제한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지방

자치단체장의 표 의 자유뿐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제한하는 규정이

다. 그러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선거의 공정성 등 

공익목 을 달성하기 하여 비례의 원칙에 합치하게 제한하는 규정이다”라고 시

한 은 옳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9. 5. 27. 98헌마214, 례집 11-1,675,7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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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에서 공무원에게 부여된 직무를 부당하게 박탈하거나 정지시킬 수 없는 

것도 공무담임권의 내용을 이룬다고 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의 입

장). 그 다면 헌법재 소가 헌법 제25조의 공무담임권의 내용을 「확 」

한 것이라고 할 것인지 아니면 각 사건의 쟁 에 따라 헌법 제25조 공무담

임권 규정의 ‘해석’을 통하여 그 내용을 「확인」한 것이라고 할 것인지는 

시각에 따라 달리 평가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권성 재 은 「공

무원의 직무수행은 공무원 개인의 주  공권이 아니라 법률에 의하여 부

여된 ‘권한’」이라는 별개의견을 개진하 다. 공무담임권의 보호 역에 

하여는 앞으로 헌법재 소의 례를 더 기다려 야 할 것으로 보인다. 

5. 직업공무원제도와의 계 

공무원의 신분보장(당연퇴직, 정년제도 등)과 련하여서는 헌법재 소

가 공무담임권의 내용으로 단한 사례가 많다는 은 앞에서 보았다. 앞

서 본바와 같이 창기에는 헌법 제7조 제2항의 내용으로 보았다. 즉, 1989

년 ‘국회사무처와 국회도서  소속 공무원’에 하여 임명권자가 후임자를 

임명하는 것만으로 당해 공무원의 신분이 상실되도록 한 국가보 입법회의

법 부칙 조항36), 1990년 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  결을 받은 지방공무

원에 하여 당연 퇴직되도록 한 지방공무원법 조항37)  1994년 국가안

기획부 직원의 정년을 단축하는 계 정년을 규정한 국가안 기획부직원법

에 한 사건38)의 결정은 모두 그 사례다. 그랬다가 1997년 이후로는 공무

원의 신분보장을 직업공무원제 뿐만 아니라 공무담임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것으로 보았다. 1997년 공무원(농 지도사)의 정년을 58세로 규정한 법규정

에 한 헌소원39), 같은 해 선고된 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  결을 

받은 공무원을 당연 퇴직하도록 한 국가공무원법에 한 사건40)  1998년 

자격정지 이상의 선고유  결을 받은 경찰공무원을 당연 퇴직하도록 한 

경찰공무원법에 한 사건41)은 헌법 제7조 제2항고 제25조에 반되지 않

36) 헌재 1989. 12. 18. 89헌마32등 례집 1, 343, 352-353

37) 헌재 1990. 6. 25. 89헌마220 례집 2, 200, 206

38) 헌재 1994. 4. 28. 91헌바15등, 례집 6-1, 317, 336

39) 헌재 1997. 3. 27. 96헌바86, 례집 9-1, 325, 333

40) 헌재 1997. 11. 27. 95헌바14, 례집 9-2, 575, 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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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다고 시하한 사례들이다.  그러다가 2000년에 등 교육공무원의 정

년을 65세에서 62세로 단축한 교육공무원법 조항에 한 사건에서 헌법 제

25조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시하여42) 공무원의 신분보장은 

헌법 제25조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보았고 그 이후의 례들도 그 로 유지

되고 있음은 앞서 보았다(다만, 2004년 직제가 폐지될 때 해당 공무원을 

직권면직할 수 있도록 한 지방공무원법에 한 사건에서 돌연히 직업공무

원제도의 문제라고 한 사건이 있었지만43)). 

살피건 , 일반 인 공무원의 신분  부당한 직무수행의 배제는 헌법 

제25조 공무담임권의 보호 역에 속한다고 보인다. 왜냐하면 헌법 제7조 

제2항은 그야말로 정권교체에 따른 엽 제의 폐해를 방지하고 국정의 계속

성을 보장하기 한 제도보장으로 보는 것이 례와 통설이고, 제도보장은 

최소한 제도의 존속만 유지된다면 족하다는 최소보장을 추구한다는 에서 

 조항이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하기에는 미흡하다고 되기 때문이다. 제도

보장을 제로 할 때 정권교체와 무 한 역에 있어서의 공무원의 신분은 

온 히 입법자의 재량에 놓여지고 어떠한 신분박탈이나 직무제한의 입법도 

헌의 문제가 생길 여지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이는 공무원 신

분의 헌법  보장을 무의미하게 한다. 직업으로 공직을 선택한 공무원이 

정권의 교체가 없더라도 선택한 직무를 부당하게 정지당하지 않고 정당한 

이유없이 신분을 박탈당하지 않는 것은 직업공무원제에 의하여 보장되기 

미흡하다. 정권교체와 무 한 통상 인 공무원의 신분은 헌법 제25조의 공

무담임권 규정에 의한 보호 역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공직의 취임에 있

어서 균등한 기회를 보장한다고 해석하는 헌법의 이념에도 부합한다. 아울

러 공무원의 신분보장을 헌법 제7조 제2항에 근거한다고만 보면 선출직 공

무원에 한 신분보장은 헌법의 보호 역에서 제외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이는 쉽게 납득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공무원의 직무수행을 기

본권의 보호 역에 포함시키더라도 국가  과제를 수행하기 한 수단으로

서의 공직의 특성상 기본권으로서의 보호정도는 상당히 제한될 수 밖에 없

41) 헌재 1998. 4. 30. 96헌마7, 례집 10-1, 465, 476

42) 헌재 2000. 12. 14. 99헌마112등, 공보 52 

43) 헌재 2004. 11. 25. 2002헌바8, 례집 16-2, 282, 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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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것이다. 즉, 규제의 합헌성 심사는 매우 완화될 것이다.  

아무튼 공무원의 신분보장을 직업공무원제의 내용으로 볼 것인가 아니

면 공무담임권의 내용으로 볼 것인가에 한 논란의 당부를 떠나 이 사건

에서는 직업공무원제는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직업공무

원제는 「獵官制度(spoils system)의 폐해 방지와 정권교체에 따른 지속  

국정운 」을 한 것이어서 능력주의에 의하여 정당화되는 공직(공무원법

상의 경력직 공무원)에 용될 뿐이고 국민의 신임에 의하여 정당화되는 

공직(선출직 공무원)에 하여는 용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이들 선

출직 공무원은 그 성격과 기능이 경력직 공무원과 달라서 직업공무원제도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할 수 없다. 선출직 공직자는 民主主義 原理, 代議制度, 

權力分立制度, 地方自治制度 등의 憲法原理에 의해 규율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문제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한 직무정지는 공무

담임권에 한 제한인가 아니면 직업수행의 자유의 제한인가의 문제만 남

게 된다고 할 것이다. 

6. 직업선택의 자유와의 계

공직도 직업의 일종이다. 여기서 공무담임권 규정과 직업선택의 자유 규

정의 계가 문제된다. 즉, 특별 계인가 경합 내지 보충 계인가. 이 사건

에서 문제된 「직무정지」가 공무담임권의 내용이 아니라고 본다면 직업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는가? 공무담임권과 직업선택의 자유와의 계를 명

확히 설명하고 있는 례는 없다. 다만, 최근 공무담임권이 직업선택의 자

유의  특별규정으로 이해하는 듯한 시가 보인다.44) 그러나 이 시만으

로 공무담임권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배제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왜냐

하면 공직취임에 있어서는 헌법 제25조가 헌법 제15조를 우선한다고 하더

라도 공무원 신분보장  공직수행도 모두 헌법 제25조가 우선 용되는지

에 해서는 논란이 있기 때문이다. 아무튼 직업선택의 자유는 모든 국민

이 자신의 삶을 해 나가는 생활의 터 이 되고 각자의 개성을 발휘하

고 인격을 실 하는데 필수불가결한 기본권이라는 에서 국민이 선택하고 

44) 공직의 경우 공무담임권은 직업선택의 자유에 하여 특별기본권이어서 후자

의 용을 배제한다(헌재 2000. 12. 14. 99헌마112등, 례집 12-2, 399, 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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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하고자 하는 직업은 그것이 공직이든 아니든 국가는 이를 최 한으로 

보장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국민이 선택하고 수행하려는 직

업이 공직인 경우에는 공무담임권과 결부되고 그것을 통하여 실 된다고 

보아야 한다. 공무담임권은 직업선택의 자유와 특별 계에 있다는 견해가 

설득력을 갖는다. 다만 공무담임권도 국가안 보장, 질서유지 는 공공복

리를 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이를 불평등하거나 

과도하게 제한함으로써 본질 인 내용을 침해할 수는 없음은 당연하다(헌

재 2001. 2. 22. 2000헌마25, 례집 13-1, 386, 412-413 참조). 

한편, 독일에서는 공직취임에서의 기회균등을 규정하고 있는 기본법 제

33(②항:공직취임에서의 기회 균등; ⑤항:직업공무원제도)조가 직업의 자유

를 규정하고 있는 기본법 제12조 제1항의 특별규정으로 보고 기본법 제33

조가 용되는 경우 기본법 제12조 제1항은 배제된다는 것이 일반 인 견

해이며45) 연방헌법재 소도 같은 태도를 취하고 있다.46)  

45) 직업활동은 공직근무 계의 범  내에서 는 그 외부에서도 행해질 수 있다. 

어떤 직업이 공직근무 계에 의한 것인 경우에는 기본법 제33조에 따른 특별규정

이 용된다.(Gerrit Manssen 著, 獨逸基本權論, 헌법재 소 刊 161쪽) - 제33조

가 제12조 제1항을 체 으로 배척한다(Wieland, Dr, Art. 12 Rn 52)

    공직에서의 국가기능의 수행은 “종속 ” 직업의 내용이 된다. 그러나 그 경우 

제12조 제1항만이 아니라 제33조도 해당된다. 그 경우 제33조가 제12조 제1항을 

체 으로 배척하지는 않지만 특별규정으로서 공직에 한 특별규율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허용하고 있다. 이와 련하여 제33조 제2항은 국가의 조직구성권을 

고려하여 직업선택과 련한 제12조 제1항의 보호 역을 공직에의 균등한 근권

으로 축소하고 있다.(Bodo Piertoth, Bernhard Schlink 共著, 獨逸基本權槪論, 정

태호 譯, 헌법재 소 刊 268쪽)

46) 기본법 제12조 제1항에서의 “직업”의 개념은 원칙 으로 국가에 유보되어 있는 

사항에 한 활동을 하는 직업들과 “국가 으로 기속된” 직업들도 포함한다. 하지

만 “공무원”인 직업들에 하여는 기본법 제33조가 반 으로 특별규정을 가능

하게 하고 있다. … 수 으로 한정된 직장에 의하여 제한된 개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는 모든 공직에 하여 같은 자격을 가진 경우에(기본법 제33조 제2항)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근할 수 있도록 됨으로써 보장된다.(BVerfGE 7, 377 (397 

f.)). 

    “직업이 공법  구속과 의무에 의하여 ‘공직’의 성격을 띠면 띨수록 기본법 제33

조에 의거한 특별규정들이 기본법 제12조 제1항으로부터 나오는 기본권의 효력을 

사실 으로 더욱 강하게 배제할 수 있다.”(BVerfGE 7, 377 (398)) 

    “기본법 제12조는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직업에 한 자유로운 근가능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이 조항은 오히려 국가의 조직구성권(Organisationsgewalt)

에 의하여 제한된다. 국가 인 행정의 제도와 과제를 규정하고 이러한 국가  과

제들이 수행되어야 하는 양식과 방법을 자세하게 규정하는 것, 특히 한－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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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연방헌법재 소의 례들은 모두「공직취임」과 련된 것이고 

이 사건에서 문제된 「공직수행」의 제한과 련된 사안은 아니어서 그

로 참고하는 것은 어렵다.  그 다면 왜 독일의 경우 「공직취임」의 경우

만을 다루고 있는가. 그것은 아마도 기본법의 규정 때문으로 보인다. 독일 

기본법 제33조 제2항은 “공직취임 기회의 평등권”이 보장된다고만 규정하

고 있다. 따라서 ‘공직 취임의 기회의 자의  배제’만이 기본법 제33조 제2

항에 의하여 보호되고 부당한 공직의 박탈이나 직무의 정지는 이에 해당하

지 않는 것으로 본다. 그 다면 독일의 경우 공무원의 신분보장이나 공직

수행은 직업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는가? 「공직취임」은 기본법 제33조

에 의해서 보장되고 「공직수행」은 기본법 제12조 제1항에 의해서 보장된

다는 분명한 견해나 명시 인 례는 발견할 수 없다. 다만 진주의자(좌

주의자)가 공직취임에 있어서 충성서약을 거부하는 경우 공직취임을 제

한한 사건에서 「공직취임」은 제33조 제2항에 의하고, 「직무수행」은 제

12조 제1항(직업수행의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는 것으로 보는 듯한 시를 

한 가 있다.47) 그러나 그 사건의 쟁 은 궁극 으로는 「공직 취임」제

한에 한 것이어서  시가 명시 으로 공직취임과 직무수행이 서로 다

른 보호 역에 속한다고 한 선례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공직취임」의 

경우 헌법 제25조는 헌법 제15조의 특별규정으로 제25조만이 용된다는 

분명한 견해는 없다. 그러나 헌법 제25조의 공무담임권이 「직무수행」 

는 「부당한 직무정지 배제」까지 포함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는 여 히 남

는다. 이에 하여 우리 례(180일사건)는 명시 인 것은 아니지만 포함된

다는 시가 있다는 은 앞에서 보았다. 공무원의 직무수행이 공무담임권

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직업의 자유, 구체 으로 직업수행의 자유에 의하여 

법 제33조의 원칙의 범 내에서－ 구에게 이러한 국가  과제의 수행을 맡길 것

인가를 규정하는 것은 국가의 조직구성권에 맡겨져 있다.”(BVerfGE 16, 6 (21 f.))

47) 직업의 자유권은 채용 청(Dienstherr)에 의해 임의로 제한되어서는 아니된다. 

그 제한은 사물의 본성상 요구되는 것이어야만 한다. 직업활동(직업수행)의 종류

와 방식은 물론 직업활동의 개시(곧 자유로운 직업선택에 련되는 공직에의 허

가[임용])도 연방헌법재 소가 개하고 있는 단계이론에 따라서만 제한될 수 있

다. 특히 지원자의 개인  활동능력[노력)에 따라 그 충족여부가 결정되는 주  

허가요건  지원자의 활동능력[노력]과는 무 하게 공익 으로 요구되는 사유로

부터 요구되는 객  허가요건이 그것이다. BVerfGE 39, 334[369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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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되는가? 아니면 공무원의 직무수행은 기본권으로  보호되지 않는 

역인가? 이 물음에 답하기에 앞서 ‘과연 공직자의 직무수행이 기본권으

로 보호되는 역인가 아니면 국가권력의 권한 배분 내지 조직구성권의 문

제에 불과한가’ 라는 물음이 선결되어야만 한다. 

7. 공무원의 직무수행이 기본권의 보호 역인가?

 이 물음에 한 분명한 해답을 주는 자료(문헌, 논문, 례)는 발견되지 

않는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견해를 상정해 볼 수는 있다. ①객  권한질

서의 문제로 보는 과 ②기본권의 보호 역으로 보는 시각이다.  ①

의 에서는 공직수행에 한 제한은 국가  과제의 효율 인 수행을 

한 국가의 조직구성권의 행사로서 객  권한질서의 문제이지 기본권으로 

보호되는 주  권리가 아니라고 볼 것이다. 공직자의 직무수행은 국가권

력의 행사이므로 이를 사인에게 주어지는 ‘자유’의 역으로 보아 주  

권리화하는 것은 신 해야 한다고 보는 것도 이 과 일맥상통한다. 만

약 공직수행을 공무담임권 내지 직업수행의 자유로 보는 경우 공무원의 직

무수행과 련한 모든 문제들( 컨 , 인사이동, 직무분담, 징계조치 등)이 

모두 비례원칙에 따라야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본다. 이 견해에 의

하면 공무원의 직무수행 제한은 -그것이 직무의 면  정지라고 할지라도

- 국가의 조직구성권 행사 내지 객  권한 배분에 한 것으로 당해 공

무원은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다툴 수 없다. 한편,  ②의 

시각에서는 공직수행에 한 제한, 즉 부당한 직무정지는 공무담임권 내지 

직업수행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는 기본권 역으로 볼 것이다. 

생각건  공무담임권은 공직의 취임, 취임한 공직의 수행, 공직신분의 보

장 모두를 그 내용으로 한다고 본다(공직취임만 공무담임권으로 보고 직무

수행은 직업수행의 자유로 보는 견해도 기본권 역으로 보는 것은 물론이

다). 만약 공직취임만 보장되고 공직수행은 객  권한배분의 문제로 보

면 입법자에 의한 무한 의 재량행사가 가능해져(극단 으로 보면 직무수

행권을 거의 0으로 제한하더라도 보호 상이 될 수 없게 된다) 실질 으로 

공직취임마  무의미하게 될 여지가 있다. 다만 직무수행이 기본권으로 보

호된다고 하더라도 공직의 특수성에 비추어 제한의 정도나 범 가 다른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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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군에 비하여 크고 넓다고 할 것이고 그 결과 헌심사의 척도도 완화될 

수 있을 것이다. 

살피건 , 공무담임권은 국민이 국가기 의 구성원으로 공무에 ‘참여’하

는 참정권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48) 참정권은 국가권력의 행사과정에 

극 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참여할 수 있는 ‘지 ’의 취득만으로

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실제 행사과정에 참여하는 것, 즉 수행에 궁극 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공무담임을 「공직취임」과 「공직수

행」으로 분리하여 이해할 수는 없고 자는 기본권으로 보장되고 후자는 

기본권 역이 아니라고 한다면 기본권 보호체계에 공백이 생기게 되고 공

직취임보장 그 자체마  무의미하게 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직무

수행을 기본권의 보호 역으로 본다고 해서 공무원에 한 인사조치나 사

무분담과 같이 국가가 그 과제를 효율 으로 수행하기 하여 행하는 객

 권한 배분의 역(문제)까지 기본권의 보호범 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면 공무원의 직무수행은 공무담임권의 보호 역인가 아니면 직업수

행의 자유의 보호 역에 속하는가? 직업선택의 자유는 모든 국민이 자신의 

삶을 해 나가는 생활의 터 이 되고 각자의 개성을 발휘하고 인격을 

실 하는데 필수불가결한 기본권이다.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고 할 때 

거기에는 직업수행의 자유를 당연히 포함한다는데 이론이 없다. 그것은 직

업의 선택 그 자체가 아니라 선택한 직업의 수행을 통하여 비로소 자유로

운 인격 발 을 실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헌법 제25조의 공무

담임권은 공직 취임에서의 균등한 기회 보장뿐만 아니라 그 선택한 공직의 

수행(부당한 직무배제)까지 포함한다고 보아야 한다. 우리 헌법 제25조는 

독일 기본법과 달리 공직 ‘취임에서의 기회의 균등’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

라 공무담임권을 보장하고 있다(독일 기본법 제33조 제2항은 공직 취

임의 기회에서의 평등권만을 명시하고 있음은 앞에서 보았다).  공무“담임”

이란 문언 속에는 ①공직 취임에의 기회 균등, ②취임한 공직의 부당한 배

48) 참정권은 국민이 직 으로 국가의 의사형성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권리(선

거권, 투표권)와 간 으로 공무원으로 선임되어 국가권력의 행사과정에 극

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지방자치법 제101조의 2 제1항 제3호 헌확인  295

제 ③ 부당한 공직의 박탈배제까지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보통의 문리해

석상 더 부합하는 것은 아닐까?

한편, 직무수행은 공무담임권의 내용이 아니라는 견해에 따르면 공무담

임권은 공직 취임에서의 균등한 기회 보장에 한하고, 공직의 수행은 직업

수행의 자유로 보장된다고 볼 수 있다.  와 같이 해석할 때 실제 인 면

에서 기본권 보호체계에 공백이 생기거나 문제가 뒤따르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공직도 하나의 직업인데, 단계에 따라서 서로 다른 기본권 규정이 

용된다는 것이 이론 으로 명쾌하지 않다.  그 게 해석해야만 할 이

유도 분명하지 않다. 게다가 직업의 자유 규제의  합헌성 심사원칙인 이른

바 『단계이론』과 조화될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49) 생각건 , 우리 헌법 

제25조가 공무담임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15조의 직업의 자

유 규정과 특별 계에 있다고 본다면 굳이 독일 기본법 규정과 같이 「공

직취임」과 「공직수행」을 분리하여 서로 다른 기본권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받는다고 해석할 이유가 없다. 다만 공직수행이 기본권으로 보호된다

고 하더라도 공무수행은 국가  과제를 효율 으로 수행하기 한 수단이

기 때문에 ‘획일성’과 ‘효율성’이 강조되는 특성상 개인의 인격 발 의 장으

로서 의미가 큰 여타의 직업군보다는 더 많은 제한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

다. 한편, 공무담임권이 모든 공직자에게 동일한 정도로 발 되는 것인가? 

아니면 당해 공직의 기능과 성격에 따라 다르게 발 되는가? 능력주의에 

의하여 정당화되는 공직(비선거직 공직자)과 국민의 신임에 의하여 정당화

되는 선거직 공직자는 그 성격이나 기능이 같다고 할 수는 없다. 이 사건

의 자치단체장과 같은 선출직 공직자는 민주주의, 의제도, 지방자치제도

와 같은 헌법원리에 의하여 규율되므로 그 임기와 신분은 비선출직공무원

에 비하여 더 강하게 보장되고 그에게 부여된 직무수행권도 입법자에 의하

여 쉽게 제한될 수 없다고 보인다. 입법자도 일반 공무원에 비하여 지방자

치단체의 장을 달리 취 하고 있다.50) 이런 에 비추어 보면 국립 학교 

49) 물론 『단계이론』은 비례원칙과 다른 것이 아니라고 본다. 최근 단계이론의 원

산지인 독일에서조차 단계이론에 한 비 이 높다. 

50)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같은 선거직 공무원은 국가(지방)공무원법상의 징계 차 

등이 외이고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보더라도 일반 공무원은 ‘형사기소되면’ 직

해제하지만, 단체장은 ‘ 고이상의 형의 선고’받는 경우 직무정지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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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는 소속만 국가공무원이지 교수라는 직업은 사인이 리는 직업의 자

유에 의해서 보장되는 역에 더 가깝다고 단된다. 따라서 국립  교수

가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면 직 해제되도록 한 국가공무원법 규정에 한 

사건에서 헌법재 소가 직업수행의 자유 제한으로 단하 더라도51) 이론

 문제는 있을망정 결론에 있어서는 옳다고 보인다. 이 사건 결정이 자치

단체장의 직무정지가 공무담임권에 의하여 보호된다는 제하에 단한 것

은 이런 에서 이해할 수 있다. 

51) 헌재 1998.05.28. 96헌가12, 례집 10-1,560,569-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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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호근무 칙 제298조 등 헌확인

-검사조사실에서의 계구사용기 -

(헌재 2005. 5. 26. 2004헌마49, 례집 17-1, 754)

윤  미
*

1)

【 시사항】

1. 검사조사실에서 조사를 받는 수용자에 한 계구사용원칙을 규정한 

법무부훈령에 해 공권력행사성과 직 성을 인정한 

2. 검사조사실에서의 계구사용에 한 원칙

3.  훈령 ‘계호근무 칙’이 계구사용에 한 원칙과 외를 도하여 

헌으로 단된 경우

4. 검사조사실에서의 구속피의자에 한 계구사용이 과도하여 신체의 자

유를 침해한 

【심 상】

심 상은 검사조사실에서 조사받는 수용자를 계구로 결박해 두는 방

법으로 계호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한 계호근무 칙(2000. 3. 29. 법무부 훈

령 제422호로 개정된 것) 제298조 제1, 2호(이하 ‘이 사건 칙조항’이라고 

한다)의 헌 여부와, 2003. 10. 24.경부터 같은 해 11. 6.까지 사이에 여러 

차례에 걸쳐 청구인이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조사실에서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는 동안 수갑과 포승으로 장시간 청구인의 신체를 결박해 둔, 피청구인 

지휘 하의 교도 의 행 (이하 ‘이 사건 계구사용행 ’라고 한다)의 헌 

여부이다. 

* 한양 학교 법과 학 교수,  헌법연구



298   헌법재 소결정해설집 2005

이 사건 칙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호근무 칙 제298조(검사조사실 근무자 유의사항) 검사조사실 계호근

무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계구를 사용한 채 조사실 안에서 근 계호를 하여야 한다.

2. 검사로부터 조사상 필요에 따라 계호근무자의 퇴실 는 계구의 해제

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이를 거 하여야 한다. 다만, 상 으로부터 지시를 

받았을 때에는 외로 한다.

【사건의 개요】

1. 심 청구 경

청구인은 재독 사회학자로서 국가보안법 반 등의 의로 체포 장이 

발부된 상태에서 입국한 다음 수사를 받다가 구속되어 서울구치소에 수용

되었다. 청구인은 2003. 10. 24.경부터 같은 해 11. 6.까지 사이에 여러 차례

에 걸쳐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조사실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았는데 그  10

일은 포승과 수갑으로 결박된 채 조사를 받았다.

청구인은 2004. 1. 16. 이 사건 칙조항  계구사용행 로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당하 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을 청구하 다.

2. 청구인과 피청구인(서울구치소장)의 주장  법무부장 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요지

청구인은 여러 날에 걸쳐 장시간 조사를 받았는데 그 동안 계속 수갑과 

포승에 묶인 채 불편한 의자에 앉아 있어야 했으므로 심신의 건강이 악화

되었고 심리 으로 축되어 방어권 행사에도 지장을 받았다. 청구인은 소

환조사에 계속 조하 고 도주우려가 없었을 뿐 아니라 복도와 조사실의 

문을 잠그고 교도 이 출입문에서 지키는 정도로 충분히 도주를 막을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 같이 조사를 받는 동안 수갑과 포승으로 

미결수용자인 청구인의 신체를 과도하게 구속한 행 는 인간의 존엄과 가

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고, 무죄추정원칙에도 배된다. 한 개별  사

정을 고려치 않고 검사조사실에서 항상 계구를 사용하도록 규정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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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조항은 상 법인 행형법에 배될 뿐 아니라 헌법에도 배된다.

나. 피청구인의 주장  법무부장 의 의견 요지

(1) 청구인은 행형법 제6조에 의한 청원을 하거나 행정심 이나 행정소

송을 제기하지 않고 바로 헌법소원심 청구를 하 으므로 이 심 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 고, 이미 수사가 종결되었으므로 권리보호이

익도 소멸되었다.  

(2) 호송업무에 비해 계호교도 이 심각하게 부족하고 수용자의 성향이

나 신체  조건 등에 차이가 많아 개별  사정을 일일이 고려하여 계호정

도를 결정하고 계구를 해제하기는 실 으로 어렵다. 청구인이 조사를 받

은 서울지방검찰청은 많은 사람이 출입하는 곳으로 도주가 용이하고 검사

조사실에는 사무용품도 비치되어 있어 피의자에 의해 흉기로 사용될 수도 

있다. 계구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편안하게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원

칙에 동의하나 사정이 와 같으므로 수갑과 포승을 사용하여 최소한의 안

을 확보할 수밖에 없으며, 계호 책임을 맡은 교도 은 검사나 수사 의 

계구해제 요청이 있다고 해도 이에 따를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청구인의 

경우에는 도주우려 보다는 조사과정에서 흥분하여 자해나 자살을 기도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컸다. 

검사실의 시설․구조의 개선, 조사시에 한하여 검찰 계호권을 인정하는 

등의 개선을 통해 계구사용의 필요성을 감소 는 해소시키는 것이 바람직

하겠으나 재의 여건에서 청구인에 한 계구사용은 불가피하 다.

【결정요지】

1. 이 사건 칙조항은 행정규칙이기는 하나 검사조사실에서의 계구사용

에 한 재량권 행사의 칙으로서 오랫동안 반복 으로 시행되어 그 내용

이 행으로 확립되었다 할 수 있는 것으로, 이 사건 칙조항을 따라야 

하는 검사조사실 계호근무자로서는 검사조사실에서 수용자가 조사를 받는 

동안에는 그 때 그 때 개별 으로 상 에게 요청하여 그 지시를 받아 계구

사용의 해제 여부를 결정할 여유가 사실상 없기 때문에 일단은 재량의 여

지없이 일률 으로 계구를 사용하여 수용자를 결박한 상태에서 계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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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그 다면 이 사건 칙조항은 이와 같은 재량 없는 집행행 를 통하

여 계호 상이 되는 수용자에게 직 으로  기본권제한의 효력을 미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2. 구속피의자라고 하더라도 계구를 사용한 신체의 결박은 도주, 폭행, 

소요 는 자해나 자살의 험이 분명하고 구체 으로 드러난 상태에서 이

를 제거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필요한 만큼만 하여야 한다. 검사가 

검사조사실에서 피의자신문을 하는 차에서는 피의자가 신체 으로나 심

리 으로 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의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어

야 하므로 계구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도주, 폭행, 소요, 자

해 등의 험이 분명하고 구체 으로 드러나는 경우에 외 으로 사용해

야 한다.

3. 검사조사실에서의 계구사용을 원칙으로 하면서 심지어는 검사의 계구

해제 요청이 있더라도 이를 거 하도록 규정한 이 사건 칙조항은 원칙과 

외를 뒤바꾼 것으로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이다.

4. 청구인이 도주를 하거나 소요, 폭행 는 자해를 할 험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여러 날, 장시간에 걸쳐 피의자 신문을 하

는 동안 계속 계구를 사용한 것은 막연한 도주나 자해의 험 정도에 비해 

과도한 응이고 심리  긴장과 축으로 실질 으로 열등한 지 에서 신

문에 응해야 하는 피의자의 방어권행사에도 지장을 주었으므로 신체의 자

유를 침해하 다.

재  송인 , 재  주선회의 반 의견

국가보안법 반 등의 의사실에 하여 주장이 첨 하게 립되는 가

운데 조사를 받고 있던 청구인의 도주나 자해 등과 같은 돌발 인 상황을 

사 에 방하여 청구인과 타인의 생명․신체의 안 을 지키고 시설내의 

질서를 확보하기 해 계구를 사용하는 것은 불가피하 다. 검사조사실의 

열악한 인 ․물  계호 황을 감안할 때 수감이후 청구인을 찰하고 계

호해온 피청구인의 입장에서 포승과 수갑을 사용하여 청구인을 계호한 것

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계호목  달성을 해 과잉한 수단을 선택하

다고는 볼 수 없다. 



계호근무 칙 제298조 등 헌확인  301

【해설】

1. 쟁

이 사건의 주요 쟁 은 먼  법요건 문제로서, 법무부 훈령인 이 사건 

칙조항이 헌법소원의 상이 되기 한 공권력행사성과 직 성을 갖추었

느냐 여부, 다음으로 본안 단 문제로서 구속피의자 등 수용자를 검사조사

실에서 조사할 때 수갑, 포승 등의 계구를 사용하여 신체를 장시간 결박하

는 것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이러한 계구사용에 한 원칙  

그 외의 허용범 이다.  

2. 법요건에 한 검토

다수의견과 소수의견 모두 이 사건 칙조항이 법요건을 구비하 다

고 보고 본안 단에 나아갔다. 

법요건은 이 사건 칙조항의 공권력행사성과 직 성이 주로 문제된다.

가. 이 사건 칙조항의 공권력행사성과 직 성

청구인은 이 사건 칙조항에 의하여 직 으로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계구사용행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칙조항도 

헌법소원 심  청구 상으로 삼았다. 

그런데 이 사건 칙조항은 법무부 훈령으로서 외  구속력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법령이 바로 헌법소원심 의 상이 되려면 별

도의 구체 인 집행행 의 매개 없이 그 자체로서 직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야 하는데(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례집 4, 813, 823 참조) 

구체 인 행  없이 그 자체만으로는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어서 이 사건 칙조항에 한 헌법소원심 청구는 

직 성이 결여되어 부 법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헌재 2003. 12. 18. 2001

헌마163, 공보88, 123-124참조). 

그러나 이 사건 결정은 이 사건 칙조항이 ‘검사조사실에서의 계구사용

에 한 재량권 행사의 칙으로서 오랫동안 반복 으로 시행되어 그 내용

이 행으로 확립되었다 할 수 있고 이 사건 칙조항을 따라야 하는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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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실 계호근무자로서는 검사조사실에서 수용자가 조사를 받는 동안에는 

그 때 그 때 개별 으로 상 에게 요청하여 그 지시를 받아 계구사용의 해

제 여부를 결정할 여유가 사실상 없기 때문에 일단은 재량의 여지없이 원

칙 , 일률 으로 계구를 사용하여 수용자를 결박한 상태에서 계호해야 하

므로 이와 같은 재량 없는 집행행 를 통하여 계호 상이 되는 수용자에게 

직 으로 계구사용으로 인한 기본권제한의 효력을 미치게 된다고 볼 수 

있고 이러한 상황은 청구인의 경우에도 실제로 동일하게 발생하 다(행정

규칙이 외구속력을 갖는 경우에 해서는 헌재 2002. 7. 18. 2001헌마605, 

례집14-2, 84, 93 참조; 법령의 집행기 에게 심사와 집행에 한 재량의 

여지가 없어서 법령 자체에 기본권 침해의 직 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해

서는 헌재 1995. 2. 23. 90헌마214, 례집 7-1, 245, 254 참조)’1)고 단하

고, 이 사건 칙조항에 따른 계호근무자의 와 같은 일률  집행과 이 

사건 계구사용행 가 결합하여 청구인에게 직 인 효력을 발생하 다고 

으로써 이 사건 칙조항에 해서도 공권력 행사성과 직 성을 인정하

다. 

계호근무자의 경우 법정의견이 지 하는 바와 같이 개별 인 심사와 

단 없이 일률 으로 이 사건 칙조항에 따라 집행하는, 즉 수용자에 해 

계구를 사용하는 것이 실이다. 그러나 행 의 주체는 구치소장으로 보아

야 하므로2) 과연 이 사건 칙조항이 외  구속력을 가진다고 보아야 

할 것인지 의문의 여지는 있다.  수형자에 한 과도한 계구사용행 를 

헌이라고 단한 2001헌마163 사건에서는 가죽수갑을 계구의 한 종류로 

들고 있으면서 그 사용요건을 정해 놓은 ‘계구의제식과사용 차에 한규

칙’(이 역시 법무부 훈령이다)이 심 청구 상으로 되었으나, 헌법재 소는 

이 부분 청구에 해 “이 사건 규칙조항은 가죽수갑을 계구의 한 종류로 

들고 있으면서 그 사용요건을 정해 놓은 것에 불과하여 교도소장과 교도

들의 구체 인 사용행  없이 그 자체만으로는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규칙조항에 한 심

청구는 직 성을 결여하여 부 법하다.”(헌재 2003. 12. 18. 2001헌마163, 

1) 결정내용을 요약하여 다시 정리함.

2) 이 사건 피청구인은 서울구치소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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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집 15-2, 562, 571-572)라고 단한 바 있었다. 

다만 가죽수갑을 계구의 한 종류로 열거함으로써 경우에 따라 이를 사용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칙조항과는 달리 이 사건 칙조항은 계호 교

도 이 계호근무를 함에 있어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일률 으로 계구를 

사용하도록 하는, 지속  행의 원인조항이라는 에서 다른 면이 있다. 

즉 근거조항임에 그치지 않고 행을 작동, 유지시키는 기제로 작용한다.

이 결정은 와 같이 검사조사실에서의 계구사용 행의 근거조항으로서

의 행정규칙이 가지고 있는 문제 이 실상황에서 집행행 에 바로 지속

, 반복 인 향을 미쳐 집행행 와 결합하여 개인에게 작용하는 에 

주목함으로써 근거조항 한 공권력행사성과 직 성을 가진다고 인정하는 

극 인 태도를 취하 는데, 행정규칙의 공권력행사성 인정의 측면에서나 

법령의 직 성 인정의 측면에서나 외 인 결정례의 범주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나. 이 사건 계구사용행 의 권리보호이익 등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한 이 사건 계구사용행 는 이미 종료되었으나 

피의자신문을 하는 동안 검사조사실에서 계구를 사용하는 행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음에 비추어 볼 때 반복가능성이 있다고 단하고  제한되는 

기본권의 성도 고려하여 헌법  해명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다. 그 

밖에 피청구인은 보충성요건의 흠결도 주장하 으나, 결정이유에서 보듯 

불충분하고 우회 인 제도인 청원제도를 헌법소원에 앞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사 구제 차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칙조항에 해서는 그 효

력을 다툴 수 있는 다른 방법도 없으며 이 사건 계구사용행 는 헌법소원

심 을 청구하는 외에 달리 효과 인 구제방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보충

성의 원칙에 한 외에 해당된다고 하 다(헌재 2003. 12. 18. 2001헌마

163, 례집 15-2하, 562, 572-573 참조).

3. 계구사용에 한 외국의 례와 입법례

가. 례

주요 선진국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같이 피의자신문조서에 의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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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가 낮고 불구속 수사가 많아 피의자신문시의 계구사용이 문제된 사례

는 발견하기 어렵다. 독일이나 미국의 경우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고, 수사기 에서 자백을 한 경우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을 때

에는 경찰 이나 검사가 법정에서 증언을 하고 반 신문을 거친 다음 그 

증언이 증거로 쓰이기도 하나 와 같이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인

정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와 같이 피의자신문에 많은 비 을 두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피의자를 조사하는 경우 계구를 사용하기도 하나 불구속 

수사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피의자신문보다는 진술서를 작성하는 편이

라고 한다. 

미연방 법원의 례를 보면, 부당한 체포, 압수, 수색을 받지 않을 권리

를 정한 수정헌법 제4조 반여부가 쟁 이 된 사건들에서, 체포시 수갑을 

불필요하게 사용하거나 체포과정에서 수갑사용, 무력사용, 유치장 구  등

으로 과도하게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체포의 성격상 범죄의 경 이나 

제압의 필요성 등에 한 단자료가 부족한 상태에서 긴 하게 단하고 

조치하여야 한다는 , 불법체포 등에 해서는 사후 으로 다툴 수 있다

는 을 고려하여 장에서 경찰이 한 단을 가  존 하는 입장을 취

한다3)4).

3) Gail Atwater, et al., Petitioners, v. City of Lago Vista et al, 532 U. S. 318 

(2001) 참조.

   이와 같이 체포의 방법과 련, 원칙 으로 개별  이익형량에 따른 개별  처

가 필요하지는 않다고 보지만 단, 통상 이지 않은 방법으로 사  역이나 신체

에 특별히 해를 가한 때는 이와 달리 본다. 

 사건에서는 50달러의 벌 형에 처할 도로교통법 반(면허증과 보험증명 미소지, 

본인  아동의 안 벨트 미착용 등)의 의자를 체포하여 수갑을 채우고 1시간 

동안 유치장에 보호조치 한 사안에 해 수정헌법 제4조 반이 없다고 하 다

(다만 5:4로서 4인의 헌의견 있음). 한편, 순회항소법원의 다른 사건에서는 출입

해서는 안 되는 호수에서 놀던 한 의 연인  남자에게 수갑을 채운 뒤 그가 

고통을 호소함에도 무시하여 신경손상을 입도록 한 사안에 해 상당성이 없다

(unreasonable)고 하여  헌법조항 반으로 단하 다(Michael Kopec, Appellant 

v. Tyrone Tate, Officer; Township of Whitemarsh, 361 F. 3d 772 (2004).

4) 그러나 이는 피의자신문이 아니라 ‘체포’에 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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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입법례

(1) 피구 자 처우에 한 최 기 규칙

수용자의 처우에 한 국제  기 이라 할 수 있는 ‘피구 자 처우에 

한 최 기  규칙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5)에서는 호송시 도주를 막기 하여 수갑을 사용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사법당국 는 행정당국에 출석한 때에는 이를 해제하여야 한

다고 명시하 고,  의료 의 단에 따라 의료상 이유로 필요한 때에 사

용할 수 있으며, 수용자가 가해 는 자해를 하거나 재물을 손괴하는 것을 

막기 해 다른 방법이 없을 때도 소장의 명령에 의해 사용할 수 있으나 

이 때 소장은 의료 과 상의하고 상부에 보고하여야한다고 규정하 다(제

33조)6). 

(2) 독일

독일 형사소송법(Strafprozeßordnung) 제119조(미결수용의 집행) 제3항

은 “피구 자에게는 미결수용의 목 이나 집행시설내의 질서에 필요한 제

약만을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같은 조 제5항은 “피구 자가 아래 

5) 1955년 제1회 “국제연합 범죄방지  범죄인 처우에 한 회의”(UN Congress 

on the Prevention of Crime and the Treatment of Offenders)에서 채택되고, 

1957년과 1977년 두 차례에 걸쳐 국제연합 경제사회이사회(UNESCO)의 승인을 

받은 「피구 자 처우를 한 최 기  규칙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은 행형에 있어서 가장 요한 국제기 이다. 최 기

규칙은 국제연합이 수용자처우에 한 최소한의 조건으로서 정하다고 승인한 

국제기 이며 행형시설의 규율질서의 유지를 도모하면서도 법한 권한행사의 방

지를 목 으로 제정된 것이다.[정진수, 「수형자의 법  권리에 한 연구」(한국

형사정책연구원, 2002. 12), 44면 참조]

6) 33. Instruments of restraint, such as handcuffs, chains, irons and strait-jacket, 

shall never be applied as a punishment. Furthermore, chains or irons shall not 

be used as restraints. Other instruments of restraint shall not be used except 

in the following circumstances: 

   (a) As a precaution against escape during a transfer, provided that they shall 

be removed when the prisoner appears before a judicial or administrative 

authority; (b) On medical grounds by direction of the medical officer; (c) By 

order of the director, if other methods of control fail, in order to prevent a 

prisoner from injuring himself or others or from damaging property; in such 

instances the director shall at once consult the medical officer and report to 

the higher administrative autho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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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호의 1에 해당하고 보다 가벼운 다른 어떠한 조치를 통해서도 그 험을 

방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체를 결박할 수 있다. 공 시에는 피구 자에 

한 신체의 결박을 풀어야 한다.

  1. 사람이나 물건에 하여 폭력을 행사할 험이 존재하거나 항을 

하는 경우,

  2. 도망을 하려 하거나 개별상황 특히 피의자의 태도  도주에 비

한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구 으로부터 벗어나 도망할 험이 있는 경

우,

  3. 자살 는 자해의 험이 있는 경우” 라고 규정하고 있다.

행형법(Stravollzugsgesetz)에서는 수형자에 한 계구사용요건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수형자의 행동이나 정신상태에 따라 도주의 험, 사람 는 물건에 

해 폭력을 행사할 험, 자살, 자해의 험이 한 때 특별조치가 이루어

진다(제88조 제1항). 특별조치의 종류로는 해당 목 물의 압수 내지 박탈, 

야간 찰, 다른 수용자와의 격리, 구외운동의 제한  지, 험물이 없는 

특별거실내 구 , 결박조치가 있다(같은 조 제2항). 특별조치는 목 에 필

요한 경우에 한하여 유지될 수 있다(같은 조 제5항). 그  결박조치는 일

반 인 특별조치사유 이외에 동반외출, 구인 는 이송시 도주의 험이 

한 경우에도 허용된다(같은 조 제4항).

같은 법은 제90조에서는 “수갑은 손 는 발에만 채울 수 있으며, 구

시설의 장은 피구 자에 하여 다른 종류의 결박을 명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결박을 일시 으로 느슨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결박은 원

칙 으로 수형자의 손이나 발에만 조치한다. 

수용자에게 결박조치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교도소 의사는 즉시 그리고 

그 후로도 매일 이를 찰하여야 한다(제92조).

한 사람 는 물건에 하여 신체 인 힘, 그 보조수단 는 무기를 

사용하는 직 강제조치는 다른 방법으로 시설내 안   질서유지 등의 목

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제94조 제1항). 이 경

우 최소한의 침해가 되는 조치를 선택하여야 하며 견되는 침해가 그 효

과와의 비례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지되어야 한다(제96조). 이러한 직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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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치의 보조수단으로 계구가 사용될 수 있다(제95조). 

미결수용집행규정(Untersuchungshaftvollzugsordnung) 제64조 제1항은 

 형사소송법 제119조 제5항과 같은 내용을, 같은 규정 제64조 제2항은 

 행형법 제90조와 같은 내용을 각 규정하고 있다.

(3) 미국

련 연방규정은 수용자의 폭력행사, 자살, 자해의 험을 방지하기 해 

계구를 사용할 수 있고 다만 호송등의 경우에는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방 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며,  계구는 일시 으로 사용

되어야 한다고 정하 다7).

다. 소결

이상의 입법례, 례 등을 종합하면, 미결수용자나 수형자에 한 계구의 

사용에 한 국제 인, 는 선진국의 기 은 체로 다음과 같음을 알 수 

있다. 

① 도주, 폭력행사, 자살이나 자해의 험을 방지하기 해 사용할 수 있

으나 필요성  비례성을 갖추어야 하고, 원칙 으로 일시  사용에 그쳐

야 한다. ② 호송시에는 사용요건이 완화될 수 있다. ③ 공 시에는 계구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그 다면, 피의자신문의 경우에는, ① 호송시처럼 계구사용이 허용된다고 

일반화한 를 찾아볼 수 없는 , ② 호송시 보다 도주 등의 험이 낮은 

, ③  피구 자 처우에 한 최 기 규칙에서 사법당국  행정당국

에 출석한 경우에는 계구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 ④ 공

시에는 방어권보장을 하여 계구를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8), 방어

권행사의 측면에서는 피의자신문시 더욱 해제의 필요성이 있다는 , 즉 

7) 신양균, 계구와 수용자의 인권, 「구 시설내 계구사용과 수용자의 인권」(국가인

권 원회 주최 2003.7.8. 공청회 자료) 8-9면; Code of Federal Regulations, Title 

28 Judicial Administration, Chapter Ⅴ. Bureau of Prisons, Department of 

Justice 항목하의 28 C. F. R. §552.20, 28 CFR 552.22(d), 28 CFR 552.22(g), 28 

CFR 552.22(h), 28 CFR 552.26(b) 항  등 참조  

8) 우리 형사소송법 제280조(공 정에서의 신체구속의 지)도 공 정에서는 원칙

으로 신체를 구속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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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결수용자가 장시간 계구에 속박을 당한 채 반 당사자인 검사의 신문에 

응해야 한다면(우리의 경우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심리

 축으로 방어권 행사를 실질 으로 제약받을 가능성이 많은 , ⑤ 검

사조사실의 환경개선 등으로 많은 경우 계구 사용 없이 도주 등을 막을 수 

있으므로 검사조사실에서 장시간 계구를 사용하는 것은  피구 자 처우

에 한 최 기 규칙이나 선진국의 입법례에서 명시 는 묵시 으로 요

구하고 있는 필요성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어려운 을 종합하여 볼 때, 검

사조사실에서 피의자 신문을 하면서 장시간 계구를 사용하는 것은 어도 

국제 인, 혹은 선진국에서 통용되는 기 에는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9). 

4. 본안에 한 검토

다수의견에 따르면 이 사건 칙조항은 그 규정내용이 ‘검사실에서의 계

구사용을 원칙으로 하면서 심지어는 검사의 계구해제 요청이 있더라도 이

를 거 하도록 규정한 계호근무 칙의 이 사건 칙조항은 원칙과 외를 

도한 것으로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반된다.’( 례집 

17-1, 754, 755)는 것이지만 이 사건 칙조항에 따른 계호근무자의 와 

같은 일률  집행과 이 사건 계구사용행 가 결합하여 청구인의 신체의 자

유를 침해하는 결과가 나오는 것이므로 기본권침해의 측면에서는 계구를 

실제로 사용하는 행 와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다. 이하에서는 이 사건 

칙조항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계구사용행 를 심으로 살펴본다.

가. 계구사용의 요건과 그 수여부에 한 단

(1) 계구사용에 한 원칙

(가) 계구사용은 형의 집행에 따른(수형자의 경우), 혹은 수사나 재 을 

한(미결수용자의 경우) 구 이 일반 으로 정하는 자유제한 이상의 신

체구속 수단이다. 즉, 자연스러운 거동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불편하고 심리

 축을 수반하며, 장시간 계속될 경우 심신에 고통을 주거나 는 건강

에 악 향을 끼치고, 사용하는 방법에 따라서는 인간으로서의 품 에 향

9) 사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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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도 있는 정도로 신체를 물리 으로 구속하는 수단이다. 수형자이

든 미결수용자이든 신체가 구속된 자라 하여 계구사용이 당연히 그리고 무

한정 허용되는 것이 아니고, 형집행 혹은 수사나 재 을 해 반드시 필요

한 경우에, 필요한 정도로만 사용되어야 한다10)11).

과도한 계구사용은 신체의 자유나 나아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할 수 있

으며, 특히 미결수용자의 경우에는 무죄추정원칙에도 불구하고 수사나 재

의 필요성 때문에 불가피하게 구속상태에 두는 것이므로 그 자유제한은 

불가피한 정도에 그칠 필요성이 더욱 요구된다12).

2004. 12. 18. 선고 2001헌마163 사건 결정에서 우리 재 소는 수용자에 

한 계구사용은 도주, 가해, 자살 등을 막기 해 사용할 수 있으나 분명

하고 구체 인 도주 등의 험이 있는 상태에서 이를 제거하기 해 필요

한 만큼만 사용되어야 한다고 하 다.

“도주의 험성이 높은 상황, 타인에 한 가해, 자살이나 자해 등의 가

능성이 높아 생명이나 신체와 같은 한 법익에 한 이 있는 긴

10) “과거에는 특별권력 계의 속성을 시하여 수용자의 기본권을 소홀히 하고 수

용자를 교정행정의 객체로 악하는 경향이 짙었으나, 오늘날은 수용자도 일반 

국민과 같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한 주체로 보고 있다. 따라서 구 으로 인

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기본권제한은 법률로써만 가능하고, 기본권을 제한하

더라도 본질 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으며 구  그 자체로 인하여 발생하는 기본

권제한 이외에 다른 고통이나 제재를 가해서는 안 된다.”(헌재 2005. 5. 26. 2001

헌마728, 례집 17-1, 709, 724)

11) 독일 연방헌법재 소 제2재 부는 1972. 3. 14. 이른바 ‘수형자(Strafgefangene) 

결정’(BVerfGE 33, 1)에서 “수형자의 기본권도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만 제한할 

수 있다”고 시한 이래 수형자 등의 수용 계에서도 법률의 유보, 기본  인권의 

보장, 사법심사와 같은 법치주의 원칙이 그 로 용되게 되었다. 1976년 새롭게 

제정된 독일 행형법은 이러한 례의 입장을 반 하고 있다. 행형법은 수형자의 

사회복귀를 기본 목 으로 하고(제2조), 이를 해 수형자의 생활을 가능한 한 일

반인의 생활상태와 유사하도록 하며 자유박탈에 의한 유해한 결과를 방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3조 제1항ㆍ제2항). 제81조 제1항은 “행형시설에서의 질서있는 

공동생활을 하여 수형자의 책임의식을 고양ㆍ증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수

형자의 ‘자기책임의 원리’를 밝히면서, 제2항은 “행형시설의 안  는 질서유지를 

하여 수형자에게 부과되는 의무와 권리제한은 그것이 그 목 과 상당한 비례

계에 있어야 하고 필요한 것 이상이어서는 아니되며, 장기 으로 수형자의 권리

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도이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최소한 제한의 원칙’과 ‘이

익형량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이상 정진수,  책 36면 이하 참조)

12) 다만 계구사용은 형벌수단이 될 수 없고 미결구 과 형의 집행은 구별되며, 과

도한 계구 사용이 무죄추정원칙 자체에 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계구사용이 

과도하다 하여 무죄추정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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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상황에서는 신체의 자유를 구속함으로써 건강에 다소 해가 되거나 기본

인 인간으로서의 품 유지가 어렵게 된다고 하더라도 계구와 같은 물리

인 강제력을 동원하여 그러한 을 막아야할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

다. 를 들어, 호송 인 경우가 그 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강제력의 행사는 와 같은 험이 임박한 상황에서 

극히 제한 으로, 그리고 필요한 만큼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헌재 

2003. 12. 18. 2001헌마163, 례집 15-2, 562, 578).

(나) 계구사용을 필요하고 가능하게 하는 극  요소로서 도주, 가해, 

자살 등의 험은 수용자를 호송 인지 구치소나 교도소에 구 인지 

는 검사실에서 조사 인지 등이나, 호송수단이나 구 시설 는 조사실의 

환경은 어떠한지 등 객  상황 측면과, 수용자의 성향, 신체  조건, 

력, 범죄내용, 수용생활 의 태도, 계구사용을 고려할 당시의 상태와 태도 

등 해당되는 수용자에 한 개인  요소를 종합 으로 고려하여 단하여

야 할 것이다. 

와 같은 요소들을 종합 으로 모아 보았을 때 계구사용의 필요성이 높

으면 그 사용이 정당화되겠지만 한편으로 신체의 자유를 지나치게 속박한

다든가 심지어 심신에 해를 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억제하는 요소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를 들어서 도주나 폭력행사 등의 험

성이 항상 높은 자여서 계구사용이 장시간 계속되어야 할 때에는 계호인력

을 증가시키거나 시설을 보완하는 방법, 수사장소를 바꾸는 방법 등으로 

기본권침해 가능성을 이면서 형집행, 수사 등을 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특히 미결수용자의 경우 가능한 한 심리  축 없이 방어권행

사를 할 수 있어야 하므로 조사과정에서의 계구사용이 장시간 지속되고 방

어권행사에 축을 가져오거나 불가피한 정도라 할 수 없는 고통을 주는 

경우 계구사용 외의 안을 찾아 보아야 할 것이다. 

, ‘필요한 만큼만 사용’한다는 것은 시간 으로뿐만 아니라 사용하는 

계구의 종류와 사용방법에서도 필요한 정도에 상응하는 사용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피구 자 처우에 한 최 기  규칙에서도 사슬이나 

차꼬의 사용을 지하고 있는데(“chains or irons shall not be used as 

restraints.”), 형태․종류, 사용방법 등이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할 수 있는 



계호근무 칙 제298조 등 헌확인  311

계구는 사용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를 들어 포승과 수갑  하

나로 충분한 경우 한 가지만 사용하는데 그쳐야 할 것이다. 

한편, 계구를 사용하는 경우 이를 착용한 수용자를 방치해서는 안 되며 

자주 사용상태와 건강상태를 검하고, 계구사용으로 수용자에게 건강에 

이상이 래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제도 , 차  장치가 마련

되고 수되어야 한다.

(2) 련법령

행형법 제14조 제1항은 계구사용의 요건으로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 

第14條 (戒具) 

①矯 官은 收容 의 走․暴行․騷擾 는 自殺의 방지 기타 矯 所

등의 安全과 秩序維持를 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戒具를 사용할 수 있다.

②戒具의 種類는 다음과 같다.

1. 捕繩

2. 手匣

3. 사슬

4. 顔面 保護具

③戒具는 懲罰의 수단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④戒具의 종류별 사용요건  使用節次에 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

하되, 戒具의 모양․規格  사용방법 등에 한 사항은 法務部長官이 정

한다.

 행형법 시행령은 다음과 같이 사용 차와 요건을 구체화하고 있다. 

제45조 (계구의 사용) 계구는 당해 소장의 명령 없이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긴 을 요하는 때에는 사용후 즉시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6조 (계구의 종류별 사용요건 등) 

①포승과 수갑은 소요․폭행․도주 는 자살의 우려가 있는 자와 호송

의 수용자에게, 안면보호구는 제지에 불응하고 고성을 발하거나 자해의 

우려가 있는 수용자에게 각각 사용한다. 

그 외 행형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사용하는 계구의 모양·규격  사용방



312   헌법재 소결정해설집 2005

법 등에 한 사항을 정한 계구의규격과사용방법등에 한규칙13)이 있다. 

우선 행형법 제14조 제1항의 “기타 교도소등의 안 과 질서유지를 하

여 필요한 경우”라는 표 이 포 이고 모호한 이 문제되는데, 같은 규

정이 자의 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이 사건 결정과 같은 날 선고된 다른 결정에서는 이 에 해 다음과 

같이 언 하고 있다.

“1999. 12. 28. 개정 의 행형법(제14조 제1항)은 계구사용의 요건으로 “수

용자의 도주, 폭행, 소요 는 자살의 방지 기타 필요한 경우”라고 규정하

는데, ‘기타 필요한 경우’라는 포 인 규정으로 말미암아 기본권 제한규정

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 다는 평가를 받았다. 개정 행형법(제14조 제

1항)에서는 ‘기타 필요한 경우’를 ‘교도소 등의 안 과 질서유지를 하여 필

요한 경우’라고 규정하 지만 개념이 매우 포 이고 모호하여 개정 과 

마찬가지로 소장의 인 재량하에 계구사용이 남용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놓고 있다. 그러나 계구의 사용은 계호의 일종이므로 계호의 목 이 인정되

는 경우, 즉 ‘교도소 등의 안 과 질서유지를 하여 꼭 필요한 경우’에만 허

용되는 것으로 한정하여 해석해야 할 것이다.”(헌재 2005. 5. 26. 2001헌마728, 

례집 17-1, 709, 724) 

 행형법 제14조 제1항에서 ① ‘기타’의 앞 부분을 ‘교도소등의 안 과 

질서유지를 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 시  열거라고 보고, ‘교도소 등’

은 구 시설을 의미한다고 보면  규정은 교도소나 구치소에 구 되어 있

는 경우에만 용되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도 있으나, ②‘교도소 등의 안

과 질서유지’에 호송등의 상황이 포함된다고 해석하면 반드시 구 시설내

에 구 되어 있는 경우에만 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②와 같

이 해석될 수 있다고 보이므로 구 시설 밖에서의 계구사용에 한 법률상 

근거가 없다고 볼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와 같이 법이 “도주, 폭행, 소요 는 자살의 방지 기타 교도소 

등의 안 과 질서유지를 하여 필요한 경우”라고 정할 뿐, 독일의 계법

령처럼 “보다 가벼운 다른 어떠한 조치를 통해서도 그 험을 방지할 수 

13) 2004. 6. 29. 법무부령 제5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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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경우”라든가 “목 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유지될 수 있다”는 방식

의 구체  규정은 없으나  규정의 ‘필요한 경우’를 와 같은 기 을 충

족하는 경우로 보는 것이 앞서본  국제  기 에 부합할 뿐 아니라 우리 

헌법의 기본권제한원리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다. 에서 본 헌법재 소 결

정례(2001헌마163)나 법원 례 한 이러한 취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14).  

이러한 취지를 철하기 해서는 계구사용의 필요성은 개별 으로 

단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호송시에는 일반 으로 도주 등의 

험이 높고(더욱이 집단으로 호송할 경우 도주, 폭력행사 등의 험이 증가

한다) 사용시간이 단시간에 그치며 개별  처우가 어려운 이 일반 으로 

인정되므로 이 경우에는 개별  단 없이 계구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할 것

이다. 앞에서 본 국제  기 도 이와 같으며 에서 본 헌법재 소 결정례

(2001헌마163) 한 호송시에 일반 으로 계구사용이 허용됨을 언 하고 

있다. 그러므로  행형법시행령 제46조 제1항에서는 호송시 포승, 수갑을 

일반 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취지로 보이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는 

모법  헌법에 반된다고 볼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한편 와 같이 행형법은 자살방지를 계구사용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데, 

자살, 자해를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계구사용이 남용되는 경우 잠재 이고 

불분명한 수용자 자신에 한 가해의 험을 방지한다는 이유로 신체의 거

동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비례성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자

살의 험 는 이에 하는 자해의 험이 구체 으로 있을 경우 필요한 

정도로만 사용하여야 할 것이며, 일반 으로 있는 막연한 자해의 험을 

이유로 장시간의 계구사용을 정당화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단여지의 인정 필요성과 련 문제들15)

(가) 행 규범과 재 규범 사이의 틈

14) 법원 례 한 “사용목 과 필요성, 그 사용으로 인한 기본권의 침해 정도, 

목  달성을 한 다른 방법의 유무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목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 내에서만 허용된다”( 법원 

1998. 1. 20. 선고 96다18922 결, 공1998.3.1, 555; 법원 1998. 11. 27. 선고 98다

17374 결, 공1999.1.1, 35)”고 시하여 계구사용의 요건과 한계로서 비례의 원

칙이 용됨을 명시하 다.

15) 사견으로서의 분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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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이 계구사용의 요건은 엄격하게 보아야 하고 개별 으로 그 필요

성을 단해야 하지만 이 사건과 같은 형태로 사법심사의 상이 되었을 

때 와 같은 행 기 을 그 로 재 규범화 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다. 왜

냐하면 계구사용은 험 방의 차원에서 하는 것이므로 그 단은 항상 

‘사 ’에 해야 하고, 때로는 숙고의 여지없이 긴 하게 사용여부를 결정해

야 하며, 험의 측정을 객 으로 하기 어려운 상황이 많이 있다. 특히 

교도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 나가 있는 경우와 같이 도주 등의 험이 높은 

장소에서 그 때 그 때의 변화하는 상황에 따라 계구해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면 성격상 계구사용권한이 부여된 자에게 상당한 단의 여지를 허용하

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사법부에서 사후 으로 충분히 검토해본 결과 

실제로는 계구사용의 필요성이 없었다고 확인되는 경우에도 언제나 문제가 

된 그 계구사용이 과도한 것으로서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할 수는 없다. 

요컨  계구사용요건의 행 기 과 헌법재 소에서 헌 단을 하기 

한 기  사이에는 상당한 간극이 있는데, 그 범  안에 있는 계구사용은 

필요 이상의 사용이었다 하더라도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단할 수 없을 것이다. 

와 같은 단의 여지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2001헌마163 사건에서

와 같이 교도소 내에서 계구사용이 상시 으로 이루어진 경우와 같이 그 

헌성이 아주 분명한 경우도 있다.  사건과 같이 1년여의 기간에 걸친 

극단  경우가 아니고 컨  수일간 지속되었다 하더라도 구 장소가 도

주등이 어려운 교도소이고 계구사용 여부의 단에 큰 어려움이 없는 상황

에서 행정편의나 기타 정당화될 수 없는 이유에 의해 계구사용을 과도히 

하 음을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다면 이는 헌으로 단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나) 차  측면에서의 엄격심사의 철 필요성

계구사용이 기본권 에서도 인간의 존엄성에 근 하는 가장 기본 인 

자유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본래 엄격심사를 할 성격임에도 와 

같이 집행권한 있는 자에게 상당한 재량 는 단여지를 주어야 하는 측

면이 있으나, 앞에서 본 차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되는 경우에는 그 

차가 계구사용의 정성이 담보되도록 되어 있는지를 극 으로 단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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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는 있다.  2001헌마163 사건 결정에는 방론이지만 계구사용 의 

리해태가 헌 단의 간  고려요소로 작용하 음을 보여  다음과 같은 

시가 있다.

“계구사용 사유에 한  기록이 매일 수시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수일

에 한번 는 수개월에 한번 간헐 으로 작성, 보 된 것으로 볼 때 피청

구인들은 처음 계구를 사용하기 시작한 후에는 계구의 계속 인 사용을 

하여 극 인 사유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기보다는 별 다른 상황변동이 

없으면 처음의 상태를 유지해도 좋다고 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원칙

과 외가 바  것으로서 그 때 그 때 계구를 사용할 사유가 극 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계구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 되었어야 한다.”(헌재 

2003. 12. 18. 2001헌마163, 례집 15-2(하), 562, 579)

검사의 해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계구를 해제하지 않는 행16)은 이와 같

은 성격을 띤 것으로, 일반 으로 계구사용이나 해제의 권한을 구에게 

부여하고 구의 단을 어느 정도 반 할 것인가 하는 차 인 측면의 

심사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개개사건에서 일회 으로 단되는 사

실요소들이 아니고 일반 인 원칙으로 정립될 수 있는 문제이며 에서 본 

단여지의 문제도 없으므로 헌법재 소가 극 으로 단하기에 합한 

성격이라 할 수 있다. 이 사건 계구사용‘행 ’에는 그와 같은 차  문제

가 없다. 이 사건에서 다수의견이 이 사건 ‘ 칙조항’에 해 극 으로 

헌의 본안 단을 한 배경에는, 계구사용의 행과 연결되어 있는 이러한 

문제를 차 , 구조  측면에서 근함으로써 일반 으로 용되는 기  

자체의 시정을 통해 기본권침해의 반복을 보다 효율 으로 방지하려는 의

도가 있었다고 추측해 볼 수 있다.

나. 검사실에서의 계구사용

(1) 원칙이 완화되는 역에 해당된다고 일반화할 수 있을지 여부

(가) 일반 으로 검사조사실은 실내이므로 피의자신문을 해 검사실에 

머무는 상태를 호송 인 경우와 비교하면 도주 등의 가능성이 상 으로 

16) 검사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계구를 풀어주지 않은 사실이 문제된 사건으로 이 사건

과 같은 날 선고된  헌재 2005. 5. 26. 2001헌마728, 례집 17-1, 709, 72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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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지만 구 을 한 시설인 교도소 거실에 있을 때와 비교하면 상 으로 

도주 등의 우려가 더 높다. 검사조사실은 교도소나 구치소 등의 수용시설

에 비하면 달리 도주나 폭행, 자해, 자살 방지를 한 시설이 미비하고 계

호인력도 부족한 실이며 피의자가 사복을 착용하는 등 계호에 어려움이 

있다. 다만 구체 으로는 검찰청에 따라서, 는 각 검사실마다 도주 험성

이나 계호의 용이성에 향을 미치는 구조와 환경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피청구인이 주장에 따르면 검찰청의 경우에는 조사실의 치, 창문 등

의 구조가 도주가 어렵게 되어 있고, 민원인의 출입도 어 계호가 용이하

므로 부분의 경우 계구를 해제하여 조사를 받도록 한다고 하며, 서울지

방검찰청의 경우 구조나 사람들의 출입이 많은 에서나 계호가 어려운 환

경이라고 한다).  검사실에는 일반 으로 민원인 등 외부인이 출입하고, 

책상주변에 무기로 사용될 수도 있는 사무용품들도 비치해두고 있는데 피

청구인이 지 하는 바와 같이 이러한 것들이 도주, 폭력행사, 자해 등을 유

발하거나 계호를 방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17).

(나) 한편 검사는 조사 당시의 상황이나 피의자의 상태는 악할 수 있

으나 피의자의 수용생활에서 나타나는 태도, 심리상태, 성향 등을 일일이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계호에 한 권한과 책임이 없으며, 계호는 장

에 있는 교도 이 교도소장의 지시를 받아서 하는데 교도소장은 장의 상

황을 잘 알 수가 없으므로 계구사용의 필요성 여부를 결정하기에는 장의 

상황에 한 정보가 부족하다. 

(다) 와 같은 실을 받아들인다고 제한다면 모든 검사조사실에 

해 개별 단 없이 호송을 할 때와 마찬가지로 일반 으로, 혹은 이 사건과 

같이 도주의 험이 있는 검찰청의 경우 일반 으로, 피의자신문을 하는 

동안 계구사용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피의자신문은 장시간 걸리는 경우가 있어서 수갑이나 포승으로 

신체를 속박하는 것이 상당한 고통을 가져올 수 있고, 그 지 않더라도 방

어권을 제 로 보장하기 해서는 계구사용으로 인한 심리  축을 제거

할 필요가 있다.  피구 자 처우를 한 최 기 규칙에서도 사법당국이

나 행정당국에 출석한 경우에는 계구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 고, 피

17) 이상  헌재 2005. 5. 26. 2001헌마728, 례집 17-1, 709, 725 참조



계호근무 칙 제298조 등 헌확인  317

의자신문시 장시간 계구를 사용하는 것이 보편 인 기 에 부합하기 어려

움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검사조사실의 환경이나 계호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와 같은 행정  이유

는 와 같은 피의자의 자유, 권리를 제약하면서 피의자신문을 하는 시간

동안 내내, 일률 으로 계구를 사용하는 것을 정당화하기에 부족하다. 우선 

검찰의 공소제기  유지의 목  때문에 피의자신문에 과도히 의존하고  

그 신문방식에 있어서도 피의자의 불편을 고려하지 않고 검사실로 소환하

여 장시간 계구에 속박당한 상태에서 신문에 응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 이

라거나 불가피하다고 하기 어렵고, 수사인력과 물  설비 등의 부족으로 

소환조사방식에 의한 검사의 피의자신문에 한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

고 당장 검사조사실의 환경을 개선할 수 없다 하더라도 어도 수사를 진

행하는 과정에서 개별 으로 도주 등의 험을 단할 수는 있기 때문이

다.   검사조사실의 구조와 환경, 계호의 책임과 권한행사에서 불합리한 

은 ․장기 으로 볼 때 어느 정도 개선이 가능하다는 18)도 검사실에

서의 계구사용을 일반 으로 허용하는 것을 어렵게 하는 요소이다. 

(라) 결국, 호송을 할 때와 마찬가지로 검사실에서 피의자신문을 할 때

도 필요성에 한 개별  단 없이 리 계구를 사용해도 일반 으로 정

당화된다고 할 수는 없다.

(2) 이 사건에서의 계구사용의 필요성 유무

이 사건의 경우 계구사용 요건을 갖추었는지 구체 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18) 검찰청은 2004. 12. 15. ‘인권존 을 한 수사제도 ․ 행개선 원회’가 검사

실에서 구속피의자를 조사할 때 피의자의 죄질, 교정사고 우려 등을 종합 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  내에서 계구가 사용될 수 있도록 수사 행을 개

선해 나가야 한다는 건의를 하자, 『1)  건의를 극 수용하여, 법무부와 의하

여 검사실에서 구속피의자를 조사할 때 검사가 교도 에게 계구 해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계호근무 칙을 개정해 나가기로 하고, 2) 다만, 살인․강도 등 강력범, 

마약사범 등 죄질이 나쁘거나 도주 등 교정사고의 우려가 있는 구속피의자에 

해서는 행 로 계구를 계속 사용하고, 경찰서에서 구속송치된 당일 피의자에 

한 조사때에도 별도의 계호인력이 검사실에 상주하지 않는 을 고려하여 수갑 

등을 계속 사용할 방침이다. 3) 앞으로 계호인력이 확충 되는 로 도주  교정사

고의 우려가 없는 체 피의자에 하여 검사실에서 조사를 할 때 진 으로 계

구 해제를 확 해 나갈 정이다.』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발표하 다. (이상 

검찰청 2004. 12. 17. 보도자료)



318   헌법재 소결정해설집 2005

(가) 상황 요소

청구인에 한 피의자신문이 행해진 서울지방검찰청의 검사조사실이 반

개방  장소라서 도주의 험이 높은 구조라는 은 계구 사용의 필요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요소이다19). 

(나) 개인  요소

청구인의 성향, 신체  조건, 수용생활의 태도, 의사실의 내용, 구속경

, 조사당시의 행동이나 심리상태 등 개인  요소 한 고려 상이 된다. 

이 에 한 구체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으나 청구인의 연령, 의사

실, 언론에 알려진 입국경 , 조사에 응한 경  등에 비추어 단해 볼 때 

피청구인도 어느 정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도주의 험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을 가해할 험은 그리 높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충동 인 자해의 험은 배제할 수 없다고 인정하더라

도 그러한 험이 구체 으로 드러나거나 견되었다는 사정은  드러

나지 않는다. 청구인은 2003. 10. 24.경부터 11. 6.까지 사이에 10일 동안 피

의자 신문을 받으면서 거의 계속 계구로 결박되어 있었고 그  3시간 이

상 결박상태에서 신문을 받은 날이 5일 이상이다20). 막연한 험에 비해서

는 과도한 사용이다.

(다) 계구사용 방법

청구인은 수갑과 포승을 착용하 는데 와 같이 장시간 사용한 경우에

는 수갑과 포승  한 가지만 사용하는 것이 보다 고통을 이고 자해나 

자살 등의 험방지에도 충분하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즉 계구사용방법도 

19) 청구인은 여러 날 조사를 받았고 한번 조사를 받을 때에도 여러 시간 동안 지속

으로 계구를 착용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뒤에서 보는 청구인의 도주,자

해 등의 가능성과 종합하여 단할 때 이와 같이 장시간 조사를 해야 하는 상황

에서는 검사실 외의 계호가 용이한 다른 장소, 컨  검찰청 내에 계호가 용이

한 조사실이 따로 있다면 그 조사실에서 계구를 사용하지 않고 조사를 한다든가 

하는 안을 고려해보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시설개선, 권한과 책임의 분배 같

은 보다 근본 인 문제는 이 사건의 직  쟁 은 아니다. , 에서 본바와 같

이 시설이나 권한의 문제는 장기 으로는 개선가능하므로 검사실에서의 계구사

용을 일반 으로 정당화할 근거로 될 수는 없으나 구치소장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검사실에서 조사받는 동안의 계구사용의 헌성을 다투는 이 사건에서 당시의 검

찰청의 구조와 환경, 계호의 권한과 책임소재 등은 주어진 실로 제하고 단

할 수밖에 없다.

20) 이 사건 결정  별지 2, 례집 17-1, 754, 765, 77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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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정도는 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라) 소결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검사실에서 피의자신문을 하는 동안 계구를 일

률 으로 사용되는 것은 허용될 수 없고, 계구사용의 필요성은 도주, 자해 

등의 험이 있는지 여부와 그 정도에 따라 개별 으로 단되어야 하며 

비례성을 충족하여야 한다. 그런데 일반 인 막연한 자해의 가능성 밖에 

인정되지 않는 경우 피의자신문을 하는 동안 장시간 계구를 사용하는 것은 

비례성을 충족하기 어렵다. 자해의 가능성을 막기 한 계구사용에 하여 

목 의 정당성과 수단의 정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자해의 험이 구체

화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막연한 자해가능성을 미연

에 쇄하기 해 피의자신문을 하는 동안 계속 계구를 사용하여 신체를 

속박하는 것은 험의 내용과 정도에 비해 과도한 응으로서 기본권 침해

의 최소침해성을 갖추기 어렵고 단순히 신체  구속이 신체  고통을 다

는 측면 뿐 아니라 긴장과 심리  축을 동반할 수밖에 없고 실질 으로 

등하지 아니한 지 에서 신문에 응해야 하는 피의자의 입장에서는 신체

 고통과 수치심이 가져오는 심리  축효과로 인해 방어권행사의 제약

이 래됨을 고려할 때 법익균형성도 갖추기 어렵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해 도주우려 보다는 자해나 자살의 염려가 컸다

고 주장하나, 피의자가 당시 구체 으로 자해를 하거나 자살을 할 험이 

있었다고까지 인정할 자료는  제출되어 있지 않으므로, 모든 다른 피

의자와 마찬가지로 자해나 자살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는 정도의 사

실만 일정할 수 있을 뿐이다.

그 다면 이와 같은 막연한 자해, 자살의 험만으로 피의자신문  와 

같이 장시간 신체를 구속한 상태에서 신문을 받게 하여 신체의 고통뿐 아

니라 방어권행사의 축을 래한 것은 에서 본 바와 같이 최소침해성과 

법익균형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계구사용행 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다. 다수의견과 소수의견

다수의견은 이상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계구사용행 가 신체의 자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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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한 것이라고 보는데, 다수의견의 주요 골자는 계구사용이 도주, 폭행, 

소요, 는 자해나 자살의 험이 구체 으로 있는 상태에서 이를 제거하

기 해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는 것이 원칙으로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며, 

검사 조사실에서 피의자신문을 할 때에도 이러한 원칙이 철되어야 한다

는 것이다. 다수의견은 도주나 자해등의 험이 높은 개별상황에서 외

으로 계구사용등으로 계호를 강화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부인하지는 

않는다. 이 사건 칙조항도 계구를 사용하는 것을 움직이기 어려운 원칙

으로 삼음으로써 원칙과 외를 바꾸었기 때문에 헌으로 단되었다21).  

2인의 소수의견은 검사조사실이 도주등을 방지하기 한 환경을 갖추고 

있지 못한데다 계호인력도 부족한 실에서 도주, 자해, 폭력행사 등의 돌

발상황에 효과 으로 처하기 해서는 계구사용이 불가피하다는 실인

식을 토 로, 이 사건 칙조항과 이 사건 계구사용행 가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기는 하나 과잉 지원칙에 반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고 단하

다. 수사환경의 실여건에 한 고려, 돌발  상황을 방지하고 안 을 유

지할 공익에 더 무게를 둔 견해로서, 다수의견과 이론 으로 의견을 달리 

한다고 하기 보다는 계되는 법익의 형량과정에서 단을 달리 하 다고 

볼 수 있다. 

5. 이 사건 결정의 의미

과거 교정행정 역은 그 문성과 재량을 존 할 필요성 때문에, 는 

수용자의 인권에 한 사회의 심 부족, 수용자 자신의 권리의식 부족 등

으로 그 안에서 이루어진 공권력 행사가 사법부의 단 상이 되는 경우가 

많지 않았다. 와 같은 사회의 심 부족은 아마도 수형자 는 미결수용

자에게 가해지는 낙인효과와 무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교도소, 구치소 

등의 수용시설에 수용된 수용자가 유죄 결을 받았거나 혹은 의를 받고 

있는 자라 하더라도 그 기본  인권을 여 히 보유하는 한편 이를 침해당

하는 경우 고립, 격리된 처지에서 스스로를 보호, 방어할 능력이 부족하므

로 교정행정의 문성과 재량에도 불구하고 헌법재 소가 이러한 역에서 

21) 이상 례집 17-1, 754, 764-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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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지는 기본권침해에 해 극 으로 단하는 것은 헌법재 소의 기

능상 당연하다.

계호의 한 방법으로 수용자에게 계구를 사용하여 신체를 속박할 때에도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기 해서 과잉 지원칙을 지켜야 함을 확인한 

것은 이 사건 결정이 처음이 아니지만 이 사건에서는 수용시설이 아닌  검

사조사실에서 피의자신문을 할 때에도 계구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

고 계구를 사용할 때에는 과잉 지의 원칙이 지켜져야 함을 확인한 데 특

히 의미가 있다. 그 동안 검사조사실에서는 구속상태의 피의자나 피고인을 

신문할 때 도주의 험 등에 한 개별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 으로 

모두 수갑, 포승 등으로 묶어 둔 채 신문을 진행하 다. 그러나 신문이 장

시간 걸릴 경우 이러한 신체속박은 신체  고통과 해를 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심리  축을 수반함으로써 정당한 방어권 행사에도 부정  향

을 미치고, 미결수용자에 한 기본권제한이 미결수용의 목 에 필요한 범

를 벗어나 과도하게 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결정은 조사실의 환경

이 상 으로 안 하지 않다든가 계호인력이 부족하다든가 하는 사정만으

로 검사조사실에서의 계구사용을 일반화할 수 없고, 계구사용의 필요성에 

한 개별  단을 모두 생략하고 원칙과 외를 바꾸어 검사조사실에서 

일률 으로 계구로 신체를 속박하도록 정한 이 사건 칙조항, 그리고 이

러한 조항에 근거하여 여러 날 장시간에 걸쳐 피의자의 신체를 속박한 행

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임을 확인한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결

정은 도주, 자해 등의 험이 높은 경우에 계구를 사용하여 계호할 수 있

는 외가 있을 수 있음을 부정하지 않고, 다만 원칙과 외가 도되어서

는 안 된다는 데 주의를 환기시켰는데, 이는 반드시 수(數) 으로 계구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아야 한다는 의미라기보다는 검사조사실에서 

피의자 신문을 할 때에는 여 히 계구를 사용하지 않는 원칙에서 출발한 

다음 도주 등의 험에 한 개별  단을 거쳐 목 과 수단 사이에 비례

성을 갖춘 한도 내에서 비로소 계구를 사용하는 외를 용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이해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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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노동 계조정법 제91조 제1호 등 

헌확인

-노동조합 노동 계조정법상 안 보호시설과 명확성원칙-

(헌재 2005. 6. 30. 2002헌바83, 례집 17-1, 812)

이 상 원
*

1)

【 시사항】

1. 명확성 단의 기

2. 노동조합 노동 계조정법 제42조 제2항  제91조 제1호  ‘제42조 

제2항’ 부분이 명확성원칙에 반되는지 여부

【심 상】

1. 심 의 상

노동조합 노동 계조정법 제42조 제2항  제91조 제1호  ‘제42조 제2

항’ 부분의 헌 여부(이하  법률조항들을 “안 보호시설조항”이라고 한다)

2. 안 보호시설조항의 내용

노동조합 노동 계조정법

 제42조 (폭력행  등의 지) 

① (생략)

② 사업장의 안 보호시설에 하여 정상 인 유지․운 을 정지․폐지 

* 법원 재 연구 ,  헌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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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방해하는 행 는 쟁의행 로서 이를 행할 수 없다.

③ ～ ④ (생략)

 제91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는 1천만 원 이하의 

벌 에 처한다.

1. 제38조 제2항, 제41조 제1항, 제42조 제2항, 제43조, 제45조 제2항 본

문, 제46조 제1항 는 제63조의 규정에 반한 자

2. (생략)

【사건의 개요】

1. 사건의 경과

가. 당해사건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정부의 자 지원을 받아 운

되는 공법인으로, 반월공단과 구미공단에서 형보일러를 가동해 고온‧

고압의 증기를 생산하여 공단 내 수용가(반월공단 약 190개 업체, 구미공

단 약 60개 업체)에 공 하는 열병합발 소(반월열병합발 소와 구미열병

합발 소)를 운 하던 업체이다.

2001년경 정부가 추진하던  구미열병합발 소와 반월열병합발 소의 

민 화를 둘러싸고 공단과 공단 노동조합(이하 ‘공단노조’라고 한다) 사이

에 분규가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공단노조는 2001. 9. 30. 08:00경 면

업돌입을 선언하고, 공단노조 구미지부의 노동조합원과 반월지부 노동조합

원이 그 날 아침 각 발 소를 떠나 춘천시에 모여 함께 투숙하면서 집단농

성을 벌 다.

상결정의 청구인들은 구미열병합발 소에 근무하던 공단 사원들로서 

공단노조 간부들이었는데,  업과 련하여 집단에 지사업법 반 등으

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02. 1. 

31. 선고 2001고단1376, 1551(병합) 결  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02. 

1. 31. 선고 2001고단1683 결).

 결들이 인정한 범죄사실의 요지는 『청구인들은, 추석연휴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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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9. 30. ～ 10. 3.) 동안 구미열병합발 소의 보일러 4기  4호기를 

정상가동하여 구미공단 내 증기 수용업체에 증기를 공 하도록 하는 지시

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의 간부  조합원들과 공모하여, ① 

2001. 9. 30. 08:30경  구미열병합발 소 앙제어실에서 청구인들은  

발 소 보일러 4호기를 운 하던 노조원 임병정, 신동주 등에게  보일러

의 가동을 단하고 업에 동참하도록 지시하고,  임병정 등은 임의로 

집단에 지 발 설비인 보일러 4호기를 조작하여 가동을 단함으로써, 집

단에 지의 원활한 공 을 방해하고, 안 보호시설인 보일러 4호기 등에 

하여 정상 인 유지‧운 을 정지함과 동시에 력으로써  공단의 정상

인 업무를 방해하고, ②  일시 장소에서 와 같이 구미열병합발 소

의 가동을 면 단하고 안 리감독자를 포함한  조합원들이 근무지

를 이탈하여 그 때부터 2001. 10. 7. 17:00경까지 업무복귀를 거부하고 집단

에 지 공 시설인 구미열병합발 소의 안 리업무를 행하지 아니함으로

써 집단에 지 공 에 장애를 일으키고 구미열병합발 소의 안 보호시설

인 기시설, 스 시설 등에 하여 정상 인 유지‧운 을 방해함과 동시

에 력으로써  공단의 정상 인 업무를 방해하 다.』는 것이다.

 결들은  인정사실 ①  ‘안 보호시설인 보일러 4호기 등에 

하여 정상 인 유지‧운 을 정지한 행 ’  ②  ‘안 보호시설인 기시

설, 스 시설 등에 하여 정상 인 유지‧운 을 방해한 행 ’에 하여 각 

노동조합 노동 계조정법(이하 ‘노노법’이라고도 한다) 제91조 제1호, 제42

조 제2항을 용하여 유죄를 인정하 다.

 제1심 결들에 한 항소심 결들( 구지방법원 2002. 9. 18. 선고 

2002노694 결, 구지방법원 2002. 9. 18. 선고 2002노698 결)은 열병합

발 소의 보일러가 노노법 제 42조 제2항이 규정하는 ‘사업장의 안 보호

시설’이 아니라는 청구인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제1심 결들과 같이 청구

인들을 유죄로 인정하 다.

한편  항소심 결에 하여 청구인들이 상고하 는데 상결정이 선

고된 후에 선고된 법원 2006. 5. 25. 선고 2002도5428 결  법원 

2006. 5. 25. 선고 2002도5429 결은  기소된 시설들이 어떠한 근거에서 

노노법 제42조 제2항이 규정하는 ‘안 보호시설’에 해당한다는 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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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  설시 없이 막연히 인정하 다면서 기환송하 다.

나. 상결정

청구인들은  항소심 계속  노노법 제42조 제2항  제91조 제1호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된다는 등의 이유로 헌심 제청신

청을 하 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이에 청구인들은 2002. 10. 2.  노노법 

조항들에 한 헌선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 청구를 하 는데, 상결정

은 이에 한 헌법재 소의 단이다.

상결정에서 쟁 이 되었던 것은, 안 보호시설조항이 (i) 명확성원칙에 

반하는가, (ii) (ii)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책임주의 내지 죄형균형의 비

례원칙에 반하는가, (iii)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가, (iv) 

평등원칙에 반하는가 하는 이었다.

상결정은 6:3의 의견으로 안 보호시설조항이 헌법에 반되지 않는다

고 단하 는데, 다수의견(재  윤 철, 권성, 김효종, 김경일, 주선회, 

이공 )과 소수의견(재  송인 , 효숙, 이상경)이 갈렸던 핵심쟁 은 

명확성원칙 배 여부 다.

다. 병행사건

상결정이 선고될 당시 당해사건들 외에 다음과 같은 병행사건들이  

노노법 조항들이 재 의 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이었는데, 그  1～4

의 사건들은 모두 당해사건과 같은 쟁의행 와 련된 사건들이다.

이들 사건에 하여는 상결정이 선고된 후 모두 법원 결이 선고되

었는데, 그  당해사건(1의 사건)과 병행사건  2～4 사건의 결은 문제

된 시설이 안 보호시설이라고 단정한 원심 결을 기한 것이고, 5 사건

의 결은 여천엔씨씨(NCC)주식회사의 동력부문이 ‘안 보호시설’에 해당

하는 것으로 단하여 상고를 기각한 것이다.

이와 같이 법원 결의 결론이 달랐던 것은 법리에서의 차이가 아니라 

동일한 법리와 단기 을 용하 는데 구체  사안이 달랐던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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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계 사건번호 선고여부 결과

안 보호시설로

문제된 시설
내    용

1
당해

사건

김천지원

2001고단1376,1551,

2001고단1683

2001.  1. 31. 유죄

열병합발 소의

보일러4호기,

기시설, 스 시설 등

구미근무 노조간

부 형사사건
구지법 2002노694,

         2002노698
2002.  9. 18. 유죄

법원

2002도5428, 2002도5429
2006.  5. 25. 기

2
병행

사건

수원지법 2001고단7648 2001. 12. 12. 유죄 열병합발 소의 발 기 

등 기시설, 보일러 등 

스 시설, 소방수 공 시

설 등 용수시설, 랜트 

에어압축기, 계기용 공기 

공 시설 등

노조 원장  사

무국장 형사사건

수원지법 2001노4065 2002.  6. 20. 유죄

법원 2002도3450 2006.  5. 12. 기

3
병행

사건

수원지법 2001고단8207,

         2002고단3761
2002.  6. 14. 유죄 열병합발 소의  발 기 

등 기시설, 보일러 등 

스 시설, 소방수 공 시

설 등 용수시설, 랜트 

에어 압축기, 계기용 공

기 공 시설 등

반월지부 집행부 

형사사건

수원지법 2002노1897 2002. 10.  2. 유죄

법원 2002도5577 2006.  5. 25. 기

4
병행

사건

수원지법 2002고단1984 2002.  9. 18. 유죄 열병합발 소의 발 기 

등 기시설, 보일러 등 

스 시설, 소방수 공 시

설 등 용수시설, 랜트 

에어 압축기, 계기용 공

기 공 시설 등

반월지부 의원 

형사사건

수원지법 2002노3145 2003.  1. 16. 유죄

법원 2003도841 2006.  5. 25. 기

5
병행

사건

주지법 2001구1474 2001. 12. 27 기각 나 타를 원료로 에틸 , 

로필  등 가연성‧폭발

성․유독성이 강한 석유

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

장에서 제품의 생산  

유지를 해 기, 증기, 

공업용수, 압축공기 등의 

동력을 생산하여 공 하

는 동력부문의 시설

여천NCC 쟁의

행 지명령 무

효확인사건

주고법 2002 126 2002.  7. 11. 기각

법원 2002두7425 2005. 9. 30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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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구인들 주장  계기 의 의견

청구인들은 안 보호시설조항이 (i)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반하

고, (ii)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형벌의 정성, 필요성, 겸억성을 갖추지 

못하 으며, (iii)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iv) 평등원칙

에 반한다고 주장하고, 법원은  조항이 헌법에 반되지 않는다고 하여 

제청신청을 기각하 으며, 노동부장   라남도지사도 합헌의견을 제시

하 다.

【결정요지】

1. 법규범이 명확한지 여부는 그 법규범이 수범자에게 법규의 의미내용

을 알 수 있도록 공정한 고지를 하여 측가능성을 주고 있는지 여부  

그 법규범이 법을 해석․집행하는 기 에게 충분한 의미내용을 규율하여 

자의 인 법해석이나 법집행이 배제되는지 여부, 다시 말하면 측가능성 

 자의  법집행 배제가 확보되는지 여부에 따라 이를 단할 수 있는데, 

법규범의 의미내용은 그 문언뿐만 아니라 입법목 이나 입법취지, 입법연

, 그리고 법규범의 체계  구조 등을 종합 으로 고려하는 해석방법에 

의하여 구체화하게 되므로, 결국 법규범이 명확성원칙에 반되는지 여부

는 와 같은 해석방법에 의하여 그 의미내용을 합리 으로 악할 수 있

는 해석기 을 얻을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2. 안 보호시설조항은 그 문언,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  보호라는 입

법목 , 입법연   법규범의 체계  구조 등으로부터 입법목 의 최 실

 추구에서 오는 완화된 해석의 요청과 기본권 제한성에서 오는 엄격한 

해석의 요청을 서로 조화시키는 조화로운 해석기 으로서 합리  해석기

을 찾을 수 있고 이러한 해석기 은 안 보호시설조항의 수범자에게 측

가능성을 제공하는 한편 안 보호시설조항을 해석․집행하는 기 들에게 

충분한 의미내용을 규율하여 자의 인 법해석이나 법집행을 배제하고 있으

므로 명확성원칙에 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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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I. 서론

1. 논의의 상

상결정에서 문제된 쟁 들  가장 요한 쟁 은 안 보호시설조항

이 명확성원칙에 반하는가 하는 이었고, 다수의견과 소수의견도 이 에

서 의견을 달리하 다. 이 에서는 상결정의 쟁 들  명확성원칙에 

하여 살펴본다.

2. 안 보호시설조항의 연

행 노동조합 노동 계조정법은 1997. 3. 13. 법률 제5310호로 제정된 

법률이다. 이 법률은 1953. 3. 8 법률 제279호로 제정되었던 구 노동쟁의조

정법이 폐지된 후 1996. 12. 31. 법률 제5244호로 제정된 구 노동조합 노

동 계조정법이 폐지되고 다시 제정된 법률이다.

안 보호시설조항  구성요건을 규정한 노노법 제42조 제2항의 변천내

용을 구 노동쟁의조정법 제정부터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법  률 법률규정의 내용

구 노동쟁의조정법

(1953. 3. 8 법률 

제279호)

제6조 (쟁의행 의 지) 

① 공장, 사업장 기타 직장에 한 안 보지시설의 정

상한 유지운행을 정폐 는 방해하는 행 는 쟁의행

로 할 수 없다.

구 노동쟁의조정법

(1963. 4. 17. 법률 

제1327호)

제13조 (폭력행  등의 지)

② 공장, 사업장 기타 직장에 한 안 보호시설의 정

상한 유지, 운 을 정지, 폐지 는 방해하는 행 는 쟁

의행 로서 이를 행할 수 없다.

구 노동조합 노동

계조정법

(1996. 12. 31. 법률 

제5244호)

제42조 (폭력행  등의 지) 

② 공장․사업장 기타 직장에 한 안 보호시설의 정

상 인 유지․운 을 정지․폐지 는 방해하는 행 는 

쟁의행 로서 이를 행할 수 없다.

노동조합 노동

계조정법

(1997. 3. 13. 법률 

제5310호)

제42조 (폭력행  등의 지)

② 사업장의 안 보호시설에 하여 정상 인 유지․운

을 정지․폐지 는 방해하는 행 는 쟁의행 로서 

이를 행할 수 없다.

※ 법률개정으로 변경된 부분을 로 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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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명확성원칙과 안 보호시설조항

1. 명확성원칙

법률조항이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는 명확성의 원칙은, (i) 법치주의, 

(ii) 죄형법정주의(헌법 제13조 제1항 단, 제12조 제1항 후문), (iii) 조세

법률주의(헌법 제59조), (iv) 법 차의 원칙(헌법 제12조 제1항, 제3항), 

(v) 권력분립의 원칙1) 등에서 그 헌법  근거를 찾을 수 있다.2)

그  형벌규정에 하여는 죄형법정주의가 보다 직 인 의미를 갖는

다. (i) 법치주의는 죄형법정주의를 그 한 내용으로 포섭하는 보다 범한 

원리이고,3) (iii) 조세법률주의는 형벌법규에 한 것이라 할 수 없으며, 

(iv) 법 차의 원칙이나 (v) 권력분립의 원칙은 형벌규정 외에도 용되

는 보다 일반 인 원칙들이기 때문이다.

죄형법정주의의 헌법  근거로서 헌법 제13조 제1항 단, 제12조 제1항 

후문이 들어지고 있다.4)

1) 헌재 1992. 4. 28. 90헌바27등, 례집 4, 255, 267 (「법률이 규정한 용어나 기

이 불명확하여 그 용 상자가 구인지 어떠한 행 가 지되는지의 여부를 보

통의 지성을 갖춘 사람이 보통의 이해력과 행에 따라 단할 수 없는 경우에도 

처벌된다면, … 결과 으로 어떠한 행 가 범죄로 되어야 하는가를 결정하는 입

법권을 법 에게 임하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권력분립의 원칙에도 반하는 것」

이라고 시).

2) 법률이 명확하지 않으면 법  개개인의 주  단이 개재하여 법 앞의 평등이 

깨지고 말 것이므로, 명확성의 원칙이 평등원칙을 보장한다는 설명도 있다(임웅, 

“형법상 명확성의 원칙”, 성균 법학 16권 1호(운로 고상룡 교수 정년기념호), 비

교법연구소(2004), 483쪽.

3) 헌재 1992. 4. 28. 90헌바24, 례집 4, 225, 230 (「우리 헌법은 국가권력의 남용

으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려는 법치국가의 실 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

고 그 법치국가의 개념에는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명시된 죄형법정주의와 소

효의 지  이에 유래하는 유추해석 지의 원칙 등이 용되는 일반 인 형식

 법치국가의 이념뿐만 아니라 법정형벌은 행 의 무거움과 행 자의 부책에 상

응하는 정당한 비례성이 지켜져야 하며, 법 차를 무시한 가혹한 형벌을 배제

하여야 한다는 자의 지  과잉 지의 원칙이 도출되는 실질  법치국가의 실

이라는 이념도 포함되는 것이다.」라고 시).

4) 헌재 2002. 6. 27. 2001헌바70, 례집 14-1, 601, 607 (「우리 헌법 제13조 제1항 

단은 모든 국민은 행 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 로 

소추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12조 제1항 후문은 구든지 법률과 법한 

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

고 있다. 이러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은 …」라고 시).



노동조합 노동 계조정법 제91조 제1호 등 헌확인  331

2. 명확성의 한계

불명확하다는 것은, (i) 의미가 불명인 경우, (ii) 다의성을 가진 경우, 

(iii) 의성5)을 가진 경우를 포 한다.6) 명확성원칙은 이러한 불명확한 문

언에 의한 입법을 배제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불명확성이 완 히 제거된 법문만으로 입법하는 것은 

실 으로 기 할 수 없다. (i) 일반 으로 법률은 그 규율 상이 복잡 다양

하며 변화가 많은 반면 그 문장은 되도록 간결하게 표 하여야 한다는 요

청이 따르기 때문에 법률의 구성요건은 필연 으로 일반 ·포 으로 규

정될 수밖에 없고,7) (ii) 서술  개념만으로 구성요건을 규정하는 것은 거

의 불가능하고 부분의 경우 규범  개념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

에,8)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다소 범 하여 어떤 범 에서는 법 의 보

충 인 해석을 필요로 하는 개념을 사용하 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헌법이 요구하는 처벌법규의 명확성에 반드시 배치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9)

헌법재 소는 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원칙  그 한계에 하여 다음과 

같이 하게 일반론을 설시한 바 있다.10)

헌법 제12조  제13조를 통하여 보장되고 있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은 

범죄와 형벌이 법률로 정하여져야 함을 의미하며, 이러한 죄형법정주의에

서 생되는 명확성의 원칙은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 가 무엇이며 그

5) 문언이 내포하는 개념상 한계가 불명확한 경우를 말한다( : ‘부당’, ‘불합리’ 등). 

이는 미국 례에서 발달된 ‘ 범 하여 무효’라는 원칙과 구별된다. 후자는 문언의 

외연이 지나치게 범 할 때 이를 이유로 헌무효라고 단하는 것이다.

6) 佐藤文哉, “法文の不明確による法令の無效”, 司法硏修所論集, 1967-I, 69  [홍기

태, “명확성의 원칙에 한 연구”, 헌법논총 11집, 헌법재 소(2000), 279-281쪽에

서 재인용].

7) 헌재 1992. 4. 28. 90헌바27등, 례집 4, 255, 267.

8) 헌재 1989. 12. 22. 88헌가13, 례집 1, 357, 382 (「구성요건이 명확하여야 한다

는 것은 그 법률을 용하는 단계에서 가치 단을  배제한 무색투명한 서술

 개념으로 규정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라고 시).

9) 헌재 1992. 4. 28. 90헌바27등, 례집 4, 255, 267; 1989. 12. 22. 88헌가13, 례집 

1, 357, 382.

10) 헌재 2004. 11. 25. 2004헌바35, 공보 99, 1295, 129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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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구나 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

의 행 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헌재 2000. 6. 29. 98헌가10, 례집 12-1, 741, 748 ; 2001. 1. 18. 99헌바

112, 례집 13-1, 85, 92-93 ; 2002. 4. 25. 2001헌가27, 례집 14-1, 251, 

260).

  그러나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명확하여야 한다고 하여 모든 구성요건

을 단순한 서술  개념으로 규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다소 범 하

여 법 의 보충 인 해석을 필요로 하는 개념을 사용하 다고 하더라도 통

상의 해석방법에 의하여 건 한 상식과 통상 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면 

당해 처벌법규의 보호법익과 지된 행   처벌의 종류와 정도를 알 수 

있도록 규정하 다면 헌법이 요구하는 처벌법규의 명확성에 배치되는 것이 

아니다(헌재 1989. 12. 22. 88헌가13, 례집 1, 357, 383 ; 1995. 5. 25. 93헌

바23, 례집 7-1, 640, 655 ; 2000. 6. 29. 98헌가10, 례집 12-1, 741, 

748). 그 지 않으면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지나치게 구체 이고 정형

이 되어 부단히 변화하는 다양한 생활 계를 제 로 규율할 수 없게 될 것

이기 때문이다(헌재 2002. 4. 25. 2001헌가27, 례집 14-1, 251, 260-261).

상결정은 와 같은 일반론을 다시 한번 확인하 다.11)

3. 안 보호시설조항과 명확성원칙

안 보호시설조항  노노법 제91조 제1항 제1호  ‘제42조 제2항’ 부분

은 노노법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반한 사람을 그 소정 형에 처한다는 

처벌조항으로서 문언 자체에 아무런 불명확한 이 없다. 다만, 노노법 제

42조 제2항 자체가 불명확하다면 이를 조문의 한 내용으로 하고 있는 노노

법 제91조 제1항 해당부분도 체 으로 불명확한 규정이 되게 된다.

한편  처벌조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노노법 제42조 제2항은 명확

성을 갖추었는지에 하여 의문이 있을 수 있다.  조항의 의미를 악함

에 있어 다음과 같은 들이 명백하지 아니하여 다의성을 가진 조항이라고 

볼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11) 례집 17-1, 812, 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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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장의 안 보호시설’의 의미가 무엇인가

(i) 안 보호의 객체는 사람에 한하는가, 아니면 물 인 시설도 포함하는가

(ii) 사람의 안 을 보호한다고 할 때, 사업장 구성원만을 의미하는가, 사

업장 이용자( 존자)를 의미하는가, 는 일반 인 제3자도 포함하는가

(iii) 안 보호를 목 으로 하는 시설만을 의미하는가, 아니면 가동이 

단되면 결과 으로 안 을 태롭게 하는 시설도 포함하는가.

(iv) 물  시설만인가, 아니면 인  시설도 포함하는가

② 구체  험이 발생되어야 하는가

③ 안 보호시설 담당자의 쟁의행 는 으로 지되는가, 그리고 

안 보호시설 담당자만이 반행 의 주체로 되는가

노노법 제42조 제2항은  각 쟁 에 한 답이 모두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그 의미내용이 명확하여진다. 따라서  조항은 단순한 서술  개

념으로만 규정된 것이 아니라 보충 인 해석이 있어야 비로소 그 의미내용

이 명확해지는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다고 하여  조항이 바로 불명확하다고 할 수는 없고, 건

한 상식과 통상 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 통상의 해석방법에 의하여 그 

지하는 행 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면, 명확성원칙에 배치되지 아니한

다.12)

그러므로 과연 와 같은 불명료한 쟁 으로 인하여 안 보호시설조항

이 명확성원칙에 반한다고 하여야 하는가, 아니면 와 같은 불명료는 보

충 인 해석으로 명확하게 될 수 있는 정도에 지나지 아니하여 명확성원칙

에 반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여야 하는가 하는 에 한 단이 안 보호

시설조항에 한 헌성 단의 핵심이 된다.

이러한 단을 하여 허용되는 불명료와 허용되지 않는 불명확 사이를 

구분하는 구분선을 그을 기 을 찾는 작업이 무엇보다 요하다.

Ⅲ. 명확성 단의 기

1. 국내의 논의

12)  헌재 2004헌바35 결정,  공보 1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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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명확성의 단기 에 한 례의 입장

(1) 개별 ․종합  단

명확성의 정도는 모든 법률에 있어서 동일한 정도로 요구되는 것은 아니

고 개개의 법률이나 법조항의 성격에 따라, 그리고 각 법률이 제정되게 된 

배경이나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13) 일반론으로는 어떠한 규정

이 부담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는 수익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 비하여 

명확성의 원칙이 더욱 엄격하게 요구되고, 죄형법정주의가 지배하는 형사

련 법률에서는 명확성의 정도가 강화되어 더 엄격한 기 이 용되지만, 

일반 인 법률에서는 명확성의 정도가 그리 강하게 요구되지 않기 때문에 

상 으로 완화된 기 이 용된다.14)

처벌법규에 있어서도,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어느 정도 명확하여야 하

는가는 일률 으로 정할 수 없고, 각 구성요건의 특수성과 그러한 법 규

제의 원인이 된 여건이나 처벌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종합 으로 단하여

야 한다.15)

이처럼 명확성의 실질  정도는 경우에 따라 다르다고 하더라도 명확성

을 단하는 도구  개념으로서의 기 은 어느 정도 보편 인 개념으로서 

찾아볼 수 있다. 아래에서는 그러한 도구로서의 단기 에 한 례의 

13) 헌재 2001. 10. 25. 2001헌바9, 례집 13-2, 491, 498 ; 2002. 1. 31. 2000헌가8, 

례집 14-1, 1, 8 ; 2002. 7. 18. 2000헌바57, 례집 14-2, 1, 16.

14) 헌재 2000. 2. 24 98헌바37, 례집 12-1, 169, 179 ; 2002. 7. 18. 2000헌바57, 

례집 14-2, 1, 16. 헌재 1992. 2. 25. 89헌가104, 례집 4, 64, 78 (「부담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는 수익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 비하여 명확성의 원칙이 더욱 엄

격하게 요구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형사법이나 국민의 이해 계가 첨 하게 

립되는 법률에 있어서는 불명확한 내용의 법률용어가 허용될 수 없」다고 시)

도 체로 같은 취지이다.

15) 헌재 1990. 1. 15. 89헌가103, 례집 2, 4, 18-19 ; 1992. 4. 28. 90헌바27 등 례

집 4, 255, 268-269; 1993. 3. 11. 92헌바33, 례집 5-1, 29, 47 ; 1994. 7. 29. 93헌

가4등, 례집 6-2, 15, 33 ; 1995. 5. 25. 93헌바23, 례집 7-1, 638, 647-648 ; 

1996. 12. 26. 93헌바65, 례집 8-2, 785, 792 ; 1997. 3. 27. 95헌가17, 례집 9-1, 

219, 232 ; 1998. 5. 28. 97헌바68, 례집 10-1, 640, 655 ; 1998. 7. 16. 96헌바35, 

례집 10-2, 159, 169 ; 2000. 4. 27. 98헌바95, 례집 12-1, 508, 531 ; 2000. 11. 

30. 99헌바95, 례집 12-2, 298, 310 ; 2001. 6. 28. 99헌바31, 례집 13-1, 1233, 

1239 ; 2002. 4. 25. 2001헌바26, 례집 14-1, 301, 321, 322 ; 2003. 3. 27. 2001헌

바39, 례집 15-1, 246, 252 ; 2004. 1. 29. 2002헌가20등, 례집 16-1, 1, 17 ; 

2004. 11. 15. 2002헌바85, 례집 16-2하, 345, 351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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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을 정리하 다.

(2) 측가능성과 자의 지

명확성원칙은 측가능성과 자의 지를 그 근거로 한다.16) 다음의 시

는 이를 잘 나타내고 있다.17)

명확성의 원칙은 법치국가원리의 한 표 으로서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

규범의 내용은 명확하여야 한다는 헌법상의 원칙이다. 법규범의 의미내용

이 불확실하면 법  안정성과 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없고, 법집행 당국

의 자의 인 법해석과 집행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을 그 근거로 한다(헌재 

1990. 4. 2. 89헌가113, 례집 2, 49 ; 1996. 8. 29. 94헌바15, 례집 8-2, 

74, 84 ; 2001. 10. 25. 2001헌바9, 례집 13-2, 491, 498 참조). 즉, 법률은 

명확한 용어로 규정함으로써 용 상자에게 그 규제내용을 미리 알 수 있

도록 공정한 고지를 하여 장래의 행동지침을 주어야 차별 이거나 자의

인 법해석을 방할 수 있는 것인데, 법규범의 의미내용으로부터 무엇이 

지되는 행 이고 무엇이 허용되는 행 인지를 국민이 알 수 없다면, 법

 안정성과 측가능성은 확보될 수 없게 될 것이고, 법집행 당국에 의한 

자의  집행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헌재 1992. 4. 28. 90헌바27 등, 례집 

4, 255, 268-269 ; 1998. 4. 30 95헌가16, 례집10-1, 327, 341-342 ; 2000. 

2. 24. 98헌바37, 례집 12-1, 169, 179 참조).

는 측가능성과 자의  집행방지가 명확성원칙의 근거임을 나타내는 

것인데, 이는 다시 명확성 여부를 단하는 기 으로서도 작용한다. 즉, 어

느 법규정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측할 수 없고 자의  법집행을 가능

하게 할 정도로 불명확하다면 그 법규정은 명확성원칙에 반한다고 단할 

수 있다.18)

16) 헌재 2002. 4. 25. 2001헌바26, 례집 14-1, 301, 321-322 ; 헌재 1998. 4. 30. 95

헌가16, 례집 10-1, 327, 341-342) ; 1999. 9. 16. 97헌바73, 례집 11-2, 285, 

297 ; 헌재 2001. 10. 25. 2001헌바9, 례집 13-2, 491, 498 ; 헌재 2002. 1. 31. 

2000헌가8, 례집 14-1, 1, 8.

17) 헌재 2002. 7. 18. 2000헌바57, 례집 14-2,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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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도 다음과 같이 같은 취지의 시를 한 바 있다.

 규정 내용 자체는 사물의 변별능력을 제 로 갖춘 일반인의 이해와 

단으로서 그 의미를 명확하게 악할 수 있는 것이어서 어떤 물질이 “구

리(동)  그 화합물”에 해당하는지에 하여 수범자인 국민의 측가능성

이 충분히 보장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법집행자의 자의  집행 가능성도 

거의 없다고 이 상당하므로, 이를 두고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명확성

의 원칙에 반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19)

상결정은 이러한 종 의 입장을 명확히 하여, 수범자에 한 계에서 

‘ 측가능성’, 법집행자에 한 계에서 ‘자의  법집행 배제’가 확보되는

지 여부가 명확성 단의 기 이 된다고 시하 다.20)

(3) 법률해석에 의한 명확화

(가) 합리  해석의 가능성

법률이 불확정개념을 사용하는 경우라도 법률해석을 통하여 행정청과 

법원의 자의 인 용을 배제하는 객 인 기 을 얻는 것이 가능하다면 

법률의 명확성원칙에 부합한다.21) 

이러한 해석에 의한 불확정개념의 명확화는, 자의  용을 배제하는 객

인 기 을 얻는 것이 가능한지,22) 합리 인 해석이 가능한지,23) 자의

18) 헌재 2002. 7. 18. 2000헌바57, 례집 14-2, 1, 17 (「이는 법규정이 불명확하여 

법집행당국의 자의 인 법해석과 집행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서 헌법상의 명확

성의 원칙에 어 나는 조항」이라고 시).

19) 법원 2005. 1. 28. 선고 2002도6931 결(공2005상, 436).

20)  례집 17-1, 812, 821.

21) 헌재 2004. 7. 15. 2003헌바35등, 례집 16-2상, 77, 88 (「법률의 명확성원칙은 

입법자가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서 개 조항이나 불확정 법개념의 사용을 지하는 

것이 아니다. 행정부가 다양한 과제를 이행하고 각 개별  경우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며 실의 변화에 하게 처할 수 있도록 하기 하여 입법자는 불확정 

법개념을 사용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한 법률의 불명확성은 법률해석의 방법을 통하

여 해소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법률이 불확정 개념을 사용하는 경우라도 법률

해석을 통하여 행정청과 법원의 자의 인 용을 배제하는 객 인 기 을 얻는 

것이 가능하다면 법률의 명확성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다.」라고 시).

22)  결정례.

23) 헌재 2004. 6. 24. 2004헌바16, 례집 16-1, 759, 766. 헌재 2000. 2. 24. 99헌가4, 

례집 12-1, 98, 103 ; 헌재 2000. 6. 29. 98헌바67, 례집 12-1, 801, 808도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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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허용하지 않는 통상의 해석방법에 의하더라도 그 의미내용을 알 수 있

는지24) 여부에 따라 그 성패가 결정된다.

법률에 한 보충  해석이 있더라도 그러한 해석이  기 에 따라 허

용되는 해석이 아니라, 해석자의 개인  취향에 따라 결론을 달리할 수 있

는 해석이라면 이는 자의  해석으로서 법률규정을 명확하게 하는 힘이 없

다.25)

법원도 다음과 같이 합리 인 해석기 을 찾을 수 있다면 명확성원칙

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여 같은 취지로 시하여 왔다.

형벌법규의 입법목 이나 그 체  내용, 구조 등을 살펴보아 사물의 

변별능력을 제 로 갖춘 일반인의 이해와 단으로서 그의 구성요건 요소

에 해당하는 행  유형을 정형화하거나 한정할 합리  해석 기 을 찾을 

수 있다면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형벌법규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26)

상결정도 이러한 종 의 입장을 명확히 하여 법규범의 문언, 입법목 , 

입법취지, 입법연 , 법규범의 체계  구조 등을 종합 으로 고려하는 해석

방법에 의하여 법률조항의 의미를 합리 으로 악할 수 있는 합리  해석

기 을 찾을 수 있다면 측가능성과 자의  법집행의 배제가 확보되어 명

확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시하 다.27)

취지이다.

24) 헌재 2002. 4. 25. 2001헌바26, 례집 14-1, 301, 322 (「자의를 허용하지 않는 

통상의 해석방법에 의하더라도 당해 처벌법규의 보호법익과 그에 의하여 지된 

행   처벌의 종류와 정도를 구나 알 수 있도록 규정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악되어야 할 것」이라고 시). 헌재 2000. 4. 27. 98헌바95, 례집 12-1, 508, 

531도 같은 취지이다.

25) 헌재 2001. 10. 25. 2001헌바9, 례집 13-2, 491, 499 (「법 의 보충 인 가치

단을 통한 법문의 해석으로 그 의미내용을 확인해 낼 수 있고, 그러한 보충  해

석이 해석자의 개인 인 취향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이 없다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시). 헌재 2001. 6. 28. 99헌바31, 례집 13-1, 

1233, 1239.

26) 법원 2005. 1. 28. 선고 2002도6931 결(공2005상, 436). 법원 2000. 11. 16. 

선고 98도3665 원합의체 결(공2001하, 100) ; 2003. 4. 11. 선고 2003도451 

결(공2003상, 1224) 등도 같은 취지이다.

27)  례집 17-1, 812, 82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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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합헌  해석에 의한 명확화

컨 , 법률의 문언 자체로는 a 해석과 b 해석의 2가지가 가능한데 그 

 a로 해석하면 당해 법률이 합헌이 되고 b로 해석하면 헌이 되는 경

우,  합헌  법률해석에 의하여 a로 해석한 다음, 이제 법문의 의미가 a

로 특정되었으므로 명확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지,  명확성원

칙은 법문 자체의 명확성을 문제삼는 것이므로  경우에는 명확성원칙에 

반한다고 하여야 할 것인지가 문제될 수 있다.

이에 하여 의 입장을 취한 것으로 이해되는 헌법재 소의 결정례가 

있다. 이 결정례는 내란죄 등으로 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에 한 

여제한을 규정한 공무원연 법 제64조 제3항이 ‘재직 의 사유’만을 요건으

로 하는지, ‘퇴직 후의 사유’도 포함하는지에 하여 일체의 언 이 없어 

불명확한데, 퇴직 후의 사유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명확성의 원칙

에 반하지만(재산권 보장  평등원칙에도 반한다), 재직 의 사유만 해당

된다고 해석한다면 헌법에 반되지 않는다고 하 는바, 이는 퇴직 후의 

사유를 포함하면 헌인데 합헌  해석으로 이를 제외하면 명확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이해된다.28)

(4) 법률해석의 기

(가) 기

이처럼 합리  법률해석에 의하여 법률규정을 명확하게 할 수 있다면  

해석을 하는 구체  기 은 무엇인가. 이에 하여 헌법재 소와 법원은 

다음과 같은 기 들을 제시하 다.

(i) 입법목 (제정목 ),29) 입법취지30)

28) 헌재 2002. 7. 18. 2000헌바57, 례집 14-2, 1, 16-19. 헌재 1992. 2. 25. 89헌가

104, 례집 4, 64, 85 (「이상과 같은 “군사상의 기 ”은 … 그 범성은 의연 문

제로 남는데 그 에 있어서는 “그 내용이 설되는 경우 국가안 보장상 해로운 

결과를 래할 우려가 있을” 것이라는 요건이 후술하는 바와 같이 헌법합치 으

로 한정해석된다면 헌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되지 않으면서 동 법률조항

의 존립목 이 달성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라고 시)도 같은 취지로 보인다.

29) 헌재 2000. 2. 24. 99헌가4, 례집 12-1, 98, 105 ; 헌재 2000. 4. 27. 98헌바95, 

례집 12-1, 508, 530 ; 헌재 2000. 6. 29. 98헌바67, 례집 12-1, 801, 812 ; 

2004. 2. 26. 2001헌바75, 례집 16-1, 184, 195 ; 2004. 11. 25. 2004헌바35, 공보 

99, 1295, 1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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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입법연 ,31) 입법경과32)

(iii) 규정형식33)

(iv) 시규정34)

(v) 용어의 개념정의, 한정  수식어의 사용, 용한계조항의 설정 등과 

같은 보충  규정35)

(vi) 입법기술상의 한계36)

(vi) 련규정,37) 동일한 법률의 다른 규정,38) 다른 규범과의 연 성39)

(vii) 법률의 체계와 련시킨 논리 인 의미 추구,40) 법의 체계  해

석41)

(viii) 기히 확립된 례42)

   법원 2000. 11. 16. 선고 98도3665 원합의체 결(공2001하, 100) ; 2003. 4. 

11. 선고 2003도451 결(공2003상, 1224) ; 2005. 1. 28. 선고 2002도6931 결(공

2005상, 436).

30) 헌재 2000. 4. 27. 98헌바95, 례집 12-1, 508, 533 ; 2001. 10. 25. 2001헌바9, 

례집 13-2, 491, 499.

31) 헌재 2000. 4. 27. 98헌바95, 례집 12-1, 508, 533.

32) 헌재 2004. 2. 26. 2001헌바75, 례집 16-1, 184, 194.

33) 헌재 2000. 4. 27. 98헌바95, 례집 12-1, 508, 533.

34) 헌재 2002. 6. 27. 2001헌바70, 례집 14-1, 601, 608, 610 (「 시  입법형식이 

법률명확성의 원칙에 배되지 않으려면, 시한 개별 인 구성요건이 그 자체로 

일반조항의 해석을 한 단지침을 내포하고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일반조

항 자체가 그러한 구체 인 시를 포 할 수 있는 의미를 담고 있는 개념이 되

어야 한다.」고 시).

35) 헌재 1992. 2. 25. 89헌가104, 례집 4, 64, 79.

36) 헌재 2000. 2. 24. 99헌가4, 례집 12-1, 98, 105 ; 헌재 2000. 6. 29. 98헌바67, 

례집 12-1, 801, 812. 입법기술상의 한계가 구체 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분

명하지 않지만, 체로 만일 보다 구체 인 입법이 불가능하다면 입법기술상의 

한계 때문에 더 이상의 명확성을 요구할 수 없다는 의미로 이해된다. 그러나 보

다 구체 인 입법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바로 명확성원칙에 반한다

고 할 수는 없다(  99헌가4 결정, 105 참조).

37) 헌재 2004. 11. 25. 2004헌바35, 공보 99, 1295, 1298.

38) 헌재 1992. 2. 25. 89헌가104, 례집 4, 64, 79 ; 2001. 10. 25. 2001헌바9, 례집 

13-2, 491, 499 ; 2004. 2. 26. 2001헌바75, 례집 16-1, 184, 194-195 (「같은 법

률의 다른 규정들과의 체계 조화  해석 등을 통해 법률 용단계에서 다의 인 

해석의 우려 없이 그 의미가 구체화될 수 있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명확성원칙에 

반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시).

39) 헌재 2000. 2. 24. 99헌가4, 례집 12-1, 98, 105 ; 1992. 2. 25. 89헌가104, 례

집 4, 64, 79 ; 헌재 2000. 4. 27. 98헌바95, 례집 12-1, 508, 530.

40) 헌재 2003. 1. 30. 2002헌바53, 례집 15-1, 105, 108.

41) 헌재 2004. 11. 25. 2002헌바85, 례집 16-2하, 345, 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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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x) 형벌법규의 체  내용, 구조43)

결국,  각 기 에 따라 법률을 합리 으로 해석하여 당해 법규의 의미

를 구체화할 수 있으면 명확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

다는 것이 례의 취지라고 이해된다.

(나) 례의 확립된 해석

ᄀ. 쟁

컨 , 법률의 문언 자체로는 a 해석과 b 해석의 2가지가 가능한데 그 

 a로 해석하는 례가 확립된 경우 당해 법률규정은 a를 의미하는 법률

규정으로서 명확하다고 할 것인가. 이 문제는 a 해석이나 b 해석이 모두 

동일한 합리성을 가지고 가능한 해석인데 례가 그  하나를 선택하여 

확립된 해석을 하고 있는 경우에 특히 문제된다.

ᄂ. 가능한 견해

 사법부가 법률해석권이 있는 이상 사법부의 해석으로 법률의 의미가 

법하게 a로 구체화되어 당해 법률규정은 a를 의미하는 규정으로서만 의

미를 가지게 되고, 따라서 명확하다고 보는 견해와  a를 선택한 것이 아

무런 합리  기 이 없이 단순히 자의에 의한 선택이라면 이는 허용되지 

않는 해석이므로 례가 확립된 후에도 불명확성은 제거되지 않는다는 견

해가 있을 수 있다. 의 견해를 취할 때에는 기존 례의 해석은 합리  

해석에 의하여 법규정의 의미를 구체화할 수 있는가를 단하는 하나의 

단기  내지 자료, 즉 에서 열거한 해석기 들  하나의 의미만 갖게 

된다.

다음과 같은 헌법재 소 결정례는 의 입장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계쟁법률의 불명확성이 설혹 시인될 수 있다 하여도, 장기간에 걸쳐 

집 된 동일한 취지의 례가 가지는 법률보충  기능으로 인하여 이 

42) 헌재 1992. 2. 25. 89헌가104, 례집 4, 64, 79.

43) 법원 2005. 1. 28. 선고 2002도6931 결(공2005상, 436). 법원 2000. 11. 16. 

선고 98도3665 원합의체 결(공2001하, 100) ; 2003. 4. 11. 선고 2003도451 

결(공2003상, 1224) 등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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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명확성은 이미 치유 내지 제거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44)

․ 법원 결 등에 의하여 이미 이에 한 구체 이고 종합 인 해석기

이 제시되고 있는 이상, 법률 용자가 이 사건 법률조항을 자의 으

로 확 하여 해석할 염려는 없다고 하겠다.45)

․ 법원도 일 부터 … 와 같은 의미로 일 되게 해석· 용…해 옴으

로써 일반의 법률사건의 범 에 하여 자의 인 확 해석에 의한 법

집행을 방지하고 있다.46)

․정당행 로 인정되지 않는 집단  노무제공 거부행 를 력업무방해

죄로 형사처벌하는 것이 헌법에 반된다면 결국 법원의 해석에 의하

여 구체화된 이 사건 심 상 규정이 헌성을 지니고 있는 셈이 된

다. 따라서 집단  노무제공 거부행 를 력업무방해죄로 형사처벌하

는 것이 헌법에 반되는지 여부는 이 사건 심 상 규정의 헌여부

에 한 문제로서 헌법재 소의 단 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5. 5. 25. 91헌바20, 례집 7-1, 626 참조).47)

다음의 결정례들은 의 입장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이미 확립된 례를 통한 해석방법을 통하여 그 규정의 해석  용

에 한 신뢰성이 있는 원칙을 도출할 수 있어서 법률조항의 취지를 

측할 수 있는 정도의 내용이라면 그 범  내에서 명확성의 원칙은 

유지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48)

․ 법원은 일 부터 …고 시함으로써 ‘상당한 이유’에 한 합리 인 

해석기 을 제시하고 있다.49)

․일반  는 불확정 개념의 용어가 사용된 경우에도 … 기히 확립된 

례를 근거로 하는 등 정당한 해석방법을 통하여 그 규정의 해석  

용에 한 신뢰성이 있는 원칙을 도출할 수 있어, 그 결과 개개인이 

44) 헌재 2003. 1. 30. 2002헌바53, 례집 15-1, 105, 109 (다만, 집 된 례에 의한 

해석이 그 자체 합리 임을 아울러 설시하 다).

45) 헌재 2002. 6. 27. 2001헌바70, 례집 14-1, 601, 610.

46) 헌재 2000. 4. 27. 98헌바95, 례집 12-1, 508, 534.

47) 헌재 1998. 7. 16. 97헌바23, 례집 10-2, 243, 252.

48) 헌재 2001. 10. 25. 2001헌바9, 례집 13-2, 491, 499.

49) 헌재 2001. 6. 28. 99헌바31, 례집 13-1, 1233,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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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형사법규가 보호하려고 하는 가치  지되는 행 의 태양과 이러

한 행 에 한 국가의 응책을 견할 수 있고 그 측에 따라 자신

의 행동에 한 결의를 할 수 있는 정도(의 규정 내용이)라면 그 범  

내에서 명확성의 원칙은 유지되고 있다고 야 할 것이다.50)

 , 의 견해가 실질 으로 결론에 있어 커다란 차이가 나는 것은 

기존에 확립된 례에 의한 해석이 합리 이지 않은 해석이라고 헌법재

소가 단할 경우에 있다. 컨 , 법원의 확립된 례로 a 해석을 취하

여 왔는데 당해 규정의 헌심사를 하는 헌법재 소는 b 해석이 타당하고 

a 해석은 헌  해석이라고 단하는 경우, 의 견해를 취한다면 당해 

법률은 a로 굳어져 불명확성의 문제는 없으나 a를 의미하므로 헌이라는 

단을 하여야 하고(이 경우 한정 헌을 선고할 필요는 없다), 의 견해를 

취한다면 헌법재 소는 법원의 해석이 합리 이지 아니하므로 a 해석을 

배제하는 한정 헌 는 b 해석만을 허용하는 한정합헌의 단을 하거나 b 

해석을 선택할 합리 인 기 을 찾지 못할 경우에는 명확성원칙에 반하여 

헌이라는 단을 할 여지가 있다.

다만, 와 같이 헌법재 소의 결정례를 일응 , 의 두 견해로 분류하

여 볼 수 있지만 헌법재 소가 와 같은 차이를 인식하고 명백히 어느 한 

쪽의 입장을 취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의 결정례들도 모두 그와 같

이 확립된 례에 의한 해석이 타당함을 함께 단하고 있어 과연 명확하

게 어느 한 견해를 취하 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ᄃ. 사견

앞서 본 바와 같이 측가능성과 자의집행방지가 모두 담보된다면 당해 

법률규정은 명확하다고 할 수 있다. 어떠한 법률규정이 a 는 b의 어느 

해석도 가능한데 확립된 례가 a로 해석하는 경우에는, 수범자는 당해 법

률규정의 의미를 a로 인식할 수 있어 측가능성이 있고 법을 집행하는 기

들도 a의 해석에 따라 당해 법률규정을 용할 것이므로 자의 인 집행

도 방지될 수 있다.

50) 헌재 1992. 2. 25. 89헌가104, 례집 4, 64,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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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구나 사법부는 해석으로써 법률의 의미를 명확히 할 권한이 있으므로 

가사 a로 하는 해석이 부당하거나 심지어 헌이라고 하더라도 당해 규정

은 a의 의미를 갖는 것으로 확정되고, 이에 따라 명확성원칙에 반하지 않

는다고 보아야 한다.

만일 a 해석이 헌 인 해석이라면 헌법재 소가 당해 법률규정에 

하여 단순 헌을 선언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5) 측가능성의 주체

법률이 명확하다고 할 때 구에게 명확하다는 것을 의미하는가. 측가

능성의 주체 문제, 즉  법률 문가에게 명확하면 되는 것인지,  보통의 

평균인에게 명확하여야 하는지의 문제가 있다.

이에 하여 헌법재 소와 법원은 다음과 같이 시함으로써 의 견

해를 확고하게 유지하고 있다.

․통상의 해석방법에 의하여 건 한 상식과 통상 인 법감정을 가진 사

람이면 당해 처벌법규의 보호법익과 지된 행   처벌의 종류와 정

도를 알 수 있도록 규정하 다면 헌법이 요구하는 처벌법규의 명확성

에 배치되는 것이 아니다.51)

․보통의 상식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이 사건 법률조항들을 통해 지하

고자 하는 행 가 무엇이며 그에 한 형벌이 어떠할지를 견할 수 

있다고 할 것52)

․건 한 상식과 통상 인 법감정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정치자 법이 

허용하는 정치자 의 수수방법은 능히 인식할 수 있다.53)

․건 한 상식과 통상 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으로 하여  그 용 상

자가 구이며 구체 으로 어떠한 행 가 지되고 있는지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배되

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54)

51) 헌재 2004. 11. 25. 2004헌바35, 공보 99, 1295, 1298.

52) 헌재 2004. 11. 25. 2002헌바85, 례집 16-2하, 345, 353.

53) 헌재 2004. 6. 24. 2004헌바16, 례집 16-1, 766.

54) 헌재 2000. 2. 24. 99헌가4, 례집 12-1, 98, 102 ; 2002. 1. 31. 2000헌가8, 례

집 14-1, 1, 8 ; 2002. 6. 27. 2001헌바70, 례집 14-1, 601, 607 ; 2004.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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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법규의 입법목 이나 그 체  내용, 구조 등을 살펴보아 사물의 

변별능력을 제 로 갖춘 일반인의 이해와 단으로서 그의 구성요건 

요소에 해당하는 행  유형을 정형화하거나 한정할 합리  해석 기

을 찾을 수 있다면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형벌법규의 명확성의 원

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55)

다만, 헌법재 소의 다음과 같은 설시는 당해 법률규정과 연 을 맺게 

되는 사람(당해 법률의 수범자)을 기 으로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결정례

는 일반인 기 에 의한 명확성 단에 부가하여  기 을 제시한 것이어

서, 일반인에게는 불명확하나 당해 수범자집단에는 명확한 경우 명확성을 

인정하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나아가 우리 사회에 있어서 정치자 을 주거나 받는 등 이 사건 법률

조항과 연 을 맺게 되는 사람은 에서 말한 ‘건 한 상식과 통상

인 법감정을 가진 일반인’보다는 정치자 의 수수방법에 해 더 잘 

알 수 있는 지 에 있다고 본다면, 정치자 법에 정해진 방법 이외의 

것을 포 으로 지칭하는 의미로 쓰인 “이 법이 정하지 아니한 방법" 

부분이 불명료하다고 할 수 없다.56)

(6) 범

다음의 결정례들은 법률의 문언이 다의성을 가져 애매한 경우뿐만 아니

라 그 내용과 용범 가 과도하게 범 한 경우에도 명확성원칙에 반

된다고 시하 다.

․만약 범죄의 구성요건에 한 규정이 지나치게 추상 이거나 모호하

여 그 내용과 용범 가 과도하게 범 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국가형벌권의 자의 인 행사가 가능하게 되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2002헌가20등, 례집 16-1, 1, 17. 헌재 2000. 6. 29. 98헌바67, 례집 12-1, 801, 

808도 같은 취지이다.

55) 법원 2005. 1. 28. 선고 2002도6931 결(공2005상, 436). 법원 2000. 11. 16. 

선고 98도3665 원합의체 결(공2001하, 100) ; 2003. 4. 11. 선고 2003도451 

결(공2003상, 1224) 등도 같다.

56) 헌재 2004. 6. 24. 2004헌바16, 례집 16-1, 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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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할 수 없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배된다.57)

․처벌조항의 구성요건이 추상 이거나 모호한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거

나 지나치게 포 이거나 범 하다면, 법규수범자는 처벌규정을 통

해서 어떠한 행 가 지되는지, 그리고 그에 한 형벌이 어떠한 것

인지를 견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 헌법상의 죄형법정주의 

원칙은 죄와 형을 법률로 규정할 것을 요청할 뿐만 아니라, 필연 으

로 그 법률규정 자체의 명확성까지 함께 요구하는 것이다.58)

․포  의미를 지닌 용어와 이 용어에 한 개념정의 규정방식을 사용

한 입법은 국내외에서 흔히 그 를 볼 수 있는 것으로서 문제의 소재

는 그러한 규정방식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내용이 애매하다거나 무 

범 하여 죄형법정주의에서 요구되고 있는 명확성의 원칙에 되

는 것은 아닌지의 여부, 즉 규정내용에 있다고 할 것이다. 59)

나. 명확성 단기 에 한 학설

우리나라 학계에서 명확성 여부에 한 구체 인 단기 을 찾는 노력

은 미미하다. 아래에서 그 강의 내용을 살펴본다.

(1) 명확성 요구수 의 다양성

법률의 내용에 따라 명확성을 요구하는 정도가 다름을 인정하는 것은 

례와 다르지 아니하다. 형벌법규가 민사법규보다, 행정범의 경우가 자연범

의 경우보다, 사 억제  규제가 사후처벌  규제보다 더 높은 정도의 명

확성이 요구된다고 한다.60)

당해 법률이 어떠한 권리를 제한하고 있을 때, 제한되는 권리의 내용에 

따라 명확성이 요구되는 정도가 달라져서, 헌법상 보호되는 정도가 높은 

권리일수록 더 높은 정도의 명확성이 요구된다고 한다.61)

57) 헌재 1995. 9. 28. 93헌바50, 례집 7-2, 297, 307 ; 2004. 6. 24. 2004헌바16, 

례집 16-1,759, 764.

58) 헌재 2003. 3. 27. 2001헌바39, 례집 15-1, 246, 252.

59) 헌재 1992. 2. 25. 89헌가104, 례집 4, 64, 78.

60) 홍기태, “명확성의 원칙에 한 연구”, 헌법논총 11집, 헌법재 소(2000), 284-292

쪽 (이하  을 ‘홍기태, 명확성’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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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해 범죄에 부과되는 형벌이 할수록 구성요건은 보다 명확하게 규

정되어야 하고,62) 당해 구성요건의 보호법익이 클수록 명확성의 요구는 약

화된다고 한다.63)

(2) 명확성 단의 구체  기

학설이 들고 있는 구체  기 은 다음과 같다.

① 공정한 고지(fair notice) 는 공정한 경고(fair warning)를 하는지 

여부

② 자의  용이 배제되는지 여부

③ 입법기술  개선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입법기술 으로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덜 명확한 

방법을 취하 다면 명확성원칙에 반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명확성을 높이

는 입법기술  방법으로는 (i) 시의 방법, (ii) 정의규정을 별도로 두는 

방법, (iii) 주  요소를 추가하는 방법, (iv) 수개의 요건을 첩하여 요

건사실을 보다 명확하게 하는 방법, (v) 일반법에 한 특별법을 두어 보다 

명확하게 하는 방법 등이 들어지고 있다.64)

(3) 합리  형량모델로서 명확성을 이해하는 견해

헌법재 소가 이해하고 있는 명확성원칙은 언어  표 이 담을 수 있는 

의미내용이 확정 이고 고정 이라는 제에 있는데 사실 언어  표 이 

담을 수 있는 의미내용은 사용자나 사용상황에 따라서 불확정 이고 가변

이기 때문에 헌법재 소가 이해하는 명확성원칙은 그 제를 상실하는 

것이라고 비 하고,65) 명확성의 단은 법규범 자체에 의해서 단될 것이 

61) 홍기태, 명확성, 289쪽. 이 을 표 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에 특히 명확성을 

요구하는 것도 이와 련된다고 한다.

62) Albin Eser, Strafrecht I, 3.Aufl., 1980, S. 37. [임웅, “형법상 명확성의 원칙”, 

성균 법학 16권 1호(운로 고상룡 교수 정년기념호), 비교법연구소(2004), 486쪽에

서 재인용].

63) 임웅, 의 , 486쪽 ; 이재상, 형법총론(제4 ), 박 사(2000), 22쪽.  들은 

이를 ‘비례성의 원칙’이라고 한다.

64) 홍기태, 명확성, 299-300쪽.

65) 이 일, “헌법재 소가 이해하는 명확성원칙의 비  재구성”, 헌법학연구 7권 

1호, 한국헌법학회(2001), 27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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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구체 으로 충돌하는 기본권이나 헌법  가치들과의 형량을 통하여 

얻은 결과에 따라 단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이와 같은 형량과정은 합리

이어야 한다고 하는 견해가 있다.66)

 견해는 언어의 의미내용이 가변 이라는 을 지 한 에서 경청할 

만하다. 그러나 실제의 용에 있어 명확성을 단하면서 충돌하는 기본권

( 컨 , 안 보호시설조항에 하여 ‘인명의 안 ’  ‘노동쟁의권’)을 형량

한다는 것이 구체 으로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분명하지 아니하다. 이러

한 형량을 통하여 보다 우월한 가치를 보호하기 한 규정은 명확성의 정

도를 완화할 수 있다는 취지라면, 결국 기존의 논의도구를 그 로 사용하

는 것과 실질에 있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도 의문이다.

헌법재 소나 법원에서  견해에 기 하여 단한 는 아직까지 찾

아볼 수 없고, 상결정도 마찬가지이다.

2. 명확성 단의 기 에 한 미국의 이론

명확성 단에 하여 미국 연방 법원(이하 이 항에서 특별한 언 이 

없는 한 법원은 미국의 법원을 가리킨다)이 비교  구체 인 기 을 제시

하고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미국 연방 법원이 세워 온 명확성 단의 기

을 심으로 살펴본다.67)68)

가. 명확성의 요건

연방 법원에 의하여 명확성을 요구하는 근거로서 제시된 것은 (i) 고지

(Notice), (ii) 권력분립(Separation of Powers), (iii) 자의  법집행의 방지, 

(iv) 이의기 의 설정 등이다. 이는 다른 각도에서 보면, 명확성을 인정하

기 한 요건 는 명확성 유무를 단하는 기 (이론  기 )이 되기도 

한다.

66) 이 일, 의 , 305쪽.

67) 미국에서는 “불명확성(vagueness)”라는 용어로 논의하고 있다.

68) 미국 논의의 정리에는 Andrew E. Goldsmith, The Void-For-Vagueness 

Doctrine in the Supreme Court, Revised, 30 AJCL 279 (2003)을 많이 참고하

다 (이하, ‘Goldsmith 논문’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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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지(Notice)

연방 법원이 명확성원칙의 기 으로 제일 먼  정립한 것은 ‘법률은 수

범자에게 무엇을 지하는지를 고지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i) 사람은 

법과 불법 사이에서 자신의 행동을 조종할 자유가 있기 때문에 법은 보

통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the person of ordinary intelligence)에게 

법하게 행동할 수 있도록 무엇이 지되어 있는지를 알 합리 인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불명확한 법은 한 경고기능을 하지 못함으로써 

결백한 사람을 함정에 빠뜨릴 수 있다), (ii) 법규의 의미가 불명확하면 불

법 역으로 가는 사람들이 훨씬 늘어난다는  등이 고지요건을 요구하는 

주된 이유이다.

(2) 권력분립

연방 법원은 명확성을 요구하는 두 번째 이유를 권력분립에서 찾았다. 

즉, 입법부가 모든 가능한 범죄자들을 잡을 수 있는 그물을 설정해 놓고 

법원에 범죄성부의 단을 일임하는 것은 사법부가 입법부를 체하는 것

이 되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 고,69) 이러한 권력분립은 수십 년 동안 명

확성 단의 두 번째 요건으로 자리하여 왔다.

불명확한 법률은 사, 검사, 경찰로 하여  무엇이 범죄인지 여부를 결

정하도록 허용하는 것인데, 입법부는 형법의 기 을 설정하는 의무를 포기

할 수 없다는 것이다.70)

‘권력분립’은 앞서 본 ‘고지’와 더불어 명확성의 두 요건으로 자리잡게 되

었다.

(3) 자의  법집행의 방지

오늘날 명확성의 두 요건  권력분립의 논거는 그 내용이 다소 변경되

어, 「자의 이고 차별 인 법집행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거나 조

장하는 경우 당해 법률은 불명확하다.」는 기 으로 되었다.71) 그리하여, 

69) United States v. Reese, 92 U.S. 214, 221 (1875).

70) Smith v. Goguen 415 U.S. 566, 575 (1974).

71) Hill v. Colorado, 530 U.S. 703, 732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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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고지 요건과 (ii) 자의에 의한 법집행 방지 요건이 명확성 단의 두 요

건으로 되었고,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률은 법 차(due process)에 

반되는 것으로 평가되기에 이르 다.72)

(4) 이의기 의 설정(Creation of Standard for Appeal)

행정청으로 하여  “신성모독(sacrilegious)”이라고 인정되는 화를 

지할 수 있도록 한 법률에 하여 헌을 선언한 결의 별개의견은 불명

확한 법률이 법 차를 침해하 다는 논거로서, (i) 고지의 흠결과 함께 

(ii) “신성모독”에 한 행정청의 단은 필연 으로 주  단을 수반하

게 되어 법 이 그 단의 정당성 여부를 단할 아무런 기 이 없다는 

을 제시하 다.73)

이 별개의견은 그 후 연방 법원의 공식의견으로 되었다. 원회로 하여

 미성년자 람불가 화를 결정하도록 하는 자치조례가 불명확하여 헌

이라고 선언한 결에서 연방 법원은 행정청에게 일차  허가권이 있는 

경우 사법부가 명확성 심사를 할 수 없게 된다고 하 다.74)

요컨 , 행정재량을 허용하는 규정이 불명확한 경우 사법심사의 기 을 

제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헌이라는 취지라고 이해된다.

나. 연방 법원이 채택한 구체  단기

연방 법원이 재 채택하고 있는 명확성 단기 은 다음의 8가지로 

요약될 수 있고, 이들은 다시 크게 두 가지 부류로 분류할 수 있다. 이에 

따를 때, ① (i) 사법부의 해석, (ii) 입법연 , (iii) 해당분야의 용어례, (iv) 

용어에 한 일반  이해, (v) 지된 행 의 맥락, (vi) 법집행기 의 해석 

등에 의하여 법률의 의미를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불명확성이 치유

(Cure)되어 당해 법률이 불명확하다는 것 자체를 부인할 수 있고, ② (vii) 

72) Unite States v. Powell, 423 U.S. 87, 89-90 (1975); Kolender v. Lawson, 461 

U.S. 352, 353-54 (1983).

73) Joseph Burstyn, Inc. v. Wilson, 343 U.S. 495, 531-32 (1952), (Frankfurter 

법 의 별개의견). 다수의견은 수정헌법 제1조 반으로 헌법에 반된다는 의견

이었다.

74) Interstate Circuit, Inc. v. City of Dallas, 390 U.S. at 68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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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의 요건을 규정한 경우, (viii) 실제에 있어 법률 용에 문제가 없는 

경우 등은 불명확하기는 하지만 허용되는 것(Excuse)이라고 할 수 있다.

(1) 사법부의 해석

연방 법원은, 사법부는 해석으로 법률의 의미를 명확히 할 권한이 있고, 

나아가 그러한 해석이 상당한 정도로 가능한 경우(fairly possible)에는 해

석을 통하여 헌문제를 해소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 다.75)

이러한 해석권에는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특정사안에 용하기 하여 

법률을 해석으로 수정하는 것은 고지(Notice)요건을 해칠 수 있기 때문이

다.76)

고지요건의 성질에 하여, (i) ‘법률가에 한 고지(lawyer's notice)’, 

는 법률에 한 실제인식이 아닌 인식가능성77)이라고 보는 견해, (ii) 이러

한 고지는 불충분하고 정당한 경고(fair warning)가 있었는지 여부는 보통

의 사람(ordinary individual), 통상 법을 지키는 사람(ordinarily law-abide 

individual)이 자신의 행 가 형벌법규에 어 날 험이 있는지 단할 신

호를 받았을 것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는 견해,78) (iii) 련 공

동체 내에서 잘 정의되고 일반 으로 통용되는 의미를 가진 용어를 사용하

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는 견해79) 등이 있다.

요컨 , 법률이 사법부의 해석으로 명확해질 수 있다면 불명확하다고 할 

75) Boos v. Barry, 485 U.S. 312, 330-31 (1983). 이 결은 “ 사 , 의회, 사 으

로부터 500피트 내에서 집회하고 경찰의 해산명령을 받고서도 해산하지 아니한 

행 ”가 법하다고 규정한 법률이 합헌이라고 시하 다. 연방항소법원은  규

정에 하여, 사 , 입법부, 사 을 상으로 한 집회로서 경찰이 사  등의 

평온과 안 에 한 이 존한다고 믿을 합리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해산

명령이 허용되는 것으로 좁게 해석하 는데, 연방 법원이 이러한 해석을 받아들

이면서 이 게 좁게 해석할 경우 불명확하여 헌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시하

다.

76) United States v. Lanier, 520 U.S. 259, 266 (1997).

77) Alfred Hill, Vagueness and Police Discretion : The Supreme Court in a 

Bog, 51 Rutgers L. Rev. 1289, 1304 n. 68 (1999).

78) John Calvin Jeffries, Jr., Legality, Vagueness, and the Construction of Penal 

Statutes, 71 Va. L. Rev. 189, 205-12(1985).

79) Colin S. Diver, The Optimal Precision of Administrative Rules, 93 Yale L.J. 

65, 67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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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되, 사법부의 해석은 법문의 평범한 문언에서 무 멀어져 경고기능

을 행할 수 없게 되는 상황에 이르지 않는 한도 내에서만 허용된다는 취지

로 이해된다.

(2) 입법연

연방 법원은 입법연 으로부터 보다 정확한 의미를 추출할 수 있다면 

당해 법률이 불명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하 는데,80) 연방공무원이 “정당

활동이나 선거운동에의 극  참여”를 지하는 법률의 헌성이 문제된 

사건에서, 법률안이 제안되고 많은 토론을 거쳐 수정안이 마련되어 최종

으로 입법될 때까지의 입법과정을 살펴보면  “정당활동이나 선거운동에

의 극  참여”의 구체  의미를 법규화집(restatement)에 규정된 정의에 

따르기로 하는 것이 입법자의 의도 음을 인정할 수 있고  법규화집이 

한 정의를 하고 있으므로 명확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시하

다.81)

다만, 입법연 (입법자료)은 법문이 불명확한 경우에만 보충 으로 사용

할 수 있고, 따라서 입법자료(legislative reports)를 근거로 법률문언의 자

연  의미에 반하는 해석을 할 수는 없다고 하 다.82) 그러나 이러한 연방

법원의 태도에 하여 비 하는 견해도 있다.83) 이 견해는 “구두 이 법

80) United States Civil Service Commission v. Nat'l Ass'n of Letter Carriers, 413 

U.S. 548, 570-75. 이 결은 연방공무원에 하여 “정당활동과 선거운동에의 

극  참여”를 지한 법률이 합헌이라고 한 결이다.  법률은 의회에서 많은 

토론을 거쳐 입법화되었는데,  법률의 법안이  “정당활동과 선거운동에의 

극  참여”의 개념을 정의할 수 있는 범한 권한을 민사송달 원회에 임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하여 이의가 제기되자 제안자가 법률통과 당시의 민사송달

법규가 규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하는 수정안을 제안하여 이 수정안이 법률로 통

과되었다.

81) Id. at 576-580.

82) United States v. Shreveport Grain & Elevator Co., 287 U.S. 77 (1932). 이 

결은 허 상표를 부착한 식약품을 다른 주나 외국으로 선 할 수 없도록 하는 연

방법률이 외로서 규정한 “합리 인 변형은 허용되며, 허용범 와 소형포장에 

한 면제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문언에 하여 ‘합리 인 변형’이 불명

확하여 헌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한 결이다. 이 결은, 입법연 을 보

면 규칙으로 임한 사항이 ‘허용범 와 면제’에만 한정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으

나 ‘허용범 와 면제’뿐만 아니라 ‘합리 인 변형’에 하여도 임된 것이 법문상 

명백하므로, 입법연 을 살필 필요는 없다고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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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의 구조에 결정 인 요소는 아니다. 명백한 입법자의 의사에 반하는 해

석을 하기 하여 문리해석(문장어법)을 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한 

Costanzo v. Tillinghast84) 결을 인용하면서 입법연 에 비추어 입법자의 

의사가 명확하다면 법원은 이를 고려하여야 하고 입법자의 의사가 불명확

하다면 이를 고려하지 말아야 한다고 한다.85)

(3) 해당분야의 용어례

연방 법원은 형벌법규의 의미를 확정함에 있어 해당 문분야에서 사

용되는 용어의 의미를 고려하여 왔다.86) 일요일 업을 지하면서 외

으로 해변상품 등의 매를 허용한 법률이 불명확하다고 하는 주장을 배척

한 McGowan v. Maryland 결87)은 보통의 지능을 가진 업계종사자들은 

해변상품이 무엇을 포함하는지 알 수 있다는 것을 이유로 하 다. 특정분

야를 상으로 하는 법률이 그 분야에 알려진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 법의 

공정한 고지가 있다고 할 수 있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이에 반 하는 견해도 있다.88)

(4) 용어에 한 일반  이해

연방 법원은 법률이 일반 으로 이해되는 용어로 용범 를 정한 경

우는 불명확하지 않다고 한다.89) 평화교란에 련된 사건에서 이러한 취지

의 시를 많이 하 다.90)

83) Goldsmith 논문, 298쪽.

84) 287 U.S. 34, 344 (1932).

85)  Id.

86) Lanzetta v. New Jersey, 306 U.S. 451, 454 (1939) (사회학 문헌에 나오는 

‘gang’의 정의를 인용); Champlin Refining Co. v. Corp. Comm'n of Okla., 286 

U.S. 210, 242-43 (1932) (석유산업계에서 ‘합리 인 정도의 확실성(reasonable 

degree of certainty)’을 가지고 용할 수 있을 만큼 명확한 개념이 형성되지 않

았다고 시).

87) 366 U.S. 420 (1961).

88) Joseph Burstyn, Inc. v. Wilson, 343 U.S. 495, 520 (1952)의 별개의견

(Frankfurter, J.)은 ‘sacrilegious(신성모독)’에 한 종교  정의가 법으로 될 수는 

없다고 하 다.

89) Boos v. Barry, 485 U.S. 312, 332 (1988).

90) Hill v. Colorado, 530 U.S. 703, 732 (2000) (‘구두주장’, ‘교육’, ‘상담’ 등 용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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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에는 ‘정신건강’도 포함된다고 한 결,91) 불온단체의 회원  ‘ 극

 회원’과 ‘명목상 회원’은 통상 이해되는 용어례에 따라 구별될 수 있다

고 한 결,92) ‘도매’와 ‘소매’가 잘 알려진 용어라고 한 결93) 등도 그 기

을 통상 용어례에서 찾았다.

이 기 은 고지 요건과 자의  법집행 방지 요건을 모두 충족시킨다.

(5) 지된 행 의 맥락

학교수업의 평온과 질서를 방해하거나 방해하는 경향이 있는 소음을 

지하는 규정에  방해의 정도가 특정되어 있지는 아니하지만, 학교라는 맥

락에 비추어 볼 때 학교의 통상 인 활동에 미치는 향에 의하여 지된 

방해인지 여부를 재단할 수 있다고 한 결,94) 사 의 평온이라는 맥락

에 비추어 ‘평온’의 개념이 충분히 명확하다고 한 결95) 등은 법률이 어떠

한 행 를 지할 경우 지된 행 의 맥락(상황)이 법률해석의 기 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이다.

이 기 은 고지 요건과 자의  법집행 방지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킨다.

(6) 법집행기 의 해석

연방 법원은 법률의 명확성을 인정하는 2차  근거로 당해 법률을 집

행하는 기 ( : 검찰)의 해석을 고려할 수 있다고 한다.96)

불명확하지 않다고 시); Grayned v. City of Rockford, 408 U.S. 104. 112 

(1974) (‘평화를 교란하는 경향’이 명확하다고 시); Cameron v. Johnson, 390 

U.S. 611, 616 (‘방해’, ‘합리  방해’가 명확하다고 시).

91) United States v. Vuitch, 402 U.S. 62, 72 (1971) (모성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임신 이 허용되는데, 이 때 모성의 ‘건강’에는 

‘정신건강’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건강’에 한 일반  용례와  이해와 일

치한다고 시).

92) Scales v. United States, 367 U.S. 203, 223 (1961).

93) Ohio ex rel. Lloyd v. Dollison, 194 U.S. 445, 450 (1904).

94) Grayned, 408 U.S. at 112.

95) Boos, 485 U.S. at 332.

96) Grayned, 408 U.S. at 110. United States v. Shreveport Grain & Elevator Co., 

287 U.S. 77, 84 (“당해 법률의 집행을 담당하는 행정부가 실무를 통하여 오랫동

안 계속하여 온 해석은 법원의 견해와 일치하여 왔다.”고 시); United States v. 

Alford, 274 U.S. 264, 267 (1927) (“법원이 채택한 해석을 법무부가 따라왔다.”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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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법률이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무효라고 선언하기 에 경찰내규 

등 행정청의 해석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하는 견해도 있다.97)

그러나 법집행기 의 해석을 고려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2차 인 것에 

그쳐야 한다.98) 행정청의 법해석에 완 히 의존한다면, ‘자의 지’ 요건에 

반하기 때문이다.

(7) ‘고의’ 요건

연방 법원은 ‘고의로(scienter, 알면서)’를 요건으로 하는 것은 불명확성

을 완화시키는 것이 된다고 한다.99) 그러한 요건이 없을 경우, 법원은 선의

로 행 하는 사람에게 함정을 설치하는 것과 다르지 아니하다.100)

이에 하여 고의의 존재가 독립된 증거가 아니라 추론에 의하여 증명될 

수 있는 한 고의요건이 명확성을 제고하는 의미는 없다고 하는 견해가 있

다.101)

고의 요건이 명확성원칙의 ‘고지’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는 데에는 별다

른 이설이 없는 듯하다.102)

그러나 고의 요건이 명확성원칙의 ‘자의 지’요건을 충족시키는지에 하

여는, (i) 경계에 있는 사례에서 검사나 경찰의 자의  법집행을 감소시킬 

것이라고 하면서 이를 정하는 견해103)와 (ii) 고의 요건이 있든 없든, 

97) Debra Livingston, Gang Loitering, the Court, and Some Realism About 

Police Patrol, 1999 Sup. Ct. Rev. 141, 187-90, 197-98 (1999)

98) Goldsmith 논문, 301쪽.

99) Village of Hoffman Estates v. Flipside, Hoffman Estates Inc., 455 U.S. at 489, 

499 (1982). 한 e.g., Hill, 530 U.S. at 732; Posters 'N' Things, Ltd., 511 U.S. 

at 526; Guest, 383 U.S. at 753-54; Boyce Motor Lines, Inc., 342 U.S. at 342; 

Dennis, 341 U.S. at 515; Screws v. United States, 325 U.S. 91, 102 (「고의

(willful 는 purposeful) 요건을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명확성이 보장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아무런 고지도 없이 피고인이 알지 못하는 범죄로 처벌한다는 

비 은 막을 수 있다.」고 시); Omaechevarria v. Idaho, 246 U.S. 343, 348 

(1918).

100) Colautti v. Franklin, 439 U.S. 379, 395 (1979).

101) Reynolds v. Tennessee, 414 U.S. 1163, 1167 (1974) (Douglas 법 의 반 의견 

: 「고의요건을 추가한다고 하여 명확성이 제고되는 것은 아니다. 고의는 독립하여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반행 로부터 추론되는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시).

102) Flipside, Hoffman Estates Inc., 455 U.S. at 499.

103) Robert Batey, Vagueness and the Construction of Criminal Statut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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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 경찰의 경우에는 객  외부행동을 보고 체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을 들어 이를 부정하는 견해104)가 있다.

(8) 용의 용이성

연방 법원은 수년간 그 의미에 하여 별다른 혼동이 없어 왔다는 을 

들어 법규정의 합헌성을 선언한 바 있다.105)

이에 하여 과거에 상반된 견해 립이 없었다는 것은 고지요건을 충족

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자의 지요건에 하여는 견해 립이나 혼동

이 없었다고 하는 것으로부터 당해 법률이 자의  해석을 부추기는 법률은 

아니었다고 할 수는 있겠으나, 자의  해석을 못하도록 하는 법률이라고까

지는 할 수 없어, 자의 지요건을 자(즉, 자의  해석을 부추기는 것을 

지)로 이해할 경우에 한하여 용의 용이성 기 이 자의 지요건을 충족

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는 비평이 있다.106)

다. 연방 법원이 채택하지 아니한 기

(1) 련법규의 내용 ( 련법규의 내용으로 당해 법규의 의미를 악

할 수 있는가)

공산당 조직책이 반란선동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연방 법원은 반란선동

죄를 규정한 법률이 불명확(vague)하여 헌이라고 시하 다.107) ‘폭력행

사’를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란죄와는 달리 이를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반란선동죄에 하여, Georgia주 법원은 피선동자가 언젠가 

폭력행사를 하게 되리라는 정을 선동자가 견하 다고 보는 것이 합리

이면 반란선동죄가 성립한다고 시하 으나, 연방 법원은 반란선동죄의 

규정은 정부의 변화를 꾀하는 사람은 구나 상이 될 수 있는 인망과

도 같은 법률이라면서 헌이라고 선언하 다.108)

Balancing Acts, 5 Va. J. Soc. Pol'y & L. 1, 7-8 (1997).

104) Livingston, supra  note 97, at 169.

105) United States v. Ragen, 314 U.S. 513, 524 (1942).

106) Goldsmith 논문, 303쪽.

107) Herndon v. Lowry, 301 U.S. 242 (1937).

108) 이에 따라 원심 결은 기되었다.



356   헌법재 소결정해설집 2005

이에 하여 Van Devanter 외 3인의 법 의 반 의견은 반란선동죄의 

규정과 반란죄의 규정이 매우 하기 때문에 각 규정의 의미 내용과 

용범 가 서로 련되어 있어, 반란죄 규정과 사안의 구체  상황에 비추

어 반란선동죄의 구성요건을 밝힐 수 있으므로  구성요건은 명확성을 가

지고 있다고 하 다.

즉, 다수의견은 련법규인 반란죄의 내용으로 반란선동죄의 구성요건을 

구체화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반 의견은 그럴 수 있다는 입장이다.

(2) 법시민(law-abiding citizen) 기  ( 법시민이 이해할 수 있는가)

연방 법원이 불명확성이론을 용한 기에는 경고(fair warning)요건

을 정직한 시민(honest citizens)에 한 고지(notice)로 이해하 다.109) 명

확성이 있는지 여부는 법을 반하려는 사람의 이 아니라 법을 지키려

는 사람의 에서 볼 때 한 지침이 주어졌는가에 의하여 단되어야 

한다는 이유에서 다.110)

연방 법원이 아직 법시민 기 을 명시 으로 폐지하지는 않았다. 그러

나 수십 년간 이를 언 하지 않아 왔고, 사실상 평균인(people of ordinary 

intelligence)의 으로 체한 것으로 보인다.111)

(3) 다른 법규의 법문 (다른 법규로 당해 법규의 의미를 악할 수 

있는가)

20세기 반기 동안 연방 법원은 문제된 법률규정에서 사용한 용어가 

다른 법률에서도 사용되고 있는 경우 다른 법률의 개념으로 문제된 법률규

정의 의미내용을 악할 수 있으면 명확성은 인정된다는 입장이었다.112)

이에 하여 반 의견은 이러한 해석방법은 보통법에 의한 처벌을 가능

109) Musser v. Utah, 333 U.S. 95 (1948) 등.

110) 이 이유는 United States v. Five Gambling Devices, 346 U.S. 441 (1953) 결

의 Clark 법 의 반 의견에 이러한 취지가 자세히 나와 있다. 다만,  Five 

Gambling Devices  결의 다수의견은 불명확하다고 하여 헌이라는 의견이었

고, Clark 법 이 반 의견을 내면서 법시민 기 에 하여 시한 것이었다.

111) Hill v. Colorado, 530 U.S. 703, 732

112) De George, 341 U.S. at 232; Gorin v. United States, 312 U.S. 19, 28 (1941); 

Standard Oil Co. of N.J., 221 U.S. at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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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하는 것으로서113) 허용될 수 없다고 하 는데, 재는 이러한 반 의

견이 승리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즉, 1951년 이후 연방 법원은 다른 

법률의 문언으로 문제된 법률규정의 의미를 구체화한 가 없다.

(4) 유사한 규정의 범 한 채택 (유사한 규정이 범 하게 채택되

어 있는가)

여러 주에서 유사한 법률규정을 가지고 있다면 그 법률규정의 명확성은 

인정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었다.114)

그러나 바지 엉덩이 부분을 미국국기로 만든 행 가 국기모독의 구성요

건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에서 연방 법원은 국기모독죄를 규정한 법

률규정115)이 불명확하여 무효라고 하 는데, 이는 이 규정이 미국 연방과 

주에서 일반 으로 채택되고 있는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내려진 것이었

다.116)

(5) 문제 역의 성질 (엄 하지 않은 용어가 허용되는 역)

연방 법원은 문제된 역의 성질상 입법부가 엄 한 기 을 세우는 것

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고 이러한 경우에 모호한 표 도 허용된다고 하 는

데,117) 보통 질서 반행 , 평화교란행 를 규율하는 법률들이 이러한 역

으로 인정되어 왔다. 이 경우에는 질서를 지켜야 하는 장에서의 즉석 평

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118)

(6) 피고인의 실제인식 (피고인이 실제로 고지를 받았는가)

연방 법원은 당해 법률의 용을 받는 업자들과 충분한 토론 끝에 만들

어진 처벌규정은 불명확하지 않다는 취지로 시한 바 있다.119)

113) 죄형법정주의의 문제를 지 하는 것이라 이해된다.

114) Winters, 333 U.S. at 520(Frankfurter 법 의 반 의견).

115) “미국 국기를 공연히 단, 손상하거나, 짓밟거나, 는 모욕 으로 다루는 사

람”을 처벌하는 규정.

116) Smith v. Goguen, 415 U.S. 566, 582 (1974).

117) Goguen, at 581.

118) Goguen, at 581.

119) Boyce Motor Lines, Inc., 342 U.S. at 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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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연방 법원은 그 후 형벌법규가 한 경고기능을 하고 있는지

를 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법률규정  련 규정만을 근거로 하여야 하

지 특정 피고인이 상을 하 는지 여부를 근거로 할 수 없다고 시하

다.120)

(7) 공익의 고려 (공익이 명확성이익을 능가하는가)

연방 법원은 입법목 에 나타난 공익(government interest)이 명확성이

익(불명확을 방지할 이익)보다 큰 경우에는 불명확을 이유로 헌이라고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한 바 있다.121)

그러나 이러한 비교교량의 입장은 그 후 폐기되어, 연방 법원은 다른 

기 에 의하여 불명확하다고 단되는 법률규정을 공익이 크다는 이유로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하 다.122)

3. 안 보호시설조항에 한 명확성 단기

이상의 논의를 토 로 안 보호시설조항에 하여 일응 다음과 같은 명

확성 단기 을 세움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① 안 보호시설조항은 형벌법규이므로 엄격한 명확성이 요구된다. 노노

120) Bouie v. City of Columbia, 378 U.S. 347, 355 n.5 (1964). 이 결은 2인의 흑

인 학생이 약국에 앉아서 시 를 하자 주인이 퇴거를 요구하 음에도 퇴거에 불

응하다가 체포된 사안에 한 것이다. 이 사건에서 문제된 규정은 “소유자의 경고

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토지에 들어가는 행 ”를 처벌하는 규정이었는데, 

연방 법원은 이 규정의 문언 자체는 명확하다고 할지라도 일단 법하게 들어간 

다음 퇴거요구를 받고도 퇴거에 불응하는 경우에  규정이 용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퇴거불응을 한 피고인들에 용되는 한 불명확하여 헌이라

고 시하 다. 이 사건에서 당해 피고인들은 체포될 것을 각오하고 있었고 따라

서 자신들의 퇴거불응이 법에 반된다고 알고 있었을 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

고 법률 규정 자체를 평가하여 불명확하다고 단한 것이다.

     한편 Rehnquist 법원장은 의도 으로 법의 무지 상태에 남아 있는 사람들, 즉 

법을 수하는 방법을 확인할 가능성 자체를 회피한 사람들을 보호할 헌법  가치

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 다(Hynes, 425 U.S. at 636 (Rehnquist의 반 의견).

121) United States v. Alfred, 274 U.S. 264 (1927). 이 결은 “삼림, 목재, 기타 공

공의 역에 속하는 가연성 물건의 내부나 근처에서 불을 피우는 행 ”를 처벌하

는 규정이 공유지(公有地) 의 사유토지에서 불을 피운 행 에 용되는지가 문

제된 사안에 한 것인데, 연방 법원은 공익이 크다는 을 강조하면서 “근처”의 

개념이 헌법에 반될 정도로 불명확하지 않다고 하 다.

122) Kolender, 461 U.S. at 361; Interstate Circuit, Inc., 390 U.S. at 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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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2조 제2항은 동시에 지명령의 요건으로서의 의미도 가지고 있는데 

이 에서는 형벌법규보다는 완화된 명확성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으나, 

지명령은 헌법상의 기본권인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이 에서 

요구되는 명확성의 정도도 낮은 것이 아니고, 나아가  조항은 형벌법규

의 구성요건으로서의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으므로, 결국 형벌법규에 요구

되는 정도의 명확성이 요청된다.

② 안 보호시설조항에 하여 이미 확립된 사법부의 해석이 있으면 그 

해석에 따라 불명확성은 치유되어 명확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할 가능

성이 있으나, 확립되지 아니한 하 심법원의 결이 산견될 뿐, 상결정이 

선고될 때까지 법원에 의한 해석이  없는 상황이었다.123) 따라서 확

립된 사법부 해석에 의한 불명확의 치유는 상결정에서 고려할 수 없었다.

③ 그리하여 합리 이고 객 인 해석기 에 의하여 안 보호시설조항

의 의미내용을 구체 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명확성원칙의 

반 여부를 단하여야 한다.

④ 이 때, 법문으로부터 가능한 해석  헌 인 내용으로 해석되는 경

우는 합헌  법률해석의 방법에 의하여 제거하고 합헌 인 해석 내용만을 

남긴 다음, 그래도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면 명확성원칙에 반하게 된

다고 하여야 한다. 즉, 법문 자체로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나 헌  

해석을 제거하고 남은 합헌  해석이 단 한 가지의 해석이라면 당해 법문

은 명확성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⑤ 법문의 의미내용을 해석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자료들을 고려한다.

(i) 규정의 문언(문리해석) : 시규정, 정의규정 등 당해 규정의 문언의

미를 보충하는 규정 참고.

(ii) 입법목 , 입법취지(목 론  해석) : 입법연 이나 입법자료 등 참고.

(iii) 다른 규범과의 련성  법률체계(체계  해석) : 같은 법률의 다

른 련 규정, 다른 법률의 련 규정 등 참고. 다만, 다른 규정에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 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의미를 갖는다고 단함은 부당.

⑥ 이러한 해석방법에 의한 해석이 자의에 의한 해석이 아니어야 하며 

해석을 통하여 확정된 의미내용이 보통의 평균인에게 측가능한 것이어야 

123) 아래 IV.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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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평균인은 반드시 법정신이 투철한 정직한 시민들만으로 이루어

진 집단을 모집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체 시민을 모집단으로 한 평균

인을 의미한다. 어느 특정한 분야에만 용되는 법률의 경우 당해 분야에 

종사하는 수범자들에게 측가능하면 평균인에 한 측가능성은 확보된 

것으로 본다.

확립된 행정해석은 수범자들에게 측가능성을 다는 요건을 갖출 수

는 있으나,  행정해석에 확정력이 없는 이상 이에 하여 이의를 제기하

는 경우가 있으면(사건이 문제되어 다투어진다는 것 자체가 이의제기라고 

볼 수 있다) 더 이상 측가능성의 요건을 충족시켰다고 할 수 없다. 한편 

행정해석은 그것이 확립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자의  법집행 방지의 요건을 

충족시켰다고 할 수 없고, 그러한 해석의 합리성이 사후에라도 검증되어야 

하며, 합리성이 검증되지 아니한 행정해석은 오히려 자의  법집행의 구체

인 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행정해석은 명확성을 단하는 하나

의 자료는 될 수 있으나, 그 해석이 확립되었다는 것 자체로서 명확성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

⑦ 구체 인 입법이 불가능하거나 부 한 경우에는 어느 정도 추상

인 규정이 불가피하다.124) 그러나 구체 인 입법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입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보다 구체 인 입법이 가능하다는 이유만

으로 바로 명확성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125) 보다 구체 인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입법목  등으로부터 그 내용을 해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126) 명확성원칙이 언제나 최상의 명확성을 요구한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124) 헌재 2004. 11. 25. 2004헌바35, 공보 99, 1295, 1299 (「만약 일일이 지되는 

행 유형을 열거하거나 아주 구체 으로 단속되는 어로행 를 명시하게 된다면 

해상이라는 특수한 조건으로 인해 발생하는 유동 이고 가변 인 상황에 히 

처할 수 없을 것」이라고 시) ; 헌재 2004. 6. 24. 2004헌바16, 례집 16-1, 

759, 766 (「음성  정치자 의 수수행 는 그 개별  구체  행 를 일일이 나열

하는 방법으로는 규제가 불가능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시).

125) 헌재 2000. 2. 24. 99헌가4, 례집 12-1, 98, 105.

126)  99헌가4 결정,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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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명확성 단의 방법

와 같이 명확성 단기 을 세울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 으로 어

떠한 법률규정이 명확성원칙에 반하는지 여부를 구체 으로 단함에 있어

서 헌법재 소의 법률해석권과 법원의 법률해석권 사이에 미묘한 갈등 계

가 존재함을 부인할 수 없다.

특히 법률규정이 명확하다고 단하는 경우 그러한 긴장 계는 표면으

로 드러나게 된다. 어떤 법률조항의 명확성 여부가 헌법재 소에서 다투어

지는 경우, (i) 헌법재 소가 그 법률조항의 구체  의미를 해석에 의하여 

확정하고 그와 같이 확정된 의미로 이해되는 내용으로서의 법률조항이 명

확하다고 단하는 방법과 (ii) 헌법재 소가 법률조항의 구체  의미에 

하여 해석하는 것을 자제한 채 합리  해석에 의하여 법원이 그 법률조항의 

의미를 일의 으로 확정할 수 있는 해석기 을 찾을 수 있다는 만을 시

하여 명확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단하고 그 법률조항의 구체  의미는 

법원으로 하여  해석하도록 하는 방법의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

(ii)의 방법은 헌법재 소의 해석과 법원의 해석이 서로 모순될 경우 발

생할 수 있는 문제 을 방하는 방법이 될 수 있고, 이러한 방법에 의한 

단이 가능한 경우도 지 않다.

그러나 안 보호시설조항에서는 구체 인 쟁 들이 부분 양자택일의 

형태로 나타나 (i)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명확성 단을 하기가 매우 

곤란한 특수성이 있다. 상결정이 불가피하게 안 보호시설조항의 실질

인 해석을 어느 정도 하면서도 합리  해석기 을 찾을 수 있는지 여부를 

단하기에 필요한 정도에 그치려고 노력한 흔 이 역력한 것은 이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어느 경우에든 당해사건의 구체  사안에 한 해석은 오로지 법

원의 권한에 속한다. 헌법재 소의 법률해석은 심 상인 법률규정의 

헌성 여부를 단하기 한 필요최소한에 그쳐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상결정의 당해사건에서 청구들이 정지시킨 보일러가 안 보호

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헌법재 소가 단할 필요도 없고  단하여

서도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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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안 보호시설조항의 의미내용

1. 서언

와 같은 명확성의 단기 에 비추어, 과연 안 보호시설조항이 합리

 해석으로 그 의미내용을 악할 수 있는 규정인가를 살펴본다.

가. 이 사건 법률조항과 참고 일본법규정

일본 노동 계조정법은 제36조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과 매우 유사한 규

정을 두고 있다. 나아가 노노법 제42조 제2항은 일본 노동 계조정법(이하 

‘일본 노조법’이라 한다) 제36조를 모방한 것이라고 평가되기까지 한다.127) 

양자를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노동조합 노동 계조정법 제42조 제2항

사업장의 안 보호시설에 하여 정상 인 유지·운 을 정지·폐지 는 

방해하는 행 는 쟁의행 로서 이를 행할 수 없다.

일본 노동 계조정법 제36조

공장사업장에 있어서 안 보지시설의 정상 인 유지 는 운행을 정폐

하거나 이를 방해하는 행 는 쟁의행 라 하더라도 이를 할 수 없다.

(工場事業場における安全保持の施設の正常な維持又は運行を停廢し, これ

を妨げる行爲は, 爭議行爲としでもこれをなすことはできない。)

다만, 일본법은 우리법과 달리 처벌조항이나 행정제재 조항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그러나 와 같이 지하는 행 에 한 규정은 양자가 흡사하

기 때문에, 일본 노동 계조정법 제36조에 한 해석론은 이 사건 법률조

항을 해석함에 있어 크게 참고할 만하다.128)

127) 박홍규, 노동법 2 : 노동단체법, 삼 사(2000), 362쪽(이하  책을 ‘박홍규, 노

동단체법’이라고 한다). 일본 노조법은 1946. 9. 27. 법률 제25호로 제정된 것이고 

우리 노노법의 신인 구 노동쟁의조정법은 1953. 3. 8. 법률 제279호로 제정된 

것이므로 와 같은 분석은 일응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128) 더구나 일본 노조법에는 우리 노노법 제38조 제2항과 같이 물  시설의 보호에 

한 별도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우리 노노법 제42조 제2항은 어도 일본법에 

한 해석론에 비해 보다 인명‧신체의 보호에 을 두어 해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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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법원의 해석

(1) 법원 례

법원의 해석은 법률조항의 의미를 확정하는 데 첫번째 자료가 된다. 그

러나 상결정이 선고될 당시까지 안 보호시설조항의 의미내용을 명확히 

한 법원 결은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상결정이 선고된 후 선고된 법원 2005. 9. 30. 선고 2002두7425 

결129)은 안 보호시설조항의 일부 의미내용을 다음과 같이 명확히 하 다.

  ‘안 보호시설’이라 함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 을 보호하는 시

설을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사업장의 성질, 당해 시

설의 기능 등의 제반 사정을 구체 , 종합 으로 고려하여 단하여야 할 

것이다. …

원심은 …  동력부문이 정상 으로 가동되지 못하 을 경우에는  화

학물질에서 발생하는 가연성 가스 등이 출되거나 량 소각되지 못하여 

규모 폭발사고를 야기할 수 있고, 한 소방수의 공   재해 진압 설

비의 작동이 곤란하여 형화재를 래할 수도 있어, 사람의 생명과 신체

의 안 이 구체 으로 받는다고 할 것이므로  동력부문은  법조항 

소정의 안 보호시설이라고 단하 다.

련 규정  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와 

같은 사실인정과 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 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배하여 사실을 오인하 다거나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법이 없다.

 2006. 5.에는  결과 같은 법리에서 아래 (가) 열병합발 소 련 

일련의 사건들에 한 법원 결들이 선고되었는데 이들 결에서는 안

보호시설조항의 의미를 보다 구체화하여 다음과 같이 시하 다(그러나 

모든 쟁 에 하여 구체화된 것은 아니다).

․‘안 보호시설’이라 함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의 험을 방하기 

해서나 생상 필요한 시설을 말하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129) 이 결은 아래 (나) 석유화학제품공장 련 결의 상고심 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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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의 성질, 당해 시설의 기능, 당해 시설의 정상 인 유지․운 이 

되지 아니할 경우에 일어날 수 있는 험 등 제반 사정을 구체 ․종

합 으로 고려하여 단하여야 할 것이다. …성질상 안 보호시설에 

해당하고 그 안 보호시설의 유지․운 을 정지․폐지 는 방해하는 

행 가 있었다 하더라도 사 에 필요한 안 조치를 취하는 등으로 인

하여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한 험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

는 노노법 제91조 제1호, 제42조 제2항 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130)

(2) 하 심의 해석

상 결이 선고되기  몇몇 하 심 결들에서 다음과 같이 그 의미를 

해석한 바 있다.

(가) 열병합발 소 련

ᄀ. 당해사건 결( 구지방법원 2002. 9. 18. 선고 2002노694 결; 구

지방법원 2002. 9. 18. 선고 2002노698 결), 병행사건 결(수원지방법원 

2002. 6. 20. 선고 2001노4065 결, 수원지방법원 2003. 1. 16. 2002노3145 

결)

「사업장 내의 특정시설이 안 보호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사

업장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구체 ․종합 으로 검토하여 인명이나 신체

에 험성이 발생하는지 여부에 따라 단하여야 할 것인바, 열병합발 소

의 발 기 등 기시설, 보일러 등 스 시설, 소방수 공 시설 등 용수시

설, 랜트 에어 압축기, 계기용 공기 공 시설 등이 쟁의행 에 의하여 정

지․폐지되거나 방해될 경우 인명이나 신체에 해를 래할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는 노동조합 노동 계조정법 제42조 제2항의 안 보호시설에 

해당」한다고 시하 다.

ᄂ. 병행사건 결(수원지방법원 2002. 10. 2. 선고 2002노1897 결)

같은 취지로, 「사업장 내의 특정시설이 … 안 보호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사업장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구체 ․종합 으로 검토하여 

130) 법원 2006. 5. 12. 선고 2002도3450 결; 법원 2006. 5. 25. 선고 2002도

5428 결; 법원 2006. 5. 25. 선고 2002도5429 결; 법원 2006. 5. 25. 선고 

2002도5577 결; 법원 2006. 5. 25. 선고 2003도841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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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이나 신체에 험성이 발생하는지 여부에 따라 단하여야 할 것인바, 

… 이 사건 열병합발 소에는 열병합발 소의 발 기 등 열기   기시

설, 보일러 등 스 시설, 소방수 공 시설 등 용수시설, 랜트 에어 압축

기, 계기용 공기 공 시설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이 인정되는바, 그 시설  

기  등이 쟁의행 에 의하여 정지․폐지되거나 방해될 경우 인명이나 신

체에 해를 래할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는 노동조합 노동 계조정

법 제42조 제2항의 ‘안 보호시설’에 해당」한다고 시하 다.

(나) 석유화학제품공장(여천엔씨씨주식회사) 련

ᄀ. 제1심 결( 주지방법원 2001. 12. 27. 선고 2001구1474 결)

「먼   동력부문의 시설이 법 제42조 제2항 소정의 ‘안 보호시설’에 

해당하는지에 하여 살피건 , 가동이 단되는 경우에 결과 으로 사람

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 을 태롭게 할 험성이 구체 이고 객 으로 

상되는 시설은  법조항 소정의 안 보호시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에서 본 바와 같이  동력부문이 정상 으로 가동되지 못하 을 경우에

는  화학물질에서 발생하는 가연성 가스 등이 출되거나 량 소각되지 

못하여 규모 폭발사고를 야기할 수 있고, 한 소방수의 공   재해진

압 설비의 작동이 곤란하여 형화재를 래할 수도 있어, 결과 으로 사

람의 생명과 신체의 안 이 구체 으로 받는다 할 것이므로  동력부

문은  법조항 소정의 안 보호시설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시

하 다.

ᄂ. 제2심 결( 주고등법원 2002. 7. 11. 선고 2002 126 결)

제1심 결을 그 로 인용하 다.

(다) 병원의 인 조직 련( 주지방법원 2002. 8. 1. 선고 2001고단1400, 

2172, 3108, 3342, 3837, 4300 결)13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은 사업장의 안 보호시설에 

하여 정상 인 유지‧운 을 정지‧폐지 는 방해하는 행 는 쟁의행 로서 

131) 이 결의 항소심 결인 주지방법원 2003. 1. 23. 선고 2002노1736 결은 제

1심 결을 일부 기하 고, 상고심 결인 법원 2003. 12. 26. 2003도1317 결

은 상고를 기각하 다. 그러나  시부분에 한 항소는 없었고, 이에 따라 이 

부분에 한 상 심의 단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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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0. 9. 5. 09:00경  병원 1층  로

비에서 진행된 업에 응 실 간호사 10명  9명, 환자실 간호사 15명 

 5명 총 14명을 업에 참여시킴으로써 구 진료시설로서 안 보호시설

에 해당하는 응 실과 환자실의 정상 인 운 을 방해하는 쟁의행 를 

한 것이다.”라고 함에 있으므로 먼  병원의 응 실, 환자실이 노노법 제

42조 제2항 소정의 ‘사업장의 안 보호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하여 

보건 , 여기서 말하는 사업장의 안 보호시설이라 함은 사용자의 경 시

설의 유지를 하여 그 상시 운 이 불가결한 시설을 뜻하는 것으로 컨

 사업장의 동력시설, 통신시설, 통기‧배수시설, 폭발방지시설 등이 이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에 반하여 병원의 인  조직으로서의 간호사나 병원의 

물  시설 자체로서의 응 실, 환자실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

아야 한다.」고 시하 다.

(3) 법원 결의 의미

 하 심 결들은 노노법 제42조 제2항의 해석상 문제되는 쟁   일

부에 한 단을 한 것이다.

 (가)의 결들은 모두 당해사건에서 문제된 쟁의행 와 련된 여러 

형사사건에서 있었던 결들이고,  (나)의 결은 여천엔씨씨주식회사의 

동력부문 가동을 단한 행 에 련된 사건의 결이며,  (다)의 결은 

병원의 응 실과 환자실의 간호사가 업무를 단한 행 에 한 결이다.

(가)의 결은 당해사건이나 병행사건에서 있었던 결들로서 아직 확정

되지 않은 상태이고, (다)의 결은 확정되었으나  시부분에 하여는 

항소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에 한 상 심의 단이 없었기 때문에,  

결들이 확립된 법원의 해석이라 하기는 부족하다. 다만, (나)의 결은 

법원에서 체로 인용이 되어 확정되었으나 일부 쟁 에 한 것일 뿐만 

아니라 상결정의 선고당시에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 으므로 상결정을 

한 헌법재 소로서는 이를 확립된 해석으로 평가할 수 없었다.

더구나 (가), (나)의 결은 ‘안 보호시설’이라 할 때의 ‘안 ’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 ’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데 반하여, (다)

의 결은 ‘사용자의 경 시설의 유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듯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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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시를 하고 있어, 양자간 서로 모순이 없지 아니하 다.

다. 해석기 의 필요성

이처럼 상결정이 선고될 당시 법원의 해석으로 안 보호시설조항의 

의미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 기 때문에, 명확성 여부를 단하는 헌법재

소로서는 앞서 본 단기  내지 해석기 에 따라 안 보호시설조항의 의

미가 확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하에서는 안 보호시설조항이 갖는 일응의 불명료한 쟁 들에 하여 

그에 한 합리 인 해석을 도출할 수 있는지 여부  그 도출된 해석은 

무엇인지를 쟁 별로 검토한다.

2. 구성요건해당성의 단기

가. 논의의 내용

안 보호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어떠한 행 가 노노법 제42조 제2

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시설의 종류에 따라서 일률 으로 정하여지는 것

이 아니라, 당해 사업장의 성질  제반 사정, 당해 시설의 기능, 쟁의행  

당시의 구체  상황 등 제반 사정을 구체 ‧종합 으로 검토하여 단하여

야 한다는 데에 행정해석과 학설이 일치하고 있다.

그 설명내용들의 강은 다음과 같다.

․안 보호시설의 해당여부는 당해 기업의 험성을 구체 ‧종합 으로 

검토하여 직  인명‧신체에 한 험성이 객 으로 측되는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132)

․안 보호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사업장의 제반 사정을 고려

하여 구체 으로 단되어야 한다.133)

․안 보호시설의 해당 여부는 쟁의행  당시의 구체  상황과 정지 

는 폐지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향에 따라 단되어야 한다.134)

․안 보호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법의 취지에 따라 당해 사업장의 

132) 행정해석(1988. 3. 3. 노사 32281-3168).

133) 행정해석(1990. 2. 1. 노사 32281-1474).

134) 행정해석(1995. 5. 10. 조정 681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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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구체 ‧종합 으로 검토하여 생명‧인체에 험

성이 발생하는가 여부에 따라 단하여야 한다.135)

․안 보호시설에 해당하는가 여부는 병원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구체

으로 단되어야 한다.136)

․안 보호시설의 범 는 사업장의 성질에 따라 당해 사업장의 험성

을 구체 ‧종합 으로 검토하여 결정되어야 한다.137)

․안 보호시설의 구체 인 범 는 사업장의 성질에 따라 달라질 수 있

다.138)

․안 보호시설의 종류는 사업의 종류  시설에 따라 다른 것이므로 당

해 기업의 험성을 구체 ‧종합 으로 검토하여 단하여야 한다.139)

행정해석이, 아 트 리업무에 있어서 안 보호시설의 범 는 쟁의기간

의 장단과 그 시간  경과 등 구체 인 사정에 따라 변동될 것이나 난방, 

수도, 기시설 등이 이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하고,140) 아 트 내의 

난방가동시설과 고압변 실 가스 내출기가 안 보호시설에 해당한다고 하

면서도,141) 4월 순 이후의 아 트 난방  온수공 용 보일러시설은 안

보호시설이라 하기 어렵다고 한 것142)은 이러한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앞서 본 법원의 결들도 체로 구체 ‧종합 으로 검토하여 단하여

야 한다는 데에 일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상결정 선고 후의 법원

결도 이를 확인하 다.143)

135) 행정해석(1999. 4. 1. 력 68140-116; 2001. 1. 26. 력 68140-41).

136) 행정해석(1989. 6. 7. 노사 32881-8344).

137) 이상윤, 노동법(제5 ), 법문사(2003), 749쪽(이하  책을 ‘이상윤, 노동법’이라

고 한다).

138) 김수복, 사례해설, 667쪽.

139) 김헌수, 노동조합 노동 계조정법(개정 ), 법원사(2002), 551쪽(이하  책을 

‘김헌수, 조정법’이라고 한다)

140) 1991. 11. 27. 노사 32281-17015.

141) 1986. 11. 18. 노사 32271-19511.

142) 1995. 5. 10. 조정 68140-129.

143)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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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당해사건의 경우

그러므로 당해사건에서 구미열병합발 소의 보일러가 그것이 보일러라

는 이유만으로 일률 으로 안 보호시설에 해당한다든지 해당하지 않는다

든지 하는 결론을 내릴 수는 없고, 구체  상황을 종합 으로 검토하여 그 

맥락하에서 단하여야 한다.

상결정이 안 보호시설조항을 구체  사안에 용하는 단은 당해 

사업장의 성질, 당해 시설의 기능, 쟁의행  당시의 구체  상황 등 제반 

사정을 구체 ․종합 으로 검토하여 유권 으로 이루어지고 결국 안 보

호시설조항의 구체 인 의미는 개별  사안에 한 단을 하는 법원이 확

정하게 된다고 시한 것144)은 이런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다.

한 상결정이 선고된 후 선고된 당해사건의 법원 결도 같은 취지

에서 원심 결을 기하 다.145)

3. 입법목 과 안 보호의 객체

가. 쟁

‘안 보호시설’에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 보호를 한 시설이 포함된다

는 데에 하여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물  설비를 보호하기 한 시설도 

포함되는지에 하여 견해가 나뉜다.

나. 우리나라의 논의

 물  보호 포함설 (김수복, 김형배, 이상윤)

‘안 보호시설’은 인명‧신체의 안 보호뿐만 아니라 물  설비를 보호하

기 한 시설도 포함한다고 이해하는 견해이다. 이 견해의 내용요지는 다

음과 같다.

- 견해의 내용

․인명‧신체에 한 해 방 는 보건상 필요한 시설이나 물  설비

의 보호를 한 시설을 의미한다.146)

144)  례집 17-1, 812, 828.

145) 법원 2006. 5. 25. 선고 2002도5428 결, 법원 2006. 5. 25. 선고 2002도5429 

결.



370   헌법재 소결정해설집 2005

․안 보호시설이라 함은 인명의 안 보호뿐만 아니라 물  시설의 보

호도 의미한다.147)148)149)

․제42조 제2항의 안 보호시설의 유지는 공장의 시설, 인명  건강에 

직  련된 것.150)

․노노법 제42조 제2항은 노노법 제38조 제2항의 신설규정에 의하여 보

호되지 않는 물  시설을 안 보호시설로 보호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151)

- 논거

․쟁의행  에는 근로계약상의 주된 의무만이 정지될 뿐이고, 사용자

의 배려의무  근로자의 충실의무와 같은 부수  주의의무는 여 히 

존속하므로, 쟁의행 기간 이라도 사용자의 경 시설의 유지를 하

여 불가결하게 요구되는 작업은 수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작업을 보안

작업(Notdienst oder Erhaltungsarbeit)이라고 하며, 여기에는 인명에 

146) 일부 행정해석(2001. 5. 11. 력 68107-219) [임종률, 노동법(제4 ), 박 사(2004), 

194쪽에서 재인용].

147) 김형배, 노동법(제8 ), 박 사(1996), 557쪽. 이는 구 노동쟁의조정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로 폐지된 것) 제13조 제2항에 한 해석론으로서 주장된 것이다.

   노노법이 제정된 후 출간된 김형배, 노동법(제13 ), 박 사(2002), 694-696쪽은 

와 같은 명시 인 개념정의를 삭제하 고, 이러한 태도는 김형배, 노동법(신 ), 

박 사(2004), 832-834쪽(이하  책을 ‘김형배, 노동법’라고 한다)에서도 마찬가

지여서, 견해를 바꾼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도 있다.

   그러나,  2004년  책 833쪽에서 ‘공장의 시설’이 안 보호시설의 유지에 직  

련된 것이라고 기술함으로써, 물  시설을 보호하기 한 경우도 포함하는 기

존의 견해를 유지하고 있다고 이해된다.

148) 이상윤, 노동법, 법문사(1997), 781쪽. 다만 이 책은 물  설비를 보호하기 한 

시설도 포함된다고 하면서, “즉, 작업시설의 손상이나 원료‧제품의 변질 는 부

패를 방지하기 한 작업은 쟁의행 기간 에도 정상 으로 수행되어야 한다.”고 

하여, 노노법 제38조 제2항의 시설까지를 포 한 개념으로서의 안 보호시설을 

제로 와 같은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149) 김수복, 노동조합 노동 계조정법-실무사례해설(개정증보 ), 주식회사 앙경

제(2000), 667쪽(이하  책을 ‘김수복, 사례해설’이라고 한다). 그러나  책은 동

시에 “어떤 시설이 안 보호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그 시설의 정지 는 폐지

가 인명‧신체에 직 인 해를 끼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단되어야 한다.”

고 하여, 물  시설은 배제하는 듯한 설명을 하고 있다.

150) 김형배, 노동법, 834쪽.

151) 천욱‧김원정‧김기 ‧조 길, 실무자를 한 노동법쟁 해설, 앙경제사(1998), 

325쪽.  책 스스로는 어느 한 견해를 취하는 입장을 밝히지 아니하고 와 같

은 해석의 가능성만을 언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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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유해‧ 험한 시설의 손상을 방지하거나 작업시설의 손상  원

료‧제품의 변질이나 부패 는 손을 방하는 데 필요한 작업을 포

함한다.152)

․원래 쟁의행 는 사용자에게 생산 단 등에 의하여 발생되는 경제  

손실을 주는 데 그쳐야 하며, 인명에 피해를 다거나 물  시설 자체

에 손해를 가하는 것은 쟁의행 의 정당성의 범 를 넘는 것이다. , 

보안작업을 거부하는 것은 쟁의행 에 한 과잉침해 지의 원칙에 

반한다는 에서도 그 제한의 근거를 찾을 수 있다.153)

․쟁의행 는 사용자에 하여 근로제공의 거부를 통한 경제  손실을 

주는 것이므로 사람의 생명‧신체 는 사용자의 재산에 직 인 피

해를 주는 것은 쟁의행 의 본질에 일탈하는 것.154)

․쟁의행 는 당연히 쟁의행  종료 후 근로자들이 사업장에 복귀하는 

것을 제로 하는 것인바 이를 불가능하게 하는 기업의 물  시설의 

손상은 허용될 수 없다.155)

주지방법원 2002. 8. 1. 선고 2001고단1400 등 결156)은 「사업장의 

안 보호시설이라 함은 사용자의 경 시설의 유지를 하여 그 상시 운

이 불가결한 시설을 뜻하는 것」이라고 시하여 물  보호 포함설을 취한 

것으로도 보이는데, 한편 이 결이  시에 이어서 「 컨  사업장의 

동력시설, 통신시설, 통기‧배수시설, 폭발방지시설 등이 이에 해당하는 것

이고, 이에 반하여 병원의 인  조직으로서의 간호사나 병원의 물  시설 

자체로서의 응 실, 환자실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고 시하고 있는 을 보면, 물  보호 포함설을 의도 으로 염두에 두고 

와 같은 시를 하 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인  보호 한정설 (주류 행정해석,  김유성, 박홍규, 이병태, 임종률)

152) 김형배, 노동법, 832-833쪽.

153) 김형배, 노동법, 833쪽.

154) 이상윤, 노동법, 법문사(1997), 781쪽.

155) 김수복, 사례해설, 667쪽.

156)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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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생명‧신체에 한 험을 방하거나 보건상 필요한 시설만이 

안 보호시설에 해당한다고 하는 견해이다. ‘보건상 필요’를 언 하는 경우

도 있고 그 지 않은 경우도 있으나, 이를 언 하지 않는다고 해서 반드시 

이를 배제하는 취지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 견해의 내용

․인명‧신체에 한 해 방 는 보건상 필요한 시설을 뜻한다.157)

․쟁의기간 에 있는 사업장에 있어서 사람의 생명, 신체 등의 해에 

계되는 안 장치와 이와 련있는 시설.158)

․안 보호시설의 해당 여부는 당해 사업장의 인명‧신체에 한 해 

방을 한 시설로서 그 시설의 정지 는 폐지가 직 으로 해의 

발생과 인과성을 갖는 시설이다.159)

․안 보호시설인지 여부는 그 시설의 정지 는 폐지가 인명‧신체에 

직 인 해를 끼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단되어야 한다.160)

․직  인명에 한 해 방 는 생상 필요불가결한 물  시설에 한

정된다.161)

․인명과 신체에 한 험의 방 는 생상 필요한 시설을 말한

다.162)

․생명‧신체의 안 을 보호하기 한 시설에 국한된다.163)

․가동을 단하면 사람의 생명‧안 을 태롭게 하는 시설.164)

- 논거

157) 행정해석(1988. 3. 3. 노사 32281-3168; 1991. 10. 19. 노사 32281-15050; 1995. 5. 

10. 조정 68140-129; 1997. 9. 9. 력 68140-367; 2003. 11. 4. 노조68110-572). 물

 설비의 보호를 한 규정인 노노법 제38조 제2항이 신설되기 부터도 와 

같이 해석하 다는 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158) 행정해석(1964. 1. 31. 노노정 1452.5-328).

159) 행정해석(1996. 4. 18. 력 68140-140).

160) 노동부, 노동쟁의조정법 실무, 1995.

161) 이병태, 최신 노동법(99신정 ), 암사(1999), 336쪽(이하  책을 ‘이병태, 노

동법’이라고 한다).

162) 박홍규, 노동단체법, 362쪽.

163) 김유성, 노동법 II( 정 ), 법문사(1997), 253쪽(이하  책을 ‘김유성, 노동법’

이라고 한다).

164) 임종률, 노동법(제4 ), 박 사(2004), 194쪽(이하  책을 ‘임종률, 노동법’이라

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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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문에서 명백히 “안 보호시설”이라고 한정하고 있다.165)

․ 계자의 생명‧신체‧건강에 하여 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쟁의행

는 헌법상 질서유지나 공공복리의 차원에서 당연히 법의 평가를 

받는 것으로서  조항은 이를 확인한 것이다.166)

․안 보호시설 외의 시설은 노노법 제38조 제2항에서 정한 필수작업수

행의무에 의해 보호되거나 시설물 괴의 경우 노노법 제42조 제1항

에서 정한 괴행 지에 해당한다.167)

․노노법 제38조 제2항이 신설되기 에는 기업의 물  시설에 하여

는 안 유지의무가 있다고 하는 견해(김치선, 김형배, 박상필, 심태식, 

임종률)와 안 보호의무는 생명‧신체의 안 을 확보하기 한 시설에 

국한된다는 견해(박홍규, 이병태)가 립되었으나,  조항이 신설되면

서 이러한 립은 상당부분 해소되어, 노노법 제42조 제2항의 안 보

호의무는 인 인 범 에 한정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체계에 부합한

다.168)

․‘안 ’이란 원래 사람을 상으로 하는 개념이고, 행법상 이 규정 

반만 유독 지명령의 상으로 한 것을 보면 그 보호법익이 폭력‧

괴 지규정의 그것보다 우선하는 사람의 생명‧신체라고 보아야 한

다.169)

당해사건 하 심 결들  주지방법원 2001. 12. 27. 선고 2001구1474 

결은 인  보호 한정설의 입장이라고 이해된다.170)

법원 2005. 9. 30. 선고 2002두7425 결은 「‘안 보호시설’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 을 보호하는 시설을 말하는 것」이라고 시하고 있

고 그 후 선고된 법원 결들은 「‘안 보호시설’이라 함은 사람의 생명이

나 신체의 험을 방하기 해서나 생상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고 

165) 이병태, 노동법, 336쪽

166) 박홍규, 노동단체법, 362쪽.

167) 이병태, 노동법, 336쪽.

168) 김유성, 노동법, 252-253쪽.

169) 임종률, 노동법, 194쪽.

170)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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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고 있는데,171) 이는 상결정에서 쟁 으로 지 된 후 선고된 결이어

서 인  보호 한정설의 입장을 명시 으로 확인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 일본의 논의

일본 노조법 제36조의 ‘안 보지시설’의 의미에 하여 일본의 례, 학

설, 행정해석은 일치하여 ‘인명‧신체에 한 해 방 는 생상 필요한 

시설’을 의미한다고 한다.172) 즉,  의 견해와 같다고 할 수 있다.

․안 보지시설이란 인명에 한 해 방 는 생상의 필요를 하

여 설치된 안 시설 그 자체에 한하고, 공장, 사업장에 있는 기계 등의 

생산설비의 보호를 목 으로 하는 시설은 포함하지 않는다.173)

․‘인명‧신체에 한 해 방 는 생상 필요한 시설을 가리키고, 이

를 정지 는 폐지하는 것이 단순히 ‘당해 기업의 경제  기능을 해

하는 데 불과한 시설’은 포함되지 아니한다.174)

․선원법 제30조  업규제법(スト規制法) 제3조가 물  시설의 유지‧

보 을 목 으로 하는 것과 다르다.175)

라. 사견

(1) 명시된 입법목

행 노노법의 신인 구 노동쟁의조정법(1953. 3. 8. 법률 제279호)이 

제정될 당시 공식 으로 밝 진 입법목 은 다음과 같은 개 인 내용만 

있을 뿐, 안 보호시설조항의 신인  구 노동쟁의조정법 제6조 제1항에 

171) 법원 2006. 5. 12. 선고 2002도3450 결; 법원 2006. 5. 25. 선고 2002도

5428 결; 법원 2006. 5. 25. 선고 2002도5429 결; 법원 2006. 5. 25. 선고 

2002도5577 결; 법원 2006. 5. 25. 선고 2003도841 결.

172) 大和田敢太 外 7人, 勞働判例大系 15 勞動爭議(1), 勞働旬報社(1992), 34 (이하 

 책을 ‘노동 례 계’라고 한다); 本多淳亮 外 3人 編, 判例コンメタール 19 : 

勞動法 I (增補版), 三省 (1988), 500 (이하  책을 ‘ 례 코멘타르’라고 한다); 

淺井淸信敎授還曆記念 勞働爭議法論, 法律文化社(1965), 190 (이하  책을 ‘노동

쟁의법론’이라 한다) 참조.

173) 橫浜(よこはま)地裁決定 (昭 42. 4. 6. 判例タイムズ 123号). 同旨 : 高栽第3

法廷判決 (昭 39. 8. 4. 民集 18卷 1号).

174) 일본 행정해석(昭 22. 10. 2. 勞發 57号).

175) 주석 노동 계조정법, 6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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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된 구체 인 입법목 이나 입법취지가 밝 진 바는 없다.

․헌법에 의거하여 근로자의 단체행동자유권을 보장하고, 노동쟁의를 공

정히 조정하여 산업의 평화가 유지되도록 하려는 것임.

․쟁의행 로서 폭력· 괴행  기타 공장·직장 등의 정상 인 유지·운

을 해하는 행 를 함.

따라서 공식 으로 밝 진 입법목 이나 입법취지를 가지고 안 보호시

설조항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는 어렵다.

(2) 체계  해석과 입법목

그러나 안 보호시설조항과 노노법의 다른 련규정들을 종합하여 체계

 해석을 한다면, 안 보호시설조항의 입법목 은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

을 보호하려는 것임을 추론할 수 있다.176)

(가) 노노법 제38조 제2항177)  제42조 제1항178)과의 계를 살펴본다.

사업장은 사람과 물  시설이 어우러져 재화나 용역을 생산하는 장소라

고 할 수 있다. 물  시설은 ① 안 을 보호하는 시설과 ② 작업시설로 분

류할 수 있고, 다시 자(①)는 (i)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 을 보호하는 시

설과 (ii) 작업시설의 안 을 보호하는 시설로 세분할 수 있으며, 후자(②)

는 (iii) 생산시설과 (iv) 기타 업무시설로 세분할 수 있다.

법한 쟁의행 가 있을 경우 ②의 시설에 하여는 정상 인 가동을 할 

법 인 의무가 없다. 다만, (iii)의 시설과 (iv)  주요업무에 련되는 시

설로서 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거하는 행 가 지될 뿐이다. 노노법 

제42조 제1항은 이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176) 사람의 생명‧신체를 하는 행 는 쟁의행 로서도 할 수 없다는 것은 특별

한 입법이 없더라도 조리상 당연히 인정된다고 하는 일본 례가 있다( 高栽第3

法廷判決 昭 39. 8. 4. 民集 18卷 1号).  례는 정신병원에서의 업에 한 

것인데, 와 같은 논리에서 환자의 病狀에 상당한 악 향을 미치는 행 는 특별

한 입법 없이도 조리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 다. (判例時報 380号 7  참조)

177) 노노법 제38조 제2항 : 「작업시설의 손상이나 원료·제품의 변질 는 부패를 

방지하기 한 작업은 쟁의행  기간 에도 정상 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178) 노노법 제42조 제1항 : 「쟁의행 는 폭력이나 괴행  는 생산 기타 주요

업무에 련되는 시설과 이에 하는 시설로서 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거하

는 형태로 이를 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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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②의 시설을 정상가동할 필요는 없지만 그것이 손상되는 것은 방

지하여야 하고, 노노법 제38조 제2항이 ‘작업시설의 손상…를 방지하기 

한 작업은 …정상 으로 수행되어야 한다.’고 한 것은 바로 이를 가리킨다.

①(ii)의 시설, 즉 작업시설의 안 을 보호하는 시설은 이를 정상 으로 

가동하지 아니하면 통상 작업시설의 손상을 래하게 될 것이므로, 이는 

결국 노노법 제38조 제2항에 포섭되고, 노노법 제42조 제2항의 용 상에

서는 제외된다. 그리하여 만일 정상 으로 가동하지 않아도 작업시설의 손

상이 생기지 아니하는 작업시설을 한 안 시설은 이를 가동할 의무가 없

다고 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노노법 제42조 제2항은 오로지 ①(i)의 시설, 즉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 을 보호하는 시설만을 상으로 하는 것이 된다.

(나) 다른 경우와 달리 노노법 제42조 제2항에 반되는 경우에는 지

명령까지 발할 수 있는 강력한 보호장치를 두고 있다. 이는  조항이 보

호하고자 하는 법익이 다른 어느 규정의 보호법익보다도 하기 때문이

고, 그러한 보호법익이란 바로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 ’ 외에 다른 것이 

아니다.

(다) 선원법 제27조는 명문으로 “인명 는 선박에 해를  염려가 있

는 경우” 쟁의행 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 물  시설의 안 보호도 목

으로 하고 있으나, 이러한 명문이 없는 노노법 제42조 제2항은 물  시

설의 안 보호를 포함할 수 없다.179)

(3) 문언의 의미

ᄀ. 일반  용어례

‘안 보호시설’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경우 ‘사람의 생명‧신체에 한 안

’에 계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통상의 용어례이다.

ᄂ. 수식어의 연

노노법 제42조 제2항은 ‘사업장의 안 보호시설’이라고 하여, 안 보호시

179) 선원법 제27조 (쟁의행 의 제한) 선원은 선박이 항행 이거나 외국의 항구에 

있는 경우 그 밖에 인명 는 선박에 해를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선원근로

계에 한 쟁의행 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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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을 한정하는 수식어로 ‘사업장의’를 규정하고 있다. 구 노동쟁의조정법에

서는 ‘공장, 사업장 기타 직장에 한 안 보지시설’,180) ‘공장, 사업장 기타 

직장에 한 안 보호시설’181)이라고 하여, 안 보호의 객체가 ‘공장, 사업

장 기타 직장’인 것으로 읽힐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 그러나 1997년 노노

법이 제정되면서 행과 같이 ‘사업장의’로 되었으므로, ‘사업장’은 안 보

호의 객체가 아니라 안 보호시설의 치 는 사업장 련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하겠다.

즉, 구법에서의 ‘공장, 사업장 기타 직장’이나 행법의 ‘사업장’은 서로 

다른 개념이 아니라 같은 내용을 의미하고, 어도 행법의 ‘사업장’은 안

보호시설이 보호하는 객체가 아니라 안 보호시설이 존재하는 장소 는 

련성182)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조문의 연 에 따른 합리 인 

문리해석이다.

상결정의 다수의견도 이와 같은 이해에 터잡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

다.183) 이에 하여 상결정의 반 의견은 와 같은 변경에 커다란 의미

를 두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184)

(4) 일본의 해석론

노노법 제38조 제2항과 같은 규정이 없는 일본에서도 일본 노조법 제36

조의 안 보호시설을 인  안 을 보호하는 시설로 이해하고 있는바, 이러

한 이해는 안 보호시설의 의미에 한 불명확성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여 

왔다.

따라서,  일본법 조항을 크게 참고하여 입법된 노노법 제42조 제2항의 

해석에서도 같은 취지로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5) 반 해석의 여지가 있는 물  보호 포함설

앞서 본 바와 같이 물  보호 포함설로 분류되는 학자들의 주장 자체가 

180) 구 노동쟁의조정법(1953. 3. 8. 법률 제279호) 제6조 제1항.

181) 구 노동쟁의조정법(1963. 4. 17. 법률 제1327호) 제13조 제2항.

182)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험을 방지하기 한 시설과 같은 사업장 련성을 말한다.

183)  례집 17-1, 812, 825-826.

184)  례집 17-1, 812, 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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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하지 아니한 이 많다. 즉, 이들 스스로 물  보호 포함설과 모순되는 

기술을 하고 있는 부분이 발견된다(물  보호 포함설의 설명부분, 특히 각

주 부분 참조).

(6) 소결

(가) 입법목 과 안 보호의 객체

이상을 토 로 할 때, 안 보호시설조항의 입법목 은 ‘사람의 생명‧신체

의 안 보호’에 있고, 노노법 제42조 제2항의 안 보호시설은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 을 보호하는 시설’만을 의미한다고 단된다.

나아가 안 보호시설의 개념에 ‘보건( 는 생)상 필요한 시설’을 추가

할 것인가에 하여 보건 , (i) 보건185) 는 생186)도 결국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 에 련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ii) 보건 는 생상 필요

한 시설이란 ‘장기간에 걸쳐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향을 주어 건강을 

해치는 것을 방지하는 시설’이라고 할 것인데 와 같은 ‘장기간 건강’의 

보호시설도 안 보호시설에 포함함이 타당하다고 여겨지며, (iii) 보건상의 

필요를 포함하여 안 보호시설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나라나 일본의 일반  

경향이므로, 보건이나 생상 필요한 시설도 안 보호시설에 포함된다고 

함이 타당하다.

요컨 , 안 보호시설조항의 안 보호시설은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 을 

보호하는 시설’, 즉 ‘사람의 생명‧신체에 한 험을 방하거나 보건‧

생상 필요한 시설’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나) 입법목 과 해석기

와 같은 입법목 은 안 보호시설조항을 해석하는 함에 있어 그 방향

을 제시하는 해석기 으로서 역할을 한다.  입법목 만을 고려한다면 가

 안 보호시설의 범 를 넓게 해석하여 그 용범 를 확 하는 것이 

요청된다.

그러나 한편 안 보호시설조항은 동시에 쟁의행 의 지범 를 규정하

185) 보건(保健)의 사  의미는 “건강을 잘 지켜 온 하게 하는 일”이다.

186) 생(衛生)의 사  의미는 “몸을 건강하게 하고 질병을 없애며 사회 환경을 

깨끗이 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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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조항으로서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는 규정이기도 하기 때문에 기본권 제

한의 측면에서 본다면 가  그 용범 를 최소화하여야 한다는 요청이 

있다.

 두 요청은 서로 립되는 긴장 계에 있는 것이어서 안 보호시설조

항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긴장 계를 조화롭게 승화시키는 것이 요

구된다. 상결정이 말하는 ‘조화로운 해석기 ’은 이러한 맥락에서 요청되

는 해석기 으로 이해된다.187)

4. 안 의 주체

가. 쟁

안 보호시설이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 을 보호하는 시설이라고 할 때, 

 사람에는 사업장의 구성원만이 포함되는지, 아니면 제3자도 포함되는지

에 하여 견해가 나뉠 수 있다.

나. 견해들

 사업장 구성원에 한한다는 견해

․ 학 내의 용수시설, 난방  기시설 등이 쟁의행 로 인하여 정상

한 운 에 지장을 래하여 그 결과 근로자, 학생 등 학 내 구성원

의 인명‧신체 등에 해가 되었는지 여부는  시설의 특성 등 구체

인 사실 계에 따라 단하여야 할 것이며, 단지 학 내 구성원의 일

상생활에 불편을 래하는 정도인 경우에는 안 보호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188)

 당해 사업장을 이용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견해

․병원은 상해나 질병을 방치하면 생명 는 신체에 향이 있을 수 있

는 환자에 하여 진료를 행하여 그 생명‧신체를 보 함을 주된 사업

187)  례집 17-1, 812, 826-827.

188) 행정해석(1996. 4. 18. 력 68140-140). 다만, 이 행정해석은 안 주체를 한정한 

취지가 아니라 구체  험의 발생이 필요하다는 취지를 나타낸 것이라고 볼 여

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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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하므로, 공기조정시설, 열기공 시설, ‧배수시설은 안 보호시

설에 해당된다.189)

 사업장의 내외를 불문하고 일반 인 제3자도 포함하는 견해

․노동 계조정법 제36조에 있어서 보안업무의 쟁의행  지의 주목

은, 제3자의 안 도 포함되지만, 직 으로는 당해 공장‧사업장에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안 을 확보함에 있다.190)

․당해 사업장에 존하는 사람만을 상으로 하는 시설에 국한되지 않

으며 부근에 거주하는 일반인을 상으로 설치되어 있는 시설도 포함

한다.

다. 사견

(1) 논의실익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해가 발생할 험이  존재하지 않는 경

우에는 노노법 제42조 제2항에 반되지 않는다고 이해하는 입장을 취한다

면, 가령 당해 사업장에는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안 보호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경우 사업장 종사자  존자에 한 험은 존재하지 않고 오직 사

업장과 무 한 제3자에 한 험만이 존재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 

의 견해에 의하면 노노법 제42조 제2항 반이 성립하지 아니하고 의 

견해에 의하면 노노법 제42조 제2항 반이 성립한다는 결론이 된다.

 사업장의 시설을 단할 경우 사업장 밖에 있는 제3자의 생명‧신체

의 안 이 을 받는 경우에도  어느 견해를 따르는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2) 문언의 입법연

구법이 ‘공장, 사업장 기타 직장에 한 안 보호시설’로 규정하던 것을 

행법이 ‘사업장의 안 보호시설’로 규정한 것에 일정한 의미를 둔다면, 

의 견해가 행법의 해석으로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189) 행정해석(1997. 5. 6. 력 68140-179).

190) 례 코멘타르, 4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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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구법은 당해 사업장에 한 안 보호시설로 규정하여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거나 어도 당해 사업장에 존하는 사람을 상으로 하는 안 보

호시설이라고 이해할 여지가 있었으나, 행법은 사업장의 안 보호시설로 

규정하여 사업장은 안 보호의 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 명백

하여졌다. 여기서 사업장은 안 보호시설의 설치장소 는 사업장과의 

련성(= 당해 안 보호시설이 방지하고자 하는 험이 사업장으로부터 발생

하는 험이라는 련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 

따라서 안 의 주체에는 일반 인 제3자도 포함한다고 이 타당하다.

(3) 입법취지

안 보호시설로써 보호하려는 안 은 직 으로는 물론 사업장 종사자

의 그것임이 명백하다. 그러나 사람의 인명을 보호한다는 입법취지는 반드

시 이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험으로부터 안

을 받는 사람이라면 구든지 그 보호범 에 포함한다고 이해함이 타

당하다.

(4) 소결

의 견해가 타당하다. 상결정의 다수의견도 같은 입장으로 이해된

다.191)

5. 안 보호의 목  요부

가. 쟁

안 보호시설이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 을 보호하는 시설’이라고 하더

라도, 그러한 안 보호를 ‘목 ’으로 하는 시설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결

과 으로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 에 향을 미치는 시설까지 포함하는지

에 하여 견해가 나뉠 수 있다.

당해사건에서 가동을 단한 보일러는 열병합발 소의 생산물인 기와 

증기를 생산하는 것이 그 본래의 목 과 기능인 시설이다. 인명이나 신체

191)  례집 17-1, 812, 825-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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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보호를 ‘목 ’으로 하는 시설만이 안 보호시설이라고 한다면, 이 

에서 벌써 안 보호시설이 아니라는 의문이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

나. 우리나라의 논의

(1) 행정해석  학설

우리나라에서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 는 발견되지 않는다. 앞서 인

 보호 한정설의 견해에서 소개한 주장내용들도 이를 의식 으로 염두에 

두고 그와 같은 표 을 하 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들이 은연  

제하고 있는 바로부터 추론하여 보면, 다음과 같이 견해가 나뉜다고 분석

할 수 있다.

 목  필요설 (주류 행정해석, 김유성, 박홍규, 이병태)

사람의 생명‧신체에 한 해를 방하기 한 시설이 안 보호시설이

라는 견해이다.

․인명‧신체에 한 해 방 는 보건상 필요한 시설을 뜻한다.192)

․안 보호시설의 해당 여부는 당해 사업장의 인명‧신체에 한 해 

방을 한 시설로서 그 시설의 정지 는 폐지가 직 으로 해의 

발생과 인과성을 갖는 시설이다.193)

․직  인명에 한 해 방 는 생상 필요불가결한 물  시설에 한

정된다.194)

․인명과 신체에 한 험의 방 는 생상 필요한 시설을 말한

다.195)

․생명‧신체의 안 을 보호하기 한 시설에 국한된다.196)

 목  불요설 (임종률)

192) 행정해석(1988. 3. 3. 노사 32281-3168; 1991. 10. 19. 노사 32281-15050; 1995. 5. 

10. 조정 68140-129; 1997. 9. 9. 력 68140-367; 2003. 11. 4. 노조68110-572). 물

 설비의 보호를 한 규정인 노노법 제38조 제2항이 신설되기 부터도 와 

같이 해석하 다는 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193) 행정해석(1996. 4. 18. 력 68140-140).

194) 이병태, 노동법, 336쪽.

195) 박홍규, 노동단체법, 362쪽.

196) 김유성, 노동법, 25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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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보호시설은 가동을 단하면 결과 으로 사람의 생명‧신체에 해

가 발생하게 되는 시설도 포함한다고 보는 견해이다. ‘가동을 단하면 결

과 으로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 을 태롭게 할 험성이 구체 이고 객

으로 상되는 시설’은 안 보호시설이라고 하는 것도 같은 취지이다.

․쟁의기간 에 있는 사업장에 있어서 사람의 생명, 신체 등의 해에 

계되는 안 장치와 이와 련 있는 시설.197)

․안 보호시설인지 여부는 그 시설의 정지 는 폐지가 인명‧신체에 

직 인 해를 끼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단되어야 한다.198)

․가동을 단하면 사람의 생명‧안 을 태롭게 하는 시설.199)

(2) 례

여천엔씨씨주식회사 사건에 한 주지방법원 2001. 12. 27. 선고 2001

구1474 결은 「가동이 단되는 경우에 결과 으로 사람의 생명이나 신

체의 안 을 태롭게 할 험성이 구체 이고 객 으로 상되는 시설

은  법조항 소정의 안 보호시설에 해당한다」고 시하여 의 견해를 

취한 듯이 보인다.

그러나  사건의 상고심 결인 법원 2005. 9. 30. 선고 2002두7425 

결은 원심 결의 단을 지지하면서도 ‘결과 으로’라는 표 을 삭제하고 

있어, 어도 의 견해를 취하지는 않고 있음을 추인하게 한다.

다. 일본의 논의

일본에서는 해를 방하기 한 시설로 이해하는데 학설상 이론이 없

는 듯 하다. 즉,  목  필요설의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안 보지시설이란 인명에 한 해 방 는 생상의 필요를 하

여 설치된 안 시설 그 자체에 한하고, 공장, 사업장에 있는 기계 등의 

생산설비의 보호를 목 으로 하는 시설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해석하

여야 하며, 여기서 인명에 한 해 방을 한 안 시설이란, 화기‧

197) 행정해석(1964. 1. 31. 노노정 1452.5-328).

198) 노동부, 노동쟁의조정법 실무, 1995.

199) 임종률, 노동법, 19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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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온재료 등을 사용하는 공장, 사업장에 있어서는 당해 화기에 의한 

직 인 인명 해를 방지하는 시설, 장치를 가리키고…200)

․인명에 한 해방지 는 생보지를 하여 필요한 시설이란 … 인

명의 보호를 목 으로 한 시설이다.201)

그러나 반드시 목  필요설을 확고하게 견지하고 있다고 단언하기는 어

렵다. 기차선로공사를 하는 건설회사의 노동조합이 포장용 쇄석(碎石)을 철

로에 덮은 후 작업을 지함으로써 열차가 수  연착(30  내지 2분)된 사

건에서 일본의 한 지방재 소는 일본 노조법 제36조에 규정된 보안시설의 

안 확보의무를 반하 다고 시한 바 있는데, 이는 안 보호만을 목

으로 한 시설이라 할 수 없는 철로를 안 보호시설로 인정한 사례이다.202)

라. 사견

(1) 안 보호 목 의 시설

‘안 보호시설’이라는 용어는 ‘안 을 보호하기 한 시설’을 의미한다고 

이해할 때 가장 문언에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해석이 된다. 즉, 본래 안 보

호를 목 으로 한 시설이 아닌데 우연히 안 보호에 련되는 시설을 여기

에 포함시키는 것은 문언상 자연스럽지 않다. 그러므로 안 보호시설은 원

칙 으로 그 목 이 안 보호인 시설을 의미한다고 생각한다.

한 노노법 제42조 제2항은 형벌의 구성요건이 될 뿐만 아니라 단체행

동권을 제한하는 요건규정이 되기 때문에 가  제한 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에서도 목 필요설이 타당하다.

목 불요설의 입장에서 다음과 같은 논리를 주장할 수 있고, 이에 따른다

면 생산시설이라도 결과 으로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 에 해를 가할 우

려가 있는 시설은 노노법 제42조 제2항의 안 보호시설에 해당하게 된다.

사업장에 설치된 시설 에는 그 시설의 존재 자체로써, 는 그 시설을 

200) 橫浜(よこはま)地裁決定 (昭 42. 4. 6. 判例タイムズ 123号). 同旨 : 高栽第3

法廷判決 昭 39. 8. 4. 民集 18卷 1号.

201) 中山和久 외 6인, 注釋 勞働組合法‧勞働關係調整法, 有斐閣(1989), 636  (이하 

 책을 ‘주석 노동 계조정법’이라 한다).

202) 日本 新瀉地判 昭 51. 10. 30. 勞働判例 265號: 第1建設工業事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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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동함에 의하여 생명‧신체에 한 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설이 있

을 수 있다. 산업안 보건법 제23조  제24조는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험  건강장해를 방하기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사업주에게 부과하고 이에 반하는 경우 제67조에 의하여 처벌하도록 하

고 있다. 그러므로 그 존재나 가동으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업장의 시설에 하여, 사업주는 그 해발생을 방할 조

치를 취하여 당해 시설이 정상 으로 안 하게 유지‧운 되도록 할 의무가 

있다. 한편 당해 시설의 유지‧운 에 하여 근로제공의무를 지는 근로자

에게도 당해 시설을 정상 으로 유지‧운 함으로써 해가 발생하지 않도

록 할 의무가 있는데, 이러한 의무는 법령에 명문이 없더라도 공서양속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당연히 인정된다. 따라서 본래 안 보호를 목 으로 하

는 시설이 아니라도 그 존재나 가동이 해를 발생할 험이 있는 시설은 

노노법 제42조 제2항의 안 보호시설에 해당한다.

그러나 와 같은 주장은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타당하지 아니하고, 

생산시설은 그 자체가 안 보호의 목 을 동시에 가지고 있지 않는 한 노

노법 제42조 제2항의 안 보호시설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노노법 제42조 제2항은 형벌규정의 구성요건을 기술한 규정이어서 공

서양속이나 사회통념을 행 의무의 근거로 삼을 수 없고, 산업안 보건법

의  규정들은 사업주(사용자)에 한 의무규정이지 근로자에 한 의무

규정이 아니므로,  논리는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면이 있다.

이에 하여, 노노법 제42조 제2항은 (i) 단순의무부과, (ii) 민사책임의 

근거, (iii) 지명령의 요건 (iv) 형벌의 구성요건 등 4가지의 의미를 동시

에 가지고 있는 조항인데, (iv)를 제외한 나머지에 하여는 공서양속이나 

사회통념을 근거로 삼을 수 있다고 하는 옹호논리가 있을 수 있다. 이에 

따르면 형벌의 구성요건으로서의 안 보호시설에는 생산시설이 포함되지 

않지만, 그 밖의 경우의 안 보호시설에는 포함될 수 있다는 결론이 된다.

그러나 이처럼 동일한 조항의 동일한 용어가 그 기능에 따라서 의미를 

달리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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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수  목  포함

(가) 부수  목

노노법 제42조 제2항의 보호법익이 하다는 , 안 보호를 포함한 

여러 가지 목 으로 제작된 다기능설비가 지 않다는  등을 고려할 때, 

당해 시설의 주된 목 은 안 보호가 아닌 다른 것( 컨 , 제품생산)에 있

더라도 주된 목 과 함께 안 보호도 목 으로 하고 있는 시설도 안 보호

시설에 포함된다고 생각한다. 다만, 부수  목 은 어느 정도 요한 목 이

어야 하며 당해 시설 체에서 차지하는 의미가 미미한 경우에는 제외된다.

그러므로 우연히 당해 시설의 가동 단으로 인명에 해가 생기는 결과

가 발생하 더라도 안 보호시설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나) 객  목

당해 시설의 가동 단과 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 계가 인정되는 경

우, 당해 시설은 안 보호를 어도 부수  목 으로 하고 있는 시설이라

고 평가할 수 있다.

이론 으로만 따지면 본래 목 은 주 인 것으로서 시설설치자의 주

 의도에 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인과 계의 존부와 무 하다고도 

할 수 있으나,  목 의 존재를 객 으로 당해 시설의 기능으로부터 인

식하게 되면 목 의 존부가 상당인과 계의 존부와 매우 한 련이 있

다고 할 수 있다. 컨 , 생산시설의 가동을 단하게 되면 바로 인명에 

한 해가 발생할 것이 객 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그 시설을 가동하는 

것은 생산을 한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인명을 보호하기 한 것이기도 

하다.

이처럼 이해하게 될 경우 목  필요설과 목  불요설은 서로 융화가 가

능한 합일 을 찾을 수 있다. 「가동이 단되는 경우에 결과 으로 사람

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 을 태롭게 할 험성이 구체 이고 객 으로 

상되는 시설은  법조항 소정의 안 보호시설에 해당한다」고 시한 

주지방법원 2001. 12. 27. 선고 2001구1474 결을  ‘결과 ’이라는 

시에만 을 두고 보면, 목  불요설의 입장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 을 태롭게 할 험성이 객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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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되는 경우에는 시설가동 단(가정  단 포함)과 해발생(가정  발

생 포함) 사이에 상당인과 계가 있다고 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안

보호의 목 을 인정할 수 있다고 이해할 수 있으므로, 결국  결은 목

 필요설과도 연결된다고 할 수 있다. 이 논리는 다음과 같이 도식화할 

수 있다.

험성의 객  상 ⇒ 상당인과 계 존재 ⇒ 안 보호 목 의 존재

(다) 분리가능성

이처럼 생산시설이라도 부수 으로 인명보호를 목 으로 하는 경우에는 

안 보호시설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지만, 이에 한 단을 함에는 보다 

분석 일 필요가 있다. 생산시설을 가동함에 따라 인명의 험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생산시설을 원히 가동하는 경우는 없으므로 생산시

설의 가동을 지함에 따른 안 장치를 두는 것이 통상이다. 이 경우 생산

시설의 가동 지가 노노법 제42조 제2항에 반되는 것이 아니라 생산시설

의 가동을 단함에 있어 안 장치를 가동하지 아니하고 단한 행 가  

조항에 반되는 것이며 생산시설이 아닌 안 장치가 안 보호시설이 되는 

것이다.

(3) 소결

안 보호시설은 안 보호를 목 으로 하는 시설만을 의미하고 결과 으

로 안 에 련되더라도 안 보호를 목 으로 하지 아니하는 시설은 포함하

지 아니한다. 다만, 안 보호를 상당한 정도 의미 있는 부수  목 으로 하

고 있는 시설은 주된 목 이 다른 곳에 있더라도 안 보호시설에 해당한다.

6. 인  시설도 포함하는지 여부

가. 쟁

안 보호시설은 물  시설만을 의미하는가, 아니면 인  시설(인  조직)

도 포함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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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우리나라의 논의

 인  시설 포함설

물  시설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조직도 하나의 인  시설로서 안 보호

시설이 될 수 있다는 견해이다. 우리나라에서 이를 주장하는 견해는 발견

되지 않는다.

 물  시설 한정설 (김수복, 이상윤)

물  시설만이 안 보호시설에 해당한다는 견해이다.

- 견해의 내용

․물  시설만이 해당되며 인  조직은 포함되지 않는다.203)

․병원에 종사하는 약제사  간호사 등 인  조직은 포함되지 않는

다.204)

- 논거

․제42조 제2항의 법문상 인  조직을 포함시킬 수 없다.205)

다. 일본의 논의

 인  시설 포함설(일본 행정해석)

․노조법 제36조의 ‘시설’에는 물  시설만이 아니라 그것을 움직이는 사

람도 포함하여 이에 의해 형성된 일정한 목 기능을 갖는 객 인 조

직제도 포함된다. … 구 진료‧입원진료‧외래진료‧수술‧방사선진료 등

뿐만 아니라 소독‧조제‧ 식 등의 제반 시설도 의 ‘시설’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다.206)

 물  시설 한정설 (일본 례, 학설)

․안 보지시설이란, 컨  탄 에 있어서의 가스폭발방지시설, 낙반방

지시설, 통신시설 같이, 직  인명에 한 해 방을 하거나 생상 

없어서는 안 되는 물  시설에 한하고, 병원의 종업원은 이에 포함되

203) 김수복, 사례해설, 667쪽.

204) 이상윤, 노동법, 750쪽.

205) 이상윤, 노동법, 750쪽.

206) 일본 행정해석 昭 37. 5. 18. 勞發 71号, 医發 450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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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아니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207)

․학설은 인  시설을 포함하는  행정해석에 하여 혹독한 비 을 가

하 다.208)

․시설의 범 도 물  시설에 한정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209)

라. 사견

물  시설에 한정하는 것이 안 보호시설조항의 취지와 문언에 합당하

다(의 견해).

7. 구체  험 발생의 요부

가. 쟁

(1) 험범

보호법익의 침해정도에 따라 범죄를 침해범과 태범( 험범)으로 나뉘

고 험범은 다시 구체  험범과 추상  험범으로 분류된다.

안 보호시설조항의 구성요건은 「사업장의 안 보호시설에 하여 정

상 인 유지‧운 을 정지‧폐지 는 방해하는 행 는 쟁의행 로서 이를 

행할 수 없다는 규정에 반한 행 」이고, 이를 보다 간략히 말하면, 「사

업장의 안 보호시설에 하여 정상 인 유지‧운 을 정지‧폐지 는 방해

하는 행 」라고 할 수 있다.

안 보호시설조항에 의한 범죄(이하 ‘안 보호시설방해죄’라고 한다)의 

보호법익이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 이라면, 이러한 안 이 실 으로 침

해되는 것, 즉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는 것이 보호법익의 침해가 될 것인데, 

 구성요건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러한 보호법익의 침해를 요건으로 하고 

있지는 않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안 보호시설방해죄는 침해범이 아닌 험범이라고 단된다.

207) 일본 高裁判決 昭 39. 8. 4. 民集 18卷 7号 1263 .  결의 제1심 결인 東

京地栽判決 昭 34. 10. 22. 勞民集 10卷 5号 도 같은 취지 다.

208) 례 코멘타르 500 .

209) 노동쟁의법론, 1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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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체  험범과 추상  험범

구체  험범과 추상  험범에 한 정의는 학자마다 커다란 차이는 

없으나 미세한 부분에서 약간씩의 차이가 없지 않다. 학자들이 정의하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구체  험범 추상  험범

이재상210)

법익침해의 구체  험, 즉 실

 험의 발생을 요건으로 하는 

범죄

법익침해의 일반  험이 있으면 구

성요건이 충족되는 범죄

김일수‧

서보학211)

구체  험이 행 결과로서 구

성요건에 포함되어 있고 구체

인 경우 그에 한 험이 야기

될 것이 구성요건상 명시되어 있

는 범죄

험의 발생은 구성요건요소가 아님

행  자체가 실  험결과를 발생

시킬 필요없이 일반 인 험성만 노

출시켰으면 가벌성이 인정되는 범죄

험의 발생은 구성요건요소가 아님

배종 212)

구성요건의 보호객체에 한 구

체  험발생을 성립요건으로 하

는 범죄

보호객체에 한 일반  험이 발생

하는 것만으로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

험발생은 구성요건표지가 아님

오 근213)

보호법익이 침해될 구체 ‧ 실

 험을 발생시켜야 기수가 되

는 범죄

구성요건  행 나 결과가 있으면 성

립하고 보호법익에 한 구체 ‧ 실

 험발생을 필요로 하지 않는 범죄

요컨 , 구체  험범은 험발생이 구성요건요소이고, 추상  험범은 

험발생이 구성요건요소가 아니어서, 행  자체만으로 처벌하는 거동

범214)의 성격을 갖는다는 것이다.

210) 이재상, 형법총론(제4 ), 박 사(2000), 70쪽.

211) 김일수‧서보학, 새로쓴 형법총론(제10 ), 박 사(2004), 144쪽.

212) 배종 , 형법총론(제7 ), 홍문사(2004), 156쪽.

213) 오 근, 형법총론, 명출 사(2004), 98-99쪽.

214) 김일수‧서보학,  책, 144쪽.

   그러나 이에 하여는 결과범‧거동범의 구별과 침해범‧ 험범의 구별은 서로 연

계가 없다고 보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컨  불을 놓아 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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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체  험범과 ‘ 험’의 명시

(가) 쟁

통상 구체  험범의 로 들어지는 상해죄(형법 제258조 제1항), 

유기죄(형법 제271조 제3항, 제4항), 자기소유건조물방화죄(형법 제166조 

제2항) 등에는 모두 “생명에 한 험을 발생”이나 “공공의 험을 발생”

과 같은 요건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명시가 있어야만 구체  험

범이 되는지는 분명하지 아니하다.

(나) 학설

 법문에 ‘ 험’을 구성요건요소로서 명시하여야만 구체  험범이라고 

하는 견해가 있다.215)

 그러나 그러한 법문의 명시가 없음에도 구체  험범이 될 수 있다

는 견해가 있다.

이 견해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를 처벌하는 형법 제122조의 직무유기죄가 ‘ 험’을 구

성요건요소로 명시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직무유기죄를 구체  

험범으로 본다.216) 이 견해가 학계의 다수설이다.217)

(다) 례

ᄀ. 일 이 법원은 직무유기죄에 하여 다음과 같이 시하 다.

  형법 제122조 소정의 직무유기죄는 이른바 부진정부작 범으로서 구

등을 소훼하는 행 를 처벌하는 주건조물방화죄( 법 제164조 제1항)는 추상  

험범이지만 소훼의 결과가 필요하다는 에서 거동범이 아니라 결과범이라고 

하게 된다.

215) 김일수‧서보학,  책, 144쪽. 다만, 김일수‧서보학교수는 형법각론 책에서 ‘

험’이 구성요건상 명시되지 않은 직무유기죄를 구체  험범으로 보고 있어 총

론에서의 설명과 모순되고 있다 (김일수‧서보학, 새로쓴 형법각론(제6 ), 박 사

(2004), 792쪽.

216) 이재상, 형법각론(제5 ), 박 사(2004), 698쪽.

217) 이재상, 배종 , 백형구, 유기천, 정성근‧박 민, 정 일, 진계호 등이 직무유기

죄를 구체  험범으로 보고 있고, 이에 해 오 근, 이정원, 임웅 등이 추상  

험범으로 보고 있다 (이재상,  책, 698쪽 참조).

   유기죄에 하여도 구체  험범(유기천)인지, 추상  험범(통설)인지에 하

여 견해 립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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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작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직무를 버린다는 인식하에 그 작 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어야 

하고(당원 1975. 11. 25 선고 75도306 결 참조)  그 직무를 유기한 때

라 함은 공무원이 법령내규 는 지시  통첩에 의한 추상 인 충근의 의

무를 태만하는 일체의 경우를 이르는 것이 아니고 직장의 무단이탈, 직무

의 의식 인 포기 등과 같이 그것이 국가의 기능을 해하며 국민에게 피

해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인바(당원 

1970. 9. 29 선고 70도1790 결; 1966. 3. 15 선고 65도984 결 참조) 

…218)

  례는 직무유기죄가 구체  험범이라고 시한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다.219)

 물론 그와 같은 이해도 가능하지만,  시는 직무유기죄가 구체  

험범이라는 취지가 아니라, 국가기능이 해될 가능성이 있는 정도의 태

만이 직무유기에 이른다는 취지, 즉 ‘직무를 유기한 때’의 개념정의에 ‘국가

기능 해의 험성’을 포함시켜서 이해하는 취지로 시한 것이고 국가기

능의 해를 독립된 구성요건요소로 본 것은 아니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ᄂ.  결들 후 선고된 다음과 같은 법원 결은 의 해석에 보다 

무게를 실어 다.

․직무유기죄는 구체 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작 의무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직무를 버린다는 인식하에 그 작 의무를 수행

하지 아니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직무를 유기한 때라 함은 공무원

이 법령, 내규 등에 의한 추상 인 충근의무를 태만히 하는 일체의 경

우를 이르는 것이 아니고, 직장의 무단이탈, 직무의 의식 인 포기 등

과 같이 그것이 국가의 기능을 해하며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시킬 가

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당원 1983. 3. 22. 선고 82도3065 

결 참조), 병가 인 자의 경우 구체 인 작 의무 내지 국가기능의 

218) 법원 1983. 3. 22. 선고 82도3065 결(공1983, 775). 법원 1982. 9. 28. 82도

1633(공1982, 1050) ; 법원 1983. 1. 18. 82도2624(공1983, 465)도 같은 취지이다.

219) 이재상,  형법각론, 69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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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에 한 구체 인 험성이 있다고 할 수 없어 본죄의 주체로 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니, 이 에 한 원심의 단은 채증법칙에 배

하고 직무유기죄에 한 법리를 오해한 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220)

ᄃ. 그러나 법원은 그 후에도 다음과 같은 시를 함으로써  결에

서 ‘구체  험성’을 구체  험범의 의미로 사용하 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직무유기죄에 있어서 직무를 유기한 때라 함은 공무원이 법령, 내규 

등에 의한 추상  충근의무를 태만히 하는 일체의 경우를 이르는 것이 

아니고, 직장의 , 직무의 의식 인 포기 등과 같이 그것이 국가의 기능

을 해하며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법원 1997. 4. 22. 선고 95도748 결 참조), 공무원이 태만, 

분망, 착각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나 형

식 으로 는 소홀히 직무를 수행하 기 때문에 성실한 직무수행을 

못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직무유기죄는 성립하지 아니하며( 법원 

1997. 4. 11. 선고 96도2753 결, 1997. 8. 29. 선고 97도675 결 등 

참조), 국가보안법 제11조 소정의 특수직무유기죄의 경우에도 마찬가

지라고 할 것이다.221)

ᄅ. 법원 례의 의미를 의 견해처럼 국가기능의 해 가능성이라는 

구체  험의 발생을 구성요건요소로 한다고 이해하든, 의 견해처럼 구

성요건요소가 아니라 직무유기의 내용으로서 국가기능의 해가능성이라는 

구체  험이 발생할 정도에 이른 것만이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이해하

든, 실질 으로 구체  험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 직무태만이 있어도 

직무유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에서는 다르지 아니하다.

(4) 안 보호시설조항과 구체  험

안 보호시설방해죄의 성질을 검토하는 실익은, 컨 , (i) 안 보호시

220) 법원 1997. 4. 22. 선고 95도748 결, (공1997상, 1675).

221) 법원 2003. 9. 26. 선고 2001도2209 결(공보불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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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의 가동을 단하 다 하더라도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 에 해가 발생

하지 않도록 다른 안 조치를 하고 단시킨 경우, (ii) 별도의 안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으나 장에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

이 험해질 염려가 없는 경우 등에 있어서, a. 안 보호시설방해죄가 구체

 험범인데 와 같은 경우는 구체  험성이 없으므로 범죄가 성립하

지 않는다고 할 것인지, b. 안 보호시설방해죄는 추상  험범이고 와 

같은 경우에 추상  험성은 존재하므로 범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인지, c. 

안 보호시설방해죄는 추상  험범이지만 와 같은 경우에는 추상  

험성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지, d. 안 보

호시설방해죄는 추상  험범이지만 와 같은 경우에는 “정상 인 유지‧

운 을 정지‧폐지 는 방해하는 행 ”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범죄가 성립

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지에 한 단을 하기 함에 있다.

그리하여 이 부분 쟁 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① 안 보호시설방해죄가 구체  험범인지, 추상  험범인지

․구성요건에 ‘ 험의 발생’이 명시되었는가 여부가 구체  험범, 추상

 험범을 구별하는 기 이 되는지 여부

② 추상  험범이라면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 에 해가 발생할 염

려가 없는 경우에도 범죄가 성립하는 것인지 여부

나. 우리나라의 논의

우리나라에서 이에 하여 심도 있게 논의된 것은 아니어서 견해가 의미

있게 립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다. 다만, 그 설명의 내용에 따

라 일응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볼 수 있다.

 추상  험설 (이병태)

․“정상 인 유지‧운 ”은 당해 시설의 본래  기능이 정상 인 상태에

서 유지‧운 되는 것을 말하고, “정지‧폐지 는 방해하는 행 ”는  

기능의 정상 인 운 에 지장을 가져오게 하거나 는 가져오기에 충

분한 행 로, 이 경우 실 으로 이와 같은 결과가 발생할 것을 요하

지 않는다.222)

222) 이병태, 노동법, 336쪽. 이 견해에서 발생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는 ‘결과’는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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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  험설 (행정해석, 박홍규)

․안 보호시설의 해당여부는 당해 기업의 험성을 구체 ‧종합 으로 

검토하여 직  인명‧신체에 한 험성이 객 으로 측되는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223)

․쟁의행 로 사람의 생명 는 신체에 해가 일어나거나 구체 인 

험이 생기게 하는 행 는 법이다.224)

․근로자가 노무제공을 거부할 경우 사람의 생명 는 신체에 해를  

것이 객 으로 인정된다면 그러한 결과의 방지상 필요한 시설의 정

상 인 유지‧운 을 한 노무제공을 정지 는 폐지할 수 없다.225)

․안 보호시설의 해당 여부는 당해 사업장의 인명‧신체에 한 해 

방을 한 시설로서 그 시설의 정지 는 폐지가 직 을 해의 

발생과 인과성을 갖는 시설인바, 학 내의 용수시설, 난방  기시

설 등이 쟁의행 로 인하여 정상한 운 에 지장을 래하여 그 결과 

근로자, 학생 등 학 내 구성원의 인명‧신체 등에 해가 되었는지 

여부는  시설의 특성 등 구체 인 사실 계에 따라 단하여야 할 

것이며, 단지 학 내 구성원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래하는 정도인 

경우에는 안 보호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226)

․당해 시설의 정지 는 폐지가 인명이나 신체에 직 인 해를 래

하거나 그 해가 객 으로 측되는 시설을 말한다.227)

․안 보호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법의 취지에 따라 당해 사업장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구체 ‧종합 으로 검토하여 생명‧인체에 험

성이 발생하는가 여부에 따라 단하여야 할 것인바, 정지‧폐지되거나 

방해될 경우 직  인명‧신체에 해를  것이 객 으로 인정된다

보호시설의 운 에 한 지장’을 의미하고, 보호법익인 ‘인명의 안 에 한 

험’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므로, 이 견해가 반드시 추상  험설을 취하 다고 하

기 어려운 면이 있다.

223) 행정해석(1988. 3. 3. 노사 32281-3168).

224) 행정해석(1989. 6. 7. 노사 32281-8344).

225) 행정해석(1990. 2. 1. 노사 32281-1474). 1999. 4. 1. 력 68140-116도 같은 취

지이다.

226) 행정해석(1996. 4. 18. 력 68140-140).

227) 행정해석(1997. 9. 9. 력 68140-367).



396   헌법재 소결정해설집 2005

면 그러한 결과를 방지하기 하여 필요한 시설은 안 보호시설에 해

당한다.228)

․안 보호시설의 정폐가 인명 등에 ‘구체 인’ 험을 래하는 경우에 

비로소 제42조 반이 성립하고 ‘추상 인’ 험만으로는 충분하지 아

니하다.229)

․인명에 한 구체 인 험성의 발생을 객 으로 측할 수 있는 정

도의 것이면 정당성을 상실한다.230)

다. 일본의 논의

(가) 일본 노조법 제36조 반에 하여 일본에서도 같은 논의가 있다. 

 법조 반이 성립하기 하여, (i) 인명 등에 한 추상  험이 발생

하면 족하다고 할 것인지, (ii) 이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  험이 발생

하여야 하는지에 하여 학설상으로는 (ii)의 견해가 유력하다고 한다.231)

그러나 이 문제를 논하는 학자들은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지 

아니하다. 오히려 다음과 같이 추상  험설 인 입장을 명백히 한 문헌

이 발견된다.232)

․본조의 조문형식  본조가 노조법의 규정으로서 쟁의행 의 룰을 설

정한 것일 뿐이라는 에 비추어 보면, 본조 반은 안 보지시설의 정

폐 는 방해 그 자체로서 성립하고 … 인명‧건강 등에의 구체  험

의 발생은 필요하지 않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 산의 보안요원이 

업하더라도 갱내에 아무도 없는 경우처럼 인명에 한 추상  험

조차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조 반이 성립하지 않음은 당연하다.

228) 행정해석(1999. 4. 1. 력 68140-116; 2001. 1. 26. 력 68140-41).

   1999. 4. 1. 력 68140-116은  기 에 따라 「원자력발 소내 방사선 리구역

에서 방사능오염도 측정  제염작업, 방사성폐기물의 처리  수거작업 등의 업

무가 정지‧폐지 는 방해될 경우 사람의 생명 는 신체에 해를  것이 객

으로 인정된다면 그러한 결과의 방지를 해 필요한 시설은 안 보호시설에 해

당된다.」고 하 다.

229) 박홍규, 노동단체법, 362쪽.

230) 박홍규, 노동단체법, 363쪽.

231) 노동 례 계, 37 .

232) 日本勞働法學  𦄟, 現代勞働法講座 5 勞働爭議, 總合勞働硏究所(1980), 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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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 일본 례가 많지는 않는데, 이른바 東亞

石油事件에서 이 문제가 정면으로 다루어졌다.  사건의 사안은 노동조합

이 업을 하면서 보안요원을 부 철수시키자 회사측이 리직, 비조합원, 

하청업체 종업원 등의 인원으로 보안업무를 하도록 한 것이었다.

 구체  험의 발생이 필요하다고 한 례

東亞石油事件의 제1심 결인 東京地裁判決233)이 취한 입장이다. 이 결

은 당해 사업장의 성격  치 등에 비추어 험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당해 사안의 구체  상황에 비추어 보아 인명 등에 한 구

체  험성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하여 일본 노조법 제36조 반이 아니라

고 하 다. 이 결의 련 요지는 다음과 같다.

․근 에 이르러 각 기업은 각 기업특유의 험성이 내재하여 있어서 각 

기업은 이에 응하여 많은 안 보지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 유지운행

을 하여 보안요원이 종사하고 있는데, 이러한 보안요원이 직장을 이

탈한다면 안 보지시설의 정상 인 유지‧운 은 停廢되는 것이 통상

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언제나 인명에 해를 끼치는 것은 아니어

서, 해에 이르는가 여부는 업의 시 에서 당해 기업의 험성을 

구체 ‧종합 으로 찰하여 보안요원의 철수에 의하여 직  인명에 

한 험성이 구체 ‧객 인 인과법칙으로부터 측되는 경우에 

비로소 본조항에 정한 ‘안 보지시설’의 ‘정상 인 유지 는 운행을 

정폐’하는 쟁의행 로서 그것이 법성을 띠게 된다. 체로  조항의 

입법목 은 소극  노무의 부제공인 업에 의하여 인  해 내지 기

업 체의 물  시설을 괴하는 것234)과 같은 결과의 발생을 방지하는 

것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구체  험성이 없는 경우에  조항을 발

동할 여지는 없기 때문이다.

․본건 쟁의  노동조합은 소화시설, 안 시설의 유지운행에 종사하는 

조합원인 보안요원을 원 철수시켰고, 이후 정유소의 조업은 완  정

지되었다(보일러는 그 에 이미 회사의 지시에 의하여 가동이 단되

233) 東京地裁判決 昭 44. 6. 28. 勞民集 20卷 3号.

234) 이 설시가 안 보호의 객체에 한 ‘물  보호 포함설’을 취하 다고 할 수 있

는지는 불분명하다. 일본에서 인  보호 한정설은 워낙 강력한 지배설이기 때문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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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소화시설, 안 시설은  보안요원을 신하여 종 부터 이

를 담당하여 오던 部課長, 기타 비조합원,  시설 담당자가 아닌 일반 

경비, 보안요원 등이 그 유지운행을 계속하 고, 하청업체 직원들도 일

정한 안 작업을 하 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구체  험성이 있다고 할 수 있을까. 인명에 

해를 끼치고 정유소 시설 체를 괴하는 것과 같은 재해의 원인

이 되는 것은 화재의 발생이다. 조업이 면 으로 단된 상황에서, 

화재가 발생하려면 기름 유출사고가 발생하는 한편 가까운 곳에 火源

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고 자연 으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란 통상 일

어나기 어렵다. 그런데 조업이 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평소보다 배  

기타 장치 내부의 유압이 낮고 탱크에는 밸 가 잠겨 있었다는  등

을 고려하면 출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낮고 발생하더라도 그 양이 매

우 으며, 한편 보이러 가열로 등이 꺼져 있었던 , 보일러실 등의 

펌 가 정지되어 있었던 , 뜨거운 기름이 없었던  등을 고려하면 

火源의 존재가능성은 0에 가깝다. …

․그 다면 보안요원을 철수시켰다고 하더라도 勞調法 36조를 발동할 

제요건인 구체  험성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철수를 동조

반이라고 할 수 없다.

 추상  험의 발생으로 족하다고 한 례

 東亞石油事件의 제2심 결인 東京高裁判決235)이 취한 입장이다.236) 

이 결은 조업이 단된 상태에서도 ① 석유‧LPG가스가 기 에 설되

는 등 재해의 발생원인이 있고, 정 기, 황화철 등의 發火源도 많이 있어 

화재사고발생의 가능성이 있다는 , ② 이러한 사고방지를 한 안 보지

시설은 노조가 보안요원을 철수시킴으로써 기능이 하되어 화재‧폭발 등

이 발생할 험이 히 증 되어 다수의 인명에 해를  우려가 있는 

사태가 발생하 다는 이유로 제1심 결을 취소하 는데,  결이 말한 

험이란 인명에 한 추상  험을 말하는 것이라고 평가되고 있다.237) 

235) 東京高裁判決 昭 51. 7. 19. 勞民集 27卷 34号.

236) 노동 례 계 39-40 의 평가.



노동조합 노동 계조정법 제91조 제1호 등 헌확인  399

이 결의 련 요지는 다음과 같다.

․당해 정유소에는 조업이 일시 정지된 상태에서도 다음과 같은 많은 발

화원인이 존재한다. (1) ～(4) (생략)

  (5) 충격 : 지진‧낙뢰‧충돌‧낙하 등에 의한 충격은, 출과 동시에 발

화의 원인이 된다.

  (6) 기타 : 인 공장‧도로 등의 근처에 설치된 탱크, 배 에서 출사

고가 있으면 인 공장 등에 있는 발화원에 의하여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

․정유소에 설치된 안 보호시설은 모두 보안요원이 리하여 왔는데 

보안요원이 철수하면 다음과 같은 향을 받는다.

  (1) ～ (5) (생략)

  (6) 보일러, 보안 력설비

   (가) (생략)

   (나) 보안 력설비 : 보안요원이 철수하면 자가발 시설도 돌릴 수 

없어 재해사고에 무방비상태가 된다.

․이상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조합의 쟁의행 로서 보안요원 원을 철

수시킨 것은 당해 정유소에 있어서 인명의 안 보지시설의 유지‧운

을 정폐‧방해하는 행 이고, 그 결과 화재‧폭발 등이 발생할 험을 

하게 증 시켜 정유소뿐만 아니라 부근공장에 출입하는 다수의 

인명에 해를  우려가 있는 사태를 발생시켰기 때문에 노동 계조

정법 제36조에 반하는 것이 명백하다.

추상  험설은 ‘井華鑛業江奔別鑛業所事件’에서 札幌高裁判決238)에 의

하여도 지지되고 있다고 한다.239) 철로에 碎石을 덮은 후 작업을 단함으

로써 열차가 지연되게 한 행 가 법하다는 앞서 본 第1建設工業事件의 

결도 추상  험설의 입장으로 이해할 수 있다.240)

237) 노동 례 계 39 .

238) 札幌高裁判決 昭 24. 9. 29. 刑事裁判資料 48号.

239) 노동 례 계 40 .

240) 주석 노동 계조정법 63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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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견해들에 한 평가

앞서 우리나라의 논의에서 추상  험설로 분류된 견해(이병태)가 반드

시 아무런 험발생도 요구하지 않는 견해인지는 분명하지 아니하다. 한 

추상  험설을 취한 일본의 례들도 추상  험이라는 험의 발생은 

요구하는 것으로 보여,  험발생의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까지 범죄가 

성립한다고는 보지 않는 것으로 이해된다.

결국 일본이나 우리나라의 논의는 험발생이 구성요건으로서 요구되는

가 아닌가 하는 차원이 아니라, 험발생은 구성요건요소인데 이때 요구되

는 험이 추상  험인지 구체  험인지 하는 것이 논의의 인 것

으로 보인다.

논의상황이 이러하므로, 여기서 말하는 구체  험과 추상  험은 서

로 질 인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양 인 차이가 있는 정도에 불과한 것

이라고 이해된다.

마. 사견

(1) 안 보호시설방해죄가 구체  험범인지 여부

통  견해에 따를 때 구체  험범과 추상  험범의 결정  차이는 

당해 범죄구성요건이 정하고 있는 보호법익에 한 험이 실 으로 

발생하는 것이 범죄성립요건인가 여부이다. 그리고 범죄성립요건은 원칙

으로 법문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법률에 규정된 당해 구성요

건의 문언에 ‘ 험’이라는 명문이 없는 한 구체  험범이 아니라고 보아

야 한다.

안 보호시설방해죄는 「사업장의 안 보호시설에 하여 정상 인 유

지‧운 을 정지‧폐지 는 방해하는 행 」를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 험’이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으므로, 추상  험범이라

고 보아야 한다.

(2) 안 에 한 험 발생은  고려되지 않는지 여부

(가) 통  해석

통 으로 추상  험범에서 행 의 험성은 입법자가 규범을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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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동기에 불과하고 경험상 형 으로 험한 행 이기 때문에 지되

는 것일 뿐 구체 으로 그러한 험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범죄가 성립된다

고 보아 왔다(동기설).241)

이에 따르면, 안 보호시설방해죄가 추상  험범이기 때문에 안 보호

시설을 정지‧폐지‧방해하는 행 만 있으면 바로 범죄가 성립하고 구체  

상황에서  험발생의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도 그 성립이 방해되지 아

니한다고 보게 된다.

(나) 추상  험범의 제한  해석

추상  험범은 법익침해가 실 으로 침해되거나 구체 으로 태화

되지도 않은 단계에서 처벌하는 것으로 필연 으로 개인의 자유를 과도하

게 제약할 험을 안고 있다. 더구나 험사회에서 추상  험범이 

확 되는 경향마  발견할 수 있는데, 이는 형벌의 보충성, 겸억성에 반하

고 책임주의에도 반할 험을 안고 있다. 이에 추상  험범을 제한 으

로 해석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왔다.242)

ᄀ. 험의 의제 는 추정

동기설과 달리 ‘ 험’을 구성요건요소로 고려하되, 다만 험을 의제하거

나 추정하는 방법으로 험을 증명하지 아니하고도 범죄의 성립을 인정하

는 견해이다.

이에는 (i) 반증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의제설243)과 (ii) 반증을 허용하는 

추정설244)이 있다. 추정설에 의할 때, 행 의 무 험성이 증명되면 추상  

험범의 성립이 배제되게 된다.245)

241) 독일과 우리나라의 다수설 (박강우, “추상  험범 비 ”, 법학연구 11권, 충북

학교(2000), 6-7쪽 참조) (이하  을 ‘박강우, 추상  험범’이라 한다).

242) 이하의 논의는 박강우, 추상  험범, 7-21쪽을 참고하 다(문헌 포함).  이

에 련된 문헌으로 보다 최신의 것은 유부곤, 추상  험범에 한 연구 : 험 

개념과 제한  해석을 심으로, 서울 학교 석사학 논문(2003)이 있다.

243) 1958년 로이센 최고법원에서 처음 등장하 고, Siebenhauer(1884), Finger(1889), 

Frank(1897), Berner(1898), Umhauer(1904), M. E. Mayer(1923), Henckel(1930) 

등이 지지하 다.

244) 1933 Rabl이 처음 주장한 이후 Pütz(1936), Michels(1963), Arthur Kaufmann(1963), 

Schröder(1967/1969), Schroeder(1981), Ostendorf(1982), Maurach/Zipf(1983), 

Aipf(1987), Baumann/Weber(1985), Stree(1988), Wessels(1990) 등이 주장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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ᄂ. 추상  험범의 재구성

(ᄀ) 구체  험의 개연성

법익에 한 공격강도에 따라 침해범, 구체  험범, 추상  험범 3단

계로 구분하여, 침해는 피해의 발생, 구체  험은 침해의 개연성, 추상  

험은 구체  험의 개연성이라고 하면서, 구체  험의 개연성이 없으

면 추상  험범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는 견해이다.246)

(ᄂ) 험감행의 원칙

추상  험범의 불법은 일반 으로 행 자가 험한 행 인  알면서

도 이를 감행하여 행하면 성립하고 이를 감행하지 아니하고 지시키면 성

립하지 않는다는 견해이다.247) 여기서 법익에 한 험을 감행하지 아니

하 다는 것은 행 자가 자신의 행 에 내재된 일반  험에 하여 응

조치를 취하여 험을 배제하는 것을 말하는 취지로 이해된다.

(ᄃ) 객  주의의무 반

추상  험범에 있어서 범죄가 성립하기 하여 법  구성요건상의 행

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있음을 인정하고 추가 으로 법익침해 내지 

태화에 한 객  주의의무 반, 즉 객  과실을 추가  범죄성립요건

으로 보는 견해이다. 객  과실은 결과발생을 회피하기 한 주의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만 인정되지만 그 결과의 발생 자체는 구성요건이 아니므

로, 결국 추상  험범은 결과 없는 과실범의 구조가 된다고 한다.248)

추상  험범을 특별히 수정된 과실범이라고 보는 견해도 이와 유사하

다.249)

(ᄅ) 주  주의의무 반

추상  험범을 (i) 정신화된 간  법익(vergeistes Zwischenrechtsgut)

의 유형(증수뢰죄, 증죄, 문서범죄), (ii) 량행 (Massenhandlungen)의 

245) 유부곤,  석사학 논문, 98쪽은 결론 으로, 반증허용론을 통하여 추상  

험범을 제한하려고 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246) Cramer, Vollrauschtatbestand als abstraktes Gefährdungsdelikt, 1962, S. 71.

247) Volz, Unrecht und Schuld abstraker Gefährdungsdelikt, Diss. Göttingen, 1968, 

S. 163 ff.

   Rudolphi도 이 견해를 취하 다.

248) Brehm, Zur dogmatik des abstrakten Gefährdungsdelikt, 1973, S. 90 f.

249) Horn, Konkrete Gefährdungsdelikt, 1973, S.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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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도로교통사범), (iii) 정통 인 추상  험범(StGB §306의 방화

죄250))으로 구분한 다음, (i), (ii)의 유형에 하여는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iii)의 유형에 하여 제한  해석을 하여 보호객체(사람의 생명)에 한 

과실(주  주의의무 반)을 요구하는 견해이다.251)

(ᄆ) 법익에 한 안 한 처분가능성의 보호

추상  험범은 법익에 한 안 한 처분가능성(= 안 , Sicherheit)을 

보호하려는 것이므로, 컨  상 건물을 아무도 더 이상 주거로 이용하

지 않을 때에는 독일형법 제306조의 방화죄의 보호이익이 탈락하여 범죄

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견해이다.252)

ᄃ. 추상  험범 부인론

추상  험범을 확 하는 험형법은 험에 자율 으로 처할 수 있

는 사회의 자율능력을 괴하여 더 많은 험을 산출하고 이에 다시 더 

많은 험형법을 투입하게 되는 구조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게 된다는 견

지에서, 추상  험범을 거부하는 견해이다.253)

ᄅ. 안 보호시설방해죄의 해석

추상  험범을 제한 으로 해석하려는 이상의 논의는, 안 보호시설방

해죄를 추상  험범으로 분류한다고 하더라도, 안 보호시설의 유지‧운

을 정지‧폐지‧방해하는 행 가 있다는 것만으로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지 

아니하고, 그 밖에 추가 인 요건이 있어야 비로소 범죄가 성립한다고 하

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이에 따라, 안 보호시설의 유지‧운 을 정지‧폐지‧방해하는 행 가 있

더라도 (i) 다른 안 조치를 취하고 그와 같은 행 를 한 경우나 (ii) 장

에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신체에 해가 발생할 험이  

250) 우리 형법상 주건조물방화죄가 이에 해당한다.

251) Schünemann, Moderne Trendenzen in der Dogmatik der Fahrlässigkeits- und  

Gefährdungsdelikte, JA 1975, 798.

252) Kindhäuser, Gefährdung als Straftat, 1989, S. 14 f. 다만, 이 견해에 따를 때, 

방화 이 에 건조물 내에 아무도 없음을 확인하 다면 건물 내의 모든 사람이 안

에 한 염려 없이 살 수 있다는 피해자측의 안 에 한 염려는 객 으로 

근거지워질 수 없는데, Kindhäuser가 이 경우 추상  험이 없다고 할 것인지 

여부는 불분명하다고 한다(박강우, 추상  험범, 18쪽).

253) Herzog, Gesellschaftliche Unsicherheit und strafrechtliche Daseinsvorsorge, 

1991, S.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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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경우에는 추상  험범을 제한 으로 해석하려는  어느 입장을 취

하더라도 추상  험범으로서도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것으로 

단된다(다만,  ᄂ.(ᄆ)의 견해는 불명).

그러나 와 같은 추상  험범의 제한  해석은 우리나라에서 례나 

학설로 아직 확립되었다고 할 수 없고, 이제 겨우 소개단계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사정이 이러하므로, 와 같은 논리로써 노노법 제42조 제2항을 

해석하는 것은 주 된다.

(다) 명시된 구성요건에 험이 포함되었다고 해석하는 방법

안 보호시설방해죄의 구성요건은 「사업장의 안 보호시설에 하여 

정상 인 유지‧운 을 정지‧폐지 는 방해하는 행 」이다. 만일 형식

으로는 정지‧폐지‧방해행 가 있었지만 행 자가 험발생을 방지하는 안

조치를 모두 취한 뒤 와 같은 행 를 하 다면, 이러한 안 조치로써 

당해 안 보호시설을 유지‧운 하는 목 은 달성되어, 체(代替)안 보호

시설이 유지‧운 되고 있는 것과 실질 으로 다르지 아니하고, 결국 안

보호시설의 정상 인 유지‧운 을 정지‧폐지‧방해하 다고 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다.

이를 보다 일반화하여 형식 인 정지‧폐지‧방해행 가 있었다고 하더라

도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 에 험이 발생할 구체 인 가능성(= 구체  

험성)이  없는 경우에는 「정상 인 유지‧운 을 정지‧폐지 는 방

해」하지 않았다고 평가되어 구성요건해당성이 배제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해석은 직무유기죄에 한 앞서의 법원 례(= 국가기능의 

해에 한 구체 인 험성이 없는 경우에는 직무를 유기한 때에 해당하

지 않는다는 취지)와도 일맥상통하는 해석이 된다.

(3) 소결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하면, 안 보호시설방해죄는 추상  험범이지

만, 구체  험이 발생하여야 구성요건해당행 인 정지‧폐지‧방해행 가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이와 련한 견해들도 실질 으로는 험발생이 필요하다는  자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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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체로 의견이 일치한다고 할 수 있고, 다만, 그에 한 평가와 이

론 구성에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할 수 있다.

상결정도 험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안 보호시설방해죄

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시하여 구체  험의 발생을 요건으로 

한다는 입장에 우호 인 것으로 이해된다.254)

여천엔씨씨주식회사 사건의 법원 2005. 9. 30. 선고 2002두7425 결이 

「사람의 생명과 신체의 안 이 구체 으로 받는다고 할 것이므로  

동력부문은  법조항 소정의 안 보호시설」이라는 취지의 원심 결을 정

당하다고 단한 것은 안 보호시설방해죄가 구체  험의 발생을 그 구

성요건으로 한다는 을 명시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만, 어떠한 이론

구성을 취하 는지는 분명하지 아니하다.

 결 후에 선고된 일련의 법원 결은 「성질상 안 보호시설에 해

당하고 그 안 보호시설의 유지․운 을 정지․폐지 는 방해하는 행 가 

있었다 하더라도 사 에 필요한 안 조치를 취하는 등으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한 험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노법 제91조 

제1호, 제42조 제2항 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여 구체  험발생

을 구성요건으로 한다는 을 보다 명확히 하 으나, 어떤 이론 구성을 취

하 는지는 여 히 분명하지 아니하다.255)

8. 안 보호시설 담당자

가. 쟁

안 보호시설의 유지‧운 을 단하지 못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노노법 

제42조 제2항은 안 보호시설의 유지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안 보호시설 

담당자, 안 요원)는 쟁의행 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취지인가?

254)  례집 17-1, 812, 827.

255) 법원 2006. 5. 12. 선고 2002도3450 결; 법원 2006. 5. 25. 선고 2002도5428 

결; 법원 2006. 5. 25. 선고 2002도5429 결; 법원 2006. 5. 25. 선고 2002도

5577 결; 법원 2006. 5. 25. 선고 2003도841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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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우리나라의 논의

 지설

안 보호시설 담당자는 쟁의행 가 지된다는 견해이다. 다만, 이 견해

도 면  지를 주장하는 것으로는 보여지지 아니하여 결국에는 아래 
의 견해와 크게 다르지 아니하다고 여겨진다.

․‘시설’이라 함은 물 인 것(설비)뿐만 아니라 그것을 움직이는 사람까

지 포함하는 것이므로 인명‧인체에 한 험을 래할 수 있는 시설의 담

당자로 단되는 경우에는 쟁의행 가 제한된다.256)

․안 보호시설 작업부서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쟁의행 이라도 작업

을 거부하거나 태만히 할 수 없다.257)

 허용설

안 보호시설을 담당하는 사람이라도 쟁의행 를 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

- 견해의 내용

․안 보호시설에 종사하는 근로자  평소의 시설운 에 비추어 정상

인 유지‧운 에 필요한 인원이 쟁의행 에 참여하지 않아야 함을 의

미한다.258)

․안 보호시설의 유지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노동조합

의 주도하에서 교 제(交代制) 등의 방법을 통하여 당해 시설의 유지

가 확보되는 한 나머지 근로자는 쟁의행 에 참가할 수 있다.259)

- 논거

․노조법 제42조 제2항의 취지는 안 보호시설의 유지를 확보함으로써 

생명‧신체의 안 과 물  안 을 보호하려는 데 있는 것이지, 근로자

의 쟁의행 를 지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260)

․그 지 않으면 안 보호시설의 유지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쟁의행

256) 행정해석(1991. 10. 10. 노사 32281-15050).

257) 김수복, 사례해설, 667쪽. 다만, 반드시 지설을 취한 것인지는 분명하지 아니

하다.

258) 행정해석(2003. 11. 4. 노조68110-572).

259) 김유성, 노동법, 253-254쪽.

260) 김유성, 노동법, 25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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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면 지되는 결과가 될 우려가 있다.261)

다. 일본의 논의

(1) 일본에서는 보안요원(안 보호시설의 유지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은 쟁의행 를 할 수 있는가 하는 보다는 필수 으로 남겨야 하

는 보안요원의 범 가 어디까지인가 하는 쟁 으로 논의가 되고 있다. 즉, 

보안요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쟁의행 가 지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제

로 하고 있다.

(2) 일반 으로 객 으로 보아 당해 시설의 정상 인 유지운행에 필요

한 최소한도의 인원을 제공하면 법하지 않다고 한다.262)

‘松浦炭鑛事件’에서 長岐地裁佐世保支部判決263)은  을 명백히 한 

결로서, 회사가 요구한 보안요원 129명  불필요한 17명을 뺀 112명의 요

원을 제공한 것은 필요한 최소한도의 보안요원의 차출을 거부한 것이 아니

어 노조법 제36조에 반되지 않는다고 시하 다.

(3) 이와 련하여 보안요원을 다른 근로자로 체하고 업에 돌입한 

경우  조항에 반되는지의 문제가 있다.

일반 으로 보안요원은 문  기능‧지식을 가지고 있고 일정한 자격이 

요구되는 경우도 있다. 만일 와 같은 기능‧지식이나 자격을 가지지 않은 

일반 근로자에게 보안업무를 인계시키고 보안요원이 업에 참여한 경우에

는 노조법 제36조에 반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264)

그러나 구체  험설의 입장에서는 와 같은 경우라도 제반 사정을 

‘구체 ‧종합 으로 찰하여’ 험이 구체 으로 존재하는가 여부에 따라 

결론을 달리한다. 앞서 본 東亞石油事件의 東京地裁判決은 조업이 면

으로 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보안요원에 의하지 않으면 사고가 발생할 가

능성은 폭 감소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비조합원, 하청업체 직원이 보안업

무를 인수하더라도 험하지 않다고 시하 다.265)

261) 김유성, 노동법, 254쪽.

262) 노동 례 계 40 ; 주석 노동조합법, 637 .

263) 長岐地裁佐世保支部判決 昭 25. 11. 20. 勞民集 1卷 6号.

264) 노동 례 계 41 .

265) 노동 례 계 4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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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반하여 앞서 본 井華鑛業江奔別鑛業所事件의 札幌高裁判決은 다른 

조합에서 보안을 확보하리라고 믿었으나 실제로 보안업무를 인계하지는 않

은 채 배수펌 담당 보안요원을 업에 참가하도록 한 행 는 노조법 제36

조의 취지에 명백히 된다고 시하 다. 인명에 한 구체  험의 

발생을 요하지 않는다는 입장에 서면 이러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266)

(4) 나아가 일본 노조법 제36조는 인명의 안 보지를 목 으로 하기 때

문에 산 업에 있어 갱내에 아무도 없는 경우에는 보안요원을 원 철수

시켜도  조항에 반되지 않는다고 하는 결이 있다.267)

라. 사견

이 쟁 은 안 보호시설의 유지‧운 이 정상 으로 이루어지는가를 기

으로 단하여야 한다. 즉, 안 시설 담당자의 일부가 쟁의행 에 참석하

더라도 남은 인원으로 충분히 안 보호시설의 정상 인 유지‧운 이 이루

어진다면,  쟁의행 를 지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체인원의 투입

도 같은 기 에서 단할 수 있다.

앞서 본 일본 례들도 이러한 에서 이해할 수 있다.

9. 범죄의 주체

가. 안 보호시설 담당자만인가

 안 보호시설방해죄는 안 보호시설 담당자만이 범죄의 주체로 되는 신

분범이라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 상결정의 사안에서 청구인들의 주장임).

 그러나 안 보호시설방해죄는 안 보호시설의 정지‧폐지‧방해행 에 

이 있는 것으로서 그 행 자가 구인가는 문제로 되지 않는다.268) 따

라서 안 보호시설방해죄는 신분범이 아니고 구든 와 같은 행 를 하

게 되면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와 같은 행 가 부작 의 형태로 이루어질 경우에는 작 의무가 

있는 안 보호시설 담당자만이 범죄의 주체로 될 수 있고, 이 한에서 안

266) 노동 례 계 42  참조.

267) 口鑛業事件, 福岡地裁飯塚支部判決 昭 29. 1. 19. 勞民集 5卷 1号.

268) 상결정의 사안에서 라남도지사의 의견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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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시설방해죄는 신분범이 된다. 그러나 이는 안 보호시설방해죄의 특성

에 따른 것이 아니라 부작 범이라는 특성에 따른 것일 뿐이다.

나. 근로자에 한하는가

노노법 제42조 제2항이 「…행 는 쟁의행 로서 이를 행할 수 없다.」

라고 하고 있는데, 이는 근로자만이 안 보호시설방해죄의 주체가 된다는 

취지를 규정한 것은 아니다. 근로자이든 아니든 안 보호시설의 유지‧운

을 정지‧폐지‧방해하는 행 를 할 수 없으며, 이에 반되면 노노법 제91

조 제1호에 의하여 처벌된다는 것이 안 보호시설조항의 취지이다.  조

항에서 ‘쟁의행 ’를 언 한 것은 와 같은 행 는 쟁의행 라는 이유로도 

법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선언한 취지에서이다.

10. 결어

가. 논의의 요약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면 다음 표와 같다.

쟁  견    해 사  견

안 보호객체
 물  보호 포함

 인  보호 한정 ○

안 의 주체

 사업장 구성원

 사업장 이용자

 일반  제3자 포함 ○

안 보호 목

요부

 목  필요 ○

 목  불요

인  시설

포함 여부

 포함

 불포함 ○

구체  험

발생의 요부

 험 발생 불요

 추상  험 발생 필요

 구체  험 발생 필요 ○

안 보호시설

담당자

 쟁의 지

 쟁의허용(제한  허용) ○

범죄주체
 신분범 (시설담당자, 근로자만)

 비신분범 ( 구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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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안 보호시설조항의 해석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노노법 제42조 제2항을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사업장에 설치되어 있거나 사업장과 련된 시설로서,269) 사업장의 내외

를 불문하고 사람의 생명‧신체에 한 안 을 보호하기 한 물  시설270)

에 하여,  안 에 구체  험271)이 발생하도록 정상 인 유지‧운 을 

정지‧폐지 는 방해하는 행 272)는 쟁의행 로서 이를 행할 수 없다.

V. 결론

이상의 논의에서 본 바와 같이 안 보호시설조항에 하여는 견해의 

립이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쟁 이 존재한다. 상결정의 반 의견은 이

를 시하여 안 보호시설조항이 명확하지 않다고 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안 보호시설조항의 법률문언, 입법목 , 입법연   법규범의 

체계  구조 등으로부터 그 의미내용을 확정하는 합리 인 해석기 을 찾

을 수 있고 이러한 기 에 따라  각 쟁 에 한 단을 충분히 내릴 수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그 구체  해석결과는 앞서 본 바와 같다. 상결정

의 다수의견은 이러한 토  에서 이해될 수 있다.

상결정에 의하여 헌법에 반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인된 안 보호

시설조항에 따라, 당해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으로서는 구체 인 사실 인정

을 통하여 유죄 여부를 단할 수 있을 것이다.

상결정은 명확성 단에 하나의 기 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

다. 그러나 그 단기 이 구체 으로 완성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상결

정에 반 의견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상결정의 다수의견이 제시한 

기 에 의하더라도 명확성 여부가 반드시 명백한 것은 아니라는 을 나타

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도 상결정이 명확성의 단

기 을 보다 구체화한 의미가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덧붙여 상결정에 숨어 있는  하나의 의미가 있다면, 사실에 용할 

269) ‘사업장의’에 한 해석.

270) ‘안 보호시설’에 한 해석.

271) 구체  험범을 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지‧폐지‧방해의 개념해석의 결과

이다.

272) ‘정상 인 유지‧운 을 정지‧폐지 는 방해하는 행 ’에 한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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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제로서 법률의 의미내용을 해석하는 법원의 작업과 단기 으로서의 

헌법을 용할 상으로서 법률의 의미내용을 해석하는 헌법재 소의 작업

이 어떻게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하는 에 한 고심이 숨어 있다

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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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71조의15 제2항 제8호 헌제청

-교통사고를 이유로 한 운 학원 제재-

(헌재 2005. 7. 21. 2004헌가30, 례집 17-2, 1)

이 명 웅
*

1)

 【 시사항】

1. ‘자동차운 문학원을 졸업하고 운 면허를 받은 사람  교통사고

를 일으킨 비율이 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과하는 때’에는 학원의 등

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운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한 도로교통법 제

71조의15 제2항 제8호의 ‘교통사고’ 부분(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이 

포 임입법 지원칙에 배되는지 여부

2. 이 사건 조항이 운 문학원 운 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

부

【심 상】

도로교통법 제71조의15(2001. 12. 31. 법률 제6565호로 개정되고, 2005. 5. 

31 법률 7545호로 문개정되기 의 것) 제2항 제8호  ‘교통사고’ 부분

(‘당해 문학원을 졸업하고 운 면허를 받은 사람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의 비율이 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과하는 때’ 부분: 이하 ‘이 사

건 조항’이라 한다).

도로교통법 제71조의15 (행정처분)

②지방경찰청장은 문학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행정자

치부령이 정하는 기 에 의하여 학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

* 헌법연구



414   헌법재 소결정해설집 2005

간을 정하여 운 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8. 당해 문학원을 졸업하고 운 면허를 받은 사람  교통사고를 일으

키거나 요 교통법규를 반한 사람의 비율이 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과하는 때 

【사건의 개요】

1. 심 청구에 이르게 된 경

제청신청인(이하 ‘신청인’)은 경남 창원시에서 자동차운 문학원을 운

하고 있다. 경남지방경찰청장은  학원의 2003년도 졸업생 한 명이 교

통사고를 일으켜 한 사람을 사망  하 다는 이유로 2004. 6. 25. 도로교통

법 제71조의15 제2항 제8호에 근거하여  학원의 운 을 2004. 7. 12.부터 

14일간 정지하는 처분을 하 다.

신청인은 제청법원(창원지방법원)에 경남지방경찰청장을 상 로  정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후(2004구단900 운 문학원운 정

지처분취소청구),  조항이 헌법에 반된다며 헌여부심 의 제청신청

을 하 고, 제청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헌여부의 심 을 제청하 다.

2. 제청법원의 헌심 이유  계기 의 의견

가. 제청법원의 헌심  제청이유

이 사건 조항은 임의 구체  범 를 정하지 않은 포  임규정으로 

헌법에 반된다. 자동차운 문학원으로서는 그 졸업생에 하여 아무런 

통제  사후 교습 등 제어할 수 있는 장치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운

자의 교통사고에 한 책임을 묻기 어렵고, 교통사고의 원인이 당해 운

문학원의 교습내용 내지는 교습방법과 연 이 있는 운 자의 운  기술

의 미숙함으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졸음, 주취운 과 같이 운 기술과 별

다른 연 이 없는 것인지 구분되어야 한다. 이 사건 조항은 교통사고 사실

만으로 와 같이 운  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헌법의 기본이념인 

자기책임의 원칙을 부정하고 신청인의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  인권을 침

해하고 헌법상의 연좌제 지규정을 반하며 재산권을 침해하는 등 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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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 다.

나. 경찰청장의 의견

자동차운 문학원은 기능검정권 등 운 면허를 취득하기 한 모든 

권한을 부여받은 만큼 그 권한에 맞는 책임으로서 정한 교육과 공정한 

기능검정을 실시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않는 우수한 운 자를 양성․배

출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에서 운 학원 행정처분의 개 인 기 을 마

련하여 임한 것은 포 임입법 지에 반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조항은 운 교육의 내실화로 교통법규 반이나 교통사고를 

방하기 한 것이고, 사망사고로 한정하여 행정처분을 하게 함으로써 자동

차운 문학원 운 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으며, 사익보다 공익이 더 

크므로 헌법에 반된다고 볼 수 없다. 

【결정요지】

1.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 한 사람의 비율이 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과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조항은 행정처분의 기

이 되는 ‘교통사고’와 ‘사고 운 자의 비율’을 각 임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임입법은 지나치게 포 인 것으로서 측가능성을 

주지 못하며 임입법에서 요구되는 구체성․명확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

으므로 헌법 제75조의 포 임입법 지원칙에 배된다.

2. 교통사고는 본질 으로 우연성을 내포하고 있고 사고의 원인도 다양

하며, 이는 운 기술의 미숙함으로 인한 것일 수도 있으나, 졸음운 이나 

주취운 과 같이 운 기술과 별다른 연 이 없는 경우도 있다. 이 사건 조

항이 운 문학원의 귀책사유를 불문하고 수료생이 일으킨 교통사고를 자

동 으로 운 문학원의 법  책임으로 연 시키고 있는 것은 운 문학

원이 주체 으로 행해야 하는 자기책임의 범 를 벗어난 것이며, 교통사고

율이 높아 운 교육이 좀더 충실히 행해져야 하며 오늘날 사회  험의 

리를 한 험책임제도가 필요하다는 사정만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운 교육과 기능검정이 철 하더라도 교통사고는 우연  사정과 운 자 

개인의 부주의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교통사고를 방하고 

운 교육과 기능검정을 철 히 하도록 한다는 입법목 은 이 사건 조항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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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하여 효과 으로 달성된다고 할 수 없다. 운 교육  기능검정의 내

실화  이를 통한 교통사고 방은 이 사건 조항이 아니더라도 운 문

학원의 지정 요건과 교육내용, 기능검정 등에 하여 마련되어 있는 도로

교통법과 동법시행령․시행규칙의 구체 이고 자세한 규정들이 제 로 집

행된다면 가능하다. 이 사건 조항은 입법목 을 달성하기 한 수단으로서 

부 하며, 운 문학원의 업 내지 직업의 자유를 필요 이상으로 제약

하는 것이다.

이 사건 조항이 추구하는 입법목 이 이 사건 조항을 통하여 달성될 것

인지가 불투명한 반면, 이 사건 조항에 따른 행정제재를 당하는 운 문

학원은 자신이 충실히 운 교육과 기능검정을 하 더라도 피할 수 없는 제

재를 당할 수 있게 되고, 그러한 제재가 가져오는 업상의 손실은 큰 것

이다. 이 사건 조항은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배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조항은 비례의 원칙에 어 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재  김효종의 반 의견

1. 이 사건 조항은 ‘비율’에 한 상세한 규율을 통령령에 임하 을 

뿐 ‘교통사고’에 한 부분은 임하 다고 볼 수 없다. ‘교통사고’에 하

여는 도로교통법이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이 ‘교통사고’를 

‘사망사고’에 한정한 것은 행정청이 법률을 집행하기 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허용된다. 한편 ‘교통사고의 비율’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험과 장해를 방지함에 부 하다고 인정되는 교통사고의 비율

로서 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의미하며, 수범자들이 입법목 과 제반 요인

을 함께 고려한다면 통령령에 규정될 교통사고 비율의 강을 충분히 

측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이 포 임입법 지원칙에 배된다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조항은 별도의 입법조치가 없더라도 높은 험성을 안고 있

는 운 문학원에 하여 행정청이 취할 수 있는 조치 즉 지정처분의 직

권취소 는 철회 등을 확인 으로 규정한 것이다. 이 사건 조항의 주된 

기능은 운 문학원이 조성하는 사회  험의 리에 있는바 이는 국민

의 기본권을 보호할 국가  책무에 속하는 것으로서 직업의 자유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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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을 정당화하는 우월한 공익에 속한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3. 이 사건 조항은 자기책임원리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나 일반사

회에 교통사고의 험을 가져오게 마련인 자동차운 자를 배출한 운 문

학원은, 일반사회에 험원(危險源)을 제공한 자로서 그 험원에서 발생한 

결과에 하여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험책임의 법리와 행정청은 개

연성이 높은 험을 억제, 방지할 책임을 부담한다는 행정상의 험 리책

임에 의하여 정당화될 수 있다.

재  권 성의 보충의견

다수의견이 언 하고 있는 ‘자기책임’은 ‘자기책임의 원리’를 지칭하는 것

으로 이해되는데 이 자기책임의 원리는 헌법에 내재되어 헌법의 기 를 이

루고 있는 하나의 헌법상의 원리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자기책임의 원리는 

이 사건 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되는 보충 인 논거를 

제공하는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이 사건 조항의 헌 여

부를 단함에 있어서 하나의 독자 인 기 이 될 수 있다. 자기책임의 원

리를 기 으로 하여 이 사건 조항의 헌 여부를 단하면 그 결론은 헌

이라고 할 것인바 그 논거는 다수의견이 직업선택의 자유에 한 침해를 

인정하면서 밝힌 논거와 같다.

【해설】

1. 기 사실

가. 이 사건 조항의 입법배경

자동차운 문학원은 1995. 1. 5. 법률 제4872호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도입되었다.1) 그 의 면허제도하에서 운 교육은 도로에서의 운 능력을 

1) 이미 1961년에 문학원제도와 유사한 지정자동차교습소제도를 실시한 바 있으나 

학원의 교육과 운 에 한 지도감독의 소홀로 학원의 교육과 기능검정이 공정하

고 정확하게 실시되지 못하여 성공하지 못한 경험이 있다.(치안연구소, 자동차

문학원제도개선방안, 박 욱, 음성직, 정 , 치안논총 제17집, 2001. 12. 799쪽 이

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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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양하기보다는 우선 면허를 취득하기 한 기계  운 교육으로 되어 면

허취득자가 바로 도로에서 운 하기는 어려웠으며 별도로 개인비용으로 도

로연수를 하여야 하는 것이 실정이었으며 한 면허시험의 체 상도 심

화되어 있었다.2) 이에 면허제도를 개선하기 해 운 면허 행정의 일부를 

민간에 탁함으로써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을 효율화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그리하여 이러한 시  

상황을 고려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동차운 학원에서 운 교육을 수료

한 사람은 운 면허기능시험을 면제하여 주는 문학원제도가 논의되게 되

었다. 문제는 운 문학원에서 법령에 규정된 교육과 공정한 기능평가가 

제 로 이 지느냐가 요한 건이었다. 

그리하여 문학원의 인 ․물 ․운  요건을 법령으로 규정하고 지

방경찰청의 철 한 감독과 지속 인 지도를 통하여 그 지정이나 지정취소 

등의 수단으로 그동안 문제시되었던 강사의 자질문제, 시설의 부족․낙후 

등 교육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하여 도입된 규정 의 하나가 이 사건 조

항이었다.

나. 입법연

(1) 법률

자동차운 문학원을 졸업하고 운 면허를 받은 사람이 당해연도에 

통령령이 정하는 기 을 과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지방경찰청장

이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 에 의하여 문학원에 하여 일정한 행정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둔 것은 1995. 1. 5. 법률 제4872호로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71조의10 제2항 제8호 다. 이에 의하면 지방경찰청장의 자

동차운 문학원에 한 행정처분의 내용은 문학원의 지정취소나 일정

기간 기능검정의 정지 다. 그 후 2001. 1. 26. 법률 제6392호로 개정된 도

로교통법 제71조의15 제2항 제8호에 의하면 지방경찰청장이 일정한 경우에 

문학원에 하여 학원지정을 취소하거나 일정한 기간 그 운 의 정지까

2) 제170회 제5차 국회 내무 원회회의록, 9쪽 참조. 제170회 제13차 국회 법제사법

원회회의록 27-30쪽에 의하면 국회법제사법 원회에서는 이 사건 조항의 문제

에 해서 논의한 기록은 발견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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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다.

이 조항은 2005. 5. 31. 개정된 도로교통법에서는 제113조 제2항 제10호

로 자리를 옮겨 같은 내용으로 규정되었다가 이 사건 헌결정 후인 2006. 

4. 28. 삭제되었다.

(2) 시행령

1995. 1. 5. 법률 제4872호로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시행을 한 도로교통

법시행령(1995. 7. 1. 통령령 제14694호) 제49조의7에 의하면 법 제71조의

10 제2항 제8호에서 “ 통령령이 정하는 기 을 과하여 교통사고를 일으

킨 때”라 함은 (당해연도에 당해 문학원을 이수하고 운 면허를 취득한 

사람이 야기한 사망사고 발생건수 ÷ 당해연도에 당해 문학원을 이수하

고 운 면허를 취득한 사람의 총수)×100의 식에 의하여 산출한 교통사고의 

비율이 0.2퍼센트를 과한 때라고 규정되었고  기 은 행 도로교통법 

시행령(2004. 5. 29. 통령령 제18403호)에 이르기까지 변하지 않았다.

(3) 시행규칙

1995. 1. 5. 법률 제4872호로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을 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1995. 7. 1. 내무부령 제651호) 별표 14의5 14에 의하면  49조의

7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 치 0.2% 과 시마다 ‘검정정지 10일’이라고 

규정되어 있었다. 그 후 개정된 도로교통법(2001. 1. 26. 법률 제6392호)을 

반 한 도로교통법시행규칙(2001. 7. 24. 행정자치부령 142호) 별표14의5 28

에 의하면 인 피해의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그 비율이  제49조의7 제1호

에 의하여 산출한 비율이 0.2% 과 시마다 ‘운 정지 7일’이라고 규정한 

이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2004. 5. 29. 행정자치부령 제232호)에 이르기까

지 변하지 않았다.

다. 외국 입법례

(1) 일본

일본도 도로교통법에서 지정자동차교습소를 지정하고 그 교습소에서 일

정한 교육과 기능검정을 받은 자에 하여는 면허시험을 면제하도록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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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즉 운 면허시험실시권을 실질 으로 민간에 탁한 것이다.3) 한 

지정자동차교습소에 한 통제의 방법으로 행 도로교통법(平成16. 6. 18. 

법률 제113호로 개정된 것) 제100조에 지정자동차교습소의 지정취소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정취소 는 일정기간 졸업증명서 는 수료증명

서를 발행하는 것을 지하는 사유에 이 사건 법률규정과 같이 당해 문

학원을 졸업한 사람  교통사고를 일으킨 비율이 일정기 을 과하는 경

우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다만 일본 교통안 책기본법 제22조에 의하면 

앙교통안 책회의는 교통의 안 에 계된 종합 이고 장기 인 시책

의 강과 교통의 안 에 계된 시책을 종합 이고도 계획 으로 추진하

기 해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는 교통안 기본계획을 작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근거한 제7차 교통안 기본계획  자동차교습

소에 한 부분에 의하면 “자동차교습소의 교습수 에 한 정보를 국민에

게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하여 일본의 지

방경찰청은 지정자동차교습소 졸업생의 교통사고율을 공개하고 있고 교통

사고율의 산출방식은 공안 원회가 지정하는 지정자동차교습소를 졸업하고 

운 면허를 취득한 사람  면허취득 후 1년 이내에 인신사고를 일으킨 사

람 수의 비율로 하고 있다. 다만 1인이 2회 이상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사고자수에 있어서 1인으로 취 한다. 즉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은 일정 비

율을 과하는 사망 교통사고에 하여 이 사건 법률규정과 같이 운 정지

라는 행정처분까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본의 경우에는 행정처분 

사유로는 되지 않고 다만 지정자동차교습소의 교습수 을 국민에게 공표하

는 일환으로만 이용한다는 이다. 

(2) 기타

일본 외 다른 나라에서는 이 사건 조항과 유사한 입법례를 찾기 어렵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면허시험의 민간 탁제도와 련되고 있는 경

우가 있었는데,4) 그러나 이 사건 조항과 같이 처벌조항을 둔 는 찾을 수 

3) 일본 행 도로교통법(平成16. 6. 18. 법률 제113호로 개정된 것) 제99조의2 제3호

에 의하면 이 때 기능검정을 실시하는 기능검정원은 형법 기타 벌칙의 용에 있

어서 법령에 의하여 공무에 종사하는 직원으로 간주된다고 규정하여 그 책임을 

무겁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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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었다.

① 미국의 경우 

미국은 주정부가 운 면허시험  리 주체이기 때문에 주별로 다양한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운 면허시험을 총 하는 기 은 주의 자동차국

(Department of Motor Vehicle)으로서 부분의 운 면허시험은 자동차국 

사무소에서 실시된다. 하지만 주에 따라서는 운 교육실시기 에 운 면허

기능시험 실시권한을 부여하기도 한다. ( 컨 , 로리다주, 오하이오주, 

일리노이주 등)

② 국의 경우  

환경․교통․지역부(Department of Environment, Transport & Region: 

DETR) 산하 운 표 청(Driver Standards Agency: DSA)에서 운 면허시

험 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다만 DSA는 민간회사와의 계약을 통하여 개

발한 문제은행식 학과시험을 용하고 있어 그 한도 내에서는 민간을 운

면허시험에 참여시키고 있다.

③ 독일의 경우

독일은 신규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운 학원에

서 정규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 교육  내용은 학과교육과 기능교육으로 

나 어지고 면허종류별로 최 기능교육시간이 법정화 되어 있다. 운 면허

시험의 경우에 필기시험의 경우는 연방교통부가 주 하고 기능시험의 경우

에는 응시자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를 정하면 공무수탁사인의 지 를 가지

고 있는 운 ․ 자동차 기술 감독원(TüV) 소속 감독 이 동승하여 인근도

로와 시외도로 등에서 최소 50분 이상 진행하여 합격여부를 결정한다. 따

라서 운 면허 시험의 일부인 기능시험의 경우에는 공무수탁사인의 지 를 

가지고 있는 민간단체에 탁하고 있다.

4) 게논문, 790―797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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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련 통계

(1) 경찰청 통계5)

2002년과 2003년에 당해 문학원을 졸업하고 운 면허를 취득한 사람 

 사망사고율 비율이 0.2%를 과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학원은 다음과 

같다.6) 

2002년 2003년

연번 학원명 면허취득자수
사망자수

(발생비율%)
연번 학원명 면허취득자수

사망자수

(발생비율%)

1 사북 415 1(0.240) 1 그린 371 1(0.26)

2 1057 3(0.280) 2 횡성 326 1(0.3)

3 부안 396 1(0.250) 3
천안

림
490 1(0.2)

4 우성 331 1(0.302) 4
포항

206 1(0.48)

5 964 2(0.207) 5 마창 202 1(0.40)

6 군 483 1(0.207) 6 북면 226 1(0.44)

5) 2002년과 2003년 경찰청이 각 지방경찰청에 내린 「 문학원 행정처분 지시」공

문 참조. 

6) 2003년도 행정처분을 받은  학원들에 해 조사한 바로는, 자동차운 문학원

을 인수하게 되어 이  운 자의 책임을 인수하게 된 경우가 그린, 마창 자동차

문학원이고 포항  자동차 문학원은 2003. 10월경에 운 을 시작하 다는 

을 들어 경북경찰청에 이의신청을 하 고 1년을 기 으로 졸업생 수를 계산하

는 경찰청의 법규집행의 례에 따라 결국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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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학원별 교통사고율 검토7) 

학원규모 상자수

법규 반

피단속횟수

(비율)

요법규 반피

단속횟수

(비율)

인피사고

(비율)

250명 미만 23,620 894(3.79) 687(2.91) 152(6.44)

250-500명미만 51,290 1,721(3.36) 1,343(2.62) 341(6.65)

500-750명 미만 28,511 887(3.11) 684(2.40)   156(5.47)

750-1000명미만 25,718 745(2.90) 571(2.22) 120(4.67)

1000-1500명미만 19,244 489(2.54) 379(1.97) 72(3.74)

1500-2000면미만 9,849 266(2.70) 194(1.97) 45(4.57)

2000명 이상 15,800 365(2.31) 276(1.75) 50(3.16)

  체 174,032 5,367(3.08) 4,134(2.37) 936(0.55)

 통계에서 특이한 은 규모가 큰 학원일수록 인  피해의 비율은 물

론 그 ‘ 수’가 감소한다는 것이다.8) 즉 출신학원규모가 출신자들의 교통

사고율에 일정한 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아마도 도시 부근에 규모가 

큰 학원이 집해 있고 그러한 학원을 이용하는 학원생들의 부분이 도

시에 거주하고 있다는 을 감안하면 면허를 취득하려고 하는 주된 동기는 

출․퇴근시 자가용을 이용하려는 것이거나 주부가 육아나 가사일을 용이하

7) 이는 「자동차 문학원 교육이수자의 교통사고율 분석 연구」, 도로교통안 리

공단 교통과학연구원, 2000.을 참조한 것이다. 참고로  통계자료의 자료들은 

1999년을 기 으로 한 것이다.  논문에서는 학원규모가 교통사고율에 미치는 

향을 분석한 자료이외에도 다른 어떤 요인이 교통사고율에 향을 미치는 지에 

한 연구가 병행 다. 결과 으로 학원의 규모 이외에도 연령, 지역, 남녀 구분 

모두 3가지 요인이 교통사고율 지표에 요한 변인으로 작용한다고 한다.

8) 게 논문은 출신학원규모는 출신자들의 높은 법규 수태도와 낮은 사고율에 

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논문 제55면에

서는 학원교육의 질의 차이가 교통사고율에 향을 미치는 가에 한 상세한 조

사 분석은 추후과제로 남겨 둔다고 하며, 교육생들이 느끼는 학원교육에 한 만

족도와 법규 수율과의 상 계는 확인할 수 없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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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하기 한 것임을 추측할 수 있다. 그 다면 실제로 자동차면허를 취득

한 후의 사고발생율은 와 같은 자동차의 이용용도에 비추어 보면 사업용

이나 업용에 비교해서 낮아질 개연성은 짐작할 수 있다. 

4. 법요건 부분

이 사건 조항의 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 의 주문이 달라질 것이 

명백하 으므로, 이 사건에서 법요건(재 의 제성)은 문제가 되지 않았

고 달리 법요건상 흠결이 없었다.

5. 본안 부분

가. 포 임입법 반 문제

(1) 례

례에 의하면, 임의 구체성․명확성 내지 측가능성의 유무는 당해 

특정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단할 것이 아니라 련 법조항 체를 유기  

체계 으로 종합하여 단하여야 하고 임된 사항의 성질에 따라 구체

․개별 으로 검토하여야 한다(헌재 1996. 6. 26. 93헌바2, 례집 8-1, 

525, 533; 2001. 1. 18. 98헌바75등, 례집 13-1, 1, 18; 2002. 3. 28. 2001헌

바24등, 례집 14-1, 174, 183 등 참조).9)

9) 임입법 문제와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문제와 경합문제에 있어서, 헌법재 소는 

“풍속 업의규제에 한법률 제3조( 수사항) 제5호상 출입 지될 청소년에 한 

‘ 통령령으로 정하는 풍속 업의 경우 ’풍속 업의규제에 한법률‘ 제1조에 의하

면 이 법의 목 은 미풍양속의 보존과 청소년의 보호에 있으므로 이 사건 법조항

에서 말하는 통령령으로 정하는 풍속 업이란 청소년의 출입을 허용하게 되면 

청소년의 보호에 지장을  수 있는 성격의 업을 말하는 것이고, 통령령으로 

정하는 청소년이란 상이 되는 풍속 업의 성격  청소년에 한 유해성의 정

도, 청소년의 정신 ㆍ인격  발달상황 등을 고려하여 풍속 업별로 출입 지연

령이 차등 으로 규정되리라는 것을 충분히 측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통령령에 임된 범죄구성요건부분의 강이 임법률인 이 사건 법조항에 구

체 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법조항이 임입법의 범 와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나아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측성의 원

칙에도 반되지 아니한다.”(헌재 1996. 2. 29. 94헌마13, 례집 8-1, 126, 138)라

고 시한 바 있다. 이 결정은 법률의 명확성․구체성과 측가능성이라는 용어

를 혼용하여 쓰고 있는 듯하다. 다른 많은 례들에서는 법률의 명확성․구체성

이 측가능성을 단하는 구체 인 요소 내지는 기 이라고 보고 있는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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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임의 구체성ㆍ명확성의 요구 정도는 그 규율 상의 종류와 성격

에 따라 달라질 것이지만 특히 처벌법규나 조세법규와 같이 국민의 기본권

을 직 으로 제한하거나 침해할 소지가 있는 법규에서는 구체성ㆍ명확성

의 요구가 강화되어 그 임의 요건과 범 가 일반 인 부행정의 경우보

다 더 엄격하게 제한 으로 규정되어야 하는 반면에, 규율 상이 지극히 

다양하거나 수시로 변화하는 성질의 것일 때에는 임의 구체성ㆍ명확성의 

요건이 완화된다(헌재 1994.  6. 30. 93헌가15등, 례집 6-1, 576, 585; 

1995. 10. 26. 93헌바62, 례집 7-2, 419, 429; 1997. 2. 20. 95헌바27, 례

집 9-1, 156, 164 등 참조).10) 

(2) 이 사건 조항의 경우

이 사건에서는 “교통사고”나 “ 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는 행정제재

의 구성요건이 지나치게 포 으로 임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입법자는 그러한 구성요건이  교통수단의 속한 발 , 자동차 운

면허 취득자의 증가, 인 차량수의 증가, 도로상황의 변화, 교통사고

의 우연성과 그 피해의 연쇄성, 자동차운 문학원에 한 시기 한 통

제수단의 발동 필요성 때문에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행정상의 융

통성 있는 응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임입법은 헌법상의 포 임입법

지 원칙에 어 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 헌법재 소의 례이고, 이 사건 

결정은 그 을 재확인하고 있다.

  (가) “교통사고” 부분

  이 사건 결정은 ‘교통사고’ 개념이 행정처분의 기 이 되는 비율의 계

산에 있어서 요하고 본질 인 변수가 된다고 보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조항은 교통사고의 내용과 범 에 하여는  언 하지 않고 

있다는 이 지 되고 있다. 

10) 좀더 세분하면 기본권 침해  법규  특히 처벌법규의 임은 첫째, 특히 긴

한 필요가 있거나 미리 법률로써 자세히 규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어야 하며 둘째, 이러한 경우일지라도 법률에서 범죄의 구성요건은 

처벌 상행 가 어떠한 것일 것이라고 이를 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 으로 

정하고 셋째, 형벌의 종류  그 상한과 폭을 명백히 규정하여야 한다(헌재 1991. 

7. 8. 91헌가4, 례집 3, 336, 341; 1994. 6. 30. 93헌가15등, 례집 6-1, 576, 585; 

1995. 10. 26. 93헌바62, 례집 7-2, 419, 429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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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의하면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

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경우’를 교통사고라고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

50조 제2항에 의하면 교통사고의 신고내용으로 사상자수  부상정도, 손

괴한 물건  손괴정도 등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8조는 차의 운

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 하거나 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

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때, 즉 물사고의 경우에 처벌하는 규정

을 두고 있다. 한편 교통 련법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2조 제2호에서도 

“교통사고”라 함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

하는 것으로 도로교통법과 동일하게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 제1항

은 차의 운 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때에 즉 

인사고의 경우에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은 체 인 법규정을 종합하면 교통 련법 체계가 염두에 두고 

있는 교통사고의 유형은 그 피해의 객체를 기 으로 한 인사고와 물사

고이고 한 인사고는 다시 치상사고와 치사사고로 나 어지며 피해유형

별로 그 처벌 한 달리 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조항  ‘교통사고’ 부

분은 그 내용이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법률에서는 그 내용을 측할 수 있

는 최소한의 기 도 제시하고 있지 못한 것이다. 

교통사고의 범 에 하여도 교통사고 발생의 시  범 에 하여 아무

런 규정이 없어 교통사고의 발생시기가 운 문학원을 졸업한 당해연도에 

발생하는 경우만 포함되는지 아니면 그 이후의 교통사고의 경우도 포함되

는지, 만약 당해연도에 발생한 교통사고만 포함된다면 당해연도를 1년이라

는 ‘기간’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특정연도’로 볼 것인지도11) 이 사건 조항

만으로는 측할 수 없다. 

이 사건 조항  ‘교통사고’ 부분은 교통사고의 내용과 그 발생시기의 다

양성에도 불구하고 법률규정만으로는 교통사고가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언

11) 실제로 2003. 11. 8. 사망사고가 발생하여 이 사건 법률규정으로 행정처분을 받

은 포항  자동차 문학원은 2003. 10. 23. 문학원으로 지정받았으므로 ‘2003

년’을 기 으로 하면 2003. 12. 31.까지를 당해연도로 계산하게 되지만 실질 으로 

학원을 운 한 지 2월밖에 경과되지 아니하 고 ‘1년’이라는 기간이 지나지 않았

다는 이유로 경북지방경찰청에 이의신청을 한 결과 평가기간 부족을 이유로 이의

가 받아 들여져서 결국 행정처분을 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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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발생한 교통사고인지에 한 측가능성이 없어 자동차운 문학원을 

운 하는 자에게 언제 어떠한 사유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에 한 

강의 기 을 제시하지 못하며, 행정처분 여부에 한 불확실성을 래하

고 법률 계의 불안정을 래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조항  “교통사고” 

부분은 임입법의 한계인 구체성․명확성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이었다.

(나) “ 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부분

이 사건 조항은 당해 운 학원을 졸업하고 운 면허를 받은 사람  교

통사고를 일으키거나 요 교통법규를 반한 사람의 비율이 “ 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과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어 ‘비율’이라는 부분은 행정

처분을 부과하는 요하고도 본질 인 기본사항에 해당한다. 한 자동차

운 문학원 졸업생  면허취득자의 수는 이러한 비율을 산출하는 요

한 변수가 된다. 

우리나라 자동차 운 문학원에서 연간 배출하는 면허취득자의 규모12)

는 각 학원별로 많게는 10000명이 넘는 곳부터 게는 250명 미만인 곳까

지 다양하다. 이러한 실에 비추어 보면 자동차운 문학원 졸업생 수에 

비한 교통사고 비율을 상 으로 낮게 규정하면, 면허취득자수를 기

으로 한, 자동차 문학원의 규모가 크든 작든지 간에 행정처분을 받을 

험성은 상존하고  역으로 상 으로 높게 규정하면 자동차운 문학원

의 면허취득자 규모가 작을수록 행정처분을 받게 될 개연성이 증가하는 불

합리한 결과를 래할 수 있다.13)  

12) 이는 경찰청에 의뢰하여 송부 받은 2003년도 기  자동차 운 문학원 졸업자 

 면허취득자수에 한 황을 기 으로 한 것이다.           

13) 컨 , 자동차운 문학원을 졸업하고 면허를 취득한 자  1명이 사망사고를 

일으켰다고 가정하여 보면, 자동차운 문학원 졸업자  그 면허취득자의 수가 

연간 500명 미만인 경우에는 행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9조의7 제1호상의 행정

처분의 기 이 되는 비율인 0.2%를 기 으로 하면 운 정지 처분을 받게 되지만 

500명 이상의 규모를 가지고 있는 자동차운 문학원의 경우에는 이러한 행정처

분을 받지 않게 된다. 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14의5에 의하면 인  피해

의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그 비율이  제49조의 7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비율이 0.2% 과 시마다 운 정지 7일이라는 규정을 두어 비율 과시마다 

된 형태의 행정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면허취득자의 수가 250명 미만

인 자동차운 문학원의 경우에는 사망사고가 1건이 발생하면 운 정지 14일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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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교통사고율은 이 사건 조항에 의한 행정제재의 발동에 있어서 

요하고 본질 인 부분이지만, ‘ 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인가

에 한 강을 법률상 측하기 어렵다. 당해 법률의 반  체계와 련

규정에 비춰 유기 ․체계 으로 종합 단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조항으

로서는 통령령으로 규정될 비율의 강이나마 측할 수 없으며, 그 비

율의 하한선 는 상한선을 상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은 행정

제재의 기 이 되는 당해 자동차운 문학원 졸업자  면허취득자수 

비 교통사고 발생건수의 ‘비율’을 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포 으로 임

한 것이다.

나. 직업의 자유 침해 문제

(1) 기본권 경합시 단순서

하나의 규제로 인하여 여러 기본권이 동시에 제약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기본권침해를 주장하는 청구인의 의도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

법자의 객  동기  등을 참작하여 먼  사안과 가장 한 계에 있고 

 침해의 정도가 큰 주된 기본권을 심으로 해서 그 제한의 한계를 따져 

보아야 한다(헌재 1998. 4. 30. 95헌가16, 례집10-1, 327, 337; 2002. 4. 25. 

2001헌마614, 례집 14-1, 410, 426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신청인은 재

산권 등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나, 동 주장취지   입법의도를 고려하면 이 

사건 법률규정으로 인한 규제는 직업수행의 자유와 가장 한 계에 있

다고 볼 수 있다.14) 그런 측면에서 이 사건 결정은 직업의 자유의 침해 여

부를 단하고 있다.

14) 이 사건 법률규정으로 침해될 수 있는 기본권은 직업의 자유와 재산권이다. 한

편 이 사건 법률규정으로 침해될 수 있는 신청인의 재산권의 내용은 ‘ 업상의 

손실’이다. 하지만 이는 이 사건 법률규정이 정하고 있던 것은 아니고 직업의 

자유 에 업의 자유가 침해됨으로써 발생되는 부가 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사건 법률규정의 목 과 련하여 검토하면 이 사건 법률규정의 효과인 운

정지처분으로써 입법자가 정하고 있는 것은 부 격자를 양산할 수 있는 자동차

운 문학원의 운 을 일시 으로 정지하여 그 기간동안 배출될 수 있는 실질  

기능시험 부 격자들의 일반 교통환경으로의 유입을 막고자 하는 것이다. 그 다

면 이 사건 법률규정과 한 계에 있는 것은 바로 ‘직업의 자유’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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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업의 자유의 침해 여부

 (가) 직업수행의 자유에 한 제한에 있어서는 직업결정의 자유에 비하

여 상 으로 그 침해의 정도가 작다고 할 것이며, 이에 하여는 공공복

리 등 공익상의 이유로 비교  넓은 법률상의 규제가 가능하지만(헌재 

2000. 7. 20. 99헌마455, 례집 12-2, 153, 161; 2001. 6. 28. 2001헌마132, 

례집 13-1, 1441, 1458-1459; 2002.  6. 27. 2000헌마642등, 례집 14-1, 

644, 652 등 참조), 그 경우에도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정한 한계인 ‘과잉

지의 원칙’ 심사는 해당된다.

 (나) 이 사건 조항의 경우

이 사건 조항은 국가로 하여  자동차운 문학원에게 당해학원을 졸

업하고 면허를 취득한 자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비율이 일정비율을 과하

면 등록을 취소하거나 일정 기간 문학원 운 의 정지를 명할 수 있게 하

고 있다. 그러한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자동차운 문학원을 운 하는 자

는 직업선택이 부인되거나(등록취소의 경우), 업이 일정 기간 정지되므로

( 업정지의 경우), 직업선택의 자유 혹은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

이다. 다만 등록취소의 경우는 매우 극단 인 것이 될 것이므로, 이 사건에

서는 업정지를 심으로 직업수행의 자유를 과잉 지원칙에 배하여 침

해했는지 여부를 살펴볼 수 있다. 

1) 목 의 정당성

이 사건 조항은 문학원에서 학과교육과 기능교육을 수료한 사람에 

하여 장내기능검정을 실시하여 면허종별로 수료증 는 졸업증을 수강생에

게 교부하면 자동차면허시험의 일부인 기능검정시험이 면제되도록 하는 구

조 내에서 자동차운 문학원에서의 교육의 충실성과 장내기능검정의 객

이고 공정한 실시 등을 사후 으로 담보하고 교통사고가 우리나라 사

망사고율에 있어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실에서 사 으로 교통사

고를 방하고, 부수 으로 일본에 비하여 비교  늦게 도입한 자동차운

문학원제도를 단시일 내에 정착시키고자 하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이므로 

입법목  자체는 정당하다고 볼 수 있다.

2) 방법의 성

국가가 어떠한 목 을 달성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조치나 수단 하나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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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가능하다고 단할 경우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의 조치나 수단을 병

과하여야 가능하다고 단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목  달성에 필요

한 유일의 수단선택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헌재 1989. 

12. 22. 88헌가13, 례집 1, 357,378-379; 2002. 4. 25. 2001헌마614 례집 

14-1, 410, 428 등 참조). 그러나 그 다고 하더라도, 기본권을 제한하는 방

법은 최소한 그 목 의 달성을 하여 효과 이고 하여야 하고(헌재 

1990. 9. 3. 89헌가95, 례집 2, 245, 260; 2002. 4. 25. 2001헌마614 례집 

14-1, 410, 428 등 참조), 어도 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수단의 선

택은 피하여야 한다(헌재 1996. 4. 25. 92헌바47, 례집 8-1, 370-371, 

387-388 참조).

자동차운 문학원의 충실한 교육 등을 담보하기 하여 이 사건 법률

규정과 같이 당해 자동차운 문학원을 졸업하고 운 면허를 취득한 자 

 교통사고를 일으킨 비율이 일정비율을 과하면 ‘사고의 원인과 계없

이’ 등록취소나 일정기간 운 정지라는 행정제재를 가하도록 하는 것이 

한가에 해서 살펴본다. 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교통사고는 본질 으

로 우연성을 내포하고 있고 사고의 원인도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

의 원인이 자동차운 문학원의 교육의 부실이나 기능시험 합격여부를 결

정하는 과정에서의 과실과 인과 계가 있는 교통사고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교통사고의 비율이 일정 비율을 과하는 경우에 무조건 자동차운 문학

원에게 운 정지라는 행정제재를 가하는 것은 사안의 목 을 달성함에 있

어서 필요하고 효과 이라고 보기는 어렵다.15) 

자동차운 문학원에 한 행정제재 발동의 기 으로 ‘막연히’ 통령령

이 정하는 교통사고 비율만으로 행정제재를 가하도록 하는 것도 문제가 있

다. 이러한 문제는 이 사건 련규정인 도로교통법시행령과 같이 자동차운

문학원의 면허취득자수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일률 으로 그 비율을 정

하고 있는 경우에 더욱 심각하게 제기된다. 자동차 운 문학원에서 연간 

배출하는 면허취득자의 규모16)는 각 학원별로 많게는 10000명이 넘는 곳부

15) 그 안으로는 실 인 사망 교통사고 발생 후에 운 자의 과실여부를 밝  그

것이 자동차운 문학원의 불충분한 교육이나 불공정한 기능검정에서 연유하는 

지를 조사하고 그 인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과 같은 행

정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제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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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게는 250명 미만인 곳까지 다양한 것이 실이다. 이 사건 조항은 하

법령인 도로교통법 시행령에서 비율산출의 변수가 되는 학원별 면허취득

자의 수를 고려하여 비율을 차등 으로 정하지 아니하고 일률 으로 그 비

율을 정함으로써 자동차운 문학원의 면허취득자 규모가 큰 학원의 경우

에는 이 사건 조항에 반되어 행정제재를 받게 될 확률을 상 으로 낮

게 함으로써, 이 사건 조항이 목 으로 하는 사후통제의 효과를 미치게 하

는 것을 어렵게 하고 규모가 작은 학원으로서는 단 1명이 사망교통사고를 

일으키더라도 행정제재를 받게 되는 험성을 상존시키는 불합리한 결과17)

를 래하게 된다.

한 문학원의 피교육생에 한 기능검정 시험의 합격결정 속에 문

학원 졸업생이 운 면허취득 후에 발생시킨 교통사고에 하여 사고의 원

인과 상 없이 당해 문학원이 책임을 지겠다는 ‘자기결정’이 내포되어 있

다고 볼 수 없고, 문학원에서 기능검정시험에 합격하고 면허를 취득한 

후에는 문학원이 졸업생을 상으로 한 안 교육 등 어떠한 사후  통제

수단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졸업생의 교통사고 발생 행 에 책임을 근거

지울 수 있는 요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 반을 이유로 자동차운

문학원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자기책임의 원리에도 반하는 불합리

한 것으로서 이 에 있어서도 그 방법이 하다고 보기 어렵다. 

3) 피해의 최소성

이 사건 조항이 목표로 하는 입법목 은 보다 덜 제약 이면서 효과 인 

다른 안으로 달성될 수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71조의4 

제1항, 동법 제71조의5 제1항에서는 기능검정원이나 강사의 자격이 법정되

어 있고, 교육방법이나 졸업자의 능력 등 문학원의 운 에 하여는 도

로교통법 제71조의2 제1항 제4호의 임을 받은 도로교통법시행령 별표1의

3에서 규율하고 있으며 이를 반하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71조의15 제

1항 제6호에 의하여 자동차운 문학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16) 이는 경찰청에 의뢰하여 송부 받은 2003년도 기  자동차 운 문학원 졸업자 

 면허취득자수에 한 황을 기 으로 한 것이다.

17) 이러한 불합리는 결코 규범이 아닌 사실의 역에 속하는 것은 아니다. 운 학

원의 규모가 큰지 작은지는 사실의 문제이지만 이러한 사실을 제로 규범이 

용되어 나타나는 효과는 당연히 규범 이라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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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을 정하여 운 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기능검정에 있어서 평

가의 객 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하여 도로교통법 제71조의15 제2항 제

7호에 의하여 학감이 기능검정에 합격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수료증 는 

졸업증을 교부한 때나 기능검정원이 허 로 기능검정합격사실을 증명하면 

당해 자동차운 문학원의 등록을 취소시키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

여 운 의 정지를 명하도록 하며 이에 더하여 도로교통법 제71조의4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해당 기능검정원의 자격을 취소시키며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14에서는 문학원에서의 학과교육의 내용으로 운 자의 자세, 자동차

의 구조, 신호기․교통안 표지등, 차마의 운행방법, 운 자의 의무  

수사항, 차에 작용하는 물리  힘과 운 , 방어운  등을 법정하고 있다. 

그 다면 입법자는 자동차운 문학원에 한 하고도 충분한 통제와 

감시수단을 이미 강구하고 있다고 할 것이고 와 같은 규정들만으로도 그 

법집행을 충실히 한다면 운 교육의 충실성과 기능검정과정에서의 공정성

과 객 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그것으로서 사고방지를 이기 

한 조치가 부족하다면 별도로 사 , 사후의 행정감독을 통하여 입법목

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18) 

이상의 입법조치와는 달리 ‘교통사고율’이라는 불명확하고 운 학원이 자

발 으로 책임지기 어려운 사정을 고려하여 사후 인 교통사고율을 통제해 

보고자 하는 것은 보다 덜 제약 이면서 더 효과 인 수단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과 한 제한을 하는 것이므로,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19) 

18) 한 인․허가사업에 있어 그 사업정지를 명할 법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의 보호 등을 이유로 그 사업 자체는 계속하게 하고 다만 그에 따른 이익을 

박탈하는 내용의 행정제재로서 부과 (과징 )제도를 활용하여 이 사건 법률규정

의 효과인 등록취소 는 운 정지에 갈음하여 는 선택 으로 규정하는 입법방

식도 고려할 수 있다. 컨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9조 제1항의 경우에 건설

교통부장  는 시․도지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

거나 기타 공익을 해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정지처분처분에 갈음하여 5천만

원이하의 과징 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자동차운

문학원 운 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고려될 수 있음에도 이를 무시

한 채 행정제재의 내용으로 등록취소 는 운 정지를 규정하는 것은 기본권의 

제한이 필요최소한도에 그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19) 한편 이 사건 법률규정의 형식을 보면 “지방경찰청장은… 문학원의 등록을 취

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 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도로교통법 제71조의15 제2항 제8호 헌제청  433

4) 법익의 균형성

기본권제한에 있어서의 법익의 균형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입법에 의하

여 보호하려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을 비교 형량할 때 보호되는 공익이 

더 커야 한다는 것이다(헌재 1990. 9. 3. 89헌가95, 례집 2, 245, 260 참

조). 이 사건 조항을 통하여 보호하려고 하는 공익은 자동차운 문학원

에 한 교육의 충실과 공정하고 객 인 기능검정을 담보하고 이를 통하

여 교통사고를 사 에 방하려는 것이고 침해되는 사익은 등록취소 는 

운 정지라는 행정제재가 래하는 직업수행의 자유일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조항은 자동차운 문학원의 불충분한 교육과 부실한 기능검정에 연

유하는 교통사고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교통사고의 비율이 일정비율만 과

하면 운 정지라는 행정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추구하는 공익에 

한 입증이 어렵다. 한편 자동차운 문학원이 운 정지처분을 받게 됨

으로써 입는 사익의 침해는 크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이 사건 조항이 래하는 등록취소 내지는 운 정지라는 행정제재

는 자동차운 문학원으로 하여  모든 수강생에 한 수 지와 기능시

험의 정지를 가져오게 한다. 운 학원에게 있어서 그 제재 이후의 사회  

평가 하와 등록율 하까지 고려한다면 그 제재로 인한  손실이 

지 않을 것이다.  

그 다면 그 가치가 입증이 되기 어려운 ‘공익’에 비하여 ‘사익’의 침해

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조항은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배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다. 자기책임의 원리 반 문제

이 사건에서 ‘자기책임의 원리’ 배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있어 재량행 인 것처럼 규정되어 있으나, 경찰청의 행정처분지시는 경찰청 앙

산망에 의하여 학원별 면허자수, 사망야기자수, 사망야기율에 한 통계를 낸 

후 사망야기율이 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과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일률

으로 내리고 있는 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법률규정은 사안의 성격을 고

려하지 않은 획일 인 규제를 가능하게 하는 문제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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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  헌법재 소 례

2004. 6. 24. 선고된 2002헌가27(지방세법 제225조 제1항 등 헌제청) 

결정에서  ‘자기책임의 원리’를 아래와 같이 헌심사의 기 으로 삼은바 

있다.

“어떠한 행 를 법률로 지하고 그 반을 어떻게 제재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원칙 으로 반행 의 성질, 반이 래하는 사회 ․경제  해

악의 정도, 제재로 인한 방효과 기타 사회 ․경제  실과 그 행 에 

한 국민의 일반  인식이나 법감정 등을 종합 으로 고려하여 입법자가 

결정하여야 할 분야이나, 법  제재가 반행 에 한 책임의 소재와 

 상 없이 이루어지도록 법률이 규정하고 있다면 이는 자기책임의 범

를 벗어나는 제재로서 헌법 반의 문제를 일으킨다. 헌법 제10조가 정하고 

있는 행복추구권에서 생되는 자기결정권 내지 일반  행동자유권은 이성

이고 책임감 있는 사람의 자기의 운명에 한 결정․선택을 존 하되 그

에 한 책임은 스스로 부담함을 제로 한다. 자기책임의 원리는 이와 같

이 자기결정권의 한계논리로서 책임부담의 근거로 기능하는 동시에 자기가 

결정하지 않은 것이나 결정할 수 없는 것에 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고 책

임부담의 범 도 스스로 결정한 결과 내지 그와 상 계가 있는 부분에 

국한됨을 의미하는 책임의 한정원리로 기능한다. 이러한 자기책임의 원리

는 인간의 자유와 유책성,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진지하게 반 한 원리

로서 그것이 비단 민사법이나 형사법에 국한된 원리라기보다는 근 법의 

기본이념으로서 법치주의에 당연히 내재하는 원리로 볼 것이고 헌법 제13

조 제3항은 그 한 표 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자기책임의 원리에 반하는 제

재는 그 자체로서 헌법 반을 구성한다.”(헌재 2004. 6. 24. 2002헌가27, 

례집 16-1, 706, 715).

(2) 문헌 검토

  (가) 민사법 문헌

민사법 문헌에서 ‘자기책임의 원리’를 언 한 경우가 있다. 

郭潤直 교수는 ‘자기책임의 원리’를 근 민법의 3  기본원리인 사유재산

존 의 원칙, 사  자치의 원칙, 과실책임의 원칙  과실책임의 원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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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하여 다음과 같이 논한바 있다(곽윤직, 민법총칙, 신정 , 1995, 69-70쪽

).20) 민사법  논의에서는 ‘自己責任’을 의사표시 내지 自己決定의 흠결이 

있는 경우에도 사회  책임이라는 에서 개인에게 책임을 귀속시키는 

논거로서도 사용된다. 이에 하여 池元林 교수의 문헌 참조(지원림, “법률

행 의 효력근거로서 자기결정, 자기책임  신뢰보호”, 민사법학, 1996, 

48-9쪽).  

  (나) 형사법 문헌

형사법 문헌에서는 ‘자기책임의 원리’를 직  거론한 를 찾기는 어렵

고, ‘책임원칙’이라는 주제로 그러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1) 독일의 논의 

통상, 責任原則(Schuldgrundsatz 혹은 Schuldprinzip)은 형법  귀책성을 

결정짓는 표 인 主觀的 前提로 보며, 이 원칙은 행 자에게 그 행 를 

결심하게 된 의사형성으로부터 나오는 비난이 가능한 때에만 형벌이 근거 

지워질 수 있으며, 그 책임에 상당하는 정도 이상으로 행 자에게 더 무거

운 형벌이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을 뜻한다.21) 이 원칙은 인간의 결정의 자

유를 제한다.22) 그런데 형법상 책임의 근거를 어떻게 볼 것인지에 해

서는 여러 가지 견해로 나뉜다.23)

연방헌법재 소는 責任原則(Schuldgrundsatz)을 하나의 헌법  원칙으로 

보고, 헌심사의 기 으로 삼고 있다. 

“형사 인 법에 한 형벌뿐만 아니라 그 밖의 법에 한 형벌유사

 제재는 책임(Schuld)을 제한다는, ‘책임 없으면 형벌 없다’(nulla 

20) 그러나 오늘날 무과실책임이 타당한 분야가 증가하는 것도 지 된다. 즉 규모

의 근  기업이나 시설은, 그 경  자체 속에 많은 험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무과실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고, 과실책임의 원칙 하에서도 입증책임의 환이나 

무과실책임을 인정하는 외규정이 존재하게 되었다고 한다. 같은 책, 76쪽.  

21) Jescheck/ Weigend, Lehrbuch des Strafrechts - Allgemeiner Teil, 5 , 1995, 

407쪽. 

22) 같은 책, 407-8쪽.

23) 독일에서는, 책임을 비난가능성으로 근거지우는 견해, 자유의사에 근거한 법행

에 한 제재로 보는 견해, 책임을 범죄의 일반 방의 에서 근거지우는 견

해, 피해자의 법익과 사회에 한 계에서 책임의 실체를 악하는 견해가 논의

되어 왔다. 이에 해서는 朴恩正, “비난 없는 형벌? -형법상의 <責任主義> 再  

-, 한독법학 3호(1982), 80쪽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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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ena sine culpa)는 원칙은 헌법  차원을 지닌다. 그것은 법치국가원칙에

서 근거 지워 진다. 따라서 행 자의 책임이 없는 형사법  혹은 형사법 

유사  제재는 법치국가원칙에 반되고, 행 자의 기본법 제2조 제1항24)

에서 도출되는 기본권을 침해한다.” (BVerfGE 20, 323 [331]; 36, 193 

[200]; 45, 187 [228])

“책임원칙은 구성요건과 법  결과는 서로 사리에 맞게 조화되어야 한다

는 正義의 이념을 뜻한다.”(BVerfGE 25, 269 [286]; 50, 125 [133])

“범죄행 의 성과 행 자에 한 형벌을 통한 귀책은 정당한 비례

계를 지녀야 한다는 책임원칙(Schuldprinzip)은 국가의 형벌 역에서는 기

본법 제1조 제1항25)에서 그 기 를 발견하고, 법치국가원칙과 자유권 보장

에서 생되는 비례의 원칙으로부터 도출된다.” (BVerfGE 54, 100 [108]; 

90, 145 [173])

 연방헌법재 소가 책임원칙을 형벌 이외에 다른 형벌유사  제재 분야

에 용한 로는 행정상의 제재(Geldbuße)를 들 수 있다(BVerfGE 7, 

305 [319]) 

  2) 국내 논의

국내에서도 ‘책임원칙’을 기본 인 형사법 원칙으로 보는 데 異說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우리 형법은 ‘책임원칙’에 한 규정이 없으며, ‘책임’

에 하여도 극 으로 규정하지 않고 다만 소극 으로 책임이 조각되는 

몇 개의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법원의 례에서도 ‘책임원칙’을 언 한 

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책임’의 개념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

냐는 형법이론에 맡겨져 있다고 볼 수 있다.26) 

‘형사책임’의 내용에 해서는 韓正煥 교수의  참조(한정환, “형사책

임”, 사법행정, 2000. 12., 9-11쪽).27)  

24) 제2조(일반  인격권) ① 구든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헌법질서나 도

덕율에 반하지 않는 하는 한, 자신의 인격을 자유로이 발 할 권리를 가진다.

25) 제1조(인간존엄의 보호) ① 인간의 존엄은 불가침이다. 이를 존 하고 보호하는 

것은 모든 국가권력의 의무이다.

26) 김익성, “형사책임의 근거에 한 연구(형법의 실천성과 인간상)”, 서울  법학

석사논문, 1985, 2쪽.

27) 동 논문은 형법조문상의 책임의 조건 내지 요소들로서, 책임능력(제9, 10, 11조), 

불법인식의 가능성(제16조), 정상 ․통상  행 상황(제12조, 제21조 제2항,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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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례 에는 ‘책임원칙’을 언 한 가 있으나, 그 내용을 서술하

거나 명시 으로 재 규범으로 삼은 는 찾기 어렵다( 법원 1992. 11. 10. 

선고 92도1315 결).

헌법재 소의 결정에서 ‘책임원칙’을 헌심사의 기 으로 삼은 사례가 

있다{2002. 10. 31. 2001헌바68 [ 례집 14-2, 500, 508-509] 폭력행 등처벌

에 한법률 제3조 제4항 헌소원; 2003. 9. 25. 2002헌바69] [합헌] [ 례집 

15-2, 273, 285-287]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헌소원}.

  (다) 헌법 문헌

  1) 학설

‘자기책임의 원리’에 하여 서술하고 있는 교과서는 연좌제와 련하여 

아래와 같이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연좌제를 설명하는 다른 많은 교과서

에서 그러한 원리에 한 언 이 없다.

“연좌제는 근 인 것으로 동양에서 유행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것

은 근 헌법이 이념으로 하는 자기책임이나 개인책임제도에 배되는 것으

로 . . . 불이익한 처우란 . . . 국가기 에 의한 모든 불이익한 우를 포함

한다” (김철수, 헌법학개론, 박 사, 17 정신 , 2004, 543쪽)

“우리 헌법은 근 법의 이념인 ‘자기책임의 원리’를 받아들여 주구든지 

‘자기의 행 가 아닌 친족의 행 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

다’(제13조 제3항)고 규정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오랜 병폐에 속하는 連坐制

를 지하고 있다. 따라서 아무리 가까운 친족의 행 라 하더라도 그것이 

형사법상의 불이익은 물론이고, 행정법상 는 정치상 불이익처분의 원인

이 될 수 없게 되었다. 우리 헌법규정은 연좌제 지의 범 를 친족의 행

로 인한 불이익처우 지로 제한하고 있지만, 타인의 행 로 인한 불이익처

우 지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친족의 행 에 해서조차 책임

을 지지 아니하는데 하물며 타인의 행 에 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

은 센스이기 때문이다.” (허 , 한국이론과 헌법, 박 사, 2004, 486-7쪽)

“헌법은 제13조 제3항에서 . . . 연좌제를 지하고 있다. 자신의 행 가 

아닌 친족의 행 를 이유로 형사처벌 등 불리한 처우를 받는다는 것은 근

형법의 근간을 이루는 자기책임의 원칙 내지 형사책임개별화의 원칙에 

항)을 들고 있다. 같은 논문, 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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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되기 때문이다.” (권 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4, 421쪽)

“자기자신의 행 가 아닌 친족의 행 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포함하여 불

이익한 처우를 받는다는 것은 근 형법의 自己責任의 原則에 반하는 것이

다. 여기서 불이익한 처우란 형사법상의 불이익만이 아니라 국가로부터의 

어떤 불이익한 처분도 받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다.” (계희열, 헌법학(中), 

박 사, 2004, 296쪽) 

  2) 헌법재 소 례

서두에서 본 바와 같이 ‘자기책임의 원리’를 헌심사의 기 으로 삼은 

가 있다(2002헌가27). 한편 형법상 ‘책임원칙’을 헌법  원칙으로 보아 

헌심사의 기 으로 삼고 있음은 술한 바와 같다.

  3) 연좌제 지조항 련 

헌법 제13조 제3항은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 가 아닌 친족의 행 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이 조항은 1980년 헌

법개정시 처음 도입되었는데, 당시 국가보 비상 책상임 원회가 국민들

의 신원기록을 일제히 정리하면서 連坐制28)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하 는데, 

그 배경은 반공법과 국가보안법 련자 가족들이 실 으로 겪어온 사회

 불이익과 이들에게 불리한 내용이 힌 기록을 없애는 법  근거를 헌

법에 마련한 것이었다.29) 당시 헌법개정 공청회에서도 연좌제 폐지가 주장

되었다.30)

그런데 이 조항에 해서는 교과서에서는 와 같이 간략히 소개된 정도

이고, 달리 국내문헌을 찾기 어렵다. 이 조항은 연 상 공산주의 사상과 

련하여 당사자가 아닌 친족의 불이익을 지하기 하여 제정되었으나, 법

문의 내용은 그러한 분야에 한정되어 있지 않다.  동 조항이 말하는 ‘불

이익한 처우’ 역시 문리해석상 형사법  불이익에 한정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28) 緣坐制 혹은 延坐制로도 사용된다. 

29) 李殷明, “連坐制 철폐와 國民和合”, 국민회의보(통일주체국민회의사무처 간) 31

호, 1980. 9., 124-6쪽 참조.

30) 법제처 간, 각계개헌의견요약, 1980, 137-1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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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검토

  (가) ‘자기책임의 원리’가 헌심사 기 으로 인정될 것인지

  1) 쟁

형사법 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에까지 동 원리를 넓게 확 하는 것은 문

제가 있을 수 있다. 민사법에 있어서 동 원리는 원래 ‘과실 책임의 원리’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으나,  산업사회에서 갖가지 사회  험에 한 

법  책임의 귀속 문제에 있어서는 ‘무과실 책임’31) 내지 ‘ 험책임’32)과 같

은 것이 입법상 허용되고 있다. 그러한 입법은 입법자가 질서유지와 공공

복리를 하여 사회  책임 내지 비용의 귀속이라는 에서 개인의 자기

책임과 무 하게 사회  제재를 가하는 입법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형사법 분야에서는 ‘책임 없으면 형벌 없다'(nulla poena 

sine culpa)는 ’책임원칙‘이 확립되어 있어 개인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 책임

이 없는 경우나 책임범 를 넘어선 형벌을 과할 수 없다. 이러한 형사법 

원칙은 오늘날 법치국가원칙  개인의 존엄성에서 도출되며, 죄형법정주

의와 마찬가지로, 개인의 신체의 자유 내지 재산(벌 형의 경우)에 한 부

당한 국가의 형벌권을 제약함으로써 개인의 자유를 수호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책임원칙‘은 확고하게 확립된 것으로서 헌법  서열을 지

니며 입법자는 그에 한 외를 허용하는 입법을 할 수 없다. 하지만 ’자

기책임의 원리‘는 그것이 ’책임원칙‘보다 용범 가 더 넓은 한 ’책임원칙

‘과 유사한 정도로 헌법  지 를 지니는 것인지는 의문이 있을 수 있는 

것이다.

  2) 헌법  근거의 문제

우리 헌법의 내재  원리로서 ‘법치국가원칙’이 인정된다. 이로부터 형사

31) 환경정책기본법 第31條는 事業場등에서 발생되는 環境汚染 는 環境毁損으로 

인하여 被害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事業 는 그 被害를 무조건 賠償하여야 하며, 

事業場등이 2個 이상 있는 경우에 어느 事業場등에 의하여 第1 의 被害가 발생

한 것인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각 事業 는 連帶하여 賠償하도록 하 다. 자동

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승객의 부상이 있을 경우 

승객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운행자에게 책임을 지운다. 원자력손해배상법 제3조는 

原子爐의 運轉등으로 인하여 原子力損害가 생긴 때에는 과실 유무에 상 없이 당

해 原子力事業 가 그 損害를 賠償할 責任을 지도록 한다.  

32) 민법 제758조는 험물을 설치, 리하는 자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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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있어서의 ‘책임원칙’이 도출된다는 것은 례상 정되고 있으며 국내

에서는 학설상의 다툼이 없다. 그런데 ‘법치국가원칙’으로부터 민․형사 

역 등 반에 있어서 ‘자기책임의 원리’가 도출된다고 볼 근거는 불충분하

다. 이에 한 학설도 없거나 매우 부족하다. 문헌은 ‘자기책임의 원리’가 

근 형법의 원리라는 을 인정하고 있으나(  권 성, 계희열 교수), 왜 

형법상의 ‘책임원칙’보다 더 포 으로 ‘자기책임의 원리’가 인정되어야 하

는지는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자기책임의 원리’는 헌법 제13조 제3항의 연좌제 지 조항으로부터 도출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동 조항은 친족 간에 용되는 것이고 연  맥락

을 지닌 것이다. 동 조항의 문리해석상 이를 다른 私人 간에도 용되는 

것이라 볼 수 없다. 물론 동 조항을 ‘자기책임의 원리’의 한 구체화라고 말

할 수는 있겠으나, 동 조항으로부터 ‘자기책임의 원리’를 끌어내기는 어려

운 측면이 있다고 보여진다.

한편 헌법 제10조로부터 근거지우기는 것도 문제가 없지 않다고 생각된

다. 동 조항으로부터 자기결정권과 일반  행동자유권이 도출되며, 따라서 

개인의 자율성과 자유는 최 한 존 된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 개인에게 

어떤 사회  책임을 지게 할 것인지는 입법자의 형성의 역에 속하며, 논

리 으로 그러한 자유의 존 과는 별개의 문제로 보아야 할 것이다.33) ‘자

기책임의 원리’를 헌법 인 것으로 인정하든 않든 개인의 자기결정권과 일

반  행동자유권은 향을 받지 않는다. 개인의 자기결정권과 일반  행동

자유권의 보장을 하여 반드시 그러한 원리가 헌법  차원으로 인정되어

야 하는 것도 아니다. 부당한 책임 귀속으로 개인의 자기결정권과 행동자

유권이 제한되고 있다면 그러한 기본권 침해가 부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는 다툼으로 기본권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헌법상 형벌을 

포함한 모든 분야에 용되는 ‘자기책임의 원리’를 인정할만한 근거는 뚜렷

33) 이는 형법에서도 구성요건해당성, 법성이 있는 행 라 하더라도 어떠한 경우

에 책임을 지게할 것인지는 별도로 논해지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형법상 책임

의 근거를 놓고 여러 가지 견해가 갈리고 있는 것이다(  각주4). 헌법  차원에 

있어서도, 입법자는 사회  환경을 고려하여 행 에 한 법  평가와 행 에 

한 제재수 을 정할 기본  재량을 헌법에 의하여 부여받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입법재량을 ‘자기책임의 원칙’으로써 형사법 외의 분야까지 제약하려면 뚜렷한 헌

법  근거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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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는 않다고 보여진다.

  (나) 代案으로서 ‘비례의 원칙’ 심사

자기책임의 원리는 자기결정의 결과에 해 자신들이 책임을 진다는 것

이며, 따라서 자기책임의 범 는 스스로 결정한 결과 내지 그와 상 계

가 있는 부분에 국한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일반 원리는 구나 쉽게 공감

할 수 있는 것이나, 헌법  차원에서 외 없이 철하기는 어렵고, 법리상 

그 외의 설정도 마찬가지로 어려운 문제이다. 

그런 측면에서 쟁 이 되는 법  효과가 형벌이나 형벌유사 인 제재34)

가 아닌 그 밖의 사회  제재인 경우 자기책임원리 반 여부를 심사하는 

것보다는 과잉 지원칙에 반되는지를 심사하여, 그러한 제재가 정당화 

될 수 있는지를 단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다. 입법자가 만일 

개인이 결정하지 않은 것이나 결정할 수 없는 것에 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거나, 귀책사유와 상 계 없는 제재를 가한다면, 그러한 입법은 과잉된 

기본권 제한으로서 비례의 원칙에 배될 가능성이 클 것이다. 그러한 입법

이 피해의 최소성이나 법익의 균형성을 통과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다. 

형법상의 ‘책임원칙’의 경우 개인의 자유의 보장과 국가형벌권의 한계라

는 에서 ‘과잉 지원칙’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며,35) 독일의 형법

학자들 에서는 ‘책임원칙’을 인정할 것 없이 ‘책임’을 ‘비례의 원칙’ 심사

에 있어서의 단기 으로 삼으면 족하다는 주장도 등장한다.36) 마찬가지

로 ‘자기책임의 원리’도 이를 독자 인 헌심사의 기 으로 삼을 것이 아

니라 ‘비례의 원칙’의 단기 으로서 고려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다. 

  (다) 이 사건 결정의 경우

이 사건 조항은 운 학원으로 하여  교통사고 방을 한 충실한 교육

을 하도록 하는 입법목 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 사건 결정은 이러한 조항

이 ‘자기책임의 원리’에 배되는지 여부를 직  단하지는 않고, 직업수

행의 자유가 과잉 제한하는 것인지 여부를 단하 다. 한편 재  권 성

의 보충의견은 자기책임의 원리의 배여부를 본격 으로 단하고 있다.

34) 과태료나 제재로서의 성격을 지닌 과징  등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을 것이다.

35) BVerfGE 34, 261 [266]; 50, 205 [215]. 

36) Jescheck/ Weigend, 게서, 407쪽의 각주1.



442   헌법재 소결정해설집 2005

라. 정리

이 사건 결정은 이 사건 조항이 포 임입법 지원칙에 반되며, 과잉

지의 원칙에 반되어 운 학원 운 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헌

법에 반된다고 단하 다.

이에 하여 재  김효종의 반 의견은 운 학원과 운 자의 운 능

력의 상 계  사회의 험 리책임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이 사건 조항

은 헌이 아니라고 단하고 있다. 한편 재  권 성은 이 사건 조항이 

헌법상 원리인 ‘자기책임의 원리’에도 배된다는 보충의견을 개진하 다.

 

4. 이 사건 결정의 의의

이 사건 결정은 행정제재를 동반하는 규제입법에 있어서 임입법의 필

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임입법은 포 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되

고 구체성과 측가능성을 주어야 한다는 을 재확인하 다. 이로써 향후 

행정제재를 동반한 임입법이 좀더 엄격히 마련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 사건 결정은 행 자에 한 제한(직업의 자유)은 행 의 태양과 

성질에 비하여 그 책임이 지나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백히 하 다. 나아

가 입법목 이 아무리 바람직하더라도 그 수단은 정하여야 하며, 과도해

서는 안 된다는 법리를 재확인하 다.

이 사건 결정으로 운 자의 교통사고를 이유로 자동차운 문학원에 

행정제재를 가하는 제도는 사라졌으며, 국회는 해당 조항을 삭제하 고

(2006. 4. 28) 그와 련된 별도의 입법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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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수집 등 헌확인

 - 교육정보시스템(Neis)의 헌 여부-

(헌재 2005. 7. 21. 2003헌마282등, 례집 17-2, 81)

김 하 열
*

1)

【 시사항】

1. 서울특별시 교육감 등이 졸업생의 성명, 생년월일  졸업일자 정보를 

교육정보시스템(NEIS)에 보유하는 행 의 법률유보원칙 배 여부

2.  행 가 그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심 상】

교육인 자원부장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청구인들의 개인정보를 교

육정보시스템(NEIS)을 통하여 보유하는 행 (2003헌마282 사건)  교육인

자원부장 이 발표한 2003. 6. 1.자  시행지침  ‘고2 이하에 하여는 

정보화 원회에서 최종방침을 정할 때까지 한시 으로 교무․학사, 입(진)

학, 보건 3개 역에 하여 일선교사가 수기로 하되, 학교실정에 따라 불

가피한 경우 S/A, C/S, NEIS 등 실 으로 가능한 방법을 선택하여 사

용’하도록 한 부분(2003헌마425 사건)이 각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지 여부

【사건의 개요】

1. 헌법소원 청구의 경

* 헌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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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3헌마282 사건

(가) 청구인 정○○는 서울특별시 교육청 산하 구로남 등학교 1학년에 

재학 이던 학생이고, 청구인 정○○은  정○○의 부(父)이며, 청구인 문

○○은 1990. 2. 13. 서울특별시 교육청 산하 등포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이다.

(나) 청구인들은 교육인 자원부장 과 서울특별시 교육감이 2003학년도 

1학기부터 개통하여 운 인 교육정보시스템(NEIS: National Education 

Information System)을 통하여 청구인 정○○의 학 , 학생생활, 성 , 건

강  의료 등에 한 정보, 청구인 정○○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최

종학력, 생년월일, 가족상황에 한 정보, 청구인 문○○의 성명, 주민등록

번호, 생년월일, 졸업학교명, 졸업연월일에 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에 

한 정보 일을 보유하고 있는바, 그것이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비 과 자유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03. 4. 16. 헌

법소원심 을 청구하 다.

(2) 2003헌마425 사건

(가) 청구인 정○○, 정○○, 문○○은  2003헌마282사건의 청구인들이

고 그 밖의 청구인들은 20세 이상의 한민국 국민들이다. 

(나) 교육인 자원부장 은 교육정보시스템의 운 과 련하여 2003. 5. 

26. 교무·학사, 보건, 입·진학 등의 역에 하여 교육인 자원부장   

시․도교육감에 의한 개인정보의 수집  리를 재검토하기로 발표하 다

가, 같은 해 6. 1. ‘NEIS  교무/학사 업무 등 3개 역 시행 지침’을 발표

하여 ‘고2 이하에 하여는 정보화 원회에서 최종방침을 정할 때까지 한

시 으로 교무․학사, 입(진)학, 보건 3개 역에 하여 일선교사가 수기

로 하되, 학교실정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S/A, C/S, NEIS 등 실 으로 

가능한 방법을 선택하여 사용’하도록 하 다.

(다) 청구인들은  시행지침의  부분으로 말미암아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시․도교육감과 교육인 자원부장 이 개인정보를 수집, 리할 수 

있게 됨으로써 자신들의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비 과 자유 등의 기본권이 

침해당하 다고 주장하며 2003. 6. 27. 헌법소원심 을 청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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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구이유  계기 의 의견 요지

가. 청구이유

(1) 2000헌마282 사건

(가) 시․도교육감은 시․도교육청에 설치된 교육정보시스템 서버에 통

합데이터베이스를 두고 청구인들의 개인정보를 통합·수집하여 리·운 하

면서 웹사이트 는 시도교육청을 방문한 본인 는 제3자에게 학교생활기

록부, 건강기록부, 교육비납입증명 등 학생들의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학생들

의 개인정보를 수집, 보유, 이용하고 있으며, 교육인 자원부장 은 이러한 

각 시․도교육감의 행정 산망 운 을 총 지휘하면서 데이터에의 근권

한을 가지고 개인정보를 국  단 에서 리·운 하고 있다.

(나) 청구인들의 개인정보를 교육정보시스템에 수집․보유하는 것이 ‘자

녀의 학교생활에 한 이해증진과 이를 통한 학교와 가정의 상호이해 확

’  ‘학교 련 민원처리 차의 간소화로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이라는 

정당한 목 을 한 것이라 하더라도, 학교와 가정의 상호이해 증진은 오

히려 교사와 학생 그리고 학부모의 정기 인 면 과 회합에 의하여 이

루어지고 범 한 개인정보를 산 으로 수집하여 보유하는 것과는 련

이 없으므로 기본권 침해 수단의 정성이 인정될 수 없다.

가사 수단이 정하다 하더라도 고도의 사생활 정보인 개인의 건강기록·

학생생활기록 등 필요이상으로 범 한 정보를 수집․보유한다는 에서, 

한 개별학교에서 보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인 자원부장 이 리하는 

산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은 해킹으로 말미암아 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경

우 험이 크다는 에서 정보 보유방식의 면에서도 기본권침해의 최소성 

원칙을 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청구인들의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업무의 효

율성인데 반하여, 청구인들의 개인정보를 피청구인들이 보유함으로써 청구

인들이 침해당하는 기본권은 매우 크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결여되어 있다.

따라서 피청구인들이 청구인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에 한 정보

일을 보유하는 것은 청구인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비 과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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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02헌마425 사건

(가) 피청구인이 2003. 6. 1. 발표한 시행지침으로 말미암아 학교장의 재

량에 따라 시․도교육감과 교육인 자원부 장 이 청구인 정○○, 정○○

의 개인정보들을 수집, 리할 수 있게 됨으로써 이들의 행복추구권, 사생

활의 비 과 자유 등의 기본권이 침해당하 다.

(나) 청구인들은 교육정보시스템에서 일정한 개인정보를 제외하겠다는 

피청구인의 2003. 5. 26.자 발표에 하여 신뢰를 가졌는데, 피청구인의 같

은 해 6. 1.자 시행지침의 발표는 행복추구권 등에 의하여 보호되는 그러한 

신뢰를 침해한 것이다. 

나. 교육인 자원부장   서울특별시교육감의 의견 (생략)

【결정요지】

1.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함에 있어서는 개인정보의 수집ㆍ보 ㆍ이

용 등의 주체, 목 , 상  범  등을 법률에 구체 으로 규정함으로써 

그 법률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개인정보의 종류와 

성격, 정보처리의 방식과 내용 등에 따라 수권법률의 명확성 요구의 정도

는 달라진다 할 것인바, 피청구인 서울특별시 교육감과 교육인 자원부장

이 졸업생 련 제 증명의 발 이라는 소  민원업무를 효율 으로 수행

함에 필요하다고 보아 개인의 인격에 히 연 된 민감한 정보라고 보기 

어려운 졸업생의 성명, 생년월일  졸업일자만을 교육정보시스템(NEIS)에 

보유하는 행 에 하여는 그 보유정보의 성격과 양(量), 정보보유 목 의 

비침해성 등을 종합할 때 수권법률의 명확성이 특별히 강하게 요구된다고

는 할 수 없으며, 따라서 “공공기 은 소 업무를 수행하기 하여 필요한 

범  안에서 개인정보화일을 보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공공기

의개인정보보호에 한법률 제5조와 같은 일반  수권조항에 근거하여 피청

구인들의 보유행 가 이루어졌다하더라도 법률유보원칙에 배된다고 단정

하기 어렵다.

2. 개인정보의 종류  성격, 수집목 , 이용형태, 정보처리방식 등에 따

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제한이 인격권 는 사생활의 자유에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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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이나 침해의 정도는 달라지므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제한이 정당한지 

여부를 단함에 있어서는 와 같은 요소들과 추구하는 공익의 요성을 

헤아려야 하는바, 피청구인들이 졸업증명서 발 업무에 한 민원인의 편

의 도모, 행정효율성의 제고를 하여 개인의 존엄과 인격권에 심 한 

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한 정보라고 보기 어려운 성명, 생년월일, 졸업일자 

정보만을 NEIS에 보유하고 있는 것은 목 의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

보만을 보유하는 것이라 할 수 있고, 공공기 의개인정보보호에 한법률에 

규정된 개인정보 보호를 한 법규정들의 용을 받을 뿐만 아니라 피청구

인들이 보유목 을 벗어나 개인정보를 무단 사용하 다는 을 인정할 만

한 자료가 없는 한 NEIS라는 자동화된 산시스템으로 그 정보를 보유하

고 있다는 만으로 피청구인들의 법한 보유행  자체의 정당성마  부

인하기는 어렵다.

재  권 성의 반 의견

피청구인들이 보유하는 정보는 우리 나라와 같이 학력이 시되는 사회

에서는 그 정보주체의 인격상 추출에 단히 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학

력에 한 정보이므로 자신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민감

한 정보가 될 수 있고, 이러한 정보를 NEIS와 같이 컴퓨터와 인터넷망을 

이용하는 고도로 집 화된 정보시스템에 보유하면서 그 근거를 정보수집ㆍ

처리의 목 특정성이 히 결여된 공공기 의개인정보보호에 한법률 제

5조의 일반조항에 둘 수 있는지 의문이다. 졸업증명서 발 이라는 민원업

무 처리를 하여 시ㆍ도 교육감, 나아가 교육인 자원부 차원에서 련 

개인정보들을 산시스템에 집 하여 리할 필요성이 무엇인지, 그로 인

하여 추구되는 진정한 공익이 과연 존재하는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는

바, 개인정보 보호법제도 완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 보유목 의 정당성과 

보유수단의 정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가운데 결코 가벼이 취 할 수 없는 

개인정보를 피청구인들이 NEIS에 보유하고 있는 행 는 그 정보주체의 개

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448   헌법재 소결정해설집 2005

【해설】

1. NEIS의 개요

(1) NEIS(National Education Information System)란?

교육 부문의 자정부 구  추진사업으로서, 종 에 학생  교원 련 

정보에 하여 각 학교별로 데이터베이스(database)를 구축․운 하여 오

던 것에 신하여 각 시․도교육청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국의 1만

여 개 · 등학교와 16개 시․도교육청  교육인 자원부를 인터넷망으

로 연결하여 교무, 학사 뿐만 아니라 인사, 산, 회계 등 교육 련 체

업무를 상호 자 으로 연계하여 업무를 처리하고자 한 종합교육정보시스

템을 말한다.

(2) 경과

ㅇ NEIS 개발  물  기반 구축 : 2001. 10.～2002. 10.

  ※ NEIS가 자정부 11  과제  과제로 선정 (2001. 5. 17.)

ㅇ NEIS 구축 완료  개통

   - 인사, 물품, 회계 등 22개 일반행정 역 개통 : 2002. 11. 4.

   - 교무․학사 등 5개 역 개통 : 2003. 3. 5.

ㅇ 국가인권 원회 NEIS 련 권고안 발표 : 2003. 5. 12.

   - 교무․학사, 입․진학, 보건 3개 역 NEIS에서 제외 권고

ㅇ 국무총리 자문 『교육정보화 원회』구성․운  : 2003. 7. 7.～2004. 2. 29.

   - 법률, 정보, 교육 문가 등 26명으로 구성․운 ( 원장 이세  변

호사)

   - 교육정보화 원회 활동보고서 국무조정실 제출 : 2004. 2. 24.

ㅇ 교무․학사 등 3개 역 구축 련 정부방침 결정 : 2004. 3. 3.

   - 교육정보화 원회의 건의를 수용하여 3개 역 새로운 시스템 구

축 추진

     i) 기존의 NEIS로부터 교무 등 3개 역의 DB 분리하여 16개 

시․도 단 로 운

     ⅱ) 앙과 시․도 단 로 독립 인 감독기구를 설치․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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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 항목  등  조정 등

   - 교육 련 법령을 개정하고, 장기 으로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개별

법 제정

ㅇ NEIS 련 법령 정비 연구용역 수행 : 2004. 3. 13 - 6. 30.

ㅇ 교무․학사 등 3개 역 구축 련 컨설  추진 :  2004. 5. 21.～8. 20.

   - 3개 역 시스템 구축을 한 정보화 방향 수립, 구조 설계  원

가 산정 등

ㅇ 교육부․ 교조 새로운 시스템 구축 련 합의 :  2004. 9. 23.

ㅇ 련 법률개정(교육기본법, · 등교육법, 학교보건법) : 2005. 3. 2.

2. 쟁 의 정리

NEIS의 도입에 하여는 국교직원노동조합, 일부 시민단체 등에서 인

권침해의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사회 으로 큰 논란이 있었고, 그 논란의 

핵심은 법률상 근거의 문제와 교무, 보건 등의 핵심 3개 역에 한 학생

정보를 시스템에 통합할 때의 문제에 한 것이었다. 이러한 논란의 와

에 이 사건 헌법소원은 청구되었다. 그런데 에서 본 바와 같은 경 를 

거친 끝에 3개 역을 시스템으로부터 분리하는 등의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

하기로 함에 따라 갈등의 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졌고, 훨씬 진일보한 

형태의 교육 련법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청구 후에 법

, 사실  상황과 조건이 일변하 다.

한편, 이 사건의 핵심쟁 은 청구인 정○○에 한 부분으로서 그 주장

하는바와 같은 민감하고도 많은 정보들을 NEIS를 통하여 보유하는 행 의 

헌 여부로서, 헌법재 소로서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장과 그 한계라

는 새롭고 한 헌법문제를 다룰 수 있을 것으로 기 되었다. 그런데 뒤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 정○○의 개인 정보는 애 부터 NEIS에  

입력되지도 않아 이 사건 핵심 청구부분은 공권력행사의 부존재 는 자기

련성의 흠결로 부 법하고, 2003헌마425 사건은 교육인 자원부장 이 

발표한 지침이 심 상으로서 이 한 뒤에서 보는바와 같이 공권력성, 

직 성, 권리보호이익 등의 면에서 부 법하다.

결국 2003헌마282 사건  청구인 문○○의 성명, 생년월일, 졸업일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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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IS를 통하여 보유하고 있는 행 의 헌 여부만이 이 사건의 본안쟁

으로 남게 되었다.

한편, 이 사건 본안 단을 함에 있어 필요한 범  내에서 그 근거법률인 

공공기 의개인정보보호에 한법률(이하 “개인정보법”이라 한다)에 한 

검토가 필요하고, 아래에서 보는바와 같이  개인정보법에는 여러 가지 

문제 들이 지 되고 있지만, 개인정보법 조항 자체의 헌 여부는 이 사

건 심 상이 아니다.

3. 법요건

가. 2003헌마282 사건

(1) 청구인 정○○, 정○○의 청구 부분

이 사건 심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 정○○가 재학 인 구로남 등학교

는 사정상 NEIS를 시행하지 못하고 CS체제를 유지하고 있어서  청구인

들에 한 아무런 정보도 입력․보유되고 있지 않음이 분명하 다.

 청구인들은 심 청구 시에 그 주장과 같은 무수한 정보들을 피청구인

들이 입력․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 으나, 피청구인들의 와 같은 항변

이 있자 이를 그 로 인정하고 있으며 달리 반박주장이나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

그 다면 청구인들이 심 상으로 삼은 공권력의 행사, 즉 피청구인들

이 청구인들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다는 행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

로 이 부분 심 청구는 부 법하다.

청구인들의 취지가, 비록 청구인들 자신의 정보는 아니지만 다른 많은 

NEIS 시행 학교의 학생들에 한 정보가 보유되고 있다는 을 다투는 것

이라면 이는 기본권침해의 자기 련성이 없는 심 청구로 귀착된다.

[물론 에서 본바와 같이 NEIS는 2006. 3. 경에 새로운 시스템으로 

면 시행될 정이므로 그 무렵 청구인들의 일정한 정보도 입력․보유될 것

으로 측할 수 있다. 그리하여 가까운 장래에 청구인들의 정보가 입력․

보유될 것이 명백히 상된다는 을 들어 공권력행사성이나 자기 련성, 

재성을 인정하는 것을 굳이 상정할 수는 있을 것이나, 이 게 되면 행해

지지 않은 미래의 행 를 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셈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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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히 곤란하다. 심 청구 당시부터 우리 재 소가 결정을 내릴 때까지 다

투는 공권력(사실행 )이 부존재하는 심 청구에 하여 설사 헌법  해명

의 필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내세워 본안 단을 하는 것은 사법작용의 

본질  한계를 벗어날 험이 있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새로운 NEIS시스템으로의 변화, 법률  근거의 변

화 등 사실상․법률상의 토 에 한 변경이 생겼을 뿐만 아니라, 새로

운 NEIS시스템 하에서 청구인들의 어떤 정보가 입력되고, 어떻게 보유․

리될 것인지 확정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기존의 심 청구로는 이러한 상

황과 조건들을 제 로 수용하여 단하기가 불가능하 다.]

(2) 청구인 문○○ 부분

(가) 청구인은 성명,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졸업학교명, 졸업연월일 항

목을 피청구인들이 입력․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심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졸업한 등포고등학교는 졸업 장상의 항목인 성명, 

생년월일, 졸업일자만을 NEIS에 입력하 음이 분명하 다.

교육인 자원부장 은  정보가 입력된 시 이 2002. 12.경이라고 하는

바, 그 다면  정보는 심 청구 당시부터 재까지 변함없이 NEIS에 입

력․보유되고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부분 심 청구는 공권력행사성, 

자기 련성에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다.

(나) 피청구인들은, 교육인 자원부장 은 교육행정정보화의 기반을 구

축할 뿐이며 동 장 이 리하는 NEIS 서버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이 수

탁 리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식별 가능한 학생정보가  장되어 있지 

않고, 시ㆍ도교육감 한 소  시스템을 기술 으로 리할 뿐이며, 학생정

보 등은 으로 각  학교의 교육공무원이 수집하여 시ㆍ도교육청에 설

치된 서버에 인터넷을 통하여 직  입력하여 보유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개인정보 보유라는 피청구인들의 공권력 행사가 애 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 다.

그러나 교육인 자원부장 은 NEIS 시스템의 총 센터의 장으로서, 시

스템 설치ㆍ운 의 주체이고, 시설ㆍ설비의 유지ㆍ 리자이며, NEIS 시스

템의 최종  권한부여자이다. 한 서울특별시 교육감은 NEIS 지역센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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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으로서 서울특별시 교육청에 설치된 NEIS의 설치ㆍ운 의 주체인데 바

로 이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청구인의 정보가 장되어 있으며, 동

인은 인터넷을 이용한 제 증명의 신청ㆍ발 의 담당자이기도 하다(교육인

자원부가 NEIS를 운 하기 하여 2002. 12. 20. 훈령 제633호로 발령한 

교육행정정보시스템운 규정 참조). 따라서 피청구인들은 직ㆍ간 으로 

 청구인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다 할 것이고, 공인인증시스템

(PKI)에 의하여 그 개인정보에 한 완 한 근ㆍ처리ㆍ통제의 권능이 일

부 차단당한다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다) 마지막으로 피청구인들은 권리구제 차를 미료하 다는 보충성 항

변을 한다. 그러나 이 사건 심 상인 NEIS 서버에 일정한 정보를 보

유․ 리하는 행 에 하여 자정부구 을 한행정업무등의 자화 진에

한법률, 교육기본법, ․ 등교육법, 학교보건법 등 련 법률은 권리구

제수단에 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개인정보법도 정보의 열람․정

정과 련한 불복수단만을 규정할 뿐 정보의 장․보유․ 리 자체를 다

툴 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있다. 그러므로 일반 행정소송의 상이 될 것인

지 문제되는바, 법원의 례상 심 상행 와 같은 권력  사실행 (우리 

재 소는 2005. 5. 26. 99헌마513 결정에서 경찰청장이 지문정보를 보 ․

산화하여 이를 경찰행정목 에 사용하는 것을 권력  사실행 로 보았

다)가 일반 으로 항고소송의 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구체

으로도 국가기 이 산시스템에 일정한 정보를 보유․ 리하는 행 가 

행정소송의 상이 될 것인지 여부가 불확실하여 권리구제 차 이행의 기

가능성이 없다 할 것이므로 보충성원칙에 한 외를 인정할 수 있다.

(라) 그러므로 이 부분 심 청구는 법하다.

나. 2003헌마425 사건

(1) 심 상 지침 부분의 내용은 ‘고2 이하에 하여는 정보화 원회에

서 최종방침을 정할 때까지 한시 으로 교무․학사, 입(진)학, 보건 3개 

역에 하여 일선교사가 수기로 하되, 학교실정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S/A, C/S, NEIS 등 실 으로 가능한 방법을 선택하여 사용’  한다는 

것으로서, 그 내용 자체로도 학교실정에 따른 선택과 재량의 권한을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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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하고 있어 구속 ․규제  기 을 강요하고 있지 않다. 청구인들이 주

장하는 바와 같은 NEIS 시행의 험은  지침만으로는 아직 발생하지 않

으며, 그러한 험은 해당 학교장이 그 선택권을 행사하여 NEIS를 시행하

을 때에 비로소 발생하게 되므로,  지침만으로는 헌법소원의 상이 

되는 공권력행사라고 보기 어렵고, 설사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보더

라도 기본권침해의 직 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학교장의 NEIS시행이라는 

집행행 가 매개되기 때문이다.

(2)  시행지침은 정보화 원회에서 최종방침을 정할 때까지 한시 으

로 용되는 것임을 스스로 밝히고 있는데, 정보화 원회의 건의를 받아들

여 정부는 2004. 3. 3. 3개 역에 한 운 방향을 새로이 발표하 다. 그 

핵심내용은 3개 역을 교육정보시스템으로부터 분리하여 16개 시․도교육

청 단 로 운 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이다. 그 다면 동일사

항에 하여 새로운 규율을 하고 있는 새로운 방침에 의하여 이미 체된 

구 시행지침을 다툴 권리보호이익은 없어졌다고 할 것이고, 반복의 험성

이나 헌법  해명의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는다.

(3) 따라서 이 사건 심 청구는 부 법하다.

4. 본안

개인정보를 산시스템에 보유하는 행 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라는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에 해당하므로(헌재 2005. 5. 26. 99헌마513), 먼  개

인정보자기결정권의 일반론을 간략히 살펴보고, 심 상 행 에 법률상 

근거가 있는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제한의 한계를 지킨 것인지를 차례로 

살펴본다.

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일반론1)

1) 이하 주로, 정태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헌법  근거  구조에 한 고찰”, 헌

법논총 제14집, 2003, 401면 이하; 이인호, “학생의 정보 라이버시와 교육행정정

보시스템(NEIS)”, 인권과 정의 2004/1, 60면 이하; 한국정보보호진흥원,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한계와 제한에 한 연구, 2001; 김일환, “정보자기결정권의 헌법상 

근거와 보호에 한 연구”, 공법연구29집 3호, 2001/5, 88면 이하; 권건보, “자기정

보통제권에 한 연구”, 2004. 2. 서울 학교 법학박사학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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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그 개념, 내용, 한계 등에 한 이론과 입법이 생

성 인 기본권이다. 아래의 내용은 문헌상, 국제  논의상의 공통분모를 

정리한 것으로서 이를 구체  헌법재 에서 그 로 받아들일 것인지에 

하여는 여과  검토가 필요하다.

(1)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개념, 보호객체, 보호범

개인정보자기결정권2)(Recht auf informatielle Selbstbestimmung)이라 함

은 자신에 한 정보를 조사․처리해도 되는지 여부, 그 범   목 에 

하여 그 정보의 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간단히는 

개인이 자신에 한 정보의 흐름을 악하여 통제할 수 있는 권리로 정의

할 수 있으며, 이를 부연하면 자신에 한 정보의 생성과 유통, 소멸 등에 

주도 으로 여할 권리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공이 정보주체의 결정권이 무시된 가운데 이루어지는 경우 이 권리에 

한 제한이 있게 된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객체는 특정 가능한 자연인에 한 일체의 

정보이다. 정보주체에 하여 무엇인가 알려주는 정보면 족하고 그것이 

요한 것이든, 민감한 것이든 문제되지 않는다. 법인의 그것은 직업의 자유

나 재산권, 종교의 자유 등 련 특별 기본권들에 보호될 뿐이다.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정보라도 다른 개인정보들과 결합하여 쉽게 신원확인이 가

능하다면 보호 상이 된다. 개인정보법 제2조 제2호는 “개인정보”를 “생존

하는 개인에 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

호 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당해 정보만으로

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

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로 정의하고 있다. 개인의 ‘비 ’정보만이 해당

되는 것이 아니라, 공  생활에서 형성되는 개인정보까지도 보호 상이 된

2) 국내에서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란 용어가 가장 많이 쓰인다. 그 밖에도 “개인

정보자기결정권”, “개인정보통제권”, “정보자기결정권”, “자기정보통제권” 등의 용

어가 사용되고 있다.  독일원어에 한 가장 충실한 번역은 “정보자기결정권”이 

될 것이나, 개인정보법도 ‘개인정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우리 재 소도  

99헌마513결정에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라고 하 으므로 “개인정보자기결정

권”이란 용어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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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는 이 권리의 헌법  근거 문제와 연 된다). 개인정보의 자 인 정

보처리방식 뿐만 아니라 재래의 수기(手記)방식까지 포 된다.

(2)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장의 필요성과 개인정보처리의 필요성

먼  인간의 존엄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하여 이 권리가 필요하다. 

자기의 정체성  인격의 완 성을 확보하고 자기 나름의 독자 인 인간

계를 형성하기 해서는 타자와 계하는 역을 한정 으로 설정하고 자

신만의 고유 역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개인정보가 타인에 의하여 처

리되고 그 결과 타자 앞에 알몸으로 드러나 있는 개인은 더 이상 자유로운 

인격체로서 존립할 수 없으며 타자와의 의사소통 계도 온 할 수 없다.  

더욱이 오늘날 자  정보처리기술의 발 으로 인하여 개인에 한 정보

들을 무한정으로 집 하고, 시공간의 제약없이 이 정보들을 불러낼 수 있

으며, 통합정보체계를 통하여 개인정보들을 결합함으로써 부분 인 는 

체 인 개인의 인격상을 구축해 낼 수 있다. 이에 비하여 개인들은 자신

에 한 정보가 그와 같이 집 되고 있는지, 그 정보가 정확한지, 그 정보

가 사용되고 있는지, 어떤 목 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등을 충분히 알 수 

없다. 상 방이 자기에 하여 얼마만큼 아는지를 모르면서 개인이 자신의 

결정을 자율 으로 행사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개인정보

의 축 ․처리가 무한 로 이루어지는 정보사회에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인간존엄과 인격보호를 한 핵심 기본권이 아닐 수 없다.

나아가 이 권리는 권력의 불신, 제한된 권력에 기 한 자유민주주의체제 

유지에도 필요하다. 정보화로 인하여 국가권력은 시민 개인에 한 방 한 

양의 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할 수 있게 되는데, 개인정보를 장악하는 정부

는 물리력 이상으로 개인을 통제하는 힘을 가지게 된다. 이는 개인  자율

성 확보를 제로 하는 자유민주주의질서와 양립하기 어렵다. 개인이 민주

인 정치과정에서 극 으로 참여하기 해서는 가, 무엇을, 언제, 어

떤 목 으로 자기에 하여 얼마만큼 알고 있는지를 인식할 수 있어야만 

한다. 그런데 정부가 개인정보의 통합처리를 통해 개인의 일거수일투족을 

빤히 들여다 볼 수 있는 상황에서는 개인의 정치  의사형성과 사회  자

율성은 상실될 수밖에 없다. 결국 개인정보를 국가의 조사와 처리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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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하는 것은 자유민주체제의 불가결의 제조건이다. 

이에 반하여, 국가에 있어 확 된 국가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해

서는 국가기 에 의한 정보의 수집․처리  활용의 필요성이 증 하고 있

다. 공권력 행사의 상이자 행정수요자인 국민에 한 정보 없이 국가가 

그 기능을 제 로 수행할 수는 없으므로 국민 개인에 한 일정한 정보의 

축 ․이용은 불가피하다. 특히 작고 효율 인 시민 주의 질 좋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해서는 정보기술의 활용이 더욱 요청된다. 궁극 으

로 국민 고객지향성을 기본이념으로 하여 정부와 시민고객 사이의 의사

소통을 보다 용이하고 신속하게 하기 해서는 정보의 자  처리, 정보

의 공동활용 내지 정보의 통합 리가 유용하다. 21세기 정보시 에서 정부

의 효율성과 민주성이라는 모순  계를 새로운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자정부 개념은 제공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자정부의 구 을 

하여 제1, 2차 국가 산망사업, 고속정보통신기반 구축사업을 추진하

으며, 자정부구 을 한행정업무등의 자화 진등에 한법률(2001. 3. 28. 

법률 제6439호)을 제정하여 자정부 개념을 실천하기 한 방안을 마련, 

시행하고 있다. 

(3)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헌법  근거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 과 자유에서 그 근거를 찾는 견해와, 헌법 

제10조에서 도출되는 일반  인격권에서 그 근거를 찾는 견해로 크게 나  

수 있다.

자의 견해는 미국에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라이버시(Privacy) 권

리의 한 내용으로 논의되고 있다는 , 우리 헌법이 제17조를 통해서 미국

에서 논의되고 있는 라이버시권을 수용하려고 했다는 성립사  논거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한 헌법 제17조가 규정형식상으로는 소극 인 자유

권의 보장으로 되어 있지만, 행 헌법에서 이 조항을 특히 신설한 의의는 

정보화시 의 사생활 보호의 흐름에 부응하려 한 것이므로 극 으로 개

인정보를 리․통제할 수 있는 내용까지 그 보장내용에 포함하여 이해할 

수 있다고 한다.

후자의 견해는 헌법 제10조 제1문 단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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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행복추구권에서 도출되는 일반  인격권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헌법

 근거라고 본다. 이 견해는 다시, 일반  인격권을 자기결정권, 자기유지

권, 자기표 권으로 나 면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자기표 권에 포함시

키는 견해와, 일반  인격권을 사생활보호권과 사회  인격상결정권으로 

나 면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후자에 포함시키는 견해로 나뉜다. 이 견

해들은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 과 자유는 주로 개인의 내 역

(Intimsphäre)이나 사사(私事)의 역(Privatsphäre) 보호에 주안 이 있는 

반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거기에 국한하지 않고 공  생활에서 형성되

는 개인정보의 보호, 국가나 제3자와의 계에서 형성되는 개인의 인격상

에 한 보호까지 포 하여야 하므로 헌법 제17조만으로는 부족하고 따라

서 일반  인격권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일반  근거로 되어야 한다고 

한다. 그러므로 사생활과 련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우선 헌법 제17조

가 용되지만, 그 이상의 개인정보에 해서는 일반  인격권이 용된다

고 한다.

이러한 견해의 립은 고 인 사생활의 비 과 자유의 보장범 를 넘

는  정보통제에 한 개인의 권리를 법도그마틱(Rechtsdogmatik)

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한 의견 차이에서 비롯되는바, 일반  인

격권설이 개인정보의 성격과 기능의 상이에 따라 단계 으로 그 헌법  근

거를 상이하게 구사한다는 에서 보다 섬세한 이론이라 볼 수 있다.

☞헌재 2005. 5. 26. 99헌마513: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헌법상 근거로는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 과 자유, 헌법 제10조 제1문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에 근거를 둔 일반  인격권 는  조문들과 동시에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  기본질서 규정 는 국민주권원리와 민주주의원리 

등을 고려할 수 있으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으로 보호하려는 내용을  각 

기본권들  헌법원리들  일부에 완 히 포섭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헌법  근거를 굳이 어느 한 두개에 국한시키는 것은 바

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이들을 이념

 기 로 하는 독자  기본권으로서 헌법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본권이라

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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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내용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1차 으로 국가에 한 방어권이다. 개인은 자신

의 정보에 하여 수집, 보유, 이용의 각 단계에서 결정의 자유를 가지며, 

이에 한 국가의 침해가 있을 시 그 방해배제를 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러한 방어권의 행사는 정보주체가 자신의 정보에 한 정보를 알고 있는 

경우에만 의미를 가지게 되므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경우 그 객 법  

내용이 강조된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객 법  측면은 차 ․조직  

차원에서 국가에 한 일정한 극  청구권을 보장하게 되는데 ① 고지 

내지 설명을 받을 권리(개인정보의 리주체, 개인정보처리의 목 , 질문에 

한 응답의무의 존부  거부의 효과, 정보주체의 차  참여권 등에 

한 고지․설명) ② 열람청구권, ③ 오(誤)정보나 구( )정보의 정정, 삭제, 

갱신 요구권이 그것들이며, 그 밖에도 국가기 에게 ① 개인정보 보호를 

한 독립기 을 설치할 조직법  의무, ② 사인에 의한 침해로부터 개인

정보를 보호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한다. 다만, 객 법  측면에서 나오는 

여러 차 ․조직  요청들의 충족 여부에 하여는 과잉 지원칙이 아니

라 과소보호 지원칙(Untermassverbot)이 용된다.

(5)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제한의 한계

(가) 제한의 가능성과 양태

개인정보자기결정권도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제한될 수 있음은 물

론이다. 국가가 개인에 하여 신상정보를 제공하도록 법  의무를 부과하

는 경우에 이 권리에 한 제한이 있음은 물론이지만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는 동의를 과하여 사실상 개인정보를 수집, 축 , 보유, 이용, 제공 등

의 조치를 취한다면 이 권리에 한 제한이 있게 된다.  

(나) 동의유보

개인정보의 처리․이용에 한 동의는 기본권포기를 의미할 수도 있고, 

동의를 통하여 개인의 신상정보에 한 결정의 자유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동의제도가 정보기술에 내재하는 험으로부터 인격을 

보호하거나 정보의 조사․처리과정에 한 정보주체의 참여를 보장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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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개인정보의 주체들은 국가공권력이나 거  

사기업의 계에서 사회  약자에 불과하여 동의제도는 사실상 허구에 그

칠 가능성이 많아 개인정보에 한 결정 인 보호 기능은 결국 입법자가 

담당하여야 한다고 한다.

(다) 법률유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한 제한을 해서는 법률상의 근거가 있어야 

함은 물론이며, 이 권리에 한 법률유보에 하여는  하나의 요한 

이 제시․논의되고 있는데, 그것이 규범명확성의 원칙인바, 개인정보자기

결정권을 제한하는 법률은 이 권리에 한 제한의 제와 범 가 련 개

인이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독

일 연방헌법재 소의 인구조사 결(BVerfGE 65, 1)에서 설시된 이 법리는 

개인정보보호법제에서 범 하게 인정되고 있는 목 구속성원칙이 발 된 

법리라고 할 수 있다. 목 구속성원칙이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목 은 수

집당시에 명확히 특정되어 있어야 하고 그 후의 이용은 이 특정된 수집목

과 일치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규범명확성원칙은 법치국가  명

확성원칙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역에서 엄격한 형태로 특화된 것이며, 

아울러 비례성원칙과도 련이 있다. 명시된 특정 목 의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  내에서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하여야 한다는 것은 비례성원

칙의 요청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규범명확성원칙은 규범의 목 이 법률조문과 그 체 인 연   입법

자료에 의하여 명확히 인식될 수 있는 경우에는 충족되며, 필요한 명확성

의 정도는 문가가 아닌 합리 인 시민이 어떤 종류와 방식으로 자신의 

인  정보가 처리될지를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족하며, 세부 인 사항까

지 알아야 되는 것은 아니다. 

규범명확성원칙과 련하여 일반조항은 개인정보의 수집․처리를 한 

근거가 될 수 없고 정보처리 역별 특별규율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

되고 있으며, 이에 하여는 입법과잉 래, 입법부의 집행부에 한 종

속, 국민에 한 명확성 제공의 실패 등을 이유로 하는 비 론도 제기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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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비례성원칙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제한에 있어서도 기본권제한의 일반원칙인 비례

성원칙이 수되어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성격, 수집목 , 이용형태, 처리방식 등에 따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제한이 인격권 는 사생활의 자유에 미치는 향․침해의 

강도는 상이하므로 비례성원칙의 용에 있어서 범주에 따른 보호의 차등

화가 필요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러한 차등화는 개인정보의 민감

성과 그에 립하는 공익 사이의 비례  형량이라 할 수 있다.

먼 , 인간의 존엄성, 내 한 사  역, 인격의 내  핵심에 근 한 민

감한 개인정보들에 하여는 수집․보유의 허용부터 엄격히 검증되어야 한

다. 압도 으로 우월한 공익을 해서만 그것이 허용될 것이다. 종교 ․정

치  신조, 육체 ․정신  결함에 한 정보, 과, 성생활 등의 개인정보

가 여기에 해당할 것이다.

다음으로, 수기식의 일보다는 컴퓨터 일의 형태로 보유․처리되는 경

우, 분산되어 보유되는 경우보다 하나의 통합체계로 리되는 경우에 개인

정보의 근․결합․처리가 용이하게 되므로 보다 강화된 보호가 필요하다.

이름, 주소, 직명, 상 명과 같은 의사소통용 기 정보들은 인간이 공동

체에서 살아가는 한 다른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식별되고 달되는 것이 필

요하다. 즉 사회생활 역에서 노출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정보라 할 것이

고,   행정에서 사람의 식별을 하여 그러한 식별명칭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다(여권번호, 운 면허번호, 신용카드번호 등). 따라서 이러한 정

보들은 그 자체로는 보호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 다만, 그것이 다른 험스

런 정보에 근하기 한 식별자 는 키워드역할을 수행할 수 있고, 특히 

컴퓨터에 의한 정보처리의 경우 자동검색체계를 통하여 다른 개인정보들과 

결합할 때에는 개인의 체 ․부분  인격상을 추출해낼 수 있는 열쇠가 

될 수 있다. 

2) 다음의 원칙들은 국제 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한 일반원칙으로 인

정받고 있으며, 각국의 개인정보보호 법제에 면 ․부분 으로 수용되었

다. 이 원칙들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제한의 정당성 여부를 비례성원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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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심사함에 있어 잣  혹은 참고가 될 수 있다. 

  ① 목 구속의 원칙

개인정보의 처리 목 이 명확하게 특정되거나 특정될 수 있는 경우에 그 

수집이 정당화될 수 있으며, 수집 당시에 정보주체에게 설명되거나 법률에 

규정된 목 에 따라서만 수집된 정보를 장, 이용 등의 처리를 할 수 있

다는 것이다. 직무공조 방식에 의한 정보의 제공과 활용을 통하여 이질  

목 에 정보가 사용되는 것은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통계의 다양한 용도와 용처는 본질상 미리 확정할 수 없는 것이 

본질이므로 통계조사의 경우 외가 인정되고 있다. 그 밖에도 사회국가원

리를 지향하는 국가정책에 있어서 사회 ․경제 ․생태  련성에 한 

포 이고 지속 인 정보인식이 필요하거나, 민한 안보 련 업무와 

련한 분야에서도 목 구속을 요구하기 어렵다고 한다.    

목 구속의 원칙을 언제나 엄격하게 요구할 수 없다는 비 도 제기되고 

있다. 엄격한 목 구속의 원칙은 지나치게 세분된 규율을 낳아 법의 분열

은 물론 법의 내용을 개 하기 어렵게 만드는 법  불명확성을 래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개인정보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그 엄격성의 정도를 세

분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인격에 한 한 이 있는 경우에만 이 원

칙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밖의 부분의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

용을 구체 인 목 에 결부시키지 않는 규율도 인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② 수집제한의 원칙

개인정보는 정당한 수집목  하에, 필요한 범  내에서, 공정하고 합리

인 방식으로, 정보주체의 분명한 인식 는 동의 하에 수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③ 정보분리의 원칙

특정 목 을 해 수집된 개인정보는 다른 기 에서 다른 목 을 해 

수집된 개인정보와 원칙 으로 통합되지 않고 분리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개인의 총체 인 인격상이 국가권력의 수 에 들어가는 것

을 방지하기 한 것이다.

  ④ 시스템공개의 원칙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설치 여부, 설치목 , 정보처리방식, 처리정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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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시스템운 책임자 등이 일반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는 것이

다. 이 원칙은 정보주체의 열람․갱신․삭제청구권 행사의 제가 된다. 

  ⑤ 익명성의 원칙

법하게 수집․보유되는 개인정보라 하더라도 그 입력․이용․제공 등

에 있어서는 당사자의 식별을 최소화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익명화, 가명화 

조치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 반드시 이름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연령, 성

별, 직업, 직장명 등과 같은 개인식별표지의 사용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나. 법률상 근거의 유무

본안 단 상행 인 피청구인 서울특별시 교육감이 청구인 문○○의 

성명, 생년월일, 졸업일자를 NEIS를 통하여 보유하는 행 (이하 ‘이 사건 

보유행 ’라 한다)에 법률상의 근거가 있는지 본다.

(1) 개인정보법

공공기 의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 수집․보유․처리의 일

반법률은 개인정보법이다(동법 제1조, 제3조 제1항)3)4). 동법의 규율 상인 

‘공공기 ’은 국가행정기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  통령령이 정

하는 기 을 말하는바(제2조 제1호), 서울특별시 교육감은 지방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의 교육사무에 한 표자이므로 동법의 규율 상이 된다.

이 사건 보유행 는 ‘수집’행 가 아니라 ‘보유’행 이지만, 수집이 원천

으로 지되는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다면 그 보유행 의 정당성도 문

제될 수 있으므로 먼  수집 지에 반된 것인지 본다.

동법 제4조는 “사상․신조등 개인의 기본  인권을 하게 침해할 우

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하여 개인정보의 원칙  

수집제한에 하여 규정하고 있다. ‘개인의 기본  인권을 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란 인간의 존엄성, 내 한 사  역, 인격의 내  

3) 참고로 민간부문의 개인정보 보호를 한 표  법률로는 정보통신망이용 진

정보보호등에 한법률, 신용정보의이용 보호에 한법률이 있다.

4)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제는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의 제정(몇 건의 법안이 재 

국회에 발의 임), 이에 따른 개인정보법의 개정 등과 같은 변화를 목 에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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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에 근 한 민감한 개인정보들이라 할 것인데, 체 으로 종교 ․정

치  신조, 육체 ․정신  결함에 한 정보, 과, 성생활 등의 개인정보

가 여기에 해당한다.

수집이 특별히 제한되는 개인정보에 하여 국의 데이터보호법(Data 

Protection Act)은 sensitive personal data라 하여 인종, 민족, 정치  견해, 

종교  신념, 노동조합원 자격, 건강상태, 성생활, 형사처벌에 련된 사항

을, 독일의 연방데이터보호법(Bundesdatenschutzgesetz) 한 ‘특수한 종류

의 개인 련 데이터’라 하여 인종, 민족, 정치  견해, 종교  혹은 철학  

신념, 노동조합 소속, 건강 혹은 성생활을 규정하고 있다.

이런 에서 보면 성명, 생년월일과 졸업일자는 개인정보법 제4조에서 

그 수집이 일반 으로 지되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5)

다음으로, 청구인 문○○의 졸업 장상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화일로 작

성하여 리하는 근거는 “공공기 은 소 업무를 수행하기 하여 필요한 

범 안에서 개인정보화일을 보유할 수 있다”고 규정한 개인정보법 제5조에

서 찾을 수 있다. 서울특별시 교육감은 졸업생 련 제 증명의 발 이라는 

소  민원업무를 효율 으로 수행함에 필요하다고 보아 기존의 수기로 된 

졸업 장의 자료를 토 로 문○○에 한 3개 개인정보를 담고 있는 개인

정보화일을 작성․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통상 인 기본권 제한

에서 요구되는 법률유보의 요청은 충족된다.

문제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제한에 있어 보다 강화되어 나타나는 법률

유보인 이른바 규범명확성원칙의 요청을 충족하느냐이다. “소 업무를 수

행하기 하여 필요한 범  안에서”라는 것만으로는 어떤 목 을 하여 

어느 범 에서 자신의 개인정보가 처리되는지를 명확히 인식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개인정보법 제5조는 보유기 이나 보유가 필요한 업

무 등을 특정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개인정보 보유에 한 일반  근거를 

5) 개인정보법은 개인정보 수집의 극  근거를 명시 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제4조 본문은 수집 지 상을, 동조 단서는 수집 지 정보의 외  수집허용 

요건(정보주체의 동의 는 개별법률의 명시)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지만, 제4조의 

반 해석상 수집 지 상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정보는 원칙 으로 그 수집이 허

용된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법상태에 하여는 개인정보수집에 별다른 제한을 

가하고 있지 않다는 에서 한 흠결이라는 비 이 있다(권건보,  같은 논

문, 20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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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려는 이 조항의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므로 규범명확성의 문

제는 이러한 일반조항에 근거하여 청구인 문○○의 3개정보를 보유하는 것

이 정당하냐라는 문제로 연결된다.

에서 본바와 같이 ‘일반조항은 개인정보의 수집․처리를 한 근거가 

될 수 없고 정보처리 역별 특별규율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해서는 입법

과잉 래, 입법부의 집행부에 한 종속, 국민에 한 명확성 제공의 실패 

등을 이유로 하는 비 론이 제기되고 있어서 아직 그러한 주장은 확고히 

정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정보의 성격과 종류를 가리지 않

고 정보처리 역별 특별규율이 필요하다거나, 보유목 을 아주 구체 으로 

밝힐 것을 요구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보의 성격과 종류, 개인정보

를 취 하는 국면과 방식에 따라서는 일반  수권조항만으로도 보유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필요하다. 개인정보의 민감성과 그에 립하

는 공익 사이의 형량이라고 하는 비례성사고는 법률유보를 얼마나 강화할 

것인지의 단에 있어서도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의사소통이나 행정

업무 처리에 불가결한 기 정보인지, 개인의 인격에 히 연 된 민감한 

정보인지에 따라, 규율 상 행 가 개인정보의 단순보유인지 개인정보의 

구체  이용 는 제3자 제공인지에 따라, 수기처리인지 통합된 앙 산

처리인지에 따라 법률유보의 요청의 정도는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성명, 생년월일은 모든 행정업무 처리에 불가결한 기 정보이다. 성명과 

생년월일 정보 없이는 개인을 특정하거나 식별할 수 없으므로 향후 어떤 

행정목 을 추구하더라도 최소한의 개인식별정보를 보유하는 것은 공통

으로 제되지 않을 수 없다. 한 성명과 생년월일은 그 자체만으로 의미

있는 정보내용을 지니고 있다기 보다 그 기  에 다른 정보가 축 되는 

원천소재(源泉素材) 정보이며, 특정 개인에 한 다른 정보들을 검색할 수 

있게 해주는 검색도구이다. 따라서 성명과 생년월일 정보는 그 성격상 그 

자체만의 고유한 보유목 을 지니기 어렵다.

한편 NEIS에서 졸업일자 정보를 보유하는 것은 졸업증명서의 산발

을 한 목 으로 보유하는 것이다. 개인정보법 제5조로는 물론 그러한 목

이 명시 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그런데 증명서 발 은 그 성질상 민원

업무이고, 민원의 처리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기반한 공행정의 본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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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공공기 에서 권한과 의무를 가지고 처리하여야 하는 공통의 기본업

무인바, 이는 련법률을 살펴보더라도 분명하다(민원사무처리에 한법률 

제4조 제2항6), 제6조 제1항7). 아울러 자정부구 을 한행정업무등의 자

화 진에 한법률 제4장은 민 서비스의 자화라는 제목 하에 민원처리

를 자 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다면 특별히 명시하지 

않더라도 개인정보법 제5조에서 말하는 공공기 의 ‘소 업무’에 민원처리

업무가 포함되는 것임은 해석상 당연하다 할 수 있다. 게다가 증명서의 

산발 이란 목 은 권한을 부여받은 민원인의 신청이 있을 때에 민원인의 

편의를 하여 이루어지는 것이지, 부담을 가하거나 불이익을 가하려는 것

이 아니다.  

와 같은 보유정보의 종류, 정보보유의 목 과 그 성격 등을 종합하면 

어도 이 사건 보유행 의 법률  토 는 개인정보법 제5조의 일반조항만

으로도 충분하다 할 것이다.

(2) ․ 등교육법

2005. 3. 2. 개정된 ․ 등교육법은 재학생의 학생지도와 상 학교 학

생선발이라는 목 을 명시하면서 일정한 학생정보들을 NEIS로 작성․ 리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제25조 제1항, 제2항) 졸업생의 졸업증명서 발 을 

한 정보보유행 와는 무 하다.

다만, 교육인 자원부장   교육감으로 하여  ‘소 업무의 부 는 

일부’를 NEIS를 이용하여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동법 제30조의5 제1

항은 개인정보법 제5조를 보충하는 법률상 근거로 고려될 수 있다.

다. 비례성원칙 반 여부

(1) 먼 , 목 구속의 원칙이라는 에서 살펴본다.

에서 본바와 같이 이 원칙이 외 없이 철되어야 하는 것은 아닐 뿐

6) “행정기 은 민원사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

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수된 민원서류를 부

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된다.”

7) “행정기 은 민원사무를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임무에 우선하여 처리하

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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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아니라 개인정보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그 엄격성의 정도를 세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격에 한 한 이 있는 경우에는 이 원칙을 엄격

하게 요구할 수 있겠지만, 그러한 험이 은 정보, 사회  공유의 필요성

이 큰 정보일수록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을 구체 인 목 에 결부시키지 

않는 규율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목 구속의 원칙은 에서 본 규범명

확성원칙과 상호 한 련을 맺고 있으므로 개인정보의 민감성과 그에 

립하는 공익 사이의 형량이라고 하는 비례성사고는 규범명확성원칙 뿐만 

아니라 목 구속의 원칙의 용에서도 반 되어야 한다.

목 구속원칙은 우선 개인정보의 처리목 이 명확히 특정되어 있을 것

을 요구하는바, 피청구인들은 졸업생의 성명, 생년월일에 졸업일자를 결합

하여 작성한 그러한 개인정보화일이 졸업증명서 산발 이라는 특정한 목

을 하여 보유․ 리되는 것이라 한다. 여기서 이 목 을 근거법률에서 

명확히 특정하고 있느냐의 문제가 있지만, 에서 본바와 같이 성명, 생년

월일 정보의 특성(그 자체만의 고유한 보유목 을 지니기 어려운, 모든 행

정업무 처리에 불가결한 기 정보라는 ), 졸업증명서 발 이라는 업무의 

보편성, 민원서비스 제공이라는 정보처리내용의 비침해성에 비추어 목 특

정의 요청은 완화된다고 할 것인데다가, 졸업일자라는 것은 졸업 련 행정

업무의 처리를 한 정보임을 추단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법 제5조의 일

반  근거조항으로 충분하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목 구속의 원칙은 특정된 목 에 따라서만 해당 정보를 장, 

이용, 달 등의 처리를 할 것을 요구하는바, 청구인은 3개 정보항목을 보

유하고 있는 행  자체가 헌이라고 다투고 있을 뿐(이에 하여는 뒤에

서 단한다) 그것이 졸업증명서 산발 이라는 목  외로 보유, 이용, 

달되고 있다거나 다른 정보들과 결합하여 청구인의 체  인격상을 추출

해 내는 기 로 사용되고 있다는 주장이나 입증을  하고 있지 않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

(2) 청구인 문○○의 3개정보를 보유하는 것이 그 보유목 의 달성에 

합하고 필요한 것인지 본다.

(가) 졸업증명서의 산발 은 NEIS 도입의 취지와 마찬가지로 교육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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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업무의 산처리를 통하여 국민편익을 증진하고,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

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데에 그 목 이 있다. 졸업생 등 인증을 통하여 그 

권한이 주어진 자는 인터넷을 통하여 쉽고 편리하게 원하는 민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행정기 은 업무경감, 비용 감 등의 행정효율을 릴 

수 있다.  

(나) 이러한 목  하에 졸업생 정보를 비롯한 일정한 교육정보들은 

NEIS라는 산시스템에 의하여 보유되고 있다. NEIS는 교육행정기 과 

․ ․고등학교를 인터넷으로 연결하여 단 학교 내의 행정정보는 물론 

졸업증명서 발  등의 민원업무를 포함하여 교육행정기 에서 처리하여야 

하는 업무를 자 으로 연계 처리하기 한 시스템을 말한다. 이 시스템

에서는 국 16개의 각 시․도 교육청에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두고 원칙

으로 시․도 교육청은 시스템에 한 행정 ․재정  지원을 하고, 권한을 

인증받은 각  학교의 담당교사가 필요한 개인정보 등을 입력하고 리하

게 된다. 이와 같이 통합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상호 연계하여 

리하는 자  정보처리시스템은 정보처리 방식의 면에서는 개인정보자기

결정권에 한 제약의 정도가 큰 방식이다. 이러한 방식의 개인정보 처리가 

정당화되려면 처리되는 정보의 범 가 최소화되어야 하고, 특히 개인의 존

엄과 인격권에 향을 미치는 민감한 정보들은 요한 공익목 의 추구를 

하여 필요불가결한 경우에만 그러한 방식의 처리가 허용된다 할 것이다.

졸업증명서 산발 이라는 목 과 련하여 보건 , 졸업증명서의 산

발 을 하여는 증명서의 주체가 될 특정개인의 신분을 식별할 수 있는 

사항과 졸업에 련된 사항이 개인정보화일에 포함되어야 한다. 성명과 생

년월일은 개인식별정보의 최소한이고, 졸업일자는 졸업 련 사항의 최소한

이다. 그러므로 서울특별시 교육감이 청구인 문○○의 3개 정보를 입력․

보유하는 것은 정보처리목 의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 범  내의 정보보유

라 할 수 있다.

성명, 생년월일, 졸업일자라는 보유정보의 성격 한 개인의 존엄과 인격

권에 심 한 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한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비록 자동화된 산처리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하여도 이 정도의 

정보내용을 이 정도 범 에서 보유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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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학교에 한 입법권을 가진 독일 주들은 체로 학생의 성

명, 생년월일, 주소, 국  등 상당한 학생정보들을 자동화된 데이터베

이스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별지 입법례 참조).

※ 개인정보법에 근거하여 각종의 공공기 에서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

인정보화일은 2002. 12. 재 260개에 이른다(행정자치부刊 공공기

의 개인정보화일목록집). 이 일들은 어느 것이나 개인식별정보와 

보유목  달성에 필요한 정보의 결합형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개인식

별정보로서 성명( 외없이 기록), 주민등록번호(때로는 생년월일) 뿐

만 아니라 주소, 화번호, 직  등의 여러 정보가 기록되는 경우가 

많음을 볼 수 있다. 한편 ○○ 학교를 비롯한 10개 학교(이들 학

교들도 개인정보법의 규율 상인 공공기 에 해당한다)에서는 졸업증

명서 발 을 목 으로 졸업생 리화일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 기록항

목은 입학년도,  학 사항, 학년, 학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최종학

변동사항, 최종 학 일자, 화번호, 졸업일자에 이르고 있다(  목

록집 203면). 이러한 많은 개인정보화일 보유의 정당성은 개별 으로 

단하여야 하겠지만, 이 사건에서 졸업증명서 발 을 목 으로 3개 

항목만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다른 개인정보화일 보유실태와 비교하

여 보면 단히 순화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다) 컴퓨터에 의한 정보보유․ 리에 있어서는 정보에의 무단 근, 정

보결합, 정보 달, 공조에 의한 정보공유 등이 시공의 제한없이 매우 손쉽

게 일어날 험성이 크다. 이러한 험에 노출된다면 정보 보유 자체의 정

당성마  취약해질 수 있다. 그러므로 개인정보를 보유하는 공공기 은 그

러한 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조치를 취할 일정한 의무가 있다.

이 사건 보유행 의 법률  근거를 제공하는 개인정보법은 그러한 험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하고 있다. 동법 제9조는 개인정보의 안 성확보

조치 의무를 공공기 에게 부여하고 있으며, 제10조는 보유목  외의 정보

이용, 다른 기 에의 정보제공을 원칙 으로 지하면서 외 으로 그것

이 허용되는 경우를 법정하고 있다.8) 제11조는 개인정보취 자의 정보

8) 외  허용을 규정하고 있는 제10조 제2항 각호의 사유가 지나치게 포 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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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타인에의 제공 등의 부정사용을 지하고 있다.

한편 NEIS 운 의 실제 지침으로 작용하 던 교육행정정보시스템운 규

정(교육인 자원부 훈령 제633호)은 시스템의 목  외 사용 지(제4조), 시

설보안(제17조), 공인인증시스템을 통한 인원보안(제18조)을 통하여 개인정

보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이에 따라 NEIS는 PKI라는 사용자인증방

식, 방화벽, 침입탐지시스템, 서버보안(2차 방화벽), 데이터 암호화, DB자료

와 실제자료의 분리 등의 여러 보안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한다(교육인 자

원부장 의 주장).

청구인은 산시스템에 의한 리방식은 외부에의 유출, 외부로부터의 

해킹의 험이 있기 때문에 개별학교가 아니라 시․도교육감이 리하는 

산시스템에 보유하는 것 자체가 피해의 최소성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이 사건 보유행 의 상인 3가지 항목에 한 한 그러한 통합

형 산시스템에 의한 보유방식도 허용됨은 이미 본바와 같고, 실제 NEIS

의 운 체계가 와 같은 법령상 개인정보보호체계에 어 난다든지 피청구

인들의 주장과는 달리 운 체계나 실제에 있어 심각한 정보노출의 구체  

험이 있다거나, 제3자에의 정보제공, 다른 정보와의 결합, 공조에 의한 

다른 기 과의 정보공유9) 등 서울특별시 교육감이 보유목  외로 청구인 

문○○의 개인정보를 무단 사용하 다는 에 한 일체의 주장, 입증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법한 이 사건 보유행 의 정당성을 부인하기에 이를

만할 사실이나 사정을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라) 에서 본바와 같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객 법  측면은 차

․조직  차원에서 개인정보보호를 한 국가의 일정한 행 의무를 부과

한다. 이 사건 보유행 의 법률  근거를 제공하는 개인정보법은 공공기

이 보유하는 개인정보화일을 보에 게재하여 공고토록 하고(제7조), 개인

불명확하다는 문제 이 강하게 비 받고 있다(한국정보보호진흥원,  같은 , 

147면; 권건보,  같은 논문, 230면).

9) 「 자정부구 을 한 행정업무등의 자화 진에 한 법률」은 제12조에서 개

인정보보호의 원칙을 규정하면서도 제11조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의 원칙을 규정

하고 있고, 이에 터잡아 교육행정정보시스템운 규정 제13조는 NEIS에서 생성된 

산자료를 행정기 간에 공동활용토록 하고 있는데, 이는 목 구속의 원칙 내지 

정보분리의 원칙이라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제한원리와 조화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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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일 장을 작성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제8조, 제12조), 

정보주체의 정정청구권(제14조), 열람․정정거부에 한 불복청구권을 보장

하고 있으며, 국무총리 소속 하에 개인정보보호심의 원회를 두어 개인정

보 보호에 한 사항을 심의토록 하고 있다(제20조). 따라서 이 사건 보유

행 에 하여도 이러한 차 ․조직법  보장이 일정하게 마련되어 있다

고 할 것이다. 물론 재의 제도에 하여는 공고의 외사유가 무 넓은 

, 열람․정정청구권의 범 가 매우 제한 인 , 개인정보보호 원회의 

구성과 기능상의 독립성 미흡10) 등의 비 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객

법  측면에서 나오는 여러 차 ․조직  요청들의 충족 여부에 하여

는 과잉 지원칙이 아니라 과소보호 지원칙(Untermassverbot)이 용될 

뿐만 아니라 어도 이 정도의 정보내용을 이 정도 범 에서 보유하는 이 

사건 보유행 에 한 한 법한 보유행  자체의 정당성을 부인하기에 이

를만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5. 반 의견

 결정요지에서 본바와 같이 재  권 성의 반 의견이 있었다. 

6. 결론

(1) 피청구인 서울특별시 교육감이 청구인 문○○의 성명, 생년월일, 졸

업일자를 교육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보유하는 행 로 인하여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침해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심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다.

(2) 청구인들의 나머지 심 청구는 부 법하므로 모두 각하되었다.

7. 결론

교육정보시스템(NEIS)의 도입을 둘러싸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장과 

10) 행정부 소속의 개인정보보호심의 원회는 독립성과 문성의 면에서 취약하므로 

개인정보보호 권 원(옴부즈만)이나 개인정보보호독립 원회 등을 통한 실효  

보호가 요청된다는 견해가 많다(정태호,  같은 , 495면; 한국정보보호진흥원, 

 같은 , 200면; 권건보, 315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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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라는 한 헌법 문제가 제기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심 청구에 

한 법요건의 심리를 통과한 것은 성명, 생년월일, 졸업일자를 NEIS를 통

하여 보유하는 행 의 헌여부로 국한되었다. 이와 같이 좁 진 문제 상

황을 놓고 헌법재 소는 규범명확성 원칙의 용 강도를 조 하 다. 이 

결정을 통해 헌법재 소는 정보의 성격과 종류, 개인정보를 취 하는 국면

과 방식에 따라서는 일반  수권조항만으로도 개인정보를 보유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두었다. 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침해 여부를 단함에 

있어서도 개인정보의 종류  성격, 수집목 , 이용형태, 정보처리방식 등

을 두루 종합하여 인격권 는 사생활의 자유에 미치는 향의 정도와 공

익의 요성을 형량하여 단하는 방식을 취하 다.

고도로 집 화된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개인정보의 수집․처리에 한 

향후의 본격 인 문제 제기와 헌법  단이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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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69조 등 헌제청

-의료 고 제한-

(헌재 2005. 10. 27. 2003헌가3, 례집 17-2, 189)

이 명 웅
*

1)

【 시사항】

1. 상업 고의 규제에 한 헌심사의 기

2. “특정의료기 이나 특정의료인의 기능․진료방법”에 한 고를 

지하는 의료법(2002. 3. 30. 법률 제6686호로 개정되기 의 것) 제46조 제3

항  그 반시 300만원 이하의 벌 에 처하도록 하는 동법 제69조가 표

의 자유 내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심 상】

의료법(2002. 3. 30. 법률 제6686호로 개정되기 의 것) 제46조 제3항 

 “특정의료기 이나 특정의료인의 기능․진료방법”에 한 고 지  

제69조  동 고 지 반 부분(이하 이들을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

의료법 제46조 (과 고등의 지) 

③ 구든지 특정의료기 이나 특정의료인의 기능(技能)ㆍ진료방법ㆍ조

산방법이나 경력 는 약효등에 하여 고ㆍ암시  기재ㆍ사진ㆍ유

인물ㆍ방송ㆍ도안등에 의하여 고를 하지 못한다. 

제69조 (벌칙) … 제46조 …의 규정에 반한 자 …는 300만원 이하의 

벌 에 처한다.

* 헌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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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1. 심 청구에 이르게 된 경

당해사건인 서울 앙지방법원 2002고단7576 의료법 반 사건에서 형사

피고인이었던 제청신청인은 서울에서 안과를 운 하는 의사로서 2001. 7. 

30.경부터 2002. 2.경까지  안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자신의 진료모습이 

담긴 사진과 함께 외국에서 연수한 약력(경력), 라식수술에 한 진료방법

을 게재하는 등 특정의료인의 기능, 진료방법에 하여 고를 하 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재 을 받던 , 의료 고를 제한한 의료법 제46조 제3항 

 이에 한 처벌을 규정한 동법 제69조에 하여 헌제청신청을 하

고, 제청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2003. 2. 19. 헌법재 소에  조항들의 헌 

여부심 을 제청하 다.  

2. 제청법원의 헌심 이유  계기 의 의견

가. 제청법원의 헌제청이유

법률로 특정의료인의 기능이나 진료방법 등에 하여 허  내지는 과장

고, 무분별하게 환자를 유치하려는 고, 의학상 검증되지 않은 의료

인의 기능, 진료방법에 한 고를 지하거나 고의 상이 되는 진료

방법의 범 나 고의 횟수, 방법을 제한하는 등 의료 고를 차별 으로 

지 는 규제하는 것은 필요하다 할 것이나, 이 사건 조항과 같이 특정

의료인의 기능이나 진료방법 등에 한 의료 고를 면 , 일률 으로 

지하는 것은 앞서 본 공공복리상 필요한 정도를 넘어서는 과도한 지규정

으로서 헌법 제10조, 제37조에 배하여 국민의 행복추구권이나 직업의 자

유, 의료소비자의 알권리를 필요한 범  이상으로 제한하는 헌 인 규정

이라는 의심이 있다.

나. 보건복지부장 의 의견

의료 고를 규제하는 목 은 무분별한 의료 고의 범람과 허 ㆍ과

고로부터 소비자인 환자를 보호하고 나아가 경쟁 의료기 을 보호하기 

해서이다. 이 사건 조항은 의료소비자인 국민과 의료기 을 보호하기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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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의 규제로서 헌법 제10조, 제15조, 제21조에서 정하는 직업의 자유 

등에 한 제한과 헌법 제37조에서 정하는 질서유지 는 공공복리를 하

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법익 침해의 정도  국민의 

건강권 보장 등 이익형량을 비교해 볼 때 헌법에 배된다고 볼 수 없다.

다.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의견

체로 보건복지부장 의 의견과 같다.

【결정요지】

1. 상업 고에 한 규제에 의한 표 의 자유 내지 직업수행의 자유의 

제한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도출되는 비례의 원칙(과잉 지원칙)을 

수하여야 하지만, 상업 고는 사상이나 지식에 한 정치 , 시민  표 행

와는 차이가 있고, 인격발 과 개성신장에 미치는 효과가 한 것은 

아니므로, 비례의 원칙 심사에 있어서 ‘피해의 최소성’ 원칙은 ‘입법목 을 

달성하기 하여 필요한 범  내의 것인지’를 심사하는 정도로 완화되는 

것이 상당하다.

2. 의료인의 기능이나 진료방법에 한 고가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것

이거나, 소비자들에게 정당화되지 않은 의학  기 를 래 는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거나, 공정한 경쟁을 해하는 것이라면, 국민의 보건과 건

한 의료경쟁 질서를 하여 규제가 필요하다. 그러나 객 인 사실에 기

인한 것으로서 소비자에게 해당 의료인의 의료기술이나 진료방법을 과장함

이 없이 알려주는 의료 고라면 이는 의료행 에 한 요한 정보에 한 

것으로서 소비자의 합리  선택에 도움을 주고 의료인들 간에 공정한 경쟁

을 진하므로 오히려 공익을 증진시킬 수 있다.

비록 의료 고가 문 이고 기술 인 역에 한 것이고, 일반 국민들

이 그 가치를 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소비자로 하여  과

연 특정의료인이 어떤 기술이나 기량을 지니고 있는지, 어떻게 진단하고 

치료하는지를 알 수 없게 한다면, 이는 소비자를 요한 특정 의료정보로

부터 차단시킴으로써 정보의 효율  유통을 방해하는 것이며, 표 의 자유

와 업의 자유의 상이 된 상업 고에 한 규제가 입법목 의 달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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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한도 내에서 섬세하게 재단(裁斷)된 것이라 할 수 없다.

한 의료법(2002. 3. 30. 법률 제6686호로 개정되기 의 것) 제46조 제

3항  “특정의료기 이나 특정의료인의 기능․진료방법”에 한 고 지 

 제69조  동 고 지 반 부분(이하 이들을 ‘이 사건 조항’이라 한

다)이 아니더라도 의료법 제46조 제1항, 표시․ 고의공정화에 한법률, 소

비자보호법, 독 규제 공정거래에 한법률, 옥외 고물등 리법 등에 의하

여 “의료인의 기능이나 진료방법”에 한 허 ․기만․과장 고를 통제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조항이 의료인의 기능과 진료방법에 한 고를 지

하고 이에 하여 벌 형에 처하도록 한 것은 입법목 을 달성하기 하여 

필요한 범 를 넘어선 것이므로,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된다.

한편 이 사건 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의 달성 여부는 불분명한 것

인 반면, 이 사건 조항은 의료인에게 자신의 기능과 진료방법에 한 고

와 선 을 할 기회를 박탈함으로써 표 의 자유를 제한하고, 다른 의료인

과의 업상 경쟁을 효율 으로 수행하는 것을 방해함으로써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고, 소비자의 의료정보에 한 알 권리를 제약하게 된

다. 따라서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제한되는 사익이 더 하다고 볼 것

이므로 이 사건 조항은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배된다.

결국 이 사건 조항은 헌법 제37조 제2항의 비례의 원칙에 배하여 표

의 자유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재  윤 철, 재  김효종, 재  주선회의 반 의견

의료행 는 사람의 신체를 치료하고 생명을 다루는 것이므로 의술에 

한 상업  고는 일반 상품이나 용역에 한 것과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의료인의 기능과 진료방법’은 의료인에 따라 매우 다양하며, 이에 

한 고는 문 이고 주 인 내용으로 표 될 수 있는 것이고, 의료기

술이나 진료방법에 한 정보는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렵거나, 소비자에게 

잘못된 기 를 갖게 하거나, 의학상 검증되지 않은 것일 수도 있다. 의

료인의 기능과 진료방법에 한 고는 환자의 입장에서는 잠재 으로 기

만 인 것이 되기 쉬우며 이러한 고가 무조건 허용될 경우 의료인들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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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과당경쟁이 발생할 우려가 높아 의료제도의 안정성을 해치고, 불필요한 

의료비를 지출하도록 하는 문제 도 발생할 수 있다.

객  사실에 근거한 것으로서 허 ․과장 고가 아닌 의료인의 기

능․진료방법에 한 고인지 여부는 이를 구분하기는 곤란하며, 다수의

견이 들고 있는 다른 법조항들만으로는 이 사건 조항을 체할 수 있는 효

과 인 수단이 될 수 없다. 이 사건 조항이 아니더라도 행법상 의료인의 

면허의 종류와 문과목, 진료과목, 응 의료시설에 한 사항, 진료인력, 

의료인의 경력에 한 고가 가능하며, 의료기 의 평가결과도 고의 허

용범 에 포함되므로, 이들을 통하여 의료소비자는 의료인과 시설에 한 

기본정보를 충분히 알 수 있다. 이 사건 조항이 헌법에 배된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

【해설】

1. 기 사실의 검토

  가. 의료 고의 규제 연

  (1) 의료법상의 규제

국민의료법[제정 1951.9.25 법률 제221호]은 門科目의 標榜以外의 의료

고를 면 지하 다.

第41條 醫療業 는 命令으로 定한 바에 依하여 主務部長官의 許可없이 

그 門科目을 標榜할 수 없다. 

第42條 醫療業 는 구든지 前條의 規定에 依한 門科目의 標榜以外의 

學位․技能․藥效․診療方法 는 經歷 其他에 關하여는 廣告를 할 수 없다.

그 후의 의료법[일부개정 1965.3.23 법률 제1690호] 역시 문과목과 진

료과목의 표시 외에는 의료 고를 면 지하 다.

第36條 ( 門科目의 標榜) ①醫師 는 齒科醫師는 保健社 部長官이 인

정하는 門醫資格을 받은 가 아니면 門科目을 標榜하지 못한다. 

②前 의 規定에 依한 門科目標榜  非 門醫의 診療科目表示에 關

하여 必要한 事 은 保健社 部令으로 定한다. 

第37條 (醫療廣告의 禁止) ①醫師, 齒科醫師, 漢醫師  助産員은 그 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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療業 는 助産業에 關하여 前條의 規定에 依한 門科目의 標榜  診療

科目의 표시以外에 學位, 技能, 藥效, 診療 는 助産方法, 經歷 其他의 廣

告를 하지 못한다. 

② 구든지 特定의 醫師, 齒科醫師, 漢醫師 는 助産員의 技能, 藥效, 診

療 는 助産方法, 經歷이나 特定醫療에 關하여 印刷物, 放  는 大衆에 

하여 廣告를 하지 못한다. 

③醫療機關의 標識에 關하여 必要한 事 은 保健社 部令으로 定한다. 

그러다가 의료법[ 문개정 1973.2.16 법률 제2533호]은 허  는 과  

고를 지하는 규정을 두면서, 한편으로는 종 의 지규정을 그 로 유

지하면서도 보건사회부령으로 일부 범 의 의료 고를 허용하도록 하 다. 

第46條 (誇大廣告등의 禁止) ①醫療法人·醫療機關 는 醫療人은 醫療業

務에 關하여 虛僞 는 誇大한 廣告를 하지 못한다. 

②醫療法人·醫療機關 는 醫療人이 아닌 는 醫療에 關한 廣告를 하지 

못한다. 

③ 구든지 特定醫療機關이나 特定醫療人의 技能·診療方法·助産方法이나 

經歷 는 藥效등에 關하여 大衆廣告·暗示的 記載·寫眞·油印物·放 ·圖案등

에 의하여 廣告를 하지 못한다. 

④醫療業務에 關한 廣告의 範圍 其他 醫療廣告에 必要한 事 은 保健社

部令으로 定한다. 

第47條 (學術目的 以外의 醫療廣告의 禁止) 醫療法人·醫療機關 는 醫

療人이라 하더라도 學術目的 以外의 目的으로 豫防醫學的·臨床醫學的 硏究

結果, 機能, 藥效, 診療 는 助産方法등에 關한 廣告를 하지 못한다. 

 1973년도 의료법 규정은 이 사건 조항(2002. 3. 30. 개정 의 것)과 

같다. 이 사건 결정 당시의 행법(2004. 1. 29. 최종 개정)의 경우에도 일

부 자구 수정1)을 제외하고는 1973년도 고규정체계가 그 로 유지되고 

있다. 

1) 제46조 제3항에서 “경력”이 삭제되어, 경력 고가 허용되었고, 같은조 제1항에서 

“의료인의 경력”에 한 허  는 과 한 고를 하지 못한다는 내용이 추가됨

(2002. 3. 30.). 같은조 제4항에서 보건사회부령이 “보건복지부령”으로 개칭됨

(1997.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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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타 법률상의 규제

독 규제 공정거래에 한법률 제23조(불공정 거래행 의 지) 제1항2)

에서는 공정한 거래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 를 규정하고 이를 지토록 

하고 있다. 동 제3호의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

인하거나 강제하는 행 ”는 의료 고와 련된 규정으로도 볼 수 있다.

한 동법시행령 제36조 제1항에서는 불공정거래행 의 유형 는 기

을 정하고 있으며 이  의료 고와 련된 사항으로 [별표1] 제4호는 “부

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 ”를 정하고 있다.

소비자보호법 제9조는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특정용어  특정

표 의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나 “ 고의 매체  시간 에 

하여 제한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가 고의 내용  방법에 한 기 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3)

표시ㆍ 고의공정화에 한법률은 商品 는 用役에 한 表示·廣告에 있

어서 消費 를 속이거나 消費 로 하여  잘못 알게 하는 부당한 表示·廣

告를 방지하고 消費 에게 바르고 유용한 情報의 제공을 진함으로써 공

정한 去來秩序를 확립하고 消費 를 보호하기 하여 고표시방법을 규제

하고 있다. 

  옥외 고물등 리법은 “屋外廣告物의 表示場所ㆍ표시방법과 揭示施設

2) 第23條 (不公正去來行爲의 지)  ①事業 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 로

서 공정한 去來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 (이하 "不公正去來行爲"라 한다)를 하

거나, 系列 社 는 다른 事業 로 하여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부당하게 去來를 거 하거나 去來의 相 方을 차별하여 취 하는 행  

   2. 부당하게 競爭 를 排除하는 행  

   3. 부당하게 競爭 의 顧客을 자기와 去來하도록 誘引하거나 强制하는 행  

    ……

  8. 第1號 내지 第7號이외의 행 로서 공정한 去來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  

  ②不公正去來行爲의 類型 는 기 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3) 第9條 (廣告의 基準制定)  ①國家는 物品 는 用役의 잘못된 消費 는 과다한 

消費로 인하여 消費 의 生命ㆍ身體  財産상의 危害를 방지하기 하여 다음 

各號의 경우에는 廣告의 내용  방법에 한 기 을 정할 수 있다. <改正 

1995.12.29>   ……

  2. 廣告함에 있어서 消費 가 誤認할 우려가 있는 特定用語  特定表現의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廣告의 媒體  時間帶에 하여 제한이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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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設置ㆍ유지 등에 하여 필요한 사항”을 規定하고 있다.

나. 의료 고 규제의 황4)

고규제는 소비자가 경쟁상품 사이에서 합리 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정확하고도 련 있는 상품정보가 달되어야 한다는 가정에 기 를 두고 

있다. 한 마  측면에서 고효과의 극 화를 꾀하는 리  상업성이 

허   과장 고의 속성을 지니고 있다는 믿음에 근거하고 있다. 그 목

은 소비자보호에 있다. 그러나 그 규제가 지나치거나 잘못된 경우에는 시

장에서 유용한 정보의 흐름을 억 르거나 꼭 필요한 정보의 양을 감소시킴

으로써 도리어 소비자의 합리  선택을 방해하고 편법동원에 의한 시장질

서의 왜곡을 래할 수 있다. 의료 고규제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일반 으로 의료 고규제의 목 은 사실상 두 가지이다. 하나는 소비자

로서의 환자의 보호이고 다른 하나는 경쟁의료기 의 보호이다. 의료는 고

도의 문 인 지식과 복잡한 기술을 특징으로 하는 역이어서 소비자인 

환자의 합리  선택을 불가능하게 하므로 의료 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

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한편 합리  근거 없는 고주장의 불공정 

행 로부터 경쟁 인 의료기 을 보호하기 해서 의료 고의 규제는 불가

피하다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의료 고는 의료법과 약사법으로 엄하게 규제하

고 있다. 윤리강령 심의 자율규제보다는 법이 갖는 강제력으로 고의 

해독(害毒)을 직  제거할 목 으로 법  타율규제에 주로 의존하고 있다. 

그 바탕에는 두 가지 제가 깔려 있다. 첫째는 의료 고는 일반 상품

고와는 다르기 때문에 시장경제논리가 용될 수 없다는 것이고, 둘째는 

의료 고는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을 심화시키는 부정 인 사회제도라는 것

이다. 

따라서 행법규는 의료기 과 의료인의 고행 를 기본 으로 부도덕

하고 불필요한 것으로 규정하여, ‘네가티  시스템’으로 의료의 고를 

4) 이 부분은 김 치(보건학박사: 의료평론가), “의료 고의 황과 문제 ”, 고정

보센타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advertising.co.kr/data/sem/karb_sem98/forum3.htm)를 참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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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의료기 과 의료인의 과 고를 지하며, 의료법 

제46조와 47조는 의료기   의료인의 기능, 진료방법, 경력, 약효 등의 

고를 범 하게 포 으로 묶고, 시행규칙 제33조에 의료기 과 

의료인의 이름, 주소, 화번호, 진료시간, 진료과목만을 한 달에 한 차례만 

일간지에 고할 수 있도록 의료 고의 범 를 허용하고 있을 뿐이다. 이

를 반할 경우 3백만원 이하의 벌 에 처하도록 의료법 제69조는 명시하

고 있다. 

다. 외국의 의료 고 입법례 

(1) 일본

의료법 제69조〔의술업등에 한 고의 제한〕

① 의술업 는 치과 의술업 는 병원 는 진료소에 해서는，문서 

그 밖에 어떠한 방법을 불문하고， 구라도 다음에 언 한 사항을 제외하

고는 고해서는 안된다． 

１. 의사 는 치과의사인　취지 

２.　다음조 제１항의 규정에 의한 진료과명 

３.　다음조 제２항의 규정에 의한 진료과명 

４.　병원 는 진료소의 명칭， 화번호  소재지를 표시한 사항 

５.　평상시 진료에 종사하는 의사 는 치과의사의 성명 

６.　진료일 는 진료시간 

７.　입원설비의 유무 

８.　소개를 할 수 있는 다른 병원 는 진료소의 명칭 

９.　진찰록 그 밖의 진료에 한 제 기록에 계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

는 취지 

10.　  각호에 언 한 사항 외 제１4조의2 제１항 제４호에 언 한 사항 

11.　그 밖에 후생 노동 장 이 정한 사항 

② 후생 노동 장 은， 정한 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해서， 항 

제９호로부터 제11호까지 언 한 사항의 고에 하여，후생 노동성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고의 방법  내용에 한 기 을 정할 수 있다． 

③ 후생 노동 장 은，의료에 한 문  과학  식견에 근거하고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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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제11호에 언 한 사항의 案  항에 규정한 기 의 案을 작성하기 

해，진료에 한 학식 경험자 단체의 의견을 듣지 않으면 안 된다． 

④ 제1항 각호에 언 한 사항을 고한 경우에 있어서도，그 내용이 허

이거나, 그 방법 는 내용이 제２항에 규정한 기 에 반해서는 안된다.

제71조〔조산사 등에 한 고의 제한〕-생략

의료법시행규칙 제42조의3

법 제69조 제2항  제7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의 방법  내용

에 한 기 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공하는 의료의 내용이 다른 병원，진료소 는 조산소와 비교하여 

우량하다는 취지를 고해서는 안된다. 

② 제공하는 의료의 내용에 해서 과 한 고를 해서는 안된다. 

(2) 미국

(가) 례

1976년 Virginia State Board of Pharmacy v. Virginia Citizens Consumer 

Council, Inc. 사건에서, 연방 법원은 약사가 처방약의 가격 고를 하는 

것을 지한 Virginia 주 법률을 헌이라고 선언하 다.5) 동 결은 자유

시장경제 질서에서 소비자에게 상업  정보가 충분히 보장되어 소비자가 

합리 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수정헌법 제1조 언론의 자유의 

요한 과제의 하나라고 보았다. 다만 불법행 의 고나 허 ㆍ사기 고

는 수정헌법 제1조에 의하여 보호되지 않는다고 하 다. 동 사건에서 버지

니아 주정부는 만일 약값 고를 허용할 경우 소비자가 싼값의 한 서비

스를 선택하게 될 수 있고, 경쟁의 상이 된 충실하고 문 인 약사가 

폐업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하 다. 그러나 연방 법원은 그러한 우

려는 약품의 고를 제한하는 정당화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단하 다.6) 

그러나 California Dental Association v. United States 결에서 연방

법원은(526 U.S. 756), 캘리포니아주 치과의사 회가 정한 割引 診療費 廣

5) 425 U.S. 748 (1976).

6) 425 U.S. 748, 769.



의료법 제69조 등 헌제청 483

告와 치과  서비스의 品質 廣告 제한규정에 하여 단하 고, 그 규정

을 헌이라고 선언했던 연방항소법원의 법리 단 내지 사실인정이 불충분

하다며 사건을 다시 환송하 다(6:3).7) 다수의견은 그러한 제한은 환자들 

사이에 근 가능한 정보들의 심 한 불평등으로 특징지어지는 의료시장에

서의 잘못된 廣告나 誤 될 수 있는 廣告를 피하자는 노력에서 고안된 것

인바, 소비자나 잠재  경쟁자들이 해당 서비스의 가격이나 유용성 등에 

한 정보를 얻고 이를 검증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할 것이므로,  규정

이 반경쟁 인 효과를 지니는지 여부는 좀더 실성 있는 법리를 용하여 

구체 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아, 사건을 환송하 다.8)  

한편 Breyer등 3인의 법 은 그러한 고규제의 反競爭的인 효과는 

明白하다고 한 후, 진료비가 합리 이라거나, 그 서비스가 비싸지 않다거

나, 고객들이 할인 혜택을 받을 것이라는 등의 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캘리포니아 치과의사 회의 규칙은 회에 소속되어 있는 치과의사들로 

하여  고객들에게 자신들이 좀더 렴한 진료비를 받고 있음을 알리는 기

회를 어렵게 만들고, 렴한 가격에 한 고가 없으면, 고객들은 렴한 

가격의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을 알지 못하게 되고, 결과 으로, 치과의사들

은 진료를 보다 렴하게 제공함으로써 보다 많은 환자들을 유치할 수 있

는 기회를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보았다. 그 기 때문에 치과의사들은 좀

더 렴한 진료를 제공할 유인을 가지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렴한 진료

비에 한 진실된 고를 제한하는 것은 “經濟의 가장 요한 中樞神經系”

인 價格에 한 競爭을 制限하는 것이라고 단하 다. 

상업  언론에 한 연방 법원의 심사기 은 1980년의 Central Hudson 

Gas v. Public Service Commission 결에서 좀더 구체 으로 확립되었

다.9) 동 사건은 독  지 를 받고 있는 기사업자가 자신의 사업내용을 

고하는 것을 지한 것에 한 것이었다. 연방 법원은 상업  언론에 

7) 이 결정에 한 자세한 소개는 강인철, “ 문가 직업의 고규제에 한 법경제

학  분석”, 재 자료 제103집(2003) 참조.

8) “Because the Court of Appeals did not scrutinize the assumption of relative 

anticompetitive tendencies, we vacate the judgment and remand the case for a 

fuller consideration of the issue.”

9) 447 U.S. 557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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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정부의 규제는 4가지 기 을 모두 충족하여야만 합헌이라고 보았다. 

①상업  언론이 수정헌법 제1조의 보호범  내이기 해서는 어도 합법

인 활동에 한 것이고 誤 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②주장된 정부의 

이익은 실질 (substantial)인 것이어야 한다. ③그 규제가 주장된 정부의 

이익을 직 으로 달성하기 한 것이어야 한다. ④그 규제는 그러한 정

부이익에 이바지하기 하여 필요한 범 내의 것이어야 한다. 한편 이러한 

4가지 기 은 규제가 합헌임을 주장하는 측이 입증하여야 한다고 보았

다.10)

(나) 법률

이러한 례에 따라 재 미국에서 상업 고는 그것이 허 이거나 소비

자를 기망하는 것이 아닌 한 기본 으로 허용되고 있으며, 이는 의료 고

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연방법의 경우 의료 고를 직  상으로 하여 

규제하는 법률은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FTC법상의 일반  고규제조항

이 존재한다. 동법상의 고규제조항과 미국연방의사회가 자율 으로 정한 

의료 고규칙의 내용을 살펴본다. 

FTC(Federal Trade Commission) Act는 “상행 에서 혹은 상행 에 

향을 주는 불공정한(unfair) 경쟁 방법이나, 불공정하거나 기만 인

(deceptive) 행 는 법하다(unlawful).”고 선언하고, FTC는 개인 등이 그

러한 법행 를 하지 못하도록 방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15 

USC §45).  

한편 개인 등이 우편 등 여하한 수단을 통하여 식품, 약품, 기구, 용역, 

화장품을 구입하도록 유인하기 한 허 의 고(false advertisement)를 

하는 것은  조항상의 “불공정하거나 기만 인 행 ”에 해당된다고 하 다

(15 USC §52). 이러한 “허 의 고”는 실질 으로 오도하는 것을(misleading 

in a material respect) 말한다(15 USC §55(a)(1)). 처벌은 5,000불이하의 벌

10) 연방 법원은 동 기 사업자의 고는 진실되고 기망하는 것이 아니며, 정부가 

에 지 소비를 억제하는데 실제 인 이익을 가지고 있고, 한 기사업자의 

고를 지하는 것은 에 지 보존의 주 이익을 직 으로 증진시키는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기사업자의 고에 한 지를 주가 언론에 한 보다 덜 제

한 인 수단을 통하여서도 에 지 보존이라는 목 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는 

이유로 헌법에 반된다고 선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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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은 6월 이하의 징역, 혹은 양자의 병과이다(15 USC §54).11)

(다) 미국의사회의 의료 고 기

미국 의사회(AMA: American Medical Association)는 의사의 윤리규정

(Code of Ethics)에서 의료 고에 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E-5.02 고와 선 (Advertising and Publicity)

일반 을 기만하는(deceptive) 것을 방지하기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사가 고를 하는 것에 한 제약은 없다. 의사는 상업  매체나 다른 

매체(신문, 잡지, 화번호부, 라디오, 텔 비 , 우편 혹은 기타 고)

를 통하여 자신을 선 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커뮤니 이션은 필요한 실

질  정보를 빠뜨려 을 오도하는(misleading) 것이거나, 허  혹은 오

도하는 내용(false or misleading statement)을 포함하거나, 그밖에 기만하

는(deceive) 것이어서는 안 된다.

은 때때로 이해하기 어려운 의학용어나 삽화의 사용으로 기만될 수 

있기 때문에, 의사는 수록된 정보가 에게 쉽게 이해될 수 있는 방법으

로 커뮤니 이션 형태를 택해야 한다. 공세 이고, 고압 인 고와 선

은, 만약 그것이 정당화되지 않은 의학  기 를 래하거나 기만 인 주

장을 동반한다면, 회피되어야 한다. 핵심 인 문제는 고나 선 이, 그 형

식이나 내용을 불문하고, 진실이고 실질 으로 오도하는(true and not 

materially misleading) 것이 아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한 커뮤니 이션은, 의사의 교육경력, 의료비의 산출 근거(특수한 진

료비 포함), 신용카드 등 지불방법, 그 밖의 비기만 인(nondeceptive) 정보

를 말한다. 

이러한 견해는 FTC법 제5조(Section 5)의 의미 내에서 허 이거나 기만

인 것이 아닌 고나 선 을 자제하게 하거나 제한시키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특정 형태의 커뮤니 이션은 기만 인 것이 될 수 있는 

잠재성을 지니며, 따라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에 주목하여야 한다. 

를 들어, 의사의 기술 혹은 의사의 의료서비스의 질에 한 환자의 증언

11) 한편  다른 연방법(Lanham Act)은 상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가 허 의

(false) 사실이나, 사실을 오도하는(misleading) 내용으로 상업  고를 한 경우, 

그러한 행 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구든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15 USC §112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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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그 증언이 증언자의 상태와 유사한 상태의 환자들이 일반 으로 얻을 

결과를 반 하지 않는다면, 기만 인 것이 될 경향이 있다. … 』

(3) 독일

(가) 매스컴상의 고에 한 규제

독일에 있어 의사․의료기 의 고에 한 규제에는 ① 법규제와 ② 독

일연방의사회  각 주의사회가 정하는 「의사직업규칙」이 있다. 특히 ②

의 의사직업규칙에 따라 「의사의 고활동은 원칙 으로는 지」라고 되

어 있다.

1) 법  규제

법  규제로는 ① 부정경쟁방지법(UWG) ② 치료 고법(HWG), ③ 형법 

등의 법률로 의사 의료기 의 고를 규제하는 규정이 있다. 여기서는 이 

에서 ②의 치료 고법과 ③의 형법의 규제를 본다.  

치료 고법(치료의 분야에 있어서 고에 한 규칙, HWG : Gesetz 

uber die Werbung suf dem Gebiete des Heilwesens, 1994년 10월 19일 개

정)으로 의약품과 치료에 한 고가 규제되고 있다. 를 들면 의약품과 

치료의 효과가 확실하게 기 될 수 있는 인상을 주거나 그 의약품을 장기

으로 사용해도 아무 유해한 작용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을 

혹하는 고」는 지되고 있다(제3조).

이러한 규칙에 반한 자는 1년 이하의 고 는 벌 형에 처해진다(제

14조), 이외에 「의사와 의료종사자가 흰 가운을 입고 진료활동을 하고 있

는 상」을 고에 사용하는 것도 지되고 있다(제11조).

한편 형법에는 「임신 에 한 고」에 한 규정이 있고(제291조a), 

임신 을 하는 것 같은 고행 는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2) 의사직업규칙

독일연방의사회․각 주 의사회가 정하는 「의사직업규칙」(「독일의사를 

한 직업규칙」)은 사실상 법률과 같은 수 의 구속력이 있고, 단순한 자

율규제는 아니다. 례에도 여러 차례 법  근거로서 이용되고 있다.

술한 것과 같이 동규제보다 「의사의 고는 원칙 으로 지」(동 규

칙 제27조)되고 있지만 외 으로 (1) 다른 의사에게 정보 제공, (2)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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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설치, (3) 신문 등에의 공시, (4) 처방  등에의 표기, (5) 진료소내의 환

자에게 정보제공, (6) 컴퓨터 인터넷상에의 정보공개가 인정되고 있다.

(나) 인터넷상의 고 규제

의사직업규칙 D보칙 6호(컴퓨터정보 인터넷상의 공개가능한 의사정보)

에 규정될 수 있도록 「진료소의 간 에 게재 가능한 정보」(동규칙 D보

칙 2호)에서 보면 인터넷상의 고는 가능하다.

구체 으로 의사는 일반시민이 근할 수 있는 홈페이지에 있어 다음과 

같은 정보를 게재할 수 있다.

① 의사의 이름, ② 진료소의 주소, 화/FAX번호(e-mail과 홈페이지주

소를 포함한다), ③ 의사가 있는 취지와 간 에 게재 가능한 의사칭호( 문

의, 학력, 추가칭호), ④ 진료시간 ⑤ 의사 련의 학 ( : 박사호), ⑥ 

의사로서의 직함( : 진료부장), ⑦ 의사 련이외의 학 (학부 명을 부기) 

⑧ 공동진료소등의 명칭과 의사 명, ⑨ 자택의 주소, 화/FAX번호, ⑩ 보

험의의 인가를 받는 취지, ⑪ 일차진료를 행하는 의사가 있는 취지, ⑫ 병

원 내에서 개업하는 의사가 있는 취지, 경우에 따는 병원명(※), ⑬ 당일수

술을 실시하고 있는 취지(※), ⑭ 「교수」가 있는 취지(※표의 항목은 의

사직업규칙 D보칙 2호에 규정된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게재가능)

이외에 믿을 수 있는 수술  방법을 보충하는 경우에 한정하고 의사는 

다음에 게재된 정보도 제공할 수 있다.

⑮ 의사의 특별한 진찰과 처치가 입수 가능한 취지, ⑯ 특별한 진찰과 

진료의 방법, 한 해당의사의 문 역에 한정한다. ⑰ 졸업후 연수취득

의 상황, ⑱ 문과목, ⑲ 의사회에서 인정된 자격, ⑳ 진료소개설자의 생

년, 개업면허를 취득한 연월일, 개업일, 특별 진료시간, 외국어의 어학정도, 

종교, 장애자를 한 특별한 설치의 유무, 진료시간이외의 연락방법, 진료

소의 공공교통기 에 따른 근, 주차장의 유무, 진료소 스태 의 사진, 진

료소의 로고, 어떤 진료소조합에의 가입의 유무, 자조그룹에의 력의 유

무, 개업상의 휴가와 리진찰 등의 통고

(4) 랑스

(가) 매스컴상의 고에 한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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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윤리강령(Code de Deontologe Medical)

랑스에서 의사․의료기 의 고에 규제를 가하고 있는 것은 「의사

윤리법(Code de Deontologe Medical)」이다. 동법의 내용을 요한 부분을 

세 가지로 나 어서 설명한다.

가) 의사의 고활동은 원칙 으로 지

의사윤리법에 따라 의사가 고활동을 행하는 것은 지되어 있다. 를 

들면 일본에서처럼 공공교통기 의 차내와 역 구내 등에서 잘 보이게 하는 

의사의 이름이 표시된 병원의 고간 은 일  지되어 있다.

구체 으로 의사윤리법 제19조  제20조의 조문에 규정되어 있다. 의사

는 그 의료행 를 상업 으로 행할 수가 없다(제20조). 직 ․간 이 되는 

선 행 도 하고 있다. 상업지구내에서의 의사이름을 표기한 간 의 게

시를 하고 있다. 의사는 그 이름, 자격, 진료내용에 하여 정보가 이용

된 것에 하여 충분히 주의할 의무가 있다(제20조). 의사가 진료에 있어서 

력하고 있는 의료기 이 고목 으로 그 의사의 이름, 자격, 진료내용에 

하여 정보를 이용하는 것은 허락되지 않는다.

나) 외로서 고가 허가되는 4가지의 경우

이러한 랑스에서는 의사의 고활동은 원칙 으로 지되어 있지만, 

① 약제 검사의 처방 (제79조), ② 화번호부(제80조), ③ 간 (제81조) 

④ 신문 등의 매스컴(개업 시와 이 할 때, 제82조)의 4가지의 경우에 한정

으로 고가 허가되어 있다.  여러 가지 「기재할 수 있는 사항」이 

이하에 각 조문에 표시되어 한정되고 있다.

(제79조) 의사가 쓰는 약제․검사의 처방에 기재되는 사항

(a) 의사이름, 직업상 주소, 화/FAX번호, 진료일  진료시간

(b) 공동진료의 의사가 있는 경우는 그 이름

(c) 국민건강보험 정의사로 있는 경우는 그 취지, 그러하지 않는 경우

는 그 진료보수형태, (자유진료, 차액청구 정진료 등

(d) 랑스의 보건성에 해당하는 Ministre de sante  랑스 의사회에

서 인정 등록번호, 가입한 학회명(해당하는 경우)의사회에서의 직함

(e) (해당하는 경우) 1977년에 성립한 재무법제 64조에 따른 리경 형

태에 한 사항( : 법인명, 설립년월일, 자본 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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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랑스공화국에 의해 수여된 명  타이틀

(제80조) 화공사발행의 화번호부에 기재할 수 있는 사항

(a) 의사이름, 직업상 주소, 화/FAX번호, 진료일  진료시간(그림 1 

처방 에 게재된 의사의 고 )

(b) 국민건강보험의 정의사로 있는 경우는 그 취지, 그러하지 않는 경

우는 그 진료보수형태(자유진료 등)

(c) 가입하고 있는 학회명, 진료 가능한 진료과명․인정의사명

(제81조) 병 의원의 앞에 걸린 간 에 기재할 수 있는 사항

① 병의원이 소재하는 빌딩과 건물의 정면계단과, ② 진료소에 직  닿

지 않는 자택 문의 2개소에 간 을 게시할 수 있다. 제3자의 보고와 신청에 

따라 이것에 반한 것으로 단된 것은 엄 한 경고를 받는 상이 된다.

(a) 의사이름, 직업상 주소, 화/FAX번호, 진료일  진료시간

(b) 공동진료의 의사가 있는 경우는 그 이름

(c) 국민건강보험의 정의사로 있는 경우는 그 취지, 그러하지 않는 경

우는 그 진료보수형태(자유진료 등)

(d) 가입하고 있는 학회명(해당하는 경우) 의사회에의 직함

(제82조) 개업시  이  시에 고할 수 있는 사항

개업 시와 이  시에 랑스 의사회의 허가를 얻어서 신문 등 일반 매스

컴에 고를 게재할 수 있다. 문장은 애매해도 공공 이익을 해서이기 때

문에 고  성질을 지니지 않는 다고 한다. 발표 에 련지역의 의사회

에 반드시 제출하고, 허가를 얻어서 게재하도록 한다.

(나) 인터넷상의 고에 한 규제

의사․의료기 의 인터넷상의 따른 고  고활동은 아주 활발하게 

행해지고 있다. 그를 해 일부 규제도 있다. 랑스에서는 Web-site를 열 

때는 「국가의 정보와 자유에 한 원회」(CNIL: Commission National 

de I, Infommatiqueet de Liberte)에 신청을 하고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다. 

이 규정은 「정보처리(분류와) 자유에 한 법률 」78-17 제15조  제16

조에 정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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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안에 한 검토

가. 상업  고규제에 한 심사기  문제

(1) 헌법은 제21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언론ㆍ출 의 자유…를 가진

다.”라고 규정하여  자유민주주의의 존립과 발 에 필수불가결한 기본

권으로 언론ㆍ출 의 자유를 강력하게 보장하고 있는바, 고물도 사상ㆍ

지식ㆍ정보 등을 불특정다수인에게 하는 것으로서 언론ㆍ출 의 자유

에 의한 보호를 받는 상이 된다(헌재 1998. 2. 27. 96헌바2 례집 10-1, 

118, 124-125).

상업 고는 자본주의 시장경제하에서 재화와 용역에 한 가격, 품질 등

을 알려 주어 자원의 배분에 기여하고, 소비자의 합리  선택을 가능하게 

한다는 에서 그러한 표 행 가 헌법 으로 보호되는 것이라 볼 수 있

다. 고는 기업자의 입장에서는 생산하는 제품과 용역의 소비를 증 시키

는 제도이며, 소비자로서는 고를 통하여 구매할 재화와 서비스의 내용과 

질을 알 수 있게 되고 선택을 용이하게 할 수 있게 되므로 소비자의 알 권

리와 선택의 권리를 보장해 주는 장치이다.12) 의료는 건강을 유지하고 질

병을 방하거나 경감 는 치료하기 하여 용되는 과학  기술상의 

제반활동이며, 의료 고는 의료에 한 매 상 상품이나 용역을 유료의 

형태로 매스미디어와 같은 매개체를 통하여 익명의 불특정다수인에게 제시

하고 진을 도모하는 것이다.13) 

미국 연방 법원의 표 을 빌리면, 『상업 고 자체는 불법 인 내용이

거나 허  혹은 기만 인 것이 아닌 한 그 자체가 해로운 것이 아니며(not 

in itself harmful), 사람들은 충분히 정보가 제공된(well enough informed) 

경우에야 자신들의 최선의 이익을 인식할 수 있으며, 그러한 목 에 가장 

좋은 수단은 커뮤니 이션 채 을 닫아 놓는 것이 아니라, 열어 놓는 것이

다. 정보를 억압하는 것의 험성과 정보의 남용의 험성 사이의 선택은 

법원이나 입법자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헌법 제1조가 하고 있다. 직

업  문인의 자질과 경쟁에 하여 입법자는 이를 제한하거나 북돋을 수 

있지만, 을 상업  경쟁자들이 제공하는 법한 정보( 고)에 할 수 

12) 이구 , 고법학(법문사, 1997), 4-8쪽 참조.

13) 이호용, “의료 고의 규제완화가능성에 한 법  검토”, 인권과 정의(2003. 1.), 105쪽.



의료법 제69조 등 헌제청 491

없도록 하는 것은(keeping the public in ignorance) 허용되지 않는다.』

(425 U.S. 748, 770 참조).

우리 재 소는 상업 고 규제의 심사에 있어서 과잉 지 원칙이 용된

다고만 하 으나(헌재 1992. 6. 26. 90헌가23; 헌재 1998. 2. 27. 96헌바2 

례집 10-1, 118, 125), 구체 으로 볼 때 상업 고를 정치  혹은 시민  

표 의 자유와 같게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는 보다 완화된 의미의 과

잉 지 원칙 심사를 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를 들어, 과잉

지 원칙 의 ‘필요최소성의 원칙’은 채택된 수단이 입법목 에 맞게 엄

히 裁斷되어(narrowly tailored) 해당 규제 목 을 실질 으로 증진시키

는가 여부의 문제로 완화될 수 있을 것이다(그런 에서 ‘달리 덜 제약

인 수단(less restrictive alternative)이 존재할 것’이라는 요건은 엄격히 

용되지 않는다). 헌성 심사기 에 하여 미국의 경우, 상업  고의 규

제에 있어서는 종래의 표 에 자유 제한에 한 엄격한 심사보다는 조  

완화하여, 입법목  달성을 한 상당한 수단인지 여부를 심사하는 경향이 

있다(소  ‘ 간단계심사’). 

이 사건 결정에서도 헌법재 소는 비례의 원칙에서 ‘피해의 최소성’을 완

화해서 용하 다. 즉 “상업 고는 표 의 자유의 보호 역에 속하지만 

사상이나 지식에 한 정치 , 시민  표 행 와는 차이가 있고, 한편 직

업수행의 자유의 보호 역에 속하지만 인격발 과 개성신장에 미치는 효과

가 한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상업 고 규제에 한 비례의 원칙 심사

에 있어서 ‘피해의 최소성’ 원칙은 같은 목 을 달성하기 하여 달리 덜 

제약 인 수단이 없을 것인지 혹은 입법목 을 달성하기 하여 필요한 최

소한의 제한인지를 심사하기 보다는 ‘입법목 을 달성하기 하여 필요한 

범  내의 것인지’를 심사하는 정도로 완화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하 다

( 례집 17-2, 198).

(2) 한편 헌법 제15조는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

한다. 이 조항은 직업선택의 자유뿐만 아니라 직업수행의 자유 내지 업

의 자유도 보장하는 것이다.14)

14) 를 들어, 헌재 1995. 7. 21. 94헌마125, 례집 7-2, 155,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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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수행의 자유는 직업선택의 자유보다도 제한가능성이 더 크지만,15) 

직업수행의 자유의 제한에 있어서도 비례의 원칙이 용되어야 한다. 즉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면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 보장, 질서유

지 는 공공복리를 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

으므로 기본권(직업수행의 자유)을 제한하는 입법을 함에 있어서는 입법목

의 정당성과 그 목 달성을 한 방법의 정성, 피해의 최소성, 그리고 

그 입법에 의해 보호하려는 공공의 필요와 침해되는 기본권 사이의 균형성

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 것이다(헌재 2000. 3. 30. 99헌마143, 례집 12-1, 

404, 411).

업상의 고표 을 제한하는 입법은 통상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

게 된다. 를 들어, 식품제조업자 등이 숙취해소용 식품을 제조· 매함에 

있어서 그 식품의 효능에 하여 표시․ 고하는 것은 업활동의 요한 

한 부분을 이루므로 법규정이 그 표시를 지한다면 이는 식품제조업자 등

의 직업행사의 자유( 업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이다(  99헌마143 결정 

참조). 헌법재 소는 행정입법이 식품의 용기에 ‘숙취해소’라는 표시를 지

하고 있는 것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고표  지라고 단한바 

있다.16)

이 사건 결정 역시 이 사건 조항은 상업 고를 제한함으로써 표 의 자

유를 제한하는 동시에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나. 이 사건 조항의 헌성에 한 검토

(1) “특정의료인의 기능(技能), 진료방법”의 의미 

여기서의 “技能”이 무엇을 뜻하는지가 문제된다. 사  의미에서 ‘技能’

이란 “기술 인 능력이나 재능. 기량”을 뜻한다. 의료인은 ‘의료행 ’를 할 

수 있는 자를 뜻하므로17) ‘의료인의 기능’이란 ‘의료행 를 할 수 있는 기

15) 한편 직업선택의 자유에 있어서도 2가지 유형으로 나 어진다. 즉 직업선택의 

자유의 제한은 당사자의 능력이나 자격과 상 없는 客觀的 事由(要件)에 의한 제

한과, 개인 인 특성과 능력, 지식과 경험 등에 결부시키는 主觀的 事由에 의한 

제한으로 나  수 있다. 前 의 경우 더 강화된 헌성 심사가 행해진다( 를 들

어, 헌재 2002. 4. 25. 2001헌마614 경비업법 제7조 제8항 등 헌확인, 례집 

14-2, 410 참조).

16) 헌재 2000. 3. 30. 99헌마143, 례집 12-1, 404, 4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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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인 능력이나 재능, 기량’을 뜻하는 것이라 환언할 수 있다. 그러므로 

매우 폭넓은 개념이라 볼 수 있다.

한편 ‘진료’는 사  의미로 의료행 에 련된 다양한 진찰과 치료를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진료방법’은 환자에 한 진찰과 치료방법을 모두 지

칭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특정의료인의 기능, 진료방법’의 개념에 한 논의나 례를 찾기는 어

렵다.

(2) 입법목

일반 으로 의료 고를 규제하는 이유는 크게 환자의 보호와 의료체계

보호의 두 가지를 큰 축으로 하면서, 공정거래확보라는 경제  측면도 고

려된다.  이와 더불어 부수 으로는 의료행 가 갖는 가치  숭고함의 

유지와 그와 련하여 형성된 의료인의 보수  념 등도 그 이유가 되고 

있다.18)

이 사건 조항의 입법목 은, 의료는 고도의 문  지식과 복잡한 기술

을 특징으로 하는 역이어서 소비자인 환자의 합리  선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의료인의 기능과 진료방법”에 한 고를 제한하여 소비자를 보

호하고, 합리  근거 없는 불공정한 고로부터 경쟁 인 의료기 을 보호

하기 한 것이라 할 수 있다.19) 

의료행 는 의학  문지식을 기 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검

안․처방․투약 는 외과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방 는 치료

행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 생상 해가 생길 우려

17) 의료행 에 한 례: “의료행 라 함은 의학  문지식을 기 로 하는 경험

과 기능으로 진찰·검안·처방·투약 는 외과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방 

는 치료행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 생상 해가 생길 우

려가 있는 행 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안마나 지압이 의료행 에 해당하는지에 

해서는 그것이 단순한 피로회복을 하여 시술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

체에 하여 상당한 물리 인 충격을 가하는 방법으로 어떤 질병의 치료행 에까

지 이른다면 이는 보건 생상 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 , 즉 의료행 에 해

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법원 1974. 11. 26. 선고 74도1114 원합의체 

결; 2000. 2. 25. 선고 99도4542 결).

18) 이호용, 게 “의료 고의 규제완화가능성에 한 법  검토”, 106쪽.

19) 이 사건 보건복지부장 의 의견서 1쪽 참조.



494   헌법재 소결정해설집 2005

가 있는 행 를 의미하므로, 만일 모든 형태의 ‘의료인의 기능과 진료방법’

에 한 고를 허용한다면, 사실과 무 하거나 소비자를 기만하고 경쟁을 

왜곡시키게 될 우려가 크다.

이 에서 제청법원이 지 하는 바와 같이 무분별하게 환자를 유치하려

는 목 에서 의학상 검증되지 않은 의료인의 기능, 진료방법에 한 

고를 지하거나 고의 상이 되는 진료방법의 범 나 고의 횟수, 

방법을 제한하는 등 의료 고를 차별 으로 지 는 규제하는 것은 필요

하다.  

‘의료인의 기능, 진료방법’에 한 고 에는 객  사실에 기인한 것

으로서, 소비자에게 해당 의료인의 의료기술과 진료방법을 과장하거나 기

망함이 없이 알려주는 것이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고는 소비자의 합리  

선택에 도움이 되고, 의료인 간에 공정한 경쟁을 유발함으로써 공익을 증

진시킬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은, 부분 으로, 허 나 기만 인 고 내지 객

으로 이해되기 어려운 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한 공공복리를 추

구하고 있는 것이므로 입법목 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3) 수단의 정성

이 사건 조항은 의료인의 기능과 진료방법에 한 고를 면 으로 

지하고 있는데, 그러한 면 지가 타당하냐는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조

항이 와 같은 입법목 을 달성하기 한 효과 인 수단인 은 인정된다.

(4) 피해의 최소성

이 사건 조항은 모든 의료인의 기능과 진료방법을 어떠한 경우에도 고

할 수 없도록 지하고 있다. 이 사건 결정은 이를 지나치게 포 인 

지에 해당되므로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배된다고 단하 다. 그 이유는 

기본 으로 다음 논거에 기 한 것이라 볼 수 있다.

① 상업  고는 허  내용을 담고 있거나 과장 혹은 과 한 것이어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것이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러한 고는 표 의 자유

의 보호 상이 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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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 인 사실에 기 하고 있거나, 과 한 것이 아닌 상업  고는 소

비자의 합리  선택을 진시킬 수 있고, 의료인 간에 선의의 경쟁을 진

하며, 고자의 업수익에 련되는 문제이므로, 표 의 자유와 직업수행

의 자유가 보장되는 한, 그 한 내용으로서 최 한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기능과 진료방법’도 마찬가지이다. 특정의료인의 기술과 기능이 객 인 

자료에 기 하고 있는 사실이고 허 가 아니며, 그 자체로 환자를 기만하

는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기본 인 것들이라면 이러한 고방법을 포 으

로 제한하는 것은 허용되기 어렵다.

의료인의 기능이나 진료방법에 한 내용은 소비자가 잘 알 수 없는 것

이라 보더라도, 이것이 바로 특정 소비자들이 기만되거나, 소비자들이 무분

별하게 그러한 고에 혹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한 그러한 입법

목 은 에서 본 미국 례를 참조할 때, 정당한 것인지도 의문이다. 국가

가 항상 후견  입장에서 소비자 보호를 명분으로 허 나 과장된 것이 아

닌 사실에 기 한 의료정보의 유통을 막는다면 소비자는 오히려 무지의 상

태에 놓여지는 것이 된다.20)

② 이미 의료법 제46조 제1항은 ‘허  혹은 과 ’ 고를 지하고 있으

므로, 이 조항의 합리  운 방법에 따라 이 사건 조항이 추구하는 입법목

을 달성할 수 있다. 그 외에 별도로 이 사건 조항까지 둘 필요성은 별로 

없다고 볼 수 있다.

한 표시․ 고의공정화에 한법률(1999. 2. 5. 법률 제5814호)은 第3條 

(부당한 表示․廣告行爲의 지) 제1항에서 “事業 등은 消費 를 속이거

나 消費 로 하여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表示․廣告行爲로서 공정한 

去來秩序를 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各號의 행 를 하거나 다른 事業 등

으로 하여  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다음 각호를 두

고 있으며, 반시 형사처벌을 하고 있다(제17조). 

20) 그러한 고를 면 으로 허용하지 않는 상태에서 특정 의사의 행법상 법

한 고에 소비자가 혹될 수 있고, 소  ‘기사성’ 고(여성잡지 등에 기사형식

으로 사실상 의료기 을 고하는 것)의 범람으로 의료 경쟁질서가 훼손되고 있

는 것이 실이다. 오히려 그러한 고를 폭 허용할 때 소비자는 더 합리  선

택을 할 수 있게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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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허 ·과장의 表示·廣告

2. 기만 인 表示·廣告

3. 부당하게 비교하는 表示·廣告

4. 비방 인 表示·廣告

한 동법 第5條 (表示·廣告內容의 實證등) 제1항은 “事業 등은 자기가 

행한 表示·廣告  사실과 련한 사항에 하여는 이를 實證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公正去來委員 는 事業 등이 第3條第1 의 

規定에 반할 우려가 있어 第1 의 規定에 의한 實證이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체 으로 명시하여 당해 事業 등에게 關聯資

料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조항들은 ‘의료인의 기능, 진료방법’에 한 고를 허용하

더라도 그것이 사실이 아니거나 입증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다시 통제하는 

효과  장치들인 것이다.

만일 특정 의료행 가 ‘기능이나 진료방법’이 소비자가 쉽게 이해하기 어

려운 것이거나 의학상 검증되지 않은 것이라면 그러한 것에 한 고

는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잠재 으로 기만 인(deceptive) 것이라고 인정될 

수 있고, 이는 의료법  다른 법조항으로 규율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조항은 모든 형태나 내용의 ‘기능이나 진료방법’을 제한함으로써 소비자는 

과연 어느 의사가 어떤 기술이나 기량을 지니고 있는지, 어떻게 진단하고 

치료하는지를  알 수 없게 하고 있다. 이는 소비자를 특정 의료정보에

서 차단시킴으로써 정보의 효율  유통을 방해하는 것이므로, 국가가 그러

한 포 인 규제를 택한 것은 표 의 자유 내지 업의 자유를 입법목

에 맞게 제 로 재단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다.   

③ 재 우리나라 의료시장의 공 자(의사)는 포화상태인바,21) 그러한 

규제는 새로이 의사면허를 받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기능과 진료방법에 

한 고와 선 을 할 기회를 박탈함으로써, 반사 으로 기존의 경력 있는 

의료인과의 경쟁에서 효과 인 수단의 하나를 박탈하는 것이 된다. 이는 

21) 이호용, “의료 고의 규제완화가능성에 한 법  검토”(별첨), 111-112쪽. 병원 

운 의 마켓 , 환자에게 감동을 주는 것을 모토로 한 병원이 있을 정도로 의사

가 포화상태이고 경쟁이 치열한 상태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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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  시장경제질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헌법의 이념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

④ 이 사건 조항은 기본 으로 1973년도에 개정법에 기 하고 있는데(부

분  수정이 이루어짐), 그 때와 지 은 입법  규율 상이 되는 환경이 다

음과 같이 매우 다르다.22)

첫째, 질병의 특성과 의미의 변환과 이에 응하는 의료의 환이다. 

종 에는 부분 성 세균성 질병이 사망 원인이었지만 최근에는 만성 퇴

행성 질환이 주로 생명을 앗아가고 있다. 과거에는 결핍과 궁핍에 의한 

양실조와 불결한 생으로 염병이 건강과 생명을 하는 요인이었지만 

요즈음은 생활수 의 향상으로 양과잉에 의한 비만, 고 압, 동맥경화증, 

당뇨병 등이 특히 늘어나는 노인인구와 함께 심각한 사회  부담이 되고 

있다. 질병구조의 변화에 따라 의료도 주로 문화와 첨단 시설과 장비를 

갖춘 병원 심으로 이루어지는 의료의 제도화가 속히 진행되고 있고, 

하루하루 달라지는 테크놀로지 한 의료정보의 원활한 유통을 요구하게 

되었다. 

둘째, 의료수요의 증이다. 국민의료비 지출의 증가는 이를 단 으로 말

해 다. 즉 1975년에서 1990년 사이의 기간에 GDP 비 보건의료비 지출

은 2.84%에서 5.07%로 증가했고 1995년에는 그 비율이 6% 수 으로 잠정 

추계될 정도이다. 의료수요의 증은 의료보험제도, 생활수 향상, 성질

병에서 만성질병으로의 질병발생 양태의 변화, 건강에 한 심고조 등의 

반 일 것이다. 이에 따라 국민들의 의료정보 수요가 격하게 늘어나게 

되었다. 한편 의료수요의 증과 함께 의료인과 의료기 도 팽창하면서 

의료정보의 필요성이 증 하게 되었다. 

셋째, 소비자로서 환자의식의 변화이다. 과거에는 의료가 의료인의 일방

인 문가 지배에 의해서 이루어졌었다. 의료에 한 문  지식이 없

는 환자는 의사가 단지 면허를 갖고 있다는 단 한 가지 이유만으로 그의 

지시에 맹종했었다. 그가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치료방법이 옳은지 어떤

지, 의료서비스의 질이 어떤 수 인지 등에 해서 심을 갖지 않았다. 그

22) 이 부분은 김 치,  “의료 고의 황과 문제 ”  이호용, :의료 고의 규제

완화가능성에 한 법  검토“, 111-2쪽을 참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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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지 은 의료인들이 더 이상 일방 인 문가 지배를 허용하지 않는 

사회  분 기가 성숙되었다. 소비자운동이 활발해지면서 의료도 투명성과 

함께 소비자인 환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정확히 제공해야 할 시장에서의 상

품으로 여겨지게 된 것이다. 환자는 의료의 소비자로서 합리 인 선택을 

하기 해 의료제공자인 의료인과 의료기 의 자격, 진료내용, 의료의 질  

수  등에 해 정확하고 필요한 정보를 필요로 한다.

넷째, 정보환경이 변화되었다. 인터넷을 통한 의료정보의 확산은 요한 

의미를 지닌다. 인터넷은 의료 고에도 효과 인 수단이 되고 있으며, 렴

한 비용으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직  잠재  구매자를 상 로 

고할 수 있는 장 이 있다. 그런데 이러한 인터넷 고는 법  규제가 

쉽지 않다. 인터넷 고를 일일이 모니터링한다는 것은 어렵고, 많은 비용

이 소요되며, 수시로 변화할 수 있는 고에서 부당 고를 발해내기가 

어렵다.23) 발하더라도 수많은 인터넷홈페이지 에 일부만 발될 경우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소지가 크다. 따라서 실 으로 자율  규제가 강

하게 요구된다.24)             

⑤ 이 사건 조항의 반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므로 이 사건 조항의 제

한은 다른 문직 고규제보다도 더 하다. 를 들어, 문직에 속하는 

변호사의 경우 변호사 고의 규제 권한은 한변호사 회에 임되어 있

고, 동 회의 고규정(변호사업무 고에 한규정, 변호사업무 고에 한

시행세칙)은 의사의 경우보다 고에 한 규제를 더 완화하고 있으며

(2000. 1. 28. 개정되어 고규제가 폭 허용됨), 그 반시에도 징계 상

이 될 뿐 형사처벌의 상이 되지 아니한다. 

⑥ 虛僞 는 欺瞞 인 廣告(deceptive advertising)나, 誤 的인 것이 아

니라면, 되도록 고에 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의사나 변

호사업무의 고는 연 으로 볼 때 면 지로부터 차 완화되어가는 

추세이다. 

23) 강 출, “인터넷 고의 문제 과 개선방안”, 국회보(2003. 11.), 89쪽.

24) 박 민. “의료 고의 황과 문제  -의료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심으

로”, 석종 교수화갑기념논문집(2003), 946쪽. 의료인 는 의료기 의 홈페이지는 

소속단체나 문학회별로 보건복지부장 이 정한 바에 따라 인증제도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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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의 상업주의  실과 의사, 변호사수의 증가를 볼 때, 고는 국

민들에게 어떤 의사, 변호사가 어떤 업무를 하는지에 한 정보를 효과

으로 제공하는 순기능이 많다. 물론 그 역기능은 과당경쟁으로 인한 문제

이나 객  사실의 과장 등에 의한 소비자의 혹 상과 의사, 변호사

업의 반에 한 품 나 신용의 훼손이겠지만, 고표 이 지닌 기본권  

성질을 고려할 때, 꼭 필요한 한계 외에는 폭넓게 고가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25)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법률서비스의 기회를 폭넓게 하는 것이 

필요하고, 만일 특정 고의 내용이나 방법이 기만 인 것이라거나 허 , 

과장된 것이라면 사후에 이에 한 통제가 엄격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애 부터 고를 유형별, 내용별로 제한하거나 지하는 것은 무 

포 인 규제인 것이다.

(4) 법익의 균형성

이 사건 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은 불분명하고, 추측 인 것이다. 

과연 이 사건 조항으로 인해 소비자가 여하한 의료인의 기능이나 진료방법

을 알지 못하게 함으로써 어느 정도로 소비자가 보호될 것인지, 그로 인하

여 불공정한 경쟁이 어느 정도로 방될 것인지는 불분명하다.26) 과잉진료

의 증가, 부 한 진료가 얼마나 발생할지도 불확실하다. 한 소비자의 

합리  단이 어렵다거나 경쟁자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사실에 입각한 

정보의 유통까지 규제하는 것은 정당한 입법목 이 되기 어렵다(  1976년

도 미국 연방 법원 례). 

미국 연방 법원은 사실과 일치하고 단을 그르치게 하지 않는 고들

은 수정헌법 제1조에 의하여 보호되며, 정부가 문직종에 한 들의 

인상을 개선하기 한다거나, 고가 소송을 조장할 것이라는 우려에서, 

는 들이 고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고 그로 인하여 단을 그

25) 엄격한 법  규제를 회피하고자 의료기사처럼 포장한 ‘기사성 고’ 혹은 ‘의견

성 고’가 사회문제로 되고 있다. 이는 법집행에 있어서 형평성을 해하게 된다.

26) 오히려 이 사건 조항과 같은 고규제로 인하여 불공정한 경쟁이 조장될 가능성

이 크다. 강철규 공정거래 원장이 “의료인이 고하는 것을 지나치게 규제하는 

것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한 공개발언은 그러한 맥락을 반 한 것으로 이해된다

(경향신문 2004. 2. 19.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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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치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에서 문직에 한 고를 규제하는 것을 허용

하기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27) 

한편 이 사건 조항은 의사면허를 받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기능과 진료방

법에 한 고와 선 을 할 기회를 면 으로 박탈함으로써, 그들이 기

존의 경력 있는 의료인과의 경쟁을 효율 으로 수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등, 직업수행의 자유와 표 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그 다면 이 사건 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보다는 제한되는 사익이 

더 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다. 결론

이상의 논거에 기 하여 볼 때 이 사건 조항은 의료인의 표 의 자유와 

직업수행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28)

  

라. 반 의견의 논지

이러한 다수의견에 하여 반 의견(합헌의견)은 의료 고는 의술에 

한 것이므로 상업 고와 질 으로 다른 특징을 지니며, 잠재 으로 기만

인 것이 되기 쉽고, 과당경쟁으로 인한 의료비 과다지출과 의료제도의 불

안정성을 래하며, 허 고나 기만 고 여부를 사후에 단하는 것은 논

란의 소지가 크고 피해를 방하지 못하며, 이 사건 조항 외에 다른 조항

은 규제와 태양과 방법이 다르므로 이 사건 조항을 체할 수 없고, 이 사

건 조항이 아니더라도 의료인은 기본정보를 충분히 달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조항을 헌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4. 이 사건 결정의 의의

이 사건 결정은 언론에서 매우 심 있게 보도, 방송되었다. 언론은 결정

의 취지를 존 하면서도 부당한 고로 인한 과당경쟁과 소비자의 피해를 

27) E. Chemerinsky, Constitutional Law, 1997, 903쪽 참조. 

28) 참고로 이 사건 조항 반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구체 인 통계는 

찾기 어려우나, 檢察연감(2003)에 의하면, 2002년도 체의 의료법 반 건수는 

2,098건이고, 기소된 경우가 1,170건(구속 43, 불구속 50, 구약식 1,077)이고, 불기

소가 890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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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하기 한 조처가 필요하다고 평가하 다. 이 사건 결정은 고행  

역시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범주로 포섭된다는 것을 재확인하 으며, 

따라서 그 제한은 정당한 입법목  달성을 한 필요한 한도 내에서 행해

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이 사건 결정 후에 의료 고의 합리  범 를 재정립하기 한 입법조치

가 모색되었는데, 언론보도에 의하면 국회 보건복지 원회 법안심사소 는 

2006. 4. 회의를 열어 의료 고에 련된 의료법 개정안을 심의하 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동 심의안은 의료 고 규제에 있어서 종 에 ‘포  지, 외  허용’ 

방식을 지양하고, 특정 사안을 고하지 못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허용하는 

네거티  방식으로 의료 고의 범 를 확 하기로 하 다. 동 원회는 

헌선고를 받은 의료법 제46조 제3항은 삭제하는 신 제46조 제1항에 9개 

지항목의 의료 고를 제시했다. 이 항목은 △평가받지 않은 신의료기술 

△치료효과 보장  암시 △다른 의료기   의료인의 기능 는 진료방

법 비교 △의료인 비방 △수술장면 직  노출 △심각한 부작용 등 련정

보 락 △사실근거 없음 △기사나 칼럼 가장 △국민건강 해 래 등의 

내용을 지하고 있다.  기존 법안과 마찬가지로 공  방송이나 이

블 TV 등을 통한 고는 못하도록 했으며, 무분별한 의료 고의 범람을 

막기 해 고내용  방법 등을 사 에 심의 받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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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지방세법 제177조의2 제4항 헌제청

지방세법 제177조의2 제3항 헌제청

-소득세할 주민세  법인세할 주민세의 가산세와 비례의 원칙-

(헌재 2005. 10. 27. 2004헌가21, 례집 17-2, 215;

 헌재 2005. 10. 27. 2004헌가22, 례집 17-2, 226)

김 소 연
*

1)

【 시사항】

1. 2004헌가21

소득세할 주민세의 납부불성실가산세 산정시에 미납된 기간을  고

려하지 않은 구 지방세법 제177조의2 제4항이 헌법상 비례의 원칙  평등

의 원칙에 반되는지 여부

2. 2004헌가22 

법인세할 주민세의 신고의무와 납부의무  하나만을 불이행한 사람과 

두 가지 의무 모두를 불이행한 사람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율로 가

산세를 부과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 산정시에 미납된 기간을  고려하

지 않은 구 지방세법 제177조의2 제3항이 헌법상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에 반되는지 여부

* 헌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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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상】

1. 2004헌가21 

구 지방세법(1999. 12. 28. 법률 제6060호로 신설된 후 2003. 12. 30. 법률 

제7013호로 개정되기 의 것) 

제177조의2(신고납부) ④ 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제177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할을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세액이 제

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미달할 때에는 제178조의 규정에 의

하여 산출한 세액 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액을 세액으

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2. 2004헌가22

구 지방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3호로 개정되기 의 것) 

제177조의2(신고납부) ③ 법인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세액이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

출한 세액에 미달할 때에는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사건의 개요】

1. 심 청구에 이르게 된 경

가. 2004헌가21

당해사건의 원고는 2003. 9. 19. 수원시 권선구 입북동 소재 토지를 주식

회사 넓은들에 매도한 후 같은 해 10. 24. 수원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정신고  소득세할 주민세신고를 하고, 수원세무서장에게 같은 해 11. 28.

과 2004. 1. 14. 2회에 걸쳐 양도소득세 188,770,970원을, 수원시 권선구청장

에게 2003. 11. 28. 소득세할 주민세 18,877,090원을 각 납부하 다. 한편, 

당해사건의 원고는 2003. 10. 13. 수원시 권선구 입북동에서 서울 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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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동으로 주민등록 입신고를 하 는데, 서울특별시 서 구청장이 2004. 

3. 11. 소득세할 주민세의 납세지는 양도소득세 정신고 당시 주소지이므

로 서 구청장에게 소득세할 주민세를 납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 다는 이유로 3,775,410원의 가산세를 부과‧고지하자, 서

울행정법원에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 고,  

법원은 구 지방세법(1999. 12. 28. 법률 제6060호로 신설된 후 2003. 12. 30. 

법률 제7013호로 개정되기 의 것) 제177조의2 제4항이 헌법에 반된다

며 직권으로 헌심 제청을 하 다.

나. 2004헌가22

제청신청인은 2002. 4. 30. 법인세할 주민세 213,856,090원을 서울은행 

등포지 에 수납의뢰하는 방법으로 신고납부하면서, 제청신청인 직원의 착

오로 과세 청을  사업장의 소재지 할 청인 강릉시장이 아닌 인천

역시 구청장으로 잘못 기재하 다. 그 후 인천 역시 구청장으로부터 

잘못 납부한  주민세액을 돌려받은 제청신청인은 2002. 5. 20. 과세 청

을 강릉시장으로 수정하여  주민세 액을 신고납부하 는데, 신고납부

기한이 지난 후에 주민세를 신고납부하 다는 이유로 강릉시장으로부터 

2002. 10. 9.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42,771,210원을 부과‧고지받자 춘천지방

법원에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 으

나, 이에 하여 강릉시장이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자 구 지방세법

(2003. 12. 30. 법률 제7013호로 개정되기 의 것) 제177조의2 제3항에 

한 헌여부심 의 제청신청을 하 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이 사건 

헌법률심 제청을 하 다.

2. 헌제청이유와 계기 의 의견

가. 2004헌가21

(1) 헌제청이유

소득세할 주민세의 자진납부의무의 반정도는 미납기간의 장단과 미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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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의 다과라는 두 가지 요소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이 획일 으로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을 납부불성실가산세로 

규정한 것은 미납기간의 장단을  고려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이는 

히 합리성을 결하여 비례의 원칙에 반된다.

(2) 서 구청장의 의견

지방세법에서 납세의무자에게 각종 력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방법으

로 가산세라는 행정상의 제재를 택하는 것은 입법자의 범 한 형성재량

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입법자는 납세 력의무의 종류에 따라 서로 다른 

가산세율을 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일률 으로 

20%의 가산세율을 규정하 다고 하여 입법자의 범 한 재량의 범 를 

벗어난 것이라 할 수 없다.

(3) 서울특별시장의 의견

소득세할 주민세의 가산세는 과세표 이 되는 소득세와 동시에 신고하

는 과정에 자칫 혼돈하기 쉬운 납세의무를 구별하여 신고납부를 이행하도

록 유도하며, 상 으로 해태하기 쉬운 소득세할 주민세 납세의무의 이행

을 확보하기 한 수단으로서, 국세에 비해 상 으로 열세인 지방세 조

세채권의 실 을 용이하게 하기 하여 소득세할 주민세의 가산세에 있어

서 의무 반기간의 장단보다는 오히려 신고납부의무 반사실 자체에 보다 

경 을 두는 세제상 정책이 필요하다. 따라서 소득세할 주민세의 납부의무 

불이행시 일률 으로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입법자의 결정이 합리 인 재량의 범 를 하게 벗어난 자의  입법이

라고 볼 수 없다.

(4) 행정자치부장 의 의견

소득세할 주민세는 소득세에 비해 히 낮은 세액을 납부하게 된다는 

에 비추어 납부의무 해태의 우려가 많으므로, 조세채권의 실 을 용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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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하기 하여 의무 반의 정도, 기간의 장단 보다는 오히려 신고납부의

무 반사실 자체에 경 을 두는 세제상 제재조치가 필요하다. 따라서 소

득세할 주민세의 납부의무 불이행시 일률 으로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가

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입법자의 결정이 합리 인 재량의 범 를 

하게 벗어난 자의  입법이라고 볼 수 없다.

나. 2004헌가22

(1) 헌제청이유

(가) 법인세할 주민세의 자진납부의무의 반정도는 미납기간의 장단과 

미납세액의 다과라는 두 가지 요소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이 획일 으로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을 가산세액으로 규

정한 것은 미납기간의 장단을  고려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이는 히 

합리성을 결하여 비례의 원칙에 반된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국세인 소득세 등과는 달리 신고의무와 납부의

무  하나만을 불이행한 사람이거나 두 가지 의무 모두를 불이행한 사람

을 구별하지 않고 있는데다가 자진납부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에 그 미납기

간의 장단 한  고려하지 않고 같이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을 가산

세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성실 력의무를 불이행한 내용  그 정도

가 다른 경우를 모두 같이 취 하여 평등의 원칙에 어 난다. 

(2) 강릉시장의 의견

이 사건 법률조항의 가산세는 신고납부 력의무를 확보할 목 이므로 

미납기간의 장단은 비례의 원칙 반 여부를 단함에 있어 고려의 상이 

되지 않는다. 한, 지방세인 법인세할 주민세는 엄격한 신고요건을 정하고 

있는 법인세와는 달리 신고와 납부를 별개로 구분하여 제재할 실익이 없

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에 배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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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정자치부장 의 의견

2004헌가21과 체로 같다.

【결정요지】

1. 2004헌가21 

가. 소득세할 주민세의 가산세는 지방세법상의 납세의무자에게 부여된 

력의무 반에 한 책임을 묻는 행정  제재를 조세의 형태로 구성한 것

이다. 즉, 가산세는 오직 형식에 있어서만 조세일 뿐이고 본질에 있어서는 

본세의 징수를 확보하기 한 수단이므로 가산세의 부담은 세법상의 의무

반의 내용과 정도에 따라 달리 결정되어야 한다. 소득세할 주민세의 자

진납부의무 반정도는 미납기간의 장단과 미납세액의 다과라는 두 가지 

요소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 지방세법 제177조의2 제4항

이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을 가산세로 획일 으로 규정하여 의무 반의 정

도를 결정하는 두 가지 요소  미납세액만을 고려하고  하나의 요소인 

미납기간의 장단을  고려하지 아니한 것은 의무 반의 정도와 부과되

는 재제 사이에 정한 비례 계를 결한 것으로서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배된다.

나. 가산세는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지만, 

가산세도 세 의 하나이므로 합리 인 이유 없이 특정의 납세의무자를 불

리하게 차별하거나 우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바, 자진납부의무를 불이

행한 사람들에 하여 그 미납기간의 장단을  고려하지 않고 같이 

취 하고 있는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도 어 난다. 

2. 2004헌가22

가. 법인세할 주민세의 가산세는 지방세법상의 납세의무자에게 부여된 

력의무 반에 한 책임을 묻는 행정  제재를 조세의 형태로 구성한 것

이다. 즉, 가산세는 오직 형식에 있어서만 조세일 뿐이고 본질에 있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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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세의 징수를 확보하기 한 수단이므로 가산세의 부담은 세법상의 의무

반의 내용과 정도에 따라 달리 결정되어야 한다. 법인세할 주민세의 자

진납부의무 반정도는 미납기간의 장단과 미납세액의 다과라는 두 가지 

요소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 지방세법 제177조의2 제3항

이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을 가산세로 획일 으로 규정하여 의무 반의 정

도를 결정하는 두 가지 요소  미납세액만을 고려하고  하나의 요소인 

미납기간의 장단을  고려하지 아니한 것은 의무 반의 정도와 부과되

는 재제 사이에 정한 비례 계를 결한 것으로서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배된다.

나. 가산세는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지만, 

가산세도 세 의 하나이므로 합리 인 이유 없이 특정의 납세의무자를 불

리하게 차별하거나 우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바, 구 지방세법 제177조

의2 제3항의 ‘신고납부의무’는 법인세할 주민세의 과세표 과 세액을 신고

할 의무와 법인세할 주민세의 세액을 납부할 의무라는 두 가지 의무를 가

리키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구 지방세법 제177조의2 제3항이 두 가지 의무 

 하나만을 불이행한 사람과 두 가지 의무 모두를 불이행한 사람을 구별

하지 아니하고, 한 자진납부의무를 불이행한 자들 사이에서도 그 미납기

간의 장단을  고려하지 않고 같이 취 하고 있는 것은 헌법상 평등

의 원칙에 어 난다.

【해 설】

1. 주민세의 의의  연

가. 의의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하여 필요한 경비의 

부담을 리 주민들에게 분담하도록 하는 조세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원조

달을 해 부과하는 지방세의 일종이며, 지방세의 분류  징수목 에 따

른 분류인 보통세와 목 세  보통세에 속하고 과세권자인 지방자치단체

의 유형에 따른 분류에는 시․군세에 속한다.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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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행정서비스를 받고 있다는 것에 착안하여 리 그 부담을 분담하도록 

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에서 소득의 재분배를 주된 기능으로 하는 

소득세와는 성격을 달리한다.

이러한 주민세는 균등할과 소득할로 구분되는데, 균등할은 인두세(人頭

稅)의 성격을 가진 조세로서 주민이라고 호칭되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

인 회원의 자격으로서 그가 속한 단체에 납부하는 최소한도의 기본회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소득할은 소득의 정도에 따라 부담하는 조세로서 

소득세할․법인세할․농지세할로 나 어지는데 이는 각각 그 과세표 을 

소득세액, 법인세액, 농지세액으로 하고 있어 이들 조세의 부가세  성격이 

있기는 하지만 근원 으로는 주민이라는 데 착안해서 소득의 정도에 따라 

지역사회비용을 능력에 맞게 분담시킨다는 데 그 기조를 두고 있다. 

나. 연

주민세는 1973. 3. 12. 지방세법 개정(법률 제2593호)시 신설되어 1973. 4. 

1.부터 시행되었다. 

소득세할 주민세는 1994. 12. 22. 법률 제4794호(1995. 1. 1.부터 시행됨)

로 개정되기 이 까지는 부과과세방식으로 징수하 으나,  개정으로 신

고납부방식으로 바 었다.  법률 제4794호에서는 소득세할 주민세의 신

고납부기한을 ‘소득세법에 의한 신고기한 내에’라고만 규정하여 양도소득세

의 경우 정신고와 확정신고 어느 것에 의할지가 명확하지 않았으나, 

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된 지방세법에서 양도소득세를 정신고

하는 경우에는 신고일부터 30일 이내에, 정신고를 제외한 소득세법에 의

한 일반신고납부의 경우는 신고기간의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주민세를 

신고납부하도록 하여 정신고와 확정신고를 구분하여 따로 규정하 으며, 

그 이후 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된 지방세법에서  정신고의 

경우도 ‘신고일’이 아닌 ‘신고기간의 만료일’부터 30일 이내로 개정되었다. 

그 후 1999. 12. 28. 법률 제6060호로 소득세할 주민세의 징수방법을 소득

세 부과의 에 따라 소득세와 함께 신고하고 소득세의 납세지를 할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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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에게 납부하도록 개정함에 따라 ‘신고기간의 만료일까지’ 소득세

할 주민세를 신고납부하도록 개정하 다(제177조의2 제2항, 2001. 5. 1.부터 

시행). 

법인세할 주민세는 1993. 12. 27. 법률 제4611호(1994. 1. 1.부터 시행됨)

로 개정되기 이 까지는 부과과세방식으로 징수하 으나,  개정으로 신

고납부방식으로 바 었다.  개정 당시에는 법인세의 신고기간만료일부터 

30일이내, 법인세의 세액이 결정 는 경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일 는 경

정일부터 30일이내에 법인세할 주민세를 신고납부하도록 하 으나, 1994. 

12. 22. 법률 제4794호 개정으로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20일내(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월내’로 개정)에 신고납부

하도록 하 다. 

2.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입법연   취지

가. 입법연

소득세할 주민세의 확정방식이 1994. 12. 22., 법인세할 주민세의 확정방

식이 1993. 12. 27. 각 신고납부방식으로 바뀜에 따라 신고납부불성실가산

세에 한 규정도 신설되어 소득세할 주민세 는 법인세할 주민세의 납세

의무자가 정해진 기한 내에 주민세를 신고납부하지 않거나 신고납부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할 때에는 산출세액 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한 

액을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도록 하 다. 그 후 1999. 12. 28. 소득

세할 주민세를 소득세와 함께 신고하도록 개정함에 따라 소득세할 주민세

에 하여는 신고불성실가산세에 한 부분은 삭제되고 납부불성실가산세

에 한 부분만 남게 되었다.  

그 후 2003. 12. 30. 법률 제7013호 지방세법 개정으로 소득세할 주민세

의 납부불성실가산세에 하여 산출세액에 1일 10,000분의 3의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도록 하여 미납세액 뿐만 아니라 미납일수를 함께 고려하여 산출하

도록 개정하 고, 법인세할 주민세에 하여도신고의무와 납부의무를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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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규정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따로 규정하면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미납세액 뿐만 아니라 미납일수를 함께 고려하여 산출

하도록 개정하 다. 이와 같은 개정은 취득세 신고납부의무 불이행에 하

여 일률 으로 20%의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구 지방세법 제121조 

제1항에 한 헌법불합치결정(헌재 2003. 9. 25. 2003헌바16, 례집 15-2

상, 291) 이후 신고납부 세목인 취득세, 등록세, 세, 주행세, 담배소비세 

등에 하여 신고의무와 납부의무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가산세도 신고불

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구분하여 규정하면서 납부불성실가산세

는 미납세액과 미납일수를 함께 고려하여 산출하도록 하는 지방세법 개정

작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나. 입법취지

조세법은 조세행정의 편의와 징세비용의 감  세수의 용이한 기(適

期)확보를 실 하기 하여 납세자에게 본래  의미의 납세의무 이외에 과

세표 신고의무, 성실납부의무, 원천징수의무, 과세자료제출의무 등 여러 

가지 력의무를 부과하면서 동시에 이러한 력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하여 성실한 의무이행자에 하여는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하고, 의무

반자에 하여는 가산세 등의 제재를 가하고 있다.1)

국세기본법은 “가산세라 함은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

보하기 하여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액을 

말한다.”고 정의하고(제2조 제4호 본문) “정부는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반한 자에 하여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

다”(제47조 제1항)고 규정하면서 “가산세는 당해 세법이 정하는 국세의 세

목으로 한다”(제47조 제2항 본문)고 하여 가산세가 세 의 형태로 과징되

는 것임을 밝히고 있고, 지방세법 제82조는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하

여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을 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

조 제1항 제13의2호에서 “가산세”를 국세기본법 제2조 제4호와 같은 내용

1) 헌재 2003. 9. 25. 2003헌바16, 례집 15-2상, 291, 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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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므로 부과처분에 의한 본세의 납부기한을 도과하

는 경우에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액인 가산 과 달리 가산세는 

국세기본법과 지방세법의 체계상으로는 조세의 한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가산세는 그 형식이 세 이기는 하나 그 법  성격은 과세권

의 행사  조세채권의 실 을 용이하게 하기 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

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 등을 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

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2) 

그러므로 소득세할 주민세의 납부의무는 에서 본 납세자에게 부여된 

력의무의 하나인 성실납부의무에, 법인세할 주민세의 신고납부의무는 과

세표 신고의무, 성실납부의무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가산세는 이러한 과세표 신고의무, 성실납부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하여 의무 반자에 하여 세 의 형식으로 제재를 가함으로써 장래의 

반행 를 방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할 것이다. 

3. 가산세에 한 입법례

가. 일본

국세통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세에 한 가산세는 과소신고의 경우 

10%(제65조), 무신고의 경우 15%(제66조), 무납부 는 과소납부의 경우 

무납부 는 과소납부세액의 10%(제67조)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그러나 과

세표 의 신고 는 세액산정의 기 사실을 은폐 는 가장을 하는 경우에

는 과소신고의 경우 35%, 무신고의 경우 40%, 무납부 는 과소납부의 경

우 35%의 가산세가 부과된다(제68조).

이와 같이 일본은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구별은 있으

나,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우 미납기간은 가산세 부과에 있어서 고려의 

상이 되지 않는다.

2) 법원 2002. 11. 13. 선고 2001두1918 결; 법원 2003. 9. 5. 선고 2001두403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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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미국

(1) 기한내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소득, 상속, 증여에 련된 세무신고서를 기한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매

월 무신고세액의 5%의 가산세를 부과하되 총 25%를 과할 수 없다. 무신

고가 정당한 사유에 기인했거나 고의 인 태만이 아닌 경우에는 부과하지 

아니한다(26 U.S.C.A. §6651(a)(1)). 그러나 무신고가 사 (fraud)에 의한 

경우에는 신고기한 경과 후 매월 무신고세액의 15%를 가산세로 부과하되 

총 75%를 과할 수 없다(26 U.S.C.A. §6651(f)).

(2) 신고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세자가 자진신고세액 는 고지세액을 기한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 매

월 과소납부세액의 0.5%를 가산세로 부과하되 총 25%를 과할 수 없다. 

과소납부가 정당한 사유에 기인했거나 고의 인 태만이 아닌 경우에는 부

과하지 아니한다(26 U.S.C.A. §6651(a)(2)). 그러나 사 에 의해 조세를 과

소납부한 경우에는 과소납부세액의 75%를 가산세로 부과한다(26 U.S.C.A. 

§6663(a)).

다. 주요 유럽국가

개인소득세 등에 한 신고  납부에 련된 가산세는 다음과 같다.3)

(1) 국

지연(무)납부 : 평균 출이자율을 감안한 이자세

과소(무)신고 : 최고 세액의 100%(정황에 따라 경감 가능)

(2) 독일

지연(무)납부 : 부과통지서발송 이  : 월 1%, 부과통지서 발송 이후 : 

3) 손 락, 우리나라 가산세 련 제도의 합리화, 한국조세연구원, 1997, 4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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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5%

지연(무)신고 : 세액의 10%

(3) 랑스

지연(무)납부 : 소득세  지방세 : 10%,  기타세 : 5% + 월 0.75%

지연(무)신고 : 월 0.75% 이자세 + 10%(기간이 경과할수록 40%, 80%)

과소신고 : 월 0.75% 이자세(선의인 경우) + 40%(악의인 경우), 80%(사 )

4.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헌 여부

가. 비례의 원칙 반 여부 

소득세할 주민세  법인세할 주민세의 가산세는 지방세법상의 납세의

무자에게 부여된 력의무 반에 한 책임을 묻는 행정  제재를 조세의 

형태로 구성한 것이다. 그러므로 가산세는 오직 형식에 있어서만 조세일 

뿐이고 본질에 있어서는 본세의 징수를 확보하기 한 수단이다. 따라서, 

본세가 원칙 으로 납세의무자의 담세력을 바탕으로 하여 그 부담이 결정

되어야 하는데 비하여, 가산세의 부담은 세법상의 의무 반의 내용과 정도

에 따라 달리 결정되어야 한다. 원래 의무 반에 한 책임의 추궁에 있어

서는 의무 반의 정도와 부과되는 제재 사이에 정한 비례 계가 유지되

어야 하므로, 조세의 형식으로 부과되는  제재인 가산세 역시 의무

반의 정도에 비례하는 결과를 이끌어내는 그러한 비율에 의하여 산출되

어야 하고, 그 지 못한 경우에는 비례의 원칙에 어 나서 재산권에 한 

침해가 되기 때문이다.4)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소득세할 주민세 

 법인세할 주민세에 있어서 납세의무자의 성실한 신고 는 성실한 신고

와 납부를 유도하기 한 것으로서 그 목 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한 이

러한 입법목 을 달성하기 하여 의무 반자에 하여 납세자가 납부하여

4) 헌재 2003. 9. 25. 2003헌바16, 례집 15-2상, 291, 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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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할 세액의 일정 비율에 상당한 액을 추가하여 납부하도록 하는 제재

방법은 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소득세할 주민세  법인세할 주민세의 자진납부의무의 불이행

이라는 상황은 법정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는 납세고지에 의해 

징수하는 시 까지의 기간동안 계속되는바, 그 기간은 구체  사안에 따라 

단기간이 될 수도 있고 상당히 장기간이 될 수도 있으므로 자진납부의무의 

반정도는 미납기간의 장단과 미납세액의 다과라는 두 가지 요소에 의하

여 결정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두 가지 결정요소를 반 하여 

가산세를 산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을 가산세로 획일규정한 것은 의무 반의 정도를 결정하는 두 

가지 요소  미납세액만을 고려하고  하나의 요소인 미납기간의 장단은 

 고려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이는 입법자에게 가장 덜 침해 인 수단을 

요구하는 최소침해성 원칙에 반한다.

한,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의한 가산세의 부과는 납세의무자의 성실한 

납부의무의 이행 는 성실한 신고납부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자 하는 공

익을 추구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의무 반의 정도가 상

당히 가벼운 납세의무자에게도 그 반의 정도가 무거운 납세의무자와 동

일한 가산세율을 용하고 있다. 그리하여 미납기간이 상당히 단기인 납세

의무자는 의무 반의 정도를 넘는  부담을 지게 됨으로써 그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추구하는 공익과 비교형량해 볼 때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법익 균형성 원칙에도 반한다.

그 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의무 반의 정도와 부과되는 제재 사이

에 정한 비례 계를 유지하고 있지 않으므로 비례의 원칙에 배된다.

나. 평등원칙 반 여부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구든지 합리  

이유 없이는 생활의 모든 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는 평등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이와 같은 평등의 원칙이 세법 역에서 구 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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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세평등주의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에 있어서 합리 인 이유 없이 특

정의 납세의무자를 불리하게 차별하거나 우 하는 것은 헌법상 허용되지 

아니한다.5)

법인세할 주민세의 ‘신고납부의무’라는 것은 법인세할 주민세의 과세표

과 세액을 신고할 의무와 법인세할 주민세의 세액을 납부할 의무라는 두 

가지 의무를 가리키는 것인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이러한 두 가지 의무 

 하나만을 불이행한 사람과 두 가지 의무 모두를 불이행한 사람을 구별

하지 아니하고 같이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을 가산세로 납부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 한 자진납부의무를 불이행한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 미납기간

의 장단을  고려하지 않고 이들을 같이 취 하고 있다.

이것은 성실 력의무를 불이행한 정도가 완 히 는 상당히 다를 수 있

는 두 사람을 언제나 같이 취 하는 것인데, 이와 같이 “서로 다른 것을 

같게 취 하여야 할” 무슨 합리 인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한 취

은 사무처리상의 편의를 조세당국에 제공할 것이지만 구별취 에 따르는 

사무처리상의 불편의 정도라는 것이 이 경우에는 성질상 그 게 클 수가 

없는 것임에 비추어 이러한 사정은 서로 다른 것은 다르게 취 할 것을 명

하는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을 지키지 않아도 좋을 합리 인 사유가 되지 

못한다.

만일 신고의무와 납부의무가 그 불이행을 하나로 묶어 일회 으로 취

하여도 좋을 만큼 그 성질이 동일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의 

일회  처리는 나름 로 합리성을 가질 소지가 없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 성질을 동일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왜냐하면 과세표 과 세액의 신고의무는 납세의무자가 과세요건사실을 

과세당국에 신고하여 스스로 자기가 부담할 조세채무를 확정하도록 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과 함께 납세의무 확정을 하여 투입될 국

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력을 감하려는 데에 그 목 이 있음에 반하여, 

세액의 자진납부의무는 납세자에게 스스로 확정한 조세채무를 법정기한내

5) 헌재 2000. 2. 24. 98헌바94등, 례집 12-1, 188, 227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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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이행하도록 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기에 확보하려는 데

에 그 목 이 있어 그 의무부여의 취지가 다르고, 따라서 그 의무불이행이 

국가 등의 과세권 행사에 미치는 향에도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고의무와 납부의무 모두를 불이행한 사람과 신고의무와 납부의무  하나

만을 불이행한 사람을 같이 취 하는 것은 합리 인 이유가 없는 것이다.

한 납부의무의 불이행에 한 책임의 추궁에 있어서는, 그것이 조

세채무이든 민사채무이든 가릴 것 없이 불이행기간에 비례하여 책임의 정

도를 결정하는 것이 법의 일반원리라고 할 것인데, 소득세할 주민세의 가

산세  법인세할 주민세의 가산세라고 하는 납부의무의 불이행책임을 

묻는 경우에는 특히 이러한 법의 일반원리가 배제되어야 할 아무런 합리

인 사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의무불이행 기간의 장단을 고려하지 

않고 동일하게 취 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도 어 난다.6)

5. 주문의 형식에 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에 어 나 헌이라 

하더라도 그 주문을 단순 헌으로 할 것인지, 헌법불합치로 할 것인지에 

하여는 재 들 사이에 견해가 나뉘었다.

다수의견은  사건에서 단순 헌을 선고한다 하더라도 단순 헌의 선

고에 통상 수반되는 정도의 법  혼란과 공백을 훨씬 넘는 보다 큰 혼란과 

공백이 야기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헌법불합치를 선고하지 않으면 아니 

될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단순 헌을 선고한다고 하여 이 조항의 경

우에 국회의 입법재량이 제한되는 것도 아니므로 단순 헌을 선고하여야 

한다고 하 다. 반면 헌법불합치의견은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하여 단순

헌을 선고하여 그 효력을 상실시킬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게 

되는 법  공백이 생겨 지방세 수입을 감소시키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에 상당한 향을 주게 되고, 이미 가산세를 납부한 사람과 그 지 아니한 

사람 사이에 형평의 문제를 일으켜 법  혼란을 야기하므로 그 헌성은 

6) 헌재 2003. 9. 25. 2003헌바16, 례집 15-2상, 291, 30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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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선택가능한 다양한 입법수단 에서 재량으로 결정하여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 다.

생각건 , 법률이 헌법에 반되는 경우 헌법의 규범성 보장을 해서는 

그 법률에 하여 헌결정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 헌법불합치결정은 어디

까지나 외 인 결정유형인 , 모든 헌결정의 경우 국가로부터 헌

인 부당한 부담을 받았지만 더 이상 그 구제를 구할 수 없는 인  집단과 

헌결정의 혜택을 받아 헌  부담으로부터 면제되는 인  집단이 형성

된다는 에서 미납세자와 기납세자와의 형평의 문제는 헌결정의 필연  

결과라는 을 고려할 때7) 다수의견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6. 결정의 의의

헌법재 소는 2003. 9. 25. 취득세의 가산세에 한 지방세법 제121조 제

1항 헌소원 사건에서 “법정기한 내에 취득세 신고를 하 으나 납부하지 

않는 자에 하여 신고와 납부의무를 모두 이행하지 않는 자와 동일한 율

로 가산세를 부과하고, 한 가산세 산정시에 취득세가 미납된 기간을 

 고려하지 않은 지방세법 제121조 제1항이 비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에 

반된다”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한 바 있다.8) 이 사건 결정은 소득세

할 주민세  법인세할 주민세에 하여도 취득세와 같이 가산세 산정에 

있어 신고의무와 납부의무를 구별하고 미납기간의 장단을 고려하여야 함을 

밝힌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리가 신고납부방식의 지방세에 

하여 일률 으로 용된다고 단언할 수는 없는바, 각 지방세의 특성을 

고려하여 신 하게 단하여야 할 문제라고 할 것이다.

7) 헌재 2001. 6. 28. 99헌바54, 례집 13-1, 1271, 1304

8) 헌재 2003. 9. 25. 2003헌바16, 례집 15-2상, 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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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 등 헌소원

-공무원의 노동운동 등을 지하는 것이 근로3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 등 -

(헌재 2005. 10. 27. 2003헌바50 등 공보 109)

하 명 호
*

1)

【 시사항】

1.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의 노동운동

과 공무 이외의 일을 한 집단행 를 지하는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

항의 규정  ‘노동운동’, ‘공무 이외의 일을 한 집단행 ’,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개념이 불명확하여 명확성의 원칙에 반되는지 여부

2.  법률조항이 근로3권을 침해하여 헌인지 여부

3.  법률조항이 언론·출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인지 여부

4.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근로3권이 제한되는 공무원과 그 지 아니하

는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교원의노동조합설립 운 등에 한

법률 소정의 교원과의 계에서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5.  법률조항이 국제법규를 반한 것인지 여부

6.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2항에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

를 조례에 임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7.  법률조항이 임입법의 법리를 반한 것인지 여부

8.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이 노동운동 기타 공

무 이외의 일을 한 집단행 를 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지방

공무원법 제82조가 입법재량을 일탈한 것인지 여부

* 법원 재 연구 ,  헌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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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상】

이 사건의 심 상은 지방공무원법(이하 “이 사건 법률”이라고 한다) 

제58조 제1항, 제2항, 제82조  제58조 반 부분이 헌법에 반되는지 여

부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집단행 의 지) ① 공무원은 노동운동 기타 공

무 이외의 일을 한 집단행 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 는 조례

로 정한다.

제82조 (벌칙) 제42조·제43조·제57조 는 제58조의 규정에 반한 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 이하의 징역 는 300

만원 이하의 벌 에 처한다.

【사건의 개요】

1. 사건의 진행과정

가. 청구인들은 공무원들로서 국공무원직장 의회총연합회(이하 “ 공

련”이라 약칭한다) 는 법외 노조인 “ 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 공노”

라고 약칭한다)의 집회를 개최하거나 참가하는 등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

외의 일을 한 집단  행 를 한 사실 등으로 인하여 제1심에서 유죄 결

을 선고받았다.

나. 청구인들은  각 결에 불복하여 항소하고 항소심 계속 에 공소

사실에 용된 법률  공무원의 노동운동과 공무외의 집단행 를 지하

고 이를 처벌하도록 하는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 제2항, 제82조  제

58조 반 부분이 청구인들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각 헌여부 심 의 제청신청을 하 으나,  각 헌제청신청이 기각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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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구인들의 주장과 헌제청신청 기각이유  계기 의 의견

가. 청구인들의 주장

(1) 이 사건 법률 제58조 제1항에 하여

(가) 노동3권의 본질 인 내용에 한 침해

 조항은 노동3권이 보장되는 공무원의 범 를 ‘사실상의 노무’에 종사

하는 공무원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노동3권의 주체를 법률로 정하도록 

임하고 있는 헌법 제33조 제2항의 법률유보에 내재하고 있는 목 에 어

나고, 헌법 제33조 제1항, 제2항의 이념에도 반하며, 헌법 제33조 제2항

의 취지를 입법기 에 형성권  법률유보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조항은 

‘신법우선의 원칙’에 의하여 노동조합 노동 계조정법 제5조에 의하여 그 

용이 정지되거나 배제되어야 하고, 공무원노동조합에 한 사회  합의

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헌  법률에 근거하여 노동조합활동을 이유로 형

사처벌을 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 죄형법정주의, 노동3권  국가의 기본

권보호의무의 이념에 반할 뿐만 아니라 노동3권의 본질 인 내용을 침해하

는 것이다.

(나) 국제법규 반

공무원의 단결권을 포함한 일체의 노동3권을 박탈하고 이를 이유로 형

사처벌하도록 하는  조항은 우리나라가 비록 비 은 하지 않았지만 ‘일

반 으로 승인된 국제규범’에 해당하는 국제노동기구의 제87호 조약과 제

98호 조약이나 세계인권선언  국제인권 련 규약, 권고, 지침 등에 반

되어 결국 헌법 제6조 제1항의 이념에 반한다.

(다) 언론출 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의 본질 인 내용 침해

 조항은 공무원으로 하여  일체의 집단  행 를 일률 으로 지함

으로써 공무원의 언론출 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의 본질 인 내용을 

침해하고 있다.

(라) 평등원칙의 반

한편,  조항은 공무원에 한 노동3권을 직무의 성격에 따라 최소한도

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 내에서의 사회  신분을 기 으로 노동3

권을 면 으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이는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과 그 지 않은 공무원을 합리 인 이유없이 차별하고, 이미 단결권과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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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교섭권을 인정받고 있는 국․공립학교 교원과 그 지 않은 공무원을 합

리 인 이유없이 차별하는 것이다.

(마) 명확성의 원칙 반

 조항은 형사처벌의 제가 되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조항이므로 죄

형법정주의 원칙상 명확성의 원칙을 충족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항 

 ‘노동운동’과 ‘공무외의 일을 한 집단  행 ’라는 개념은 막연하고 포

인 규정이어서 명확성의 원칙에 반된다. 

(2) 이 사건 법률 제58조 제2항에 하여

 조항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라는 개념이 불명확하여 

법집행기 에 의하여 자의 으로 해석․ 용될 소지가 있어 그 자체로 명

확성의 원칙에 반된다.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 노동 계조정법 제5조 단서에서 공무원과 교사

에 하여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법우선의 원칙상 노

동조합 노동 계조정법에 따라 공무원에게 인정되는 노동3권의 내용에 

하여는 법률로 규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근거없이 조례에 임

하고 있으므로 포 임 지의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의 제

가 되는 구성요건  규정이므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법률에 의하여 구

성요건  내용이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노무에 종

사하는 공무원의 범  일체를 조례에 임하고 있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3) 이 사건 법률 제82조  제58조 반 부분에 하여

 조항은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33조 제1항, 제2항에 

반되고,  조항에 반되는 행 는 행정법상 복무의무 반으로 인한 징계

사유가 될지언정 형사처벌 사유로 하는 것은 과잉 지의 원칙, 최소침해성

의 원칙에 배되고, 기본권 제한입법의 방법상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다.

나. 각 헌제청기각결정의 이유

(1) 이 사건 법률 제58조 제1항에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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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항은 헌법 제33조 제2항이 근로3권의 향유주체가 될 수 있는 공무

원의 범 를 정하도록 입법권자에게 부여한 형성  재량권의 범  내에서 

입법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일반 인 명확성의 원칙은 물론 법 차나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서 요구되는 보다 엄격한 의미의 명확성의 원칙에 

의한 단기 에 배된다고 할 수도 없다.

한편,  조항이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하여서만 근로3권

을 보장하고 그 이외의 공무원들에 하여는 근로3권의 행사를 제한한 것

은 헌법 제33조 제2항에 근거를 두면서 합리 인 이유를 갖춘 것으로서, 

헌법이 규정하는 평등의 원칙에 반된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노동조합 노동 계조정법 제5조가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

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교원에 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헌법 제33조 제2항의 형성  법률유

보를 재차 확인하는 것으로서 그로 인하여 바로 공무원인 근로자에 하여 

직  근로기본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이고,  조항의 규

정내용과 헌법 제33조 제2항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노동조합 노동 계

조정법 제5조가 신법에 해당하여  조항의 효력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리고,  조항이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이나 일반 으로 승

인된 국제법규에 반된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고, 헌법 제6조 제1항에 의

하면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 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 , 법률  효력을 가지는 것이므로,  조항이 조약이나 국제법규에 

반된다고 하더라도 헌이라고 할 수 없고, 법률  효력의 상충문제만 

생길 뿐이다.

(2) 이 사건 법률 제58조 제2항에 하여

 조항은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하

여 그 구체 인 범 를 정하는데 있어서 임을 받은 것이고, 그 근거규정

인  제1항에서 그 범 의 기 을 명확하고 측가능하게 정하고, 그에 

따라 실변화의 추세에 맞추어 조례로 구체 인 범 를 규정하도록 한 것

이므로, 헌법에 반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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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 사건 법률 제82조  제58조 반 부분에 하여

공무원의 주민 체에 한 사자의 지 와 공무원에 한 헌법 ․법

률  신분보장 등에 비추어보면, 공무원이 그 직무 념의무를 반하고 공

무 이외의 일을 하여 집단  행 를 하는데 있어서 형사처벌을 하는 것

은 그 행 자의 책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어서 히 균형을 

잃고 있다는 등 헌법상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 등에 반된다고 할 

수 없다.

다. 행정자치부장 의 의견

(1) 헌법 제33조는 제1항에서 근로자에게 근로3권을 보장하면서도 제2항

에서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근로3권을 가진다고 

함으로써 근로3권이 보장되는 공무원의 범 를 법률에 의하여 정하도록 유

보하 는바, 이 사건 법률 제58조 제1항에서 근로3권이 보장되는 공무원의 

범 를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한정한 것은  헌법규정에 따

른 입법권자의 입법형성의 범  내에서 공무원이 갖는 공정성, 립성 등

을 고려하여 입법한 것이므로, 헌법에 반되지 않는다.

(2) 청구인들은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국제노동기구의 제87호 약과 제

98호 약을 반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우리나라는  약들에 하여 

비 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들이 일반 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라는 국제연

합의 세계인권선언은 선언  의미만을 가질 뿐 법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

니므로, 이를 들어 헌법에 반된다고 할 수는 없다. 설사, 이 사건 법률조

항들이 청구인들이 시하는 조약이나 국제법규에 반된다고 하더라도 이

는 법률  효력만을 가지는 것으로 이를 들어 헌법률의 심사기 으로 삼

을 수는 없다.

라. 서울지방검찰청검사장의 의견(2003헌바62 사건)

 “ 헌제청기각결정의 이유”와 체로 유사하다.

마. 울산지방검찰청검사장의 의견(2005헌바49 사건)

(1) 청구기간의 수여부에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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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 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그 기각결정을 받은 날

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청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2005. 5. 

20. 헌법률심 제청신청에 한 기각결정을 받고 14일이 경과한 2005. 6. 

18.에야 헌법소원심 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부 법하다.

(2) 본안에 하여

 “ 헌제청기각결정의 이유”와 체로 유사하다.

【결정요지】

1.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동운동’의 개념은 그 근거가 되는 헌법 제33조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향상을 한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등 근

로3권을 기 로 하여 이에 직  련된 행 를 의미하는 것으로 좁게 해석

하여야 하고, ‘공무 이외의 일을 한 집단행 ’의 개념도 헌법상의 집회․

결사의 자유와 련시켜 살펴보면 모든 집단행 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 이외의 일을 한 집단행   공익에 반하는 행 로 축소하여 해석

하여야 하며, 법원도  개념들을 해석․ 용함에 있어서 와 유사한 뜻

으로 명백히 한정해석하고 있다. 아울러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의 개념은 공무원의 주된 직무를 정신활동으로 보고 이에 비되는 신체활

동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명확하게 해석된다. 그 다면,  개념들은 집행

당국에 의한 자의  해석의 여지를 주거나 수범자의 견가능성을 해할 정

도로 불명확하다고 볼 여지가 없다.

2. 법 제58조 제1항이 근로3권이 보장되는 공무원의 범 를 사실상 노무

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한정하고 있는 것은 근로3권의 향유주체가 될 수 있

는 공무원의 범 를 법률로 정하도록 임하고 있는 헌법 제33조 제2항에 

근거한 것으로 입법자에게 부여하고 있는 형성  재량권의 범 를 벗어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법률조항이 근로3권을 침해한 것으로 헌

이라 할 수 없다.

3. 법 제58조 제1항이 공무원의 공무 이외의 일을 한 집단행 를 지

하고 있는 것은 공무원의 집단행동이 공무원 집단의 이익을 변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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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체의 이익추구에 장애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라는 특수

한 신분에서 나오는 의무의 하나를 규정한 것이고,  개념이 ‘공익에 반하

는 목 을 하여 직무 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향을 가져오는 집단  

행 ’라고 명백히 한정하여 해석되므로,  법률조항이 언론·출 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의 본질 인 내용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4. 법 제58조 제1항이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하여서만 근

로3권을 보장하고 그 이외의 공무원들에 하여는 근로3권의 행사를 제한

함으로써 양자를 달리 취 하는 것은 헌법 제33조 제2항에 그 근거를 두고 

있을 뿐 아니라 합리 인 이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반되는 것이 아니다. 한편, 입법자는 합리 인 기 에 따라 능력이 허용

하는 범  내에서 법  가치의 상향 인 구 을 한 제도의 단계  개선

을 추진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므로, 공무원의 근로3권을 제

한하는 것이 헌법에 반되는 것이 아닌 이상 시 에서 교원의노동조합

설립 운 등에 한법률 소정의 교원은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향유할 수 

있으나 공무원에게는 이를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여 이를 두고 자의

인 차별을 가하는 것이라 할 수는 없다.

5. 국제인권규약들은 권리의 본질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한 국내의 민주

인 의 차에 따라 필요한 범  안에서 근로기본권에 한 법률에 의한 

제한은 용인하고 있으므로 공무원의 근로3권을 제한하는 법 제58조 제1항

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은 아니고, 그 밖에 청구인들이 거론하는 근로기

본권에 한 국제법상의 선언, 약  권고 등은 우리 나라가 비 한 바 

없거나 권고  효력만을 가지고 있어  법률조항에 한 헌성 심사의 

척도가 될 수 없다.

6. 헌법 제11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리하며, 법령의 범  안에서 자치에 한 규정을 제정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법률의 임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에 의하여 소

속 공무원에 한 인사와 처우를 스스로 결정하는 권한이 있다고 할 것이

므로, 제58조 제2항이 노동운동을 하더라도 형사처벌에서 제외되는 공무원

의 범 에 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조례제정권을 부여하고 있다고 하

여 헌법에 반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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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 를 각각의 지방자치단체의 특

수한 사정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법률에서 일일이 정하는 것은 곤란한 일이

므로 미리 법률로써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

당하고,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의미가 명확하여 달리 해석

될 여지가 없어 하 법령에서 원래의 취지와 다른 규정을 둘 수는 없음이 

명백하며, 법 제58조 제2항에서 임하는 사항은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 ’임이 분명하므로,  법률조항이 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

다고 할 수 없다.

8. 공무원이 노동운동과 공무 이외의 일을 한 집단행 를 할 경우 이

는 지방자치단체와 공무원의 계에서 단순히 행정질서에 장해를  험

성이 있는 정도의 의무 반이 아니고 국민생활의 반에 향을 미쳐서 일

반의 공익을 침해할 고도의 개연성을 띤 행 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에 

하여 행정형벌을 과하도록 한 법 제82조가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여 헌

법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공무원이 와 같은 행 를 한 경우 형

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이와 별도로 법 제6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징계처분과 형사처벌은 그 권력의 기 , 

목 , 내용, 상 등을 달리하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재  효숙, 재  조 의 반 의견

1. 공무원도 근로기본권의 향유주체임이 분명한 만큼 그들에게도 근로기

본권을 최 한 보장하는 것이 헌법의 원칙 내지 기본정신에 합치하는 것이

므로, 비록 헌법 제33조 제2항이 공무원이 다른 근로자에 비하여 갖는 특

성에 비추어 근로기본권을 보장받는 공무원의 범 를 정하는 것을 입법자

에게 임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입법형성권은 무제한의 재량이 아니라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정하는 원칙, 즉 기본권의 최소제한의 원칙과 본질

 내용 침해 지의 원칙에 따라야 하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

2. 그런데, 법 제58조 제1항과 제82조는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에 한해 근로기본권을 향유할 수 있도록 그 범 를 극도로 제한하고 있는

바, 이는 단지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인지의 여부 외의 다른 요소

를  고려하지 않고 있어 법익형량을 이루었다고 볼 수 없고, 공무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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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의 공공성은 공무원의 종류  직 , 직무의 성질에 따라 다를 수 있

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신분이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라는 이유

만으로 근로기본권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근로기본권의 본질 인 내

용을 침해하거나 최소침해의 원칙에도 어 난다. 한편, 세계인권선언이나 

국제인권규약들, 공무원의 근로기본권에 한 국제노동기구의 련 약들 

 국제기구의 권고들은 비록 우리 나라가 비 한 바 없다거나 유보되었다

든지 권고  효력만 있다는 등 직 인 구속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고도로 

추상화된 헌법 규정의 의미나 내용  용범 를 해석함에 있어 요한 

지침이 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을 존 하여 근로기본권에 한 헌법 조

항들을 해석하여 보더라도, 공무원의 근로기본권을 극도로 제한하고 있는 

 법률조항들은 헌법에 부합될 수 없는 것이다. 한, 공무원이 담당하는 

직무 에는 교원의노동조합설립 운 등에 한법률 소정의 교원 등의 직

무와 같거나 유사한 정도의 공공성을 지닌 직무가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

하고  법률 조항들은 신분이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라는 이

유만으로 근로기본권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차별에 합리

인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재  송인 , 재  주선회의 반 의견

1. 단결권은 단체교섭권ㆍ단체행동권의 제가 되는 것으로 노동조합의 

조직을 형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가장 근원 인 것이라고 할 수 있고, 단체

교섭권 한 노사의 등 계를 실 시켜 단체교섭을 유리하게 인도하기 

한 수단인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의 목 을 이루기 때문에 근로기본권의 

본질 인 내용을 구성한다고 할 것이므로, 법 제58조 제1항과 제82조로 인

하여 공무원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제한하는 것은 최소침해성과 법익균

형성에 어 날 뿐만 아니라, 입법형성의 재량범 도 일탈한 것이다. 그러

나, 공무원의 단체행동권을 무제한으로 허용하는 것은 국민과의 계에 있

어서 공무원 직무의 공익성ㆍ공정성ㆍ성실성  정치  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일반 사기업의 경우처럼 단체교섭의 일환으로서의 쟁의권

이 헌법상 일반 으로 당연히 보장된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 즉, 헌법 제33

조 제2항의 규정은 공무원의 직무의 성질과 단체행동권의 최후수단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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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범 의 공무원에게만 제한 으로 단체행동

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임하고 있는 취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그런데, 어떤 범 의 공무원에게 단체행동권을 부여할 수 있는지에 

하여 이를 결정하는 과업은 헌법재 소의 소 일 수 없고, 이는 범 한 

입법형성권을 가진 입법자의 재량의 역이며, 입법정책으로 결단되어야 

할 문제이므로,  법률조항들에 하여 단순 헌을 선언할 것이 아니라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여 입법자로 하여  헌법 제33조 제1항·제2항에 

합치되는 법률규정을 두도록 개선입법을 명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해설】

1. 이 사건의 쟁 과 논의의 범

이 사건은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의 노

동운동과 공무 이외의 일을 한 집단행 를 지하는 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  '노동운동', '공무 이외의 일을 한 집단행 ', '사실상 노무에 종

사하는 공무원'의 개념이 불명확하여 명확성의 원칙에 반되는지 여부, 

 법률조항이 근로3권과 언론·출 ·집회·결사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하

는지 여부,  법률조항이 국제법규를 반한 것인지 여부,  법률조항이 

임입법의 법리를 반한 것인지 여부 등등 많은 쟁 이 있다.

  그러나, 부분의 쟁 은 이미 헌법재 소의 선례에 의하여 정리되어 

있거나 그 요성이 상 으로 떨어지는 것도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이 

사건 결정의 선고과정에서 의견이 나뉘었던 두가지 쟁  즉, 이 사건 법률

조항들이 근로3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와 이 사건 법률조항들과 국제법

규와의 계에 한 것으로 한정하여 논의를 개하고, 그 에 이해의 편

의를 하여 공무원의 노동3권에 한 우리나라의 입법연 과 외국의 입법

례에 하여 간단히 살펴본다. 

2. 공무원의 노동3권에 한 입법연 과 외국의 입법례

가. 외국의 입법례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에 하여 이른바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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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독일, 국, 랑스에 한 입법례를 살펴보면,  5개 나라에서는 공

무원의 노동3권 에서 단결권, 단체교섭권을 공통 으로 보장하고 있다. 

특히 국과 랑스의 경우에는 나머지 3개국과 달리 단체행동권도 원칙

으로 보장하고 있다.

(1) 미국-단결권  단체교섭권

미국의 공무원제도는 연방정부와 주정부로 이원화되어 있고, 연방공무원

은 연방공무개 법(Civil Service Reform Act, 1978 / 5 USC Chapter. 71)

의 규율을 받으며, 주정부 공무원은 미국 50개주 각 주별로 각자의 법률 

는 규정에 따라 규율되고 있다. 

미국은 단결권을 보장하는 헌법상의 명문규정은 없으나, 연방헌법상의 

결사의 자유에 따라 근로자에게도 단결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다.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에 하여는 1962. 네디 통령의 행정명령 제10988호에 의하

여 연방공무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을 인정하 고, 이것이 1978. 연방공

무원제도개 법에 의해 법률로 정비되었다.

미국은 제복을 입은 공무원(a member of the uniformed service)2), 외무

공무원3), 연방내외의 안보나 정보수집 업무를 담당하는 기 에 고용된 공

무원, 감독직, 리직, 기 업무, 인사업무 담당자를 제외하고는 단결권을 

가지고, 단체교섭의 결과 합의된 사항을 구속력 있는 단체 약으로 체결할 

수 있는 권한까지 포함하는 단체교섭권도 가진다. 그러나, 단체행동권에 

하여는 10여개 주4)를 제외하고는 공무원의 단체행동권 보장규정 없으므로 

제한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2) 일본-단결권  단체교섭권( 약체결권 부정)

일본의 공무원은 비 업공무원, 업공무원으로 구분되고, 업공무원은 

다시 국 기업, 지방공기업 직원으로 분류된다. 공무원은 민간부문에 용

2) 사회안 법(Social Security Act)의 정의에 의하면 육․해․공군, 해병 , 해안경

비 , 비군, 주 방 군 등이 포함된다.

3) 국무부, 국제통신국, 국제개발국, 농림부, 상무부에 소속되어 있으며 미합 국의 

해외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는 근로자

4) 하와이, 알래스카, 일리노이, 미네소타, 오하이오, 오리건 등 10여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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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노동조합법과는 별도로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국 기업체 등 

노동 계법, 지방공 기업 노동 계법의 규율을 받으며 기본권의 보장 수

도 서로 다르다. 

일본은 1945. 미군정하에서 노동조합법  노동 계조정법의 제정으로 

경찰 등을 제외한 공무원의 노동3권 보장하되, 일반공무원  일부에 하

여 단체행동권을 제한하 었다. 그런데, 공무원노동조합의 규모 업으로 

인하여, 1948. 12. 3.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하여 공무원에 하여 노동조합법

의 용을 배제하고, 공무원의 단체 약체결권과 쟁의권을 부정하 다. 그

러다가, 공무원노동조합이 ILO 제87호 약 반으로 일본정부를 ILO에 

제소하여, ILO로부터 1958.부터 수차례 권고를 받았고, 1965. 5. 17. ILO 제

87호 약을 비 하면서 련법령을 재정비하기에 이르 다. 결국 일본의 

국가공무원법 등은 공무원에 하여 일반 노동 계법의 용을 배제하나, 

공무원에 하여 직원단체5) 결성권과 단체교섭권을 인정하고 있다. 

일본은 자 , 경찰, 소방, 해상보안청, 감옥, 방 청직원 등을 제외하고

는 직원단체의 결성․가입을 인정하고 있고, 리직6)의 경우에는 별도의 

직원단체를 결성할 수 있다. 일본 공무원의 직원단체는 단체교섭권을 가지

고 있어 근로조건 등에 하여 당국과 교섭을 할 수는 있으나 단체 약체

결권은 부정된다. 한편, 모든 공무원의 쟁의행 는 지되는바, 업 뿐만 

아니라 태업  기타 업무의 정상  운 을 해하는 일체의 행 도 지

되며 이를 공모 교사 는 선동하는 행 도 지되고, 공무원이 이를 반

할 경우 해고 등 징계처분을 할 수 있고, 일반공무원의 쟁의행 를 공모, 

교사, 선동한 자는 구든지 3년 이하의 징역 는 벌 에 처할 수 있다.

5) 법률상의 용어인 ｢직원단체｣는 실제로는 사용되지 않고, 공식 인 명칭은 ｢노동

조합｣으로 표 되고 있다.

6) 요한 행정상의 결정을 행하는 직원, 요한 행정상의 결정에 참가하는 리직 

지 에 있는 직원, 직원의 임명에 하여 직 인 권한을 가지고 감독  지 에 

있는 직원, 직원의 임명, 분한, 징계나 복무, 직원의 여 기타의 근무조건 는 

직원단체와의 계에 한 당국의 계획  방침에 한 기 의 사항에 하고 이

로 인해 그 직무상의 의무와 책임이 직원단체의 구성원으로서의 성의와 책임에 

직  한다고 인정되는 감독  지 에 있는 기타 직원단체와의 계에서 당국

의 입장에 서서 수행하여할 직무를 담당하는 직원( 업직원  경찰직원을 제외

한 공무원 정원의 약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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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독일-단결권  단체교섭권( 약체결권 부정)

독일은 일반 으로 한 기  안에 공무원과 비공무원을 동시에 고용하고, 

비공무원은 다시 사무직근로자와 노무직근로자로 분류된다. 국가와 공무원

의 노동 계는 공법 계로 법률에 의하여 규율되며, 국가와 비공무원 사이

의 노동 계는 계약 계로 단체교섭에 의해서 규율된다.

독일 기본법7)은 구나 단결체를 결성할 권리가 있음을 선언하고 있으

며, 연방공무원법8)에서 공무원의 단결권을 보장하고 있다. 한편, 공무원의 

단체교섭체결권․쟁의권은 법률에 제한 규정은 없으나, 통설과 례는 이

를 부정하고 있다.9) 다만, 연방공무원법은 공무원의 근무조건을 정하는 법

령의 입안단계에서 공무원노조의 상 단체의 여권을 인정하고 있다.

독일은 모든 공무원의 단결권을 보장하나, 례․학설에 의하여 근로조

건이 입법사항임을 이유로 교섭권은 인정하지만, 단체교섭체결권과 쟁의권

은 부정하고 있다. 한편, 공공부문의 사무직․노무직근로자는 노동 계법이 

용되므로, 노동3권이 보장된다.

(4) 국-노동3권 보장 원칙

국의 공무원은 앙정부 공무원(군인, 일반공무원 등), 지방정부 공무

원(교육, 사회서비스, 경찰, 소방 등), 국가 의료서비스 직원(The National 

Health Service), 공기업 직원 등으로 분류된다.

국은 '국왕에 의하여 고용된 공무원'은 단결권이 제한되었으나, 1946. 

노동당정부 정책으로 공무원 노동 계도 일반 노동 계법이 용되어 원칙

으로 공무원의 노동3권이 보장된다. 

공무원 노동조합은 군인과 보안담당 정보요원을 제외한 모든 공무원이 

7) 독일 기본법 제9조 제3항 "근로조건  경제조건을 유지․개선하기 하여 단결

체를 결성할 권리는 구에게나 그리고 어떤 직업에도 보장된다. 이 권리를 제한

하거나 방해하려는 약정은 무효이며, 이를 목 으로 하는 조치는 법이다."

8) 연방공무원법 제91조 “공무원은 단결의 자유에 의거하여 노동조합 는 직능단체

를 결성하는 권리를 갖는다.”

9) 논거 : ① 공무원의 쟁의행 는 국가에 한 공법상의 근무 계  충성 계와 

양립하지 않는다. ② 공무원의 근로조건은 법률에 의하여 정해진다. ③ 직장폐쇄

와 같은 사용자 측의 항수단의 행사가 불가능하다. ④ 국가기 의 정폐(停廢)는 

공공복리에 반한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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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상이 되고, 단체교섭권도 가지나 그 약은 법  구속력을 갖지 않

는 신사 정의 의미만 갖는다. 단체행동권은 원칙 으로 허용되나 특별법

에 의하여 제한되는바, 가스․수도․ 기공   우편사업 등 필수공익사

업의 업은 제한되고, 경찰은 그 직무 불이행시 형벌이 부과되고 업무복

귀명령 불이행시 징계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

(5) 랑스-노동3권 보장 원칙

랑스의 경우에는 공무원이 임용방식, 여형태, 직무내용, 주무 청의 

성질에 따라 매우 다양하나, 체로 공법상의 공무원과 사법상의 공무원으

로 나 어진다. 공법상의 공무원은 국가  지방공무원, 공법상의 계약에 

의하여 행정 청 는 국공 기업에 고용된 직원, 공법상의 특별신분규정

에 의해 규율되는 직원을 말하고, 사법상의 공무원은 국공 기업의 단기고

용노동자처럼 사법상의 계약에 의하여 고용된 자와 사법상의 특별신분규정

에 의하여 규율되는 직원이다.

사법상의 공무원은 노동3권을 제한없이 보장받고, 공법상의 공무원은 직

무수행상의 특별한 의무로 인하여 노동3권에 일정한 제한이 따른다.

랑스는 1946년 헌법에서 단결권의 주체를 근로자가 아닌 모든 인간으

로 규정하고, 단결권의 보편성 선언  모든 근로자의 단체교섭  업권

을 인정한다. 이에 근거하여「공무원의 권리와 의무에 한 법률」에서 공

무원의 단결권과 업권을 인정하고 있다.

랑스의 공무원노동조합은 군인을 제외한 모든 공무원을 가입 상으로 

하고 있다.10) 단체교섭권은 사  의  성격을 가지고 법  구속력은 없

으나 행상 존 된다.11) 한편, 단체행동권은 원칙 으로 허용되나, 필수

인 공공역무의 확보를 하여 특별법으로 공공근로자의 업권 행사가 제

한12)된다.

10) 공안  직원  경찰 에게도 단결의 자유가 인정되며, 도지사나 부지사를 제외

한 상 리직 공무원에 해서도 단결권을 제한하지 않고 있다.

11) 단체 약은 민간과는 달리 행정부 결정의 단계인 사 의로 법 구속력이 없다.

12) 업권 행사의 제한으로 5일  업 고제도, 상 업의 제한  특정한 범주 

공무원 업제한(공화국보안 , 경찰 , 교도 , 재 , 항공 제 , 내무부 통신

부서 직원, 군인 등)이 있고, 공공질서에 한 침해를 미칠 경우, 수상․ 계기

장 등은 업규제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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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일본 독일 국 랑스

단결권

군인, 외교,

정보, 기

업무 등

제외

자 , 경찰,

소방, 교도직

원 등 제외

제한없음 군인, 보안담

당 제외

군인제외

단체

교섭권

(단

 효력)

인정( 약체

결 인정)

제한  인정

( 약체결권 

부정)

제한

인정

( 약체결

권 부정)

 인정

(신사 정)

 인정

(법  구속

력 제한)

단체

행동권

불인정

- 10여개 주

만 인정

불인정 불인정 제한  허용

- 기,가스 

등 필수공무 

제한

제한  허용

 - 업 고

제

 - 경찰, 교

도  등 

제한

나. 공무원의 노동3권에 한 우리나라의 입법연

(1) 제헌헌법

1948. 7. 17. 제정된 제헌헌법 제18조 본문에는 ‘근로자의 단결, 단체교섭

과 단체행동의 자유는 법률의 범 내에서 보장된다’고만 규정하여 근로자

의 노동3권을 기본권으로서 보장했을 뿐, 행 헌법 제33조 제2항과 같은 

공무원에 한 특례규정이 없었고, 당시의 국가공무원법(1949. 8. 12. 법률 

제44호 제정된 것) 제37조에는 “공무원은 정치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며 공

무 이외의 일을 한 집단  행 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만 규정하 다. 

당시의 노동조합법(1953. 3. 8. 법률 제280호로 제정된 것) 제6조에는 “근로

자는 자유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역군인, 

군속, 경찰 리, 형무 리와 소방 리는 외로 한다.”고 규정하 고, 노동

쟁의조정법(1953. 3. 8. 법률 제279호로 제정된 것) 제5조 제1항은 “근로자 

는 사용자는 노동쟁의가 발생하 을 때 그 주장을 철하기 하여 쟁의

행 를 할 수 있다. 단,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이외의 공무원은 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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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고 규정하 다. 한, 교육공무원법(1953. 4. 18. 법률 제285호로 제정된 

것) 제29조에 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37조는 교육공무원에게 용되었다. 

 각 규정에 의하면, 당시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에 하여 역군인, 군

속, 경찰 리, 형무 리와 소방 리 등 소  ‘공안공무원’을 제외한 모든 공

무원과 교원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은 보장하되, 단체행동권은 업공무원

에게만 보장되었다.

(2) 제3공화국 헌법부터 제5공화국 헌법까지

그런데, 제3공화국에 들어서고 1962. 12. 26. 헌법의 면 개정을 통하여 

제29조 제2항에서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로 인정된 자를 제외하고는 단

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질 수 없다”고 규정하여, 법률로 인정

된 자에 한하여 노동3권을 부여하 다. 이에 따라 국가공무원법(1963. 4. 

17. 법률 제1325호로 폐지제정된 것) 제66조과 지방공무원법(1963. 11. 1. 

법률 제1427호로 제정된 것) 제58조에는 “공무원은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

외의 일을 한 집단  행 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각령으로 정하는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외로 한다.”고 하여 행 법률과 동일

한 내용을 규정하 고, 국가공무원법 제66조는 교육공무원법(1963. 12. 5. 

법률 제1622호로 개정된 것) 제43조에 의하여 교육공무원에게 용되고, 

사립학교법(1963. 6. 26. 법률 제1362호로 제정된 것) 제55조에 의하여 사립

학교 교원에게도 용되었다. 한편, 노동조합법(1963. 4. 17. 법률 제1329호

로 문개정된 것) 제8조에는 군인․경찰 등에 한 노조 가입․결성의 제

한규정을 삭제하는 신,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에 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

고, 노동쟁의조정법(1963. 4. 17. 법률 제1327호로 문개정된 것)은 일반

공무원에 한 쟁의행 지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공무원법에서 일률 으로 

공무원인 근로자의 노동3권을 규율하게 되었다. 

이 게 하여 제3공화국 헌법부터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하여만 노동3권이 보장되고, 그 외의 모든 공무원과 교원은 노동3권을 박

탈당하게 되었다.

그 후, 제4공화국 헌법에는 제29조 제2항과 제3항에서 “공무원인 근로자



538   헌법재 소결정해설집 2005

는 법률로 인정된 자를 제외하고는 단결권·단체교섭권 는 단체행동권을 

가질 수 없다. 공무원과 국가·지방자치단체·국 기업체·공익사업체 는 국

민경제에 한 향을 미치는 사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 고, 제5공화국 헌법 제31조 제2항과 제3항도 같은 내용을 규정하

다.

(3) 행 헌법

행 헌법 제33조 제2항은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

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행 국

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에는 “공무원은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한 집단  행 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

무원은 외로 한다.”고 하고, 같은 조 제2항에는 “제1항 단서의 사실상 노

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 는 국회규칙· 법원규칙13)·헌법재 소규칙·

앙선거 리 원회규칙 는 통령령14)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

방공무원 제58조 제1항은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과 동일한 내용을 규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 는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행 노동조합

13) 법원공무원규칙 제91조 (사실상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법 제66조제2항에 규정

된 사실상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라 함은 고용직공무원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

당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1. 서무·인사  기 업무에 종사하는 자

     2. 경리  물품 출납사무에 종사하는 자

     3. 노무자의 감독사무에 종사하는 자

     4. 보안업무규정에 의한 보안목표시설의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자

     5. 승용자동차의 운 에 종사하는 자

14) 공무원 복무규정 제28조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법 제66조에 규정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라 함은 체신부  철도청 소속의 업기 과 

국립의료원의 작업 장에서 노무에 종사하는 기능직공무원  고용직공무원으로

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 한한다.

     1. 서무·인사  기 업무에 종사하는 자.

     2. 경리  물품출납사무에 종사하는 자

     3. 노무자의 감독사무에 종사하는 자.

     4. 보안업무규정에 의한 보안 목표시설의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자.

     5. 승용자동차의 운 에 종사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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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계조정법 제5조에는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

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교원에 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다.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 운 등에 한법률의 제정경

노태우 정부시 인 1989. 3. 당시 여소야 의 임시국회에서 야당이었던 

평화민주당의 발의에 의하여 제정 노동조합법 수 으로 공무원의 노동기본

권을 보장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15)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으나, 통령의 

거부권행사로 폐기되고 말았다.

그 후 김 삼 정부 하에서 노사 계개 원회는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회복과 련하여 1997. 12. 23. 제22차 체회의에서 “공무원 단결권 보장

방안(안)”에 하여 의결하 다.  방안은 1999년부터 공무원의 고충처리 

등을 한 ‘직장 의회(가칭)’를 설치․운 하고, 공무원노조는 여론수렴과 

련법규 정비 등 비기간을 거쳐 조속히 시행키로 하되, 가입자격을 6  

이하의 일반직으로 하고, 비서직 종사자, 안기부 등 특수기  종사자, 군

인․경찰 등 특수직종 종사자 등은 가입 상에서 제외하며, 공무원의 근로

자로서의 권익과 국민에 한 사자로서의 지 가 조화되도록 하고, 국제

기 과 행을 존 하여 공무원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은 인정하되 단체

약 체결권과 쟁의권은 인정하지 않도록 하는 안으로서, 오랜 토론 끝에 

노․사․공익 3자의 합의로 의결되었으나, 입법화에는 성공하지 못했다.

김  정부 출범 직 인 1998. 2. 6. 노사정 원회는 공무원과 교원의 

노동3권에 하여, 정부는 1999. 1.부터 공무원직장 의회의 설치를 한 

련법안을 1998. 2. 임시국회에 제출하고, 공무원의 노동조합 결성권 보장

방안은 국민  여론수렴과 련법규의 정비 등을 고려하여 추진하고, 1999. 

7.부터 교원의 노동조합 결성권이 보장되도록 1998. 정기국회에서 련법률

의 개정을 추진하기로 노사정 3자의 합의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공무원에 하여는 공무원직장 의회의설립․운 에 한법률(1998. 2. 24. 

15) 당시의 노동조합법 개정안 제8조 제1항 “6  이하의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근로

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고 단체교섭을 할 수 있

다. 다만 역군인, 경찰공무원, 교정공무원, 소방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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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5516호로 제정된 것)이 제정되어 1999. 1.부터 6 이하의 공무원을 

가입 상으로 하는 공무원직장 의회가 설립․운 되게 되었고, 교원에 

하여는 교원의노동조합설립 운 등에 한법률(1999. 1. 29. 법률 제5727호

로 제정된 것)이 제정되어 1999. 7. 1.부터 등교원의 노조설립  단체

교섭권이 보장되었다(쟁의행 는 지).

한편, 정부가 들어서면서 노동부가 심이 되어 2003. 6. 18. 공무원의

노동조합설립 운 등에 한법률안을 입법 고하기에 이르 고, 오랜 진통 

끝에 2005. 1. 27. 6  이하의 공무원에게 등교원과 같은 수 으로 노

조설립과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

운 등에 한법률(2005. 1. 27. 법률 제7380호로 제정된 것)”을 제정하여 

2006. 1. 28.부터 시행하기에 이르 다. 

따라서, 행 헌법 하에서 공무원의 노동3권은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자 이외에는 원칙 으로 보장되지 아니하나 등학교의 교원에 하여는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이 보장되어 있고, 6  이하의 공무원에 하여는 

2006. 1. 28.부터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이 보장되고 있다.

3.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근로3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가. 견해의 립

헌법재 소는 이미 1992. 4. 28. 선고한 90헌바27등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헌소원사건에서 ‘공무원은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한 

집단  행 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외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법률조항이 헌법에 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 다.

다수의견은 와 같은 헌법재 소의 결정을 이 사건에서 그 로 유지하

여 합헌론을 견지하면서, 그 결정이유를 원용하고 있고, 반 의견은  결

정의 논리를 수 하지 아니하고 헌론을 펼치고 있다.

나. 합헌론의 이론  배경과 이에 한 비 론

(1) 합헌론은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에 한 헌법유보조항인 헌법 제33조 

제2항은 공무원제도를 보장․보호할 목 으로 도입된 것으로 입법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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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공무원의 국민 체에 한 사자로서의 지   그 직무상의 공

공성 등의 성질을 고려한 합리 인 공무원제도의 보장, 공무원제도와 련

한 주권자 등 이해 계인의 권익을 공공복리의 목 아래 통합 조정하도록 

입법형성권을  것이라고 해석하고, 이 사건 법률 제58조 제1항은 입법형

성권의 한계를 일탈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때, 합헌론이 공무원의 노동3권 제한근거로 제시한 것은 ① 공무원의 

국민 체에 한 사자로서의 지 ,16) ② 직무의 공공성,17) ③ 근무조건 

법정주의,18) ④ 재정민주주의19) 등을 제시하고 있다고 분석할 수 있다. 

(2) 와 같은 합헌론의 논리에 하여 다음과 같은 비 론이 있는바,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 체의 사자과 직무의 공공성에 한 다수의견의 설시를 공

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하여 근무하므로 직무에 념하여야 하며 공무를 

정지시켜서는 아니된다는 공무의 계속성으로 악한 다음, 공무수행의 

지에 의하여 직  향을 받는 상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와 ‘일반국민’

이 있을 수 있으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부문의 사용자와 다를 바 

없으므로, 결국 문제가 되는 것은 일반국민과의 계라고 한다. 그런데,  

공무원의 직무의 성질은 직  국민의 생명․신체에 련된 것부터 단순한 

16) 상결정의 설시례  “공무원은 그 임용주체가 궁극에는 주권자인 국민 는 

주민이기 때문에 국민 체에 하여 사하고 책임을 져야 하는 특별한 지 에 

있고, …… 일반근로자와는 달리 특별한 근무 계에 있는 사람이다.”

17) 상결정의 설시례  “그가 담당한 업무가 국가 는 공공단체의 공공 인 일

이어서 특히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공성·공정성·성실성  립성 등이 

요구되기 때문에 일반근로자와는 달리 특별한 근무 계에 있는 사람이다.”

18) 상결정의 설시례  “ 와 같은 헌법조항들의 취지에 따라 제정된 공무원 

계법률은 정무직 등의 특별한 공무원이 아닌 한 공무원의 신분을 정권교체 등 외

부의 향을 받지 아니하게끔, 어떤 경우에도 정당한 이유와 법한 차에 따르

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 등의 불이익처분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

는 등 두텁게 보장하고 있다.”

19) 상결정의 설시례  “공무원의 보수의 수  등 근로조건의 향상을 한 재정

 부담은 형식 으로는 국가 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지만 궁극 으로는 조

세 등을 통하여 실질 으로 국민 체의 부담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공무원의 

근로조건의 향상은 그것이 체국민의 복리의 증진을 부당히 침해하지 아니하고, 

그 시 의 국가 는 사회공동체의 경제수  내지 담세능력과 조화될 수 있는 범

내에서 합리 으로 정해져야 하기 때문에 그 결정은 주권자인 체국민을 표

하는 국회에서 민주 인 차에 따라 입법과 산의 심의·의결을 통하여 합목

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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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인 편익에 그치는 것까지 다양하고 국민의 생명․신체에 련된 것

이라고 하더라도 침해의 긴 성, 회복가능성, 련되는 일반국민의 불이익

의 질 등에 차이가 있는데, 다수의견은 이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 으로 취

하고 있다고 비 하는 견해가 있다.20) 한편, 헌법상 공무원의 ‘국민 체

에 한 사자’라는 규정은 본래 공무원이 군주나 집권세력 는 특정계

 등 ‘일부의 이익’에만 사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제한하는 논리로 원용될 수 없고, 직무의 공공성에 하여 

오늘날 국 사업 내지 공 사업이 확 되고 20세기 자본집 과 독 기업의 

형성은 일반 근로자의 직무도 공공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공무원의 노동기

본권만을 제한하는 논리가 될 수 없다고 비 하는 견해도 있다.21)

둘째, 근무조건 법정주의와 재정민주주의에 하여  양 원리는 자기목

인 원리가 아니고 다른 국정원리․정치제도와 마찬가지로 모든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행복추구’ 기타 기본  인권의 보장을 

목 으로 하여 그에 사하여야 할 원리 내지 제도에 불과한 것으로 공무

원의 노동기본권과의 계에서 양자의 병립과 조화를 모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한 견지에서 공무원의 단체교섭권과 정부의 단체교섭 응락의

무  성실교섭의무는 근무조건 법정주의와 재정민주주의와 련이 없고, 

단체 약체결권도 비록 국회나 지방의회가 법률․조례․ 산의 형태로 결

정하여야 할 근로조건이라고 하더라도 정부 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안․

조례안․ 산안 등을 제출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정부가 법률안 등에 단

체 약의 내용을 반 한다거나 의회의 승인을 조건으로 단체 약이 발효하

도록 한다면 근무조건 법정주의와 재정민주주의에 반한다고 볼 수 없고, 

근무조건  행정청의 권한으로 결정할 사항도 지 않으므로, 이에 한 

단체 약체결권이  양 원리와 상충되지 않으며, 단체행동권도 근무조건 

법정주의와 재정민주주의에 반하지 않는 단체교섭 내지 단체 약의 체결을 

한 쟁의권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22) 한편, 근로조건 법정주의

20) 최 호,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을 둘러싼 노동법상 문제’, 노동법학 제13호, 제

106쪽 이하

21) 신인령, ‘한국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노동인권과 노동법, 녹두(1999), 제55쪽, 제

56쪽

22) 최 호, 의 , 제108쪽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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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련하여 공무원의 신분보장제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정원변경․ 산감

축 등에 의한 불이익, 징계․면직 규정에 의한 불이익 등이 있고 오히려 

일반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 법에 의하여 해고가 엄격히 제한되는 을 감

안하면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제한논거가 될 수 없고, 재정민주주의에 하

여도 재정민주주의란 국가의 산․결산에 한 국민참여라는 의미를 가질 

뿐이고, 정부 산은 정부내에서의 칙에 불과하지 외 으로 공무원이나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므로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의 제한논거가 

될 수 없고, 오히려 국회가 공무원에 한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 향력을 

행사하기 하여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의 보장이 요청된다는 견해도 있

다.23)

다. 헌론의 논리  구조

(1) 행 공무원법의 규정과 실

행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과 이 사건 법률 제58조 제1항은 사실

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의 노동3권을 제한하고,  국

가공무원법의 하 법령인 통령령인 공무원 복무규정 제28조에는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정보통신부  철도청 소속의 업기 과 국립

의료원의 작업 장에서 노무에 종사하는 기능직공무원  고용직공무원으

로 한정하고, 그나마 이 사건 법률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지방공무원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 를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

나 다수의 지방자체단체에서 이를 정하는 조례조차 마련하지 않고 있어, 

결국 우리나라의 공무원  극히 은 숫자만이 노동3권을 보장받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

(2) 공무원의 노동3권 제한의 한계

우리 헌법의 원칙 내지 기본정신에 의하면, 보편  인권으로서의 노동기

본권은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에게 보장되어야 한다. 모든 국민은 "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와 행복을 추구할 권리"(헌법 제10조 제1문)를 

23) 신인령, 의 , 제56쪽, 제5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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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구든지 성별·종교 는 사회  

신분에 의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생활의 모든 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제11조 제1항)는 것이 우리 헌법의 원칙이다.  이

러한 원칙 하에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하며”(제37조 제1항),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  내용을 침해할 수는 없다”(제37조 제2항 후단)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  권리를 확인하고 이

를 보장할 책임”(제10조 제2문)을 지며(기본권 최 보장의 원칙), 합리 인 

근거 아래에서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그 필요성에 응하는 최소한

의 제한에 그쳐야 하고(기본권 최소제한의 원칙), 그 본질  내용을 침해하

여 기본권을 형해화하는 정도에 이르러서는 아니 된다(본질  내용 침해

지의 원칙).

그런데, 공무원도 노동3권의 향유주체임이 분명한 만큼, 기본권 최 보장

과 최소제한의 원칙에 따라 그들에게도 노동3권을 최 한 보장하는 것이 

헌법의 원칙 내지 기본정신에 합치하는 것이다. 따라서, 공무원의 노동기본

권을 제한하는 입법도 당연히 와 같은 원리가 용되어야 하므로, 헌법 

제33조 제2항이 노동3권을 보장받는 공무원의 범 를 정하는 것을 입법자에

게 임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입법형성권은 무제한의 재량이 아니라 한

계를 가진 것이고, 그 한계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정하는 원칙 즉, 기본

권의 최소제한의 원칙과 본질  내용 침해 지의 원칙이 용되어야 한다.

(3) 이 사건에서의 용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의 실질  보장을 해서는 무엇보다도 향유주체로

서의 공무원의 범 를 확 하여야 할 것이다. 헌법 제33조 제2항에 의하면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공무원인 근로자는 노동3권을 린다. 따라서 

노동3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공무원의 범 는 입법자가 법률로 정하게 된

다. 그러나 그 경우에도 입법자에게는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는 입법정신

을 충분히 존 하여 가능한 한 범 의 공무원이 노동3권을 릴 수 있도

록 입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왜냐 하면 헌법은 공무원의 노동3권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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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면서 다만 노동3권의 향유주체의 범 를 입법사항으로 하여 이를 입법

자에게 임하 기 때문이다.

이러한 에서 볼 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한해 노동3권

을 향유 할 수 있도록 그 범 를 극도로 제한하고 있는 국가 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은 다음과 같은 에서 헌이라 할 수 있다. 첫째, 이러한 법

규정은 법익형량의 원칙에 반한다. 공무원에 한 노동기본권의 제한은 

계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의 행사가 국민 체의 이익 는 국가  질서에 미

치는 향의 정도에 따라 정해져야 한다. 둘째로 이러한 규정은 기본권을 

제한할 때에는 필요불가피한 경우에 최소한의 범  내에서 외 으로만 

허용된다는 이른바 과잉 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노동3권의 향유주체로서의 공무원의 범 를 확장하는 입법재량이 이루어져

야 할 것이다. 그리고 공무원의 직무의 공공성도 공무원의 종류  직 의 

성질에 따라 다르므로 직무의 공공성 여하에 따라 노동기본권의 보장을 단

계화·구체화하는 것이 요청된다. 공무원이 수행하는 공무의 성격이 국가 

기본질서의 유지·발 에 필수불가결한 것일 때에는 단체행동권의 인정을 

부인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공무원의 공무가 이와 직  련이 없는 것

인 경우에는 단체행동권을 포함하여 노동기본권 부를 폭넓게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4) 결론

따라서, 공무원이 비록 국민 체의 사자라는 에서 다른 근로자와 다

르다고는 할지라도 그들의 생존권과 행복추구권의 보장을 하여는 필요불

가결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국민 체의 사자라는 이유로 그들

의 노동3권을 박탈하는 것은 합리 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노동3권의 제

한 내지 박탈은 그 해당 근로자의 신분을 기 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가 

종사하는 직무의 성격에 따라 최소한도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오직 공무원의 신분이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

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노동3권을 박탈하고 있는 것은 노동3권을 기본권으

로 규정한 헌법 제33조 제1항의 본질 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고, 나아가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원칙에 배되는 조항일 뿐더러 인간의 존엄과 



546   헌법재 소결정해설집 2005

가치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에도 배된다는 것이다.

4. 이 사건 법률조항들과 국제법규와의 계

가. 청구인들이 드는 국제법규

청구인들은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노동기구(ILO)

의 약과 세계인권선언을 비롯한 국제인권규약, 국제기구들의 권고, 지침 

등에 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ILO 약  공무원의 노동기본권과 련된 제87호 약(결사의 자유  

단결권 보장에 한 약), 제98호 약(단결권  단체교섭권에 한 원칙

의 용에 한 약)  제151호 조약(공공부문에서의 단결권 보호  고

용조건의 결정을 한 차에 한 약) 등은 군인, 경찰, 요한 정책결

정이나 리를 담당하는 고 직 공무원 는 고도의 기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원칙 으로 모든 역의 공무원에게 단결권과 단체교

섭권을 보장하고 단체행동권의 제한도 필수사업에 종사하는 자 등으로 엄

격한 한계내에서 허용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제연합의 세계인권선언을 

구체화한 국제인권규약인 “경제 ·사회 문화 권리에 한국제규약”(조

약 제1006호) “시민 정치 권리에 한국제규약”(조약 제1007호) 한 공

무원의 노동3권을 원칙 으로 보장하는 취지로 해석되며, ILO의 ‘결사의 

자유 원회’나 ‘경제 ․사회   문화  권리 원회’는 우리나라에 하

여 가능한 한 빨리 모든 역의 공무원들에게 노동3권을 보장할 것을 권고

하고 있다. 

나. 국제법규의 반여부

(1) 우리 헌법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을 물론 일반 으로 승

인된 국제법규를 국내법과 마찬가지로 수하고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국제

질서를 존 하여 항구  세계평화와 인류공 에 이바지함을 기본이념의 하

나로 하고 있으므로(헌법 문  제6조 제1항 참조), 국제  력의 정신을 

존 하여 되도록 국제법규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

러나 그의 실  용과 련한 우리 헌법의 해석과 운용에 있어서 우리 

사회의 통과 실  국민의 법감정과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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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것 한 당연한 요청이다.

(2) 세계인권선언과 계

‘세계인권선언’은 국제법상 법  구속력이 있는 국제조약도 국제 습법도 

아니고 국제연합의 기 인 총회에서 채택된 결의에 불과하고, 국제법상 법

 구속력이 없고 권고  성질만을 가질 뿐이라는 것이 통설 인 견해이

다. 헌법재 소도 1991. 7. 22. 선고한 89헌가106 사립학교법 제55조, 제58

조 제1항 제4호 헌심 사건에서 교사의 노동3권과 국제법규와의 계에 

하여 와 같은 견해를 취하 고, 1999. 6. 24. 선고한 97헌바61 결정에서 

다시 한번 이를 확인하 다.

다만,  89헌가106 결정이후 우리나라는 국제연합에 가입하 다는 사정

의 변경이 생겼고,  세계인권선언은 비록 직 인 법 구속력이 인정되

지 않는 선언의 형태로 채택되었지만 그 이후 국제인권법의 발달로 그 내

용의 상당 부분은 이미 국제 습법화 되어 국제사회의 규범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반론이 있다.24) 그 논의에 의하더라도 세계인권선언은 제23조 제4

항에서 ‘사람은 구를 막론하고 각자의 이익을 옹호하기 하여 노동조합

을 결성하고 가입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제29조 제2항에서 ‘이 권

리와 자유를 행사함에 있어서는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자유를 십분 인정하고 

존경하기 하여 특별히 제정된 법률 는 도덕, 공공질서  민주사회의 

일반 안녕을 유지하는데 필요하고 정당한 요구에 응하여 제정된 법률의 정

한 바에 의하여서만 제한을 받는다.’고 규정하여 일반  법률유보조항을 두

고 있으므로, 권리의 본질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한 국내의 민주 인 의

차에 따라 필요한 범  안에서 근로기본권의 법률에 의한 제한은 용인하

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세계인권선언이 이 사건 법률조항들과 정

면으로 배치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3) 국제인권규약들과 계

한편, “경제 ·사회 문화 권리에 한국제규약”은 제4조에서 “……국

24) 정인섭, ‘헌법재 소 례의 국제법  분석’, 헌법실무연구 제5권, 제57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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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가 이 규약에 따라 부여하는 권리를 향유함에 있어서, 그러한 권리의 본

질과 양립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한 오직 민주사회에서의 공공복리증

진의 목 으로 반드시 법률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제한에 의해서만, 그러한 

권리를 제한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하여 일반  법률유보조항을 두고 있

고, 제8조 제1항 (a)호에서 국가안보 는 공공질서를 하여 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하여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범 내에서는 법률에 

의하여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그가 선택한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권리의 행

사를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을 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시민 정치 권리에 한국제규약”의 제22조 제1항에도 “모

든 사람은 자기의 이익을 보호하기 하여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이에 가입

하는 권리를 포함하여 다른 사람과의 결사의 자유에 한 권리를 갖는다.”

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조 제2항은 그와 같은 권리의 행사에 하여는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국가안보 는 공공의 안 , 공공질서, 공 보건 

는 도덕의 보호 는 타인의 권리  자유의 보호를 하여 민주사회에

서 필요한 범  내에서는 합법 인 제한을 가하는 것을 용인하는 유보조항

을 두고 있을 뿐 아니라, 특히  제22조는 우리의 국내법 인 수정의 필

요에 따라 가입당시 유보되었기 때문에 직 으로 국내법  효력을 가지

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규약들도 권리의 본질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한 국내의 민주

인 의 차에 따라 필요한 범  안에서 근로기본권에 한 법률에 의한 

제한은 용인하고 있는 것으로서 에서 본 공무원의 근로기본권을 제한하

는  법률조항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헌재 1991. 

7. 22. 89헌가106, 례집 3, 387, 425-429 참조).

(4) ILO 약들과의 계

우리나라는 국제노동기구의 정식회원국이 되었으므로, ILO 제87호, 제98

호  제151호 약이 국내법  효력을 갖는 것이 아니라는   89헌가

106 결정취지를 그 로 따를 수는 없다. 그러나, 헌법재 소는 1998. 7. 16. 

선고한 97헌바23 결정에서 국제노동기구의 제105호 약은 우리나라가 비

한 바가 없고, 헌법 제6조 제1항에서 말하는 일반 으로 승인된 국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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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로서 헌법  효력을 갖는 것이라고 볼 만한 근거도 없으므로 이 사건 심

상 규정의 헌성 심사의 척도가 될 수 없다고 설시한 바 있으므로, 

 97헌바23 결정을 유지한다면, 결국에는  89헌가 106 결정과 동일한 

결론을 얻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 ILO 제87호와 제98호 약은 1948년과 1949년에 채택된 

것으로 약 150개 남짓한 국가가 이를 비 하 고, ILO도 이를 핵심조약으

로 분류하여 당사국에 하여 우선 인 비 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이는 

국제 습법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아야 한다는 비 이 있다.25) 우리 헌법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 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

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선언하고 있는바, ‘일반 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가 무엇인가에 하여는 국제 습법이 이에 속한다는 에는 학자들간에 

이견이 없으나 한국이 당사국이 아닌 조약에 하여는 다툼이 있다. 헌법

학자들은 한국이 당사국이 아닌 조약이더라도 국제사회에서 일반 으로 규

범성이 인정되는 것은 이에 포합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일정한 조약은 

국제사회의  다수의 지지를 바탕으로 비당사국에 하여도 일반  

규범력을 발휘하기도 하지만 이 같은 상이 발생하는 것은 조약 자체가 

규범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니라 조약의 내용  국제 습법화 된 부분이 

국제 습법의 자격으로 규범력을 갖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국제사회에서 

일반  규범성이 인정되는 조약은 국제 습법의 유력한 증거를 가질 뿐이

고,  97헌바23 결정은 와 같은 취지 하에서 1957년에 채택되고 2000. 

3. 재 145개국이 비 한 ILO 제105호 약이 국제 습법화되었음을 확인

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5) 국제기구들의 권고들과의 계

ILO의 ‘결사의 자유 원회’나 ‘경제 ․사회   문화  권리 원회’  

‘OECD 노동조합자문 원회’ 등이 우리나라에 하여 가능한 한 빨리 모든 

역의 공무원들에게 노동3권을 보장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것만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헌으로서 당연히 효력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일반 으로 국제기구의 권고(recommendation)는 일정한 

25) 정인섭, ‘헌법재 소 례의 국제법  분석’, 제57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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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자에게 일정한 행 나 결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비강제  행

로서 법 인 강제력, 즉 구속력이 없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26). 법원

도 시민 정치 권리에 한국제규약에 의하여 설치된 인권이사회에서 국

가보안법의 문제 을 지 한 바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국가보안법의 

효력이 당연히 상실되는 것은 아니라고 시한 바 있다( 법원 1993. 12. 

24. 선고 93도1711 결 참조).

다. 반 의견-간 용론

다수의견은 와 같은 선언, 조약, 권고들이 비록 비 한 바 없다거나 유

보되었다든지 권고  효력만 있다는 등 직 인 구속력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국제법규를 반한 것이 아니라는 견해를 취하고 있

고, 반 의견도 기본 으로 그 법리를 따르고 있다.

다만 반 의견은 고도로 추상화된 헌법 규정의 의미나 내용  용범

의 해석을 함에 있어 인권과 련된 국제법규는 해석에 한 요한 지침

을 될 수도 있다고 하면서, 이러한 을 존 하고 참작하여 우리 헌법을 

해석하여 보면, 공무원의 노동3권을 극도로 제한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

항들은 헌법에 부합될 수 없는 것이라고 한다. 

반 의견과 같이 헌법 기타 법규범과 법원칙을 해석, 용함에 있어 지

침으로서 는 그 해석, 단을 보강하기 한 것으로 국제인권기  등을 

원용하는 것을 간 용27)이라고 한다. 이러한 간 용의 경우 원용된 국

제인권기 이 법  구속력이 있는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고, 선언, 

결의 등의 문서나 당해국가가 가입하지 않은 조약이더라도 그것이 보편성

과 구체성을 가진 기 을 내포하고 있다면 필요에 따라서 참조할 수 있다

고 한다. 

와 같은 반 의견의 논리는 헌법재 소가 우리 헌법의 개별조항을 해

석함에 있어서 한국이 수할 의무를 지니는 국제법을 가  조화 으로 

수용하라는 국제법 학계의 요구를 극 으로 수용한 것이라고 보인다.28)

26) 유병화․박노 ․박기갑 공 , 국제법Ⅰ, 법문사, 제125쪽 참조

27) 김태천, ‘재 과정을 통한 국제인권 약의 국내  이행’, 국제인권법의 국내이행

에 있어 문제   안, 국가인권 원회, 제26쪽 

28) 정인섭, ‘헌법재 소 례의 국제법  분석’, 헌법실무연구 제5권, 박 사, 제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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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결정의 의의】

  이 사건의 당해소송은 청구인들이 법외노조인 공노 출범이후 각종 

집회를 개최하거나 참가한 행 에 한 형사사건으로 한동안 사회 인 갈

등을 한부분으로 존재하 는데, 헌법재 소는 그 갈등의 근본 인 원인인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헌여부를 심사한 것으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29)

다수의견은 1992. 4. 28. 선고한 90헌바27등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헌소원 사건에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무

원에게 근로3권을 제한하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이 헌법에 반되지 

않는다는 시를 그 로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결정은 당시의 재  

원일치의 의견으로 선고되었는데30), 약 13년이 경과한 후 이 사건에서는 

재  4인의 반 의견이 있었다. 2006. 1. 28.부터 시행되고 있는 “공무원

의노동조합설립 운 등에 한법률(2005. 1. 27. 법률 제7380호로 제정된 

것)”에 하여 헌법소원이 제기되어 있는바, 과연 헌법재 소가 이에 하

여 어떠한 견해를 취할 지 주시하여 볼 필요가 있다.

한편, 이 사건에서 반 의견 사이에도 재  2인은 단순 헌을 하여야 

쪽, 그 다고 하여 국제법을 직  근거로 국내법률에 한 헌 정을 내려야 한

다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29)  결정이후 법원도  결정취지에 따라 헌법 제33조 제2항이 노동 3권이 보

장되는 공무원의 범 를 법률에 의하여 정하도록 유보한 것은 공무원의 국민 

체에 한 사자로서의 지   그 직무상의 공정성 등의 성질을 고려한 합리

인 공무원제도를 보장하고, 공무원제도와 련한 주권자 등 이해 계인의 권익을 

공공복리의 목  아래 통합 조정하기 한 것인바,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이 

“공무원은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한 집단행 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한 것은 와 

같은 취지에 따라 공무원의 노동 3권을 제한한 것으로서 입법권자에게 부여하고 

있는 재량권의 범 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노동 3

권을 본질 으로 침해하 다고도 볼 수 없다고 시하 다( 법원 2006. 2. 10. 선

고 2005도3490 결). 

30) 다만 변정수 재 은 당연히 노동3권을 향유하여야 할 국·공립학교 교원이나 

기타 공무원에 하여 노동운동을 면 지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

항  교육공무원법 제53조 제4항 각 규정은 공무원의 노동3권의 본질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헌법 제37조 제2항의 일반유보조항에 의하여서도 정당화될 수 

없는 헌 인 법률이나,  법률조항들이 헌법의 특별유보조항(제33조 제2항)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그것에 하여 쉽사리 헌선언을 할 수 없을 

뿐이라는 취지의 별개의견을 개진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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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견해를 취하고 있고, 재  2인은 헌법불합치를 하여야 한다는 견

해를 피력하고 있다. 양자의 견해차이는 이 사건 법률과 근로3권의 계에 

한 근본 인 차이에서 비롯되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다. 즉, 단순 헌론도 

헌법불합치론과 마찬가지로 공무원의 근로3권, 특히 단체행동권이 무제한

으로 인정된다고 보지는 않은 것 같다. 다만, 단순 헌론은 그 이유를 명

시하지는 않았지만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형벌법규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

에 헌법불합치결정이 불가능하지 않느냐는 논의에 기 를 하고 있는 것으

로 추측된다. 형벌법규와 헌법불합치의 계는 헌법재 소가 당면하고 있

는 이론  난제 에 하나로서 향후 그 논의의 발 을 기 하기로 하고, 

여기에서는 이를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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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 헌제청

-증빙불비가산세와 비례의 원칙-

(헌재 2005. 11. 24. 2004헌가7, 례집 17-2, 338)

김 소 연
*

1)

【 시사항】

1. 법인이 재화 는 용역을 공 받고 신용카드매출 표, 세 계산서, 계

산서 등 일정한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 그 수취하지 아니한 

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액을 가산세로 징수하도록 규정한 구 법인

세법 제76조 제5항이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반되는지 여부

2.  법률조항이 평등의 원칙에 반되는지 여부

【심 상】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문개정된 후  2001. 12. 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의 것) 

제76조(가산세) ⑤ 납세지 할세무서장은 법인( 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련하여 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는 용역을 공 받고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액을 가산한 액을 법

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 헌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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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1. 심 청구에 이르게 된 경

당해사건의 원고는 식품‧잡화 등의 도소매업을 하는 법인으로 2000. 

1. 1.부터 2000. 12. 31.까지의 사업연도  매입처들로부터 공 가액 

1,116,615,483원의 재화를 공 받고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각호에서 정한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하 다. 이에 천안세무서장이 2002. 2. 7.  증빙

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것에 하여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

호로 문개정된 후 2001. 12. 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의 것) 제76

조 제5항에 따라  수취하지 아니한 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111,661,548원의 가산세를 부과‧고지하자, 당해사건 원고는 지방법원에 

 가산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 고  법원은 구 법인세

법 제76조 제5항이 헌법에 반된다며 직권으로 헌심 제청을 하 다. 

2. 헌제청이유와 계기 의 의견 

가. 헌제청이유

법인이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에 정한 증빙자료 외에 다른 일반 수

증 등을 수취하더라도 그것이 허 가 아니어서 거래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어 그 지출 액이 손 으로 인정되면 경비의 투명성이 확보되고 거래

상 방 사업자가 구인지 알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이 사건 법률조

항에 의한 가산세가 부과되는 , 증빙자료 수취의무는 재화나 용역의 공

자가 당해 증빙자료를 교부할 것을 제로 하는 것임에도 같은 법 제76

조 제9항에서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 하면서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그 공 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액으로 정하고 

있어 미수취한 자가 교부하지 아니한 공 자보다 오히려 더 높은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는 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거래 액의 100분의 10

을 가산세로 정하고 있는 것은 지나치게 그 액이 높아 필요한 최소한의 

재산권침해범 를 넘어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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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세청장  재정경제부장 의 의견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인 경비지출의 투명성 확보뿐만 아니라 거래상

방 사업자의 과세표 의 양성화를 한 것으로서 지출증빙자료로 거래상

방 사업자가 구인지 알 수 있는 것만으로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

을 달성할 수 없으며, 법인의 일정한 지출을 손 으로 인정할 것인지의 

여부와 증빙서류의 수취‧보 의무의 불이행에 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것

인지의 여부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제청법원의 헌제청이유  첫 번째, 

즉 수취한 다른 일반 수증이 허 가 아니어서 거래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어 그 지출 액이 손 으로 인정되면 경비의 투명성이 확보되고 거래

상 방 사업자가 구인지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경우에도 가산

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그리고,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에 한 극 인 의지가 있는 법인이라면 지출증빙서류의 미수취로 인한 

가산세를 충분히 회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출증빙을 교부하지 아니

하는 사업자와 거래하여 거래상 방의 과세표  양성화를 해한 법인에 

하여 거래 액의 10%라는 가산세율은 행정제재의 액으로 정하다. 

 가산세율을 정하는 것은 입법자의 정책 단의 결과라 할 것인바, 이 사

건 법률조항 신설 후 1년간의 유 기간을 거쳐 2000년부터 시행하는 동안 

신용카드 사용에 한 여러 가지 제도  보완과정을 통해 납세자의 신고수

이 향상되는 등 세정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가산세율을 2%로 인하한 것

일 뿐 10%의 가산세율이 헌소지가 있음에 한 반성의 결과는 아니므

로, 지출증빙서류를 미수취한 법인에게 거래 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액을 가산세로 징수하는 것은 합리 인 입법재량의 범  내로서 재산권

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결정요지】

1. 재화나 용역을 공 받은 법인으로 하여  신용카드매출 표, 세 계산

서, 계산서 등의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법인의 경비지출내용의 투명성을 제고함과 아울러 거래상 방 

사업자의 과세표  양성화를 유도하기 한 것으로서 그 목 의 정당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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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된다. 과세표  양성화 상이 되는 거래상 방 사업자에게 성실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것만으로는 이러한 입법목  달성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재화나 용역을 공 받는 법인에게 이러한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도록 하고 

그 의무 반에 하여 그 수취하지 아니한 액의 일정 비율에 상당한 

액을 추가하여 납부하도록 하는 제재방법은 하다.

한, 이러한 지출증빙서류 수취의무 반시 미수취 액의 10%라는 가

산세율을 용하는 것은 매출자료만으로는 수입 액을 악할 수 없는 한

계를 매입자료와의 비교를 통하여 극복함으로써 거래상 방 사업자의 수입

액을 노출시켜 과세표  포착률을 제고하고 세부담의 불균형을 시정하여 

사회 반에 만연한 탈세의식을 바로잡고자 하는 입법자의 의지가 표출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입법자는 지출증빙서류의 수취제도를 처음 도입

하는 것임을 감안해 가산세 부과조항은 1년간의 유 기간을 거친 후 시행

하도록 하 고, 거래의 규모, 성격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거래상 방의 과

표양성화가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과표양성화의 목 을 달성

할 수 있는 경우는 가산세의 부담을 배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그

러므로 와 같은 세율의 설정은 법제정시의 상황  국민의식에 비추어 

필요한 최소한의 것이라고 평가된다.

나아가, 법인에 있어서 상업장부와 업에 한 요서류의 보존의무는 

상법상 인정되는 기본 인 의무로서 상인이라면 당연히 이행하여야 할 의

무이므로, 경비지출의 투명성 제고와 거래상 방 사업자의 과표양성화를 

해 특별히 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출증빙서류에 하여 법인에게 그 수

취의무를 부과하고 그 의무의 해태에 하여 제재를 가한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법인이 입는 불이익이 심각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반

해, 과세표 을 양성화하여 탈세를 방지하고 혼탁한 세정 실을 바로잡고

자 하는 것은 국가가 추구하여야 할 한 공익이라고 아니할 수 없으므

로  법률조항은 보호되는 공익과 제한되는 기본권 사이의 법익 균형성 

요건도 충족하고 있다.

2.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 하면서 계산서나 세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그 공 가액의 100분의 1 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한 것과 비교할 때, 계산서나 세 계산서를 수취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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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한 법인이 이를 교부하지 아니한 공 자보다 더 높은 가산세를 부담하

는 것이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지 문제된다.

그러나, 과세표  양성화를 한 재화‧용역 수 자의 요한 역할을 고

려할 때, 그리고 수 자가 수취할 증빙서류의 범 가 공 자가 교부해야 

하는 서류의 범 보다 넓은 을 고려할 때, 정규지출증빙서류 미수취자에 

한 가산세율이 반드시 재화‧용역의 공 자와 같거나 그보다 낮아야 한다

고는 볼 수 없다. 그러므로, 과세표  실화라는 입법목  달성에 어렵지 

않게 력할 수 있는 납세의무자에 하여 좀더 무거운 책임을 지우고 그 

반에 하여 제재를 가한다고 하여 합리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

【해 설】

1. 증빙불비가산세의 의의  입법취지, 연

가. 의의  입법취지

법인세법 제116조 제1항은 법인으로 하여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련된 모든 거래에 한 증빙서류를 작성 는 수취하여 5년간 보 하도

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근거과세(국세기본법 제16조)를 구 하기 하여 

납세의무자에게 부여된 력의무로서 지출증빙에 근거하여 객 성 있게 과

세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여기서 거래증빙이라 함은 특정화된 것은 아니며, 

사회가 변화‧발 함에 따라 새로운 거래증빙이 계속 으로 생성‧소멸될 수 

있으므로 일반 인 사회통념상 거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인정되는 것

이면 족하다.

그런데, 같은 조 제2항은 법인이 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는 용역을 구입하는 경우의 지출증빙을 거래의 상 방과 공 가액이 확

인되는 신용카드매출 표(여신 문 융업법에 의한 직불카드, 외국에서 발

행된 신용카드를 포함한다,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제3항), 세 계산서 

 계산서(이하 ‘정규지출증빙서류’라 한다)로 제한하고 있다. 그리고 정규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해 가산세가 

부과된다. 즉, 법인이 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는 용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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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받고 그 가를 지 함에 있어서는 정규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여 5년

간 보 하여야 하고, 정규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 거래자체

를 부인하여 지출 액을 손 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기타의 객

인 서류에 의해 경비지출이 인정되는 경우 손 산입은 허용하되 미수취

액에 해 일정률의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한 것이다.1)

이는 법인의 경비지출내용의 투명성을 제고함과 아울러 그 거래상 방

인 사업자의 과세표  양성화를 유도하기 한 것으로서 근거과세를 구

하기 한 법  장치이다. 그 에서도 특히 거래상 방인 사업자의 과세

표  양성화를 유도하는 데에 그 이 모아져 있다 할 것인바, 법인의 

경비지출내용의 투명성 제고라는 목 은 법인세법 제116조 제1항에 의해서

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인이 재

화 는 용역을 구입할 때마다 거래상 방과 공 가액이 확인되는 정규지

출증빙서류를 수취하도록 함으로써 종국 으로는 그 거래상 방 사업자의 

과세표 (매출액)이 노출되도록 유도하는 효과를 주로 기 하고 있는 것이

다.2)

나. 연

법인세법 제116조와 이 사건 법률조항은 1998. 12. 28. 법률 제5581호 법

인세법 문개정시 신설되었다. 법인세법 제116조는 1999. 1. 1. 이후의 거

래분부터 용되었으나, 정규지출증빙서류 미수취에 한 가산세 규정인 

이 사건 법률조항은 1년간의 유 기간을 거친 뒤 2000. 1. 1.부터 시행되었

다(부칙 제7조).

그 가산세율의 변동에 하여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 신설시에는 정규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액의 10%에 상당하는 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하다가, 2001. 12. 31. 법률 제6558호 법인세법 개정시 가산세를 

2%로 하향조정하면서 2001년 사업연도부터 용(부칙 제12조)하도록 하

1) 소득세법에도 복식부기의무자의 증빙서류 수취의무 반에 한 가산세 규정이 

있다(제81조 제8항). 소득세법에서는 이를 “증빙불비가산세”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13항).

2) 김완석, “ 격 수증 수취의무의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등과 과잉 지의 원칙”, 

월간 조세 137(99. 10.) 1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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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므로 미수취 액의 10%라는 가산세율은 2000. 1. 1.부터 2000. 12. 

31.까지의 사업연도에만 용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가산세율을 낮춘 이유

는 기업에 한 규제를 완화하여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 세제면에

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한 것이었다.3)

2. 용요건

가. 정규지출증빙서류

세 계산서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는 용역을 공 한 사업자

가 이를 공 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그 거래내용과 거

래징수사실을 증명하기 하여 교부하는 증서를 말한다. 계산서는 부가가

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는 용역을 공 하는 때에 작성, 교부하는 것으로 

세 계산서와는 달리 부가가치세액을 구분‧기재하는 난이 필요 없다.

따라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는 용역을 공 하는 일반과세자4)

는 세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면세사업자는 부

가가치세 면세 재화 는 용역을 공 하는 때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제163조 제1항, 제2항, 법인세법 제121조 제1항, 제2항). 일반과

세자  소매업, 음식 업, 숙박업 등 주로 소비자를 상 로 하는 사업자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소정의 간이과세자는 재화 는 용역을 공 하는 때 

원칙 으로 수증5)을 교부하도록 되어 있으나(부가가치세법 제32조, 동시

행령 제79조의2 제1항), 재화 는 용역을 공 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

증을 제시하고 계산서 는 세 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계산서 

는 세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제2항, 법인

세법시행령 제164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2 제3항, 제4항). 그리고 

세법상 신용카드매출 표를 발행할 수 있는 사업자는 수증 교부 상 사

3) 2001. 12. 21. 재정경제 원회의 법인세법 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참조

4)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소정의 간이과세자가 아닌 사업자를 말한다. 부가가치세 간

이과세란 사업규모가 세하고 기장능력이 부족한 사업자에게 일반 부가가치세 

과세 상 사업자에게 부여하는 세 계산서의 작성  교부, 신고  납부 등의 

의무를 경감시켜 일반과세자보다 간편한 방법으로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강경태, 세법개론, 1996, 417면

5) 세법상 수증이란 세 계산서의 필요한 기재사항  공 받은 자와 부가가치세

액을 따로 기재하지 아니한 과세자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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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자에 한정되어 있다(법인세법 제117조, 소득세법 제162조의2, 부가가치세

법 제32조의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수증 교부 상 사업자 

이외의 사업자도 신용카드매출 표를 발행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신용

카드매출 표의 발행 여부와 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 의한 

세 계산서를 별도로 교부하여야 하며 그 지 않으면 세 계산서 미교부 

가산세가 부과된다(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 이 경우 재화나 용

역을 공 받은 자는 신용카드매출 표라도 수취하면 증빙불비가산세는 부

과되지 않는다. 다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있을 뿐이다.

나. 지출증빙서류 수취 거래 상사업자

법인이 정규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하는 거래 상사업자는 법인, 부

가가치세법 제2조6)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소득세법 제28조7)의 규정에 의

한 사업자이다(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거래상 방이 비 리법인, 

국가  지방자치단체, 융보험업을 하는 법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

국법인  비거주자인 경우는 제외된다.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부가가치세

법 제25조의 간이과세자로서 여신 문 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 이 

아닌 사업자도 제외된다.

다. 외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단서는 정규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보 에 

한 외를 통령령에 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2항은 건당 거래 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0만원 미만인 

6)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리목 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

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는 용역(제1조에 규정

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 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

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7) 소득세법 제28조 ( 손충당 의 필요경비계산) ①부동산임 소득·사업소득 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외상매출 ·미수  기타 이에 

하는 채권에 한 손충당 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때에는 통령령이 정하는 

범 안에서 이를 당해연도의 소득 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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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를 그 외사유  하나로 규정하 다. 이는 소액거래는 부분 계산

서‧세 계산서  신용카드매출 표를 발행할 수 없는 소규모 사업자들과

의 거래가 부분이고 실 으로 소액에 해서까지 지출증빙서류 수취‧

보 의무를 규정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2003. 12. 20.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시 거래상 방인 소규모 자 사업자의 과표양성화를 하여 그 

기 액을 건당 5만원 이하로 하향조정하 다. 원천징수 상 사업소득자

로부터 용역을 공 받은 경우(원천징수한 것에 한한다)에도 정규지출증빙

서류 수취  보 의무가 면제되는바, 이는 원천징수 수증에 의해 그 거

래사실이 명확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밖에 농‧어민으로부터 재화 는 

용역을 직  공 받은 경우와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8) 정규지

8)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9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특례)  제158조제2항제4호에서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 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의하여 재화를 공 받은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방송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3. 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기통신사업자로부터 기통신용역을 공 받은 경우

    4. 국외에서 재화 는 용역을 공 받은 경우(세 장이 세 계산서 는 계산서

를 교부한 경우를 제외한다)

    5. 공매·경매 는 수용에 의하여 재화를 공 받은 경우

    6. 토지 는 주택을 구입하거나 주택의 임 업을 하는 자(법인을 제외한

다)로부터 주택임 용역을 공 받은 경우

    7. 택시운송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8. 건물(토지를 함께 공 받은 경우에는 당해토지를 포함하며, 주택을 제외한다)

을 구입하는 경우로서 거래내용이 확인되는 매매계약서사본을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과세표 신고서에 첨부하여 납세지 할세무서장에게 제

출하는 경우

    9.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융·보험용역을 제공

받은 경우

    9의2.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산발매통합 리시스템에 가입한 사업자로부

터 입장권·승차권·승선권 등을 구입하여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9의3. 항공기의 항행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9의4. 부동산임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2제1항

의 규정을 용받는 세  는 임 보증 에 한 부가가치세액을 임차

인이 부담하는 경우

    9의5. 재화공 계약·용역제공계약 등에 의하여 확정된 가의 지 지연으로 인

하여 연체이자를 지 하는 경우

    10.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 받은 재화 는 용역의 거래 액을 

융실명거래 비 보장에 한법률에 의한 융기 을 통하여 지 한 경우

로서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과세표 신고서에 송 사실을 기재한 

경비등의 송 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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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증빙서류 수취  보 의무가 면제된다. 

그리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수익사업을 하지 아니하는 비 리법

인은 정규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아도 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되지 않

는다(법인세법시행령 제120조 제2항).

3. 입법례

가. 미국

미국은 세 계산서 등 수증에 한 직 인 규정이나 규제가 없으며, 

수증의 수수 행이 잘 정착되어 있어 이에 한 필요성도 크지 않다. 다

시 말하면, 미국의 경우에는 재화 는 용역의 거래시 사업자와 사업자 간

에 는 사업자와 소비자간에 수증을 수수해야 한다든지, 이를 정부에 

제출 는 보고한다든지, 이의 반시 규제 등에 한 제도화된 규정은 없

다. 미국의 어떤 법제에도 세 수증의 수수  제출 련 규정이나 필요

 기재사항 는 법  양식에 한 통제가  없다.9)

따라서, 내국세법(Internal Revenue Code)에 무신고 가산세, 무납부 가산

세 등에 한 규정은 있으나(26 U.S.C.A. §6651, §6662, §6663), 이 사건 

법률조항과 같이 법정 지출증빙서류 미수취에 한 제재를 정하는 규정은 

없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을 용받는 사업자로부터 부동산임 용역을 제

공받은 경우

    나. 임가공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법인과의 거래를 제외한다)

    다. 운수업을 하는 자(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을 용받는 사업자에 한

한다)가 제공하는 운송용역을 공 받은 경우(제7호의 규정을 용받는 경우

를 제외한다)

    라.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을 용받는 사업자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시행

령 제110조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등이나 자원의 약과 재

활용 진에 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가능자원(동법시행규

칙 별표 1제1호 내지 제9호에 열거된 것에 한한다)을 공 받은 경우

    마. 항공법에 의한 상업서류 송달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바. 부동산 개업법에 의한 개업자에게 수수료를 지 하는 경우

    사. 복권 복권기 법에 의한 복권사업자가 복권을 매하는 자에게 수수료를 

지 하는 경우

    아. 기타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9) 이 기, “세 계산서 교부의무와 처벌에 한 연구”, 성균 학교 석사학 논문

(2004. 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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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일본

일본에는 세 계산서와 수증에 하여 서식을 법정한다든가 이의 교

부․제출에 한 직 인 규제가 없다. 다만, 매입세액 공제계산의 근거가 

되는 장부나 증빙(청구서, 납품서 등)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법정하고 있

으므로 이러한 범  내에서 수증의 자유로운 사용이 간 으로 제약된

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법률조항과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 받

은 자에게 지출증빙서류 미수취에 한 제재를 가하는 규정은 없다.

4. 이 사건 법률조항의 헌 여부 

가. 가산세의 의의  이 사건의 쟁

(1) 조세법은 조세행정의 편의와 징세비용의 감  세수의 용이한 

기(適期)확보를 실 하기 하여 납세자에게 본래  의미의 납세의무 이외

에 과세표 신고의무, 성실납부의무, 원천징수의무, 과세자료제출의무 등 

여러 가지 력의무를 부과하면서 동시에 이러한 력의무의 이행을 확보

하기 하여 성실한 의무이행자에 하여는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하고, 의

무 반자에 하여는 가산세 등의 제재를 가하고 있다.

국세기본법은 “가산세라 함은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

보하기 하여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액을 

말한다.”고 정의하고(제2조 제4호 본문) “정부는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반한 자에 하여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

다”(제47조 제1항)고 규정하면서 “가산세는 당해 세법이 정하는 국세의 세

목으로 한다”(제47조 제2항 본문)고 하여 가산세가 세 의 형태로 과징되는 

것임을 밝히고 있다. 그러므로 부과처분에 의한 본세의 납부기한을 도과하

는 경우에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액인 가산 과 달리 가산세는 

국세기본법의 체계상으로는 조세의 한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가산세는 그 형식이 세 이기는 하나 그 법  성격은 과세권

의 행사  조세채권의 실 을 용이하게 하기 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

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

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10) 

(2) 이 사건 법률조항은 원래 납세의무자가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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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과세 청이 그 장부와 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당해 법인세의 과세표

의 조사와 결정을 하여야 할 것인데(국세기본법 제16조 제1항11)), 과세 청

의 그와 같은 조사와 결정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재화 는 용역을 공

받는 법인에게 력의무를 부여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가산세는 납세자의 력의무의 하나인 정규지출증빙서류 수취의무의 실효

성을 확보하기 하여 의무 반자에 하여 세 의 형식으로 제재를 가함

으로써 장래의 반행 를 방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의무 반에 한 책임의 추궁에 있어서는 의무 반의 정도와 부

과되는 제재 사이에 정한 비례 계가 유지되어야 하므로, 조세의 형식으

로 부과되는  제재인 가산세 역시 의무 반의 정도에 비례하는 결과

를 이끌어내는 그러한 비율에 의하여 산출되어야 하고, 그 지 못한 경우

에는 비례의 원칙에 어 나서 재산권에 한 침해가 된다.12) 

따라서 이 사건의 쟁 은 정규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데 해 

가산세를 징수함에 있어 그 수취하지 아니한 액의 10%라는 가산세율이 

지나치게 높아 법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지 여부, 나아가 수취하

지 아니한 액의 10%를 가산세로 징수하는 것이 정규지출증빙서류 미수

취자를 세법상의 다른 력의무 반자에 비하여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것인

지 여부이다. 이에 해서는 합헌론과 헌론의 양론이 있을 수 있다.

나. 합헌론

(1) 비례의 원칙 반 여부

(가) 목 의 정당성, 방법의 성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재화나 용역을 공 받은 법인으로 하여  정규지출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법인의 경

비지출내용의 투명성을 제고함과 아울러 거래상 방 사업자의 과세표  양

10) 법원 2002. 11. 13. 선고 2001두1918 결 ; 법원 2003. 9. 5. 선고 2001두403 

결

11)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

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 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

와 이에 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12) 헌재 2003. 9. 25. 2003헌바16, 례집 15-2상, 291, 29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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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화를 유도하기 한 것으로서 그 목 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특정 사업자가 그 사업과 련하여 벌어들인 수입 액(매출액)이 정확하

게 얼마인지에 하여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첫째가 사업자 본인이며, 둘째

로는 그 사업자에게 재화‧용역의 가를 지 한 거래상 방이다. 세법은 

각 사업자로 하여  일정 신고기간 동안의 수입 액을 정직하게 신고하도

록 제도화하고 있는바, 이 게 사업자가 과세당국에 자진신고한 수입 액

(매출액)이 성실한 것인지 여부를 가려내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직 인 방법으로는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거래내용을 하나하나 확

인하여 규명하는 것인데, 이에는 많은 인력과 시간  정교한 조사기술을 

요구하기 때문에 많은 사업자를 상으로 이 방법을 용하는 데에는 한계

가 있다.  다른 방법은 특정사업자와 거래를 하고 거래 을 지 한 거

래상 방으로 하여  당해 거래 액을 과세자료화하게 함으로써 그 과세자

료와 특정사업자가 신고한 수입 액을 조하여 검증하는 방법이다. 즉, 재

화‧용역의 공 자인 특정사업자와 이를 공 받는 자인 거래상 방과의 유

통상 연 계에서 볼 때, 특정사업자의 매출액은 곧 그 거래상 방의 지

비용의 합계와 같기 때문에 거래상 방의 자료를 수집‧활용하면 어렵지 

않게 사업자가 신고한 수입 액의 정확성을 검증할 수 있는 것이다.13)

이와 같이, 과세표  양성화 상이 되는 거래상 방 사업자에게 성실신

고의무를 부과하는 것만으로는 이러한 입법목  달성에 어려움이 있으므

로, 재화나 용역을 공 받는 법인에게 정규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도록 하

고 그 의무 반에 하여 그 수취하지 아니한 액의 일정 비율에 상당한 

액을 추가하여 납부하도록 하는 제재방법은 하다고 할 것이다.

(나) 침해의 최소성 

법인이 정규지출증빙서류를 수취‧보 하지 아니하고 일반 수증을 수

취‧보 하는 경우 과세 청은 거래내용을 일일이 확인하여야만 지출의 정

당성과 거래상 방 사업자의 과세소득 구성유무를 알 수 있으나 실제로 거

래내용을 일일이 확인한다는 것은 세무행정인력과 비용 등을 감안할 때 한

계가 있고, 설사 세무조사를 통하여 거래내용을 확인한다고 하더라도 거래

13) 허병익, “조세형평성 제고를 한 신용카드정책의 개선방안 연구”, 동국  석사

학 논문(2000. 6.),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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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방이 복식부기의무자14)가 아닌 경우에는 이를 매출 액에 포함하여 과

세소득으로 신고하 는지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 특히, 이 사건 법률

조항이 신설될 즈음 자 업자의 매출 액 실화  조세부담 수 이 근로

소득생활자에 비하여 낮은 사실이 일반국민에게 알려지면서 사회 으로 큰 

물의와 논란을 불러일으키게 되었다.

이 사건 법률조항 입법당시의 와 같은 세정 실에 비추어, 거래상 방 

사업자의 과세표  양성화를 하여 지출자인 법인에게 정규지출증빙서류

의 수취의무를 부과하고 그 의무 반시 미수취 액의 10%를 가산세로 부

과하도록 한 것은 매출자료만으로는 수입 액을 악할 수 없는 한계를 매

입자료와의 비교를 통하여 극복함으로써 거래상 방 사업자의 수입 액(매

출액)을 노출시켜 과세표  포착률을 제고하고 세부담의 불균형을 시정하

여 사회 반에 만연한 탈세의식을 바로잡고자 하는 입법자의 의지가 표출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입법자는 정규지출증빙서류의 수취제도를 처음 도입하는 것임을 

감안해 거래상 방 사업자가 신용카드 가맹 으로 등록하고 신용카드매출

표를 발행할 수 있는 물  비를 갖추는데 일정 기간이 소요되는 실

 필요와 세사업자들이 정규지출증빙서류를 발행‧교부할 경우 세부담의 

격한 증가로 겪을 수 있는 충격을 고려하여 가산세 부과조항은 1년간의 

유 기간을 거친 후 시행하도록 하 다.

그리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정규지출증빙서류 수취의무 반에 해 가

산세를 부과하되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정규지출증빙서류 

수취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는 그 용 상에서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거래의 

규모, 성격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거래상 방의 과표양성화가 사실상 불가

능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과표양성화의 목 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는 가산

14)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기장) ①사업자는 소득 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 으로 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 리하여야 한다.

② 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통령령이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비치하고 그 사업에 한 거래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

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기장한 것으로 본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이를 “간편장

부 상자”라 하고, 간편장부 상자외의 사업자는 이를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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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의 부담을 배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고 있다.  

한편, 이 사건 법률조항의 가산세율이 2001. 12. 31. 법률 제6558호 법인

세법 개정시 2%로 하향조정된 것은 법정지출증빙서류 미수취에 한 가산

세 제도를 통하여 자 사업자의 과세표 이 일정 부분 양성화되었기 때문

에 이러한 세정환경의 변화를 반 한 것으로서, 거래 액의 10%라는 당

의 가산세율이 과도함에 한 반성  결과라고 볼 수는 없다.

결국, 이러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취지와 입법배경을 감안할 때 

와 같은 세율의 설정은 법제정시의 상황  국민의식에 비추어 필요한 최

소한의 것이라고 평가된다. 이 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요건을 충족시키고 있다 할 수 있다.

(다) 법익의 균형성

상법은 상인에 하여 상업장부의 작성의무와 보존의무를 규정하고 있

다. 즉, 상인은 업상의 재산  손익의 상황을 명백히 하기 하여 회계

장부  차 조표를 작성하여야 하고(상법 제29조 제1항), 10년간 상업장

부와 업에 한 요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표 는 이와 유사

한 서류는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제33조 제1항). 

이와 같이 법인에 있어서 상업장부와 업에 한 요서류의 보존의무

는 상법상 인정되는 기본 인 의무로서 상인이라면 당연히 이행하여야 할 

의무이다. 따라서 경비지출의 투명성 제고와 거래상 방 사업자의 과표양

성화를 해 특별히 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출증빙서류에 하여 법인에게 

그 수취의무를 부과하고 그 의무의 해태에 하여 제재를 가한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법인이 입는 불이익이 심각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에 반해 과세표 을 양성화하여 탈세를 방지하고 혼탁한 세정 실을 바

로잡고자 하는 것은 국가가 추구하여야 할 한 공익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보호되는 공익과 제한되는 기본권 사

이의 법익 균형성 요건도 충족하고 있다.

(2) 평등원칙 반 여부

(가)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구든지 합리

 이유없이는 생활의 모든 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는 평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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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이와 같은 평등의 원칙이 세법 역에서 구 된 것

이 조세평등주의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에 있어서 합리 인 이유 없이 

특정의 납세의무자를 불리하게 차별하거나 우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

다.15)  

(나) 문제의 소재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 하면서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그 공

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액을 가산세로 부과하고 있고(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 하면서 세 계산서를 교부하

지 아니한 때 법인에 있어서는 공 가액의 100분의 2(개인에 있어서는 100

분의 1)에 상당하는 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하 는바(구 부가가치세

법 제22조 제2항 제1호16)), 계산서나 세 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한 법인

이 이를 교부하지 아니한 공 자보다 더 높은 가산세를 부담하는 것이 평

등의 원칙에 반하는지가 문제된다.

(다) 심사의 기

헌법에서 특별히 차별의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되는 기 이나 차별이 지

되는 역을 제시하고 있는 경우 는 차별  취 으로 인하여 련 기본

권에 한 제한이 래되는 경우에는, 단지 차별의 합리  이유의 유무

만을 확인하는 정도를 넘어, 차별의 이유와 차별의 내용 사이의 한 균

형 여부까지 살피는 비례원칙에 의한 심사를 하여야 할 것이다.17)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헌법에서 특별히 하는 차별의 기 이나 역이 

용되고 있지는 않으며, 비례원칙심사를 할 정도로 련 기본권에 한 

제한이 래되는 경우라고 보기도 어렵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는 자의

지원칙에 의한 심사로 충분할 것이다. 이 경우 입법자의 결정에서 차별을 

정당화할 수 있는 아무런 합리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때에 평등원칙의 

반을 확인하게 된다.

(라) 구체  검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거래상 방 사업자의 과세표  신고의 성실성 여

15) 헌재 1999. 11. 25. 98헌마55, 례집 11-2, 593, 608; 헌재 2000. 2. 24. 98헌바94

등, 례집 12-1, 188, 227 등 참조

16) 부가가치세법 2003. 12. 30. 개정으로 법인의 경우도 100분의 1로 하향조정되었다.

17) 헌재 1999. 12. 23. 98헌마363, 례집 11-2, 770, 78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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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는 그 사업자가 신고한 수입 액과 그 거래상 방으로부터 제출받는 거

래과세자료를 집계하여 상호 조함으로써 쉽게 단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수증 교부 상이 아닌 사업자는 신용카드매출 표를 교부하는 

것만으로는 가산세의 부담을 피할 수 없고 반드시 세 계산서나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데 반해, 그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 받은 법인은 거래상

방이 세 계산서나 계산서의 발행을 거부하더라도 신용카드매출 표를 수

취하면 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므로 그 수취할 수 있는 증빙서

류의 범 가 더 넓다.

이와 같이 과세표  양성화를 한 재화나 용역의 수 자의 요한 역할

을 고려할 때, 그리고 공 받은 자가 수취할 증빙서류의 범 가 공 한 자

가 교부해야 하는 서류의 범 보다 넓은 을 고려할 때, 정규지출증빙서

류 미수취자에 한 가산세율이 반드시 재화나 용역의 공 자와 같거나 그

보다 낮아야 한다고는 볼 수 없다.

게다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 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

야 할 자가 세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는 공

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

는 벌 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1항 제1호

).18) 그리고 세무조사 결과 정규지출증빙서류 미교부 사업자의 탈세사실이 

발되면 탈루세액의 추징과 신고불성실가산세 등의 제재가 가해진다.19) 

이러한 들에 비추어 볼 때, 과세표  실화라는 입법목  달성에 어

렵지 않게 력할 수 있는 납세의무자에 하여 좀더 무거운 책임을 지우

고 그 반에 하여 제재를 가한다고 하여 합리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

18) 반면,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 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할 자는 폭행‧

박‧선동‧교사 는 통정에 의하여 세 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에만 형사

처벌(3년이하의 징역 는 100만원 이하의 벌 )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조세범처

벌법 제11조의2 제2항).

19) 통계상 2002년도  부가가치세 경정조사 실 을 보면, 부가가치세 경정 상자는 

총 717,405명으로 출된 과세표 은 11,562,401,000,000원, 부과된 세액은 2,016,746,000,000

원에 이르고 있다.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03. 12. 258-25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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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헌론

(1) 비례의 원칙 반 여부

(가) 목 의 정당성, 방법의 성

합헌론과 같다.

(나) 침해의 최소성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산세가 세법상의 력의무 반자에 하여 세

의 형식으로 가하는 제재임을 감안할 때 제재의 양은 행 자의 책임의 

정도를 과해서는 안 된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정하는 가산세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액

의 10%이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2항 제1호가 “공 받은 재화 

는 용역의 건당 거래 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 정규지출증빙서류의 수

취  보 의무를 제외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거래 액은 부가가치세를 포

함한 액이라고 규정한 에 비추어 볼 때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액으로 해석된다.20) 그런데 일반과세자가 

납부할 부가가치세액은 그가 공 한 재화나 용역에 한 세액(매출세액)에

서 그가 공 받은 재화나 용역에 한 세액(매입세액)을 공제한 액이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21)). 매출세액은 공 가액(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

니한다22))에 10%의 세율23)을 곱하여 산정한 것이고, 매입세액은 거래징

20) 삼일총서(법인세법), 76.101, 삼일회계법인

2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 한 재화 는 용역에 한 세액(이하 “매출세

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액으

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과하는 매입세액은 환 받을 세액(이하 “환 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개정 1995.12.29>

     1. 자기의 사업을 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산 는 용역의 공 에 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한 세액

22)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 ) ①재화 는 용역의 공 에 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 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 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

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으로 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가

     2.  이외의 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 한 재화 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 에 하여 부당하게 낮은 가를 받거나 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 한 재화의 시가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 헌제청  571

수24)를 당한 부가가치세액을 합산한 것이다. 그에 비하여 정규지출증빙서

류를 수취하지 않은 때에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액에서 매입세액 공제 

없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체 액의 10%라는 액을 징수하는 것이다. 

이는 정규지출증빙이 없는 거래에 하여 부가가치세의 계산에 있어 본래

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보다 더 무거운 세액을 부가가치세로 징수하는 셈

이 된다. 

그리고,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법인세에 있어서 당해 과세표

과 세액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산출세액(과세표 ✕세

율25))의 100분의 20(신고하지 아니한 소득 액이 50억원 이하인 경우) 

는 100분의 30(신고하지 아니한 소득 액이 50억원을 과하는 경우)을 가

산세로 부과하는데 비해(법인세법 제76조 제1항 제1호) 이 사건 법률조항

은 정규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액 자체에 10%라는 가산세율을 

용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법률조항은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

도, 즉 납부할 법인세가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를 징수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감안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정하는 증빙불비가산세는 

납세의무자에게 지나치게 과 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2001. 12. 31. 법률 제6558호 법인세법 개정시 가산세를 2%로 하향조정

하면서 2001년 사업연도부터 용하도록 한 이유가 기업에 한 규제를 완

화하여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 세제면에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한 것이라는 재정경제 원회의 법인세법 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를 보아도 거래 액의 10%라는 가산세율이 지나치게 높은 데에 한 반성

 고려 하에 가산세율의 인하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다) 법익의 균형성

     3의2. 용역의 공 에 하여 부당하게 낮은 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

한 용역의 시가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하여는 시가

23)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세율)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100분의 10으로 한다.

24) 부가가치세법 제15조 (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는 용역을 공 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 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 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25) 구 법인세법 시행당시 법인세율은 과세표  1억원 이하인 경우 16%, 과세표  

1억원 과인 경우 16,000,000+1억원을 과하는 액의 28%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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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법률조항이 추구하는 공익은 법인의 경비지출내용 투명성 제고

와 함께 거래상 방 사업자의 과세표  양성화를 유도함으로써 근거과세의 

원칙 하에서 과세표 의 조사와 결정에 있어 조세행정비용의 감소라는 효

과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공익은 그 자체로 단히 요한 것임

에 틀림없다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 의무 반의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액을 가산세로 부과함으로써 법인이 입게 되는 경제

 부담의 불이익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추구하는 공익보다 과 하다고 하

지 아니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익균형성의 원칙에도 

배된다 할 것이다.

(2) 평등원칙 반 여부

어떤 유형의 력의무 반에 하여 무거운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통상의 가산세율과 비교하여 히 가산세체계상의 정당

성과 균형을 잃은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헌  법

률이라는 문제가 제기된다.

이 사건 법률조항의 경우, 사업자로부터 재화 는 용역을 공 받고 그 

가를 지 하는 법인은 법정 지출증빙서류를 발 하는 지 에 있지 않아 

수증 발 에 있어서 상 으로 수동 인 지 에 있다. 그런데 법인이 

재화 는 용역을 공 하고 계산서 는 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는 그 공 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하고(법인세법 제76

조 제9항),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 하면서 세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

니한 때 법인에 있어서는 공 가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액을 가산세

로 부과하는데 비해(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 재화 는 용역

의 공 과 련하여 극 으로 수증을 발 하여야 할 사업자, 즉 과세

표 의 양성화 상이 되는 사업자보다 수동 인 지 에 있는 그 거래상

방에 하여 계산서 미교부시에 부과하는 1%보다 5배 내지 10배나 더 높

은 10%의 가산세율을 용하는 것은 가산세 체계상의 균형성을 히 상

실하여 평등원칙에 배된다고 할 것이다.

이에 하여 국세청장과 재정경제부장 은, 지출증빙서류의 수취에 한 

극 인 의지가 있는 법인이라면 비용의 지출자는 거래시장에서 얼마든지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 헌제청  573

체재 구입이 가능하므로 지출증빙서류의 미수취로 인한 가산세를 충분히 

회피할 수 있으므로, 지출증빙을 교부하지 아니하는 사업자와 거래하여 거

래상 방의 과세표  양성화를 해한 법인에게 거래 액의 10%의 가산세

를 부과하는 것은 행정제재의 액으로 정하다고 한다. 그러나 비용의 

지출자가 거래시장에서 언제든지 체재를 구입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

운 이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법률조항이 시행된 시기가 지출증빙서류 

수취 행을 확립하기 한 과도기로서 거래사업자의 과세표  양성화가 아

무리 요하다고 하더라도 과세표 의 양성화 상이 되는 사업자에 비해 

수증발 에 있어 수동 인 지 에 있는 그 거래상 방에게 5배 는 10

배가 되는  제재를 가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라. 결론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취지와 배경, 입법자의 재량 등을 고려한다면 

가산세율의  과다를 이유로 헌이라고 하기에는 어려운 이 있으

므로 합헌론이 타당하다고 단된다.

5. 결정의 의의

헌법재 소 례상 세율 자체가 문제된 사안에 있어서 세율이 과다함만

을 이유로 헌 단을 한 사례는 없는 에 비추어26) 이 결정 역시 가산세

율의 결정에 한 입법자의 단을 존 한 례라 할 수 있다. 

다만, 세율의 결정에 향을 미치는 요소의 다양함을 고려할 때 이 결정

을 근거로 모든 세율 련 조항이 헌법에 반되지 아니한다고 단할 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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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다.

26) 헌재 1999. 2. 25. 96헌바64, 례집 11-1, 96; 헌재 2000. 2. 24. 98헌바94등, 례

집 12-1, 188; 헌재 2001. 2. 22. 99헌바3등, 례집 13-1, 226; 헌재 2003. 12. 18. 

2002헌바16, 례집 15-2하, 487; 헌재 1999. 6. 24. 98헌바68, 례집 11-1, 753; 

헌재 2001. 7. 19. 2000헌바86, 례집 13-2, 52; 헌재 2005. 2. 24. 2004헌바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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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시 에 한법률 제11조 제1호 

헌제청

-각  법원 인근에서의 옥외 집회  시 -

(헌재 2005. 11. 24. 2004헌가17, 례집 17-2, 360)

이 상 원
*

1)

【 시사항】

1. 시 의 자유가 집회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21조 제1항에 의하여 보

호되는 기본권인지 여부

2. 집회ㆍ시 의 자유에 장소선택의 자유가 포함되는지 여부

3. 각 법원의 경계지 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의 옥외집회나 

시 를 지한 집회 시 에 한법률 제11조 제1호  “각 법원” 부분의 

입법목

4.  법률조항 부분이 비례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심 상】

1. 심 의 상

집회 시 에 법률 제11조 제1호  “각 법원” 부분(이하 “이 사건 법

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반되는지 여부

* 법원 재 연구 ,  헌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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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사건 법률조항의 내용

집회 시 에 한법률 제11조(옥외집회  시 의 지장소) 구든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청사 는 택의 경계지 으로부터 1백 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는 시 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각 법원 …

【사건의 개요】

1. 헌법률심 제청의 경

(1) 제청신청인들은 2003. 7. 2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집회 시

에 한법률 반죄로 각 벌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2)  약식명령에서 인정된 범죄사실은, 구든지 각 법원의 경계지

으로부터 1백 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를 개최하거나 참가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진주시 상 동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정문 앞

에서 경찰 총기남용방지 책 원회가 주최한 집회에 참석하여 연설하는 

등 집회 지장소에서의 미신고 집회에 참석하 다는 것이고, 이에 용된 

법조는 집회  시 에 한 법률 제20조 제3호, 제11조 제1호이다.

(3) 제청신청인들은  약식명령에 하여 정식재 을 청구하여 창원지

방법원 진주지원 2003고정83호로 재 이 계속 이던 2004. 5. 27. 집회  

시 에 한 법률 제11조 제1호  ‘각 법원’ 부분이 헌이라고 주장하면

서 헌법률심 제청신청을 하 고,  지원이 이를 받아들여 이 사건 

헌법률심 제청을 하 다(헌법재 소에서 이 사건 결정이 있은 후 창원지

방법원 진주지원은 2006. 3. 29. 선고 2993고정83 결로 제청신청인들을 

각 벌  30만원에 처하 고 이에 한 제청신청인들의 항소는 창원지방법

원 2006. 9. 28. 선고 2006노676 결로 모두 기각되었으며 2006. 10. 18 

재 법원 2006도7084로 사건이 계속 이다).

2. 법원의 헌제청이유와 이해 계인의 의견

가. 법원의 헌제청이유

이 사건 법률조항은 각 법원의 경계지 으로부터 1백 미터 이내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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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에서 모든 옥외집회와 시 를 외 없이 면 으로 지함으로써 집회

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사법기능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호하려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

을 달성하기 하여 각 법원의 경계지 으로부터 1백 미터 이내의 장소

에서의 집회를 지할 수는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집회가 이 사건 법률조

항의 보호법익에 한 험이 구체 으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해서까

지 외 없이 지하는 것은 최소침해의 원칙에 반될 뿐만 아니라 법익

균형성을 상실하여 비례원칙에 반된다.

나. 계기 의 의견

(1)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장의 의견

이 사건 법률조항은 사법권의 독립, 법 의 신체  안 , 국민들의 원활

한 사법수요 충족 등을 그 입법목 으로 하고 있다. 국내주재 외국의 외교

기 이나 외교사 의 숙소의 경우에는 외를 두고 있지만 각 법원을 포

함한 그 밖의 경우에는 외 없이 100미터 이내의 집회를 지하려는 것이 

입법자의 결단이다. 비록 당 에는 법원을 상으로 시작하지 아니한 집회

라도 법원을 상으로 하는 집회나 규모 집회 등으로 발 될 가능성이 

있고, 100미터 밖의 장소에서의 집회로도 그 의사를 충분히 표시할 수 있

어 집회의 자유의 본질 인 내용이 침해되지 않으며, 이 사건 법률조항이 

달성하고자 하는  입법목 은 제한되는 집회자유보다 하여 불균형하다

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필

요 최소한도의 제한이라는 입법자의 정당한 단에 따른 것이다.

(2) 경찰청장의 의견

법원 청사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집회 지구역을 설정한 것은 돌ㆍ화염

병 등의 투척거리 등을 감안할 때 필요 최소한의 제한이다.

나아가, (i) 사법부의 독립성ㆍ공정성ㆍ객 성은 어떠한 경우에도 확실하

게 보장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외교기 의 경우보다 엄격한 보호가 필요하

다는 , (ii) 고성능 확성기를 사용하는 최근 집회의 양상을 볼 때 법원을 

상으로 하지 아니한 집회라도 재 에 향을 미칠 수 있고, 재 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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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의 집회라도 집회에서 요구한 내용과 동일한 결이 내려진다면 사법부

의 독립성에 의심을 받을 수 있다는 , (iii) 외교기 의 경우는 다른 건물

에 입주하여 있는 경우가 많아서 일률 으로 100미터 이내의 집회를 지

한다면 과도한 제한이 될 가능성이 높지만, 단독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법

원의 경우는 그러하지 않다는 , (iv) 소송이 증가함에 따라 법원을 상

으로 하는 집회는 앞으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상되는데 법원 주변의 집

회를 엄격히 제한하지 않으면 사법부의 독립성ㆍ객 성이 심각하게 받

을 수 있다는  등을 고려할 때, 집회의 제한을  지로 한 것 

한 필요 최소한의 제한이다.

【결정요지】

1. 집회의 자유는 집회를 통하여 형성된 의사를 집단 으로 표 하고 이

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인의 의사에 향을  자유를 포함하므로 이를 내

용으로 하는 시 의 자유 한 집회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21조 제1항에 

의하여 보호되는 기본권이다.

2. 집회ㆍ시 장소는 집회ㆍ시 의 목 을 달성하는데 있어서 매우 요

한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집회ㆍ시 장소를 자유롭게 선택

할 수 있어야만 집회ㆍ시 의 자유가 비로소 효과 으로 보장되므로 장소

선택의 자유는 집회ㆍ시 의 자유의 한 실질을 형성한다.

3. 각 법원 인근에서의 옥외집회나 시 를 지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원의 기능보호와 법원의 안녕보호를 그 입법목 으로 하는데, 다만 법원의 

안녕보호는 법원의 기능보호에 기여하는 한도에서 입법목 으로 평가된다.

4. 이 사건 법률조항은, ①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 의 핵심인 법원

의 기능보호는 사법작용의 공정성과 독립성이라는 헌법 인 요청에서 요구

되는 정당한 것으로서 그 특별보호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② 와 같이 법

원의 기능에 한 보호는 헌법 으로 요청되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각

법원 인근에서의 옥외집회나 시 를 외 없이 으로 지하더라도 

이는 추상  험의 발생을 근거로 지하는 불가피한 수단이므로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었으며, ③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집회ㆍ시 의 자유가 

제한되더라도 집회ㆍ시 로 달성하려는 효과가 감소되는 것일 뿐 그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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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한 한 제한이라고 하기 어렵고, 독립된 건물을 가지고 그 주변의 

일반건물과 어느 정도 이격거리를 두고 있는 경우가 많은 우리나라 법원의 

일반  구조상 제한되는 집회ㆍ시 의 범 는 상 으로 작은 반면 사법

기능의 보호라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추구하는 공익은 매우 커서,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으므로, 비례원칙에 배되지 아니한다.

재  권 성의 별개의견

이 사건 법률조항이 각 법원 인근에 집회 지장소를 설정한 것은 집회

의 3원칙, 즉 집회 평화의 원칙, 집회장소 이격의 원칙, 상 존 의 원칙을 

수하기 하여 필요한 정도를 히 벗어났다고 할 수 없고, 그 지는 

외 없이 집회가 지된다는 취지라기보다는 입법목 인 법원의 기능보호

와 무 한 집회는 외 으로 허용될 수 있다는 취지인데, 그 구체  범

는 법원이 입법목 과 집회의 3원칙에 비춘 합리  해석에 의하여 합헌

으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반되지 아니한다.

재  윤 철, 재  송인 , 재  효숙, 재  이공 의 반 의견

이 사건 법률조항이 각 법원 인근에 집회 지구역을 설정한 것은 각

법원 인근에서의 집회ㆍ시 가 통상 보호법익을 태롭게 할 가능성이 있

다는 추정  단에 기 한 것이어서 그 자체는 합리성이 있지만, 구체

인 집회나 시 에 하여 와 같은 일반  추정이 깨어지는 경우에는 보

호법익에 한 험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집회ㆍ시 를 지할 필요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외를 두지 아니하고 이 경우에까지 집회ㆍ시

를 지하는 것은 법원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입법목 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이상의 제한이어서 최소침해성을 갖추지 못하 고, 나아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추구하려는 공익에 비하여 불필요하게 과도하게 집회ㆍ시 의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법익의 균형성을 상실하 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

은 비례원칙을 반하여 헌법에 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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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1. 서론

가. 외교기 에 한 선례

헌법재 소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한 합헌결정을 하기 에 구 집회 

 시 에 한 법률(2004. 1. 29. 법률 제7123호로 개정되기 의 것) 제11

조 제1호  ‘국내주재 외국의 외교기 ’ 부분(이하 ’외교기 조항‘이라 한

다)에 하여 헌재 2003. 10. 30. 2000헌바 67등 결정으로 헌결정을 한 

바 있는데(이하  결정을 ’외교기 조항 헌결정‘이라 한다), 그  시내

용 요지는 다음과 같다.

의견분류 재 의견요지

다수의견

( 헌)

윤 철, 한 , 하

경철, 김효종, 김경

일, 송인 , 주선회

100미터 제한 자체는 합헌이나, 외조항

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비례원칙에 반하

여 헌.

반 의견

(헌법불합치)
김 일

다수의견이 제시한 외  다른 항의

상에 한 집회  소규모 집회의 경우

에는 헌성이 있으나 합헌과 헌의 경

계가 모호하여 일률 으로 헌결정을 

할 수 없고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여야 함. 

반 의견

(합헌)
권  성

100미터 제한은 하며, 다른 항의 상

에 한 집회  소규모 집회도 지할 

필요가 있을 수 있고 그 구체  지범

는 법원의 해석으로 정할 문제로서, 법률

조항이 헌이라고 할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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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률 법률규정의 내용

1962. 12. 31.

법률 제1245호

(제정)

제7조 (옥외집회  시 의 지장소등) 구든지 다음 
각호에서 규정하는 청사 는 택의 경계지 으로부

터 주  2백 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는 

시 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국회의사당, 각 법원, 국내주재 외국의 외교기

2. 통령 , 국회의장공 , 법원장공 , 국무총리공 , 

한편 이 사건 법률조항에 한 결정(해설 상결정)에서의 의견분포는 아

래와 같다.

의견분류 재 의견요지

법정의견

(합헌)

김효종, 김경일,

주선회, 조
법원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합리  제한

별개의견

(합헌)
권  성  선례에서 의견과 유사한 취지

반 의견

( 헌)

윤 철, 송인 ,

효숙, 이공
 선례의 다수의견과 유사한 취지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의 연

집시법의 기원은 1907년의 보안법(법률 제2호)2)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고, 해방 후 1948년 제정된 국가보안법이 이를 체하 다.3)

1960. 7. 1. 최 로 집회에 한 법률이 제정되고, 1961. 9. 9. 집회에 

한 임시조치법이 제정되었으며,  양자를 통합하여 1962. 12. 31. 집회  

시 에 한 법률에 제정되어 행집시법의 토 가 만들어졌고, 이는 1989. 

3. 29. 문개정된 후 수차례의 개정을 통하여 재에 이르고 있다.

그  이 사건 법률조항이 소속된 제11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변천되

었다.

2) 일본의 치안경찰법(1990년 일본법률 제36호)을 토 로 한 것임.

3) 조병인, 집회  시 의 보장과 규제에 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원(2002), 107-10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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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률 법률규정의 내용

국내주재외국의 외교사 의 숙소
3. 앙 서, 서울특별시청, 부산시청, 도청, 역. 단, 행진

의 경우에는 외로 한다.

1989. 3. 29.

법률 제4095호

( 문개정)

제11조 (옥외집회  시 의 지장소) 구든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청사 는 택 의 경계지 으로부터 1

백 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는 시 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국회의사당, 각 법원, 국내주재 외국의 외교기
2. 통령 , 국회의장공 , 법원장공

3. 국무총리공 , 국내주재 외국의 외교사 의 숙소. 다

만, 행진의 경우에는 외로 한다.

1991. 11. 30.

법률 제4408호
(개정)

제11조 (옥외집회  시 의 지장소)  구든지 다음 

각호에 규정된 청사 는 택의 경계지 으로부터 
1백 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는 시 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국회의사당, 각 법원, 헌법재 소, 국내주재 외국의 외

교기

2. 통령 , 국회의장공 , 법원장공 , 헌법재 소장

공
3. 국무총리공 , 국내주재 외국의 외교사 의 숙소. 다만, 

행진의 경우에는 외로 한다. 

2004. 1. 29.

법률 제7123호

(개정)
(외교기 조항 

헌결정에 따

른 개정)

제11조 (옥외집회  시 의 지장소) 구든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청사 는 택의 경계지 으로부터 1
백 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는 시 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국회의사당, 각 법원, 헌법재 소

2. 통령 , 국회의장공 , 법원장공 , 헌법재 소장

공

3. 국무총리공 . 다만, 행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국내주재 외국의 외교기 이나 외교사 의 숙소.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외교기 이나 외

교사 의 숙소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

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당해 외교기 이나 외교사 의 숙소를 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규모 집회 는 시 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다. 외교기 의 업무가 없는 휴일에 개최되는 경우

※ 친 부분이 개정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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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1989. 3. 29. 법률 제4095호 문개정되기 의 구 집회  시 에 

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는 「재 에 향을 미칠 염려가 있거나 미치

게 하기 한 집회 는 시 」를 지하 었는데,  제3조에 응하는 

집시법 제5조는 이를 삭제하 다.

2. 집회의 자유

가. 이  의미

(1) 주  기본권이자 객  헌법질서

우리 헌법은 제21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언론‧출 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집회의 자유를 명문으로 보장하고 

있다.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로운 인격발 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우리 헌법질

서 내에서 집회의 자유는 1차 으로 다른 기본권과 마찬가지로 개인의 자

기결정과 인격발 에 기여하는 기본권이다.4)

나아가 집회를 통하여 국민들이 자신의 의견과 주장을 집단 으로 표명

함으로써 여론의 형성에 향을 미친다는 에서 집회의 자유는 표 의 자

유와 더불어 민주  공동체가 기능하기 한 불가결의 근본요소가 된다. 

원칙 으로 의제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헌법에서 일반 국민이 

정치  의사형성에 향력을 행사하는 요한 길 의 하나는 집회와 시

를 통한 집단  의사표명이고 이는 집회의 자유의 한 내용을 이룬다.5)

그러므로 집회의 자유는 개인의 주  기본권이자 동시에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객  헌법질서라는 이  의미를 가진다.6)

4) 헌재 2003. 10. 30. 2000헌바67등, 례집 15-2하, 41, 52. Kloepfer, Versammlungsfreiheit, 

in : HdbStR Bd. 6, 1989, § 143 Rn. 5 ; Gallwas, Das Grundrecht der 

Versammlungsfreiheit, Art. 8 GG, JA 1986, S. 484.

5)  2000헌바67등 결정,  례집 52-53 참조.

6)  2000헌바67등 결정은 집회의 자유가 ‘개인의 인격발 의 요소’이자 ‘민주주의

를 구성하는 요소’라는 이  헌법  기능을 가진다고 하고, 김철수, 헌법학개론

(제16 정신 ), 박 사(2004), 729쪽은 ‘개인의 공권’임과 동시에 ‘집회제도의 제도

 보장’이라고 한다. 다만, 허 , 한국헌법론(신4 ), 박 사(2004), 542쪽은 제도

보장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고 있으나, 이 견해도 집회의 자유

가 민주정치의 실 에 결정 으로 기여하는 객  가치질서로서의 성격을 아울

러 가져 양면성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한다(같은 쪽). 권 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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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집회의 개념과 집회의 자유가 갖는 의미

집회의 자유가 갖는 와 같은 이  성격은 집회의 개념을 어떻게 보

는가에 따라 그 강도가 달라진다.

‘집회’라고 하기 하여서는 참가자들 사이에 ‘내 인 유 (innere 

Verbindung)’가 있어야 한다는 에 하여는 체로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으나,  내 인 유 를 넘어 어떠한 주  요소가 집회의 개념상 요구

되는가에 하여는 여러 견해가 있다.7) 즉,  내 인 유 (내 인 유 에 

의한 의사 )로 족하고 더 이상의 주  요소는 필요하지 않다는 견해

(최 의설),  공통의 의사형성과 의사표 이라는 공동의 목 이 요구된다

는 견해( 의설),  공 인 사항에 한 의사형성과 표 이어야 한다는 견

해( 의설),  공 인 사항 에서도 ‘정치 인 의사’에 국한된다는 견해

(최 의설)가 있다. 그  의 의설이 다수설이다.8)

집회의 자유가 갖는 민주주의 구성요소로서의 성격은 그 집회가 공 인 

사항에 련될 때에 나타날 것이므로, ,의 견해에 의할 때에는 모든 집

회에서 그러한 성격을 발견할 수 있겠지만, ,의 견해에 의할 경우 일부

의 집회는 민주주의의 구성요소로서의 집회 자유와는 직 인 연 성이 

없게 된다.

그러므로 다수설과 같이 의 견해를 따를 때, 모든 집회의 자유가 이

 성격을 갖는 것은 아니라는 결론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가를 검

토함에 있어서는 이  성격을 고려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왜냐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집회가 공 인 사항에 한 것인가 여부에 따라 다른 규

율을 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어, 그 헌성을 검토함에 있어서는 공 인 사

항을 상으로 하는 집회를 함께 고려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2005), 525-526쪽도 체로 같은 취지이다.

7) 강태수, “집회의 자유와 개정된 ‘집회 시 에 한법률’의 문제 ”, 헌법학연구, 한

국헌법학회(2004. 3.), 423-425쪽.

8) 강태수, 의 , 424쪽의 평가. 허 , 앞의 책(한국헌법론), 544쪽도 의설을 취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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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  의미와 헌성 심사척도

집회의 자유가 주  기본권을 넘어서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객  헌

법질서 내지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필수요소로서의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집회의 자유는 최 한 보장되어야 하고, 이에 한 제한은 매우 엄격한 

헌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나. 장소선택의 자유

집회의 자유에는 집회장소를 선택할 자유가 포함된다.9)

집회장소는 집회의 목 을 달성함에 있어 매우 요한 역할을 하는 경우

가 지 아니하다. 그리하여 시 의 쟁 인 사안과 특별한 연 성이 있는 

장소가 집회‧시 의 장소로 선택되는 경우가 많다. 컨 , 시 를 통하여 

반 하고자 하는 상물이 치하는 장소( , 핵발 소, 쓰 기소각장 등), 

시 의 계기를 제공한 사건이 발생한 장소( : 문제된 정책결정을 내린 국

가기  청사) 등은 이러한 이유에서 빈번하게 시 의 장소로 선택되어진다.

국가권력에 의하여 집회가 일반인들로부터 유리되어 주목을 받지 못하

는 장소로 추방된다면 집회의 자유에 한 실질  보장이 달성되기 어렵

다. 따라서 집회의 자유는 집회장소에 한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항의

상으로부터 집회를 분리시키는 것을 원칙 으로 한다고 할 수 있다.

집시법은 장소선택의 자유에 한 여러 가지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데, 

(i) 옥외집회의 신고(제6조), (ii) 옥외집회  시 의 지장소(제11조), (iii) 

교통소통을 한 제한(제12조), (iv) 질서유지선의 설정(제12조의2), (v) 타

인의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 학교의 주변지역, 군사시설의 주변지

역에 한 제한 등이 그것이다.

해설 상사건은 그   (ii)에 한 제한의 헌성 여부를 다투는 것

이다.

9)  2000헌바67둥 결정,  례집 53 참조. Michael Sachs, Verfassungsrect II - 

Grundrechte, 2000, B5 Rn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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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국의 입법례

가. 독일

(1) 련 규정

독일은 ‘집회  행진에 한 법률’10)에서 헌법기 에 한 집회 지장

소에 한 기본규정을 두고, ‘집회 지구역법’과 ‘연방헌법기 에 한 집회

지장소에 한 법률’에서 구체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가) 집회  행진에 한 법률

집회  행진에 한 법률 (VersammlG : Gesetz über Versammlungen 

und Aufzüge)

제16조 [ 지구역]11)

① 연방 는 州의 입법기 과 연방헌법재 소에 해 설정된 지구역 

내에서는 옥외 공개집회  행진은 지된다. 이러한 지구역에서 옥외 

공개집회  행진을 요구하는 것도 지된다.

② 연방입법기   연방헌법재 소에 한 지구역은 연방법률로, 주

입법기 에 한 지구역은 주법률로 정한다.

③ 기타 세부사항은 연방  주의 집회 지구역법(Bannmeilengesetze)과 

연방헌법기 에 한 집회 지장소에 한 법률(Das Gesetz über 

befriedete Bezirke für Verfassungsorgane des Bundes)로 정한다.

10) 1953. 7. 24 제정, 1978. 7. 26. 문개정, 2005. 3. 24. 최종개정.

11) § 16 Befriedeter Bannkreis

(1) Öffentliche Versammlungen unter freiem Himmel und Aufzüge sind innerhalb 

des befriedeten Bannkreises der Gesetzgebungsorgane des Bundes oder der 

Länder sowie des Bundesverfassungsgerichts verboten. Ebenso ist es verboten, 

zu Öffentlichen Versammlungen unter freiem Himmel oder Aufzügen nach 

Satz 1 aufzufordern.

(2) Die befriedeten Bannkreise für die Gesetzgebungsorgane des Bundes und 

für das Bundesverfassungsgericht werden durch Bundesgesetz, die befriedeten 

Bannkreise für die Gesetzgebungsorgane der Länder durch Landesgesetze 

bestimmt.

(3) Das Weitere regeln die Bannmeilengesetze des Bundes und der Länder 

und das Gesetz über befriedete Bezirke für Verfassungsorgane des Bun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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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에 반된 집회는 지된 집회는 해산될 수 있다는  법률 제

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해산될 수 있다. 지된 집회의 개최자, 지휘자, 

조장자는 형사처벌을 받는다(  법률 제26조, 제23조).

(나) 집회 지구역법

연방 집회 지구역법(Bannmeilengesetz)은 1955. 6. 8. 제정되었는데, 

1999. 8. 11. 최종 개정되어 연방참사원이 Bonn에서 새로운 수도인 Berlin

으로 이주할 때까지 단지 연방참사원의 보호를 한 집회 지구역의 경계

를 정하는 기능을 할 목 으로 한시 으로 존속하다가, 연방참사원이 

Berlin으로 이주함에 따라 2000. 8. 1. 완 히 폐지되었다.12)

연방 집회 지구역법 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13)

집회 지구역법 (Bannmeilengesetz)14)

12) Dietel/Gintzel/Kniesel, Demonstrations- und Versammlungsfreiheit, 12. Aufl. 

2000, S.392ff.

13) http://www.uni-koeln.de/studenten/akj/streik/bannmeile.htm 참조.

14) §1

Der befriedete Bannkreis fur die Gesetzgebungsorgane des Bundes umfaßt 

das,

Gebiet der Städte Bonn und Beuel, das umgrenzt wird durch,

- die Zweite Fährgasse in Bonn, die Weberstraße von der Adenauerallee bis 

zur Niebuhrstraße,

- die Niebuhrstraße bis zur Kaiserstraße,

- die Kaiserstraße von der Einmundung der Arndtstraße bis zum Bundeskanzlerplatz,

- die Adenauerallee vom Bundeskanzlerplatz bis zur Heussallee und 

Friedrich-Eberth-A von der Heussallee bis zur Trajektbahn,

- die Trajektbahnlinie nach dem Rhein,

- die Verbindungslinie vom Ende der Trajektbahn über den Rhein zur 

Straße am Trajekt in Beuel bis zum östlichen Rheinufer,

- das östliche Rheinufer bis zur Verbindungslinie zwischen dem Anfang der 

Ernst-Moritz-Arndt-Straße in beuel und der Zweiten Fährgasse in Bonn 

und diese Verbindungslinie bis zur Zweiten Fährgasse.

Soweit die genannten Straßen und Plätze den Bannkreis umgrenzen, gehören 

sie nicht zum Bannkreis.

§3

Ausnahmen von dem Verbot öffentlicher Versammlungen unter freiem 

Himmel und von Aufzügen kann der Bundesminister des Inneren im 

Einvernehmen mit dem Präsidenten des Bundestages und des Bundesrates 

für den befriedeten Bannkreis des Gesetzgebungsorgane des Bundes und im 

Einvernehmen mit dem Präsidenten des Bundesverfassungsgerichtes fur 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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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연방입법기 에 한 지구역은 Bonn과 Beuel 시 지역으로서 다

음을 경계로 한 지역을 말한다.

  - Bonn의 페르2길, 아데나워길부터 니부르가에 이르는 베버가

  - 니부르가부터 카이 가까지

  - 아른트가 사거리의 카이 가부터 연방수상 장까지

  (이하 생략)

제2조

  (연방헌법재 소의 보호를 한 지구역의 범 를 확정)

제3조 

   연방내무부장 은 연방입법기 에 한 집회 지에 하여는 연방의

회의장  연방참사원장과의 의를 거쳐서, 연방헌법재 소에 한 집회

지에 하여는 연방헌법재 소장과의 의를 거쳐서 옥외공개집회  행

진의 지에 한 외를 허용할 수 있다.

(다) 연방헌법기 에 한 집회 지장소에 한 법률

독일의 통일과 함께 수도가 본에서 베를린으로 변경되었고, 연방입법기

과 연방정부가 베를린으로 그 청사를 이 하여 1999년 여름경부터는 새

로운 수도에서 업무를 담당할 것으로 결정되자, 본의 구체  도로명 등을 

사용하여 집회 지구역을 설정한 종 의 집회 지구역법은 더 이상 타당성

을 갖기 어렵게 되었다.

이에 1999. 8. 11. ‘연방헌법기 에 한 집회 지장소에 한 법률(Das 

Gesetz über befriedete Bezirke für Verfassungsorgane des Bundes)’이 새

로이 제정되어 시행되었는데,15)  법률은 제정당시 2003. 6. 30.까지 효력

이 있는 한시법으로 제정되었다가, 2003. 6. 20. 법률로 효력이 연장되어 

재에 이르고 있다.16)

befriedeten Bannkreis des Bundesverfassungsgrichtes zulassen.

15)  법은 1999. 8. 11.부터는 이미 베를린으로 이주한 연방하원과 연방헌법재 소

에 하여 용되었고, 2000. 8. 1.부터는 최종 으로 이주한 연방참사원에 해서

도 용되었다. 

16) 법률의 내용은

    http://www.gesetze-im-internet.de/bundesrecht/befbezg/index.html에서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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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의 련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방헌법기 에 한 집회 지장소에 한 법률17)

  (Das Gesetz über befriedete Bezirke für Verfassungsorgane des 

Bundes)

제1조 [ 지구역]

   이 법률은 다음 각조의 헌법기 에 하여 지구역을 설정한다. 이 

지구역에서는 옥외공개집회  행진은 제5조에 의하여만 허용된다.

제2조 [독일 연방의회]

   (연방의회18)에 한 집회 지구역을 구체  거리명 등으로 특정하여 

설정)

제3조 [연방참사원]

   (연방참사원에 한 집회 지구역을 구체  거리명 등으로 특정하여 

설정)

제4조 [연방헌법재 소]

   (연방헌법재 소에 한 집회 지구역을 구체  거리명 등으로 특정

하여 설정)

제5조 [집회의 허가]

① 독일 연방의회, 그 원내교섭단체, 연방참사원, 연방헌법재 소  그 

각 기구와 원회의 업무에 지장을 래할 우려나 집회 지구역 내에 치

한  각 기 의 건물에 한 자유로운 출입이 방해될 우려가 없는 경우, 

지구역에서의 집회  행진에 한 허가를 할 수 있다. 제2조, 제3조의 

경우  각 장소에서 회의가 열리지 않는 날에 행해지는 집회나 행진에 

하여도 일반 으로 그러하다고 보아야 한다.

②  허가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집회법(VersammlG)의 다른 규정들, 특히 제14조  제15조는  허

가에 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6조 [ 차]

   허가신청에 하여 연방내무부장 이 제2조 내지 제4조 기재 헌법기

17) 법률의 독일 원문은 별지 [참고자료 #1] 참조.

18) Bundestag(하원에 해당). 이에 하여 연방참사원(Bundesrat)은 상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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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장과 의하여 결정한다.

제7조 [신청기간]

   제5조에 의한 집회허가의 신청은 늦어도 집회나․행진 정일  7일

까지 연방내무부장 에게 하여야 한다.

(라) 주의 집회 지구역법

많은 州에서 州입법기 의 보호를 하여  연방법률과 내용이 체로 

같은 州法을 제정하 는데, 체로 입법기 에 하여만 규정하고 있는 것

으로 보인다.19)

한편, 멘 州, 쉴 스비히 홀쉬타인 州와 구 동독지역의 4개 州에서는 

처음부터 이러한 법률을 제정하지 않았거나 제정 후 폐지하 으며, 따라서 

이러한 주에서는 집회  행진에 한 법률 제16조 제1항에 의한 지가 

존재하지 않는다.

(2) 독일법 요약

○ 지구역 설정 상

- 독일 연방의 경우 헌법기   연방의회, 연방참사원, 연방헌법재 소 

주변지역만을 지구역으로 설정하고 있음.

- 주의 경우는 입법기  주변지역을 지구역으로 설정하고 있음.

○ 지구역의 설정방법은 구체 인 지명을 법률에 명시하는 방법을 사

용하고 있음.

○ 외  허용

- (i) 업무에 지장이 없고, (ii) 자유로운 출입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외 으로 집회나 행진에 한 허가가 가능함.

- 연방의회와 연방참사원의 경우 휴일에는  (i), (ii)의 사유가 있는 것

19) 베를린 지구역법(Gesetz über die Befriedung des Tagungsortes des Abgeordnetenhauses 

von Berlin(Berliner Bannmeilengesetz)), 노르트라인베스트팔 주의 지구역법

(Bannmeilengesetz des Landtags Nordrhein-Westfalen), 헤센주 지구역법

(Gesetz über die Bannmeile des Hessischen Landtags), 바이에른주 지구역법

(Gesetz über die Befriedung des Landtagsgebaudes), 니더작센주 지구역법

(Niedersachsisches Bannmeilengesetz) 등이 모두 의회 주변의 지구역만을 규정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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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추정.

○ 허가 차

- 연방내무장 이 해당기 의 장과 의하여 결정함.

나. 미국

(1) 공공 장이론

미국 례법이 형성한 공공 장(public forum)20)의 이론은, ① 통  공

공 장(traditional public forum, : 공원, 도로), ② 지정된 공공 장

(designated public forum, : 시립극장), ③ 비공공 장(nonpublic forum, 

: 교도소 운동장)의 3가지 분류21)를 통하여  각 장소에서의 집회에 

한 제한의 정도를 달리 평가하고 있다.

이 이론은 공공 장에 한 국민의 자유로운 이용권이라는 차원에서 

근하는 것으로서, 보고 상사건처럼 특정장소를 보호하기 한 집회자유의 

제한과는 쟁 이 다르므로, 이에 한 상세한 검토는 생략한다.22)

다만, 그 제한 정도에 한 차이만을 간략하게 보건 , ① 통  공공

장의 경우, 이에 한 정부의 제한은 가장 엄격한 심사를 받아서, 내용에 

근거하여 제한을 하려면 그 제한이 피할 수 없는 공익(compelling state 

interest)을 실 하는데 필수 이라는   목 을 하여 최소한의 제한

을 하는 것(narrowly drawn)이라는 을 증명하여야 하고, ② 지정된 공공

장의 경우, 정부가 공공 장으로 제공하고 있는 한 통  공공 장과 

동일한 규제를 받아서, 집회의 시간, 장소 방법에 한 합리 인 제한은 허

용되지만, 내용에 근거한 제한은 와 같은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며, ③ 비

공공 장의 경우, 시간, 장소, 방법의 규제 외의 제한이라도 발언의 내용에 

기한 것이 아닌 합리 인 제한이라면 허용된다.23)

20) ‘public forum’은 ‘공  포럼’, ‘공공의 장’, ‘공론장’으로도 번역되고 있다.

21)  3자의 유개념이 ‘공 재산(public property)’이다. Perry Education Ass'n v. 

Perry Local Educator's Ass'n, 460 U.S. 37, 45-46 (1983) 참조.

22) 공공장소이론에 하여는 박용상, “집회의 자유-집단  표 의 자유”, 헌법논총 

10집, 헌법재 소(1999), 74-86쪽 참조.

23) Bynum v. U.S. Capitol Police Bd. 93 F.Supp.2d 50, 55 (D.D.C.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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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사당

연방의사당(the Capitol)의 집회 지구역에 하여 연방법률은 다음과 같

이 규율하고 있다.

40 U.S.C. § 510424)

제5104조 [불법행 ]

(f) 구든지 다음 각호의 행 를 할 수 없다. 다만, 제5106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의사당구역25)에서 행진, 서 있기, 행렬지은 이동, 집회를 하는 행 , 

는 

(2) 의사당구역에서 깃발, 수막, 는 특정한 단체, 기구, 운동을 공

에 알리기 하여 제작되거나 개작된 도구를 시하는 행

40 U.S.C. § 510626)

제5106조 [ 지의 유보]

   책임자가 임명되어 있고 상‧하원의장이 질서를 유지하고 의사당을 훼

손하지 않도록 할 한 수단이 마련되어 있다고 단하는 경우, 상.하원 

의장은 공동으로 제5103조  제5104조의 제한을 유보할 수 있다. (요지)

40 U.S.C. § 510927)

제5109조 [벌칙]

(b) 기타 범죄. - …제5104조 … (f)항에 반한 사람은 연방법  제18부

(Title 18)에 따른 벌  는 6월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각 형은 병

과할 수 있다.

24) 원문은 별지 [참고자료 #2] 참조. 이 조항에 하여 D.C.연방지방법원의 합헌

결이 있었는데, Bynum v. U.S. Capitol Police Bd. 93 F.Supp.2d 50 (D.D.C. 2000) 

결이 그것이다. 이 결은 의사당내부는 비공공 장인바, 가치 립 이고 당해 

장의 목 에 비추어 합리 인 제한이라면 그 제한은 허용된다고 하면서,  조

항이 이에 해당한다고 하 다(See id. at 56). 다만, 이 결은 의사당경찰규칙이 

범 하고 모호하여 헌이라고 하면서 원고청구를 인용하 다.

25) 의사당구역(Capitol Grounds)은 40 U.S.C. § 5102(a)에서 기본정의를 하고 있는

데, 의사당 주변의 일정구역을 구체 으로 명시하여 포함하고 있다.

26) 원문은 별지 [참고자료 #2] 참조.

27) 원문은 별지 [참고자료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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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 형사법 제9조는 백악 ․국회의사당․ 법원 청사등의 공공건물 주

로부터 50～500 피트(15.24m～152.4m) 이내의 장소에서는 집회‧시 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28)

‘의사당구역에서의 교통규제에 한 규정(Traffic Regulations for Capitol 

Grounds)’에는 의사당 주변에서의 집회․시 에 하여 자세히 규정하고 

있는바, 그 내용은 체로 다음과 같다.

모든 집회는 집회일시 5일 에 허가신청을 해야 하며, 선행 신청이 없다

면 허가 청은 허가를 해야 한다. 허가 청이 계획된 집회일시 48시간 까

지 결정을 하지 않는 경우,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의사당 서쪽 지역을 제

외하고는 집회참가자의 수는 300인으로 제한된다. 7일 이상 연속되고 24시간 

이상 소요되는 집회의 경우,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허가받은 집회의 방법을 

반할 때 는 상해, 기물 손이나 공공의 안녕의 침해의 험이 있으며 이를 

달리 방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회의 허가는 시 이라도 취소될 수 있다. 

(3) 백악

D.C.의 내무장 (the Secretary of the Interior)은 법하지 아니한 집회

를 지하기 하여 필요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고(DC ST §5-207), 국립

공원 리단규칙(National Park Service regulations)은 백악  주변에서의 

집회에 하여 규정하고 있다(36 C.F.R. § 50.19).29)30)

이에 따르면, 백악  주변에서의 집회는 원칙 으로 허가를 받도록 하고, 

백악  최인근 지역에서는 Pennsylvania Avenue의 인도, Lafayette Park, 

Ellipse Park에서만 가능하며, Pennsylvania Avenue의 인도의 경우 750인, 

Lafayette Park의 경우 3000인으로 참가자의 수가 제한된다.   규칙에

는 Pennsylvania Avenue의 인도에서의 집회의 경우, 수막의 사용에 

하여 그 크기, 사용방법 등에 하여 매우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인원제한은 시기에 따라 변동이 있었다. 1967년부터 1977년경까지 베

트남 쟁과 련한 시 가 많았을 때 백악  주변 인도는 100명, 백악  

28) 조병인, 집회  시 의 보장과 규제에 한 연구, 형사정책연구원(2002), 80쪽.

29) C.F.R. = Code of Federal Regulations.

30) DC ST § 5-207에 한 Westlaw Annotation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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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편의 Lafayette Park은 500명의 제한이 있었는데,31) 이에 하여 이른

바 일련의 ‘퀘이커소송’을 통하여 헌으로 선언되었고,  소송의 결들

은 최 인원수 제한치가 백악  주변 인도는 750명, Lafayette Park은 

3,000명 이상이어야 한다고 하면서 제한인원을 넘는 규모의 집회라도 외

를 허용하는 차를 두어야 한다고 하 다.32)

그러나 2001년의 9. 11.이후 이 제한이 25인으로 어들어 Lafayette 

Park에서 모든 25인 이상의 집회가 지되었고,33) 이 지가 합헌이라는 

결도 있었다.34)35)

(4) 법원

법원 주변의 집회 지에 한 연방법률의 규율은 다음과 같다.

40 U.S.C. § 610136)

제6101조 [정의  용]

(b) 용. - … 연방 법원구역은

(1) 다음 각 경계선으로 이루어지는 구역을 말한다.

(A) 북동 메릴랜드가와 동 의사당길 사이의 북동 제1가 동쪽 경계

…

40 U.S.C. § 613537)

제6135조 [연방 법원 청사  부지에서의 행진, 집회, 깃발 시]

   연방 법원 청사나 부지에서 행진, 서 있기, 행렬지은 이동, 집회를 

31) Mary M. Cheh, Demonstrations, Security Zones, and First Amendment 

Protection of Special Places, 8 U.D.C. L. Rev. 53, 55 (2004). (이하 ‘Cheh, 

Special Places’로 인용한다.)

32) A Quaker Action Group v. Hickel, 421 F.2d 1111 (D.C. Cir. 1969); A Quaker 

Action Group v. Morton, 516 F.2d 717 (D.C. Cir. 1975); A Quaker Action 

Group v. Andrus, 559 F.2d 716 (D.C. Cir. 1977).

33) Cheh, Special Places, at 55.

34) Mahoney v. Norton, DDC No.1: 02CV01715 (Aug. 29. and Sept. 5 2002). 

[Cheh, Special Places, at 55, FN 7에서 인용]

35) 이 25인 제한은 2004. 3.까지 고, 2004. 4.  2004. 5. 재는 제한이 없었다고 

한다. (Cheh, Special Places, at 74, FN 104).

36) 원문은 별지 [참고자료 #2] 참조

37) 원문은 별지 [참고자료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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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행 , 는 깃발, 수막, 는 특정한 단체, 기구, 운동을 공 에 알

리기 하여 제작되거나 개작된 도구를 시하는 행 는 부 법하다.

40 U.S.C. § 613738)

제6137조 [벌칙]

   이 이나 제6102조에 따라 제정된 규칙을 반하는 사람은 제18부

에 따른 벌  는 60일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각 형은 병과할 수 

있다.

18 U.S.C. § 150739)

 제18부 범죄와 형사 차/  제1장 범죄/ 제73  사법방해

제1507조 [피켓 과 행진]

   사법작용을 간섭, 방해, 해할 의도로, 는 사, 배심원, 증인이나 

법원직원에 향을 미칠 의도로, 그 직무수행 , 연방의 법원이 있는 건물

이나 그 부근, 는 연방법원의 사, 배심원, 증인, 법원직원이 사용하는 

건물이나 주거의 내부나 그 부근에서 피켓 이나 행진을 하거나, 는 

와 같은 의도로  건물이나 주거의 내부나 그 부근에서 확성기트럭 는 

기타 유사 한 도구나 수단을 시 에 사용하는 사람은 이 부(= Title 18)에 

따른 벌  는 1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각 형은 병과할 수 있다.

이 조항은 법정모독죄의 성립에 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주에서에도 이와 비슷한 규율을 하고 있다.

루이지애나주 법률40)

제14부 형법/ 제2장 기타 범죄/ 제5  사법기 에 한 범죄

제401조 [법원청사건물 는 사, 배심원, 증인이나 법원직원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물의 내부나 부근에서의 시 ]41)

   사법작용을 간섭, 방해, 해할 의도로, 는 사, 배심원, 증인이나 

법원직원에 향을 미칠 의도로, 그 직무수행 , 루이지애나 주 법원이 있

38) 원문은 별지 [참고자료 #2] 참조

39) 원문은 별지 [참고자료 #2] 참조

40) 원문은 별지 [참고자료 #3] 참조.

41) 이 조항에 하여 연방 법원의 합헌 결이 있었다(Cox v. Louisiana, 379 U.S. 

559 (1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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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건물이나 그 부근, 는 루이지애나 주 법원 사, 배심원, 증인, 법원직

원이 사용하는 건물이나 주거의 내부나 그 근처에서 피켓 하거나 행진하

거나, 는 와 같은 의도로  건물이나 주거의 내부나 그 근처에서 확

성기트럭 는 기타 유사 한 도구나 수단을 시 에 사용하는 사람은 5,000

달러 이하의 벌  는 1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각 형은 병과할 

수 있다.

이 조항은 법정모독죄의 성립에 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매사추세츠주 법률42)

제4부 범죄, 형벌, 형사 차/ 제1장 범죄와 형벌/ 제168  사법에 한 죄

제13A조 [법원, 사, 배심원, 증인, 법원직원에 한 피켓 ]

   사법작용을 간섭, 방해, 해할 의도로, 는 사, 배심원, 증인이나 

법원직원에 향을 미칠 의도로, 그 직무수행 , 루이지애나 주 법원이 있

는 건물이나 그 부근, 는 루이지애나 주 법원 사, 배심원, 증인, 법원직

원이 사용하는 건물이나 주거의 내부나 그 근처에서 피켓 하거나 행진하

거나, 는 와 같은 의도로  건물이나 주거의 내부나 그 근처에서 확

성기트럭 는 기타 유사 한 도구나 수단을 시 에 사용하는 사람은 5,000

달러 이하의 벌  는 1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각 형은 병과할 

수 있다.

이 조항은 법정모독죄의 성립에 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5) 외교기

외교기 에 한 연방법률은 다음과 같다.

18 U.S.C. § 112(b)(3)43)

제18부 범죄와 형사 차/  제1장 범죄/ 제73  폭행

제112조 [외교 , 외빈, 국제 으로 보호받는 인사에 한 보호]

…

42) 원문은 별지 [참고자료 #4] 참조.

43) 원문은 별지 [참고자료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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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구든지 고의로,

…

(3) 다음 각호의 1이 공무나, 외교, 사, 주거의 목 으로 그 부나 일

부를 사용하거나 유하는 미국 내의 건물이나 부지로부터 100피트 이내에

서 이 조의 규정44)을 반할 의도로 2인 이상의 다른 사람과 회합하는 사

람은 이 부(title 18)에 따른 벌  는 6월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각 

형은 병과할 수 있다.

(A) 외국 정부 (국제기구에 한 임무로서 사용되는 경우를 포함)

(B) 국제기구

(C) 외교

(D) 외빈

한편 워싱턴 의 조례45)는 외국정부의 사 으로부터 500피트(약 

150m) 내에서는 외국과 련된 사안에 하여 비 인 내용의 깃발, 수

막 등의 게시를 지하도록 하 는데, 미국 연방 법원은 1988년의 Boos 

v. Berry 결에서,46)  18 U.S.C. § 112(b)는 집회를 제한하는 요건을 좁

게 규정하고 있는데 비하여, 워싱턴 시의 조례는 최소침해의 원칙에 반

되는 과도한 제한이라고 하면서도, 외국 사 의 평화와 안 에 한 

존하는 험이 존재하는 경우 경찰이 외국 사 으로부터 500피트 내에서

의 집회를 해산하는 것을 허용하는  조례의 별개 부분에 하여는 합헌

으로 단하 다. 

(6) 미국법 요약

9.11. 이후의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 미국에서는 백악 , 의사당, 법원 

주변의 일정지역을 집회‧시  지구역으로 설정하면서도 으로 집회

44) 이 조는 외교  등에 한 폭행, 업, 상해, 박 등을 규정하고 있다.

45) 이 법규정의 입법목 은, 집단 인 폭력행사의 험을 내포하거나 반미감정을 

조장할 수 있는 시 로부터 미국의 외교 계를 보호하고, 외국주재 미국외교 의 

안 을 도모하고 국제법상의 의무를 이행하기 한 것이다.  규정은 외국을 비

하는 수막, 깃발 등의 게시만을 지한 것이지, 500 피트 이내에서의 단순한 

구두표 을 지한 것은 아니었다.

46) 485 U.S. 312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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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 를 지하지는 아니하고 외를 규정하고 있다. 의사당과 백악  

주변은 참가인원수가 소규모일 경우 외를 인정하고, 외교기 의 경우 외

교  등에 한 범죄 등의 목 이 없으면 집회를 허용하고 있다.

한편 법원의 경우는 일반 으로 사법작용에 간섭하거나 방해할 의도, 

는 향을 미칠 의도로 하는 집회‧시 를 지하고 있어, 그러한 의도가 

없는 경우는 허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연방 법원의 경우는 와 같

은 의도를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고 연방 법원구역내의 집회‧시 를 지

하고 있는데, 연방 법원구역이라는 것이 연방 법원 건물  그 주변도로

를 포함하는 것이어서, 결국 연방 법원에 한 한 그 주변에  지

구역이 설정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다. 국47)

1817년 국의 선동집회법(Seditious Meetings Act)은 의사당으로부터 1

마일(약 1.6 km) 이내에서 50인 이상의 집회를 지하 다.48)

이 법은 1824년에 지의 상을 오로지 청원의 형태로써 의회에 향

을 행사할 목 이나 의원을 신체 으로 방해할 목 이 뚜렷한 집회로 한정

하 는데, 그 후 국법은 의사당 인근에서 행해지는 집회에 하여 실질

으로 구체 인 험이 존재하는 경우 집회를 지하는 방식으로 운용되

고 있다.

라. 기타 유럽

의사당주변에서의 집회를 지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유럽국가

는 독일, 벨기에, 오스트리아뿐으로서 소수에 해당한다.49) 벨기에의 경우, 

47) 국의 경우, 의회주권주의와 성문헌법의 결여로 말미암아 헌법재 제도도 존재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집회의 자유가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되어 있지 않다. 따

라서 국에서 집회의 자유는 례법 는 제정법에서 지하지 않은 범  내에

서, 즉 법이 정한 바에 따라 허용되고 있으며, 그 허용여부도 경찰의 범 한 재

량권행사에 맡겨져 있다(양건, “집회‧시 에 한 사  제한”, 법학논총 8집, 한양

학교 법학연구소(1991), 158-159쪽).

48) 조병인, 앞의 책(집회  시 의 보장과 규제에 한 연구), 74쪽 참조.

49) Tsatsos / Wietschel, Bannmeilenregelungen zum Schutz der Parlamente wieder 

in der Diskussion, ZRP 1994, 214; Breitbach, Das Versammlungsverbot 

innerhalb von Bannmeilen um Parlamente und seine Ausnahmeregelung, NVw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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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자들은 거의 일치된 의견으로  법률을 헌으로 단하고 있다고 

한다.

그 외 부분의 유럽국가는 의사당 인근에서의 시 지규정을 두지 아

니하고, 개별 인 경우마다 구체  험을 방지하는 조치로 만족하고 있다. 

특히 네덜란드에서는 의사당 앞에서의 집회를 허용하는 것이 정치문화의 

발 이나 국민의 기본권보장의 측면에서 매우 요하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고 한다.50)

4. 이 사건 법률조항에 한 국내의 평가들

가. 평가내용

국내의 논자들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 하여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다.

석 교수51)

집회 지장소를 규정한 집시법 제11조는 무 범 하다.

집회의 자유가 의민주  의사결정과정을 보충하는 의미를 가질 수는 

있어서 이를 체하는 것은 아니므로, 의제 기능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기능  에서 장소  제한이 설정될 때 정당성을 갖는다. 국회

의사당 주변, 통령  주변의 제한은 이러한 측면에서 물리 인 장소개

념을 기 으로 할 것이 아니라 보다 기능 으로 악하여야 한다. 의회 회

기  의사당으로부터 1마일 이내에서 50명 이상의 집회를 지하는 국 

집회법(Seditious Meeting Act)이 이러한 입법례이다.

법원  헌법재 소가 개별이익의 집단  표 과 압력에 노출되는 것을 

보호할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집회 지의 기 을 보다 기능 으로 하여야 

한다.

1988, S. 589.

50) Tsatsos  / Wietschel, a.a.O.

51) 석, “집회  시 의 자유와 자율, 그리고 경찰개입의 한계”, 연세법학연구- 

해암 최양수 교수 화갑기념논문집 9집 2권 (통권 14호), 연세법학회 (2003. 2.), 

115-1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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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수 교수52)

외교기 조항이 헌법재 소의 결정에 따라 개정되었지만 미흡하다. 외교

기 의 기능  출입을 해하지 않고 형 확성기의 사용을 제한한다면, 

원칙 으로 집회가 허용되어야 한다.

국회의사당의 경우, 최소한 국회의 기능에 지장이 없는 휴일이나 폐회기

의 집회는 허용되어야 하며, 평일에도 확성기의 사용제한 등 제한요건을 

규정하여서 집회를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론으로부터 독립하여 객 이고 규범 인 단을 내려야 하는 각

법원이나 헌법재 소 주변의 집회는 외교기  인근의 집회보다 엄격하게 

지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이 경우에도 법원이나 헌법재 소를 상으로 

하지 않는 집회나 행진은 그 기 의 활동과 통행을 해하지 않는 한 허용

하여야 한다.

, ‘경계지 으로부터 100미터 이내’라는 형식 인 기 보다는 주변도로

를 기 으로 하는 것이 보다 국민에게 명료하다.

한수웅 교수53)

집회의 자유에 한 제한은 의회의 기능을 확보하고자 하는 공익에 의하

여 정당화되는 범  내에서만 가능하다. 회기가 아닌 시기에 행해지는 경

우, 시 참가자가 소수인 경우, 집회 지장소에 치한 다른 시 상에 

한 것인 경우에는 일반 으로 국회의 업무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나아

가 회기 이라도 평화  시 가 상되는 경우에는 허용하되, 시  규모, 

참가자 수, 그에 따른 거리의 차등화, 시 방법에 한 규제 등을 통하여 

의회의 기능을 보장하도록 함이 타당하다.

법원과 헌법재 소의 경우, 사법기 의 재 차에 향을 행사하고자 

하는 집회를 원칙 으로 지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지장소에 치한 

다른 시 상에 한 집회 등과 같이 보호법익과의 충돌이 우려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외를 허용하여야 한다.

52) 강태수, “집회의 자유와 개정된 ‘집회 시 에 한법률’의 문제 ”, 헌법학연구 

10권1호, 한국헌법학회(2004. 3.), 440-442쪽.

53) 한수웅, “집회의 자유와 ‘집회  시 에 한 법률- 집회 지장소규정에 한 

헌성 단을 겸하여”, 스티스 통권 77호, 한국법학원(2004. 2.), 28-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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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변호사54)

집시법 제11조를 삭제하여 집회‧시 의  지장소를 없애고, 다만 

외교기  5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개최되는 옥외집회  시 는 외교통상

부장 의 의견제시를 받아 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임규철 박사55)

집시법 제11조가  시 지장소를 설정한 것은 비례원칙에 반된

다. ‘일  지’가 아닌 해당 공공기 의 ‘업무활동의 험성’과의 련성

에서 제한 으로 제한을 하여, 구체 ‧개별 으로 한계를 명시하여야 한다.

국회의사당, 각 법원, 헌법재 소, 통령 , 국회의장공 , 법원장

공 , 헌법재 소장공 에 한 집시법 제11조 제1호, 제2호의 경우도 업무

활동의 험성의 단 없이 일  지를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헌성이 

농후하다.

나. 요약

이상 학자들의 공통된 주장은 외 없이 으로 지구역을 설정한 

것은 헌성이 있다는 지 이다.

다만 그 외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하여는 여러 의견이 있는데, 그 

의견들을 통하는 기 은 사법기 의 기능에 해를 주는가 하는 것이다.

5. 이 사건 법률조항의 헌성 여부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의미

(1) 집회의 자유에 한 제한규정

이 사건 법률조항은 각 법원의 경계지 으로부터 1백 미터 이내의 장

소(이하 ‘각 법원 인근’이라 한다)에서의 옥외집회와 시 를 지하고 있

다. 이에 반하는 경우 반자는 형사처벌이 부과되고(집시법 제20조) 당

해 집회나 시 는 해산명령의 상이 된다(집시법 제18조).

54) 김도형, “ 행 집시법의 운 실태상의 문제 과 법개정방향”, IV.4.6.

55) 임규철, “집회의 자유-‘집시법’과 ‘서울 장조례’를 심으로”, 헌법학연구 10권 3

호, 한국헌법학회(2004. 9.), 262-26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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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의 자유는 집회의 시간, 장소, 방법과 목 을 스스로 결정할 자유를 

보장한다.56)  이 사건 법률조항은 집회 지구역을 규정함으로써 집회의 장

소를 스스로 결정할 자유를 제한하기 때문에 집회의 자유에 한 제한규정

이라고 할 수 있다.

(2)  지와 목 론  축소해석

(가) 가능한 견해 립

이 사건 법률조항은 각 법원 인근에서는 옥외집회 는 시 를 하여서

는 아니 된다고만 규정하고 있고, 그 밖에 어떠한 제한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이러한 규정형식에 비추어 이 사건 법률조항은 각 법원 인근에서의 

옥외집회나 시 를 으로 지하는 취지라고 할 것인지, 아니면  
이러한 규정형식에도 불구하고 입법목 에 비추어 보호법익에 한 해가

능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한다는 것이 이 사건 법률조항의 취지라고 

해석할 것인지에 하여 견해가 나뉠 수 있다.

(나) 목 론  축소해석

ᄀ. 법의 흠결과 목 론  축소

법의 흠결은 ‘드러난 흠결’(offene Lücke)과 ‘숨겨진 흠결’(verdeckte 

Lücke)의 두 가지 형태로 존재할 수 있다. 드러난 흠결이란 법률이 일정한 

사례群에 하여 목 상 규제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규제를 하고 있지 

않은 경우를 말하고, 숨겨진 흠결이란 일정한 사례群에 용할 규정이 존

재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사례群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요한 의의를 

갖는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그 규정의 취지나 목 에 비추어 이

를 용하기에 합하지 않은 사례群이 존재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때의 

흠결은 사안에 용될 련 법률조항이 없다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법률조항에 ‘ 용의 한계 내지 외’에 한 규율이 없다는 데에 있다57).

법의 드러난 흠결은 유추(類推)에 의하여 보충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56)  2000헌바67등 결정,  례집, 53 참조.

57) Larenz, Methodenlehre der Rechtswissenschaft, 6. Auflage, S. 377 (장 민, "

유추 지와 목 론  축소해석", 형사 례연구[7], 박 사(1999), 11쪽에서 재인용), 

Volker Krey, Deutsches Strafrecht Allgemeiner Teil Band 1, S.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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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같은 것은 같게”라는 원칙에 따라 해당 사안과 유사한 사안을 규율하

는 법규범을 문제된 사안에도 확 , 용하는 방식이다(다만, 피고인에게 

불리한 형벌조항의 유추는 지된다).

이에 비하여 숨겨진 흠결의 경우에는, “다른 것은 다르게”라는 원칙에 

따라 흠결된 한계(제한, 외) 사유를 설정함으로써 해당 법규범의 용 범

를 축소시키는 ‘목 론  축소(teleologische Reduktion)’58)에 의하여 보

충될 수 있다.

가령, 지하철에 개를 데리고 승차할 수 없도록 한 지규정이 있는데, 법

해석자가  지규정의 입법목 을 타인에게 오감을  수 있는 정도의 

개를 지한 것이라고 보고 애완용의 조그만 강아지를 데리고 지하철에 탑

승한 행 에 하여  지규정을 용하지 않는다면, 이는 목 론  축

소에 해당한다.

ᄂ. 목 론  축소의 허용 여부

(ᄀ) 우리나라에서 이 문제를 논하는 학자들은 모두 목 론  축소해석

의 가능성을 정하고 있다.

김일수 교수59)

목 론  환원은 법률의 분명한 의사에 반한 이론학  해결을 철하려

는 것이 아니고, 문언과 규범목  사이의 모순을 규범목 에 유리하도록 

해결함으로써 과오를 수정하려고 할 뿐이기 때문에 행 자의 자유에 유리

하게 작용하게 되고 권력분립원칙과도 모순되지 않는다. …

만약 목 론  환원으로써 제한 ․형사정책  착상과 법률문언 사이에 

놓여 있는 부조화를 치유할 수 있다면, 그 결과는 법률에 한 무시가 아

니라 법률내재 인 법발견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일종의 사려 깊은 법

의 구체 인 실 행 이다. 법률에 내재되어 있는 목 론에 엄격히 따르는 

환원은 목 론  해석 못지않게 법률에 충실한 방법이다.

58) ‘목 론  용제한’(김용담, “법 에 의한 법형성의 제방법(I)", 재 자료 14집 : 

외국재 자료집[3], 법원행정처(1982), 236쪽) 는 ‘목 론  환원’(김일수, “형법

해석의 한계 - 허용된 해석과 지된 유추의 상 계”, 형사 례의 연구 I, 박

사(2003), 55쪽)으로 번역되기도 한다.

59) 김일수, 앞의 (형법해석의 한계), 56-5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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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환 교수60)

목 론  축소를 통해 법의 흠결을 보충하는 법형성이 형법상 과연 정당

화될 수 있는가이다. 이미 언 한 바와 같이 죄형법정주의의 생원칙인 

유추 지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경우에만 법형성을 지하고 있지 피고인에

게 유리한 법형성은 오히려 허용된다. 왜냐하면 유추 지는 다시  법치국

가의 신뢰보호원칙에 그 근거를 두고 있는데, 국가형벌권의 확장은 이 원

칙에 되지만 반면 국가형벌권의 축소는 이 원칙에 배되지 않기 때문

이다.

장 민 교수61)

( 와 유사한 취지)

(ᄂ) 독일의 통설과 례도 목 론  축소를 정당한 해석으로 인정하고 

있다.62)

Jescheck 교수의 다음과 같은 기술은 독일에서 이해되는 바를 잘 나타내

고 있다.63)

형벌조항의 문언이 허용되는 해석과 지되는 유추 사이의 경계가 된다

는 사실이, 모든 경우에 있어서 문언의 경계 내에서만 법률 해석이 허용된

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경우에 따라서는 입법자가 본래 의도한 

용 범 를 넘어선 상태로 형벌의 구성요건이 표 된 경우가 있을 수 있는

데, 이 때 목 론  축소를 통하여 입법자의 의도에 따라 용 범 를 획

정하는 것은 법률 해석자의 임무이다.

ᄃ. 목 론  축소해석과 합헌  법률해석

60) 김 환, 법의 흠결과 목 론  축소해석, 례월보 334호, 45쪽.

61) 장 민, 앞의 (유추 지와 목 론  축소해석), 12쪽 이하.

62) 김 휘, “법 의 법발견의 3단계 - 특히 법률수정의 문제”, 사법연구자료 13집 

22쪽 이하 참조.

63) Hans-Heinrich Jescheck / Thomas Weigend, Lehrbuch des Strafrechts Allgemeiner 

Teil, 5.Auflage, S.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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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규정 등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이 입법목 과 무 한 사례군까지 

용 상으로 삼는 문언을 가지고 있다면, 그 법률의 헌성이 문제될 수 

있다. 이 경우 목 론  축소해석을 통하여 입법목 과 무 한 사례군을 

해석으로써 제거할 수 있다면, 헌결정을 하지 아니하고도 당해 법률의 

합헌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목 론  축소해석은 합헌  

법률해석과도 연결된다고 할 수 있다.

(다) 이 사건 법률조항과 목 론  축소해석

와 같은 목 론  축소해석을 통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 각 법원 인

근에서의 옥외집회나 시 를 으로 지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법익에 

한 해가능성이 없을 경우에는 외를 허용하는 취지라고 해석한다면, 

입법목 과의 모순으로 인한 헌성의 문제를 비껴갈 수 있어, 합헌 단이 

가능하다.

외교기 조항 헌결정에서의 반 의견(권성 재 님)의 다음과 같은 

시는 이러한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다.64)

계쟁조항의 용에 의하여 지되는 집회의 구체  범 는 법원의 합리

인 해석에 의하여 정하게 결정될 수 있고,  그 게 결정되어야 하는, 

문제이므로 계쟁조항의 용범 를 고정, 불변의 것으로 가정하여 이를 바

로 헌으로 연결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라) 목 론  축소해석과 구체  험범

이 사건 법률조항은 집시법 제20조의 범죄(이하 ‘이 사건 범죄’라고 한

다)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조항인데, 목 론  축소해석을 통하여 보호법익

에 한 해가능성이 있을 경우에 비로소 옥외집회‧시 를 지하는 취지

로 이 사건 법률조항을 해석한다면, 이 사건 범죄는 보호법익에 한 구체

 험의 발생을 요건으로 하는 구체  험범이라고 보는 것이 된다.

원래 구체  험범은 통상 법률에 규정한 구성요건에 ‘ 험의 발생’이 

명시되는 것이지만, 형법학계의 다수설은 그러한 명문이 없더라도 구체  

험범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 형법 제122조의 직무유기죄).

64) 헌재 2003. 10. 30. 2000헌바67등, 례집 15-2하, 41,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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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론  축소해석을 통하여 이 사건 범죄를 구체  험범으로 해석한

다면, 해석에 의한 다른 구체  험범을 인정하는 결과가 된다.

(마) 이 사건 법률조항과 목 론  축소해석의 곤란함

목 론  축소해석이 일반 으로 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법률조항에 하여는 목 론  축소해석을 하기 어려운 다음과 같

은 특수한 사정이 있다.

① 헌법재 소는 외교기 조항 헌결정에서 이미 외교기 조항이 외교

기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 지역에서의 집회와 지를 으로 지

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그 제에서 외교기 조항에 한 헌을 선언하면

서, 다음과 같이 시한바 있다.65)

이 사건 법률조항은 집회를 구체 인 경우에 지하는 조항이 아니라, 

개별 인 경우의 구체 인 험상황과 계없이 단지 '특정한 장소에서 집

회가 행해진다'는 이유만으로 그 특정한 장소에서의 집회를 일 으로 

지하고 있다. 즉 입법자는 외교기  인근에서의 집회를 일반 으로 외교기

의 기능수행에 반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이 지역에서의 집회를 면 으

로 지해야만 외교기 에 한 효과 인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단

하고 있다.

②  헌결정이 있은 후  헌결정에서 시한 바에 따라 외교기

조항이 개정되어, 행 집시법 제11조는 외교기   외교사 의 숙소에 

하여는 옥외집회나 시 가 허용되는 외를 규정하면서, 그 밖의 경우에

는 그러한 외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입법목 을 고려하여 구체 인 경우에 외

를 허용하는 취지로 해석되기 보다는, 구체 인 험상황과 계없이 특정

한 장소에서 옥외집회나 시 가 행하여진다는 사실 자체로부터 추상 인 

험성이 존재한다고 보고  장소에서의 옥외집회‧시 를 으로 

65)  례집, 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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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고 있는 취지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의 견해 채택).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

(1) 기본 인 입법목

 헌재 2000헌바67등 결정은 외교기 조항의 보호법익을 국내 주재 외

교기 에의 자유로운 출입  원활한 업무의 보장, 외교 의 신체  안

이라고 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 은 ‘외교기 의 기능 

보장’과 ‘외교공 의 안녕보호’에 있다고 시하 다.66)

이를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응용한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 은 

(i) 법원의 기능 보장과 (ii) 법원의 안녕보호라고 할 수 있다.

(i) 법원의 기능보장은 구체 으로 법원에서 근무하는 법   직원, 그

리고 법원을 이용하는 일반인들이 다수인의 집회‧시 로 인하여 장애를 받

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법원에 출입하는 것, 법원의 업무가 집회‧시 로부

터 향을 받음이 없이 수행되는 것 등에 한 보장을 포함하고, (ii) 법원

의 안녕보호는 법원의 청사  업무환경, 그리고 법원에 있는 법 , 직원, 

일반인의 생명‧신체를 다수인의 집회‧시 에 의하여 생길 수 있는 험으

로부터 보호함을 포함한다.

(2) 부차  입법목

한편, 집시법은 ① 집단 인 폭행‧ 박‧손괴‧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

서에 직 인 이 가할 것이 명백한 집회나 시 의 지(제5조 제1항), 

② 일출시간 이나 일몰시간 후의 옥외 집회나 시 의 원칙  지(제10

조), ③ 소음발생의 제한(제12조의 3), ④ 재산 는 시설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생활의 평온에 한 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주거지역 등에

서의 집회나 시 의 지‧제한(제8조 제3항 제1호), ⑤ 학습권을 히 침

해할 우려가 있는 학교 주변지역에서의 집회나 시 의 지‧제한(제8조 제

3항 제2호), ⑥ 시설이나 군작 의 수행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군사시설 주변지역에서의 집회나 시 의 지‧제한(제8조 제3항 제3

66)  례집,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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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등을 규정하고 있다.

 ④,⑤,⑥은 법원과 직  련이 없어 이 사건 법률조항과 무 하다고 

할 수 있지만,  ①,②,③은 이 사건 법률조항과 그 보호법익에 복되는 

면이 있다.

①의 보호법익인 공공의 안녕질서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각 법원 인근

에서의 집회‧시 를 원천 으로 지함으로써 보호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건 법률조항의 보호법익의 일부가 될 수 있다.

②는 야간에는 평온의 동요가 불안상태를 증폭시킬 수 있다는 에서 규

정된 것으로 야간의 평온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이

러한 법익을 보호하는 효과도 있다.

③에 하여도 같다.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법원인근의 집회‧시 가 

지됨으로써, 소음공해로부터 법원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고,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보호법익의 하나로 포섭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은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직  목 하는 바라고 하기는 어렵

고, 와 같은 보호법익은 다른 조항들에 의하여 이미 보호되고 있으므로, 

이를 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을 별도로 규정할 필요도 없다. 그러므로  

법익들이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보호되는 면이 있기는 하지만, 이

들을 독립된 보호법익으로 논할 실익은 없다.

(3) 법원의 기능보장과 안녕보호의 계

이 사건 법률조항의 보호법익인 법원의 안녕보호는  ①,②,③과 복되

는 부분이 있다. 여기에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다.

 안녕보호는 일반규정에 의하여야 한다는 견해

법원이라고 하여 건물이나 구성원의 안 을 특별히 더 보호하여야 할 이

유는 없다. 일반인의 안 이 법원 구성원의 안 보다 하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원의 안녕을 보호하는 것은 일반규정인  ①,②,③에 의

하면 충분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의 독자 인 보호법익이라 할 수 없다.

 법원의 안녕은 특별히 강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견해

법원은 그 기능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보다 강한 보호가 필요하다. 이 사

건 법률조항은 일반규정에 의한 안녕보호를 넘어서는 보다 강한 안녕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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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목 으로 한다. 따라서 법원의 안녕보호는 독자 인 보호법익이 된다.

자의 견해()는 법원의 기능보장만을 보호법익으로 보는 것이고, 후

자의 견해()는 법원의 안녕보호도 보호법익으로 보는 것이다. 그런데, 후

자는 법원의 안녕을 특별히 보호하여야 할 근거를 법원의 기능에서 찾는 

것이므로, 결국 법원의 기능보호가 보호법익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결론 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보호법익은 법원의 기능보호에 그 핵심

이 있고, 법원의 안녕보호는 법원의 기능보호를 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다. 비례원칙 반 여부

(1) 입법목 의 정당성

인(人)의 지배가 아닌 법의 지배를 내용으로 하는 법치주의는 우리 헌법

의 기본원리  하나이다. 사법작용이 공정하고 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는 것은 법치주의의 인 요청이며, 법 이 외부의 향으로부터 독립

하여 심 하여야 함은 헌법이 요청하는 민주주의의 기  그것이다.67) 헌법 

제27조 제1항의 재 청구권은 사법 차에의 근뿐만 아니라 공정한 재

을 받을 권리, 즉 사법 차상의 기본권을 포함하는 포 인 권리이다(헌

재 2005. 5. 26. 2003헌가7, 공보 105, 619, 623; 1996. 12. 26. 94헌바1, 례

집 8-2, 808, 820; 1997. 11. 27. 94헌마60, 례집 9-2, 675, 693-696; 1998. 

12. 24. 94헌바46, 례집 10-2, 842, 850 참조). 요컨 , 사법작용의 공정성

과 독립성은 헌법  요청이다.

이러한 헌법  요청은 이든 우호 이든 군 으로부터의 향이나 

통제를 배제할 것을 요구한다.68) 군 의 법(mob law)은 법 차와 모순

되는 것이다.69) 국가는 사법작용이 외부의 향이나 통제를 받지 않도록 

하기 하여 필요하고 한 보호장치를 마련할 정당한 이익이 있다.70)

67) See Cox, 379 U.S. at 562.

68) See id.

69) See id.

70) See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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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사법기능의 보호  이를 한 법원의 안녕보호라는 이 사건 

입법목 은 헌법이 요청하는 바로서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

(2) 수단의 정성

법 은 원칙 으로 법정에서 보고 들은 것만에 의하여 향을 받는다. 

그러나 법 도 인간이기 때문에 법 이나 법원직원들이 재 이나 재  

에 법정이나 그 부근에서 개최되는 집단행동에 의하여 의식 이든 무의

식 이든 향을 받을 험을 부정하기 어렵고, 한편 컨 , 무죄를 주장

하는 집회와 시 가 있었지만, 담당재 부는 이로부터 조 의 향도 받지 

않고 무죄를 선고하 다고 하더라도,  무죄 결이 집회나 시 로부터의 

심리  압박으로부터 향을 받아 내려졌을 것이라는 일반 국민의 의혹은 

충분히 상할 수 있고, 이러할 경우 사법에 한 신뢰는 훼손되게 마련이

다.71)

각 법원 인근에 옥외집회나 시 를 지하는 장소(이하 ‘집회 지장소’

라 한다)를 설정하는 것은 와 같은 험을 방지함으로써 그 입법목 을 

달성하기 한 효과 이고 한 수단이 될 수 있으므로, 수단의 정성

이 인정된다.72)

(3) 침해의 최소성

(가) 집회 지장소의 설정이 불가피한 수단인지 여부

각 법원 인근에 집회 지장소를 설정하는 특별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집시법상의 다른 일반규정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추구하는 입법목 을 

달성할 수 있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지 못한 것이

라 할 수 있다.

앞서 각국의 입법례에서 본 바와 같이, 미국은 법원 부근의 집회를 지

71) See Cox, at 565.

72) 우리 재 소나 법원은 ‘효과성’과 ‘ 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수단의 정

성’ 기 을 설정하고 있는데, 독일에서는 효과성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성에 강한 의미를 부여하면, 최소침해성이나 법익균형성과 복되는 면

이 있으므로, 이 은 성에 강한 의미를 두지 아니한 ‘수단의 정성’ 기 에 

의하여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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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는데, 독일은 연방헌법재 소 주변지역만을 지하고 있고, 국이

나 기타 유럽국가는 그러한 지구역을 설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 이에 비

추어 보면 각 법원 인근의 집회 지장소 설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인가 하

는 강한 의문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사법작용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헌법  요청

은 법원의 기능을 보호하기 하여 일반규정에 의한 보호에 비하여 보다 

강도의 보호를 필요로 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바로 이러한 요청에 근거

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 은 일반규정의 입법목 을 과하는 것이다. 따라

서 일반규정에 의한 보호와 다른 특별한 보호를 하더라도 그 정당성은 어

렵지 않게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집회 지장소설정 외에는 보다 완화된 방법이 없는가 하는 의문은 

있을 수 있지만, 와 같은 특별한 보호를 구 하는 방법으로, (i) 우리 집

시법상 원칙 인 규율인 옥외집회‧시 의 신고제도(집시법 제6조 참조), 각

법원 인근에서는 허가제를 택하는 방안,73) (ii) 각 법원 인근을 집회

지장소로 규정하고 일정한 외를 법에 규정함으로써 외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신고만으로 집회‧시 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74)이 고려될 수 있는

데, 자의 경우에도 결국에는 각 법원 인근에 집회 지장소를 설정하는 

것을 제로 하는 것이 아닐 수 없어, 법원에 한 효과 이고 한 보

호를 하여 각 법원 인근에 집회 지장소를 설정하는 방법 외에 그보다 

완화된 한 방법을 찾기가 쉽지 아니하다는 을 고려하면, 집회 지장

소의 설정 자체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 을 달성하는데 불가피한 수

단이라 여겨진다.

(나) 100미터의 설정이 최소한의 것인지 여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집회 지장소의 반경을 100미터로 규정하고 있다. 

100미터 밖의 구역에서는 일반규정에 의한 보호만이 가능하므로, 100미터의 

반경은 각 법원에 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최 한의 반경을 의미한다.

따라서 집회 지장소를 설정할 거리는 규모의 인원이 집회‧시 를 할 

73) 독일의 방법.

74) 외교기 에 한 행법의 태도(집시법 제11조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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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법원의 기능에 해를 가져올 험이 있는 거리로써 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기 에서 본다면 100미터는 과도한 것이라고 보여지지 아니한다.

1989. 3. 29. 법률 제4095호로 문개정되기 의 구 집회 시 에 한법

률은 이 반경을 200미터로 규정하고 있었다. 집회 지구역을 설정한 외국

의 입법례를 보면, 구체  도로명으로 구역을 설정한 독일은 주마다 보호

상마다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일반 으로 100미터 이상의 반경인 것으로 

보이고, 미국이나 국75)의 경우도 체로 100미터를 과한다. 오스트리아

는 의사당 주변 300미터 내를 집회 지장소로 하고 있다. 이처럼 비교법

으로 볼 때에도 100미터의 거리는 과도하다고 할 수 없다.

(다) 외 없는 지가 불가피한지 여부

ᄀ. 법률에 의한 기본권의 제한이 입법목 과 무 하여 입법목 을 달성

하는데 불필요한 것이라면, 그 제한은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지 못한 것이

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 은 법원의 기능보호(법

원의 안녕보호는 이에 포 될 수 있다)에 있다. 그러므로 만일 이 사건 법

률조항이 법원의 기능보호와 무 한 경우에까지 집회나 시 를 제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입법목 을 과하는 제한으로서 침해의 최소성을 갖

추지 못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집회 지장소를 설정하여 그 구역 내에서의 옥외집

회나 시 를 으로 지하는 것은 그러한 집회나 시 가 법원의 기능

을 해할 험이 있다는 일반  추정에 근거한 것이다. 그러므로 만일 이

러한 추정이 부정되는 외 인 경우가 있다면, 이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 인 법원의 기능보호와 무 한 것으로서 이를 지의 상에서 제

외하지 않는 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하게 된다.

ᄂ. 외교기 조항 헌결정은 와 같이 일반  추정이 부정될 수 있는 

외 인 경우로서, ① 외교기 에 한 집회가 아니라 우연히 지장소 

내에 치한 다른 항의 상에 한 집회의 경우, ② 소규모 집회의 경우, 

③ 외교기 의 업무가 없는 휴일에 행하여지는 집회의 경우를 들었고, 개

75) 국은 의사당 주변을 기 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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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된 행 집시법 제11조 제4호는 같은 내용을 입법화하 다.

ᄃ. 이 사건 법률조항에 하여 와 같은 외가 인정될 수 있는지에 

하여 본다.

① 법원을 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집회․시

법원에 한 집회‧시 가 아니라 우연히 집회 지장소 내에 치한 다

른 항의 상에 한 집회‧시 인 경우는, 일반 으로 법원의 기능에 장애

를 가져온다고 하기 어렵다.76) 법정모독에 한 것이지만, 미국 연방 법원

도 같은 입장에 있다77)

경찰청장은 외교기 과 달리 법원은 독립된 건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도한 제한이 되지 아니한다는 주장을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법원이 

모두 독립된 건물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시군법원은 독립된 건물이 없

는 경우가 다수이다) 법원청사의 경계지 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다른 

건물이 없는 경우는 거의 없고, 이들을 상으로 한 집회‧시 는 지할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독립된 건물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은 특별한 

의미가 없다.

실무에서는 검찰청에 한 집회와 시 가 자주 문제된다. 법원과 검찰청

의 청사가 인 하여 있는 우리나라의 청사구조상 검찰청 부근에서의 집회

나 시 가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반사 으로 지되어 왔는데, 검

찰청의 업무가 사법기능의 일부를 담당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 이 아니므로, 검찰청에 한 집회나 시 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지할 정당한 이유가 없다.

그러나 시  당시에는 검찰청에 계류 인 사건이라도 오래지 않아 법원

에 기소됨으로써 결과 으로 검찰청에 한 집회나 시 가 법원에 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사회  장이 큰 사건 등 검찰청에 계

류 일 때부터 법원에 기소될 것이 상되고 이에 따라 법원에서도 이미 

76) 한수웅, 앞의 (집회의 자유와 집회  시 에 한 법률), 32쪽도 다른 시

상에 한 집회의 경우 외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77) See Cox, at 567 : 집회나 시 의 상이 아닌 기 은  별개의 것으로서, 법

원건물에 사무실이 있는 사람( 컨 , 시장)에 한 집회‧시 는 별도의 법률규정

이 없는 한 법정모독이 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시(In re  Brinn, 305 N.Y, 887 

(1953)를 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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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사건의 존재를 의식하고 있는 경우 등에는 검찰청에 한 집회나 시

라 하더라도 법원의 기능에 해를 가져올 험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와 같은 사정이 없는 경우라도 분쟁의 존재를 제로 하는 집회

ㆍ시 의 속성상 그 집회ㆍ시 의 상문제가 법정분쟁으로 비화할 가능성

을 무시할 수 없다.  사법작용은 분쟁을 합리 인 논쟁과 증명을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어서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평온한 환경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므로, 집회나 시 로 인한 비평온상태는 재 련 유무를 떠나 사법

기능에 해를 가져온다. 법정의견은 이러한 을 시하여 법원을 상으

로 하지 아니한 집회ㆍ시 도 지할 필요가 있다고 단하 다.

이에 하여 검찰청을 상으로 한 집회․시 가 언제나 법정분쟁으로 

비화하는 것은 아니고 법정분쟁으로 비화하더라도 법원에 미치는 향은 

일반 으로 시일이 지난 후의 간 인 향에 지나지 않는 것이며, 경우

에 따라서 법원에 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지 않은 경

우가 있는 을 부인할 수 없는 이상 외 없는 지구역을 설정함은 과도

한 제한을 설정한 것이라는 면이 있다. 반 의견은 이 을 시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하여 법정의견은 법원에 향을 미치지 않을 집회․시 를 사

에 가려내어 집회ㆍ시 의 허용 여부를 단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이

유로 일반  지의 정당성을 옹호하 다. 

한편, 외교기 조항 헌결정에서는 다른 항의 상에 한 집회에 하

여  다수의견  헌법불합치의견(김 일 재 님)은 지의 외를 인

정하여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합헌의견(권성 재 님)은 지의 필요성

이 있다는 입장이었다.

② 소규모 집회‧시

1인 시 는 집시법이 정의하는 시 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집시법 제2

조 제2호), 이 사건 법률조항의 규율 상이 아니다.

소규모집회에 하여, 외교기 조항 헌결정에서  다수의견  헌법

불합치의견(김 일 재 님)은 지의 외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입장이

었고,  합헌의견(권성 재 님)은 지의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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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입장을 해설 상사건에서도 고수한다면 이 에서도 이 사건 법

률조항은 과도한 제한을 설정한 것이라 볼 것이고 반 의견은 이러한 입장

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하여, 시민의 의견을 반 하여야 하는 의기  등과 달리, 법원

은 법정 외에서의 향에 으로 단 되어야 하므로, 반드시 규모 

집회나 시  는 폭력시 로 확 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닌 소규모의 

집회나 시 라도 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에서는 외교기 조항 

헌결정에서 소규모 집회의 외를 인정하 다 하더라도 법원의 경우에는 

이러한 외를 인정하기 어렵게 된다. 법정의견은 이러한 논리 에 서 있

는 것으로 보인다.

③ 법원의 업무가 없는 휴일

 법원의 업무가 없는 휴일의 경우에는 법원의 기능에 한 해가능성

이 없어 외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의 경우 휴일에도 장재 은 정상 으로 이루어지고,  

실 으로 장재 이 피고인에게 미치는 향이 본안재 에 못지아니하

기 때문에 장재 에 한 집회‧시 가 더욱 거셀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

렵다. 나아가 집회나 시  당시에는 련 재 이 실 으로 열리고 있지 

않는 경우라도, 휴일이라도 법원에 나와 근무하는 담당재 부의 사가 있

는 경우 재 에 향을 미칠 수 있다.78)

물론 휴일에는 부분의 법원 업무가 정지한 상태이므로 법원의 기능에 

해를 가져오는 정도가 감소되기는 한다. 그러나 법원의 기능은 법원업무

의 총량을 기 으로 할 것이 아니라 당해 집회‧시 의 상인 사건에 한 

기능을 기 으로 그 해가능성 여부를 따져야 할 것이므로 반드시 업무의 

양이 다는 이유만으로 법원 기능에 한 해가능성을 무시할 수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 법정의견은 이러한 이해 에 있다고 하겠다.

한편 외교기 조항 헌결정에서   다수의견은 지의 외를 인정하

여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헌법불합치의견(김 일 재 님)과 합헌의견

(권성 재 님)은 지의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이었다.79)

78) See Cox, at 567. 다만 이는 휴일에 한 시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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ᄅ. 소결

법정의견이나 반 의견이 그 기본 분석틀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

각된다. 한 법정의견도 법원의 기능에 해가 발생하지 않는 외 인 경

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다만 법정

의견은 해가능성에, 반 의견은 외상황에 무게를 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인식의 차이가 형  험의 발생을 근거로 일반  지규

정을 설정하는 추상  험범 규정이 정당한가 하는 결과  차이를 가져온 

것이라고 생각된다.

(4) 법익의 균형성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각 법원 인근에서의 옥외집회나 시 가 

지되더라도 100미터 밖에서의 옥외집회나 시  등은 허용되므로 제한되는 

자유가 한정 이고 따라서 한 제한이라고 하기는 어려운 반면, 사법기

능의 보호라는 공익은 매우 큰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한 집회

‧시 의 효과 감소  이에 련된 자유의 제한은 감수할만한 정도의 것으

로 평가된다는 시각이 있을 수 있고, 법정의견은 이러한 입장에서 법익균

형성을 갖춘 것으로 평가하 다.

이에 하여 제한이 정당화되지 못하는 외 인 경우가 있음에도 불구

하고 보호법익에 한 험성 여부에 계없이 집회 지장소에서의 모든 

옥외집회와 시 를 면 으로 지함으로써 이 사건 법률조항이 추구하고

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불필요하게 과도하게 집회의 자유라는 사익을 제한

하고 있고, 더구나 민주국가에서 집회의 자유가 갖는 민주주의의 구성요소

인 객  헌법질서로서의 요성을 고려할 때 집회의 자유를 과잉 제한하

는 정도가 더욱 크게 평가된다는 시각이 있을 수 있고, 반 의견은 이러한 

입장에서 법익의 균형성을 상실하 다고 평가하 다.

(5) 결어

이 사건 법률조항은 비례원칙에 반되어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

79) 외교기 은 그 업무의 특수성 때문에 휴일에도 일부 업무는 정상 으로 가동된

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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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규정이다.

라. 집회의 3원칙에 따른 단

외교기 조항 헌결정의 반 의견은 집회 평화의 원칙, 집회장소 이격

의 원칙, 상 존 의 원칙을 집회의 3원칙으로서 제시한 바 있고, 해설 상

결정의 별개의견으로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합헌성을 논증하고 있다.

별개의견은 와 같은 집회의 3원칙이 지켜지기 하여 어느 정도의 장

소이격이 필요한 것인가는 의회의 입법재량에 속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법

률조항이 정하고 있는 100m의 장소이격은, 이 시 가 보여주는 법과 질서

에 한 존 의 정도, 군 심리의 표동정도, 체제경쟁에 집회가 이용되는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집회 평화의 원칙  장소이격의 원칙 그리고 

상 존 의 원칙을 수하기 하여 필요한 정도를 히 벗어나는 것이

라고는 볼 수 없다고 단하고 있다.

그러나 별개의견이 각 법원 인근에서의 집회․시 가 언제나 지된다

는 취지는 아니다. 컨 , 소규모집회, 다른 시설에 한 집회, 휴일의 집

회 등의 경우 ‘법원의 기능 보호’라는 입법목 과  무 한 집회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는 외 으로 허용될 수 있다는 취지이다. 이런 취지

에서 별개의견은 표면 으로는 법문에 포섭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라도 

입법목 과 무 한 경우는 그 법문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입법자의 진정한 

본래의도를 구 하는 길이며, 이에 따라 법원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

여 지되는 집회의 구체  범 를 합리 인 해석에 의하여 정하게 결정

할 수 있고,  그 게 결정하여야 하며, 이 사건 법률조항의 용범 를 

고정, 불변의 것으로 가정하여 이를 바로 헌이라고 단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고 있다. 이러한 논증은 앞서 본 목 론  축소해석을 정면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80)

80)  의견은 외교기 조항 헌결정에서도 「계쟁조항의 용에 의하여 지되는 

집회의 구체  범 는 법원의 합리 인 해석에 의하여 정하게 결정될 수 있고, 

 그 게 결정되어야 하는, 문제이므로 계쟁조항의 용범 를 고정, 불변의 것

으로 가정하여 이를 바로 헌으로 연결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므로 계쟁조

항은 역시 헌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이라고 설시하 는데, 이는 실질 으

로 목 론  축소해석을 받아들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618   헌법재 소결정해설집 2005

5. 결정의 의미

외교기 조항 헌결정으로  집회 지장소의 설정이 일반 으로 

헌이라는 의문이 있을 수 있었고, 이러한 입장에서는 외교기 조항 헌결

정에 따라 개정을 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도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당해 기 의 기능을 해할 험이 없는 경우에도 일률 으로 집회‧시 가 

지된다는 에서 헌의 소지가 있다고 하는 이해가 있을 수 있었다.

그런데 해설 상결정으로 각 법원 인근에서의  지가 합헌이라

는 단을 받게 됨으로써 이제 문제의 은 집시법 제11조의 각 호  

어느 범 에서  지가 허용되고 어느 범 에서 그것이 헌의 소지

가 있는가 하는 으로 옮겨졌다고 할 수 있다.

이를 하여 다시 구체  사건을 통한 헌법재 소의 결정으로 문제를 해

결해 나가는 방법과 입법을 통하여 제11조를 정리하는 방법이 고려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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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1] (독일 연방법률)

연방헌법기 에 한 집회 지장소에 한 법률

Das Gesetz über befriedete Bezirke für Verfassungsorgane des Bundes

BefBezG § 1 Befriedete Bezirke 

Durch dieses Gesetz werden für die nachstehend genannten 

Verfassungsorgane befriedete Bezirke gebildet, in denen öffentliche 

Versammlungen unter freiem Himmel und Aufzüge nur nach Maßgabe 

des § 5 zulässig sind.

BefBezG § 2 Deutscher Bundestag 

Die Abgrenzung des befriedeten Bezirks für den Deutschen Bundestag 

umfaßt das Gebiet der Bundeshauptstadt Berlin, das umgrenzt wird 

durch die Wilhelmstraße bis zur Straße Unter den Linden, die Straße 

Unter den Linden bis zum Pariser Platz, den Pariser Platz, den Platz 

vor dem Brandenburger Tor bis zur Straße des 17. Juni, die Straße des 

17. Juni bis zur Entlastungsstraße, die Entlastungsstraße, die 

Heinrich-von-Gagern-Straße, die Willy-Brandt-Straße, die 

Moltke-Brücke, das nördliche Spreeufer bis zur Reinhardt-Straße, die 

Reinhardt-Straße bis zur Stadtbahntrasse, die Stadtbahntrasse bis zur 

Luisenstraße, die Luisenstraße und die Marschallbrücke. Soweit die 

genannten Straßen, Plätze und Brücken den befriedeten Bezirk 

umgrenzen, gehören sie nicht zu dem befriedeten Bezirk. Dies gilt nicht 

für die Wilhelmstraße und die Willy-Brandt-Straße.

BefBezG § 3 Bundesrat 

Die Abgrenzung des befriedeten Bezirks für den Bundesrat umfaßt 

das Gebiet der Bundeshauptstadt Berlin, das umgrenzt wird durch den 

Potsdamer Platz, den Leipziger Platz und die Leipziger Straße vom 

Potsdamer Platz bis zur Wilhelmstraße, die Wilhelmstraße von 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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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ipziger Straße bis zur Niederkirchnerstraße, die Niederkirchnerstraße 

von der Wilhelmstraße bis zur Stresemannstraße und die 

Stresemannstraße von der Niederkirchnerstraße bis zum Potsdamer 

Platz. Soweit die genannten Straßen und Plätze den befriedeten Bezirk 

umgrenzen, gehören sie nicht zu dem befriedeten Bezirk. Dies gilt nicht 

für den Leipziger Platz, die Leipziger Straße und die 

Niederkirchnerstraße.

BefBezG § 4 Bundesverfassungsgericht 

Die Abgrenzung des befriedeten Bezirks für das Bundesverfassungsgericht 

umfaßt das Gebiet der Stadt Karlsruhe, das umgrenzt wird durch den 

Zirkel von der Herrenstraße bis zur Hans-Thoma-Straße, die 

Hans-Thoma-Straße bis zur Bismarckstraße, die Gebäudenordseiten der 

Gebäude der Orangerie, der Schauhäuser des Botanischen Gartens, des 

Torbogengebäudes, der Badischen Weinstuben, die Schloßgartenmauer 

mit dem Mühlburger Tor von den Badischen Weinstuben zum 

Durmflügel des Schlosses, die Nordostseite des Durmflügels des 

Schlosses bis zum Südwestflügel des Schlosses, den Weg parallel zur 

verlängerten Waldstraße vom Südwestflügel des Schlosses bis zur 

Straße Unterführung Schloßplatz, die Straße Unterführung Schloßplatz 

bis zur Herrenstraße, die Herrenstraße bis zum Zirkel. Die genannten 

Straßen und Wege gehören zum befriedeten Bezirk, soweit sie ihn 

umgrenzen.

BefBezG § 5 Zulassung von Versammlungen 

(1) Öffentliche Versammlungen unter freiem Himmel und Aufzüge innerhalb 

der befriedeten Bezirke sind zuzulassen, wenn eine Beeinträchtigung der 

Tätigkeit des Deutschen Bundestages und seiner Fraktionen, des 

Bundesrates und des Bundesverfassungsgerichts sowie ihrer Organe und 

Gremien und eine Behinderung des freien Zugangs zu ihren in d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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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friedeten Bezirk gelegenen Gebäuden nicht zu besorgen ist. Davon ist 

im Falle der §§ 2 und 3 in der Regel dann auszugehen, wenn die 

Versammlung oder der Aufzug an einem Tag durchgeführt werden soll, 

an dem Sitzungen der in Satz 1 genannten Stellen nicht stattfinden. 

(2) Die Zulassung kann mit Auflagen verbunden werden. 

(3) Durch die Zulassung werden die übrigen Vorschriften des 

Versammlungsgesetzes, insbesondere der §§ 14 und 15, nicht berührt.

BefBezG § 6 Verfahren 

Über Anträge auf Zulassung entscheidet das Bundesministerium des 

Innern jeweils im Einvernehmen mit dem Präsidenten der in den §§ 2 

bis 4 genannten Verfassungsorgane.

BefBezG § 7 Antragsfrist 

Anträge auf Zulassung von Versammlungen nach § 5 sollen 

spätestens sieben Tage vor der beabsichtigten Versammlung oder dem 

Aufzug beim Bundesministerium des Innern eingereicht werden.

BefBezG § 8 Darstellung in Kartenform 

Das Bundesministerium des Innern kann die in den §§ 2 bis 4 

festgelegten Beschreibungen der befriedeten Bezirke in Kartenform im 

Gemeinsamen Ministerialblatt veröffentlichen.

BefBezG § 9 Bericht des Bundesministeriums des Innern 

Das Bundesministerium des Innern erstattet dem Deutschen 

Bundestag jeweils binnen eines Jahres nach der konstituierenden Sitzung 

des Deutschen Bundestages einen Bericht über die Erfahrungen mit dem 

Verfahren gemäß §§ 5 bis 7 dieses Gesetz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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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2] (미국 연방법률)

40 U.S.C. § 5102

§ 5102. Legal description and jurisdiction of United States Capitol 

Grounds

(a) Legal description.--The United States Capitol Grounds comprises 

all squares, reservations, streets, roadways, walks, and other areas as 

defined on a map entitled "Map showing areas comprising United States 

Capitol Grounds", dated June 25, 1946, approved by the Architect of the 

Capitol, and recorded in the Office of the Surveyor of the District of 

Columbia in book 127, page 8, including all additions added by law after 

June 25, 1946.

40 U.S.C. § 5104

§ 5104. Unlawful activities

(f) Parades, assemblages, and display of flags.--Except as provided 

in section 5106 of this title, a person may not--

(1) parade, stand, or move in processions or assemblages in the 

Grounds; or

(2) display in the Grounds a flag, banner,or device designed or 

adapted to bring into public notice a party, organization, or movement.

40 U.S.C. § 5106

§ 5106. Suspension of prohibitions

(a) Authority to suspend.--To allow the observance in the United 

States Capitol Grounds of occasions of national interest becoming the 

cognizance and entertainment of Congress, the President of the Senate 

and the Speaker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concurrently may 

suspend any of the prohibitions contained in sections 5103 and 5104 of 

this title that would prevent the use of the roads and walks withi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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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nds by processions or assemblages, and the use in the Grounds of 

suitable decorations, music, addresses, and ceremonies, if responsible 

officers have been appointed and the President and the Speaker 

determine that adequate arrangements have been made to maintain 

suitable order and decorum in the proceedings and to guard the United 

States Capitol and its grounds from injury.(b) Power to suspend 

prohibitions in absence of President or Speaker.--If either the President 

or Speaker is absent from the District of Columbia, the authority to 

suspend devolves on the other officer. If both officers are absent, the 

authority devolves on the Capitol Police Board.(c) Authority of Mayor to 

permit use of Louisiana Avenue.--Notwithstanding subsection (a) and 

section 5104(f) of this title, the Capitol Police Board may grant the 

Mayor of the District of Columbia authority to permit the use of 

Louisiana Avenue for any of the purposes prohibited by section 5104(f)

40 U.S.C. § 5109

§ 5109. Penalties

(b) Other offenses.--A person violating section 5103 or 5104(b), (c), 

(d), (e)(2), or (f) of this title, or attempting to commit a violation, shall 

be fined under title 18, imprisoned for not more than six months, or 

both

40 U.S.C. § 6101

§ 6101. Definitions and application

(b) Application.--For purposes of section 6102 of this title and 

subchapters III and IV, the Supreme Court grounds--

(1) extend to the line of the face of--

(A)the east curb of First Street Northeast, between Maryland Avenue 

Northeast and East Capitol Street;

(B) the south curb of Maryland Avenue Northeast, between Fir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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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eet Northeast and Second Street Northeast;

(C) the west curb of Second Street Northeast, between Maryland 

Avenue Northeast and East Capitol Street; and

(D) the north curb of East Capitol Street between First Street 

Northeast and Second Street Northeast; and

(2)comprise any property under the custody and control of the 

Supreme Court as part of the Supreme Court grounds, including 

property acquired as provided by law on behalf of the Federal 

Government in lots 2, 3, 800, 801, and 802 in square 758 in the District 

of Columbia as an addition to the grounds of the Supreme Court 

Building.

40 U.S.C. § 6135

§ 6135. Parades, assemblages, and display of flags in the Supreme 

Court Building and grounds

It is unlawful to parade, stand, or move in processions or 

assemblages in the Supreme Court Building or grounds, or to display in 

the Building and grounds a flag, banner, or device designed or adapted 

to bring into public notice a party, organization, or movement.

40 U.S.C. § 6137

§ 6137. Penalties

(a) In general.--An individual who violates this subchapter, or a 

regulation prescribed under section 6102of this title, shall be fined under 

title 18, imprisoned not more than 60 days, or both.

18 U.S.C. § 1507

Title 18. Crimes and Criminal Procedure 

Part I. Crimes 

Chapter 73. Obstruction of Justice (Refs & Ann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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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7. Picketing or parading

Whoever, with the intent of interfering with, obstructing, or impeding 

the administration of justice, or with the intent of influencing any judge, 

juror, witness, or court officer, in the discharge of his duty, pickets or 

parades in or near a building housing a court of the United States, or 

in or neara building or residence occupied or used by such judge, juror, 

witness, or court officer, or with such intent uses any sound-truck or 

similar device or resorts to any other demonstration in or near any 

such building or residence, shall be fined under this title or imprisoned 

not more than one year, or both.Nothing in this section shall interfere 

with or prevent the exercise by any court of the United States of its 

power to punish for contempt.

18 U.S.C. § 112

Title 18. Crimes and Criminal Procedure 

Part I. Crimes 

Chapter 7. Assault

§112. Protection of foreign officials, official guests, and 

internationally protected persons

(b) Whoever willfully--

……

(3) within the United States and within one hundred feet of any 

building or premises in whole or in part owned, used, or occupied for 

official business or for diplomatic, consular, or residential purposes by--

(A) a foreign government, including such use as a mission to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B)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C) a foreign official; or

(D) an official guest;

congregates with two or more other persons with intent to violate 



626   헌법재 소결정해설집 2005

any other provision of this section;

shall be fined under this title or imprisoned not more than six 

months, or bo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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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3] (루이지애나주 법률)

LS-R.S. 14:401

 

§401. Demonstrations in or near building housing a court or occupied 

as residence by judge, juror, witness or court officer

Whoever, with the intent of interfering with, obstructing, or impeding 

the administration of justice, or with the intent of influencing any judge, 

juror, witness, or court officer, in the discharge of his duty pickets or 

parades in or near a building housing a court of the State of Louisiana, 

or in or near a building or residence occupied or used by such judge, 

juror, witness, or court officer, or with such intent uses any 

sound-truck or similar device or resorts to any other demonstration in 

or near any such building or residence, shall be fined not more than 

five thousand dollars or imprisoned not more than one year, or 

both.Nothing in this section shall interfere with or prevent the exercise 

by any court of the State of Louisiana of its power to punish for 

contem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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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4] (매사추세츠주 법률)

M.G.L.A. 268 § 13A

Part IV. Crimes, Punishments and Proceedings in Criminal Cases 

Title I. Crimes and Punishments 

Chapter 268. Crimes Against Public Justice

§13A. Picketing court, judge, juror, witness or court officer

Whoever, with the intent of interfering with, obstructing, or impeding 

the administration of justice, or with the intent of influencing any judge, 

juror, witness, or court officer, in the discharge of his duty, pickets or 

parades in or near a building housing a court of the commonwealth, or 

in or near a building or residence occupied or used by such judge, 

juror, witness, or court officer,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not more 

than five thousand dollars or by imprisonment for not more than one 

year, or both.Nothing in this section shall interfere with or prevent the 

exercise by any court of the commonwealth of its power to punish for 

contem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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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단서 제5호 헌제청

-필요  운 면허취소사유 포  규정의 문제-

(2005. 11. 24. 2004헌가28, 례집 17-2, 378)

지 성 수
*

1)

【 시사항】

1. ‘운 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범죄행 를 한 때’라는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제5호의 법문이 명확성원칙을 반하고 있는지 

여부

2. 와 같은 경우에 반드시 운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것이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

【심 상】

  이 사건 심 의 상은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제5호(2001. 12. 31. 

법률 제6565호로 일부 개정되고, 2005. 5. 31. 법률 7545호로 문 개정되기 

의 것, 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로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1) 

* 헌법연구

1) 2005. 5. 31. 문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시행일은 부칙 제1조에 의해 공포 후 1년

이 지난 2006. 6. 1.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  당시에는 이 사건 규정이 그 로 

효력을 가지고 있었다. 개정된 이 사건 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93조(운 면허의 취소․정지) ① 지방경찰청장은 운 면허(연습운 면허를 제외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 에 의하여 운 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 에서 운 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2호․제3호, 제6호 내지 

제8호(정기 성검사기간이 경과된 때를 제외한다), 제11호 내지 제13호, 제15호, 

제16호 는 제17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운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10호 생략



630   헌법재 소결정해설집 2005

도로교통법 제78조(면허의 취소정지) ① 지방경찰청장은 운 면허(연

습운 면허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

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 에 의하여 운 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의 범  안에서 그 운 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제2호, 제3호(정기 성검사기간이 경과된 때를 제외한다), 제5

호 내지 제8호, 제10호제11호제13호  제14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운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4. 생략

5. 운 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범죄행 를 한 때

6.-17. 생략

②, ③ 생략

【사건의 개요】

1. 심 청구에 이르게 된 경

가. 제청신청인은 2003. 8. 서울 동 문구 소재 ○○ 트카 사무실 앞 도

로에서 강원 70 허 ○○○○호 그 이스승합차에 김○옥을 강제로 태우고 

안양시 소재 국민은행 앞 노상까지 약 20킬로미터를 운행하여 동인을 감

하 다는 이유로 2003. 10. 2. 이 사건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지방경찰

청장으로부터 제1종보통, 제1종특수( 커), 제2종보통, 제2종원동기장치자

거 자동차 운 면허를 2003년 9. 6.자로 취소당하 다.

나. 제청신청인은  자동차 운 면허 취소처분이  행 에 이르게 된 

경 나 행 태양  제청신청인의 구체  불이익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행하여진 것이라 하여 2004. 3. 5. 서울행정법원에 취소소송(2004구단1981

호)을 제기하는 한편, 이 사건 규정이 명확성원칙 등을 반하는 규정이라 

하여 헌법률심 제청신청을 하 고, 동 법원은  신청을 받아 들여 

2004. 9. 24. 헌법재 소에  규정에 한 헌여부심 을 제청하 다.

    11. 운 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살인 는 강간 등 행정자치

부령이 정하는 범죄행 를 한 때

    도로교통법은 2005. 8. 4. 법률 제7666호로 다시 한번 개정되었는데, 제69조 제2

항이 신설되었으며, 그 내용은 도로공사의 공사시간 제한에 한 것으로 이 사건 

규정과는 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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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청법원의 헌제청이유와 이해 계인의 의견

가. 서울행정법원의 헌제청이유

(1) 이 사건 규정은 자동차운 면허의 필요  취소사유의 하나로 막연히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범죄행 를 한 때라고만 규정할 뿐 범죄행 의 내용

과 범 를  규정하지 않고 있어 국민으로서는 자동차를 어떠한 범죄행

에 이용하여야 운 면허가 취소 는 정지되는지를  측할 수 없

다. 이 사건 규정에서 의미하는 범죄행 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모든 

행 를 상으로 하는 것이라면 이는 법률규정이 과도하게 범 한 경우

로서 명확성원칙에 배된다.

(2) 한편, 이 사건 규정은 도로교통법시행규칙에 그 범죄행 의 내용과 

범 를 임하고 있는바, 기본권제한법률은 하 법규에 규정될 내용  범

에 한 기본사항이 가능한 한 구체 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구라도 당해 법률로부터 하 법규에 규정될 내용의 강을 측할 수 있도

록 함이 헌법 제75조의 요청이라 할 것인데, 이 사건 규정은 이에 반하여 

임의 구체  범 를 정하지 않고 포 임을 하고 있다. 

(3) 한 이 사건 규정은  생활에 있어서 필수 인 수단인 자동차를 

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를 취소하는 규정으로 직업의 자유와 같은 기본

인 인권을 제한하는 규정인데, 자동차의 운행을 직업의 수단으로 삼는 국

민에게는 특히 생계에 지장을 만큼 한 향을 미치는 것임에도 불구

하고, 그 취소 후 면허를 받을 수 없는 결격기간을 일률 으로 2년으로 규

정하고 있고, 일체의 구체 , 개별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모두 필요

으로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과도한 기본권 침해에 해당한다.

나.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의견

(1) 운 면허취득자는 자동차등을 운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은 만큼 

도로교통법의 목 에 맞게 운 면허를 사용해야 할 의무를 부과받고 있으

므로 부과받은 목 에 배치되는 용도로 운 면허를 사용하는 운 자에 

해서는 일정한 제재를 통해 의무이행을 강제할 필요가 있는바, 차량을 이

용하여 살인, 강도 등의 범죄 행 를 지른 자의 운 면허를 취소하는 것

은 차량 이용 범죄의 억제와 재발 방지를 한 불가피한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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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정처분에 있어서는 그 구체 인 기  등

을 법률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나 재 운 면허취소, 정지처분 개

별기 은 매우 다양하여 그 구체 인 기  모두를 도로교통법에 규율하는 

것은 실 으로 어렵고, 한 교통환경은 그 변화가 심하여 안 하고 원

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해서는 그때그때의 교통환경, 국민들의 교통질서

의식  주요 교통사고 요인 등의 변화를 민감하게 반 하여 새로운 행정

처분사유를 신속히 규정할 필요가 있는바, 이에 도로교통법에서는 행정처

분의 개 인 사유를 규정하고, 그 임에 따라 시행규칙에서 그 구체

인 기 을 마련하는 것은 입법기술의 일종으로서 이를 헌법에 반된다고 

할 수 없다.

(3) 재 차량이용범죄를 이유로 운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상 범죄

는 다른 범죄와 비교하여 사회  비난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제한되어 있

고, 아울러 운 면허 취소처분은 당사자에게 미치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차량이용행 가 당해 범죄성립에 필요불가결하거나 차량이용행 가 없었다

면 당해 범죄성립이 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하도록 하

고 있으므로 제청법원의 우려와 같이 개별성과 특수성이 일체 배제되는 경

우는 없다고 할 것이고, 운 면허 취소로 해당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과 이

로 인해 보호받을 수 있는 공익을 비교 형량하더라도 법익의 불균형은 발

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규정이 과잉 지원칙에 어 난다는 

제청법원의 이유는 합리성을 결여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결정요지】

1. 이 사건 규정의 법문은 ‘운 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범죄행 를 한 때’를 필요  운 면허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일반

으로 ‘범죄행 ’란 형벌법규에 의하여 형벌을 과하는 행 로서 사회  유해

성 내지 법익을 침해하는 반사회  행 를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등을 살인죄의 범행 도구나 감 죄의 범행장소 등으

로 이용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주된 범죄의 후 범죄에 해당하는 비나 

음모, 도주 등에 이용하는 경우나 과실범죄에 이용하는 경우에도 운 면허

가 취소될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자동차는 생업의 수단 는 인 교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단서 제5호 헌제청  633

통수단으로서 일상 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필수품으로 자리잡고 있기 때문

에 그 운행과 련하여 교통 련 법규에서 여러 가지 특례제도를 두고 있

는 취지를 보면, 이 사건 규정의 범죄에 사소한 과실범죄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규정이 범죄의 함 정도나 고의성 

여부 측면을  고려하지 않고 자동차 등을 범죄행 에 이용하기만 하면 

운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그 포섭범 가 지나치게 범 한 

것으로서 명확성원칙에 반된다고 할 것이다.

2. 도로교통법상 운 면허는 신체  조건이나 도로교통과 련된 법령 

등에 한 지식  자동차의 운  능력 등을 종합 으로 평가하여 도로에

서의 자동차 등의 운 행 를 허가해 주는 것인데, 만약 자동차 등을 운

면허 본래의 목 과 배치되는 범죄행 에 이용하게 되면 이는 국민의 생명

과 재산에 큰 이 될 것이므로 자동차 등을 교통이라는 그 고유의 목

에 이용하지 않고 범죄를 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경우 운 면허를 취소하

도록 하는 것은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과 동시에 차량을 이용한 범죄의 발

생을 막기 한 것으로 그 목 이 정당하고 수단도 합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규정은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범죄행 를 하기만 하면 그 

범죄행 가 얼마나 한 것인지, 그러한 범죄행 를 행함에 있어 자동차 

등이 당해 범죄 행 에 어느 정도로 기여했는지 등에 한 아무런 고려 없

이 무조건 운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는 구체  사안의 개별

성과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는 여지를 일체 배제하고 그 법의 정도나 비

난의 정도가 극히 미약한 경우까지도 운 면허를 취소할 수밖에 없도록 하

는 것으로 최소침해성의 원칙에 반된다 할 것이다. 한편, 이 사건 규정에 

의해 운 면허가 취소되면 2년 동안은 운 면허를 다시 발  받을 수 없게 

되는바, 이는 지나치게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법익균형성원칙에도 

반된다. 그러므로 이 사건 규정은 직업의 자유 내지 일반  행동자유권

을 침해하여 헌법에 반된다.

재  조 의 합헌의견

이 사건 규정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범죄행 를 한 때’란 자동차등을 

직  범죄 실행행 의 수단으로 이용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될 수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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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그 의미가 불명확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규정으로 인해 운 면

허가 취소되면 2년간 운 면허를 받을 수 없게 된다고 하더라도 자동차를 

직 인 범죄 실행행 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험성이 매우 크고 죄

질도 지극히 불량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운 면허의 필요  취소

사유로 하 다고 하여 자동차를 직 인 범죄 실행행 의 수단으로 이용

한 사람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이 사건 규정은 헌법에 반되지 않는다.

【해 설】

1. 이 사건 규정의 입법경과와 외국의 입법례

가. 이 사건 규정의 입법경과

이 사건 규정은 도로교통법이 1961. 12. 31. 법률 제941호로 제정2)될 당

시에는 운 면허 취소나 정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았었다. 그러다가 1980. 

12. 31. 법률 제3346호로 도로교통법이 일부 개정3)되면서 제65조 제5호에

서 운 면허의 임의  취소사유로 규정되기에 이르 고, 1984. 8. 4 법률 

제3744호 문개정4)으로 같은 내용이 제78조로 옮겨졌으며, 1999. 1. 29. 

2) 1961. 12. 31. 법률 제941호 제정-해당 규정 없음

  제65조 (면허의 취소, 정지) 도지사 는 서울특별시장은 운 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운 면허를 취소하거나 그 면허의 효력을 정지시

킬 수 있다.

    1. 제57조 제2호 는 제3호에 해당하게 된 때

    2.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지 아니하 을 때

    3. 운  고의 는 과실로서 교통사고를 야기하 을 때

    4. 정당한 이유없이 운 면허세를 납부하지 아니하 을 때

    5. 본법  본법에 의거하여 발하는 명령, 처분에 반하 을 때

3) 1980. 12. 31. 법률 제3346호 일부개정-처음 규정(임의  취소사유)  

  제65조(면허의 취소․정지)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는 도지사는 운 면허를 받

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기 에 따라 운 면

허를 취소하거나 1년의 범  안에서 그 운 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그

러나 제1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운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5.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운 자면허를 받은 자가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범죄행

를 한 때

4) 1984. 8. 4. 법률 제3744호 문개정

   제78조 (면허의 취소․정지) 시․도지사는 운 면허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기 에 의하여 운 면허를 취소하거나 1

년의 범  안에서 그 운 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 는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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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5712호 일부 개정5)으로 필요  면허취소사유로 되었다. 이 규정은 

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다시 문 개정6)되어 그 내용이 제93조 제1

항 제11호로 옮겨졌고,7) 이 까지는 법문의 규정이 ‘운 면허를 받은 사람

이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범죄행 를 한 때’라고 되어 있었으나, 2005년 법

률 제7545호로 문이 개정되면서 살인 는 강간과 같은 일부 범죄 유형

을 법문 자체에 열거하 으며, 면허가 취소되는 구체 인 범죄의 종류에 

해서는 행정자치부령에 임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나. 범죄행 에 자동차를 이용한 경우와 운 면허 취소(외국의 제도)

  미국 각주의 경우에는 자동차를 이용하여 죄를 지른 경우 일정기

간 이상의 기간 동안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고, 독일의 경우에는 형법

에서 규정한 일정한 범죄를 범한 경우에 사가 운 자의 운 면허를 결

로써 박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에는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를 지른 경우를 운 면허 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 구체

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운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5. 운 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범죄행 를 한 때

5) 1999. 1. 29. 법률 제5712호 개정(필요  취소사유)

  제78조 (면허의 취소․정지) ① 지방경찰청장은 운 면허(연습운 면허를 제외한

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행정

자치부령이 정하는 기 에 의하여 운 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의 범  안에서 그 

운 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 제5호 내지 제12호

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운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5. 운 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범죄행 를 한 때

6) 문개정 2005. 5. 31 법률 7545호 문개정(범죄 종류 일부 시하면서 행정자치

부령에 별도 임, 시행일 2006. 6. 1.)

  제93조(운 면허의 취소․정지) ① 본문 생략. 다만, 제2호․제3호, 제6호 내지 제

8호(정기 성검사기간이 경과된 때를 제외한다), 제11호 내지 제13호, 제15호, 제

16호 는 제17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운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1. 운 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살인 는 강간 등 행정자치

부령이 정하는 범죄행 를 한 때

7) 이 규정은 2003년 10. 28. 처음 국회에 상정되었는데, 제93조 제11호에서 운 면

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살인 는 강간 등 행정자치부령이 정하

는 범죄행 를 한 때라고 규정하 는바, 16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폐기 되었으

나, 제17  국회에 재상정되어 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국회를 통과하 고, 

부칙 제1조 규정(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에 따라 2006. 

6. 1.이 시행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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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미국

  주마다 자동차 운 면허를 취소하는 사유는 약간씩 다르나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를 지른 경우와 련해서는 우리나라처럼 모든 범죄행 에 

해 운 면허를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체 으로 죄(felony)8)에 해당

할 경우에만 운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

우선 로리다주는 The 2000 Florida Driver Handbook, ch.2에 의하면 

‘자동차를 이용하여 죄를 지른 경우’에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으

며, 6개월이 지나면 다시 면허시험을 치를 수 있다.9)

펜실바니아주도 The Vehicle Code, Title 75 Part II. ch.15. §1532에서 

법원이 범행에 자동차가 필수 불가결하게 이용되었다고 결한 죄에 

해 1년간 면허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10)

인디애나주는 Indiana Code, Title 9, Article 30 Ic 9-30-4-6 Sec. 6. (b)

에서 운 면허 정지 는 취소 규정을 두고 있는데, 자동차의 운 으로 과

실치사죄를 범하거나 인디애나주의 Motor Vehicle Laws 상의 죄를 지

르거나 자동차를 이용하여 죄를 지르면 운 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하

도록 하고 있다.11)

8) 죄(felony)란 1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사형에 처해지게 되는 범죄로 살인, 강간, 

방화, 강도 등과 같은 범죄를 일컫는다. Black's Law Dictionary

9) The 2000 Florida Driver Handbook, ch.2

  Your license must be REVOKED if you are found guilty of, or department 

records show:

   ◦Driving while under the influence of alcohol, drugs or other controlled 

substances. 

   ◦A felony in which a motor vehicle is used.

  나머지 운 면허 사유 생략

10) §1532. Suspension of operating privilege.

    (a) One-year suspension.--The department shall suspend the operating 

privilege of any driver for one year upon receiving a certified record of the 

driver's conviction of or an adjudication of delinquency based on any of the 

following offenses: 

    1. Any felony in the commission of which a court determines that a vehicle 

was essentially involved. 

   나머지 운 면허 취소 사유 생략

11) (b) The bureau shall suspend or revoke without notice or hearing the current 

driver's license and all certificates of registration and license plates issued or 

registered in the name of a person who is convicted of any of the following:

    (1) Manslaughter or reckless homicide resulting from the operation of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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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주는 Vehicle Code Section 13350에서 이에 해 규정하고 있

고, 역시 자동차를 이용하여 죄를 범한 경우에 운 면허를 즉시 취소하

도록 하고 있다.12)

일리노이주는 Rules of the Road Chapter 6에서 차량을 이용한 죄의 

경우 1년 이상 면허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13)

미시간주는 보다 구체 으로 자동차 이용 범죄행 에 해 나열하고 있

는데, 그 근거규정은 Michigan Vehicle Code이며, Sec. 319에서 차량을 이

용하여 죄(felony)를 범한 경우 1년간 면허가 정지되도록 하고 있다. 이

러한 자동차 이용 죄에 해당하는 경우는 ⅰ) 차량이 죄의 도구로 이용

된 경우, ⅱ) 차량이 죄의 피해자를 운반(transport a victim of the 

felony)하는데 이용된 경우, ⅲ) 차량이 죄 장에서의 도주에 이용된 경

우, ⅳ) 차량이 죄의 범행(commission of the felony)에 필수불가결하게 

이용된 경우 등이다.14)  

motor vehicle.

    (2) 생략

    (3) A felony under Indiana motor vehicle laws or felony in the commission 

of which a motor vehicle is used.

(4) 생략

12) 13350. (a) The department immediately shall revoke the privilege of any 

person to drive a motor vehicle upon receipt of a duly certified abstract of the 

record of any court showing that the person has been convicted of any of the 

following crimes or offenses: 

     (1) 생략

     (2) Any felony in the commission of which a motor vehicle is used, except 

as provided in Section 13351, 13352, or 13357.

     (3) 생략

13) Chapter 6: License Revocation, Suspension, Denial and Cancellation

     “Revocation” means that your driving privileges have been taken away 

indefinitely by the Secretary of State office. To regain your driving privileges, 

you may be eligible to reapply for your license after a minimum of one year, 

unless otherwise noted. 

     Revocation of your license is a very serious matter. Your driver license will 

be revoked if you are convicted of the following offenses:

     A FELONY OFFENSE: A vehicle was used while you committed a serious 

crime.

     나머지 생략

14) Sec. 319. (2) The secretary of state shall suspend the person's license for 1 

year for any of the following cr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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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독일 

독일의 경우는 우리나라나 미국, 일본과는 달리 도로교통법에 행정당국

이 운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 으로 열거하고 있지 않다. 다

만 도로교통법 제3조에서 자동차 운 을 하기에 부 합한 자 등의 운 면

허는 박탈된다는 일반 인 규정을 두고 있으며, 제4조에서 정하고 있는 벌

제에 의해 벌  18 을 받게 되면 운 면허가 박탈된다. 독일의 경우 특

이한 것은 형법도 운 면허 박탈에 한 규정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형법

에서 규정한 일정한 범죄를 범한 경우에 사는 운 자의 운 면허를 결

로써 박탈할 수 있다. 운 자의 범법행 와 련된 운 면허 취소는 행정

청에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형사 결에서 법 에 의해 행해지고 있는 것이

다. 련 규정은 아래와 같다.

도로교통법 제3조(면허의 박탈)

(1) 자동차운 을 하기에 부 합하거나 운 능력이 없는 것으로 입증된 

사람에 해 운 면허당국은 운 면허를 박탈하여야 한다. 

제4조( 수제) 

(1) 교통 련규정을 반복하여 반하는 자동차운 자로 인해 래되는 

험을 방지하기 하여, 운 면허당국은 제3항에 정한 조치( 수제)를 시

행하여야 한다. 다른 규정들에 근거하고 있는 종 의 다른 조치, 특히 제3

조 제1항에 따른 운 면허의 박탈(Entziehung)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제

를 용하지 아니한다. 수제  임시운 면허규정은 병행하여 용하되, 

다만 교통안 교육을 단 1회에 한해 이수함을 기 으로 한다. 

(2) 생략

(3) 운 면허당국은 운 면허의 소지자에 해 다음과 같은 조치( 수

     (a) - (c) 생략 

     (d) A felony in which a motor vehicle was used. As used in this section, 

“felony in which a motor vehicle was used” means a felony during the 

commission of which the person convicted operated a motor vehicle and while 

operating the vehicle presented real or potential harm to persons or property 

and 1 or more of the following circumstances existed:

     (i) The vehicle was used as an instrument of the felony.

     (ii) The vehicle was used to transport a victim of the felony.

     (iii) The vehicle was used to flee the scene of the felony.

     (iv) The vehicle was necessary for the commission of the felo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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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1. 8  이상 13 을 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운 면허당국은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경고  제8항에 따른 교통안 교육이수가 가능함을 통지하여야 

한다.

2. 14  이상 17 을 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운 면허당국은 제8항에 

따른 교통안 교육이수를 명령하고 이를 한 기간을 설정하여야 한다. 당

사자가 최근 5년 이내에 이미 교통안 교육을 이수한 이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경고하여야 한다. 이와는 별도로, 운 면허당국은 당사자에게 서

면으로 제9항에 따른 교통심리학  자문을 받는 것이 가능함을 알려야 하

며, 수가 18 에 이를 경우 운 면허가 박탈된다는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3. 수가 18  이상이 될 경우 당사자는 자동차운  부 격자로 간주된

다. 운 면허당국은 운 면허를 박탈하여야 한다.

형법 제69조(운 면허의 박탈)

(1) 자동차운  에 는 자동차운 과 련되어, 혹은 자동차운 자로

서의 의무를 반하여 법행 를 하 다는 이유로 유죄 결을 받거나 혹

은 단순히 책임무능력이 입증되었거나 는 책임무능력을 배제할 수 없다

는 이유 때문에 무죄 결을 받은 행 자에 해, 법원은 당해 법행 로

부터 당해 행 자가 자동차운 에 부 합하다는 사실이 명된 경우에는 

운 면허를 박탈한다. 제62조 이하에 따른 그 밖의 심사는 불필요하다.

(2)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의 법행 가,

   1. 도로교통에 한 험의 야기(제315c조)

   2. 음주운 (제316조)

   3. 행 자가 사고발생으로 인해 피해자의 사망이나 한 부상, 타인

의 물건에 한 한 손해가 래되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장소로부터 허가받지 않고 이탈하는 행 , 는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정한 행 들  하나와 련되어 있는 환각상

태(제323a조)의 범행에 해당하는 경우, 행 자는 일반 으로 자동차를 운

하기에 부 합한 자로 간주된다.

(3) 운 면허는 결이 확정력을 가짐으로써 소멸한다. 독일기 이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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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운 면허증을 결시에 압수한다. 

(3) 일본

일본은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를 지른 경우에 운 면허를 취소하는 

우리와 같은 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103조에서 운

면허를 취소하는 경우를 시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03조(면허의 취소․정지 등) 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것

에 해당할 때는 주소지를 할하는 공안 원회는 정령에서 정하는 기 에 

따라 그 자의 면허를 취소하거나 6월을 넘지 않는 범  내에서 기간을 정

하여 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단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조의 

규정의 용을 받는 자일 경우에는 당해 처분은 그 자가 동조에 규정한 강

습을 받지 않아서 동조의 기간을 경과한 후가 아니면 이를 할 수 없다.

1. 다음 각호에 기재된 병에 걸린 자라고 명된 때

가. 환각 증상을 동반하는 정신병을 정령에서 정하는 질병

나. 발작에 의해 의식장해 는 운동장해를 수반하는 병으로 정령에서 

정하는 질병

다. 치매

라. 가에서 다까지 게재된 것 외에 자동차 등의 안 한 운 에 지장을 

 염려가 있는 병으로서 정령에서 정한 질병

2. 이 보이지 않거나 기타 자동차 등의 안 한 운 에 지장을  염려

가 있는 신체의 장해로서 정령에서 정한 질병이 생겼음이 명된 자

4. 제5항에 의한 명령에 반한 경우

5. 자동차 등의 운 에 한 법률 는 이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명령 

는 이 법률에 근거한 처분에 반한 때

6. 한 반행 를 사주한 경우

7. 도로외 치사상을 한 경우

8.  각호에 기재된 것 외에 면허를 받은 자가 자동차등을 운 하는 것

이 히 도로의 교통에 험을 발생시킬 염려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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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사건 규정의 헌 여부

헌법재 소는 재  8 : 1의 의견으로 운 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범죄행 를 하면 반드시 운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는 

이 사건 규정에 해 헌법에 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 다. 아래에서는 

이 사건 결정의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에 해 살펴본다. 

  

가. 다수의견( 헌의견)

다수의견은 이 사건 규정에 한 단에서, 이 사건 규정이 과연 임입

법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지와 련하여,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본문

의 임규정은 운 면허의 필요  취소 사유를 정하고 있는 단서 부분에는 

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즉, 이 사건 규정에 있어서는 포 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한편, 이 사건 규정에 한 헌 여부 단

에서는 이 사건 규정이 명확성 원칙에 배됨은 물론, 과잉 지원칙에도 

반되어 직업의 자유와 일반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고 보았다.

 

(1) 이 사건 규정에서 문제되는 원칙과 기본권

이 사건 규정은 본문과 단서 규정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본문 규정은 ‘지

방경찰청장은 운 면허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 에 의하여 운 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의 범  

안에서 그 운 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라고 하고 있고, 단서 규정

은 ‘제1호․제2호, 제3호(정기 성검사기간이 경과된 때를 제외한다), 제5호 

내지 제8호, 제10호․제11호․제13호  제14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운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이와 련하여 다수의견은, 문제된 행 가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경 에 따라 운 면허의 취소나 정지가,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 면

허의 취소가 결정되므로 운 면허 취소의 에서 보면, 본문 규정은 운

면허의 임의  취소사유에 한 것이고, 단서 규정은 운 면허의 필요  

취소사유에 한 것이라고 보았다. 그런데 이 사건 규정은 단서에 해당하

는 규정으로서 그 사유가 발생하면 성 정도에 계없이 반드시 운 면

허가 취소될 것이므로 본문의 경우처럼 취소와 정지의 사유를 나 는 기



642   헌법재 소결정해설집 2005

이 필요 없고, 따라서 단서에는 운 면허의 정지와 취소 기 에 한 행정

자치부령이 용될 여지가 없어 포 임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

다.15)16) 다만 이 사건 단서 규정은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범죄행 를 한 

모든 경우에 운 면허를 필요 으로 취소하도록 하고 있어 이것은 무 포

이고 범 하게 운 면허 취소 사유를 정하고 있는 것으로, 운 을 

직업으로 하는 자에게는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게 된다는, 운 을 직업으로 

하지 않는 일반인에게는 일반  행동자유권을 제한하게 된다는 의심을 갖

게 하기 때문에 명확성원칙 반 문제와 직업의 자유  일반  행동자유

권(이하 이 두 기본권을 합하여 ‘직업의 자유 등’이라 한다) 침해 문제를 

단할 필요가 있다고 하 다(다만 기본권 침해 여부를 단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규정에서 문제되고 있는 직업의 자유와 일반  행동자유권의 내용

이 서로 다르지 않다고 보아 함께 단하고 있다).

15) 법원이 2004. 11. 12. 선고 2003두12042 결 등 사건에서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단서 제8호의 규정과 련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

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필요

으로 운 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어 처분청이 그 취소 여부를 선택할 수 있

는 재량의 여지가 없음이 그 법문상 명백하다고 시한 것을 보더라도, 필요  

면허취소사유로 이 사건 단서 규정에 열거되어 있는 사유들에 해서는 면허의 

취소와 정지 기 이 필요 없고, 따라서 본문 규정의 행정자치부령 규정은 해당사

항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16) 다만 이 사건 규정의 행정자치부령이 법규명령의 성격을 가지는 부령을 의미하

는지 아니면 부령의 형식을 갖추고는 있지만 단순한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칙

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인지에 하여는 논란이 있는데, 법원은 이 사

건 규정의 행정자치부령을 단순한 사무처리 칙으로 보고 있다. 즉,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에 의한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별표 16]의 운 면허행정

처분기 에 해서 법원은, 이것은 부령의 형식으로 되어 있으나 그 규정의 성

질과 내용은 운 면허의 취소처분 등에 한 사무처리기 과 처분 차 등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외 으로 국민이나 법

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다( 법원 1991. 2. 26. 선고 90 9186; 법원 1997. 10. 

24. 선고 96 17288 결; 법원 1997. 5. 30. 선고 96 5773 결; 법원 1997. 

10. 24. 선고 96 17288 결; 법원 2001. 1. 5. 선고 99두9544 결; 법원 2001. 

1. 16. 선고 99두8329 결 법원 2004. 12. 23. 선고 2003두3017 결))고 시하

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도로교통법시행규칙이 법원이 시하고 있는 것처

럼 법규명령에 해당하는 부령이 아니라면 이 사건 규정의 본문이 과연 운 면허

의 취소와 정지의 기 에 해 행정자치부령에 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의

문이다. 이것을 일반 인 의미의 임으로 보지 않는다면 포 임문제 역시 발

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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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명확성원칙 반 

  (가) 다수의견은 이 사건에서 법치국가원리의 한 표 인 명확성원칙은 

기본 으로 모든 기본권제한 입법에 하여 요구되지만, 그 명확성의 정도

는 모든 법률에 있어서 동일한 정도로 요구되는 것은 아니고, 이 사건 규

정과 같이 해당 규정이 부담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는 수익  성격을 가

지는 경우에 비하여 더욱 엄격하게 요구된다고 하 다.

  (나) 한편, 이 사건 규정의 법문은 ‘운 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

을 이용하여 범죄행 를 한 때’를 필요  운 면허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다수의견은  규정이 범죄행 의 과실 여부나 경  여부를  

구별하지 않고 모든 범죄행 에 자동차등이 이용되기만 하면 그 운 면허

를 반드시 취소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그 의미가 지나치게 범 하고 포

이어서 명확성 원칙을 수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 다.17) 

  일반 으로 범죄행 란 형벌법규에 의하여 형벌을 과하는 행 로

서 사회  유해성 내지 법익을 침해하는 반사회  행 를 의미한다 할 것

이므로18) 이 사건 규정의 범죄행 에는 비나 음모는 물론이고 과실범죄

도 모두 포함된다 할 것이고, 이러한 범죄에 자동차등을 이용하면 언제나 

운 면허를 취소 당하게 될 것이다. 컨 , 자동차를 살인죄의 범행 도구

나 감 죄의 범행장소 등으로 이용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범행의 모의 장

소나 범행에 필요한 도구를 보 하는 장소로 이용하는 경우나 목 한 범죄

행 가 끝난 후 도주하는 행 에 이용하는 경우와 같이 주된 범죄의 후

에 행해지는 범죄에 이용하는 경우에도 운 면허를 취소당하게 될 것이며, 

자동차를 이용하여 과실범죄를 범하는 경우에도 역시 운 면허를 취소당하

게 될 것이다. 다수의견은 와 같은 을 지 하면서 이 사건 규정의 의

17)  이 사건 규정은 ‘범죄행 ’라는 용어 이외에 ‘운 면허’나 ‘자동차등’이라는 용어 

등도 함께 사용하고 있는데, 이 용어들은 그 의미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다수의견이 이에 해서는 별도로 언 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운 면허’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능력

을 갖춘 사람이 법령에서 요구하는 일정한 차를 거치면 운 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당국의 허가를 의미하고(법 제2조 19호, 제68조 제1항 등), ‘자동차 등’이

란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 거를 포함(법 제15조 제1항)하는 개념으로서 자동차

와 원동기장치자 거가 구체 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법 제2조 제14호와 제15

호에서 명확하게 의미를 밝히고 있다.

18) 이재상, 형법총론, 박 사, 1991, 65-6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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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가 지나치게 포 이고 범 하다고 하 다. 

  (다) 한 다수의견은 이 사건 규정을 입법한 입법자가 과실범죄와 같

은 사소한 범죄에 자동차등을 이용하는 경우에까지 운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을 지 하고 있다. 오

늘날 자동차는 생업의 수단 는 인 교통수단으로서 일상생활에 없

어서는 안 될 필수품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운행과 련하여 여러 

가지 특례제도를 두고 있는 취지를 보면 이를 쉽게 짐작할 수 있다는 것이

다. 자동차의 운행으로 타인의 신체와 재산에 피해를 주는 것은 틀림없는 

범죄행 지만, 이러한 범죄행 는 약간의 부주의만으로도 발생할 수 있어 

그 처벌에 을 두게 되면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이에 이러한 문

제를 해결하고자 입법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19)와 제4조20) 를 두

고 있다는 을 지 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차의 교통으로 운 자가 업무

상과실치상죄 는 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나 도로교통법상의 업무상과

실손괴죄 는 과실손괴죄를 범한 경우, 그 피해 보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운 자는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고, 자동차 운행과 련한 일상생

활을 지속 으로 할 수 있다. 그런데 와 같은 교통사고처리특례제도

를 둔 취지에 반하여 입법자가 이 사건 규정에서 범죄의 함 정도나 고의

성 여부 측면을  고려하지 않고 자동차등을 범죄행 에 이용하기만 하

면 모두 운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명확성원칙에 반한다는 것

이다.

19)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 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고 는 2천만원 이하의 벌 에 처한다.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업무상과실치상죄 는 과실치상죄와 도로교

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 자에 하여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 자가 제1항의 죄  업무상과실치상죄 는 

과실치상죄를 범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 하거나 피해자를 사고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 로 인하여 동죄를 범한 때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각호 생략.

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에서도 공소 제기할 수 없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제4조(보험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①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제4조 

 제126조 내지 제128조, 육운진흥법 제8조 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6조

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 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제3조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당해 차의 운 자에 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단서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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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직업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

직업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와 련하여 다수의견은 먼  운 면허제도

와 운 면허취소제도에 해 그 취지를 설명한 후, 이 사건 규정이 비례의 

원칙을 반하여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지를 보고 있다. 다만 다수의견은 

이 사건 규정에 한 결정이유에서 별도의 제목 없이  내용들을 순차

으로 나열하고 있는데, 이하의 내용에서는 편의 으로 제목을 붙여 설명한

다. 

  (가) 자동차 운 면허제도와 운 면허 취소제도 

  자동차등의 운 과 련하여 구에게나 이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한다면 도로교통의 안 과 원활한 교통은 받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일

반 으로는 도로에서의 자동차등의 운 은 지되고, 다만 일정한 자격의 

취득으로 도로교통에 험과 장해를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면 행정청은 

이의 지를 해제하여 자동차등을 운 할 수 있도록 허가하게 된다.21) 이

것이 운 면허제도이다.22)(제68조) 이러한 자동차 운  자격은 도로의 안

한 운행을 방해할 가능성이 객 으로 드러날 경우에는 언제든지 일정

한 차를 밟아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자동차 운 면허 취소23)는 운

자가 장차 자동차 운 으로 인하여 인 , 물  침해를 가할 험성이 있

다고 여겨질 정도로 행 자에게 성 흠결이 나타날 것을 제조건으로 하

여 운  부 합자에게 행해진다.

  (나) 비례의 원칙 반 여부 

  다수의견은 자동차 운 에 성 흠결이 나타나 이미 운 면허를 취득

한 자의 운 면허를 취소하고자 할 경우라도 운 면허의 취소가 지나친 기

본권 제한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을 강조하면서, 이 사건 규정에 

21) 즉 운 면허는 경찰 허가의 일종이다.

22) 제68조(운 면허) ① 자동차등을 운 하고자 하는 사람은 지방경찰청장의 운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② 생략

23) 운 면허 취소의 법  성질은 법하게 성립한 유효한 행정행 에 하여 그 효

력을 장래를 향해 소멸시키는 철회를 의미한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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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헌법 제37조 제2항의 비례의 원칙 심사를 하고 있다. 이 사건 규정은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범죄행 를 한 경우에 그 운 면허를 취소하여 운

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운 을 생업으로 하는 자에 해서는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게 되고, 운 을 업으로 하지 않는 자에 해서는 일반  행

동자유권을 제한하게 되므로 이러한 기본권 제한을 정당화하기 해서는 

헌법 제37조 제2항의 비례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

건 규정도 기본권 제한 입법의 경우에 요구되는 입법목 의 정당성과 방법

의 정성, 피해의 최소성, 그리고 법익 균형성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이

를 수하지 않으면 기본권제한의 입법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헌법에 

반될(헌재 2004. 5. 27. 2003헌가1등, 례집 16-1, 670, 684-685) 것이다.

  ① 목 의 정당성과 수단의 합성 

  다수의견은 자동차등이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되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

에 심각한 을 래하게 되므로 차량을 이용한 범죄의 발생을 방지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안 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해서는 

운 면허를 취소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이 사건 규정이 범죄행 에 자동차

등이 이용된 경우에 운 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것은 그 목 이 정당함은 

물론, 수단도 합하다는 것은 인정하고 있다.  생활에 있어 자동차는 

일상생활에 많은 편리함을 가져다  반면에, 각종 범죄에도 이용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을 래하고도 있는데, 만약 자동차등을 

도로교통법  운 면허 본래의 목 과 배치되는 범죄행 에 이용하는 것

을 그 로 방치하게 되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큰 이 되고, 따라서 

이 사건 규정이 자동차등을 교통이라는 그 고유의 목 에 이용하지 않고 

범죄를 한 수단으로 이용하여 교통상의 험과 장해를 유발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을 래하는 것을 방지하기 해 운 면허를 취

소하도록 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것이고, 한편,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범죄행

를 하 다는 이유로 운 면허를 취소당하게 되면 일정 기간 동안 운 면

허의 취득이 지되기 때문에 자동차등을 이용한 범죄 행 의 재발을 방지

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상되고, 이러한 면허의 취소는 자동차등을 

운 하는 일반 국민에게도 그 불이익을 사 에 경고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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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자동차등의 이용 범죄를 어느 정도 억제할 수 있을 것이어서 입법목

을 달성하기 한 수단으로서의 합하다는 것이다.  

 

  ② 침해의 최소성 

  그러나 다수의견은 이 사건 규정의 필요  운 면허 취소에 목 의 정

당성과 수단의 합성은 인정하 지만, 기본권 제한의 침해 최소성은 인정

하지 않았다. 어떤 법률의 입법목 이 정당하고 그 목 을 달성하기 해 

선택한 수단이 어느 정도 합하다고 하더라도 입법자가 임의  규정으로 

법의 목 을 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  사안의 개별성과 특수성

을 고려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일체 배제하는 필요  규정으로 법의 목 을 

실 하려 한다면 이는 비례원칙의 한 요소인 “최소침해성의 원칙”에 배

된다(헌재 1995. 11. 30. 94헌가3, 례집 7-2, 550, 560; 2000. 6. 1. 99헌가

11등, 례집 12-1, 575, 582)는 것이다.

  이 사건 규정은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범죄행 를 하기만 하면 그 범죄

행 가 얼마나 한 것인지, 그러한 범죄행 를 행함에 있어 자동차등이 

당해 범죄 행 에 어느 정도로 기여했는지 등에 한 아무런 고려 없이 무

조건 운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는 구체  사안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는 여지를 일체 배제하고 그 법의 정도나 비난의 

정도가 극히 미약한 경우까지도 운 면허를 취소할 수밖에 없도록 하고 있

다.24) 물론 자동차등이 경우에 따라서는 흉악 범죄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

고, 이것이 범죄의 도구로 이용될 때 피해자가 느끼는 두려움이나 공포는 

극에 달할 수 있으며, 그 피해 한 심각하여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가 생

24)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제12호는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후 제50조 제1항 

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한 조치 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필요  

운 면허의 취소사유가 아닌 임의  면허취소사유로 하고 있다. 그런데  12호

에 해당하는 행 는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반행 로서 5년 이하의 징역이

나 1천 500만원 이하의 벌 형에 처해지는(법 제106조) 자동차 이용 범죄행 에 

해당한다. 이 제12호 규정과 이 사건 규정을 비교해 보면 이 사건 규정의 불합리

성을 확연히 알 수 있다. 자동차 이용 범죄 행 라도  제12호의 경우처럼 경우

에 따라 운 면허를 취소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고, 다만 문제되는 행 마다 

그에 합당한 처분을 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규정은 그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자동차 이용 범죄행 의 경우를 모두 필요  면허취소사

유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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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수 있고, 때로는 히 교통을 방해하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이와 같

이 자동차등이 흉악 범죄에 이용되거나 법익에 한 침해를 야기한 경우 

등에는 그 운 면허를 반드시 취소하여 일정기간 운 을 하지 못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범죄를 질 다는 이유로 그 

경 에 따라 제재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는 여지없이 모든 경우에 운 면

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것은 지나친 제재에 해당한다. 입법자는 이 사건 규

정에서 자동차등이 이용된 범죄의 경  등에 따라 그 제재의 정도를 달리

할 수 있는 여지를 주거나 는 반드시 운 면허의 취소가 필요한 범죄를 

한정하여 취소하도록 함으로써 기본권 침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강

구하 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이 사건 

규정과 같이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범죄행 를 하기만 하면 운 면허를 취

소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다수의견은 이 사건 규정이 기본권 침해의 최소

성 원칙을 반하고 있다고 단하고 있다.

 

  ③ 법익 균형성 

  최소침해성 단에서와 마찬가지로 다수의견은 이 사건 규정이 법익균

형성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시하고 있다. 생활에 있어서 자동차

를 운행하는데 필요한 운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자동차등의 운행을 직업

으로 삼고 있는 자에게는 생계에 지장을 래할 만큼 한 제약이 되고, 

일반인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자동차가 교통의 필수 인 수단인 실에

서 심 한 불편을 주게 될 것인데, 이 사건 규정은 자동차등이 범죄행 에 

이용되기만 하면 모두 필요 으로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여 2년 동안은 운

면허를 다시 발  받을 수 없게 하고 있는바(제70조 제2항 제5호), 이는 

이 사건 규정을 통해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지나치게 기본권을 제

한하는 것으로 법익균형성원칙을 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④ 소결

결국 다수의견은 이 사건 규정이 목 의 정당성과 수단의 합성은 인정

되지만 기본권 제한 입법시 요구되는 기본권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균형성

은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지 하고, 이 사건 규정이 과잉 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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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에 반되어 직업의 자유 내지 일반  행동자유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결

론을 내리고 있다.

다. 소수의견(합헌의견)25)

소수의견은 이 사건 규정에 한 헌 여부 단에서 명확성원칙이나 직

업의 자유 침해 문제 이외에 포 임 지원칙 문제를 함께 단하고 있

다. 소수의견은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본문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 에 의하여” 부분은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본문과 단서 모두에 용

되는 규정으로서 그 본문은 운 면허의 취소정지 기  모두에 해 행정

자치부령에 임한 것이고, 그 단서는 취소 기 에 해서만 행정자치부령

에 임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제 하에 소수의견은 이 사

건 규정이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범죄행 를 한 경우 운 면허의 필요  취

소사유를 행정자치부령에 임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포 임에 해

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한편, 명확성 원칙 반 여부에 해 소수의견은, 이 사건 규정의 “자

동차등을 이용하여 범죄행 를 한 때”란 자동차등을 직  범죄 실행행 의 

수단으로 이용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될 수 있으므로 그 의미가 불명확

하지 않다고 하 다. 

기본권 침해 여부에 한 단부분에서는 자동차를 직 인 범죄 실행

행 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험성이 매우 크고 죄질도 지극히 불량하

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운 면허의 필요  취소사유로 규정하 다고 

하여 자동차를 직 인 범죄 실행행 의 수단으로 이용한 사람의 기본권

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하 다. 자동차의 이용과 

운 면허는 한 계에 있으므로 자동차를 범죄 실행행 의 수단으로 

이용한 사람의 운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사회질서 유지를 해서 필요하

고도 한 조치라는 것이다.

25) 재  조 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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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 결정의 의의

이 사건 결정은 국민의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려는 노력 없이 행정편의

주의에 입각하여 입법을 한 것에 해 헌법재 소가 헌 결정을 하 다는 

에 의미가 있다. 이 사건 규정은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범죄행 를 하기만 

하면 해당 범죄행 의 경 이나 기여 정도와 상 없이 무조건 운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었다. 헌법재 소는 구체  사안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고

려하지 않은 이러한 입법에 해 헌 결정으로서 경종을 울린 것이다.

한편, 이 사건 결정은 오늘날과 같이 자동차가 일상생활의 필수품으로 

자리잡고 있는 실에서 자동차 운 면허 취소처럼 당사자의 기본권에 미

치는 향이 지 않은 역에서의 기본권 제한은 보다 명확한 법문에 의

할 것을 재확인하고 있다는 에서도 의의가 깊다. 수범자의 부담이 큰 이 

사건 규정과 같은 법률에 해 그동안 헌법재 소는 보다 엄격한 명확성 

원칙의 수를 요구하여 왔고, 이 사건에서도 그 기조를 유지하여 엄격한 

기 을 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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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노동 계조정법 제81조 제2호 

단서 헌소원

-유니언 샵(Union Shop) 정을 통한 노동조합 조직강제와 

기본권 충돌의 문제-

(헌재 2005. 11. 24. 2002헌바95․96(병합), 2003헌바9(병합) 례집 17-2, 392면)

김 우 수
*

1)

【 시사항】

1.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표하는 노동조합

의 경우 단체 약을 매개로 한 조직강제{이른바 유니언 샵(Union Shop) 

정의 체결}를 용인하고 있는 노동조합 노동 계조정법 제81조 제2호 단

서(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근로자의 단결권을 보장한 헌법 

제33조 제1항 등에 반되는지 여부

2.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평등의 원칙에 배되는지 여부

【심 상】

이 사건의 심 상은 노동조합 노동 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

다) 제81조 제2호 단서가 헌법에 반되는지 여부이고, 그 규정  련규

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81조 (부당노동행 ) 사용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 (이하 

“부당노동행 ”라 한다)를 할 수 없다. 

1. 생략

* 헌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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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는 탈퇴할 것을 고

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

는 행 . 다만,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

을 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

조건으로 하는 단체 약의 체결은 외로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

가 당해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한 행 를 할 수 

없다.

3. ～ 5. 생략 

 

【사건의 개요】

1. 사건의 진행과정

청구인들은 부일교통 는 화교통에 택시운 기사로 입사한 근로자들

이고, 소속 근로자들 부분이 가입한 부산지역택시노조는 이 회사들로부

터 단체교섭권을 임받은 부산 역시 택시운송사업조합과 사이에 1998년

도 단체 약을 체결하면서 이른바 유니언 샵 정을 체결하 다. 

그 후 청구인들이 부산지역택시노조를 탈퇴하여 조직 상을 같이하는 

지역별․업종별 단 노동조합인 부산민주택시노조에 가입하자, 부일교통 

등은 유니언 샵 정에 따라 청구인들을 해고하 다. 이에 청구인들은 이 

해고가 법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그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

고, 그 상고심( 법원 2000다23815, 2000다23822) 는 항소심(부산고등법

원 99나7756) 계속  재 의 제가 되는 노동조합 노동 계조정법 제81

조 제2호 단서에 하여 헌제청신청을 하 으나, 당해소송에서 모두 패

소하고 헌제청신청마  기각 당하게 되자 2002. 11. 16.  2003. 2. 7. 이 

사건 헌법소원심 을 청구하 다. 

2. 청구인들의 주장  법원 등의 헌심 제청신청기각이유, 

이해 계인의 의견

가. 청구인들의 주장요지(2002헌바95․96, 2003헌바9)

(1) 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에게 단결권을 보장하고 있고,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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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결권은 단결선택의 자유뿐만 아니라 극  단결권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일정한 범  내에서 단결강제는 필요하다. 그러나 근로자로 하여  ‘어느 

당한 조합’의 가입을 강제하는 일반  조직강제와는 달리 ‘특정 노동조

합’의 가입을 강제하는 제한  조직강제는 근로자의 단결선택의 자유를 침

해한다.

(2) 이 사건 법률조항은 한시 으로 단  사업장 내에서 복수노조의 설

립을 지하는 노조법 부칙 제5조 제1항과 결합하여 특정 노동조합의 가입

을 강제하는 것으로서 근로자의 단결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표하는 노

동조합만이 유니언 샵 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그 지 못

한 다른 노동조합(이른바 소수노조)의 단결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사실상 

소수노조에게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이므로 평등의 원칙에도 배된다.

나. 법원 등의 헌심 제청신청기각이유(2002헌바95․96, 2003

헌바9) 

노조법 제81조 제2호 본문과 단서는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

분의 2 이상을 표하는 노동조합과 유니언 샵 정을 체결하는 것은 반조

합계약, 즉 노조의 불가입이나 그로부터 탈퇴 는 특정한 노조에의 가입 

등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부당노동행 에 해당되지 않으나, 그 지 않은 노

조와 유니언 샵 정을 체결하는 것은 반조합계약이 되어 부당노동행 에 

해당됨을 규정한 것으로서, 유니언 샵 정이 근로자 개인의 조합에 가입

하지 않을 자유나 조합선택의 자유와 충돌하는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조직

강제의 일환으로 노조의 조직유지와 강화에 기여하는 측면을 고려하여 일

정한 요건 하에서 체결된 유니언 샵 정의 효력을 인정한 것이므로 근로

자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조항으로 볼 수 없다.

다. 노동부장 의 의견(2002헌바95, 2003헌바9)

헌법상 보장된 단결권은 근로자 개인의 개별  단결권뿐만 아니라 노동

조합의 집단  단결권도 포함하는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노동조합의 조직

강제권을 실질 으로 보장하기 하여 유니언 샵 정의 체결을 인정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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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근로자의 단결선택의 자유와 조화될 수 있도록 표성을 갖춘 노동조

합의 경우만으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헌법에 반되지 않는다.

노동조합의 조직유지․강화, 단결력  단체교섭력 강화를 통한 등한 

노사자치 질서 형성, 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이라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할 때, 표성을 갖춘 노동조합의 경우에만 유니언 샵 

정의 체결을 용인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평등의 원칙에 배되지 

않는다.

라. 부일교통, 화교통의 의견(2002헌바95․96, 2003헌바9)

법원의 헌심 제청신청기각이유 는 노동부장 의 의견과 체로 

유사한 취지이다.

【결정요지】

1. 이 사건 법률조항은 노동조합의 조직유지․강화를 하여 당해 사업

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표하는 노동조합(이하 ‘지배  

노동조합’이라 한다)의 경우 단체 약을 매개로 한 조직강제{이른바 유니언 

샵(Union Shop) 정의 체결}를 용인하고 있다. 이 경우 근로자의 단결하

지 아니할 자유와 노동조합의 극  단결권(조직강제권)이 충돌하게 되나, 

근로자에게 보장되는 극  단결권이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보다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고, 노동조합의 조직강제권도 이른바 자유권을 수정하는 의

미의 생존권(사회권)  성격을 함께 가지는 만큼 근로자 개인의 자유권에 

비하여 보다 특별한 가치로 보장되는  등을 고려하면, 노동조합의 극

 단결권은 근로자 개인의 단결하지 않을 자유보다 시된다고 할 것이

고,  노동조합에게 와 같은 조직강제권을 부여한다고 하여 이를 근로

자의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의 본질 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단정할 수

는 없다. 

2. 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단체 약을 매개로 하여 특정 노동조합에의 

가입을 강제함으로써 근로자의 단결선택권과 노동조합의 집단  단결권(조

직강제권)이 충돌하는 측면이 있으나, 이러한 조직강제를 법․유효하게 

할 수 있는 노동조합의 범 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지배  노동조합의 권한



노동조합 노동 계조정법 제81조 제2호 단서 헌소원  655

남용으로부터 개별근로자를 보호하기 한 규정을 두고 있는 등 체 으

로 상충되는 두 기본권 사이에 합리 인 조화를 이루고 있고 그 제한에 있

어서도 정한 비례 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단결선택권의 본

질 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도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의 단결권을 보

장한 헌법 제33조 제1항에 반되지 않는다. 

3. 노동조합의 조직강제는 조직의 유지․강화를 통하여 단일하고 결집된 

교섭능력을 증진시킴으로써 궁극 으로는 근로자 체의 지 향상에 기여

하고, 특히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일정한 지배  노동조합에게만 단체 약을 

매개로 한 조직강제를 제한 으로 허용하고 있는데다가 소수노조에게까지 

이를 허용할 경우 자칫 반조합의사를 가진 사용자에 의하여 다수 근로자의 

단결권을 탄압하는 도구로 악용될 우려가 있는  등을 고려할 때, 이 사

건 법률조항이 지배  노동조합  그 조합원에 비하여 소수노조  그에 

가입하 거나 가입하려고 하는 근로자에 하여 한 차별  취 은 합리

인 이유가 있으므로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재  권성, 재  조 의 반 의견

헌법 제33조 제1항이 근로3권을 보장한 취지는 근로자의 생존권을 확보

하고 근로조건을 향상시켜 근로자의 경제  지 를 향상시키기 한 것이

고,  개개 근로자에게는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도 헌법상 보장되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근로자가 특정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을 고

용조건으로 삼아서 특정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

도록 허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와 근로자의 

생존권을 본질 으로 침해하고 있다. 특정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거나 탈

퇴하 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여 근로자의 지 를 근본 으로 부정하

는 것은 근로자의 생존권 보장과 지 향상을 보장하고자 하는 헌법 제33조 

제1항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고 자유민주주의가 지향하는 공존공 (共存

共榮)의 원칙  소수자 보호의 원칙에도 어 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근로자의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를 헌법 제33

조 제1항에 반하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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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1. 이 사건 법률조항의 의미; 유니언 샵(Union shop) 정 체

결 용인 

가. 의의

근로자의 근로3권은 국가나 일반 개인에 의하여 침해될 수도 있지만, 

실 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사용자에 의한 침해이다. 노조법 제81조

는 근로자 는 노동조합이 근로3권을 실 하는 활동에 하여 사용자가 

행하는 침해 내지 간섭행 를 ‘부당노동행 ’로 규정하면서 이를 원칙 으

로 지하고 있다.1)

특히, 노조법 제81조 제2호 본문에서는 부당노동행 의 하나로 소  ‘반

조합계약(反組合契約)’, 즉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

을 고용조건을 하는 행 를 그 로 들면서,2) 한편 제2호 단서(이 사건 법

률조항)에서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

으로 하는 단체 약의 체결은 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근로자가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 약상의 

규정을 흔히 유니언 샵(Union shop) 정, 혹은 유니언 샵 조항이라고 하

는데,3) 이는 조합원지 의 취득과 유지를 강제하는 단체 약상의 제도, 즉 

조직강제(組織强制)의 하나로서, 사용자가 노동조합과의 단체 약에서 자기

1) 부당노동행 (unfair labor practice)제도는 company union의 장려에 의한 노동조

합의 어용화를 방지하기 하여 1935년 미국의 Wagner법(National Labor Relations 

Act 제8조)에 의하여 처음으로 입법화된 후, 인도․일본․멕시코․캐나다․우리

나라 등에서 채택되고 있다. 그리고 ILO 조약 제87호(제11조)는 단결권의 극  

보호와 조성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인식을 기 로 ILO 조약 제98호(제1조 

내지 제3조)는 부당노동행 제도의 정립과 시행을 회원국에게 권장하고 있다(김

유성, 노동법Ⅱ, 법문사, 1999, 312면; 김형배, 노동법, 박 사, 2005, 910면).

2) 반조합계약(反組合契約)은 불이익취 (不利益取扱, 제81조 제1호)과 함께 개별근

로자를 상으로 하는 사용자의 표 인 반조합행 로서, 그 계약내용은 결국 

근로자에게 조합활동상의 일정한 불이익을 주는 것이다. 다만, 불이익취 이 기존

의 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행 인 반면에, 반조합계약은 향후의 조합활동을 채용 

내지 고용계속의 조건으로 하는 행 라는 에서 차이가 있다(김유성, 앞의 책, 

336면). 

3) 김유성, 앞의 책, 337면; 박상필, 한국노동법, 왕사, 1989, 10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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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고용한 근로자  조합원이 되지 않은 자나 탈퇴 는 제명에 의해 조

합원자격을 상실한 자를 해고할 의무를 지게 되는 규정을 말한다.4) 일반

으로 유니언 샵 정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할 때 정당사자인 노동조

합의 조합원이어야 한다는 것이 고용조건으로 되지 않으나 고용 후 일정기

간 내에 반드시 노동조합에 가입하여야 한다는 에서, 고용할 때부터 노

동조합의 조합원일 것을 요하는 크로즈드 샵(Closed shop) 정5)과 차이가 

있다.

나. 노동조합의 조직강제 련 입법례6)  우리 법률의 입법연

ILO 제87호 약은 단결권의 극  보호․조성을 요구하는 한편(제11

조), ILO 제98호 약은 부당노동행 제도의 정립과 시행을 회원국에게 권

장하고 있다(제1조 내지 제3조).7) 

미국의 경우 근로자의 단결권을 헌법  차원에서 보장하고 있지는 않지

만, 1935년 Wagner법(National Labor Relations Act 제8조⒜⑶단서)에서 

부당노동행 를 처음 입법화한 후(교섭단 내 피용자의 과반수를 표하는 

4) 김유성, 앞의 책, 338면; 김형배, 앞의 책, 933면; 김홍 , ‘사용자가 유니언 샵 

정에 따른 해고를 거부한 경우 지배개입의 성립 여부 - 법원 1998. 3. 24. 선고 

96 16070 결 - ’ 노동법연구 제8호, 서울 학교노동법연구회, 1999, 398면. 

5) Closed shop 정은 노동조합과 사용자와의 정으로서 그 내용이, 사용자는 

정당사자인 노동조합의 조합원만을 고용하며, 고용 후에 그 종업원인 조합원이 

노동조합을 탈퇴하거나 노동조합으로부터 제명되었을 때에는 그를 해고하여야 한

다는 것을 말한다. Closed shop은 사용자의 사업장(shop)이 특정조합의 근로자에

게만 개방되고 타조합의 조합원이나 미조직근로자에게는 폐쇄된(closed)데서 유래

하며, Union shop는 사업장이 동종의 근로자를 통하여 특정조합(union)에 가입하

고 있는 것 같다는 데서 유래한다(박상필, 앞의 책, 100면).

6) 김유성, 앞의 책, 311-313면; 김치선, 노동법강의, 박 사, 1990, 369-372면; 김형

배, 앞의 책, 910면; 박상필, 앞의 책, 98-102면. 

7) 1949년의 ILO 제98호 조약 「단결권  단체교섭권의 원칙의 용에 한 조약

(Convention concerning the Application of the Principles of the Right to 

Organize and to Bargain Collectively)」제1조 2(a)는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

니할 것 는 노동조합으로부터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것」에 하여 

근로자를 보호하고 있다. 여기서  제1항과 련하여 문제가 되는 것은 샵 정

과 같은 組合保障措置의 효력에 한 것인데, 이 조약의 기 과정에 있어서 총회

원회는 그 보고서의 가운데 “이 문제는 각국의 행에 쫓아서 규제하여야 할 

것으로써 제98호 조약이 조합보장조치를 승인한 것이라든지 는 지한 것이라

든지 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하 다(송강직, 단결권 - 유니온 솦 

協定을 中心으로 -, 삼지원, 1992, 2-7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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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과의 크로즈드 샵 정, 유니언 샵 정의 체결이 법화 됨), 

1947년 Taft-Hartley법(Labor-Management Relations Act 제8조⒜⑶)에서 

크로즈드 샵 정 체결이 지되고 엄격한 조건 하에서 유니언 샵 정 체

결이 승인되도록 규정하 다.8) 유니언 샵 정을 체결할 수 있는 노동조합

의 자격을 법한 배타  교섭 표로 한정하고, 조합가입 여부에 하여 

30일간의 유 기간을 두면서, 유니언 샵 정에 기하여 비조합원을 해고할 

수 있는 사유를 조합비 미납에 의한 조합원 자격 상실로 제한하고 있다. 

한 동법 제14조⒝에서 유니언 샵 정을 지하고 있는 州의 법이 있는 

경우에는 그 州法이 우선하도록 하 다. 

독일의 경우 기본법상의 단결의 자유 조항(제9조 제3항9))의 해석론상 소

극  단결권을 인정하여 유니언 샵 정을 부정하는 견해가 일반 이다. 

일본의 경우 헌법 제28조에서 근로자의 단결권을 보장하고 있고, 노동조

합법 제7조 제1호에서 지하는 부당노동행 의 하나로서 반조합계약을 들

면서 그 단서에서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표하는 노

동조합과 그 조합원일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 약을 체결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유니언 샵 정과 련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다음과 같은 

입법변천 과정을 거쳤다.10) 

최 로 유니언 샵 정의 근거규정을 둔 것은 1963. 4. 17. 법률 제1329

 8) 미국에서의 단결강제조항인 Wagner법의 closed shop 정이나 Taft-Hartley법의 

union shop 정은 미국사회의 특수한 사회 ․경제 인 배경을 바탕으로 생성․

발 되어 온 것이며, 특히 미국헌법이 단결권에 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개개의 노동입법에 의하여 이러한 단결강제를 승인하는 것은 노동정

책상의 문제인 것이다. Wagner법의 closed shop제가 Taft-Hartley법에 의해 

union shop제로 변모된 것은 closed shop제로 말미암아 노사간 교섭력의 균형이 

깨뜨려졌기 때문에 이를 재조정하려는 사회정책 인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미국 shop제의 특이성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박상필, 앞의 책, 101-102면).

 9) 독일기본법 제9조 ③근로조건과 경제조건의 유지와 개선을 하여 단체를 결성

할 권리는 구에게나 그리고 모든 직업에도 보장된다. 이 권리를 제한하거나 방

해하려는 정은 무효이며, 이를 목 으로 하는 조치는 법이다. 

10)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제도 으로는 미국의 Taft-Hartley법의 union shop제를 모

방한 것이지만, 직 으로는 일본 노동조합법 제7조 제1호 단서를 모방한 것으

로서, 미국과 달리 헌법상 단결권의 보장규정을 가지고 있는 일본이 맹목 으로 

미국의 제도를 모방한 것을 그 로 답습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박상필, 앞의 

책, 10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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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로 개정된 노동조합법인데, 동법 제39조 제2호 단서에서 “노동조합이 당

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

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 약의 

체결은 외로 한다”고 규정하여 유니언 샵 정의 체결을 법률상 용인하

다. 

그 후 1980. 12. 31. 개정된 노동조합법에서 이 근거규정이 삭제되었다가, 

다시 1987. 11. 28. 법률 제3966호로 개정되면서 동법 제39조 제2호 단서에

서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표하

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 약의 체결은 외로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당해 노

동조합에서 제명된 것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한 행 를 할 수 없다”고 규

정하 는데, 이는 당  1963. 4. 17. 노동조합법 개정과는 달리 노동조합으

로부터 제명된 경우를 제외하는 ‘변칙 인 형태’11)로 부활되었다. 그 후 

1996. 12. 31. 법률 제5244호로 노동조합법이 폐지되고 새로 제정된 노동조

합 노동 계조정법 제81조 제2호 단서에서도 그 내용을 그 로 수용하고 

있다.

다. 법률조항의 의미(유니언 샵 정의 효력) 

이 사건 법률조항은 노동조합의 조직확 , 단결력  단체교섭력의 강화 

등을 통하여 당해 사업장에서 보다 등한 노사자치 질서를 형성하고, 나

아가 소속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향상시키기 하여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

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표하고 있는, 즉 표성을 갖춘 노동조합

(지배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 약을 체

결하는 것은 부당노동행 로서 지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12) 

11) ‘變則的인 形態’라고 함은, 본래의 유니언 샵 조항이 당해 조합원인 근로자가 조

합에서 탈퇴하는 경우나 는 조합으로부터 제명된 경우에 모두 해고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데, 개정법의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당해 노동조합에서 제명

된 것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한 행 를 할 수 없다’고 함으로써 근로자가 당해 

노동조합에서 탈퇴한 경우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어도 ‘제명’의 경우에는 

해고 기타 일체의 불이익 우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박상필, 앞의 

책, 491-492면).

12) 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로 폐지되기 이 의 것) 제39조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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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지배  노동조합과 사이에 체결된 유니언 샵 정은 노동조합의 발의를 

기 로 하여 단결강화를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

를 규제하려는데 그 목 이 있는 것이 아니고, 소극 으로 사용자가 이

러한 유니언 샵 정을 체결하더라도 이를 부당노동행 로 논하지 않겠다

는데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취지가 있다.13) 

일반 으로 유니언 샵 정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정 당사자인 노동

조합의 규약에 의하여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지는 근로자는 자기

의 의사와 계없이 모두 노동조합에 가입하여야 하며, 고용된 근로자가 

일정한 기간 내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거나 는 가입한 노동조합으로

부터 탈퇴하거나 제명되는 때에는 사용자는 정상의 의무로서 당해 근로

자를 해고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법원은 “… 유니언  정에 의한 가입강제가 있는 경우에는 단체

약에 명문 규정이 없더라도 노동조합의 요구가 있으면 사용자는 노동조합

에서 탈퇴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기 때문에…” 라고 하면서 사용자의 해

고의무를 제로 단하고 있고( 법원 1996. 10. 29. 선고 96다28899 결 

참조), , “이른바 유니언 (Union Shop) 정은 노동조합의 단결력을 강

화하기 한 강제의 한 수단으로서 근로자가 표성을 갖춘 노동조합의 조

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고 있는 것이므로 단체 약에 유니언  

정에 따라 근로자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이어야만 된다는 규정이 있는 경

우에는 다른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사용자는 노동조합에서 탈퇴한 근로

자를 해고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 으로 밝히고 있다( 법원 1998. 3. 24. 

선고 96 16070 결 참조). 

그리고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

단서 소정의 조항, 이른바 유니언 (Union Shop) 정은 노동조합의 단결력을 

강화하기 한 강제의 한 수단으로서 근로자가 표성을 갖춘 노동조합의 조합원

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고 있는 것이므로 단체 약에 유니언  정에 따

라 근로자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이어야만 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명문

의 규정이 없더라도 사용자는 노동조합에서 탈퇴한 근로자를 해고할 의무가 있다

{ 법원 1998. 3. 24. 선고 96 16070 결, 공1998. 5. 1.(57) 1206면}.

13) 이 사건 법률조항은 유니언 샵 정 그 자체의 정당성에 하여 직  규정한 것

이 아니라, 유니언 샵 정과 부당노동행 의 계에 해서 규정한 것이다(김형

배, 앞의 책, 933면; 김유성, 앞의 책 33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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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3분의 2 이상을 표하고 있을 때라 함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 약, 즉 유니언 샵 정 등을 체결할 수 있

는 노동조합의 요건을 규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법원 1997. 4. 11. 선

고 96 3005 결 참조).

라. 기본권의 제한 여부 

(1) 노조법 제81조 제2호 본문  단서의 계14)

노조법 제81조 제2호 본문은 부당노동행 의 하나로 소  ‘반조합계약’, 

즉 근로자의 노동조합에의 미가입  탈퇴,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사용자의 행 를 지하고 있고, 단서는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표하는 노동조합(지배  노

동조합)의 단체 약의 체결은 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법률조항의 규정형식과 그 내용으로 볼 때, 제2호 본문은 사

용자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반조합계약을 부당노동행 로 규

정하여 이를 원칙 으로 지함으로써 국가가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이고, 

제2호 단서는 일정한 경우 사용자에 한 지를 해제하는(즉 사용자의 반

조합계약에 의한 침해로부터 근로자에 한 국가의 보호를 해제하는 의미

를 가짐) 외를 인정함으로써, 즉 외 으로 근로자의 단결선택의 자유

에 한 제한을 허용(許容) 내지 용인(容認)하고 있음이 분명하다.15) 말하

자면 법률조항을 형식 으로만 고찰하면 제2호 본문이 사용자에 의한 기본

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반조합계약을 부당노동행 로 규정․ 지함으로써 

국가가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이고, 제2호 단서는 그 외에 불과하여 단지 

기본권 보호 상에서 제외되는데 불과할 뿐 근로자의 기본권을 직  제한

하는 규정으로 볼 수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제2호 단서조항은 유니언 샵 정 등 단체 약을 매개로 하는 

조직강제와 련하여 독자 인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는데(유니언 샵 

정의 실정법  근거규정), 이는 일정한 형태의 조직강제가 형식 으로 

14) 이 법률조항은 1987. 11. 28. 법률 제3966호로 개정된 구 노동조합법 제39조 제2

호 본문  단서의 내용을 그 로 이어받아 규정하고 있다. 

15) 노동조합  노동 계조정법, 사법연수원, 2002, 2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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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보호 상에서 제외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 으로 근로자의 

기본권을 제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조직강제의 실정법  근거규정

노동조합의 조직강제, 가장 표 인 형태라고 할 수 있는 유니언 샵 

정의 실정법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에 하여, 노동법학자들은 체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유니언 샵 정의 근거규정으로 악하고 있다.16) 즉 이 

사건 법률조항은 유니언 샵 정에 한 유일한 근거규정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이론  근거를 헌법 제33조 제1항의 단결권에서 찾고 이 사건 법률

조항이 이를 확인하고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으므로), 일반 으로 유니언 

샵 정의 실정법  근거규정으로 보고서 이와 련하여 논의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17)

○ ‘구 노동조합법 제39조 제2호 단서조항이 유니언 샵 정의 법  근

거를 마련해 놓고 있다. 단결강제가 노조의 단결  조직의 강화, 나

아가 노조기능의 활성화를 해 필요한 것으로 볼 때 타당한 입법조

치라고 생각한다.’18) 

○ ‘이 단서조항은 본문에 한 외를 인정한 것인 동시에 그 내용으로 

보아 유니언 샵 정을 포함한 샵 정을 입법상 확인한 규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 다면 동 단서가 특정한 노동조합으로의 단결의 

강제를 포함한 단결강제를 규정(확인)한 것이다.19) 구 노동조합법 제

39조 제2호 단서의 규정은 유니언 샵 정이 마치 사용자의 부당노

동행 (황견계약)에 한 외 규정인 것 같은 형식을 취하지만 오히

려 단결권의 내용으로서의 부당노동행  지와 유니언 샵 정의 

16) 김유성, 앞의 책, 337면; 김치선, 앞의 책, 381면; 김형배, 앞의 책, 176면; 박상필, 

앞의 책 100면; 심태식, 노동법개론, 법문사, 1989, 112면. 그 외에도 계희열, 헌법

학( ), 박 사, 2004, 756면 참조.

17) 참고로 유니언 샵 정은 내용 으로 볼 때 단체 약의 내용  채무  부분(

약체결 당사자인 노동조합과 사용자 등 사이에 용될 권리의무 계를 정하고 있

는 부분으로 약체결 당사자 사이의 계약 일반의 효력만이 인정되는 부분)에 속

한다(노동조합  노동 계조정법, 사법연수원, 223면).  

18) 김치선, 앞의 책, 381면.

19) 송강직, ‘노동조합  노동 계조정법 제81조 제2호 단서의 해석’, 노동법학 제7

호(1997), 한국노동법학회, 336-33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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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성을 동시에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20)

심지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유니언 샵 정 자체를 규정한 것을 제로 

하여 유니언 샵 정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고 하면서, 그 자체의 헌성 

문제를 제기하는 학자도 있다.21)

법원 례도 유니언 샵 정의 근거를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로 폐지되기 이 의 것) 

제39조 제2호 단서에 의하면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

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

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 약의 체결’이 허용되

고 있고, 이러한 단체 약의 조항, 이른바 유니언 (Union Shop) 

정은 노동조합의 단결력을 강화하기 한 강제의 한 수단으로서 근

로자가 표성을 갖춘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고 있는 것이므로 단체 약에 유니언  정에 따라 근로자는 노

동조합의 조합원이어야만 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사용자는 노동조합에서 탈퇴한 근로자를 해고할 의

무가 있다( 법원 1998. 3. 24. 선고 96 16070 결). 

○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2/3 이상을 표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

20) 입법과정에서도 노동조합의 단결강제의 일환으로서 유니언 샵 제도의 허용을 검

토하면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들어가게 되었다(송강직, 단결권, 269, 281면). 

21) ○ ‘제한  조직조항에 의하여 근로자가 자기의 의사와는 계없이 정당사자

인 특정노동조합에 강제 으로 가입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는 것은 결과 으로 

근로자의 단결하는 자유, 즉 극  단결권을 침해하게 된다. ... 유니언 샵 정과 

같은 제한  조직조항은 근로자의 단결선택의 자유에 한 침해, 즉 극  단결

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헌법의 단결권의 보장과의 계로 볼 때 법, 즉 헌

 입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 와 같은 헌  입법인 노동조합법 제39

조 제2호 단서의 유니언 샵 제의 承認을 단결권에 하여 헌법상의 규정이 없는 

미국의 shop 제를 아무런 비 도 없이 그 로 도입한 결과에서 온 것이라고 생각

한다. ... 이와 같이 노동조합법 제39조 제2호 단서는 그 규정의 형식으로 보아 제

한  조직조항을 정하는 것이므로 헌법과의 계에서 볼 때 違憲․無效의 규정

임이 명백하다 ... ’(박상필, 앞의 책, 100-104면)

    ○ ‘노동조합법 제39조 제2호 단서에서는 ... 유니언 샵을 일정한 제한 하에서 인

정하고 있다. ... 유니언 샵은 단결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에 노동조합법 제

39조 제2호 단서의 규정은 헌의 소지가 높다.’(심태식, 앞의 책, 112, 2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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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 약을 체결하는 것은 구 노동조합법

(1996. 12. 31. 법률 제5244호 부칙 제3조로 폐지) 제39조 제2호 본문 

후단에 반되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그에 한 할행정청의 단체

약시정명령은 정당하다( 법원 1997. 4. 11. 선고 96 3005 결). 

나아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과정을 살펴보더라도 입법당시부터 노

동조합의 요구에 의한, 노동조합의 단결강제, 즉 유니언 샵 제도를 보장하

기 한 목 으로 입법화된 것이다.22) 1987년 각 정당  한국노동조합총

연맹은 유니언 샵 제도의 입법화를 요구하 고(이에 앞서 1980. 12. 31. 노

조법 개정에서 종 부터 있던 구 노동조합법 제39조 제2호 단서가 특별한 

이유 없이 삭제되었음), 정부도 국회 보건사회 원회에서 노사의 힘의 균

형을 도모하기 하여 일정한 조건하에서 유니언 샵 정제도를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으며,23) 법안심사소 원회에서 개정안이 작

성되어 구 노동조합법 제39조 제2호 단서와 같이 입법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소극 인 의미24)를 갖는 

외에도, 노동조합이 조직강제 수단인 유니언 샵 정을 법․유효하게 체

결할 수 있는 실정법  근거를 부여하고 있거나 어도 유니언 샵 정을 

법․유효하게 체결할 수 있는 지배  노동조합의 범 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기본권 제한 여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유니언 샵 정의 실정법  근거조항이거나 어도 

22) 송강직, 단결권, 280면. 

23) 당시 노동부장 은 조합원의 가입제도(샵제도)에 한 질의 답변에서 「노동조

합의 효율 인 단결권과 운 을 보장하기 해서 근로자의 노동조합에 한 가입

제도를 지 하면서 ... 이번 노동조합법을 개정 심의하는 과정에서 체 근로자의 

의식과 단결 인 힘을 조  부추기는 의미에서 제한 인 의미의 ‘유니언 샵’ 제도

의 허용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히고 있다(송강직, 단결권, 281면).

24) 이 사건 법률조항은, 노동조합이 조직을 확 하고 단결력과 단체교섭력을 강화

하여 보다 등한 노사자치 질서를 형성하며, 나아가 소속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향상시키기 하여,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표하고 

있는, 즉 표성을 갖춘 노동조합(지배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

으로 하는 단체 약을 체결하는 것은 사용자 측면에서 부당노동행 로서 지되

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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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언 샵 정을 법․유효하게 체결할 수 있는 지배  노동조합의 범

를 규정한 것으로서, 그 내용도 특정한 지배  노동조합으로의 단결강제를 

정하면서 특히 복수노조의 설립이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한시 으로 

복수노조의 설립을 지한 노조법 부칙 제5조 제1항과 맞물려) 그 지배  

노동조합에 가입하기를 원치 않는 개별근로자의 단결선택권 등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다.25)

즉 이 사건 법률조항은 비록 명시 으로 근로자의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 

는 단결선택권을 침해․박탈하고 있지는 않지만 지배  노동조합으로 하

여  사용자와 사이에 해당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

는 단체 약을 체결할 수 있는 실정법  근거를 부여함으로써 근로자의 단

결선택의 자유를 직  제한하고 있다(사용자와 지배  노동조합 사이의 유

니언 샵 정은 이 사건 법률조항과 같은 실정법  근거가 없다면 사용자

의 측면에서는 부당노동행 에 해당되어 허용될 수 없고, 노동조합의 측면

에서는 조직강제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없게 된다).  

물론 유니언 샵 정 자체에 의하여 기본권이 제한될 소지도 없지 아니

하나, 그 다고 하여 유니언 샵 정의 근거가 되는 이 사건 법률조항 자

체가 개별근로자에 한 기본권 제한과 아무런 련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본래 유니언 샵 정 자체는 단체 약의 내용  채무  부분에 속

하는 것이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러한 유니언 샵 정에 한 실정법  

근거가 됨( 법성)과 동시에 유효하게 유니언 샵 정을 체결할 수 있는 

노동조합의 범 를 정해주고 있는 것이다(유효성).

나아가 이러한 조직강제는 그 내용에 따라 어느 당한 노동조합에 가입

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일반  조직강제의 경우 근로자의 단결하지 아

25) 노동조합  노동 계조정법, 사법연수원, 224-226면 참조; 「... 이 사건 법률조

항은 소극  단결권이 헌법 제33조 제1항에 보장되어 있다고 볼 수 없는 한 동 

조항에 배되는 헌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우리나라에서는 부분의 노동

조합이 기업별로 조직되어 있고 단 기업 내에 제2노조가 존재하고 있지 않기 때

문에 일반  조직강제조항인 유니언 샵 조항이라 하더라도 실제로는 제한  조직

강제조항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하게 된다. 그러므로 사용자가 입사 후 일정한 기

간 내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신입사원에게 이 조항을 근거로 해고 등의 불

이익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결과 으로 ‘특정’노동조합에 가입할 것을 강제하는 것

이 되어 단결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가 된다」(김형배, 앞의 책, 17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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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할 자유만을 제한하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

로 하는 제한  조직강제의 경우 근로자의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뿐만 아니

라 단결선택권마  제한한다.26) 

2. 근로자의 단결권 등 침해 여부 

가. 기본권충돌의 문제 

(1) 문제의 소재

일반 으로 노동조합의 조직강제는 근로자로 하여  어떠한 노동조합 

는 특정한 노동조합에 가입할 것을 강제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조직을 유

지․강화하는데 기여하는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한편으로 그러한 노동조

합에 가입을 원하지 않는 근로자 개인의 단결하지 않을 자유나 노동조합의 

가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는 측면도 함께 지니고 있다. 이러한 

근로자 개인의 단결권에 한 제약의 문제는 결국 노동조합의 조직강제에 

한 실정법  근거규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노동조합

의 집단  단결권과 서로 충돌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동일한 기본권, 즉 

단결권의 내용이 되는 개인  단결권과 집단  단결권이 서로 다른 주체의 

측면에서 충돌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으나 기본권의 충돌임은 분명하다).27) 

26) 일반 으로 ‘조직강제권’이라 함은 노동조합의 조직률과 통제력을 높여 노동조합

을 강화시키기 하여 비조직 근로자에 하여 조합원자격의 취득  유지를 강

제할 수 있는 근로자단체의 권리를 의미한다. 조직강제는 보통 조합원자격을 근

로자의 채용  계속고용의 조건으로 하는 단체 약상의 샵(Shop) 조항을 통하여 

이루어지는데, 노동조합의 조직률과 통제력을 높임으로써 노동조합을 강화시키는 

유효한 수단이 되는 반면 비조직 근로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측면도 지니고 있다. 

즉 조직강제는 그 형태에 따라 제한되는 권리의 내용이 상이한데, 일반  조직강

제 즉 특정 노동조합일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 일반에의 가입만이 강

제되는 형태에서는 개별근로자의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만이 제한되지만, 특정 노

동조합(샵 정을 체결한 노동조합)에의 가입을 강제하는 제한  조직강제의 형

태에서는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 외에 다른 노동조합을 결성하거나 그에 가입할 

수 있는 권리 즉 ‘단결선택의 자유’도 제한을 받게 된다.  

27) 독일기본법상 단결의 자유에 있어서도, 개인  단결의 자유와 집단  단결의 자

유가 상반된 작용을 하거나 한 단결체의 단결의 자유가 다른 단결체의 단결의 자

유와 충돌하는 경우 이러한 충돌은 기본법 제9조 제3항 자체 내에서 일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다(독일기본권개론, 헌법재 소, 247-248면); 연방헌법재 소는 단

결체들 사이의 충돌과 입법자에 의한 그 형성은 비례의 원칙을 통하여 규제된다

고 보고 있다(BVerfGE 84, 212/228 ff.).  연방노동법원은 새로운 조합원을 확보

하기 한 노동조합의 선 활동은 상황에 따라서는 노동자 개인의 소극  단결의 



노동조합 노동 계조정법 제81조 제2호 단서 헌소원  667

즉 이 사건 법률조항은 지배  노동조합에게 일정한 형태의 조직강제를 용

인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집단  단결권과 개별근로자의 단결하지 않을 자유 

는 단결선택권과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므로, 이와 같이 두 기본

권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 그 해결방법이 문제된다.

(2) 기본권충돌의 해결방법

일반 으로 基本權의 衝突(Grundrechtskollision)이란 상이한(복수의) 기

본권주체가 서로의 권익을 실 하기 해 하나의 동일한 사건에서 국가에 

하여 서로 립되는 기본권의 용을 주장하는 경우를 말하는데,28) 한 

기본권주체의 기본권행사가 다른 기본권주체의 기본권행사를 제한 는 희

생시킨다는 데 그 특징이 있다.

이와 같이 두 기본권이 충돌하는 경우 그 해법으로는 기본권의 서열이

론, 법익형량의 원리, 실제  조화의 원리( =규범조화  해석) 등을 들 수 

있다.29)30)

자유와 충돌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BAGE 19, 217/227). 

28) 계희열, 헌법학( ), 121면.

29) 기본권충돌의 해결방법에 한, 독일에서의 논의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계희열, 

헌법학( ), 124-128면}. 기본권이 충돌하는 경우 이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것인가에 하여, 체로 ① 입법의 자유 역 이론, ② 기본권의 서열이론, ③ 법

익형량의 원리, ④ 실제  조화의 원리(=규범조화  해석) 등이 제시되고 있다. 

    ① ‘立法의 自由領域 理論’은 헌법에 기본권충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명

시  규정이 없는 경우 법원이나 헌법재 소가 헌법해석을 통하여 해결하는 

것은 당하지 않고 입법자가 독자 으로 갈등을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본권충돌의 문제를 그때 그때 입법을 통하여 해결한다는 것은 매

우 비 실 이고, 기본권충돌의 문제는 기본 으로 기본권의 보호 역을 확

정하는 헌법해석의 문제라는 비 이 제기된다. 

    ② ‘基本權의 序列理論’은 서로 충돌하는 기본권 에서 보다 요하고 보호가

치가 큰, 즉 보다 서열이 높은 기본권을 우선시킨다는 것이다. 가령 헌법의 

최고가치이며 기본권  가치체계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인 인간의 존엄권은 

다른 모든 기본권에 해 최고의 지 를 갖는다. 따라서 인간의 존엄권에 가

까운 기본권과 그 지 못한 기본권에 따라 그 친근의 정도에 따라, 는 개

별 기본권제한의 방식과 정도에 따라, 그 밖에 경제  자유에 하여 정신  

자유의 우 를 인정하거나 사익에 련된 기본권에 하여 공익에 련된 

기본권의 우 를 인정하는 등 기본권간의 계질서(서열)를 어느 정도 확정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본권의 서열을 정하는 것이 부분 으로만 어

느 정도 가능하나 모든 기본권의 서열을 분명하게 확정하는 것은 불가능하

다는 반론이 제기된다. 

    ③ ‘法益衡量의 原理’는 기본권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 이들을 비교형량하여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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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큰 법익을 우선 시키는 것이다. 충돌하는 기본권을 어떤 방법으로 형량하

여 법익의 우열을 객 으로 결정할 것인가의 문제가 제기되나, 법익을 형

량하여 그 우열을 객 으로 확정할 한 방법이 없기 때문에 결국 기본

권의 서열을 원용하여 형량하게 된다. 기본권의 서열이론에서와 같은 비 이 

제기될 수 있다. 보다 큰 문제는 형량을 통하여 보다 큰 법익을 우선시키고 

은 법익을 후퇴시켜야 하는, 즉 큰 이익을 선택하고 은 이익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다. 

    그 기 때문에 독일 연방헌법재 소는 오fot 동안 이익형량을 하면서도 상호 충

돌하는 기본권의 하나를 배제시키는 것이 아니라 양 법익의 조화(타 ) 을 찾아

내려 하고(가령 BverfGE 35, 202/225; BverfGE 59, 234/261), 타 이 어려운 경우 

안( 충안)의 발견을 시도하 다(가령 BverfGE 39, 1/43).

    ④ ‘實際的 調和의 原理(= 規範調和的 解釋)’는 기본권이 충돌하는 경우 성

한 법익형량에 의하여 양자택일 으로 하나의 법익만을 실 하고 다른 하나

의 법익을 희생시켜서는 안 되고, 기본권의 서열과 상 없이 헌법의 통일성

의 원리라는 에서 양 법익을 모두 최 한 실 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헌

법상 보호되는 모든 기본권은 가능한 한 그 어느 하나도 희생됨이 없이 모

두 동시에 가장 잘 실 되도록 상호 整序되어야 하고, 이를 하여 두 개의 

기본권이 모두 가장 잘 실 될 수 있는 경계가 그어져야 하며, 이러한 경계

는 구체  사건에서 그때 그때 비례 으로 정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비례 이란 충돌하는 기본권을 제한하여 정서하는 경우 그 제한은 최소한도

에 그쳐야 하고(최소침해의 원칙), 그 제한의 방법은 합하여야 하며( 합성

의 원칙), 제한된 기본권간에는 비례 계가 성립되어야 한다( 의의 비례의 

원칙)는 것이다.  

30) 기본권충돌에 한 우리나라에서의 논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기본권충돌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어느 하나의 원리에 의존할 수만은 

없는데, 그래도 가장 하게 해결해 주는 방법은 충돌하는 기본권을 어느 

하나도 희생시키지 않고 모두 최 한 실 시키는 ‘실제  조화의 원리’에 의

한 해결이고, 사건의 성질상 충돌하는 기본권을 동시에 모두 실 시킬 수 없

고 그 의 하나를 희생시킬 수밖에 없는 경우(가령 인공임신 의 경우) 

우선 안( 충안)의 발견을 해 노력해야 하며, 그것도 불가능한 경우에는 

‘법익형량의 원리’에 따라 보다 큰 법익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계희열, 앞의 

책, 128면).

    ○ 기본권의 상충 계가 발생한 경우 이익형량에 의한 해결방법과 규범조화  

해석에 의한 해결방법이 있다. 이익형량의 기 으로 상 기본권우선의 원칙, 

인격  가치우선의 원칙  자유우선의 원칙을 들 수 있고, 규범조화  해석

의 구체  방법은 과잉 지의 방법, 안식 해결방법, 최후수단의 억제방법 

등을 들 수 있는데, 상충하는 기본권의 문제는 이익형량과 규범조화  해결

방법을 모두 동원하여 다각 으로 검토되어야 한다(허 , 한국헌법론, 박

사, 2006, 264-268면); 自由優先의 原則은 자유를 실 하기 한 기본권과 평

등을 실 하기 한 기본권이 상충하는 경우 ‘자유’의 가치를 ‘평등’의 가치

보다 우선시킴으로써 ‘자유 속의 평등’, ‘자유의 평등’을 실 하는 것이 옳다

는 것이다. 過剩禁止의 方法은 상충하는 기본권 모두에게 일정한 제약을 가

함으로써 두 기본권 모두의 효력을 양립시키되 두 기본권에 한 제약은 필

요한 최소한에 그치도록 하는 방법이다. 代案式 解決方法은 상충하는 기본권

을 다치지 않는 일종의 안을 찾아내서 기본권의 상충 계를 해결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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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 소는 기본권충돌의 문제에 하여 충돌하는 기본권의 성격과 

태양에 따라 그때그때마다 한 해결방법을 선택, 종합하여 이를 해결하

여 왔다. 컨 ,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제7조 헌확인 사건에서 흡연권

과 연권의 계처럼 상하의 계질서가 있는 기본권끼리 충돌하는 경우

에는 상 기본권우선의 원칙에 따라 하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다고 보아

서 흡연권은 연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 인정된다고 단한 바 있다

(헌재 2004. 8. 26. 2003헌마457, 례집 16-2, 355, 361 참조). , 정기간행

물의등록등에 한법률 제16조 제3항 등 헌여부에 한 헌법소원 사건에

서 동법 소정의 정정보도청구권(반론권)과 보도기 의 언론의 자유가 충돌

하는 경우에는 헌법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하여 상충하는 기본권 모두가 

최 한으로 그 기능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조화로운 방법이 모

색되어야 한다고 보고, 결국은 정정보도청구제도가 과잉 지의 원칙에 따

라 그 목 이 정당한 것인가 그러한 목 을 달성하기 하여 마련된 수단 

한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정도가 인격권과의 사이에 정한 비례를 유

지하는 것인가의 에서 심사를 한 바 있다(헌재 1991. 9. 16. 89헌마165, 

례집 3, 518, 527-534 참조). 

나. 근로자의 소극  단결권(단결하지 아니할 자유)과 노동조합의 

극  단결권의 충돌 

(1) 노동조합의 조직강제는 그것이 일반  조직강제이든 제한  조직강

제이든 근로자의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를 제한할 여지가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은 지배  노동조합의 경우 일정한 형태의 조

방법이다. 後手段의 抑制方法은 안식 해결방법에 의해서도 상충하는 기

본권을 조화시킬 수 없는 경우 유리한 치에 있는 기본권의 보호를 해서 

가능하고 필요한 수단일지라도 그 모든 수단을 최후의 선까지 동원하는 것

만은 삼가하려는 방법이다. 

    ○ 기본권충돌의 문제는 기본 으로 기본권해석의 문제라는 에서 1차 으로 

기본권의 규범내용을 해석론을 통하여 확정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고, 해석론

에 의한 해결에 무리가 있는 경우 2차 으로 기본권의 충돌을 해결할 헌법

원칙들{법익형량의 원칙, 형평성의 원칙(공평한 제한의 원칙, 안발견의 원

칙)}을 용할 수 있을 것이며, 마지막 3차  거로써 외 인 경우에 최

종 으로 입법에 의한 해결을 기 할 수 있다(권 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5, 339-34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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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강제를 용인하고 있으므로 여기서 근로자의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와 노

동조합의 극  단결권(조직강제권)이 충돌하는 상황이 생긴다. 

(2) 소극  단결권의 인정 여부 

(가) 독일에서의 논의 

독일기본법은 일반  결사의 자유(제9조 제1항)의 특수한 경우로서 ‘단

결의 자유’ 즉, 근로조건과 경제조건의 유지와 개선을 하여 단체를 결성

할 자유와 이 목 을 공동으로 추구할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제9조 제3항). 

학설은 체로 단결의 자유에는 설립과 가입의 자유, 탈퇴의 자유와 결사

를 멀리할 자유(소극  단결의 자유), 그리고 단결체 자체의 보호와 형

인 단결체  활동에 의하여 제9조 제3항에 열거된 목 을 추구할 권리의 

보호를 포함하는 것으로 악하고 있다.31) 연방헌법재 소도 단결권을 규

정한 독일기본법 제9조 제3항에서 직  소극  단결권을 이끌어 내고 극

 단결권과 등하게 이를 인정하고 있다.32) 

(나) 우리 학계의 논의    

헌법 제33조 제1항의 단결권에 소극  단결권(단결하지 아니할 자유 

는 단체 불가입의 자유)까지도 포함되는지에 하여 포함 정설33)과 포함

31) K. Hesse, 계희열 역, 통일 독일헌법원론, 박 사, 2001, 257면.

32) 계희열, ‘基本權으로서의 消極的 團結權 - 그 認定 否에 한 西獨에서의 論議 

-’, 「노동법과 노동정책」, 김진웅박사화갑기념논문집, 일신사, 1985, 31면; 기본

법 제9조 제3항은 사단자치에 부합하는 단결체의 자치 이외에도 기존의 결사에의 

가입, 잔류, 그 조직 안에서의 조직과 활동을 통한, 이른바 극  단결의 자유를 

보호한다. 그 밖에도 단결체에 가입하지 않을 권리나 단결체로부터 탈퇴할 권리, 

이른바 소극  단결의 자유도 제9조 제3항의 보호 역에 속한다(BverfGE 50, 

290/367, BverfGE 64, 208/213, 독일기본권개론, 헌법재 소, 242면). 

33) 근로자의 단결권에 자유권의 성질도 있다고 보고서,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 즉 

소극  단결권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입장이다. 그 근거로 ① 단결하지 않을 자

유인 소극  단결권은 단결할 자유인 극  단결권의 이면(裏面)으로, 근로자에

게는 그가 원하는 단결체를 자유롭게 선택하고 원하지 아니하는 단결체에 가입하

지 아니할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고, ② 단결권 가운데 자유권  기본권의 본질

이고 핵심 인 내용은 원하지 아니하는 행 를 국가나 타인으로부터 강제당하지 

않는 것이며, ③ 역사 으로 단결권은 극  단결권의 확보에 있었지만 이는 소

극  단결권을 부인하는 과정에서 발 되어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극  단결

권은 무나 당연한 기본권이므로 이에 한 보호가 주목을 받지 못하 고, ④ 

소극  단결권을 부인하는 견해는 근로자 개인이 가진 소극  단결권의 내용을 

다른 근로자 는 노동조합의 극  단결권의 행사, 즉 단결강제의 범 로 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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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설34)의 립이 있으나, 학자들의 체 인 견해는 우리헌법에서 보장

하여 특정 근로자의 단결권에 한 구체  논의를 회피한 논리  비약이 있다는 

것을 들고 있다. 

    ○ 근로자의 노동3권에 하여 자유권성과 생활권성을 모두 인정하면서(自由權

과 生活權의 交叉效果) 단결권의 내용에 노동조합  쟁의단체와 무 할 수 

있는 소극  단결권을 포함시키는 견해가 있다(허 , 헌법이론과 헌법, 박

사, 2005, 622-625면). 

    ○ 소극  단결권이 원칙 으로 인정되어야 하지만, 독일에서의 경험과 발 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처럼 아직 노동조합의 역사가 짧고 조합원의 수나 활동

도 미미한 상태에서 극  단결권과 마찬가지로 강력한 소극  단결권을 

보호하는 경우 노동조합의 결성, 단결과 힘을 더욱 약화시키고 축시킬 

험이 없지 않다는 데 주의해야 하며, 따라서 한편으로 노동조합의 단결과 힘

을 약화시키지 않으면서 다른 한편으로 개인의 자유가 침해되거나 극  

단결권이 변질되지 않도록 하는 범  내에서 보호되어야 한다는 입장도 있

다{계희열, 앞의 논문, 35면; 계희열, 헌법학( ), 756면}.

    그 외 유성재, ‘유니언 (Union Shop) 정과 소극  단결권’, 앙법학 제5집 

제1호(2003), 29면; 석, ‘國家와 勞動組合; 憲法的 接近’, 한림법학 FORUM 제

5권(1996), 91면. 

34)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는 단결권은 극  단결권만을 그 내용으로 하고, 단결하

지 아니할 자유는 일반  행동의 자유(헌법 제10조) 내지 결사의 자유(헌법 제21

조 제1항)에 속하는 것일 뿐 단결권의 내용을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그 근거로 

① 헌법 제33조 제1항에서 보장하는 단결권은 헌법 제21조 제1항에서 규정한 결

사의 자유와 구별하여 특별히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해 정한 권리이고, 

② 단결권 보장의 이념은 근로자의 생존권실 에 있는데 그 실 은 극 인 단

결을 통해서만 이룰 수 있고, 단결하지 않을 자유는 근로자의 단결과 연 를 교

란하여 생존권의 실 에 방해가 되며, ③ 역사 으로 단결권은 근로자의 단결을 

국가로부터 방해받지 않을 자유로부터 성립․발 한 것이고 다른 기본권처럼 단

결하지 않을 자유를 포함한 권리까지 쟁취한 권리가 아니며, ④ 독일기본법 제9

조 제3항에서 보장하고 있는 단결권은 근로자만이 아니라 사용자에게도 보장된 

권리로서 우리 헌법상 결사의 자유와 유사한 규정이므로 독일에서는  규정을 

근거로 소극  단결권을 인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우리 헌법에서는 결사의 자유

와 분리하여 단결권을 보장한 제33조 제1항의 해석상 소극  단결권을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 등을 들고 있다. 

    ○ 권 성, 헌법학원론, 672면(소극  단결권은 헌법 제33조 제1항의 내용으로서

가 아니라 일반  행동의 자유 내지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자유로서 보장

된다); 김철수, 헌법학개론, 박 사, 2005, 852면(소극  단결권은 결사의 자

유의 문제로 악함); 김유성, 앞의 책, 29면; 김치선, 앞의 책, 152면; 김형배, 

앞의 책, 174면; 박상필, 앞의 책, 98면; 신인령, ‘단결선택권 보장과 그 제한

의 한계 -노동법개정 정국에 즈음한 복수노조  유니온샾 정 허용 여부를 

둘러싼 논쟁을 심으로-’, 이화여자 학교 법과 학 「사회과학논집」, 제8

집, 1988, 93-94면; 심태식, 앞의 책, 111면; 임종율, 노동법, 박 사, 2004, 20

면. 다만 김형배 교수는 헌법 제33조 제1항에 규정된 단결권은 근로자의 

극  단결권을 보장하는 것이고 소극  단결권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비록 소극  단결권이 단결권의 내용이 될 수는 없으나 그 권리도 ‘일반 인 

행동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상의 보호를 받는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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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단결권은 극  단결권만을 의미하고 소극  단결권은 이에 포함되

지 않으며,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는 일반  행동의 자유(헌법 제10조) 는 

결사의 자유(헌법 제21조 제1항)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보고 있다. 

(다) 헌법재 소의 선례  

헌법재 소는 단결권의 구체 인 보장 내용에 하여 다음과 같은 의미 

있는 시한 바 있다.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결사의 자유(제21조)를 

보장하면서 결사의 한 형태인 노동조합에 하여는 헌법상 결사(각종 단

체)와는 다른 특별한 보호와 규제를 하고 있다(제33조). 노동조합은 “근로

자들이 자주 으로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 ․사회  지

의 향상을 도모할 목 으로” 하는 단체이고  그러한 목 수행에 필요

한 조직을 갖추고 있다(헌법 제33조 제1항, 노동조합 노동 계조정법 제1

조, 제2조). 반면에, 헌법 제21조의 결사체인 각종 단체는 그 설립목 이 노

동조합과는 다르고 그 조직이 헌법에서 연유된 것도 아니며  그러한 조

직을 형성하도록 명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노동조합과 각종 단체의 헌법

상 차이는, 결사의 자유의 경우 단체를 결성하는 자유, 단체에 가입하는 자

유뿐만 아니라 단체를 결성하지 아니할 자유, 단체에의 참가를 강제당하지 

아니할 자유, 단체를 탈퇴할 자유를 포함하는데 반하여, 근로자의 단결권은 

단결할 자유만을 가리킬 뿐이다. 따라서 노동조합의 경우, 사용자와의 교섭

력을 확보하기 하여 사실상 어느 정도의 조직강제 내지 단결강제를 수반

하게 되는 것이다(노동조합 노동 계조정법 제81조 제2호).」(헌재 1999. 

11. 25. 98헌마141, 례집 11-2, 614, 623).

헌법재 소의 이 결정은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단결권이 극  단결

권만을 의미할 뿐 소극  단결권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고 

보여진다. 

극  단결권이 곧 단결에 가입하지 아니할 인간의 행동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근거는 되지 못한다고 한다. 따라서 단결권의 내용에 한 한 

행사를 해서는 어느 정도 단결강제가 용인되지 않을 수 없으나 그것이 헌

법상 당연히 제되어 있는 것은 아니므로 단결권의 구체 인 해석에 맡기

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한다(김형배, 앞의 책, 174-17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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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동조합의 조직강제권(집단  단결권)  

노동조합도 단결권의 주체가 된다는 데에는 이론이 없다. 단결권은 근로

자가 단결체를 조직할 권리  그에 가입하고 거기에 머무를 권리뿐만 아

니라 단결체 자체의 존립과 활동에 한 권리도 포함하는 이  기본권이

기 때문에 개인의 극  단결권과 집단  단결권을 모두 포함한다. 노동

조합의 집단  단결권은 단체존속의 권리, 단체자치의 권리  단체활동의 

권리를 포함한다. 단체존속의 권리는 단체의 존립, 유지, 발 , 확장 등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고, 단체자치의 권리란 근로자단체의 조직  의사

형성 차를 자주 으로 결정할 권리를 말하며, 단체활동의 권리는 근로조

건의 유지와 향상을 한 활동, 즉 단체교섭, 단체 약체결, 단체행동, 단체

의 선   단체가입의 권유 등을 할 권리를 말한다.35)

노동조합의 조직강제권은 노동조합의 조직률과 통제력을 높여 노동조합

을 강화시키기 하여 비조직 근로자에 하여 조합원자격의 취득  유지

를 강제할 수 있는 단결체의 권리로서, 단체존속 는 단체활동의 권리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노동조합의 조직강제권은, 단결권이 자유권  성격  

사회권  는 차보장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계로 한편으로는 

입법자에 의한 범 한 형성(形成)에 의존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입법

자에 의한 폭넓은 제한(制限)을 받는다고 할 것이다.36) , 노동조합의 조

직강제는 그 수단과 방법에 따라, 컨  노동조합이 직  비조직 근로자

를 상으로 가입선 을 하는 것에서부터 사용자와의 단체 약(유니언 샵 

정 등)  격차조항, 단체 약배제조항, 연 지 조항 등 간  조직

강제까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헌법재 소도 앞서 본 98헌마141결정에서 노동조합의 경우 사용자와의 

교섭력을 확보하기 하여 사실상 어느 정도의 조직강제 내지 단결강제를 

수반하게 된다(노동조합 노동 계조정법 제81조 제2호)고 밝히고 있다(

례집 11-2, 614, 624).

35) 계희열, 헌법학( ), 754면. 

36) 한수웅, ‘근로3권의 법  성격과 그 한계’, 청암 정경식박사 화갑기념논문집, 

「법과 인간의 존엄」, 1997, 226-230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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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두 기본권 충돌의 해결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결성하지 아니할 자유나 노동조합에 가입을 강제

당하지 아니할 자유, 그리고 가입한 노동조합을 탈퇴할 자유는 근로자에게 

보장된 단결권의 내용에 포섭되는 권리로서가 아니라 헌법 제10조의 행복

추구권에서 생되는 일반  행동의 자유 는 제21조 제1항의 결사의 자

유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이와 같이 근로자의 단결하지 아니할 자

유와 노동조합의 극  단결권이 충돌하는 경우 단결권 상호간의 충돌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여 히 헌법상 보장된 일반  행동의 자유 는 결사의 

자유와 극  단결권 사이의 기본권충돌의 문제는 남게 된다.   

그런데, 근로자는 노동조합과 같은 근로자단체의 결성을 통하여 집단으

로 사용자에 항함으로써 사용자와 등한 세력을 이루어 근로조건의 형

성에 향을 미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는 의미에서 단결권은 ‘사회  

보호기능을 담당하는 자유권’ 는 ‘사회권  성격을 띤 자유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헌재 1998. 2. 27. 94헌바13등, 례집 10-1, 32, 44 참

조), 일반 인 시민  자유권과는 질 으로 다른 권리로서 설정되어 헌법

상 그 자체로서 이미 결사의 자유에 한 특별법 인 지 를 승인받고 있

다.37) 이에 비하여 일반  행동의 자유는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 속에 

함축된 그 구체 인 표 으로서, 이른바 보충  자유권에 해당한다(헌재 

1998. 10. 29. 97헌마345, 례집 10-2, 621, 633; 헌재 2002. 10. 31. 99헌바

76등, 례집 14-2, 410, 428 참조).38)

따라서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와 극  단결권이 충돌하게 되더라도, 근

37) 허 , 한국헌법론, 507면. 근로자의 단결권은 ‘結社의 自由’에 한 특별법  성

질을 가지기 때문에 단결권이 용되는 범  내에서는 ‘결사의 자유’의 효력은 배

제된다. 근로자의 단결권에 의한 노동조합 등이 ‘결사의 자유’에 의한 ‘一般結社’와 

본질 으로 다른 은 일반결사에서는 결사구성원이 개별 으로도 할 수 있는 일

을 단체의 형태로 행하는 것이지만, 노동조합  쟁의단체에서는 그 구성원이 혼

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을 단체의 힘으로 행한다는 이다.; 이승욱, ‘노조법상 유니

언 제도(단결강제제도)의 헌 여부’, 헌법실무연구 제4권(2003), 헌법실무연구회

편, 박 사, 323면. 

38) 다만 ‘개별 기본권이 용되는 경우에는 일반  행동의 자유는 제한되는 기본권

으로서 고려되지 아니 한다’는 이른바 일반  행동의 자유의 ‘보충  자유권’성 자

체로부터 극  단결권이 단결하지 않을 자유보다 우선한다는 결론이 곧바로 도

출되지는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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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자에게 보장되는 극  단결권이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보다 특별한 의

미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고, 노동조합의 조직강제권도 이른바 자유권을 

수정하는 의미의 생존권(사회권)  성격을 함께 가지는 만큼 근로자 개인

의 자유권에 비하여 보다 특별한 가치로 보장되는  등을 고려하면,39)40) 

노동조합의 극  단결권은 근로자 개인의 단결하지 않을 자유보다 시

된다고 할 것이어서 노동조합에 극  단결권(조직강제권)을 부여한다고 

하여 이를 두고 곧바로 근로자의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의 본질 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다. 근로자의 단결선택권과 노동조합의 집단  단결권의 충돌 

(1) 심사의 방법 

이 사건 법률조항은 특정한 노동조합의 가입을 강제하는 단체 약의 체

결을 용인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의 개인  단결권(단결선택권)과 노동조합

의 집단  단결권(조직강제권)이 동일한 장에서 서로 충돌한다.  

39) 단결하지 않을 자유를 단순한 일반  행동의 자유로 보는 견해에 의하면, 노동

조합의 조직강제권은 생존권에 해당하는 만큼 생존권의 자유권수정  의의에 따

라 개인근로자의 ‘자유권’에 우선하여 보장되는 것으로 본다(김유성, 노동법Ⅱ, 29

면); 근로자의 단결권은 기본 으로 생존권  성격을 갖고 있고, 근로자가 어떠한 

단결체의 가입도 모두 거부하는 단결하지 않을 자유는 단결권의 한 모습으로서 

조직강제와 동일한 차원에서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조직강제에 의해 제한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김홍 , ‘사용자가 유니언 샵 정에 따른 해고를 거

부한 경우 지배개입의 성립 여부 - 법원 1998. 3. 24. 선고 96 16070 결 - ’ 

노동법연구 제8호, 서울 학교노동법연구회, 1999, 399면); 근로자도 인격체로서 

존 되어야 하고 국민의 일원으로서 행동의 자유를 가지므로 노동조합에 가입하

지 않거나 노동조합에서 탈퇴할 자유를 가진다고 할 것이나, 이는 단결권의 내용

은 아니며 생존권  기본권으로서의 단결권과 동등한 가치를 가지는 것도 아니다

(임종률, 노동법, 박 사, 2004, 20면).

40) 단결하지 않을 자유의 헌법상 근거를 ‘일반  행동의 자유’에서 찾는다고 하더라

도, 종속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단결을 통하여 근로조건의 공동결정을 도모하

고 궁극 으로는 인간다운 생활을 확보할 수 있다는 헌법  단을 제로 하는 

한 극  단결권 자체는 소극  단결자유보다는 가치 으로 일반 으로 우 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소극  단결자유는 개인의 시민으로서의 자유권에 해당하고, 

극  단결권은 사회권  자유권 내지 집단  자유권을 의미하기 때문에 양자는 

출발 에서 이미 상이하다. 일반  행동의 자유로서 소극  단결자유는 가치 으

로 극  단결권 내지 단결강제에 우선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양 기본권이 충돌

할 경우에는 소극  단결자유의 본질  내용을 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이승욱, 

앞의 논문, 323, 336, 34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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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개인  단결권과 집단  단결권이 충돌하는 경우 기본권의 서

열이론이나 법익형량의 원리에 입각하여 어느 기본권이 더 상 기본권이라

고 단정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개인  단결권은 헌법상 보장된 근로3권의 

기 이자 집단  단결권의 제가 되는 반면에,41) 집단  단결권은 개인  

단결권을 바탕으로 조직․강화된 단결체를 통하여 사용자와 사이에 실질

으로 등한 계를 유지하기 하여 필수불가결한 것이기 때문이다. 즉 

개인  단결권이든 집단  단결권이든 기본권의 서열이나 법익의 형량을 

통하여 어느 쪽을 우선시키고 다른 쪽을 후퇴시킬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헌법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하여 상충하는 기본권 

모두가 최 한으로 그 기능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조화로운 방법을 

모색하되(규범조화  해석; 헌재 1991. 9. 16. 89헌마165, 례집 3, 518, 

529 참조), 법익형량의 원리, 입법에 의한 선택  재량 등을 종합 으로 참

작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2) 제한목 의 정당성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정하고 있는 조직강제는 에서 본 바와 같이 근

로자의 단결체인 노동조합의 조직유지  강화에 목 이 있고, 이를 통하

여 궁극 으로는 근로자 체의 지 향상에 기여하는 만큼 단결권을 보장

한 헌법이나 노조법의 이념42)에도 부합하는 것이어서 그 목 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 즉 근로자의 실질 인 자유와 권리는 노동조합을 통한 단

결에 의해서만 실효 으로 확보될 수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바로 이러

한 노동조합의 조직강제권을 실효성 있게 보장하기 한 규정이고, 한 

이러한 제도가 곧바로 근로자의 단결선택권의 본질 인 내용을 침해하는 

41) 團結權은 근로자집단이 근로조건과 그들의 경제  지 를 향상시키기 한 것으

로 근로3권 에서도 기본이 되는 것이다. 근로자의 단결이 없으면 단체교섭이나 

단체행동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단결은 그 자체가 목 이 아니라 사용

자와의 團體交涉을 유리하게 개하기 한 수단으로서 그 의미를 갖는 것이다

(권 성, 헌법학원론, 669면).

42) 노동조합 노동 계조정법 제1조 (목 ) 이 법은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 ·

사회  지 의 향상을 도모하고, 노동 계를 공정하게 조정하여 노동쟁의를 방·

해결함으로써 산업평화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 에 이바지함을 목 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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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볼 수는 없다. 헌법재 소는 이미 노동조합의 경우에 사용자와의 

교섭력을 확보하기 하여 사실상 어느 정도의 조직강제 내지 단결강제를 

수반하게 되는 것임을 천명한 바 있다(헌재 1999. 11. 25. 98헌마141, 례

집 11-2, 614, 624).

(3) 제한되는 기본권 상호간에 정한 비례의 유지 

노동조합이 그 조직을 유지․강화하기 하여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

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 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 목 을 달

성하기 하여 효과 이고 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43) 단체 약을 

매개로 한 조직강제는 일 이 미국, 독일 등 여러 나라에서 형태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노동운동의 발 과정 속에서 나타난 공통 , 보편  상이

었고, 유니언 샵 정과 같은 단체 약상의 조직조항을 이용하는 것 외에 

달리 실효성 있는 체  수단을 상정하는 것도 용이하지 않다. 다만 노동

조합의 와 같은 조직강제는 기본 으로 근로자의 단결선택권에 한 제

한을 수반하고 있으므로 제한되는 근로자의 단결선택권과 사이에 법익의 

균형을 도모할 필요성, 즉 근로자 개인의 단결선택권을 무리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조화로운 범  내에서 일정한 한계를 설정하는 것이 요청된다

고 할 것이다.  

이러한 에서 볼 때 먼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단체 약을 매개로 한 

조직강제를 법․유효하게 할 수 있는 노동조합을 일정한 범 로 한정하

고 있다. 즉 조직강제 는 이에 따른 해고 등 신분상 불이익에 한 정당

성을 뒷받침할 정도로 충분한 지배  조직, 즉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

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표하고 있는 노동조합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

다(참고로 일본 노동조합법 제7조 제1호 단서에서는 이보다 더 완화하여 

43) 효과 인 조직강제의 방법으로 조합원만을 고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사용자의 

채용의 자유를 직 으로 제한하는 크로즈드 샵(closed shop)이나 해고의 을 

통한 단결강제를 도모하는 유니언 샵(union shop)이 모색되어 온 것은 노동운동

의 일반 인 발 단계에서 공통 인 것이다. 특히 유니언 샵 정은 근로자에 

하여 조합가입․잔류와 해고 험의 감수 간에 양자택일을 강요함으로써 실질 으

로 노동조합에의 가입을 강제한다는 에서 우 조항, 단체 약배제조항 등 다른 

조직강제조항에 비하여 노동조합의 조직의 유지․확 에 강력한 효과를 가진다

(이승욱, 앞의 논문, 307, 315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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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과반수를 표하는 노동조합’으로 규정하고 있음). 

한 지배  지 에 있는 노동조합의 권한남용으로부터 개별근로자를 

보호하기 하여 사용자는 근로자가 당해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을 이유

로 신분상 불이익한 행 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근로자의 단결선

택권을 필요․최소한으로 제한하고 있다.44) 바꾸어 말하면 이 사건 법률조

항은 근로자의 단결선택권이 제한되는 조직강제의 범 를 오직 근로자가 

자발 으로 노동조합을 탈퇴하거나 이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45) 

나아가 궁극 으로 근로자들은 노동조합을 결성․강화하고, 그 단결체의 

활동을 통하여 실질 으로 단결권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지배  노동

44) 노조법 제81조 제2호 단서의 ‘제명된 것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을 가할 수 없

게 한 것은 통상의 유니언 샵 정의 효력을 제한한 것이며, 동시에 노사의 자율

에 한 입법의 간섭에 해당한다. 이 규정의 신설 당시 제137회 국회 보건사회

원회의 회의록  문 원검토보고서는 유니언 샵 정의 악용을 지 하고 있다

(제137회 국회보건사회 원회회의록 제8호, 11면); 이 조항이 노동조합의 제명으

로 근로자가 신분상의 불이익(해고, 휴직․ 직 등)을 받지 않도록 한 것은 그러

한 한도에서 단결강제를 제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김형배, 노동법, 177면 참

조); 이것은 소수 가 제명되어 그 고용안정까지 받는 것을 방지하자는 것이

고  한편으로는 당해 노동조합의 제명을 무릅쓸 정도로 그 노동조합을 싫어하

는 자에게 그 노동조합과 연하는 길(소극  단결권 내지 조합선택권)을 열어주

자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행법은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으면서 노동조합에

서 제명되는 길을 열어 노동조합 반 는 특정 노동조합을 싫어하는 근로자에

게 소극  단결권 는 조합선택권의 제약을 최소화하고 있다(임종률, 앞의 책, 

66, 67면); 박종희, ‘복수노조 설립 지 하에서 유니온  정의 효력’, 고려법학

(40호), 2003, 249, 258면 참조. 다만, 유니언 샵 정의 악용 문제를 거론하는 것

은 그 사례나 운용면에서 보면 성 한 지 이 아닐 수 없고, 실제로 조합원이 탈

퇴하면 해고되나 이를 회피하기 하여 반노동조합 인 행 를 하여 제명을 받게 

되면 해고 등의 신분상 불이익한 행 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규정이 

합리성을 히 잃은 규정이라는 지 도 제기되고 있다. 그래서 노조법 제81조 

제2호 단서에서 말하는 ‘제명’은 노동조합 민주주의를 담보하기 한 것으로서 모

든 경우의 제명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제명의 사유가 ‘노동조합의 결정에 반하

여 사용자의 지시에 따른 경우’, ‘사용자의 부당노동행 에 력한 경우’,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 조합비를 6월 이상 지불하지 않은 경우  노동조

합 경리에 하여 한 부정을 한 경우’가 아닌 다른 사유에 의한 것일 때에는 

신분상 불이익한 행 를 지하는 것으로 해석(‘제명’의 사유를 한정 으로 해석)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송강직, ‘노동조합 노동 계조정법 제81조 제2호 단서의 

해석’, 노동법학 제7호, 1997. 한국노동법학회, 340면 참조). 

45) 따라서 노동조합의 조직강제는 그만큼 약화된 형태를 띠게 된다. 이에 하여 

‘變則的 形態’라는 등 비  견해가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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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에 가입을 원하지 않는 개별근로자들도 그러한 노동조합의 활동에 의

한 과실, 즉 노동조합이 획득한 근로조건을 실질 으로 향유하게 된다.46)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정하고 있는 노동조합의 조직강제는 개별

근로자의 단결선택권을 일부 제약하는 면이 있으나, 이를 허용하는 노동조합

의 범 를 지배  지 에 있는 노동조합으로 제한하는 등 근로자의 단결선

택권과 노동조합의 집단  단결권(조직강제권) 사이에 균형을 도모하고 있

고,47) 상충․제한되는 두 기본권 사이에 정한 비례 계도 유지되고 있다.

(4) 입법에 의한 선택  재량  

헌법 제33조 제1항이 보장하는 단결권은 국가공권력에 하여 근로자의 

단결권 방어를 일차 인 목표로 하지만, 근로자단체라는 사회  반 세력

의 창출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노사 계의 형성에 있어서 사회  균형을 이

루어 근로조건에 한 노사간의 실질 인 자치를 보장하려는데 더 큰 의미

가 있다. 이와 같은 단결권의 사회권  측면이 보장되기 해서는 근로자

의 권리행사의 실질 인 조건을 형성하고 유지해야 할 국가의 극 인 활

동을 필요로 한다(헌재 1998. 2. 27. 94헌바13등, 례집 10-1, 32, 44, 45 

참조). 그런데 노동조합의 조직강제는 근로자의 개인  단결권을 바탕으로 

단결체를 조직하고 강화하여 사용자와 사이에 실질 으로 등한 계를 

46) 노동조합이 획득한 근로조건은 비조직근로자도 실질 으로 향유하게 되지만, 비

조직근로자가 그것에 해 아무런 희생과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이익만을 향유하

도록 하는 것(이른바 free rider)은 일반 인 정의 념에 반하는 측면이 있는 것도 

부정할 수 없다(이승욱, 앞의 논문, 315면).

47) 제한  조직강제가 개별근로자의 단결선택권과 ‘충돌’하는 것이긴 하지만 그 다

고 하여 곧바로 단결선택권의 ‘침해’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 효력을 일률

으로 부정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노동조합의 극  단결권과 개별근로자의 단

결선택권의 충돌은 양 권리의 조정 문제를 낳는 만큼, 단결선택권이 일부 제한된

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권리조정에 따른 것이라면 법한 침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노조법이 조직 상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표하고 있는 노

동조합에 해서만 유니언 샵 정의 체결을 허용하되, 그 효력을 제명된 근로자

에게는 미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것은 입법으로써 조직강제권과 단결선택

권을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김유성, 노동법Ⅱ, 30면); 단결강제도 그 

방법에 있어서 단결선택의 자유와 조화될 수 있는 한계를 정하지 아니할 수 없

다. 단결강제의 태양과 단결을 원치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불이익을 고려하여 

가능한 단결강제의 범 를 정할 것이다{白宰奉, 샾(Shop)制度와 團結權論, 「노동

법의 제문제」, 佳山김치선박사화갑기념, 박 사, 1983, 96, 103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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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하기 해서 필수불가결하게 요구되는 것인 반면, 이로 인하여 근로자

의 단결선택권이 제한되는 측면도 있는 탓에 입법자는 이와 같이 보완․상

충 계에 있는 두 기본권을 최 한 보장하는 최 정( 適正)의 경계(境界)

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특히 어떤 범 의 노동조합에게 

어떠한 형태와 방식으로 조직강제권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는 입법자에게 

부여된 입법형성의 선택과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일정한 지배  노동조합의 경우 그 조합원

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 약의 체결을 용인한 것으로서, 노동

조합이 근로자에 한 직 인 강제방법을 피하고 사용자와의 단체 약이

라는 간 인 수단을 매개로 하여 가입을 강제하고 있고, 실제로 이를 통

하여 제한되는 단결권의 범 도 근로자의 단결선택권에 한정될 뿐 단결권 

자체를 면 으로 박탈하는 것은 아니며, 노동조합의 조직강제를 하여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 가운데 달리 더 유효․ 한 수단을 상정

하기도 쉽지 아니한  등을 감안한다면, 이는 입법자에게 부여된 입법 선

택  재량의 범 를 벗어난 것이고 할 수 없다.

(5)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노동조합의 집단  단결권을 보장하기 하

여 특히 유니언 샵 정과 같은 단체 약의 형태로 조직강제를 가능  하

는 실정법  근거조항으로 근로자의 단결선택권과 충돌하는 면이 없지 아

니하나, 체 으로 상충되는 두 기본권 사이에 합리 인 조화를 이루고 

있고 제한에 있어서도 정한 비례 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단결선택권의 본질 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도 볼 수 없다. 결국 이 사

건 법률조항은 근로자의 단결권을 보장한 헌법 제33조 제1항 등에 반되

지 않는다.

라. 반 의견( 헌의견)

반 의견은 헌법 제33조 제1항의 근로3권 보장의 의미, 소수자 보호의 

원칙 등을 보다 시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근로자의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 는 단결선택권을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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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헌법상 보장된 근로3권은 근로자의 생존권을 확보하고 근로조건을 

향상시켜 근로자의 경제  지 를 향상시키기 한 것이다. 한 개개의 

근로자에게는 극  단결권뿐만 아니라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도 보장되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근로자가 특정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을 

고용조건으로 삼아서 특정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와 근로자

의 생존권을 본질 으로 침해하는 것이다.48)

우리 헌법의 기본원리인 자유민주주의는 모든 사람의 존엄성을 존 하

고 모든 사람이 공존공 (共存共榮)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고, 헌법 제

33조 제1항의 취지는 근로자의 생존권을 확보하고 근로조건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근로자의 단결권이나 노동조합의 단결강화권과 단체교섭권

도 모든 근로자의 공존공 을 도모하도록 행사되어야 하고, 그러한 한도에

서만 헌법  보호의 상으로 되는 것이다. 노동조합의 단결강화권과 단체

교섭권은 근로자 체의 지  향상을 하여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근

로조건의 향상을 하여 필요한 경우에도 어느 근로자의 생존권을 근본

으로 하는 해고를 수단으로 삼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근로자의 3

분의 2 이상이 가입한 지배  노동조합이라고 하더라도 그 노동조합에 가

입하는 것을 근로조건으로 삼아 그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거나 탈퇴한 근

로자의 해고를 요구하는 권능을 가질 수는 없다.49) 특정의 노동조합에 가

48) 특정한 노동조합으로의 단결강제, 즉 制限的 組織强制를 내용으로 하는 유니언 

샵 정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근로자는 자기가 원하는 ‘어느 당한 조합’이 아

니라 정당사자인 ‘특정조합’에 강제 으로 가입하여 조합원으로서의 신분을 유

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는 단결권에 내포되어 있는 단결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결과 으로 단결권에 한 침해가 된다(박상필, 한국노동법, 102-104면; 심

태식, 노동법개론, 111면). 고용된 이상 특정조합에 가입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정, 즉 유니언 샵 정은 헌법상의 단결권보장과의 계에서 보아 법․무효라

고 할 것이다. 따라서 구 노동조합법 제39조 제2호의 규정은 제한  조직조항을 

일반 으로 정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극  단결권의 침해를 용인하려고 하는 법한 입법으로서 무효라고 해석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는 유니언 샵 정 등을 당연히 부당노동행 로 보지는 

않으며  그것에 한 구제도 하지 않겠다는 것에 불과하다(김치선, 노동법강의, 

153면).

49) 구 노동조합법 제39조 제2호 단서는 유니언 샵을 일정한 제한 하에서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근로자의 단결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은 물론이고,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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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하지 않거나 탈퇴하 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여 근로자의 지 를 

근본 으로 부정하는 것은 근로자의 생존권 보장과 지 향상을 보장하고자 

하는 헌법 제33조 제1항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고 자유민주주의가 지향하

는 공존공 의 원칙  소수자 보호의 원칙에도 어 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 제33조 제1항의 근로자 단결권이나 노동조합 단

결강화권에 의하여도 정당화될 수 없다. 지배  노동조합이 근로자를 제명

한 경우에는 해고할 수 없도록 하 지만, 노동조합이 조합원인 근로자를 

제명하는 것도 해당 근로자의 의사가 아니라 노동조합의 결정에 맡겨져 있

는 것이므로, 그러한 외규정에 의하여 해당 근로자의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에 한 제한과 생존권에 한 이 완화되거나 정당화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근로자의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를 헌법 제33

조 제1항에 반되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3. 평등권의 침해 여부

가. 심사의 척도 

헌법재 소는 평등 반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비례의 원칙에 따른 심사

(엄격심사)를 하여야 할 경우로서, 첫째 헌법이 스스로 차별의 근거로 삼아

서는 아니되는 기  는 차별을 특히 지하고 있는 역을 제시하고 있

음에도 그러한 기 을 근거로 한 차별이나 그러한 역에서의 차별의 경

우, 둘째 차별  취 으로 인하여 련 기본권에 한 한 제한을 래

하게 되는 경우를 들고 있다(헌재 1999. 12. 23. 98헌마363, 례집 11-2, 

770, 787).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표하고 있는’ 지배  노동조합의 경우에 유니언 샵 정 등 단체 약을 

매개로 하여 그 조직의 유지․강화를 용이하게 하는 반면 그 지 못한 노

조합에의 가입․탈퇴가 당해 근로자의 解雇의 과 련된다는 에서 보면 개

개 근로자의 이익을 하게 해칠 뿐만 아니라 당해 노동조합 내에 있어서의 非

民主的 指  내지 統制의 경향을 양성할 험도 있어 역시 그 헌성이 문제될 

수 있다(심태식, 앞의 책, 1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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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조합(소수노조)의 경우에는 같은 방식에 의한 조직강제가 허용되지 않아 

사실상 조직의 유지․강화에 있어 차별이 생긴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차별은 헌법이 차별의 근거로 삼아서는 아니되는 기  는 차별

을 특히 지하고 있는 역을 제시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와 같은 지배  노동조합에 속하지 않는 소수노조

나 그에 가입하 거나 가입하려고 하는 근로자의 단결권에 하여 한 

제한을 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50) 

따라서 와 같이 평등 반심사에 있어 엄격한 심사척도가 용되는 

역의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완화된 심사척도, 즉 차별기  내지 방

법의 합리성 여부가 헌법  정당성 여부의 단기 이 된다.

나. 평등의 원칙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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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994. 2. 24. 92헌바43, 례집 6-1, 72, 75). 

노동조합의 조직강제는 그 조직의 유지․강화를 통하여 단일하고 결집

된 교섭능력을 증진시킴으로써 궁극 으로는 근로자 체의 지 향상에 기

여하는데 그 존재이유가 있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일정한 조건의 지배  

노동조합에게만 제한 으로 조직강제를 허용하고 있는데다가 지배  노동

조합의 범 를 정함에 있어서도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표하는 단결체로 엄격하게 한정하고 있으며, 소수노조에게까지 

와 같은 형태의 조직강제를 허용할 경우 자칫 반조합의사를 가진 사용자

에 의하여 다수 근로자의 단결권을 탄압하는 도구로 악용될 우려가 있는 

51) 등을 종합 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이 일정한 지배  노동

50) 유니언 샵 정과 같은 조직조항도 체 으로 보면 노동조합의 조직강제 수단

의 한 유형에 불과할 뿐 다른 수단에 의한 조직강제가  불가능한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와 같은 차별취 이 단결권의 핵심 역에 한 제약을 가져온다

고 단정하기 어렵다. 

51) 신인령, 앞의 논문, 96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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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그 조합원에 비하여 소수노조  그에 가입하 거나 가입하려고 

하는 근로자에 하여 한 차별  취 은 합리 인 이유가 있다 할 것이므

로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결정의 의의】

노동조합이 조직의 유지․강화, 궁극 으로 근로자의 지 향상을 하여 

단결강제를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특히 유니언 샵 조항 등 단체 약

을 매개로 하여 근로자에게 특정한 노동조합에의 가입을 강제할 경우 근로

자의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뿐만 아니라 단결선택권까지 제한할 수 있다. 

이 결정은,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표하는 

노동조합의 경우 단체 약을 매개로 한 조직강제를 용인(容認)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① 실질 으로 근로자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

다고 보았고, ② 조직강제를 허용하는 이 조항을 두고서 근로자의 단결하

지 아니할 자유 내지 단결선택권과 노동조합의 조직강제권이 충돌하는, 즉 

기본권충돌의 문제가 생긴다고 악하 으며, ③ 나아가 근로자의 단결하

지 아니할 자유와 노동조합의 극  단결권(조직강제권)이 충돌하는 경우 

근로자의 극  단결권이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보다 특별한 의미를 갖고, 

노동조합의 조직강제권도 근로자 개인의 자유권에 비해 보다 특별한 가치

로 보장된다는 에서 노동조합의 극  단결권이 근로자 개인의 단결하

지 않을 자유보다 시되고, ④ 근로자의 단결선택권과 노동조합의 집단  

단결권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규범조화  해석 원리, 법익형량의 원리, 입법

에 의한 선택  재량 등을 종합 으로 참작하여 심사해야 한다는 기 을 

제시하면서, 이에 비추어 보아도 체 으로 상충되는 두 기본권 사이에 

합리 인 조화를 이루고 제한에 있어서도 정한 비례 계를 유지하고 있

다고 보아서 체 으로 헌법에 반되지 않는다고 단하 다. 

이 결정은 노동조합의 조직강제와 근로자의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 내지 

단결선택권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이를 해결하기 한 일응의 기 을 제시

하 다는 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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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 처벌등에 한법률 제3조 

헌소원

- 가를 받는 알선행 (일명 로비)와 형사처벌 문제-

(2005. 11. 24. 2003헌바108, 례집 17-2, 409)

지 성 수
*

1)

【 시사항】

1.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하여 품이나 이익을 수수

요구 는 약속한 자를 형사처벌하는 특정범죄가 처벌등에 한법률 제3조

가 국민의 청원권이나 일반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2.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이라는 용어의 의미가 무 범

하고 포 이어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을 반하고 있는지 여부

【심 상】

이 사건 심 의 상은 특정범죄가 처벌등에 한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3조(1990. 12. 31. 법률 제4291호로 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규정’

이라 한다)로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특가법 제3조(알선수재)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하여 

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는 약속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는 1천만 

원 이하의 벌 에 처한다.

* 헌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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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1. 심 청구에 이르게 된 경

청구인은 ○○경 연구소 고문으로 재직 이던 자인바, 주식회사 한국○

○ 표 송○빈으로부터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주 하는 체

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과 련하여  한국○○가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

도록 계기 에 청탁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회사 주식 등 품을 수

수한 의 등으로 특가법 제3조 반으로 공소제기되어 서울 앙지방법원

(2002고합572등)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청

구인은 서울고등법원에 항소(2002노3189)하 으나 기각되자, 법원에 상고

(2003도5095)하 고, 그 소송계속   규정에 하여 헌제청신청(2003

기469)을 하 으며, 2003. 11. 27.  신청이 기각되자, 2003. 12. 11. 헌법재

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 을 청구하 다.

2. 청구인의 주장과 이해 계인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1) 국민은 국가기 에 하여 일정한 사항에 한 의견이나 희망을 진

술할 헌법  권리가 있음은 물론, 일반인이 알선행 를 하고 그 가를 받

는 것은 민사법에서도 보장하는 정당한 행 인데, 단지 그 알선 상 방이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알선행 의 내용이나 방식의 법성 여부를 가리

지 않고 무조건 형사 처벌하는 것은 부정행 가 있을 때만 비로소 처벌하

는 일본이나 로비활동을 자유로이 보장하는 미국 등의 입법례에 비추어 볼 

때 지나치게 과잉된 것으로 국민의 청원권이나 일반  행동자유권을 침해

한다.

(2) 이 사건 규정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하여 품 

등을 수수, 약속한 경우에 처벌하고 있는데,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이

라는 것은 무 범 가 범 하고, 알선이라는 용어 역시 지나치게 포

이어서 그 의미 내용을 잘 알 수 없으므로 이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

성원칙에 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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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법원의 헌제청신청 기각이유

이 사건 규정은 건 한 사회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데에 그 입법목 이 

있고, 알선행  자체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이에 련된 품 등의 수수 

등을 처벌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과잉 지원칙에 반되어 

국민의 청원권이나 일반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한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하여라 함은 공무원이 그 

지 에 수반하여 공무로서 취 하는 일체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

는 것을 명목으로 한다는 뜻으로 건 한 상식과 통상 인 법감정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그 의미를 능히 알 수 있을 것이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반된다고도 볼 수 없다.

다. 법무부장 의 의견

(1) 이 사건 규정은 일반인이 공무원과의 친분 계를 이용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하여 청탁을 하고 그 가를 받는 행 를 처벌하고자 제정된 것

으로, 이러한 행 를 처벌하지 않고서는 국가기능의 공정성, 공무의 불가매

수성, 공무원 직무의 순수성 내지 불가침성을 온 히 보호하기 어렵다는 

에서 일반인이더라도 공무원의 직무에 한 알선 명목으로 품 등을 수

수하면 이를 처벌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품 수수가 없는 순수한 목 의 

정보제공이나 의견진술 등의 행 는 처벌 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에서 

기본권 침해의 정도가 지나치다 할 수 없다.

(2) 이 사건 규정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은 법령, 행정규칙, 국가

기  내부의 사무분장 등에 의해 는 축 된 례와 학설의 해석론을 통

해 충분히 구체화할 수 있는 개념이고, 알선도 일정한 사항에 하여 어떤 

사람과 그 상 방 사이를 개하는 것, 는 일정한 사항을 개하여 양 

당사자 사이에 교섭이 성립하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일체의 서비스로서 일

정한 거래나 계약과 련된 개행 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규정이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원칙을 반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결정요지】

1. 이 사건 규정은 행 자가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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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하고 구든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해 알선을 명목으로 품 

등을 수수하면 형사처벌을 하고 있다. 그런데 공무원 신분을 가지지 않은 

자도 학연이나 지연 는 개인의 향력 등을 이용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향력을 미칠 수 있는바, 이러한 자가 공무원의 직무와 련하여 알선자 

내지는 개자로서 알선을 명목으로 품 등을 수수하는 등의 행 를 하게 

되면, 실 으로 담당 공무원에게 알선을 주선했는지 여부와 계없이 공

무원의 직무 집행의 공정성은 의심받게 될 것이므로 이 사건 규정이 공무

의 공정성과 그에 한 사회의 신뢰성 등을 보호하기 해 알선 명목의 

품수수행 를 형사처벌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만, 다원화되고 있는  사회에서 국가기  등의 

정책결정  집행과정에 로비스트와 같은 개자나 알선자를 통해 자신의 

의견이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국민은 언제나 이러한 의

견 달 통로를 이용해 국정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므로 국민주권의 상시

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가를 받는 알선 내지 로

비활동을 합법 으로 보장할 것인지 여부는 그 시  국민의 법 감정이나 

사회  상황에 따라 입법자가 단할 사항으로, 우리의 역사에서 로비가 

공익이 아닌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사익을 추구하는 도구로 이용되었다는 

이나 건 한 정보제공보다는 비합리 인 의사결정을 하게 하여 시민사회

의 발 을 해하는 요소가 되었다는 을 감안하여 청원권 등의 구체 인 

내용 형성에 폭넓은 재량을 가진 입법부가 가를 받는 로비제도를 인정하

고 않고,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하여 품 등을 수수하는 

모든 행 를 형사처벌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청원권이나 일반  행

동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2. 이 사건 규정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이나 ‘알선’과 같은 다소 

추상 이고 범 한 의미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먼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하여 보면, 이 사건 규정이 보호하

고자 하는 법익은 공무의 공정성과 이에 한 사회일반의 신뢰성  직무

의 불가매수성으로 뇌물 련 범죄에서 이러한 법익의 침해가 의심되는 경

우에는 외 없이 이를 처벌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규정이 공무

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인 경우에 그 요성 정도나 법령 등에 정해진 직무



특정범죄가 처벌등에 한법률 제3조 헌소원  689

인지의 여부를 가리지 않고 모두 처벌할 있도록 수식어로서 어떤 제한도 가

하지 않고 단순히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이라고만 규정하고 있다고 하

더라도 이것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반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한 ‘알선’은 ‘일정한 사항에 하여 어떤 사람과 그 상 방 사이에 

서서 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으로 청탁한 취지를 상 방에게 하

거나 그 사람을 신하여 스스로 상 방에게 청탁을 하는 행 도 ‘알선’행

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규정도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반된다고 할 수 없다.

재  권성의 반 의견

사회는 서로의 이해 계가 다양하고도 복잡하게 얽  있기 때문에 

국민의 표기 인 의회나 행정가들이 사회의 요구를 모두 입법이나 정책 

속에 담아 내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이러한 입법이나 정책 

기능의 한계를 보완할 제도  장치를 필요로 하게 되는데, 어떤 입법이나 

정책의 발의에서 집행에 이르기까지 이해 계인의 지속 인 여를 확보하

여 사회의 다양한 이해와 심을 국가의사에 반 시킬 수 있는 제도가 바

로 로비제도이다. 이러한 로비제도는 개인이나 집단이 국가 의사 결정에 

합한 향을 미칠 수 있도록 이해 계를 가진 당사자들에게 의견 제시의 

기회를 부여하고, 그 의사가 합법 으로 국정에 반 될 수 있도록 하는 제

도  장치이다. 따라서 국가의사 결정과 련하여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해 자신의 문  견해나 정보를 제공하고 상의 가를 수수하는 행

의 허용은 오늘날과 같은 사회에서는 불가피한 상이라 할 것이다. 그

런데 이 사건 규정은 가를 받는 알선이나 로비를 면 지함으로써 국

민이 자신의 이해 계를 문가나 문가 집단을 통해 당국에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고 있으므로 이는 청원권이나 일반  행동자유권을 지

나치게 제한하여 헌법에 반된다.

재  조 의 반 의견

이 사건 규정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하여 품 등을 

수수하는 행 를 형사처벌의 상으로 규정함으로써 자신의 시간과 능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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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하여 타인을 돕거나 그러한 도움을 받고 그 가를 수수할 수 있는 자

유를 제한하고 있는데, 이것이 연지연학연 등의 연고를 이용하여 공

무원에게 청탁하는 행 를 근 시켜 건 한 사회 풍토를 조성하고 공무집

행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한 것이라 하더라도 연고를 이용한 청

탁알선행 를 직 인 지 상으로 하지 않고 공무원 직무에 속한 사

항의 알선에 한 수재행 를 모두 지하는 것은 입법목  달성을 한 

한 수단이라고 보기 어렵다.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는 뇌물

수수행 와 공무원의 다른 공무원에 한 알선행   공무원에 한 부정

한 청탁행 를 지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규정은 헌법 

제10조, 제15조, 제37조 제2항에 반된다.

【해 설】

1. 서론

우리나라는 정부  공공기 의 정책결정이나 집행, 국회의 입법 등과 

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해 알선 내지 로비 행 를 하고 

품 등의 가를 받는 행 를 지하면서, 이를 반하는 행 에 해서

는 형사처벌을 하고 있다. 이 사건 특가법 규정이 바로 이러한 행 를 처

벌하고 있는 규정이다. 따라서 이 사건 규정에서 문제되는 것은 와 같이 

공무원을 상으로 일정한 사항에 해 알선 내지 로비 활동을 하고 그에 

한 가로 품 등을 수수하는 등의 행 에 해 형사처벌을 하는 것이 

헌법상 보장되고 있는 청원권이나 일반  행동자유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인가 하는 이다.

한편, 이 사건 규정을 살펴보면,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이나 ‘알선’

과 같은 다소 추상 이고 범 한 의미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용어를 사

용하고 있는데, 이 사건 규정과 같은 형사처벌 규정에 이러한 용어를 사용

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을 반하는 것은 아닌지도  기본

권 침해 여부와 함께 검토하여야 할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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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안 단을 한 기 자료

가. 이 사건 규정의 변천과 운

이 사건 규정은 알선수재 행 를 처벌함으로써 건 한 사회질서의 유지

와 국민경제의 발 에 기여함을 목 으로 입법되었다. 이 사건 규정은 특

가법이 1966. 2. 23. 법률 제1744호로 제정될 당시부터 있었던 규정으로 제

정 당시에는 그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는 5만원 이하의 벌 이었으

나 1990. 12. 31. 개정되면서 벌 액만 5만원에서 1천만으로 상향조정되었

다. 이 사건 규정의 죄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하여 

품 등을 수수할 때에는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이를 처벌하는 조항으로서1) 

행  주체가 공무원으로 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구라도 알선을 명목

으로 품 등을 수수하는 경우 이 규정으로 처벌받게 된다. 다만 공무원의 

알선수뢰 행 에 해서는 그 수수액이 1,000만원 미만이면 이를 형법 제

132조에서, 그 이상이면 특가법 제2조에서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 

규정은 실제로는 일반인의 알선과 련한 품 수수 행 에 주로 용되어 

왔다. 

  

나. 알선 행 를 처벌하는 우리 형사법의 처벌체계

우리 형사법은 공무원이나 융기 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하여 품 등을 수수하는 행 를 처벌하고 있는데, 그 주체를 기

으로 하여 이를 나 어 보면, 먼  공무원이 그 지 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하여 품 등을 수수하는 경우와 

융기 의 임․직원이 그 지 를 이용하여 소속 융기  는 다른 융

기 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하여 품 등을 수수하는 

경우, 일반인이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하여 품 등을 수

수하는 경우, 일반인이 융기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하여 품 등을 수수하는 경우로 나  수 있다. 그리고  행 들은 하

나의 법률이 아닌 별도의 법률에서 각각 규율되고 있는데, 공무원의 경우

는 형법 제132조와 특가법 제2조에서, 융기  임․직원의 경우는 특정경

1) 1966년 12월 14일 제54회-제14차 국회회의록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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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범죄가 처벌등에 한법률(이하 ‘특경법’이라 한다) 제5조 제3항과 제4항

에서, 일반인의 경우2)는 이 사건 규정인 특가법 제3조와 특경법 제7조, 변

호사법 제111조에서 각 규정하고 있다. 이들 행 에 한 법정형을 살펴보

면 공무원의 경우는 그 기본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 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형법에서 규율하고 있고, 융기  임․직원의 경우는 5년 이

하의 징역 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이며, 일반인의 경우는 공무원의 직

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한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는 1천만원 이하

의 벌 이고, 융기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한 경우

는 5년 이하의 징역 는 5천만원 이하의 벌 형이다. 그리고 공무원의 경

우와 융기  임․직원의 경우는 그 수수한 품 등의 액수에 따라 그 법

정형이 가 되고 있는데, 공무원이 알선에 하여 받은 수뢰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때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특가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처해지게 되고, 수뢰액이 5천만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는 10년 

이상의 징역형(같은항 제1호)에 처해지게 된다. 융기  임․직원의 경우

에도 그 수수액에 응하는 법정형의 크기가  공무원의 경우와 같다(특

경법 제5조 제4항). 이에 비하여 일반인의 경우는 특가법상의 기본 규정 

이외에 그 수수액에 따라 법정형을 가 하는 규정은 없다. 

다.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행 에 한 각국의 입법례

국은 공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과 련하여 품을 수수하는 경우 우리

나라와 비슷한 정도로 이를 형사처벌하고 있으나, 국을 제외하면 우리나

라와 같은 정도로 일반인의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수재 행 에 

해 형사처벌하는 는 드물다. 다만 미국이나 캐나다와 같은 일부 나라

2) 물론 이 사건 특가법 규정에서는 행 의 주체를 구체 으로 언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규정에 의해 처벌되는 자는 문면상 일반인과 공무원 모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공무원의 경우 1,000만원 미만이면 형법상 알선수

뢰죄로 의율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 규정에 의한 처벌 상은 일반인인 것이 

보통이다. 다만 1983. 3. 8. 선고 82도2873 결에서 법원은 특가법 제3조는 그 

행 의 주체를 공무원이 아닌 경우로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공무원이 그 직

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는 약속한 경우로서  법률 제2조에 의하여 가 처벌될 경우 이외에는 

마찬가지로  법률 제3조가 용된다고 시한 이 있는바, 공무원이 그 직

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사건 규정이 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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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특정 사항에 한 알선 등의 행 에 해 이를 형사처벌하고 있는

데, 이들 나라에서는 공무원의 임명 등의 행 와 련하여 알선 등의 행

를 명목으로 품 등을 수수하는 경우에는 이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

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이들 국가에서는 알선의 범주에 해당하는 

일정한 로비활동3)을 합법 으로 인정하는 법을 제정하여 법정 액 이하

의 품을 받고 입법사항 등에 하여 개인이나 단체 등을 해 로비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고 있다. 

일본은 일반인의 알선수재 행 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1) 미국의 경우

(가) 미국연방법  제18장(U.S. CODE TITLE 18 > PART I > CHAPTER 

11)

  §211 구든지 미국연방공무원의 취임과 련하여 향력의 행사나 지

지를 약속한 가로 정치헌 이나 개인  이득으로서 품 등  가치

가 있는 것을 요구하거나 받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는 벌 형에 

처해지고,  징역형과 벌 형은 병과될 수 있다. 

특정인을 미국 연방 행정부나 기 에 추천하는 등의 방법으로 연방공무

원이 되는 것을 도와  가로 품 등 경제  가치가 있는 것을 요구하거

나 받은 자는 구나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벌 형에 처해지고, 이 두 형

은 병과될 수 있다. 

(나) 로비활동공개법(Lobbying Disclosure Act of 1995) 

  §3⑧(a) 이 법에 의해 합법 으로 인정되는 로비 활동은 그 형태를 불

문하고 1. 연방법률의 제정, 개정 는 채택(formulation, modification, or 

adoption of Federal legislation), 2. 연방법규, 행정명령 는 연방정부의 

계획, 정책 는 의견의 형성, 수정 는 채택, 3. 연방계획 는 정책( 상, 

보상, 연방계약의 리, 인가, 차 , 허가, 면허 등을 포함)의 리와 집행, 

4. 상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공무원에 한 추천이나 비  등에 하여 

고객을 해 행정부  입법부 공무원과 구두 는 문서로 의사를 달하

3) 특가법상의 알선수재죄에 있어서 알선은 로비와 서로 비슷한 개념인 것으로 보인

다. 본안 부분에서 자세히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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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의사 달을 하기 하여 하는 활동  이를 비하거나 계획하

고 조사하는 행 를 말한다.

  §4 로비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는 로비스트로서 이 일을 시작한 후 45

일 이내에 상원  하원 사무총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제4조).

  §5 로비스트는 로비활동을 하여 수집한 모든 정보에 해 상세한 보

고서를 작성하여 상, 하원 사무국에 보고하여야 하는데, 로비스트 자신이 

행한 모든 재정활동과 입법에 향을 미칠 목 으로 행한 모든 술 활동

도 보고하여야 한다. 

  §6⑧ 이 법에 한 반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 받은 로비스트가 그 통

지가 있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한 응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상

원 사무총장  하원 사무총장은 콜럼비아 특별구 검찰총장에게 이 법 

반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 

  §7 로비스트가 상원 사무총장 는 하원 사무총장이 시한 하자를 통

지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치유하지 아니하거나 이 법의 다른 규정을 

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50,000불 이하의 민사벌에 처해진다.

(2) 캐나다의 경우 

(가) 캐나다 연방법률 형사법  제5장(Canada Federal Statutes(Criminal 

Code Part IV))

  §121①(d) 구든지 정부나 정부 고  리에 향력이 있다거나 향

력이 있다는 것을 가장하여 공직임명에 향력의 행사나 불행사의 방법에 

의해 공직 임명을 지원하는 가로 보상이나 이익을 요구하거나 받는 등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125. 구든지 어떤 사람을 공직에 임명하는 것에 하여 이를 지원

하거나 향력을 행사한 가로 직  는 간 의 보상이나 이익을 얻거나 

얻는 것에 동의하는 등의 경우와 보상이나 이익을 기 하고 공직의 임명이

나 사임에 하여 권유하거나 추천, 는 상하는 등의 경우에는 5년 이

하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나) 로비스트등록법(Lobbyists Registration Act) 

  §5 돈을 받고 개인이나 법인 등의 의뢰자를 하여 공직 보유자와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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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을 하거나 하원 는 상원에 회부된 법안 등의 제출, 수정, 가결 는 부

결, 규칙의 제정과 개정, 연방정책이나 계획의 채택 는 수정, 보조 이나 

기부  는 기타 재산  이익으로서 주어지는 의 부여, 캐나다 원수

로서 여왕의 명의로 체결되는 계약 등의 사항에 해 향력을 행사할 목

으로 공직 보유자와 교섭하고자 하는 자는 그 성명이나 사무실, 의뢰인

의 성명 주소, 공직 보유자에 해 행하는 면담 는 교섭의 목  등을 등

록하여야 한다. 

  §14 와 같은 등록 이외의 사항에 해 로비를 하는 경우에는 2만 5

천 달러 이하의 벌 에 처해진다. 특히 신고 의무로 되어 있는 사항에 

해 고의로 틀린 정보를 제공하거나 허 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약식

차에 의한 경우는 2만 5천 달러 이하의 벌 이나 6월 이하의 고 는 

이들 형의 병과형에 처해지고, 정식 차에 의해 기소되면 10만달러 이하의 

벌 이나 2년 이하의 징역 는 이들 병과형에 처해진다.

(3) 국의 경우

공공기  매수법(Public Bodies Corrupt Practices Act 1889)

  §1① 구든지 그 스스로 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이 법에서 규정

한 공공기 의 구성원(공무원 등)으로 하여  공공기 의 안 문제 처리

와 련하여 무엇인가를 하도록 하거나 하지 못하게 한다는 명목으로 부정

하게 그 보상이나 보수, 수수료 등과 같은 이익을 요구하거나 받거나 는 

받는 것에 동의하면 경범죄에 처해진다. 

② 제1항의 자에게 이익 등을 주거나 약속하거나 제공한 자도 경범죄에 

처해진다.

  §2 의 죄를 범한 자가 즉결심 을 받는 경우 6월 이하의 징역형이나 

법정 최고액을 넘지 않는 범  내에서 벌 형에 처해지거나 이 둘을 병과

할 수 있고, 정식 재 을 받게 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  는 이 둘

의 병과형에 처해진다. 유죄 결을 받으면 그 날부터 5년 동안 공직에 선

출되거나 임명될 수 없다. 정식 기소되어 유죄 결을 받는 경우에는 의 

형벌 이외에 5년 동안 유권자로서 등록될 수 없고, 의회나 공공기 에 종

사하는 구성원의 선거에서 투표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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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본의 경우

(가) 형법 제197조의4 

  공무원이 청탁을 받고 다른 공무원에게 부정한 행 를 하게 하거나 상

당한 행 를 하지 않도록 알선한 보수로서 뇌물을 수수하거나 요구 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나) 공직에있는자등의알선행 등에의한이득등의처벌에 한법률 제1조-

제4조

국회의원(참의원, 의원), 지방의회의원, 자치단체장, 국회의원의 공 비

서가 국가나 지방공공단체가 체결하는 매매, 임 , 청부 기타의 계약, 특정

의 자에 한 행정처분,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자본 의 1/2 이상을 출자한 

법인이 체결하는 매매, 임 , 청부 기타의 계약에 하여 청탁을 받고 그 

권한에 기해서 향력을 행사하여 공무원 는 국가 투자법인의 임직원에 

하여 그 직무상의 행 를 하게 하거나 하지 못하게 알선을 하고 그 보수

로서 재산상의 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국회의원 비서는 2

년 이하의 징역, 증뢰자의 경우에는 징역 1년 이하 는 벌  250만엔 이

하)에 처하고, 그 받은 이익은 몰수 는 추징한다.

라. 이 사건 규정에서 문제되는 기본권4) 

(1) 일반  행동자유권

우리 헌법 제10조는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행복추구권은 그의 

구체 인 표 으로서 일반 인 행동자유권과 개성의 자유로운 발 권을 포

함하는데, 일반  행동자유권은 개인이 행 를 할 것인가의 여부에 하여 

자유롭게 결단하는 것을 제로 하여 이성 이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라면 

자기에 한 사항은 스스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인정되는 

포 인 의미의 자유권으로서 일반 조항 인 성격을 가지는 기본권이다

(헌재 1991. 6. 3. 89헌마204, 례집 3, 268, 276; 2000. 6. 1. 98헌마216, 

4) 여기서는 문제되는 기본권에 해서만 정리하고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문

제는 별도로 거론하지 않는다. 기본권에 해서만 거론하는 이유는 알선이나 로

비가 과연 청원권이나 일반  행동자유권의 내용이 될 수 있는가가 문제되기 때

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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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집 12-1, 622, 648). 그런데 이 사건 규정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

항의 알선에 하여 품 수수 등의 행 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품을 

가로 해서는 다른 사람을 개하거나 신하여 그 이해 계나 국정에 

한 의견 는 희망을 해당 기 에 진술할 수 없게 한다는 에서 일반  

행동자유권 제한 문제를 발생시킨다 할 것이다.5)

(2) 청원권

(가) 청원권의 내용

청원권은 연 으로 볼 때, 특히 국에서 비정상 인 권리구제수단 

는 의회에 한 국민의 정치  압력 수단으로 요한 기능을 담당했었고, 

오늘날에는 국민의 정치생활 역에서 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오늘

날 청원권은 국민  심사를 국가기 에 표명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의 성

격을 가진 기본권으로 국민은 구나 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그 심사를 

국가기 에 표명할 수 있다.6) 우리 헌법은 제26조7)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 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청원에 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고 하여 청원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5) 일반  행동자유권 신에 보다 구체  기본권인 직업의 자유 침해 문제로 이 사

건 규정을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으나 헌법 제15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직업이란 생활의 기본  수요를 충족시키기 한 계속 인 소득활동을 의미한다

고 할 것인바(헌재 1993. 5. 13. 92헌마80, 례집 5-1, 365, 374; 헌재 2002. 5. 30. 

2000헌마81, 례집 14-1, 528, 541), 이러한 직업의 개념  표지로는 생활수단성

과 계속성 등이 요구된다고 할 것인데, 로비활동이 합법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

서는 이러한 행 가 계속 으로 이루어질 것을 기 하기 어렵고, 실 으로도 

일회성 로비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 직업의 자유 침해 문제로 보기에는 하지 

않은 면이 있다. 다만 조  재  소수의견에서는 문제되는 기본권으로 청원

권이 아닌 직업의 자유를 들고 있다.

6) 허 , 헌법이론과 헌법, 박 사, 2005, 649면

7) 청원권에 한 외국의 헌법규정

   미국-수정헌법 제1조-연방의회는 국교를 정하거나 도는 자유로운 신앙행 를 

지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한 언론, 출 의 자유나 국민이 평화로이 집회

할 수 있는 권리  불만 사항의 구제를 하여 정부에 청원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독일-연방헌법 제17조- 구든지 단독 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문서로써 할

기 과 의회에 청원 는 소원할 권리를 가진다.

   일본-헌법 제16조- 구든지 손해의 구제, 공무원의 면, 법률 명령 는 규칙의 

제정 폐지 는 개정이나 그 밖의 사항에 하여 평온하게 청원할 권리를 가지고 

있고, 청원을 했다는 이유로 어떠한 차별 우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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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따라서 모든 국민은 공권력과의 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해

계 는 국정에 해서 자신의 의견이나 희망을 해당 기 에 진술할 수 

있으며, 청원을 수리한 국가기 은 청원에 하여 심사하여야 할 의무를 

지게 된다.8) 

이러한 청원권의 행사는 자신이 직  하든 아니면 제3자인 개인이나 

리인을 통해서 하든 청원권으로서 보호된다. 우리 헌법은 문서로 청원을 

하도록 한 것 이외에 그 형식을 제한하고 있지 않으며, 청원권의 행사방법

이나 차를 구체화하고 있는 청원법도 제3자를 통해 하는 방식의 청원을 

지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국민이 여러 가지 이해 계 는 국정에 해

서 자신의 의견이나 희망을 해당 기 에 직  진술하는 외에 그 본인을 

리하거나 개하는 제3자를 통해서 하더라도 이는 청원권으로서 보호될 것

이다. 

(나) 알선 내지 로비와 청원권과의 계

① 이 사건 규정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하여 품이

나 이익을 수수․요구 는 약속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는 1천만원 이

하의 벌 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이 규정의 알선이 일반

으로는 로비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에 의하면 자유로운 로비활동이 제

한받게 되므로 이는 국가 정책 등에 한 의견이나 희망을 제3자인 개

자, 즉 로비스트를 통해 해당 기 에 진술할 권리를 박탈하는 것으로서 청

원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9) 따라서 먼  로비가 이 사건 규정의 

8) 헌재 2000. 6. 1. 2000헌마18, 례집 12-1, 733, 737. 한편, 이러한 청원권은 자신

의 의견이나 심사를 국가기 에 자유로이 진술할 수 있는 권리라는 에서 자

유권  성격을 가지고 있고, 동시에 국가기 에 이를 수리하고 심사할 것을 청구

할 수 있다는 에서 청구권  성격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권 성, 헌법학

원론, 법문사, 1994, 596면

9) 이 사건 심 청구는 헌바사건으로서 법률에 한 헌 여부를 단하는 심 사건

이므로 헌마사건에 있어서처럼 해당 법률이 청구인 본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

는지 여부에 심사가 국한되지 않는다. 헌가사건이나 헌바사건에서는 해당 법률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지 여부와는 상 없이 그 법률 자체의 헌성을 

심사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은 해당 법률이 본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 

이외에 일반 으로 그 법률 자체가 가지고 있는 헌성을 주장할 수 있다. 따라

서 이 사건 청구인이 본인의 기본권 침해가 아닌 알선의뢰인의 기본권 침해를 들

어 이 사건 규정의 헌성을 다투고 있다고 하더라도 헌법재 소는 이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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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선과 어떤 계에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고, 나아가 공무원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하여 품이나 이익을 수수하는 등의 행 를 지하

는 것이 청원권을 제한하는 문제를 야기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② 로비는 입법이나 정책결정  정책집행 등과 련하여 자신의 의견이

나 자료를 해당기 에 진술하거나 제출하는 행 를 뜻하고, 이러한 로비는 

스스로의 이익을 해 이해 계를 가진 개인이나 단체가 직  하는 경우도 

있고, 자신의 권익을 변해 주는 개자, 즉 로비스트를 내세워 이들을 통

해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규정과 련하여 우리나라에서 문제

가 되고 있는 로비는 주로 향력 있는 거물  인사를 간에 내세우는 후

자형 로비로서 그 동안 특정 정책 결정에 있어서 통령 친인척이 련되

어 사회 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권력형 로비들은 바로 이 후자에 해당하는 

것들이다. 문제는 우리나라에서는 품 등을 가로 하는 로비활동을 합법

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품 등을 매개로 로비활동에 연 된 

거물  인사들이 일반인의 신분인 경우에는 이 사건 규정의 알선수재죄로 

형사처벌된다는 것이다. 즉 법 운  실에서 이 사건 규정의 알선은 제3

자인 개자가 하는 로비와 서로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그 의

미가 엄 하게 구별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일정한 사항에 하여 어떤 

사람과 그 상 방 사이에 서서 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한다'는 의미를 가

진 알선수재죄에서의 알선은 일반 으로 본인이 아닌 제3자가 하는 로비를 

포함하는 개념이라 해도 무방할 것이다. 

③ 결국 이 사건 규정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 련 품 

수수행 를 형사처벌하고 있으므로 국회의 입법이나 정부의 정책결정  

정책집행 등에 한 제3자의 로비 내지 알선 행 를 제한하는 효과를 가져

오게 되고, 이것은 공권력과의 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해 계 

는 국정에 해서 그 의견이나 희망을 제3자를 통해 해당 기 에 진술하는 

권리를 제한하게 되므로 이는 알선 의뢰자의 청원권 제한 문제를 일으킨다

고 할 것이다.10) 

단을 하여야 할 것이다. 더구나 이 사건 규정에서 알선의뢰자와 알선을 의뢰받은 

자는 서로 불가분의 이해 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청원권 

침해 주장이 청구인과  계가 없다고도 할 수 없다.

10) 알선을 의뢰받은 자, 즉, 로비스트의 로비활동 보장 문제가 바로 청원권 보장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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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 사건에서 일반  행동자유권과 청원권 침해 여부 심사 방법 

이 사건 규정에 한 일반  행동자유권이나 청원권 침해 주장은 결국 

품 등의 가를 받는 알선도 의견 진술의 보장이라는 차원에서 헌법상 

보호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다름 아니므로 구체  내용 측면에서 보자면, 

일반  행동자유권에서 주장하는 것과 청원권에서 주장하는 것이 별 차이

가 없다. 따라서  두 기본권 침해 여부를 따로 논의할 필요는 없을 것으

로 보이는데, 이 사건에서 헌법재 소는 일반  행동자유권과 청원권(이하

에서는  두 기본권을 합하여 ‘청원권 등’이라 한다)을 별도로 심사하지 

않고 함께 심사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

3. 이 사건 규정의 헌 여부

헌법재 소는 이 사건 규정에 해 재  6 : 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

을 하 는데, 헌 의견은 각각 그 이유를 달리하여 별개로 의견을 개진하

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규정의 입법목 에 해서는 다수의견이나 소수

의견이 견해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우선 이 사건 규정의 입법목

을 먼  살펴본 다음,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하여 품이

나 이익을 수수․요구 는 약속한 자에 해 형사처벌하는 이 사건 규정

에 한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을 차례로 본다.

제라는 사실은 미국의 로비활동공개법을 보면 더욱 확실히 할 수 있다. 이 법은 

로비스트들이 법에서 정한 일정한 사항을 등록하면 로비를 의뢰한 자로부터 품

을 수수하고 로비활동을 하는 것을 합법 으로 보장하는 법으로, 법 SEC. 8. (a)

항은, 이 법은 (1) 국민의 고충 구제를 하여 연방정부에 청원하거나 (2) 개인  

견해를 표 하거나 (3) 수정헌법 제1조에 의해 보호되는 결사의 자유를 지 

는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고 규정하여 본인을 리하거나 개하는 로

비스트의 로비활동을 보호함으로써 국민의 청원권을 보호하고 있다.

   SEC. 8. RULES OF CONSTRUCTION. 

   (a) CONSTITUTIONAL RIGHTS.-Nothing in this Act shall be construed to 

prohibit or interfere with- 

   (1) the right to petition the Government for the redress of grievances; 

   (2) the right to express a personal opinion; or 

   (3) the right of association, protected by the first amendment to the Co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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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이 사건 규정의 입법목

(1) 일반 으로 공무원 직무 련 범죄는 일반범죄와는 다르게 국가행정

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정부자산의 낭비를 래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나 국가에 한 불신풍조를 팽배시켜 사회해체를 진시킨다.11) 

이에 우리 형법 제7장에서는 공무원의 직무 련 범죄들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특히 제7장 제129조 이하에서는 공무원이 직무와 련하여 어

떠한 형태로든 품 등을 수수하는 등의 행 를 하면 이를 뇌물범죄로서 

처벌하고 있다. 이러한 공무원 뇌물범죄의 태양  이 사건 규정과 련 

있는 뇌물범죄는 알선수뢰죄(제132조)이다.

(2) 알선수뢰죄를 포함하여 뇌물범죄들을 처벌하는 이유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한 사회의 신뢰  직무행 의 불가매수성을 보호하기 해

서이다. 만약 공무원이 어떤 공무를 집행함에 있어 공정성이나 신뢰성과 

같은 어떤 원칙에 기 하지 않고 사사로운 이해 계에 따라 공무를 처리

한다면, 이는 국가 행정작용에 한 국민의 불신을 크게 증가시켜 종국에

는 사회체제의 붕괴를 래하게 될 것이다. 이 사건 규정과 련 있는 형

법상의 알선수뢰죄에 있어서도 그 주체가 되는 공무원은 본인이 직  직무

를 처리하지는 않지만, 당해 직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에게 법률상 는 사

실상 향력을 미치는 등의 직간 인 개입을 통해 공무를 불공정하게 

처리하도록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지 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하여 품 등을 수수하면 형법이 이를 뇌물범죄로 

처벌하고 있는 것이다.

(3) 그런데 이러한 공무 련 알선과 련하여 품 등을 수수하는 등의 

행 는 공무원 신분을 가진 자가 아니더라도 할 수 있다. 컨  공무원 

신분을 가지지는 않았지만 어떤 공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학연이나 지연 

는 개인의 향력 등으로 얽  있어 일정 정도 그 공무원의 직무에 해 

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 이러한 치에 있는 자는 알선을 필요로 

하는 자와 그 직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개함으로써 공무에 개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 알선자가 알선을 명목으로 품 등을 수수하

11) 정민성, 공무원범죄에 한 범죄학  고찰-구조  특질과 통제방안을 심으로-, 

서울 학교 학원 석사학 논문, 199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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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등의 행 를 하게 되면, 실 으로 담당 공무원에게 알선을 주선했는

지 여부를 불문하고 그 상황 자체로도 련 공무원의 직무 집행의 공정성

은 의심받게 될 것이다. 이에 이 사건 규정은 공무의 공정성 내지 신뢰성

을 보호하기 해 알선을 행하는 자가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지 여

부를 불문하고 구든지 공무원의 직무에 해 알선을 명목으로 품 등을 

수수하면 형사처벌을 하고 있는 것이다.

나. 다수의견(합헌의견)

(1) 청원권 등의 침해 여부

(가) 다수의견은 이 사건 규정이 공무원 신분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구든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해 알선을 명목으로 

품 등을 수수하면 형사처벌을 하고 있는 것과 련하여, 공무원 신분을 가

지지 않은 자도 학연이나 지연 는 개인의 향력 등을 이용하여 공무원

의 직무에 향력을 미칠 수 있는바, 이러한 자가 공무원의 직무와 련하

여 알선자 내지는 개자로서 알선을 명목으로 품 등을 수수하는 등의 

행 를 하게 되면, 실 으로 담당 공무원에게 알선을 주선했는지 여부와 

계없이 공무원의 직무 집행의 공정성은 의심받게 될 것이므로 이 사건 

규정이 공무의 공정성과 그에 한 사회의 신뢰성 등을 보호하기 해 알

선 명목의 품수수행 를 형사처벌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청원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결론 내리고 있다. 청원 사항이나 

청원 방식, 청원 차 등과 같은 청원권의 구체  내용에 해서는 입법자

가 자유롭게 그 내용을 형성할 재량권을 가지므로 이 사건 규정이 가를 

받는 로비 활동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하여 이것이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나) 물론 다수의견이 정당한 로비활동의 인정 가능성을 완 히 배제하

고 있는 것은 아니다. 다수의견은 미국과 캐나다가 로비활동공개법과 로비

스트등록법에서 일정한 로비활동에 해서는 합법화하고 있다는 것을 소개

하면서,12) 다원화되고 있는  사회에서 로비를 통하여 이익집단이 건

12) 우리나라는 로비 활동을 합법 으로 인정하는 법률이 제정된 바 없다. 다만 몇 

차례에 걸쳐 이를 합법화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지난 2001년 정몽  의원이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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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은 분명 정 인 측면이 있다는 

을 인정하 다. 그러나 다수의견은 사회  조건이 성숙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가를 받는 알선 내지 로비활동을 인정하게 되면 국가에 한 

유익한 정보의 제공이라는 측면보다는 부정부패의 온상을 양산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을 지 하면서 결국  가를 받는 알선 내지 

로비활동을 합법 으로 보장할 것인지 여부는 그 시  국민의 법 감정이나 

사회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강조하 다. 우리의 경우 로비는 공

익이 아닌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사익을 추구하는 도구로 이용되어 왔

고,13)14) 건 한 정보제공보다는 합리 인 단을 흐리게 하여 비합리 인 

의사결정을 하게 하는 요소로 작용하여 시민사회의 발 을 해하는 요소

가 되어 왔기 때문에 시 에서 가를 받는 로비활동을 허용하지 않더라

도 이것이 헌은 아니라는 것이다. 다만 국정에 한 국민의 의사 개진 

통로의 다양성 확보라는 차원에서 로비활동으로 인한 부정을 차단할 수 있

는 제도  장치를 마련한다면 가를 받는 로비활동의 허용도 극 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임을 시사하고 있다. 

(다) 한편, 다수의견은 이 사건 범죄는 공무원을 불법행 로 끌어들여 

직무의 공정성을 해하고 이에 한 사회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험성 자체로 처벌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알선을 의뢰 받은 자가 알선행

로 나아가 실 으로 공무의 공정성이나 신뢰성을 훼손시키지 않은 경우

에까지 형사처벌을 하더라도 이것이 지나친 청원권 등의 침해는 아니라는 

을 분명히 하고 있다. 무릇 공무와 련된 품 수수 등의 범죄는 직무

집행의 공정과 이에 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행 의 불가매수성을 

그 직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뇌물성은 의무 반행 의 유무나 

청탁의 유무 등과는 계가 없다( 법원 1992. 2. 28. 선고 91도3364 결)

는 것이다. 

으로 ‘외국 리인 로비활동 공개에 한 법률안’을 국회 법사 에 제출한 바 있고, 

2005년에는 이승희 의원이 ‘로비스트 등록  활동 공개에 한 법률안’을 국회 

법사 에 제출했었다. 최근인 2006. 10. 11.에는 이은  의원 등 33인이 ‘로비활동

공개  로비스트 등록에 한 법률안’을 법사 에 제출하여 국회 계류 에 있다.

13) 김 종, 로비형 부패의 방지를 한 정책방안(로비의 역기능분석과 로비활동공

개법(가칭)의 입법방향), 법제, 2002. 11. 22면

14) 이우승, 로비활동공개법 제안 재고해야, 시민과 변호사, 2000. 7. 20-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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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한 다수의견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있어서는 상

법이나 민법상 개행 에 해서 인정되는 사 자치의 원리가 용될 수 

없음을 밝히고 있다. 우리 상법15)과 민법16)이 개 가를 받고 타인간의 

상행 를 개하는 개업이나 유상 임을 합법 으로 인정하는 것은 사

자치원리에서 나오는 당연한 상이지만, 공무의 공정성과 이에 한 일반

의 신뢰성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하는 공  역에서까지 이것이 허용되

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 다.17) 

(마) 이상에서 본 이유 등을 들어 다수의견은 이 사건 규정이 청원권 등

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2) 명확성원칙 반 여부

(가) 다수의견은 이 사건 규정이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이나 ‘알선’

과 같은 다소 추상 이고 범 한 의미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용어를 사

용하고 있는 것에 해 이것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을 반하고 있

는 것은 아니라고 단하고 있다. 

(나) 먼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과 련해서는, 이 사건 규정이 보

호하고자 하는 법익은 공무의 공정성과 이에 한 사회일반의 신뢰성  

직무의 불가매수성으로 뇌물 련 범죄에서 이러한 법익의 침해가 의심되

는 경우에는 외 없이 이를 처벌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규정이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인 경우에 그 요성 정도나 법령 등에 정해진 

직무인지의 여부를 가리지 않고 모두 처벌할 있도록 수식어로서 어떤 제한

도 가하지 않고 단순히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이라고만 규정하고 있다

고 하더라도 이것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을 반하고 있는 것은 아

니라고 하고 있다. 이 부분 단을 하면서 다수의견은 뇌물 련 범죄에 있

어서의 공무원의 직무는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련 있는 

15) 상법 제93조 (의의) 타인간의 상행 의 개를 업으로 하는 자를 개인이라 

한다.

16) 민법 제680조 ( 임의 의의) 임은 당사자일방이 상 방에 하여 사무의 처리

를 탁하고 상 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686조 (수임인의 보수청구권) ① 수임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임인에 

하여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

17) 서보학, 공직자 부정부패에 한 형사법  응방안, 형사 책, 1999(제11호), 4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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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과거에 담당하 거나 는 장래에 담당할 직무 이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실 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 하여도 법령상 일반 인 직무권한

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 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가 

포함된다( 법원 1992. 2. 28. 선고 91도3364 결)는 법원 례를 소개하

고 있다. 

(다) 한편, ‘알선’부분에 해 다수의견은, ‘알선’이라 함은 ‘일정한 사항에 

하여 어떤 사람과 그 상 방 사이에 서서 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말하므로 어떤 사람이 청탁한 취지를 상 방에게 하거나 그 사람

을 신하여 스스로 상 방에게 청탁을 하는 행 도 ‘알선’행 에 해당한다

( 법원 1997. 12. 26. 선고 97도2609 결;2005. 1. 28. 선고 2004도7359 

결)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규정의 알선이라는 용어는 그 의미가 모호

하다거나 지나치게 포 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하 다.

나. 소수의견( 헌의견)

이 사건 규정에 해서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소수의견이 있다. 이 의견

들은 모두 명확성 원칙에 해서는 아무런 단도 하지 않고 기본권 침해 

여부만을 단하고 있는데, 재  권성의 헌의견에서는 다수의견과 마

찬가지로 청원권과 일반  행동자유권을, 재  조 의 헌의견에서는 

일반  행동자유권과 직업의 자유를 단하고 있다. 

(1) 재  권 성의 소수의견

(가) 이 소수의견은 로비제도의 효용성에 해 먼  설명하면서, 모든 

로비활동을 지하는 이 사건 규정은 청원권과 일반  행동자유권을 침해

하여 헌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즉, 사회는 서로의 이해 계가 

다양하고도 복잡하게 얽  있기 때문에 국민의 표기 인 의회나 행정가

들이 사회의 요구를 모두 입법이나 정책 속에 담아 내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이러한 입법이나 정책 기능의 한계를 보완할 제도  장치

를 필요로 하게 되는데, 어떤 입법이나 정책의 발의에서 집행에 이르기까

지 이해 계인의 지속 인 여를 확보하여 사회의 다양한 이해와 심을 

국가의사에 반 시킬 수 있는 제도가 바로 로비제도라는 것이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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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비제도는 개인이나 집단이 국가 의사 결정에 합한 향을 미칠 수 있

도록 이해 계를 가진 당사자들에게 의견 제시의 기회를 부여하고, 그 의

사가 합법 으로 국정에 반 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장치이므로 국가의

사 결정과 련하여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해 자신의 문  견해나 정

보를 제공하고 상의 가를 수수하는 행 의 허용은 오늘날의 사회에

서는 불가피한 상임을 밝히고 있다. 

(나) 이 소수의견도 가를 받는 로비활동을 면 으로 허용해야 한다

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로비활동을 면 으로 허용하면, 소수 개인이나 집

단이 압도 이고 지배 인 지 를 이용하여 독 인 이익을 취하게 될 가

능성이 존재하고, 이러한 우려가 실이 되면 공무의 공정성이나 신뢰성의 

실추로 사회 질서가 붕괴될 험성도 있으므로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제도  장치의 마련을 강조한다.

(2) 재  조 의 소수의견

(가) 이 소수의견은 먼  이 사건 규정과 련하여 문제되는 기본권으로 

일반  행동자유권과 직업의 자유를 든다. 자신의 시간이나 능력을 타인에

게 제공하고 그 가를 받는 것이 일시 인 것이면 일반  행동의 자유로, 

직업 인 것이면 직업의 자유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이 의견에서는 이 사건 규정이 입법목 을 달성하기 한 한 

수단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이유로 헌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즉, 

이 사건 규정의 입법취지는 연지연학연 등의 연고를 이용하여 공무

원에게 청탁하는 행 를 근 시켜 건 한 사회 풍토를 조성하고 공무집행

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한 것인데, 이 사건 규정은 연고를 이용

한 청탁알선행 를 직 인 지 상으로 하지 아니한 채, 공무원 직무 

사항의 알선에 한 수재행 를 모두 지하고 있으므로 이는 연고를 이용

한 청탁행 를 근 하는 수단으로서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나) 이 의견은 사회와 같이 모든 분야가 속도로 발 하는 상황에

서는, 민원인들이 공무원에게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설명하거나 련된 정

보를 제공하기 하여 해당 분야 문가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실하고, 

공무원의 입장에서도 공무집행을 정하게 하기 해서 해당 분야 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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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견해와 정보를 제공받아 참작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알선행

의 효용성을 강조한다. 그런데 이 사건 규정은 그 입법목 을 달성하기 

하여 필요하지 않거나 필요한 범 를 넘는 과도한 방법으로 국민들이 타인

의 조력을 받거나 타인을 조력하고 그 가를 수수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

하므로 이는 비례의 원칙을 반하여 일반  행동자유권과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4. 이 결정의 의의

이 사건 결정은 사회 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던 사건들마다 불거져 나온 

알선 문제, 다시 말해 사회 유력자들의 로비 문제와 련하여 헌법재 소

가 처음으로 그 제도의 헌 여부에 해 입장을 밝혔다는데 의미가 있다. 

이 사건 결정에서 다수의견은 품을 받는 알선 내지 로비를 지하는 것

은 청원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로비제도의 지가 기본

권 침해 상황을 유발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그러나 

다수의견은 다원화되고 있는  사회에서 국민이 자신의 권익을 해 

문가나 문가 집단을 이용하여 국가기  등의 정책결정  집행에 의견을 

개진하고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올바른 정책

결정에 기여할 수 있음을 인정함으로써  시 에서 당장 로비활동이 허용

되어야 한다는 소수의견과는 입장차이를 보 지만, 사회 인 조건이 성숙

되면 가를 받은 로비활동도 합법화될 수 있음을 시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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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 후속 책을 한 연기․공주지역 

행정 심복합도시 건설을 한 특별법 헌확인

-수도이 의 개념과 헌법개정을 한 국민투표-

(2005. 11. 24. 2005헌마579등, 례집 17-2, 481)

 종 익
*

1)

【 시사항】

1. 신행정수도 후속 책을 해 연기·공주지역에 건설되는 행정 심복합

도시가 수도로서의 지 를 획득하는지 여부

2. 행정 심복합도시의 건설로 서울의 수도로서의 지 가 해체되는지 여부

3. 행정 심복합도시의 건설로 권력구조  국무총리의 지 가 변경되는

지 여부

4. 행정 심복합도시의 건설이 헌법 제72조의 국민투표권을 침해할 가능

성이 있는지 여부

【심 상】

이 사건 심 의 상은 신행정수도 후속 책을 한 연기·공주지역 행정

심복합도시 건설을 한 특별법(2005. 3. 18. 법률 제7391호, 이하 “이 사

건 법률”이라 한다. 2005. 7. 21. 법률 제7604호로 일부 개정되었으나 2006. 

1. 22. 시행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반되는지 여부

이다.

* 헌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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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1. 심 청구에 이르게 된 경

헌법재 소는 2004. 10. 21. 신행정수도 건설을 한 특별조치법(2004. 1. 

16. 법률 제7062호, 이하 이 법률을 “신행정수도법”이라 한다) 부에 하

여 헌결정을 선고하 다(2004헌마554등, 이하 이 사건을 “신행정수도사

건”이라 한다). 정부는 그 후속 책을 마련하기 해 ‘신행정수도후속 책

원회’를 구성하 고 국회 역시 ‘신행정수도 후속 책  지역균형발  특

별 원회’를 구성하여 후속 책을 논의하 다. 그 결과 기존 신행정수도의 

부지로 선정되었던 연기·공주지역에 행정특별시, 행정 심도시 는 교육

과학연구도시를 건설하는 3개의 안이 유력한 안으로 제시되었다. 

 국회특별 원회에서 이들 안에 하여 논의하던 인 2005. 2. 5. 열

린우리당 의원들을 주축으로 한 국회의원 151명은 ‘신행정수도 후속 책을 

한 연기·공주지역 행정도시건설 특별법안’을 발의하 고, 이후 이 법안은 

 국회특별 원회에서 결정한 내용에 따라 국회건설교통 원회에서 그 명

칭을 ‘신행정수도 후속 책을 한 연기·공주지역 행정 심복합도시 건설

을 한 특별법’으로 변경하고 이 상에서 제외되는 앙부처를 규정하

는 등의 내용으로 수정·의결되었다. 같은 해 3. 2. 국회본회의는 이와 같이 

수정된  법안을 재석의원 총 177명  찬성 158인(반  15인, 기권 4인)

으로 통과시켰고, 같은 달 18. 공포되어 부칙규정에 따라 그로부터 2월 후

부터 시행되었다.

이에 서울시 정무부시장, 서울시의회 의원, 경기도 의회 의원, 과천시 의

회 의원, 공공기  종사자 는 충남 공주시와 연기군에 거주하는 주민들

을 포함한 국 각지에 거주하는 일반 국민들인 청구인들은  법률이 우

리나라의 수도는 서울이라는 불문의 습헌법에 반되며 청구인들의 국민

투표권, 납세자의 권리, 청문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같은 해 6.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 을 청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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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구인들의 주장  계기 의 의견

가. 청구인들의 주장

(1) 헌결정의 기속력은 헌으로 결정된 법률을 용한 행정처분이나 

법원의 결은 물론 당해 법률과 요한 부분에서 내용이 동일한 새 입법

에도 효력이 미친다. 이 사건 법률은 법명만 변경하 을 뿐 헌법재 소가 

헌결정을 한 신행정수도법과 실질 인 면에서 동일성을 유지하는 체입

법이므로 헌법재 소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것이다.

(2) 수도란 최소한 정치·행정의 추  기능을 수행하는 국가기 의 소

재지를 뜻하므로 행정부의 경우 통령의 소재지와 행정의 추  기능을 

수행하는 국가기 이 수도인 동일지역에 존재하여야 한다. 따라서 정책

인 고려에 의하여 수도 서울에서 지방으로 분산 배치할 수 있는 부서는 

통령의 보좌기 인 국무총리와 행정의 추  기능을 수행하는 기 이 아

닌 일부 부서에 한정되어야 한다.

이 사건 법률은 행정부를 통령  6개부는 서울에, 국무총리를 시한 

앙행정기  등 12개 부처를 각 연기·공주 지역으로 분리·이 하고 그 산

하 공공기 을 국에 각 분산 배치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연기·

공주지역에는 12부 4처 2청에 국무총리를 시한 부총리 3인과 경제, 교육, 

과학, 사회, 복지, 문화 등을 장하는 국무 원이 자리잡게 되고 이미 정

부의 외청 부분은 역시에 내려와 있으므로, 행정의 추기 은 충

청권으로 이 하는 것이 되며 행정부가 2원화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는 사실상 수도분할 는 수도해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수도는 

서울이라는 불문의 습헌법에 반된다.

(3) 통령제 정부형태를 취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헌법이 명시하고 있지 

않더라도 국무총리가 통령과 같은 지역에 있으면서 보좌하고 그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것은 헌법 을 만든 이래 통령제를 운 한 오

랜 기간 그 구도 의심치 않은 일종의 불문헌법  습이다. 한 국무총

리를 2원집정제 정부형태의 수상의 지 에 견주는 실권형 국무총리로 보고 

지리 으로 떨어진 치에서 통령과 업무를 나 어 독립해서 처리하도록 

하는 것은 우리 헌법상 용인될 수 없는 분권형 는 2원집정제를 상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은 통령과 국무총리는 같은 지역에 상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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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한다는 습헌법에 반된다.

(4) 이 사건 법률과 같이 헌법에 반되는 내용의 법안이 의원입법의 형

식으로 발의되어 국회를 통과하면 이를 송부받은 통령은 헌법 제130조의 

국민투표권의 행사 상인지를 단하여 국민투표에 부치거나 거부권을 행

사하여 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투표 없이 그 로 

공포하 으므로 국민의 국민투표권을 침해한다.

설사 이 사건 법률이 헌법개정 차에 따른 국민투표의 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법률에 의하여 수도를 분할하는 문제는 헌

결정을 한 신행정수도법의 수도이 과 마찬가지로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

할 수 없을 정도의 국가안 와 국민 생활의  역에 걸쳐 직·간 으로 

향을 미치는 요한 것으로서 헌법 제72조의 ‘국가안 에 한 요정책’

에 해당함이 분명하므로 통령은 국민투표에 부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법률로 말미암아 국민은 국민투표권이 침

해되었다.

(5) 납세의무자인 국민은 납부한 세 을 국가가 효율 으로 사용하는지 

여부를 감시하고 이에 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잘못 사용되는 경우 지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헌법상의 권리가 있다. 이 사건 법률에 의하여 재

정투자의 우선 순 를 무시하고 청구인들의 세 을 정략 으로 헌법에 

반되는 천문학 인 행정 심복합도시 건설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청구인

들의 납세자의 권리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6) 나아가 모든 국민은 자신의 이해 계에 하여 불이익한 결과를 

래할 수 있는 공권력 행사에 있어서 의견을 개진할 권리인 청문권을 가진

다. 행정 심복합도시의 건설은 국가 는 국토의 재편계획에 해당하는 것

으로서 청구인들을 포함한 국민 모두가 이로 말미암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등 이해 계가 크므로 법률제정과정에서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여 반

할 필요성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의원입법의 형식을 취하면

서 실질 으로 국민의 의견청취 차를 생략한 것은 청구인들의 법 차의 

원칙에서 생되는 청문권을 침해한 것이다.

특히 수도로서의 지 에 향을 받는 서울특별시  시의회와 의를 거

치거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아 차  정당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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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를 폐치·분합하거나 그 명칭 는 구역을 변경할 때에는 계 지방자

치단체 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한 지방자치법 규정에 반된다.

(7) 이 사건 법률은 앙행정기  등의 이 지역을 연기·공주지역으로 

명시하고 있어 그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청구인들의 경우 수도가 거주지역

으로 이 될 수 있는 동등한 기회가 상실되었고 특히 이 사건 법률은 선거

에서의 특정지역의 표를 얻으려는 목 으로 만들어진 자의  법률이므로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8) 공공기 에 근무하는 청구인들은 이 사건 법률로 인하여 수도권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로 분산·배치됨으로써 직업의 자유  거주이 의 자유가 

침해되며, 행정 심복합도시로 이 할 앙행정기  등의 공무원들의 경우

도 강제 으로 지방으로 주거를 옮겨야 하므로 마찬가지로 직업의 자유와 

거주이 의 자유를 침해받는다.

한 이 사건 법률로 말미암아 서울이 수도로서 가지는 가치를 배경으로 

수도권에서 활동하는 개인과 기업은 수도이 으로 경제 으로 유·무형의 

타격을 입게 되었고 안보상의 불안이 커졌으며 앙정부에 출입하려고 할 

경우 충청권으로 가야하는 불편과 비효율을 겪게 되는 등으로 인하여 행복

추구권을 침해받는다.

(9) 이 사건 법률에 의한 수도분할로 인하여 서울특별시가 수도로서의 

지 가 감소되어 서울특별시 의원과 공무원인 청구인들의 경우 공직수행과

정에서 종 에 렸던 지 와 권리가 축소·훼손될 것이므로 공무담임권과 

직업의 자유를 침해받는다.

나. 서울특별시장  과천시장의 의견

체로 청구인들의 주장과 같으며 추가로 다음을 주장하고 있다.

(1) 이 사건 법률은 국무총리를 시한 앙부서의 부분을 한꺼번에 

특정지역으로 이 할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정치수도를 서울에 남

겨두고 행정수도를 연기·공주로 이 하는 행정수도이 에 한 법률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헌법재 소 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며 법이 지하

는 바의 실질을 그 로 둔 채 이름을 바꾸어 행하는 것을 하는 탈법행  

지의 법리에 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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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헌법 제120조 제2항은 국가로 하여  국토와 자원의 균형있는 개발

과 이용을 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국

가는 국토 체에 하여 먼  국토종합계획을 세운 다음 그에 맞추어 각 

지역별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부분계획을 세워야 한다. 제4차 국토종합계

획(2000-2020)에 의하면 충청권에 국가행정의 추기능을 담당하게 하겠다

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행정 심복합도시의 건설이 국토의 다른 

지역에 미치는 향으로 인한 종합계획의 수정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은  헌법규정이 정하고 있는 국토 체의 통합

인 계획에 따른 국토개발 차에 반되는 돌출 인 입법으로서 헌법 제120

조 제2항에 반된다.

(3) 행정 심복합도시의 건설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수도권의 인구감소효

과나 교통혼잡감소효과는 매우 미미하며 오히려 수도권과 충청권간 교통량

의 증가, 국정운용시스템의 불안정 는 수도권발 의 해로 인한 국가경

쟁력의 약화 등의 문제가 상되어 수도권의 과 해소와 국가경쟁력 제고

에 유효 한 수단이라 할 수 없는 불합리한 법으로서 헌법상의 합리성 

법리에 반한다.

(4) 국회의 입법권은 무제한이 아니며 헌법이 ‘법률이 규정하는 바에 의

하여’와 같이 명문규정으로 법률을 제정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는 86개

의 사항에 하여만 입법이 가능하다. 이 사건 법률과 같이 국가정책의 

한 변경에 해당하는 법률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언 한 규정이 없는 경우

에는 헌법개정을 통하여 입법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법

률은 입법근거가 없는 무 법률로서 헌이며 무효이다.

(5) 이 사건 법률은 기본 으로 행정 심복합도시를 건설하는 방법  

차에 하여 규정하는 차법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기 의 이 과 행정도

시 건설청과 같은 기 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어 체계정당성을 상실하 고, 

입법 차 으로도 정부가 작성한 법안을 입법 고 등의 차를 피하기 

하여 의원입법으로 발의하고 법제사법 원회에서 정된 공청회를 개최하

지 않았으며 상임 원회의 제 로 된 법안심사 없이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법안을 직권으로 상정하는 등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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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법무부장 , 건설교통부  행정 심복합도시건설추진 원회의 

의견1)

(1) 헌법재 소 헌결정의 기속력이 국회에는 미치지 않는다는 비기속

설이 독일의 경우 다수설이며 연방헌법재 소 제1부의 견해이기도 하다. 

이에 의하면 이 사건 법률이 이미 헌 선언된 신행정수도법과 동일입법인

지 여부 자체가 문제되지 않는다. 설사 기속설의 입장을 취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법률은 그 목 이 수도권의 과도한 집 에 따른 부작용을 시정하

기 하여 행정 심복합도시를 건설하는 것으로 국가 추기능을 분산하기 

하여 신행정수도를 건설하려는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한 특별조치법과 

구별되고, 그 결과도 통령을 비롯한 헌법기 은 그 로 서울에 두고 정

부부처  12부 4처 2청만을 이 하는 것에 불과하여 이  법률과  다

르다.

한 수도의 분할은 수도를 구성하고 있는 본질  요소를 분리하는 것을 

의미하며 재도 과천에 다수의 정부부처가 소재하고 있는 실과 이

상 12개부  8개부가 과천에서 이 하는  그리고 청구인들의 주장처럼 

정부부처의 소재지가 수도성 여부를 단함에 있어 요요소가 된다면 서

울이 수도라는 습헌법이 과천에 정부부처들이 이 됨으로서 이미 사멸하

다고 보아야 하는 에 비추어 이 사건 법률에 의하여 수도의 분할이 있

다고 할 수 없다.

(2) 수도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결정  요소가 되는 것은 통령과 국

회의 소재지이며 이 사건 법률에 의하면 이들이 여 히 서울에 소재하고 

여기에 더하여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최소한의 보좌기 과 함께 

통 이고 기본 인 국가기 인 외교·국방 등 정부기능을 담당하는 기 이 

소재하게 되므로 서울이 수도임을 의심할 여지가 없다. 한 국무총리  

정부부처의 소재지는 수도성 여부를 단함에 있어 독자 이고 결정 인 

1) 역시장, 충청남도지사, 충청북도지사의 의견은 체로 이하의 의견과 같다. 

이와 별도로 경기도지사는 특히 이 사건 법률은 여야간의 심도있는 논의와 타

을 거쳐 여야가 기본 인 사항에 하여 합의에 이른 후 국회에서 다수결의 원칙

에 따라 통과된 국민의 의사로서, 선거를 앞두고 행해진 여·야간 정략  타 의 

산물로서 그 입법과정에 하여 야당 표가 공식 으로 사과를 하기도 한 신행정

수도법과는 분명히 다르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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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로서의 의미를 가지지 않으므로 이 사건 법률에 의하여 연기·공주지역

이  하나의 수도가 되지 않음은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에 의하

면 수도가 분할되지 않으므로 헌법개정에 한 국민투표권을 침해할 가능

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3) 국무총리와 행정각부의 치는 헌법 으로 규율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니며 행정기능의 효율  행사와 련하여 결정될 사항일 뿐이다. 심지어 

헌법은 구체 으로 행정각부로서 어느 부를 설치할 것인지에 하여 아무

런 규정도 가지고 있지 않다. 게다가 정보통신기술의 발 으로 인하여 얼

마든지 장소의 이격성을 극복하고 원활하게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므로 

물리 인 거리는 헌법 으로 요하고 기본 인 사항이라 할 수 없다. 따

라서 국무총리와 행정의 추기 들이 통령과 같은 지역에 소재하여야 

한다는 습헌법의 존재는 인정되지 않는다.

국무총리는 소재지에 계없이 여 히 통령의 보좌기 으로서 통령

의 명을 받아 정부부처를 통할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이 사건 법률은 국무

총리에 하여 소재지를 통령과 다른 곳에 치하도록 하고 있을 뿐 독

립하여 일정한 업무를 처리하고 최종 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므

로 이원집정부제를 도입하거나 국무총리에 하여 독자  권한을 부여한다

고 할 수 없다.

(4) 헌법 제72조의 국민투표권은 통령이 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의

한 경우 이에 참가하여 표결을 행사할 권리를 말하며 헌법상 국민투표 부

의여부는 통령의 임의 이고도 독 인 권한으로 재량권 일탈·남용의 

법리는 용될 수 없다. 설사 그러한 법리가 용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법률이 도모하는 수도권 집 의 해소와 지역간 불균형 해소 등의 공익을 

생각하면 그러한 일탈·남용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게다가 통령이 국회에

서 의결된 법률안을 국민투표에 부쳐 부결시킴으로써 국회에 의한 법률 

제·개정을 쇄하여 국회입법권을 잠탈하는 것은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통령이 그 재량에 의하여 국민투표에 부의하지 않은 이상 이 사

건 법률이 국민투표권을 침해할 가능성은 없다.

(5) 우리 헌법은 납세자의 기본권에 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

으며, 일본에서 일부 이를 주장하는 견해들이 존재할 뿐이고 미국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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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인정한 연방 법원 례가 존재하기는 하나 이후 여러 례들을 종합

해보면 납세자로서 특정한 구체  손해나 험성을 입증하지 못한 채 일반

국민의 일반화된 불만에 한 주장만으로는 당사자 격이 인정되지 않는

다. 특히 우리 헌법은 재정에 한 의회통제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어 재정

에 한 국민의 직 통제를 하여 납세자 기본권을 인정하는 것은 무리이

다. 설사 이러한 기본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법률은 구체 인 재

정 지출행 에 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직 성이 인정

될 여지가 없다.

한 이 사건 법률에 의하여 행정 심복합도시가 건설되어 그에 따른 건

설비용 등 재정지출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이는 국민 체의 부담이지 청

구인들만의 부담은 아니며 이 사건 법률이 특히 청구인들에게 직  납세의

무를 부과하거나 그 재산권의 사용·수익·처분에 제한을 가하는 등 어떤 침

해도 하지 않는 이상 자기 련성 는 직 성을 인정할 수 없다.

(6) 청문권은 자신의 이해 계에 하여 불이익한 결과를 래할 수 있

는 공권력 행사에 있어서 의견을 개진할 권리를 말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법률은 청구인들의 사실 , 반사 , 경제  이해 계에 향을 미칠 뿐 권

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등 법  지 에 직  향을 미치지 않

으며, 연기·공주지역에 거주하는 청구인들의 경우 일부 권리의 제한을 받

는다 하더라도 이는 행정청의 별도 집행행 를 통하여 이루어지므로 이 사

건 법률에 한 청문권을 인정할 근거가 될 수 없다. 서울시 의회 의원이

나 서울시 공무원인 청구인들의 경우에도 법  지 에 향을 받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이므로 그 침해의 가능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설사 청문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법률의 제정과정에서 수많은 공청회, 

토론회, 간담회를 통해 극 인 국민홍보와 여론수렴을 실시하 으므로 

충분한 청문 차가 이행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밖에 실질 으로 정부에 의한 입법임에도 불구하고 의원입법에 의하

으며 법제사법 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본회의

에 부의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차를 수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7) 평등권 침해와 련하여 청구인들에게 자기 련성이 인정되려면,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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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집단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법규정이 헌으로 선고되어 혜택이 제거되는 

경우 비교집단과의 계에서 청구인들의 법  지 가 상 으로 향상될 

수 있어야 한다. 이 사건 법률에 의한 행정 심복합도시건설지역이 연기·

공주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상태가 제거된다 하더라도 청구인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자신들의 거주지역에 그러한 도시가 건설될 수 있다는 막

연한 기  는 가능성에 불과하고, 실제 당해 지역에 행정 심복합도시가 

건설된다 하더라도 이로써 받는 혜택은 생활편의의 증 , 부동산 가격 상

승 등 반사 , 사실 , 간 , 경제  이익에 불과하여 어떠한 법  지

에 변화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평등권에 한 자기 련

성이 인정될 수 없다.

한 청구인들  앙행정기 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없고, 공공기  종

사자 역시 어느 기 에 근무하는지가 불분명하여 이 사건 법률로 인하여 

주거를 이 하거나 근무지를 이 해야할 청구인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직업

수행의 자유나 거주이 의 자유가 침해될 가능성은 존재하지 않으며 특히 

공공기 의 이 의 경우 이 사건 법률은 단지 이 을 선언하고 있을 뿐 구

체 인 이 은 국가균형발 특별법에 의하여 이루어지므로 직 성 역시 인

정되지 않는다. 수도가 서울이라는 에서 받고 있던 업·기업활동의 이

익 역시 반사 , 사실 , 간 , 경제  이익에 불과하여 기본권으로 보호

될 수 없다.

서울시 공무원인 청구인들의 경우에도 종래 수도의 의회의원  공무원

으로서 리는 지 와 권리가 불분명할 뿐 아니라 이 사건 법률에 의하여 

서울시의 수도성에 변화가 없으므로 이들은 종 과 동일한 공무를 수행할 

수 있고 따라서 공무담임권이나 직업수행의 자유가 제한될 여지가 없다.

(8) 설사 평등권, 직업의 자유 등 의 기본권들의 제한이 인정된다 하

더라도 수도권 과 해소와 국가의 균형발 이라는 입법목 의 정당성, 청

구인들이 받는 불이익의 미약함 그리고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의 크기를 고

려할 때 이 사건 법률은 기본권 제한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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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1. 행정 심복합도시로 이 하는 기 은 국무총리를 비롯한 총 49개 기

이며 이들을 수평 인 권한배분면에서 보면 이 기 들의 직무범 가 

부분 경제, 복지, 문화 분야에 한정되어 있고 경제의 주요부문인 융정책

을 결정하는 기 들은 제외되어 있다. 수직 인 면에서 보아도 여 히 정

부의 주요정책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통령이 최종 으로 결정하며, 

국무총리는 헌법상 통령의 보좌기 으로서 그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

할하고 각부의 장은 정해진 정책을 구체 으로 실 할 뿐이다. 특히 정보

통신기술이 발달한 사회에서는 서로 장소 으로 떨어진 곳에 치하더

라도 통령과 행정각부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수단이 확보되기만 하면 통

령이 의사결정을 통한 통제력을 확보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따라서 행정

심복합도시에 소재하는 기 들이 국가정책에 한 통제력을 의미하는 정

치·행정의 추기능을 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한 행정 심복합도시는 내 으로 국가의 요정책이 최종 으로 결

정되는 곳이 아니며 각국 외교사 들이 소재하여 주요 국제 계가 형성되

는 장소도 아니다. 특히 국가상징으로서의 기능은 오랜 세월에 걸쳐 역사

와 문화 인 요소가 결합되어 형성되는 것으로 짧은 기간에 인 으로 만

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행정 심복합도시가 건설된다고 하더

라도 이러한 요소가 충족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가상징으로서의 기능을 수

행할 것이라고 상하기 어렵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법률에 의하여 건설되는 행정 심복합도시는 수도로

서의 지 를 획득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고, 이 사건 법률에 의하여 

수도가 행정 심복합도시로 이 한다거나 수도가 서울과 행정 심복합도시

로 분할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2. 이 사건 법률에 의하면 행정 심복합도시가 건설된다고 하더라도 국

회와 통령은 여 히 서울에 소재한다. 국회는 국민의 의기 으로서 입

법기능을 담당하며 모든 국가작용은 헌법상의 법치국가원칙에 따라 법률에 

기속되며, 통령은 행정권이 속한 정부의 수반으로서 정부를 조직하고 통

할하는 행정에 한 최고책임자로서 행정과 법집행에 한 최종 인 결정

을 하고 정부의 구성원에 하여 최고의 지휘·감독권을 행사한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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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은 여 히 정치·행정의 추기능을 수행하는 곳이라 할 수 있다. 한 

외 계의 형성과 발 은 서울에서 이루어지고 여 히 서울은 국내 제1의 

거 도시로서 경제·문화의 심지의 지 를 유지할 것이며 법원과 헌법

재 소 등 사법기능의 핵심 역시 이곳에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서울은 국

가의 상징기능을 여 히 수행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서울은 이 사건 법률에 의한 행정 심복합도시의 건설에도 불

구하고 계속하여 정치·행정의 추기능과 국가의 상징기능을 수행하는 장

소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에 의하여 수도로서의 기능이 해체

된다고 볼 수 없다.

3. 이 사건 법률은 행정 심복합도시의 건설과 앙행정기 의 이   

그 차를 규정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통령을 심으로 국무총리와 국

무 원 그리고 각부 장  등으로 구성되는 행정부의 기본 인 구조에 어떠

한 변화가 발생하지 않는다. 한 국무총리의 권한과 상은 기본 으로 

지리 인 소재지와는 직 으로 련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청구

인들은 통령과 국무총리가 서울이라는 하나의 도시에 소재하고 있어야 

한다는 습헌법의 존재를 주장하나 이러한 습헌법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

4. 헌법 제72조는 국민투표에 부쳐질 요정책인지 여부를 통령이 재

량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고 헌법재 소 역시  규정

은 통령에게 국민투표의 실시 여부, 시기, 구체  부의사항, 설문내용 등

을 결정할 수 있는 임의 인 국민투표발의권을 독 으로 부여하 다고 

하여 이를 확인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의 국가정책에 하여 다수의 국민

들이 국민투표를 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령이 이러한 희망과는 달

리 국민투표에 회부하지 아니한다고 하여도 이를 헌법에 반된다고 할 수 

없고 국민에게 특정의 국가정책에 하여 국민투표에 회부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인정된다고 할 수도 없다.

재  효숙, 재  이공 , 재  조 의 별개의견

우리는 이 사건 법률에 의해 행정 심복합도시가 수도로서의 지 를 획

득하거나 서울의 수도로서의 기능이 해체되지 아니한다는 을 수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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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앞서 서울이 수도라는 습헌법이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없고, 설령 

이를 인정하더라도 습헌법을 변경하려면 반드시 성문헌법의 개정 차를 

거쳐야 한다고 보지 아니한다. 그 이유에 하여는 헌법재 소가 2004. 10. 

21. 선고한 2004헌마554 신행정수도사건의 결정문  반 의견에 설시된 

논거를 원용한다. 

재  권성, 재  김효종의 헌의견

1. 행정각부처  73%가 행정도시에 소재하고 그 분야도 국방과 외교 

등을 제외한 거의  분야에 걸치며, 경제분야의 행정을 장하는 모든 부

처  정부의 경제활동을 반 으로 기획하고 리하는 기획 산처를 행

정도시에 치시키고 있고, 국무총리가 행정도시에 치하게 됨에 따라 국

정통할기능  매우 요한 부분이 행정도시에서 수행되며, 정부의 정책을 

심의하는 국무회의의 기능이 상당부분 국무총리의 주재로 사실상 행정도시

에서 수행되게 되고, 산규모의 면에서 볼 때 국가행정 산의 략 70%

가 행정도시권에서 집행의 지휘를 받는다. 한 행정도시에서 수행되는 행

정기능은 최고수 의 고차원의 행정에 해당하므로 따라서 행정도시에서 수

행될 행정기능은 행정의 추기능에 해당한다고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나아가 행정도시에서 수행되는 정치  기능도 그 소  행정분야에 한 한 

상당한 정도로 추  기능의 일익을 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에 의

한 앙행정기  등의 이 은 우리나라의 수도를 서울과 행정도시의 두 곳

으로 분할하는 수도분할의 의미를 갖는다.

와 같이 이 사건 법률에 의한 행정도시의 건설과 운 이 수도의 분할

에 해당함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법률은 헌법개정의 차에 따라 국민투표

에 의하여 국민이 결단할 사항인 수도의 분할 문제, 그리고 습헌법이 규

정하고 있는 기존의 단일수도를 분할하여 복수의 수도로 변경하는 헌법개

정문제를 법률만으로 처리하여 버림으로써 헌법개정을 한 국민투표에 참

여할 국민의 정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다.

2. 이 사건 법률은 정부가 종 에 추진해 오던 신행정수도건설사업을 계

속 으로 추진하기 하여 의원입법의 형식으로 마련한 것이다. 이 사건 

법률은 이 범 를 축소한 것 외에는 신행정수도법과 그 체제나 내용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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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 부분 동일하고, 건설되는 도시의 규모도 크게 다르지 아니하다. 앞

서 본 바와 같이 행정도시가 정치‧행정의 부분 는 상당부분의 추기

능을 수행하여 수도로서의 지 를 가지는 이상 이 사건 법률이 비록 이

상기 을 일부 축소하 다 하더라도 그것이 헌성을 배제시킬 만큼 본

질 인 것은 아니며 오히려 헌성을 호도하는 형식  분식에 그친다. 그

러므로 이 사건 법률은 신행정수도법과 실질 으로 동일하여 그것이 가지

고 있던 헌성을 그 로 유한다.

【해설】

1. 헌법 제130조 제2항 국민투표권

가.  청구인들의 주장  국민투표권

(1) 청구인들은 행정 심복합도시가 건설되면 수도분할 는 수도를 해

체하는 결과를 래하므로 이 사건 법률은 습헌법 개정 차를 밟아야만 

법률로써 효력이 있다고 하면서 헌법 제130조에 의한 헌법개정에 한 국

민투표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한다.

(2) 헌법재 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심 을 청구하도록 규정

하고 있고 이에 따라 헌법재 소는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 사건 법요건의 하나에 포함시켜왔다.2) 따라서 헌법에 의해 

보장된 개인의 주  공권이 아닌 헌법상의 객  제도의 반만이 문제

되는 경우 원칙 으로 헌법소원심 청구는 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헌법재 소는 이미 신행정수도의건설을 한특별조치법 헌확인사건(2004. 

10. 21. 2004헌마554등, 이하 “신행정수도사건”이라 한다)에서 ‘수도가 서울’

이라는 을 습헌법으로 인정하 고 이후 그러한 습헌법이 사멸하 다

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재도 그러한 내용의 습헌

법이 존재한다는 에 의문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로 말미암아 서울

이 수도로서의 지 를 상실하거나  다른 도시가 수도의 지 를 가지게 

2) 헌재  1999.  6. 24. 97헌마315, 례집 11-1, 802, 817; 헌재 1999. 11. 25. 99헌마163, 

례집 11-2, 644, 655; 헌재 2000.  8. 31. 99헌마602, 례집 12-2, 247, 25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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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면 이 사건 법률이 헌법에 반되는 은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 

이와 같이 헌법에 반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헌법 제130조 국민

투표권의 침해가능성이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 법률에 의하

여 수도서울의 습헌법이 개정될 수 있다고 보아야 비로소 국민투표권 침

해가 인정될 수 있다. 이에 해서는 다음과 같은 견해들이 있을 수 있다.

(가) 헌법개정 부정설

이 사건 법률이 수도서울의 습헌법에 반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는 

있으나 논리 으로 헌법개정에는 해당할 수 없어 행정 심복합도시가 건설

되고 수도가 분할 는 해제되는지 여부에 상 없이 애당  기본권이 문제

될 여지가 없다는 견해이다.

습헌법을 포함한 헌법규정은 헌법에서 정한 차가 아닌 일반 법률에 

의해서는 개정될 수 없으므로 헌법과 일치하지 않는 법률이 존재한다 하여

도 여 히 헌법규범은 굳건히 효력을 유지한다. 서로 일치하지 않는 내용

의 규범이 헌법과 법률에 동시에 존재한다면 규범체계상 하 규범인 법률

이 상 규범인 헌법에 반되는 것이고 그 효력을 상실하도록 하기 해

( 는 효력없음을 확인하기 해) 헌법재 권이 존재한다. 따라서 의회의 

헌법규범에 반하는 법률제정은 비록 그 의도가 헌법개정에 한 헌법규정

들을 우회하기 한 것이라 하더라도 헌법재 권이 존재하고 기능을 수행

하고 있는 한 당해 법률은 헌무효가 될 뿐 헌법개정의 효력을 가질 수는 

없다.

만일 헌법규범과 일치하지 않는 법률들을 법률의 형식으로 헌법을 개정

한 것이라고 본다면, 법률에 한 헌법소원심 에서 기본권 침해가능성의 

요건은 의미가 없게 된다. 모든 경우에 국민투표권의 침해가능성이 인정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지 까지 모든 헌법률심 제청사건(헌가, 헌바)이

나 법률에 한 헌법소원심 사건에서 국민투표권의 침해가능성을 언 조

차 하지 않은 헌법재 소의 기본 인 입장과 일치하는 것이다.

앞선 신행정수도 사건 결정에 의하면 우리 헌법은 명문으로 ‘ 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다’라는 규정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다. 이 사건 법률에 의해 

수도가 해체되어 서울이 더 이상 수도가 아니게 되거나 는 수도분할로 

말미암아 ‘서울과 행정 심복합도시’가 한민국의 수도가 된다면, 이 사건 



724   헌법재 소결정해설집 2005

법률은  수도규정의 실체  내용에 반되어 헌무효로 선언될 것이다. 

법률의 헌성을 심사하는 헌법재 의 측면에서 보면 국민투표를 거치지 

않은 차  하자가 있는지 여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나) 헌법개정 정설3)

습헌법의 특성상 습헌법과 일치하지 않는 법률을 헌법을 개정하기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의하면 국민투표권의 침해가능

성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

헌법개정규정에서 정한 차에 의하여만 개정이 되는 성문헌법규정과는 

달리 습헌법의 경우 그 법  효력에 한 국민  합의가 상실되어 사멸

하거나 는 다른 습이 정립됨으로써 개정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방식으

로 습헌법의 개정이 이루어지려면 선행 으로 당해 규범을 침범하는 상

황이 발생하여야 하며 습헌법과 일치하지 않는 법률의 제정은 그러한 침

범의 표 인 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아직까지 습헌법이 사멸하 음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러한 법률이 제정되고 그 헌성에 한 심사가 헌법재 에 의하여 이루어

지는 경우 심사시 을 기 으로 보면 당해 법률은 습헌법에 반되는 것

이지만, 장기 인 에서 보면 이는 사멸의 방법에 의하여 습헌법을 

개정하기 한 시도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시도에 하여 아무런 

이의의 제기가 없이 오랜 세월이 흐르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나 헌

법소원심 의 형태로 문제가 제기된 경우 여 히 규범력을 가지는 습헌

법을 법률로 개정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보아 국민투표권의 침해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당해 법률이 습헌법의 취지에 반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개정

의 시도로 볼 수 없고 통령과 국회에게는 헌법개정에 한 헌법규정상의 

차를 수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국민들에게는 국민투표

권 자체가 발생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견해에 의하는 경우 당해 법률

이 습헌법에 반되는지 여부에 따라 헌법소원심 의 결론은 헌이 아

니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없어 각하되는 두가지로 귀결될 것이다.4)

3) 결정문에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으나 신행정수도사건의 다수의견이 이러한 입장

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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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단

일반 으로 헌법규정에 반되는 법률이 문제가 되는 경우 이를 헌법개

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국민투표권 침해의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비록 습헌법의 특성상 반되는 법률의 존재자체가 장기 으로 보

면 헌법개정 과정의 한단계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이는 헌심사가 이루

어지는 시 을 넘어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사태에 한 상을 바탕으로 

단하는 것으로 법요건의 심사를 이와 같이 불확실한 요인에 따를 수는 

없다. 게다가 같은 방법에 의하면 모든 헌법 반법률을 헌법개정을 한 

시도로 볼 수 있는 에서 자기 련성요건을 형해화하는 문제도 있다. 따

라서 헌법개정부정설의 입장이 이론 으로 더욱 수 하기 어렵지 않다.

다만 습헌법에 한 자세한 이론이 아직까지 명확하게 규명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어느 정도 헌법개정 정에 한 합리 인 설명이 가능한 

, 그리고 지난번 신행정수도법 헌결정에서 국민투표권의 침해가능성을 

인정하 던 에 비추어 헌법개정 정설도 일단 일정하게 인정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서울이 수도로서의 지 를 상실하는지 여부

(1) 우선 이 사건에서 행정 심복합도시가 건설되고 이곳으로 재 서울 

 수도권에 소재하는 통령과 6개부처를 제외한 나머지 앙행정기 이 

이 하는 경우 서울이 여 히 수도로서의 지 를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 이 된다. 수도가 행정 심복합도시로 이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서울 소재 국가기 이 여러 곳에 분산됨에 따라 서울을 더 이상 수도라고 

부를 수 없는 경우에는 이 사건 법률은 수도서울의 습헌법 반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5)

(2) 신행정수도사건에서 헌법재 소는 수도를 “국가권력의 핵심  사항

을 수행하는 국가기 들이 집  소재하여 정치․행정의 추  기능을 실

하고 외 으로 그 국가를 상징하는 곳”을 의미한다고 하여 ① 정치·행

4) 이러한 구조는 부작 에 한 헌법소원심 사건에서 공권력 주체의 작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심 청구를 각하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다.

5) 청구인은 명시 으로 이와 같이 주장하지 않았지만 ‘수도의 해체’를 언 하고 있

어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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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추기능과 ② 국가상징기능을 수도의 주요 기능으로 보았고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기 한 조건으로 ‘주요국가기 의 소재지’를 들었다. 

이어서 입헌국가에서 수도인지의 단을 하여 당해 도시에 소재하여

야 할 주요기 들과 기능에 하여 다음과 같이 이를 부연설명하고 있다. 

① 수도는 국민의 의기 인 의회를 통한 입법기능이 수행되는 곳으로서 

입법기 의 소재지라는 은 수도의 요한 요소의 하나이며, ② 국가의 

표기능 내지 통합기능을 담당하는 국가원수인 통령의 활동이 수행되는 

장소로서 특히 이는 국민정서상의 상징가치를 가리고 심리 으로 국가통합

의 계기를 이루는 것으로 수도성 단의 본질 인 요성을 가진다. 나아

가 ③ 수도는 정부(좁은 의미의 정부로서 행정부)기능을 수행하는 국가기

들의 활동 장소로서 이러한 정부의 기능은 그것이 행사되고 실화되는 

장소에 하여 수도 인 것의 하나의 계기를 부여한다. 다만, 정부조직의 

분산배치는 정책  고려가 가능하다. 그밖에 ④ 사법권이 행사되는 장소와 

도시의 경제  능력 등은 수도의 필수 인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결론 으로 일반 으로 수도란 최소한 정치·행정의 추  기능을 수행

하는 국가기 의 소재지를 뜻하고, 우리 헌법에 의하면 국회와 통령 소

재지가 어디인가 하는 것은 수도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특히 결정 인 요소

가 된다고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신행정수도 사건 결정의 시내용에 비추어 보면 우리나라의 

수도를 서울로 한다고 함이 습헌법에 속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헌법기

이나 그 하  조직을 어떠한 경우에도 모두 서울에만 두어야 한다는 정도

의 엄격한 요구를 내용으로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수도성의 단

에 있어 핵심 인 것은 정치·행정의 추와 국가상징이라는 두가지 기능을 

수행하는 하는지 여부이며 어느 기 의 소재하는지 여부는 의회와 통령

을 제외하고 결정 인 요소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서울에 상당수의 비 있

는 국가기 들이 계속 소재하고 국내 최 의 도시인 서울이 가진 정치외

인 도시역량과 결합하여 서울이 여 히 의 두가지 기능을 수행하는데 지

장이 없다면 서울의 수도성의 핵심은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만 

당해 도시가 정치·행정의 추기능을 수행하면 자연스럽게 내외 으로 

국가상징의 기능 역시 수행하게 될 가능성이 크므로 자의 기능이 좀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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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3) 이 사건 법률 제16조는 제1항에서 행정자치부장 으로 하여  앙

행정기  등을 행정 심복합도시로 이 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통령의 승

인을 받도록 하고 있고 제2항에서 통일부, 외교통상부, 법무부, 국방부, 행

정자치부, 여성가족부의 6개부를 이 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최 한으로 국무총리를 비롯하여 의 6개부를 제외한 모든 앙행정기

이 행정 심복합도시를 이 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통령이 여 히 서울

에 소재하므로 통령을 직  보좌·자문하는 기 은 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상되며, 이미 과천 는  등 서울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앙행정

기 6)의 경우 행정 심복합도시로 이 한다고 해도 서울의 수도성 단에

는 향이 없을 것이므로 이들을 제외한 서울 소재 기   이 상이 될 

수 있는 기 을 우선 살펴본다.

승인을 받아 확정된 것은 아니나 행정자치부에서 작성한 ‘ 앙행정기  

등의 이 계획(2005. 7. 5.)’에 의하면 행정 심복합도시로 이 하는 기 은 

국무총리를 비롯한 총 49개 기 으로 그  주요기 은 다음과 같다.7)

국무총리

12부 : (서울) 교육인 자원부, 문화 부, 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 (과

천) 재정경제부, 과학기술부, 농림부, 산업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노동

부, 건설교통부

4처 : (서울) 기획 산처, 법제처, 국정홍보처, 국가보훈처

2청 : (서울) 국세청, 소방방재청

결국 서울에 잔류하는 앙행정기 은 이 사건 법률에서 제외한 6부와 

검찰청, 경찰청, 기상청의 3청, 그밖에 국가정보원, 국가인권 원회, 방송

6) 재 정부과천청사에는 재정경제부, 과학기술부, 농림부, 산업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노동부, 건설교통부, 법무부, 공정거래 원회, 비상기획 원회의 11개 앙

행정기 이 있으며 정부 청사에는 세청, 조달청, 통계청, 병무청, 문화재청, 

산림청, 소기업청, 특허청, 국가기록원의 9개 앙행정기 이 소재하고 있다. 그

밖에 농 진흥청이 수원, 해양경찰청이 인천에 소재한다.

7) 그밖에 (서울) 앙인사 원회, 국민고충처리 원회, 청소년 원회, 공 자 리

원회; (과천) 공정거래 원회, 비상기획 원회 등 각종 원회와 이 상 기  

산하 기 들을 포함하면 모두 49개기 이 이 될 정이다. 따라서 정부과천청사

에 소재하는 기 들은 부분 행정 심복합도시로 이 하고 정부 청사 기타 

지방의 기 들은 이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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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회, 융감독 원회 등 각종 독립 원회와 기타 통령자문기구들이라 

할 수 있다.

(4) 와 같이 정된 앙행정기 의 이  이후에도 서울이 여 히 정

치․행정의 추기능과 국가의 상징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

본다. 

추기능이란 단순하게 정의하면 통제력(control power)을 갖는 기능이

며 여기서 통제력이란 의사결정권 는 의사결정에 한 향력을 의미한

다.8) 따라서 서울이 여 히 정치․행정의 추기능을 수행하는지 여부를 

단하기 해서는 남아있는 기 들이 국가의 내외 정책에 한 최종

인 의사결정권을 가짐으로써 국가 체를 조직 는 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를 살펴보아야 한다.

무엇보다 요한 것은 이 사건 법률에 의하더라도 국회와 통령이 여

히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이다. 의회는 국민의 의기 으로서 입법기능

을 담당하며 헌법상의 법치국가원칙에 따라 모든 국가작용은 법률에 기속

된다. 정부의 기본 인 기능이 국가정책의 책임있는 수행이고 그 결과 일

정한 정도로 국가의 기본 정책에 향을 미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는 의회

에서 법률로 정한 일정한 범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한계가 있다. 특히 

헌법은 제75조와 제95조에서 통령령, 총리령 는 부령 역시 상  규범

에서 구체 으로 범 를 정하여 임받은 사항이나 집행을 해 필요한 범

에서만 발해질 수 있도록 규정하여 이를 확인하고 있고 입법과 련하여 

제52조에서 정부에게 법률안제출권만을 부여하고 있어 정부에서 어떠한 정

책방향을 결정하든 최종 으로는 국회의 입법기능을 통해 실 될 수 있음

을 분명히 하고 있다.

나아가 통령은 행정권이 속한 정부의 수반으로서(헌법 제66조 제4항), 

8) 이와 같은 추기능론에 의하면 수도의 기능은 ① 국가 체를 통제-통치하는 통

어(通御)기능(head function), ② 체 국민의 감정과 애국심을 모아 국가 체  

차원에서 통합하는 국민결속기능(keystone function), ③ 세계 각 국가들과 계를 

유지하면서 이들로부터 지속 으로 국가발 기회를 받아들이는 외연결기능(link 

function), ④ 인 국가와의 경지역에 한 안정과 안 을 도모하는 변경조직-

통제기능(frontier-organizing function)으로 나뉘어 지며, 어느 하나라도 결여되면 

수도기능의 수행에 장애를 받게 된다고 한다(박양호 등, 국토균형발 을 한 

추기능의 공간  재편방안, 국토연구원, 2002. 6. 7-8, 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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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를 조직하고 통할하는 행정에 한 최고책임자다. 통령은 오로지 그 

권한과 책임하에 행정과 법집행에 한 최종 인 결정을 하고 정부의 모든 

구성원에 하여 최고의 지휘·감독권을 행사한다. 이에 따라 헌법은 통

령에게 국회의 동의를 얻어 국무총리를,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국무 원과 

행정각부의 장을 임명하고(제86조 제1항, 제87조 제1항, 제94조) 헌법과 법

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명할 권한(제78조)을 부여하 고, 국

무총리로 하여  통령을 보좌하고 그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하도록 

하 다(제86조 제2항) 한 통령,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 원으로 구성된 

국무회의의 권한을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요정책을 심의하는 것에 그치

도록 하고 있고(제88조) 해석상 그 결과에 통령은 구속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9) 따라서 국가정책의 형성과 수행에 정부가 어느 정도 향을 미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최종 인 의사결정은 통령에 의하여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게다가 이 사건 법률에도 불구하고 통령에 한 각종 자문기 들과 외

교통상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등 주요 기 들은 이 상에서 제

외되며, 일부 행정기 들이 행정 심복합도시로 이 한다고는 하나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한 발 으로 인하여 화상회의와 자결재 등 첨단의 

정보기술을 활용하면 장소 으로 서로 떨어져 있는 불편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으므로 통령의 정책결정에 어떠한 지장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이와 같이 국회와 통령은 내외 정책에 한 최종 인 의사결정권자

로서 서로 독립하여 국가의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수행하는 통제기능을 담

당한다고 할 수 있어 신행정수도 사건에서도 이들의 소재 여부가 수도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특히 결정 인 요소라고 시한 것이다. 따라서 이들이 

서울에 소재하는 한 이 사건 법률에 의하여 일부 앙행정기  등이 이

한다 하여도 여 히 서울은 정치·행정의 추기능을 담당하는 곳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5) 우리와 같은 통령제 헌법을 가진 국가에서 통령은 국가를 표

하고 국가의 통일성을 유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통령의 내외  활동

은 체 국민의 감정과 애국심을 모아 국가 체  차원에서 통합하며 세

9) 권 성, 김철수, 허 , 구병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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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각 국가들과 계를 유지하면서 지속 으로 국가발 기회를 받아들이는 

기능을 담당한다. 특히 이 사건 법률은 통일부와 외교부를 이 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외 계의 극  형성을 도모하는 한편 국방부 역시 서울

에 두어 국토방 의 임무 역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국 외교사 들 역시 서울에 소재하게 된다.

나아가 일부 행정기 이 이 한다 하여도 여 히 서울은 우리나라 체 

인구의 5분의 1 이상을 포섭하고 있는 국내 제1의 거 도시로서 경제·문화

의 심지의 지 를 유지한다. 주요 융기 과 기업의 본사들이 부분 

서울에 치하여 핵심 인 경제활동이 이루어지고 주요 학  각종 연구

기 들이 존재하여 연구  학술활동의 심지로서 기능한다. 한 헌법재

소와 법원이 여 히 서울에 치하여 사법기능의 핵심이 이곳에서 이

루어지기도 한다.

와 같은 제반사정들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법률에 의하더라도 서울은 

내 으로 국가통합의 계기를 이루는 국민정서상의 상징가치를 가지는 장

소이면서 외 으로 국가를 표하는 곳으로서 국가의 상징기능을 여 히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단된다.

이와 같이 서울은 이 사건 법률에 의한 행정 심복합도시의 건설에도 불

구하고 정치·행정의 추기능과 국가의 상징기능을 수행하는 곳으로서 기

능을 계속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에 의하여 수도로서의 지 를 상실

하 다고 볼 수 없다고 헌법재 소는 단은 한 것이다. 

다. 행정 심복합도시가 수도로서의 지 를 획득하는지 여부

(1) 다음으로 이 사건 법률에 의하여 건설될 행정 심복합도시가 수도로

서의 지 를 가지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신행정수도 사건 결정의 “정부조

직의 분산배치는 정책  고려가 가능하며 정부 각 부처의 소재지는 수도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결정 인 요소로 볼 필요는 없다”는 시내용에 의하면 

단순히 일부 앙행정기 이 행정 심복합도시에 소재한다 하여도 수도서

울의 습헌법규정에 반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행정 심도시에 소재

할 앙행정기 들이 정치·행정의 추기능을 실 하고 그 도시가 제반사

정을 고려할 때 외 으로 국가를 상징하는 역할을 수행할 때에야 비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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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법률은 헌법개정 없이는 서울 이외의 도시를 수도로 할 수 없다는 

수도서울의 습헌법규정에 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10)

(2)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법률에 의하면 국무총리를 비롯한 

상당수의 앙행정기 이 행정 심복합도시로 이 할 정이며 이들은 직

권으로 총리령 는 부령을 발할 수 있고 법령의 집행에 한 한 재량  

단권 역시 인정된다. 한 행정각부의 장들은 각 직무범 안에서 내외

의 제반정책들을 실질 으로 수행할 책임을 부여받고 있다. 따라서 이들 

기 들이 행정 으로 국가를 이끌어나가는 활동을 일부 담당하고 있다고 

볼 수는 있다.

그러나 행정 심복합도시에 이 하는 앙행정기 들이 일정 정도 정책

결정권과 집행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정치·행정의 추기능을 하고 있

다고 볼 수는 없다. 우선 수평 인 권한배분면에서 보면, 통일부, 외교통상

부 등 외 계를 담당하는 기 과 법무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그리고 여

성가족부 등의 기 이 이 상에서 제외되어 이 기 들의 직무범 가 

부분 경제, 복지, 문화 분야에 한정되어 있다. 특히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등 경제정책과 직·간 으로 련되어 있는 기 들의 상당수가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한국은행, 융감독 원회 등 경제의 주요부문인 융정책을 

결정하는 기 들이 제외되어 있다.

수직 인 면에서 보아도 여 히 정부내에서 주요정책은 국무회의의 심

의를 거쳐 통령이 최종 으로 결정한다. 국무총리는 헌법상 통령의 보

좌기 으로서 그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하며 각부의 장은 정해진 정책

을 구체 으로 실 할 뿐이다. 특히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한 사회는 

권력 계가 정보의 흐름을 바탕으로 형성됨에 따라 공간의 의미는 축소되

고 정보와 정보기술을 장악하는지 여부가 요한 의미를 가지므로11) 서로 

장소 으로 떨어진 곳에 치하더라도 원활한 의사소통수단이 확보되기만 

하면 의사결정을 통한 통제력을 확보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따라서 행정

심복합도시에 일부 앙행정기 이 치해있다는 이 통령의 정책결

10) 헌법개정의 면에서 살펴보면 “ 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다”라는 규정을 “ 한민

국의 수도는 서울과 행정 심복합도시이다”라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이며, 청구인

들은 이를 ‘수도분할’로서 헌법에 반된다고 표 하고 있다.

11) 마뉴엘 카스텔, 정보도시, 한울, 2002, 221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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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한에 향을 미칠 수 없다.

근본 으로 국가통치기능의 경우 동등한 치의 복수 심의 형태로 존

재할 수 없고 통일성을 유지하기 해 심기능과 주변기능으로 구성될 수

밖에 없다. 물론 추기능의 핵심인 통제력은 조직, 경제력, 신망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며, 이론 으로 추기능의 입지는 단순히 단일

한 심과 그 외의 주변으로 이루어진 구조 뿐 아니라 규모 립 이고 상

호의존 인 수평  근성에 기 한 유연한 구조와 체계(일명 네트워크 체

계)로 존재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실제 추기능의 모습은 네트워크 구조에 

심지 계층조직화가 결합하여 하 심과 간 심의 상 에 단일한 최고

차 심이 존재하는 구조의 모습으로 실 된다.12) 국가의 행정기능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 층 의 의사결정구조가 있을 수 있으나 구조 으로 최고, 

최후의 의사결정권이 두개로 나뉘어 존재할 수는 없으며 결국 여러 기능들 

 상호 우열 계가 형성되기 마련이다.

따라서 행정 심복합도시에 소재하는 기 들이 하 의 의사결정의 기능

을 수행할 수 있다 하더라도 국가정책에 한 통제력을 의미하는 정치·행

정의 추기능을 담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4) 나아가 건설계획에 의하면 행정 심복합도시는 앙행정기능을 주기

능으로 하는 인구 약 50만명 정도의 도시로서 국책연구기 이나 기업  

문화·국제교류시설이 추가로 이  는 건립된다하더라도, 내 으로 국

가의 요정책이 최종 으로 결정되는 곳이 아니며 각국 외교사 들이 소

재하여 주요 국제 계가 형성되는 장소도 아닌 상황에서 내외 으로 국

가를 통합하고 상징하는 장소로서 기능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특히 국가상징으로서의 기능은 오랜 세월에 걸쳐 역사와 문화 인 요소

가 결합되어 형성되는 것으로 짧은 기간에 인 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근 화와 경제개발 이후 국토의 균형발 과 서울  수도권 

인구집  방지를 해 여러 차례 계속되어 온 행정기 의 지방이 에 따라 

정부과천청사, 정부 청사 등이 만들어졌고 이곳으로 상당수의 앙행정

기 들이 이 하여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 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들 

도시들이 한민국을 상징하는 곳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아도 

12) 박양호 등, 앞의 , 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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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상징의 기능에 한 역사 , 문화  요소의 역할이 크다는 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법률에 의하여 건설되는 행정 심

복합도시에는 상당수의 앙행정기 들이 소재하여 국가행정의 요한 부

분을 담당한다 하더라도   도시를 정치·행정의 추  기능을 실 하고 

외 으로 국가를 상징하는 곳으로 볼 수 없다. 이러한 이유에 의하여 이

루어진  도시가 수도로서의 지 를 획득하지 못한다는 헌법재 소의 

단은 타당한 것이다.

라. 권력구조  국무총리의 지  변경 여부

(1) 그밖에 청구인들은 이 사건 법률은 국무총리를 2원집정제 정부형태

의 수상의 지 에 견주는 실권형 국무총리로 보고 통령과 업무를 나 어 

독립해서 처리하도록 하여 헌법상 용인될 수 없는 분권형 는 2원집정제

를 형성하고, 통령과 국무총리를 지리 으로 떨어진 지역에 치하도록 

하여 이들이 같은 지역에 상주하여야 한다는 습헌법에 반된다고 주장

한다.

(2) 그러나 이 사건 법률은 행정 심복합도시의 건설과 앙행정기 의 

이 과 그 차를 규정한 것으로서 행정 심복합도시로 이 하는 기 들에

게 특별한 권한을 부여하거나 독립된 단권을 부여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통령은 주요정책에 한 최종결정권자의 지 를 가지며 국무총

리는 통령의 보좌기 에 불과하다. 법 으로 보면 통령을 심으로 국

무총리와 국무 원 그리고 각부 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행정부의 기본

인 구조에 어떠한 변화가 발생하지 않는다.

물론 장소 으로 상호 떨어진 곳에 치함으로써 직 인 면 을 

통하여 이루어지던 상호의견교환기회가 어들고 시시각각 이루어지는 

통령의 의사결정이 국무총리에게 신속하게 달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므

로, 긴 한 사항이나 하지 않은 사안의 경우 일정정도 국무총리에게 

실질  의사결정권한이 부여될 수는 있다. 그러나 국무총리에게 실질  권

한이 부여된다 하더라도 이는 통령이 결정한 것으로 그 책임은 으로 

통령이 부담한다. 게다가 같은 지역에 치하더라도 통령의 국정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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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에 따라 얼마든지 국무총리의 권한이 강화될 수 있으며 반 로 지리

으로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발달된 교통과 통신기술을 통해 얼마든지 국무

총리의 권한을 축소시킬 수도 있다. 

따라서 국무총리의 권한과 상은 기본 으로 통령의 의사에 달려있

는 것으로 지리 인 소재지와는 련이 없고 비록 이 사건 법률에 의하여 

결과 으로 국무총리의 권한이 일부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통령제 정부형태를 다른 형태의 제도로 변경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3) 나아가 청구인들은 단지 국무총리제도가 채택된 이래 곧 통령과 

국무총리가 서울이라는 하나의 도시에 소재하고 있었다는 단순한 사실만을 

가지고 이에 한 습헌법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국무총리의 소재지는 

헌법 으로 요한 기본  사항으로 볼 수도 없고 이러한 규범이 존재하여

야 한다는 국민  의식이 존재하는지 조차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습헌법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

2. 헌법 제72조 국민투표권

가. 국민투표권의 성격과 행사

헌법 제72조에 의한 국민투표권은 국민이 국가의 의사형성에 직  참여

하는 참정권의 하나로서 헌법재 소의 례에 의하여 인정되어 왔고13) 학

자들 역시 같은 견해를 보인다.14) 행 국민투표법에 의하면 국민투표는 

통령의 투표안 공고(투표일  18일까지. 제49조)-공고된 투표안의 게시

(제22조)-국민투표에 한 운동(공고일로부터 투표일 일까지. 제26조)-투

표인명부의 작성(공고일로부터 5일이내. 제14조 제1항)-투표-개표-집계-

앙선 의 결과 공표  통령·국회의장에 한 통보(제89조)- 통령의 

공포(제91조)의 순서로 진행되므로 헌법 제72조에 의한 요정책에 한 

국민투표권은 공고행 로 이루어지는 통령의 국민투표 회부가 없으면 구

체 으로 실 되어 행사될 여지가 없다.

13) 헌재 2001. 6. 28. 2000헌마735, 례집 13-1, 1431

14) 성낙인, 허 , 홍성방, 성낙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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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통령의 국민투표 회부권한

헌법 제72조는 국민투표를 ‘ 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실시되는 

것으로 명문으로 밝히고 있어서 요정책에 한 국민투표는 어도 우리 

헌법 해석상으로는 회부권자인 통령의 단에 그 회부 여부가 맡겨져 있

다고 보아야 하며, 특정의 국가정책이 국가안 에 한 것인지 여부나 국

민투표에 회부할 만큼 요한 정책인지의 여부는 종국 으로 통령의 재

량  단에 맡겨져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국민에게 특정의 국가정책에 하여 국민투표에 회부할 것을 요

구할 권리는 인정되지 않으며, 특정의 국가정책에 하여 일부 국민들이 

국민투표를 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령이 이러한 희망과는 달리 국

민투표에 회부하지 아니한다고 하여도 이를 헌 인 상황이라고 할 수도 

없다. 

청구인들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법률이 수도를 분할하는 국가정책을 집

행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고 통령이 이를 추진하고 집행하기 이 에 그에 

한 국민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 다고 하더라도 국민투표권이 행사될 수 

있는 계기인 요정책의 국민투표 부의가 행해지지 않았으므로 국민투표권

이 행사될 수 있을 정도로 구체화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헌법재 소

는 이러한 기본권 침해의 개연성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단하 고 이는 

하다.

3. 납세자의 권리  재산권

가. 납세자의 권리

(1) 외국의 사례

(가) 미국 연방 법원

청구인들은 미국에서 납세자에게 재정지출을 간섭하기 한 소송을 제

기할 수 있는 청구인 격(standing)을 인정한다고 주장하나, 미국 연방 법

원이 납세자의 지 에서(status of taxpayer) 정부재정의 부당한 지출을 다

투는 소송의 당사자 격을 인정한 는 극히 드물다. 수정헌법 제1조의 

국교설립 지조항(establishment clause) 반을 다투는 경우 특별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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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만족하는 것을 제로 납세자소송을 외 으로 허용한 가 있을 뿐이

다.15)

납세자소송에 한 최 의 의미있는 례인 Frothingham v. Mellon 사

건16)에서, 청구인은 태아  임산부의 사망율을 감소시키는 州에게 연방정

부가 보조 을 주는 법률은 수정헌법 제10조에 의하여 주에게 유보된 권한

을 침해하며 자신의 장래 납세액을 법 차에 어 나게 가 시킨 것이라

며 납세자의 지 에서 소송을 제기하 다. 연방 법원은, 납세자의 지 에

서 재정지출의 부당성을 다투는 것은 그러한 재정지출에 의한 청구인의 납

세액에 미치는 범 가 작고 불확실하므로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직

 피해성(injury)을 인정할 수 없다며 당사자 격(standing)을 부인하 다. 

한 직 인 피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불이익

을 입었다는 주장만으로는 격성을 인정할 수 없으며 법 차로부터는 

납세자를 세액 증가로부터 보호해주는 법리가 나오지 않는다고 시하 다.

이어진 연방 법원 례는 납세자의 지 에서 청구한 소송들을 부분 

부 법하다고 보고 있다. United States v. Richardson 사건17)에서는 CIA

의 산을 비 로 하는 것이 헌법상의 정기 인 회계보고조항에 배된다

며 납세자의 지 에서 소송이 이루어졌다. 연방 법원은 청구인이 자신의 

고유한 헌법상 권리 침해와 같은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화된 불

만(generalized grievance)을 토로하는 것에 불과하며 납세자의 지 에서는 

피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단하 다. 

같은 날 선고된 Schesinger v. Reservists Committee to Stop the War 

사건18)은, 국회의원의 비역 군인 근무는 국회의원의 겸직을 지한 헌법

규정에 반된다고 주장된 것이다. 연방 법원은 청구인이 특정 헌법상의 

권리 침해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납세자의 지 에서 정부가 법을 

수하도록 추구하는 것은 당사자 격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 다. 자신에

게 당사자 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아무도 그러한 법 반을 다툴 수 없다

15) 이하 일부 내용은 Chemerinsky, Constitutional Law (Aspen Law & Business, 1997), 

83-87쪽을 참조함.

16) 262 U.S. 447 (1923)

17) 418 U.S. 166 (1974)

18) 418 U.S. 208 (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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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청구인의 주장에 하여, 헌법은 많은 요한 결정들을 정치과정

(political process)에 맡겨두고 있기 때문에, 당사자 격을 인정할 충분한 

논거가 못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일반 인 납세자의 원고 격부인과 달리 연방 법원은 수정헌법 

제1조 국교설립 지규정에 반한 의회의 과세와 지출(taxing and spending 

power 행사)을 다툰 Flast v. Cohen 사건19)에서 원고 격을 인정한 바 있

고 그 후로도 동일한 유형의 사례에서 납세자의 원고 격을 인정하 다. 

Flast 사건에서 청구인들은 공립 혹은 사립 등학교에 교재비 등을 지

원해주는 연방 등교육법을 잘못 용하여 종교학교에도 교재비 등을 지

원함으로써 연방정부가 헌법상 정교분리원칙을 반하 으며 그들의 행

가 법하다면 그 범  내에서  법은 헌이라고 주장하 다. 하 심은 

 Frothingham 례를 원용하여 청구인 격을 부인하 으나 연방 법원

은 납세자의 지 에서도, 1) 재정지출은 헌법상 의회의 조세권과 지출권에 

한 것이고 , 2) 재정지출을 제약하는 특정 헌법조항을 반한 것과 같

은 논리  연 성(logical nexus)이 있는 경우에는 납세자에게도 피해

(injury)를 인정할 수 있어 청구인 격이 인정된다고 단하 다. 

여기서 주목할 은 정부의 지출권(spending power) 행사에 의한 종교

에 한 재정지원은 그 액수의 다과를 떠나 바로 국교 지조항 반이 되

어 납세자와의 연 계가 인정된다는 것이며, 청구인들이 피해(injury)로 

주장한 것은 재산권이나  피해가 아니라 국교 지조항의 반인 

이다. 재 부는  Frothingham 례는 단지 납세자의 지 에서 제기된 것

일 뿐 의회의 재정권을 제약하는 정교분리원칙 배와 같은 구체 인 헌법

반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각하한 것이라며 이 사건의 결론과 배치되

는 것은 아니라고 시하 다.

이후 연방 법원은 Flast 결의 논지에 따라 재정지출이 정교분리규정 

반임을 다투는 사건에서는 납세자소송의 당사자 격을 인정하여 왔다. 

그 로는 Grand Rapids School Diost. v. Ball20); Bowen v. Kendricks21) 

19) 392 U.S. 83 (1968)

20) 473 U.S. 273 (1985)

21) 487 U.S. 589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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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을 들 수 있다.

4) 다만 연방 법원은 Valley Forge Christian College v. Americans 

United for 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 사건22)에서 납세자가 정부재

산을 Valley Forge Christian College에  정부의 행 는 헌법의 정교분리

원칙에 어 난다고 주장하 음에도 불구하고 납세자의 지 에서 이루어진 

정부가 법을 지키도록 하기 한 청구는 부 법하다며 당사자 격을 부인

하 다. 재 부는 이 사건의 경우 Flast 사건과 달리 법률에 한 것이 아

니라 행정행 에 한 것이고, 정부의 일반  권한 배의 문제로서 세입

이나 재정지출에 련된 사항이 아니라며 Flast 사건과 구별하 다.

(나) 미국 주법상의 납세자소송

연방과는 달리 1847년 메사 세츠주에서 처음으로 입법화 된 이래  많

은 주에서 납세자소송을 인정하고 있다. 를 들어 뉴욕주의 경우 법원의 

례로 납세자소송이 간혹 인정되다가 1976년 법률로써 납세자소송을 허용

하게 되었다. 이에 의하면 시민이나 납세자는 주의 기 이나 재산의 법

한 지출에 의하여 특별한 침해가 있는지의 여부와 계없이 그 정한 처

분에 하여 정당한 이익을 가지며 주 공무원의 불법 는 헌 인 행

로 당해 이익이 침해받거나 침해받을 우려가 있는 때에는 납세자소송을 제

기할 수 있다.23) 

캘리포니아주 민사소송법  §526a는 주나 지방자치단체의 법한 재정

지출에 하여 일반 시민이 다른 방법으로는 원고 격의 요건 때문에 재

상 다툴 수 없는 경우 공무원의 법한 행 로 원고가 손해를 받았음을 주

장․입증할 필요 없이 정부의 행 를 다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당국이 과거에 시민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 이 있다고 주장하

며 납세자가 경찰의 자감시장치의 구입 지를 청구한 소송에서 캘리포니

아주 법원은 원고 격을 인정하 다.24) 

이러한 미국의 납세자소송은 본질 으로 민 소송으로서 행정의 법성 

보장 는 공공이익의 일반  보호를 목 으로 하는 객 소송과 같은 성질

22) 454 U.S. 464 (1982)

23) N. Y. State Finance Law §123 (Mckinney Cum. supp. 1976).

24) Wirin v. Parker, 48 Cal. 2d 890, 313 P 2d 844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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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지닌다.25) 일반 으로 원고 격을 한 납세액이나 稅目에 한 제한은 

없지만 뉴욕주와 같이 연간 1000달러의 세 을 납부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 개 납세자소송은 공무원의 법행 가 존재하는 것만으로

는 제기할 수 없고 공  내지 공  재산에 한 손해발생이 있어야 제기할 

수 있다.26)

(다) 일본의 住民訴訟

일본의 주민소송은 1948년 지방자치법 개정에서 미국의 납세자소송을 

모델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만 도입되었다. 지방자치법 제242조의2에 의

하면 주민은 감사청구를 거쳐, 해당 집행기  는 직원에 한 해당행

의 부 는 일부의 지의 청구, 행정처분인 해당행 의 취소 는 무효

확인의 청구, 해당 집행기  는 직원에 한 해당 태만사실의 법확인

의 청구 등을 할 수 있다. 이 소송은 해당 보통 지방공공단체의 사무소의 

소재지를 할한 지방법원의 할에 속한다.27)

이와 련된 최근의 례를 보면, 平成 15년 6월 26일 동경지방재 소는 

도쿄도(東京都)의 주민인 원고가，도의회의 의원  직원이 행한 해외 시

찰의 때에 지 된 공 이 사 으로 소비된 것 등을 이유로 해서 도쿄도(東

京都)를 신하여 의원 등에 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추구한 주민소송을 

기각하 다. 2002. 11. 26. 도쿠시마  지방재 소는 시의회 의원들을 상

로 시민단체들이 출장여비 등으로 사용한 돈을 반환하라는 청구에 하여, 

“야구 회는 의원 개인의 친목도모를 한 것으로 여행경비를 공 으로 지

출하는 것은 법이므로 련자들은 에 낭비된 돈을 반환하라.”는 결

을 내렸다.

그밖에 랑스에서는 월권소송의 형식으로 납세자소송이 가능하다고 하

며28) 독일의 경우 연방헌법재 소에 납세자소송이 제기된 사례는 발견되지 

않는다.

25) 김춘환 등, “주민의 납세자소송에 한 입법론”, 공법연구, 제31집 제3호(2003), 

473쪽.

26) 같은 논문, 481쪽.

27) 강재규, “납세자소송”, 공법학연구, 제3권 제1호(2001), 211쪽. 

28) 같은 논문, 47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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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납세자의 권리 인정여부

(가) 개별 국민이 자기에 한 구체  조세부과처분 는 그 근거가 된 

법률에 해 행정소송이나 헌법소원을 통하여 다투는 것과는 달리 납세자

의 지 에서 재정사용의 합법성과 타당성을 다투기 해서는 그와 같은 소

송형태를 인정하는 입법이 이루어지거나 열거되지 않는 기본권으로 납세자

의 권리를 인정하여 헌법소원의 청구인 격이 부여되어야 한다. 그러나 납

세자의 권리를 국민주권 는 민주주의 등 헌법원리에서 도출되는 헌법 제

37조 제1항의 열거되지 않은 기본권으로 보는 것은 신 을 요한다. 

무엇보다 의제 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하는 우리 헌법상 조세부과 근거

법률의 제정, 조세의 법․타당한 사용에 한 감시는 국회의 주요책무이

자 권한이다. 국회는 재정입법권(헌법 제59조)을 가지는 외에 산심의권과 

확정권(헌법 제54조 제1항), 기채(起債)동의권(헌법 제58조), 산외 국가부

담이 될 계약체결에 한 동의권(헌법 제58조), 재정  부담이 있는 조약체

결에 한 동의권(헌법 제60조 제1항), 비비지출 승인권(헌법 제55조 제2

항), 긴 재정․경제처분에 한 승인권(헌법 제76조 제3항)을 가진다. 게

다가 감사원이 정부의 결산서를 검사하여 차년도 국회에 이를 보고하면 국

회가 산집행의 부에 해 사후심사(헌법 제99조)를 함으로써 조세징수

와 사용을 감시한다. 따라서 재정지출의 법성 는 타당성과 련된 문

제는 국회에서의 논의를 거쳐 궁극 으로 선거를 통한 정치  과정에서 해

결하도록 되어 있고 국민의 직  여는 어디까지나 간 이고 보충

인 것이라 할 수 있다.

한 법률차원에서가 아니라 기본권으로서 이러한 권리를 인정할 경우 

사법 단이 어디까지 여할 수 있는지를 한정할 객 이고 일 성 있는 

기 을 제시하기 어려우며, 재정지출에 한 국민의 직  감시권을 기본

권으로 인정하게 되면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정부의 모든 행 를 모든 국민

이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있게 되므로 헌법소원이 민 소송화하게 된다. 

특히 재정지출의 합법성 문제가 아닌 타당성 문제는 정책 단을 요하거나 

재정분야  기타 분야의 문성을 필요로 하여 사법  심사가 부 합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입법을 통하여 일정한 경우 외 으로 인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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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자신에 한 개별 부과처분과는 직  연 계가 인정되지 않는 

일반  재정사용의 합법성과 타당성을 감시하는 권리가 열거되지 않은 기

본권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다만 개별국민은 선거를 통하여 

간 으로 정부의 재정사용과 이에 한 국회의 감시가 제 로 이루어졌

는지 평가하고 견제할 수 있을 뿐이다.

(나) 청구인들은 미국 연방 법원의 Flast v. Cohen 결을 원용하면서 

납세자의 권리 침해를 이유로 한 심 청구를 주장하 으나 이는 하지 

않다. 우선 연방 법원은 Flast 결에서 ‘납세자의 권리’ 같은 ‘권리’를 인

정한 것이 아니다. 통상 연방 법원은 당사자 격 요건으로서 피해(injury) 

주장과 인과 계(causation), 소송을 통한 구제가능성(redressability)을 요

구하며, 여기서 ‘피해’는 반드시 헌법상 권리 침해를 요구하지 않는다. 

Flast 결의 의의는 다만 헌 인 재정지출과 납세자에 한 피해사이의 

연 계를 특히 당해 피해가 국교설립 지규정의 반인 경우 폭넓게 인

정한 것에 있다. 따라서 특정 기본권의 침해를 요건으로 하는 헌법소원에

서  결을 들어 기본권인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당했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

한 Flast 결  일련의 유사한 결들을 보면, 납세자의 지 에서 

의회 등의 재정지출이 헌법상 재정지출의 제한에 련된 헌법규정( 례에 

의하면 국교설립 지규정만이 이에 해당)을 반했을 경우에만 청구인 격

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청구인들은 이 사건 법률에 의하여 

재정투자 우선순 를 무시하고 정략  수단으로 행정 심복합도시를 건설

하는 용도에 조세를 사용하여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고 있

을 뿐 달리 재정지출을 제한하는 특정한 헌법규정을 반했다고 주장하지 

못하고 있다(청구인들은 수도서울의 습헌법규정에 재정지출이라 주장하

지만 이에 하여는 앞서 이미 살펴보았다.)

(다) 이와 같이 해석상 납세자의 권리를 기본권으로 인정할 수 없고 달

리 이 사건 법률에 의한 정부의 재정지출에 의하여 납세자의 지 에서 제

한되는 기본권도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단순히 납세의 의무를 부담하는 국

민의 지 만을 가지고 이 사건 법률에 의하여 어떠한 기본권이 제한될 가

능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헌법재 소의 단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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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재산권

우선 이 사건 법률은 행정 심복합도시의 이 차와 상지, 상지의 

수용 등 확보방법, 재원조달  지출방법에 한 법률이며, 직  국민에게 

납세의무나 재정  부담을 지우는 조세나 부담 에 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청구인의 재산권과 련될 수 있는 조항은 제5장의 회계에 한 

규정들인데, 그 내용은 특별회계를 설치하고(제44조), 세입을 기 의 매각

,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로부터의 입 , 차입 , 수입 으로 하며 다른 

특별회계 는 기 으로부터 입을 받을 수 있다는 것과(제45조, 제46조) 

이와 련된 부수 인 회계 차에 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이 재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직  제한하거나 

납부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들의 재산권이 이 사건 법률에 

의하여 직  침해될 수 있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행정 심복합도시의 건설  그로인한 

세부담 증가의 가능성만으로는 재산권침해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없다. 

례는 조세의 부과․징수는 국민의 납세의무에 기 하는 것으로서 원칙 으

로 재산권의 침해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일 되게 취해왔고 다만 그로 

인해 납세의무자의 사유재산에 한 이용, 수익, 처분권이 한 제한을 

받게 되는 경우에만 재산권의 침해가 될 수 있다고 하고 있다.29) 따라서 

가령 헌 인 재정사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개인이 납부하는 조세와 소요

되는 비용 사이의 연 성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헌  재정사용이 특정 

개인의 재산권이나 여타의 기본권 침해의 근거가 될 여지는 없다.

게다가 이 사건 법률 제45조 회계의 세입과 세출 규정에 의하면 건설 재

원 마련을 한 특별회계의 세입항목에는 일반 회계  특별회계로부터의 

입 뿐 아니라 국가기  매각 , 사업시행자에 한 사업자  출자  

융자로 인한 수입  등이 같이 포함되어 있어 건설재원의 부가 조세로 

충당되지 않을 것을 분명히 하고 있으므로 도시건설에 필요한 비용만큼 조

29) “원칙 으로 조세의 부과․징수는 국민의 납세의무에 기 하는 것으로서 재산권

의 침해는 되지 않으나, 그에 한 법률조항이 조세법률주의에 반되고 이로 인

한 자의 인 과세처분권 행사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사유재산에 한 이용․수

익․처분권이 한 제한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외 으로 재산권의 침해가 될 

수 있다(헌재1997. 12. 24. 96헌가19등, 례집 9-2, 762, 77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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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담이 늘어나는 것으로 볼 수도 없고, 달리 소요비용 체의 규모와 그 

 조세가 차지하는 비율을 재 확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만으로는 국민 개개인에게 돌아오는 세부담이 얼마나 증가되고 

어떤 형식으로 부과될지는 확정되거나 구체화되었다고 할 수도 없다. 

청구인들도 재정부담에 의한 재산권 침해를 주장하고 있기는 하나 주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행정 심복합도시의 건설에 한 많은 비용의 소요

와 기회비용 등 국가 으로 재정사용이 타당한지에 한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법률에 의한 구체 인 사유재산에 한 이용, 수익, 처분권의 제한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이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직  제한하거나 납부

의무를 부과하는 것도 아니며, 개인이 납부하는 조세와 소요되는 비용 사

이에 구체 인 연 성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재산권 침해의 가능성이 존재

한다고 볼 수 없다.

설사 조세부담 증가로 인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

히 장래 잠재 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에 불과하고 재로서는 그러한 손

실이 장래에 틀림없을 것으로 재 확실히 측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청구인들의 재산권 침해 주장은 헌법소원심 에 있어서 권리침해의 재성 

 직 성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다.

4. 청문권

가. 미국의 법 차원칙

우리 례에 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미국의 차  법 차원칙은 

“생명, 자유, 재산을 박탈함에 있어” 법한 차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

고 있는 수정헌법 제5조(연방정부)  제14조(주정부)에 근거를 두고 있으

며, 이는 정부의 권한이 개인에 해 불리하게 사용되어 개인의 생명, 자유 

는 재산이 침해될 수 있는 경우 그러한 공권력 작용의 합법성 내지 정당

한 근거의 존재여부를 단하기 한 공정한 차를 부여받을 권리(right 

to a fair process)가 주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30) 

30) Rotunda/Nowak, Treaties on Constitutional Law, 2d edition, vol. 2 (St. Paul: 

West Publishing Co., 1992), 57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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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법은 이를 기본 으로 ‘고지  청문의 기회’(notice and opportunity 

for hearing)의 보장을 뜻하는 것으로 보고, 구체 인 경우 어떠한 차가 

요구되는지의 여부를 단하기 해 형량심사(balancing test)를 이용한다. 

Mathews v. Eldridge 사건31)에서 연방 법원은, 이러한 단을 해 다음

의 세 가지 요소들을 고려할 것이라고 언 하 다. “첫째, 공 인 조치로 

인해 침해당하는 사 인 이익, 둘째, 이용되는 차로 인해 이루어지는 사

익에 한 잘못된 박탈의 험성과 만약 있다면 부가 인 는 체 인 

차  보호장치들의 상가치,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가  는 체 인 

차  필수조건들이 야기할 재정상‧행정상의 부담과 련 기능을 포함하

는 정부의 이익”

이러한 법 차가 용되는 상이 되는 정부의 행 에는 입법과정은 

포함되지 않는다. 입법부가 일반국민 모두에게 향을 주는 법률을 통과시

키는 경우 청문 유무에 불구하고 입법부의 차는 법 차를 수한 것으

로 보아야 하며 그와 같은 법률에 한 이의제기는 당해법률이 헌법상의 

기본권보장규정에 한 법률의 실체  정합성(compatibility)에 한 것이

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정부기 이 한정된 그룹의 사람들에게 향을 

다는 의미에서 사법  규정(adjudicative rules)이라고 칭할 수 있는 법률

을 제정하는 경우에만 그들 이익을 표하는 사람들은 공정한 차를 일정 

정도 부여받아야 한다.32)

연방 법원은 BiMetallic Investment Co. v. State Board of Equalization 

사건33)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향을 주는 공권력 작용의 경우 모든 사람들

에게 직  의사룔 표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실용 이지 않다

(impracticable)고 하면서, 이해당사자인 국민에게 청문의 기회를 주지 않고 

일반 법률이 의회를 통과한다 하더라도 개인들은 입법자들에게 권력을 행

사하여 일반 으로 사회에서 보호받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권리를 보호받

을 수 있을 뿐이라고 시하여 이러한 법리를 확인하 다.

31) 424 U.S. 319 (1976)

32) Ronald/Nowak, 앞의 책, 646쪽

33) 239 U.S. 441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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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존 례의 검토

우리 헌법상 법 차를 직  규정한 헌법 제12조 제1항, 제3항은 신체

의 자유에 련된 것이나 례는 법 차를 모든 국가작용을 지배하는 독

자 인 헌법의 기본원리로 해석하고, 구체  내용을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

률 혹은 국가작용의 형식  차와 실체  내용이 합리성과 정당성을 가져

야 한다는 것으로 보고 있다(헌재 1998. 5. 28. 96헌바4, 례집 10-1, 610, 

617-618). 특히 례는 차  법 차로부터 도출되는 청문의 기회제공

과 련하여 징계, 처벌, 행정규제 등 불이익한 처분으로 기본권을 제한하

기에 앞서서 원칙 으로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할 것을 요구

하고 있다.34)

그러나 입법과 련하여 법 차원칙에서 도출되는 기본권으로 청문권

이 인정될 수 있는지에 하여 언 한 사례는 매우 드물다. 입법과정에 

한 청문권을 인정한 사례로서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을 정한 법률조항

이 해당 주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다툰 사건이 유일하며(헌재 1994. 

12. 29. 94헌마201, 례집 6-2, 510, 522)35) 그밖에 세무 학 폐지법률에 

한 헌법소원심  사건에서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해 청문 차 결여로 

인한 법 차 배여부의 본안 단을 한 것이 존재할 뿐이다(헌재 2001. 2. 

22. 99헌마613, 례집 13-1, 367).36)

34) 징계 차에 있어서는 청문의 기회가 보장되어 상자가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증거를 제출할 방법이 있어야만 법 차가 존 된다는 취지

로 시하 고(헌재 1994. 7. 29. 93헌가3등 결정, 례집 6-2, 1, 11), 형에 해당

되는 사건에 하여 피고인에게 출석 기회조차 주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불출

석에 한 개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까지 궐석재 을 행할 수 있다

는 것은 차의 내용이 심히 정하지 못하여 법 차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보

았다(헌재 1996. 1. 25. 95헌가5 결정 례집 8-1, 1). 한 정보통신부장 의 불온

통신의 취 거부․정지․제한 명령 제도는 실질 인 피규제자인 기통신이용자

에게 의견진술권이  보장되어 있지 아니한 에서 법 차원칙에도 배될 

소지가 있다고 보았다(헌재 2002. 6. 27. 99헌마480 결정, 례집 14-1, 616, 634).

35) 이 사건에서 헌법재 소는 원군과 충주시의 통합을 포함한 남양주시등33개도

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 한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이 정하는 바에 따

라 계 지방자치단체인 원군 의회의 의견을 들은 이상 법 차는 수되었으

며 주민투표실시가 규정상 임의규정이고 실시여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사항으

로 되어 있으며 주민투표법이 제정되지도 않은 상태이고 주민투표 차가 청문

차의 일환으로서 결과에 구속력이 없으므로  법률 제정과정에서 주민투표를 실

시하지 않았다 해서 법 차원칙을 반하 다고 볼 수 없다고 시하 다. 

36) 그러나 이 결정에서 헌법재 소는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해 청문 차 결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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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지방자치단체 폐치·분합 결정의 경우 특히 법률제정과 련된 

법 차원칙에 하여 “이 사건 법률제정 차와 련한 법 차는 이른

바 청문 차로서 국민은 자신의 이해 계와 련하여 그 법  지 를 확보

하기 하여 국가 인 재편계획에 하여 입장을 표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

다는 것이다. 즉 국민이 국가  활동의 단순한 객체로 락하여서는 안된

다는 것이다.”라고 설시하면서 청문권 반을 단하고 있어, 개별 국민에

게 불이익한 결과를 래하는 모든 입법과정에서 ‘청문권’이 보장되어야 한

다는 취지로 이해될 소지가 있다.

그러나  례를 입법과정에서의 일반  청문권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는 없으며 단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을 정하는 법률’에 있어서는 

앙의 의회가 마음 로 정해서는 안 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반드

시 들어야 한다는 을 나타낸 것으로 그 의미를 한정하여 보아야 한다. 

우선  결정은 “기본권 련성에 한 단”이라는 제목으로 원군민

인 청구인들의 여러 가지 기본권의 침해가능성을 인정하는 가운데에 “헌법 

제12조의 법 차보장에서 생되는 정당한 청문권”을 언 하고 있어 청

문권은 단지 문제될 가능성이 있는 기본권 여러 가지  하나에 불과하고, 

본안 단에서 국회입법 차에서 주민이 직  참여하는 청문 차를 거치지 

않은 을 단하지 않아 과연 당시 청문권의 침해가 쟁 이 되어 독립된 

기본권으로 논의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다.

설사 입법과정의 청문권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국민은 자신의 

이해 계와 련하여 그 법  지 를 확보하기 하여 국가 인 재편계획

에 하여 입장을 표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고 하여 입장표명

은 ‘국가 인 재편계획’에 한정되는 과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을 

정하는 법률’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최소한 존 하는 차원에서 반드

시 당해 단체에게 사  청문 차(Anhörung)를 보장하여야 한다37)는 독일

연방헌법재 소의 례취지를 이 례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에게 의견을 

물어야 한다는 것으로 확 한 에 비추어,  결정의 취지는 모든 침해  

인한 법 차 배여부의 본안 단을 하 을 뿐 기본권을 언 하지는 않았으므로 

이를 청문권을 인정한 례로는 볼 수는 없다. 

37) BVerfGE 50, 50, 50-51; 50, 195, 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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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의 제정과정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을 정한 법률’의 입법

과정의 경우에만 외 으로 주민의 청문권이 인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 입법과정에서의 일반  청문권 인정 여부

와 같이 우리 례는 신체의 자유에 한 규정에 근거를 둔 법 차

원칙의 포 범 를 해석을 통해 확 했으나 입법부의 입법과정에서 국민이 

직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보장하는 ‘청문권’이라는 독자  기본권을 인정

하지 않았다.

오늘날 국회가 침해  법률을 제정할 때마다 항상 불이익을 받을 국민들

에게 사  청문 차를 보장하라는 것은 실 가능성이 낮을 뿐 아니라 의회

민주주의 내지 국회의 입법권을 제약하는 것이 되어 의제민주주를 기본

으로 하는 우리 헌법해석상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른 측면에서 보면 헌법

해석상 도출되는 법 차원칙(청문 차 내지 청문권의 요구)이 헌법의 명

문규정으로 인정된 국회의 입법권을 제약하는 것이므로 체계 으로도 문제

가 있다.

국회법은 제58조와 제64조에서 자율  단에 따라 공청회나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행정 차법 제41조에 의하면 정부는 국민의 

권리, 의무, 일상생활과 련되는 법안을 제출할 때에는 원칙 으로 입법

고를 하여야 하며, 국회도 재량에 의해 입법 고를 할 수 있다(국회법 제82

조의 2). 한 국민은 청원권을 통하여 정부나 국회에 입법에 한 건의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헌법 으로 통령의 법률안거부권행사나 헌법소

원과 헌법률심 제도를 통하여 헌 인 법률은 효력을 가질 수 없게 된

다. 이와 같이 법률의 공정성과 타당성을 보장하고 국민의 권리 보장을 

해 법률의 제정과정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반 하기 한 차가 일정부분 

마련되어 있으므로 해석을 통해 입법 차에서의 국민의 직 참여권 보장을 

내용으로 하는 청문권을 인정할 필요도 크지 않다. 

따라서 입법부가 국민에게 일반 으로 향을 미치는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서 청문회나 공청회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함을 제로 

국민 개개인에게 의견진술의 권리를 내용으로 하는 청문권이 기본권으로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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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들은 이 사건 법률에 하여 특별한 이해 계가 존재하지 않는 일

반 국민의 지 에서 법 차에서 생되는 청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

나 우리 헌법상 그와 같은 청문권을 기본권으로 인정할 여지가 없으므로 

결국 그러한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설사 그러한 기본권이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의 경우 인정된다 하더라

도 이 사건에서 청구인들은 그와 같은 지 에 있지 않다).

라. 서울특별시 공무원과 시의회의원의 청문권

청구인들은 이 사건 법률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는 그 지 에 향을 받으

므로 서울특별시  시의회 등과 의를 거치거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함에

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았으므로 차  정당성이 결여되어 있고 따라서 

서울특별시의 공무원이나 시의회의원인 청구인들의 청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법률에 의하여 행정 심복합도시

가 건설된다 하더라도 서울의 수도로서의 지 에 어떠한 변화가 있다고 할 

수 없고 그에 따라 서울시에 여러 가지 행정상 특례를 인정한 법령들이 개

폐되는 것도 아니므로 서울특별시의 지 에 어떠한 변화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설사 앙행정기 이 집 되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가질 수 있는 행

정상 편의가 일부 감소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는 반사 이고 사실 인 이

익의 감소에 불과하여 이것이 서울시 공무원 는 시의회의원인 청구인들

에게 헌법 으로 의미있는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이유만으로 이들

의 의견을 청취해야할 법 차원칙상의 요구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서울시 공무원 는 시의회의원인 청구인들의 경우에도 기본권

으로서의 청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38) 특히 국회의 법률 날치기 통과가 문제되었던 사건에서 법률의 입법 차가 헌법

이나 국회법에 반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그 법률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재, 직  침해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헌재 1998. 8. 27. 

97헌마8등, 례집10-2, 439, 442-443)는 종  시를 보면 이는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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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직업선택의 자유, 거주이 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

가. 직업선택의 자유  거주이 의 자유

(1) 이  상 앙행정기  공무원

청구인들은 이  상 앙행정기  공무원의 기본권 제한을 주장하나 

헌법소원심 청구서에 의하면 청구인들  이 사건 법률에 의하여 연기·공

주지역으로 이 이 정되어 있는 앙행정기 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존재

하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확인할 만한 자료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일반 국민의 지 만을 가진 청구인들의 경우 이 사건 법률에 의

한 직업선택의 자유나 거주이 의 자유를 침해될 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단된다.

설사 청구인들에 행정 심복합도시로 이 해야할 앙행정기 에 근무

하는 공무원이 포함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법률에 의하여 헌법상 직업의 

자유 는 거주이 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우선 이 사건 법률에는 행정 심복합도시의 건설과 앙행정기 의 일

부 이 과 그 차를 한 규정이 있을 뿐 개인의 공무원으로서의 직업선

택을 직  제한하거나 거주를 일정지역으로 제한하는 등의 규정은 존재하

지 않는다.

한 직업선택의 자유로서 보장되는 직장선택의 자유는 개인이 그 선택

한 직업분야에서 구체 인 취업의 기회를 가지거나, 이미 형성된 근로 계

를 계속 유지하거나 포기하는 것에 국가의 방해없는 자유로운 선택·결정을 

보장하는 것으로 개인이 원하는 특정지역에서 특정한 직업을 가질 것이나 

선택한 직장이 일정지역에 존속할 것을 요구하는 것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

니다.39) 거주이 의 자유 역시 개인이 국가의 간섭없이 자유롭게 체류지 

는 거주지를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할 뿐 특정한 장소에 거주할 권

39) “직장선택의 자유는 개인이 그 선택한 직업분야에서 구체 인 취업의 기회를 가

지거나, 이미 형성된 근로 계를 계속 유지하거나 포기하는 데에 있어 국가의 방

해를 받지 않는 자유로운 선택·결정을 보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그러나 이 

기본권은 원하는 직장을 제공하여  것을 청구하거나 한번 선택한 직장의 존속

보호를 청구할 권리를 보장하지 않으며, 한 사용자의 처분에 따른 직장 상실로

부터 직  보호하여  것을 청구할 수도 없다. 다만 국가는 이 기본권에서 나오

는 객  보호의무, 즉 사용자에 의한 해고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할 의무를 질 

뿐이다(헌재 2002. 11. 28. 2001헌바50, 례집 14-2, 668, 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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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결국 우리 헌법상 직업으로 근무하는 기 체의 지역  이 으로 개인

이 입을 일부 불이익으로 인하여 그 이 자체를 막을 수 있는 이익까지 기

본권으로 보호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이 시행된 

결과 이 의 상이 된 앙행정기 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일정한 불이

익이 있다 하더라도 이로써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인정하는 것은 하

지 않은 것으로 단된다.

(2) 공공기  종사자

청구인들은 공공기 에 근무하는 자들의 경우 이 사건 법률로 인하여 당

해 기 이 수도권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로 분산·배치됨으로써 직업의 자유

와 거주이 의 자유가 침해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법률은 제4조에서 행정 심복합도시 건설과 병행하여 

추진할 국가균형발 시책의 하나로 공공기  지방이 을 언 하고 있을 뿐 

그 상이나 방법 등에 하여 어떠한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 이와 달리 

국가균형발 특별법 제18조 제1항은 정부에게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는 공

공기   일정한 기 을 이 상공공기 으로 하여 단계 으로 지방으로 

이 하도록 하기 한 ‘공공기 지방이 시책’ 추진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는 구체 인 이 상 기 의 범   차에 하

여 정하고 있어 구체 인 공공기 의 이 은 이 사건 법률에 아닌 국가균

형발 특별법에 의하여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이 사건 법률의 련 규정에 의하여 구체 으로 어떠한 기 이 

어느 지역으로 이 하는지 정할 수 없고, 공공기  종사자인 청구인의 경

우에도 구체 으로 어느 기 에 종사하는지에 한 자료가 없어 실제 이

상인지 여부도 불분명하다.

따라서 공공기  종사자인 청구인의 경우에도 직업선택의 자유와 거주

이 의 자유와 련하여 기본권침해의 자기 련성  직 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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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행복추구권

청구인들은 이 사건 법률로 말미암아 서울이 수도로서 가지는 가치를 배

경으로 수도권에서 활동하는 개인과 기업은 수도이 으로 경제 으로 유·

무형의 타격을 입게 되었고 안보상의 불안이 커졌으며 앙정부에 출입하

려는 국민들은 충청권으로 가야하는 불이익이 입게 되어 행복추구권을 침

해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개인이나 기업의 단순한 이윤추구의 기회나 유리한 상황이 지속

되리라는 기 나 희망 자체가 재산권 기타 기본권으로 보호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컨  리나 세율의 변경과 같은 조치는 단지 업의 기회나 

업여건 등 사실  는 법  상황에 따른 이윤획득의 기회에만 향을 

미치는 것으로 그 결과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이로써 헌법에 의하여 보호되

는 권리의 침해가 된다고 할 수 없다. 개인은 와 같은 조치를 자신의 행

와 결정의 기 으로 삼아 계획을 세우고 그로 인한 기회를 활용할 뿐이기 

때문이다(헌재 2004. 12. 16. 2002헌마579, 례집 16-2 하, 568, 574 참조).

한 청구인들을 포함한 수도권 주민들이 일부 앙행정기 의 이 으

로 말미암아 심리 으로 안보상황에 한 불안을 느낄 수도 있으나 이러한 

불안 없이 생활할 이익은 사실상, 반사 인 이익에 불과하여 기본권으로 

보장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은 앙정부에 출입하는 수도권 주민

이 가졌던 지리  이 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게다가 기업인들이 받는 유․무형의 이익상실, 국가경쟁력의 약화 등은 

이 사건 법률에 따른 이 작업의 구체  시기, 내용, 방법 여하에 따라 

실화될 수 있는 것이며, 안보상황 역시 체 인 방 의 략과 집행에 

한 정부의 행 들과 안보상황의 변화, 북한이나 주변 국가들의 단과 행

동 등에 의하여 변동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에 의하여 필연 으로 수

도권의 안보에 문제가 생긴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행복추구권의 내용들은 모두 기본권으로 

보호되지 않는 사실상의 반사 인 이익에 불과하고, 그 이익조차 이 사건 

법률에 의하여 침해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행복추구권의 침해의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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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서울특별시 공무원 등의 공무담임권  직업선택의 자유

청구인들은 그밖에 이 사건 법률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가 수도로서의 지

가 감소되어 서울특별시 의회의원과 공무원인 청구인들의 경우 공직수행

과정에서 종 에 렸던 지 와 권리가 축소·침해되어 공무담임권과 직업

의 자유를 침해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법률에 의하여 행정 심복합도시

가 건설된다 하더라도 서울의 수도로서의 지 에 어떠한 변화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법률은 서울시에 여러 가지 행정상 특례가 인정하고 있

는 지방자치법이나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 한 법률 등의 법령을 개폐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않으므로 설사 서울의 지 에 변동이 생긴다하더라

도 이는 이 사건 법률이 아닌 다른 법령의 정비에 따른 것일 뿐이다. 

나아가 와 같은 법령에 의한 서울의 특별시로서의 법  지 는 행정

차상의 일부 특례일 뿐이므로 그 자체가 특정 개인에게 일정한 권리를 부

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서울시의 지 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도 그

것이 청구인들의 공무원으로서의 직업의 수행이나 선택에 어떠한 향을 

 것인지 불분명하고 그것이 법 으로 의미있는 것이라 볼 수 없다.

따라서 서울특별시 공무원  시의회의원인 청구인들의 경우에도 공무

담임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당할 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단된다.

6. 평등권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은 ‘법 용의 평등’뿐 아니라 입법자에 한 ‘법 

제정의 평등’까지 포함하므로 입법자가 입법을 통하여 권리와 의무를 분배

할 때 본질 으로 같은 것을 자의 으로 다르게, 본질 으로 다른 것을 자

의 으로 같게 취 하는 것을 하는 것이다(헌재 1996. 12. 26. 96헌가18, 

례집 8-2, 680, 701 참조). 따라서 평등권의 침해의 가능성이 인정되려면 

당해 법률조항의 의미와 목 에 의하여 본질 으로 동일한 것으로 인정되

는 두 사실 계를 법 으로 다르게 취 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차별취 의 

효과가 존재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률조항에서 생되는 넓은 범 의 

결과에서 법 으로 의미있는 차별효과는 당해 규정의 목 과 의미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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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정도로 제한될 수밖에 없으며 간 이고 사실 인 모든 결과가 이

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이 사건 법률은 제11조 제2항에서 행정 심복합도시의 정지역을 충정

남도 연기군  공주시의 지역 에서 지정한다고 규정하여 청구인들  

그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들의 경우 행정 심복합도시가 자신의 거주지

에 건설됨으로써 발생하는 여러 가지 효과들을 받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통상 해당지역의 경우 새로운 도시건설로 인한 생활환경의 변화, 

도시화  행정기 의 이 에 따른 경제 , 문화  기회의 확 , 부동산 가

격의 변동 등의 효과가 발생하리라는 이 상되며 일부 청구인들은 이러

한 효과를 정 으로 평가하고 그 혜택으로부터 배제된 것을 차별 인 불

이익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행정 심복합도시가 건설됨으로써 정지역 는 주변지역의 주

민이 받는 효과는 매우 다양하고 복합 인 것이어서 단지 이 사건 법률규

정들에 의하여 이를 한정 으로 확정하고 이익 는 불이익을 단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도시건설계획이 수립되고 실행되는 과정에서 경제 , 사회  는 정치

인 제반상황의 변화 그리고 계기 이나 이해 계인의 의사에 따라 여

러 가지 변화가 있을 수 있고 건설이 완료된 후 같은 정지역이나 주변지

역에 포함되어 있는 지역이라 하더라도 치에 따라  다른 결과가 발

생할 수도 있다. 게다가 이러한 결과들을 혜택 는 불이익으로 단하는 

것은 각 개인의 처한 사정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어 어떠한 공통 인 이해

계가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청구인들의 경우 자신의 거주지역에 행정 심복합도시가 건설되지 않은 

것에 하여 차별취 으로서의 불이익을 주장하며 이 사건 법률이 헌이

라고 주장하지만, 정지역 주민들의 경우 오히려 토지수용으로 인하여 오

랫동안 살았던 삶의 터 을 떠나 새로운 곳으로 이주하여야 하는 것을 불

이익이라 하여 이 사건 법률이 헌법에 반된다고 주장하는 것을 보아도 

이러한 은 분명해진다.

다른 한편 청구인들의 평등권 침해 주장은 종국 으로 모든 지역에 행정

심복합도시를 건설하여야 한다거나 행정기 을 국에 같은 비율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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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건설지역으로서 동등한 기회가 부여되어 

공정한 기 에 의해 선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의 제정과정을 보면 정부에서 신행정수도 건설을 

한 특별조치법의 헌결정의 후속 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기존 신행정수

도 이 지역으로 결정되었던 연기·공주 지역의 입지  우 성을 최 한 활

용한다는 원칙에 따라 당해 지역이 건설 정지로 선정된 것이고40) 과거 신

행정수도 건설 정지역 선정은 각 지역의 균형발 을 해 가장 합한 

지역을 충청권으로 보고 그  가장 합한 지역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있

으므로41) 반드시 처음부터 다른 지역에는  동등한 기회가 부여되지 않았다

고 볼 수도 없다.

이와 같이 구체 인 건설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단계에서 행정 심복합

도시의 건설의 결과를 확정하기 어렵고 이에 한 평가 역시 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기본 으로 행정 심복합도시 건설지역 선정에 동등한 

기회가 부여되어 있었다면 단지 정지역 는 주변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

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어떠한 차별 인 효과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

다. 따라서 평등권의 침해의 개연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7. 행정 심복합도시 건설 정지 지주민들 주장에 한 단

청구서에는 존재하지 않으나 행정 심복합도시 건설 정지 주민들은 의

견서에서 주민 다수가 이에 원천반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 정지

역의 토지를 강제수용하고 강제이주를 추진할 것은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법률은 지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 거주이 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

다.

신행정수도 사건과는 달리 이번 사건의 청구인에는 충청남도 연기·공주

지역 거주자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어 이들이 실제로 청구서를 통해 이 

사건 법률에 의한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는 경우 재산권 는 거주이 의 

40) 신행정수도 후속 책 백서, 2005. 5, 48쪽

41) 국회 회의록을 보면 충청권의 정지역 등 타당성에 한 토론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정부는 충청권이 인구나 산업면에서 볼  때 각 지역으로부터 근하기 

쉬운 지역으로서 각 지역의 균형발 을 해 가장 합한 지역이라서 그와 같이 

선정되었다고 설명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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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등 구체 인 기본권 침해여부를 단하여야 한다.

특히 이 사건 법률에 의하여 정지역으로 지정되면 토지의 개발, 건축 

등의 행 가 제한되며 주변지역의 경우에도 여러 가지 행 가 제한된다(제

14조 제1항, 제2항). 심지어 건설교통부장 은 정지역  주변지역의 지

정을 한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무질서한 개발과 부동산 투기가 우려

되는 지역이 있으면 개발행 허가 는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고, 토지

거래허가 구역 는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할 수 있어(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연기·공주지역의 거주민들은 이 사건 법률에 의하여 재산권 등의 

기본권을 제한받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와 같은 기본권침해 주장은 단순한 이해 계인의 의견서의 형

태로 제출되어 있어 원칙 으로 심 청구의 일부분으로 단할 필요는 없

으며 다만 직권으로 이를 쟁 으로 삼아 단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만이 

문제된다.

그런데 의 련규정들을 보면 구체 으로 정지역 는 주변지역의 

지정행 나 건설교통부장 의 구역 지정행 가 존재하여야 비로소 제한이 

이루어지고 아직까지 이러한 지정행 가 행해지지 않았으므로 기본권 침해

의 직 성과 재성이 인정되기 어렵다. 한 기본 으로 이 사건의 주요

쟁 은 행정 심복합도시의 건설이 수도서울의 습헌법에 반되는지 여

부인데 이와 같은 주민들의 청구를 받아들이면 쟁 이 구체 인 토지재산

권의 제한, 수용과 보상의 정당성 등으로 변경되고, 이와 같은 새로운 쟁

하에서는 행정 심복합도시 건설에 의한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간의 형량을 

하여 정책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하는데 이를 사법 으로 단하는 것

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굳이 직권으로 이러한 주민둘의 기본권 침해주장을 쟁 으로 삼

아 단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8. 이 사건 결정의 의의

헌법이론 으로 이 사건 결정에서 헌법재 소는 서울이 우리나라의 수

도라는 이 습헌법이라는 을 다시 한번 확인하 다. 한 이  결

에서 시하 던 ‘수도’의 개념과 요건을 기반으로 구체 인 사안에서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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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가 이 하 는지, 수도가 분할 는 해체되었는지를 단함으로써 수

도와 련된 헌법이론을 보다 발 시켰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헌법이론 인 의의와 더불어 지난 몇 년간 계속되어 왔던 행

정수도  행정 심복합도시의 건설과 련된 정치·사회  립과 논쟁이 

이 결정으로서 마침내 종결되었다는 에서 사회 인 측면의 의의가 크다.

그러나 수도이 과 련된 일련의 헌법재 소의 결정들은 헌법  정당

성과 련된 단일뿐이며 연기·공주에 단  행정도시를 건설하고 앙

행정부처의 상당수를 이 하는 것이 경제성과 효율성 등의 측면에서 올바

른 정책결정인지 여부에 한 단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러한 에서 

이에 한 문제 은 실제 도시 건설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제기

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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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81조 제1항 헌제청

-부(父)의 성(姓)과 본(本)을 따를 것을 강제하는 규정의 헌 여부-

(헌재 2005. 12. 22. 2003헌가5ㆍ6(병합), 례집 17-2, 544)

 상 
*

1)

【 시사항】

1. 민법 제781조 제1항 본문(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되기 의 

것)  “자(子)는 부(父)의 성(姓)과 본(本)을 따르고” 부분이 헌법에 반

되는지 여부

2. 심 상 법률조항에 해 헌법불합치를 선고하면서 그 법률조항의 

잠정 용을 명하 으나 헌법불합치 주문에 한 이유에 있어 재 들의 

의견이 상이한 사례

【심 상】

1. 심 의 상

이 사건 심 상은 민법 제781조 제1항 본문(2005. 3. 31. 법률 제7427

호로 개정되기 의 것)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르고”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반되는지 여부인바, 이 사건 심

상  련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민법(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되기 의 것) 제781조(자의 입

, 성과 본) ①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르고 부가에 입 한다. 다만, 부가 

외국인인 때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고 모가에 입 한다.

* 헌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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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련 조항

민법

제781조(자의 입 , 성과 본) ① (생략)

②부를 알 수 없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고 모가에 입 한다.

③부모를 알 수 없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성과 본을 창설하고 일가

를 창립한다. 그러나 성과 본을 창설한 후 부 는 모를 알게 된 때에는 

부 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제826조(부부간의 의무) ①～② 생략

③처는 부(父)의 가에 입 한다. 그러나 처가 친가의 호주 는 호주승

계인인 때에는 부(父)가 처의 가에 입 할 수 있다.

④ 항단서의 경우에 부부간의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고 모의 가에 

입 한다.

입양 진 차에 한특례법

제8조(양자) ①이 법에 의하여 양자로 되는 자는 양친이 원하는 때에는 

양친의 성(姓)과 본(本)을 따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른 양자가 입양이 취소되

거나 양된 경우에는 본래의 성과 본을 따른다. 이 경우 그 양자이었던 

자는 본인이 제4조 각 호의 1에 해당하 던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

어 호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민법(2005. 3. 31. 법률 제7427호)

제781조(자의 성과 본) ①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

른다.

②부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③부를 알 수 없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④부모를 알 수 없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창설한다. 다

만, 성과 본을 창설한 후 는 모를 알게 된 때에는 부 는 모의 성과 본

을 따를 수 있다.

⑤혼인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 자는 부모의 의에 따라 종 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부모가 의할 수 없거나 의가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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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 의 성과 본을 계속 사

용할 수 있다.

⑥자의 복리를 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

만,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 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 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

제908조의3(친양자 입양의 효력) ①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  출생자로

본다.

②친양자의 입양 의 친족 계는 제908조의2 제1항의 청구에 의한 친

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에 종료한다. 다만,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

자를 단독으로 입양한 경우에 있어서의 배우자  그 친족과 친생자 간의 

친족 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건의 개요】

1. 이 사건 심  청구에 이르게 된 경

가. 2003헌가5

이 사건 제청신청인 곽○구는 1989. 1. 18. 부(父) 곽○진과 모(母) 김○

진 사이에서 출생하여 곽○진의 호 에 입 되었다. 그 후 곽○진이 사망

하고 김○진은 이○호와 2001. 6. 28. 재혼하면서 같은 날 이○호가 곽○구

의 법정 리인인 김○진의 승낙을 얻어 곽○구를 입양하 다. 제청신청인 

곽○구는 양부(養父)인 이○호의 성(姓)을 따르기를 원하면서 2002. 1. 9.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 호 정정신청을 하고(2002호 84) 그 사건 계속 

 민법 제781조 제1항 본문이 헌법에 반된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2002호 261로 헌여부 심 의 제청을 신청하 다. 이에  법

원은 민법 제781조 제1항 본문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르고” 부분에 

해 헌여부 심 의 제청신청을 받아들여 2003. 2. 13. 이 사건 심  제

청을 하고 민법 제781조 제1항 본문  나머지 부분에 해서는 재 의 

제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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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003헌가6

이 사건 제청신청인 곽○혜는  2003헌가5 사건의 제청신청인 곽○구

의 동생으로서, 부(父) 곽○진과 모(母) 김○진 사이에서 1990. 4. 24. 출생

하 다. 곽○혜는  2003헌가5 사건과 같은 경 로 서울지방법원 북부지

원에 호 정정신청(2002호 85)을 하고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2002호

262로 헌여부 심 의 제청신청을 하자  법원이 이 사건 심 을 제청하

기에 이르 다.

2. 제청법원의 제청이유  이해 계기 의 의견

가. 제청법원의 제청이유

(1)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

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인권을 확인

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여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

을 보장하고 있고, 제11조 제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구든지 성별ㆍ종교 는 사회  신분에 의하여 정치 ㆍ경제 ㆍ사회 ㆍ

문화  생활의 모든 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하며,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 로 성립되

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혼인

제도와 가족제도는 인간의 존엄성 존 과 민주주의의 원리에 따라 규정되

어야 함을 천명한 것으로 통 인 부계 통 심의 혼인  가족생활로부

터 개인의 존엄과 양성 평등을 기 로 하여  산업사회에 합한 혼인 

 가족생활로 환하기 해 혼인  가족제도의 기본원리를 헌법에 규정

한 것이다.

(2) 그런데 혼인의 경험이 있는 자들이 재혼하여 새로운 가정을 이루는 

경우에, 남편이 처와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를 새로운 재혼 가정에서 양

육하는 때에는 문제되지 않으나, 부인이 남편과 사이에서 낳은 자녀를 

새로운 재혼 가정에서 양육하는 때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해 그 자

녀들이 생부의 성과 본을 따라야 하고 새로운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없는 불이익을 받게 되어 있다. 이와 같은 성불변의 원칙은 과거 충효정신

을 기반으로 한 농경 심의 가부장  계 사회에서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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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수단으로서 기능하 으나 신분  계 제도와 남존여비사상이 배척되

고 혼인에 한 념이 ‘집안과 집안간의 결합’에서 ‘인격  인격의 결합’

으로 바 었으며 가족의 형태도 가부장  가족에서 분화된 핵가족으로 

바 , 자유와 평등을 근본이념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그 

사회  타당성이나 합리성이 상실되었다.

(3)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규

정한 헌법 제10조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에 기 한 혼인과 가족생

활의 성립과 유지를 규정한 헌법 제36조 제1항에 반하며, 부계 족의 유지

만을 강조하여 성별에 의한 차별을 함으로써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원

칙에도 반된다.

나. 법원행정처장의 의견

(1) 성은 그가 속하고 있는 통 계를 구별하는 기 이며 특히 우리 나

라의 성씨제도의 특색으로 볼 수 있는 통명으로서의 성과 그 통의 구

별을 보다 정확하게 하기 한 지명으로서의 본 을 사용하는 성씨제도는 

통 인 신분 등록의 방법으로서 안정  가족 계의 유지에 이바지 하

다. 이러한 성본제도는 가(家)제도와는 무 한 것으로 이보다 더 뿌리 깊은 

제도이고, 이름과 함께 개인을 특정하는 요소로서 기본 인 사회질서에 속

하는 사항이다.

(2) 우리 나라는 고려시 부터 자(子)는 부(父)의 성(姓)을 따르는 부자

동성의 원칙을 기본으로 하여왔으며 기존의 성 부여 방식을 변경하는 것은 

신분 계에 한 향을 미치게 되어 가족질서나 사회 으로 커다란 혼

선과 장이 상되는 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3)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부자동성의 원칙을 유

지할 것인지 아니면 일본 민법 제790조와 같이 “자는 부모의 성씨를 칭한

다.”라고만 정하고 부의 성을 따를 것인지 모의 성을 따를 것인지를 국민

의 선택에 맡길 것인지 여부는 법률문제 이 에 재 우리의 사회  합의

에 따라야 할 것으로 우리 사회의 공동체 변에 자리잡고 있는 보편 인 

가치의 공감 에 귀착될 문제이므로 신 한 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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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여성가족부장 의 의견

(1) 혼인한 남녀 사이에 출생한 자는 부 는 모 어느 한 사람의 통만

을 승계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행 민법 조항은 자녀의 성을 부의 

성으로 할 것을 강제하고 있는바 이는 부계 통주의와 남계 통주의를 강

제하는 것으로 개인과 가족의 자율  결정권을 침해하고 있다.

(2) 이에 한 외국의 입법례를 살펴보면 부부가 공동의 성을 혼인성으

로 사용해온 나라에 있어서도 부부가 공동의 혼인성을 쓸 것인지 혼인 의 

성을 각자 그 로 사용할 것인지 여부를 개인의 단에 맡기는 가 늘고 

있으며 부부가 각자의 성을 그 로 사용하는 경우 자녀가 아버지의 성을 

따르도록 강제하는 입법례는 차 사라지고 부모의 합의에 따라 자녀의 성

을 정하도록 하는 경우가 부분인 상황이다. 이것은 가족법 분야에서 불

필요한 국가  강제를 이고 가족의 자율  합의를 존 하는 경향이 강화

되고 있는 것에 따른 것이다.

(3) 부계 통주의는 남자가 역사를 지배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역사  산

물로서 오늘날 여성의 사회 , 법  지 가 향상되고 양성평등의식이 확산

되면서 부계 통주의도 변화할 수밖에 없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부계 통

주의를 법으로 강제하는 나라는 거의 없으며 자녀의 성 결정은 부모의 고

유한 친권에 속하는 문제이므로 부모의 의사를 존 해야 하는 것이다. 한

편 자녀의 성을 부모의 의에 따라 정할 수 있도록 할 경우의 사회  혼

란을 우려하는 견해도 있지만 가족성을 부부의 의로 정하도록 한 일본의 

경우에 있어서도 체 국민의 98% 이상이 남편의 성을 가족성으로 하여 

자녀는 부의 성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 나라 역시 부모가 의

하여 자녀의 성을 정하도록 하더라도 국민 정서상 부분의 국민은 부의 

성을 따를 것이므로 사회  혼란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결정요지】

1. 가. 재  윤 철, 재  김효종, 재  김경일, 재  주선회, 

재  이공 의 의견

(1) 양계 통을 모두 성으로 반 하기 곤란한 , 부성의 사용에 한 

사회 일반의 의식, 성의 사용이 개인의 구체 인 권리의무에 향을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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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이 성의 사용 기 에 해 부

성주의를 원칙으로 규정한 것은 입법형성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

(2) 출생 직후의 자(子)에게 성을 부여할 당시 부(父)가 이미 사망하 거

나 부모가 이혼하여 모가 단독으로 친권을 행사하고 양육할 것이 상되는 

경우, 혼인외의 자를 부가 인지하 으나 여 히 모가 단독으로 양육하는 

경우 등과 같은 사례에 있어서도 일방 으로 부의 성을 사용할 것을 강제

하면서 모의 성의 사용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 것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침해한다.

(3) 입양이나 재혼 등과 같이 가족 계의 변동과 새로운 가족 계의 형

성에 있어서 구체 인 사정들에 따라서는 양부 는 계부 성으로의 변경이 

개인의 인격  이익과 매우 한 계를 가짐에도 부성의 사용만을 강요

하여 성의 변경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한다.

(4) 이 사건 법률조항의 헌성은 부성주의의 원칙을 규정한 것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부성의 사용을 강제하는 것이 부당한 것으로 단되는 

경우에 해서까지 부성주의의 외를 규정하지 않고 있는 것에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해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되 이 사건 법률조항에 

한 개정 법률이 공포되어 2008. 1. 1. 그 시행이 정되어 있으므로 2007. 

12. 31.까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잠정 인 용을 명함이 상당하다.

나. 재  송인 , 재  효숙의 의견

(1) 이 사건 법률조항은 모든 개인으로 하여  부의 성을 따르도록 하고 

모의 성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여 남성과 여성을 차별취 하고 있으면서도 

그와 같은 차별취 에 한 정당한 입법목 을 찾을 수 없어 혼인과 가족생

활에 있어서의 양성의 평등을 명하고 있는 헌법 제36조 제1항에 반된다.

(2) 이 사건 법률조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에 있어 개인의 성을 어떻게 결

정하고 사용할 것인지에 해 개인과 가족의 구체 인 상황이나 의사를 

 고려하지 않고 국가가 일방 으로 부성의 사용을 강제하고 있음에도 그

와 같은 부성 사용의 강제에 한 구체 인 이익을 찾을 수 없어 혼인과 

가족생활에 있어서의 개인의 존엄을 보장한 헌법 제36조 제1항에 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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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에 반되므로 헌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

지만 헌법재 소가 이 사건 법률조항에 해 헌결정을 선고한다면 성의 

결정과 사용에 한 아무런 기 이 없어지게 되어 법  공백과 혼란이 

상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개정되어 시행되기 까지는 그 효력을 유

지시켜 잠정 인 용을 허용하는 내용의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함이 상

당하다.

2. 이 사건 법률조항이 부성주의(父姓主義)를 원칙으로 규정한 것 자체

는 헌법에 반되지 아니하나 부성주의를 강요하는 것이 부당한 경우에 

해서도 외를 규정하지 않은 것이 헌법에 반되므로 헌법불합치를 선고

하고 잠정 용을 명하여야 한다는 재  5인의 의견과 이 사건 법률조항

이 부성주의(父姓主義)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헌법에 반되므로 

헌을 선고하여야 하지만 법  공백과 혼란의 방지를 해 헌법불합치를 

선고하고 잠정 용을 명하여야 한다는 재  2인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를 선고하고 잠정 용을 명한 사례

재  권 성의 반 의견

가족제도 에도 부성주의는 헌법에 선행하는 문화이다. 기존의 문화 내

지 제도가 후행의 헌법  가치에 어 난다는 의심을 받는 경우에는 기존의 

문화가 가지는 합리성을 확인하고 그 합리성과 헌법  가치 사이의 간극의 

크기를 측정한 후, 그 간극의 크기가 더 이상 용납하기 어려운 경우에 그 

간극을 해소하는 기술의 합리성을 확인하며, 그 다음으로 시기의 합성을 

단하여야 한다. 부성주의는 출산과 수유라는 사실로 인해 외 상 확인가

능한 모와의 통 계에 비해 본질 으로 불확실한 부와의 통 계를 

외 으로 공시하고 부와 자녀간의 일체감과 유 감을 강화하여 가족의 존

속과 통합을 보장한다. 기호체계에 불과한 성이 여성의 실체 인 법  지

나 법률 계에 향을 미친다고는 볼 수 없으며, 부성의 사용으로 인해 

재혼이나 입양 등의 경우에 있어서 개인이 받는 불이익은 재혼이나 입양에 

한 사회  편견 내지 사시(斜視)가 그 원인이지 부성주의가 그 원인은 

아니다. 추상 인 자유와 평등의 잣 만으로 우리 사회에서 여 히 유효하

게 존속하면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생활양식이자 문화 상인 부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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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합헌성을 부정하는 것은 시기상조(時機尙早)의 부 한 일이다.

【해설】

1. 성(姓)과 본(本)의 의미와 이 사건 법률조항의 헌법  쟁  

가. 성과 본의 의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하는 가장 기본 인 기호로 성명(姓名)이 사용되는

데 성명(姓名)은 개인의 통을 상징하는 기호인 성(姓)과 개인의 개별성을 

상징하는 이름(名)으로 구성된다. 이름(名)은 한 사람 한 사람에 한 고유

한 명칭으로 부여됨에 비해 성(姓)은 일정한 범 의 연집단에 한 명칭

으로 사용된다. 

본(本)은 흔히 본 (本貫) 는 향(貫鄕)이라고 하는 것으로 시조(始

祖)의 발상지(發祥地)를 의미한다. 본(本)은 성의 지연 (地緣的) 표지(標

識)라 할 수 있는데  다른 통을 가지는 집단들이 서로 동일한 성(姓)

을 사용하는 경우가 지 않고, 이와 달리 동일한 통의 연원을 가지고 

같은 성(姓)을 사용하지만 이미 분화하여 서로를 별개의 연집단으로 인

식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 성(姓)만으로 통의 동일성이 곧바로 식별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본(本)에 의해 특정된 성을 통해 통의 동일성을 식별

할 수 있으므로 일반 으로 통의 동일성을 상징하는 기호로서의 성(姓)

은 본(本)에 의해 특정된 성을 의미한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에 한 헌법  쟁

민법은 이 사건 법률조항을 통해 모든 사람이 부(父)의 성(姓)과 본(本)

을 자신의 성(姓)과 본(本)으로 결정하고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부성주의

(父姓主義)’를 선언하고 있다. 따라서 달리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모든 사

람은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해 부의 성과 본을 자신의 성과 본으로 사용

하여야 한다. 이는 부의 성과 본 이외의 성과 본으로의 변경 역시 허용되

지 않음을 의미한다. 

부성주의를 규정한 이 사건 법률조항에 해 제기된 헌법  쟁 은 크게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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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통  가족제도에 한 헌법  심사의 문제이다. 헌법 제9조는 

“국가는 통문화의 계승·발 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성주의는 과거로부터 오랜 기간 역사 으로 형성되고 

유지되어 온 제도라는 에서 헌법 제9조에 의해 정당화되거나 는 헌법

 심사가 배제 는 완화될 수 있는지 여부이다. 

둘째,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평등원칙에 반되고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하

는지 여부이다. 헌법은 제11조 제1항에서 성별에 의한 차별을 명문으로 

지하고 있고, 제36조 제1항에서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 로 한 

혼인과 가족생활을 국가가 보장할 것을 명령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법률

조항이 부성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 남성과 여성을 차별함으로써 헌법

에 반되는 것은 아닌지 하는 것이다. 이는 차별취 이 정당한 것이거나 

불가피한 것인지, 는 차별취 으로 인한 개인의 불이익을 어느 정도로 

평가할 것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게 된다. 

 성명(姓名)은 개인의 정체성과 개별성을 나타내는 인격의 상징이라는 

에서 자유로운 성의 사용은 인격권의 한 내용을 이룬다고 볼 수 있음에

도 이 사건 법률조항이 모든 개인으로 하여  그 의사를 묻지 않고 부의 

성을 따르도록 강제하는 것이 개인의 인격권이나 혼인과 가족생활에서의 

개인의 존엄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가 문제된다. 

셋째, 심사 결과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에 반되는 것으로 단될 경

우 주문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왜냐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성

본제도를 규율하는 원칙 조항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무효로 선언될 경우 

성본제도에 한 아무런 규율이 없어지는 것과 같은 상태가 래되기 때문

이다. 

2. 우리의 성본제도의 역사  각국의 입법례

가. 우리나라의 성본제도 역사

성이 언제부터 어떠한 형태로 사용되기 시작하 는지 정확히 알기는 어

렵지만, 일반 으로는 연 계를 기 로 한 고 의 씨족사회나 부족사회

에서 각 씨족이나 부족들의 명칭으로부터 성이 유래되었을 것으로 추측된

다.1) 다만 오늘날 사용되고 있는 성은 삼국시 를 거치면서 한자 문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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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과 함께 왕실과 귀족을 심으로 처음 시작된 것으로 보며 성과 본

의 사용이 제도 으로 정립된 것은 체로 고려의 건국 이후, 앙 인층

(中央官人層)을 심으로 사용되던 성이 지방행정조직의 정비 는 재편 

과정에서 지방의 호족 세력들이 그 출신지나 거주지 단 로 성을 사용하기 

시작하거나 사성(賜姓)된 성을 사용함으로써 성의 사용이 국 으로 확산

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2) 

조선시 에 이르러서는 일반 양인층도 성을 사용하 으나 노비를 비롯

한 천민층은 여 히 성을 사용하지 않았고, 조선 후기와 일제시 를 거치

면서 신분과 계 이 철폐되면서 모든 사람이 성을 사용하게 되었지만, 새

로이 성을 사용하게 된 집단들도 새로운 성과 본을 만들어 사용하지 않고 

부분 이미 존재하는 성과 본을 따름으로써 성을 사용하는 새로운 인구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성과 본의 수는 그다지 증가하지 않았다.3)

고 에는 개인을 특정함에 있어 출신지명이 요한 기능을 하 는데4) 

그와 같은 출신지명이 본 (本貫)의 기원이 되었을 것으로 추측되며, 성의 

1) 손 경, 한국가족법상의 성씨제도에 한 연구, 부산 학교 법학박사 학 논문, 

15면; 

   이수건, 한국의 성씨와 족보, 서울 학교 출 부, 95-96면

2) 이종서, 나말여  성씨 사용의 확 와 그 배경, 한국사론 37권, 서울 학교 국사

학과, 60-84 참조

3) 세종실록지리지 성씨조에 따르면 15세기에 국의 성은 약 250여개, 본 은 약 

4,500여개로 기록되어 있으나(이수건, “족보와 양반의식”, 한국사 시민강좌 제24집, 

1999, 22-25면) 2000년 재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성과 본 의 수는, 성이 약 

250여개, 본 이 약 4180 여개로 나타난다(「2000 인구주택총조사」, 통계청, 

2000. 11. 1. 기 ). 이러한 자료들은 조선 기에 이미 성과 본 이 확고하게 성

립되었고 그 이후에 새로이 성을 취득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통의 연원에 계

없이 이미 존재하는 성과 본을 사용하 다는 주장을 뒷받침한다. 

4) 진흥왕 이 의 신라의 석문에는(4개의 진흥왕 순수비, 南山新城碑, 戊戌塢作碑 

등) 성은 기재하지 않았지만 소속부명(所屬部名)을 이름 앞에 기재하 고( 컨  

거칠부(居柒夫)의 경우 「삼국사기」에는 성이 김씨로 하고 있음에도 비문에는 

성의 기재 없이 소속부명인 ‘喙部’-훼부-만을 기재하고 있다고 한다) 『삼국사

기』에서 고구려·백제·신라의 인명을 표기함에 있어서도 소속부명을 인명 앞에 

기재하고 있는 사실들을 볼 때 당시에는 거주지명이나 소속부명이 오늘날의 성과 

같은 기능을 하 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다만 성이 없었기 때문에 소속부명

을 기재하 던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성이 사용된 이후에도 개인을 특정함에 있

어서는 출신지명이나 소속부명이 더 요한 기능을 담당하 던 것으로 볼 수 있

다. 그 후 한자성의 사용이 차 보편화되면서 개인을 특정함에 있어 성이 요

한 기능을 담당하게 되면서 출신지명이나 소속부명은 차 성의 배후로 들어가 

본 의 형태로 자리잡게 되었다(손 경,  논문, 15-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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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이 국 으로 확산됨에 따라 같은 한자성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통

의 연원을 달리하는 경우가   있고 같은 통의 연원을 가지더라도 이미 

지역 으로 분화된 집단이 존재하게 됨에 따라 성을 특정하기 해서는 그 

지역  연고가 요하게 됨에 따라 같은 한자성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그 

지연  표지인 본 (本貫)을 통해 연  동일성을 특정하게 된 것으로 이

해된다.5)

한편 자녀가 그 부의 성을 따르는 부성주의(父姓主義)는 이와 같은 성본

제도의 발  기에 이미 나타난 것으로 보이지만, 삼국유사에는 모계를 

통해 출계를 밝힌 기록도 있고6) 동일인에 해 서로 다른 성이 해지는 

사례들도7) 있는데, 이를 두고 부계의 성과 모계의 성이 같이 사용되어졌기 

때문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고려시 까지도 왕의 사성(賜姓)에 따라 새로

운 성으로 성을 변경한 사례가 지 않고 성이 다른 자를 양자로 삼을 수 

있었으며(異姓養子) 이 때 양자는 양부(養父)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이 인

정되었던  등에 비추어 보면 고려시 에 이르기까지도 부(친부)의 성 이

외의 성을 사용할 수 없다는 부성주의 원칙이 강하게 확립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추측된다.8) 

그러다가 종법제(宗法制)를 바탕으로 한 유교  가치질서가 확립되면서 

5) 고려시 에 본 제도가 정립된 것을 지방호족의 앙진출과 문벌귀족화로 설명하

기도 한다. “고려는 지방에서 성장한 豪族的 傳統을 지닌 異姓貴族들로써 구성된 

사회 다. 이들 여러 이성귀족들은 그들의 원출신지를 本貫이라 하여 자기들 家

門을 다른 가문과 구별하 던 것이다. 이 본 을 칭하는 풍습은 신라 말기에 지

방에서 호족의 세력이 등장하면서 싹트기 시작한 것으로 생각되지만 그 당시에는 

王京人과 구별하기 하여 그들의 거주지를 칭하는데 지나지 않았다. 그러다가 

고려시 에 들어와서 호족들이 中央貴族化하자 現居住地가 아니라 祖上의 原居住

地를 본 으로 칭하기에 이르 다. 여기에는 여러 이성귀족들이 왕경에 함께 모

여 있는 속에서 자기의 가문을 다른 가문과 구별하려는 의도가 나타나 있는 것이

다. 그리고 이것은 사회 으로 문벌이 유효하게 된 時代的 背景 속에서 생겨난 

것이었다.”(이기백, 고려 귀족사회의 형성, 한국사 4, 1981, 국사편찬 원회편, 191, 

193)

   - 송 호, 조선사회사연구, 일조각(1994), 106면에서 재인용

6) “慶州의 戶長인 巨川의 母는 阿之女이고 阿之女의 모는 明珠女, 明珠女의 母는 

積利女이며 積利女의 子는 廣學大德과 大緣三重이다”

7) 컨 , 이사부(異斯夫)의 성을 삼국사기에서는 김(金)으로, 삼국유사에서는 박(朴)

으로 달리 한다. 

8) 손 경,  논문 35면; 손 경, 한국 성씨의 기원과 가족법, 가족법 연구 제9호

(1995), 101면, 



민법 제781조 제1항 헌제청 769

부계 통의 계승이 인 원칙으로 받아들여지면서 어떠한 외도 인정

하지 않는 완고한 부성주의가 정립되었고, 그 결과 부의 성을 사용하는 것

을 당연한 제로 하여 남자를 통해서만 를 이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로 있을 수 없는 일을 가리켜 “성(姓)을 가는 일”과 맞먹는 것으로 받

아들여지게 되었다. 한 강한 통계승의식으로 인해 다른 많은 문화권에

서와 달리 여성이 혼인을 하더라도 남편의 성으로 변경하지 않았다.

나. 각국의 입법례

(1) 국9)

통 으로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부성주의를 취했고 여성은 혼인 

후 남편의 성을 따르거나 아니면 자신의 성을 남편의 성에 붙여 사용하

다.10) 

행 화인민공화국 혼인법은 “부부 방은 각자 자기의 성명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제14조)고 하여 혼인 후 여성의 성의 변경을 강제하지 않으

며, “자는 부의 성씨를 따를 수 있고 모의 성씨를 따를 수도 있다”(제22조)

고 규정하여 부성주의를 강제하지 않는다.  부의 성도 모의 성도 아닌 

제3의 성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같은 부모의 자녀라 하더라도 각자 다

른 성을 사용할 수 있다. 

민법통칙 제99조에서 “개인은 성명권을 가지고 성명을 사용하고 변경할 

수 있으며 타인에 의하여 간섭당하거나 도용되는 것이 지된다”고 규정하

여 성의 변경을 인격권의 일종인 성명권의 내용으로 보아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속하는 것으로 본다.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 는 양육자의 신청으로, 성년은 본인의 신청으로 

호구등기기 (戶口登記機關)의 허가를 얻어 변경 등기함으로써 변경할 수 

있으며(호구등기조례 제18조)11) 호구등기기 은 ‘정당한 사유( 한 사유)’

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변경을 허가한다. 

 9) 陳宇澄, 中國家族法硏究, 信山社, 平成 6年(1994); 岩井伸晃,『中國家族法と關係諸

制度』, 株式 社 テイハン, 平成 12年(2000); 손 경,  논문 107면 이하 각 참조 

10) 이를 성(冠姓)이라 한다. 

11) “未滿十八周歲的人 要變更姓名的時候，由本人或 父母、收養人向戶口登記机關

申請變更登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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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실제에 있어서는 부분 부의 성을 따르고 부부의 경우 각자가 

자신의 성을 사용한다고 한다. 

(2) 만(臺灣)12)

만은 화인민공화국 이 의 통 인 제도인 부성주의(父姓主義)를 

그 로 유지해 오고 있다. 다만 최근 민법개정을 통해 “부부는 각자의 성

을 사용한다. 다만 서면에 의한 약정이 있으면 배우자의 성을 자신의 성에 

부가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호  기 에 등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 고

(제1000조 제1문, 제2문), 부부가 배우자의 성을 자신의 성에 부가하여 사

용하다가 원래 자신의 성으로 회복하는 것을 허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제1000조 제3문), 총통령(總統令)인 성명조례(姓名條例)에서는 일정한 경우

에 호 기 에 신청하여 성을 변경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데 인지, 입

양, 부모의 이혼 등의 경우에 성의 변경을 허용하고 있다.

(3) 일본13)

일본에서 성(姓, 일본에서는 氏라고 함)은 통 으로 가(家)의 명칭이므

로 호 상 동일한 가(家)에 속하는 호주와 그 가족은 같은 성을 사용한다

(一家一氏). 

부부는 남편의 성 는 부인의 성 가운데 하나를 같이 사용하며(750조) 

그 자녀 역시 부모와 같은 성을 사용한다(민법 제790조 제1항 단). 자의 

출생 에 부모가 이혼한 때에는 이혼할 때의 부모 성을 따르며(민법 제

790조 제1항) 혼인외의 출생자는 원칙 으로는 모의 성을 따른다(민법 제

790조 제2항). 

성의 변경은 혼인, 이혼, 입양 등과 같은 민법상 신분행 에 의한 성의 

변경과 당사자에게 불이익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가정재

소의 허가를 얻어 호 에 표기된 성을 변경하는 호 법상의 성의 변경으

12) 손 경,  논문 10～13면; 만의 호 업무부처 홈페이지(www.nanhwa.gov.tw) 

참조

13) 久武綾子,「氏と戶籍の女性史」, 京都: 世界思想史, 1995

   黑木三郞·村武精一·瀨野精一朗編, 「家の名·族の名·人の名」, 東京: 三省 , 1987

   中川淳, 「親族法逐條解說」, 東京: 日本加除出版社,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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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 어지는데, 이혼과 재혼 등으로 가(家)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가정재

소의 허가를 얻어 성을 변경할 수 있다(민법 제791조). 

(4) 독일14)

통 으로 혼인공동체 념에 따라 부부는 동일한 성을 사용하며 아내

가 남편의 성을 따르고 자녀가 아버지의 성을 따랐으나, 1976년 개정된 민

법은 부부가 동일한 성을 사용해야 하지만 의에 의해서 부부  구의 

성을 사용할 것인가를 정할 수 있으며 그 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는 남편의 성을 사용하도록 하 다(민법 제1355조 제2항 제2문). 

그러다가 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남편의 성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 

남녀평등원칙을 선언한 기본법 제3조 제2항과 합치되지 않는다고 독일연방

헌법재 소 제1재 부가 1991. 3. 5. 결정하자(BVerfGE 84, 9;)15) 행 독

일 민법은 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부부가 각자 혼인 의 성을 사용할 

수 있고(제1355조 제1항 제1문, 제2항) 그 경우 자녀의 성은 부부의 의에 

의하여 부의 성 는 모의 성을 선택하되 자의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자녀

의 성을 결정하지 않으면 법원이 부모의 일방에게 결정권을 부여하는 것으

로 개정하 다(민법 제1617조 제2항). 

모가 새로운 혼인을 통해 성을 변경하는 경우 모의 성을 사용하던 자는 

새로운 모의 성을 사용할 수 있으며, 양자는 혼인 의 자와 같지만 입양이 

해소되면 입양 의 성을 회복하되, 양친의 일방과만 입양 계가 해소되

거나 양자가 혼인하여 그 성을 혼인성으로 사용하고 있는 등 외 인 경

우 입양시의 성을 그 로 유지할 수 있다.

14) 김상용, 가족법상의 몇 가지 헌법  문제, 헌법실무연구, 제5권(2004), 478 이하 ; 

이은정, 성의 변경-친자 계를 심으로, 법원도서 , 재 자료 제102지1, 가정법원

사건의 제문제, 723, 743 이하 ; 차선자, 자녀복리를 심으로 개정된 독일의 친자

계법-구법과의 비교를 심으로-, 가족법연구 제17권2호, 2003, 123 이하 참조.

15) 독일연방헌법재 소는  결정에서, 부부의 혼인성을 결정함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을 차별취 하는 것이 양성간에 객 으로 생물학  는 기능  차이가 있

다는 , 생활 계가 통 으로 형성되었다는 , 통일 인 가족성을 유지시키고

자 한다는  등의 사유로 헌법상 정당화될 수 없다고 시하 다〔방승주, 고시

연구, 제28권제1호(통권322호), 2000, 141-156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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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랑스16) 

종 의 민법에는 자(子)의 성(姓)에 한 규율이 없었으나 습에 따라 

자녀는 부(父)의 성(姓)을 따랐다. 

2002. 3. 4. 개정(2005. 1. 1.부터 시행)된 민법은 “출생증명서에는 출생

일․시간․장소, 자녀의 성별, 자녀에게 주어질 이름, 부모가 선택한 姓에 

하여 부모 공동의 진술이 있는 경우에는 姓, 그리고 부모의 이름, 姓, 나

이, 직업과 주소가 기재된다.”고 규정하여(제57조 제1항) 자녀의 성을 부모

가 선택할 수 있게 하 고, 부모는 부(父)의 성 는 모(母)의 성 아니면 

부모의 성을 연결한 성  하나를 선택하여야 하며 첫 번째 자녀에게 부여

된 성은 다른 자녀에게도 공통된다(민법 제311-21조). 

혼인하더라도 부부가 각자의 성을 그 로 유지할 수도 있고 상 방의 성

을 사용할 수도 있다. 

“정당한 이익이 있는 경우” 법원의 결정을 통해 성을 변경할 수 있고, 4

까지의 직계존속이나 방계존속의 성의 소멸을 피하기 한 목 으로도 

할 수 있다(민법 제60조 내지 제61-4조).

한편 입양의 경우에는 이른바 ‘완 양자(adoption plénière)’와 ‘단순양자

(adoption simple)’를 구분하여 완 양자의 경우 양친의 성을 사용하나, 단

순양자의 경우 양친의 성을 자신의 성에 부가하여 사용하되 양친의 요구가 

있으면 14세 이상인 양자의 동의를 얻어 법원의 결정으로 양친의 성을 사

용하게 할 수 있다.

(6) 미국17) 

미법에 있어서 성에 한 문제는 커먼로(Common Law)와 습에 맡

겨져 있다. 커먼로(Common Law)에 의하면 성의 결정과 변경은 자유롭지

만 여성들은 혼인으로 남편의 성을 따랐고 자녀는 부(父)의 성을 따랐다. 

16) 홍춘의, “  랑스 친자법과 친권법의 발 과 동향”, 가족법연구 제13호(1999

년), 319면; 손 경,  논문, 136면; 田中通裕, “フランス法における氏について”, 

新世紀へ向かう家族法(1998), p.88

17) American Jurisprudence, 2nd Edition, Name, Eric C. Surette, (57. Am. Jur. 2d 

Name §14);  Howard Law Journal Winter, 1992(35 How. L.J. 227); 김상용,「가

족법상의 몇 가지 헌법  문제」, 헌법실무연구 제5권(2004), 482면 이하; 손 경 

 논문, 146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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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성을 결정하는 것은 기본 으로 가족 내에서 결정되어야 할 사항

이며 국가의 불필요한 개입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자녀는 부

(父)의 성을 따라야 하는 것으로 규정한 주(州)의 법률들이 사생활의 자유

와 평등권을 침해하여 헌이라고 한 결들이 있는가 하면,18) 부의 성을 

따르도록 한 것은 헌법에 반되지 않는다고 본 결도19) 있어 각 주(州)

마다 통일되어 있지 않다. 

다만, 오늘날에는 부모는 방이 자녀에 한 보호  양육의 권리를 동

등하게 가지므로 성을 결정함에 있어서도 방은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부

모  어느 쪽도 우월 인 권리를 가지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일반 이며, 

합리 이고 이성 인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연령과 지성을 갖

춘 미성년자는 자신이 스스로 성을 변경할 수 있다. 

자녀의 성을 변경할 것인지에 해서는 “자의 최선의 이익(the best 

interest of the child)”을 기 으로 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으나20) 

자녀의 성에 한 부모의 권리도 함께 고려한다.

(7) 기타 유럽 국가21)

(가) 스페인

자녀는 부모의 성으로 조합된 결합성을 취하게 되는데, 아버지의 성과 

어머니의 성 에서 각 첫 번째 성을 결합한 성을 사용한다. 자녀가 만 18

세가 되면 자신의 성을 구성하는 부모의 성의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이것

은 그 자녀가 다시 자신의 자녀에게 물려  성을 결정하는 의미를 가진다. 

(나) 북유럽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에서는 부부가 의하여 혼인성을 정할 

수도 있고 각자 혼인 의 성을 그 로 유지할 수도 있다. 

18) Jech v. Burch 466 F. Supp. 714, 721 D. Haw 1979; Sydney v. Pingree, 564 F. 

Supp. 412, 413, S.D.Fl. 1982). 

19) Robertson v. Pfister, 523 So. 2d 678, 679, Fla. Ct. App. 1988; 이 사건에서는 

인구동태통계-vital statistics-의 정확성을 유지하는 요한 기능을 한다는 이유로 

부성주의를 규정한 법률이 헌법에 반되지 않는다고 하 다.

20) In re Schiffman, 620 P. 2d 579, Cal. 1980; Donald J. v. Evana M., 81 Cal. App. 

Ed. 929, 1978

21) 김상용,  논문 484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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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각자 혼인 의 성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부부가 의하여 부모의 

성 가운데서 하나를 자녀의 성으로 결정하지만 부모의 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모의 성을 따르도록 한 것이 특이한 이다. 이 원칙은 혼인외의 

자에게도 용된다. 

스웨덴과 핀란드에서는 같은 부모에서 태어난 형제자매는 동일한 성을 

따라야 하지만 덴마크와 노르웨이에서는 형제자매도 반드시 동일한 성을 

따를 필요는 없다. 

3. 헌법  쟁 의 검토와 결정의 분석

가. 통  가족제도에 한 헌법  심사

(1) 가족제도에 한 헌법  심사에서 자주 제기되는 문제는, “오랜 기간 

형성되고 유지되어 온 가족제도에 해서는 일반 인 심사에서와는 다른 

특별한 기 과 방법이 필요한가” 하는 것이다. 

이것은 역사 으로 오랜 기간 유지되어 온 제도라는 사실 그 자체로부터 

헌법  정당성의 근거 는 존재 가치가 도출할 수 있는지에 한 문제이

기도 한데, “국가는 통문화의 계승·발 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헌법 제9조의 해석과 련하여 종종 제기된다. 

(2) 이 사건 법률조항이 선언하고 있는 통  가족제도의 하나로서의 

부성주의에 한 헌법  심사 자체에 해 의문을 제기할 수는 없다. 헌법

은 모든 국가질서의 바탕이 되고 한 국가사회의 최고의 가치체계로서 다른 

모든 법  규범이나 가치보다 우선하는 효력을 가지므로 비록 가족제도가 

민족의 역사와 더불어 생성되고 발 된 역사 ·사회  산물이라 하더라도 

헌법의 우 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하며, 헌법재 소도 그것을 

확인한 바 있다(헌재 2005. 2. 3. 2001헌가9등, 례집 17-1, 1, 16 - 이른바 

‘호주제 사건’). 다만, 헌법  심사에 있어 새로운 기 이나 방법이 필요한

가, 오랜 기간 유지되어 왔다는 사실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해서는 

견해가 나 어 질 수 있다.

이 사건 결정에서 재  권 성의 반 의견은 “헌법에 선행하는 문화”가 

존재할 수 있으며 부성주의와 같은 가족제도가 바로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

는바, 그와 같은 문화에 한 헌법  심사에 한 새로운 기 과 방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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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제시하 다. 

“문화가 항상 헌법에 선행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선행하는 경우도 있

다. 가족제도, 그 에도 부성주의(父姓主義) 같은 것은, 분명히 헌법에 선

행하는 문화의 하나이다. 

기존의 문화 내지 제도가 후행의 헌법  가치에 어 난다는 의심을 받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단계  사고가 필요하다. 제1단계는 기존의 문화가 

가지는 합리성을 확인하고 그 합리성과 헌법  가치 사이의 간극의 크기를 

측정하는 것이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합리 이다.”라는 진리를 이 경우에 

도외시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제2단계는 그 간극의 크기가 더 이상 용

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간극을 해소하는 기술의 합리성을 확인하는 일

이다. 사회제도의 상호 유기  계를 고려할 때 자칫 교각살우(矯角殺牛)

의 우를 범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제3단계는 시기의 합성을 단하는 

일이다. 만사 무 늦어도 안되지만 무 빨라도 안 되기 때문이다.”

의 견해는 이른바 생활양식이나 문화가 반 된 제도에 한 헌법  심

사에 한 새로운 심사의 틀과 기 의 정립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와 같은 새로운 심사의 틀과 기 의 근거가 되는 헌법 조항이나 원칙은 

언 되지 않았고 한 평등원칙 기타 구체 인 헌법 조항들에 의한 구체

인 심사기 도 표 되지 않았다.

(3) 한편 이 결정에 여한 나머지 7인의 재 들22)  재  윤 철, 

재  김효종, 재  김경일, 재  주선회, 재  이공 (이하 “5인의 

재 ”이라 한다)은 헌법  심사의 기 이나 방법 자체에 해서는 다른 

사건에서와 달리 보지 않으면서도, 부성주의가 규범으로서 존재하기 이

부터 생활양식으로 존재해 온 사회문화  상이었고 그 같은 생활양식이 

오랜 역사를 거쳐 형성되고 유지되어 부분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받아

들이고 있다는 사실을, 이 사건 법률조항의 원칙 인 정당성의 근거  하

나로 보았다.23) 

22) 이 사건 결정에는 재  조 을 제외한 8인의 재 이 심리에 여하 다.

23) “부성주의는 규범으로서 존재하기 이 부터 생활양식으로 존재해 온 사회문화  

상이었다. 이와 같은 생활양식은 오랜 역사를 거쳐 형성되고 유지되어 온 결과 

부분의 사람들의 의식 속에서 성은 곧 부의 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식되기에 

이르 다. 부성주의는 ······  사회에서는 합하지 않은 생활양식이라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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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반해 재  송인 , 재  효숙의 의견은 부성주의가 오랜 기

간 유지되어 왔으므로 오늘날에도 정당화 될 수 있다는 주장은 통 으로 

남성과 여성을 차별취  해 왔으므로 재도 그 차별취 이 정당하다는 논

리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오랜 기간 유지되어 왔다는 사실만으로 그 

제도가 곧바로 헌법 으로 정당화 될 수는 없으며 오늘날의 가치에 부합하

고 헌법이념에 반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는 을 강조하 다. 

(4) 결국 통  가족제도에 한 헌법  심사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더

라도 구체 인 심사에 있어 역사 으로 오랜 기간 유지되어 왔다는 사실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한 견해의 차이에 따라 이 사건 법률조항의 헌

법  정당성 여부에 한 종국 인 결론도 달라진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의 헌 여부에 한 구체  심사

(1) 평등원칙 반 여부

(가) 심사기  

평등원칙 반 여부에 한 심사 기 은, 차별을 정당화하는 합리 인 

이유가 있는지 만을 심사하는 이른바 ‘자의 지 심사’와 차별취 의 목 과 

수단간에 엄격한 비례 계가 성립하는지를 심사하는 이른바 ‘비례성 심사’

로 나 어지는데, 어떠한 심사기 을 택할 것인지는 입법자에게 인정되는 

입법형성권의 정도가 따라 달라지게 될 것인데, 일반 으로는 헌법에서 특별

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역이거나 련 기본권에 한 제한을 래하

는 경우에는 입법형성권이 축소되어 비례성 심사에 의하게 되나, 입법형성의 

자유가 폭넓게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의 지 심사에 그치는 것으로 본다. 

(나) 입법형성의 자유를 넓게 인정하는 견해

이 사건 법률조항이 개인이 성을 정하고 사용함에 있어 부의 성을 따르

도록 강제하고 있는 것이 부(父)와 모(母), 남성과 여성을 차별취 하고 있

이 제기되고 차 설득력을 얻어 가는 것으로 보이지만, ······ 사회상의 변화와 

지배  가치질서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 있어서도 부성주의는 여 히 우

리 사회의 다수 구성원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 생활양식이라고 단되

는 상황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와 같은 생활양식을 반 하여 성의 사용에 

한 원칙 규정으로서 부성주의를 규정한 것이라 할 것이다.”( 례집 17-2, 555, 

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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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것은 부정하기 어렵다. 그런데 성은 기호(記號)이고 기호의 사용이 실

체  법  지 나 권리의무 계에 아무런 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차별

취 으로 인한 구체  효과가 그다지 요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입법자에게 폭넓은 입법형성의 자유를 인정할 수 있다. 

이 결정에서 5인의 재  의견은, “성은 기호가 가지는 성질로 인해 개

인의 권리의무에 미치는 실질 인 향력이 크지 않으며, 성의 사용에 

한 입법은 주로 새로운 규율을 창설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이미 존재하는 생

활양식을 반 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는 에서 성의 사용에 한 규율에

는 폭넓은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된다.”고 하여 기본 으로는 성의 사용

에 한 규율에 해 폭넓은 입법형성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다. 다만, “성

에 한 규율에 해 폭넓은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것

이 헌법  이념과 가치에 반하는 것일 수는 없으므로 개인의 인격권을 침

해하는 것이거나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에 반하는 내용으로 가족제도

를 형성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진다.”고 하여 입법형성의 한계에 해서도 

명확히 밝히고 있다. 

그러면서, 양계 통을 모두 성으로 반 하기는 곤란한 , 부성의 사용

에 한 사회 일반의 의식, 성의 사용이 개인의 구체 인 권리의무에 향

을 미치지 않는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 성의 사용 기 으로

서 부성주의를 원칙으로 규정한 것은 성에 한 규율을 정하는 입법형성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지만, 부(父)의 사망이나 부모의 이혼, 혼인

외의 출생 등과 같은 외 인 상황하에서 구체 인 생활 계의 모습에 따

라서는 부성 사용의 이익은 거의 없어졌음에 반해 모성 사용의 이익은 구

체 으로 나타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도 부성의 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양성의 평등을 침해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한편 재  권 성의 의견은, 성은 사람을 식별하는 데 사용되는 여러 

기호체계의 하나일 뿐이고 기호의 채택이 여성이라는 존재가 갖는 인간으

로서의 존엄성의 실체에 무슨 향을 미칠 수 없다는 것은 기호의 본질상 

자명한 일이며 실제로 친족ㆍ상속법상 실체 인 법  지 는 물론 공사(公

私)의 법률 계에 있어 여성 는 모의 법  지 가 부성주의로 인해 향

을 받지 않으므로, 부성주의 자체로 인하여 래되는 여성에 한 차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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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보기 어려운 것이고 설혹 그러한 차별이 존재한다고 하여도 그러한 차

별과 부성주의 사이에 무슨 선험 인 인과의 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

다고 본다. 

그리고 부성의 사용은 부계 통의 공시를 필요로 하는 사회  수요에24) 

응하는 하나의 기술  기호의 채택에 불과하고 이러한 기술을 채택한 것은 

모계 통의 공시 필요성이 부계 통의 공시 필요성보다 상 으로 다는 

자연 ㆍ사회  상황에 따른 문화  결단인 것으로 부성주의는 나름 로 

그 합리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하 다.

(다) 성별에 의한 차별임을 시하는 견해

헌법 제11조 제1항이 성별에 의한 차별을 지하고 있고 헌법 제36조 

제1항이 양성의 평등에 의한 가족생활을 보장할 것을 명하고 있음을 들어, 

부성주의를 규정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이 특별히 차별취 을 지하

거나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역인 성별(性別)을 근거로 하여 차별취 을 

하고 있다고 보아, 그 차별을 정당화하기 해서는 비례성 심사가 용되

어야 하는 것으로 본다.

이는 차별취 이 미치는 효과의 크기가 어떠한가를 묻지 않고 차별의 근

거가 남녀의 성별(性別)이라는 에 주목하는 견해이다. 

이 결정에서 재  송인 , 재  효숙의 의견은 이러한 견해에 입

각한 심사를 거쳐, 생물학  통 계나 오늘날 우리 사회의 생활양식, 의

식 구조 등 어느 모로 보더라도 그 차별취 의 목  자체에 아무런 정당성

을 인정할 수 없어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 제36조 제1항25)에 반된다는 

24) 모자 계의 존재는 출산과 수유라는 자연 이고 객 이며 외 상 확인가능한 

일반  사실을 통하여 외 으로 명확히 인식됨에 반하여 부자 계는 그 존재를 

객 으로 인식  할 수 있는 외 상 명백한 사실이 없고 부분 추정에 근거하

여 인식될 뿐이어서 부자 계의 존재에 한 인식은 모자 계의 그것에 비하여 

본질 으로 불확실할 수밖에 없으므로 자(子)의 부가 구인가를 외  공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다.

25) 부성주의가 남녀 차별의 문제라는 에서 헌법 제11조 제1항이 문제되지만, 부

와 모  구의 성을 따를 것인가의 문제는 결국 가족생활을 규율하는 가족제도

에 속하고, 이는 혼인외의 자에 한 경우라 하더라도 자녀의 입장에서는 부 

는 모와의 계에 한 것이므로, 보다 구체 인 역인 가족생활에서의 양성의 

평등에 한 규정인 헌법 제36조 제1항에 의한 심사로 족하다고 할 것이다. 이 

결정 역시 이와 같은 제에서 헌법 제11조 제1항에 해서는 따로 언 하지 않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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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을 내린다.

(2) 인격권 는 개인의 존엄 침해 여부

자녀에게 부의 성을 부여할 것인가, 모의 성을 부여할 것인가는 본질

으로 개인이 자신의 가족생활을 어떻게 꾸려나갈 것인지에 한 것으로 사

(私的) 생활 역에 속하는 문제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개인이 성을 사용

하는 것에 해 일정한 규율을 하는 것은 개인의 인격권을 제한하는 것이 

될 수 있으며 혼인과 가족생활에서의 개인의 존엄에 반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 

모든 개인으로 하여  개인의 의사를 묻지 않고 일률 으로 부(父)의 성

을 따르도록 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개인의 존엄 는 인격권을 침해하는

지에 해서도 에서 본 평등원칙 반에 한 심사에서와 마찬가지로 구

체 인 심사 방법과 그 결론에 있어 견해가 나 어졌다.  

재  권 성의 의견은, 개인이 성을 자유롭게 정하고 변경할 수 없음으

로 인해 받는 불이익이 주로 문제되는 것은 재혼이나 입양 등의 경우인데, 

계부나 양부의 성으로 성을 변경하지 못함으로 인해 받게 되는 개인의 불

이익은 재혼이나 입양에 한 사회  편견이 그 원인이지 부성주의로 인해 

그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이는 앞에서 보았듯이 

기호에 불과한 성의 사용이 개인의 실체  권리에 아무런 향을 미칠 수 

없다는 것을 제로 한 단으로 이해된다. 

한편 5인의 재 의 의견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부성주의를 규정한 것

이 원칙 으로는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지만, 가족 계의 변동과 새로운 가

족 계의 형성 등 구체  상황에 따라서는 생물학  부의 성의 사용만을 

강요하는 것이 개인의 가족생활에 한 심각한 불이익을 래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도 부성주의에 한 외를 규정하지 않고 있는 것

은 입법형성의 한계를 벗어나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반면, 재  송인 , 재  효숙의 의견은, 부성 이외의 성을 사용한

다고 해서 가족제도에 한 사회질서에 을 래한다거나 기타 공공의 

이익에 구체 인 험을 발생시킨다고 볼 수 없음에도 구체  사정에서의 

개인의 의사를 묻지 않고 일방 으로 부성의 사용만을 강제하고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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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와 같은 부성의 사용의 강제를 정당화할 구체 인 이익을 찾을 수 없다

는 이유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에서의 개인의 존엄을 보장

한 헌법 제36조 제1항에 반된다고 보았다.

다. 결론  주문에 한 검토

(1) 각 견해의 결론

재  권 성의 의견은 부성주의는 오늘날에 있어서도 자연 ·사회  상

황에 의해 충분히 합리성이 인정되는 문화로서 헌법  가치와 헌의 문제

를 일으킬 정도의 간극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한 안이 없

는 상황에서 부성주의를 헌이라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5인의 재 의 의견은 부성주의 자체는 헌법에 반된다고 할 수 없으

나 구체 인 상황에 따라서는 부성주의를 강제하는 것이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양성의 평등에 반하는 것이 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법률조항이 

외  상황에 해 규율하지 않고 있는 것이 헌법에 반된다고 보았다.

재  송인 , 재  효숙의 의견은 부성주의는 헌법이 명문으로 차

별을 지하고 있는 성별을 기 으로 한 차별을 하고 있음에도 그 차별취

에 해 정당한 목 조차 인정할 수 없고, 사 (私的) 생활 역에 속하는 

성의 결정과 사용에 해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선택을 부정하면서 

부성의 사용을 강제하고 있으나 그 강제로 인해 얻어지는 구체 인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성주의 자체가 헌법에 반된다고 단하 다. 

(2) 주문의 도출

5인의 재 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헌성은 부성주의의원칙을 규정한 

것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부의 성을 사용할 것을 강제하는 것이 부당한 

것으로 단되는 경우에 해서까지 아무런 외를 규정하지 않고 있는 것

에 있다 할 것인데, 이 사건 법률조항에 하여 헌을 선고할 경우 합헌

으로 단되는 부성주의 원칙 자체에 해서까지 헌으로 선언하는 결과

를 래하게 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해 헌 인 부분에 한 개선 

입법을 명한다는 취지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이에 반해 재  송인 , 재  효숙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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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되므로 헌결정을 하여야 하지만, 이 사건 법률조항은 개인의 성을 

정하고 사용하는 원칙을 규정한 조항으로서 만약 이 사건 법률조항에 해 

헌결정을 선고한다면 성의 결정과 사용에 해 아무런 기 이 없어지게 

되는 법  공백과 혼란이 상된다는 이유에서 잠정 용을 명하기 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이 사건 법률조항의 헌 여부에 한 이유에 있어서 견해를 

달리하고, 헌법불합치 주문을 선택하는 이유도 달리 하는 5인의 재 과 

2인의 재 이 헌법불합치 결정  잠정 용이라는 주문에 있어서는 의견

이 일치함으로써 이 사건 결정의 주문이 도출되었다. 

한편 이 사건 심리 계속 에 부성주의를 선언한 이 사건 법률조항의 개

정을 포함한 민법 개정 법률이 공포되어 2008. 1. 1.부터 시행되도록 정

되어 있어 이 사건 법률조항은 2008. 1. 1.부터는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으

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잠정 용의 기한은 2007. 12. 31.까지로 하 다.

다만, 새로 개정되어 2008. 1. 1.부터 시행될 개정 민법 조항이 이 결정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인지는 이 결정에서 구체 으로 검토되지 않았는데, 만

약 그와 같은 검토를 구체 으로 행하게 되면 헌법재 소가 심 의 상이 

되지 않은, 장래에 시행될 법률조항에 해 미리 그 헌 여부를 단하는 

것이 되므로 규범통제의 형식과 련한 헌법재  범 에 한 문제가 제기

될 수 있다. 

4. 이 결정의 의의 

이 결정은 통  가족제도의 내용  핵심 인 제도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부성주의에 한 헌법  정당성을 심 하 는데, 결론 으로 부성주

의를 규정한 조항에 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지만, 그 이유를 살펴보

면 부성주의 자체가 헌법에 반된다는 의견은 재  2인이었고 부성주의 

자체는 합헌이지만 외 인 상황에 있어서는 헌법에 반된다는 의견이 

재  5인이었으므로 부성주의 자체가 헌법에 반된다는 견해가 법정의

견이었다고 할 수는 없다. 

이 결정은 통  가족제도에 한 헌법  심사에 용되는 헌법  기

이나 가치 는 심사방법을 새로이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그 구체 인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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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 단계에서 통 인 생활양식이 가지는 가치에 한 헌법  평가는 다

양하게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통  생활양식과 련한 제도에 한 헌 심사에 한 기 과 

방법론에 해 계속 인 논의가 필요함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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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와 정부간의 권한쟁의

-의무교육 경비의 부담-

(헌재 2005. 12. 22. 2004헌라3, 례집 17-2, 650)

김 하 열
*

1)

【 시사항】

1. 정부의 법률안 제출행 가 권한쟁의심 의 상이 될 수 있는 ‘처분’

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의무교육 경비의 앙정부 부담원칙이 헌법상 도출되는지 여부

3. 교육재정제도에 한 헌법의 임과 입법형성권

4. 의무교육 경비를 교부 과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입

으로 충당토록 규정한 지방교육재정교부 법 제11조 제1항 등이 교육재정

제도에 한 헌법의 임취지에 명백히 반하여 헌인지 여부

5. 권한쟁의심 에서 처분의 헌ㆍ 법성 단과 권한침해 단의 계

【심 상】

① 피청구인 정부가 2004. 11. 12. 자치법안과 교부 법안을 제250회 국

회(정기회)에 제출한 행 가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는지, 나아가 무효인지 

여부

② 피청구인 국회가 교육자치법(법률 제7252호) 제39조 제1항에서 의무

교육 련 경비의 부담주체를 국가  지방자치단체로 규정한 것, 교부

법(법률 제7251호) 제11조 제1항에서 의무교육 경비를 교부 과 지방자치

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입 으로 충당토록 규정한 것  같은 조 제2

* 헌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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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제3호에서 서울특별시와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를 구분하여 서울특별시

의 경우에는 특별시세 총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액을 일반회계 산

에 계상하여 교육비특별회계로 출하도록 규정한 것이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는지, 나아가 무효인지 여부

【사건의 개요】

1. 심 청구의 경

(1) 피청구인 정부는 2004. 11. 12. 지방교육자치에 한법률 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재정교부 법 개정법률안을 제출하 고, 이 법안들은 같은 달 15. 

국회 교육 원회에 회부되었다.

청구인은 2004. 11. 22. 피청구인 정부를 상 로,  개정법안은 의무교육 

경비의 국가부담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31조 제3항 등에 배되며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권한이 침해되었다며 권한쟁의심 을 청구하 다.

(2)  법률안은 제250회 국회(정기회) 제7차 교육 원회에 상정되었고, 

검토보고와 체토론을 거쳤으나, 2004. 11. 25. 동 국회 제9차 교육 원회

에서  개정법률안을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되, 각 그에 

상응하는 개정법률안( 안)을 원회안으로 채택하기로 의결하 고, 같은 

해 12. 8. 국회 본회의에서 원회안 로 각 의결되어, 같은 해 12. 30. 일

부 개정된 지방교육자치에 한법률(법률 제7252호. 이하 ‘교육자치법’)  

지방교육재정교부 법(법률 제7251호. 이하 ‘교부 법’)이 각각 공포되었다.

※교육자치법 제39조 제1항은 의무교육 련 경비의 부담주체를 국가 

 지방자치단체로 규정하 고, 교부 법 제11조 제1항은 의무교육 경비를 

교부 과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입 으로 충당토록 규정하도

록 하 으며, 동조 제2항 제3호에서는 서울특별시․부산 역시와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를 구분하여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당해 시․도세 총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액을 일반회계 산에 계상하여 교육비특별회계로 

출하도록 규정하 다.

(3) 이에 청구인은 2005. 4. 4. 이 사건 심 청구의 상에는 피청구인 

정부의  개정법률안 제출행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개정된  개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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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들도 포함되어 있다면서 ‘피청구인 정부’를 ‘피청구인 정부  국회’로 경

정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 고, 헌법재 소는 같은 달 11. 이를 허가하 다. 

2. 청구이유  계기 의 의견 요지

가. 청구이유

(1) 우리 헌법이 명시하고 있지 않으나 의무교육 비용부담의 주체가 국

가라는 것은 당연하고, 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교육재정정책은 이를 

제로 일 되게 유지되어왔는바, 2001. 12. 19. 개정된 구 자치법과 구 교부

법도 의무교육기  종사 교원의 보수는 국가가 부담한다는 원칙 하에(구 

자치법 제39조 제1항 본문), 다만 2004. 12. 31.까지 한시 으로 학교 의

무교육 련경비는 그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키기로 하 을 뿐이다

(구 자치법 제39조 제1항 단서, 부칙 제2항ㆍ제3항).

따라서 학교 의무교육이 면 시행되는 2005. 1. 1.부터는 마땅히 국가

가 학교 교원의 보수를 부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들은 교육

자치법과 교부 법을 통하여 의무교육비용인 학교 교원의 보수액 부 

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로 하여  계속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의무교육제도에 한 헌법 제31조 제3항, 지방자치의 보장에 한 헌법 제

117조 제1항  교육 련법의 규정과 정신에 반된다.

한 교부 법은 서울특별시와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를 구분하여 유독 

자의 경우에만 특별시세 총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액을 일반회계

산에 계상하여 교육비특별회계로 출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평등원

칙에 배된다.

의무교육기 인 학교 교원의 보수를 입 에 의해 강제로 부담하게 

되면 그 만큼 청구인은 주민의 복리를 한 자주 인 산편성에 제약을 

받게 된다.

(2)국가는 교육의 주체로서, 등학교의 설립이나 교육과정, 내용 등 주

요 교육정책에 하여 실질 으로 권을 행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

ㆍ공립학교 교원의 법  지 는 국가공무원이므로 그 교원의 도 국가

가 부담함이 마땅하다.

국가재정이 빈약하 던 1960년 에도 의무교육기 의 교원 은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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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부담한다는 원칙을 견지하고 비의무교육기 의 교원 도 반을 국

가가 부담하 는데, 국가 산이 비교할 수 없이 증 하 고 등학교가 완

히 의무교육으로 환된 2005년 이후에도 의무교육기 의 교원 을 

국가가 부담하지 않겠다는 것은 헌법정신과 지난 50년간 일 된 교육정책

에 반된다.

(3)피청구인 정부의 법률안 제출행   그로 인하여 개정된 법률은 헌

법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부여된 자주재정권을 침해하는 것

으로서, 무효이다.

나. 피청구인 정부  국회의 답변

(1) 이 사건은 교육ㆍ학 에 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한 것이므로 

서울특별시가 아닌 서울특별시 교육감이 권한쟁의심 의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

(2)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은 제250회 국회(정기회) 교육 원회에서 본회

의에 회부하지 아니하기로 되었고 신 원회안으로 채택된 안이 개정

법률의 기 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자주재정권은 법률안에 의해

서가 아니라 개정, 공포되는 법률에 의하여 비로소 침해될 수 있고, 법률을 

개정할 권한은 국회에 있으므로 정부를 상 방 당사자로 삼은 것은 잘못된 

것이다.

(3) 의무교육 경비를 국가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헌법의 규정이나 원칙은 

없고, 법률로써 지방자치단체에 그 경비를 부담  할 수 있다. 그 동안 국

가가 의무교육 경비의 부분을 부담해 온 것은 지방자치가 제 로 실시되

지 않았고 의무교육 경비를 부담할 능력이 되지 못하 기 때문인바, 이제 

지방자치가 활성화되고 앙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고 있으므로 

의무교육 경비 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4)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5호에 의하면 교육에 한 사무, 학교 

등 공립학교의 설립ㆍ운 ㆍ지도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이므로 그 재

원을 지방자치단체가 조달하여 부담함이 원칙이고, 교원이 국가공무원 신

분이라는 이유만으로 국가가 그 을 부담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5) 청구인이 주장하는 자주재정권은 무 추상 이어서 구체  권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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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보기 어려우며, 개정안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부담의 국 합계액이 

종 보다 어들고 이는 청구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여서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결정요지】

1. 헌법재 소법 제61조 제2항에 따라 권한쟁의심 을 청구하려면 피청

구인의 처분 는 부작 가 존재하여야 하고, 여기서 “처분”이란 법  

요성을 지닌 것에 한하므로, 청구인의 법  지 에 구체 으로 향을 미

칠 가능성이 없는 행 는 “처분”이라 할 수 없어 이를 상으로 하는 권한

쟁의심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하 다 하더라도 

그것이 법률로 성립되기 해서는 국회의 많은 차를 거쳐야 하고, 법률

안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으로 헌법상 입법권을 독 하고 있는 의회의 

권한이다. 따라서 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하는 행 는 입법을 한 하나의 

사  비행 에 불과하고, 권한쟁의심 의 독자  상이 되기 한 법  

요성을 지닌 행 로 볼 수 없다.

2. 헌법 제31조 제2항ㆍ제3항으로부터 직  의무교육 경비를 앙정부로

서의 국가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결론은 도출되지 않으며, 그 다고 하여 

의무교육의 성질상 앙정부로서의 국가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므로, 지방교육자치에 한법률 제39조 제1항이 의무교육 경비에 

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가능성을 정하고 있다는 만으로는 헌법에 

반되지 않는다.

3. 헌법 제31조 제4항ㆍ제6항은 교육제도와 교육재정제도의 형성에 하

여 헌법이 직  규정한 사항 외에는 입법자에게 임하고 있으므로, 입법

자는 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상황, 의무교육의 수  등의 여러 가지 

요소와 사정을 감안하여 교육  교육재정의 충실을 한 여러 정책  방

안들을 구상하고 그 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에 한 입법자의 

정책  단ㆍ선택권은 넓게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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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방교육재정교부 법 제11조 제1항에서 의무교육 경비를 교부 과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입 으로 충당토록 규정한 것  같은 

조 제2항 제3호에서 서울특별시ㆍ부산 역시와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를 구

분하여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당해 시ㆍ도세 총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

는 액을 일반회계 산에 계상하여 교육비특별회계로 출하도록 규정한 

것은 교육재정제도를 형성함에 있어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골고루 실질

으로 보장하라는 헌법의 임취지에 명백히 반하는 자의 인 것이라 할 

수 없어 헌이 아니다.

5. 권한쟁의심 의 심 상은 ‘피청구인의 처분 는 부작 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는 법률상의 권한이 침해되었는지 여부’인바(헌법재

소법 제61조 제2항), 이 사건 본안 단의 상으로 된 것은 피청구인 국회

의 법률제정행 로서 그 헌 여부가 문제되는데, 앞에서 본바와 같이 거

기에 교육  지방자치에 한 헌법에 반되는 이 없으므로 그로 인한 

청구인 서울특별시의 권한침해는 인정되지 않는다.

【해설】

1. 쟁 의 정리

이 사건에서는 권한쟁의의 법요건에 한 몇 가지 의미 있는 단이 

있었다. 먼 , 정부의 법률안 제출행 는 헌법재 소법 제61조 제2항에 규

정된 ‘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권한쟁의심 의 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

다. 다음으로, 국회의 법률제정행 를  ‘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법률의 내용을 다투는 권한쟁의심 을 인정하면서, 그러한 권한쟁의의 피

청구인을 국회로, 심 상을 법률 자체가 아니라 법률제정행 로 보았다.

본안에서는 의무교육의 경비를 지방자치단체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지

가 주된 쟁 이었는데, 헌법 제31조의 의무교육  교육재정에 한 조항

의 해석을 통하여 이를 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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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요건

가. 당사자

이 사건은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기 (정부, 국회)간의 권한쟁의사건이다. 

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는 권한쟁의심 의 당사자로서 “국가기  상호

간, 국가기 과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이라고 규정하고 있

으며, 헌법재 소법 제62조 제1항 제2호는 국가기 과 지방자치단체간의 

권한쟁의심 의 지방자치단체측 당사자로 “특별시․ 역시 는 도”를 규

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청구인 서울특별시는 “특별시”로서 당사자능력이 

있다.

피청구인들은 이에 하여, 이 사건은 교육․학 에 한 지방자치단체

의 사무에 한 것이므로 서울특별시가 아닌 서울특별시 교육감이 권한쟁

의의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권한다툼은 지방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의 산편성권에 

한것이지, ‘교육․학 에 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한 것’에 해당한다

고 볼 수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가 이 사건 분쟁의 당사자로 됨이 타당하다.

[기실 헌법재 소법 제62조 제2항은 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와의 계

에서 조화롭게 해석하기 어려운 조항이다.  헌법조항은 권한쟁의심 의 

당사자로서 국가와 련하여서는 ‘국가’가 아니라 ‘국가기 ’을 설정한데 반

하여, 지방자치단체와 련하여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기 ’이 아니라 ‘지방

자치단체’ 자체를 설정하고 있다. 단체 자체와 단체의 기 을 명백히 구분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지방의회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과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기 들은 독자 으로 권한쟁의심 을 청구할 수 있는 당사

자능력이 없고(그러므로 지방자치단체 기  간의 권한분쟁은 행정소송의 

일종인 기 소송의 잠재  할 하에 놓여 있다),1) 지방자치단체만이 권한

쟁의심  청구할 능력이 있다. 그러므로  헌법재 소법 조항을 헌법과 

충돌되지 않는 것으로 보자면 그 의미는 결국 그러한 권한쟁의 사건에서는 

교육감이 지방자치단체를 표한다는 취지, 즉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

자치단체의 일반  표자로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92조에 한 특칙으로 

1) 이와 달리 지방자치단체의 기 도 당사자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로는, 

정종섭, 헌법소송법, 2005, 50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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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하여야 한다(그러므로 교육․학 에 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둘러

싼 권한분쟁이라 하더라도 당사자는 지방자치단체가 되고, 다만 시․도지

사 아니라 교육감이 표자로서 소송을 수행하게 된다).2)] 

나. 피청구인 정부의 법률안 제출행 에 한 청구

(1) 헌법재 소법 제61조 제1항은 “권한의 존부 는 범 에 하여 다

툼이 있을 때에는 당해 국가기  는 지방자치단체는 헌법재 소에 권한

쟁의심 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제2항은 “제1항의 심 청

구는 피청구인의 처분 는 부작 가 헌법 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 거나 침해할 한 험이 있는 때에 한하여 이

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권한쟁의심 의 요건을 보다 한정 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권한쟁의심 을 청구하려면 피청구인의 “처분 는 

부작 ”가 존재하여야 한다.

여기서 처분 는 부작 란 법  요성(Rechtserheblichkeit)을 지닌 것

을 말하며3), 처분 는 부작 로 청구인의 법  지 에 구체 으로 향을 

미치는 행 라면 법  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처분에는 개별  행 뿐만 아니라 규범을 제정하는 행 도 포함된다. 독

일에서는 의회의 입법행 를 상으로 하는 심 청구가 많다4). 행정부의 

경우 행정소송법상의 처분에 해당하는 것은 물론, 이에 포함되지 않는 개

별  행 들과 법규명령 제정행 도 여기의 처분에 해당할 수 있다. 우리

나라의 례로는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개의, 법률안을 상정하여 의결을 거

친 후 법률안을 가결선포한 일련의 행 를 처분으로 본 사례가 있다(헌재 

1997.07.16. 96헌라2, 례집 9-2, 154).

부작 라 함은 헌법상 는 법률상의 작 의무가 존재하는데도 불구하

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법  부작 를 의미하며(헌재 1998. 7. 14. 98

헌라3, 례집 10-2, 74), 단순한 사실상의 부작 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2) 헌법재 소, 헌법재 실무제요(개정 ), 2003, 279면, 

3) BVerfGE 60, 374; BVerfGE 57, 1 등

4) BVerfGE 6, 84; BVerfGE 6, 99; BVerfGE 20, 119; BVerfGE 24, 184: BVerfGE 

24, 300: BVerfGE 68, 1: BVerfGE 73, 1: BVerfGE 85, 264:BVerfGE 104, 287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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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하 다 하더라도 그것이 법률로 성립되기 해

서는 국회의 많은 차를 거쳐야 하고, 법률안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으로 헌법상 입법권을 독 하고 있는 의회의 권한이다. 따라서 정부가 법

률안을 제출하는 행 는 입법을 한 하나의 사  비행 에 불과하고, 

권한쟁의심 의 독자  상이 되기 한 법  요성을 지닌 행 로 볼 

수 없다. 그 다면 피청구인 정부의 법률안 제출행 는 권한쟁의심 의 

상인 ‘처분’이라 할 수 없어 이 부분에 한 심 청구는 부 법하다.

다. 피청구인 국회의 법률제정행 에 한 청구

(1) 법률의 내용을 다투는 권한쟁의 일반론

  (가) 문제의 소재

헌법재 소는 행정입법의 실체  내용을 다투는 권한쟁의심 에서, 피청

구인을 그 제정권한자인 통령이나 행정자치부장 으로, 심 상 처분은 

그 행정입법의 특정조항을 제정한 행 로 잡고서, 실질 으로는 그 행정입

법이 헌법과 법률에 반되는지를 단한 바 있다(헌재 2002. 10. 31. 2001

헌라1, 례집 14-2, 362; 헌재 2002. 10. 31. 2002헌라2, 례집 14-2, 378).

이 사건은 법률의 내용을 다투는 권한쟁의심 인데, 그러한 청구가 허용

되는지, 이 경우에 피청구인은 가되어야 할지, 심 상은 법률 자체로 

잡을 것인지, 피청구인의 법률제정행 로 잡을 것인지, 인용결정의 정족수

와 효력은 어떤지 등이 문제된다.

  (나) 독일의 입법례와 실무례

1) 독일의 권한쟁의심 청구 요건은 우리 입법의 모델이 되었으며, 법률

에 한 권한쟁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독일의 는 우리에게 도

움이 된다.

독일 연방헌법재 소법 제64조는 우리 헌법재 소법 제61조 제2항과 마

찬가지로 “처분(Maßnahme)”으로 인한 권한침해를 권한쟁의심 의 요건으

로 규정하고 있는데5), 여기서의 처분에는 ‘법률의 제정(Erlaß eines Gesetzes)’

5) 독일 연방헌법재 소법 제64조 제1항: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처분 는 부작 가 

기본법에 의하여 부여된 청구인 는 그가 속한 기 의 권리와 의무를 침해하

다거나 직  태롭게 하 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한하여 청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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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포함된다고 하는 것이 례와 학설의 입장이다.6) 그리하여 권한쟁의

차는 사실상 규범통제로 이행할 수 있으나, 권한쟁의 인용 결은 처분의 

헌확인만 가능할 뿐, 법률에 한 무효선언은 할 수 없으며, 헌상태를 

제거하는 것은 입법자의 과제라고 한다[BVerfGE 104, 287(326), BVerfGE 

24, 300(351)].7) 이는 규범통제에 한 연방헌법재 소법 규정이 무효선언 

가능성을 명시하고 있으며 규범통제 재 에 법규  효력을 인정하고 있음

에 반하여(연방헌법재 소법 제78조, 82조, 제31조 제2항), 권한쟁의에 한 

규정에서는 기본법 반 여부의 확인 가능성만을 정하고 있을 뿐(동법 

제67조) 와 같은 규정이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입법자가 헌상태를 제

거하여야 하는 의무는 연방헌법재 소 재 이 지닌 기속력에 근거할 것이

다(동법 제31조 제1항).

이러한 경우 입법자가 연방헌법재 소의 헌확인의 취지 로 새로운 

입법을 할 때까지 그 법률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 경과  규율은 어떻게 

하는지 문제된다. 독일의 경우 일반  집행조항(동법 제35조)을 두고 있어, 

연방헌법재 소는 필요한 경과  규율을 할 수 있다. 연방헌법재 소가 주

문이 아닌 이유에서 문제된 법률의 잠정  용 등 경과규율을 상세히 하

고 있는 가 보인다[BVerfGE 85, 264(326ff.)]. 

2) 독일의 입법과정을 보면, 법률안은 연방정부, 연방의회의원, 연방참사

원8)에 의하여 연방의회에 제출되고(기본법 제76조 제1항), 연방법률은 연

방의회에 의하여 의결되어 연방참사원에 송부되며, 연방참사원이 동의하거

나, 연방의회와의 합동심의를 요구하지 않거나, 소정의 기간 내에 이의제기

를 하지 않는 한 성립한다(기본법 제77조, 제78조). 이와 같이 성립된 법률

은 부서 후에 연방 통령이 서명하고 연방법률공보에 공고된다(기본법 제

82조).

3) 연방헌법재 소의 법률을 다투는 권한쟁의 실무례를 보면,

BVerfGE 6, 84: 청구인 바이에른 뮌헨당(黨)9), 피청구인 연방의회. 주문: 

6) Schlaich(정태호 역), 독일연방헌법재 소, 1997, 66면;Maunz/Schmidt-Bleibtreu/Klein 

/Ulsamer, Bundesverfassungsgerichtsgesetz, 1997, §64, Rn.10 

7) Schlaich(정태호 역),  같은 책, 66면; Maunz/Schmidt-Bleibtreu/Klein/Ulsamer, 

 같은 책, §67, Rn.4 

8) 미국의 연방상원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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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의회는 ....법률 제6조 제4항의 제정(Erlaß)으로 기본법 제....조에 반

하지 않았다.’

BVerfGE 20, 119: 청구인 바이에른 뮌헨당, 독일인민당, 피청구인 연

방의회, 연방참사원. 주문: ‘연방의회는 1962년도 산법률에서 2천만 마르

크를 정당보조 으로 편성함으로써 기본법 제21조 제1항에 배하 다.’

BVerfGE 24, 184: 청구인 연방참사원, 피청구인 연방정부. 주문: ‘연방정

부는 ....법규명령을 연방참사원의 동의없이 제정(Erlaß)함으로써 기본법 

제....조에 반하지 않았다.’

BVerfGE 24, 300: 청구인 독일민족민주당 등, 피청구인 연방의회, 연방

참사원. 주문: ‘연방의회와 연방참사원은 정당법 제....조에서 2.5%이상 득표

한 정당에 한하여 선거비용 상환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기본법 

제....조에 반하 다.’

BVerfGE 73, 1: 청구인 녹색당, 피청구인 연방의회. 심 상: ‘연방의회

가 1983년도 산법률에서 8500만 마르크를 사회정치  민주주의 진 보

조 으로 편성하여 .....정당의 재단들에게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본

법 제....조에 반하 는지 여부’. 주문: 심 청구를 기각한다.

BVerfGE 85, 264: 청구인 녹색당, 피청구인 연방의회, 연방참사원. 주문: 

‘연방의회와 연방참사원은 정당법 제....조에서 연 기부 액이 4만 마르크를 

과하는 경우에만 기부 을 회계보고서에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기본법 

제....조에서 나오는 청구인의 권리10)를 침해하 다.’

BVerfGE 104, 287: 청구인 공화주의자당, 피청구인 연방의회, 연방참사

원. 심 의 상: ‘연방의회와 연방참사원이 1994. 1. 28. 개정된 정당법 제

26조 제4항 제1문에서.....규정함으로써 기본법 제21조 제1항에서 나오는 청

구인의 권리를 침해하 는지 여부’. 주문: ‘심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이 

권한쟁의 사건은 본질 으로 개정 정당법에 신설된 규정에 한 것이

다.......개정 정당법 제26조 제4항 제1문의 규정은 청구인의 국가로부터 자

유로울 권리  기회균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9) 독일에서는 연방헌법재 소의 례에 의하여 정당도 권한쟁의심 의 당사자가 되

고 있다.

10) 독일의 제도는 국가기 의 권한을 ‘권리’로 의제하여 마치 주  권리를 다투는 

소송처럼 구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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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상과 같은 독일의 법규정, 례와 실무례를 종합하면 ① 피청구인

은 연방의회(양원제이므로 연방참사원이 입법권한을 나 는 경우에는 연방

참사원도)가 된다. ② 최근의 인용 주문례는 ‘연방의회가.....법률 제....조에

서......규정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법 제....조에서 나오는 권리를 침해하

다’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규범통제사건(‘......법률 제....조는 기본법....조에 

반되고, 무효이다.’)의 주문과는 차별성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그

럼에도 불구하고 법률에 한 권한쟁의는  하나의 규범통제 기능을 하게 

되고, 법률의 헌 여부가 실질 으로 본안 단의 내용을 이룬다.

  (다) 우리 헌법재 소법의 해석

1) ‘처분’에 법률 는 법률제정행 도 포함되는지 여부

앞에서 본바와 같이 권한쟁의심 을 청구하려면 헌법재 소법 제61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피청구인의 “처분 는 부작 ”가 존

재하여야 하는바, 법률 그 자체 는 법률제정행 도 여기의 ‘처분’에 해당

한다고 볼 것인지 문제된다(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법률의 내용으로 인한 

권한침해를 다투는 심 청구이다. 입법 차상의 하자를 다투는 권한쟁의는 

입법 차를 구성하는 개별 행  는 일련의 행 들을 상으로 삼으면 되

므로, 처분의 일반론으로 처리된다.) 

학계에서는 처분의 개념을 넓게 보아 국회의 법률제정행 나 법률 그 자

체도 포함된다는 견해가 많고11), 이를 부인하는 견해는 찾아보기 어렵다. 

법률을 권한쟁의의 상으로 삼는 것은 독일뿐만 아니라 스페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법령(disposiciones), 결정

(resoluciones), 행 (actos), 부작 (omision) 등이 모두 포 으로 심

상이 된다(스페인 헌법재 소법 제61조 제1항),  

우리 법제상 ‘처분’의 개념에 법률이 포함된다는 것은 다소 생소한 경우

라 할 것이나, 입법의 연 상 헌법재 소법 제61조 제2항은 독일 연방헌법

재 소법 제64조 제1항을 계수한 것이어서 우리 법의 “처분”이라는 법문은 

독일법의 “Maßnahme”의 번역어임을 생각하면 처분의 개념을 독일에서와 

11) 정종섭, 헌법소송법, 2004, 495면; 유지태/신 기, “국가기 과 지방자치단체간의 

권한쟁의”(헌법재 연구 제9권), 1997, 304면: 최갑선, “독일과 한국에서의 권한쟁

의심 차”, 헌법논총 7집, 1996, 417면: 김운룡, “국가기  상호간의 권한쟁의심

”, 권한쟁의심 제도에 한 연구(헌법재 연구 제3권), 1991, 17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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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이해하는 것이 반드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권한쟁의심 의 제도  기능을 생각하면 처분개념에 법률을 포함시킬 

필요는 더욱 크다. 의회가 입법으로 타 국가기 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을 건드리는 일은 상시 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일로서 이로부터 헌법의 권

한법질서를 지킬 필요가 있는 것이다. 물론 법률을 다투는 권한쟁의심 을 

인정하면 결국 규범통제로 ‘변질’된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헌

법의 우 를 지킨다는 규범통제는 헌법재 소의 본연의 기능과 역할로서 

반드시 헌법률심  뿐만 아니라 다른 유형의 차에서도 헌법재 소는 

필요할 경우 규범통제 기능을 수행할 것이 정되어 있고,  요청된다. 헌

법소원의 경우 국민의 기본권 구제가 1차 인 기능이지만 법률소원은 곧 

규범통제이기도 하다(기실 행 헌법재 소법에 규정된 “공권력의 행사”라

는 개념에 법률이 포함된다고 볼 것인지도 문제될 수 있지만, 우리 재 소

는 이를 인정하여 온 것이다.). 마찬가지로 권한쟁의심 은 권한분쟁의 해

결, 권한법질서의 수호가 그 1차 인 기능이지만 실제로는 권한행사의 합

헌성, 합법성을 통제하는 기능을 하게 되고 권한분쟁이 입법을 매개로 하

는 경우에는 규범통제 기능을 수행하지 않을 수 없고,  수행할 것이 요

청된다. 그러므로 법률을 상으로 하는 권한쟁의심 이 규범통제  기능

을 수행한다고 하여 이를 ‘변질’이나, ‘우려’할만한 상으로 볼 필요가 없

다고 할 수 있다.

만약 추상  규범통제제도도 없는 재의 헌법재 제도에서 법률에 

한 권한쟁의심 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한 권한법질서의 침훼가 발생하

음에도 불구하고이를 다툴 수 없는 헌법재 의 기능장애가 발생할 수 있

다. 권한법질서가 반드시 기본권질서로 환원되지는 않으므로 구체  규범

통제나 헌법소원 등을 통한 다른 해결방법이 없을 수 있기 때문이다( 를 

들어, 입법으로 헌법기 의 권한변경이나 직제조정을 한 경우 그 구성원이 

공무담임권이나 직업선택의 자유를 들어 헌법소원을 하여서는 문제의 본질

을 다룰 수 없고, 법요건 한 통과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처분’의 개념을 넓게 보아 법률제정행 든 법률 자체든 권한쟁

의심 의 상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2) 피청구인과 심 상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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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의 법률제정 차를 보면, 입법권은 국회에 속하고(헌법 제40조), 국

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제52조), 국회에서 의결된 법

률안은 통령이 공포하여야 하지만, 소정의 기간 내에 공포하지 않으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제53조 제1항, 제5항). 통령은 법률안을 

환부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지만, 소정의 기간 내에 재의요구가 없으면 

역시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제53조 제2항, 제5항). 통령의 재의

요구가 있더라도 재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동일한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제53조 제4항). 이러한 

우리 헌법의 규정은 국회 의결을 법률제정의 핵심  힘으로 보고 있음을 

말해 다. 통령의 공포는 형식  확인 차에 불과하며, 통령은 재의요

구를 통하여 실질  이의를 할 수 있으나, 이 한 국회의 최종의결 앞에

서는 무력하다. 그러므로 법률의 내용을 다투는 권한쟁의심 의 경우 피청

구인은 국회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다음으로 심 상을 법률 그 자체라고 할지, 법률제정행 ( 는 법률안 

의결행 )라고 할지 문제된다. 이는 피청구인을 구로 보는지, 인용결정 

주문의 표 을 어떻게 할지와 련되는 문제로서, 자의 경우 “.....법 제....

조는 청구인의....권한을 침해한 것이다.”와 같은 주문으로 되고, 후자의 경

우 “피청구인이....법 제....조(법률 제.....호)에서....(조항내용 요약)....규정한 

것은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다.”12) 는 “피청구인이 2005. 1. 1. 

.....법률 개정법률안 제.....조를 의결한 것은 청구인의....권한을 침해한 것이

다.”13)와 같은 주문형식이 될 것이다.

12) 는 ② 피청구인 국회가 구 자치법 제39조 제1항을 개정하여 의무교육 련 경

비의 부담주체를 국가  지방자치단체로 규정한 것(법률 제7252호), 구 교부 법 

제11조 제1항을 개정하여 의무교육 경비를 교부 과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

부터의 입 으로 충당토록 규정한 것  같은 조 제2항 제3호를 개정하여 서울

특별시․부산 역시와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를 구분하여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당해 시․도세 총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액을 일반회계 산에 계상하여 

교육비특별회계로 출하도록 규정한 것(법률 제7251호)이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

하는지, 나아가 무효인지 여부이다.

13) ② 피청구인 국회가 2004. 12. 8. 지방교육자치에 한법률 제39조 제1항을, 의무

교육 련 경비의 부담 주체를 국가  지방자치단체로 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지

방교육자치에 한법률 개정법률안을 의결한 것과, 지방교육재정교부 법 제11조 

제1항을, 의무교육 경비를 교부 과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입 으

로 충당토록 하는 것으로, 동조 제2항 제3호를, 서울특별시․부산 역시와 그 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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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범통제의 주문형식과 차별성을 띠는 , 피청구인을 국회로 보는 것과 

보다 부합한다는 , 독일의 실무례, 행정입법을 다툰 권한쟁의 사건에서 

후자와 같이 심 상을 악한 우리 재 소의 례(헌재 2002. 10. 31. 

2002헌라2, 례집 14-2, 378)를 고려하면 후자가 보다 타당한 것으로 보인

다. 다만, 인용결정의 정족수와 효력은 심 상과 주문을 어떻게 구성하는

지와 계없이 독자  과 법리에 따라 해석하여야 한다.

3) 인용결정의 정족수와 인용결정의 효력

헌법과 헌법재 소법은 법률의 헌결정, 헌법소원 인용결정, 탄핵결정, 

정당해산결정에는 재  6인의 가 된 정족수를 요구하면서도 권한쟁의 

결정은 과반수의 찬성으로 족하도록 하고 있다(헌법 제113조 제1항). 그런

데 법률내용을 심 상으로 하는 권한쟁의는 실질 으로 규범통제와 다를 

바 없고 본안 단의 내용도 법률내용의 헌성을 확인하는 것이 된다. 여

기서 이 경우에도 과반수의 찬성으로 인용결정을 할 수 있는지의 문제가 

제기된다.

권한쟁의 인용결정에 과반수의 찬성만을 요하도록 한 것은, 권한쟁의심

은 립당사자간의 쟁송이라는 성격이 강한데도 불구하고 청구인용에 있

어 재  6인이상의 찬성이라는 가 다수를 요구하게 되면 그 자체로 

립당사자 의 일방인 청구인측에 불리하게 된다는 본질  속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여 일반 으로는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법률내용을 

상으로 하는 규범통제  권한쟁의의 경우 법률에 한 헌결정에 가 정

족수를 요구하는 것과 달리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문제는 

정족수와 같은 소송 차  규정은 엄격한 해석이 필요할 것인데, 규범통제

 권한쟁의의 경우라 하여 다른 정족수를 용할 수 있는 해석론상의 근

거가 있느냐 하는 이다. 하나의 가능성은 헌법 제113조 제1항의 “법률의 

헌결정”에 해당한다고 보는 해석론이다. “법률의 헌결정”은 특정한 재

유형을 제하지 않은 법문이므로, 어떤 헌법재  유형에서든 그 주문과 

이유를 종합할 때 법률에 한 헌 단이 담겨 있는 결정이라면 여기에 

의 지방자치단체를 구분하여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당해 시․도세 총액의 100분

의10에 해당하는 액을 일반회계 산에 계상하여 교육비특별회계로 출하도록 

하는 것으로, 각 개정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 법 개정법률안을 의결한 것이 청

구인의 권한을 침해하는지, 나아가 무효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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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한다고 보는 것이다. 법률이 아닌 공권력 작용에 한 헌법소원에서 

부수 으로 공권력 행사의 근거가 된 법률의 헌성을 선언할 때(헌법재

소법 제75조 제5항), 탄핵심 청구를 기각하면서 탄핵의 핵심사유인 

한 법행 의 근거법률을 헌이라고 단할 때, 법률이 아닌 처분을 

상으로 한 권한쟁의심 에서 처분의 근거법률에 한 헌 단을 하면서 

이에 맞추어 권한침해 여부를 단할 때에 재  6인의 정족수가 필요한 

것은 모두  “법률의 헌결정”을 근거로 한 것이 아닐 수 없는바, 법률

권한쟁의를 통하여 실질 으로 법률에 한 헌 단이 행해진다면 -주문

표  방식의 약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와 달리 볼 이유가 없다고 해석

할 여지는 있다.

한편, 권한쟁의 인용결정이 국가기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함은 헌

법률심 이나 헌법소원심 에서 법률에 한 헌결정을 한 경우와 다를바 

없다(헌법재 소법 제47조 제1항, 제75조 제1항, 제67조 제1항). 그런데 

헌법률심 이나 헌법소원심 에서 법률에 한 헌결정을 할 경우에는 이

에 더하여 법률폐지효가 인정된다(동법 제47조 제2항, 제75조 제6항). 그런

데 법률권한쟁의를 통하여 법률에 하여 실질 으로 헌 단을 하더라도 

이에 하여는 법률폐지효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 이는 독일의 법  상태

와 같다. 그러므로 독일과 마찬가지로 문제된 법률에 한 헌확인만 가

능할 뿐이나 법률이 그 효력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므로 헌상태를 제거하

는 것은 입법자의 몫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입법자가 헌상태를 제거하

여야 하는 의무는 권한쟁의 인용결정이 지닌 기속력에 근거한다.

이러한 경우 입법자가 헌법재 소의 헌확인의 취지 로 새로운 입법

을 할 때까지 경과  규율이 필요하다면 이를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문제

가 발생한다. 독일과 같은 일반  집행조항이 없으므로 더욱 어렵다. 헌

법률심 이나 헌법소원심  차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언하면서 법률

의 용규율을 하는 것을 유추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 경우에는 단순

헌을 함으로써 법률을 폐지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 있기 때문인데 반해 

권한쟁의의 경우에는 그 지 않기 때문이다.

법률권한쟁의 인용결정이 지닌 이러한 효력상의 제약을 생각한다면, 법

률권한쟁의의 인용정족수는 재  과반수라는 평이한 결론에 다시 돌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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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도 상당함을 알 수 있다. ‘법률에 한 헌결정’의 핵심효력은 법률

폐지효인데, 다른 ‘법률에 한 헌결정’과 달리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다

면 굳이 정족수만 다른 경우와 맞출 필요가 없을지도 모른다.

(2) 에서 본바와 같이 국회의 법률제정행 는 권한쟁의심 의 상인 

‘처분’에 해당하고, 이 부분의 피청구인을 정부에서 국회로 경정하 으므로 

이 부분 심 청구는 법하다.

3. 본안

가. 법령의 연

(1) 헌법규정

헌법 제32조 제2항은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어도 등교

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제3항은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제6항은 “학교교육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 , 교육재정  교원의 지 에 한 기본 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헌헌법 제16조에서 “ 어도 등교육은 의무 이며 무상으로 한다.”고 

규정한 이래 의무교육의 의무와 무상성은 행 헌법에 이르기까지 그 로 

유지되고 있다. 의무교육의 범 에 하여는 1972년헌법에서 등교육에 

더하여 ‘법률이 정하는 교육’으로 확장하 지만, 그 무상성에 하여는 한

결같이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라는 단순한 형태의 법문이 변함없이 유

지되고 있다.

행 헌법 제32조 제6항은 교육재정법정주의를 포함하는 교육제도법정

주의를 천명하고 있는데, 이 한 제헌헌법에서 유래하고 있다. 제헌헌법 

제16조 제3문은 “모든 교육기 은 국가의 감독을 받으며, 교육제도는 법률

로써 정한다.”고 규정하 고, 1962년 헌법 제27조 제5항은 “교육제도와 그 

운 에 한 기본 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 으며, 1980년 헌

법 제29조 제6항에서 행 조항과 같은 법문으로 바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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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률규정

의무교육 경비에 포함되는 항목이 무엇인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겠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수업료  입학 , 교원 보수가 문제되고 있으며, 이 

사건에서는 특히교원의 보수가 문제되고 있다.

의무교육 련 교원의 보수는 학교 의무교육이 2002년 신입생부터 

국 으로 확 실시되기 까지는 등학교 교원의 보수를 의미하는 것이었

으나, 그 후부터는 학교 교원의 보수까지 의미하는 것으로 되었다. 이 사

건에서 문제되는 교원보수 부담 분배에 한 법  규율도 이러한 의무교육 

범 의 변화를 분수령으로 하여 갈라지게 되었다.

1) 등학교 교원의 보수만 의무교육 경비 던 때에는 건국 이후 일 하

여 의무교육 련 교원의 보수를 국가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 으며, 나아

가 의무교육이 아닌 공립교육기  교원의 의 조차도 국가가 그 반액을 

부담하 다(다만 서울특별시의 경우 1964. 10. 20.의 법개정 이후로는 의무

교육이 아닌 공립교육기  교원의 을 액 부담하 다).  

그러다가 1990. 12. 31.의 교육법 개정으로 의무교육이 아닌 공립교육기

 교원의 에 한 국가의 반액부담 원칙이 폐지되고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하되, 지방교육재정교부 법을 통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부담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되었고, 이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 법은 서

울특별시의 경우 액을, 부산직할시의 경우 반액을 일반회계로부터의 

입 으로 충당토록 하 으며, 나머지 지방자치단체들도 2000년부터는 100

분의 10에 해당하는 액을 일반회계로부터의 입 으로 충당토록 하 다.  

2) 2002년의 학교 의무교육 확 실시를 앞두고 2001. 12. 19. 개정된 

교육자치에 한법률은 의무교육 종사 교원 보수의 국가부담주의를 원칙으

로 하면서도 단서를 두어 학교 의무교육 련 경비를 지방교육재정교부

법을 통하여 일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  부담  할 수 있도록 하 다. 

이에 맞추어 지방교육재정교부 법은 학교 교원 보수액을 교부  재

원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서울특별시의 경우 액, 부산 역시의 경우 반

액, 나머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100분의 10을 일반회계로부터의 입 으

로 충당토록 하 다.

그 결과 의무교육  학교에 하여는 의무교육이 실시되지 않던 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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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보수 부담 방식이 그 로 유지된 것이다. 다만, 이러한 규율은 2004. 

12. 31.까지만 그 효력을 가지도록 하 다.

이는 국가재정 형편상 학교 의무교육 실시에 따른 소요액 부를 국가

에서 부담하는 것이 곤란하여 2004년까지는 그 소요경비의 일부를 재와 

같이 지방자치단체도 부담할 수 있도록 한시  특례를 인정하기 한 것이

었다. 이에 따라 종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있던 공립 학교 교원

에 한 입  2,519억원은2004년까지 계속 유지되고, 학부모 부담의 

수업료․입학   교과서  7,993억원은 국가에서 액지원하는 것으

로 되었다.

3) 이 사건에서 문제되고 있는 행법은 보다 근본 인 변화를 꾀하 다.

지방교육자치에 한법률은 교원 보수를 비롯한 의무교육 련 경비의 

부담 주체를 국가와 나란히 지방자치단체로 규정하 다.

지방교육재정교부 법은 의무교육기  교원 의 액을 교부 으로 

충당토록 한 규정을 폐지하고, 의무교육 경비를 교부 과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입 으로 충당토록 하 으며, 이를 하여 지방자치단

체세 총액의 일정비율액을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로 차등하여(서울특별시 

100분의 10, 역시  경기도 100분의 5, 그 밖의 도 1천분의 36) 일반회

계 산에 계상하여 출토록 하 는데, 이 한 2006. 12. 31.을 시한으로 

하는 한시법으로 규정하 다.

이러한 개정의 취지는 종 에는 학교 의무교육에 련되는 경비의 일

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한시 으로 부담하도록 하 으나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의 재정사정 등을 감안하여 의무교육에 련되는 경비의 부담주체를 

국가  지방자치단체로 하려는 데에 있다.

나. 외국의 입법례

(1) 일본

일본에서 학교교육의 경비는 설치자부담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학교교육법 제5조는 “학교의 설치자는 그 설치하는 학교를 리하며 법

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학교의 경비를 부담한다.”고 규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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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국립학교는 국가가, 공립학교는 都道府縣이나 町村이, 사립학

교는 학교법인이 각기 교육에 소유되는 경비를 조달한다.

다만, 의무교육인 공립 등․ 학교 교육의 경비는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 특별법을 두어 국고에서 반액을 부담토록 하고 있

는 것이다.

○ 의무교육비국고부담법 제1조 이 법률은 의무교육에 있어 의무교육무

상원칙에 따라 국민 모두에 하여 그 타당한 규모와 내용을 보장하기 

하여 국가가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는 것에 의해 교육의 기회균등과 그 수

의 유지향상을 도모함을 목 으로 한다.

제2조 국가는 매년도 각 都道府縣에게 공립의 소학교․ 학교․ 등교

육학교의 기(前期)과정  맹(盲)학교․농(聾)학교의 소학부․ 학부에 

필요한 경비  다음에 해당하는 것에 해 그 실지출액의 2분의1을 부담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각 都道府縣의 국고부담액의 최고

한도를 정령(政令)에서 정할 수 있다.

1. 町村의 의무교육 제 학교의 학교직원 여부담법 제1조에 규정된 직

원의 료 기타의 여(퇴직수당, 퇴직연 ․퇴직일시 , 여비를 제외한다) 

 보수등에 필요한 경비

2. 都道府縣의 학교, 등교육학교, 맹학교․농학교 교직원의 여  

보수등에 필요한 경비

이 법률 제1조에서 볼 수 있는바와 같이 일본의 입법자는 교육의 기회균

등과 교육수 의 유지향상을 해서는 의무교육에 한 한 국고부담이 바

람직하다고 단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치자부담원칙을 완 히 

떠나지는 않고 있다. 의무교육 경비  교직원의 여  보수에 한하여 

그것도 2분의1만 국고에서 부담하고 나머지는 여 히 설치자부담으로 두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비특별회계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와 분리되어 있고 서울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부 이 주된 재원인 우리나라와 달리, 설치자

부담원칙을 택하고 있어 일본의 지방교육재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에 포함되어 통합 운 되고 있다.

○ 일본의 공교육비 총액의 국가  지방간의 부담비율은 1997년도의 



서울특별시와 정부간의 권한쟁의  803

경우 41.3%: 58.7%

일본의 1993년도 지방교육비 재원내역을 보면 도도부 의 경우 일반재

원이 65.3%, 국고보조  25.5%, 시정 의 경우 일반재원이 67.7%, 국고보

조  5.1%

일본 의무교육비의 재원별 구성을 보면, 국가 27%, 지방 70.9%, 학교법

인 등 2.1%14)

피청구인 정부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일본의 2000년도 ․ 등 교육

재정의 부담비율은 국가 25%, 지방 75%로 나와 있다.

(2) 독일

가) 독일의 의무교육([allgemeine] Schulpflicht)

독일기본법은 바이마르헌법15)과는 달리 의무교육에 해 어떤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의무교육은 주의 소 사항에 속한다. 이에 따라 각 

주는 그 헌법( 컨  바이에른주16)), 주교육법( 컨  함부르크주) 는 의

무교육에 한 법률(바이에른주, 헤센주 등) 등을 통하여 의무교육을 규율

하고 있다. 의무교육은 체로 만 6세에 이른 모든 어린이를 그 상으로 

하여 그 해의 8. 1.부터 시작된다. 통상 의무교육은 만 18세까지 12년간 행

해지게 된다. 구체 인 의무교육의 내용은 각 주마다 부분 으로 상이할 

수 있다.

나) 의무교육비용의 부담

1) 독일의 경우, 의무교육을 해 필요한 비용은 주(Land)와 교육주체

14) 이상의 별첨 통계는 이미연, 지방교육재정의 자주재원 확보방안에 한 연구, 창

원 학교 행정 학원 석사학 논문, 2002,에 의거한 것임.

15) 바이마르헌법 제145조는 최소한 8년의 국민학교교육과 그 이상의 상 학교교육

으로서 만 18세까지의 교육을 의무교육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면서 강의와 교재

의 무상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원문] Artikel 145 “Es besteht allgemeine Schulpflicht. Ihrer Erfüllung dient 

grundsätzlich die Volksschule mit mindestens acht Schuljahren und die 

anschließende Fortbildungsschule bis zum vollendeten achtzehnten Lebensjahre. 

Der Unterricht und die Lernmittel in den Volksschulen und Fortbildungsschulen 

sind unentgeltlich.” 

16) 바이에른주 헌법 Art. 129 :(1) Alle Kinder sind zum Besuch der Volksschule 

und der Berufsschule verpflichtet. (2) Der Unterricht an diesen Schulen ist 

unentgeltl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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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ulträger)가 나 어 부담한다. 

교육주체란 교육에 필요한 외  사무와 련된 권한과 활동을 행하는 주

체를 말하는데, 가 교육주체가 되며  교육주체에 귀속되는 구체  임

무는 무엇인지에 해서는 각 주 교육법에서 상이하게 규율되고 있다. 이

와 같이 가 교육주체인지는 일률 으로 답하기 어렵지만, 원칙 으로 공

립학교의 교육주체는 지방자치단체(Gemeinde  는 Kreis)가 되며, 외

으로 주가 교육주체가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다수의 주들에서, 어도 

등학교교육과 등학교교육의 경우에는 일차 인 교육주체는 Gemeinde

로 간주되지만, 몇몇 주에서는 Kreis가 교육주체가 되기도 한다.

교육주체는 학교의 물  수요를 제공하고, 학교조직  학교행정에 련

된 비용을 부담해야 할 의무를 진다. 가령, 학교건축, 학교의 각종 설비, 교

재의 조달  학생의 진  등과 련하여 발생한 물  비용은 교육주체가 

부담한다. 더 나아가 학교의 비교육인력  행정인력을 한 비용도 교육

주체가 부담한다.

이에 반해, 주는 교육인력(교원)을 한 인 비용을 부담한다. 

일부 주에서는 학생이나 교육권자가 제한된 범  내에서 비용일부를 부

담하기도 한다(교통비, 교육기자재비용, 공책과 같은 사소한 학습도구 등). 

실제로 Gemeinde나 Kreis의 재정이 풍부하지 못한 계로 이들 교육주

체가 부담하여야 할 물  비용에 해서는 주가 그 부 는 일부를 지원

하기도 한다.17)

2) 바이에른 주 교육재정법(1989년 최종개정) 제6조(주립학교의 인건비): 

주립학교의 인건비는 주가 부담한다.

제15조(공립학교의 인건비):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임용의 주체로서 인건

비와 학교비용을 부담한다.

제16조(교원 보조 ): 주는 공립학교에 하여 교원 보조 을 지 한다.

헤센 주 학교법 제151조 제1항: 주는 공립학교의 인건비를 부담한다.

제151조 제4항 제1호: 인건비라 함은 공무원이나 사무원인 교원의 

을 말한다.

17) 이상은 Jurgen Staupe, Schulrecht von A-Z, 4. Aufl., 1996, S.210, 219, 223의 

내용을 정리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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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조 교육주체(Schulträger)는 교원 아닌 공무원, 사무원의 인건비를 

부담한다.

(3) 미국

미국은 연방헌법에 교육에 한 규율이 없어 주정부가 교육에 한 책임

을 맡고 있으나 지방교육자치제가 매우 발달되어 지방교육구(district)에 의

하여 교육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로 인하여 교육재정은 주로 주정부와 지방교육구에 의하여 확보되고 

있고 연방정부는 제한된 범  내에서 특별한 목 , 를 들면 장애아나 소

외된 계층을 한 교육평등 로그램, 과학발 을 한 교육 로그램 등을 

실시하기 해 주정부나 지방교육구에 보조 을 교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주정부의 교육재정은 주 체의 일반회계에 포함되어 운 되며 주지사

가 주 교육 원회의 의견을 들어 산을 총 으로 편성하고 집행한다.

지방교육구는 세 징수 권한을 가진 재정독립구와 세 징수 권한이 없

는 비독립구로 나뉘며, 자는 재산세를 심으로 교육재원을 조달하고, 후

자는 주로 도시에 치해 있으며 일반행정기 인 시 는 군의 일반 산

에 교육 산이 포함되어 있다.

주정부는 학생당 정액보조 제도 등의 여러 가지 형태로 지방교육구에 

보조 을 교부한다.

미국의 1997-98년도 공립 ․ 등학교 수입재원의 구성비율을 보면 연

방정부 6.8%, 주정부 48.4%, 지방정부 44.8%로 되어 있다. 주정부의 부담

비율은 1919-20년도 16.5%, 1969-70년도 39.9% 던 것이 차 상향하여 

여기에 이르게 된 것이다.18)

 

(4) 국

국의 지방교육재정 한 앙정부의 보조와 지방의 자체 수입 두 가지

인데, 직 인 교부  형식의 지원이 약 50%를 상회하고 있고, 국고지원

교부 법은 교원 , 의료비, 식비 등 특별경비를 소정비율로 지원하는 

18) 별첨의 통계는 이미연,  같은 논문, 36면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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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으로 매년 산출된다.

국의 지방교육재정은 지방정부의 일반 세입에 의존하며, 재원조달은 

목 세와 같은 방법을 통하지 않고 일반 으로 지방세, 세외 수입 등의 조

세수입에 의존하는 일반회계를 통해서이다.19)

피청구인 정부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국의 2000년도 ․ 등 교육

재정의 부담비율은 국가 26%, 지방 74%로 나와 있다.

(5) 랑스

교원은 국가공무원이지만, 학교설립은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한다.

교육재원은 국가가 부담하며 앙집권형 교육체계를 갖추고 있는데도, 

각 학구장이 임용권한을 가지는 , 명확한 학 편제기 이 없는  등으

로 인해 지역간 격차가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6) 스웨덴

교원은 지방공무원.

1990년 에 성취도의 사후평가제 도입, 교원 여비 국고보조제도 폐지, 

교육재원의 지방자치단체 일반재원화 등의 근본  개 을 추진함으로써 재

원, 권한, 책임을 지방에 집 하 는데 교육수 이 향상되었다.20)

다. 공교육, 교육을 받을 권리, 의무교육21)

(1) 랑스 명기에 꽁도르세(Condorcet)로 표되는 공교육사상이 등장

하 지만 실 되지 못하 고22), 체 으로 19세기 엽까지 서구에서는 

사(私)교육법제가 지배 이었다. 교회에 의한 일요학교․교구학교․학교

회에 의한 자선학교․빈민학교 등이 주를 이루었고 국, 랑스, 미국 등

의 근 시민국가는 종교  사립학교를 존 하는 사교육제도를 취하 다. 

19) 이미연,  같은 논문, 42면

20) 일본, 스웨덴 부분은 務台俊介, 반세기를 거쳐 되돌아온 의무교육재원론, 자치연

구, 제80권 제10호, 평성 16년, 110면

21) 이하의 부분은 兼子 仁, 교육법, 1978의 해당부분을 정리한 것임.

22) 랑스의 1795년 헌법 제296조 “공화국에 국민학교를 두고 어린이에게 읽기, 쓰

기, 도덕  보의 산수를 가르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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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의 하나는 자유방임철학의 지배, 다른 하나는 교회와 국가의 계

다.

사교육법제의 ‘교육의 자유’는 국가 는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설치권과 

교육내용결정권을 독 하지 않고 국민 개인의 자유에 맡긴다는 것을 의미

한다. 교육에 한 사  자치인 것이다.

이와 같은 사교육법제에 있어서도 학교제도법정주의와 학교감독권은 성

립하고 있었다. 학교의 기본  구성요소, 즉 학교종별(種別)․취학연한․교

과목․과정수료자격․교원자격 등에 하여 입법  규율이 행해지고 있었

으며, 사교육의 자유를 제로 하면서도 학교감독이라고 하는 질서유지  

교육행정체계가 성립하 다. 학교설치등록제, 교원면허제, 장학 에 의한 

학교시찰제 등이 그것이다.

(2) 1870년 부터 20세기 반에 걸쳐 서구각국의 교육법제는 새롭게 

개되는데, 어린이들의 교육을 받을 권리 보장을 규범원리로 하기에 이른 

‘공교육(public education)’법제가 형성되었다. 기업으로부터 고수 (高水準) 

량교육의 요청, 민족주의 고양을 한 애국심교육의 필요, 사회불안 책 

등을 이유로 공교육법  규율을 사립학교에도 용하는 체 인 공교육제

도로 재편성하기에 이르 다.

공교육의 법원리로는 교육의 기회균등을 목표로 하는 공교육의 의무성

과 무상성, 교육의 립성을 정하 다. 20세기에 들어와서는 각국의 헌법에 

교육을 받을 권리, 의무교육의 보장  그 무상성이 명문으로 규정되기에 

이른다.

(3) 교육을 받을 권리는 제1차 으로 모든 어린이들에게 균등한 교육기

회를 보장하여야 하는데, 이를 한 것이 의무교육제의 채택과 의무공교육

의 무상화이다. 

국가가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극 으로 보장하기 해 원리 으

로 조건정비의무를 지는 교육을 ‘공교육’이라 부를 수 있는데, 국공립학교

의 교육이 주가 되지만, 공  조성(助成)과 학교제도법제의 용을 받는 사

학교육, 공  조성을 받게 마련인 사회교육도 포함된다. 의무교육은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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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교육 에서 국가의 조건정비의무가 가장 강한 학교교육 분야이다.

‘의무교육의 무상’은 공교육비의 공 부담원칙의 집약 ․ 표  표 이

다. ‘공’교육이란 결국 ‘공’비(費)교육에 다름 아니다. 이런 의미에서 행 

교육법의 원리로서 ‘공교육비의 공 부담원칙’이 정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공교육비 공 부담의 재원(財源)을 어떻게 확보하는가는 교육법

을 벗어난 세제․재정의 문제에 속한다. 

라. 교육자치, 지방교육자치, 지방교육재정

(1) 일반론

  가) 교육자치

교육자치란 ‘교육활동의 특수성과 문성에 한 인식을 제로 교육활

동의 내용과 운  면에서 자주성․ 문성․민주성 등을 보장하는 교육제

도’라고 할 수 있다.

근  공교육제도는 국민 내지 아동의 교육을 받을 권리의 보장을 하여 

등장한 것이었으며, 이를 하여 국가 는 지방자치단체는 교육기 을 설

치하고 재정  지원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에 부수하여 행정

감독이 뒤따르게 되어 공교육제도는 학교를 국가의 지배 하에 두는 결과를 

래하 다. 의무교육기 의 설립, 무상교육 등 외  조건의 정비에 치 되

어야 할 교육행정이 교육에 한 국가의 통제로 나타나고 권력의 지배가 

교육내용까지 미치게 됨으로써 의 공교육법제는 국가 는 지배계 의 

‘이데올로기  국가기구’의 역할을 하기에 이르 다. 특히 앙집권의 통

이 뿌리깊은 우리나라에서는 강력한 앙정부의 행정력이나 문교감독권에 

의하여 국가의 교육지배의 험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으며 과거의 경

험이 그것을 입증하고 있다.23)

교육자치의 헌법  근거로 헌법 제31조 제4항의 “교육의 자주성․ 문

성․정치  립성”을 드는 것이 일반 이나, 그것만으로는 그 법  성격

의 규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헌법 제34조 제1항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23) 이상 신 직, 교육법과 교육기본권, 2003, 250-25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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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되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24)

교육자치는 교육의 주민자치와 이를 토 로 하는 학교자치(학교를 비롯

한 교육기 의 자치, 학교교직원의 자치)로 크게 구분되고, 그 내용과 구조

를 아동․성인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교육자치, 교직원의 문  자율성을 

보장하는 교육자치, 부모․주민의 교육참가를 보장하는 교육자치로 악할 

수 있다.25) 

나) 지방교육자치

지방교육자치는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결합개념이다. 지방교육자치는 

앙정부의 통제를 받아 국 으로 획일 인 교육이 행해지는 것을 배척

하고 지방분권과 주민참여를 통하여 각 지방의 실정에 합한 교육을 행하

는 것이 교육의 목 과 본질에 부합하는 것이라는 념에 기 하고 있다.

우리 재 소의 례는 지방교육자치의 근거와 의의를 다음과 같이 정리

하고 있다.

헌법 제31조 제4항은 “교육의 자주성· 문성·정치  립성  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

11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

을 리하며, 법령의 범  안에서 자치에 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제도보장으로서의 교육자치와 지방자치를 규정하고 있다.

지방교육자치는 교육자치라는 역  자치와 지방자치라는 지역  자치

가 결합한 형태로서, 교육자치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해 지방자

치단체의 수 에서 행하는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

지방교육자치의 기본원리로는 주민참여의 원리, 지방분권의 원리, 일반행

정으로부터의 독립, 문  리의 원칙 등을 드는 것이 보통이다. (헌재 

2002. 3. 28. 2000헌마283, 례집 14-1, 211, 222)

지방교육자치도 지방자치권행사의 일환으로서 보장되는 것이므로, 앙

권력에 한 지방  자치로서의 속성을 지니고 있지만, 동시에 그것은 헌

법 제31조 제4항이 보장하고 있는 교육의 자주성· 문성·정치  립성을 

구 하기 한 것이므로, 정치권력에 한 문화  자치로서의 속성도 아울

24) 신 직,  같은 책, 252-253면

25) 鈴木英一외 2인 編, 교육과 교육행정, 1992, 24-3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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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지니고 있다. 이러한 ‘이 의 자치’의 요청으로 말미암아 지방교육자치

의 민주  정당성요청은 어느 정도 제한이 불가피하게 된다. 지방교육자치

는 ‘민주주의·지방자치·교육자주’라고 하는 세 가지의 헌법  가치를 골고

루 만족시킬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이다. (헌재 2000. 3. 30. 99헌바113, 례

집 12-1, 359, 367-368)

다) 지방교육재정

지방교육재정이란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역할  교육이라는 특수한 

활동을 직 ․간 으로 지원하기 하여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고 그것을 

사용하는 일체의 과정을 말한다.26)

앙교육재정의 상은 주로 고등교육인데 반해, 지방교육재정의 상은 

등  의무교육이다. 그런데 고등교육에 하여는 국가가 일 성있게 수

익자부담의 원칙을 용하여 왔기 때문에 교육재정정책의 부분은 지방교

육, 즉 의무교육과 등교육에 한 것이었다.

이러한 지방교육재정은 지방교육자치를 제로 할 때 의미가 있다. 재정

의 확보․배분․지출을 가능하게 하는 권한을 지방교육 당국이 가지고 있

지 않다면 지방교육재정이란 성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27)

지방교육재정의 원리로는 재원확보의 측면에서 충족성, 자구성, 안정성이 

강조되고, 재원배분의 측면에서는 공정성, 효율성이 강조된다.

충족성이란 교육활동을 운 하는데 필요한 재원은 충분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자구성이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재원을 스스로 확보할 

수 있도록 재원확보 방안을 모색․활용하여야 한다는 것이며, 안정성이란 

상황의 변화에 계없이 일정 수  이상의 교육재정을 보장받는 것을 말한

다.28) 

 

(2) 지방교육자치, 지방교육재정에 한 행 법제

우리 재 소의 례가 확인하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 헌법 제31조 제4

항, 제117조 제1항은 지방교육자치를 보장하고 있다. 그런데 헌법 제31조 

26) 이미연,  같은 논문, 6면

27) 승융배, 지방교육재정의 결정요인에 한 연구, 건국 학교 박사학 논문, 2003, 

8-9면

28) 승융배,  같은 논문, 10-13면; 이미연,  같은 논문, 6-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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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항은 교육의 자주성․ 문성․정치  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

하여 보장된다.”고 하고 있고, 제6항은 “교육제도와 그 운 , 교육재정”에 

한 기본 인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므로 지방교육자치 

 지방교육재정에 한 구체 인 제도의 형성은 입법자에게 임되어 있

다 할 것인데, 이에 따른 행 법제의 모습이 어떠한지 살펴본다.

1)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은 교육․체육․문화․ 술(이하 “교육․학 ”)의 진흥에 

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로 정하면서 구체 으로 각종 학교의 

설치․운 ․지도를 규정하고 있다(제9조 제2항 제5호 가목). 교육․학 에 

한 이 사무를 분장  하기 하여 별도의 기 을 두며 그 기 의 조직과 

운 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제112조). 이에 

한 법률이 지방교육자치에 한법률이다(제1조).

2) 지방교육자치에 한법률

이 법에 의하면, 교육․학 에 한 사무는 특별시․ 역시  도의 사

무로 하며(제2조), 교육감은 교육․학 에 한 ① 산안 편성, ② 교육규

칙의 제정, ③ 학교 기타 교육기 의 설치․이   폐지에 한 사항, ④ 

교육과정의 운 에 한 사항, ⑤ 사회교육 기타 교육․학 진흥에 한 

사항, ⑥ 교육학 의 시설․설비  교구에 한 사항 등에 한 사무를 

장한다(제22조). 

교육 원회는 교육․학 에 하여 시․도의회에 제출할 산안 등에 

한 심의․의결권을 가진다(제8조 제1항). 

교육재정에 한 규정을 보면, 교육․학 에 한 경비는 특별부과 ․

수수료․사용료 기타 교육․학 에 한 재산수입, 지방교육재정교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입  기타 교육․학 에 속하는 

수입으로 충당하며(제38조), 제39조 제1항은 의무교육경비에 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토록 하여 이 사건 심 청구의 원인이 되었고, 교

육․학 에 한 경비를 따로 경리하기 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교육

비특별회계를 두며(제40조), 국가는 산의 범  안에서 시․도의 교육비를 

보조토록 하 다(제41조 제1항).

교육감은 산안 편성에 하여 교육인 자원부장 의 간여를 받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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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의 의를 거쳐야 할 경우도 있다. 즉, 교육감은 교육인 자원부

장 이 시달하는 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하여 산안을 편성하여야 하며(제

42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와 련되는 사항에 한 의안을 교

육 원회에 제출코자 할 때에는 미리 시․도지사와 의하여야 한다(제8조 

제3항 제2호).

지방자치단체에 한 국가의 지도․감독에 한 규정들과 마찬가지로 

교육인 자원부장 은 법․부당한 교육감의 명령․처분에 한 시정명령

(제47조), 교육감에 한 직무이행명령(제48조) 등의 지도․감독권을 행사

한다.

  3) 교육기본법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자주성  문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지역의 실정에 맞는 교육의 실시를 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하며(제

5조 제1항),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재정을 안정 으로 확보하기 

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제7조 제1항).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사회교육시설을 설립․경 하며(제11조 

제1항), 학교  사회교육시설의 설치․경 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

여 교육을 한 시설․설비․재정  교원 등을 확보하고 이를 운용․ 리

한다(제16조 제1항).

  4) ․ 등교육법

국립학교는 교육인 자원부장 의 지도․감독을 받으며, 공․사립학교는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다(제6조).

국가는 의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한 시설의 확보등 필요한 조

치를 강구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의무교육 상자 원을 취학시키는 

데 필요한 등학교  학교를 설립․경 하여야 한다(제12조 제1항, 제

2항).

  5) 지방교육재정교부 법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   교육행정기 을 설치․경 함에 

필요한 재원의 부 는 일부를 국가가 교부하여 교육의 균형있는 발 을 

도모함을 목 으로  하는바(제1조),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교부

의 재원은 ‘당해 연도의 내국세 총액의 1천분의 194에 해당하는 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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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연도의 교육세법에 의한 교육세 세입액 액에 해당하는 액’을 합

산한 액으로 하며(제3조 제2항), 교육인 자원부장 은 기 재정수입액이 

기 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미달액을 기 으로 하여 총

액으로 교부 을 교부한다(제5조 제1항).

이 법 제11조 제1항에서 의무교육 경비를 교부 과 지방자치단체의 일

반회계로부터의 입 으로 충당토록 규정한 것  같은 조 제2항 제3호에

서 서울특별시․부산 역시와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를 구분하여 서울특별

시의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치세 총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액을 

일반회계 산에 계상하여 교육비특별회계로 출하도록 규정한 것이 이 사

건 심 청구에로 이끈 법률조항이다.

  

(3) 우리나라 지방교육재정의 구조  특성

지방교육재정은 교육비특별회계를 통해 조달되는데, 이것은 국가의 지원

(교부 ),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입 (지방교육세 입 , 

담배소비세 입 , 시․도세 입 ), 시․도교육청 자체 수입(학생 납입

, 재산수입 등)으로 구분된다.

우리나라 지방교육재정은 자체 수입이 거의 없고, 부분 국가 는 지

방자치단체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교육인 자원부 통계자료에 의하면,

2004년도 결산기 으로 교육비특별회계의 재원 구성을 보면 총 33조 134

억원  국가부담액이 65.5%(21조 6,273억원), 지방자치단체 입 이 

19.2%(6조 3,425억원), 교육청 자체 산이 15.3%(5조 436억원)이다.

지방자치단체별로 보면 앙 의존도가 가장 낮은 서울의 경우 각각 

44.9%, 45.0%, 10.1%; 부산의 경우 64.9%, 22.3%, 12.8%; 앙의존도가 가

장 높은 남의 경우 84.7%, 5.4%, 9.9%이다. 

2005년도 세입 산 기 으로는, 각각 74.4%, 20.0%, 5.3%를 이루고 있다.

 하나의 특징은 교육비  인건비 등의 경직성 경비가 차지하는 비

이 월등 높다는 이다. 2005년도 세출 산의 성질별 내역을 보면 인건비

가 65.6%, 학교운 비가 14.4%를 차지하여 경직성 경비가 80%를 차지함을 

알 수 있다. 그리하여 인건비가 증가하는 만큼 재정 총규모가 증가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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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할 경우 학교운 비  학교시설비가 잠식되며, 재정 총규모가 감소할 

경우에도 인건비는 오히려 증가하거나 상유지하는 상이 나타난다.29)  

 

마. 의무교육 경비 부담의 주체

(1) 의무교육 경비에 한 례

무상인 의무교육 경비의 부담 주체를 직  다룬 헌법재 소의 례는 없

다. 학교에 한 의무교육의 실시 등 다른 교육 련 사건에서 의무교육

에 한 국가의 책임을 방론으로 언 하고 있는 정도이다.

“헌법은 이를 보장하기 하여 국민에게는 그 보호하는 자녀를 등교육

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에 취학시킬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특히 오늘날 공

교육제도를 수립하고 정비할 책임을 지고 있는 국가에 하여는 의무교육의 

무상실시와 시설확보의무를 부담시키고 있다........교육을 받을 권리가 실질

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를 

설치·유지하고 의무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를 양성하는 등 충분한 인 ·물  

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이에 따르는 인건비와 기존시설유지  신규시설투자

비 등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재 학교 진학 학생들은 국·공립 학교

와 사립 학교 사이에 선택의 자유가 없이 추첨에 의해 강제 배정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학교 의무교육을 실시할 경우 국·공립은 물론 사립학교에 하

여도 수업료 등을 국고가 부담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사립학교의 교육시설

비 투자까지 국가 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할 경우도 생길 것이므로 

재 우리나라의 등학교 교육에서의 사립학교가 차지하는 비 을 고려할 

때에 국가 는 지방자치단체가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인건비·시설비 등 부

담이 엄청날 것으로 보인다.(헌재1991. 2. 11. 90헌가27, 례집 3, 11, 18-20)

헌법상 보장된 의무교육제도의 실 을 해 교육법 제8조는 국가가 의무

교육 실시를 한 시설을 확보함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고.... 

(헌재 1994. 2. 24. 93헌마192, 례집 6-1,173, 178)

 국가는 다른 요한 국가과제  국가재정이 허용하는 범 내에서 민주

시민이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필수 인 교육과정을 의무교육으로서 국민 

29) 승융배,  같은 논문,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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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나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 헌법 제31조 제2항  제3항

은 이에 상응하여 국가가 제공하는 의무교육을 받게 해야 할 ‘부모의 의무’ 

 ‘의무교육은 무상’임을 규정하고 있다. (헌재 2000. 4. 27. 98헌가16, 례집 

12-1, 427, 448)

의무교육에 필요한 학교시설은 국가의 일반  과제이고, 학교용지는 의무

교육을 시행하기 한 물  기반으로서 필수조건임은 말할 필요도 없다. 따

라서 이를 달성하기 한 비용은 국가의 일반재정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헌

법 제31조 제6항은 교육재정에 한 기본 인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무상에 의한 교육을 받을 권리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한 최소

한의 국가  책무를 헌법에 정한 것으로서 무상의 의무교육제도가 국민보다

는 국가에 한 의무부과의 측면이 더 강하다는 을 고려하면, 확보되거나 

확보할 일반재정  다른 부분을 희생해서라도 헌법과 법률이 정한 의무교육

의 무상원칙을 달성하여야 한다는 국가의 의무를 밝힌 것이라고 보아야 한

다. 그 다면, 어도 의무교육에 한 한 일반재정이 아닌 부담 과 같은 별

도의 재정수단을 동원하여 특정한 집단으로부터 그 비용을 추가로 징수하여 

충당하는 것은 의무교육의 무상성을 선언한 헌법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 (헌

재2005. 3. 31. 2003헌가20, 공보 103, 467)

그러나  례들에서 ‘국가’라고 한 것이 비용부담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 응하는 앙정부로서의 국가를 가리킨 것이라 보기는 어

렵고, 개인에 응하는 공권력 주체로서의 체 국가를 뭉뚱그려 표 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90헌가27결정에서 ‘국가’와 ‘국가 는 지방자치단

체’라는 표 을 구분 없이 사용하고 있는 데서도 잘 알 수 있다.

(2) 명시  헌법규정의 부재

헌법 제31조 제2항은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어도 등교

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고, 제3항은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는..... 등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의무교육은 국가의 부담으로 한다.’고 규정

하고 있지 않아서  헌법조항으로부터 직  의무교육 경비를 앙정부로

서의 국가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결론은 도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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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헌법 제31조 제6항은 “학교교육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

와 그 운 , 교육재정  교원의 지 에 한 기본 인 사항은 법률로 정

한다.”고 규정하여 의무교육 경비에 한 규율을 스스로 하지 않고 입법자

에게 임하고 있는 듯 보인다.

그 다면 의무교육 무상의 취지로부터 직  의무교육 경비의 앙정부 

부담을 헌법해석상 도출할 수 있어야, 그것도 교육재정법정주의의 벽을 넘

고 이를 인정할 수 있을 때에만 앙정부 부담이 헌법  의무로 될 수 있

을 것이다.

(3) 의무교육과 지방교육자치, 의무교육과 공  부담

의무교육 무상의 헌법규정으로부터 직  의무교육 경비의 앙정부 부

담을 헌법해석상 도출할 수 있는 첫 번째 길은, 교육일반 는 의무교육은 

그 본질상 앙정부의 사무이므로 앙정부가 그 업무와 비용을 동시에 부

담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입증하는 길이다.

그러나 원래 교육이란 것은 그 연원상 종교교육의 자유, 부모의 자녀교

육권과 같은 私교육에서 비롯된 것일 뿐만 아니라, 앙집권 인 획일 인 

교육의 지배는 교육의 본질과 이상에서 멀고 오히려 학부모인 주민들의 참

여에 의한 자치  교육운 이 보다 바람직한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 우리 

헌법도 제31조 제4항, 제117조 제1항을 통하여 지방교육자치를 헌법 으로 

보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재 소가 이 지방교육자치에 민주주의, 

지방자치, 교육자주 라고 하는 세 가지의 헌법  가치를 부여하 음은 앞

에서 본바와 같다. 이러한 헌법의 보장은 다시 헌법 제31조 제6항을 매개

로 한 지방자치법, 지방교육자치에 한법률, 교육기본법 등을 통하여 법률

로 구 되고 있다. 에서 본바와 같이 교육은 각 지방을 단 로 한 지방

자치단체의 사무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일반 지방행정기 으로

부터 다시 분리하여 지방교육기 의 자치사무로 설정하고 있는 것이다.  

의무교육이 그 핵을 차지하는 공교육의 경우에도 이러한 이치는 다름

이 없다. 

의무교육 무상의 보장은 모든 아동들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한 것이고, 이는 다시 의무교육 상자 모두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



서울특별시와 정부간의 권한쟁의  817

록 인 ․물  시설과 자원을 구비할 것이 요구되는데, 이와 같이  국민

을 상으로 한 평균  보장이 필요하다하여 반드시 그것을 앙정부의 사

무로 규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모든 지방 단  별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학교를 설립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교육제도를 실시할 수 있다면 

의무교육의 평균  보장은 오히려 지방교육자치의 이념과 더 잘 조화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원리 으로 일반교육이든 의무교육이든 그 교육을 받을 권리

를 보장하기 하여 그것이 앙정부에 의하여 장악․ 리되어야 할 이유

가 없다.

한편, 의무교육 무상은 의무교육에 한 경제  부담을 그 부모가 직  

지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요구도 포함하고 있다. 아동의 균등한 교육기

회 보장을 해 당연한 요청이다. 그러나 무상이기만 하면 이 요청은 충족

되는 것이지, 무상의 방법까지 한정하는 것은 아니다. 학부모의 직  부

담으로부터 체 공동체의 부담, 즉 公의 부담으로 이 하기만 하면 되지, 

그 公의 부담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에 하여는 립 이다. 결국 「의

무교육(公교육) 무상의 원칙」= 「의무교육 公부담의 원칙」에 다름 아니

며30), 그러한 공  부담의 재원을 어떻게 확보하는가는 교육헌법이나 교육

법을 벗어난 세제․재정의 문제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兼子 仁의 입장)은  

지나치다 하더라도 어도 의무교육 무상 조항을 통해 헌법이 그것까지 직

 명령하는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4) 의무교육 공  부담의 배분방식

가) 그 다면 의무교육 무상의 헌법규정으로부터 의무교육 경비의 앙

정부 부담을 직  도출할 수 있는 두 번째 길이 자연스럽게 보인다. 즉, 의

무교육 경비를 앙정부가 부 부담하지 않으면 의무교육 무상의 헌법  

명령이나 취지가 형해화된다는 것을 입증하는 길이다.

의무교육 경비를 앙정부가 부담하는 것과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것의 

상  장단 에 하여는 교육학 ․재정학  에서 많은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논의는 각국의 국가형태(연방국가/단일국가, 

30) 兼子 仁, 교육법, 1978, 24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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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과 지방의 계), 교육제도와 법제, 재정의 구조  상을 떠나 추상

․일률 으로 논단할 것은 아니다.  

먼 , 원리 으로 볼 때 지방교육자치가 바람직하다면,  지방교육자치

를 제도로서 채택하고 있다면 지방교육재정 한 지방에서 조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방정부가 교육의 주체라면 교육재정도 지방정부가 조달하여

야 교육의 자치는 앙정부에의 의존이나 간섭없이 완벽을 릴 수 있다.

그러나 지방정부가 완벽하게 지방교육재정을 부담할 것을 기 하기 어

려운 것은 각국의 공통된 상이므로 앙정부로 하여  교육조건을 구비

할 책무를 일정하게 담당  하고 있는데, 그 결과 ‘공교육=공  부담’의 공

식이 곧바로 ‘공교육= 앙정부 부담’의 공식으로 연상되는 것이 아닌가 한

다. 그러나 국가간섭 배제를 원칙으로 한 사교육법제로부터 국민국가 단

로 교육법제를 마련하고 보통교육을 실시하려던 공교육 성립 당시에는 몰

라도 지방자치와 지방교육자치를  하나의 이념으로 삼는 국가에서는 

그러한 념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실천하기 한 도구  개념으로 자리매

김함으로써 족하다. 문제는 지방정부의 재정이 불충분한 실을 제로 어

떻게 앙과 지방의 부담과 권한을 분배하는 것이 공교육의 기회를 충실하

게 보장하는 길이 될 것인지에 있다.

나) 의무교육 경비의 부담 분배를 평가하는 요한 은 첫째, 그것이 

확실한 재원을 보장하는가 하는 이고, 둘째, 그것이 지방 단 의 편차를 

이고 국 으로 평균 인 교육환경을 확보하는가 하는 이다.

일반 으로 볼 때 앙정부가 의무교육 비용을 많이 부담할수록 의무교

육 재원조달의 안정성․평균성은 강화된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지방교육행

정의 앙의존성 한 그만큼 강화된다고 할 수 있다.

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의무교육비를 보조한다고 할지라도 그 방식에 

따라서 의무교육의 안정성과 평균성은 달라질 수 있다.

먼 , 보조 을 지방정부의 일반회계에 편입시킨다든지 함으로써 지방정

부의 산편성의 탄력성이 높으면 지방재정이 취약한 곳에서는 의무교육 

경비가 희생될 수 있다. 반면 보조 에 지방정부의 지출 탄력성을 넓게 인

정할 경우 지방교육주체의 창의  활용으로 교육효과를 증 시킬 수 있는 

장 도 발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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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앙정부가 보조 을 지 함에 있어 지방교육주체의 교육재정

수요액을 측정하는 항목, 단 , 기 을 어떻게 설정하는가에 따라 의무교육 

재원 확보의 안정성이 달라질 수 있다. 의무교육의 평균  실시에 꼭 필요

한 항목( 를 들어 교원수, 학생수)의 최소수 ( 는 정수 )을 정하여 

보조  교부를 그에 연계시키면 의무교육에 필수 인 재원은 확실하게, 

한 국 으로 고르게 확보될 수 있다.

한 경비를 지방정부에 분담을 시킬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나 교육청

으로 하여  자체 으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주느냐에 

따라 의무교육 재원 확보의 안정성은 달라질 수 있다.

요컨  의무교육의 재원이 확실하게, 국 으로 고르게 보장되는지 여

부는 앙정부가 보조하는 방식, 지방정부의 재정상황, 지방의 자체  수입

원의 보장 등의 다양한 요소에 좌우되는 것이므로 앙정부냐 지방정부냐 

하는 이분법에 따라 단순하게 바라볼 것은 아니다.

한편, 교육내용과 련하여서도 의무교육 수 의 국  평 화는 보장

되어야 하지만 이 문제는 재원조달의 방식과 직  계되는 것이 아니라 

교원의 자격, 기본 교육시설, 교육과정, 학년제, 교과용 도서의 검․인정 등 

교육내용의 표 을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보장하는 것이 보다 요하다(우

리 ․ 등교육법 제21조, 제23조, 제29조 등에서 이에 하여 법정하고 

있다).

다) 참고로 일본은 최근 의무교육 재원 방안에 하여, 의무교육비 항목

을 독립시켜 국고에서 직  부담할 것인가( 재의 방식), 아니면 국고보조

을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재원화할 것인가를 두고 논쟁이 일고 있는데, 이 

논쟁은 50년 의 논쟁의 재연이라고 하므로 당시의 논쟁 에 하여 본

다.31)  

소화 15년의 구 의무교육국고부담법은 실지출액(거의가 교원 여비)의 

2분의1을 국고부담으로 하고 있었는데, 소화 24년 오늘의 일본 지방세 재

정제도의 기 를 만든 シャゥプ 권고에 따라 소화 25년 지방교부세의 신

인 지방재정평형교부 제도가 창설되었고 종래의 의무교육 국고부담제도는 

31) 務台俊介, 반세기를 거쳐 되돌아온 의무교육재원론, 자치연구, 제80권 제10호, 평

성 16년, 83-9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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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흡수되었다. 동 권고는 국가, 都道府縣, 町村의 3단계의 행정주체의 

사무를 명확히 구분하고, 그 각 단계의 행정주체는 그 할당된 사무를 수행

하며 거기에 필요한 경비는 당연히 그 행정주체가 책임을 지고 일반재원으

로 부담하여야 하는 것으로 하 다. 이러한 기  에 행정사무의 재분배

와 함께 보조 의 정리를 행하 는데 그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증가

되는 경우에는 지방평형교부 에 의해 이것을 조정하 다. 의무교육비국고

부담 은 이러한 이념 하에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재원화되었다.

그런데 당시 지방재정이 궁핍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의무교육비부담의 

압을 느끼게 되자 문부성을 심으로 의무교육비 반액 직  국고부담론이 

제창되기에 이르 는데, 지방재정 원회는 이에 반 하 다.

문부성의 주장은 ① 의무교육은 헌법상의 의무이므로 단순히 지방자치

단체의 사무로 방임되어서는 아니되고 국가가 명확하게 책임을 질 것이 요

청된다, ② 의무교육비의 반액에 한 국고부담 이 지방재정평형부담 에 

편입된 결과 각 府縣 교원의 여나 정원의 면에서 수 이 히 떨어지

고 지방간의 불균형이 하게 되었다, ③ 지방행정의 표  경비와 지

방세의 표  수입의 차액인 평형교부  액수가 객 으로 결정되지 않

고 언제라도 정치 으로 결정되고 있다, ④ 의무교육비 액 국고부담은 

앙집권 으로 되지만, 반액 국고부담은 국가의 재정상의 책임을 명확히 

하면서 지방자치의 원칙에도 되지 않는다, ⑤ 의무교육비는 탄력성 없

는 경비이기 때문에 총 운 의 묘를 발휘하게 하면 유용에 의해 교원의 

수가 감소된다든지, 여를 낮추어 무자격교원을 많이 채용한다든지, 반드

시 부작용이 따른다. 는 것이고,

이에 반해 지방재정 원회의 주장은 ① 보통교육에 한 국가의 의무는 

앙정부만의 의무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는 의미의 국가의 책임

이다, ② 의무교육은 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나란히 책임을 진다. 그 

근본은 법률로 정하여야 한다, ③ 앙정부의 책임을 강조하면 소학교, 

학교를 국립으로 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④ 의무교육의 국  일정수 의 

유지와 그 보장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하지만 그것은 교육내용에 하여서

이고, 재원의 보장은 간 인 것이다. 교육내용의 보장을 하여 속히 법

률로 정하여야 하는 것이지(교원의 자격과 수, 여수 , 학교시설, 교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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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와 수 등에 하여), 경비만을 상으로 논하는 것은 본말이 도된 것

이다, ⑤ 평형교부 은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일체의 행정에 해 국  

수 을 유지시키는 것을 재정 으로 보장하는 것으로서, 의무교육에 하

여도 마찬가지이다, ⑥ 보통교육은 주민에게 가장 가까운 지방자치단체에

서 행하는 것이 좋다. 신헌법하의 교육개 도 그 지방분권화에 큰 방향이 

있다. 물론 국수 을 유지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기 을 법정하고 지방자

치단체의 열의와 노력에 의해 이것을 향상시키도록 하는 것이 교육진흥의 

면에서도 바람직하다, ⑦ 교육행정은 지방에서 가장 불이익한 취 을 받기 

때문에 그 재원에 하여 국가에서 따로 리하지 않으면 교육비의 삭감은 

피할 수 없다는 주장은 사실에 반한다. 지방주민의 가장 큰 심은 자녀교

육이다. 따라서 지방행정 에서 가장 우선하는 것이 교육행정이고 지방은 

교육비에 하여 국가의 기 이상을 지출하는 것이 원칙이다, ⑧ 결론 으

로 의무교육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두는 이상 지방재정의 총체  충실 

없이는 그 진흥은 달성할 수 없다. 는 것이었다.

(5) 교육제도법정주의, 재정법정주의

헌법 제31조 제6항은 교육제도법정주의, 교육재정법정주의를 규정하고 

있는바, 그 의미는 첫째, 교육제도와 교육재정제도의 형성에 하여는 헌법

이 직  규정한 사항 외에는 입법자에게 임하겠다는 것이고, 둘째, 국가

백년 계인 교육에 하여 그 제도가 정치세력이나 집권자의 자의에 의해 

수시로 변경되는 것을 방지하고 일 성 있는 교육을 실시하기 한 것이

며32), 셋째, 교육에 하여 행정부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뜻을 수

렴하여 의기 인 국회가 결정하라는 것이며, 넷째, 국회가 임입법을 통

하여 행정부에 구체 ․세부  사항은 임할 수 있지만 기본 인 사항은 

국회가 형식 인 의미의 법률로 스스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헌재 

1992. 11. 12. 89헌마88, 례집 4, 739, 774-775).

이에 의하여 교육제도와 교육재정제도를 형성하고 있는 여러 법률들의 

내용은 앞에서 개 하 다.

이와 같이 헌법에서 교육 련 제도의 형성을 입법자에게 임한 이상 입

32) 계희열, 헌법학( ), 박 사, 2004, 726, 7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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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자는 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상황, 의무교육의 수  등의 여러 가지 

요소와 사정을 감안하여 교육  교육재정의 충실을 한 여러 정책  방

안들을 구상하고 그 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에 한 입법자의 

정책  단․선택권은 넓게 인정된다. 헌법재 소는 헌심사에 있어 그

러한 입법자의 단을 존 하게 되며, 입법자의 형성이 헌법 임의 취지를 

형해화시키거나 명백히 자의 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헌법의 이름

으로 입법자의 결정을 무효화할 수 있다.

(6) 개정된 의무교육비 부담 방식에 한 평가

   가) 개정 후의 비교

개정            개정 후

경비부담 주체

등학교 학교

     국가  지자체
국가

국가, 일부 지자체 부

담 가능

재원의 구성 교부 , 양여

지자체 일반회계 입

(서울은 교원 본

33)의 액, 부산은

50/100,기타 10/100 충

당). 나머지는 교부

교부  + 지자체 일반회  

   계 입

재원의 조달 교부 , 양여

지자체 입 의 경우 

해당 지자체세총액의 

36/1,000 등

입 의 경우 지자체세 

총액의 10/100(서울),

5/100( 역시  경기도),

36/1000(기타) 등

33) 교원 보수  본 을 제외한 제 수당은 여 히 국고에서 부담하 다. 교원의 경

우 일반공무원에 비하여 각종 수당이 보수에서 차지하는 비 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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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자치법 제39조 제1항

자치법 제39조 제1항은 의무교육에 종사하는 교원의 보수를 비롯 의무

교육 련 경비를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구체  내용은 지방교육재정교부 법이 정하도록 임하고 있지만 앙정

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분할 부담가능성만큼은 동 조항에서 확정하고 있다.

에서 본바와 같이 의무교육에 한 헌법조항인 헌법 제31조 제1항 내

지 제3항, 지방자치를 보장하는 조항인 헌법 제117조 제1항으로부터 직  

의무교육 경비를 앙정부로서의 국가가 부 부담하여야 한다는 결론은 

도출되지 않는다. 따라서 자치법 제39조 제1항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가

능성을 정하고 있는 만으로는  헌법조항들에 반되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 가능성을 천명한 이 조항은 지방자치제도나 

지방교육자치의 이념에도 부합한다. 지방자치가 활성화되고 앙의 권한이 

지방으로 이양되는 과정에 있다면 앙정부가 부담하 던 련 재정부담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지난 50년간 앙정부

가 의무교육 경비를 부담해온 것은 그간 지방자치가 제 로 실시되지 않았

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고려할 때 그 경비를 부담할 능력을 갖

추지 못하 기 때문이다. 재의 사정도 크게 달라진 것은 아니지만 지방

교육자치 추구에 발맞추어 지방의 재정부담 폭을 넓히려는 것은 어도 원

리 으로 잘못된 것이 아니다.  

다) 교부 법 제11조 제1항, 제2항 제3호

그 다면 다음으로  교부 법 조항에서 구체 으로 정한 재원조달의 

방식이나 내용이 교육재정법정주의를 규정한 헌법의 임취지에 반하거나 

명백히 자의 인 것인지가 문제되는데, 의무교육재정에 한 임의 취지

는 결국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골고루 실질 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재

정제도를 형성하라는 것으로 귀착되므로,  조항이 규정한 방식과 내용으

로 인하여 의무교육을 실질 으로(교육재정의 안정  확보의 ), 한 

다른 사람과의 형평에도 크게 어 나지 않게( 국  평균성 보장의 ) 

받을 권리가 형해화되거나 히 방해받는 때에는 헌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1) 교부 법 제11조 제1항은 의무교육 경비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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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회계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 독립

된 회계에 의하여 수입․지출이 리되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이 특별회계의 

수입을 함부로 교육 외의 다른 사무를 한 용도로 유출할 수 없음이 보장

된다.

  2) 의무교육 경비는 국고에서 나오는 교부 과 지방자치단체가 그 일

반 산에서 부담하는 입 으로 충당토록 하고 있으므로 국가가 의무교육 

경비에 하여 일체 책임지지 않는 것은 인정되지 않고 일정 부분 부담하

라고 의무지우고 있다. 국가는 회계연도마다 지방교육을 한 이러한 교부

을 국가 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교부 법 제9조 제1항).

3) 교부 의 지 기 과 방식, 내용을 보면 교육재정확보의 안정성, 국

 평균성을 상당한 정도로 보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 교부 은 지방자치단체의 기 재정수입액이 기 재정수요액에 미달

하는 때에 그 부족분만큼 교부된다(제5조 제1항). 기 재정수요액은 지방교

육에 필요한 재정수요를 말하는데, 각 측정항목별로 측정단 의 수치를 단

비용에 곱하여 얻은 액을 합산한 액이다(제2조 제1호, 제6조 제1항). 

기 재정수입액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특별회계의 수입 상액이다(제7조 

제1항). 기 재정수요액 측정항목․측정단   산정기 은 통령령에 의

하여 정하여져 있는데 교원인건비는 교원정원을 기 으로 교원수를 단

로, 교원인건비 가산 은 과교원정원을 기 으로 교원수를 단 로, 학교

운 비는 학생수를 단 로, 학교신설비는 토지면 이나 건축연면 을 단

로 각 측정토록 하고 있다( 통령령 제4조 제1항, 별표 1).

앞에서 본바와 같이 우리나라 교육재정의 구조  특징의 하나로 교육비 

 인건비 등의 경직성 경비가 차지하는 비 이 월등 높은바(2005년도 세

출 산 기 으로 인건비가 65.6%, 학교운 비가 14.4%를 차지), 그 다면 

의무교육 경비의 부분에 하여 교부 의 지 기 을 법정함으로써 의무

교육 재정을 국 으로 같은 기  하에 안정 으로 조달하는 것을 보장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의무교육비의 부분을 인건비가 차지하는 만큼 인건비가 증가할 

때 그 만큼 교육재정의 총규모 한 증가하여야만 의무교육 재정이 안정화

된다. 인건비 소요에 한 변동이 있는 때에는 국가는 교부 의 교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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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정하여야 하고(교부 법 제4조), 기 재정수요액을 측정함에 있어서도 

교원인건비 가산  항목을 두어 기 교원수를 과하는 경우에는 과교원

의 수만큼 그 액이 늘어나도록 하고 있어 이에 비한 규정도 두고 있다.

나) 특별한 교육재정의 수요가 있을 경우에는 국가로 하여  특별교부

을 교부토록 하고 있다. 교육 련 국가시책사업으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

요가 있는 때, 특별한 지역교육 안 수요가 있는 때, 재해로 인하여 재정수

요가 발생하거나 재정수입이 감소한 때에 각각 특별교부 을 교부토록 하

고 있다(제5조의 2)

4) 지방자치단체가 매 회계연도 일반회계 산에 계상하여 교육비특별회

계로 출하여야 하는 항목도 3가지로 법정되어 있다. 지방세법 제260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지방교육세에 해당하는 액, 담배소비세의 100분의 45에 

해당하는 액(도를 제외한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세 총액의 일정비율에 해

당하는 액이 그것이다(교부 법 제11조 제2항).

청구인은 그  지방자치단체세 총액의 비율에 하여 서울특별시만 유

독 100분의 10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하여 높게 잡은 것이 불평등하

다고 주장하나, 서울특별시의 높은 지방재정자립도에 비추어 보면 이는 사

리에 맞는 합당한 차등취 이다. 2002년도 기  자치단체별 재정자립도를 

보면 국평균이 54.6%, 부산 69.5%, 경기도 76.5%, 역시 평균 66%, 도 

평균 34.6%임에 반하여 서울특별시의 경우 94.7%에 이르고 있다. 뿐만 아

니라 이와 같이 재정자립도에 따른 차등을 유일하게 두고 있는 항목인 지

방자치단체세 입 이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차지하는 비 은 단히 낮다. 

2004년도 동 회계 세입결산을 기 으로 보면 그 비 은 체의 2.2%에 불

과하고,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도 5.7%에 불과하다. 재정자립도의 정도에 따

른 부담률의 조정이 오히려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체 으로 보아도 서

울특별시는 그 높은 재정자립도에도 불구하고 여 히 총 교육재원의 

44.9%를 앙정부에 의존하고 있는데 앙정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입

장에서 보면 그 부담이 무 낮은 것으로 보일 수 있다.

5) 결론 으로 교부 법 제11조 제1항, 제2항 제3호는 교육재정의 안정

 확보의 에서나 국  평균성 보장의 에서나 헌법 반을 운

할 정도에는 미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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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타 청구인 주장에 한 단

가) 권한과 비용부담의 계

청구인은 국가는 교육의 주체로서, 등학교의 설립이나 교육과정, 내용

등 주요 교육정책에 하여 실질 으로 권을 행사하고 있을 뿐만 아니

라, 국․공립학교 교원의 법  지 는 국가공무원이므로 그 교원의 도 

국가가 부담함이 마땅하다고 주장한다. 

1) 교육에 한 앙과 지방의 권한배분

헌법 제31조 제6항의 임에 따라 국가가 법률로써 교육제도에 한 기

본 인 사항을 규율하는 것은 국가의 권한일 뿐만 아니라 책무이기도 하

다. 교육, 학교에 한 국가의 일정한 규율권과 감독권은 교육을 받을 권리

를 실질 으로 보장하기 한 것으로서 공교육제도의 본질  요소의 하나

일 뿐만 사교육법제에서조차 일정 부분 인정되는 것이기도 하다. 한 국

가의 그러한 권한은 지방교육자치의 이념과 모순되는 것도 아니다. 국가는 

교육과 학교의 기본조건과 구조를 정하고 지방교육주체는 그 안에서 구체

으로 교육활동과 행정을 수행해 나감으로써 양자는 조화되는 것이다.

․ 등교육에 한 행 교육법제를 보면, 국가는 학교의 종류  그 

설립, 교육재정 등 교육여건 조성의 기본  사항을 법률로 정하고 있으며

(교육기본법 제7조, 제11조, ․ 등교육법 제2조, 제4조, 제12조, 지방교육

자치에 한법률 제38조, 제39조 등), 교원의 자격, 교육과정, 학년제, 수업, 

교과용 도서의 검․인정 등 교육내용의 표 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

등교육법 제21조, 제23조, 제24조, 제26조, 제27조, 제29조 등). 한 학교

에 한 지도․감독권을 국가 는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여 교육행정체계

를 수립하고 있다(교육기본법 제17조, ․ 등교육법 제6조, 제7조 등).

한편 교육에 한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교육주체의 권한을 보면, 학교의 

설치․운 ․지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로 되어 있고(지방자치법 제9

조 제2항 제5호 가목, 교육기본법 제11조, ․ 등교육법 제12조), 교육감

과 교육 원회는 교육 산의 편성이나 심의․의결, 교육규칙의 제정, 교육

과정의 운 , 공․사립학교에 한 지도․감독권 등 교육자치에 한 여러 

권한들을 가지고 있다(지방교육자치에 한법률 제8조 제1항, 제22조, ․

등학교법 제6조, 제7조 등). 국가는 지방교육의 재정을 보조하며(지방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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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자치에 한법률 제39조, 제41조 제1항), 지방교육주체에 한 일정한 지

도․감독권을 가진다(지방교육자치에 한법률 제47조, 제48조).    

이러한 법체계는 공교육에 한 국가의 권한․책임과 지방교육자치를 

모두 포기할 수 없는 행 교육법제의 이념과 제도를 반 한 것이지, 국가

가 교육에 하여 실질  권을 행사토록 하기 한 것이 아니며  그러

하지도 아니하다. 국가가 그 책임을 다하려 교육과 학교의 기본조건과 구

조를 정하고 일정하게 감독권을 행사하는 당연하고 보편 인 상을 들어 

교육재원을 앙정부더러 모두 부담하라고 할 수는 없다.

설사 앙정부가 필요이상으로 교육의 내용이나 학교의 운 에 간섭하

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 문제는 지방교육자치의 법리에 비추어 

그러한 부분의 헌 여부를 별도로 문제 삼아 제거하여야 하고, 이를 교육

재정부담의 문제로 직결시킬 수는 없다. 물론 권한은 일체(거의) 부여하지 

않으면서 비용만 부( 부분) 부담하라고 한다면 그러한 비용부담 구조를 

권한문제와 연동하여 직  문제삼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와 같이 

명백한 경우가 아닌 한 권한분배와 비용분배를 연동시켜 헌심사의 기

선을 찾기는 어렵다. 권한과 비용의 배합이 어느 정도라야 합헌이라거나 

헌이라고 할 수치를 객 으로 산출할 수 없겠기 때문이다. 더욱이 

에서 본바와 같이 행 법제는 비용부담과 직결시킬 수 있을 정도로 교육

에 하여 마땅히 지방이 가져야 할 권한을 명백히 앙에 편 하여 분배

하거나 이 하고 있지 않다.

2) 국가공무원인 교원의 신분

국가가 설립하는 국립 ․ 등학교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는 공립 

․ 등학교의 교원은 모두 교육공무원으로서 특정직 국가공무원이다(국

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2호). 공립의 학  문 학에 근무하는 교

육공무원만 특정직 지방공무원이다(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2호).

이와 같이 국․공립을 가리지 않고 ․ 등 교원을 국가공무원으로 하

는 것 한 공교육 조건의 평균성 확보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교원들

을 그 설립주체에 따라 신분을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으로 이분하여 그 

자격, 임용, 보수, 신분보장, 복무 계를 달리 규율한다면 교육의 인  담당

자인 교원에 한 법률체계가 이원화된다. 물론 반  지방자치의 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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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고 지방교육자치도 높은 수 에서 실 되어 앙정부의 별다른 도움없이 

지방정부가 독립 으로 학교를 설립․운 할 수 있다면 그 소속교원의 임

용, 보수, 신분보장 등을 독자 으로 규율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재와 같이 지방자치의 완성도가 낮고 지방교육 재원의 앙 의존도가 높

은 상황에서 공립학교 교원을 지방공무원으로 분류하여 별도로 규율한다면 

오히려 교원의 자격, 보수, 신분보장 등의 면에서 국가공무원인 교원에 비

하여 불리한 차등을 받을 염려가 있고, 나아가서는 지방공무원인 교원 상

호간에도 차등이 생길 수 있다(지방공무원법에서 일정한 교원 련 사항을 

조례에 임할 경우). 이러한 상황은 공교육 여건의 평균성․형평성 보장

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행법제는 ․ 등 공립교원의 신분을 국가공무원으로 하여 국 으

로 동일한 법률 계 하에 규율하는 것이 교원의 지 나 신분 보장에 유리

하고 이것이 공교육의 평등한 보장에 기여한다는 입장에 서 있다.34) 그리

하여 교육공무원법은 국가공무원인지, 지방공무원인지를 가리지 않고 모든 

교원의 자격, 임용, 보수, 신분보장, 복무 계 등을 통일 으로 규율하고 있

는 것이다. 

이와 같이 교원을 국가공무원으로 하는데 정당한 이유가 있을 뿐만 아니

라, 교원의 신분 여하는 교육재정의 부담과 직결되는 문제도 아니다. 지방

교육자치의 이념과 공교육 보장의 이념이 혼재하는 상황에서 교원의 신분

은 교육재정 부담과 같은 궤도를 달릴 수도 있지만, 별도의 궤도를 달릴 

수도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 을 통하여 교원 보수의 부분을 국가가 지

원하는 상황에서 교원의 신분을 국가공무원으로 하는 것이 부자연스럽지 

않지만, 교원을 지방공무원으로 하더라도 지방재정의 사정이 여의치 않으

면 그 보수는 국가에서 부담할 수도 있는 것이다.

지방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서울특별시가 지방교육자치의 완성을 지향

하여 의무교육비의 앙 지원을 거 하면서 그 소속 교원의 신분을 지방공

무원으로 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교육비를 일체 부담하지 않

으려 하면서 그 명분으로 그 소속 교원의 신분이 국가공무원이라는 을 

34) 교육인 자원부 계자의 말에 따르면 부분의 ․ 등학교가 공

립학교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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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세우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3) 지방교육에 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재정부담

청구인은 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부터 교육사무를 분리하여 그 권

한을 교육자치기 에 부여하고 있어서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에 한 권한이 

없는데도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재원으로 교육비를 부담  하는 것도 부당하

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에서 본바와 같이 학교의 설치․운 ․지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로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에 한 지도․감독권을 부여

받고 있다. 한 교육감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와 련되는 사항에 

한 의안을 교육 원회에 제출코자 할 때에는 미리 시․도지사와 의하여

야 하며(지방교육자치에 한법률 제8조 제3항 제2호), 지방자치단체 일반회

계의 입 으로 충당되는 세출 산을 편성하는 때에는 미리 지방자치단체

의 장과 의하여야 한다(지방교육재정교부 법 제11조 제4항). 이와 같이 

지방교육의 운 은 지방자치단체 스스로의 사무인데다, 지방자치단체는 교

육에 한 감독권, 교육 산 의권 등 일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무엇보다도 지방교육자치를 실 하기 하여 국가보조  이외의 재원을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주체간에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는 입법정책의 문

제이다. 미국의 와 같이 지방교육주체에게 과세권을 인정하여 직  조달

 할 수도 있고, 우리나라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이

수입으로 충당  할 수도 있다. 그것은 여러 사정, 특히 국가의 세제를 어

떻게 가져갈 것인지의 문제와 결부되어 있기도 한바, 지방교육재원의 조달

을 형해화함으로써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기에 이르지 않는 한 역시 

정책선택의 문제라 할 것이다.

나) 신뢰원칙 반 여부

청구인은 나아가 지난 50년간 의무교육기 의 보수는 국가가 부담한다

는 법제가 지속되어 이에 한 신뢰를 가지게 되었고, 학교 면 의무교

육 실시를 앞두고 정부가 당장 공립 학교 교원의 을 부담하기 어렵다

는 사정을 내세워 3년간 한시 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그 일부를 부담토록 

하 다가 약속과 달리 국가부담원칙 자체를 변경하는 것은 신뢰원칙에 반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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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법률은 일반 으로 실상황의 변화나 입법정책의 변경 등으로 

언제라도 개정될 수 있는 것이어서(헌재 2002. 11. 28. 2002헌바45, 례집 

14-2, 704, 713-714), 오랜 기간 같은 내용으로 지속된 어떤 법률 계가 앞

으로도 지속되리라는 막연한 기 는 헌법상 보호되는 신뢰라 하기 어렵고, 

2001. 12. 19.자 법률개정시 앙정부가 청구인에게 그 주장과 같은 약속을 

하 다는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그러한 내부 ․사실상의 약속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극히 주 인 신뢰형성의 근거 밖에 될 수 없는 

것으로서 교육에 한 국가의 주요 입법정책이 거기에 구속되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8) 권한침해 여부

권한쟁의심 의 심 상(소송물)은 ‘피청구인의 처분 는 부작 로 인

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는 법률상의 권한이 침해되었는지 여부’이다(헌법

재 소법 제61조 제2항). 이에 한 단은, 청구인에게 그 주장하는 구체

 권한이 귀속되는지(1단계 단)와 피청구인의 처분 는 부작 가 헌

‧ 법한지(2단계 단)의 단을 종합함으로써 피청구인의 행 로 청구인

의 권한이 침해되었는지(결론  단)를 밝히는 과정이다. 따라서 권한쟁의

심 의 본안결정에서 핵심 인 것은 피청구인의 권한행사가 헌법이나 련 

법률에 반되는지의 여부이고, 피청구인의 행 의 헌‧ 법성이 확인되

면 청구인의 권한침해도 최종 으로 확정된다. 이는 권한쟁의심 이 실질

으로 권한행사의 합헌성 내지 법성 통제기능을 수행함을 의미한다.

이 사건의 심 상은 국회가 의결한 법률이고  그 실체  내용이 문

제되고 있으므로 그 법 여부는 문제되지 아니하고, 그 헌여부만이 문

제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 산회계의 운용에 하여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들이 헌이라면 청구인 주장의 자주재정권 는 자주  

산편성권이 침해될 수 있다. 그러나 피청구인 국회의 처분인 이 사건 법

률들은 교육  지방자치에 한 헌법에 반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로 

인한 청구인의 권한침해도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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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14조 헌소원

- 문법칙의 외사유인 외국거주와 공정한 재 을 받을 권리-

(헌재 2005. 12. 22. 2004헌바45, 례집 17-2, 712)

서 경 미
*

1)

【 시사항】

 1. 진술을 요할 자가 외국거주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외

으로 문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형사소송법 제314조(1995. 12. 29. 

법률 제5054호로 개정된 것)  외국거주에 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

조항”이라 한다)이 명확성원칙에 배되는지 여부

 2.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공정한 재 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

 3. 이 사건 법률조항이 무죄추정원칙에 배되는지 여부

【심 상】

 이 사건 심 상은 형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4조(1995. 12. 

29. 법률 제5054호로 개정된 것)  외국거주에 한 부분의 헌여부이고, 

그 규정  련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이 사건 법률조항

법 제314조(증거능력에 한 외) 제312조 는 제313조의 경우에 공

비 는 공 기일에 진술을 요할 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조서 기타 서류를 증거로 할 수 있다. 

* 헌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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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그 조서 는 서류는 그 진술 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

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한다.

2. 련규정

법 제310조의2( 문증거와 증거능력의 제한) 제311조 내지 제316조에 규

정한 것 이외에는 공 비 는 공 기일에서의 진술에 신하여 진술을 

기재한 서류나 공 비 는 공 기일외에서의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은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법 제312조(검사 는 사법경찰 의 조서) ① 검사가 피의자나 피의자가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와 검사 는 사법경찰 이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공 비 는 공 기일에서의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이 된 피

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그 피의자 던 피고인의 공 비 는 공 기일에

서의 진술에 불구하고 증거로 할 수 있다.

② 검사이외의 수사기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공 비 는 공 기

일에 그 피의자 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법 제313조(진술서등) ① 2조의 규정이외에 피고인 는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로서 그 작성자 는 진술자

의 자필이거나 그 서명 는 날인이 있는 것은 공 비나 공 기일에서의 

그 작성자 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

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공 비 는 

공 기일에서의 그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피고인

의 공 비 는 공 기일에서의 진술에 불구하고 증거로 할 수 있다.

② 감정의 경과와 결과를 기재한 서류도 항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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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1. 사건의 진행과정

청구인은 특정범죄가 처벌등에 한법률 반(뇌물) 등으로 기소되어 항

소심인 서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청구인은  항소심 

계속  형사소송법 제314조  “…외국거주…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조서 기타 서류를 증거로 할 수 있다”는 부분이 헌이라고 주

장하면서  법원에 헌여부심 의 제청신청을 하 으나,  법원은 2004. 

6. 11. 이를 기각하 고 이 사건 법률조항을 용하여 청구외 김○○ 작성

의 진술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 다. 이에 청구인은 2004. 6. 30. 이 사건 

헌법소원을 제기하 다. 

2. 청구인의 주장  계기 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요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원진술자의 외국거주를 이유로 문법칙의 외를 

인정하여 문증거에 하여 증거능력을 부여하고 있는데, 외국거주를 이

유로 문법칙의 외를 인정하는 것은 교통․통신이 발달한 오늘날에는 

더 이상 합리 이지 못하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 차, 무죄추

정의 원리  평등의 원칙에 반하고 피고인의 공개재 을 받을 권리를 침

해한다. 한 이 사건 법률조항에 규정된 외국거주의 의미가 항구  외국

거주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단순여행도 포함하는 것인지 불분명하다. 

나. 헌제청신청 기각결정의 이유요지

직 주의와 문법칙의 외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14조는 그 내용에 

있어 사망, 질병 는 이에 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원진술자 는 작성자

가 진술을 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그 필요성을 인정함으로써 직 주의  

문법칙의 외를 인정할 사유로서 정당성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필요성

이 있는 경우에도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

여” 용하도록 규정하여 그 용범 를 목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로 한

정하 으므로, 공정한 공개재 을 받을 권리나 무죄추정을 받을 권리를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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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으로 침해하거나 형해화하 다고 할 수 없고 법 차에도 합치된다.

 

다. 법무부장 의 의견요지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외국거주’라 함은 해외에 장기간 체류하여 공 이 

계속되는 동안 귀국할 가망이 없는 경우를 의미하고, 구 인 경우뿐만 

아니라 일시 인 경우도 포함한다. 그러나 해외에 여행 인 자, 출장 인 

자와 같이 가까운 시일 내에 귀국이 상되는 자의 경우는 여기의 ‘외국거

주’에 해당되지 않는다. 

진술자 등이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법원  수사기 의 의사와는 

계없이 공개법정에서의 법 의 면 에서의 진술이 불가능하여 피고인의 반

신문을 거칠 수 없으므로, 외국거주의 경우도 사망, 질병의 경우와 마찬

가지로 문법칙에 외를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 한 이 사건 법률조항

은 문증거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증거

능력이 인정되도록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으므로, 그 내용에 있어서 합리성

과 정당성을 갖춘 정한 것으로서 공정한 재 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피고인이 유죄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직 주의

를 제한하거나 피고인의 반 신문권을 제한할 수 있게 한 규정이 아니므로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지 않고, ‘외국거주’의 경우도 법원  수사기 의 

의사와는 계없이 공개법정에서의 법 의 면 에서의 진술이 불가능하다

는 에서는 ‘사망’의 경우와 같으므로 평등의 원칙에 배되지 않는다.

【결정요지】

1. 이 사건 법률조항의 외국거주의 의미에 하여 형사소송법에서 아무

런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이 사건 법률조항의 외국거주의 의

미는 일상 으로 많이 사용되는 언어로서 일반인도 그 의미를 쉽게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취지와 규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

건 법률조항의 외국거주는 외국거주가 장기화하여 공 이 계속되는 동안 

귀국할 가망이 없는 경우만을 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법원도 

이러한 취지에서 “외국거주라고 함은 진술을 요할 자가 외국에 있다는 것

만으로는 부족하고, 가능하고 상당한 수단을 다하더라도 그 진술을 요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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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를 법정에 출석하게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야”한다고 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보통의 상식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그 의미를 

충분히 알 수 있고, 법 의 보충 인 가치 단을 통해서 그 의미내용을 확

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보충  해석이 해석자의 개인 인 취향

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이 없으므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법률조항은 원진술자의 외국거주를 이유로 직 주의와 문

법칙의 외를 인정하여 문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직 주의

와 문법칙의 외를 인정하는 이유는 직 주의와 문법칙을 모든 경우

에 외없이 무 철 하게 철하면 신속한 재 과 실체  진실발견을 

해하여 재 의 최 과제인 공정한 재 과 사법정의실 에 지장을 래할 

수 있다는 고려 때문이다. 오늘날 교통, 통신의 발달로 외국과의 교류가 활

발해지고 입ㆍ출국이 자유롭고 용이해졌다고는 하나, 외국은 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곳으로 증인의 소환  송달 등의 재 권 행사가 

불가능하거나 어렵다. 설사 사법공조조약이 체결된 국가에 원진술자가 거

주하여 우리나라와의 사법공조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공조의 범 가 한정

이고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어 원진술자를 국내의 법원으로 소환하여 진술

을 듣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는 

사망, 질병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법원  수사기 의 의사와 계없이 법

의 면 에서의 원진술자나 작성자의 진술과 이에 한 반 신문이 부득

이 방해받고, 이러한 경우 무작정 그 진술을 기다린다면 신속한 재 과 실

체  진실발견을 해한다는 에서 문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정당성

이 있다. 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문법칙의 외를 인정할 필요성이 있

는 경우에도 동조 단서에서 그 조서 는 서류의 진술  작성이 “특히 신

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한다”고 규정하여 그 용범

를 합리 으로 최소화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공정한 재

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3. 이 사건 법률조항은 피고인을 유죄라는 제에서 외 으로 문증

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거주의 사유로 원진술자가 법

정에서 진술할 수 없어 부득이 피고인이 반 신문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한 규정이므로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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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3인의 반 의견

다수의견이 지 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외국거주를 이유로 

문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신속한 재 과 실체  진실발견이라

는 정당한 목 을 수행하기 한 합한 수단이라고 단된다. 그러나 오

늘날 교통ㆍ통신의 발달로 외국과의 교류가 활발해지고, 입ㆍ출국이 자유

롭고 용이해졌다는 을 고려할 때 단지 외국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만으

로 재 의 신속성이 해된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원진술자가 외국에 거

주하고 있더라도 국제형사사법공조 제도를 통하여 원진술자의 법정진술을 

확보하는 등 공정한 재 권 행사가 충분히 가능하다. 물론 국제형사사법공

조가 불가능하거나 제한 으로만 가능한 경우가 존재할 수도 있으나 기본

으로 형사사법공조 제도의 확 는 국가의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외국거주

로 인한 법정 출석곤란에 한 책임을 국가가 아닌 피고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이 지배하는 형사소송의 기본이념에도 합치하지 

않는다. 한 교통ㆍ통신이 발달한 사회에서 원진술자는 의지만 있다

면 임의출석하여 법정진술을 할 수 있는 것이 통례인 을 고려해 보면, 

외국거주로 공 정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것 자체가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

이 들게 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를 요건으로 증거

능력을 인정함으로써 용범 를 한정하려는 입법조치는 그 실효성에 강한 

의문이 든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피해의 최소성 요건을 갖추지 못

하 다. 이 사건 법률조항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신속한 재 과 실체  진

실발견은 헌법 제27조가 정한 재 청구권을 실 하기 한 수단들 의 하

나인 반면,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제한되는 피고인의 방어권은 헌법 

제27조의 재 청구권 에서도 가장 요한 내용인 공정한 재 을 받을 권

리의 핵심  구성요소이므로, 외국거주만을 기 으로 문진술에 증거능력

을 인정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익균형성의 요청도 충족시키지 못하

다. 그 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나머지 에 하여 나아가 볼 것도 없

이 헌법 제27조의 공정한 재 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헌법에 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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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1. 법요건(재 의 제성)에 한 검토

가. 재 의 제성

헌법재 소법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이 법하기 해서는 해당 법률조

항의 헌여부가 당해사건 재 의 제가 되어야 하고, 이 경우 재 의 

제가 된다고 하려면 우선 그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에 용될 법률이어야 

하고 그 헌여부에 따라 재 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 의 내용과 효력에 

한 법률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례집 7-2, 48, 58 참조). 

 

나. 당해사건의 경과

청구인은 당해사건에서 특정범죄가 처벌등에 한법률 반(뇌물) 등으로 

기소되어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청구인의 뇌물수

수의 범죄사실에 하여 청구외 김○○ 작성의 진술서의 증거능력을 인정

하여 유죄의 증거로 설시하 는데, 원진술자인 김○○이 외국에 거주하여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고  진술서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작

성되었다고 보아 이 사건 법률조항을 용하 기 때문이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법원에 상고하 고, 그 후 법원은  김○

○ 작성의 진술서에 하여 특신상황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진술서

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고등법원 결에 하여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법리

를 오해한 법이 있다며 기 환송하 다. 

다. 재 의 제성 인정여부

당해사건의 경과를 보면 고등법원은 이 사건 법률조항을 용하여 김○

○ 작성의 진술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 으나, 법원은 이와 반 로  

진술서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볼 수 없어 이 

사건 법률조항을 용할 수 없다고 하 다. 따라서 법원의 입장에 의하

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당해사건에 용되는 법률이 아니므로 재 의 제

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당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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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에서 유죄의 증거로 제출된 진술서가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증거능

력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인지 여

부에 따라 재 의 결론이 달라지거나 재 의 내용과 효력에 한 법률  

의미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사건 결정에서는 재 의 제성을 인정

하고 본안에 하여 단을 하 다.

2. 본안에 한 검토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의의

(1) 문법칙과 법 제310조의2 1)

문증거란 사실인정의 기 가 되는 경험  사실을 경험자가 직  법원

에 진술하지 않고 다른 형태로 간 으로 보고하는 경우에 그 간 인 

보고를 말한다.2) 

문증거에는 ① 경험사실을 들은 타인이 문한 사실을 법원에 진술하

는 경우( 문진술), ② 경험자 자신이 경험사실을 서면에 기재하는 경우(진

술서 는 자백서), ③ 경험사실을 들은 타인이 서면에 기재하는 경우(진술

녹취서)가 포함되며, 진술서와 진술녹취서를 합하여 문서류 는 진술

용서면이라고 한다.3)

문법칙(Hearsay Rule)이라 함은 문증거의 증거능력을 원칙 으로 

부정하는 증거법상의 원칙을 말한다. 즉, ‘ 문증거는 증거가 되지 않는다

(Hearsay is no evidence)’는 것으로, 이는 미 증거법에서 유래한 것이

다.4)

우리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는 “제311조 내지 제316조에 규정한 것 이외

에는 공 비 는 공 기일에서의 진술에 신하여 진술을 기재한 서류

나 공 비 는 공 기일 외에서의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은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여 문법칙을 도입하고 있다. 문법

칙은 자백배제법칙과 함께 우리 형사소송법의 증거법칙에 있어서 양  지

1) 형사증거법(2002), 사법연수원, 110면-114면 참조.

2) 형사소송법(1993), 신동운, 601면; 형사소송법(제5 ), 이재상, 499면.

3) 형사소송법(1993), 신동운, 601면-601면; 형사소송법(제5 ), 이재상, 499면.

4) 형사소송법(1997), 차용석, 75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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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를 형성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5)6)

(2) 형사소송법(증거법)상의 의의

법 제314조는 “제312조 는 제313조의 경우에 공 비 는 공 기일

에 진술을 요할 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조서 기타 서류를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조서 는 

서류는 그 진술 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

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 제314조는 법 제312조  제313조에 규정된 조서나 서류가 원진술자

의 진술불능으로 인하여 진정성립의 요건을 구비할 수 없는 경우에 비하

기 한 보충  규정으로서, 필요성과 신용성의 정황  보장을 요건으로 

문증거에 증거능력을 부여하는 형 인 문법칙의 외규정이라고 

보는 것인 학설의 체 인 입장으로 보인다.7) 이에 반해 헌법재 소는 

법 제314조를 직 주의와 문법칙에 한 원칙  외규정으로 악하

5) 형사소송법(제5 ), 이재상, 502면.

6) 법 제310조의2가 미법상의 문법칙을 도입한 규정이라는   법이 문법칙

을 규정하고 있는 주된 근거가 미법의 문법칙에 한 이론  근거를 기 로 

한다는 에 하여는 별다른 이론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법의 어떤 

이론을 우리 법상의 문법칙의 근거로 볼 것인가에 하여는, 반 신문의 결여 

내지 반 신문권의 보장에서 찾아야 한다는 견해와 신용성의 결여에서 찾아야 한

다는 견해의 립이 있다. 

   반 신문권의 보장에서 찾는 견해는, 피고인의 진술을 원진술로 하는 문증거에 

하여는 반 신문이라는 것을 생각하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문증거에 하여도 

원칙 으로 증거능력을 부인하는 법 제310조의2의 해석을 하여는 새로운 이론

 근거를 찾아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직 주의, 그 에서도 법원이 사실의 증

명 여부를 단함에 있어서 요증사실과 가장 가까운 원본증거를 사용하고 그의 

체물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실질  직 주의이고, 법 제310조의2는 문법

칙과 함께 실질  직 주의의 취지를 밝히고 있는 것(이른바 이원설)이라고 주장

한다(배종 , 이상돈, 신동운, 정 석, 이형국).

   이에 하여 신용성의 결여에서 찾는 견해는 륙법의 직 주의와 미법의 

문법칙은 그 연 과 원리를 달리하는 것으로서 륙의 직 주의가 문법칙의 근

거로 된다는 것은 타당하다고 할 수 없고, 이른바 이원설은 문법칙의 근거를 

반 신문권의 보장으로 제한하는 데서 오는 난 을 회피하기 한 이론에 불과하

다고 하면서, 법 제310조의2는 오로지 문법칙을 규정한 것(이른바 일원설)이라

고 주장한다(이재상)[형사증거법(2002), 사법연수원 113면-114면].

7) 형사소송법(제5 ), 이재상, 517면; 형사소송법(제3 ), 신동운, 833면-834면; 형사

증거법(2002), 사법연수원, 151면.



840   헌법재 소결정해설집 2005

고 있다.8)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 제314조  외국거주에 한 부분으로서 진술을 

요할 자(이하 “원진술자”라 한다)가 외국거주로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동

조 단서의 조건, 즉 그 진술 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이하 

“특신상태”라 한다)서 이루어진 것을 제로 문증거의 증거능력을 외

으로 인정하는 규정이다.

(3) 용범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 제312조  제313조의 규율 상이 되는 조서나 

서류 가운데 원진술자의 외국거주로 인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는 것

을 규율 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일응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검증조서, 

감정서 등이 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법 제314조의 용과 

련하여 외국 수사기  작성의 서류와 피고인 진술을 기재한 조서가 논의되

고 있는데, 법원은 법 제314조가 규정하고 있는 법 제312조의 조서나 제

313조의 서류에 외국의 권한 있는 수사기  등이 작성한 조서나 서류도 포

함된다고 본 반면9), 공동피의자에 한 사법경찰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에 하여는 법 제314조의 용을 부정하고 있다.10)

(4) 증거능력의 요건

미법상 문법칙의 외사유로 필요성과 신용성의 정황  보장의 두

가지가 인정되고 있다. 필요성이란 원진술과 동일한 내용의 진술을 구하는 

 8) 헌법재 소는 93헌바26결정에서 “우리 형사소송법도 1961. 9. 1. 법률 제705호로 

개정될 때에 에서 본 바 문증거의 증거능력의 제한규정인 제310조의2를 신설

함과 동시에 직 주의와 문법칙에 한 원칙  외규정으로 그 제314조에 ‘증

거능력에 한 외’라는 제하에 ‘ 2조의 경우에 공 비 는 공 기일에 진

술을 요할 자가 사망․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을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조

서 기타 서류를 증거로 할 수 있다. 단 그 조서 는 서류는 그 진술 는 작성

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한다.’라고 이 사건 법률조

문을 신설 개정하 다(헌재 1994. 4. 28. 93헌바26, 례집 6-1, 348, 359-360).”라

고 시한 바 있다.  시에 하면 헌법재 소는 법 제314조를 필요성과 신용

성의 정황  보장을 조건으로, 직 주의와 문법칙의 외를 인정하는 규정으로 

악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9)  1997. 7. 25. 97도1351, 공 1997, 2772.

10)  2004. 7. 15. 2003도7185 원합의체, 공 2004, 1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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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불가능하거나 히 곤란하기 때문에 문증거라도 사용하여 실체  

진실을 규명할 필요가 있음을 말한다. 신용성의 정황  보장이란 원진술이 

법 의 면 에서 행해지지 아니하 더라도 그 원진술의 진실성이 제반정황

에 의하여 담보되는 것을 말한다. 우리 형사소송법의 경우에도 문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여하기 한 사유로 이 두 가지 기 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

는 에서는 견해가 일치되어 있다.11) 이 사건 법률조항은 원진술자의 외

국거주를 문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한 필요성이 있는 사유로 보

고 있으며, 같은 조 단서에서는 원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라는 표 을 사용하여 신용성의 정황  보장이 문법칙의 

외인정의 근거가 됨을 밝히고 있다. 

￭ 원진술자의 외국거주

1995. 12. 29. 법률 제5054호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국제화 추세에 

응하기 하여 법 제314조에 명시 으로 외국거주가 규정되었다. 그러나 

1995년 형사소송법 개정 이 에도 법원은 미국인이 진술 후 미국으로 돌

아간 경우12)와 일본에 거주하는 사람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환문하려고 하

으나 외무부로부터 재 일본측에서 형사사건에 하여는 양국 형법 체

계상의 상이함을 이유로 송달에 응하지 않고 있어 그 송달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고  증인을 취소한 경우13)에 법 제314조의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문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사례가 있었다. 

그리고 헌법재 소도 외국거주가 명시 으로 규정되기 이 의 법 제314조

에 한 헌법소원사건에서 법 제314조에 열거되지는 않았으나 증인의 소재

불명과 해외체제가 ‘기타 사유로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포함될 수 있다고 

설시한 바 있다(헌재 1994. 4. 28. 93헌바26, 례집 6-1, 348, 366).  

11) 법 제310조의2가 문법칙과 직 심리주의를 그 이론  근거로 삼고 있다는 입

장에 의하면 과연 문법칙의 외규정의 해석에 있어서 미법에서 발달한 문

법칙의 외사유를 그 로 채용하는 것이 과연 한가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문법칙과 직 심리주의는 오 방지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라

는 에서 그 취지와 기능이 일치되는 부분이 많으므로 신용성의 정황  보장과 

필요성의 두 기 을 문법칙의 외규정에 한 일반  해석지침으로 사용하여

도 무방하다고 한다[형사소송법(제3 ), 신동운, 791면-792면].

12)  1987. 1. 20. 86도2322.

13)  1987. 9. 8. 87도1446.



842   헌법재 소결정해설집 2005

법원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외국거주의 의미에 하여 “외국거주라고 

함은 진술을 요할 자가 외국에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가능하고 상

당한 수단을 다하더라도 그 진술을 요할 자를 법정에 출석하게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야 외 으로 그 용이 있다고 할 것인데, 통상 으로 그 요

건의 충족 여부는 소재의 확인, 소환장의 발송과 같은 차를 거쳐 확정되

는 것이기는 하지만 항상 그와 같은 차를 거쳐야만  요건이 충족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비록 그와 같은 차를 거치지 않더라

도 법원이 그 진술을 요할 자를 법정에서 신문할 것을 기 하기 어려운 사

정이 있어야” 한다고 시하고 있다( 법원 2002. 3. 26. 선고 2001도5666 

결).

￭ 특신상태

법원은 법 제314조의 ‘특신상태’의 의미에 하여 그 진술내용이나 조

서 는 서류의 작성에 허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

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 이고 외부 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

다고 하고14), 학설15)도 체로 이에 찬동하고 있다.

특신상태의 입증과 련하여 학설은 체로 증거능력의 요건이므로 검

사가 입증책임을 부담하고, 소송법  사실이므로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

다고 한다. 례는 법 제313조 제1항 단서의 특신상태에 하여 증거능력

의 요건에 해당하므로 검사가 그 존재에 하여 구체 으로 주장․입증하

여야 하는 것이지만, 이는 소송상의 사실에 한 것이므로, 엄격한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고 시한 바 있다.16) 

14) 법원 1987. 3. 24. 선고 87도81 결; 1997. 4. 11. 선고 96도2865 결; 1999. 11. 

26. 선고 99도3786 결.

15)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단서의 ‘특신상태’의 의미에 하여 법 차설의 입

장을 취하고 있는 학자들(배종 , 이상돈, 신양균)도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특신

상태’의 의미에 하여는 례와 같이 신용성의 정황  보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러한 결론이 나오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의 성격을 

직 주의의 외로 보는 입장과 문법칙의 외로 보는 입장에 따라 특신상태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다르나,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성격에 하여는 일치하여 

문법칙의 형 인 외조항으로 보기 때문에 특신상태의 의미를 견해 립 없

이 신용성의 정황  보장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형사증거법(2002), 사

법연수원, 155면].

16)  2001. 9. 4. 2000도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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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성과 신용성의 정황  보장과의 계

문증거에 증거능력을 부여하기 해서는 신용성의 정황  보장과 필

요성이라는 두 가지 요건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이 이상 이다(법 제314조, 

제316조 제1항 참조). 그러나 양자는 병존하지 않고 상호보완 계 는 반

비례의 계에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신용성의 정황  보장이 강력하

면 필요성의 요건은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으며 그 역의 경우도 성립이 

가능하다. 그러나 필요성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문증거에 증거능력을 인

정하게 되면 피고인의 방어권을 하게 침해하는 역작용이 일어날 수 있

으므로 필요성을 이유로 한 증거능력의 부여에는 특별히 신 을 기하지 않

으면 안된다.17)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취지

헌법재 소는 법 제314조의 입법취지에 하여 다음과 같이 시한 바 

있다.

“공개법정의 법 의 면 에서 진술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반 신문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문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척함은 피고인의 반 신문기

회를 보장하고, 직 심리주의에서 공 심주의를 철 히 함으로써, 피고인의 

공개법정에서의 법 차에 의한 공정한 재 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한 

것이다. 그러나 직 주의와 문법칙을 모든 경우에 외 없이 무 철 하

게 철한다면, 도리어 법 이 면 에서 진술할 수 없는 자의 진술을 기다리

다가 공연히 재 의 지연을 래하여 신속한 재 을 해하고, 증명력 있는 

증거들을 이용하지 못하여 실체  진실발견을 해하여 재 의 최 과제인 

공정한 재 과 사법정의실 에 지장을 래할 수 있다. 즉 헌법상의  다른 

면의 원리인 신속한 재 의 내실화와 실체  진실을 통한 공정한 재 의 실

이라는 헌법상의 요청과 긴장 계 내지 괴리 계가 생긴다. 이런 에서 

소송경제와 실체  진실발견을 하여, 문증거도 일정한 제한하에 증거능

력을 외 으로 부여할 필요가 있다(헌재 1994. 4. 28. 93헌바26, 례집 

6-1, 348, 360).”

17) 형사소송법(제3 ), 신동운, 79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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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결정에서도 다수의견과 반 의견 모두 이 사건 법률조항이 실체

 진실발견과 신속한 재 을 하여 외 으로 문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다. 선례

법 제314조가 1995. 12. 29. 법률 제5054호로 개정되기 에는 “ 2조의 

경우에 공 비 는 공 기일에 진술을 요할 자가 사망, 질병 기타 사유

로 인하여 진술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조서 기타 서류를 증거로 할 수 

있다. 단 그 조서 는 서류는 그 진술 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한다”고 규정되어 있었는데, 이 조문에 하

여 헌법재 소는 1994. 4. 28. 93헌바26결정에서 합헌결정을 하 다. 그 후 

1995. 12. 29. 법률 제5054호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제314조의 본문 

 “ 2조”가 “제312조 는 제313조”로, “질병”이 “질병, 외국거주”로, 단

서  “단”이 “다만,”으로 변경되었다. 변경된 조문에 하여도 헌법률심

이 제기되었는데, 헌법재 소는 1998. 9. 30. 97헌바51결정에서 와 같은 

조문의 변경은 단순히 조문을 정리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고  93헌바26결

정을 그 로 원용하여 합헌 결정을 내렸다.18) 합헌 결정의 이유는 다음과 

같다.

“직 주의와 문법칙에 외를 규정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 내용에 있

어 사망, 질병 는 이에 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원진술자 는 작성자가 

진술을 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그 필요성을 인정함으로써 직 주의  문

법칙의 외를 인정할 사유로서 정당성을 가지고 있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에도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용하도록 규

18)  결정에서 조승형 재 의 반 의견이 있었다. 조승형 재 은, 형사소송법 

제312조  “피고인이 된 피의자에 한 피의자신문조서” 부분과 제313조  “피

고인 는” 부분은 무죄추정을 받는 피고인의 법정진술보다 우선하여 검사작성의 

“피고인이 된 피의자”에 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믿게 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고 

그것은 곧 법 에 의한 공정한 재 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며, 수사  소

추의 주체인 검사로 하여  특히 수사단계에서의 자백의 확보에 주력하게 함으로

써 실 으로 인권의 침해가능성을 높이므로,  규정부분은 입법재량의 한계를 

넘어 법 에 의한 재 을 받을 권리와 법 차에 한 헌법상의 원리에 배된

다고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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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여 그 용범 를 목 달성에 필요하고도 합리 인 최소한도로 한정하

다.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 내용에 있어서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춘 

정한 것이어서 법 차에 합치하는 법률규정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

은 공정한 공개재 을 받을 권리와 무죄추정을 받을 권리를 본질 으로 침해

하거나 형해화하 다고 할 수 없고 법 차에도 합치되므로 헌법에 반되

지 아니한다.”

라. 입법례 

(1) 미국

미국 연방증거법(Rules of Evidence)은 제802조에서 문법칙(Hearsay 

Rule)을 채택하여 문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척하고 있으면서도, 그 외를 

인정하여 크게 두개의 범주로 나 어 규정하고 있다. 원진술자가 출석가능

한 경우에도 문법칙의 외를 인정하는 규정(법 제803조)과 원진술자가 

법정에 출석할 수 없을 것을 요구하는 규정(법 제804조)이 여기에 해당한

다. 자는 원진술자가 사실상 법정에서 증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

용성에 한 정황  보장이 있기 때문에 허용되는 문진술을 규정하고 있

다. 이에 반하여 후자는 원진술자가 사실상 법정에서 증언하는 것이 바람

직하지만 문증거의 제출을 허용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를 규정하고 있다.

법 제803조에서는 어떤 사건이나 상황을 지각하고 있는 도 에, 는 사

건 직후에 그 지각한 바를 묘사하거나 설명하는 진술( 재의 지각한 인상), 

사건이나 상황에 의하여 야기된 흥분상태에서 이루어진 사건이나 상황에 

련된 진술(흥분상태의 발언), 존하는 정신 , 감정  는 신체  상태, 

의학  진단 는 치료목 의 진술, 기록된 과거, 통상 으로 행하여지는 

활동에 한 기록, 통상 으로 행하여지는 활동에 한 기록  해당기재

가 없는 경우, 공 인 기록과 보고, 생명에 한 통계기록, 공 인 기록 

는 기재의 흠결, 종교기 의 기록, 결혼, 세례, 그리고 유사한 증명서, 가계

기록, 재산상 이해 계에 향을 주는 문서의 기록, 재 상 이해 계에 

향을 주는 문서의 진술, 오래된 문서에서의 진술기재, 시장보고서, 상업출

물, 학술논문, 개인 는 가계역사에 한 평 , 경계 는 일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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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한 평 , 인격에 한 평 , 개인, 가계, 일반 인 역사 는 경계에 

한 결에 하여 문법칙의 외가 인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 제804조 (a)는 원진술자의 진술불능에 의하여 문증거의 사용이 허

용되는 경우로, 증인이 증언거부의 특권을 행사함으로써 증언의 면제를 받

았거나, 법원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증인이 자기가 한 진술에 하여 증언

하기를 계속 거부하는 경우, 증인이 자기가 한 진술에 하여 기억이 없다

고 증언하는 경우, 증인이 사망 혹은 소환 당시의 육체  혹은 정신  질

병 등으로 인하여 법정에 출석할 수가 없거나 증언할 수 없는 경우, 증인

이 심리시에 출석하지 않거나 그의 진술을 제출하는 자가 법원의 소환권 

는 기타의 합리 인 방법으로도 증인을 출석  할 수 없는 경우 등을 규

정하고 있다. 한 같은 조 (b)는 원진술자가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는 경

우에 이 의 진술19), 사망의 임박을 믿은 상태에서의 진술, 불이익한 진술, 

개인 혹은 가계에 한 진술 등에 하여는 문법칙의 외가 인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독일20)

직 주의란 공 에서 증인과 직  구두에 의한 원본증거로부터 직 증

거를 얻고 평가할 것을 요구하는 원칙을 말한다. 이러한 직 주의 원칙은 

륙법의 오래된 통에 따라 확립된 것으로서 1877년의 형사소송법에 도

입되어 제국법원에 이르기까지 형사소송법에 있어서 공 차의 기본원칙

으로 인정되지만, 독일의 례․통설에 의하면 직 주의는 형사소송법에 

있어서 공 차의 기본원칙일 뿐 헌법상의 기본원칙으로 인정되고 있지는 

않다.21)

독일 형사소송법(Strafprozeβordnung)에 의하면 일반 으로 증거조사에 

한 직 주의 원칙은 형사소송법 제250조에서 도출되고 있다.22) 독일 형

19) 이 의 진술이란 만약 민사소송이나, 이  차에서 그 증언이 지  주어진다면 

반 당사자가 주신문, 반 신문, 재주신문에 의하여 증언을 신문할 이해 계와 유

사한 동기를 가지고 있는, 같은 다른 심리, 혹은 다른 차, 혹은 같거나 다른 

차의 과정에서 법에 따라 받은 진술녹취서에서 증인으로서 행한 증언을 말한다.

20) 문증거와 증거능력의 제한, 박미숙, 한국형사법학회 제13호, 254면-258면 참조. 

21) BVerfGE 1. 148. 419 : Kleinknecht/Meyer, StPO.. 1995, §250, Rn.1.

22) 독일 형사소송법 제250조에서는 ‘어떤 사실의 증명이 어떤 사람의 지각에 의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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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소송법 제250조에 의하면 사실의 증거가 사람의 경험에 기 한 때에는 

이는 공 정에서 심문되어야 한다. 법원은 증인신문을 이 의 신문에 하

여 기록한 조서  서면자료의 낭독에 의해서 체해서는 안 된다. 

독일 형사소송법에 있어서도 법 제251조 이하의 규정에서 직 주의 원

칙의 외가 인정되고 있다. 이는 독일 형사소송법 제250조를 엄격히 용

할 경우에 신문조서와 기타 서류 등의 자료가 증거자료로 이용되지 못하게 

됨으로써 증거자료가 손실되는 것을 방지하고, 이를 통해 신속하고 실질

인 차의 진행을 용이하게 하는데 그 이유가 있다.23) 그러나 독일 례는 

제251조 이하에 규정되어 있는 직 주의의 외 이외에도 낭독의 목 에 

합치하는 한 조서낭독을 자유롭게 허용하고 있다.24) 이에 하여 가능한 

직 주의의 외는 제251조 이하의 규정에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

다는 비 25)이 제기되고 있다. 

독일 형사소송법상 직 주의 원칙의 외로서 허용되는 증거를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제251조에서는 증인, 감정인 는 공동피의자가 사망하

거나 정신병에 걸린 경우 는 그의 주거가 불명한 경우, 증인, 감정인 

는 공동피의자가 비교  장기간 는 불확정기간 동안 질병, 폐질이나 기

타의 제거할 수 없는 장애에 의하여 공 에의 출석이 방해되고 있는 경우, 

증인 는 감정인에 하여 그의 진술의 의의를 고려할 때 거리가 무 멀

기 때문에 공 에의 출석을 기 할 수 없는 경우, 검사, 변호인  공동피

고인이 낭독에 동의한 경우, 증인, 감정인 는 공동피의자가 사망하 거나 

어떤 다른 사유로 인하여 가까운 장래에 법원에 의하여 심문될 수 없는 경

우 등에는 조서를 낭독함으로써 심문을 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53조 제1항에서는 증인 는 감정인이 이미 어떤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는 경우에 기억을 돕기 한 낭독을 허용하고 있으며, 제

254조에서는 제1항에서 사의 조서 에 포함되어 있는 공동피고인의 진

하는 경우에는 공 에서 이 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심문은 에 행한 신문에 

하여 작성된 조서를 낭독하거나 진술서를 낭독함으로써 신할 수 없다’고 규정

하고 있다.

23) C.Mayer, KK-StPO, §251. Rn.1. 

24) C.Roxin. Strafverfahrensrecht, 1993. §44. Rn.3.

25) 앞의 책, §44. Rn.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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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은 자백에 한 증거조사 목 으로 낭독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

2항에서는 공 에서의 진술이 에 행한 진술과 모순되는 경우에 그 모순

이 공 을 정지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방법으로 확인되거나 제거될 수 없는 

경우에 조서의 낭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 제256조 제1항에서는 소재증명서를 제외한 공공 서  법원의의 

증명 는 감정이 포함된 진술  상해에 속하지 아니하는 신체상해에 

한 의사의 진단서는 낭독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일본26)

일본 형사소송법 제320조 제1항은 “제321조 내지 제328조에 규정된 경우

를 제외하고는 공 기일에 있어서 진술에 신하는 서면을 증거로 하거나 

공 기일외에 있어서 다른 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은 증거로 하지 

못한다.”고 하여 문증거의 증거능력을 원칙 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법 제321조 이하에서는 문법칙에 한 외를 규정하고 있다.

법 제321조는 피고인 이외의 자가 작성한 공술서27) 는 피고인 이외의 

자의 공술녹취서28)로서 서명․날인이 있는 것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 이 ‘피고인 이외의 

자’ 가운데에는 제3자뿐만 아니라 공범자나 공동피고인도 포함된다고 일본

의 실무상 해석되고 있다. 

① 재  면 에서의 공술을 녹취한 서면에 하여는 그 공술자가 (a) 

사망, 정신․신체의 이상 때문에, 소재가 불명하거나 국외에 있기 때문에 

공 비․공 기일에 있어서 공술할 수 없을 때, 는 (b) 공 비․공

기일에 있어서 의 공술과 다른 공술을 한 때.

→ 증거보 으로서의 증인심문조서, 타사건의 공 조서 등이 이 서면에 

해당한다. 

② 검찰  면 에 있어서의 공술을 녹취한 서면에 하여는 그 공술자가 

(a) 사망, 정신․신체의 이상 때문에, 소재가 불명하거나 국외에 있기 때문

26) 입문 일본형사수속법, 신동운, 256면-275면 참조.

27) 공술서란 공술자 스스로 작성한 공술기재서면을 말한다.

28) 공술녹취서란 참고인의 수사기 에 한 공술조서와 같이 제3자가 공술자의 공

술을 녹취한 서면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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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공 비․공 기일에 있어서 공술할 수 없을 때, 는 (b) 공 비․

공 기일에 있어서 의 공술과 상반되거나 는 실질 으로 다른 공술을 

한 때. 다만 (b)의 서면에 하여는 의 진술을 신용할 만한 특별한 정황

이 존재하는 경우에 한한다.

→ 참고인의 검찰  면 에 있어서의 공술을 녹취한 서면이 그 심을 

이룬다. 여기서 신용성(특신성)은 ③항과 같은 의미의 인 것이 아니

라고 한다.

 ③ ①,② 이외의 서면에 하여는 공술자가 사망, 정신․신체의 이상 때

문에, 소재가 불명하거나 국외에 있기 때문에 공 비․공 기일에 있어

서 공술할 수 없고  그 공술이 범죄사실 존부의 증명에 없어서는 아니될 

것인 때. 다만 그 공술이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하에 행하여진 것일 때에 

한한다. 

→ 피해자 작성의 피해계, 참고인의 사법경찰직원 면 에 있어서의 공술

을 녹취한 서면, 수사보고서, 변호인이 참고인의 공술을 녹취한 서면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③의 서면이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한 요건은 엄격하며 

신용성의 정황  보장과 필요성 양자가 필요하다. 일본의 실무상으로도 ③

의 서면으로 증거채용되는 사건은 매우 다고 한다.

그 이외에도 재 소의 검증조서(제321조 제2항), 수사기 의 검증조서(제

321조 제3항), 감정서(제321조 제4항), 피고인의 공술서․공술녹취서(제322

조) 등에 하여 일정한 요건하에 문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마. 이 사건 법률조항의 헌여부

(1) 쟁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법 차, 무죄추정의 원리 

 평등의 원칙에 반하고 피고인의 공개재 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법률조항에 규정된 외국거주의 의미가 항구  외국거주만

을 의미하는 것인지 단순여행도 포함하는 것인지 불분명하고, 법원이 그 

범 를 지나치게 확장하여 같은 조 사망의 경우와 비교할 때 평등의 원칙

에 반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주장에 하여 검토하기로 하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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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명확성 원칙 반여부

㉮ 명확성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규범의 내용은 명확하여야 한다

는 헌법상의 원칙이다. 헌법재 소는 형벌법규에 한 명확성의 원칙은 일

반 으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보고 있지만29), 형

벌법규 이외의 법령에서의 명확성의 원칙은 법치주의 내지 법치국가의 원

리에서 비롯된다고 본다30). 이 이외에도 헌법재 소는 권력분립의 원리에

서 그 근거를 찾은 경우도 있으며31), 특히 조세와 련하여서는 헌법 제59

조의 조세법률주의32)에서 명확성 원칙의 헌법상 근거를 찾고 있다.33) 

이 사건 법률조항은 외 으로 문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

으로서 형사소송과 련된 차  규정이다. 따라서 이 사건 결정에서는 

명확성 원칙의 근거를 법치주의 내지 법치국가의 원리에서 구하고 있다. 

㉯ 명확성 원칙의 단기

구체 인 법률조항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합헌으로서 유효한 것인

지, 아니면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헌으로 무효의 것인지를 단하는 

것은 어렵다. 그러나 명확성의 원칙이 법  안정성과 측가능성을 확보하

고, 법집행 당국의 자의 인 법해석과 집행으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

하고자 함에 그 목 이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목 에 비추어 명확성 원칙

의 단 기 을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법률의 명확성 여부를 

단함에 있어서는 단지 단어나 자구, 문장이 언어학, 논리학상 어느 정도 명

확한가라는 추상 인 문제로 해결되지 않고, 개개 법령의 입법목 , 규제

상, 규제방법 등 법령 자체에서 나타나는 면을 평가하는 외에 당해 법령이 

가지는 험 내지 폐해의 유무와 정도, 즉 그 법령이 실 으로 국민의 

정당한 이익이나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지 는 그럴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

29) 헌재 1995. 9. 28. 93헌바50; 헌재 1998. 5. 28. 97헌바68; 헌재 2002. 11. 28. 2002

헌가5 등 다수.

30) 헌재 1998. 4. 30. 95헌가16; 헌재 2001. 6. 28. 99헌바34; 헌재 2002. 1. 31. 2000

헌가8 등 다수.

31) 헌재 1992. 4. 28. 90헌바27.

32) 헌재 1989. 7. 21. 89헌마38; 헌재 1999. 12. 23. 99헌가2; 헌재 2002. 12. 18. 2002

헌바12 등 다수.

33) 명확성의 원칙에 한 연구, 홍기태, 헌법논총 제11집, 274면-278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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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정당한 이익추구 는 권리행사에 한 억제  

효과가 큰지 아닌지, 차별  는 자의  용 등 용상의 불규칙성 는 

그 가능성의 유무와 정도, 그와 함께 사법  구제의 가능성  실효성 등

의 제반요소 등을 구체 인 사건을 제로 하여 종합 으로 악하여야 한

다.34)  

㉰ 명확성 원칙 반여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외국거주’가 불명확한 조항인지 살펴보면, 이 사건 

결정에서 언 한 바와 같이 ‘외국’이라는 단어와 ‘거주’라는 단어는 일상용

어로서 특별한 가치 단을 개입하지 않고도 그 의미를 악할 수 있는 용

어이다. 청구인은 외국거주에 단순한 여행이 포함되는지 항구  외국거주

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불문명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상  의미에 의하

더라도 거주는 여행과는 구분되는 것으로 외국거주에 단순한 여행이 포함

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거주가 일정기간 계속성을 요구하기는 하지

만 항구 일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에서 항구  외국거주만을 이 사건 

법률조항에 해당하는 외국거주라고 볼 수 없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사

건 법률조항의 입법목 과 취지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인의 방어권에 

한 제약을 가져오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실체  진실발견과 소송경제를 

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용하여야 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외국

거주의 의미에 하여, 헌법재 소는 ‘법 제314조의 취지와 규정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의 외국거주는 외국거주가 장기화하여 공 이 

계속되는 동안 귀국할 가망이 없는 경우만을 뜻한다’고 시한 바 있으며

(헌재 1994. 4. 28. 93헌바26, 례집 6-1, 348, 366), 법원도 ‘외국거주라

고 함은 진술을 요할 자가 외국에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가능하고 

상당한 수단을 다하더라도 그 진술을 요할 자가 법정에 출석하게 할 수 없

는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조

항은 외국거주의 문언  의미,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 과 취지를 고

려하여 그 의미내용을 충분히 측할 수 있으므로 자의 인 법해석과 집행

을 허용할 정도로 불명확하다고 볼 수 없다.  

34) 명확성의 원칙에 한 연구, 홍기태, 헌법논총 제11집, 283면-284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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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정한 재 을 받을 권리 침해여부

㉮ 공정한 재 을 받을 권리35)

헌법에 ‘공정한 재 ’에 한 명문의 규정이 없지만, 재 청구권이 국민

에게 효율 인 권리보호를 제공하기 하여는 법원에 의한 재 이 공정해

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므로, ‘공정한 재 을 받을 권리’는 헌법 제27조의 

재 청구권에 의하여 함께 보장된다. 헌법재 소도 지 까지 일 되게 헌

법 제27조 제1항의 재 청구권이 사법 차에의 근뿐만 아니라 공정한 재

을 받을 권리, 즉 사법 차상의 기본권을 포함하는 포 인 권리임을 

밝  왔다.36)

공정한 재 을 받을 권리는 국가기 이 형사 차에서 피고인이나 피의

자의 기본권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공권력을 행사함에 

있어서 공정하고 정당하게 행동할 것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형사피고인으

로 하여  차  권리를 극 으로 행사하게 함으로써 국가권력의 행사

에 하여 하게 방어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한다. 따라서 문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함으로써 피고인의 방어권을 제한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공정한 재 을 받을 권리를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37) 

㉯ 문법칙의 헌법  요청 여부

우리 헌법은 형사소송에서 문법칙을 채택할 것을 직 으로 요구하

고 있지 않다. 헌법은 다만 피고인에게 공정한 재 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

고 있을 뿐이다. 공정한 재 을 받을 피고인의 권리는 결국 입법자의 입법

35) 헌법 제27조의 재 청구권, 한수웅, 헌법논총 제9집, 374면-375면 참조.

36) 헌재 1996. 12. 26. 94헌바1; 헌재 2001. 6. 28. 99헌가14.

37)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한 헌법재 소 결정(93헌바26)에서 재 청구권과 병행

하여 헌법 제12조 제1항의 법 차의 원칙도 심사기 으로 삼고 있으면서 “ 법

차라 함은 인신의 구속이나 처벌 등 형사 차만이 아니라 국가작용으로서의 모

든 입법작용과 행정작용에도 범 하게 용되는 독자 인 헌법원리의 하나로 

차가 형식  법률로 정하여지고 그 법률이 합치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용되

는 법률의 내용에 있어서도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춘 정한 것이어야 하며, 특히 

형사소송 차와 련시켜 용함에 있어서는 형벌권의 실행 차인 형사소송의 

반을 규율하는 기본원리로 이해하여야 하는 것이다.”고 시하고 있는바, 법

차의 원칙을 와 같이 이해한다면 결국 포  차  기본권으로 악하고 있

는 재 청구권의 보호 역과 사실상 복된다고 볼 수 있다[2003헌가7 연구보고

서(작성자: 김상환) 참고]. 이 사건 결정에서는 따로 법 차의 원칙을 언 하고 

있는 않은데 이러한 에 비추어 보면 타당하다고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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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하여 구체 으로 실 되는 것이므로, 형사소송에 있어서 문법칙을 

채택할 것인지 여부도 입법자가 우리사회의 법 실, 수사 행, 수사기 과 

국민의 법의식수 , 수사기 에 의한 인권침해의 실태, 우리 형사재 의 구

조 등 제반사정을 종합 으로 단하여 결정할 것으로서 입법자의 입법정

책  단에 맡겨져 있는 사항이라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문법칙의 

채택범 , 즉 여러 가지 종류의 문증거에 하여 일률 으로 동일한 

문법칙을 채택할 것인가, 아니면 증거의 종류에 따라 문법칙의 내용을 

달리 할 것인가, 문법칙의 외의 범 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의 문제

도 입법형성권을 가지고 있는 입법자가 의 제반사정을 종합 으로 단

하여 결정할 것으로서 입법재량에 맡겨져 있는 사항이다.38) 

그러나 헌법은 법 차의 원칙과 공정한 재 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므로 입법자는 형사소송 차를 형성함에 있어 피고인에게 보장되어야 

하는 이러한 원칙과 기본권을 구 하고, 이를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법

차의 원칙과 공정한 재 을 받을 권리는 헌법재 소의 례들39)에서 밝

힌 바와 같이 ‘공개된 법정에서의 증거조사, 공격․방어의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는 차’를 통해 지켜진다. 그러므로 문증거의 사용에 한 증거법

의 구체 인 내용도 이와 같은 한계 안에서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40) 

㉰ 공정한 재 을 받을 권리 침해여부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문법칙의 외를 인정할 필요성이 있는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원진술자의 외국거주가 그러한 필요성을 인정할 사유로서 

정당성이 인정되고, 이러한 문증거의 증거능력 인정범 가 합리 인 제

약조건에 의하여 하게 제한될 수 있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공정한 

재 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 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 원진술자의 외국거주와 필요성

다수의견은 원진술자가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증인의 소환  송달 등의 

재 권 행사가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무

38) 93헌바45 연구보고서(작성자:임 호), 17면-20면 참조; 헌재 1994. 4. 28. 93헌바

26, 례집 6-1, 348, 362참조. 

39) 헌재 1996. 12. 26. 94헌바1; 헌재 1995. 6. 29. 93헌바45; 헌재 1994. 4. 28. 93헌

바26; 헌재 1998. 7. 16. 97헌바22; 헌재 2001. 6. 28. 99헌가14 등.

40) 2003헌가7 연구보고서(작성자:윤 미),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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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정 그 진술을 기다린다면 신속한 재 과 실체  진실발견을 해한다는 

에서 문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사유로서 정당성이 있다고 보았다. 

교통․통신의 발달로 인하여 외국과의 교류가 빈번해지고 입․출국이 

자유로워졌으므로 원진술자가 외국에 거주한다는 사유만으로 바로 문증

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의 해석처

럼 ‘진술을 요할 자가 외국에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가능하고 상당

한 수단을 다하더라도 그 진술을 요할 자가 법정에 출석하게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헌법재 소도 법 제314조에 한 헌법소원사

건(93헌바26)에서 ‘국외체재가 장기화하는 경우에 법원  수사기 의 의사

와 계없이 법 의 면 에서의 원진술자나 작성자의 진술과 이에 한 반

신문이 부득이 방해받는 은 사망․질병의 경우에 한다고 할 수 있으

며, 그의 진술을 듣기를 계속 기다리자면 재 이 헛되이 지연될 뿐 그 진

술을 듣는다는 목 도 이루지 못하게 된다. 이런 경우에 직 성이 없는 

문증거라고 하여 증거로 할 수 없다면 실체  진실과 사법정의에 합치하는 

재  즉 공정한 재 을 하지 못하게 된다. 이 경우도 신용성의 정황  보

장을 조건으로 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여야 할 필요성과 그 필요성이 문

법칙의 외로 인정할 사유로서 정당성이 있다.’고 시한 바 있다. 

원진술자가 외국에 거주하더라도 그 국가가 우리나라와 형사사법공조조

약41)을 체결한 국가인 경우에는 사법공조를 통하여 원진술자의 소재를 

악하여 소환장을 송달하거나 국내의 법정에서 증언하도록 하기 하여 외

국에 조를 요청하는 방법으로 원진술자로 하여  국내의 법원에서 진술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수사기 이나 법원이 이러한 노력을 다하

음에도 원진술자가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피요청국의 공조거 이 있

41) 국제형사사법공조법에서는 공조의 범 로 사람 는 물건의 소재수사, 서류·기

록의 제공, 서류등의 송달, 증거수집, 압수·수색·검증, 증거물등 물건의 인도, 진술

청취 기타 요청국에서 증언하게 하거나 수사에 조하게 하는 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6조), 각국과의 공조조약에서도 이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내용이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과의 사법공조를 통하여 소환장을 송달하거나 우리나

라 법정에서 증언하도록 조하게 하는 행 를 외국에 요청할 수 있기는 하지만 

이는 원진술자의 임의출석이나 서면동의를 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법공조를 

통하더라도 법정출석을 강제할 방법은 없다(같은 법 제9조). 재 우리나라가 형

사사법공조조약을 체결한 국가로는 베트남, 러시아, 국, 뉴질랜드, 몽골, 랑스, 

호주, 캐냐다, 라질, 인도, 미국, 타일랜드, 우즈베키스탄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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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우에는 국내 법원에서 원진술자의 진술을 듣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어

려운 상황이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 신용성의 정황  보장이 인정되는 증

거임에도 무작정 원진술자의 법정진술을 기다린다거나 이를 증거로 사용하

지 못하게 된다면 실체  진실발견과 신속한 재 의 실 에 지장을 래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을 고려하여 다수의견은 원진술자의 외국거주가 

문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사유로서 정당성이 있다고 보았다. 

￭ 특신상태에 의한 합리  제약

문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만으로 증거능

력을 인정한다면 피고인의 방어권은 무력하게 되고 이는 형사피고인의 공

정한 재 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의 정신에도 반하게 된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원진술자의 외국거주를 이유로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해

서는 같은 조 단서 즉, 특신상태가 인정될 것을 제조건으로 하고 있다. 

특신상태는 그 진술내용이나 조서의 작성에 있어서 허 개입의 여지가 없

고 그 진술내용의 신용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 이고 외부 인 정황

이라고 법원의 례가 오랜 세월을 통하여 개념짓고 있으며, 이는 진실성

이나 신용성에 있어 반 신문에 갈음할 만한 외부  정황이라고 한다.42) 

특신상태가 합리 인 제약조건으로서 작용하는지 여부는 문증거의 증

거능력이 부정되는 이유를 검토함으로써 단할 수 있다. 문증거의 증거

능력이 부정되는 이유에 하여 헌법재 소는 다음과 같이 시한 바 있다.

“ 문증거는 개 요증사실을 직  체험한 자의 진술이기는 하나, 원진술

자가 공 정에 출석하지 아니하여서 선서도, 피고인의 면 에서의 진술도, 반

신문도 거치지 않은 증거이다. 그러므로 선서가 결여됨으로써 선서가 갖는 

의식의 엄숙함과 증죄의 경고를 통하여 진실을 말하려는 심  동기의 결여

로 신빙도가 약하고,  진술자가 피고인의 면 에서 진술하지 아니함으로써 

진술자는 피고인의 면 이라는 심리  요인에서 허 진술이 견제되는 이 

없고 증인과 피고인의 태도증거에 의한 법 의 생생한 심증형성이 불가능하

며, 반 신문을 거치지 않음으로써 피고인이 증언에 한 탄핵을 통하여 그 

진술의 오류를 지 ·시정하여 무죄를 입증할 기회가 박탈되고, 들은 말의 

달 진술은 원진술과 차이가 있기 쉽다는 등의 이유로 문법칙이 인정되어 

42) 헌재 1994. 4. 28. 93헌바26; 례집 6-1, 348, 368.



856   헌법재 소결정해설집 2005

왔다(헌재 1994. 4. 28. 93헌바26, 례집 6-1, 348, 368).”

문증거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이유는 에서 설시한 것과 같은 험

성 즉, 신용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신상태 하에서 작성된 

문증거에 한하여 문법칙의 외를 인정하도록 하는 것은 문법칙의 

외를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용하도록 하는 합리 인 제약조건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결정의 다수의견은 원진술자의 외국거주로 

인하여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특신상태가 인정되는 것을 제로 

문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공정한 재 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하 다. 

㉱ 반 의견 해설

이 사건 결정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공정한 재 을 받을 권리를 침해

한다는 반 의견이 있었다.

반 의견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공정한 재 을 받을 권리를 제한하고 있

으므로 이를 정당화하기 해서는 과잉 지의 원칙의 요청을 충족시켜야 

한다고 하면서 목 의 정당성, 수단의 합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균형성

의 요건을 차례로 검토하 다. 반 의견은 실체  진실발견과 신속한 재

이라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 이 정당하다는 과 이 사건 법률조항

이 그러한 목 을 달성하는데 합한 수단이 된다는 은 인정하 다. 그

러나 반 의견은 원진술자가 외국에 거주하더라도 교통․통신의 발달과 국

제형사사법공조제도를 통하여 충분히 공정한 재 권 행사가 가능하고, 설

사 사법공조가 불가능하거나 제한 으로 가능한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이로 

인한 부담은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무죄추정의 원칙이 지배하는 형사소송

의 기본이념에 합치하는 것이므로 원진술자의 외국거주로 인하여 원진술자

를 국내 법원에 소환하지 못한 불이익을 피고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허용

될 수 없다고 하면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피해의 최소성 요건을 갖추지 못

하 다고 하 다. 한 교통․통신이 발달한 오늘날의 상황에서 소재가 

악되었음에도 외국에 거주한다는 사유만으로 법정에 출석하지 않는다는 것

은 그 자체로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들게 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특신상

태라는 요건에 의하여 문법칙 외의 용범 가 합리 으로 제한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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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본 다수의견을 비 하 다. 그리고 법익형량에 한 단에서도 재

의 신속성과 실체  진실발견이 재 청구권을 실 시키기 한 수단에 

불과한 반면,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은 재 청구권의 핵심  요소이므로 실

체  진실발견과 신속한 재 을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을 제한하는 이 사

건 법률조항은 법익균형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 다고 하 다. 

(4) 그 밖의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 으

나, 이 사건 결정에서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피고인의 유죄를 제로 문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 다. 한 청구인의 평등권 침해 주장에 하여

도 재 청구권 단 부분과 복된다는 이유로 별도로 단하지 않았다. 

 

3. 이 사건 결정의 의의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 제314조  외국거주에 한 부분인데, 헌법재

소는 법 제314조에 하여 이미 두 차례에 걸쳐서 합헌결정(93헌바26, 97

헌바51)을 한 바 있다. 이 사건 결정은 이미 두 차례에 걸쳐서 내려진 종

의 합헌 입장을 그 로 유지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최근 헌법재 소가 

검사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

1항에 하여 내린 합헌 결정(2003헌가7)과 함께 문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형사소송법 규정에 한 헌법  타당성을 단한 결정으로서 그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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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공사혼합기업의 기본권 주체성에 관한 독일의 판례와 학설
	(1) 판례
	(2) 학설

	라. 소결(부분적 긍정설)

	3.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제한되는 청구인의 기본권
	4.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여부
	가. 심사의 기준
	나.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
	다.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
	라. 소결

	5. 결정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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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제2조 제2호등 위헌제청
	【판시사항】
	【심판대상】
	【사건의 개요】
	1. 심판청구에 이르게 된 경위
	2. 제청법원의 제청이유와 관계기관의 의견
	가. 제청법원의 제청이유
	나.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의견
	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과 부평구청장의 의견


	【결정요지】
	【해설】
	1. 부담금 제도에 대한 검토
	가. 부담금의 의의
	나. 부담금의 허용요건

	2. 학교용지부담금 제도 일반
	가. 학교용지부담금 제도의 입법경위 및 경과
	나. 학교용지부담금의 내용
	다. 학교용지부담금의 용도
	라. 외국의 입법례
	(1) 미국
	(2) 일본


	3. 학교용지부담금의 위헌 여부
	가. 쟁점
	나. 헌법상 의무교육의 무상원칙과 학교용지부담금의 정당성 여부
	(1) 서론
	(2) 무상의 의무교육과 재정충당방법
	(3) 헌법재판소의 판단

	다. 의무교육이 아닌 경우 학교용지부담금의 정당성 여부
	(1) 서론
	(2) 평등원칙위반 여부에 대하여
	(3) 비례원칙 위반 여부에 대하여


	4. 결정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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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위헌제청
	【판시사항】
	【심판의 대상】
	【사건의 개요】
	1. 위헌제청에 이르게 된 경위
	2. 제청법원의 위헌제청이유와 이해관계인의 의견
	가. 제청법원의 위헌제청 이유요지
	나.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장의 의견요지


	【결정요지】
	【해 설】
	1. 서 론
	2. 이 사건 법률조항에 관한 일반론
	가. 형사소송법 제312조의 입법과정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의 형사증거법상 의의
	(1)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예외
	(2) 법적 성격에 관한 이론적 논의
	(3) 이 사건 법률조항 단서의 해석
	(4) 증거능력의 인정요건에 관한 기존의 법원의 판례

	다. 외국의 입법례
	(1) 미국
	(2) 일본
	(3) 독일
	(4) 프랑스


	3.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선례와 대법원의 판례변경
	가. 헌법재판소의 선례
	(1) 재판관 7인의 합헌의견 요지
	(2) 재판관 2인의 위헌의견 요지

	나. 대법원의 판례변경 : 대법원 2004. 12. 16. 선고 2002도537전원합의체 판결
	(1) 판결의 사안
	(2) 판결의 요지


	4.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
	가. 합헌의견
	(1) 위헌심사의 기준
	(2) 이 사건 법률조항의 합헌성
	(3) 소결

	나. 합헌의견에 대한 보충의견
	다. 헌법불합치의견
	(1) 종전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대법원 판결의 의의
	(2) 명확성 원칙의 위배 여부
	(3) 헌법불합치결정의 필요성


	5. 결정의 의의 및 후속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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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l 제2호 등 위위헌제청
	【판시사항】
	【심판대상】
	1. 이 사건 법률조항
	2. 관련규정

	【사건의 개요】
	1. 사건의 진행과정
	2. 위헌심판제청이유와 이해관계인의 의견
	가. 제청법원의 제청이유와 제청신청인들의 제청신청이유
	나. 재정경제부장관의 의견


	【결정요지】
	【해설】
	1. 법 제188조의4 제3항의 연혁 및 입법례
	가. 증권거래법의 투자자 보호 조항
	나. 유가증권 시세의 고정․안정행위의 금지에 관한 입법례
	(1) 미국
	(2) 일본

	다. 법 제188조의4 제3항의 연혁
	라. 법 제188조의4 제3항의 해석에 관한 학설 및 판례

	2. 명확성 원칙 위반여부
	3. 위임입법의 한계 일탈 여부
	가. 위임입법의 필요성 및 한계
	나. 법 제188조의4 제3항에 있어서 위임입법의 필요성
	다. 위임입법의 한계 일탈 여부
	라. 소결

	4. 위임법률에 있어서 명확성과 포괄위임의 관계
	가.
	나.
	다. 양자를 구별할 일응의 기준

	5. 이 사건 결정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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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법 제101조의 2 제1항 제3호 위헌확인
	【판시사항】
	【심판 대상】
	【사건의 개요】
	1. 심판청구에 이르게 된 경위
	(1) 2002헌마699 사건
	(2) 2005헌마192 사건

	2. 청구인의 주장 및 이해관계기관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나. 행정자치부장관의 의견


	【결정요지】
	【해설】
	1. 쟁점의 정리
	2. 입법연혁 및 입법례
	가. 입법연혁
	(1) 지방자치법(1949. 7. 4. 법률 제32호로 제정된 것)
	(2) 지방자치법(1999. 8. 31. 법률 제6002호로 개정된 것)
	(3) 지방자치법(2002. 3. 25. 법률 제6669호로 개정된 것)

	나. 외국의 입법례
	(1) 일본
	(2) 독일
	(3) 미국


	3.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
	가. 문제의 소재
	나. 중첩적 입법목적

	4. 공무원의 신분상실 및 직무배제와 관련한 헌재 결정
	가.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
	나. 헌재결정 분석
	(1) 초창기(제1기 헌법재판소)
	(2) 1997년 이후(제2기 헌법재판소)
	(3) 2000년 이후(제3기 헌법재판소)

	다. 평가

	5. 직업공무원제도와의 관계
	6. 직업선택의 자유와의 관계
	7. 공무원의 직무수행이 기본권의 보호영역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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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호근무준칙 제298조 등 위헌확인
	【판시사항】
	【심판대상】
	【사건의 개요】
	1. 심판청구 경위
	2. 청구인과 피청구인(서울구치소장)의 주장 및 법무부장관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요지
	나. 피청구인의 주장 및 법무부장관의 의견 요지(1) 청구인은 행형법 제6조에 의한 청원을 하거나


	【결정요지】
	【해설】
	1. 쟁점
	2. 적법요건에 대한 검토
	가. 이 사건 준칙조항의 공권력행사성과 직접성
	나. 이 사건 계구사용행위의 권리보호이익 등

	3. 계구사용에 관한 외국의 판례와 입법례
	가. 판례
	나. 입법례
	(1)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2) 독일
	(3) 미국

	다. 소결

	4. 본안에 대한 검토
	가. 계구사용의 요건과 그 준수여부에 대한 판단
	(1) 계구사용에 관한 원칙
	(2) 관련법령
	(3) 판단여지의 인정 필요성과 관련 문제들

	나. 검사실에서의 계구사용
	(1) 원칙이 완화되는 영역에 해당된다고 일반화할 수 있을지 여부
	(2) 이 사건에서의 계구사용의 필요성 유무

	다. 다수의견과 소수의견

	5. 이 사건 결정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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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91조 제1호 등위헌확인
	【판시사항】
	【심판대상】
	1. 심판의 대상
	2. 안전보호시설조항의 내용

	【사건의 개요】
	1. 사건의 경과
	가. 당해사건
	나. 대상결정
	다. 병행사건

	2. 청구인들 주장 및 관계기관의 의견

	【결정요지】
	【해설】
	I. 서론
	1. 논의의 대상
	2. 안전보호시설조항의 연혁

	Ⅱ. 명확성원칙과 안전보호시설조항
	1. 명확성원칙
	2. 명확성의 한계
	3. 안전보호시설조항과 명확성원칙

	Ⅲ. 명확성 판단의 기준
	1. 국내의 논의
	가. 명확성의 판단기준에 관한 판례의 입장
	(1) 개별적․종합적 판단
	(2) 예측가능성과 자의금지
	(3) 법률해석에 의한 명확화
	(4) 법률해석의 기준
	(5) 예측가능성의 주체
	(6) 광범위

	나. 명확성 판단기준에 관한 학설
	(1) 명확성 요구수준의 다양성
	(2) 명확성 판단의 구체적 기준
	(3) 합리적 형량모델로서 명확성을 이해하는 견해


	2. 명확성 판단의 기준에 관한 미국의 이론
	가. 명확성의 요건
	(1) 고지(Notice)
	(2) 권력분립
	(3) 자의적 법집행의 방지
	(4) 이의기준의 설정(Creation of Standard for Appeal)

	나. 연방대법원이 채택한 구체적 판단기준
	(1) 사법부의 해석
	(2) 입법연혁
	(3) 해당분야의 용어례
	(4) 용어에 대한 일반적 이해
	(5) 금지된 행위의 맥락
	(6) 법집행기관의 해석
	(7) ‘고의’ 요건
	(8) 적용의 용이성

	다. 연방대법원이 채택하지 아니한 기준
	(1) 관련법규의 내용 (관련법규의 내용으로 당해 법규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가)
	(2) 준법시민(law-abiding citizen) 기준 (준법시민이 이해할 수 있는가)
	(3) 다른 법규의 법문 (다른 법규로 당해 법규의 의미를 파악할 수있는가)
	(4) 유사한 규정의 광범위한 채택 (유사한 규정이 광범위하게 채택되어 있는가)
	(5) 문제 영역의 성질 (엄밀하지 않은 용어가 허용되는 영역)
	(6) 피고인의 실제인식 (피고인이 실제로 고지를 받았는가)
	(7) 공익의 고려 (공익이 명확성이익을 능가하는가)


	3. 안전보호시설조항에 대한 명확성 판단기준
	4. 명확성 판단의 방법

	Ⅳ. 안전보호시설조항의 의미내용
	1. 서언
	가. 이 사건 법률조항과 참고 일본법규정
	나. 법원의 해석
	(1) 대법원판례
	(2) 하급심의 해석
	(3) 법원판결의 의미

	다. 해석기준의 필요성

	2. 구성요건해당성의 판단기준
	가. 논의의 내용
	나. 당해사건의 경우

	3. 입법목적과 안전보호의 객체
	가. 쟁점
	나. 우리나라의 논의
	다. 일본의 논의
	라. 사견
	(1) 명시된 입법목적
	(2) 체계적 해석과 입법목적
	(3) 문언의 의미
	(4) 일본의 해석론
	(5) 반대해석의 여지가 있는 물적 보호 포함설
	(6) 소결


	4. 안전의 주체
	가. 쟁점
	나. 견해들

	5. 안전보호의 목적 요부
	가. 쟁점
	나. 우리나라의 논의
	(1) 행정해석 및 학설
	(2) 판례

	다. 일본의 논의
	라. 사견
	(1) 안전보호 목적의 시설
	(2) 부수적 목적 포함
	(3) 소결


	6. 인적 시설도 포함하는지 여부
	가. 쟁점
	나. 우리나라의 논의
	다. 일본의 논의
	라. 사견

	7. 구체적 위험 발생의 요부
	가. 쟁점
	(1) 위험범
	(2) 구체적 위험범과 추상적 위험범
	(3) 구체적 위험범과 ‘위험’의 명시
	(4) 안전보호시설조항과 구체적 위험

	나. 우리나라의 논의
	다. 일본의 논의
	라. 견해들에 대한 평가
	마. 사견
	(1) 안전보호시설방해죄가 구체적 위험범인지 여부
	(2) 안전에 대한 위험 발생은 전혀 고려되지 않는지 여부
	(3) 소결


	8. 안전보호시설 담당자
	가. 쟁점
	나. 우리나라의 논의
	다. 일본의 논의
	라. 사견

	9. 범죄의 주체
	가. 안전보호시설 담당자만인가
	나. 근로자에 한하는가

	10. 결어
	가. 논의의 요약
	나. 안전보호시설조항의 해석


	V.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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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교통법 제71조의15 제2항 제8호 위헌제청
	【판시사항】
	【심판대상】
	【사건의 개요】
	1. 심판청구에 이르게 된 경위
	2. 제청법원의 위헌심판이유 및 관계기관의 의견
	가. 제청법원의 위헌심판 제청이유
	나. 경찰청장의 의견


	【결정요지】
	【해설】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조항의 입법배경
	나. 입법연혁
	(1) 법률
	(2) 시행령
	(3) 시행규칙

	다. 외국 입법례
	(1) 일본
	(2) 기타

	라. 관련 통계
	(1) 경찰청 통계
	(2) 전문학원별 교통사고율 검토


	4. 적법요건 부분
	5. 본안 부분
	가. 포괄위임입법 위반 문제
	(1) 판례
	(2) 이 사건 조항의 경우

	나. 직업의 자유 침해 문제
	(1) 기본권 경합시 판단순서
	(2) 직업의 자유의 침해 여부

	다. 자기책임의 원리 위반 문제
	(1) 종전 헌법재판소 판례
	(2) 문헌 검토
	(3) 검토


	4. 이 사건 결정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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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수집 등 위헌확인
	【판시사항】
	【심판대상】
	【사건의 개요】
	1. 헌법소원 청구의 경위
	(1) 2003헌마282 사건
	(2) 2003헌마425 사건

	2. 청구이유 및 관계기관의 의견 요지
	가. 청구이유
	(1) 2000헌마282 사건
	(2) 2002헌마425 사건

	나.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서울특별시교육감의 의견 (생략)


	【결정요지】
	【해설】
	1. NEIS의 개요
	(1) NEIS(National Education Information System)란?
	(2) 경과

	2. 쟁점의 정리
	3. 적법요건
	가. 2003헌마282 사건
	(1) 청구인 정○○, 정○○의 청구 부분
	(2) 청구인 문○○ 부분

	나. 2003헌마425 사건

	4. 본안
	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일반론
	(1)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개념, 보호객체, 보호범위
	(2)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장의 필요성과 개인정보처리의 필요성
	(3)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헌법적 근거
	(4)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내용
	(5)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제한의 한계

	나. 법률상 근거의 유무
	(1) 개인정보법
	(2) 초․중등교육법

	다. 비례성원칙 위반 여부
	(1) 먼저, 목적구속의 원칙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본다.
	(2) 청구인 문○○의 3개정보를 보유하는 것이 그 보유목적의 달성에적합하고 필요한 것인지 본다.


	5. 반대의견
	6. 결론
	7.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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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 제69조 등 위헌제청
	【판시사항】
	【심판대상】
	【사건의 개요】
	1. 심판청구에 이르게 된 경위
	2. 제청법원의 위헌심판이유 및 관계기관의 의견
	가. 제청법원의 위헌제청이유
	나. 보건복지부장관의 의견
	다.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의견


	【결정요지】
	【해설】
	1. 기초사실의 검토
	가. 의료광고의 규제 연혁
	(1) 의료법상의 규제
	(2) 기타 법률상의 규제

	나. 의료광고 규제의 현황
	다. 외국의 의료광고 입법례
	(1) 일본
	(2) 미국
	(3) 독일
	(4) 프랑스


	2. 본안에 관한 검토
	가. 상업적 광고규제에 대한 심사기준 문제
	나. 이 사건 조항의 위헌성에 관한 검토
	(1) “특정의료인의 기능(技能), 진료방법”의 의미
	(2) 입법목적
	(3) 수단의 적정성
	(4) 피해의 최소성
	(4) 법익의 균형성

	다. 결론
	라. 반대의견의 논지

	4. 이 사건 결정의 의의



	15
	구 지방세법 제177조의2 제4항 위헌제청지방세법 제177조의2 제3항 위헌제청
	【판시사항】
	1. 2004헌가21
	2. 2004헌가22

	【심판대상】
	1. 2004헌가21
	2. 2004헌가22

	【사건의 개요】
	1. 심판청구에 이르게 된 경위
	가. 2004헌가21
	나. 2004헌가22

	2. 위헌제청이유와 관계기관의 의견
	가. 2004헌가21
	(1) 위헌제청이유
	(2) 서초구청장의 의견
	(3) 서울특별시장의 의견
	(4) 행정자치부장관의 의견

	나. 2004헌가22
	(1) 위헌제청이유
	(2) 강릉시장의 의견
	(3) 행정자치부장관의 의견



	【결정요지】
	1. 2004헌가21
	2. 2004헌가22

	【해 설】
	1. 주민세의 의의 및 연혁
	가. 의의
	나. 연혁

	2.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입법연혁 및 취지
	가. 입법연혁
	나. 입법취지

	3. 가산세에 관한 입법례
	가. 일본
	나. 미국
	다. 주요 유럽국가

	4.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위헌 여부
	가. 비례의 원칙 위반 여부
	나. 평등원칙 위반 여부

	5. 주문의 형식에 관하여
	6. 결정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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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판시사항】
	【심판대상】
	【사건의 개요】
	1. 사건의 진행과정
	2. 청구인들의 주장과 위헌제청신청 기각이유 및 관계기관의 의견
	가. 청구인들의 주장
	(1) 이 사건 법률 제58조 제1항에 관하여
	(2) 이 사건 법률 제58조 제2항에 관하여
	(3) 이 사건 법률 제82조 중 제58조 위반 부분에 관하여

	나. 각 위헌제청기각결정의 이유
	(1) 이 사건 법률 제58조 제1항에 관하여
	(2) 이 사건 법률 제58조 제2항에 관하여
	(3) 이 사건 법률 제82조 중 제58조 위반 부분에 관하여

	다. 행정자치부장관의 의견
	라. 서울지방검찰청검사장의 의견(2003헌바62 사건)
	마. 울산지방검찰청검사장의 의견(2005헌바49 사건)


	【결정요지】
	【해설】
	1. 이 사건의 쟁점과 논의의 범위
	2. 공무원의 노동3권에 관한 입법연혁과 외국의 입법례
	가. 외국의 입법례
	(1) 미국-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2) 일본-단결권 및 단체교섭권(협약체결권 부정)
	(3) 독일-단결권 및 단체교섭권(협약체결권 부정)
	(4) 영국-노동3권 보장 원칙
	(5) 프랑스-노동3권 보장 원칙

	나. 공무원의 노동3권에 관한 우리나라의 입법연혁
	(1) 제헌헌법
	(2) 제3공화국 헌법부터 제5공화국 헌법까지
	(3) 현행 헌법

	다.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의 제정경위

	3.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근로3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가. 견해의 대립
	나. 합헌론의 이론적 배경과 이에 대한 비판론
	다. 위헌론의 논리적 구조
	(1) 현행 공무원법의 규정과 현실
	(2) 공무원의 노동3권 제한의 한계
	(3) 이 사건에서의 적용
	(4) 결론


	4. 이 사건 법률조항들과 국제법규와의 관계
	가. 청구인들이 드는 국제법규
	나. 국제법규의 위반여부
	(1)
	(2) 세계인권선언과 관계
	(3) 국제인권규약들과 관계
	(4) ILO 협약들과의 관계
	(5) 국제기구들의 권고들과의 관계

	다. 반대의견-간접적용론


	【이 사건 결정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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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 위헌제청
	【판시사항】
	【심판대상】
	【사건의 개요】
	1. 심판청구에 이르게 된 경위
	2. 위헌제청이유와 관계기관의 의견
	가. 위헌제청이유
	나. 국세청장 및 재정경제부장관의 의견


	【결정요지】
	【해 설】
	1. 증빙불비가산세의 의의 및 입법취지, 연혁
	가. 의의 및 입법취지
	나. 연혁

	2. 적용요건
	가. 정규지출증빙서류
	나. 지출증빙서류 수취 거래대상사업자
	다. 예외

	3. 입법례
	가. 미국
	나. 일본

	4.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
	가. 가산세의 의의 및 이 사건의 쟁점
	나. 합헌론
	(1) 비례의 원칙 위반 여부
	(2) 평등원칙 위반 여부

	다. 위헌론
	(1) 비례의 원칙 위반 여부
	(2) 평등원칙 위반 여부

	라. 결론

	5. 결정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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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호위헌제청
	【판시사항】
	【심판대상】
	1. 심판의 대상
	2. 이 사건 법률조항의 내용

	【사건의 개요】
	1. 위헌법률심판제청의 경위
	2. 법원의 위헌제청이유와 이해관계인의 의견
	가. 법원의 위헌제청이유
	나. 관계기관의 의견
	(1)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장의 의견
	(2) 경찰청장의 의견



	【결정요지】
	【해설】
	1. 서론
	가. 외교기관에 관한 선례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의 연혁

	2. 집회의 자유
	가. 이중적 의미
	(1) 주관적 기본권이자 객관적 헌법질서
	(2) 집회의 개념과 집회의 자유가 갖는 의미
	(3) 이중적 의미와 위헌성 심사척도

	나. 장소선택의 자유

	3. 외국의 입법례
	가. 독일
	(1) 관련 규정
	(2) 독일법 요약

	나. 미국
	(1) 공공광장이론
	(2) 의사당
	(3) 백악관
	(4) 법원
	(5) 외교기관
	(6) 미국법 요약

	다. 영국
	라. 기타 유럽

	4. 이 사건 법률조항에 관한 국내의 평가들
	가. 평가내용
	나. 요약

	5.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성 여부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의미
	(1) 집회의 자유에 대한 제한규정
	(2) 절대적 금지와 목적론적 축소해석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
	(1) 기본적인 입법목적
	(2) 부차적 입법목적
	(3) 법원의 기능보장과 안녕보호의 관계

	다. 비례원칙 위반 여부
	(1) 입법목적의 정당성
	(2) 수단의 적정성
	(3) 침해의 최소성
	(4) 법익의 균형성
	(5) 결어

	라. 집회의 3원칙에 따른 판단

	5. 결정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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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단서 제5호 위헌제청
	【판시사항】
	【심판대상】
	【사건의 개요】
	1. 심판청구에 이르게 된 경위
	2. 제청법원의 위헌제청이유와 이해관계인의 의견
	가. 서울행정법원의 위헌제청이유
	나.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의견


	【결정요지】
	【해 설】
	1. 이 사건 규정의 입법경과와 외국의 입법례
	가. 이 사건 규정의 입법경과
	나. 범죄행위에 자동차를 이용한 경우와 운전면허 취소(외국의 제도)
	(1) 미국
	(2) 독일
	(3) 일본


	2. 이 사건 규정의 위헌 여부
	가. 다수의견(위헌의견)
	(1) 이 사건 규정에서 문제되는 원칙과 기본권
	(2) 명확성원칙 위반
	(3) 직업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

	다. 소수의견(합헌의견)

	3. 이 결정의 의의



	20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2호단서 위헌소원
	【판시사항】
	【심판대상】
	【사건의 개요】
	1. 사건의 진행과정
	2. 청구인들의 주장 및 대법원 등의 위헌심판제청신청기각이유,이해관계인의 의견
	가. 청구인들의 주장요지(2002헌바95․96, 2003헌바9)
	나. 대법원 등의 위헌심판제청신청기각이유(2002헌바95․96, 2003헌바9)
	다. 노동부장관의 의견(2002헌바95, 2003헌바9)
	라. 부일교통, 금화교통의 의견(2002헌바95․96, 2003헌바9)


	【결정요지】
	【해설】
	1. 이 사건 법률조항의 의미; 유니언 샵(Union shop) 협정 체결 용인
	가. 의의
	나. 노동조합의 조직강제 관련 입법례6) 및 우리 법률의 입법연혁
	다. 법률조항의 의미(유니언 샵 협정의 효력)
	라. 기본권의 제한 여부
	(1) 노조법 제81조 제2호 본문 및 단서의 관계
	(2) 조직강제의 실정법적 근거규정
	(3) 기본권 제한 여부


	2. 근로자의 단결권 등 침해 여부
	가. 기본권충돌의 문제
	(1) 문제의 소재
	(2) 기본권충돌의 해결방법

	나. 근로자의 소극적 단결권(단결하지 아니할 자유)과 노동조합의적극적 단결권의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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