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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국가의 입법활동의 핵심은 적극적으로는 헌법이념을 실현하고, 소극적으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전체 법질서가 조화를 이루면서 국
가의 정책의지가 정확하게 반영되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하는 데에 있다.
그 의미에서 입법의 영역에 있어서 특히 중요한 요소로 기능하는 것은 법령의
헌법합치성 제고를 위한 방법론을 개발하는 것이다. 입법자가 입법을 하는데
있어서 헌법상의 기본이념이나 기본원리를 형식논리적으로만 파악하여, 입법
형성의 방법과 수단이 헌법상의 기본이념과 헌법의 본질적인 기본원칙을 침해
내지 저해하는 것이라면 그러한 입법은 법규범의 단계적 구조론으로 보아 헌
법 체계상 용인될 수 없다.
입법자는 실질적이고 능동적인 관점에서 헌법적 가치규범을 정확히 인식하
여 헌법재판소가 개입하여야 할 정도로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불충분한 입법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입법자는 헌법이 담고 추구하는 이상과 이념에 따른
역사적, 사회적 요구를 올바르게 수용하여 방향을 제시하는 헌법의 창조적 기
능을 수행하여 국가사회적 요구와 국민적 의식에 부합하는 입법의 실현을 보
장하도록 해야 한다. 여기에 법령의 헌법합치성의 제고를 위한 깊은 성찰과
확실한 방향정립이 필요한 이유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헌법의 추상적 내용을 구체화하여 입법이나 정책의 위헌성
여부를 판단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심사기준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여기서 법
령의 합헌성 심사기준은 “입법에 있어서 입법자가 입법목적을 확정하고 그 목
적으로부터 입법에 즈음하여 채용되는 구별의 징표 및 범위 등을 설정하는데
있어서 헌법에 합치된 입법목적에 합리적인 연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하
나의 기준”으로 정의한다.
법령의 헌법합치성 제고를 위한 심사기준에 관해 우리의 법제실무에서는 주
로 헌법재판소의 결정례에서 제시된 위헌심사기준을 참고하여 입법시 유의해
야 할 일정한 심사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독일에서는 법률의 합헌성심사
를 담당하는 연방법무부에서 합헌성심사를 위한 체크리스트 수준의 기준을 제

시하고 있다. 또한 일부 학자나 실무가들에 의해서도 합헌성심사를 위한 대강
적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독자적으로
존재하지 않아 우리의 경우처럼 판례를 참고한 합헌성 심사기준은 제시되어
있지 않으나, 헌법재판기관인 최고재판소가 입법이나 정책에 대하여 합헌 또
는 위헌 여부를 어느 정도 엄격하게 심사하느냐의 문제에 관한 심사기준을 토
대로 실체법상 준수되어야 할 보편적인 심사기준을 가미하여 제시하고 있다.
주요 국가나 우리의 법제실무서 등에서의 법령의 헌법적합성 내지 합헌성
제고를 위한 심사기준을 살펴보는 경우, 대체로 평등원칙, 과잉침해금지 내지
비례원칙, 신뢰보호원칙, 포괄위임금지원칙, 본질성 내지 중요사항 유보원칙,
명확성원칙 등을 유의해야 할 심사기준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 밖에도 적법절
차원칙, 최소보장원칙, 체계정당성원칙, 죄형법정주의 및 조세법률주의 등도 제
시되고 있다. 이들 기준 가운데에는 헌법상 인정되는 보편타당한 원리인 죄형
법정주의나 조세법률주의를 언급하고 있으나, 이들 원칙은 명확성원칙과 깊은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일단 법령의 헌법합치성 내지 합헌성 심사기준을 법률유보
원칙, 평등원칙, 과잉입법금지 원칙(비례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포괄위임금지
원칙, 명확성 원칙, 적법절차의 원칙, 자기책임의 원리, 과소보호금지 원칙(최
소보장원칙), 체계정당성 원칙 등을 제시하고, 이들 원칙을 구체화하기 위한
관련 원칙에서 상세한 하부기준을 설정하였다.
이러한 심사기준을 토대로 이 연구에서는 ① 세제 및 공정거래 분야, ② 중
소기업 분야, ③ 보건복지 및 가족 분야, ④ 교육 분야 등 4개 분야에 속하는
법제 202개를 추출하여, 해당 법령의 규정이 법령의 헌법합치성 내지 합헌성
심사기준에 부합하게, 헌법합치적으로 규율되고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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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법령의 헌법합치성 제고의 의미
□ 법령의 헌법합치성 제고는 글자 그대로 법령조항의 해석이나 적용의 범위
내에서 위헌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을 단지 제거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지, 합헌성을 회복할 수 있는 전혀 다른 요건을 추가하여 적극적으로
그 조항의 내용을 합헌적으로 변경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규율대상에 관한 입법당시의 사회적 인식ㆍ이론ㆍ관념 등이 총체적으로 결
합된 일종의 틀로서 법령조항이 내포하고 있는 모든 추상적, 유형적 개념
범주를 해체하여 위헌의 가능성을 제거하려는 시도는 자칫 입법자의 의사
를 왜곡하여 민주적 정당성에 기초한 입법권행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
□ 이 연구는 해당 법령조문이 헌법의 원칙 및 기준에 충실하여 합헌적인 상
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문제가 제기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의 사
전적ㆍ예방적 연구의 일환으로 해당 법령조항의 위헌성의 내용과 정도 등
을 검토하는데 그친다.
□ 법령의 헌법적합성이라는 문제는 첫째, 이론적으로는 국법질서의 법단계적
구조의 유지와 보장과 관련된 관점이다. 즉, 한 국가의 국가법질서가 통일
적인 법체계로서 실정성과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항상 국가법질서의
정점에 위치하는 헌법이 모든 국가기관과 국민에 의해 준수되어야 한다는
헌법보장의 기본요청과, 모든 행정상 조치가 헌법은 물론 국회가 제정한
법률의 범주에서 성실하게 집행되어야 한다는 근대법치국가의 기본원리의
요청이 그 전제에 놓여있다. 그러나 보다 상세히 검토하면 법령의 헌법적합
성의 원리는 한편으로 모든 법령이 헌법에 적합하여야 함과 동시에 합헌적
인 범주에서라면 다양한 입법의 선택(재량)이 허용된다는 것이며, 그러나 그
선택도 위헌이 되지 않아야 하는 한도 내지 범위내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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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실증적으로는 위와 같은 이론이 개별 법령의 사례에서 구체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으나, 그것은 소송적 측면에서 본다면 법령의 위헌성을
다루는 위헌소송에서 문제가 된다. 또한 여기서는 주로 종래의 판례와 입
법례의 실증적 검토에 의해 법령의 헌법적합성의 원리를 개별, 구체적으로
찾아볼 수 있다.
□ 이 연구에서는 문제가 된 입법 등 국가작용에 대하여 어느 정도 엄격한 기
준으로 심사할 것인지의 문제를 검토하려는 것이 아니라, 헌법의 추상적
내용을 구체화하여 입법이나 정책의 위헌성 여부를 판단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심사기준에 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따라서 여기서 법령의 합헌성 심
사기준은 “입법에 있어서 입법자가 입법목적을 확정하고 그 목적으로부터
입법에 즈음하여 채용되는 구별의 징표 및 범위 등을 설정하는데 있어서
헌법에 합치된 입법목적에 합리적인 연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기준”으로 정의한다.

Ⅱ. 법령의 헌법합치성 제고를 위한 각국의 동향
□ 독일에서는 헌법이론적인 측면에서 일반적으로 법률의 합헌성심사를 위한 전
체적인 구도로서 형식적 합헌성(Formelle Verfassungsmäßigkeit)에 관한 심사의
측면과 실질적 합헌성(Materielle Verfassungsmäßigkeit)에 관한 심사의 측면으로
구분하고 있다. 전자는 독일기본법에 규정된 연방 및 주의 입법권한의 소재
(제70조), 입법절차(제76조), 입법형식(제82조)에 관한 기준으로서, 독일 특유
의 입법절차에 기인한 것이다. 후자는 헌법상 기본권규정과의 부합성, 국가의
기본원칙(연방국가원리, 법치국가원리, 사회국가원리, 공화제 및 민주제원리
등) 및 기타 헌법규정과의 부합성 등이 해당한다.
□ 독일에서는 이미 1949년 10월 24일 내각결의로서 내각이 제출하는 법령안
은 원칙적으로 연방법무부의 법형식성심사(Prüfung der Rechtsförmlichkeit)를
반드시 거치도록 함으로써 연방법무부가 입법분야의 중요한 부서로서 역할
을 담당하고 있다. 법형식성심사는 크게 법규범의 단순화와 불필요한 과잉
규제를 제거하기 위한 “필요성심사(Erforderlichkeitsprüfung)”, 법령의 헌법적
문제성 및 유럽공동체의 각종 규범이 헌법에 적합한 것인지의 여부를 심사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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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합헌성심사(Verfassungsmäßigkeitsprüfung)”, 올바른 체계를 구비하였는
가 또한 수범자에 대하여 법령용어와 법문이 이해가능하게 작성되었는가를
심사하는 “이해성심사(Verständlichkeitsprüfung)”, 법안의 형식이 통일적으로
구비되었는가를 심사하는 “통일성심사(einheitliche Gestaltung)”등의 네가지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 일본의 경우, 법제기구인 내각법제국은 정부제출법안에 대한 사전심사에서
헌법의 수호자로서 제정되는 법률의 합헌성을 확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거두고 있다. 헌법의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법원에 의한 사후심사의 결과의
위헌판결은 법률의 합헌성을 확보하기 위한 유효한 수단이나, 국가기구의
구조 가운데 법원만이 헌법해석자가 아니라 다른 국가기관도 헌법을 충분
히 이해하고 헌법을 존중하여 위한적인 법령의 제정이나 위헌적인 국가행
행위를 하지 않도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위헌적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내각법제국은
중요한 기능을 거두는 기관으로 평가되고 있다.
□ 일본에 있어서 어떤 법률의 합헌성이 문제가 된 때, 그 법률은 어떠한 경우
에 위헌이 될 수 있는가의 문제는 법원에서 어떠한 기준을 적용하여 합헌성
을 판단할 것인지라는 모습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위헌심사기준의 이론은
주로 미국 헌법상 인정되고 있는 위헌심사기준을 채용하여 헌법학설로서
정리, 발전되고 있다. 다만, 이 이론이 현재 일본의 법원의 판단에서 전부
채용되고 있지는 않다. 현재에는 각각의 인권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위헌심
사의 기준을 준칙화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발전하고 있다.

Ⅲ. 법령의 헌법합치성 제고를 위한 심사기준
□ 법률유보원칙 관련 심사기준
【착안점】
◈ 헌법에서 직접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 의회유보의 원칙과 관

련하여 국가공동체와 그 구성원에게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영역은
반드시 법률에서 직접 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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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식적 법률로 규율하여야 하는 사항은 구체적인 사례에서 관련된 이익 내지

가치의 중요성, 규제 내지 침해의 정도와 방법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결
정하되, 적어도 다음의 경우는 법률로써 규율해야 한다.
-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기본권 제한을 해제하는 요건ㆍ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 국민의 권리ㆍ의무의 변동에 관한 사항
- 법제도로서 존립하기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사항
- 국민 다수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 통치기구의 구성ㆍ기능에 관한 사항
- 행정법규와 달리 개정의 필요성이 적고 장기간 적용될 사항
◈ 규율대상의 기본권적 중요성, 공개적 토론의 필요성 내지 상충하는 이익간 조정

의 필요성이 클수록, 법률로써 직접 규율될 필요성 및 그 규율밀도의 요구정도는
그만큼 더 증대된다.

【주요 심사기준】
◈ 법률유보원칙의 준수는 기본권과 관련하여 국가 행정권에 의한

기본권 침해가 문제되는 경우에 요청되는 것이지, 기본권규범과
관련 없는 경우에까지 적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기본권 제한에 관한 법률유보원칙은 ‘법률에 근거한 규율’을 요

청하는 것이므로, 그 형식이 반드시 법률일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기준 1
[기본권
규범]

법률상의 근거는 있어야 한다.
☞ 표현의 자유와 같이 국가공동체와 그 구성원에게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영역은 단순히 형식적으로 법률에 규정할
것이 아니라, 본질적 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해야 한다. 예컨대,
시정요구 제도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적어도 시정요구 제도를 구
체화할 수 있는 시정요구의 상대방, 내용, 효과에 대해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관련 결정례] 헌재 2006.5.25. 2003헌마715 ; 헌재 2010.2.25. 2008헌바160 ;
헌재 2012.2.23. 2011헌가13

기준 2
[조세관련
법규]

◈ 조세법규는 국민의 재산권을 직접 제한하는 것이므로, 과세요건은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하여 국민생활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
을 침해하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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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대상 내지 과세물건의 확대, 과세표준ㆍ과세기준ㆍ세율 등 새

로운 과세요건의 규정, 납세의무에 관한 사항이나 특정한 거래에
대한 과세대상의 제외, 세제면에서 제재하는 의미를 가지는 규정,
조세의 부과ㆍ징수절차 등은 법률에서 직접 규정해야 한다.
☞ 면적ㆍ가액ㆍ보유량 등은 계량화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법률에서 상한이나 하한을 명시하도록 하고, 최소한
감면의 범위는 법률에서 규정하도록 한다.
◈ 부담금 등 국민에게 금전납부의무를 부과할 경우에는 부과ㆍ징수의

본질적인 요소인 납부의무자의 범위, 부과방법, 부과요건 및 징수
절차는 법률에서 규정하도록 한다.
[관련 결정례] 헌재 1999.5.27. 98헌바70 ; 헌재 2004.4.29. 2003헌바5

◈ 인ㆍ허가 등 조건에 의하여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

는 해당 인ㆍ 허가의 근본이 되는 본질적인 사항은 법률에서 규
정해야 한다.
☞ 인ㆍ허가의 요건이나 인ㆍ허가 기준 또는 우선 순위를 정하는

것 등은 인ㆍ허가의 본질적인 요소와 관련되므로 법률에서 직
접 규정하거나 최소한 법률에 구체적 근거를 두어야 한다.
☞ 인ㆍ허가의 결격사유 등 인ㆍ허가 대상을 특정한 자에게 한정하

거나 배제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되므로 법률에서 규정
해야 한다.
☞ 영업자에 대한 준수사항이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은 위반시 행

기준 3
[영업관련
법규]

정제재나 행정벌칙이 적용되므로,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거나 법
률에 구체적인 근거를 두어야 한다.
☞ 행정제재 처분에서 영업이나 자격 등의 정지기간은 행정제재의

핵심적ㆍ본질적 기준이므로 법률에서 정지기간의 범위를 규정
해야 한다.
☞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짓는 기준점은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도록

한다. 예컨대,

“～의 비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이하)

일 것”,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 이상(이하)일 것” 등으로 규정하
지 않도록 한다.
◈ 직업수행의 자유 등 자격제도의 설정 자체 및 자격의 기준과 범위는

그 대강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도록 법률에서 규정해야 한다.
[관련 결정례] 헌재 2003.6.26. 2002헌가16 ; 헌재 2006.5.25. 2003헌마715,
2006헌마368(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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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혜적인 측면이 있는 급부행정작용은 직접 국민의 기본권을 제

한하는 부분이 아니어서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영역
과 같은 정도의 규율밀도가 요구되지 않으나, 수급자격자에 대해
예측 가능한 기준은 법률에서 규정하도록 한다.
☞ 국민생활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social safety net) 구

기준 4

축을 위한 수급권의 성격을 가지는 내용은 수혜 대상의 확정

[급부행정

등 기본적 기준과 범위에 대해서는 법률에서 규정해야 한다.

관련법규]

☞ 보상법제는 보상기준금액 등의 산정기준, 방법, 절차 등에 관하

여는 법률에서 최소한의 기준을 규정해야 한다.
☞ 여러 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라 수시로 변화할 수 있는 사회보험

료의 경우,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험료의 개략적인 산정
방법이나 보험요율의 상한은 직접 법률에서 규정해야 한다.
[관련 결정례] 헌재 2009.10.29. 2007헌바63 ; 헌재 2009.12.29. 2008헌바48

◈ 범죄의 구성요건은 처벌대상행위가 어떠한 것일 것이라고 예측할

기준 5
[처벌관련
법규]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 기준과 범위를 법률에서 규정해야 한다.
◈ 행정형벌의 범죄구성요건이 되는 준수의무 및 안전조치 의무의

경우, 그 유형의 대강은 법률에서 직접 규정해야 한다.
[관련 결정례] 헌재 1993.5.13. 92헌마80 ; 헌재 2002.5.30. 2001헌바5

□ 평등원칙 관련 심사기준
【착안점】
◈ 법앞의 평등은 법적용상의 평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정의와 형평의 원칙

에 합당하게 합헌적으로 법률을 제정할 것을 명하는 법내용상의 평등을 의미
하므로, 입법내용이 정의와 형평에 반하거나 자의적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차별적 취급이 사안적으로 납득할만한 근거들이 있는지
☞ 인적 집단을 불평등하게 취급할 요인이 존재하는지
☞ 불평등대우에 대한 강한 요구가 존재하는지
☞ 이미 존재하는 차이점 또는 공통점이 불평등대우 또는 평등대우를 정당화하

는데 적정한지
◈ 해당 법규정의 의미와 목적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을 다르게 취급하지 않도

록 하고, 차별적 취급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도록 해야 한다(자의금지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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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나 차별적 취급으로 인하여 관련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게 될 경우에는 자의금지 원칙에 따른 검
토에 그치지 아니하고, 비교대상간의 사실상의 차이의 성질과 비중 또는 입법
목적(차별목적)의 비중과 차별의 정도에 적정한 균형관계가 이루어져 있는가를
검토한다(비례성 원칙).
◈ 개인의 기본권신장이나 제도의 단계적 개선은 단순히 불균등의 제거만을 목적

으로 한 하향적 균등을 도모할 것이 아니라, 평등권의 상향적 실현을 보편화하
도록 입법적 판단을 한다.

【주요 심사기준】
◈ 평등원칙 위반의 특수성은 대상 법률이 정하는 법률효과 자체가

위헌이 아니라, 그 법률효과가 수범자의 한 집단에만 귀속하여 ‘다
른 집단과 사이에 차별’이 발생한다는 점에 있다는 점을 유념한다.
☞ 비교대상이 되는 두 개의 집단 사이에 서로 다른 취급을 정당화

할 수 있을 정도의 차이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서로 다르게 취급
기준 1
[차별취급
일반]

하지 않도록 한다.
☞ 비교집단이 본질적으로 동일한지 여부는, 그 비교집단 자체의

내재적 특성이나 직무의 특수성 등 물리적인 성격이나 현실적인
측면만을 고려해서는 안 되고, 비교대상과 관련된 헌법규정 및
당해 법률규정의 의미와 목적에 대한 규범적인 해석도 함께 고
려해야 한다.
[관련 결정례] 헌재 1990.6.25. 89헌마107 ; 헌재 2008.12.26. 2007헌마444 ; 헌재
2009.3.26. 2008헌마225 ; 헌재 2011.11.24. 2010헌마510

◈ 조세의 부과와 징수는 납세자의 담세능력에 상응하여 공정하고

평등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납세의무자
를 불리하게 차별하거나 우대하지 않도록 한다.
기준 2

☞ 조세감면 대상을 설정함에 있어서는 되도록 신중한 입장을 취하

[조세관련

여 우선 조세감면이 가장 절실하거나 시급하다고 생각되는 집단

법규]

으로 그 범위를 한정하고, 그 후의 상황 전개에 따라 이를 점진
적으로 변경하도록 한다.
☞ 재원을 부담할 자를 정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없이 특정 인적

집단을 그 대상으로 하거나, 합리적 이유없이 부담자 사이에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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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성이 없는 특정 인적 집단에게까지 부담시킴으로써 이들 집
단을 자의적으로 차별취급하지 않도록 한다.
☞ 조세를 비롯한 공과금의 부과는 납부의무의 관철에 있어서 국민

간에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납부의무를 부과하
는 실체적 법률은 ‘사실적 결과에 있어서도 부담의 평등’을 원
칙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절차적 규범이나 제도적 조치와 결합
되어 납부의무자간의 균등부담을 보장해야 한다.
◈ 각종 이용료, 사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 면제대상을 결정할 때

에는 면제대상자가 수행하는 공적 과제와 이를 통해 실현되는 공
공복리의 증진 등 공익목적과 해당 법령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
여 차별취급하지 않도록 한다.
◈ 금전납부의무의 불이행에 대한 책임의 추궁에 있어서는, 그것이

조세채무이든 민사채무이든 가릴 것 없이 불이행기간에 비례하여
책임의 정도를 결정해야 하며, 의무불이행 기간의 장단을 고려하
지 않고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도록 한다.
[관련 결정례] 헌재 1996.6.26. 93헌바2 ; 헌재 1996.8.29. 95헌바41 ; 헌재
1999.11.25. 98헌마55 ; 헌재 2000.6.29. 99헌마289 ; 헌재
2000. 2.24. 98헌바94 ; 헌재 2004.10.28. 2002헌바70 ; 헌재
2011.9.29. 2010헌마85 ; 헌재 2011.11.24. 2010헌바122

◈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범죄의 보호법익과

죄질이 서로 다른 둘 또는 그 이상의 범죄를 동일 선상에 놓고 그
중 어느 한 범죄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여 단순한 평면적인 비교
로써 다른 범죄의 법정형의 과중 여부를 판정하지 않도록 한다.
기준 3
[처벌관련
법규]

☞ 특별히 형을 가중할 필요가 있는 범죄유형이라 하더라도 가중의

정도가 통상 형사처벌과 비교하여 현저히 형벌 체계상의 정당성
과 균형을 잃지 않도록 한다.
[관련 결정례] 헌재 1997.3.27. 95헌바50 ; 헌재 1999.5.27. 96헌바16 ; 헌재
2004.12.16. 2003헌가12 ; 헌재 2008.12.26. 2007헌가10 ; 헌재
2009.2.26. 2008헌바9 ; 헌재 2011.10.25. 2011헌가1

기준 4

◈ 시혜적ㆍ 형성적ㆍ 급부적 성격의 법령도 동일한 사태에 대하여

[급부행정

다르게 취급한다면 불평등한 취급이며, 서로 다른 사태에 대하여

관련 법규]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도 불평등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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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래 사회로부터 차별을 받아 온 일정집단에 대해 그동안의 불이

익을 보상하여 주기 위해 직ㆍ간접적으로 이익을 부여하는 우대
조치는, 항구적 정책이 아니라 구제목적이 실현되면 종료하는 임
시적 조치로 해야 한다.
[관련 결정례] 헌재 1999.7.22. 98헌바14 ; 헌재 1999.12.23. 98헌마363 ; 헌재
2010.5.27, 2009헌바49

◈ 개인대상법률 또는 개별사건법률은 일반국민을 그 규율대상으로 하

지 아니하고 특정 개인이나 사건만을 대상으로 함으로써 차별이 발
생하는바, 그 차별적 규율이 합리적인 이유로 정당화되어야 한다.
기준 5
[특별법
관련]

◈ 법질서의 체계적인 구조를 벗어나는 특별입법을 할 때, 사물논리

적 구조에 비추어 동일하게 다루어야 할 사항을 특단의 합리적
이유없이 달리 취급하는 입법을 하지 않도록 한다.
[관련 결정례] 헌재 1996.2.16. 96헌가2 ; 헌재 2002.11.28. 2002헌바38 ; 헌재
2008.1.10. 2007헌마1468

□ 과잉입법금지원칙 관련 심사기준
【착안점】
◈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려는 입법은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그 목적달성을 위한

방법의 적정성, 입법으로 인한 피해의 최소성, 그리고 그 입법에 의해 보호하
려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의 균형성을 모두 갖추도록 해야 한다.
☞ 입법목적은 헌법 및 법률의 체제상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목적의 정당성).
☞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한 방법은 효과적이고 적절해야 한다(방법의 적정성).
☞ 선택한 기본권 제한의 조치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적절하다 할지라도 보

다 완화된 형태나 방법을 모색함으로써 기본권의 제한은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해야 한다(피해의 최소성).
☞ 입법에 의하여 보호하려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을 비교형량할 때 보호되는

공익이 더 커야 한다(법익의 균형성).
◈ 기본권제한 입법시에는 비례원칙에 관해 소극적 심사에 그칠 것이 아니라, 해

당 입법이 공익의 달성이나 위험의 방지에 적합하고 최소한의 침해를 가져오
는 수단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도록 심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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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례원칙은 비단 기본권의 제한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국민에 대

한 의무 부과 등과 같은 모든 국가작용에 적용된다는 점을 유의한다. 다만,
기본의무 영역에는 “국가권력은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행사되어야 한다”는 의미의 과잉부과금지의 원칙에서 검토한다.

【주요 심사기준】
◈ 입법하려는 조항의 내용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되는 내용

의 것이라면 장기 시행되어 왔다는 이유만으로는 이를 정당화하
기 어려우므로, 비례원칙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
◈ 헌법의 보호를 받아야 할 집단에 속하는 자가 헌법상 보장된 기

기준 1
[비례원칙
일반]

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에 노출되었다면, 최소침해성과 법익의 균
형성을 상실하게 된다는 점을 유의한다.
◈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제도를 변경함에 있어서는 그들에 대한

신뢰보호가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여부도 비례원칙의 차원에서 검
토되어야 한다.
[관련 결정례] 헌재 1999.12.23. 99헌마135 ; 헌재 2001.11.29. 2001헌바4 ; 헌재
2002.1.31. 2001헌바43 ; 헌재 2002.7.18. 99헌마574

◈ 공익실현을 위한 기본권 제한에서는 기본권을 보다 적게 제한하

는 단계인 기본권행사의 ‘방법’에 관한 규제로써 공익을 실현할
수 있는가를 시도하고, 다음 단계인 기본권행사의 ‘여부’에 관한
규제를 선택해야 한다.
◈ 당사자의 능력이나 자격과 상관없이 객관적 사유에 의해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월등하게 중요한 공익을 위하여 명
기준 2
[영업관련
법규]

백하고 확실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경우에만 정당화될 수 있다.
◈ 임의적 규정으로도 법의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에, 구체적

사안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일체 배제
하는 필요적 규정을 두지 않도록 한다.
☞ 예컨대, 일정한 자본과 인적ㆍ물적 시설을 갖추고 등록한 자만이

영업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등록제를 도입하고, 허위등록을 한
경우 필요적으로 등록을 말소하도록 규정하려는 경우, 필요적
등록말소보다는 완화된 수단인 임의적 등록말소나 영업정지로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규정을 두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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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권침해의 정도가 덜한 임의적 취소제도의 적절한 운용을 통

하여 입법목적을 달성하려는 노력은 기울이지 아니한 채 획일적
으로 기본권침해의 정도가 한층 큰 필요적 취소제도를 도입하지
않도록 한다.
[관련 결정례] 헌재 1998.5.28. 96헌가5 ; 헌재 2000.6.20. 99헌바11 ; 헌재
2002.4.25. 2001헌가19 ; 헌재 2003.6. 26. 2001헌바31

◈ 재산권을 제한하려는 입법이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도록 하

기준 3
[재산권
관련 법규]

기 위해서는 그 부담을 완화하는 보상규정을 두어야 한다.
◈ 수익적 법규에서 해당 조항들과 결부하여 그 부관으로서 부담을

붙이는 경우, 그 부담은 비례원칙,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위반되
지 않아야 한다.
[관련 결정례] 대판 1997.3.11. 선고 96다49650 ; 헌재 2003.5.15. 2001헌바90

◈ 조세 관련 법률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나 국민의 재산권을 침

해하는 때에는 헌법 제38조에 의한 국민의 납세의무에도 불구하
고 헌법상 허용되지 아니한다.
☞ 국가재정 수요의 충당에서 더 나아가 외부불경제 교정 등 적극

기준 4
[조세관련
법규]

적인 목적을 추구하는 유도적ㆍ 형성적 기능을 지닌 정책적 조
세에 있어서는 당해 조세가 추구하는 특별한 정책 목적과의 관
계에서 그 수단인 조세의 부과가 정책 목적 달성에 적합하고
필요한 한도 내에 그쳐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정책 목적에 의하
여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 사이에도 비례관계
를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관련 결정례] 헌재 2003.7.24. 2000헌바28 ; 헌재 2008.11.13. 2006헌바112 ;
헌재 2009.7.30. 2007헌바15 ; 헌재 2012.2.23. 2011헌가8

◈ 국민에게 부담을 가하는 공권력작용은 궁극적으로 비례성원칙의

제약을 벗어날 수 없으므로, 형벌적 제재와 비형벌적 제재의 병
과 또는 비형벌적 제재간의 병과를 인정하더라도 그 제재의 총
기준 5
[처벌관련
법규]

합이 법 위반행위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잉되지 않도록 한다.
☞ 행정절차적인 의무의 이행을 과태료 등 행정상의 제재만으로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음에도 개인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그
위반자에 대해 벌금형 등의 형사처벌규정을 두지 않도록 한다.
[관련 결정례] 헌재 2010.4.29. 2009헌바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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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이 모든 중요한 생활영역에서 단체제도를 법적으로 형성함에

기준 6

있어서 지나친 규율을 통하여 단체의 설립과 운영을 현저하게 곤

[기타]

란하게 하지 않도록 비례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관련 결정례] 헌재 2002.8.29. 2000헌가5

□ 신뢰보호원칙 관련 심사기준
【착안점】
◈ 법률을 새로이 제정하거나 개정함에 있어서는 기존 법질서와 어느 정도의 마

찰은 불가피하므로,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신뢰
보호의 필요성 뿐 아니라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비교ㆍ 형량해야 한다.
☞ 보호가치 있는 신뢰이익이 존재하는가.
☞ 과거에 발생한 생활관계를 현재의 법으로 규율함으로써 달성되는 공익이 무

엇인가
☞ 개인의 신뢰이익과 공익상 이익을 비교 형량하여 어떠한 법익이 우위를 차지

하는가
◈ 신뢰보호원칙은 국민에게 권익을 부여하거나 권리의 제한을 없애는 수익적 소

급법률에는 발생하지 않으며,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부담
적 소급법률에만 적용된다.
☞ 이미 과거에 완성된 사실ㆍ법률관계를 규율 대상으로 하는 ‘진정소급입법’은

헌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 이미 과거에 시작하였으나 아직 완성되지 아니하고 진행과정에 있는 사실ㆍ

법률관계를 규율의 대상으로 하는 ‘부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만, 소급효를 요구하는 공익상의 사유와 신뢰보호의 요청 사이의 교량과정에
서 신뢰보호의 관점이 입법자의 형성권에 제한을 가하게 된다.

【주요 심사기준】
기준 1
[일반적
기준]

◈ 단순한 입법정책의 변경에 따른 법률개정과 같이 구법과 신법이

모두 일정한 합리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와, 구법 질서의 불합리성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 의하여 법률을 개정하려는 경우는 그 각각에
대한 신뢰보호의 필요성이 달라진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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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법에 대한 신뢰가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다 하더라도 그 신뢰가

영구적으로 보호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보호의 범위 및 방법,
보호기간 등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하여 신뢰보호가 충분히 이루
어졌는지를 검토한다.
◈ 문제된 사실관계가 발생할 당시에 형성된 신뢰를 그대로 유지하

고 있는 경우에는, 사후 법률개정 혹은 해석변경 등으로 그 적용
기준을 변경하여 적용대상자의 신뢰를 침해하지 않도록 한다.
◈ 신뢰가 단순히 법규범이 부여한 반사적인 기회를 활용한 것에 지

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 의하여 일정 방향으로 유도된 신
뢰일 경우에는 그 보호가치가 매우 크다는 점을 유의한다.
[관련 결정례] 헌재 2003.3.27. 2002헌바35 ; 헌재 2008.9.25. 2007헌마233 ;
헌재 2009.5.28. 2005헌바20 ; 헌재 2010.6.24, 2008헌마271 ;
헌재 2011.04.28, 2010헌바114 ; 헌재 2011.10.25. 2010헌마482

◈ 진정소급입법은 ①국민이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거나, ②법적

상태가 불확실하고 혼란스러웠거나 하여 보호할 만한 신뢰의 이
익이 적은 경우, ③소급입법에 의한 당사자의 손실이 없거나 아주
경미한 경우, ④신뢰보호의 요청에 우선하는 심히 중대한 공익상
기준 2
[전정소급
입법]

의 사유가 소급입법을 정당화하는 경우에만 허용될 수 있다.
☞ 진정소급입법을 헌법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 예외사유는 특별

법과 같이 신체의 자유에 대한 제한과 직결되는 등 중요한 기
본권에 대한 침해를 유발하는 입법에 있어서는 더욱 엄격한 기
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관련 결정례] 헌재 1996.2.16. 96헌가2, 96헌바7, 96헌바13 ; 헌재 1999.7.22.
97헌바76 ; 헌재 2011.3.31. 2008헌바141, 2009헌바14ㆍ19ㆍ36ㆍ
247ㆍ352, 2010헌바91(병합)

◈ 신뢰보호원칙은 법률이나 그 하위법규 뿐만 아니라 국민의 권리

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제도운영지침의 개폐에도 적용된다. 따라
서 기존 제도의 개폐에서는 예측가능성 내지 신뢰보호 관점에서 요
기준 3
[경과조치
관련]

구되는 충분하고도 적절한 (유예기간) 경과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 입법시 유예기간은 신뢰이익의 보호가치, 변화한 법적 상황에 어

느 정도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가 하는 침해의 정도 또는 신
뢰가 손상된 정도, 개정법률을 통하여 실현하려는 공익적 목적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사안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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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결정례] 헌재 1992.10.1. 92헌마68,76 병합 ; 헌재 1997.7.16. 97헌마38 ;
헌재 2002.7.18. 99헌마574

◈ 새로운 입법으로 과거에 소급하여 과세하거나 또는 이미 납세의

무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소급하여 중과세하지 않도록 한다.
☞ 소급입법 과세금지원칙은 비과세ㆍ세액감면ㆍ세액공제 등과 같은

조세우대조치가 축소ㆍ폐지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기준 4
[조세관련
법규]

☞ 잠정적ㆍ시혜적으로 부여한 세제상의 특혜라고 하더라도 이미

완결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대하여 개정 법령을 소급 적용함
으로써 기존의 혜택을 박탈 또는 제한하지 않도록 한다.
☞ 과세기간 중에 세법을 국민에게 불리한 쪽으로 개정할 때에는 과

거에 시작되어 진행 중인 과세기간에까지 신법을 적용할 것이 아
니라, 개정법 시행일 이후에 개시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토록 한다.
[관련 결정례] 헌재 2008.5.29. 2006헌바99 ; 헌재 2008.9.25. 2007헌바74 ; 헌
재 2011.7.28. 2009헌바311

◈ 서로 유사한 직종을 통합하거나 직업종사의 요건을 강화함에 있

어서는 기존 종사자들의 신뢰보호가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 개정법률을 통해 직업행사권자가 이미 행사해온 직업을 제한하

기준 5
[자격관련
법규]

는 경우에는 직업행사권자의 신뢰보호보다 우선시해야 하는 공
공복리의 사유가 존재하고 비례 원칙과 신뢰보호 원칙이 준수
되도록 해야 한다.
☞ 개정법률에서 장래에는 허용되지 않을 직업 행사가 과거에는 적

법하게 허용되고 있어서 그 직업을 행사하고 있던 기본권자들에
게 개정법률은 반드시 적절한 경과규정을 부여해야 한다.
[관련 결정례] 헌재 2000.7.20. 99헌마452 ; 헌재 2002.7.18. 99헌마574 ; 헌재
2003.10.30, 2001헌마700 ; 헌재 2008.11.27. 2005헌마161

□ 포괄위임금지원칙 관련 심사기준
【착안점】
◈ 법치국가적 법적 안정성의 관점에서 법률에 대한 수권을 내용으로 하는 규정

은 수권의 목적, 내용 및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행정청의 자의적인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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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국민으로 하여금 행정청의
행위를 어느 정도 예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수권법률이 그 내용ㆍ목적 및 범위에 있어서 충분히 확정되고 제한되어 있어

서 국민이 행정의 행위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가
☞ 수권규정이 체계적ㆍ목적적 해석방법을 통하여 입법위임의 구체성ㆍ명확성을

요청하는 헌법 제75조에 위반되지 않는가
☞ 수권규정이 자의적인 법해석과 집행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는가
☞ 해당 법령의 전반적 체계와 관련규정에 비추어 위임조항의 내재적인 위임의

범위나 한계를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확정할 수 있는가
◈ 복잡하고 전문화된 규율대상에 대하여 위임입법으로 대응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단계적 위임 즉, 법률이 헌법에 정하여진 법규명령에 대하여 위임을
하고, 다시 법규명령이 구체적 범위를 정하여 행정규칙 등에 위임하는 형식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입법사항에 관한 위임은

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 등 법규명령에 위임함이 바람직하고, 고시 등의 형식
으로 위임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바와 같이 법령이 전문적ㆍ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한정한다.
☞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전혀 규정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재위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대강을 정하고 그 중의 특정사항을
범위를 정하여 하위 법령에 다시 위임하는 경우에만 재위임이 허용된다.

【주요 심사기준】
◈ 위임의 구체성ㆍ 개별성은 법률 자체를 기준으로 하므로, 아무리 시행

령에서 구체적, 개별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더라도 모법이 불명확하
다면 위임입법의 한계를 초과한 것이 된다는 점을 유의한다.
기준 1
[일반적
기준]

◈ 사회ㆍ경제적 정책의 변화로 법률로 하는 것이 곤란할 만큼 변화의 횟

수와 진폭이 잦고 다양하다 하더라도 법률에서 최저기준을 설정하여
두고, 그 범위내에서 세부적 기준과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해야 한다.
◈ 법률이 행정규칙 등에 위임할 수 있는 사항은 집행명령에 의하여 규

정할 수 있는 사항 또는 법률의 의미를 구체화하는 사항에 한정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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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새로운 입법사항이나 국민의 새로운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을
위임하지 않도록 한다.
◈ 법률에서 먼저 기본적 처분기준을 제시하고 나중에 기타 사유를

대통령령ㆍ부령에서 보충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규정형식이 포괄
위임으로 평가되지 않기 위해서는 앞에 규정된 법률상의 사유들
로부터 뒤의 시행령ㆍ시행규칙에서 정해질 사유들이 충분히 예측
될 수 있어야 하고, 전혀 다른 차원의 처분기준이 대통령령ㆍ부
령에 의해 새롭게 창설되지 않도록 한다.
◈ 법률이 행정부가 아니거나 행정부에 속하지 않는 공법적 기관의

정관에 특정 사항을 정할 수 있다고 위임하는 경우에는 법률에서
정관으로 정하여질 내용을 되도록 범위를 한정시켜 위임해야 한다.
[관련 결정례] 헌재 1993.5.13. 92헌마80 ; 헌재 1998.7.16. 96헌바52 ; 헌재
2001.4.26. 2000헌마122 ; 헌재 2009.4.30. 2007헌마106 ; 헌재
2009.5.28. 2007헌가18

◈ 법률에 의한 처벌법규의 위임은, ①특히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미리

법률로써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
어야 하고, ②그 경우일지라도 법률에서 범죄의 구성요건은 처벌대상
인 행위가 어떠한 것일 거라고 이를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
로 정하고, ③형벌의 종류 및 그 상한과 폭을 명백히 규정해야 한다.
☞ 하위법령이 수권법률에서 요구되는 위임의 구체성결여 등을 이

유로 죄형법정주의 및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어 오
랫동안 시행되어 고착된 법운용의 관행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
한 사정만으로 처벌법규가 위헌인 하자가 치유된다고 볼 수 없
기준 2
[처벌관련
법규]

으므로 신속하게 정비해야 한다.
☞ 행정법규 위반에 대해 형사처벌을 규정하고자 할 때는 그 규정이 단

순히 ‘행정법규로서의 기능’을 떠나 ‘범죄구성요건으로 기능’하므로,
그것이 범죄구성요건이 되는 범위 안에서는, 법률로써 규정되어야
하고, 그 규정된 법률의 내용은 수범자가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 일정한 제한이나 금지에 위반한 행위의 가벌성 및 처벌의 정도에

대한 판단은, 그 판단이 사회적 상황에 따라 수시로 급변하는 것이
라고 할 수 없으므로 법률로써 자세히 정해야 한다.
☞ 업무정지 등 제재적 처분의 경우 그 기간이 갖는 의미는 요건만큼

이나 핵심적이면서 본질적인 중요성을 갖는다 할 것이므로, 법률에
제한기간의 예측이 가능하도록 상한 정도는 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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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임의 구체성과 명확성의 요구 정도는 규제 대상의 종류와 성격

에 따라 달라지는바, 기본권침해영역에서는 급부영역에서보다 구
체성의 요구가 강화되고, 특히 표현의 자유를 내용에 의하여 규
제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에 형사처벌을 규정할 경우에는 구체성
의 요구가 더욱 강화된다.
[관련 결정례] 헌재 2002.6.27. 99헌마480 ; 헌재 2004.8.26. 2004헌바14 ; 헌재
2005.4.28. 2003헌바40 ; 헌재 2007.7.26. 2005헌바100 ; 헌재
2010.2.25. 2009헌바38 ; 헌재 2010.9.30. 2009헌바2 ; 헌재
2011.9.29. 2010헌가93

◈ 조세법규에 대하여는 위임의 근거규정인 법률의 규정 그 자체에

서 위임의 범위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구체적으로 위임된 사항의
처리기준, 처리지침을 제시하거나 적어도 그 처리에 대한 대강을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정해야 한다.
☞ 납세의무와 같은 침해적 국가행위에는 법률유보의 원칙이 적용

되어야 하므로, 납세의무에 관한 본질적 사항은 구체적이고 명
확하게 법률에 규정되어야 한다.
◈ 조세유사적 성격을 가지는 부담적 성격을 가지는 규정은 납부의

기준 3

무자의 재산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거나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조세관련

구체성, 명확성의 요구는 조세법규의 경우에 준하여 그 위임의

법규]

요건과 범위가 일반적인 급부행정법규의 경우보다 더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 고시ㆍ 훈령 등으로 부담금의 부과요건 등을 위임할 경우에는

상위법령의 명확한 위임규정이 있거나 위임을 받아 규정될 내
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결정될 것인지에 관한 대강의 기준이
상위 법령에 이미 밝혀져 있어야 한다.
[관련 결정례] 헌재 1995.11.10. 93헌바32 ; 헌재 1997.9.25. 96헌바18 ; 헌재
1999.1.28. 97헌가8 ; 헌재 2003.12.18. 2002헌가2 ; 헌재
2004.8.26. 2003헌바26

◈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조항이 아니라, 수혜적 성격을 가지는

기준 4
[급부행정
관련 법규]

조항이라 할지라도 수혜대상의 기본적 기준과 범위는 법률로써
규정한 후 하위 법령에 위임해야 한다.
◈ 한편으로 국민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요건을 위임하는 작용도 하지

만 다른 한편으로는 불이익을 주는 요건까지 위임하는 것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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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거나 침해할 소지가
있는 법규에 관한 위임에 해당한다.
[관련 결정례] 헌재 2009.12.29. 2008헌바48 ; 헌재 2010.10.28, 2008헌바74 ;
헌재 2011.11.24. 2010헌바45

◈ 허가제를 통하여 국민의 기본권적 자유를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것과 자유행사의 일반적 금지에 대하여 개별적 해제요건을 설정
하는 것은 표리관계에 있는 것이므로, 허가의 요건도 법률로써
규율하거나 부득이 하위법령에 그 구체적 규율을 위임하는 경우
에는 그 대강의 요건이라도 법률로써 정해야 한다.
◈ 징계, 지정취소ㆍ업무정지의 사유 내지 요건 등 제재적 처분은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거나 침해할 소지가 있는 법규이므
로, 그 내용을 하위법령에 위임할 경우 그 구체성ㆍ명확성의 요
구가 강화되어 위임의 요건과 범위가 일반적인 급부행정의 경우
보다 더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 허가취소ㆍ영업정지 등 행정제재의 처분사유를 하위법령에 위임

기준 5

할 경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로 위임

[영업관련

하는 방식은 지양하고, 예시나 한정적 문구 등을 사용하여 하위

법규]

법령에서 정해질 내용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한다.
☞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또는 “○○○○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소할 수 있다는 방식으로 행정제재 처분사유를
하위법령에 위임하지 아니한다.
◈ 영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의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등록기준

의 구체적인 제한 내용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
해서는 아니 된다. 등록요건에 어긋난 등록을 한 경우에 필요적으
로 그 등록을 취소토록 하는 등 중대한 재산권침해를 초래할 수
있는 제한 입법의 경우에는 더욱 그 위임을 엄격하게 해야 한다.
[관련 결정례] 헌재 1998.11.26, 97헌바31 ; 헌재 2005.7.21. 2004헌가30 ; 헌재
2006.12.28. 2005헌바87 ; 헌재 2008.4.24. 2004헌바48 ; 헌재
2010.2.25. 2008헌바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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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확성원칙 관련 심사기준
【착안점】
◈ 명확성의 원칙이란 기본적으로 최대한이 아닌 최소한의 명확성을 요구하는 것

이다. 따라서 법문언이 해석을 통해서, 즉 법관의 보충적인 가치판단을 통해서
그 의미내용을 확인해낼 수 있고, 그러한 보충적 해석이 해석자의 개인적인 취
향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이 없도록 해야 한다.
◈ 법규범이 명확한지 여부는 그 법규범이 수범자에게 법규의 의미내용을 알 수

있도록 공정한 고지를 하여 예측가능성을 주고 있는지 여부와 그 법규범이 법
을 해석ㆍ집행하는 기관에게 충분한 의미내용을 규율하여 자의적인 법해석이나
법집행이 배제되는지 여부에 따라 이를 판단해야 한다.
☞ 법규범의 의미내용은 그 문언뿐만 아니라 입법목적이나 입법취지, 입법연혁,

법규범의 체계적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해석방법으로 그 의미내용
을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명확성의 정도는 개개의 법률이나 법조항의 성격에 따라 요구되는 정도에 차

이가 있을 수 있으며, 각각의 구성요건의 특수성과 그 법률이 제정되게 된 배
경이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법규정이 부담적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는 수익적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 비해

명확성의 원칙이 더욱 엄격하게 요구된다.
☞ 형사관련 법률에서는 명확성 정도를 강화하여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죄

형법정주의상의 명확성원칙).
☞ 일반적 법률에서는 명확성 정도가 강하게 요구되지 않으므로 상대적으로 완화

된 기준을 적용한다(일반적 명확성원칙).

【주요 심사기준】
◈ 법령용어는 특이하게 사용되어 별도의 독자적인 개념정의를 필요

기준 1

로 하는 용어가 아니라, 일반인이 일상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법

[일반적

령들에서도 사용되는 일반적인 용어로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기준]

는 법관의 보충적 해석작용이 없더라도 일반인들도 그 대강의 법
적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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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정도의 보편적이거나 일반적인 뜻을 지닌 용어를 사용할

경우에는, 해당 법률의 입법경과와 입법목적, 같은 법률의 다른
규정들과의 체계 조화적 해석 등을 통해 법률적용 단계에서 다
의적인 해석의 우려 없이 그 의미가 구체화되도록 해야 한다.
☞ 일정한 신분 내지 직업 또는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만 적

용되는 법령의 경우에는 그 사람들 중의 평균인을 기준으로 명
확성을 판단해야 한다.
◈ 법문에서 준용의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유사한 내용을 반복하여

기술하지 않음으로써 법문을 간결하게 하고 표현의 경제성을 꾀
하기 위한 것인바, 준용규정에 의하여 어떠한 조항이 준용될 것
인지, 그에 따라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금지되고 있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관련 결정례] 헌재 2004.2.26. 2001헌바75 ; 헌재 2004.11.25. 2003헌바104 ;
헌재 2010.11.25. 2010헌바53 ; 헌재 2010.12.28, 2008헌바157 ;
헌재 2011.4.28. 2010헌바339 ; 헌재 2012.2.23. 2009헌바34

◈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은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

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누구나 예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게끔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규
정할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으로 하여금 그 적용대상자가 누구이며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
위가 금지되고 있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규정해야 한다.
◈ 범죄와 형벌에 관한 사항에 대한 위임입법의 한계와 관련된 요구는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되는 명확성의 원칙의 요구와 경합된다. 따
기준 2

라서 죄형에 관한 법률조항이 그 내용을 해당 시행령에 포괄적으로

[처벌관련

위임하고 있는지 여부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의 위배 여부의

법규]

문제인 동시에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의 위배 여부의 문제가 된다.
☞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은 행정부에 입법을 위임하는 수권법률의

명확성원칙에 관한 것으로서 법률의 명확성 원칙이 위임입법에
관하여 구체화된 특별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수권법률조
항의 명확성원칙 위배 여부는 헌법 제75조의 포괄위임금지의 원
칙의 위반 여부에 대한 심사로써 충족된다.
◈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은 각 구성요건의 특수성과 그러한 법적 규

제의 원인이 된 여건이나 처벌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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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벌법규의 보호법익과 그에 의하여 금지된 행위 및 처벌의 종류

와 정도는 당해 법률 문언 그 자체와 관련된 법률조항들의 전체
적, 유기적 해석과 입법취지 등에 의하여 명백히 되어야 하며, 명
령, 규칙 등 하위규범에서 형사처벌에 관한 기본적 사항들을 규정
하지 않도록 한다.
[관련 결정례] 헌재 1998.7.16. 96헌바35 ; 헌재 2002.5.30. 2001헌바5 ; 헌재
2007.4.26. 2004헌가29 ; 헌재 2008.7.31. 2005헌마667 ; 헌재
2011.2.24. 2009헌바13헌재 ; 헌재 2011.4.28. 2009헌바56 ; 헌재
2011. 12.29. 2010헌바368

◈ 예시적 입법형식의 경우 구성요건의 대전제인 일반조항의 내용이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법관의 자의적인 해석을 통하여 그 적용
범위를 확장할 가능성이 없도록 해야 한다.
☞ 예시적 입법형식에서는 예시한 개별적인 구성요건이 그 자체로

일반조항의 해석을 위한 판단지침을 내포하고 있어야 할 뿐만
기준 3

아니라, 그 일반조항 자체가 그러한 구체적인 예시를 포괄할 수

[예시적

있는 의미를 담고 있는 개념이 되도록 해야 한다.

법규]
◈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조항이면서 그 내용 중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라고 규정하지
않도록 한다.
[관련 결정례] 헌재 2002.6.27. 2001헌바70 ; 헌재 2009.3.26. 2007헌바72 ; 헌
재 2011.3.31. 2008헌가21

◈ 민사법규는 행위규범의 측면이 강조되는 형벌법규와는 달리 기본

적으로는 재판법규의 측면이 훨씬 강조되므로, 사회현실에 나타나
는 여러 가지 현상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흠결 없이 적용될 수 있
도록 규정해야 한다.
기준 4
[민사 등
용어]

◈ 형사법상 사용되는 표현은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
체적인 정황을 고려하여 사용해야 한다.
☞ 동일한 법체계 내에서 범죄구성요건을 이루는 법률용어는 통일

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그 개념을 달리 규정하더라도 상이한 개
념규정으로 인하여 그 의미 내용이 불명확해져 일반 국민이 예
측할 수 없거나 법을 집행하고 적용하는 과정에서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없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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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입법에 있어서 명확성의 원칙은 특별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는 점을 유의하여, 그 규제로 인해 보호되
는 다른 표현에 대해 위축적 효과가 미치지 않도록 규제되는 표
현의 개념을 세밀하고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
[관련 결정례] 헌재 1998.4.30. 95헌가16 ; 헌재 2002.6.27. 99헌마480 ; 헌재
2007.10.25. 2005헌바96 ; 헌재 2009.9.24. 2007헌바118 ; 헌재
2011.10.25. 2009헌바234 ; 헌재 2012.2.23. 2011헌가13

◈ 헌법재판소나 법원의 상당수 선례에 의하여 용어나 표현이 구체

적이고 종합적인 해석기준이 제시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자의
적으로 해석하지 않도록 한다.
☞ ‘공익’ 개념의 사용이 허용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공익’

개념을 구성요건요소로 삼아서 표현행위를 규제하고, 나아가 형
벌을 부과하는 법률조항에는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 공권력에 의하여 표현의 내용을 규제하는 입법에서 아무런 추가

적인 제한요건 없이 막연히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
하는’이라는 잣대로 일체의 표현을 규제하는 것은, 대통령령에 의하
여 구체화될 것이 예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 ‘미풍양속’은 개개인의 가치관, 윤리관 및 시대적 상황에 따라 크

기준 5
[불확정
개념]

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감안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 개괄조항이나 불확정 법개념을 사용하는 경우라도 법률해석을 통

하여 행정청과 법원의 자의적인 적용을 배제하는 객관적인 기준
을 얻는 것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 ‘상당한 기간’이라는 개념은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기간인지를 합리적으로 판
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일정 기간’ 이라는 개념은 해당 법령의 입법목적과 다른 규정과

의 상호관계를 고려하여 제한기간의 상한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관련 결정례] 헌재 1999.9.16. 97헌바73, 98헌바62, 98헌바60(병합) ; 헌재
2002.6.27. 99헌마480 ; 헌재 2004.7.15. 2003헌바35 ; 헌재
2005.4.28. 2003헌바40 ; 헌재 2010.11.25. 2009헌바105 ; 헌재
2010. 12.28. 2008헌바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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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법절차원칙 관련 심사기준
【착안점】
◈ 적법절차원칙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절차를 형식적 법률로 정하고, 그 법률에

합치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적용되는 법률의 내용에 있어서도 합리성과 정당
성을 갖춘 적정한 것이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한다.
☞ 적법절차원칙에서 도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절차적 요청은 당사자에게 적절

한 고지를 행할 것, 당사자에게 의견 및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다.
◈ 적법절차의 보장은 광의로는 실체적 적법절차의 보장을 포함하는 것이지만, 그

본래적 의미는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공권력 행사는 그 절차가 합리적이
고 공정하여야만 한다는 절차적 적법절차의 보장에 있다는 점을 유의한다.
☞ 적법절차의 원칙상 어떠한 절차가 제공되어야 할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형량하여 결정해야 한다.
- 문제된 기본권 내지 관계된 권리의 중요성
- 기존 절차를 통하여 그러한 권리가 잘못 박탈될 위험의 정도
- 절차를 대체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의 정도
- 절차의 대체에 수반될 재정적ㆍ행정적 부담 내지 공익 희생의 규모

【주요 심사기준】
◈ 기본권의 제한이 중대할수록 적법절차의 요구도 비례하여 커지므

로, 최소한의 적법절차는 반드시 법률 자체에서 규정해야 한다.
기준 1
[일반적
기준]

☞ 당사자에게 사실과 법률 모두에 관하여 충분한 변론의 기회를 보

장하는 것, 진정 성립이 담보되지 아니하거나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것 등은 법률 자체에서 규정한다.
[관련 결정례] 헌재 2003.7.24. 2001헌가25 ; 헌재 2006.5.25. 2004헌바12

◈ 허가취소, 지정취소 등 국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정작용에 있어서

기준 2
[불이익
처분등]

는 당사자들에게 사전에 적절한 고지를 하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
여하며, 사후 불복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규정을 두도록 한다.
☞ 불이익 처분을 규정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이고도 명확한 사실의

적시가 요구되는 처분사유고지서 교부에 관한 규정, 사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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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등을 통하여 충분한 의견진술 및 자료제출의 기회를
보장하는 규정을 둔다.
◈ 등록료 등을 규정할 경우에는 납부고지에 관한 사항, 불납사실의

통지에 관한 사항 및 귀책사유에 의하지 않고 납부기간이 경과하
여 권리가 소멸된 경우에 권리를 회복시켜 주는 규정 등 절차규
정을 두어야 한다.
[관련 결정례] 헌재 2002.4.25. 2001헌마200 ; 헌재 2007.10.4. 2006헌바91

◈ 특정사업에서 공공필요의 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하

는 경우에는 중복적인 행정절차를 규정하지 않고, 사업인정을 의
제하는 규정을 두어 공익사업의 신속성을 도모하고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도모해야 한다.
기준 3
[행정절차]

◈ 공공복리를 이유로 지방자치와 관련하여 특정 지역에 관한 주요

결정사항을 규정하려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상반되는 이익들간
의 형량이 선행되도록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에 관한 절차규정을
두도록 한다.
[관련 결정례] 1994.12.29. 94헌마201 헌재 2007.11.29. 2006헌바79 ; 헌재
2010.3.25. 2008헌바102 ; 헌재 2010.12.28, 2008헌바57

□ 자기책임원리 관련 심사기준
【착안점】
◈ 자기 책임의 원리는 자기결정권의 한계논리로서 책임부담의 근거로 기능하는

동시에, 자기가 결정하지 않은 것이나 결정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고, 책임부담의 범위도 스스로 결정한 결과 내지 그와 상관관계가 있
는 부분에 국한됨을 의미하는 책임의 한정원리로 기능한다.
◈ 자기책임의 원리는 인간의 자유와 유책성,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진지하게 반

영한 원리로서 그것이 비단 민사법이나 형사법에 국한된 원리라기보다는 근대법
의 기본이념으로서 법치주의에 당연히 내재하는 원리로 볼 것이고, 자기책임의
원리에 반하는 제재는 그 자체로서 헌법위반을 구성한다는 점을 유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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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심사기준】
◈ 처벌 등의 법적 제재는 행위자의 의사결정과 책임의 범위에 상응

하는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하며, 위법행위의 내용과 상관이 없는
기준 1
[처벌관련
법규]

요소에 의해 그 범위가 획정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법인에 대하여 양벌규정이라는 입법수단을 선택하였고 그 법률효과

가 형벌인 이상, 자기책임 원칙에 위배되지 않도록 규정해야 한다.
[관련 결정례] 2003.7.24. 2001헌가25 ; 헌재 2011.12.29. 2010헌바117

기준 2
[민사관련
법규]

◈ 행위에 책임이 있는 자와 없는 자를 구별하려는 노력도 없이 간단히

채무에 대한 연대책임을 일률적으로 부과해서는 아니된다.
[관련 결정례] 헌재 2002.8.29. 2000헌가5ㆍ6, 2001헌가26, 2002헌가3ㆍ7ㆍ9ㆍ12,
2000헌바34(병합)

□ 과소보호금지원칙 관련 심사기준
【착안점】
◈ 입법에 있어서는 헌법상 기본권의 보호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헌법이 요구

하는 효과적인 보장수준의 하한을 준수해야 한다.
◈ 기본권의 최소보호 수준은 엄정한 비례적 판단 보다는 개별적 사건, 보호법익

의 종류, 보호법익의 중요도, 위험의 정도(침해의 심각성, 침해의 빈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 국민의 기본권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혀 아무런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취한 조치가 법익을 보호하기에 명백하게 전적으로 부적합하거나
불충분하지 않도록 한다.
☞ 생명ㆍ신체라는 기본권적 법익의 침해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그 법익이 헌법

질서에서 차지하는 의미와 비중의 중대성, 그에 대한 위험의 직접성ㆍ심각성ㆍ
상대적으로 높은 개연성에 비추어 볼 때 기본권을 보호하여야 할 의무를 현
저하게 위반하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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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심사기준】
◈ 기본권적 법익 침해는 수인한도를 넘어설 정도가 되어서는 아니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생명ㆍ 신체의 기본권적 법익 침해로 연
기준 1
[기본권
관련]

결될 가능성이 없도록 해야 한다.
◈ 특정 행위에 대한 형벌 이외의 여타의 보호대책들은 충분히 개

선될 가능성이 있는 막연한 장래의 시점이 아니라, 입법 당시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관련 결정례] 헌재 1997.1.16. 90헌마110ㆍ136 병합

◈ 형벌권의 행사가 법익의 보호로 직결된다는 확연하고도 직접적인

인과관계와 긴밀한 내적인 연관관계가 요구되고 형벌이 법익을
기준 2
[형벌법규]

가장 효율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경우, 형벌을 규
정해야 한다.
[관련 결정례] 헌재 2009.2.26. 2005헌마764, 2008헌마118(병합)

□ 체계정당성원칙 관련 심사기준
【착안점】
◈ 체계정당성 위반자체가 바로 위헌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

원칙위반 내지 입법의 자의금지위반 등의 위헌성을 시사하는 하나의 징후가
되므로, 입법시에서는 기존의 규범 상호간의 구조와 내용 등과 모순과 갈등없
이 체계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 특정한 문제를 새로이 규율하려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현존하는 법질서체계

를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 기존의 법령을 개정하거나 보완할 경우에는 기존의 법질서와 규범충돌이 발

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체계정당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모법과 하위 법령 사이의 모순이 발

생하지 않도록 하고, 법령의 구조나 내용 또는 법령의 근거가 되는 원칙 면
에서 상호 배치되거나 모순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법령을 정비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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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심사기준】
◈ 법질서의 체계적인 구조를 벗어나는 특별형법을 마련할 경우에

는 기본법인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보호법익과 통일적인 가치체
계와 균형을 이루도록 한다.
기준 1
[형사법규]

☞ 특별형법상의 법정형은 통상의 형사처벌과 비교하여 기본적인 보

호법익과 죄질에서 현저히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한다.
[관련 결정례] 헌재 2002.11.28. 2002헌바38 ; 헌재 2004.12.16. 2003헌가12 ;
헌재 2006.12.28. 2006헌가12

◈ 기존의 개별법에 대한 우월성을 규정하는 법률 또는 특별법을

제정하는 경우에는 기존 법률과의 관계에서 상호간에 모순ㆍ저
촉이 생기지 않도록 다른 법률과의 관계나 특례대상 법률을 명
확히 해야 한다.
기준 2
[행정법규
일반]

◈ 동일한 법질서체계 내에 있는 법령 상호간에는 용어를 일관성있

게 통일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상호 조화될 수 없는 개념들을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 동일한 법질서체계 내에 있는 법령 상호간에는 동일한 구성요건

하에 상이한 법적 효과를 규정하지 않도록 한다.
[관련 결정례] 헌재 2002.11.28. 2002헌바38

Ⅳ . 법령의 헌법합치성 제고를 위한 정비방안 사례 분석
□ 법령의 헌법합치성 제고를 위한 정비방안의 실태파악을 위한 조사에서, 법
제유형 검토에 있어서는 ① 세제․공정거래분야, ② 중소기업분야, ③ 보건
복지․가족분야, ④ 교육분야 등 4개 분야로 나누어 법률의 전체적 성격에
비추어 각 해당 분야에 속한다고 판단되는 법률 202개를 추출하였다. 또한
202개의 법제에 관한 분석에서는 필요한 경우 해당 법률의 하위 법령(대통
령령, 부령, 고시 등 행정규칙)도 분석대상에 포함시켜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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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분야

해당 법률

세제․공정거래 분야

∙｢국세기본법｣등 33개

중소기업 분야

∙｢중소기업기본법｣등 15개 법률

보건복지․가족 분야

∙｢사회보장기본법｣등 97개 법률

교육 분야

∙｢교육기본법｣등 57개 법률

202개

계

□ 위의 대상 법령을 검토하여, ① 세제․공정거래분야 52개 조문, ② 중소기
업분야 18개 조문, ③ 보건복지․가족분야 61개 조문, ④ 교육분야 23개 조
문 등 154개의 조문을 발굴하였으며 발굴조문별 심사기준 항목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법제분야

법률유보원칙 관련

53개

세제․
공정거래
분야
15

평등원칙 관련

2개

-

1

1

-

과잉입법금지원칙 관련

8개

3

-

4

1

-

-

-

-

-

포괄위임금지원칙 관련

35개

7

7

17

4

명확성원칙 관련

34개

19

5

5

5

적법절차원칙 관련

7개

3

1

3

-

자기책임원칙 관련

2개

2

-

-

-

과소보호금지원칙 관련

2개

1

-

1

-

체계정당성원칙 관련

11개

2

-

6

3

154개

52개

18개

61개

23개

심사기준

신뢰보호원칙 관련

계

발굴
조문수

xxviii

중소기업
분야

보건복지․
가족 분야

교육 분야

4

2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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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연구의 목적

제1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법규범을 정립하는 국가작용인 입법작용에 대해서는 입법
자에게 폭 넓은 형성의 자유 내지 입법재량이 인정되며, 입법자는 스스로의 판단
에 입각하여 법률을 형성하고, 일단 그 법률이 제정되면 이에 대하여 합헌성의 추
정(favor legis)을 받는다.1) 그러나 입법자는 입법형성에 즈음하여 헌법의 명문규정
에 위배될 수 없음은 물론 헌법의 기본원리나 기본질서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는
등 일정한 제한 하에 놓인다.2) 그 이유는 “국가의 법질서는 헌법을 최고법규로
하여 그 가치질서에 의하여 지배되는 통일체를 형성하는 것이며 그러한 통일체내
에서 상위규범은 하위규범의 효력근거가 되는 동시에 해석근거가 되는 것이므로,
헌법은 법률에 대하여 형식적인 효력의 근거가 될 뿐만 아니라 내용적인 합치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3)
따라서 입법자는 입법을 행함에 있어서는 최우선적으로 헌법가치의 실현 내지
헌법가치의 준수4)를 염두에 두어야 하며, 또한 그 법률의 효과가 충분한 개연성을
가지고, 또한 확실히 예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우선, 국가의 모든 법령은 헌
법의 구체화 내지 집행을 의미하기 때문에 헌법의 명문규정에 위배되어서는 아니
됨은 물론 헌법에 규정된 기본질서와 기본제도에 위배되거나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어서는 아니 된다.5) 따라서 입법에 있어서는 헌법에 규정된 헌법의 기본원리, 기본
1) “법률의 합헌적 해석은 헌법의 최고규범성에서 나오는 법질서의 통일성에 바탕을 두고, 법률이 헌법에
조화하여 해석될 수 있는 경우에는 위헌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서 권력분립과
입법권을 존중하는 정신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따라서 법률 또는 법률의 위 조항은 원칙적으로 가능한
범위안에서 합헌적으로 해석함이 마땅하나 그 해석은 법의 문구와 목적에 따른 한계가 있다. 즉, 법률의
조항의 문구가 간직하고 있는 말의 뜻을 넘어서 말의 뜻이 완전히 다른 의미로 변질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이어야 한다는 문의적 한계와 입법권자가 그 법률의 제정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입법자의 명백한 의지
와 입법의 목적을 헛되게 하는 내용으로 해석할 수 없다는 법목적에 따른 한계가 바로 그것이다. 왜냐하
면, 그러한 범위를 벗어난 합헌적 해석은 그것이 바로 실질적 의미에서의 입법작용을 뜻하게 되어 결과
적으로 입법권자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헌재 1989.7.14. 88헌가5,8, 89헌가44 병합.
2) Christoph Moench, Verfassungswidriges Gesetz und Normkontrolle, Baden-Baden 1977, S.12f.
3) 헌재 1989.7.21. 89헌마38.
4) Jörg Lücke, Die Allgemeine Gesetzgebungsordnung. Zu den Verfassungsimmanenten Grundpflichen des Gesetzgebers und der verfassungsrechtlichen Notwendigkeit ihrer gesetzlichen Konkretisierung und Ausgestaltung, ZG
2001, S.1ff.
5) “헌법의 기본원리는 헌법의 이념적 기초인 동시에 헌법을 지배하는 지도원리로서 입법이나 정책결정
의 방향을 제시하며 공무원을 비롯한 모든 국민ㆍ국가기관이 헌법을 존중하고 수호하도록 하는 지침
이 되며, 구체적 기본권을 도출하는 근거로 될 수는 없으나 기본권의 해석 및 기본권제한입법의 합헌
성 심사에 있어 해석기준의 하나로서 작용한다.” 헌재 1996.4.25. 92헌바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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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 및 기본제도를 항상 염두에 두고 헌법정신을 구현하는 것을 입법의 첫 번째
의 준칙으로 삼아야 한다.6)
그리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입법을 하려는 경우에는 기본권제한에
관한 일반원칙을 선언한 헌법규정에 따라야 하며,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오늘날의 민주주의국가에서도 합리적인 기본권의 제한
은 헌법상의 가치질서의 실현을 위하여 불가피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대
다수의 국가에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불가결한 경우에 한하여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기본권제한의 방법과 한계를 헌법에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헌
법이 제시하는 일반 기본권제한의 원리는 법률로써 하되 공공복리에의 해당성이
있어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는 비례의 원칙 내지 과잉금지
의 원칙이 지켜져야 하며, 본질적인 내용의 침해가 되어서는 안되는 침해금지의
원칙이 존중되어야 한다.
우리 헌법에서는 제75조에서 위임입법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나, 동시에 대통
령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만 발할 수
있다고 한정함으로써 위임입법의 범위와 한계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위임입법의
필연성은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위임은 이를 허용하지 아니
함으로써 헌법이 그 바탕으로 하는 권력분립주의, 의회주의 내지 법치주의의 기본
원리는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명백히 하고 있다. 따라서 입법자는 법률에 대통령령
등 하위법규에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을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도 명확
하게 규정함으로써 누구라도 당해 법률 그 자체로부터 대통령령 등에 규정될 내
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 밖에 입법자는 우리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입법작용, 행정작용 및 사법작용을
포함한 모든 국가작용을 구속하며 개별법의 구체적인 해석에 있어서도 중요한 기
준이 되는 헌법상의 기본원칙인 평등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적법절차의 원칙 등
을 준수하여야 한다. 입법실무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헌법의 규정, 기본원리 내지
기본제도를 법안기초시에 가장 중요한 적용원리로 삼아야 할 것이며, 바로 여기에
입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필요성이 담겨져 있다.
6) 헌법은 그 서열에 있어 법률과 기타 법규범의 상위에 있을 뿐만 아니라, 법률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기능을 수행한다. 즉 헌법이란 본질적으로 그 기초를 이루고 있는 가치관념들에 대한 사회적 기본합
의를 반영하는 것이다. 또한 헌법이라는 프로그램은 국가적 기본질서를 규정함을 그 본질로 한다. 따
라서 헌법은 기본권과 기본적 자유, 민주적 및 연방적 국가구조, 나아가 국가조직과 권한의 기본구조
(조직법)를 보장함으로써 무엇보다 안정화기능을 수행한다. 따라서 헌법은 입법의 기본적 조건을 제공
한다. Siegfried F. Franke, Staatsrecht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2 Aufl., Heidelberg 1998, S.9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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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국가의 모든 활동은 일정한 법규범에 의해서 실시된다. 즉, 일정한 주기
로 반복되고 또한 조직적으로 행해지는 국가의 모든 개별적 조치는 정교한 법질
서를 통하여 담보되고, 시행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오늘날에 있어서의 국가활동
은 매우 증대하고 세분화되고 있으며, 그에 상응하여 더욱 광범위하고 세분화된
법규범을 필요로 하고 있다. 따라서 입법자는 국가의 복잡하고 세분화된 활동을
보증하고 이를 가능케 하기 위하여 입법실제의 문제가 올바르게 해결될 수 있도
록 상응하는 규범체계를 완비하여 국가의 임무를 정확하게 질서화하는 한편, 제정
된 법규범이 실제의 영역에서 엄격하게 준수되고 개별 국가기관이 담당하여야 할
과제가 유효적절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7) 그러한 입법인식의 결여 내
지 간과는 무질서를 낳고 국가의 정상적인 업무활동의 지장을 초래할 뿐 아니라
불필요한 관료주의를 야기하고, 문제의 올바르고 시의적절한 해결을 방해하며, 나
아가 국가의 활동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8)
결국 국가의 입법활동의 핵심은 적극적으로는 헌법이념을 실현하고, 소극적으로
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전체 법질서가 조화를 이루면서 국
가의 정책의지가 정확하게 반영되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하는 데에 있다. 그러
한 의미에서 입법의 영역에 있어서 특히 중요한 요소로 기능하는 것은 법령의 헌
법합치성 제고를 위한 방법론을 개발하는 것이다. 입법자가 입법을 하는데 있어서
헌법상의 기본이념이나 기본원리를 형식논리적으로만 파악하여, 입법형성의 방법
과 수단이 헌법상의 기본이념과 헌법의 본질적인 기본원칙을 침해 내지 저해하는
것이라면 그러한 입법은 법규범의 단계적 구조론으로 보아 헌법 체계상 용인될
수 없다.
따라서 입법자는 실질적이고 능동적인 관점에서 헌법적 가치규범을 정확히 인
식하여 헌법재판소가 개입하여야 할 정도로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불충분한 입법
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입법자는 헌법이 담고 추구하는 이상과 이념에 따른
역사적, 사회적 요구를 올바르게 수용하여 방향을 제시하는 헌법의 창조적 기능을
수행하여 국가사회적 요구와 국민적 의식에 부합하는 입법의 실현을 보장하도록
해야 한다. 여기에 법령의 헌법합치성의 제고를 위한 깊은 성찰과 확실한 방향정립
이 필요한 이유가 있다.
7) D.A.Kerimow, Fragen der Gesetzgebungstechnik, Berlin 1958, S.16.
8) Hans A.Engelhart, Aktuelle Fragen von Recht und Gesetz im demokratischen Rechtsstaat, in : Dieter
Strempel(Hrsg.), Mehr Recht durch weniger Gesetz?, Köln 1987, S.13.【박영도(역), 민주적 법치국가에 있
어서 권리와 법률에 관한 현대적 제문제, 법제연구 제3호, 1992, 1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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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출범한 이래 우리의 법제를 살펴보는 경우,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일련의 헌법의 지도원리 내지 원칙에 따라 입법을 하려는 노력이 강화되고 있고,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단이 내려지고 있는 법제도 점차 감소되고 있다. 앞으로도
헌법의 지도원리나 이념에 합치되도록 입법심사기준을 전문화, 표준화, 세분화하
는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헌법상의 지도원리나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법령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국가 정책의 원활한 추진이 저해되지 않도록 법령의 헌법적
합성을 제고하기 위한 연구가 요구된다.
이 연구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우리 헌법이 지향하고 추구하고 있는
이념과 원리에 합치된 입법을 위해 법령의 헌법합치성 제고를 위한 일정한 심사
기준을 도출하고, 이 심사기준을 토대로 일정한 현행 법제를 분석하여 해당 법규
정이 헌법의 이념과 원리에 적절하게 부합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위와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연구의 범위를 다음과 같
이 획정한다.
첫째, 이 연구에서는 법령의 헌법합치성 제고를 위한 심사기준을 발굴하는데 연
구의 중점을 둔다. 법령의 헌법합치성 내지 합헌성판단의 기준 내지 원칙은 보는
관점에 따라 또는 시대상황이나 그 국가의 헌법이념이나 헌법규정에 따라 유동적
이고 가변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헌법규정 또는 헌법의 배후에 존재하는 기본
이념 등을 탐색하여 보편타당한 방향으로 법령의 합헌성 제고를 위한 심사기준을
발굴하기 위해서 일단, 헌법재판소의 결정례나 대법원의 판례 등에서 어떤 법령이
나 법령조문의 위헌성을 지적하는 가운데 도출된 일정한 기준 내지 원칙을 추출
하고, 이를 토대로 일정한 헌법합치성 심사기준을 설정한다. 또한 독일 등 일부
국가의 법제실무나 헌법소송이론 등에서 제시되고 있는 합헌성심사를 위한 기준
도 개괄적으로 검토하여 우리의 사정에 적합하고 유효한 심사기준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한다.
우리 헌법재판소에서는 어떤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경우 그 모습을 “첫째, 제
정당시에는 합헌이었으나 후발적인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위헌인 법률로 되는 경우,
둘째, 법률의 조항 자체에는 위헌성이 없으나 평등의 원칙 위반이나 체계부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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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으로 말미암아 재조정하지 않으면 위헌을 면할 수 없는 경우, 셋째, 제정 당시
부터 원시적으로 위헌인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의 경우” 등을 지적하고 있다.9)
그리고 이러한 법률의 위헌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①국회가 이 사건 법률
을 제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항을 적절하고 완벽하게 조사하고 그
것을 입법의 기초로 삼고 있는가, ②국회가 법률의 모든 공익적 근거 및 긍정적․
부정적 효과를 포괄적이고도 합리적으로 형량하였는가, ③국회에 의한 제한이 필
요하고 적절한가, 비례의 원칙을 준수하였는가 그리고 사항적합성․체계정당성을
참작하고 있는가를 고려하여야 하고, 이에 관하여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사항을 종합 고려하여 ①국회의 판단과 결정이 명백히 잘못되었거나 분명히 반박
될 수 있는가 ②헌법상 가치질서에 위배되는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10)고 선
언하고 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이러한 태도는 입법활동에 즈음하여 입법자가 입법을 요
구하는 당사자의 요구를 충분히 음미하지 않거나, 그 강한 요구에 굴복하여 입법
의 객관적 필요성을 기초지우는 것을 태만히 한 경우에 규범통제절차를 통해서
이른바 입법사실을 규명하고,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반드시 가장
합리적이며 효율적인 수단을 선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적어도 현
저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수단의 선택을 피하도록 입법자가 소홀히 한 재량을
보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입법자는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태도를 입법
의 기본적인 요건으로 인식함으로써 입법시에 발생하는 불비나 결함을 미연에 방
지할 수 있다.11)
9) “어떤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경우 그 모습에는 여러가지가 있다. 첫째, 제정당시에는 합헌이었으나
후발적인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위헌인 법률로 되는 경우가 있다. 그와 같은 예로 외국의 경우를 보면
국회의원 정수 배분규정이 제정당시에는 선거구간의 국회의원 1인당의 선거인수 또는 인구수의 비율
차가 크게 벌어지지 아니하여 합헌이었지만, 그 뒤의 인구의 이동 등에 의하여 비율차가 크게 벌어져
헌법의 선거권평등의 요청에 반할 정도에 이름으로써 위헌상태에 이르는 경우가 있는데, 비록 현재까
지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러한 이유로 위헌으로 선고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없지만, 헌법재판소
는 그 가능성을 여러 차례 시사한 바 있다(1990.6.25. 90헌가11, 1992.1.28. 89헌가8, 1993.3.11 90헌가
70). 둘째, 법률의 조항 자체에는 위헌성이 없으나 평등의 원칙 위반이나 체계부조화 등으로 말미암아
재조정하지 않으면 위헌을 면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특정집단에게만 특별한 이익을 베푼 이
른바 수혜법률에 대해 있을 수 있는 일로, 헌법재판의 역사가 일천한 우리나라에는 없으므로 외국의
한 사례를 들어보면, 저소득층을 위하여 재판 외의 절차로서 법률상담을 베푸는 내용의 상담부조법에서
노동법사건에서는 상담을 베푸는 것을 배제시켰는데, 이는 노동법사건의 당사자에 대한 수혜배제로
평등의 원칙을 어겼다는 이유로 위헌이 되는 경우이다. 셋째로, 제정당시부터 원시적으로 위헌인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의 경우이다.” 헌재 1993.5.13. 92헌가10, 91헌버7, 92헌바24, 50 병합.
10) 헌재 1994.12.29. 94헌마201.
11) “위헌법률심사와 관련하여 국회의 헌법수호적 자구적 노력이 앞으로 요망된다. 첫째, 국회는 이러한
입법의 원칙 및 기준에 충실함으로써 헌법의 해석문제로서 제기되는 헌법분쟁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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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헌법재판을 통하여 축적된 판례를 분석하고 그것을 토대로 입법자가 입법
시에 유의해야 할 일정한 합헌성심사기준을 도출한다면 입법의 합리적인 판단이
가능하게 되며, 나아가 헌법에 부합하는 입법을 실현할 수 있게 된다. 그러한 의
미에서 법령의 헌법적합성 제고를 위해 매우 유용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헌법
재판소의 주요 결정례를 분석하고 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둘째, 이 연구는 위와 같은 심사기준을 토대로 현행 법제분야 가운데 4개 분야
(교육분야, 보건복지 및 가족분야, 세제 및 공정거래분야, 중소기업분야)의 법령을
대상으로 구체적으로 해당 법령이 합헌성을 담보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합헌성
이 미약하거나 위헌의 소지가 있는 법령조문에 대해 그 이유와 개선방안을 조문
화하여 제시한다. 다만, 이러한 합헌성 제고검토가 입법자의 원래의 의사를 왜곡
ㆍ변형하거나 대체해서는 아니 되므로, 일정한 한계를 넘지 않도록 유의한다.

이 연구에서 법령의 헌법합치성 제고는 글자 그대로 법령조항의 해석이나 적용
의 범위 내에서 위헌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을 단지 제거함에 그 목적이 있
는 것이지, 합헌성을 회복할 수 있는 전혀 다른 요건을 추가하여 적극적으로 그
조항의 내용을 합헌적으로 변경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다.12) 규율대
상에 관한 입법당시의 사회적 인식ㆍ이론ㆍ관념 등이 총체적으로 결합된 일종의
틀로서 법령조항이 내포하고 있는 모든 추상적, 유형적 개념범주를 해체하여 위헌
의 가능성을 제거하려는 시도는 자칫 입법자의 의사를 왜곡하여 민주적 정당성에
기초한 입법권 행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해당 법
령조문이 헌법의 원칙 및 기준에 충실하여 합헌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문
제가 제기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의 사전적ㆍ예방적 연구의 일환으로 해
당 법령조항의 위헌성의 내용과 정도 등을 검토하는데 그친다.

할 것이다. 둘째, 현재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사과정에 있어서 입법자의 입법취지나 입법목적이 정
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헌법재판과정의 참여가 행하여 져야 한다. 셋째, 위헌결정된 법률뿐
아니라 한정합헌결정 등 헌법재판소의 결정사항에 관하여 국회가 적극적으로 입법심의과정에서 이를
다루어야 할 것이다.” 민동기,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사에 관한 고찰, 입법조사월보 1992.6., 19면.
12) “헌법이 국가의 현실적인 정치제도와 국민의 사회적 생활속에서 활용되고 본래의 취지대로 법률적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해석론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헌법의 해석
은 헌법이 담고 추구하는 이상과 이념에 따른 역사적, 사회적 요구를 올바르게 수용하여 헌법적 방향
을 제시하는 헌법의 창조적 기능을 수행하여 국민적 요국과 의식에 알맞는 실질적 국민주권의 실현을
보장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헌법의 해석과 헌법의 적용이 우리 헌법이 지향하고 추구하는 방
향에 부합하는 것이 아닐 때에는, 헌법적용의 방향제시와 헌법적 지도로써 정치적 불안과 사회적 혼
란을 막는 가치관을 설정하여야 한다.” 헌재 1989.9.8. 88헌가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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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개 설
법령의 헌법적합성, 즉 헌법규정과 법령규정의 사이에 제기되는 문제는 다음의
경우가 있다. ①법령규정 자체가 헌법에 위반하지 않는 경우(합헌), ②법령규정 자
체가 헌법에 위반하는 경우(위헌), ③법령규정 자체는 위헌이 아니나 그 법령규정
의 구체적 운용의 여하에 따라서는 위헌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④법령규정 자
체는 합헌이나, 그 합헌의 범주에서 해당 법령규정 외에 보다 바람직한 새로운 입
법이 현재의 시점에서 문제가 되고 그 내용에 관해서는 입법자의 선택(재량)에 맡
겨져 있는 경우 등이다. 다만, ④의 경우라 할지라도 헌법원리 내지 헌법질서 하
에서 볼 때 입법권의 남용이 있다면 결국 위헌의 입법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없
다. 정치사회현상의 급격한 변화에 수반한 법현상의 민감한 대응의 필요성을 고려
하는 때 ④의 경우에 입법자로서는 항상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대비하여야 하며,
현재 검토하거나 준비 중에 있는 개정작업은 이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법령의 헌법적합성이라는 문제는 두 가지의 분석시각에서 검토될 수 있
다. 첫째, 이론적으로는 국법질서의 법단계적 구조의 유지와 보장과 관련된 관점
이다. 즉, 한 국가의 국가법질서가 통일적인 법체계로서 실정성과 실효성을 가지
기 위해서는 항상 국가법질서의 정점에 위치하는 헌법이 모든 국가기관과 국민에
의해 준수되어야 한다는 헌법보장의 기본요청과, 모든 행정상 조치가 헌법은 물론
국회가 제정한 법률의 범주에서 성실하게 집행되어야 한다는 근대법치국가의 기
본원리의 요청이 그 전제에 놓여있다. 그러나 보다 상세히 검토하면 법령의 헌법
적합성의 원리는 한편으로 모든 법령이 헌법에 적합하여야 함과 동시에 합헌적인
범주에서라면 다양한 입법의 선택(재량)이 허용된다는 것이며, 그러나 그 선택도 위
헌이 되지 않아야 하는 한도 내지 범위 내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실증적으로는 위와 같은 이론이 개별 법령의 사례에서 구체적으로 검토될 필
요가 있으나, 그것은 소송적 측면에서 본다면 법령의 위헌성을 다루는 위헌소송에
서 문제가 된다. 또한 여기서는 주로 종래의 판례와 입법례의 실증적 검토에 의해
법령의 헌법적합성의 원리를 개별, 구체적으로 찾아볼 수 있다.
헌법이론 또는 입법이론적인 측면에서 법령의 헌법적합성에 관한 보편적인 기준
내지 원리는 그 본질에 있어서 매우 다양하고, 불확실한 것이므로 객관적 타당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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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니는 지도원리 내지 원칙을 발견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법규범의 내용이 시대와 장소에 따라 변할 수밖에 없고, 그 법규범에 공통하
는 원칙 역시 일률적으로 공통할 수 없으므로 헌법적합성의 지도원리 내지 원칙도
시대적․사회적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다.
물론 헌법적합성의 지도원리 내지 원칙 가운데에는 시간적․공간적으로 불변적
인 이익상황을 전제로 하는 모든 법질서의 최소한의 윤리적 내포 또는 규범적 기
초가 되는 보편타당적인 원리가 당연히 포함되고 있다. 또한 헌법재판소 등의 판
례 등의 실증적 검토를 통한 법령의 헌법적합성에 관한 보편적인 기준이나 원리
를 발견하는 것도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관계, 민주주의와 사법심사제의 상용, 헌
법재판소의 적정한 기능,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의 성격 등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측면의 문제를 가진 사안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나 법원의 헌법판단이 최종적인 것으로 간주되어 이
들 기관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헌법적 가치의 구체화를 실현한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다만, 입법은 입법, 재판은 재판이라고 양자를 명확히 구분할 것이 아니라
법률의 의미가 재판에 의해 보완되는 것은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법률의 의미가
크게 변경되기도 하며, 반대로 새로운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판례가 변경되는 경우
도 인정되는 등 법형성에 있어서 양자가 보다 밀접한 상호관계에 있다고 생각된
다.13) 따라서 헌법문제의 최종적 결정은 이들 기관의 헌법판단으로 최종적으로 되
는 것이 아니라, 입법과 사법의 상호작용을 통해 달성되는 것이며, 입법과 사법의
관계는 헌법의 구체화를 목표로 협동관계가 성립한다.14)
이와 같이 입법과 사법의 상호보완적인 기능을 인식하는 경우 결국 사법심사
특히, 법령의 합헌성심사라는 것이 입법에 관해 일정한 방식을 요청하고 있는 것
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헌법은 일정한 범위내에서 입법자에게 재량을 부여하고
있으나, 그러한 입법자의 재량적 행위가 헌법에 적합한 것인가를 판단하는 제도로
서 사법심사제도를 두고 있다. 이 제도 하에서 사법권은 입법행위에 대한 합헌성
의 통제를 행하는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이 합헌성의 통제과정은 당연히 입법부
의 재량행위를 통제하는 것도 포함하나, 다른 한편 사법권의 합헌성통제기능은 입
법자에게 어떠한 법률을 제정해야 할 것인지라는 판단기준을 제시하기도 한다.

13) 芦部信喜, 日本の立法を考えるにあたって, ジュリスト 제805호(1984), 12면.
14) 戸松秀典, 違憲判決と立法の対応, ジュリスト 제805호(1984), 15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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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권은 입법의 내용이 헌법에 적합한가의 여부를 심사하며 그 과정에서 입법
의 목적이나 목적달성의 수단의 성격 등에 관해서도 심사하여 현재의 입법의 문
제점을 분석하고 장래의 입법에 대한 적절한 방법론을 제시한다. 따라서 입법자는
입법시에 사법의 합헌성판단의 기준에 유의하여 입법의 합리성을 도모하게 된다
면 보다 민주적이고 합헌적인 입법을 달성할 수 있다.

제 2 절 법령의 헌법적합성 심사기준의 의미와 내용
Ⅰ. 법령의 헌법적합성 심사기준의 의미
국가의 입법 또는 정책의 헌법적합성, 헌법정합성은 필요조건이다. 따라서 입법
내지 정책의 효율성과 실효성이라는 경험적 측면으로부터의 가치와는 별도로 헌법
과의 적합성이 심사되게 된다. 일반적으로 법령의 합헌성심사 기준은 두 가지의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첫째, 헌법재판기관이 입법이나 정책에 대하여 합헌 또는 위헌 여부를 어느 정도
엄격하게 심사하느냐의 문제로서 예컨대, 미국의 판례에서 사용되고 있는 합리성
기준(rationality test, rational basis standard of review), 엄격한 심사기준(strict scrutiny
test), 중간심사기준 내지 엄격한 합리성기준(intermediate standard, strict rationality
test) 등의 심사기준은 이러한 의미의 심사기준을 의미한다. 이것은 어떤 법규범이
합헌 또는 위헌인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아니라, 입법목적 및 입법사실이나 목적달
성을 위해 채용된 수단에 관해 법원이 어느 정도의 강도로 심사할 것인지를 판단
하는 기준이다. 따라서 엄밀한 의미에서의 합헌성판정의 기준이 아니라, 심사방법
의 문제이다.15) 둘째, 입법이나 정책의 위헌 여부를 심사ㆍ논증하는 방법 내지 척
도로서의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로서 예컨대, 비례의 원칙 내지 과잉금지의 원칙,
신뢰보호원칙, 적법절차원칙, 포괄위임금지원칙 등의 기준을 말한다.

15) ‘합리성기준’은 정당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합리적 연관성이 있는 수단일 것이 부정되지 않는 한
자유의 규제와 차별은 합헌이라는 것이다. 이 기준은 입법자의 행위에 대해 강력한 합헌성의 추정을
하고, 입법자에게 광범한 재량권을 인정한다. ‘엄격한 심사기준’은 입법목적이 어떠한 경우에도 필요
한 이익을 가지고, 그곳에서 취해진 수단이 그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불가결하다는 입증을 입법자에게
부담시키는 기준이다. 따라서 이 기준이 사용된 경우에는 법원은 입법목적과 수단을 정밀하게 심사하게
된다. ‘중간심사기준 내지 엄격한 합리성기준’은 합리성기준보다는 엄격하고 엄격한 심사기준보다는
완화된 심사기준으로서 입법목적이나 목적과 목적달성수단의 연관성을 심사하는 것이다. 자세한 것은
이명웅, 미연방대법원의 3단계 심사기준의 성립과정, 헌법논총 제22집(2011), 249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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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의 심사기준은 헌법재판소가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사하면서 국민의 대
표기관인 국회의 판단을 얼마나 존중해 줄 것인가 하는 문제를 의미한다. 만약 헌
법재판소가 모든 입법의 위헌심사에 있어 엄격심사를 실시한다면 국회에서 제정
된 법률의 대부분이 위헌으로 결정될 것이고, 이는 사실상 국민대표기관인 국회의
의사보다는 헌법재판에 의한 지배가 될 것이다. 반면 모든 입법에 대하여 합리성
심사를 한다면 거의 대부분의 법률은 합헌으로 결정될 것이고 헌법재판소는 사실상
헌법의 수호나 국민의 기본권보장이라는 기능을 포기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헌법재판소는 어떤 경우에는 가능한 한 국회의 의사를 존중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스스로가 적극 나서야 할 것인가의 문제를 숙고하지 않으면 안 된다. 따
라서 이 의미에서의 심사기준은 입법부와 사법부 내지 헌법재판소와의 관계, 민주
주의와 사법심사제의 관계 등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측면이 고려된다.
두 번째의 심사기준은 헌법재판소 등 헌법재판을 하는 기관과 국회, 정부와의
관계의 문제라기보다는 헌법의 추상적 내용을 구체화하여 입법이나 정책의 위헌
여부를 판단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보다 정밀한 잣대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첫 번
째의 의미의 심사기준과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논리적으로 양자는 구별되
는 것이라 할 수 있으나, 양자가 사실상 결합하여 있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과잉
금지의 원칙 자체는 두 번째 의미에서의 심사기준을 의미하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의 위배 여부를 어느 정도 엄격하게 심사할 것인지 특히, 침해의 최소성이나 법익
의 균형성 판단에 있어 국회의 판단을 어느 정도 존중해 줄 것인지는 첫 번째의
심사기준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는 문제가 된 입법 등 국가작용에 대하여 어느 정도 엄격한 기준으
로 심사할 것인지의 문제를 검토하려는 것이 아니라, 헌법의 추상적 내용을 구체
화하여 입법이나 정책의 위헌성 여부를 판단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심사기준에 관
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따라서 여기서 법령의 합헌성 심사기준은 “입법에 있어서
입법자가 입법목적을 확정하고 그 목적으로부터 입법에 즈음하여 채용되는 구별
의 징표 및 범위 등을 설정하는데 있어서 헌법에 합치된 입법목적에 합리적인 연
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기준”으로 정의한다.
그런데, 이러한 입법 일반에 공통적으로 논의되는 위헌심사기준 외에도 우리 헌
법에 규정된 개별 기본권들은 각각 법적 성격이나 효력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으
므로 개별기본권에 적용되는 일정한 합헌성 심사기준 예컨대,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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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한 심사기준으로서 ‘사전억제금지의 원칙’이나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
등이 있다. 헌법상 기본권에는 다양한 유형이 존재하고 있으며, 또한 그 법적 성격
이나 내용, 효력 등에서도 차이가 있다. 그리고 기본권에는 구체적 권리로서의 성
격을 가진 기본권도 있으나 입법에 의해 그 구체적 내용이 실현되어야 하는 추상
적 권리도 있다.16)
따라서 헌법재판에서 이들 기본권을 둘러싼 국가작용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나 그 심사의 방법도 동일할 수는 없으며, 그 결과 개별 기본권에 특유한 심
사기준이 발전하여 오기도 하였고, 같은 심사기준도 기본권에 따라 그 적용되는
모습이 다르게 나타나기도 하였다.17) 이들 개별 기본권에 적용되는 각종 합헌성 심
사기준도 해당 기본권과 관련된 입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척도가 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입법전반의 합헌적 판단에 이바지하는 기준이 될 수도 있다. 그
러나 여기서는 이들 개별 기본권에 통용되는 심사기준까지 포괄하여 검토하지는
않는다.

Ⅱ. 법령의 헌법적합성 심사기준의 내용
1. 의 의
법령의 헌법적합성 심사는 개별 입법의 내용에서 헌법적합성을 요구하는 “실체
법적 측면”과, 법령이 일정한 절차에 따라 성립하였는지 그리고 입법과정에서 입법
16) 이와 관련된 것으로서 헌법재판소, 기본권 영역별 위헌심사의 기준과 방법, 헌법재판연구 제19권
(2008) 참조.
17) 예컨대, 직업의 자유는 크게 직업선택의 자유와 직업수행의 자유로 나눌 수 있는데 우리 헌법재판소는
직업의 자유의 제한에 대한 위헌심사에서도 기본적으로는 비례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
적으로는 직업선택의 자유와 직업수행의 자유는 기본권 주체에 대한 그 제한의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제한에 있어서 적용되는 기준도 다르며, 특히 직업수행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경우 인격발현에 대한
침해의 효과가 일반적으로 직업선택 그 자체에 대한 제한에 비하여 작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제한은 보
다 폭넓게 허용하고 있다(헌재 2002.12.18. 2000헌마764). 따라서 직업의 자유를 제한함에 있어서도 다
른 기본권과 마찬가지로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정한 과잉금지의 원칙은 준수되어야 할 것이지만 직
업수행의 자유는 입법자의 재량의 여지가 많은 것으로 그 제한을 규정하는 법령에 대한 위헌 여부를
심사하는데 있어서 좁은 의미의 직업선택의 자유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폭넓은 법률상의 규제가 가능
한 것으로 보아 다소 완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헌재 2007.2.22. 2003헌마428 ; 2007.5.31. 2003
헌마579). 외국 인력의 국내 도입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에서는 “이 사건 조항들로 인해 청구인들이
제한받는 직업수행의 자유에 대한 위헌심사를 함에 있어서는 ‘월등하게 중요한 공익이나 명백하고 확
실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 등과 같이 객관적 사유에 의한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제한에서
요구되는 정도의 정당화 사유는 필요하지 않다고 할 것이고 좁은 의미의 직업선택의 자유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폭넓은 법률상의 규제가 가능한 것으로 보아 다소 완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할 수 있을 것
이다”라고 하였다(헌재 2009.9.24. 2006헌마1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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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고려하여야 할 요소를 고려하였는지가 문제되는 “절차법적 측면”이 있다. 실
체법적인 측면에서 법령이 헌법에 적합한지지를 묻는 것은 입법의 내용이 헌법과
적합한지를 묻는 작업이다. 예컨대, 법령의 내용이 평등원칙에 위반하지 않는지,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 중에 규율된 수단이 비례원칙에 위반하지 않
는지 등의 문제가 검토된다. 그리고 실체법적 측면에 비추어 법령이 헌법에 적합하
지 않는다고 판단된 때에는 입법자가 사후적으로 개선조치를 하여야 함은 물론이
다.18) 그리고 헌법재판의 단계에서는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입법재량)와 위헌심사
권의 권한 그 자체에 의거하여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가 넓은 경우에는 위헌으로
판단될 여지가 그만큼 적어진다. 그러나 위헌의 정도가 현저한 경우라면 위헌으로
판단될 가능성은 크다(침해의 정도).
한편 절차법적 측면에서의 헌법적합성의 심사는 헌법에 규정된 소정의 입법절
차를 명확히 준수함으로써 민의를 확실하게 반영시키는 것이 그 목적이다. 거꾸로
말하면 소정의 절차를 일탈한 의회의 행동을 통하여 가결되는 법률은 민주주의적
인 가치를 가지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다.19) 특히, 법률의 내용을 형성하는 입법자
의 입법재량이 대단히 넓은 것을 직시할 경우, 소정의 절차에 따라 입법활동이 영
위되는 것은 법률 내용상의 정확성을 담보하는 불가결의 전제조건이므로 명백한
절차위반은 법률의 무효를 가져온다.20)
그런데 입법에 즈음하여 헌법적합성의 심사에 이러한 절차적 측면에서의 심사
도 포함된다는 입장과 헌법적합성심사는 단지 실체법적 측면에 한정된다는 입장
이 있다. 전자 즉, 법령의 헌법적합성의 심사대상은 절차법적인 측면도 포함된다
는 입장에서는 “입법자는 관련하는 제반 요소 및 이익과 여러 관점 즉, 가능한 한
완전하고 올바른 내용을 가지는 각종 데이터를 참작해야 한다. 종래의 상황을 분석
하고 고려되는 목적을 설정하며 현상이 여하히 개변될 수 있는가를 파악하는 한편
다양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고, 최후로 모든 효과를 조사함으로써
입법자는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 그리하여 발생한 별도의 해결책(현상의 유
지 또는 개변, 개변되는 결과로서의 복수의 가능성, 다양한 수단)을 입법자는 그 정
책적 가치판단에 적합한가, 모순되는가라는 관점에서 상호 고려하여야 한다”21)고
18) Wolfgang Köck, Gesetzesfolgenabschätzung und Gesetzgebungslehre, VerwArch. 2002, S.13ff.
19) Ders., Ebd., S..14.
20) Axel Burghart, Die Pflicht zum guten Gesetz, Berlin 1985, S.206.
21) Gunther Schwerdtfeger, Optimale Methodik der Gesetzgebung als Verfassungspflicht, in : Rolf Stödter/ Werner
Thieme(Hrsg.), Hamburg, Deutschland, Europa. Beiträge zum deutschen und europäischen Verfassungs und
Verwaltungs und Wirtschaftsrecht, Festschrift für Hans Peter Ipsen zum 70. Geburtstag, Tübingen 1977, S.173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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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따라서 입법에 있어서 입법자의 행동은 법률의 질을 담보하는 것으로서 매
우 중요한 것이라 한다.22)
이 문제는 입법자가 입법을 하는 때에 법률을 합리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 모습
으로 입법하였는지 즉, 입법에 즈음하여 관련되는 여러 요소를 참작하여 주의 깊게
분석, 처리하고 아울러 적정한 고려를 행할 의무가 있다는 관념에서 비롯한다. 이
고려의무는 절차적인 의무라고 관념될 수 있으나23), 그러나 이 의무가 이행되지
않으면 내용적으로 올바르지 않은 법률이 입법되므로 이 의무는 실체적인 의미를
지닌다고 한다. 그런데 고려의무에는 관계되는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것, 예측을 세
우는 것, 기본권 또는 헌법상의 가치가 상극하는 때에 공익 및 사익을 적절하게
형량하는 것 등 각종 의무가 입법자에게는 부과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다.24) 이 의
무는 법치국가원칙 등 헌법상의 원칙에서 파생된다. 그러나 이 의무가 어느 정도
엄격한 것인가, 그리고 위반의 효과에 관해 어떠한 것이 상정되고 있는가에 관해
서는 명확하지는 않다.
다른 한편 법령의 헌법적합성의 심사는 실체법적인 측면 즉, 법령의 내용 자체에
한정되어야 할 것이라는 입장에서는 “규범의 통제는 입법자가 학설 및 판례에서 고
안되고 있는 입법과정을 행정절차와 같이 취급하는 중에 편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25)고 하고, 나아가 “입법자는 확실히 법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금일 확
대되고 있는 헌법상의 의무로서 최적의 입법방법론의 구축이라는 표현은 입법자
에 대해 그 의사결정과정의 합리성을 부과한다. 그러나 이 의무는 기본법에서는
도출되지 않는다. 전문적 지식을 구사하여 입법활동을 영위하고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 및 경험칙을 성실히 이용하며, 그리고 필요한 고려를 행하는 입법자는 존재
할 수 없다. 입법은 행정이 아니고 선거에 의하여 선출되고 선거민의 의향을 받아
활동하는 자는 일시적으로도 행정공무원이 아니다”26)라고 언급하고 있다.
22) 이 입장을 지지하는 견해로는 Michael Kloepfer, Gesetzgebung im Rechtsstaat, VVDStRL 40, 1981, S.90.
그는 입법학의 논의에서 합리적인 내용을 가지는 입법을 하기위한 헌법상의 최저한의 구조를 확립하는
것이 금후 한층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또한 헌법적합성 심사를 실체법적의무와 절차법적의무로 식별하
고 나아가 전자를 규범안정성의 원칙, 규범명백성의 원칙, 규범명확성의 원칙, 규범의 무모순성의 원칙,
규범의 일관성의 원칙으로 하고, 후자를 사실관계의 조사, 분석의무, 이유부기의무로 세분하는 견해도
있다. Gunther Folker Schuppert, Gute Gesetzgebung. Bausteine einer kritischen Gesetzgebungslehre, ZG
2003(Sonderheft), S.11.
23) Helmut Schulze Fielitz, Gesetzgebung als materials Verfassungsverfahren. Die Befugnisse des Vermittelungsausschusses und die Aufspaltung von Gesetzen, NVwZ 1983, S.709ff. 그는 입법활동의 성과로서의 법률의
내용여하만이 아니라 그것을 낳는 입법과정의 중요성을 설명한다.
24) Christoph Gusy, Das Grundgesetz als normative Gesetzgebungslehre, ZRP 1985, S.293ff.
25) Klaus Schlaich, Die verfassungsgerichtbarkeit im Gefüge Staatsfunktionen, VVDStRL 39, 1981, S.109.
26) Ders., Ebd., S.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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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견해의 핵심은 입법에 즈음하여 입법자에 대하여 부과되는 고려의무를 헌법
에서 도출하는데 대한 비판이다.27) 즉, “입법자에 의해 규율이 행해지는 영역은
시간적으로는 장래를 지향하고 있으며(행정행위 및 판결은 과거의 사실에 대해서
행해진다), 그리고 그 범위는 광범하고(행정행위 및 판결은 개별구체적인 사례를 취
급한다) 따라서 완전한 예측을 한 후에 입법을 하는 것은 무리이다. 따라서 만약
그것을 입법자에게 요구하고 의무로 관념한다면 입법은 기능부전에 빠지게 될 것
이다”고 한다. 또한 입법기관은 의결기관이며 상세한 정책형성은 행정부에 맡겨지
고 그러므로 현실로도 정보의 다수는 행정부에 집중하고 있으며, 입법부 독자적으
로 그와 같은 정도의 정보를 수집, 분석할 수는 없다고 한다. 입법절차에 관하여
언급하여 입법절차란 의사결정절차이며 그곳에는 합의를 얻는 것이 중시되고 있
으며, 결코 법률안의 내용의 정확성에 우선을 둔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니
라고 한다. 요컨대 이 견해에 의하면 입법절차에 의무를 관념하는 것은 곤란하며
하물며 헌법으로부터 그것을 도출하는 것은 실정헌법상으로도 무리라는 것이다.28)

2. 주요국가의 심사기준의 내용
법령의 헌법합치성 제고를 위한 심사기준에 관해 우리의 법제실무에서는 주로

헌법재판소의 결정례에서 제시된 위헌심사기준을 참고하여 입법시 유의해야 할
일정한 심사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독일에서는 법률의 합헌성심사를 담당하
는 연방법무부에서 합헌성심사를 위한 체크리스트 수준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일부 학자나 실무가들에 의해서도 합한성심사를 위한 대강적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독자적으로 존재하지 않아 우리의
경우처럼 판례를 참고한 합헌성 심사기준은 제시되어 있지 않으나, 앞서 살펴본
것처럼 헌법재판기관인 최고재판소가 입법이나 정책에 대하여 합헌 또는 위헌 여
27) Wolfgang Köck, a.a.O., S.18.
28) Christoph Gusy, a.a.O., S.298f. 여기서 그는 입법자는 법률이외의 어떤 것에 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입법자는 절차에 있어서 헌법상의 최적화의무도 자신이 취한 조치에 관한 설명의무도 복종하
지 않는다. 그에 대응하여 법률의 내용에의 요청인 실체법적 헌법규범을 절차법상의 통제기준으로 전
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 의미에서 연방헌법재판소는 기본법과 법률의 조화를 심사하여야 하
나, 독립한 모습으로 기본법과 입법절차의 조화를 심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규범통제는 규범의
통제로서 최적한 규범정립절차의 통제가 아니다. 이 의미에서 입법부는 헌법에 부합하는 법률을 입법
하는데 책임을 지나, 그 목적 및 논거가 헌법과 적합하고 있는 것에 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특
히, 절차의 헌법적합성에서 법률의 헌법적합성을 추론하는 것은 트릭적인 추론이다. 올바론 절차와 올바
른 절차의 목적 간에는 어떠한 논리적 연관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기본법이 확실히 헌법과 법
률의 내용적 조화에 악센트를 두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그와 아울러 기본법이 정당하게도 절차
에 유념하고 있는 것은 명확하게 되어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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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를 어느 정도 엄격하게 심사하느냐의 문제에 관한 심사기준을 토대로 실체법상
준수되어야 할 보편적인 심사기준을 가미하여 제시되고 있을 따름이다.
(1) 독 일
독일에서는 헌법이론적인 측면에서 일반적으로 법률의 합헌성심사를 위한 전체적
인 구도로서 형식적 합헌성(Formelle Verfassungsmäßigkeit)에 관한 심사의 측면과 실질
적 합헌성(Materielle Verfassungsmäßigkeit)에 관한 심사의 측면으로 구분하고 있다. 전
자는 독일기본법에 규정된 연방 및 주의 입법권한의 소재(제70조), 입법절차(제76
조), 입법형식(제82조)에 관한 기준으로서, 독일 특유의 입법절차에 기인한 것이다.29)
후자는 헌법상 기본권규정과의 부합성, 국가의 기본원칙(연방국가원리, 법치국가원
리, 사회국가원리, 공화제 및 민주제원리 등) 및 기타 헌법규정과의 부합성 등이 해
당한다. 입법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이 법률의 헌법적합성 기준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
시하는 견해도 있다.30)
⑴ 규율계획과 목표정립

- 이 단계에서 특히 유의하여야 할 헌법규정으로는 기본권규정으로서 그 가운데
방어권/가치결정적인 기본원칙규정/제도적 보장/참여권과 청구권일반 등으로서,
이들 기본권유형을 법률로서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매우 민감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
- 기본권제한에 있어서 침해할 수 없는 핵심적 요소(본질적 내용)를 고려해야
하며, 법안의 내용에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명문으로 한정된
범위내에서만 해야 할 것이다.
- 입법목표의 설정 및 사안의 고려와 예측은 납득할 수 있어야 하고, 올바르
게 측정되고 근거가 명확하여야 한다(사안공정성).
- 입법적 예측과 평가는 합리적이어야 하며, 현존하는 기본권의 침해에 따른 위
험의 정도를 명확하게 예측해야 한다. 입법자의 예측의 여지는 법규범의 정치
외적인 측면과 경제유도적인 측면을 참작해야 한다(예측확실성).
- 현존하는 법체계 상호간에 모순이나 저촉이 있어서는 아니 되며, 내부적 법체
계가 전체규율의 의미와 목적에 적합하게 구성되어야 한다(체계정당성).
29) 입법절차와 관련하여 법률안의 제안에 관한 규정(제76조), 연방의회에서의 법률안의 의결절차에 관한
규정(제77조), 연방참의원의 동의 내지 협력에 관한 규정(제77조), 연방대통령에 의한 법률안의 인증
및 공포와 효력발생에 관한 규정(제82조) 등이 있다.
30) Werner Hugger, Gesetz. Ihre Vorbereitung, Abfassung und Prüfung, Baden-Baden 1983. S.231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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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목적/수단관계

- 이 단계에서 특별히 유의해야 할 헌법규정으로는 평등원칙과 법치국가원리
의 결과로 도출되는 원리인 합법성-합법률성, 평등과 정의의 원칙이다.
- 예상되는 기본권침해는 의도한 규율결과와의 관계에서 정립되어야 한다. 실
제적인 기초는 오직 기본권제한의 정당화를 지향해야 한다(과잉금지원칙).
- 합리적 근거있는 차별인가의 여부는 그 차별이 인간의 존엄성 존중이라는
헌법원리에 반하지 않으면서, 정당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고도
적정한 것인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자의금지원칙).
- 기본권제한을 위한 조치는 의도하려는 법적 효과의 달성에 적합해야 한다.
나아가 적합한 조치의 선택은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하고도 효과적이며 상
대방에게 최소한의 피해를 주는 것이어야 한다(적합성/필요성원칙).
⑶ 명확성요구

- 기본권영역에 대한 실질적 조치와 본질적 침해는 반드시 법률의 근거를 요
한다. 법률유보의 구체화로서 제시되는 본질성이론(Wesentlichkeitstheorie)은 의
회유보의 관점에서 기본권제한의 경우에 타당하다. 본질적이란 기본권실현에
있어서 본질적인 것(wesentlich für die Verwirklichung von Grundrechten)을 의
미한다(규율내용의 명확성).
- 하위 법령에 위임하는 경우에는 위임의 내용, 목적과 정도를 명확히 제시해
야 한다. 이 경우 실현하려는 법안의 인식가능성과 헌법적합적인 해석에로
의 측정가능성이 필수적으로 요청된다(위임의 명확성).
- 불확정법개념의 채용과 재량의 승인은 행정청에게 결정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어서는 아니 되며, 또한 입법자는 개방적인 법영역 가운데 임의적으로 명확성
이 요구되는 분야를 설정하여서도 아니 된다. 명확성의 요청은 규범자체의
명확성, 적용가능성, 수범자에 대한 인식가능성을 요구하는 것이다(법개념설
정의 명확성).
⑷ 법적 안정성

- 법적 안정성의 차원에서 특히 유의하여야 할 점은 기득권의 소급적 폐지
또는 부담의 소급적 부과이다.
- 법률의 효력발생이전에 이미 종결된 과거의 구성요건에 소급하여 적용되는
진정소급효(echte, retroaktive Rückwirkung)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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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현재의 아직 완성되지 아니한 사실이나 법률관계에
장래를 향하여 영향을 미치는 부진정 소급효(unechte, retrospektive Rückwirkung)
를 가진 법률이다.
또한 독일에서는 이미 1949년 10월 24일 내각결의로서 내각에서 제출하는 모든 법
령안은 원칙적으로 연방법무부의 법형식성심사(Prüfung der Rechtsförmlichkeit)를 반드
시 거치도록 함으로써 연방법무부가 입법분야의 중요한 부서로서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 법형식성심사는 크게 법규범의 단순화와 불필요한 과잉규제를 제거하기 위
한 “필요성심사(Erforderlichkeitsprüfung)”, 법령의 헌법적 문제성 및 유럽공동체의 각종
규범이 헌법에 적합한 것인지의 여부를 심사하는 “합헌성심사(Verfassungsmäßigkeitsprüfung)”, 올바른 체계를 구비하였는가 또한 수범자에 대하여 법령용어와 법문이 이해
가능하게 작성되었는가를 심사하는 “이해성심사(Verständlichkeitsprüfung)”, 법안의 형
식이 통일적으로 구비되었는가를 심사하는 “통일성심사(einheitliche Gestaltung)”등의
네가지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연방법무부가 제시한 합헌성심사기준은 다음과 같다.31)
[합헌성심사기준(Die Prüfung der Verfassungsmäßigkeit)]

합헌성심사는 법률심사의 가장 핵심이다. 다음의 심사항목은 헌법적인 문제들을
정확하게 기술하고, 사안을 적합하게 설명하기 위하여 적시에 헌법적 문제를 파
악하는데 도움을 준다. 심사항목에서 모든 헌법적 문제들을 언급하거나 해결책
을 제시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서 불명확하거나 의심이 있는 경우에
는 조기에 연방내무부와 연방법무부에게 합헌성 여부를 설명하도록 요구하는 것
이 중요하다.
심사항목
1. 구체적인 입법의도에서 기본법(Grundgesetz)의 어떠한 규정 또는 그 밖의 다
른 권한(이른바 불문의 권한)으로부터 연방의 입법권(Gesetzgebungskompetenz)
이 파생되는가?
- 경합적 입법권 또는 대강적 입법권 : 연방영역에서 동등한 가치의 생활관계
형성을 위한 것인가? 전국적인 이해관계에서 법적 또는 경제적인 통일성의
유지를 위해 연방법률의 규율이 필요한 것인가?(기본법 제77조제2항)

31) http://hdr.bmj.de/page_a.7.html#an_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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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강적 입법권 : 대강적 규정을 통해 예외적인 경우의 규율을 포함하는 것
이 필요한가? 개별적인 경우 또는 직접적인 경우에만 통용하도록 할 것인지
에 대해 고려하였는가?(기본법 제75조 2항).
2. 연방이 법률을 독자적인 행정기관을 통해 집행할 것을 의도하는 경우
- 기본법의 어떠한 규정에서 연방의 행정권한이 발생되는가?
3. 주(Land)가 법률을 집행하고, 해당 법률에서 법률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정
하려는 경우(행정기관의 설치와 권한에 관한 규정 및 행정절차에 관한 규정,
기본법 제84조)
- 기본법의 어떠한 규정에서 연방이 법률의 행정적합적인 집행을 규정하고 있
는가(행정규율권)?
4. 주에서 집행하는 법률에서 기본법 제104a조 제1항과 달리 연방이 비용을 부
담하는 경우
- 기본법의 어떠한 규정에서 연방이 재정을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해야 하는
가(재정권한)?
5. 법률이 제3자를 통한 비용부담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는 경우(예 : 수수료, 부
담금, 특별부과금)
- 기본법의 어떠한 규정이 연방이 그러한 국가적 임무지원의 형태를 규율할
수 있는지(재정규율권)?
6. 연방참의원(Bundesrat)의 동의가 필요한가? 기본법상 어떠한 규정에서 동의
필요성이 제기되는가(주로 기본법 제84조제1항)? 구체적인 법안의 개별 법조
항이 어떤 이유에서 동의를 요구하는가?
7. 법률에서 법규명령(Rechtsverordnung)의 발령 권한이 수권된 경우(행정부로의
입법권한의 이전)
- 기본법 제80조 제1항 제1문과 제2문에 따른 명령에의 위임이 허용되는가?
- 부여된 위임의 내용, 목적과 범위가 충분히 명확한가?
- 법규명령이 기본법 제80조 제2항에 의한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가?
- 수권된 법률에 의한 법규명령의 동의필요성이 포함되는가?
8. 법규명령이 발령되어야 할 경우
- 연방법률의 수권규정이 구체적으로 법규명령을 지지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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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에서 법규명령에의 위임의 내용, 목적과 범위를 어떠한 방법으로 정하고
있는가?
- 법규명령이 그 범위를 지키고 있는가?
- 위임규정이 규정의 도입형식에서 명시되었는가(기본법 제80조제1항제3문)?
- 연방참의원의 동의가 필수적인가?
9. 의도하는 법적 규율이 기본권(Grundrechte) 또는 기본법 제93조 제1항 제4a
호에 열거된 기본권과 관계되고 있는가? 의도하는 법적 규율이 제도보장 또는
제도적 보장과 관계되는가?
9-1 자유권과 관련되는가?
- 특별한 자유권과 관련이 있는가? 또는 부담이 많은 규정이 적어도 기본법 제
2조 제1항의 포섭권(Auffangsgrundrecht, 일반적인 행동자유권)과 관련되는가?
자유권의 보호범위가 어떠한가? 보호범위를 침해하는가?
- 침해가 허용되는가? 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법률을 통해 자유권의 범위안에서
침해가 법률의 근거 하에서 허용되는가(일반적 법률유보)? 침해는 특별한 구
성요건적 전제요건 하에서 또는 특정한 목적을 위해 허용되는가(강화된 법률
유보)? 형식적으로 제한되지 않는 기본권에 있어서 기본권을 통해 다른 기본
권 수행자 또는 다른 헌법을 통한 한계가 도출되는가(헌법상 잠재적인 기본
권제한)?
- 제한된 개별사안법률(Einzelfallgesetz)의 금지(기본법 제19조 제1항 제1문)가
존중되었는가?
- 비례의 원칙이 준수되었는가? 해당 규정은 어떤 목적을 위한 것인가? 헌법
에서 이러한 목적이 일반적인가 아니면 특별한 경우에만 허용되는 것인가?
규정이 목적 달성을 위해 적합한가? 필수적인가 또는 최소한의 침해를 주는
것인가, 적합한 것인가? 해당 규정은 추구하는 목적에 적합하고 관련자에게
수인가능한 것인가?
- 기본법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하였는가(기본법 제19조제2항)?
- 기본법 제19조 제1항 제2문에 따른 제시요구(Zitiergebot : 법률에 의한 기본
권제한시 해당 기본권조항의 제시의무)를 준수하였는가?
9.2 평등권을 준수하였는가?
- 특별한 평등권을 준수하였는가(절대적인 차별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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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인 평등원칙을 준수하였는가? 어떠한 비교대상이 있었는가? 같은 것
은 같게, 다른 것은 자신의 다름에 따라 달리 취급되었는가? 차별이 이성적
으로 사물의 본성에 의해 생겨나거나 사안적으로 납득할만한 근거들이 있
었는가? 단순한 자의금지에 해당하는가? 인적 집단에 있어서의 불평등취급
을 할 요인이 존재하는가? 불평등대우에 대한 강한 요구가 존재하는가? 이
미 존재하는 차이점(불평등대우) 또는 공통점(동등대우에 있어서)이 불평등
대우 또는 평등대우를 정당화하는데 적정한가?
9.3 어떠한 제도보장(혼인과 가족, 재산권, 상속권 등) 또는 제도적 보장(지방
자치, 직업공무원제도)과 관련되는가? 제도보장의 전통적인 핵심영역을 침해
하지는 않았는가?
10. 해당 규정이 기본법에서 표현된 국가와 국민사이의 직접적인 관계를 규정하지
않는 객관적 가치결정이 존중되었는가? 국가의 국민에 대한 보호의무를 충족시
키는가?
11. 기본법 제20조에 언급된 원칙(민주주의, 사회국가, 법치국가, 권력분립, 연
방주의)과 의도한 법규정이 일치하는가? 그 밖의 일반적인 헌법원칙과 일치
하는가?
11.1 법적 명확성과 법적 안정성의 관점을 고려하였는가? 어떠한 부담이 자신
에게 전가될 것인지를 국민이 예상하고 이에 대처할 수 있는가?
11.2 신뢰보호의 원칙을 고려하였는가?
- 이미 종료되었거나 과거에 속하는 사안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
는 진정 소급효를 다루는 것은 아닌가?
- 현재에 대한 침해, 아직까지 완결되지 않은 사안에 대한 침해같은 비진정
소급효 또는 사안의 과거연결성을 다루는 것은 아닌가? 규정의 목표에 대한
의미가 신뢰보호의 원칙을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허용되는 것인가?
- 형법이나 질서위반벌, 과태료, 명예관련처벌 및 징계벌에 관한 규정에 있어
서 형벌을 강화하는 규정을 위해 기본법 제103조 제2항의 소급효금지의 원
칙을 고려하였는가?
11.3 입법자가 모든 본질적인 규정들을 스스로 결정해야 하는가 또는 행정부
에게 위임해서는 안되는가?(본질성원칙)
12. 법률안 및 법규명령안의 제안이유서에서 해당 규정의 주요한 논점과 평가가
충분히 언급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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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 본
일본에서도 법령의 헌법적합성 확보는 법원에 의한 심사(규범통제)절차뿐 아니
라 국가기관의 전과정에서 요청되고 있다. 입법과정에서는 법률을 제정하는 때에
해당 법률이 헌법에 저촉하지 않는지를 검토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재판과정에서 법률의 헌법적합성에 관해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일본에서는 헌법재판을 담당하는 최고재판소의 위헌판결이
거의 없어서 사법심사제가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나, 입법과정에서
그 합헌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배려가 어느 정도 고려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견해도 있다.
특히, 일본의 법제기구인 내각법제국은 정부제출법안에 대한 사전심사에서 헌법
의 수호자로서 제정되는 법률의 합헌성을 확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거두고 있
다.32) 헌법의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법원에 의한 사후심사의 결과의 위헌판결은 법
률의 합헌성을 확보하기 위한 유효한 수단이나, 국가기구의 구조 가운데 법원만이
헌법해석자가 아니라 다른 국가기관도 헌법을 충분히 이해하고 헌법을 존중하여
위한적인 법령의 제정이나 위헌적인 국가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
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위헌적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기능을 담당
하는 기관으로서 내각법제국은 중요한 기능을 거두는 기관으로 평가되고 있다.33)
그러나 내각법제국이 법령의 사전심사에 있어서 해당 법령의 헌법적합성을 어떠
한 기준과 방법으로 심사하는지에 관해서는 명확한 지침이나 법령입안 해설서 등
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일본에 있어서 어떤 법률의 합헌성이 문제가 된 때, 그 법률은 어떠한 경우에 위
헌이 될 수 있는가의 문제는 법원에서 어떠한 기준을 적용하여 합헌성을 판단할 것
인지라는 모습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위헌심사기준의 이론은 주로 미국 헌법상 인
정되고 있는 위헌심사기준을 채용하여 헌법학설로서 정리, 발전되고 있다.34) 다만,
32) 내각법제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박영도, 내각법제국 -일본의 Power House-, 월간 법제 2000.9, 3면
이하 참조.
33) 光田 督良, 法律案の憲法適合性審査に対する内閣法制局の機能と問題性, 駒沢女子大学 研究紀要 17(2010),
257면.
34) 기본적 인권을 제약하는 법률의 합헌성을 심사하는 때 법원은 어떠한 위헌심사기준을 사용해야 할
것인지의 문제를 검토하는 경우 이를 ‘합헌성판단기준’과 ‘심사기준’으로 구별하는 것이 유익하다는 지
적도 있다. 즉, “합헌성판단기준은 어떤 법률이 헌법에 반하는 것인지를 판정하는 기준이며, 실체적기
준이라고도 한다. 이는 각각의 헌법규정에서 도출된다. 기본적 인권을 제약하는 법률의 경우, 기본적
인권은 공공의 복리를 위해 제약되므로 기본적 인권의 제약이 어떠한 목적을 위한 것인지, 그 목적은

59

제 2 장 법령의 헌법적합성 제고를 위한 심사기준

이 이론이 현재 일본의 법원의 판단에서 전부 채용되고 있지는 않다. 법원이 법령의
합헌, 위헌을 판단하는데 즈음하여 입법사실을 검토하고, 규율대상이 되는 행위와
규율목적과의 관련성, 규율목적과 규율수단과의 관련성이 어느 정도의 강도가 있
는지에 관해 심사하게 된다.
그리고 그 판단에 즈음하여 이들 관련성이 엄격한 의미에서 필요한지, 완화된
의미에서 존재하면 타당한지라는 점에서 위헌심사의 기준이 문제가 된다. 또한 이
는 법원이 각각의 인권에 관해 어느 정도의 제약이 허용된다고 판단하는가라는
인권보장의 한계의 문제와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현재에는 각각의 인권의 종
류와 성질에 따라 위헌심사의 기준을 준칙화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발전하고 있다.
그 가운데 학설상 널리 지지되고 있는 것이 ‘이중기준론’이다.35)
이 이론은 정신적 자유는 입헌민주정의 정치과정에서 불가결한 권리이므로 그
것은 경제적 자유에 비해 우월적 지위를 차지하며, 따라서 경제적 자유의 규제가
합헌성의 추정을 받고 입법부의 재량을 존중하여 완화된 기준으로 심사되는데 대
해, 정신적 자유의 규제는 합헌성 추정을 받지 않고 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심사되
어야 한다는 이론이다. 이 이론의 논거는 경제적 자유에 대한 부당한 규제가 행해
지더라도 민주정의 과정이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있다면 민주정의 과정에서 시정
하는 것이 가능한데 대해, 정신적 자유가 부당하게 규제된다면 자유로운 언론과
선거를 기초로 한 대표민주정의 과정 그 자체가 손상되어 민주정의 과정에서 시
정이 불가능하게 되므로, 법원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시정하기 위해 엄격한 심사
가 필요한 점, 경제적 자유의 규제의 당부판단에는 사회경제정책상의 판단이 필요
하나, 법원은 그러한 능력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이다.

어느 정도의 중요성을 가지는 것인지, 제약이 수단으로서 그 목적달성을 위해 어느 정도 필요한 것인
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해 심사기준은 법률이 합헌성판단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심사하는 때, 어느
정도 엄격한 심사를 행할 것인지, 심사의 방법 내지 정도에 관한 기준이다. 어떤 기본적 인권을 제약하
는 법률이 제정된다는 것은 국회가 그러한 법률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라는 점, 그리고 그 법률은
헌법에 반하지 않는다고 생각한 점을 의미한다. 법률의 합헌성을 심사하는 때, 법원은 이러한 국회의
판단을 존중할 것인지가 여기서 문제가 된다. 국회의 판단을 존중할 것이라면 법률을 합헌으로 추정하
며(합헌성추정), 그것이 위헌이라고 주장입증되지 않는 한 그 합헌성을 지지해야 할 것이다(완화된 심
사). 국회의 판단을 존중할 수 없다면 합헌성은 추정되지 않고 법원은 엄격한 심사를 한다”고 한다.
자세한 내용은 松井茂記, 違憲審査基準論, 憲法の爭點 제3판(ジュリスト 증간), 有斐閣 1999, 252면 이하
참조.
35) 자세한 내용은 松井 茂記, 二重の基準論, 有斐閣 1994 참조. 또한 국내문헌으로는 이영우, 이중기준론,
토지공법연구 제24집(2004), 511면 이하 ; 이우영, 미국의 위헌심사기준으로서의 ‘이중 기준(二重 基準)
(Double Standard)’, 서울대 법학 제50권제1호(2009), 419면 이하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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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설은 권리의 성질뿐 아니라 규제목적, 형태 등도 가미하여 이중기준을 더욱 구
체화, 세분화하여 정리하고 있다. 그 주요한 견해를 개관하면 정신적 자유에는 엄격
한 심사기준이 또한 경제적 자유에 관해서는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 경제적 약자의
보호등과 같은 적극목적의 정책규제는 합리성 기준이 타당하나, 국민의 생명, 건강
에 대한 위험방지, 제거 등과 같은 소극목적의 경찰규제에는 합리성의 기준보다는
엄격성이 요구되는 엄격한 합리성의 기준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권리의 성
질이나 규제목적, 형태 등에 상응하여 구체적인 기준의 정립이 시도되고 있다.36)
심사기준

주요 내용
∙ 합헌성추정의 원칙이 배제되어 해당 규제입법의 목적이 부득이한

목적(이익)이거나, 수단이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최소한(필수불가
결)인 것인지를 판단하여 이것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제
를 합헌으로 하는 기준
∙ 주로 표현의 자유내용규제 등 중요한 정신적 자유권에 적용되는

기준으로서, 다음의 기존이 존재
- 사전억제금지의 법리(언론행위를 사전에 억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위축적 효과를 미치므로 원칙적으로 금지)
- LRA(Less Restrictive Alternatives)기준(해당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엄격한

보다 제한적이지 않은 다른 선택가능한 수단이 존재하지 않는

심사기준

경우에 합헌으로 하는 기준으로서, 표현행위의 시점, 장소, 방법
등의 규제에 적용)
-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기준(표현내용의 규제에는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며, 표현행위가 실질적인 해악을 초래할 위험이 명백히
임박한 경우 이외에는 규제는 위헌이 된다는 기준)
- 이익형량기준(얻어지는 이익과 상실되는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어느 것이 중대한가에 따라 결정하는 방법으로서, 중요성이 약
한 정신적 자유권 등에 적용)
- 기타 막연하기 때문에 무효의 법리, 과도하게 광범하므로 무효의
법리 등이 존재

36) 윤영근, 위헌심사의 기준, 헌법논총 제2집(1991), 20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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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주요 내용
∙ 법률의 목적, 수단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지 않는 한 합헌으로 하는

기준
∙ 경제적 자유권이나 사회적 기본권에 적극목적규제를 하는 경우에

합리성 기준

적용되는 기준
∙ 적극목적 규제에 관해서는 입법부의 전문적인 재량판단이 널리

인정되며 규제가 현저하게 불합리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한해
위헌으로 하는 방법(명백성의 원칙)을 적용
∙ 다른 완화된 규제로서는 입법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에 한해 합헌으로 하는 기준
엄격한
합리성 기준

∙ 경제적 자유권에 대한 소극목적규제의 경우에 적용
∙ LRA기준이 다른 규제수단의 부존재인데 대해, 이 기준은 다른

규제로서는 입법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
∙ 입법목적이 정당한지, 입법목적과 규제수단의 간에 합리적 연관

성이 있을 뿐 아니라 그것이 최소한의 것인지를 심사

3. 우리나라의 심사기준
우리의 경우 법령의 헌법적합성을 위한 기준에 관해서는 학계나 실무계에서는
대체로 앞서 살펴본 것처럼 실체법적인 기준에 의거하여 주로 헌법재판소에서 위
헌심사를 하는 가운데 제시한 주요 기준을 예시하고 있다.37) 헌법재판소의 결정례
에서 제시되고 있는 합헌성심사기준은 그 내용이 다소 추상적이기는 하나, 입법자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례에서 제시된 개념표식을 더욱 구체화하고 사례에의 적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입법시에 합헌성 통제를 위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이를 적용한다면 법령의 헌법합치성이 제고되는 것은 물론 보다 우수한
입법을 위한 기반이 마련된다. 입법실무서에 제시되고 있는 합헌성 심사기준을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

37) 박영도, 입법학 입문, 한국법제연구원 2008 ; 황해봉, 법령입안 심사의 기본원칙, 월간 법제 2007.9.,
202면 이하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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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제처의 법령입안심사기준에 제시된 합헌성 기준
구 분

주요 내용

§ 새로운 입법은 기존의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속에 이루어
져야 하므로, 모든 법령은 헌법과 상위법령, 다른 관련 법
입법내용의
통일성 및
조화성

령의 내용 등과 상충되거나 모순되지 않아야 함
- 법령이 헌법상의 기본원리를 위반하거나, 또는 이를 부정
하지는 않는가?
- 법령이 비례의 원칙 등 헌법상 일반원칙을 위반하지는 않는가?
- 법령이 헌법의 기본제도․기본권 등 헌법의 개별적․구체적
인 명문규정을 위반하지는 않는가?

구 분

주요 내용

§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①목적의 정당성 ②방법의 적
비례의 원칙
(기본권 제한의
한계)

정성 ③피해의 최소성 ④법익의 균형성 요건을 모두 충족해
야 함
§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
해해서는 안 됨
§ 헌법 제11조에 따른 평등권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원칙

평등의 원칙
- 조세평등주의

적인 기준으로서, “본질적으로 같은 경우에는 같은 취급을,
본질적으로 다른 경우에는 다른 취급”을 해야 함
§ 조세평등주의는 법 앞의 평등의 원칙을 조세의 부과 및 징
수과정에서도 구현함으로써 조세정의를 실현하려는 원칙임
§ 침해적 성격의 소급입법은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이
념으로 하는 법치국가의 원리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이는

신뢰보호의
원칙
(소급입법금지의
원칙)

원칙적으로 금지됨
- 진정소급입법 : 과거에 이미 완성된 법률관계나 사실관계
에 대해 소급적용하는 입법을 의미하는 바, 법치국가 원
리에서 도출되는 신뢰보호원칙과 법적안정성을 위해 원칙
적으로 인정될 수 없음
- 부진정소급입법 : 과거에 시작되었으나 현재 종결되지 않고
진행 중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소급하여 적용하는 입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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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주요 내용

의미하는 바, 이는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을 존중하여 원칙
적으로 허용된다 할 것임
§ 수익적인 성격의 소급입법은 입법재량이 인정되나, 차별의 근
거가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해서는 안 됨
§ 입법ㆍ사법ㆍ행정 등 모든 국가작용은 정당한 법률을 근거
적법절차의
원칙

로 하고, 정당할 절차에 따라 발동되어야 한다는 원칙임
- 형식적인 절차뿐만 아니라 법률의 실체적인 내용이 합리
성과 정당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실질적 의미를 포함함
§ 자유권적 기본권은 국가의 개입과 간섭을 배제하는 것을

최소보장의
원칙

내용으로 하는 방어적인 성격을 가지므로 최대보장이 원칙
§ 사회적 기본권은 국가로부터의 자유(보장)가 아니라 국가
적 급부와 배려를 요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국가에 의
한 보장을 의미하므로 최소보장이 원칙
§ 법률은 명확한 용어로 규정해야 한다는 원칙으로써, 적용대

명확성의 원칙

상자에게는 규제내용을 미리 알 수 있도록 하고, 법 집행
자에게는 객관적 판단지침을 알 수 있도록 함
§ 법률이 위임하는 사항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한정하지 않고

포괄위임금지

하위 법령에 입법권을 일반적․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금

원칙

지되므로, 하위법령에 위임하더라도 위임명령에 규정될 내
용 및 범위의 대강은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국가공동체와 그 구성원에게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의미를

중요사항유보

갖는 영역, 특히 국민의 기본권 실현에 관련된 영역에 대

원칙

해서는 그 본질적 사항에 대해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 스스
로 결정해야 함
§ 이미 제정된 정당한 법률에 의하지 않으면 처벌받지 않음

죄형법정주의

-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은 ①형벌법규 법률주의 ②형벌
법규 불소급의 원칙 ③절대적 부정기선고형금지의 원칙 ④
법규내용 명확성의 원칙 ⑤유추해석 금지의 원칙
§ 법률에 근거가 없으면 국가는 조세를 부과․징수할 수 없

조세법률주의

고, 국민도 조세의 납부를 요구받지 않음
- 조세법률주의는 ①과세요건법정주의 ②과세요건명확주의 ③
소급과세금지 원칙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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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회법제실 법제실무에 제시된 합헌성 심사기준
구 분

주요 내용

∙ 무분별한 행정법규에의 위임은 결국 법률유보의 원칙을 약

화시킨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기본권 제한을 해제하는 요건․기준․
법률유보원칙

절차, 국민의 권리․의무의 변동에 관한 사항, 법제도로서
필수불가결한 사항, 국민 다수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통치
기구의 구성․기능에 관한 사항, 행정법규와 달리 개정의
필요성이 적고 장기간 적용될 사항 등은 가급적 법률에 직
접 규정하여야 한다.
∙ 행정입법에 위임하기 전에 위임대상을 확정하고 위임대상의

성질을 고려하여 위임의 허용가능성과 필요 여부를 먼저
검토한다.
‣ 입법자 스스로 위임대상을 확정하지 못하고 막연히 행정입

법에 위임하지 않도록 한다.
‣ 의회유보의 원칙과 관련하여 반드시 법률에 직접 규정해야

하거나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항이 아닌지 등 위임의 허
용 여부를 검토한다.
‣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지, 개정수요가 많은지, 입법환경

이 유동적인지 등 위임의 필요성을 검토한다.
포괄위임금지의
원칙

∙ 행정입법에 위임하는 수권규정에 위임대상을 구체적으로 명

확히 규정한다.
‣ 구체성․명확성을 기준으로 법률을 적용받는 국민이 실제

로 예측할 수 있는지를 판단한다.
‣ 문언상 위임대상이 특정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와 같은 표현은 해당 행정입법에서 무분별하게
입법사항을 규정하게 하는 근거로 악용될 수 있으므로 쓰
지 않는다.
‣ 금액이나 기간 등 수량화할 수 있는 사항은 부득이한 경

우가 아니라면 법률에 상한이나 하한을 규정하고 위임한다.
‣ 한정적 수식어를 사용하거나 예시를 하는 방법으로 위임

대상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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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주요 내용

∙ 행정입법의 종류를 선택할 때 행정입법의 개별적 특징 및

위임대상의 성격을 고려한다.
‣ 대통령령․총리령․부령은 행정상 입법예고와 법제처의 심

사를 거쳐 해당 입법권자가 관보에 공포한다. 특히 대통령
령은 국무회의의 심의도 거친다. 그러나 고시․훈령․지침
등 이른바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있다.
‣ 따라서 극히 예외적인 사유가 있지 않다면 법령보충적 행

정규칙으로 위임하지 않도록 한다. 대신 행정입법의 특성
및 중요도에 따라 대통령령, 총리령․부령 순으로 위임하
고,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에의 위임은 위임대상의 성격을
신중히 검토한 후 위임하도록 한다.
∙ 자치법규인 조례에 위임할 때 구체성․명확성 기준의 완화
‣ 조례에의 위임은 포괄적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대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이 제정하는 규칙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규제사

항)을 조례에 위임하는 경우에 수권규정의 구체성․명확
성을 완화할 수 있다.
‣ 법인의 장관은 법인 내부에서만 적용되는 자치규범으로서

법규범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포
괄위임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나, 국민의 기본권제한에
관한 사항은 위임하지 않도록 한다.
∙ 명확성의 원칙은 모든 법률에서 동일한 정도로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정신적․정치적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 부담적 성격
을 가지는 법률 등은 명확성의 원칙이 더욱 엄격하게 요구되며
명확성의 원칙

특히, 죄형법정주의나 조세법률주의가 지배하는 영역에서는
더 높은 명확성이 요구된다. 다만, 지나치게 명확성의 원칙에
치중하다 보면 법의 일반성 원칙과 상충되어 법문의 의미가
의도하지 않게 지나치게 협소하게 이해되는 경우도 있음을 유
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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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주요 내용

∙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기본권 제한의 방법을 선택할 때

에도 기본권 제한의 정도가 적은 대안부터 탐색하여야 한
과잉금지의
원칙

다. 예를 들면, 기본권 행사 자체를 제한하기보다는 기본권
행사의 방법을 제한하고, 기본권 제한의 인적․물적 범위를
최소화하거나, 다른 제도와 비교하여 기본권 제한의 정도가
지나치지 않도록 하며, 획일적인 기본권 제한보다는 사안별
로 차등하여 기본권 제한방법을 강구한다.
∙ 엄격한 심사척도(과잉금지원칙)가 적용되는 경우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는 경우는 헌법 제10조의 성
별, 종교,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 제31조의 능력
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 제36조의 혼인과 가족생
활에서 양성의 평등, 제41조와 제67조에 따른 평등선거, 제
116조의 선거운동의 균등한 기회보장 등이 있다. 이 부분에
서 차별의 내용이 있는 법률을 입안시에는 차별의 목적과
차별의 수단 간에 엄격한 비례관계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하
는 과잉금지원칙에 따른 입안․심사를 한다.
평등의 원칙

∙ 완화된 심사척도(자의금지원칙)가 적용되는 경우

엄격한 심사척도가 적용되는 경우 외의 차별취급에 대하여
는 완화된 심사척도, 즉 자의금지원칙에 따른 심사척도가 적
용된다. 자의금지원칙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자의금지원
칙에 따른 심사를 할 때에는 차별취급에 있어 합리적 이유의
존재 여부를 심사하는 것으로 심사기준이 축소된다. 또한 헌
법은 사회적 약자로 볼 수 있는 여성․연소자 등에 대한 우
대를 인정하고 개별 법률에서 이를 구현하고 있는데 이 경우
에는 오히려 역차별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한다.
∙ 범죄와 형벌에 관한 사항
신뢰보호의
원칙

‣ 헌법 제13조제1항에서 형벌불소급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범죄를 신설하거나 형벌을 가중하는 내용의 입법은 시행
일 이전에 종료된 행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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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주요 내용

‣ 과거에 범죄였던 사실을 신법으로써 비범죄화 하는 경우

에 구법상 위반행위를 신법 시행 이후에도 처벌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경과조치에 대한 문제로서 허용될 수 있다.
∙ 조세에 관한 사항
‣ 헌법 제13조제2항에서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금지

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새로운 입법으로 납세의무가 없었
던 과거에 소급하여 과세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후 소
급하여 중과세하는 입법을 하여서는 안 된다.
‣ 기간과세를 하는 세목에서 과세기간 중간에 세율이나 과

세요건을 변경하여 납세자의 부담을 가중시키면서 그 과세
기간 전 기간에 걸쳐 개정된 내용을 적용하는 것은 부진정
소급입법이라고 하여 허용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
한 논리를 무분별하게 적용하여 예컨대 과세기간 종료 하
루 전에 세율을 인상하면서 그 세율을 개정 후 최초로 종
료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한다고 하면 과세연도 초에 낮
은 세율을 보고 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 불측의 부담을 안
겨줄 수 있다. 이 경우 과세기간을 다시 나누어 세율 인상
전과 후로 세분하고 각각 해당세율을 안분 계산하도록 하
거나 새로 도래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
∙ 참정권을 제한하거나 재산권을 박탈하는 내용의 소급입법

제한
‣ 헌법 제13조제2항에서 참정권을 제한하거나 재산권을 보

상 없이 박탈하는 소급입법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러한 내용의 입법을 하여서는 안 된다.
∙ 그 밖에 국민에게 불이익한 내용의 소급입법 제한
‣ 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하지 않는 것으로 하되, 소급

입법의 목적과 신뢰보호의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예외적
으로 소급입법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이 대단히 중요하고 국
민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없거나 보호의 이익이 경미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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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주요 내용

‣ 부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가능하지만, 신뢰보호의 원

칙에 비추어 국민의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경우로서
구법에 따른 지위를 유지하면 신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곤란한 경우가 아니라면, 구법에 따른 지위를 인정
하거나 과도적 조치를 하는 등 경과규정을 두거나 기득권
자에게 신법의 적용을 유예하도록 한다.
∙ 시혜적 소급입법에 대한 입법재량
‣ 입법자가 국민의 법질서의 존속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여

야 한다고 하여 국민에게 유리하게 개정할 경우 소급입법
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는 없으므로 시혜적 소
급입법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
우와 달리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이 인정된다. 따라서 시혜
적 소급입법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 시혜적 소급입법이 특정집단에는 시혜를 베풀지만 그 시

혜의 재원이 다른 집단의 부담증가로 나타난다면 입법상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민자유치사업에서 사
업비를 나타난다면 입법상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민자유치사업에서 사업비를 산정하면서 적정이윤이
누락된 상태로 사업이 추진되었는데 나중에 적정 이윤을
추가하도록 법령을 개정하면서 이미 추진 중인 사업에까
지 소급적용한다면 그 사업주체는 이미 포기하였던 이익을
되찾게 되지만 그 시설의 사용자들은 부담하지 않아도 될
금액을 소급입법에 의하여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 적법절차의 원칙은 신체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나 형사절차
적법절차의
원칙

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가작용에 전반적으로
적용되는 원칙이므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등 국민에
게 불이익이 되는 내용이 포함된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에
도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춘 절차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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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주요 내용

∙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의 특성에 따라 적용할 절차가 다양하

므로 각 절차의 특수성과 상황을 염두해 두고 법제에 임하도록
한다.
최소보장의
원칙
(과소보호금지
원칙)

∙ 입법재량이 광범위하게 인정되는 영역에서 제정이나 개정

된 법률이라도 기본권을 보호하거나 헌법상 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입법을 하여야 하며 입법에 재량이 있다고
하더라도 현저하게 불합리하거나 자의적인 입법이 되지 않
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 입법내용에서 체계정당성의 원리를 준수하기 위해서는 입법

할 때 유사 입법례를 비교․분석하여 유사한 사안에서 요건
이나 기준을 현저히 다르게 설정하지 않도록 한다. 특히 제
재적 행정처분, 형벌, 과태료, 과징금 등 제재와 조세․부담
체계정당성의

금 등 금전부담을 규정할 때에는 유사한 사안의 통상적인
제재나 금전부담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원리

∙ 입법실무에서는 기본법 등에 어긋나는 입법을 억제하기 위

하여 법률에서 “이 법에 따르지 않고는 할 수 없다”거나
“이 법률이 우선한다”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 규정을 두기
도 한다.
∙ 형벌규정의 위임은 특히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미리 법률

로써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죄형법정주의
및

한하여 허용된다.
∙ 과세요건 법정주의, 과세요건 명확주의 및 소급과세 금지원

조세법률주의

칙이 그 내용이 된다. 이러한 원칙은 비단 조세뿐만 아니라
형식적으로는 부담금 등의 형식을 가지나 실질상 조세와
유사한 성격을 지니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제 3 절 법령의 헌법적합성 심사기준 세부 검토
위와 같이 독일이나 우리의 법제실무서 등에서의 법령의 헌법적합성 내지 합헌성
제고를 위한 심사기준을 살펴보는 경우, 대체로 평등원칙, 과잉침해금지 내지 비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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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신뢰보호원칙, 포괄위임금지원칙, 본질성 내지 중요사항 유보원칙, 명확성원칙
등이 유의해야 할 심사기준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 밖에도 적법절차원칙, 최소보장
원칙, 체계정당성원칙, 죄형법정주의 및 조세법률주의 등도 제시되고 있다. 이들
기준 가운데에는 헌법상 인정되는 보편타당한 원리인 죄형법정주의나 조세법률주
의를 언급하고 있으나, 이들 원칙은 명확성원칙과 깊은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38)39)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이들 원칙에 대해서는 관련되는 원칙에서 상세한 하부기
준을 설정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일단 법령의 헌법합치성 내지 합헌
성 심사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여 관련 헌법재판소의 결정례 등을 참고하면서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하여 본다. 아울러 여기에 제시하는 심사기준은 개별 입법의
내용에서 헌법적합성을 요구하는 실체법적 측면을 고려한 것이다.

Ⅰ. 법률유보 원칙
1. 의 의
법률유보(Vorbehalt des Gesetzes, Gesetzesvorbehalt)라 함은 행정활동 가운데에는
법률에 근거규정이 없으면 할 수 없는 분야가 존재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 개념을
38) “헌법 제12조 제1항 후문은 누구든지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ㆍ보안처분 또
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은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
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누구나 예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
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요구한다. 형법법규의 내용이 애매모호하거
나 추상적이어서 불명확하면 무엇이 금지된 행위인지를 국민이 알 수 없어 법을 지키기가 어려울뿐더
러 범죄의 성립 여부가 법관의 자의적인 해석에 맡겨져 죄형법정주의에 의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는 법치주의의 이념은 실현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명확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입법권자가 모든 구성요건을 단순한 의미의 서술적인 개념에 의하여 규정하여야 한다
는 것은 아니다.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다소 광범위하여 어떤 범위에서는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필
요로 하는 개념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점만으로 헌법이 요구하는 처벌법규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드시 배치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즉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으로 하여금 그
적용대상자가 누구이며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금지되고 있는지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
다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게 보지 않으면 처벌법규
의 구성요건이 지나치게 구체적이고 정형적이 되어 부단히 변화하는 다양한 생활관계를 제대로 규율할
수 없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 우리 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1996.12 26. 93헌바65).”
39) “헌법은 제38조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제59
조에서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원칙을 선언하고 있고, 이
러한 조세법률주의는 조세평등주의와 함께 조세법의 기본원칙으로서 과세요건을 법률로 규정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과세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국민생활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
한 것이며, 과세요건 법정주의와 과세요건 명확주의를 그 핵심적인 내용으로 하고 있다(헌재 2006. 6. 29.
2004헌바8). 먼저 ‘과세요건 법정주의’란 납세의무를 성립시키는 납세의무자ㆍ과세물건ㆍ과세표준ㆍ과세
기간ㆍ세율 등의 과세요건과 조세의 부과ㆍ징수절차를 모두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 규
정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다음으로 ‘과세요건 명확주의’란 과세요건을 법률로 정하였다고 하더라
도 그 규정내용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불명확하다면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을 초래할 염려가
있으므로 그 규정 내용이 명확하고 일의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헌재 2008.07.31, 2006헌바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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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제로 가령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일방적으로 제한하거나 박탈하는 행정활동이
나 권력적 행정활동 등에 관해서는 법률에 근거규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개념은 원래 독일공법학에 있어서 법치국가원리에 유래하며, 우리나라에도 정착된
헌법, 행정법의 기본개념의 하나이다.
그런데 법률유보의 의미는 헌법질서와 관련되어 시대의 헌법구조와 국가관에
따라 매우 다르게 전개되어 왔다.40) 전통적인 관점에서의 법률유보는 법률에 의한
수권 내지 근거의 문제만이 중요시될 뿐이고, 그 규율형식은 문제삼지 않았다. 법
률 그 자체에 의하건 법률에 근거한 명령에 의하건 법률적인 근거가 있으면 법률
유보의 원칙에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그러나 현대국가에서 행정의 복
잡다양성․전문성 등의 요청과 의회자신에 의한 규율의 한계성으로 인하여 행정권
독자의 법정립권한이 증대하게 됨으로써 법률유보의 원칙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
이하고 있다. 즉, 한편으로는 행정기능의 변화와 국민의 기본권보장을 위한 법률
유보의 영역확대의 필요성과 다른 한편으로는 법률의 과잉화현상과 행정작용의
경직성의 보완․조화를 위하여 법률유보의 범위와 강도를 둘러싸고 많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법치국가원리 및 민주주의원리에 따라 본질적인 사항의 결정은 의회가 스스로
행하여야 하며, 행정권에 맡겨서는 안 된다는 이른바 “본질성이론(Wesentlichkeitstheorie)”의 등장은 법률유보의 발판이 변화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일정한 것은
의회가 직접 의회법률로써 규율하여야 하고 하위규범에 위임해서는 안된다는 “의
회유보의 원칙”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이 의회유보(Parlamentsvorbehalt)라는 개념
은 일의적이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의회친화적(parlamentsfreundlich)인 관점에서 일
정한 요건 하에서 일정한 규율은 반드시 법률로써 정해야 하며, 그 규율은 일정한
명확성을 가져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41)
법률유보의 관념이 행정의 어떠한 영역에 대하여 법률이나 법률에 근거하여 규
율할 것인가에 관련되는 것인데 반하여, 의회유보의 개념은 이러한 규율을 행정기
관과의 관계에서 행정기관에게 위임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상의 법률제정기관인
의회가 직접 법률로써 규율하여야 하는 영역 내지 사항과 명령에 위임할 수 있는
사항을 구별하면서, 법률사항인 경우에는 반드시 의회가 형식적 법률로써 규율해
40) 자세한 상황은 김향기, 법률의 유보와 행정규칙, 현대공법논총(변재옥박사 화갑기념), 1994, 576면
이하 ; 김충묵, 법률유보의 원칙, 현대행정법학이론(이명구박사 화갑기념논문집), 1996, 3면 이하 참조.
41) Carl Eugen Eberle, Gesetzesvorbehalt und Parlamentsvorbehalt, DÖV 1984, S.485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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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42) 따라서 의회유보라는 용어는 법률유보를 보다 강조하
는 것을 의미하며, 그것은 위임의 금지(Delegationsverbot)를 의미하기도 한다. 그
이유는 의회유보의 원칙은 행정의 어느 부분에 법률의 수권을 요한다는 점을 강
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부분을 명령에 위임하지 않고 의회 스스로가 입법절
차에 따라 반드시 법률로써 규율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43)
의회유보는 의회입법권의 필수적 활동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의회유보의 타당영
역에 있어서는 입법자는 그 규율대상을 명령제정권자에게 위임할 수 없음을 의미
한다. 의회유보가 적용되는 한 법규범의 서열선택은 의회의 자의에 맡겨져 있는
것이 아니며, 법률종속적 입법행위에 의한 규율은 금지된다. 그리고 의회유보는
일정한 규율밀도(Regulungsdichte)를 요구한다. 의회유보는 일정한 규율사항을 의회
법률로써 규정하였다고 해서 충분한 것이 아니라, 나아가 내용적인 밀도 내지 명
확성을 가지는 실질적인 규율을 요구한다.44)
의회유보론은 국가에 있어서 모든 본질적 결정은 의회에 유보되며 의회는 본질적
사항에 관한 한 행정에 맡기지 않고 스스로 결정할 의무가 있다는 사고방식이다. 이
는 국민의 자유와 재산에 대한 개입 또는 급부의 제공이든 “본질적인 사항”45)이
라면, 그것은 의회가 스스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이론이다. 헌법이 정하는 법치국
가원리, 민주주의원리에서 본다면 법률에 유보되는 대상이 국민의 자유와 재산에
대한 개입행위에 한정될 필요가 전혀 없다. 본질적 사항에 관해서는 단순히 법률의
근거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 법률의 규정이 있다하더라도 그것이 본질
적 사항의 결정을 행정에 위임하는 것이거나, 일반조항이나 불확정법개념을 사용
42) Fritz Ossenbühl에 의하면 법률유보를 ① 의회제정법에 전속하는 배타적인 결정사항, ② 하위법규범
에 위임가능한 결정사항, ③ 행정권에 고유한 결정사항이라는 단계구조를 추정한다면 의회유보는 ①에
해당하는 영역을 획정하기 위한 개념이라고 한다. Fritz Ossenbühl, Vorrang und Vorbehalt des Gesetzes, in :
Josef Isensee/Paul Kirchhof(Hrsg.), Handbuch des Staatsrechts, Bd.3, 2.Aufl., Heidelberg 1996, Rn.39.
43) 의회유보는 문자그대로 파악하면 기관권한배분에 그치나, 위임입법의 금지라는 별도의 의미에서 원용
되는 경우도 있고, 그 의미에서 문제있는 개념이라고 지적하기도 한다. Franz Reimer, Das Parlamentsgesetz
als Steuerungsmittel und Kontrollmaßstab, in : Wolfgang Hoffmann Riem/Eberhard-Schmidt Aßmann/ Andreas
Voßkuhle(Hrsg.), Grundlagen des Verwaltungsrechts, Bd.1, München 2006, § 9, Rn.24.
44) Jürgen Staupe, Parlamentsvorbehalt und Delegationsbefugnis. Zur Wesentlichkeitstheorie und zur Reichweite
legislativer Regelungskompetenz inbesondere im Schulrecht, Berlin 1986, S.30.
45) 본질성이론은 법치국가원리 및 국민주권원리로부터 입법자는 본질적 결정을 스스로 행하고 행정에
맡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한다(BVerfGE 33, 301, 303-304). 이것은 국민주권원리는 중요한 생활영역
의 질서는 적어도 그 대강은 민주적으로 정당화된 입법자 자신에게 책임이 부여되며 공개의 의사형성
과정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대립하는 다양한 제이익을 형량하여 형성할 것을 명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BVerfGE 41, 251, 259-260). 그리고 본질적이란 통상 기본권실현에 있어서 본질적인 것을 의미한다
(BVerfGE 47, 46, 79). Claus Dieter Classen, Zur Anwendbarkeit des Vorbehalts des Gesetzes und der
Wesentlichkeitstheorie, JZ 2003, S.693. 본질성이론에 관한 상세한 것은 서원우, 법률의 유보이론의 새
로운 동향, 고시연구 1985.6.7.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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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결국 본질적 사항의 결정을 행정재량에 맡기는 경우에는 본질성이론에 저촉
되며 의회유보원칙에 반한다고 판정되는 것이다.
의회유보론은 현재 독일에서는 확립된 판례이론이며 통설로서 받아들여지고 있
고, 우리 학계에서도 호의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46) 한편 실무에서도 헌법재판소
에서는 “오늘날 법률유보원칙은 단순히 행정작용이 법률에 근거를 두기만 하면
충분한 것이 아니라, 국가공동체와 그 구성원에게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의미를 갖
는 영역, 특히 국민의 기본권실현에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는 행정에 맡길 것이 아
니라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 스스로 그 본질적 사항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요구까지 내포하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한다(이른바 의회유보원칙). 그리고 행정작
용이 미치는 범위가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으며, 그 내용도 복잡ㆍ다양하게 전개
되는 것이 현대행정의 양상임을 고려할 때, 형식상 법률상의 근거를 갖출 것을 요
구하는 것만으로는 국가작용과 국민생활의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요소마저 행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인바, 이러한 결과는 국가의사의 근본적
결정권한이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있다고 하는 의회민주주의의 원리에 배치
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국민의 자유나 권리를 제한하는 행정작용의 경우 적
어도 그 제한의 본질적인 사항에 관한 한 국회가 제정하는 법률에 근거를 두는
것만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국회가 직접 결정함으로써 실질에 있어서도 법률에
의한 규율이 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다.47)
그러나 의회유보에서 제시하는 민주적 정당성이라는 논거에도 약점은 있다. 즉,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출된 의원으로 구성된 의회가 행정부보다도 민주적 정당성의
정도에서 높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민주적 정당성은 의회만큼 직접적인 것은 아닐
지라도 행정부에게도 부여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그것만으로는 입법자의 배타적
결정사항이 설득력있게 도출되지 않는다.48) 아울러 의회유보에서 의미하는 본질성이
란 무엇인가라는 최대의 난점이 있다. 의회유보는 본질적인 사항의 결정을 행정에
맡길 것이 아니라, 의회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내용을 명확히 법률에 규정하도록
요청한다. 문제는 여기서 말하는 본질적 사항이란 무엇인가라는 점이다. 판단의
척도가 되어야 할 본질성이라는 개념은 매우 추상적이고 막연한 개념으로서, 기준

46) 우리 학계에서 의회유보론을 고찰한 것으로서는 이강혁, 의회유보의 원칙, 월간고시
법률의 유보원칙에 관한 연구 -의회유보를 중심으로-, 한양대 박사논문 1992 ; 김향기,
유보, 고시연구 1993.12 ; 방승주, 법률유보와 의회유보, 헌법실무연구 제10권(2009.12)
47) 헌재 1999.5.27. 98헌바70 전원재판부.
48) Hans Herbert v. Armin, Zur wesentlichkeitstheorie des Bundesverfassungsgerichts, DVB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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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서 유용성이 결여되어 있다. 따라서 의회유보에서 의미하는 본질성이라는 용
어는 도구성의 관점에서 볼 때 유용할 수 없다는 비판이 많다.49) 결국, 이러한 기
준의 불명확성을 감수하면서 이 이론이 지닌 장점을 보다 중시할 것인지가 이 이
론을 채용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50)

2. 헌법재판소 주요 결정례
(1) 한국방송공사법 제35조 등 위헌소원(1999.5.27. 98헌바70 전원재판부)
심판대상 조문
(1990.8.1. 법률 제4264호로 개정된 것)

현행 조문
(방송법, 2012.2.22. 법률 제11373호)

제35조(텔레비전수상기의 등록과 수신료 납

제64조(텔레비전수상기의 등록과 수신료 납

부의무)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부)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

텔레비전수상기(이하 “수상기”라 한다)를

비전수상기(이하 “수상기”라 한다)를 소지

49) 이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사례에서 귀납적으로 유형화하여 본질성의 기준을 구체화하고 도구성을 부
여하려는 시도도 행해지고 있다. 국내에서 의회유보의 적용범위의 관점에서 이를 제시하는 견해를 살
펴보면, ① 특히 반드시 의회의 심의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되는 사항으로서 의회에서 공개
적 심의절차를 통하여 상호 타협하거나 이익형량을 행할 필요가 없는 순수 법률시행규정, 수업․진급
문제 등의 기술적 전문적 사항, 상위의 법원칙을 기계적으로 구체화하는 결과밖에 가져올 수 없고 어
떤 타협이나 이익형량을 행할 여지가 전혀 없는 사항, 계획법의 부문에서와 같이 행정부문에서 의회
에서의 심의절차와 마찬가지로 서로 대립하는 의견이나 이해를 조절하고 타협하는 과정을 거치는 부
문, 과학기술의 분야와 같이 상대적으로 변경이 자주 행해지는 부문 등을 지적하는 견해(이강혁, 전게
논문, 62면 이하) ② 객관적 중요성, 사인의 기본권적 지위에 대한 규율의 강도, 이해관계인의 범위,
민주적 의사형성과정이라는 관점에서의 규율의 정치적 중요성, 연방제의 관점에서의 정치적 중요성,
국가 및 사인에 대한 재정적 중요성, 조직․관리상의 중요성 등을 법률사항의 척도로 제시하는 견해
(서원우, 행정의 유보론의 문제점(하), 고시연구 1986.9., 83면) ③ 규율의 중요성, 기본권적 중요성, 정
치적 중요성을 지적하는 견해(조태제, 전게논문, 144-160면) 등이 있다. 또한 ① 수범자의 크기 및 규
율대상이 되는 사안의 숫자, ② 규범이 기본권에 개입하는 강도, ③ 규범이 지닌 정치제도적 중요성
(예컨대, 공동체 상호간의 과제분배, 국가기관의 권한 또는 정치적 권리의 행사 등), ④ 규율이 미치는
재정적 영향, ⑤ 관련당사자나 유권자 또는 의회내에서 고려되어야 할 당해규범의 수용가능성 등의
기준을 제시하는 견해도 있다(Georg Müller, Elemente einer Rechtssetzungslehre, 2.Aufl., Zürich/Basel/Genf
2006, S.133f.)
50) 본질성이론이 정착된 독일에서도 무엇이 본질적인 것인지를 구별하는 기준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
있다. 독일에서는 법원이나 헌법재판소가 개별사례별로 무엇이 본질적인 것인지를 판단함으로써 본질
적 사항을 확정하고 있다. 즉, 본질성이란 무엇인지를 추상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보면
서, 본질적 사항은 그때마다의 구체적 상황에서 탐구될 수 있는 것으로서 추상적으로 말하는 것은 생
산적이지 않다고 한다. 오히려 본질적 사항의 판단에서는 의회의 특성인 공개기능과 통합기능에 착안
하여, 그러한 기능을 구비한 법률제정절차에서 심의, 결정하는데 어울리는 사항은 무엇인지라는 시점
에서 유보사항을 검토한다. 또한 독일에서는 무엇이 본질적 사항인지를 확정하는 주체가 의회나 행정
부가 아닌 법원이나 헌법재판소라는 점이 시사적이다. 제3기관인 법원이나 헌법재판소는 본질적 결정
을 스스로 판단하에 내리지 않은 의회나 본질적 결정조차 자기의 영역에서 처리하려하는 행정부와 다
른 입장에 있으며, 양자를 견제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닌 독립기관이다. 최종적으로 법원에 본질적 사항
을 확정하는 권한이 유보되고 있으므로, 의회도 본래의 권한행사를 게을리하지 않는 긴장감을 가지고
사안에 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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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조문
(방송법, 2012.2.22. 법률 제11373호)

심판대상 조문
(1990.8.1. 법률 제4264호로 개정된 것)
소지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

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

라 공사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텔레비전

사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텔레비전방송

방송수신료(이하 “수신료”라 한다)를 납부

수신료(이하 “수신료”라 한다)를 납부하여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

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상기

상기에 대하여는 그 등록을 면제하거나 수

에 대하여는 그 등록을 면제하거나 수신

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36조(수신료의 결정) ① 수신료의 금액은

제65조(수신료의 결정) 수신료의 금액은 이

이사회가 심의ㆍ결정하고, 공사가 공보처

사회가 심의․의결한 후 방송통신위원회

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부과ㆍ징수한다.

를 거쳐 국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되고, 공

② 생 략

사가 이를 부과․징수한다.

【결정요지】
∙ 헌법은 법치주의를 그 기본원리의 하나로 하고 있으며, 법치주의는 행정작용에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법률의 근거가 요청된다는 법률유보를 그 핵심적 내용의
하나로 하고 있다. 그런데 오늘날 법률유보원칙은 단순히 행정작용이 법률에 근
거를 두기만 하면 충분한 것이 아니라, 국가공동체와 그 구성원에게 기본적이고
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영역, 특히 국민의 기본권실현에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
는 행정에 맡길 것이 아니라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 스스로 그 본질적 사항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요구까지 내포하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한다(이른바
의회유보원칙).
∙ 행정작용이 미치는 범위가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으며, 그 내용도 복잡ㆍ다양

하게 전개되는 것이 현대행정의 양상임을 고려할 때, 형식상 법률상의 근거를
갖출 것을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국가작용과 국민생활의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요소
마저 행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인바, 이러한 결과는 국가
의사의 근본적 결정권한이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있다고 하는 의회민주주의
의 원리에 배치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 입법자가 형식적 법률로 스스로 규율하여야 하는 그러한 사항이 어떤 것인가는

일률적으로 획정할 수 없고, 구체적 사례에서 관련된 이익 내지 가치의 중요성,
규제 내지 침해의 정도와 방법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할 수 있을 뿐이나,
적어도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자유나 권리를 제한할 때에는 그 제한의 본질적
인 사항에 관한 한 입법자가 법률로써 스스로 규율하여야 할 것이다.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76

제 3 절 법령의 헌법적합성 심사기준 세부 검토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
기서 “법률로써”라고 한 것은 국민의 자유나 권리를 제한하는 행정작용의 경우
적어도 그 제한의 본질적인 사항에 관한 한 국회가 제정하는 법률에 근거를 두
는 것만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국회가 직접 결정함으로써 실질에 있어서도 법
률에 의한 규율이 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이 법 제36조 제1항은 법률유보, 특히 의회유보의 원칙에

위반된다. 공사는 비록 행정기관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설립목적, 조직, 업무 등에
비추어 독자적 행정주체의 하나에 해당하며, 수신료는 특별부담금으로서 국민에게
금전납부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공사가 수신료를 부과ㆍ징수하는 것은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제한을 가하는 행정작용임에 분명하고, 그 중 수신료의 금액은 수
신료 납부의무자의 범위, 수신료의 징수절차와 함께 수신료 부과ㆍ징수에 있어서 본
질적인 요소이다. 대부분의 가구에서 수상기를 보유하고 있는 현실에서 수신료의
결정행위는 그 금액의 다과를 불문하고 수많은 국민들의 이해관계에 직접 관련된다.
따라서 수신료의 금액은 입법자가 스스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다.
∙ 이 법은 수신료를 공사의 원칙적인 재원으로 삼고 있으므로 수신료에 관한 사항은

공사가 방송의 자유를 실현함에 있어서 본질적이고도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것
이므로 의회 자신에게 그 규율이 유보된 사항이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수신료
는 국민의 재산권보장의 측면에서나 공사에게 보장된 방송자유의 측면에서나 국
민의 기본권실현에 관련된 영역에 속하는 것이고, 수신료금액의 결정은 납부의
무자의 범위, 징수절차 등과 함께 수신료에 관한 본질적이고도 중요한 사항이므로,
수신료금액의 결정은 입법자인 국회가 스스로 행하여야 할 것이다. 물론 여기서
입법자의 전적인 자의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어서, 입법자는 공사의 기능이 제대
로 수행될 수 있으며 방송프로그램에 관한 자율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정한
규모의 수신료를 책정하여야 하고, 공사에게 보장된 방송의 자유를 위축시킬 정도
의 금액으로 결정하여서는 아니된다.

(2) 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38조 제2항 위헌소원(2002.12.18. 2001헌바52)
현행 조문
(2012.6.1. 법률 제11474호)

심판대상 조문
(1999.2.8. 법률 제5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개발한 토지ㆍ시설등의 처분)

제38조(개발한 토지․시설 등의 처분)

① (생 략)

① 사업시행자가 개발한 토지․시설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계획의 내용ㆍ

중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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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조문
(2012.6.1. 법률 제11474호)

심판대상 조문
(1999.2.8. 법률 제5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처분방법ㆍ절차ㆍ가격기준등에 관하여 필요

안의 토지․시설 등을 분양․임대․양도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이하 이 조에서 “처분”이라 한다)하려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사업시행자가

경우에는 처분계획을 작성하여 ｢산업집적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조건ㆍ임대방법ㆍ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

절차 및 임대료산정기준등에 관하여는 국

에 따른 관리기관(이하 이 조에서 “관리기

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의 관련규정을 적

관”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하며, 관리기

용하지 아니한다.

관은 협의 요청일부터 20일 이내에 의견
을 통지하여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른 처분계획의 내용․처분방

법․처분절차․가격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사업시행자가
임대하는 경우의 임대조건․임대방법․임
대절차 및 임대료 산정기준 등에 관하여는
｢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법｣의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8.4]

【결정요지】
∙ 재판관 권성의 별개의견

- 민주주의적 권력분립을 보장하는 국가조직에 관한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사항이라든
지 국민의 기본권보장에 관한 사항 또는 국민의 권리ㆍ의무의 형성에 관한 사항은
입법권을 가진 국회가 반드시 법률로 정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이를 국회가 법률
로 직접 규정하지 아니하고 행정입법에 규정을 맡긴다면 이 때에는 위임입법통제
의 원리가 적용되어야 할 것임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러나 법률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나 사적자치(私的自治)의 영역에 속하는 사항은 그 성질상 원래가
법률로 정할 사항이 아니므로 설혹 법률이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을 두면서 그
구체적인 내용의 형성을 행정입법에 포괄적으로 위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
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위헌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법률로 정할 사항이
긴 하지만 입법기술상의 문제 등을 고려하여 그 일부에 관한 구체적 내용의 형성
이 행정입법에 위임된 사항도 있는 것인지만 이것과, 원래가 법률로 정할 사항이
아닌 것과는, 일응 구별된다. 물론 실제의 경우에 양자의 구별이 쉽지 않은 때도
있을 것이지만 이론상으로는 그 구별이 가능하고 또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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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행위를 산업입지법의 집행이라는 관점에서 분석하여 보는 것인데 이에 의하
면 개발한 토지나 시설 등을 수요자에게 실제로 처분하는 행위는 산업단지의 합
리적인 조성과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입지법의 구체적인 집행행위에 해당한
다. 법률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에 유보된 사항이 아니라 원래가 행정부에
유보된 사항이다(헌법 제75조). 그러므로 개발한 토지나 시설 등을 수요자에게 실
제로 처분하는 행위는 이 점에서도 성질상 법률유보사항은 아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이 이 문제를 법에서 언급하면서 그 구체
적 내용의 형성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소이는 어디에 있는가. 그 이유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사업시행자가 행하는 처분업무의 효율성 및 공정성과 투명성
을 보장하려는 데 있다고 생각된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는 업무처리의 준칙을 만
드는 것이 필요하므로 이러한 준칙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것이 바로 산업
입지법 제38조 제2항 전문이라고 할 것이다. 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업무처리준칙을 만들고 이를 통하여 한편으로는 법률을 효율적으로 그리
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무처리의 효율성 및 공정성과
투명성을 감독하는 것은 행정부의 고유한 권한인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법률의 효
율적이고 투명한 집행을 위한 행정입법은 행정부의 고유한 권한이고 이러한 의미
에서 이는 법률유보사항이 아니라 행정유보사항이라고 할 것이다.
-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과 같은 것이 없어도 정부는 행정입법에 의하여 처분업무
의 효율성과 투명성의 보장을 기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조문을 굳이 법률유보
사항에 대한 위임입법의 근거조항으로 파악할 것은 아니며 마찬가지로, 위임입법의
근거조항이 아닌 것에 대하여, 위임입법통제의 기준을 준수한 것인지 여부를 심
사하는 것은 더욱 적절치 못한 것이다.
- 따라서 이 조문이 규정하는 대상은 법률유보사항이 아니므로 이에 대하여는 위임
의 한계를 일탈하여 위헌인지 여부를 심사할 일이 아니다. 단지 이 조문에 근거한
행정입법의 구체적 내용이 합목적적인가의 여부를 위헌과는 별개의 차원에서 검
토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나아가 행정입법의 내용이 헌법이 보장하는 사적 자
치의 원칙을 침해하는지 여부 또는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는 내용을 포함
하고 있는지 여부 등의 위헌의 문제가 경우에 따라 있을 수 있을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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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35조 제1항 본문 등 위헌소원
(2003.7.24. 2001헌바96)
심판대상 조문
(2000.1.12. 법률 제6166호로 전문개정
되기 전의 것)

현행 조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2011.7.25.
법률 제10969호)

제35조(사업주의 장애인고용의무) ① 대통령

제28조(사업주의 장애인 고용 의무) ① 상시

령이 정하는 일정수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건

하는 사업주는 그 근로자의 총수의 100분의

설업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1 이상 100분의 5 이내의 범위 안에서 대통

경우에는 공사 실적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령령이 정하는 비율(이하 “기준고용률”이라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사업주)는

한다) 이상에 해당하는(그 수에 1인 미만의

그 근로자의 총수(건설업에서 근로자 수를

단수가 있을 경우에는 그 단수는 버린다)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을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 실적액을 근로자

사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직종의 근로자

의 총수로 환산한다)의 100분의 5의 범위

가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는 업종에 대하여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의

는 노동부장관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

무고용률”이라 한다) 이상에 해당(그 수에

하는 적용제외률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수를

서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하는 장애인을

그 근로자의 총수에서 제외할 수 있다.

고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② (생 략)

② (생 략)

【결정요지】
∙ 재판관 한대현, 재판관 김효종, 재판관 김경일, 재판관 송인준, 재판관 주선회의

위헌의견
- 외부적인 효력을 갖는 행정입법은 국회의 입법을 통해서 내려진 근본적인 결정을
행정적으로 구체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범위내에서만 허용된다는 것이고, 이를 수
범자인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개인은 행정입법이 아니라 법률을 통해서 입법자의
의도를 인지하고 이에 기초하여 자신의 행동을 계획하고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는 기본적 인식에 기초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장애인의무고용 및 그에 따르는 고용부담금납부 의무는 국민의 계약 및 직업수행
의 자유와 재산권 등 헌법상 기본권의 실현에 관련된 중요한 사항 내지 본질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도, 구법 제35조 제1항 본문은 그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
주에 대하여 단순히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수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주”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이 조항만 가지고는 도저히 대통령령으로 규정될 내용
의 대강이나마 예측할 수 없으며, 관련 법조항 전체를 살펴보아도 어느 범위의 사
업주가 적용대상이 되는지 판단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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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전체 실업자수와 그 중
장애인 실업자수가 차지하는 비율, 전체 사업주와 고용근로자 현황, 경제상황 등을
수시로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정하여야 할 사항이기는 하나 노동부, 행정자치부,
각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기관 및 단체에 이미 관련자료가 집적되어 있고, 매년
변동상황을 점검하는 등 구체적 통계와 자료가 확보되어 있는 만큼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도 고용의무제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자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특별히 어려울 이유를 찾아볼 수 없고, 설사 국회가 대상사업자의 범위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는 것에 다소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적어도 장애인고용의무 대상사
업자의 하한은 정하고서 대통령령에 위임해야만 할 것이다.

(4) 군사법원법 제242조 제1항 등 위헌확인(2003.11.27. 2002헌마193)
심판대상 조문
(1994.1.5. 법률 제4704호로 개정된 것)

현행 조문
(2009.12.29. 일부개정, 법률 제9841호)

제242조(구속기간의 연장) ① 보통군사법원

제242조(구속기간의 연장) ① 보통군사법원

군판사는 검찰관 또는 군사법경찰관의 신

군판사는 검찰관의 신청에 따라 수사를 계속

청에 의하여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

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10일을

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10일을 초과하지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240조의 구

아니하는 한도에서 제239조 또는 제240조

속기간의 연장을 한 차례만 허가할 수 있다.

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각각 1차에 한하여

② 제1항의 신청을 할 때에는 구속기간

허가할 수 있다.

연장의 필요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

②, ③ (생 략)

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구속기간 연장신청에 관하여는

제238조제3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12.29]

【결정요지】
∙ 기본권은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제한할 수 있으나 그 제한의 방법은 원칙적으로 법
률로써만 가능하고 제한의 정도도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고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그러므로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보장되는 미결수용자의
접견교통권도 원칙적으로 법률로써만 이를 제한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의 규정에 의하여 미결수용자의 면회횟수를 매주
2회로 제한한 것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되는 것이 아닌지 문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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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제37조 제2항은 기본권제한에 관한 일반적 법률유보조항이라고 할 수 있는

데 법률유보의 원칙은 ‘법률에 의한 규율’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근
거한 규율’을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권의 제한에는 법률의 근거가 필요할
뿐이고 기본권 제한의 형식이 반드시 법률의 형식일 필요는 없는 것이다. 그러
나 비록 그렇다 하더라도, 헌법 제75조는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
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
령령을 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위임입법의 근거를 마련함과 아울러 위임
입법의 범위와 한계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대통령령으로 면회의 횟수를 제한하
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에 관한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고 그 위임은 구체적으
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하는 것이 아니면 안된다.
∙ 군행형법 제15조(면회와 서신의 수발)를 보면,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수용자(수

형자 및 미결수용자)는 소장의 허가를 받아 타인과 면회할 수 있고(다만, 수사중
인 미결수용자에 대하여는 검찰관이 허가함), 수용자의 면회는 교화 또는 처우
상 특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하며, 수용자
의 면회는 변호인 면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도관의 참여를 요한다고 규정한
다음, 제6항에서 “면회에의 참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면회라고 하는 것은 형사소송법과 행
형법에서 말하는 접견이라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이해되는데 이 군행형법 제15
조 제6항은 행형법 제18조(접견) 제4항에서 “접견의 횟수ㆍ시간ㆍ장소 및 접견
참여 기타 접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 분명한 차이가 있다.
∙ 그렇다면 군행형법 제15조는, 면회에 관한 한, 면회의 횟수를 제한하지 않는 자

유로운 면회를 전제로 하면서 다만, 면회에의 참여에 관한 사항만을 대통령령으
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을 뿐 면회의 횟수에 관하여는 전혀 위임한 바가 없음
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시행령규정이 미결수용자의 면회횟수를 매주
2회로 제한하고 있는 것은 법률의 위임 없이 접견교통권을 제한하는 것이고 이
것은 헌법 제37조 제2항 및 제75조에 위반된 기본권제한으로서 청구인들의 접
견교통권이라는 기본권에 대한 침해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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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행형법시행령 제145조 제2항 등 위헌확인(2005.2.24. 2003헌마289)
현행 조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2.1.6. 대통령령 제23488호)

심판대상 조문
(2000.3.28. 대통령령 제16579호로 개정된 것)
제145조(징벌의 집행) ① (생 략)

제133조(징벌의 집행) ① 소장은 제132조의

② 금치의 처분을 받은 자는 징벌실에 수

통고를 받은 경우에는 징벌을 지체 없이

용하고 그 기간 중 접견, 서신수발, 전화

집행하여야 한다.

통화,집필, 작업, 운동, 신문ㆍ도서열람, 라

② 소장은 수용자가 징벌처분을 받아 접견,

디오청취, 텔레비전시청 및 자비부담물품

서신수수 및 전화통화가 제한된 경우에는

의사용을 금지한다. 다만, 미결수용자의

그의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다

소송서류작성, 변호인과의 접견 및 서신수발

만, 수용자가 통지를 원하지 아니하면 그러

은 예외로 하며, 소장이 교화 또는 처우상

하지 아니하다.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접견ㆍ서

③ 소장은 법 제112조제3항에 따라 법 제

신수발 또는 도서열람을 허가할 수 있다.

108조제14호에 따른 30일 이내의 금치(禁

③, ④ (생 략)

置)처분을 집행하는 경우에도 수용자의 기
본적인 건강유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
고 인정하면 실외운동을 허가할 수 있다.
④ 소장은 법 제108조제13호 및 제14호의

징벌집행을 마친 경우에는 의무관에게 해
당 수용자의 건강을 지체 없이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⑤ 의무관이 출장, 휴가, 그 밖의 부득이

한 사유로 법 제112조제4항 및 이 조 제4
항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
119조제2항을 준용한다.

【결정요지】
∙ 행형법 제46조 제2항 제5호는 징벌의 일종으로 ‘2월 이내의 금치’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징벌로서의 금치의 개념 자체가 금치기간 중 제한되는 처우상의
불이익을 함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위 조항으로부터 그와 같은 불이익을 능히
예견할 수 있으므로, 위 조항이 이 사건 시행령조항의 근거가 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금치의 개념 자체로부터는 그 사전적 의미가 제시하는 징벌실 수용이라는
특수한 구금형태만을 추단할 수 있을 뿐이고 거기에 집필의 전면적 금지와 같은
일정한 처우의 제한 내지 박탈이라는 금치의 효과 내지 집행방법까지 포함되어
있다거나 동 조항으로부터 곧바로 제한되는 처우의 내용이 확정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행형법 제46조 제2항 제5호를 집필 금지의 법률적 근거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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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형법 제46조 제4항은 징벌을 부과함에 있어 필요한 기준을 법무부장관이 정하

도록 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위 조항의 위임사항은 ‘징벌의 부과 기준’이지 ‘징벌
의 효과나 대상자의 처우’가 아님은 문언상 명백하며 그 위임에 따라 법무부령
으로 제정된 규칙은 제4조 내지 제8조(개정 전 규칙은 제4조 내지 제6조)에서
징벌부과 기준, 참작사항, 교사와 방조의 처리, 징벌의 경중 및 가중 등을 규정하
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금치대상자에 대하여 집필을 전면 금지하는 이 사건 시행
령조항의 근거를 행형법상의 징벌 내지 금치에 관한 조항에서 찾을 수는 없다.
∙ 행형법 제33조의3 제1항은 수용자라도 소장의 허가를 받으면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하거나 문학ㆍ학술 기타 사항에 관한 집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다
만 집필의 내용이 교도소 등의 안전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기타
교화상 부적당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을 뒤집어 보
면 수용자의 경우 집필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금치대상자에 대하여 이와 같은 원칙을 재확인
하는 의미만 있을 뿐 하등 새로운 권리의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볼
여지가 있다.
∙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같은 시행령조항에서 금치기간 중 금지의 대상으로 하는

접견이나 서신수발 등과 달리 금치대상자에 대하여 소장이 예외적으로라도 집
필을 허용할 가능성마저 봉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위 행형법조항에서는 집필
허가의 예외사유를 집필의 ‘내용’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데 비해 이 사건 시
행령조항은 ‘금치’라는 징벌의 효과 내지 집행방법으로서 집필을 전면적으로 금
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집필의 자유에 관하여 행형법보
다 가중된 제한을, 그것도 모법과 상이한 사유를 원인으로 박탈하고 있다. 따라
서 이를 두고 새로운 기본권 제한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행형법조항
과는 별도의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 할 것이다.
∙ 한편 행형법 제33조의3 제2항은 “집필용구의 관리, 집필의 시간ㆍ장소, 집필한 문

서 등의 보관 및 외부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
정하고 있으나, 이 역시 집필 금지에 관한 이 사건 시행령조항의 근거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위 행형법조항에 따라 시행령은 집필시간(제65조), 장소(제66조),
집필한 문서의 영치와 외부발송(제67조), 집필용구의 구매비용 부담(제69조) 등
을 정하고 있는바, 위 행형법조항이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은 집필이 허용되는
경우를 전제로 하여 구체적인 집필의 실행과 관련하여 용구관리, 시간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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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 결과물의 보관이나 외부 발송에 대한 내용에 국한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
한 법률조항을 금치기간 중의 집필 금지에 대한 법률적 근거로 삼기는 어렵다.
∙ 무엇보다 어떤 입법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법률조항은 위임의 뜻과 범위를 구

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원칙으로서, 그것이 헌법 제75조의 취지라고 할 것인바, 관
련 법률 내지 모법에서 어떠한 기본권 제한과 관련한 입법사항이 단지 언급되었다
거나 일부 규정되어 있다고 하여 그것이 곧 입법위임의 근거로 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위에서 본 행형법 제46조 제2항 제5호나 제33조의3 제1항을 두고 금치기간
중의 집필 금지와 같은 처우상의 불이익 내지 자유 박탈에 관하여 하위명령에 위
임 내지 수권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이 점에서도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위임
명령으로서의 정당성이 없다. 또한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금치기간 중 집필의 전면
금지라는 금치대상자의 자유와 권리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어 도저히 집행명
령으로 볼 수 없으므로 모법의 근거 및 위임이 필요없다고 하기도 어렵다.
∙ 재판관 김경일, 재판관 송인준, 재판관 주선회의 반대의견

- 다수의견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행형법상의 금치 또는 집필과 관련한 규정들 가운
데 금치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집필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을 대통령령 등의
하위명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한 명시적 규정이 없는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행형법
제33조의3 제1항 본문은 “수용자는 소장의 허가를 받아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하거나
문학ㆍ학술 기타 사항에 관한 집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수용
자에 대해서는 집필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다만 예외적으로 소장이 허가하는 경
우에 한하여 그것이 허용됨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법률이 개별적
조항을 통해 시행령에 구체적인 위임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일정한 경우에는 집
필이 예외 없이 허용되지 않을 수 있음은 위 규정으로부터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그와 같이 집필이 전면 금지되는 구체적인 경
우로서 금치처분의 집행 중에 있는 자를 들고 있는 것이라고 보지 못할 바 아니
므로, 비록 명시적이지는 않더라도 법률의 위임을 전제로 한 제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 가사 위와 같이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집필용구의 관리, 집필
의 시간ㆍ장소, 집필한 문서의 보관 및 외부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한 행형법 제33조의3 제2항이 위임한 사항(집필의 시간, 장소,
용구관리)을 금치와 관련하여 구체화한 하위규정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이 사건 시
행령조항은 금치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 동안’(시간) ‘징벌실에서’(장소)
‘집필용구를 소지할 수 없게 한다’(용구관리)는 내용으로 읽혀질 수 있다는 것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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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보면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법률의 근거를 결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다.

(6) 안마사에관한규칙 제3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2006.5.25. 2003헌마715,
2006헌마368 병합)
심판대상 조문
(2000.6.16. 보건복지부령 제153호로 개정된 것)

현행 조문
(의료법, 2010.7.23. 법률 제10387호)

제 3 조(안마사의 자격) ① 안마사의 자격인

제82조(안마사) ①안마사는 ｢
장애인복지법｣에

정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해당하는 자로 한다.

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도지사에게 자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

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2.29,

한 특수학교 중 고등학교에 준한 교육을

2010.1.18>

하는 학교에서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물리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적 시술에 관한 교육과정을 마친 앞을 보

특수학교 중 고등학교에 준한 교육을 하

지 못하는 사람

는 학교에서 제4항에 따른 안마사의 업

2. 중학교 과정 이상의 교육을 받고 보건
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안마수련기관에서
2년 이상의 안마수련과정을 마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무한계에 따라 물리적 시술에 관한 교육
과정을 마친 자
2. 중학교 과정 이상의 교육을 받고 보건
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안마수련기관에
서 2년 이상의 안마수련과정을 마친 자

②, ③ (생 략)

②～④ (생 략)

【결정요지】
∙ 이 사건 규칙조항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아닌 사람은 안마사자격을 원천적

으로 받을 수 없도록 이를 제외하는 기준 내지 범위(비맹제외기준)를 안마사의 자
격인정요건으로 설정하고 있는 것은 국민들이 안마사 직업을 자유로이 선택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이므로 이는 기본권의 제한과 관련된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사항이어서 마땅히 법률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하위법규에 그 입법을 위임할
수는 없는 문제이다. 이미 헌법재판소 2003. 6. 26. 2002헌가16 결정의 위헌의견
에서, 이 사건 규칙조항이 위임근거로 삼고 있는 의료법 제61조 제4항이 비맹제
외와 같은 기본권과 관련된 본질적인 사항을 하위법규에 입법위임을 한 것은 의
회유보의 원칙(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는 것임을 지적한 바 있다.
∙ 즉 의료법 제61조 제4항은 안마사의 자격인정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위임을 하면서도 위임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인 범위를 전혀 정한 바가
없다. 그러므로 국민들로서는 하위법규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여질 안마사의 자격
인정요건이 어떤 것이 될 것인지를 위 법률조항만으로는 도저히 예측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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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의료법의 다른 규정 전체를 유기적ㆍ체계적으로 살펴보아도 안마사
의 자격인정요건의 기본적 윤곽을 짐작케 하는 아무런 단서를 발견할 수 없고,
위와 같은 비맹제외기준 같은 것을 시사하는 규정도 발견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의료법 제61조 제4항은 하위법규에 입법을 위임하면서 아무런 기준과 범위를 설
정하지 아니한 것이어서 포괄위임을 금지한 헌법 제75조에도 위반된다.
∙ 의료법 제61조 제1항은 안마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시ㆍ도지사의 자격인정을 받

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조 제4항은 안마사의 자격인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규칙조항은 시
각장애인을 안마사의 자격인정요건으로 설정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이 아닌 국민들
이 안마사 직업을 자유로이 선택할 수 없도록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즉 이
는 기본권의 제한과 관련된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법률이
아닌 하위법규에서 비로소 입법화 한 것이다. 의료법은 안마사의 자격인정에 필
요한 사항을 위임하였는데 이 사건 규칙조항은 안마사의 자격인정과 무관한 시
각장애를 안마사 자격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으로 규정하여 기본권을 침해하는
입법을 하였다. 이는 모법으로부터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지 아니한
사항을 하위법규에서 기본권 제한 사유로 설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는 위임입
법의 한계를 명백히 일탈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규칙조항은 법률상
근거 없이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된다.
∙ 재판관 김효종의 반대의견

- 다수의견은 이 사건 규칙조항이 시각장애인이 아닌 사람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
한하고 있고 이와 같은 기본권 제한과 관련된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사항은 마땅히
법률로 정하여야 하는 것인데 모법인 의료법에서 이를 위임하면서 아무런 기준과
범위를 설정하지 아니한 채 하위법규에서 기본권 제한 사유를 정하는 것은 법률
유보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 그러나 이미 헌법재판소 2003. 6. 26. 2002헌가16 결정의 합헌의견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의료법 제61조 제4항이 법률유보원칙이나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
지 않음은 물론이고, 이 사건 규칙조항도 위 법률조항이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는 것으로서 역시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위 관련결정의 대체적인 요지는 아래와 같다.
- 안마사 자격인정 제도는 안마사업에 종사할 수 있는 국민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일반적으로 금지한 후 그와 같이 금지된 직업선택의 자유를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
해 일정한 경우에 한해 회복시켜 주는 이른바 강학상의 허가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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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래 그 허가기준을 반드시 법률로 상세히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의
료법의 목적과 일반적으로 자격인정제를 두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안마사 자격인
정의 기준은 적정한 안마행위를 통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시킬 수 있는
자, 즉 안마에 관한 소정의 교육을 받은 자나 특히 안마행위를 하기에 적합한 전
문적 기술이나 신체적 조건을 갖춘 자 등에게만 자격을 인정하리라는 것을 일반
인이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고 보인다.
- 또한 입법자는 일단 법률에서 안마사업은 누구나 종사할 수 있는 업종이 아니라 행
정청에 의해 자격인정을 받아야만 종사할 수 있는 직역이라고 규정하고 그 자격
인정 요건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행정부에 위임하는 것으로서 의회유보원칙을
준수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입법자로부터 그러한 위임을 받은 행정부
는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를 특정할 권한
도 위임받은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에 따라 행정부의 장애인 복지 시책 일환
으로 안마사의 자격을 시각장애인에 한해 부여하는 것도 행정부의 정책적 판단에
달린 일이라고 해야 한다.
- 나아가 안마사제도의 시행 역사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일반인들의 의식에도 안
마사는 원칙적으로 시각장애인에게 허용되는 업종이라는 법의식이 형성되어 왔다
고 할 수 있으며, 시각장애인들도 안마사업은 원칙적으로 자신들에게 허가되는
업종이라고 여겨 그에 관한 정부정책에 대해 신뢰를 형성해 왔다고 할 수 있다.
- 그렇다면 시각장애인 아닌 자에 대해 안마사의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이른바 비맹제
외라는 기준이 비록 의료법 제61조 제4항의 문언에 표시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정부정책에 대한 시각장애인들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에서 볼
때, 이 사건 규칙조항이 비맹제외기준을 설정한 것은 의료법 제61조 제4항에 내포된
의미를 확인하는 것이고 이는 국민들이 능히 예상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하겠다.

(7) 구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 위헌소원(2009.10.29. 2007헌바63)
심판대상 조문
(2005.1.27. 법률 제7386호로 법명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변경되어 개정되기 전의 것)

현행 조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2011.4.14.
법률 제10599호)

제 9 조(민간부문의 사업제안) ① (생 략)

제 9 조(민간부문의 사업제안 등) ① 민간부문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된 사업의 추

대상사업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업으로서 민간

진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투자방식(제4조제2호의 사업방식은 제외한다)

으로 정한다.

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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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대상 조문
(2005.1.27. 법률 제7386호로 법명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변경되어 개정되기 전의 것)

현행 조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2011.4.14.
법률 제10599호)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제안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라 제안된 사업

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제안자에게 통지하고, 제안
자 외의 제3자에 의한 제안이 가능하도록
제안 내용의 개요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 주무관청은 제2항에 따른 최초 제안자

의 제안서 및 제3항에 따른 제3자의 제안
서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평가한 후 제안서를 제출한
자 중 협상대상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초 제안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지정된 협상대상자와의

실시협약 체결 등에 관하여는 제13조제3
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⑥ 제1항에 따라 제안된 사업의 추진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8.4]

【결정요지】
∙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설치와 운용은 성격상 급부행정작용이며, 이 사건 법률조항의

구체적인 규율영역인 민간제안사업의 제안부터 사업시행자지정까지의 절차는 직접
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부분이 아니고 오히려 사업시행자의 입장에서
는 수혜적인 측면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절차를 형성하는 영역이므로 헌법상 국
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영역으로서 법률에 직접 그 요건 등을 규정하여야 하는
사항과 같은 정도의 규율밀도가 요구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 도로, 항만 등 대규모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조성과 설치는 다수 국민의 재산권

및 환경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는 구 민간투자법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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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같은 조 제4항의 준용에 의한 공익사업법과 각종 환경 관련 법령에서 별도로
규율하고 있으며 이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규율영역이 아니다.
∙ 민간투자사업의 실시에 따른 일련의 절차를 규율함에 있어 공용침해의 요건과 절

차에 관련된 부분(헌법 제23조 제3항 참조), 환경에 관한 영향을 검토하는 절차
에 관련된 부분(헌법 제35조 제1항 참조)을 별도의 법체계로 할지 여부는 입법
정책의 문제일 뿐이며, 사회간접자본시설도 예컨대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은 도로뿐
만 아니라 복지시설인 도서관 등 서로 다른 시설이 있고 이에 서로 다른 개별법
령이 적용되는 매우 다양한 종류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구 민간투자법 제2조
제1호 참조),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규율하는 절차에서 국민의 재산권과 환경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려를 일률적으로 다루기도 어렵다.
∙ 전통적으로 공적인 급부행정 영역에 있던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민

간의 자본과 기술을 유치하는 것은 비교적 최근에 나타난 정책의 방향으로서
헌법에 명문으로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사항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 구체
적인 내용을 형성하는 데에는 입법자의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된다. 특히 입법자
는 사적 이윤 추구를 본성으로 하는 민간자본의 효과적인 유치를 위하여 한편으
로는 투자 유인을 부여해야 할 필요가 있는 반면에, 한편으로는 사회간접자본시
설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라는 공적인 행정 목적을 추구하고 그 공공성을 유지하
기 위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 양자의 조화를 위하여 반드시 공개적인 토론과
합의뿐만 아니라 때로는 전략적이고 전문적인 정책의 수립 및 실행과 함께 다양
하고 수시로 변화하는 관련 시장의 현실에 대응할 필요성도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공공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의 절차를 규율하는 입법자의 재량에는
그 규율 형식에 관한 재량도 어느 정도 존재한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 이러한 관점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 및 구 민간투자법 전체의 구조를 살펴보면,

구 민간투자법은 정부고시사업을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 유치의 원
칙적인 방식으로 보아 이에 관한 절차적인 규율을 중심으로 규정하되, 정부고시
사업의 추진 방식만으로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경제 및 행정 현실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민간제안사업의 방식 또한 예정하고 그에 대한 규율은
정부고시사업에 준하도록 하면서도 구체적 현실에 맞는 탄력적인 규율을 위하여
하위법규에 위임하는 형식을 취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2009. 4. 1. ‘사회기
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개정을 통하여 민간제안사업의 시작 단계인 이 사건
법률조항의 규율영역 역시 입법자가 스스로 규율하게 되었으나, 이는 수년간의 민간
제안사업의 실시와 관련하여 나타난 정책적인 문제점 등에 대한 사회적인 토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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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의 결과에 따라 입법자가 어느 정도 구체적인 형성을 하게 된 것이고, 이를
헌법 위반 소지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 따른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 요컨대 비록 민간제안사업의 추진절차에 관한 다양한 이해관계의 존재로 인하여

토론과 합의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법률조항의 구체적인 규율영
역인 사업의 제안부터 사업시행자지정까지의 절차는,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을 직
접적으로 제한하거나 헌법이 명문으로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다. 다른 한편, 전문적인 정책의 수립과 다양하고 급변하는 경제 및 행정
현실에 대응할 필요도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의회유보의 요청에 따라 반드시 입
법자 스스로 규율해야만 하는 부분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
조항은 헌법상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목영준의 반대의견

- 도로,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조성 및 설치와 관련된 규율은 국토 일부의 광범
위한 이용을 전제로 하는 경우가 많아 다수 국민의 토지 재산권 및 환경권 등의 제
한과 실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구 민간투자법 제20조 제1항은 사인(私人)인
민간부문의 사업시행자에게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권한을 부여하고 있는바, 같
은 조 제2항에서는 사업의 실시계획의 고시가 있는 때에 공익사업법상의 사업인정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게 되므로, 비록 민간제안사업의 실시를 위한 토지수용 등
의 절차는 공익사업법의 준용에 의한다고 할지라도(구 민간투자법 제20조 제4항)
실시계획승인 이전 단계인 사업의 시행 여부 및 사업시행자를 결정하는 절차는 이
러한 공용침해의 전제인 공공필요성의 판단과 직접 관련된다고 보아야 한다(헌법
제23조 제3항 참조). 또한 민간제안사업의 경우 성격상 사업 추진 여부의 결정과
사업시행자의 선정이 융합되어 진행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 절차를 정하는 입법
에 있어서는, 환경 관련 법령들과 연계하여 환경보전을 위한 국가의 노력의무(헌법
제35조 제1항)를 고려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규율
영역은 다수 국민의 재산권 및 환경권의 제한 또는 실현과 관련되는 기본권적 중
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 구 민간투자법상 민간제안사업은 이에 대한 재정지원이 예정되어 있으며 사업시행
자에게 토지수용권 및 시설관리권이 부여될 뿐만 아니라, 상당한 정도의 사업상
이익이 생기는 대형 사업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재정주체 및 사업시행자로 선정
되고자 하는 사인(私人)들 사이에도 이익 상충의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사회간접
자본시설의 조성 및 설치를 위한 사업시행의 절차에 관한 규율은 공개적인 토론과
합의라는 의회입법절차를 거쳐 형성될 필요가 있다. 특히 정부고시사업은 국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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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필요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지만 민간
제안사업은 민간의 제안에 의하여 정부계획에 추가되는 것이라는 점, 정부고시사
업은 정부의 공익적 판단이 선행되지만 민간제안사업은 사업추진의 필요성 등의
기초 자료 판단에 있어서 민간부문의 사적인 이윤 추구의 동기가 크게 작용할 가
능성이 높다는 점 및 민간제안사업이 정부 내에서의 의사결정과정과 자체 통제의
절차를 회피 또는 우회하는 통로로 사용될 우려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 둥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의 규율영역인 민간제안사업의 제안부터 사업시행자
지정까지의 절차의 내용으로는 더욱 충실한 타당성 검토와 강화된 공익성 판단
및 절차적 규율이 필요하며, 이는 국가공동체의 이익에 관한 중요한 정책 형성에
관한 것으로서 입법자가 직접 규율할 필요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8) 청원경찰법 제5조 제3항 위헌소원(2010.2.25. 2008헌바160)
심판대상 조문
(1973.12.31. 법률 제2666호로 전부 개정된 것)

현행 조문
(2010.2.4. 법률 제10013호)

제 5 조(청원경찰관 임용 등) ①∼② (생 략)

제 5 조(청원경찰의 임용 등) ① 청원경찰은

③ 청원경찰의 임용자격․임용방법․교육․보

청원주가 임용하되, 임용을 할 때에는 미리

수 및 징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생 략)

②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청원
경찰로 임용될 수 없다.
③ 청원경찰의 임용자격․임용방법․교육

및 보수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가공

무원법｣ 제57조, 제58조제1항, 제60조, 제
66조제1항 및 ｢경찰공무원법｣ 제18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2.4]

【결정요지】
∙ 법률유보원칙의 준수는 기본권과 관련하여 국가 행정권에 의한 기본권 침해가 문

제되는 경우에 요청되는 것이지, 기본권규범과 관련 없는 경우에까지 적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우리 헌법은 제7조 제2항에서 공무원의 신분보장
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신분관계에 대하여는 헌법적 규율을 받게 됨을 밝히고
있다. 그것은 국가 행정권의 주체가 공무원을 임면함으로써 기본권 규범과 관련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청원경찰의 임면주체는 국가 행정권이 아니고 청원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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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의 청원주이다. 따라서 그 신분관계에 대하여는 기본권 규범과 직접 관련되는
것이 아니므로 헌법적 규율을 받을 필요가 없다.
∙ 청원경찰의 징계로 인하여 사적 고용계약의 존속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사적 고용계약상의 문제일 뿐, 국가 행정주체와 관련되고 기본권의
보호가 문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여기에 법률유보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청원주가 임용하는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해서 반드시 법률에 정해야 할
것은 아니므로, 그 징계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법률유보
의 원칙에 위반된다 할 수 없다.
∙ 재판관 민형기, 재판관 목영준의 반대의견

- 청원경찰은 기본적으로 사용주인 청원주와의 고용계약에 의한 근로자이지만, 업
무성격 및 그에 따른 신분보장에 비추어 볼 때 일반 근로자와는 달리 규율되어야
한다. 즉, 청원경찰은 국가중요기관ㆍ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경비목적을 위하여
범죄의 예방 및 진압 등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한 경찰관의 직무를 행하고(청원경찰
법 제3조), 그 배치 및 임용에 관할지방경찰청장의 결정ㆍ승인을 요하며 임용결격
사유, 당연퇴직사유 및 복무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이 준용된다(같은 법 제4조
및 제5조). 또한 청원경찰은 형법 기타 법령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
로 간주되고(같은 법 제10조 제2항)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동이 금지된다(같은 법 제11조). 이처럼 청원경찰에게 공무원에 준하는 의무
가 부과되는 반면, 청원경찰에 대하여는 의사에 반한 면직이 금지되고(같은 법 제
10조의4) 당연퇴직사유, 휴직 및 명예퇴직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이 준용되는
등(같은 법 제10조의6ㆍ7) 공무원에 준하여 신분이 보장된다. 이와 같이 청원경찰
의 업무내용, 의무 및 신분이 공무원과 매우 유사한 점을 고려할 때, 청원경찰의
신분보장과 관련된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항인 징계의 사유 및 종류 등은 공무원
에 대한 징계와 마찬가지로 법률에 의하여 그 기본적 사항이 규정되어야 한다.
- 나아가 각 사업장의 특성과 취업규칙이 달라 그에 따른 청원경찰의 복무상 준수
의무가 다소 다를 수 있다 하더라도, 법률에 의하여 업무내용, 의무 및 신분 등이
정하여지는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의 사유나 종류가 지극히 다양하거나 가변적이어서
위임입법의 필요성이 있는 사항이라고 보여지지 않는다.
-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의 사유 및 종류 등이 법률로써 규율할 필요가 없는 사항이
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러한 내용이 미리 법률로써 정할 수 없을 정도로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지극히 다양한 사실관계를 규율하는 내용이어서 수시로 변
화하는 성질의 것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위임입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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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한편 청원경찰의 신분 박탈과 직접 관련되는 “의사에 반
한 면직, 배치의 폐지, 당연퇴직”에 관한 사항은 종전에 청원경찰법 시행령에 규
정되어 있었으나, 청원경찰법이 2001.4.7. 법률 제6466호로 개정되면서 징계에 관한
사항과는 달리 법률에 규정되었다).

3. 심사기준
【 착안점】

◈ 헌법에서 직접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 의회유보의 원칙과 관

련하여 국가공동체와 그 구성원에게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영역은
반드시 법률에서 직접 규정해야 한다.
☞ 형식적 법률로 규율하여야 하는 사항은 구체적인 사례에서 관련된 이익 내지

가치의 중요성, 규제 내지 침해의 정도와 방법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결
정하되, 적어도 다음의 경우는 법률로써 규율해야 한다.
-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기본권 제한을 해제하는 요건ㆍ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 국민의 권리ㆍ의무의 변동에 관한 사항
- 법제도로서 존립하기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사항
- 국민 다수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 통치기구의 구성ㆍ기능에 관한 사항
- 행정법규와 달리 개정의 필요성이 적고 장기간 적용될 사항
◈ 규율대상의 기본권적 중요성, 공개적 토론의 필요성 내지 상충하는 이익간 조정

의 필요성이 클수록, 법률로써 직접 규율될 필요성 및 그 규율밀도의 요구정도는
그만큼 더 증대된다.
【 주요 심사기준】
◈ 법률유보원칙의 준수는 기본권과 관련하여 국가 행정권에 의한

기본권 침해가 문제되는 경우에 요청되는 것이지, 기본권규범과
기준 1
[기본권
규범]

관련 없는 경우에까지 적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기본권 제한에 관한 법률유보원칙은 ‘법률에 근거한 규율’을 요

청하는 것이므로, 그 형식이 반드시 법률일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법률상의 근거는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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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현의 자유와 같이 국가공동체와 그 구성원에게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영역은 단순히 형식적으로 법률에 규정할
것이 아니라, 본질적 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해야 한다. 예컨대,
시정요구 제도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적어도 시정요구 제도를 구
체화할 수 있는 시정요구의 상대방, 내용, 효과에 대해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관련 결정례] 헌재 2006.5.25. 2003헌마715 ; 헌재 2010.2.25. 2008헌바160 ;
헌재 2012.2.23. 2011헌가13

◈ 조세법규는 국민의 재산권을 직접 제한하는 것이므로, 과세요건은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하여 국민생활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
을 침해하지 않도록 한다.
☞ 과세대상 내지 과세물건의 확대, 과세표준ㆍ과세기준ㆍ세율 등 새

로운 과세요건의 규정, 납세의무에 관한 사항이나 특정한 거래에
대한 과세대상의 제외, 세제면에서 제재하는 의미를 가지는 규정,
기준 2
[조세관련
법규]

조세의 부과ㆍ징수절차 등은 법률에서 직접 규정해야 한다.
☞ 면적ㆍ가액ㆍ보유량 등은 계량화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법률에서 상한이나 하한을 명시하도록 하고, 최소한
감면의 범위는 법률에서 규정하도록 한다.
◈ 부담금 등 국민에게 금전납부의무를 부과할 경우에는 부과ㆍ징수의

본질적인 요소인 납부의무자의 범위, 부과방법, 부과요건 및 징수
절차는 법률에서 규정하도록 한다.
[관련 결정례] 헌재 1999.5.27. 98헌바70 ; 헌재 2004.4.29. 2003헌바5

◈ 인ㆍ허가 등 조건에 의하여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

는 해당 인ㆍ 허가의 근본이 되는 본질적인 사항은 법률에서 규
정해야 한다.
☞ 인ㆍ허가의 요건이나 인ㆍ허가 기준 또는 우선 순위를 정하는

기준 3
[영업관련
법규]

것 등은 인ㆍ허가의 본질적인 요소와 관련되므로 법률에서 직
접 규정하거나 최소한 법률에 구체적 근거를 두어야 한다.
☞ 인ㆍ허가의 결격사유 등 인ㆍ허가 대상을 특정한 자에게 한정하

거나 배제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되므로 법률에서 규정
해야 한다.
☞ 영업자에 대한 준수사항이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은 위반시 행

정제재나 행정벌칙이 적용되므로,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거나 법
률에 구체적인 근거를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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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제재 처분에서 영업이나 자격 등의 정지기간은 행정제재의

핵심적ㆍ본질적 기준이므로 법률에서 정지기간의 범위를 규정
해야 한다.
☞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짓는 기준점은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도록

한다. 예컨대,

“～의 비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이하)

일 것”,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 이상(이하)일 것” 등으로 규정하
지 않도록 한다.
◈ 직업수행의 자유 등 자격제도의 설정 자체 및 자격의 기준과 범위는

그 대강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도록 법률에서 규정해야 한다.
[관련 결정례] 헌재 2003.6.26. 2002헌가16 ; 헌재 2006.5.25. 2003헌마715,
2006헌마368(병합)

◈ 수혜적인 측면이 있는 급부행정작용은 직접 국민의 기본권을 제

한하는 부분이 아니어서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영역
과 같은 정도의 규율밀도가 요구되지 않으나, 수급자격자에 대해
예측 가능한 기준은 법률에서 규정하도록 한다.
☞ 국민생활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social safety net) 구

기준 4

축을 위한 수급권의 성격을 가지는 내용은 수혜 대상의 확정

[급부행정

등 기본적 기준과 범위에 대해서는 법률에서 규정해야 한다.

관련법규]

☞ 보상법제는 보상기준금액 등의 산정기준, 방법, 절차 등에 관하

여는 법률에서 최소한의 기준을 규정해야 한다.
☞ 여러 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라 수시로 변화할 수 있는 사회보험

료의 경우,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험료의 개략적인 산정
방법이나 보험요율의 상한은 직접 법률에서 규정해야 한다.
[관련 결정례] 헌재 2009.10.29. 2007헌바63 ; 헌재 2009.12.29. 2008헌바48

◈ 범죄의 구성요건은 처벌대상행위가 어떠한 것일 것이라고 예측할

기준 5
[처벌관련
법규]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 기준과 범위를 법률에서 규정해야 한다.
◈ 행정형벌의 범죄구성요건이 되는 준수의무 및 안전조치 의무의

경우, 그 유형의 대강은 법률에서 직접 규정해야 한다.
[관련 결정례] 헌재 1993.5.13. 92헌마80 ; 헌재 2002.5.30. 2001헌바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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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평등원칙
1. 의 의
평등의 원칙은 민주주의적 헌법의 내용을 규제하는 초실정법적 법원칙을 의미
하므로 행정, 사법은 물론 입법까지를 구속하는 입법의 평등으로 파악되며, 그렇
게 함으로써 그 평등의 관념이 형식적인 것에서 실질적인 것으로의 확대가 가능
하게 된다.51) 따라서 입법자는 입법시에 해당 입법이 객관적 법규범으로서의 평등
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과연 어떠한 입법작용이 평등원
칙에 위반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점에 대해서는 평등원칙 자체가 고도로 추상성을
지닌 내용이 불명확한 것이기 때문에 명확한 기준을 정립할 수는 없다.
다만, 평등원칙의 구체화의 정도와 방법은 입법자에게 넓은 형성의 자유 내지 재
량에 맡겨져 있으나, 평등의 원칙이 “입법자에 대하여 평등한 것은 평등하게, 불평
등한 것은 그 특성에 따라 불평등하게 취급한다는 정의사고로의 부단한 적응(stete
Orientierung am Gerechtigkeitsgedanken)에 있어서의 일반적 지시”를 의미하는 점을
인식하여야 한다.52)
즉, 일반적 평등원칙의 위반은 입법자가 규제되어야 할 생활관계의 사실상의 평
등 또는 불평등을 고려하는 것을 게을리하는 경우이며, 그 평등 또는 불평등은 그
것이 정의사고에 적응한 고찰방법의 경우에 고려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중요
하다. 그리하여 입법자는 입법에 즈음하여 평등의 원칙은 첫째로, 자의의 금지의
경우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일반적 평등의 원칙의 구체화의 경우에 있어서도 그
제한의 한계가 된다. 따라서 입법에 의하여 평등의 원칙을 구체화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의 여하를 불문하고 헌법제정권력자의 가치결단의 충실한 반영이어야 한다.

51) “헌법 제11조 제1항에 정한 법 앞에서의 평등의 원칙은 결코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
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나,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입법을 함에 있어서도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것을 뜻한다. 즉, 사리에 맞는 합리적인 근거없이 법을 차별하여 적
용하서는 아니됨은 물론 그러한 내용의 입법을 하여서도 아니된다는 것이다.” 헌재 1989.5.24. 89헌가
37, 96 병합.
52)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
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
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평등의 원칙은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과 법의 적용에 있어서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상대적
평등을 뜻하고, 따라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차별 또는 불평등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
고 설명된다.” 헌재 1998.9.30. 98헌가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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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로, 입법에 있어서는 자유권의 제한과 같은 제한적 입법의 경우는 물론 개
인에게 급부를 주는 복지입법의 경우에도 그것은 평등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물
론 복지입법의 경우에는 제한적 입법에 있어서 보다는 그 사회질서에 대한 형성
의 자유가 많기는 하지만53), 그러나 그러한 형성의 자유가 많을수록 자의금지의
요청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동일한 사태에 대하여
다르게 취급한다면 그것은 불평등한 취급이며, 서로 다른 사태에 대하여 동일하게
취급한다면 그것은 또한 불평등으로 간주되는 것이다.54)
셋째로, 입법에 있어서의 평등의 원칙에의 구속은 물론 명령제정과 같은 행정입
법의 경우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점 등을 유의하여야 한다.

2. 헌법재판소 주요 결정례
우리의 헌법재판소 결정례 중에서 평등원칙을 언급한 것이 거의 없을 정도로
평등원칙에 관한 헌법판례는 대단히 많으며, 이 점은 우리의 헌법재판소 판례가
지나치게 평등의 원칙을 남용하고 있다는 비판이기도 하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서
술적 표현에 있어서 평등권이 기본권 실현의 방법적 기초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는 것 같으나, 구체적 사안의 해결에 있어서는 구체적 사안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개별기본권의 관점에서 논증하지 않고 평등권의 시각에서
출발하여 차별대우 금지라는 평등권의 효과에만 집착하여 문제된 사안을 안이하게
해결함으로써 설득력있는 논리를 제시하지 못하고 개별기본권의 본질과 내용을 간
과하고 적절한 구제방법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55)
여하튼 헌법재판소는 배분적 정의에 입각한 상대적 평등을 구현함에 있어서
“본질적으로 같은 경우에는 같은 취급을, 그리고 본질적으로 다른 경우에는 다른 취
급”을 해야 하는 합리적 차별의 판단기준에 대하여 각 사안에 따라 인간의 다양한
53) “헌법상 평등의 원칙은 국가가 언제 어디에서 어떤 계층을 대상으로 하여 기본권에 관한 사항이나
제도의 개선을 시작할 것인지를 선택하는 것을 방해하지는 않는다. 말하자면 국가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능력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법적 가치의 상향적 구현을 위한 제도의 단계적 개선을 추진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모든 사항과 계층을 대상으로 하여 동시
에 제도의 개선을 추진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제도의 개선도 평등의 원칙때문에 그
시행이 불가능하다는 결과에 이르게 되어 불합리할 뿐 아니라 평등의 원칙이 실현하고자 하는 가치와
도 어긋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가 종전의 상황을 개선함에 있어서 그 개선의 효과가 일부의 사람
에게만 미치고 동일한 상황하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는 미치지않아 그들사이에 일견 차별이 생기게 된
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헌재 1991.2.11. 90헌가27.
54) 헌재 2008.5.29. 2005헌마1173 전원재판부.
55) 허 영, 헌법재판의 이론과 실제 -평등권에 대한 판례를 중심으로-, 연세행정논총 제17집( 1992.4), 1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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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영역을 적절히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합리적 차별기준을 정립
하고 있다.56) 헌법재판소의 결정례를 살펴보는 경우 재력이나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과 재산적 법률관계에서의 차별 그리고 정치적 영역이나 제한적 법률유보에
의한 차별의 경우에는 합리적 차별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경제규제입
법이나 기본권형성적 법률유보의 경우 그리고 개선과정에 있는 입법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입법형성의 자유를 인정하여 합리적 차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1)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1990.6.25. 89헌마107)
심판대상 조문
(1971.1.19. 법률 제2293호 신설, 1981.12.31.
법률 제3534호 개정)

현행 조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011.8.4. 법률 제11017호)

제46조(산정의 시기 및 방법) ② 국토이용관

제67조(보상액의 가격시점 등) ① 보상액의

리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

산정은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 성립

지가가 고시된 지역에서의 토지에 대한

당시의 가격을,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

보상은 고시된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

기준지가 대상지역 공고일로부터 재결시

으로 한다.

까지의 관련법령에 의한 당해 토지의 이

② 보상액을 산정할 경우에 해당 공익사

용계획 또는 당해 지역과 관계없는 인근

업으로 인하여 토지등의 가격이 변동되었

토지의 지가변동율ㆍ도매물가상승률 기타

을 때에는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다.

사항을 참작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행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68조(보상액의 산정) ① 사업시행자는 토
지등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하려는 경우에
는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에게 토지등의
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
자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
라 직접 보상액을 산정할 수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

56) “평등원칙은 행위규범으로서 입법자에게 객관적으로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규범의 대
상을 실질적으로 평등하게 규율할 것을 요구하나, 헌법재판소의 심사기준이 되는 통제규범으로서의
평등원칙은 단지 자의적인 입법의 금지기준만을 의미하게 되므로 헌법재판소는 입법자의 결정에서 차
별을 정당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 볼 수 없는 경우에만 평등원칙의 위반을 선언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헌법에 따른 입법자의 평등실현의무는 헌법재판소에 대하여는 단지 자의금지원칙으로
그 의미가 한정축소되므로 헌법재판소가 행하는 규범에 대한 심사는 그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한
수단인가에 있지 아니하고 단지 입법자의 정치적 형성이 헌법적 한계내에 머물고 있는가 하는 것에
국한될 수밖에 없다”. 헌재 1997.1.16. 90헌마110ㆍ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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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대상 조문
(1971.1.19. 법률 제2293호 신설, 1981.12.31.
법률 제3534호 개정)

현행 조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011.8.4. 법률 제11017호)
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감
정평가업자 외에 토지소유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1인을 선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 의뢰의

절차 및 방법, 보상액의 산정기준 등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
한다.
[전문개정 2011.8.4]

【결정요지】
∙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의 원칙은 개인의 기본권신장이나 제도의 개혁에 있어 법

적가치의 상향적 실현을 보편화하기 위한 것이지, 불균등의 제거만을 목적으로
한 나머지 하향적 균등까지 수용하고자 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 헌법이 규정한 평등의 원칙은 국가가 언제 어디에서 어떤 계층을 대상으로 하여 기

본권에 관한 상황이나 제도의 개선을 시작할 것인지를 선택하는 것을 방해하지는
않는다. 말하자면 국가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능력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법적
가치의 상향적 구현을 위한 제도의 단계적 개선을 추진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점은 그 제도의 개선에 과다한 재원이 소요되거나 이 사건에
서와 같이 전제되는 여러 제도적 여건을 동시에 갖추는데에는 기술적인 어려움이
따르는 경우에 더욱 두드러진다. 그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모든 사항과 계층을 대
상으로 하여 동시에 제도의 개선을 추진하는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개
선도 평등의 원칙 때문에 그 시행이 불가능하다는 결과에 이르게 되어 불합리 할
뿐 아니라 평등의 원칙이 실현하고자 하는 가치와도 어긋나기 때문이다.
∙ 공익사업에 의하여 발생한 개발이익은 성질상 그 비용의 부담자인 기업자를 통하

여 궁극적으로는 공익에 귀속되어야 할 것으로서 특정의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법제가 모든 경우에 있어 개발이익을 특
정의 토지소유자에게 귀속하게 하는 것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여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므로 이에 관한 제도의 개선은 개발이익의 합리적인
평가와 공익으로의 완전한 환수를 목표로 하여야 할 것임은 명백하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의 개선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전국토의 지가가 정기적으로 평가되
어 있어야 하고, 지가변동이 발생한 모든 사례에서 개발이익의 발생여부와 그

100

제 3 절 법령의 헌법적합성 심사기준 세부 검토

범위를 확정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을 설정하여야 하는 등 기술적으로 어려운 제
도적 전제조건들이 일시에 강구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시에 모든 개발이
익을 대상으로 한 제도의 개선을 도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다
면, 개발이익환수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지가의 공시지역을 확대하는 등 점진적
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수밖에 없고, 그 점진적 개선에 평등의 원칙이 어떤 장
애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 비록 수용되지 아니한 토지소유자가 보유하게 되는 개발이익을 포함하여 일체의 개

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아니한 제도적 상황에서 기준지
가가 고시된 지역내에 피수용토지를 둔 토지소유자로부터만 이를 환수한다고 하여
합리적 이유없이 수용여부에 따라 토지소유자를 차별한 것이라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등에 대한 헌법소원 등(1997.1.16. 90헌마110ㆍ136 병합)
심판대상 조문
(1993.6.11. 법률 제45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현행 조문
(2011.6.8. 법률 제10790호)

제 4 조(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①

제 4 조(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①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제5조,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제4

제7조 또는 육운진흥법 제8조의 규정에

조, 제126조, 제127조 및 제128조, ｢
여객자

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

동차 운수사업법｣제60조, 제61조 또는 ｢
화

는 제3조 제2항의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

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51조에 따른 보험

한 당해 제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제3조제2항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3조 제2항 단서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차의 운전자에

에 해당하는 경우나 보험계약 또는 공제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계약이 무효 또는 해지되거나 계약상의 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책규정 등으로 인하여 보험사업자 또는 공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사업자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 지급의무

1. 제3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가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不具)가 되
거나 불치(不治) 또는 난치(難治)의 질병
이 생긴 경우
3. 보험계약 또는 공제계약이 무효로 되거
나 해지되거나 계약상의 면책 규정 등으
로 인하여 보험회사, 공제조합 또는 공제
사업자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 지급의무
가 없어진 경우
[전문개정 201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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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 평등원칙은 행위규범으로서 입법자에게, 객관적으로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

르게, 규범의 대상을 실질적으로 평등하게 규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
재판소의 심사기준이 되는 통제규범으로서의 평등원칙은 단지 자의적인 입법의 금지
기준만을 의미하게 되므로 헌법재판소는 입법자의 결정에서 차별을 정당화할 수 있
는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 볼 수 없는 경우에만 평등원칙의 위반을 선언하게 된다.
즉 헌법에 따른 입법자의 평등실현의무는 헌법재판소에 대하여는 단지 자의금지원
칙으로 그 의미가 한정축소된다.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행하는 규범에 대한 심사는
그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한 수단인가에 있지 아니하고 단지 입법자의 정치적
형성이 헌법적 한계내에 머물고 있는가 하는 것에 국한시켜야 하며, 그럼으로써 입
법자의 형성의 자유와 민주국가의 권력분립적 기능질서가 보장될 수 있다.
∙ 입법자도 당연히 평등원칙의 기속을 받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동일한 위법과 책임

조건을 갖춘 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규율함으로써 형법영
역에서 평등원칙을 준수하고 실현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어떤 행위를 범죄로
하고 이를 어떻게 처벌해야 하는가, 즉 범죄의 유형과 형량을 결정하는 것은 원
칙적으로 형성의 자유를 갖는 입법자의 결정사항에 속한다. 따라서 평등원칙의
위반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단지 자의금지의 원칙을 기준으로 차별
을 정당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가의 여부만을 심사하게 된다.
∙ 입법자는 특례법의 입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형사처벌의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행위의 경과실ㆍ중과실을 차별의 기준으로 삼았다. 경과실ㆍ중과실이란
차별의 기준은 특례법이 의도하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한 것이며, 또한
경과실ㆍ중과실간의 그 성질과 비중에 있어서 확인될 수 있는 차이가 형사처벌에
관한 차별대우를 정당화한다 하겠다. 다수의 불특정인, 불특정한 경우에 적용되
는 법규범의 성격에 맞도록 입법자는 교통사고와 같은 대중적 현상을 규율함에
있어서 규율대상을 유형화하는 규정을 둘 수 있고, 이러한 유형화는 그 당연한
결과로 규율대상을 빠짐없이 포착한다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언제나
불가피하게 소수의 불이익이 따르기 마련이다. 그리고 행위의 유형화에 따른 불
가피한 불평등한 결과의 발생이 상대적으로 규율대상의 적은 일부에만 관련된
다면 이를 헌법적으로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비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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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황도연의 위헌의견

- 특례법은 제3조 제2항 단서에서 제3조 제2항 및 제4조 제1항의 본문에 정하여진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국민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고
그만큼 반사회성이 커서 그 행위에 대한 형법적 평가를 전적으로 피해자 개인의
의사에 맡겨둘 수 없거나 가해차량이 종합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다는 것을 이유로
가해운전자를 공소제기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평가되는 중대한 과실로 인
한 교통사고유형들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의사나 가해차량이 종합보험 등에 가입
되어 있는 여부와 관계없이 기소하여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위 유형에 속하는 교통사고의 피해자는 헌법 제27조 제5항에 정한 형사재판
절차에서의 피해자 진술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행위의 과실의 정도와 그 결과의
중대함에 있어서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와 같은 의미를 갖는 그 밖의 교통사고유
형들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동일한 형법적 평가를 내려서 그 가해자는 처벌하고,
그 피해자는 위 형사재판절차에서의 진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형벌체
계의 일관성을 해하지 아니하고 형사적 정의 및 평등의 원칙을 충족하는 것이다.

(3)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70조 등 위헌소원(1999.12.23. 98헌바33)
심판대상 조문
(1988.12.31. 법률 제4072호로 개정되고,
1997.12.31. 법률 제5482호로 제정된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부칙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삭제되기 전의 것)
제70조(채용시험의 가점) 병역법 또는 군인

현행 조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12.5.23. 법률 제11452호)
제70조 삭 제

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정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된 제대군인(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가 아닌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취업보호실시기관의 채용시
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제3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시험득점
에 대한 가점비율은 시험만점의 5퍼센트
이내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복무 중에 있는 자로서 전역예정일로부터
6월 이내에 있는 자는 이를 채용시험의
가점에 있어서 제대군인(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가 아닌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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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 평등위반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엄격한 심사척도에 의할 것인지, 완화된 심사척

도에 의할 것인지는 입법자에게 인정되는 입법형성권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이다. 차별적 취급으로 인하여 관련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게
된다면 입법형성권은 축소되어 보다 엄격한 심사척도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 가산점제도는 헌법 제25조에 의하여 보장된 공무담임권이라는 기본권의 행사에

중대한 제약을 초래하는 것이다(가산점제도가 민간기업에 실시될 경우 헌법 제15조
가 보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문제될 것이다). 따라서 가산점제도에 대하여는
엄격한 심사척도가 적용되어야 하는데, 엄격한 심사를 한다는 것은 자의금지원
칙에 따른 심사, 즉 합리적 이유의 유무를 심사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비례
성원칙에 따른 심사, 즉 차별취급의 목적과 수단 간에 엄격한 비례관계가 성립
하는지를 기준으로 한 심사를 행함을 의미한다.
∙ 가산점제도가 추구하는 공익은 입법정책적 법익에 불과하다. 그러나 가산점제도로

인하여 침해되는 것은 헌법이 강도높게 보호하고자 하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
지라는 헌법적 가치이다. 그러므로 법익의 일반적, 추상적 비교의 차원에서 보거나,
차별취급 및 이로 인한 부작용의 결과가 위와 같이 심각한 점을 보거나 가산점
제도는 법익균형성을 현저히 상실한 제도라는 결론에 이르지 아니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가산점제도는 제대군인에 비하여, 제대군인이 아닌 자를 비례의 원
칙에 반하여 차별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11조에 위배되며,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이 침해된다.

(4) 지방세법 제121조 제1항 위헌소원(2003.9.25. 2003헌바16 전원재판부)
심판대상 조문
(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된 것)

현행 조문
(2011.12.31. 법률 제11137호)

제1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

득세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세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액이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

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 가산세를 합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

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

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

법으로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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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조문
(2011.12.31. 법률 제11137호)

심판대상 조문
(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된 것)

1. ｢지방세기본법｣ 제53조제1호에 따른 신

하여 징수한다.

고불성실가산세(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

② (생 략)

라 한다): 해당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
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2. ｢지방세기본법｣
｣ 제53조제2호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이하

“납부불성실가산

세”라 한다)
② 납세의무자가 취득세 과세물건을 사실

상 취득한 후 그 취득일부터 2년 내에 제
20조에 따른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아니하
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
지방세
기본법｣ 제53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산출
세액에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
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다만, 등기․등록이 필요하지 아니한 과세
물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물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결정요지】
∙ 가산세는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대법원 2002. 11. 13,
2001두1918)이긴 하지만 가산세도 “당해 세법이 정하는 지방세의 세목으로 되는
세금의 하나”이므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의 납세의무자를 불리하게 차별하
거나 우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 법 제120조의 ‘신고납부의무’라는 것은 취득세 과세물건의 취득자에게 취득사실을 신

고할 의무와 취득세액을 납부할 의무라는 두 가지 의무를 가리키는 것인데 법 제
121조 제1항은 이러한 두 가지의 의무 중 하나만을 불이행한 사람이거나 두 가지
의무 모두를 불이행한 사람이거나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똑같이 산출세액의 100분
의 20을 가산세로 납부하도록 규정한다. 또한 자진납부의무를 불이행한 사람들 사
이에서도 그 미납기간의 장단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들을 똑같이 취급하고 있다.
∙ 이것은 성실협력의무를 불이행한 정도가 완전히 또는 상당히 다를 수 있는 두

사람을 오히려 언제나 똑같이 취급하는 것인데 이와 같이 “서로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여야 할” 무슨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한 취급은 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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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상의 편의를 조세당국에 제공할 것이지만 구별취급에 따르는 사무처리상의
불편의 정도라는 것이 이 경우에는 성질상 그렇게 클 수가 없는 것임에 비추어
이러한 사정은 “서로 다른 것을 다르게 취급할 것”을 명하는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을 지키지 않아도 좋을 합리적인 사유가 되지 못한다.
∙ 만일 신고의무와 납부의무가 그 불이행을 하나로 묶어 일회적으로 취급하여도

좋을 만큼 그 성질이 동일한 것이라고 한다면 법 제121조의 일회적 처리는 나름
대로 합리성을 가질 소지가 없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 성질을 동일한 것이라
고는 볼 수 없다. 왜냐하면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의무는 납세의무자가 과세요
건사실을 과세당국에 신고하여 스스로 자기가 부담할 조세채무를 확정하도록
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과 함께, 납세의무 확정을 위하여 투입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력을 절감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음에 반하여 세
액의 자진납부의무는 납세자에게 스스로 확정한 조세채무를 법정기한내에 이행
하도록 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적기에 확보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어 그 의무부여의 취지가 다르고 따라서 그 의무불이행이 국가 등의 과세권
행사에 미치는 영향에도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 금전납부의무의 불이행에 대한 책임의 추궁에 있어서는, 그것이 조세채무이든

민사채무이든 가릴 것 없이, 불이행기간에 비례하여 책임의 정도를 결정하는 것
이 법의 일반원리라고 할 것인데, 취득세의 가산세라고 하는 금전납부의무의 불
이행책임을 묻는 경우에는 특히 이러한 법의 일반원리가 배제되어야 할 아무런
합리적인 사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의무불이행 기간의 장단을 고려하
지 않고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 국세의 경우에는 두가지 협력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별개로 구분하여 대응하여

야 하고 지방세의 경우에는 별개로 구분할 필요 없이 하나로 대응하여도 좋은,
또는 하나로 대응하여야만 할, 무슨 합리적인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소득세
나 법인세 같은 국세와 취득세 같은 지방세는 똑같은 국민이 부담하는 조세라는
측면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없는 것이므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를 소득세나 법인
세 등의 납세의무자에 비하여 이렇게 차별을 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같
은 것을 서로 다르게 취급하여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다.
∙ 소득세ㆍ법인세 등 국세에서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의무위반과 납부의무위반

에 대하여 별도로 가산세를 구분하여 부과하면서 법정기한까지 과세표준과 세액
을 신고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신고하지 않거나 미달하여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일정률(소득세의 경우 20%)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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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기한까지 납부할 세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미달하여 납부한 납세자에 대하여
는 법정기한 다음 날부터 고지일까지의 미납일수에 비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도
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취득세의 자진납부의무위반에 대한 가산세는 산
출세액의 20%로 획일화되어 있어 미납기간의 장단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가산세부과에 있어서 취득세의 미납자를 소득세 등의 미납자에 비하여 이렇게
차별하여 취급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이 점에서도 법 제121조 제
1항은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

(5) 파산법 제38조 제2호 위헌제청(2005.12.22. 2003헌가8)
심판대상 조문
(1962.1.20. 법률 제998호로 제정되고 2005.3.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현행 조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0.6.10.
법률 제10366호)

제38조(재단채권의 범위) 다음 각 호의 청구

제473조(재단채권의 범위) 다음 각호의 청구

권은 이를 재단채권으로 한다.

권은 재단채권으로 한다. <개정 2010.3. 31>

1. (생 략)

1. 파산채권자의 공동의 이익을 위한 재판

2.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

상 비용에 대한 청구권

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 단, 파산선고

2. ｢
국세징수법｣ 또는 ｢
지방세기본법｣
에 의

후의 원인으로 인한 청구권은 파산재단

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국세징수의

에 관하여 생긴 것에 한한다.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

3.～ 11. (생 략)

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파산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을 포함하며, 제446조의 규정
에 의한 후순위파산채권을 제외한다). 다
만, 파산선고 후의 원인으로 인한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에 한한다.
3.～ 11. (생 략)

【결정요지】
∙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와 차별적 취급으로 인하여 관련 기

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에는 엄격한 심사척도가 적용되
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완화된 심사척도에 의한다는 원칙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한 것이
아니라 공익을 위하여 상대적으로 넓은 규제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권의
행사를 일부 제한하는 것이므로 완화된 심사기준에 따라 평등원칙의 위배 여부
를 가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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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 법률조항의 평등원칙 위반 여부에 관하여는 그 차별에 관하여 현저한 불

합리성이 있는지 여부, 즉 입법자의 자의성이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하면 족하다.
일반적으로 자의금지원칙에 관한 심사요건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을 다르게 취
급하고 있는지(또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는지)에 관련된
차별취급의 존재 여부와 이러한 차별취급에 이를 정당화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
인 이유가 결여하여 이를 자의적인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라고 할 수 있다.
∙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을 일률적

으로 재단채권으로 규정함으로써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을 다르게 취급하고(파산
선고 후의 이자 또는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성격을
갖는 청구권을 어떤 경우는 후순위파산채권으로, 어떤 경우는 재단채권으로 규
정) 또 다른 한편으로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동일하게 취급하여(우선권이 있
는 채권과 없는 채권 또는 다른 순위의 우선권이 있는 채권을 동일한 우선순위
를 갖게 함) 차별취급이 존재하고 있으며, 파산법의 기본목적과 공익적ㆍ정책적
필요성의 측면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차별적인 취급을 정당화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자의적으로 차별취급을 한 것
으로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6) 국민연금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단서 위헌제청(2008.11.27. 2006헌가1)
심판대상 조문
(2007.7.23. 법률 제85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현행 조문
(2011.12.31. 법률 제11143호)

제63조(유족의 범위 등) ① 유족연금을 지급

제73조(유족의 범위 등) ① 유족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유족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

받을 수 있는 유족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

이었던 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생계를

던 자가 사망할 당시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다음의 자로 한다. 이 경우

유지하고 있던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이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에 의하여 생

경우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의하여

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에 관한 인정기준은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에 관한 인정 기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31>

1. 배우자. 다만, 부의 경우에는 60세 이상이

1. 배우자

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2. 자녀. 다만, 19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
급 이상인 자만 해당한다.

2. ∼ 5. (생 략)

3.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다만,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만 해당한다.
4.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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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 일반적으로 법률에 성차별적 규정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입법자의 차별의도보

다는 성별에 대한 무의식(Gender Blindness)과 당시의 사회적 의식에 의한 경우
가 많다. 또한 제정된 법률과 사회의 변화 사이에 간극이 발생하여 제정 당시에
는 성차별적으로 인식되지 않던 규정도 그 시행과 적용과정에서 차별적 규정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반영하여 법률의 개정시점을 정하는
것은 입법자에게 판단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고, 특히 연금수급권과 같은 사
회보장수급권의 영역에 있어서는 입법자의 재량이 더욱 넓어진다고 할 것이다.
∙ 원래는 평등원칙에 합치하는 법률조항이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어느

때인가부터 평등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안의 경우, 사
회경제적 환경의 변화와 그 시점에 대한 충분한 실증이 없는 이상, 그에 대하여
이견(異見)이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입법자의 판단을 존중함이 상당하다. 그
러므로 입법자가 이 사건 법률조항을 2007년에 이르러 개정하였다고 하여 그것
이 시기적으로 너무 늦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 이 사건 법률조항은 파생적 수급권인 유족연금에 대하여 취업형태와 임금구조

등 노동시장에서의 여성의 경제적 지위를 반영하여 가계를 책임지는 자는 통상
남성가장이라는 입법자의 판단에 따라 부와 처를 가계를 책임지는 자의 구별
징표로 삼은 것으로서, 가계를 책임진 자의 사망으로 생활의 곤란을 겪는 가족
의 생계보호라는 입법목적의 달성을 촉진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정책수단으
로서의 적합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이 사건 법률조항은 우리나라 취업 시장의 현황, 임금 구조, 전체적인 사회보장

수준, 우리 가족관계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족급여의 제공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남성 배우자에 대한 실질적 차별
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거나 입법목적의 비중과 차별대우의 정도가 균형을 상실
하였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 재판관 김희옥,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민형기, 재판관 송두환의 반대의견

- 우리나라 경제발전 초기인 과거에 여성의 취업이 어렵고 여성근로자의 임금이 매우
낮아 여성이 소득활동을 하여 가족을 부양하기가 어렵다는 전제에서 여성 배우자의
유족연금 수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여성 배우자에 대한 유족연금 수급연령을
낮게 설정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고용구조의 변화에 따라 여성의 경제활동참
가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므로 유족연금에서 남녀 간 수급연령의 격차유지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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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설득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외국의 입법례를 보아도 대부분의 국가에서 남
녀 간 유족연금 수급요건에 차이를 두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차별취급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입법목적의 비중과 차별로 인한 불평등의 효과가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없다.
-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입법되던 당시와는 달리 시대의 변화로 인해 여성의 경제활
동인구가 증가하고, 가족 내에서 경제적 역할분담의 양상이 다양해진 오늘날, 부
에 대한 유족연금수급권을 처에 비하여 차별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헌법 제11조의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

(7) 국세징수법 제78조 제2항 후문 위헌제청(2009.4.30. 2007헌가8)
현행 조문
(2011.12.31. 법률 제11125호)

심판대상 조문
(2002.12.26. 법률 제6805호로 개정된 것)
제78조(매각결정의 취소) ① (생 략)

제78조(매각결정의 취소) ① (생 략)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재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압류재산의 매각결

산의 매각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에 계약보

정을 취소하는 경우 계약보증금은 매수인

증금은 매수인에게 반환하고, 제1항 제2호

에게 반환하고, 제1항제2호에 따라 압류

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재산의 매각결정을

재산의 매각결정을 취소하는 경우 계약보증

취소하는 경우에 계약보증금은 국고에 귀

금은 체납처분비,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

속한다.

가산금의 순으로 충당하고 그 남은 금액은
체납자에게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1.4.4]

【결정요지】
∙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한 차별은 공매대상재산의 소유자가 아닌 매수인이 제

공한 계약보증금의 최종적 귀속 여하에 따라 배당재원의 형성이 달라지는 데에
따르는 재산적 이익 범위에 관한 차별로서,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거나
관련 기본권의 중대한 제한이 문제되는 경우는 아니다. 또한, 채권실현을 위한
체납처분 또는 민사집행절차의 내용은 원칙적으로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인정되
는 절차법의 형성 영역에 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의 평등심사는 비례심사가
아니라 자의금지원칙에 따른 완화된 심사척도에 의하여야 한다.
∙ 입법자가 조세를 통한 경제정의의 실현 등 여러 정책적 고려를 통하여 정당한

과세근거법률로 정한 개별 납세의무자의 구체적 조세 부담을 철저하게 관철하
려면, 체납자 자신의 고유재산이 아닌 절차 진행 중 제3자가 제공한 재원으로
는 체납세액에 충당하지 않을 필요가 있다고 볼 여지가 없지는 않다.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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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은 기본적으로 정형화된 대량의 조세채권을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실
현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절차법이며, 원칙적으로 국세우선권 등 조세채권의
공익성 및 기타 정책적 필요를 반영한 실체법적인 내용은 국세기본법과 개별
세법들에서 정하고 있다. 나아가 국세나 지방세 등 조세채권 이외에 사회보험
료, 부담금, 과징금, 환수금, 배상금, 과태료, 비용징수금, 사용료 등 개별법상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하여 징수되는 수많은 채권들에 대하여 조세와 같은 정
도의 우선권 인정 규정을 둔 경우는 오히려 드물고, 개별 법률에서 국세징수
의 예에 의하도록 할 것인가는 당해 청구권의 공공성ㆍ대량성ㆍ집단성 등의
특수사정과 간이ㆍ신속한 징수라는 기술적 합목적성을 고려하여 절차상 자력
집행권을 인정할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고 있다. 또한, 개별 법률에 따라 국세
징수절차로 징수되는 채권들이 모두 조세와 같은 정도로 경제정의의 실현 등
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위약금약정의 성
격을 가지는 제도를 특별히 다르게 형성함으로써, 절차상 제3자가 제공한 재
원으로는 절대로 절차 개시의 근거가 된 채권을 만족시켜서는 아니 된다는 차
별목적을 설정하는 것은 국세징수법이 행정상 강제징수에 관한 절차법으로서
우리 법체계에서 차지하는 위치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매수인에게 반환하지 아니하는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킴에 따르는 차별취급은 조세채권의 신속하고 적정한 실현이라는
국세징수법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보더라도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 이 사건 법률조항은 위약금약정의 성격을 가지는 매각의 법정조건으로서 민사집

행법상 매수신청보증금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성격을 가지는 국세징수법상 계약
보증금을 절차상 달리 취급함으로써, 국세징수법상 공매절차에서의 체납자 및
담보권자를 민사집행법상 경매절차에서의 집행채무자 및 담보권자에 비하여 그
재산적 이익의 영역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자의적으로 차별하고 있으므로 헌법
상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8) 군인연금법 제23조 제1항 위헌소원(2010.6.24. 2008헌바128)
심판대상 조문
(2000.12.30. 법률 제6327호로 개정된 것)

현행 조문
(2011.9.15. 법률 제11042호)

제23조(상이연금) ① 군인이 공무상 질병 또

제23조(상이연금) ① 군인이 공무상 질병 또

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되어 퇴직

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되어 퇴직

한 때에는 그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다음의

한 때 또는 퇴직 후에 그 질병 또는 부상

구분에 따라 상이연금을 지급한다.

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된 때에는 그때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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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대상 조문
(2000.12.30. 법률 제6327호로 개정된 것)

현행 조문
(2011.9.15. 법률 제11042호)

1. 제1급은 보수월액의 100분의 80에 상당

사망할 때까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상이연
금을 지급한다. <개정 1994.1.5, 2000.12.30,

하는 금액
2. 제2급은 보수월액의 100분의 75에 상당

2011.5.19>
1. 제1급은 보수월액의 100분의 80에 상당

하는 금액
3. 제3급은 보수월액의 100분의 70에 상당

하는 금액
2. 제2급은 보수월액의 100분의 75에 상당

하는 금액
4. 제4급은 보수월액의 100분의 65에 상당

하는 금액
3. 제3급은 보수월액의 100분의 70에 상당

하는 금액
5. 제5급은 보수월액의 100분의 60에 상당

하는 금액
4. 제4급은 보수월액의 100분의 65에 상당

하는 금액
6. 제6급은 보수월액의 100분의 55에 상당

하는 금액
5. 제5급은 보수월액의 100분의 60에 상당

하는 금액
7. 제7급은 보수월액의 100분의 50에 상당

하는 금액
6. 제6급은 보수월액의 100분의 55에 상당

하는 금액
② ∼ ③ (생 략)

하는 금액
7. 제7급은 보수월액의 100분의 50에 상당
하는 금액
② ∼ ③ (생 략)

【결정요지】
∙ 상이연금수급권은 단순한 사실상의 기대이익이나 국가가 일방적으로 베푸는 시혜

적인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헌법상 보장된 사회적 기
본권의 성격을 가진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의 경우 만일 입법자가 상이연
금수급권자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어느 집단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포함시키지
아니하거나 연금수혜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소극적이거나 불충분한 입법형성을
함으로써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경우에는 그러한 흠결을 가진 입법 자체에
의하여 청구인의 사회적 기본권이나 평등권이 모두 침해될 수 있다 할 것이다.
∙ 다만, 어떤 법률조항이 동시에 여러 헌법규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의 의도 및 입법자의 객관적 동기 등을 참작하여 먼저 그
사안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헌법규정을 중심으로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를 따져 보아야 한다.
∙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완화된 심사기준에 의할 것인지는 입법자에게 인정되는
입법형성권의 정도 내지 범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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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한 차별취급은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군인연금법상의 상이연금 지급대상이 되는 공상
군인의 범위 및 지급요건 등을 정하는 문제와 관련된 사항은 우리 헌법상 입법
자에게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이 부여된 영역이라고 할 것이다.
∙ 두 개의 비교집단이 본질적으로 동일한가의 판단을 위해서는 그 집단 자체의

내재적 특성이나 직무 특수성 등 물리적 성격만을 고려해서는 아니 되고, 비교
대상과 관련된 헌법규정 및 당해 법 규정의 의미와 목적에 대한 규범적 해석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법률조항은, 위와 같이 일반 공무원의
경우에는 폐질상태로 퇴직한 경우뿐만 아니라 퇴직 후 폐질상태가 된 경우에도
공무원연금법 소정의 장해연금 등을 받을 수 있는 것과 달리, 군인의 경우에는
퇴직 이전의 질병 또는 부상이 원인이 되어 퇴직 이후에 비로소 폐질상태가 된
경우에 대해서는 상이연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으로써 실질적
으로 군인의 상이연금수급권을 제한하거나 수혜의 대상에서 일정한 범위의 군인
을 제외시키고 있으므로, 이러한 측면에서 차별취급이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퇴직 이후에 폐질상태가 확정된 군인’에 대해서 상

이연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아니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군인과 본질적인
차이가 없는 일반 공무원의 경우에는 퇴직 이후에 폐질상태가 확정된 경우에도
장해급여수급권이 인정되고 있는 것과 달리, 군인과 일반 공무원을 차별취급하
고 있고, 또 폐질상태의 확정이 퇴직 이전에 이루어진 군인과 그 이후에 이루어
진 군인을 차별취급하고 있는데, 군인이나 일반 공무원이 공직 수행 중 얻은 질
병으로 퇴직 이후 폐질상태가 확정된 것이라면 그 질병이 퇴직 이후의 생활에
미치는 정도나 사회보장의 필요성 등의 측면에서 차이가 없을 뿐만 아니라 폐질
상태가 확정되는 시기는 근무환경이나 질병의 특수성 등 우연한 사정에 의해 좌
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위와 같은 차별취급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정
당화되기 어려우므로 평등의 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된다.

(9)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위헌제청
(2011.11.24. 2010헌가42)
심판대상 조문
(2007.12.21. 법률 제8767호로 개정된 것)

현행 조문
(2011.12.2. 법률 제11112호)

제18조(벌칙) ②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

제18조(벌칙) ②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

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ㆍ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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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조문
(2011.12.2. 법률 제11112호)

심판대상 조문
(2007.12.21. 법률 제8767호로 개정된 것)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재

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재산

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

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

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하는 벌금에 처한다.

【결정요지】
∙ 특정 범죄에 대한 형벌이 그 자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

더라도 죄질과 보호법익이 유사한 범죄에 대한 형벌과 비교할 때 현저히 형벌
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을 잃은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장하는 헌법의 기본원리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법의 내용에 있어서도 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위헌이라 할 수 있다.
∙ 같은 범죄라고 정의 내리고 있는 범죄들 내에서도 똑같은 범죄는 있을 수 없을

만큼 행위 태양이 다양할 뿐만 아니라, 법정형을 정할 때 각 범죄마다 고려해야
할 요소 또한 서로 다르다. 무릇 법정형에 불합리한 점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
로 그러한 법정형이 반드시 위헌이 되는 것은 아니고, 법관의 양형이라는 절차
에서 어느 정도 그 불합리성을 제거할 가능성이 있다면 위헌성은 충분히 극복
될 수 있다. 특정 범죄행위에 대한 평가는 일차적으로는 법정형을 통해서 이루
어지지만, 재판 과정에서 법관의 양형이라는 또 다른 단계를 거쳐 최종적인 평
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법관의 양형으로 불법과 책임을 일치시킬 수 있으면
법정형이 내포하고 있는 약간의 위헌성은 극복될 수 있는 것이다.
∙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재산상 이득액을 기준으로 벌금의 상한과 하한을 규정하고

있어 영업비밀의 유출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이득액을 얻은 행위자와 달리 재산
상 이득액을 얻지 아니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선택할 수 없도록 한 것
이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상실하여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자의적인 입법이
라고 할 수 없고, 그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도 있으므로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
되지 아니한다.
∙ 재판관 민형기, 재판관 목영준, 재판관 이정미의 반대의견(헌법불합치의견)

-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범죄는 영업비밀을 취득ㆍ사용ㆍ누설하는 행위만으로
성립하므로,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이득을 얻은 경우와 위 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을 얻지 아니한 경우는 그 구성요건적 행위 및 보호법익이 동일하다.
그런데 영업비밀의 유출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이득을 얻은 경우는 그렇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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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 비하여 국가경제 등에 미치는 해악이 더욱 중대하고 행위자의 책임에 대
한 비난가능성도 크다 할 것이므로, 재산상 이득을 얻지 아니한 경우의 법정형이
재산상 이득을 얻은 경우의 법정형보다 가볍거나 적어도 비슷하여야 한다.
- 이 사건 법률조항은 선택형인 벌금형을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으로 규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얻지 않은 범죄행위
자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배제한 반면 비난
가능성이 더 크고 불법의 정도 또한 심한 재산상 이득을 얻은 범죄행위자에 대하
여는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재산상 이득을 얻지 않은 행위자
를 부당하게 차별하고 있다.
- 다수의견은, 고액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이 단기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보다 더 큰 형벌이 될 수 있다거나, 법원이 재판과정에서 형의 양정 등을 통하여
이러한 불합리성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양자의 차별에 관한 불합리성은
법관이 재산상 이득이 있는 영업비밀 유출행위자에 대하여는 징역형과 벌금형 중
적절한 형을 선택하여 처벌할 수 있는 반면 위 범죄자 보다 죄질이 경한 재산상
이득없는 행위자에 대하여는 오직 징역형만으로 처벌하여야 하는 법정형 체계에
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법원이 실제 선고할 형을 기대하여 차별의 비합리성을 완
화하자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결국 법원이 영업비밀의 유출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을 얻은 행위자에 대하여는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게 하면서도, 오히려 재산상 이득없는 행위자
에 대하여는 징역형만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상실하여 재산상 이득을 얻지 아니한 행위자를 재산상 이득을 얻은 행위
자에 비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고 있으므로,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고 할 것이다.

3. 심사기준
【 착안점】

◈ 법앞의 평등은 법적용상의 평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정의와 형평의 원칙

에 합당하게 합헌적으로 법률을 제정할 것을 명하는 법내용상의 평등을 의미
하므로, 입법내용이 정의와 형평에 반하거나 자의적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차별적 취급이 사안적으로 납득할만한 근거들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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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적 집단을 불평등하게 취급할 요인이 존재하는지
☞ 불평등대우에 대한 강한 요구가 존재하는지
☞ 이미 존재하는 차이점 또는 공통점이 불평등대우 또는 평등대우를 정당화하

는데 적정한지
◈ 해당 법규정의 의미와 목적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을 다르게 취급하지 않도

록 하고, 차별적 취급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도록 해야 한다(자의금지 원칙)
◈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나 차별적 취급으로 인하여 관련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게 될 경우에는 자의금지 원칙에 따른 검
토에 그치지 아니하고, 비교대상간의 사실상의 차이의 성질과 비중 또는 입법
목적(차별목적)의 비중과 차별의 정도에 적정한 균형관계가 이루어져 있는가를
검토한다(비례성 원칙).
◈ 개인의 기본권신장이나 제도의 단계적 개선은 단순히 불균등의 제거만을 목적

으로 한 하향적 균등을 도모할 것이 아니라, 평등권의 상향적 실현을 보편화하
도록 입법적 판단을 한다.
【 주요 심사기준】
◈ 평등원칙 위반의 특수성은 대상 법률이 정하는 법률효과 자체가

위헌이 아니라, 그 법률효과가 수범자의 한 집단에만 귀속하여 ‘다
른 집단과 사이에 차별’이 발생한다는 점에 있다는 점을 유념한다.
☞ 비교대상이 되는 두 개의 집단 사이에 서로 다른 취급을 정당화

할 수 있을 정도의 차이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서로 다르게 취급
기준 1
[차별취급
일반]

하지 않도록 한다.
☞ 비교집단이 본질적으로 동일한지 여부는, 그 비교집단 자체의

내재적 특성이나 직무의 특수성 등 물리적인 성격이나 현실적
인 측면만을 고려해서는 안 되고, 비교대상과 관련된 헌법규정
및 당해 법률규정의 의미와 목적에 대한 규범적인 해석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관련 결정례] 헌재 1990.6.25. 89헌마107 ; 헌재 2008.12.26. 2007헌마444 ; 헌재
2009.3.26. 2008헌마225 ; 헌재 2011.11.24. 2010헌마510

기준 2
[조세관련
법규]

◈ 조세의 부과와 징수는 납세자의 담세능력에 상응하여 공정하고

평등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납세의무자
를 불리하게 차별하거나 우대하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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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감면 대상을 설정함에 있어서는 되도록 신중한 입장을 취하

여 우선 조세감면이 가장 절실하거나 시급하다고 생각되는 집단
으로 그 범위를 한정하고, 그 후의 상황 전개에 따라 이를 점진
적으로 변경하도록 한다.
☞ 재원을 부담할 자를 정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없이 특정 인적

집단을 그 대상으로 하거나, 합리적 이유없이 부담자 사이에 동
질성이 없는 특정 인적 집단에게까지 부담시킴으로써 이들 집
단을 자의적으로 차별취급하지 않도록 한다.
☞ 조세를 비롯한 공과금의 부과는 납부의무의 관철에 있어서 국민

간에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납부의무를 부과하
는 실체적 법률은 ‘사실적 결과에 있어서도 부담의 평등’을 원
칙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절차적 규범이나 제도적 조치와 결합
되어 납부의무자간의 균등부담을 보장해야 한다.
◈ 각종 이용료, 사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 면제대상을 결정할 때

에는 면제대상자가 수행하는 공적 과제와 이를 통해 실현되는 공
공복리의 증진 등 공익목적과 해당 법령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
여 차별취급하지 않도록 한다.
◈ 금전납부의무의 불이행에 대한 책임의 추궁에 있어서는, 그것이

조세채무이든 민사채무이든 가릴 것 없이 불이행기간에 비례하여
책임의 정도를 결정해야 하며, 의무불이행 기간의 장단을 고려하
지 않고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도록 한다.
[관련 결정례] 헌재 1996.6.26. 93헌바2 ; 헌재 1996.8.29. 95헌바41 ; 헌재
1999.11.25. 98헌마55 ; 헌재 2000.6.29. 99헌마289 ; 헌재
2000. 2.24. 98헌바94 ; 헌재 2004.10.28. 2002헌바70 ; 헌재
2011.9.29. 2010헌마85 ; 헌재 2011.11.24. 2010헌바122

◈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범죄의 보호법익과

죄질이 서로 다른 둘 또는 그 이상의 범죄를 동일 선상에 놓고 그
기준 3

중 어느 한 범죄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여 단순한 평면적인 비교

[처벌관련

로써 다른 범죄의 법정형의 과중 여부를 판정하지 않도록 한다.

법규]

☞ 특별히 형을 가중할 필요가 있는 범죄유형이라 하더라도 가중의

정도가 통상 형사처벌과 비교하여 현저히 형벌 체계상의 정당성
과 균형을 잃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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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결정례] 헌재 1997.3.27. 95헌바50 ; 헌재 1999.5.27. 96헌바16 ; 헌재
2004.12.16. 2003헌가12 ; 헌재 2008.12.26. 2007헌가10 ; 헌재
2009.2.26. 2008헌바9 ; 헌재 2011.10.25. 2011헌가1

◈ 시혜적ㆍ 형성적ㆍ 급부적 성격의 법령도 동일한 사태에 대하여

다르게 취급한다면 불평등한 취급이며, 서로 다른 사태에 대하여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도 불평등으로 간주된다.
기준 4

◈ 종래 사회로부터 차별을 받아 온 일정집단에 대해 그동안의 불이

[급부행정

익을 보상하여 주기 위해 직ㆍ간접적으로 이익을 부여하는 우대

관련 법규]

조치는, 항구적 정책이 아니라 구제목적이 실현되면 종료하는 임
시적 조치로 해야 한다.
[관련 결정례] 헌재 1999.7.22. 98헌바14 ; 헌재 1999.12.23. 98헌마363 ; 헌재
2010.5.27, 2009헌바49

◈ 개인대상법률 또는 개별사건법률은 일반국민을 그 규율대상으로 하

지 아니하고 특정 개인이나 사건만을 대상으로 함으로써 차별이 발
생하는바, 그 차별적 규율이 합리적인 이유로 정당화되어야 한다.
기준 5
[특별법
관련]

◈ 법질서의 체계적인 구조를 벗어나는 특별입법을 할 때, 사물논리

적 구조에 비추어 동일하게 다루어야 할 사항을 특단의 합리적
이유없이 달리 취급하는 입법을 하지 않도록 한다.
[관련 결정례] 헌재 1996.2.16. 96헌가2 ; 헌재 2002.11.28. 2002헌바38 ; 헌재
2008.1.10. 2007헌마1468

Ⅲ. 과잉입법금지 원칙(비례원칙)
1. 의 의
과잉침해금지(Übermaßverbot)｣
의 원칙 내지 비례의 원칙(Grundsatz der Verhältnismäßigkeit)이란 헌법적으로 보호되고 있는 두개의 법익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에 한
법익이 다른 법익을 위해 완전히 무시되어서는 아니 되고, 두 법익이 최적의 효과
에 도달할 수 있도록 조정되어야 하며, 그럼으로써 실제적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는 원칙을 말한다. 이 원칙은 법치국가원리의 구체화57)로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57) Lothar Hirschberg, Der Grundsatz der Verhältnismäßigkeit, Göttingen 1981, S.1. : BVerfGE 19.348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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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의 현실화와 실효성에 매우 중요하며, 또한 그를 위하여 탁월한 역할을 거두
고 있음은 일반적으로 승인되고 있다.
이 원칙은 단순히 조리상의 원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헌법에 기초를 둔 헌법
적 차원의 법원칙으로서 행정작용은 물론 입법 및 사법작용을 포함한 모든 국가
행위를 포괄하는 주요준칙으로 인정되고 있다. 우리 헌법은 제37조제2항에서 “모
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
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라고 선언하여 입법권의 한계로서 과잉입법금지의
원칙을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 원칙은 일반적으로 적합성(Geeignetheit), 필요성(Erforderlichkeit) 그리고 협의의
비례원칙(Verhältinsmäßigkeit in energen Sinne)의 세가지 부분원칙을 포함하는 포괄원
칙으로 이해되고 있다.58) 한편 헌법재판소에서는 이 원칙의 내용을 “국민의 기본권
을 제한하려는 입법의 목적이 헌법 및 법률의 체제상 그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목적의 정당성), 그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그 방법이 효과적이고 적절하여야 하며
(방법의 적절성), 입법권자가 선택한 기본권제한의 조치가 입법목적달성을 위하여 설
사 적절하다 할지라도 가능한 한 보다 완화된 형태나 방법을 모색함으로써 기본권
의 제한은 필요최소한도에 그치도록 하여야 하며(피해의 최소성), 그 입법에 의하여
보호하려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을 비교형량할 때 보호되는 공익이 더 커야한다(법
익의 균형성)”고 하고 있다.59)
첫째, 적합성의 원칙이란 수단이 목적달성에 있어서 적합적하며 필요한 것, 그
래서 목적과 수단이 무관계하지 아니한 점을 요청하는 원칙을 의미한다. 즉 그것은
목적(결과)에 대한 수단(원인)의 관념적인 인과성(Kausalität)을 심사하는 원칙이다.
즉, 해당 수단의 도움으로 “바라던 결과가 촉진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수단은
적합적인 것이 되는 것이다. 입법자가 이러한 적합성을 판단하는데 있어서 실제적
으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어려운 문제점으로는 어떠한 기준위에서 적합성의 여부
를 판단하여 입법을 할 것인가라는 점이다. 즉, 입법자가 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가능한 방법이 있는 경우에 그 중에서 어떠한 방법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 내지 입법재량의 문제이나,
그 선택된 수단과 목적달성의 관계가 어떠한 경우에 위헌이 되는가의 문제이다.
58) 자세한 내용은 박영도, 입법학 입문, 한국법제연구원 2008, 143면 이하 참조.
59) 헌재 1992.12.24 92헌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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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입법자에게는 어떠한 조치 내지 수단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적합한 것
인가에 대해서는 입법자가 그 시각으로 부터 가능한 모든 인식 수단을 전부 고려
하여 판단할 수 있는 재량이 부여되어 있다고 할 것이나, 이 경우에도 입법자는
수단과 목적사이에 일응의 인과적 연관성을 고려하여 입법을 하여야 할 것이다.60)
목적달성을 위한 수단을 잘못 선택하여 입법을 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은 민주적
정당성을 결여할 뿐 아니라 위헌성이 높은 법률이 되기 때문에 입법자는 항상 이
점에 유의하여 입법을 해야 한다.
둘째, 목적달성에 있어서 수단이 필요한 점을 요청하는 필요성의 원칙은 구체적
으로 수단과 수단의 관계를 심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이 원칙은 여
러 적합한 수단 가운데 그것의 사용이 최소의 침해효과를 가지는 수단을 선택할
것을 요구하는 의미에서 최소침해의 원칙이라고도 한다.61) 필요성의 원칙은 입법
자에 의해서 의도된 조치 그 자체가 필요한가의 문제가 아니라, 나아가 목적을 동
일하게 달성할 수 있는 그러나 보다 더 완화된 수단이 있는가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입법자는 규제목적에서 예측되는 광범한 침해가 어떠한 것보다 나은
결과를 예상하지 아니하는 곳에서만 보다 온건한 수단의 선택의무를 진다고 할
수 있다.62)
셋째, 협의의 비례원칙은 한마디로 가장 적합한 선택(Optimierung)을 요청하는
실천적 정합성(Praktische Konkordanz)의 원리라고 할 수 있으며 상당성의 원칙이라
고도 한다. 이 원칙은 목적과 수단 사이의 비교형량을 구체화하는 것이며, 선택된
수단의 사용으로 인한 손실이 압도적인 경우에는 그 고려된 수단을 중지할 것을
요하는 침해와 그것을 정당화하는 근거의 단순한 비교형량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
60) 한편 헌법재판소에서도 “국가작용에 있어서 취해진 어떠한 조치나 선택된 수단은 그것이 달성하려는
사안의 목적에 적합하여야 함은 당연하지만 그 조치나 수단이 목적달성을 위하여 유일무이한 것일 필요
는 없는 것이다. 국가가 어떠한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조치나 수단 하나만으로서 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도 있고 다른 여러가지의 조치나 수단을 병과하여야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
으므로 과잉금지의 원칙이라는 것이 목적달성에 필요한 유일의 수단선택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물론 여러가지의 조치나 수단을 병행하는 경우에도 그 모두가 목적에 적합하고 필요
한 정도내의 것이어야 함은 말할 필요조차 없다”라고 하여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입법자가
선택함에 있어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우선적 평가권을 인정하고 있다. 헌재 1989.12.22. 88헌가13.
61) 양삼승, 과잉금지의 원칙 -특히 독일에서의 이론과 판례를 중심으로-, 헌법논총 제1집(1990), 132면.
62) 헌법재판소는 어떠한 조치가 최소침해의 원칙, 즉 필요성의 원칙을 충족하는 것인가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 판례는 없으며 다만, “무릇 국가가 입법, 행정등 국가작용을 함에 있어서는 합리적인
판단에 입각하여 추구하고자 하는 사안의 목적에 적합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그때 선택하는 수단은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서 필요하고 효과적이며 상대방에게는 최소한의 피해를 줄 때에 한해서 그 국가
작용은 정당성을 가지게 되고 상대방은 그 침해를 감수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몇
개의 판례에서 이를 적용하고 있다. 헌재 1989.12.22. 88헌가 13 ; 헌재 1994.2.24. 92헌가15 내지 17,20
내지 24 ; 헌재 1995.2.23. 92헌바12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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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에서는 이익형량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가 문제되나, 결국 목적과 수단사이의
형량은 기본적으로 보호되는 개인적 법익의 중요성, 침해의 정도, 공공의 이익의
중요성과 긴급성에 상응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63)
이들 원칙은 근본적으로는 입법자의 권한남용을 억제하여 국민의 기본권보장에
기여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지만, 논리적으로는 증명될 수 없고 구체적
사안에서 무엇이 비례적인가는 결정할 권한을 가진 자의 주관적 의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 원칙의 지나친 확장은 입법자의 형성
의 자유를 제약하게 되고, 개별정의를 추구하게 되어 따라서 법적 안정성을 희생
시키게 되며 법원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결국 이들 원칙을
안일하게 이해할 것이 아니라 실정법질서와의 관련 하에서 정밀하고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작업이 매우 중요하다.64)

2. 헌법재판소 주요 결정례
헌법재판소의 결정례에서 제시된 비례원칙을 개관하여 보면, 비례의 원칙과 과
잉금지의 원칙을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그 의미는 동일한 것으로 보여진다.
헌법재판소의 판례에서 제시된 비례의 원칙의 개념요소는 입법작용을 구속하므로
입법자는 이러한 비례의 원칙을 준수하여 입법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입법작업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판례에서 제시되고 있는 비례의
원칙의 내용이 다소 추상적이기는 하나, 입법자는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태도를 견
지하면서 그 개념표식을 더욱 구체화하고 사례에의 적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입법
시에 비례성의 통제를 위한 합리적인 객관적 심사기준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과잉침해금지의 원칙 내지 비례의 원칙의 적용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례는 매우
많이 존재하나, 여기서는 입법자의 관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몇 가지 관련
판례만을 소개하기로 한다.
(1) 형사소송법 제331조 단서규정에 대한 위헌심판(1992.12.24 92헌가8)
심판대상 조문
(1954.9.23. 법률 제341호)

현행 조문
(2011.7.8. 법률 제10864호)

제331조(무죄등선고와 구속영장의 효력) 무

제331조(무죄등 선고와 구속영장의 효력) 무

죄, 면소, 형의 면제, 형의 선고유예, 형의

죄, 면소, 형의 면제, 형의 선고유예, 형의

63) 헌재 1995.3.23. 94헌마175 ; 헌재 1992.10.1. 92헌가6,7 병합 등 참조.
64) Friedrich E.Schnapp, Die Verhältnismäßigkeit des Grundrechtseingriffs, JuS 1983, S.850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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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조문
(2011.7.8. 법률 제10864호)

심판대상 조문
(1954.9.23. 법률 제341호)
집행유예, 공소기각 또는 벌금이나 과료를

집행유예, 공소기각 또는 벌금이나 과료를

과하는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구속영장은

과하는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구속영장은

효력을 잃는다. 단 검사로부터 사형, 무기

효력을 잃는다. <개정 1995.12.29>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의견진술이 있는 사건
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결정요지】
∙ 국가작용 중 특히 입법작용에 있어서의 과잉입법금지의 원칙이라 함은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입법활동을 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기본
원칙 내지 입법활동의 한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려는
입법의 목적이 헌법 및 법률의 체제상 그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하고(목적의 정
당성), 그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그 방법이 효과적이고 적절하여야 하며(방법의
적절성), 입법권자가 선택한 기본권제한의 조치가 입법목적달성을 위하여 설사
적절하다 할지라도 가능한 한 보다 완화된 형태나 방법을 모색함으로써 기본권
의 제한은 필요최소한도에 그치도록 하여야 하며(피해의 최소성), 그 입법에 의
하여 보호하려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을 비교형량할 때 보호되는 공익이 더
커야한다(법익의 균형성)는 법치국가원리에서 당연히 파생되는 헌법상의 기본원
리의 하나인 비례의 원칙을 말하는 것이다.
∙ 우리 헌법은 제37조제1항에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제2항에서 “모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
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
다.”라고 선언하여 입법권의 한계로서 과잉입법금지의 원칙을 명문으로 인정하
고 있으며 이에 대한 헌법위반여부의 판단은 헌법 제11조와 제107조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에서 관장하도록 하고 있다.
∙ 구속제도 자체가 국가형벌권의 실현이라는 정당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그에 관한 구체적인 입법권행사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 중에 가장 중요
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내용에 관한 것이므로 신체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거나 침해의 정도가 과잉입법금지의 원칙 내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어서는 아니 된다는 합헌적인 범위 내에서만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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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차장법 제19조의4 제1항 위헌소원(1998.2.27. 95헌바59)
현행 조문
(2011.4.14. 법률 제10599호)

심판대상 조문
(1995.12.29. 법률 제5115호)
제19조의4(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금지 등)

제19조의4(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등)

① 부설주차장은 주차장외의 용도로 사용

① 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

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생 략)

【결정요지】
∙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에 관한 이러한 제한은 그 내용에 있어서도 심히 불합리

하거나 형평에 반하지 아니하는 합리적인 제한이라고 볼 것이고, 그 제한으로 인
하여 건물소유자가 입는 불이익은 공공의 복리를 위하여 감수하지 않으면 안될
정도의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을 원칙적
으로 금지하고, 대통령이 정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이를 허용토록 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건물소유권자의 재산권이나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공공이익을 위
한 부득이한 제한으로서 그 제한의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 또한 필요ㆍ적정하다
할 것이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이 정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조승형, 재판관 신창언의 반대의견

- 이 사건 법률조항이 부설주차장의 유지ㆍ확보라는 입법목적을 초과하여 일단 설
치된 부설주차장은 주차장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함으로써 과도한 제한을
설정한 다음, 그 예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이를 완화하고 있다. 물론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가능한 여러 수단들 가운데 구체적으로 어느 것을 선
택할 것인가는 기본적으로 입법재량의 영역에 속하는 문제이므로, 입법목적을 달
성하기 위하여 선택된 수단이 현저히 불합리한 것이 아닌 한 그 수단이 가장 합리
적이고 효율적인 수단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는 위헌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 이 사건 법률조항은 “부설주차장은 주차장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대
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여 위임의
목적이나 내용, 정도에 관하여 아무런 특정도 하지 아니하고 하위법규에 위임하고
있을 뿐이어서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입법목적을 초월하는 과도한 제한을 원칙으로 설정하였으면서도
단서에서 이를 적절히 완화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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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국민의 재산권이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여 그 입법목적
을 달성하고자 함에 있어, 기본권제한을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지 아니한 채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으므로, 기본권제한
입법의 한계인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것이다.

(3) 기부금품모집금지법 제3조 등 위헌제청(1998.5.28. 96헌가5)
심판대상 조문
(1951.11.7. 법률 제224호로 제정되고
1970.8.12. 법률 제2235호로 개정된 것)

현행 조문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2010.6.8. 법률 제10346호)

제 3 조(모집의 금지와 허가) ① 누구든지 기

제 4 조(기부금품의 모집등록) ① 1천만원 이

부금품의 모집을 할 수 없다. 다만, 左의

상의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내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다음의

무부장관과 도지사 또는 서울 특별시장은

사항을 적은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하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허가

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

할 수 있다.

안전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

1. 국제적으로 행하여지는 구제금품

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2. 천재, 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재액을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모집․사용계

구휼하는데 필요한 금품

“등록청이라”

획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3. 국방기재를 헌납하기 위한 금품

같다. <개정 2008.2.29>

4. 현충기념시설의 설치와 자선사업에 충

1. 모집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당하기 위한 금품

연락처(모집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5. 전국적 규모로 사용할 수 있는 체육시

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설의 설치를 위한 금품과 올림픽에 참여

대표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할 선수의 파견을 위한 금품

연락처)

6. 국제적인 반공기관의 설치를 위한 금품

2. 모집목적, 모집금품의 종류와 모집목표

7.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참석할 선수의

액, 모집지역, 모집방법, 모집기간, 모집

파견을 위한 금품

금품의 보관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② 전항의 도지사 및 서울특별시장의 모

모집계획. 이 경우 모집기간은 1년 이내로

집허가와 기부심사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하여야 한다.
3. 모집비용의 예정액 명세와 조달방법,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모집금품의 사용방법 및 사용기한 등을
제11조(벌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구체적으로 밝힌 모집금품 사용계획

받지 아니하고 기부금품의 모집을 행한 자

4. 모집사무소를 두는 경우에는 그 소재지

또는 제4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 이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품

하의 징역 또는 이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 모집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사업을 위하여 둘 이상
의 등록청에 등록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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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조문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2010.6.8. 법률 제10346호)

심판대상 조문
(1951.11.7. 법률 제224호로 제정되고
1970.8.12. 법률 제2235호로 개정된 것)

1. 국제적으로 행하여지는 구제사업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
가목에 따른 재해는 제외한다)의 구휼사업
(救恤事業)
3. 불우이웃돕기 등 자선사업
4. 영리 또는 정치․종교 활동이 아닌 사
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업
가. 교육, 문화, 예술, 과학 등의 진흥을
위한 사업
나. 소비자 보호 등 건전한 경제활동에
관한 사업
다. 환경보전에 관한 사업
라. 사회적 약자의 권익 신장에 관한 사업
마.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바. 남북통일, 평화구축 등 국제교류․
협력에 관한 사업
사.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건전한 시민
사회 구축에 관한 사업
아. 그 밖에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는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1.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
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
니한 자
4.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제10조제1항에 따라 등록말소가 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이나 단체가
등록말소된 경우에는 등록말소사유가 발
생한 당시의 대표자나 임원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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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조문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2010.6.8. 법률 제10346호)

심판대상 조문
(1951.11.7. 법률 제224호로 제정되고
1970.8.12. 법률 제2235호로 개정된 것)

6. 대표자나 임원이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
④ 등록청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모집․사용계획서의 내용이 제2
항에 적합한지와 신청인이 제3항에 따라
등록을 할 수 없는 자가 아닌지를 확인한
후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
⑤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

자치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등록증을 내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제1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 6.8>
1.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
였거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
로 등록을 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한 자

【결정요지】
∙ 모든 기본권으로 보장된 행위가 그 자체로서 사회적으로 유해한 행위는 아니며

단지 기본권의 행사과정에서 타인의 법익이나 공익과의 충돌로 말미암아 그에
따른 제한이 필요하듯이, 기부금품의 모집행위 또한 마찬가지로 모집과정에서
타인에 대한 피해나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침해가 우려되므로,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그에 대한 제한과 규율의 필요성이 있을 뿐이다. 따라서 기부금품의
모집행위도 행복추구권에서 파생하는 일반적인 행동자유권에 의하여 기본권으로
보장되기 때문에, 법의 허가가 기본권의 본질과 부합하려면, 그 허가절차는 기
본권에 의하여 보장된 자유를 행사할 권리 그 자체를 제거해서는 아니 되고 허가
절차에 규정된 법률요건을 충족시킨 경우에는 기본권의 주체에게 기본권행사의
형식적 제한을 다시 해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부여하여야 한다.
∙ 입법자는 공익실현을 위하여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입법목적을 실현하기에

적합한 여러 수단 중에서 되도록 국민의 기본권을 가장 존중하고 기본권을 최소
로 침해하는 수단을 선택해야 한다. 기본권을 제한하는 규정은 기본권행사의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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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관한 규정과 기본권행사의 ‘여부’에 관한 규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침해의
최소성의 관점에서, 입법자는 그가 의도하는 공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선 기본권
을 보다 적게 제한하는 단계인 기본권행사의 ‘방법’에 관한 규제로써 공익을 실현
할 수 있는가를 시도하고 이러한 방법으로는 공익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에 비로소 그 다음 단계인 기본권행사의 ‘여부’에 관한 규제를 선택해야 한다.
∙ 법 제3조에 규정된 모집목적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부금품을 모집하

고자 하는 자는 기본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길이 처음부터 막혀 있다. 따라서 법
제3조에서 허가의 조건으로서 기부금품의 모집목적을 제한하는 것은 기본권행
사의 ‘방법’이 아니라 ‘여부’에 관한 규제에 해당한다. 그러나 국민의 ‘재산권보
장과 생활안정’, 즉 ‘모집행위에 의한 폐해나 부작용의 방지’라고 하는 법이 달
성하려는 공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기부금품의 모집행위를 독자적인 법률에 의
하여 규율할 필요성이 비록 있다고 하더라도, 규율의 형태에 있어서 모집목적에
관한 제한보다는 기본권의 침해를 적게 가져오는 그 이전의 단계인 모집절차
및 그 방법과 모집된 기부금품의 사용에 대한 통제를 통하여, 즉 기본권행사의
‘방법’을 규제함으로써 충분히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여진다.
∙ 모집목적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제한을 두지 않으면서,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침

해할 위험이 없고 모집행위의 합법적인 시행과 모집목적에 따른 기부금품의 사
용이 충분히 보장되며 모집에 소요되는 비용과 모집된 금액 사이에 명백한 불균
형이 우려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허가를 해주는 질서유지행정 차원의 허가절차를
통해서도 충분히 법이 의도하는 목적을 실현할 수 있다. 따라서 법이 의도하는
목적인 국민의 재산권보장과 생활안정은 모집목적의 제한보다도 기본권을 적게
침해하는 모집행위의 절차 및 그 방법과 사용목적에 따른 통제를 통해서도 충분
히 달성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모집목적의 제한을 통하여 모집행위를 원칙적
으로 금지하는 법 제3조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에 필요한 수단의 범위를 훨씬
넘어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라 아니할 수 없다.

(4) 구 법인세법 제41조 제14항 위헌소원 등(2006.6.29. 2002헌바80ㆍ87ㆍ88,
2003헌가22 병합)
현행 조문
(2011.12.31. 법률 제11128호)

심판대상 조문
(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가산세) ①～⑬ (생 략)

제76조(가산세) ①～⑧ (생 략)

⑭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

127

⑨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으로

제 2 장 법령의 헌법적합성 제고를 위한 심사기준

심판대상 조문
(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현행 조문
(2011.12.31. 법률 제11128호)

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

을 가산하여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가액의 100분의 1(제4호의 경우에는 100분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

의 2를 말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는 징수하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부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과되는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징수하되,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2항부

1.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

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

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한

되는 부분은 제외한다. <개정 2010. 12.30,

분에 대한 계산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2011.12.31>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1. 제12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발급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

한 계산서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

재된 경우

어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2. 제6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ㆍ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 다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동조에 규정된

만, 제2호가 적용되는 분(分)은 제외한다.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2. 제121조제5항에 따라 매출․매입처별

경우로서 그 합계표에 대통령령이 정하

계산서합계표를 같은 조에 규정된 기한

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

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하

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

였더라도 그 합계표에 대통령령으로 정

게 기재된 경우

하는 적어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

⑮ (생 략)

를 적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 다만, 제4호가 적용되는 분의 매출
가액 또는 매입가액은 제외한다.
3. 제120조의3제1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합계표를 같은 조에 따른 기한까
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하였
더라도 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어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거나 사실
과 다르게 적은 경우. 다만, 제4호가 적
용되는 분의 매입가액은 제외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제121
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산서등
(이하 이 호에서 “계산서등”이라 한다)
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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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대상 조문
(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현행 조문
(2011.12.31. 법률 제11128호)
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법인이
아닌 법인의 명의로 계산서등을 발급
한 경우
마.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
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의 명의로 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⑩ ～ ⑫ (생 략)

【결정요지】
∙ 가산세는 형식에 있어서는 조세이지만 그 본질에 있어서는 본세의 징수를 확보

하기 위한 수단이므로, 가산세의 부담은 세법상의 의무위반의 내용과 정도에 따라
달리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원래 의무위반에 대한 책임의 추궁에 있어서는 의
무위반의 정도와 부과되는 제재 사이에 적정한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므로,
조세의 형식으로 부과되는 금전적 제재인 가산세 역시 의무위반의 정도에 비례
하는 결과를 이끌어내는 그러한 비율에 의하여 산출되어야 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된다.
∙ 어떤 법률의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그 불이행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하더라도 입법자
가 그러한 수단을 선택하지 아니하고도 보다 덜 제한적인 방법을 선택하거나,
아예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하고도 그 목적을 실현할 수 있음에도 불
구하고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그 의무를 강제하기 위하여 그 불이행에 대
해 제재를 가한다면 이는 과잉금지원칙의 한 요소인 “최소침해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 부동산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에게 계산서 교부, 합계표 제출의무를 부과하

지 아니하더라도 각 과세관청은 부동산등기법이나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
하여 등기소나 검인관청으로부터 거래자료를 송부받아 그 거래 내용을 파악하
고 관리할 수 있는 방도를 법적으로 확보하고 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납세
자들로 하여금 부가적으로 위와 같은 의무를 부담하게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
니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1%에 이르는 가산세를 부과하는 구 법인세법(1998.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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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4항 제1호 중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부분, 제2호 중 “제6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 … 처별 계산서합계표를 동조에 규정된 기간 내에 제출
하지 아니하거나” 부분과 구 법인세법(2001. 12. 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9항 제1호 중 “제121조 제1항 … 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
하지 아니한 경우” 부분, 제2호 중 “제1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 … 처
별 계산서합계표를 동조에 규정된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부분 중 토지
또는 건축물의 공급에 관련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은 법익침
해의 최소성원칙에 어긋나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5) 의료법 제61조 제1항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부분 위헌확인
(2008. 10.30. 2006헌마1098ㆍ1116ㆍ1117 병합)
심판대상 조문
(2006.9.27. 법률 제8007호로 개정되고 2007.4.11.
법률 제836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현행 조문
(2011.4.28. 법률 제10609호)

제61조(안마사) ① 안마사는 장애인복지법에

제82조(안마사) ① 안마사는 ｢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따른 시각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ㆍ도지사의 자

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도지사에게 자격인정

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2.29, 2010.1.18>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따른 특수학교 중 고등학교에 준한 교육

특수학교 중 고등학교에 준한 교육을 하

을 하는 학교에서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는 학교에서 제4항에 따른 안마사의 업무

안마사의 업무한계에 따라 물리적 시술

한계에 따라 물리적 시술에 관한 교육과

에 관한 교육과정을 마친 자

정을 마친 자

2. 중학교 과정 이상의 교육을 받고 보건

2. 중학교 과정 이상의 교육을 받고 보건

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안마수련기관에

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안마수련기관에

서 2년 이상의 안마수련과정을 마친 자

서 2년 이상의 안마수련과정을 마친 자

② ～ ④ (생 략)

② ～ ④ (생 략)

【결정요지】
∙ 입법자로서는 사회적 약자인 신체장애자의 생존권 보호라는 헌법적 요청에 상응

하여 적극적으로 복지정책을 형성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이러한 입법이 일반국
민의 기본권과 충돌하는 상황을 예상할 수도 있다. 시각장애인 안마사제도를 규
정한 이 사건 법률조항의 경우, 헌법 제34조 제5항에 따른 헌법적 요청과 일반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 기본권이 충돌하는 상황이 문제될 수 있는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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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심사 과정에서 이러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할 것
이다. 그 경우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기본권제한입법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
지만, 구체적인 최소침해성 및 법익균형성 심사과정에서 이러한 헌법적 요청뿐만
아니라, 일반국민의 기본권 제약 정도, 시각장애인을 둘러싼 기본권의 특성과 복지
정책의 현황, 시각장애인을 위한 직업으로서의 안마사제도와 그와 다른 대안의
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형량 할 필요가 있다.
∙ 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이공현, 재판관 조대현의 반대의견

- 당사자의 능력이나 자격과 상관없는 객관적 사유에 의한 직업의 자유의 제한은
‘월등하게 중요한 공익을 위하여 명백하고 확실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경우’에
만 정당화될 수 있고, 따라서 이 경우 헌법 제37조 제2항이 요구하는 과잉금지의
원칙, 즉 엄격한 비례의 원칙이 그 심사척도가 된다.
-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시각장애인 안마사제도는 시각장애인이 아닌 사람의 직
업선택의 자유를 직접 침해하고 있고, 이는 당사자의 능력이나 자격과 상관없는
객관적 허가요건에 의한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의미하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이 요구하는 과잉금지의 원칙을 충족하여야 할 것이다.

(6) 향토예비군설치법 제6조의3 제2항 등 위헌소원(2010.4.29. 2009헌바46)

심판대상 조문
(1999.1.29. 법률 제5704호로 개정되고, 2010.1.25.
법률 제99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벌칙) ① ∼ ⑩ (생 략)

현행 조문
(2011.9.15. 법률 제11042호)
제15조(벌칙) ① ∼ ⑪ (생 략)

⑪ 제5조 제3항 또는 제6조의3 제2항의 규

⑫ 제5조제3항 또는 제6조의3제2항에 따른

정에 의한 신고를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

신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아니한 사

지 아니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람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

구류에 처한다.

한다.

【결정요지】
∙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단순한 행정상의 협조의무에 불과한 소속 기관장의 통보의

무와 달리 국방의 의무에서 파생된 간접적인 병력형성의무의 일환인 보류사유
해소신고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 궁극적으로는 향토예비군의 인적 자원을 신속
하게 파악하여 동원 가능한 예비군 자원을 신속히 확보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과하는 것이 특별히 불합리하거나 과잉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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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볼 수 없다.
∙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민형기, 재판관 송두환의 반대의견

- 어떤 법률의 입법목적이 정당하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
하고 그 불이행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것이 방법에 있어 적합하다 하더라도 입법
자가 그러한 수단을 선택하지 아니하고도 보다 덜 제한적인 방법을 선택하거나,
아예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하고도 그 목적을 실현할 수 있음에도 국민
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강제하기 위해 그 불이행에 대해 제재를 가한다면 이
는 과잉금지원칙의 한 요소인 “최소침해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 형벌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다른 어떤 수단보다도 처벌되는 자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집행 후에도 그의 인격적 가치나 사회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는 최후적ㆍ보충적인 것이어야 하고, 형벌
이 아닌 행정상 징벌로써 의무의 이행을 확보할 수 있다면 이로써 제재의 수단으로
삼아야 할 것인데도, 형벌의 일반예방적인 효과를 중시한 나머지 의무의 이행을 확
보하는 것이 문제되는 경우마다 형사처벌을 통해 이를 해결하려는 것은 법치국가원
리에 반하는 행정편의적인 발상으로서 그 헌법적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다.
- 보류사유 해소신고는 단순한 행정절차적인 협조의무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그
와 같은 의무의 이행은 과태료 등 행정상의 제재만으로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것인데도, 국가가 보류대상자들에 대해 보류사유가 해소되었는지 여부를 일일이
파악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개인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그 위
반자에 대해 벌금형 등의 형사처벌까지 가하는 것은, 행정편의적인 규율일 뿐만
아니라 단순한 행정상 제재에 그쳐야 할 것에 대해서까지 형벌을 부과하는 것으
로서 과잉형벌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7) 농업협동조합법 제174조제4항 위헌제청(2011.6.30. 2010헌가86)
심판대상 조문
(2009.6.9. 법률 제9761호로 개정되고, 2011.3.31.
법률 제105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4조(과태료) ① ∼ ③ (생 략)

현행 조문
(2012.2.10. 법률 제11304호)
제174조(과태료) ① ∼ ③ (생 략)

④ 제50조의2 제1항(제107조ㆍ제112조 또는

④ 제50조의2제1항 및 제5항(제107조․ 제

제161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

112조 또는 제161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

다)을 위반하여 금전ㆍ물품, 그 밖의 재산

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금전․물품, 그

상의 이익을 제공받은 자에게는 그 제공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은 자에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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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대상 조문
(2009.6.9. 법률 제9761호로 개정되고, 2011.3.31.
법률 제105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현행 조문
(2012.2.10. 법률 제11304호)

받은 금액이나 가액(價額)의 50배에 상당하

그 제공받은 금액이나 가액(價額)의 10배

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그 상한액은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

5천만원으로 한다.

료를 부과하되, 그 상한액은 3천만원으로

⑤ (생 략)

한다. <개정 2011.3.31>
⑤ (생 략)

【결정요지】
∙ 기부행위를 받은 유권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지역농협 임원 선거의 공명성

을 확보한다는 입법목적을 달성함에 적절한 수단이므로, 수단의 적정성도 인
정된다.
∙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기부행위금지규정에

위반하여 금전ㆍ물품,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은 행위’의 경우에는 그 위
반의 동기 및 태양, 기부행위가 이루어진 경위와 방식, 기부행위자와 위반자와의
관계, 사후의 정황(위반행위자가 기부받은 물품을 반환하고 자수하였는지 여부
등) 등에 따라 위법성 정도에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음에도 이러한 구체적,
개별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기부받은 물품 등의 가액만을 기준으로 하
여 일률적으로 정해진 액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은 구체적 위반행위의 책
임 정도에 상응한 제재가 되기 어렵다.
∙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에 의하면, 100만 원의 물품 등을 제공받은 경우이든 5천만

원의 물품 등을 제공받은 경우이든 모두 5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밖에 없
게 된다. 이는 책임원칙에 상응한 제재가 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반행위자
간에도 현저히 형평에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한다.
∙ 제공받은 금액이나 물품,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의 ‘50배’에 상당하는 금액

은 제공받은 물품 등의 가액 차이에 따라 과태료 액수의 차이가 적지 아니하고,
그와 같은 액수의 과태료가 일반 유권자들에게 소액의 경미한 제재로 받아들여
지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이러한 입법목적의 달성은 과태료의 액수를 ‘50배 이
하’로 정하는 등 보다 완화된 형식의 입법수단을 통하여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그 의무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되는 과태료의
기준 및 액수가 획일적이고 지나치게 과중하여 입법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정
도를 일탈함으로써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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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 등 위헌확인(2011.10.25.
2010헌마661)
심판대상 조문
(2010.6.4. 법률 제10339호로 개정된 것)

현행 조문
(2012.2.1. 법률 제11276호)

제27조의2(각종 신청 등의 대행) ① 사용자

제27조의2(각종 신청 등의 대행) ① 사용자

또는 외국인근로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또는 외국인근로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신청이나 서류의 수령 등 외국인근로자의

신청이나 서류의 수령 등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업무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

고용에 관한 업무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

정하는 자(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에게

정하는 자(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제6조 제1항에 따른 내국인 구인 신청

1. 제6조제1항에 따른 내국인 구인 신청

(제25조 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제25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포함한다)

2. 제18조의2에 따른 사용자의 재고용 허가
요청

2. 제18조의2에 따른 사용자의 재고용 허가
요청

3. 제25조 제1항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 신청

3.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재입국 후의 고
용허가 신청

4.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외국
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업무

4. 제25조제1항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 신청

② 제1항에 따른 대행기관의 지정요건, 업

무범위, 지정절차 및 대행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5.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외국
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업무
② 제1항에 따른 대행기관의 지정요건, 업

무범위, 지정절차 및 대행에 필요한 사항
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결정요지】
∙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기 위해서는 직업수

행에 대한 제한이 공익상의 이유로 충분히 정당화되고, 입법자가 선택한 수단이
의도하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에 적정해야 하고,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동일하게 적절한 수단들 중에서 기본권을 되도록 적게 제한하는 수단을 선택하
여야 하며, 제한의 정도와 공익의 비중을 비교형량하여 추구하는 입법목적과 선
정된 입법수단 사이에 균형적인 비례관계가 성립하여야 한다.
∙ 이 사건 고시 조항은 대행업무 수행의 공공성 및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부수

적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보호 등을 도모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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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국가가 사업수행 능력, 경험, 지원 실적, 공공
성 등 엄격하고도 구체적인 요건을 갖춘 자를 대행기관으로 지정하여 이러한 기
관으로 하여금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것은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효과적이고 적절한 수단의 하나라고 할 수 있
어서 수단의 적정성도 인정된다. 또한 이 사건 고시 조항은 행정사 등인 기존
대행업무 수행자들의 업무의 일부를 제한하고 있을 뿐이고, 위 고시 조항보다
덜 기본권 제한적인 입법수단도 보이지 아니하여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
지 아니하며, 이 사건 고시 조항으로 인해 얻게 될 대행업무 수행의 공공성 및
운영의 투명성 확보,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보호 등의 공익이 큰 반면, 제한되는
사익은 기존에 대행 업무를 수행하던 행정사 등을 포함하여 대행 업무를 수행하
려는 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대행기관 지정을 받아야 한다는 정도의 제한에
불과하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다. 따라서 이 사건 고시 조항은 과잉금지원
칙을 위반하여 기존에 대행 업무를 수행하던 행정사 등인 청구인들의 직업수행
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9) 구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3항 제4호 등 위헌제청(2012.2.23. 2011헌가8)
심판대상 조문
(1998.1.8. 법률 제5495호로 개정되고, 2008.12.26.
법률 제9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현행 조문
(2011.11.2. 법률 제11106호)

제 1 조(과세대상과 세율) ③ 입장행위(관련

제 1 조(과세대상과 세율) ③ 입장행위(관련

설비 또는 용품의 이용을 포함한다. 이하

설비 또는 용품의 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장소

같다)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장소

(이하 “과세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

(이하 “과세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

음과 같다.

음과 같다. <개정 2010.1.1, 2010.12.27>

4. 골프장 1인 1회의 입장에 대하여 1만2천원

4. 골프장 :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1만2천원

【결정요지】
∙ 개별소비세와 같이 국가재정 수요의 충당에서 더 나아가 사치성 소비억제, 외부

불경제 교정 등의 적극적인 목적을 추구하는 유도적ㆍ형성적 기능을 지닌 정책
적 조세에 있어서는 당해 조세가 추구하는 특별한 정책 목적과의 관계에서 그
수단인 조세의 부과가 정책 목적 달성에 적합하고 필요한 한도 내에 그쳐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정책 목적에 의하여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 사
이에도 비례관계를 유지하여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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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관 김종대의 이 사건 개별소비세법조항에 대한 별개의견

- 기본권과 기본의무는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두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하므로, 국가가
국민의 기본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생기는 의무의 부담과 기본권을 제한함으로써
자연적으로 생겨나는 의무의 부담은 동일한 차원에서 평가될 수 없다. 헌법상 국민
이 부담하는 기본의무는 국가공동체의 보존ㆍ유지를 목적으로 하여 헌법이 직접적
으로 설정한 의무이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기본권을 제한할 때 국민이
부담하게 되는 수인의무와는 그 차원과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다.
- 일반적 법원칙으로서의 비례원칙은 헌법상의 법치주의에서 나오는 것이므로 법치주
의원리가 그 근거가 된다. 이런 법원칙으로서의 비례원칙은 비단 기본권의 제한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국민에 대한 의무 부과 등과 같은 모든 국가작용에
적용된다. 법치주의에 근거를 두고 있는 비례원칙이 기본권 영역에서 구체화된 것이
헌법 제37조 제2항이다. 헌법상 기본의무 영역에서 비례원칙을 구체화 한 규정은 없
으나 당연히 기본의무 영역에도 비례원칙이 적용된다. 다만 기본의무 영역에는 기본
권 제한영역에서 적용되는 과잉금지원칙의 부분원칙(적합성, 필요성, 비례성)이 적용
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권력은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만 행사되어야 한다”는 의미의 과잉부과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할 것이다.

3. 심사기준
【 착안점】

◈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려는 입법은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그 목적달성을 위한

방법의 적정성, 입법으로 인한 피해의 최소성, 그리고 그 입법에 의해 보호하
려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의 균형성을 모두 갖추도록 해야 한다.
☞ 입법목적은 헌법 및 법률의 체제상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목적의 정당성).
☞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한 방법은 효과적이고 적절해야 한다(방법의 적정성).
☞ 선택한 기본권 제한의 조치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적절하다 할지라도 보

다 완화된 형태나 방법을 모색함으로써 기본권의 제한은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해야 한다(피해의 최소성).
☞ 입법에 의하여 보호하려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을 비교형량할 때 보호되는

공익이 더 커야 한다(법익의 균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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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권제한 입법시에는 비례원칙에 관해 소극적 심사에 그칠 것이 아니라, 해

당 입법이 공익의 달성이나 위험의 방지에 적합하고 최소한의 침해를 가져오
는 수단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도록 심사해야 한다.
☞ 비례원칙은 비단 기본권의 제한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국민에 대

한 의무 부과 등과 같은 모든 국가작용에 적용된다는 점을 유의한다. 다만,
기본의무 영역에는 “국가권력은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행사되어야 한다”는 의미의 과잉부과금지의 원칙에서 검토한다.
【 주요 심사기준】
◈ 입법하려는 조항의 내용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되는 내용

의 것이라면 장기 시행되어 왔다는 이유만으로는 이를 정당화하
기 어려우므로, 비례원칙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
◈ 헌법의 보호를 받아야 할 집단에 속하는 자가 헌법상 보장된 기

기준 1
[비례원칙
일반]

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에 노출되었다면, 최소침해성과 법익의 균
형성을 상실하게 된다는 점을 유의한다.
◈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제도를 변경함에 있어서는 그들에 대한

신뢰보호가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여부도 비례원칙의 차원에서 검
토되어야 한다.
[관련 결정례] 헌재 1999.12.23. 99헌마135 ; 헌재 2001.11.29. 2001헌바4 ; 헌재
2002.1.31. 2001헌바43 ; 헌재 2002.7.18. 99헌마574

◈ 공익실현을 위한 기본권 제한에서는 기본권을 보다 적게 제한하

는 단계인 기본권행사의 ‘방법’에 관한 규제로써 공익을 실현할
수 있는가를 시도하고, 다음 단계인 기본권행사의 ‘여부’에 관한
규제를 선택해야 한다.
기준 2
[영업관련
법규]

◈ 당사자의 능력이나 자격과 상관없이 객관적 사유에 의해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월등하게 중요한 공익을 위하여 명
백하고 확실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경우에만 정당화될 수 있다.
◈ 임의적 규정으로도 법의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에, 구체적

사안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일체 배제
하는 필요적 규정을 두지 않도록 한다.
☞ 예컨대, 일정한 자본과 인적ㆍ물적 시설을 갖추고 등록한 자만이

영업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등록제를 도입하고, 허위등록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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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필요적으로 등록을 말소하도록 규정하려는 경우, 필요적
등록말소보다는 완화된 수단인 임의적 등록말소나 영업정지로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규정을 두도록 한다.
☞ 기본권침해의 정도가 덜한 임의적 취소제도의 적절한 운용을 통

하여 입법목적을 달성하려는 노력은 기울이지 아니한 채 획일적
으로 기본권침해의 정도가 한층 큰 필요적 취소제도를 도입하지
않도록 한다.
[관련 결정례] 헌재 1998.5.28. 96헌가5 ; 헌재 2000.6.20. 99헌바11 ; 헌재
2002.4.25. 2001헌가19 ; 헌재 2003.6. 26. 2001헌바31

◈ 재산권을 제한하려는 입법이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도록 하

기준 3
[재산권
관련 법규]

기 위해서는 그 부담을 완화하는 보상규정을 두어야 한다.
◈ 수익적 법규에서 해당 조항들과 결부하여 그 부관으로서 부담을

붙이는 경우, 그 부담은 비례원칙,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위반되
지 않아야 한다.
[관련 결정례] 대판 1997.3.11. 선고 96다49650 ; 헌재 2003.5.15. 2001헌바90

◈ 조세 관련 법률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나 국민의 재산권을 침

해하는 때에는 헌법 제38조에 의한 국민의 납세의무에도 불구하
고 헌법상 허용되지 아니한다.
☞ 국가재정 수요의 충당에서 더 나아가 외부불경제 교정 등 적극

기준 4
[조세관련
법규]

적인 목적을 추구하는 유도적ㆍ 형성적 기능을 지닌 정책적 조
세에 있어서는 당해 조세가 추구하는 특별한 정책 목적과의 관
계에서 그 수단인 조세의 부과가 정책 목적 달성에 적합하고
필요한 한도 내에 그쳐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정책 목적에 의하
여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 사이에도 비례관계
를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관련 결정례] 헌재 2003.7.24. 2000헌바28 ; 헌재 2008.11.13. 2006헌바112 ;
헌재 2009.7.30. 2007헌바15 ; 헌재 2012.2.23. 2011헌가8

◈ 국민에게 부담을 가하는 공권력작용은 궁극적으로 비례성원칙의

기준 5

제약을 벗어날 수 없으므로, 형벌적 제재와 비형벌적 제재의 병

[처벌관련

과 또는 비형벌적 제재간의 병과를 인정하더라도 그 제재의 총

법규]

합이 법 위반행위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잉되지 않도록 한다.
☞ 행정절차적인 의무의 이행을 과태료 등 행정상의 제재만으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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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 확보할 수 있음에도 개인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그
위반자에 대해 벌금형 등의 형사처벌규정을 두지 않도록 한다.
[관련 결정례] 헌재 2010.4.29. 2009헌바46

◈ 국민이 모든 중요한 생활영역에서 단체제도를 법적으로 형성함에

기준 6

있어서 지나친 규율을 통하여 단체의 설립과 운영을 현저하게 곤

[기타]

란하게 하지 않도록 비례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관련 결정례] 헌재 2002.8.29. 2000헌가5

Ⅳ. 신뢰보호의 원칙
1. 의 의
신뢰보호의 원칙은 법률, 행정청의 결정 기타 공권력행사의 지속적 존속에 대해
국민이 가지고 있던 보호가치있는 신뢰를 국가가 어느 정도 보호해야 한다는 사
상에 그 이론적 기초를 두고 있다. 현대국가는 각 분야에서의 급속한 변화로 말미
암아 그에 따른 능동적 대처를 위해서는 기존의 법규정이나 행정작용을 빈번히
개폐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놓여있고, 이는 필연적으로 기존의 국가작용의 존속을
믿고 있는 국민의 신뢰와 충돌하게 된다. 특히, 국민이 기존의 국가작용을 전적으로
신뢰하고서 그에 따른 어떤 행위를 한 경우 양 이익간의 충돌은 더욱 심화된다.
이러한 국가와 국민간의 이익충돌문제에 대해 종래에는 일방적으로 국가의 입
장에서 문제의 해결을 시도하였으나, 복지국가적 성격이 강한 오늘날에는 양 이익
의 균등한 비교형량이 요구되고, 그 기준점으로서 법치국가원리에 근거를 두고 있
는 신뢰보호의 원칙이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65) 신뢰보호의 원칙은 오늘날 개인의
법률문제와 전체적 법구성과 관련한 이론으로서 공․사법을 포함한 모든 분야에
서 학설․판례를 통하여 정착되고 있으며, 이 원칙은 입법작용, 행정작용 및 사법
65) B.Weber-Dürler는 “국민은 행정기관의 약속 및 기타 일정한 기대를 가지고 행정기관의 행위에 관한
정당한 신뢰보호를 요구할 청구권을 가진다. 행정기관은 성실한, 신뢰할 가치있는 행위의 요청에 따라
야 한다. 반대로 성실하지 않은 행위를 회피하여야 한다. 다수의 판결과 학설에서 신뢰보호는 모순하
거나 반대 행위의 금지로서, 자기 이전의 태도에 반하는 행위(venire contra factum proprium)의 금지로
서 명확하게 된다.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신뢰보호원칙은 국가에게 또는 행정기관에게 모순되지 않고
또한 일관된 행위를 요구한다. 즉, 같은 방향성에서 신뢰보호가 국가의 행위의 존속 또는 관계의 안정
을 요구한다는 표명이 달성된다”고 한다. Betrice Weber-Dürler, Vertrauensschutz im öffentlichen Recht,
Basel 1983, S.14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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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용을 포함한 모든 국가작용을 구속하며 개별법의 구체적인 해석에 있어서도 중
요한 기준이 되는 헌법상의 기본원칙으로 발전하였다.66)
국가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신뢰보호는 그 위법성에 관계없이 지금까지의 국가
작용을 그대로 존속시키는 것을 최고목표로 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 신뢰함으로써
받은 재산상의 불이익에 대해 보상받는 것을 그 부차적 목표로 하고 있다. 물론 신
뢰가 보호받기 위해서는 구성요건인 선행조치에 대한 신뢰 자체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신뢰가 공공이익과의 비교형량 하에서 보호가치가 있어야 한다. 따
라서 신뢰의 보호결정여부는 결국 헌법질서 내에서 구체적인 비교형량에 의해 결정
된다고 할 수 있다.67)
입법에 있어서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은 소급입법의 경우이다. 현대국
가는 모든 분야에서 급속한 변화로 인하여 기존의 법률상태를 자주 변경시킬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소급효의 문제가 자주 발생되며, 이는 국민의 신뢰보호와 관련
해 입법에 있어서 어려운 과제중의 하나로 등장하고 있다. 그런데 신뢰보호의 원
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신뢰의 구성요건으로서의 법률, 신뢰의 보호가치 등의 일
반적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즉, 신뢰보호의 원칙은 국민에게 권익을 부여하거
나 권리의 제한을 없애는 수익적 소급법률에는 발생하지 않으며,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부담적 소급법률에만 적용된다.68)
신뢰보호의 원칙은 기존 법률규정의 존속에 대한 국민의 모든 신뢰가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 보호가치있는 신뢰만이 보호받을 수 있다. 이때 신뢰의 보호가치여부는

66) Kyrill-Alexander Schwarz, Vertrauensschutz als Verfassungsprinzip, Baden-Baden 2002, S.11f.
67) S.Muckel은 이익형량의 개별적 시점으로서 ①국가가 법률로 국민에게 처분한 법상황의 변경(이 경
우 국민의 이익이 우선) 또는 국민이 자유로운 의사로 처분한 법상황의 변경(이 경우 국가의 이익이
우선), ②추측에 의한 처분(이 경우 국가의 이익이 우선), ③현재의 법상황의 변경(이 경우 국민의 이익
이 우선) 또는 장래의 법상황의 변경(이 경우 국가의 이익이 우선), ④법적 지위의 일반적 침해(이 경
우 국민의 이익이 우선) 또는 일시적․예외적인 침해(이 경우 국가의 이익이 우선), ⑤미세한 유보의
경우에는 국가의 이익의 우선이 추정된다. ⑥가능성의 유보의 경우에는 국가의 이익의 우선이 추정된
다고 한다. Stephan Muckel, Kriterien des verfassungsrechtlichen Vertrauensschutzes bei Gesetzesänderungen,
Berlin 1989, S.18ff.
68) “신법이 피적용자에게 유리한 이른바 시혜적인 소급입법은 가능하지만 이를 입법자의 의무라고는
할 수 없고, 그러한 소급입법을 할 것인지의 여부는 입법재량의 문제로서 그 판단은 일차적으로 입법
기관에 맡겨져 있으며, 이와 같은 시혜적 조치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와는 달리 입법자에게 보다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된다 할 것
이다. 따라서 입법자는 입법목적, 사회실정이나 국민의 법감정, 법률의 개정이유나 경위 등을 참작하여
시혜적 소급입법을 할 것인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그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며, 그 결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것이 아닌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헌재 1995.12.28. 95헌마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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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일반적․추상적 성격 때문에 국민 개개인의 기준에 의해서가 아니라, 법률
규정에 관련된 집단의 일반적이고 정형적인 기준치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소급
법률에 있어서의 신뢰의 보호가치여부는 결국 일반국민이 기존법률의 존속을 신
뢰해도 되었는지 여부에 의해 결정된다.69)
과거의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소급입법에는 어떤 법률이 그
효력발생이전에 이미 종결된 과거의 구성요건에 소급하여 적용되는 “진정소급효
입법”과 어떤 법률이 그 시행당시에는 종결되지 않고 진행중인 현재의 사실관계
나 법관계에 적용되어 관계자의 법적 지위를 사후적으로 침해하는 “부진정소급효
입법”의 두 가지가 있다.70) 전자는 법치국가원리에서 도출되는 법적 안정성에 어
긋나는 것이어서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반면, 후자는 원칙적으로 허용되나 그 경우
에도 해당 법규정의 존속에 대한 개인의 신뢰와 새로운 법률규정으로 인한 공익
이 비교형량되어 그 법률의 허용여부가 결정된다.
이러한 구성요건의 종결여부에 의한 소급효 입법의 구분방법에 대해서는 이미
종결된 구성요건과 아직 종결되지 않은 구성요건의 구별이 애매하고, 조작이 가능
하므로 그러한 애매한 구분방법에 의해 결정적으로 법률의 허용여부가 정해진다
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으나, 아직까지 이에 대한 특별한 대안이 제시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71)
69) “법률의 개정시 구법질서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가 합리적이고도 정당하며 법률의 개정으로 야기되는
당사자의 손해가 극심하여 새로운 입법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이 그러한 당사자의 신뢰의
파괴를 정당화할 수 없다면 그러한 새 입법은 신뢰보호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이러한 신뢰보호의
원칙의 위배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한편으로는 침해받은 이익의 보호가치, 침해의 중한 정도, 신뢰가
손상된 정도, 신뢰침해의 방법 등과 다른 한편으로는 새 입법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여야 한다. 그러나 헌법적 신뢰보호는 개개의 국민이 어떠한 경우에도 ‘실망’을
하지 않도록 하여 주는데 까지 미칠 수는 없는 것이며, 입법자는 구법질서가 더 이상 그 법률관계에
적절하지 못하며 합목적적이지도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그 수혜자군을 위하여 이를 계속 유지하여 줄
의무는 없다 할 것이다(헌재 1995.6.29. 94헌바39).”
70) 이러한 법률의 소급효에 관한 개념정의는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판례(BVerfGE 11, 139)에서 성립한
것이다. 즉 독일판례에 의하면 법률이 사후에 개정되어 완성된 과거에 속한 요건에 관여하면 이는 진
정소급효(echte, retroaktive Rückwirkung)를 갖는 것이고, 단지 현재의 아직 완성되지 아니한 사실이나
법률관계에 장래를 향하여 영향을 미치는 법률은 부진정소급효(unechte, retrospekive Rückwirkung)를 가
질 뿐이라고 한다. 위 판례는 이 두 개념을 소급효라는 상위개념으로 포섭하여 불리한 부담을 가하는
소급효인 한 신뢰보호라는 법치주의원리에 의하여 그 허용성을 검토하고자 한 것이다. 다만 진정소급
효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며 위헌인데 반하여, 부진정소급효는 원칙적으로 허용된다는 점에서
개념상 구별의 실익이 있다는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황우여, 소급입법, 고시연구 1989.11., 92면 참조.
71) 우리의 헌법재판소도 소급입법의 태양으로 진정소급효 입법과 부진정소급효 입법의 양자를 구분하면
서, “과거의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소급입법의 태양에는 이미 과거에 완성된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규율의 대상으로 하는 진정소급효의 입법과 이미 과거는 시작하였으나 아직 완성되지
아니하고 진행과정에 있는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규율의 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부진정소급효의 입법을
상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전자의 경우에는 입법권자의 입법형성권보다도 당사자가 구법질서에 기

141

제 2 장 법령의 헌법적합성 제고를 위한 심사기준

법률의 효력발생 이전에 이미 종결된 과거의 구성요건에 소급하여 적용되는 진
정소급효 입법에 대해서는, 원래 국민은 현행법에 의거하여 어떤 행위를 하면서
원래 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법적 효과가 생길 것이라고 신뢰하게 되는데, 만일
입법자가 사후적으로 소급입법을 하게 되면 이러한 신뢰는 근본적으로 침해된다.
따라서 이러한 소급입법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당
연하다. 이 경우에는 입법자는 입법형성권보다도 당사자가 구법질서에 기대했던
신뢰보호의 견지에서, 그리고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구법에 의하여 이미 얻은 자격 또는 권리를 새 입법하는 마당에 그대로 존중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72)
부진정소급효 입법의 경우에는, 사실 어떤 법영역이나 법문제에 대해 미래를 향
해 새로이 개정되는 거의 모든 법률은 실질적으로 시행당시 종결되지 않고 진행
중인 사실관계나 법관계에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부진정소급효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부진정소급효를 가지는 법률개정이 있을 경우, 기존의 법률
규정에 의거한 개인의 특정행위나 처분은 원래의 기대와는 달리 무가치하게 되어
버리기 때문에 결국 피해는 개인만 입게 된다. 이 경우 법률규정에 대한 개인의 사
실적 신뢰를 어느 정도 보호해야 되는가가 문제되며, 이는 결국 개인의 신뢰이익
과 법률개정으로 인한 공공이익과 비교형량하여 판단하게 된다.
그러나 개인의 신뢰이익과 법률개정으로 인한 공공이익은 서로 쉽게 융화될 수
없는 관계이므로 양자를 비교형량하는 작업은 대단히 어렵다. 즉, 법치국가원리상
개인의 신뢰이익의 보호도 쉽게 포기할 수 없고, 사회적․정치적․경제적 및 문화
적 변화로 인한 새로운 법질서의 창조를 위한 법개정 역시 법치국가의 유지를 위

대했던 신뢰보호의 견지에서 그리고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구법에 의하
여 이미 얻은 자격 또는 권리를 새 입법하는 마당에 그대로 존중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나, 후자의
경우에는 구법질서에 대하여 기대했던 당사자의 신뢰보호보다는 광범위한 입법권자의 입법형성권을 경
시해서는 안될 일이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새 입법을 하면서 구법관계 내지 구법상의 기대이익을
존중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다”(헌재 1989.3.17. 88헌마1)라고 하고 있다.
72) 한편 독일의 판례에서는 다만 이 경우에도 신뢰자체가 정당하지 않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소급 입법
이 허용되는 경우를 인정하고 있다. 즉, ①현행 법률이 아직 효력을 발하고는 있지만 입법자가 이미
새로운 법적 조치를 취하였기 때문에 일반국민이 새로운 법상태를 예견해야 했었을 경우에는 현행 법
률규정의 존속에 대한 일반국민의 단순한 신뢰는 신뢰보호의 일반요건인 신뢰가치있는 신뢰가 되지
못하며 따라서 진정소급효가 예외적으로 인정된다(BVerfGE 1, 264 ; 8, 274 ; 13, 206 ; 13, 261 ; 37,
363). ②기존의 법상태가 불확실하거나 무효인 경우에서의 신뢰는 보호가치 있는 신뢰가 되지 못하므
로 진정소급효가 예외적으로 인정된다(BVerfGE 30, 367 ; 38, 128). ③공공복리의 중요성이 법적 안정
성을 능가할 경우에는 법률의 소급효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신뢰의
보호가치의 흠결을 그 근거로 하여 소급입법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복리의 유보는 큰 의미는
가지지 못하고 단지 부수적이고 보충적인 성격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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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필수불가결의 요소이기 때문에 양자를 조화시킨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입법자는 개인의 신뢰이익이 보호되는가의 여부를 헌법상의 비례의 원칙을
기준으로 하여 공공이익과 신중히 비교형량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이 모든 것이
인정될 때에만 헌법적합성이 인정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헌법에 어긋나는 것
으로서 기존의 법률규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보호받게 될 것이다.73)
한편 비교형량에 있어서 시간적 요소 역시 비례의 요소와 더불어 중요한 판단기준
이 된다. 이는 기존의 법률규정에 대한 개인의 신뢰는 보호받는 것이 마땅하지만 영
원히 보호받을 수는 없다는 점에 그 이론적 바탕을 두고 있다. 따라서 소급효의 입
법시 신뢰이익을 상각시킬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경과규정)가 함께 주어졌다면,
이는 헌법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될 것이다. 여기에서 경과규정을 둔다는 것은 최소한
경과규정의 만료시까지 기존의 개인의 신뢰를 보호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대로 소
급효의 입법시에 경과규정을 전혀 두지 않았다면, 이는 헌법에 위배되는 입법을 한
것이 된다. 이 때 어느 정도의 경과규정기간이 허용되어야 하는가에 관한 문제는 입
법자가 일괄적으로 정할 수는 없고,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단계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이 이미 오랜 동안 신뢰이익을 누렸다면 그만큼 보호가치는 작아질 것이다.
결국, 부진정소급효의 입법 그 자체는 기존의 개인의 권익에 대한 침해가 되고
신뢰를 져버리는 행위이지만, 부진정소급효의 입법을 할 수 밖에 없는 공공이익과
의 비교형량 하에 경과규정을 포함한 비례의 원칙이 준수되었을 경우, 그 헌법적
적합성과 정당성이 부여되는 것이다. 이 경우 개인의 보호이익은 진정소급효의 경
우보다 상대적으로 약하게 보호되고, 그 대신 입법으로 인한 공공이익이 더 강하게
보호될 것이다.74)
73) 헌법재판소도 이러한 입장에서 “법치국가라는 헌법원칙상 국민이 종전에 정착된 행정법질서내의 계
속적인 법률관계나 제도가 장래에도 지속할 것이라는 합리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이에 적응토록 개인
의 법적 지위형성을 다져 왔을 때에는 그 장래에 있어서의 예측가능성, 법적안정성과 신뢰를 국가가
되도록 보호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련된 법규․제도의 개폐에 있어서는 이
신뢰보호를 소홀히 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다만 개정된 법규․제도의 존속에 대한 개개인의 신뢰
는 침해된 권리상태(상실된 신뢰의 근거 및 종류) 침해의 강도(신뢰이익 상실에 의한 손해의 정도) 등
보호가치의 고려 하에 새로운 규정이 공헌하는 공공복리의 중요성과 비교형량 되어져야 할 것이고 이러
한 비교형량의 결과 현존상태의 지속에 대한 신뢰가 합리적 이성적 판단으로 우선된다는 점이 인정되
는 경우에는 규범정립자는 지속적 또는 과도적으로 이를 보호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원칙은 법률뿐만 아니라 그 하위법규명령 등 규범의 개폐에도 적용되는 것이다”(헌재결
1992.10.1. 92헌마68,76 병합)고 판시하고 있다.
74) “소급입법은 새로운 입법으로 이미 종료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적용케 하는 진정소급입법과
현재 진행 중인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적용케 하는 부진정소급입법으로 나눌 수 있는바, 이 중에
서 기존의 법에 의하여 이미 형성된 개인의 법적 지위를 사후입법을 통하여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진정소급입법은 개인의 신뢰보호와 법적 안정성을 내용으로 하는 법치국가 원리에 의하여 허용
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인데 반하여, 부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소급효를 요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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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헌법재판소 주요 결정례
헌법재판소도 신뢰보호의 원칙이 입법작용을 비롯한 모든 국가작용을 구속하는
헌법적 원칙임을 강조하고 있고, 입법자에게도 이 원칙을 준수하여 입법을 할 것
을 촉구하고 있다. 이러한 신뢰보호의 원칙에 대한 판례는 이미 살펴본 대표적인
것 이외에 다수의 판례가 형성되어 있으며 입법자는 이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면
밀히 검토하여 소급입법을 정립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소급
입법이 금지되어야 한다는 것은 입법은 인간행동의 안정된 일반적인 지침으로 봉
사하여야 하고 누가 이에 의하여 이익을 보는지 정확히 파악된 상태에서 제정되
는 입법은 피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아울러 소급입법을 정립하는 데에는 그
개념을 이용하려는 자에게 쓸모있는 도구로서 분별이 용이한 기준이 제시되어야
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입법자는 소급효에 관한 입법기술의 정형화와 경과규정을
통한 기득의 권리, 기대권 및 신뢰이의 조정 및 보상에 관한 이론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1) 1994학년도 신입생선발시안에 대한 헌법소원(1992.10.1. 92헌마68,76 병합)

현행 조문
(서울대학교 대학입학고사주요요강)

심판대상 조문
(서울대학교 94학년도대학입학고사주요요강)
고등학교 내신성적 반영비율을 40%로 하고
대학수학능력시험성적 반영비율을 20%로 하
며(예술계열은 별도), 대학별 고사의 반영비
율을 40%로 하되 인문계열의 경우 국어(논
술), 영어, 수학1 등 3과목을 필수과목으로

(생 략)

하고 한문, 프랑스어, 독일어, 중국어, 에스
파냐어 등 5과목을 선택과목으로 정하여 그
중 1과목을 선택하도록 한다. (이하 생략)

공익상의 사유와 신뢰보호를 요구하는 개인보호의 사유 사이의 교량과정에서 그 범위에 제한이 가하
여지는 것이다. 또한, 법률불소급의 원칙은 그 법률의 효력발생 전에 완성된 요건사실에 대하여 당해
법률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의미일 뿐, 계속 중인 사실이나 그 이후에 발생한 요건사실에 대한 법률적
용까지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10.11. 선고 2005두539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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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 재판관 조규광의 반대의견

- 법치국가라는 헌법원칙상 국민이 종전에 정착된 행정법질서내의 계속적인 법률관
계나 제도가 장래에도 지속될 것이라는 합리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이에 적응토록
개인의 법적 지위형성을 다져 왔을 때에는 그 장래에 있어서의 예측 가능성, 법
적안정성과 신뢰를 국가가 되도록 보호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국민의 권리의
무에 관련된 법규ㆍ제도의 개폐에 있어서는 이 신뢰보호를 소홀히 할 수 없다.
- 다만 개정된 법규ㆍ제도의 존속에 대한 개개인의 신뢰는 침해된 권리상태(상실된
신뢰의 근거 및 종류) 침해의 강도(신뢰이익상실에 의한 손해의 정도) 등 보호가
치의 고려 하에 새로운 규정이 공헌하는 공공복리의 중요성과 비교교량되어져야
할 것이고 이러한 비교형량의 결과 현존상태의 지속에 대한 신뢰가 합리적 이성
적 판단으로 우선된다는 점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규범정립자는 지속적 또는 과도
적으로 이를 보호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 이 원칙은 법률뿐만 아니라 그 하위법규명령 등 규범의 개폐에도 적용되는 것이
다. 그리하여 국가는 국가관리의 입시제도변경에 따라 대학입시지망자들이 종전
제도에 대하여 가지게 된 합리적인 신뢰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
며 그 결과 대학마다 자율적으로 개별시행하는 장차의 입시방법에서도 의당 존중
되어야 할 것이다.
∙ 재판관 김양균의 반대의견

- 정부가 교육정책 내지 입학시험정책을 발전적으로 개선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이
자 소임이라 할 것이고 그러한 연구없이 교육문화창달도 기약할 수 없는 이치이
니 그것을 탓하는 것은 아니지만 문제는 교육정책을 전환함에 있어서는 그때까지
정부의 교육정책을 믿고 따랐던 학생들이 불측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하는
조처가 아울러 강구되어야 하는 것이다 예측가능성의 보호 내지 신뢰보호(信賴保
護)의 원칙은 법적 안정성을 추구하는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헌법의 기본원칙이
며 헌법의 법치주의에 관련된 모든 법조항이 그 근거인 것이다.

(2)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3조 등 위헌소원(1995.10.26. 94헌바12)
심판대상 조문
(1990.12.31. 개정 법률 제4285호)
부 칙

심판대상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2012.1.26. 법률 제11241호)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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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대상 조문
(1990.12.31. 개정 법률 제4285호)

심판대상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2012.1.26. 법률 제11241호)

제13조(증자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5조

제25조(증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

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종

한 적용례) 제121조의4제2항 및 제4항의

료하는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증자하

사업년도분부터

적용한다.(제2문

여 조세감면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생략)
제21조(증자소득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제34조(증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법 시행 시 종전의 제7조의2 제5항 및 종

경과조치) 2012년 1월 1일 전의 증자분에

전의 법인세법 제10조의3의 규정의 적용

대해서는 제121조의4제2항 및 제4항의 개정

대상이 되던 자본 증가액이 있는 경우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법 시행일 이후의 당해 자본 증가액의 잔
존증자소득 공제기간에 대하여는 제55조의
개정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자본증가액으
로 보아 제55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결정요지】
∙ 독일판례의 영향을 받은 우리재판소나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소급입법에 관하

여 진정ㆍ부진정 소급효의 입법을 구분하고 있으며 우리재판소의 판례상으로는
불명하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 사건 규정은 부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는 것
으로 보인다(1983.4.26. 선고, 81누423 ; 1983.12.27. 선고, 81누305 판결 참조). 이
와 같이 소급입법을 진정ㆍ부진정으로 나누는 척도는 개념상으로는 쉽게 구분되
나 사실상 질적 구분이 아닌 양적 구분으로, 단순히 법기술적 차원으로 이루어
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와 같은 구분의 기준에 관하여 이견이 있을 수 있다.
∙ 다만 부진정 소급입법에 속하는 입법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과거에 시작된 구

성요건 시행에 대한 신뢰는 더 보호될 가치가 있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신뢰보
호의 원칙에 대한 심사가 장래입법에 비해서보다는 일반적으로 더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신뢰보호의 원칙의 판단은 신뢰보호의 필요성과 개정법률로 달성하
려는 공익을 비교형량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였는바, 이러한 판
시는 부진정 소급입법의 경우에도 당연히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 법치주의는 정의의 실현과 아울러 법적안정성 내지 신뢰보호를 목표로 삼지 않

으면 안된다. 국민이 행위시의 법률을 신뢰하고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였다면 그
러한 신뢰가 보호가치가 있는 한 입법자가 이를 함부로 박탈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법의 본질은 요구 내지 금지규범으로서 수범자의 행위를 향도하고 지
시하는데 있다고 할 것인데, 수범자가 실정법(물론 위헌ㆍ무효이거나 내용이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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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하거나, 반공익적이라거나, 조만간 개정될 것이 예상되는 법률이 아닐 것이
전제된다)을 믿고 구체적 행위로 나아간 것이 보호되지 않는다면 법의 본질 내
지 법치주의의 목표가 심각히 훼손되는 결과가 되고 국민들에게는 법의 불신을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입법자로서의 국가 역시 그 자신이 유효하게 정립한 법
규범에 원칙적으로 구속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당초 구법규정에 따라 증자소득공제를 기대하고 증자를 하

였는데, 그러한 구법은 기업이 증자를 통하여 재무구조 개선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었다. 한편 구법이 위헌ㆍ무효라거나 내용이 모호하거
나, 특별히 공익 내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는 할 수 없으며, 청구인이 구법상
의 증자소득공제율이 조만간에 개정될 것을 예견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규정이 투자유인이라는 입법목적의 달성정도에 따라 합리적으로 개
정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로서 청구인과 같이 구법을 신뢰한 국민들의 기대권을
압도할 만큼 공익의 필요성이 긴절한 것이라고도 보여지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적어도 입법자로서는 구법에 따른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상당한 기간
정도의 경과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한데도 그러한 조치를 하지 않아 결국 청구
인의 신뢰가 상당한 정도로(금액상 약 5,600만원) 침해되었다고 판단된다.

(3) 주세법 제38조의7 등에 대한 위헌제청(1996.12.26. 96헌가18)
심판대상 조문
(1950.4.28. 법률 제132호 제정, 1995.12.29.
법률 제5036호 최종 개정)
제38조의7(희석식소주의

자도소주

현행 조문
(2011.12.31. 법률 제11134호)

100분의

50이상 구입명령) ① 국세청장은 주류판매
업자(주류중개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매월 제3조의 3 제
2호에 규정하는 희석식소주의 총구입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당해 주류판매업자의
판매장이 소재하는 지역(서울특별시․인천
광역시및 경기도, 대구광역시및 경상북도,
광주광역시및 전라남도, 대전광역시및 충
청남도는 이를 각각 1개 지역으로 보며,
부산광역시와 그 밖의 도는 이를 각각 별
개의 지역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과 같은 지역에 소재하는 제조장(제5조 제
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용기주입제조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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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대상 조문
(1950.4.28. 법률 제132호 제정, 1995.12.29.
법률 제5036호 최종 개정)

현행 조문
(2011.12.31. 법률 제11134호)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부터 구
입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구입명령은 직전년도의 전국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10 이상인 제조업
자가 소재하는 지역내의 주류판매업자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도

소주 구입비율 계산에 있어서는 수출분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수입분을 포함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도

소주구입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결정요지】
∙ 신뢰보호의 문제는 법치국가에서 종래의 법적 상태에서 새로운 법적 상태로 이

행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문제이다. 어떠한 사항에 대한 법적 문제
를 장래에 새로이 규율하려는 거의 모든 법률은 이미 과거에 발생하였으나 아
직도 지속되는 사실관계를 어떻게 규율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이 경우 개인은 자신의 행위 및 결정의 기준으로 작용했던 일정한 법상태의 존
속에 대한 신뢰가 보호되기를 요구하는 반면, 입법자는 공익의 실현을 목적으로
수시로 변화하는 사회상황에 적절히 적응할 수 있도록 법질서의 유동성에 의존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당사자는 법치국가적 요청에 근거하여 입법자에게
어느 정도로 일정 법상태의 존속을 요구할 수 있는가, 다시 말하면 국가의 법률
개정이익에 대하여 어느 정도로 자신의 신뢰보호를 요구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 이 사건의 경우 국가가 장기간에 걸쳐 추진된 주정배정제도, 1도1사원칙에 의한

통폐합정책 및 자도소주구입명령제도를 통하여 신뢰의 근거를 제공하고 국가가
의도하는 일정한 방향으로 소주제조업자의 의사결정을 유도하려고 계획하였으므
로, 자도소주구입명령제도에 대한 소주제조업자의 강한 신뢰보호이익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신뢰보호도 법률개정을 통한 “능력경쟁의 실현”이라는 보다 우월
한 공익에 직면하여 종래의 법적 상태의 존속을 요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다만 개인의 신뢰는 적절한 경과규정을 통하여 고려되기를 요구할 수 있는데 지
나지 않는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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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지방소주제조업자는 신뢰보호를 근거로 하여 결코 자도소주구입명령제도

의 합헌성을 주장하는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주어진 경과기간이 장
기간 경쟁을 억제하는 국가정책으로 인하여 약화된 지방소주제조업자의 경쟁력
을 회복하기에 너무 짧다거나 아니면 지방소주업체에 대한 경쟁력회복을 위하여
위헌적인 것이 아닌 다른 적절한 조치를 주장할 수 있을 뿐이다.

(4) 구 수산업법 제2조 제7호 등 위헌소원, 공유수면매립법 제6조 제2호 등 위헌소원
(1999.7.22. 97헌바76, 98헌바50ㆍ51ㆍ52ㆍ54ㆍ55 병합)
심판대상 조문
(1990.8.1. 법률 제4252호로 전문개정되어
1995.12.30. 법률 제5131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현행 조문
(2011.7.25. 법률 제10944호)

제 2 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

제 2 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음과 같다.

1. ～ 6. (생 략)

1. ～ 9. (생 략)

7. “입어”라 함은 입어자가 공동어업의 어

10. “입어”란 입어자가 마을어업의 어장

장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것

(漁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

을, “입어자”라 함은 제44조의 규정에

는 것을 말한다.

의하여 어업의 신고를 한 자로서 공동어

11. “입어자”란 제47조에 따라 어업신고를

업권이 설정되기 전부터 당해 수면에서

한 자로서 마을어업권이 설정되기 전부

계속적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

터 해당 수면에서 계속하여 수산동식물

여 온 사실이 대다수 사람들에게 인정되

을 포획․채취하여 온 사실이 대다수

는 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

사람들에게 인정되는 자 중 대통령령으

여 어업권원부에 등록된 자를 말한다.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업권원부(漁業

8. (생 략)

權原簿)에 등록된 자를 말한다.
12. (생 략)

제40조(입어 등의 제한) ① 공동어업의 어업

제40조(입어 등의 제한) ① 마을어업의 어업

권자는 제2조 제7호의 입어자에 대하여는

권자는 입어자(入漁者)에게 제38조에 따른

제38조의 어장관리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

어장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하여 당해 어장에 입어하는 것을 허용하

어장에 입어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한다.

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생 략)

【결정요지】
∙ 소급입법은 새로운 입법으로 이미 종료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작용케 하

는 진정소급입법과 현재 진행중인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작용케 하는 부진
정소급입법으로 나눌 수 있는바, 부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소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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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를 요구하는 공익상의 사유와 신뢰보호의 요청 사이의 교량과정에서 신뢰보
호의 관점이 입법자의 형성권에 제한을 가하게 되는데 반하여, 기존의 법에 의
하여 형성되어 이미 굳어진 개인의 법적 지위를 사후입법을 통하여 박탈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진정소급입법은 개인의 신뢰보호와 법적 안정성을 내용
으로 하는 법치국가원리에 의하여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헌법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일반적으로 국민이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거
나 법적 상태가 불확실하고 혼란스러워 보호할 만한 신뢰이익이 적은 경우와
소급입법에 의한 당사자의 손실이 없거나 아주 경미한 경우 그리고 신뢰보호의
요청에 우선하는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소급입법을 정당화하는 경우 등
에는 예외적으로 진정소급입법이 허용된다.
∙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칙으로부터 신뢰보호의 원리가 도출된다. 법률의 개정시

구법질서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가 합리적이고도 정당하며 법률의 개정으로 야
기되는 당사자의 손해가 극심하여 새로운 입법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
적이 그러한 당사자의 신뢰의 파괴를 정당화할 수 없다면 그러한 새 입법은 신
뢰보호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이러한 신뢰보호원칙의 위배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한편으로는 침해받은 이익의 보호가치, 침해의 중한 정도, 신뢰가 손
상된 정도, 신뢰침해의 방법 등과 다른 한편으로는 새 입법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을 종합적으로 비교ㆍ형량하여야 한다.
∙ 헌법적 신뢰보호는 개개의 국민이 어떠한 경우에도 ‘실망’을 하지 않도록 하여

주는 데까지 미칠 수는 없는 것이며, 입법자는 구법질서가 더 이상 그 법률관계
에 적절하지 못하며 합목적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수혜자군을 위하여 이를
계속 유지하여 줄 의무는 없다 할 것이다.
∙ 이 사건의 경우를 살펴보면, 청구인들은 종전의 수산업법에 의하여 등록에 관계

없이 관행어업권을 인정받고 있었는데,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등록
을 하여야만 관행어업권을 인정받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이 침해받은 신뢰이익은 기껏해야 등록에 관계없이 인정받던 권
리를 등록하여야 하는 정도이다. 그리고 관행어업권을 등록함에 있어서 어떤 요
건이 추가된 것도 아니고, 일단 등록을 마치면 종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관행어
업권자로서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유지할 수 있게 되므로 관행어업권자들에게
일정 기간 내에 관행어업권의 등록을 요구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기대하기 어
려운 무리한 행위 또는 무익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으로 보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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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세무사법중개정법률 중 제3조 제2호를 삭제한다는 부분 등 위헌확인
(2001.9.27.2000헌마152)
심판대상 조문
(1999.12.31. 법률 제6080호로 개정된 것)

현행 조문
(2012.1.26. 법률 제11209호)

제 3 조(세무사의 자격) 다음 각호의 1에 해

제 3 조(세무사의 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당하는 자는 세무사의 자격을 가진다.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세무사의 자격이 있다.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세무사자격시험에

1. 제5조의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2. 삭 제

합격한 자

<2012.1.26>

2. <삭제 1999. 12. 31>

3.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자

[전문개정 2009.1.30]

4.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부 칙>
① ～ ② 생 략
③ (세무사자격이 있는 자에 대한 경과조

치) 2000년 12월 31일 현재 종전의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동조 동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결정요지】
∙ 청구인들이 5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국세관서에서 근무를 개시할 당시에 시행되

던 구법 제3조 제2호는 청구인들의 경우에 일정한 자격부여요건만 충족하면 당
연히, 즉 별도의 인ㆍ허가나 세무사자격시험을 거치지 않고도 곧바로 세무사자
격이 부여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세무사자격 부여에
대한 기대는 국가가 제정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형성된 것으로서, 단순한 가
능성이 아닌 확정적인 법률효과에 바탕을 둔 것이다.
∙ 따라서 청구인들의 세무사자격 부여에 대한 신뢰는 위에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

어 볼 때 단순한 기대의 수준을 넘어서 강도 높게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합리적
이고도 정당한 신뢰라 할 것이고, 청구인들이 급여나 대우 등의 면에서 보다 유
리한 직장이나 부서를 마다하고 국세관서에서 5급 이상 공무원으로 장기간 종사
하기로 결정한 데에는 이러한 세무사자격 부여에 대한 강한 기대 내지 신뢰가
중요한 바탕이 되었을 것임은 결코 부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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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일반응시자와의 형평을 제고한다는 공익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들

에 대한 신뢰이익 제한을 헌법적으로 정당화할 만한 사유라고 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국세관련 경력공무원에 대하여 세무사자격을 부여해 온 조치는 그간
오랫동안 존속해 오던 제도로서 청구인들의 신뢰이익을 침해하면서까지 시급하
게 폐지하여야 할 긴절하고도 급박한 사정이 없거니와, 선발인원의 제한 없이
절대평가제로 시행되고 있는 현행 세무사자격시험제도 아래에서는 청구인들에게
세무사자격을 부여한다 하여 곧바로 일반응시자에 대한 직접적 불이익을 야기한
다고 볼 근거도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청구인들에게 세무사자격을 부여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와 같은 공익의 실현이 원천적으로 봉쇄되는 것이 아니고, 단
지 그 실현을 다소 늦추는 것에 불과할 따름이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 부칙규정은
충분한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지 아니함에도 청구인들의 기대가치 내지 신뢰이익
을 과도하게 침해한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
∙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김효종의 반대의견

- 사회환경이나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른 필요성에 의하여 법률은 신축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고, 변경된 새로운 법질서와 기존의 법질서 사이에는 이해관계의 상충
이 불가피한 것이다. 따라서 국민이 가지는 모든 기대 내지 신뢰가 헌법상 권리
로서 보호될 것은 아니고, 신뢰의 근거 및 종류, 상실된 이익의 중요성, 침해의
방법 등에 의하여 개정된 법규ㆍ제도의 존속에 대한 개인의 신뢰가 합리적이어서
권리로서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구법질서가 더 이상 적절하지 못하
고 합목적적이지 아니함에도 이를 보호할 수는 없는 것이다.
-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들이 구법 규정에 따라 세무사자격이 부여되리라는 기대를
가졌으리라는 점은 우리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국세관련 경력공무원
에 대한 세무사자격 부여제도는 아무리 그 입법목적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합리적
이거나 합목적적인 제도라고 할 수는 없다. 국세관서에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여
장기근속을 유도한다거나 근무의욕을 고취한다는 등의 목적은 굳이 세무사자격의
부여라는 일종의 특권의 창설에 의한 변칙적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더라도 다른
방법, 예컨대 국세관련 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 등으로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것이 정도(正道)인 것이다. 더욱이 구법 규정에 의한 세무사자격의
부여가 헌법상 기본권에 기초한 권리가 아닌 다음에야 이는 입법정책의 변화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는 것이고, 또 특정 공무원들에 대한 특혜를 배제하
는 시대적 추세에 비추어 볼 때에도 청구인들의 세무사자격 부여에 대한 기대는
확정적인 것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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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령 청구인들의 세무사자격 부여에 대한 기대가 보호할 가치가 있는 신뢰이익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의 경우에는 이를 제한할 만한 충분한 공익적 요청
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들의 신뢰이익의 침해정도도 필요최소한도에 그치
고 있어서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6) 변리사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위헌확인(2002.10.31. 2002헌마520)
심판대상 조문
(2002.3.25. 대통령령 제17551호로 개정된 것)

현행 조문
(2012.7.4. 대통령령 제23928호)

제 4 조(시험합격의 기준) ① 제1차시험에서는

제 4 조(시험합격의 기준) ① 제1차시험에서는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별표 2에서 정한 영어능력검정시험의 해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

당 기준점수 이상 취득자로서, 영어과목을

중에서 시험성적과 응시자 수를 고려하여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 대하여 매과목 100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합

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

격자를 결정한다.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시험성적과 응시자 수를 고려하여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
정한다. <개정 2004.5.10, 2005.12.9>

【결정요지】
∙ 재판관 김영일의 보충의견

- 법률의 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신뢰이익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구법질서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가 합리적이고도 정당하며 법률의 개정으로 야기되는 당사자의 손
해가 극심하여 새로운 입법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이 그러한 당사자의
신뢰의 파괴를 정당화할 수 없다면, 그러한 새 입법은 신뢰보호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
- 법령의 존속에 대한 개인의 신뢰는, 그것이 단지 내적인 과정으로서의 법적 상태
의 존속에 대한 기대 및 그에 대한 실망인 경우에는 헌법상의 보호받을 가치 있는
신뢰라고 할 수 없고, 일정 직업의 선택 및 행사, 기업에의 투자, 재산권의 처분
등과 같이 외부로 현실화된 신뢰행위가 있어야만 헌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지만, 현행 시험규정에 따른 시험준비행위는 외부로 나타난 신뢰행위의 한
유형이고 합격기준에 대한 신뢰가 이러한 신뢰행위를 유발한 것이므로, 절대평가
제를 규정하는 법적 상태가 단시일 내에 변경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리라고 믿
고 시험준비를 한 청구인들의 신뢰는 헌법적으로 보호받을 가치 있는 신뢰이며,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이러한 신뢰이익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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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가 공익상의 이유로 다시 합격의 기준을 바꾸려고 한다면, 적어도 종래의 법
적 상태를 신뢰하여 수험준비를 해 온 수험생들의 신뢰이익을 고려한 적절한 조
치를 취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적정기간 동안 구시행령 규정을 계속
적용토록 하는 경과규정을 두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어느 정도의 유
예기간을 둘 것인가는 입법자의 재량의 범위에 속하겠지만, 2000년도 시행령개정
을 통하여 절대평가제를 도입하면서 그 시행을 부칙에서 2002년도로 규정함으로
써 약 2년의 유예기간을 두었다는 점과 변리사시험준비기간이 단기간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 대하여도 적어도 2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 적정하다고 볼 수 있겠다.
- 결론적으로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충분한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지 아니함에도 갑
자기 시험의 기준을 변경하고 경과규정도 두지 않음으로써, 청구인들의 헌법상
보호되는 신뢰이익을 과도하게 침해한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고,
국가는 앞으로 이와 같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는 법령의 개정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이 점에 관한 헌법적 해명을 해 둘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이므로 나는 이
에 보충하는 의견을 밝히는 바이다.

(7) 구 병역법 제71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2002.11.28. 2002헌바45)
심판대상 조문
(1999.2.5. 법률 제5758호로 일부개정되고,
1999.12.28. 법률 제60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현행 조문
(2011.9.15. 법률 제11042호)

제71조(입영의무등의 감면) ① 징병검사ㆍ현

제71조(입영의무 등의 감면) ① 징병검사, 현

역병입영 또는 공익근무요원소집의무는 31

역병입영 또는 공익근무요원소집 의무는

세부터 면제되며, 면제된 사람은 제2국민

36세부터 면제되며, 면제된 사람은 제2국

역에 편입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

민역에 편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당하는 사람은 36세부터 면제된다.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8세부터 면제된다.

1. ～ 3. (생 략)

<개정 2010.1.25, 2011.5.24>

4. 제5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ㆍ법

1. ～ 4. (생 략)

무ㆍ군종사관후보생의 병적에서 제적된
사람

5. 제58조제3항에 따른 의무․법무․군종․
수의사관후보생의 병적에서 제적된 사람

5. ～ 8. (생 략)

6. ～ 12. (생 략)

【결정요지】
∙ 입법자가 징병검사의무 등의 상한연령을 규정함으로써 구체적인 징집대상자의 범

위를 정하는 입법을 하는 경우, 이를 과거에 시작되거나 완성된 사실관계 등을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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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의 대상으로 하는 법률이라고 보기 어렵다. 우리 헌법상 국방의 의무는 우리 국
민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이상 지속적으로 부담하는 것이고, 입법자는 이러한
국방의무의 내용을 법률로써 구체적으로 형성할 수 있으므로, 입법자가 새로운 입
법을 하면서 그 시점 이후의 징집대상자의 범위를 정하는 것은 그 입법당시를 기
준으로 하여 국민들 중 군복무에 적합한 사람을 선정하는 것일 뿐이고, 과거에 시
작되거나 완성된 사실관계 등을 규율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 가사, 징병검사의무 등의 상한연령을 규정함으로써 구체적인 징집대상자의 범위

를 정하는 방식의 현행 병역법의 체계를 유지하는 이상 징병검사의무 등의 상한
연령을 상향하는 법률의 개정은 소급입법적인 성격이 있다는 견해를 취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법률이 개정될 때까지 종전 법률 소정의 징집면제연령인
31세에 달하지 아니하였던 청구인과 같은 사람에 대하여는 이른바 ‘부진정소급
입법’이 될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종래의 법적 상태의 존속을 신뢰한
청구인에 대한 신뢰보호의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헌법상 소급입법의 문제는 발
생하지 않는다.
∙ 국가가 입법행위를 통하여 개인에게 신뢰의 근거를 제공한 경우, 입법자가 자신

의 종전 입법행위에 의하여 어느 정도로 구속을 받는지 여부, 다시 말하면 법률
의 존속에 대한 개인의 신뢰가 어느 정도로 보호되는지 여부에 대한 주요한 판
단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2가지 요소를 거시할 수 있다.
∙ 먼저, 법적 상태의 존속에 대한 개인의 신뢰는 그가 어느 정도로 법적 상태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지, 혹은 예측하였어야 하는지 여부에 따라 상이한 강도
를 가진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법률은 현실상황의 변화나 입법정책의 변경 등
으로 언제라도 개정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이에 관한 법률의 개
정은 예측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과 같이 의과대학에 입학하
여 의무사관후보생 병적에 편입된 사람이 그 당시 법률규정에 따른 징집면제연
령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기대와 신뢰가 절대적인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 특히, 이 사건 법률조항은 직접적인 병력형성에 관한 영역으로서, 입법자가 급변

하는 정세에 따라 탄력적으로 그 징집대상자의 범위를 결정함으로써 적정한 군
사력을 유지하여야 하는 강력한 공익상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에 관한 입법자
의 입법형성권의 범위가 매우 넓다는 점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따라서 국
민들은 이러한 영역에 관한 법률이 제반 사정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다
는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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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으로, 개인의 신뢰이익에 대한 보호가치는 ① 법령에 따른 개인의 행위가

국가에 의하여 일정방향으로 유인된 신뢰의 행사인지, ② 아니면 단지 법률이
부여한 기회를 활용한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사적 위험부담의 범위에 속하는 것
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만일 법률에 따른 개인의 행위가 단지 법률이 반사
적으로 부여하는 기회의 활용을 넘어서 국가에 의하여 일정 방향으로 유인된
것이라면 특별히 보호가치가 있는 신뢰이익이 인정될 수 있고, 원칙적으로 개인
의 신뢰보호가 국가의 법률개정이익에 우선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
∙ 이 사건 법률조항의 경우 국가가 입법을 통하여 개인의 행위를 일정방향으로 유

도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따라서 청구인의 징집면제연령에 관한 기대 또는 신
뢰는 단지 법률이 부여한 기회를 활용한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사적 위험부담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다.
∙ 일반적으로 신뢰보호의 구체적 실현수단으로 사용되는 경과규정에는 ① 기존 법

률이 적용되던 사람들에게 신법 대신 구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방식과, ② 적응
보조규정을 두는 방식 등이 있다. 이 사건에 관련하여 입법자는 군복무이행이
가지는 기본권제약적인 성격을 감안하여, 의무사관후보생 병적 등에서 제적된
사람의 징집면제연령을 31세에서 36세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구 병역법
(1991. 1. 14. 법률 제4317호로 일부 개정되고 1993. 12. 31. 법률 제4685호로 전
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1991년 법률’이라 한다.)의 부칙 제3조에 ‘이 법 시행
전에 특수병과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된 자는 이 법에 의하여 특수병과사관후
보생의 병적에 편입된 것으로 보며, 그 병적에서 제적되는 자에 대한 의무부과
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여 1983년 법률의 시행 당시 위 병적에
편입되었다가 제적된 사람 중 1991년 법률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종전 법률
소정의 징집면제연령인 31세에 이르렀거나 이에 임박했던 자들이 새로운 법질서
를 예측하지 못하고 있다가 갑자기 징집되는 상황에 대비하였다.
∙ 입법자는 위와 같은 1991년 법률 부칙 제3조의 경과규정을 2년 이상 존속시킨

다음, 이러한 경과규정이 삭제된 1993년 법률을 시행하면서 ‘특수병과사관후보
생의 병적에서 제적된 사람으로 현역병으로 입영하여야 할 사람 중 31세 이상
인 사람은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다.’라는 취지의 임의적 적응조정규정
(제71조 제2항, 제1항 제4호)을 신설함으로써 종전의 법률을 적용받던 사람 등의
기본권제약적 요소를 부분적으로 완화시킬 수 있는 보완조치를 하였다.
∙ 결국 우리 입법자는 1983년 법률에 따라 의무사관후보생 병적에 편입된 사람들

중 기존의 법질서에 대한 신뢰이익이 상대적으로 강한 사람들에 대하여는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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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으로 인한 불의타(不意打)를 방지하는 경과조치를 하였고, 1991년 법률의 시
행당시 만23세, 1993년 법률의 시행당시 만26세에 불과하여 그 신뢰이익이 상대
적으로 미약하였던 청구인과 같은 사람들에 대하여는 개정된 법률에 적응ㆍ대
비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는 등 개정 법률에 적응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보
완조치를 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개정 법률로 인하여 개인이 입은 신뢰이익 침
해의 정도는 작다고 할 수 있다.

(8) 구 국세기본법 부칙 제2조 위헌소원(2003.6.26. 2000헌바82)
현행 조문
(2011.12.31. 법률 제11124호)

심판대상 조문
(1990.12.31. 법률 제4277호로 개정된 것)
부 칙

부 칙

제 2 조(상속세 또는 증여세부과의 제척기간

제 5 조(무신고가산세 등에 관한 적용례) ④

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의 개정규정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중 상속세 및 증여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상속ㆍ증여

이 개시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결정요지】
∙ 헌법 제13조 제2항은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 재산권을 박탈당하

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은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
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소급
과세금지 원칙을 정하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입법으로 과거에 소급하여 과세하
거나 또는 이미 납세의무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소급하여 중과세하는 것은 위
헌법조항에 위반된다.
∙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 시행 이후에 최초로 부과할 수 있는 상속세에 대하여 적

용될 뿐, 이미 부과권의 제척기간이 지났거나 제척기간이 진행 중인 부과권에
소급하여 적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가리켜 재산권을 박탈하는 소급입법이라
고 할 수 없다.
∙ 조세법의 영역에 있어서는 국가가 조세ㆍ재정정책을 탄력적ㆍ합리적으로 운용할

필요성이 매우 큰 만큼, 조세에 대한 법규ㆍ제도는 신축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
다는 점에서 납세의무자로서는 구법질서에 의거한 신뢰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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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하였다든지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세
율 등 현재의 세법이 변함 없이 유지되리라고 기대하거나 신뢰할 수는 없다.
∙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세요건이 완성된 후(피상속인이 사망하여 납세의무가 성

립한 후) 소급하여 적용되는 것은 아니나, 청구인들로서는 과세요건 완성 당시
에 상속세부과권의 제척기간이 5년이라는 신뢰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구
법질서에 대한 신뢰가 합리적인 것으로서 특히 이를 보호하여야 할 만한 예외
적인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어 그로 인하여 당사
자가 입는 손해가 극심하다면 이는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있다.
∙ 그러나, 이 사건 심판청구의 경우 부과권이 발생하지 않은 시점에서(그 제척기간

의 기산일이 아직 도래하지 않은 시점에서) 그 제척기간을 연장한 것뿐이므로 비
록 청구인들이 이 사건 상속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을 기준으로 한 제척기간이
앞으로 전혀 연장되지 않으리라고 신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신뢰는 단순한
기대에 불과할 뿐이지 헌법상 원리로서 보호하여 할 신뢰라고 보기는 어렵다.
∙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취지는 조세회피의 소지를 축소함과 아울러 국가재정수

입의 확보 및 공정과세를 달성하고자 함에 있고 청구인들의 신뢰는 단지 허위신
고 또는 신고누락한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가 5년간 부과되지 않으면 그 허위신고
또는 신고누락한 재산에 대한 조세를 회피할 수 있다는 것으로서, 이러한 신뢰
는 공정과세, 조세회피방지라는 입법목적과 비교할 때 이러한 공익목적에 우선
하여 보호되어야 할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신뢰보호의 원
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9) 약사법 제69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약사법 제16조 제5항 제3호
위헌소원 등(2003. 10. 30. 2001헌마700, 2003헌바11 병합)
심판대상 조문
(2001.8.14. 법률 제6511호로 개정된 것)

현행 조문
(2011.6.7. 법률 제10788호)

제16조(약국의 개설등록) ⑤ 다음 각호의 1에

제20조(약국 개설등록)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설등록을 받지 아니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설등록을 받지

한다.

아니한다.

1. ～ 2. (생 략)

1. ～ 2. (생 략)

3.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

3.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할ㆍ변경 또는 개수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분할․변경 또는 개수(改修)하여 약국을

경우

개설하는 경우

4. (생 략)

4.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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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대상 조문
(2001.8.14. 법률 제6511호로 개정된 것)

현행 조문
(2011.6.7. 법률 제10788호)

제69조(허가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 ①의약

제76조(허가취소와 업무정지 등) ① 의약품

품등의 제조업자나 그 수입자 또는 약국

등의 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원료

개설자나 의약품 또는 의료용구의 판매업

의약품의 등록을 한 자, 수입자, 임상시험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의

또는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의 계획 승인을

약품등의 제조업자나 수입자에 있어서는

받은 자 또는 약국개설자나 의약품 판매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약국개설자나 의약

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품 또는 의료용구의 판매업자에 있어서는

면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특별시장ㆍ 광역시장ㆍ도지사ㆍ 시장ㆍ군수

자, 원료의약품의 등록을 한 자, 수입자,

또는 구청장이 그 허가ㆍ승인ㆍ등록의 취

임상시험 또는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의 계

소 또는 제조소를 폐쇄(제26조제1항의 규

획 승인을 받은 자에게는 식품의약품안전

정에 의하여 신고한 업종에 한한다)하거나

청장이, 약국개설자나 의약품 판매업자에

품목제조금지 또는 품목수입금지를 명하

게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허가․승

거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인․등록의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소․제조소 폐쇄(제31조제4항에 따라 신고

의 경우에 그 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고

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제77조제1호에

그 의약품등의 성분ㆍ처분 등의 변경에

서 같다), 품목제조 금지나 품목수입 금지

의하여 그 허가 또는 신고의 목적을 달성

를 명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할 수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의 변경만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을 명할 수 있다.

제4호의 경우에 그 업자에게 책임이 없고

2. 제16조 제5항 각호의 1 또는 제26조 제5

그 의약품등의 성분․처방 등을 변경하여

항 제2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이 판

허가 또는 신고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명된 때

인정되면 그 성분․처방만을 변경하도록

취소

또는

위탁제조판매업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10.17, 2010.5.27, 2011.
부 칙

3.30, 2011.6.7>

제 2 조(약국의 개설등록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2. 제20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①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약

제31조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

국개설자중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음이 밝혀진 경우

일부를 분할ㆍ변경 또는 개수하여 약국을
개설한 경우에는 제16조 제5항 제3호의 개
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까지 약국의 영업을 할 수 있다.
② (생 략)

【결정요지】
∙ 직업의 자유의 보장이 입법자로 하여금 이미 형성된 직종을 언제까지나 유지하

거나 직업종사의 요건을 계속하여 동일하게 유지할 것까지를 요구하는 것은 아
니라고 할 것이나, 입법자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업행사의 요건을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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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거나 강화하는 등 직업제도를 개혁함에 있어서는 기존 종사자들의 신뢰를
보호하는 것이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리로부터 요청된다.
∙ 신뢰보호문제는 개정법률이 직업의 자유를 제한함에 있어서 직업행사권자가 이미

행사해온 직업을 제한하는 경우에 발생하는데, 직업행사권자의 신뢰보호보다 우
선시해야 하는 공공복리의 사유가 존재하고 비례의 원칙과 신뢰보호의 원칙이
준수되어야만 개정법률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만약 개정법률이 기존 직업행사권자들에게 아무런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다

면, 직업의 자유를 장래로 합헌적으로 제한하고 있더라도,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
배되어 헌법상 직업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 따라서 개정법률에 의해서 장래
에는 허용되지 않을 직업 행사가 과거에는 적법하게 허용되고 있어서 이러한 직
업을 행사하고 있던 기본권자들에게 개정법률은 반드시 적절한 경과규정을 부여
해야 한다.
∙ 입법자는 새로운 인식을 수용하고 변화한 현실에 적절하게 대처해야 하기 때문

에, 국민은 현재의 법적 상태가 항상 지속되리라는 것을 원칙적으로 신뢰할 수
없다. 법률의 존속에 대한 개인의 신뢰는 법적 상태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정도에 따라서 달라지므로, 신뢰보호가치의 정도는 개인이 어느 정도로 법률개
정을 예측할 수 있었는가에 따라서 결정된다.
∙ 법률은 현실상황의 변화나 입법정책의 변경 등으로 언제라도 개정될 수 있는 것

이고 이는 일반적으로 예측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특히 의약분업제도가 최
초로 도입되어 실시된 이후 동 제도가 정착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리고 그
시행과정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입법자는 이
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의약분업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언제든
지 추가적인 입법을 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구인들은 의약분업제
도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제거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법률개정이 필
요할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의약분업제
도의 실시 직후부터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해 온 청구인들에게 인정될 수 있는
신뢰이익의 보호가치는 미약하다고 할 것이다.
∙ 법 부칙 제2조 제1항은 개정법이 시행될 당시에 종전 법규정에 의하여 개설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고 있던 기존 약국 개설자에게 법 시행일로부터 1년 동안 계속해
서 운영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부여하였다. 그런데 청구인들이 현재 장소에서 약
국영업을 위해 투자한 비용이 많지 않다는 점, 약국개설이후 영업을 한 기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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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라는 점, 약국영업의 경우 다른 장소로의 이전이 비교적 용이하다는 점 등
을 고려할 때, 법 부칙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청구인들에게 주어진 1년의 유예
기간은 법개정으로 인한 상황변화에 적절히 대처하기에 지나치게 짧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법 부칙 제2조 제1항은 종전의 법규정에 의한 약국개설
자의 신뢰 보호를 위하여 상당한 배려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 제6항 위헌소원 등(2009.5.28. 2005헌바20ㆍ22,
2009헌바30 병합)
현행 조문
(2010.1.27. 법률 제9988호)

심판대상 조문
(1999.12.31. 법률 제6100호)
부 칙
제 7 조(최고보상기준금액에 관한 경과조치)

<삭 제>

이 법 시행일 이전에 제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재해를 입은 자는 제38조 제
6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2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결정요지】
∙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들과 같은 기존의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들에 대하여 이

미 발생하여 이행기가 도래한 장해연금 수급권의 내용을 변경하지는 아니하고,
심판대상조항 시행 이후의 법률관계, 즉 장래 이행기가 도래하는 장해연금 수급
권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미 종료된 과거의 사실관계 또는 법
률관계에 새로운 법률이 소급적으로 적용되어 과거를 법적으로 새로이 평가하
는 진정 소급입법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 신뢰보호원칙의 위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첫째, 보호가치 있는 신뢰이익

이 존재하는가, 둘째, 과거에 발생한 생활관계를 현재의 법으로 규율함으로써
달성되는 공익이 무엇인가, 셋째, 개인의 신뢰이익과 공익상의 이익을 비교 형
량하여 어떠한 법익이 우위를 차지하는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 심판대상조항은 실제 평균임금이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한도금액 이상일 경우

그 한도금액을 실제임금으로 의제하는 최고보상제도를 2003. 1. 1.부터 기존 피재
근로자인 청구인들에도 적용함으로써, 평균임금에 대한 청구인들의 정당한 법적
신뢰를 심각하고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제약하여 청구인들에게 불이익을 초
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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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해급여제도에 사회보장 수급권으로서의 성격도 있는 이상 소득재분배의 도모

나 새로운 산재보상사업의 확대를 위한 자금마련의 목적으로 최고보상제를 도
입하는 것 자체는 입법자의 결단으로서 형성적 재량권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보
더라도, 그러한 입법자의 결단은 최고보상제도 시행 이후에 산재를 입는 근로자
들부터 적용될 수 있을 뿐, 제도 시행 이전에 이미 재해를 입고 산재보상수급권
이 확정적으로 발생한 청구인들에 대하여 그 수급권의 내용을 일시에 급격히
변경하여 가면서까지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
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
∙ 재판관 김희옥의 반대의견

-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기존의 장해보상연금 수급자들에게 최고보상제도를 적용
함으로써 달성하려는 공익은 최고보상제도의 적용으로 절감되는 보험급여액으로
다수의 근로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간병급여의 신설, 유족급여의 확대, 후유증상
진료제도를 도입하여 보험급여의 폭을 확대하고, 휴업급여 등의 최저기준을 인상
하여 보험급여의 지급수준을 상향조정하는 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와 같은 공익적 가치는 매우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의 성격상 급여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가의 재정, 사업주의
부담 정도, 사회정책적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는 것인 점, 근로자는 산재보
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혀 부담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연금수급자
들의 장해보상연금제도에 대한 신뢰는 반드시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후에 현
제도 그대로의 연금액을 받는다’는 데에 대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장해보상연금
수급자는 단순히 기존의 기준에 의하여 연금이 지속적으로 지급될 것이라는 기대
아래 소극적으로 연금을 지급받는 것일 뿐이다.
- 뿐만 아니라 심판대상조항은 기존의 장해보상연금 수급자에게 최고보상제도가 시행
되는 2000. 7. 1.부터 2002. 12. 31.까지 2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는 배려를 하고
있다. 따라서 보호해야 할 장해보상연금 수급자의 신뢰가치는 그리 크지 않은 반면,
평균임금의 최고한도를 설정하여 보험급여의 형평성과 소득재분배 기능을 제고하고
자 하는 공익적 가치는 긴급하고 또한, 중요한 것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이 헌법상 신
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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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 등 위헌확인(2011.10.25.
2010헌마661)
심판대상 조문
(2010.6.4. 법률 제10339호로 개정된 것)

현행 조문
(2012.2.1. 법률 제11276호)

제27조의2(각종 신청 등의 대행) ① 사용자

제27조의2(각종 신청 등의 대행) ① 사용자

또는 외국인근로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또는 외국인근로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신

신청이나 서류의 수령 등 외국인근로자의

청이나 서류의 수령 등 외국인근로자의 고

고용에 관한 업무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

용에 관한 업무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

정하는 자(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에게

는 자(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에게 대행

대행하게 할 수 있다.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12. 2.1>

1. 제6조 제1항에 따른 내국인 구인 신청(제

1. 제6조제1항에 따른 내국인 구인 신청

25조 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

(제25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한다)

포함한다)

2. 제18조의2에 따른 사용자의 재고용 허가
요청

2. 제18조의2에 따른 사용자의 재고용 허가
요청

3. 제25조 제1항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 신청

3.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재입국 후의 고
용허가 신청

4.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외국
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업무

4. 제25조제1항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 신청

② 제1항에 따른 대행기관의 지정요건, 업

무범위, 지정절차 및 대행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5.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외국
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업무
② 제1항에 따른 대행기관의 지정요건, 업

무범위, 지정절차 및 대행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6.4>

【결정요지】
∙ 이 사건 고시 조항은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고 수수료를

수령하여 오다가 위 고시 조항의 시행으로 대행기관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해
이러한 대행업무 및 수수료 수령을 하지 못하게 된 행정사 등의 신뢰를 보호해야
하는 문제를 제기한다.
∙ 이 사건 고시 조항은 대행업무 수행의 공공성 및 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부수적

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보호 등이라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엄격한 요건을 갖춘
대행기관이 아니면 대행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위 고시
조항의 시행 이전부터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고 수수료를
수령하여 오던 행정사 등도 이러한 대행기관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대행업무 및 수수료 수령을 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이들의 직업수행의 자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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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고시 조항이 그 시행 이전부터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고 수수료를 수령하여 오던 행정사 등의 신뢰이익을 침
해하였는지 여부는 이들의 신뢰보호의 필요성과 위와 같은 공익목적을 비교, 형
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종전에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고 수수료를 수령하고 있던

행정사 등은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의 시행 이전부터 위와 같은 법령의 개정
경과를 통해 대행업무 및 수수료 수령이 대행기관으로 한정될 것이라는 사정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업무를 다양화 하는 등으로 이에 대한 사
전대비를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위와 같은 법령에 따른 대행업무
및 수수료 수령에 대한 위 청구인들의 신뢰는 6년 정도의 기간에 불과하여 그
신뢰형성의 기간이 그다지 길지 않았고, 무엇보다도 위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이
반드시 위와 같은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여 수수료를 수
령하는 방법으로만 수행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고려할 때 위 청구인들이
위와 같은 법령을 통하여 갖게 된 대행업무 및 수수료 수령에 대한 신뢰의 정
도가 그들의 직업수행에 미치는 정도도 그리 큰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 이 사건 고시 조항은 행정기관(고용노동부 장관)이 사업수행 능력, 경험, 실적,

공공성 등을 갖춘 기관을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업무를 대행할 기관으
로 지정하여 그렇게 지정된 자만이 위와 같은 대행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
써 대행업무 수행의 공공성 및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부수적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보호 등을 도모하려는 것으로서 추구하는 공익이 현저히 중대하
고, 대행업무 수행의 공공성 및 투명성 확보의 시급성에 비추어 보면 대행업무
와 관련하여 부당한 금품수수 혹은 송출비리 등을 발생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
는 요인은 가능한 한 이를 조속히 제거하는 것이 공익에 적합하며, 위 청구인들
과 같이 기존에 대행업무를 수행하고 수수료를 수령하던 사람들이 경과규정에
의한 혜택도 없이 바로 직업수행의 범위가 일부 축소되더라도 다른 업무에 있
어서의 직업수행에는 지장이 없어서 그로 인하여 입는 불이익이 그다지 크지
아니하므로, 경과규정을 두지 않고 곧바로 대행기관 지정제도를 실시하는 것이
대행업무 수행과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조속히 개선하기 위해 더 합리적
이라고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고시 조항이 그 제정 전에 대행 업무를 수행하
고 수수료를 수령해 오고 있던 자들에 대하여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지 않은 것
이 위 청구인들의 신뢰이익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조치라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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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심사기준
【 착안점】
◈ 법률을 새로이 제정하거나 개정함에 있어서는 기존 법질서와 어느 정도의 마

찰은 불가피하므로,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신뢰
보호의 필요성 뿐 아니라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비교ㆍ 형량해야 한다.
☞ 보호가치 있는 신뢰이익이 존재하는가.
☞ 과거에 발생한 생활관계를 현재의 법으로 규율함으로써 달성되는 공익이 무

엇인가
☞ 개인의 신뢰이익과 공익상 이익을 비교 형량하여 어떠한 법익이 우위를 차지

하는가
◈ 신뢰보호원칙은 국민에게 권익을 부여하거나 권리의 제한을 없애는 수익적 소

급법률에는 발생하지 않으며,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부담
적 소급법률에만 적용된다.
☞ 이미 과거에 완성된 사실ㆍ법률관계를 규율 대상으로 하는 ‘진정소급입법’은

헌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 이미 과거에 시작하였으나 아직 완성되지 아니하고 진행과정에 있는 사실ㆍ

법률관계를 규율의 대상으로 하는 ‘부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만, 소급효를 요구하는 공익상의 사유와 신뢰보호의 요청 사이의 교량과정에
서 신뢰보호의 관점이 입법자의 형성권에 제한을 가하게 된다.

【 주요 심사기준】
◈ 단순한 입법정책의 변경에 따른 법률개정과 같이 구법과 신법이

모두 일정한 합리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와, 구법 질서의 불합리성
기준 1
[일반적
기준]

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 의하여 법률을 개정하려는 경우는 그 각
각에 대한 신뢰보호의 필요성이 달라진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 구법에 대한 신뢰가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다 하더라도 그 신뢰가

영구적으로 보호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보호의 범위 및 방법,
보호기간 등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하여 신뢰보호가 충분히 이루
어졌는지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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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된 사실관계가 발생할 당시에 형성된 신뢰를 그대로 유지하

고 있는 경우에는, 사후 법률개정 혹은 해석변경 등으로 그 적용
기준을 변경하여 적용대상자의 신뢰를 침해하지 않도록 한다.
◈ 신뢰가 단순히 법규범이 부여한 반사적인 기회를 활용한 것에 지

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 의하여 일정 방향으로 유도된 신
뢰일 경우에는 그 보호가치가 매우 크다는 점을 유의한다.
[관련 결정례] 헌재 2003.3.27. 2002헌바35 ; 헌재 2008.9.25. 2007헌마233 ;
헌재 2009.5.28. 2005헌바20 ; 헌재 2010.6.24, 2008헌마271 ;
헌재 2011.04.28, 2010헌바114 ; 헌재 2011.10.25. 2010헌마482

◈ 진정소급입법은 ①국민이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거나, ②법적

상태가 불확실하고 혼란스러웠거나 하여 보호할 만한 신뢰의 이
익이 적은 경우, ③소급입법에 의한 당사자의 손실이 없거나 아주
경미한 경우, ④신뢰보호의 요청에 우선하는 심히 중대한 공익상
기준 2
[전정소급
입법]

의 사유가 소급입법을 정당화하는 경우에만 허용될 수 있다.
☞ 진정소급입법을 헌법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 예외사유는 특별

법과 같이 신체의 자유에 대한 제한과 직결되는 등 중요한 기
본권에 대한 침해를 유발하는 입법에 있어서는 더욱 엄격한 기
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관련 결정례] 헌재 1996.2.16. 96헌가2, 96헌바7, 96헌바13 ; 헌재 1999.7.22.
97헌바76 ; 헌재 2011.3.31. 2008헌바141, 2009헌바14ㆍ19ㆍ36ㆍ
247ㆍ352, 2010헌바91(병합)

◈ 신뢰보호원칙은 법률이나 그 하위법규 뿐만 아니라 국민의 권리

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제도운영지침의 개폐에도 적용된다. 따라
서 기존 제도의 개폐에서는 예측가능성 내지 신뢰보호 관점에서 요
기준 3
[경과조치
관련]

구되는 충분하고도 적절한 (유예기간) 경과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 입법시 유예기간은 신뢰이익의 보호가치, 변화한 법적 상황에 어

느 정도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가 하는 침해의 정도 또는 신
뢰가 손상된 정도, 개정법률을 통하여 실현하려는 공익적 목적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사안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관련 결정례] 헌재 1992.10.1. 92헌마68,76 병합 ; 헌재 1997.7.16. 97헌마38 ;
헌재 2002.7.18. 99헌마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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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입법으로 과거에 소급하여 과세하거나 또는 이미 납세의

무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소급하여 중과세하지 않도록 한다.
☞ 소급입법 과세금지원칙은 비과세ㆍ세액감면ㆍ세액공제 등과 같은

조세우대조치가 축소ㆍ폐지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기준 4
[조세관련
법규]

☞ 잠정적ㆍ시혜적으로 부여한 세제상의 특혜라고 하더라도 이미

완결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대하여 개정 법령을 소급 적용함
으로써 기존의 혜택을 박탈 또는 제한하지 않도록 한다.
☞ 과세기간 중에 세법을 국민에게 불리한 쪽으로 개정할 때에는 과

거에 시작되어 진행 중인 과세기간에까지 신법을 적용할 것이 아
니라, 개정법 시행일 이후에 개시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토록 한다.
[관련 결정례] 헌재 2008.5.29. 2006헌바99 ; 헌재 2008.9.25. 2007헌바74 ; 헌
재 2011.7.28. 2009헌바311

◈ 서로 유사한 직종을 통합하거나 직업종사의 요건을 강화함에 있

어서는 기존 종사자들의 신뢰보호가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 개정법률을 통해 직업행사권자가 이미 행사해온 직업을 제한하

기준 5
[자격관련
법규]

는 경우에는 직업행사권자의 신뢰보호보다 우선시해야 하는 공
공복리의 사유가 존재하고 비례 원칙과 신뢰보호 원칙이 준수
되도록 해야 한다.
☞ 개정법률에서 장래에는 허용되지 않을 직업 행사가 과거에는 적

법하게 허용되고 있어서 그 직업을 행사하고 있던 기본권자들에
게 개정법률은 반드시 적절한 경과규정을 부여해야 한다.
[관련 결정례] 헌재 2000.7.20. 99헌마452 ; 헌재 2002.7.18. 99헌마574 ; 헌재
2003.10.30, 2001헌마700 ; 헌재 2008.11.27. 2005헌마161

Ⅴ. 포괄위임금지 원칙
1. 의 의
입헌주의국가에서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그 기본적 인권의
유효한 보장을 위하여 제도로서의 권력분립원리를 채용하고, 기본적 인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사항이라 하여 국회가 이를 규율하는 국회입법의 원칙과 법률에 의한
기본적 인권의 제약원리로서의 법치주의원칙을 기본으로 삼는다. 우리 헌법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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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조에서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라고 규정하는 한편 제37조제2항에서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
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이러한 기본원리를 명시하
고 있다.
그러나 우리 헌법도 국가기능의 확대, 그의 전문화․기술화 등의 현상과 요청에
따라 국회입법의 원칙과 법률에 의한 기본적 인권의 제한원리에 대한 예외로서
행정부에 의한 실질적 의미의 입법인 위임입법을 명문으로 허용하고 있다. 즉, 헌
법 제75조에서는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라고 규
정하는 한편 제95조에서도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항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행정권에 의한 일반적․추상적 규율을 제정하는 권한으로서의 위임입법
을 허용하고 있다.
그런데 오늘날 법률유보원칙은 단순히 행정작용이 법률에 근거를 두기만 하면
충분한 것이 아니라, 국가공동체와 그 구성원에게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의미를 갖
는 영역, 특히 국민의 기본권실현에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는 행정에 맡길 것이 아
니라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 스스로 그 본질적 사항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는 요구까지 내포하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한다(의회유보원칙).75) 그리고 행정작용
이 미치는 범위가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으며, 그 내용도 복잡․다양하게 전개되
는 것이 현대행정의 양상임을 고려할 때, 형식상 법률상의 근거를 갖출 것을 요구
하는 것만으로는 국가작용과 국민생활의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요소마저 행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인 바, 이러한 결과는 국가의사의 근본적
결정권한이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있다고 하는 의회민주주의의 원리에 배치
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헌법상 국회가 입법기관이라는 점은 헌법자신이 정한 예외를 제외하고, 국회가
입법권을 독점하고 국회이외의 기관에 의한 입법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권한배분
상의 의미(국회중심입법의 원칙)와 입법은 국회의 의결로서만 성립하며 국회이외
의 기관의 참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절차상의 의미(국회단독입법의 원칙)을
가지고 있다는 데는 이론이 없다. 헌법 제40조의 의미를 그와 같이 이해하려는 최
75) 의회유보의 원칙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박영도, 의회유보․ 행정유보의 의미와 입법적 시사점, 월간
법제 2010.12, 83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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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 이유는 권한배분의 차원에서 입법을 국회에 독점시켜, 그렇게 함으로써 행정
기관에 의한 입법을 배제하는데 있었다.
물론 입법자가 형식적 법률로 스스로 규율하여야 하는 그러한 사항이 어떤 것
인가는 일률적으로 획정할 수 없고, 구체적 사례에서 관련된 이익 내지 가치의 중
요성, 규제 내지 침해의 정도와 방법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할 수 있을
뿐이나, 적어도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자유나 권리를 제한할 때에는 그 제한의 본
질적인 사항에 관한 한 입법자가 법률로써 스스로 규율하여야 할 것이다. 헌법 제
37조 제2항에서 “법률로써”라고 한 것은 국민의 자유나 권리를 제한하는 행정작
용의 경우 적어도 그 제한의 본질적인 사항에 관한 한 국회가 제정하는 법률에
근거를 두는 것만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국회가 직접 결정함으로써 실질에 있
어서도 법률에 의한 규율이 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그러
한 의미에서 헌법 제75조에서는 위임입법은 반드시 구체적․개별적으로 행하여질
것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헌법은 위임입법의 필연성은 인정하면서도, 동
시에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위임은 이를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헌법이 그 바탕으
로 하는 권력분립주의, 의회주의 내지 법치주의의 기본원리는 유지하겠다는 의지
를 명백히 한 것이다.76)
헌법재판소에서도 “우리 헌법 제40조의 의미는 적어도 국민의 권리와 의무의
형성에 관한 사항을 비롯하여 국가의 통치조직과 작용에 관한 기본적이고 본질적
인 사항은 반드시 국회가 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현대국가의 특질의 하나
로서, 국회의 입법기능이 저하되고 이와는 상대적으로 행정부에 의한 입법기능이
확대ㆍ강화되고 있다는 지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우리나라에서만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 각국의 공통된 현상이기도 하다. 그러나 위임입법의 양적 증대와
질적 고도화라고 하는 정치수요의 현대적 변용에 대한 제도적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권력분립이라는 헌법상의 기본원리와의 조정 또한 불가피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정치적ㆍ행정적 수요에 발맞추어 위임입법을 허용하되 그와 함께 권력
76) “입법권은 원칙적으로 입법자에 속하나, 입법자가 엄청나게 증가한 규율의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역부족이므로, 현대의 사회적 법치국가에서 입법권의 위임은 의회의 입법부담을 덜어주고 입법자에게
부여된 본연의 과제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불가피하다. 입법권의 위임은 입법자의
지위와 기능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입법자의 업무를 경감하여 입법자가 공동체의 중요한 정치적
결정에 전념케 함으로써 입법권의 의미있는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입법영역에서의 입
법자와 행정부 사이의 과제배분은 불가피하며, 다만 입법권의 위임과 관련된 위험, 즉 입법권의 포기를
방지하여 입법자의 책임과 기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헌법 제75조는 ‘의회의 업무부담을 경감해
야 할 필요성’과 ‘행정부의 규율권한을 입법부의 의사에 종속시킴으로써 행정입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요청’을 함께 고려하여 조화를 이룬 결과라 할 수 있다(헌재 2003.12.18. 2002헌바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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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립의 원리를 구현하기 위하여나 법치주의의 원리를 수호하기 위하여 위임입법
에 대한 통제도 필요하다. 위임입법의 수요가 강하면 강할수록 그에 비례하여 위
임입법에 대한 통제의 필요성 또한 강하게 요구되는 것이다. 외국의 위임입법에
관한 입법례 및 운용현실을 보더라도, 대체적으로 입법부가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정책을 결정하여 그에 관한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은 직접 규정하고, 기술적ㆍ세
부적인 사항이나 긴급한 대처를 필요로 하는 사항 등은 그에 대응함에 적합한 행
정부로의 위임입법을 허용하되, 그 행정입법절차는 입법부의 입법절차에 비견되는
절차를 요구ㆍ반영하고 있으며 아울러 행정입법을 하기에 앞서 입법부에서 통제
할 수 있는 수단을 나라마다 광협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다양하게 마련하여, 권력
분립의 원리, 법치주의의 원리, 민주주의 원리와의 조화를 도모하고 있다”고 판시
하고 있다.77)

2. 헌법재판소 주요 결정례
헌법재판소에서는 위임입법의 성격에 대해 오늘날 헌법적인 상황에서는 국회
뿐만 아니라 행정부 역시 민주적인 정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행정의 기능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행정이 입법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요청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하면서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인 입법권은 헌법 제40조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국회가 보유하고 있는
것이고 행정입법은 그것이 외부적인 효력을 가지는 한 의회입법에서 파생하여 이를
보충하거나 구체화 또는 대위하는 입법권의 성격만을 가질 뿐이다”고 하고 있다.78)
또한 위임입법의 허용가능성과 관련하여, 국회는 민주적 정당성이 있기는 하지
만 적어도 제도적으로 보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 아니라는 점, 국회입법
은 여전히 법적 대응을 요청하는 주변환경의 변화에 탄력적이지 못하며 경직되어
있다는 점 등에서 기능적합적이지도 못하다고 하면서, “규율대상의 전문성․다양
성 내지 기술성 요구, 사회경제적 상황변동에 따른 탄력성 내지 기능적합성 요구,
경제현실의 변화나 전문적 기술의 발달에 신속하고 즉시 대응하여야 할 필요성”
등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위임입법을 허용하고 있다.79)

77) 헌재 1998.5.28. 96헌가1.
78) 헌재 2004.10.28. 99헌바91.
79) 이와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결정례분석은 한국법제연구원, 행정형벌법규, 조세, 준조세, 영업활동, 급부행정
분야 등 행정관계 법령의 위임입법 심사기준 및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위반 법령발굴과 정비방안 연구,
2010.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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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의 한계와 관련하여 헌법상 “법률에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라는 규정의
의미에 관해서는 “법률에 미리 대통령령으로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둠으로써 행정권에 의한 자의적인 법률의 해석과 집행을 방
지하고 의회입법의 원칙과 법치주의를 달성하고자 하는 헌법 제75조의 입법취지
에 비추어 볼 때,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라 함은 법률에 대통령령 등 하위법규
에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도 명확하게 규정되
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 그 자체로부터 대통령령 등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
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라고 판시하고 있다.80)
구체성의 판단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예측가능성의 유무는 당해 특정
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은 아니고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
로 종합 판단하여야 하며, 각 대상 법률의 성질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검토
하여야 한다. 따라서 법률조항과 법률의 입법취지를 종합적으로 고찰할 때 합리적
으로 그 대강이 예측될 수 있는 것이라면 위임의 한계를 일탈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81)”라고 하고 있다. 당해조항이 위임명령에 위임하는 사항의
범위를 명시적으로 특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관련 법률전체의 입법동기와 입법
목적, 연혁 등을 고려하여 위임의 범위와 한계를 인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은 위임입법의 구체성, 명확성의 요구 정도는 그 규율대상의 종류
와 성격에 따라 달라질 것이지만, 헌법재판소에서는 “특히 처벌법규나 조세법규
등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거나 침해할 소지가 있는 법규에서는 구체
성, 명확성의 요구가 강화되어 그 위임의 요건과 범위가 일반적인 급부행정법규의
경우보다 더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규정되어야 하는 반면에, 규율대상이 지극히 다
양하거나 수시로 변화하는 성질의 것일 때에는 위임의 구체성, 명확성의 요건이
완화되어야 할 것이다”82)라고 판시하고 있다. 또한 수범자를 기준으로 일반인이
아닌 해당분야의 전문가들인 경우에는 위임의 구체성․명확성의 요건이 완화될
수 있다고 본다.83)

80)
81)
82)
83)

헌재 1991.7.8. 91헌가4.
헌재 1994.7.29. 93헌가12.
헌재 1994.7.29. 92헌바49, 52 병합.
홍기종, 위임입법의 한계, 법원도서관(편), 헌법문제와 재판(중), 재판자료 제76집(1997), 138면 참조.

171

제 2 장 법령의 헌법적합성 제고를 위한 심사기준

(1) 교육법 제8조의2에 관한 위헌심판(1991.2.11. 90헌가27)
현행 조문
(교육기본법, 2008.3.21. 법률 제8915호)

심판대상 조문
(1984.8.2. 개정 법률 제3739호)
제 8 조의2(중등교육에 대한 의무교육) 제8조

제 8 조(의무교육) ①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

의 규정에 의한 3년의 중등교육에 대한 의

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한다.

무교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② 모든 국민은 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을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받을 권리를 가진다.

【결정요지】
∙ 위임의 구체성ㆍ명확성의 요구 정도는 규제대상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서 달라진

다. 기본권침해영역에서는 급부행정영역에서 보다는 구체성의 요구가 강화되고,
다양한 사실관계를 규율하거나 사실관계가 수시로 변화될 것이 예상될 때에는
위임의 명확성의 요건이 완화되어야 한다. 따라서 중학교는 의무교육의 구체적
인 실시 시기와 절차 등을 하위법령에 위임하여 정하도록 함에 있어서는 막대한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무상교육의 수익적 성격과 규율대상의 복잡다양성을 고려
하여 위임의 명확성의 요구정도를 완화하여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 교육법 제8조의 2는 교육법 제8조에 정한 의무교육으로서 3년의 중등교육의 순

차적인 실시에 관하여만 대통령령이 정하도록 하였으므로 우선 제한된 범위에
서라도 의무교육을 실시하되 순차로 그 대상을 확대하도록 되어있음은 교육법
의 각 규정상 명백하고, 다만 그 확대 실시의 시기 및 방법만을 대통령령에 위
임하여 합리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실제로 위 법률조항을 근거로 하
여 제정된 “중학교의무교육실시에관한규정”에서는 중학교 의무교육의 지역적 실
시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그 규정내용으로 하고 있는 사실은 바로 위 법률 조항
에 의한 위임의 목적ㆍ범위의 구체성을 뒷받침 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법 제8
조의 2는 포괄위임금지를 규정한 헌법 제75조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재판관 변정수의 반대 의견

- 법률의 위임은 반드시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한정된 사항에 대하여 행해져야 한다.
그렇지 아니하고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위임을 한다면 이는 사실상 입법권을 백지
위임하는 것이나 다름없어 의회입법의 원칙을 부인하는 것이 되고 행정권의 부당
한 자의와 기본권 행사에 대한 무제한적 침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우리 헌법 제75조도 위임의 범위와 한계에 관하여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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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이라고 한정하고 있다. 이는 법률에 이미 대통령령
으로 규정될 내용과 범위와 목적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
로부터 입법자가 의도한 목적과 구체적 계획 및 방법을 명확히 도출해 낼 수 있
어야 함을 의미한다. 즉 국회는 대통령에게 불명확하고 포괄적인 위임을 해서는
아니되고, 반드시 그 위임의 내용과 한계를 법률상에 명확히 구체적으로 특정하
여야 한다.
- 교육법 제8조의 2는 3년의 중등교육에 대한 의무교육의 순차적 실시의 기준ㆍ방법ㆍ
시기ㆍ범위 등을 한정함이 없이 무작정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순차적으
로 실시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중등교육에 대한 의무교육의 실시를 거의 대통령의
재량에 맡기다시피 해 놓았기 때문에 대통령의 재량에 따라서는 위 의무교육의 실
시를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과연 전국적인 의무교육 실시가 언제나 될지 전혀 예측
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이다. 이는 헌법상 보장된 교육권의 행사와 실현을 위한 모
든 조건 일체를 행정권의 재량에 일임하는 것이어서 3년의 중등교육을 받을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헌법 제31조 제2항과 교육법 제8조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다.
- 가사 국가 재정사정으로 중등교육에 대한 의무교육을 당장에는 실시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순차적 실시를 대통령의 재량에 맡길 수 밖에 없었다면 적어도 전
국적 실시의 시기ㆍ대상범위 등 기준을 정하여 그 한도에서 순차적으로 실시토록
위임규정을 정했어야 하는 것이다. 헌법 제31조 제2항의 “법률이 정하는 교육”에서
말하는 “법률”이 국회에서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고 하더라도 3년의 중등의무교육의 실시에 관한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사항(실시기
준ㆍ시기ㆍ방법ㆍ범위ㆍ내용 등)을 국회가 스스로 결정하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대
통령령에 위임하는 것은 기본권의 제한이나 행사를 위한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사
항은 국회에서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이미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이른바
“법률유보의 원칙”을 그 핵심 내용으로 하는 “법치주의 원리”와 이러한 국민의 기
본권에 관한 본질적인 중요사항은 국민으로부터 직접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의회의 전속적 결정사항이라고 하는 “민주주의 원리”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다.
∙ 재판관 이시윤의 반대 의견

- 헌법 제75조에서는 대통령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
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위임명령은 인정
하지만 위임의 범위는 구체적ㆍ개별적으로 한정되어야 하고, 일반적ㆍ무한정의
포괄위임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하는데, 현실적으로는 구체적ㆍ개별적 위
임과 일반적ㆍ포괄적 위임의 차이가 불명확하다 하더라고, 요컨대 위임의 범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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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적이고 명확할 것과 행정기관의 실질적인 재량의 여지를 넓게 남겨 놓지 않
는 것을 뜻한다고 할 것이다.
- 교육법 제8조의 2는 중등교육에 대한 의무교육의 순차적 실시를 대통령령에 위임하
였다. 실시의 시간적 한계, 실시지역의 순위, 실시학년의 순위, 실시소득수준의 순위
따위의 상정할 수 있는 어떠한 기준의 제시도 없이 그저 “순차적”이라는 막연한 기
준을 제시하고 입법위임을 한 것이다. 따라서 위임명령의 내용이 순차적인 것이기
만 하면 그 전면적 실시의 기한을 무한정 연장하는 입법이 되어도 자의적 입법이라
고 탓할 수 없다. 적어도 순차적인 것이 전제되어 있다면 전면적인 실시를 단기간
으로 앞당기는 내용이 되어도 좋고 먼 장래로 미루어 두는 내용이 되어도 상관없는
광범위한 입법재량권이 대통령령에 부여되어 있는 것이다. 이는 법치주의를 부정하
는 것에 가깝고 의회민주정치에 큰 위험을 주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 수업료정도 면제 수준에서 중등교육의 의무교육을 전면 시행하여도 현재의 우리나라
세출예산 규모로 보아 엄청난 규모가 되지 않는데도 행정부는 능히 국가재정형편을
빙자하여 전면적인 실시를 마냥 지연시킬 근거가 생긴 것이다. 다시 말하면 중등교
육의 의무교육제는 분명코 헌법이 예정하고 있고 국회가 만든 법률로서 이를 구체화
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행정부에게 백지위임에 가까운 순차적 실시권을 위임함
으로 말미암아 그 재량여하에 따라서는 중학교의 의무교육제도를 공허한 것으로 되
게 하고 형식과 구호에 그치는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시킬 수 있게 하였다.
- 교육법 제 8 조의 2는 “모든 국민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을 받을 권
리가 있다.”는 교육법 제8조의 규정을 사실상 수정ㆍ정지시키는 것이고 또 의무
교육에 관한 교육법률주의를 어긴 채 헌법에 의하여 수권된 의회 입법을 행정부
에 재위임하는 내용의 것으로 위임입법의 한계를 넘어섰고, 나아가 사회적 기본
권의 하나인 교육을 받을 권리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위임함에 있어서 지나치게
광범위한 입법재량권을 부여하였다는 점에서, 헌법 제75조, 제31조 제2항에 합치
하지 않는 법률이라 할 것이다.

(2) 주차장법 제19조의4 제1항 위헌소원(1998.2.27. 95헌바59)
현행 조문
(2011.4.14. 법률 제10599호)

심판대상 조문
(1995.12.29. 법률 제5115호)
제19조의4(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금지 등)

제19조의4(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등)

① 부설주차장은 주차장외의 용도로 사용할

① 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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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조문
(2011.4.14. 법률 제10599호)

심판대상 조문
(1995.12.29. 법률 제5115호)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생 략)

【결정요지】
∙ 이 사건 법률조항은 앞서 본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이미 설치된 부설주차장은

주차장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상당하다는 판단 아래 그 용도
변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다만, 예외적으로 용도변경을 허용하되 주차장 관
련 행정 업무의 기술성ㆍ전문성 및 다양성 등에 비추어 그 허용기준까지 법률로
써 자세히 정하기는 입법기술상 매우 어렵거니와 그 내용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제한을 해제하는 것이므로 이를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이다.
∙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의 목적을 정한 법 제1조,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관한 규

정인 법 제19조 등을 종합해보면 누구라도 대통령에 위임한 허용기준의 그 대
강을 미리 예측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 제75
조에도 위반되지 아니한다.
∙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조승형, 재판관 신창언의 반대의견

- 주차장법 제29조 제1항 제2호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부설주차장
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형사처벌을 위한 구성요건
을 정하는 규정에 해당한다. 따라서 그에 관한 입법의 위임은 그 요건과 범위가
보다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 이 사건 법률조항은 적극적으로 범죄의 구성요건의 내용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것이 아니고, 입법목적에 비추어 과도하게 광범위한 금지규정 내지 구성요건을
설정한 다음에 그 예외를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이를 완화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
다. 따라서 부설주차장을 일단 설치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예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길이 막힐 뿐만 아니라, 주차장 외의 다른 용
도로 사용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예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광범위하게
설정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되어 모두 처벌되는 결과가 될 것이므로 적
극적으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경우보다 구체적인 위임의 필
요성이 오히려 더 크다고도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예외조항은 엄격하게 해석
적용하는 것이 보통임을 고려한다면 더욱 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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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 법률조항은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이 허용되는 경우에 대하여 아무런 구
체적인 기준을 정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에 위임함으로써 이러한 규정만으로써는
어떠한 경우에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이 허용될 것인지를 알 수 없고, 따라서 처
벌대상행위의 범위를 전혀 예측할 수 없다.
- 이 사건 법률조항이 부설주차장의 유지ㆍ확보라는 입법목적을 초과하여 원칙적으
로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을 금지하고 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부설주차
장의 용도변경이 허용되는 경우를 대통령령에 위임함에 있어서는 기존의 부설주차
장을 대체하는 다른 부설주차장을 설치함으로써 부설주차장의 유지ㆍ확보라는 목
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용도변경이 허용되어야 한다는 점만은 명백히 한
후 위임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아니하다.
- 위와 같은 위임규정에 의하여 주창장법 시행령에서 용도변경이 허용되는 경우로
정해놓은 규정들을 보면(시행령 제12조 제1항) 대통령령에 위임할 것 없이 주차
장법에서 충분히 규정할 수 있는 것들이고 특히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미리 법률
로써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 볼 수도 없다.
-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률로서 미리 충분히 정할 수 있는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이
허용되는 경우를 법률로서 정하지 아니하고, 예측할 수 있는 어떠한 기준도 정함
이 없이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것이어서 위임입법의 한계를 규정한 헌
법 제75조에 위반되는 위헌법률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직업안정법 제33조 등 위헌소원(1998.11.26. 97헌바31)
심판대상 조문
(1994.1.7. 법률 제4733호로 전문개정되고
1997.12.24. 법률 제54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현행 조문
(2010.6.4. 법률 제10339호)

제33조(근로자공급사업) ① 누구든지 노동부

제33조(근로자공급사업) ① 누구든지 고용노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근로자공

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근로

급사업을 하지 못한다.

자공급사업을 하지 못한다. <개정 2010. 6.4>

② (생 략)

② 근로자공급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3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대상과

년으로 하되, 유효기간이 끝난 후 계속하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여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
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허가를

제47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연장허가의 유효기

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간은 연장 전 허가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벌금에 처한다.

날부터 3년으로 한다. <개정 201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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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대상 조문
(1994.1.7. 법률 제4733호로 전문개정되고
1997.12.24. 법률 제54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현행 조문
(2010.6.4. 법률 제10339호)

1.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③ 근로자공급사업은 공급대상이 되는 근

받지 아니하고 ……근로자공급사업을 한 자

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를 기준으로 국내
근로자공급사업과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으
로 구분하며, 각각의 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 근로자공급사업의 경우는 ｢노동조
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노동조합
2.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의 경우는 국내에
서 제조업․건설업․용역업, 그 밖의 서
비스업을 하고 있는 자. 다만, 연예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민법｣ 제32
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이 제3항에 따라 근로

자공급사업을 허가하는 경우 국내 근로자
공급사업에 대하여는 노동조합의 업무범
위와 해당 지역별․직종별 인력수급상황
및 고용관계 안정유지 등을, 국외 근로자
공급사업에 대하여는 해당 직종별 인력수
급상황, 고용관계 안정유지 및 근로자취업
질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⑤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외 근

로자공급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⑥ 근로자공급사업 허가의 기준, 허가의

신청, 국외 공급 근로자의 보호, 국외 근
로자공급사업의 관리, 국외 공급 연예인의
심사․선발 및 그 밖에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전문개정 2009.10.9]
제4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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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대상 조문
(1994.1.7. 법률 제4733호로 전문개정되고
1997.12.24. 법률 제54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현행 조문
(2010.6.4. 법률 제10339호)
1. 제19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
하거나 제3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 또는 근로자
공급사업을 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
19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거나 제33조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결정요지】
∙ 이 사건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는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금지된

영업의 자유를 회복시켜주는 것이어서 본래 그 허가의 기준을 반드시 법률로
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허가에 관한 업무의 통일성, 허가관청의 재량
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 제33조 제3항은 허가의 대상과 요건을 대통령령
으로 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그 허가여부를 기속행위로 한 것뿐이므로 이를 헌
법 제75조가 금지하는 포괄위임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다.
∙ 위임조항 자체에서 위임의 구체적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

도 당해법률의 전반적 체계와 관련규정에 비추어 위임조항의 내재적인 위임의
범위나 한계를 객관적으로 분명히 확정할 수 있다면 이를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백지위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인데, 직업안정법의 전반적
체계에 비추어 보면 위임조항의 내재적인 위임의 범위나 한계를 분명히 확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법 제33조 제1항의 허가는 금지된 영
업의 자유를 회복시켜 주는 것이고,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기준을 미리 법률로
상세하게 정하기는 입법기술상 매우 어렵다는 점등을 아울러 생각하면 법 제33
조 제3항이 더욱 구체적으로 허가기준을 정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포괄위임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조승형의 반대의견

- 입법위임의 경우 법률이 어느 정도의 구체성ㆍ명확성을 가져야 법규명령의 기본
적 윤곽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것인가의 문제를 일률적으로 확정하기는 어렵
지만, 기본권침해적 입법의 경우에는 급부행정영역에서보다는 명확성ㆍ구체성이
강하게 요구되고, 다양한 사실관계를 규율하거나 사실관계가 수시로 변화될 것이

178

제 3 절 법령의 헌법적합성 심사기준 세부 검토

예상되는 분야에서는 다른 분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입법위임의 명확성ㆍ구체성
이 완화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 특히 형벌조항을 정
하는 경우에는 위임의 명확성ㆍ구체성이 엄격히 요구된다고 보아야 한다.
- 사인이 경쟁적으로 근로자공급사업을 영위할 경우 직업을 희망하는 자와 인력이
필요한 고용자 사이의 연결이 보다 원활해짐으로써 고용이 촉진되는 반면에 다수
의견이 염려하는 바와 같이 공중도덕상 해로운 직종에 근로자가 유입된다든가, 근
로자, 특히 미성년근로자에 대한 착취나 인신매매 등의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서 그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리라는 것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
러나 직업안정법 제33조 제3항의 위와 같은 법문만으로는 근로자공급사업에 관한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가 어느 정도 제한될 것인지, 즉 어떠한 경우에 허가가 이
루어질 것인지를 전혀 예측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더구나 직업안정법 제33조 제3
항의 내용을 예측할 수 있는 해석이론이 판례를 통하여 쌓여 있지도 않다.
- 실제로 직업안정법 제33조 제3항에 의하여 제정된 직업안정법 시행령(1994. 7. 16.
대통령령 제14327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33조는 국내근로자공급사업을 노동조합
법에 의한 노동조합만이 허가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도대체 직업안정법
의 입법취지나 모든 법률조항을 살펴보아도 노동조합만이 근로자공급사업을 할 수
있다고 예측할 수 있는 단서를 찾을 수 없으므로, 국민들에게 이를 예측하도록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 직업안정법 제33조 제3항 자체는 물론 직업안정법상의 관련 법률조항 전체를 유
기적ㆍ체계적으로 살펴보아도 국민이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에 관한 요건의 기본
적 윤곽을 이끌어 낼 수 없으며, 따라서 직업안정법 제33조 제3항은 입법위임에
있어서 필요한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4) 교통안전공단법 제17조 위헌제청(1999.1.28. 97헌가8)
현행 조문
(2009.1.30. 법률 제9388호)

심판대상 조문
(1990.8.1. 법률 제4254호로 개정된 것)
제17조(분담금의 비율 등) 제13조 제2항 제1

제17조 삭 제

호 및 제2호에 규정한 자(이하 “분담금의
납부의무자”라 한다)가 납부하여야 할 분
담금의 분담방법ㆍ분담비율 기타 분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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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 이 사건 법률조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분담금의 분담방법 및 분담

비율’은 분담금 납부의무의 범위를 결정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로서 국민의 재산
권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 내지 본질적인 내용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분담금의 분담방법 및 분담비율은 그 내용이 법률로써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도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특히 조세유사적 성격을 가지는 이 사건 분담금은
납부의무자의 재산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거나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구체성,
명확성의 요구는 조세법규의 경우에 준하여 그 위임의 요건과 범위가 일반적인
급부행정법규의 경우보다 더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 분담금 납부의무자들의 종류ㆍ규모 및 숫자, 교통수단의 종류ㆍ가격 및 숫자 등

이 매우 다양하고 끊임없이 변화하기 때문에 법률보다 더 탄력적인 행정입법에
분담방법 및 분담비율과 관련된 세부적 사항의 결정을 위임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회는 위임입법의 한계를 규정한 헌법의 정신에 따라 위임되는 내용
의 기준이나 한계를 명시하는 등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하여야 하고,
납부의무자로 하여금 납부의무의 범위를 전혀 예측할 수 없도록 하여 경제생활
의 법적 안정성을 현저히 해치는 것은 헌법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 교통안전공단법이 이 사건 분담금의 분담방법 및 분담비율에 관련한 세부적 사항의

결정을 위임하는 경우에는 법률 자체에서 적어도 분담방법의 대강을 정하고, 분담
비율을 정하는 기준이나 분담비율의 상한을 정해 두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이 사건 분담금의 분담방법이나 분담비율을 스스로 정하지 아니하
였을 뿐 아니라, 분담방법의 대강이나 분담비율을 정하는 기준 및 분담금의 상한 등
을 전혀 규정하지 아니한 채, 분담방법 및 분담비율을 전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도
록 위임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법률조항의 규정내용과 교통안전공단법의 전반적인
체계, 기금의 설치목적 및 분담금 납부의무자 등에 관한 관련조항을 유기적ㆍ체계
적으로 종합판단하여 보아도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임에 따라 시행령에 규정될 분
담방법 및 분담비율의 내용이 대강 어떤 것이 될 지를 전혀 예측할 수도 없다.
∙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국민의 재산권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 내지 본질적인 요소인

분담금의 분담방법 및 분담비율에 관한 기본사항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지
아니한 채 시행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함으로써, 분담금 납부의무자로 하여금 분
담금 납부의무의 내용이나 범위를 전혀 예측할 수 없게 하고, 나아가 행정부의
자의적인 행정입법권 행사에 의하여 국민의 재산권이 침해될 여지를 남김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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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생활의 법적 안정성을 현저히 해친 포괄적인 위임입법으로서 헌법 제75조에
위반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5) 구 문화예술진흥법 제19조 제5항 등 위헌제청(2003.12.18. 2002헌가2)
현행 조문
(2011.5.25. 법률 제10725호)

심판대상 조문
(2000.1.12. 법률 제61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기금의 모금) ① ～ ④ (생 략)

제17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 ① 문화예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모금의 모금액,

술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

모금대행기관의 지정, 모금수수료, 모금방

성한다. <개정 2011.5.25>

법 및 관련자료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

1. 정부의 출연금

령령으로 정한다.

2. 개인 또는 법인의 기부금품

제19조의2(대관에 의한 모금) ①, ② (생 략)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모금의 모금액ㆍ

3.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모금수수료ㆍ모금방법 및 관련자료에 관

4. 제9조제2항에 따른 건축주의 출연금

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② 제2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제

1항제2호에 따른 기부금품을 받을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기부하는 자는 특정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지원 등 그 용도를
정하여 기부할 수 있다.
④ 제2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기부금품을 받으면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가액(價額) 및
품명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
야 한다. <개정 2008.2.29>

【결정요지】
∙ 재판관 윤영철,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김경일, 재판관 전효숙의 위헌의견

- 심판대상 법조항들은 위임사항만을 모금액, 모금수수료, 모금방법, 관련자료 등으
로 정하고 있을 뿐, 위임의 범위를 전혀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다. 그리하여
누구라도 심판대상 법조항들 그 자체로부터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
측할 수 없다.
- 모금액은 공연 등을 관람코자 하는 국민들에게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입법사항이다. 따라서 입법자가 이에 관하여 법률로써 직접 규정하는 것에 어려
움을 느낀다 하더라도, 적어도 모금액의 상한이나 모금액 산정의 대강의 기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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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도 스스로 정하고서 행정입법에 위임하였어야 한다. 그런데도 심판대상 법조항
들은 이에 관하여 아무런 한계를 설정하지 않음으로써 모금액에 관하여 행정권의
전적인 재량에 내맡긴 것이나 다름없다.
- 문예진흥기금의 모금은 국민들에게 금전적 부담을 지운다는 점에서 그 모금방법
또한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입법적 규율이 필요한 사항이다. 설사 모금액
이 낮게 책정되어 그 부담이 비교적 경미하다 하더라도 모금의 방법이나 절차에
관한 최소한의 규율은 근거법률에 유보되어야 한다. 그런데 법은 한국문화예술진
흥원이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모금한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모금의 절차
와 방법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 없이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그리하여 납부고
지, 납부시기, 납부방법, 미납시의 조치, 불복방법 등을 어떻게 규율할 것인지는
오로지 행정권의 임의적 판단에 맡겨져 있다(그리하여 행정입법자는 법시행령 제
34조에서, 모금대행기관으로 하여금 관람권 또는 이용권에 모금내역 및 모금액을
기재토록 함으로써, 공연 등을 관람코자 하는 국민들로 하여금 부득이 그 현장에
서 관람료와 기금을 통합지불하지 않을 수 없도록 강요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
∙ 재판관 주선회의 합헌의견

- 법조항들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살펴보면 심판대상 법조항들은 첫째, 위임의 범위
자체가 모금의 모금액ㆍ모금대행기관의 지정ㆍ모금수수료ㆍ모금방법 및 관련자료로
제한되어 있으며, 모금액 및 모금수수료가 통상적으로 입장료수입을 최고한도로 하
여 입장료수입 중 일정한 비율로 정해질 것이라는 점은 일반인의 상식에 비추어 보
아도 충분히 예측가능할 뿐만 아니라, 법 시행령 별표 1에서 모금액의 기준을 입장
료의 2～10%으로 정하고 있던 것을 2000. 1. 12. 법 개정시 동일한 내용으로 모금액
의 기준을 법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둘째, 법 제19조 제3항은 모금대상시설 운영자로 하여금 모금대상시설을 관람 또는
이용하는 자로부터 모금하여 문화예술진흥원에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4항
은 모금대상시설 운영자가 모금액을 납부할 때에는 모금과 관련된 자료를 함께 제
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들을 보면 문화예술진흥원을 대행하여
모금할 대행기관이 모금대상시설의 운영자로 제한될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다.
- 셋째, 모금방법에 관하여는 법 제19조 제1항에서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등의 모
금대상시설을 관람하거나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문예진흥기금을 모금할 수 있도
록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납입금이 입장료 또는 관람료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방
법으로 이루어질 것임은 일반인의 상식으로도 예측가능하다. 넷째, 모금액과 모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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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는 물가인상 등 상황의 변화에 따라 유동적이어서 그 세세한 내용을 모두
법률로 규정한다는 것이 입법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심판대
상 법조항들의 내재적인 위임범위나 한계는 충분히 예측가능하다 할 것이므로 헌
법 제75조의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6)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 위헌제청(2004.11.25.
2004헌가15)
현행 조문
(하수도법, 2012.2.1. 법률 제11264호)

심판대상 조문
(1999.2.8. 법률 제5864호로 개정된 것)
제 5 조(방류수수질기준) ① 오수처리시설ㆍ

제 7 조(방류수수질기준) ① 공공하수처리시

단독정화조ㆍ분뇨처리시설ㆍ축산폐수처리
시설 및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설․분뇨처리시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다
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는 그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②, ③ (생 략)

7.21, 2012.2.1>
1. ｢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
대책지역이나 상수원의 수질보전 또는
생활환경보전을 위하여 엄격한 기준이 필
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2.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유역하수도정비
계획을 수립하는 권역 중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권역별 수질관리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엄격한 기
준이 필요한 지역
②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환경정책기본법｣ 제
12조제3항에 따른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
란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제1항에 따른 기준보다 엄격한 방
류수수질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4.5, 2011.7.21>

【결정요지】
∙ 헌법 제95조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의 위임……으

로……부령을 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대통령령의 경우와는 달리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라는 제한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부령의 제정ㆍ개정절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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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에 비하여 보다 용이한 점을 고려할 때 법률의 위임에 의한 부령의 경
우에도 법률의 위임에 의한 대통령령에 가해지는 헌법상의 제한이 당연히 적용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법률로 부령에 위임을 하는 경우라도 적어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부령으로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으로써 누구라도 당해 법률로부터 부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도
록 하여야 할 것이다.
∙ 수질환경은 수시로 변화하고, 고도의 전문성, 과학성을 지닌 영역으로서, 오분법

이 추구하는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의 청결 및 수질오염의 감소라는 공익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방류수수질기준을 환경부령으로 정하여 상황에
맞게 유동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측정수치와 관련하여서는 환경기준을 유
지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을 요구할 것으로 대강의 예측이 가능하고, 수질환경
의 여건이 수시로 변하고, 오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은 여타의 수질기준과
연동하여 변화하는 점을 생각할 때, 더 이상의 구체적인 수치를 법률에서 일일
이 나열하는 것은 수질환경의 변화에 따라 유동적으로 대처한다는 오분법의 취
지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다.
∙ 재판관 김영일의 반대의견

- 수권법률의 명확성의 정도에 대한 요구는 일반적으로 확정될 수 있는 성질의 것
이 아니라, “규율하고자 하는 생활영역이 입법자로 하여금 어느 정도로 상세하고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가.”하는 규율대상의 특수성 및 수권법률이
당사자에 미치는 규율효과에 따라 다르다. 즉, 다양한 형태의 사실관계를 규율하
거나 규율대상인 사실관계가 상황에 따라 자주 변화하리라고 예상된다면, 규율대
상인 사실관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명확성에 대하여 엄격한 요구를 할 수 없으며,
위임에 의하여 제정된 행정입법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성격이 강할수록 보다
명확한 수권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 먼저,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규율하는 방류수수질기준은 다수의견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수질환경을 비롯한 여타의 사회ㆍ경제적 환경에 따라 그 기준이 수시로 변할
수 있고, 수질환경기준설정은 고도의 전문성, 과학성이 필요한 영역이므로, 규율
대상의 특수성은 인정된다. 그런데 방류수수질기준은 무엇을 준거로 하여 측정되
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오염을 허용하는지의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이 두 가지 사항을 행정입법에 위임하는 것이다. 그러나 입법권을
위임하는 법률이 충분히 명확한지 여부를 당해 법률조항만이 아니라 그 규범이 위치
하는 법률 전체를 포함한 관련법조항의 체계적인 해석을 통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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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 고려하더라도, 오분법의 다른 규정과 환경에 관한 일반법인 환경정책기본법
으로부터는 일반적인 수질환경의 측정기준에 관한 사항만 예측할 수 있을 뿐 어느
정도의 범위 내에서 방류수수질이 허용되는지에 대해서는 이를 예측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다.
- 이 사건 법률조항의 오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위반하여 오수를 방류한
경우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태료부과조항인 오분법 제58조 제1항 제1호와 결합하
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구성요건적 조항이 되므로, 비록 이 사건 법률조항이 형법
법규는 아니라 하더라도 이와 유사하게 기본권을 제한하는 요소가 강하다는 점에
서 위임의 명확성에 대하여 형법법규에 버금가는 엄격한 요구를 해야 한다고 생
각한다. 즉, 위임법률에 의한 기본권제한의 효과가 크므로, 당사자는 규율의 내용
에 관하여 보다 확실하게 파악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7)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 위헌소원(2006.12.28. 2005헌바59)
심판대상 조문
(2001.12.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된 것)

현행 조문
(2012.1.26. 법률 제11241호)

제 2 조 (정의) 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제 2 조 (정의) 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

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류에 의한다.

따른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되
어 이 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
하게 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한국표준산업
분류가 변경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
도까지는 변경 전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에 따라 조세특례를 적용한다.

【결정요지】
∙ 이 사건에서와 같이 재산권 등과 같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작용을 하는 법률이

입법위임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 등 법규명령에 위임함이 바람직
하고, 고시와 같은 형식으로 입법위임을 할 때에는 적어도 행정규제기본법 제4
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바와 같이 법령이 전문적ㆍ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
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한정된다 할 것이며, 그러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상 법률의 위임은 반드시 구체적ㆍ개별
적으로 한정된 사항에 대하여 행하여져야 할 것이다.

185

제 2 장 법령의 헌법적합성 제고를 위한 심사기준

∙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업종의 분류에 관한 사항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입법사항으로서 원칙적으로 그에 관한 위임은 대통령령ㆍ
총리령ㆍ부령 등 법규명령에 위임함이 바람직하고,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
준산업분류의 형식으로 위임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바와 같이 법령이 전문적ㆍ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한정된다 할 것이다.
∙ 한 국가 내의 모든 업종을 세부적으로 분류하는 작업에는 고도의 전문적ㆍ기술적

지식이 요구되고, 많은 전문 인력과 시간이 소요되며, 분류되는 업종의 범위 역시
방대하므로, 입법자가 각 업종 간의 공통점과 상이점에 착안하여 다양한 업종을
일일이 분류하여 법률에 열거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불가능하다.
∙ 이 사건 법률조항은 업종의 분류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나머지 업종의 분류에 대해서만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도록 규정하
고 있다. 즉, 조세특례제한법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분류에 누락되어 있거나,
그에 따르기에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업종의 개념과 범위에 관하여 독자적
으로 규정하거나 관련 개별법령에 위임하는 조항을 다수 마련하여 놓고 있으며
(제6조 제3항, 제7조 제1항 너호 등), 이러한 특별조항이 없는 업종에 대해서만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적용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 외에 관련 법조항인 통
계법 제17조 및 국제표준산업분류와 조세특례제한법상의 다른 개별 규정들을 유
기적ㆍ체계적으로 살펴보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규정될 내용과 범위의 대강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 재판관 주선회,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목영준의 반대의견

- 우리 헌법과 같이 법규명령의 형식이 헌법상 확정되어 있고 구체적으로 법규명령
의 종류ㆍ발령주체ㆍ위임범위ㆍ요건 등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이상, 법률
로써 그와 다른 종류의 법규명령을 창설할 수 없고, 더구나 그러한 법규사항을
행정규칙에 위임하여서는 아니 된다 할 것이다. 결국 법률이 행정규칙에 위임할
수 있는 사항은 집행명령(헌법 제75조 후단)에 의하여 규정할 수 있는 사항 또는
법률의 의미를 구체화하는 사항에 한정되어야 하는 것이고 새로운 입법사항이나
국민의 새로운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 다수의견은, 복잡화되고 전문화된 규율대상에 대하여 행정부처가 탄력적이고 기
능적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법률이 행정규칙에 바로 위임하는 것도 허용되어
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탄력성과 가능적합성은 이른바 단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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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에 의하여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즉 법률이 헌법에 정하여진 법규
명령에 대하여 위임을 하고, 다시 법규명령이 구체적 범위를 정하여 행정규칙에
위임하는 형식을 갖춤으로써 헌법적 결단에 합치하면서도 국가의 적극적 기능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8)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본문 등 위헌확인(2009.4.30. 2007헌마106)
심판대상 조문
(2006.4.28. 법률 제7941호로 제정된 것)

현행 조문
(2011.12.31. 법률 제11139호)

제21조(등급분류) ①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제21조(등급분류) ①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게 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게 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게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게

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기 전에 등급위

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기 전에 등급위

원회로부터 당해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원회로부터 당해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임물의 경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임물의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19,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게임대회

2011.4.5>

또는 전시회 등에 이용ㆍ전시할 목적으로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게임대
회 또는 전시회 등에 이용․전시할 목적

제작ㆍ배급하는 게임물
2. 교육ㆍ학습ㆍ종교 또는 공익적 홍보활동
등의 용도로 제작ㆍ배급하는 게임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으로 제작․배급하는 게임물
2. 교육․학습․종교 또는 공익적 홍보활
동 등의 용도로 제작․배급하는 게임물

② (생 략)

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③ 등급위원회는 게임물의 이용에 따라 지

3. 게임물 개발과정에서 성능․안전성․이

급하는 경품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이 문화

용자만족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용

관광부령이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초과하는

게임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상․기

게임물에 대하여 사행성게임물로 결정할 수

준과 절차 등에 따른 게임물
4. 게임물의 제작주체․유통과정의 특성 등

있다.
④ (생 략)

으로 인하여 등급위원회를 통한 사전 등
급분류가 적절하지 아니한 게임물 중에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9항
의 기준에 따른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
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 략)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청소년게임

제공업과 일반게임제공업에 제공되는 게임
물은 전체이용가와 청소년이용불가 게임
물로 분류한다. <신설 2007.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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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조문
(2011.12.31. 법률 제11139호)

심판대상 조문
(2006.4.28. 법률 제7941호로 제정된 것)

④ 등급위원회는 등급분류를 신청한 게임

물에 대하여 사행성게임물 여부를 확인하
여야 한다. <개정 2007.1.19>
⑤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내용을 수

정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
는 바에 따라 24시간 이내에 이를 등급위
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급위
원회는 신고된 내용이 등급의 변경을 요
할 정도로 수정된 경우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급 재분류 대상임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게임물은 새로운
게임물로 간주하여 등급위원회규정이 정
하는 절차에 따라 새로이 등급분류를 받
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7. 1.19,
2008. 2.29>
⑥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등급분류 변경을

요할 정도의 수정에 해당하면서 새로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공할 경우 등급위
원회에서 직권으로 조사하거나 게임물제
공업자 또는 게임물배급업자의 신청에 의
하여 등급을 재분류 할 수 있다. <신설
2007.1.19>
⑦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분

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
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19,
2008.2.29>
⑧ 등급위원회는 게임물의 사행성 여부 등

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심의를 할 수 있다. <신설
2007.1.19>
⑨ 제1항제4호에 따른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유통시키고자 하는 자는 등급
위원회와 협의한 별도의 기준에 따라 자
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하여 이를 표시하여
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등급분류
를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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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조문
(2011.12.31. 법률 제11139호)

심판대상 조문
(2006.4.28. 법률 제7941호로 제정된 것)

⑩ 제1항제4호에 따른 게임물을 이용에 제

공하거나 유통시키고자 하는 자는 제9항에
따른 등급 및 표시 내용을 게임물의 유통
또는 이용제공 후 1개월 이내에 등급위원
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 4.5>
⑪ 제9항에 따른 등급표시가 적절하지 아니

한 경우 등급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의 요청 또는 직권으로 등급분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1.4.5>
⑫ 제24조의2에 따라 등급분류 업무를 위탁

받은 기관(이하 “등급분류기관”이라 한다)의
등급분류 결정이 제7항의 등급분류 기준
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등급위원회는 직
권으로 등급분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1.
12.31>

【결정요지】
∙ 이 사건 위임조항의 위임입법 규정은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기술이나 기계

장치를 이용하여 오락 등을 할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및 기기(제정 게임법
제2조 제1호 참조)의 제공업과 결합된 경품제공행위에 관한 것인데, 현대 과학
기술의 발달로 경품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게임물의 기능과 종류가 급
속하게 발달ㆍ증가하고, 이에 발맞추어 게임이용자에게 경품으로 제공되는 유ㆍ
무형의 재화 또한, 빠른 속도로 변모와 증가를 거듭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할 때,
그러한 경품제공행위에 관한 내용은 전문적ㆍ기술적 사항으로서 법률에서 직접
모두 규정하기보다는 전체적인 기준 및 개요를 법률에 정한 뒤 구체적이고 세부
적인 사항은 변동 상황에 따른 탄력적 혹은 기술적 대응을 위하여 하위법에서
정하게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 문화관광부고시에 위임된 사항은 허용되는 경품의 종류ㆍ지급기준ㆍ제공방법에

관한 것이며, 그 적용대상이 게임제공업자라는 점과 그 기준이 사행성을 제거한
경품제공행위라는 점은 이 사건 위임조항의 해석상 일의적으로 확정할 수 있다.
∙ 이 사건 위임조항의 경품제공행위에 대한 제한은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

기 위하여 게임제공업자의 영업수행방식을 적절하게 규제함으로써 게임물이 사행
성화하는 것을 차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법규의 목적과 게임물의 종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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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경품의 종류가 급속히 변모ㆍ증가하는 게임관련산업의 현실을 종합하여 보
면, 위 조항에 따라 문화관광부고시로 정하여질 내용은 게임이용자의 흥미는 유발
시키되 게임물의 사행성화를 억제할 수 있도록 경품의 종류나 금액의 한정에 관
한 일반적 기준의 정립이 그 내용이 될 것이라는 점이 충분히 예측될 수 있다.
∙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목영준의 반대의견

- 선례와 다수의견은 법령의 내용이 전문적ㆍ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행정규칙으로의 직접적 위임이 허용되
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행정적 제재의 요건이나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항을 경미한 사항이라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만일 복잡하고 전문화된 규율
대상에 대하여 행정부처가 탄력적이고 기능적합적으로 대응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이는 이른바 단계적 위임에 의하여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즉, 법률이
헌법에 정하여진 법규명령에 대하여 위임을 하고, 다시 법규명령이 구체적 범위
를 정하여 행정규칙등에 위임하는 형식을 갖춤으로써 헌법적 결단에 합치하면서
도 국가의 적극적 기능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 이 사건 각 모법조항은 권리ㆍ의무에 관한 법규적 사항을 헌법상 열거된 법규명
령이 아닌 ‘문화관광부장관의 고시’에 직접 위임한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9)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의2 제1항 제4호 위헌제청(2009.5.28. 2007헌가18)
심판대상 조문
(2006.3.24. 법률 제7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현행 조문
(2011.7.25. 법률 제10968호)

제15조의2(지정의 취소 등) ① 노동부장관은

제15조의2(지정의 취소 등) ① 고용노동부장

안전관리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

관은 안전관리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월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또는 제2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

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2011.7.25>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

은 때
2.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

정을 받은 경우

3. 지정받은 사항에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때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

3.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4.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

는 때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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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조문
(2011.7.25. 법률 제10968호)

심판대상 조문
(2006.3.24. 법률 제7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는 지

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안전관
리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전문개정 2009.2.6.]
제43조(건강진단) ① ～ ⑧ (생 략)

제43조(건강진단) ①～⑩ (생 략)

⑨ 제15조의2의 규정은 제3항의 규정에 의

⑪ 건강진단기관 중 제1항에 따라 고용노

한 건강진단기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관하여는 제

이 경우 “안전관리대행기관”은 이를 “건강

15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10.6.4>

진단기관”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2.6]

【결정요지】
∙ 이 사건 법률은 급변하는 산업사회의 작업장 설비 및 작업장 종사자 등의 산업

안전ㆍ보건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있는 법률로서, 시대상황에 따라 사실관계가
수시로 변화될 것이 예상되는 등 사회적ㆍ경제적 여건에 따라 적절히 대처할
필요가 있고, 국회의 기술적ㆍ전문적 능력이나 시간적 적응능력에는 한계가 있
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을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데 입법기술상 어려
움이 있다. 특히 당해 사건에서 문제된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취소ㆍ업무정지
사유는 작업장에서 위험에 노출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수건강진단 대
상, 검사항목, 주기 및 실시방법에 관한 준수사항도 규율하는 것이어서 그 세부
적인 내용을 법률에서 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위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 이 사건 법률 제15조의2 제1항은 제1호에서 제3호까지 지정의 취소 또는 업무정

지 사유를 나열하고 제4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를
들고 있으므로, 법은 지정의 취소 또는 업무정지 사유에 관하여 아무런 기준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대통령령에 백지위임하였다고 볼 수 없다. 즉 이 사건 법률
조항을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
지정받은 사항에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때,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
하는 때’라고 변형시켜 살펴볼 수 있고, 이 경우 기타 대통령령에 정해질 사유는
부정 지정, 지정기준 미달, 지정사항 위반에 준하는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 이 사건 법률조항의 경우 당해 특수건강진단기관을 둔 제도의 취지를 고려한다

면, 대통령령에 정해질 내용을 예측해 내는 것이 어려운 것이라 할 수 없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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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강진단기관을 별도로 지정하는 취지는 특정한 유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
자에 대하여 당해 업무의 특성상 질병이 발생하거나 건강이 악화될 가능성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고 사업주로 하여금 적절한 작업환경관리와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일정한 인력, 시설 및 장비 등
을 갖춘 기관으로 하여금 관련 법령에서 정해진 검사항목과 실시방법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더 이상 당해 지정 목적을 수행할 수 없게 되었다거나 또는 그 지정 목
적에 부합하지 않는 행위 등을 하였을 때 등이 지정취소 내지 업무정지의 사유
로 정하여질 수 있음을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 있다.
∙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용대상은 일반 국민이 아니라 법에 의해 특수건강진단업무

를 수행하기 위해 지정받은 기관들로서 법의 목적이나 특수건강진단과 관련된 규
정들을 전문적으로 이해하고 있을 것이므로 예측가능성이 더 크다고 볼 것이다.
∙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목영준의 반대의견

-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의2(지정의 취소 등) 제1항은,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
취소ㆍ업무정지의 사유를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정한 외에 이 사건 법률조항인
제4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를 추가하고 있는바, 과
연 위 제1호 내지 제3호 외에 따로 제4호를 두어 지정취소ㆍ업무정지의 사유를
대통령령에 위임할 입법기술상의 필요성이 있는지부터가 의심스럽다.
- 특수건강진단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특수건강진단기관
만이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특수건강진단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행
정청의 감독의 필요성이 있다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그러한 감독상 필요한 규
율 사항이 있다면 이를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 시에 미리 정해둔 다음 그러한 사
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이를 그 지정받은 사항 위반(법 제15조의2 제1항 제3호)으
로 처리해 처분하면 될 것이므로, 별도의 포괄적 사유를 허용할 목적이 아니라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를 독립적으로 묶어 이를 하위법령에 위임할 필요
성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 위 제4호를 둔 것이 급변하는 사회ㆍ경제적 여건에 적절히 대처할 필요성 및 입법
기술적인 이유 때문이라고 하나, 지금까지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하위법령의 개
정 연혁을 살펴보면, 5-8년에 한 번씩 개정이 이루어졌을 뿐이어서 특수진단기관의
지정취소ㆍ업무정지의 사유가 수시로 변화되어 사회적ㆍ경제적 요건에 따라 적절히
대처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뿐만 아니라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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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사유의 내용이 국회의 기술적ㆍ전문적 능력이 따라가지 못하거나 미리 확
정해 두는 것이 곤란할 정도의 기술적ㆍ전문적 내용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 법률 제15조의2 제1항은 제1호에서 제3호까지 지정의 취소 또는 업무정지 사유를
나열하고 제4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를 드는 규정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법률에서 먼저 기본적 처분의 기준을 제시하고
나중에 기타 사유를 대통령령에서 보충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규정형식이 포괄위
임으로 평가되지 않기 위해서는 앞에 규정된 법률상의 사유들로부터 뒤의 시행령
에서 정해질 사유들이 충분히 예측될 수 있어야 하지 전혀 다른 차원의 처분 기
준이 대통령령에 의해 새롭게 창설되어서는 안 된다 할 것이다.
- 제15조의2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는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 3. 지정받은 사항에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때”
라고 규정하여, 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받는 과정 자체에 하자가 있거나 지정요건
및 지정조건 자체를 위반한 경우로 한정함으로써 처분의 요건을 지정행위와 관련
시켜 규율하고 있다. 따라서 위 제4호의 위임에 의한 시행령상의 사유도 ‘지정’행
위와 관련된 기타 보충적 사유에 그쳐야 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위 제4
호에 의해 제정된 대통령령인 이 사건 구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32조의7 각 호
의 사유는 ‘지정’ 자체와는 관련이 없는 건강진단기관이 건강진단 업무를 수행하
면서 행할 수 있는 부당행위의 일반적 유형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이 사건 법
률조항이 구체적ㆍ명확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나머지 대통령령에 임의로 처분의
사유를 창설할 수 있도록 포괄위임을 허용했기 때문이다.
- 위 제4호에 따라 대통령령에 의해 보충적으로 정해지는 ‘기타 사유’는 법체계적으로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것이므로 양적으로도 위 제1호 내지 제3호의 주된 사유들에
비해 적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당해 사건을 포함하여 거의 대부분의 업무정지
처분이 위 제4호를 근거로 행해지고 있는데, 이는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취소ㆍ
업무정지 처분의 대부분이 실제로는 법률이 아닌 하위법령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같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근거가 원칙적으로
법률에 의해 정해지지 않고 예외적이어야 하는 대통령령 내지 노동부령에 의해
정해짐으로써 원칙과 예외가 뒤바뀌게 된 위헌적인 상태는 모두 법률에서 하위법
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함으로써 초래된 것이다.
- 국민의 기본권은 원칙적으로 법률에 의해서만 제한 가능하고 부득이 이를 시행령에
위임할 경우라도 입법상의 필요성이 있고 포괄위임이 되지 않도록 구체적이고 명
확하게 위임해야 하는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입법상의 필요성도 없고 구체성과
193

제 2 장 법령의 헌법적합성 제고를 위한 심사기준

명확성도 갖추지 아니한 채 시행령에 포괄위임함으로써 결국 행정기관이 법률적
인 명확한 근거도 없이 자의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라 할 것이므로,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반하여 헌법에 위배된다고 할
것이다.

(10) 수산자원보호령 제37조 제5호 등 위헌소원(2010.9.30. 2009헌바2)
심판대상 조문
(2007.4.11. 법률 제8377호로 전부개정되고,
2009.4.22. 법률 제962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어업조정에 관한 명령) ① (생 략)

현행 조문
(수산업법, 2011.7.25. 법률 제10944호)
제61조(어업조정 등에 관한 명령) ① 행정관

② 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에는 필요한 벌

청은 어업단속, 위생관리, 유통질서의 유

칙을 둘 수 있다.

지나 어업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③ 제2항의 벌칙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구류(拘留) 또는 과료(科料)의 규정을 둘 수

1. 양식한 어획물 및 그 제품의 처리에 관
한 제한이나 금지

있다.

2. 근해어업에 대한 조업구역의 제한이나 금지

④ (생 략)

3. 근해어업의 허가정수(定數) 제한 등 근해
어업 허가에 대한 제한이나 금지
4. 어업자․어업종사자의 수 또는 자격
5. 외국과의 어업에 관한 협정 또는 일반적
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와 외국의 수산에 관
한 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제한이나 금지
6. 수산물의 포장 및 용기(容器)의 제한이
나 금지
7.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한 수산동식물과
그 제품의 양육장소 및 매매장소의 지정
또는 그 지정의 취소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한 또는 금지사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결정요지】
∙ 이 사건 법률조항이 하위법령인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것은 구 수산업법 제

53조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에 규정될 ‘어업조정에 관한 각종 제한이나 금지’
그 자체가 아니라, 그러한 금지나 제한 중 ‘어떠한 금지나 제한을 위반한 경우에
형사처벌할 것인가’ 그리고 형사처벌한다면 ‘어느 정도의 형벌로 처벌할 것인가’
이다. 다시 말해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일정한 제한이나 금지에 위반한 행위의 가
벌성 및 처벌의 정도에 대한 판단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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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벌성과 처벌의 정도에 대한 판단은, 사회공동체의 가치관 또는 법감정을 고려

하여 입법자가 정책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문제로서, 그 판단이 사회적 상황에
따라 수시로 급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미리 법률로써 자세히 정
하기 어려울 정도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사항이라고 볼 수도 없다.
∙ 조업구역의 제한이나 금지를 위반한 어업을 형벌로 처벌할 것인지, 처벌한다면 어

느 정도로 처벌할 것인지의 문제는,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
아니고 급변하는 상황에 연관된 문제도 아니다. 해양생태계의 변화 등에 대응한
구체적인 조업구역의 설정은 수시로 변화할 수 있다 하더라도, 조업구역을 위반한
어업에 대한 가벌성 및 처벌의 정도에 대한 판단은 사회공동체의 가치관 또는 법
감정에 좌우되는 것이지 해양생태계의 변화에 좌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 이 사건 법률조항만으로는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 중 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

가 어떠한 것이 될 것인지를 전혀 예측할 수 없다. 구 수산업법 제53조 제1항은
어업단속ㆍ위생관리ㆍ유통질서 그 밖에 어업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들을 대
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는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위와 같이 구 수산업법 제
53조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해질 사항들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필요한
벌칙을 둘 수 있다.’고만 할 뿐, 대통령령이 어떠한 사항들의 위반 행위에 대해
벌칙을 둘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준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단지 ‘구 수산업법 제53조 제1항의 위임에 따
라 대통령령에 정해질 사항들 중에는 그 위반 행위에 대해 벌칙이 규정될 수도
있다.’는 정도일 뿐,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항들을 위반하면 처벌받게 될 것인지
는 알 수가 없다. 이는 결국 구 수산업법 제53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
에 규정될 사항들 중 그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여부를 대통령령에 전적으로 위
임한 것이다.
∙ 이 사건 법률조항은 대통령령에 규정할 벌칙으로 “500만 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를 규정하고 있지만, 대통령령에 규정될 각각의 처벌조항의 법정형을
살펴보기 전까지는 어떠한 위반 행위들이 어느 정도의 형벌로 처벌될 것인지
예측할 수 없다.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대통령령에 의해 처벌될 수 있는 행
위유형들도 죄질과 불법의 정도가 다양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처벌의 정도 또한
달라질 수 있는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다양한 유형의 구성요건적 행위들에 대
해 각각 어느 정도의 처벌이 가해질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준을 제시하
지 않고 있다. 그 결과 대통령령이 규정하고 있는 구체적인 법정형을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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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까지는, 어떠한 위반 행위가 어느 정도로 처벌될 것인지를 예측할 수 없다.
구 수산자원보호령을 살펴보더라도 서로 다른 위반 행위들에 대해 “500만 원 이
하의 벌금”(제37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제38조), “200만 원 이하의 벌금”(제
39조) 등 각기 다른 법정형으로 처벌하고는 있지만, 그와 같은 법정형의 차별은
대통령령을 살펴보기 전에는 명확히 예측할 수 없다.
∙ 재판관 이공현, 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이동흡의 반대의견

-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범죄의 구성요건을 위임한 규정인 구 수산업법 제53조 제1
항 제3호 중 ‘조업구역’에 관한 부분 역시 각 어업의 특성, 수산자원의 부존상태,
어군(魚群)의 형성과 이동, 어업자의 이해관계 등에 따라 수시로 다양한 규율을
필요로 한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것은 지극히 세부적, 기술적, 가변적 사항이어서
형식적 법률로 규정하기에 부적절하고, 오히려 그렇게 법률로 규정할 경우 수산
자원보호, 어업조정이라는 입법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어렵게 된다.
- “필요한 벌칙을 둘 수 있다.”라는 규정형식은 위임법률의 통상적인 처벌규정에 비
추어 다소 이례적인 것이기는 하나, 이는 벌칙을 둘 수도 있고 두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이 아니고, 수산업법의 목적과 조업구역의 제한이나 금지를 규정한 취
지에 비추어 보건대, 대통령령으로 벌칙을 규정할 권한이 있다는 의미라 할 것이다.
즉, 구 수산업법 제53조 제3항의 벌칙범위와 종합하여 볼 때, 결코 처벌 여부를
행정부의 자의적인 판단에 위임한 것이 아니라 처벌하되 수권된 전문적ㆍ기술적
세부구성요건 사실을 전제로 이에 대하여 수권되는 처벌의 종류 및 상한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에 한정된다는 의미로 이해될 수 있으므로 이 사
건 법률조항은 대통령령에 처벌의 정도만을 위임한 것이라 할 것이다
- 대통령령이 법률의 위임취지에 위배되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법률이 대통
령령에 처벌규정을 위임하였음에도 극히 일부 구성요건 조항에 대하여 대통령령
에서 처벌조항을 따로 규정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위임법률이 행
정부에 처벌 여부에 대한 자의적 판단을 허용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위임법률
에 각 구성요건 조항을 유형화하여 처벌 정도를 달리하는 처벌조항을 두려면, 위임
법률에서 하위법령에 규정된 개별 구성요건 조항을 거꾸로 인용하여야 하는데, 이
는 규범구조상 채택하기 어려운 입법방식이므로, 구성요건 조항별로 차별화된 처
벌을 하기 위해서는 처벌조항 역시 대통령령에 위임함이 부득이하다. 따라서 처
벌의 정도를 위임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 위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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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훈련소 공중전화 사용금지 위헌확인(2010.10.28. 2007헌마890)
현행 조문
육군 신병교육 지침서(육군본부 2006.12.18.
교육참고 25-3)

심판대상 조문
육군 신병교육 지침서(육군본부 2006.12.18.
교육참고 25-3)

(생 략)

제 2 장 훈육 및 병영생활지도
제 3 절 병영생활
1. 병영생활 조기정착 활동
나. 매스컴 차단
4) 전화는 개인 신상과 관련하여 중대장급
이상 지휘관이 필요하다고 판단시 사용할
수 있도록 통제한다.

【결정요지】
∙ 이 사건 지침은 군인사법 제47조의2의 위임과 군인복무규율 제29조 제2항의 재

위임 및 국방교육훈련규정 제9조 제1호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것으로서 법률에
근거한 규율이라고 할 것이므로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 군인복무 및 군인훈련의 특수성과 헌법이 대통령에게 국군통수권을 부여하고 있

는 점을 고려하면, 군인사법 제47조의2가 군인의 복무에 관한 사항에 관한 규율
권한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면서 대통령령으로 규정될 사항 및 범위의 기본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다소 개괄적으로 위임하였다고 하여 헌법 제75조
의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 재판관 이강국의 반대의견

- 군인사법 제47조의2가 규정하고 있는 ‘군인의 복무’라 함은 군인으로서 복무하는
직무ㆍ생활관계 일반을 의미하는 것으로 복무중인 군인의 법적 지위, 군인으로서
의 생활관계 일반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분야라고 할 것인바, 군인사법 제47조의2
는 이와 같은 광범위한 분야에 관한 규율에 관하여 아무런 한정도 하지 아니한
채 군인사법에 규정된 위와 같은 사항 이외의 부분을 모두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군인의 복무관계에서 수반되는 상명하복관계, 기밀성, 전
문성 등에 의하여 많은 기본권제한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에도 이러한 문제에
관하여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예측가능하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모두 포괄적으
로 대통령령인 군인복무규율에 위임하고 있을 뿐이다.
- 따라서 군인사법 제47조의2와 군인사법의 다른 규정 전체를 체계적으로 살펴보아
도 군인의 기본권보장 및 그 제한에 관한 윤곽을 짐작할 수 있는 아무런 단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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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할 수 없으며, 당해 법률조항으로부터 대통령령에서 군인의 복무에 관하여
과연 어떤 사항을 규정할 것인지를 도저히 예측할 수 없다.
- 국방을 위하여 상명하복의 체계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군조직의 특수성을 감안
하여 볼 때 군인의 복무 기타 병영생활 및 정신전력 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
는 영역은 집행권에게 넓은 범위의 재량과 전문성을 인정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군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폭넓게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군인들
의 기본권제한에 관하여 입법자가 포괄적으로 하위규범에 위임하는 것은 헌법이
명령하고 있는 포괄위임금지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위임형식이다.

(12) 의료기기법 제32조 제1항 제5호 등 위헌제청(2011.9.29. 2010헌가93)
심판대상 조문
(2008.12.26. 법률 제9185호로 개정되고,
2010.1.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현행 조문
(2011.4.7. 법률 제10564호)

제32조(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①

제36조(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

제조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① 제조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때에 의료기기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및

해당하면 의료기기의 제조업자․수입업자 및

수리업자에 대하여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수리업자에 대하여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이, 판매업자 및 임대업자에 대하여는 시

판매업자 및 임대업자에 대하여는 특별자치

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허가의 취소, 영

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허가의

업소의 폐쇄, 품목의 제조ㆍ수입 및 판매

취소, 영업소의 폐쇄, 품목류 또는 품목의 제

의 금지 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조․수입․판매의 금지 또는 보건복지부령

기간 이내의 범위에서 그 업무의 전부 또

으로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그 업무의 전

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

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호의 경우에 그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

제1호․제22호 및 제23호의 경우에는 허가

게 귀책사유가 없고 그 의료기기의 원재

를 취소하거나 영업소를 폐쇄하여야 한다.

료, 구조 등의 변경에 의하여 그 허가 또

1.～23. (생 략)

는 신고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5호․제6

하는 때에는 이의 변경만을 명할 수 있다.

호의 경우 그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1.∼8. (생 략)

귀책사유가 없고 그 의료기기의 원재료나
구조 등을 변경하면 그 허가 또는 신고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변경만을 명할 수 있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변

경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제1항
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

처분의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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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 업무정지처분은 기본적으로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나, 의료기기 판매

업은 영업장소 및 영업시설 등 유형적 자산과 영업력, 신용, 고객 등 무형적 자
산이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이루어지는 것인바, 업무정지기간이 위 영업자산의
유기적 결합을 심각하게 훼손할 정도로 장기간으로 정해져서 영업을 폐쇄할 수
밖에 없게 되는 경우에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제한될 수도 있다.
∙ 업무정지기간은 국민의 직업의 자유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업무정지의 사

유 못지않게 업무정지처분의 핵심적ㆍ본질적 요소라 할 것이고, 비록 입법부가
복잡ㆍ다기한 행정영역에서 발생하는 상황의 변화에 따른 적절한 대처에 필요한
기술적ㆍ전문적 능력에 한계가 있어서 그 구체적 기준을 하위법령에 위임할 수
밖에 없다 하더라도 최소한 그 상한만은 법률의 형식으로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
여야 할 것이다.
∙ 이 사건 법률조항은 업무정지기간의 범위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

니하고, 나아가 의료기기법의 다른 규정이나 다른 관련 법률을 유기적ㆍ체계적
으로 종합하여 보더라도 보건복지가족부령에 규정될 업무정지기간의 범위, 특히
상한이 어떠할지를 예측할 수 없다.
∙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의료기기 판매업자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의 기간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한 규정을 두지 아니한 채 이를 보건복지가족부령에 포괄적으
로 위임함으로써 행정부에게 지나치게 광범위한 입법재량권을 주는 결과를 낳
았고, 이로 인하여 의료기기 판매업자로 하여금 그가 받게 될 업무정지처분의
범위를 예측할 수 없게 만들었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 제75조의 포괄위임금지원
칙에 위배된다.

(13)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73조 제1호 위헌소원(2011.11.24. 2011헌바18)
심판대상 조문
(2003.7.29. 법률 제6948호로 개정된 것)

현행 조문
(2010.3.31. 법률 제10219호)

제73조(벌칙)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

제73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

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

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하의 벌금의 형으로 벌한다.

의 벌금의 형으로 벌한다. <개정 1986.

1. 제4조의2 제3항(제6조의2 및 제25조의2

12.31, 1989.12.30, 1995.12.6, 2003. 7.29>

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

1. 제4조의2제3항(제6조의2 및 제25조의2의

한다), 제11조 제1항, 제17조 제2항ㆍ제4항,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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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조문
(2010.3.31. 법률 제10219호)

심판대상 조문
(2003.7.29. 법률 제6948호로 개정된 것)
제31조 제2항 또는 제37조 제1항ㆍ제2항

제11조제1항, 제17조제2항․제4항, 제31

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

조제2항 또는 제37조제1항․제2항의 규
정을 위반한 사람

【결정요지】
∙ 총포가 위와 같이 다양한 만큼 모의총포 역시 각 총포에 대응하여 다양할 수밖

에 없을 뿐만 아니라 모의총포의 소재의 다양성, 제조기술의 발달 등에 따라 총
포와 유사한 것으로서 규제필요성이 인정되는 새로운 성능의 모의총포가 등장할
가능성도 충분하다. 한편, 모의총포의 기능과 관련하여 ‘탄환의 크기, 무게, 모양,
발사된 탄환의 운동에너지 등’과 ‘인명ㆍ신체상의 유해성’의 관계를 검증하고 어
느 범위에서 소지 등을 금지할 것인지는 기술적ㆍ전문적 영역이라 할 것이다.
∙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법률로써 미리 모의총포의 범위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자세히 규정할 수 없고, 따라서 법률에서는 모의총포의 전체적인 기준을 정한 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규율은 전문적ㆍ기술적 능력을 갖춘 행정부에서 상황의
변동에 따라 시의 적절하게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위 법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것’으로서 하위 법령에서 규정될 모의총포란 ‘총포는

아니지만 모양 또는 성능 면에서 총포와 매우 유사하여 총포처럼 위험과 재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것’, 다시 말하면 ‘총포는 아니지만 총포와 같은 위협 수단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총포와 모양이 매우 유사하여 충분히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거
나(모양의 유사성) 총포와 같이 인명이나 신체에 충분히 위해를 가할 정도의 성능
을 갖춘 것(기능의 유사성)’이라고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이 사건 시
행령조항은 이와 같은 취지에서 모의총포의 범위를 구체화한 것으로 보인다.
∙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이정미의 반대의견

-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것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인용하고 있는 구성요건 규정인
총포법 제11조 제1항에 대하여 위임입법의 필요성과 위임범위의 예측가능성이 있
는지에 관한 것인데,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전문적ㆍ기술적 측면을 감안하여 위임
입법의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위임범위의 예측가능성에 관하여는 의견을 달리하
는바 이하에서 이에 관하여 기술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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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범자인 국민으로서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규정만으로는 어떤 것이 모의총포로서
소지 등이 금지되고 이에 위반하면 처벌받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예측하기 어
렵고, 관련 법률조항이 아닌 시행령 조항, 즉 총포법 시행령 제13조, 별표 5의2를
확인한 후에야 비로소 처벌의 구성요건에 대하여 알 수 있는바, 이는 입법부가
제정한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에 의하여 국민을 처벌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정부의
편의에 의한 자의적인 국가형벌권 행사의 위험을 야기하게 된다. 그 결과 이 사
건 법률조항은 하위 법령인 위 시행령에서 총포로서의 성능이 전혀 없이 단지 모
양만 총포와 유사한 것으로서 장난감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할 것조차 모의총포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되도록 함과 동시에 다수의 국민을 범죄자로 만드는 잘못을
초래하였다.
-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모의총포’에 관한 규정을 하위 법
령인 대통령령에 위임함에 있어 그 기준과 범위를 명확히 제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소지가 금지된 모의총포가 어느 범위에서 규정될 것인지 예측할 수 없고 모의총
포 소지로 인한 유무죄의 결정을 하위 법령인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것과 마찬가
지인 결과를 초래하는바, 이는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되며 아울러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의 정신에도 반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영업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
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3. 심사기준
【 착안점】
◈ 법치국가적 법적 안정성의 관점에서 법률에 대한 수권을 내용으로 하는 규정

은 수권의 목적, 내용 및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행정청의 자의적인 법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국민으로 하여금 행정청의
행위를 어느 정도 예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수권법률이 그 내용ㆍ목적 및 범위에 있어서 충분히 확정되고 제한되어 있어

서 국민이 행정의 행위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가
☞ 수권규정이 체계적ㆍ목적적 해석방법을 통하여 입법위임의 구체성ㆍ명확성을

요청하는 헌법 제75조에 위반되지 않는가
☞ 수권규정이 자의적인 법해석과 집행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는가
☞ 해당 법령의 전반적 체계와 관련규정에 비추어 위임조항의 내재적인 위임의

범위나 한계를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확정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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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잡하고 전문화된 규율대상에 대하여 위임입법으로 대응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단계적 위임 즉, 법률이 헌법에 정하여진 법규명령에 대하여 위임을
하고, 다시 법규명령이 구체적 범위를 정하여 행정규칙 등에 위임하는 형식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입법사항에 관한 위임은

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 등 법규명령에 위임함이 바람직하고, 고시 등의 형식
으로 위임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바와 같이 법령이 전문적ㆍ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한정한다.
☞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전혀 규정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재위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대강을 정하고 그 중의 특정사항을
범위를 정하여 하위 법령에 다시 위임하는 경우에만 재위임이 허용된다.
【 주요 심사기준】
◈ 위임의 구체성ㆍ 개별성은 법률 자체를 기준으로 하므로, 아무리 시행

령에서 구체적, 개별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더라도 모법이 불명확하
다면 위임입법의 한계를 초과한 것이 된다는 점을 유의한다.
◈ 사회ㆍ경제적 정책의 변화로 법률로 하는 것이 곤란할 만큼 변화의 횟

수와 진폭이 잦고 다양하다 하더라도 법률에서 최저기준을 설정하여
두고, 그 범위내에서 세부적 기준과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해야 한다.
◈ 법률이 행정규칙 등에 위임할 수 있는 사항은 집행명령에 의하여 규

정할 수 있는 사항 또는 법률의 의미를 구체화하는 사항에 한정되어
기준 1

야 하고, 새로운 입법사항이나 국민의 새로운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

[일반적

항을 위임하지 않도록 한다.

기준]

◈ 법률에서 먼저 기본적 처분기준을 제시하고 나중에 기타 사유를

대통령령ㆍ부령에서 보충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규정형식이 포괄
위임으로 평가되지 않기 위해서는 앞에 규정된 법률상의 사유들
로부터 뒤의 시행령ㆍ시행규칙에서 정해질 사유들이 충분히 예측
될 수 있어야 하고, 전혀 다른 차원의 처분기준이 대통령령ㆍ부
령에 의해 새롭게 창설되지 않도록 한다.
◈ 법률이 행정부가 아니거나 행정부에 속하지 않는 공법적 기관의

정관에 특정 사항을 정할 수 있다고 위임하는 경우에는 법률에서
정관으로 정하여질 내용을 되도록 범위를 한정시켜 위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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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결정례] 헌재 1993.5.13. 92헌마80 ; 헌재 1998.7.16. 96헌바52 ; 헌재
2001.4.26. 2000헌마122 ; 헌재 2009.4.30. 2007헌마106 ; 헌재
2009.5.28. 2007헌가18

◈ 법률에 의한 처벌법규의 위임은, ①특히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미리

법률로써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
어야 하고, ②그 경우일지라도 법률에서 범죄의 구성요건은 처벌대상
인 행위가 어떠한 것일 거라고 이를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
로 정하고, ③형벌의 종류 및 그 상한과 폭을 명백히 규정해야 한다.
☞ 하위법령이 수권법률에서 요구되는 위임의 구체성결여 등을 이유로

죄형법정주의 및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어 오랫동안 시
행되어 고착된 법운용의 관행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처벌법규가 위헌인 하자가 치유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속하게 정
비해야 한다.
☞ 행정법규 위반에 대해 형사처벌을 규정하고자 할 때는 그 규정이 단

순히 ‘행정법규로서의 기능’을 떠나 ‘범죄구성요건으로 기능’하므로,
그것이 범죄구성요건이 되는 범위 안에서는, 법률로써 규정되어야
하고, 그 규정된 법률의 내용은 수범자가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기준 2
[처벌관련
법규]

있을 정도로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 일정한 제한이나 금지에 위반한 행위의 가벌성 및 처벌의 정도에

대한 판단은, 그 판단이 사회적 상황에 따라 수시로 급변하는 것이
라고 할 수 없으므로 법률로써 자세히 정해야 한다.
☞ 업무정지 등 제재적 처분의 경우 그 기간이 갖는 의미는 요건만큼

이나 핵심적이면서 본질적인 중요성을 갖는다 할 것이므로, 법률에
제한기간의 예측이 가능하도록 상한 정도는 규정해야 한다.
◈ 위임의 구체성과 명확성의 요구 정도는 규제 대상의 종류와 성격

에 따라 달라지는바, 기본권침해영역에서는 급부영역에서보다 구
체성의 요구가 강화되고, 특히 표현의 자유를 내용에 의하여 규
제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에 형사처벌을 규정할 경우에는 구체성
의 요구가 더욱 강화된다.
[관련 결정례] 헌재 2002.6.27. 99헌마480 ; 헌재 2004.8.26. 2004헌바14 ; 헌재
2005.4.28. 2003헌바40 ; 헌재 2007.7.26. 2005헌바100 ; 헌재
2010.2.25. 2009헌바38 ; 헌재 2010.9.30. 2009헌바2 ; 헌재
2011.9.29. 2010헌가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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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법규에 대하여는 위임의 근거규정인 법률의 규정 그 자체에

서 위임의 범위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구체적으로 위임된 사항의
처리기준, 처리지침을 제시하거나 적어도 그 처리에 대한 대강을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정해야 한다.
☞ 납세의무와 같은 침해적 국가행위에는 법률유보의 원칙이 적용

되어야 하므로, 납세의무에 관한 본질적 사항은 구체적이고 명
확하게 법률에 규정되어야 한다.
◈ 조세유사적 성격을 가지는 부담적 성격을 가지는 규정은 납부의

기준 3

무자의 재산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거나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조세관련

구체성, 명확성의 요구는 조세법규의 경우에 준하여 그 위임의

법규]

요건과 범위가 일반적인 급부행정법규의 경우보다 더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 고시ㆍ 훈령 등으로 부담금의 부과요건 등을 위임할 경우에는

상위법령의 명확한 위임규정이 있거나 위임을 받아 규정될 내
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결정될 것인지에 관한 대강의 기준이
상위 법령에 이미 밝혀져 있어야 한다.
[관련 결정례] 헌재 1995.11.10. 93헌바32 ; 헌재 1997.9.25. 96헌바18 ; 헌재
1999.1.28. 97헌가8 ; 헌재 2003.12.18. 2002헌가2 ; 헌재
2004.8.26. 2003헌바26

◈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조항이 아니라, 수혜적 성격을 가지는

조항이라 할지라도 수혜대상의 기본적 기준과 범위는 법률로써
규정한 후 하위 법령에 위임해야 한다.
기준 4

◈ 한편으로 국민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요건을 위임하는 작용도 하지

[급부행정

만 다른 한편으로는 불이익을 주는 요건까지 위임하는 것일 경우,

관련 법규]

오히려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거나 침해할 소지가
있는 법규에 관한 위임에 해당한다.
[관련 결정례] 헌재 2009.12.29. 2008헌바48 ; 헌재 2010.10.28, 2008헌바74 ;
헌재 2011.11.24. 2010헌바45

◈ 허가제를 통하여 국민의 기본권적 자유를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기준 5

것과 자유행사의 일반적 금지에 대하여 개별적 해제요건을 설정

[영업관련

하는 것은 표리관계에 있는 것이므로, 허가의 요건도 법률로써

법규]

규율하거나 부득이 하위법령에 그 구체적 규율을 위임하는 경우
에는 그 대강의 요건이라도 법률로써 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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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 지정취소ㆍ업무정지의 사유 내지 요건 등 제재적 처분은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거나 침해할 소지가 있는 법규이므
로, 그 내용을 하위법령에 위임할 경우 그 구체성ㆍ명확성의 요
구가 강화되어 위임의 요건과 범위가 일반적인 급부행정의 경우
보다 더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 허가취소ㆍ영업정지 등 행정제재의 처분사유를 하위법령에 위임

할 경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로 위임
하는 방식은 지양하고, 예시나 한정적 문구 등을 사용하여 하위
법령에서 정해질 내용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한다.
☞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또는 “○○○○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소할 수 있다는 방식으로 행정제재 처분사유를
하위법령에 위임하지 아니한다.
◈ 영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의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등록기준

의 구체적인 제한 내용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
해서는 아니 된다. 등록요건에 어긋난 등록을 한 경우에 필요적으
로 그 등록을 취소토록 하는 등 중대한 재산권침해를 초래할 수
있는 제한 입법의 경우에는 더욱 그 위임을 엄격하게 해야 한다.
[관련 결정례] 헌재 1998.11.26, 97헌바31 ; 헌재 2005.7.21. 2004헌가30 ; 헌재
2006.12.28. 2005헌바87 ; 헌재 2008.4.24. 2004헌바48 ; 헌재
2010.2.25. 2008헌바160

Ⅵ. 명확성 원칙
1. 의 의
입법의 원칙으로서의 명확성의 원칙은 법규범의 예측가능성의 실현의 법리로서
등장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법규범은 시민의 준법생활규범으로서의 의의와 법관의
재판규범으로서의 의의를 지니게 되므로, 법규범의 내용은 전문적 법률지식을 가
지고 있는 법조인이 예측가능할 뿐 아니라 일반시민이 통상적으로 예측가능할 정
도의 명확성을 요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일반인이 예측가능한 명확성이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것이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학설상으로나 판례상으로 많은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으나84), 현재
84) 명확성의 판단기준으로서 일반적으로 독일에서는 ｢일반인이 특별한 어려움이나 의문없이 판단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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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는 합리적인 기준의 설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특히 오늘날의 입법은
사회현상의 복잡화 및 가치관의 다원화에 따르는 입법기술상의 요청에 의한 일반
조항 내지 불확정개념의 과다현상으로 인하여 명확성의 원칙이 한증 제약을 받고
있다. 그리하여 명확성의 요청은 오히려 사법과정에서 구체적 사건에 적용되는 것
을 통하여 명확화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사법부의 해석을 통
한 입법의 불명확성으로 인한 구제방법으로는 국민의 측에서 본다면 미리 명확하
지 아니한 내용의 법적 규제가 사후에 사법과정을 통하여 명확하게 됨으로써 불
리한 법적 효과를 받게 되어 국민의 권익보호에 충분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온다.
그러한 의미에서 해석을 통한 명확화에 있어서도 한계가 존재한다.
그러나 불명확성이라는 것이 원래 언어의 성질상 본래적인 것이며 명확성․불
명확성이라는 기준 역시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기준에 불과하며, 특히
일반적으로 법령은 규정의 문언의 표현력에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그 성질상 다
소 추상성을 불가피하게 가지므로 모든 법령이 명확하여야 한다는 기준을 엄격히
적용한다면 그것은 입법을 불가능하게 하며 그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을 박탈하는
것이 될 것이다. 따라서 명확성의 원칙은 입법에 있어서 일반조항이나 규범적 법
률개념의 사용을 금지하지 않으며, 이들은 규범의 논리적 구조 하에서 법관의 가
치판단에 따라 최소한도의 명확성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반조항이
나 규범적 법률개념들은 그 적용범위가 규범적 가치판단에 의한 법률해석을 통하
여 충분히 인식될 수 있어야 한다.85) 일반조항이나 규범적 법률개념이 그의 적용
범위와 한도가 법관의 가치판단에 따라서도 인식가능하지 않다면 그 법률은 명확
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헌법률이 되는 것이다.
어떠한 경우에 불명확한 것인가에 대하여 획일적인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대단히
곤란하며 또한 명확성의 원칙은 법률의 개별적 규정의 성격에 따라서 요구되는
정도가 다르다. 따라서 입법에 있어서 요구되는 명확성의 한도를 결정하기 위해서
는 실질적으로 왜 불명확한 입법이 부정되지 않으면 안되는가라는 기능적인 관점
에서 명확성의 원칙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86)
있는 정도｣또는 ｢국민이 그의 행위가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확실하게 판단할 수 있을 정도｣이면 명
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보통의 지성을 가진 자가 그 의미를 추량하
도록 요구하고 또한 그 적용에 관하여 의견을 달리할 정도로｣ 불명확한 것은 적법절차위반으로 무효
라는 형태로 판시되고 있다. 또한 일본에서는 ｢
통상의 판단능력을 가진 일반인이 금지된 행위와 그렇
지 않은 행위를 식별할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자세한 내용은 강기정, 죄형
법정주의, 형사법학의 현대적 과제(동산 손해목박사화갑기념), 1993, 26면 참조.
85) 이정원, 죄형법정주의의 원칙과 법률의 해석, 법학논문집(중앙대) 제17집, 1992, 7면.
86) 자세한 내용은 박영도, 입법이론연구(Ⅰ) -입법기초이론과 입법기술-, 한국법제연구원 1991, 92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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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법적인 권리의무의 판단의 지표로서의 법률의 기능이 있다. 즉 법률을 적
용하여 권리의무의 확정이 일정한 공권력에 의해서 행사되며, 특히 그것이 재판규
범인 경우에는 법관의 판단작용을 통하여 행사된다. 그리고 형사벌을 부과하는 법
률은 이 의미에서 재판규범이며, 그 경우 제정법이 정한 판정기준이 그 판단의 지
표가 된다. 따라서 법률에 포함된 법규범이 법관에 의한 규범의 발견에서 자의성
을 벗어나고 그 법규범을 적용하는 개개의 사건에 불통일을 발생케 하지 않을 정
도의 명확성을 구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즉, 어떤 법률의 기능에서 볼 때 법적용
의 권한을 지닌 자에게 그 판단의 객관성을 정당화하기에 족한 정도의 명확성이
입법 그 자체 가운데에 구체화될 것이 필요한 것이다. 또한 이것은 법률의 문언이
전부 일반적으로 승인된 의미를 지닐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특수한 전문적
영역에서 특이한 의미를 지니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이에 반하여 광범위한 추
측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기준을 입법적용의 판단의 지표로 하는 것은 허용되
지 아니한다.87)
둘째, 인간이 자기의 장래의 행위를 결정하는 판단작용을 행하는데 있어서 그 법
률의 의미를 판단하지 않을 수 없으며 또한 그 판단의 결과가 다를 수 있는 경우에
는 명확성의 문제가 발생한다. 물론 어떤 구체적인 개인이 그 판단을 오해할 가능
성이 있는 것은 결코 법의 효력에 영향이 없으나, 통상의 평균인이 그 법규범을 발
견하고 그 적용가능성을 인식하여 그리고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막연한
표현을 가진 기준을 취하는 경우에는 이미 일반적으로 인간의 행동의 지표기능을
거둘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명확성의 원칙은 적용가능성의 인식과 의미의 이해와
관련되는 것이다.88) 그리고 법률 그 자체가 이러한 의미의 명확성을 결여하더라도
87) 헌법재판소에서도 “헌법은 제27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짐을 선언하고 있으면서도, 제37조 제2항에서 이러한 국민의 기본권의 하
나인 재판을 받을 권리도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률에 의하여 국민의 제판청구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법률은 그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에 국민들이 나무랄 수 없는 법의 오해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상실하는
일이 없도록 알기 쉽고, 여러 가지 해석이 안 나오게끔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제소
기간에 관한 규정을 일반국민들이 알아보기 쉽고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는 요청은 그것이 바로 재
판을 받을 권리의 기본권행사에 있어서 예측가능성의 보장일 뿐 아니라 재판을 받을 권리의 실질적인
존중이며 나아가 법치주의의 이상을 실현하는 길이기도 한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 법 제68조
제1항중 괄호부분은 일반인의 주의력으로는 쉽사리 정확하게 이해하기도 어렵거니와 중요한 규정을
괄호내에 압축하여 불충실하고 불완전하게 규정함으로써 그 적용을 받은 국민으로 하여금 재판권행사
에 착오와 혼선을 일으키게 하였다. ……또한 법률전문가의 입장에서도 그 내용파악이 어렵고 모호한
것이라면 신속한 재판을 받는데 기대만큼의 도움이 될 수 없을 것임은 물론 이를 내세워 정당화시킬
수도 없을 것이므로, 결국 헌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라고 하여 이를 뒷받침
하고 있다. 헌재 1993.12.23. 92헌가12.
88) “법률규정이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에게는 그 적용대상자가 누구이며 구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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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내용이 하위규범에 의해 충족되는 것이 예정되어 있으며, 그것은 헌법상 위임입
법의 합법성의 문제를 발생케하나 그러한 충족에 의해 명확화 되는 한 적어도 이
원칙은 충족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89)
이러한 두 가지의 기능적 고찰을 통하여 입법에 요구되는 명확성의 한도를 결
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여기에서도 여전히 추상적인 것을 면할 수는 없다.
그리고 이 원칙 그 자체가 법원에 의해서 각종의 요인이 고려될 것을 예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문언만을 볼 때 명확성이 결여되는 것, 예를 들면 장기간에
걸쳐 행해진 관행을 전제로 그것을 명문화한 경우에는 일정한 사회적 행동의 유
형이 존재하게 되어 인간은 그것에 의해 행동을 규정해 가므로 지표가 없다고는
할 수 없으며, 또한 그 기준을 지지하여 해석을 한 선례의 집적은 당연히 문언의
의미를 명확화하고, 판단의 지표로서 충분한 것을 제공하게 된다. 또한 법의 규제
대상과 법의 목적도 그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예를 들면, 사회의 발전단계에 부
응하여 새로운 법적규제를 이른바 실험적으로 행하는 것도 당연히 입법정책으로
서 요구된다. 이 경우 종래의 사회적 정형을 전제로 하는 입법과 같은 정도의 명
확성을 요구할 수는 없을 것이다.

2. 헌법재판소 주요 결정례
명확성의 원칙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례는 대단히 많이 존재한다. 특히 명확성
의 원칙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형사법의 분야에서
명확성의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표현의 자유에서도 명확성의 원칙과 그
내용을 같이하는 “불명확하기 때문에 무효의 원칙”, “과도한 광범성의 원칙”, “명
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 등을 사용하고 있다. 대표적인 결정례 몇 가지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국가보안법 제7조에 대한 위헌심판(1990.4.2. 89헌가113)
심판대상 조문
(1980.12.31. 법률 제3318호)

현행 조문
(2011.9.15. 법률 제11042호)

제 7 조(찬양ㆍ고무 등) ① 반국가단체나 그

제 7 조(찬양․고무등) ① 국가의 존립․안전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

으로 어떠한 행위가 금지되고 있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다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
다고 할 수 없다.” 헌재 1995.5.25. 93헌바23.
89) 헌재 1993.5.13. 92헌마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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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조문
(2011.9.15. 법률 제11042호)

심판대상 조문
(1980.12.31. 법률 제3318호)
찬양ㆍ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기타의

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방법으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한 자는 7년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

② ～ ④ (생 략)

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에 처한다. <개정 1991.5.31>

문서ㆍ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ㆍ수입ㆍ

② 삭 제 <1991.5.31>

복사ㆍ소지ㆍ운반ㆍ반포ㆍ판매 또는 취득한

③ 제1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자는 그 각 항에 정한 형에 처한다.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1년 이상의

⑥ ～ ⑦ (생 략)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5.31>
④ 제3항에 규정된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유
포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5.31>
⑤ 제1항․제3항 또는 제4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
작․ 수입․복사․소지․ 운반․반포․ 판매
또는 취득한 자는 그 각항에 정한 형에
처한다. <개정 1991.5.31>
⑥ 제1항 또는 제3항 내지 제5항의 미수

범은 처벌한다. <개정 1991.5.31>
⑦ 제3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5.31>

【결정요지】
∙ 문리 그대로 적용범위가 과도하게 광범위하고 다의적인 것이 되면 법운영 당국

에 의한 자의적 집행을 허용할 소지가 생길 것이다. 차별적으로 법을 집행하는
이른바 선별집행이 가능할 수 있다. 법규의 문언대로 확대적용하느냐 한정적으
로 축소적용하느냐는 법운영 당국의 재량의 여지가 있으므로 사람에 따라서는
법규의 문언 그대로 적용하여 합헌적인 행위까지도 처벌하여 기본적 인권을 침
해할 수 있는가 하면, 그 운영당국은 가능한 한의 축소해석을 통해 위헌성을 띠
는 행위마저 처벌을 면제시킬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법운영 당국으로서 가장 경
계하여야 할 편의적ㆍ자의적 법운영이 가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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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규의 적용범위가 과도하게 광범위해지면 어떠한 경우에 법을 적용하여야 합헌

적인 것이 될 수 있는가 즉 법을 적용하여도 좋은 경우와 적용하여서는 안 되는
경우가 법집행자에게도 불확실하고 애매해지는 사태가 온다. 이러한 의미에서도
과도한 광범성은 잠재적인 명확성 결여의 경우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형벌법규에
관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한 가지 예에 해당될 수 있다. 이리하여 어떠한
것이 범죄인가를 법제정 기관인 입법자가 법률로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법운영 당국이 재량으로 정하는 결과가 되어 법치주의에 위배되고 죄형법정주의
에 저촉될 소지가 생겨날 것이다.
∙ 사물의 변별능력을 제대로 갖춘 일반인의 이해와 판단으로는 행위유형을 정형화

할 해석의 합리적인 기준을 찾기 어려운 개념이며 구성요건의 내포와 외연이 미
치는 한계를 가리기 어려운 광범성을 지닌 법률은 법운영당국에 의한 자의적 집
행을 허용할 소지가 있다. 나아가 법규의 적용범위가 과도하게 광범해지면 어떠
한 경우에 법을 적용하여야 합헌적인 것이 될 수 있는가 즉 법을 적용하여도 좋
은 경우와 적용하여서는 안 되는 경우가 법집행자에게도 불확실하고 애매해지는
사태가 온다. 이러한 의미에서 과도한 광범성은 잠재적인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
되는 한가지 예에 해당될 수 있다.
∙ 재판관 변정수의 반대의견

-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은 형벌규정이므로 죄형법정주의에 의하여 그 구성요건은
명확해야 할 것이며, 더구나 위 규정은 민주주의의 제도적 토대라고 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수반하는 법률이므로 다른 형벌규정에서 보다도 그
명확성이 더욱 강하게 요구되는 것이다. 그런데 위 법률조항은 그 구성요건이 너
무 막연하고 불명확한 규정들로 이루어져 있다.
-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제도적 토대라고 할 수 있어 헌법에서 보장된 여러 기
본권 가운데에서도 특히 중요한 기본권이며, 그러기에 의사표현에 대하여 형벌을
과하는 법률은 최고도의 명확성이 요구될 뿐더러 그 의사표현행위를 처벌하기 위
해서는 그것이 장래에 있어 국가나 사회에 단지 해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성향을 띠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법률에 의하여 금지된 해악을 초래할 명
백하고도 현실적인 위험성이 입증된 경우에 한정되어야 하는 것이다(명백하고도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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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립학교법 제55조, 제58조 제1항 제4호에 관한 위헌심판(1991.7.22 89헌가106)
심판대상 조문
(제정1963.6.23. 법률 제1362호, 최종개정
1991.3.8. 법률 제4347호)

현행 조문
(제정1963.6.23. 법률 제1362호, 최종개정
1991.3.8. 법률 제4347호)

제55조(복무) 사립학교의 교원의 복무에 관

제55조(복무) 사립학교의 교원의 복무에 관

하여는 국ㆍ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

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

을 준용한다.

을 준용한다.

제58조(면직의 사유) ① 사립학교의 교원이

제58조(면직의 사유) ① 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교원

원의 임면권자는 이를 면직시킬 수 있다.

의 임면권자는 이를 면직시킬 수 있다.

4. 정치운동 또는 노동운동을 하거나 집단

<개정 1977.12.31, 1981.2.28, 2005.12.29, 2012.

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또는 어느 정

1.26>

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4. 정치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지도ㆍ선동한 때

거부하거나 또는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선동한 때

【결정요지】
∙ 재판관 김양균의 반대의견

- 법치주의에서 요구되는 명확성의 원칙은 법률규정의 구성요건적 내용에 따라 국
민이 자신의 행위를 결정지을 수 있도록 명확할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여기서
그 구성요건적 내용이 명확하여야 한다는 것은 그 법률을 적용하는 단계에서 가
치판단을 전혀 배제한 무색투명한 서술적 개념으로 규정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
미하는 것은 아니고 입법자의 입법의도가 건전한 일반상식을 가진 자에 의하여
일의적으로 파악될 수 있는 정도의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 명확성의 원칙은 죄형법정주의에서 특히 엄격한 법원칙으로 요구되는 것이지만
이 사건심판대상 규정과 같이 해당행위를 한 자로부터 교원으로서의 지위를 박탈
함과 같이 직업의 자유라는 기본권과 불가분의 관련이 있는 때에는 그러한 성질의
법률규정은 형벌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 준할 것이어서 명확하여 일
의적이어야 한다는 원칙은 그대로 존중되어야 하는 것이다.
- 노동운동의 의미를 ‘근로자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경제적 지위를 향상시
키기 위한 일체의 운동’을 의미한다고 개념정의를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보면
“노동운동”의 개념에는 근로자의 권익신장을 위한 집회ㆍ단결ㆍ결사ㆍ의견발표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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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행동 등 모든 활동이 다 포함될 수 있어 결국 헌법상 허용되고 있는 근로3권
의 행사도 사립학교법이 금지하고 있는 노동운동의 범주에 포함되어지게 되는 것
이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광범위하고 그 한계영역이 막연한 노동운동에 대하여
모두 제재를 가하는 것은 결국 노동운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근로3권의 행사는
물론, 근로3권의 행사가 아니더라도 집회ㆍ결사 등 표현의 자유의 일환으로 행하
여진 기본권행사마저도 침해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게 되는데 그러한 관점에서
볼 때 심판대상인 관계법조항 소정의 “노동운동”이라는 개념은 너무 막연하고 불
명확할 뿐 아니라 그 범위 역시 너무 광범위하다고 아니 할 수 없는 것이다.
- 법률개념의 막연성, 불명확성, 광범성은 결과적으로 법집행자의 자의와 전횡을 초래
할 소지가 없지 않은 것이고 헌법상 보장된 근로기본권까지 위축시키거나 고사시키는
방향으로 남용될 우려가 있는 것이다. 특히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사립
학교법 제58조 제1항 제4호의 면직규정은 교원의 자유로운 교직활동은 물론 생활인
으로서 생계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제재규정이니 만큼 이것이 남용되지 못하게 구체적
으로 명확하게 개념정의가 이루어져야 할 이치인데 “노동운동”이라는 면직사유의 규
정은 특정한 행위유형을 구성요건적으로 구체화한 것이라고 보기가 어려운 것이다.
- 명확성의 원칙은 모든 법률에 요청되는 기본요건이지만 그 법률이 특히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관련이 있을 때에는 더욱 엄격히 요구된다고 할 것인데 사립학교
법의 관계법조항은 헌법상 보장되고 있는 근로3권과의 관계에서는 물론 표현의
자유까지 침해하게 될 소지가 있고, 법집행기관에 의하여 자의적으로 해석ㆍ적용
될 여지가 있어 기본권보장이 유명무실하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그 자체로서 소
위 “불명확하고 애매 모호하므로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3) 군사기밀보호법 제6조등에 대한 위헌심판(1992.2.25. 89헌가104)
심판대상 조문
(1972.12.26. 법률 제2387호)

현행 조문
(2011.6.9. 법률 제10792호)

제 6 조(탐지ㆍ수집) 군사상의 기밀을 부당한

제11조(탐지ㆍ수집) 군사기밀을 적법한 절차

방법으로 탐지하거나 수집하는 자는 10년

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탐지하거나 수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집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 7 조(누설) 군사상의 기밀을 탐지하거나 수

[전문개정 2011.6.9]

집한 자가 이를 타인에게 누설한 때에는 1

제12조(누설) ① 군사기밀을 탐지하거나 수

년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집한 사람이 이를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

제10조(우연지득자 등의 누설) 우연히 군사
상의 기밀을 지득하거나 점유한 자가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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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우연히 군사기밀을 알게 되거나 점유한

제 3 절 법령의 헌법적합성 심사기준 세부 검토

현행 조문
(2011.6.9. 법률 제10792호)

심판대상 조문
(1972.12.26. 법률 제2387호)
타인에게 누설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사람이 군사기밀임을 알면서도 이를 타인

이나 금고에 처한다.

에게 누설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1.6.9]

【결정요지】
∙ 명확성의 원칙은 모든 법률에 있어서 동일한 정도로 요구되는 것은 아니고 개개

의 법률이나 법조항의 성격에 따라 요구되는 정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각
각의 구성요건의 특수성과 그러한 법률이 제정되게 된 배경이나 상황에 따라 달
라질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일반론으로는 어떠한 규정이 부담적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는 수익적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 비하여 명확성의 원칙이 더운 엄격하게
요구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형사법이나 국민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법률에 있어서는 불명확한 내용의 법률용어가 허용될 수 없으며, 만일 불명확한
용어의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라면 용어의 개념정의, 한정적 수식어의 사용, 적용
한계조항의 설정 등 제반방법을 강구하여 동 법규가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소지를 봉쇄해야 하는 것이다.
∙ “기밀” 또는 “비밀”이라는 개념자체는 본래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상대적인 것

으로서 그 시기와 장소 및 상황에 따라 “기밀성”이 생성될 수도 소멸될 수도 있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구성요건을 일일이 세분하여 명확성의 산술적인
관철을 요구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것이므로 어느
정도의 보편적 내지 일반적 개념의 용어사용은 부득이 하다고 할 수밖에 없으
며, 당해 법률이 제정된 목적과 타규범과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해석이
가능한지의 여부에 따라 명확성의 구비 여부가 가려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일
반적 또는 불확정 개념의 용어가 사용된 경우에도 동일한 법률의 다른 규정들을
원용하거나 다른 규정과의 상호관계를 고려하거나 이미 확립된 판례를 근거로
하는 등 정당한 해석방법을 통하여 그 규정의 해석 및 적용에 대한 신뢰성이
있는 원칙을 도출할 수 있어, 그 결과 개개인이 그 형사법규가 보호하려고 하는
가치 및 금지되는 행위의 태양과 이러한 행위에 대한 국가의 대응책을 예견할
수 있고 그 예측에 따라 자신의 행위에 대한 국가의 대응책을 예견할 수 있고
그 예측에 따라 자신의 행동에 대한 결의를 할 수 있는 정도(의 규정 내용이)라
면 그 범위 내에서 명확성의 원칙은 유지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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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구성요건상 정당성, 부당성의 요건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해 처벌법규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하는 법익과 금지된 행위가 무엇인가와 위반시의 처벌의 종
류와 정도를 통상의 해석방법에 의하여 누구나 잘 알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면
그것은 입법기술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용어사용의 한 예에 불과하다고 할 것
이므로 단순히 “부당한 방법”이라는 요건규정만을 따로 떼어서 이를 문제삼아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속단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 재판관 변정수의 전부위헌의견

- 다수의견은 군사기밀보호법 소정의 군사상의 기밀의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위헌성이 있다는 것을 시인하면서도 이 법률을 아주 없애서는 곤란하니 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군사상의 기밀을 “비공지의 사실로서, 적법절차에 따라 군사기밀로
서의 표지를 갖추고 그 누설이 국가의 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볼
만큼의 실질가치를 지닌 경우”로 한정하면 위헌성이 없어지니 그러한 해석아래
이 법을 합헌으로 보자는 것이나 법 제2조의 취지는 그 조문 제1항의1 내지 7 사
항으로서 제2항의 별표에 나열된 사항은 그것이 누설되면 국가안전보장상 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항이므로 그것들은 모두 군사상의 기밀에 해당된다
는 취지이지 거기에 나열된 사항 중에서도 그 내용이 누설되면 국가안전보장에
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것만을 선택하여 군사상 기밀로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군사상 기밀로 하지 말라는 취지가 아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견이 법 제2조의 문리해석의 범위를 완전히 초월하여
군사기밀로 나열된 사항 가운데서 주문에 해당된 사항만을 군사상 기밀로 좁게
해석하면 합헌이 된다고 한 것은 이는 법률에 대한 헌법합치적 해석의 범위를 완
전히 일탈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그리고 다수의견이 제시한 군사상의 기밀
의 적용기준에 의하더라도 어느 것이 “비공지의 사실”이고 또한 어떤 경우가 “그
내용이 누설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볼 만큼의 실
질가치를 지닌 경우”인가 등의 판단은 오로지 수사기관이나 법관의 주관적인 자
의적 해석에 맡길 수밖에 없는 애매모호한 것이어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

(4) 건축법 제79조 제4호 중 ‘제26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부분 위헌제청
(1997.9.25. 96헌가16)
심판대상 조문
(1995.1.5. 법률 제4919호로 개정된 것)

현행 조문
(2012.1.17. 법률 제11182호)

제79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

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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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조문
(2012.1.17. 법률 제11182호)

심판대상 조문
(1995.1.5. 법률 제4919호로 개정된 것)
금에 처한다.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 3.28,

1 .～ 3의5. (생 략)

2008.6.5, 2011.9.16>

4. 제26조 제1항 또는 제35조의 규정에 위

1. 도시지역 밖에서 제11조제1항, 제19조,
제47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반한 자
5. ～ 7. (생 략)

또는 제61조를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
하거나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을 한 건축
주 및 공사시공자
2. 제16조, 제21조제3항, 제22조제3항 또는 제
25조제6항을 위반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3. 제20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
하거나 제8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
하고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축조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제25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공사감리자
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공사를 하게 한 자
나. 제25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공사시
공자 본인 및 계열회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한 자
5.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사감리자로
부터 시정 요청이나 재시공 요청을 받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공사 중지의 요
청을 받고도 공사를 계속한 공사시공자
6. 제25조제5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감리중간보고서나 감리완료보고서
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
하여 제출한 자
7. 제35조를 위반한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8. 제40조제4항을 위반한 건축주 및 공사
시공자
9. 제48조를 위반한 설계자, 공사감리자, 공
사시공자 및 제67조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
9의2. 제50조의2제1항을 위반한 설계자, 공
사감리자 및 공사시공자
10. 제52조에 따른 방화(防火)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지 아니한 공사시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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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조문
(2012.1.17. 법률 제11182호)

심판대상 조문
(1995.1.5. 법률 제4919호로 개정된 것)

또는 그 재료 사용에 책임이 있는 설계
자나 공사감리자
11. 제62조를 위반한 설계자, 공사감리자,
공사시공자 및 제67조에 따른 관계전문
기술자

【결정요지】
∙ 관습형법금지의 원칙, 소급효금지의 원칙, 유추해석금지의 원칙과 함께 죄형법정

주의의 내용을 이루는 명확성의 원칙은 그 구성요건과 법적 결과를 법률로 명확
하게 규정하여야 한다는 원칙으로서 법률에 범죄와 형벌을 가능한 한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법관의 자의를 방지할 수 있고, 국민들에게 어떠한 행위가 금지되어
있고 그 행위에 대하여 어떠한 형벌이 과하여질지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하여 규
범의 의사결정효력을 담보할 수 있다는데 그 근거가 있다.
∙ 명확성의 원칙은 크게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요구를 내포한다고 할 수 있다. 첫

째, 명확성의 원칙의 핵심적 요구로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구성요건은 가능
한 한 명백하고 확장할 수 없는 개념을 사용하여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규정할
것을 요한다는 것이다. 범죄의 구성요건이 추상적이거나 모호한 개념으로 이루어
지거나, 그 적용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포괄적이어서 불명확한 경우에는 국민
이 법률에 의하여 금지된 행위가 무엇인가를 알 수 없게 되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배된다. 구성요건이 어느 정도 특정되어야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
는가를 판단함에 있어 우리 재판소는 통상의 판단능력을 가진 사람이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었는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 둘째, 위임입법에 관한 헌법 제75조는 처벌법규에도 적용되는 것이지만, 법률에

의한 처벌법규의 위임은 헌법이 특히 인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죄형
법정주의와 적법절차를 규정하고, 법률에 의한 처벌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기
본권보장 우위사상에 비추어 바람직스럽지 못한 일이므로, 그 요건과 범위가 보
다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처벌법규의 위임은 특히 긴급
한 필요가 있거나 미리 법률로써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어야 하고 이러한 경우일지라도 법률에서 범죄의 구성요건은 처
벌대상인 행위가 어떠한 것일 거라고 이를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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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고 형벌의 종류 및 그 상한과 폭을 명백히 규정하여야 한다. 범죄와 형벌에
관한 사항에 대한 위임입법의 한계와 관련된 요구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의 요구와 경합된다고 할 것이다.
∙ 이 사건 법률규정이 ‘이 법이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 처분 기타 관계법령

이 정한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ㆍ관리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위에서 본바와 같이 구성요건에서 사용하고 있는 개념의 불명확성이
지적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구성요건의 설정이 과도하게 광범위하
고 포괄적이어서 본죄에 해당하는 행위의 범위를 확정하기가 대단히 어렵다고
할 것이며, 이는 적어도 형벌법규에는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
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

(5) 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 제5조의2제5호 등 위헌제청(1998.4.30.
95헌가16)

심판대상 조문
(1972.12.26. 법률 제2393호로 개정된 것)

현행 조문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2012.1.26. 법률
제11229호)

제 5 조의2(등록취소) 등록청은 제3조 제1항

제 9 조(신고) ① 출판사를 경영하려는 자는

의 규정에 의하여 출판사 또는 인쇄소의

미리 그 출판사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특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

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

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다음

1. ～ 4. (생 략)

각 호의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

5. 음란 또는 저속한 간행물이나 아동에 유

항을 변경할 때에도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해한 만화 등을 출판하여 공중도덕이나

1. 출판사의 이름 및 소재지

사회윤리를 침해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경영자(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이하 “신고”라 한다)를
한 자에게 신고확인증을 내주어야 한다.
③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를 받으면 그 신고 사항을 시․도지사
(특별자치도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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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입법에 있어서 명확성의 원칙은 특별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민주사회에서 표현의 자유가 수행하는 역할과 기능에 비추어 볼 때, 불
명확한 규범에 의한 표현의 자유의 규제는 헌법상 보호받는 표현에 대한 위축
적 효과를 수반하기 때문이다. 즉, 무엇이 금지되는 표현인지가 불명확한 경우
에는, 자신이 행하고자 하는 표현이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는 확신이 없는 기본
권주체는－형벌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고자 하는
강한 신념을 가진 경우를 제외하고－대체로 규제를 받을 것을 우려해서 표현행
위를 스스로 억제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법률은 그 규제로 인해 보호되는 다른 표현에 대하여 위축적 효과가
미치지 않도록 규제되는 표현의 개념을 세밀하고 명확하게 규정할 것이 헌법적
으로 요구된다.
∙ 모든 법규범의 문언을 순수하게 기술적 개념만으로 구성하는 것은 입법기술적으로

불가능하고 또 바람직하지도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치개념을 포함한 일반적,
규범적 개념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명확성의 원칙이란 기본적으로
최대한이 아닌 최소한의 명확성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법문언이 해석을
통해서, 즉 법관의 보충적인 가치판단을 통해서 그 의미내용을 확인해낼 수 있고,
그러한 보충적 해석이 해석자의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이 없다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음란”에 대해서 개념규정을 하고 있지 않으며 출판등록법

의 어디에도 별도의 개념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음란한 간행물의 출판 자체를 금지시키는 규율내용을 담고 있는 점에 비추어
여기서의 “음란”이란 곧 헌법상 보호되지 않는 성적 표현을 가리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대법원도 형법 제243조 소정의 “음란”개념을 해석ㆍ적용하면서 대체로
위와 동일한 의미로 그 개념을 파악하여 왔고, 그 판단을 위한 구체적 기준을
거의 일관되게 제시하여 왔다.
∙ 이 사건 법률조항 소정의 “음란” 개념을 형법상의 “음란” 개념과 달리 볼 특별

한 이유가 없고, 대법원도 이 사건 법률조항의 음란개념을 형법상의 음란개념과
동일하게 보고 있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11287 판결; 1995. 6. 29. 선고,
94누2558 판결).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의 “음란” 개념은 적어도 수범자와
법집행자에게 적정한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또 법적용자의 개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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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향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도 희박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음란” 개념은 그것이 애매모호하여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 “저속”의 개념은 우선 그 적용범위가 매우 광범위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리고 “저속”이라는 문언은 보충적인 해석에 의한다 하더라도 그 의미내용을 확정
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추상적이다. 어느 정도의 성적 표현이 저속한 것인지,
어느 정도의 폭력성과 잔인성이 있는 경우에 저속에 해당되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상스러운 표현이 저속에 해당되는지 도무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수범자나
법집행자에게 적정한 지침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시 말하면,
이 “저속”의 개념에는 출판사등록이 취소되는 성적 표현의 하한이 열려 있을 뿐만
아니라 폭력성이나 잔인성 및 천한 정도도 그 하한이 모두 열려 있어서, 출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어느 정도로 자신의 표현내용을 조절해야 되는지를 도저히 알
수 없도록 되어 있다.
∙ 이 사건 법률조항은 출판사등록취소의 요건으로서 “저속한 간행물”의 출판 외에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의 침해”라는 요건을 함께 요구하고 있어서 “저속” 여부
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공중도
덕”이나 “사회윤리”의 개념 자체도 확정적인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 기준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저속”의 의미내용을 확정짓는 것이 용이한 일은 아니라고
하겠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 중 “저속한 간행물” 부분은 불명확하고 애
매모호할 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광범위한 표현내용을 규율하는 것이어서 명확성
의 원칙 및 과도한 광범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6) 가정의례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7호 위헌확인(1998.10.15. 98헌마168)

심판대상 조문
(1993.12.27. 법률 제4637호로 전문개정된 것)

현행 조문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12.2.1. 법률 제11282호)

제 4 조(허례허식행위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제 5 조(건전가정의례준칙 등) ① 여성가족부

가정의례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행위를

장관은 모든 국민이 가정의례의 참뜻을 구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가정의례의 참뜻

현할 수 있도록 가정의례의 의식 절차를 엄

에 비추어 합리적인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숙하고 간소하게 행하게 하는 것을 내용으

정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로 하는 준칙(이하 “건전가정의례준칙”이라

1. ～ 6. (생 략)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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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조문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12.2.1. 법률 제11282호)

심판대상 조문
(1993.12.27. 법률 제4637호로 전문개정된 것)
7. 경조기간중 주류 및 음식물의 접대

② 공무원, 공공기관․단체의 임직원 및

② (생 략)

사회 지도층의 위치에 있는 자는 건전가
정의례준칙을 솔선하여 모범적으로 지켜
야 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국가기관의 장, 지방

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과 임직원이 건전가정의례준
칙을 실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시행
지침을 마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④ 건전가정의례준칙의 내용과 그 보급 및

실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결정요지】
∙ 이 사건 규정은 주류 및 음식물을 전반적으로 금지하면서도, 그 과도한 광범성

을 완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허용
범위를 정할 수 있게 하고 있는바, 과연 무엇이 금지되는 행위인지를 일반 국민
들이 쉽게 예측할 수 있을 것인가가 의문스럽다. 따라서 이 사건 규정이 죄형법
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을 준수하고 있는가를 살펴본다.
∙ “가정의례의 참뜻”은 그 표현이 그럴듯함에도 불구하고 쉽게 예견될 수 있는 개

념이 아니다. 이 사건 규정에 한정해 볼 때, 결혼식 혹은 회갑연의 하객들에게
어떻게 음식이 접대되는 것이 그 참뜻에 맞는 것인지는 쉽게 예상되기 어렵다.
∙ “합리적인 범위안”이란 개념도 가정의례와 관련하여서는 쉽게 그 대강을 예측할

수 없는 개념이다. 법에서 말하는 가정의례 자체가 우리나라의 관습 내지 풍속
에 속하고, 그 성격상 서구적인 의미의 “합리성”과 친숙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또한 양과 질과 가격에 있어 편차가 많고 접대받을 사람의 범위가 다양하므로
주류 및 음식물을 어떻게 어느만큼 접대하는 것이 합리적인 범위인지를 일반국
민이 판단하기란 어려울 뿐 아니라 그 대강을 예측하기도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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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제1항 등 위헌소원(2000.2.24. 98헌바37)
심판대상 조문
(1997.12.13. 법률 제5448호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현행 조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2011.4.14. 법률
제10599호)

제24조(사업자의 준수사항) ① 자동차운송업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 사항) ① 대통령

자는 사업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부

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는 제24조에 따

당한 운송조건을 제시하거나 정당한 사유

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여객자동

없이 운송의 인수를 거부하거나 공공의 복

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리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자(이하 “운수종사자”라 한다)가 이용자에

② ～ ③ (생 략)

게서 받은 운임이나 요금(이하 “운송수입

④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금”이라 한다)의 전액을 그 운수종사자에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자

게서 받아야 한다.

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하여 당해행위의 정

② 운송사업자는 제24조에 따른 운수종사

지 기타 공공복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

자의 요건을 갖춘 자만 운전업무에 종사

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하게 하여야 한다.

⑤ ～ ⑦ (생 략)

③ 운송사업자는 둘 이상의 여객자동차 운

송가맹점(이하 “운송가맹점”이라 한다)에 가
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9. 5.27>
④ 운송가맹점으로 가입한 운송사업자(자

동차 1대로 운송사업자가 직접 운전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에

한한다)는

자기의 상호를 소속 운송가맹사업자의 운
송가맹점으로 변경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
여야 한다. <신설 2009.5.27>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외에 안전운행과

여객의 편의 또는 서비스 개선 등을 위한
지도․확인에 대하여 운송사업자가 지켜
야 할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5.27>

【결정요지】
∙ 법률은 명확한 용어로 규정함으로써 적용대상자에게 그 규제내용을 미리 알 수

있도록 공정한 고지를 하여 장래의 행동지침을 제공하고, 동시에 법집행자에게 객
관적 판단지침을 주어 차별적이거나 자의적인 법해석을 예방할 수 있다. 따라서
법률은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되도록 명확한
용어로 규정하여야 하는 것이다. 특히 법률이 형벌법규인 때에는 더욱 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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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 조항들 자체는 자동차운송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이에 위

반되는 행위의 정지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령을 할 수 있게 한 근거 규정이지
그 자체가 구성요건이 되거나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법치국가원
칙에서 파생되는 일반적 명확성원칙이 적용되는 경우이며, 적법절차나 형사처벌
에 관련된 보다 엄격한 의미의 명확성원칙이 적용되는 경우는 아니다.
∙ 우리 법 체계에서 “공공복리”라는 개념은 헌법규정에만 사용되고 있는 것은 아

니다. 이 개념은 헌법(제37조 제2항, 제23조 제2항 등)뿐만 아니라 그 하위 법규
인 법률 등에서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 물론 “공공복리”라는 개념이 가지는 광
범성과 포괄성 때문에 하위 법규에서 남용될 경우에는 자칫 행정청의 자의적
법집행이 개재될 수 있으므로 각 그 법령에서 명확성 여부는 검토되어야 할 것
이나, 적어도 이와 같은 입법현실은 “공공복리”라는 개념이 헌법뿐만 아니라 법
률에서도 사용될 필요가 있다는 입법자의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볼 것이다.
∙ 법 제24조 제1항이 “공공의 복리를 저해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제4항은 “공공

복리를 확보하기 위하여”라고 규정하여 비교적 광범위한 뜻을 가지는 “공공복리”
라는 개념을 사용하고는 있지만, 이는 단지 운송사업자가 일반적으로 준수하여야
할 사항 등을 규정하면서 사용한 것일 뿐이어서 그 내용을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
으로 구체화할 수 없는 정도로 애매모호한 개념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 이 사건 조항들이 직접 구성요건을 정하고 있는 규정은 아니지만 처분의 전제가

되는 규정이므로 가능한 범위에서 개별화하여 보다 세부적이고 예측이 쉬우며
행정청의 자의적 법집행을 조금이라도 더 막을 수 있는 개념으로 규정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며,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공공복리”라는 개념을 지양하고 보다
세분하고 개별화하여 규정한 전면개정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1999. 12. 13. 법률
제5448호)의 관련 규정은 진일보한 것이다.
∙ 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이영모의 반대의견

- 법률은 법치국가적 법적 안정성의 관점에서 행정과 사법에 의한 법적용의 기준으
로서 명확해야 한다. 즉, 법률의 명확성원칙은 행정부가 법률에 근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재산을 침해하는 경우 법률이 수권의 범위를 명확하게 확정해야 하고, 법
원이 공권력의 행사를 심사할 때에는 법률이 그 심사의 기준으로서 충분히 명확
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 법률의 명확성원칙은 특히 행정부에 대한 법률의 수권이 수권법률에 의하여 내
용, 목적, 범위에 있어서 충분히 규정되고 제한되어서, 국민이 행정청의 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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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정도 예견할 수 있어야 할 것을 요청한다. 물론, 법률의 명확성원칙은 입법
자가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서 일반조항이나 불확정 법적 개념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행정부가 다양한 과제, 각 개별적 경우마다의 특수한 상
황, 법이 규율하는 현실의 변화 등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입법자는 추상적
이고 불확정적인 개념을 사용하지 아니할 수 없다.
- 수권법률의 명확성에 대한 요구는 규율대상의 특수성 및 수권법률이 당사자에 미
치는 기본권제한의 효과에 따라 다르다. 즉, 다양한 형태의 사실관계를 규율하거
나 규율대상이 상황에 따라 자주 변화하리라고 예상된다면 규율대상인 사실관계
의 특성을 고려하여 명확성에 엄격한 요구를 할 수 없으며, 한편, 당사자에 대한
기본권제한의 효과가 크면 클수록 수권법률의 명확성에 대하여 더욱 엄격한 요구
를 해야 한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라 하더라도 법률해석을 통해서도 행정청과 법
원의 자의적인 법적용을 배제하는 객관적인 기준을 얻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그
수권법률은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고 보아야 한다.
- 법률의 명확성원칙은, 수범자인 국민으로 하여금 법률이 행정청에게 어떠한 행위를
허용하는지 그 수권의 내용을 ‘법률 그 자체로부터’ 어느 정도 인식할 수 있게
할 것을, 즉, 행정청이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가를 ‘법률 그 자체로부터’ 어느
정도 예견할 수 있게끔 할 것을 요청한다. 그런데 과징금 처분대상행위, 다시 말
하면, 법률에 의하여 금지된 행위가 법을 집행하는 행정청의 명령에 의하여 비로
소 구체화되고 인식될 수 있다면, 이는 바로 명령의 수권규범인 법률조항이 법치
국가적 법률로서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명확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입
증하는 것이다. 즉, ‘언제’ 법규정의 내용이 구체화되는가 또는 ‘처분되기 이전에’
법규정의 내용이 행정청의 행위에 의하여 구체화됨으로써 수범자에게 과징금 처
분을 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가의 점은 법률의 명확성원칙에 대한 위반을
판단함에 있어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 법률의 명확성원칙의 본질은 법률 그 자체
에 근거하여 법률해석을 통하여 법규정이 담고 있는 행위지침의 대강을 객관적으
로 파악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 법 제24조 제1항은 사업자의 준수사항으로서 ‘사업계획의 이행’, ‘부당한 운송조
건의 제시금지’, ‘정당한 사유없는 운송의 인수거부 금지’, ‘공공복리를 저해하는
행위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들 준수사항의 연관관계로부터 ‘공공복리’란
‘운송과 관련된 공공복리’ 또는 ‘운송사업자가 준수함으로써 실현될 수 있는 공공
복리’, 즉 ‘운송의 조건이나 방법에 관련된 공공복리’라는 것만을 알 수 있을 뿐
수범자에게 그 이상의 행위지침을 제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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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의 복리를 저해하는 행위”란 법 제24조 제1항에 구체적으로 언급된 3가지
행위 이외에 운송사업자에게 금지되는 행위로서 자신의 사익뿐이 아니라 일반의
공공복리를 인식하고 고려하는 사려깊은 운송사업자가 일반적으로 준수해야 할
사항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법률의 이러한 규정내용으로부터는, 한편으로는
수범자인 국민이 법률이 요청하는 행위지침의 내용을 전혀 인식할 수 없고 이에
따라 행정청이 법률에 근거하여 어떠한 행위를 할지 전혀 예측할 수 없으며, 다
른 한편으로는 법률해석을 통하여 법원과 행정청의 자의적인 법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을 얻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법 제24조
제1항 및 제4항은 법률의 명확성원칙에 반하는 위헌적인 법규정이다.

(8) 변호사법 제90조제2호 위헌소원(2000.4.27. 98헌바95ㆍ96, 99헌바2,
2000헌바4병합)
심판대상 조문
(1993.3.10. 법률 제4544호로 개정된 것)

현행 조문
(2011.7.25 법률 제10922호)

제90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제10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1. (생 략)

징역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2.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ㆍ향응 기타 이

1.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게 할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ㆍ비송사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건ㆍ가사조정 또는 심판사건ㆍ행정심판

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

또는 심사의 청구나 이의신청 기타 행정

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

기관에 대한 불복신청사건, 수사기관에서

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

취급 중인 수사사건 또는 법령에 의하여

한 행위를 알선한 자

설치된 조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조사사건

가. 소송 사건, 비송 사건, 가사 조정 또

기타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감정ㆍ대

는 심판 사건

리ㆍ중재ㆍ화해ㆍ청탁ㆍ법률상담 또는 법

나. 행정심판 또는 심사의 청구나 이의신청,

률관계문서작성 기타 법률사무를 취급하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한 불복신청 사건
다.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

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
3. (생 략)

라. 법령에 따라 설치된 조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조사 사건
마. 그 밖에 일반의 법률사건
2. 제33조 또는 제34조(제57조, 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자
[전문개정 2008.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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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 형벌조항은 그 규율대상에 포섭되는 모든 사례를 구성요건으로 빠짐없이 열거하는

방식과 규율대상의 공통적인 징표를 모두 포섭하는 용어를 구성요건으로 규정하는
방식이 있다. 전자는 규율대상이 명확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경우에 따라서는
법규범의 흠결이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단점이 있고, 후자는 규율대상을
모두 포섭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법률을 해석ㆍ적용함에 있어 자의(恣意)
가 개입함으로써 규율대상을 무한히 확대해 나갈 우려가 있다는 단점이 있다.
∙ 이와 같은 두 가지 규율방식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이른바 ‘예시적 입

법’이라는 규율방식이 있는데, 예시적 입법에서는 규율대상인 대전제를 규정함과
동시에 구성요건의 외연(外延)에 해당되는 대부분의 개별사례들을 예시적으로 규
정한다. 요컨대, 이 사건 법률규정은 바로 이러한 예시적 입법의 형식으로 규정
되어 있다고 보여진다. 즉, 비변호사의 금지대상사건을 “소송사건ㆍ비송사건ㆍ가사
조정 또는 심판사건ㆍ행정심판 또는 심사의 청구나 이의신청 기타 행정기관에 대
한 불복신청사건,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사건 또는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조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조사사건”(이하 ‘소송사건 등’이라고 한다)을 열거하고
이와 함께 “기타 일반의 법률사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입법자가 규율하고자 하
는 대전제는 일반의 법률사건이고 그 전형적, 구체적인 사건들이 바로 앞에서
예시되고 있는 소송사건 등이라고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입법자는 비변호사의
금지대상행위를 ‘감정ㆍ대리ㆍ중재ㆍ화해ㆍ청탁ㆍ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문서작
성’(이하 ‘감정 등’이라고 한다)을 열거하고 이와 함께 “기타 법률사무”를 규정
하고 있는데, 입법자가 금지하고자 하는 행위는 법률사무이고 법률사무의 전형
적, 구체적인 예가 바로 감정 등이라고 할 것이다.
∙ 복잡ㆍ다기하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입법자가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다종ㆍ다양

한 모든 법률사건과 모든 법률사무를 일일이 구체적이고 서술적으로 열거한다는
것은 입법기술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할 것이고, 법규범의 흠결을
보완하고 변화하는 사회에 대한 법규범의 적응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시적 입
법형식이 요청된다고 할 것인바, 입법자는 이 사건 법률규정에서 어느 정도 보
편적이고 일반적인 용어인 “일반의 법률사건”과 “법률사무”라는 이른바 일반조
항(불확정 개념)을 삽입하여 구성요건을 모두 개별적으로 확정하지 않고 법관의
보충적 해석에 맡긴 것이라고 보여진다.
∙ 다만, 이러한 예시적 입법형식에 있어서 구성요건의 일반조항이 지나치게 포괄

적이어서 법관의 재량이 광범위하게 인정되어 자의적인 해석을 통하여 그 적용
225

제 2 장 법령의 헌법적합성 제고를 위한 심사기준

범위를 확장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라면,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된다. 따라서
예시적 입법형식이 법률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려면 예시한 구체적인
사례(개개 구성요건)들이 그 자체로 일반조항의 해석을 위한 판단지침을 내포하
고 있어야 할 뿐 아니라, 그 일반조항 자체가 그러한 구체적인 예시들을 포괄할
수 있는 의미를 담고 있는 개념이어야 한다.
∙ 이 사건 법률규정의 “일반의 법률사건”은 이른바 일반조항으로서 다소 불확정한

개념이라고 할 것이나, 이 사건 법률규정의 입법취지, 입법연혁, 규정형식 및 변
호사의 업무범위에 관한 법 제3조를 종합하여 보면, “일반의 법률사건”이란｢법
률상의 권리ㆍ의무의 발생ㆍ변경ㆍ소멸에 관한 다툼 또는 의문에 관한 사건｣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 구체적인 예가 바로 위 규정에 열거된
소송사건 등이라고 보여진다. 즉, 소송사건 등은 일반의 법률사건의 전형적인 예
로서 “일반의 법률사건”이 무엇인가를 해석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일반의 법률사건”은 위에 열거된 소송사건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법관의 보
충적 해석을 통하여 확정될 수 있는 개념이라고 판단된다.
∙ 이 사건 법률규정의 “법률사무”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ㆍ변경ㆍ소멸시키는 사

항의 처리 및 법률상의 효과를 보전하거나 명확화 하는 사항의 처리｣를 뜻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법률사무의 전형적, 구체적인 예로 열거된 감정 등
은 법률사무가 무엇인지를 해석하는 판단지침으로서 위 규정의 “법률사무”도 법
관의 보충적 해석에 의하여 확정될 수 있는 개념이라고 보여진다.

(9) 직업안정법 제46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2005.3.31. 2004헌바29)
심판대상 조문
(1994.1.7. 법률 제4733호로 전문개정된 것)

현행 조문
(2010.6.4. 법률 제10339호)

제46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제46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의 벌금에 처한다.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 략)

1. 폭행․협박 또는 감금이나 그 밖에 정

2. 공중위생 또는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

신․신체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에 취직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ㆍ근

것을 수단으로 직업소개, 근로자 모집

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을 한 자

또는 근로자공급을 한 자
2.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행위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
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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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조문
(2010.6.4. 법률 제10339호)

심판대상 조문
(1994.1.7. 법률 제4733호로 전문개정된 것)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을 한 자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문개정 2009.10.9]

【결정요지】
∙ 일반적으로 공중도덕이라 함은 ‘공중의 복리를 위하여 서로 지켜야 할 덕의(德

義)’를 말한다. 개인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사회생활을 해나가려면 그 공동체가
요구하는 사회적 질서나 제도를 준수하여야 하고, 또한 이렇게 해야만 개인이
소속된 공동체가 존속할 수 있다. 공동체가 요구하는 사회적 질서나 제도는 도
덕규범ㆍ윤리ㆍ법률 등 여러 가지 사회적 준칙들로 나타나는데 이것들을 한 마
디로 공중의 도덕이나 사회도덕이라고 할 수 있고, 이는 개인이 처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다르거나 혹은 시간적ㆍ공간적인 배경에 따라 변할 수 있으며
실제로도 변해왔다. 즉 공중도덕은 기술적 개념이 아니라 가치개념을 포함한 규
범적 개념으로서 구체적인 행위의 지침으로 사용될 경우 개인에 따라서 그리고
시간과 장소,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 위반 여부가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
∙ 헌법이나 다른 법률이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당해 법률에서 달리 해

석의 기준을 제시하지 않는 한 법체계상 일관되게 해석하여야 한다. 헌법 및 위
각 법률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중도덕이라는 용어를 살펴보면, 그것이 어느 특정한
분야만의 행위기준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리하여 때로는 성도덕과 관련된 행위
나 잔인하고 과도한 폭력적 행위 등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의 기준일 수도
있고, 때로는 혼인ㆍ가족제도 등 전통적 문화에 반하는 행위 또는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금지해야 할 필요가 있는 행위 등의 기준이 되는 등 매우 광범위하고 다양
한 행동양식의 기준이 되는 준칙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중도덕이라 함은 기본적으로 공중

의 복리를 위하여 서로 지켜야 할 행위준칙으로 매우 다양한 사회영역에 걸쳐
있어서 구체적 행위에 있어서 공중도덕의 위반 여부를 확정짓는 것은 쉬운 일
이 아니다. 위와 같은 의미의 준칙으로서 공중도덕이라고 하더라도 공중도덕 자
체가 시간과 장소에 따라 변경되는 것은 마찬가지이고, 다양한 업무 중 공중도
덕에 반하는 업무라고 하더라도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조건하
에 당국으로부터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함으로써 적법성을 갖출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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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 법률조항이 법률에 의하여 허용되는 위와 같은 업무를 소개하는 행위까

지도 처벌하려는 의도가 아님은 분명하므로,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가변적이고 가치판단을 요하는 개념인 공중도덕을 금
지기준으로 삼아야 할 뿐만 아니라 언뜻 공중도덕에 반한다고 여겨짐에도 불구
하고 다른 법률에서 허용하고 있다면 이러한 업무를 모두 파악하여 이를 제외하
여야만 할 것이다.
∙ 그런데 수범자의 입장에서 가변적이고 광범위한 위반기준을 행위준칙으로 삼고

다시 허용되는 일정한 영역을 제외하여 나머지만을 도출하여 위법한 행위내용으
로 파악하거나 이를 예측하여 준수하기란 매우 어렵다. 수범자가 법률상 허용되는
직업소개대상업무를 쉽게 알 수 있거나 알아야만 할 지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법률조항이 법률상 허용되는 업무를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위법한 직업소
개의 대상으로 삼아 처벌하려는 것도 또한 아니므로 수범자는 여전히 금지되는
직업소개의 대상과 허용되는 직업소개의 대상을 구별하여 예측하기 어렵다.
∙ 입법자가 만약 이 사건 법률조항을 주로 성도덕에 유해한 업무, 즉 윤락행위 또

는 그에 유사한 행위, 예컨대 퇴폐적 안마 등의 신체적 접촉, 성관련 신체부위의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 및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업무에 종
사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 등을 한 자를 겨냥하였다면 이러한 의도를 특정해
서 규정하는 것이 입법기술적으로 어려운 것도 아니다.
∙ 결국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금지되는 직업소개의

대상을 위와 같은 ‘공중도덕상 유해’라는 기준에 맞추어 특정하거나 예측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된
명확성의 원칙을 충족시키고 있다고 할 수 없다.

(10) 민법 제1008조의2 제1항 위헌소원(2011.11.24. 2010헌바2)
심판대상 조문
(2005.3.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된 것)

현행 조문
(2012.2.10. 법률 제11300호)

제1008조의2(기여분) ① 공동상속인중에 상

제1008조의2(기여분) ① 공동상속인중에 상

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

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

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

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

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

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

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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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조문
(2012.2.10. 법률 제11300호)

심판대상 조문
(2005.3.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된 것)
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제1010조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제1010조

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

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

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개정 2005.3.31>

【결정요지】
∙ 명확성의 정도는 모든 법률에 있어서 동일한 정도로 요구되는 것은 아니고 개개

의 법률이나 법조항의 성격에 따라 요구되는 정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어떠한
규정이 부담적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는 수익적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 비하여 명
확성의 원칙이 더욱 엄격하게 요구되고, 죄형법정주의가 지배하는 형사관련 법
률에서는 명확성의 정도가 강화되어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지만, 일반적인 법
률에서는 명확성의 정도가 그리 강하게 요구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완화
된 기준이 적용된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부담적 성격을 가지는 경우도 아니고,
형사관련 법률도 아니며, 오히려 입법자의 재량이 폭넓게 인정되는 상속권 관련
규정이므로 상대적으로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 법 문언이 해석을 통해서, 즉 법관의 보충적인 가치판단을 통해서 그 의미내용

을 확인해 낼 수 있고, 그러한 보충적 해석이 해석자의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이 없다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이 사
건 법률조항을 둔 목적과 다른 법률조항과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해석이 가능한지 여부를 보도록 한다.
∙ 민법상 부양의무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았을 때, 기여분의 성립

요건 중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경우라 함은,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와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더라도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와 동일하게
평가될 만한 방법으로 다른 공동상속인의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 수준을 초과하
면서 동시에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법률상의 일반적인 부양의무를 초과할 정도
의 부양을 한 경우이며, 그에 따라 공동상속인이 본래의 상속분에 따라 분할하
는 것이 기여자에게 불공평하다는 점이 인식될 정도로 특별한 기여가 있는 경우
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 이 사건 법률조항은 기여분의 성립요건을 일반ㆍ추상적 개념인 “특별한 부양”의

유무에 두고 있기는 하지만, 해석을 통해서 그 의미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그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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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적 해석이 해석자의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 좌우될 정도는 아니며, 입법기술
적으로도 개선가능성이 있다는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헌법상 명확성
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3. 심사기준
【 착안점】
◈ 명확성의 원칙이란 기본적으로 최대한이 아닌 최소한의 명확성을 요구하는 것

이다. 따라서 법문언이 해석을 통해서, 즉 법관의 보충적인 가치판단을 통해서
그 의미내용을 확인해낼 수 있고, 그러한 보충적 해석이 해석자의 개인적인 취
향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이 없도록 해야 한다.
◈ 법규범이 명확한지 여부는 그 법규범이 수범자에게 법규의 의미내용을 알 수

있도록 공정한 고지를 하여 예측가능성을 주고 있는지 여부와 그 법규범이 법
을 해석ㆍ집행하는 기관에게 충분한 의미내용을 규율하여 자의적인 법해석이나
법집행이 배제되는지 여부에 따라 이를 판단해야 한다.
☞ 법규범의 의미내용은 그 문언뿐만 아니라 입법목적이나 입법취지, 입법연혁,

법규범의 체계적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해석방법으로 그 의미내용
을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명확성의 정도는 개개의 법률이나 법조항의 성격에 따라 요구되는 정도에 차

이가 있을 수 있으며, 각각의 구성요건의 특수성과 그 법률이 제정되게 된 배
경이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법규정이 부담적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는 수익적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 비해

명확성의 원칙이 더욱 엄격하게 요구된다.
☞ 형사관련 법률에서는 명확성 정도를 강화하여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죄

형법정주의상의 명확성원칙).
☞ 일반적 법률에서는 명확성 정도가 강하게 요구되지 않으므로 상대적으로 완화

된 기준을 적용한다(일반적 명확성원칙).

【 주요 심사기준】

기준 1

◈ 법령용어는 특이하게 사용되어 별도의 독자적인 개념정의를 필요로

[일반적

하는 용어가 아니라, 일반인이 일상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법령

기준]

들에서도 사용되는 일반적인 용어로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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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의 보충적 해석작용이 없더라도 일반인들도 그 대강의 법적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
☞ 어느 정도의 보편적이거나 일반적인 뜻을 지닌 용어를 사용할

경우에는, 해당 법률의 입법경과와 입법목적, 같은 법률의 다른
규정들과의 체계 조화적 해석 등을 통해 법률적용 단계에서 다
의적인 해석의 우려 없이 그 의미가 구체화되도록 해야 한다.
☞ 일정한 신분 내지 직업 또는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만 적

용되는 법령의 경우에는 그 사람들 중의 평균인을 기준으로 명
확성을 판단해야 한다.
◈ 법문에서 준용의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유사한 내용을 반복하여

기술하지 않음으로써 법문을 간결하게 하고 표현의 경제성을 꾀
하기 위한 것인바, 준용규정에 의하여 어떠한 조항이 준용될 것
인지, 그에 따라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금지되고 있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관련 결정례] 헌재 2004.2.26. 2001헌바75 ; 헌재 2004.11.25. 2003헌바104 ;
헌재 2010.11.25. 2010헌바53 ; 헌재 2010.12.28, 2008헌바157 ;
헌재 2011.4.28. 2010헌바339 ; 헌재 2012.2.23. 2009헌바34

◈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은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

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누구나 예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게끔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규
정할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으로 하여금 그 적용대상자가 누구이며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
위가 금지되고 있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규정해야 한다.
기준 2
[처벌관련
법규]

◈ 범죄와 형벌에 관한 사항에 대한 위임입법의 한계와 관련된 요구는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되는 명확성의 원칙의 요구와 경합된다. 따
라서 죄형에 관한 법률조항이 그 내용을 해당 시행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는지 여부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의 위배 여부의
문제인 동시에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의 위배 여부의 문제가 된다.
☞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은 행정부에 입법을 위임하는 수권법률의

명확성원칙에 관한 것으로서 법률의 명확성 원칙이 위임입법에
관하여 구체화된 특별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수권법률조
항의 명확성원칙 위배 여부는 헌법 제75조의 포괄위임금지의 원
칙의 위반 여부에 대한 심사로써 충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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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은 각 구성요건의 특수성과 그러한 법적 규

제의 원인이 된 여건이나 처벌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규정한다.
◈ 처벌법규의 보호법익과 그에 의하여 금지된 행위 및 처벌의 종류

와 정도는 당해 법률 문언 그 자체와 관련된 법률조항들의 전체
적, 유기적 해석과 입법취지 등에 의하여 명백히 되어야 하며, 명
령, 규칙 등 하위규범에서 형사처벌에 관한 기본적 사항들을 규정
하지 않도록 한다.
[관련 결정례] 헌재 1998.7.16. 96헌바35 ; 헌재 2002.5.30. 2001헌바5 ; 헌재
2007.4.26. 2004헌가29 ; 헌재 2008.7.31. 2005헌마667 ; 헌재
2011.2.24. 2009헌바13헌재 ; 헌재 2011.4.28. 2009헌바56 ; 헌재
2011. 12.29. 2010헌바368

◈ 예시적 입법형식의 경우 구성요건의 대전제인 일반조항의 내용이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법관의 자의적인 해석을 통하여 그 적용
범위를 확장할 가능성이 없도록 해야 한다.
☞ 예시적 입법형식에서는 예시한 개별적인 구성요건이 그 자체로

일반조항의 해석을 위한 판단지침을 내포하고 있어야 할 뿐만
기준 3

아니라, 그 일반조항 자체가 그러한 구체적인 예시를 포괄할 수

[예시적

있는 의미를 담고 있는 개념이 되도록 해야 한다.

법규]

◈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조항이면서 그 내용 중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라고 규정하지
않도록 한다.
[관련 결정례] 헌재 2002.6.27. 2001헌바70 ; 헌재 2009.3.26. 2007헌바72 ; 헌
재 2011.3.31. 2008헌가21

◈ 민사법규는 행위규범의 측면이 강조되는 형벌법규와는 달리 기본

적으로는 재판법규의 측면이 훨씬 강조되므로, 사회현실에 나타나
기준 4
[민사 등
용어]

는 여러 가지 현상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흠결 없이 적용될 수 있
도록 규정해야 한다.
◈ 형사법상 사용되는 표현은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
체적인 정황을 고려하여 사용해야 한다.

232

제 3 절 법령의 헌법적합성 심사기준 세부 검토

☞ 동일한 법체계 내에서 범죄구성요건을 이루는 법률용어는 통일

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그 개념을 달리 규정하더라도 상이한 개
념규정으로 인하여 그 의미 내용이 불명확해져 일반 국민이 예
측할 수 없거나 법을 집행하고 적용하는 과정에서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없도록 해야 한다.
◈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입법에 있어서 명확성의 원칙은 특별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는 점을 유의하여, 그 규제로 인해 보호되
는 다른 표현에 대해 위축적 효과가 미치지 않도록 규제되는 표
현의 개념을 세밀하고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
[관련 결정례] 헌재 1998.4.30. 95헌가16 ; 헌재 2002.6.27. 99헌마480 ; 헌재
2007.10.25. 2005헌바96 ; 헌재 2009.9.24. 2007헌바118 ; 헌재
2011.10.25. 2009헌바234 ; 헌재 2012.2.23. 2011헌가13

◈ 헌법재판소나 법원의 상당수 선례에 의하여 용어나 표현이 구체

적이고 종합적인 해석기준이 제시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자의
적으로 해석하지 않도록 한다.
☞ ‘공익’ 개념의 사용이 허용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공익’

개념을 구성요건요소로 삼아서 표현행위를 규제하고, 나아가 형
벌을 부과하는 법률조항에는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 공권력에 의하여 표현의 내용을 규제하는 입법에서 아무런 추가

적인 제한요건 없이 막연히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
하는’이라는 잣대로 일체의 표현을 규제하는 것은, 대통령령에 의하
기준 5

여 구체화될 것이 예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불확정

☞ ‘미풍양속’은 개개인의 가치관, 윤리관 및 시대적 상황에 따라 크

개념]

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감안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 개괄조항이나 불확정 법개념을 사용하는 경우라도 법률해석을 통

하여 행정청과 법원의 자의적인 적용을 배제하는 객관적인 기준
을 얻는 것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 ‘상당한 기간’이라는 개념은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기간인지를 합리적으로 판
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일정 기간’ 이라는 개념은 해당 법령의 입법목적과 다른 규정과

의 상호관계를 고려하여 제한기간의 상한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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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결정례] 헌재 1999.9.16. 97헌바73, 98헌바62, 98헌바60(병합) ; 헌재
2002.6.27. 99헌마480 ; 헌재 2004.7.15. 2003헌바35 ; 헌재
2005.4.28. 2003헌바40 ; 헌재 2010.11.25. 2009헌바105 ; 헌재
2010. 12.28. 2008헌바157

Ⅶ. 적법절차의 원칙
1. 의 의
적법절차의 원칙은 미국헌법사에 있어서 인권보장을 위한 가장 중요한 헌법적
도구로서 사용되어 왔으며, 그 목표는 국가권력의 자의적인 행사로 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는데 있다. 그러나 그 개념은 법원의 판례를 통하여 점진
적으로 형성발전되어 왔으므로 이를 포괄적으로 정의하는 것은 사실상 곤란하나,
적법절차의 원칙은 국가기관과 국민간의 충돌을 합리적인 적법절차를 통해 해결
하는 법의 한 유형으로서 기본적 인권의 보장을 위한 자유와 정의의 기본원리 내
지 질서화된 정의의 정수로 일컬어지고 있다.
적법절차의 원칙은 원래 형사절차상의 적정에 관한 문제에서 출발한 것이지만
절차일반의 적정의 문제로 전개되었고, 그 후 자유와 재산에 관련된 권력행사의
적정의 문제로 발전하였다. 그리고 이것은 다시 그 권한행사의 내용, 방식 및 목
적 등의 자의나 불합리성에 적정한 합리성으로 발전하여 마침내 실체법의 문제로
까지 발전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적법절차의 원칙은 입법, 사법 및 행정을 포함한
모든 국가작용의 행사에 있어서 그 절차뿐만 아니라 그 실체적 내용까지도 일정
한 기준에 도달할 것을 요구하는 법원칙의 의미로서 사용되고 있다.
우리 헌법재판소도 “현행 헌법 제12조 제1항 후문과 제3항은 적법절차의 원칙
을 헌법상 명문규정으로 두고 있는데 이는 모든 국가작용을 지배하는 일반원리로
해석․적용되는 중요한 원칙으로서, 오늘날 독일 등 대륙법계의 국가에서도 이에
상응하여 일반적인 법치국가원리 또는 기본권제한의 법률유보원리로서 정립되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현행 헌법상 규정된 적법절차의 원칙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
가에 대하여 표현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적법절차의 원칙이 독자적인 헌법
원리의 하나로 수용되고 있으며, 이는 형식적인 절차 뿐만 아니라 실체적 법률내
용이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는 실질적 의미로 확대 해석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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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우리 헌법재판소의 판례에서도 이 적법절차의 원칙은 법률의 위헌여부에 관
한 심사기준으로서 그 적용대상을 형사소송절차에 국한하지 않고 모든 국가작용
특히 입법작용 전반에 대하여 문제된 법률의 실체적 내용이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90)라고
판시하고 있다.
또한 “현행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와 같이 법률이 정한 절차와 그 실체적
내용이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춘 적정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그
법률이 기본권제한입법에 해당하는 한 헌법 제37조 제2항의 일반적 법률유보조항
의 해석상 요구되는 기본권제한법률의 정당성 요건과 개념상 중복되는 것으로 볼
수도 잇을 것이나, 현행헌법이 명문화하고 있는 적법절차의 원칙은 단순히 입법권
의 유보제한이라는 한정적인 의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가작용을 지배하
는 독자적인 헌법의 기본원리로서 해석되어야 할 원칙이라는 점에서 입법권의 유
보적 한계를 선언하는 과잉입법금지의 원칙과는 구별된다고 할 것이다”고 선언하
여, 적법절차의 원칙이 헌법조항에 규정된 형사절차상의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적
용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작용으로서 기본권제한과 관련되든 관련되지 않든 모든
입법작용 및 행정작용에도 광범위하게 적용된다고 해석하고 있다.91)
적법절차의 원칙은 단순히 절차적 차원의 적정성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적용
된 법률의 내용이 합리적이고 정당한 법이어야 한다는 실체적 차원의 적정성까지를
그 내용으로 하는 것임을 인식하는 경우, 이는 추상적으로는 입법자에게 그리고 구
체적으로는 법관에게 형성의 임무를 부여한다. 특히 입법자는 적법절차의 원리가
법률의 내용도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다만 적법절차의 원칙이
일종의 불확정 법개념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가 합리적이고 정당한 법
률인가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수는 없으나, 적법절차의 이념적 요소로
제시되고 있는 내용 등, 즉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실현하기 위하여 확립되어 온
규칙과 원칙에 입각한 절차의 준수․시민과 정치제도에 기본적으로 존재하는 자유와
정의에 관한 기본원칙의 한계를 유지․법의 평등한 확보와 공정한 재판의 기회의
보장․일반 국민이 권리를 정상적으로 추구하는데 기본적이라고 인정되어 온 권리
의 보장 등에 유의한 입법은 적법절차의 원칙을 구비한 입법이라고 할 수 있다.92)
90) 헌재 1989.9.8. 88헌가6 ; 헌재 1992.12.24 92헌가8 등 참조.
91) 헌재 1990.11.19 90헌가48.
92) 입법부가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적법절차란 ①입법부가 시민의 생명, 자유 또는 재산과
관련된 기본권을 제약하는 법률을 제정하는 경우에 그 법률의 실체적 내용이 자의적이거나 불합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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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도 이와 같은 견지에서 “피고인의 적법절차에 의한 공정한 공개재판
을 받을 권리 등 중요한 기본권을 보장하는 법률규정에 대한 예외규정의 입법내
용은 입법내용에 있어서 적용될 헌법상의 원리, 즉 적법절차의 원리에 적합한 합
헌적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조문은 그 규정내용이 그 적용범위에 있
어서, 부득이한 필요성이 있는 사유이고, 그 필요성이 정당성 있는 경우로 국한하
고, 합리적인 제약조건하에 적용범위가 최소한도에 그치게 하여, 정당성과 합리성
을 갖춘 내용이어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다.93)

2. 헌법재판소 주요 결정례
(1) 형사소송법 제331조 단서 규정에 대한 위헌심판(1992.12.24. 92헌가8)

심판대상 조문
(1954.9.23. 제정, 법률 제341호)

현행 조문
(2011.7.18. 법률 제10864호)

제331조(무죄등선고와 구속영장의 효력) 무

제331조(무죄등 선고와 구속영장의 효력) 무

죄, 면소, 형의 면제, 형의 선고유예, 형의

죄, 면소, 형의 면제, 형의 선고유예, 형의

집행유예, 공소기각 또는 벌금이나 과료를

집행유예, 공소기각 또는 벌금이나 과료를

과하는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구속영장은

과하는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구속영장은

효력을 잃는다. 단 검사로부터 사형, 무기

효력을 잃는다. <개정 1995.12.29>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의견진술이 있는 사건
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결정요지】
∙ 적법절차의 원칙은 헌법조항에 규정된 형사절차상의 제한된 범위내에서만 적용되

는 것이 아니라 국가작용으로서 기본권제한과 관련되든 관련되지 않든 모든 입법
작용 및 행정작용에도 광범위하게 적용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나아가 형사

게 되어서는 아니된다. ②입법절차상 그 법률이 자유로운 정부의 확립된 원칙들과 일치하고 헌법상의
제한과 요구사항을 준수하며 사법부와 행정부에 속하는 권한을 침해하지 않을 것을 요구한다. ③법률
의 목적이 정부의 합법적인 권능을 행사하는데 있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법률에 규정된 수단․방
법이 그 목적에 전적으로 합리적이고 적당한 경우여야 한다. ④법률은 반드시 적절한 입목적과 합리
적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그러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에 의해서 채택된 수단은 달
성하려는 목적과는 실제적이고 합리적 또는 본질적인 관계가 필수적으로 존재하여야 한다. 그러나 적
법절차는 신축성이 있는 개념이므로 입법당시에는 적법절차기준에 합당하여 합헌이었던 법률이라도
후에 가서 위헌으로 판단될 수도 있다. 자세한 내용은 이태훈, 미국헌법에 있어서 적법절차법리의 변
천에 관한 연구, 경희대 박사논문, 1994, 425면 이하 참조.
93) 헌재 1995.3.23. 92헌가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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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절차와 관련시켜 적용함에 있어서는 형벌권의 실행절차인 형사소송의 전반을
규율하는 기본원리로 이해하여야 하는 것이다. 더구나 형사소송절차에 있어서 신
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과 관련시켜 적용함에 있어서는 법률에 따른 형벌권의
행사라고 할지라도 신체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아야 할 뿐 아니라
비례의 원칙이나 과잉입법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내에서만 그 적정성
과 합헌성이 인정될 수 있음을 특히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 헌법 제12조 제3항에 규정된 영장주의는 구속의 개시시점에 한하지 않고 구속영장의

효력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취소 또는 실효시킬 것인지의 여부도 사법권독
립의 원칙에 의하여 신분이 보장되고 있는 법관의 판단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31조 단서 규정과 같이 구속영장의 실효 여
부를 검사의 의견에 좌우되도록 하는 것은 헌법상의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배된다.

(2) 경기도남양주시등33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 위헌확인(1994.12.29.
94헌마201)
심판대상 조문
(1994.8.3. 법률 제4774호)

현행 조문
(1994.8.3. 법률 제4774호)

제 4 조(충청북도 충주시등의 설치) ① 충청

제 4 조(충청북도 충주시등의 설치) ① 충청

북도의 충주시․제천시․중원군 및 제천

북도의 충주시․제천시․중원군 및 제천

군을 각각 폐지한다.

군을 각각 폐지한다.

② 충청북도에 충주시 및 제천시를 각각

② 충청북도에 충주시 및 제천시를 각각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이하 생략)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이하 생략)

【결정요지】
∙ 법률제정절차와 관련한 적법절차는 이른바 청문절차로서 국민은 자신의 이해관

계와 관련하여 그 법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적인 재편계획에 대하여
입장을 표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국민이 국가적 활동의 단순한
객체로 전락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또한 입법자가 공공복리를 이유로 지방
자치와 관련하여 특정지역을 변경하는 결정을 내리기 전에 일반적으로 상반되는
이익들간의 형량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이익형량은 이해관계자들의 참여
없이는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없다.
∙ 이 사건과 관련하여 헌법상 보장하고 있는 청문절차는 중원군과 충주시 통합의 본

질적 내용에 관한 사항과 그 근거에 관하여 이해관계인에게 고지하고 그에 관한
의견의 진술기회를 부여하는 것으로 족하고 그 진술된 의견은 국회에 입법자료를
제공하여 주는 기능은 하되, 입법자가 그 의견에 반드시 구속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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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를 폐치․분합할 때 “관계 지방자치단체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는 지방자치법 제4조 제2항은 헌법상 어떤 효력을 가지는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회의 의견청취절차를 밟은 것 자체로서 적법절차는 준수되
었다고 보아야 하고, 단지 그 결과는 국회가 입법할 때 판단의 자료로 기능하는
데 불과하다 해석하여야 한다. 그러하지 아니하고 국회가 지방자치단체의회의 의
견에 구속된다면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도록 한 지
방자치법 제4조 제1항의 입법취지가 몰각될 뿐만 아니라 국회에 대한 지방자치
단체의회의 우위를 초래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 재판과 조승형의 반대의견

- 국회는 우선 입법을 하여야 할 앞서 본 주민투표법을 제정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적법한 주민투표에 의한 주민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다. 다수의견
은 주민투표에 갈음하여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하였으므로 적법절차를 취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법률에 없는 절차로서 부적법함은 명백하다.

(3)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3조 위헌소원(1998.7.16. 97헌바22)
심판대상 조문
(1981.1.29. 법률 제3361호)

현행 조문
(2012.1.17. 법률 제11163호)

제23조(제1심 공판의 특례) 제1심 공판절차

제23조(제1심 공판의 특례) 제1심 공판절차

에서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

에서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送達

수된 때로부터 6월이 경과하도록 피고인의

不能報告書)가 접수된 때부터 6개월이 지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대법원규칙

나도록 피고인의 소재(所在)를 확인할 수

이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없이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

재판할 수 있다. 다만, 사형, 무기 또는 단

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있다. 다만, 사형, 무기 또는 장기(長期)

사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
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12.29>
[전문개정 2009.11.2]

【결정요지】
∙ 피고인의 공판기일출석권을 제한하고 있는 법률조항이 피고인의 방어권이 전혀

행사될 수 없는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어 사형이나 무기와 같은 중형선고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이는 그 법률조항이 비록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정
당한 입법목적을 지닌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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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를 넘어서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하겠고, 또한 피고인에게 불출석에 대한 개인적 책임을 전혀 물을 수 없는 경우
까지 피고인에게 답변과 입증 및 반증을 위한 기회조차 부여하지 아니한 채 궐
석재판을 행할 수 있다면 이는 절차의 내용이 심히 적정하지 못한 경우로서 위
에서 본 적법절차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할 것이다.
∙ 피고인의 불출석에 대비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자기

에게 아무런 책임없는 사유로 출석하지 못한 피고인에 대하여 별다른 증거조사도
없이 곧바로 유죄판결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그 절차의 내용이 심히 적정치
못한 경우로서 헌법 제12조 제1항 후문의 적법절차 원칙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
∙ 재판관 이영모의 반대의견

- 법은 사회적 규범이므로 통상 일반인을 기준으로 한다. 고지ㆍ청문을 기본요소로
하는 적법절차는 형사공판절차에 계류된 모든 사건에 반드시 적용되어야만 하는
원칙은 아니다. 위의 형사소송법 규정의 예에서 본 것처럼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적용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는 것이다.

- 제1심 공판절차에 대한 적법절차원칙의 적용기준은 공권력의 행사가 피고인의
기본적인권의 보장과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한 제한의 필
요성ㆍ최소성을 서로 교량하여 통상 일반인을 기준으로 이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 사안인지, 공권력이 합리성ㆍ정당성을 벗어난 수단으로 형사사법절차를
운영하는 것은 아닌지를 두루 헤아려 그 적용여부에 대한 기준에 따라 이 원
칙의 적용을 제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제1심 공판절차에서의 적법절차는
통상 일반인의 기준을 벗어나 주소 신고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 소정의 송달불능이 된 피고인을 보호하기 위한 원칙은 아니다.
이 원칙은 통상 일반인을 기준으로 하여 받아 들여질 수 있는 수준의 인식ㆍ경
험을 기초로 그 범위안에 있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된 기본권보장 수
단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4)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의결행위 취소 등
(2001.9.27. 2000헌마238ㆍ302 병합)
심판대상 조문
(2000.1.12. 법률 제6117호로 제정된 것)

현행 조문
(2007.5.17. 법률 제8435호)

제 3 조(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

제 3 조(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

복위원회) ① 제주4ㆍ3사건의 진상을 규명

복위원회) ① 제주4․3사건의 진상을 규명

239

제 2 장 법령의 헌법적합성 제고를 위한 심사기준

현행 조문
(2007.5.17. 법률 제8435호)

심판대상 조문
(2000.1.12. 법률 제6117호로 제정된 것)
하고 이 법에 의한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ㆍ

하고 이 법에 의한 희생자 및 유족의 심

결정 및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

사․결정 및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을 심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제주4ㆍ3

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제주4․ 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의결한다. <개정 2007.1.24, 2007.5.17>

1. 제주4ㆍ3사건 진상조사를 위한 국내외

1. 제주4․3사건 진상조사를 위한 국내외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에 관한 사항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에 관한 사항

2.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ㆍ결정에 관한

2.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결정에 관한 사항
3.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사항
3.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4.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및 사료관 조성에

4.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및 사료관 조성에
관한 사항
5. 위령묘역 조성 및 위령탑 건립에 관한

관한 사항
5. 위령묘역 조성 및 위령탑 건립에 관한

사항
6. 제주4․3사건에 관한 정부의 입장표명

사항
6. 제주4ㆍ3사건에 관한 정부의 입장표명

등에 관한 건의사항
7.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가족관계등록부

등에 관한 건의사항
7.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호적등재에 관

의 작성에 관한 사항
7의2. 집단학살지, 암매장지 조사 및 유골의

한 사항
8. 기타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하여 대

발굴․수습 등에 관한 사항
7의3. 희생자의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

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 ～ ④ (생 략)

의 지급결정에 관한 사항
8. 기타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하여 대
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 ～ ④ (생 략)

【결정요지】
∙ 현행 헌법에 규정된 적법절차의 원칙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하여 표현의 차

이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적법절차의 원칙이 독자적인 헌법원리의 하나로 수용되
고 있으며 이는 절차의 적법성 뿐만 아니라 절차의 적정성까지 보장되어야 한다
는 뜻으로 이해하는 것이 마땅하다. 다시 말하면 형식적인 절차 뿐만 아니라 실체
적 법률내용이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는 실질적인 의미로 확대
해석하고 있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이 적법절차의 원칙의 적용범위를 형사소송절
차에 국한하지 않고 모든 국가작용에 대하여 문제된 법률의 실체적 내용이 합리성
과 정당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적용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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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은 위원회로 하여금 희생자를 심사ㆍ결정하는 방법이나 구체적인 절차를

규율하고 있지 않으며, 다만 누구든지 제주4ㆍ3사건과 관련하여 자유롭게 증언
할 수 있다는 규정(제5조)만을 두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희생자를 결정함에 있
어서 희생자로 신고된 자들로부터 피해를 입은 자가 피해사실을 신고한다든지
희생자신청이 된 자가 희생자로 지정되기에 합당하지 않다는 결정에 필요한 자료
를 제출할 권리 및 위 희생자 결정절차에 당사자로 참여하여 진술할 청문의 기회
가 제공되지 아니하며, 따라서 변호인의 선정권이나 희생자로 신청된 자의 가해
사실을 입증할 증인의 소환권 등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 즉 이 법은 피해신고자
의 신고 이후에는 실무위원회의 일방적인 조사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의해서
희생자가 결정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희생자로 신고된 자로부터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에게 충분한 권리구제 및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 헌법 제107조 제3항은 행정심판에 관하여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고 규
정함으로써 행정심판에 있어서도 사법절차, 즉 대심적 심리구조와 당사자의 절
차적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데, 우리 헌법의 기본이념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직접 관련된 제주 4ㆍ3사건의 희생자결정에 이해관계인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고, 나아가 그 희생자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
여 그 결정의 적법여부를 다툴 수 있는 길을 마련하고 있지 않는 이 법은 결국
헌법상의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밖에 없다.

(5) 실용신안법 제34조 등 위헌확인(2002.4.25. 2001헌마200)
심판대상 조문

현행 조문

(1998.9.23. 법률 제5577호로 전문개정되고
2001.2.3. 법률 제64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1.11.2. 법률 제11114호)

제34조(특허법의 준용) 특허법 제80조ㆍ제81조

제20조(｢특허법｣의 준용) ｢특허법｣ 제80조․

및 동법 제83조의 규정은 등록료 및 실용

제81조 ․ 제81조의2 ․ 제81조의3 ․ 제83조

신안등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

및 제84조의 규정은 등록료 및 실용신안

우 동법 제81조 제1항 중 “특허권의 설정

등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 또는 특허권자”는
“실용신안권자”로 보며, 동법 제81조 제3
항 중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의 특허출원은 이를 포기한 것으로 보
며, 특허권자의 특허권은 특허료를 납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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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대상 조문

현행 조문

(1998.9.23. 법률 제5577호로 전문개정되고
2001.2.3. 법률 제64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1.11.2. 법률 제11114호)

기간이 경과한 때에 소급하여 그 특허권
이 소멸된 것으로 본다.”는 “실용신안권자
의 실용신안권은 등록료를 납부할 기간이
경과한 때에 소급하여 그 실용신안권이
소멸된 것으로 본다.”로 본다.

【결정요지】
∙ 법은 납부기간 후에도 6월의 추가납부기간을 두어 납부기간 내에 등록료를 납부

하지 않은 실용신안권자에게 권리구제수단을 부여하고, 이 사건 조항이 정하는
실용신안권의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실용신안권이 소멸된다는 것을 명시적
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비록 법이 정하는 절차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실
용신안권의 등록과 동시에 반드시 교부하도록 되어 있는 실용신안등록증에는 등
록료 납부의무와 그 불이행시 실용신안권의 소멸이라는 법적 효과를 고지하고
있고, 실용신안권 설정등록 후 처음으로 납부하게 되는 4년차분 등록료를 납부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리 미납사실과 권리소멸을 예고하는 사전
통지를 하는 등 행정실무상으로도 절차적인 면을 보완하고 있으므로 실용신안권을
소멸시키기 전에 미리 사전통지나 권리소멸의 예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적법
절차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할 수는 없다.
∙ 다만, 실용신안권이 국가의 산업정책 및 기술수준에 따라 그 내용과 한계가 달

라질 수 있는 권리라 하더라도, 우리 헌법이 다른 나라의 헌법과 달리 특별히
과학기술자 등의 산업재산권을 보호함을 국가의 과제로 규정하고 있고, 산업재
산권의 보호가 국제무역거래의 확대에 따라 통일화되는 추세에 있음에 비추어
산업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전통지나 사후권리회복의 절차를 마련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는 것은 지적되어야 할 것이고, 이러한 의미에서 2001.2.3. 법률
제6412호로 개정된 법에서 실용신안권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추가납부기간
내에 등록료를 납부할 수 없었던 때에 실용신안권을 회복할 수 있는 절차를 마
련한 것은 때늦은 감이 있기는 하지만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 재판관 윤영철, 재판관 하경철, 재판관 권

성의 반대의견

- 적법절차의 원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권리소멸조항은 6월의 추가납부기간을
한번 주는 이외에는 등록료의 납부를 미리 고지한다거나 불납사실을 통지하여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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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소멸의 위험을 예고하여 준다거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않고 납부기간을 경과하
여 권리가 소멸된 경우에 권리를 회복시켜 준다거나 하는 것에 관한 절차를 전혀
마련하지 않은 채 국민의 권리를 소멸시켜버리는 입법으로서, 권리자에 대한 국
가의 배려가 현저히 결여되어 있고 이로 인하여 권리자는 자기의 입장과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법적으로 전혀 보장받지 못하는 결과를 빚고 말았다.
- 기술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재편되고 기술의 수출과 수입이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는
각국에서, 등록료의 납부에 관하여 6월의 추가납부기간을 허용하는 외에, 등록료의
불납사실을 통지하여주는 제도 또는 권리소멸의 위험을 예고하여주는 제도 또는 귀
책사유에 의하지 않고 납부기간을 경과하여 권리가 소멸된 경우에 권리를 회복시켜주
는 제도 등을 마련하여 실용신안권의 소멸에 대한 사전예방과 사후구제의 절차를 입
법화하고 있는 것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결국 이 사건 권리소멸조항은 “누구도
정당한 법적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국민의 생명ㆍ자유ㆍ재산을 박탈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적법절차의 원리를 준수하지 아니한 위헌의 규정이라 할 것이다.

(6)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4조의2 위헌제청(2003.7.24. 2001헌가25)
심판대상 조문

현행 조문

(1999.12.28. 법률 제6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2.3.21. 법률 제11406호)

제24조의2(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3조

제24조의2(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3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각 호의 1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의 규정을 위

의 규정에 위반하는 불공정거래행위가 있

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사업자에

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대통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에 100

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2를 곱

분의 2(제7호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

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

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액이 없는 경우 등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등에는 5억원을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수 있다.

부과할 수 있다. <개정 1999. 12.28, 2004.
12.31.>
[전문개정 1996.12.30]

【결정요지】
∙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에서 행정기관인 위원회로 하여금 과징금을 부과하여 제재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부당내부거래를 비롯한 다양한 불공정 경제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 등에 관한 사실수집과 평가는 이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
험을 갖춘 기관이 담당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결단에 입각한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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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이고, 과징금의 부과 여부 및 그 액수의 결정권자인 위원회는 합의제 행정
기관으로서 그 구성에 있어 일정한 정도의 독립성이 보장되어 있고, 과징금 부과
절차에서는 통지, 의견진술의 기회 부여 등을 통하여 당사자의 절차적 참여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행정소송을 통한 사법적 사후심사가 보장되어 있으므로, 이러
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과징금 부과 절차에 있어 적법절차원칙에 위반
되었다거나 사법권을 법원에 둔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 재판관 한대현, 재판관 권

성, 재판관 주선회의 반대의견

- 반독점과 공정거래에 위배되는 행위를 규제함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에 관련된 경
제적 상황,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 개별 기업의 구체적 상태 등을
신속ㆍ정확히 파악하여 적정하고 신속한 대책을 제시할 수 있는 전문성을 규제기
관이 갖추어야 하므로 이 점에서는 규제기관의 행정적 전문화가 요청되고 다른
한편, 부당공동행위나 불공정거래행위의 규제가 대상 기업의 경제적 자유와 재산
권에 미칠 수 있는 치명적 침해의 심각성에 상응하여 사전고지와 청문, 엄격한
사실인정과 공정한 판단 등을 보장하는 절차적 엄격성이 보장되어야 하므로 이
점에서는 규제기관의 사법적 엄격화가 요청된다.
-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부과절차에서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처분 전에 의견진
술의 기회를 부여받고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개진 혹은 자료제출을 할 권리
를 가질 뿐(법 제52조), 사법절차에서와 같은 증거조사절차나 변론절차는 법률상 전
혀 보장되어 있지 아니하고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등이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하여
채택하고 있는 증거법칙 같은 것도 역시 전혀 존재하지 아니하며, 부당한 처벌을 방
지하기 위하여 형법 총칙이 마련하고 있는 여러 보장적 조치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 위원회의 과징금부과절차가 민사나 형사의 소송절차와 반드시 같아야 할 필요는 물
론 없다. 그러나 소송절차에서 부당한 처벌을 방지하고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하여
채택하고 있는 기본적인 원칙들, 예컨대 당사자에게 사실과 법률 모두에 관하여 충
분한 변론의 기회를 보장하는 것, 진정성립이 담보되지 아니하거나 위법하게 수집
된 증거의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것 등의 최소한의 적법절차는 반드시 법률 자체에
서 보장되어야 할 것인데 공정거래법에는 이와 같은 보장이 전혀 결여되어 있다.
- 법 제55조의2는 사건의 처리절차를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헌법에서 요구하는 적법절차의 보장은 그 기본을 법률로 규정하여야 하는 것이므
로 이와 같은 백지위임은 또다른 위헌의 문제를 일으킨다. 민사소송법이나 형사소
송법이 직접 법률에서 대부분의 절차를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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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구 택지개발촉진법 위헌소원(2007.10.4. 2006헌바91)
심판대상 조문

현행 조문

(2003.5.29. 법률 제6916호로 개정되고, 2005.5.26.
법률 제75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1.4.14. 법률 제10599호)

제 3 조의3(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 건설교통

제 3 조의3(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 지정권자가

부장관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구

제3조에 따라 택지개발지구를 지정하려는

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는 바에 따라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이를 공고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국방상 기밀을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국방상 기밀

요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

유지가 필요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

② (생 략)

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청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30]

【결정요지】
∙ 적법절차원칙에서 도출할 수 있는 절차적 요청은 당사자에게 적절한 고지를 행하고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며 더 나아가 당사자의 의견에 구속되
는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토지수용을 규정하고 있는 여러 유사 법률
에서도 반드시 일정비율 이상의 주민들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이 사건 예정지구 지정은 택지개발을 위한 준비단계에 불과하다는 점, 더욱이 청구
인들의 토지소유권 처분의 자유라는 사익과 비교하여 볼 때 주택난 해소를 위한
택지의 개발ㆍ공급이라는 공익이 작지 아니하고, 주민들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경
우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 택지개발사업의 효율성을 고려하면 주민들의 동의를
얻도록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바로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
∙ 구 택지개발촉진법은 이 사건 예정지구를 지정함에 있어 당사자들에게 사전에

적절한 고지를 하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으며 사후 불복의 기회도
주는 등 절차적인 투명성을 확보하면서 주민과 이해 관계기관의 절차적 참여를
나름대로 보장해 주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위와 같은 절차를 보장하
고 있는 이상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에 있어 토지소유자들 중 일정비율 이상의
동의 내지 찬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고 또 주민들의 의견청취결과에 반드
시 구속되지 않더라도 이를 두고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245

제 2 장 법령의 헌법적합성 제고를 위한 심사기준

(8) 구 도로법 제49조의2 제2항 위헌소원(2011.11.24. 2010헌바231)
심판대상 조문
(2004.1.20. 법률 제7103호로 개정되고, 2008.3.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현행 조문
(2012.6.1. 법률 제11471호)

제49조의2(토지 등의 수용) ② 제25조의 규

제48조(토지 등의 수용) ② 제24조에 따른

정에 의한 도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과

도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과 도로구역의

도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고시는 ｢공익

결정 또는 변경 고시는 ｢공익사업을 위한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관한 법률｣제20조 제1항 및 제22조의 규

20조제1항과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고시로

사업인정고시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같은

보며, 재결의 신청은 동법 제23조 제1항

법 제23조제1항과 제28조제1항에도 불구

및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5

하고 제24조제3항에 따른 도로공사의 사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의 사업

업 시행 기간에 할 수 있다.

시행기간 내에 이를 할 수 있다.

【결정요지】
∙ 도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처분 절차에 있어 구 도로법 제25조 제2항, 제25조의2

제2항의 ‘동의’나 ‘협의’ 등은 행정청 내부의 절차에 불과하고, 제25조 제3항의
‘고시와 도면의 일반인에 대한 열람’은 위 처분 후의 절차이므로, 도로구역에 편
입되는 토지의 소유자 등과 관련하여서는 별다른 사전 절차가 명시적으로 정해
져 있지 않다. 결국 도로법상 도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과 고시에 있어 사전에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에도 도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과 고시에 대하여 공익사업법상 사업인정과 고시로 의제하는 이 사건
사업인정 의제조항이 적법절차를 준수하였는지 여부는, 도로법상 도로구역의 결
정 또는 변경과 고시에 있어 사전에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두지
아니한 것이 정당화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 사전에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통해 민원을 수용하여 도로구역을

변경하는 경우 또 다른 이해당사자로부터 민원이 발생할 수 있어 타당성 조사를
거쳐 도로구역이 결정되면 관련 이해당사자의 의견진술만으로 도로구역이 변경
될 가능성이 적고, 도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처분 절차에 있어 처분의 내용이
미리 알려지는 경우 부동산 투기 등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행위가 유발될 우려가
없지 아니하여, 사전에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이행함으로써 이해당사자가 누
리는 이익에 비하여 사회적 비용이 상당하며, 도로의 관리청은 도로구역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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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변경한 때에는 설계도서ㆍ자금계획ㆍ사업시행기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그 도면을 일
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이해당사자로 하여금 사후적으로라도 의견 및 자
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도로구역의 결정 또는 변
경과 고시에 있어 사전에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두지 않았다 하
여 반드시 적법절차를 위배하였다고 할 수 없다.
∙ 이 사건 사업인정 의제조항이 도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과 고시에 대하여 공익

사업법상의 사업인정과 고시로 의제함에 있어 사전에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청취
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적법절차의 이념에 더 부합하는 측면이 있기는 하나, 앞
서 든 바와 같은 도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과 고시의 특성을 고려하면, 사전에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된다 할 수 없다.

3. 심사기준
【 착안점】
◈ 적법절차원칙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절차를 형식적 법률로 정하고, 그 법률에

합치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적용되는 법률의 내용에 있어서도 합리성과 정당
성을 갖춘 적정한 것이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한다.
☞ 적법절차원칙에서 도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절차적 요청은 당사자에게 적절

한 고지를 행할 것, 당사자에게 의견 및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다.
◈ 적법절차의 보장은 광의로는 실체적 적법절차의 보장을 포함하는 것이지만, 그

본래적 의미는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공권력 행사는 그 절차가 합리적이
고 공정하여야만 한다는 절차적 적법절차의 보장에 있다는 점을 유의한다.
☞ 적법절차의 원칙상 어떠한 절차가 제공되어야 할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형량하여 결정해야 한다.
- 문제된 기본권 내지 관계된 권리의 중요성
- 기존 절차를 통하여 그러한 권리가 잘못 박탈될 위험의 정도
- 절차를 대체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의 정도
- 절차의 대체에 수반될 재정적ㆍ행정적 부담 내지 공익 희생의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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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심사기준】
◈ 기본권의 제한이 중대할수록 적법절차의 요구도 비례하여 커지므

로, 최소한의 적법절차는 반드시 법률 자체에서 규정해야 한다.
기준 1
[일반적
기준]

☞ 당사자에게 사실과 법률 모두에 관하여 충분한 변론의 기회를 보

장하는 것, 진정 성립이 담보되지 아니하거나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것 등은 법률 자체에서 규정한다.
[관련 결정례] 헌재 2003.7.24. 2001헌가25 ; 헌재 2006.5.25. 2004헌바12

◈ 허가취소, 지정취소 등 국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정작용에 있어서

는 당사자들에게 사전에 적절한 고지를 하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
여하며, 사후 불복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규정을 두도록 한다.
☞ 불이익 처분을 규정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이고도 명확한 사실의

적시가 요구되는 처분사유고지서 교부에 관한 규정, 사후적으로
기준 2
[불이익
처분등]

행정소송 등을 통하여 충분한 의견진술 및 자료제출의 기회를
보장하는 규정을 둔다.
◈ 등록료 등을 규정할 경우에는 납부고지에 관한 사항, 불납사실의

통지에 관한 사항 및 귀책사유에 의하지 않고 납부기간이 경과하
여 권리가 소멸된 경우에 권리를 회복시켜 주는 규정 등 절차규
정을 두어야 한다.
[관련 결정례] 헌재 2002.4.25. 2001헌마200 ; 헌재 2007.10.4. 2006헌바91

◈ 특정사업에서 공공필요의 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하

는 경우에는 중복적인 행정절차를 규정하지 않고, 사업인정을 의
제하는 규정을 두어 공익사업의 신속성을 도모하고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도모해야 한다.
기준 3
[행정절차]

◈ 공공복리를 이유로 지방자치와 관련하여 특정 지역에 관한 주요

결정사항을 규정하려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상반되는 이익들간
의 형량이 선행되도록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에 관한 절차규정을
두도록 한다.
[관련 결정례] 1994.12.29. 94헌마201 헌재 2007.11.29. 2006헌바79 ; 헌재
2010.3.25. 2008헌바102 ; 헌재 2010.12.28, 2008헌바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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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자기책임의 원리
1. 의 의
자기책임의 원리란 자기가 결정하지 않은 것이나 결정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
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원칙을 말한다. 환언하면, 자기책임의 원리는 자기결정
의 결과에 대해 자신들이 책임을 진다는 것이며, 따라서 자기책임의 범위는 스스
로 결정한 결과 내지 그와 상관관계가 있는 부분에 국한된다는 것이다. 이 원리는
‘책임 없는 자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는 형사법의 기본원리로서 기능하며,
만약 법질서가 부정적으로 평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결과의
발생이 어느 사람의 잘못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그 사람에게 형벌을 가할 수는
없다는 내용이다.
이러한 형사법 원칙은 오늘날 법치국가원칙 및 개인의 존엄성에서 도출되며, 죄
형법정주의와 마찬가지로, 개인의 신체의 자유 내지 재산(벌금형의 경우)에 대한
부당한 국가의 형벌권을 제약함으로써 개인의 자유를 수호하는 기능을 한다. 따라
서 책임원칙은 확고하게 확립된 것으로서 헌법적 서열을 지니며 입법자는 그에
대한 예외를 허용하는 입법을 할 수 없음은 당연하다. 이 원리는 누구나 쉽게 공
감할 수 있는 일반법원리이나 다만, 이 원리가 형사법 뿐 아니라 헌법적 차원에서
예외 없이 적용될 수 있는 헌법적 지위를 가지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
이에 관해 “우리 헌법 제10조가 정하고 있는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자기결
정권 내지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이성적이고 책임감 있는 사람의 자기의 운명에 대
한 결정ㆍ선택을 존중하되, 그에 대한 책임은 스스로 부담함을 전제로 한다. 자기책
임의 원리는 이와 같이 자기결정권의 한계논리로서 책임부담의 근거로 기능하는
동시에 자기가 결정하지 않은 것이나 결정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고 책임부담의 범위도 스스로 결정한 결과 내지 그와 상관관계가 있는 부분에
국한됨을 의미하는 책임의 한정원리로 기능한다. 이러한 자기책임의 원리는 인간
의 자유와 유책성,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진지하게 반영한 원리로서 비단 민사
법이나 형사법에 국한된 원리라기보다는 근대법의 기본이념으로서 법치주의에 당
연히 내재하는 원리로 볼 수 있다”고 하여,94) 이를 헌법의 내재적 원리의 하나로
94) 헌재 2004.6.24. 2002헌가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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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하는 것이 옳고 따라서 이에 반하는 제재는 그 자체로서 하나의 헌법위반을
구성한다고 지적하는 견해도 있다.95)
반면, “법치국가원칙으로부터 민ㆍ형사 영역 등 전반에 있어서 자기책임의 원리
가 도출된다고 볼 근거는 불충분하다. 이에 대한 학설도 없거나 매우 부족하다.
문헌은 ‘자기책임의 원리’가 근대형법의 원리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으나, 왜 형법
상의 책임원칙보다 더 포괄적으로 자기책임의 원리가 인정되어야 하는지는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쟁점이 되는 법적 효과가 형벌이나 형벌유사
적인 제재가 아닌 그 밖의 사회적 제재인 경우 자기책임원리 위반 여부를 심사하
는 것보다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를 심사하여, 그러한 제재가 정당화 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다. 입법자가 만일 개인이 결정하
지 않은 것이나 결정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거나, 귀책사유와
상관관계 없는 제재를 가한다면, 그러한 입법은 과잉된 기본권 제한으로서 비례의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클 것이다. 자기책임의 원리도 이를 독자적인 위헌심사의
기준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비례의 원칙의 판단기준으로서 고려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다”라고 지적하는 견해도 있다.96)
이러한 ‘자기책임의 원리에 반하는 제재를 받지 아니할 권리’, 즉 자기행위와 무
관한 제재를 받지 아니할 권리가 헌법상의 원리로서 인정할 수 있는가에 관해서는
앞으로 많은 논의가 있어야 하겠으나, 여기서는 법령의 헌법합치성 제고를 위해
95) 헌재 2005.12.22. 2005헌마19 전원재판부(재판관 권 성, 재판관 김경일의 별개의견 참조). 또한 “자기
책임의 원칙이 헌법에 명문의 규정으로 선언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 없이는 ‘헌법규정의 보편적
가치’와 ‘헌법의 토대를 이루고 있는 도도한 의미의 흐름’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다수의 법적 원
칙을, 우리는 투명한 이성적 통찰로 발견하여 이를 ‘헌법에 내재하는 헌법의 기본원리’라는 이름으로
수용하여 온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물론 치밀하고 신중한 사색이 거듭되어야 할 일이지만
그 논리와 결론의 타당성이 인정되고 그로 인한 부작용의 폐단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기왕에 발견된
헌법원리의 목록에 하나를 더 추가하는 일을 반드시 자제하여야 할 이치는 없다. 그러므로 스스로의
생각에 따라 자유롭게 행동할 권리가 있고 그 대신 자기의 행위에 대하여는, 그리고 자기의 행위에
대하여만, 자기가 책임을 진다는 자기책임의 원리는 충분히 자명하고 합당한 보편적인 법적 원칙이어서
이를 위에서 본 헌법의 내재적 원리의 하나로 파악하는 것이 옳고 따라서 이에 반하는 제재는 그 자
체로서 하나의 헌법위반을 구성한다”고 한다.
96) 이명웅, 도로교통법 제71조의15 제2항 제8호 위헌제청 -교통사고를 이유로 한 운전학원 제재(헌재
2005.7.21. 2004헌가30, 판례집 17-2, 1)-, 헌법재판소 결정해설집 제4집(2005), 413면 이하 참조. 또한
“자기책임의 원리’를 헌법적인 것으로 인정하든 않든 개인의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개인의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보장을 위하여 반드시 그러한 원리가 헌법적
차원으로 인정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부당한 책임 귀속으로 개인의 자기결정권과 행동자유권이 제
한되고 있다면 그러한 기본권 침해가 부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다툼으로 기본권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헌법상 형벌을 포함한 모든 분야에 적용되는 ‘자기책임의 원리’를 인정할만한
근거는 뚜렷하지는 않다고 보여진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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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자가 유의해야 할 하나의 기준으로서, ‘자기책임의 원리에 반하는 제재를 받
지 아니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을 심사기준으로 고려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2. 헌법재판소 주요 결정례
헌법재판소에서는 자기책임의 원리에 관해 “어떠한 행위를 법률로 금지하고 그
위반을 어떻게 제재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원칙적으로 위반행위의 성질, 위반이 초
래하는 사회적 경제적 해악의 정도, 제재로 인한 예방효과 기타 사회적 경제적 현실
과 그 행위에 대한 국민의 일반적 인식이나 법감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
법자가 결정하여야 할 분야이나, 법적 제재가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의 소재와 전
혀 상관없이 이루어지도록 법률이 규정하고 있다면 이는 자기책임의 범위를 벗어
나는 제재로서 헌법위반의 문제를 일으킨다”라고 하고 있다.
또한 “헌법 제10조가 정하고 있는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자기결정권 내지 일
반적 행동자유권은 이성적이고 책임감 있는 사람의 자기의 운명에 대한 결정ㆍ선
택을 존중하되 그에 대한 책임은 스스로 부담함을 전제로 한다. 자기책임의 원리
는 이와 같이 자기결정권의 한계논리로서 책임부담의 근거로 기능하는 동시에 자
기가 결정하지 않은 것이나 결정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고 책
임부담의 범위도 스스로 결정한 결과 내지 그와 상관관계가 있는 부분에 국한됨
을 의미하는 책임의 한정원리로 기능한다. 이러한 자기책임의 원리는 인간의 자유
와 유책성,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진지하게 반영한 원리로서 그것이 비단 민사
법이나 형사법에 국한된 원리라기보다는 근대법의 기본이념으로서 법치주의에 당
연히 내재하는 원리로 볼 것이고 헌법 제13조 제3항은 그 한 표현에 해당하는 것
으로서 자기책임의 원리에 반하는 제재는 그 자체로서 헌법위반을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고 지적하고 있다.97)
헌법재판소가 자기책임의 원리를 적용하여 판단한 사례는 그다지 많지는 않고
또한 소수의견으로 제시된 것이 많아, 현재까지는 그 원리가 어느 정도의 헌법적
지위를 가지며 또한 자기책임의 원리에 반하여 헌법위반이 되는 구체적 기준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는 않다. 주요 결정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97) 헌재 2003.7.24. 2001헌가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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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호신용금고법 제37조의3 제1항 등 위헌제청, 상호신용금고법 제37조의3
제1항 중 “과점주주” 부분 위헌제청, 상호신용금고법 제37조의3 제1항
위헌제청, 상호신용금고법 제37조의3 위헌소원(2002.8.29. 2000헌가5ㆍ6,
2001헌가26, 2002헌가3ㆍ7ㆍ9ㆍ12, 2000헌바34, 병합)
심판대상 조문
(1995.1.5. 법률 제4867호로 개정된 것)

현행 조문
(상호저축은행법, 2011.5.19. 법률 제10682호)

제37조의3(임원 등의 연대책임) ① 상호신용

제37조의3(임원 등의 연대책임) ① 상호저축

금고의 임원(감사를 제외한다)과 과점주주

은행의 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고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에 규정된 과점

의나 과실로 상호저축은행 또는 타인에게

주주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상호저축은행의 예

는 상호신용금고의 예금 등과 관련된 채무

금등과 관련된 채무에 대하여 상호저축은

에 대하여 상호신용금고와 연대하여 변제

행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진다.

할 책임을 진다.

② 상호저축은행의 과점주주(｢
국세기본법｣

② 퇴임한 임원(감사를 제외한다)은 퇴임

제39조제2항에 규정된 과점주주에 해당하

전에 생긴 상호신용금고의 예금 등과 관

는 자를 말한다)는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에

련된 채무에 대하여 퇴임 후 3년 내에는 제

영향력을 행사하여 부실을 초래한 경우에

1항의 임원과 동일한 책임을 진다.

는 상호저축은행의 예금등과 관련된 채무

③ (생 략)

에 대하여 상호저축은행과 연대하여 변제
할 책임을 진다.
[전문개정 2010.3.22]

【결정요지】
∙ 재판관 권 성의 보충의견

- 헌법 제13조 제3항은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
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것이 소위 연좌제를 금지하
는 규정이라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고 있는 것이며 이 규정의 정당성의 근거가 되
는 것이 자기책임의 원리라는 것 또한 모두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 자기책임의 원리는 민, 형사를 막론한 모든 법적 책임의 기본원리이고 더 나아가 문
명사회에서 인간의 행위를 평가하는 기본원리의 하나임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책임의 원리는 명문의 규정 유무를 떠나서 당연히 헌법상의 기본원칙이
될 뿐만 아니라 문명을 징표하는 헌법 이전의 선험적 가치기준이 되는 것이다.
-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주주의 유한책임이라는 것도 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자기책임의 한 유형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국가는 자기책임의 원칙을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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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보장하는 것과 같은 정도로 주주의 유한책임의 원칙에 대하여도 존중과 보
장의 의무를 진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원칙에 대한 제한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면 그 제한은 위헌이 될 것이다.
- 이 사건에서 보면 구 상호신용금고법은 부실경영에 책임이 있는 자와 없는 자를
구별하려는 아무런 노력도 없이 간단히 모든 임원과 과점주주에게 예금 등의 채무
에 대한 연대책임을 일률적으로 부과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금자 보호라는 목표의
손쉬운 달성에 치중한 나머지 헌법상의 자기책임의 원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
이므로 위헌이라고 볼 것이다.

(2)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4조의2 위헌제청(2003.7.24. 2001헌가25)
현행 조문

심판대상 조문
(1999.12.28. 법률 제6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2.3.21. 법률 제11406호)

제24조의2(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3조

제24조의2(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3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각 호의 1

(불공정거래행위의

의 규정에 위반하는 불공정거래행위가 있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사업자

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대통

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에

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2를 곱

100분의 2(제7호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

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

는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

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

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액이 없는 경우 등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등에는 5억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

수 있다.

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1999.12.28,

금지)제1항의

규정을

2004.12.31>
[전문개정 1996.12.30.]

【결정요지】
∙ 재판관 한대현, 재판관 권

성, 재판관 주선회의 반대의견

- 어떠한 행위를 법률로 금지하고 그 위반을 어떻게 제재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원칙
적으로 보호법익의 침해 정도, 위반행위의 성질, 위반이 초래하는 사회적 경제적
해악의 정도, 제재로 인한 예방효과, 기타 사회적 경제적 현실과 그 행위에 대한
국민의 일반적 인식이나 법감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회가 결정하여야 할
국가의 입법정책문제이므로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인정되어야 할 분야이다. 그렇
기는 하지만 만일 처벌 등의 법적 제재가 위법행위의 내용과 상관이 없는 요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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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여 그 범위가 재단되도록 법률이 규정하고 있다면 이는 자기책임의 범위를
벗어나는 제재가 될 위험이 있어 헌법위반의 문제를 일으킨다.
- 원래 위법행위와 그에 대한 처벌 내지 제재 사이에는 정당한 상관관계가 있어야만
한다. 이것은 실질적 법치주의의 당연한 내용이고 헌법의 배후에 전제되어 있는
기본적인 헌법원리인 것이다. 이것을 이름하여 자기책임의 원리라 부르는 것이고
헌법 제13조 제3항은 그 한 표현에 해당하며 자기책임의 원리에 반하는 처벌이나
제재는 그 자체로서 헌법위반을 구성한다.
- 부당지원행위에 대하여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부당지원이라는 자기의 행위와 상관관계가 없는 매출액이라는 다른 요소에 의하
여 책임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 되어 자기의 위법행위와 그에 대한 처벌 사이에
정당한 상관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자기책임의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

(3) 지방세법 제225조 제1항 등 위헌제청(2004.6.24. 2002헌가27)
심판대상 조문
(2001.4.7. 법률 제6460호로 개정된 것)

현행 조문
(2011.12.31. 법률 제11137호)

제233조의7(가산세)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

제61조(가산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당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 또는 부족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 또는 부족

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

세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

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1. 제231조 및 제2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

1. 제53조에 따라 반출된 담배를 해당 용도

출된 담배를 당해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

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도, 판매, 소비,

고 매도ㆍ판매ㆍ소비 기타 처분을 한 경우

그 밖의 처분을 한 경우

2. ～ 4. (생 략)

2. ～ 5. (생 략)

③ (생 략)

③ (생 략)

제232조(과세면제) ①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

제54조(과세면제) ①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

업자가 담배를 다음 각호의 용도에 제공

자가 담배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에

하는 경우에는 담배소비세를 면제한다.

제공하는 경우에는 담배소비세를 면제한다.

1. 수 출

1. 수출

2. 국군ㆍ전투경찰ㆍ교정시설경비교도 및

2. 국군, 전투경찰, 교정시설 경비교도 또
는 주한외국군에의 납품

주한외국군에의 납품
3. 보세구역에서의 판매

3. 보세구역에서의 판매

4. 외항선 및 원양어선의 선원에 대한 판매

4. 외항선 또는 원양어선의 선원에 대한 판매

5. 국제항로에 취항하는 항공기 또는 여객

5. 국제항로에 취항하는 항공기 또는 여객
선의 승객에 대한 판매

선의 승객에 대한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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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조문
(2011.12.31. 법률 제11137호)

심판대상 조문
(2001.4.7. 법률 제6460호로 개정된 것)
6. 시험분석 및 연구용

6. 시험분석 또는 연구용

7.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7. 그 밖에 국가원수가 행사용으로 사용하
는 담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생 략)

② (생 략)

【결정요지】
∙ 특수용도에 제공된 담배를 당해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면세된 산출세액

에 해당하는 담배소비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특수용담배의 과세면제제도의
취지상 정당하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가산세가 부가된 담배
소비세의 취지가 제재를 통한 위반행위의 억지에 그 주된 초점을 두고 있는 이
상 입법자는 누구에게 가산세가 부가된 담배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이 위반행위
를 보다 효율적으로 차단하고 시장의 경제질서를 효과적으로 회복ㆍ유지하게
될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세금부과의 객체를 정하여야 한다.
∙ 제조자가 제조한 담배는 그 제조자가 도매업자 또는 소매인에게 이를 판매하고,

소매인이 아니고는 담배를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담배사업법
제12조) 제조자는 면세담배를 공급받은 자가 이를 용도 외로 사용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이를 관리하거나 감독할 수 있는 법적 권리나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받은 면세담배를 용도 외로 처분한 데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
한 고려 없이 징세절차의 편의만을 위해 무조건 원래의 납세의무자였던 제조자
에게 담배소비세와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자신의 통제권 내지 결정권이 미치
지 않는 데 대하여까지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다.
∙ 제조자는 법령이 정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상대방에게 특수용담배임을 표시하여

특수용담배공급계약에 따라 담배를 제공함으로써 일응의 책임을 다 한 것으로
볼 것이고, 그 이후의 단계에서 이루어진 용도 외의 처분에 관하여 제조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책임을 제조자에게 묻는 것은
자기책임의 원리에 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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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로교통법 제71조의15 제2항 제8호 위헌제청(2005.7.21. 2004헌가30)
심판대상 조문
(2001.12.31. 법률 제6565호 개정되고
2005.5.31. 법률 제7545호로 전문개정
되기 전의 것)

현행 조문
(2011.6.8. 법률 제10790호)

제71조의15(행정처분) ① (생 략)

제113조(학원등에 대한 행정처분) ① (생 략)

② 지방경찰청장은 전문학원이 다음 각 호

② 지방경찰청장은 전문학원이 다음 각

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학원의 등록을 취

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원의 등록을

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

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영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 7. (생 략)

1. 제74조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을 하

8. 당해 전문학원을 졸업하고 운전면허를

지 아니하는 경우

받은 사람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중

2. 제79조의 교통안전교육기관 지정취소 또

요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의 비율이 대

는 운영의 정지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전문학원의 운영이 제104조제1항제4호

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한 때
9. (생 략)

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04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요사항의

③, ④ (생 략)

변경에 대한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5. 제106조제5항을 위반하여 학감이 강사
가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학과교육 또는
기능교육을 하게 한 경우
6. 제108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운전에
관한 학과 및 기능교육을 수료하지 아니한
사람 또는 도로주행교육을 수료하지 아니
한 사람에게 기능검정을 받게 한 경우
7. 제108조제3항을 위반하여 학감이 기능
검정원이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기능검
정을 하도록 한 경우
8. 제108조제4항을 위반하여 기능검정원이
거짓으로 기능검정시험의 합격사실을 증
명한 경우
9. 제108조제5항을 위반하여 학감이 기능
검정에 합격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수료
증 또는 졸업증을 발급한 경우
③ 지방경찰청장은 전문학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
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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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대상 조문
(2001.12.31. 법률 제6565호 개정되고
2005.5.31. 법률 제7545호로 전문개정
되기 전의 것)

현행 조문
(2011.6.8. 법률 제10790호)
1. 제10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지
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전문학원의 운영
이 정지된 경우
④ 지방경찰청장은 학원등이 제1항이나 제

2항에 따른 운영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계
속 운영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
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등록을 취
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추가
로 운영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6.8]

【결정요지】
∙ 이 사건 조항에 의한 법적 책임의 부과는 운전전문학원이 주체적으로 행해야 하

는 자기책임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고, 원인과 상관없이 결과만 발생하면 책임을
묻겠다는 방식이어서 지나치게 행정편의적인 것이다.
∙ 교통사고율이 높아 운전교육이 좀 더 충실히 행해져야 하며 오늘날 사회적 위험

의 관리를 위한 위험책임제도가 필요하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
로 위와 같은 입법이 정당화되기는 어렵다. 무릇 형벌을 포함한 법적 제재는 기
본적으로 행위자의 의사결정과 책임의 범위에 상응하는 것이어야 하고, 자신의
의사결정이나 행위책임과 무관한 제재는 ‘책임원칙’에 반하거나, 타인에 해악을
주지 않는 한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고 자신과 무관한 사유로 인한 법적 제재
로부터 자유로울 것을 내포하는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의 취지에 어긋난다.
∙ 재판관 김효종의 반대의견

- 수단의 적정성은 기본권주체의 자기책임 여하와 관련 없이 객관적으로 입법적 조
치가 입법목적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교통사고
비율이 높이 나타난 운전전문학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을 정지하도록 한 이
사건 조항이 교통사고를 예방한다는 입법목적 실현에 기여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자기책임은 의사결정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와 관
련되어 실체적 기본권에 의한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 형식적 심사기준인 과
잉금지원칙의 한 관점으로 흡수될 성격의 문제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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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제10조가 정하고 있는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이성
적이고 책임감 있는 사람의 자기의 운명에 대한 결정ㆍ선택을 존중하되 그에 대
한 책임은 스스로 부담함을 전제로 한다. 자기책임원리는 이와 같은 일반적 행동
자유권의 한 내용을 구성하고 있다. 이 사건 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교통사고’의
발생에 대하여 운전전문학원 측의 고의ㆍ과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불
이익처분이 의사주의적 요소를 지닌 엄격한 자기책임원리에 반한다고 볼 수 있으
므로, 이 사건 조항은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제약하고 있다.
- 이 사건 조항은, 일반사회에 교통사고의 위험을 가져오게 마련인 자동차운전자를 배
출한 운전전문학원은, 일반사회에 위험원을 제공한 자로서 그 위험원에서 발생한 결
과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위험책임의 법리와 행정청은 개연성이 높은
위험을 억제, 방지할 책임을 부담한다는 행정상의 위험관리책임에 의하여 정당화될
수 있다. 근대사회를 토대로 정립된, 자유주의적 성격을 지닌 자기책임원리만으로는
현대사회가 배태한 새로운 과제들에 적절히 대처할 수 없어, 현대복지국가의 성격에
걸 맞는 책임원리로의 수정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 사건 조항은 일반적 행
동자유권과의 관계에서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과잉금지원칙의 요청을 충족하였다.
- 이 사건 조항은 자기책임원리에 전적으로 합치하지는 않지만 헌법 제37조 제2항
이 요구하는 기본권제한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 재판관 권 성의 보충의견

- 다수의견이 언급하고 있는 ‘자기책임’은 ‘자기책임의 원리’를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
되는데 이 자기책임의 원리는 헌법에 내재되어 헌법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하나의
헌법상의 원리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자기책임의 원리는 이 사건 조항이 직업선
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되는 보충적인 논거를 제공하는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이 사건 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하나의 독
자적인 기준이 될 수 있다. 자기책임의 원리를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면 그 결론은 위헌이라고 할 것이다.

(5)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 제1항 위헌소원(2006.4.27. 2003헌바79)
현행 조문
(2010.6.10. 법률 제10366호)

심판대상 조문
(1999.12.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가산세 등) ① 세무서장 등은 상속재

제78조(가산세 등) ① 삭 제 <2006.12.30>

산 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제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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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대상 조문
(1999.12.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또는 제68조에 규정된 신고기한 이내에 신

현행 조문
(2010.6.10. 법률 제10366호)
③ ～ ⑬ (생 략)

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
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과세표준 또는 신
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신고
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
액의 차이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
표준에 미달한 금액을 제외한다)이 차지하
는 비율을 상속세산출세액 또는 증여세산
출세액과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곱
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
는 금액을 각각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
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② ～ ⑤ (생 략)

【결정요지】
∙ 오늘날의 생활상에 비추어 볼 때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경제생활을 인지하고 확

인하는 것이 이전보다 어려워졌다고는 할 것이나, 일반적으로 상속인은 피상속
인과 동일한 또는 근접한 생활영역에 있기 때문에 과세관청에 비하여 피상속인
의 경제활동을 확인하기가 훨씬 용이하다는 점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며,
상속인으로서는 피상속인의 제3자에 대한 사전증여 내용에 관하여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러한 경우 그 재산가액을 신고할 의무를 상속인에게 부과
하면서 그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에 제재를 가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일응 그
규율의 합리성이 인정될 수 있다.
∙ 상속인으로서는 의무이행을 상속인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

즉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부담을 벗어날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면책사유
가 실질적으로 행위자의 자기결정권이 미치지 않는 영역에 대한 책임을 제한하
는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어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제3자에 대한 사
전증여재산가액을 누락하여 미달신고하게 된 세액에 대하여 가산세의 부담을
과하는 것이 행위자의 자기책임에 반하는 부당한 과세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
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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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직선거법 제200조 제2항 단서 위헌확인(2009.6.25. 2007헌마40)
현행 조문
(2012.2.29. 법률 제11374호)

심판대상 조문
(2005.8.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된 것)
제200조(보궐선거) ① (생 략)

제200조(보궐선거) ① (생 략)

② 비례대표국회의원 및 비례대표지방의

② 비례대표국회의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

회의원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선거구선거

의원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선거구선거관

관리위원회는 궐원통지를 받은 후 10일이

리위원회는 궐원통지를 받은 후 10일이내

내에 그 궐원된 의원이 그 선거 당시에 소

에 그 궐원된 의원이 그 선거 당시에 소속

속한 정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

한 정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 및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명부에 기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명부에

재된 순위에 따라 궐원된 국회의원 및 지

된 순위에 따라 궐원된 국회의원 및 지방

방의회의원의 의석을 승계할 자를 결정하

의회의원의 의석을 승계할 자를 결정하여

여야 한다. 다만, 제264조(당선인의 선거범

야 한다. 다만, 그 정당이 해산되거나 임

죄로 인한 당선무효)의 규정에 의하여 당

기만료일 전 120일 이내에 궐원이 생긴

선이 무효로 되거나 그 정당이 해산된 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4.1,

또는 임기만료일 전 180일 이내에 궐원이

2000.2.16, 2005.8.4, 2010.1.25.>

기재

생긴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 ⑥ (생 략)

③ ∼ ⑥ (생 략)

【결정요지】
∙ 정당의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후보자명부에 의한 승계원칙의 예외사유는, 궐원

된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 의석 승계가 허용되지 아니함으로써 불이익을 입게
되는 소속 정당이나 후보자명부상의 차순위 후보자의 귀책사유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당선이 무효가 된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당선인의 선거범죄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에서는 당선인의 선거범죄에 그 소속 정당이나 차
순위 후보자의 개입 내지는 관여 여부를 전혀 묻고 있지 않고, 당선인의 선거범
죄가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 정당에 대한 투표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이었는지, 또 실제로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였는지에 대해서도 전혀 고려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아니하며, 나아가 당선이 무효로 되는 개개의 선거범죄의
내용이나 법정지구당이 폐지되고 5 이상의 시ㆍ도당을 법정시ㆍ도당으로 정하고
있는 정당제도의 현황에 비추어 정당이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후보자의 선거범
죄를 미리 예방할 수 있다거나 후보자에 대한 실질적인 감독ㆍ통제가 가능한 여
건이 조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정당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후보자명부상의 차순위 후보자에 대한 불이익을 규정
한 심판대상조항은 자기책임의 범위를 벗어나는 제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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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관 이강국의 반대의견

- 심판대상조항은 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하여 왜곡된 선거인들의 선거의사를 바로잡
기 위한 것이므로, 대의제 민주주의 원리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특히 비
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와는 달리 당해 시ㆍ도,
자치구ㆍ시ㆍ군 차원에서 비교적 소수의 비례대표의원이 선출되는 것이므로, 이 경
우에는 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하여 선거인들의 선거의사가 왜곡될 위험성은 더욱
높아질 수 있는 것이므로 이를 예방하여야 할 필요성은 더욱 크다고 할 것이다.
- 현행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의 정당의 주도적이고 총체적인 역할과 기능,
정당과 후보자와의 불가분적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심판대상조항
은 후보자 추천과 등록, 선거운동과정 전반에 걸친 정당의 책임을 강조하여 선거
부정방지를 도모하고자 하는 입법자의 입법재량에 따른 것이고, 그 판단이 현저
히 잘못되었거나 부당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이상, 심판대상조항이 자기책임의 원
리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7) 공직선거법 제265조 본문 위헌확인(2010.3.25. 2009헌마170)
심판대상 조문
(2005.8.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되고, 2010.1.25.
법률997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현행 조문
(2012.2.29. 법률 제11374호)

제265조(선거사무장등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

제265조(선거사무장등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

선무효) 선거사무장․선거사무소의 회계책

선무효) 선거사무장․선거사무소의 회계책

임자(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로 선임․신

임자(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로 선임․신

고되지 아니한 자로서 후보자와 통모하여

고되지 아니한 자로서 후보자와 통모하여

당해 후보자의 선거비용으로 지출한 금액

당해 후보자의 선거비용으로 지출한 금액

이 선거비용제한액의 3분의 1 이상에 해당

이 선거비용제한액의 3분의 1 이상에 해

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후보자(후보자

당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후보자(후보

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직계존비속

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직계존비

및 배우자가 해당 선거에 있어서 제230조

속 및 배우자가 해당 선거에 있어서 제

부터 제234조까지, 제257조 제1항 중 기부

230조부터 제234조까지, 제257조제1항 중

행위를 한 죄 또는 ｢정치자금법｣ 제45조

기부행위를 한 죄 또는 ｢정치자금법｣제45

제1항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를 범함으로

조제1항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를 범함으

인하여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

로 인하여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

형의 선고를 받은 때(선거사무장, 선거사무

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선거사무장, 선거사

소의 회계책임자에 대하여는 선임․신고되기

무소의 회계책임자에 대하여는 선임․신고

전의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되기 전의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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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대상 조문
(2005.8.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되고, 2010.1.25.
법률997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현행 조문
(2012.2.29. 법률 제11374호)

그 선거구 후보자(대통령후보자, 비례대표

에는 그 선거구 후보자(대통령후보자, 비례

국회의원후보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대표국회의원후보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

후보자를 제외한다)의 당선은 무효로 한다.

의원후보자를 제외한다)의 당선은 무효로

(단서 생략)

한다. 다만, 다른 사람의 유도 또는 도발
에 의하여 당해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되게 하기 위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5. 10, 2000.2.16.,
2004.3.12, 2005.8.4, 2010.1.25>

【결정요지】
∙ 헌법 제13조 제3항은 ‘친족의 행위와 본인간에 실질적으로 의미있는 아무런 관

련성을 인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친족이라는 사유 그 자체만으로’
불이익한 처우를 가하는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회계책임자가
친족이 아닌 이상, 이 사건 법률조항은 적어도 헌법 제13조 제3항의 규범적 실
질내용에 위배될 수는 없다.
∙ 이 사건 법률조항은 후보자에게 회계책임자의 형사책임을 연대하여 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객관적 사실(회계책임자의 불법행위)에 따
른 선거결과를 교정하는 것에 불과하고, 또한 후보자는 공직선거법을 준수하면
서 공정한 경쟁이 되도록 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후보자 자신뿐만 아니라 최소
한 회계책임자 등에 대하여는 선거범죄를 범하지 않도록 지휘ㆍ감독할 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후보자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우
고 있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헌법상 자기책임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목영준, 재판관 송두환의 반대의견

-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단순히 금전배상을 명하는 민사상 제재와는 전혀 다른 영역인
후보자의 공무담임권을 박탈하는 공직선거법상의 제재에 대해서까지 법정 무과실
책임으로 규정하고 있고, 회계책임자인 피고인의 주관적 양형조건도 반영된 그 양
형에 의해 제3자인 후보자의 공무담임권 박탈을 예외 없이 연계시키고 있다.
- 회계책임자에 대한 형사재판은 제3자인 회계책임자의 범죄행위에 대한 재판일 뿐
후보자 자신의 국회의원직 상실 여부를 결정하는 재판이 아닐 뿐만 아니라, 더욱
이 회계책임자가 후보자를 배신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 소정의 선거범죄를 저지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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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와 같이 후보자와 회계책임자의 이해가 일치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후보
자에게 사실상으로도 변명ㆍ방어의 기회가 보장될 수 없다.
- 후보자가 자신의 관리ㆍ감독책임 없음을 입증하여 면책될 가능성조차 부여하지
아니한 채 회계책임자의 불법행위를 근거로 후보자의 공무담임권을 확정적으로
박탈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상 자기책임의 원리에 위배하여 후보자의 공무
담임권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헌법에 위반된다.

3. 심사기준
【 착안점】
◈ 자기 책임의 원리는 자기결정권의 한계논리로서 책임부담의 근거로 기능하는

동시에, 자기가 결정하지 않은 것이나 결정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고, 책임부담의 범위도 스스로 결정한 결과 내지 그와 상관관계가 있
는 부분에 국한됨을 의미하는 책임의 한정원리로 기능한다.
◈ 자기책임의 원리는 인간의 자유와 유책성,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진지하게 반

영한 원리로서 그것이 비단 민사법이나 형사법에 국한된 원리라기보다는 근대법
의 기본이념으로서 법치주의에 당연히 내재하는 원리로 볼 것이고, 자기책임의
원리에 반하는 제재는 그 자체로서 헌법위반을 구성한다는 점을 유의한다.

【 주요 심사기준】
◈ 처벌 등의 법적 제재는 행위자의 의사결정과 책임의 범위에 상응

하는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하며, 위법행위의 내용과 상관이 없는
기준 1
[처벌관련
법규]

요소에 의해 그 범위가 획정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법인에 대하여 양벌규정이라는 입법수단을 선택하였고 그 법률효과

가 형벌인 이상, 자기책임 원칙에 위배되지 않도록 규정해야 한다.
[관련 결정례] 2003.7.24. 2001헌가25 ; 헌재 2011.12.29. 2010헌바117

기준 2
[민사관련
법규]

◈ 행위에 책임이 있는 자와 없는 자를 구별하려는 노력도 없이 간단히

채무에 대한 연대책임을 일률적으로 부과해서는 아니된다.
[관련 결정례] 헌재 2002.8.29. 2000헌가5ㆍ6, 2001헌가26, 2002헌가3ㆍ7ㆍ9ㆍ12,
2000헌바34(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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Ⅸ. 과소보호금지 원칙(최소보장원칙)
1. 의 의
과소보호금지(Untermaßverbot)의 원칙이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
의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98), 국가는 국민의 법익보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적절
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 때 보호조치는 국민의 기본
권보호에 명백하게 부적합하거나 불충분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과잉금지원칙
은 제한의 영역을 규율하고 과소금지원칙은 보호의 영역을 규율한다.99) 과잉금지
원칙은 국가에 대한 기본권보장형식이라면 과소금지원칙은 국가를 통한 기본권보
장형식이라 할 수 있다. 즉, 과잉금지원칙은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영역에서 국가
에 대한 보호형식으로 개입금지를 그 내용으로 하는 반면에, 과소금지원칙은 기본
권의 대사인적 효력영역에서 국가를 통한 보호형식으로 개입요구를 그 내용으로
한다.100)
과소보호금지원칙의 내용으로서 기본권의 최소보호수준은 엄정한 비례적 판단
을 통해서 결정된다기보다는 개별적 사건, 보호법익의 종류, 보호법익의 중요도,
98) Günther Krings, Grund und Grenzen grundrechtlicher Schutzansprüche, Berlin 2003, S.153f.
99) 과잉금지원칙에 대해 과소보호금지원칙의 독자성을 인정하는 견해는 “①자연재해로부터의 보호와
같이 법적 3극관계가 성립하지 않고 기본권보호의무의 실현에 즈음하여 다른 자의 기본권에 대한 침
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잉침해금지가 처음부터 문제가 될 수 없으므로 양자는 동일하지 않다.
②법적 3극관계가 성립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인간의 존엄에 대한 공격이나 평온의무에 위반한 행태는
처음부터 기본권을 원용할 수 없으므로 이들 행위의 규제는 기본권에 대한 제한이 아니라, 과잉침해
금지원칙의 적용도 받지 않는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과잉침해금지와 과소보호금지의 동일성은 성립
하지 않는다. ③동일성의 불성립은 이들 예외적인 사례에 한정되지 않는다. 원래 과잉침해금지와 과소
보호금지는 그 존재하는 규범적 차원이 다르다”고 한다. 또한 “과잉침해금지원칙에서 필요성심사에
기준이 되는 것은 어떤 구체적 법률의 입법목적이다. 필요성심사, 그리고 과잉침해금지원칙의 전체는
법률내재적인 목적/수단관계를 묻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과소보호금지에서 필요성은 구체적 법률을 초
월한 즉, 구체적 법률의 입법목적에 의해 좌우되지 않고 직접적으로 헌법과 결부된 관계를 묻는 것이다.
따라서 입법자가 설정한 목적과 결부된 과잉침해금지의 필요성심사로부터는 헌법이 규정한 목표와 결
부된 과소보호금지의 의미에 있어서 필요성에 관해 원칙적으로 아무런 해명도 도출할 수 없다”고 한다.
자세한 내용은 Johannes Dietlein, Das Untermaßverbot. Bestandaufnahme und Entwicklungschancen einer neuen
Rechtsfigur, ZG 1995, S.131ff.
100) 과잉금지원칙과 과소보호금지원칙의 구분에 대해 과소보호금지원칙의 요청은 이미 과잉침해금지원
칙에서 도출되므로 과소보호금지원칙의 독자성을 인정하지 않는 견해도 있다. 즉, “과소보호금지로부터
이미 과잉침해로부터 발생하는 이외의 아무것도 귀결되지 않는다. 최저한도와 최고한도, 즉 입법활동의
하한과 상한의 사이에는 어떠한 간격도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두 개의 한계는 일치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한다. Karl-Eberhard Hain, Der Gesetzgeber in der Klemme zwischen Übermaß und UnterMaßverbot,
DVBI 1993, S.982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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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의 정도(침해의 심각성, 침해의 빈도) 등을 고려하여 판단될 수밖에 없다. 따
라서 진단과 예측을 바탕으로 하는 입법자의 사전적 판단과정에서 보호의 유형과
범위를 개별적으로 확정하기는 어렵다. 결국 과소금지원칙은 입법자가 보호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헌법이 요구하는 효과적인 보장수준의 하한을 준수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물론 헌법적 의무에 근거하는 기본권보호의 법률적 최소수준은 불가피
하게 상대적이다. 과소보호금지 원칙에 따라 어떤 심사기준과 심사강도가 적용되
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크게 두 견해가 대립하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 명백성 통제이다. 이 견해는 기본권이 과소하게 보호되고 있음이 ‘명백할
때’ 과소보호금지원칙 위반이 인정된다고 한다. 즉, 불완전한 입법에 의해 기본권
의 침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입법자의 보호의무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 있
다고 볼 정도로 부적합하거나 불충분한 것이 아니라면 국가가 보호의무를 위반했
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국가가 국민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혀 아무런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든지, 아니면 취한 조치가 법익을 보호하기에
명백하게 전적으로 부적합하거나 불충분한 경우에 한하여 헌법재판소는 국가의
보호의무의 위반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한다.101)
둘째, 생명ㆍ신체의 자유에 대한 예외적 엄격 통제이다. 이 견해는 국가가 기본
권의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았는지를 심사하는 기준에 대해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
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그 기준을 일
반적ㆍ일률적으로 확정할 수는 없고, 개별 사례에 있어서 ① 관련 법익의 종류 및
그 법익이 헌법질서에서 차지하는 위상, ② 그 법익에 대한 침해의 위험의 태양과
정도, ③ 상충하는 법익의 의미 등을 비교 형량하여 구체적으로 확정하여야 한다
고 본다.102)
그리고 이 분화된 기준 중에서 생명ㆍ신체라는 기본권적 법익의 침해가 문제되
는 경우에는 그 법익이 헌법질서에서 차지하는 의미와 비중이 중대하므로, 일견
명백한지의 여부에 대한 통제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본다. 따라서 건강상의 침해
가 유발되고 있음에도 당해 법익을 보호할 특정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고,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적 법익을 보호하여야 할 의무를 현저하게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
면 생명ㆍ신체의 안전에 관련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게 된다.
101) 헌재 1997.1.16. 90헌마110등.
102) 헌재 1997.1.16. 90헌마110등(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조승형의 위헌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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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헌법재판소 주요 결정례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 등(1997.1.16. 90헌마110ㆍ
136병합)
심판대상 조문
(1993.6.11. 법률 제45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현행 조문
(2011.6.8. 법률 제10790호)

제 4 조(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①

제 4 조(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①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제5조,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제4조,

제7조 또는 육운진흥법 제8조의 규정에

제126조, 제127조 및 제128조, ｢여객자동차

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

운수사업법｣ 제60조, 제61조 또는 ｢
화물자

는 제3조 제2항의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

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에 따른 보험 또

한 당해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

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제3조제2항

기할 수 없다. 다만, 제3조 제2항 단서에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차의 운전자에

해당하는 경우나 보험계약 또는 공제계약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다

이 무효 또는 해지되거나 계약상의 면책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규정등으로 인하여 보험사업자 또는 공제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업자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 지급의무가

1. 제3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② ～ ③ (생 략)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不具)가
되거나 불치(不治) 또는 난치(難治)의 질
병이 생긴 경우
3. 보험계약 또는 공제계약이 무효로 되거
나 해지되거나 계약상의 면책 규정 등으
로 인하여 보험회사, 공제조합 또는 공
제사업자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 지급의
무가 없어진 경우
② ～ ③ (생 략)

[전문개정 2011.4.12]

【결정요지】
∙ 헌법재판소는 권력분립의 관점에서 소위 “과소보호금지원칙”을, 즉 국가가 국민

의 법익보호를 위하여 적어도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했는
가를 기준으로 심사하게 된다. 따라서 입법부작위나 불완전한 입법에 의한 기본
권의 침해는 입법자의 보호의무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국가가 국민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혀 아무런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았든지 아니면 취한 조치가 법익을 보호하기에 명백하게 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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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부적합하거나 불충분한 경우에 한하여 헌법재판소는 국가의 보호의무의
위반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 헌법재판소는 원칙적으로 국가의 보호의무에서 특정조치를 취해야 할, 또는 특

정법률을 제정해야 할 구체적인 국가의 의무를 이끌어 낼 수 없다. 단지 국가가
특정조치를 취해야만 당해 법익을 효율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일
경우에만 입법자의 광범위한 형성권은 국가의 구체적인 보호의무로 축소되며,
이 경우 국가가 보호의무이행의 유일한 수단인 특정조치를 취하지 않은 때에는
헌법재판소는 보호의무의 위반을 확인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는 국가가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을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취해야 할 최소
한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헌법이 입법자에게 요구하는 최소한의 요청을 충족시
켰는가의 문제가 판단되어야 한다.
∙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조승형의 위헌의견

- 과실범의 처벌범위를 정하는 것이 비록 입법재량의 범위에 속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이 사건 법률조항과 같이 국민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와 관계가
있는 때에는 국민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국가의 보호가 과소하여서는 아니되는 동
시에 그 보호에 있어서 평등원칙에 반해서는 안된다.
- 헌법은 국민에게 모든 기본권의 전제로서 생명ㆍ신체의 안전에 대한 기본권을 보
장하는 동시에 국가에게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사인의 침해로 부터 보호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국가는 이 기본권보호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국민의 생명ㆍ
신체에 대한 보호의 정도가 헌법이 요구하는 최소한도의 보호수준에 미달해서는
아니된다는 의미에서 이른바 국가의 국민에 대한 과소보호금지(過少保護禁止)라는
헌법상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헌법이 요구하는 최소한도의 보호수준은 생명ㆍ
신체라는 법익이 헌법질서에서 차지하는 위상, 이 법익의 침해에 대한 위험의 태
양과 정도, 상충하는 법익의 의미 등을 비교교량함으로써 밝혀지게 된다.
- 국가는 그 보호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보호대책을 강구함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사인
에 의한 국민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침해위험의 정도나 종류, 심각성, 발생의 빈도,
각종 대책의 효과뿐만 아니라 상충하는 보호법익과의 형량, 문화적ㆍ사회적ㆍ경제적ㆍ
재정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보호의무를 어떤 수단을
통하여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국가의 광범위한 재량에 맡겨져 있다.
- 그에 따라 헌법재판소로서는 원칙적으로 국가가 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만 국가의 해당 작위나 부작위의 위헌성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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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재판소의 통제의 강도는 일률적인 것이 아니고 관련된 기본권적 법익의 중대성,
그 침해의 심각성, 그 침해의 빈도 등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에
따라 기본권적 법익에 관한 보호입법에 대한 심사에 있어서 헌법재판소가 가하는
통제의 강도 역시 보호의무 위반이 일견 명백한지의 여부에 대한 통제, 입법자가
문제의 법률을 통하여 제시한 보호구상(保護構想) 자체가 설득력이 있는지의 여부
에 국한된 통제, 그리고 입법내용에 대한 엄밀한 통제 등으로 분화될 수 있다.
- 이 사건 법률조항과 같이 입법자가 교통사고에서 비롯되는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위험에 대한 보호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경우에 과연 입법자가 그 보호의무를 충
분하게 이행하고 있는지를 심사함에 있어서는 생명ㆍ신체라는 법익의 중대성, 그에
대한 위험의 직접성ㆍ심각성ㆍ상대적으로 높은 개연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보호의무위반이 명백한지의 여부에 대한 통제를 넘어 입법내용
에 대한 엄격한 통제를 가하여야 한다.

(2) 입법부작위 위헌확인(2008.7.31. 2006헌마711)
심판대상 조문
(공직선거법 2007.12.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된 것)

현행 조문
(2012.2.29. 법률 제11374호)

제79조(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 ① 후보

제79조(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① 후보

자(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및 비례대표지

자(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및 비례대표지

방의회의원후보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방의회의원후보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

에서 같다) 또는 연설원[후보자(대통령선거

서 같다)는 선거운동기간 중에 소속 정당

의 정당추천후보자는 그 추천정당을 말한

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그 밖

다)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지

에 필요한 사항을 홍보하기 위하여 공개

명한 2인(대통령선거 및 시ㆍ도지사선거에

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 <개

있어서는 각 선거연락소마다 지명한 2인)을

정 2010.1.25>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후보자 등”이라 한

② 제1항에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

다]은 선거운동기간 중에 소속정당의 정

담”이라 함은 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

강ㆍ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 필요한

연락소장․선거사무원(이하 이 조에서 “후

사항을 홍보하기 위하여 공개장소에서의 연

보자등”이라 한다)과 후보자등이 선거운동

설ㆍ대담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후보자는

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사람

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 또는 선거사무원

이

중에서 사회자 1인을 두어 후보자의 소개

또는 점포, 그 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

또는 지원연설ㆍ대담을 하게 할 수 있다.

칙으로 정하는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장

② 제1항에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

소를 방문하여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담”이라 함은 후보자 등이 도로변ㆍ광장ㆍ

지지를 호소하는 연설을 하거나 청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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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대상 조문
(공직선거법 2007.12.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된 것)

현행 조문
(2012.2.29. 법률 제11374호)

공터ㆍ주민회관ㆍ시장 또는 점포 기타 중

질문에 대답하는 방식으로 대담하는 것을

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다수인이

말한다. <개정 2010.1.25>

왕래하는 공개장소를 방문하여 정당이나

③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위하여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연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자동차와 이에

하거나 청중의 질문에 대답하는 방식으로

부착된 확성장치 및 휴대용 확성장치를 각

대담하는 것을 말한다.

각 사용할 수 있다. <개정 1995.4.1, 1995.12.30,

③ 후보자 등과 사회자는 공개장소에서의

1997.11.14, 1998.4.30, 2000.2.16, 2005. 8.4,

연설ㆍ대담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2010.1.25>

따라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 및

(이하 생략)

휴대용 확성장치를 각각 사용할 수 있다.
(이하 생략)

【결정요지】
∙ 국가가 기본권에 대한 보호의무를 진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입법자가 어떻게 실현

하여야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권력분립원칙과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국민에 의해
직접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고 정치적 책임을 지는 입법자의 책임범위에 속하는
것이고, 헌법재판소는 이를 제한적으로만 심사할 수 있을 따름이다. 따라서 국가가
기본권의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았는지를 헌법재판소가 심사할 때에는 국가가 국민
의 기본권적 법익 보호를 위하여 적어도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했는가 하는 이른바 “과소보호 금지원칙”의 위반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면 공직선거에서 후보자 등은 확성장치 1대를 사용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확성장치를 1대 사용하기만 하면 후보자 등이 확성장치의
출력수, 사용시간 및 사용장소에 큰 제약없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되므로,
특히 4대 지방선거가 동시에 치러지는 경우에 국민이 체감하는 불편을 무시할
수는 없음이 사실이다. 그러나 입법자가 소음에 대한 규율을 명확히 설정하지
않아 그로 인해 불편과 피해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기본권
보호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침해로 인정되려면, 입법자가
국민의 기본권적 법익 보호를 위하여 적어도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
조치를 취했는가를 살펴서 그 보호조치 위반이 명백하여야 할 것이다.
∙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적 법익이 침해되고 있음이 명백히

드러나지 않는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한 환경권 침해가 사소하다고 할 수는

269

제 2 장 법령의 헌법적합성 제고를 위한 심사기준

없을지 모르나, 기본권의 보호의무 위반이 청구인의 기본권적 법익 침해로서 인
정되려면, 선거소음 피해에 의하여 청구인의 정신적ㆍ육체적 법익 침해가 청구
인의 수인한도를 넘어설 정도에 다다르고, 나아가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이 청구
인의 생명ㆍ신체의 기본권적 법익 침해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은 이상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개입하여 판단할 필요는 없다.
∙ 재판관 김희옥,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민형기, 재판관 목영준의 헌법불합치 의견

- 이 사건 법률조항이 주거지역에서의 출력수를 제한하는 것과 같이 구체적인 장소
적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것은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노력하도록 정한 헌법 제35조 제3항에 비추어 보더라도 국가의 기본권 보
호의무를 과소하게 이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정온한 생활환경이 보장되어야 할 거주 지역에서 저녁시간까지 확성장치를 사용
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과소보호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3) 민법 제3조 등 위헌소원(2008.7.31. 2004헌바81)
심판대상 조문
(1958.2.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현행 조문
(2012.2.10. 법률 제11300호)

제 3 조(권리능력의 존속기간) 사람은 생존한

제 3 조(권리능력의 존속기간)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제762조(손해배상청구권에 있어서의 태아의

제762조(손해배상청구권에 있어서의 태아의

지위) 태아는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관하여

지위) 태아는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관하여

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결정요지】
∙ 국가가 적극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반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

담하는 경우에는 설사 그 보호의 정도가 국민이 바라는 이상적인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여 언제나 헌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국가의 기본권보호
의무의 이행은 입법자의 입법을 통하여 비로소 구체화되는 것이고, 국가가 그 보
호의무를 어떻게 어느 정도로 이행할 것인지는 입법자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입법재량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 입법자가 기본권 보호의무를 최대한 실현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그러한 이상

적 기준이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심사기준이 될 수는 없으며,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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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는 권력분립의 관점에서 소위 “과소보호금지원칙”을, 즉 국가가 국민의 기
본권 보호를 위하여 적어도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했는가를
기준으로 심사하게 된다. 따라서 입법부작위나 불완전한 입법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는 입법자의 보호의무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국가가 국민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아무런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든지 아니면 취한 조치가 법익을 보호하기에 명백하게 부적합하거나 불충분한
경우에 한하여 헌법재판소는 국가의 보호의무의 위반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대해서도 입법자가 기본권 보호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적

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마련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심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가가 생명을 보호하는 입법적 조치를 취함에 있어 인간생명
의 발달단계에 따라 그 보호정도나 보호수단을 달리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다.
∙ 보호의 차별화 내지 차등화가 정당화될 수 있는지 여부는 ‘기본권 보호의무의

이행’이라는 관점에서 논의될 성질의 것이지 과잉금지원칙의 관점에서 논의될
성질의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과잉금지원칙은 국가가 국민의 소극적 방어권으
로서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법리이지,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국가와의 관계에서 개인의 기본권이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사인 상호간에 기본
권적 법익 침해가 문제되어 국가가 생명발전의 각 단계에서 그 각 단계별로 생
명보호를 위해 어떤 수단을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를 판단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법리가 아니기 때문이다.

(4)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위생조건 위헌확인(2008.12.26.
2008헌마419ㆍ423ㆍ436 병합)
심판대상 조문
미국산 쇠고기 수입의 위생조건에 관한
고시(농림부고시 제2006-15호)

현행 조문
미국산 쇠고기 수입의 위생조건에 관한
고시(농림부고시 제2006-15호)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4조 제2항 및 같은법 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4조 제2항 및 같은법 시

행규칙 제35조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

행규칙 제35조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

생조건(농림부 고시 제2006-15호, 2006년 3월

생조건(농림부 고시 제2006-15호, 2006년 3월

6일)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6일)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이하 생략)

(이하 생략)

【결정요지】
∙ 국가가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안전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하더라도 국가의 보호의

무를 입법자 또는 그로부터 위임받은 집행자가 어떻게 실현하여야 할 것인가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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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원칙적으로 권력분립과 민주주의의 원칙에 따라 국민에 의하여 직접 민
주적 정당성을 부여받고 자신의 결정에 대하여 정치적 책임을 지는 입법자의 책
임범위에 속하므로, 헌법재판소는 단지 제한적으로만 입법자 또는 그로부터 위
임받은 집행자에 의한 보호의무의 이행을 심사할 수 있는 것이다.
∙ 국가가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안전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심사할 때에는 국가가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어도 적절하고 효
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하였는가 하는 이른바 ‘과소보호 금지원칙’의 위
반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인데도 국가가 아무런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든지 아니면 취한 조
치가 법익을 보호하기에 전적으로 부적합하거나 매우 불충분한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국가의 보호의무의 위반을 확인하여야 하는 것이다.
∙ 재판관 송두환의 위헌의견

- 국가가 어떠한 입법ㆍ행정상의 조치를 통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안전을 유지,
보호하고 그에 대한 침해의 위험을 방지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국가의 폭 넓은
재량에 맡겨져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헌법재판소로서는 원칙적으로 국가가 기
본권 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만 국가의 해당 작위나 부작위의 위
헌성을 확인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그 기준을 “과소보호 금지
원칙”이라 하여 이를 기본권 보호의무 위반에 관한 심사의 기준으로 삼아 왔다.
- 그런데 구체적 사안에서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이행조치가 과소보호 금지원칙에
위반된 것인지 여부를 실제로 판단함에 있어서 그 기준의 엄격 정도는 일률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문제되는 기본권 보호법익의 종류 및 중요도, 위험의
정도와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 형량하여 구체적으로 확정하여야 할 것이다.
- 이 사건 사안과 같이 국민의 생명ㆍ신체 내지 보건 등 매우 중요한 사항에 관한
것인 경우, 특히 이 사건 고시와 같이 위험성을 내포한 식재료가 대량으로 수입
되어 국내에서 제대로 검역되지 못한 채 유통됨으로써 일반 소비자에게 초래될
수 있는 위험의 정도와 내용이 매우 중대하고 심각할 뿐 아니라 이를 돌이키거나
통제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안에 있어서는, 단순히 기본권보호의무 위반이 명백한
경우에만 그 보호조치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는 것은 국가에게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를 부과한 헌법의 기본정신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고,
제3자의 권리나 공익을 침해함이 없이 채택할 수 있는 더 개선된 다른 보호수단
이 존재하거나, 보호법익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과 시도를

272

제 3 절 법령의 헌법적합성 심사기준 세부 검토

다하였다는 점이 명백하지 아니한 한, 헌법상 충분한 보호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없다 할 것이다.

(5)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2009.2.26. 2005헌마764,
2008헌마118 병합)
심판대상 조문
(2003.5.29. 법률 제6891호로 개정된 것)

현행 조문
(2011.6.8. 법률 제10790호)

제 4 조(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①

제 4 조(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①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제4조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제4

및 제126조 내지 제128조, 육운진흥법 제

조, 제126조, 제127조 및 제128조, ｢여객

8조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6조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 제61조 또는

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에 따른

입된 경우에는 제3조 제2항 본문에 규정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제3조

된 죄를 범한 당해 차의 운전자에 대하

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차의 운

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3조

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나 보험계약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또는 공제계약이 무효 또는 해지되거나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계약상의 면책규정 등으로 인하여 보험

1. 제3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자 또는 공제사업자의 보험금 또는

2.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

공제금 지급의무가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不具)

러하지 아니하다.

가 되거나 불치(不治) 또는 난치(難治)

② ～ ③ (생 략)

의 질병이 생긴 경우
3. 보험계약 또는 공제계약이 무효로 되
거나 해지되거나 계약상의 면책 규정
등으로 인하여 보험회사, 공제조합 또
는 공제사업자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
지급의무가 없어진 경우
② ～ ③ (생 략)

[전문개정 2011.4.12]

【결정요지】
∙ 기본권 보호의무란 기본권적 법익을 기본권 주체인 사인에 의한 위법한 침해 또

는 침해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하는 국가의 의무를 말하며, 주로 사인인
제3자에 의한 개인의 생명이나 신체의 훼손에서 문제되는데, 이는 타인에 의하
여 개인의 신체나 생명 등 법익이 국가의 보호의무 없이는 무력화될 정도의 상
황에서만 적용될 수 있다.

273

제 2 장 법령의 헌법적합성 제고를 위한 심사기준

∙ 이 사건에서는 교통사고를 방지하는 다른 보호조치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형벌권

이란 최종적인 수단을 사용하여야만 가장 효율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신체권을
보호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만일 형벌이 법익을 가장 효율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형벌권을 포기한 것이라면 국가는 기
본권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생명ㆍ신체의 안전과 같은 청구인들의 중요한 기
본권을 침해한 것이 될 것이다.
∙ 국가가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안전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하더라도 국가의 보호

의무를 입법자 또는 그로부터 위임받은 집행자가 어떻게 실현하여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원칙적으로 권력분립과 민주주의의 원칙에 따라 국민에 의하여 직접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고 자신의 결정에 대하여 정치적 책임을 지는 입법자의
책임범위에 속하므로, 헌법재판소는 단지 제한적으로만 입법자 또는 그로부터
위임받은 집행자에 의한 보호의무의 이행을 심사할 수 있는 것이다.
∙ 국가가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안전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심사할 때에는 국가가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어도 적절하고 효율
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하였는가 하는 이른바 ‘과소보호금지원칙’의 위반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
한 상황인데도 국가가 아무런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든지 아니면 취한 조치가
법익을 보호하기에 전적으로 부적합하거나 매우 불충분한 것임이 명백한 경우
에 한하여 국가의 보호의무의 위반을 확인하여야 하는 것이다.
∙ 국가의 신체와 생명에 대한 보호의무는 교통과실범의 경우 발생한 침해에 대한

사후처벌뿐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운전면허취득에 관한 법규 등 전반
적인 교통관련법규의 정비, 운전자와 일반국민에 대한 지속적인 계몽과 교육, 교통
안전에 관한 시설의 유지 및 확충,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제도 등 여러가지
사전적ㆍ사후적 조치를 함께 취함으로써 이행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는 교통
사고를 방지하는 다른 보호조치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형벌권이란 최종적인 수단
을 사용하여야만 가장 효율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신체권을 보호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이를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형벌권의 행사가 곧 법익의 보호
로 직결된다는 양자 간의 확연하고도 직접적인 인과관계와 긴밀한 내적인 연관관
계가 요구되고, 형벌이 법익을 가장 효율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경
우, 국가가 형벌권을 포기한다면 국가는 그의 보호의무를 위반하게 된다.
∙ 교통과실범에 대한 국가형벌권의 범위를 확대한다고 해서 형벌권의 행사가 곧

확실하고도 효율적인 법익의 보호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형벌의 일반예방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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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와 범죄억제기능을 어느 정도 감안한다 하더라도 형벌을 통한 국민의 생명ㆍ
신체의 안전이라는 법익의 보호효과는 그다지 확실한 것이 아니며, 결국 이 경
우 형벌은 국가가 취할 수 있는 유효적절한 수많은 수단 중의 하나일 뿐이지,
결코 형벌까지 동원해야만 보호법익을 유효적절하게 보호할 수 있다는 의미의
최종적인 유일한 수단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 이 사건 법률조항을 두고 국가가 일정한 교통사고범죄에 대하여 형벌권을 행사

하지 않음으로써 도로교통의 전반적인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적
절하고 유효하게 보호하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든지, 아니면 국가가 취한
현재의 제반 조치가 명백하게 부적합하거나 부족하여 그 보호의무를 명백히 위
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3. 심사기준
【 착안점】
◈ 입법에 있어서는 헌법상 기본권의 보호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헌법이 요구

하는 효과적인 보장수준의 하한을 준수해야 한다.
◈ 기본권의 최소보호 수준은 엄정한 비례적 판단 보다는 개별적 사건, 보호법익

의 종류, 보호법익의 중요도, 위험의 정도(침해의 심각성, 침해의 빈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 국민의 기본권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혀 아무런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취한 조치가 법익을 보호하기에 명백하게 전적으로 부적합하거나
불충분하지 않도록 한다.
☞ 생명ㆍ신체라는 기본권적 법익의 침해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그 법익이 헌법

질서에서 차지하는 의미와 비중의 중대성, 그에 대한 위험의 직접성ㆍ심각성ㆍ
상대적으로 높은 개연성에 비추어 볼 때 기본권을 보호하여야 할 의무를 현
저하게 위반하지 않도록 한다.
【 주요 심사기준】

기준 1

◈ 기본권적 법익 침해는 수인한도를 넘어설 정도가 되어서는 아니

[기본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생명ㆍ 신체의 기본권적 법익 침해로 연

관련]

결될 가능성이 없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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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행위에 대한 형벌 이외의 여타의 보호대책들은 충분히 개

선될 가능성이 있는 막연한 장래의 시점이 아니라, 입법 당시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관련 결정례] 헌재 1997.1.16. 90헌마110ㆍ136 병합

◈ 형벌권의 행사가 법익의 보호로 직결된다는 확연하고도 직접적인

인과관계와 긴밀한 내적인 연관관계가 요구되고 형벌이 법익을
기준 2
[형벌법규]

가장 효율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경우, 형벌을 규
정해야 한다.
[관련 결정례] 헌재 2009.2.26. 2005헌마764, 2008헌마118(병합)

Ⅹ. 체계정당성 원칙
1. 의 의
입법기능은 법질서를 형성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모든 법질서 형성기능이 존중
해야 하는 일정한 이론상의 한계를 무시할 수 없다. 즉, 체계정당성의 원칙(Prinzip
der Systemgerechtigkeit oder Systemgemäßheit)이 바로 그것이다. 체계정당성의 원칙
이란 동일 규범 내에서 또는 상이한 규범 간에 그 규범의 구조나 내용 또는 규범
의 근거가 되는 원칙면에서 상호 배치되거나 모순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하나의
헌법적 요청이다. 이는 규범 상호간의 구조와 내용 등이 모순됨이 없이 체계와 균
형을 유지하도록 입법자를 기속하는 헌법적 원리라고 볼 수 있다.103) 규범 상호간
의 체계정당성을 요구하는 이유는 입법자의 자의를 금지하여 규범의 명확성, 예측
가능성 및 규범에 대한 신뢰와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고 이는 국가공
권력에 대한 통제와 이를 통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장을 이념으로 하는 법치
주의원리로부터 도출된다.
입법에 있어서 체계성의 원리는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즉, 법적 규율은 한
편으로 전체 법질서의 체계에 올바르게 편입될 수 있어야 하며, 그 자체 또는 규율
상호간에 모순되지 말아야 한다(내부체계성). 다른 한편 법적 규율은 그 내용파악
103) Franz-Josef Peine, Systemgerichtigkeit. Die Selbstbindung des Gesetzgebers als Maßtabe der Normkontrolle,
Baden-Baden 1985, S.11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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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능하고 정당하게 이해될 수 있게 또한 그 상호관계가 해명될 수 있도록 편
제되어야 한다(외부체계성).104) 따라서 입법자는 규율목적과 모순되고 규율대상인
사항영역의 질서구조와 조화될 수 없는 규정을 제정하여서는 아니 된다.105)
그러나 현행 법질서는 문제를 정의하는 실천적 근거에서 부터 분류기준이 다양
하며 또한 변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법질서 내에서 통일적이고 일관성 있는 체
계를 실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전체 법체계 또는 부분 법체계의 수
립을 위한 다양한 관점과 실마리가 필요하다. 입법은 변화되는 사건과 관련되어
항상 다시 정립되어야 하고 결코 최종적인 질서를 수립할 수 없기 때문에 입법체
계는 문제적 관점에서 개방되어야 하며, 변모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결국 입법자가 연속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를 체계화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작
업이며, 전체 법소재에 만족스러운 체계를 제시하는 것도 어렵다. 또한 각각의 법령
이 따로 그 제정시기를 달리하여 제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으므로 법령간의 모순 저
촉을 완전히 해소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나 입법에 있어서는 당연히 완
벽을 기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되나, 만일 이러한 모순 저촉이 발생한 경우
에 그것을 방치해 두는 것도 법체계․법질서의 혼란을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각
개별법령은 처음부터 상호모순이 발생하지 않게 그 제정의 시점에서부터 충분히 배
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2. 헌법재판소 주요 결정례
헌법재판소에서는 체계정당성 원칙에 대해 “모법과 하위 법령 사이의 모순이
발생하는 것”106) 또는 “규범의 구조나 내용 또는 규범의 근거가 되는 원칙 면에서
상호 배치되거나 모순되는 것”,107) “형벌의 가중의 정도가 통상의 형사처벌과 비
교하여 현저히 정당성과 균형을 잃은 것이 명백한 것”108) 등의 문제로서 판단하
고 있다. 또한 이들 체계정당성의 문제에 대해 일반적으로 일정한 공권력작용이
체계정당성에 위반한다고 해서 곧 위헌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104) Peter Noll, Gesetzgebungslehre, Reinbeck 1973, S.206ff.
105) Paul Kirchhof, Der allgemeine Gleichheitssatz, in : Josef Isensee/Paul Kirchhof(Hrsg.), Handbuch des
Staatsrechts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Band Ⅴ, 2. Aufl., Heidelberg 2000, S.231ff.
106) 헌재 2010.5.27. 2008헌바66.
107) 헌재 1995.7.21. 94헌마136.
108) 헌재 2009.2.26. 2008헌바9ㆍ43(병합) 전원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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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체계정당성 위반 자체가 바로 위헌이 되는 것은 아니고 이는 비례의 원칙이
나 평등원칙위반 내지 입법의 자의금지위반 등의 위헌성을 시사하는 하나의 징후
라고 보고 있다. 그러므로 체계정당성위반은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원칙위반 내지
입법자의 자의금지위반 등 일정한 위헌성을 시사하기는 하지만 아직 위헌은 아니
고, 그것이 위헌이 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 등 일
정한 헌법의 규정이나 원칙을 위반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2항 제1호에 대한 헌법소원
(1992.4.28.90헌바24)

심판대상 조문
(1966.2.23. 법률 제1744호, 개정 1973.2.24.
법률 제2550호, 1984.8.4. 법률 제3744호)

현행 조문
(2011.12.31. 법률 제11136호)

제 5 조의3(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제 5 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생 략)

｢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

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장소로부

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

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때에는 다음의

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

1. 피해자를 치사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사형ㆍ무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

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

2. (생 략)

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
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
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

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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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 형벌을 가중하는 특별법의 제정에 있어서도 형벌위협으로부터 인간의 존엄과 가

치를 존중하고 보호하여야 한다는 헌법 제10조의 요구와 그에 따른 입법상의 한
계가 있는 것이며 나아가 입법자가 법관들에게 구체적 양형을 선고함에 있어서
그 책임에 알맞는 형벌을 선고할 수 있도록 형벌개별화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
는 폭넓은 범위의 법정형을 설정하여 실질적 법치국가의 원리를 구현하여야 하
는 헌법적 제약이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라는 예외적이고도 특별한 법률제정형식을 빌리는

입법방법은 일면 특정범죄에 대한 입법정책의 수행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국민의
관심을 불러 일으킴으로써 일반예방적 입법목적을 탄력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을 전혀 부인할 수는 없지만,
반면 당시의 특수한 사정과 필요에 따라 제정되는 결과로 총체적인 법체계의 정
당성 상실로 법적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고 그에 따른 국민의 법인식의 혼란
과 형벌의 가중현상을 야기시켜 새로운 흉악범을 양산시킬 수가 있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효과도 대단히 크다는 점을 간과할 수가 없다.
∙ 그러므로 입법권자는 유동적이고 가변적인 현대사회의 다양한 현상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그 제정이 필요하거나 이를 정당하게 할 특별한 사안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의 일반형사법에 대한 특별규정으로 특정범죄에 대하여 예외적으
로 적용하는 특가법을 제정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지만, 특가법 역
시 다른 법률과 마찬가지로 통일된 헌법질서 내에서 체계와 조화를 이루도록
제정되어야 하는 것이며 만약 특가법이 단순히 특례사항의 입법의지관철에만
목적을 두고서 그 입법정책의 수행이 남용되는 경우에는 양산되는 특가법으로
인하여 소위 “법률의 홍수”와 형벌의 위하 속에서 새로운 사회적 불안을 초래하
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는 결코 바람직스럽지 못한 입법이라고 할 것이다.
∙ 따라서 특별한 가중사항은 관계 특정범죄의 대상법률의 규정안에서 예외적인 조치

규정을 두는 방향으로 입법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특가법의 문제는 그 실질적 비
중에 따른 허용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입법자의 입법취지를 고려한 제정의 필요
성 및 그 허용범위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헌법에 합치하는가의 여부가 논의되
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특가법은 빈번하게 법개정을 하여야 하는 사
항과 일시적 효과와 조치만으로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특별한 특정사항에
한정하여 제정하여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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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황도연의 반대의견

- 우리는 교통사고 발생후 사고운전자에게 피해자의 사망이란 무거운 결과의 발
생에 관하여 고의가 있는 경우도 이 사건 법률조항에 해당한다고 보는 바이고,
이 사건 범죄의 죄질은 살인죄의 그것과 비견하거나 때로는 그것을 능가할 정
도로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이해하며, 그 법정형의 하한이 살인죄의 그것보다 높
은 것도 수긍할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우리의 견해에 의
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다수의견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헌법규정이나 헌법이
념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 우리도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 법정형이 매우 높은데 비하여 입법상 여러가지
미비점을 내포하고 있어 형사입법으로서는 졸렬한 것임을 인정하는 바이나, 이
러한 입법정책 내지 입법기술의 당부의 문제와 그것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
부의 문제는 판단의 기준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입법의 졸렬이 곧 헌법위반은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2)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12조 제3호 위헌확인(1993.7.29. 93헌마23)

심판대상 조문
(1990.12.31. 법률 제4311호)

현행 조문
(공직선거법, 2012.2.29. 법률 제11374호)

제12조(피선거권이 없는 자) 다음 각호의 1

제19조(피선거권이 없는 자) 선거일 현재 다

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1.∼ 2. (생 략)

없다.

3. 선거범으로서 5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1.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제1항제1호․

선고를 받은 후 6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형
이 실효된 자를 포함한다)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6년을 경과
하지 아니한 자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
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4. 생 략

【결정요지】
∙ 선거의 공정성을 해친 선거사범에 대하여 일정기간 피선거권의 행사를 정지시킴

으로써 주권자인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과 표현의 과정인 참정권 행사를 공명
하게 담보할 필요성이 있는 점은, 국회의원선거의 경우나 지방의회의원선거의
경우나 모두 동일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구성요건이 동일 또는 유사한 동일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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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선거범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위 두 선거법의 법정형이 동일한 것이 바람직
하다. 그런데 동일유형의 선거범에 대하여 국회의원선거법이 지방의회의원선거
법보다 대체로 벌금형(법정형)의 형량을 높여 놓고 있다면, 그에 따라 동일유형의
선거범에 대한 선고형도 일반적, 원칙적으로는 국회의원선거법 위반의 경우가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위반의 경우보다 다액일 개연성이 높다.
∙ 선고형을 기준으로 하는 피선거권 정지사유로서의 벌금형의 금액은 위 두 선거

법의 법정형(벌금액)이나 그 처단형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정할 수 밖에 없고
따라서 국회의원선거법의 경우가 지방의회의원선거법의 경우보다 높은 것(피선
거권 정지사유로서의 벌금액이 다액인 것)은 합리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두 법률조항의 적용상의 상호관계에 있어서 청구인 주장과 같은 불합리한 일면

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나라의 선거법체계가 단일한 선거법(예컨대 일
본의 “공직선거법”과 같은)으로 되어 있지 아니하고 각종 선거법으로 분산되어
있으며 또 각종 공직선거에 관한 기본적, 공통적인 사항을 통일적으로 규정한
선거기본법 같은 법률도 따로 없는 데다가 각종 선거법을 그때 그때의 현실적인
필요에 따라 각각 수시로 개정하면서 선거법체계의 전체적 조정에 유의하지 아
니한 입법정책 내지 입법기술의 졸렬에서 기인한 것으로 넓은 의미에서의 체계
부조화 내지 부적합이 될 수 있을 뿐, 위에서 본 이 사건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그것만으로 곧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거나 청구인의 공무
담임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헌법위반이 된다고는 볼 수 없다. 다만, 이러한 입법
정책 내지 입법기술의 졸렬에서 오는 체계상의 부조화 내지 부적합도 경우에
따라서는 헌법위반의 사태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 기회에 우리 나라 선거법
전반에 관한 체계적 재검토와 그에 의한 입법적 시정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3) 고발권불행사 위헌확인(1995.7.21. 94헌마136)

심판대상 조문
(1992.12.8. 법률 제4513호로 개정된 것)

현행 조문
(2012.3.21. 법률 제11406호)

제71조(고발) 제66조 및 제67조의 죄는 공

제71조(고발) ① 제66조(罰則) 및 제67조(罰則)

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의 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제기할 수 있다.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6. 12.30>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6조 및 제67조의

죄중 그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
하고 중대하여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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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조문
(2012.3.21. 법률 제11406호)

심판대상 조문
(1992.12.8. 법률 제4513호로 개정된 것)

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에게 고
발하여야 한다. <신설 1996.12.30>
③ 검찰총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

발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 공정
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1996.12.30>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소가 제기된 후

에는 고발을 취소하지 못한다. <신설 1996.
12.30>
[전문개정 1992.12.8]

【결정요지】
∙ 재판관 조승형의 별도의견

- 이 법률은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유통 및 거래
질서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이를 실효성 있게 뒷받침하기 위하여 이를
위반한 사업자 등에 대한 다양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법률규정은
사업자 등에 대한 처벌을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만 가능하도록 규정함
으로써 사용자 등에 대한 벌칙의 실효성을 저해하고, 결국 이 법률의 입법목적과
취지에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
- 이는 규범 상호간의 내용과 체계상의 조화를 요구하는 헌법상의 체계정당성의 요청
에 반하는 것이다. 체계정당성이라 함은 일정한 법률의 규범 상호간에는 그 내용
과 체계에 있어서 조화를 이루고 상호 모순이 없어, 결국 모든 규정의 내용과 체
계가 상호 모순과 갈등 없이 그 본래의 입법목적의 실현에 합치되고 이바지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이 법률규정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동법의 벌칙규정의
실효성을 저해하고, 나아가 동법의 입법취지와 목적 실현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규범 상호간의 모순과 갈등을 야기시키고 있으므로 결국 헌법상의 체계정당성의
요청에도 위배되는 위헌적 규정이라 할 것이다.
- 다른 법률들에서도 전속고발제도를 두고 있으므로 이 법률규정만을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견해도 있을 수 있으나, 다른 법률은 모두 조세과징금 등을 차질
없이 징수하기 위한 수단 등을 유효하게 담보하기 위하여 전속고발제도를 두었
을 뿐 일반국민의 직접적인 피해와 관련되는 범칙행위를 그 대상으로 삼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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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아니하기 때문에 즉 소비자 기본권 침해 여부와는 무관한 규정들이기 때
문에, 이 법률규정과는 달리 위헌여부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한다(이 법률규정
이외에 전속고발제도를 두고 있는 다른 법률로는 조세범처벌법, 출입국관리법,
외자도입법, 해운법, 항만운송사업법, 하도급거래정화에관한법률, 사료관리법, 석
유사업법, 건설업법, 주차장법이 있다).

(4) 토지수용법 제73조 위헌소원(2002.11.28. 2002헌바38)

심판대상 조문
(1981.12.31. 법률 제3534호로 개정된 것)

현행 조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011.8.4. 법률 제11017호)

제73조(이의의 신청) ① 중앙토지수용위원

제83조(이의의 신청) ① 중앙토지수용위원

회의 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회의 제34조에 따른 재결에 이의가 있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

있다.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의 신청은

②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제34조에 따른

재결서의 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월이

재결에 이의가 있는 자는 해당 지방토지

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수용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의 신청

은 재결서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8.4]

【결정요지】
∙ 재판관 주선회의 반대의견

- 입법자가 입법을 할 때 입법자는 헌법상의 평등원칙에서 나오는 체계정당성(Systemgerechtigkeit)을 준수해야 할 헌법적 명령을 받고 있다. 법질서의 체계적인 구조를
벗어나는 특별입법을 할 때, 사물논리적 구조에 비추어 동일하게 다루어야 할 사
항을 특단의 합리적 이유없이 달리 취급하는 입법을 하는 것은 곧 입법자의 자의를
징표하게 된다. 즉 동일한 법률요건에 동일한 법률효과를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규범충돌을 야기시키고 입법자가 자기기속에 반하는 가치모순을 드러낸다면 그것
은 헌법상 자의금지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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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치모순적인 규범들 중에 어느 것에 우선적인 효력을 부여하느냐의 문제에 있어서
적어도 절차법을 규율하는 경우에 일반법과 달리 규율하려고 할 때에는 그것에
대한 필요충분한 차별규율근거가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이미
체계위배의 특례에 대해서 위헌결정을 한 바가 있다.
- 토지수용법에 따른 토지수용에 관한 처분은 전형적인 행정처분이다. 토지수용법은
사법(私法)질서체계와 같은 이종(異種)의 법질서체계에 포섭되는 것도 아니고 동일
한 행정법질서체계 내에 있기 때문에 토지수용의 이의신청기간만을 달리 규율할
합리적인 근거를 찾을 수 없다. 따라서 특별히 단기간의 이의신청기간을 설정하고
있는 심판대상 법조항은 헌법상 체계정당성의 법리에 어긋난 자의적인 규정으로
서 헌법 제11조 및 헌법 제107조 제3항에 위반되어 위헌을 면치 못할 것이다.

(5)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위헌소원(2004.11.25. 2002헌바66)

심판대상 조문
(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개정되고,
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현행 조문
(2010.6.10. 법률 제10366호)

제43조(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① 권리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

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등기

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생 략)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2.31>

②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유예기간중에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거나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

이 법 시행일 이후 실질소유자가 아닌

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자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아니한 경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제외하고 조세회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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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대상 조문
(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개정되고,
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현행 조문
(2010.6.10. 법률 제10366호)

③, ④ (생 략)

전에 신탁이나 약정에 의하여 타인 명

⑤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

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록되

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된 관세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에

⑥ (생 략)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그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
인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사람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

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등의 명
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
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
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
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

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인세법｣제109조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
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④ 제1항제2호는 주식등을 유예기간에 실

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나 그 주식이 출자된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
게 그 전환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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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대상 조문
(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개정되고,
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현행 조문
(2010.6.10. 법률 제10366호)
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등을 하
는 경우와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하는 경
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란 ｢
국

세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7호에 규정
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⑦ 삭 제 <2011.12.31>

[전문개정 2010.1.1]

【결정요지】
∙ ‘체계정당성’(Systemgerechtigkeit)의 원리라는 것은 동일 규범 내에서 또는 상이한

규범 간에 (수평적 관계이건 수직적 관계이건) 그 규범의 구조나 내용 또는 규
범의 근거가 되는 원칙면에서 상호 배치되거나 모순되어서는 안 된다는 하나의
헌법적 요청(Verfassungspostulat)이다. 즉 이는 규범 상호간의 구조와 내용 등이
모순됨이 없이 체계와 균형을 유지하도록 입법자를 기속하는 헌법적 원리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규범 상호간의 체계정당성을 요구하는 이유는 입법자의 자의를
금지하여 규범의 명확성, 예측가능성 및 규범에 대한 신뢰와 법적 안정성을 확보
하기 위한 것이고 이는 국가공권력에 대한 통제와 이를 통한 국민의 자유와 권
리의 보장을 이념으로 하는 법치주의원리로부터 도출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그러나 일반적으로 일정한 공권력작용이 체계정당성에 위반한다고 해서 곧 위헌

이 되는 것은 아니다. 즉 체계정당성 위반(Systemwidrigkeit) 자체가 바로 위헌이
되는 것은 아니고 이는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원칙위반 내지 입법의 자의금지위반
등의 위헌성을 시사하는 하나의 징후일 뿐이다. 그러므로 체계정당성위반은 비례
의 원칙이나 평등원칙위반 내지 입법자의 자의금지위반 등 일정한 위헌성을 시사
하기는 하지만 아직 위헌은 아니고, 그것이 위헌이 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비
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 등 일정한 헌법의 규정이나 원칙을 위반하여야 한다.
∙ 또한 입법의 체계정당성위반과 관련하여 그러한 위반을 허용할 공익적인 사유가

존재한다면 그 위반은 정당화될 수 있고 따라서 입법상의 자의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체계정당성의 위반을 정당화할 합리적인 사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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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에 대하여는 입법의 재량이 인정되어야 한다. 다양한 입법의 수단 가운데서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것은 원래 입법의 재량에 속하기 때문이다. 그러
므로 이러한 점에 관한 입법의 재량이 현저히 한계를 일탈한 것이 아닌 한 위헌
의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 이 사건에서 보면 증여세 이외의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에 명의신

탁을 증여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입법수단을 입법자가 선택한 것은 이미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이를 제재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
목적이 정당하고 그 수단이 조세회피행위의 방지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는데 적
합하고 나아가 증여세 이외의 조세를 회피하고자 하는 명의신탁에 대한 제재방법
으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형벌이나 과징금을 과하는 등의 다른 대체수단에
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더 많은 피해를 준다고 볼 수도 없고 명의수탁자가 입게
되는 재산상의 불이익보다 이로써 달성되는 공익이 현저히 크다고 판단된다.
∙ 그렇다면 조세범위확장조항을 통하여, 증여세가 아닌 다른 조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이 명의신탁에 인정되는 경우에도 명의신탁을 증여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한 입법의 선택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고 여기에 입법재량의
한계를 현저히 일탈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체계부정합으로 인한
위헌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위헌제청(2004.12.16. 2003헌가12)

현행 조문
(2006.3.24. 법률 제7891호)

심판대상 조문
(1990.12.31. 법률 제4294호로 개정된 것)
제 3 조(집단적 폭행 등) ① (생 략)

제 3 조(집단적 폭행등) ① 단체나 다중의

② 야간에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위력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여 위력을 보임으로써 제2조제1항에 열

③, ④ (생 략)

거된 죄를 범한 자 또는 흉기 기타 위험
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자는
제2조제1항 각 호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1962.7.14, 1990.12.31, 2006.3.24>
② 삭 제 <2006.3.24>
③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06.3.24>
1. 제2조제1항제1호에 열거된 죄를 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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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조문
(2006.3.24. 법률 제7891호)

심판대상 조문
(1990.12.31. 법률 제4294호로 개정된 것)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2. 제2조제1항제2호에 열거된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3. 제2조제1항제3호에 열거된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④ 이 법 위반(｢형법｣각본조를 포함한다)

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다
시 제1항의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도 제3항과 같다. <신설 1980.12.18,
1990.12.31, 2006.3.24>

【결정요지】
∙ 범죄와 형벌의 균형은 헌법질서에 기초한 그 시대의 가치체계와 일치되어야 한다.

행위의 불법성에 대한 인식에 일정한 가치합의가 있다고 해도 그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는 헌법의 가치체계를 존중하면서 형벌법규 전반에 걸쳐 일정한 비례관계가
갖추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따라서 기본법인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구체
적인 법정형은 개별적인 보호법익에 대한 통일적인 가치체계를 표현하고 있다고
볼 때, 사회적 상황의 변경으로 인해 특정 범죄에 대한 형량이 더 이상 타당하지
않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법정형에 대한 새로운 검토를 요하나, 특별한 이유로 형
을 가중하는 경우에도 형벌의 양은 행위자의 책임의 정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 어떤 유형의 범죄에 대하여 특별히 형을 가중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가중의 정도가 통상의 형사처벌과 비교하여 현저히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을 잃은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장하는 헌법의
기본원리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법의 내용에 있어서도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위헌적 법률이라는 문제가 제기된다.
∙ 폭처법 제3조 제2항에 해당하는 범죄와 유사하거나 관련있는 범죄로서 동 조항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범죄를 살펴 보면, 예컨대 형법 제259조 제1항의 상해치
사의 경우 사람의 사망이라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한 범죄임에도 3년 이상의 유
기징역형으로 그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상해치사의 범죄를 야간에
흉기 기타 물건을 휴대하여 범한 경우에도 그 법정형은 여전히 3년 이상의 유
기징역형임을 고려하면, 야간에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28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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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의 협박죄를 범한 자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법정형이 형벌의 체계정당성에 어긋남을 알 수 있다.
∙ 물론 야간에 흉기 등을 소지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주간에 흉기 등을 소지

하지 아니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보다 그 죄질이 중하고 위험성도 높으므로
중하게 처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법정형을 가중하는
것도 형법상의 기존 법정형을 기준으로 일정 정도를 가중하는 것이 옳고, 그 가
중의 정도도 유사범죄와 비교하여 현저히 부당하지 아니한 범위내에서 가중하
도록 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 그런데, 예컨대 야간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한 자 또는 체포ㆍ감금,

갈취한 자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것이 폭력행위의 근절이라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입법자의 선택이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법률
조항은 이러한 폭력행위자를 행위내용 및 결과불법이 전혀 다른, “협박”을 가한 자
를 야간에 위험한 물건의 휴대라는 범죄의 시간과 수단을 매개로, 상해를 가한 자
또는 체포ㆍ감금, 갈취한 자와 동일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것은 달리 취급하
여야 할 것을 명백히 자의적으로 동일하게 취급한 결과로서, 형벌체계상의 균형
성을 현저히 상실하여 평등원칙에도 위배된다고 할 것이다.

3. 심사기준
【 착안점】
◈ 체계정당성 위반자체가 바로 위헌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

원칙위반 내지 입법의 자의금지위반 등의 위헌성을 시사하는 하나의 징후가
되므로, 입법시에서는 기존의 규범 상호간의 구조와 내용 등과 모순과 갈등없
이 체계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 특정한 문제를 새로이 규율하려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현존하는 법질서체계

를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 기존의 법령을 개정하거나 보완할 경우에는 기존의 법질서와 규범충돌이 발

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체계정당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모법과 하위 법령 사이의 모순이 발

생하지 않도록 하고, 법령의 구조나 내용 또는 법령의 근거가 되는 원칙 면
에서 상호 배치되거나 모순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법령을 정비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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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심사기준】
◈ 법질서의 체계적인 구조를 벗어나는 특별형법을 마련할 경우에

는 기본법인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보호법익과 통일적인 가치체
계와 균형을 이루도록 한다.
기준 1
[형사법규]

☞ 특별형법상의 법정형은 통상의 형사처벌과 비교하여 기본적인 보

호법익과 죄질에서 현저히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한다.
[관련 결정례] 헌재 2002.11.28. 2002헌바38 ; 헌재 2004.12.16. 2003헌가12 ;
헌재 2006.12.28. 2006헌가12

◈ 기존의 개별법에 대한 우월성을 규정하는 법률 또는 특별법을

제정하는 경우에는 기존 법률과의 관계에서 상호간에 모순ㆍ저
촉이 생기지 않도록 다른 법률과의 관계나 특례대상 법률을 명
확히 해야 한다.
기준 2
[행정법규
일반]

◈ 동일한 법질서체계 내에 있는 법령 상호간에는 용어를 일관성있

게 통일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상호 조화될 수 없는 개념들을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 동일한 법질서체계 내에 있는 법령 상호간에는 동일한 구성요건

하에 상이한 법적 효과를 규정하지 않도록 한다.
[관련 결정례] 헌재 2002.11.28. 2002헌바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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