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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 소에서는 1989년부터 매년 학술단체 등에 연구용역을 의뢰하

여 헌법재 제도에 한 연구를 하여 왔습니다.이 책자는 2010년도

연구계획에 의하여 (사)한국공법학회와 (사)한국헌법학회가 공동으로 연구하

여 제출한 연구보고서로서 헌법재 제도연구에 활용되도록 하고자 발간한 것

입니다.



 리 말

세계 각국의 헌법상 거시 인 흐름 하나는 헌법재 의 활성화

라고 평가함이 지나침이 없을 정도이다.의회우 의 사상에 뿌리 깊

게 자리하 던 국이나 방 ․사 규범통제만을 고집하 던

랑스가 새로이 구체 규범통제를 채택하 음은 물론이고,권 주

의체제를 극복하고 민주 인 체제로 진 되는 많은 개발도상국가들

이 실질 법치주의를 구 하고자 헌법재 제도를 신설함을 본다.이

러한 시 맥락에서 한국에서의 헌법재 의 활성화도 지구 차원

에서는 매우 의미 있는 진 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 지만,헌법재 의 개념이나 할 내용 등에 해서는 획일

으로 구획될 수 있는 것은 아닌 듯 하다.각 국가별로 조 씩은 다

른 모습을 보인다.그 지만,커다란 맥락에서 펼쳐놓으면,미국형 사

법심사와 유럽형 헌법재 이라는 비되는 두 개의 심축을 설정해

놓을 수 있다.이런 은 우리 헌정사에 나타난 헌법재 제도의 운

실태에도 그 로 드러난다.그래서 미국형 사법심사제와 유럽형 헌법

재 제를 채택한 몇 개 국가를 선발해서 각국별 헌법재 제도를 비

교ㆍ분석하고 거기서 시사 을 얻어내고자 한다.

이 연구과제는 다른 연구과제인 ‘헌법재 소에 의한 헌법재 이

우리 사회에 미친 향’과 아울러 한국공법학회와 한국헌법학회가 공

동으로 헌법재 소로부터 수탁을 받은 것이다.그래서 연구자 풀을

기존의 제안에서 획정되었던 것과는 달리 새롭게 편성하 다.

이 연구를 진행하면서 도와 여러분들께 이 자리에서 감사의 말

을 드린다.먼 ,연구 련 부수 인 업무를 흔쾌하게 수행하여



한국공법학회와 한국헌법학회 임원진들이다.다음,이 과제의 편집업

무를 수행한 앙 학원 박사과정에 재학 인 홍계정 양이다.이

분은 선례구속원칙이 유럽형 헌법재 에 어떻게 연동될 수 있는지를

연구한 이다.마지막으론 궂은일을 마다하지 않고 간조정이나 검

회의 등을 원활하게 진행해 헌법재 소 계자들이다.

아무쪼록 이 연구가 우리 헌법과 헌법재 의 발 에 조 이나마

기여할 수 있길 바랄 뿐이다.

2010. 12. 10.

공동책임연 자  박인수

공동책임연 자  조홍석  

연 실무책임자  남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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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1  연  목

행헌법으로 개정되면서 설치된 헌법재 소가 벌써 20년이 더 지났고,그

동안 왕성하게 활동하 음에 해 어느 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이는

총론 인 시각일 뿐이고,각론 인 사항에 해서는 다양한 입장이 개됨을

볼 수 있다.

우리 헌법이 1948년 제정되어 지 까지 운 되어온 과정을 냉정하게 살펴보

면,근 를 거치면서 숙성된 입헌주의헌법의 체계를 우리 헌법이 충분하게 인

식하면서 반 한 것이라고 하기는 어렵다.제헌헌법만이 아니라 그 후 개정된

헌법에서 도입된 많은 제도들이 우리의 역사 경험을 바탕으로 헌법 에 반

된 것이 아니다.서구에서 입헌주의에 계된 모든 헌법 인 사항들은 시민

들의 투쟁을 통해 획득된 것이지,그냥 주어지거나 굴러 떨어진 것은 없다.입

헌주의에 한 사 인 경험이 없이 반 된 각종 입헌주의제도가 뢰벤쉬타인

이 분류하는 명목 헌법에서 장식 헌법을 거쳐 규범 헌법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형태로 열음을 내곤 하 다.

우리나라는 행헌법으로 개정되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헌법재 제도를 채택

한 바 있다.그 지만,거의 활성화되지 아니하고 그 법 속의 제도에 지나

지 않았다.그 기 때문에,그 구체 인 쟁 은 거의 드러나지 아니한 상태이

었고, 드러났다 할지라도 피상 인 인식에 불과하 다.그런 상황에 기반해

서 행헌법이나 헌법재 소법에 구체 인 제도나 차가 마련된 것이었다.이

것이 행 헌법재 의 제도에 한 냉정한 평가이다.그 지만,이제 헌법재

은 아주 활성화되었고, 종래에는 고려의 여지가 없었던 구체 인 할사항

에서의 갈등도 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형편이다.

헌법재 제도의 핵심이랄 수 있는 구체 규범통제는 세계 최 로 1803년

미국의 Marburyv.Madison 결에서 확립된 이래, 세계 으로 폭넓게 제

도화되고 운 되고 있음은 익히 알려진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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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채택된 제도는 사법심사제(judicialreview),즉 법원에 의한 헌법

률심사제라 칭해진다.1)이 제도는 구체 인 사건에서 법률의 헌여부가 재

의 제가 되어야 함은 후술하는 독일식의 구체 규범통제와 동일하지만,각

법원이 본안사건과 분리함이 없이 본안에 한 단에 부수하여 당해사건

에 용될 법률의 헌여부를 심 한다는 에서 차이가 난다. 헌여부를

심 할 기 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일반법원에서 담당한다.

그에 비해 유럽형의 헌법재 은 앞서 언 한 구체 규범통제만이 아니라

추상 규범통제나 헌법소원,권한쟁의,탄핵,선거소송 등 다른 헌법재 사항

도 다루도록 하고 있으며,법률의 헌여부에 해서는 일반법원에서 헌심

의 제청권을 부여하고 있다. 헌법재 을 담당할 별도의 국가기 으로 헌법

재 소를 설치하고 있다.

20세기 들어 세계 각국은 법률의 합헌성에 해 사법 인 통제가 필요함을

공감하고 있다.그 지만,사법권에 한 불신,법실증주의에 한 집착 국가

마다 고유하게 지닌 실 인 이유로 인해 어떠한 통일 인 형태를 지니기보다

는 각 국가마다 어느 정도 서로 다른 형태를 취하고 있음을 본다.물론,그 큰

흐름은 앞서 언 한 미국형 사법심사제와 유럽형 헌법재 제라 할 것이다.

헌법재 을 담당하는 기 의 유형은 크게 독립기 형 는 집 형(유럽형의

헌법재 )과 사법형 는 분산형(비집 형,미국형 사법심사)으로 구분된다.분

산형 내지 비집 형은 미국 등의 경우와 같이 독립된 헌법재 소 등을 설치하

지 아니하고 일반법원으로 하여 헌법재 을 담당하도록 하는 형태를 의미한

다.그 외에도 일본과 스 스2)가 이에 속한다.집 형은 독일 등의 경우와 같

이 독립된 헌법재 소 등을 설치하여 헌법재 에 한 사항을 장하도록 하

는 것을 말한다.이와 같은 형태를 처음 채택한 것은 1920년 오스트리아 연방

1)이 연구에서는 미국형 사법심사라 칭해질 것이다.

2)스 스의 경우 엄격하게 말하면,혼합형이라고 할 수 있겠다.연방헌법에 반

하는 칸톤법에 해서는 추상 규범통제가 가능하지만,연방법률에 한

헌여부 다툼은 불가능하다.단지 연방법률에 근거한 처분에 한 다툼을 심

하는 과정에서 부수 으로 그 헌여부가 다투어질 따름이다.후자가 사법

심사제에 속하고, 자는 유럽형 헌법재 에 속하는 셈이다.이에 해 상세

한 내용은 남복 ,법률의 헌결정의 효력에 한 연구,박사학 논문(한양

학원),1994,200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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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이었다.우리나라의 경우 헌법재 소를 독립 으로 설치하여 헌법재 을

장하고 있으므로 분류 독립기 형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미국형 사법심사와 유럽형 헌법재 은 략 으로 소개한 바와 같이 헌법

률심사제를 같이 두고 있다고 할지라도, 할기 ․ 할사항․ 차․효력 등

에서 결정 인 차이 을 지니고 있다.

그런데, 행헌법상 헌법재 련 사항을 살펴보면,미국형 사법심사제와

유럽형 헌법재 제가 혼재되어 있는 모습이다. 헌법률심 에 해 규정한 헌

법 제107조 제1항,헌법재 소의 장사항을 규정한 제111조 제1항 명령․

규칙․처분의 헌․ 법심사제를 규정한 제107조 제2항을 견주어 보면,그런

이 렷하다. 한 실제로 법원은 명령․규칙․처분의 헌심사권을 근거

로 제시하면서 재 소원의 도입을 반 하 거나 법원도 헌법재 기 이며

최종 인 헌법해석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주장하기도 하 다.이로 인해 행

헌법을 해석함에 있어 헌법해석의 통일성을 확보해야 하는 과제가 등장하 음

은 물론이고, 련해서 야기된 다양한 갈등상황을 해소해야 하는 것이 당면과

제가 되었다.

종래에도 외국의 헌법재 제도에 해서는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하지만,

체로 그 근자세는 그 평면 인 입장에서 나열하거나 서로를 비교하는

것으로 만족하 다.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주요 국가의 헌법재 제도에 해

입체 으로 근하고자 한다.즉,종래 피상 으로 근하 던 사항이나 명확히

악하지 못하 던 제도 특징과 차이를 살펴보고,각 나라의 운 실태 이

에 한 내부 비 을 추 하고 거기서 시사 을 도출하기로 한다.헌법재 제

도를 도입하고 있는 국가에서 헌법재 이 사회 각 역에 미친 향에 한

분석이 필요하다.특히 독일과 미국의 헌법재 은 우리를 비롯한 여러 국가의

헌법재 제도에 향을 미친 바가 크기 때문에,독일과 미국에서의 헌법재 이

활성화되고 있는 제도 ·정치 ·사회 요인에 하여 분석하고자 한다.제도

·정치 ·사회 인 여러 요인에 한 비교분석은 우리 헌법재 의 발 을

한 바람직한 제도를 모색하는 등의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궁극에는 먼 ,주요 국가별로 헌법재 운 실제를 반 인 차원에서 평가

해야 할 것이고,이어서 미국형 사법심사와 유럽형 헌법재 이 지닌 구조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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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와 실체를 정확하게 드러내야 할 것이다.이는 바로 우리가 재 운 하는

헌법재 의 실제를 분별해주는 효과를 지닐 것이기 때문이다.

2  연  상과 

Ⅰ.연구의 상

이 연구는 세계 주요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헌법재 제도를 비교ㆍ분석하고

거기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시사 을 얻고자 함임은 이미 밝힌 바와 같다.

특히 미국형 사법심사와 유럽형 헌법재 에 집 인 심을 기울이고자 한다.

연구 상을 획정하기 해서는 먼 ,헌법재 의 개념이 제되어야 한

다.헌법재 은 좁은 의미로는 구체 규범통제,즉 헌법률심사제를

제로 한다.하지만,넓은 의미로는 규범통제,헌법소원심 ,권한쟁의심 ,

정당해산심 ,선거소송심 ,탄핵심 등이 포함된다.규범통제에 있어서

도 구체 규범통제만이 아니라 추상 규범통제 방 규범통제까지

도 해당된다.이 연구에서는 이보다 좀 더 폭넓게 헌법재 의 개념을

악하고자 한다.왜냐하면, 재 운용 인 제도 이외에 새로운 제도 채택의

가능성도 열어놓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는 미국형 사법심사와 유럽형 헌법재 의 내용을 정확하게 악

함으로써 재 우리 헌법이 규율하고 있는 헌법재 의 실체를 명료하게 드러

내고자 한다.그러기 해서는 헌법재 이 활성화되었거나 그 운 경험이 축

되었거나 나름 로 독특한 특성을 지닌 주요 국가를 선별해서 비교분석의

상으로 삼고자 한다.

첫째,미국의 사법심사제에 주목하기로 한다.미국은 앞서 언 한 바와 같이 세

계 최 로 헌법률심사제를 명문의 헌법 근거도 없이 채택한 국가이다.게다가

불문법국가로서 선례구속의 원칙(staredecisisdoctrine)에 의거해서 헌 결의 효

력을 담보하고 있다.그에 따라 사법심사의 정당성을 둘러싼 논란뿐만 아니라 200

년 이상의 헌법 운 경험은 비교법 인 차원에서 다양한 논의의 소재를 제공함과

아울러각국가별로당면한과제를해결할단 를제시하기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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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독일의 헌법재 에도 심을 집 한다.독일과 같이 독립기 형을 취

하고 있는 나라에서의 최고법원과 헌법재 소의 계를 시 에서 재검토하

고,헌법재 소와 문법원과의 계 설정 등을 연구하여야 한다.

셋째,세계 최 로 헌법재 소를 설치해서 운 하면서도 나름 로 독특한 이

론 기반을 가지고 근하는 오스트리아의 헌법재 도 매우 요하다.법실증

주의자인 Kelsen의 향을 받아 만들어진 오스트리아 헌법재 제도가 지닌 구

조 인 문제 을 악하여 련 제도와 례를 정확하게 소개함으로써 그 나

름의 비교법 인 분석에 있어 유의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다.

넷째,우리가 일본에 해서도 주목하고자 하는 이유는 제2차 세계 의 패

배로 새로운 헌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사법심사제를 채택하 지만,일

본 역시 우리와 마찬가지로 륙법을 계수한 상태이다.그러다 보니 미국에서

는 선례구속원칙의 뒷받침을 받아 법률에 한 헌결정의 효력이 철되는데

반해,일본에서는 그런 기반을 우리와 마찬가지로 지니지 못하 다는 이다.

그로 인해 래되는 구조 인 약 에 해서도 유의를 하고자 한다.게다가 동

일한 제도임에도 미국의 경우에는 매우 활성화되었는데 반해,일본에서는 소극

으로 나타나는 요인에 해서도 악해 야 한다.그런가 하면,최근 들어

일본 내부에서는 우리와 동일한 형태의 헌법재 소를 설치하는 등의 헌법개정

이 논의되기도 하는 바,그 내용과 실체에 해서도 살펴보기로 한다.

다섯째, 랑스의 행헌법은 헌법재 소를 설치하면서 종래 사 방

규범통제를 헌법 제도로 채택하여 운 하여 왔다.그런데,주목해야 할 은

얼마 헌법개정을 하면서 구체 규범통제를 신설하기에 이르 다.그 제도

의 내용이 어떠하며,어떠한 연유로 구체 규범통제를 도입하게 되었는지에

해서도 심을 기울여야 한다.특히 법률의 헌여부를 심 제청하기 해서

는 최고법원을 경유해야 하고,이때 최고법원은 상이 된 법률이 합헌으로

단될 때에는 헌법재 소에 송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세계 주요국가의 헌법재 에 해 비교 분석을 하는 궁극 인

취지는 거기서 우리의 제도나 그 운 을 개선하는데 유용한 시사 을 얻고자

함이다.그런 에서 이에 해서도 집 인 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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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연구의 범

이 연구는 기본 으로 주요 국가별 헌법재 제도에 주목해서 분석을 가하는

것이다.각 국가별로 순차 으로 논의를 개해 나아감에 있어 공통 으로 다

루어야 할 사항을 제시한다.

① 각국마다 헌법재 을 도입하게 된 과정은 나름 로 독특함을 지닌다.그

런 에 주목한다.② 헌법재 의 성격,사법부의 독립과 정치권력의 향,헌

법재 의 민주 정당성 등을 바라보는 시각은 각 국가마다 다를 것으로 본다.

③ 사법심사의 한계(컨 ,정치문제 등)나 재 부의 구성(민주 정당성의 요

구 정도 등)등으로 인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지에 해서도 각 국가별로 주

목한다.④ 보다 근본 으로는 일원 사법구조와 다원 사법구조에서 나타나

는 사법심사 내지 헌법재 의 상이나 역할이다.⑤ 각 국가의 운 실태와 이

를 둘러싸고 제기되는 내부 인 비 과 시사 에 해서이다.⑥ 각 국가별로

요한 쟁 에 해 헌법재 기 의 결정이 사회 으로 미치는 향력과 그에

한 평가이다.이는 컨 ,인종문제,낙태문제,개인의 라이버시 보호 등과

련해서 헌법재 기 의 결정으로 어떻게 해결되었으며,그 후 어떠한 방식으

로 제도화되어 있는지,나아가 그와 같은 결정이 나 에는 어떻게 평가되고 있

는지에 해 주목하는 것이다.아무튼 각 국가별로 공통 으로는 헌법재 소의

성립배경,헌법재 담당기 재 구성의 특성,헌법재 소와 일반법원

간의 계,제도의 개선 노력 시사 등을 일 해서 다루기로 한다.

다음,헌법재 이라는 표 속에 공통 인 속성을 묶어내기도 하지만,각 국

가마다 고유한 특징을 지니고 주목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항도 있다.이런

에 해 주목하기로 한다.

첫째,독일의 경우에는 ① 다원 사법구조에서 나타나는 헌법재 소와 문

법원과의 계와 그 설정 실제에 해 살펴본다.② 문법원이 지닌 문성과

구조 인 특장에 주목함과 아울러 문제 을 제시하고 그 해결내용을 검토한다.

③ 한 독일의 경우 다원 인 사법구조를 취함으로써 나타나는 법해석의 통

일성확보를 한 노력에 해서도 심을 기울인다.④ 아울러 행 독일기본

법이 제정되는 후의 과정도 주목할 만하다. 컨 ,바이마르헌법에서의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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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에 해서도 간략하게나마 소개하기로 한다.그리고 독일에서 매우 활성화

된 헌법소원제도가 도입될 당시에는 기본법상 제도로 안착되지 못하고,법률상

제도로 자리하게 되었다.그 연유와 과정에 해서도 주목하기로 한다.

둘째,오스트리아의 경우에도 ① 독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다원 사법구조

에서 나타나는 헌법재 소와 문법원과의 계와 그 설정 실제에 해 살펴

보기로 한다.② 오스트리아 헌법재 제도가 법실증주의자인 Kelsen의

향을 받아 만들어진 것임은 리 알려진 사실이다.그런데 법실증주의이

론에 기 를 둔 헌법재 제도는 구조 으로 많은 문제 과 한계를 지닌다

고 보는데,이에 해서도 추 한다.③ 오스트리아 내부에서도 헌법재

제도를 개선하려는 조직 인 시도가 있음을 본다.이에 해서도 검토하

기로 한다.④ 사실 우리 헌법재 이 제도 으로 정착되는 과정에서 오스

트리아의 이론에 많이 의존을 하 음은 이미 밝 진 사항이다.하지만,구

체 으로 어떠한 논리체계에서 그러한 상이 나타나게 되었는지에 해

서도 주목하기로 한다.

셋째, 랑스의 경우 ①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다원 사법구조에서 나타나는

헌법재 소와 문법원과의 계와 그 설정 실제에 해서도 살펴 야 한다.

② 방 규범통제제도가 지닌 구조 인 한계 내지 특성에 해서이다.③ 최

근에 헌법을 개정하면서 구체 규범통제를 신설하 는바,그 구체 인 내용에

해서도 살펴보고,도입과정에서 그 필요성에 해 랑스 내부에서 논의를

개한 상황에 해서도 주목하기로 한다.아울러 ④ 선거소송의 심 에 해

서도 아주 체계 으로 규율되어 있는바,이에 해서도 살펴본다.

넷째,미국의 경우 ① 사법형국가에서 최고법원의 역할과 기능에 해서이

다.② 일원 사법구조가 가지고 있는 구조 인 문제 과 특징에 해서이다.

이는 컨 각종 원회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하게 되는데,이로 인해 한국 사

회에 미친 부작용의 측면에 해서도 주목해야 한다.③ 선례구속의 원칙이 사

법심사제의 운 실제에 미치는 향을 살펴 야 한다.아울러 최고법원 결의

규범 효력 체계에 있어 유럽형 헌법재 에서 결정의 효력체계와 어떻게

비될 수 있는지에 해서도 검토되어야 한다.④ 여건이 된다면,우리 법제에

서 미국형 사법심사제를 채택할 여지가 있으며,그 실효성에 해서도 논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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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 한다.

다섯째,일본의 경우 ① 일원 사법구조가 가지고 있는 구조 인 문제 과

특징을 논의한다.② 한 일본이 미국의 사법심사제를 채택하게 된 과정에

해서도 심을 기울이기로 한다.③ 일본의 사법심사제가 활성화되는 여부

활성화되지 아니한 경우 그 구조 인 한계가 무엇인지에 해서도 주목하기로

한다.④ 최근에 제기되고 있는 일본 내부에서 유럽형 헌법재 을 도입하자는

논의의 실태에 해서도 살펴보기로 한다.

3  연  

이 연구는 세계 주요 국가별 헌법재 의 제도와 운 황을 비교 분석하고

거기서 우리 제도 운 이나 개선방향에 시사 을 얻고자 하는 취지로 진행된

다.이에 따라 근방식은 몇 가지로 유형화된다.

첫째는,비교법 근방법이다.이는 세계 주요국가의 헌법재 제도

를 살펴보고 그 제도와 운 황을 통해 우리에게의 시사 을 모색한다

는 에서 당연한 귀결이라 할 것이다.

둘째,문헌분석 근방법이다.물론 제도운 의 실태에 해서는 통계분석

등을 통해 유의미한 내용을 도출할 수도 있겠지만,이 연구에서는 기본 으로

문헌분석을 통해 우리가 원하는 내용을 추 해내기로 한다.

셋째로는 례분석 근방법이다.헌법재 기 이 사법 성격을 지녔음은

분명하고,담당기 의 활동을 가장 정확하게 악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떠한 사

안에서 어떠한 유권 결정을 제시하 는가 하는 이다.

아무튼 이상과 같은 연구기법을 통해 이 연구가 지향하는 바는 바람직한 한

국형 헌법재 의 모델을 제시하고 이를 망하고자 함이다.즉,비교법 인 분석

결과에서 나타난 우리나라 헌법재 운 에의 시사 을 도출하고,이러한 비교

법 분석 등을 토 로,법치국가 실 을 해 헌법재 소의 재 모습을 더욱

개선하고 성숙하게 할 수 있는 이상 인 헌법재 의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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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 독일 헌법재 도의 분 과 

그 시사  

1  연 헌 재  헌 재 도  립 경

Ⅰ.연방헌법재 소 창설 이 의 헌법재

1. 독일영방(獨逸領邦)(Der Deutscher Bund)

나폴 옹의 유럽정복 그리고 잇따른 패 과 실각 이후에 후 처리문제를

논의하기 하여 1814년에 소집된 비엔나회의의 결과에 기속되어 건설된 새로

운 독일 방은 연방헌법재 소를 통해서 목도되고 있는 것과 같은 오늘날의

헌법재 에 해서 아무런 이해가 없었다.따라서 비엔나 약상의 규정들은 신

민(臣民)의 권리 침해에 해 결하는 최고연방법원을 도입하기를 포기했다.3)

이러한 권리들은 당시 새로이 설치되어 독일 주들 간의 분쟁에 해 결정

을 내리는 소 ‘재법원(Austrägalgericht)’에 의해서 다루어질 뿐이었다.

방의 각 주들 사이의 의견 립이 있는 경우에 랑크푸르트에 소재한 방총

회(Bundesversammlung)가 이를 할했다. 방총회는 방에 속한 국가들로

부터 임을 통해 견된 70명의 표자들로 구성되었고,분쟁이 있는 경우에

련 문가들이 조사하고서 결정을 달하는 법원을 별도로 소집했다.1843년

1월 10일자의 결정에 따라 주와 신분귀족들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한

방 재법원(Bundesschiedsgericht)이 별도로 설치되었다.따라서 독일 방은 아

직까지 통일된 최고의 헌법재 제도를 가지지 못했다.

2. 1848년 파울키르헤헌법(Paulkirche Verfassung)

최고의 헌법재 소의 설치에 한 첫 번째의 계기는 1848년에 발견된다.184

3)Robbers,DiehistorischeEntwicklung derVerfassungsgerichtsbarkeit,in:

JuS1990,S.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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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3월 31일에 랑스 명의 결과로 한 독일에도 랑크푸르트의 울키르

헤(Paulkirche)에서 사상 최 로 소 ‘제헌 비회의(Vorparlament)’가 소집되었

다.1848년의 울키르헤헌법(PaulkircheVerfassung)4)이 되는 헌법 안을 마

련하기 해 제헌 비회의에서는 약 500명의 의원들이 활동을 시작했다.흥미

로운 은 여기서 제정된 울키르헤헌법 제126조인데,이 법조항에서 헌법재

기구인 제국법원(Reichsgericht)이 권력분립시스템상 최고의 사법기구로 규정

되었다.이로써 기본권조항들이 포함된 제국헌법이 제국법원에서의 소송을 통

해 철되는 것이 가능해졌다.특히 울키르헤헌법 제126g조에 따라서 시민들

에게 처음으로 제국헌법을 통해 보장되는 기본권 침해에 항하는 소송의 제

기가 가능하게 되었다.이는 오늘날의 헌법소원의 형태(前形態)로 간주된다.5)

그러나 이 제국법원이 최고의 그리고 최종심으로서 기능하는 것은 단히 제

한 이었고,사소한 사건들에 해서는 단지 지방법원에의 사법 구제 차가

보장되었다.이외에도 제국법원에는 개별 독일국가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모든

유형의 분쟁(울키르헤헌법 제126b조),주헌법의 해석에 한 분쟁(울키르헤

헌법 제126e조)그리고 왕 계승,구성된 정부의 합법성(Regierungsfähigkeit),

섭정을 둘러싼 분쟁들이 그 해명을 해 제소되었다.6)

따라서 울키르헤헌법을 통해 기본권이 권리구제 차를 통해 철될

수 있는 요한 권한을 가진 기구가 처음으로 창설되었고,이 기구의 권

한은 오늘날의 연방헌법재 소의 그것과 유사하다고 평가될 수 있다.그

러나 이 헌법은 1949년 6월 18일에 뷔르템베르크 정부에 의해 의회총회

가 무산됨으로써 효력을 발생하지 못했다.따라서 1848년 헌법은 단지 종

이로만 존재하여 선언 성격만을 가졌을 뿐이었고,실무에 본격 으로

용되지 못했다.이후 바이마르헌법에서 울키르헤헌법에서의 제국법원

과 유사한 기구가 처음으로 설치되었다.

4)이 울키르헤헌법은 랑크푸르트헌법(FrankfurterVerfassung)으로도 불리운다.

5)Robbers, 게논문,S.261.

6)Robbers, 게논문,S.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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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871년 북독일연맹헌법

1848년 울키르헤에서의 안들이 결과가 없지 않았다는 사실이 1871

년에 이미 드러났다.새로운 주헌법들 하에서 독일의 여러 주들이 그 권력의

상당부분을 상실한 이후에 이러한 발 양상은 입헌 군주제로의 새로운 국가

형식을 도입하는 계기가 되었다.1850년에 가장 큰 권력은 여 히 국왕으로부

터 나오는 것이었지만,이와 함께 권력분립원칙이 실화되었다.1871년에 독일

이 덴마크,오스트리아 다른 작은 독일 국가들과의 립이 있은 이후에 북

독일연맹과 기타의 독일로 나 어졌을 당시에 이 양자는 본질 으로 1850년

헌법에 상응하는 78개 조문을 가진 헌법을 보유했다.제국헌법에서는 어떠한

소구가능한 기본권을 포함하지 않았고,단지 주헌법에서만 그것이 존재했다는

사실은 단히 주목할 만하다.설치된 헌법기 들 하에서 어떠한 헌법재 제도

도 없었다.제76조에 근거해서 유일하게 연방참사원(Bundesrat)에게 법원과 유

사한 권한이 부여되었다.그러나 연맹을 구성하는 국가들 내부의 분쟁에 해

결정을 내리고 그리고 제77조에 따른 개별 인 소원들에 해서는 법원의 거

부로 인해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다른 가능성이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1883년부터 법원에게는 구체 규범통제의 방법으로 법규명령,주헌법들과

한 주법들이 제국헌법과 합치하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권한이 추가되었다.7)

그러나 이는 독립 인 지 에서 개개 시민들의 기본권 에서 국가권력의

활동을 통제하는 최고법원이 물론 아니었다.

4. 1919년 바이마르헌법(Weimarer Reichsverfassung)

1919년에 제정된 바이마르헌법은 오늘날의 연방헌법재 소와 가장 유사한

제국국사재 소(Reichsstaatsgerichtshof)를 창설했다. 울키르헤헌법 제126f조

에 해 일종의 응물에 해당되는 바이마르헌법 제19조에 근거해서 새로이

창설된 재 소는 주 내부에서의 헌법분쟁,개별주들 간,제국과 다른 주들 간의

공 분쟁과 장 을 상 로 한 소송(Ministeranklage)에 해 할권을 가진

다.8)

7)RGZ9,S.235;Robbers, 게논문,S.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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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새로운 최고법원의 권한목록에서 한편으로는 개별 헌법기 들 간의

분쟁을 결정하는 권한(오늘날의 기 쟁송(권한쟁의심 )에 해당하는 권한)과

다른 한편으로는 오늘날 요한 것으로 간주되는 헌법소원의 형식이 여 히

결여되었다. 한 20세기 에는 개인의 기본권이 단지 입법을 한 지침으로

만 간주되고,아직 독자 으로 소구가능한 개별 인 권리가 되지 못했다.제국

의 개별 주들과 제국정부 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국사재 소는 결정을 내

릴 수는 있었지만,이를 해서는 바이마르헌법 제15조에 따라서 양 당사자

일방으로부터의 제소가 있어야 했다.게다가 국사재 소는 최고의 헌법기

으로서 으로 독자 으로 활동하지 못했고,라이 치히(Leipzig)에 소

재한 제국법원(Reichsgericht)과 긴 하게 연계되어 있었다.9)바이마르헌법

제13조에 근거해서 이 제국법원에게는 주법이 제국법과 합치하는지 여부가 의

심스러운 경우에 결정을 내릴 과업이 부여되었고,따라서 규범통제는 국사재

소의 권한이 아니었다.이로써 바이마르헌법상의 국사재 소가 헌정생활의

향력 에서 큰 요성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된다.따라서 국사재 소에게는

‘헌법의 수호자(HüterderVerfassung)’로서의 지 가 내재하지 않았다.

5. 국가사회주의(나치즘) 시기에서의 헌법재판

바이마르헌법 제48조에 따라 제국 통령에게 긴 명령권(Notverordnung)이

부여되었는데,이는 국사재 소나 제국법원에 의한 사법 통제가 허용되지 않

는 사항이었다.바이마르헌법은 공식 으로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않았지만,국

가사회주의자들에 의해 긴 명령의 방법으로 체계 으로 무력화되었다.1933년

2월 28일자로 힌덴부르크 통령이 소 ‘방화명령(Brandverordnung)’,다른 말

로 ‘민족 국가보호를 한 명령’을 제정하 고,이로써 바이마르헌법 제48조

에 따라서 기본권의 부분과 가장 요한 부분의 효력이 제거되었다.이어진

두 번째 수순은 1933년 3월 24일자 ‘수권법(Ermächtigungsgestz)’의 제정이었

다.10)이 수권법에 근거해서 정부와 히틀러는 입법권을 가지게 되었다.이어서

8)Robbers, 게논문,S.262.

9)Robbers, 게논문,S.262.

10)수권법에 한 자세한 내용은,Bickenbach(조 주 역),“수권법을 통한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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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4년 4월에 베를린에 인민재 소(Volksgerichtshof)가 새로이 설치되었다.

히틀러가 직 임명한 직업법 명 직법 들로 구성된 이 인민재 소는

기존의 제국법원의 과업을 수행하고,정부와 히틀러의 정치시스템에 종속 이

었다.이로써 헌법의 제 원리들을 유지하기 한 객 인 통제는 으로

배제되었다.히틀러는 1942년 4월 26일 제국의회의 마지막 회기 동안에 이 인

민재 소를 ‘최상 법원(OberstenGerichtsherrn)’으로 명명하고서,이를 확인

했다.이로써 1945년 제2차 세계 의 종 시기까지 권력분립원리가 독일에

서 종언을 고했고,헌법이 통제하는 권력분립제도와 함께 헌법재 제도 한

몰락하 다.

2  독 연 헌 재  창 과 헌 재 도

제2차 세계 에서의 패 과 서방 3국의 령상황 속에서 새로운 기본법

제정을 한 제로서,당시 독일이 국가사회주의로부터 해방되고 쟁에 의해

서 괴된 이후에 바이마르공화국과 히틀러 불법정권의 경험을 통해 일종의

학습이 이루어졌고,기본법이라는 새로운 헌법뿐만 아니라,그 유형과 방식상

지 까지 존재하지 않았던,헌법을 통제하는 헌법재 제도를 구축하고자 했다.

따라서 개별 주들에서의 헌법재 제도의 설치와 병행해서 포 인 권한을 갖

춘 연방헌법재 소를 설치하고자 시도했다.이 과정에서 여러 정당들에 의해서

비공식 으로 다양한 헌법 안들이 제안되었지만,새로운 헌법재 소의 설치는

결국 공식 으로는 의회 표회의(ParlamentarischerRat)의 권한이었다.

Ⅰ.헤 힘제헌법 안기 원회의 활동과 헌법재 제도의 형성

1. 위원회의 구성과 활동

패 이후에 각 주의 총리들로 구성된 총리회의는 1948년 7월 25일에 새로운

헌법 안을 기 하기 한 문가 원회(SachverständigerAuschuß)를 구성하고,

마르헌법의 폐지-수권법 통과 제75주년을 맞이하면서-”,연세 공공거버 스와

법,제1권 제2호(2010),255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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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원들을 임명하 다.헤 힘제헌법 안기 원회(Verfassungskonvent

aufHerrenchiemsee)로 불리는 동 문가 원회는 독일 남면 알 스 기슭에

소재한 아름다운 호수인 헤 힘제(Herrenchiemsee)의 섬에 자리 잡은 성(城)

에서 동년 8월 10일부터 23일까지 집 회의를 개최하여 헌법 안을 마련하

다.

헌법을 수호하고,부당한 국가공권력 행사로부터 기본권을 보장하기 한 헌

법재 제도의 형성은 동 원회의 제3분과 원회가 담당하 다.제3분과 원회

의 회의 끝무렵에 ClausLeusser는 Klaus-Berto의 도움으로 연방헌법재 소의

과업,구성 기능방법과 기타의 사법 권리구제에 한 보고서를 작성했다.

동 보고서에 따르면 새로운 재 소에 한 규정은 헌법의 고유한 장(제5장)에

서 별도로 규정되고,다른 헌법기 들과의 동등한 지 성을 분명히 밝히기

해서 연방정부와 입법권에 한 규정 사이에 치하도록 하 다.

헌법 안 제81조 내지 제 84조에서 연방헌법재 소의 권한,재 소결정의 기

속력에 한 규정 재 의 선출과 자격에 한 규정을 두었다.이 규정들

은 헌법 문제에 해서 단지 장차 독일의 최상 법원의 구축을 한 윤곽만

을 구성하 다.보다 세부 인 활동방법(설치,소송 차 등)의 규정화는 기타의

일반법률에 임되었다.그러나 바이마르에 소재했던 이 의 국사재 소보다

더 범한 권한을 갖는지 그리고 소 ‘헌법의 수호자’로서 기능해야 마땅한지

의 문제는 여 히 논란 이었다. 한 특히 연방헌법재 소의 재 자격과

헌법소원의 도입 역시 논란 인 쟁 이었다.

2. 헌법소원제도

제3분과 원회 회의의 가장 요한 성과는 새로운 헌법에서 채택된 헌법소

원을 통한 개별 시민의 기본권 보장으로 평가된다.

헌법소원의 규정화를 한 제3분과 원회의 제안은 아래와 같다.즉 “행정청

의 명령이나 부작 에 의해서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거나,자신에게 부과된 의

무에 이의가 있는 자는 사법 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그러나 표들은 시민

들이 자신의 합헌 인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에 연방헌법재 소에 제소할 수

있는 가능성을 허용하는 데에 골몰했다.이러한 제소권한을 지나치게 확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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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기 해서 Beyerle는 제3분과 원회의 안 제121조 제1항에 다음과 같은 단

서규정을 두기를 제안했다.“소원인이 행정청의 명령에 의해서 연방헌법을 통

해 보장되는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그는 연방헌법재 소의 보

호를 요구할 수 있다.”여기에서 주목할 은 이러한 변경제안이 부결되었다는

사실이다.그러나 연방헌법재 소의 부담경감을 해 소 ‘권리구제 차의 소

진(消盡)’이 논의되었고,헤 힘제헌법 안(HChE)제138조 제2항에 따라 이는

일반법률의 차원에서 규정될 것이었다.

헌법소원과 련된 다른 세부 인 논의사항들은 압도 인 다수결로 일반입

법자의 권한 역에로 임되었다.그 결과 헤 힘제 안 제138조는 다음과 같

이 규정된다.“행정청의 명령이나 부작 에 의해서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거나

는 자신에게 부과된 의무에 이의가 있는 자는 사법 구제를 청구할 수 있

다.”이 새롭고 요한 소송유형은 특별한 규정화를 요구했다.따라서 그것이

일반입법을 통한 개정으로부터 보호하기 해 기본법에 규정되기를 요청했다.

분과 원회의 의결이 있은 후에 헤 힘제 안 제98조 제8호에 다음과 같은 규

정이 마련되었다.“연방헌법재 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결정한다.제8호:기

본법에 의해 보장되는 기본권의 침해로 인한 소원.”이 규정에 한 주석에서

헌법소원이 도입되는 경우에 권한목록에서의 치는 개방된 문제로 이해되었

다.연방헌법재 소법은 이후 실무 인 작업과정에서 헌법소원제도와 련해서

추가 작업이 빈번하게 이루어졌다.

이후 최종 으로 확정된 기본법은 본래 헌법소원제의 도입에 하여 어떠한

규정도 포함하지 않았다.의회 표회의는 이 제도의 헌법 규범화를 거부했고,

기본법 제93조 제2항에서 일반법률의 제정을 통한 헌법소원제도의 도입 가능

성을 열어놓았을 뿐이었다.11)연방헌법재 소법 제정을 한 정부 안은 입법

권,집행권 사법권에 의한 기본권침해에 한 포 인 헌법소원의 도입을

포함하고 있었다.12)마찬가지로 사민당(SPD)이 제출한 안도 기본법상 보장

된 권리가 침해당한 자라면 구나 주장할 수 있는 기본권방어소송(Verfahren

zurVerteidigungderGrundrechte)을 포함하고 있었다.13)이에 반해서 연방참

11)Lechner/Zuck,BVerfGG-Kommentar,5.Aufl.,München,§90Rdnr.5.

12)BT-Drs.Nr.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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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은 단지 일반 법규범에 해서,그것도 민 소송이 배제되는 가운데 단

지 소원청구인이 법규범에 의해 침해되거나 직 으로 되는 경우에만 기

본권소송(Grundrechtsklage)을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이 소송은 소원청구인에

게 특히 각주의 정규 행정소송을 포함한 다른 사법 권리구제 차에서 법규

범이 연방의 기본권 는 주의 상응하는 기본권에 배된다는 이유로 무효임

을 주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기 된다면,부분 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각

하될 수 있는 것이었다.연방의회의 법제사법 원회(Rechtsausschuß)에서 이를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결국 권리와 의무를 근거 짓는 고권작용의 모든 유형

에 한 매우 포 인 헌법소원의 도입을 결정했다.이 유형에는 입법과 사법

이 포함되지만,법률에 한 무제한 인 민 소송은 배제되었다.14)

이후 1969년 1월 29일자 기본법 제19차 개정법률에서 기본법 제93조 제4a조

의 도입과 더불어서 오랫동안 요구되어왔던 헌법소원의 헌법 규범화가 비로

소 이루어졌다.

3. 연방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자격

연방헌법재 소에 한 원회에서의 다른 논의사항은 헌법체계상 그 재

의 지 에 한 문제 다.연방의회(Bundestag)와 연방참사원(Bundesrat)이

동등한 숫자의 재 을 선출해야 한다는 에 해서는 의견의 일치가 있었다.

재 소의 소장은 양 기 에서 공동으로 선출하도록 하 다. 한 헤 힘제 안

제100조 제3항에서 이 재 직이 연방의 다른 헌법기 들의 소속과 겸직되지

않는다는 도 확정했다.그리고 헤 힘제 안 제99조를 통해 재 소에 의해서

행해지는 결정들에 하여 다른 법원들을 기속하는 효력을 부여했다.

장차의 재 의 자격문제에 한 통일 인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개최된

1948년 8월 23일자의 회의에서는 이에 한 논란이 분분했다.논의의 출발 은

제3분과 원회가 채택한 보고서상의 제84조 제4항과 련된 사항이었다.이 규

정에 따르면 “연방헌법재 소의 소장과 재 의 최소한 반은 직업법

(Berufsrichter)이어야 한다.”재 선출을 한 조건은 우선 요구되는 높은

13)BT-Drs.Nr.328.

14)Lechner/Zuck, 게서,§90Rdnr.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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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견과 경험이다.다른 반의 재 의 자격을 어떻게 정할지의 문제가 여

히 해명의 과제로 남았다.

회의록에 따르면 최 발언을 시작한 HansBerger는 재 소의 정치화의

험을 방하기 해서 재 의 반은 어도 법 직의 자격을 갖출 것을 요

구했다.이들 재 들은 직업법 은 아니지만, 어도 법률가이어야 한다고 보

았다.Berger는 이 게 함으로써 헌법재 소가 순수한 법 기 으로서 활동할

수 있고, 한 권력분립원리를 보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명 직법

(Ehrenrichter)의 선출은 재 소가 내리는 결정에 어느 정도 정치 향이 미

칠 수 있다고 보았다.

뷔르템베르크주의 법무부장 인 Beyerle는 1948년 8월 23일자 같은 회의에

서 다른 의견을 피력했다.Berger의 제안과 련해서 Beyerle는 재 소의 결정

에 있어서 정치 계가 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

이와 련해서 그는 제3분과 원회 안 제82조 제6호에 규정된 정당 지소송

(헌정당해산심 )을 로 들었다.이러한 이유에서 그는 직업법 과 함께

한 정치 인물들이 헌법재 소에서 결정을 내리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왜냐하면 이들 정치 인물들은 비록 법 으로는 문외한이라 하더라도,마찬가

지로 ‘공 생활에 있어서’자격을 갖춘 자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그 자신이 오랫동안 법 생활을 수행해 온 CarloSchmid가 입

장을 개진했다.그는 독일의 참심제(Schöffengericht)하에서 이미 재 의 다른

모든 심 들에서 명 직법 이 법 상황에 한 결을 내리도록 임되고

있으며, 한 요청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러한 시스템 하에서 그 자신의 입

장으로는 연방헌법재 소도 외여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했다.특히 그는 이

미 오랫동안 직을 수행해온 직업법 은 자주 이른바 ‘직업 기형

(déformationprofessionelle)’이라는 직업병을 앓을 수 있고,이로써 무

의식 으로 정치 으로 논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법 문제에 해

서 이를 명백히 정치 물음으로 간주하고서는,결과 으로는 법 논

증의 방법으로 해소되곤 한다고 주장했다.이 주장은 원들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었다.Schmid는 심리학의 선구자인 GustavLeBon의 견해를 언

하는데,이에 따르면 모든 법 들이 종종 문외한보다도 더 주 인 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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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리곤 한다는 것이다.따라서 인 객 성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결과

으로 명 직법 의 배제가 법원에게 요청되는 고도의 객 성에로 귀결되지

않는다고 보았다.반 로 이들은 법 으로,법률에 엄격하게 얽매이지 않을 뿐

만 아니라,정치 입장에 따라서도 결할 것이기 때문이다.그 기 때문에

재 의 나머지 반은 ‘우선 으로 정치 인물들’이어야 마땅하다고 보았다.

이어서 발언한 Süsterhenn은 우선 Schmid와 Beyerle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법률과 자신의 양심에 복종한다는 내용(제3분과 원회 안 제115조)의 법 의

독립성에 한 조항을 안의 문구에 삽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로써 그에

따르면 법 이 법률 그리고 윤리 토 에 근거해서 법을 선언하는 것이 보

장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에 해서 Nawiasky는 법 이 단지 윤리 만을 주장하고 법

률을 무시한다면,법 이 법률을 다른 외진 곳으로 쳐낼 수도 있다는 염려를

표명했다. 결의 이러한 유형을 그는 특히 험스러운 것으로 보았는데,명

직법 으로서의 권한을 가진 정치 표자들이 법률을 존 하지 않은 채로

결의 발견에 연 짓게 된다는 것이다.

헤센주의 표자인 Brill은 Beyerle의 제안에 동의하지만,제84조 제4항의 ‘직

업법 ’의 개념을 좁게 해석하기를 주장했다.이로써 ‘최상 연방법원의 법

들과 각 주의 최고법원의 법 들’만 연방헌법재 소의 재 으로 선출될 수

있는 가능성을 부여하고자 했다.그는 물론 소장이 직업법 이어야 한다는 필

요성에 해서는 엄격하게 반 했다.그 자신이 1927년부터 1932년까지 나

(Jena)에 소재한 튀링엔주의 국사재 소의 재 이었던 Brill은 자신의 경험에

따르면 법 에게는 때로 약간의 정치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았다.이러한 능

력을 보유하는 것이 그는 연방헌법재 소에서의 활동에 단히 요하다고 보

았다.Pfeiffer의 질의에 해서 그는 제84조 제4항과 련해서 다음과 같이 제

안했다.“연방헌법재 소 재 의 반은 최상 연방법원과 각 주의 최상

법원의 법 들로 구성된다.”

한 Süsterhenn은 소장이 직업법 출신이어야만 하는지, 는 법 직의 자

격을 갖춘 것만으로 족한지의 해명이 필요하다고 보았다.표결 결과 소장은 어

든 법 직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하고,법률 문외한이 되어서는 아니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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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데에 6:5의 다수결이 형성되었다.

Brill박사의 다음과 같은 제안에 만장일치로 동의하면서,헤 힘제 안 제

100조 제4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되었다.

“연방헌법재 소 재 의 반은 최상 연방법원과 주의 최상 법원의 법

들로 구성되어야 한다.소장은 법 직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얼마동안의 임기로 연방헌법재 소 재 이 임명될지에 해서는 언 이

없었다.따라서 이 에 해서 의회 표회의(ParlamentarischerRat)에 선출을

한 4가지 가능성을 달하는 것으로 만족했다.

-종신직 임명

-(직업법 의 경우)공직 임기로 임명

-의회기보다 더 긴 확정된 기간 동안 임명

-의회기 동안 임명

한 장차 연방헌법재 소에서 활동하게 될 재 의 체정원에 한 언

도 결여되었다.

4. 연방헌법재판소의 지위와 권한

연방헌법재 소의 지 와 련해서는 연방헌법재 소가 내리는 결정에

부수되는 다른 모든 법원들과 행정청에 한 기속력이 요하다.이는 헤

힘제 안 제99조에서 정하고 있다.

원회에서 만장일치로 다음 사항들이 헌법재 소의 권한으로 채택되었다.

-기 쟁송(헤 힘제 안 제98조 제2호)

-추상 규범통제(안 제110조)

-정당 지소송(안 제47조 제4항)

-선거소송(안 제51조)

-기본권상실의 확정(안 제20조 제2항), 통령탄핵소송(안 제85조)

-연방-주 간 쟁송(안 제44조)이 재 소의 권한으로 채택되었다.

여기에 덧붙여서 안 제98조 제10호에서는 의회조사 원회에 한 소원(

한 안 제57조 제5항에서도 규정되었다)도 포함되었고,제11호에서는 연방법

률상 연방헌법재 소에로 지정된 특별한 사건도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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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기본법침해가 상인 소송(오늘날 기본법 제100조)과 법률의 합헌

성을 결정하는 권한(안 제137조)도 포함되었다.

결국 제3분과 원회가 채택한 보고서에서 제81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었다.

 연방헌법재 소는 최상 법원 내지 최상 연방법원의 하나이다. 이 보고

서는 재 소의 지 에 하여 두 가지 안을 제시했음이 분명했다.그 이유는

원회 원장의 언 에 따르면 이 문제에 한 헤 힘제헌법 안기 원회

원들 간의 불일치에 있었다.따라서 시간 인 문제로 인해 최종 인 결정은

의회 표회의에로 넘겨졌다.

개별 분과 원회들의 작업에 한 최종 인 심의가 시작되었을 때에 시간

박성으로 인하여 다만 제3분과 원회 최종보고서만이 완 한 형태로 제출되

었다.헤 힘제헌법 안기 원회는 요한 문제들에 하여 사 결정을

내렸다.

연방헌법재 소의 창설과 련해서는 논의된 제3분과 원회 보고서가 가장

요했고,이 보고서는 추후 의회 표회의에서의 보다 용이한 논의작업을 보장

하기 하여 헤 힘제헌법 안기 원회에서 세 트로 재구성되어서 제출되

었다.

-기본법 안

-개별 조항들에 한 안 해결방안

-개별 조항들에 한 주석

Ⅱ.의회 표회의(ParlamentarischerRat)의 활동과

연방헌법재 소의 탄생

1. 의회대표회의의 구성

1948년 독일의 패 과 함께 서독지역을 령한 서방 3국은 벨기에,

네덜란드,룩셈부르크와 함께 1948년 에 런던에서 6개국회의를 개최

하여 회의의 결과물인 소 ‘랑크푸르트 문서(FrankfurterDokumen-

te)’를 1948년 7월 1일에 당시 서독 11개 주의 총리들에게 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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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문서의 제1문서에서는 1948년 9월 1일까지 연방국가원리와 자유민주

인 성격을 포함한 새로운 헌법 제정과 함께 이를 한 헌법제정국민

회의의 소집을 명령하 다.이에 각 주의 총리들은 1948년 7월 8일부터 10일

까지 코블 츠(Koblenz)에서 회의를 개최하여,논의 결과 령국 측으로부

터 임된 직무를 수탁하긴 하겠지만,헌법제정국민회의의 소집과 신헌법

의 제정은 시기상조라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그러나 이어서 서방 3국의

령지역과 서베를린 지역을 통일 으로 리하기 하여 기본법(Grund-

gesetz)제정을 소임으로 하는 ‘의회 표회의(ParalmentarischerRat)’를 설

치를 제안했다.이에 따라서 1948년 9월 1일 본(Bonn)의 알 산더왕립미

술 에서 각 주의회들로부터 선출된 65명의 의원들로 구성된 의회 표

회의가 소집되어 첫 회의를 시작했다.각 의원은 1인당 약 75,000명의

서독국민들을 표하 다.의원정수는 우선 인구비례에 따라서 각 주별

로 배정되었다.이에 따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 주가 가장 많은 16명

의 의원을 배정받았고, 멘에는 1명으로 가장 은 의원이 배정되었

다. 한 의회 표회의는 당시 실시된 최근 선거결과에 따라서 각 정당

별로 의원을 배정하고,이에 따라 65명의 표자들이 참여하게 되었다.

즉 기민당/기사당연합(CDU/CSU)와 사민당(SPD)에게 각각 27명,자유

당(FDP)에 5명,독일정당(DeutschePartei), 앙당(Zentrum)그리고 서

독공산당에 각 2명씩의 의원이 배정되었다.그 가운데 CDU의 당원인

KonradAdenauer가 총회(Versammlung)의 의장으로 선출되었고,제1부

의장에는 최고원로의장인 Schönfelder(SPD),제2부의장에는 Schöfer(FD

P)가 선임되었다.그리고 헤 힘제헌법 안에 결정 으로 여해온 Carlo

Schmid(SPD)가 주 원회(Hauptausschuß)의 원장으로 선출되었다.베

를린의 표자들은 게스트로서 되었고,표결권이 없이 단지 조언권

만 지녔다.

1949년 5월 8일 23시 55분에 그간 행해진 36차의 수정작업 끝에 의회 표

회의는 최종 으로 회부된 기본법(Grundgesetz)을 찬성 53표,반 12표로

통과시켰다.15)서방 령3국의 군정청은 5월 12일에 이 기본법을 승인했고,

15)12표의 반 표는 서독공산당 소속의원 2인, 앙당과 독일정당 소속의원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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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법은 단지 바이에른주의 주의회만이 다수결로 부결한 가운데 서독의 나

머지 주들로부터는 모두 동의를 확보함으로써 1949년 5월 23일에 최종 공포

되었다.이로써 의회 표회의는 최 의 연방의회(Bundestag)선거 비를 성

공 으로 완료한 이후에 해체되었다.

2. 의회대표회의의 업무분장

헤 힘제헌법 안기 원회와 마찬가지로 의회 표회의도 가능한 효율 으

로 구성되었다.동 회의는 주 원회,원칙문제 원회 기타 문 원회들로

구성되었다.특히 연방헌법재 소 창설을 한 사항은 ‘헌법재 소와 권리구제

를 한 문 원회(FachausschußfürdenVerfassungsgerichtshofunddie

Rechtspflege(RPflA))’에는 외 인 경우에 다른 8인의 후보자로 교체될 수 있

는 가운데 10명의 원으로 구성되었다.동 문 원회는 1948년 9월 15일에

처음 소집되었고,우선은 ‘연방조직구성을 한 원회’와 공동으로 작업에 착

수했다.1948년 10월 20일부터는 양 원회가 별도로 분리되어 회의를 가졌다.

문 원회에서의 심층논의를 통해 작성되는 서류들은 의회 표회의로부터

견된 3인의 원들로 구성된 일반축조심사 원회(AllgemeineRedaktionsau-

sschuß)에로 심의를 해 다시 넘겨졌다.

3. 연방헌법재판소와 관련한 기본법상 개별 조항들의 형성

가.기본법 제92조의 형성

우선 연방헌법재 소가 기타의 연방법원들로부터 분리되는 것이 마땅한지

의 여부가 논의되었다.여기서 원회의 일부 원들은 연방헌법재 소가 이

로써 이른바 ‘슈퍼법원(Super-Gericht)’으로 등장할 것이라고 보았다.이 에

해서는 Strauß의원만이 반 했다.이러한 논란과 련해서 Zinn의원과

Strauß의원이 소 원회에서 보다 심층 으로 논의했고,이들은 연방헌법재

소로서 그리고 최상 의 권리구제법원(OberstesRechtsmittelgericht)으로서

활동하게 될 최상 의 연방법원을 설치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그러나

1인 그리고 기사당(CSU)소속의원 8인으로부터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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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을 내리기 해서는 단지 구체 법 사건(즉 추상 규범통제는 불허용)

이 제기되어야 한다고 보았다.이 결론은 권리구제 원회의 동의를 받았다.

연방헌법재 소의 지 에 한 문제는 2인의 문가의 조언을 구해서 새로

이 제안되었다.즉 재 들의 상이한 선출모델에 근거해서 연방헌법재 소와

최상 법원들 간의 혼합이 최상 연방법원의 비정치 인 법선언을 태롭게

할지도 모른다고 우려가 표명되었다.

이러한 주장에 근거해서 6인의 찬성이 있었고,1인은 최상 법원과 연방

헌법재 소간의 제도 분리에 반 했다.법원이 제3의 국가권력을 구체화

하는 것임을 분명히 인식하게 하기 해서 ‘법원(Gericht)’에 갈음해서 ‘사

법권력(DierechtssprechendeGewalt)’으로 달리 표 되었다.

일반축조심사 원회는 12월 5일에 다음과 같이 제128조를 규정할 것을 제안

했다.

“사법권력은 최상 연방법원,연방헌법재 소 기본법상 견되는 연방법

원과 주법원들로부터 행사된다.”권리구제 원회도 이 조항을 안에서 채택했

다.

이어서 진행된 주 원회의 제3독회에서 “사법권력은 법 들에게 맡겨지고,

행사된다”는 문장이 추가되어서 기본법 제92조가 최종 으로 확정되었다.

이로써 연방헌법재 소와 최상 법원들 간의 제도 분리가 궁극 으로 확

정되었다.

나.기본법 제93조의 형성

문 원회는 최 회의에서 연방헌법재 소의 권한목록(헤 힘제 안 제98

조)의 개정을 제안했다.우선 제8호에 규정된 헌법소원에 해서는 더 이상의

작업을 진행하지 않았다.다른 한편으로 기 쟁송(안 제98조 제2호)은 재

소의 권한목록에서 삭제하 다.게다가 제7호의 선거심사소송은 이른바 ‘연방의

회의 선거심사재 소(Wahlprüfungsgericht)’로 이 시켰고,제11호는 제97조로

옮겼다.

제128b조 제1호와 련해서는 당사자(Beteiligter)개념을 보다 구체화하고자

시도되었는데,기본법상 자신의 권리로 보장된 자가 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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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이로써 ‘당사자’개념을 무한정으로 확 해석할 가능성이 제한되었다.그

러나 이어진 권리구제 원회에서는 이 같은 제한이 필요한 동의를 득하지 못

했다.그 이유는 이로써 자신의 고유한 권리를 기본법상 부여받지 못하고 있는

교섭단체 는 의회소수자와 같은 소수 들이 소구할 가능성이 없어질 것이기

때문이었다.이를 막기 해서 일반축조심사 원회의 안은 당사자개념을 보다

확 하고,소수자보호를 목 으로 기본법에서 자신의 권리를 부여받은 자들과

함께 제128b조 제1호에 ‘기타 당사자들’을 삽입하기를 제안했다.이러한 기타

당사자들이 구인지는 연방법률에서 보다 상세하게 규정하도록 하 다.

4. 연방헌법재판소법의 형성

연방헌법재 소에게 기본법상 개별 인 권한들이 지정되었기 때문에(컨 기

본법 제93조 제1항,제100조 제1항 내지 제3항,제21조),연방헌법재 소로서는 결

정 으로 향후 헌법소송을 통해 활동할 수 있는 가능성이 주어졌다.물론 다른

개별 인 사항들,특히 재 소에서의 소송 차와 조직은 여 히 규정되어야할

사항이었다.따라서 소 연방헌법재 소법(Bundesverfassungsgerichtsgesetz:

BVerfGG)이 기본법 제94조 제2항 제2문에 근거해서 제정되었다.

가.연방헌법재 소법 안

기본법 제정과정에서와 마찬가지로 연방헌법재 소법도 그 사 단계에서 다

양한 안들이 마련되었다.그 하나는 사민당(SPD)안이었고,다른 하나는 기

본법 제76조 제2항에 따라서 연방참사원(Bundesrat)으로부터 개정 내지 개선된

정부안이 연방헌법재 소법안으로 제안되었다.양 법안들에서 논란 인 사항은

재 에 한 규정을 다루는 장이었다.

먼 사민당 안에서는 기본법 제94조 제1항 제1문에서 언 된 연방법 들

에게 법 직에 임명될 자격 내지 고 행정공무원의 근무경력을 갖춘 자를 요

구했다.다른 구성원들의 경우에는 공법에 한 특별한 식견과 공 생활의 경

험이 제되었다.반면에 정부안에서는 재 소가 국가 내에서 최상 의 가장

요한 법원일 것임이 견되므로,연방헌법재 소에서 활동하는 자에게 특별

히 법 직의 자격을 갖춘 자일 것이 요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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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최종안에서는 양면 입장을 결합한 안이 채택되었고,따라서 고 행정공

무원으로서의 경력을 갖춘 자‘만’이 연방헌법재 소의 재 이 될 수 있게 하

다. 한 극단주의 인 정치성향을 가진 정치인을 연방헌법재 소의 활동으

로부터 배제하고자 했으며,이로써 향후 국가사회주의 활동이 개될 가능성을

지하고자 했다.연방헌법재 소법 제6조에서는 연방의회에서의 선거과정에서

다소 복잡한 돈트식(d'Hont)방식으로 재 이 선출되는 규정이 마련되었다.

오랜 토론 끝에 1951년에 독일 역사상 최 로 연방헌법재 소법이 독일연방

의회에서 다수결로 채택되었다.단지 공산주의자들만이 이에 반 했다.동 법

률의 공포는 1951년 3월 12일자 연방공보 게재로 이루어졌다.

나.‘최종 인 문제들’의 해결

연방헌법재 소법이 채택되었을 당시에 여 히 두 개의 요한 논의 들이

결정의 상으로 남아있었다.그 하나는 재 소의 소재지 고,다른 하나는 최

의 재 들의 선출이었다.

1951년 5월 4일자로 제정된 연방헌법재 소의 소재지에 한 법률에서 재

소의 소재지를 칼스루에(Karlsruhe)로 정했다.오늘날도 여 히 칼스루에에 소

재한 헌법재 소는 첫 번째 회의를 가졌고,최종 개소시기를 1951년 9월말로

가능 했다.

이 기간 동안에 연방의회는 나머지 업무사항들을 처리했고,19951년 9월 4일

에 12인의 후보자를 선출하고, 한 바로 헌법재 소 소장 후보로

HermannHöpker-Anschoff박사를 선출했다.9월 6일에 연방참사원은 Rudolf

Katz를 수석부소장으로 결정하는 제안을 따랐다.

1951년 9월 28일 연방헌법재 소는 자신의 업무를 처음 개시했다.

개소연설에서 헌법재 소의 소장으로 임명된 Höpker-Anschoff박사는

재차 헌법재 소의 원칙 인 과업들을 강조했다.그는 연방헌법재 소가 기

쟁송에서 결정을 내리기는 하지만,정치 투쟁에 있어서 결정을 내리는 것이

본래의 과업이 아니라,그러한 투쟁에서 연방헌법재 소의 과업은 기본법상 모

두에게 기속 이고 체질서를 보장하는 규범이 존 되고 있는지를 감시하는

것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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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969년 기본법 개정과 헌법재 제도의 변화

1969년에 개개 시민들의 개별 권리의보호측면에서결정 인 변화가있었

다.지 까지 연방헌법재 소에서행하는헌법소원에 한 구체 인내용은 일

반법률에서 규율하고 있었다.이러한 ‘일반법률 ’성격에 근거한 헌법소원은

헌법개정에 필요한 가 다수가 형성되지 않고서도 연방헌법재 소의 권한목록

에서삭제될 수 있었다.이는 즉,시민의 기본권보호가 법률개정을통해 더 이

상유용하지않을수있음을뜻한다.

따라서 1969년에 이러한 상황의 변화가 필요했다.그 출발 은 1968년에 제

정된 국가긴 권에 련한 긴 헌법(Notstandsverfassung)이었고,이에 따르면

연방헌법재 소는 국가긴 시에도 이 상황에서 헌법과 특히 기본권을 보장하

기 해 자신에게 부여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다.다른 한편으로는 이로써

시민의 권리가 될 수도 있다고 보았다.이러한 험은 기본권과 합치되는

권리의원칙 인정착을 통해서다시해소되어야만 한다.1969년의 헌법개정과

함께 헌법소원의 폐지는 단지 헌법개정을 한 가 다수결에 의해서만 가능해

졌다.결국 1969년에 개정된 제14차 기본법개정법률은 기 자치단체의 자치권

(기본법 제28조)과 함께 개인의 자유권의 헌법 보장 그리고 가능한 한 최

한의보호를 실화했다.

구기본법제94조제2항제2문은헌법소원의보충성을확정했고,연방헌법재

소에로의직 통로는배제되었고,이로써재 소는한결부담을덜게되었다.

라.1951년 이후의 연방헌법재 소법 개정

연방헌법재 소법이 1951년에 처음으로 공포된 이래로 재 소 실무상의 발

과 련해서그조직과 차의최 화를 하여이후수차례개정되었다.여

기서는다음과같은두가지 요한사항을보다상세하게다루기로한다.

그 하나는 재 의 정수에 한 것이었고,다른 하나는 헌법소원 차와

련한개정이었다.

㉠ 헌법소원

연방헌법재 소가 설치되고서 3년 반이 지나고서 연방헌법재 소의 제1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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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2,368건의 헌법소원을 처리해야 했다.이에 반해서 제2원에는 단지 29건의

사건만이 수되었을 뿐이었다.특정 원(院)에 이처럼 일방 으로 과부담이 주

어진 원인은 입법자에 의해서 연방헌법재 소법 제14조에서 엄격하게 규정된

각 12인의 재 ,두 개의 원으로 구성된 재 소의 권한배분 때문이었고,이에

따르면 제1원에게만 헌법소원심 에서의 결권한이 부여되었다.따라서 연방

헌법재 소는 입법자에게 그 짧은 임기개시 기에 연방헌법재 소법 제14조

의 개정을 요구했다.이러한 문제 상황은 1956년 7월 21일자 제1차 연방헌법재

소법 개정과 1959년 6월 26일자의 제2차 연방헌법재 소법 개정 시에 반

되었다.이로써 개정된 연방헌법재 소법 제14조는 재까지 용되고 있으며,

이에 따르면 헌법소원의 할권한은 제1원에만 배분되는 것이 아니라,헌법소

원의 유형에 따라 제1원과 제2원에 하게 배분되게 되었다.

한 1956년에 소 ‘사 심사 차(Vorvrfashren)’가 연방헌법재 소법 제91a

조에 도입되었다.이에 따르면 수된 헌법소원사건이 각 원의 원재 부로

회부되기에 앞서서 3인의 재 으로 구성되는 지정재 부가 (연방헌법재 소

법 제24조 제2문에 따른)헌법소원을 사 심사토록 하 다.이러한 작업배분은

연방헌법재 소의 부담을 재차 경감시켰다.헌법재 소의 부담경감을 더욱 강

화하기 해서 입법자는 연방헌법재 소법 제3차 개정에서 제91a조(사 심사)

를 제93a조를 통해 규율되는 채택 차로 체하도록 하 다.이 규범은 헌법소

원이 형식에 배되거나,허용되지 않거나,소제기기간을 도과하거나 는 명백

하게 이유 없거나 는 명백하게 청구 격이 없는 자로부터 제기되는 경우에

지정재 부가 만장일치의 결정으로 헌법소원을 각하할 수 있도록 했다.

마지막으로는 1970년 12월 21일에 연방헌법재 소법 제4차 개정이 있었다.

이에 따라서 지정재 부의 명칭이 Ausschuß에서 Kammer로 개칭되었고,기본

법 제93조 제1항 제4a호 제4b호에 따라서 연방헌법재 소법 제8a조와 제8b

조의 차수가 려났고,제93a조 제3항은 이러한 방법은 재 3인으로 구성되

는 지정재 부의 권한을 새로이 특별히 강조하는 것으로 재구성되었다.이후

헌법소원의 각하에 해서 더 이상 이유 없음에 한 명백성이 아니라,소원이

허용되지 않거나 다른 이유에서 성공에의 충분한 망이 없는지 여부가 다루

어졌다.마찬가지로 남소(濫訴)를 방지하기 하여 1,000DM 내지 5,000DM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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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하는 공탁 이 도입되었다.

㉡ 재

1951년에연방헌법재 소가자신의과업을시작했을당시에,두개로구성된

각 원에 12인의 재 이 배치되었다.재 의 과부담 문제와는 달리,1956년

에 재 정수가 각 원당 10인으로 감원되었다.1963년에 추가 인 약을 결

정하여,각원당8인의재 으로감원되었다.

제4차 개정법률에서 재 의 임기에 한 규정이 개정되었다.이에 따

르면 연방헌법재 소법 제4조에 따라서 통일 으로 임기가 12년으로 그

리고 68세의 정년규정이 확정되었다.재선은 배제되었다.

5. 연방헌법재판소의 업무과중과 그 해결시도

가.문제 상황

1990년까지 단지 1,721건의 헌법소원이 연방헌법재 소에서 성공 이었고,

성공 인헌법소원은재 소에 수된 체헌법소원사건들의단지2%에불과

했다는 을고려한다면,독일의최상 심 이 단히소모 인소송을 담당하

고 있으며,심지어 과부담상태에 놓여 있음이 분명해진다.그 기 때문에 재

소의권한확 와 련한제안들이드물다는사실은그다지놀랄일이아니다.

반면에재 소의부담경감이자주논의되어왔다.따라서모든헌법소원사건

들이 각 원으로 바로 이송되지 않고 우선 사 채택 차(연방헌법재 소법 제

15a조 제1항,제93a조,제93b조,제93c조)를 거치도록 한 것은 남소(濫訴)를 부

분 으로 방지하기 해 헌법재 소와 연방헌법재 소법 입법자들이 고민하고

노력한결과이다.

나.해결 시도

이상과 같은 연방헌법재 소법 개정을 통해 기 했던 재 소의 부담경감은

여의치가못했다.이러한이유에서실무에서뿐만 아니라특히여러 문헌들에서

새로운해결방안들이 극 으로논의되었다.

1998년에 연방헌법재 소법이 개정되기 직 에 헌법소원의 (시범 )폐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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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하게 설득 인 해결 안인 것으로 주장되었다.이 제안에 해서는 물론

헌법소원을 통한 기본권보호 차의 헌법 정착을 논거로 한 반 가 있었고,

한 이러한 개정은 헌법개정에 필요한 가 다수로써만 가능한 것이었다.

두 번째 안도 마찬가지로 헌법소원의 폐지를 통한 연방헌법재 소의 본질

인 부담경감을 다루고 있으나,여기에다 헌법소원이라는 소송유형이 ‘오늘날

독일 국가재 제도의 본질에 속하고’그리고 이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더 이상

생각할 여지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한 논의를 더 이상 진행시키지 않았다.따라

서 헌법소원의 채택을 한 제조건을 더욱 제한하는 것이 우선 으로 고려

되었다.

많은 불명료함에도 불구하고 소송의 무상(無償),즉 인 국가부담

을 폐지하는 것이 고려되었다. 한 소원청구인의 이익을 하여 허용

되고 명백히 이유 있는 소원인 경우에 지정재 부가 바로 결정을 내리

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았다.

세 번째 견해는 제기되고 성공 이었던 헌법소원의 계에서 이러한

형식에 반하는 주장이 제기될 계기가 없다고 본다.개인이 국가공권력

작용에 해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방치되지 않고,기본권 침해에

해 언제나 헌법 정당화를 요구한다고 하는 국민들의 신뢰는 헌법소

원의 폐지를 통해 손상될 것이라고 보았다.왜냐하면 이러한 인식은 기

본법의 수락가능성에 해 시민들을 동요 하고,시민들이 기본법상의

가치설정과 동일시하는 것에 합하기 때문이다.

한 이미 이 부터 그리고 최근에도 미국 연방 법원에서의 소송 차가 헌

법소원을 다루는 모범이라는 제안이 있었다.이는 연방헌법재 소에 수된 헌

법소원의 채택은 장차 순수히 재량결정하에 놓이고,법률 은 후퇴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다만 여기서는 헌법소원을 다루는 일이 결국 기본권보호와

연 될 수 있는지,즉 재 소의 결을 통해 가능한 한 일종의 사례(Exempel)

로 규범 효력을 지녀서,일종의 선례(Praezendenfall)로 성립할 수 있는지 여

부의 문제가 결정 이었다.

이를 통해 재 소의 부담이 상당히 경감될 수는 있을 것이나,물론 이로써

정확성과 법률 속에서 행해지는 재 소에 한 시민의 신뢰 한 상당히 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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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것이라는 이 문제로 지 되었다.왜냐하면 모든 소원청구가 재량에 따라

서 원재 부에로 ‘회부될(ausgeliefert)’것이기 때문이다.많은 시민들이 이를

확실하게 그네들의 기본권보호에 한 험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보았다.

재 소의 부담경감과 련해서 특히 실무가들로부터 재 소에 출정하는 변

호사들의 작업방식과 능력에 한 의문이 제기되었다.연방헌법재 소의 헌법

소원심 에서 소송 리인으로서 모든 사건의 75%를 이들 변호사들이 제기하기

때문에 행법을 부정확하게 이해하거나 는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비 되었다.헌법소원사건의 부분은 이들 변호사들이 자신들의

일상 인 직업생활에서 그간 다루어지지 않았던 사건들이어서 짧은 시간 안에

해당 사건에 근해서 사안을 악하기가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연방헌법재

소의 재 인 소송 차에 하여 극 으로 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부담

경감의 효과를 도모해 볼 수 있다고 보았다.

그 신에 헌법 문변호사들에게만 연방헌법재 소에서의 소송 리를 허용

하는 것도 가능할 수도 있겠으나,헌법소송 문변호사라는 것이 소한 법률시

장에서 경제 으로 매력이 을 것이기 때문에 과연 변호사들이 이러한 문

변호사시험을 치를지 그리고 이 헌법소원사건이 흔치 않아서,제한된 실무활동

가능성 때문에도 한 회의 이기도 했다.

결국 재 소의 내부 결함도 추가 으로 지 되었다.여기서 특히 결정문의

구성이 지나치게 길고 그리고 학문 으로 비 된다는 이 흥미롭게 나타난다.

결정문의 간결화와 학문 쟁 의 정치화는 재 의 작업범주를 상당히 축소

할 것이고 따라서 부담경감에로 이끌 것이라고 보았다.

다. 사안에 한 연방법무부 산하 원회의 견해

1996년여름에당시연방법무부장 이었던EdzardSchmidt-Jortzig는 연방헌법

재 소의 부담경감과 가능한 개선책을 제안받기 해서 련 원회를 소집

했다.약 한 달 동안 진행된 원회의 조사 심의 끝에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

우선 재 업무의 과부담이 더 이상 통제될 수 없는 수 이 되어서는 아

니 된다는 사실이 확정되었다.이는 특히 그간 오랫동안 연방헌법재 소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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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상과 합치하지 않는 지정재 부를 통한 결정의 험을 은폐하고 있다.이

와 련해서 논의되는 여러 해결 안들에 따르면 매년 수되는 헌법소원사건

들의 97～98%가 억제되는 문제가 에 놓이게 된다. 원회는 10:1의 다수결

로 미국 연방 법원에 의해서 리 알려진 재량에 따른 채택 차를 도입하는

데에 찬성했다.이에 따르면 각 원은 헌법소원이 헌법 문제의 해명에 기여하

거나 는 기본권보호에의 지향성에 기여하는 한에서 해당 헌법소원에 해

결정을 내리게 된다.여기서 재 소에게는 헌법소원의 채택을 한 개별 권

리보호 을 선언하는 것이 허용된다.

반면에 연방헌법재 소의 부담경감을 해 제3원의 설치,헌법 문변호사제

도의 도입,각 주의 주헌법재 소와의 연계성을 더욱 강화하자는 안에 하여

는 원회가 만장일치로 이를 거부했다.다만,각 주의 주내부의 분쟁(기본법

제93조 제1항 제4호(세 번째 변형유형))은 주헌법재 소의 업무로 이 하고,변

호사강제주의 하에서 연방헌법재 소에서는 특화된 변호사들만 소송 리를 허

용하자는 안이 고려되기는 했다.

한 요한 사건에서 결문의 작성을 맡은 주심재 은 이 기간 에는

‘다른 일로부터 자유롭게’내버려두어서 이러한 방법으로 소송종결 시까지 사건

에 념할 수 있도록 하자는 안이 논의되었다.

라.잠정 결론

이상의 제안들을 구체화함에 있어서 형량에 근거해서,이로써 헌법재 소의

부담경감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 것인지는 결국 향후 지켜 보아야할 과제로 남

겨졌다.헌법소원의 폐지는 아 논의 상에서 배제되었다.

실용 으로는 문변호사강제주의(Fachanwaltszwang)를 도입하는 더 확실

해 보이지만,여기에는 연방의 지역에서 그러한 변호사를 어느 범 까지 확

보할 수 있는지의 문제가 여 히 남아있다.연방헌법재 소가 요한 사항에

한 결에로 스스로 제한하고,헌법재 소의 결에 포함되는 학문 인 수

을 최소한으로만 유지하자는 안도 나름 로는 환 할만한 제안이다.이러한 방

법으로 연방헌법재 소의 재 들뿐만 아니라,헌법재 소 결의 ‘소비자’들

의 부담 한 상당히 완화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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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미국의 연방 법원모델이 독일에 용된다 하더라도 일반시민들에게

이 소송 차를 통해 결코 기본권보호가 0(제로)으로 축소되지는 않는다는 사실

을 분명히 하는 것이 요할 것이다.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연방헌법재 소

의 부담경감과 련해서 지 까지 제기된 모든 제안들을 고려하고,보다 세련

되게 만드는 도 인 방법을 취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물론 연방헌법재

소에게 한편으로는 실한 부담경감을 도와주어야 하고,다른 한편으로는 이

재 소에 한 시민들의 신뢰를 약화시켜서는 아니 된다는 은 논란의 여지

가 없다.이로써 연방헌법재 소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헌법의 수호자’로서 남

아있을 수 있어야 한다.

3  연 헌 재   지  

Ⅰ.연방헌법재 소의 법 지

1.  법원’으로서의 헌법재판소

독일연방공화국의 법체계상 연방헌법재 소의 법 지 는 작업방식의 이해,

재 활동의 범주와 헌법 으로 흠결 없는 정당화문제에 기 한다.그간 연방

헌법재 소의 법 지 는 논란 이었다.특히 연방헌법재 소의 사무규칙이 재

소가 설치되고 나서 24년이 지나고서야 마련되었다는 사실은 연방헌법재 소

가 법원인지 아니면 헌법기 인지의 문제가 논란 이라는 사실로 환원된다.

연방헌법재 소와 련해서 그것이 법원으로 이해되고 있다는 사실은 오늘

날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다.이는 이미 ‘법원(Gericht)’이라는 용어선택뿐만

아니라,기본법 제92조를 통한 자격부여를 통해 지지된다.그 구성원들에게는

사법 권력(DierechtsprechendeGewalt)이 맡겨져 있고,연방헌법재 소는

사법이라는 제3권력의 확고한 구성부분이다.게다가 연방헌법재 소가 독자

이고 독립 인 법원(Gerichtshof)임을 표 하고 있는 연방헌법재 소법 제1조

상의 법원으로서의 자격확정(Gerichtsqualität) 한 이를 지지한다.따라

서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이 법원임이 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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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헌법기관으로서의 헌법재판소

연방헌법재 소법 제1조에 따르면 연방헌법재 소는 연방의회,연방참사원

연방정부와 마찬가지로 한 헌법기 (Verfassungsorgan)이다.연방헌법재

소의 헌법기 으로서의 고유성은 일반법률인 연방헌법재 소법 제1조에 근

거할 뿐만 아니라 직 헌법으로부터도 근거하고 있다.이러한 사실은 1952년

6월 27일자 연방헌법재 소의 지 에 한 ‘지 비망록(Status-Denkschrift)’에

서 아래와 같이 확정된다.헌법의 최고 수호자로서 연방헌재는 기본법과 연방

헌법재 소법상의 문구와 의미에 따라서 동시에 최고의 권 를 가진 헌법기

이다. 한 법원으로서도 다른 모든 법원들과는 으로 다른 차원에로 고양

된다.

헌법기 으로서 연방헌법재 소는 연방헌법재 소법 제1조에 따라서 다른

연방법원들과의 에서 특별히 형성된 지 를 보유한다.연방헌법재 소는

연방의회와 연방참사원에게 부여된 것과 마찬가지로 사무규칙자율권을 스스로

보유한다.이러한 사무규칙자율권에 해서 오랫동안 기본법과 일반법률상 명

시 인 임이 결여되었다.비로소 1975년에서야 뒤늦게 사무규칙이 제정되었

고,이로써 연방헌법재 소가 한 헌법기 이라는 입법자 자신의 견해를 분명

히 천명한 셈이다.

연방헌법재 소는 헌법기 으로서 다른 국가기 에 종속되지 않고,다른 헌

법기 들과 동등한 지 로 계를 형성한다.

연방헌법재 소의 특별한 법 지 는 기에는 논란 이었다.연방헌법재

소가 법원이기 때문에 입법부 정부와 같은 헌법기 으로서의 지 에 연

되는 권리와 의무가 부여되지 못했다.그러나 이론과 실무는 이에 따르지 않고,

헌법기 으로서의 지 는 오늘날 범하게 인정되고 있다.헌법기 으로서의

지 인정을 한 근거는 원칙 으로 모든 학자들에게 동일하다.즉 연방헌법

재 소는 다른 법원들과는 달리 법률의 합헌성통제와 헌법기 들 간의 분쟁에

한 결에 소임을 가지고 있고,따라서 헌법기 들 차원에서의 결을 행하

기 때문이라는 것이다.이러한 사실은 연방헌법재 소가 국가에 통합되는 기

이라는 사실임을 밝힌다.이로부터 연방헌법재 소의 특별한 지 그리고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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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인 연방헌법재 소법으로부터 그리고 기본법으로부터 스스로 민주 으로

정당화된다는 사실이 도출된다.

3. 최상급연방법원으로서의 연방헌법재판소

연방헌법재 소는 기본법 제95조에서 열거된 다섯 개의 다른 연방최고법원

들에 해서 특별히 고양된 지 를 갖는다.연방헌법재 소법 제1조는 연방헌

법재 소는 다른 헌법기 들과 병립하면서 독자 이고 독립 임을 밝히고 있

다.우선 이 같은 선언으로부터 조직법 인 결론이 필수 으로 도출되지는 않

는다.1953년부터 연방헌법재 소는 자신의 행정사무를 독자 으로 수행해왔으

며,더 이상 법무부에 편입되지 않은 고유한 산안을 지니고 있다.이러한 변

화에도 불구하고 연방헌법재 소는 자신의 조직과 차가 헌법상 규율되지 못

한 채로 입법자의 개입을 통해 성립되고 있기 때문에 ‘름발이 헌법기 ’으로

묘사되기도 한다.16)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능수행과 정치 요성의 측면에서

연방헌법재 소는 이후 철 히 고유한 헌법기 으로서 자리잡아왔다.연방헌법

재 소의 사무규칙자율권에 한 기본법과 일반법률상의 명시 인 임규정이

결여되었던 문제상황은 이후 1975년 독자 인 사무규칙이 마련됨으로써 해소

되었고,이로써 연방헌법재 소가 독자 인 헌법기 임을 입법자 스스로가 분

명하게 밝힌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Ⅱ.연방헌법재 소의 구성

1. 원(Senat)의 구성과 활동

기본법 제94조 제2항은 헌법에 한 요한 결정을 연방헌법재 소에 임

하고,연방헌법재 소 재 수 정수(定數)를 입법자에게 임하고 있다.의회

표회의의 논의과정에서 제기된 다양한 입법안들을 변형해서 연방헌법재 소는

소 ‘둥이법원(Zwillingsgericht)’으로 구성되었다.연방헌법재 소법 제2조

16) Starck, Das Bundesverfassungsgericht im politischen Prozeß der

Bundesrepublik,Mohr,1976,S.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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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따라서 연방헌법재 소는 두 개의 원(Senat)으로 구성된다.

양원(兩院)은 각각 고유한 권한 역을 가진다.제1원은 특히 기본법 제1조

내지 제17조에 해당되는 규범통제소송과 헌법소원을 담당하고,제2원은 공무

원 계,병역 민간 체복무,형사소송 행정벌,형사집행에 한 규범통

제와 헌법소원,권한쟁의,정당 지,선거소송을 담당한다.따라서 제1원은

‘기본권재 부(Grundrechtssenat)’로 제2원은 ‘국가법재 부(Staatsrechtssenat)’

로 묘사되기도 한다.어느 원이 권한을 가지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헌

법재 소의 소장,부소장 양원에서 선출되는 각 2인의 재 들로 구성되는

소 ‘6인 원회(Sechsera-usschuß)’가 결정한다.

여기서 각 원은 법률상의 권한을 가진 연방헌법재 소이고,개별 재 은

연방헌법재 소법 제2조 제2항에 따라서 처음부터 특정의 원 소속으로 선출

되며,양원사이에서 교체될 수 없다.재 의 비교체성(Unabsetzbarkeit)

과 결합된 이 같은 비교환성(Unaustauschbarkeit)은 각 원의 결정능력을 확

보하기 한 조건에 따른 정치 문제(어도 6인의 재 이 출석해야 한다)

로부터 비롯된다.결정능력을 소송당사자들의 정치 야망을 한 목표로 삼지

않기 해서 연방헌법재 소법 제18조는 특정 주제에 한 학문 의견의 표

명 는 정당소속 여부가 배제근거로서 간주되지 않도록 입법 차상 재 의

사 참여를 보장한다.

양원은 함께 원 의체(Plenum)을 구성한다.1985년까지 양원은 상호 리

할 수 없었다.시간이 경과하면서 둥이법원이라는 엄격한 분리원칙의 완화가

필요한 것으로 주장되었다.왜냐하면 양원이 상이한 업무부담에 직면했기 때문

이었다.1956년 이후로 연방헌법재 소의 원 의체(Plenum)은 연방헌법재

소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서 특정 원의 일시 인 업무과부담으로 인해 부득이

하다고 필요한 경우에는 각 원사이의 법률상의 권한을 사후 으로 (profuturo)

달리 규정할 수 있었다.특히 1985년 12월의 법개정을 통해 3인 재 으로 구

성된 지정재 부에게 헌법소원의 범주 내에서 보다 범한 권한을 부여했고(연

방헌법재 소법 제15a조,제93b조),이로써 지정재 부의 독자성이 더욱 진되

었다.

법개정을 통해서 재 정수도 새로이 확정되었다.본래 12인의 재 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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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되었던 각 원은 1956년에 경과 으로 10인으로 었다가,1963년 이후로는

8인 재 으로 다시 축소되었다.결정주문 확정과 련된 가부동수(可否同數)

의 문제는 연방헌법재 소법 제15조 제3항 제3문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다.이

에 따르면 가부동수인 경우에 기본법 내지 기타 연방법률의 침해는 확정될 수

없다.

2. 연방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자격

다른 법원들과는 달리 연방헌법재 소의 고양된 지 에 상응해서 독자

인 헌법기 으로서 헌법 으로 보장된 권한(기본법 제93조,제98조 이하)

과 고유한 책임이 형성된다.여기서 특별한 지 는 연방헌법재 소 구성원

의 선출에 있어서 법률 으로 규범화된 조건을 요구한다.

연방헌법재 소 재 의 선출을 한 형식 인 조건들은 연방헌법재 소법

제3조에서 상술되고 있다.연방헌법재 소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연방헌법재

소의 재 은 만 40세에 달해야 한다. 한 이들 재 은 연방선거법 제15

조와 결합된 기본법 제38조 제2항 제3항에 따라서 연방의회 의원직의 피선

거권이 있고 그리고 연방헌법재 소법 제3조 제1항에 따라서 연방헌법재 소의

구성원이 되고자 함을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특히 서면상의 선언은 매우 까

다로운 선출 차에 진지한 후보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고 주장된다.

이들 후보자들은 최고법원의 모든 재 들의 경우에 연방법무부에 의해서

그리고 다른 재 들은 권한있는 기구로부터 추천된 인사들로 충원된다.

연방헌법재 소 재 으로서의 자격을 한 가장 요한 조건은 독일법

법(DRiG)제5조와 결합한 연방헌법재 소법 제3조 제2항에 따른 법 직에의

자격이다.즉 법 은 원칙 으로 두 단계의 사법국가시험을 합격한 자여야 함

을 뜻한다.

외 으로 독일법 법 제7조에 따라서 법학정교수는 자동 으로 법 직의

자격을 보유하게 되고 그리고 1990년 통일조약에 따른 연방헌법재 소법 제3

조 제2항에 근거해서 구 동독시민의 경우에는 법학사(Diplomjurist)자격만으로

도 충분하다.

법 직에의 자격이라는 조건이 언제나 명확하지는 않다.본래 사 에 규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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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시험에 근거해서 고 행정직공무원에의 지원자격은 법 직에의 자격과 동

등하고 “공법에 한 특별한 지식”,“공공생활에서의 경험”은 추가 인 조건이

었다.그러나 이러한 자격특징들은 고 행정직공무원에의 자격은 더 이상 충분

하지 않고 공법과 공공생활의 지식과 경험은 잘못된 것으로 간주되었기 때문

에 1961년 9월 8일자로 개정된 독일법 법 제92조에서 삭제되었다.

법 직에의 자격 여부에 한 최종 인 결정은 역사 으로 보아 명확하지

않다.기본법과 연방헌법재 소법 개정논의과정에서 연방헌법재 소를 법률지

식이 없는 문외한들로 구성하자는 시도가 있었다.이들 문외한들을 통해 정치

인 것이 가지는 특별한 의미와 기본법상의 새로운 정치질서에 한 시 정

신을 재 소의 결정에 주입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었다. 재 각 주의

일부 헌법재 소는 법 직의 자격을 갖지 않은 재 들로 구성되어 있기도

하다.

기본법 자체는 연방헌법재 소의 재 이 상임으로 활동해야 하는지 문제

와 련해서도 법 직의 자격에 한 조건문제에 해서도 개방 이었다.이러

한 논란 끝에 연방헌법재 소법은 재 소에는 순수한 법률가들인 직업법 들

이 구성원이 되는 것으로 결정을 내렸다.

연방헌법재 소 재 직 선출을 한 추가 인 자격요구는 연방헌법재 소

법 제2조 제3항과 결합한 기본법 제94조 제1항 제1문에서 도출된다.이에 따르

면 각 원의 재 3인은 최고법원의 연방법 들로 선출된다.이러한 추가 인

자격특징이 확정됨으로써 한편으로는 소송 차 인 경험과 오랜 직업생활에서

형성된 직업법 으로서의 사법 사고방식이 활용될 수 있다고 보았다.다른

한편으로는 헌법에 한 ‘문가(Experten)’들만이 재 에 임용됨으로써 이들

로부터 연방법 으로부터 기 하기 어려운 보다 폭넓은 근방식을 기 할 수

있다고 보았다.

연방헌법재 소법 제3조 제4항과 제110조 제1항은 연방헌법재 소의 모든

재 들이 상임으로 활동하는 것으로 확정지었다.사항 독립성과 인 독립

성에 근거해서 이들 재 은 연방의회,연방참사원 연방정부 그리고 이에

상응하는 주의 기 들에 동시에 소속될 수 없다.연방헌법재 소 재 은 연

방헌법재 소법 제3조 제4항에 따라서 임용시에 법률상 자동 으로 해당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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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부터 사직하게 된다.연방헌법재 소법 제3조 제4항 제2문에 따라서 외

으로 학교수직만은 연방헌법재 소의 재 직과 겸직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연방헌법재 소법 제3조 제4항 제2문은 연방헌법재 소 재 으로서

의 활동이 학교수로서의 활동보다 우선하며,연방헌법재 소법 제101조 제3

항 제2문에 따라서 연방헌법재 소 재 으로서의 재임기간 동안 학교수직

을 휴직할 수 있도록 하는 제한이 포함되었다.

연방헌법재 소 재 은 다른 직업법 들이 가져야 하는 것보다 보다 범

한 자격을 가져야 한다고 종합 으로 결론내릴 수 있다.연방헌법재 소법상의

개별 인 조건들의 확정은 법 안정성에 결정 으로 기여한다.

3. 연방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선출절차

가.민주 정당화과정으로서의 선출 차

헌법재 제도는그것이근거하고있는헌법이정당하고, 한합법 인질서

로 승인되고 헌법재 소의 구성원들이 민주 으로 정당화되는 경우에 비로소

정당하다.독일헌법인기본법의정당성에 해서는여기서의심의여지가없고,

따라서단지헌법으로부터도출되는정당화만다루기로한다.

모든 헌법재 의 기능최 화를 한 기본조건들의 하나는 헌법재 들의

합목 인선출에있다.

기본법은 다른 연방법 들의 선출 차와는 달리 연방헌법재 소 재

선출에 하여 직 규정하고 있다.이들 재 은 권한 있는 연방부처와

재 선출 원회(Richterwahlauschuß)에 의해서 공동으로 임명되는데,재

선출 원회는 개개의 경우마다 사항 역에 권한 있는 주정부의 장 들

과 연방의회가 선출하는 동일한 수의 원들로 구성된다.연방헌법재 소

재 들은 기본법 제94조 제1항 제2문과 연방헌법재 소법 제5조 제1항에

따라서 연방주의 안배(föderative Parität)원칙 속에서 연방의회

(Bundestag)와 연방참사원(Bundesrat)이 각각 반의 재 을 선출한다.

다른 연방법 들의 선출과는 달리 연방헌법재 소 재 선출에 있어서

용되는 원칙은 헌법재 의 특수성에 따른 정당화에 근거하고 있다.연방

의회와 연방참사원을 통한 동등한 선출은 연방공화국의 연방제 성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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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하고, 한 연방과 주간 분쟁이 연방헌법재 소가 할하는 요한 부

분을 형성한다는 사실을 고려한 결과이다.본질 으로 헌법재 은 통

인 의미에서의 사법작용이고,이는 연방헌법재 소가 분쟁이 제기되거나

권리가 침해된 사안들에서 권 를 가지고서 결정을 내린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연방헌법재 소는 법규범의 합헌성을 심사하는 특별한 과제를 통해

자신의 고유한 특징을 각인시킨다.

권력분립원칙을 통해 기본법은 모든 공권력의 포 인 사법 통제에 한

균형을 실 한다.이를 통해 개개 국가권력의 자제뿐만 아니라 한 국가권력의

다른 국가권력에 한 과도한 압도를 방지하고자 한다.그러나 이 세 개의 권

력은 으로 분리되어져서 병렬 이지 않다.한 권력기 은 타 권력기 들의

활동 역에의 개입이 허용된다.그러나 기본법 제20조 제2항 제2문에 의해 보

장되는 타 국가권력들의 핵심 역을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기본법은 재 임용을 통해 권력들 간에 요구되는 균형을 확보하고자 시도

했고,동시에 기본법 제95조 제1항,제94조 제1항을 보장하고자 의도했다.이로

써 연방헌법재 소 재 을 한 특별한 선출 차는 기본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권력분립의 특별한 구성요소이고,헌법 기본원칙의 범주 내에서 그것의

보장을 지원하고 있다.

한 특별한 임용 차는 연방헌법재 소 재 의 구성에 있어서 입법부의

향 행사를 보장하고 있다.기본법은 연방헌법재 소에 한 입법부의 항력

을 확보하고자 의도했고,이들 재 들이 향후 행할 결들의 가능할지 모를

정치 효과를 재 임용과정을 통해 요한 정치 세력들이 감내할 수 있

을 정도로 압박하고자 했다.재 선출의 범주에서 기본법 제20조 제2항에 규

정된 민주주의원칙이 보장되는지 여부의 문제가 특히 요하다고 보았다.

나.연방법무부장 의 피추천인명부 작성 제출

재 선출 차의 범주 내에서 연방법무부장 은 선거 비과정에 극 으

로 향을 미친다.연방헌법재 소법 제8조에 따르면 연방법무부장 은 두 개

의 피추천인명부를 제출하는 것이 의무 이다.첫 번째 명부는 연방법 들을

상으로 한 것이고,두 번째 명부는 연방의회의 각 교섭단체들,연방정부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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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들로부터 연방헌법재 소 재 으로 추천된 모든 인물들을 상으로 한

것이다.이 명부들은 선거의 비에 기여하는데,이후 계속 으로 보완되어졌다

가 늦어도 선거일 1주일 에 연방의회와 연방참사원의 각 의장에게 달되어

져야 한다.그러나 명부에 등재된 이들로만 선거를 제한하는 것은 본래 법률상

견된 것이 아니며,이 명부는 부분의 선거에서 지 까지 큰 의미를 가지지

못했다고 한다.

다.선출 차

기본법 제94조 제1항 제2문 연방헌법재 소법 제5조 제1항에 따라서 연

방헌법재 소 재 은 연방주의 안배 속에서 연방의회와 연방참사원으로부

터 각각 선출된다.

㉠ 연방의회(Bundestag)에서의 선출 차

연방의회는 연방헌법재 소법 제6조 제1항에 따라서 연방헌법재 소 재

을 직 선거로 선출한다.연방헌법재 소법 제6조 제2항에 따라서 연방의회는

비례선거원칙에따라선거인단구성을 해12명의 의원을선출한다.연방의회

의 각 교섭단체는 자신들이 추천한 선거인단명부를 제출할 수 있다.구체 인

확정방법은 돈트식방식에 따른다.연방헌법재 소법제6조 제2항 제4문과 제5

문에 따라서 명부상의 성명기재순서가 결정 이고 그리고 한 선거인이 사퇴하

거나 방해받는 경우에 명부상의 후순 자가 승계한다.선거인단에서 최고령자

가비공개로진행되는회의를 소집하고,연방헌법재 소법 제6조제3항에따라

서모든재 들이선출될때까지회의가진행된다.

연방헌법재 소법 제6조 제5항에 따라서 12인의 선거인으로부터 어도 8표

이상을 득하는 자가 재 으로 선출된다.이로부터 2/3가 다수결의 요청이

드러난다.특히2/3가 다수결은의회소수자보호에기여한다.이로써정부를구

성하는 의회다수는 자신들이 원하는 후보자를 연방헌법재 소 재 으로 선

출하는것이때로좌 될수도있다.

1951년의 연방헌법재 소법 최 법률에서는 재 직 임용에 있어서 심지어

3/4가 다수결이 견되었다.1956년의 연방헌법재 소법 개정법률에 의해 2/3

가 다수결로 요건이 완화되었다.당시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에서는 단순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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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이 주장되었다.그러나 입법 차상의 논의과정에서 연방헌법재 소 재

선출에 있어서 가 다수결이 지니는 의미가 분명하게 드러났다.연방헌법재

소 재 이 갖는 고양된 지 에 근거해서 헌법재 소 재 의 임용 시에 소

수자(의회 내 야당도 포함)도 극 고려되는 것이 필수 이라고 보았다.단순

다수결에 해서는 2/3가 다수결이 소수자보호를 한 고 인 수단이며,여

기서 그것이 바로 용되어야만 한다는 이유로 반 에 직면했다.따라서 재

선출에 단순다수결로 족하도록 하는 법률안은 부결되었고,결국 2/3가 다

수결안이 채택되었다.

2/3가 다수결의 요청은 연방의회의 한 교섭단체 내지 연합체가 단독으로

자신들이 지지하는 후보자를 선출할 수 없다는 사실에로 귀결된다.따라서 개

개 교섭단체는 특정 인물에 해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는 경우에 실무 으

로 합의를 강제당하게 된다.그러나 실제로는 오히려 재 직이 주로 기민당/

기사당연합과 사민당의 거 양당들에게로 배분되고 있다.

이들거 양당들간의합의는자주선거의‘탈인격화(Entpersönlichung)’와 료

화에로 이끌어진다.2/3가 다수결원리는 체 선출 차와 마찬가지로 여 히

비 에 직면해 있다.

㉡ 연방참사원(Bundesrat)에서의 선출 차

연방참사원을 통한 나머지 반의 재 선출에 있어서는 연방헌법재 소

법 제7조에 따른 정당성의 연쇄사슬이 각 주의 주민들로부터 주의회,주정부

연방참사원에로 연결된다.모든주들이 표되는 원회는원칙 으로연방

참사원에서 통상 으로는 토론 없이 채택되는 권고결의안을 사 에 비한다.

기본법 제5조 제3항 제2문에따라서 각 주의표는 단지 단일하게만 행사될 수

있다.연방의회에서의 선거 차에서와 마찬가지로 연방참사원에서도 2/3가 다

수결이요구된다.여기서이러한조치가 가지는의미는연방헌법재 소 재

에게 가능한 한 범한 정당성과 신뢰토 를 형성하고자 의도한 때문이라고

한다.

두 개의 선거기구(Wahlgremien)로부터 선출된 자는 연방헌법재 소법 제10

조에따라서최종 으로 연방 통령에의해임명된다.연방 통령은선출의 조

건과 련된 에서일종의형식 인심사권한을 가진다.재 으로 선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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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연방헌법재 소법 제11조에 따라서 연방 통령 앞에서 사 에 규정된 취

임선서를 행해야 한다.

㉢ 비상 인 추천 차

헌법재 소와 그재 들의 민주 정당성을 보장하기 해서는 선거가 규

정된 차에 따라서 정상 으로 성립되지 못한 경우에 법률상의 외규정이

존재함이 필수 이다.이는 기본법 제20조 제1항의 민주주의원리와 특히 국민

주권주의원칙에부합된다.

연방헌법재 소 재 선출을 한 외규정은 연방헌법재 소법 제7a조에

서 비상 인 추천권한으로 자리 잡고 있다.연방헌법재 소 재 을 한 추

천권한의역사 배경은이규정의이해에근거하고있다.

연방헌법재 소재 선출을 집행하는 연방의회 내 12인 원회와 연방참

사원에서의 재 선출을 해서는 각각 2/3가 다수결이 요구된다.1951년 9

월에 연방헌법재 소의 구성이 있은 지 짧은 시간 뒤에 재 소 12인 구성원의

상치 못한 조기 사퇴로 재 직의 결원이 발생했다.이 결원 보충을 해

1951년에 개정된 연방헌법재 소법 제5조 제3항에 따라서 1개월 이내에 선거

실시가 필수 이었다. 정된 선거는 이례 으로 오랫동안 지체되었다.사직한

Leusser재 의후임자선출에 8개월이 소요되었고,Zweigert재 의 후임자

선출은 결원이 발생하고서 비로소 2년 뒤에 행해졌다.이러한 지체의 주된 원

인은특히당시연립정부와야당간의심화된정치 립에있었다.

첫 번째 사례에서는 연방제 문제가 작용했던 반면에,두 번째 사례에서는

‘연방공화국의 재무장(再武裝)’논란이 그 지체의 이유 다.어느 정당도 완고한

‘방어투쟁’에서 부정 으로 단하는 후보자를 수용하지 않았다.BVerGE2,

1(9f.)에서언 한선거기 의의무에 한명령도당시언론의격렬한비 도

이 투쟁을 종식시키지 못했다.이러한 ‘방어투쟁’의 종식은 1953년 연방의회선

거에서비로소CDU/CSU와연립정당이2/3가 다수결을형성하고,방어투쟁을

해헌법개정을행함으로써그간2년동안지속된 투쟁국면이종식되었다.

한 연방헌법재 소소장인 Höpker-Anschoff박사가 1954년 1월 15일에

작스럽게사망한사건도 정치 합의에 향을 미쳤다.이로써 연방헌법재 소

재 선출을 둘러싼최 의 기는 해소되었다.그러나민주 정당성원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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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비원칙성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

주기 인 교체는 의제민주주의의 불가피한 제조건이다.이러한 이유에서

1956년 연방헌법재 소법 개정을 한 정부안은 선출 원회에서의 최 선거

과정이 무산된 후에 연방참사원에서의 두 번째 선거과정에서는 단순다수결로

족한 것으로 제안되었다.그러나 이 안은 철될 수 없었다.이어서 연방의회

의 다수결은 법사 원회(Rechtsausschuss)의 제2독회가 시작될 때에 제안되는

소 ‘자문 해결방안(Beiratslösung)’을 의결했다.즉 임기 5년으로 공법 공

의 학교수들과각 법원장들로구성되는자문 원회(Beratungsgremium)가재

선출이 무산된 경우에 법률상 정해진 기한 내에 3인추천제(DreierVorschlag)

의 룰이 용된다.소 선출 원회는 단순다수결로 한 다른 기구들은 통상

으로 가 다수결로 하나의 피추천인명부를 택하도록 한다.헌법 그리고 헌

법정책 이유를 앞세운 사민당의 격렬한 비 에도 불구하고 이 제안은 연방

의회에서 통과되었다.

이후 정당들 간의 합의가 있었고,이는 오늘날 연방헌법재 소법 제7a조에서

발견된다.

연방헌법재 소법 제7a조는 재 의 임기만료 이후 는 임기 사직이 있

은 후 2개월 이내에 연방헌법재 소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후임 재 선출

이 성립되지 못한 경우에는 연방헌법재 소법 제7a조 제1항이 용되도록 하

다.여기서 견되는 차는 선거 원회의 최고령자를 통해서나 는 연방참

사원에서의 선거가 문제시되는 경우에는 연방참사원 의장이 진행하도록 하

다.연방헌법재 소법 제7a조 제1항에 따라서 이들에게는 연방헌법재 소에 재

선출을 한 추천을 행하도록 요구된다.이후 연방헌법재 소의 양원 의

체(Plenum)는 연방헌법재 소법 제7a조 제2항에 따라서 단순다수결로 피추천

인의 제안을 의결한다.

연방헌법재 소법 제7a조에서 견되는 차를 통해 정치 소수 들도 연

방재 선거에 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확보된다.물론 연방헌법재

소법 제7a조는 요구되는 후속선거가 사실상 성립되고 연방헌법재 소의 기능

최 화가 유지되는 것을 보장하지는 않는다.왜냐하면 연방헌법재 소 양원

의체의 제안은 선거 원회도 연방참사원도 기속하지 않기 때문이다.그러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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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헌법재 소의 이러한 참여는 사항 으로 자격을 갖춘 재 선출을 보장하

는 데에 결정 으로 기여한다는 장 이 있다고 주장된다.게다가 각 선거 원

회에는 연방헌법재 소법 제7a조의 외규정을 채택함으로써 선거의 시의성과

의제 선거의 요한 제조건을 보장하는 의무를 선거인에게 부여한다.

㉣ 소장과 부소장의 선출

연방헌법재 소 재 의 선출이 일반 일뿐만 아니라,소장과 부소장의 선

출도 재 소에서 일반 이기 해서는 이들에게도 연방헌법재 소가 가지는

요성에상응하는정당성이요구된다.연방헌법재 소법 제9조는 소장과부소

장의선출을규정하고있다.선출의방식은오랫동안입법자의재량 상이었다.

이 규정의 성립사에 따르면 소장과 부소장의 선출을 상이하게 규율하고자 하

는여러다양한제안들이있었다고한다.

의회 표회의에서는 소장과 부소장을 연방헌법재 소에서 직 선출하도록

하는 안이 우선 으로 고려되었다.다른 안은 소장은 연방정부의 추천으로 임

명토록 하는 것이었다.의회 표회의는 결국 이 문제를 스스로 결정짓지 않고,

이에 한 규정을 제정할 것을 입법자에게 요구했다.이후 법률제정 차에서

정부안은연방헌법재 소양원 의체에서선출하는것으로수정되었다.

물론 이 같은 소 ‘비정치 인 해결방안’은 연방의회로부터 다음의 주된

두 가지 이유에서 거부되었다.즉 한편으로는 연방헌법재 소의 양원 의체

에서 선출하는 경우에 재 의체(Richterkollegium)내부에서의 긴장이 완

화될수도 있다.이러한긴장완화는 연방헌법재 소재 의통일성과 권 를

해칠 수 있다는 것이다.다른 한편으로 다른 기구에 의한 정치 결정이 연방

헌법재 소의기능에보다 합하다는견해이다.

입법자는 결국 ‘정치 인 해결방안’을 결정했고 그리고 연방헌법재 소법 제

9조에서 연방헌법재 소의 소장과 부소장은 연방의회 는 연방참사원으로부

터 선택 으로 선출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연방헌법재 소가 담당하는 업무

의 국가정치 인 범성의 측면에서 볼 때 소장과 부소장을 입법기구인 연방

의회와 연방참사원에서 선출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고,특히 이를 통해서 연방

헌법재 소재 들사이의긴장이마찬가지로회피될수있다고보았다.

연방헌법재 소법 제9조에 따라서 소장과 부소장을 연방의회와 연방참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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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교 로 선출한다.연방헌법재 소법 제9조를 통해 소장과 부소장이 연방헌

법재 소의 구성원이어야 한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규정되고 있지 않다.그러나

이는 문구상 간 으로 결과되는 것으로 이해된다.연방헌법재 소법 제9조

제1항 제2문에 따르면 부소장은 소장이 속하지 않은 다른 원에서 선출된다.이

로써 법률은 선출된 자는 연방헌법재 소에 소속되어야만 한다는 사실이 도출

된다.이러한 사실을 통해 소장과 부소장이 후임자 선거의 유보 하에서 연방헌

법재 소 재 으로 임명된다는 사실이 결과되지는 않는다고 본다.소장이 제

1원에서 선출되는 것이 필수 이지는 않고,연방헌법재 소법 제9조 제1항 제2

문은 양원이 재 소를 이끌어간다는 사실만이 확정된다.선거 원회들은 스스

로 임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를 선출하도록 기속되어 있지 않다.

결론 으로 연방의회와 연방참사원에 의한 소장과 부소장의 선출은 으

로 민주 정당성의 요청에 부합된다는 사실이 확정된다. 한 국민과 선거를

통해 구성된 선거기 사이의 상 으로 짧은 정당성의 연쇄사슬이 존재함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4. 재판관선출의 실제(實際)

Kröger는 1976년에 행해진 형 인 선거실제를 지난 20년 동안 확고한

행으로 정착된 ‘기민당/기사당연합(CDU/CSU)과 사민당(SPD)간의 원칙 인 합

종연횡’으로 표 했다.17)이에 따르면 두 정당들은 상호 으로 임명선호를 보

장하고 있다.즉 재 직에 결원이 발생하면,특정 정당이 선호하는 후보자를

추천하고,다른 정당이 이에 해서 별다른 반 가 없으면,해당 후보자가 소

선거기구에서 선출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다.해당 후보자에 해서 이의

가 제기된다면,추천한 정당은 이를 철회하거나,새로운 후보자를 추천한다.

통상 으로는 이러한 실제가 정당들 간의 합의가 유지되는 한 지속된다.원

칙 으로 이러한 선거실제는 오늘날 용되는 것과도 상응한다.이 두 거 정

당들은 정례 으로 자신들의 당원이거나 는 어도 자신들의 정치 기본입

장에 동조하는 후보자를 추천하고 있다는 것이다.

17)Höpker-Anschoff,DenkschriftdesBundesverfassungsgerichts,JöR6(1957),

S.147f.;Stern,StaatsrechtBd.II,§32,S.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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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술한 선거의 실제에 해서는 언론과 학계의 비 이 드세다.특히 정당의

강력한 향력 행사와 차상의 불투명성이 비 된다.‘세습법원(Erbhöfe)’18),

‘다른 수단을 통한 정치화’19),‘공직암투(Ämterschlachter)’20)와 같은 표 들이

그러하다.즉 경험칙에 따른 객 인 임용이 기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선거 차에서의 일반 인 비 은 우선 으로 주로 정당당원 는 정당에 우

호 인 후보자들로 심각하게 제한된 실무 행에 해서 행해진다.그러나 이러

한 비 에 직면해서 지 까지 특정 정당에 의해서 추천된 재 이 연방헌법

재 소의 결정에서 규칙 으로 해당 정당의 입장을 변했다는 어떠한 확고한

증거도 없다는 사실을 통해 반박된다.오히려 재 이 자신을 추천한 정당의

견해에 반하는 정치 결론에 도달한 몇몇 사례들도 존재한다. 한 재 이

지닌 상당한 정치 배경은 헌법 차에서 사소한 부분에 불과하다고 지

된다. 재 규정의 고수에 찬성하는 측은 합의체재 부(Kollegialgericht)로서의

연방헌법재 소원칙을 지지한다.연방헌법재 소의 재 임명 차에 한 비

은 연방헌법재 소 재 들의 사항 인 자격에 반 하지는 않는다.

결론 으로 연방헌법재 소와 그 재 들의 민주 정당성은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다. 재의 선거시스템은 지속 인 비 에 직면해 있으나,결여된

투명성의 외와 함께 이 비 에도 동의할 수 없고 그리고 그것이 입증되지도

않았다고 주장된다.연방헌법재 소와 그 재 들이 가지는 헌법 민주 정

당성의 의미에 근거해서 선거실제상의 원칙은 여 히 찰되어야 하고,특히

정치 변화 시에 언제나 그 합헌성이 심사되어져야 할 것이다.

5. 연방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

1951년에 제정된 연방헌법재 소법 제4조에 따르면 당시 12인, 재로서는 4

인의 재 이 각 원에서 상 연방법원의 법 들로 구성되는데,그 임기는 해

당 공직의 재임기간,즉 원칙 으로 만 68세 정년에 달할 때까지로 선출된다.

다른 재 들은 8년의 임기로 결정되었다.최 의 선거에서 재 의 반은

18)Schlaich,BVerfGRdnr.43;Geck,WahlderBVerfRichter,S.33.

19)Bettermann,FSZweigert,S.746.

20)UMbach/Clemens/Dollinger,BVerfGG,Majer,§6,Rdnr.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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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임기로 선출되었고 모든 재 들에게 정년까지 재선의 가능성이 주어졌

다.연방헌법재 소 재 들에 해서 상이한 집단으로 구별되는 상이한

임기규정은 과거에 격렬한 비 에 직면했다.따라서 이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

는 시도가 여러 차례 행해졌다.1970년의 연방헌법재 소법 제4차 개정법률 이

후에 원칙 으로 12년의 임기로 임명되고,길어도 만 68세 정년까지 그리고 재

선의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규정되었다.

1970년의 동 개정법률의 요한 입법목 은 개별 재 들의 신분상 권리의

차별성을 제거하고,동시에 일정기간동안 재 의 독립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데에 있었다.법개정 이 에 임명된 재 들의 상이한 지 는 결정을 내림에

있어서 양 집단에 속하는 재 들의 경험이 동등하게 요하고,재 으로서

의 경험가치가 마찬가지로 요하다는 이유로 정당성이 결여되었다고 보았다.

이와 동시에 연방헌법재 소 재 으로서의 소속신분은 재 들의 이 직

업 경력과는 무 하게 모든 헌법재 들이 같이 고도의 책임을 부담하게

하 다.

1970년까지 용되어온 상이한 취 방식은 한 연방헌법재 소의 기능성에

도 반하는 것이었다.12년의 임기제 도입은 논의과정에서 모든 재 들의 법

지 를 동등하게 요청했던 여러 상이한 가능성간의 합의를 드러낸다.

이미 일 부터 연방헌법재 소 재 들에 한 종신직 임명이 요구되었고,

이러한 요구는 연방헌법재 소법 제4차 개정법률에 즈음한 토론과정에서 다시

제기되었다.그러나 이 안에 해서는 다수가 확보되지 못했다.재 직의 종

신임명은 헌법재 소의 결정에 새로운 자극을 불러일으키고자 하는 시도에 반

하며, 한 오늘날의 부사회에서 변하는 시 의 늘 새로이 변화하는 요구

에 부합하는 한에서, 헌법재 에서 불가결하다고 주장되었다.즉 한

주기로 새로운 재 을 선출함으로써만 결정에 새로운 자극을 불러일으킬 가

능성이 보장된다는 주장이다.게다가 재 의 종신직 임명은 연방헌법재 소

의 국가기 성에도 타당하지 않고,특정 헌법기 에의 소속이 종신과업으로 이

해되지 않고 있는,이미 구 된 민주 법치국가에도 상응하지 않는다고 비

되었다.결국 상술한 이유들로 재 의 종신직 임명은 거부되었다.

한 의회에서의 토론과정에서 다른 안,즉 헌법재 은 우선 8년 임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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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되고,8년이 지난 후에 종신직을 한 재선,즉 만 68세 정년까지 임명이

가능하도록 하는 안이 논의되었다.이 규정은 업무수행이 탁월하고 한 계속

해서 직을 유지해야할 재 이 재선될 수 있도록 하는 장 을 가진다.그러나

재의 규정이 상 으로 은 재 에게는 불이익으로 작용된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다른 한편으로 재선은 독립성에 한 잠재 험을 내포하기 때문에 반

하는 견해가 제기되었다.재선가능성과 결부된 이러한 독립성에의 향은 헌법

재 의 체원칙들을 할 수도 있다고 지 되었다.재선이 배제된 12년의

임기규정에 해서는 결에 한 향과 결의 일 성을 철 히 가능하게

하는 타당한 장기간으로 간주되었다.

결론 으로 연방헌법재 소법 제4조의 규정은 연방헌법재 소 재 의 임

기규정에 하여 그간 제안된 모든 해결방안들 가운데에서 가장 최 임이 확

인된다.이는 정치 그리고 사회 변화에도 부합되고,이로써 연방헌법재 소

결정의 고착화도 회피할 수 있으며,재 의 독립성에 한 험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보았다.재선이 배제된 12년의 임기규정은 한편으로는 새로운 자극

을 재 소에 불러올 수 있고,다른 한편으로는 연방헌법재 소 결정의 일 성

을 유지하고, 한 재 소와 그 재 들의 민주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에도

기여한다.

6. 재판관직의 임기만료전 사퇴

재 직의 임기만료 조기사퇴는 가능하다.이는 상이한 이유들에서 행해

지고 있고,상이한 차에 따라서 진행된다.따라서 연방헌법재 소 재 은

연방헌법재 소법 제12조 제1문에 따라서 언제라도 자신의 사직을 신청할 수

있다.이러한 재 직의 조기사직은 부분 다른 공직에의 취임으로 인해서

행해진다.

연방헌법재 소법 제105조 제1항 제5호와 결합한 연방헌법재 소법 제98조

제2항은 재 이 일정기간 이상 정상 인 업무수행이 어려운 경우에 휴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이 차는 재 의 독립성을 해하지 않도록 형성

된다.이는 연방헌법재 소법 제105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면과 같은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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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의 공직종료에도 용된다.

4  연 헌 재 에  ‘ 과 ’-사  

Ⅰ.‘법과 정치’의 계

1. ‘법과 정치’의 관계

법과 정치는 독일에서 오래 부터 긴장 계로 여겨져 왔다.연방헌법재 소

는 기본법에 의해서 입법자의 처분의 합헌성에 한 최종 이고 기속 인 결

정권한을 임받고 있다.즉 헌법소원과 같은 시민의 청구이외에도 법률이 헌

법재 의 상이 될 수 있다.

독일에서 그간 법은 공익에 기여하는 객 성의 확인을 표상하고,정치는 정

이고 이기 인 것으로 간주되어왔다.즉 법은 질서를 뜻하고,정치는 무질

서라는 부수 취향을 가진다는 것이다.그 본질상 결정 으로 역동 -비합리

인 것과 결합되는 정치 인 것은 법을 통해 공동체를 조종하고 향을 미치

는 권력에의 참여를 추구한다.이 권력은 선거를 통해 정당화되고,이로써 정

치 인 것은 지속 으로 변화하는 생활환경,국민의 의지에의 응을 도모한다.

이에 반해서 법은 일종의 정 -합리 인 것으로 간주되고,정치 세력들로 하

여 측가능하게 하고,이들을 기속하고자 시도한다.왜냐하면 기속 인 정치

결정으로서의 법은 질서를 형성하고,이 궤도 안에서 국가지도,법제정,정

치가 작동되어야 하기 때문이다.21)

“국가는 법속에서 자신의 질서를 발견하고,법은 국가 속에서 제재를 가하는

권력을 발견한다.”22)법은 이로써 정치의 윤곽이자 기 이지만,정치 목 을

해서는 연장과 생산물이 동일하듯이 이를 수단화한다.23)결국 법과 정치는

21) Isensee,Die Verfassungsgerichtsbarkeit zwischen Recht und Politik,in:

Piazolo(Hrsg.),DasBundesverfassungsgericht-EinGerichtim Schnittpunktvon

RechtundPolitik,Mainz/München,S.49.

22)Isensee,상게서,S.49

23)Geiger,DasBundesverfassungsgerichtim SpannungsfeldzwischenRecht

undPolitik,EuGRZ,1985,S.402;Grimm,RechtundPolitik,JuS1969,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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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하게 얽 있고,정치로서의 법은 고착된 연결상태 속에서 동시에 정

치에로 다시 향을 미친다.24)

따라서 법과 정치의 깨끗한 분리는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나고,헌법의 역

에서는 그러한 분리가 필요하지도 않다고 간주된다.왜냐하면 여기서 정치 인

것은 스스로 법규범의 성격을 결정 으로 규정하고,25)법 규범화의 상으로

삼았기 때문이다.26)정치 근본컨센스로서의 헌법은 확장 인(dilatorisch)형

식합의로써 구성되고,다른 모든 법과는 달리 탈정치화될 수 없다.헌법은 정

치 법이고,더 낫게 표 하자면 ‘정치 인 것을 한 법’이다.27)

안정성과 지속성을 한 윤곽질서로서 마련된 헌법은 제도화된 질서로서 정

치 생활을 마비시키거나 는 질식시킬 수도 있다.그 기 때문에 헌법은 역

동성과 유연성도 고려하고 한 흠결 이고 추상 인 헌법텍스트에 근거해서

변화된 계에서도 어느 정도 수락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된다.

2. ‘법과 정치’의 차별성

연방헌법재 소의 활동을 한 제조건과 그 한계는 사법 으로 심사가능한

규범,즉 내용 으로 보다 상세한 법 -합리 인 해석이 허용되는 규칙의 실존

이다.28)따라서 한 소재(素材)가 법규범을 통해 규율되는 곳에서 법은 정치와

구별된다.결국 정치 결정은 규범 으로 확정되지 않은 역에서 행해지고,

이에 반해서 법 결정은 규율된 역에서 행해지게 된다.법 의 활동은 정치

희구(lexferenda)가 이미 법 당 (lexlata)로 환된 곳에서 비로소 시작

501f.

24) Gusy, Parlamentarischer Gesetzgeber und Bundesverfassungsgericht,

Berlin,1985,S.48.

25)Leibholz,DasBundesverfassungsgerichtim SchnittpunktvonRechtund

Politik,DVBl.1974,S.397.

26)Piazolo,VerfassungsgerichtsbarkeitundpolitischeFragen,München,1994,

S.16;Stern,Das StaatsrechtderBundesrepublik Deutschland,Bd.I,

München,1984,S.16.

27)Stern,DasStaatsrechtderBundesrepublikDeutschland,Bd.I,München,

1984,S.16.

28)Gusy, 게서,S.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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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따라서 헌법재 은 법규범이 존재하지 않거나,자신의 해석 내지 구체화

에 따라서 정치기구들에게 재량이 허용된 곳에서는 단된다고 주장된다.29)

결국 헌법은 헌법 통제로부터 벗어나 있는 입법부의 정치 형성권한이

어디까지인지 여부에 종속된다.의심스러운 경우에 연방헌법재 소는 해당 사

안이 법 인 성격인지 정치 성격인지 여부에 해서 결정을 내려야 한다.여

기에 모든 국가기 을 기속하는 자격에서 권한의 권한(Kompetenz-kompetenz)

이 숨겨져 있고,(헌)법이 시작하는 곳에서 정치 인 것은 멈춘다.

결국 연방헌법재 소와 입법자간에는 때로는 사법 자제(judicialself-restraint)

와 정치 체(Politikersatz)사이의 긴장 계가 상존한다.

Ⅱ.정치 긴장 계와 연방헌법재 소

1. 연방헌법재판소 창설과 정치적 고려점들

독일기본법의 아버지들은 그간 례(前例)가 없었던 헌법기 인 연방헌법재

소의 창설을 결정하면서,다음 두 가지 사항을 고려했다.그 하나는 법치국

가를 둘러싼 우려 다.바이마르공화국에서의 통설 입장에 따르면 법은 국가

의사형성과 입법 차상의 개별사항에로 제한된 것으로서 단히 형식 으

로 이해되었기 때문에 국가사회주의 인 불법 앞에서 법실증주의가 무력했었

던 과거의 경험은 1945년 이후에 법률이 한 실질 으로도 법치국가의 기본

원칙들과 합치되는지의 여부를 통제하는 기구의 설치를 극 으로 모색하는

것으로 이끌었다.다른 하나는 최 로 진정한 연방국가를 건설하고자 하는 바

람이었다.즉 이 연방국가 틀 속에서 발생하는 각 주들 간의 갈등이 헤게모

니권력을 통해서 종국 으로 재되는 것이 아니라,권리구제를 한 하나의

기 이 연방국가와 주들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고자 한 것이 연방헌법재 소의

창설을 한 결정 인 계기 다.30)

29)Stern,DasStaatsrechtderBundesrepublikDeutschland,Bd.II,München,

1980,S.957.

30) von Beyme,Das politische System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München/Zürich,1985,S.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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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그간 독일에서의 통설은 일반법률을 무효화하는 사법부의 권 를 부정

해왔다.독일에서의 법치국가원리는 정치 목 에 해서는 립 으로 작용

하는 개념으로서 범 하게 계수되어왔다.이 독일 법치국가원리는 국에

서의 의회주의 정부방식 는 미국에서의 사범심사(judicialreview)와 같은

다른 원리들을 별도로 제하지 않았다.

1945년 이후에 근본 으로 새로운 시작이 진행되었다.연방헌법재 소의 권

한은 헌법재 제도와 련해서 비교가능한 모든 다른 시스템들을 훨씬 능가하

는 것이었다.여러 측면에서 연방헌법재 소의 모범으로 표 되는 미국의 연방

법원은 독일의 연방헌법재 소와는 달리 우선 서열 으로 정돈된 다른 연방

법원들에 해서 상고심 (Appellationsinstanz)으로 기능한다.즉 미국에서는

각 법원의 서열이 어떠하든지 간에 모든 법원들이 헌법문제에 해서 결

을 내리기 때문에 헌법재 이 상당히 분산되어 있다.따라서 헌법재 에 한

독일 인 독 상황에 직면해서 연방공화국 내에서 다른 정치권력들에 립하

는 험성이 미국에서보다 더욱 커져 있다.미국에서는 단지 구체 규범통제

만이 가능하고 그리고 독일 의미에서의 기 쟁송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외국의 주석자들은 AlfredGrosser의 표 에 따르면 연방헌법재 소가 갖는

권한수행과 련해서 ‘서독의 헌법시스템에서 가장 독창 이고 흥미로운 기구’

로 찰된다.31)그러나 진보 견해들만이 이 새로운 기구와 결합된 것은 아니

다.즉 결핍된 민주 통과 습 그리고 정치 참여보다 법치국가를 보다

강하게 강조하는 것은 안정화요소에 따른 완벽주의 인 압박과 함께 결부된다.

이는 바이마르공화국의 여러 상처들이 후에 독일 정치인들에게 남겨놓은 것

이기도 하다.

2. 재판관 선출에 있어서의‘정치적’고려

사실상 정당의 교섭단체들이 재 후보자들과 상하고,이러한 상이 격

렬하고 때로는 공론장에로 이어지는 립으로 비화되기 때문에 연방헌법재

소 재 선출에 있어서 정치화의 험(Politisierungsgefahr)이 상존한다.

31)vonBeyme,상게서,S.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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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의회와 연방참사원을 통한 선출에 따른 상이하면서도 강력하게 민주

정당성을 확보한 두 개의 재 그룹의 형성에 따른 험은 2/3이상의 가 다

수결규정이 사실상 정당간의 합의를 강제하고 그리고 한 각각에서 야당들이

강력한 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됨으로써 완화되었다.특히 이 헌법재 직

에 한 확정된 제조건들은 능력을 갖추지 못한 정치인이 해당 직에 취임하

는 것을 지하고 있다.

한 12년의 단임제도는 정치 압력으로부터 재 이 항할 수 있게 만

들었다.재 의 정당정치 기속은 매우 세심하게 고려되었다.특히 연방헌

법재 소 내에서 기민당(CDU)측에 근해 있는 재 들의 근소한 우세상황

은 특히 사망과 퇴임을 통해 해당 공직을 떠나는 재 들의 수가 많아짐으로

써 생겨난 것이다.

각 원에서 엄격한 정치 균형을 확보하는 일이 언제나 가능한 것은 아니다.

연방헌법재 소가 출범한 첫 해에 각 원은 종종 ‘붉은 재 부’와 ‘검은 재 부’

로 불리었다.1952년 2월에 KurtZweigert재 의 퇴임과 함께 당시 사민당

(SPD)측에서 제기한 유럽방 조약(EVG)과 서독의 재무장 문제로 불거진 법

투쟁 과정에서 일부 들의 에는 연방헌법재 소의 해당 원에서 아데나워

수상의 외교정책의 핵심에 반 하는 다수 재 들이 구성되는 험성이 증가

하 다.따라서 기민당은 공석이 된 재 의 후임자를 임명하는 것과 련해

서 자신의 입장을 완강히 고수했다.후임자문제에 있어서 사민당의 지연 술로

인해 재 선출문제가 비로소 처음으로 세상에 드러났다.만일 기민당/기사

당연합정당들이 자신들이 가진 다수표로써 1953년부터 재 선출모델을 변경

하고자 시도한다면,독일에서 미국식의 ‘인 법원개편(courtpacking)’이 논

의되는 등으로 이에 따른 불신이 더욱 커질 것이었다.

1963년에 불거졌던 재 선출의 기는 정치화의 의심을 추가 으로 증폭

시켰다.사임과 함께 친사민당 성향을 가진 2명의 재 (Draht/Lehmann)의

재선출을 해 기민당/기사당연합정당보다 사민당으로부터 더 많은 후보자들이

추천되었다.1970년 12월에 장차 임명되는 재 에 해서는 더 이상의 재선

을 불허하는 내용으로 규정이 새로이 개정됨으로써,50년 와 60년 에 연방헌

법재 의 선출문제로 정치화되었던 큰 부담의 일부가 제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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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민당이 집권하자마자 바로 이 에 기민당/기사당연합이 철하고자 했던

것처럼 연방헌법재 소의 구성에 인사정책 인 향을 미치고자 한다는 의혹

이 제기되었다.사민당/자민당 연립정부가 연방참사원에서도 다수를 형성하고

자 했던 희망이 무산됨으로써(처음으로 1971년 5월 쉴 스비히-홀스타인주에서

의 주의회선거를 통해)이 문제는 더 이상 실 이지 않게 되었다.사민당이

이제 가장 강력한 정당으로서 자신이 신뢰하는 인물을 연방헌법재 소장으로

임명하고자 함으로써 불거진 투쟁은 새로운 갈등을 야기했다.

1971년 Benda재 과 Hirsch재 의 충원선출과 함께 12인 원회에 소

속되었던 구성원들 간에 정치화의 의혹이 증폭되었다.이 에는 연방참사원이

주로 고 직 공무원을 선출하고,다른 한편으로 연방의회는 연방최고법원의 재

들을 선호하는 것이 그 나름 로의 규칙으로 간주되어왔다.그러나 연방의

회와 연방참사원 양 기 이 이 에 그네들 기 의 구성원이었던 재 을 선

출하고자하는 경향을 노골화했다. 부분의 재 들은 사법부나 행정부에서의

경력을 지니고 있었다.이로써 경제나 정치의 역에서 경험을 가진 재 들

의 수가 감소되었다.이를 비평가들은 ‘헌법재 소의 료화’로 비 했고,이 같

은 재 들의 경력변화와 련해서 심지어 ‘사법에로의 회귀(Rückwirkungauf

dieRechtsprechung)’를 우려했다.32)그러나 거 정당들 사이에도 어느 정도의

차별성은 존재한다는 견해가 있다.즉 사민당으로부터 지명된 재 들은 기민

당/기사당연합으로부터 지명된 재 들보다 배 이상으로 정치 으로 활동 이

었다고 주장된다.33)

재 선출에 있어서의 여러 복잡한 안배 은 사 인 정당정치 향

에 해서 일정한 한계를 설정한다.재 의 정치 성향에 있어서 앙집권

이고 연방주의 인 입장간의 일정한 균형이 요구되었다.결국 기에는 국가

사회주의에 부담을 갖지 않은 재 을 선출하는 것이 모든 여 정당들 간에

형성된 공감 로서 특별히 고려되었다.

32)Bryde,Verfassungsentwicklung,Baden-Baden,1982,S.1488ff.

33) Landfried, Verfassungsgericht und Gesetzgeber. wirkungen der

VerfassungsrechtsprechungaufdieparlamentarischeWillensbildungunddie

sozialeRealität,Baden-Baden,1984,S.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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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판관 선출에서의 종교적, 지역적 안배

재 선출에 있어서 한 종교 균형성의 확보도 시도되었다.기민당/기

사당연합이 지명한 재 들의 종교귀속성이 압도 으로 가톨릭이었던 반면에,

친사민당 인 재 들의 부분은 개신교도들이었다.정치엘리트들에서와 마

찬가지로 약간의 근소한 차이로 가톨릭이 열세인 상황이었다.

지역 안배도 마찬가지로 고려되었다. 기에 재 소의 소재지를 칼스루에

로 결정한 것에서처럼 남서독 출신들이 재 들의 다수를 차지하 다.개개

재 들이 가진 경력의 다양성과 학문 명성은 언제나 재차 강조되었다.

한 외국의 연구자들로부터도 독일의 헌법재 들이 훌륭한 질 수 을 지니

고 있다고 확인되었다.재 들이 자유주의와 보수주의의 잣 로 도그마틱하

게 정서되지 않고,개개 논쟁 상에 따른 각자의 입장이 교차했으며, 체 으

로 실용주의 인 도를 선호했다고 분석된다.34)

4.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과 정치

헌법재 제도를 통한 입법자의 행 에 한 선취 의미는 헌법재 소의 결

정이 가지는 단순한 수치보다 더 요하다.입법자의 행 가 사후 으로(ex

postfacto)교정되기 때문이다.이에 한 요한 사례는 1976년의 공동결정법

사건결정,1977년의 병역의무개정논쟁과 공직에서의 극단주의자문제 다. 세

개의 사례에서는 연방의회의 ‘사 인 긴 복종(vorauseilendenGehorsam)’

이 논란의 심이었다.개 감을 불러일으키는 이러한 사 효과의

유일한 장 은 모든 법률안을 비함에 있어서 내무부와 법무부를 통해 그것

의 합헌성에 한 세심한 심사를 확보한다는 데에 있다.칼스루에에 소재한 헌

법재 들은 스스로 질의에 해서 부분 으로 정치인들의 결핍된 정치 용

기를 비 으로 평가해왔다.35)

수되는 헌법소원사건이 증한 것은 (1975년부터 1976년까지 숫자는 1,540

34) Kommers, Judicial Politics in West Germany, A Study of the

ConstitutionalCourt,London,1976,S.155.

35)Landfried, 게서,S.50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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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에서 2,407건으로 속하게 증가했고,1980년부터 1983년까지 2,984건에서

3,828건으로 증가함)헌법재 에 한 시민의 증가된 신뢰도를 반증한다.이에

상응한 가로 1976년에 수된 사건이 2,407건이었던 반면에 처리된 헌법소원

사건이 1,575건으로 그 격차가 늘어났다.그러나 1983년의 통계수치(즉 수사

건 3,228건에 처리사건 3,167건)는 재 소가 증가된 과제에도 불구하고 성공

으로 활동하고 있음을 보여 다.마찬가지로 1984년에 법무부로부터 남소비용

의 확 와 같이 헌법소원의 증가되는 홍수에 한 조치가 고려되었다.36)

구체 규범통제는 소송 차상 헌 으로 간주되는 요한 어떤 법률규정

(컨 1972년의 Numerus-clausus결정,1975년의 진주의자결정)을 둘러싼

구체 인 법 분쟁이 제된 가운데 법원의 결정을 통해 수된다.단순한 의

심수 이 아니거나 는 단지 제3자로부터 의심된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연방정부,주정부,연방의회의 1/3다수의 청구에 기해서 구체 으로 사건화

되는 추상 규범통제소송은 무엇보다 소수 와 야당 보호를 한 수단이다.

주된 활용주체인 바이에른주와 헤센주는 지 까지 그때마다 야당들보다 앞서

서 이 수단을 이용해 왔다.1969년 이래 정당시스템에서의 양극화가 본격화된

이후 당시 야당이었던 기민당/기사당연합은 연방차원에서 이 수단을 더욱 극

으로 활용해 왔다.추상 규범통제의 표 인 사례는 1952년의 독일조약결

정(BVerfGE1,396),1955년의 Saar결정(BVerfGE4,157),1966년의 정당국고

보조 결정(BVerfGE20,56),1970년의 감청결정(BVerfGE30,1),1973년의 기

본조약결정(BVerfGE36,1),1975년의 연방참사원결정(BVerfGE37,363f.)과

낙태조항결정(BVerfGE39,1)들이다.

최근 재 의 자제에 한 비 이 드물지 않게 추상 규범통제소송으로

인해 제기된다.때로 심지어는 연방헌법재 소가 서로 상이한 소송유형들을 뒤

섞어버리고 그리고 이로써 소송법 인 권한한계를 희석시키는 경향이 있다고

찰된다.

컨 의원세비결정(BVerfGE40,296f.)은 타당하게도 ‘헌법소원으로 발

된 추상 규범통제’로 흔히 일컬어진다.37)

36)FAZ7.3.1984,S.5.

37)Eckertz,DieKompetenzdesBundesverfassungsgerichtsunddieEigenhe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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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주 간 권한쟁의는 상 으로 그 의미가 다.그러나 몇몇 드문

사례들은 큰 정치 효과를 가져왔다.갈등이 첨 화된 몇몇 사례들

에서는 우선 연방-주 간 갈등이 아니라,겉으로는 연방-주 간 쟁의의 외

양을 갖추었지만 사실은 정부와 야당간의 립이었다. 컨 헤센주의

핵무장에 한 국민여론조사사건결정(BVerfGE 8,122f.);TV쟁의결정

(BVerfGE12,205f.)이 그러하다.

한 기 쟁송 역시 비교 드물다.1983년 말까지 결정된 사건은 단지 27건

에 불과했다.한편으로는 의심스러운 경우에 보다 손쉬운 소송형식으로 입증되

었던 추상 규범통제와 첩되기도 했다.다른 한편으로는 철회된 신청사건

비율을 높이기 해서 긴 성을 이유로 결정을 내렸던 재 소의 행도 있었

다.선거 역에서 한 정당들이 소송당사자로서 등장하 다. 컨 정당국고

보조 사건과 5% 쇄조항사건이 이에 해당한다.이 소송유형에 한 가장 논

란 인 사례의 하나는 1983년에 있었던 연방의회의 조기해산사건이었다.

연방헌법재 소의 기타 권한들 가운데 정당해산결정은 단지 50년 에

만 그 의미가 있었다.즉 1952년에 신 시즘 인 사회주의제국당(SRP)에

해서 그리고 1956년에 서독공산당(KPD에 해서 정당해산결정이 행해

졌다.연방헌법재 소는 정부가 제소한 KPD정당해산소송에서 소제기와

련한 정치 재량을 인정했다(BVerfGE5,85).따라서 정부가 특정 정

당의 헌성에 하여 확신을 가진다 하더라도 정치 합목 성을 근거

로 해산청구를 포기할 수도 있다고 보았다.

정당차원보다 하 의 단계에서 지 까지 행정 해산을 통한 지가 행해져

왔다.기본권실효제도에 따른 소송은 지 까지 우익 진주의자들에 해서

1952년과 1969년에 단지 2건이 수되었지만,선고결정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1974년 7월 2일에 연방헌법재 소는 ‘DeutscheNational-Zeitung’의 편집국장에

한 연방정부의 기본권실효청구와 련해서 연방헌법재 소의 입장으로는 자

유민주 기본질서의 존립에 한 어떠한 진지한 이 없고,이 제도의 행사

에 있어서 지 까지 취해온 지연 술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기각결

정을 내렸다.

desPolitischen,in:DerStaat,1978,S.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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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9년 이래 연방헌법재 소는 정치시스템 내에서의 심각한 갈등국면에 직

면해서 요한 해결사 역할을 수행해왔고,특히 특정 다수세력에 의한 오랜 통

치시기에 소수자와 야당의 권리를 언제나 강조해왔으며,안정 인 정당카르텔

에 속하지 않은 집단들을 해서 정치 과정의 개방성을 보장해왔다.연방헌

법재 소는 체입법기 이 아님에도 불구하고,그간 의회와 정부의 권한 역

에도 깊이 개입해왔고,이에 해서는 따가운 비 도 있었다.

미국에서는 연방 법원이 압도 으로 요한 정치 문제와 련한 결정에

서 다루어지는 ‘정치 문제의 원칙(Political-Question-Doktrin)’이 발 되어 왔

다. 륙법 -유럽 인 법 사고의 측면에서 이 독트린의 용은 자주 자의

인 것으로 이해된다.이는 특히 정치 분쟁이 정치 인 법분쟁과는 달리 새로

운 권리를 둘러싼 투쟁 그리고 권리를 향한 투쟁으로 불거지는 경우에 많은

법 분쟁들이 큰 정치 함의를 지닌다.

연방헌법재 소는 이 문제 을 마찬가지로 인식했다.1972년의 만하임

(Mannheim)에서의 엘리트설문조사와 비교해서 1983년의 인터뷰에서는 재

들 가운데 권리신장을 재 소의 요한 활동으로 간주하는 숫자가 크게 늘어

났다.38)따라서 헌법재 소는 미국 헌법재 에서에서 발 해온 다른 원칙인 사

법 자제(judicialrestraint)를 더욱 증 으로 수용했다.39)따라서 헌법재

소는 다른 헌법기 들의 행 에 한 합목 성(Zweckmäßigkeit)과 성

(Opportunität)을 심사하기를 거부했다.

연방헌법재 소는 국가를 상 로 한 어떠한 개별 이고 원천 인 부청구

권이 기본권으로부터 도출되지 않는다고 보았다.기본법상 사회 기본권의 발

이 없었던 것은 이러한 자제를 용이하게 했다.개개인의 부청구권을 지지

하는 것은 강제 으로 재정 사 결정의 사항이고,결국 헌법재 소에게는

산에 반 된 우선성에 임된 사항으로 간주되었다.따라서 1972년의 입학정원

제한결정(Numerus-clausus-Urteil)에서와 같이 행정부는 원칙 으로 어떠한 재

정 부담을 지지 않고,이는 단지 평등원칙에 상응하는 기존하는 재화의 배분

문제로 넘겨졌다.

38)Landfried, 게서,S.23.

39)BVerfGE3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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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 소는 이 같은 자제와 련해서 원칙 으로 정부의 행 재량을 보호

하고자 했다.경험 조사에 따르면 모든 사실 계의 확정에 있어서 1/4의 경

우는 단을 포함하는 것으로 나타난다.40)헌법재 소는 합리 인 상만을 다

루고,직 인 차는 회피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법자에게는 범 한

단의 재량이 허용된다.재 의 자기 제의 한계는 미래를 한 조언 속에 더

욱 증하면서 때로는 이를 유월한다.여기서 의도는 때로 철 히 호의 이다.

헌법재 소는 다른 소송 차에서 입법자의 새로운 확정을 회피하고자 한다.정

당법결정(BVerfGE24,300f.)에서 갈등이 불거진 가운데 제2차 평의에서 정당

에 한 선거비용보조를 한 최 득표율을 2.5%에서 0.5%로 낮추고자 한 시

도는 결국 좌 되었다.

국면 환 이래로,즉 1972/1973년부터 1982년의 정권교체시기의 여러 목들

에서 재 의 제가 아쉬웠고,그리고 연방헌법재 소가 정치 과정에서 더

욱 극 인 역할을 수행(즉 사법 극주의,judicialactivism)한다는 의심이 커

졌다. 학결정(BVerGE35,79f.),기본조약결정(BVerfGE36,1),낙태조항결

정(BVerfGE39,1),홀아비결정(BVerfGE39,169) 세비결정(BVerfGE40,

296f.)과 같은 논란 인 사건들에서 헌법재 소는 정치 과정에 극 으로

개입했다.이러한 개양상은 정당국고보조 결정에서부터 시작되었고,낙태조

항결정과 병역거부자결결정에서 최고조에 달했다.낙태조항결정에서 헌법재

소는 다수 정치인들의 법 견해에 반하는 결정을 내렸는데,이는 미국 연방

법원,오스트리아 헌법재 소 그리고 랑스 헌법 원회와 다른 외국의 최고법

원들이 내린 결정과는 달리 상당히 후진 인 결정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1977년 5월에 있었던 조세고권에 한 결정에서 연방정부는 기본법상의 불

가피한 필요성을 입증함이 없이도 산에 한 특별승인이 행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마찬가지로 1976년에 행해진 연방의회선거에 한 선거홍보결정은

그간 정부가 실무차원에서 일방 으로 행해온 행에 반해서 당시 사민당 정

부에게 자제를 명령했고,이러한 자제는 이 기민당/기사당연합 정부가

수하지 않은 것이었다.이 에 당시 야당이었던 사민당 역시 연방헌법재 소

40)Philippi,TatsachenfeststellungdesBundesverfassungsgerichts,Köln,1971,

S.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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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도움으로 야당의 불이익을 보상받고자 시도했다는 사실이 단지 반의 정

의로 추가되었다.사항 인 결정보다 들에게 이러한 결정들을 통해 정부가

기본법을 여러 들에서 잠식하고 있다는 인상을 일깨웠다.1973년 5월에 행해

진 니더작센주의 학개 을 한 잠정법률(Vorschaltgesetz)에 한 결정에서

학교수들이 어도 51% 이상의 발언권을 확보하지 않는 참여모델을 헌

으로 보았고41),이로써 헌법재 소는 란트 수상시기의 가장 요한 개 에

반하는 보수 인 참여의 흔 을 남겼다.그러나 동의법률의 개정을 한 연방

참사원의 동의에 한 결정(BVerGE37,363ff.)에서는 라인란트-팔츠주와 바

이에른주의 주정부들이 제안한 연 보헌법개정법률안과 련해서 입법 차상

야당의 지 를 강화하고자 시도했다.

연방헌법재 소의 결핍된 자제는 외교정책분야에서 가장 날카로운 비 에

직면해왔다.1954년에 행해진 Saar주의 지 에 한 결정에서 당시 사민당이

주장한 바와는 다른 결정을 내렸고,1973년의 기본조약에 한 결정은 연방헌

법재 소가 그간 행해온 사법 극주의를 비 하기 해 종종 비교된다. 양

결정사례에서 외교정책 인 조약은 실무 으로 독일의 국가 역의 양도를 넘

어서는 것이라는 유사한 비 이 행해졌다.1954년에는 헌법재 소가 여 히 다

른 정치 기 들보다 하 에 놓여있어서 이들 정치 기 들이 어떠한 기본

법 반 인 기속 하에 있지 않고,아데나워 정부가 어떤 부담도 갖지 않았던

반면에,1973년에 헌법재 소는 기본조약결정에서 조약의 유효성을 인정하기는

했으나,이 조약을 정부를 사법 으로 묶어두고자 하는 다른 많은 고려사항과

결부시켰다.Saar주결정은 아데나워 정부를 한 거의 무제한 인 정치 신뢰

고백이었던 반면에,기본조약결정은 란트정부에 한 암묵 인 불신임투표를

의미했다고 평가된다.42)

이 결정들이 때로 헌법재 들에 의해서 제한될 수 없는 동서방정책의 문

제에 한 연방공화국내 의견의 차별성을 의미한다면,서방정책에 있어서 정치

역에로의 개입을 한 경향을 강화하게 된다. 컨 유럽결정(BVerfGE

41)BVerGE35,79ff.

42) Schueler,Die Konterkapitäne von Karlsruhe.Wird Bonn von der

Verfassungsgerichternregiert?,in:DieZeit,Nr.9,1978,S.10,S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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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271)에서 국가 그리고 유럽 결정권한과의 계와 련해서 그러하다.

법률이 연방헌법재 소로부터 기본법과 합치되지 않는다고 선언되는 이 같

은 정치 역을 한번 해독하게 되면,외교정책 그리고 경제정책에 있어서 이미

어느 정도 재 의 자제가 행해진다는 사실이 나타난다.특히 사회 역,조세

역과 재정 역들은 과부하의 상태에 놓여 있는 헌법재 소가 언제나 향을

미치게 되는 소여들이다.

헌법재 소의 과부하는 소송비용제도를 도입하거나 일부 소송 차를 가지치

기하듯 삭제하는 것으로 해결될 수 있는 단지 양 인 문제만이 아니다.특히

재 을 한 학문 작업과 정보의 개선이 다루어져왔다.갈등이 많은 시기

에 학문 으로 논증되는 결정들이 격앙된 규범주의(eiferndeNormativismus)를

통해 체되는 험은 연방공화국에서 언제나 피할 수 없다.

헌법재 소가 내리는 몇몇 결정들에 한 비 은 해당 사안들에서 철 히

정당화된 내용을 문제 삼기보다는 과거 70년 에 명백히 야당우호 이고 연립

정부에 해 시기 이었던 논증유형에 한 것이었다.낙태조항결정에서 헌법

재 소는 직 헌법재 의 의견에 따르면 결의 형식 속에 감추어진 일종

의 모범 인 입법안을 제안한 것이었다고 한다.43)

최근의 발 국면에 직면해서 독일에서는 사법 으로 보다 강하게 배제할 수

없는 허용될 수 있는 정치문제(Political-Question-Doktrin)가 극 으로 주장

되었다.재 들을 상 로 한 설문결과에 따르면 단지 2인의 재 만이 독일

에서 정치문제를 희망했고,3인의 재 은 이미 암묵 으로 용되고 있다고

보았으며,10인의 재 은 정치문제라는 이 같은 화두가 독일 시스템과 합

치하기 어렵다고 보았다.44)

헌법재 은 서구민주주의에서 지속성에 기여하고,따라서 다른 나라들에서도

최근에 와서 통제 으로 향을 미치고 있다.다른 한편으로 헌법재 은 -독

일에서 헌법개정이 보다 더 어려워진 경우에 -헌법변천의 가장 요한 기구

가 될 수 있고, 신기능을 수행해야만 한다.한 동안 헌법재 은 소수자보호

43)KonradZweigert,in:Starck,1976,Bd.1,S.75(vonBeyme, 게서,S.229

에서 재인용).

44)Landfried, 게서,S.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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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과 분명한 헌법 임을 상기시키는 역에로 축소될 에 놓여 있었다.

연방헌법재 소는 의회로 하여 입법주도권을 통해서 분명한 헌법 임을 구

체화할 것을 여러 차례 경고했고,이는 혼인외자와 혼인 의 자간의 평등취

문제(BVerfGE8,210;17,148;25,148) 는 수형인의 기본권도 단지 법률을

통해서만 제한될 수 있고,따라서 특별권력 계라고 하는 헌 인 사고로 회

귀될 수 없으며,필수 으로 등장해야할 법률이 성립되지 않았다는(BVerfGE

33,1) 례에서도 그러했다.

이 같은 연방헌법재 소의 신 기능론은 물론 기본법상의 문구상 좁은 범

주의 헌법 임론에 한 논쟁을 안고 있다.헌법 임론의 의미에서 시스템

의 진 인 지속발 을 헌법재 소가 과도하게 요구할 뿐만 아니라,시민이 가

지는 다른 법 보장과기 보장에 해서 보호하는기능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1970년 12월의 개정과 함께 연방헌법재 소법 제30조 제2항에 근거해서 미

국 모델에 따른 개별 재 의 소수의견(abweichendeMeinung,dissenting

opinions)의 공표가 가능하게 되었다.이 소수의견은 처음 시작되는 의견들의

변화추이를 찰할 수 있는 요한 바로미터이다.때로 소수의견은 다수의견의

논증과 마찬가지로 어조상 더 날카로울 수 있다.그리고 때로 이러한 소수의견

공표제도는 단히 낯선 외계의 결정과 마찬가지로 헌법재 소의 실성 상실

을 해체하는 데에 아무런 기여를 못하기도 한다.양 독일 국가 간의 세계를 가

장 최선으로 경계 짓는 일은 그 법 성격상 서독 내 두 연방주들 간의 경계

를 확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은 제2원에서의 소수의견을 약화

시키지 못했다.45)

새로운 발 에 따라서 되는 결과들은 들 사이에서 더욱 증 으로

날카롭게 회자되었다.무엇보다 다른 헌법기 을 확정짓고자 언제나 시도하는

한 헌법기 이 체로서의 시스템을 학습능력이 떨어지게 만드는 험이 존재

한다고 비 되었다.왜냐하면 연방헌법재 소가 내리는 결정의 기속력은 요

한 결정이유에까지 확 되고,이것은 때로 헌법재 소의 권한확 와 련해서

결정 상과는 상당히 동떨어지기 때문에(컨 진주의자결정,BVerfGE39,

334),한번 내려진 결정을 번복하기는 더욱 어렵다.헌법재 소가 스스로 이

45)BVerfGE3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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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변했던 입장과 그리고 심지어 그 결정의 논거를 포기할 수 있지만,1983

년에 행해진 설문조사에 따르면 재 스스로는 아주 작은 부분에서만 이러

한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46)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연방헌법재 소가 이 의 입장을 수정하지 않는다면,

헌법재 소의 입장에 한 수정은 실무 으로 단지 헌법소원을 통해서만 가능

하다.왜냐하면 개별 시민들은 연방헌법재 소법(특히 연방헌법재 소법 제31

조)을 통해서 기속되는 다른 법원 헌법기 들과는 달리 결정에 기속되지 않

기 때문이다.이러한 발 양상의 역설 인 결과는 법발 이 연방헌법재 소로

부터 일탈되는 것으로 나타날지도 모른다.왜냐하면 어려운 수정가능성과 련

해서 결정과 이 결정을 지지하는 이유들이 혼란스럽게 됨과 아울러 이로

부터 일탈되는 행이 그 안정성을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발 은 다시 회귀될 수는 없는 것은 아니다.다른 헌법기 들이 이러

한 발 을 멈출 수 있다.일부 정치인들이 연방헌법재 소를 통한 행 한계를

주장하는 것이 바로 만족스럽게 여겨지고,연방헌법재 소가 서서히 의회 내

정당의 결핍된 활동성에 한 속죄물로서 마치 바이마르공화국에서의 제국

통령의 역할을 수행한다고도 주장된다.47)

최근의 엘리트설문조사에 따르더라도 이러한 의심을 고착시키지 못했다.피

설문자의 단지 2.1%만이 연방헌법재 소의 권한강화를 희망했다.피설문자의

18.3%는 연방헌법재 소가 정치 세력들을 통해 상당히 제한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지지했다.그러나 이 일반 설문조사에서는 연방헌법재 소의 인 구

성모델에 한 비 과 결핍된 결정재량에 한 유감이 강하게 나타났다.이에

반해서 26.1%로서 가장 빈도가 높은 의견은 연방헌법재 소가 본래 의회의 권

한에 속하는 문제들에 해서 결정을 내리는 데에 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82년의 정권교체 이후에 연방헌법재 소의 사법 자제의 문제는 다른 방

식으로 개되었다.환경정책에서부터 안보정책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사회

운동들이 계획상 부 아니면 무를 두고서 다투고 있는 시 에 민주주의

으로 의도된 안들 가운데 민주주의의 다수결원리를 문제 삼는 경향이 확

46)Landfried, 게서,S.219.

47)Eckertz, 게논문,S.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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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되었다.여기서 일반 인 기구비 에도 불구하고 헌법재 소는 사랑받는 ‘국

민들이 소송을 통해 기 수 있는 벽(KlagemauerderNation)’이 되었고,과부

담되고 있는 가운데 증하는 가치갈등들이 헌법재 소에로 이 되고 있다.

가치를 둘러싼 이러한 갈등 속에서 의례 인 결정들(Routineentscheidungen)

이 행해지는 경우에 연방헌법재 소는 가능한 한 축구경기의 심 개념과 유사

하게 자제 으로 행 할 수 있다.개 인 결정(Innovationsentscheidung)이

내려지는 경우에 재 소 결정의 결과에 한 루만식의 감수성은 비 실 이

다.48)독일의 헌법재 소는 미국의 연방 법원보다 두 가지 립되는 의견들

사이에서의 편차가 상 으로 다.때로 두 가지 립되는 입장들은 연민

인 비일 성 속에서 병립 으로 표된다.HelmutSimon은 자신의 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즉 “의심스런운 경우에 헌법해석의 지속 인 의

식의 포기와 정치 과정에서의 자율을 해 논란되는 상의 개방성”을 강조

한다.49)1983년 말에 언론을 상 로 특정 실명을 거론하지 않은 채로 행해진

연방 통령의 발언에서 통령은 ‘헌법해석의 세련화’가 없이 심지어 특정 헌법

해석의 과도한 첨 화가 행해지는 가치내포 인 개념을 주장했다.어 든 연방

통령에게는 ‘정치 과정에서의 자율’이 곧바로 퍼싱II미사일의 기(適期)의

설치에로 귀결된다는 것은 분명했다.이 갈등들이 기본법의 문언에 근거해서

해결되기는 어렵다.

재 의분열그리고이로 인한갈등은나름 로스스로합헌 근거를가진다.

원칙문제에있어서의가치지향성과의례 인문제에있어서의소송 차 인형식주

의사이의긴장은극복될수없고그리고종내에는아마도보다생산 일것이다.

48)vonBeyme, 게서,S.231.

49)Simon,Verfassungsgerichtsbarkeit,in:Bendaa.a.(Hrsg.),Handbuchdes

Verfassungsrechts,Berlin,1983,S.1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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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헌 재  원  계50)

Ⅰ.헌법재 과 일반재 의 계문제의 출발

1. 재판소원의 근거

기본법 제93조 제1항 4a호와 연방헌법재 소법 제90조 제1항은 “공권력에

의해서 기본권 는 기본권유사권리가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연방헌법재 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헌법재 소법 제95조 제2항은 법

원의 결이 헌법소원의 상임을 제로 (법원 행정청의)“결에 한 헌

법소원이 인용된 경우에는 연방헌법재 소는 당해 결을 폐기하고 제90조 제2

항 제1문의 경우에는 사건을 할법원에 환송한다”고 정하고 있다.

한 헌법소원제도를 직 으로 다루고 있는 규정들과는 별도로 기본권

에 직 효력을 인정하면서 기본권이 입법,집행,사법을 기속한다고 정하고

있는 기본법 제1조 제3항과 입법은 합헌 질서에,집행과 사법은 법률과 법에

기속된다고 정하고 있는 기본법 제20조 제3항은 국가공권력에 해당되는 사법

권력의 행사로서의 법원 결이 헌법소원의 상이 되어서 재 소원이 행해지

는 간 인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한 헌법소원의 보충성을 정하고 있는 연

방헌법재 소법 제90조 제2항은 “구나 공권력행사를 통해서 자신의 권리가

침해된다면,그에게는 권리구제 차가 보장된다”고 정하고 있는 기본법 제19조

제4항 제1문51)과 더불어서 통치작용을 포함한 모든 국가공권력행사가 헌법과

50)제5 의 내용은 본 용역과제의 수행과 하게 련되는 것이어서 사법제도

비교연구회 편,「사법개 과 세계의 사법제도[Ⅲ],2006.12.13～46면에 수록

된 본인의 논문,“법률심으로서의 상고심:특별항고 사유로서의 헌법 반을

심으로-독일의 사례”를 부분 으로 재인용한 것임을 밝 둔다.이 논문은

지난 2006.7.5.에 법원 사법제도비교연구회 발표회에서 행한 본인의 발제

문에 기 한 것임도 함께 밝 둔다.

51)이 규정 자체는 공권력의 조치에 한 권리구제 차를 보장하는 것이

지,(최고심의)기 력있는 결에 한 추가 권리구제수단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즉 이 규정은 법 에 의한 보호를 보장하는 것이지 법 에

항하는 보호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Klein,DasVerhältniszwischen

VerfassungsgerichtsbarkeitundFachgerichtsbarkeitinderBundesrepublik

Deutschland,「공법연구」제24집 제1호(1996.6.),60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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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하 법에 기속되고,그 기속여부에 해서 사법심사 내지 계인에 한

사법 권리구제 차가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기본권보장을 한

외 인 수단으로 마련된 헌법소원제도는 사실상 재 소원이 주된 상임을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언 한 바와 같이 공권력에 의해서 기본권 는 기본권유사권리가 침해

된 경우에 기본권주체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그러나 법원의 결을

상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이 효율 인 기본권보장을 해서 반드시 필수

으로 요청되지는 않는다.왜냐하면 모든 법 은 기본권을 존 하여야 하고,법률

의 해석․ 용에 있어서 기본권을 용하여야 하기 때문이다.52)따라서 원칙

으로 국가공권력 작용에 한 사법 권리구제 차로 마련되어서 기본권을 존

하고,기본권을 해석․ 용하는 일반법원 내지 법 의 결,즉 재 을 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은 여느 다른 국가공권력에 한 헌법소원과는 달리 취 되어야한

다.이러한 까닭에 연방헌법재 소는 원칙 으로 상고심(Superrevisionsinstanz)

이 아니다.53)즉 헌법소원 자체가 ‘추가 인’권리구제수단이 아니라 ‘비상 (非

常的)’인 권리구제수단인 것처럼,연방헌법재 소는 다른 법원의 결의 오류여

부를 범 에 걸쳐서 심사하는 하나의 (추가 인)상고심,즉 ‘상고심법원’

이 아니라는 사실이다.따라서 법원의 결을 상을 하는 재 소원의 심사범

를 정하는 것이 핵심 인 문제가 된다.

2. 재판소원에 대한 비판의 증대 - 과잉헌법화?

독일에서 1951년에 연방헌법재 소가 활동을 개시하여 재 소원이 활성화되

어오던 에 결국 연방헌법재 소와 일반법원(Fachgericht)54)간,헌법재 과

52)K.Schlaich,DasBundenverfassungsgerichts-Stellung․Verfahren․Entscheidungen,4.

Aufl.,1997,Rn.188(이 책은 국내에 정태호 교수에 의해서 문이 번역되어 출간됨);

Klein, 게논문,61면(이논문의번역문이별도로추록되어있음)참조.

53)K.Schlaich, 게서,Rn.274ff.

54)이는 연방헌법재 소에 의해서 비롯된 용어로 기타 법원들을 Fachgericht라

고 부른다.이를 원어에 충실하게 번역하자면 ‘문법원’이 타당하지만,우리

의 언어 행상 이해의 문제나 오해의 여지가 있어서 ‘일반법원’으로 번역하고

자 한다.왜냐하면 우리 용례상으로 헌법재 소가 헌법 문법원이고,기타

법원을 일반법원으로 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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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재 간 그리고 헌법과 일반법 간의 계문제가 재 소원의 심사범 를

둘러싼 첨 한 논쟁 상이 되었다.특히 독일에서 기본권이 포함된 헌법을 정

으로 하는 법질서의 통일성요청에 터 잡아서 기본권의 양면성(이 성)과

사인 효력 내지 기본권의 (방사)효와 헌법과 일반법간의 교차효과

(Wechselwirkung)를 밝히는 Elfes결정55)과 Lüth결정56)이 행해진 이후인 1960

Fachgerichte는 AllgemeineGerichte(일반법원)를 뜻한다.독일 내에서도 기타

법원을 Fachgericht( 문법원)로 칭하는 데에는 비 이 있다. 컨 사인간의

생활 계에 일반 으로 용되는 민사법은 결코 문법이 아니고,연방 법원

(BGH)은 문법원이 아니라는 P.Häberle교수의 지 이 그러하다(Vgl.dazu

VVDStRL61,AusspracheS.185).그러나 이 Fachgericht라는 표 이 다른

법원을 폄하하는 용어가 아니라 일종의 명 호칭으로서 결정을 내리는 것

에 해서 한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생산해내는 것이 바로 법

원의 결이라는 의미를 지닌다고 U.Steiner연방헌법재 소 재 은 해명

하고 있다(Vgl.dazuVVDStRL61,AusspracheS.192).

55)BVerfGE6,32vom 16.1.1957.헌법소원제기인인 Elfes는 당시 연방정부의

정책에 비 인 입장을 견지해온 정치인으로서 해외출국을 한 여권신청이

여권법 제7조 제1항에 근거하여 별다른 이유설명 없이 발 행정청으로부터

거부당했다.이에 불복하 으나 이러한 발 거부처분을 확인하는 연방행정법

원의 결을 상 로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건이다.이 사건 결에서 연방헌법

재 소는 기본권을 방어권으로서만 아니라 법질서 체에 효과를 미치는

객 원리로 이해하 고,특히 인격의 자유로운 발 을 보장하는 기본법 제

2조 제1항이 다른 기본법규정에 한 해석규칙일 뿐만 아니라 독자 인 기본

권이고,이로부터 출국의 자유를 포함하는 일반 행동의 자유가 계된다고

보았으며,기본법 제2조 제1항의 의미에서의 합헌 질서는 기본법상의 기본

원칙들 뿐만 아니라 헌 이지 않은 체 법질서를 뜻한다고 밝혔다.

56)BVerfGE7,199vom 15.1.1958.헌법소원제기인인 Lüth는 당시 Hamburg

시 언론청의 책임자로서 시에서 주 하는 독일 화주간의 행사개막과 련하

여 Hamburg시 언론 회회장의 자격으로 개막연설에서 나치시 에 Hitler에

력한 화인들의 과거 력을 비난하면서,특히 나치에 력한 화감독인

Harlan이 제작한 화 람을 보이코트할 것을 구한 것에 해서 동 화의

제작사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법원은 Lüth의 이러한 행 를 비윤리 인

것이라고 보아서 원고승소 결을 내린 것에 한 헌법소원사건이다.이 사건

결에서 연방헌법재 소는 다음의 사실을 밝히고 있다.즉 표 의 자유는 주

인권일 뿐만 아니라 의회민주주의의 제도 토 로서 근본 인 의미를

지니고,기본권은 국가공권력 뿐만 아니라 제3자,즉 다른 사인에 해서도

주장되는바 사법규범의 해석,특히 기본권을 등불로 삼아서 사법의 일반조항

의 해석에 용되는 ‘간 제3자효’를 가진다.기본법 제5조 제2항의 의미에

서의 ‘일반 법률’은 표 의 자유를 제한하지만,그 자체 기본권을 등불로 삼

아서 해석되어야 한다.그 지 않으면 기본권이 공허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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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이래로 법질서의 헌법화(Konstitutionalisierung)경향이 두드러졌고,최근

까지 이른바 '기본권의 비 화'내지 ‘과잉헌법화(Überkonstitutionalisierung)’

가 법학계의 논쟁 상으로 불거졌다.특히 모든 법규범의 구석구석까지 미치는

기본권의 (방사)효로 인하여 (특별한)헌법과 헌법하 법 간의 구분이

어려워지고 유동 이 되고 말았으며,그 때문에 이러한 구분을 가지고서

는 재 소원의 심사범 를 충분히 조정할 수 없다는 이 확실한 사실로 문제

화되었다.57)이러한 소 ‘과잉헌법화’를 화두로 삼은 비 은 주로 민사법학계

와 일반법원들로부터 제기되었고,58)헌법학계에서도 재차 이 문제를 검토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상에서와 같이 과잉헌법화가 화두가 된 시 에서 독일공법학자들의 모임

인 독일국법학자 회(VereinigungderdeutschenStaatsrechtler)는 2001년도

연차총회의 발제주제로 이를 집 으로 논의하 다.

개별 인 사례에서 표 의 자유와 법률상 보호되는 법익 간에 법익형량이 행

해지고,이로써 헌법과 일반법률 간에는 이른바 ‘교차효과(Wechselwirkung)’

이 존재한다.

57)K.Schlaich(정태호 역),독일연방헌법재 소 -지 ․ 차․재 -,헌법재

소,1999,단락번호 318.

58)이와 련해서는 민사소송법학자로 Frankfurt 학교 법 에 재직 인 Peter

Gilles교수가 서울 법 에 1년간 교환교수로 있으면서 국내에서 여러 기회

를 통해서 과잉헌법화를 화두로 삼은 비 인 논문들이 발표되어 있다.

Gilles교수는 과잉헌법화를 표 함에 있어서 Überkonstitutionalisierung에서

더 나아가서 Hyperkonstotutionalisierung을 사용하고 있음이 흥미롭다.이에

해서는 Gilles(정선주 역),“ 기에 처한 법치국가와 사법국가―고도로 발달

한 법체계와 사법체계가 직면한 오늘날의 비참함에 하여(독일의 에서)”,

서강법학연구 제3집, 서강 법학연구소,2001,363-380면; Gilles, Zur

gegenwärtigenLagederdeutschenJustiz(독일 연방공화국의 사법 황),한

립법학 FORUM 제3권,한림 법학연구소,1993,139-162면;특히2005년 2월에

개최된 한국민사소송법학회에서 P. Gilles 교수가 발표한 'Zivilprozess und

Verfassung-BetrachtungenzumThemaausdeutscherSicht(민사소송과 헌법-독일 시

각으로부터의고찰)',논문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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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판소원에 있어서의 심사기준과 심사범위를 확립하기 

   위한 그간의 해결방안들59)

가.Heck공식[특별한 헌법침해(spezipischeVerfassung)공식]

연방헌법재 소는 그 활동 기인 1951년부터 재 소원의 심사범 와 한계에

한 원칙 인 입장을 정리하 는데,이에 따르면 연방헌법재 소에서는 법원

의재 이소원인의기본권을직 침해했는지여부만이심사된다.60)

이후 1964년의 특허결정(Patent-Beschluß)61)에서 입장을 보다 구체화한

이른바 ‘Heck공식’62)이 정립되었다.즉 재 차를 정하는 문제,사실 계를 확

정하고 평가하는 문제,법률을 해석해서 개별 인 사건에 용하는 문제 등은

오로지 일반법원의 고유한 권한이기 때문에 연방헌법재 소가 여할 사항이

아니고,일반법원이 특별히 헌법을 침해한 경우에만 헌법재 소가 법원의 재

을 심 하게 된다고 한다.그런데 법원이 법률해석을 잘못해서 객 으로 잘

못된 재 을 한 것만으로는 특별히 헌법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그 잘

못된 재 이 기본권을 존 하지 않은 데 기인하는 경우에만 헌법을 침해한 재

이 된다고 한다.즉 법원이 구체 인 쟁송에서 실질 비 을 갖는 기본권의

의미에 해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특히 기본권의 보호 역에 한 오해에

바탕을 두고 재 한 경우에 특별히 헌법침해를 논할 수 있다고 한다.따라서

59)아래 본문의 내용 에서 Heck공식,Schumann공식 침해진지성이론에

해서는 국내에서 이미 허 교수에 의해서 자세히 정리․소개되고 있어서,본

발제문에서는 시간 이유와 한 별도의 번역수고가 필요치 않다고 단하

고 있기 때문에 부분의 내용을 아래 문헌에서 그 로 재하고 있으며,이

러한 이유로 별도의 각주를 생략하고 있음을 밝힌다.허 ,헌법소송법론,박

사,2006,41면 이하 참조.이와는 별도로 한 정태호 교수에 의해서 번역

된 K.Schlaich교수의 서인 독일연방헌법재 소 -지 ․ 차․재 -,헌법

재 소,1999,단락번호 271이하에서도 내용이 자세히 소개되고 있다.

60)Vgl.BVerfGE1,7(8).

61)BVerfGE18,85.

62)동 사건을 담당했던 연방헌법재 소 제1원의 보고자(주심재 )인 Karl

Heck재 이 주장한 이론을 수용해서 그의 이름을 붙인 공식으로 언명된

다.이 Heck공식을 K.Schlaich교수는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알 수 없지만,

‘특별히 헌법을 침해한-공식(Formelvom spezifischenVerfassungsrecht)’으로

달리 부르고 있다.어 든 이 양자의 공식은 동일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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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법률 용이 합성과 공정성의 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고,법원의

이익형량에 의문이 제기된다는 만으로는 기본권 침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한다.

이 공식에 따르면 그 통제범 는 “연방헌법재 소는 일반법원에 의한 해석

결과가 기본법에 의하여 그어진 한계를 유월하는 경우에 비로소 자신의 교정

활동을 행함”에 놓여있다. 한 이 공식은 헌법소원의 법성문제,본래의 의

의 소송법 문제와는 무 한 헌법의 사정범 와 헌법하 법에 한 그

효과라는 실체법 문제에 한 것이어서,심사범 의 문제는 헌법소원이

이유있는지의 심사과정에서 비로소 제기된다.63)

이 이론은 헌법재 의 실무에서는 물론 학계에서도 많은 동조자에 의해 확

산되면서,연방헌법재 소소장과 연방 통령을 역임한 R.Herzog교수 같은 이

는 이를 ‘헌법재 의 MagnaCarta’로까지 평가하기도 했다.그러나 이미 연방

헌법재 소가 1958년의 Lüth 결64)에서 정립한 기본권의 효과이론 때문에

모든 법률해석에 기본권의 규범 효력이 직․간 으로 미친다고 인식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본권을 존 하지 않은 재 으로 특별히 헌법을 침해한 경우

를 따로 분리해서 논한다는 것이 실 으로 어렵다는 비 이 강하게 제기되

었고,그 결과 Heck공식은 문제를 구체 으로 표 내지 제시하고 있을 뿐이

지 심사기 에 한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는 비 이 제기되고65) 한 이

공식은 일종의 결단주의를 은폐하고 있는데,즉 무엇이 특별히 헌법을 침해하

는 것인지에 해서 결정하는 주체가 바로 당연히 헌법재 소 자신이라는 비

이 가해진다.66)

이후 Heck공식은 평등원칙의 해석․ 용과 련하여 연방헌법재 소에 의

63)K.Schlaich(정태호 역), 게서,단락번호 272번 참조.Schlaich교수는 연방

헌법재 소의 제1원은 이 공식으로부터 소리 없이 멀어졌고,제2원은 여 히

이 공식을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단락번호 273참조).

64)BVerfGE7,199vom 15.1.1958.사건내용과 결요지는 각주 15참조.

65)이러한 견해는 2001년도 독일국법학자 회 연차총회의 주제에 한 두 번째 발

제자인 G.Hermes교수에 의해서 제기된다.Vgl.G.Hermes,VVDStRLBd.61,

119ff.(145). 한 Wahl/Wieland,JZ1996,S.1137,1138mwN.

66) Wahl/Wieland, JZ 1996, S. 1137, 1139; 이와 유사한 비 으로는

Schulze-Fielitz,AöR122(1997),S.10mwNinFn.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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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일부 괴되었다.67)즉 “만일 입법자가 합당한 이유 없이 여러 집단을 상

이하게 취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법원이 법률규정의 해석 시에 입법자의 의

사를 방해하는 동일한 종류의 차별을 하는 경우에도 기본권의 침해가 존재한

다”68)고 보았다.이로써 “법률의 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연방헌법재 소는

련된 일반법원의 결을 기본권의 의미와 범 에 하여 원칙 으로 잘못된

생각에 바탕을 두고 있는지 심사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해석의 결과를 ‘완

히’심사하여야한다.즉 명시 인 법률규정이 있는 것처럼 심사하여야한다”는

견해가 피력되었다.69)

나.Mephisto공식

유명한 Mephisto결정70)에서 연방헌법재 소는 재 소원의 심사범 에 한

67)Klein, 게논문,91면.당시 연방헌법재 소 재 직을 겸하고 있었던 Klein

교수는 주제와 련한 한국에서의 발제에서 연방헌법재 소의 례에 근

거해서 다음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고 밝혔다.즉 (1)연방헌법재 소에

의한 일반법원의 결에 한 통제의 한계는 일반 으로 설정될 수 없다.이

러한 한계는 경직 이지 않고 항상 동일한 것도 아니다.구체 사안의 특수

성을 고려할 법 에 해서 재량권 행사의 여지가 허용된다.(BVerfGE 18,

85(93);54,129(135 f.);60,79(90 f.);이에 반 하는 견해는 Schenke,

VerfassungsgerichtsbarkeitundFachgerichtsbarkeit,1987,S.S.54f.)(2)

연방헌법재 소는 다음 사항에 하여 통제한다.i)일반법원의 사가 기본법

상 보호되는 상충하는 이익의 형량을 잘못 단하 는지 여부 ii)헌법소원으로

다루어지는 일반법원의 결이 기본권의 의미에 하여 원칙 으로 잘못된

에 기인하는지,특히 기본권의 보호범 에 하여 원칙 으로 잘못된 생

각에 기인하는지 여부 iii)해석의 결과 자체가 기본권을 침해하 는지 여부

(3)이러한 심사의 강도는 유동성을 가지고 있다.헌법재 소에 의한 사후심

사는 구체 사안에 하여 기본권침해가 한 경우에 실시된다.그리고 헌

법소원인의 기본권 역에 한 침해가 장기 이면 장기 일수록,헌법재 소

에 의한 통제범 는 더욱 확 된다(하면 할수록 더욱더-공식)(상게논문,

92-93면).

68)BVerfGE58,369(374).

69)Herzog,DasBundesverfassungsgerichtunddieAnwendungdeseinfachen

Gesetzesrechts,in:DasakzeptierteGrundgesetz(FSfürGünterDürig),1990,

S.442.

70)BVerfGE 30,173vom 24.2.1971.이 헌법소원심 사건은 작가인 Klaus

Mann이 나치박해를 피해서 1933년에 망명한 상태에서 나치체제하에서 출세

를 해서 자신의 천재 인 연극재능을 오용한 GustafGründigens라는 실존



- 72 -

기존의 례로부터 결정 으로 단 하고 있다.여기서 연방헌법재 소는 다른

법원의 결에 한 심사에 있어서 자기제한을 가하고 있는데,즉 기본권을 등

불로 삼아서 해석되어져야할 일반법의 용이 문제시되는 경우에 다른 법원에

의해서 행해진 법익형량은 다음의 사항에 해서만 심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컨 i)기본권 인 형량이 문제시되는지가 법원에 의해서 인식되고 있는지

의 여부,ii)법원의 결이 기본권의 의미와 보호 역에 한 근본 으로 그릇

된 견해에 입각하고 있지는 않은지의 여부가 그러하다.이로써 연방헌법재 소

는 심 법원들이 형량에 있어서 기본법 제3조 제1항으로부터 유래되는 자의

지의 한계를 유월했는지의 여부에만 사후 심사를 제한하고자 한다.71)이를

Schlaich교수는 Mephisto공식으로 부르고 있다.72)

이 Mephisto공식에 해서 M.Kriele교수는 다음과 같이 지 하고 있다.즉

연방헌법재 소는 재 소원으로 인한 지나친 업무부담을 지니기 때문에 결론

으로 업무의 부담경감이 필요하다고 스스로 단하고 있다.법원의 결에

한 심사에 있어서 연방헌법재 소의 자기제한이 장차의 결에 철되어야

인물을 상으로 소설속의 가상인물인 HendrikHöfgen을 다룬 ‘Mephisto’라

는 소설책을 1936년에 출간했고,이후 KlausMann이 1949년 작고한 이후에

다른 출 사에 의해서 1956년에 다시 출 되었다.이에 실존인물인 Gustaf

Gründigens의 양아들이 법원에 출 지가처분신청을 내었고,이를 인용하는

결들을 상으로 삼았다.연방헌법재 소는 민사법원들이 기본법 제1조 제1

항에 의해서 보호되는 역과 제5조 제3항 제1문에 의해서 보호되는 역 사

이에 긴장상태가 존재한다는 사실과 이러한 긴장상태가 형량을 통하여 해소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여야함을 밝혔다.이 결은 기본권의 제한문제

에 해서 요한 의미를 지니는데,기본법 제5조 제3항의 자유권은 문언상으

로 무제한 으로 보장된다.연방헌법재 소는 술의 개념에 한 가치평가

제한을 통해서나,기본법 제2조 제1항의 제한을 끌어들임으로써 기본법 제5조

제2항의 직 는 상응하는 제한을 통해서나 는 내재 인 공동체유보를

통해서 술의 자유를 제한하고자 하는 모든 시도들을 물리쳤고,이 사안에서

의 기본법 제1조 제1항의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와 같은 단지 다른 헌법규정

들이 술의 자유에 항할 수 있다고 보았다.따라서 구체 인 사례에서는

헌법 으로 보호되는 어떠한 법익이 더 우선 인지를 형량해야 한다고 보았

다.결국 이 사건을 다룬 평의결과가 가부동수 기 때문에 민사법원의 재

이 기본권에 한 근본 으로 잘못된 견해에 입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

하지 못하고서 헌법소원은 기각되었다.

71)BVerfGE30,173(188).

72)Schlaich(정태호 역), 게서,단락번호 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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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면,연방헌법재 소는 기본권해석에 있어서의 결코 사소하지 않은 역에

해서 더 이상 권한이 없게 될지도 모른다.따라서 헌법재 소에 의해서 심사

될 수 없는 헌법해석이 존재할지도 모른다.기본권의 의미나 사정범 에 해

서 연방헌법재 소에 의해서 일반 으로 유지되어온 ‘근본 인’성과가 모든 다

른 법원들에 의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쉽게 먹 버릴 수도 있을 것이다.이

Mephisto공식은 개별 인 사례의 구체 인 상황에 용되는 경우에만 비로소

어느 정도 그 생명과 의미를 획득한다.이로써 연방헌법재 소는,법원들이 그

네들에게 부여된 기본권교훈을 이해했는지 여부가 아니라,철 히 학습하고 있

는지 여부만을 심사할 수 있을 뿐이게 될 것이다.결국 기본권은 결과 으로

공허한 것으로 되고 만다는 비 이 행해진다.73)

다.Schumann공식

이 Schumann공식에 따르면 법원이 기본권의 의미에 해서 근본 으로 잘

못된 인식을 갖고 재 했다고 말하려면 재 소원의 상이 된 재 이 입법권

자가 법규범으로 정립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는 법 결과를 인정하는 결과

라야 한다는 것이다.74)즉 법원이 구체 인 사건에 단순히 법률규정을 해석․

용한 것이 아니라,법률규정을 보완․형성하는 나름의 기 을 세워서 재 한

경우에 그것은 통 의미의 법률해석이 아니라 일종의 법 법(Richterrecht)

을 정립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따라서 법 이 형성한 법은 입법권자

가 형성한 것과 동일하게 헌법재 에 의한 통제를 받아야 마땅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법 이 형성한 법의 내용도 입법권자가 형성하는 법의 내용처럼 기본권

을 존 해야 하는데,만일 법 법이 입법권자가 제정한 법의 내용으로는 인정하

기 어려운 법 결과를 내포하고 있다면 당연히 재 소원을 통해 통제할 수밖

에 없다는 것이다.이 이론은 법 에게 주어진 법발견 내지 법형성의 한계를 명

백히 함으로써 재 소원의 심사범 를 확정하려는 입장으로서 독일연방헌법재

소의 례에도 많은 향을 미치고 학계에서도 지지하는 사람이 많다.75)

73)Vgl.Kriele,ESJStaats-undVerfassungsrecht,München,1972,S.291.

74) Vgl.Schumann,Verfassungs- und Menschenrechtsbeschwerde gegen

richterlicheEntscheidungen,1963,bes.S.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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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이론도 법 에 의한 법형성의 경우에 있어서 입법권자의 분명한

법정립 의도를 단할 다른 기 이 필요하다는 에서 그 실용성에 한계가

있음이 지 된다.

라.침해진지성이론(TheoriederEingriffsintensität)

연방헌법재 소는 1976년의 소 ‘독일잡지결정(Deutschland-Magazin-Beschluß)’76)

에서 일반법률의 해석․ 용 그 자체에 해서는 심사할 수 없고,법원의 재

에서 기본권의 규범 효력을 존 토록 하는 데에 주안 을 두어야한다는 기

존의 Heck공식의 입장을 다시 상기하면서도,재 소원의 심사범 를 지나치게

경직되게 획일 으로 정하기보다는 개별 사례의 내용에 따라 유동 인 기 을

용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을 강조한다.77)그런데 유동 인 기 의 설정에

있어서 기본권침해의 진지성이 요한 단근거가 되어야한다는 것이다.즉 법

원의 재 이 구체 인 사건에서 실질 인 의미를 갖는 기본권의 의미와 보호

역에 한 그릇된 인식에 근거해서 이루어진 경우라도(이는 Heck공식에 의

할 때에는 당연히 심사해야할 경우지만)당사자의 기본권침해정도에 따라 상이

한 통제가 행해져야 하므로 기본권침해가 심하면 심할수록 더욱 엄격한 통제

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78)그 결과 기본권침해의 정도가 아주 큰 경우

에만 연방헌법재 소가 법원의 가치 단을 정정할 권한을 갖는다는 것이다.

이 침해진지성이론에 의할 때 연방헌법재 소가 재 소원에서 법원의 재

을 심사하는 문제는 그 본질이 통제범 (Kontrollumfang)의 문제가 아니라,통

제 도(Kontrolldichte)와 그 조건의 결정문제라는 사실이 분명해졌다고 평가된

다.이 이론이 용된 연방헌법재 소의 최근 결정과 이를 지지하는 학계의 견

75)이에 해서 자세한 내용은 허 ,헌법소송법론,박 사,2006,43면의 각주 3

과 4참조.

76)BVerfGE42,143.

77)이를 Schlaich교수는 ‘유동 한계론’이라는 별도의 으로 표 하고 있다.

Schlaich(정태호 역), 게서,단락번호 297.

78) BVerfGE 83, 103(145). 이는 별도로 ‘하면 할수록 더욱 더-공식

(Je-desto-Formel)’으로 불리우기도 한다.즉 어떤 하나의 원칙이 충족되지 못

하거나 제한된 정도가 더 높을수록,다른 원칙에 의한 보완의 요성이 더욱

더 커져야만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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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도 다수 있지만 그러나 재 소원의 상이 된 법원의 결이 기본권을 충분

히 존 하지 않은 것이기는 하지만,기본권침해의 진지성이 은 경우에는 연

방헌법재 소의 포 인 심사통제가 배제되어 재 소원은 기각되고,그 결과

재 의 헌성이 확인될 수 없게 되어 법원의 헌 인 재 이 결과 으로 합

헌 인 재 으로 자리매김될 수 있다는 비 이 제기된다.게다가 이 이론은 기

본권침해의 진지성을 단할 다른 기 을 필요로 한다는 비 이 제기되기

도 한다.

마.그 밖의 제안들79)

이외에도 R.Schneider의 기본권의 직 침해이론(Theoriederunmittelbaren

Grundrechtsverletzung),Steinwedel에 의해서 시도되는 기본권의 ‘역침해

(Bereichsverletzung)’와 ‘특별침해(spezifischeVerletzung)’간의 구별론,Papier

에 의해서 구별되고 있는 직 헌법침해(direkteVerfassungsverletzung)와

간 헌법침해(indirekteVerfassungsverletzung)의 구별론이 제안되고, 한

상고심원칙을 원용하려는 Wank가 헌법재 소의 통제를 ‘재 내용통제

(Sachentscheidungskontrolle)’와 ‘자의통제(Willkürkontrolle)’,‘법형성통제

(Rechtsfortbildungskontrolle)’의세 가지로 구별해서논증하는 것과 Schenke가

‘행정법 재량통제이론(verwaltungsrechtlicheErmessensfehlerlehre)’을 끌어들

여 연방헌법재 소의 심사범 를 정하려고 하는 등의 다양한 이론 인 시도들

이 행해졌다.

4. 2001년도 독일국법학자협회 연차총회에서의 발제문과 토론 요약

법원 결의 기본권침해를 주장하는 재 소원의 증가 이로 인해 비 되는

과잉헌법화의 문제와 련해서 독일국법학자 회(Vereinigungderdeutschen

Staatsrechtler)는 2001년 10월 3일부터 10월 6일까지 독일 Würzburg시에서 ‘헌

법과 일반법-헌법재 과 일반재 (VerfassungsrechtundeinfachesRecht-Verf

79)이하의 내용은 허 ,“헌법재 소와 법원의 권한갈등을 어떻게 풀 것인가?”,

공법연구 제24집 제1호(1996.6.),37면에 게재된 내용을 그 로 옮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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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ungsgerichtsbarkeitundFachgerichtsbarkeit)’을 주제로 연차총회를 개최했

고,여기서 R.Alexy,P.Kunig,W.Heun,G.Hermes, 4명의 학자들이 발

제를 행했고,이어서 활발한 토론이 행해졌다.80)

아래에서는 주제를 다룬 네 명 발제자의 발제순 로 발제문의 뒤에 별도

로 추가된 발제요약문을 번역해서 첨부함으로써 최근의 련논의를 소개하고

자 한다.

가.RobertAlexy교수의 발제요지81)

㉠ 문제와 로그램

1)헌법재 과 일반재 의 계에서와 같이 헌법과 일반법의 계에 있어서

도 문제의 유형과 범주는 본질 으로 헌법의 형식 효력과 헌법의 실질 규

범 도라는두가지요인에의해서규정된다.

2)독일연방공화국에서 헌법 결의 역사는 법질서의 헌법화에로 이끌어진

실질 인헌법확장의역사이다.

3)실질 인헌법화는 모든국가권력에 해서 직 으로 계한다.일반재

은 이러한 범 를 넘어서 모든 잘못된 법 용이 어도 기본법 제20조 제3

항82)에서 명령되는 법률과 법에의 기속을 침해한다는 사실로부터 귀결되는 간

는 형식 헌법화에 종속되어 있다.

4)Böckenförde교수가 말하는 헌법재 소에 의한 결국가(Jurisdiktionsstaat)

와 Diederichsen교수가말하는 최상의 민사법원으로서의 연방헌법재 소라는 형식에

로이끌어지는 험으로인해서문제시되는과잉헌법화(Überkonstitutionalisierung)

는 과소헌법화(Unterkonstitutionalisierung)와마찬가지로회피되어야한다.이는단

지그목 이헌법화의올바른기 에있는형성여지도그마틱(Spielraumdogmatik)에

서 비롯될 수 있다.

㉡ 윤곽질서와 기본질서

80)이상 4명의 발제문과 토론내용은 VVDStRLBd.61,5～220면에 걸쳐서 문

이 게재되어 있다.

81)R.Alexy,VVDStRLBd.61(2002),발제문 문은 7～30면에 수록되어 있고,

발제요약문은 31～33면에 수록되어 있다.

82)“입법은 합헌 질서에 기속되고,집행과 사법은 법률과 법에 기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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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헌법은 기본질서이자 동시에 윤곽질서일 수 있다.

6)헌법을 통한 결정의 상이 될 수 있고 한 그러한 결정이 요청되는 공

동체의 근본 인 문제들을 헌법이 결정한다면,헌법은 기본질서이다.헌법에 의

해서 윤곽질서로서 허용되는 윤곽(테두리)은 헌법에 의해서 허용되는 모든 형

성여지의 범주와 동일하다.

㉢ 여러 가지의 형성여지들(Spielräume)83)

7)모든 형성여지는 구조 유형이거나 아니면 인식 유형,이 둘 의 어

느 하나이다.구조 형성여지는 헌법이 요청하거나 지하는 한계로부터 생겨

난다.여기에는 요청되지도 않고 한 지하지도 않는,즉 자유로이 허용되는

모든 것이 해당된다.인식론 형성여지는 헌법이 한편으로는 요청하거나 지

하고 있고,다른 한편으로는 요청하지도 지하지도 않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로부터 비롯된다.

8)구조 형성여지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다.즉 목 설정형성여지,수단선

택형성여지와 형량형성여지가 바로 그것이다.84)

83)Spielraum은 우리말로 활동공간,활동여지,형성여지 는 여지 등으로 다양

하게 옮기는 것이 가능하겠으나,행정법분야에서 이미 Beurteilungsspielraum

을 단여지라고 번역해서 사용하고 있는 기존의 용례가 이미 익숙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Spielraum을 ‘(형성)여지’로 번역하는 것이 이해의 편의상 타

당하고 큰 무리가 없어 보인다.

84)구조 형성여지가 용되는 까다로운 상황과 련하여 Alexy교수는 연방헌

법재 소가 다룬 다음 사건을 시하고 있다.“구조 형량형성여지는 두 가

지 차원을 가진다.이는 형법 353d조 제3호에 한 연방헌법재 소의 결에

서 특별히 분명하게 드러난다.Stern잡지는 소 ‘Flick-기부 스캔달’과 련

한 Bonn의 검찰청의 기소에 한 보도에서 제일심공 에 앞서서 기소문의 내

용을 그 로 인용했다.이는 형법 353d조 제3호에 따라 형사처벌 이다.

Hamburg지방법원은 이 형법규정이 추구하는 목 을 달성하기에 충분히

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헌 인 것으로 간주했고,연방헌법재 소에 헌법률

심 을 제청했다.연방헌법재 소는 全文을 완 히 인용하는 것에 한 단순

한 지는 해당 계인의 인격과 소송 계인의 불편부당성을 단지 ‘불완 하

게’그리고 ‘은 정도로만’보호하는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그러나 이에

해서 표 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 한 ‘단지 은 정도로만’제한된다.이것

이 바로 까다로운 상황의 확정이다.경미한 제한에 해서는 경미한 요성을

가진 제한사유가 립해있다.이를 해서는 히 구성된 바와 같이,제한

은 목 으로 삼는 보호에 해서 ‘비례성의 바깥에’놓여있지 않다는 것으로

족하다.동등서열인 경우에 입법자는 개입할 수는 있지만,그러나 그 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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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입법자는 기본권제한을 정당화하는 목 에 한 결정이 입법자 자신에게

임되어 있는 한에서 그리고 그러한 범 내에서 어느 한 기본권에 해서

목 설정형성여지를 가진다.

10) 극 인 의무를 통해서 규정된 목 이 다른 체수단으로써 충분히 충

족될 수 있는 범주 내에서 수단선택형성여지가 존재한다.

11)무수히 많긴 하지만 모든 충돌사례가 헌법상의 형량을 통해서 결정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통해서 형량형성여지가 성립된다.특정한 충돌사례는 헌법상

의 형량을 통해서 결정되지 않고,특정한 형량의 까다로운 상황이 제된다면

이로써 형량형성여지에 해당된다.충돌하는 원칙의 충족이 양 측면에서 동등하

게 요한 경우에 형량의 까다로운 상황이 제된다.형량형성여지는 까다로운

상황에 놓여있는 침해와 보호의 상이한 수 들 사이에서의 선택을 포 한다.

척도화(심사잣 화)가 가능하다면,어떤 것이 형량형성여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에 해서 확정하는 것이 가능하다.형량의 까다로운 상황과 이와 결부된 형량

형성여지는 단지 이 같은 척도화가 거친(섬세하지 아니한)경우에만 그 실천

의미를 가진다.85)거친 척도화는 헌법의 본질에 상응한다.(가벼운, 간의,심

각한)이라는 이상의 세 가지 척도는 거친 척도화의 최상의 출발 을 형성한다.

형량의 까다로운 상황은 형량과 윤곽질서의 양립성에로 이끌어진다.

지 않아야만 한다.그러나 형성여지에 단지 허용되는 경미한 제한만은 해당되

지 않는다.법원은 그것이 더 많은 보호를 보장하고자 하는지의 여부에 한

입법자의 사항으로 결정되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BVerfGE 71,206;

VVDStRLBd.61(2002),23～24면.

85)척도화와 련하여 Alexy교수는 다음과 같이 상론하고 있다.“척도화는 비용

과 개연성 하에서 계량화의 가능성의 도움을 받는다.이는 변명이 아

니다.세 가지 단계와 같은 다소 거친 척도화는 척도 상이 숫자로 계량되지

못하는 곳에서도 가능하다.TITANIC(잡지) 결(BVerfGE86,1,10)을 검토해

보자.연방헌법재 소는 자신의 군복무를 성공 으로 수행하고서 척추마비의

장애인이 된 한 퇴역장교를 풍자 맥락에서 ‘태생 살인자’로 묘사한 것을

진지한 인격침해로 자리매김하지 않았다.이에 해서 인식론 형성여지가

무엇을 이끌어내는지가 논란 일 수 있다.그러나 이후 척추마비된 퇴역장교

를 ‘뚝발이 불구자’로 묘사한 것은 그의 인격에 한 심각한 침해이고,

12,000DM의 배상 지 이 표 의 자유를 통한 (인격권에 한)지속 이고

상당히 심각한 침해를 정당화기에 충분하다고 본 결은 논란의 여지가 더

이상 없다.”VVDStRLBd.61(2002),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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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두 가지 유형의 인식론 형성여지가 존재한다.하나는 경험 형성여지

이고,다른 하나는 규범 형성여지이다.

13)모든 인식론 형성여지는 연방헌법재 소를 통하지 아니하고서도 확정

될 수 있는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이는 행 규범과 통제규범

의 분기(分岐)를 의미한다.

14)경험 인식형성여지가 없이는 입법자가 실천 으로 행 무능력하게 될

것이고,이는 권력분립원칙 민주주의원리와 합치되지 않는다.경험 인식형

성여지의 한계는 형량을 통해서 확정할 수 있고,이 경우 한편으로는 단지 부

정 으로 련된 기본권 원칙이 놓여있고,다른 한편으로는 실질 으로 립

인 원칙이 재량을 언 하고 있는 형식 원칙들과 함께 놓여있다.경험 인

식형성여지는 헌법의 실질 내용에 단지 간 으로만 연 된다.

15)규범 인식형성여지는 헌법의 실질 내용에 직 으로 연 된다.그

것의 실존성은 헌법을 통한 직 인 기속이 기속의 내용에 해서 형성여지

의 한계 끝까지 결정을 내리는 것이 허용된다는 사실을 뜻한다.규범 인식형

성여지의 승인은 실질 헌법재 의 일반재 에로의 이를 의미한다.이는 제

한 으로 허용된다.이러한 형성여지범주의 통제권한은 연방헌법재 소에 남아

있다.

㉣ 결론

16)헌법화의문제는형성여지도그마틱안에서해결된다.이는두 개의기둥

에기 하고있다.그하나는헌법의실질 내용의 제한성으로표 되는구조

형성여지를 구성하고 있고,다른 하나는 제한된 범주에서 실질 헌법재

이 일반법원에로 이되는 인식론 형성여지를 구성하고 있다.이 모든 것들

에 해서 연방헌법재 소는 이 시각에서 감시해야만 한다.그 하나는 실

질 헌법내용에로,다른 하나는실질 헌법내용의한계와불명확성에로지향

되어있다.

나.PhilipKunig교수의 발제요지86)

86)P.Kunig,VVDStRLBd.61(2002),발제문 문은 34～74면에 수록되어 있고,

발제요약문은 75～79면에 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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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주제의 재채택에 한 세 가지 이유들

1)연방헌법재 소에 한 비 은지속 으로제기되어 왔다.오늘날연방헌

법재 소는 이 에는 인식하지 못했던 강도와 원칙성을 지니고 있고,이는 특

히 일반심 법원과 법학의 개별 부분 역의 몇몇 표자들 측으로부터 문제시

되고있다.

2)독일의 몇몇 주들에서 주헌법재 소가 연방법에 한 심 외 인 문법

원으로 한다는사실이우려되고있다.

3)법질서의 유럽화는 독일에서 연방헌법재 소가 행하는 재의 우월 지

배를 상 화할 것을 허용하고 있다.유럽재 의 차원에서도 물론 국내법에 비

교되는한계설정의문제에로회귀된다.

㉡ 규범 출발 에 해서

4)기본법은헌법과일반법간의구별을꾀하고있고,이들양자를물론분명

히구별짓기는하지만,상호교호 인조건성의 계를설정한다.헌법소원심

은 이 양자의 법규범체의 분리를 제하고 있고,기본법상으로 소해진 시각

에서일반법원의심 차의계속을허용한다.

㉢ 연방을 구성하는 각 주들에서의 상황

5)주헌법재 소에 일반법원의 결을 상으로 하는 수사건수가 증해

왔다.여기서 요청되고 있는 연방법과의 계에 하여 도그마 으로 분기된

고찰방법은 1997년에 행해진 연방헌법재 소의 지침 결의 이 에도 존재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존재하고 있다.그러나 상이한 출발 으로부터 사항에 따

라 첩된동일한결론이의도되고있다.

6)공개된 논쟁 인 문제는,즉 주법 이 실질 연방법을 용함에 있어서

이에 한 주헌법재 소의 통제와 심사규 을 주헌법상의 기본권에 제한하는

것과 련되어 있다.이러한주헌법상의 기본권은 기본법상의기본권과 동일한

데, 컨 연방헌법재 소의 결에따르면 연방법에속해야 마땅할주헌법상

의기본권의구체 인 용을요청하고있는것이이에해당된다.

7)주헌법재 소는 이론 인 논쟁과는 무 하게 연방헌법재 소의 결로부

터발 된 범한논증의 토 들을 용해왔다.이는그 외연상강하게인용문

을 통해서 간 되고,개별 헌법의 텍스트의 상이함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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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8)주헌법재 소가 행하는 많은 결들에서 특징 인 것은 허용성문제를

단히 하게 다룬다는 이다.즉 권리항변에 있어서 (흠결된)이유에 한

표 는 추측에 해서 법원에게 많은 형성여지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9)주헌법재 소의 결은 헌법재 과 일반재 간의 경계설정에 있어서 실

질 으로 독자 이고 그리고 ‘새로운’ 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이러한 계

성의 문제에 해서는 무수히 많은 사례들이 존재한다.

10)헌법 으로 그리고 헌법정책 으로도 주헌법재 의 권한을 단일화하자

는 논의가 제기되지 않았다.

㉣ 헌법재 소과 일반법원간의 력과 부조화

11)일반법원은헌법 결의상이한외연에상당할정도로기여하고 있다.일

반민사재 과 노동재 그리고 한 자주 국가배상 결이 많은 사례에서 그리

고 오랫동안 헌법 논증을 통해서 당해 일반법을 풍부하게 해왔다.일반법의

역에서직권상형성되어온 행정법상의기구들은오늘날헌법의 방사(放 )로

간주된다.법소재상 합하다면 형사재 에 해서헌법은 특히국가 제재의

지에한계로나타난다.

12)한편으로 입법에 한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일반법원에 한 개개

헌법재 의 계들 사이에일정한연 성이존재한다.헌법재 이가지는규범

무효화 그리고 규범구체화 이해는 입법자에 의해서 일반법원에게 부여된

기구들을제거하거나수정한다.즉헌법재 소에 의한 해석장악은 한 입법부

와도문제가된다.

13)소송법상 허용된 좁은 회랑(回廊)은 헌법재 의 실무에 있어 공식에 맞

게 우회 으로 표 된다.즉 제기능에 있어서 (자주 가변 인)공식의

용은결과 으로재량과 동일한자기조정을가능 한다.헌법재 소의 이해는

엄격하게 법 으로 로그램화되지 않고,좁은 회랑의 내부에서의 통속 인

(volitiv)작용이다.

14)연방헌법재 소의 지정재 부(Kammer)는 각하 는 허용을 규정하는

법률을 체 으로 보아서 통일 으로 다루지 않고 있다.이들 지정재 부에

해서 법률상 규정된 소 원재 부부수성(Senatsakzessorietät)이 명백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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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화되어 있다.

15)소송실무상 요청되는 일정한 像은 특히 헌법화로서 묘사되는 헌법발

을 통해서 범한 차원을 확보했다.이는 특히 직권 으로 형성된 일반 행동

의 자유(법치국가원리와의 결합 속에서)와 평등원칙의 형상,비례성원칙의

능성과 소 기본권의 제3자효 내지 보호의무론에 계한다.

16)연방헌법재 소는 법원으로 칭하고 있고,-편견 없는 개념 용상으로도-

더욱 법원에 유사하다.다른 법원과의 상이함은 정치 사건에 한 자신의 소

송(차)외 인 참여의 유형에 련되어 있지만, 한 자신의 사법 소송 차

는 아마도 종종 조언의 방법으로 계한다.이로써 결의 측가능성이 어

든다.

㉤ 방향 환의 계기?

17)권리보호주장자,일반법원 입법자와 결부된 불확실성을 지닌 헌법재

의 오늘날의 모습은 권력분립원칙,법치국가주의와 (정당성의 하에서)

민주주의원리에 한경고 기억을불러일으킬수는있지만,헌법을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개별 결에 오류가 있다거나 이로써 헌 이라고 지 되

는것과는무 하다).

18)방향 환이 가까이에 주어져 있는지 여부의 문제에 하여는 한 헌법

발 의 추정 지속 진행이 요하다.이 문제는 - 17번에서 언 된 결함

을 넘어서-어 든 입법재량의 측면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담쌓기의 험을

은폐하고 있고,(지 까지 그 험이 구체화되지는 않았지만)법 인물의 충원

에 있어 한 번은 재의 직업 그리고 공직윤리 수 의 아래에로 끌어내려

져야하는한에서과두 -엘리트 권력 개의 험을은폐하고있다.

19)방향 환의 방법을 강구함에 있어서 유럽재 제도의 구축에 있어 이미

성취된 는두드러지고있는 성과물로부터거리를둘수는없다.이는국내의

사법아젠다를 축시키기는 하겠지만,장차에모든법의헌법화에 한 모습을

유럽차원에로이 시킬 것이다.그러나이는 헌법발 의공동형성에있어서 한

국가의헌법재 소의미래에유효한역할을 한상당한여지를허용한다.

㉥ 방향 환의 방법과 법치국가 가

20)실질 헌법에로의 해석 회귀를 통한 헌법화 차의 원칙 수정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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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 기본권의 방어 기능,행동의 자유의 제한 이해 는 자의 결의

포기와 같은 수정시도는 실 이지도 않고 그리고 원하는 바도 아니다.이와

련한 헌법개정은 보다 완화된 수 에서 훈계 일 것이다.

21)헌법소원의 뚜렷한 감소를 한 법률개정을 통해서, 컨 재 소원의

폐지나 재 소원을 소송 차상의 주장에로 국한하거나 는 용된 법률의 기

본권 반에 재 소원을 제한함으로써 기회보다는 오히려 더 큰 험이 은폐된

다.헌법발 에의 사법 기여를 단지 부득이하게 부분 으로 그리고 편 으

로 투입되는 일반재 에만 임해서는 아니 된다.

22)지 까지의 경험들은 헌법재 소의 결권한을 근거지우기 해서 목

에 합당한 소송법 인 방조치를 발견하고자 하는 시도를 권장하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지 까지의 실무 행을 체함에 있어서 그 만족스러울 뿐인 ‘새

로운’공식이 발견되도록 하지도 않았다.무엇보다도 헌법소송법 인 자기훈육

이 요청된다.

23)연방헌법재 소의 지정재 부에서의 실무 행은 헌법재 소에 가해지는

부담압력과 이것과 결합된 (UdoSteiner교수의 표 에 따르면)‘요격 투기’

역할에 의해서 함께 형성되었다.특히 요청되는 원재 부부수성의 에서

원재 부와의 계상 사 결의 입증을 한 박한 정당화근거가 요구되

어야 하고,더 나아가서 방론(obiterdicta)의 원칙 포기,특히 소원을 받아들

이지 않는 경우에 논쟁 상에 련된 표 의 자제와 같이 연방헌법재 소법

제93a조 이하에서의 결 로그램에 한 인식 이고 체계 인 작업이 요구되

어야 한다.

24)연방헌법재 소의 원재 부가 이 의 결스타일로 되돌아가고,헌법

소원제기권한의 허용장벽을 통일 으로 리하고 그리고 개개의 사건마다에서

헌법소원청구인으로부터 허용되는 방법으로 주장되는 기본권침해의 심사에로

원칙 으로 제한할 계기를 가지고 있다.헌법 으로 요한 사항에 제한하는

것과 허용되는 방법으로만 제출된 소송물은 일반재 에 한 존 의 표 이고,

연방헌법재 소는 단지 이러한 범주 내에서만 ‘법률이 정한 법 ’이다.

25)헌법재 이 행하는 고유한 사실조사를 한 공간은 소송유형에 따른

인식가능한 차별화 없이도 소송법 으로 허용된다.헌법상의 소송 차 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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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에 한 침해 없이 일반법 의 인식에로 포함되지 않은 사실들은 헌법재

에서 받아들여져서는 아니 된다.

26)일반법원에 한 소송 차법구성은 헌법재 의 일반재 에 한 계를

함께 결정한다.이는 심 진행의 문제와 마찬가지로 명백한 흠이 있는 경우에

일반법원측에서의 자기교정의 (범한)가능성에 련된다.즉 기본법 제19조

제4항은 이러한 계 속에서는 여 히 권리구제가 소진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

나고,(단지)‘하나의 심 ’보장의 도그마는 의문시된다.

27)실질 입법은 법률법(Gesetzesrecht)속에 담겨있는 헌법 제

를 신 히 반 함으로써 일반재 에 한 헌법재 의 계를 이완시킨다.

입법자는 립 인 지 들 사이에서,자신이 법원에 의해서 교정되는 한

균형을 확보하기 하여 자신의 재량을 사후 으로 권고하기 해서 뿐

만 아니라,그와 같은 교정을 사 에 방하기 해서도 인식 으로 이용

해야 한다.입법자는 자신의 업무의 객 어려움에 직면해서 이를 불명

확하게 해결한 채,‘헌법재 에 의한 해명’에의 방향으로 지나치게 과잉

응하고자 하는 유혹을 이겨내야 한다.

28)결론 으로 부분 인 방향 환이 법학의 역에서도 요청될 수 있을 것

이다.이에 해서 법학이 분할되고 문 역상 첩된 기 작업을 스스로

더 뒷 에 두는 한,법소재들의 증가에 해서 히 응하지 못하게 된

다. 한 헌법과 일반법의 착성은 법을 개별 인 부분으로서 뿐만 아니라

체로서 바라보고,이로써 가능한 한 고유한 고찰방법의 속성을 주장할 계기

를 가지게 된다.

다.WernerHeun교수의 발제요지87)

㉠ 헌법과 보통법(CommonLaw)간의 계

1)1610년의 Bonham사건에서 행해진 의회법에 한 보통법 우 의 공식화

는 헌법과 사법부의 심사권의 우 를 발 시킨 출발 이다.이와 련해서 17

세기에는의회의법제정행 의 해석을 한단 하나의규 ,즉 국법원이행

87)W.Heun,VVDStRLBd.61(2002),발제문 문은 80～114면에 수록되어 있

고,발제요약문은 115～118면에 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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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오늘날의 해석실무와 근본 으로 구별되지 않는 규 이 존재했다.특히

의회주권이론은 반 로 법률의 우 를 철시켰다.

2)미국에서 Bonham사건은 여 히 헌법과 사법부의 심사권의 우 를 근거

짓기 한 선례로서 향을 미쳤다.이것이 가능했던 조건은 헌법제정과 법률

제정을 제도 으로 차법 으로 분리시키고,헌법개정을 특별한 차에 기속

시키고 그리고 헌법규범들을 한 곳의 문서화된 헌법 에 모아놓은 놀라운 발

명에 있었다.

3)헌법우 의 사고와 사법심사를 통해서 헌법을 실 하고자한 사고는 주법

원들과 연방 법원에 의해서 이미 1803년에 행해진 Marburyv.Madison사건

결 이 부터 인정되었다.이러한 결단은 사고를 단지 연방법에 해서 특

별히 강조하기 해 공식화했고,헌법을 비로소 일반법질서의 통합 구성요소

화한 헌법의 법률화과정을 이끌어냈다.연방 법원에 의한 헌법해석에 있어서

의 인 최고성의 주장은 제2차 세계 이후에 비로소 지양되었다.

4)헌법의 형식 인 우 에도 불구하고 헌법은 오랫동안 보통법에 직

향을 미치지 못했고,오히려 헌법은 사법부 심사권의 증 된 행사를 통해서 압

도당했다.이 같은 상황은 NewDeal시 에 그리고 1960년 이후 Warren법정

의 결을 통해서 비로소 변화되었다.

5)私法과 헌법은 지속 으로 자율 인 법질서로 남아있다.왜냐하면 기본권

의 사인 효력은 단지 국가행 (의제)론(state-action-doctrine)의 좁은 한계

속에서만 채택되었기 때문이다.私法的 작용의 국가에 한 귀속필요성은 그때

그때마다 련된 기본권을 개별 인 사례연 인 헌법 형량을 해서 지속

으로 길을 터주었다.이러한 구성에로의 결정 인 진행이유는 연방국가 권

한문제와 결부된 기본권효력의 제한에 있다.이에 덧붙여서 보통법의 법 법

구조와 마찬가지로 법원시스템의 형성도 그 이유로 제시된다.

㉡ 서구 륙국가의 법질서에서의 헌법과 일반법의 계

-바이마르공화국까지의독일 발

6)미국과는 조 으로 독일의 입헌주의에서는 헌법의 법질서에의 틈입을

한 본질 인 제조건들이 결여되어 있었다.헌법제정과 헌법개정은 제도

으로 그리고 차법 으로 입법에 해서 고양되어 있지 않았다.헌법은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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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해서 어떠한 우월성을 가지지 못했고,언제라도 법률에 의해서 실질 으

로 변경될 수 있었다.실질 심사권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다.기본권은

단지 입법에 해서만 로그램 지침만을 형성했다.

7)헌법과 기본권은 기속 인 해석규 으로 기여하지 못했고,모든 경우에

있어서 여느 다른 규범들과 마찬가지로 체계 인 해석의 의미에서 해석을

해 보충 으로 동원될 수 있었을 뿐이었다.헌법이 법률에 해서 우월성을 가

졌던 것이 아니라,사실상 이와는 반 로 법률의 우 가 용되었다.물론 1871

년에 당시 제국의 국법학에 의해서 헌법의 용가능성을 한 제조건으로서

헌법의 필수 인 법률화가 성취되었다.

8)헌법과 일반법의 계는,문헌에서는 통 인 입장을 여 히 오랫동안

고수하기는 했지만,바이마르공화국헌법을 통해서 이미 근본 으로 변화되었다.

헌법은 어 든 부분 으로 이미 심사규 이 되었고,기속 인 해석규 으로 기

능하고 있었다.

- 랑스에서의 헌법과 법률

9) 랑스에서도 19세기에는 마찬가지로 헌법이론 으로 그리고 실무 으로

일반의사(voluntégénerále)의 표 인 법률의 우 가 용되었다.제5공화국에

이르기까지 그간 여러 차례 변경된 헌법률이 아니라 1840년에 제정되어 거의

개정되지 아니한 민법 (CodeCivil)이 헌법으로 그리고 자유의 보장으로 간주

되었다.사법부의 심사권은 헌법합치 해석의 사고와 마찬가지로 거의 주목받

지 못했다.

10) 랑스에서도 비로소 1971년에 국면의 환이 이루어졌다.그 이후로 헌

법 원회(Conseilconstitutionnel)에 의해서 기본권을 심사규 으로 한 실질

심사권이 행사되었을 뿐만 아니라,더 나아가서 법질서의 설계도가 근본 으로

재구성되었다.헌법,법률 그리고 법규명령이라는 3가지 규범유형의 병존 인

규범화는 규범조직의 계질서에 변형을 가져왔다.법규명령제정자와 법률제정

권자의 권한 역은 더 이상 사물 할에 의해서가 아니라,규율화의 요성에

따라서 경계지워졌다.

11)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의 최고성의 실천 실 은 다수의 요인들에 의

해서 여 히 어려운 난 에 착했다.일반재 과 마찬가지로 헌법재 과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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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은 원칙 으로 분리되어 병존 으로 존재했다.그밖에도 법률의 합헌성은

국사원(Conseild'Etat)이나 법원(CourdeCassation)에 의해서가 아니라 단

지 헌법 원회(Conseilconstitutionnel)에 의해서만 심사되었다.국사원과 법

원은 법률을 해석하거나 용하는 경우에 특히 헌법을 고려했다.

12)일반법원에 의한 헌법의 해석과 용에 있어서 헌법 원회의 어떠한 통

제에도 기속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일반법원들은 사실상 오늘날 범하게 헌

법 원회의 결을 따르고 있다.그러므로 랑스에서도 한 私法을 포 하는

법질서의 증 인 ‘헌법화’가 찰된다.

㉢ 법원시스템과 법질서의 헌법화

13)법질서의,특히 私法의 헌법화의 외연과 강도는 법원시스템과 권리구

제시스템에 의해서 결정 으로 좌우된다.최고법원이 상고심법원과 헌법재

소를 동시에 겸하는 단일시스템에서 이 최고법원은 자신의 견해를 철하기

해서나 권한을 정당화하기 하여 헌법에로 회귀할 필요가 없다.헌법은

어 든 연방국가 제약을 극복하기 하여 요구될 수 있다.법질서의 헌법화

(Konstitutionalisierung)는이러한시스템내에서는최소화된다.

14)헌법의 법질서에의 틈입은 독일의 시스템 안에서 더욱 지속 으로 진행

되었고,이러한 가운데 일반재 에 덧붙여서 무제한 인 실질 규범통제권한

과 일반법원의 결에 한 헌법 통제권한을 동시에 가지는 독립 인 헌법

재 소가등장했다.

15)그러나 헌법재 과 일반재 이 독자 으로 제도화된 시스템에서는 일반

법원의 결에 한 직 인 통제가 결여되고,앞에서 언 된 양극단의 사이

에 놓여진다.여기서 헌법합치 법률해석은 체할 수 없는 조정기능을 확보

한다.

㉣ 결론

16)모든 구조 인 그리고 도그마 인 분기(分岐)에도 불구하고,오랫동안

찰한 가운데 여러 나라들에서의 발 이 놀랍도록 유사하게 진행해왔음을 알

수 있다.19세기에는 私法秩序가 모든 곳에서 그리고 모든 에서 압도 이

었던반면에,법질서의헌법화는일 이1960년 에시작되었다.헌법과일반법

의 계는 일방 인 상하 계가 아니라,무수히 많은 결정요소들을 가진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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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인 교차작용(Wechselspiel)이다.

라.GeorgHermes교수의 발제요지88)

㉠ 실질 헌법과 권한질서의 조화문제로서의 헌법과 일반법의 계

-모든국가권력의기본권기속의문제로서개별사례에서의기본권의효력

1)뤼트 결(Lüth-Urteil)에로 회귀하는 환 입장에 따르면 일반법률의

해석과 용에 있어서 모든 법 용기 들은 기본권 인 요청들을 고려해야만

한다.이러한 사실은 모든 법 문제가 한 잠재 인 기본권문제라는 데에로

이끌어진다.

2)이 같은 발 은 특히 일반법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한편 한 법 안정

성의 험을주시하는 증하는비 에직면해있다.

3)헌법과 일반법의 계문제는 그 뿌리를 기본법제1조제3항과 제20조 제

3항에두고있고, 한그곳에서문제해결의출발 을모색해야만한다.

-헌법환원주의와일반법의자율성

4)기본권을 주 방어권에로 환원시킴으로써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하는

시도는좌 되었다.

5) 한 일반법의 자율성과 개개의 고유한 원칙들을 제시함으로써 성취된

헌법에 한일반법의면역화는좌 되어야만 한다.왜냐하면이러한면역화는

체 법질서에서의 결정 인 지침이기도 한 기본법 제1조 제3항에서 규범화된

기본권을 통해서 확보된 와 같은 선이해(先理解)의 구축(驅逐)을 오해하고

있기때문이다.

-기본권효력과기능질서

6)기본법 제1조 제3항은 권한질서를 제하고 있다.헌법과 일반법의 계

문제는 모든 국가권력과 권한질서의 기본권기속에 있어서의 조화 문제를 제기

하고있다.

㉡ 헌법구체화 과정에 있어서 입법자가 가진 우선 권한

88)G.Hermes,VVDStRLBd.61(2002),발제문 문은 119～150면에 수록되어

있고,발제요약문은 151～154면에 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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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 으로서의 입법의 우선 권한

7)헌법구체화 과정에서의 입법의 우선성에 하여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

8)법률의 ‘사항귀속성(Sachzugewandtheit)’에서 표 되고 있듯이 의회와 정

부에게 민주 으로 정당화된 형성의 자유는 일반법의 독자성사고에 근거하고

있는 원칙이다.

- 결의 기능 배 인 압도 지배-그 원인과 해소방법

9)실무 행은 기능정서(機能整序,기능의 자리매김)와 련하여 확보된 입

법의 최 할성으로부터 결과되는 모델로부터 더 멀어지고 있다. 컨

입법은 본질 인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규율과제에 추종 이지 않고,연방헌법

재 소는 거의 으로 규범통제 신에 개별사례통제를 행하고 있고,일반법

원은 법을 지속 으로 형성하는 것으로 그리고 법을 보충하는 것으로 활동하

도록 강제된다고 스스로 여기고 있다.

10)그 원인은 입법자가 지니는 기본권구체화 인 역할을 제 로 인식하지

못하는 부정 인 기본권 이 지속 으로 향을 미치는 데에 놓여있다.보호의

무를 다시 발견하기 한 제3자효이론의 발 은 입법의 우선 과제에 한

을 비로소 차 열어가고 있다.

11)이러한 배경에는 역사 으로 증 해온 사법에 한 신뢰가 놓여있다.이

러한 신뢰는 법 의 법에 한 의존과 법률에 한 기속이 조 이나마 주목받

아왔다는 사실을 통해서 축 되었다.

12)여기서 법률유보가 한 사법권력에 해서도 용된다는 사실이 간과

되었다.법률유보는 법 이 법을 지속 으로 형성함에 있어서 보다 엄격한 한

계를 발 시키기 한 토 이다.

-이상의 논의로부터 이끌어지는 결론들

13)연방헌법재 소의 최우선 인 과업은 규범통제이다.

14)일반법률의 용상의 우 는 일반법원이 법률기속과 헌법기속사이에서

의 선택을 행함에 있어서 이를 결정하기 한 원칙으로서의 의미를 다시 획득

한다.

15)그 다면 일반법원이 행하는 헌법재 통제는 법 이 법을 지속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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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형성함에 있어서 그 한계가 수되는지 여부의 심사에 원칙 으로 스스로

제한될 수 있다.

16)법률이 어떠한 충분하고 구체 인 심사규 을 제공하지 못한다면,이 같

은 입법부작 로 인해서 충돌해결에 한 기본권합치 인 해결이 연방헌법재

소에 주어지게 된다.

㉢ 일반법원의 기본권기속에 한 기타의 쟁 들

-포기될수없는해석원칙으로서의기본권

17)일반법률의 헌법지향 인 해석과 용은 법률이 개별사례의 해결을 충

분히결정할수없는곳에서는불가피하고 한헌법 으로요청된다.

-연방헌법재 소와일반법원간의권한갈등

18)연방헌법재 소와 일반법원간의 과업병존성으로부터 결과되는 권한

갈등은 헌법에 의해서도 그리고 법률에 의해서도 해결되지 못한다.

-입법에의우선 권한부여로부터도출되는결론들

19)입법이 자신에게 속하는 본래의 기능에로 다시 투입되는 데에 우선 인

그리고 가장 요한 과업이 놓여있기 때문에 연방헌법재 소와 일반법원간의

권한갈등은제2차 이다.

20)입법이 역특화되고 사항귀속 인 규정들을 통해서 일반조항의 해체를

한계기를제공하는데에성공한다면권한문제는어느정도축소된다.

21)연방헌법재 소는 자신의 규범통제과업을 충족함에 있어서 일반법원이

행하는기본권지향 해석에 한원칙문제에제한되어야한다.

㉣ 결론

22)개별사례에서의 기본권보호의 필요성과 특별한 개별사례에 한 헌법재

소의지나친개입을여과(필터링)하는것이규정되지않고 있고 한규정될

수없다는통찰은헌법소원의자유로운채택 차를 한요청에로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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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4인의 발제에 한 질문 토론요지의 정리89)

4인의 발제가 있고 나서 冒頭 질문자로 나선 당시 Papier독일연방헌법

재 소 소장은 이 문제에 해서 원칙 인 회귀는 생각할 수 없음을 밝히면서,

연방헌법재 소의 실무상으로 헌법소원사건에서 으로 차지하는 재 소

원의 인용률이 3%미만일 뿐이며,제기되는 헌법소원의 40%가량이 기본법 제

103조 제1항의 규 에 따른 재 차 기본권,특히 청문권 침해를 주장하는

사건이고,단지 20%만이 실체 기본권침해가 주장되는 사건이라는 잠정통계

치를 제시하 다.청문권 침해주장의 특히 높은 비율은 명백히 일반법원의 규

정된 법 구제의 엄격한 제한에 그 원인이 있음을 지 하면서,비공식통계에

의하면 민사법원 결에 한 헌법소원의 15%정도가 지방법원에서의 최종심을

그 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따라서 소송 차상의 흠결을 주장할 수 있는

별도의 구제수단을 마련하도록 입법자에게 요청한 바가 있었으며,입법자가 민

사소송법(ZPO)제321a조에 새로운 규정을 삽입함으로써 이러한 요구에 응

했으며,연방헌법재 소는 개별사건에 한 비 을 진지하게 수용하고 있으

며,그간 연방헌법재 소를 두고서 상고심(Superrevisionsinstanz),고등법원

(Oberamtsgericht) 는 복지 원회(Wohlfahrtsausschuß)로 역할하고 있다는

외부의 비 을 두고서 심각하게 내부에서 토론을 진행하고 있음을 밝혔다.90)

이어서 소 ‘형성여지도그마틱’을 주장한 Alexy교수의 발제에 해서 가장

많은 질문과 비 이 제기되었다.Alexy교수의 발제에 해서 Lerche교수는 구

조 형성여지에서 헌법과 일반법간의 顚倒된 계설정이 문제임을 지 했

고,91)Rupp교수는 형성여지도그마틱을 이해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음을 지

하면서 이러한 시도에는 항상 법이론 그리고 법실천 인 원칙물음이 제기

되는데,입법자에게 그러한 형성여지가 한 번 상정되면,이로써 이 형성여지의

한계에 한 물음이 함께 결부되고,이 형성여지의 사슬은 끝이 없고,‘유일한

정당한 결정’을 내리는 독 을 보유한,즉 모든 형성여지논쟁을 종결짓는 자가

89) 4명의 발제가 있고 나서 36명의 질문 토론이 3시간동안 진행되었다.

이 내용은 VVDStRLBd.61(2002),S.155에 수록되어 있다.

90)a.a.O.,S.156f.

91)a.a.O.,S.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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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 않는 한 지속될 것임을 지 했다.92) 한 Hufen교수는 형량의 재건을 시

도하는 Alexy교수의 견해는 결론에 있어서 기본권의 보호 역의 해석에 한

제한문제의 先取에로 넘어가버린다고 지 했다.93)Hillgruber교수는 다루어지

는 주제가 역시 형량의 문제로는 해결될 수 없는 것이며,경험 형성여지와

규범 형성여지와 련하여 Alexy교수가 이 경우나 경우에서 기본권이 요

청되거나 지되지는지 여부를 인식할 수 없다는 것이 인식론 으로 조건지워

진 형성여지의 특징화로 말하고 있는 것에 해서,그것이 자신에게는 규범

형성여지가 아니라 경험 형성여지로 와 닿는바 그가 이해한 것을 자신은

생각할 수 없다고 고백하고 있다.94)Scherzberg교수는 4가지의 근거를 들면

서 Alexy교수의 주장이 실성이 없음을 지 하면서,그가 사용하는 개념정의

가 순환론 이고,정작 형량회의론자들에게 비 을 가하면서도,그들의 요한

논지에 해서는 상론하지 않았음을 비 했다.특히 Alexy교수가 언 한 것처

럼 침해강도를 단계화하는 것으로는 충분치가 않고,침해자체를 형량해야 하고,

그가 주장하는 기본법의 윤곽질서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 했다.95)

한 그의 주장이 목 론 이라는 Pfersmann교수의 지 ,96)윤곽이라는 공식이

오늘날의 지배 인 헌법이해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Grimm교수의 지 97)등이

제기되었다.

한 Alexy교수가 규범 인식형성여지에서는 일반법원이 실질 인 헌법재

을 수행하기 때문에 인식형성여지가 향을 미치는 한에서 그러나 한 바

로 거기까지만 헌법재 과 일반재 간의 공조 력 계가 존재하며,이러한

형성여지가 얼마나 넓은지에 해서는 물론 지속 으로 연방헌법재 소가 감

시한다고 주장하는 데에98) 해서,Isensee교수는 토론에서 “오늘날 마치 ‘열려

라 참깨(Sesam-öffne-Dich)’와 같은 마법의 주문처럼 회자되는 력 공조는

92)a.a.O.,S.164f.

93)a.a.O.,S.176.

94)a.a.O.,S.175.

95)a.a.O.,S.172f.

96)a.a.O.,S.177.

97)a.a.O.,S.183.

98)a.a.O.,S.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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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과 법원의 계에 있어서는 합하지 않다.국가,정부 행정청간에 무

엇이 정당하고 부수 으로 남아있는가는 일종의 행 칙으로서 법원에 임

되어 있지 않다. 력 공조는 단지 동등한 트 간에만 가능한 것이지,

할상 서로 분리되어 있고,무엇이 옳은지를 일방 으로 고권 으로 결정하도록

서열상 조정된 상에 있어서는 가능하지 않다. 찰자의 에서는 헌법재

소와 일반법원의 결을 작업분업과 력 공조작업으로 의미 짓고자 하지만,

행 자인 연방헌법재 소,연방 법원 그리고 다른 일반법원들은 자신들에게

헌법과 법률을 통해서 근거지워진 권한과 의무의 외부에 놓여 있는 의무 력

공조를 한 권한을 주장할 수 없다”고 비 하고 있다.99)

다음으로는 주제에 한 문제해결에 있어서 입법자의 우선 권한과 헌법구

체화에 있어서의 우선성을 강조하는 Hermes교수의 발제에 해서 많은 질문

과 토론이 제기되었다.Calliess교수는 문제해결에 있어서 본래 입법자가 요청

된다면,일반법원은 생겨난 흠결을 메우기 한 보호의무를 다하기 해서 직

으로 이를 해소할 수 없다는 Hermes교수의 주장에 동의하면서,따라서 일

반법원은 이를 연방헌법재 소에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100) 한 Kirchhof교

수는 Hermes교수가 최종 으로 테제에서 연방헌법재 소는 입법부작 도 통

제해야하고,소송 차 해결은 자유로운 채택 차에 놓여있다는 주장으로 결

론짓는 데에 놀라움을 할 수 없음을 밝히면서,이로써 헌법재 소에 한 심

각한 권한증 와 정치화의 험이 래될 것임을 경고했다.101) 한 Roellecke

교수는 민주주의원칙과 권력분립론에 근거하는 Hermes교수의 발제와 련하

여 자신이 보기에 재로서는 독일의 권리보호시스템이 체 으로 잘 기능한

다고 보지만,기능 으로 잘 작동하지 않는다면 컨 연방헌법재 소가 입법

자를 사실상 마구 들볶아야하고,입법자는 이에 항하기 해 경각심을 갖게

되고,이미 입법이라는 수단을 가지고 있는 입법자는 아마도 연방헌법재 소법

을 개정할 터이고,이 경우에 형성여지를 갖고 있지만 문제는 왜 입법자가 그

게 하지 않는가 하는 에 있음을 지 했다.102)Rupp교수는 Hermes교수의

99)a.a.O.,S.184f.

100)a.a.O.,S.160.

101)a.a.O.,S.163.

102)a.a.O.,S.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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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제 11,12와 련하여 법률은 사법의 법창조에 해서 단지 제한일뿐 사법기

능의 정당화가 아니며,법률 하에서의 자유는 법 에 해서가 아니라 단지 사

법에게만 허용됨을 간과해서는 아니 된다고 지 했다.103) Bull교수 역시

Hermes교수가 테제 20에서 주장하는 일반조항의 해체는 입법자에게 보다 구

체 으로 규율화할 것을 강제하는 수단이지만,이는 부 합하고, 한 불가능한

것임을 지 하면서,기본권합치 으로 결하는 법 의 지혜에 신뢰를 가져야

지,개별사례에서 법 에 의해서 보다 정의롭게 결정될 수 있는 것을 의회의원

들이나 행정각료들에게 더 많은 부담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고 비 했다.104)

주로 비교법 인 논의를 개한 Heun교수의 발제와 련해서는 미국에서는

가장 최소한의 헌법화가 존재한다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고,미국에서는 모든

주제들이 헌법 으로 토론되고 있으며,헌법 으로 별로 연 성이 없는 주제와

련해서도 헌법문제로 다루어지는 Law-Review기사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는 Bryde연방헌법재 소 재 의 지 이 있었고,105)Koch교수는 헌법재 과

일반재 간의 계문제와 련하여 미국에서 기본권을 민사법 인 사건의

결로부터 재조명하게끔 발 된 ‘state-action-doctrine’의 독일법에의 도입을 제

안하기도 했다.106)

주로 주헌법재 소의 문제를 다룬 Kunig교수의 발제에 해서 Berlin주헌

법재 소 소장직을 겸하고 있는 Sodann교수는 2000년도에 독일내의 15개의 주

헌법재 소 들에서 연방헌법재 소에 수되는 사건총계의 20%에 해당되는 도

합 1,000여건의 사건이 수되었고,이들 사건의 부분이 마찬가지로 재 소원

임을 밝히면서,주헌법재 소에서도 여 히 헌법재 과 일반재 의 계가 문

제시되고 있고,따라서 주로 다루어지는 임 차법 련소송과 같이 모든 개별

사건에서 헌법재 소가 일반법원을 갖고 노는 듯한 시도에는 단연코 항해야

할 것임과,단지 Berlin주헌법재 소에서도 극소수의 헌법소원만이,즉 연방헌

법재 소에서와 유사하게 단지 3%의 인용비율이 나타내듯이 일반재 에 한

존 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103)a.a.O.,S.165.

104)a.a.O.,S.196.

105)a.a.O.,S.166.

106)a.a.O.,S.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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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시사

재의 독일연방헌법재 소 창설은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한 효율 인

구제 차를 확보하기 한 독일 역사성,특히 국가권력을 기속하기 해 발

해온 독일 법치국가원리에 강하게 기 하고 있다.이러한 의미에서 연방헌

법재 소는 독일의 헌법시스템에서 가장 독창 이고 흥미로운 기구로 표 되

고 있다.마찬가지로 우리의 경우에도 시민의 권리보호와 국가권력의 헌법에의

기속이라는 헌법 공통성을 확인하고서 재와 같은 독일 인 집 형 헌법재

모델의 계수가 정당성을 지니고 있는 가운데,우리 법 실과 정치 실의 특

수성을 고려한 지속 발 에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다.

후 기본법과 연방헌법재 소법 제정을 통한 독일연방공화국과 연방헌법재

소의 성립과정에서 주어진 짧은 기간 그리고 정 이해 계의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법률가들과 정치인들이 진지한 논의를 진행해온 결과가 오늘날의

모습임이 확인된다.

독일의 헌법재 제도와 련해서 헌법소원제도의 채택은 가장 요한 성과

로 평가되고 있다.헌법소원제도의 채택과 련한 기의 규범화 논의과정에서

정치 이해 계의 립으로 인해 헌법소원의 헌법 규정화가 좌 되었지만,

추후 일반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을 통한 제도 폐지의 험성을 원천 으로 제거

하기 한 합의가 이루어진 가운데,헌법개정권력에 의하지 않고는 제도의 변

경이 불가능하게 헌법 규범화가 이루어졌다.

헌법재 소 재 의 자격을 정함에 있어서 기의 뜨거운 논쟁이 제기되었

다.특히 법률가들로만 재 을 구성하는 데에 설득력 있는 상당한 반론들이

제기된 이 흥미롭다.특히 직업법 의 문성과 객 성에 한 회의론(懷疑

論)에 상당한 공감 가 형성되었다는 사실이 주목된다. 한 기존의 독일법

법(DRiG)상 외 으로 법학정교수의 경우에 법 직의 자격을 부여해 왔으나,

지난 독일통일과정에서 체결된 통일조약에서 법통합의 안문제에 직면해서

구 동독시민의 경우에는 법학사(Diplomjurist)자격만으로 재 자격을 충족

하도록 한 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연방헌법재 소 창설 기부터 헌법소원의 쇄도에 따른 재 소 업무의 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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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가 지속 으로 문제시되어 왔다.이후 남소(濫訴)를 방지하기 한 소송비용

부담,지정재 부를 통한 사 채택 차 등이 도입되었고,특히 비록 좌 되기는

했지만 헌법소송 문변호사제도의 도입 등이 극 논의된 한 흥미로운

목이다.그러나 이러한 헌법소원의 쇄도가 시민의 권리의식의 고양 그리고

헌법재 소에 한 신뢰도의 증 에 따른 것으로 원칙 으로 평가되고 있음이

주목된다.

연방헌법재 소 재 의 구성과 선출 그리고 임기는 처음부터 단히 민감

한 정치 문제로 간주되었다.어 든 재 선출에 있어서 민주 정당성원

리가 강조되고 한 철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한 재 구성에 있어서 연

방주의 안배,정당정치 ,종교 그리고 양성평등 안배 등 여러 요인들이

함께 고려되었음이 확인된다.즉 재 들의 구성에 있어서 다양성을 확보함으

로써 치 한 논증시도와는 별도로 헌법재 소 결정의 사회 수락가능성을 제

고시키고자 노력했다고 이해된다.특히 연방의회가 연방참사원이 각각 재

의 반을 선출토록 하고,이 과정에서 2/3가 다수결을 요구함으로써 의회내

소수자보호가 강조되고 한 제도 으로 고려되고 있는 이 주목된다.그러나

실 으로는 거 정당들간의 나눠먹기식의 타 으로 재 선출의 실제(實

際)가 나타나고 있음이 비 된다.재 의 임기문제 역시 재 의 독립성을

보장함과 아울러 시 의 변화에 따른 조직의 신진 사를 확보하기 한 여러

사항들을 고려한 가운데 개정되어 왔음이 확인된다.

법과 정치의 문제는 여느 나라에서와 마찬가지로 독일 연방헌법재 소에는

민감한 주제로 주어져 있으며,법과 정치간의 나름 로 구획된 경계를 넘어서

는 일련의 결정들이 행해진 데에 한 일정한 비 이 행해지고 있다.특히 재

들이 보수 인 여당의 집권 당시에는 의도 으로 무시했던 정부행태에

해서 진보정당이 집권한 시 에서는 이를 극 으로 헌으로 결정하는 등의

비일 인 결정행태가 진행된 이 비 으로 지 되고 있다.

연방헌법재 소의 창설과 재 소원이 포함된 헌법소원제도가 도입된 이래로

지난 1960년 부터 이른바 ‘법질서의 헌법화’의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고,

특히 Lüth결정,Elfes결정을 통해 본격 으로 기본권의 제3자효와 교차효과 등

이 인정됨으로써 일반법원과 사법(私法)학계로부터 이른바 ‘기본권의 비 화(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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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化)’내지 ‘과잉헌법화(Überkonstitutionalisierung)’라는 화두가 심이 된 드

센 비 이 제기되기 시작했다.이러한 비 에 직면해서 지난 2001년도 독일국

법학자 회 연차총회에서 ‘일반법원과 헌법재 소와의 계’를 주제로 학술 회

가 개최되었다.이 의 학문 작업들과 학술 회의 발제문들에서 헌법과

일반법률 그리고 헌법재 소와 일반법원간의 바람직한 계설정 그리고 재

소원의 허용범 와 심사기 을 확립하기 한 다양한 시도들이 행해졌다.유감

스럽게도 모두를 만족시키는 명확한 심사기 을 확립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사실만 확인되었다.그러나 제기된 비 들에도 불구하고 인용률로 나타나는 재

소원의 성공가능성이 단지 수사건 비 3%미만에 불과하며,비 되는 ‘과잉

헌법화’가 ‘과소헌법화(Unterkonstitutionalisierung)’보다는 낫다고 조심스럽게

자 하는 가운데 별다른 소득 없이 잠정 으로 논의가 종결되었다.반면에 우

리의 경우에는 헌법소원제도에서 일반법률상 원칙 으로 재 소원이 배제되고

있는 가운데 오히려 ‘과소헌법화’의 염려가 더욱 불거져 있다고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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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 스트리아 헌법재 도

1  스트리아 헌 재 도 개

Ⅰ.서론

오스트리아 헌법재 소(VfGH)는 행정재 소(VwGH)와 함께 오스트리아 연

방헌법에서 “헌법과 행정의 보장”이라고 하는 제목하에서 규율되고 있는 권리

보호제도이다(연방헌법 제137조부터 제148조까지).헌법재 소의 권한은 연방

헌법에 의하여 완결 으로 규정되어 있으며(제137조부터 제145조까지),조직과

차와 련해서는 단지 어느 정도의 원칙 인 규정들만 규정되어 있고 보다

자세한 규정은 “특별한 연방법률”과 그리고 이에 근거하고 헌법재 소에 의하

여 규정되는 규칙에 의하여 규정되고 있다.이러한 수권규정을 근거로 1953년

의 헌법소송법(VfGG)과 헌법재 소의 규칙(VfGO)이 제정되어 있다.

Ⅱ.헌법재 소의 조직

1. 헌법재판소의 구성원

헌법재 소는 소장,부소장과 12명의 재 그리고 6인의 비재

(Ersatzmitglieder)으로 구성된다(연방헌법 제147조 제1항;헌법재 소법 제1조).

헌법재 소 재 은 연방헌법 제147조 제2항에 따라 연방 통령에 의하여

임명되며,소장과 부소장 6인의 재 과 3인의 비재 은 연방정부의

제청에 의하여 임명된다.그리고 이 재 과 비재 은 법 ,행정공무원

그리고 법과 학의 교수들로부터 충원한다.나머지 6인의 재 과 3인의 비

재 에서 3인의 재 과 2인의 비재 은 하원인 국민의회의 제청에

의하여,그리고 나머지 3인의 재 과 1인의 비재 은 상원인 연방참사원

의 제청에 의하여 임명된다.3인의 재 과 2인의 비재 은 연방수도인

Wien이 아닌 지역에 그 주소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재 이나 비재 으

로 임명된 직 행정공무원은 그 직으로부터 사퇴하여야 하며 더 이상 그



- 99 -

료를 받아서는 안된다.하지만 모든 명령구속 활동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자

로서 비재 으로 임명된 행정공무원은 이러한 정직의 기간 동안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연방헌법 제147조 제2항).

소장,부소장 그리고 그 밖의 재 과 비재 은 법과 학을 졸업하

어야 하며 한 최소한 이미 10년 이상 법과 학 졸업 후 정된 련직

종의 경력을 소지하여야 한다(연방헌법 제147조 제3항).

연방정부나 지방(주)정부의 구성원,하원과 상원이나 그 밖의 일반 인 표

기 의 구성원은 헌법재 소 재 을 겸직할 수 없다.일정한 입법기간이나

는 활동기간 동안 선출된 이러한 표기 의 구성원의 경우에는 그러한

표로서의 지 를 재 으로서 임명되기 에 포기한 경우라 하더라도 입법기

간이나 활동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겸직 지가 용된다.끝으로 정당의 직원이

나 그 밖의 당직자(Funktionäre)들은 재 을 겸직할 수 없다(연방헌법 제147

조 제4항).

그리고 최근 5년간 연방헌법 제147조 제4항에서 언 하고 있는 직을 가졌던

자들은 연방헌법재 소의 소장이나 부소장으로 임명될 수 없다(연방헌법 제147

조 제5항).

헌법재 소 재 과 비재 들에게도 법 의 독립(연방헌법 제87조 제1

항)과 (동조 제2항),신분보장(제88조 제2항)등에 한 규정이 용되며

자세한 것은 연방법률로 정한다.그리고 헌법재 소 재 의 정년은 7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로 한다(제147조 제6항).

한편 재 과 비재 이 헌법재 소의 심리에 3차례 연속으로 충분

한 양해를 구함이 없이 결석하는 경우에는 그에 한 청문 후에 헌법재

소가 이것을 확인해야 하며,이러한 확인이 있는 경우 그는 재 이나

비재 으로서의 지 를 상실한다(제147조 제7항).

헌법재 의 자리 하나가 비게 되면,소장은 이를 연방수상에게 알려야 하

며,연방수상은 이 자리의 충원을 하여 필요한 제청을 받기 하여 필요한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헌법재 소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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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헌법재판소의 조직

헌법재 소의 지도와 그 운 에 한 감독은 소장의 의무이다(헌법재 소법

제3조 제1항,제1조).소장의 유고시에는 부소장이 그를 행한다.부소장도 유

고시에는 Wien에 거주하는 최연장자인 재 이 헌법재 소의 운 을 맡는다

(헌법재 소법 제3조 제3항).이러한 상태가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상하는경

우에는 연방수상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헌법재 소법 제2조).

헌법재 소의 결기구는 모든 재 으로 구성되는 헌법재 소의 원회의

체이며 소장을 의장으로 한다(헌재법 제6조 제1항).실무에서는 많은 사항들이

의장과 4인의 재 으로 구성되는 소규모 회의에서 결정된다.헌재법 제7조

제2항 제a호에서 의결정족수에 하여 의장과 4인의 의견(Stimmführer)이 존

재하는 경우에는 충분하다고 하는 것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기 때문에,어

든 모든 구성원들이 참석하여야 한다.

헌법재 소는 의장과 최소한 8인의 재 이 출석하는 경우에 결정할 수 있

다(헌재법 제7조 제1항). 외 으로 4인의 재 의 출석으로 충분한 경우도

있다(헌재법 제7조 제2항과 제19조).

재 (비재 )의 기피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제척은 헌법재 소가 비

공개회의에서 결하여야 한다(헌재법 제12조).

헌법재 소의 심리와 표결은 공개하지 아니한다(헌재법 제30조).

Ⅲ.헌법재 소의 심 차

1. 청구의 내용과 형식

연방헌법 제137조 내지 제145조에 따라 헌법재 소에 제기되는 청구들은 서

면으로 제출되어야 하며(헌재법 제15조 제1항),헌법재 소에 제소한 연방헌법

의 근거규정을 들어야 하고 한 청구에 이르게 된 사실 계에 한 설명과

일정한 주장(Begehren)을 포함하여야 한다(헌재법 제15조 제2항).법 설명들

은 허용된다(헌재법 제17조 제4항).보통의 경우에 청구는 수임 변호사에 의하

여 제출되어야 한다(헌재법 제17조 제2항: 변호사강제주의).그 밖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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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는 상 변호사 강제주의가 용된다.

2. 사전절차

주심재 은 일반 으로 우선 련 행정청(당해 행정청 당사자)에게 소

원(청구)을 통지하며, 련서류와 답변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주심재 은 사 차에서의 단순히 소송지휘 성격의 모든 해결들과

한 변론의 비를 한 목 의 처분은 재 소의 결정을 구하지 아니하고서 내

려야 하며(헌재법 제20조 제1항),서면의 보고를 하여야 한다(헌재법 제15조 제

2항).

3. 변론

헌법재 소의 결은 보통 공개구두변론 후에 이루어진다(헌재법 제19조제1

항).변론은 헌법재 소장이 명령하며,그것은 주심재 의 설명으로 시작한다

(헌재법 제25조).당사자들은 변론의 취지에 부합하게 자신들의 입장을 설명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

4. 판결

결은 가능한 한 공개변론의 종료 후 즉시 이루어져야 하며,즉시 본

질 인 결정이유와 함께 구두로 선고하여야 한다. 결의 선고는 당사자

의 출석과 상 없이 이루어진다(헌재법 제26조 제1항).사실상 구두변론은

매우드물게 이루어진다.보통의 경우 결과 결정은 서면의 결정문의 작

성에 의하여 이루어진다(헌재법 제26조 제2항).

5. 소송비용

다음의 심 의 경우에 소송비용이 규정되어 있다.연방헌법 제137조(헌재법

제41조),연방헌법 제138조 제1항(헌재법 제52조)에 따른 심 ,연방헌법 제139

조 제1항과 제140조 제1항에 따른 개인 청구(헌재법 제61a조와 제65a조),연

방헌법 제144조에 따른 심 (헌재법 제88조)의 경우가 그것이다.



- 102 -

비용의 선고가 청구되면,보통의 경우 해당 비용,특히 청구(소원)과 변론

참여 비용 등이 일목요연하게 표시되어야 한다(헌재법 제27조).

6. 민사소송법의 보충적 적용

헌법재 소법에서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 민사소송법과 유럽 민사소송법의

규정들이 -탄핵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헌재법 제81조)이 - 용된다(헌재법

제35조 제1항).특히 민사소송법의 규정들은 기간의 계산에서 용되며,우송에

소요되는 날은 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한다(헌재법 제35조 제2항).

민사소송법의 보충 인 용명령은 문제가 있다.왜냐하면 완 히 다른 유형

의 심 체계의 결과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끌어들여야 할 것인지 여부가 의심

스러운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Ⅳ.헌법재 소의 권한

1. 보충적 재산권 소송(Kausalgerichtsbarkeit)

연방헌법 제137조에 따르면 헌법재 소는 연방,주,지방자치단체와 상 지

방자치단체에게 제기된 재산권 청구와 련하여 그것이 통상 인 권리구제

차에 합하지 않고, 한 행정청의 처분에 의하여 해결될 수도 없는 경우에

는 그에 하여 결하여야 한다.따라서 이것은 직 인 재산권 청구에

하여 법원도 그리고 행정청도 결할 수 없는 경우에만 주어지는 보충 권한

이라고 할 수 있다.

청구취지는 訴(Klage)로써 주장하여야 한다(헌재법 제37조).이러한 소는 이

행 뿐만 아니라,소송 당사자가 즉시 확인에 한 법 이익이 있는 경우 권리

나 권리침해의 존재와 부존재에 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법 제38조).

연방헌법 제137조에 따른 결의 집행은 연방헌법 제146조 제1항에 따라 통

상 법원의 의무이다.



- 103 -

2. 권한쟁의소송(Kompetenzgerichtsbarkeit)

헌법재 소는 각종의 권한과 련한 분쟁을 재 할 권한을 가진다(연방헌법

제138조 제1항).회계감사원(연방헌법 제126a조)과 움부스만(연방헌법 제148조)

의 권한과 그리고 연방권한 주권한의 한계(연방헌법 제138조 제2항)을 확인

하는 권한을 갖는다.

가.권한쟁의심 의 종류

연방헌법 제138조 제1항에 따르면 헌법재 소는 법원과 행정청 간,행정재

소와 다른 모든 법원 간,특히 행정재 소와 헌법재 소 자체 간, 통상법원

과 다른 법원 간,주 상호 간 주와 연방 간의 권한분쟁에 하여 재 한다.

㉠ 법원과 행정청 간의 권한분쟁(연방헌법 제138조 제1항 a목)

법원과 행정청 간의 극 권한분쟁이 발생한 경우,그 법원은 권한분쟁에

하여 인식을 하 다 하더라도 재 차를 당분간 속행하여야 한다.하지만

행정청은같은 사건에서 그 차를 지하고 최고 행정청에 이 사실을 보고하

여야한다.그리고연방이나주의 할최고행정청은공식 으로인지한후4주

이내에 권한쟁의심 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법 제42조 제2항).이 사실은 해

당 법원에 통지되며(헌재법 제42조 제4항),헌법재 소의 심 이 있을 때까지

그 재 은 정지된다(헌재법 제42조 제5항).4주간의 기간이 경과되는 경우 당

해법원은그사건에 하여 결할수있다(헌재법제42조제3항).

당해사건의 당사자들은 할 행정청에게 권한분쟁의 해결을 한 심 청구

를 하도록 요구(Begehren)를 할 수 있는 한에서 심 청구에 향을 미칠 수

있다.4주의 기간 내에 이러한 심 청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당사자 자

신이 다른 4주 이내에 헌법재 소에 권한분쟁의 심 을 청구할 수 있다(헌

재법 제48조).소극 권한분쟁의 경우에 권한쟁의심 에 한 청구는 당사자

들만이제출할수있다(헌재법제46조제1항).

㉡ 법원들간의 권한분쟁(연방헌법 제138조 제1항 b목)

행정재 소(VwGH)와 다른 법원간의 극 권한분쟁의 경우 는 통상 법

원과 다른 법원간의 권한분쟁의 경우 헌법재 소는 분쟁에 휘말린 법원이나



- 104 -

당해 행정청 는 당사자의 신고에 의하여 는 자신의 서류를 통하여 인지한

즉시 권한분쟁에 하여 심 하여야 한다(헌재법 제43조 제3항). 술한 모든

행정청들은 신고의 의무를 진다(헌재법 제43조 제4항).

당사자들은 법원과 행정청간의 권한분쟁의 경우에 있어서와 같이 보충 으

로 청구할 수 있다(헌재법 제48조).법원들간의 분쟁이 발생하여 헌법재 소의

심 의 개시되는 경우 그 재 은 정지된다(헌재법 제43조 제5항).소극 권한

분쟁의 경우 권한쟁의심 에 한 청구는 당사자들만이 제출할 수 있다(헌재법

제46조 제1항).

㉢ 연방과 주 행정청간 서로 다른 주 행정청간의 권한분쟁

(연방헌법 제138조 제1항 c목)

연방행정청과 주행정청간이나 는 최소한 두 개의 서로 다른 주의 행정청

간의 극 권한분쟁의 경우 모든 련 정부들은 권한쟁의심 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법 제47조 제1항).정부는 이 경우 직무상 인지한 때로부터 4주간의

기간을 이용할 수 있다(헌재법 제47조 제2항).분쟁에 이르게 된 행정청은 보

고할의무를진다.심 을청구하는정부는즉시해당정부에게심 청구를고

지하여야 한다(헌재법 제47조 제3항).헌법재 소에 제소하는 경우 행정청에

계류 인 차는 모두 지된다(헌재법 제47조 제4항).당사자들은 법원과 행

정청간의 권한분쟁의 경우에 있어서와 같이 보충 인 청구권을 갖는다(헌재법

제48조).

㉣ 권한분쟁에 있어서 차와 결

구두변론이실행되는경우 당사자들은모두참여하여야 하거나 자유로이 출

석할수있다(헌재법제19조,45조,49조,50조제2항).

헌법재 소는 결에서권한분쟁을재 하여야한다.즉어떠한행정청이권

한을가지는지를선고하여야 한다.헌법재 소는 이러한 결에반하는 행 와

한법원의결정을취소를선고하여야한다(헌재법제51조).

나.권한확인

다음의경우에 헌법재 소는 연방헌법에 의하여법규정에 한 유권 해석

의소임을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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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과 주의 권한확인(연방헌법 제138조 제2항)

연방헌법 제138조 제2항에 따르면 헌법재 소는 연방정부나 주정부의 청구

에 의하여 입법이나 집행의 행 가 연방이나 주의 권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한다.이것은헌법재 소에의한사 통제의유일한경우이다.

연방헌법 제138조 제2항에 따른 권한확인심 은 연방정부나 주정부의 청구

에 의하여 개시된다.청구는 입법이나 집행과 련한 어떠한 사항이 연방이나

주의권한에해당하는지여부를확인해달라고하는요구이다(헌재법제53조).

입법권한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청구는 입법기 의 의결 상이 된 법률안을

포함하여야 한다(헌재법 제54조).집행의 권한이 문제되는 경우에 청구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첫째,명령의 경우에는 명령안과 명령을 발하게 될

행정청의 명시,둘째 그 밖의 집행행 에 있어서는 규율 상이 된 구성요건과

그처분을발할행정청의명기가그것이다(헌재법제55조).

심 차의진행과정에서심 청구를 하지아니한 모든 다른 정부들은서면

의입장표명을하도록요구된다(헌재법제56조제3항).

결은 권한을 확인하여야 한다.확인은 법문으로 하여야 하며,연방수상은

연방법률공보에지체없이공포하여야한다(헌재법제56조제4항).

㉡ 회계감사원의 권한확인(연방헌법 제126a조)

연방헌법제126a조는회계감사원과일정한법주체간의특정한권한분쟁의해

결을 규정하고 있다.회계감사원은 연방헌법 제121조 제1항에 따라서 연방,주,

지방자치단체와 상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법주체들의 행 에 한 감사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회계감사원과 이 법주체들간에 회계감사원의 권한의 범

와 련하여 의견의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다.회계감사원의 권한을 규정하는

법규정의해석에 한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경우에 헌법재 소는연방정부(주

정부)나 회계감사원의 청구에 의하여 회계감사원의권한의 존부에 하여 재

을 한다.각 법주체는헌법재 소의 법 견해에 따라서 회계감사원에 의한 감

사를가능하게할의무를지며,그집행은통상법원에의하여이루어진다.

헌법재 소에 한 제소가 있는 경우 회계감사원의 련 직무행 는 헌법재

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연기 는 정지된다(헌재법 제36b조).헌법재 소

의 결은 법률 권한에 하여 결정한다.모든 법주체는 연방헌법 제126a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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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서 헌법재 소의 법 견해에 부합하게 회계감사원의 감사를 가능하게

할 의무를 진다.

㉢ 움부스만(Volksanwaltschaft)의 권한확인(연방헌법 제148f조)

연방헌법 제148조에 따르면 헌법재 소는 움부스만과 연방정부나 연방장

간의 특정한 분쟁에 하여 심 할 권한이 있다.움부스만과 연방정부 내지는

연방장 사이에 움부스만의 권한을 규정하는 법률규정의 해석에 한 의견의

불일치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방정부나 는 움부스만의 청구에 의하여 헌법재

소가비공개변론에서재 을한다.

주헌법에 의하여 움부스만이 련 주의 역에 하여 권한이 있는 것으로

선언된 경우에는 헌법재 소가 움부스만이나주정부의청구에 의하여헌법재

소가 유권 해석의 권한을 갖는다(연방헌법 제148i조 제1항).주가 주행정 역

에 하여 움부스만과 유사한 기 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주헌법에 의하여 헌

법재 소의권한확인을 한권한이창설될수있다(연방헌법제148i조제2항).

3. 협약(Vereinbarungen)에 대한 심사

연방헌법 제138a조에 따르면 헌법재 소는 연방정부나 련 주정부의 청구

에 의하여 연방과 주간의 약(연방헌법 제15a조 제1항)이 존재하는지 여부와

한 어떠한 주나 연방에 의하여 그러한 약으로부터 나오는 의무가,-재산

권 청구와 련되지 않는 한에서 -이행되었는지 여부에 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연방헌법 제138a조 제2항에 따르면 헌법재 소는 주들간의 약이 이루어진

경우에 련 주정부의 청구에 의하여 그러한 약(연방헌법 제15a조 제2항)이

존재하는지 여부와 한 그러한 약으로부터 나오는 의무가 -재산권 청구

와 련되지 않는 한에서 -이행되었는지 여부에 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련된 정부들은 공개 구두변론에 참여하며,서면으로 입장을 표명하여야 한

다.헌법재 소는 약에 참여한 다른 정부에 해서도 의견표명을 요구할 수

있다(헌재법 제56b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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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법명령 심사

가. 법명령심사의 상

연방헌법 제139조 제1항의 심사의 상은 연방행정청이나 주행정청의 명령

이다.여기에서의명령은소 법규명령만을의미한다.

나. 법명령심사의 기

심사의 기 으로서는 연방헌법 제139조 제1항에 따라 명령의 법여부이다.

법성은실질 인의미로이해된다.즉명령은그것이 헌인경우나 는상

의규범에반하는경우에 법하다고할수있다.

명령의유형에따라서심사의기 은달라질수있다.

첫째,집행명령이문제되는경우에는연방헌법제18조제2항에따라서그명

령이법률 규정을단순히구체화하는지여부를심사해야한다.

둘째,법률보충 명령에 한 헌법 수권에 근거하고 있는 명령이 문제되

는 경우에는 우선 그것이 헌법 수권규정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다음으로 그

것이법률과충돌하는지여부를심사한다.

셋째,법률 명령의경우는그것이헌법 수권규정에부합하는지여부

를심사한다.

넷째,법률개정 명령의경우(가령 연방헌법 제118조 제7항)에는 그것이 헌

법 수권규정에부합하는지여부를심사한다.

그리고 이 모든 경우에 있어서 권한과 차규정의 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다.청구능력과 청구 격

모든 법원,독립행정 원회,연방조달청은 어떠한 명령의 용에 있어서 그

것이 법률에 반된다고 하는 의심이 있을 경우에 법명령심사를 청구하여야

한다(연방헌법 제139조 제1항,제129a조 제3항,제129c조 제6항과 제89조 제2

항).헌법재 소가 명령을 용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법명령심사를 개시할

수있다(연방헌법제13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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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는 주행정청의 아직 유효한 모든 명령에 하여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연방헌법 제139조 제1항).이를 하여 당해사건이 필요하지는 않다.

취소는 연방정부의 임의에 놓여 있다(추상 규범통제).

모든 주 정부는 연방행정청의 아직 유효한 모든 명령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연방헌법 제139조 제1항).이 경우에도 당해사건이 취소의 제조건이 되

는 것은 아니며 취소는 주정부의 임의에 놓여 있다(추상 규범통제).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한 취소청구권을 가진다(연방헌법 제139조 제1항).지방

자치단체는 연방헌법 제119a조 제6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감독청의 명령에 의

하여 자신의 효력범 내에서 발하여진 명령이 취소된 경우에 감독청의 명령

에 하여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취소는 지방자치단체의 임의에 놓여 있다

(추상 규범통제).

일정한 유형의 명령은 모든 개인이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다(개인 청구).

이러한 취소청구권은 명령이 법원의 재 이 선고되지 않은 채, 는 처분

(Bescheid)이 발하여지지 않은 채 이 사람에 하여 효력을 발하게 된 경우에

그러하며,당사자인 개인은 그 명령의 법성에 의하여 자신의 주 권리가

직 침해되었음을 주장할 수 있다(연방헌법 제139조 제1항).

재정헌법(1948년)제10조에 따라서 연방재무부는 조세를 부과하는 지방자치

단체의 명령을 취소할 수 있다.이러한 명령은 특별한 유형의 명령(지방자치단

체의 자유로운 의결권:재정헌법 제7조 제5항과 제8조 제5항)이라고 할 수 있다.

움부스만은 연방헌법 제148e조에 따라 연방행정청의 명령의 취소를 헌법재

소에 청구할 수 있다.움부스만이 주헌법에 의하여 주의 역에도 권한이 있

는 것으로 규정된 경우 움부스만은 련 주의 명령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연방헌법 제148i조 제1항).

라.심 차

법명령심사 차는 청구권자의 청구나 직권에 의하여 개시된다.

청구는 명령이 그 내용 체나 일정부분에 의할 때 법한여 취소되어야 한

다고 하는 주장(Begehren)을 포함하여야 한다(헌재법 제89조 제2항,제57조 제1

항).이미 취소된 명령이 취소되는 경우에 이 청구는 그 명령이 법하 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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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주장을 포함하여야 한다(헌재법 제89조 제3항).청구는 명령의 합법성에

반하는 의심을 개별 으로 서술하여야 한다(헌재법 제57조 제1항).개인 청구

는 명령의 직 효력도 설명하여야 한다(헌재법 제57조 제1항 후문).개인

청구는 한 비용에 한 주장도 포함하여야 한다(헌재법 제61a조와 제27조).

공개구두변론이 있는 경우에 여기에는 청구인,명령을 발한 행정청,연방

는 주 할최고행정청 그리고 법원(독립행정 원회)이 청구한 경우에는 련

당사자들도 참여한다(헌재법 제58조 제1항).

마.헌법재 소의 결(Erkenntnis)

법명령심사청구가 형식 사유에 의하여 결정으로 각하되거나(헌재법 제

19조 제3항 Z2) 는 심 이 정지된 경우가 아니면,헌법재 소는 본안에

한 결(ErkenntnisinderSache)에 의하여 심 을 하여야 한다.

결은 다음과 같은 본안결정을 내릴 수 있다.즉 명령의 폐지,명령이 법

하 다는 주문,청구의 기각,명령이 법하지 아니하 다는 주문,명령이 법

하여 폐지되지 아니한다는 주문이 바로 그것이다.

바. 결의 법 효과

연방 는 주 할 최고행정청은 취소(명령이 법하 다는 주문)를 지체없

이 공포하여야 한다(연방헌법 제139조 제5항;연방법률공보법 제4조 제1항 Z

4).공포에 있어서는 명령이 헌법재 소의 정확이 기재되는 결에 의하여 취

소되었음을 표 하여야 한다(헌재법 제60조 제2항).폐지는 공포된 날이 경과

함으로써 발효한다.하지만 헌법재 소는 6개월,그리고 법률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18개월을 넘지 않는 범 내에서 폐지의 효과가 발하기 한 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연방헌법 제139조 제5항).헌법재 소에 의하여 설정된 기간은

결의 공포와 함께 시작된다.

모든 법원과 행정청은 헌법재 소의 명령폐지 결에 구속된다(연방헌법 제

139조 제6항;헌재법 제60조 제1항).폐지되기 에 실 된 구성요건에 해서

는 당해사건을 외로 그 명령이 계속 용된다.단 헌법재 소가 폐지 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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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달리 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러하다.헌법재 소가 기간을 설정한 경우

에는 당해사건을 외로,이 기간이 경과될 때까지 실 된 구성요건에 계속

용한다(연방헌법 제139조 제6항).

법한 명령의 폐지는 법률에 하여 어떠한 법 효과를 발휘하는가가 논

란이 되고 있다.일부 학설은 명령의 폐지는 명령에 의하여 한번 폐기된 법률

에 아무런 법 효과를 주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하지만 다른 입장에 따르면

법률은 명령에 의하여 간단하게 폐기되었던 것이 아니며,오히려 잠정 으로

퇴각해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명령이 제거되고 난 후에는 다시 완 한 법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는 입장이다.헌법재 소도 이러한 입장을 따르고 있다.

5. 위헌법률심사

가. 헌법률심사의 상

연방헌법 제140조 제1항에 따른 헌법률심사의 상은 연방법률과 주법률

이다.여기에는 단순 연방법률과 주법률 뿐만 아니라 연방헌법(률)과 주헌법도

포함된다.입법자의 헌 부작 에 해서는 일반 으로 효과 인 권리보호

의수단이존재하지않는다.

나. 헌법률심사의 기

심사의기 과 련해서는특히연방헌법제140조제1항,제3항과제4항에서

나오는 바와 같이 법률의 헌여부에 하여 심사하는 것이다.심사의 기 은

우선 연방헌법과 같이 형식 의미의 헌법규정이며, 한 개별 헌법률과 헌법

규정들,헌법개정 조약의 규정들(연방헌법 제50조 제3항 제2문)과 그리고 연

방헌법 제9조에 의하여 환된 헌법 서열을 가지는 일반 으로 승인된 국제

법규이다.마찬가지로 주 헌법과 그 밖의 주헌법률과 그리고 주헌법규정들을

들 수 있다.유럽공동체법은 헌법재 소의 례와 지배 학설에 의하면 헌

법률심사의기 이되지않는다.

그리고 헌법 규정에 한 실질 형식 반여부를 심사한다.법률의

유형에따라서심사의기 은상이하다.



- 111 -

㉠ 면 인 연방헌법률의 개정은 형식 에서만 심사할 수 있다.

㉡ 연방헌법률은 형식 으로,하지만 헌법 기본질서와의 합치여부와 련

해서만 실질 으로 심사할 수 있다.

㉢ 연방법률은 연방헌법에 한 수여부에 하여 실질 으로와 형식 으

로 심사한다.

㉣ 주헌법률은 형식 으로,하지만 연방헌법을 침해하 는지 여부에 해서

만 실질 으로 심사한다.

㉤ 주법률은 연방헌법 주헌법과의 합치여부에 하여 형식 실질

으로 심사한다. 외 으로 연방법률과의 합치여부에 해서도 그것이 연방원

칙법과 주집행법률과의 계가 문제되거나 는 연방헌법 제11조 제2항에 따

른 필요법률과 한 그와 다른 주법이 문제되는 경우에 그러하다.

다.청구능력과 청구 격

최고재 소와 모든 제2심 법원(연방헌법 제89조 제2항),행정재 소(연방

헌법 제135조 제4항),독립행정 원회(연방헌법 제129a조 제3항),망명재 소

연방조달청(연방조달청법 제135조 제3항)은 그들이 용해야 할 법률의 합

헌성에 하여 의심이 있는 경우에 취소를 구해야 한다.같은 조건으로 헌법재

소는 직권으로 헌법률심사를 개시하여야 한다(연방헌법 제140조 제1항 구

체 규범통제).당해사건에서의 헌성이 어떠한 효력을 가지는지는 요하지

않다.

연방정부는 모든 (아직 유효한)주법률에 한 취소를 구할 수 있다(연방헌

법 제140조 제1항).당해사건은 필요하지 않다.취소는 그의 임의에 놓여 있다

(추상 규범통제).이것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모든 주정부는 (아직 유효한)연방법률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연방헌법 제

140조 제1항:추상 규범통제).

국민의회 의원 1/3이나 연방참사원 구성원 1/3은 연방법률이 헌이라고 하

는 이유로 그에 하여 취소를 구할 수 있다(연방헌법 제140조 제1항:추상

규범통제).

주의회 의원 1/3은 주헌법이 이것을 규정하는 경우,주법률이 헌이라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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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유로 그에 하여 취소를 구할 수 있다(연방헌법 제140조 제1항:추상

규범통제).

모든 개인은 법률이 헌성으로 인하여 직 으로 자신의 권리를 침해하

다고 주장하는 경우에,그 법률이 법원의 재 의 선고를 통하지 않거나 처분을

발하지 않고서 이 사람에 하여 효력을 발하는 한에서는,그 법률이 헌이라

는 이유로 취소를 구할 수 있다(연방헌법 제140조 제1항:개인 청구).이와

련하여 헌법재 소는 개인이 단지 명령에 한 수권규정에 한 개인 청

구는 허용하지 않고 있다.그러한 법률규정에 해서는 상응하는 법규명령과

함께 취소를 구해야 한다.

라.심 차

헌법률심사는 청구권자의 청구에 의하거나 직권에 의하여 개시한다.그 밖

에 모든 에서 법명령심사에 있어서 심 차에 한 설명이 그 로

용된다.다만 다음 사항에 한 주의를 요한다.

청구는 법률이 내용 체나 일정부분에 의할 경우 헌이어서 폐지되어야

한다고 하는 주장(Begehren)을 포함하여야 한다(연방헌법 제89조 제2항;헌법

재 소법 제62조 제1항).이미 폐지된 법률이 다투어진 경우에,청구는 법률이

헌이었다고 하는 결정을 해달라고 구해야 한다(연방헌법 제89조 제3항).청

구는 법률의 합헌성에 한 의심을 개별 으로 설명하여야 한다(헌재법 제62조

제1항).개인 청구는 법률의 직 인 효력도 설명해야 한다(헌재법 제62조

제1항 후분).개인 청구는 한 비용요구도 하여야 한다(헌재법 제65a조와

제27조).

공개구두변론에 이르게 되면 청구인과, 련 정부,그리고 청구가 법원,독립

행정 원회나 연방조달청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 사건과 련된 당사

자들도 참여한다(헌재법 제63조 제1항).

마.헌법재 소의 결

헌법률심 청구가 형식 사유에 의하여 결정으로 각하되거나(헌재법 제

19조 제3항 Z2) 는 심 이 정지(헌재법 제19조 제3항 Z3)된 경우가 아니



- 113 -

면,헌법재 소는 본안에 한 결(ErkenntnisinderSache)에 의하여 심 을

하여야 한다. 헌법률심 에 있어서 헌법재 소의 결과 련해서는 모든

이 법명령심사에 한 설명에 있어서와 같다.

결은 다음과 같은 본안결정을 내릴 수 있다.즉 법률의 폐지,법률이 헌

이었다는 주문,청구의 기각,법률이 헌이 아니 다는 주문,법률이 헌이어

서 폐지되지 아니한다는 주문이 바로 그것이다.

바. 결의 법 효과

헌법률심 에 있어서 헌법재 소 결의 법 효과는 본질 으로 법명

령심사에 있어서 결의 효과에 한 설명과 같다.다음 사항을 주의해야 한다.

헌법재 소에 의한 법률의 폐지는 연방수상이 연방법률공보(연방법률공보법

제3조 제3항)나 할 주수상이 주법률공보에 공포하여야 한다.폐지는 공포된

날이 경과함으로써 발효한다.하지만 헌법재 소는 18개월을 넘지 않는 범

내에서 폐지의 효과가 발하기 한 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연방헌법 제140조

제5항).

헌법재 소의 결에 의하여 법률이 헌으로 폐지되면,폐지의 효과가 발효

한 시 으로부터, 결이 달리 선고하지 않는 한,헌법재 소가 헌으로 결

한 법률에 의하여 폐지되었던 법률 규정들이 다시 효력을 발휘한다.법률의 폐

지에 하여 공포를 할 때에 어떠한 법률 규정들이 다시 효력을 발하는지를

공시하여야 한다(연방헌법 제140조 제6항).

6. 재공포(Wiederverlautbarungen)에 대한 심사

연방헌법 제139a조에서 규정된 법규정의 재공포에 한 심사는 본질 으로

연방헌법 제139조에 따른 법명령심사와 유사하다.

가.재공포심사의 상

연방헌법 제139a조에 따르면 헌법재 소는 법률이나 조약의 재공포에 한

공포의 법성에 하여 결한다. 법성이 인정되는 경우 재공포는 취소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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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그 법성(수권한계의 유월)을 확인한다(연방

헌법 제139a조,제139조 제3항과 제4항).

연방헌법 제139a조에 따른 심사의 상은 연방헌법 제49a조에 따른 연방의

재공포이며 주헌법규정에 따라 규정된 주의 재공포이다.

나.재공포심사의 기

심사의 기 은 재공포를 수권한 법규정이다.하지만 이 법규정은 매우 한정

된 범 내에서만 변경될 수 있는,재공포되어야 할 규정의 내용과 다시 연

된다(연방헌법 제49a조 제2항).

심사해야 할 사항은 a)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는 사항이 재공포에

아무것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는지 는 행 규정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

는지 여부,b)유효한 것으로서 재공포에 받아들여진 법규정이 부당하게,

즉 수권범 를 과해서 변경되지는 않았는지 여부이다.

다.청구능력과 청구 격

모든 법원(독립행정 원회,연방조달청)은 재공포가 수권범 를 유월하여 그

용에 하여 의심이 있는 경우에 재공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연방헌법 제

139a조와 제89조 제2항).재공포가 결의 제조건인 경우에는,헌법재 소가

심사 차를 직권으로 개시하여야 한다(연방헌법 제139a조).

주의 재공포가 있을 경우에는 연방정부가 청구한다(연방헌법 제139a조).당

해사건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추상 규범통제).

연방의 재공포가 있을 경우에는 주정부가 청구한다(연방헌법 제139a조).역

시 당해사건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추상 규범통제).

법한 재공포로 인하여 직 권리침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모든 사람은

재공포된 규정이 법원의 결정의 선고나 처분이 발하여지지 않고서 그 사람에

하여 효력을 발휘하는 한에서,청구할 수 있다(연방헌법 제139a조).이 규정

은 법률과 명령에 한 개인 청구를 본떠서 만든 규정이라고 할 수 있으며

법률과 명령심사에 한 개인 청구에 한 설명이 그 로 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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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심 차

심 차에 하여 헌법재 소법은 아무런 특별한 규정을 하고 있지 않다.

헌재법제61b조에따라 법명령심사에 한규정(헌재법제57조이하)이 용

된다.

마.헌법재 소의 결

재공포의 심사에 한 청구가형식 이유에서 결정으로 각하되거나 심 이

정지된 경우가 아니면 헌법재 소는 본안에 한 결로써 재 하여야 한다.

결은 다음과 같은 본안결정을 내릴 수 있다.즉 재공포의 취소,재공포가

법하 다고하는주문,청구의 기각,재공포가 법하지 아니하 다는 주문,재

공포가 법으로서취소되지아니한다는주문이그것이다.

바. 결의 법 효과

연방이나주의 할최고행정청은취소(재공포가 법하 다는주문)를지체

없이 공포하여야 한다(연방헌법 제139a조 제5항).취소는 공포된 날이 경과함

으로써발효한다.하지만헌법재 소는6개월,그리고법률 조치가필요한경

우에는 18개월을 넘지 않는 범 내에서 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연방헌법 제

139a조,제139조제5항).헌법재 소에의하여설정된기간은 결의공포와함

께시작된다.

모든 법원과 행정청은 헌법재 소의 취소 결에 구속된다(연방헌법 제139a

조,제139조제6항).취소되기 에실 된구성요건에 해서는당해사건을

외로 그 재공포가 계속 용된다.단 헌법재 소가 취소 결에서 달리 선고하

지아니한 경우에그러하다.헌법재 소가기간을 설정한경우에는 당해사건을

외로,이 기간이 경과될 때까지 실 된 구성요건에 재공포가 계속 용된다

(연방헌법제139a조,제139조제6항).

재공포된 법규정의 취소는 재공포되기 에존재했던법상태를 다시 회복시

킨다.왜냐하면 재공포의 상이었던 법규정은 재공포에 의하여 법질서로부터

제거된것이아니라 단순히퇴각되었기때문이다.개별 으로는다음의 경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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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되어야 한다.

㉠ 법규정이 잘못 재공포된 경우(가령 옛날 어법을 새로운 어법으로 맞춘

것이 아니라,내용을 바꾼 경우.잘못하여 어떠한 법규정을 더 이상 효력을 가

지지 않는 것으로 확인한 경우),이것은 취소 후에 다시 원래의 규정 로 효력

을 회복한다.

㉡ 재공포의 시 에 더 이상 효력을 갖지 않았던 규정이 재공포된 경우,재

공포의 취소 후에는 아무런 규정이 존재하지 않게 된다.

㉢ 재공포의 시 에 효력을 가졌던 법규정이 재공포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잊 진 법규정),재공포 체가 취소된다.법률은 원래의 문언 로 다시 효력

을 갖는다.

7. 조약심사

가.심사의 상

조약심사의 상은 모든 조약인데 그 조약에 이행유보(연방헌법 제50조 제2

항 제65조 제1항)가 첨부되어 있든지 여부와 상 없다.비 선언과 모든

유형의유보도조약에포함된다.

나.심사의 기

심사의 기 으로서 연방헌법 제140a조는 연방헌법 제50조의 승인 차에 회

부된 조약과 한 법률 효력을 가지는 연방헌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조약

은 마치 연방법률 내지 -헌법과 유사한 조약의 경우에는 -연방헌법률(하지

만 헌법 근본질서에 한 반여부에 한 심사는 논란이 있음)과 같이 그

합헌성여부에 하여심사한다.하자는 차 역과내용 모드에존재할수

있다.만일조약이다른헌법개정조약에반하는경우에도 헌일수있다.

연방헌법 제50조에 따라 체결되지 않은 연방의 조약 유형들과 연방헌

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州의 법규명령조정 조약은 연방행정청의 명령

과 마찬가지로 법여부에 하여 심사한다.연방헌법 제140a조가 단지

조약의 법성이나 헌성에 해서만 말하고 있지만 법률(헌법)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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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에 한 반도 역시 심사 상이 된 조약의 법성으로서 간주된다.

이행유보가 있는 조약은 심사기 이 될 수 없다.

다.청구능력과 청구 격

청구능력과 청구 격과 련하여 연방헌법 제50조에 따라 체결된 조약에

해서와 연방헌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법률조정 조약에 해서는 헌법률

심 차에 한 설명이,그리고 그 밖의 조약들에 해서는 법명령심사 차

에 한 설명이 그 로 타당하다(연방헌법 제140a조).

라.헌법재 소의 결

헌법재 소의 결은 조약의 모든 법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법성의 확인

은 그러한 조약이 결의 선고일부터 국내에서는 더 이상 법 효력을 가질

수 없다고 하는 효과를 갖는다.이행유보는 술한 확인에 의해서 소멸한다(연

방헌법 제140a조 제2항).

확인청구가 인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조약의 법 효력의 변화는 없다.오히

려 그 합헌성 합법성이 확정력 있게 선고된다.

8. 선거소송

가.선거심사

㉠ 심사의 상

일반 의기 에 한 선거(상·하원,주의회,지방자치단체의회:연방헌법 제

141조 제1항 a목),유럽의회에 한 선거(연방헌법 제23a조와 련하여 제141

조 제1항 a목),법률상 직능 표의 자치입법기 에 한 선거(연방헌법 제141

조 제1항 a목),연방 통령선거(연방헌법 제141조 제1항 a목),주정부 선거(연

방헌법 제141조 제1항 b목),지방자치단체집행기구선거(연방헌법 제141조 제1

항b목),지방자치단체장,시의회,시상원,직선시장선거가그것이다.

㉡ 선거심사의 기

선거심사에서는선거 차에서의모든법 반이주장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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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능력

청구권에 한헌법재 소법의 규정은 연방헌법 제141조에따라 피선거권과

선거규정의 수를 요구할 수 있는 선거인단의 권리가 주 으로 철가능한

권리로서 간주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연방헌법 제141조에

따라 선거권은 단지 선거인단(선거당사자)에 의해서만 철가능하다.개별 으

로는다음의자가청구권을갖는다.

선거후보자이다.선거후보자는선거과정에서선거의가능성이 법하게거부

되었음을주장하는경우,연방헌법제141조에열거된선거를다툴수있다.

한선거인단이다.선거인단은일반 의기 ,유럽의회,법률상직능 표의

자치입법기 ,그리고연방 통령에 한선거를다툴수있다.

선거기 의 구성원이다.주정부에 있어서의 선거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에

한선거는각주의회내지는지방자치단체의회구성원의1/10에의하여다투

어질 수 있다.하지만 심사청구를 해서는 최소한 2명의 구성원이 필요하다

(헌재법제67조제2항).

㉣ 심 차

선거심사 차는 청구에 의해서만 개시된다.청구는 선거 차나 는 선거

차의 일정한 부분의 무효선언을 요구하고 그 이유를 들어야 한다(헌재법 제67

조제1항).

㉤ 헌법재 소의 결

헌법재 소가피선거권이없는자가당선된것으로선언되었기때문에,선거

소송을인용하면헌법재 소는이사람의당선을무효로선언하여야한다.

헌법재 소가 피선거권이 있는 자에게 피선가능성이 부당하게 거부되었기

때문에 선거소송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결에서 이를 통하여 다른 사람의 선

거가무효이었는지여부를 선고하여야하며, 한이사건에서이사람의당선

을취소하여야한다.

다른 모든 선거 차의 법의 경우에는 그것이 선거결과에 향을 미칠 수

있었는지 여부가 요하다.그러한 향이 가능한 경우 헌법재 소의 결은

체선거 차나 는선거 차의특정한일부가취소됨을선고하여야한다(헌

재법제7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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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의 법 효과

선거소송의인용에 따라 그 밖의 후속조치를취해야 하는선거 리 원회는

헌법재 소가 결의기 로삼은사실 확인과법 견해에구속된다(헌재법

제70조제4항).

나.의석상실심

연방헌법 제141조 제1항 c,d와 e목의 규정은 이미 유효하게 획득한 의석의

상실과 련된다.그러한 의석상실은 헌법재 소 자신(“독자 의석상실심 ”)

이나 는행정청의처분(“처분심사 차”)에의하여처리될수있다.처분을통

한 의석상실이 법률에 규정된 경우,이러한 처분은 연방헌법 제141조 제1항 e

목에따라헌법재 소에서다투어질수있다.

어떠한 이유에서 헌법재 소나 행정청의 처분에 의하여 의석이 상실될 수

있는가는법률로정한다.연방헌법제141조제1항c,d와e목(보다상세히는헌

재법제71조와제71a조)은의석상실 차에 해서만규정하고있다.

㉠ 의석상실심 의 상

의석상실심 은 일반 인 의기 의 의석,유럽의회의 오스트리아 의석,법

률상 직능 표의 자치입법기 의 의석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 의 의석과

련된다(헌재법제71조제1항).

㉡ 의석상실심 의 개시

독자 의석상실심 에서는 련되는 일반 의기 내지 법률상 직능

표의자치입법기 이청구권한을가진다.

심 이 유럽의회에 한 오스트리아 의석과 련되는 경우에는 오스트리아

공화국의11명의의원들이청구권한을가진다.

처분심사 차에서는 처분의 상 방이 청구권한을 가진다.즉 처분에 의하여

자신의의석이상실되었다고선언된사람이청구권한을가진다.

㉢ 의석상실심 의 집행

헌법재 소에서의 독자 의석상실심 에 해서는 선거소송에 한 규정이

용된다(헌재법 제71조 제3항).그 밖에 구두변론에는 심 청구를 한 기 과

더불어서의석상실이선언된당사자도참여한다(헌재법제71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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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심사 차는 연방헌법 제144조에 따른 차와 유사하다.

㉣ 의석상실심 에 있어서 헌법재 소의 결

독자 의석상실심 에서 헌법재 소는 법률 으로 규정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의석상실을선고하며그밖에는청구를기각한다.

처분심사 차에서 헌법재 소는 만일 주장된 법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투어진 처분을 취소해야 하며(헌재법 제71a조 제4항),그 밖에는 청구를 기

각한다.

다.국민투표 등 결과에 한 취소소송

연방헌법 제141조 제3항은 연방법률에 의하여 규정되어 있는 한에서 헌법

재 소가 국민청원(Volksbegehren),국민문의(Volksbefragungen)와 국민투표

(Volksabstimmungen)에 한 다툼에 하여 재 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한 연방법률 규정은 국민청원법,국민문의법 그리고 국민투표법에 포함

되어있다.

㉠ 취소의 근거

취소의근거로서는 차의 법성만이주장될수있다.

㉡ 청구 격

국민청원과 련해서는국민청원의 개시청구의 권을 임받은 자나 4인의

하원 는 주의회의원,국민투표와 국민문의와 련해서는각 선거구에 따라서

그선거구의100내지500인의유권자가청구할수있다.

㉢ 결과의 공포 후 헌법재 소에 제기된 취소소송은 연방선거 리 원회에

의한 결과확인의 무효를 구하는 이유있는 청구를 포함하여야 한다.

㉣ 국민청원법 제18조 제2항,국민문의법 제16조 제2항과 그리고 국민투표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취소소송에는 다음 헌재법 규정들이 용된다.즉 헌재법

제68조 제2항(선거 련 서류의 요청과 최고 선거 리 원회의 의견제시),제69

조 제1항(공개 구두변론),제70조 제1항(법의 경우 선거 차의 부분 는

면 취소)과 제4항(선거 리 원회의 헌법재 소 결에의 기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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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탄핵재판(Staatsgerichtsbarkeit)

연방헌법 제142조에 따르면 헌법재 소는 최고 연방기 과 주기 의 직무활

동에 의하여 야기된 책임성 있는 법 반에 하여 그의 헌법 책임을 주장하

는 탄핵에 하여 결하여야 한다(연방헌법 제142조 제1항).

모든 경우에 기 장이 자신의 직무행 를 통하여(연방헌법 제142조 제1항)

범한 책임성 있는(고의나 과실의)법 반이 문제된다. 반시 탄핵사유가 될

수 있는 法源의 유형은 연방헌법 제142조에 따라서 탄핵 상이 되는 다양한

기 에 따라 세분화될 수 있다.

가.탄핵소추 상과 사유 소추기

연방헌법 제142조 제2항은 탄핵소추 상과 사유 소추기 에 하여 자세

하게 규정하고 있다.

㉠ 연방 통령은 연방헌법에 한 반을 이유로 연방상하원합동회의

(Bundesversammlung)의 의결로써 탄핵소추될 수 있다(연방헌법 제142조 제2

항 a목).탄핵소추를 하여 필요한 상하원합동회의의 의결은 상하원의원 재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2/3의 다수로 성립된다(연방헌법 제68조 제3항).

㉡ 연방정부의 구성원과 그와 책임이 동일한 기 (연방헌법 제73조 제1항에

따른 행,연방헌법 제123조 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원장)은 법률 반을 이유

로 국민의회(하원)의 의결에 의하여 소추된다(연방헌법 제142조 제2항 b목).

술한 기 의 책임성을 추궁하는 하원의 의결은 하원의원 재 과반수의 출석에

의해서만 성립될 수 있다(연방헌법 제76조 제2항).

㉢ 유럽의회의 오스트리아 표는 입법이 연방의 사항일 수 있는 사안에 있

어서의 법률 반의 경우에는 하원의 의결에 의하여,입법이 주의 사항일 수 있

는 사안에서의 법률 반을 이유로 해서는 모든 주의회의 의결에 의하여 소추

될 수 있다(연방헌법 제142조 제2항 c목).

㉣ 주정부의 구성원과 그리고 그 책임성과 련하여 연방헌법이나 주헌법이

그와 동등하다고 취 하는 기 의 법률 반을 이유로 해서는 해당 주의회의

의결에 의하여 소추되며(연방헌법 제142조 제2항 d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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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지사는 주지사의 행(연방헌법 제105조 제1항)이나 주정부의 구성원

(연방헌법 제103조 제2항과 제3항)이 법률 반이나,간 연방행정의 사안에

있어서 연방의 법규명령이나 그 밖의 명령에 한 비 수를 이유로,그리고 주

정부의 구성원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주지사의 명령의 비 수를 이유로 연방정

부의 의결로 소추될 수 있다(연방헌법 제142조 제2항 e목).

㉥ 연방수도의 기 에 하여는,그 기 이 연방의 집행 역으로부터 나

오는 과제를 독자 활동 역에서 수행하는 한에서 법률 반을 이유로 연

방정부가 의결로 소추할 수 있다(연방헌법 제142조 제2항 f목).

㉦ 주지사에 하여는 연방헌법 제14조 제8항에 따른 지시의 비 수를 이유

로 연방정부가 의결로써 소추할 수 있다(연방헌법 제142조 제2항 g목).

㉧ 주교육의회의 의장이나 집행의장에 해서는 법률 반이나 연방의 법규

명령이나 는 그 밖의 지시의 비 수를 이유로 연방정부가 의결로써 소추할

수 있다(연방헌법 제142조 제2항 h목).

나.탄핵 차

헌법재 소법은 탄핵재 소로서 헌법재 소의 차에 하여 몇가지 규정들

만(제72조부터 제80조)규정하고 있으며 한 그 밖에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용할 것을 명하고 있다(헌재법 제81조).

다.헌법재 소의 결

헌법재 소의 결은 무죄나 유죄를 선고하여야 한다.유죄의 경우에 헌법재

소는 공직의 상실에 하여 선고하여야 하며 특별히 어려운 상황이 있을 경

우에는 추가 으로 정치 권리의 한시 상실을 선고해야 한다(연방헌법 제

142조 제4항).

10. 특별행정재판(Sonderverwaltungsgerichtsbarkeit): 처분소원

가.심사의 상

연방헌법 제144조 제1항에따르면 청구인이행정청의처분에 의하여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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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보장되는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주장하거나 는 법한 명령,법률의 재

공포에 한 법한 공포, 헌법률이나 법한 조약의 용에 의하여 자신의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경우,헌법재 소는 행정청(독립행정 원회를

포함)의 처분에 한 소원에 하여 결해야 한다.소원은 심 을 모두 경유

한 후에 비로소 제기해야 한다(연방헌법 제144조 제1항 제2문).

나.심사의 기

헌법재 소의 심사기 은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여 정해진다.청구인은 문제

된 처분에 의하여 자신의 헌법 으로 보장된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주장하거나

는 법한 일반 규범(법규명령,재공포,법률,조약)의 용으로 인하여 자

신의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주장할 수 있다(연방헌법 제144조 제1항).

다.청구의 권한

법 의미에서 사람만이 청구할 수 있다.처분에 의하여 자신의 헌법 으로

보장된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가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그리

고 헌법률, 법명령, 법한 재공포, 법한 조약에 의하여 자신의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 역시 취소를 구할 수 있다.취소의 청구를 해서는

자신의 권리의 침해에 한 주장만으로 족하다.하지만 헌법재 소는 그러한

침해가 최소한 가능해야만 한다고 제한하고 있다.

라.심 의 차

㉠ 소송요건

소원은 심 을 모두 경유한 후,6주의 기간 내에 제기하고 소원주장이 가능

한경우에 법하다.

㉡ 소원의 형식과 내용

소원은사실 계를정확하게설명하여야하며소원주장을포함해야한다.즉

청구인이헌법 으로보장된권리나 법한명령, 법한재공포, 헌법률이나

법한 조약에 의하여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해야 한다. 헌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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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하다고 간주되는 법규정이 시되어야 한다.

㉢ 소원의 효과

소원은 보통 정지효과를 발휘하지 않는다(헌재법 제85조 제1항).하지만 헌

법재 소는불가피한공익이그에반하지않는 경우,그리고 모든 련된이익

을 집행이나 처분에 의하여 설정된 제3자의 권리의 행사와 비교형량할 때 청

구인에게비례에 맞지 않는 불이익이 래될 수 있을 경우에는 청구인의 신청

에의하여이러한정지효과를인정해야한다(헌재법제85조제2항).

㉣ 심리

사 차(헌재법 제83조 이하)를 실행한 후 소장은 심리를 진행하여야 한다.

이러한 심리에는 청구인, 련 행정청과 그 밖의 참가인들이 참여한다(헌재법

제84조).

마.헌법재 소의 결정권한

㉠ 소원의 각하나 결정에 의한 차의 정지

소송요건이 흠결되었거나 는 소원이 보정할 수 없는 형식 하자를 가지

고 있거나 는 보정명령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 소원은 비공개 회의에서 결정

으로각하된다(헌재법제19조제3항Z2).

㉡ 결정에 의한 소원처리의 거부

연방헌법 제144조 제2항에따르면 헌법재 소는만일소원이 충분한 성공가

능성이 없을 경우 는 재 에 의하여 헌법 문제의 해명이 기 될 수 없을

경우에는 결정에 의하여 구두변론시까지 소원의 처리를 거부할 수 있다.다만

행정재 소의 권한으로부터 배제된 사건이 문제될 경우 그러한 거부는 허용되

지아니한다.

㉢ 결(Erkenntnis)에 의한 본안결정

헌법재 소가 헌법 으로 보장된 권리의 침해나, 법한 일반 규정의 용

으로 인한 권리침해가 있다고 단하는 경우,헌법재 소는 문제된 처분을 취

소하여야 한다.행정청은 헌법재 소의 법 견해에 기속된다(헌재법 제87조

제3항).이에 반하여 헌법재 소가 그러한 권리침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론

에 이르른 경우 헌법재 소는 소원을 기각하여야 한다.

기각의 경우나 는 연방헌법 제144조 제2항에 따라 소원취 의 거부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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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 헌법재 소는 연방헌법 제133조에 따라 행정재 소의 권한으로부터 배제

되어 있지 않은 사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경우,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그 소원

을 행정재 소로 이송하여야 한다.

11. 망명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2008년의 헌법개정을 통하여 오스트리아는 망명재 소의 재 에 한 헌법

소원에 하여 헌법재 소가 심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소 재 소원을 일

부 도입하 다.이 헌법개정의 가장 요한 내용은 2008년 7월 1일자로 독립연

방망명심사 원회 신 출범하게 된 망명재 소의 설치와 이러한 개정과 함께

이루어진 망명재 소에의 제소에 한 규정의 개정이다.

연방헌법 제144a조에 따르면 청구인이 망명재 소의 재 에 의하여 헌법

으로 보장된 권리를 침해받았거나 는 법한 명령,법률(조약)의 재공포에

한 법한 공포, 헌법률, 법한 조약에 의하여 자신의 권리를 침해받았다

고 주장하는 경우,헌법재 소는 이러한 망명재 소의 재 에 한 소원에

하여 결한다(제1항).

헌법재 소는 만일 망명재 에 한 소원이 충분한 성공가능성이 없을 경우

나 는 재 에 의하여 헌법 문제에 한 해명이 기 될 수 없는 경우에는

결정에 의하여 심리할 때까지 소원의 처리를 거부할 수 있다(제2항).이러한

규정을 통해서 망명재 에 한 소원으로 인한 업무부담을 덜어 낼 수 있는

가능성을 두고 있다.

오스트리아 연방헌법 제144a조에 의하여 제7장의 권리보호체계에 근본 인

변화가 래되었다.즉 지 까지는 행정청(독립연방망명심사 원회를 포함하여)

에게만 미쳤던 통제가 이제는 법원에게까지 확 되었다는 이다.이러한 개정

에도 불구하고 망명사건에 있어서 권리보호체계의 구체 형태는 연방헌법 제

144조에서의 헌법재 소에 의한 독립연방망명심사 원회에 한 통제와 비교

해 볼 때 별로 달라진 것은 없다.단 망명재 에 한 소원의 심리를 거부할

헌법재 소의 권한이 행정재 소의 할과는 무 하다고 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다.

망명재 소의 재 에 한 권리보호를 하여 연방헌법 제144조가 보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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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아니라 제144a조를 신설하 다.이로써 헌법개정자는 망명재 소 역시 일

종의 법원이지 행정청이 아니며 그의 결정은 더 이상 처분이 아니라 재 이라

고 하는 을 고려한 것이다.물론 그 차는 원칙 으로 망명 차법을 따른다.

즉 연방헌법과 행정재 소법 그리고 2005년 망명법이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망명재 에 있어서는 망명 차법이 용된다(망명재 소법 제23조).

연방헌법 제144조와 제144a조를 비교해 보면 공통 과 차이 이 균형을 이

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즉 차이 은 피청구인과 소원 상(“처분”과 “재 ”)이

다.이에 반하여 권리구제(“소원”)와 심사기 (헌법 으로 보장된 권리나 법

한 일반 규범의 용으로 인한 권리침해)의 측면에서는 공통 이다.헌법재

소의 심 의 차원에서는 그 이상의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망명재 소의

재 에 한소원을 한 독자 차법이 따로 규정된 것이 아니라 연방헌법

제144조에 따른 소원이 그 로 받아들여졌다.헌법재 소법 제88a조에 따라서

연방헌법 제144a조에 따른 망명재 에 한 소원에 해서는 헌재법 제87조

제3항을 제외하고 같은 장의 규정들이 용된다.따라서 헌재법 제82조부터 제

88조가 용되어야 할 특별한 차규정들로 확정된다.여기에다가 망명재 소

원의 심리를 해서도 용되는 일반 인 차규정들(헌재법 제15조 이하)이

추가된다.

12. 국제법위반 심사

연방헌법 제145조는 헌법재 소가 특별한 연방법의 규정에 따라 국제법의

반에 하여 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 연방법률은 아직까지 규정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권한이 헌법재 소에 의해서 행사된 은 없다.연방

헌법 제145조가 입법자에게 무엇에 하여 임을 하 는지 논란이 되고 있다.

13. 보론: 최고재판소(OGH)의 기본권소원

오스트리아 헌법재 소에서도 헌법 으로 보장되는 권리의 침해를 이유로

사법부의 행 (재 )가 다투어질 수 없기 때문에,소 기본권소원법에 의하여

인신의 자유의 기본권의 실 을 한 특별한 수단으로서 최고재 소에 제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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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소 “기본권소원”제도가 도입되었다.여기에서는 인신의 자유법상의 권리

와 그리고 인권 약 제5조의 권리를 형사법원의 재 이나 처분에 의하여 침해

받은 경우가 문제되는 것이다.기본권소원은 다른 심 을 모두 거친 후 14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다.기본권소원은 정지효과를 가지지는 않는다.그리고 최

고재 소가 인신의 자유에 한 침해를 확인하는 경우 최고재 소는 문제된

재 이나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

2  스트리아 헌 재  행 재  간  

할 에 한 개

오스트리아에서는 헌법재 소와 행정재 소 간의 할권 배분과 련하여

개정의견이 제기되고 있다.최근 망명법원의 재 에 한 헌법재 소의 할로

인하여 그 업무부담이 증가하게 되자,이러한 기능을 행정재 소에 이 할 필

요가 있다고 하는 개정론이 두되고 있는데,이에 한 Hiesel의 논문을 참고

로 하여 오스트리아의 사정에 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Ⅰ.개정의 필요성에 하여

연방헌법개정(BGBlI2008/2)을 통한 연방헌법 제144a조의 도입을 통하여

헌법재 소의 권한은 확 되었다.즉 헌법재 소는 2008년 7월 1일 이래로 이

헌법개정을 통하여 새로이 창설된 망명법원의 재 에 한 소원에 해서도,

만일 청구인이 그 재 에 의하여 헌법 으로 보장되는 권리를 침해받았거나,

는 법한 명령의 용에 의하여 는 법률(조약)의 법한 재공포에 의하여,

헌법률이나 법한 조약에 의하여,자신의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경

우에 결을 할 수 있게 되었다.행정재 소에 한 소원제도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규정은 망명법원의 재 에 한 유일한 권리구제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새 규정은 헌법개정자가 처음부터 행정재 소로의 소송가능성을 염

두에 두지 않았었기 때문에 양 측면에서 상당한 의미를 얻게 되었다.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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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0일부터 2009년 7월 16일의 헌법재 소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2008년 후

반기에 헌법재 소는 망명법원의 재 에 하여 1,202건 이상의 헌법소원이 청

구되었다.2009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1,835건의 헌법소원이 이어졌는

데 이것은 이 기간동안 헌법재 소에 제기된 모든 사건의 65%에 해당하는 건

수 다.이와 같이 많은 사건 수율에 비하여 성공률은 단히 조하 는데

지 까지 종결된 사건들 재 의 취소에 이르른 비율은 1%가 되지 아니하

다.

이러한 통계에 비추어 볼 때,2008년 10월 제헌 날 헌법재 소장이 헌법재

소가 원칙 이고 헌법 문제에 한 본래 업무로부터 차 멀어지고 있

다고 하는 우려는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고 Hiesel은 지 하고 있다.이러한 통

계를 고려할 때 법치국가에 있어서 본질 이라고 할 수 있는 헌법재 소의 통

제기능이 오스트리아 헌법재 사상 존재하지 않던 헌법소원의 폭주에 의하여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헌법재 소 자신이 한번 밝혔듯이 헌법재 의 이 의 발 은 헌법재 소의

상시 인 작동가능성의 보장이 연방헌법에 내재하는 원칙이라고 함을 가르쳐

주고 있다.헌법재 소가 주된 헌법과제를 다음 해에도 이행할 수 있으려면 가

능한 한 빠른 개 이 불가피하다고 보인다.

이와 련하여 연방헌법의 개정(BGBlI2008/2)은 망명재 의 도입으로 헌

법재 소의 견해에 의하면 행정법의 일정한 역에서는 행정재 소의 통제의

법치국가 수 을 국가조직법상의 차원에서나 는 소송법상의 차원에서나

상당한 정도로 떨어뜨리는 결과를 래하고 있다는 것이다.그런데 헌법재 소

에 의하면 이러한 헌법개정은 법치국가원리가 포기되거나 는 다른 원리와의

그 계가 본질 으로 바뀔 수 있는 정도의 연방헌법의 면개정에 해당하는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본다.따라서 연방헌법 제144a조를 안 없이 삭제

하게 되면 헌법재 소가 스스로 설정한 연방헌법의 면개정의 한계를 틀림없

이 유월하게 될 것이다.왜냐하면 이 경우에는 망명재 에 하여 도 체 아무

런 내국법상의 권리구제가능성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행정재 소로의 소원가능성을 창설하여야 헌법재 소로의 소원제기를 여주

게 될 것이다.물론 이것은 망명법원의 재 과 련하여 2008년 헌법개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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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자의 구상을 철할 수는 없게 될 것이지만 그러한 조치는 그 지 않

아도 업무부담의 한계에 도달한 행정재 소의 작동가능성도 문제시되게 할 수

도 있을 것이다.

Ⅱ.연방헌법 제144조와 제144a조에 의하여 헌법재 소

에 부여된 권한을 행정재 소에 이 하고 동시에 헌법

재 소에는 법률소원가능성을 창설할 것

1. 법률소원도입안에 대한 입장

오스트리아 약에서 자세하게 논의되고 한 2007년 7월 23일 문가그룹

에서 제안된 연방헌법안은 법률소원을 도입하자고 제안하고 있는데,그 게 되

면 연방헌법 제139조와 제140조의 개정에 의하여,최종 법원의 기 력 있는 재

이 이루어고 나서 이 재 의 당사자 던 사람의 청구에 의하여 그리고 법

한 명령 내지는 헌 법률의 용을 근거로 명령의 법성 내지는 법률의

헌성에 하여 단할 권한이 헌법재 소에 부여된다.

이로써 재 차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오스트리아 법사상 처음으로 일반

규범의 합법성 여부에 한 자신의 의심을 헌법재 소에 호소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질 수 있게 된다.물론 당해 법원이 자체 으로 헌법재 소에 헌

법률심 을 제청하지 않는 경우에 그러하다.법률소원의 도입은 법률소원에 의

하여 창설되는 권리보호를 구하는 국민의 규범통제를 한 근가능성이 확

된다고 하는 에서 헌법재 제도의 체계정합 이며 의미있는 발 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법률소원의 도입으로 늘어나게 되는 헌법재 소의 업무부담은

헌법 제144조와 제144a조에 의하여 부여된 헌법재 소의 권한을 행정재 소에

이 함으로써 충분히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법률소원을 도입하는 경우 만일 헌법재 소에 의하여 법률이 폐지되는

경우에는 동 법률에 기한 당해 재 이 지나치게 지연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

할 수 없다.따라서 권리보호의 실효성과 소송경제를 해서 헌법재 소가 명령

내지는 법률의 폐지여부에 한 단과 더불어서,법원의 재 에 하여 재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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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헌법 자체에 명시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특별행정재판을 행정재판소로 이관하는 경우의 이점

연방헌법 제144조(그리고 이제 그 규정을 본따서 제정한 제144a조)에 의하여

헌법재 소에 부여된 권한을 행정재 소에 이 하자고 하는 생각은 얼핏보기

에는 아마도 별로 진 으로 보이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결코 그것이 새로운

것은 아니다.

이미 1973년에 Klecatsky의 매우 가치있는 논문에서 특별행정재 인 헌법

재 은 더 이상 사용되지 않을 것이며 따라서 이러한 기능을 행정재 소에 이

하고 폐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견해를 피력한 바 있다.Walter의 방향

제시 설명에 따르면 이러한 당연한 해결은 그 자체로 많은 이 을 가진다고

하고 있다.이와 련하여 그는 다음과 같은 장 들을 지 한 바 있다.첫째,

헌법재 소의 행정재 활동으로부터의 업무부담 완화,둘째, 례의 불일치

가능성의 방지,셋째,연방헌법 제133조를 폐지하는 신 행정재 소로 이를 이

하는 경우에는 권리보호가능성을 침해하는 것이 아님.

이 밖에도 Hiesel은 다음과 같은 장 을 추가하고 있다.즉 권리보호를 구하

는 국민의 에서 볼 때,만일 최종 행정청의 결정에 의하여 -내지는 장래

에는 일심의 주 는 연방행정재 소의 재 에 의하여 -유럽공동체법에 의하

여 헌법 으로 그리고 헌법 하 법 으로 보장된 권리에 한 침해가 발생하

는 경우에는 일 으로 행정재 소가 심 할 수 있게 된다.왜냐하면 행 법

상태와 달리 한 변호사에게 두 개의 공법재 소에 제출할 (보통 경비가 많이

드는)헌법소원심 청구서를 의뢰하거나 는 -헌법재 소에 제기한 헌법소원

심 청구가 기각 는 각하된 후 행정재 소에 청구하는 경우에 -매우 장기

간의 소송을 감내해야 할 필요성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와 련하여 헌법재 소의 특별행정재 은 Walter와 Azizi가 잘 입증하고 있

듯이 헌법재 의 본질에 해당되지 않으며 으로 특정한 역사 상황에서 유래

하는 것인데,특별행정재 을 정당화하는 이러한 상황은 이미 30년 부터 더 이

상 존재하지 않는다.그리고 1928년Wien에서개최된 헌법재 에 한 독일 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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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 회에서 이미 Kelsen은 헌법재 은 단지 헌법직 인 법률행 (규범)의 합

법성만을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개별 법률행 는 헌법재 소의 통제 상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을강조하 다는 것을 Hiesel은 지 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헌법소원을 양 공법재 소가 병행하여 심사하는 것은 학계에서

도 끊임없이 바람직스럽지 않은 것으로 지 되어 왔다.

이러한 모든 지 은 이미 1970년 말,헌법재 소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한 입법 조치가 논의될 당시에 알려진 바 있었다.이러한 논의는 1980년

반에 두 개의 연방헌법개정(BGBl1981/350,BGBl1984/296)의 결과를 가져

왔는데,이러한 개정으로 인하여 헌법재 소는 일정한 제조건하에 헌법소원

의 처리를 각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창설되었다.당시에 헌법재 소의 특별행

정재 기능을 행정재 소로 이 하는 것은 철되지 못하 다.

물론 행정재 소의 업무부담도 만만치 않다.하지만 이러한 업무부담 문제만 제

외한다면특별행정재 기능을행정재 소로이 하는것이바람직하다는것이다.

3. 특별행정재판을 행정재판소로 이관하는 것이 헌법상 허용되는지 여부

오래 부터 확립된 례와 한 통설에 따르면 연방헌법 체 구조로부터

연방헌법 제44조 제3항의 가 된 존립보호하에서 일반 헌법개정자의 처분하에

놓일 수 없는 것으로서 법치국가의 근본원리가 도출된다고 한다.이러한 의미

에서 헌법재 소는 법치국가 수 을 강하시키는 것은 법치국가원리가 포기

되거나 는 다른 원리에 한 그 계가 본질 으로 변경되어 연방헌법의

면개정으로 단되는 정도에 달할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와 련하여 “헌법재 소의 배타 권한”에 해당하는 일반 규범의 통제

는 명시 으로 연방헌법의 법치국가 구조의 심요소에 해당된다는 을 강

조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이 말은 헌법재 소의 헌법률심 권한은 헌법

기본질서의 일부로 간주되며 따라서 연방헌법 제44조 제3항의 국민투표가 없

이는 제한될 수 없다고 하는 그 사이에 거의 통설이 된 이론과 부합한다.

하지만 헌법 권리보호체계의 구조에 있어서 연방헌법 제144조와 제144a조

가 차지하는 지 와 련해서는 헌법재 소에 그러한 명시 언 은 없었다.

하지만 헌법재 소는 연방헌법 제144조의 의미를 헌법 인 권리보호체계의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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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성과 련하여 이미 일 감치 매우 인상 으로 강조하 고 한 이미 1949

년에 헌법 으로 보장된 권리의 침해에 해서는 국민들에게 헌법재 소로의

제소가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시한 바 있다.그 이후의 례에서도 국민

의 헌법재 소로의 제소가능성은 합헌 권리를 주장하기 한 마지막 수단으

로서 보장되어야 한다는 말이 계속해서 발견된다.

물론 이러한 례를 평가함에 있어서 이러한 모든 언 이 행 헌법질서의

기 에서 이루어졌으며,따라서 처음부터 헌법재 소가 심사기 의 내용

변경이 없이도 특별행정재 을 행정재 소의 권한으로 이 하는 것이 법치국

가 기본질서에 비추어 볼 때 문제있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인지 왜냐

하면 이러한 경우에 국민이 헌법 권리를 공법상의 법원을 통해서 철할 수

있는 가능성은 유지되기 때문에 그러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인지 여부에 한

답변에 한 직 인 추론을 가능 해주는 것은 아니라는 을 고려하지 않

으면 안될 것이다.비록 명개정이라고 하는 개념의 확장 해석을 함으로써

연방헌법 제144조의 핵심내용을 헌법 인 기본질서의 구성부분으로 간주하고

자 한다 하더라도,그 다고 해서 재에는 헌법재 소의 할하에 있는 그 권

한을 행정재 소로 단순히 이 하는 것이 기본질서에 반한다고 하는 결론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행정재 소 역시 헌법재 소와 마찬가지로 독립된 법원으

로서 그 구성원 역시 독립 이고 직되거나 원칙 으로 해직되지 않는다.

요컨 연방헌법 제144조와 제144a조에 따라 헌법재 소에게 귀속되어 있는

권한들을 (내용 변경 없이)행정재 소로 이 하는 것은 헌법개정자의 법정

책 결정사항에 해당한다는 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4. 특별행정재판을 행정재판소에 이관하는 경우의 문제점

가.권리보호의 새로운 공백상태의 발생?

헌법개정을 통해서 특별행정재 을 행정재 소로 이 한다고 할 때에,만일

행정재 소가 소원을 각하나 기각하는 경우에 법률소원심 을 청구받은 헌법

재 소가 행정재 소의 결정에 기 하고 있는 법률규정을 단지 헌법합치 해

석이 가능하며 한 요청되기도 하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법률을 헌으로서

취소하지않는경우가발생할수있음을주의하지않으면안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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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한 결과는 법정책 으로 매우 만족스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왜냐하면

헌법재 소가 요청된다고 보는 헌법합치 해석에 의할 경우에 문제된 처분(

한 문제된 행정재 )은 행정재 소에 의하여 헌법 으로 보장된 권리의 침해를

이유로 당연히 취소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헌법소원청구인이 그러한 상

황에서 두 공법재 소 어느 재 소에서도 권리구제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결

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만일 권리보호를 구하는 국민들을 해서 실무 으로는 물론 잘 발생하

기 어려운 이러한 경우들을 -통상법원과 행정재 소와의 계에서는 다

른 배경하에서 이미 발생할 수 있기는 하지만 -의식 으로 감수하고자

하지 않는 경우에는 Hiesel은 원칙 으로 다음과 같은 두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서 그 장단 에 하여 검토하고 있다.

첫째,그러한 경우에 행정재 소(VwGH)와 최고재 소(OGH)를 헌법재 소

의 법 견해에 구속시키고 구체 인 당해사건에서 행정재 의 재심 내지는

최고재 소의 재심을 허용하는 헌법 규정을 두는 방법이다.

둘째,헌법재 소로 하여 행정재 소와 최고재 소의 법률에 한 해

석에 구속되도록 하는 헌법규정을 두는 방법이다.다시 말해서 헌법재

소로 하여 용하여야 할 규범을 정확하게 행정재 소 는 최고재 소

의 법률해석의 내용에 따라 재 하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최종 결론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법률의 해석은 문법원의 사항이 되어

야 한다는 데 기하여 특히 Jabloner는 후자의 가능성을 제안한 바 있다.

보다 자세하게 고찰해 보면 Jabloner가 제안한 가능성은 하지만 그 실 에 있어

서 법기술 인 어려움이 따른다.왜냐하면 헌법개정자는 이 경우에 어떠한 법률해

석에헌법재 소가 구속되는지를 상세하게 규정하여야 하기 때문이다.그러한규정

은 물론 한 다음과 같은 상황들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된다.즉 행정재 소에도

22개의재 부가있어서법규정의내용과 련하여재 부마다 례의불일치가존

재할 수 있다는 ,행정재 소와 최고재 소가 각각 법규정을 달리 해석할 수 있

다는 ,행정재 소가 각하결정을 한 후 헌법재 소에 법률소원을 제기하는 경우

에는행정재 소가어떠한법률해석에기하고있는지가도 체불확실할수있다는

문제 ,주행정법원의 헌법률심 제청의 경우에 문제된 법률규정에 한 행정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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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의 례가 존재하지않을수도있다는 등이그것이다.

에서 지 된 문제 들이 극복될 수 없다고 하는 말은 아니다.이러한

어려움들을 부분 이미 발견한 Jabloner가 이미 제안하고 있듯이 헌법재 소

가 법률에 한 해석에 하여 행정재 소와 경우에 따라서는 최고재 소의

간재 을 구하도록 헌법 으로 규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당해사건에서 행정청으로부터 제1심 행정법원을 거치

고 한 행정재 소의 각하결정이 내려진 후에는 법률소원의 방법으로 헌법재

소를 거쳐서,이제는 그 간재 의 형식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법률의 해석

에 하여 행정재 소와,행정재 소의 결정에 기 가 되고 있는 법률규정이

폐지된 후에는 그러한 상태에서의 법상황을 기 로 하는 행정재 소의 재 이

행을 구하기까지 권리구제 차의 지나친 지연을 래할 수 있다.

만일 권리보호를 구하는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많은 소송지

연을 유발하는 그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없다면,그리고 헌법재 소의 해석에

행정재 소와 최고재 소를 기속시키는 방법이 법정책 으로 합목 인 것으

로 간주된다면 첫 번째 가능성을 지지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나.헌법재 소의 法淨化機能(Rechtsbereinigungsfunktion)에 한 침해인가?

연방헌법 제144조와 제144a조를 원용하여 제기한 소원은 헌법재 소에 각각

의 소원청구와 상 없이 직권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처분(내지는 망명법원의

재 )의 기 가 되고 있는 법규범의 합법성여부의 문제를 심사하고 상응하는

규범통제 차를 직권으로 개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법해석상(delegelata)열

려져 있다.따라서 이 규정들은 개인의 권리보호를 보장하는 기능 뿐만 아니라,

나아가 헌법재 소에 직권으로 규범통제 차를 개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으로써,어떠한 법한 일반 규정도 계속 으로 존속해서는 안 된다고 하

는 법치국가 사상을 실 하는 기능을 가진다.이러한 가능성은 특별행정재 을

행정재 소에 이 하는 경우에는 사라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와 함께 불가

피하게 헌법재 소의 소 법정화기능에 한 침해 상이 감내될 수 있을 것

인지 그리고 어떠한 정도로 그러한지 등의 문제가 제기될 것이다.

헌법재 소의 특별행정재 의 이러한 의의에는 과거 몇십년 간 규범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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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로의 개시를 한 청구권의 확 (가령 실제 으로 매우 요한 개인 헌법

소원은 물론이거니와,독립행정 원회,법원,국민의회와 연방참사원 주의회

의 가 된 소수,그리고 명령과 련해서는 움부스만에 이르기까지)를 통하여

제1공화국이나 는 제2공화국 당시와는 완 히 다른 비 이 주어지게 되었다

는 을 상기하여야 한다.여기에다가 법률소원제도(Gesetzesbeschwerde)가 도

입됨으로 인하여 법률의 헌여부의 의심은 모두 헌법재 소로 향하게 되었다

는 이다.그 밖의 부수 인 모든 조치들을 통하여 -가령 움부스만에게도 법

률에 하여 다툴 수 있는 가능성이 주어지게 될 수 있을 것인데 -법률소원

으로 추구하는 이러한 효과는 더욱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헌법재 소의 례를 분석해 볼 때,처분소원의 경우는 단지 상

으로 은 수에서만 직권에 의한 규범통제 차로 개시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들을 고려해 볼 때 법정책은 논의되고 있는 헌법개정의 모든 장단

을 면 하게 형량하여야 할 것이다.이것은 헌법재 소의 권리보호기능의

술한 침해 상의 정도가 체 인 향에 한 분석이 용이하지 않은 앞으로

의 발 여하에 달려 있기 때문에 그러한 한에서 매우 어렵게 이루어질 수 밖

에 없다.즉 장래의 주나 연방 행정법원이 규범의 헌여부에 한 의심이 있

을 경우에 실제로 헌법재 소에 의무 으로 제청할 것인지,그리고 법률소원의

가능성을 실제로 어느 정도로 사용할 것인지,법률소원청구서에 어떠한 정도의

법 성격을 부여할 것인지 등이 그것이다.

마지막에 든 항목은 물론 헌법재 소가 상응하는 실정법상의 규정을 근거로

법률소원에서 제시된 규범의 헌여부에 한 의심에 구속되는 경우에만 요

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이러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헌법재 소는 연방헌

법 제144조와 제144a조와 련된 행 법상태와는 달리 청구서에서 주장되지

않은 헌여부에 한 문제에 해서는 다룰 수 없게 될 것이다.

헌법재 소의 소 법정화기능의 가능한 침해여부에 한 의심이 한 것

으로 간주되는 경우에,헌법재 소에는 법률소원가능성을 헌법 으로 형성함으

로써,지 까지의 법상황과 마찬가지로 소원청구서에는 들어있지 않지만 헌법

재 소 스스로가 제기하는 헌여부의 문제를 근거로 직권으로 다룰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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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을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어 든 그러한 규정을 두는 경우에는 헌법재

소의 법정화기능의 침해우려는 상당히 불식될 수 있을 것이다.

다.기본권보호의 침해와 행정재 소의 업무과 험?

Hiesel은 지 까지 학계에서 지 되지는 않았지만 한 출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는 법정책 문제 들을 다음과 같이 들고 있다.

첫째,기본권수 의 하 험.왜냐하면 행정재 소 구성원은 헌법재 소만

큼 기본권에 민감하게 재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행정재 소 내부에서 결이 불일치 할 가능성.즉 개별 재 부에 따라

어떤 재 부는 다른 재 부에 비하여 기본권 우호 으로 재 할 수 있는데,이

는 기본권의 효율성의 에서나 아니면 기본권 련 결의 수용가능성의 측

면에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셋째,행정재 소의 업무과 험.

마지막으로 든 문제 은 행정재 소의 업무를 다른 역에서 경감시키는 방

법으로 해결하면 될 것이다.가령 주 행정법원과 연방행정법원을 창설하고

한 행정재 소의 각하기능을 확 하는 등의 방법이 그것이다.

나머지 두 개의 다른 문제 들에 해서는 행정재 소 구성원의 앞으로의

행태에 한 추정에 근거한 것이며 한 할을 이 하는 헌법개정이 발효되

기 에는 입증될 수 없다는 이 공통 이다.

물론 통상법원은 물론 독립행정 원회의 경우도 그들의 활동의 범 내에서

헌법 으로 보장된 권리를 존 해야만 한다는 ,그리고 어 하여 행정재 소

의 구성원에게 그러한 임무를 맡겨서는 안 되는지가 하등의 설득력 있는 근거

가 보이지 않는다는 등이 지 되어야 할 것이다.

한 법사회학 에서는 어 하여 행정재 소가 헌법 으로 보장된 권

리를 헌법재 소보다 더욱 제한 으로 해석하는가에 한 필연 근거는 보이

지 않는다.유럽인권법원의 례에 한 존 의무와 한 법발 의 계속성에

한 추구의 을 고려해 볼 때 행정재 소는 헌법재 소의 지 까지의

례를 본질 으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기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행정재 소 내에서의 례의 불일치와 련된 우려는 행정소송법의 개정(가령

강화된 재 부의 구성가능성의 확 의 형식)을 통하여 처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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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행정재 소의 차법의 특수성

이미 헌법소송법과 행정소송법을 분석해 보면 소원에 기 가 되고 있는 사

실 계의 확인과 련하여 그리고 소원청구서의 형식 요건 비용규정과

련하여양법률간의상당한차이가존재한다고할수있다.

여기에서 헌법소송법과 행정소송법의 모든 차이 들에 하여 상세히 다룰

수는없고,헌법 으로보장된권리의가능한침해의심사와 련하여,그합목

성의 에서양자의차이를법정책 평가와함께지 해보기로한다.

-행정재 소는 헌법재 소와 달리 최소한 원칙 으로 최종 행정청에 의하

여확인된 사실 계에구속된다.이것은 행정재 소로 하여 헌법 으로보장

된권리의침해에 한취 을최소한어렵게할수있을것이다.

-연방헌법 제144조에 따른 소원을 허용하기 해서는(다른 소송법 제

조건이 갖추어진 경우),헌법 으로보장된 권리의 침해에 한 단순한 주장으

로충분한반면,행정재 차에서는소원사항을정확하게기재하여야한다.

청구인은 헌법재 소에 의하여 청구가 각하되는 경우에는 보통 소송비용부

담의 의무가 없는 데 반하여 행정재 에 있어서는 특히 제청과 제청서작성비

용을 보상해야 한다.특별행정재 을 행정재 소에 이 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법상황은 소득이 낮은 사람은 재정 이유에서 소송 험을 부담하지 않으려

하고 따라서 자신의 헌법 으로 보장된 권리에 하 방어를 해서 행정재

소로 소송을 제기할 소송 험을 부담하지 않으려고 하는 등,법정책 으로 바

람직스럽지않은상황을 래할수있다.

이상에서 언 한소송법상의 차이에 있어서단순하게말한다면 다음과같은

가설을 도출해 볼 수 있을 것이다.즉 헌법소송법상의 법상황이 여러 가지

에서행정소송법에있어서 청구인에게더우호 으로 구성되어있다.따라서

특별행정재 을 행정재 소에 이 하는 경우에는 기본권보호의 최 한의 효율

성을 해서행정소송법을개정할 필요가있을것이다.여하튼이러한모든

으로부터 특별행정재 을 행정재 소로 이 하는 데 하여 하등의 근본

문제 은도출되지 않는다.왜냐하면입법자는이러한 구상을실 하기 하여

행정소송법의상응하는개정을할수있기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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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스트리아 헌 재 도  시사

Ⅰ.형식 으로는 동등하지만 실질 으로는 최고 우 의 헌법기

오스트리아는 유럽에서 가장 먼 독립형 헌법재 제도를 채택한 나라라고

할 수 있다.오스트리아 헌법재 소는 행정재 소와 그리고 최고재 소와 더불

어서 동일한 최고의 권리보호기 이라고 볼 수 있지만,헌법재 소에 맡겨진

범 한 할권을 고려해 보면 국가작용의 헌 법성 심사를 담당하는

헌법재 소가 가장 우 의 재 기 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그것은 가령 국

가기 간의 권한분쟁이 있을 경우 헌법재 소가 권한쟁의심 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심지어 헌법재 소와 다른 법원,특히 행정재 소와의 권한분쟁이 있을

경우에도 그 분쟁에 한 최종 심 을 헌법재 소가 하도록 하고 있다는

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Ⅱ.2008년 헌법개정을 통하여 망명재 에 한 헌법소원제도 도입

오스트리아에는 독일과 달리 처분에 한 소원은 있지만 재 에 한 소원

은 없었다.그러나 최근 2008년의 헌법개정을 통하여 종래의 독립연방망명심사

원회를 망명재 소로 개편하고,망명재 에 하여는 재 소원을 도입하는

개정을 하 다.이로써 오스트리아에도 면 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일부의

재 소원제도가 도입되었다고 할 수 있다.

망명재 에 한 헌법소원제도가 신설되고 나서 망명재 에 한 소원사건

이 폭주하자 술한 바와 같이 이러한 재 을 특별행정재 과 함께 행정재

소에 이 하는 헌법개정을 하자고 하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그 신 법률소원

제도를 도입하여 Kelsen이 주장한 바와 같이 헌법재 소로 하여 규범통제의

본질 임무수행에 집 할 수 있도록 하자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망명재 에 한 헌법소원제도가 도입된지 이제 2년 밖에 지나지 않

아서 과연 망명재 에 한 헌법소원과 처분에 한 헌법소원을 행정재 소로

이 하는 헌법개정을 다시 할 것인지 여부는 좀더 두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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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헌법재 소(VfGH)와 행정재 소(VwGH)간의 할 복의 문제

오스트리아 연방헌법 제144조에 따라 처분에 한 헌법소원에 하여 헌법

재 소가 할을 하도록 되어 있다.여기에서 청구인은 어떠한 처분에 의하여

자신의 헌법 으로 보장되는 권리가 침해되었거나 그 밖에 법한 일반 규

범의 용으로 인하여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음을 주장하는 경우 헌법재 소

가 그에 하여 심 을 하도록 되어 있다.이로 인하여 행정의 법여부를

할하는 행정재 소와 심 상이나 는 심 기 과 련하여 범 하게

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존한다.

한 실제로 같은 사건에 하여 양 재 소에 동시에 소원을 제기한 경우에

과연 어떠한 한 재 소의 본안에 한 결정이 다른 재 소를 기속하는지 여부

가 문제될 수 있다.

이와 련하여 헌법재 소는 행정재 소의 결정에 기속된다고 하는 입장을

취해오다가, 례를 변경하여 더 이상 행정재 소의 결정에 기속되지 않는다고

하는 입장을 취하 으며,헌법재 소가 독자 으로 법률에 한 헌법합치 해

석을 함으로써 기존의 행정재 소 결정에 입각하여 내린 행정청의 처분이나

재처분에 한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등의 결을 내리고 있으며, 한 행정재

소 역시 그러한 헌법재 소의 결에 반발하여 헌법재 소의 법 견해를

따르지 않는 경우도 있어,양 최고 공법재 소간의 갈등양상이 존재해 온 것이

오스트리아의 실이다.

이로 인하여 헌법재 소와 행정재 소의 권한의 한계를 법해석을 통하여 해

결하려고 하는 시도도 나오고 있지만,헌법의 개정을 통하여 이러한 권한충돌

을 해결하자고 하는 개정론도 70년 부터 지 까지 끊이지 않고 제기되고 있

는 것이다.

Ⅳ.일원 규범통제제도

우리 나라는 행 헌법 제107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라서 구체 규범통제로서

헌법률심사는헌법재 소에그리고 (헌)법명령심사는 법원에맡겨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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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명령이 직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그 국민이 헌법재 소에

헌법소원심 을 청구할 수있기 때문에,헌법재 소가 명령의 헌여부에 해서도

결정할 수 있다.그로 인하여 법률과 명령,그리고 명령과 명령에 한 헌여부의

심 의결론이각각달라질수있는가능성이상존하고있다.

그러나 오스트리아는 헌법재 소가 헌법률심사 뿐만 아니라, 법명령심사

까지 일원 으로 하고 있어서 심사기 에 따른 헌여부의 단의 불일치 가

능성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게 된다.이러한 에서 오스트리아의 사례는

규범의 헌여부에 한 통제를 헌법재 소에 일원화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하

는 을 말해 주는 비교법 사례가 될 수 있다고 하겠다.

Ⅴ.헌법재 소의 범 한 법률해석권한

규범통제심 의 경우는 물론이거니와,특별행정재 이라고 할 수 있는 소

처분소원의 경우,법령의 재공포에 한 심사 그리고 최근 개정되어 도입된 망

명재 에 한 소원의 경우에 있어서 헌법재 소는 해당 명령이나 처분 는

재 이 법한지 그리하여 청구인의 헌법 으로 보장되는 권리나 는 일반

권리를 침해하 는지 여부를 심사할 수 있기 때문에, 범 하게 법률에 하

여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헌법률심 과 처분소원,그리고 권한쟁의심 과 선거소송 등과 같이 범

한 권리보호기 으로서 기능하는 헌법재 소의 기능상 법률에 한 해석권

한은 당연한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과정에서 어떠한 법률이 헌으로 해석될 가능성도 있고,합헌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 가능한 한 입법권을 존 하기 하여 합헌으로 해

석될 가능성을 택하여 법률의 효력을 유지시키는 소 법률에 한 헌법합치

해석은 오스트리아에서도 리 행해지고 있는 헌법재 실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해석하에 선행 행정재 소 재 의 기속력으로부터 벗어나서 사

실상 행정재 소 결정에 입각하여 내려진 처분을 취소하는 결을 내리기도

한다는 은 이미 술한 바와 같다.

이러한 오스트리아의 실무를 고려할 때,법률에 한 해석권한은 법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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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법원으로 하는 법원의 속된 권한이라고 주장하면서 헌법재 소의 한정

헌결정의 기속력을 부인하려 하는 법원의 태도는 국민의 기본권보호와 법

치국가 질서의 수호 차원에서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볼 수 있다.

Ⅵ.규범통제에 있어서 청구권자의 범 성

이미 술한 바와 같이 오스트리아는 개인 뿐만 아니라,법원을 비롯한 연방

과 주의 여러 국가기 들이 어떠한 법률이 헌법에 반되거나 는 어떠한 명

령이 법률에 반된다고 생각될 때에는 일정한 제조건 하에 그 폐지를 구하

는 헌법률심 을 제청할 수 있다(추상 규범통제).이러한 에서 청구권

자가 매우 범 하다고 할 수 있으며,심지어 개인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역시 이러한 규범통제심 을 청구할 수 있다.물론 개인은 그 법률이나 명령의

법성에 의하여 자신의 주 권리나 헌법 으로 보장된 권리가 침해되었을

경우에 제기할 수 있다.

Ⅶ. 헌결정의 경우 원칙 으로 재효(ex-nuncWirkung)와 미래

효(pro-futuro Wirkung)의 가능성과 헌결정의 법 효과에

한 자세한 규정

술한 바와 같이 오스트리아 헌법재 소가 법률이나 명령에 하여 헌으로

확인하는 경우에는 헌법률의 폐지효과는 원칙 으로 선고된 날이 경과함으로써

발효한다. 한 명령의 경우 18개월을 넘지 않는 범 내에서 그 폐지효과가 발효

하기 한기간을설정함으로써, 헌법률을계속 용하게할수있다.

법률이 헌으로 폐지되는 경우에는 헌법재 소가 달리 명하지 않는 한,그

법률에 의하여 폐지된 법률이 자동으로 효력을 회복하게 된다.

이러한 규정에서 볼 수 있듯이 오스트리아 헌법은 헌법률의 법 효과와

련하여 원칙 으로 당연무효(ipso-iure Nichtigkeit)나 소 무효(ex-tunc

Nichtigkeit)가 아니라,폐지무효(Vernichtbarkeit)의 입장에서 출발을 하고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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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헌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할 법 공백상태의 발생을 방지하기 하여 처

음부터 헌법이 자세하게 응조치를 마련해 놓고 있다.이러한 에서 본다

면 오스트리아의 경우에는 독일이나 우리 나라에서 자주 쓰이고 있는 헌법불

합치결정은 사용할 필요가 처음부터 없는 것이다.오히려 독일이 헌법불합치결

정을 만들어 낸 것은 오스트리아식 재효나 미래효를 도입함으로써 통 인

소 효를 제한하여 법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함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에서 볼 때,변형결정의 필요성이나 그 기속력을 부인하기 한

논거로서 오스트리아 헌법재 실무를 드는 것은 변형결정이 발생하기 한

제조건으로서의 헌법규정의 치 성과 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사

실상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결정유형 등을 고려해 볼 때,타당하지 않은 논

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Ⅷ.선거소송과 탄핵심 등에 한 상세한 규정

오스트리아의 경우 술한 바와 같이 선거소송과 당선소송 그리고 국민투표

에 한 소송까지 헌법재 소가 할하고 있으며, 한 탄핵심 도 그 상과

소추권자 소추사유에 이르기까지 매우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비단 이러한 소송 뿐만 아니라 나머지 부분의 할과 련해서도 오스트

리아는 Kelsen의 법실증주의 통에 따라서,실정(헌)법에서 모든 규율사항

을 가 자세하게 규정함으로써 장래의 (헌)법 분쟁에 주도면 하게 비

하려 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이 특색이다.

Ⅸ.헌법률의 헌여부에 한 심 권한

한 술한 바와 같이 헌법 효력을 가지는 연방헌법률과 주헌법에 해

서도 형식 에서나 는 그것이 근본 인 법치국가 질서에 반되는지

여부와 련한 실질 에서 헌법재 소가 심사할 수 있다.따라서 헌법의

개별규정은 헌법률심 이나 헌법소원심 의 상이 될 수 없다고 보는 우리

헌법재 실무와는 조되는 측면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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Ⅹ.소결

이상으로 오스트리아 헌법재 제도를 개 하고 한 일부 의견이기는 하지

만 헌법개정과 련한 제언을 살펴보고,오스트리아 헌법재 제도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 을 정리해 보았다.어떤 한 나라의 제도는 그 나라 특유의 정치 ,

문화 ,역사 배경에 의하여 성립된 것이다.그 기 때문에,단순히 법제도만

살펴 보고서,그것이 좋다고 생각된다고 해서 무조건 수용한다든가 무비 으

로 베껴올 수는 없는 것이다.그 나라가 그와 같은 제도를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던 배경이나 특수성,그리고 운용실태 등을 면 하게 살펴서,우리가 도입

할 것은 도입하고,걸러낼 것은 걸러 내어야 하는 것이다.비교법 고찰에 있

어서 우리가 주의할 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특히 우리 헌법재 제도가 활성화되어 가면서 헌법재 소가 다른 국가기

과 잦은 마찰 내지는 충돌 상이 빚어지게 되는 것은 어 보면 당연하고도

한 한편으로는 다행스러운 일일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왜냐하면 과거에는 생

각하지 못했던 기본권이나 헌법 질서가 국민과 국가 생활 역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면서 기존의 사고방식이나 행에 젖어 왔던 많은 국가기 들에

의하여 일종의 항 내지는 반감이 일어날 수 있는 측면이 없지 않았기 때문

이다.그러한 차원에서라면 오히려 국민의 기본권의 보호나 헌법의 수의 측

면에서 보다 소극 으로 머물 었던 국가기 들이 반성을 하고,더욱 분발하여

국민의 기본권과 헌법질서의 수호에 보다 우호 이 되기 해서 노력해야 할

일이다.

그러함에도 자신들이 과거에 펼쳤던 논리를 보다 정당화하기 하여 비교법

논리를 아 인수격으로 끌어들이려는 어떠한 시도가 혹 있다면,그것은 비

학문 이요,처음부터 정당한 논리의 개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어떠한 국가기 이든지 우리 나라에서 고질 으로 발견되는 소

기 이기주의 시각에서 벗어나서 보다 객 이고 설득력 있는 논리의 개

를 통해 국민기본권의 신장과 헌법질서의 수호를 한 노력으로 경쟁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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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장 프랑스의 헌법재 도

1  

랑스의 경우,헌법재 의 념은 이미 랑스 명이 진행되는 동안 시

에 스에 의해 주장되었으므로 200여년의 역사를 가지는 것이라 할 수 있지만,

1799년 공화정 8년헌법․1852년 제2제정헌법․1946년 제4공화국헌법 등에서 제

도화되었던 것은 명목 이거나 형식 인 것에 불과하 으며,명실상부한 헌법

재 제도가 출 한 것은 1958년 제5공화국헌법에 의해서라고 볼 수 있다.

일반법원과는 별도의 독립된 기 에 의해 헌법재 작용이 행해진다는 에

서 미국형 제도라기보다는 독일이나 오스트리아와 같은 유럽식 륙형 제도로

분류할 수 있으나,독일이나 오스트리아와는 달리 규범통제와 개인의 기본권

보장의 역보다는 국가의 조직․구성과 주권 행사의 헌법 합치성 여부에 비

을 둠으로써 선거쟁송이나 국가 기 는 긴 시의 합헌성 수호를 한 작

용을 심으로 헌법재 작용을 독자 으로 발 시켜 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규범통제와 기본권 보장의 역에 있어서도 이를 소홀히 하거나 무

시하는 것은 아니었으며 오히려 주권자의 의사형성에 헌법 직 목표를 두

고 법 안정성의 확보라는 측면을 강조한 논리 결과로서 사 인 규범통제

에 헌법재 작용의 심을 집 한 것이라 볼 수 있다.기본권 보장과 규범통제

기 으로서의 성격을 강조하는 실질 인 계기가 된 것은 1971년 결사의 자유

에 한 헌법재 소의 례와 1974년 개헌에 의한 헌법률심 청구권자의 범

를 상원의원 60인 이상 는 하원의원 60인 이상으로 확 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107) 한 랑스는 사후 규범통제제도에 하여도 지속 으로 도입을

107)1974년 헌법개정 이 의 경우,법률에 한 법 안정성 확보라는 에서

법률이 의회에서 제정되어 효력을 발생하기 이 단계에서만 법률의 종류에

따라 필수 으로 는 임의 으로 헌법재 소가 심 하여 왔으므로,효력을

발생하지 않은 규범을 상으로 하는 헌법재 소에 의한 이러한 사 통제

는 엄격하게 보면 규범통제로서의 성격보다는 규범형성보조 는 규범제정

차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 성격이 강한 것이었다. 한 헌법재 소의 성격도

그 구성문제로 인하여 사법기 성격과 정치기 성격을 둘러싼 논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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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해 오던 결국 2008년 제24차 헌법개정을 통하여 선결문제의 형식으로

이를 도입하기에 이르 다.2008년 헌법개정에 의한 선결문제(laquestion

prioritairedeconstitutionnalité;QPC)108)형식의 사후 합헌성 통제는 행정

법원이나 일반법원에서 선결문제로 제기한 내용에 하여 최고행정재 소

(Conseild'Etat)나 법원(CourdeCassation)의 제청을 거쳐 헌법재 소가 결

정하는 것으로 2009년 12월 조직법률의 제정과 2010년 2월 련 하 규범의

정립에 이어 2010년 3월부터 시행되고 있다.이러한 사후 규범통제의 도입과

시행은 랑스 헌법재 작용의 측면에서 보면 가히 명이라 볼 수 있을 정도

라 할 수 있다.

사후 규범통제제도는 이미 1993년 Vedel개 안을 통하여 논의되어 왔으

나 법 안정성의 확보라는 높은 울타리를 넘어설 수 없었다.제24차 개헌에 해

당하는 2008년 7월 개헌을 통하여 랑스는 제5공화국 정치제도의 화를

한 국민발안에 의한 국민투표제와 권리보호 제도의 도입･ 통령과 국회의

계･행정부와 국회의 계･사후 규범통제제도의 신설 등에 걸치기까지 다

양한 헌법 내용을 수정하 으며,그 헌법재 소에 사후 규범통제권을

부여하 다는 은 법률에 한 랑스의 통 념을 근본 으로 변화시킨

것이라 할 수 있다.

랑스에서 헌법재 을 장하고있는 기 인 헌법재 소(ConseilConstitutionnel)

의 구성과 지 ,권한에 하여 개략 으로 살펴본 후, 헌법률심 권을

심으로 한 통 인 사 규범통제제도와 사후 규범통제제도,나아가헌

법재 에서의 심 기 , 차와 특징,결정의 유형과 효과를 고찰하고자 한

다.109)

종식되지 않은 시기에서는 헌법재 소에 의한 사 규범통제를 법률제정

차로서의 성격으로 볼 수도 있는 측면이 강하 다고 할 수 있다.

108)최근 2년간 랑스 헌법학에서의 미의 심 역은 합헌성의 선결문제에 한것으로

최근의 연구 서로는 ROUSSEAUDominique(sousladirectionde),Laquestionprio

ritairedeconstitutionnalitée,2010,Lextentioneditio-ns,Gazettedupalais,208p.를 참조

할 수 있으며,연구논문의 목록은 http://www.conseil-constitutionnel.fr/conseil-constitut

ionnel/francais/la-question-prioritaire-de-constitutionnalite/la-question-prioritaire-de-co

nstitutionnalite-qpc.47106.html,referencesdoctrinales에서망라하고있다..

109)본고는 졸고, 랑스에서의 법률의 합헌성 통제,헌법학연구,제10권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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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헌 재  과 지

헌법재 을 장하고 있는 기 의 명칭과 법 성격에 하여 랑스에서도

여러차례 변화를 거듭하여 왔으나, 랑스 제5공화국 헌법에서는 기단계에서

의 논쟁을 거쳐 재는 ConseilConstitutionnel을 사법기 으로 보고 있으며

실질 헌법재 기 으로 견해를 일치하고 있다.110)일반법원과는 별도의 독립

된 지 에서 헌법재 작용을 담당하는 기 이라는 측면에서 독일이나 오스트

리아의 에 따라 법원이라는 명칭례보다는 재 소라는 명칭례를 사용하여

ConseilConstitutionnel을 헌법재 소로 명명할 수 있을 것이다.

Ⅰ.헌법재 소의 구성

(2004.3.), 랑스 헌법재 소의 규범통제,토지공법연구,제43권 4호(2009.2)

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임.

110)1958년 제5공화국헌법에 의한 합헌성 통제제도는 사후 인 헌법률심 제

도의 유형으로서가 아니라,의회합리주의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도출한 의회입

법권 견제와 시행 법률에 한 법 안정성 확보라는 목 을 동시에 충족하기

하여 사 합헌 통제제도만을 취하고 있다.엄격한 의미에서 사 합헌

통제는 원칙 으로 시행 인 법률에 한 통제를 배제하고 있으므로 헌법

률심 의 측면보다는 오히려 의회와 행정부에 의해 진행 인 입법과정에

한 통제의 측면에서 볼 수도 있을 것이다.의회견제와 법 안정성의 구 을

하여 1959년 랑스 헌법재 소가 출범하 으므로,출범 이후 1970년까지는

헌법재 소의 성격에 하여 정치 기 설과 사법기 성설의 논쟁이 그치지

않았으며 그 활동 역시 주목할 만한 성과를 가져오지 못하 다.헌법재 소의

성격과 활동에 한 새로운 계기가 되었던 것이 1971년 결사의 자유에 한

헌법재 소의 결정과 1974년 헌법개정에 의한 합헌성통제 청구권자의 범 를

60인 이상의 상․하원의원으로 확 한 것이었다.왜냐하면 1971년 헌법재 소

의 결정은 헌법재 소가 국민의 기본권 보장기 으로서의 성격을 나타내며

헌법재 을 한 사법기 성격을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한 1974

년 헌법개정에 의하여 야당을 비롯한 소수의 상원의원과 하원의원들에게도

법률에 한 합헌성 통제 청구권이 부여됨으로써 합헌성 통제 청구가 목할

만큼 활성화되었기 때문이다.이러한 헌법재 소의 결정과 헌법의 개정 이후

헌법재 소의 사법기 성과 기본권 보장기 성은 상당히 정착되어 왔으며 일

반 으로 정 인 평가를 받고 있다.

나아가 2008년 제24차 헌법개정은 선결문제의 형식으로 사후 헌법률심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므로 ConseilConstitutionnel의 사법기 성을 부정하는

견해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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랑스 헌법재 소는 임명직재 9인과 당연직재 으로 구성되어 있으

며,헌법재 소장은 통령이 임명한다.

1. 임명직재판관

임명직 재 은 9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임기는 9년이며,연임될 수 없다.

그리고 3년마다 3인씩 교체되어진다.

가.임명

임명권자는 통령․상원의장․하원의장이며,각 임명권자는 3인의 재 을

임명한다.임명권자에 의한 임명행 는 재량행 이며,111)헌법 제19조는 통령

에 의한 헌법재 임명은 부서의 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112)

임명권자를 세 개의 국가기 에 분산하여 균형있게 3인씩 헌법재 을 임

명하게 한 이유는 헌법재 소의 권 를 보장하고 선택에서의 갈등을 최소화하

기 한 것이었다.113)즉,헌법 제5조를 근거로 하여 헌법의 수를 감독해야

하는 통령에게 재 부의 임명권한을 부여할 수도 있었을 것이나 헌법

재 소의 권한이 보다 증 될 것으로 기 한 헌법제정권자는 헌법재 의 임

명권자를 통령에게 독 시키는 것을 경계하 던 것이다. 한 제4공화국의

헌법 원회(Lecomitéconstitutionnel)가 경험한 바와 같은 유형의 정치 할

당형식으로 행사되는 것을 피하기 하여 임명권을 제4공화국에서와 같이 양

원 각 의회에게 부여한 것이 아니라,상․하원의 의장에게 그 권한을 부여하

다.114)임명방법 자체에 해서 비 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체로 균형

잡힌 제도로 평가할 수 있다.

111)F.Luchair,Leconseilconstitutionnel,Economica,1980.p.59.

112) 랑스 통령의 행 에는 원칙 으로 수상과 계장 등의 부서를 필요요

건으로 하고 있으나,헌법 제19조가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8조․제11조․제12

조․제16조․제18조․제54조․제56조․제61조의 통령 권한은 부서의 상

에서 제외하고 있다.부서의 상에서 제외되어 있음으로 이를 통령의 독자

권한이라 부른다.

113)L.FavoreuetL.Philip,Leconseilconstitutionnel,Puf,1992,p.13.

114)졸고,헌법재 소의 구성에 한 소고, 남 학교 법률행정연구소 법률행정

논총 제15집(1995),17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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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임기

헌법재 소 임무의 요성과 권한을 고려하여 헌법은 헌법재 에게 9년이

라는 충분한 기간을 임기로 부여하고 있다. 한 헌법재 소의 기능이 단 없

이 지속 으로 발 되도록 하기 하여 헌법재 을 매 3년마다 3명씩 교체

하는방법으로재충 하고있다.115)나아가 재 이 그를 임명한 기 을 변

하는 자로 활동함으로써 연임에 한 기 를 가지는 것을 차단하며, 한 임기

기간 소신있는 결정을 행할 수 있도록 하기 하여 헌법은 재 이 연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9년 임기의 헌법재 을 3년마다 1/3씩 교체하

기 하여 1958.11.8.법률명령(ordonnance)은 두 가지 외 방법을 고려해

놓고 있다.첫째,최 의 헌법재 소를 구성할 때 이미 일정기간 경과 후 임기

만료에 의한 재 교체를 순차 으로 하기 하여 임기 3년의 재 3인․

임기 6년의 재 3인․임기 9년의 재 3인을 임명하도록 하고 있으며,임

명권자는 각 임기별 1인씩의 재 을 임명하도록 하 다.116)둘째 재 이

임기 만료 에 궐 된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

다.117)따라서 최소한 3년마다 통령,하원의장,상원의장에 의한 1회의 헌법

재 소재 임명이 가능하도록 하 다.즉,헌법재 의 교체는 3년마다 이

루어지고 있으며, 통령․상원의장․하원의장은 교체시마다 재 1인씩을

각각 임명한다.이 경우 후임자의 결정은 늦어도 임자의 임기만료 8일 까지

행해져야 한다.118)임기 재 의 사임이나 해임에 의한 후임자 임명은 다

소 차이가 있다.본인의 의사에 기한 자진사임의 경우 후임자는 1개월 내에 임

명되어야 하나,직권에 의한 해임이나 신체 직무수행 불능상태에 의한 경우

115)F.Luchaire,op.cit.,p.66.

116)동 법률명령 제2조

117)동 법률명령 제12조.헌법재 은 연임할 수 없으나, 임자의 잔임기간 3

년 미만을 승계한 헌법재 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118)2004년 3월 8일 임기만료되는 헌법재 소장 Yves Guéna․헌법재

MichelAmeller․Monique Pelletier의 후임으로 J.Chirac 통령은 Pierre

Steinmetz를,하원의장은 Jean-Louis Pezant을,상원의장은 Jacqueline de

Guillenchmidt를 2월 24일과 2월 27일에 각각 임명하 으며,헌법재 소장

YvesGuéna의 후임 헌법재 소장으로는 재의 헌법재 에서 Pierre

Mazeaud를 통령이 임명하 다 (2004.2.28. 랑스 보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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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8일이내에 충원되어져야 한다.

직무를 종료하는 경우는 9년의 임기만료에 의한 경우가 일반 이나,특수한

경우로는 본인이 사망하는 경우119)․자진사임하는 경우120)․직권해임의 경우

등이 있다.

2. 당연직재판관

헌법 제56조 제2항의 “직 통령은 당연히 헌법재 소의 종신 재 이

된다.”라는 조항에 따라 직 통령은 당연직재 이 된다.당연직재 도

임명직재 과 마찬가지로 의결권을 가지며,헌법재 소장으로 임명될 수 있

다.당연직재 은 선서의 형식 없이 취임할 수 있으며,선서의 형식이 생략

되어진다 하더라도 그들에게는 임명직재 과 동등한 권리와 의무가 부여되

어진다.121)그러나 종신직이기 때문에 당연직재 은 직권해임의 상이 될

수는 없다.따라서 이들의 경우에는 겸직 는 지의무 반을 이유로 하여 그

직무를 박탈할 수 없다.122)

제5공화국의 헌법재 소(Conseilconstitutionnel)가 설립된 이후 재까지

직 통령으로서 당연직재 에 해당하는 자로는 제4공화국의 통령이었던

V.Auriol과 R.Coty123),제5공화국 이후의 Ch.deGaulle․G.Pompidou․V.

Giscardd’Estaing․F.Mitterand․J.Chirac이 있으나,Ch.deGaulle과 F.

Mitterand은 퇴임 이후 헌법재 으로 참여한 이 없었으며 V.Giscard

119)1960년 M.Délépine,1977년 M.Rey,1979년 M.Coste-Floret의 경우가 여

기에 해당한다.

120)MM.Pompidou,Chenot,Michelet의 경우가 있다.

121)L.FavoreuetL.Philip,op.cit.,p.9.

122) 직 통령인 Giscardd Estaing의 하원의원 피선자격에 하여 제소를

받은 헌법재 소는 1984.11.7.“헌법재 소 재 이 하원의원의 직무와는

겸직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57조에 따라,당연직재 인 그는

하원의원에 선출됨으로써 헌법재 소에 참석할 수 없다"라고 결정한 바 있다.

따라서 당연직재 도 임명직재 과 마찬가지로 겸직이 지된 직을 수행

할 수 없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123)R.Coty 통령은 처음부터 62년 11월 그의 사망 시까지 헌법재 으로서

한결같이 참석하 으나,V.Auriol 통령은 1960년 5월 25일부터 1966년 1월

사망 시까지 헌법재 소에 참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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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taing은 2004년 3월 이후부터124)J.Chirac은 2007년 9월부터 헌법재 으

로 참여하고 있다.

당연직 재 제도에 하여는 여러 차례 폐지 논쟁이 있었으며,2008년 헌

법개정 논의 시에도 Balladur보고서에서는 폐지 의견을 제출하 으나,헌법개

정까지는 이르지 못하 다.

3. 재판소장

헌법 제56조 3항에 의하여 헌법재 소장은 통령에 의하여 임명되며,법률

명령(ordonnance)제1조 2항에 의해 임명직 는 당연직 헌법재 에서 임

명되어진다.그러나 헌법재 소장은 항상 임명직재 에서만 지명받아 왔

다.125)헌법재 소의 독립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재 소장은 동료인 헌법재

에 의하여 선출되도록 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 하다고 보고 있다.126)왜냐하

면 헌법재 소장의 직무 자체가 명 직이 아니라 후술하는 바와 같이 요한

권한을 실제로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헌법재 소장의 임기에 하여 헌법과 법률명령(Ordonnance)에서는 아

무런 규정이 없으나,헌법재 소장으로 임명된 후 헌법재 으로서의 임

기가 종료될 때까지를 헌법 행에 의해 헌법재 소장의 임기로 고려되어왔

다.127)그러나 이 경우 아직까지 종신직인 당연직헌법재 이 헌법재 소

124)V.Giscardd’Estaing은 통령 퇴임 이후에도 하원의원 등 선출직으로 활동

한 계로 헌법재 으로 활동하지 않았으나,2004년 3월부터 모든 공식 인

선출직 활동을 종료한 후

125)헌법재 소장에는 Généralde Gaulle의 측근이었던 MM.Léon Noël․

GastonPalewski․RogerFrey등이 임명되었으며,그 이후 DanielMayer․

RobertBadinter와 RolandDumas는 F.Mitterand 통령의 신임을 받았던

자들이다.1983년에 재 소장으로 임명 받았던 D.Mayer는 1986년 3년만에

헌법재 소장직을 사임하 으며,그 후임으로 R.Badinter가 임명을 받았으며,

R.Dumas가 2000년 2월까지 활동하 다.2000년 3월 J.Chirac 통령에 의

해 재 소장으로 임명되었던 YvesGuena는 2004년 3월 8일 PierreMazeaud

에게 임기만료로 헌법재 소장직을 물려주게 된다.

126)L.FavoreuetL.Philip,op.cit.,p.17.

127) 소장이었던 L.Noël은 본인의 임기와 동일한 6년간 직무를 수행하 으

며,그 이후의 재 소장들은 9년간씩 직무수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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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으로 임명되지 아니하 기 때문에 가능하 던 헌법 행이라 본다면,이러

한 행을 보충할 수 있거나 는 임기를 명시 으로 알 수 있는 성문

차원에서의 규범제정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이러한 필요성은 1986년 2월

D.Mayer이후 R.Badinter임명과정에서 더욱 실하 다.왜냐하면 1983년

F.Mitterand에 의하여 헌법재 소장으로 임명되었던 D.Mayer는 종 의

헌법 행을 깨고,1986년 그의 연령이 73세로 고령임을 이유로 하여 헌법

재 소장 사임서를 제출하고 재 소장으로서의 직무를 종료하 다.128)F.

Mitterand이 D.Mayer의 후임으로 R.Badinter를 임명 당시 헌법재 소장의

임기가 명시 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으로 해서 상당한 논란이 제기되었다는

을 고려하면,추후 발생될 수 있는 헌법 분쟁을 사 에 쇄할 수 있는 하

나의 방법으로 헌법재 소장의 임기를 명시 으로 규정하는 규범의 제정도

극 으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본다.129)

Ⅱ.헌법재 소의 지

랑스 헌법재 소는 독일과 오스트리아 등과 같은 다른 나라의 헌법재 소

와 마찬가지로 규범 측면에서나 행정 측면 나아가 재정 측면에서 독립

지 를 향유하고 있다.

1. 규칙제정권자로서의 지위

헌법재 소는 운 과 련하여 헌법과 조직법률의 용을 받지만,헌법 규정

은 헌법재 소에 범 한 재량을 부여하고 있으며 조직법률의 경우에도 1958

년 11월 7일 헌법재 소 조직법률명령 제정시에는 헌법재 소에 이 되지 않

128)D.Mayer는 헌법재 소장은 사임하 으나 헌법재 으로서는 1992년 그의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 계속 활동하 다.

129)실제로 R.Badinter가 헌법재 소장으로 임명된 데에 하여 M.Duverger

와 F.Luchaire는 합헌성여부에 한 헌법 논쟁을 행한 바 있다;Cf,M.

Duverger,Une fraude á la constitution?,Le Monde,1986.2.22;F.

Luchaire,LeMonde,1986.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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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으나 제정 이후에는 개정 시마다 헌법재 소의 필수 헌심 상이었기

때문에 헌법재 소로서는 범 한 재량권을 유지하고 있다.

헌법재 소는 종 에는 상하원 선거쟁송심 권의 차에 한 자주규칙

(RèglementapplicableàlaprocéduresuiviedevantleConseilconstitutionnel

pourlecontentieuxdel'électiondesdéputésetdessénateurs)과 국민투표

쟁송에 한 자주규칙(Règlementapplicableàlaprocéduresuiviedevantle

Conseilconstitutionnelpourlesréclamationsrelativesauxopérationsde

référendum)의 2개의 자주규칙만을 독립 으로 제정하여 선거쟁송과 국민투표

쟁송을 심 하여 왔으나,2010년 2월 이후에는 사후 규범통제와 련한 선결

문제에 한 자주규칙(Règlementintérieursurlaprocéduresuiviedevantle

Conseilconstitutionnelpourlesquestionsprioritairesdeconstitutionnalité)130)

을 제정하여 규범에서의 독립 지 를 강화하고 있다.

2. 행정적 독립

헌법재 소의 행정은 헌법재 소장의 산하에 소속된 독립기 에 의하여 행

사된다.사무처장은 헌법재 소장의 제청에 의해 통령이 임명한다.사무처장

은 1983년-1986년의 경우에는 외이지만 1959년 헌법재 소가 출범한 이후

계속하여 Conseild'Etat의 원이 임명되어 왔다.

헌법재 소장과 사무처장의 산하에는 40여명의 사무인력이 있으며,법무국

(servicejuridique)․자료국(servicedocumentation)․출 정보국(service

depresseetd'information)등의 사무 조직을 두고 있다.

3. 재정적 독립

헌법재 소의 재정 독립은 1958.11.7.조직법률명령 제16조에서는 명확히

하고 있지 않으나,1959.11.3.명령(decretdu13novembre1959)에 의해 규

정되고 있다.

130)2010.2.4.선결문제 내부규범 결정으로 제정되었으며 2010년 2월 18일

보 (Journalofficiel)p.2986에 공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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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 소는 산 편성권을 독자 으로 행사하며,편성 산은 의회에서 수

정이나 토론없이 표결되어진다. 산의 집행에 있어서도 헌법재 소장이 회계

책임자가 되며,재 소장이 임명한 재무 에 의해 행해진다.

재정 독립의 원칙은 결산에 있어서도 행정부 는 의회에 한 지출의 입

증책임을 면제하고 있다.131) 랑스 헌법재 소의 산은 다른 헌법재 소에

비해서는 은 편으로 약 100억원(600만 유로)정도이다.

3  헌 재  한

우리나라의 헌법재 소는 헌법 제11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헌법률심

권․탄핵심 권․ 헌정당해산심 권․권한쟁의심 권․헌법소원심 권을 행

사하고 있으나, 랑스의 헌법재 소는 권한쟁의심 권․규범통제권․선거쟁송

심 권․의견제출권등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Ⅰ.권한쟁의심 권

행 우리나라 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는 헌법재 소의 권한쟁의심 권을

규정하고 있으며,권한쟁의심 의 상으로는 국가기 상호간,국가기 과 지

방자치단체간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로 규정함으로써 상당히 폭넓

게 규정하고 있다.우리나라의 입법례와는 달리 랑스의 헌법재 소는 의회와

행정부의 입법권의 범 와 련하여 제한된 권한쟁의심 권만 행사하고 있다.

랑스 제5공화국 헌법은 일반 ․추상 법규범의 형성권을 의회에게만 독

시키지 아니하고 행정부에게도 이를 부여하고 있으며,나아가 의회와 행정부

의 입법 역을 헌법 제34조와 헌법 제37조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다.따라서 의

회가 행정부의 입법 역을 침해하는 법률안이 문제가 되는 경우,헌법 제41조

에 의하여 행정부는 당해 법률안에 한 불수리청구를 할 수 있으며132)이러

131)C.C.dec.2001-456DC,2001.12.27.

132)헌법 제41조에 의한 불수리는 헌법 제138조에 의하여 행정부에 임한 사항에

반하는 법률안 는 수정안에 하여도 주장할 수 있다.헌법재 소의 기 20

년 동안에는 의회합리주의의 차원에서 11번 정도 이 제도가 활용된 바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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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불수리청구에 하여 의회와 행정부가 불일치한다면 어느 일방에 의하여

헌법재 소에 권한쟁의심 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권한쟁의심 청구가 있으면 8일 이내에 헌법재 소는 결정하여야 하며,헌

법재 소의 결정이 있게 되더라도 당해 법률안은 존속하게 되며,권한침해가

행해진 조항이 있으면 당해조항만 수정하게 하는 효과를 발생하게 한다.

Ⅱ.규범통제권

랑스 헌정사 측면에서 볼 때 제5공화국 헌법의 주된 특색 표 인

것은 헌법재 소에게 헌법하 규범에 한 규범통제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

라 할 수 있다. 랑스 제5공화국 헌법은 제61조 제1항에서 국회법과 조직법률,

제61조 제2항에서 일반법률,제54조에서 국제 약 등과 같은 헌법하 규범에

한 규범통제권을 헌법재 소에게 부여하고 있다.제61조 제1항에서 규정하

고 있는 국회법과 조직법률은 시행 는 공포 에 필수 으로 헌법재 소에

회부되어져 합헌성 통제를 받아야 하지만,제62조 제2항의 일반법률이나 제54

조의 국제 약에 한 합헌성 통제는 임의 인 것이라는 에서 구별된다고

할 것이다.

법률에 한 합헌성 통제의 심 상과 기 ,심 차,결정의 유형과 효과

등에 하여는 후술하고자 한다.

Ⅲ.선거쟁송심 권

국민의 주권은 선거를 통하여 실 되며,그 결과 주권행사기 인 국가기 이

구성되므로,선거라는 국가작용의 매개에 의하여 주권보유자와 주권행사자가

결정된다.즉,선거는 국가의 기본 인 구성작용으로서,국민주권주의를 실 하

는 헌법 행 가 된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선거 차나 운동에서의 법행

를 다투는 당선소송이나 선거소송 등과 같은 선거쟁송은 헌법재 으로서의

1979년 이후에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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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선거쟁송을 할하는 심 기 과 련하여서는 각 국가마다 제도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일반 인 헌법재 권을 헌법재

소에 부여하고 있으나, 통령과 국회의원의 선거쟁송심 권은 법원이 행사

하도록 하고 있음에 비하여, 랑스에서는 헌법재 소의 가장 주된 권한이 선

거쟁송심 권이라고 볼 정도로 헌법재 소에서의 선거쟁송의 비 이 높다고

할 수 있으며,헌법재 소가 선거쟁송을 할하고 있는 것 한 랑스 제5공

화국 헌법의 주된 특색 하나라 볼 수 있다.133)

랑스의 헌법재 소는 통령선거134)와 상․하원 국회의원선거에 한 쟁

송135)뿐만 아니라 국민투표쟁송에 한 심 권136)도 행사하고 있다.

Ⅳ.의견제출권

헌법재 소는 규범통제권이나 선거쟁송심 권 이외에도 국가의 요한 헌법

문제와 련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결정을 행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헌

법재 소가 결정을 행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62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

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된다.즉,헌법재 소의 결정이 있게 되면 모든 국

가기 은 결정에 기속되게 되며 더 이상 불복할 수 없다.

헌법재 소는 다음의 경우에 의견을 제출하거나 결정을 행하고 있다.

① 헌법 제16조에 의하여 통령이 비상 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그 요

건의 충족여부에 하여 헌법재 소의 자문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통령이

133)J.P.Camby,LeConseilconstitutionnel,jugeélectoral,2001,Dalloz,p.3.

134) 랑스 헌법 제58조 :LeConseilconstitutionnelveilleàlarégularitéde

l'électionduPrésidentdelaRépublique.Ilexaminelesréclamationset

proclamelesrésultatsduscrutin. 랑스의 통령선거제도에 하여는 졸고,

랑스의 통령선거제도,헌법학연구,제8권 제2호(2002.8),한국헌법학회,

124～152면 참조.

135) 랑스 헌법 제59조 :Le Conseilconstitutionnelstatue,en cas de

contestation,surlarégularitédel'électiondesdéputésetdessénateurs.

136) 랑스 헌법 제60조 :LeConseilconstitutionnelveilleàlarégularitédes

opérationsderéférendum prévuesauxarticles11et89etautitreXV.Il

enproclamelesrésulta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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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하는 조치에 하여도 자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137)

② 헌법 제7조에 의하여 헌법재 소는 행정부의 청구에 따라 통령의 유고

는 궐 를 확정하는 결정을 행한다.

③ 통령 입후보 등록 마감일 7일 이내 는 일정한 요건 하에 있는 입후

보자가 사망하거나 유고가 발생한 경우에 헌법재 소는 통령선거 연기결정

을 할 수 있다.

헌법재 소의 의견제출권은 헌법규범이나 실이 박하게 변화하는 상황이

도래하는 경우, 재의 헌법규범을 수호하고 수하도록 할 수 있는 규범

역의 행 로서 규범이 정치 실에 의해 왜곡될 수 있는 가능성을 사 에 차

단하고 쇄하는 기능을 행하고 있다.이러한 헌법 조항을 두고 있지 아니한

우리나라에서는 주의를 기울여 연구 검토하여야 할 내용이라 할 수 있다.

4  사  규 통 도

랑스 헌법재 소는 술한 바와 같이 법률과 국제 약에 한 사 인 규

범통제권을 행사하여 왔으며,법률에 하여는 다시 법률의 종류에 따라 필수

인 규범통제의 상과 임의 규범통제의 상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국제 약은

임의 통제 상으로 하고 있다.일반법률과 국제 약이 임의 규범통제 상

인 것은 동일하나 헌법재 소에 의한 헌결정 이후 그 효력이 상이하다는 에

서 일반법률과 국제 약에 한 규범통제를 구별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Ⅰ.법률에 한 합헌성 통제

랑스는 법률의 종류를 다양하게 하여 제정 차,효력,규범통제방법 등을

서로 다르게 정하고 있다.합헌성 통제에 있어서도 헌법법률,조직법률,일반법

률 등으로 구분하여 헌법법률은 조직법률과 일반법률의 합헌성을 통제하는 헌

137) 랑스 헌법 제 16조에 의한 통령의 비상 권한에 하여는 졸고, 랑

스 제5공화국 통령의 비상 권한 (Ⅱ), 남 학교 논문집 제35집 법․행

정학편(1990.12),95～101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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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범군으로 보고 있으며,조직법률은 의회 통과 이후 통령이 공포하기 이

에 반드시 헌법재 소에 의해 규범통제를 받아야 하는 필수 통제 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 일반법률의 경우에는 조직법률과 달리 제소권자의 제소에

의해서 합헌성 통제를 받도록 하는 임의 통제 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1. 필수적 규범통제

랑스 헌법 제61조 제1항은 헌법재 소의 합헌성 통제를 받아야 하는 필

수 심 상으로 조직법률,헌법 제11조의 의원발의 법률,국회법의 세종류를

규정하고 있다.2008년 7월 헌법 개정 이 에는 필수 규범통제 상으로 조

직법률과 국회법의 두 종류만을 규정하고 있었으나,2008년 헌법 개정 시에 헌

법 제11조에 의한 의원발의 법률에 하여도 필수 규범통제를 받도록 개정

하 다.

조직법률과 국회법에 하여 헌법재 소의 합헌성 심 을 필수 으로 거치

도록 하는 이유는 이들 규범이 형식 으로는 법률 는 국회의 자주규칙으로

이루어져 있으나,규범의 성격으로 보아서는 실질 헌법군에 속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가.조직법률

조직법률은 의회에서 가결된 후 통령이 공포하기 이 에 반드시 헌법재

소의 합헌성 통제를 받아야 한다.조직법률이 공포되기 해서는 헌법재 소에

서의 헌법합치결정이 필수 요건이라는 에서,조직법률을 필수 심 상

이라 부른다.

그러나, 랑스 제5공화국의 헌정사를 고찰하면 다음과 같은 두가지의 경우

에는 외를 인정하여,조직법률에 한 필수 합헌성 통제가 배제되고 있

다.138)

첫 번째의 외는 지속 으로 용되어질 성격의 것으로,139)조직법률이 국

138)Ch.Debbasch,LaVeRepublique,Economica,1993,p.25

139)박인수, 랑스에서의 법률의 합헌성 통제,헌법학연구,제10권 제1호,2004.

3,p.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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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투표형식에 의하여 랑스 국민의 직 투표 결과로 제정된 경우에는 당해

조직법률은 합헌성통제를 거칠 필요가 없다는 이다.즉 헌법재 소는 1962년

10월 28일 국민투표에 의해 채택된 통령 직 선거에 한 법률에 한 1962

년 11월 6일의 결정문에서 다음과 같이 시하 다:헌법 제61조가 의도하고

있는 법률은 의회에서 표결되어진 법률만이며,국민주권의 직 표 으로서

국민투표에 의하여 채택된 법률이라고는 결코 볼 수 없다.이것은 헌법재 소

를 국가공권력의 통제기 으로 규정하고 있는 헌법정신에서부터 비롯된 것이

라 하겠다.140)따라서 헌법재 소는 이를 제소하 던 상원의장 M.Monnerville

의 주장에 반하는 무권한선언을 행함으로써,국민투표에 의하여 제정된 법률의

합헌성심사를 기각하 다.이러한 결정은 정치 인 비 을 야기하 으나,법률

측면에서는 헌법재 소가 헌법의 정신을 정확하게 인식하 다고 볼 수 있

다.그러나 헌법재 소의 결정에 하여 G.Burdeau교수는 국민(peuple)의 역

할을 주권자로서의 역할인지 통치권자로서의 역할인지를 구별하여야 한다고

보고,국민투표의 행사에서 국민은 통치자로서의 역할이기 때문에 헌법재 소

는 통치자의 결정이 헌법에 합치하는지의 여부를 심사할 권한을 가져야 한다

고 주장하 다.그러나 1962년 10월 28일의 국민투표에서 국민은 입법권자로서

뿐만아니라 헌법제정권자로서 동시에 행 한 것이라 보여지기 때문에 이러한

구별은 단히 어려운 문제라 할 것이다.141)

두 번째의 외는 단 한번 있었던 일회 성격의 것이다.Evian 정에 수

반한 정치 선언을 집행하기 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이 1962년

4월 8일의 국민투표에 의해 드골에게 부여되어짐으로써,드골은 알제리에서 선

출된 상․하원의원의 임기를 종결하는 법률명령(ordonnance)을 발하 다.그러

나,헌법 제25조에 의한 조직법률의 사항에 한 것이었던 이 법률명령 역시

헌법재 소의 사 ․필수 심사에 제소되지 않았었다.

나.헌법 제11조의 의원발의 법률

140)헌법재 소(C.C.)1962년11월6일결정,décide:62-20D.C.,rec.27;G.D.C.C.,p.17.

141)박인수, 랑스 제5공화국의 헌법하 규범, 남법학 제4권 제1․2호,1998.

2,pp.9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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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1조는 국민투표에 의한 법률제정 차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으로,종

에는 헌법 제11조가 정하고 있는 특정한 입법사항에 한 정부제출 법률안

에 한하여만 국민투표를 통하여 법률로 제정하도록 하고 있었으며,국민투표를

통하여 제정한 법률에 하여서는 헌법재 소도 규범통제에 하여 무권한을

선언하고 있었다.

2008년 7월 헌법개정에서는 헌법 제11조에 의한 국민투표 법률제정 차에

있어 정부제출 법률안뿐만 아니라 의원발의 법률안도 제11조 제3항이 규정하

고 있는 요건142)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이 경우

의원발의 법률안은 국민투표에 회부되기 에 반드시 헌법재 소의 규범통제

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헌법재 소는 제11조 제4항에 따라 의원발의 법률안

의 제출요건과 제11조 제3항의 수여부에 하여 심 하게 되며,헌법재 소

의 통제요건은 조직법률로 정하도록 하 다.

다.국회법

국회법143)은 국회 스스로가 자신의 조직과 운 의 방법을 결정하는 자주규

칙이므로,상하원이 각각 결정할 수 있으나,그 시행 이 에 반드시 헌법재 소

의 합헌성 통제를 필수 으로 거치도록 하고 있다.

제5공화국 국회는 자주조직권(pouvorisd'auto-organisation)에 의하여 국

회법의 내용을 자유롭게 규정하 었다.144)1958년 헌법은 제61조에서 국회

142) 랑스 헌법 제11조 제3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제1항에 명시된

상에 한 국민투표는 의회 의원 5분의 1이 발의하고 선거인명부에 등록된

유권자의 10분의 1이 지지하는 경우에 실시될 수 있다.이 발의는 의원발의

법률안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되,공표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법률조항을 폐

기하기 한 발의는 하지 못한다.

143)우리나라에서는 국회의 조직과 운 등에 한 기본규범을 법형식상 '법률'

로 하여 국회법이라는 명명하에 이를 규율하고 있다.그러나 랑스에서는 이

를 의회가 발하는 자주규칙으로서의 행정입법이라는 법형식을 부여하고 있으

며,그 법 지 는 실질 헌법군에 속한다고 헌법재 소는 보고 있다.따라

서 법형식과 지 에 있어서 랑스와 우리나라의 경우는 다소 상이한 입장을

보여주고 있으나,여기에서는 우리나라에서의 용어례에 따라 '국회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144)박인수, 랑스에서의 법률의 합헌성 통제,헌법학연구 제10권 제1호(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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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시행되기 이 에 헌법재 소의 합헌성 통제를 필수 으로 받도록 규정함

으로서 국회의 자주조직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이 규정은 제5공화국 헌법의

정부 안에는 없었으나,헌법제정자문 원회(Comitéconsultatifconstitutionnel)

의 상원의원 발안에 의하여 헌법에 규정되어졌다.그 입법기원은 다소간 생

소한 것이라 볼 수 있으나 그 내용은 헌법정신에 완 히 부합하는 것이라 하

겠다.

헌법은 입법 차에 하여 구체 인 여러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국회법

한 이러한 헌법의 입법 차에 따라야 한다는 것은 명확하다.게다가 헌정경

험을 통하여 볼 때 국회의원들은 국회법을 이용하여 국회에 그들의 기득권을

부여하도록 명시함으로써,헌법에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헌법의 효력을 거부할

수가 있었다.그러나 1958년 헌법에 따라,하원법과 상원법에 한 1959년 6월

17-24일의 결정과 1959년 6월 24일,25일의 결정145)에서,헌법재 소는 행정부

를 통제하거나 행정부에게 국정방향을 제시하고자 하거나 는 국회의원들의

발안권(l'initiative)을 확 하고자 하는 결의안(propositionsderésolution)을 명

문화하고 있는 국회법 조항은 헌법에 반한다는 결정을 행하 던 것이다.그 이

후의 결정에서도 헌법재 소는 국회의원들이 의사일정의 확정문제나 정부질

의(questronsorales) 는 일 투표(votebloqué)등의 문제에서 헌법을 무시하

는 행 를 한 경우에는 여기에 립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회법에 한 헌법재 소의 통제는 특히 엄격하다고 볼 수 있다.헌법재

소는 국회법이 한편으로는 헌법․조직법률․일반법률에 합치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국회법에 한 결정의 형식으로는 합치․불합치․조건부 는 한정합

치라는 3가지 경우로 나 어 구별하고 있다.이 세 번째의 결정유형인 조건부

는 한정합치결정은 인용된 합치 결정의 해석을 제한 으로 행하여야 한다

는 것을 뜻한다.즉,이 경우 국회법은 상 규범인 헌법과 조직법률에 포함되

어 있는 규정을 구체화하는 것에 제한되어야만 한다.이것은 결국 심 기 에

의한 국회간섭의 문제로 비쳐지게 되었고, 차 으로 국회법 규정에 한 한

정합치 결정은 감소되었으며,더 이상 어떠한 실익도 취할 수 없게 되었다.

3),532면.

145)G.D.C.C.p.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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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들면 하원법 제79조는 징계벌을 규정할 수 없는데 그 이유는 이러한 징계

벌들이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에 한 1958년 10월 24일 조직법률내용의 법률명

령(l'ordonnanceportantloiorganiquedu24octobre1958)에서 이미 규정되어

져 있었기 때문이다.따라서 하원법 제79조에 한 결정 형식은 이미 엄격한

합치․불합치에 한 문제이며,한정합치결정이라 볼 수 없을 것이다.146)

2. 임의적 규범통제

조직법률,국민투표에 의한 제정법률,국회법이 합헌성통제의 필수 심

상이라면,헌법 제61조 제2항은 일반법률을 임의 심 상으로 규정하고 있

다.임의 심 상으로서의 일반법률에 하여는 헌법 제34조가 규정하고 있

다.제34조는 일반법률로 제정할 수 있는 사항을 규범제정사항과 일반원칙개요

사항으로 구분하고 있다.147)

가.규범제정사항

규범제정사항은크게8가지의 역으로나뉘어져있으며,일반법률로제정하

여야 할 요한 사항이 거의 이 8가지의 역에 망라되어 있다고도 할 수 있

을정도로 범 하게규정되어있다.이러한 규범제정사항에 하여는 내각의

일반 ․추상 법규범 정립작용이 개입할 수 없으며,내각은 헌법 제21조를

근거로 한 종속 행정명령권(pouvoirrèglementairesubordonné) 는 집행명

령권(pouvoirréglementaired'execution)을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

다.148)

제34조가 규범제정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8가지의 역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시민권(droitsciviques) 공 자유의 행사를 하여 시민에게 부여된

기본 보장.149)자유,다원주의 언론의 독립성.국방을 해 시민에

146)박인수, 랑스 제5공화국의 헌법하 규범, 남법학 제7ㆍ8권(1998.2),

113～114면.

147)졸고, 랑스의 입법과정,사회과학연구 제18집 제2권, 남 학교 사회과학

연구소,1999.2,p.88.

148)이러한 사항에 하여 헌법 제38조가 규정하고 잇는 수권법률(loisd'habilitation)

에 의한 법률명령(ordonnances)의 행사가 가능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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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부과된 신체 재산상 의무

② 국 ,개인의 신분 능력,부부재산제,상속 증여

③ ·경죄(重·輕罪)의 결정과 그에 한 처벌.형사 차.사면.새로운 심

의 법원 설치 법 의 신분

④ 모든 세 의 과세기 ·세율 징수방법.화폐발행제도

⑤ 의회,지방의회,재외 랑스인을 표하는 기구의 선거제도 지방자치

단체 의회 의원의 선출직 직무 와 직능의 수행요건

⑥ 공공기 의 유형 설립

⑦ 국가의 공무원 군인에게 부여되는 기본 보장

⑧ 기기업의 국 화 공기업의 민 화

나.일반원칙개요사항

일반원칙개요사항이란 규범제정사항과는 달리 일반법률에서는 당해사항에

한 기본 인 원칙의 개요와 보장만을 규정하도록 정하고 있는 사항을 말한

다.따라서 원칙개요의 범 내에서 내각은 자유로이 독립명령을 통하여 일반

으로 법규범을 정립할 수가 있게 된다.이 게 본다면 독립명령의 헌법 근거

는 제37조 1항뿐만 아니라 일반원칙개요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제34조 4항 역

시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149)헌법재 소와 행정재 소는 제34조가 규정하고 있는 “기본 보장(garanties

fondamentales)”의 개념에 비상한 심을 보이고 있다.이 개념은 두 번 사용

되고 있는 데 첫 번째는 기본권의 행사를 하여 국민에게 부여된 기본 보

장이며 두 번째는 국가직 문무 공무원에게 부여된 기본 보장이라는 조항

에서 그 문언이 규정되어 있다. 례들에서 나타나는 경향은 입법기 에 의한

권리나 자유의 행사에 부여되어 있는 기본 보장은 그 이 의 입법상태의

수를 한 것으로 인식되어져야 하며 그 지 아니한 경우에는 문제시 될

수 있다고 해석하는데 견해를 일치하고 있다.이러한 에서 1959.11.27.

토지임 차가액에 한 결정에서 헌법재 소가 “이러한 원칙들이……그 이

의 입법에 의해서 이미 설정되어 있었던 일반 효력의 제한 범 내에서 인

식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고려하여”기본 원칙과 기본 보장에 한 침

해가 된다고 결정하 던 것이다.마찬가지로 1960.10.28.Martialde

Laboulaye결정에서 국참사원은 “문제시 되고 있는 기본원칙과 보장은 1931.

7.4.법률이 시행된 이래 포도재배 역에 하여 취해져 왔던 많은 조치들

의 차원 내에서 반드시 인식되어져야 한다”라고 시한 바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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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원칙개요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역은 크게 6가지의 역으로 분류하고

있으며,이 역에 해당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국방의 일반조직

② 지방자치단체의 자유로운 행정,권한 재원

③ 교육

④ 환경보

⑤ 재산제도,물권 민법․상법상의 채권

⑥ 노동권,노동조합권 사회보장권150)

심 상이 임의 이란 것을 제외하면 일반법률의 경우도 심 청구기간이나

헌법재 소에서의 심리기간의 면에서는 조직법률과 동일하다.즉,심 청구는

의회에서 당해법률안에 하여 가결한 이후 통령에 의해 공포되기 이 에

행해져야 하며,헌법재 소는 심 청구 이후 1개월 이내에 심 결정하여야 한

다.151)

일반법률에 한 합헌성 통제가 임의 청구이기 때문에 청구권자의 범 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의 문제가 제도의 사활이 된다고 할 수 있다.왜냐하면 1974

년 헌법개정에 의하여 청구권자의 범 가 확 되기 이 까지의 경우에는,청구

권자가 통령․상원의장․하원의장․수상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므로,1958년에

서 1974년까지 16년 동안 상원의장에 의해 3회,수상에 의해 6회 심 청구되는

데 그침으로써 일반법률에 한 합헌성 통제심사가 명목 인 것에 불과하다고

비쳐졌다.그러나 1974년 헌법개정에 의하여 60명 이상의 상․하원 의원에게도

심 청구권이 부여된 이후에는 심 청구의 빈도가 목할 만하게 늘어났으

며152) 한 합헌성 심사제도도 활성화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150)박인수, 랑스의 입법과정, 남 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18집

2권 별쇄,88～89쪽

151)그러나 긴 한 경우에는 행정부의 요청에 따라 8일로 단축될 수도 있다 (헌

법 제61조 제3항 제2문).

152)1974년 헌법개정 이후 1994년 3월16일까지의 통계에 의하면 헌법제 61조 제

2항에 의한 심 청구 284건 200건 이상이 60인 이상의 상․하원의원에 의

해 제청된 것이었으며,심 청구된 284건은 이 기간에 의회에서 가결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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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청구권자에 의한 심 청구가 없더라도 헌법재 소가 직권으로 합헌성

통제를 할 수 있느냐의 문제에 하여는 부정 이다.1974년 지스카르 데스탱

통령에 의하여 직권심 제도의 도입이 시도된 바 있었으나 좌 되었으므로,

헌법재 소는 헌법 제61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심 청구권자의 심 청구에

의하여서만 합헌성 통제를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그러나,심 청구된 법률

안의 합헌성 통제의 범 는 청구된 법률조항에만 한정하지 아니하고,당해법률

안의 모든 규정에 하여 직권심리하고 있다.

청구권자가 심 청구 시 제시하고 있는 헌사유는 크게 네 가지의 유형으

로 분류할 수 있으며,그 가장 많은 것이 기본권 침해이며,그 다음이 형식과

차상 하자․제도의 왜곡운 ․무권한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Ⅱ.국제 약 합헌성 통제

국제 약도 일반법률과 마찬가지로 통령·수상·양원 어느 한 원의 의장·

하원의원 60인 는 상원의원 60인의 제소가 있는 경우,헌법재 소는 합헌성

통제를 하게 된다.국제 약이 헌법재 소의 필수 합헌성 통제 상이 아니

라 임의 통제 상이라는 에서 일반법률과 동일하나,일반법률이 헌선언

된 경우에는 당해법률이 공포될 수 없는데 비하여 국제 약이 헌선언된 경

우에는 당해 국제 약의 비 이나 승인이 행해질 수 없다는 에서 차이가 있

다고 할 수 있다.이 경우 국제 약에 한 비 이나 승인을 하고자 한다면 헌

법에 배된다고 본 조항과 충돌되는 헌법조항의 개정이 선행 으로 이루어진

이후에나 가능하다.

국제 약의 내용이 헌법에 배되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헌법 제54조

의 규정에 따라 헌법을 개정하여 당해 국제 약에 한 비 을 받고자 한 경

우 마스트리히트 조약의 경우에는 비 동의까지 성공하 으나 유럽헌법조

약안의 경우에는 헌법개정까지는 순발력있게 진행되었으나153)국민투표를 통

안의 8.23%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153) 랑스 헌법재 소는 헌법 제54조의 규정에 2004년 11월 19일 유럽헌법안이

랑스헌법에 합치하는 조약인지의 여부를 심 하 으며,원칙 조항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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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비 154)은 거부된 사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155)

5  사후  규 통 도

법률은 주권자의 일반의사(lavolontégénérale)를 표 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주권자에 의해서만 형성되어야 하며,입법사항도 주권자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며,주권자의 의사표 인 법률이 시행되고 난 이후에는 주권자 이외에 헌법

통제를 할 수 없다고 본 랑스 고 헌법이론의 측면에서 보면 2008년

헌법개정은 랑스의 고 헌법이론을 송두리째 변 시킨 것이라 할 수 있

다.왜냐하면 법률은 주권자의 명령으로서 국민 표기 에 의해서만 제정 는

개정되어져야 하며,입법사항도 국민의 표기 인 의회만이 결정한다고 본

랑스의 통 념은 두 번에 걸치는 변화를 통하여 이미 수정되었으나,법률

에 한 사법기 의 사후 통제에 하여는 여 히 비 이고 부정 이었기

때문이라 하겠다.

법률에 한 통 이론의 첫 번째 변화는 헌법이론 논쟁의 산물

이었으며,두 번째의 변화는 랑스의 고질 인 정치 실의 병폐인 의

회주의를 과감하게 개 하여 합리화하자는 정치 요청을 헌법규범이

수용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첫 번째의 변화는 19세기 말에 국민투표에 의한 입법이 유럽 여러 나라에서

제정되면서,이론 논쟁이 랑스에서 발생하 으며 그 결과 반 표제 이론의

수용으로 결론이 나면서 국민 표기 인 의회에서 뿐만 아니라 국민투표입법

도 가능하게 되었다156).

분에 하여 합헌결정하 으며,일부 조항에 해서만 헌법과 불합치한다는

결정을 내렸다.유럽헌법안과 불합치하는 랑스 헌법의 내용에 하여 2005

년 2월 28일 헌법개정하 으며,개정헌법을 2005년 3월 1일 공포하 다.

154) 랑스는 2005년 5월 29일 유럽헌법조약안에 한 국민투표를 실시하 다.그

결과는 유효투표수 55%정도가 반 표를 행사한 것으로 5월 30일 공표되었다.

국민투표에 한 이의신청과 소청에 한 업무를 종료한 후 헌법재 소는 6월 1

일 국민투표가 부결되었음을 확정 공표하 다.총유효투표수 28,257,778표 반

표는 54.67% 으며,투표참여율은 69.4%에 해당하 다.

155) 랑스의 2004년 헌법개정과 2005년 국민투표와 련하여 졸고, 랑스의

유럽헌법안 수용과 변화,국제헌법연구,제12권 제1호(2006.6)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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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의 변화는 제3공화국과 제4공화국을 거치면서 랑스의 통 인 의

회주의의 념이 의회주권으로의 념 정도로 변질되면서 행정부의 불안정을

가져옴으로써,의회주의의 합리화라는 에서 의회입법권을 제한하고 행정입

법권을 확 는 양성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표제도에 한 이론 변형과 의회주의의 합리화에 의한 두 번의 변화에

도 불구하고 국민 는 국민 표기 과는 독립한 기 으로서의 사법기 에 의

한 사후 법률 통제에 하여 랑스가 여 히 비 이었던 이유는 사법부

에 한 통 인 불신과 사법부의 민주 정당성 문제라 볼 수 있으며,보다

근본 인 이유는 입법권과 행정권의 이권분립을 제로 한 정부형태로부터 기

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이러한 기 에 한 표면 인 논리는 여 히 법 안

정성이라는 법의 이념을 구 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법 안정성의 요청이라는 주요한 법의 이념에도 불구

하고,2008년 헌법개정을 통하여 헌법재 소에 의한 사후 규범통제제도를 도

입한 것이야말로 랑스 헌법이론에서의 명이라 할 수 있겠다.그러나 법률

에 한 사후 규범통제제도의 도입은 이미 1990년 헌법재 소가 도입을 시

도한 이래 1993년 Vedel개 안에서 표면화되어 있었다는 에서 보면 이번

헌법개정은 랑스 헌법이 20년 가까이 기다려온 숙원 과제를 해결한 것이라

고도 볼 수 있다.

2008년 헌법개정은 제61-1조를 신설하여 제1항에서 “법원에서 진행 인 소

송과 련하여,법률조항이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주장되는 경우에 국참사원 는 기원은 이를 헌법재 소에 회부하고,헌법재

소는 정해진 기한 내에 결정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시행 인 법률에

한 사후 규범통제제도를 규정하고 있다.제61-1조 제1항의 구체 용요건

은 조직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제61-1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사후

156)국민 표기 만에 의해 법률이 형성될 수 있다고 본 순수 표이론은 국민

투표에 의한 입법이 의회주의제도와 양립할 수 있다고 간 한 R.Carréde

Malberg의 논리에 의해 Esmein이 순수 표이론을 옹호하고 국민투표제를 비

하고자 하여 고안하 던 반 표제 개념을 수용하게 되고 결과 으로 순수

표이론은 반 표제 이론으로 변형됨으로써 국민투표에 의한 입법을 가능하

게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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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범통제를 한 최소한 요건으로는 첫째 사후 규범통제 상이 되는 법

률은 재 의 제성을 충족하여야 한다는 ,둘째 당해 법률조항이 헌법상 보

장된 권리 는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셋째 합헌성 통제를

한 차로는 반드시 국참사원 는 기원이 헌법재 소에 헌법률심 제청

을 하여야 한다는 을 들 수 있다.

제61-1조가 규정하고 있는 사후 규범통제는 헌법률심 을 제로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법률조항이 헌법규범군 반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헌법재

소가 심 하는 헌법률심 제도라기 보다는 법률조항이 헌법상 기본권의 침

해 여부만을 심 하는 것이 때문에 본질 인 성격은 헌법소원심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즉,제61-1조가 규정하고 있는 헌법재 소에 의한 사후

합헌성 통제제도는 헌법률심 형 헌법소원심 을 제한 인 범 에서 인

정한 헌법재 제도라 할 수 있다.제한 범 에서의 사후 규범통제제도로서

의 제61-1조의 1항에 의한 합헌성 선결문제(la question prioritaire de

constitutionnalité)는 제6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09년 12월 10일 조직법

률(Loiorganiquen°2009-1523du10décembre2009relativeàl'application

del'article61-1delaConstitution)이 제정되고 이어서 2010년 2월 련 명

령157)과 자주규칙158)이 제정되어짐에 따라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헌법개정 이후 약 1년 5개월여 동안 조직법률이 제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조

직법률의 제정 불투명성으로 인하여 합헌성 선결문제제도에 하여 회의 견

해를 보이기도 하 으나,제도를 한 규범이 확립되고 난 이후에는 선결문제

심 소송이 헌법재 소 업무의 주된 업무가 될 정도로 선결문제에 한 심

157)2009년 12월 조직법률 용을 한 명령(Décretn°2010-148du16février

2010portantapplicationdelaloiorganiquen°2009-1523du10décembre

2009relativeàl'applicationdel'article61-1delaConstitution)과 합헌성

선결문제 심리의 경우 소송 조의 계속을 한 명령(Décretn°2010-149du

16 février2010relatifàla continuitédel'aidejuridictionnelleen cas

d'examen delaquestion prioritairedeconstitutionnalitéparleConseil

d'Etat,laCourdecassationetleConseilconstitutionnel)이 2010년 2월 16

일 발하여졌다.

158) 헌법재 소에서도 내부 자주규칙 (Règlement intérieur du Conseil

constitutionnel)을 2010년 2월 18일 제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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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높아지고 있다. 한 선결문제에 한 제청권을 가지고 있는 최고행정재

소(Conseild'Etat)와 법원(CourdeCassation)의 경우에도 기의 우려와는

달리 헌법재 소에 제청권을 극 으로 행사하고 있으므로159)선결문제를 통

한 사후 헌법률심 제도와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 구제가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 할 수 있다.

제61-1조에 의거하여 헌선언되는 조항의 효력에 하여는 제62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으며,당해 법률조항을 폐기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한 헌법재

소는 해당법률조항으로 인해 발생한 효과가 연기될 수 있는 요건과 한계를

정할 수 있다.

제한 인 범 와 차 내에서 이루어지는 헌법소원심 성격의 사후 규

범통제제도로서 합헌성 선결통제는 그 시행 여부가 불투명한 것으로 비 인

견해를 보이기도 하 으나,2010년 3월부터의 시행은 랑스 국민의 권리구제

제도로서는 하나의 분기 이 될 것이라 본다.

6  심  

법률규범에 한 합헌성 통제 청구권자의 범 를 확 한 1974년 헌법개정

이후에는 합헌성 심사가 확 되었을 뿐만 아니라,법률을 통제하는 기 규범으

로서의 헌법규범의 역 한 확 되었다.확 된 헌법규범의 역은 실질

헌법군 (Blocdelaconstitutionnalité)을 형성하고 있다.실질 헌법군이란 헌

법재 소가 헌법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규범의 일체를 말하며,입법기 에게

기속력을 가지는 규범을 말한다.

실질 헌법군에는 성문헌법규정 뿐만아니라 1789년 인권선언․1946년 憲法前

文․공화국의법률에의하여확립된기본원칙․헌법 가치의목 등이포함된다.

159)최고행정재 소에 비해 법원의 선결문제 제청 회부율이 낮지만,2010년 8

월 23일 재까지 법원은 360건의 선결문제 신청에 하여 불수리 36건,헌

법재 소 회부 99건,헌법재 소 불회부 121건,심리 104건으로 28% 정도

의 헌법재 소 회부율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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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성문헌법규정

랑스에서는 헌법의 최고규범성이라는 념보다는 법률이 일반의사를 표

하고 있다는 념에 의해 헌법규정에 의한 법률의 합헌성 통제제도는 유명무

실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그러나 1958년 제5공화국 헌법에 의하여 법률의

개념과 종류를 다양화하고,의회입법권을 축소하고,헌법재 소제도를 신설함으

로써 헌법의 최고규범성이 차 으로 확립되었다고 할 수 있다.

헌법의 최고규범성의 강화는 헌법규범의 범 를 폭 확장하여,성문헌법규

정뿐만 아니라 헌법의 前文에 하여도 규범력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160),憲法

前文에 의한 1789년 인권선언․1946년 憲法前文․2004년 환경헌장 역시 실질

헌법군의 역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 이미 술한 바와 같이 합헌성 통제의 필수 상인 조직법률과 국회

법 한 헌법의 명문규정을 보완하여 완성하는 규범이라는 에서 법형식 여

하에 구애받지 아니하고,일반법률의 합헌성을 통제하는 기 규범이 되고 있다.

Ⅱ.1789년 인권선언

1789년 인권선언의 내용이 실질 헌법군에 포함된다는 것은 憲法前文에

한 규범력이 인정된 1971년 결사의 자유에 한 례이후 명확하여 졌으나,합

헌성 통제를 한 구체 인 근거규범으로 제시된 것은 1973.12.27.73-51DC

결정에서부터 나타나고 있다.161)

헌법재 소가 1789년 인권선언을 근거로 한 주요결정으로는 1981.1.

19～20.인권과 자유에 한 결정․1982.1.16.국유화결정․1984.10.

160)제5화국헌법 제정 당시 헌법자문 원회의 Janot정부 원은 헌법 문의 규범

력을 인정하지 아니하 으나,1971.7.16.결사의 자유에 한 헌법재 소의 결

정이 헌법 문의 규범력을 인정하는 례로는 신기원이 되었다 ;Travaux

préparatoiresdesinstitutionsdelaVeRépublique,vol.2,Ladocumentation

française,1988,p.256

161)헌법재 소의 1973.12.27.결정은 1789년 인권선언에 근거한 평등원칙의

반을 이유로 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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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언론의 자유결정 등이 있다.162)

한 1982.1.16.국유화결정에서는 1789년 인권선언에 헌법 효력을 부여

하는 근거가 1946년 헌법과 1958년 헌법을 제정한 국민투표에 있다고 밝히고

있다.163)

Ⅲ.1946년 憲法前文

1946년 憲法前文이 제5공화국헌법에서도 실질 규범군에 해당한다는 것은

헌법재 소의 결정을 통하여 인정되고 있으나,직 인 근거규범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1975.1.15.74-54DC결정에서부터이며164)그 이 에는 1958년 憲

法前文의 원용에 의하여 1946년 憲法前文의 내용을 간 으로 용하 다.

18개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1946년 憲法前文의 내용 부가 헌법 효력을 가

지는가라는 문제와 련하여서는 1958년 헌법체계 내에서 용될 수 없는 사

문화된 제도인 랑스 연합(Unionfrançaise)에 한 규정인 제16조․17조․18

조는 헌법 효력을 가질 수 없으나 기타 조항들은 모두 헌법 효력을 가진

다고 보고 있다.165)

1946년 憲法前文이 제5공화국헌법의 실질 헌법군을 형성한다는 것은 단

히 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는데,그 이유는 1946년 憲法前文은 “

에 필요한 정치 ․경제 ․사회 제 원칙”을 선언한 것일 뿐만 아니라 “공화

국 법률에 의해 확립된 기본원칙”을 수용하고 있다는 에 있다.

162)결정의 내용에 하여는 변해철 역,1789년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탐구

당,1991,118～123면 참조

163)1789년 인권선언의 내용 17개조항 재 헌법 효력을 가지는 조항이 무

엇인가와 련하여 논쟁이 있긴 하나 헌법재 소에서는 1789년 인권선언의

모든 조항이 헌법 효력을 가진다고 보고 있다.변해철,상게서,122～123면

;L.philip,"Lavaleurjuridiguedeladéclarationdesdroitsdel'hommeet

du citoyen du 26aôut1789,selonlajurisprudencedu CC, Mélanges

kayser,T.2,PUAM,1979,pp.317.

164)1975.1.15결정은 1974년 헌법개정 이후 60인 이상의 하원의원에 의해 제

소된 첫 번째 사건에 한 것이었으며,이 결정에서 헌재는 인공임신증 법률

이 유럽인권 약과 憲法前文에 반하는 것으로 헌선언하 다.

165)변해철,상게서,1999,131～1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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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공화국 법률에 의해 확립된 기본원칙

공화국 법률에 의해 확립된 기본원칙이 실질 헌법군에 속하게 된 것은 결

사의 자유에 한 1971년 7월 16일 헌법재 소의 결정에 의해서이지만,제4공

화국의 憲法前文에서 공화국 법률에 의해 확립된 기본원칙의 헌법체계 내의

수용은 이미 확인되어 있었던 憲法原이라 할 수 있다.166)

헌법재 소의 구체화된 결정에 의하여 공화국 법률에 의해 확립된 기

본원칙으로는 출 의 자유․교육 양심의 자유167)․변호권168)․개인

자유169)․행정재 소의 독립170)․ 학교수의 독립171)등을 들 수 있

다.이러한 기본원칙을 확립한 상으로서의 공화국 법률은 체로 제4

공화국헌법이 공포․시행되기 이 인 제1․2․3공화국하에서의 의회에

의해 제정되었던 형식 의미의 법률을 의미한다고 보고 있다.

Ⅴ.헌법 가치의 목

헌법 가치의 목 이 실질 헌법군에 포함되기 시작한 것은 비교 최근

이며,따라서 아직까지 명확하게 개념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헌법 가치의 목 이라는 개념은 헌법상 인정된 기본권의 제한을 정당화하

는 헌법 논거를 총칭하는 것으로, 를 들면 치안질서의 유지는 근로자 업

권(droitdegrève)의 제한을 정당화하는 헌법 가치의 목 이며,모든 사람의

쾌 한 거주를 한 권리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유로운 행정원칙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가 사회보장 거주공간을 건축하여야 하는 목 이 된다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172)

166)그러나 제4공화국하에서는 공화국 법률에 의해 확립된 기본원칙을 헌법재

의 근거규범으로 활용하지는 않았다.

167)Décision77-87DC,1977.11.23,libertéd'enseignementetdeconscience.

168)Décision76-70DC,1976.12.2,droitsdeladéfense.

169)Décision76-75DC,1977.1.12,libertéindividuelle.

170)Décision80-119DC,1980.7.22.

171)Décision83-165DC,198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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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심  차  특징

Ⅰ.심 의 차

법률의 합헌성 통제를 한 심 차는 일반 으로 심 청구․주심재

심리․ 원재 부심 의 3단계로 진행되고 있다.

1. 심판청구 

심 청구는 심 의 상이 조직법률 는 일반법률에 따라 상이하게 이루어

진다.

조직법률의 경우는 의회에서 가결된 후 통령에 의해 공포되기 이 에 헌

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헌법재 소의 합헌성 통제를 필수 으로 거치

도록 하고 있으므로,헌법재 소는 수상의 청구에 의하여 상법률에 한 합

헌성 통제를 행한다.173)

여기에 비하여 일반법률에 한 합헌성통제 심 청구는 헌법 제61조 제2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심 청구권자에 의하여 임의 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

다.즉,이미 술한 바와 같이 의회에서 가결한 일반법률에 하여 합헌성 여

부가 의심스러운 경우,당해법률이 공포되기 이 에 통령․수상․하원의장․

상원의장 ․60인의 하원의원 는 60인의 상원의원이 헌법재 소에 합헌성 통

제 심 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 심 의 상에서 언 한 바

와 같이 청구권자의 범 가 1974년 헌법개정에 의해 60인 이상의 상원의원이

나 하원의원으로 확 된 이후 일반법률에 한 심 청구가 목할 만하게 증

가하 다.

심 청구는 청구권자에 의해 행해지지만, 상법률의 헌성 논란은

의회에서의 심의 표결 과정 에 체로 밝 지기 때문에 상법률에

하여 헌법재 소의 법무국(leservicejuridique)에서 심 청구 가능

172)Documentsdétudes,drotConstitutionelNoⅠ.15,lajusticeconstitutionnelle:

présentationgenérale,France,Etats-Unis,ladocumentationfrançaise,2001,p.9.

173)1958.11.7.법률명령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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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를 하게 되면, 상법률이 의회에서 가결되기 이 에 이미 헌법재

소에서는 심 에 한 비일정을 작성하는 것이 일반 이며,이러한

비일정의 작성에 의해 심 차는 이미 개시한다고 볼 수 있다.

의회에서 상법률안에 한 가결이 있게 되면 해당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

고,헌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5일의 공포기간이 개시되게 된다.따라

서 심 청구권자가 해당법률에 한 합헌성 통제 심 청구를 행하고자 한다면

헌법 제10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공포기간 15일 이내에 헌법재 소의 사무

처(leSecrétariatgénéral)에 심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74)

심 청구서가 제출되면 사무처에서는 심 청구권자의 서명 등의 확인 차를

거쳐 수하게 되며,청구서 수가 이루어지면 상법률안에 한 공포기간은

정지된다.공포기간의 정지는 유효한 청구서 수 직후 헌법재 소의 사무처장

에 의해 수상 집무실의 사무처장(lesecrétairegénéralduGouvernement;

SGG)175)에게 통지되며,수상 집무실 사무처장은 헌법재 소 사무처장의 통지

사실을 통령 집무실 사무처장에게 곧바로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176)

상법률에 한 합헌성 통제 심 청구가 유효하게 수되면 헌법재 소장

은 주심재 을 지명하고,공포기간 이내에 동일 상법률안에 하여 다

른 심 청구가 있으면 동일한 차를 거쳐 첫 번째 심 청구사건과 병합하도

록 하고 있다.헌법재 소는 한 통령 집무실,상원의장실,하원의장실,수상

집무실에 심 청구의 사실과 내용을 통지하여,필요한 경우 의견서를 제출하도

록 하고 있다.

174)심 청구서는 헌법재 소장을 수취인으로 한 ‘lettre’의 형식을 취한다.60인

이상의 의원에 의한 경우는,각 의원들의 서명이 포함된 1통의 lettre를 제출

하거나 는 여러 통의 lettre들을 제출하거나, 체 서명의원수가 60인 이상

이면 유효한 것으로 보고 있다.

175)수상실의 사무처장(SGG)은 법률에 한 합헌성통제뿐만 아니라 법률제정

차․최고행정재 소의 재 차 등에 여함으로써,법체계 확립과 법 안정

성 확보 등에 단히 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176)1958.11.7조직 법률 제18조에 의하면,심 청구서를 수한 헌법재 소가

통령,수상,상․하원의장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며,상․하원의장은

상․하원의원들에게 다시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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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심재판관 심리

심 청구가 계기 에 통지되고 나면,주심재 의 주 하에 상법률에

한 심리를 개시하게 되며,다양한 문헌과 자료에 의한 심리를 행하게 된

다.177)주심심리 기간 에 주심재 은 수상실 사무처장․ 계장 등과 같

은 행정부 표자들과 연석회의를 개최하며,수상실 사무처장은 서면으로 의견

서를 제출한다.178)

수상실 사무처장의 의견서는 청구인에게 달되어지며,청구인이 의견서에

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주심 주 하의 심리는 계속되어진다.그러나,

청구인의 이의제기가 있으면 제기된 내용은 다시 수상실 사무처장에게 보내지

게 되며,이 경우 수상실 사무처장이 청구인의 이의제기에 하여 다른 이견이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와 마찬가지로 주심재

주 하의 심리는 계속되어지지만,수상실 사무처장이 이견을 제시하는 경우에

는 그 내용이 다시 청구인에게 보내지며 그 이후의 차는 수상실 사무처장의

의견서가 청구인에게 처음 달되었을 때와 동일한 차를 거치게 된다.

수상실 사무처장의 의견서에 한 청구인들의 응이 종료된 이후 주심재

은 헌법재 소의 사무처장․헌법연구 등과 함께 상법률안에 한 심리

를 행하고,보고서 안을 작성하게 된다.보고서 안이 완성되면 이를 토

로 결정문 안을 작성하고,나아가 원재 부의 심리와 심 을 한 서류를

만들어, 원재 부의 심리 48시간 이 에 결정문 안과 계서류를 배부하여

야 한다.

3. 전원재판부 심판

원재 부에서의 심리는 주심재 의 보고에 의해 개시되며,보고된 내용

반에 하여 토론의 형식으로 심리한다. 원재 부의 심 은 쟁 사항별 표

결과 결정문 주문에 한 표결을 거쳐 최종 인 결정을 함으로써 종결된다.심

177)Documentsd'étude,op.cit.,pp.8～9

178) 상법률에 한 옹호 입장에서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상법률을 가결시

킨 국회의원들이 아니라 수상실 사무처장이라는 이 특색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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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7인 이상의 헌법재 의해 결정된다.179)

심 이 종결되면 청구인․ 통령․수상․상하원의장에게 결정문을 보내게

되며,정지되었던 공포기간이 재개되어지게 된다.180)필요한 경우에는 기자회

견을 행할 수도 있으며,언론기 에 결정문 등의 자료를 보내거나,인터넷을 활

용하여 결정문을 배포하기도 한다.

헌법재 소에서 송부되어온 결정문을 근거로 하여 헌 조항이 있으면 이를

삭제한 법률에 하여 통령은 헌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의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거부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통령은 상법률을 공포

하게 된다.공포된 법률은 다시 헌법재 소에 이송되고,헌법재 소 법무국에서

보용 원고를 다시 작성하여 보에 게재함으로써 심 차는 종결된다.181)

Ⅱ.심 차의 특징

1. 직권심리적 특징

심 청구사건을 한 주심재 은 순서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공

역이나 활동 등을 참조하여 헌법재 소장이 재량 으로 임명하고 있으며,당

해 사건에 한 주심재 은 원칙 으로 공개되지 아니한다.182)헌법재 소장

은 주심재 이 불시 으로 궐석된 경우 다음 주심재 이 임명되기까지 과

도기간 동안 주심재 이 될 수 있으나,이 경우 이외에는 주심재 이 될

수 없다.

일반 사법 차에서 양 당사자에게 용되는 불고불리의 원칙과 달리 법률에

한 합헌성 통제 심 에서는 직권심리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 주심재 은

필요한 모든 조사와 심리를 행할 수 있다.따라서 주심재 은 헌법재 소 사

무처 법무국에서 수합한 서류와 자료,선 례 등에 하여 연구할 뿐만 아니라,

모든 이해 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소 사건을 배당받은 헌법연구 과 사무

179)1958.11.7.법률명령 제14조

180)동 법률명령 제21조

181)동 법률명령 제20조

182)P.Avril,J.Gicquel.LeConseilconstitutionnel,4eéd.,1998,Montchrestien,p.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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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장을 회동하여 수상집무실 사무처장이나 계장 는 당해법률안과 련

하여 의회에 출석하여 토론을 행하 던 행정부 표자 는 심 청구서 기안자

등과 함께 자신의 사무실이나 헌재의 도서 에서 업무 연석회의를 추진할 수

도 있다.183)

2. 비공개 원칙

법률의 합헌성 통제 심 에서의 비공개원칙은 심리뿐만 아니라 심

결정에도 용되고 있다. 차 으로 그 의미가 어들고 있기는 하지

만, 원재 부에서 보여 재 들의 견해에 하여 아홉 명의 재

은 침묵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이를 과옥조로 보고 있다.184)

한 그 무엇도 외부로 유출되어서는 아니된다고 보고 있다.따라서 수합

된 서류도 비공개인 것이 원칙이며,주심재 도 익명으로 활동하며,

심리과정 역시 비공개이며,심 의 표결 구성 한 비 인 것을 원칙으

로 하고 있다.다만,심 결정이 있은 후 헌재의 문서고에 보존할 간략

한 업무보고서는 사무처장이 작성한다.

비공개원칙이 범 하게 용되고 있는 이유는 심 사건이 민감한 사안과

련되는 경우 재 의 안 과 자유를 보호하기 한 것일 뿐만 아니라 악의

해석이나 압력으로부터 재 들을 벗어나게 함으로써 재 의 업무를 용

이하게 하고자 하는데 있다고 할 것이다.185)

비공개원칙은 유럽인권 약(la Convention europeenne des droits de

l'homme)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반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그 이유는

동 규정이 형사소송과 민사 권리․의무 분쟁사건에 한하여 용되는 조항으

로 보기 때문이다.

3. 신속성의 원칙

헌법 제61조 제3항에 의하여 헌법재 소의 결정은 1개월 이내에 이루

183)Ibid.,p.94.

184)H.Roussillon,LeConseilconstitutionnel,4eéd.,2001,Dalloz,p.35

185)P.Avril,J.Gicquel,op.cit.,p.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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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져야 하며, 한 경우에는 행정부의 요청에 의하여 8일 이내에 행해

지도록 하고 있다.국제 약에 한 합헌성 통제기간은 헌법이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나 법률에 한 통제기간과 동일한 것으로 헌법재 소는 결

정한 바 있다.186)

4. 대심적 성격의 강화현상

선거쟁송심 의 경우에는 심 성격을 일반 으로 인정하고 있으나,법률

의 합헌성 통제 심 차에서의 심 성격에 하여는 상당한 논란이 있어

왔다.왜냐하면 심 구조는 소송의 방 당사자를 제로 하여 그들 각각의

주장을 심리하여 단하는 것이므로,원칙 으로 방당사자가 제로 되지 아

니하는 법률의 합헌성 통제에는 합하지 아니하다는 것이었다. 한 심 차

는 사법 차인데 반하여 법률의 합헌성 통제 차는 사법 차로 보기 어려우며,

헌법재 소 한 사법기 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논거를 제시하며,헌법재 소

에 의한 규범통제 차에는 심 차가 요구되지 아니한다고 보았기 때문이

다.그러나 이러한 논박에도 불구하고,헌법재 소는 규범통제 심 차에서도

심 차를 계속 으로 강화하여 왔으며,1986년 R.Badinter재 소장이

심 차를 제도화하고자 한 것이 비록 실패하 으나 그 이후 더욱 확 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187)

법률의 합헌성 통제 심 차에서 심 차가 가장 두드러지는 것이 60

인 이상의 상원의원 는 하원의원이 심 청구를 한 경우이다.즉,청구인들의

주장에 하여 수상집무실의 사무처장(SGG)이 의견서를 제출함으로써 외견상

의 심 구조가 명백히 성립되는 경우라 할 것이다.따라서 주심재 은

립되는 방당사자의 주장을 심리하여 단하게 되고, 심 차가 강화되면서

헌법재 소의 지 역시 사법기 이라는 에 하여 더 이상 의문시하지 아

니하는 것이 일반 통념으로 형성되었다고 볼 것이다.

심 차의 강화는 1991년 LouisFavoreu교수의 제안에 의하여 이루어진

186)Décisiom 92-312DC,1992.9.2,Traitesurl'Unioneuropeenne;Ibid.,p.

96.

187)H.Roussillon,op.cit.,pp.37～40;P.Avril,J.Gicquel,op.cit.,9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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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서류의 공개제도에 의하여 한걸음 도약하 다고 볼 수 있다.188) 심서류

의 공개는 1991년 코르시카의 법 지 에 한 수상집무실 사무처장(SGG)의

보고서 요약과 여기에 논박하는 하원의원 보고서의 출 에 의해 시작되었으

며189),이러한 심 보고서의 출 은 헌법재 소를 더 이상 신비의 장소(un

lieudemystère)로 비쳐지지 아니하게 하는 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

다.1994년 이후에는 수상실 사무처장(SGG)의 의견서 역시 보에 게재됨으로

써190),1983년 이후 의원 심 청구서가 보에 게재191)되고 있는 바와 같은 체

제를 갖추어 일견 심 구조가 정착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192)

8  결  과 과

원재 부가 심리를 마치고 결정을 행하기 해서는 7인의 임명직 재

의 출석이 있어야 하며,결정은 재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해진다.193)7인의

재 의 출석이 최소 정족수이지만,거의 부분의 경우 9인의 재 원이

출석하고 있으며,심리 인 내용이 고도의 정치 인 것이거나 는 찬반의 견

해가 단히 립 인 것인 경우에는 재 들의 건강상태 등에도 불구하고

원출석하여 심 하고 있다.이러한 배경에 의해 1995년 6월 8일 결정 이후에

는 출석 심 재 들을 공개하고 있다.194)

결정은 과반수에 의해 행해지지만,가부동수의 경우에는 헌법재 소장이 결

정한다.재 의 표결 내용에 하여는 비 이 유지되고 있다.

Ⅰ.결정의 유형

188)Ibid.,p.98

189)Décision91-290DC,1991.5.9,RFDC,1991,pp.479-480.

190)Décision94-350DC,1994.12.20,StatutfiscaldelaCorse

191)Décision83-160DC,1983.7.19,Nouvelle-Calédonie

192)Décision94-351DC,1994.12.29,Loidefinancespour1995결정 이후에

는 수상집무실 사무처장 (SGG)의 의견서에 하여 심 청구인들이 다시 항변

하는 경우가 발생하면,그 항변서 한 보에 게재하고 있다.

193)H.Roussillon,op.cit.,p.41

194)1995.6.8 보 p.9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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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의 형식은 최고행정재 소 결정문 형식인 «Vi-con-dis»195)의 향을

받아 헌법재 소 역시 Vin-con-dis를 취하고 있다.

결정의 내용으로는 일반 으로 헌법합치 는 헌법불합치196)의 유형을 취하

고 있다.

1. 헌법합치결정

심리기간 동안 개되었던 법 단에 따라 헌법재 소가 심 상법률을

합헌으로 본 경우에는 헌법합치결정을 행한다.결정은 조문의 형식을 취하며,

조문에는 합헌이라는 표 을 사용하지 아니한다.결정조문에서 사용하는 표

은 …법률은 헌법에 합치하는 것으로 선언한다 197) 는  …법률조항은 헌

법에 반하지 아니한다 198)라는 두 가지 에서 선택하고 있다.물론 표 에

있어서 헌법에 합치한다는 것과 헌법에 반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명백히 구별

되는 것으로, 자가 후자에 비해 극 인 표 이지만,헌법재 소에서는 이들

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어떠한 차이도 두고 있지 아니하다.199)

헌법합치결정의 경우,헌법재 소는 한정해석이나 조건부해석의 유보하에서

행하기도 하고 있다.

2. 헌법불합치결정

심 상법률이 헌인 경우 헌법재 소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행한다. 헌의

195)Vin-con-dis는 결정문 형식의 순서를 근거규범(lesvisas)․결정이유(les

considérauts)․주문(ledispositif)으로 한다는 것을 말하며,이들 순서의 initial

을 발췌하여 부르는 것이다.

196) 랑스에서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우리나라의 헌법재 소 결정유형과 비하

여 보면 단순 헌 결정에 해당하는 것이라 볼 수 있으며,우리나라의 헌법재

소가 행하는 변형결정으로서의 헌법불합치 결정과는 다른 것이다.

197)교육과 양심의 자유(libertéd'enseignementetdeconscience)에 한 1977.

11.23결정,생명윤리(Bioéthique)에 한 1994.7.27결정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유형.

198)마스트리히트 Ⅱ에 한 1992.9.2.결정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유형

199)H.Roussillon,op.cit.,p.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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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헌의 범 가 법률 체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며,당해법률의 일

부조항에만 미치는 경우도 있다.문제는 일부 헌을 선언하는 경우, 계조항이

법률 체와 분리될 수 없는 때에는 당해법률의 체에 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에 있다.200) 랑스 헌법재 소는 부 헌결정을 단히 외 인 경우에만

행하고 있다.201)

헌법재 소가 상법률의 헌조항이 분리될 수 있다고 보는 경우, 통령은

체로 세 가지의 방법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응하고 있다.첫째는,분리

될 수 있는 헌조항을 삭제하더라도 여 히 당해법률의 목 이 충족될 수 있

다고 단하면, 헌조항을 삭제한 상법률을 공포하는 방법이다.둘째는 헌

조항의 삭제에 의해 당해법률의 본질 내용이 소멸하게 된다고 단하는 경

우, 통령은 상법률을 공포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셋째,헌법재 소의 결정

을 고려한 새로운 법률을 채택하도록 하기 해서거나 는 시간을 벌기 하

여 통령은 헌법 제10조에 의한 법률안 재심의권을 행사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다.202)

Ⅱ.결정의 효과

헌법재 소의 결정에 한 효과는 헌법 제62조가 “헌으로 선언된 조항은

공포되거나 시행될 수 없다.헌법재 소의 결정에 하여는 더 이상 불복할 수

없다.헌법재 소의 결정은 모든 행정기 과 사법기 그리고 공권력을 기속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명확히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헌법재 소법 제47조에서는 헌결정의 효력에 하여 기속력만

명문으로 정하고 있으며,불가쟁력과 기 력과 같은 확정력은 민사소송법의

용과 헌법재 소의 례에 의해 인정받고 있는 을 고려하면, 랑스의 입법

례가 더욱 명확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00)1985.11.7.법률명령 제22조에 의하면,이 경우 당해 법률은 공포될 수 없다.

국유화 (Nationalisation)에 한 1982.1.16결정 제2조에서는 “제6조,제18조

그리고 제32조는 …… 이 법률 체와 분리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01)H.Roussillon,op.cit.,p.44

202)1958.11.7.법률명령 제23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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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확정력

헌법재 소의 결정문은 당해 사건의 헌법 논 과 내용에 따라 분량에 있

어 상당한 차이가 있으나,결정문 형식은 “헌법재 소는 …를 근거규범으로 하

여 … 이러한 이유로 결정한다(decide)”라는 단일 문장형식을 취하고 있다.주

문은 “결정한다”라는 동사 이후에 조문의 형식으로 기술되어지며,주문의 조문

은 부 헌(합헌) 는 일부 헌(합헌)에 따라서 한 개의 조문 는 두 개의

조문으로 기술되고 있다.주문의 마지막 조문은 항상 “본 결정은 보에 게재

된다”로 마치고 있다.

헌법재 소의 결정문 주문에 하여 실질 확정력인 기 력이 헌법 제

62조 제1항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나,결정문 결정이유에

하여도 기 력이 발생하는가라는 에 하여는 견해가 일치되고 있지 아니하

다.그러나 헌법재 소가 1962년 1월 16일 결정에 의하여 확립하 으며 1992년

9월 2일 결정에 의하여 확인하고 있는 사법 통에 따라,기 력은 주문뿐만 아

니라 주문의 근거를 형성하는데 필요한 범 (soutieunécessaire)의 결정이유에

하여도 용된다고 보고 있다.203)

따라서 모든 결정 이유가 항상 기 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며,제기된 문제의

해결에 필요하지 않은 헌법재 소의 단순 의견에 해당하는 결정이유에 하여

는 기 력을 부여하고 있지 아니하다. 차 으로 장문화되고 있는 헌법재 소

의 결정문 형식에서 기 력이 부여되는 결정이유와 그 지 아니한 결정이유를

구분하는 것이 단히 어려운 난제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 할 수 있다.204)

헌법재 소의 결정에 하여는 실질 확정력뿐만 아니라 헌법 제62조 제2

항 제1문에 의하여 형식 확정력인 불가쟁력이 부여되어 있다.즉,헌법재 소

의 결정에 하여는 더 이상 불복할 수 없다.205)

203)H.Roussillon,op.cit.,p.46

204)국가원수의 형사상 책임에 하여 헌법재 소가 견해를 표명하 던 1999.1.

22.헌법재 소 결정의 경우에,이 과 련한 격렬한 논쟁이 제기된 바 있다.

205)우리나라의 헌법재 소가 형식 확정력인 불가쟁력을 인정하고 있는 례

로는 헌재 92헌아1,1994.12.29결정,헌재 92헌아2,1994.12.29결정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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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속력

헌법 제62조 제2항 2문에서는 “헌법재 소의 결정은 모든 행정기 과 사법

기 그리고 공권력을 기속 한다”라고 규정하여,헌법재 소 결정에 한 기속

력을 부여하고 있다.

결정은 행정부와 행정기 뿐만 아니라 통령과 의회 역시 기속하며, 헌법

률은 공포될 수도 없으며 한 시행될 수도 없다.그러나,헌법에 불합치하는

헌법률이라 할지라도 행정부가 이를 반드시 제정하고자 한다면,입법 차가

종료되기 이 에 헌법의 련규정을 개정함으로써,행정부의 목 을 철할 수

있다.이러한 사례에 속하는 경우가 네 차례 있었으며,그 표 인 것이 마스

트리히트 조약법률과 암스테르담 조약법률의 헌결정에 한 헌법개정을 들

수 있다.헌법재 소는 주권자가 아니므로 국정에 한 최종 결정권자라고

볼 수 없으며,헌법개정권자의 의사에는 복종하여야 하기 때문이다.206)

헌법재 소의 결정은 모든 법원에 하여도 기속력을 가지며,따라서

최고행정재 소(Conseild'Etat)와 법원(Courdecassation)도 기속한다.

최고행정재 소와 법원은 헌법재 소 제도 시행 기에는 헌법재 소의

례에 기속되는 것에 하여 상당한 거부반응을 보 던 것이 사실이지

만207),오늘날 이러한 거부반응은 찾아볼 수 없으며 양 법원 모두

헌법재 소 결정의 기속력을 인정하고 있다.

9  결

규범의 형성･집행･통제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기 로 하고 있는 입헌주의

와 법치주의의 이론 배경이 되는 것이며,이들 규범이 구에 의해 어떠한

방법과 차에 따라 형성･집행･통제되는지의 여부는 법치주의의 지표가 되며

국민 기본권 보장의 주소가 된다고 할 수 있다.

랑스가 헌법개정을 통하여 선결문제 합헌성통제(QPC)의 형식으로 사후

206)헌법재 소의 결정도 국민투표나 헌법제정권의 행사에 하여서는 기속력을

가질 수 없다(P.Avril,J.Gicquel,op.cit.,p101).

207)특히 최고행정재 소가 거부반응을 노골 으로 표 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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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범통제제도를 도입한 것은 법률에 한 법 안정성과 국민 표기 인 의회

의 민주 정당성에 한 신뢰와 존 이라는 헌법이론 측면과 국민 기본권

의 실효 보장이라는 헌법규범 측면의 균형 을 발견하고자 한 결과라 볼

수 있다.종래 헌법 이념과 논리에 비 을 둠으로써 정작 구 하여야 할 국민

기본권 보장이라는 면이 다소 도외시 되어 온 것이 사실이라고 볼 수 있기 때

문이다.

월권소송이나 취소소송 등의 행정소송에서 용 법률의 헌성으로 인하여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구제할 수 있는 차 ･제도 방법이 없었으며,형사

소송이나 민사소송과 같은 일반 소송의 경우에도 헌법 규범 면에서의 기본

권 보장 측면이 부실하 던 것이 사실이라 하겠다.최고행정재 소나 법원

의 제청에 의한 헌법률심 형 헌법소원심 을 헌법재 소에 부여한 것은 기

본권 보장이라는 면에서의 새로운 자탑을 마련한 것이라 볼 수 있다.민사･

형사･행정 등의 소송을 통하여 국민의 권리구제를 한 최고사법기 으로서

의 헌법 소명을 충실히 수행하여 온 랑스 최고행정재 소와 법원이 이

제부터는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 보장을 한 시 요청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랑스 최고행정재 소, 법원 그리고 헌법재 소의 주에 의한 사후

규범통제가 랑스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새로운 기본권 역의 확보에

환 이 될 것으로 본다.

랑스 국민의 헌법 권리보호라는 측면에서 선결문제 합헌성 통제는 가히

명 환이라 할 수 있겠으나,아직까지는 보 단계에 있으므로 례의

축 과 이론 개를 통한 치 한 분석과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따라

서 재로서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선결문제에 한 연구와 병행하여

랑스 헌법재 소의 권한 선거쟁송심 권과 의견제출권에도 지속 인

심을 가지고 연구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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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장 미  헌법재 도 립의 

역사 ･사상  경,   실태분

1  

미국은 분권형 헌법재 국가로서 각 법원이 모두 헌법률심 권을 행사

하게 된다.헌법이나 법률에 의한 명문의 규정이 없이 례를 통하여 최종 인

헌법재 권을 연방 법원이 보유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역사 통과 그 성립

배경에 하여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일반 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바는

1803년 Marbury사건을 통해 헌법재 제도가 성립하 다는 것인데 사실 헌법

재 제도의 기원은 동 사건을 계기로 표면화된 것일 뿐 그 이면에는 꾸 히

헌법재 제도의 당 성에 한 논의가 있어왔다는 것을 본 연구는 보여주고

있다. 한 헌법재 제도가 미국 연방 법원의 Marbury사건을 통해 그 제

된 많은 논의를 응축하 다고 하지만,마샬 법원장의 정당화 논거는 상당부분

취약한 부분이 있어,헌법재 권의 정당성 논란이 지 껏 제기되고 있기 때문

에 이러한 에 한 집 고찰이 본 연구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나아가 미국의 헌법재 제도는 분권형이라는 특징 때문에 법의 통일성을 지

키기 해 소 선례구속성의 원칙(staredecisis)이 채택되어 있는 반면, 륙

법체계의 부분의 국가는 선례구속성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각 법원에 헌법재 권을 부여하게 되어 헌법의 해석에 한 난맥상이 나타

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체계상의 차이를 고려하여 단일한 헌법재

기 을 설치하는 집 형을 취하게 된다.이러한 집 형 헌법재 국가와 분권형

헌법재 국가의 존재는 어떠한 형식의 헌법재 이 법체계의 통일성 유지와 헌

법의 최고규범성 유지의 에서 유리한가라는 에 해 각국의 법체계를

고려하여 이에 순응하여 결정되고 있다는 을 보여주고 있는 을 지 하고

자 한다.

더욱이 특히 연방 법원의 경우 헌법재 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실천 인 문

제로 첫째로,일반 법원인 각 법원과 연방 법원이 헌법률심 권을 행사하

기 때문에 분쟁의 구체 계속이 당연한 헌법재 권의 제가 된다는 특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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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것이다.그 기 때문에 구체 인 사건성과 분쟁성이 헌법재 의 제가

되고 있음에 해 심도 있게 살펴보고자 한다.이런 에서 독일 등에서 채

택하고 있는 추상 인 규범통제제도와 같은 것은 미국에서는 도입 불가능한

제도라고 하는 을 강조하고 싶다.둘째로,미국 연방 법원은 헌법재 기 이

긴 하지만 모든 헌법 인 쟁 에 해 아우르는 헌법재 권을 행사하기 보다

는 가 이면 헌법 인 쟁 을 건드리지 않고도 법률 인 차원에서 문제가

해결될 때는 그러한 방식을 채택하려는 경향이 있는바 이를 헌법 쟁 의 회

피의무라는 행으로 부른다.이는 크게는 사법자제 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논의를 살펴보고 나아가 소송 차 에서 헌법사건에 한

사법자제 통제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이는 연방 법원의 할권과 련성이

있다.이러한 은 먼 일반 으로 고유 할권과 상소심 할권을 포함한 연

방 법원의 할권에 한 내용을 구체 으로 살펴본 후에 사건이송명령제도

를 통해 법원의 재량으로 심 의 상이 되는 사건을 결정하게 된다는 특색

을 통해 명백해진다고 볼 수 있다.

끝으로 미국 연방 법원의 례는 헌법재 권(ConstitutionalReview)

혹은 헌법률심사권(JudicialReview)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연방 헌법

의 의미내용을 구체 으로 선언하는 요한 역할을 담당해왔다는 을 살펴보

기로 한다.이러한 연방 법원의 기능을 통하여 미국에서는 노 의 해방,정치

문제의 회피,선거권의 의미,언론의 자유,종교의 자유,인종 인 차별의

지,사생활권의 근본 인 권리(fundamentalrights)로서의 고양 등과 련한 수

많은 헌법상의 쟁 들을 해결함으로써 정치,경제 사회 에서의 헌법

의 의미를 명확히 하여 사회구성원의 통합을 도모하여 건강한 사회를 형성해

나가는데 지 한 공헌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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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립 경

Ⅰ.Marburyv.Madison이 의 헌법재 의 등장

Marbury사건 이 의 헌법재 의 기원에 해 압축 으로 말하자면 1610년

의 Bonham'sCase에서 Coke경은 부수의견(dictum)을 통해,보통법상의 권리

나 조리에 배되는 의회제정법의 유효성은 부정되어야 한다고 설시한 바 있

고 미국 독립 명 후 해 톤은 의회에 해 매우 회의 이 태도를 보이며 헌

법재 권이 미연방 법원에 부여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가 있다는 을 들

수 있다.이하에서는 구체 인 내용에 해 살펴보기로 한다.

미국 연방 법원장 존 마샬(JohnMarshall)이 Marburyv.Madison 결을

통하여 의회제정법률이 헌법에 반되는 경우에 무효를 선언할 수 있는 권한

을 연방 법원이 최종 으로 가지게 된다는 요한 선언을 하기 부터 이미

미국인들 사이에서는 헌법재 의 허용에 한 씨앗이 뿌려져 있었다.이러한

에서 Marbury 결 이 시기에 일어난 헌법재 의 핵심으로 변모된 역사

이고 정치 인 배경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즉,1776년 독립선언문에 서

명이 이루어질 때와 1787년 헌법의 틀이 만들어졌을 때 사이에 일어났던 일련

의 사건들이 사법부의 권한으로서 헌법률에 한 심사권한이 등장하게 된

배경에 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마샬에 의한 례가 나오기 ,해 턴

은 연방주의자 논집(FederalistPaper)제78번에서 “가장 덜 험한 부처(least

dangerousbranch)”로서 연방 법원에 헌법률심사권이 부여되어야 한다는

고려를 이미 하고 있었다.208)나아가,미국 연방헌법상에는 미국헌정사에 있어

서 매우 특징 인 사실인 헌법재 혹은 헌법률심사에 한 어떠한 언 도

없지만,연방헌법 제6조 제2항의 최고법조항209)이 사건성과 분쟁성에 한 헌

208)AlexanderHamilton,TheFederalistPapers,No.78,1789,(New York:

New YorkBantam Books,1982),atpp.392-399.

209)"ThisConstitution,andtheLaw oftheUnitedStateswhichshallbe

madeinPursuancethereof;andallTreatiesmade,orwhichshallbemade,

undertheAuthorityoftheUnitedStates,shallbethesupremeLaw ofthe

Land;andtheJudgesineveryStateshallbeboundthereby,anyThing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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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조 제2항 제1 210)과 연결되어 이러한 심사권에 한 헌법상의 보장을

제공하고 있다는 이 주장되어 질 수 있다.이러한 조항들 하에서 헌법에서

직 으로 연원한 연방의회제정법의 유효성은 헌법을 참조하여 심사되는 것

이다.211)이미 에서 본바와 같이, 헌법률심사의 기원은 연방헌법이나 혹은

그 어떤 미연방 각 주의 헌법보다 오래된 것이라고 주장된다.212)그것은 보통

법상의 원칙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데,이는 근본 인 것으로 간주되기 때

문에 “의회조차 바꿀 수 없는”상 의 법(higherlaw)에 부합해야 한다는 원칙

을 말한다.213)다시 말하자면 헌법률심사권은 보넴사건(Bonham'sCase)에서

에드워드 코크경이 내린 결에 소 할 수 있다는 것이다.이 사건은 국의

보통법상의 소청법정(England'sCourtofCommonPleas)의 사건으로 여기서

그는 국 보통법의 최고성을 주장하고 의회의 우선특권(prerogatives)도 보통

법으로부터 기원하며 따라서 그러한 보통법상의 선례에 의해서 제한된다고 설

시하 다.214)닥터 보넴은 왕립의사 회의 면허 없이 의료행 를 하 다는 이

유로 기소되었고 왕립의사 회규정 반 의로 재 되어 벌 에 처해지고 구

되었다.의회는 런던에서 의료행 를 하는 것에 한 규제권한을 왕립의료

회에 속 인 권한으로 부여하 다.사실 닥터 보넴의 벌 부과의 근거가 된

의료 회의 규정은 의회제정법에 의해 이미 유효성이 뒷받침 되었다.닥터 보

넴은 왕립의료 회를 상 로 불법구 에 한 소송을 제기하 고,코크경은 닥

theConstitutionorLaw ofanyStatetotheContrarynotwithstanding."

PocketGuidetotheConstitutionoftheUnitedStates,Westlaw.

210)"ThejudicialPowershallextendtoallCases,inLaw Equity,arising

underthisConstitution,LawsoftheUnitedStates,andTreatiesmade,or

which shallbemade,undertheirAuthority;- to allCasesaffecting

Ambassadors,otherpublic Ministers and Consuls;- to allCases of

admiraltyandmaritimeJurisdiction;"ibid.

211) Edward S.Corwin,The Constitution and WhatItMeans Today,

(RevisedbyHaroldW.ChaseandCraigR.Ducat),(New Jersey:Princeton

UniversityPress,1978),p.221.

212)Ibid.

213)Ibid

214)8 Coke's Reports,107 (1610)참조.William E.Nelson,Marbury v.

Madison TheOriginsandLegacyofJudicialReview (UniversityofPress

ofKansas,2000),p.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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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보넴을 지지하는 결을 하 는바,의회는 “자신은 스스로의 사건의 이

되지 못한다”는 보통법상의 언을 반하 다는 것을 근거로 하 다.215)코크

경은 부수의견에서 “많은 사건에서 보통법은 의회제정법을 통제하고 경우에 따

라서는 그것을 면 으로 무효로 만들 수 있다:의회제정법이 보통법상의 권

리나,조리에 반하거나,집행될 수 없을 때,보통법은 그 법을 통제하여 무효와

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설시하 다.216)

코 (Corwin)의 견해에 따르면,“이러한 사상은 우선 미국인에게 명으로

이르게 된 혼란 속에서 의회의 요구에 항하여 활용 가능한 무기를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 다.217) 그러나 이 부수의견은 어느 정도는 불명확한 부

분이 있다.왜냐하면 코크경이 의회제정법률이 “보통법상의 권리”에 반하

기 때문에 그것을 무효화시킨 것인지 아니면 의회제정법률이 그것이 규율한

조건에 합치되도록 실행될 수 없어서 왕립의료 회가 요구하는 방법으로 용

하는 것을 거부한 것인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넬슨(Nelson)교수는 자의

근방식이 헌법률심사와 유사하고 후자를 법률의 해석과 유사한 것으로 해

석한다.218)여하튼 보넴사건 이후의 국의 례법은 법률의 해석의 사

례로 보고 있다.특별히 블랙스톤은 “ 국법의 주석서(Commentarieson

theLawsofEngland)”219)에서 의회는 최고의 권 를 가지며 따라서

법 들이 의회입법을 보통법상의 권리에 반된다고 단하여 무효화

하거나 그 용을 거부할 수 없는 것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한 바

있다.220)하지만 1760년 의 미국인들은 “의회의 최고성(Parliamentary

supremacy)”에 한 “블랙스톤주의(Blackstonian)”식221)이해를 받아들

이길 꺼려했다. 따라서 이러한 어함이 1761년 Paxtonv.Gary사

건222)에서 메사추세츠주 변호사인 제임스 오티스(JamesOtisJr.)에 의

215)Nelson,supranote35쪽 Corwin,supranotep.221.

216)Corwin,상게서 8Coke'sReports,supranote pp.117-18.

217)Corwin,상게서.

218)Nelson, 게서.

219)Oxford:Clarendonpress,1765-1769

220)Nelson,supranote,p.35.

221) Robert Lowry Clinton,Marbury v.Madison and JudicialReview,

(Kansas:UniversityPressofKansas,1989),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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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1760년 에 있어서 “ 요한 논쟁(importantarguments)”을 불러일으

켰다.223) 여기서 요한 쟁 은,“의회제정법이 허락한 바에 따라 메사추세츠

주 최고법원이 세 공무원으로 하여 의회가 제정한 세법을 집행할 권한을

세 공무원에게 부여하는 장을 지원하기 하여 직무집행명령장(writsof

assistance)을 발부할 수 있는가 다.”224)제임스 오티스는 세 수색이 메사추

세츠주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믿었고,보넴사건을 비롯하여 여러 가

지 주장들을 제기했고 더불어 “의회제정법에 해서 말하자면,헌법에 반하는

법은 무효이다:자연 인 형평(naturalEquity)에 반하는 법도 무효이다:그리고

만일 청원장에 들어있는 바로 그러한 단어들로서 의회제정법이 만들어져야 한

다면 그 한 무효이다.법원은 그러한 법을 폐기해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하

다.225)어 든 Paxtonv.Gray와 이를 통한 Bonham의 두 개의 사건은 독립

쟁 이후의 시기에 있어서는 매우 막연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그리고 그

사건들은 1780년 의 어도 몇몇 미국의 변호사들에게는 명쾌한 헌법재

혹은 헌법률심사에 한 요청과 의회주권이라는 지배 인 원칙에 한 도

으로 여겨졌다.게다가 1765년 메사추세츠의 국 주지사는 본국 정부에 해

우편법(theStampAct)은 마그나 카르타와 국민의 자연권에 반한다는 주된

주장을 편지로 보냈고,그러므로 코크경의 견해에 따른다면 그것은 구속력이

없으며 무효(nullandavoid)라고 하 다.226) 한 독립선언의 날에 리암

쿠싱 사는 메사추세츠 배심원단에게 의회의 특정법률들이 무효이며 집행 불

222)“마샬이 Marburyv.Madison사건에서 그의 견해를 피력하기 에 이 나라의 다른

이들은 벌써 그러한 이러한 이론을 생각하고 있었다.제임스 오티스는 Paxtonv.Gary

사건에서 헌법에 반되는 법은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그것이 이 나라에서 헌법률심

사권을 수립하지 못한 것은 1761년 Paxtonv.Gary사건이 문제가 되었을 때가 자유

의 아들들(theSonsofLiberty)이 항구에 차를 던져버리겠다는 생각을 하기 이었

기 때문이다.”이러한 사상들의 발 으로 이어진 다른 명 사건은 Robinv.

Hardaway인데,여기서 버지니아의 출 한 변호사 Mason은 “노 무역자에게 원주민

의 자녀들을 거래할 권리를 부여하는 법은 그들의 자연권을 침해하는 것이다”라고 주

장하 다.Kellyn Hargett at http://www.arches.uga.edu/ ～mgagnon/students/

4070/04SP4070-Hargett.htm.

223)Nelson,supranote,p.36.

224)Nelson,supranote,p.36.

225)Nelson,supranote.

226)Corwin,supranote,p.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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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한 것(voidandinoperative)이기 때문에 무시하라는 설명(charge)을 하 고

이 게 한 것에 해 존 아담스에 의해 축하격려를 받았다.227)결과 으로,그

들은 모두 의심의 여지없이 헌법재 혹은 헌법률심사의 요청에 가

까운 주장들이 제기된 1780년 일련의 주(州)법원의 사건들이 발생하도록 도

운 것이다.228)

한편 의회제정법률을 부정하는 이념 포섭은 이미 명 이후의 시기의 미

국인들의 마음에 뿌리내리기 시작했다.넬슨 교수가 히도 지 한 바와 같

이,“1780년 의 출 한 변호사이자 훗날 재무장 이었던 알 산더 해 턴이

그랬던 것과 유사하게 뉴 지의 살렘 거주민들(theresidentsofSalem)은 사회

정의의 원한 원칙들을 믿으면서 정의의 원칙에 근거하지 않고 권력의 힘

(RightofSword)에 의존하기 때문에 의회가 법률을 제정하겠다는 권력과 의

지를 가졌다는 이유 외에는 어떠한 이유도 주어질 수 없는 그러한 법률에 반

하 다.”229) 다른 한편으로는,넬슨 교수는 헌법제정의회(TheConstitutional

Convention)의 시기에 주(州)입법을 부인하는 의회의 권한에 해 옹호하는

출 한 변인으로 제임스 메디슨을 지명한다.제임스 메디슨은 명군 사령

이자 통령이 된 조지 워싱턴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미국은 어떤 면에서

이해 계에서 월 인 심 이 필요한데 이것은 연방국내에서의 서로 다른

열정과 이해 계를 두고 발생하는 분쟁을 통제할 수 있기 함이라고 하 다.

메디슨은 법원이 아닌 입법부가 근본 인 법의 원칙을 수호해야만 한다고 주

장하 다.입법부뿐만 아니라 법원도 그러한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해 턴과는 이 에서 입장을 달리했다.아이러니하게도,제임스 메디슨은

국무장 으로서 리엄 마베리의 임명장을 포함하여 송달되지 못한 치안 사

임명장의 발송보류행 를 통해서 결과론 으로 법원의 헌법률심 권의 개념

을 낳게 만들었다.

그러나,1780년 에 법원은 여 히 일반 으로 행정부의 이해 계 립 인

부분기 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그 시기에 요한 쟁 은 입법부,행정부 혹

227)Corwin,supranote,p.222.

228)Nelson,supranote,p.36.

229)Nelson,ibidp.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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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사법부가 근본 인 권리의 기 에 법이 부합하는지 여부에 한 보장을 행

하는지 여부가 아니라 여하튼 어떠한 기 이라도 그러한 기능을 수행해야 하

느냐의 여부 다.더군다나 그 시기에 때때로 입법부는 그러한 근본 인 기

들을 보호하는데 실패했다는 비 을 받고 있었다.그러므로 컨 ,연방헌법을

인 한 1787-88년의 버지니아 컨벤션에서는 다음과 같은 취지의 주장들이 제

기되었다:“법은 불변의 원칙을 따라야한다”는 것으로 이는 고속도로상의 강도

행 에 하여 명료하지 않은 사고보고서보다 정확한 어떤 증거 없이, 한 고

소인과 증인들과의 면 없이,나아가 범죄자 자신을 한 증거에 한 요구를

할 수 있는 특권을 인정함이 없이 사형의 형벌을 부과하는 버지니아 주

(州)법에 한 반발로 주장된 것이었다.그리고 그러한 주장들은 새로

운 연방헌법이 근본 인 원칙에 반하는 그 어떠한 입법에 해서도

무효를 선언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 것이었다.그러나 한 언제 그

리고 왜 헌법재 권 혹은 헌법률심사권이 1780년 와 1860년 사이

의 미국헌정사에서 도 받지 않는 도그마로서 자리 잡게 되었느냐의 질

문에 해 충분한 답을 얻지 못하 는데,이는 법 들이 연방의회제

정법에 하여 오직 두 경우에만 무효화시켰기 때문이다.230)그러는 동

안 각 주의 헌법에 근거하여 주(州)입법에 한 유효성 여부를 주(州)법원

사건들이 단함으로써 1820년 헌법률심사권의 원칙이 일반 으로 수용되

게 된 이유를 제시하는 유력한 근거들이 되었다.

흥미롭게도 미국 연방헌법 제3조는 결코 명시 으로 연방 법원에 연방이나

주의 법률에 하여 헌여부를 심사하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한

편으로는,이러한 헌법상의 침묵은 헌법제정권자들 사이에 법원이 헌법재 권

을 행사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에 한 일반 인 이해를 반 한 것이기 때문

에 굳이 헌법에 이를 명문화할 필요가 없었다는 이 가정될 수도 있다.231)

230)William E.Nelson,Changing Conceptions ofJudicialReview:The

EvolutionofConstitutionalTheoryintheStates,1790-1860,Universityof

Pennsylvania Law Review,Vol.120,1971-72,at1169.,in Mabury v.

MadisonandinDredScott.

231)Chemerinsky,supranote,at37.E.g.,RaoulBerger,Congressv.The

SupremeCourt(1969)(arguingthatjudicialreview wasinten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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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한편,침묵은 헌법을 기 할 때 이러한 쟁 을 고려하는데 실패한 것을

잘 드러내고 있든지 아니면 법원이 그러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는 가정을 드러낸 것이라고 하는 주장도 제기될 수 있다.232) 례를

더욱 요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헌법제정권자들 측에서 연방 법원에

그러한 권한을 부여하려는 그 어떤 분명한 계획도 부재했다는 이다.

사실,제헌의회(theConstitutionalConvention)에서 통령과 연방사법

부로 구성되는 심사 원회(CouncilofRevision)를 창안하려는 제안들이

있었다.이 원회는 모든 연방입법에 하여 그것이 효력을 발생하기

에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것이었다.그러나 그러한 제안들은

제기될 때마다 “사법부가 직 법을 만드는 차에 여하는 것은 바람

직하지 않다”는 주장들을 제기한 반 론자들에 의해 번번이 폐기되었

다.반면에,1787년 여름동안 필라델피아에서 헌법을 기 하는 컨벤션은

연방 법원이 연방헌법에 반하는 주법들을 무효화시키는 권한을 가지게

됨에 하여 의문의 여지가 없도록 하 다.그리고 연방의회는 1789년

법원조직법에서 연방헌법에 근거한 주장들을 거부한 주법원의 결들에

한 항소를 받아들이는 권한을 연방 법원의 할권으로 규정하도록

결정한 필라델피아 컨벤션의 결정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 다.하지만

연방의회에서 통과한 법을 심사하는 연방 법원의 권한은 결정되지 못

한 상태로 남게 되었다.연방 법원이 이러한 권한을 행사하는 가능성에

해서는 제헌의회에서 논의가 제기되었고 헌법인 논쟁의 과정에서 이

러한 이 토의되었을 뿐만 아니라 몇몇 주(州)법원은 그들의 주(州)의

입법에 하여 유사한 심사권한을 주장한 바가 있었다.그러나 여 히

1787년과 1788년 사이에 헌법률심사권은 논란의 상이었고,그러한

논란을 종식시키기 한 연방헌법상의 채택과 련한 부분에 해서는

더 이상의 노력은 이루어지지 않았다.헌법제정권자들은 이 부분의 해

결을 미래에 맡겼고,약 15년 후에 Marburyv.Madison사건을 통해

그 문제가 해결된 것이다.

232)Chemerinskyibide.g.,William Crosskey,PoliticsandtheConstitution

1008-1046(1953)(arguingthatjudicialreview wasnotinten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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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연방 법원장JohnMarshall과 Marburyv.Madison

1. 서설

1803년 법원장 존 마샬의 결에서 연방 법원은 최 로 소 분권형 헌

법재 이라 불리는 의회제정법의 헌법합치여부에 한 심사권한을 보유하게

되었다.이러한 분권형 헌법재 이 하나의 결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결을

구체 으로 살펴보는 것이 의미 있는 일이다.

과히 명 인 사건은 Marburyv.Madison사건을 통하여 연방 법원이 그

자신에게 의회제정법 다른 국가기 의 행 에 한 헌법합치여부에 한

권한을 부여하 다는 것이다.233) 세계에 례가 없는 이 결은 연방 법원

을 헌법이 어떻게 해석되어야 하는지에 한 최종 인 해석자로 만들었다.마

샬은 이러한 결론에 이르기 해 노고를 아끼지 않았다.1789년의 법원조직법

제13조의 문구234)그 자체는 마베리의 소송이 마치 동법 제13조에 근거하여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면서도 동법이 연방 법원의 고유 할권을 규정한 연방

헌법 제3조235)의 규정에 반하여 헌이라는 주장을 하기에 만들었다.마베리

233)AlanM.Dershowitz,SupremeInjusticeHow theHighCourtHijacked

Election2000(OxfordUniversityPress,2001),at17.

234)TheJudiciaryAct,Section13:Theacttoestablishthejudicialcourtsof

the United States authorizes the Supreme Court"to issue writs of

mandamus,incaseswarrantedbytheprinciplesandusagesoflaw,toany

courtsappointed,orpersonsholding office,undertheauthority ofthe

UnitedStates."

235)ArticleIIIoftheU.S.Constitution,Section2:[1]ThejudicialPower

shallextend to allCases,in Law and Equity,arising under this

Constitution,theLaw oftheUnitedStates,andTreatisemade,orwhich

shall be made, under their Authority; - to all Cases affecting

Ambassadors,otherpublic Ministers and Consuls;- to allCases of

admiralty and maritime Jurisdiction;- to Controversies to which the

UnitedStatesshallbeaParty;-toControversiesbetweentwoormore

States;- between a Stateand Citizens ofanotherState;- between

CitizensofdifferentStates;-betweenCitizensofthesameStateclaiming

LandsunderGrantsofdifferentStates,and between a State,orthe

Citizensthereof,andforeignStates,CitizensorSubjects.[2]InallCases

affectingAmbassadors,otherpublicMinistersandConsuls,andthosein



- 194 -

의 소송은 할권의 결여로 말미암아 기각되었다.그럼에도 불구하고,마샬의

결은 그의 빛나는 개념포섭을 통해 새로운 통령 토마스 제퍼슨을 그가 무

시하려고 했었던 연방 법원의 명령의 발부를 하지 않았으므로 마베리의 확정

인 임명장에 한 권한을 침해한 사람으로 만들어 버렸다.정말로 연방 법

원장 마샬의 결은 연방 법원의 연방주의자들과 통령인 토마스 제퍼슨 그

리고 의회의 다수 인 공화주의자간의 직 인 충돌을 피하기 한 목 으로

정교하게 꾸며진 것이다.연방 법원장 마샬은 법의 지배를 지지하면서도 연

방주의자들을 배제하고 제퍼슨의 공화주의자들을 들이는 선거에 의한 명에

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도록 하 을 뿐만 아니라 당시의 사법부와 최고법원

의 독립을 수호하 다고 할 것이다.

2. Marbury v. Madison 사건

가.Marburyv.Madison사건의 시간 순서에 따른 사실 계와

Marshall의 입장

1800년 연방주의자들과 그들의 지지하는 후보자인 존 아담스 통령은 토마스

제퍼슨에의해 선거에서 패배하 다.의회와 통령선거에서패배한연방주의

자의 의회는 논쟁거리가 된 법원조직법을 통과시켜 42명의 치안 사직을 포함

하여 58개의 새로운 사직을 신설하 고 그들은 아담스 통령에 의해 임명

될 정이었다.집무실을 떠나기 ,아담스 통령은 새로이 창설된 사직에

일단의연방주의자들을임명할기회를 가질수있었다.그와 동시에그는국무

장 존 마샬을 미국 연방 법원장으로 임명하 다.국무장 으로서의 마샬의

마지막 직무는 새로이 임명된 치안 사들에 한 임명장을 송부하는 것이었기

때문에,1801년3월3일자정에치안 사들에 한 임명장에공식직인을첩부

하 다.그러나부주의로4개의임명장을송부하는데실패했고그 의하나가

which a State shallbeParty,theSupremeCourtshallhave original

Jurisdiction.InalltheotherCasesbeforementioned,theSupremeCourt

shallhaveappellateJurisdiction,both astoLaw and Fact,with such

Exceptions,andundersuchRegulationsastheCongressshallm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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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사실관계의 흐름

1800 1800년 거에  공 주  압승.

31 Jan. 1801 러나가는 상원에 해 마샬  새 운 원  .

13 Feb. 1801 
연 주 들  는 16  새 운 순 사직  신 하
고 래 연   순 결  책  거하는 순
원  함.

27 Feb. 1801 42  안 사직  신 하는 컬럼비아 특별  직  통과.

2-3 Mar. 1801
아담스 통  지 들   개  에 거 직 에 

는 것  상원  함.

The night 

3 Mar. 1801

  마샬  들  에 미합  직  
첩 함.

Midnight 

3 Mar. 1801
4개   아직 지 않 (  하나가 마 리  것).

21 Dec. 1801
마 리는 슨  상  안 사   청 하

 한  1789년 원 직  13 에 근거하여 주
원 나 하 심 원  아닌 연  원에 함.

3 Mar. 1802

새 통  슨  에 해 공 주 들  지 하고 
는 연 는 1801년  순 원  폐지함 ,  

심야 사  리는 직  거함(1년  아담스 통 에 
해 채워진 16개  순 원 사직).

April, 1802

순 원  폐지  채택  지 한 달 후 연 는 연
원  1802년 6월과 1802년 12월  를 폐지하고 래

 2월 를 복 하 나 8월  날 는 복 하지 
않 . 그 에 연  원  1801년 12월  1803년 2월

지 가 지 었 .

9 Feb. 1803
1801년 12월 청 근거를 보여주는  슨 에
게 었 나 마 리 사건  연  원  1803년 9월에 
다시 열리  지 심 지 않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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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베리의 것이었다.그 다음날 토마스 제퍼슨은 백악 에 당도했다.그는 이러

한 사들의 권한이 시작되는 것에 비 이었고,연방주의자들이 새로운 사

에 임명된 것에 해 불쾌해 했기 때문에 새로운 국무장 제임스 메디슨에게,

마베리의 것을 포함하여 아직 송달되지 않은 42개의 임명장 17개의 임명장

에 해 송달 지명령을 내렸다.1789년 법원조직법 제13조에 의거하여 마베리

는 직무집행 장을 법원에 소구하여 메디슨에게 그의 임명장을 송달토록 요

청하 다.

그러므로 마샬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만일 그가 임명장의

송달을 명하고 메디슨을 통하여 제퍼슨 통령이 이러한 명령의 이행을 거

하 다면,그에 해 연방 법원이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었을 것이다.그러

면 오히려 연방 법원의 권한은 약화되었을 것이고 이러한 일을 제퍼슨은 기

뻐했을 노릇이었다.그러는 신에 마샬은 마베리의 소송이 근거했던 법원조직

법의 일부를 헌법에 반된다고 결함으로써 법원의 헌법률심사권을 주장

하게 된 것이다.236)마샬의 주된 심사는 어떻게 하면 연방 법원이 정치

인 단을 행함이 없이 따라서 정치에 연루되지 않으면서 마베리 사건을 종결

지을까하는 것이었다.그의 략에 따라,그는 특이한 결의 순서를 취했고,

그에 따라 한 어려움을 회피할 수 있었다.즉,먼 물러가는 아담스 통

령에 의해 서명되고 국무장 마샬에 의해 직인이 첩부되었을 때,마베리에

한 임명장은 확정 인 권리가 되어 동 임명장에 한 청구권한이 있는지의 실

체 인 문제를 먼 심 하 다.그리고 그는 할권의 문제로 옮겨가서 연방

법원은 연방의회가 1789년 법원조직법 제13조를 통하여 연방 헌법 제3조가

규정하고 있는 연방 법원의 고유 할권의 범 를 넘어 직무집행 장에 한

236)보다 구체 으로는,메디슨 국무장 에게 마베리를 치안 사직에 앉히게 될

직무집행을 명하는 직무집행 장의 발부를 허락하게 되면 미국 연방 법원과 제

퍼슨행정부 사이에 립을 가져오게 되었을 것이며 이는 기껏해야 메디슨의 연

방 법원의 직무집행 장의 거부를 결과하게 되었거나 아니면 최악의 경우에 연

방 법원장 마샬에 한 탄핵소추와 후속 인 유죄결정에 의한 직무로부터의

면을 결과했을 것이다.따라서 마샬은 마베리가 청구한 직무집행 장을 거부할

방법을 찾아야만 했다.마샬은 법원의 고유 할권으로서 직무집행 장발부권

한을 부여한 1789년 법원조직법 제13조가 헌이라고 선언함으로써 그의 곤란한

처지를 잘 빠져나갔다.Nelson,supranote,p.63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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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부여하 다는 이유로 동 사건을 심 할 할권이 없다는 주장을 피력하

고 이것이 바로 법원의 헌법재 권이라 불리는 헌법률심 권을 낳게 된

근거가 된 것이다.237)

나.평가

의심의 여지없이,조지 워싱턴이 행정부가 채택해야 할 형태를 만드는데 기

여하 다면,마찬가지로제3 법원장,존마샬은법원이어떻게역할을수행

해야 하는지에 한 모양을 만들었다.워싱턴 통령과 그의 계승자들의 행정

부하에서,존 아담스는 오로지 지배정당인 연방주의자 정당구성원들로만 사법

부를충원했고,연방 헌법상의 규정에 따라,그들은 종신직을 보유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1800년 선거에서 반 당인 공화주의자들이 승리하 을 때,공화주의

자(Jeffersonian)들은 그들이 통령직과 의회를 통제하고 있음에 반하여 여

히연방주의자들이 사법부를 통제하고있음을 발견하 다.새행정부가 시행한

새로운 법들 의 하나가 새로운 사직을 창설한 1800년의 법원조직법의 폐

지 음은 정되어 있었던 것이다.비록 아담스 통령이 그의 임기가 끝나기

에 빈자리를 메우려고 시도했지만,상당부분의 임명장이 송달되지 못하 고,

그 의 하나인 리암 마베리가 제임스 메디슨 국무장 을 상 로 그의 임명

장의교부를강제하려했던것이다.

에서검토한 것처럼,새로운 법원장,존마샬은 만일 법원이마베리에

게 직무집행 장청구를 허용하게 된다면,제퍼슨의 행정부는 이를 무시하 을

것이고 이는 결국 법원의 권 를 하게 약화시켰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다

른한편,연방 법원이직무집행 장의청구를부인했다면, 법 들의불안감

에 의해 그 게 행동한 것으로 보 을 것이다.그 어느 경우도 헌법의 최고법

규성이라는기본원칙을 부인하는 결과가되었을것이다.마샬은이러한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기로 작정하 다.그러나 이러한 문제가 연방 법원의 헌법재

권을수립할 수 있게 하는 매개체를 발견하게 만든 것이다.사실,이상 인 사

건은 순회법원 폐지법에 의해 직 에서 해제된 순회법원 사가 소송을 하는

237)StanleyL.Paulson,ConstitutionalReview,supranote,pp.226-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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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었으나 그들 아무도 폐지법의 헌성에 해 심 청구를 하지 않았다.

결과론 으로 마샬은 1801년 이후 법원의 계류 인 사건으로부터 와 같

은 법원의 권능을 만들어 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그러므로 마샬은

나머지 법 들을 설득하여 1789년 법원조직법 제13조가 헌이라는 것을 설

득하 다.비록 연방 법원이 일 이 몇몇 법원조직법 제13조에 근거한 사건을

심 했었음에도,Maburyv.Madison사건을 심 하기 까지는 법원장 마샬

자신도 법원조직법 제13조의 유효성에 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었다.238)

결론 으로 Mabury사건의 요성은 연방 법원에 의한 몇몇 권한 포섭이

라고 할 수 있다.그 의 하나가 의회제정법이 만일 헌법에 의해 부여된 권한

을 유월한 것이라면 이를 헌으로 선언할 권한이며 이것이 바로 헌법재 권

혹은 헌법률심사권인 것이다.이러한 심사권은 훗날 “분권형”헌법재 권으

로 불리는데 이는 일반 소송을 담당하는 모든 법원이 그러한 권한을 갖기 때

문이다.한편 연방 법원은 헌법의 해석에 하여 최종 인 단권을 가지게

되었다.그와 같이 연방 법원은 이론상 정부 내에서 동등한 지 를 갖는 기

이 되었고,그 이후 그와 같은 역할을 수행 이다.

3. 헌법재판에 대한 John Marshall의 옹호론과 그 반대 주장들 

마샬 법원장은 부수 주장을 통하여 의회입법에 한 헌법재 권을 법원

에 부여하는 일 기를 마련하 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헌법은 통상 인 방법으로는 개정할 수 없는 최고의 법이거나,다른 법률처

럼 입법권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개정할 수 있는 법이거나 둘 의 하나인데,

만일 자가 진실이라면 헌법에 어 나는 법률은 법이 아니고,후자가 진실이

라면 무제한한 권력을 제한하려고 성문헌법을 만든 국민의 시도는 어리석은

일이다.”

보다 구체 으로,연방 법원장 마샬은 헌법재 권을 본질 으로 권력분립

의 원칙의 이념으로부터 도출하여 정당화하려 하 다.마베리 사건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선언하 다.“강조컨 법이 무엇인지를 말하는 것은 사법부의

238)AlbertJ.Beveridge,The LifeofJohn Marshall,(Boston:Houghton

Mifflin,1919),pp.10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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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이요 임무인 것이다.특정한 사건에 법을 용하려는 자는 필수 으로 그러

한 법을 심도 있게 헤치고 해석해야만 한다.만일 두 개의 법이 서로 충돌한

다면,법원은 그 각각의 작용에 해 단해야 한다.만일 어떠한 법이 헌법과

배치된다면 한 그 법과 헌법이 모두 특정한 사건에 용된다면 그래서 법원

이 그 사건이 법에 순응하는 것인지 아니면 법을 무시해야 하는지의 여부를

단해야만 한다면 법원은 이러한 상호 충돌하는 법 에서 어느 것이 사건을

규율해야 하는지 결정해야만 한다.이러한 것이 바로 사법부의 필수 인 임무

인 것이다.”239)

그의 견해에 따르면,법원이 일반 인 의회제정법의 헌법 합성에

한 심사권한을 가지게 되고,따라서 그러한 법의 집행이나 무효화에

한 단권한을 보유하게 된다.이러한 권한은 본질 으로 법을 해석하

고 용하는 사법부의 기능 인 역할인 것이다.비록 마샬의 주장이 연

방정부의 삼권분립 인 구조에 근거하고 있긴 하지만,연방의회의 권한

에 한 헌법상의 제한이 헌법의 감시자라고 하는 역할을 법원이 수행

할 수 있다는 면허장을 직 으로 의미하는 것이라는 개념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기에는 문제 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다시 말하자면,

마샬의 권력분립론 주장은 최고법인 헌법에 충돌하는 의회제정법을

무효화시키는 것을 포함하기 때문에 일반법의 해석･ 용에 한 통

인 법원의 역할을 확장하는 것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샬은 사법부

에 이러한 반다수주의 인 권한(counter-majoritarianpower)을 부여하

는데 있어 어떠한 이유도 제공하고 있지 않다.240)

그의 견해의 마지막 부분은,법철학 인 에서 법원의 헌법재 권의 정당

성을 찾고 있는 것인데,여기서 “헌법과 법률의 차이가 없다는 개념에 해 귀

류논법(reductioadabsurdum argument)241)을 인용하여 질 인 차별이 있음”

239)Marburyv.Madison,5U.S.137(1803),p.178.

240)JosephMichaelFarber,LiberalConstitutionalism andDemocraticReason:

A Justification of Judicial Review, Ph.D. Dissertation (Philadelphia:

UniversityofPennsylvania,2003),p.16.

241)"Itisa proposition too plain to becontested,thattheconstitution

controlsanylegislativeactrepugnanttoit;or,thatthelegislaturemay

altertheconstitutionbyanordinaryact.Betweenthesealternativest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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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옹호하고 있다.242)그리고 주장하기를 “확실히 성문의 헌법을 구성한 모든

사람들은 성문의 헌법이 일국의 근본 이고도 최고의 법을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 고,따라서 모든 정부가 수용해야 할 이론은 헌법에 반하는 의회제정

법이 무효라는 것이다”.그러나 마샬의 주장은 법원이 의회제정법에 한 헌

성여부를 결정할 최선의 기 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근거의 제공이 없

다.Paulson교수가 확하게 지 한 바와 같이,“만일 귀류논법의 략이 채용

된다면,헌법 합성의 쟁 에 해 법원이 단할 합성에 하여 논리 인

결론이 도출될 수 없다”는 것이다.사실,마샬의 주장이 연방 법원이 헌법재

권을 가진다는 에 하여 상당한 근거를 제공하고 있는데 실패하고 있다

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왜냐하면,“그는 시작부터 끝까지 귀류논법에 집

착하고 있기 때문이다.”243)만일 마샬이 여기서 문제되는 한 비 을 제

로 음미했더라면,의회제정법의 헌성심사에 한 법원의 권한을 정당화하는

데 필요한 주장들을 인용하는데 보다 나은 입장을 취할 수 있었을 것이다.

마샬은 그 기 때문에 헌법재 권을 지지하는 좀 더 다른 문구상의 주장들

을 피력하고 있다.그 첫 번째가,연방헌법 제3조 제2항으로 이는 연방사법권

은 연방 법원의 항소심 할권을 포함하여 헌법 하에서 발생하는 사건들에

해 미친다고 하는 이다.마샬은 선언하기를 “헌법 제3조 제2항은 당 법원

에 미국의 헌법과 법 아래에서 발생되는 법과 형평에 한 모든 사건에 하

여,의회가 제정하는 규율의 외아래,모든 상소심 할권을 가진다”라고 한

이다.244)

isnomiddleground.Theconstitutioniseitherasuperior,paramountlaw,

unchangeable by ordinary means,oritis on a levelwith ordinary

legislativeacts,and,likeotheracts,isalterablewhenthelegislatureshall

pleasetoalterit.Iftheformerpartofthealternativebetrue,thena

legislativeactcontrarytotheconstitutionisnotlaw :ifthelatterpartbe

true,thenwrittenconstitutionsareabsurdattempts,onthepartofthe

people,tolimitapowerinitsownnatureillimitable.",5U.S.137(1803),

p.177.

242)StanleyPaulson,ConstituionalReview intheUnitedStatesandAustria:

NotesontheBeginnings,RationJuris,Vol.16,Nr.2(Oxford,UK andM

두,USA:BlackwellPublishingLtd.,2003),p.228.

243)Paulson,supra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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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여기서 아무 것도 특징 으로 연방 사법부가 동 의 연방 국가기

인 의회에 의해 수행된 행 에 해 유효성을 심사할 권한을 부여받았다는 것

을 보여 주지 않기 때문에,이러한 언어 표 이 결정 으로 연방 법원이 의

회제정법에 한 헌성 여부를 심사할 권한을 부여받았다는 것을 입증하지

않는다.

둘째로,마샬은 특정한 헌법상의 규정이 특별히 법원에 해 언 한 것

이라는 가정을 한다.그가 말한 것은 아래와 같다.

“헌법은 그 어떠한 사람도 동일한 명백한 행동에 하여 두 사람의 증언에

의하지 않고는, 는 공개 법정에서의 자백에 의하지 않고는 반역죄를 유죄

결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여기서 헌법이 제한하고 있는 바는 증거에

한 원칙이 배제될 수 없다는 것이다.만일 의회가 이러한 원칙을 바꿔서,한

명의 증인 는 법원 외에서의 증언 등에 의해 유죄 결을 하는데 충분하다고

한다면,헌법상의 원칙이 이러한 의회제정법에 양보해야만 하는가?여기서부터,

그리고 생성될 수 있는 많은 다른 선택으로부터 분명한 은 헌법제정권자들

은 헌법이라는 문서가 법원의 단원칙으로 간주하 다는 것이다.”

마샬의 1789년 법원조직법의 무효화는 이러한 좁은 형태의 헌법재 권 하에

서 옹호되어졌다.그러나 마샬은 단지 제한 인 헌법재 권을 수립하는데 만

족하지 않았다.그 신,연방법원이 그 어느 헌법규정 하에서도 의회제정법에

한 심사 무효 단을 할 수 있는 범 한 원칙을 주장했다.그럼에도 불

구하고,이러한 주장은 좁은 형태의 헌법재 권만을 지지할 뿐이다.다시 말하

자면,연방 정부의 각 기 들은 헌법상의 규정들 에서도 특히 자신들에 해

수범자로 언 이 있는 그러한 규정들의 해석에 한 책임을 진다는 것을 제시

하고 있다.마샬 자신도 헌법이라는 문서는 법원을 해서 뿐만 아니라 마찬가

지로 입법부의 통치에 한 문서라고 하는 을 인식하고 있다.

셋째,마샬은 법 들에게 헌법 수의 선서를 요구하는 연방 헌법 제4조 제3

항이 연방 사법부의 다른 동등한 기 의 행 심사권에 해 지지하고 있다고

한다.마샬은 만일 법 들이 헌 인 법률을 존 한다면,이러한 헌법상의 선

서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 다.그러나 선서조항은 각 국가기 이 그 자

244) 5U.S.137(1803),p.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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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행 에 한 헌법 합성을 평가하도록 하는 제도 장치를 고려한 것으

로 보인다.왜냐하면 연방 헌법은 동일한 선서를 의회구성원과 행정부 공무원

에게도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다.그러므로 마샬의 생각과는 달리,선서조항은

헌법재 권의 련된 주장에 하여 원치 않는 역할을 할 것이다.

넷째,헌법 제6조의 최고법 조항245)은 법원이 헌법재 권을 가진다는 마샬의

주장에 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법원의 역할에 한 1788년 알 산더 해 턴

의 견해246)로부터 분명한 것처럼,헌법재 권이라는 것은 헌법의 최고규범성을

보장하는 수단으로 간주된다.미국 연방헌법이 일반법에 한 헌법의 우 라는

최고규범성의 개념과 더불어 헌법주의의 시 를 개막한 것은 사실이다.247)15

년 후에,해 턴의 논거는 Marbury사건에서 마샬에 의해 추종되었다.248)만일

245)TheUnitedStatesConstitution,ArticleVI,Section2,theSupremacy

clauseisasfollows:"ThisConstitutionandtheLawsoftheUnitedStates

whichshallbemadeinPursuancethereof;andallTreatiesmade,orwhich

shallbemade,undertheAuthority oftheUnitedStates,shallbethe

supremeLaw oftheLand;andJudgesin every Stateshallbebound

thereby,any Thing in theConstitution orLawsofany Stateto the

Contrarynotwithstanding."Inanutshell,theSupremacyClauseisaclause

inArticleVIoftheU.S.Constitutionthatdeclarestheconstitution,laws

andtreatiesofthefederalgovernmenttobesupremelaw ofthelandto

which judgesin every stateareboundregardlessofstatelaw tothe

contrary.

246)"Theinterpretationofthelawsistheproperandpeculiarprovinceofthe

courts.A constitutionis,infact,andmustbe,regardedbythejudgesas

afundamentallaw.Itthereforebelongstothem toascertainitsmeaning

as wellas the meaning ofany particular actproceeding from the

legislativebody.Ifthereshouldhappentobeanirreconcilable(sic)variance

betweenthetwo,thatwhichhasthesuperiorobligationandvalidityought

ofcoursetobepreferred;orinotherwords,theconstitutionoughttobe

preferredtothestatute,theintentionofthepeopletotheintentionoftheir

agents",AlexanderHamilton,TheFederalist78,May28,1788. Christian

Starck,supranote,p.17.

247)Cappelletti,supranote.p.25.

248) 법원장 마샬은 사법부의 권한범 가 법이 무엇인지를 선언하는 권역과 책

무(theprovinceandduty)에 미친다고 선언했다.마샬은 성문의 헌법이 최고

성을 가진다고 보았다.결과 으로 그는 문제삼을 수 없을 만큼 무나 당연

한 제로서 헌법에 반하는 모든 의회제정법은 헌법이 통제해야 하고("a

propositiontooplaintobecontested,thattheConstitutioncontrols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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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의 역과 임무가 헌법을 법으로서 해석하는 것이라면,그리고 헌법이

그 어떤 의회제정법에 해 우 에 있다면,마샬은 결론짓기를,헌법과 일반법

이 모두 용되고 일반법의 헌법 합성이 일반 소송에서 법원에 의해 단될

수 있다면 헌법이 그러한 사건을 지배해야만 한다.이러한 에서 마샬의 주장

은 귀류논법으로 여겨지고 연방 법원이 헌법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선언할

최종 인 해석자가 되어야 한다는 에 해 한 논증이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법원장 마샬의 견해는 헌법의 최고규범성을 수립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 공평하다.다시 말하자면,일면,헌법 제6조는 미국 연방헌법의 최고규범

성의 근원이고,다른 한편,그 규정을 통하여 사법부의 권한과 임무가 헌법에

반하는 법률의 무효화인 것이다.아직까지,가장 설득력 있는 헌법문구상의 지

지가 바로 이 규정이다.249)

지 까지 마샬의 옹호론과 그에 한 몇 가지 비 을 보았는데 헌법재 권

과 련하여 헌법의 규정을 달리 해석하는 견해들도 존재한다.그럼에도 불구

하고,헌법재 권을 지원하는 명백한 헌법상 문구의 결여가 반드시 헌법재 이

정당화 될 수 없다거나,혹은 연방 법원에 의한 명백한 표 이 그러한 권한

의 사법 강탈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비 인 견해들과 달리,비록 헌법제정

권자들이 헌법상에 헌법재 권에 한 원칙을 명문화하는 것에 실패했다고 하

더라도 그들은 연방 법원이 헌법재 권을 행사할 것을 기 했다는 것을 다른

에서 아래와 같이 입증할 수 있다.그러한 취지로,연방주의자 논집은 헌

법제정 당시에 연방 법원이 의회제정법의 헌성을 선언할 수 있는 권한을 가

질 수 있었다고 하는 에 일반 으로 수용되고 있다.여기서,해 턴의 주장

을 인용하기로 한다.“정의를 심 하는 법원의 독립성은 제한 인 헌법국가에

서는 특별히 필수 인 것이다.그러한 제한 인 헌법에 의해 의회의 권한에

legislativeactrepugnanttoit")그것이 바로 우리 사회의 근본 원칙 의 하

나("oneofthefundamentalprinciplesofoursociety")라고 생각했다.Smith,

supranote,p.323, JohnH.GarveyandT.AlexanderAleinikoff,Modern

ConstitutionalTheory:A Reader,4thed.,(St.Paul:WestGroup,1999),p.

219.

249)AlexanderBickel,TheLeastDangerousBranch TheSupremeCourtat

theBarofPolitics,2nded.,(New HavenandLondon:YaleUniversity

Press,1986),p.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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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특정한 외를 인정할 수 있다.그것은, 컨 ,의회가 사권박탈법(billsof

attainder),소 법,등의 입법은 할 수 없다는 것이다.이러한 종류의 제한은

정의를 심 하는 법원을 매개체로 해서만이 실 으로 실 가능한 것이

다.법원의 그러한 임무는 헌법상 선언된 의에 반하는 모든 법률은 무

효로 선언되어야만 한다는 것이다.이러한 것이 가능하지 않다면,모든

특별한 권리와 특권의 보장은 아무 것도 아닌 것이 될 것이다.”250)

4. 헌법재판에 대한 정당화 논거의 발전:

반다수세력(Counter-majoritarian Institution)으로서

소수자를 보호한다는 관점에 대한 고찰 

미국 연방 법원은 선거로부터 유래하는 민주 정당성과 책임성을 결여하

고 있기 때문에 립 인 법의 심 자라는 지 의 수용에 그 권 를

의지하고 있다.여기서,미국 연방 법원은 다수주의 세력이 아니기 때문에

소 반다수주의자라는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그러므로 헌법상의 자유를 수

호하는 요한 기 이라는 지 의 지속 유효성을 인정받기 해서는 도덕

인 권 가 필수 이다.251)비 은 국민이 법하게 선출한 표들이 법으로 만

들어 놓은 것을 9명의 비선출직 종신 법 들이 무효화시키는 헌법재 권을

행사하는 것이 바로 연방 법원의 반민주 인 본질이라는 에 가해진다.이러

한 정당성의 문제는 익숙한 것이며 만족할 만한 어떤 종류의 해결책도 오래도

록 만들어 지지 못했다.특히,알 산더 비 (Bickel)의 에서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민주주의 법제도하에서 어떻게 이러한 “반다수주의 세력”을 정당화 시

킬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주안 이다.미국 연방 법원이 겪는 이러한 어려움

은 한국과 독일의 헌법재 소가 역사 이고 기능 인 고려에 근거하여 사건들

은 결정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발생한다.한국과 독일의 헌법재 소의 결정들

이 그들 자신의 가치를 체로서의 국가에 부여하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250)JeffGarzik(Ed.),TheFoundingPapersVol.2:TheFederalistPapers,78

(LuluPress,Inc.,2004),p.466.

251)Dershowitz,supranote,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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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 들은 종종 구도 자신의 가치와 이해 계를 투 해서는 안 되는

역을 침범하는 것이라는 반론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헌법재 권의 행사와 련된 정당성을 한 항변은 “반다수주의

곤란성”이라고 일컬어진다.252)보다 구체 으로 언 하자면, 통령제 혹은

의원내각제의 정부형태와는 무 하게 양원제 입법부는 그것이 하원이든,평민

원이든 아니면 분데스탁(Bundestag)이든 국민에 의해 직 선출된 의원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지명된 법 으로 구성되는 사법부처럼 국민들에 의해 선거로

구성되지 아니한 헌법기 에 비해 히 많은 민주 정당성을 갖게 된다.따

라서 사법부는 당연히 입법부에 의해 민주 정당성을 게 보유한 기 을 간

주된다.이러한 이 의회제정법에 한 사법부의 헌법재 권의 정당화와 련

되어 어려운 문제를 낳고 있는 것이다.

미국 인 에서,근자에 이르러 “반수주의 ”문제는 많은 심을 끌고

있다.이 문제는 “ 헌법학의 심 집착(thecentralobsessionofmodern

constitutionalscholarship)”이다.253)“반다수주의 어려움”의 핵심에 하여

리드만(Friedman)교수는 “민주주의가 의 의지에 한 응답성을 포섭하

는 것이라는 보는 한 국민에 한 책임을 지지 않는 정부기 의 구성원이 어

떻게 인 결단을 뒤집는 권한을 가진다는 것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한

다.254)이런 곤란한 문제에 답하기 하여 그는 무엇보다 먼 시 흐름을

련성 있는 시 의 구분을 고려하여 크게 세 부분 혹은 “기원(epochs)”으로

나 다.첫 번째 부분은 “사법부의 최고성(judicialsupremacy)”으로 규명된

다.255)첫 번째 시기는 미국의 남북 쟁(CivilWar)의 시기까지 지속되었고,256)

252)Tribe,AmericanConstitutionalLaw,supranote,p.13.

253)BarryFriedman,TheHistoryoftheCountermajoritarianDifficulty:The

RoadtoJudicialSupremacy,(73New YorkUniversityLaw Review,1998),

p.334.

254)Ibid,p.335.

255)보다 구체 으로는 리드만 교수는 비정치 인 기 으로서 연방 법원이

직면하는 어려운 여러 상황들에 한 연방 법원의 태도와 더불어 등장한

사법부의 최고성에 한 비 의 수 에 따라 역사 인 시기를 세 가지로 구

분하 다.Ibid,p.340-343.

256)이 시기에 “사건의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주나 연방정부의 다른 기 장

래의 소 제기자들까지 포함하여 들은 차 연방 법원의 헌법 사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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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여지는 있지만,비록 그러한 최고성이 그 시기에 논란의 상이 되었지

만,반다수주의 문제가 제기된 바는 없었다.257)남부 제(諸)주(州)의

재편입(Reconstruction)의 시기부터 루즈벨트 통령의 야심찬 계획인 뉴딜정

책이 끝날 때까지의 두 번째 시기 동안은 연방 법원 스스로가 빈번하게

의 의지에 반하는 입장을 취했고 따라서 헌법 의미의 결정 본질에 한

심 한 비 이 일게 되었다.258)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시기 동안,사법부의 역

할에 한 들의 수용이 굳건해져 가면서 반다수주의 어려움에 한 학

문 인 집착은 더욱 성장하게 되었다.259)요약하자면,앞서 언 된 바와 같이,

문제는 “다수결원리에 입각한 민주주의 원칙이 선거에 의해 책임성을 지는

표자들에 의해 법으로 만들어진 것을 책임성원칙과 계가 은 법 들이 무

효화시키는 행과 조화될 수 있는지의 여부”이다.260)그러므로 반다수주의

한 언명의 구속력(thebinding effectofSupremeCourtconstitutional

pronouncements)을 받아들이게 되었다.bid,p.340.

257)Tribe,AmericanConstitutionalLaw,supranote,p.304.

258) 리드만 이에 해 부연하기를,“그러므로 사법부의 최고성 개념에 한

들의 범 한 수용에도 불구하고 정치 인 기 들을 빈번하게 다양한

방식으로 법원을,특히 법원을 통제하기 하여 법원에 재갈을 물리는 여러

방법(variouscourt-curbingmeasures)을 고려하고 시도하 으며.그러나 결과

으로,그러한 기술이 일반 으로 정치 인 공격에 버틸 수 있는 것(politic-

allytenable)이 아니라는 것이 명백해졌고 따라서 그 효용성은 감소했고,이

는 연방 사법부의 권 를 증 시키고 보다 극 인 역할수행을 결과했다.”I

bid,p.340-341.

259)Tribe,AmericanConstitutionalLaw,supranote,p.304. 한 리드만 교

수는 특별히 어려운 문제를 부과한 상황 하에서도 마지막 시기에 학문 집

착이 미국에서 꽃피게 되었다고 지 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 한 바 있다.“미

국역사의 많은 부분 동안,사법부의 정한 기능과 수행에 한 학문 인

들은 체 으로 의 들에 의해 충족되었다.다만 1940년에 이르러

서야 그러한 들은 분화되기 시작했고 그 때에 반다수주의 어려움에

한 논란은 인 형식을 취하기 시작했다.이 당시 연방 법원을 통제하는

기법들이 정치 으로 지지될 수 없었다는 사실이 비록 들이 종종 사법

선언들에 해 반 하기도 하 지만 반 으로 사법심사에 한 인

수용이 있었다는 을 보여 다.그러나 이러한 범 한 수용에도 불

구하고,학계는 연방 법원의 역할에 해 편치 않은 입장이 되었다.”

Friedman,iIbidat341.

260)MichaelJ.Klarman,Majoritarian JudicialReview:TheEntrenchment

Problem,GeorgetownLaw Journal,(85GEOLJ491,*533,February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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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력의 쟁 은 학문 조명하에서 면 히 검토되고 있는 것이다.

5. 결론

이상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비록 미국 연방 법원이 연방의회제정법에 한

무효를 선언한 첫 사례가 마베리 사건이지만,연방법원 사들에 의해서 그리

고 여러 요한 사건들에서 법정의견이나 부수의견들을 통해 소 마샬의 결

정에 배경 인 자료를 제공한 다양한 의견의 제시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그

러한 에서,헌법재 권의 태생은 1803년 마베리 사건의 결정을 통해서 뜻밖

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컨 ,몇몇 주(州)는 버지니아와 터키

결의안에 응답하여 연방법원을 헌법의 최종 해석자라고 언 하기도 했다.261)

그리고 1791년과 1792년에 제임스 슨은 펜실베니아 학교 학생들에 한

일련의 강의를 통해서 헌법의 해석권한 필요한 경우 의회제정법의 거부권

한이 미국 연방 법원의 독립 인 권리라는 이론을 발 시켰다.262)나아가 이

러한 주제는 정부수립 후 최 10년 동안 의회에서 거듭 다루어졌다.특별히,

사법부 우월성(judicialsuperiority),즉 의회제정법에 한 합헌성 심사권한이

사법부를 의회에 해 우월한 기 으로 만드는지 여부에 해,해 턴은 연방

주의자 논집 제78번에서 다음과 같이 언 했다:“의회제정법이 헌법에 반하기

때문에 법원이 그러한 의회제정법에 해 무효로 선언하는 권한에 하여 이

러한 원리가 사법부의 입법부에 한 우 를 암시한다는 상상으로부터 나오는

어떤 곤혹스러움이 커져가고 있다.어떤 권한을 가진 기 의 행 에 해 무효

를 선언할 수 있는 권한은 무효선언당한 기 의 권한에 비해 우월해야만 한다

는 것이 역설 으로 주장되고 있다...(략)...하지만 임된 권 의 모든 행 들

이 그 행 의 근거된 임의 본지에 반하는 경우에 무효라는 것보다 더 명백

한 원칙에 근거할 수는 없는 것이다.그러므로 헌법에 반하는 그 어떠한 의회

제정법도 유효할 수 없는 것이다.이것을 부정하려면,수임인이 임인보다 더

p.492.

261)Andrew C.McLaughlin,ConstitutionalHistory oftheUnited States,

(New York& London:D.Appleton-CenturyCo.Inc.,1935),p.311.

262)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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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해야한다는 논리요;하인이 주인보다 강해야 한다는 것이며;국민의 표자

가 국민 그 자체보다 강해야 한다는 것일 뿐만 아니라;권력에 의지하여 행

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권력이 지한 것뿐만 아니라 허용하지 않은 것도 행사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263)

그의 언 에서,해 턴은 우월성보다는 평등과 독립성에 근거하여 의회제정

법의 합헌성을 단하는 사법부의 권한에 명시 으로 유리한 입장을 취했다.

보다 구체 으로,사법부의 우월성을 그 게 암시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을

천명했다.그러한 생각과는 반 로;

“국민과 입법부 사이에서 후자를 그들에게 임된 권한의 범주 안에 머무르

도록 하려는 목 으로 법원을 간자 인 기 으로 고안된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합리 인 것이다.법의 해석은 법원의 정하고도 고유한 기능인

것이다.사실 헌법은 법 들에 의해 근본법으로 간주되어야만 한다.그러므로

헌법의 의미뿐만 아니라 입법부에서 통과된 그 어떤 법의 의미까지도 확정하

는 권한이 법 들에게 속하는 것이다.만일 둘 사이에 조화될 수 없는 불일치

가 발생하게 된다면,보다 상 의 의무와 유효성을 갖는 것이 당연히 우선되어

야만 한다;다시 말하자면,헌법이 법령에 해 우선되어야만 하고,국민의 의

도가 국민의 수임기 의 의도에 우선되어야만 한다.이러한 결론이 어떠한 경

우에도 사법권의 입법권에 한 우 를 의미하지는 않는다.이는 다만 국민의

힘이 두 기 모두에 하여 우월하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며;법령에 선언된

입법부의 의사가 헌법에 선언된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 법 은 자가 아

니라 후자에 의해 지배당하게 된다는 것을 말한다.법 들은 근본 이지 않은

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근본법에 의거하여 결을 내려야만 하는 것이다.”264)

정말로 미국 연방 법원이 의회제정법에 한 합헌성 단의 권한뿐만 아니

라 의무까지도 가진다고 하는 것은 수없이 확인되었다.마베리 사건의 유산은

미국헌정사에 있어서 헌법재 의 이론 인 공헌일 뿐만 아니라 최소한 일정한

시기에 있어서 연방 법원이 분명한 당정치로부터 자유로운 상태를 유지하

고 그것이 미국헌정사의 기원에 있어서 핵심 인 부분으로 간주되고 있다는

263)AlexanderHamilton,TheFederalistPapers,No.78,392-399.

264) Hamilton,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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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법원의 임무는 선언 인 것이라는 마샬의 통 인 견해는 그러나 변

화를 겪었고 법원에 제소된 사건들의 이면에 존재하는 경쟁하는 이해 계를

울질 하게 되면서,법원은 정책을 만드는 기 의 역할을 떠안게 되기에 이르

다.그러므로 1990년 에 이르러서는 미국 연방 법원의 헌법재 권에 한

요한 비 들이 제기되었다.가장 보수 인 헌법학자 의 한 명인 로버트 보

크(RobertBork)는 헌법재 권에 해 정면으로 반 하 다.265)그는 미국 연

방 법원이 헌법사건을 계속해서 다루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헌법을 개정하여

사법부의 헌법해석에 하여 단순다수결에 의해 이를 뒤집는 결정을 할 권한

을 의회에 부여해야 한다고 했다.가장 자유주의 헌법학자의 한 명인 마크

투쉬넷(MarkTushnet)교수는 이에 더 나아가 헌법개정을 통하여 법원의 헌

법재 권을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그는 헌법해석의 임무는 의회와

정치인에게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 다.266) 비록 이러한 헌법재 권에 반

하는 견해들은 연방 법원장 마샬에게 생소한 것이 되었겠지만,많은 다른

학자들과 법률가들은 이러한 지 혼 (intellectualmêlée)에 가담하 으며 이

는 헌법재 권에 한 논쟁들이 계속될 것임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265)RobertH.Bork,SlouchingtowardsGomorrah:ModernLiberalism and

theAmericanDecline,(New York:HarperCollinsPublishers,Inc.,1996).

266)MarkTushnet,TakingtheConstitutionalawayfrom theCourts,(New

Jersey:PrincetonUniversityPress,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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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Marburyv.Madison 이후의 헌법재

헌법재 은 19세기 엽에는 논쟁거리가 되지 않아 보 는데,이는 법

원이 이러한 기능을 드물게 행사했기 때문이다.267)마샬이 마베리 사건을

통하여 법원조직법 제13조가 헌이라고 선언함으로써 시작된 분권형 헌

법재 (decentralizedconstitutionalreview)의 창안 이후,미국 연방 법

원은 1857년까지 물경 54년간 그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다.이와 유사하게

각 주(州)의 법원들도 19세기 반부에는 그 후반부에 동 법원들이 그랬

던 것 보다 주(州)의회제정법에 한 무효화를 선언함에 있어 히 덜

극 이었다.넬슨(Nelson)교수의 언 에 의하면,“인디아나 주(州)최

고법원은 1850년 까지 겨우 두 개의 주(州)의회제정법에 해 헌이라

고 선언했으며,메사추세츠 주(州)최고법원도 1860년 까지 겨우 10개

의 주(州)법률에 해 헌을 선언하 을 뿐이다. 한 버지니아 최고법

원도 1860년 까지 오로지 4개의 법률만을 헌선언하 다.”고 한다.그

리고 그가 히도 말한바와 같이 “헌법재 에 가장 극 인 뉴욕 주

의 법원들도 1850년 까지는 겨우 몇몇 법률을 헌선언 했을 뿐인데,

1840년까지는 10개의 법률을 그리고 1841년부터 1850년까지는 18개의 법

률을 헌 단하 다”고 한다.268) 그러나 지난 150년 동안,미국 연방

법원은 수많은 의회제정법에 한 헌 단을 했고,이러한 헌법의 해석

자로서의 임무를 통하여,특별히 20세기에 연방 법원은 개인의 헌법상의

권리의 신장을 한 주요한 리인의 역할을 수행하 다.269) 한,지난

50년간 각국의 헌법재 소는 종종 그들 국가의 의회제정법에 해 무효

를 선언함으로써 미국의 법원을 본받게 되었다.19세기 반에 이르러 미

국 연방 법원의 헌법재 권은 미국 헌정사에 있어서 수용된 특징으로

267)Nelson,supranote,84쪽.

268)Nelson,ibid 85쪽.

269)GeorgeL.HaskinsandHerbertA.Johnson,FoundationsofPower:John

Marshall,1801-1815(PrenticeHall,1981);DonaldO.Dewey,Marshallv.

Jefferson:ThePoliticalBackgroundofMarburyv.Madison(New York,

1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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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되었다.270)즉,1864년부터 1873년 사이,새먼 체이스(SalmonP.Chase)

법원장의 재임시기 동안,미국 연방 법원이 미국 헌정사에서 가장

요한 사건 의 하나이며 법정화폐(theLegalTender)사건인 Hepburnv.

Griwold271)를 포함하여 최소한 8개의 사건272)에서 연방 법률에 한

헌 단을 행함으로써 헌법재 권은 굳건하게 정착하게 되었다.273)그 시

기 이후로 미국 연방 법원은 규칙 으로 의회제정법에 해 헌 단을

하기 시작했다.그리고 그 이후 60년 동안 법원이 60여건의 의회제정법에

한 헌 단을 함으로써 헌법재 은 두드러진 특징으로 자리매김 하게

되었다.274)

1930년 미국 연방 법원은 헌법상의 계약의 자유의 보장정신에 근거하여

자유방임주의를 옹호하 기 때문에 뉴딜정책의 다양한 구성요소들에 해 무

효화를 선언하 다.결국 이러한 결들에 의해 사실상 법원의 입장에 반

270)Nelson,ibid 86쪽.

271)75U.S.(8Wall.)603(1870).

272)그러한 결정들은 다음과 같다;Gordonv.UnitedStates,69U.S.(2Wall.)

561(1865)(partofthecourtofclaimsstatute);ExparteGarland,71U.S.

(4Wall.)333(1867)(testoathforattorneys);Reichhartv.Felps,73U.S.

(6Wall.)160(1868)(anacttosettlelandtitles);TheAlicia,74U.S.(7

Wall.)571(1869)(grantoforiginaljurisdiction);Hepburnv.Griswold,75

U.S.(8Wall.)(LegalTenderActs);UnitedStatesv.Dewitt,76U.S.(9

Wall.)41(1870)(actrelatingtointernalaffairsofthestates);Justicev.

Murray,76U.S.(9Wall.)274(1870)(actprovidingforremovalandretrial

ofstatecasestriedbyinjuries);andUnitedStatesv.Klein,80U.S.(13

Wall.)128(1872)(partoftheAbandonedandCapturedPropertyAct).See

ibid.FN.,20,andalso"CharlesWarrenliststwootherSupremeCourt

cases during this period in which congressionallegislation was held

invalid."TheseareCollectorv.Days,78U.S.(11Wall)113(1871)(federal

incometaxstatuteheldnotapplicabletostatejudge),andUnitedStatesv.

Railroad Co.,84 U.S.(17 Wall.)322 (1873)(tax on railroad bond's

interest),CharlesWarren,Congress,TheConstitution,andtheSupreme

Court,1925,277-79쪽 William E.Nelson,Changing Conceptions of

JudicialReview:TheEvolution ofConstitutionalTheory in theStates,

1790-1860,(UniversityofPennsylvaniaLaw Review,Vol.120),1169쪽 참조.

273)Nelson,Changing Conceptions ofJudicialReview:The Evolution of

ConstitutionalTheoryintheStates,1790-1860,ibidp.1169.

274)Nelson,ibid C.Warren,supranote,p.304-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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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1936년 선거에서 승리한 루스벨트 통령에 의한 소 코트 팩킹(Court

Packing)의 으로 이어지게 되었고 연방 법원의 변화를 한 낳게 되었다.

1937년 시 의 변화에 따라 연방의 경제 규율에 하여는 매우 폭넓은 헌법

재량이 부여되게 되었다.이것이 바로 헌법재 권의 과 련하여 미국

연방 법원의 권한과 역할에 한 사법부와 행정부라는 두 최고기 사이의

잠재 충돌과 서로 다른 견지의 발생가능성에 한 한 가 된다.그리고

1950년과 1960년 에 걸친 워 (Warren)법원장 시기에는 소 “권리 명

(rights revolution)”이라 불리는 시민권의 헌법상의 보장(constitutional

protectingofcivilrights)의 극 인 확 를 낳았고 이는 1980년 후반부터

지 까지 여러 형태의 보수 반 명(conservativecounter-revolution)을 유발

하게 되었다.최근의 모든 시기를 통하여,분명한 것은 미국 연방 법원의 헌

법재 권의 행사가 반민주 혹은 반다수주의 그리고 과도하게 정치화된 기

이라는 비 에 직면하게 되었다.비 의 논거들은 주로 미국 연방 법원이

요한 정치 인 결정들을 국민의 통제로부터 빼앗아서 이러한 사건들은 결과

지향 으로(result-oriented)혹은 다른 측면에서는 원칙없는(unprincipled)방식

으로 결정하고 있다는 것이다.이 시기의 논쟁의 부분은 법원의 과도한 정치

인 여의 문제와 따라서 어떻게 법원이 립 인 심 으로서의 역할을 수

행할 것인가라는 쟁 에 이 모아졌다.외부로부터의 도 은 민주주의와 다

수결주의의 에서 헌법재 을 정당화하는 문제에 으로 모았는데,이는

부분의 다른 권력기 의 구성원들은 다수결에 의한 선거로 선출되는데 반하

여 부분의 법 들은 선거되지 않기에 소 반다수주의 세력이라고 간주되

기 때문이다.다행스럽게도 미국 연방 법원의 정한 역할에 한 논란에도

불구하고,분권 헌법재 권을 행사하는 연방 법원에 유리한 정당성의 논거

들이 많이 제시되고 있다.미국 연방 법원의 옹호자들 가운에 몇몇은 헌법재

권의 자유주의 민주주주의 정당성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들은 로크,칸트,

롤스 등의 자유주의 정치 견해를 가진 학 들에 의지하고 있다.특히 이러

한 하에서는 헌법재 권은 단지 민주주의와 조화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에 핵심 인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을 제시한다.

다른 말로는,그들은 법 들이 헌법을 해석하는 채용하는 방법들 그 자체가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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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의 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한 헌법재 권은 민주주의와 조화될 수 있다

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275)

3  독립 과 사  취하고 는 가  포  

Ⅰ.독립기 형(집 형)

헌법재 제도가 미국 연방 법원의 례로부터 기원하 고 각국이 이러한

미국 연방 법원의 를 따랐지만 선례구속의 원칙이 용되지 않는 륙법계

국가들은 각 법원이 헌법재 권을 가지는 분권형 헌법재 제도를 채택하기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단일한 기 에 헌법재 권을 집 시킴으로서 법체계의

통일성을 유지하고 최고법으로서의 헌법의 의미를 천명할 수 있는 새로운 형

태인 집 형 헌법재 제도를 채택하기에 이르 다.특히 집 형 헌법재 제도

는 주로 유럽 부와 동부 아시아에 치한 많은 국가에서 채택함으로써 매

우 향력이 있는 제도임이 입증되었다고 할 수 있다.

2차 세계 이후,Germany(1949),Italy(1956),Spain(1976),그리고 보다

최근에 Portugal(1982),Poland(1982)에서 채택되었고 나아가,소련의 붕괴와 더

불어 아래와 같이 부분의 동유럽 국가들이 집 형 헌법재 제도를 채택하

음을 주목할 만하다. Hungary(1988), Rumania(1991), Bulgaria(1991),

Slovenia(1991),Lithuania(1992),Slovakia(1992),Albania(1992)CzechRepublic

(1992),Russia(1992)등이 최근에 이르러 집 형 헌법재 제도를 채택하 고

아시아에서는 UzbekRepublic(1992),Mongol(1992),Taiwan(1992:다만 헌

정당에 한 심사권만을 가진 헌법 원회 형태),Kazakhstan(1993),Kyrgyz

Stan(1993),Thailand[1997:입법안이 시행되기 이를 심사하는 소 "사

심사권"(thepreventivereviewpower)을 가진 형태)]등이 집 형 헌법재 제

도를 채용하 다.우리나라의 헌법재 소는 1988년 설립되어 집 형 헌법재

국가로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275)Farber,supranote1쪽 16-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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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사법형(분권형)

미국,일본(1947년 5월 3일 제정된 재의 헌법 하) 스 스[연방법원

(FederalTribunal)에 의한 직 인 헌법률심 권이 존재함과 동시에 일반법

원에서도 헌법률심 을 할 수 있는 제도]등이 각 법원이 모두 헌법재 권을

행사하는 분권형을 취하고 있는 표 국가이다.이와 유사한 제도가 Sweden

(허 p.7각주 2)참조)에도 있고 부분의 보통법 국가(commonlawcountries)

들은 분권형 헌법재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바(Canada,NewZealand Australia)

이는 미국의 향이라고 할 수 있다.

Ⅲ.미국의연방 법원의헌법재 권한 헌법재 의심사기

1. 헌법재판권의 범위(Scope of Constitutional Review) 

가.서설

미 연방 법원은 제한 사물 할권(limitedsubjectmatterjurisdiction)을

가진법원이다.따라서 어떤 사건이연방 법원의사물 할에속하려면“헌법

제3조”276)에서 정하는 “미연방의 사법권”(thejudicialPoweroftheUnited

States)의 범 내에 속하거나 혹은 “미연방의회”가 제정한 할권에 한

“법”(Congressionalacts)의 범 내에 속해야만 한다.이와 같이 헌법과 의회제

정 법 아래에서 미연방 법원은 고유 할권(originaljurisdiction)과 상소 할권

(appellatejurisdiction)[권리로서의 항소 할권(JurisdictionbyAppeals)과 재

량 인 사건이송명령 할권(CertiorariJurisdiction)포함]을 가진다.그러나 입법

부나 행정부의 권한에 하여 상당히 자세히 규정하고 있는 미연방헌법의 규

정들과는 달리,연방재 할권에 한 헌법의 규정은 겨우 윤곽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따라서 미연방의 첫 의회가 1789년의 법원조직법 (theJudiciary

276)미연방헌법 제3조 제1항은 "미연방의 사법권은 하나의 최고 법원에 부여되

며...(the judicialPowerofthe United States,shallbe vested in one

supremeCourt…)"라고 규정하고 있다.나아가 법원의 고유 할권에 하여

제2항에서 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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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of1789)의 제정을 통하여 헌법의 내용을 구체화시켰고 그로 말미암아 새

로운 법원조직이 탄생하게 된 것이다.277)실제로,1789년의 법원조직법은 미연

방 사법제도의 요한 특징의 부분을 창설하 다.278)즉,법원조직법은 지방

법원에서 시작하여 간단계인 순회법원(Circuits)을 거쳐 최고법원에 이르는

“3심제의 계질서 사법조직”(athree-tieredhierarchicaljudicialstructure)

창설하 다.279)동법의 계질서 사법제도는 그 당시 국민들에게 놀라움으로

다가왔는데 이는 새로운 제도와는 이하게 당시 모든 법원은 제1심 법원(trial

courts)이었고 따라서 사실 계상의 쟁 과 법률상의 쟁 을 모두 청문할 수

있었다는데 기인한다.280)더불어 동 법원조직법은 연방 법원으로 하여 사실

계의 재청문(rehearing)을 하고 오로지 법률상의 의문 에 해서만 단할

수 있도록 제한하 다.281)이러한 체계는 동시 발생 으로 법률 단에 하여

하 의 연방법원에 한 계 통제권을 연방 법원에 부여하게 되었다.282)

사실 1787～1789년 사이에 각 주(州)의 법원은 연방법원의 범 하고도 포

인 재 할권에 의해 흡수되어질 것(beingengulfed)이라는 만연된 두려

움 속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왜냐하면 헌법 제3조 제2항 그 자체가 모든 것

을 포 하며 모호한 언어로 연방법원의 할권을 규정하 기 때문이다.283)그

러나 이러한 두려움은 1789년의 법원조직법에 의해 부분 으로 완화되었는바,

이는 의회가 동법을 통하여 연방법원 재 권의 일정부분에 제한을 가하 기

때문이다.1789년의 법원조직법이 연방 재 권에 부과한 가장 요한 제한은

연방문제에 한 소송(federalquestionsuits)은 주 법원(statecourts)에서 이

루어져야만 한다는 것이다.284)그러나 새로운 정부의 옹호자들 – 즉,연방주의

자들은 연방법원에 가해진 이러한 제한에 매우 불만스러워 했다.285)더군다나,

277)Hall,supranote12at472.

278)Ibid.

279)Ibid.

280)Ibid.

281)Ibid.

282)Ibid.

283)Ibid..

284)Ibidat474.1801‐1802년 사이의 짧은 막간을 제외하고는,연방문제(federal

questions)라 할지라도 1875년 이 에는 연방법원에 의해 심 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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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은 법 들이 해야만 하는 “엄 없고 고되기만 한 순회심 ”(undignified

andarduouscircuitriding)에 해서도 불평하 다.연방주의자들은 이 에

하여 한 변화를 꾀하 던바 결과 으로– “심야의 사법”이라는 이름으

로 유명한 – 1801년의 법원조직법에서 그 계획한 바를 이루었다.286)이와 같

이 1801년의 법원조직법은 연방주의자들이 차지한 연방의회에서 당 지원

에 의해 통과된 법이며 이후 새로운 사직에 연방주의자들이 거 임명되었기에

공화주의자들은 그들이 의회의 통제권을 확보하자마자 동법의 폐지를 요구하

다.287)물러나는 연방주의자의회는 한 콜럼비아특별구(DistrictofColumbia)

지역을 한 42개의 치안 사직을 새로이 창설하 다.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1801년 12월,치안 사임명 정자들에 한 임명장 4개가 실제로 그들에게

발송되지 않았다.그 4개 의 하나가 바로 마베리(Marbury)의 것이었다.그러

자 그는 1801년 법원조직법에 근거하여 연방 법원에 하여 그 고유 할사

항으로서 직무집행 장(writofmandamus)을 청구하 다.이것이 역사 인

Marburyv.Medison(1803) 결을 낳게 하는 단 가 된 것이다.288)당시 정치

으로 타 할 수 없는 두 집단인 공화주의자들과 연방주의자들 사이의 심각

한 정치 인 긴장과 충돌이 상되는 정치 인 지 에 발을 들이는 것을 염려

하여 법원장인 마샬은 양면가치 (ambivalent)인 충안을 고안하 는바,그

의 결론은 공화주의자들이 지배하는 행정부와의 충돌에서 상되는 곤경을 피

함과 동시에 연방 법원이 헌법의 해석에 최종 인 권한을 가진다는 것을 천

명하는 묘한 것이었다.이와 같이 미연방 법원의 재 할권이 역사 으로

미국에서의 헌법재 혹은 사법심사의 기원과 매우 하게 연 되는 것임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하에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285)Ibid.

286)Ibid.

287)Ibid.

288)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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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고유 할권(OriginalJurisdiction)

미 연방 법원의 고유 할권에 한 사항은 연방 헌법에 의해 정해져 있다.

연방헌법 제3조제2항 제2에따르면연방 법원의고유 할권은“사,장

, 사에 향을 미치는 사건 주(州)가 일방 당사자가 되는 사건”에 국한

된다.연방 법원은 둘 이상의 주간의 분쟁에 하여는 속 일심 할권

(anexclusivefirstinstancejurisdiction)289)을 그리고 외국의 사가 당사자인

경우 혹은 연방 정부와 주(州)간의 분쟁이 계속(繫屬)되어 있는 소송 차에

하여는 비 속 일심 할권(anon‐exclusivefirstinstancejurisdiction)을 가

진다.그러나 고유 할권 상으로서 직 으로 연방 법원에 소가 제기되어

지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그러한 사건들의 부분의 형태는 두 개의 주간

의 경계확정이나 주간에 흐르는 강의 용수권 혹은 수리권(Waterrights)에

한 분쟁들이며 이는 독일 연방헌법재 소에 다루어지는 주(州)간의 권한쟁의와

는 사뭇 다른 것이다. 한 연방 법원이 “비 속 ”고유 할권을 가지는 경

우에는, 법원이 사건의 심사를 지하고 하 의 연방법원에 의한 심리를 허

락하여 그곳에서 당해 분쟁이 우선 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할 수가 있다.

이런 연유로 고유 할권 사건들이 연방 법원 하여 큰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는다.290)

법원의 고유 할권과 련하여 주목을 끄는 아이러니는, 법원장 마샬이

의회제정법,즉 1789년 법원조직법 제13조에 하여 헌선언을 함으로써 법원

의 역사 인 헌법재 권을 확립하 지만,원래 동 법원조직법은 오히려 연방

법원에 보다 많은 고유 할권 – 즉 직무집행 장의 발부권 – 을 수여하려

는 시도의 일환으로 제정되었다는 이다. 법원의 고유 할권에 한 범 를

정의하고 있는 헌법 제3조에 따르면 법원에 수여된 권한 가운데에 직무집행

289)미 연방법령 제28권 제1251조는 법원의 고유 할권에 한 사항을 규율하

며 법원이 “둘 는 그 이상의 주간의 분쟁”에 하여는 “고유하며 속

인(originalandexclusive)” 할권을 가진다고 규정한다.28U.S.C.A.§125

참조. John E. Nowak and Ronald D. Rotunda,Constitutional Law,

6th..ed.,(St.PaulandMinn.:WestGroup,2000)at27.

290) ThomasE.Baker& JerreS.Williams,ConstitutionalAnalysisina

nutshell,2nd.ed.,(WestGroup,1999)at7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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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을 발부하는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연방의회는 1789년 법원조직법 제

13조의 제정을 통하여 직무집행 장의 발부를 연방 법원의 고유 할권에 포

함시킴으로써 법원의 고유 할권범 를 확장하 지만291) 법원은 연방헌법

이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시한 것이다.헌법 제3조의 의미에 하여 법

원장인 마샬의 해석에 따르면,만일 어떠한 사건이 헌법 제3조의 열거된 사항

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 것이라면, 법원은 그 사건에 하여 고유 할권을 가

질 수 없다고 한다.292)Marbury사건에서 마샬 법원장은 헌법상 열거된 고유

할권에 한 사항은 완결된 것이며 따라서 의회에 의하여 증가될 수 없는

것이기에,의회가 법원에 수여한 직무집행 장의 발부권한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을 명백히 하 다.293)주지하다시피,결론

으로 법원장은 부수 의견(obiterdictum)을 통하여 1789년 법원조직법 제

13조는 헌이며 이와 같은 헌 단권이 법원에 부여되는 바,이는 “법이

무엇인지”를 말할 법원의 “직분이자 의무(provinceandduty)”로서 주어지는

것이라는 을 명료하게 하 다.294)

다.상소 할권(AppellateJurisdiction):항소심 할권과사건이송명령 할권

㉠ 항소심 할권(JurisdictionbyAppeals)

헌법 제3조는 한 법원에 고유 할권에 더하여항소심 할권을 부여하고

있다.이러한 항소심 할권은,그러나,“연방의회제정의 외와 규정 하에서”

법원에 부여된 것이다.295)헌법 제3조 제2항 제2 에 따라 의회는 항소사건

으로 분류되어지는 사물 할의 범주를 확립하 다.일단 연방과 각 주의 법원

291) JeanEdwardSmith,JohnMarshall– DefinerofNation,(New York:

HenryHoltandCompany,1996)at322.

292)John Harrison,TheConstitutionalOriginsand Implication ofJudicial

Review,VirginiaLaw Review (April,1998)(84Va.L.Rev.333)at346.

293)Smith,supranote33at322.

294)5U.S.137(1803),at177.

295)미 연방헌법 제3조,제2항,제2 은 “연방 법원은 법과 사실 계에 모두

하여 연방의회제정의 외와 규정 하에서(withsuchExceptions,andunder

suchRegulationsastheCongressshallmake)항소심 할권을 가진다”고 규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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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발생한 헌법상 쟁 들에 하여는 각 법원이 당해 사건의 합헌성에

하여 결정할 수 있으며 당해 법원의 최종 인 단은 당사자가 제기한 항소에

복종하게 된다.연방체제하에서 연방 법원은 연방항소심과 특별항소법원의

결정에 불복하는 당사자에 의해 제기된 사건에 하여 심리하게 된다. 법원

은 한 연방의회제정 법률이 헌 단된 특정한 사건에 하여는 지방법원으

로부터 직 으로 제기된 사건에 하여도 심리한다.그러나 연방 법원이

헌법 인 쟁 에 하여 결정을 할 것인지에 하여는 아무런 보장이 없는바,

항소심 할권의 행사는 부분의 경우 그 사건의 심리여부에 한 연방 법

원의 재량 단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이다.비록 항소심 할은 연방 법원에

서의 심사를 명령 으로 요구하지만,연방 법원은 매해 아주 은 수의 항소

사건만을 심리한다.296)

㉡ 사건이송명령 할권(CertiorariJurisdiction)

더불어,연방 법원은 네 명의 법 이 찬성하는 경우에는 사건을 심리하

도록 하는 통을 수립하 다.그러므로 소수자가 안을 상정시키는 (a

minoritysetstheagenda)은 주목할 만하다.297)연방의회에 의해 법원에 부

여된 법정 할권으로서 사건이송명령 할권에 의해 막 한 수의 사건들에

한 심리가 거 된다.298)사건이송명령을 허락할 것인지의 여부는 으로

법 들의 재량에 달려있기 때문이다.299)그러나,사건이송명령표결(Certiorari

votes)은 공표되지 않는다.실제 으로는,“몇몇 법 들은 사건이송명령표결

에 하여 그들의 사 인 문서에 기록을 남기지만 보통은 어떻게 법 들의

투표하 는가 여부를 알기는 불가능하다.”가끔은,“어떤 법 이 특정한 사건

에 한 사건이송명령의 거 결정으로부터 자신의 반 의견을 공개 으로 남

기고 싶은 충분히 강한 느낌이 들면”어떤 이유로 동 사건의 사건이송명령이

296)Hall,supranote12at132.

297)Baker& Williams,supranote7at79.

298)Hall,supranote12at131.

299)사건이송명령 차에 더하여,어떠한 사건이 법원에 제기될 수 있는 세 가

지 가능성이 더 있다.즉, 에서 검토한 바와 마찬가지로,항소(onappeal)에

의하여,증명서(bycertification)에 의하여,그리고 특별 장(byextraordinary

writ)에 의한 방법이 있는 바,뒤의 두 가지 방법은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다.

Hall,ibidat13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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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락되었어야 했는지에 하여 체 인 개략을 담은 의견을 부가시킬 수 있

다.그러나 “몇몇 법 들은 사건이송명령결정에 한 공개 인 발표를 부정

으로 간주하여 거 결정에 한 반 의견 부가를 거부한다.”300)

한편,1925년 법원조직법은301) 결오류 장(writoferror) 항소에 의한

법원의 강제 할권을 축소시키고 그와 동시에 사건이송명령장에 의한 재

량 할권을 확 시킨 바 있는데302)이는 사실 헌법 심사의 문제의 거의

부를 연방 법원의 재량에 맡긴 것이라고 할 수 있다.303)나아가,1925 법

원조직법은 법원의 제도 상과 권한을 고양시켰는데,이는 동 법이 법

원을 “사인간의 분쟁에서 발생하는 잘못을 시정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하는 토

론장에서 국가 인 성을 가진 사안에 한 공공정책상의 쟁 을 해결하는

헌법상의 기 으로 변모시켰기 때문”이다.304)1988년에 연방의회는 드디어 연

방 법원의 강제 항소심 할권의 부분을 제거하 는데 이로써 소송명부에

한 법원의 막 한 통제권을 허용하 다.이 입법은 거의 모든 연방 법원

의 심사를 재량 인,즉 사건이송명령 근으로 변환시킨 것이다.305)사건이

송명령 차에 한 부분은 미 연방 법원이 한국이나 독일의 헌법재 소와 매

우 다른 이다.왜냐하면 미 연방 법원은 심리제청건수의 엄청난 증가에

도 불구하고 제청된 사건을 심리하여 해결할지 여부에 하여 오로지 법

300)Hall,ibidat133.

301)이 법은 “법 법안(TheJudgesBill)”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바,연방 법

들의 원회에서 안이 작성되었기 때문이다.JohnE.NowakandRonald

D.Rotunda,ConstitutionalLaw,6th.ed.(St.PaulandMinn.:WestGroup,

2000)at26.

302)Ibid.

303)따라서 1925년 법원조직법 이후로는, 부분의 사건들이 미연방 법원에 권

리로서 상소(고)될 수 없게 되었기에 연방 법원에서 연방이나 주법원의 결

에 한 심리를 원하는 당사자는 사건이송명령의 발부를 한 청원을 연방

법원에 제출해야만 한다.만일 법원이 그 청원을 허락하는 경우에는 동 사

건에 한 답변서 제출과 구두변론을 한 기일이 잡히게 된다.DanielleE.

Finck,JudicialReview:The United States Supreme Courtversus the

GermanConstitutionalCour,BostonCollegeInternationalandComparative

Law Review(20BCINT’L& COMP.L.REV.123)at141.

304) Hall,supranote12at477.

305) NowakandRotunda,supranote43at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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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의 재량에 근거한 결정권한이 있는 반면 헌법재 소에는 이에 상응하는

재량 선별 차,즉 사건이송명령 차가 없기 때문이다.306)부분 으로

이 이 왜 한국과 독일의 헌법재 소가 해마다 수천 건의 사건을 다루어

야만 하는지를 설명해 다.307)미국 연방 법원은 심리제청건수의 엄청

난 증가에도 불구하고 제청된 사건을 심리하여 해결할지 여부에 하여

오로지 법원의 재량에 근거한 결정권한이 있기 때문에 사건부담을 경감시

키고 요 쟁 만에 심리를 집 시킬 수 있는 것이다.이와 같이 사건이

송명령 헌법재 권으로의 변모는 미국연방 법원에 막 한 재량권을 부

여함으로써 실무 으로 헌법 쟁 에 한 단 자제의 원칙을 실천할

수 있는 요한 제도 장치가 된다고 할 수 있다.반면 우리나라의 법

원과 헌법재 소 독일의 헌법재 소에는 이에 상응하는 재량 선별

차,즉 사건이송명령 차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그 도입을 신 하게 고려

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308)

2. 헌법재판권의 심사기준 - 삼단계 위헌심사 기준론(Three Levels of Scrutiny)

가.서설

앞서언 한바와같이,헌법 토 에근거한의회제정법에 한사법 심

사(JudicialScrutiny)의 행은 오랫동안 미 연방 법원의 헌법재 의 원칙의

필수 인 결과로서 이해되어 왔다.309)이는 연방 법원의 다수의 법 이 합

306)보다 자세한 것에 하여는 VictorFerreresComella,TheConsequencesof

CentralizingConstitutionalReview inaSpecialCourt:SomeThoughtson

JudicialActivis,(82Tex.L.Rev.1705,2004)at1711‐1722참조.

307)자세한통계에 하여는헌법재 소통계참조;

[한국:http:/www.ccourt.go.kr/english/statistics.html;독일

http:/www.bundesverfassungsgericht.de/organisation/gb2005/A‐I‐4.html].

308)보다 자세한 것에 하여는 VictorFerreresComella,TheConsequencesof

CentralizingConstitutionalReview inaSpecialCourt:SomeThoughtson

JudicialActivism,(82Tex.L.Rev.1705,2004),pp.1711-1722참조.

309)G.EdwardWhite,HistoricizingJudicialScrutiny,PublicLaw andLegal

Theory Working PaperSeries,Paper31 (University ofVirginia Law

School,2005)at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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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성 단의 문제가 제기된 의회제정법에 하여 특별한 심사수 을 용하여

왔기 때문이다.그러므로 법률의 합헌성 단에 한 연방 법원의 분석의 첫

번째 단계는 주어진 사안에서 모든 이해 계와 요소들을 사법심사의 다 기

에 따라 분류하는 것이다.310)여기서 심사의 기 들은 “이익형량심사의 지침들

(instructionsforabalancingtest)”로써 특별히 개인 인 권리와 평등보호와

련한 헌법소송에서 법률의 합헌성을 결정하는데 용되는 것이다.311)그러나

법이 개인의 권리에 부담을 부과하여 사람들 사이에서 차별성을 이끌어 내는

방법은 무수히 많다.어떠한 법도 권리침해와 평등보호를 부정한다는 이유로

심사될 수 있는 것이다.여기서 법원은 법의 합헌성의 문제 – 즉 “특정한 법

을 평가함에 있어서 헌법상의 울 에 놓인 이해 계의 무게들을 어떻게 조

할 것인가의 문제”– 를 심사하기 한 척도(yardstick)가 필요한 것이

다.312)한편,여기에 하여는 몇몇 비 인 입장이 있는데 이들은 제한 인

사법심사의 기 ,즉 합리성심사, 간심사,엄격심사의 기 들이 “헌법사건에

있어서의 사법심사 차를 정확하게 반 하지 못하는 과도한 단순화”라고 한

다.313)하지만 법원은 여 히 개인의 권리와 평등보호가 문제문제는 사안에서

특정한 법을 평가할 때에 동 법이 합헌이라는 합헌성 추정에 근거하여 삼단계

헌심사수 을 용하여 헌법사건들을 해결하려고 노력하여 왔다.이러한 추

정은 “입법부에 한 사법부의 일반 존 의 기본구조”로 간주되나,한편,아

래와 같이 특정한 역에 있어서는 연방 법원은 보다 강화된 헌법 심사를

추구하기도 한다.314)

나.심사단계론

㉠ 참고 도표 1.

310)Ibid.

311)Chemerinski,supranote9at539.

312)Ibid.

313)JeffreyShaman,CracksintheStructure:TheComingBreakdownofthe

LevelsofScrutin,OhioStateLaw Journal(Winter,1984)(45OHIO ST.

L.J.161)at161

314)Chemerinski,supranote9at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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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에서 살펴 볼 내용은 다음과 같이 도표로서 나타낼 수 있다.우선

미연방 법원이 사용하는 심사단계는 합리성기 심사, 간심사,엄격심사

등 세 가지로 구분된다.이러한 심사단계에 따를 때 심사 상 법률이 헌

단될 가능성은 엄격심사의 역에서 가장 높다.다시 말하자면 사법부의

입법에 한 존 이 가장 약화된 경우라 할 것이다.합리성기 심사는 그

와 정반 의 결과가 된다. 헌심사수 의 내용에 하여는 동원되는 수단

과 정부가 실 하고자 하는 목 의 련성이 요한 단자료가 된다.더

불어 입증책임의 문제와 최소제한요건의 충족여부 등이 각 심사수 에 따

라 변하게 됨을 유의해야 한다.아래의 도표는 연방 법원이 각각의 심사

수 에 따라 단한 구체 인 사건 에서, 법 차조항에 따라 보장되

는 자유권의 역과 평등보호조항에 의해 규율되는 입법상의 분류 의

요한 쟁 들을 모은 것이다.

㉡ 합리성기 심사(RationalBasisTestorMereRationalityReview)

이 기 은 차별 의계층에 근거하지 않거나 혹은 기본 인 권리들에 연

되지 않은 법률,일반 으로 경제 련법 혹은 사회보장 련법의 심사에 용

된다.이 심사수 하에서는 도표에서 알 수 있듯이 어떤 법률이 만일 “정

당한(legitimate)”정부의 목 에 “합리 (rationally)”으로 연 되어 있는 수단

이라면 합헌으로 단될 수 있다.315)정부의 목 은 단지 허용될 수는 있는

것이며 정당한 것이기만 하면 된다.정부의 달성목표는 실질 인 목 일 필요

가 없으며 오히려 그 어떤 “상정가능한 정당한 목표”로서 충분한 것이다.316)

이 경우는 청구인이 입증부담을 안게 된다.이 분류 하에서는 청구 상법률의

유효성이 추정되므로,합리성 심사기 이 용될 경우 정부는 일반 으로 승

소하게 될 것이다. 도표상의 좌측화살표의 방향은 어떤 법률이 합리성기

심사 하에서 법원의 심사 상이 되는 경우에는 합헌 결될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즉,합리성기 심사 아래에서 심사 상 법률은 청구인이 그 법

률에 하여 상정 가능한 어떤 정당한 목 도 없음을 입증하거나 혹은 그 법

315) 컨 ,Pennellv.CityofSanJose,485U.S.1(1988);AlliedStoresv.

Bower,358U.S.522(1959).

316)UnitedStatesRailroadRetirementBoardv.Fritz,449U.S.166(1980);

Chemerinski,supranote9at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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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률  헌판단 가능  
                                  ( 제정 에 한 적 사 적 존 )
                    합헌ß‐‐‐‐‐‐‐‐‐‐‐‐‐‐‐‐‐‐‐‐‐‐                           à 헌 

   (높 )                                                                                                   (낮 )

         헌심사수
내  합리 심사 간심사 엄격심사

수단 
(근접 )

합리적 연  
(If it is Rationally related to) 

실 적 연  
(If it is Substantially related to) 

필수적 연  
(If it is Necessary to achieve) 

목적 
(정  )

정당한 모든  
[Legitimate conceivable (purpose) 

interest]

한 실제
 [Important actual purpose 

(interest)]

필 가결한 실제  
[Compelling actual purpose (interest)]

최 제한  안 건 최 제한  안 건 
충족  

실하나 
최 제한  안 건 충족 최 제한  안 건 충족  

책 청 정   정  

(적 절차) 

* 리  원 , 
*종 행사  ,
*경제적  적 절차
  (Economic Due Process), 
*사생  (1989‐1992)

*사생  [Casey (1992)] 
  [과 담 심사 
  (Undue Burden Test)]

본적 리들
*연  , 
*언론  , 
*집  ,
*피고  리들, 
*사행  (1989년 전),
*종 행사  
  [Smith (1990) 전], 
*주간  여행 (Interstate Travel),
*투표

상  류
(Legislative 

Classifications) 
(평등보 )

비차 계 에 근거한 률(Laws that 
distinguish based on Non‐Suspect Classes)
*  (Aliennage) 
  (연 규 ), 
*신체 리조건 (Disability),
* 적취향(Sexual orientation), 
* 산  다과(Poverty) (  민사문제),
*연령

차 계 (Quasi ‐Suspect 
Classes)
* [Craig (1976)사건 ], 
*비적출(Illegitimacy),
*  
[ 체류 에 한 각 주  규

나 정 적 능(political functions) 
에 련한  ]

차 계 (Suspect Classes) 
* 종, 
*종 , 
* 적 (National Origin), 
*민족적 경(Ethnicity), 
*  
(합 적 체류  에 한 각 주  규 ), 
* 산  다과 ( 사절차  가족 계상)



- 225 -

률이 그 목 에 합리 으로 연 되어 있지 않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가 아

닌 한 합헌 단 될 것이다.그러므로,차별 의 계층이나 기본 인 권리들이

연 되지 않은 경우에는,법률은 합헌성추정과 더불어 최 의 사법 존 을

받게 된다.이러한 정부에 한 최고수 의 존 의 덕분으로 말미암아,법원은

합리 심사기 에 미치지 못했다는 이유로 법률의 무효화 시키는 경우가 거

의 없었다.317)결구 법률이 “순 히 자의 (purelyarbitrary)”인 경우에만 무

효화 된다.318) 도표에 언 된 바와 같이 이 심사기 은 컨 “연령에 따

른 차별”,319)“지체장애에 따른 차별”,320)“부에 따른 차별”,321)그리고 “성

취향에 따른 차별”322)등을 규정한 법률의 평가에 용된다.

317) Chemerinski,ibid.

318)합리성 심사기 에 배되어 헌선언된 선례는 극히 드물다. 컨 ,

Romerv.Evance,517U.S.620(1996);CityofCleburnev.CleburneLiving

Center,In.,473U.S.432(1985);Zoblev.William,457U.S.55(1982);

UnitedStateDepartmentofAgriculturev.Moreno,413U.S.528(1973).

319) 컨 ,Vancev.Bradley,440U.S.93(1979)에서 연방 법원은 해외복무

퇴임체계의 참여자에 하여 60세에 퇴임을 강제하는 연방법에 하여,합리

성심사기 을 토 로 연방정부는 왕성한 해외복무를 실 하기 한 정당한

이해 계가 있으며 이러한 목 에 하여 강제퇴임제도는 합리 인 연 성을

가진다고 하여 동법을 합헌으로 단하 다.다만 주목할 것은,연방고용법상

의 연령차별 지(theFederalAgeDiscriminationinEmploymentAc)는 연령

에 따른 차별을 지하고 있으며 특별히 강제 인 퇴임제도를 불법화 하고

있다는 이다.Chemerinski,supranote9at782‐784참조.

320) 컨 ,CityofCleburne,Texasv.CleburneLivingCenter,Inc.,473U.S.

432(1985)에서 연방 법원은 평등보호의 심사를 통과하려면 정신 지체인과

다른 사람을 구분하는 련법은 반드시 정부의 정당한 목 에 합리 으로 연

되어야 한다고 시하 다.

321) 컨 ,연방 법원은SanAntonioSchoolDistrictv.Rodriguez,411U.S.1

(1973)에서 재산의 다과는 차별 의계층이 아니며 따라서 빈곤한 자들에 한

차별은 단지 합리성기 에 따르는 심사를 받게 된다고 시하 다.

322) 동성애자,양성애자 성 환[LGBT(Lesbians,Gays,Bisexuals and

Transgenders]계층과 련한 여러 쟁 들은 어려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바,이는 이러한 계층을 단지 그들의 성 취향에 근거하여 차별하는 법률들

이 그 어떤 실질 차이가 아니라,일반 으로 편견과 상투 인 사고의 형

을 반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더구나 성 취향의 문제가 개인의 선택의 문

제라기보다는 오히려 타고난 어떤 것으로서 불변하는 것(something

immutable)이라는 이 일정부분 수 되고 있다는 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성 취향을 규율하고 있는 거의 모든 미 연방항소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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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심사(IntermediateScrutiny)

지난 몇 십 년간 법원은 엄격심사기 을 요구하지는 않으면서도 합리

성심사기 보다는 엄격한 기 을 부과함으로써 간심사기 이 등장하

게 되었다.이 심사기 하에서는,어떤 법률이 “ 요한(important)”정부

의 목 과 “실질 으로(substantially)”연 성이 있으면 법원에 의해 지

지되는 것이다.323)정부의 목 은 요한 것이어야 한다.법원은 상정

가능한 목 이 아니라 오로지 실질 인 목 (actualpurpose)만을 검토

하게 된다.324)법률은 상당한 정도로 요한 정부의 목 을 진작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도표에서 알 수 있듯이 이 경우 정부가 입증의 부담

을 안게 된다. 간심사기 은 “ 차별 의구분(Quasi‐SuspectClassi-

fications)”,즉 “성별에 의한 차별”,325)“비혼인상의 출생자에 한 차

별”,326)“교육과 련한 불법체류 외국인자녀에 한 차별”,327) “상업

례는 오로지 합리성 심사기 만을 채용하고 있다는 이다.다만 제 9순회

법원의 한 례-Wakinsv.UnitedStatesArm,875F.2d699(9th.Cir.1999)

-가 성 취향에 근거한 차별에 하여는 엄격심사기 을 용해야 한다고

시한 경우가 있을 뿐이다.다만 하나의 정 인 신호는 Romerv.Evans,

517U.S.620(1996)사건에서 연방 법원이 콜로라도주 제출의안 (수정 2조)

에 하여 동 의안이 합리성심사기 조차도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

를 헌 단하 다는 이다. 법원의 견해를 피력한 네디 법 은 동법

의 배후에 존재한 명백한 목 은 단지 그 법에 의해 “ 향 받는 사람들의 집

단에 한 증오(animositytowardtheclassofpersonsaffected)”뿐이어서 합

리성 심사기 조차도 맞출 수 없다고 시하 다.Chemerinski,supranote9

at787‐789;JanetE.Halley,ThePoliticsoftheCloset:TowardsEqual

Protection forGay,Lesbian and BisexualIdentity,(36 UCLA L.Rev.

915,1989)참조.

323) 컨 Lehrv.Robertson,463U.S.248(1983),at266;Craigv.Boren,

429U.S.190(1976),at197(Craigv.Bore사건에서 처음으로 법원은

간심사에 한 정확한 기 을 명료하게 표 하 다)참조;Chemerinski,

supranote9at540참조.

324)Chemerinski,ibid.

325) 컨 UnitedStatesv.Virginia,518U.S.515(1996).

326) 컨 Lehrv.Robertson,463U.S.248(1983).

327) 컨 Playerv.Do,457U.S.202(1982).일반 으로 외국인지 권은 엄

격심사에 따르게 되나,Player사건에서 연방 법원은 교육과 련한 사안에

있어서 불법체류외국인의 자녀에 해서는 간심사기 을 용하 다.연방

법원은 동 사건에서 불법체류외국인 자녀에 한 소속지역학구의 재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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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언론의 자유328) 공공장소에서의 언론의 자유에 한 규율”329)

등에 용된다.이러한 것들은 형 으로 차별 의를 받는 구분에 연

되는 바,다만 그러한 차별에 하여 어느 정도의 정당성이 존재하는

경우에 속한다.사생활권과 련해서 미연방 법원은 통 으로 엄격심

사기 에 입각하여 단하 으나 1992년 Casey사건의 복수의견(plurality

opinion)을 통하여 과도부담심사(undueburdentest)기 을 용함으로

써 이제는 간심사기 에 입각하고 있다고 단된다.즉 동 사건에서

연방 법원은 Roe사건에서 확립되었던 임신3기 구분(Trimester)의 기

본원칙을 버렸을 뿐만 아니라 기본 인 권리에 일반 으로 용되는 엄

격심사의 잣 의 용을 거부하며,“낙태에 한 여성의 자유권 이익

에 부당하게 부담을 부과하는 법률은 자동 으로 무효”인바,이는 “부당한

부담은 헌 인 부담”이기 때문이라고 시한 바 있다.최근 Stenbergv.

Carhart330)사건에서 연방 법원의 다수의견(majorityopinion)은 명시 으로

과도부담심사기 을 채용한 바 있다.낙태를 규율하는 법률의 평가에 있어서

연방 법원의 다수의견이 최 로 과도부담심사기 을 채용하 다는 에서 매

을 거부하고 지역학구로 하여 이러한 아동들에게 무료 공교육제공을 거부

할 수 있게 한 텍사스 주법을 헌으로 단하 다.다수의 법 은 수정 14

조의 평등보호조항에 그 체류의 합법성여부와 계없이 각 주의 권역 내에

실제 으로 거주하는 그 어떤 사람도 포함된다고 시하 다.연방 법원은,

그러나,불법체류외국인을 차별 의계층에 포함시키는 요구는 거부하 다.

Chemerinski,supranote9at768.

328) 컨 Bolgeret.al.v.YoungsDrugProductsCorp.,463U.S.90(1983).

Bolger에서 연방 법원은 구매를 청유치 않는 피임약에 한 우편 고를

지하는 법률에 하여 상업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수정 제1조에 반된

다는 이유로 헌 단 하 다. 법원은 피임약에 한 고는 상업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 안에서 실질 으로 개인과 사회의 심사를 암묵 으로 말해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정부의 부당한 간섭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는 활동에

련되어 있다고 하면서 상업 언론에 하여 명백히 간심사기 을 용

하여 수정 1조에 의해 보호 상이라고 시하 다.더불어 다음의 례 참조,

LorrilardTobaccov.Riley,533U.S.525(2001);Rubinv.CoorsBrewing

Co.,514U.S.476(1995);CentralHudson Gas& Elec.Co.,v.Public

ServiceCommission,447U.S.557(1980).

329) Chemerinski,supranote9at541.

330)530U.S.914,921(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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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요한 례로 평가되고 있다.

다만, 간심사기 과 련해서 두 가지 해결되지 않은 의문이 있다.첫째는

연방 법원이 간심사기 으로 불리는 과도부담심사를 용하면서 정부의 목

이 필요불가결한 것이어야 하는지 혹은 요한 것이어야 하는지,그리고 구

체 인 수단 한 그 목 에 필수 으로 혹은 실질 으로 연 이 되어야 하는

지 여부에 하여 언 하지 않았다는 이다.331)그러한 에서 과도부담

심사기 은 수단과 목 의 련성을 불분명하게 만들었다는 비 을 받고 있

다.332)둘째로,연방 법원이 간심사기 을 용하면서 과연 법률이 덜 제한

인 안을 허용하지 말아야 하는가에 한 분명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는다

는 이다.덜 제한 인 안분석이 이 심사를 하여 필요한지 여부에 하여

연방 법원 례의 입장이 립되고 있어,최소한의 기 으로 제시된 것만을 알

수 있을 뿐이다.그것은 간심사기 하에서 사용되는 수단이 정부의 목표를 달

성하기 하여 “엄 하게맞는것(narrowlytailored)”이어야 한다는것이다.333)

㉣ 엄격심사(StrictScrutiny)

엄격심사는 가장 혹독한 헌법 심사기 이다.이 심사기 하에서는,어떤 법

률이 “필요불가결한”정부의 목 을 달성하기 하여 “필수 ”인 것이어야 법

원에 의하여 지지된다.334)이 경우 정부가 심사 상 법률이 “필요불가결한 정

부의 이익(compellinginterest)”달성에 기여하고 나아가 그러한 이익의 달성을

하여 필수 인 것임을 입증하여야 한다.335)따라서,법률의 목 이 극도로

요한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목 을 달성하기 한 수단 한 그 이익

의 실 에 합하도록 “엄 하게 맞는 것(narrowlytailored)”이어야만 한다.336)

331)Chemerinski,supranote9at829.

332)Ibid.

333)530U.S.914,921(2000).

334) 컨 ,Grutterv.Bollinger,509U.S.306(2003);Graztv.Bollinger,539

U.S.244(2003);Adarand Constructorsv.Penna,515U.S.200(1995);

Sugarmanv.Dougall,413U.S.634(1973);Sherbertv.Verner,374U.S.

398(1963.

335) Chemerinski,supranote9at541.

336) 컨 ,Wygantv.JacksonBoardofEducation,476U.S.267(1986),at

280;Palmorev.Sidoti,466U.S.429(1984),at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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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범주 하에서는,심사 상법률의 헌무효가 추정되므로 정부가 수단-목

합성에 한 입증부담을 안게 된다.337)더불어,정부는 정부의 목표가 다른

어떤 “덜 차별 인 체수단”으로는 달성될 수 없음도 증명하여야 한다.338)엄

격심사기 은 어떤 법률이 “차별 의구분”을 세울 경우나 그것이 “기본 인 권

리”에 향을 주는 경우에 발동된다.엄격심사기 은 법률이 첫째,“차별 의분

류”의 경우에 연 된 경우,즉 “인종”과 “민족 배경(NationalOrigin)”,339)

“종교 (평등보호나 국교분리의 원칙의 따른 분석)”,340)“외국인의 지 341)(합리

성심사기 이 용되는 ‘정치 인 공동체’의 문제로 인정된 외에 해당하지 않

는 경우)”342)그리고 둘째로,기본 인 권리에 부담을 주는 분류에 해당되는

337)Millerv.Johnson,515U.S.900(1995);Bursonv.Freeman,504U.S.191

(1998).

338) Chemerinski,supranote9at695.

339) 컨 ,AdarandConstruction,Inc.v.Penna,515U.S.2000(1995),(연방정

부의 역차별정책은 엄격심사기 에 부합하여야 한다고 시).

340)종 의 연방 법원의 선례에 따르면,종교의 자유에 부담을 지우는 법률은

그것이 오로지 정부의 필요불가결한 이익실 을 하여 필수 인 것일 때만

(즉,엄격심사기 용)합헌으로 단하 다. 컨 ,Sherbertv.Verner,

374U.S.398(1963).그러나 연방 법원은EmploymentDiv.,Dept.ofHuman

ResourceofOregonv.Smith,494U.S.872(1990)사건에서 종교행사의 자유

에 한 헌법의 규정은,“일반 용성을 가진 립 법률(aneutrallaw of

generalapplicability)”이 종교를 간섭하기 한 동기에 의해 제안되어 동 규

정에 의한 보호를 히 감쇄시키는 경우가 아닌 한 그와 같은 법률을 심사

하기 하여 사용될 수 없다고 시하 다.이에 따라 헌법상의 종교행사자유

규정에 의한 보호가 격히 감소될 것이 때문에,1993년 연방의회는 이 례

에 응하여 “종교자유복구법(theReligiousFreedom RestorationAc)”을 채

택하 는바,이 법률의 목 은 Smith 결을 뒤집고 동 결 이 에 연방 법

원이 따르던 엄격심사기 의 회복에 있었다.그 후 연방 법원은 City of

Boernev.Flores,521U.S.507(1997)사건에서 연방의회의 역할은 연방 법

원에서 확인된 권리들에 한 반행 를 규제하거나 방하는 차원의 입법

에 제한되며 그러한 법률들은 헌법 인 반행 에 하여 엄격하게 맞는 것

(narrowlytailoredtotheconstitutionalviolation)이어야 한다고 시하 다.

그러므로,종교의 자유에 근거한 차별에 하여 연방 법원은 엄격심사기 을

용한 것으로 보인다.Chemerinski,supranote9at296.

341) 컨 Graham v.Richardson,403U.S.365(1971)(외국인의 지 에 따른

구분은 국 이나 인종에 따른 구분과 마찬가지로 본래 으로 차별 의를 받

으므로 엄 한 사법 심사기 에 복종해야 한다고 시)참조 .

342)연방 법원은 “민주 사회는 그 국민에 의하여 통치된다.”고 선언한 바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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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컨 ,“평등선거권의거 이나희석”,343)“주간의이민(InterstateMigration)”,

“법원에 한 근권(Accesstothecourts)” 그 외에 인정된 기본 인 권리

들이 향을 받는 경우에 용된다.344)엄격심사기 하에서는 법률이 최소제한

혹은 최소차별의 안에 해당된다는 을 증명하여야 함은 앞서 언 한 바와

같다.345) 한 앞의 도표에서 보았듯이 엄격심사기 하에서는 법률에 한 사

법 존 이 극도로 약화되므로 그 법률이 쉽게 헌 선언될 수 있음은 물론

이다.346)

다.비

합리성기 심사, 간심사,그리고 엄격심사로 일컬어지는 독특한 헌심사

의 수 들의 존재는 미 연방 법원의 분석 헌법 이론의 가장 요한 특징

의 하나라고 할 것이다.347)그러나,이러한 다단계심사 수 의 정교한 체계

에 하여도,오직 삼단계의 심사기 만을 엄격하게 용하는 것은 문제라고

다.따라서,자기통치원리나 민주 차 아래에서는 “보호되어야 하는 이익과

제한 인 구별사이에 합리 인 련성이 존재함을 보임으로서 외국인에 한

차별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시하 다.Foleyv.Connelie,435U.S.291

(1978),(경찰 이 되기 해서 자국민이어야 함을 필요조건으로 하는 주법에

하여 합리성심사기 을 용)참조;Ambach v.Norwich,441U.S.68

(1979),( 등 혹은 등학교의 선생이 되기 해서 자국민임을 요구하는 주법

을 합헌 단)참조.

343) 컨 ,Harperv.VirginiaSt..Bd.ofElection,383U.S.663(1966) (선

거권이 수정 14조의 평등보호조항에 따라 보장되는 기본 인 권리임을 선언)

참조.

344) 컨 ,연방 법원은 몇몇의 자유권에 하여 매우 필수 인 것이라 하여

이들을 기본 인 권리로 간주하며 일반 으로 엄격심사기 에 부합하지 않는

한 정부는 그 권리들을 침해할 수 없다고 한다.이러한 자유와 권리들에는 결

혼권,생식권,자녀후견권,가족공동거주권(righttokeepfamilytogether),자

녀의 양육권,피임도구의 구매와 사용권,여행권(평등보호조항에 의해 보호),

투표권(평등보호조항에 의해 보호),언론,집회의 자유,종교행사의 자유 등이

있다.Chemerinski,supranote9at792.

345)Chemerinski,supranote9at54참조.

346)Ibid.

347)JeffreyShaman,CracksintheStructure:TheComingBreakdownofthe

LevelsofScrutin,OhioStateLaw Journal(Winter,1984)(45OHIO ST.

L.J.161)at16;Chemerinski,supranote9at542-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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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비 이 제기되고 있다.348) 를 들어 SanAntonioIndependentSchool

Districtofsv.Rodriguez349)사건에서 마샬 법 의 반 의견은 삼단계

헌심사수 을 용하는 체계를 비 하고 있다.그는 심사 상 법률에 한 범

주화 근(categorizedapproach)은 헌법사건의 사법 심리과정을 정확하게

반 하지 못하고 과도하게 단순화한 것일 뿐이라고 한다.350) 한 연방 법원

례의 바른 이해는 사법심사기 을 둘 혹은 셋의 구별기 에 따라 엄격하게

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도(degree)에 따라 구분되어지는 넓은 범 (spectrum)

혹은 연동방식(slidingscale)에 의해 탄력 으로 정하려는 것이라고 그는 주장

한다.351)그의 견해에 따르면, 용 가능한 사법심사의 기 은 정부의 차별

분류의 특징에 따라,즉 문제되는 분류에 의해 향 받는 개인과 국가의 이익

의 상 인 요성에 따라 보다 구체 으로 결정되어야만 한다.352)마샬 법

은 삼단계 사법심사수 은 한 헌법 분석을 방해하는 “경직된 근(ri

gidifiedapproach)”일 뿐이라고 비 한다.353)왜냐하면,삼단계 심사체계는 사

건의 특정한 본안과는 무 한 추상 인 사법심사단계에 심리의 핵심을 돌림

으로써 헌법이론 분석을 오도할 뿐만 아니라 용 가능한 심사수 을 채택

하기 하여 “기본 인 권리”혹은 “차별 의계층”등의 이미 특정한 성향을

가진 개념들을 사용함으로써 한 헌법 분석을 오히려 방해하기 때문이

다.354)스티 스 법 도 이와 같은 비 을 지지하며 연동방식의 사법심사체

계를 주장하 다.355)

간심사와 련해서는,Craigv.Boren356)사건의 반 의견에서 퀴스트

법 은 평등보호조항이 간심사라는 단어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348)Shaman,ibidat161.

349)411U.S.1(1973),at98-99.

350)Ibid.

351)Ibid.

352)Ibid.

353)Ibid.

354)Ibid.

355) 컨 ,Craigv.Boren,429U.S.190(1976)사건에서 스티 스 법 의

동의의견 참조.

356)429U.S.190(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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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사법심사의 명확한 선언에 반 하 다.357)그는 한 미연방 법원이

이미 두 단계의 심사기 (합리성기 과 엄격심사)과 련해 충분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단계는 필요없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

하고 있다:

나는 당 법원이 인정해온 사법심사의 두 단계 – “합리성기 ”과 “차별 의

계층”이 연 된 경우에 요구되는 “필요불가결한 정부이익기 ”– 에 해 충

분한 어려움을 겪었다고 생각한다. 하나의 기 을 두 개의 기 사이에

집어넣는 것에 하여 하게 반 할 만큼 말이다.어떻게 당 법원이 어떤

목 이 요한가를 측할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당 법원이 특정한 법률

에 하여 그러한 목 의 실 에 여타의 방식으로 연 되어 있기 보다는 “실질

”으로 연 되어 있다고 단할 수 있단 말인가?사용된 두 어구가 무나 불

명확하고 탄력 이기 때문에 특별한 형태의 입법이 “요한”목 에 따른 것인

지 혹은 목 과의 련성이 충분히 “실질 ”인지에 한 단을 가장하여 그러

한 입법과 련된 주 인 사법 선호나 편견이 유도될 수 있을 것이다.358)

더군다나,구체 인 헌심사사건을 들여다보면 헌심사기 의 용과 련

하여 내부 인 불일치가 발견된다. 를 들자면,연방 법원이 앞서 언 한

외를 제외하고는 외국인을 차별하는 법률에 한 합한 심사수 은 엄격심사

기 임을 명확히 확립하 음에도 불구하고,외국인지 구분에 해 엄격심사의

잣 를 용하는 이유가 인종이나 성별에 따른 차별과는 다른 고려가 있음에

근거한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는 비 을 받고 있다.359)비 론자들은 외

국인을 차별하는 부분에 하여 당해 법률에 보다 많은 운신의 폭을 허용하고

자국인을 한 이익을 보장하여 주는 법률은 엄격심사기 의 용을 받지 않

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360)왜냐하면 외국인의 지 라는 것은 불변하는 것

이 아니며 상 으로 짧은 시간의 경과 후에는 자국민이 될 수 있기 때문이

357)Ibidat220.

358)Ibidat220‐221.

359)Chemerinski,supranote9at771.

360)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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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361) 한 성 취향에 근거한 차별에 한 Lawrencev.Texas362)사건에서

연방 법원은 용될 사법심사기 에 해 언 하지 않음으로써 동성애자간의

동의에 의한 사 인 성행 를 지하는 법률에 하여 합리성기 심사가 용

될지 혹은 고양된 심사기 (간심사 혹은 엄격심사)이 용될지에 하여 불

명확한 태도를 보인 바 있다.

요는,여기에는 두 가지 길이 있는 것 같다.그 하나는,연동방식의 지지자들

이 믿는 것처럼, 립하는 이해 계에 하여 보다 진솔한 토의를 거침으로써

반 으로 더 나은 결에 이르기 하여 삼단계 근을 무제한 인 연동

제방식의 심사기 으로 환하는 것이다.363)다른 하나는,연방 법원의 다수

의 견해가 지지하고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단계 헌심사기 을 더욱 명료

하게 용하는 길이다.364)비록 두 가지의 다른 입장이 조화될 수 없는 것처럼

361)Ibid.

362)539U.S.558(2003).

363)Chemerinski,supranote9at543.

364)Marbury사건으로부터 CalroleneProduct사건까지 연방 법원은 헌심사

기 에 한 헌법이론을 발 시켜왔다.연방 법원은 Caroleneproduct사건

의 각주 4번에서 서로 다른 헌법 분쟁은 다양한 헌심사기 의 용을 받

게 된다는 견해를 피력하 다.연방 법원이 연방의회에 한 존 의 필요성

을 강조한 각주 4번은 요한 지표임이 분명하다.“입법이 표면 으로 헌법상

의 지, 컨 ,수정 1조에서 10조까지의 지와 수정 14조의 범 안에 포

섭될 때 동일하게 구체화 되는 지의 범 안에 있으면 합헌추정의 작용은

더욱 좁은 범 내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바람직스럽지 않은 입법을 폐지시킬

수 있다고 통상 기 되는 정치 인 차를 제한하는 입법이 부분의 다른

형태의 입법보다도 수정 14조의 일반 지하에서는 보다 엄격한 사법 심

사기 에 종속하게 되는지 여부에 한 고려는 이제는 불필요하다...우리는

한 이와 유사한 고려가 특정한 종교 ,민족 ,혹은 인종 소수집단에 하

여 제정된 법률의 심사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문의할 필요가 없다.분

리되고 고립된 소수자들에 한 편견이 어떤 특별한 조건이고 이것이 소수자

들의 보호를 해 의존되는 정치 인 차의 작용을 하게 억제하는 경우

인지의 여부 그래서 상 으로 더욱 탐색 인 사법 심리를 요청하는지 여

부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304U.S.144(1938),at152,n.4;다시 말하자면,

연방 법원의 입장은 법률의 합헌성을 추정해야만 한다는 것이다.그러나 어

떤 법률이 개인 인 권리를 간섭하거나 불필요한 입법의 폐지를 한 정치

인 차를 제하는 것일 때 혹은 “분리되고 고립된 소수집단”에 한 차별 인

것일 때에는 보다 탐색 인 사법 심리(moresearchingjudicialinquiry)가

요청된다고 할 것이다.이것이 앞서 도표에서 본 바와 마찬가지로 특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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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임에도 불구하고,두 입장 사이에는 공통분모가 있다.어떤 주어진 사건에서

당사자의 이해 계를 가장 하게 고려하는 방법이 과연 무엇인가?우리는

그 해답을 찾아야만 한다.연방 법원의 헌법재 권의 범 는 법원의 사법심사

격성원칙과 재 할권에 한 역사 인 구조와 한 련이 있다. 련된

헌법규정과 의회제정법은 다음 두 가지 방식으로 의미를 가진다.한편으로는,

그것들은 법원에 헌법 분쟁에 한 심사자격을 부여한다.다른 한편,그것

들은 헌법 쟁 에 한 법원의 범 한 유효사거리를 제한하는 요한

기능을 담당한다. 한 연방 법원의 헌법재 권의 확립과 련하여 법원의

재 할권은 매우 요한 역할을 담당하 다.특히 법원의 고유 할권 확

에 한 법원조직법이 Marburyv.Madison사건과 한 련이 있음을 보

았다.더불어 미연방 법원이 행하는 헌법재 은 삼단계 헌심사의 잣 를 통

하여 이루어지므로 이에 정확한 이해와 그에 한 비 을 음미해볼 필요가 있

다고 본다.우리 헌법재 소가 앞으로 새로운 사건에 직면하여 헌여부에

한 단을 해야 할 때 미연방 법원의 헌심사 수 론은 결의 헌법 논

리를 더욱 정치화(精緻化)하는데 이론 토 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다만

미연방 법원이 채용한 잣 를 과연 그 로 원용할 수 있을지는 아직 의문이

다.끝으로,정치 문제를 해결하는 헌법재 소의 역할과 추상 규범통제기능

을 수행하는 독일 헌법재 소의 역할을 미연방 법원은 담당할 수가 없기 때

문에 그 권능이 헌법재 소보다 소하다고 할 수 있는 반면 미연방 법원의

경우 그 임무가 오로지 헌법 문제에 국한되지 않기 때문에 재 할권 그

자체는 훨씬 넓다는 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형태의 쟁 이 부각될 것이어서

앞으로도 계속 주목할 가치가 있다고 본다.

역에서는 더욱 강력한 사법 심사가 동반되는 입법부에 한 사법 존 의

골간이다.Chemerinski,supranote9at539-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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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  헌 재  운 실태

Ⅰ.합헌성 추정원칙과 다단계 헌성 심사기

매우 강한 사법심사권을 가진 미국의 연방 법원도 국민 정당성을 강하게

지니고 있는 연방의회에서 만든 법률에 하여 섣불리 헌 단을 할 수 없음

은 물론이다.365)사법부는 선거를 통하여 나타난 국민의 정치 의사와 그에

근거하여 연방의회에서 제정된 법률의 내용에 해서 존 하는 태도(deference)

를 취하게 되는바 이는 한 권력분립원칙의 내용인 견제와 균형의 에서

도 정당화 될 수 있는 입법부의 형성재량권의 존 의 정신에 입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따라서 연방 법원은 가능하다면 법률의 규범 의미를 합헌 으

로 해석해야 한다는 분명한 입장을 취한다.즉 “합헌성에 상당한 의심이 가는

경우라 하더라도,당 법원은 그 헌성이 회피될 수 있는 방향으로 법률을 해

석하는 것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일차 으로 확인하는 것이 기본 인 원칙이

다.”366)이와 같이 법률의 헌법 합치 해석이란 하나의 법률 규정이 넓게 해

석하는 경우에 헌의 의심이 생기는 경우에,이를 좁게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

이 그 입법 목 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헌법에 합치되는 경우에 그 규정은 합

헌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법률의 해석 지침을 말한다.이는 헌법의 최고 규범

성에서 도출되는 법질서의 통일성과 함께,권력 분립에서 나오는 입법권의 존

법규범이 제정·공포된 이상 일단 효력이 있다는 ‘법률의 추정 효력

(favorlegis)’을 근거로 한다.그러나 이러한 해석에서도 그 법률의 문구나 목

에 명백하게 모순되는 해석은 할 수 없으며,법률의 효력을 지속시키기 해

헌법의 내용을 지나치게 확 해석하여 헌법 규범의 정상 인 수용 한계를 넘

어서는 안 된다는 한계가 있음은 물론이다.367)

미국의 경우 마샬(Marshall) 법원장은 Flectcherv.Peck사건368)에서 순

365)김형남,캐나다․미국․한국의 헌법재 기 에 한 비교법 연구,성균

법학,제19권 제3호(2007),134면.

366)이인호,상게논문,163면.

367)자세한 것은,허 , 게서; 석, 게서;정종섭, 게서 참조.

368)10U.S.(6Cranch.)87(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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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한 자연법(purenaturallaw)과 암묵 인 한계(impliedlimitations) 명시

인 헌법 명령의 형식 해석 사이에서 립을 지키며 조지아주법이 무효인

것은 “우리 자유제도에 공통 인 일반원칙에 의해서든 아니면 헌법의 특정 규

정에 의한 것이다”라고 단하면서,369)“제정법이 최상 법인 헌법과 충돌하는

경우에 그것이 무효인가의 여부는 단히 민감한 문제이다… 제정법이 헌법에

충돌하는 문제는 법 이 그 충돌에 해 명백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시함으로써 원칙 으로 제정법의 합헌성 추정의 원칙을 천명한 바 있다.370)

Flectcher사건은 주법에 한 연방법원의 사법심사권을 확립한 결로서 요

한 의미를 지니는데 합헌성추정의 원칙을 바탕으로 하여 주법에 한 무효의

가능성을 헌법 반에서만 찾지 않고 기존제도에 용되는 일반원칙에 의할 수

도 있다는 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한 합헌성추정의 원칙에 근거하여 의회제정법에 한 헌성 단 시에

헌법을 토 로 단계 사법심사기 을 용해온 미 연방 법원의 오래된 행

은 례법에 의해 성립되고 발 한 법원의 사법심사권과 더불어 헌법재 원칙

의 필수 인 내용으로 이해되어 왔다.371)이는 연방 법원의 다수의 법 이

합헌성 단의 문제가 제기된 의회제정법에 하여 특별한 심사기 을 용하

여 왔기 때문이다.법률의 합헌성 단에 한 연방 법원의 분석의 첫 번째 단

계는 주어진 사안에서 모든 이해 계와 요소들을 사법심사의 다 기 에 따라

분류하는 것이다.372)이러한 다 심사기 의 공통분모는 “이익형량심사의 지

침들(instructionsforabalancingtest)”로서 이는 특별히 평등보호와 련한

헌법재 에 있어서 당해 소송물의 헌성 심사의 기 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외의 기본권 침해의 경우에도 련 법률의 헌성을 결정하는데 용되는 것

이다.373)단계 사법심사 기 은 특정한 권리가 련되거나 평등보호가 문제

369)LawrenceH.Tribe,American ConstitutionalLaw,Vol.1,3rd.edition

(2000),p.1338.

370)김형남, 게논문,135면.

371)G.EdwardWhite,HistoricizingJudicialScrutiny,PublicLaw andLegal

Theory Working PaperSeries,Paper31 (University ofVirginia Law

School,2005),p.1.

372)상게서 참조.

373)ErwinChemerinski,ConstitutionalLaw -PrinciplesandPolicies,3r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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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경우 등 헌법문제 반에 걸쳐 등장하게 됨을 유의해야 한다.즉,법이

개인의 권리에 부담을 부과하여 사람들 사이에서 차별성을 이끌어 내는 방법

은 무수히 많기 때문에 어떠한 법도 권리침해와 평등보호를 부정한다는 이유

로 심사될 수 있는 것이다.여기서 연방 법원은 법률의 합헌성의 문제,즉 “특

정한 법을 평가함에 있어서 헌법상의 울 에 놓인 이해 계의 무게들을 어

떻게 조 할 것인가의 문제”를 심사하기 한 척도(yardstick)가 필요한 것이

다.374) 따라서 헌법상의 기본권(IndividualRights)침해 평등보호(Equal

Protection)와 련한 헌법재 에서 그 결과는 이러한 심사기 의 용의 엄격

성 여하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이러한 심사기 은 지 까지 합리성심사와 엄

격심사 그리고 간심사 기 등으로 례법에 의해 발 해 왔다.한편,여기

에 하여는 몇몇 비 인 입장이 있는데 이들은 제한 인 사법심사의 기 ,

즉 합리성심사, 간심사,엄격심사의 기 들이 “헌법사건에 있어서의 사법심사

차를 정확하게 반 하지 못하는 과도한 단순화”라고 한다.375)그러나 연방

법원은 여 히 헌법상의 권리침해와 평등보호가 문제되는 사안에서

특정한 법률의 헌성을 평가할 때에 동 법률이 일단은 합헌이라는 합

헌성 추정에 근거하여 삼단계 헌심사기 을 용하여 법률의 헌성

단이 쟁 이 되는 사건들을 해결하려고 노력하여 왔다.이러한 추정

은 “입법부에 한 사법부의 일반 존 의 기본구조”로 간주된다고 할

수 있다.376)

(Aspen2006),p.539.

374)ibid.

375)JeffreyShaman,CracksintheStructure:TheComingBreakdownofthe

LevelsofScrutin,OhioStateLaw Journal(Winter,1984)(45OHIO ST.

L.J.161),p.161.

376)Chemerinski,op.cit.p.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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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어려운 사안에 한 결을 회피하기 한 재 상의

수단으로서의 당사자 격377)

우리나라 혹은 독일의 헌법재 소와 달리 미국의 연방 법원은 통상의 법원

으로서 법률의 헌심사권을 가지게 됨은 주지의 사실이다.이러한 연유로,미

연방 법원의 헌법재 ,즉 헌법의 해석에 한 쟁 을 본안사항으로 하는 통

상의 재 은 첫째,헌법과 법률에 의해 정해진 사물 할과 일정한 당사자 사이

에 발생한 사건에 국한되며,둘째,일반재 사건과 마찬가지로 본안 요건,

컨 ,당사사 격,사건의 성숙성, 단이익존재여부 등의 소 “사법심사

격성”의 요건이 구비되어 야만 한다.우리나라와 독일의 헌법재 소에 의해 이

루어지는 헌법재 과 비교해 볼 때,이러한 들은 미국 연방 법원에 의한 헌

법재 의 큰 특징이랄 수 있다.378)심 상사건이 연방 법원의 사법 단

에 합한 것이어야 한다는 연방 헌법상의 규정379)은 재 권행사에 매우 요

한 제한을 부과하고 있다.즉 사법심사 격성 원칙은 개념 포섭체로서 당사

자 격,380)사건의 성숙성381) 단이익부재382)등의 여러 련 이론과 쟁

377)JohnE,Nowak,RonaldD,Rotunda,ibid,p.98.

378)JohnE,Nowak,RonaldD,Rotunda,op.cit.,p.98.

379)미국 연방헌법 제3조 제2항 제1호 참조.

380)당사자 격은 개개인이 법원에 헌법재 (constitutionaladjudication)을 청

구할 수 있는 한 당사자인가의 문제이다.미 연방 법원은 당사자 격심

사를 한 5가지 요건을 밝힌 바 있는데,이는,“손해(injury)”,“인과 계

(causation)”,“구제가능성(redressibility)”(이상은 헌법상 명문의 요건),“제 3

자의 당사자 부 격 (nothirdpartystanding)”,“일반 청원의 불인정(no

generalized grievance)” (이상은 례이론에 의한 당사자 격요건)

(prudentialstandingprinciple)등이며, 5가지의 모든 요건이 충족되어야만

법원이 당해 사건을 심사할 수 있게 된다.더 자세한 것은,Chemerinsky,op.

cit.,pp.60-102.

381)사건의 성숙성은 무 일 소송이 제기되어 진정한 분쟁으로 발 하지 아

니한 추상 계쟁에 법원의 개입과 심 이 이루어지는 것을 막기 한 요

건이다.ibid,pp.103-112.

382) 단이익부재(Mootnes)란 무 늦게 소송이 제기되는 것을 막기 함인 바,

법원으로 하여 소송결과에 해 실제 이해 계가 걸려 있는 련 당사자

사이에서 오로지 재 진행 인 분쟁만을 심사 하기 한 것이다.ibid,pp.

11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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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포 하게 되며383)연방 법원은 연방헌법상에 규정된 사건과 쟁송성의

요건에 하여 구체 의미를 부여하기 해 이와 같은 이론들을 례법상으

로 확립하 다.384) 한 사법심사 격성의 원칙에 따르면 법원은 “권고 의

견”의 제출이 지되며385)“정치 문제”와도 거리를 둘 수 있게 된다.386)미

연방 법원의 견해에 따르면 “이러한 제 원칙들은 그 결론이 개개인의 권리

계에 향을 미치는 쟁 들과 실제 분쟁을 통하여 구체 으로 규정된 사실

계만을 심 의 상으로 하기 해 고안된 것”이라고 한다.387)토크빌이 이와

련하여 “어떠한 법이 다투어지지 않는 한,그것을 논의하기 하여 사법당국

의 개입이 요청되지 않는다.따라서 그 법은 인지되지 않은 채로 존재하게 되

는 것이다...법원은 특정한 사건에 하여 결을 내리는 것이지,일반원칙에

해서 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언 한 것도 같은 맥락인 것이다.388)

따라서 연방 법원은 추상 이거나 가정 인 상황 하에서 합헌성 여부의 문

제를 결하는 것이 아니다.389)진정한 실제 분쟁이 당사자 사이에 있어야 하

며 헌여부를 다투고 있는 당해 법령에 의하여 실질 인 손해를 입은 당사자

들이 개입되어 있어야만 한다.390)미국 연방 법원의 헌법재 은 필수 으로

각 사건과 분쟁에 시된 구체 인 사실 계에 의존하게 된다. 법원은 한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 사법심사 격성의 원칙은 단지 법원의 헌법

재 권에 한 제한으로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 쟁 에 한 심 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한 수단으로 작용한다는 인데,이는 구체 인 사실 계

383)KermitL.Hall(편집자),TheOxfordCompaniontotheSupremeCourtof

theUnitedState,(New York,Oxford:OxfordUniversityPress,1992),p.

478쪽.

384)Chemerinski,op.cit.,p.457;Tribe,op.cit.,p.207.

385)한 가지 주목할 것은 권고 의견의 제출 지는 넓은 의미에서 볼 때 사건

의 성숙성과 단이익부재의 이론의 사법 고려에서 명료하게 되고 보강되

었다는 이다.Tribe,supranote2at313.

386)Hall,op.cit.,p.478.

387)ibid,p.457.

388) Alexis de Tocqueville,Democracy in America,Vol.1,2nd.ed.

(TranslatedbyHenryReeve),(Cambridge,Sever&Francis,1863)p.6.

389)ibid.

390)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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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실질 손해를 통하여 당해 쟁 에 한 법원의 헌법 이해가 더욱 선명

해지기 때문이라는 에 연유한다.391)

그런데 미국 연방 법원은 종종 이와 같은 당사자 격의 문제를 본안에 있

어서 복잡한 사안에 한 입장을 밝히는 것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사용된다.헌

법 인 쟁 에 한 본안 단은 보다 복잡다단하기 때문에 법원은 원고에게

재 에서 문제된 행 에 의해 실제 으로 손해를 입었다는 것을 논증하도록

요구한다.즉 연방 법원은 종종 쉬운 사건보다 어려운 사건에서 더 강한 당사

자 격에 한 요구를 하고 있다.다만 연방의회가 이러한 일에 개입하여 법령

에 의한 당사자 격을 창설한다면,연방 법원은 훨씬 더 쉽게 사건의 본안

단을 하는 경향이 있다.더군다나 사실상 UnitedStatesv.SCRAP392)사건에

서 알 수 있듯이 연방 헌법 제3조의 쟁송성에 한 문턱은 사실상 매우 낮은

것이 실이다.따라서 당사자 격성의 엄격 용을 통한 어려운 사건에의 단

회피라는 법원의 이러한 태도에 해 많은 비 이 있다:“과도한 사법심사권

391)ibid.

392) 412 U.S. 669 (1973). 동 사건에서 SCRAP(Students Challenging

RegulatoryAgencyProcedures)은 5명의 로스쿨학생으로 구성된 법인격없는

사단(unincorporatedassociation)으로 환경의 질을 향상시키라고 요구하고 있

었다.SCRAP은 주간통상 원회(InterstateCommerceCommission)의 거의

모든 화물의 단 량당 운임(freightrates)에 한 2½%의 할증 정지실패에

해 이의를 제기하 다.SCRAP의 각 구성원은 화물의 단 량당 운임구조

의 반환경 인 향에 의해 유발된 경제 ,오락 (recreational),그리고 심미

인(aesthetic)해(harm)를 입었다면서 당사자 격을 주장하 다.SCRAP의

각 구성원들은 이러한 화물의 단 량당 운임구조에 의해 완성된 제조물에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만 했고,상승된 운임은 그들이 숲,강,하천 등등의

활용에 부정 인 향을 미쳤다고 주장하 다. 한 각 구성원은 재활용 가능

한 폐기물에 한 처분에 지불되어야 하는 비용총계의 상승 때문에 더 많은

세 을 내야만 했다고 주장하 다.따라서 이러한 할증 은 ICC가 그에 한

자세한 환경 향평가자료를 제시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불법 인 것이라고

주장하 다.결국 2.5%의 할증 은 재활용구조에 부정 인 향을 미쳤으며

따라서 환경에 향을 미치는 주요한 연방의 행 라고 주장하 다.연방 법

원은 이를 받아들이면서 “환경자원을 활용하며 공기를 호흡하는 모든 사람은

환경단체가 여기서 주장하는 것과 같은 유사한 해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라

고 단하 다.연방 법원의 다수의견은 “많은 사람들이 단순이 동종의 손해

를 겪는다고 하여 당사자 격이 부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시하면

서 당사자 격을 인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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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동에 한 보호수단으로 당사자 격요건을 활용하는 것은 보호수단의 제공

이 될 뿐만 아니라 정의의 에서 요구되는 사법심사를 방해하는 것이기도

하다.그러므로 당사자 격을 한 법원의 기능을 수행하기 해 법원의 역

할을 제한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잘못된 도구인 것이다”라는 주장이 그

것이다.393)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방 법원은 법원의 합한 역할수행을 해

법원의 기능을 제한하는 수단으로 당사 격을 종 활용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Ⅲ.헌법 결정의 회피의무394)혹은 불필요한 헌법 단의

자제원칙:헌법재 에서의 헌성․ 법성 통제의 구별

미연방 법원이 헌법재 권의 행사에서 보여 사법자제의 원칙은 권력분립

의 원리를 존 하고,사법부의 자원을 보호하며,사법 해결에 가장 합한 구

체 인 분쟁을 다루게 함으로써 사법부의 단기능을 향상시키고 재 의 공정

성을 담보하기 한 것일 뿐만 아니라 결국은 헌법 인 문제에 한 결정을

가 자제하기 한 기본 이고 일반 인 사법 의무의 기능을 수행하기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나아가 “연방 법원은 당해 분쟁이 헌법문제와 비

헌법문제를 동시에 포함하고 있을 때,비헌법 인 에서 당해 사건의 해결

이 충분히 가능한 경우에는 굳이 헌법문제에 해 단을 행하지 않는 원칙을

확립하고 있다.”395)이러한 원칙은 마샬 법원장의 Marburyv.Madison사건

(1803)에서 사법심사이론의 배경으로서 언 한 소 “자제 권한”으로서,헌법

과의 조응성이 문제된 그런 사건만을 결정해야만 하기 때문에 행사하는 권한

이라는 근거에서도 지지를 끌어낼 수 있다.396)

이러한 사법 자제 정책에 하여는 보다 실용 인 고려가 있다.사법심사

제도는 다수결원과 조화되지 않으며 사법제도와 민주주의 제도의 사이의 충돌

393)K.Davis,AdministrativeLaw oftheSeventies(WestPublishingCo.,

1976),p.523.

394)JohnE,Nowak,RonaldD,Rotunda,상게서,106쪽.

395)이인호, 게논문,162쪽.

396)JeanEdwardSmith,JohnMarshall– DefinerofNation,(New York:

HenryHoltandCompany,1996)at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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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말미암아 법원의 조치가 불승인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이러한

불승인의 문제에 한 자각을 토 로 연방 법원은 민주 정당성이 확

보된 연방의회 제정 법률에 한 헌성 심사의 경우에, 연방 헌법의 해석

의 문제에 하여 조심스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나아가 엄격한 필요성

이 존재할 때 한해 헌법 쟁 에 한 처리를 허용하는 것은 사법 심사가

자선 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을 확실하게 하는데 유용한 도구가

되기도 한다.러틀리지 법 (JusticeRutledge)이 RescueArmyv.Municipal

Court397)사건에서 솔직하게 인정한바 로 “사법 자제 정책의 유효성을 말

하기 해 매우 요한 은 헌법 인 쟁 을 회피하기 한 권한이 가장 손

쉽고 넓게 행사되었던 시기는 당법원과 사법심사제도가 가장 격정 인 경험을

했을 때인 것이다”.즉 Lochner시 라고 일컬어지는 사법 극주의의 시

이후에 행정부의 정책수행에 걸림돌로 작용하 던 연방 법원의 각종 경제규

제법에 한 헌 단으로 말미암아 연방 법원 스스로가 법 증원정책의

기를 래하 기 때문에 보다 자제 인 입장으로 선회하 다고 러틀리지

법 은 단한 것이다.RescueArmyv.MunicipalCourt사건에서 러틀리지

법 은 다이스 법 의 유명한 Ashwanderv.Tennessee Valley

Authority398)사건의 동의의견에 근거하면서 사법자제정책의 요한 근거를 제

시하 다.러틀리지 법 은 연방 법원은 “그 할 하에 있는 사건에 하여

지배력을 장악하기 하여 여러 가지의 원칙을 발 시켜왔는데,그러한 원칙

하에서 연방 법원이 결정하도록 압박하는 모든 헌법 인 문제들의 상당부분

에 한 단을 회피해왔다”고 설명하 다.그러므로 연방 법원은 첫째,우호

이며 비 립구조 인 차에서 입법형성과정에 향을 미치는 헌법 쟁

에 하여,둘째,헌법 인 쟁 의 단의 필요성을 미리 인정하여,셋째,헌법

원칙이 용되어야 하는 확한 사실 계에 의해 요구되는 것보다 넓은 의

미에서 헌법 쟁 들에 하여 결정하지 말아야 한다고 시하 다.만일 사

건기록이 이를 바탕으로 사건이 단되어질 수 있는 다른 근거를 제시하고 있

다면,연방 법원은 그 다른 근거를 탐색해야한다고 언 하 으며 나아가 소송

397)331U.S.549(1947).

398)331U.S.288(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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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 당사자가 법령의 운용에 의해 해를 입었다는 것을 보이는데 실패하거나

혹은 그 법령의 이익을 이용하려는 경우, 는 연방 법원이 문제된 쟁 을 피

하는 방법으로 당해 법령을 엄정하게 해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연방 법원은

헌법 인 쟁 에 해 단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 다.이 과 련하여

RescueArmyv.MunicipalCourt사건에서 연방 법원은 법정의견은 다음과

같은 을 지 하고 있다.“실성과 성숙성,구체성,명확성 혹은 한정성,확실

성,그리고 향을 받는 이해 계의 립구조성 등에 한 보다 많은 일반 인

고려가 특히 해석의 문제,특히 주법의 해석의 문제가 여 히 해결되지 않고

상당히 불명확할 때 생기는 주(州)의 입법제정권과 련된 주 법원으로부터 올

라 온 사건에 하여 부여되어야 한다.이러한 문제들은 물론 인용이나 분리가

능성에 의한 구성의 문제를 포함한다...필연 으로 헌법 쟁 에 한 결이

이루어질지의 여부는 이러한 에서 어느 정도의 불확실성이 존재하는지 하

는 정도에 의존해야만 한다.그리고 이것은 불가피하게 특별한 원인이나 그러

한 원인들의 다양한 출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이다.399) 법 들의 견해는

종종,어떠한 법령이 헌 이라고 다투어질 때,연방 법원은 그 법령이 헌법

인 곤란성을 피할 수 있도록 합리 으로 해석되어질 수 있는 여부에 하여

먼 규명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400)따라서 이러한 근거를 토 로 연방

법원은 일반 으로 법령이 합헌이라는 추정을 하며 헌법 인 쟁 에 한

단은 가 자제하는 방향으로 행사되어야 한다고 단한 것이다. 한 헌법

쟁 의 단자제라는 정책의 이면에는 다음과 같은 진실이 있다고 할 수

있다.몇몇 입법자는 연방의회에서 특정한 법안의 헌성을 이유로 하여 정책

으로 그에 반 하는 표결을 하게 되지만 비록 그들이 개인 인 견해를 바꾸지는

않았을지라도 그 사람들이 법 이 되어 법 에 앉아서는 사법자제의 원칙을

행사하여 같은 법을 두고 합헌이라고 단해온 은 동 원칙이 연방 법원의 헌

법재 권 행사에 요한 용원리가 되었다는 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401)

399)331U.S.549,pp.568-574.

400)Ellisv.BrotherhoodofRailway,AirlineandStemshipClerks,Freight

Handlers,Expressand Station Employes,etal.,466U.S.p.435,444;

Califanov.Yamasaki,442U.S.682,pp.692-693;Ashwanderv.Tennessee

ValleyAuthority,297U.S.288,p.347( 다이스 법 의 동의의견)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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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미  연 원   ･경 ･사 ･  미 :

헌 재  상

미국 연방 법원은 지난 두세기 동안 수많은 결을 통하여 연방 법원의

건물에 새겨진 “법 아래에서의 평등정의(EqualJusticeUnderLaw)”라는 조각

이 부여한 궁극 인 자신의 책무를 수행해오고 있다.미국 연방 법원은 정치,

경제,사회,문화 인 기 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각

분야의 세력 계를 조율하고 한 그 세력들의 요구에 반응하여 헌법의 의미

를 선언하고 있기 때문이다.헌법의 의미에 해서 외부 인 도 만이 아니라

내부 인 투쟁도 존재하고 이를 넘어 헌법의 본지를 천명하기도 한다. 컨 ,

1875년 드 드 스코트 사건(DredScottcase)을 두고 법원장 로 테니

(RogerB.Taney)와 법 벤자민 커티스(BenjaminR.Curtis)사이에서 벌어

진 노 제도에 한 헌법 인 근거를 두고 이루어진 투쟁을 들 수 있다.아

리카인의 후손이 미국의 시민권자가 될 수 있는지의 여부에 한 그들의 법

견해의 불일치는 시민 쟁 날의 북군과 남군의 사이의 더 큰 투쟁을 반 하

고 있는 것이다.여기서 연방 법원의 수많은 결들은 미국인의 역사와 삶의

일반 인 얼개와 법 앞의 평등정의의 실 을 한 이론과 실천 인 모습을 투

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 연방 법원의 다른 결들의 범주는 미국 헌정주의(American

constitutionalism)의 의미와 작용에 한 핵심 인 개념들을 다루는 것이다.여

기에는 법 차,권력분립,법의 평등보호 등을 구체 인 주제로 하며 이러한

원칙들의 역사 인 기원과 발 구체 인 경우에 있어서 미국 연방 법원

의 기능 작용 등에 해 례는 분명한 설시를 하고 있다.

1803녀의 마베리 사건을 필두로 연방소득세법의 헌성을 선언한 Pollockv.

Farmers'Loan&Trust(1895년)사건,그리고 입법 인 선거구의 획정은 “일

인 일표(oneman,onevote)”의 비율에 근거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한 1962년의

Bakerv.Carr사건 등에 이르기 까지 주요한 400개가 넘는 결들이 헌법

401) Thayer, The Origin and Scope of the American Doctrine of

ConstitutionalLaw,7Harv.L.Rev.129(1893),1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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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의미의 천명을 통해 역사 으로 가장 요한 이정표를 남기게 되었다.이러

한 정의와 법 인 원칙 의 가치에 한 선언은 매일의 미국민의 삶에

큰 향을 미쳤음은 물론이다.

이와 같이 수많은 결들을 통한 연방 법원의 역할의 범주를 구분하면 다

음과 같다.

첫째, 요한 차 그리고 실체 법 차의 발 에 한 내용들이다.

이는 미국민의 삶에 요한 향을 미친 결들로서,낙태(abortion),역차

별(affirmativeaction),검열(censorship),교육 근로에 있어서의 차별

(educationandemploymentdiscrimination),성 차별(genderdiscrimination),

명 훼손(libel),음란성과 포르노(obscenityandpornography),인종과

인종차별주의 (raceandracism),학교에서의 종교교육(schoolprayer),나아

가 차 인 법 차와 련성있는법정에서의촬 (camerasinthecourtroom),

강압 인자백(coercedconfession),변호인의 조력을받을권리(righttocounsel),

자기부죄거부특권(self-incrimination),배심재 을 받을 권리(trialbyjury)

등으로 이는 미국 연방 법원과 사회와의 역동 인 계를 변할 뿐만 아

니라 사회 인 요청을 법 인 반응으로 재하는 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두 번째,미국 연방 법원의 결들은 그 역사 시작시 부터 4개의 반 인

시 구분이 이루어질 수 있다.① 연합체의 건립(EstablishmentofUnion)의

시기(1789-1865);② 남북의 재건(Reconstruction),연방주의(Federalism), 경

제 인 권리의 시기(1866-1920);③ 경제불황(Depression)과 법 자유주의의

등장(theRiseofLegalLiberalism)의 시기(1921-1954);④ 사회의 권리인

식(RightsConsciousnessinContemporarySociety)시기(1955-1990)등이 바로

그것이다.이 시기의 연방 법원의 결의 역사는 사회 인 요청과 그에 한

법 인 반응의 과정을 설명하는 것으로 미국 연방 법원의 진화가 헌법의 해

석자로서 국가의 가장 요한 기 으로 추 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한 미국 연방 법원은 미국의 문화 가치의 상징으로서 그의 행동이 일

상의 삶에 향을 미치는 기 으로 해석되는데, 컨 “피임약(Contraception)”

과 련된 사건이나,수정 제1조의 해석과 련된 사건은 가장 친 한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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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계성과 핵심 인 정치 인 의사의 표 과 련된 자유의 범 를 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을 보여 다.402)

6  결

이상에서 논증한 바와 같이 미국에서의 헌법재 제도는 각 법원이 헌법재

권을 행사하고 미국 연방 법원이 최종 ･최후 으로 헌법의 의미를 선언하

는 분권형제도이다.이러한 분권형을 취할 수 있는 까닭은 소 선례구속성의

원칙이 채택되고 있기 때문임은 불문가지인 것이다.즉,각 법원의 법률에

한 합헌성여부의 단은 결국 연방 법원이나 연방법원 혹은 상 법원이 내

린 선례에 의해 구속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통일 인 기 에 의할 수 있게

된다.만일 선례구속성의 원칙이 용이 없는 우리나라의 경우 각 법원이 헌

법재 권을 행사하게 된다면 마다의 해석으로 말미암아 법체계의 통일성을

담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따라서 헌법재 권을 행사함에 있어 집 형으로 할

것인가 분권형으로 할 것인가의 여부는 각국의 법체계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

다.즉 헌법재 제도가 미국 연방 법원의 례로부터 기원하 고 각국이 이러

한 미국 연방 법원의 를 따랐지만 선례구속의 원칙이 용되지 않는 륙

법계 국가들은 각 법원이 헌법재 권을 가지는 분권형 헌법재 제도를 채택

하기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단일한 기 에 헌법재 권을 집 시킴으로서 법체

계의 통일성을 유지하고 최고법으로서의 헌법의 의미를 천명할 수 있는 새로

운 형태인 집 형 헌법재 제도를 채택하기에 이르 으며 특히 집 형 헌법재

제도는 주로 유럽 부와 동부 아시아에 치한 많은 국가에서 채택함으

로써 매우 향력이 있는 제도임이 입증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 미국에서 기원하고 정착한 헌법재 제도에 하여 미국 내에서 조차

수많은 비 이 일고 있다는 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특히 최근 미국 연

방 법원의 헌법재 권의 행사가 반민주 혹은 반다수주의 그리고 과도하

게 정치화된 기 이라는 비 에 직면하게 되었고 요한 정치 인 결정들을

402)KermitL.Hall(ed.),TheOxfordCompaniontotheSupremeCourtfothe

UnitedStates,OxfordUniversityPress,1990,vi～xi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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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통제로부터 빼앗아서 결과 지향 이고도 원칙 없이 그때그때 구체 인

사안의 해결에 합한 방식을 취해 결하고 있으므로 과연 법원이 과도한 정

치 인 여 없이 립 인 심 으로서의 역할수행을 다할 수 있을 것인가에

한 강한 의문들이 제기되고 있다는 을 지 하고 싶다.특히 민주주의와 다

수결주의의 에서 헌법재 을 정당화하는 문제가 심도 있게 거론되고 있는

데 이는 부분의 다른 권력기 의 구성원들은 다수결에 의한 선거로 선출되

는데 반하여 부분의 법 들은 선거되지 않기에 소 반다수주의 세력이라

고 간주되기 때문인 것이다.이러한 문제의식에도 불구하고 자유민주주의 정

당성에 근거하여 핵심 인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을 이

유로 민주주의와 조화될 수 있다는 주장도 경청할 만하다.

한 근자에 이르러 미국 연방 법원은 심리제청건수의 엄청난 증가에도

불구하고 제청된 사건을 심리하여 해결 할 지 여부에 하여 오로지 법원의

재량에 근거한 결정권한이 있기 때문에 사건부담을 경감시키고 요 쟁

만에 심리를 집 시킬 수 있다는 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이와 같이 사건이송명령 헌법재 권으로의 변모는 미국연방 법원

에 막 한 재량권을 부여함으로써 실무 으로 헌법 쟁 에 한 단 자

제의 원칙을 실천할 수 있는 요한 제도 장치가 된다고 할 수 있다.나아

가 소 매우 강한 헌법재 권 혹은 사법심사권을 가진 미국의 연방 법원

도 국민 정당성을 강하게 지니고 있는 연방의회에서 만든 법률에 하여

섣불리 헌 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선거를 통하여 나타난 국민의 정치

의사와 그에 근거하여 연방의회에서 제정된 법률의 내용에 해서 존 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 이는 권력분립원칙의 내용인 견제와 균형의 에서

도 정당화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다시 말하자면 이러한 미연방 법원이

헌법재 권의 행사에서 보여 사법자제의 원칙은 권력분립의 원리를 존

하고,사법부의 자원을 보호하며,사법 해결에 가장 합한 구체 인 분쟁

을 다루게 함으로써 사법부의 단기능을 향상시키고 재 의 공정성을 담보

하기 한 것일 뿐만 아니라 결국은 헌법 인 문제에 한 결정을 가

자제하기 한 기본 이고 일반 인 사법 의무의 기능을 수행하기 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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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장 일본의 헌법재 의 분 과 시사

1  

일본은 미국과 같이 구체 재 을 통하여 부수 으로 헌법 단을 할 수

있는 이른바 부수 헌심사제형 헌법재 제도를 취하고 있다.부수 헌심

사제형 헌법재 제도의 주요한 특징은 구체 인 사건과 헌법 단이 분리되지

않고 함께 단하게 된다는 것이다.

본문에서는 이러한 일본의 헌법재 을 분석하여 그 시사 문제 등을

도출한다.최근 일본의 헌법재 실태를 분석하고,나아가 일본 최고재 소와

법조,학계의 헌법재 에 한 기본 인 입장을 검토하여,우리에게 필요한 시

사 을 도출한다.일본 특유의 사법소극주의의 원인도 분석한다.일본의 재

소형 부수 헌법률심사제의 장 과 한계를 밝히고 우리에게 어떠한 시사

을 수 있는지를 논한다.

2  본에  헌 재  립과 개

Ⅰ.성립배경

1.맥아더 안403)을 통하여 개정된 행 일본헌법에서부터 헌법률심사제

도가 도입되었다.일본헌법 제81조에 근거하여 재 소는 헌법재 권한을 갖는

다.일본에서 일본헌법 81조에 근거한 헌심사에 하여 법령의 헌심사를

구체 이 사건을 제하지 않고 추상 으로 행하는 헌법재 소의 역할을 일본

최고재 소에는 인정하고 있지는 않는다.

일본 최고재 소도 추상 헌심사권을 독 으로 부여되고 있다는 견해

도 주장되고 있다.그러나 일본 최고재 소는 결을 통하여 “일본의 행 제

403)연합국최고사령 총사령부(GHQ)가 1946년 2월 12일 임시각료의(臨時閣僚

議)에서 배포된 헌법개정안 요강으로 맥아더 헌법 안이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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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하에서는,특정한 자의 구체 인 법률 계에 하여 분쟁이 존재하는 경우에

있어서만 재 소에 그 단을 구할 수 있고,재 소가 어떠한 구체 사건을 떠

나 추상 으로 법률명령 등의 합헌성을 단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견해

는 헌법 법률 등에 그 근거가 없다.”고 단하고 있다.404)

따라서 일본의 경우,구체 인 소송사건의 해결을 본래 기능으로 재 소가

그 사법(司法)업무를 하는 과정에 헌법에 한 쟁 에 하여 단을 하도록

하는 부수 (구체 )헌심사제를 인정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 인 견해이

고 례도 그와 같다.405)결국,일본의 헌심사제도는 구체 인 소송사건의

해결을 본래 기능으로 재 소가 그 작용을 하는 과정에서 헌법에 한 쟁 에

하여 단하고 있다.406)이로 인하여 최고재 소는 상고심 즉 법률심을 하는

역할을 하면서 헌심사권의 (최종 )행사라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407)

2.일본 헌법개정 안단계에서 총사령부측으로부터 “헌법문제의 최종결정

권은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라는 질문에,일본 측은 삼권분립의 견지에서 재

소에 최종결정권을 통일 으로 귀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하 다.그

리하여 일본 헌법개정 개정안요강 제77조에는 “최고재 소는 최종재 소로서

일체의 법률,명령,규칙 는 처분이 헌법에 합한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권한

을 가진다.”라고 규정되게 된다.408)1946년 4월 10일 일본 최 의 보통선거가

실시되어 제90회 제국의회의 의원에 헌법 개정안이 제출되었다.6월 28일 의

장의 지명에 의해서 72명의 특별 원회가 구성되었고,이곳에서 헌법개정안이

심의되었다.이 특별 원회에서 “하 재 소는 법률의 심사를 할 수 없는가?”

라는 질문에 하여,카네모리 신은 국권의 최고기 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

이 헌법에 합한지 아닌지를 심사하는 권한은 외 으로 최고재 소에만 인

정되는 특권이라고 하 다.그러나 그 이후 소 원회에서 총사령부측에 의해서

404) 大判昭27年10月8日民集6巻9号783 (警察予備隊違憲訴訟).

405) 大判昭27年10月8日民集6巻9号783 (警察予備隊違憲訴訟).

406)손형섭,“일본의 헌법재 소설치 논의에 한 연구”,헌법학연구 제15권 제1

호(2009.3),254면.

407)최고재 소의 이 역할(笹田栄司,『司法の変容と憲法』,有斐閣(2008),8면).

408)민병로,『일본의 사법심사제』, 남 학교 출 부(2003),5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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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과 일문의 차이가 지 되었고,원안의 제77조가 수정되었다.즉 “최고재

소는 일체의 법률,명령,규칙 는 처분이 헌법에 합한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권한을 갖는 종심재 소이다.”라고 수정되었다.그 뒤 귀족원의 헌법개정특별

원회에서 카네모리 신은 이 의 입장을 바꾸어,“헌법의 해석으로서 하 재

소에 헌심사권을 부여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답변하 다.409)

이러한 헌법령심사권의 도입은 사법재 소에 의한 행정사건의 재 (기존

의 행정재 소의 폐지)이 요하게 되고,종래 륙법 인 토양 에 미법

인 구제제도가 이식되는 결과가 되었다.410) 한,하 재 소에서부터 최고재

소까지 재 소는 각기 헌심사권을 가지며 그 종심재 소는 최고재 소로

하게 된다.411)

Ⅱ.사법권과 헌심사권

1. 사법권

사법권은 구체 인 쟁송에 하여 법을 용하고 선언하는 것에 의하여 그

것을 단하는 작용이라고 정의하고 있다.이 정의는 법률상 쟁송 결과가 되는

구체 법규범은 법학 삼단논법에 의해 기계 으로 도출된다고 하는 것이

통 인 사법개념에 의거하고 있다.412)

이러한 사법권은 법의 성실한 집행이라는 에서 행정작용과 다르지 않고,

단 분쟁의 해결작용이라는 에서 구별된다.재 은 의회제정법을 성실히 집

행하는 신에 그 신분을 보장받고,사법부는 독립을 유지하면서 국민주권과의

정합 계를 설정하게 된다.413)

409)민병로,앞의 책,58-59면.

410)笹田栄司,前掲書,4면.

411)일본헌법 제81조.

412)長谷部恭男,『憲法第4版』，新世社（2009）,405면.

413)長谷部恭男,前掲書,40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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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헌심사권

재 소를 통하여,법률,명령,처분 등 국가행 의 합헌성을 컨트롤하는 방법

으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그 하나는 통상의 사법재 소에 헌법률심사

권을 부여하는 방법이고,이 제도 아래서는 구체 인 사건의 해결이 제1차 목

이 되고,여기에 부수 으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헌심사를 하는 것이 원

칙이다(부수 헌심사제).다시 말하면 이 제도는 헌법질서의 보장이 일차

목 이 아니라 구체 인 사건에 개인 권리를 보장하는 목 을 가지고 있다.

재,미국, 국을 제외한 국 연방국가들 에 이러한 헌심사제를 채용하고

있는 국가가 많다.

이에 하여 헌법재 을 하여 특별한 재 소를 운 하는 방법도 있

다.독일,오스트리아 등의 유럽 국가들이 이러한 방식을 따르고 있다.

이들 국가에서는 헌심사는 구체 사건 해결의 필요와는 무 하게,

국가기 의 행 헌성을 추상 으로 심사하는 형태로 행해진다.바꾸

어 말하면 사권의 보장보다는 헌법질서의 객 보장이 주요 목 이

된다.414)

그러나 이러한 구별은 이론상의 구분에 지나지 않고 실제로는 양자의 근

이 보이고 있다.부수 헌심사제에서 표 의 자유 규제 입법에 하여 헌법

보장의 측면에서 헌법 단이 행해지고 있다.독일에서도 개인의 권리보장을 직

목 으로 하는 헌법소원제도가 있고,나아가 재 소가 계속 의 사건에

용해야 하는 법령의 헌성에 한 의문가 있을 때에는 헌법재 소의 단을

구하는 차(구체 규범통제)가 취해지는 경우에도 구체 사건의 해결과 완

히 무 하게 헌법 단이 내려지고 있다고 하기 어렵다.415)

일본에서 일반 으로 재 소에 의한 헌심사제라는 것은 미국형 부수 규

범통제와 독일형 추상 규범통제로 별되고,부수 헌심사제란 통상 사법

재 소가 사법권의 행사 즉 구체 인 사건,쟁송의 재 을 할 때 그 제문제

로서 사건,쟁송의 해결에 필요한 한도에서 국가행 의 합헌성을 심사하는 제

414)長谷部恭男,前掲書,427면.

415)長谷部恭男,前掲書,4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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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고,추상 규범통제는 특별히 설치된 헌법재 소가 구체 인 사건,쟁송

재 과는 독립하여,국가행 의 합헌성 특히 법률의 합헌성을 그 자체로서 추

상 으로 심사하는 제도라416)고 이해하고 있다.

일본 헌법이 어떠한 헌심사제를 채용하고 있는가는,최고재 소는 종심의

사법재 소로서 부수 헌심사권을 당연히 갖으며,재 소는 법률 등의 법규

범이 헌법에 합치하고 있는지 여부를 심리할 권한을 갖고 있고,최고재 소가

헌입법의 심사에 있어 종심이라는 것을 일본 헌법 제81조417)에서 규정하고

있다.일본헌법 98조 제1항에서는 헌법의 최고규범성 규정418)이 있다.

Ⅲ.일본 헌법재 의 실행 상황

1.일본에서 1948년부터 2000년까지 민사 49건,형사 255건으로 가량의 헌

단이 이루어졌다고 한다.그 다고 하지만,민사 49건 가운데 44건은 1985년

의 의원의원선거에 한 의원정수배분 헌법 반소송이었다.형사의 255건

231건은 1953년부터 1956년까지의 사이의 후의 혼란기에 발생한 다수의 사

건에 하여 선고된 것이다.419)

일본의 상의 특징으로서는,“1948년부터 2003년까지 최고재 소는 2500건

이 넘는 사건에서 실질 으로 헌법 단을 하 고, 극 으로 합헌 결을 내리

고,일정한 헌법해석을 하여 그 의의가 있는 도 많이 있었던 것으로 평가했

다.”420)그러나,법령 헌 결의 수가 은 것, 그 은 헌법 반 결이(공

선법 사건을 제외)정치 요성이 비교 은 법령에 해서 행해지고 있는

것이 지 되는 것이 일반 인 평가이다.421)

416)初宿正典,憲法 casedandMarerials憲法訴訟,(2007),7 .

417)일본헌법 제81조 최고재 소는 모든 법률,명령,규칙 는 처분이 헌법으로

합한지를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는 종심재 소이다.

418)우리나라에는 없는 규정이나 일반 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원칙이다.

419)衆議院憲法調査会・統治機構のあり方に関する調査 委員会での山口繁・前

高裁長官（当時）の参 人意見,2005年；在日コリアン 護士協会(編著),韓国

憲法裁判所,日本加除出版株式会社(2010),223 .

420)衆議院憲法調査会報告書, 2005年.

421)在日コリアン 護士協会(編著),韓国憲法裁判所,日本加除出版株式会社(2010),2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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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평가를 근거로 하고, 의원헌법조사회 보고서(2005년)에서는,

「최고재 소의 법령헌법 반 결이 은 것 등,사법부가 헌법 단에 소

극 이어서 사법에 맡겨진 헌법보장의 역할을 충분히 해내고 있지 않다

는 의견이 많다고 할 수 있었다.따라서 헌법재 소를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게 되었다」라고 한다.참의원조사보고서라도,「사법에 해서

는,헌법재 의 활성화가 최 의 논 」으로 여겨졌으나,「헌법재 소의

도입의 여부에 해서는 의견이 갈라졌다」고 한다.422)

2.일본의 헌법재 에서 헌법해석이 어떻게 제기되고,어떻게 헌법 단을

하며,헌법 단이 어떠한 효과를 갖는가의 논의인 헌법소송론은 60년 에 형성

되었다.423)

이러한 헌법소송론을 만들어낸 요인은 첫 번째로 50년 이래,｢공공의 복지｣

론 아래에서 ｢어떠한 헌법상의 쟁 을 얼마나 주장ㆍ입증해야 하는가에 하

여 이론 ㆍ기술 으로 조잡한 것이 여 히 많다｣고 하는 소송실태와 ｢사법권

의 무자각 방기｣라고 평가되었던 최고재 소 헌법 례 실태에 한 원칙

인 비 이 반복된 것을 들 수 있다.

두 번째는 이러한 헌법 단의 실태에 항하는 끊임없는 소송제기와 하 심

례의 다양하고 극 인 응이다.424)여기에서 일본헌법의 인권체계를 기

한 헌법해석,사안에 기 한 구체 단과 권리구제를 도모하는 사법 단이

나타났다.헌법 단의 방법에서도 하 심 례가 개발한 ‘개별실질 비교형량’

이나 합리 한정해석의 방법이 활용되고,이것이 노동기본권 역에서부터 표

의 자유 등의 여러 인권 역에 되기 시작한 것이다.그 배후에는 이러한

422)在日コリアン 護士協会(編著),前掲書,234 .

423) 이것은 ｢합헌성추정의 원칙과 입법사실의 사법심사(1963년)｣에서 시작된

芦部信喜의 선구 인 업 으로 평가되고 있다.｢헌법문제를 사법심사와 련

시켜 구체 으로 검토하고,사법심사의 칙이 되는 소송의 이론과 기술을 규

명하는 것｣1),｢소송론 심의 헌심사제의 연구｣1)는,헌법 례의 개와 함

께 진행하여 고유의 이론 역을 확립했다.이러한 헌법소송론은 그 출발 부

터 실의 헌법재 과의 긴장ㆍ 항을 통하여 실천 으로 형성되어진 것이다

[大久保史郎,｢憲法裁判と憲法訴訟論ㆍ上｣,法律時報70巻1号,(1998),45 ].

424)그 도달 이 1966년의 동경 앙우체국(東京中郵)최고재 소 결과 그 후

의 헌법 례의 개 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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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형량(衡量)을 필요로 하는 60년 일본의 사회 ㆍ정치 인 구조 변동이

있었다.

세 번째로 헌법소송론 연구의 필요성이 헌법 례를 ｢정치학 인 으로

고찰하는｣연구425)와 함께 제기되었던 것을 주목해야 한다.최고재 소 재

의 가치의식에 한 분석 없이는 이해할 수 없는 50년 이후의 헌법 례의

연구426)를 계승하는 방법 자각이 있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러한 헌법소송론의 생성기에 惠庭事件삿포로지방재 소

결(1967년)의 ‘헌법 단의 회피’가 제기한 헌심사제의 방법을 둘러싼 기본

논쟁과 병행 하여 헌법소송론이 논의되었다.그리하여 ｢재 의 실상이나 재

소의 통치기구로서의 본연의 자세를 규명하지 않고는 성립될 수 없다.｣고 하여,

헌법소송론이 형성되었던 것이다.427)428)

2000년 에들어와서는최고재 소는조 더 극 인자세를취하고있다.429)

3  본 헌 재  특징

Ⅰ.부수 헌심사제의 특징

1.일본의 헌법소송은 사법재 소형의 부수 헌심사제에 있어서,형사․

민사․행정의 각 소송형태에서 구체 인 사건을 해결하기 한 제로서,“법

령․명령․규칙․처분이 헌법에 합한지 아닌지”의 헌법상의 쟁 (헌법문제)

에 하여 헌법 단이 내려진다.430)

425)芦部信喜,｢憲法判例の学ぶ方ㆍ前傾論文｣,7 .

426)長谷川正案, 憲法判例の体系 ,勁草書房(1966),24 以下.

427)大久保史郎,前掲論文,45 .

428)손형섭,“일본의 헌법재 소설치 논의에 한 연구”,헌법학연구 제15권 제1

호(2009.3),257면.

429)그러나 참의원의원정수불균형사건 결( 大判 平成 12년9월6일)에서 최고재

소의 다수 (10명)는 넓은 입법 재량론에 의한 합헌론을 개하 고,반면 5명

의 재 은 입법부의 태만에 경종을 울리는 헌론을 개하 다(畑尻 剛,｢憲

法裁判所設置問題も含めた機構改革の問題｣,公法研究．63(2001),111 ).

430)新 正幸,憲法訴訟論,法律学の林（2008),6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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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헌은 물론 용 헌이 자연스러운 단방법으로 이해되고 있다.부수

헌심사제의 기본 념으로 보면 사법심사권은 사법권의 행사로서 법률상

쟁송을 해결하기 하여 행해지는 것이므로,그것에 헌 단은 헌이라고 주

장되고 있는 법령에 하여 헌법상의 의문이 있어도 법령자체를 헌으로 하

는 법령 헌이 아니라 그 사건을 처리할 수 있다면 당해 법령이 당해 사건에

용되는 한에 있어 헌이라고 하는 방법에 의한 처리를 하는 용 헌을 해

야만 한다.이런 의미에서 부수 헌심사제의 본질로 보면 용 헌이 제도

정합 인 헌 단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431)이런 용 헌 단은 한정합

헌해석 불가능형 용 헌과 한정합헌해석 가능형 용 헌 처분 헌으로 나

뉘며 이러한 결정은 당해 사건에 단으로 끝난다.따라서 행 일본 공포 후

부터 2008년까지 일본 최고재 소가 한 법령 헌사건인 9건에 포함되지 않는

다.이러한 용 헌 단한 사건은 하 심에서 최고재 소에까지 다수가 있다.

이러한 용 헌 외에도 운용 헌이라고 하여 법령의 운용이 헌법문제가 되어

헌으로 단해야하는 경우에,그 조치를 헌무효로 하는 방법이다.432) 컨

한일조약반 데모사건433)에서 일본 최고재 소는 동경도공안조례의 운용이 일본

헌법 제21조가 보장하는 표 의 자유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단하 다.434)

2.일본의 제도를 미국형이나 유럽형과 다른 독특한 제3의 유형이라고 정의

하기도 한다.생활사실과 착된 하 심의 단에서 일본의 헌심사제의 활성

화를 도출하는 견해와,부수 헌심사제를 제로 해서 사건부담 과 에

한 경감을 통해 최고재 소가 집 으로 헌법 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상

고제한제도 등이 있다. 한,일본의 행 헌법하에서도 추상 헌심사제의

도입이 헌법해석상 가능하다는 제하에서 입법에 의해 최고재 소 내에 헌법

문제를 문 으로 담당하는 ‘헌법부’를 설치하자는 견해도 있다.나아가 헌법

개정을 제로 하는 헌법재 소 창설안 등 다양한 헌법재 활성화 방안이 제

시되고 있다.435)

431)新 正幸,前掲書,460 .

432)新 正幸,前掲書,486 .

433)동경지방재 소,1967.5.18.判例時報482．25.

434)新 正幸,前掲書,4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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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미국 헌심사제에 한 특징과 차이

1.미국의 연방 법원이 주법·지역법(조례 등)을 무효로 한 것은,1996년까지

로 1,233건으로 여겨지고 있다.436)나아가 미국은 연방국가로서 주법원이 주법

과 지역법을 주헌법 반으로 무효로 할 수 있다.

미국제도와 일본의 헌심사제의 차이 으로는 ① 입법 과정에서 법안의 사

검토가 엄격히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미국에서는 의원입법이 많아 법안의

헌법 합성에 해서 엄격하게 체크되지 않고 있다.② 재량상고제(certiorari)

를 헌심사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2.미국의 헌심사제도의 륙형의 제도에의 근

이미 1970년 에 미국의 헌심사제도도 륙형의 제도에 근하고 있다는

분석이 있었다.

① 미국연방 연방 법원은 裁量上告制(certiorari)를 활용해서 요한 헌법문

제만을 단하는 경향이 있다.

② 클래스액션(classaction)이나 선언 결 등의 도입에 의해,추상

헌심사제도에 근하고 있다.

③ 미국 연방 법원의 헌법 반 결은,선례구속성의 원리에 의해 실질 으

로 일반 효력과 유사하는 효력을 가진다.

이런 에서 미국식 제도와 유럽식제도 양자를 취하는 나라도 있다. 미법

에 속하는 캐나다에서는,통상의 사법 재 소가 사권보장형의 부수 ·구체

헌법 반심사권뿐만 아니라 헌법보장형의 독립 ·추상 헌법 반심사권도 행

사할 수 있고,실제로 후자도 상당히 극 으로 행사되고 있다.

435)민병로,앞의 책,20면.

436)衆議院憲法調査会・統治機構のあり方に関する調査 委員会での山口繁・前

高裁長官（当時）の参 人意見,2005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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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일본의 헌법재 소극주의 특징

1.일본의 헌법재 에 해서는 반 인 소극주의 특성이 있다.일본 의

원헌법조사회 보고서에서는,사법소극주의의 원인으로서 이하와 같은 의견을

진술되었다.

① 일본 최고재 소는 다양한 업무가 많다.

② 미국형의 부수 심사제를 도입하고 있기에 사법심사가 억제되고 있다.

③ 행정우 의 사상이 팽배해 있다.

④ 헌법 제96조의 헌법개정 차가 엄격하여 헌법률심사 권한을 명확하게

하는 헌법을 개정할 수 없다.

⑤ 최고재 소재 등의임명이정치 색채를소유하고있다거나,재 자신

의자유·독립이충분히확보되지않는사법 료제도에문제가있다.

2.일본의 재 소 특히 최고재 소가 헌법 반 단에 소극 인 원인에 해

서,학자이며 최고재 소 재 이었던 이토마사미 도쿄 명 교수는 그의

서437)를 통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제도 이외의 요인도 고려하고 있는 것이 흥

미롭다.438)

① 최고재 소 재 의 인사에서 사법 극주의의 법률가를 피하는 경향이

내각에 있다.정권교체가 없었다.

② 일본의 정신 풍토가 향을 주고 있다.

즉,「화합」의 존 .재 소내부의 화합 정신.입법부,행정부에의 화합

정신의 시.이것 때문에 최고재 소 재 의 의식 속에도 ‘「법의 지

배」의 핵심(공권력이 법에 의해 지배되는 것)의 의의가 충분히 인식되어

있지 않은 것이 아닐까?’라는 것이다.이것에는 유력한 법 이론도 계

소극주의 인 사고방식을 지지하고 있다는 것과 일본 사법부의 민주

437)伊藤正己,『裁判官と学 の間』,有斐閣(1993)

438)이토 명 교수는 헌법재 소도입에 극 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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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성이 약하다는 의식에도 향이 있다.

③ 법 안정의 시

사법부가 쟁 이 되는 법령에 근거한 상황을 기성(旣成)사실로 받아들여,

재 부가 이것을 고치기가 어렵다.439)따라서 행 사법재 소 방식에서

는 이러한 법령에 한 쟁 을 해결하기보다 기성사실의 존 으로 받아

들이게 된다.

④ 최고재 소재 의 헌법에의 감각을 둔감 시키는 요인으로 아래와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 사건의 다수는 통상의 민사형사사건이다.

㉡ 헌법에 한 상고심에 있어서의 많은 주장이 실질 으로는 단순한 법령

반의 주장이다.

㉢ 법령의 사 심사가 정 하게 진행되었다.

㉣ 일본의 재 이 일반 인 법 사고에 있어서 헌법 단에 친근하지 않

다.일본의 재 은 사건의 처리에 있어 단을 할 때 미 인 구체

타당성의 실 을 요시하는 것 같지만 결을 유지하는 논리 구성과 이

유에 있어서는 독일류의 명확한 개념구성,치 한 논리구조가 좋아한다.

재 가운데에는 결의 결론을 일반조항으로부터 도출하는 것을 오

하는 타입이 지 않다.이러한 사고 태도로부터 하면,헌법은 성문조문

이 일반 ・추상 일 경우가 많아 해석도 정 도가 떨어진다고 보는 경

향이 있다.헌법 논의가 정치론이며 법률론이 아니라고 생각되는 경향이

있다.‘헌법이 략 법이라고는 말할 수 없는 것이 아닐까’라고 느끼는 재

도 없지 않다.

㉤ 헌법 인 쟁 은 최고재 소의 경우 법정에서 사건을 단하는데,이러

한 것도 최고재 소가 헌법 단을 자제하는데 원인이 되고 있다.즉,

최고재 소 재 들은 법정에 회부하는 것을 될 수 있는 한 피하려고

하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그 근본 인 이유로는 첫째,15명은 합의체로

서 다소 지나치게 크다는 것이다.따라서 사건 처리가 장기화한다.둘째,

439)笹田栄司,前掲書,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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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사건의 처리에 수고를 요하기 때문에,소법정사건의 처리를 늦춘다.

㉥ 일본에서 이상 인 재 상이 유럽 륙형 즉,얼굴이 없는 재 ,몰개

성 인 재 이기 때문에, 륙형의 료 재 제도를 취하는 곳에서

개성 단을 요구되는 헌법재 에 극 태도를 바라는 것은 다소 어

불성설과 같으며,이것은 하 심뿐만 아니라 최고재 소의 재 에 해

서도 같다고 생각한다.

Ⅳ.일본 최고재 소 재 구성상의 특징

한편,일본 최고재 소법 제41조는 최고재 소의 재 임명자격에 하여,

“최고재 소 재 은 식견이 높은 법률의 소양이 있는 연령 40년 이상의 사람

에서 임명하고,그 어도 10명은 10년 이상 ①고등재 소 장 ② 사

③간이 재 소 사 ④검찰 ⑤변호사 ⑥별도의 법률이 정하는 학의 법률

학 교수 는 교수로 근무하여 그 근무 연수가 20년을 넘을 것을 요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최고재 소 출범 기에는 법 5명,검사 5명 유식자 5명으로

구성되었고 그 후 여러 차례 변경되었다.1970년 이후에는 재 15명 재

출신 6명,변호사 출신 4명,검찰 출신 2명,행정 ․외교 ․ 학교수

출신 각 1명으로 구성된다.440)

에서 일본 최고재 소 재 의 사법소극주의에 하여 분석한 이토마사

미 재 도 본래 도쿄 학에서 미법을 연구하던 학교수 출신이었다.

Ⅴ.최근 최고재 소의 경향

2005년 의원헌법조사회에서는 일본의 사법소극주의의 원인에 하여 다음

과 같은 의견이 진술되었다.

1.최고재 소재 이많은상고사건을담당하고,헌법재 을할여유가없다.

440)손형섭,앞의 논문,25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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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①미국형 부수 헌심사제를 도임하고 있다는 해석을 제로 사법심사

가 억제되고 있다.②행정우 사상이 향이 있다.③헌법개정에 한 자유로

운 논의가 행해지지 않고,만일 최고재 소가 고도의 정치문제에 하여 헌법

재 을 하는 경우,정치문제로서 일순간 주목받게 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 사법

의 소극자세의 원인이 되고 있다.

3.최고재 소 재 등의 임명이 정치 색채를 가지고 있다는 것과 재

자신의 자유,독립이 충분 확보되지 않는 사법 료에 문제가 있다.441)

4  헌 재  운  과 실태

Ⅰ.헌법재 의 범

헌심사제의 역할은 인권보장과 헌법보장을 도모하는 것으로 보는 의견,

헌심사를 매개로 하여 사법부문과 정치부분이 당한 긴장 계를 갖는 것은

입헌민주주의에 있어서 매우 요하다는 견해, 헌심사제에서 헌법논의를 추

진하는 역할도 있다는 견해 등이 있다.442)

Ⅱ. 헌심사권의 행사의 모습

일본에서는 부수 헌심사제에 하여 법률 등에 한 헌법재 이 구체

인 소송에 따라 사후 으로 단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하여 의문을 제기

하는 의견이 있다.

일본 최고재 소가 법령 헌의 단의 수가 은 것을 지 하며 ‘사법이 헌

법재 에 소극 이고(이른바 사법소극주의),사법에 맡긴 헌법보장 역할을 충

분히 하지 않은 것은 아닌가?’라는 의견이 많다.

단,고도의 정치성을 이유로 한 이른바 통치행 론에 의한 안이한 사법재

441)参議院憲法調査会,参議院憲法調査会調査報告書（2005.4),406면-407면.

442)参議院憲法調査会,参議院憲法調査会調査報告書（2005.4),40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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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회피는 배제해야 하는 것으로 의견이 진술되었다.443)

이에 하여 사법이 통치행 에 여하는 것은 한정 이고,그 단은 정치

부문에 맡겨야 하는 것이라는 의견과,헌법 단을 할 것인가 여부는 사법권의

자체에 한 문제이고,입법부가 개입해야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이 있다.

Ⅲ.헌법재 의 심사기 과 단기법

1.일본의 재 소는 법령 헌, 용 헌,운용 헌 등의 기법으로 헌법 단을

한다.헌법재 의 심사기 으로 미국의 이 심사 기 을 수용하여 일본의 헌법

심사의 단기 으로 하고 있다.원칙 으로 헌법재 에서 합헌성 추정의 원칙

이 인정하고 있다.따라서 이러한 취지는 일반 으로 “합헌성 추정의 원칙”이

타당하기 때문에 원칙으로 헌의 주장,설득책임은 피해자에게 있다는 것이

된다.그러나 헌법소송에서,만일 “합헌성 추정의 원칙”이 타당하다고 가정을

하여도 오늘날에는 정신 자유,특히 표 의 자유의 “우월 지 ”론의 입장

으로부터 그 규제입법에 하여 “헌성 추정원칙”이 성립된다고 한다.이것은

헌의 주장,입증책임과 련되는 것이다.

일본 최고재 소에는 ‘두 개의 얼굴론’이 있는데,이는 “사상이 얽힌 공안․

노동사건에 해서는 헌 단을 신 히 하고,인권에 한 사건은 담하게

결한다.”는 것으로 1973년 제6 최고재 소 장 444)무라카미 도모카즈(村

上朝一)시 확립되었다고 한다.445)

헌법 단의 기법 헌법 단회피의 칙 등이 사용446)되는 데 이것은 사법

소극주의와 입법부의 존 과 련이 있다.일본 최고재 소도 실체 단에 있

어 과도하게 “자기억제”를 하고,유연하게 헌법문제를 처하여 합헌 단을 내

려 입법의 정당화에 기여하고 있다.447) “통치행 ”는 랑스의 Acte de

443)参議院憲法調査会,参議院憲法調査会調査報告書（2005.4),406면.

444)일본은 재 소의 최고 수장을 최고재 소 장 이라고 부른다.

445)야마모토 유지,일본최고재 소이야기,법률문화사(2005),487면.

446)미국의 1936년 Ashwanderv.TVA297U.S.288에서 랜다이스 재 의

보충의견에서 제시되어 지 가지 례가 축 되어 오고 있다.

447)新 正幸,前掲書,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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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vernment의 번역으로 미국에서는 이를 “정치문제”라고 한다.일본에서는 자

문제에 있어서 변칙 통치행 론이 다양하게 개되어 왔다.

2.일본 학설의 이 심사 기 론은 정신 자유와 경제 자유 사이에 자

에 우월 지 를 인정하는 이론이라는 것이 통설이다.통설은 정신 자유의

제약에는 합헌성의 추정이 인정되지 않고 존 명백한 엄 기 과 같이 엄격

한 합헌성 단기 이 타당하다고 한다.그러나 경제 자유의 제약에는 합헌

성 추정이 인정되고,합리성 기 이 용된다고 한다.448)일본 재 소는 직

인 표 을 사용하지는 않지만 이 심사 기 론의 취지를 인정하면서 헌법

단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심사 기 론에 하여도 다양한 반론과 새로운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449) 를 들어,기본권의 핵심부분은 엄격심사를 하고 핵심 역이 아닌

다른 기본권 역은 완화된 심사로 한다는 등의 새로운 심사기 450)등이 제

기되고 있다.

Ⅳ.운용 실태

일본의 헌법 단이 하 심에서부터 최고재 소까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알기 하여,“재외선거사건”과 “주민기본네트워크사건”의 두 가지 사례를 아래

와 같이 검토해본다.

1. 재외선거명부 사건  

(1)1996년 10월 21일 실시된 의원 의원의 총선거에서 투표할 수 없었던

재외국민 甲(이미 귀국한 자와 재도 국외에 거주하는 자를 포함)451)은 ①

448)松井茂記, 二重の基準論 ,有斐閣(1994),273면.

449)松井茂記[ 二重の基準論 ,有斐閣(1994)]교수를 시작으로 다수의 연구가 있

다.

450)孫亨燮, プライバシー権と個人情報保護の憲法理論 ,東京大学 法学博士論文

(2008.3),80 ー91 ,191 ー273 参照.

451)1996년 9월 27일 일본 원이 해산되고,10월 20일이 선거권의 투표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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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개정 의 공직선거법이 원고들에게 의원 의원 참의원 의원의 선

거권 행사를 인정하지 않은 에서 법(헌법 14조 1항,15조 1항,3항,43조

44조 B규약 25조452) 반)이라는 것의 확인(청 구A),② 개정 후의 공직

선거법이 원고들에게 의원 소선거구 선출 원 참의원 선거구 선출 원의

선거권 행사를 인정하지 않은 에서 마찬가지로 법이라는 것의 확인(청구

B)을 각각 요구했다.453)454)

(2)제1심 재 진행 인 1998년 4월 24일 일본 국회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일본에서 재외국민 투표제도를 창설하 다.그러나 개정법 부칙은 참의원

선거구선거와 의원소선거구선거가 “당분간”,재외투표의 상에서 제외하고

있다.455)

(3)따라서 원고들은 “개정 공직선거법456)이 원고들의 의원소선거구선출의

되었다.“해외유권자 네트워크”는 어느 자는 투표일 에 최종 주소지의 선거

리 원회에 투표용지의 우편투표를 청구하고,어떤 자는 투표소에 가서 투

표를 하려했지만 모두 거부되었다.뉴욕에서 이 단체에 의한 모의투표가 실시

되고,재외투표운동을 언론에 호소하 다.

소송 원고단은 “해외유권자네트워크”를 통하여 조직되고,최종 으로 세계8

개국으로부터 53명이 원고로서 소장에 연서하 다.세계 각국에 산제해 있는

원고본인과 변호인단과의 각종 연락에는 원고단 사무국장 若尾가 역할을 했

다.11월 20일 오후 1시,원고 표 7명과 변호인단은 동경 지방재 소 민사사

건계에 소장을 제출하 다.동 시간 변호사회 에서 열린 기자회견에는 많은

언론 계자가 모여 세상의 심을 실감할 수 있었다(古田啓昌,「在外邦人選挙

権訴訟」,法学セミナー(2006.3),31면).

452)모든 시민에게 평등한 선거권을 보장한 “시민 정치 권리에 한 국

제규약”.일본에서는 흔히 B규약이라고 한다.

453) 한,1996년 당시는 재외국민이었으나 그 후 귀국한 X2는 공직선거법 개정

에는 재외국민에 해 선거권 행사가 인정되지 않은 것이 헌법 등의 일의

인 문언에 반하여 국회가 이것을 알면서 굳이 그 개정을 하지 않은 입법

부작 가 명백히 입법재량을 일탈한다고 주장하여,1996년 의원 의원선거에

서 투표하지 못하여 원고들이 입은 정신 손해의 배상( 자료)으로 국가배상

법 1조 1항에 기 하여 원고 각자에 해 5만엔의 지불을 요청했다.

454)동경 지 재  1999.10.28. 民集59 7  2216 . 

455)古田啓昌,前掲論文,32면

456)소화25년 법률 제100호.단 평성10년 법률 제47호로 개정 후,...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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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참의원 선거구 선출의원 선거권의 행사를 인정하지 않는 이 법이라

는 것을 주장한다.”는 청구취지를 추가하 다.457)

1999.10.28.제소 후 약 2년 만에 제1심 결은 헌확인청구에 한 소

부의 각하,국가배상청구는 기각. 부패소458) 결이 선고되었다.

(4)제1심 결에 하여 원고 53명 의 24명이 항소 의사를 표시하 다.459)

1심에서의 주장에 비 청구로서 개정 후의 공직선거법 에서 재외투표에

한 규정이 시행(2000년 5월 1일)되기 에는 항소인들이 의원 의원 참

의원 의원의 선거권을 행사하는 것이 거부되었고,시행 후에도 항소인들이

의원 소선거구선출의원 참의원 선거의원선출의원의 선거권을 행사하는 것

이 거부된 것이 명백하므로 항소인들이 이들 선거에서 선거권을 행사할 권리

를 가진다는 확인을 구했다.그러나 2000.11.8.2심에서도 원고패소 하게 된

다.460)

(5)항소인 24명 의 13명이 상고 의사를 표시하 다.2005년 8월 14일 일

본 최고재 소 법정은 상고인의 승소 결을 하게 된다.“본건 개정 의 공

직선거법이 본건 선거 당시 재외국민이던 상고인들의 투표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헌이다.공직선거법 부칙 8항 규정 에,재외선거제도의 상이

되는 선거를 당분간 양의원의 비례 표선출의원의 선거에 한정하는 부분은,헌

법 제15조 제1항 제3항,제43조 제1항 제44조 단서에 반하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461)462)라고 결하 다.

457)소의 교환 변경이 아니라 추가 변경을 한 것은 개정법의 시행기일

2000.5.1.이 미도래 하 기 때문이다(古田啓昌,前掲論文,32면).

458)동경 지 재  1999.10.28. 民集59 7  2216 . 

459)古田啓昌,前掲論文,32면.

460)동경 고등재 소 2000.11.8.民集59권 7호 2231면

461) 高裁平成17年9月14日大法廷判決全文,ジュリスト(2005.12),39이하.

462)이 결의 경 와 구체 인 내용은 손형섭,일본 재외선거제도의 시사 과

도입방안,국민의 기본권 실 을 한 공직선거법의 과제,명지 학교 법학연

구소 학술 회(2010.12.3.),84면 이하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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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이 결의 경 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일본은 헌법 인 단을 1심에

서 3심에 걸쳐 다투게 된다는 것이다.그리고 지방법원의 1심의 재 과정

일본 국회는 공직선거법의 련 조항을 개정함으로서 제1심 결 계속 에도

신속한 법률 개정을 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그리고 제3심인 최고재 소가

련 조문의 헌법 반을 확인하면서 련자에 한 국가배상 등을 인정하고,

1심 결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부칙부분이 지역구 국회의원 등의 선거권일

제한 한 것도 헌 결정하 다.2007년 6월부터 선거구에서도 투표할 수 있게

되었고,2007년 7월에 시행된 제21회 참의원의원통상선거부터 선거구재외선거

가 실시되었다.

일본에서 사법부가 헌 단에 소극 이라는 견해가 있지만,일본 국회는 그

러한 논의가 사법부에서 다루어지면 신속한 개선입법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

다.물론 1심에서 청구인들의 청구가 받아 졌다면 원고는 손해배상 등의 구제

를 받았겠지만,이 사건과 같이 법령 헌 단을 수반하는 결의 경우 최고재

소에까지 다투어질 수 있고 그 기간은 처음 일심 재 을 제기한 1998년 4월

24일부터 2005년 8월 14일 최고재 소의 결정까지 7년 4개월이라는 장기간이

걸렸다는 것을 알 수 있다.463)

2. 주민네트워크문제 

일본에서는 주민기본 장법에 근거하여 주민의 거주 계,공증,선거인명부

의 등록 기타 주민에 한 사무를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그런데 1999년부터

주민기본 장 4정보 외에 기타 10개 정보를 주민표코드 등에 의해 국민의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시스템인 주민기본 장 네트워크를 구축 추진하 다.이것

은 일본에서 지방공동단체와 행정기 에서 개개의 일본 국민을 특정하는 정보

를 공유,이용하는 것을 목 으로 구축된 시스템이다.464)

463)따라서 신속한 단을 해서는 단심의 헌법재 소 제도가 더 유리할 수 있

다.

464)일본의 시정 의 주민기본 장에 기록된 자에 11자리의 주민표 코드를 부여

한다.우리나라의 주민등록 산망과 유사한 기능을 한다.이것의 도입을

하여 일본에서 개인정보보호법 련 5법의 정치가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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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주민기본네트워크를 둘러싼 소송의 결과465)

０４年２月２７日 大阪地裁 Ｘ（Ａ）

０５年５月３０日 金沢地裁 Ｏ（Ｂ）

　　　　　３１日　　 名古屋地裁 Ｘ

　　１０月１４日　 福岡地裁 Ｘ

０６年２月　９日 大阪地裁 Ｘ

　　　３月２０日 千葉地裁 Ｘ

　　　４月　７日 東京地裁 Ｘ

　　　　　１１日 和歌山地裁 Ｘ

　　　７月２６日 東京地裁 Ｘ

　　　９月２９日 名古屋地裁 Ｘ

　　１０月２６日 横浜地裁 Ｘ

　　１１月　９日 宇都宮地裁 Ｘ

　　１１月３０日 大阪高裁 Ｏ（Ａ`）

　　１２月１１日 名古屋高裁金沢支部 Ｘ（Ｂ`）

Ｏは原告側勝訴, Ｘは原告側の敗訴

(Ａ`) は (Ａ), (Ｂ`) は (Ｂ) の控訴審

이 주민기본 장 네트워크를 둘러쌓고 일본 각지에서 헌법소송이 제기되었

고,주민감사 청구,개인정보의 외부 제공 지 청구,개인에 할당되는 주민표

코드 삭제 청구 등의 행정 소송이 제가 되었다.아래는 2004.2.27. 라이버시

침해로 자료를 요구하는 오사카 지방법원의 사건부터 국 각지에서 일어난

1심법원 결과 고등법원의 결과 그 단 결과 이다. 표에서 O이라고 표

시된 사건은 당해 사건에서 헌법 으로 라이버시권 개인정보의 침해를

인정한 결이다.

2008.3.6.일본 최고재 소는 주민기본 장 네트워크를 리,이용 등 하는

465)朝日新聞, 2006.12.12,「住基ネット揺れる安全」；孫亨燮,前掲博士学位論

文,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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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는 일본 헌법 제13조에 반하지 않는다는 결을 하여, 와 같은 소송의

결론을 내린다. 재도 일본의 일부 자치단체에서는,코드의 할당을 하지 않고

있거나,희망자만 주민표 등을 할당을 하고 있다.이런 소송과정에서 일본의

주민기본 장법도 계속 개정을 하면서 최고재 소에서 법령 헌의 결정을 받

지 않도록 련법의 개정이 계속 추진되었다.

5  과 헌 재  개  

Ⅰ.헌법해석기 이 된 내각법제국

헌법재 소가 없는 일본에서는 행정권을 담당하는 내각 아래 있는 내각법제

국이 「헌법재 소 기 」이라고 일컬어진다.내각법제국은 국회에서 입법의

다수를 차지하는 내각제출 법안의 사 심사를 하고,추상 헌법 반심사를 하

는 기 이 없는 일본에 있어서 이것을 신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일본의 재 소 특히 최고재 소가 이 합헌성 단을 하는 것에 소극

인 태도(사법소극주의)를 채용하고 있는 에서,법률문제에 한 행정해석의

통일을 담당하는 내각법제국은,폭넓은 문제에 향을 미치는 많은 헌법해석을

하고 있다.이것이 요하게 평가되어 온 것도,큰 향력의 근원이 되고 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내각법제국은 내각 아래 두어진 내각의 하나의 기 이기

때문,그때그때의 정권의 정책 단에 따른다는 에서 제약이 없을 수 없고,어

느 정도 유연한 헌법해석을 내보이는 도 많다.

를 들면 일본 정부는 개별 자 권을 행사하기 한 필요 최소한도의 실

력인 자 력이,헌법 제9조 제2항이 지하는 ｢ 력｣과 같지 않다고 하며 자

의 합헌성을 주장해왔다.그러나 이러한 논리에 의하면,자 의 해외출동은

투행동을 목 으로는 할 수 없기에, 투지역에 자 를 견하는 것은 인

정되지 않는다. 한 해외에 출동하는 자 의 무기사용을 엄 하게 제한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내각법제국은 ｢헌법 해석은 입법자의 의도라던가 문언․사회정세․

거듭된 논의 등을 고려하고 체의 정합성에 유의해서 논리 으로 확정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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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때문에 그러한 방법으로 자 권을 해석한다면 좀처럼 종래의 견해를 바

꾸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라며 집단 자 권을 용인하려는 헌법해석의 변화

에 항하고 있다.

와 같은 이유로,헌법 제9조의 개정이 재 개헌론의 심 인 과제가 되

어 있는 것과 맞물려,헌법재 소의 설치론자들은 헌법재 소 설치에 의해 내

각법제국의 자 의 활동을 제한하는 헌법해석의 권한을 실질 으로 한정(実

質的限定)하려고 한다.466)

따라서 “행정권의 일부인 내각법제국이 헌법해석을 독 하게 해서는 안 되

며,헌법원이나 헌법재 소를 만드는 식으로,사법이 가능한 한 헌입법심사

(違憲立法審査)를 하는 기 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467)

Ⅱ.일본의 헌법재 소극주의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일본의 헌법재 의 특징으로서 1948년부터 2003년

까지 최고법원은 2,500건을 넘는 사건에서 실질인 헌법 단을 하 고, 극 으

로 합헌 결을 내리고,일정한 헌법해석을 제시한 것에 의미 있는 결도 많이

있었다고 평가한다.468)그러나,법령 반 결의 수가 은 것, 그 은 헌

법 반 결(공선법 사건 제외)이 정치 요성이 비교 으로 은 법령에

해서 행해지고 있는 것이 지 되는 것이 일반 이다.

이러한 평가를 근거로 일본 의원헌법조사회 보고서(2005년)에서는 사법에

해서는,헌법재 의 활성화가 최 의 논 이 되어,헌법재 소의 도입의 옳고

의 여부에 해서는 의견이 갈라졌다.

466)손형섭,앞의 논문,266면-267면.

467)참원보고서 185쪽, 三正人,前掲論文,77 .

468)参議院憲法調査会調査報告書,2005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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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사법심사의 한계

한편으로는 “재 소 제도나 재 제도 자체를 개선하지 않으면 헌법소송

론을 아무리 정교하고 치 하게 개하여도 재와 같이 헌법재 의 비활성화

상태를 타 한다는 것이 어려울 것 같다”469)고 지 된 것도 사실이다.즉,제

도의 개 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종합 인 책의 하나로서 헌법재 소

설치를 검토하는 것 역시 배제할 수 없었던 것이다.470)471)

Ⅳ.헌법재 소 설치론의 배경

1. 에서 설명한 일본 헌법재 의 문제 ,그리고 일본 최고재 소가 실체

단 수 에서 과도하게 “자기억제”를 하고 유연하게 헌법문제를 처하여 합

헌 단을 내려 입법의 정당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 때문에,최고재 소 개

론과 헌법재 소 설치론이 두하 다.472)

헌법조사회의 헌법재 소 설치론에는 기존의 내각법제국(内閣法制局)의 헌법

해석권한(憲法解釈権限)을 제한하려는 의도도 보인다.즉 헌법재 소 설치 이

유로서 ｢최고재 소가 헌법 단에 소극 인 탓에 내각법제국에 사실상의 헌법

해석권이 주어져 있어,그 해석이 유권해석(有権解釈)이 되어 헌법해석이 자의

이 되기 쉽다｣는 것을 들고 있다(원보고서 407쪽). 한 참의원보고서에도

내각법제국 심의 헌법해석이 문제라는 의견이 다수 소개되고 있다(참원보고

서 184쪽).473)

｢최고재 소가 헌심사에 한 자세가 소극 이기 때문에 그 결과 내각법

제국이 실질 으로 최고재 소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헌법해석은 내각

ㆍ정부,즉 수상 혹은 국무 신이 그 책임을 져야 하지만 재 상황은 내각법

469)戸松秀典, 憲法訴訟 ,有斐閣(2000),451 .

470)畑尻 剛,前掲論文,111 .

471)손형섭,앞의 논문,253면.

472)新 正幸,前掲書,307 .

473) 三正人,前掲論文,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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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국이 해석권을 독 하고 정치는 그것에 복종하고 있는 것 같다｣,｢헌법해석

이 민주 통제를 거치지 않고 내각법제국 심으로 종래의 해석이 계속된다

면,헌법해석의 자세에 하여 가 어떤 해석을 하고 어떤 식으로 민주 통

제에 따라갈 것인지 논의해야만 한다｣는 등의 의견이 그것이다.

Ⅴ.헌법재 소 설치 논의

일본에서는 헌심사제의 개선책으로 와 같이 헌법재 소 설치 여부에

하여 논의가 행해져 왔다.기타 개선책으로는 최고재 소에 헌법부를 설치하여

구체 규범통제를 맡기는 구상과 특별고등재 소를 설치하여 상고심기능을

맡기는 구상 등에 한 논의가 행해졌다.474)

1. 헌법재판소 설치여부 

헌법재 소 설치 여부에 해서는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제안

되었지만,설치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있었다.475)

헌법재 소를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은 다음과 같은 논거를 들고 있다.

① 민주주의 국가에서 법의 지배가 철되지 않으면 안 되지만,사법소극주

의에 의해 사법권이 행정권을 체크하는 기능을 하지 않는다. 부수

헌심사제하에서는 최고재 소에 헌법의 수자로서 극 인 역할을

기 하는 것은 무리다.

② 최고재 소가 헌법 단에 소극 이기 때문에,행정의 일부국인 내각법제

국에 사실상 헌법해석권이 맡겨져 있고,이 해석이 유권해석으로서 취

되기 때문에 헌법해석이 자의 인 것이 되기 쉽다.

③ 최고재 소의 재 은 상고심 심리로 인해 바쁘기 때문에,업무의 경감

474)参議院憲法調査会,参議院憲法調査会調査報告書（2005.4),407면.

475)参議院憲法調査会,参議院憲法調査会調査報告書（2005.4),40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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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④ 구체 사건을 제로 하는 구체 규범통제만을 할 수밖에 없는 제도개

은 의미가 없고,추상 규범통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만들 필

요가 있다.

⑤ 정책 과제로써 필요한 법률이 헌법재 소에 의해 헌법 반이라도 단

된 경우,국회는 그 정책을 시행하기 하여 헌법개정을 검토한다고 하는

계야말로 권력분립의 본래 모습이 아니다.

⑥ 독일에서 시민이 직 헌법재 소에 신청할 수 있는 헌법소원제도가 기

능을 하고 있어,일본도 시민이 직 헌법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를

검토해야 한다.

⑦ 헌법재 소에 제소 건수가 폭주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 해서는 제소

에 하여 국회의원의 일정 수를 요건으로 하는 등,제도설계에 의해 해

결할 수 있다는 반론이 가능하다.

⑧ 재 의 구성에 의해서는 사법소극주의가 해소되지 않는다는 의견에

해서는 재 의 선임을 국회가 하는 것에 의해 해결할 수 있다는 반론

이 가능하다.476)

2. 헌법재판소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 

헌법재 소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의 논거는 다음과 같다.

① 헌법재 소를 설치하는 경우 정치상 다툼을 재 소에 들고 와서 “재 의

정치화”와 역으로 헌법재 소의 례를 염두에 두고 입법과정이 운 되

는 “정치의 재 화”를 래해 의회민주주의가 경시될 우려가 있다.

② 구체 사건과 분리된 결과,헌법재 소에서의 논의가 추상론, 념론으

로 일 할 수 있다.

③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하여 추상 헌심사를 하는 것은 국권의 최고기

인 국회의지 ,477)권능에 한제약을 가할 수있다는 우려가 있다.

476)参議院憲法調査会,参議院憲法調査会調査報告書（2005.4),407면.

477)일본 헌법은 제41조는 “국회의 최고기 성”을 규정하고 있다.나아가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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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헌법재 소를 설치하고 있는 국가와 일본 간의 역사와 문화에 근본 인

차이가 있는 사회,통치기 의 차이 을 고려해야 한다.

⑤ 재 의 구성에 따라서 정치 문제에 하여 단에 하여 유효하게

기능할 것인가 의문이 있다.

⑥ 국회에서 헌법논의를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합헌 결을 내리는 등,정부

의 정책 등에 하여 합헌성 부여기 이 될 우려가 있다.

⑦ 헌심사제에 하여 문제는 일본 헌법 제81조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

라,동조의 운 에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최고재 소의 개 에 의

해 헌심사제의 활성화 등의 행제도의 운 의 개선이 필요하다.

⑧ 헌법재 소가 설치되면, 헌심사권이 인정되고 있는 하 재 소에 의해

극 인 헌법 단의 기회가 없어지게 될 수 있다.

3. 헌법재판소에 대한 다른 의견 

기타 헌법재 소에 해서는 다음과 같은 의견이 있다.

① 헌법재 소를 설치하는 경우,헌법재 소는 단순히 헌법의 수꾼에 그치

는 것이 아니라,법률․행정명령을 포함한 법령의 헌성심사를 하는 것

에 의해 인권옹호,구제기능 외에,국민투표의 감시기 ,오직(汚職)방지

기 , 통령 탄핵기 으로서의 기능 등,각국의 정치에 의해 요한 역

할을 맡을 수 있다.

② 헌법재 소에 의한 헌 결이 난 경우의 입법부에 한 법률의 개폐의

의무에 하여 헌법에 규정해야 한다.

③ 엄격한 헌법개정 차를 유지하면서 헌심사권만을 강화하는 것은 타당

하지 않는다.이에 하여,참의원헌법조사회에서는 헌법재 소의 설치의

문제와 헌법개정 차의 엄격성의 문제를 결부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진술되었다.

④ 헌법재 소의 재 의 인선에 하여,높은 식견과 립성,독립성이 요

헌법 문에 “일본국민은,정당하게 선서된 국회의 표자를 통하여 행동하고,

......( 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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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되기 때문에,국회·내각 재 소의 추천에 의해 선임되어야만 한다.478)

4. 기타 위헌심사제의 개선책 

헌법재 소의 설치 이외의 방법에 의한 헌심사제의 개선책으로서 최고재

소 헌법부와 특별고등재 소의 설치 등에 해서도 논의가 있었다.

가.최고재 소에 헌법부를 설치하는 구상

일반 재 소가 구체 사건에 용하는 법률을 헌이라고 단한 경우에

당해 사건의 이송을 받아 법률의 헌법 합성심사를 하는 “헌법부”를 최고재

소에 설치하자는 구상에 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이 있었다.

① 헌법부의 설치는 헌법재 소의 설치에 의한 이 을 고려하는 경우에

실에 부합한다.

② 헌법부도 통치행 론 등을 사용하여 헌법 단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

③ 재도 하 심에서 극 인 헌법재 이 행해지고 있고,최고재 소에 헌

법부와 같은 기 을 굳이 설치할 필요는 없다.

나.특별 고등재 소를 설치하는 구상

재 고등재 소와 최고재 소 사이에 “특별 고등재 소”를 설치하여 하

심으로서 기능을 담당하게 하고,최고재 소는 오로지 특별 고등재 소로부터

최고재 소에 의한 헌법 단이 필요하다고 이송되는 사건에 하여 재 을 하

도록 하는 구상에 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이 진술되었다.

① 특별 고등재 소의 설치는 헌법재 소에 있어 추상 규범통제를 하는

경우와 달리,개개 사건과의 례에서 헌심사를 할 수 있는 등 실에

부합한다.

② 최고재 소의 상고심으로서 기능과 헌심사기능을 분리한 이상,상고심

478)参議院憲法調査会,参議院憲法調査会調査報告書（2005.4),40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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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서 기능을 폭 삭감해야 한다.

③ 헌법문제에 한 부분이 4심제가 되는 등,심리의 장기화를 래할 우려

가 있기 때문이다.

다.국회에 헌법 원회를 설치하는 구상

국회에 의한 헌법보장이 요하기 때문에,국회에 헌법 원회를 설치하고 법

률안 등의 헌법 합성의 사 심사를 해야만 한다고 하는 의견이 진술되었다.

라. 행제도의 운 의 개선

헌심사제에 하여 문제는 헌법 제81조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동조의

운 에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최고재 소의 개 에 의한 헌심사제의 활

성화 등의 행제도의 운용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는 의견이 진술되었다.479)

6  시사 과 안 

Ⅰ.일본 헌법재 의 시사

1.재 소에 의한 사법심사는 기본 으로 한계 을 갖지 않을 수 없다.헌법

재 을 담으로 하는 재 소가 아니기 때문에,재 소에 의한 사법심사권은

헌심사를 하여 충분히 제도 으로 완비되어 있지 않은 권한이다.앞에서

언 한 바와 같이 일본의 법 상에도 사법소극주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문

제가 있다.헌법재 의 활성화라는 면에서는 헌법재 소형이 제도 으로 합

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일본의 재 소에 의한 부수 헌심사제는 구체 인 사건과 함께

헌법 단을 함께 할 수 있다는 장 이 있다.특히 일본의 경우 하 심에서

부터 헌법 단 할 수 있고,법령 헌 단이 아니라 해당 사건에 용 헌으로

서 구체 인 헌법 타당성을 제시해 주어 원고 등 소송 계인을 만족 시킨

479)参議院憲法調査会,参議院憲法調査会調査報告書（2005.4),4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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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조속히 헌법 단과 구체 인 권리 구제를 동시에 해 수 있는

장 이 있는 것이다.480)

2.일본은 부수 헌심사제도를 갖고 있어 헌심사에 소극 인 것이 사실

이다.하지만 1960년 부터 시작된 하 심 법원에서부터의 다양한 례를 축

해 오고 있다.

우리 법제와 유사한 일본의 법제도에 하여 일본에서도 헌의 의심이 있

는 경우 하 심에서부터 헌심사를 했고 부수 헌심사제도의 특성상 구체

인 타당성을 갖은 헌법 단을 개별사건에서 내렸다.따라서 여 히 우리의

법제에 헌 의심이 있을 때 유사한 법제를 갖은 일본이 어떠한 단을 하

는지,특히 일본의 하 심의 태도에 하여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Ⅱ.한국의 헌법재 소 심 제 등 도입론

1.우리 헌법재 소는 일본의 헌법심사와 달리 추상 인 규범통제 방식을 취

하고 있고 헌법재 소가 최종심으로서 결정한다.일종의 단심 인 성격을 갖고

있다.따라서 최고 헌법기 의 하나인 헌법재 소에 헌법 쟁 이 되는 사

건이기만 하면 모두 헌법재 소로 사건이 모이게 되어,사실상 지방법원 1심

사건과 같은 성격의 사건을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헌법과 헌법정책 결정 기

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이외에 잡다한 헌법 청구에 답변 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 헌법재 소의 모든 결정은 원재 부에서 하게 되면 9인의 재 의 업

무부담도 지 않다.헌법 인 여론과 논의도 성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헌법재

소 단심에 의해 결정된다는 문제 이 있다. 한 합헌 결에 기속력이 인정

되지 않아서 반복되는 헌법 인 쟁 에 한 청구가 계속되는데 재 헌법과

헌법재 소법에 따르면 이러한 동일 쟁 에 한 반복재소도 계속 헌법재 소

480)우리나라에서 국제그룹사건에서 청구인이었던 양정모 회장이 헌법재 소 결

정 이후,94년 한일합섬을 상 로 제기한 주식 인도 청구 소송을 하 지만,

정부가 기업 활동의 자유를 침해했지만 이로 인해 개인 간의 계약까지 무효

가 될 순 없다는 논리로 패소한 것(한국일보,2009.3.30.‘비운의 기업인’양

정모 국제그룹 회장 별세)은 헌법재 소 재도에서 해결해야할 문제 일지

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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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9인의 재 부에서 다루어야만 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헌법재 소의 지정재 부를 운 하는 외에,3인을 재 부로 구성하여

기존의 헌법 쟁 을 반복하는 사건으로서 합헌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첫째,3인의 재 부에서 헌결정을 하게 된 후,9인의

원재 부에서 다시 헌여부를 단하게 하는 방법을 구상할 수 있다.둘째,

쟁 이 명확하면 3인의 재 부에서 헌 는 합헌 결정을 할 수 있고,청구인

의 이의가 없으면 이를 헌법재 의 1심 결정으로 확정할 수 있는 방안도 생각

할 수 있다.

2.다만,일본에서 헌법 쟁 을 1심 지방재 소,2심 고등재 소,3심 최고

재 소에 걸쳐 단할 수 있는 것은 재 경과를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드는 단

도 있음은 상기할 필요가 있다.일본에서도 헌법재 소가 3심제를 취하게 되

면 일반 인 헌법소송은 장기화할 수 있음을 지 하고 있다.481)

하지만,그러한 재 과정은 일본 사회에 헌법 인 논의를 지속시키고 국회

다른 행정기 의 조속한 시정조치를 구하게 하는 기회를 부여한다는 장

이 있다.

3.일본은 1994년 1월부터 시행된 신민사소송법에 의해,최고재 소의 부담

을 덜어주기 하여 상고제한제도를 취하고 있다.이것은 상고이유가 헌법 반

과 한 차 배 이외의 경우에는 례 반 기타 법령의 해석에 한 요

한 사항을 포함하면 최고재 소가 인정한 사건에 한하여 당사자의 상고수리

신청에 하여 결정으로 최고재 소가 수리를 결정할 수 있다(일본 민사소송법

제318조 제1항,제4항)는 것이다.482)상기한 바와 같이 미국에서도 연방 법원

은 裁量上告(certiorari)를 활용해서 요한 헌법문제만을 단하는 편이다.

이러한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도 검토할 수 있다.이것은 국민의 청구를 경시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명확한 헌법 쟁 에 성숙한 단의 기회를 얻자는

의미가 있다.

481)笹田栄司,『司法の変容と憲法』,有斐閣(2008),13면.

482)笹田栄司,『司法の変容と憲法』,有斐閣(2008),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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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재 구성의 다양성

재 구성의 다양화 필요가 있다. 한민국의 헌법재 소는 국민의 헌법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법질서는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특히 헌법재 소의 창설

이후 국민은 헌법재 소에 하여 기본권을 구제를 요구하면서 정부의 정치,

경제,사회 정책에 한 문제에 하여 헌법 인 단을 해달라고 요구해 왔다.

헌법재 소형 헌법재 을 하는 한민국 헌법재 소는 일정한 부분 헌법

인 단과 정책 인 단을 아울러서 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그런데 헌법재

소 재 들은 다수가 법 출신만으로 유하고 있다.이러한 은 일본 최고

재 소의 구성에 재 15명 재 출신 6명 외에,변호사와 검찰 출신

그리고 행정 ․외교 ․ 학교수 출신이 재 으로 구성한다는 과 비교하

여 다양성이 높지 않다고 할 수 있다.

21세기는 계속하여 헌법재 의 시 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다만,그 헌법

재 소가 새로운 시 에도 계속 헌법질서를 지키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하여 꾸 한 제도 인 검토와,국민 그리고 헌법재 에 련자들의 피와 땀

이 계속 있어야만 한 것이다.



- 278 -

7장 결

1  주  가별 헌 재  운 에 한  평가

이상에서는 서구 주요국가의 헌법재 제도와 그 운 실제를 살펴보았다.이

에 비추어 보면,각 국가마다 최소한 조 씩은 서로 다른 제도를 채택하고

운 하고 있음을 본다.이러한 요인은 사법권에 한 뿌리 깊은 불신감,법실

증주의에 한 신 는 각 국가마다 고유한 실 인 이유에 기반을 둔다.

그러면,주요 국가별로 구분해서 정리하기로 한다.

Ⅰ.독일

독일이 헌법재 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은 시민들의 기본권을 효율 으로 보

장하는 차를 마련함은 물론이고,국가권력을 헌법에 기속되도록 하기 함이

었다. 한 헌법재 제도는 나름 로 아주 독창 이고 성공 인 제도로 평가되

고 있다.그런 에서 우리나라가 이 모델을 계수한 것은 정한 것이었음은

물론이고,우리 법 실과 정치 실의 특수성을 고려하면서 지속 인 발 을

해 디딤돌로 활용할 필요성이 크다고 하겠다.

독일의 헌법재 제도와 련해서 헌법소원제도를 도입한 것은 가장 요한

성과로 평가된다.물론 기에 헌법소원제도를 규범화하는 과정에서 정치 이

해 계의 립으로 헌법차원의 제도화가 좌 하긴 하 지만,나 에는 헌법개

정이 아니면 폐지가 불가능하도록 헌법 규범화가 이루어졌다.

헌법재 소 재 의 자격을 정함에 있어서 기에 뜨거운 논쟁이 제기되었

다.특히 법률가들로만 재 을 구성하는 데에 설득력 있는 상당한 반론들이

제기된 이 흥미롭다.특히 직업법 의 문성과 객 성에 한 회의론(懷疑

論)에 상당한 공감 가 형성되었다는 사실도 주목해야 할 이었다.

연방헌법재 소 설립 이래 지속 으로 헌법소원의 쇄도에 따른 재 소 업무

의 과부하가 문제되었다.이를 해소하고자 남소(濫訴)부담 의 부과와 지정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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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를 통한 사 채택 차 등이 도입되었다.특히 비록 좌 되기는 하 으나

헌법소송 문변호사제도의 도입 등이 극 논의되기도 하 다.하지만 헌법소

원의 쇄도가 시민들의 기본권의식의 고양과 헌법재 에 한 신뢰도 증 에

따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연방헌법재 소 재 선출에 있어서 민주 정당성원리가 강조되고

철되고 있다.재 구성에 있어 연방주의 안배,정당정치 ,종교 그리고

양성평등 안배 등 여러 요인들이 함께 고려되었음이 확인된다.이는 치 한

논증시도와는 별도로 재 들의 구성에 있어 다양성을 확보함으로써 헌법재

소 결정에 한 사회 수용가능성을 제고시키고자 한 것으로 이해된다.특

히 연방의회와 연방참사원이 각각 재 의 반을 선출토록 하고,이 과정에

서 2/3이상의 가 다수결을 요구함으로써 의회 내 소수자보호가 강조되고

제도 으로도 구 되는 이 주목된다.그러나 실제로는 거 정당들 간에 나눠

먹기식의 타 으로 선출된다는 비 을 받고 있다.

법과 정치의 문제는 여느 나라에서와 마찬가지로 독일 연방헌법재 소에서

도 민감한 주제로 다루어지고 있으며,법과 정치 간의 나름 로 구획된 경계를

넘어서는 결정에 해서는 비 이 가해지고 있다.

헌법소원제도가 도입된 이래 지난 1960년 부터 이른바 ‘법질서의 헌법화’의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고,기본권의 제3자효와 교차효과 등이 인정됨으로써

일반법원과 사법(私法)학계로부터 이른바 ‘기본권의 비 화’내지 ‘과잉헌법화’

라는 이름으로 강력한 비 이 제기되곤 하 다.이에 직면해서 지난 2001년도

에는 독일국법학자 회 연차총회에서 ‘일반법원과 헌법재 소와의 계’를 주제

로 학술 회가 개최되기도 하 다. 련해서 헌법과 일반법률의 계설정,헌법

재 소와 일반법원간의 바람직한 계설정 그리고 재 소원의 허용범 와 심

사기 등을 확립하려는 다양한 시도들이 행해졌다.하지만,모두를 만족시키는

명확한 심사기 의 확립은 쉽지 않다는 사실만 확인되었다.그러나 다양한 비

들에도 불구하고,비 받는 ‘과잉헌법화’가 ‘과소헌법화’보다는 낫다고 조심스

럽게 매듭을 짓고 잠정 으로 논의가 종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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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에서는 헌법재 에 해 많은 헌법 에 제도화함에 따라 헌법

차원에서 근의 필요성이 강조됨은 물론이고 헌법개정의 문제가 자주 등장함

을 볼 수 있다.

헌법재 소는 소장,부소장과 12명의 재 그리고 6인의 비재 으로

구성되고,이들은 연방 통령이 임명한다.이들은 법 ,행정공무원 그리고 법

과 학의 교수들로부터 충원된다.

오스트리아는 유럽에서 가장 먼 독립된 헌법재 소를 설치한 국가이다.오

스트리아 헌법재 소는 행정법원이나 최고법원과 더불어 동등한 최고 권리보

호기 이지만,헌법재 소에 맡겨진 범 한 할권을 볼 때,국가작용의

헌․ 법심사를 담당하는 헌법재 소가 가장 우 의 사법기 이다.이런 은

권한쟁의심 에서 뚜렷하게 드러난다.

종래 오스트리아에는 행정처분에 한 소원은 있었지만 재 소원은 없었다.

그러나 2008년 헌법개정으로 망명재 에 해 재 소원을 도입하 다.이후 망

명재 에 한 소원사건이 폭주하자 이런 재 을 특별행정재 과 함께 행정법

원에 이 하자는 헌법개정 주장도 제기된다.그와 아울러 법률소원제도를 도입

하여 헌법재 소로 하여 규범통제의 임무수행에 집 할 수 있게 하자는 것

이다.그러나 망명재 에 한 헌법소원제도가 도입된 지 이제 2년 밖에 지나

지 않았기에,그러한 내용의 헌법개정이 철될지는 미지수이다.

오스트리아 연방헌법 제144조에서는 처분에 한 헌법소원을 헌법재 소의

할로 하고 있다.청구인은 어떠한 처분에 의하여 자신의 헌법 으로 보장되

는 권리가 침해되었거나 그 밖에 법한 일반 규범의 용으로 인하여 자신

의 권리가 침해되었음을 주장하는 경우 헌법재 소가 그에 하여 심 을 하

도록 되어 있다.이로 인하여 행정의 법여부를 할하는 행정법원과 심

상이나 는 심 기 과 련하여 범 한 첩가능성이 상존한다. 한 실제

로 같은 사건에 하여 양 법원에 동시에 소원을 제기한 경우에 과연 어느 한

법원의 본안에 한 결정이 다른 법원을 기속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이와 련하여 헌법재 소는 기에는 행정법원의 결정에 기속된다는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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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지만, 례를 변경하여 행정법원의 결정에 기속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취하 다.헌법재 소가 독자 으로 법률에 한 헌법합치 해석을 함으로써

기존의 행정법원의 결정에 입각하여 내린 행정청의 처분이나 재처분에 한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등의 결을 내리고 있다. 한 행정법원 역시 그러한 헌

법재 소의 결에 반발하여 헌법재 소의 법 견해를 따르지 않는 경우도

있어,양 최고 공법법원 사이에 갈등이 상존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헌법재 소와 행정법원의 권한의 한계를 법해석을 통하여 해결

하려는 시도도 나오고 있다.하지만,헌법개정으로 이러한 권한충돌을 해결하자

는 개정론도 70년 부터 지 까지 끊이지 않고 제기된다.

오스트리아에서는 헌법재 소가 헌법률심사뿐만 아니라, 법명령심사까지

일원 으로 하고 있어서 심사기 에 따른 헌여부 단의 불일치 가능성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다.이러한 에서 오스트리아의 사례는 규범의 헌

여부에 한 통제를 헌법재 소로 일원화시킬 필요성을 상징하는 의미 있는

비교법 사례이다.

오스트리아에선,규범통제심 은 물론이고,특별행정재 이라는 처분소

원의 경우,법령의 재공포에 한 심사 그리고 최근 개정되어 도입된 망

명재 에 한 소원의 경우에 있어 헌법재 소는 해당 명령이나 처분

는 재 이 법한지 그리하여 청구인의 헌법 으로 보장되는 권리나

는 일반 권리를 침해하 는지 여부를 심사할 수 있기 때문에, 범 한

법률에 한 해석권한을 지닌다.그런 과정에서 어떠한 법률이 헌으로

해석될 가능성도 있고,합헌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 가능한 한

입법권을 존 하기 하여 합헌으로 해석될 가능성을 택하여 법률의 효

력을 유지시키는 소 법률에 한 헌법합치 해석은 오스트리아에서도

리 행해지고 있는 헌법재 실무이다.특히 이러한 해석을 바탕으로 행

정법원 선행 재 의 기속력으로부터 벗어나서 사실상 행정법원의 결정에

입각하여 내려진 처분을 취소하는 결을 내리곤 한다.

오스트리아에선 규범통제에 있어 개인만이 아니라,법원을 비롯한 연방과 주

의 여러 국가기 들이 어떠한 법률이 헌법에 반되거나 는 어떠한 명령이

법률에 반된다고 생각될 때에는 일정한 제조건 하에 그 폐지를 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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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률심 을 제청할 수 있다(추상 규범통제).물론 개인은 그 법률이나 명

령의 법성에 의하여 자신의 주 권리나 헌법 으로 보장된 권리가 침해

되었을 경우에 제기할 수 있다.

오스트리아 헌법재 소가 법률이나 명령에 하여 헌으로 확인하는 경우

에는 헌법률이나 법명령의 폐지효과는 원칙 으로 선고된 날이 경과함으

로써 발효한다. 한 일정한 기한을 폐지의 효과가 발생하는 유 기간으로 설

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헌법률이나 법명령을 잠정 으로 계속 용하게 할

수도 있다.법률이 헌으로 폐지되는 경우에는 헌법재 소가 달리 명하지 않

는 한,그 법률에 의하여 폐지된 법률이 자동으로 효력을 회복하게 된다.

오스트리아 헌법은 헌법률의 법 효과와 련하여 원칙 으로 당연무효

(ipso-iureNichtigkeit)나 소 무효(ex-tuncNichtigkeit)가 아니라,폐지무효

(Vernichtbarkeit)의 입장에서 출발을 하고 있으며, 헌결정으로 인하여 발생

할 법 공백상태의 발생을 방지하기 하여 처음부터 헌법이 자세하게 응

조치를 마련해 놓고 있다.오히려 독일이 헌법불합치결정을 만들어 낸 것은 오

스트리아식 재효나 미래효를 도입함으로써 통 인 소 효를 제한하여 법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함이었다.이러한 에서 볼 때,변형결정의 필요성

이나 그 기속력을 부인하기 한 논거로서 오스트리아 헌법재 실무를 드는

것은 변형결정이 발생하기 한 제조건으로서의 헌법규정의 치 성과 사실

상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결정유형 등을 고려해 볼 때,타당하지 않은 논거

라 할 것이다.

오스트리아의 경우 선거소송과 당선소송 그리고 국민투표에 한 소송까지

헌법재 소가 할하고 있으며, 한 탄핵심 도 그 상과 소추권자,소추사유

에 이르기까지 매우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한 헌법 효력을 가지는 연방

헌법률과 주헌법에 해서도 형식 에서나 는 그것이 근본 인 법치국

가 질서에 반되는지 여부와 련한 실질 에서 헌법재 소가 심사할

수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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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랑스

랑스는 독일이나 오스트리아와는 달리 헌법재 작용에 있어 규범통제나

개인의 기본권보장 역보다는 국가의 조직ㆍ구성과 주권 행사의 헌법합치성

여부에 비 을 두었고,그래서 선거쟁송이나 국가 기시의 합헌성 수호를 심

으로 발 시켜 왔다.

랑스 헌법재 소는 임명직재 9인과 당연직재 으로 구성되며,헌법

재 소장은 통령이 임명한다.임명권자는 통령ㆍ상원의장ㆍ하원의장이며,

각 임명권자는 3인의 재 을 임명한다.임명권을 세 개 국가기 에 분산시킨

이유는 헌법재 소의 권 를 보장하고 선택에서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한 것

이라고 한다.헌법재 소 임무의 요성과 권한을 고려해서 헌법재 의 임기

를 9년으로 하 다. 헌법재 소의 기능이 단 되지 않도록 헌법재 을 매

3년마다 3명씩 교체하는 방법으로 재충원하고 있다.나아가 재 이 연임에

한 기 를 차단하고 소신 있는 결정을 행할 수 있도록 단임제를 채택하고

있다.그리고 직 통령은 당연직재 이 된다.

랑스 헌법재 소는 권한쟁의심 권ㆍ규범통제권ㆍ선거쟁송심 권ㆍ의견제

출권 등을 행사한다.권한쟁의심 은 의회와 행정부의 입법권의 범 와 련한

역으로 제한되어 있다. 랑스에서는 선거쟁송의 비 이 높으며, 통령선거

와 상ㆍ하원 국회의원선거에 한 쟁송뿐만 아니라 국민투표쟁송에 한 심

권도 행사한다.아울러 국가의 요한 헌법 문제와 련하여 의견을 제출하

거나 결정을 행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종래 랑스 헌법재 소는 법률과 국제 약에 한 사 인 규범통제권을

행사하고 있으며,법률은 필수 규범통제와 임의 규범통제의 상으로 구분

하고 있으며,국제 약은 임의 통제 상이다.

랑스는 사후 규범통제제도를 지속 으로 논의해 오던 2008년

제24차 헌법개정을 통해 선결문제의 형식으로 도입하 다.행정법원이

나 일반법원에서 선결문제로 제기한 내용에 하여 최고행정법원이나

최고법원의 제청으로 헌법재 소가 심 하도록 하 다.2009.12.조직

법률의 제정과 2010.2. 련 하 규범의 정립에 따라 2010.3.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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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다.

그런데, 랑스에서 2008년 헌법개정은 고 이었던 헌법이론을 송두리째

변 시킨 것이었다.왜냐하면 법률은 주권자의 명령으로서 국민의 표기 만

이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으며,입법사항도 국민의 표기 인 의회만이 결

정한다고 보았었는데,이와 같은 상황에서 법률에 해 사법기 에 의한 사후

통제를 채택하 기 때문이었다.이와 같이 법률을 둘러싼 변화는 헌법이론

논쟁의 산물이었으며, 랑스의 고질 인 정치 실의 병폐인 의회주의를 과

감하게 개 하자는 정치 요청을 헌법규범이 수용한 결과이었다.

개정헌법 제61-1조 제1항에 규정된 사후 규범통제의 요건은 첫째 사후

규범통제 상이 되는 법률은 재 의 제성을 충족하여야 한다는 ,둘째 당

해 법률조항이 헌법상 보장된 권리 는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

셋째 합헌성 통제를 한 차로는 반드시 최고행정법원이나 최고법원이 헌법

재 소에 헌법률심 을 제청해야 한다는 이다.이러한 규범통제는 헌법

률심 을 제로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법률조항이 헌법규범 반에 합치하는

지 여부를 헌법재 소가 심 하는 헌법률심 제도라기 보다는 법률조항이

헌법상 기본권의 침해 여부만을 심 한다.그 기 때문에 본질 으로는 헌법소

원심 성격을 지닌다. 기 우려와는 달리 헌법재 소에 극 으로 제청되

고 있음에 따라,선결문제를 통한 사후 헌법률심 제도와 국민의 침해된

기본권 구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 된다.

헌법재 소의 결정은 모든 법원에 하여도 기속력을 가지며,따라서 최고행

정법원과 최고법원도 기속된다.이들 기 은 제도 시행 기 헌법재 소의

례에 기속되는 것에 하여 상당한 거부반응을 보 던 것이 사실이다.하지만,

재에는 거부반응은 찾아볼 수 없으며,이들 법원 모두 헌법재 소 결정

의 기속력을 인정하고 있다.

Ⅳ.미국

미국의 사법심사제는 세계 최 로 등장하 으며,유럽형 헌법재 제도가 다

양한 형태의 헌법재 권을 단일기 이 행사하는 집 형인데 반해,미국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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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률심사권이 제도의 핵심이며,법의 통일성을 확보하는데 선례구속의 원

칙이 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사법심사제를 정확히 표 하면,법원에 의한 헌법률심사제를 의미하는 것

으로,이는 연방 법원이 연방헌법의 의미와 내용을 구체 으로 선언하는 것을

말한다.미국 연방 법원은 노 의 해방,정치 문제의 회피,선거권의 의미,

언론의 자유,종교의 자유,인종 인 차별의 지,사생활권의 근본 인 권리로

서의 고양 등과 련하여 수많은 헌법상 쟁 들을 해결하 다.이로써 정치,

경제 사회 에서 연방헌법의 의미를 명확히 하 고,사회구성원의 통

합을 도모하여 건강한 사회를 형성해 나가는데 지 한 공헌을 하고 있다.

미국 연방헌법 제3조는 명시 으로 연방 법원에 연방이나 주의 법률에

한 헌여부 심사권을 부여하진 않았다.하지만,미국 연방헌법이 일반법에

한 헌법의 우 라는 최고규범성과 더불어 헌법주의의 시 를 펼친 것은 사실

이다.사법부의 역과 임무가 헌법을 법으로서 해석하는 것이라면,그리고 헌

법이 그 어떤 의회제정법에 해 우 에 있다면,헌법과 일반법이 모두 용되

고 일반법의 헌법 합성이 일반소송에서 법원에 의해 단될 수 있다면,그런

경우 헌법이 그 사건을 지배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연방 법원은 재량 사건이송명령권을 행사하여 자신의 할권을 필요한

사건에 선택하고 집 함으로써 한정 인 사법자원의 가용성을 높이고 불필요

한 사건의 심리를 회피할 수 있게 되었다.사건이송명령을 허락할 것인지의 여

부는 으로 법 들의 재량에 달려있다.

연방 법원은 가능하면 법률의 규범 의미를 합헌 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분명한 입장을 취한다.즉 합헌성에 상당한 의심이 가는 경우라 하더라도,

법원은 헌을 회피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률을 해석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를 일차 으로 확인하곤 한다. 구체 인 법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그

사건에 용될 법률의 헌여부가 다투어지고 있을 때,당해 사건의 성패를 결

정함에 있어 굳이 헌여부의 단할 필요성이 없다면,당연히 헌법 단의

회피가능성은 높아지게 된다. 연방 법원은 종종 당사자 격의 문제를 본안

에 있어 복잡한 사안에 한 입장을 밝히는 것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기

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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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는 나름 로 체계화되어 정착된 헌법재 제도에 해 내부 으로

수많은 비 의 상이 되고 있다.특히 연방 법원이 헌법재 권을 행사하는

것과 련해서 반민주 혹은 반다수주의 그리고 과도하게 정치화된 행태라

는 비 에 직면하곤 하 다.게다가 요한 정치 결정들을 국민의 통제로부

터 빼앗아서 결과지향 이고 원칙 없이 그때그때 구체 인 사안의 해결에

합한 방식을 취해 결한다는 과 련해서 과연 법원이 앞으로 과도한 정치

인 여 없이 립 인 심 기 으로서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에

강한 의문들이 제기되는 형편이다.특히 민주주의와 다수결주의의 에서 헌

법재 을 정당화하는 문제가 심도 있게 거론된다.이는 사법부의 구성원인 법

들이 선거되지 않기에 소 반다수주의 세력으로 취 되기 때문이다.그럼

에도 불구하고 자유민주주의 정당성에 근거하여 국민들의 핵심 인 권리를

보장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을 이유로 민주주의와 조화될 수 있다는 주장도

경청할 만하다.

아무튼 미연방 법원이 보여 사법자제의 원칙은 권력분립의 원리를 존

하고,사법부의 자원을 보호하며,사법 해결에 가장 합한 구체 인 분쟁을

다루게 함으로써 사법부의 단기능을 향상시키고 재 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한 것일 뿐만 아니라 결국은 헌법 인 문제에 한 결정을 가 자제하고

기본 이고 일반 인 사법 의무의 기능을 수행하고자 함이라고 하겠다.

Ⅴ.일본

일본에서 사법심사제,즉 법원에 의한 헌법률심사제가 채택된 것은

이른바 맥아더 안에서 비롯되었다.이와 같은 사법심사제가 도입됨으로

써 司法(사법)법원이 행정소송을 담당하게 되고,종래의 륙법 인 토양

에 미법 인 사법제도가 이식되는 결과가 되었다. 한,하 법원만이

아니라 최고법원도 각각 헌심사권을 가지며 그 최종심은 최고법원이다.

일본에서는 법령 헌과 용 헌이 자연스러운 단방법으로 이해되고 있다.

부수 헌심사제의 념에서 볼 때,사법심사권은 법률상 쟁송을 해결하기

하여 행해지는 것이다.그 기 때문에 헌이라고 주장된 법령에 해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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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의문이 있다 하더라도,법령자체를 헌으로 하는 법령 헌이 아니라,그

사건을 처리할 수 있다면 당해 법령이 당해 사건에 용되는 한에 있어 헌

이라는 이른바 용 헌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본 최고법원에서 법령 헌으로 결한 경우가 고,그 게 결된 것이라

할지라도,정치 요성이 미미한 법령에 해서만 행해진다는 지 을 받고

있다.이는 사법이 헌법 단에 소극 인 것으로 사법에 부과된 헌법보장의 역

할에 소홀한 것이라고 한다.

사법소극주의의 원인으로는 ① 최고법원의 일반소송 업무과 과 그에 따른

헌법재 업무 수행의 여력 부족,② 미국형의 부수 심사제로 인한 사법심사

의 억제,③ 깊숙이 자리 잡은 행정권우 의 사상,④ 엄격한 헌법개정 차로

인해 헌법사항으로의 수용상 어려움과 고도의 정치문제를 다룸에 따른 지나친

심집 에 한 부담,⑤ 최고법원 재 들 임명과정에서 정치 색채반

사법권의 독립을 담보하지 못하는 사법 료제 등이 제시되었다.

일본에서 헌심사제의 개선책으로는 ① 헌법재 소를 설치하는 방안,② 최

고법원에 헌법부를 설치하여 구체 규범통제를 맡기는 방안,그리고 ③ 특별

고등법원을 설치하여 상고심기능을 맡기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아무튼 어느 국가의 제도이든,그 제도는 그 나라 특유의 정치 ․문화 ․

역사 배경을 바탕으로 성립된 것이다.그 기 때문에,단순히 법제도만 살펴

보고서,그 제도가 좋다고 해서 무조건 으로 수용하거나 무비 으로 채택해

서는 안 된다.제도의 배경이나 특수성,운용실태 등을 면 히 살피고,도입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비교법 고찰에서 우리가 유의할 은 바로 여기에 있다.

       2   미  사 심사  럽  헌 재  

지닌  미  평가

Ⅰ.헌법재 의 핵심기제로서의 구체 규범통제

우리가 미국형 사법심사제와 유럽형 헌법재 제도를 비교ㆍ분석하려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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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고유한 속성을 제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자는 일원 사법구조에

입각하여 있으며,원칙 으로 공법과 私法(사법)의 구별이 역사 으로 부인되

고, 례법국가로서 선례구속원칙의 뒷받침을 받고 있는 법원에 의한 헌법률

심사제를 말한다.그에 비해 후자는 다원 사법구조에 입각해서 공법과 私法

(사법)이 엄격하게 구별되고,성문법국가임과 아울러 독립된 헌법재 기 을

설치하고,그 기 에게 구체 규범통제를 포함하여 다양한 헌법재 권을 부여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익히 리 소개된 바와 같이 미국의 사법심사제(judicialreview)는 1803년

Marburyv.Madison 결에서 마샬 법원장에 의해 세계최 로 확립되었다.

사법심사제에 해 미국 연방헌법은 지 까지도 아무런 실정법 명문의 근거

를 제시하진 않고 있으며,오로지 제6조에 헌법의 최고규범성만을 규정하고 있

을 따름이다.

그에 이어 헌법률심사제를 채택한 헌법이 1920년 오스트리아 연방헌법이

었다.그런데,이 헌법에서는 미국의 사법심사제와는 다른 헌법률심사제

가 채택되었다.즉,구체 인 사건과는 계없이 일정한 정치기 의 청구에 의

거해서 법률의 헌여부가 다투어졌다.주법률에 해서는 연방정부가,연방법

률에 해서는 주정부의 청구로 헌법재 소에서 심 되었다.하지만,그 당시

일반법원은 구체 인 사건에서 재 에 제됨을 이유로 법률의 헌여부를 다

툴 수는 없었다.이런 은 기 유럽형 헌법재 의 특색이다.

하지만,1929년 오스트리아 연방헌법 제140조가 개정되면서 의 정치기 들

이외에도 연방최고법원과 연방행정법원은 계속 인 사건을 재 하던 과정에서

용해야 할 연방법률이나 주법률의 헌여부가 다투어질 경우에는 헌법재

소에 심 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이런 은 미국형 사법심사제에 한 걸음

다가선 것이었다.

독일과 이탈리아는 미국식 사법심사제를 채택해서 실패한 경험을 바탕으로

제2차 세계 이후 오스트리아가 채택하 던 헌법재 소제도를 도입하게 된다.

독일의 헌법재 제도를 심으로 살펴보면,법원이 헌법률심사권을 갖도록

한 미국식 사법심사제에서 벗어나 법원에게는 심 제청권을 부여하고 독립된

헌법재 기 으로 하여 헌결정권(구체 규범통제권)을 부여하는 한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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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한편으로는 그 기 에게 오스트리아처럼 추상 규범통제만이 아니라 기

소송,선거소송,탄핵소송,정당해산소송 등의 할권을 부여하게 된다.거기에

다 국민의 기본권보장을 철 히 하고자 헌법소원심 권까지 부여하게 된다.

미국의 사법심사제는 제2차 세계 이후 일본에 도입되었고,스 스

에도 도입되었지만 충 인 형태를 취하게 된다.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법원측이 지속 으로 사법부에 헌법률심사권을 부여할 것을 요구하 지

만,1962년 제3공화국 헌법에서만 그리 운 되었다.

그런가 하면, 랑스는 2008년 헌법개정을 하면서 종래 제도화되었던 사

방 규범통제만이 아니라 선결문제로 제기된 법률의 헌여부에 해 심

하는 구체 규범통제를 새로이 채택하기에 이르 다.이 제도는 불문법국가의

체계를 유지하던 국에도 도입되기에 이르 다.

미국형 사법심사제는 비집 형이고,유럽형 헌법재 제는 집 형으로 분류된

다.비집 형에서는 오로지 법원에 의한 헌법률심사제만 주된 논의 상이 된

다.그리고 집 형에서는 헌법재 소의 다른 할사항도 시되어야 하지만,이

와 같은 논의에 있어 주목의 상은 헌법률심사제이다. 헌법률심사제는 기

본 으로 국민의 표기 으로서 국민들이 직 선거를 통해 구성한 의회가

제정한 법률을 사법기 이 헌법을 잣 로 심사하여 그 효력을 부인하거나

용을 배제하는 제도이다.심사 상이 되는 법률은 헌법이 부여한 가장 핵심

인 국가작용이다.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구체화하는

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

헌법률심사제에서 심축을 이루는 것은 구체 사건의 분쟁해결과 련

된 구체 규범통제이다.이 제도는 기본 으로 기본권을 침해받은 국민이 소

송을 제기하면서 다투다가 침해의 근거가 법률이 헌임을 확인하여 그 용

을 배제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이다.아무튼 법질서의 통일성확

보도 물론 시되겠지만 개인의 기본권보호가 우선시되는 모습을 구체 규범

통제가 구 한다 하겠다.

아울러 기울여야 할 심은 국민들의 기본권과 련해서 의회가 제정한 법

률에 한 통제도 다양하게 강화하려 한다는 이다.이는 체로 유럽형 헌법

재 에서 나타나는 보완 인 기본권보호장치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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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륙법계 국가에서 사법심사제의 구조 인 한계

미국의 사법심사제는 몇 가지 속성을 바탕으로 한다.그 하나는 구체 인 법

분쟁과 법률의 헌여부가 분리되지 않고 한꺼번에 단된다는 이다.그

둘은 법률의 헌여부는 본안 단에 부수 으로 단되는 구조를 취하고 있음

에 따라 헌여부 단은 주문으로 제시되지 않고 이유의 논거로 제시될 뿐이

다.그 셋은 이 게 단된 법률의 헌 단에는 결에 인정되는 기 력이 인

정될 뿐이다.그와 련해서 주 범 와 객 범 가 제약될 수밖에 없게

된다.그 넷은 이 게 단된 논거는 불문법국가의 통에서 나오는 선례구속

의 원칙에 따라 일반 효력에 상응하는 힘을 갖게 된다는 이다.

그런데,이미 유럽에서도,특히 1919년 독일의 바이마르헌법과 1948년 이탈

리아헌법에서 미국형 사법심사제를 채택하여 운 한 바 있었다.하지만,실패로

돌아갔고,이들 국가들 모두 유럽형 헌법재 을 채택해서 운 하고 있는 상황

이다.유럽에서 미국형 사법심사제를 유지하고 있는 유일한 국가가 스 스이다.

하지만,스 스의 경우에도 미국형 사법심사제를 그 로 받아 들 다기보다는

충형에 가깝다.

비집 형을 취하는 미국형 사법심사제가 법 들 사이에서 견해가 서로 다르

고 그로 인해 법 불안정성이 래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었던 것은 선례구

속의 원칙으로 인한 것이다.미국의 결에서 법률을 헌으로 단한 이유 부

분 주문 도출의 핵심 인 명제에 선례구속의 원칙을 용하면, 헌으로 결

정된 법률의 효력이 일반 으로 상실되는 효력을 얻게 되는 것이다.이는 우리

헌법재 소 결정의 법규 효력에 응되는 효력이다. 미국에서 헌여부를

단하는 과정에서 나온 규범해석에 해 선례구속의 원칙이 용되면,이는

곧 우리 헌법재 소 결정의 요한 이유에 해 기속력을 인정하는 것과 유사

해지는 것이다.이 원칙으로 인해 상 법원의 단은 하 법원을 구속함에 따

라 헌 단이 세 효력을 사실상 가질 수 있게 된 것이다.

비집 형 사법심사제가 결정 인 약 으로 지 을 받는 것은 같은 법률을

법 들마다 다르게 단할 수 있다는 이다.그로 인해 법원 상호간 커다란

갈등과 한 법 불안정을 래하게 된다.이를 해소하는 것이 선례구속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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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이거나 실정법 인 해결이다.

그런 장치가 없는 일본의 경우 그 당해사건에 한해 헌으로 단된 법률

의 용이 배제될 뿐이고,그 법률의 효력이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다.그런

단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건에서는 그 로 헌법률이 용될 수도 있게 된다.

,이미 헌으로 단된 법률이라 하더라도,그 법률의 효력을 부정하기 해

서는 각 사건마다 개별 으로 소송을 제기해야만 하고,행정청은 이미 헌 단

이 이루어졌다 할지라도,입법자에 의해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그 법률을

그 로 용하게 되는 불합리를 지니게 된다는 것이다.게다가,법률의 효력이

소멸된 것이 아니므로,사정변경의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이미 헌으로 단

된 법률의 효력이 회복하게 되는 결과도 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런 은 미국형 사법심사제가 그 기반을 두고 있는 선례구속원칙이라

는 불문법 통이 없기 때문에 륙법계 국가에서 나타나는 특징 인

모습이다.집 형 헌법재 이 자리할 수 있었던 이론 근거로는 권력분

립의 원리와 일반법원에게 가해질 정치 성격의 배제,선례구속의 원칙

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등이 제시되고 있다.

련해서,집 형 헌법재 제를 도입하는 국가에서 구태여 특별한 헌법재

기 을 설치하면서도 기존의 최고법원에는 헌법재 에 한 할권을 부여하

지 아니하려는 까닭에 해서도 추 해 야 한다.즉,사법조직에 있어 하 법

원에게는 사법심사권을 주지 않고 오로지 최고법원에게만 독 으로 헌법재

권을 부여하는 방안이다.이 게 할 경우 최고법원의 합헌성 단에 체 하

법원의 법 을 구속하게 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그러나 이런 방법을 유럽에

서 채택하지 아니한 요인은,이론 으로는 가능하다 할지라도, 륙법계 국가의

통 인 최고법원들은 법률의 헌심 을 실질 으로 담당할 만큼 사법구조

나 차 법 들의 정신자세 등이 갖추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았다.결국 핵

심은 직업법 들로 하여 헌법재 을 담당하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이런

은 우리 제헌헌법에서 헌법률심 권을 법원에게 최종 인 권한으로 부

여하지 않고 구태여 헌법 원회를 설치해서 담당하게 한 취지와 일맥상통한다

고 하겠다.

이상에서 볼 때,미국형 사법심사제는 불문법 통을 지니지 않은 국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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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식되기에는 어려운 구조 인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하겠다.

Ⅲ.권 주의체제의 환도구로서의 유럽형 헌법재 제도

우리 행헌법으로 개정된 과정을 보면,개량주의 으로 이루어졌고,국가기

의 구성도 그리 되었음은 이미 밝힌 바 있다.국민주권을 구체 으로 구 하

는 핵심 인 기제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라고 할 때,이는 우리나라에서 두 차

례의 평화 인 교체와 헌법재 을 통한 실질 인 법치주의 확립으로 나타났다.

행헌법은 헌법재 소를 설치하고 헌법률심 차를 간소화하고 헌법소

원을 신설하 다.그런데,그 지 않고 일반법원에 헌법률심사권을 부여하면

서 헌법소원을 신설하지 않았어도 이와 같은 활성화가 가능하 으며,실질

법치주의가 확립됨과 아울러 의민주주의가 정착될 수 있었을까 하는 이다.

일반법원과는 독립된 별도의 헌법재 기 을 설치하는 경향이 나타남은 권

주의 인 구체제가 새로운 민주주의체제로 이행하는 과정을 상징하는 것이

기도 하다.특히 이와 같은 상 인 모습을 손쉽게 철할 수 있게 하는 이유

는 기존의 권 주의체제 아래에서도 일반법원은 존재하 고,그 법원은 기존의

체제를 유지․존속시키는데,이미 정치 으로 동원 당하 다는 이다.그에 비

해 동등한 차원에서 볼 때,헌법재 소는 헌법 인 차원에서 설치되었다고 할

때 으로 유명무실한 기 으로 방치되었거나 는 아 설치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이다.

하지만,일반법원은 일상 인 법 분쟁을 해결하는 작용을 수행해야 하는

최소한의 과제가 부과되었다는 에서 설치하지 않을 수는 없었다.그런 상황

에서 그나마 철 하게 정치권력에 종속된 모습을 지니도록 통제되었던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기존의 권 주의체제에 일정 부분 기여한 기득권자들은 일반

법원의 구성원으로서 그 로 신분을 유지하 을 것이고,그들로부터 미래지향

인 성과를 기 하기 어려움은 당연하다 하겠다.그런 에서 새로운 민주

인 체제로의 이행에는 과거와는 단 된 형태로 방치되었던 기 의 존재가 새

로운 동력을 제공하는 기제로 작용할 것이라는 이다.우리 헌법사를 반추해

보거나 권 주의체제가 붕괴됨과 아울러 새로운 민주 체제를 등장시킨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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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의 헌법을 살펴볼 때,이런 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형태로 나타남을 볼

수 있다.

게다가 경험론에 입각한 불문법국가는 례법이라는 선례에 기반을 둔다는

이다.그러나 권 주의에서 민주 인 체제로의 진 은 단 을 제로 하고,

이는 경험이 아닌 선험에 입각한 체제의 정비와 운 이 필수 임을 의미한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형 사법심사제는 일본에서 보여 바와 같이 헌법보장기능

에 취약하게 나타날 것이고,획기 인 변 을 꿈꾸며 환을 모색하는 국가에

는 한 안으로 채택되기에 어려울 것이다.민주 인 체제를 유지하면서

국민의 기본권보장을 목표로 하는 헌법을 정 에 두는 헌법재 제야말로 권

주의체제를 민주 인 체제로 이행시키는데 가장 한 실질 법치주의 확립

도구라 하겠다.

Ⅳ.재 소원의 도입과 사건이송명령제도

우리 행헌법 체계상 재 소원의 도입은 국민의 기본권보장을 철 히

하기 해서는 물론이고 법질서의 통일성과 헌법해석의 통일성을 확보하

기 해서는 필수 이라고 본다.이에 해 재 소원의 도입을 반 하는

견해는 과잉헌법화 내지 기본권과잉을 주장하고 헌법소원의 쇄도에 따른

업무과 을 지 한다. 련해서 검토한다.

재 우리는 헌법재 이 활성화된 지 이제 20여년 밖에 되지 않았다.그런

상황에서 기본권과잉 내지 헌법과잉을 주장하기엔 무나 이르다.재 소원을

인정한다고 하지만,일반법원의 심 역을 존 하지 않으면 안 됨을 독일에서

의 논의에서도 확인하 다.이를 구획하려는 노력이 꾸 히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견해에 따라서는 재 소원의 폐지를 주장하기도 하지만,이로 인해

래되는 과소헌법화가 바람직스러운 것은 아니다.오스트리아에서도 재 소원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 개진되기도 하 다.

다음,재 소원으로 인해 야기되는 업무부하의 해소와 련해서 독일에서는

헌법소원의 폐지는 물론이고,사 심사제의 도입,남소공탁 제도 채택,헌법

문변호사제도의 도입 등이 주장될 뿐만 아니라 미국의 사건이송명령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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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tiorari)채택까지도 논의되고 있다.이런 은 미국 자체에서 오랫동안

극 활용되고 있음은 물론이고,일본에서도 채택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독

일에서는 재 소원과 련해서 이 제도가 도입된다고 할 때,이송명령발동의

요한 요건으로 헌법소원이 헌법 문제의 해명이나 기본권의 보호에 기여해

야 한다는 을 제시한다.

사건이송명령제도는 결국 심 기 이 단 상을 자율 인 의결과정을 거쳐

선별함을 의미한다.미국에서는 연방 법원이 헌여부를 단할 사건을 선별

한다.이런 제도를 우리나라에서 법원이 채택한다면,이는 그 즉시 헌법재

소의 할사항인 헌법률심 이나 헌법소원심 과 그 로 충돌하게 될 것이

다.정책법원은 두 개의 국가기 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미국 연방 법원이

수행하는 정책법원 성격을 륙법계 국가에서는 헌법재 소가 지님에 주목

해야 한다.그 다면,우리나라의 경우 재 소원을 인정하고,거기서 나타날 과

된 업무의 부담을 해소하기 해 사건이송명령제를 채택하는 방안을 모색함

이 좋을 것이다.그리고 사건의 선별과정에서 헌법 해명의 필요성이나 기본

권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한정해서 헌법소원에서 본안심 의 상으로

삼는 것이다.



- 295 -

주  어

미국형 사법심사,유럽형 헌법재 ,사법심사제, 헌심 제청, 헌심사,

법심사,헌법의 최종 해석,집 형,비집 형,헌법 원회,헌법재 소, 헌법

률심 , 법원,헌법소원,권한쟁의심 ,재 소원, 헌법률심사제,선례구속의

원칙,구체 규범통제,헌법개정,헌법재



- 296 -

참 고  헌

1. 국내문헌

가.단행본

김철수,『 헌법률심사제도론』,학연사,1983

김운용,『 헌심사론』,삼지원,1998

남궁승태,『 랑스헌법소송론』,도서출 삼선,1993

박인수역,『제3신분이란무엇인가』,책세상고 의세계,2003

방승주,『헌법소송사례연구』,박 사,2002

변해철역,『1789년인간과시민의권리선언』,탐구당,1999

성낙인,『 랑스헌법학』,법문사,1995

허 ,『헌법소송법론』,박 사,2006

나.논문

권형 ,“랑스에있어서의법률의합헌성통제”,한양 법학논총제4집,1987

김운용,“미국의 헌심사제도”,미국헌법연구제8호,1997

김효 ,“미국의 헌법률심사제가 한국에 미친 향”,미국헌법과 한국헌법,

1989

,“미국의 헌법률심사제가 일본과 한국에 미친 향”,동아 동아

논총:인문․사회과학편(제1집)제17집,1980

방승주,“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한 한정 헌결정의 기속력”,인

권과 정의 제304호,2001

박인수,“랑스 제5공화국의 헌법하 규범”, 남법학 제4권 제1․2호,1998

,“랑스의 입법과정”,사회과학연구 제18집 제2권, 남 학교 사회

과학연구소,1999

,“랑스에서의 법률의 합헌성 통제”,헌법학연구,제10권 제1호,2004

,“랑스의 유럽헌법안 수용과 변화”,국제헌법연구 제12권 제1호,



- 297 -

2006

,“랑스 헌법재 소의 규범통제”,토지공법연구,제43권 4호,2009

박정훈,“行政判例 半世紀 回顧 :行政訴訟·國家賠償·損失補償을 심으로”,

行政判例硏究.제11집,2006

변해철,“랑스 헌법법원의 선거에 한 권한”, 공법논총:일암 변재욱

박사화갑기념집,1994

민병로,“일본의 사법심사제”, 남 학교 출 부,2003

손형섭,“일본의헌법재 소설치논의에 한연구”,헌법학연구제15권제1호,2009

,“일본 재외선거제도의 시사 과 도입방안”,국민의 기본권 실 을

한 공직선거법의 과제,명지 학교 법학연구소 학술 회,2010

이종수,“법률심으로서의 상고심:특별항고 사유로서의 헌법 반을 심으로

-독일의 사례”,사법제도비교연구회 편,「사법개 과 세계의 사법제

도[Ⅲ],2006

학선,“랑스 헌법률심 에서 심 범 ”,외법논집 제8집,2000

,“랑스 헌법률심사에 있어서 조건부합헌결정의 종류”,외법논집

제6집,1999

정재황,“사 ․ 방 헌법률 심사제도의 도입에 한 입법론”,헌법재

의 이론과 실제: 랑김철수교수화갑기념,1993

정재황․한동훈,“2008년 랑스 헌법개정에 한 연구”,한국법제연구원,

2008

조병륜,“랑스의 사 ․ 방 헌법률 심사”,헌법재 연구(I),1993

한견우,“랑스 제5공화국 헌법원의 헌법률심사제도와 그 황”,헌법재

자료 3집,1990

허 ,“헌법재 소와 법원의 권한갈등을 어떻게 풀 것인가?”,공법연구 제

24집 제1호,1996



- 298 -

2. 독일문헌

Alexy,VerfassungsrechtundeinfachesRecht-Verfassungsgerichtsbarkeit

undFachgerichtsbarkeit,in:VVDStRLBd.61,2002

Beyme,DaspolitischeSystemderBundesrepublikDeutschland,München/

Zürich,1985

Bickenbach(조 주 역),“수권법을 통한 바이마르헌법의 폐지-수권법 통과 제75

주년을 맞이하면서-”,연세 공공거버 스와 법 제1권 제2호,2010

Bryde,Verfassungsentwicklung,Baden-Baden,1982.

Eckertz,DieKompetenzdesBundesverfassungsgerichtsunddieEigenheit

desPolitischen,in:DerStaat,1978.

F.Kopp/N.Pressinger,Entlastung des VfGH und Abgrenzung der

KompetenzenvonVfGHundVwGH,JBl,1978

Geiger,DasBundesverfassungsgerichtim SpannungsfeldzwischenRecht

undPolitik,EuGRZ,1985

Gilles(정선주 역),“기에 처한 법치국가와 사법국가―고도로 발달한 법체계와

사법체계가 직면한 오늘날의 비참함에 하여(독일의 에서)”,서강법

학연구 제3집,서강 법학연구소,2001

Gilles,ZurgegenwärtigenLagederdeutschenJustiz(독일 연방공화국의 사법

황),한립법학 FORUM 제3권,한림 법학연구소,1993

Gusy,ParlamentarischerGesetzgeberundBundesverfassungsgericht,Berlin,1985.

Hermes,VerfassungsrechtundeinfachesRecht-Verfassungsgerichtsbarkeit

undFachgerichtsbarkeit,in:VVDStRLBd.61,2002

Herzog,DasBundesverfassungsgerichtunddieAnwendungdeseinfachen

Gesetzesrechts,in:Das akzeptierte Grundgesetz(FS fürGünter

Dürig),1990

Heun,VerfassungsrechtundeinfachesRecht-Verfassungsgerichtsbarkeit

undFachgerichtsbarkeit,in:VVDStRLBd.61,2002

Höpker-Anschoff,DenkschriftdesBundesverfassungsgerichts,in:JöR6,1957



- 299 -

Isensee,DieVerfassungsgerichtsbarkeitzwischen Rechtund Politik,in:

Piazolo(Hrsg.),DasBundesverfassungsgericht-EinGerichtim

SchnittpunktvonRechtundPolitik,Mainz/München,1995

JosefAzizi,ProblemedergeteiltenVerwaltungsgerichtsbarkeitinÖsterreich,

ÖJZ,1979

JörnIpsen,RechtsfolgenderVerfassungswidrigkeitvonNormundEinzelakt,

Baden-Baden,1980

J.-W.Aichlreiter,ZurAbgrenzung von Verwaltungs- und Verfassungs

gerichtsbarkeit,JBl,1980

KlausBerchtold,ÜberprüfungvonErkenntnissendesVerwaltungsgerichtshofes

durchdenVerfassungsgerichtshof?,ÖJZ,1975

Klein,Das Verhältnis zwischen Verfassungsgerichtsbarkeit und

FachgerichtsbarkeitinderBundesrepublikDeutschland,공법연구

제24집 제1호,1996

Kommers,JudicialPoliticsinWestGermany,AStudyoftheConstitutional

Court,London,1976

Kunig,VerfassungsrechtundeinfachesRecht-Verfassungsgerichtsbarkeit

undFachgerichtsbarkeit,in:VVDStRLBd.61,2002

Kriele,ESJStaats-undVerfassungsrecht,München,1972

Landfried,Verfassungsgericht und Gesetzgeber.Wirkungen der

VerfassungsrechtsprechungaufdieparlamentarischeWillensbildung

unddiesozialeRealität,Baden-Baden,1984

Lechner/Zuck,BVerfGG-Kommentar,5.Aufl.,München.,2006

Leibholz,DasBundesverfassungsgerichtim SchnittpunktvonRechtund

Politik,DVBl.,1974

MartinHiesel,EntwicklungundBedeutungderVerfassungsgerichtsbarkeitin

Österreich,in:Machacek(Hrsg),Verfahrenvordem VfGH und

VwGH,6.Aufl.,Wien,2008

MartinHiesel,GedankenzueinergrundlegendenReformderAufgabenteilung



- 300 -

zwischenVerfassungs-undVerwaltungsgerichtsbarkeit,JRP(Journal

fürRechtspolitik),2009

MatthiasJestaedt,GleichordnungderGrenzgerichteoderÜberordnungdes

Verfassungsgerichts?,JRP,2008

Peter Oberndorfer, Die Verfassungsrechtsprechung im Rahmen der

staatlichenFunktionen,EuGRZ,1988

Piazolo,VerfassungsgerichtsbarkeitundpolitischeFragen,München,1994

Philippi,TatsachenfeststellungdesBundesverfassungsgerichts,Köln,1971

RobertWalter,ÜberlegungenzueinerNeuabgrenzungderZuständigkeit

zwischenVerwaltungs-undVerfassungsgerichtshof,ÖJZ,1979

Ronald Faber/Stefan Leo Frank,DerverfassungsgerichtlicheRechtsschutz

gegenEntscheidungendesAsylgerichtshofes-dasBeschwerdeverfahren

nachArt144aB-VG,JBl(JuristischeBlätter),2008

RenéLaurer,BemerkungenzuProblemenderParallelbeschwerdegegenAkte

unmittelbarerBefehls-undZwangsgewalt,ÖJZ,1982

Robbers,DiehistorischeEntwicklungderVerfassungsgerichtsbarkeit,in:JuS

1990,S.257ff.

Schlaich,DasBundesverfassungsgericht-Stellung․Verfahren․Entscheidungen,

4.Aufl.,München/Zürich,1997

Schlaich(정태호 역),독일연방헌법재 소 -지 ․ 차․재 -,헌법재 소,1999

Schueler,DieKonterkapitänevonKarlsruhe.WirdBonnvonden

Verfassungsgerichternregiert?,in:DieZeitNr.9,1978

Schumann,Verfassungs-undMenschenrechtsbeschwerdegegenrichterliche

Entscheidungen,1963

Simon,Verfassungsgerichtsbarkeit,in:Bendau.a.(Hrsg.),Handbuchdes

Verfassungsrechts,Berlin,1983

Starck,DasBundesverfassungsgerichtim politischenProzessder

Bundesrepublik,Mohr,1976

Stern,DasStaatsrechtderBundesrepublikDeutschland,Bd.I,München,1984



- 301 -

Stern,DasStaatsrechtderBundesrepublikDeutschland,Bd.II,München,1980

Seung-JuBang,ÜbergangsregelungeninNormenkontrollentscheidungendes

Bundesverfassungsgerichts,Diss.Hannover,1996

Umbach/Clemens/Dollinger,BVerfGG-Mitarbeiterkommentar-,Heidelberg,2005

Walter,KönnenVerordnungenGesetzenderogieren?,ÖJZ,1961

Walter/Mayer/Kucsko-Stadlmayer,Bundesverfassungsrecht(10.Aufl.),Wien2007

WolfgangGroiss/GernotSchantl/ManfriedWelan,DasVerhältnisdesVfGH

zum VwGH - Betrachtungen zurVerfassungsgerichtsbarkeit(Slg

1974),ÖJZ,1978

3. 프랑스문헌

B.Genevois,LajurisprudenceduConseilconstitutionnel,LeséditionsS.T.H.,1988

B.Mathieu,Laloi,Dalloz,Connaissancedudroit,1996

B.MathieuetP.Ardant,Droitconstitutionneletinstitutionspolitiques,Dalloz,2010

B.MathieuetM.Verpeaux,Lareconnaissanceetl'utilisationdesPFRLR

parlejuge,Rec.Dalloz,1997

Ch.Debbasch,J.M.Pontier,J.Bourdon,J.Cl.Ricci,Droitconstitutionnel

etinstitutionspolitques,4eéd,2001

Ch.Debbasch,LaVeRépublique,Economica,1993,p.25

D.Chagnollaud,G.Drago,Dictionnairedesdroitsfondamentaux,Dalloz,2006

G.Lebreton,Libertéspubliques&droitsdel'homme,7eéd,A.Colin,2005

H.Roussillon,LeConseilconstitutionnel,Dalloz,2000

H.Roussillon,LeConseilconstitutionneletl'article17delaDéclarationdes

droitsdel'hommeetducitoyen,inPropriétéetRévolution,CNRS-

UT1,1990

L.Favoreu,P.Gaia,R.Ghevontian,J.L.Mestre,O.Pfersmann,A.Roux,

G.Scoffoni,Droitconstitutionnel,Dalloz,12eéd.,2009

L.Trotabas,P.Isoart,Droitpublic,23eéd,L.G.D.J,1996.



- 302 -

P.Pactet,Droitconstitutionneletinstitutionspolitques,Montchrestien,2009

4. 미국문헌

AlbertJ.Beveridge,TheLifeofJohnMarshall,(Boston:HoughtonMifflin,1919)

AlanM.Dershowitz,SupremeInjusticeHowtheHighCourtHijackedEl-

ection2000(OxfordUniversityPress,2001)

AlexanderBickel,TheLeastDangerousBranch TheSupremeCourtatthe

BarofPolitics,2nded.,(NewHavenandLondon:YaleUniversity

Press,1986)

AlexanderHamilton,TheFederalistPapers,No.78,1789,(NewYork:New

YorkBantamBooks,1982)

AlexisdeTocqueville,DemocracyinAmerica,Vol.1,2nd.ed.(Translated

byHenryReeve),(Cambridge,Sever&Francis,1863)

AndrewC.McLaughlin,ConstitutionalHistoryoftheUnitedStates,(New

York&London:D.Appleton-CenturyCo.Inc.,1935)

BarryFriedman,TheHistoryoftheCountermajoritarianDifficulty:TheRoad

toJudicialSupremacy,(73NewYorkUniversityLawReview,1998)

DanielleE.Finck,JudicialReview:TheUnitedStatesSupremeCourtversus

theGermanConstitutionalCour,BostonCollegeInternationaland

ComparativeLawReview(20BCINT’L&COMP.L.REV.123)

DonaldO.Dewey,Marshallv.Jefferson:ThePoliticalBackgroundof

Marburyv.Madison(NewYork,1970)

EdwardS.Corwin,TheConstitutionandWhatItMeansToday,(Revised

byHaroldW.ChaseandCraigR.Ducat),(NewJersey:Princeton

UniversityPress,1978)

ErwinChemerinski,ConstitutionalLaw-PrinciplesandPolicies,3rded.

(Aspen2006)

GeorgeL.HaskinsandHerbertA.Johnson,FoundationsofPower:John

Marshall,1801-1815(PrenticeHall,1981)



- 303 -

G.EdwardWhite,HistoricizingJudicialScrutiny,PublicLawandLegalTheory

WorkingPaperSeries,(UniversityofVirginiaLawSchool,2005)

K.Davis,AdministrativeLawoftheSeventies(WestPublishingCo.,1976)

KermitL.Hall(ed.),TheOxfordCompaniontotheSupremeCourtfothe

UnitedStates,(OxfordUniversityPress,1990)

JanetE.Halley,ThePoliticsoftheCloset:TowardsEqualProtectionfor

Gay,LesbianandBisexualIdentity,(36UCLAL.Rev.915,1989)

JeanEdwardSmith,JohnMarshall– DefinerofNation,(NewYork:Henry

HoltandCompany,1996)

JeffreyShaman,CracksintheStructure:TheComingBreakdownoftheLevelsof

Scrutin,OhioStateLawJournal(Winter,1984)(45OHIOST.L.J.161)

JeffGarzik(Ed.),TheFoundingPapersVol.2:TheFederalistPapers,78

(LuluPress,Inc.,2004)

JohnHarrison,TheConstitutionalOriginsandImplicationofJudicialReview,

VirginiaLawReview(April,1998)(84Va.L.Rev.333)

JohnH.GarveyandT.AlexanderAleinikoff,ModernConstitutionalTheory:

AReader,4thed.,(St.Paul:WestGroup,1999)

JohnE.NowakandRonaldD.Rotunda,ConstitutionalLaw,6th..ed.,(St.Paul

andMinn.:WestGroup,2000)

JosephMichaelFarber,LiberalConstitutionalism andDemocraticReason:

AJustificationofJudicialReview,Ph.D.Dissertation(Philadelphia:

UniversityofPennsylvania,2003)

MarkTushnet,TakingtheConstitutionalawayfromtheCourts,(NewJersey:

PrincetonUniversityPress,1999)

MichaelJ.Klarman,MajoritarianJudicialReview:TheEntrenchmentProblem,

GeorgetownLawJournal,(85GEOLJ491,*533,February1997)

Nelson,ChangingConceptionsofJudicialReview:TheEvolutionof

ConstitutionalTheoryintheStates,1790-1860

RobertLowryClinton,Marburyv.MadisonandJudicialReview,



- 304 -

(Kansas:UniversityPressofKansas,1989)

RobertH.Bork,SlouchingtowardsGomorrah:ModernLiberalismandthe

AmericanDecline,(NewYork:HarperCollinsPublishers,Inc.,1996)

StanleyPaulson,ConstituionalReviewintheUnitedStatesandAustria:

NotesontheBeginnings,RationJuris,Vol.16,Nr.2(Oxford,UK

andMalden,USA:BlackwellPublishingLtd.,2003)

Thayer,TheOriginandScopeoftheAmericanDoctrineofConstitutional

Law,7Harv.L.Rev.129(1893)

ThomasE.Baker& JerreS.Williams,ConstitutionalAnalysisin

anutshell,2nd.ed.,(WestGroup,1999)

VictorFerreresComella,TheConsequencesofCentralizingConstitutional

Review inaSpecialCourt:SomeThoughtsonJudicialActivis,

(82Tex.L.Rev.1705,2004)

WilliamE.Nelson,Marburyv.Madison TheOriginsandLegacyofJudicial

Review(UniversityofPressofKansas,2000)

WilliamE.Nelson,ChangingConceptionsofJudicialReview:TheEvolution

ofConstitutionalTheoryintheStates,1790-1860,(Universityof

PennsylvaniaLawReview,Vol.120,1971-72)

WilliamCrosskey,PoliticsandtheConstitution1008-1046(1953)

5. 일본문헌

六本　佳平,『日本の法と社会』,有斐閣(2004）

芦部信喜,『憲法判例の学ぶ方』,ジュリスト 憲法判例百選 (1983)

伊藤正己,『裁判官と学 の間』,有斐閣(1993)

永田秀樹,『ヨーロッパの憲法裁判所と日本の憲法裁判所構想』,法律時報70巻1号

(1998)

大久保史郎,『憲法裁判と憲法訴訟論ㆍ上』,法律時報70巻1号(1998)

大沢秀介,『 高裁判所と憲法裁判所─アメリカでの論議を参 に─』,公法研

究59巻(1997.10)

笹田栄司,『司法の変容と憲法』,有斐閣(2008)



- 305 -

清宮四郎博士 職記念, 憲法の諸問題 ,有斐閣(1973)

参議院憲法調査会,参議院憲法調査会調査報告書(2005.4)

在日コリアン 護士協会(編著),韓国憲法裁判所,日本加除出版株式会社(2010)

新 正幸,　憲法訴訟論,法律学の林(2008）

初宿正典,憲法 casedandMarerials憲法訴訟(2007)

孫亨燮, プライバシー権と個人情報保護の憲法理論 ,東京大学法学博士論文(2008.3)

高橋和之外3人, 憲法Ⅰ(第4版) ,有斐閣(2006)

畑尻 剛,『憲法裁判所設置問題も含めた機構改革の問題』,公法研究63卷(2001)

棟居 決行․工藤 達朗․ 山 剛,『プロセス演習　憲法』,信山社(2007）

古田啓昌,『在外邦人選挙権訴訟』,法学セミナー(2006.3)

統治機構のあり方に関する調査 委員会,『司法制度及び憲法裁判所二関する基

礎的資料』衆議院憲法調査会事務局(2003年5月)

戸松秀典,『司法審査と民主制』,法律時報68巻6号(1996)

, 憲法訴訟 ,有斐閣(2000)

松井茂記, 二重の基準論 ,有斐閣(1994)

長谷部恭男,『憲法第4版』，新世社(2009）

長谷川正案, 憲法判例の体系 ,勁草書房(1966)

朝日新聞,2006.12.12,『住基ネット揺れる安全』

読売新聞,2004.5.3,憲法改正読売試案

日本経済新聞,2007.2.14,憲法裁判所の行方(三宅伸吾)

大判昭27年10月8日民集6巻9号783 (警察予備隊違憲訴訟)

高裁平成17年9月14日大法廷判決全文,ジュリスト(2005.12)

6. 웹페이지

http://www.ris.bka.gv.at/GeltendeFassung.wxe?Abfrage=Bundesnormen&

Gesetzesnummer=10000138

KellynHargettat

http://www.arches.uga.edu/～mgagnon/students/4070/04SP4070-Hargett.htm



- 306 -

硏究者 略歷

[박인수]

남 학교 법과 학 학원 졸업

서울 학교 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수료

랑스 Paris제2 학교 법학박사

남 학교 법과 학 교수 역임

남 학교 법과 학 학장 역임

한국비교공법학회 회장 역임

() 남 학교 법학 문 학원 교수

()헌법재 소법 개정자문 원회 원

()한국공법학회 회장

[조홍석]

한양 학교 법학과 학원 졸업

독일 Köln 학교 법과 학 법학박사

경북 학교 법과 학 학장 역임

한국헌법학회 회장 역임(2009.12.-2010.12.)

()경북 학교 법학 문 학원 교수

()국가인권 원회 정책자문 원장

()한국비교공법학회 회장

[남복 ]

한양 학교 법학과 학원 졸업

한양 학교 학원 법학과 법학박사

독일 Köln 학교 객원교수 역임

헌법재 소 방문연구교수 역임

()호원 학교 법경찰학부 교수

()한국공법학회 연구이사,한국헌법학회 부회장



- 307 -

() 라북도 교원소청심사 원장

[방승주]

고려 학교 법학과 학원 졸업

독일 Marburg 학교 법과 학 LL.M

독일 Hannover학교 법과 학 법학박사

헌법재 소 헌법연구원 역임

동아 학교 법과 학 부교수 역임

()한양 학교 법학 문 학원 교수

()한국헌법학회 연구이사

[손형섭]

앙 학교 법과 학 학원 졸업

앙 학교 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수료

일본 東京大學 법학정치학연구과 박사과정 (법학박사)

서울 학교 법과 학 학문후속세 연구원 역임

헌법재 소 헌법연구원 역임

[이상경]

연세 학교 법과 학 졸업 (법학사)

서울 학교 학원 법학과 졸업 (법학석사)

연세 학교 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이수

미국 WashingtonUniversityinSt.LouisSchoolofLaw[LL.M.(법학석사)]

미국 WashingtonUniversityinSt.LouisSchoolofLaw [J.S.D.(법학박사)],

[J.D.(법무박사]

독일 키일 학 공법학 법철학 연구소 빙연구원 역임

연세 학교 법학연구소 문연구원 역임

() 운 학교 법과 학 조교수



- 308 -

[이종수]

연세 학교 법과 학 졸업 (법학사)

연세 학교 학원 법학과 졸업 (법학석사)

독일 콘스탄츠(Konstanz)학교 공법 공 법학박사(Dr.iur.)

법원 사법제도비교연구회 운 원

국회 법제실 입법지원단 입법지원 원

()연세 학교 법학 문 학원 부교수

()헌법재 소법 개정자문 원회 원



권

소 유

헌법재 연구 제21권

주  가별 헌 재 도  
비 과 시사

- 미국형사법심사와유럽형헌법재 을 심으로-

2010년 12월 24일 인쇄

2010년 12월 28일 발행

발행처

서울 종로구 북 로 15(재동83)

화:(代)708-3456

인 쇄 (주)서라 벌E&P

(비매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