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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우리 생활을 떠받쳐주는 무형·유형의 국가의 기본적인 틀로서 우리가 활동
할 수 있는 역사적·물리적 생활공간을 확보해주는 근간이며, 이념과 가치관을 떠나
서 합의할 수 있는 기본텍스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헌법의 규범적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국민통합과 자유민주주의 및
법치주의를 확립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갖습니다.
법제처는 법령심사·법령해석·법령정비 등 정부의 입법업무를 총괄·조정하는 기
관으로서 입헌민주국가의 기본 이념이라고 할 수 있는 법치주의의 정착을 위하여 많
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법제처는 2007년 당시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기본법인 헌법에 대한 주
석서가 아직 발간되지 않았다는 점과 헌법재판소 결정례, 대법원 판례 등 헌법 관련
결정이 많이 집적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국가 입법역량 강화의 기초 자료로 활
용하기 위해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에 걸쳐 대한민국 헌법의 각 조문별로 그
규범적 의미를 객관적·종합적으로 조명하는 작업을 수행하였습니다.
「헌법주석서 Ⅱ」
는 기본권 부분(헌법 제23조부터 제39조까지)에 대해 한국헌법학
회의 전문연구팀들이 해당 조문별로 입헌취지, 연혁, 비교법적 의의, 다른 조문과의
체계적 관계, 관련 판례 및 학설 등을 객관적 입장에서 기술한 것으로 2007년에 처
음 발간하였습니다.
금년에 3년에 걸친 헌법주석서 작업의 마지막 부분인「헌법주석서 Ⅳ」법원 등에
관한 장(헌법 제101조부터 제130조까지)을 발간한 후 각계각층에서「헌법주석서
Ⅱ」
의 재발간 요청이 많아 다시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재발간 되는「헌법주
석서 Ⅱ」
의 내용은 2007년에 발간된 내용과 동일하며 독자들이 더욱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편집을 수정·보완하였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주석서는 국가작용의 기초가 되는 정책을 법제화하거나 법령을 입
안·해석·집행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일선 법집
행기관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의 헌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또한, 법학계 및 법조계에서 헌법과 관련 법제도의 발전을 위한 연구에 유용
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한편, 대한민국 헌법에 대한 주석사업은 미래지향적인 헌법담론을 시작하는 계기
를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2009년 12월 29일「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저탄소 녹색성
장에 대한 규범화·제도화 노력이 본격화 되고 있습니다. 인류의 공동유산인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보다 확실히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법률적 차원을 넘
어서 국민의 기본적 권리와 의무 그리고 국가의 정책목표를 제시하는 헌법적 차원에
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직접 다룰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실현하고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으로서 국제사회에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국가의 항구적 목표로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헌법규범화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민할 시점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열정을 아끼지 않은 한국헌법학회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 3.
법제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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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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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23조
김문현(金文顯)

第23條
① 모든 國民의 財産權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限界는 法律로 정한다.
② 財産權의 행사는 公共福利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公共必要에 의한 財産權의 收用·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補償은 法
律로써 하되, 정당한 補償을 支給하여야 한다.

Ⅰ. 재산권보장의 역사적 발전
1. 재산권은 역사적 개념이며 그 사회의 역사적 관습이나 법의식, 사회적 상황, 특히
그 사회의 생산양식에 의해1) 결정된다. 따라서 봉건제 생산양식에서 자본주의 생산양식
으로의 이행은 그 소유권 개념의 변화를 가져왔고 또한 자본주의가 매뉴팩처단계에서 산
업자본주의 단계－독점자본주의 단계로 발전함에 따라 소유권 개념도 이에 대응하여 자
연법적 소유권 개념에서 자유방임적·실정법적 소유권 개념－사회구속적 재산권 개념으
로 변모하였다.
2. 먼저 봉건사회에 있어서의 소유권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표지(標識)에 의해 특징지
워졌다.2)

1) K
 . Marx는 역사상 무수한 소유의 형태가 존재하였는데 그 사회의 생산양식이 소유의 형태를 결정하고 이러
한 소유의 형태가 분배를 규정한다고 보았다(E. K. Hunt, 김성구·김양화 공역, 경제사상사Ⅰ, 1982, 292).
2) 甲斐道太郞·稻本洋之助·戒能通厚·田山輝明, 所有權思想の歷史, 有斐閣, 1979, 71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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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영주에 의한 토지독점이 봉건적 사회관계의 근저를 이루며, 둘째, 토지지배권을
중첩적으로 분할하여 영주가 상급소유권(dominium directum)을 가지고 농민이 하급소
유권(dominium utile)을 가지고 있어 단일의 배타적 소유관계는 존재하지 않았으며, 셋
째, 이러한 토지소유의 중첩적 구성이 사회관계의 계층적 구성의 기초로 되었고 양자는
서로 대응하는 것이었다고 하는 점이다.
즉, 소유는 정치권력의 도구이자 경제 및 정치질서의 구조원리를 의미했다.3) 그러나 이
러한 소유권 개념은 봉건사회의 붕괴와 더불어 소멸하고 자유국가, 자본주의적 생산양식
과 결합한 시민사회의 등장으로 개인주의적이고 자유주의적인 소유권 개념이 등장하게
되었다.
3. 시민혁명은 정치적 자유를 위한 투쟁이었을 뿐 아니라 종래 정치권력의 구조적 기반
을 이루었던 소유관계의 변화와 경제적 활동의 자유를 위한 투쟁이었던 만큼4) 이러한 소
유권 개념의 변화는 어느 의미에서 당연한 것이었다.
봉건적 소유권 개념에 대한 안티테제로 등장한 개인주의적·자유주의적 소유권 개념은
다음과 같은 법적 성질을 가진 권리로 나타났다.
첫째, 소유권은 불가침적 자연법적 인권으로 인식되었다. 1776년의 버지니아 권리장전
에서 미국의 독립선언, 1780년의 매사추세츠헌법에 이르는 13개주의 인권선언 또는 헌
법은 그 구체적 내용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으나 생명과 자유와 더불어 재산권을 자연권으
로 이해하였다. 또한 1789년의 프랑스 인권선언도 제2조 및 제17조에서 자유, 안전, 압
제에 대한 저항권과 함께 재산권을 자연법적 절대적 인권으로 신성불가침한 것으로 규정
하였고 1791년의 헌법 제87조도 사적 소유권을 불가침적인 권리로 규정하였다. 이것은
매뉴팩처단계의 특유한 현상으로서 헌법과 자연법사상의 결합에서 유래하였는데 그 뒤
산업자본주의 단계로 이행하면 Bentham 등에 의한 자연법 비판이 이루어지면서 소유권
도 실정법적 권리로 바뀌었다.5)
둘째, 이러한 자연권으로서의 소유권 개념은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대륙의 경우 Rome
법의 소유권 개념의 계수를 통해 법률적으로 구체화되었다. 이에 따라 소유권은 일원적,

3) Hans-Jochen Vogel, Kontinuität und Wandlungen der Eigentumsverfassung, De Gruyter, 1976, S. 6.
4) ebenda.
5) 長谷川正安, 憲法과 資本主義(국순옥 엮음, 자본주의와 헌법, 까치, 1987), 182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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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적 권리로 구성되고 절대성, 배타성, 항구성, 혼일성을 그 본질적 속성으로 하였다.
소유관계는 사회관계 속에서 파악되지 않고 사람의 물건에 대한 직접적이고 배타적인 권
리로만 이해되었고6) 구체적 조건의 지배태양과는 관계없이 추상화되었다. 한편 영국의
경우 로마법의 계수는 없었으나 이미 17세기에 근대적 소유권 개념이 등장하여 코몬로의
체계 내에 수용되었다.7)
셋째, 이리하여 소유권은 구체제의 사슬에서 해방되어 절대적이고 원칙적으로 무제한
적인 지배권으로 이해되었다.8) 물론 소유권이 완전히 무제한적인 것은 아니었던바 예컨
대, 이러한 소유권 개념에 입각한 대표적 민법전인 나폴레옹민법도 제544조에서‘소유권
은 그 사용이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가장 절대적 방법으로 물건을 사용하고 처분할 수
있는 권리’
라고 규정한 것처럼9) 법령에 의한 소유권의 제한이 인정되긴 하였으나 그것은
예컨대 평등·자유·박애와 같은 헌법의 다른 근본가치에서 그 한계를 인정할 뿐이었고 봉
건적 소유권 제한은 부정되었다.10) 그래서 무제한적 사적 이용이 원칙이고 제한은 예외적
인 것이었다.11) 따라서 국가에 의한 소유권 침해는 정당한 보상이 지급되는 경우에만 인
정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러한 소유권 개념은 사적 모멘트와 사회적 모멘트의 분리가
철저하게 된 소유권을 의미하였다.12)
이와 같은 시민혁명후의 자유주의적·개인주의적 소유권 개념의 등장에는 다음과 같은
사회적·사상적 배경이 놓여있었다고 생각된다.
즉, 첫째는 봉건적 신분질서의 붕괴는 개인의 신분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함과 동시에
신분관계를 통해 확보되었던 개인의 생존보장이 이제는 그러한 신분질서에 의해서가 아
니라 개인 스스로의 책임에 의해 실현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였다. 따라서 재산권은 자
유의 기초임과 동시에 개인생존의 유일한 보루가 되었다.

6) 川島武宜, 所有權法の法理, 岩波書店, 1949, 3ff.
7) Helmut Rittstieg, Eigentum als Verfassungsproblem, Darmstadt, 1976, S. 25f.
8) P
 . Häberle, Vielfalt der Property Rights und der verfassungsrechtliche Eigentumsbegriff, AöR
109, 1984, S. 53.
9) 이러한 프랑스 민법규정은 프랑스가 지배한 제 국가의 민법에 영향을 미쳤다(Gottfried Dietze, Zur
Verteidigung des Eigentums, Tṻbingen, 1978, S. 86).
10) P. Häberle, a.a.O., S. 53.
11) H. J. Vigel, a.a.O., S. 7.
12) 川島武宜(주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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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산업혁명 이전의 초기 자본주의 단계의 경제질서는 소유와 노동이 분리되지 않은
개인적 노동에 바탕을 두는 소상품생산자적 사적 소유에 기초하였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
의 소유의 자유는 바로 노동의 자유, 인간존재의 자유를 의미하였고 자기노동에 기초한
소유권은 불가침적 인권으로 파악되었다.
셋째, 시민혁명기의 소유권 사상은 다른 인권사상과 마찬가지로 봉건적, 절대주의적 지
배자에 대한 피지배자로서의 시민의 권리사상의 산물이었다. 시민혁명이 봉건적 토지소
유와 전기적(前期的) 초기독점으로 특징되는 봉건적, 절대주의적 재산제도와 그것을 지탱
하는 여러 재산제도의 체계에 대한 시민계급의 저항이라고 한다면 그 후에 등장한 소유권
개념이 역사의 주체로 등장한 넓은 의미의 부르조아지의 소유권 사상의 표현임은 당연하
다. 그것은 소상품 생산자와 소매뉴팩처 경영자와 같은 소부르조아계급이 주축이었으나
소유권에 큰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대소유자도 포함되어 있었다.
넷째, 18·19세기를 지배한 자유주의·개인주의 사상은 개인을 이기적이고 원자론적 존
재로 파악하고 또한 개인을 가치의 중심에 놓아 국가는 개인의 자유, 생명, 재산을 보호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또한 개인의 자율적·이기적 활동은 예정조화
에 따라 사회전체의 부를 증대시키고 개인의 행복을 확대시킨다고 보았다. 따라서 국가가
개인의 소유권 행사에 개입해서도 안되고 또 부의 재분배를 주도해서도 안된다고 보았다.
이리하여 소유권의 자유방임적 행사가 인정되었다.
다섯째, 재산권에 대해 중립적 내지 부정적 태도를 보인 바 있는 종래 기독교의 교리해
석과는 달리 칼빈 등에 의해 주도된 종교개혁을 통해 등장한 프로테스탄티즘은 재산권의
신성성을 인정하였다. 즉, Max Weber의 지적처럼 프로테스탄트들에게 있어 직업은 신
의 소명(Beruf)이며 부(富)는 개인의 근면과 성실 그리고 금욕과 절제의 결과였다.13) 이
와 같은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에 있어 재산은 사악과 탐욕의 결과가 아니라 윤리적으로
정당한 것이었다. 즉, 목적으로서의 부(富)의 추구는 죄악으로 배척되지만 직업노동의 결
과로서의 부의 획득은 신의 은총의 표징이라 보았던 것이다.
이상과 같은 자유주의적·개인주의적 소유권 개념은 18~19세기의 재산법 질서를 지배
하였으며 자본주의 법질서의 구조적 원리를 구성하였다.

13) 막스 베버, 양희수 역,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을유문화사, 1985, 41, 194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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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러나 자본주의의 발전과 더불어 사회적·경제적 상황이 변화함에 따라 이와 같은
무제한적 절대적 소유권 개념은‘기능장애(dysfunktional)’
를 일으키고14) 이에 따라 소유
권 개념의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종래의 소유권 개념에 대한 수정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현실적 상황의 변화에 의해 요
구되었다.
첫째, 자본주의의 역사적 발전, 특히 산업혁명에 의하여 기술혁명이 이루어짐에 따라
종래 수공업적 소상품생산양식이 공장제 대규모 상품생산양식으로 바뀜에 따라 종래의
소유권 개념에 중대한 변화가 초래되었다.
즉, 이러한 공장제 상품생산에 따라 숙련노동이 해체되고 농민층이 분해됨에 따라 대량
의 비숙련노동자가 양산되게 되고 이에 따라 본격적인 자본, 임노동관계가 성립하게 되었
다. 그리하여 노동생산물은 노동자의 소유에 귀속하지 않고 생산수단의 소유자의 소유로
귀속하게 되고 J. Locke의 노동에 기한 소유이론에 기초한 소유권의 자연권성은 그 근거
를 상실하게 되었다.
또 소유권은 노동력을 상품으로 소유하는 노동자와 생산수단을 소유하는 자본가에게
있어 각각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즉 자본가의 생산수단의 소유는 자기노동에 기초
하지 않은 잉여가치의 소유를 낳고 또 한편으로 계약자유의 원칙과 결합하여 타인을 지배
하는 권리로 변하였다. 반면 노동자에게 있어서는 노동이 유일한 자기생존의 기초이며 또
자기의 인격에서 분리된 상품을 의미하였다. 이리하여 종래 소유=노동=인격의 관계가 무
너지고 종래의 일원적 소유권 개념에 균열이 생기게 되었다.
둘째, 이러한 생산양식의 변화는 종래의 시민에 의한 일원적 사회구성이 무너지고 노동
자와 자본가라는 계급의 분화를 가져왔다. 즉 자본주의적 소유는 생산관계에 있어 노동력
을 구입하고 생산과정을 지배하여 그 노동생산물을 소유하는 자본가계급과 노동을 제공
하고 임금을 받는 노동자계급을 창출하였다. 이에 따라 노동자의 소유와 자본가의 소유는
서로 대립적 관계를 가지게 되었는데 자본가의 소유의 자유는 노동자의 인권에 대한 억압
의 양상을 띠게 된 것이다. 이리하여 자본가의 이러한 자본주의적 소유는 계급의 형성과
갈등, 잉여가치의 착취와 이에 따른 프롤레타리아의 빈곤의 심화와 불평등의 원인으로 지
적, 비판되었다.

14) P. Häberle, a.a.O., S.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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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1920년대 이후 서구 경제를 강타한 경제공황은 종래의 자유방임주의의 종언을
의미하였다. 독점자본주의 단계에서는 이미 시장기구를 통한 수요, 공급의 자율적 조절의
신화는 사라졌고 자본주의는 호황과 불황의 변덕스러운 경기순환을 거치면서 성장해간다
는 것이 지적되었다. 이에 따라 국가에 의한 경제질서에의 개입, 즉 경제규제, 유효수요
창출을 위한 공공투자가 요청되었다. 이에 따라 종래 자유방임적 재산권 개념에 대한 수
정이 요구되었다.
넷째, 자본축적과 이에 따른 경제적 팽창은 국내에서의 수요의 부족과 이윤율의 계속적
하향에 따라 자본을 수출해야 할 필요성을 낳고 또한 원자재의 공급의 필요성이 생김에
따라 자본주의 국가가 제국주의적 양상을 띠게 되어 양차의 세계대전을 초래하였다.
다섯째, 그 밖에 종래의 소유제도가 가져오는 병리현상으로 인간소외, 정치권력의 불균
형, 환경파괴 등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상과 같은 소유질서의 현실적 의미의 변화와 병리현상의 노정에 따라 종래 시민법적
인 자유주의적·개인주의적 소유권 개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입장에서의 비판이 가해지게
되었다.15)
즉, 하나는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 자체가 계급갈등, 인간소외, 불평등의 근본원인이라
고 보고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 자체를 부정하는 사회주의자들의 비판이다. 또 하나는 자
본주의의 틀 내에서 사유재산제를 유지하면서 종래의 소유권 개념을 비판하는 입장이
다. 여기에는 O. v. Gierke, L. Duguit 등의 단체주의적 법률관에 기초한 입장과 종교
적 윤리에 기초하여 이를 비판하는 입장, 그리고 사회국가적 입장과 신자유주의(NeoLiberalism)적 입장 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현대 자본주의 국가의 헌법상 소유권 개념은 이러한 후자의 비판의 수용 위에 구성되었
다. 특히 사회국가원리의 헌법적 수용은 현존의 재산질서에 대한 광범위한 수정을 가져왔
다. 이리하여 현대 사회국가에 있어 재산권보장은 근대 시민국가에 있어서의 그것에 비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다른 특성을 가지게 되었다.
첫째, 재산권의 사회성이 강조되면서 사회구속성이 확대되어 재산권의 제한이 근대 시
민국가에 있어서의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이나 상린관계와 같은 사인간의 이해조절적 차원
을 넘어 사회경제정책에 의해서도 가능하게 되었다. 특히 사회국가 실현에 의한 사회정

15) G
 . Dietze는 20세기에 와서 사유재산권에 대한 공격은 ① 공산주의자 ② 신학 및 윤리학자 ③ 국가경제
학자 ④ 법률가 등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분류했다(G. Dietze, a.a.O., S. 115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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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와 사회통합의 원리에 의하여 생존권적 기본권의 보장, 빈부의 격차 해소, 독과점규제,
주요 자원과 기업의 사회화, 그리고 사회구성원의 다른 구성원에 대한 책임과 관련한 재
산권의 의무성 등에 의하여 재산권의 규제와 제한이 증대되었다.
둘째, 이에 따라 종래 천부인권으로 이해되던 재산권이 헌법과 법률에 의해 보장되는
권리로 격하되었고 재산권보장의 상대성이 주장되기 시작하였다.
셋째, 자본주의 경제의 발전에 따른 재산권 영역의 확장과 사회국가의 등장에 따른 소
유권에의 의존이 축소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소유권의 비중이 저하되고 재산권 개념의 확
대가 이루어졌다.16)
넷째, 종래 일원적으로 파악되었던 재산권 개념이 수정되었다. 즉, 재산권이 공동체에
대하여 가지는 의미의 차이에 따라 그 보장의 범위와 한계를 달리 하는 것으로 일반적으
로 이해되었다.17) 그리하여 특히 자본주의적 소유권과 토지소유권의 제도적 보장과 이에
대한 광범위한 규제, 그리고 생존적 재산, 노동적 재산에 대한 인권적 보장이 주장되었다.

Ⅱ. 재산권보장의 법적 성격
재산권보장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 이를 자유권으로 이해하는 견해와 제도보장으로 이
해하는 견해 등이 있다.

가. 자유권으로 보는 견해중에는 재산권의 전국가적 자연권성을 인정하는 견해도 있다.18)

16) W
 . Weber, Eigentum und Enteigung, in: Die Grundrechte, Band 2, 1954, S. 352f.; E.
Forsthoff, Zur Lage des verfassungsrechtlichen Eigentumsschutz, in: Festgabe Für T. Maunz,
1971, S. 89f.; W. Leisner, Sozialbindung des Eigentum, 1972, S. 19f.
17) H
 . P. Ipsen, Enteigung und Sozialisierung, VVDStRL 10, 1952, S. 95; P. Badura,
Wirtschaftsver- waltungsrecht, in: I. v. Münch(Hrsg.), Besonderes Verwaltungsrecht, 1985, S.
281; P. Häberle, a.a.O., S. 37; E. Knoll, Eingriffe in das Eigentum im Zuge der Umgestaltung
gesellschaftlicher Verhältnisse, AöR 79, SS. 490ff.
18) 예컨대 T. Maunz, Rdnr. 6 zu Art. 14, in: Maunz/Dürig/Herzog/Scholz, GG Kommentar;
Dürig, Das Eigentum als Menschenrecht, ZGesStW, 109 (1953), S. 326ff; G. Dietze도 사유재산
권의 보장은 특정한 시대나 사회에만 인정되는 것이 아닌, 인류보편의 가치라고 하였다(G. Dietze, Zur
Verteidigung des Eigentums, 1978, S. 40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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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T. Maunz는 독일기본법 제14조는 재산권의 초국가성의 여부에 관하여 재산권을
국가의존적인 것으로 규정하였으나 최소한의 인간의 존엄의 관점에서 경제적 법익의 본
질적 요소는 기본법에 의해 불가침적인 것으로 보장된다고 보았다. 그는 인간의 존엄은
일반적으로 적어도 생존의 최소한의 존재 속에서만 실현될 수 있다고 하고 인간의 존엄은
국가에 의한 생존의 최소한의 박탈로부터 시민을 보호할 뿐 아니라 국가에 대해 생존의
최소한의 보장에 대한 주관적 공권의 보장도 포함한다고 하고 이러한 범위에서 기본법 제
14조는 초실정법적 인권핵심을 보유한다고 보았다.19) 또 C. Schmitt도 사유재산권은 전
국가적인 것으로 모든 사회질서 이전에 존재하는 자연권이라 보았다.20) 한편 우리나라에
서도 자유권을 전국가적 권리로 보고 재산권을 자유권으로 보아 재산권도 전국가적 자연
권으로 보는 견해도 있고21) 작은 개인재산, 소비재산, 생존재산 등은 국민의 생존을 지탱
하고 생활을 윤택하게 하는 재산으로 사회국가에서도 전국가적, 자연권적 재산으로서 존
중되고 보장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는 주장도 있다.22)

나. 이에 대해 재산권보장은 사유재산제라는 제도의 보장과 기존의 법에 의해 창설된
현존 권리상태의 보장(존속보장, 또는 현상보장)을 의미한다고 보는 견해가 있는데 이 견
해가 헌법재판소의 판례와 다수 학자들에 의해23) 지지되고 있다. 즉 헌법재판소는 우리
헌법 제23조 제1항은
“재산권 보장의 원칙을 천명한 것으로서 그 재산권 보장이란 국민
개개인이 재산권을 향유할 수 있는 법제도로서의 사유재산제도를 보장함과 동시에 그 기
조 위에서 그들이 현재 갖고 있는 구체적 재산권을 개인의 기본권으로 보장한다는 이중적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후자에 따라 모든 국민은 헌법에 합치하는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
에서 구체적 재산권을 보유하여 이를 자유롭게 이용·수익·처분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고24) 한 바 있다.

19) T. Maunz, Rdnr 6 zu Art. 14.
20) C. Schmitt, a.a.O., S. 171.
21) 문홍주, 제6공화국 한국헌법, 해암사, 1987, 239-240, 290
22) 안용교, 한국헌법, 박영사, 1979, 492
23)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7, 545; 김철수, 헌법학개론, 박영사, 2007, 743; 계희열, 헌법학(중),
박영사, 2007, 559;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07, 530; 정종섭, 헌법학원론, 박영사, 2007, 569; 허
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07, 476
24) 憲裁 1994. 2. 24. 92헌가15등, 판례집 6-1,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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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생각건대 재산권보장의 법적 성격은 재산권보장의 의의와 취지로부터 연역하지 않
으면 안된다고 생각된다. 이렇게 보면 재산권의 법적 구조는 다음과 같은 세 단계로 구성
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25)
(1) 제 1단계로는 인간이 자유롭고 자기책임적 생존을 영위하기 위하여 재산권이 보장
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는 단계이다. 사실 생명적·육체적 존재형식을 가진 인간의 존엄,
자유가 외적 사물에 대한 지배 없이 정신적 영역에만 속한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인간의 존엄과 자유의 최소한은 사적 소유를 통해서 실현될 수 있는 것이다.26) 외적 사물
에 대한 지배는 인간의 생존적 삶의 기초를 이루며 인간의 자유, 인격의 실현도 외적 사
물에 대한 지배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재산에 대한 요구는 인
간의 존엄의 한 부분을 이루며 전국가적·자연법적인 인간의 권리이며 자기의 자유의지
를 외적 사물에 실현하기 위해, 그리고 인간으로서 생존하기 위하여 국가의 재산권의 침
해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권리는 인간이 경제적 존재(homo
economicus)이며 또한 외적 사물에 자기의 노동을 투입하여 자유의지를 실현하는 이른
바 工作人(homo faber)이라는 점에서 인정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와 같은 인간성의 실
현을 위해 보장되는 재산권은 단순한 법제도의 산물이 아니라 전국가적 인권으로서의 성
격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실정법에 의한 이러한 권리의 실현은 이러한 자연권의 확인과
현실적 실현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단계에서의 재산권은 법에 의해 구체화되지 않은 추
상적 권리일 뿐이다.
(2) 제2단계는 이와 같은 제1단계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과연 어떠한 법적 제도를
채택하여야 할 것인가의 단계이다. 자연법적 권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될 것이냐를
결정하는 것은 그 나라의 사회, 경제체제에 바탕한 법질서이다. 이러한 법질서에는 예컨
대 소비재에 대한 사적 소유만을 인정하고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를 부정하는 사회주
의 법질서가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까지 인정하는 자본주의

25) 자세한 내용은 김문현, 사회·경제질서와 재산권, 법원사, 2001, 131 이하 참조
26) K. Löw, a.a.O., S.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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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질서도 있는 것이다. 즉, 인간의 기본적 생존을 위한 소비재에 대하여 개인의 사적 재
산권을 인정하는 것은 전국가적 자연권에서 필연적으로 나오는 것이지만 생산수단에 대
한 그것은 그로부터 필연적으로 나온다기보다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를 인정함으로써 자
원배분의 최적성과 비용의 극소화를 통해 사회적 효율성과 생산성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제1단계의 권리를 보다 잘 보장할 수 있다는 이데올로기의 산물로서 자본주의 법제도에
의한 보장을 의미하는 것이다.
(3) 제3단계는 이와 같은 그 나라의 법적 제도에 의해 구체적으로 내용과 한계가 결
정되고 각 개인에게 귀속된 개별적·구체적 재산권의 단계로서 현상보장의 단계이
다.(Bestandsgarantie: 존속보장이라고도 한다.) 이 단계의 재산권은 그 사회의 사회·
경제체제에 기초하여 헌법이 규정하는 특정 재산제도 보장에 따라 개별입법에 의해 구체
화된 재산권이다. 이것은 특정한 역사적·사회적 상황에 따라 그 사회의 사회, 경제체제
의 틀 내에서 입법에 의해 형성, 변화하는 재산권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의 이와 같은
의미의 재산권은 우리헌법의 자본주의 경제체제에 입각하여 규정하는 사유재산제라는 제
도보장의 테두리 내에서 사회적, 시대적 여건의 변화에 따라 입법에 의해 창설, 변화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의미의 재산권은 재산권이 취득되는 과정인 재산의 분배 자체가 법질
서에 의해 결정되며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도 법질서에 의해 규정된다는 점 등에서 실정법
에 의해 창설된 권리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다. 이와 같은 권리는 국가의 입법, 행정,
사법을 구속하지만 그렇다고 권리의 현존상태의 변화를 불허하는 것은 아니다. 즉, 새로
운 입법에 의해 기존의 구체적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는 변용될 수 있다. 왜냐하면 현존상
태를 전적으로 보장한다는 것은 입법에 의한 새로운 변화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기존의
법, 특히 민법 등의 사법에 대해서 사실상 헌법적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다만 이러한 재산권에 관한 새로운 입법이 앞에서 본 제1단계의 취지에 어긋나거나 사유
재산제도 보장의 핵심을 배제하기에 이르러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
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한편 재산권보장은 이러한 존속보장은 원칙으로 하되, 합법적
공용수용·사용·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의 보장, 즉 가치
보장(Wertgarantie)으로 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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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재산권보장의 내용
1. 주체와 객체
가. 주체
자연인인 국민은 재산권의 주체가 된다. 뿐 만 아니라 국내사법인도 재산권의 주체가
된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내공법인의 경우 재산권을 보유할 수는 있지만 원칙적으로
국가에 대해서 기본권으로서 재산권을 주장할 수는 없다.27) 무국적자를 포함한 외국인도
재산권의 주체가 될 수 있으나 일정한 경우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외국인토지법
은 상호주의에 따라 외국인의 토지의 취득이나 양도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음을 규정
하고 있다.(제3조) 외국법인도 재산권의 주체가 될 수 있으나 외국인의 경우와 마찬가지
로 일정 경우 제한할 수 있다.

나. 객체
재산권은 사법상, 공법상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따라서 민법상의
물권, 채권, 무체재산권, 특별법상의 권리, 공법상의 권리(공무원의 봉급청구권, 수리권
등) 등이 모두 재산권의 범위에 속한다.‘이러한 재산권의 범위에는 동산·부동산에 대한
모든 종류의 물권은 물론, 재산가치 있는 모든 사법상의 채권과 특별법상의 권리 및 재산
가치 있는 공법상의 권리 등이 포함되나, 단순한 기대이익·반사적 이익 또는 경제적인 기
28)
회 등은 재산권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 점에서 헌법재판소는 치과
“전문의자격의 불비로 인하여 급료를 정함에 있어 불
이익을 받는 것은 사실적·경제적 기회의 문제에 불과할 뿐 재산권의 침해라고 보기 어렵

27) 헌
 법재판소는
“기본권 보장규정인 헌법 제2장의 제목이
“국민의 권리와 의무”
이고 그 제10조 내지 제39조
에서
“모든 국민은 […] 권리를 가진다”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기본권의 보장에 관한 각 헌법규정의
해석상 국민만이 기본권의 주체라 할 것이고, 공권력의 행사자인 국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 또는 국가
조직의 일부나 공법인은 기본권의
“수범자”
이지 기본권의 주체가 아니고 오히려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 내
지 실현해야 할‘책임’
과‘의무’
를 지니고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지방자치단체인 청구인은 기
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고 따라서 청구인의 재산권 침해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고 하였다
(憲裁 2006. 2. 23. 2004헌바50)
28) 憲裁 1998. 7. 16. 96헌마246, 판례집 10-2, 283, 309-310; 2000. 6. 1. 98헌바34, 판례집 12-1,
607, 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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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다.”
고 하고
“국가보훈 내지 국가보상적 수급권도 법률에 규정됨으로써 비로소 구체적

인 법적 권리로 형성된다 […] 보상금수급권 발생에 필요한 절차 등 수급권 발생요건이
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정요건을 갖추기 전에는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이라고 할
수 없다.”
고 한다.30)
한편 헌법재판소는“공법상의 권리가 헌법상의 재산권보장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다
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첫째, 공법상의 권리가 권리주체에게 귀속되어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가능해야 하며(사적 유용성), 둘째, 국가의 일방적인 급부에 의한 것
이 아니라 권리주체의 노동이나 투자, 특별한 희생에 의하여 획득되어 자신이 행한 급부
의 등가물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하며(수급자의 상당한 자기기여), 셋째, 수급자의 생존의
확보에 기여해야 한다. 이러한 요건을 통하여 사회부조와 같이 국가의 일방적인 급부에
대한 권리는 재산권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되고, 단지 사회법상의 지위가 자신의 급부에 대
한 등가물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법상의 재산권과 유사한 정도로 보호받아야 할 공
법상의 권리가 인정된다. 즉 공법상의 법적 지위가 사법상의 재산권과 비교될 정도로 강
력하여 그에 대한 박탈이 법치국가원리에 반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성격의 공법상의
권리가 재산권의 보호대상에 포함되는 것이다.”
고 하고31)“퇴역연금수급권은 경제적 가치
32)
고 하였고, 또“공무원
가 있는 권리로서 헌법 제23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재산권이다.”

의 퇴직급여청구권은 공무원 개인의 노력과 금전적 기여를 통하여 취득되고 자신과 그 가
족의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권리로서 헌법 제23조에 의하여 보장
33)
고 한 바 있다. 그 밖에“대법원판
되는 재산권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임에 틀림없다.”

례에 의하여 인정되는 관행어업권은 물권에 유사한 권리로서 공동어업권이 설정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발생하는 것이고, 그 존속에 있어서도 공동어업권과 운명을 같이 하지
않으며 공동어업권자는 물론 제3자에 대하여서도 주장하고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헌법상 재산권 보장의 대상이 되는 재산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고 한 바 있다.34)

29) 憲裁 1998. 7. 16. 96헌마246, 판례집 10-2, 283, 310
30) 憲裁 1995. 7. 21. 93헌가14, 판례집 7-2, 1, 20, 22
31) 憲裁 2000. 6. 29. 99헌마289, 판례집 12-1, 913, 948-949
32) 憲裁 1994. 6. 30. 92헌가9, 판례집 6-1, 543, 550
33) 憲裁 1995. 7. 21. 94헌바27, 판례집 7-2, 82, 90
34) 憲裁 1999. 7. 22. 97헌바76등, 판례집 11-2, 175, 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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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산권보장의 내용
재산권보장은 앞의 법적 성격에서 보았듯이 사유재산제의 보장과 법률이 구체적으로
내용과 한계를 정한 구체적 개별적 재산권의 보장을 포함한다.

가. 사유재산제도의 보장
먼저 헌법 제23조 제1항의 재산권보장은 자본주의적 사유재산제의 보장을 의미하며 그
속에는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를 인정한다. 헌법상 재산권보장은 제도보장으로서 자본주
의적 사유재산제의 보장을 포함한다.
이 점에 관해 독일이나 일본의 해석론상으로는 재산권보장이 반드시 자본주의적 사
유재산제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견해도 있다. 즉 독일의 W. Abendroth나 H.
Hartwich 같은 좌파의 학자들은 독일기본법상의 사회국가원리와 관련하여 재산권보장
에 관한 기본법 제14조가 사회주의적 소유를 의미할 수도 있다고 보았다. 한편 일본에서
도 통설은 헌법상의 재산권보장이 자본주의적 사유재산제의 보장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
고 사회주의를 배제하는 것으로 이해하지만35) 일부 견해는 재산권보장에 있어서의 제도
보장에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까지 포함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보고 제도적 보장의 핵심으
로 남는 것은 인간이 인간으로서 가치있는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물적 수단의 향
유라고 보고 있다.36)
그러나 이러한 헌법해석론은 우리헌법에서는 타당할 여지가 없다. 즉 상세한 경제헌법
을 가지는 우리헌법의 경우 사회주의적 경제체제로의 전환의 여지가 배제되고 있을 뿐 아
니라 제119조, 제126조 등이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유재산제도의 보장은 개인의 사유재산의 사적 이용성을 인정하여 재산권자가 사적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자기의 사적 이익을 위해 그 객체를 이용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 자
기 의사에 따라 처분권(Verfügungsbefugnis)을 가지는 것을 보장하는 것을 의미하며37)
민법 등 법률과 그 사회의 관념에 따라 형성된 재산제도를 보장하는 것을 뜻한다.

35) 일
 본의 학설상황에 관해서는 樋口陽一, 佐藤幸治, 中村睦男, 浦部法穗,『注釋 日本國憲法 上卷』, 1990,
676-678.
36) 今村成和,『損失補償制度の硏究』, 1968, 12-13.
37) BVerfGE 53, 257, 290; 52, 1, 3; 58, 300, 345; 50, 290, 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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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법제도로서 사유재산제의 보장이론의 중심적 관심사는‘경제적 영역’
에서의 시민적
재산질서의 대체불가능성(die unablösbarkeit der bügerlichen Eigentumsordnung)이
라 할 수 있다.38) 그런 점에서 사유재산제의 보장은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처럼 재산
법 영역에 있어 기본권적으로 보장된 활동의 근본적인 현존상태에 속하는 사법질서의 물
적 범위를 박탈하거나 그에 따라 기본권을 통해 보장된 자유의 영역이 배제되거나 본질적
으로 축소되는 것을 금지하는 것39)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재산권으로서 보장되는 자유
영역의 본질을 구성하는 객체에 대한 사적 이용성과 원칙적 처분권능을 배제하는 것은 인
정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사유재산제의 보장은 재산권에 대해 적대적인 경제체제를 부정
할 뿐 아니라 전체적 경제헌법의 기초를 구성하며 모든 경제정책의 결정은 그 정책적 재
량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제도에 구속된다. 따라서 사유재산권을 전면적으로 또는 대부
분 배제하는 경제정책은 인정될 수 없다.40) 그런 점에서 모든 생산수단의 원칙적 국유화
또는 공유화는 허용될 수 없으며 손실보상 없이 사유재산을 수용하는 것도 인정될 수 없다.
그러나 그렇다고 이러한 제도보장이 이미 확정된 제도의 현상유지를 보장하려는 것은
아니고 다만 변화 속에 영속적인 무엇을 확고히 하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41)
이와 같은 제도보장으로서 사유재산제의 보장은 주로 입법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 점에
관해 W. Weber는 법률에 구속되는 행정과 사법과 같은 국가기능은 법제도 자체로부터는
영향을 받지 않으며 헌법상의 제도보장은 입법자만을 수범자로 한다고 한다.42) 이것은 G.
Schwerdtfeger의 지적처럼 객관적 제도보장에 의한 구속은 입법자가 새로운 재산권제도
를 창설하거나 또는 현재에는 존재하지 않는 재산권의 내용을 장래를 향해 규율하는 경우
에만 문제되기 때문이다.43)

나. 현상보장(존속보장: 구체적 재산권의 보장)
재산권보장은 사유재산제의 보장과 함께 이러한 법적 제도에 따라 법률이 구체적으로

38) Helmut Rittstieg, a.a.O., S. 383.
39) BVerfGE 50, 341; 58, 339.
40) Maunz, Rdnrn 3-4 zu Art. 14.
41) Werner Weber, a.a.O., S. 356f.
42) ebenda., S. 355.
43) G. Schwerdtfeger, a.a.O., S.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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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과 한계를 정한 구체적 개별적 재산권의 보장을 포함한다. 이것은 기존의 법에 의해
창설된 현존 권리상태의 보장을 의미한다.44)
입법자는 이러한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정할 때 앞에서 본 사유재산제의 테두리 내에
서 재산권보장과 그 사회구속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된다. 그리하여 법률에 의해 구체적
재산권이 결정되게 되면 그 재산권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그 재산권을 사용·
수익·처분할 수 있고 국가에 대해 그 재산권의 침해를 방어할 수 있다. 이러한 재산권자
에 대한 현존 권리상태의 보장은 합법적인 공용수용이 있는 경우,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의 보장, 즉 價値保障(Wertgarantie)으로 전화한다. 그러나 재산권보장은 現狀
保障(Bestandsgarantie)을 원칙으로 하며 가치보장은 예외적으로 합법적 수용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이므로 재산권보장을 가치보장으로 보아 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있
는 경우에도 적정한 보상만 한다면 적법하게 되고 이러한 침해를 인용하여야 한다는 것은
헌법상 재산권보장의 취지에 맞지 아니하다. 따라서 헌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적
인 수용적 침해는 보상을 해준다고 하여 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만약 이처럼 보상만
해주면 위법적인 침해도 적법하게 된다면 헌법상 공용수용의 요건규정과 현상보장이 가
지는 재산권보장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 다만 적법한 재산권제한이지만 그
제한 정도가 피해자에게 특별희생을 주었음에도 보상규정을 두지 아니한 경우도 현상보
장을 이유로 재산권 제한 자체를 위헌으로 보아 취소할 수 있도록 할 것이냐가 문제이다.
이 점에 관해 수용유사침해의 법리를 적용하여 법원이 직접 보상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 그리고 보상은 법률로 정하도록 한 헌법 제23조 제1항과 제
3항에도 맞지 아니하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까지 현상보장의 우선성을 이유로 재산권 제
한 자체를 위헌으로 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즉 독일기본법과 달리 우리
헌법의 경우 제23조 제3항을 결합조항으로 이해하여야 할 이유는 없고 보상규정이 없음
을 이유로 적법한 제한 자체를 위헌으로 보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면 사회적 혼란을 초래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상규정을 두지 아니한 입법부작위를 대상으로 다툴 수 있다 할 것
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와 같은 현존의 재산권이 장래의 입법이나 행정, 사법에 대해 어
느 범위까지 보장되느냐 하는 것이다. 예컨대, 1981. 6. 15.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44) Nüssgens/Boujong, Eigentum, Sozialbindung, Enteignung, 1987, S.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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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ssauskiesung 판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45) 기존의 법에 의해 보장된 재산권자의 일
부 권능을 박탈 또는 제한하는 경우 과연 그것이 이러한 현상보장과 相容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다. 물론 입법자가 현존의 권리를 박탈하는 입법을 하거나 또는 행정권에 그러
한 권한을 주는 것은 이와 같은 現狀保障에 위반된다.46) 왜냐하면 현상보장은 권리자에
대한 재산권 귀속상태가 유지되고 그 권리의 실체가 보장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47)
그러나 입법자가 현존재산권 자체는 침해하지 않고 그 내용만 기존의 재산권자에게 불
리하게 변경시키는 경우는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우리헌법 제23조 제1항 1문은 재산
권의 현존상태를 내용규정법률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라 행정과 사법에 대해 보장하고 있
는데 그러면 입법자가 재산권의 내용을 새로이 정하는 경우 그 법률에 의해 내용규정된
재산권은 그에 상응하는 현존상태의 보장을 받을 수 있는가? 물론 이러한 현상보장이 언
제나 현재의 법적 지위가 불가침이라거나 이미 보장된 법적 지위의 내용적 변경 모두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입법권에 대한 극복할 수 없는 한계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은48) 명백하다. 왜냐하면 그렇게 보는 경우, 미래는 완전히 과거
에 의해 구속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이러한 경우 현상보장을 인정하지 아니하였는데,
Nassauskiesung 판결에서는 모든 토지소유자가 이제까지의 추상적 권능－지하수 사용에
관한－을 박탈당한 경우에는 현상보장과는 관계가 없다고 하였다.49) 물론 이 사건에서 연
방일반회고법원이 이러한 지하수 이용권의 박탈이 독일민법(BGB) 제905조에 의해 보장

45) 사
 건개요를 소개하면 砂利採取業을 하는 원고가 1931년 제정된 Preussische Wassergesetz에 의거하
여 1936년 이래 자기가 임차한 토지에서 모래를 채취하기 위하여 합법적으로 토지의 지하수역까지 준
설을 하여 왔는데 1957년에 제정되고 1960년 시행, 1976년 4차 개정된 Wasserhaushaltsgesetz에 의
해 1965년에 모래채취의 계속허가를 신청하였으나 1973년. 10월에 행정청에 의하여 수력발전소의 설
비와의 인접, 수원오염을 이유로 거부되었다. 이에 원고는 동 불허가처분은 자신의 영업 및 토지소유권
에 대한 수용적 침해라 하여 보상을 청구하였는데, 사건을 관할하게 된 연방일반법원이 연방헌법재판소
에 WHG의 위헌심사를 청구하여 문제가 되었다. 이 판례에 대한 소개에 관해서는 G. Schwerdtfeger,
Eigentumsgarantie, Inhaltsbestimmung und Enteignung-BVerfGE 58, 300 (”
Nassauskiesung”
),
JuS, 1983, SS. 104-110 참조.
46) G. Schwerdtfeger, a.a.O., S. 21.
47) Nüssgens/Boujong, a.a.O., S. 6; Hans Schulte, Zur Dogmatik des Art. 14 GG, 1979, S. 17.
48) E. Stein, Staatsrecht, S. 162.
49) BVerfGE 58, 300, 337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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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토지소유권의 본질적 내용침해로 이해한 것처럼 추상적 권능의 박탈이 본질적 내용침
해가 되는 경우에는 현상보장침해를 가져오는 것은 자명하다 할 것이나 그 범위의 판단문
제는 남는다 할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기존의 재산권자의 추상적 권능을 부분적으로 박탈 또는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 의미를 가지는 권능을 그 재산권의 새로운 내용규정 입법을 통해 박탈 또
는 제한하는 경우이다. 현상보장은 법적 안전성을 고려하여 기존 법질서에 의해 인정된
재산권을 그 권리자에게 계속 수여하는 것이며 그 재산권에 권리보장적 기능을 주는 것으
로 여기에는 G. Schwerdtfeger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계속성의 사상(der Gedanke der
Kontinuität)이 깔려 있는 것이다.50) 따라서 재산권자의 추상적 권능이 재산권자에게 이
론적으로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의미를 가지는 이상, 계속성의 사상은 재산권자에게
서 그 권능을 박탈해서는 안될 것을 명한다고 할 것이다.51)
특히 이러한 경우 재산권자가 그 추상적 권능에 의거하여 자본과 노동력을 투입한 경우
가 문제되는데52) 이러한 자기의 노동과 업적을 통해 획득된 재산가치있는 법익에 대한 현
존상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53) 그런데 이 경우 보장되는 것은 이제까지의 추상적 권
능이라기보다 그에 투입된 노동과 자본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 한도에서 법치국가적 신뢰
보호의 원칙(der rechtsstaatliche Grundsatz des Vertrauensschutzes)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54) 그러나 이 경우에도 만약 투입된 노동력과 자본이 회수될 수 있는 경우에는
현상보장은 인정되지 않는다.55) 이상과 같은 입법자에 대한 현상보장의 원리는 입법자가 행
정기관에게 그 재량에 따라 재산권에 관한 권한을 수여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50) G. Schwerdtfeger, a.a.O., S. 22.
51) ebenda.
52) G. Schwerdtfeger는 이러한 경우를 자격있는 현상보장(qualifizierten Bestandsschutzes)라고 부른다
(ebenda).
53) BVerfGE 50, 290, 340; 58, 81, 112; 31, 239; Nüssgens/Boujong, a.a.O., S. 7.
54) G. Schwerdtfeger, a.a.O., S. 22.
55)BVerfGE 58, 300, 350ff(Nassauskiesung 사건에서 원고는 신법 시행 후 17년간 모래채취를 계속해 왔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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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산권보장의 범위

헌
법

가. 재산권의 경우 다른 자유권과는 달리 그 한계 뿐 만 아니라 내용까지도 법률로 규정
토록 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정하는 입법은 헌법재판소의 판
례56)처럼 기본권형성적 법률유보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G.Schwertfger가 신앙,
양심, 예술, 학문, 표현의 자유 등은 법질서의 평가없이 그 본질로 부터 보호법익이 존재
하나 재산권은 그와 달리 법질서의 산물이며 법질서의 평가없이는 구체적 재산권은 존재
할 수 없다고 한 것처럼57) 재산권은 광범위하게 장래의 입법에 개방된 개념이며 발전개방
적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입법자가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법률로 정할 때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첫째, 재산권에 관한 입법을 함에 있어 재산권보장에 관한 헌법의 기본적 가치결정(die
grundlegende Wertentcheidung der Verfassung zugunsten des Privateigentums)
을 존중하지 않으면 안되는데 특히 이러한 가치결정은 우리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
해 불가침적으로 규정된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구성한다. 둘째, 재산권의 구속성
(Eigentumsbindung)이나 공용수용은 독일연방헌법재판소 판례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
이58) 공공복리에 의해 동기지워져야 하며 그 점에서도 입법권자는 완전히 자유로운 것이
아니다. 셋째, 입법자는 재산권에 관한 입법을 함에 있어 자의금지(Willkürverbot), 필요
성과 비례성의 원칙(die Prinzipien der Erforderlichkeit und Verhältnismassigkeit)
및 법치국가·사회국가원리(die Prinzipien der Rechts-und Sozialstaatlichkeit) 등 헌

56) 헌
 법재판소는
“헌법상의 재산권에 관한 규정은 다른 기본권 규정과는 달리 그 내용과 한계가 법률에 의
해 구체적으로 형성되는 기본권 형성적 법률유보의 형태를 띠고 있다. 그리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
의 내용과 한계는 국회에서 제정되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의하여 정해지므로 이 헌법상의 재산권 보장
은 재산권 형성적 법률유보에 의하여 실현되고 구체화하게 된다. 따라서 재산권의 구체적 모습은 재산권
의 내용과 한계를 정하는 법률에 의하여 형성된다. 물론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정하는
법률은 재산권을 제한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재산권을 형성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정하는 법률의 경우에도 사유재산제도나 사유재산을 부인하는 것은 재산권 보장규정의 침해를 의
미하고, 결코 재산권 형성적 법률유보라는 이유로 정당화될 수 없다.”
고 하였다 (憲裁 1993. 7. 29. 92헌
바20, 판례집 5-2, 36, 44; 2000. 2. 24. 97헌바41, 판례집 12-1, 152, 163-164;2000. 6. 29. 98헌
마36, 판례집 12-1, 869, 880-881; 2001. 6. 28. 99헌바106, 판례집 13-1, 1307, 1316-1317.)
57) G. Schwerdtfeger, a.a.O., S. 13.
58) BVerfGE 50, 290, 339-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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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특별규정이나 가치결정을 존중하지 않으면 안된다.59)
대체로 이러한 한계는 재산권보장의 법적 구조와 관련하여 사유재산제의 핵심, 그리고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보장에 집약되어 나타나고 있다.60) 사유재산제의 핵심과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은 별개의 다른 범주를 가지는 것은 아니고 같은 취지의 것으로서 단지, 전자
는 제도적 측면에서의 한계를, 후자는 권리적 측면에서의 한계를 나타내주는 것이다.
또한 G. Schwerdtfeger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61) 헌법이 규정하는 재산권 개념과 그 보
장범위에 관한 논의의 출발점은 재산권보장의 임무인 재산권 영역에서 자유를 보장하고
그를 통해 재산권자에게 삶의 발현과 자기책임적 삶의 형성을 가능케 하는 것에서 찾을
수 있으며 재산권 제한입법의 한계도 그러한 측면에서 파악되어야 하는 것이다.

나. 재산의 종류와 재산권보장범위
(1) 재산권보장의 범위가 재산권 모두에 대해 획일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한 논의도 일찍부터 진행되어 왔다. 이에 대한 기본적 입장의 차이는 논리적으로 두 가
지 카테고리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즉, 재산의 종류에 따라 재산권보장의 범위나 사회
구속성의 정도를 구별하려는 입장과 이를 통일적으로 파악하려는 입장이 그것이다.
비록 헌법규정상으로는 통일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재산권의 종류에 따라 재
산권보장의 취지가 다른 이상 모든 재산권의 통일적 개념을 주장하는 형식논리는 타당할
수 없다고 생각된다. 재산의 종류에 따라 개인에 대한 의미가 다르고 사회적 기능이나 타
인에 대해 미치는 영향이 다르며 또 그 취득과정에 차이가 있는 것이다. 평등원칙을 근거
로 하여 이를 비판하는 입장은 재산권의 종류에 따른 이러한 차이를 간과한 것이며 평등
원칙을 형식적으로 이해한 것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헌법상 재산권 보장규정의 해석과
입법을 통한 헌법상의 재산권보장의 실현은 각 재산권의 이러한 의미, 기능, 사회적 영향
등의 차이에 따라 비례적으로 그 보장의 범위를 구체화시키는 것을 과제로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59) B. Bender, a.a.O., S. 1298.
60)G . Schwerdtfeger도 재산권 규정입법의 한계를 ① 개인의 주관적 권리를 보호하는 현상보장
(Bestandsgarantie)과 ② 객관적, 제도적 구속에서 찾는다(G. Schwerdtfeger, a.a.O., S. 17).
61) G. Schwerdtfeger, a.a.O., S. 14; E. Stein, a.a.O., S.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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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산의 분류와 보장범위
첫째, 재산의 주체에 따라 ① 임금노동자의 재산(노동력+주택, 동산) ② 소상품 생산자
(예컨대 농어민, 도시자영업자) 및 상인, 중소기업자의 재산 ③ 자본가의 재산(독점+ 중
소 부르주아의 재산)으로 나눌 수 있다. ①과 ②는 자기 노동에 의해 또는 자기 노동을 통
해 취득 또는 사용되는데 반해 ③은 타인을 고용하여 그 재산을 사용케 하고 그로부터 이
윤을 얻는 재산이다. 또 ①과 ②는 보통 자기책임적 삶과 자유를 위해 필수적인 것이지만
③의 경우는 그러하지 않으며 사회주의자들의 사적 소유에 대한 비판도 ③에 집중된다.
둘째, 재산권의 개인적 관련성과 관련하여 소비재에 대한 재산권과 경제재에 대한 재산
권,62) 독점적 재산,63) 큰 재산과 작은 재산,64) 또는 인권으로서의 재산권과 자본주의적 재
산제도를 지지하는 권리로서의 재산권65) 등으로 분류된다. 이 분류도 앞의 분류와 같이
개인의 자유와 생존에 대한 친소관계에 따라 분류하는 것이다.
셋째, 사회적 기능과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유용한 재산권과 그렇지 않은 재산권으로 나
누거나66) 공업적 생산수단으로서의 재산, 토지소유자로서의 재산, 소비재로서의 재산으
로 나누기도 한다.67)
이러한 분류는 외형상으로는 분류기준이 다르나 실질적으로는 A. v. Brünneck가 지적
하는 바와 같이 ① 개인적 관련성 ② 경제적 기능 ③ 사회적 중요성이란 세 가지 기준으
로 통합된다 할 수 있는데,68) 이 세 기준도 엄격히 말하면 별개의 것이 아니다.
생각건대 재산권보장의 범위의 광협과 관련하여 재산권을 분류한다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기준에 따라 분류하는 것이 의미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토지소유권의 경우 다른 재산권에 비하여 광범위한 사회구속을 받으므로 이를 구
별하여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62) A. v. Brünneck, a.a.O., S. 335f.
63) 薺藤壽, 憲法にみる[財産權の自由と制限], 法學論集 제10호, 1973, 88 이하.
64) P. Häberle, a. a. O., S.37; 小林直樹, 新版憲法講座 (上), 1985, 526.
65) 渡邊洋三, 財産權論, 1985, 141 이하.
66) Ernst

Knoll, Eingriffe in das Eigentum im Zuge der Umgestaltung gesellschaftlicher
Verhältnisse, AöR 79, S. 490; P. Badura, a.a.O., S. 37.
67) 한태연, 헌법학, 법문사, 1983, 843.
68) A. v. Brünneck, a.a.O., S. 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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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재산권이 개인의 생존과 자유에 대해 가지는 의미와 사회적 기능에 따라 분류하
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러한 분류는 대체로 주체에 의한 분류, 큰 재산과 작은 재산의
분류, 소비재와 경제재에 따른 재산의 분류, 생존적 재산과 독점적 재산의 분류로 나타나
는데 이들 분류는 기본적 발상은 유사하나 구체적 뉘앙스는 차이가 있다. 즉, 재산권보
장의 취지가 이미 본 바와 같이 인간의 자유의사의 실현과 자기책임적 삶의 보장, 그리고
자원배분의 효율성과 최적성을 통한 사회적 효율성의 보장에 있다는 점과 사유재산제에
대한 비판의 핵심이 사회적 불평등과 착취, 빈곤의 심화, 인간소외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
면 인간의 자유와 생존을 위해 직접적으로 요구되는 재산으로서 사회적 불평등, 착취, 소
외 등을 초래하지 않는 재산의 경우는 광범위한 보장을 받는다고 할 것이나, 반면 인간의
자유와 생존을 위해 직접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아니고 단지 사회적 효율성을 위해 그 보
장이 인정되고 그로 인해 사회적 불평등, 착취와 소외의 직접적 원인을 제기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보다 넓은 사회구속성을 받는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차이를 나타내주는
분류기준은 단일기준에 의해 파악되지 않고 규모와 기능의 두 가지 기준에 의해 판단되는
데, 이는 동일한 측면을 가지긴 하나 그 뉘앙스가 다르다.
셋째, 재산권의 취득과정에 따라 분류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재산권 취득의 정당성 근거
로서 노동이론이 인정되므로 노동에 의해 취득한 것인가의 여부에 따른 분류도 중요한 의
미를 가진다.
그밖에 재산권이 타인이나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서 공공성이 강한 재산권과 개인
성이 강한 재산권으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가) 토지소유권
토지소유권은 역사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전형적인 재산권으로서의 지위를 가졌다. 그
러나 오늘날 토지의 사적 소유는 광범위한 제한과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이미 본 바와
같이 마르크스주의자들은 토지의 사적 소유를 부정하고 미국의 Henry George도 일찍
이 J. Locke의 노동이론에 따라 토지는 노동의 산물이 아니고 자연의 일부인만큼 그 사
적 소유는 부당하다고 보고, 토지의 사적 소유로부터 광범위한 사회적 악이 생긴다고 하
였다.69) Henry George는 모든 사람은 공기와 같이 토지이용에 대해서도 평등한 권리를

69) Henry George, Progress and Poverty, New York, 1981, 333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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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는데 토지의 사적 소유는 이러한 개인의 자연권을 부정하여 궁극적으로 노동권을 노
예화하여 토지의 가장 효율적인 이용을 저해한다고 주장하였다.70) 또 O. v. Gierke도
“우
리의 지구의 한 부분이 우산이나 화폐처럼 특정 개인에게 소속된다고 하는 것은 반문명적
배리”
라고 지적하였다.71)
그리하여 자본주의 경제체제에 입각하여 토지의 사적 소유를 인정하고 있는 나라에서
도 토지의 경우 광범위한 사회화를 인정하거나 또는 넓은 의미에서의 사회구속성을 인정
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예컨대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1967. 1. 12. 판결에서 토지소
유권은 토지라고 하는 재산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다른 재산권보다 많은 사회적 구속을 받
는다고 하였고72) 또 연방행정법원이나 연방일반법원의 판례도 일찍부터 상황구속성 이론
(Situantionsgebundenheihstheorie)이나 목적위배설(Eweckentfremdungstheorie)에
따라 그 사회구속성을 널리 인정하였다.73)
우리나라의 경우도 부동산투기가 사회문제화되면서 토지공개념을 주장하는 견해가 많
이 나타났고 이에 따라 그 소유권은 다른 재산권보다 훨씬 많은 사회적 구속성이 인정되
어야 한다는 것이 주장되었다. 헌법재판소도
“토지는 […] 그 공공성 등의 특성에 비추어
시장경제의 원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고, 다른 재산권의 경우보다 더욱 강하게 사회공
동체 전체의 이익을 관철할 것이 요구된다. 그래서 토지에 대하여서는 헌법 제122조가
명문으로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고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이‘토지공개념’
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서,
토지에 관한 각종 규제법률이 이를 근거로 하여 토지소유자 등에게 여러 가지 의무와 부
74)
담을 과하고 있다.”
고 한 바 있다. 헌법상의 재산권은 토지소유자가 이용 가능한 모든

용도로 토지를 자유로이 최대한 사용할 권리나 가장 경제적 또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70) Id. 338ff. 347ff. 397ff.; 그래서 H. George는 토지사유제의 폐해를 막기 위해 토지의 지대를 세금으로
징수하는 지대조세제를 주장하였다(우리나라에서 지대조세제를 주장하는 논문으로는 김윤상,
“토지사유제
와 지대조세제”
, 경북대 법대논총, 제24집(1986), 235-255가 있다.
71) K. Rudolph, Die Bindungen des Eigentums, 1960, S. 4.
72) BVerfGE 21, 73, 82-83.
73) BVerfGE 5, 143ff.; BGHZ 23, 30; BGH, NJW 1977, S. 945.
74) 憲裁 1998. 6. 25. 95헌바35등, 판례집 10-1, 771, 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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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입법자는 중요한 공익상의 이유와 앞에
서 본 토지가 가진 특성에 따라 토지를 일정용도로 사용하는 권리를 제한할 수 있기 때문
이다. 따라서 토지의 개발이나 건축은 합헌적 법률로 정한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내에서만
가능한 것일 뿐만 아니라 토지재산권의 강한 사회성 내지는 공공성으로 말미암아 이에 대
하여는 다른 재산권에 비하여 보다 강한 제한과 의무가 부과될 수 있다.”
고75) 하였다.
이와 같은 토지소유권에 대한 광범위한 사회구속성을 인정하는 것은 먼저 그 객체인 토
지의 특성에서 유래한다. 토지는 다른 재화와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진다. 먼저
토지라는 재화 자체는 ① 부동산으로서 필요하다고 장소를 이전할 수 없으며 ② 생산도
소비도 될 수 없어 그 존재량이 일정하다는 특질을 가지며, 다음으로 토지를 사회적 연관
속에 파악하면 ① 물이나 공기와 같이 인간의 생존에 있어 불가결한 것이며 상품생산을
위해서도 필수적인 것이라는 점 ② 그 사용가치와 교환가치가 그 자연적 형질이나 존재위
치뿐 아니라 사회정책적 결정에 의해 결정적으로 좌우된다는 점 ③ 토지는 연속되어 있으
므로 그 이용관계는 인근토지의 이용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 ④ 토지의 효율적 이용 여부
가 토지소유자뿐 아니라 국민 전체의 이익과 직결된다는 점 그리고 ⑤ 토지 자체는 다른
재화와 달리 인간의 노동력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자연의 일부라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다음으로 토지소유권 자체의 특성에서 문제가 되는 것으로는 인간에
게 있어서 토지가 필요한 것은 그 토지를 사용함에 있는 것이지 토지를 소유함에 있는 것
이 아니며 토지에 관한 많은 사회적 부정의가 유발되는 것은 토지의 소유와 사용의 분리
에서 유래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따라서 토지이용권에 비하여 토지소유권은 보다 넓은
사회적 구속성이 인정된다. 이에 따라 재산권이 보장되는 자본주의 국가에 있어서의 토지
소유권에 대한 법적 규제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즉 ① 영국 등에서 나타
나고 있는 토지의 국·공유76) ② 토지의 수용 ③ 토지소유권의 사회구속성이 그것이다. 그
중 토지소유권의 사회구속성은 예컨대 용도지역제(Zoning), 개발이익환수, 토지소유권
의 취득 또는 양도의 제한 등이 있다.

75) 憲
 裁 1998. 12. 24. 89헌마214등, 판례집 10-2, 927, 948; 2002. 8. 29. 2000헌마556, 판례집
14-2, 185, 198.
76) 자본주의 국가에서 토지의 사회화를 인정하고 있는 헌법으로는 독일기본법 제15조, 중화민국헌법 제43조
등이 있고 법률로는 영국의 1975 Community Act가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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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토지를 전면적으로 국·공유화하는 것은 사유재산제를 보장하는 헌법 제23조 제
1항 제1문과 이에 기초하여 토지소유권의 제한에 관해서 규정한 헌법 제23조 제2항, 제
121조, 제122조에 반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77)
(나) 작은 재산과 큰 재산
어떤 재산이 개인의 자유와 생존에 있어서 가지는 의미는 그 개인이 가지는 재산의 크
기에 따라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어떤 개인이 가지는 재산의 크기가 작으면 작을수록 그
재산이 가지는 개인에의 의미는 절박하고 중대하며 반대로 크면 클수록 그 중요성은 축
소되고 오히려 인간의 권력적 욕구의 확장에 봉사한다.78) 어떤 시대의 특정 사회에서 개
인이 존엄한 존재로서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를 실현하고 자기책임적 생존을 누리기 위하
여 필요한 크기의 재산은 인간의 존엄성에서 직접적으로 도출되는 자연법상의 인권적 재
산이라고 이해될 수 있으며 따라서 그러한 재산권은 생존권적 의미도 가지며 입법자는 사
유재산제에 따라 재산분배를 함에 있어 모든 개인에게 이와 같은 재산이 귀속되도록 하지
않으면 안되는 의무를 진다 할 것이다.79) 이에 속하는 재산으로는 사치품 등을 제외한 생
존재 및 농민이나 소상품 생산자가 가지는 생산수단을 들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크기를 초과하는 재산의 경우는 인간성에서 직접적으로 나오는 인권적
성격의 것이라기보다 개인의 창의와 노력, 자원배분의 최적성을 위해 인정되는 사유재산
제 보장의 결과로 사유가 보장되는 재산으로서 사회성이 강하며, 그 보장의 범위가 작은
재산의 경우보다 좁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특히 사회국가에 있어 재산권의 사회구속성이
문제가 되는 것도 이러한 큰 재산에 대해서이다. 큰 재산은 호화저택이나 사치품과 같이
소비재 또는 생존재도 포함하지만 주로 자본주의적 생산수단이 이에 속하며 자본주의의
발전과 더불어 사유재산제의 병리현상을 가져오고 타인에 대한 지배를 수반하는 것도 주
로 이러한 재산이다. 또한 작은 재산의 경우는 그 재산의 사용가치가 문제되는 반면에 큰

77) 토
 지의 전면적 국유화가 사유재산제에 위반되지 않느냐 여부에 관해서는 柳瀨良幹, 土地の國有と憲法, 공
법연구 제36호, 1974, 98ff.; 토지의 전면적 국유화가 사유재산제에 위배된다면 H. George 등이 주장한
지대조세제도 사실상 토지 자체로부터 생긴 지대를 조세로 거둠으로써 토지사유제를 근간으로 하는 자본
주의의 이데올로기와는 맞지 않은 것이라 생각된다.
78) Maunz, Rdnr. 9 zu Art. 14.
79) 재산권을 생존권적 기본권으로 파악하는 견해로는 宮澤俊義, 憲法(Ⅱ), 有斐閣, 1986,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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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의 경우 소유권과 채권으로 주로 구성되고 그 교환가치가 문제된다고 할 수 있다.80)
이상과 같이 재산의 규모에 따라 큰 재산과 작은 재산으로 나누어 그것이 재산권자와
사회에 가지는 의미의 차이를 인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예컨대 사치품에 대해 고율의 세
금을 부과하고 재산세를 누진과세한다든가 수용에 대한 손실보상액 산정에 있어 생활보
상이나 시가 이하의 보상 등에서 나타난다.
한편, Knoll이 사용·소비·노동재산권외의 독점재산권이나 권력재산(machteigentum)
은 재산권보장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그리하여 일정한 규모 이상의 토지소유권은 독일
기본법에 의해 보장되지 않는다고 하고 따라서 보호된 재산권에 대한 침해에 대해서만 공
용수용을 인정한 것은81) 이러한 분류를 극단화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 소비적 재산권, 자기노동적 생산수단에 대한 재산권, 자본주의적 생산수단에 대한
재산권
이 분류는 앞의 큰 재산과 작은 재산의 분류와 그 기본적 취지는 같지만 후자가 규모에
따른 분류라면 이 분류는 기능에 따른 분류로서 조금은 뉘앙스의 차이가 있다.
재산권은 재산권자에 대해 가지는 의미와 사회적 기능에 따라 ① 소비적 재산권 ② 자
기노동에 의해 상품을 생산하는 소상품 생산자, 농민 등이 보유하는 생산수단에 대한 재
산권 그리고 ③ 타인의 노동력을 임금을 주고 구입하여 자기가 소유하는 생산수단을 사용
케 함으로써 상품을 생산하고 그 이윤을 얻는 자본가가 그 생산수단에 대해 가지는 재산
권으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은 재산권자의 생존과 자유에 대한 의의가 다르고 사회관계에서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기본적으로 다르다. 흔히 ①과 ②는 생존적 재산이라 불리우고 ③은 독점적 재
산이라 불리운다. ①과 ②는 개인에게 있어 자기의 자유의사의 실현과 생존의 기초를 의
미하며 따라서 인권적 범주의 재산권인 반면에 ③은 자본주의 생산양식에 있어 특유한 재
산형태로서 자유와 생존의 기초라는 측면보다 사회적·경제적 효율성이라는 관점에서 사
유가 인정되는 재산이다.

80) 高原賢治, 社會國家たあける財産權(高原賢治, 財産權と損失補償, 有斐閣, 1983, 11-13).
81) Ernst

Knoll, Eingriffe in das Eigentum im Zuge der Umgestaltung gesellschaftlicher
Verhältnisse, AöR 79, SS. 490-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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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래 사회주의자들이 사유재산제를 비판한 것은 바로 자본주의적 재산권에 대한 것이
며 이러한 재산권은 ①과 ②와 같은 인권의 성격을 가지는 생존적 재산권과는 달리 사유
재산제의 보장에 따라 비로소 인정되는 사적 재산이며 사회주의자들에 의해 피지배자인
노동자의 인권을 억압한다고 주장되는 재산권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자본주의 초기에 통일적으로 불가침적 인권으로 이해된 재산권은 농
민이나 수공업자 등의 소상품 생산자를 모델로 한 것이었으나 산업혁명 이후 대자본에 의
한 대규모 공장의 등장과 기술혁신에 따른 숙련노동의 해체와 반숙련 또는 비숙련 노동이
지배적이 되고 이에 따라 본격적인 자본·임노동 관계가 성립함에 따라 근로자와 자본가
의 계급분화가 생기고 이리하여 통일적인 시민적 소유권 개념은 그 이론적 기초를 상실하
게 되었다. 자본주의적 소유가 자본가 계급의 소유라고 한다면 노동에 의해 획득된 소비
재와 자기노동적 생산수단의 소유는 근로자계급의 소유라고 할 수 있을 것이며 전자는 타
인의 노동을 상품으로 구입하여 그 노동력을 생산과정에서 지배하여 노동생산물의 성과
를 자본가의 소유로 하는 것으로 Marx 등의 사회주의자들에 의해 이러한 소유형태가 잉
여가치의 착취를 가져온다고 비판되지만 후자의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런 점에서 현
대 산업사회의 계층갈등에 있어 문제가 되는 것은 자본주의적 소유이며 따라서 사회정책
에 의해 사회적 구속성이 넓게 인정되는 것도 이러한 재산이다.
(라) 자기 노동에 의해 취득된 재산과 그렇지 아니한 재산
재산권 귀속에 관한 정당성 근거로서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J. Locke의 노동에 의한
소유이론이 가장 널리 인정된다. 특히 마르크스주의자들의 경우 노동에 의한 경우 외에는
재산권 취득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자본주의 이론가의 경우 노동의 의미를 넓게
이해하거나 또는 노동에 의해 취득되는 재산권의 범위를 보다 광범위하게 인정한다. 또
한 이러한 경우 노동에 의해 취득된 재산권의 처분은 그 재산권자의 자유에 맡겨져 있고
반드시 자신만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사용하여야 되는 것은 아니므로 상속이나 증여 등에
의한 재산권 취득이 노동에 의한 소유이론에 반하는 것은 아니며82) 또 Nozik도 지적하듯
이 일단 노동에 의해 취득된 재산이 정당하게 이전된 이상 그 이후의 재산권 취득자도 정

82) L
 öw는 만약 상속이나 증여가 인정되지 않으면 소유자는 그 물건의 주인이 아니라 단지 이용자에 불과하
게 된다고 한다(K. Löw, Die Grundrechte, München, 1977, S. 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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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한 재산권자가 되는 것이다.83)
그러나 이처럼 노동이 재산권 귀속의 정당근거로 인정된다면 직접적으로 노동에 의해
취득된 재산권과 그렇지 아니한 재산권은 그 보장범위에 있어 차이가 인정되게 되며 그에
따라 사회구속성의 범위에 있어서도 차이가 생긴다고 보는 것도 정당하다. 이것은 앞에서
본 토지소유권과 관련하여 토지의 경우 그것이 인간의 노동의 산물이 아니기 때문에 사적
소유가 인정되어서는 안된다거나 인정되는 경우에도 광범위한 사회구속성을 인정하려고
하는 데에서도 나타난다. 예컨대 상속받은 재산이나 증여받은 재산의 경우 노동에 의해
취득된 재산에 비해 고율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여기서 그 정당성의 근거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소유물을 사용케 함으로써 이윤을 얻는 것도 역시 그것이 자본가 자신의 직접적
노동의 산물은 아니기 때문에 노동자의 임금이나 자신의 노동에 의해 생산되는 소상품 생
산자의 소득에 비하여 더 많은 사회적 구속을 받으며 따라서 그에 대한 소득세율은 노동
자에 비해서 고율이어야 한다고 생각되며 지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마) 개인성이 강한 재산과 공공성이 강한 재산
재산권은 그것이 가지는 사회적 성격 내지 공공성의 정도에 따라 개인성이 강한 재산과
공공성이 강한 재산으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이 분류는 그 재산권에 대한 공공복리에
의한 구속이 어느 정도 인정될 것이냐와 관련하여 의미가 있다.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1979. 3. 1. 판결에 의하면 재산권보장의 근본사상과 보장목적
에 따라 재산권을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야 한다고 한다.84)
즉, 재산권의 기능이 개인의 인간으로서의 자유의 보장의 요소로서 문제되는 경우에
는 그 재산권은 특히 현저한 보호를 받는다.85) 그에 반해 그 재산권의 객체가 사회적 관
련성과 사회적 기능을 가지면 가질수록 재산권의 내용 및 한계규정에 대한 입법자의 권
한은 확대된다. 이 경우 사용·처분은 단순히 재산권자 내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그
재산권의 객체의 사용에 의존하고 있는 다른 법주체의 요구와도 상관된다는 점에서 재

83) 로
 버트 노직, 남경희 역, 아니키에서 유토피아로-자유주의 국가의 철학적 기초, 문학과 지성사, 1983,
193ff.
84) BVerfGE 50, 290, 340-341.
85) 同旨; BVerfGE 14, 288, 293f.; 42, 64, 77; 42, 263, 29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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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권의 사회구속성이 인정되게 된다. 이러한 전제하에서 공공복리에 따른 사회의 헌법
적 명령은 무산자에 대한 고려를 명한다. 그러나 이러한 재산권의 개인적 기능이 보다
광범위하게 제한된다 하더라도 기본법 제14조 제1항 제1문의 현상보장(또는 존속보장,
Bestandsgarantie)은 어떠한 경우에도 재산권의 본질의 유지를 요구한다. 헌법재판소도
“이와 같은 재산권에 대한 제한의 허용정도는 그 객체가 지닌 사회적인 연관성과 사회적
기능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서 그 이용이나 처분이 소유자 개인의 생활영역에 머무르지
않고 일반국민 다수의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입법자가 공동체의 이익을
86)
위하여 개인의 재산권을 규제하는 권한을 폭넓게 가질 수 있다.”
고 한 바 있다.

이와 같이 공공성이 상대적으로 약한 재산의 경우에는 그 재산권의 사회구속성이 별로
문제되지 않고 사회구속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범위는 좁은 반면에 공공성이 강한 재
산의 경우에는 공공복리의 고려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따라서 사회구속성의 범위가 확장
된다고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그 사용·수익·처분이 제한된다. 특히 공공성이 매우 강한
재산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국유로 하거나 또는 국유화 내지 사회화하는 것을 가능케 하고
있다. 예컨대 우리 헌법이나 독일기본법 등이 천연자원이나 생산수단, 토지에 대해 사회
화를 인정하는 것은 그러한 예이다. 또 한편으로 도로, 공원 등 공공재의 경우 수익자 부
담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 경쟁적 시장을 통해서 충분히 공급될 수 없는 문제가 있으므
로 경쟁시장의 기능이 실패하고 따라서 국가나 공공단체에 의한 공급과 그에 대한 비용의
세금에 의한 충당이 인정된다.

Ⅳ. 재산권의 사회구속성
1. 재산권의 사회구속성의 의의
헌법 제23조 제2항은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고 하여
재산권의 사회적 구속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독일 바이마르헌법 제153조
제3항과 이를 이어받은 독일기본법 제14조 제2항을 계수한 것이다.

86) 憲裁 1998. 12. 24. 89헌마214등, 판례집 10-2, 927, 945;2001. 1. 18. 99헌바63, 판례집 13-1, 60,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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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의 사회구속성(Sozialbindung des Eigentums)은 독일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서 사회적합성(Sozialadäguanz), 사회제한성(Sozialgebundenheit), 사회적 의무성
(Sozialpflichtigkeit) 등으로도 사용되며,87) 영미의 경우 이와 동일한 취지의 것이라 볼
수는 없으나, 공용수용(taking)과 대비된다는 점에서 경찰권(police power)에 의한 재산
권의 규제(regulation)가 대체로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재산권의 사회구속성의 개념적 요소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로 구성된다고 할 수 있다.
첫째, 사회구속성의 대상이 되는 재산권은 재산권 개념의 확장에 따라 모든 재산적 가
치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종래 고전적 수용개념에 있어서는 수용의 대상을 토지소유권의
박탈에 한정함으로써 그 외의 재산권의 제한은 사회구속성으로 이해되었으나88) 지금의
확장된 공용수용의 개념에 있어서는 모든 재산가치있는 권리를 대상으로 하므로 재산권
개념에 의해서는 사회구속성의 수용에 대한 개념적 특성은 나타나지 않는다. 둘째, 재산
권의 사회구속성은 공공복리를 위한 제한을 의미한다. 공공복리는 다양하고 불확정적 개
념이지만 재산권의 사회구속성의 목적개념으로서 공공복리는 역사적으로 보면 18~19세
기의 자유국가의 그것과 20세기의 사회복지국가의 그것을 포함하는 개념이며, 소극적으
로 공공질서나 국가의 안전을 위한 것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회적 정의와 효율을 위한
것을 포함한다. 이에는 전래적·소극적 의미의 질서유지를 위한 제한과 Keynes주의·신자
유주의에 기초한 혼합경제 내지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적 의미의 제한, 사회국가적 의미의
제한이 포함된다. 셋째, 재산권의 사회구속성은 재산권에 대한 공법적 제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남용금지와 같은 사법적 제한도 포함한다고 생각한다. 공법적 제한의 경
우 국가의 권력행위 및 관리행위에 의한 제한을 포함한다. 넷째, 재산권의 침해정도가 공
용수용의 정도에까지 이르러서는 안되며 공용수용과는 달리 손실보상이 인정되지 않는다.

2. 다른 관련개념과의 구별 및 관계
가. 내용규정과의 구별

87) Weimar 헌법시대에는 Sozialbindung이라는 용어보다는 Sozialgebundenheit란 용어가 널리 쓰였는데,
지금은 Sozialbindung이라는 용어가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보통 사회구속성이
라 번역한다.
88) W. Leisner, a.a.O., SS. 17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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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기본법 제14조 제1항 제2문과 같이 우리헌법 제23조 제1항 제2문은 재산권의 내
용과 한계를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후술하는 바와 같이 재산권의 사회구속성의 헌
법적 근거규정은 제23조 제2항과 제1항 제2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과연 재산권의 내용
규정(Inhaltbestimmung)과 사회구속성을 규정하는 한계규정은 구별될 수 있는 것인가·
이 양자는 총칭하여 재산권구속성(Eigentumsbindung)이라 하는데89) 형식논리적으로
는 양자의 구별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명확한 윤곽을 가지는 대상을 가지지 못하는 재
산권의 특수성, 즉 내용의 형성까지 입법권에 부여하고 있는 재산권의 구조적 특수성에
비추어 양자의 구별은 다른 기본권의 제한에 있어 규범 영역의 문제와는 다른 특유한 문
제상황을 가지는 것이다.
이에 대해 J. Chlosta에 의하면 법률이 재산권자가 사법과정(私法過程)에서 어느 범위
까지 재산가치가 있는 권리를 가지는지를 규정한 것을 공익을 위해 제한하는 경우 재산권
제한이 된다고 하고 따라서 내용규정과 한계규정의 구별선은 공법적 규정과 사법적 규정
간의 구별과 일치한다고 한다.90) 그는 또한 양자의 구별을 재산권보장의 제도보장과 권리
보장이라는 양 측면과 연관시켜 이해하여 입법자가 재산권을 내용적으로 형성하는 경우
에는 제도보장의 문제이지만 입법자가 이미 형성된 재산권을 공익을 위해 제한하는 경우
에는 법적 지위의 제한이 문제될 뿐이라고 한다.91)
그러나 Brun-Otto Bryde는 독일기본법 제14조 제1항 2문이 특별히 내용과 한계
의 구별에 대해 아무것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기본법의 문언상 내용과 한계를 구별하
고 있는 것이 양개념간의 법적 구별을 의미한다고 추정하는 것은(Krüger, Ramsauer
등) 기본법의 문언을 과대평가한 것으로 이 양자는 Grund und Boden과 같이 말의 중
복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92) 그는 내용규정이 시민간의 사법적 관계에 관한 것이고 한
계규정은 공법적인 재산권 사용의 한계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은 결국 형식적인 것이 되
고 구별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그는 한계가 내용을 규정하고 내용규정은 필연
적으로 한계를 포함한다고 하면서 이러한 이중형식의 의미는 입법상 허용되는 내용규정

89) v. Mangolt-Klein, a.a.O., S. 431; Nüssgens/Boujong, a.a.O., SS. 62ff.
90) J. Chlosta, Der Wesensgehalt der Eigentumsgewährleistung, Berlin, 1975, S. 32.
91) ebenda.
92) Brun-Otto Bryde, Art. 14. In: Ingo von Münch(Hrsg.), GG Kommentar, S. 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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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미 주어진 재산권 질서체제의 내재적 수정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재산권자에게
새로운 한계를 설정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93) H. P. Ipsen
도 재산권 내용규정에 대한 입법의 임무는 제14조 제2항에 의해 방향지워지는 것이라 하
였다.94) 또 J. Faeling은
“기본법 제14조 제1항 2문은 입법자에게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
를 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규정은 내용규정(Inhaltbestimmung)과 제한규정
(Schrankenziehung)의 구별을 하도록 한다. 그러나 이는 불가능하다. 즉, 내용규정과
제한규정은 본질상 동일한 의미이다.”
라고 한다.95) 그는 모든 내용－권리도 마찬가지로
－은 그 한계를 통해 규정되며 각 한계는 내용을 규정하여‘내용’
과‘한계’
는 동일한 것이
라고 하였다.96)
한편 Jochen Rozek에 의하면 재산권의 내용규정과 한계규정은 실질에 의해서가 아니
라 기껏해야 시간적으로 상호 구별될 뿐이며 내용규정은 재산권자의 지위를 장래를 향해
규정하나 제한규정은 이제까지의 법에 따라 인정되는 지위에 대해 규제하는 것이라고 한
다. 즉 표현상 내용과 한계규정의 구분은 시간적 문제로 해소되며 현존상태에 대한 규정
은 재산권의 제한을 의미하고 장래의 것을 규정하면 내용규정을 의미한다고 한다.97)
생각건대 이 문제는 기본권의 제한문제에서 논의되는 기본권의 규범영역의 문제와 한
편으로는 동일한 양상을 가지지만 또 한편으로는 재산권의 경우 다른 기본권과는 달리 그
절대적 개념이 존재하지 않고 그 내용의 형성까지 입법에 위임되어 있다는 점에서 다른
기본권과는 문제상황이 다르다. 재산권의 내용규정이나 사회구속성이나 모두 공공복리에
의해 방향지워지는 동일한 실체의 다른 표현에 지나지 않으며 J. Rozek의 지적처럼 시간
적으로 상호 구별될 뿐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내용규정은 재산권
자의 지위를 장래를 향해 규정하나 제한규정은 종래의 법에 따라 인정된 지위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93) ebenda.
94) H. P. Ipsen, a.a.O., S. 85.
95) Herbert Krüger, Die Bestimmung des Eigentumsinhaltes(Art. 14, Abs.1, S. 2 GG) in: H. P.
Ipsen(Hrsg.), Hamburger Festchrift Für Friedrich Schack, Hamburg, 1966, S. 71f.에서 인용.
96) ebenda.
 . Rozek,, Die Unterscheidung von Eigentumsbindung und Enteignung-Eine Bestandsaufnahme
97) J
zur dogmatischen Struktur des Art.14 nach 15 ,,Jahren Naβauskiesung,,, 1998, SS. 277-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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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용수용과의 구별
재산권의 사회구속성은 재산권의 사회적 책임과 공익에 의한 제한을 의미하므로 그런
점에서는 공용수용도 사회구속성의 표현이라 할 수 있으나 또 한편으로 그 제한의 범위
라는 측면에서는 공용수용(Enteignung, taking)에 대한 반대개념(Gegenbegriff)으로
서의 측면이 있고98) 그런 점에서 재산권의 사회구속성의 한계는 공용수용에서 발견된다
고 할 수 있다. 다만 재산권의 사회구속성과 공용수용의 체계와 양자의 구별을 어떻게 구
성하느냐는(이에 관해서는 후술한다.) 어려운 문제로 남아 있다. 즉, 독일연방일반최고법
원(BGH)의 판례를 중심으로 발전해 온 수용유사침해(Enteignungsgleicher Eingriff)와
수용적 침해(Enteignender Eingriff)에 대한 보상청구를 인정할 것이냐의 여부에 따라
공용수용의 개념적 범위가 달라지고 재산권의 사회구속성과 공용수용을 이원적으로 구성
할 것이냐의 여부가 달라지는 것이다.
공용수용과 사회구속성의 구별은 고전적 공용수용 개념에서는 비교적 분명한 듯 하였
으나 확장된 공용수용 개념에서는 매우 애매하여 대상이나 외적 형식, 침해형태, 침해목
적 등에 의해서는 그 구별이 인정되지 않게 되었다. 결국 양자의 구별의 본질적 표지는
특별희생과 손실보상의 여부에 있게 되나 그 손실보상을 가져오는 재산권 침해정도에 관
한 기준은 매우 다양하게 주장되었다. 그러나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형식적 수용개념을
채택하고 종래의 연방일반최고법원의 판례나 이론과 달리 과도한 내용 및 한계규정은 수
용으로 전화되지 않으며 위헌적 내용 및 한계규정으로 남는다고 하였다. 즉 설사 기본법
제14조 제1항 제2문의 의미에서의 내용규정이 제14조 제2항의 재산권의 사회구속성을
이유로 재산권자에게 더 이상 수인될 수 없는 정도의 부담을 주는 경우에도 내용 및 한계
규정으로 성격을 가지며 수용으로 전화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99) 그런 점에서 독일연
방헌법재판소는 종래의 연방일반최고법원의 전환이론(Umschlagtheorie) 내지 경계이론
(Schwellentheorie)을 분명히 거부하였고 모든 경우에 사회구속성을 초과하는 재산권침
해가 수용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테제를 부인하였다. 즉 사회구속성을 벗어난 제한이 보
상을 통해 해결될 수 있다는 관념은 기본법과 합치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위헌적 재산권

98) W. Leisner, Sozialbindung des Eigentum, Berlin, 1972, S. 17.
99) BVerfGE 52, 1, 27f; 58, 137, 145; 58, 300, 320; 79, 174, 192; 이에 관해서는 J. Rozek, a.a.O.,
S. 62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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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규정이 동시에 헌법적 의미에서 수용적 침해를 의미하지는 않으며 내용규정과 수용
이 다른 내용을 가지므로 위헌적 내용규정이 수용으로 전환될 수 없다고 하였다.100) 이에
따라 재산권의 사회구속성과 수용의 체계가 달라지게 되었다.

다. 사회화와의 관계
사회화(Sozialisierung, Vergesellschaftung)의 개념은 다양하게 정의되나 ① 사회학
적 의미와 ② 법학적 의미에서 이해될 수 있다.
즉, 사회학적 의미에서 사회화는‘재산헌법의 형성에 있어서 사회주의의 실현형태’또
는‘시민적－자유적 자본주의 경제헌법을 무산계급이 경제적 재산권에 대한 집단적 처
분권한을 가지는 공동경제체제로 대체하려는 현대 산업사회의 사회주의적 운동의 집행
행위’
로 이해된다.101) 이러한 사회화는 두 가지 형태를 가지는데 하나는 사회적 개량(die
soziale Reform)을 통하여, 또 다른 하나는 사회적 혁명(die soziale Umsturz)을 통하여
이를 수행하는 것으로 전자는 사회국가에 있어서의 사회화를 의미하는데 반해, 후자는 사
회주의 국가에 있어서의 사회화를 의미한다.102)
사유재산제도를 근간으로 하는 자본주의 경제체제에 있어서 사회화는 중대한 예외적
현상이나 상당수의 자본주의 국가에서 이를 인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국가에 있어서의 사
회화의 의미가 사회주의 국가에 있어서의 그것과 같은 의미일 수 없다는 것은 의문의 여
지가 없다.
이와 같은 사회국가에 있어서의 재산권의 사회화는 현행 경제헌법의 전면적 개혁이나
사회주의 경제체제로의 이행을 의도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기존의 재산·경제·사회헌법
의 발전적 개조와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며103) 이를 통해 종래의 경제구조의 변화, 특
히 소유관계와 기간산업의 새로운 질서형성이 가능하게 된다.104)

100) BVerfGE 79, 174, 192.
101) v. Mangolt-Klein, a.a.O., S. 459f.
102) 이
 에 관한 자세한 것은 민경식, 독일기본법에 있어서의 사회화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법학박사학위논
문, 1987, 35f 참조.
103) T . Maunz, Rdnrn. 5, 18 zu Art. 15, in: Maunz/Dürig/Herzog/Scholz, Grundgesetz
Kommentar, 1980.
104) Maunz-Zippelius, Deutsches Staatsrecht, 1985, S. 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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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법학적 의미에서의 사회화는 경제적 재산권에 대한 처분권한을 집단화하면서 재산
헌법·경제헌법·사회헌법을 변경시키는 헌법형성적 행위105) 또는 어떤 경제재를 사적 소유
에서 공유재산(Gemeineigentum) 또는 다른 공동체 경제형태로 바꾸는 국가적 침해106)를
의미하며 그 본질적 표지는 경제헌법의 개조를 위한 재산권 분배의 개조라 할 수 있다.107)
이러한 의미에서의 사회화는 개인의 재산권을 박탈하고 이에 대해 보상을 한다는 점에
서 학자에 따라서는 사회화를 공용수용의 한 형태로 이해하기도 한다.108) 재산권의 제한
을 공용수용과 사회구속성으로 양분하여 보상 여부에 따라 이를 구분한다든가 또는 확장
된 공용수용 개념에 의할 때 이러한 여지는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화는 공
용수용의 한 특수한 예가 아니라 독자적 법제도이며 사회화와 공용수용은 비교할 수 없는
크기109)로 이해되고 있다. 즉, 사회화는 재산권의 침해라고 하는 측면에서가 아니라 재산
의 경제적 이용방법이라는 측면에서 식별되며 사회·경제정책적 동기에 있어서도 수용과
다르다.110)
이렇게 보면 사회화는 단순한 개인의 재산권의 박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헌
법에 대한 수정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공용수용과는 달리 개별적 처분이나 처분법
률에 의해서가 아니라 일반적 조치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특정 경제영역에 있어 집단적 사
회화만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공용수용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111)
한편 사회화는 국유화와 혼동해서 사용되는 경우도 있으나112) 엄밀히 이야기해서 국유
화(Nationalisierung)와는 그 개념적 범주를 달리한다. 즉, 국유화는 사회화의 한 수단으
로서 이용되기도 하지만 국유화가 사회화의 유일한 형태는 아니며 사회화를 통한 권리주

105) v
 . Mangolt-Klein, a.a.O., S. 460; Friedrich Klein, Eigentumsbindung, Enteignung,
Sozialisierung und Gemeinwirtschaft im Sinne des Bonner Grundgesetzes, Tübingen, 1972, S. 5.
106) a.a.O., S. 439.
107) F. Klein, a.a.O., S. 5.
108) W
 . Leisner, a.a.O., S. 66: Giese, v. Mangolt, Abraham 등도 이러한 입장에 있다(이에 관해서는 H.
K. J. Ridder, Enteignung und Sozialisierung, VVDStRL 10, 1952, SS. 124～125참조).
109) H. K. J. Ridder, a.a.O., S. 125; F. Klein, a.a.O., S. 11.
110) F. Klein, a.a.O., SS. 11～12.
111) T. Maunz, Rdnrn. 5～6 zu Art. 15; Maunz-Zippelius, a.a.O., S. 246.
112) 예
 컨대 독일기본법 제15조는 사회화(Sozialisierung)에 관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국유
화에 관한 것으로 이해되는 경우도 있다(이에 관해서는 F. Klein, a.a.O., S.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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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는 다양하여 국가 외에도 지방자치단체나 그 밖의 공공단체에 의한 재산권의 처분권의
집단화까지를 포함하며113) 또 국유화는 우리헌법 제126조에서도 볼 수 있듯이 군사, 경제
정책적 필요에 의해서도 인정되기도 하지만 사회화는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공
동관리경제(Gemeinwirtschaft)를 실현하기 위해서 인정되는 것이다.114)
그러나 이러한 사회화에 관한 헌법규정을 두는 경우 이에 대해 어떤 법적 성격과 의의
를 인정하느냐에 관해서는 그 법적 평가가 다양하며 독일기본법의 경우처럼 경제헌법을
흠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해석의 차이의 폭이 매우 넓다. 특히 후술하는 사회국가의 법
적 성격에 대한 입장의 차이에 따라 사회화에 대해서도 적극적 입장과 소극적 입장으로
나누어진다.
이상과 같이 보면 재산권의 사회화와 사회구속성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파악될 수 있
을 것이다.
첫째, 목적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자본주의 국가에 있어서의 사회화는 사회주의 국가
에서의 그것과 달리 사회국가원리의 한 구체적 표현이며 그런 점에서 재산권의 사회구속
성과 같은 맥락을 가진다.115) 따라서 양자는 사회국가의 실현을 통한 자본주의 경제체제
의 수정의 재산권 영역에서의 표현이며 재산권보장의 상대성을 나타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양자는 그 구체적 목적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는 주장이 있다. 즉 W.
Leisner에 의하면 사회화를 규정하는 독일기본법 제15조에 의한 일반적 경제조종
(Wirtschaftslenkung)은 정당화될 수 없는 반면, 사회구속성은 국가적 경제지도가 정
당하게 수행되는 영역이라는 점에서 다르고, 그런 의미에서 사회구속성은‘통상적인 것
(etwas
“Normales”
)’
,‘계속적인 것(Laufendes)’
인데 반해 사회화는 그렇지 않고 그래서
사회구속성이‘整序(ein Ordnen)’
를 의미한다면 사회화는‘변혁(ein Verändern)’
을 의미
한다고 한다.116) 이러한 지적은 부분적으로 정당하다. 그러나 사회화와 사회구속성이 사

113) ebenda, S. 18ff.,; 민경식(주 102), 33.
114) T. Maunz, Rndr.7 zu Art. 15, in: Maunz/Dürig/Herzog/Scholz, GG Kommentar; F. Klein.
a.a.O. SS. 9, 18.
115) W. Leisner, a.a.O., S. 65; F. Klein, a.a.O., S. 4; 민경식(주 102), 22.
116) W. Leisner, a.a.O., S. 68.

헌법주석서 Ⅱ

36

회국가적 원리의 실현방법으로서 공통성을 가지며 그 구체적 현상형태는 W. Leisner의
지적과 같은 차이를 가진다 해도 궁극적으로는 재산질서의 변화를 통해 사유재산제의 틀
을 유지하면서 이의 폐해를 수정·개량해 나간다고 하는 점에서 일치한다는 것을 고려하
면 이러한 현상적 목적의 차이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이러한 양자의 목적의 공통성에 비추어 재산권의 사회화 그 자체는 강화된 사회
구속성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재산권의 사회구속성을 특정재산영역에 강화하여
사회구속성의 정도를 초과함으로써 보상을 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117) 그런 점에서 양
자는 재산권에 대한 침해의 정도가 다르다. 즉, 재산권의 사회화는 재산에 대한 처분권능
이 개인에게서 공동체의 수중으로 넘어가는 것(Überführung)으로 재산에 대한 처분권능
의 집단화(Kollektivierung der Verfügungsmacht)를 의미한다. 이는 재산에 대한 사적
이니셔티브와 사적 이용성에 기초하면서 재산권을 제한하는 사회구속성과는 다르다. 재
산권에 대한 침해의 정도만 가지고 본다면 사회화는 W. Leisner의 지적처럼 수용과 같은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118) 이리하여 재산권의 사회구속성과 사회화는 보상의 요부
에 의해 구별된다. 일부학자의 경우 이러한 보상의무의 존재 및 보상액의 동일성과 관련
하여 사회화를 공용수용의 한 특수한 예로 이해하고 있거니와119) 사회화는 사회구속성의
정도를 넘어 재산권의 침해의 정도가 수용의 정도에까지 이른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다.
사회화에 대한 보상의 정도에 관하여는 독일기본법은 공용수용의 경우를 준용토록 하고
있는데 종래 일부학자는 부분적으로 Weimar시대의 관념을 답습하거나 전후 독일의 경제
적 난국에 직면하여 사회화 규정이 완전보상의 현실적 불가능성에 좌초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수용에 있어서보다 적은 보상의 여지를 인정하였으나 지금은 수용의 경우와 같이 이
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120) 우리 헌법은 국유화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해 독일기본법 제
15조 제2문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헌법 제23조 제3항을 준용하여 보상하여야
할 것이다.

117) ebenda, S. 66.
118) ebenda, SS. 66ff.
119) ebenda, S. 66.
120) ebenda, S. 66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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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이에 따라 사회화가 인정되는 재산권의 경우 이는 그 재산권의 사회구속성이 다
른 재산권에 비하여 더욱 넓게 인정된다는 점을 표현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121) 그런
점에서 헌법상 사회화가 인정되는 재산권에 대해서는 헌법해석상 강화된 사회구속성이
인정될 수 있다.
넷째, 형식의 측면에서 재산권의 사회구속성이나 사회화는 공용수용과 달리 일반법률
이나 일반적 조치를 통해서 실현된다는 점에서 공통성을 가진다.

라. 권리남용금지와 관계
재산권의 사회구속성과 민법상의 권리남용금지의 법리는 기본적으로 그 사상적 바탕을
같이 하고 있다. 즉, 양자는 모두 재산권의 사회성의 인정에 기초하고 있으며 역사적으로
는 19세기말 권리남용의 법리가 등장하고 그 뒤 20세기초 재산권의 사회구속성의 개념이
등장하였다. 그래서 H. Schulte와 같은 학자는 재산권에 관한 공·사법간의 분리된 논의
는 정당할 수 없다거나 헌법 제23조는 공법영역 뿐 아니라 사법영역에도 타당하다고 주
장한다.122) 그런 점에서 우리 민법 제2조 제2항은 헌법 제23조 제2항과 동조 제1항 2문
을 사법영역에서 구체화시킨 것으로 이해하거나123) 또는 일본의 일부학자처럼124) 재산권
의 사회구속성과 공용수용의 구별에 관하여 민법상 권리남용금지의 원리 또는 민법상 상
린관계이론을 원용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물론 재산권의 사회구속성은 재산권에 대
한 공법적 한계에 한정하고 민법상의 권리남용금지는 사법상의 한계를 의미한다고 보아
양자의 구별을 인정하는 것도 의미는 있다고 생각된다. 즉, 후술하는 바와 같이 재산권의
사회구속성은 단체주의적 재산권관에 기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한편 사회국가에 있
어서 국가와 사회의 일원화 현상과 더불어 나타나는 것으로 그것은 국가가 사회국가나 신
자유주의에 기초하여 재산권에 대하여 과하는 제한임에 반해서 권리남용금지의 법리는
재산권의 사회성 인정을 통한 사인간의 권리조정에 관한 것으로서 사회국가의 실현과는

121) H
 . P. Ipsen, a.a.O., S. 95; 그러나 W. Leisner는 사회화는 수용과 별개의 것이 아니며 수용이 논리상
반대개념인 사회구속성을 강화시킬 수 없다는 점에서 사회화는 개념적으로 사회구속성을 강화시킬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a.a.O., S. 67).
122) Hans Schulte, Zur Dogmatik des Art. 14 GG, Karlsrühe, 1997, S. 7.
123) T. Maunz, Art. 14, Rdnr 2.
124) 예컨대 高辻正己, 財産權と公共福祉, ヅユリスド別冊, 法學敎室 6號,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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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점에서 양자는 그 사상적 기반이 상이하고 또 공·사법 이원적 법
체계 속에서 전자는 공법적 문제임에 반해 후자는 사법적 문제라는 점에서 양자를 구별
하는 것은 의미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양자는 재산권의 사회성에 기초한 제한이며 보상
없이 가해질 수 있는 재산권제한이라는 점에서 동일한 것이며 권리남용금지는 재산권의
사회구속성이 사인간의 관계에서 표현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 재산권의 사회구속성의 근거
가. 서 설
재산권의 사회구속성의 사상적 근거는 서구사회의 경우 거슬러 올라가면 기독교의 사
회윤리에서 그 원류를 찾을 수 있으나125), 이러한 역사적·종교적 배경을 가진 재산권의
사회구속성이 그 후 도덕적·종교적 성격이 아니라 법적 성격을 가지고 강화되어 등장하
게 된 것에는 두 가지 측면의 사상적 배경이 깔려 있다. 즉, 첫째는 기존 재산권 개념 자
체에 대한 비판에서 나온 것으로 종래의 로마법적, 개인주의적, 절대적 소유권 개념에 대
한 단체주의적 재산권관에 의한 것이 그것이고, 둘째는 사회·경제질서의 변화와 그에 따
른 국가의 역할 변화에 의한 것으로 이에는 신자유주의(Neo-liberalism) 또는 케인즈주
의와 사회국가 사상을 들 수 있다. 특히 헌법상 재산권의 사회구속성에 관한 규정은 사회
국가원리의 재산권에의 표현으로 일반적으로 이해된다.126) 사회국가에 있어서는 국가와
사회구성원 상호간의 관계의 의미가 자유국가의 그것과는 다르고 그에 따라 재산권의 의
미도 바뀐다. 국가는 개인의 생존배려에 관한 책임을 지고 개인은 또 그에 상응하는 의무
를 부담한다. 사회구성원 상호간은 고립적이고 원자적 개인이 아니고 상호의 자유와 생존
에 대한 존중의무가 있다. 재산권은 더 이상 유일의 개인의 생존의 기초가 아니고 국가의

125) K.
 Löw, a.a.O., S. 322; Martin Wolff는 Weimar헌법 제153조 제3항의 재산권자의 의무는 윤리적,
종교적 의무가 법적 의무로 전화한 것이라고 보았고(Martin Wolff, Reichsverfassung und Eigentum,
1923, S. 12(K. Rudolph, a.a.O., S. 14에서 인용), E. K. Hunt같은 학자는 사회주의를 만인평등이
라는 자유주의적 개념이 전통적 기독교 집단윤리의 고유한 세계관과 결합하면서 생겨난 이데올로기라고
이해하였다(E. K. 헌트, 김성구·김양화 공역(주 1), 82).
126) Volkmar

Götz, Grundpflichten als Verfassungsrechtliche Dimension, VVDStRL 41, 1983, S.
30; Nüssgens/Boujong, Eigentum, Sozialbindung, Enteignung, Müchen, 1987, S.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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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작용에 따른 광범위한 제한이 수반되며 개인의 재산권의 행사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
를 위협하지 않는 범위에서 인정된다.

나. 재산권의 사회구속성의 법적 근거
(1) 비교법적 고찰
근대 시민혁명 후 재산권 개념은 신성불가침적 자연권으로 등장하여 자본주의의 발전
과 더불어 자유방임적 실정법적 개념으로, 그리고 나아가 사회구속적 개념으로 발전해 왔
다. 따라서 재산권의 사회구속성에 대한 규정은 18~19세기 헌법에서는 찾아보기 어렵
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자연권적 개념 또는 자유주의, 개인주의적 개념에 입각하였다고
하여 사회구속성이 전혀 부정되는 것은 아니었으므로 소극적·질서적 차원의 것이긴 하지
만 그에 관한 실정법 규정이 발견된다. 즉, 프랑스 인권선언 제2조, 제17조는 재산권을
불가침적 자연권으로 규정하였으나 제4조는 다른 인권과 같이 재산권에도 사회의 다른
구성원에게 같은 권리의 향유를 보장한다고 하는 제한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1793년 M.
Robespierre가 국민공회에 제안한 권리선언 안에서는 제7조에서
“소유권은 각 시민이 법
률에 의하여 보장된 부분의 재산을 사용·수익·처분하는 권리이다.”
고 규정하고 이어 제
8조에서
“소유권은 모든 다른 권리와 마찬가지로 타인의 권리를 존중할 의무에 의하여 제
약된다. 소유권은 우리 동포의 안정·자유·생존·재산을 침해할 수 없다.”
고 하고 제10조
에서는
“이 원칙을 깨뜨리는 일체의 점유·거래는 본질적으로 불법이며 부도덕하다.”
고하
여 넓은 범위의 사회구속성이 인정되었다. 그러나 이 안은 채택되지 않았으며 1793년의
권리선언(제2조), 1795년의 권리선언(제1조)은 1789년의 인권선언과 같은 입장에 있었
다. 이러한 입장을 이어받아 프랑스 민법은 제545조에서
“소유권은 법령에 반하지 않는
한 가장 절대적 방법으로 물건을 사용·처분하는 권리를 의미한다.”
고 규정하여 절대적 소
유권 개념에 입각하고 있으면서도 법령에 의한 소유권 제한을 인정하였다.
이러한 프랑스 민법적 소유권 개념은 프랑스의 영향을 받은 제국가, 예컨대 벨기에, 네
델란드, 룩셈부르크, 모나코, 독일, 그리고 미국의 루이지애나(1825), 퀘벡(1886)의 민
법과 1865년 이태리 민법, 1889년 스페인 민법 및 그밖에 발칸, 이집트, 라틴아메리카,
일본 등에도 영향을 미쳤다.127) 그래서 예컨대 독일의 경우 1794년 Friedrich 대제에 의

127) G. Dietze, a.a.O., S.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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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프로이센 일반란트법(PALR)은 그 서문에서 인간의 천부의 자유는 타인의 권리를 침
해하지 않는 한 보장된다고 하고 소유권도 그러한 원칙에 따라 보장하였다.128)
재산권의 사회구속성에 획기적 전기를 제공한 것은 역시 Weimar헌법이었다. 제1차대
전의 패전에 따른 경제적 궁핍과 러시아 사회주의 혁명의 여파로 그 당시 개인의 경제적
자유는 더 이상 목적 자체가 될 수 없고 사회적 기능을 실현할 때 비로소 경제생활 속에
서 타당할 수 있게 되었다.129) 그래서 Weimar헌법 제153조 제1항은
“재산권은 헌법에 의
하여 보장된다. 그 내용 및 한계는 법률에 의해 정해진다.”
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는
“재산
권은 의무를 진다. 그 행사는 동시에 공공의 복지에 이바지해야 한다”
고 규정하였다.
이러한 Weimar헌법규정은 그 뒤 복지국가원리가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1920년대의 세
계공황 이후 Keynes주의에 따른 국가의 경제개입이 확대되면서 세계 각국의 헌법에서
계수되게 되었다.
독일기본법은 이를 이어받아 제14조 제1항에서
“재산권과 상속권은 보장된다. 그 내
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고 하고 동조 제2항은
“재산권은 의무를 수반한다. 그 행사
는 동시에 공공복리에 봉사하여야 한다.”
고 하였다. 그리고 Bayern주 헌법 제158조와
Bremen주 헌법 제131조, Hessen주 헌법 제45조 제2항, Rheinland-Pfalz주 헌법 제
60조 제2항도 재산권의 사회구속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Weimar헌법의 영향을 받은
일본헌법은 제29조에서
“재산권은 이를 침해하여서는 안된다. 재산권의 내용은 공공의 복
지에 적합하도록 법률로써 정한다. […]”
고 하였다.
또한 이탈리아헌법 제42조는
“재산은 공유 또는 사유이다. […] 사유재산은 법률로써
보장하며 그 취득 및 향유의 방법에 관한 규정과 그 사회적 기능을 확보하고 누구에게나
이를 취득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제한에 관한 규정은 상기 법률로써 정한다.”
고 하였고,
1946년의 브라질헌법 제147조는
“재산권의 행사는 사회복지를 요건으로 하지 않으면 아
니된다. 법률은 […] 각인에게 균등의 기회를 부여하는 재산권의 정당한 분배를 촉구할
수 있다.”
고 하였다. 그 밖의 그리스 헌법 제33조 제2항, 터키 헌법 제36조 등에도 재산
권의 사회구속성이 규정되었다.
이리하여 현대국가에 있어 재산권 제한에 관한 헌법적 태도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세

128) ebenda, S. 87.
129) ebenda, S.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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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으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130)
첫째, 영국이나 미국의 경우처럼 재산권의 사회적 구속에 관해 헌법상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그룹이다. 여기에 속하는 나라의 경우는 헌법전이 없거나 헌법전이 있더
라도 오래된 것이어서131) 헌법조항에 재산권의 사회구속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
으나 구체적 법률에 있어서는 자본주의 경제의 발전에 따라 재산권의 사회구속성을 인정
하며 나아가 일정한 재산권의 국유화 또는 사회화를 규정하기도 한다. 특히 영국의 경우
복지국가의 광범위한 실현과 더불어 국유화 입법에 의한 기간산업에 속하는 생산수단의
국유화가 실시되고 여러 제정법에 의한 재산권의 사회적 구속이 널리 인정되었고 미국의
경우 반트러스트 입법이나 노사관계법 그리고 1920년대의 경제공황 이후 Keynes주의에
입각한 경제입법이나 복지정책에 따른 입법에 의해 재산권의 제한이 확대되었다.
둘째, Weimar헌법이나 Bonn기본법, 일본헌법, 우리나라 헌법 등에서 볼 수 있는 것처
럼 재산권을 보장하면서 재산권의 사회구속성을 인정하는 경우이다.
셋째,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부정하고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채택함으로써 사유재산제를
부정하여 토지나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를 부정하고 개인의 사적 재산권을 인정하는 경우
에도 광범위한 사회구속성을 인정하는 경우이다.
(2) 우리헌법상의 근거
(가) 헌법규정의 변천
우리헌법상 재산권의 사회구속성에 관한 규정은 일찍이 제헌헌법 초안에서 나타났다.
1946년 3월 1일에 완성된 제1단계 헌법초안은 경제생활에 관한 장에 속하는 제77조에
서
“소유권은 법률의 정하는 제한 내에서 차(此)를 보장할 의무를 포함함. 소유권의 행사
는 동시에 공공복리를 위하여야 함을 요함. 소유권의 공용징수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률
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당한 보상으로써 함을 요함.”
이라고 규정하고 광범위한 사회화

130) 淸水望,

比較憲法講義, 靑林書院新社, 1980, 125 이하; 齊蕂壽, 憲法におげる
「財産權の自由と制限」
,
法學論集(驅譯大學), 1973, 91.
131) 미국의 경우, 재산권에 관한 헌법규정으로는 제1조 10항의 계약상의 채무조항과 1791년의 수정헌법 제
5조 및 1868년 수정헌법 제14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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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상당보상에 의한 광범위한 토지수용 등을 인정하여 재산권의 사회구속성을 광범위하
게 인정하였다.
또 유진오씨 헌법초안은 제15조에서
“재산권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
계는 법률로써 규정한다.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의 복지에 적당하도록 하여야 한다. 공공
필요에 의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수용, 사용, 또는 제한함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당한 보상을 함으로써 행한다.”
고 규정하였다. 경제제도에 관한 장에서는 경제통제적
요소를 많이 도입함과 관련하여 제95조에서 토지의 농민분배와 광범위한 사회구속성의
인정, 제96조에서는 독점성 또는 공공성을 가진 기업의 국유화 등을 규정하였다.
제헌헌법은 제15조에서
“①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써 정한다. ②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공필요에 의하여 국민의 재
산권을 수용·사용 또는 제한함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당한 보상을 지급함으로
써 행한다.”
고 규정하고 경제에 관한 제6장에서는 광범위한 경제적 자유의 통제(제84조)
와 천연자원의 국유화(제85조), 농지의 농민분배 및 농지소유권의 내용과 한계의 법률에
의한 규정(제86조), 공공성을 가진 기업, 국방상·국민생활상 긴절한 필요에 의한 경우의
사영기업의 국유·공유화(제87~88조)를 규정하여 시장경제체제에 대해 광범위한 수정·
통제를 행하였다.
그 뒤 제2차 개헌에서는 자유경제체제로의 대폭적인 전환에 따라 사영기업의 국유 또
는 공유 및 경영통제관리의 원칙적 금지(제88조), 무역에 대한 통제완화(제87조) 등이 규
정되고 천연자원의 채취, 개발, 이용에 관한 특허취소규정을 삭제(제85조)하였다. 그 뒤
제3차, 제4차 개헌에서도 재산권과 경제질서에 관한 규정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제5차 개헌에 와서 재산권보장은 더욱 강화되었는데 재산권보장과 그 공공복리적합성
은 그대로 유지되었으나(제20조 제1항, 제2항) 공용수용의 경우 정당한 보상을 규정하여
(제20조 제3항) 상대적으로 재산권의 사회구속성이 완화되었고 경제에 관한 장에서도 자
유경제체제가 더욱 강화되었다. 즉, 제1, 2공화국 헌법이 경제적 자유보다는 사회정의와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중시하였다면 제3공화국 헌법은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기
본으로 하고 사회정의와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대한 통제와 조정을 인정하고 있다
(제111조). 이에 따라 농지의 농민분배 규정이 삭제되고 소작제도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지하였다(제113조). 무역의 경우도 그 통제가 완화되었다(제116조). 다만 농지
와 산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법률에 의한 제한 및 의무부과가 명문으로 규정되었다(제
114조).
제7차 개헌에서도 재산권보장과 그 공공복리적합성은 그대로 답습되었으나(제20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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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항, 제2항) 수용에 대한 보상의 기준과 방법을 법률로써 정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법률유
보사항으로 규정하여 재산권의 사회구속성이 강화되었다. 또한 경제에 관한 장에서는 토
지에 관한 사회구속성을 강화시켰다.
제5공화국헌법은 제4공화국의 헌법규정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나 공용수용의 보상액산
정에 있어 독일기본법 제14조 제3항과 같이 공익 및 관계자의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하여
법률로써 정하도록 하여 그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하였다.
현행헌법의 경우 기본적으로 제23조 제1항, 제2항은 제5공화국헌법규정을 유지하고
있으나 제23조 제3항은 제3공화국헌법 제20조 제3항과 같이 정당보상을 규정하고 있다.
경제조항도 기본적으로 제5공화국헌법의 관련규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나) 현행 헌법상의 근거규정
재산권의 사회구속성의 헌법적 근거는 제23조 제2항과 동조 제1항 제2문에서 발견하
는 것이 보통이다. 먼저 독일기본법의 해석론을 보더라도 재산권의 사회구속성의 근거규
정은 제14조 제2항 또는 제14조 제2항과 제1항 제2문에서 찾는 것이 일반적이다.132)
W. Leisner에 의하면 재산권의 사회구속성의 가능성은 독일기본법 제14조 제1항 제2
문과 제2항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한다.133) 그에 의하면 이 양규정은 두 가지 다른 제한가능
성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재산권을 제한하는 법률유보로서의 통일적인 사회유보
(eine einheirliche sozialvorbehalt)를 의미하는 것으로 그 의미는 제2항의 공공복리 조
항에 의하여 정해지는데 공공복리 조항은 입법자가 법률유보를 규정할 때 따라야 하는 목
적을 나타내 주는 것으로 입법방침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고 입법자에 대한 재산권 제한에
대한 수권은 제14조 제2항이 아니라 동조 제1항 제2문에서 나오는 것이라 한다.134) 또 H.
P. Ipsen도 기본법 제14조 제1항 제2문에 의한 재산권 내용규정의 입법의 임무는 제14
조 제2항에 의해 방향지워진다고 보았다.135)

132) T. Maunz, Rdnr. 47 zu Art. 14.
133) W. Leisner, a.a.O., S. 44.
134) ebenda.
135) H. P. Ipsen, a.a.O., S.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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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헌법해석에 있어서는 사회구속성의 헌법적 근거를 제23조 제2항에서 찾는
것이 보통이며 제23조 제2항은 법률로써 그 내용과 한계가 이미 확정된 개별적, 구체적
재산권의 공공복리적합성을 규정한 것으로 이해하거나136) 제23조 제2항은 동조 1항과 결
합하여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법률로 정하는데 가급적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규정해
야 한다는 것과 재산권 행사에 있어 공공복리적합성을 의미한다고 하기도 한다.137)
생각건대 헌법규정 문언상으로 보면 제23조 제2항은 동조 제1항 제2문에 의해 내용
이 정해진 재산권의 행사에 대한 공공복리적합의무를 지운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나 헌
법 제23조 제2항은 동조 제1항 제2문에 기한 입법의 방향타이며 그 입법에 의해 그 내용
이 실현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재산권의 사회구속성의 일반적 근거는 제23
조 제2항과 동조 제1항 제2문에서 발견된다고 할 것이다.138) 한편, 제23조 제2항의 내용
은 우리헌법상의 여러 사회국가적 규정, 생존권의 보장 등과 관련하여 충전된다는 점에서
제23조 제2항과 동조 제1항 제2문을 매개로 하여 사회국가에 관한 제헌법 규정, 즉 제
30조~제36조 등은 간접적인 사회구속성의 근거규정이 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
을 방지하여 경제 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한 규제와 조정(제119조 제2
항), 농지소작제도의 원칙적 금지(제121조 제1항), 국토와 자원, 농지와 산지에 대한 제
한의무부과(제121조 제2항, 제122조), 소비자보호운동의 보장을 통한 생산품의 규제(제
124조), 대외무역의 규제·조정(제125조), 예외적인 사영기업의 국·공유화 또는 경제통
제·관리(제126조)는 제23조 제2항과 동조 제1항 2문에 규정된 재산권의 사회구속성의
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3) 재산권의 사회구속성의 근거규정의 법적 성격
일찍이 Weimar헌법 제153조 제3항에 대하여 G. Anschütz는 이 규정은 입법자
가 입법을 함에 있어 재산권의 의무성에 맞도록 규정해야 한다는 구속력 없는 지침

136)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1, 517-518.
137) 구병삭, 신헌법원론, 박영사, 1996, 591-592.
138) 제35조 제2항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제6장 1절에서 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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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chtschnur)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며 재산권자에 대한 법적 의무를 규정한 것은 아니
라고 보았는데 이 이론이 그 당시 통설의 위치를 차지했었다.139)
그러나 Martin Wolff는 Weimar헌법의 재산권 조항에 대해 재산권자는 이중적 의미의 의
무를 진다고 하였는데 즉, 재산권자는 공익에 일치하는 경우에 그 재산권을 행사하여야 한
다는 것과 또 공익에 적합한 방법으로 재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고 제
153조는 옛날의 부자의 도덕적·종교적 의무를 법적 의무로 고양시킨 것이라 하였다.140)
그러나 독일기본법 제14조 제2항에 대한 해석론에 있어서는 이 규정이 재산권자에게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법적 의무를 부과하며 구속력 있는 헌법적 명령으로서 입법기관을
구속하며 나아가 해석원리로서 행정·사법을 구속한다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141) 독
일연방헌법재판소도 기본법 제14조 제2항이 재산권의 내용을 규정하는 입법자에게 구
속력 있는 방침(Verbindliche Richtschnur)으로서 입법자가 실현해야 하는 사회모델
(Sozial Modell)의 규범적 요소로 보았다.142)
그러나 v. Mangolt-Klein은 기본법 제14조 제2항은 사회윤리적 재산권 구속에 대한
법적 근거로서 일반적 사회유보하에 재산권의 사회의무성을 규정한 것으로서 재산권자에
게 공익을 고려하여 권리를 행사할 것을 명령하고 재산권의 공동체 위반적 사용을 부정하
는 것으로 단지 도덕적 의무지움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143) 또 W. Weber,
U. Scheuner, Reinhardt 등은 독일기본법 제14조 제2항은 문제에 대한 내용적 해명이
없는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다.144)
우리헌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이를 단순한 윤리적 의무가 아니라 헌법적 의무이며 재산
권행사의 헌법적 한계 내지 내재적 제약이라고 보는 것이 다수설이며145) 지금은 이를 도

139) Brünneck, a.a.O., S. 304, 324; K. Rudolph, a.a.O., S. 14f.
140) K. Rudolph, a.a.O., S. 14.
141) E. Stein, Staatsrecht, 7 Aufl, 1980, S. 162; Maunz, Rdnr. 2 zu Art. 14.
142) B
 VerfGE 37, 132, 140; G. Schwerdtfeger도 기본법 제14조 제2항이 내용적으로 구체화되지 않고 따
라서 본질적으로 제14조 제1항 1문보다 추상적이라 하더라도 입법자에 대한 형성의 임무를 포함하고 있
다고 보았다(G. Schwerdtfeger, a.a.O., S. 18).
143) v. Mangolt-Klein, a.a.O., S. 434.
144) A. v. Brünneck, a.a.O., S. 305.
145) 김철수(주 23), 758; 권영성(주 23), 555; 계희열(주 23), 563; 성낙인(주 23), 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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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적 의무로 이해하는 입장은 찾아보기 어렵다. 헌법재판소는‘재산권행사의 공공복리적
합의무는 헌법상의 의무로서 입법형성권의 행사에 의해 현실적인 의무로 구체화되고 있
는데 […]’
라고146) 하고 있다.
생각건대 재산권의 사회구속성의 헌법적 규정은 자유주의적·개인주의적 재산권 개념
으로부터의 전환이며 사회국가에 있어서 사회구성원의 사회 및 다른 구성원에 대한 의무
와 사회의 사회구성원에 대한 책임의 한 표현으로서 사회국가적 원리의 한 실현형태를 의
미한다. 따라서 사회국가원리에 입각하고 있는 우리헌법상의 재산권의 사회구속성을 자
유국가에 있어서처럼 단순히 개인적 윤리의 헌법적 선언 정도로 이해하는 것은 우리 헌법
상의 구조적 원리와 재산권의 위치에 대한 오해에서 기인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재산권의 사회구속성에 관한 헌법 제23조 제2항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진다
고 할 수 있다.
첫째, 이 규정은 제23조 제1항 제2문을 통하여 입법자가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규정
하는 데 있어 구속적 지침을 규정한 것임과 동시에 재산권 행사의 공공복리적합의무를 실
현해야 되는 임무를 입법자에게 부과한 것이다. 즉, 개인주의적, 절대적 재산권 개념의
입법화는 이러한 헌법적 명령에 위반되며 사회구속적 재산권 개념을 헌법의 지시에 맞추
어 형성하고 구체화해야 되는 의무가 입법자에게 주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행정·사
법에 대해서도 법해석에 있어 구속력을 가진다.
둘째, 이 규정은 입법자뿐 아니라 재산권자에 대해서도 법적 의무를 부과하는 의미를
가진다. 이 경우 입법에 의한 내용의 구체화 없이도 헌법규정 자체에서 구체적 의무가 나
오고 판결이나 행정처분을 통해 구체화될 수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147) 재산권의 사회
구속성의 내용이 그 시대의 공동체적 관념에 의해 규정되고 유동적인 면을 가진다는 점에
서 일차적으로는 입법자에 의해 그 구체적 내용이 결정된다. 그러나 재산권보장과 사회구
속성에 관한 헌법적 가치결정을 무시하거나 이를 실현하지 않는 입법은 헌법위반이다. 이
렇게 보면 헌법상 재산권의 사회구속성 규정에 기한 재산권자의 의무는 구체적 법률을 통
해 그 내용이 구체화된다고 할 것이다.

146) 憲裁 1989.12.22, 88헌가13
147) Nüssgens/Boujong, a.a.O., S.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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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산권의 사회구속성의

가. 공공복리
(1) 서 설
재산권의 사회구속성은 우리헌법 제23조 제2항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공공복리
(Gemeinwohl)를 목적으로 한다.148) 따라서 사회구속성의 내용적 범주는 그 목적개념인
공공복리개념에 의해 규정지워진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공공복리개념은 역사적 맥
락과 국가·사회체제와의 연관 속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지만 현대사회국가에 있어서 재
산권에 관한 공공복리개념의 범주를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하는 문제의 저변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상황이 놓여 있다.
첫째, 재산권의 사회구속성의 강화가 사회국가원리의 표현이라고 이해한다면 사회국가
원리가 재산권의 사회구속성규정을 통하여 어느 정도 실현되어야 한다고 볼 것이냐 또는
재산권의 사회구속성을 통한 재산질서의 수정·형성을 어느 정도 인정할 것이냐에 대한
평가와 연결된다. 그래서 사회구속성을 통한 새로운 재산질서·배분질서의 형성을 인정하
는 입장에서는 사회해악적인 경우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새로운 질서형성을 위한 경우
도 공공복리개념에 포함시키는 반면에, 이에 소극적인 입장에서는 공공복리의 개념도 사
회해악적인 것으로 축소시키려 한다. 즉, 예컨대 전자의 입장에 있는 H. P. Ipsen에 의
하면 재산권의 수정에 대한 권한은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을 규정한 독일기본법 제2조 제
1항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149) 재산권의 사회구속성에 대해서는 입법에 의한 재
산권의 내용규정 이상의 것이 아니라는 구조적 특성과 관련하여 제2조 제1항이 적용되지

148) R
 . A. Posner에 의하면 경제규제에 관해서는 두 가지 입장이 있다고 한다. 즉, 하나는 전세대의 경
제학자와 현재의 법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으로 경제규제가 비효율·불공정한 시장현실의 수정을 요하
는 공공의 요구에 의한 것이라고 보는‘공익이론(the public interest theory)’과 또 하나는 마르크스
주의자, 자유시장경제학자 등이 주장하는 것으로 경제규제는 그 구성원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투
쟁하는 이익집단들의 요구에 응한 것이라 보는 ’
포획이론(the capture theory)’로 나눌 수 있다고 하
는데(R. A. Posner, Theories of Economic Regulation, Reading in the Economics of Law and
Regulation[A. I. Ogus, and C. G. Veljanovski eds.], 1984, 240～241), 전자는 규범적 입장에서,
후자는 사실적 입장에서 경제규제의 문제를 보는 것이다.
149) H. P. Ipsen, a.a.O., S.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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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다고 보았다.150) 이에 소극적인 입장에 있는 W. Leisner는 통합적 공동생활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재산권의 가치를 감소시키는 것은 가능하나 국가의 사회정책적 개혁을 위
한 사회구속성은 인정할 수 없다고 보고 만약 그러한 제한이 있는 경우 그것은 수용이 된
다고 보았다.151)
둘째, 재산권－다른 경제적 기본권의 경우도 마찬가지지만－과 다른 기본권, 특히 정
신적 자유권과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는 점이다. 즉 미국의 판례를 통해 발전된
이중기준(double standard)의 원칙이나152) 또는 일본의 헌법해석에 있어 일부학자가 주
장하는 것처럼 다른 정신적 자유에 비하여 재산권은 보다 광범위하고 완화된 기준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는 주장은 이러한 문제상황을 보여 주는 것이다.153)
그러면 재산권의 사회구속성의 목적개념으로서 공공복리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이 문제는 세 가지 측면에서 접근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첫째는 재산권의 사회구속
성의 강화가 현대적 재산권개념의 특질의 하나를 구성하는 이상 그 목적개념으로서 공공
복리는 근대 입헌주의 헌법하의 재산질서상의 공공복리개념과의 차이가 해명되어야 하
고, 둘째는 현대헌법에 있어서 다른 기본권과 비교하여 재산권에 인정되는 사회구속성의
목적개념으로서 공공복리는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하는 점을 통해서, 그리고 셋째로는 재
산권침해의 한 내용을 구성하는 공용수용의 목적개념인 공공필요라는 개념과는 어떤 관
계에 있는가의 해명을 통해서 공공복리의 의미가 구명되어야 한다.
(2) 공공복리의 내용
(1) 현대적 의의
원래 재산권의 구체적 내용은 국가의 법질서에 의하여 정해지는 것이고 그 법은 그 당
시 사회전체의 공공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제정되는 것이므로 재산권이 공공복리의 규
제를 받는다고 하는 점에서는 근대 시민법하의 재산권이나 현대국가의 재산권이나 다를

150) ebenda, S. 85f.
151)W. Leisner, a.a.O., S. 239.
152) H
 . J. Abraham, Freedom and Court, Oxford Univ. Press, 1977, 9ff.; B. H. Siegan, Economic
Liberties and the Constitution, The Univ. of Chicago Press, 1980, 184ff.
153) 浦部法穗, 經濟的 自由, 憲法論議 2(基本的 人權), 有斐閣, 1979, 188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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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없다.154) 그러나 문제는 공공복리라고 하는 개념의 차이인 바, 공공복리의 개념은 불변
적·고정적 개념이 아니라 그 당시의 사회적 상황과 가치관념에 따라 변모하는 것이기 때
문이다.
절대국가에 있어 재산권에 대한 공공복리가 봉건적 구속과 중상주의적 규제를 의미하는
절대주의적 공공복리를 의미하였다면 근대 시민국가에 있어서의 그것은 봉건적 제한과 구
속으로부터의 해방을 위해 자유주의적 재산질서를 유지하고 개인의 재산적 자유를 향유토
록 하기 위한, 개인주의적이고 자유주의적인 공공복리개념을 의미하였다. 그런 의미에서
그것은 재산권의 자유-소극국가의 기본적인 구도 위에서 재산권의 절대성과 자유성에 내
재하는 제한을 의미하였으며 그에 대한 제한은 재산권의 사적 성질과 일체적인 것을 의미
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그것은 시민법적 재산권질서의 유지라고 하는 소극적인 목적을 가
지는 것에 한정되었고 자유국가에 있어서의 소극적 공공복리를 의미하는 것에 불과하였
다. 따라서 재산권자의 사적 이익과 별개의, 독립된 사회전체의 이익으로서의 공공복리는
관념되지 않았다. 그래서 재산권에 대한 사회적 구속도 전염병의 예방, 재해구조, 보건위
생, 소방행정, 조세행정 등과 같은, 공공의 질서유지에 필요한 것에 국한되었다.155)
그러나 사회국가에 있어서 재산권에 대한 공공복리의 의미는 이러한 것에 한정되지 않
는다. 그것은 전체주의국가나 사회주의국가에서처럼 사회적 또는 전체적 계기가 사적 계
기를 압도하는 것도 아니고 개인주의·자유주의국가에서처럼 개인이 가치의 중심에 있고
재산권의 사적 계기가 그 사회적 계기와 분리되어 있는 것을 의미하지도 않는다. 그것은
재산권의 사회관련적 의미를 인정하며 공익과 사익의 조화를 실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
으로,156) 각인의 재산권을 실질적으로 공평하게 존중하고 각인에게 인간적 생존을 보장하
는 사회국가적 공공복리를 의미하는 한편157) 인권 상호간의 모순·충돌을 조정하여158) 사
회적 정의를 실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그것은 시민사회에서의 개인주의적 재산권
관념이 계급갈등과 불평등, 인간소외 등을 초래함에 따라 국가가 이러한 재산권을 규제·

154) 渡邊洋三, 財産權論, -粒社, 1985, 154.
155) 전주, 156.
156) 허영, 헌법이론과 헌법 (中), 박영사, 1992, 307.
157) 김
 철수(주 23), 367; 구병삭(주 137), 685; 宮澤俊義, 憲法Ⅱ, 有斐閣, 1981, 406; 독일기본법의 경우
도 전술한 바와 같이 제14조 제2항을 사회국가성의 표현으로 이해하는 것이 지배적이다.
158) 俵靜夫, 基本的 人權と公共の福祉, 淸官四郞·佐蕂功 編, 憲法講義 2, 197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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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하여 사적 재산권의 사회적 폐해를 막고 사적 이익의 충돌, 특히 자본주의적 소유권
과 국민의 생존권과의 대립과 충돌을 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Neo-liberalism 또
는 Keynes주의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159) 시장경제의 자율적 기능을 방해하는 독과점의
규제, 가격통제 등의 재산권제한도 이에 포함된다.
이렇게 본다면 오늘날에 있어서 공공복리에 의한 재산권의 구속은 자본주의 발전에 따
른 자본주의적 재산권의 성장과 이에 의한 생존권과 재산권의 억압을 막기 위하여, 그리
고 국가 전체의 부와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행해지며 그 이념적 기초는 사회국가사
상과 신자유주의·Keynes주의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나) 타 기본권의 제한목적으로서의 공공복리와의 관계 (제37조 제2항과의 관계)
헌법 제23조 제2항에서의 공공복리는 다른 기본권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헌법 제37
조 제2항의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와는 어떤 관련을 가지는가?
우리헌법 제37조 제2항과 같은 일반적 법률유보조항을 두고 있지 않는 독일기본법이나
일본헌법의 경우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 또는 독일기본법 제2조 제1항, 일본헌법 제12조
2문 및 제13조 2문과 관련하여 문제된다.
먼저 독일기본법의 해석을 살펴보면 기본법 제14조 제2항의 공공복리는 기본권의 내재
적 한계로서 논의되는 일반공동체유보(der allgemeine Gemeinschafts-vorbehalt) 또
는 제2조 제1항의 세 가지 한계(Schrankentrias) 즉 타인의 권리, 헌법질서, 도덕률과
동일한 범주로 이해하는 입장과 다른 범주의 것으로 이해하는 입장이 있다.
즉 W. Leisner는 재산권은 가장 귀중한 자유의 하나로서, 흥정의 대상이나 사회정책의
실험장이 될 수 없는 기본권이라 보고 재산권의 사회구속성을 동적 개념이 아니고 불변적
개념으로 이해하는 입장에서 제14조 제2항의 공공복리가 사회정책적 의미의 것을 포함하
는 것으로는 보지 않고 단지 국가공동체의 상호관계에 있어 통합적 공동생활을 위해 불가
피한 정도의 제한만이 가능하다고 보았다.160) 그래서 재산권의 사회구속성은 기본법 제2
조 제1항이나 일반공동체유보의 구체화를 의미한다고 보았다.161) K. Rudolf도 기본법 제

159) W. Thiele, a.a.O., S. 46; F. Pilz, a.a.O., S. 22f.
160) W. Leisner, a.a.O., S. 239.
161) ebenda, S.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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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조 제2항을 재산권의 내재적 제한이 헌법적 원칙으로 고양된 것으로 보고162) 재산권의
사회구속성을 공동체의 이익(die Interesse der Gemeinschaft)이라는 측면에서 이해하
고 있다.163) 그러나 H. P. Ipsen과 같은 학자는 재산권에 관해서는 기본법 제2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고 따라서 타인의 권리, 헌법질서, 도덕률의 보호 이외의 목적을 위해서도 그
내용과 한계를 규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아 재산권의 사회구속성을 기본권의 내재적
제한의 문제와는 다른 것으로 이해하였다.164)
한편 일본헌법의 해석론을 보면 첫째, 일부 학자는 일본헌법 제29조 제2문의 문언에
착안하여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이론적으로 구별하여 재산권의 내용의 문제는 헌법 제
29조 제2문의 문제이나 행사의 문제는 제12조·제13조의 문제로 해석하는데165) 이는 내
용과 행사 자체가 구별될 수 없다는 점에서 개념법학적 해석이라는 이유에서 배척되었다.
둘째, 양자를 동일한 범주의 것으로 이해하는 입장이 있다. 즉 일본헌법 제12조·제13
조는 인권보장의 본질에서 논리필연적으로 파생하는 공공복지에 의한 인권제한원리를 주
의적으로 규정한 것이며 제29조에서 규정하는 공공복지도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
고 제12조·제13조의 그것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재산권제한도 다른 기본권에서
와 같이 자유국가적인 것과 사회국가적인 것의 두 가지 측면을 가지는 공공복지에 의해
제한된다고 이해한다.166)
셋째, 그에 대해 다른 기본권의 경우는 제12조·제13조에 주의적으로 규정된 내재적 제
한만을 받음에 반하여 제29조 제2문에 의하여 재산권의 경우에만 특별히 공공복지에 의
한 제한이 인정된다고 보는 입장이 있다. 즉 제12조·제13조를 훈시규정으로 이해하고 제
22조·제29조의 경우에만 공공복지에 의한 제한이 가능하고 따라서 재산권의 경우 다른
기본권과 같이 기본권의 실질적·평등한 보장이라는 측면에서의 내재적 제한을 받을 뿐만
아니라 제29조 제2문에 의한 사회적·경제적 약자의 생존보호라는 정책적 제한을 받는다
고 본다.167)

162) K. Rudolf, a.a.O., S. 16.
163) ebenda, SS. 16, 44ff.
164) H. P. Ipsen, a.a.O., S. 85f.
165) 高辻正巳, 財産權についての考察, 自治硏究 第38卷 4號(1962), 5 이하.
166) 宮澤俊義(주 157), 231.
167) 浦部法穗(주 153), 188ff.; 俵靜夫(주 15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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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재산의 종류와 관련하여 이를 이해하는 입장이 있다. 즉 제29조 제2문에 의한 재
산권제한은 자유국가에서 사회국가로의 이행에 따라 생긴 것으로 자본주의의 수정에 의
해 나타난 것으로 경제적 약자의 보호를 그 내용으로 한다고 보고168) 재산을 큰 재산과 작
은 재산으로 나누어 작은 재산의 경우 내재적 제한만을 받는다고 보고 큰 재산에 대해서
만 제29조 제2문에 따라 공공복지에 의한 제한이 인정된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169)
다섯째, 이 양자를 시대적 의미관계 속에 이해하는 견해가 있다. 즉 渡邊洋三은 재산권
의 역사적 위치를 고려하여 근대 시민법적 제한과 현대법적 제한이라는 이분론을 주장하
면서 일본헌법 제12조·제13조의 공공복지는 사적 자치를 전제로 하는 사적 재산권 상호
의 조정에 관한 것으로 그 내용은 민법을 기본으로 하고 사적 재산법질서에 의해 규정되
는 근대 시민법적 제한을 의미하는데 반해 제29조 제2문의 공공복지는 현대국가의 사명
을 달성키 위해 정책적 요청에 기하여 재산권을 공법질서 속에 넣어 행정권에 의해 이를
통제하는 현대국가의 공공성을 의미한다고 한다.170)
우리헌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직접적으로 제23조 제2항과 제37조 제2항의 관계를 언급
하고 있는 분은 찾아보기 어려우나 제23조 제2항의 공공복리와 제37조 제2항의 공공복
리개념을 설명한 것을 비교하면 양자가 공통적으로 사회국가 내지 복지국가적 공공복리
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보통이다.171) 이에 대해 제37조 제2항의 공공복리는
사회국가적 공공복리와는 명백히 구별되는 국민공동의 공공복리개념이라고 이해하거나
172)

공공복리의 개념은 현대 복리국가의 이념을 구현하는 적극적 의미를 가진다고 하면서

다만 그에 의해 제한을 받는 기본권은 원칙적으로 경제적 자유권에 한한다고 보거나173)
경제적 자유권과 사회국가적 기본권에 한한다고 보는174) 견해가 있다.
생각건대 우리헌법의 경우 제37조 제2항에서 일반적 법률유보에 관해 규정하고 있어
독일기본법이나 일본헌법의 해석을 둘러싼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의 논의는 별 의미가

168) 高原賢治, 經濟活動と人權, 高原賢治, 財産權と損失補償 所收, 40f.
169) 전주, 41.
170) 渡邊洋三(주 154), 153ff.
171) 김철수(주 23), 260, 367; 문홍주(주 21), 279, 335～336.
172) 권영성(주 23), 298.
173) 박일경, 전게서, 216f.
174) 안용교(주 23), 257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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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고175) 따라서 재산권의 사회구속성에 있어 공공복리와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로 논의되
는 일반공동체유보, 타인의 권리, 헌법질서, 도덕률 또는 공공복리와의 관계는 별로 문제
가 되지 않는다. 문제는 헌법 제37조 제2항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개념과
의 관계이다. 이에 관해서 앞에서 본 해석을 추론하면 다음과 같은 해석이 가능하다. 즉
첫째, 제37조 제2항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와 제23조 제2항의 공공복리는
동일한 범주의 것이며 제23조 제2항은 주의적 규정에 불과하다는 해석과,176) 둘째, 제37
조 제2항과 제23조 제2항의 공공복리는 다른 개념이며 따라서 재산권의 제한은 타 기본
권의 제한보다 더욱 광범위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생각건대 제23조 제2항을 규정하는 의미는 ① 제23조 제1항 2문과 결합하여 법률이 재
산권제한적 의미뿐 아니라 형성적 의미도 가진다는 점에서 공공복리에 의한, 사회정의에
맞는 재산권의 형성이 입법자에게 의무지워진다는 점, ② 근대 입헌주의하에서 형성되었
던 신체의 자유, 정신적 자유, 재산의 자유의 삼위일체적 인권구성이 무너지고 재산권 중
자본주의적 재산권은 열위의 권리로 전락하고 따라서 국가의 사회경제정책에 의해서도 제
한될 수 있는 권리로 되었다는 점을 표현하는 데 있다고 생각된다. 이렇게 보면 재산권의
사회구속성에 관한 헌법 제23조 제2항은 다른 기본권의 경우와는 다른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다만 제37조 제2항의 공공복리의 의미가 사회국가의 그것을 의미하고
그에 의한 제한이 특히 경제적 자유권에만 타당하다고 이해한다면 굳이 제23조 제2항의
공공복리와 제37조 제2항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달리 이해해야 할 필요
는 없다고 생각된다. 다만 유의해야 할 것은 모든 재산에 대해 획일적인 공공복리개념에
의한 제한을 논의할 것이 아니라 재산의 종류에 따라, 예컨대 작은 재산의 경우에는 다른
자유권의 경우와 동일한 범주의 공공복리개념에 의한 제한을, 그리고 큰 재산에 대해서는
다른 자유권보다 넓은 의미의 공공복리개념에 의한 제한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다) 공용수용에 있어 공공필요와의 관계
우리헌법 제23조 제3항은 보상을 요하는 재산권의 수용·사용·제한의 목적으로서 공공

175) 최대권,
“기본권의 제한 및 한계에 관한 연구”
, 서울대 법학 제22권 3호 1981, 163; 허영(주 156), 125.
176) 최대권(전주), 164,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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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를 규정하여 독일기본법의 경우 제14조 제3항이 사회구속성의 목적과 같은 공공복리
란 용어를 사용한 것과 다소 다르다. 행정법학자들이 복리행정법상의 물적 공용부담으로
서 취급하는 공용수용·사용·제한에 있어서의 공공필요는 경찰, 재정, 국방상의 목적을 배
제한 복리목적을 위한 것을 의미하나 헌법 제23조 제3항의 그것은 반드시 이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보상을 요하는 재산권침해의 포괄적인 목적개념을 의미하므로 반드시 복리목
적을 위한 것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그러면 이러한 보상의무있는 일체의 재산권침해를 넓
은 의미에서 공용수용이라 하는 경우 이의 목적개념인 공공필요와 사회구속성에 있어 공
공복리개념의 차이는 무엇인가가 문제되는데 이에는 두 가지 측면에서의 논의가 있다. 즉
하나는 공익의 요구정도라는 점에서, 또 하나는 공익의 범위라는 점에서 논의된다.
먼저 공익의 요구정도라는 점에 대해 독일의 경우 이익형량(Interessenabwä-gung)의
입장에서 공익의 요구정도와 비례의 원칙과 관련하여 이를 파악하는 견해가 있었다. 즉
연방헌법재판소는 임차인의 지위제한이
“공익의 정당한 근거가 있고 비례성의 원칙을 침
해하지 않았으며 법치국가적 통제가 유지되었으므로”허용된다고 판시하였는데177) 이는
공익이 사회구속성의 전제일 뿐 아니라 비례의 원칙에 따라 공익에 의한 제한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회구속성이 인정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178)
그러나 이에 대해 사회구속성에도 수용에도 전제가 되는 것은 기본법 제14조에 의해
공공복리인 것이 명백한 이상 이러한 공통개념에 의해 양자를 구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는 입장이 있다.179) 즉 만약 이처럼 공공복리개념을 두 가지로 인정하는 경우 수용에 있
어 요청되는 공익은 사회구속성에 대한 것보다 강렬하다는 것으로 이해하거나 아니면 공
익의 요구정도를 공용수용과 사회구속성의 구별, 즉 보상여부 및 정도에 고려한다는 것
을 의미하는 것이 되는데 전자의 경우는 수용이 사회구속성보다 제한정도가 더 크다는 말
의 동어반복을 의미할 뿐이다.180) 후자로 이해하는 경우 이는 개인의 이익보다 일반의 이
익이 우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되는데 이는 사회공동체의 요구에 대한 사적 지위의
우월성이라는 재산권의 출발이념에 역행하는 것이 된다고 한다.181)

177) BVerfGE 18, 121, 132.
178) W. Leisner, a.a.O., S. 86f.
179) ebenda, S. 87ff.
180) ebenda, S. 88.
181) BVerfGE 18, 121,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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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상과 같이 공익의 강도라고 하는 측면에서가 아니라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행위
의 성질, 즉 공익의 내용에 따라 수용과 경찰권의 행사로 나누어 전자의 경우는 보상을
요하나 후자의 경우는 보상을 요하지 않는다고 보는 입장이 있다. 이는 주로 미국의 판
례에서 수용(taking)과 공적 규제(regulation)의 구별에 이용되었던 기준인데182) 경찰권
을 공공의 건강·도덕·안전을 규제하는 제한으로 이해하나 그 범위가 확장되어 범위설정
이 어려운 오늘날에 와서는 이러한 구별기준은 소용이 없게 되었다.183) 즉 수용과 경찰권
에 의한 규제의 구별문제로서 자주 논의되는 지역지구제(zoning)에 관하여 미연방대법원
은 초기에는 토지이용규제가 경찰권의 범위를 넘었다는 이유로 위헌판결하기도 하였으나
1928년 이후로는 이러한 판결을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184)
한편 일본헌법의 해석에 있어서도 제29조 3문에 의한 공용수용에 있어서의
“공공을 위
하여”사용한다는 개념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논의가 있다. 즉 일본의 통설
은 이를 넓게 해석하여 이 말이 사유재산권을 개인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수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사회 전반의 복지를 포함하는 의미로 해석하고 반드시 물
리적으로 공공의 사용을 위해서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 개인이 수용자가 되어도 수
용의 전체목적이 공공을 위한 것인 경우에는 이에 포함된다고 본다.185) 반면 이를 특정의
공익기업을 위한 권리이전의 경우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 사회구속성에 있어
“공공의
복지를 위하여”
라는 말보다는 좁은 관념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186)
생각건대 공용수용을 복리행정상의 그것에 국한하지 않고 앞에서 본 것처럼 그 개념을
확대하여 해석하면 공공복리의 개념적 광협으로 공용수용과 사회구속성의 구별을 시도하
는 것은 타당치 않다. 즉 양자의 구별은 요건과 형식, 희생의 정도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
며, 이는 앞에서 본 것처럼 경찰권행사 여부로 공용수용과 공적 규제를 구별하는 것이 사
실상 무의미하게 된 것에서도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공익의 정도에 따라 양

182) J
 . L. Sax, Taking and the Police Power, 74 Yale L.J. 36, 67; L. Orgel, Valuation under
Eminent Domain, vol. 1, 1953, 8.
183) L. Orgel, id, 8; Developments in the Law, Zoning, 91 Harv. L. Rev. 1427, at 1443.
184) Developments in the Law, id. at 1443.

185) 最判

眧 28. 12. 23. 民集 7권 13호 1532의 栗山裁判官意見; 宮澤俊義, 前揭書, 408; 高原賢治, 29條
3項の意味, 憲法學 3, 有斐閣双書, 1977, 27; 今村成和, 損失補償制度の硏究, 有斐閣, 1968, 21.
186) 最判 眧 28. 12. 23. 民集 7권 13호 1535의 井上·巖松 양재판관의 소수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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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를 구별하는 것인데 W. Leisner의 비판처럼 공익의 정도만으로 공용수용과 사회구속
성을 구별하는 것은 사유재산권보장의 취지에 반한다고 생각되지만 형량이론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비례성의 원칙에 비추어 공익과 재산권자의 이익을 형량하여 양자를 구별하
는 것은 부분적으로 정당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수용의 경우는 사익이 공익의 요구정도
에 비하여 사회구속성의 경우보다 더 많이 희생된 경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나. 재산권의 사회구속성의 내용
재산권의 사회구속성의 내용은 광범위하고 다양하다. 이러한 내용을 어떤 틀속에 넣어
정서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또 무리이기도 하다. 다만 사회구속성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이를 시도해 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한 몇몇 학자의 견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W. Friedman은 혼합경
제하의 국가의 경제적 기능을 다음과 같이 분류한 바 있다.187) 즉 ① 사회복지국가관념
과 결부되어 있는 제공자로서의 국가(state as provider)의 기능, ② 외환통제, 수입통
제 등 규제자(regulator)로서의 기능, ③ 기업가(en-trepreneur)로서의 기능, ④ 중재자
(umpire)로서의 기능이 그것이다.
한편 S. Breyer는 시장에 대한 정부의 규제를 다음과 같이 세분하여 나열하였다.188) 즉
① 독과점의 통제, ② 부당이득의 통제, ③ 외부효과의 조정,189) ④ 잘못된 정보의 교정,
⑤ 과당경쟁제한, ⑥ 국가, 보험회사 등 타인의 비용지불을 기화로 한 불필요한 또는 과
다한 이용(이를 Breyer는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라 부르고 있다.)제한 ⑦ 합리화
를 위한 규제, ⑧ 기타－불평등거래 및 희소상품에 대한 통제, 온정주의(Pateralism)가
그것이다. 또한 일본의 渡邊洋三은 재산권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① 사적 이해의 조정이
라는 관점에서의 국가의 개입과, ② 경제적 시민사회 전체의 이익유지를 위한 국가의 개

187) 볼프강 프리드만, 박수혁 역, 현대경제국가의 법원리, 법문사, 1986, 11ff.
188) S
 tephen Brever, Analyzing Regulatory Failure: Mismatches, Less Restrictive Alternatives, and
Reform, 92 Harv. L. Rev. 547, 552～560(1979).
189) 여
 기서 외부효과(Spillovers)의 조정을 위한 규제란 예컨대 철강공장의 매연배출로 인근 주민의 건강이
해를 입는다고 하는 경우 철강가격 결정에 있어 인근 주민의 피해를 조정하기 위한 비용(예 : 공기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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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으로 나누었고,190) Nüssgens/Boujong은 내용적으로 세분하여 ① 토지재산권의 제한,
② 자연, 풍경, 기념물보호, ③ 공적 상린법에 의한 규제, ④ 공업법적, 경제질서적 조치,
⑤ 사인의 청구 및 권리의 제한, ⑥ 경찰위반적·공동체침해적 재산권제한으로 나누어 설
명한다.191)
생각건대 재산권의 사회구속성을 그 이론적 기초와 관련하여 이해하는 경우 명확히 구
별되는 것은 아니지만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차원의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첫째는 자유방임국가에 있어서도 인정된 재산권의 제한으로서 타인의 권리나 사회질서
를 해치는 경우에 인정되는 제한이다. 이에는 소극적 목적의 경찰법상의 제한만이 포함되
고 복리행정상의 재산권제한은 여기에 속하지 않는다. 둘째는 신자유주의, Keynes주의
에 기초한 것으로 시장기구의 자동적 조절기능이 수행되지 않는 경우 완전경쟁의 조건을
실현하고 시장의 원래의 기능을 회복시켜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자원의 효
율성을 극대화하여 국가 전체의 부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재산권을 제한하는 경우이다. 예
컨대 독과점의 규제, 토지의 이용제한, 건축제한, 공공재에 대한 규제 등은 이에 속한다.
셋째는 사회국가원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재산권의 제한이다. 이것은 사회 전체
의 부의 증진이나 효율성의 제고를 위해 재산권을 제한한다기 보다는 사회정의의 입장에
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 모두에게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의 재산권
을 제한하는 것이다. 즉 누진과세, 생산수단 및 토지에 대한 재산권의 광범위한 제한, 환
경보전을 위한 제한 등이 이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첫째의 경우가 18-19세기적인 개념
의 것이라 한다면 둘째와 셋째의 경우는 20세기적인 개념의 것이라 할 수 있으며 현대국
가에 있어서 재산권의 사회구속성의 강화는 첫째의 경우에 둘째와 셋째의 그것이 부가된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종래 행정법학자들의 행정법영역의 분류와 관련하여 사회구속성의 영역을 나누
면 첫째의 경우는 질서행정 및 재무행정, 군사행정상의 재산권의 사회구속성을 그리고 둘
째와 셋째의 경우는 주로 복리행정상의 재산권의 사회구속성을 의미한다.

190) 渡邊洋三, 現代資本主義と基本的 人權, 基本的 人權Ⅰ, 221.
191) Nüssgens/Boujong, a.a.O., S. 70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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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용수용·사용·제한의 개념
가. 독일에서의 수용개념의 변천
공용수용개념은 독일의 경우 많은 변화를 거쳤다. 즉 19세기 후반의 이른바 고전적 공
용수용개념(die sog. klassische Enteignung)은 Weimar시대 이후 광범위하게 확장되
었고 Weimar헌법 제153조와 독일기본법 제14조의 차이에 따라 부분적으로 변화가 있긴
하나 이러한 공용수용개념의 확장은 독일기본법에서도 인정되었다.
고전적 공용수용은 법률에 근거한 행정행위에 의하여 토지소유권을 공공복리를 위해
공기업에 양도하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반드시 완전보상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이해
되었다.192) 이러한 고전적 공용수용개념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요소로 특징지을 수 있
다.193) 즉 ① 공용수용의 대상은 토지소유권이나 특수 물권만이 될 수 있었고, ② 법적 형
식으로는 수용된 재산권의 이전이 있어야 하였으며 재산권의 이전 없는 수용은 인정되지
않았다. ③ 공용수용은 공공복리를 위한 것이어야 하고, ④ 법률에 근거한 행정행위에 의
하여 행해지며 법률에 의한 수용은 인정되지 않았으며, ⑤ 반드시 완전보상을 하여야 하
였다. 이렇게 공용수용개념이 좁게 이해됨에 따라 재산권의 사회구속성 범위가 상대적으
로 확대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즉 토지 외에는 국가적 침해가 재산권의 범위와 내용
에 관한 것으로 허용되는 것으로 보아 보상의무가 없다고 보았으며 또 입법에 의한 재산
권의 제한은 개별행위설(Einzelaktstheorie)에 따라 사회구속성으로 이해하였다. 또 소
유권이전이 없는 재산권의 제한도 공용수용으로는 보지 않았다.194)
그러나 그 뒤 Weimar시대에 들어와 공용수용의 개념은 다음 몇 가지 점에서 확장을 보
게 되었다. 즉 첫째, 공용수용의 객체가 토지소유권뿐만 아니라 모든 재산가치 있는 사권
에까지 확장되었다. 이러한 재산권관념의 확장은 산업사회의 발전에 따라 토지소유권 이

192) W. Leisner, a.a.O., S. 17f.; F. Ossenbühl, a.a.O., S. 92; H. Maurer, a.a.O., S. 533.
193) F. Ossenbühl, a.a.O., S. 92.
194) W. Leisner. a.a.O., S. 17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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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의 재산권이 경제질서와 개인의 생존에 있어 차지하는 중요성이 증대함에 따라 필연적
인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둘째는 법률에 의한 수용이 인정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의회
도 지켜야 하는 규범적 기준이 헌법에 규정되었고 또 보통 공용수용을 내용으로 담고 있
는 위기입법(危機立法)이 강화됨에 따라 법률에 의한 공용수용을 인정하는 것이 가능하
고 또 필요한 것이 되었다는 점에 기인하였다. 이리하여 라이히 최고재판소는 공용수용이
반드시 행정행위에 의할 필요는 없다고 판시하였다.195) 셋째로, 소유권의 이전이 없는 경
우에도 공용수용이 인정되게 되었다.196) 이에 따라 재산권의 전부 또는 부분적 박탈뿐만
아니라 단순한 제한까지도 공용수용이 될 수 있게 되었다. 그 밖에 이제까지는 어떤 특정
공기업을 위해서만 공용수용이 인정되었으나 이제는 이러한 단순한 제한도 공용수용이
될 수 있게 됨에 따라 공익을 위해 일반적으로 공용수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러한 공용수용개념의 확장은 사회구속성과의 구별에 관한 몇 가지 기준, 예컨대 그
대상, 법적 형식, 침해형태 등의 기준의 가능성을 배제하였다.
독일기본법의 경우 재산권보장의 기본구조는 대체로 Weimar헌법과 유사하다. 다만 결
합조항(Junktimklausel)에 의해 공용수용에 대한 보상규정이 더욱 엄격하여 보상규정없
는 공용수용의 가능성이 없어졌고 법원의 통제 없는 수용이 금지되었으며, Weimar헌법
시대에 판례에 의해 인정되던 법률에 의한 수용이 명문으로 규정되었다.197) 다만 보상액
은 이익형량조항(Abwägungsklausel)에 의해 상당보상을 규정했던 Weimar헌법 제153조
제2항보다 유연해졌다. 이러한 규정의 변화는 대체로 Weimar헌법시대의 라이히 최고재
판소의 판례를 수용한 것이므로 공용수용개념은 Weimar시대와 같은 방향으로 확대·심
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즉 공용수용의 대상이 되는 재산권은 1952년의 연방일반최고법
원의 판결에 의해 모든 재산가치 있는 권리를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198) 여기에는
물권뿐만 아니라 채권이나 주식, 저작권과 같은 권리도 포함되며 종래 공용수용과 관련
하여 문제가 되지 않았던 공법적 지위(öffentlichrechtliche Rechtsposition)에 까지 미치기에

195) RGZ 103, S. 201 f.; 109, S. 301(318); 111, S. 320(325, 328); 116. S. 268(272).
196) R
 GZ 103, S. 200(201f.); 105, S. 251(253); 107, S. 261(270); 108, S, 252; 109, S. 310(318);
111, S. 226; 112, S. 191; 116, S. 268.
 P. lpsen, Enteignung und Sozialisierung. VVDStRL 10, S. 78; W. Rüffner, a.a.O., S. 480;
197) H.
H. Maurer, a.a.O., S. 535.
198) BGHZ 6. S. 281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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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렀다. 그리고 법률에 의한 수용이 인정됨에 따라 후술하는 바와 같이 종래 라이히최
고재판소의 개별행위설(Einzelaktstheorie)은 특별희생설(Sonderopfertheorie)로 발전
을 보게 되고 실질적 기준을 통해 수정되었다.
그러나 헌법규정의 변화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독일기본법시행 이후의 연방일반최고법
원의 판례에 의한 변화라 할 수 있다.199) 즉 동 법원은 1952. 6. 10의 판결에서 수용유사
침해(Enteignungsgleicher Eingriff)와 수용적 침해(enteignender Eingriff)에 대한 보
상을 인정하였다. 연방일반최고법원은 독일기본법에 있어 달라진 헌법규정에도 불구하고
고전적 수용개념으로의 회귀를 거부하고 주관적 공권도 재산권보장대상에 포함시키고,
재산권에 대한 위법적 침해에 대한 수용적 보상을 인정하여 수용개념을 확장하였다. 즉
그 효과에 있어서는 수용과 유사하나 위법적 침해에 대해서도 합법적 수용의 경우와 같이
보상청구가 허용되어야 한다고 하여 보상은 침해가 합법적이든 위법적이든 관계없이 인
정되어야 한다고 하였다.200)
그러나 연방일반최고법원의 판례를 통해 발전해 온 이러한 포괄적 청구권
(Auffangsanspruch)관념은 연방헌법재판소의 1981. 7. 15. 이른바 Nassauskiesung
판결(BVerfGE 58, 300)에 의해 그대로 유지될 수는 없게 되었다. 또한 연방헌법재판소
는 이미 1968. 12. 18의 Hamburger Deichordnungsgesetz 판결에서 연방일반최고법
원의 판례와는 달리 협의의, 형식적 수용개념을 채택한 바 있고 그 뒤 일련의 결정에서
이러한 협의의, 형식적 수용개념을 확립한 바 있다.

나. 현행헌법상 수용개념
현행헌법 제23조 제3항은‘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
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고 하여 광의의 수용개념으로
재산권의 수용·사용·제한이란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이 중 수용은 공공필요를 위하여
국가, 공공단체, 또는 사업주체가 개인의 특정 재산권을 강제로 취득하는 것을 의미하며,
사용은 공공필요를 위하여 국가, 공공단체, 또는 사업주체가 개인의 소유권 기타 재산권

199) W. Rüffner. a.a.O., S. 480.
200) J
 ochen Rozek, Die Unterscheidung von Eigentumsbindung und Enteignung-Eine
Bestandsaufnahme zur dogmatischen Struktur des Art. 14 nach 15 Jahren ·Naßauskiesung·,
1998, S.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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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며, 제한은 공공필요를 위하여 국가, 공공단체, 또는
사업주체가 개인의 재산권의 내용의 특정부분을 행사할 수 없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
런 점에서 현행헌법은 보상을 하여야 하는 재산권침해로서 광의의 공용수용개념을 채택
하고 그 구체적 내용으로 수용·사용·제한을 들고 있다. 그런 점에서 독일에서 발전한 협
의의, 형식적 수용개념은 우리헌법하에서는 인정될 수 없다.

2. 사회구속성과 공용수용의 체계
공용수용과‘재산권의 내용과 한계규정(사회구속성)’
의 체계와 손실보상규정을 결여한
수용적 재산권제한의 문제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있다. 이 문제는 재산권보장의 법적 성
격, 결합조항의 문제, 수용유사침해의 인정 문제, 조정의무있는 재산권의 내용규정문제,
보충적 보상규정문제, 헌법재판소와 법원, 국회간의 권한분배문제 등을 포함하는, 대단
히 복잡하고 종합적 판단을 요하는 문제이다.

가. 과거 독일연방일반최고법원(BGH)의 경계이론
과거 독일기본법상 재산권분야에 있어서는 오랫동안 연방일반최고법원이 중요한 역할
을 담당하였고 그 판례를 통하여 수용과 재산권의 사회구속성, 손실보상 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많이 하였다. 이러한 독일연방일반최고법원의 판례를 통해 발전한 이론을
경계이론(Schwellentheorie) 또는 전환이론(Umschlagtheorie)이라 한다.
경계이론은 기본법 제14조 3항의 공용수용과 제14조 제1항 제2문의 내용 및 한계규정
내지 제2항의 사회구속성은 본질에 있어 다르지 않고 재산권자에 대한 효과, 즉 침해의
정도에 따라 구별된다고 보고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규정이 특별희생을 주는 경우 수용이
된다고 보는 이론이다. 이 이론에 의하면 양자를 구별하는 결정적 기준은 특별희생이며
재산권침해가 헌법과 법률에 의해 허용되는지, 손실보상에 관해 법률의 규정이 있는지 여
부는 문제되지 않는다. 따라서 그 효과에 있어서는 수용과 유사하나 위법적 침해에 대해
서도 합법적 수용의 경우와 같이 보상청구가 허용되어야 한다고 하여 보상은 침해가 합법
적이든 위법적이든 관계없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하였다.201) 이에 따라 수용유사침해나 수

201) J ochen Rozek, Die Unterscheidung von Eigentumsbindung und Enteignung-Eine
Bestandsaufnahme zur dogmatischen Struktur des Art.14 nach 15 Jahren ·Naßauskiesung·,
1998, S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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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 침해가 인정되었다.
이러한 연방일반최고법원의 견해에 의하면 수용은 희생의 특수한 경우로서 기본법 제
14조 제3항은 관습법상으로 인정되어온 희생청구에 대한 특별법이라 보며 보상규정
을 두지 않은 특별희생의 경우에도 법원이 직접 기본법 제14조에 근거하여 손실보상
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한다. 이는 결과적으로 재산권보장의 의미를 가치보장으로 이해
하는 것에 바탕하고 있으며 결합조항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미를 부여하지 않은 것을 의
미한다. 그래서 결합조항의 문제를 피하기 위하여 둔 구제적 보상조항(salvatorische
Entschǟdigungsklausel)202)은 기본법 제14조 제3항 제2문과도 합치되는 조항으로 보았
다. (그러나 연방일반최고법원의 입장에서는 수용의 합법성은 원래 보상의 전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조항의 유효성은 별로 의미가 없었다.)

나. 분리이론의 등장과 그 내용
그러나 연방일반최고법원의 판례를 통해 발전해 온 이러한 포괄적 청구권(Auffangsanspruch)
관념은 연방헌법재판소의 1981. 7. 15. 이른바 자갈채취판결(BVerfGE 58, 300)에 의해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연방헌법재판소는 자갈채취판결판결에서 종래의 연방일
반최고법원의 판례가 취해온 입장을 부인하고 기본법 제14조 1항2문의 내용 및 한계규정
내지 제2항의 사회구속성과 수용을 전혀 다른 기능을 수행하는 제도로 이해하였다.(분리
이론: Trennungstheorie)203)
그리하여 양자는 본질적으로 동질적 법적 제도가 아니라 전혀 다른 기능을 수행하기 위
한 제도로서‘내용규정, 입법수용, 그리고 행정수용은 기본법이 명백히 구분하여 놓은 독
립적 법제도’
라고 하였다.204) 연방헌법재판소는 기본법 제14조 제1항 제2문에 따른 내용

202) 소
 위 구제적 보상규정(salvatorische Entschädigungsklausel)은 수용이 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일반
적 보상규정을 규정하는 것으로 예컨대‘이 법에 기한 처분이 수용적 효과를 가지는 경우 금전으로 적정
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
고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구제적 보상조항은 연방일반최고법원의 확장된 수
용개념에서 비롯된 것이며 H.Maurer의 지적처럼 헌법규정과 실제상의 어려움사이의 탈출구로 역할하나
(H.Maurer, Allgemeines Verwaltungsrecht, 2000, S 707) 결합조항에 맞지 않다고 할 수 있다.
203) 분
 리이론과 경계이론의 국내소개에 관해서는 최갑선,
“헌법 제23조 1항 2문에 의거한 재산권의 내용 및
한계규정”
, 심천 계희열박사 화갑기념논문집, 279 이하; 한수웅,
“재산권의 내용을 새로이 형성하는 법규
정의 헌법적 문제”
, 저스티스 제32권 2호(1999), 30; 정하중,
“헌법상의 재산권보장체계에 있어서의 경
계이론과 분리이론”
, 서강법학연구 제5권(2003), 57이하; 정혜영,
“한국헌법 제23조와 독일분리이론에
의한 그 해석가능성”
, 공법연구 제33집 제4호(2005. 6), 237 이하 참조.
204) BVerfGE 58,300,331f; 이에 관해서는 J.Rozek, aaO., S 2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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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한계규정을‘입법자에 의해 헌법상 재산권으로 이해되어야 하는 법익으로 판단된 권리
와 의무에 대한 일반적이고 추상적 규정’
으로 정의하고205) 그 목적은 재산권의 내용을 법
률의 효력발생에 따라 장래를 향하여 일반적 형태로 규정하는 것으로 보았다.206) 그에 대
해 수용에 대해서는 형식적 수용개념을 채택하여 수용의 본질적 징표는 개인의 재산권에
대한 국가적 침해로서 기본법 제14조 제1항 제1문에 의해 보장된 구체적, 주관적 법적
지위의 완전한 또는 부분적 박탈(Entziehung)을 목적으로 한다고 보았다.207)
그래서 연방헌법재판소는 내용 및 한계규정과 수용과의 구별기준으로 가) 형식적 기준
으로서 수용은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데 반하여 내용 및 한계규정은 추상적이고 일반적
이며, 나) 구체적 목적에 의한 구별기준으로서는 수용은 완전한 또는 부분적인 법적 지
위의 박탈인데 반하여 내용 및 한계규정은 장래에 있어 재산권적 권리와 의무에 관한 객
관적이고 법적인 규범화라는 점을 들었다. 그런 점에서 내용 및 한계규정은 규정행위
(Definitionsakt)라 한다면 수용은 박탈행위(Entzugsakt)라 할 수 있다. 말하자면 형태
와 목적설정에 의해 수용 여부가 정해지는 것이지 재산권침해의 정도와 질이 이를 결정하
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래서 기본법 제14조 1항1문에 의해 보장된 법적 지위의 구
체적, 개별적 박탈로서 수용은 재산권자의 추상적, 일반적 권리, 의무를 규정하는 내용
및 한계규정이 될 수 없으며, 수용은 내용규정에 대하여 양적으로 더 많은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다른 것이라는 것이라 보았다. 말하자면 내용규정은 기본법 14조 1항1문에 의
해 재산권으로 보장되는 법적 지위를 정하고 수용은 이렇게 보장된 법적 지위를 최종적
으로 박탈하는 것이다.
3) 이러한 연방헌법재판소의 분리이론은 재산권관련 입법과 보상에 대한 입법자의 판
단의 존중과 재산권보장에 있어 가치보장보다 존속(현상)보장이 우선한다는 점, 결합조
항의 준수,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법률의 위헌여부에 대한 독점적 심사권에 기하여 위헌적
재산권침해를 규정하는 법률에 대해 일반법원이 보상판결을 통해 해결하는 것은 허용되
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한 이론이라 할 수 있다.

205) BVerfGE 52,1,27f; 58,137,144f; 58,300,330; 70,171,200
206) BVerfGE 52,1,27; 58,137,144f; 58,300,330)
207) BVerfGE 82,201,211; 79,174,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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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러한 논리에 따라 연방헌법재판소의 판례는 기본법 제14조의 재산권보장의 내
부적 체계에 따라 재산권에 관한 법률을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경우로 구별하였다.208)
즉 ①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규정하는 법률, ② 직접적으로 공용수용을 규정하거나
(Legalenteignung) 특정 요건하에서 행정행위를 통해 공용수용을 인정하는 법률, ③ 기
본법 제 14조 제1항 제2문에 따른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규정이지만 소유자에게 비례원칙
에 위반하여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경우로서 공용수용을 예견하지 않아 보상규정을 포함하
지 않는 법률이라는 세 가지 경우이다. ①의 경우는 사회구속성을 의미하며 이는 독일기
본법 제14조 제1항 제2문과 제2항에서 나오는 것이다. 다음으로 ②의 경우는 바로 공용
수용을 의미하며 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근거한 것이다.
반면 ③의 경우는 일반적으로는 보상없이 제한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나 특수한 예외
적인 경우 비례성의 원칙에 위배하여 재산권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줌으로써 헌법상 재산
권보장을 침해하여 위헌인 경우이다. 이러한 예외적 경우가 소위
“조정의무있는 내용규정
(die ausgleichspflichtige Inhaltsbestimmung)
“의 문제이다.
이러한 조정의무있는 내용규정은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새로이 규정하는 법률규정에
따라 의도하였든, 하지 않았든 이제까지 보장되어온 법적 지위를 비례에 맞지 않게 제한
하여 비례성을 회복하기 위하여서는 조정이 예정되어야 하는 경우를 말한다.209) 이러한
비례적 조정은 특수한 경과규정에 의한 것 외에도 금전적 보상도 있다.210) 이러한 조정의
무있는 내용규정에 관해서는 연방일반최고법원의 광의의 수용개념을 형식적으로는 포기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기본법 제14조 1항2문의 영역에서 부활시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비
판이 있다. 왜냐하면 언제 과도한 부담이 인정되는가 하는 문제는 결국 과거에 수용과 사
회구속성에 관한 구별기준에 의해 판단되기 때문이며 침해의 중요성, 정도, 기간에 비추

208) BVerfGE 58, 300, 324
209) F. Ossenbühl, Staatshaftungsrecht, 1998, S 181
210) 이
 점에 관해 연방헌법재판소는 이미 1981.7.14의 납본판결((Pflichtexemplarentscheidung) 에
서 내용규정으로서 헷센주 출판법(Pressegesetz)의 납본규정을 일정 경우에 관계인에게 기대할
수 없는 재산적부담을 주고도 보상가능성을 예정하지 않아 위헌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BVerfGE
58,137,144ff; 이 점에 관해 연방헌법재판소가 기본법 제14조 1항 2문으로부터 보상의무를 과잉
금지와 평등원칙에서 나온 사상으로부터 추론해 낸 1980년의 Schulze Osterloh, Das Prinzip der
Eigentumsopferentschädigung im Zivilrecht und im öffentlichen Recht,1980, S.235ff의 생각을
차용한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J.Rozek, aaO., S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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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침해가 피해자에게 기대가능한가가 기준이 되어 결국 구별기준으로 실질적으로‘특별
희생’
에 의해 판단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211) 그러나 조정의무있는 내용규정은 연방헌
법재판소의 수용에 관한 판례를 보완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인정되어 왔고212) 연방헌법재
판소는 1999. 3. 2 판결에서 이를 인정하고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정하는 법률규정이
소유권자에게 그러한 재산권제한을 피하기 위한 아무런 예방조치없이 과다한 부담을 지
우는 경우 기본법 제14조 1항과 합치하지 않는다고 하였다.213)
이처럼 재산권자에게 비례원칙에 위배하여 과다한 부담을 주는 재산권내용규정법률
은 위헌이며 그에 의한 침해에 대해서는 구제가 인정되나 연방일반최고법원 판결과는 달
리 연방헌법재판소는 이러한 경우 피해자가 재산권침해의 취소청구와 보상 중 어느 한쪽
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214) 즉 1차적으로는 행정법원에 가
서 권리구제를 청구하고 2차적으로 보상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민사법원
(Zivilgerichte)이 행정법원에서의 1차적 권리보호를 우선적으로 청구할 것을 판결한다고
하여 기본법 제14조를 위배한다거나 원고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215)
이러한 연방헌법재판소의 판례는 연방일반최고법원의 판례를 통해 인정된 수용유사침해
나 수용적 침해에 대한 보상청구를 부인하고 공용수용의 개념을 축소시켰다.

다. 우리헌법해석론
(1) 헌법재판소판례
헌법재판소는 1998.12.24.선고, 89헌마214등(병합)결정에서 기본적으로 분리이론에
기초한 결정을 한 바 있다. 즉 가)‘이 사건 법률조항은 입법자가 토지재산권에 관한 권리

211) 이에 관해서는 H.Maurer(2000), aaO., S 717
212) 이
 점에 관해 조정의무있는 내용규정을 통해 헌재의 수용판결이 보완된다고 하면서 재산가치있는 법
적 지위의 박탈을 의도한 고권적 법률행위에 한정한 기본법 제14조3항에 따른 보상의무있는 수용
과 동조 1항2문에 따른 보상의무없는 내용 및 한계규정간의 엄격한 선택만이 전부일 수 없으며 조
정의무있는 내용규정은 공적 이익을 위한 재산권제한과 다른 한편 그로 인해 야기되는 개별적 경우
에 있어 특수한 부담을 조정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탈출구를 제시해 준다고 평가하는 견해도 있다.
(H.Maurer(2000),aaO., S 717)
213) NJW 1999, 2877
214) 이러한 입장은 지금도 유지되고 있다. (BVerfG NJW 2000, 1402 참조)
215) NJW 2000,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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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의무를 일반·추상적으로 확정하는 규정으로서 법질서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로
서의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정하는 재산권을 형성하는 규정인 동시에 공익적 요청에 따
른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을 구체화하는 규정이기도 하다.’나)‘이 사건법률조항에 의한
재산권제한은 […] 예외적인 경우에도 아무런 보상없이 이를 감수하도록 하고 있는 한 비
례의 원칙에 위반되어 당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
‘입법자가 […] 국민의 재산권을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게 합헌적으로 제한하
기 위해서는 수인의 한계를 넘어 가혹한 부담이 발생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이를 완화하
는 보상규정을 두어야 한다. 이러한 보상규정은 입법자가 헌법 제23조 제1항 및 제2항
에 의하여 재산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형성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재산권을 제한하
는 과정에서 이를 합헌적으로 규율하기 위하여 두어야 하는 규정이다. 다)
‘보상을 위한 입
법의 형태, 보상의 대상과 방법 등도 선택의 여지가 다양하여 과연 어느 것이 가장 바람
직하고 합리적인가의 선택은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을 가진 입법자의 과제로서 입법정책적
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지 헌법재판소가 결정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고 한 것은 분리
이론에 입각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은 1999.10.21선고,97헌바26결정 및
1999.4.29선고, 94헌바37외 66건(병합)결정, 2005.9.29.2002헌바84등(병합)결정 등
에서도 유지되었고 2003.4.24선고, 99헌바110등(병합)결정에서 일부재판관의 의견에서
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또한 1999.1.28선고, 97헌마9결정에서는‘구 도시계획법 제21조에 의하여 개발제한구
역으로 지정됨으로 인하여 재산권이 제한된 자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는 법률을
제정하지 아니한 것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이른 바 부진정입법부작위에 해당
하는 것이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할 수 없는 입법부작위를 그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
적법하다.’
고 하여 헌법 제23조 제3항을 결합조항으로 이해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1998.12.24.선고, 89헌마214등(병합)결정에서‘이사건 법률조
항은 오로지 보상규정의 결여라는 이유 때문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평가를 받는
것이므로 […] 토지재산권의 사회적 한계를 넘는 가혹한 부담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보
상입법을 기다려 그에 따른 권리행사를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결정에 근거
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나 그에 따른 토지재산권의 제한 그
자체의 효력을 다투거나 이 사건 법률조항에 위반하여 행하여진 자신의 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고 하여 분리이론과는 다른 내용의 결정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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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계에 의한 수용
종래 국내의 학계에서는 재산권의 사회구속성과 공용수용의 구별에 관해서는 행정상
손실보상의 이론적 근거로 특별희생설을 취하는 것이 보통이었고 특별희생에 대한 기준
으로 형식적 기준설을 취하는 학자는 거의 없었다. 이는 대체로 경계이론을 수용한 것으
로 볼 수 잇다. 다만 보상규정이 흠결된 공용수용적 재산권침해에 대한 구제문제와 관
련하여 직접효력설, 위헌무효설, 유추적용설(간접효력규정설)등의 학설이 나누어져 있었
다. 대체로 직접효력설이나 유추적용설이 경계이론과 동일한 논리를 가진다면 위헌무효
설은 분리이론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최근 분리이론의 수용을 주장하는 견해가 등
장하였는가 하면216) 이에 대해 비판적 견해를 보이는 견해도 있다.217)
(3) 평가
분리이론의 수용 여부는 앞에서 보았듯이 ① 재산권의 사회구속성과 공용수용은 재산
권에 대한 침해의 정도에 의해 구별되는 것이 아닌, 서로 독립한 제도인 것인가, ② 재산
권보장은 존속보장인가, 아니면 가치보장인가, 그리하여 보상에 의해 재산권침해의 위헌
성이 치유될 수 있는 것인가, ③ 재산권침해에 대한 보상문제에 대한 판단권은 국회에 있
는가, 아니면 법원에 있는가, ④헌법 제23조 제3항은 독일기본법 제14조 제3항처럼 결합
조항으로 보아야 할 것인가, 그리하여 보상규정이 결여되어 있으면 재산권제한 자체는 합
헌이라 하더라도 보상규정의 결여 때문에 재산권제한입법이 위헌이 되는 것인가, ⑤재산
권의 내용 및 한계규정 내지 사회구속성에 관한 법률의 위헌성 여부는 오직 헌법재판소만
이 판단할 수 있으며 위헌적 내용 및 한계규정 내지 사회구속성규정을 법원이 손실보상을
명함으로써 그 위헌성을 치유할 수는 없는 것인가 등의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
(가) 국회와 헌법재판소, 법원의 관할문제
가) 먼저 경계이론과 분리이론의 수용문제에 대하여 살펴보아야 하는 문제는 가) 손실
보상의 인정여부나 손실보상의 방법이나 기준 등을 법원이 판단할 사항인가 아니면 국회
의 관할사항인가의 문제와 나) 국회가 재산권자에게 특별희생을 주면서도 보상규정을 두

216) 한수웅(주 203), 29 이하
217) 정하중(주 203), 57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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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아니한 경우 그 위헌 여부를 누가 판단할 권한이 있는가, 헌법재판소의 관할인가, 아
니면 법원이 보상판결을 통해 사실상 위헌성을 보완할 수 있는 문제인가 하는 점이다.
나) 이 점에 관련하여 우리헌법 제23조 제1항 제2문은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제3항은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들은 양심의 자유나 종교의 자유 등과 달리 구체적 재산권은
법질서의 산물이며 법질서의 평가없이 존재할 수 없다는 점과 관련하여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 수용 및 보상 등에 관해 국회가 입법을 통해 규정할 것을 정한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보상 여부, 기준, 방법 등에 관하여 법원이 판결을 통해 결정하는 것은 이러한 헌법규정
과 재산권보장의 법적 성격에 맞지 아니하는 것이다. 또한 보상의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해
서는 예산심의의결권을 가진 국회가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다) 또 보상규정을 두지 않음이 위헌인가 여부에 대한 판단과 관련하여 법원이 보상규
정이 없음에도 직접 보상을 인정하는 것은 법률 또는 입법부작위에 대하여 법원이 위헌성
을 인정하는 것이 된다. 그러나 우리헌법상 법률이나 입법부작위의 위헌 여부에 대한 판
단은 헌법재판소의 관할사항으로 법원의 관할사항이 아니다.
라) 이러한 점에서 경계이론이나 직접효력설, 유추적용설 등은 우리헌법상 인정되기 어
렵다고 생각한다.
(나) 존속보장과 가치보장의 문제
우리헌법상 재산권보장의 의미는 자본주의적 사유재산제도의 보장과 사유재산제하에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해 창설된 현존 권리상태의 보장을 의미한다. 그런 의미에서 재
산권보장은 존속보장(Bestandsgarantie: 현상보장)을 의미한다. 그러나 구체적 재산권
보장은 합법적 공용수용이 있는 경우에만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의 보장, 즉 가
치보장(Wertgarantie)으로 전화한다. 재산권은 개인의 자유와 자기책임적 삶의 실현을
위해 보장되는 것이므로 재산권보장은 존속보장을 원칙으로 하며 재산권을 가치보장으로
보아 재산권에 대한 위법적 침해가 있는 경우에도 적정한 보상만 하면 적법하게 되고 이
러한 침해를 인용하여야 한다는 것은 헌법상 재산권보장의 취지에 맞지 아니하다. 그런데
경계이론은 결과적으로 재산권보장의 의미를 가치보장으로 보는 점에 문제가 있고 그런
점에서는 분리이론이 타당하다.
(다) 헌법 제23조 제3항을 결합조항으로 볼 것인가의 문제
분리이론은 기본적으로 독일기본법 제14조 제3항의 결합조항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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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위헌무효설도 우리헌법 제23조 제3항을 결합조항으로 이해하는데서 바탕하
고 있다. 그러나 우리헌법 제23조 제3항을 문언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독일기본법 제14조
제3항처럼 결합조항으로 보아야 할 것인가, 그리하여 보상규정이 결여되어 있으면 보상
규정의 결여 때문에 재산권제한입법이 위헌이 되는 것인가?
원래 결합조항을 두는 의미는 사인의 재산권에 대한 수용은 법치국가적 절차에 따라 이
루어져야 하며 헌법이 정하는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보장적 기능과 입법자에게 수용
에 관한 법률을 규정하는 경우 보상의무를 규정하여야 함을 인식시키는 경고적 기능, 의
회의 예산심의의결권을 보장하고 다른 기관, 특히 법원이 지급의무를 부과하여 의회를 구
속하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에 있다. 그러나 결합조항은 후술하는 것처럼 피할 수 없는 문
제를 안고 있고 그런 탓으로 독일연방일반최고법원은 사실상 결합조항을 외면하였다.
그런데 우리헌법 제23조 제3항을 결합조항으로 이해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가) 먼저 문언 자체가 독일기본법 제14조 제3항 제2문과 다르다. 나) 엄밀히 말하면 수용
적 재산권제한 자체가 위헌인 것과 재산권제한 자체는 합헌이나 손실보상규정을 두어야
함에도 두지 않아 문제인 경우는 다르다. 예컨대 공공복리와 무관하게 재산권을 제한하는
입법을 한다거나 입법목적과 전혀 관계없이 재산권을 제한하는 입법을 한 경우 재산권제
한 자체가 위헌이다. 그러나 보상규정만 두었다면 재산권제한을 위헌이라 할 수 없는 경
우 보상규정을 두지 않은 입법부작위가 위헌이지 재산권제한 자체가 위헌이 된다고 볼 수
는 없다. 재산권제한 자체가 위헌이라면 그 제한 자체의 효력을 상실토록 하여야 할 것
인 반면 재산권제한 자체는 합헌이나 보상규정을 두지 않은 것이 문제인 경우에는 재산권
제한 자체를 위헌이라거나 무효라 할 것이 아니라 보상규정을 두지 않은 입법부작위가 위
헌이라 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하더라도 결합조항의 보장적 기능이나 경고적 기능, 국회
의 예산의결권보장기능은 실현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 결합조항으로 이해하게 되면
사회적 혼란과 부작용을 초래할 위험도 매우 크다. 만약 보상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중대
한 공익을 위한 재산권제한을 위헌 무효로 한다면 개발제한구역지정문제에서 볼 수 있듯
이 일정 경우 손실보상규정을 두지 않아 개발제한구역지정이 위헌이라 하고 이를 무효로
하거나 취소할 수 있게 하는 경우 초래될 혼란은 불을 보듯이 분명하다. 라) 이 점은 특히
재산권의 사회적 구속성과 공용수용의 구별 자체가 극히 어려운 것이 현실이며 따라서 입
법자가 수용적 제한을 규정하면서 언제나 보상규정을 둘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
실이다. 이를 피하기 위하여 독일의 경우 구제적 보상규정을 두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는
결합조항의 문제를 회피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 보상규정이 없는 경우마다 수용
적 제한 자체를 위헌, 무효로 한다면 크나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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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용수용개념의 문제
분리이론은 재산권의 내용규정과 공용수용을 구별하면서 그 구별기준으로 수용은 기본
법 제14조 1항1문에 의해 보장된 재산권의 구체적, 개별적 박탈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이
는 협의의 형식적 수용개념을 받아들인 것이다. 그러나 우리헌법 제23조 제3항은 보상을
요하는 수용적 침해로 공용수용뿐 아니라 사용, 제한까지 들고 있어 확장된 수용개념을
수용하고 있으므로 분리이론이 기초하고 있는 이러한 협의의 형식적 수용개념은 우리헌법
상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218) 이러한 점에서 분리이론에서 제시하고 있는
재산권의 내용규정과 수용의 구별기준도 우리헌법해석상으로는 수용하기 어렵다.
(5) 조정의무있는 내용규정의 문제
분리이론에 의하면 조정의무있는 내용규정의 문제가 따르지 않을 수 없다. 즉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새로이 규정하는 법률은 기존재산권의 제한을 포함하게 되며 의도하였든,
하지 않았든 이제까지 보장되어온 법적 지위를 비례에 맞지 않게 제한하여 특별희생을 주
는 경우 비례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보상이 문제되게 된다. 이러한 경우 결국
특별희생 여부에 대한 기존의 논의가 여기에 적용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점에서 독일연
방헌법재판소의 분리이론이 연방일반최고법원의 광의의 수용개념을 형식적으로는 포기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기본법 제14조 1항2문의 영역에서 부활시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비
판이 있는 것이다.219)
이러한 문제뿐 아니라 우리헌법상으로는 독일기본법의 경우와 달리 이러한 문제는 헌
법 제23조 제1항 2문과 제2항의 문제가 아니라 동조 제3항의 공용제한의 문제로 보아야
할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즉 조정의무있는 내용규정은 사실상 헌법 제23조 제3항의 공
용제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고 따라서 헌법 제23조 제3항의 해석상 조정의무있는 내용
규정이라는 개념이 우리헌법해석상은 인정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닌가 하고 생각한다.
(6) 공용수용과 재산권의 내용 및 한계규정(사회구속성)은 별개의 제도인가의 문제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분리이론은 헌법재판소와 국회, 법원의 관할배분, 결합조항의

218) 동지 정하중(주 203), 79-80
219) 이에 관해서는 H.Maurer(2000), aaO., S 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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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존속보장 등의 문제와 관련하여 경계이론이 가진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주장된
독특한 논리형식이다. 그러나 이 이론도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많은 문제를 노정하고
있으며 동이론이 전제하고 있는 구별기준도 수용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생각건대 가)재산권의 사회구속성과 공용수용은 양자 다 재산권에 있어 공공복리를 실
현하는 재산권 제한의 표현이며, 나)비록 사회구속성이 장래에 대한 재산권의 내용과 한
계규정을 의미하는 반면 공용수용은 이렇게 규정된 기존의 재산권의 박탈을 의미하는 점
에서 구별되지만 사회구속성도 현실적으로 기존의 구체적 재산권에 대한 제한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다만 재산권의 사회구속성과 공용수용, 공용사용, 공용제한은 공공필요
에 의하여 제한하는 정도와 효과가 다를 뿐이다. 또한 다)사회구속성과 공용수용이 전자
는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에 관한 일반적·추상적 형태를 띠는데 반해서 후자는 구체적·
개별적 형태를 띤다고 하나, 입법적 수용이 인정되고 있고 양자의 구별이 상대적인 것에
불과하며 독일연방헌법재판소가 분리이론의 전제로 채택하고 있는 형식적 수용개념은 이
미 과거에 많은 문제점을 가진 것으로 지적된 것이어서 이것을 기준으로 양자가 분리된다
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러한 문제는 앞에서 보았듯이 의무있는 내용규정의 문제에
서도 나타나고 있다. 라)뿐 만아니라 앞에서 지적하였듯이 우리헌법상으로는 제23조 제3
항에 비추어 협의의, 형식적 수용개념이 수용될 수 없고 그런 점에서 분리이론이 제시하
는 기준으로는 수용과 사회구속성의 구별이 어렵다. 그런 점에서 공용수용과 재산권의 내
용 및 한계규정(사회구속성)은 별개의 제도로 이해하는 분리이론의 논리형식을 우리헌법
에 도입하는 것은 무리이며 그럴 필요가 있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3. 수용적 침해 여부에 대한 기준
가. 특별희생 여부에 대한 기준
보상을 요하는 수용·사용 또는 제한에 해당하는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으로는 많은
이론이 있으나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개별행위설
형식적 기준설이라고도 한다. 이 학설은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일반적 침해인가,
특정인 또는 특정제한된 범위의 개인의 권리에 대한 침해인가 하는 형식적 기준에 의해
특별희생 여부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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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이론은 첫째, 어떤 제한이 권리자 일반에 관한 것이고 어떤 제한이 개인 또
는 특정집단에 관한 제한인지에 관한 아무런 기준도 제시함이 없고, 둘째, 침해의 정도
를 고려치 않고 아무리 작은 침해라도 소수자에 대한 것은 보상을 해주고 아무리 중대한
침해라도 다수인에 대한 것은 보상해 주지 않는 이상한 결과를 초래한다. 셋째, 이 이론
은 입법에 의한 재산권침해를 중심으로 전개된 이론으로 행정행위에 의한 재산권침해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준을 제시해 주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고, 넷째, 피해자의 수만으로
평등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2) 실질적 기준설
판례에 의해 발전해 온 개별행위설은 일찍부터 학계의 비판을 받아왔고 이미 바이마르
시대에 재산권의 침해의 정도, 중요성과 같은 실질적 기준에 따른 구별이 시도되었다. 독
일연방일반최고법원이 1952.6.10 판결을 시발점으로 형식적 기준에 실질적 기준을 도입
하였고 연방행정법원도 실질적 기준을 수용하였다. 실질적 기준설에는 다음과 같은 이론
들이 전개되고 있다.
(가) 보호가치설： 이 학설은 W. Jellinek에 의해 대표되는데 보호가치 있는 것에 대한
침해인가 여부에 따라 공용수용 여부를 결정하자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 이론은 보호가치
성이라는 애매한 개념은 다양한 가치관념과 관련되므로 통일적 기준을 제시해 주지 못하
며 사실상 사회구속성과 수용의 구별을 포기한 것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나) 수인기대가능성설： 이 학설은 재산권침해의 본질과 강도에서 구별의 기준을 찾는
다. 즉 헌법상의 재산권보장은 사유재산제와 개인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것으로 재산권의
내용과 지배의 범위는 법질서에 의해 결정되나 그 범위를 넘어서 사유재산제의 핵심인 재
산권의 본질을 이루는 배타적 지배권을 침해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반하여 그 권리자에게
무거운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수용이 되고 따라서 보상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 이론도 그 기준이 애매하여 유용한 기준이 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다.
(다) 본질침해설： 이 학설은 재산권이 그 본질상 필수적인 경제적 기능이 폐기되거나
결정적으로 침해될 정도로 본질이 침해된 경우 공용수용이 되는 것으로 보는 것으로 수인
기대가능성설과 근본적으로는 동일한 이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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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목적위배설： 이 학설은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그 재산권에 대해 종래에 인정
해 온 목적에 위배되느냐 여부에 의해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이론이다. 그러나 재산권은
그 본질에 의해 파악될 수 있는 목적을 가지지 않는다는 점, 재산권의 이용방법은 재산권
의 목적이라 할 수 없는데 이를 목적으로 이해하는 경우 국민경제적 목적개념에 귀착하게
된다는 비판이 있다. 헌법재판소 1998.12.24 선고, 89헌마214등(병합) 결정은 종래의
지목과 토지이용현황에 의한 이용방법에 따라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느냐 여부에 의해 수용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므로 목적위배설을 채택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 사적 이용설： 이 학설은 헌법상 사회·경제질서가 사적 이니셔티브와 사적 이익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에 근거하여 사회구속성은 사적 이용성을 침해하지 않는 재산권침해
를 의미하고 수용적 침해는 해당물건의 목적을 사적인 것에서 공적인 것으로 바꿈으로서
사적 이용성을 배제하는 것이라 한다. 이 이론에 의하면 토지의 위치로부터 나오는 구속
의 구체화는 보통 사회구속성으로 보게 된다. 그러나 이 이론도 기본적으로는 타당한 방
향을 제시해 주고 있긴 하나 구체적이고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해 주지는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바) 사회구속성설： 이 학설에 의하면 공용수용은 사회구속성을 넘어선 재산권침해로
서 기본권이론에 의해 허용되는 재산권침해인가 여부를 검사하여 그 정도를 넘어서면 공
용수용으로 된다고 한다. 이 이론은 재산권의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은 점과 이 이론 자체
로는 공용수용과 사회구속성의 구별에 실제적 기여를 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사) 상황구속성설： 이 학설에 의하면 토지의 구체적·사실적 상황은 토지소유권에서
나오는 토지이용에의 개별적 권능의 행사를 제한하는 의무를 부과시키며 이 의무는 실정
법규정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성질에 의해 주어진 의무이며 입법자가 이러한 토지의 사실
적 위치에 의해 주어진 의무를 구체적 의무로 만드는 경우 이는 입법자가 토지소유권에
이미 내재하는 한계를 실현하여 토지소유권의 내용규정을 하는 것으로 수용은 아니라고
한다. 이 이론은 토지소유권에 대해서는 유용한 이론이라 할 수 있으나 상황구속성이 무
엇인지 불명확하여 결국은 공공복리와 사익의 충돌에 대한 가치교량으로 귀착되게 된다
는 점이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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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분리이론의 입장
재산권의 내용 및 한계규정과 공용수용은 본질적으로 다른 제도라고 보는 분리이론의
입장에서도 소위‘보상의무있는 내용규정’
의 문제가 제기된다. 즉 분리이론에 의하면 비
례성의 원칙에 위배하여 재산권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내용 및 한계규정은 위헌이 된
다. 그런데 재산권제한이 이러한 보상의무있는 내용규정에 해당하는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 비례성, 평등성, 신뢰보호를 들 수 있는데220) 이 기준의 구체적 내용은 결
국 앞에서 본 사회구속성과 공용수용의 구별기준에 따를 수밖에 없지 않는가 하는 문제가
남고 결국 침해의 중요성과 정도, 지속성 등에 의해 판단하여야 하게 된다.221)

다. 미국의 판례에서 발전한 이론
수용과 보상에 관한 미국 수정헌법 제5조가 공용수용과 공적 규제에 관해 아무런 기준
을 제시해 주고 있지 않아 종래 연방대법원의 판례를 통해 발전한 이론을 보면 행정청이
물리적으로 피해자의 소유물을 사용하거나 점유하느냐 여부(물리적 침해설), 문제가 된
재산의 소유나 점유가 타인에게 해악적이냐 여부(해악적 침해설), 피해자에게 가해진 침
해의 정도가 재산의 시장가치를 현저히 저하시키는가 여부(가치감소설), 재산권의 규제를
요구하는 공익과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사익을 교량하여 어느 쪽이 더 큰가 여부(형량이
론) 등이 발전해 왔고 이 중 형량이론이 유력시되어 왔다.

라. 우리나라판례
대법원은 1990.5.8, 89부2판결에서‘개발제한구역지정(도시계획법 제21조-그 제한으
로 인한 토지소유자의 불이익은 공공복리를 위하여 감수하지 아니하면 안될 정도의 것이
라고 인정되므로 이에 대하여 손실보상규정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도시계획법 제21조
1항,2항이 헌법 제23조 3항이나 제37조 2항에 위배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고한바있
고 헌법재판소는 1998.12.24, 89헌마214등(병합)결정에서‘도시계획법 제21조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원칙적으로 지정 당시의 지목과 토지현황에 의한 이용
방법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한 재산권에 내재하는 사회적 제약을 비례의 원칙에 합치하

220) F. Ossenbühl, Staatshaftungsrecht, 1998, 189-190
221) H. Maurer, Allgemeines Verwaltungsrecht, 2000, 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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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합헌적으로 구체화한 것이라 할 것이나 종래의 지목과 토지현황에 의한 이용방법에 따
라 토지의 사용도 할 수 없거나 실질적으로 사용, 수익을 전혀 할 수 없는 예외적 경우에
도 아무런 보상없이 이를 감수하도록 하고 있는 한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어 당해 토지소
유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
고 한 바 있다.

4. 보상
가. 보상규정의 성격과 보상규정결여시 구제방법
(1) 재산권의 제한입법의 유형
현실적으로 재산권의 제한은 다음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즉 가)먼저 국회가 재산권
의 사회구속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재산권제한을 규정한 경우로 이에는 a) 그 제한이
합헌이며 그 정도가 특별희생을 주지 않는 경우, b) 제한 자체가 위헌인 경우(예컨대 택지
소유상한제에 관한 헌법재판소결정과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어느 누구라도 200평
을 초과하는 택지를 취득할 수 없게 한 것이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 하는 경
우,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특정개인의 사익을 위한 제한), c) 제한 자체는 합
헌이나 그 제한이 국회의 판단과 달리 재산권자에게 특별희생을 주는 경우,

나)국회가

공용수용, 공용사용, 또는 공용제한에 해당한다 하여 보상규정을 둔 경우로 d) 수용의 적
법요건을 갖추었고 정당한 보상을 규정한 경우와 e) 수용의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
우, f) 수용의 적법요건은 갖추었으나 보상규정이 정당보상을 규정하지 않은 경우가 그것
이다.
이 중 a)d)는 합헌이므로 문제의 소지가 없다. b)나 e)의 경우는 그 제한 자체가 위헌이
어서 보상을 한다 하여 합헌이 된다 할 수 없는 경우로 이러한 경우는 그 근거법률은 위
헌이며 그에 기초한 행정행위 등은 위법적 행위가 될 것이다. f)의 경우는 보상규정이 위
헌이며 위헌법률심판이나 헌법소원심판에 의해 보상규정에 대한 위헌결정을 하되 수용
자체를 위헌이라 할 것은 아니다.
c)의 경우 재산권의 제한 규정 자체는 합헌이나 보상규정을 두지 아니한 입법부작위가
위헌이며 따라서 손실보상규정에 대한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을 통해 해결하는 것
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이 점과 관련하여 종래 헌법재판소가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
원이 인정되는 경우로 법령에 명시적 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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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들고 있는데222) 이러한 경우가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 할 수 있다.223) 물론 입법부작위
에 대한 헌법소원은 입법형성권과 관련하여 넓게 인정될 수 없는 것이지만 보상입법에 대
한 부작위는 헌법 제23조 제3항과 관련하여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이 인정될 수 있
는 가장 전형적인 경우라 할 수 있을 것이다.224)
(2) 보상의 실정법적 근거
헌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제한을 규정하는 법
률이 그에 관한 손실보상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라 보상을 청구하면 될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에 관한 손실보상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헌법 제23조
제3항의 성격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또 그 권리구제방법이 어떠하겠느냐 하는 점이다.
이 점과 관련하여 경계이론에 의하면 보상규정이 없어도 법원이 바로 보상을 인정하는 판
결을 할 수 있다고 보는 반면 분리이론에 의하면 보상을 청구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고 위
헌적 법률에 기초한 재산권제한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통해 다투어야 할 것이다. 우리
헌법해석상 종래의 학설 및 판례는 다음과 같다.
(가) 방침규정설
이 이론은 손실보상에 관한 헌법 제23조 제3항을 손실보상과 손실보상의 내용에 관하
여 입법에 대한 방침을 규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서는 특정재산권자에게
특별희생을 주는 재산권제한이 있는 경우에도 법률이 손실보상규정을 두지 아니하는 이
상은 그 재산권자는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하게 된다.

222) 憲裁 1989.3.17, 88헌마 1; 1993.9.27, 89헌마 248; 1995.5.25, 90헌마 196
223) 이
 점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조선철도(주) 주식의 보상금청구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사건에서 우리헌
법은 제헌이래 현재까지 일관하여 재산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토록 하면서 이를
법률이 정하도록 위임함으로써 국가에게 명시적으로 수용 등의 경우 그 보상에 관한 입법의무를 부과하
여 왔다고 하면서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은 입법재량의 한계를 넘은 입법의무
불이행으로서 보상청구권이 확정된 자의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결정을 한 바 있
다.(憲裁 1994.12.29, 89헌마 2)
224) 그
 런데 헌법재판소는 1999.1.28, 97헌마9 결정에서 이러한 입법부작위를 부진정입법부작위로 보아 입
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러한 입장은 전게 1998.12.24, 89헌마214등(병합)결
정에서 개발제한구역지정이나 그에 따른 토지재산권의 제한 그 자체의 효력을 다투거나 그 조항에 위반
하여 행한 자신들의 행위의 정당성은 주장할 수 없다고 한 것과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소수의견(이재화,
조승형재판관)은 이를 진정입법부작위로 보아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다고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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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직접효력설
이 이론은 헌법 제23조 제3항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손실보상청구권이 나온다고 보아 재
산권제한을 규정하는 법률이 손실보상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헌법 제
23조 제3항을 근거로 손실보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주장에 의하면 법원에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이상 헌법소원은 보충성의 원칙에 비추어 인정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하지만 종래의 법원의 판례에 비추어 손실보상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므
로 이러한 경우 보충성의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여 헌법소원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가
문제될 것이다.
(다) 위헌무효설
이 이론은 헌법 제23조 제3항이 방침규정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직접 손실보상청구권을
인정하는 규정으로 볼 수도 없다고 보고 보상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법률은 위헌으로
무효라 한다. 이러한 이론에 의하면 보상규정이 없는 법률에 의한 재산권침해는 결국 위
헌무효인 법률에 근거한 것으로 피해자는 국가 등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 이 경우 법원에 국가 등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하면서 그 재산권침해의 근거가 되
는 법률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여야 할 것이다.
(라) 유추적용설(간접효력규정설)
이 이론은 재산권침해를 규정하는 법률이 따로 손실보상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경우에
도 헌법 제23조 제1항과 제11조(법 앞의 평등규정)에 근거하고 헌법 제23조 제3항 및 관
계규정의 유추적용을 통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
(마) 헌법재판소판례
헌법재판소는 전게 결정에서 오로지 보상규정의 결여라는 이유로 개발제한구역지정에
관한 舊도시계획법 제21조가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보상을 위한 입법의 형
태, 보상의 대상과 방법 등에 관해서는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을 가진 입법자의 입법정책에
의해 해결할 문제이지 헌법재판소가 결정할 문제는 아니라 하였다.
(바) 비판 및 결론
위의 학설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모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먼저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보상규정의 결여를 이유로 개발제한구역지정에 관한 舊도시계획법 제21조를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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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보상규정의 결여를 이유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나 그
에 따른 토지재산권제한 그 자체의 효력은 다툴 수 없다고 한 것은 상호 모순되는 논리
라 생각한다. 방침규정설은 사실상 헌법상 재산권보장을 공허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
므로 인정될 수 없다. 직접효력설도 제23조 제3항이
“[…]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
되 […]”
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에 맞지 않고 또한 헌법 제23조 제1항 2문이 재산권의 한
계뿐 아니라 내용까지도 법률로 정하도록 한 것에 비추어도 타당성이 없다. 이러한 문제
는 유추적용설에 있어서도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반면 위헌무효설은 결국 국가 등에 대한
손해배상에 의해 권리구제를 인정하게 되나 과연 공무원의 고의나 과실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도 문제이고 공공복리를 위한 재산권침해가 보상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불법행위가
된다는 것도 문제라 할 것이다. 오히려 재산권침해를 규정하는 입법을 위헌무효라 할 것
이 아니고 손실보상규정을 두지 않는 입법부작위가 위헌이라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보면 법률이 손실보상을 해야 하는 재산권침해를 규정하면서 이에 대한 손실보
상규정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을 통해 해결토록 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이 점은 헌법재판소가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이 인정되
는 경우로 법령에 명시적 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를 들고 있
는데(

憲裁 1989.3.17 선고, 88헌마1 결정; 1993.9.27 선고,
89헌마248 결정; 1995.5.25 선고, 90헌마196

), 헌법 제23조 제3항은 손실보상에 관해 입법자에게

명시적으로 위임하고 있어 이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 이 점과 관련하여 헌법
재판소는 조선철도(주) 주식의 보상금청구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사건에서 우리 헌법은 제
헌 이래 현재까지 일관하여 재산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토록 규정
하면서 이를 법률이 정하도록 위임함으로써 국가에게 명시적으로 수용 등의 경우 그 보상
에 관한 입법의무를 부과하여 왔다고 하면서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
는 것은 입법재량의 한계를 넘은 입법의무불이행으로서 보상청구권이 확정된 자의 헌법
상 보장된 재산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결정을 한 바 있다(

憲裁 1994.12.29 선고,
89헌마2 결정

). 만약 헌법소

원이 인용되면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4항에 의해 입법자는 결정취지에 따라 손실보상에
관한 입법을 하여야 할 것이다.

나. 손실보상기준
공공필요에 의해 재산권을 수용·사용 또는 제한하는 경우의 보상기준에 대하여 제헌헌
법은 상당한 보상을 규정한 바 있었고, 제3공화국 헌법(1962년)은 정당한 보상을, 제5공
화국헌법(1980년)은 공익 및 관계자의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하여 법률로 정하도록 한 반
면 현행헌법은‘정당한 보상’
을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해석을 둘러싸고 완전보상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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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보상설, 절충설 등이 주장되고 있다.
완전보상설은 공용수용·사용·제한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수용재산의 객관적 재산가
치의 손실을 전부 보상하여야 한다는 입장으로 재산권보장과 부담의 공평, 상실된 가치
의 보전에 기초하고 있다. 반면 상당보상설은 정당한 보상이란 사회적 정의의 원칙에 비
추어 타당 내지 합리적 보상이면 된다고 보고 경제적 약자에게는 시가 이상의 보상을 해
주고, 사회경제적 필요가 우월하는 경우 경제적 강자에게는 시가 이하의 보상을 해 줄것
이 요청된다고 하는데225) 그 근거는 주로 사회복지국가원리에 기초하고 있다고 할 수 있
다. 절충설은 정당한 보상은 원칙적으로 완전보상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나 특별한 경
우에는 상당한 보상도 예외적으로 가능하다고 한다.226) 헌법 제23조 제3항의 해석상 원칙
적으로 완전보상이지만 일정한 경우 상당보상이 인정될 수 있다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1990.6.25, 89헌마 107(동지:憲裁 1991.2.11, 90헌마17,18(병합)결정에서 헌법 제23
조 제2항에서 규정한‘정당한 보상’
이란 원칙적으로 피수용재산의 객관적인 재산가치를 완
전히 보상하여야 한다는 완전보상을 뜻한다고 한 바 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
득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6조도 시가보상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완전보상이라
하더라도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은 완전보상의 범위에 포함되는 피수용토지
의 객관적 가치 내지 피수용자의 손실이라고는 볼 수 없다.227) 따라서 헌법재판소는‘구토
지수용법 제46조 제2항이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개발이익을 배제하고 기준지가의 고시
일이후 시점보정을 인근토지의 가격변동율과 도매물가상승율 등에 의하여 행하도록 규정
한 것은 헌법 제23조 제3항에 규정한 정당보상의 원리에 어긋나지 않는다.’
고 하고 228)
‘토
지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액의 산정을 시가(거래가격)가 아닌,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
되 개발이익을 배제하고 공시기준일로부터 재결시까지의 시점보정을 인근토지의 가격변
동율과 도매물가상승율 등에 의하여 행하도록 규정한 구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과 지
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1호는 헌법 제23조 제3항이 규정

225) 김철수(주 23),769
226) 권영성(주 23), 617-618
227) 憲裁 1990.6.25,89헌마 107결정
228) 憲裁 1990.6.25,89헌마 107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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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
하는 정당보상의 원리에 반하지 않는다.’
고 한다. 한편 대법원 1989.9.12선고 88누

11216판결은‘문화적·학술적 가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토지의 부동산으로서의
경제적·재산적 가치를 높여 주는 것이 아니므로 토지수용법 제51조소정의 손실보상의 대
상이 될 수 없다.’
고 한 바 있다.

다. 손실보상의 방법
보상을 함에 있어 금전보상 또는 현물보상 여부, 사전보상 여부, 일시불 또는 분할불
여부 등 구체적 방법은 개별법률로 규정한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은 사전보상과 현금보상을 원칙으로 하되 기업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로서 법 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채권보상제를 인정하고 있다.

Ⅵ. 재산권제한의 한계
1.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
가. 본질적 내용침해의 인정여부
기본권제한입법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
다. 그런데 헌법 제37조 제2항의 문제는 기본권 제한에 관한 것으로 헌법 제23조 제1항
에 있어서의 내용규정적 입법의 경우와는 문제상황이 다르다.230) 특히 법률에 의하여 재
산권의 내용이 비로소 형성된다고 한다면 입법 이전에 이미 존재하는 재산권의 본질적 내
용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는 것인가· 존재한다면 이를 불가침적인 것으로 보아야 할 것
인가· 하는 것이 문제된다.
이 문제에 관해 독일의 경우 기본법 제14조 제1항 제2문에서 나오는 입법자의 형성권

229) 憲裁 1995.4.20, 93헌바20,66, 94헌바4,9, 95헌바6(병합)결정.
230) H. Rittstieg, a.a.O., S. 402; BVerfGE 24, 367, 369; 21, 92, 93; J. Chlosta, a.a.O., S.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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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제19조 제2항에 의해 제한된다고 보는 것이 통설적 견해이다.231) 예컨대 연방헌법재
판소도 재산권에 관한 상대성을 강력히 인정하려는 태도를 보이긴 하나 본질적 내용은 불
가침이라 보고 있다.232) 또 재산권의 내용개방성을 역설한 Ipsen도 기본법 제19조 제2항
에서 제14조 제1항 2문에 근거한 재산권의 입법적 내용규정의 한계를 찾을 수 있을 것이
라 하고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은 법률적 내용규정을 통해서도 침해될 수 없다고 보았으
며233) 또 Gutman 등도 절대적 재산권 개념은 결여되어 있으나 재산권은 기본권의 범주
에 속하므로 기본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어떤 경우에도 침해할 수 없는 본질적 내용을
가진다고 하였고234) H. Rittstieg도 기본법 제19조 제1항은 기본권 제한에 관한 것이므
로 제14조 제1항 제2문의 재산권 내용규정적 입법과는 관계가 없다고 하겠으나 기본권의
일반적 실현요구를 고려한다면 재산권보장이 본질적 내용을 침해당해서는 안된다는 것은
자명한 것이라 보았다.235)
그러나 Knoll은 기본법 제19조 제2항은 개인의 사적 재산권이 아니고 법적 제도로서의
재산제도의 보장에 대해서만 적용된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사적 재산권은 그 자체 헌법에
의해 불가침적으로 보장된 것이 아니므로 재산권은 수용가능성과 개인의 재산권의 본질
적 내용의 제거가능성이 예견되기 때문이라 한다.236) 또한 H. Schulte 같은 학자는 사실
상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보장이 직접적으로 개별 재산권을 보장하지도 않고 제도로서의
재산권을 보장하지도 않는다고 하면서 본질적 내용이란 말은 법률유보가 입법자에게 자
의를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 외에 더 정확한 내용을 제시해 주는 것이 아니며 이는 재산
권 관계 판결에서 본질적 내용의 보장을 인정하는 연방헌법재판소가 재산권의 광범위하
고 명백한 상대성을 인정하여 재산권 개념을 다이나믹화하는 데서도 나타난다고 하면서
본질적 내용논의는 그만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다.237)

231) J. Chlosta, a.a.O., S. 13; v. Mangolt-Klein, a.a.O., S. 433.
232) BVerfGE 20, 351, 355; 31, 375, 385; 36, 281, 293; 42, 263, 293; H. Schulte, Zur Dogmatik
des Art. 14 GG., 1979, S. 17.
233) H. P. Ipsen, a.a.O., S. 94f.
234) G
 utmann/Klein/Paraskewopoulos/Winter, Die Wirtschaftsverfassung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1979, S. 24f.
235) H. Rittstieg, a.a.O., S. 402f.; 同旨 Maunz/Zippelius, a.a.O., S. 239.
236) v. Mangolt-Klein, a.a.O., S. 433.
237) H. Schulte, Zur Dogmatik des Art. 14, GG. 1979, S. 16f.

헌법주석서 Ⅱ

82

한편 일본의 경우에도 일본최고재판소 판례는
“동조 제1항과의 관계상 공공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법률에 의해서도 재산권을 그 본질적 내용에 있어 침해하는 것은(예
컨대, 권리를 박탈하거나 또는 그 효력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과 같은 것은 […]) 허용
되지 않는다.”
고 하여238) 본질적 내용 불가침적 입장을 보인 바 있다.
우리헌법의 해석에 있어서도 법률로써 재산권을 규정하는 경우에 그 본질적 내용은 침
해할 수 없다고 보는 견해가 많다. 이러한 해석은 명시적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또는 묵시
적으로 개인의 구체적 재산권에 기본권 제한원리를 적용함으로써 간접적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생각건대 다른 기본권과는 달리 재산권에 대한 법률의 역할은 단순히 재산권을 제한하
는 의미뿐 아니라 재산권의 내용을 형성하는 의미를 가지는 만큼 재산권 내용규정입법의
경우 논리적으로 헌법 제37조 제2항이 적용된다고 하기 곤란한 점이 있다고 볼 수도 있
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내용규정입법과 제한입법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으로 구별하기
곤란할 뿐 아니라 v. Mangolt-Klein이 지적하듯이 본질적 내용보장은 내용규정입법에
도 적용되어야 하며239) 법률이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정할 때 이미 존재하는 재산권의
본질을 박탈할 수 없는 것은 재산권이 기본권의 하나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 법치국가적
신뢰보장의 원칙, 계속성의 사상 등에 비추어 명백하다 할 것이다. 이는 사유재산제의 보
장과 관련하여서도 당연하다 할 것이다. 다만 재산권 개념의 상대성과 본질적 내용의 애
매성으로 인하여 그 구체적 내용은 매우 탄력적이라고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보면 다음으로 문제되는 것은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이 무엇이냐,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과 재산권의 사회구속성과 공용수용과의 관계는 어떠하냐 하는 것이다.

나. 본질적 내용의 사회구속성과 공용수용의 구별에 대한 관계
먼저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침해의 사회구속성과 공용수용의 구별에 대한 관계는 두 가
지 다른 견해가 있다.
즉, 첫째는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침해는 공용수용이 된다는 것이다. 이 점은 H. P.
Ipsen이나 독일연방일반최고법원(BGH)이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침해를 특별희생과 더불

238) 最判昭 38, 6, 26 刑集 17권 5호, p. 521.
239) v. Mangolt-Klein, a.a.O., S. 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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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공용수용의 기준으로 이해한 것이나240) 일본의 小林直樹 같은 학자가 일본헌법상 보상
없이 가해지는 제29조 제2항의 제한은 권리의 박탈 또는 박탈하는 것과 같은 제한이어서
는 안된다고 하면서 본질적 내용을 재산권 제29조 제3항의 보상 여부의 기준으로 파악한
것241) 에서 볼 수 있다.
둘째로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은 어떤
경우에도 침해될 수가 없다고 보는 입장에서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경우 보상을
한다고 하여 본질적 내용침해라는 위헌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견해가 있다.
앞에서 보았듯이 재산권보장에 있어 원칙적으로 현상보장이 가치보장에 우선하는 것이
고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입법이 바로 공용수용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입법은 위헌이며 보상으로 그 위헌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
다. 다만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규정하는 법률이 다른 요건은 모두 헌법에 적합하나 기
존 재산권의 제한의 정도가 사적 이용성이나 처분권능을 박탈하는 정도에 이르러 특별희
생을 준 경우 보상입법에 대한 부작위를 다툴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다.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의 침해적 내용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은 침해되어서는 안된다고 하지만 그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지는
명확하지 않다.242)
이 점에 관해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재산권보장의 근본내용, 즉 객체에 대한 사
적 이용성과 원칙적 처분권능을 유지하여야 하며 비례성의 원칙(die Grundsatz des
Übermassverbotes)을 존중해야 한다고 하고 몰수에 해당되는 조세와 같이 재산권의 근본
적 내용을 박탈하는 법규정은 인정될 수 없다고 보았다.243) 그리하여 동 재판소는 재산권
의 구속성은 언제나 비례적이어야 하며 법률적인 재산권구속은 그 법규정이 봉사하는 보
호목적보다 더 광범위하게 미쳐서는 안된다고 하면서 재산권의 사용처분이 재산권자 내

240) H.
 P. Ipsen, a.a.O., S. 94f.; BGHZ 6, 145, 147; 同旨 v. Mangolt-Klein, a.a.O., S. 432.
241) 小林直樹, 전게서, p. 527.
 . Schulte는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이러한 본질적 내용의 불가침성을 인정하여도 본질적 내용의 침해
242) H
여부를 엄밀히 규정한 적도 없고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의 침해를 이유로 법률의 위헌성을 인정한 적도
없다고 지적하였다(H. Schulte, a.a.O., S. 15).
243) BVerfGE 31, 240f.; 63, 327.

헌법주석서 Ⅱ

84

부에만 머물러 있으면 있을수록 입법자에게는 좁은 한계가 인정된다고 하는데 왜냐하면
이러한 경우에는 비례적으로 재산권 구속을 정당하게 할 수 있는 목적을 찾는 것이 더욱
어렵기 때문이라 하였다.244)
또 P. Badura도 입법에 의한 재산권의 내용·한계규정에 있어 개인에 대한 부담의 평등
성, 재산권의 사적 이용성 및 그 사용의 평등성 원칙과 관련하여 파악되어야 한다고 하였
다.245) H. Krüger는 입법자는 재산권의 내용규정에 있어 자유이나 법률적 내용·한계규
정은 전래적 의미에서의 사유재산을 위한 근본적 가치결정을 존중해야 하고 다른 헌법규
정과도 일치해야 하며 과잉침해금지원리에 따라야 한다고 하였다.246)
헌법재판소는
“입법부라고 할지라도 수권의 범위를 넘어 자의적인 입법을 할 수 있는 것
은 아니며 사유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입법을 할 수 없음은 물론이다(헌법
제37조 제2항 후단). 토지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이라는 것은 토지재산권의 핵이 되는
실질적 요소 내지 근본요소를 뜻하며, 따라서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라
고 하는 것은 그 침해로 사유재산권이 유명무실해지고 사유재산제도가 형해화(形骸化)되
어 헌법이 재산권을 보장하는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는 지경에 이르는 경우
라고 할 것이다. 사유재산제도의 전면적인 부정, 재산권의 무상몰수, 소급입법에 의한 재
247)
산권 박탈 등이 본질적인 침해가 된다.”
고 한 바 있다.

생각건대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이란 재산권을 보장하는 근본적 취지, 즉 존엄한 존재로
서의 인간의 자유와 생존을 위해 재산권이 보장된다는 점에서 추출되어야 할 것이다. 따

244) BVerfGE 50, 290, 341.
245) P. Badura, a.a.O., S. 281.
246) H. Krüger, a.a.O., S. 76.
247) 憲裁 1989. 12. 22. 88헌가13, 판례집 1, 357, 373;1990. 9. 3. 89헌가95, 판례집 2, 245, 256; 또
한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중‘으로부터 1년’
이라는 부분은 비공시(非公示)되고 불확정한 조세
채권이 담보물권의 배타적 우선권을 제한하고 담보물권에 우선하도록 허용함으로써 사법사의 담보물권
제도에 대한 법적 신뢰성을 허물어뜨려 헌법 제23조 제1항이 보장하고 있는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고(憲裁 1990. 9. 3. 89헌가95, 판례집 2, 245;
1991. 11. 25. 91헌가6, 판례집 3, 569, 581)한 판례와
“구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은 퇴직금채권
자에게 저당권자에 우선하여 그 퇴직금의 액수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 없는 우선변제수령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그로 말미암아 질권자나 저당권자가 그 권리의 목적물로부터 거의 또는 전혀 변제를 받지 못
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질권이나 저당권의 본질적 내용을 이루는 우선변제수령권이 형해화하게 되므로
위 조항 중‘퇴직금’
부분은 질권이나 저당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소지가 생기게 된다.”
고(憲裁 1997.
8. 21. 94헌바19등, 판례집 9-2, 243, 261)한 판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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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개인의 재산권의 제한 또는 박탈이 그 재산권자의 자유와 생존을 침해하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본질적 내용의 침해로 보아야 하고 특히 사유재산제를 보장하는 우리헌법
의 경우 보상 없이 개인의 사적 이니셔티브에 의해 재산권의 실체를 사용하고 처분하는
것을 배제하는 법률은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법률이라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부담의
평등성과 비례성의 원칙은 이러한 내용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해준다 할 것이다. 다만
부담의 평등성과 비례성의 원칙에 따른 판단은 입법자에게 넓게 맡겨져 있다 할 것이다.

2. 비례의 원칙
재산권제한은 비례성의 원칙에 맞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 점에 관해 독일연방헌법재판
소는 재산권제한입법에 있어 재산권보장의 근본내용, 즉 객체에 대한 사적 이용성과 원칙
적 처분권능을 유지하여야 하며 비례성의 원칙(die Grundsatz des Übermassverbotes)을 존
중해야 한다고 하고 몰수에 해당되는 조세와 같이 재산권의 근본적 내용을 박탈하는 법규
정은 인정될 수 없다고 보았다.248) 그리하여 동 재판소는 재산권의 구속성은 언제나 비례
적이어야 하며 법률적인 재산권구속은 그 법규정이 봉사하는 보호목적보다 더 광범위하
게 미쳐서는 안된다고 하였다.249)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도
“소유목적이나 택지의 기능에 따른 예외를 전혀 인정하지
아니한 채 일률적으로 660㎡로 소유상한을 제한함으로써, 어떠한 경우에도 어느 누구라
도 660㎡를 초과하는 택지를 취득할 수 없게 한 것은,
“적정한 택지공급”
이라고 하는 입
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도를 넘는 과도한 제한이다. 따라서 택지소유의 상
한을 지나치게 낮게 정한 법 제7조 제1항 제1호는 헌법상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다. 또한 입법자가 소유상한을 지나치게 낮게 설정한 것은 재산권침해의
효과와 소유상한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적정한 택지공급”
이라는 공익 사이의 합리적인 비
례관계를 명백히 벗어났다고 판단된다.”
고 한 바 있다.250) 또한 대법원 1987.9.8선고 87

248) BVerfGE 31, 240f.; 63, 327.
249) BVerfGE 50, 290, 341.
250) 憲裁 1999. 4. 29. 94헌바37, 판례집 11-1, 289, 309-317

헌법주석서 Ⅱ

86

누395판결도
“공용수용은 공익사업을 위하여 타인의 특정한 재산권을 법률의 힘에 의하
여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것이므로 수용할 목적물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사업을 위하여 필

헌
법
제
2
3
조

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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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24조
전학선
第24條
모든 國民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選擧權을 가진다.

Ⅰ. 기본 개념과 입헌취지
현대 민주정치는 간접민주정치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즉 과거 직접민주정치를 하던 고
대 그리스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대에 와서는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간접민주정치를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간접민주정치는 대의정치라든가 혹은 의회정치라고 말하여 진다.
국민들의 대표로 하여금 국가를 이끌어 가게끔 하는 것이 대의정치인데, 국민들의 대표를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는다. 따라서 국민의 대표를 국민적 합의에 의하여
대의민주정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선출하는 것을 선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현대 민주
주의는 간접민주주의를 그 기반으로 하고 있으므로 선거제도가 중요한 요소의 하나로 자
리 잡고 있고 어떠한 선거제도를 채택하느냐와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입헌민주국가에서 대의제도에 의한 통치가 불가피한 것으로 선
거야말로 국민의 의사를 체계적으로 결집하고 수렴하고 구체화하는 방법으로 국민의 정
치적 의사를 형성하는 가장 합리적인 절차인 것이다.1)

1) 憲裁 1991. 3. 11, 91헌마21, 판례집 제3권, 1991,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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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국가에 있어서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므로 국민이 국가운영의 주체인 것이다. 따라
서 우리나라 헌법도 제1조 제2항에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
민으로부터 나온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주권의 원리는 대의기관을
선출하는 제도인 선거에 의하여 실현이 되는 것인데, 선거는 국민의사를 국가의사형성에
반영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 중의 하나가 된다. 국민이 국정에 참여하는 참정권은 국민
주권의 상징적인 표현으로서 국민의 가장 중요한 기본적 권리의 하나이며, 또한 다른 기
본권에 대하여 우월적 지위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2)
모든 국민이 원칙적으로 선거에 참여할 수가 있는데, 이는 대표자를 선출하는 선거권과
대표자로 선출될 피선거권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이다. 이는 치자와 피치자
가 동일하다는 자동성의 원리에 입각하여 자기지배의 원리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 우리나
라 헌법 제24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라고 하여 국
민들의 선거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 제25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라고 국민들의 피선거권에 대하여 규정을 하고 있다.3) 따라서
우리나라는 헌법에서 공무담임권을 가진 국민을 직접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법률을
통하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헌법과 공직선거법은 선거권에 대하여
규정을 두고 있다. 선거권이란‘국민이 공무원을 선거하는 권리’
,4) 또는‘선거인단의 구성
원으로서 각급 공무원을 선임할 수 있는 권리’
,5)‘통치권 내지 국정의 담당자를 결정하는
6)
라고 할 수 있다.
국민의 주권행사’

Ⅱ. 연혁
우리나라는 제1공화국 헌법에서부터 선거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었다.

2) 憲裁 1989. 9. 8, 88헌가6, 판례집 제1권, 1989, 199.
3) 물
 론
있는
것을
있는

공무담임권이라 함은 국민이 공무원이 되어 공무를 담당할 수 있는 권한으로서 국가기관에 취임할 수
권리를 말하는 것이다. 입법부·사법부·행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국가·공공단체의 구성원이 되는
말한다. 따라서 선거에 의한 공무원뿐만이 아니라 시험이라든가 임명 등에 의한 모든 공무원이 될 수
것을 말한다.

4) 김철수, 헌법학개론, 박영사, 2007, 1128.
5)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6, 584.
6)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07, 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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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공화국
1948년 7월 17일 헌법은 제25조에서‘모든 국민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
을 선거할 권리가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제1공화국에서도 헌법에서 선거권에
관한 규정을 두면서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위임을 하고 있다. 선거연령도 헌법에서 정
하지 않고 법률에서 정하였는데, 대통령·부통령선거법과 국회의원선거법에서 만21세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제1공화국에서 선거연령을 정하는데 있어서 초기에는 선거연령
기준을 선거일을 기준으로 하였으나, 1950. 4. 12. 법률 제121호로 개정된 국회의원선
거법과 1952. 7. 18. 법률 제247호로 제정된 대통령·부통령선거법에서는 선거인명부확
정일로 하였다.

2. 제2공화국
제2공화국에서는 제1공화국에서 마찬가지로 헌법에서 선거권에 관하여 규정을 하면서
연령에 의한 선거권 향유 주체를 명시하고 있다. 제2공화국 헌법 제25조는‘모든 국민은
20세에 달하면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선거할 권리가 있다’
라고 하여 20세
이상의 국민이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제3공화국
제3공화국 헌법도 제2공화국 헌법과 마찬가지로 규정을 하면서, 제21조에서‘모든 국
민은 20세가 되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 선거권을 가진다’
라고 하고 있다.
제3공화국부터 헌법에서 선거연령을 규정하고 있었는데, 이때부터 다시 선거연령 기준일
을 선거인명부확정일이 아닌 선거일로 하고 있다. 즉 대통령 선거법과 국회의원 선거법에
서 선거연령 기준일은 선거일로 하였다. 이 후 지금까지 선거권 선거연령 기준일은 선거
일로 하고 있다.

4. 제4공화국
제4공화국 헌법도 연령에 의한 선거권 제한을 헌법에서 직접적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제1공화국에서부터 제3공화국까지는‘[…] 공무원(을) 선거권(할 권리) […]’
이라 하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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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공무원’
이란 단어를 생략하고 선거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제4공화국
헌법은 제21조에서‘모든 국민은 20세가 되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
다’
라고 규정하였다.

헌
법
제
2
4
조

5. 제5공화국
제5공화국 헌법도 제4공화국 헌법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제23조에서‘모든 국민은 20
세가 되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라고 규정하였다.

6. 현행헌법
현행 헌법은 제24조에서‘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라
고 규정하면서 제2공화국 헌법에서부터 직접 헌법에서 명시한 연령에 의한 선거권제한을
법률에 위임하였다. 따라서 선거법은 선거일 현재 20세 이상인 국민에 대하여 선거권을
부여하였으나, 2005년 8월 법을 개정하여 선거연령을 19세로 변경하였다.
<역대 헌법상 선거권 조항>
헌법
제1공화국

제2공화국

제3공화국

제4공화국

제5공화국
현행 헌법

선거권 조항
제25조 모
 든 국민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선거할
권리가 있다.
제25조 모
 든 국민은 20세에 달하면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
무원을 선거할 권리가 있다.
제21조 모든 국민은 20세가 되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
원 선거권을 가진다.
제21조 모든 국민은 20세가 되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
권을 가진다.
제23조 모
 든 국민은 20세가 되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
권을 가진다.
제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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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선거의 기본원칙
선거의 5대 원칙으로 보통선거, 평등선거, 직접선거, 비밀선거, 자유선거를 들 수 있다.

1. 보통선거
보통선거란 제한선거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경제력이나 납세액, 사회적 신분, 인종,
종교, 성별, 교육 등을 이유로 선거권을 차별하지 아니하고 일정한 연령에 달한 모든 국
민에게 원칙적으로 선거권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헌법은 제1조 제2항에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고 규정함으로써 국민주권의 원리를 천명하고 있다. 민주국가에서의 국민주권의
원리는 무엇보다도 대의기관의 선출을 의미하는 선거와 일정사항에 대한 국민의 직접적
결정을 의미하는 국민투표에 의하여 실현된다. 선거는 오늘날의 대의민주주의에서 국민
이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으로서, 선거를 통하여 국민은 선출된 국가기
관과 그의 국가권력의 행사에 대하여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한다. 민주주의는 참정권의 주
체와 국가권력의 지배를 받는 국민이 되도록 일치할 것을 요청한다. 국민의 참정권에 대
한 이러한 민주주의적 요청의 결과가 바로 보통선거의 원칙이다. 즉, 원칙적으로 모든 국
민이 균둥하게 선거에 참여할 것을 요청하는 보통·평등선거원칙은 국민의 자기지배를 의
미하는 국민주권의 원리에 입각한 민주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 요건이다. 원칙적으
로 모든 국민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는 것은 바로 국민의 자기지배를 의미하는 민
주국가에의 최대한의 접근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보통선거의 원칙에 따라 원칙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인
정되어야 하며, 특정한 국민을 정치적·경제적 또는 사회적인 이유로 선거권과 피선거권
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물론 보통선거의 원칙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에
대한 모든 제한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보통선거원칙에 대한 예외는 원칙적으로 부득
이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되어야 하며, 제한한다 하더라도 불가피한 최소한의
정도에 그쳐야 한다.7)

7) 憲裁 1999. 5. 27, 98헌마214, 판례집 제11권 제1집, 697-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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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보통선거의 원칙은 선거권자의 능력, 재산, 사회적 지위 등의 실질적인 요소를 배제
하고 성년자이면 누구라도 당연히 선거권을 갖는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선거권자의 국
적이나 선거인의 의사능력 등 선거권 및 선거제도의 본질상 요청되는 사유에 의한 내재
적 제한을 제외하고 보통선거의 원칙에 위배되는 선거권 제한 입법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
권 제한입법에 관한 헌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
하면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
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입법을 함에 있어서 준
수하여야 할 기본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을 함에 있어서는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그 목적달성을 위한 방법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그리고 그 입법
에 의해 보호하려는 공공의 필요와 침해되는 기본권 사이의 균형성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은 법률 내지 법률조항은 기본권제한의 입법적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헌
법에 위반된다.

2. 평등선거
평등선거란 차등선거(불평등선거)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사회적 신분, 교육, 재산(납
세액)등을 이유로 특정의 선거인들에게 복수의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고 1인 1표제를 원
칙으로, 모든 선거인에게 투표의 수적가치 평등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1인이 1표
씩 행사하면 평등선거라고 생각하였으나, 지금은 평등선거와 관련하여 1인 1표를 평등선
거로 보는 것에서 더 나아가 투표의 가치도 평등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헌법은 제11조 제1항에서 일반적인‘평등의 원칙’
을 선언함과 동시에, 제41조 제
1항에서
“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
한다.”
고 규정함으로써 국회의원의 선거에 있어서‘평등선거의 원칙’
을 선언하고 있으며,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도 제67조 제1항에서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
에 의하여 선출한다”
고 하여‘평등선거의 원칙’
을 선언하고 있다.
평등선거의 원칙은 평등의 원칙이 선거제도에 적용된 것으로서 투표의 수적 평등, 즉 1
인 1표의 원칙(one person, one vote)과 투표의 성과가치의 평등, 즉 1표의 투표가치가
대표자선정이라는 선거의 결과에 대하여 기여한 정도에 있어서도 평등하여야 한다는 원
칙(one vote, one value)을 그 내용으로 할 뿐만 아니라, 일정한 집단의 의사가 정치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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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반영될 수 없도록 차별적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는 이른바‘게리맨더링’
에 대한 부정을
의미하기도 한다.
헌법재판소는 선거구 인구 불평등과 관련하여 2007년 10월까지 세 번의 결정을 하였
다. 첫 번째는 1995년 12월 27일 결정인데, 이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전국 선거구 평균
인구수를 기준으로 상하 60%를 초과하는 인구수를 가진 선거구는 투표가치의 차이가 헌
법적으로 용인도리 수 없는 편차를 보여서 위헌이라고 하였다.8)
두 번째는 2001년 10월 25일 결정인데, 1995년 첫 번째 결정과 달리 판례변경을 하여
위헌 기준을 50%로 하였다. 즉 헌법재판소는‘인구편차의 허용한계에 관한 다양한 견해
중 현시점에서 선택가능한 방안으로 상하 33⅓% 편차(이 경우 상한 인구수와 하한 인구
수의 비율은 2：1)를 기준으로 하는 방안, 또는 상하 50% 편차(이 경우 상한 인구수와 하
한 인구수의 비율은 3：1)를 기준으로 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는데, 이 중 상하 33⅓%
편차 기준에 의할 때 행정구역 및 국회의원정수를 비롯한 인구비례의 원칙 이외의 요소를
고려함에 있어 적지 않은 난점이 예상되므로, 우리 재판소가 선거구획정에 따른 선거구간
의 인구편차의 문제를 다루기 시작한지 겨우 5년여가 지난 현재의 시점에서 너무 이상에
치우친 나머지 현실적인 문제를 전적으로 도외시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이번에는
평균인구수 기준 상하 50%의 편차를 기준으로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로 한다’
고 하였다.9)
그러면서 앞으로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는 인구편차가 상하 33⅓% 또는 그 미만의 기
준에 따라 위헌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세 번째는 2007년 3월 29일 결정인데,‘시·도의원 지역선거구의 획정에는 인구 외에 행
정구역·지세·교통 등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그 기준은 선거구 획정에 있어
서 투표가치의 평등으로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인구비례의 원칙과 우리나라의 특수사정으
로서 시·도의원의 지역대표성 및 인구의 도시집중으로 인한 도시와 농어촌 간의 극심한 인
구편차 등 3개의 요소를 합리적으로 참작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며, 현시점에서는 상하
60%의 인구편차(상한 인구수와 하한 인구수의 비율은 4：1) 기준을 시·도의원 지역선거
구 획정에서 헌법상 허용되는 인구편차기준으로 삼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하였다.10)

8) 憲裁 1995. 1. 27, 95헌마224, 판례집 제7권 2집, 760 이하.
9) 憲裁 2001. 10. 25, 2000헌마92.
10) 憲裁 2007. 3. 29, 2005헌마985, 공보 제126권, 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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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선거에서 지역구 대표와 비례대표를 한 번의 투표를 통하
여 결정하는 1인 1표제 사건에서
“현행 1인 1표제 하에서의 비례대표의석배분방식에서,
지역구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지역구의원의 선출에 기여함과 아울러 그가 속한 정당의 비
례대표의원의 선출에도 기여하는 2중의 가치를 지니게 되는데 반하여, 무소속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그 무소속후보자의 선출에만 기여할 뿐 비례대표의원의 선출에는 전혀 기여
하지 못하므로 투표가치의 불평등이 발생하는바,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이 자신의 지역구
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무소속후보자에게 투표하는 유권자들로서는 자
신의 의사에 반하여 투표가치의 불평등을 강요당하게 되는바, 이는 합리적 이유없이 무소
속 후보자에게 투표하는 유권자를 차별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평등선거의 원칙에 위배
된다”
고 하였다.11)

3. 직접선거
직접선거란 간접선거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일반 선거인이 직접 대표자를 선출하는
제도이다. 간접선거는 유권자가 일정 수의 중간 선거인을 선출하고 그 중간 선거인으로
하여금 대표자를 선출하도록 하는 것으로 유권자의 의도와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가 있는
것이다. 직접선거에 있어서 문제되는 것은 구속명부식 비례대표제에서 정당이 정한 후보
자 순서에 유권자가 구속되므로 간접선거와 같은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1인 1표제로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국
회의원을 선출하도록 한 것은 직접선거원칙에 위반된다고 하였다. 즉
“비례대표제를 채택
하는 경우 직접선거의 원칙은 의원의 선출뿐만 아니라 정당의 비례적인 의석확보도 선거
권자의 투표에 의하여 직접 결정될 것을 요구하는 바, 비례대표의원의 선거는 지역구의원
의 선거와는 별도의 선거이므로 이에 관한 유권자의 별도의 의사표시, 즉 정당명부에 대
한 별도의 투표가 있어야 함에도 현행제도는 정당명부에 대한 투표가 따로 없으므로 결국
비례대표의원의 선출에 있어서는 정당의 명부작성행위가 최종적·결정적인 의의를 지니
게 되고, 선거권자들의 투표행위로써 비례대표의원의 선출을 직접·결정적으로 좌우할 수
없으므로 직접선거의 원칙에 위배된다”
는 것이다.12)

11) 憲裁 2001. 7. 19, 2000헌마91, 판례집 제13권 2집, 79.
12) 憲裁 2001. 7. 19, 2000헌마91, 판례집 제13권 2집,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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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밀선거
비밀선거란 공개선거(공개투표)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매수, 유혹, 위협, 정실 등 각
종 선거간섭 등에 의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권 행사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거인이
누구에게 투표하였는지를 제3자가 알지 못하게 하는 제도이다.
해상에 장기 기거하는 선원들에 대해서는 부재자투표 대상자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이들이 투표할 수 있는 방법을 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 그들의 선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통상 모사전송 시스템의 활용에는 특별한 기술을 요하지 않고,
당사자들이 스스로 이를 이용하여 투표를 한다면 비밀 노출의 위험이 적거나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투표 절차나 그 전송 과정에서 비밀이 노출될 우려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국민주권원리나 보통선거원칙에 따라 선원들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충실히 보장
하기 위한 불가피한 측면이라 할 수도 있고, 더욱이 선원들로서는 자신의 투표결과에 대
한 비밀이 노출될 위험성을 스스로 용인하고 투표에 임할 수도 있을 것이므로, 선거권 내
지 보통선거원칙과 비밀선거원칙을 조화적으로 해석할 때, 이를 두고 헌법에 위반된다 할
수 없다”
고 하였다.13)

5. 자유선거
자유선거란 정당한 이유없이 기권하는 자에 대하여 일정한 제재를 가함으로써 선거권
을 의무적으로 행사하도록 하는 강제선거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선거인이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자유의사에 따라 선거권을 행사하도록 보장하는 제도이다. 자유선거의 원칙은
비록 우리 헌법에 명시되지는 아니하였지만 민주국가의 선거제도에 내재하는 법원리인
것으로서 국민주권의 원리, 의회민주주의의 원리 및 참정권에 관한 규정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자유선거의 원칙은 선거의 전 과정에 요구되는 선거권자의 의사형
성의 자유와 의사실현의 자유를 말하고, 구체적으로는 투표의 자유, 입후보의 자유 나아
가 선거운동의 자유를 뜻한다.

13) 憲裁 2007. 6. 28, 2005헌마772, 공보 제129권,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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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권자들로 하여금 투표를 하도록 강제하는 과태료나 벌금 등의 수단을 채택하게 된
다면 자발적으로 투표에 참가하지 않은 선거권자들의 의사형성의 자유 내지 결심의 자유
를 부당하게 축소하고 그 결과로 투표의 자유를 침해하여 결국 자유선거의 원칙을 위반할
우려도 있게 된다.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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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선거별 원칙
우리 헌법은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는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로 대통령을 선출하도
록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헌법 제657조 제1항), 국회의원선거도 보통·평등·직접·비
밀선거로 치르도록 하고 있다(헌법 제41조 제1항). 그러나 지방선거와 관련하여서는 헌
법이 직접 선거형태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헌법 제118조 제2항에서
“지방의회의 조직·권
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라고 하여 지방선거의 방식에 관해서는 입법자에게 위임하고 있
다. 따라서 지방선거에 대해서는 입법자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형성권
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지방선거에 있어서는 외국인에게도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는 바, 출입국관리법
제10조(체류자격)의 규정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출입국관리법 제34조(외국인등록표등의 작성
및 관리)의 규정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외국인은 지방선
거에서 선거권을 향유한다.
또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교육의원과 교육감은 지역 주민들의 보통·평
등·직접·비밀 선거로 선출하도록 되어 있다.

Ⅳ. 선거권의 법적 성격
선거를 하는 것이 권리인가 혹은 권한인가 아니면 의무인가에 대하여 논란이 있다.

14) 憲裁 2003. 11 .27. 2003헌마259,250(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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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연권설
선거권을 자연법상의 권리로 이해하는 입장으로 근대 입헌주의 초기에 자연법학자들에
의하여 주장된 것으로 국민주권을 주장하면서 모든 국민이 천부적인 권리로서 선거권을
가진다고 보았다. 선거권을 자연권으로 이해하는 입장은 주권자를‘인민(peuple)’
으로 이
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선거권을 자연권으로 이해하여 천부적이면서 불가침의 권리로
이해하였다. 자연권으로 이해하는 입장은 1789년 프랑스 혁명의회에서 로베스삐에로에
의하여 주창되다가 1793년 헌법과 선거법에서 실현되었었다.
그러나 자연권으로 선거권을 이해하는 입장은 선거권은 대의제를 전제로 하여야만 인
정될 수 있는 것으로 헌법이 대의제를 채택하여야지만 인정되는 실정권으로 보아야 한다
는 비판을 받는다.15)

2. 공무설
선거권을 공무로 이해하는 것은 주로 국가주권주의적 법실증주의자들에 의하여 주장된
것으로, 국가가 대표기관을 선출하기 위하여 국민에게 공무를 부여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따라서 여기서 국민은 국가기관을 선출하는 선거기관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선거를
일종의 공무로 이해하는 입장은 선거권을 의무로 이해하는 것인데, 선거권 행사를 의무로
보는 입장에서는 선거권을 가진 국민은 반드시 선거권을 행사하여야만 하고 이를 이행하
지 않는 경우에는 제재를 가하는 것이라 보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공직선거법 제6조 제3
항이
“선거권자는 성실하게 선거에 참여하여 선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라고 하여 강제적
성격을 부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는 국가기관으로서의 국민을 강조하는 입장
이다.
그러나 선거는 국민의 권리의 성격을 가지므로 강제할 수 없고, 또한 강제하는 경우에
는 정치적 공정성을 확보할 수 없으며, 우리 공직선거법이 선거권 행사를 강제하는 듯한
규정을 가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제재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의무라고 보기는 어렵

15) 정종섭, 헌법학원론, 박영사, 2007,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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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견해는 국민이 개인으로서 국가기관에 참여하는 권리임을 강조하
는 것이다.
선거권의 의무성에 대하여 의무로 보지만 법적인 의무가 아니라 도덕적 의무로 이해하
여야 할 것이다.16)
공무설로 선거권을 이해하는 입장은 선거를 하는데 있어서 협동적 요소로 국가 행정활
동을 지나치게 강조하였다는 비판을 받는다.

3. 권한설
권한설은 선거행위를 국가기관의 활동으로 이해하여 개인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
이 아니라 선거인단으로서 선거에 참여하여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는 입장이다.
권한설은 마치 개인이 권리를 행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선거란 국가기관을 선임하는 것이
므로 개인의 권리가 아니라 국가기능의 행사라고 보는 것이다. 권한설은 이러한 점에서 공
무설과 같지만 선거에 대하여 개인적 청구권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공무설과 구별된다.17)

4. 이원설
선거권을 국가기관으로서의 국민의 활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사의 형성에 적
극적으로 참여하는 권리로 이해하는 입방이다. 선거는 국가를 위한 기능으로서 공무적인
성격을 가지는 동시에 선거권은 공법에 의하여 보장되어진 주관적 권리로 이해한다는 입
장으로 오늘날의 통설이다.18)
선거의 목적은 확실히 국가를 위한 국가기관의 창조라고 하는 국가적 목적에 있다. 그
러나 개인은 선거인으로서 국가의 기관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의회의 창조를 위한 불가결

16) 김철수(주 4), 1131.
17) 정만희,
“선거에 관한 헌법사의 원칙”
, 동아법학 제6호(1988), 138.
18) 권영성(주 5), 584면; 김철수(주 4), 1130; 홍성방, 헌법학, 현암사, 2007, 615; 문광삼,
“선거권과 피선
거권의 제한”
, 고시계(1994.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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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인적 수단인 것이다. 따라서 선거권은 개인의 국가기관으로서의 활동의 허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정치적으로 오랜 투쟁 속에서 획득한 개인의 국가의사의 형성에 참여
하는 권리인 것이다. 이와 같이 선거를 국가목적을 위한 공무로서 또한 선거권을 헌법 내
지 선거권에 의해 보장된 주관적 권리로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요컨대 한편으
로는 선거권의 공적 성격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선거권이 입헌정치에
있어서 국민의 법의식 속에 명백한 국민의 권리로서 존재한다. 그것은 헌법과 선거법에
의해 국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보장된 개인적 공권이며 소극적인 국민의 자유권을 수호
하기 위한 적극적인 권리인 것이다.19)

5. 판례
헌법재판소는
“헌법의 기본원리인 대의제 민주주의하에서 국회의원 선거권이란 것은 국
회의원을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권
20)
리”
라고 하여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권리성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선거권

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되는 것으로서 선거법의 제정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화
된다고 할 것인데, 입법자가 입법형성권에 의하여 선거법을 제정하는 경우에 헌법에 명시
된 선거제도의 원칙을 존중하고 국민의 선거권이 부당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은
물론이나, 입법자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어떠한 방법을 선택할
것인가는 그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것이 아닌 한 입법자의 재량에 속한다”
고 보았다.21)
이와 관련하여 대통령선거권과 국회의원 선거권은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으로 이해
하는데 어려움 없으나, 지방선거에 있어서는 견해를 달리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
한 선거권에 대해서는 국민직접선거제가 헌법적 권리가 법률에 의하여 보장되는 법률사
의 권리에 불과하다는 견해와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은 그 행사절차, 방법, 범위 및 그
에 대한 제한을 정한 법률을 통해서 비로소 구체화 되는 것이고 이렇게 법률을 통하여 구

19) 정만희(주 17), 139.
20) 憲裁 1998. 10. 29, 96헌마186, 판례집 제10권 2집, 606.
21) 憲裁 2002. 3. 28, 2000헌마283, 판례집 제14권 1집,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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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화된 기본권이 바로 법률상 권리라고 하면서 이러한 법률상의 권리가 침해된 것은 결국
헌법상의 기본권이 침해된 것이라는 견해, 그리고 국민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매우 중요
한 기본권이고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기본권이라는 견해가 대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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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선거권의 내용
헌법 제24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선거권이란 국민이 공무원을 선거하는 권리를 말하고, 원칙적으로 간접
민주정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공무원선거권은 국민의 참정권 중 가장 중요
한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공무원은 가장 광의의 공무원으로서 일반직공무원은 물론 대통
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법관 등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
는 모든 자를 말한다.
헌법이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선거권은 대통령선거권(헌법 제67조 제1항), 국회의원
선거권(헌법 제41조 제1항), 지방의회의원선거권(헌법 제118조 제2항)에 한하지만, 지방
자치단체의 장 선거권도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고(제15조 제2
항), 이 밖에도 법률에 의하여 특정공무원에 대한 선거권을 부여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제51조 이하에서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거에 관하여 규정
하면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선거인단의 구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이로써 교육
위원 및 교육감 선거권도 법률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민이 선거권을 행사하는 선거는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선
거·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교육감선거·교육의원선거이다.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선거·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에 관해서는 공직선거법에서 자세한 사항을 규
정하고 있고, 교육감선거와 교육의원선거에 관해서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 규
정하고 있다.

1. 선거권의 향유주체
가. 국민
선거권의 향유주체는 국민이다. 헌법이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
을 가진다고 하고 있으므로 국민이 선거권의 주체가 되는 것이다. 여기서의 국민은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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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법률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나. 외국인
(1) 외국인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선거
외국인의 경우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선거권이 없지만 지방선거에서는 선
거권을 향유한다. 출입국관리법 제10조(체류자격)의 규정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
일 후 3년이 경과한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출입국관리법
제34조(외국인등록표등의 작성 및 관리)의 규정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
대장에 등재된 외국인은 지방선거에서 선거권을 향유한다.
(2) 위헌론
외국인이 선거권을 향유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위헌론과 합헌론이 있다.22) 위헌론에 따
르면 헌법 제1조 제2항은 모든 국가권력의 정당성 원천이 국민에게 있음을 명시화고 있
을 뿐 아니라 동시에 국민 개념 자체를 규정하고 있다고 보면서 헌법의 기초를 이루는 민
주주의의 구조 모델은 국민이라는 집단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여기서의 국민에는 외국인
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외부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구조 속에 편입되어 있는 제도이고 그 자체가 국가의 일부로 넓은 의미의 국가 권력
을 행사하는 공권력의 주체이므로 외국인에게 지방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은 국민주권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프랑스에서도 지방선거에서 외국인에게 참정권을 부
여하기 위하여 헌법을 개정하였다.23)
(3) 합헌론
합헌설에 의하면 헌법의 기초를 이루는 민주주의의 구조모델은 국민이 아닌 각 개인이
라는 점에서 출발한다는 것이다. 헌법자체는 국민이라고만 하고 있지 국민의 개념에 대해
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의 개념은 개방적인 것이고 입법자에 의

22) 이에 대해 자세한 것은 김주환,
“외국인의 지방선거권”
, 고시계(2006. 10), 25 이하 참조.
23) 자세한 것은 전학선,
“프랑스에서 외국인과 선거”
, 공법연구 제28집 제3호(2000. 3), 323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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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결정된다는 것이다. 또한 주민 전체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현저하게 증가하였
다면 국적이란 관점에서 국민의 개념을 좁게 이해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개념에 대해 의
미변천 내지 헌법변천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방선거에서 선거권의 주체는 국민이
지 주민이 아니라는 것이다. 국가와 지방은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동질성을 요구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방선거에서 외국인을 주민에 포함시키는 것은 국민주권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헌법 제118조 제2항이 지방선거에 관한 사항을 포괄적
으로 입법자에게 위임하고 있으므로 입법자가 지방선거권의 주체를 달리 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2. 선거권 제한
가. 연령에 의한 제한
선거연령에 의하여 선거권을 향유하는데 제한이 있다. 선거일 현재 만 19세 이상의 국
민이 선거권을 가진다. 선거연령에 관하여 제1공화국에서는 법률에서 21세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제2공화국부터는 헌법에서 20세 이상을 규정하였었다. 그 후 1987년 헌법개정
을 하면서 여야가 선거연령에 합의를 하지 못하여 이를 법률에 위임하였는데, 그 후 법률
에서도 20세로 규정하였었다. 그러나 2005년 8월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선거연령을 20
세에서 19세로 하양 조정하였다.
헌법은 제24조에서 모든 국민은‘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고만 규
정함으로써 선거권연령의 구분을 입법자에게 위임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선거권연령의 구
분이 입법자의 몫이라 하여도, 선거권연령에 이르지 못한 국민들의 선거권이 제한되고 그
들과 선거권연령 이상의 국민들 사이에 차별취급이 발생하므로, 이에 관한 입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헌법의 기본이념과 연령에 의한 선거권제한을 인정하는 보
통선거제도의 취지에 따라 합리적인 이유와 근거에 터잡아 합목적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그렇지 아니한 자의적 입법은 헌법상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
선거연령이 20세일 때 헌법재판소는 선거연령에 관하여 결정을 하였는데,
“입법자가 공
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서 민법상의 성년인 20세 이상으로 선거권연령을 합의한 것은
미성년자의 정신적·신체적 자율성의 불충분 외에도 교육적 측면에서 예견되는 부작용과
일상생활 여건상 독자적으로 정치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의문 등을 고려한
것이다. 선거권과 공무담임권의 연령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는 입법자가 입법목적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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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한 선택의 문제이고 입법자가 선택한 수단이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것이 아닌
한 재량에 속하는 것인 바, 선거권연령을 공무담임권의 연령인 18세와 달리 20세로 규정한
것은 입법부에 주어진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
고 하였다.24)
외국의 경우 연령에 의한 선거권 제한은 그 기준이 다양한데, 15세 이상인 국가에서
부터 21세 이상인 국가까지 있지만 그 대체적인 기준은 18세 이상에게 선거권을 부여하
고 있는 국가가 가장 많다. 오늘날에는 선거권의 확대가 선거연령의 인하를 통하여 나타
나고 있다. 종래에는 20세나 21세로 규정되던 선거연령이 18세로 인하되는 경향을 보이
고 있는 것이다. 1969년 영국을 시발로 하여, 1970년에는 독일,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등에서 투표연령을 18세로 인하하였다. 뒤이어 미국(1971년, 수정 헌법 제26조), 아일
랜드(1972년), 프랑스(1974년), 이탈리아(1975년), 구 소련(1977년 헌법 제96조), 중국
(1975년 헌법 제27조)에서도 18세로 연령을 인하하였다.25)
선거연령을 몇 세 이상으로 할 것인가는 그 나라의 문화라든가 정치적인 면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논의가 각 정당이나 정치단체의 당리당략으로 이용돼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선거연령을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도 있고 또는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도 있는데, 법률에서 규정하여 각 정당의 정치적 타협의 대상이 되기보다는 헌
법에서 정하여 국민적 합의를 통하여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된다.

나. 결격사유에 의한 제한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권이 없는 자는 다음과 같다.(선거일 현재 다음 중 하나라도 해
당될 경우)
1.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
2.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3. 선거범,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 부정수수죄) 및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
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또는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
체의 장으로서 그 재임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특정범죄
(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4) 憲裁 1997. 6. 26, 96헌마89, 판례집 제9권 1집, 674-675.
25) 성낙인,
“선거인단의 조직과 선거권”
, 고시계(1998. 10),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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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내지 제132조
(알선수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로서,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
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을 경
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한다)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수형자에 대하여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주장도 있다. 즉 선거사
범으로서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형사책임과 주권행사를 결부시켜서 선
거권을 제한하는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다.26)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공동체구성원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적 의무를 저버리고 공동체의 유지에 해를 가한 사람들에게까지 그
공동체의 운용을 주도하는 통치조직의 구성에 직·간접으로 참여토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
지 않다는 기본적 인식에 기초하여 이러한 반사회적 행위에 대한 사회적 제재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면서, 공정하고 정당한 선거권의 행사를 위해서는 그 전제로 충분한 정보
가 제공되어야 하는데, 일정한 시설에 격리 수용되어 있는 수형자들에게는 그와 같은 충
분한 정보의 제공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수형자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부재자
투표 방식이 될 수밖에 없는데, 구금시설내의 부재자투표를 인정하게 되면 우월적 지위에
있는 교정시설의 관리자에 의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와 정보왜곡 가능성에 따라 선거의 공
정성이 훼손될 우려 및 부재자투표의 기회를 악용한 외부 공범자 등과의 연락에 따라 형
벌집행의 실효성 확보에 부정적 영향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하
였다.27)

다. 선거인명부 등재
대한민국 국민이라 하더라도 선거인 명부에 등재되어 있지 않으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3조가
“선거인”
이란 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선거인명부에 올라

26) 권영성(주 5), 585; 김철수(주 4), 1135; 허영(주 6), 531; 홍성방(주 18), 616.
27) 憲裁 2004. 3. 25, 2002헌마411, 판례집 제16권 1집, 468 이하.

총강 및 기본권에 관한 장 (제23조부터 제39조까지)

109

헌
법
제
2
4
조

있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데서 알 수 있다. 선거인명부란 선거권을 가진 자를
확인·공증하고 선거인의 범위를 형식적으로 확정하는 공부를 말한다. 선거인명부를 작성
하는 목적은 선거권자를 미리 확인·공증하여 투표시 혼란·혼잡을 없애고, 동일 선거인이
이중으로 투표하는 것을 방지하여 투표관리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것이다.
선거를 실시하는 때에는 그때마다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포함하며, 도농복합형태
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
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읍장·면장은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선
거일전 28일,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선거
일전 19일 현재로 그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지방자치단체의 의
회의원 및 장의 선거의 경우 제15조(선거권)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을 포함
한다]를 투표구별로 조사하여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부터 5일 이내에 선거인명부를 작성
하여야 한다. 선거인명부에는 선거권자의 성명·주소·성별 및 생년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
을 기재하여야 한다. 선거인은 같은 선거에 있어 2 이상의 선거인명부에 오를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구·시·읍·면의 장은 선거인명부를 작성한 때에는 즉시 그 등본(선거인명부
작성 전산자료 복사본을 포함한다) 1통을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
다.(공직선거법 제37조)
선거인의 선거인명부에의 등재는 국가가 의무적으로 직권조사하여 등재하는 것이며,
선거인은 이를 열람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정정 등을 요청할 수 도 있다. 선거인은 부재
자 투표를 하지 않는 이상 자신의 실제 거주지와 상관없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곳에서
선거권을 행사하여야 하는 것이다.
작성된 선거인명부는 3일간 구·시·읍·면의 장이 지정하는 장소나 구·시·군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자유로이 열람 및 공람할 수 있도록 하여 선거인명부
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자가 올라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명부작성권자
에게 구두 또는 서면이나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에 대한
명부작성권자의 결정에 불복하는 이의신청인이나 관계인은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
회에 서면으로 불복신청을 할 수 있다.

라. 부재자 투표
부재자 투표에 관해서는 선거법 제38조가 규정하고 있는데, 법령에 따라 영내 또는 함
정에 장기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 부재자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자나 병원 또는 요양소에 장기기거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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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거동할 수 없는 자,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 선거일에 투표소
에 가기 어려운 멀리 떨어진 외딴 섬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섬에 거주하
는 자, 부재자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 장기기거하는 자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자는 거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국내거주자[제15조(선거권)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을 제외한다]로서 선거일에 자신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때에는 선거인명
부작성기간중에 구·시·읍·면의 장에게 서면으로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우편
에 의한 부재자신고는 등기우편으로 처리하되, 그 우편요금은 국가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
체가 부담한다. 부재자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부재자신고서에 부재자투표사유(거소에
서 투표를 하고자 하는 자는 거소투표사유를 말한다), 성명·성별·생년월일, 주소·거소
를 기재하여야 한다.
법령에 따라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 부재자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자나 병원 또
는 요양소에 장기기거하는 자로서 거동할 수 없는 자는 소속기관이나 시설의 장의, 확인
을 받아 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는 통·리 또
는 반의 장의 확인을 받아 신고하여야 한다.
부재자 신고가 있는 때에는 구·시·읍·면의 장은 부재자신고서의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정당한 부재자신고인 때에는 선거인명부에 이를 표시하고 부재자신고인명부를 따로 작성
하되, 부재자신고인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자인 경우에는 부
재자신고인명부에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구·시·읍·면의 장은 부재자신고인명부를 작성
한 때에는 즉시 그 등본(부재자신고인명부작성 전산자료 복사본을 포함한다) 1통을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마. 재외국민의 선거권
현행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을 할 수 없어서 선거인명부
에 등재될 수 없어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것이 재외국민들의
선거권을 침해하는 지 여부가 문제된다.
헌법재판소는 1999. 1. 28. 재외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
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선거권의 요건으로서 들고 있는 것으로는 국적, 연령, 거주기간 등이 있는바, 그 중 거
주기간에 관한 요건이라 함은 국내 또는 선거구내에 일정기간 이상 거주하는 것을 선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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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자격요건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이 요건은 고대로부터 현대까지 지속되어 오고 있는
데, 선거권에 있어서 거주요건을 두는 이유는 선거인명부 작성상의 필요에 의한 기술적인
이유가 가장 크다고 한다.
그러나 거주요건을 두는 경우 거주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는 국민은 선거권을 전혀 행사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선거권을 박탈당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의 국적을 취득
한 사람을 제외하고도 172만명의 영주권자(58만명의 재일교포 포함)와 38만명의 해외교
포가 있는데, 이들은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국내에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길
이 막혀 있을 뿐 아니라 당해 거주국에서도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
한 재외국민들에 대하여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헌법에 합치하는가가 문
제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선거권에 관하여 거주요건을 두는 것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선거권의 본질 및
선거의 공정성 확보 등의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첫째, 가장 현실적인 문제로서 국토가 분단되어 있는 우리나라에서 북한 주민이나 조
총련계 재일교포에 대하여 선거권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북
한주민이나 조총련계 재일교포도 우리나라 국민이라는 점에는 의문이 없으므로 재외국
민 모두에게 선거권을 인정하는 선거제도를 둔다면, 위 북한주민이나 조총련계 재일교포
들이 선거권을 행사하는 것을 저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근소한 표 차이로 당락이 결
정되는 경우에는 이들이 결정권(casting vote)을 행사할 수 있다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
할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로 재외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할 수
는 없다고 할 것이다(재외국민의 성향을 분석하여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도 또 다른 위헌
의 문제 때문에 어렵다고 할 것이다).
둘째,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셋째, 선거기술상으로 보아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즉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기간은
대통령 선거가 23일,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가 17일, 지방의회의원선거가
14일인바, 이러한 선거운동기간의 제한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이상 그 기간내에 외국
에 있는 모든 국민에게 선거의 실시와 후보자를 홍보하고, 선거운동을 하며, 투표용지를
발송하여 기표된 용지를 회수하는 것이 실무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선거의 공정성에 관
하여 문제가 없다면 영국에서와 같이 대리투표에 의한 투표 또는 컴퓨터에 의한 투표 등
에 의하여 선거하는 것도 물론 가능할지 모르나, 지금과 같이 엄격한 선거제도하에서도
선거부정의 시비가 끊이지 않는 우리나라의 정치현실에서는 이와 같은 선거방법을 받아
들일 수가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우편제도가 발달한 일부 국가에 대하여서만 가능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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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민선거제도를 만든다 하더라도 또 다른 평등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역시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넷째, 선거권이 국가에 대한 납세, 병역, 기타의 의무와 결부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의
무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재외국민에게 선거권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재일교포
와 같이 타의에 의하여 외국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은 별론으로 하고, 해외에 이민을 목적
으로 거주하고 있는 국민들은 자의에 의하여 국가에 대하여 납세, 병역 등의 의무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있고, 장차 그 국가에 동화되어 생활하게 될 이들에 대하여 선거권을
인정하여야 할 아무런 논거를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재외국민에 대하여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그 입법목적에 있어서 정당할 뿐 아
니라 그 입법에 의하여 보호하려는 공공의 필요와 침해되는 기본권 사이의 균형성을 갖추
었다고 할 것이며 그 목적달성을 위하여 적절한 방법을 취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재외국민 모두에게 선거권을 인정함으로써 재외국민들에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긍
지를 심어주고 국가에 대한 애국심을 고취하며 국가의 운명에 보다 관심을 갖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상적이기는 하나, 이들에 대하여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이 반드시
헌법에 위배되는가 하는 문제점은 이와 같은 이상의 문제와 서로 다른 문제라고 할 것이
다. 재외국민에 대하여 선거권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이 비록 바람직하지 아니하다고 하
더라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이를 두고 지나친 기본권의
제한이라고는 할 수 없다.28)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판례변경을 하여 바꾸었는데, 2007. 6. 28. 결정에서 재외국민
의 선거권을 침해한다고 하면서 헌법불합치 선언을 하였고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 대통령·국회의원 선거권의 경우
국민의 선거권 행사는 국민주권의 원리의 현실적 행사수단으로서 국민의 의사를 국정
에 반영할 수 있는 중요한 통로로서 기능하며, 주기적 선거를 통하여 국가권력을 통제하
는 수단으로서의 기능도 수행한다. 국정선거권을 비롯한 국민의 참정권이 국민주권의 원

28) 憲裁 1999. 1. 28, 97헌마253, 판례집 제11권 1집, 6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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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권리로서 다른 기본권에 대하여 우월한 지
위를 갖는 것으로 평가되는 것도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이다. 헌법 제24조는 모든 국민
은‘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선거권을 가진다고 규정하지만, 이것은 선거권을 법률을
통해 구체적으로 실현하라는 의미이다. 따라서 선거권을 제한하는 입법은 헌법 제24조에
의해서 곧바로 정당화될 수는 없고, 헌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안전보장·질
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하고 불가피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그 제한이 정당화
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도 선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는 1999. 1. 28. 선고 97헌마253등 결정에서 구법 제37조 제1항을 합헌으
로 판단한 바 있지만, 다음과 같이 종전 결정의 논거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① 재외국민에게 선거권 행사를 인정하더라도 우리의 특수한 상황 하에서는 북한주민
이나 조총련계 재일동포의 선거권행사에 대한 제한은 허용될 수 있으며, 재외국민등록제
도 및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제도를 활용하여 이들이 선거권을 행사할 위험성을 예방하
는 것이 선거기술상 불가능하지 않고, 재외국민은 북한주민이나 조총련계 재일동포와는
달리 우리나라 여권을 소지하고 있어 양자의 구분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북한주민이나 조
총련계 재일동포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지도 모른다는 추상적 위험성만으로 재외국민의
선거권 행사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없다.
②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국가의 과제이므로, 선거의 공정성에 대
한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민주국가의 기능적 전제인 선거권 행사를 특정 국민들에 대해
부정할 수는 없다. 예상되는 부정선거가능성은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선거운동방법의 적
절한 제한, 투표자 본인의 신분확인방법의 도입, 선거운동비용 지출에 대한 사전 사후의
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통하여 차단하는 방법이 있으며, 법원의 재판 등을 통한 사후적
통제도 가능하다.
③ 선거기술상의 어려움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등으로 극복할 수 있다. 재외국민의
입장에서도 인터넷 등을 통해 후보자의 정보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지고 있으며, 나아가
오늘날의 선거는 인물투표로서의 성격보다 정당투표로서의 성격을 강하게 가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재외국민을 상대로 한 선거운동이 선거운동기간의 전 기간에 걸쳐 국내에서
와 같은 정도로 이루어지지 못하더라도 재외국민의 입장에서 감수해야 할 사정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선거기술상의 어려움 역시 재외국민의 선거권 행사를 전면적으로 박탈하기
위한 합당한 사유라 보기 어렵다.
④ 납세와 국방의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재외국민의 선거권을 부인할 수 없다. 헌법이
국민의 기본권행사를 납세나 국방의 의무 이행에 대한 반대급부로 예정하고 있지 않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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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아니라, 재외국민에게도 병역의무 이행의 길이 열려 있는 점, 재외국민 중에는 병역의
무와 무관한 여자들도 있는 점, 청구인들 중 이미 국내에서 병역의무를 필한 사람도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그러하다.
⑤ 선거권의 제한은 그 제한을 불가피하게 요청하는 개별적, 구체적 사유가 존재함이
명백할 경우에만 정당화될 수 있으며, 막연하고 추상적 위험이라든지 국가의 노력에 의해
극복될 수 있는 기술상의 어려움이나 장애 등의 사유로는 그 제한이 정당화될 수 없다.
단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을 결정하여 그에 따라
선거권 행사 여부가 결정되도록 함으로써,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재외국민
의 선거권 행사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있는 법 제37조 제1항은 그에 대한 정당한 목적
을 찾기 어려우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하여 재외국민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
하고 보통선거원칙에 위배된다.
헌법재판소는 1999. 3. 25. 선고 97헌마99 결정에서, 부재자 투표에 관한 법 제38조
제1항과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던 구법 제3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
로 판단한 바 있으나, 법 제37조 제1항에 대한 판단과 마찬가지의 관점 및 다음의 점에서
재외국민의 부재자투표에 관한 위 결정 내용을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① 선거기간의 연장에 따른 후보자들의 선거비용증가 및 국가적 부담증가가 예상되더라
도 우리나라의 경제력으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라고 볼 수 없고, 선거비용의 부담 우려만
으로 민주국가에서 가장 근본적이고도 중요한 국민의 선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은 더 이
상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재외국민의 선거권을 인정하고 있는 외국의 다양한 사례를
참조하면 재외국민의 부재자투표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② 직업이나 학문 등의 사유로 자진출국한 자들이라고 해서 선거권 행사를 못하도록 하
는 것은 해외체류자의 국외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의 자유 등의 기본권을 희생하도록 강
요한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며, 가속화되고 있는 국제화시대에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가 높
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이 자발적 계기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국민이면 누
구나 향유해야 할 기본적인 권리인 선거권의 행사가 부인되는 것은 타당성을 갖기 어렵다.
③ 따라서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국내거주자에 대해서만 부재자신고를 허용
함으로써 재외국민과 단기해외체류자 등 국외거주자 전부에 대해 국정선거권의 행사 가
능성을 부인하고 있는 법 제38조 제1항은 정당한 입법목적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하여 국외거주자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고 보통선거원칙에 위
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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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참여권의 경우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재외국민은 형식적으로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을 할 수
없을 뿐이지,‘국민인 주민’
이라는 점에서는‘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민인 주민’
과 실질
적으로 동일하므로, 그가 속한 자치단체 구역 내의 동질적 환경 속에서 동등한 책임을 부
담하고 권리를 향유할 자격이 있다.‘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민인 주민’
과‘주민등록을
하지 못하는 재외국민인 주민’
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차이만 존재할 뿐,
국민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라는 점에서는 양자 사이에 아무런 차
이가 없다. 따라서 지방선거 선거권 부여에 있어 양자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할 어떠한 사
유도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법 제15조 제2항 제2호는‘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19세 이
상의 외국인’
에 대해서도 일정한 요건 하에 지방선거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런데 현
행법에 의하면 지방의회 선거권에 관한 한, 헌법상의 권리인 국내거주 재외국민의 선거권
이 단순한‘법률상의 권리’
인 외국인의 선거권에 못 미치는 현상을 초래하고 있는데, 이러
한 결과는 명백히 부당하다.
따라서 국내거주 재외국민에 대해서 주민등록만을 기준으로 그 체류기간을 불문하고
전면적, 획일적으로 지방선거권을 박탈하는 법 제15조 제2항 제1호, 제37조 제1항은 헌
법상 평등원칙에 어긋날 뿐 아니라 헌법 제37조 제2항이 요구하는 기본권제한의 한계를
넘은 것으로 국내거주 재외국민의 평등권과 지방의회 의원선거권을 침해한다.

29)

선거권 행사에 있어서 요건을 주민등록으로 하고 있는 것은 선거권의 침해라고 볼 수
있다. 주민등록요건을 선거권 행사의 요건으로 하고 있는 것은 주소나 거주요건보다 강력
한 선거권행사에 대한 제한으로, 이러한 제한이 정당화되려면 불가피한 정당한 사유가 있
어야 하는데 그러한 사유가 보이지를 않는다. 외국의 경우에도 오스트리아는 헌법재판소
판결로 거주요건을 위헌선언하였고, 일본 최고재판소는 부분적으로 비례대표제선거에 대
해서만 가능하게 한 재외국민 선거권에 대해서도 선거권 침해로 위헌선언하여 재외국민
의 선거권 행사를 확대하였다.30)

29) 憲裁 2007. 6. 28. 2004헌마644·2005헌마360(병합).
30) 방승주,
“재외국민 선거권제한의 위헌여부”
, 헌법학연구 제13권 제2호(2007. 6),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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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더불어 재외국민에게 선거권을 인정하는 경우 모든 재외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
하는 것은 너무 형식논리라고 보고 조국과의 연관성이 높은 재외국민 제1세에게만 선거
권을 인정하고 현지지향적인 재외국민 2, 3세에 대해서는 교민정책을 피는 것이 중요하
다는 견해도 있다.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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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거운동과 선거권
헌법재판소는 선거운동의 자유는 선거권 행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 헌
법재판소는
“선거운동의 자유는 널리 선거과정에서 자유로이 의사를 표현할 자유의 일환
이므로 표현의 자유의 한 태양이기도 하다. 표현의 자유, 특히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선
거과정에서의 선거운동을 통하여 국민이 정치적 의견을 자유로이 발표, 교환함으로써 비
로소 그 기능을 다하게 된다 할 것이므로 선거운동의 자유는 헌법에 정한 언론, 출판, 집
회, 결사의 자유 보장규정에 의한 보호를 받는다. 또한 우리 헌법은 참정권의 내용으로서
모든 국민에게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선거권이 제대로 행
사되기 위하여는 후보자에 대한 정보의 자유교환이 필연적으로 요청된다 할 것이므로, 선
거운동의 자유는 선거권 행사의 전제 내지 선거권의 중요한 내용을 이룬다고 할 수 있다.
32)
그러므로 선거운동의 제한은 선거권, 곧 참정권의 제한으로도 파악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여 선거운동의 자유가 선거권을 행사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전제요건이 됨을 설시
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에 대하여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제7장 선거운동 편에서 제58
조부터 제118조까지 상세히 규율하고 있다. 우리 공직선거법은 선운동의 개념을 상당히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다. 즉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통상적인 정당활동은 제외하고 있다.

31) 조홍석,
“재외국민의 선거권 제한에 따른 헌법적 문제”
, 공법연구, 제24집 제4호(1996. 6), 272.
32) 憲裁 1995. 4. 20, 92헌바29, 판례집 제7권 1집, 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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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인은 후보자에 대하여 모든 정보를 파악하여 가장 적임자를 선출할 수 있도록 하여
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선거인이 각종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각 후보의
지지도나 정당이 지지도를 알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전 6일
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
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
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한 선거일전 6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
서는 그 선거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 또는 정
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피조사자에게 여론
조사기관·단체의 명칭, 주소 또는 전화번호와 조사자의 신분을 밝혀야 하고, 당해 조사대
상의 전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하여야 하는데,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
에게 편향되도록 하는 어휘나 문장을 사용하여 질문하는 행위나 피조사자에게 응답을 강
요하거나 조사자의 의도에 따라 응답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질문하거나, 피조사자의 의사
를 왜곡하는 행위, 오락 기타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 조사하는 행위, 피조사
자의 성명이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공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때에는 조사의뢰자와 조사기관·단
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
문내용 등을 함께 공표 또는 보도하여야 하며,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 ·단
체는 조사설계서·피조사자선정·표본추출·질문지작성·결과분석 등 조사의 신뢰성과 객
관성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와 수집된 설문지 및 결과분석자료 등 당해 여론조사와 관련있
는 자료일체를 당해 선거의 선거일후 6월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선거공고일로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관하여 여론조사공표를 금지하는
것에 대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는 그것이 공정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졌다 하여도 그
결과가 공표되게 되면 선거에 영향을 미쳐 국민의 진의를 왜곡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
할 우려가 있으며, 더구나 선거일에 가까워질수록 여론조사결과의 공표가 갖는 부정적 효
과는 극대화되고 특히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결과가 공표될 때에는 선거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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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을 결정적으로 해칠 가능성이 높지만 이를 반박하고 시정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점점
희박해진다고 할 것이므로, 선거의 중요성에 비추어 선거의 공정을 위하여 선거일을 앞두
고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의 공표를 금지하는 것 자체는 그 금
33)

지기간이 지나치게 길지 않는 한”선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Ⅵ. 현실적 검토
우리나라는 현재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 지방의회의원선
거 그리고 지방교육자치와 관련하여 교육의원과 교육감 선거를 하고 있다. 이러한 선거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이 있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있다. 특히 우리 헌법은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선거는 반드시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 우리 헌법은 제24조에서‘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
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헌법에서 구체적으로 선거권의 향유주체와 향유방법에 대
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법률에 위임하고 있는 것이다.
선거연령에 의한 선거권 제한과 관련하여 제2공화국 헌법부터 제5공화국 헌법까지는
헌법에서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1987년 헌법을 개정하면서 여야가 선거연
령에 관하여 합의를 하지 못하여 법률에 위임하였고, 그에 따라 종전과 같이 법률에서 20
세 이상의 국민만이 선거권을 향유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가 2005년에 19세 이상의 국
민이 선거권을 가지는 것으로 개정하였다. 선거권의 연령제한과 관련하여 몇 세 이상의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할 것인가하는 점은 매우 중대한 사항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선
거연령제한에 관해서는 과거처럼 헌법에서 직접적으로 규정을 하자는 주장도 있다.
또한 지방선거에서 외국인에게도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주장이
있어 다음에 헌법을 개정할 때에는 이에 대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33) 憲裁 1995. 7. 21. 92헌마177,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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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25조
이종수

第25條
모든 國民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公務擔任權을 가진다.

I. 기본개념
공무담임권이라 함은 선거직공무원을 비롯한 모든 국가기관의 공직에 취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따라서 공무담임권은 여러 가지 선거에 입후보해서 당선될 수 있는 피선
거권과 국정과 관계되는 모든 공직에 임명될 수 있는 공직취임권을 포괄하는 개념이다.1)
모든 국민에게 공무담임권을 보장한다고 하여 모든 국민이 이 규정에 근거하여 곧바로 공
무에 취임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다. 즉 공무담임권은 현실적인 권리가 아니라 공무담임의
기회를 보장해 줄 뿐이다. 따라서 공직자로서 공무를 담당하려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에서 당선되거나 선발시험에 합격하는 등 임명에 필요한 요건들을 갖추어야 한다.2)
헌법재판소는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에는 공직취임의 기회의 자의적인 배제 뿐 아니라,
공무원 신분의 부당한 박탈도 포함되는 것이다.”
라고 판시3)하여 공직에의 평등한 접근권

1)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07, 531.
2) 계희열, 헌법학(중), 박영사, 2007, 591.
3) 憲裁 2002.8.29, 2001헌마788, 14-2, 219(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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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공직을 유지할 권리를 포함한다.4) 따라서 임명권자에 의하여 임명되거나 선
거에서 당선된 자에게 제한의 사유가 없이 그 직을 유지할 수 없게 하는 것은 공무담임권
을 침해하는 것이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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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연혁
건국헌법 §26에 규정된 이래 내용상 변경됨이 없이 현행헌법까지 이어져오고 있다.6)

III. 다른 조문과의 관계
정치활동과 관련된 기본권, 즉 정치적 기본권으로 선거권(헌법 §24)과 공무담임권(헌
법 §25), 국민투표권(헌법 §72)을 포함하는 의미로서 참정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다수적 견해7)이다. 즉 참정권이란 국민이 정치의사형성이나 정책결정에 참여하거나
또는 공무원을 선출하거나 공무원으로 선출 또는 선임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8)
공직도 일종의 직업이라는 점에서 직업선택의 자유(헌법 §15)와도 관련된다. 그러나,
공무담임권은 직업선택의 자유보다는 그 기본권의 효과가 현실적·구체적이므로 공직을
직업으로 선택하는 경우에 있어서 직업선택의 자유는 공무담임권을 통해서 보장된다.9) 헌

4) 전광석, 한국헌법론, 법문사, 2007, 340.
5) 정종섭, 헌법학원론, 박영사, 2007, 608.
6) 계희열(주 2), 588.
7) 계
 희열(주 2), 589;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7, 579; 김철수, 헌법학개론, 박영사, 2007, 1127;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07, 564-572; 홍성방, 헌법학, 현암사, 2006, 608-609. 선거권, 공무담임
권, 국민투표권 이외에 정당설립 및 활동의 자유도 참정권에 포함시키는 견해가 있다. (장영수, 헌법학, 홍
문사, 2007, 729 ;허영(주 1), 528).
8) 계희열(주 2), 589.
9) 김철수(주 7), 1139.

총강 및 기본권에 관한 장 (제23조부터 제39조까지)

123

법재판소도 같은 취지로 판시10)하고 있다. 즉, 공무담임권은 직업선택의 자유와는 특별법
과 일반법의 관계에 있다.11)

IV. 입헌취지
참정권은 오늘날의 민주정치에 있어서는 국민이 국가권력의 창설과 국가의사의 형성과
정에 참여하거나 국가기관을 구성하며 국가권력행사를 통제 내지 견제하는 기능을 하며,
그를 통하여 국가권력에 정당성을 부여한다. 또한 현실적인 정치사안에 대한 국민의 다양
한 의사가 선거와 국민투표를 통하여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참정권은 국민
의 정치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도 필수적인 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참정권은 민
주정치에서 필수적인 민주적·정치적 권리이며, 국민주권의 표현이다.12)

V. 법적 성격
참정권을 전국가적 자연권으로 파악하여 국가성립 이전에 자연권으로 존재한다고 보
는 견해는 민주정치에 있어 가장 필수적인 권리인 성격을 강조하기 위해 자연권으로 보려
는 데 불과하며 또 참정권의 주체는 국가기관의 한 구성원으로서의 개별국민이기 때문에
참정권은 국가내적인 권리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참정권은 이 점에서 자연권인 자유권

10) 공
 무담임권은 국가 등에게 능력주의를 존중하는 공정한 공직자 선발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점에서
직업선택의 자유보다는 그 기본권의 효과가 현실적·구체적이므로, 공직을 직업으로 선택하는 경우에 있
어서 직업선택의 자유는 공무담임권을 통해서 그 기본권보호를 받게 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이상 이와 별도로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여부를 심사할 필요는 없다. (憲裁
2006.3.30, 2005헌마598, 18-1(상), 439(439))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검찰총장 퇴임 후 공직취임을 제
한하는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는 직업선택의 자유와 공무담임권을 함께 심사의 기준으로 적
용하였다(憲裁 1997.7.16, 97헌마26, 9-2, 72(80)).
11) 전광석(주 4), 338.
12) 홍성방(주 7), 604-605; 계희열(주 2), 586-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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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구별된다고 보는 견해13)가 있다. 이 견해에 의하면, 법률로써 의무를 수반시킬 수도 있
고, 개인의 자유에 맡길 수도 있다고 할 것이므로, 기권자에 대해서는 가벼운 제재를 과
할 수도 있다고 본다.14) 즉, 참정권은 주권자인 국민의 고유한 권리이기 때문에 그것이 동
시에 법적인 의무일 수는 없고, 주권자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윤리적 의무로서의 성격이 강하지만, 국가 내적 권리이므로 실정법상 의무를 부과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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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는 국가영역을 정치적인 영역과 비정치적인 영역으로 나누고, 국민의 기본권
을 비정치적인 것으로 이해하면서, 기본권은 정치적인 영역에 속하는‘국가로부터의 자유’
를 뜻한다고 파악하는 결단주의의 사상에서 유래한 것으로, 이 입장에서는 참정권이 갖는
국가권력창설적 기능 같은 것을 합리적으로 논증하기 어렵다고 비판하는 견해가 있다. 이
견해에서는 참정권은 국가권력을 창설하고 국가권력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민주시민의 정
치적 기본권을 뜻하기 때문에 특히‘국가를 향한 권리’
로서의 성격이 강하다고 본다.16) 또
한 기본권은 모두 인권(전국가적 자연권)에서 유래한 것이며, 인권이 헌법에 수용된 것이
기본권이라는 입장에서, 참정권도 전국가적 자연권을 헌법에 실정화한 것이라고 표현하
기도 한다. 곧 참정권도 인권과는 관계없이 헌법에 의하여 비로소 창설된 권리로 생각될
수는 없으며, 다만 헌법제정자가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국민인 자만이
그것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그 주체를 한정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17)
이에 따르면, 국가권력창설적·정당성부여적 기능 때문에 객관적 가치질서로서의 성질도
함께 가지고 있다고 보고, 이 같은 양면성 때문에 참정권의 행사에 있어서 민주시민으로
서의 윤리적 생활태도가 중요시되거나 적절하게 행사할 도의적 의무까지 부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18)

13) 김
 철수(주 7), 1125; 계희열(주 2), 593; 성낙인(주 7), 562; 장영수(주 7), 732. 이를‘실정법상의 권리’
라고 표현하는 견해도 있다. (권영성(주 7), 580).
14) 김철수(주 7), 1126.
15) 성낙인(주 7), 562.
16) 허영(주 1), 526-527.
17) 홍성방(주 7), 605.
18) 허영(주 1), 527; 홍성방(주 7), 606.

총강 및 기본권에 관한 장 (제23조부터 제39조까지)

125

VI. 주체
공무담임권은 국민주권원리의 성질상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자연인인 국민에게만 인
정된다. 법인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19) 외국인에게는 헌법 §25가 정하는 공무담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기본권능력과 기본권의 행사능력은 구분되는 바, 피선거권의 행
사능력을 대통령의 경우에는 만 40세 이상으로(헌법 §67 Ⅳ, 선거법 §16 Ⅰ), 국회의
원과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경우 25세 이상으로(선거법 §16 Ⅱ, Ⅲ) 각각
규정하였고, 법관정년제(헌법 §105 Ⅳ, 법원조직법 §45 Ⅳ)도 실시되고 있다.20)

VII. 내용
1. 피선거권
헌법과 선거법에 규정된 연령요건을 충족시키는 것 이외에 선거법상의 결격사유(동법
§18, 19)에 해당되어서는 안 된다.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거주요건도 충
족시켜야 한다(선거법 §16 Ⅲ). 그 외에 개별법령에서 경력요건도 요할 경우에는 그 요
건도 충족시켜야 한다.21) 물론 이러한 요건들 외에 당해 선거에서 당선되어야 실제로 선
출직 공무원으로 취임하여 활동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따라서 선출직 공무원에 취임할
권리는 선거의 자유와 공정이 보장될 때 비로소 실효성을 갖는다. 자유선거의 원칙과 선
거공영제는 그 기반이 된다.22)

19) 정종섭(주 5), 607; 계희열(주 2), 594; 홍성방(주 7), 606-608.
20) 허영(주 1), 527.
21) 예를 들면 지교자법 §115 Ⅱ.
22) 동지 전광석(주 4), 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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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직취임권
비선출직 공무원, 특히 직업공무원의 임용에 있어서 적극적으로는 능력·전문성·적성·
품성 등에 따라 균등하게 공직취임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다만 이러한 능력주의에 대해서
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위하여 어느 정도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 채용시험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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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가산점제도가 여기에 해당한다.23) 소극적으로는 경제적 혹은 신분적, 그리고 종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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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로 공직취임에 이익 혹은 불이익이 가해져서는 안 된다. 이 점에서 공무담임권은 일
반적인 평등권의 특수한 실현형태이다.24)

VIII. 제한과 그 한계
1.피선거권의 제한
가. 연령 제한
주체에서 언급하였듯이 피선거권은 연령에 따라 행사능력이 제한된다. 이러한 연령 제
한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합헌으로 판시25)한 바 있다.
”
헌법 제25조에 근거하여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여 국회의원으로 당선될 수 있는 권
리로서 피선거권의 내용과 그 행사절차를 정하는 것이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에 맡겨져 있
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여 당선되기 위한 권리로서

23) 국
 가공무원 7급시험에서 기능사 자격증에는 가산점을 주지 않고 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증에는 가산점
을 주도록 한 공무원임용및시험시행규칙 §12의3 중 별표 10 및 별표 11은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
한 것이 아니고(憲裁 2003.9.25, 2003헌마30, 15-2(상), 501), 벽지근무 교원에 가산점을 주는 것도 합
헌이다(憲裁 2005.12.22, 2002헌마152, 17-2, 741). 그러나 공무원채용시험에서 국가유공자 등의 가
족에까지 10%의 가산점을 주는 것은 불평등으로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다(憲裁 2006.2.23, 2004헌마
675·981·1022(병합), 18-1(상), 269(269-272). 국립사범대학 졸업자는 전원교원으로 채용하는 규정
은 위헌선언되었으나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에게 특혜임용을 하는 법률규정은 공무담임권
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한다(憲裁 2006.3.30, 2005헌마598, 18-1(상), 439(440)).
24) 전광석(주 4), 339-340.
25) 憲裁 2005.4.28, 2004헌마219, 17-1, 547(553-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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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선거권을 누구에게, 어떠한 자격을 갖추었을 때 부여할 것인지의 문제, 즉 피선거권을
부여하기 위한 연령기준을 정하는 문제는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권한, 국민의 정치의
식과 교육수준, 우리나라 특유의 정치문화와 선거풍토 및 국민경제적 여건과 국민의 법감
정 그리고 이와 관련한 세계 주요국가의 입법례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
여 입법자가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선거권의 행사연령을 지나치게 높게 설정하는 경우에는 국회의원으로서 지위
와 권한에 상응하는 직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지적·정치적 능력과 자질을 갖춘 국민이
라 할지라도 선거에 참여하여 국회의원으로 당선될 수 없다는 점에서 국민의 공무담임권
과 평등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므로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연령의 설정은 이로써 달
성하려는 공익과 그로 인한 기본권에 대한 제한 사이에 서로 균형과 조화를 이루도록 적
정하게 정해져야 한다는 헌법적 한계가 있다고 할 것이지만, 입법자가 정한 구체적인 연
령기준이 입법형성권의 범위와 한계 내의 것으로 그 기준이 현저히 높다거나 불합리하지
않다면, 이를 두고 헌법에 위반된다고 쉽사리 단정할 것은 아니다.”

나. 거주요건 제한
헌법재판소는 피선거권의 거주요건을 규정한 선거법 §16 Ⅲ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
유로 합헌으로 판시26)하였다.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6조 제3항은 헌법이 보장한 주민자치를 원리로 하는
지방자치제도에 있어서 지연적 관계를 고려하여 당해 지역사정을 잘 알거나 지역과 사회
적·지리적 이해관계가 있어 당해 지역행정에 대한 관심과 애향심이 많은 사람에게 피선
거권을 부여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을 도모함과 아울러 우리나라 지방
자치제도의 정착을 위한 규정으로서, 그 내용이 공무담임권을 필요 이상으로 과잉제한하
여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거나 공무담임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여 위헌적인
규정이라고는 볼 수 없다.”

다. 기탁금제에 따른 제한
기탁금의 납부 및 반환에 관한 규정은 선거법 §56, 57에 규정되어 있다. 기탁금제도

26) 憲裁 1996.6.26, 96헌마200, 8-1, 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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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대의민주주의에서 선거의 기능과 기탁금제도의 목적 및 성격, 그
리고 우리의 정치문화와 선거풍토에 있어서 현실적인 필요성 등을 감안할 때, 입후보요건
으로 후보자에게 기탁금의 납부를 요구하는 것은 필요불가결하다.”
고 판시27)하여 그 필요
성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기탁금제도의 목적 및 성격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불성실한 입후보자의 난
립방지를 통하여 선거의 과열·혼탁을 방지하고, 선거관리비용·업무의 증가를 방지하며,
공영선거비용을 예납하고, 당선자로 하여금 다수표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하여 민주적 정당
“후보자
성을 강화시킨다”
라고 하여 적극적으로 그 목적을 파악한 사례28)도 있었고, 또한
난립의 저지를 통하여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꾀하는 한편,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금을 사전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라고 하여 기탁금의 목적을 오로지 선거관리차원의 순수한
행정목적으로 파악한 사례29)도 있었다.
기탁금제도는 선거에 출마하려는 자에게 입후보의 요건으로 기탁금을 납부할 것을 요
구하고, 선거결과 일정한 득표수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지 않고 국고에 귀속시
킴으로써 선거에 자유롭게 입후보할 자유를 제한함과 동시에 과태료나 대집행비용을 사
전확보하는 법적 효과를 갖는 것으로, 그 목적과 성격은 구체적인 기탁금의 액수와 그 반
환의 기준, 정치문화와 선거풍토, 선거를 통하여 선출하려는 공직의 종류와 선거의 유형,
일인당 국민소득 등 경제적 사정과 국민의 법감정 등을 모두 고려하여 개별적·구체적으
로 파악하여야 한다.30)
기탁금의 액수는 그 동안 여러 번 바뀌었다. 처음에는 국회의원이 정당공천을 받으면
1000만원, 무소속이면 2000만원을 내게 했는데, 이는 불평등이라고 하여 위헌으로 헌법
불합치결정이 내려졌다.31) 대통령후보의 기탁금을 정당공천유무를 불문하고 3억원으로
하고 있는 것32)과 시·도지사선거의 기탁금을 5천만원으로 하고 있는 것33)에 대하여는 합

27) 憲裁 2003.8.21, 98헌마214, 11-1, 214(215).
28) 憲裁 1989.9.8, 88헌가6, 1, 199(217); 1995.5.25, 91헌마44, 7-1, 687(695-696); 1995.5.25, 92
헌마296등,7-1, 768(778).
29) 憲裁 2001.7.19, 2000헌마91등, 13-2, 77(88).
30) 동지 憲裁 2003.8.21, 98헌마214, 17-1, 214(222).
31) 憲裁 1989.9.8, 88헌가6, 1, 199.
32) 憲裁 1995.5.25, 92헌마269등, 7-1, 768.
33) 憲裁 1996.8.29, 95헌마108, 8-2,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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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결정이 내려졌다. 그러나 선거법이 국회의원선거기탁금을 2000만원으로 인상한 것은
과도하다고 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다.34)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의 기탁금반환기준을
유효투표수의 100분의 15 이상으로 정한 현행 선거법상의 국회의원선거기탁금의 국가귀
속규정에 대해서도 합헌으로 판시하였다.35)

라. 특정업무수행자의 입후보제한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 등의 조합장에 대해 지방의회의원선거
입후보를 제한한 구지방의회의원선거법 §35 Ⅰ vii와 위 조합장들의 지방의회의원겸임
을 금지한 구지자법 §33 Ⅰ vi에 대해서도 참정권침해로 위헌이 선언되었으며,36) 정부
투자기관의 경영에 관한 결정이나 집행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고 볼 수 없는 직원을 임원이나 집행간부들과 마찬가지로 취급하여 지방의회의원직에 입
후보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구지방의회의원선거법 §35 Ⅰ vi의 입후보금지 규정은
기본권인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결정이 내려졌다.37) 이에 따라 공직선거법
이 개정되어 정부투자기관의 상근임원에 대해서만 입후보를 제한하고 있다. 인권위원회
위원 중 특정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퇴직후 2년 동안 공직에 취임할
수 없게 한 규정은 참정권침해로 위헌이라고 선언되었다.38)

마.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입후보를 위한 사퇴시한규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선거구
역에서 실시되는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선거의 선거일 전
180일까지 그 직을 사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구선거법 §53 Ⅲ은 일반공무원의 사퇴시
한 60일과 비교하여 차별하고 있어 헌법재판소는 위헌으로 판시39)하였다. 국회는 선거법

34) 憲裁 2001.7.19, 2000헌바91·112·134, 13-2, 77.
35) 憲裁 2003.8.21, 2001헌마687·691, 15-2, 214.
36) 憲裁 1991.3.11, 90헌마28, 3, 63.
37) 憲裁 1995.5.25, 91헌마67, 7-1, 722.
38) 憲裁 2004.1.29, 2002헌마788, 16-1, 154.
39) 憲裁 2003.9.25, 2003헌마106, 15-2(상), 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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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개정하여 120일 전까지 사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해서는 합헌결정이 내
렸다.40)

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4선 금지
지자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계속 재임을 3기로 제한하고 있다(동법 §87 Ⅰ). 이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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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헌법재판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41)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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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당내경선 탈락자의 입후보 금지
선거법은 정당이 공직선거후보자를 추천하는 방법으로 경선을 실시할 수 있게 하면서,
이 당내경선에 참가하여 해당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 입후보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57의2 Ⅰ, Ⅱ). 이에 의하면 대통령선거에서
는 경선에 참여한 자가 선출되지 않을 경우 아예 대통령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당
내경선채택여부와 그 효과는 정당의 자율에 속하는 사항이고, 이에 참가한 자의 입후보를

40) 위
 2003헌마106 결정은 침해의 최소성과 관련하여, 공선법 제53조 제1항이 공무원에 대하여‘선거일 전
60일까지’사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 공선법의 다른 규정들이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하고 그 위반 시
형사처벌을 하며(제59조, 제254조 제2항·제3항), 단체장의 홍보물을 제한하고(제86조 제3항 전단), 공무
원에 대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나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는 행위 등을 금지
하므로(제86조 제1항), 이러한 조항들에 의하여 선거의 공정성과 직무전념성이라는 입법목적이 달성될 수
있다고 보았다(위 제86조 제3항은 현행 공직선거법에서 제86조 제5항으로 변경됨). 따라서 단체장으로
하여금‘선거일 전 180일까지’사퇴하도록 한 구 공선법 제53조 제3항은 그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 단체장
의 기본권을 덜 제한하는 적절한 수단들이 이미 공선법에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하고 과도하
게”공무담임권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침해의 최소성원칙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단체장의 지위와 권한, 지역 주민들에 대한 영향력을 고려할 때, 위 규정들만으로 관할지
역의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출마를 의식한 단체장의 다양한 직·간접적 선심행정 내지 부당한 법집행을 모
두 예방할 수 있다거나 선거의 공정성과 직무전념성이라는 이 사건 조항의 입법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은 위 규정들과는 별도로 단체장의 지위와 권한의 남용을 방지하
고 그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볼 것이다. 그렇다면 2003헌마106 결정의 위 부분 판시는
이러한 견해와 저촉되는 한도 내에서 이를 변경하기로 한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 조항이 단체장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고, 이 사건 조항 외
에 그 입법목적을 충분히 달성하면서 기본권을 덜 제약하는 다른 입법수단이 존재한다고도 볼 수 없으
므로, 이 사건 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憲裁 2006.7.27, 2003헌마758, 2005헌마
72(병합), 18-2, 190(198-199)).
41) 지방자치단체 장의 계속 재임을 3기로 제한한 규정의 입법취지는 장기집권으로 인한 지역발전저해 방지
와 유능한 인사의 자치단체 장 진출확대로 대별할 수 있는바, 그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이 충족되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憲裁 2006.2.23, 2005헌마403, 181(상), 320).

총강 및 기본권에 관한 장 (제23조부터 제39조까지)

131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은 정당의 자율과 국민의 피선거권과 유권자의 선거권을 침해하
는 것으로 위헌이라고 보는 견해42)가 있다.

2. 공직취임권의 제한
가. 형벌에 의한 제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공무원결격 및 당연퇴직 사유로 하고 있는 국공법 §69중 §33 Ⅰ iv43) 및 지공법
§31 iv, 그리고 자격정지 이상의 선고유예판결을 받은 경우 당연퇴직을 규정한 경찰공
무원법 §21, §7 Ⅱ v 규정44)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합헌으로 본다.
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공무원직에서 당연히 퇴직하도
록 규정한 지공법 §61 중 §31 Ⅴ 부분은 종래 합헌이라고 판시45)하였다가 판례를 변경
하여 최소침해성의 원칙에 반하여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라고 선언46)하였
다.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군공무원에서 당연히 제적하도록 규정
한 군인사법 §40 Ⅰ iv 중 §10 Ⅱ vi 부분은 최소침해성의 원칙에 반하여 위헌이라고
선언47)하였다.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예외없이 그의 직
으로부터 퇴직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공법 §69 중 §33 Ⅰ iv 부분에 대해서는
합헌으로 판단48)하였고, 같은 내용의 지공법 §31 iv도 합헌으로 결정49)되었다.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부단체장으로 하여금 그 권한을 대행하
도록 한 지자법 §101의2 Ⅰ ⅲ의 규정은 합헌50)이다.

42) 정종섭(주 5), 610.
43) 憲裁 1997.11.27, 95헌바14등 병합, 9-2, 575.
44) 憲裁 1998.4.30, 96헌마7, 10-1, 465.
45) 憲裁 1990.6.25, 89헌마220, 2, 200(201).
46) 憲裁 2002.8.29, 2001헌마788, 2005헌마173(병합), 14-2, 219.
47) 憲裁 2003.9.25, 2003헌마293·437(병합), 15-2(상), 536.
48) 憲裁 1997.11.27, 95헌바14, 9-2, 575.
49) 憲裁 2003.12.18, 2003헌마409, 15-2(하), 664.
50) 憲裁 2005.5.26, 2002헌마699, 2005헌마192(병합), 17-1, 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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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무원의 정년제
헌법재판소는 공무원 정년제도의 목적을 다음과 같은 두 가지로 본다.
“그 하나는 공무원에게 정년연령까지 근무의 계속을 보장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장래
에 대한 확실한 예측을 가지고 생활설계를 하는 것이 가능하게 하여 안심하고 직무에 전
념하게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공무원의 교체를 계획적으로 수행하는 것에 의해서
연령구성의 고령화를 방지하고 조직을 활성화하여 공무능률을 유지·향상시킨다고 하는
51)
것이다.”

공무원 정년제도가 헌법에 위반되는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합
헌으로 본다.
“공무원 정년제도는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직업공무원제의 보완을 위한 공익목적에서
마련된 것이므로 그로 인하여 공무담임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및 행복추구권이 제한을 받
는다 하더라도 그 제한은 목적에 있어서 정당한 것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공무원 정년제도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또 그 구체적인 정년연령은 몇 세로 할
것인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법정책의 문제로서 입법부에 광범위한 입법재량 내지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어야 할 사항이라 할 것이므로 입법권자로서는 정년제도의 목적, 국
민의 평균수명과 실업률 등 사회경제적 여건과 공무원 조직의 신진대사 등 공직 내부의 사
52)
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내에서 이를 규정할 수 있는 것이다.”

다. 공무원채용시험의 응시연령제한
공무원채용시험에 있어서의 응시연령의 제한은 공무담임권의 중대한 제한이 되는 것이
므로 국민이 이를 미리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방고등고시
응시연령의 기준일을 정함에 있어서 매 연도별로 결정되고 그 결정에 달리 객관적인 기준
이 있는 것도 아닌 최종시험시행일을 기준일로 하는 것은 국민(응시자)의 예측가능성을
현저히 저해하는 것이라고 헌법재판소는 판시53)하였다.

라. 공무원의 당연퇴직
헌법재판소는 지공법 §61 중 §31 v 부분에 대하여는 최소침해성의 원칙에 반하므로

51) 憲裁 1997.3.27, 96헌바86, 9-1, 325(331).
52) 憲裁 1997.3.27, 96헌바86. 9-1, 325(332-333).
53) 憲裁 200.1.27, 99헌마123, 12-1,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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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것으로 보았다가54) 국공법 §69를 조리상의 신청권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55)하기도 하고, 법원의 판결로 자격이 정지된 자를 공무원으로부터 당
연퇴직하도록 하고 있는 지공법 §61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기각56)하는 등 일관되
지 못한 판시를 하고 있다.

3. 제한의 한계
가. 일반적 법률유보에 의한 제한의 한계
공무담임권도 헌법 §37 Ⅱ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 그러나 법률로써 제한하는 경우에
도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하고 그 경우에도 그 본질적 내용은 제한할 수 없다.

나. 긴급명령에 의한 제한
긴급명령에 따라 선거의 실시가 연기될 경우에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행사가 일정기
간 지연된다는 의미에서 간접적으로 참정권이 제한을 받게 된다. 그러나 긴급명령으로 참
정권 그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57)

다. 소급입법에 의한 참정권제한의 금지
헌법 §13 Ⅱ은 소급입법에 의한 참정권의 제한을 금지하고 있다. 민주국가에서 소급
입법에 의한 참정권이 제한이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항이 규정된 것은 우리 헌정사에서 소급입법에 의한 참정권의 제한이 반복적으로
행해졌기 때문에58) 이런 악순환을 단절하려는 의도라고 해석하는 견해59)가 있다.

54) 憲裁 2002.8.29, 2001헌마788, 14-2, 219.
55) 憲裁 2003.10.30, 2002헌가24, 15-2(하), 1(1-2).
56) 憲裁 2005.9.29, 2003헌마 127, 108, 88.
57) 계희열(주 2), 596; 권영성(주 7), 587.
58) 예를 들면, 반민족행위자처벌법(제헌국회),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4·19 당시), 정치활동정화법(5·16
당시), 정치풍토쇄신을위한특별조치법(1980.11 신군부집권 당시).
59) 계희열(주 2), 597; 권영성(주 7), 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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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26조
김종철
第26條
① 모든 國民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家機關에 文書로 請願할 權利
를 가진다.
② 國家는 請願에 대하여 審査할 義務를 진다.

I. 기본개념과 입헌취지
1. 개념
청원권이란 국민이 국가기관에 대하여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할 수 있는 권리이다.1) 헌
법재판소는 헌법 제26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청원권을
“공권력(公權力)과의 관계에서 일어
나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 의견, 희망 등에 관하여 적법한 청원(請願)을 한 모든 국민에게
국가기관이 청원(請願)을 수리할 뿐만 아니라 이를 심사하여 청원자(請願者)에게 그 처리
결과를 통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權利)”
로 정의하고 있다.2)
독일학계의 해석론에 따르면 청원이라는 용어는 라틴어의 Petitio에서 유래하는 것이
다. 이러한 어원에 따라 청원은
“요구(Verlangen), 제청(Beantragen), 요청(Fordern), 간청

1) 김철수, 헌법학개론, 박영사, 2007, 1051;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07, 636.
2) 憲裁 1994.2.24, 93헌마213, 6-1, 183(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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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뜻하고 특정사항에 대한 요청의 의미를 본질적 요소로
(Anliegen), 열망(Begehren) 등”
“어떤 무엇”
에 대한 요청을 포함하지 않는
“단순한 통지(Mitteilungen), 충
한다.3) 따라서
고(Belehrungen), 비난(Vorwürfe), 칭찬(Anerkennungen) 등”
과 같은 단순한 의사표현은 청
원이 아니다.4)

2. 입헌취지

헌
법

현대 민주국가에서의 기본적 인권인 청원권은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국민의 권리보장을
실질화하는 수단이 된다. 우선 국민이 국가기관에 대하여 직접 의견을 표현하여 특정사안
에 대한 요청을 한다는 점에서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고 민주주의를 실질화하는 기능을
한다.5) 국민의 청원과 그에 대한 국가기관의 처리 과정을 통해 국가와 국민간의 유대가
강화된다. 또한 국민의 민원이나 국가기관의 비리와 부조리의 시정이 청원이 내용이 될
경우 청원과정은 국정통제의 과정이기도 하다.6)
청원권은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는 행정적·사법적 구제절차와는 달리 통상의 정규적인
구제절차만으로 해소되지 못하는 민원을 해소하는 비정규적인 권리구제수단으로서의 기
능도 갖는다.7) 현대 사회가 갈수록 복합사회로 전환됨에 따라 정규적인 구제수단만으로
는 구체적 정의와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국가작용이 있을 수 있고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현대민주국가에서의 청원권 보장의 중요성이 있다.

II. 연혁
청원권은 전근대 봉건사회에서 주권자인 군주의 자의적 권력행사에 의하여 국민의 권

3) 계희열, 헌법학(중), 박영사, 2004, 605-606; 정종섭, 헌법학원론, 박영사, 2007, 612.
4) 계희열(주3), 606; 정종섭(주3), 612.
5) D
 .Feldman, Civil Liberties & Human Rights in England and Wales, Clarendon Press(Oxford:
1993), 562.
6) 계희열(주 3), 603-604;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07, 535-536.
7) 한
 수웅,
“의회청원 소개절차의 위헌여부 - 헌재 1999. 11. 25. 97헌마54결정에 대한 판례평석을 겸하여”
,
저스티스 제35권 제3호(2002.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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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가 침해되거나 부당하게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발달하였다.
특히 영국에서는 전통적으로‘국왕은 불법행위를 범할 수 없다’
(The King can do no
wrong)는 원칙에 따라 국왕의 행위에 대하여 소송으로 다툴 수 없었기 때문에 에드워드
1세 때부터 확립된‘보통법’
(common law)의 원칙에 따라 국왕이나 의회에 대한 청원의
형식으로 국왕으로 대표되는 국가에 대한 권리구제가 인정되어 왔다.
역사적으로는 국왕에 대하여 봉건귀족의 권리를 확약받기 위하여 1215년 제정된 대헌
장(Magna Carta)이 청원권을 최초로 용인한 사례로 볼 수 있으며,8) 그 후 영국의회는
국가예산을 승인하는 조건으로 민원의 구제를 위한 청원의 관행을 발전시켜 왔다.9) 1689
년의 권리장전(Bill of Rights)은 청원을 시민의 권리로 규정하면서 청원을 이유로 한 구
금이나 소추를 불법으로 규정하였다.10) 영국의 경우 민주화의 과정에서 차츰 청원의 주요
대상은 국왕보다는 의회(특히 평민원)로 정착되었다.
우리 헌법은 제헌헌법 이래 청원권을 규정하여 왔다.11) 1962년 제5차 개정헌법에서부
터는 청원권의 행사와 관련한 개별법률유보조항이 규정되었다.12)

III. 입헌례
청원권은 성문헌법주의가 일반화됨에 따라 각국의 헌법에 채택되었다. 예를 들면 1791
년 미합중국 연방헌법의 수정 제1조는 언론·출판 등 표현의 자유의 일종으로 청원권을
명문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이 밖에도 1791년 프랑스 헌법(제1장 §3), 1831년 벨기에

8) R
 . Rotunda and J. Nowak, Treatise on Constitutional Law 2nd Ed., West Publishing(St. Paul,
Minn.: 1992), 384.
9) 홍성방, 헌법학, 현암사, 2006, 624; 문광삼,
“청원권”
, 고시연구(96.8), 35-36.
10) D.Feldman(주 5), 563.
11) 제헌헌법 제21조 ① 모든 국민은 국가 각 기관에 대하여 문서로써 청원할 권리가 있다. ② 청원에 대하여
국가는 심사할 의무를 진다.
12) 제5차 개정헌법 제23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
진다. ②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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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21), 1849년 프랑크푸르트 헌법(§159) 등 입헌주의 헌법이 청원권을 보장하고
있다. 현대 민주국가들 대부분이 헌법에 청원권을 규정하고 있다.13)

IV. 다른 조문과의 체계적 관계
헌법 §89 xv는「정부에 제출 또는 회부된 정부의 정책에 관계되는 청원의 심사」
를국
무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다. 정부는 행정권을 담당하는 국가권력기관으로 국민의
생활에 가장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정부의 정책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는 국
정최고심의기관인 국무회의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정보의 청구나 서류열람의 청구는 청원과 마찬가지로 요청을 포함하고 있어 청원
권의 보호범위에 포함될 수도 있으나, 헌법상 헌법 제21조 제1항을 중심으로 인정되는 알
권리 혹은 정보공개청구권(정보의 자유)에 의해 보장되고 청원권의 보호영역으로는 인정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14) 그러나 정책에 대한 청원은 청원의 요건을 달성하기 위하여
청원인을 모집하는 과정 등이 필요하게 되고 이러한 행위는 그 자체로 정치적 표현의 자
유로서 보호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연혁적으로 미국 연방수정헌법 제1조가 청원권을 표
현의 자유의 연장선에서 청원권을 규정하고 있는 것도 청원권과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상
관관계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사실 청원권은 선거권이 제한되고 정치적 표현의 자
유가 제대로 보장되지 아니하던 전근대적 시대에서 인정되던 중요성에 비하여 현대 민주
국가의 경우 정치적 자유의 확대와 더불어 그 중요성은 많이 약화된 것이 사실이다.15)
헌법의 청원권과 청원제도를 구체화하기 위하여「청원법」
이 청원에 관한 일반법으로
제정되어 있고, 국회법(제9장)과 지방자치법(제5장 제8절)은 각각 국회와 지방자치단체
에 대한 청원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13) 계희열(주 3), 605.
14) 계희열(주 3), 606.
15) 김철수 대표집필, 주석헌법, 법원사, 1995,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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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구체적인 내용
1. 법적 성격
청원권의 법적 성격에 관하여 청구권설,16) 자유권과 청구권의 이중적 성격설,17) 절차적
기본권설,18) 방어권·보호권·절차적 기본권으로 보는 견해,19) 자유권적 성질·청구권적 성
질·정치참여적 성격·객관적 질서성을 복합적으로 인정하는 견해20) 등이 주장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보장된 청원권은 공권력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해
관계, 의견, 희망 등에 관하여 적법한 청원을 한 모든 국민에게 국가기관이 청원을 수리
할 뿐만 아니라 이를 심사하여 청원자에게 그 처리결과를 통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
21)
리”
라고 판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청원권을 청구권으로 보고 있다고 해

석하는 견해22)와 청구권으로서의 성질을 분명히 한 것일 뿐 복합적 성질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는 견해23)가 있다.

2. 주체와 청원대상기관
가. 주체
헌법은 청원권의 주체를 국민이라 하고 있다. 외국인과 무국적자도 포함하는지에 대해

16) 김철수(주 1), 1053; 양건, 헌법강의 I, 법문사, 2007, 577; 성낙인(주 1), 637.
17)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7, 590; 홍성방(주 9), 625.
18) 장영수, 헌법학, 홍문사, 2007, 881.
19) 이준일, 헌법학강의, 홍문사, 2007, 732-733.
20) 강경근, 헌법, 법문사, 2004, 864-865; 계희열(주 3), 609-611; 정종섭(주 3), 613-614; 허영(주 6),
536-537.
21) 憲裁 1994.2.24, 93헌마213, 6-1, 183(190).
22) 강경근(주 20), 864-865; 김철수(주 1), 1053; 홍성방(주 9), 625.
23) 정종섭(주 3), 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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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24) 특수신분관계에 있는 공무원이나 군인도 청원권의 주체가 될 수
있으나, 그 직무에 관련된 청원이나 집단적 청원은 제한된다. 수형자가 그 처우에 대하여 불복
이 있을 때에는 법무부장관 또는 순회점검공무원에게 이를 청원할 수 있다(행형법 §6 Ⅰ).
법인의 경우 사법인은 주체성이 인정된다. 다만 공법인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주체
가 될 수 없으나, 공법인이 기본권주체가 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청원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25)
헌
법

나. 청원대상기관
헌법은 청원제출대상기관을 국가기관이라고만 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을 구체화한 청원
법 §3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
나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3. 내용
가. 청원사항과 청원금지사항
(1) 청원사항
청원법상 청원사항으로는 ① 피해의 구제, ②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
이나 징계의 요구, ③ 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④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⑤ 기타 국가기관 등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다(동법 §4). 포괄적인 동조
5항에 의해 국가기관의 활동과 관련된 거의 모든 사항은 청원사항이 될 수 있다.
(2) 청원금지사항
① 감사·수사·재판·행정심판·조정·중재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조사·불복 또는 구제절
차가 진행 중인 때, ② 허위의 사실로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하거나 국가기관 등을 중상모략하는 사항인 때, ③ 사인 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

24) 강
 경근(주 20), 866면; 계희열(주 3), 611; 권영성(주 17), 590; 김철수(주 1), 1053; 양건(주 16), 577;
성낙인(주 1), 637; 이준일(주 19), 730); 장영수(주 18), 882; 홍성방(주 9), 626. 이에 대해 외국인과
무국적자는 헌법상의 청원권의 주체가 될 수 없고, 법률이 정하면 그에 따라 청원권이 인정된다는 견해가
있다. 정종섭(주 3), 614.
25) 장영수(주 18), 882; 정종섭(주 3), 614; 홍성방(주 9), 625-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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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에 관한 사항인 때, ④ 청원인의 성명·주소 등이 불분명하거나 청원내용이 불명확할 때
에는 청원의 불수리 사유가 된다(청원법 §5 Ⅰ). 누구든지 타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허위
의 사실을 적시한 청원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동법 §11). 재판에 간섭하거나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내용의 청원은 이를 접수하지 아니한다(국회법 §123 Ⅲ).

나. 청원의 방식과 절차
청원은 청원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를 기재하고 서명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청원법
§6Ⅰ). 청원서에는 청원의 이유와 취지를 밝히고, 필요한 때에는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동법 §6 Ⅲ).
청원서는 청원사항을 관장하는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동법 §7Ⅰ). 청원서를 접수한
기관은 청원사항이 그 기관이 관장하는 사항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청원사항을
관장하는 기관에 청원서를 이송하고 이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동법 §7Ⅱ).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청원서를 동일한 기관에 2건 이상 제출하거나 2 이상의 기관
에 제출한 때에는 나중에 접수된 청원서는 이를 반려할 수 있다(동법 §8).
국회나 지방의회에 청원을 하려는 자는 국회의원·지방의원의 소개를 받아 청원서를 제
출하여야 한다(국회법 §123Ⅰ, 지방자치법 §65).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26)·
지방의원27)을 매개하도록 강제하는 규정을 모두 합헌이라고 판시하였다. 이에 대해 다음
과 같은 비판적인 견해28)가 있다.
“이처럼 국회나 지방의회에 대한 청원에 특별한 요건을 두는 것은 청원권행사의 남용을
막기 위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러한 제한에는 많은 문제가 있다. 만

26)“청원권의

구체적 내용은 입법활동에 의하여 형성되며, 입법형성에는 폭넓은 재량권이 있으므로 입법자는
청원의 내용과 절차는 물론 청원의 심사·처리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행할 수 있게 하는 합리적인 수단을
선택할 수 있는 바, 의회에 대한 청원에 국회의원의 소개를 얻도록 한 것은 청원 심사의 효율성을 확보하
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다. 또한 청원은 일반의안과 같이 처리되므로 청원서 제출단계부터 의원의 관여가
필요하고, 의원의 소개가 없는 민원의 경우에는 진정으로 접수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청원의 소개의원은
1인으로 족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이 국회에 청원을 하려는 자의 청원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憲裁 2006.6.29, 2005헌마604, 18-1(하), 487).
27)“지방의회에

청원을 할 때에 지방의회 의원의 소개를 얻도록 한 것은 의원이 미리 청원의 내용을 확인하고 이
를 소개하도록 함으로써 청원의 남발을 규제하고 심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한 것이고, 지방의회 의원 모두가
소개의원이 되기를 거절하였다면 그 청원내용에 찬성하는 의원이 없는 것이므로 지방의회에서 심사하더라도
인용가능성이 전혀 없어 심사의 실익이 없으며, 청원의 소개의원도 1인으로 족한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정도
의 제한은 공공복리를 위한 필요·최소한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憲裁 1999.11.25, 97헌마54, 11-2, 583).
28) 장영수(주 18), 883-884. 같은 취지로 한수웅(주 7), 27-3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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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의 소개가 현실적으로 청원을 막는 효과를 발생시키게 된
다면, 이는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과의 개인적 관계 등에 따라 기본권의 행사가 제약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될 것이다. 그렇지 않고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의 소개는 형식
에 불과하게 되어서 국회나 지방의회에 대한 모든 청원이 사실상 제한 없이 제기될 수 있
다면, 이러한 요건 자체가 무의미하게 될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판례에서도 국회의원에 대한 판례29)에서는 위헌으로 보는 2인의 소수의견
이 있었고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판례30)에서도 위헌으로 보는 3인의 소수의견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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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청원의 효과
청원을 수리한 기관은 성실하고 공정하게 청원을 심사·처리하여야 한다(청원법 §9
Ⅰ). 청원을 관장하는 기관이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9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동법 §9Ⅱ).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
에 청원을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0일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지제 없이 청원인에게 통
지하여야 한다(동법 §9Ⅲ). 그러나 청원사항의 처리결과에 심판서나 재결서에 준하여

29)“헌법

제26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청원권은 원칙적으로 내용과 형식에 구속을 받지 않고 직접 국가에 대하
여 국민의 불만과 고충을 진술하고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기본권으로서, 국가의 간섭이나 방해를 받
지 않고 자유롭게 국가기관에 청원을 할 권리와 국가에 의한 청원의 처리를 요구하는 권리를 내용으로 한
다. 이러한 청원권은 국민과 국가 간의 접촉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 즉 국가의 의사형성에 국민의 다원적
인 의견이나 희망을 직접 전달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따라서 입법
자가 청원권의 구체적인 내용을 형성할 입법재량을 가진다 하더라도, 이는 청원권의 행사가능성이 단지
청원권의 형식적인 보장에 그치지 않도록 국민이 자유롭게 국가기관에 접근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절차적
요건을 설정하는데 그쳐야 한다는 헌법상의 제한을 부담한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의원의 소개가
있어야만 국회에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어떠한 요건을 갖추면 의원의 소개를 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결국 소개 여부는 오로지 의원 개인의 임의적인 판단에 맡
겨지게 되고, 소개 의원을 얻지 못한 국민은 청원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어 그 결과 청원권이 사실상 박탈
당하게 된다. 더욱이 청원의 소개에 있어서 국회의원은 그 직무의 성격상 국가기관인 국회의 일부로서 기
능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청원권을 행사하려면 국가기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것은 국가의 간섭이나
방해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국가기관에 호소할 수 있는 청원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다”
(憲裁
2006.6.29, 2005헌마604, 18-1(하), 487(493)).
30)“청원인

거주지 선출의원이 결원이거나 청원내용을 반대하는 경우 다른 의원의 소개를 얻기가 쉽지 않고,
또 소개여부가 완전히 의원 개인의 임의에 맡겨져 있어 이는 결국 청원서의 제출을 어렵게 하는 수단에 다
름 아니며, 직접민주주의적인 요소가 결여된 우리의 지방자치제도하에서는 청원권의 행사를 통하여 주민
의 의사를 직접 반영하는 보완기능으로서의 역할 또한 중요하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제한을
둔 것은 지방의회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청원권 그 자체를 유명무실하게 하는 것이므로 위헌이
선언되어야 한다”
(憲裁 1999.11.25, 97헌마54, 11-2, 583(583-584)).

총강 및 기본권에 관한 장 (제23조부터 제39조까지)

143

이유를 명시할 것까지를 요구하는 것은 청원권의 보호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청원
소관관서는 청원법이 정하는 절차와 범위내에서 청원사항을 성실·공정·신속히 심사하고
청원인에게 그 청원을 어떻게 처리하였거나 처리하려고 하는지를 알 수 있는 정도로 결과
통지함으로써 충분하고, 비록 그 처리내용이 청원인이 기대하는 바에 미치지 않는다고 하
더라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내지 불행사라고는 볼 수 없다는 것이 헌
법재판소의 판례31)이다. 또한 청원에 대한 심사처리결과의 통지유무는 행정소송의 대상
이 되는 행정처분으로도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32)이다.
국회에 청원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소관위원회에서 심사한다(국회법 §124Ⅰ). 국회가
채택한 청원으로서 정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정부에 이송하고, 정부는 이 청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동법 §126). 청원서가 정부에 제출되었거나 청원내용이 정부의 정책과 관계되는
사항인 때에는 그 청원의 심사는 국무회의의 심의사항이다(헌법 §85 xv).
누구든지 청원을 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를 받거나 불이익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청원법 §12).

4. 청원권의 제한과 그 한계
청원권도 일반적 법률유보 규정인 헌법 §37Ⅱ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긴급명령(헌법
§76Ⅱ) 또는 비상계엄(헌법 §77Ⅲ)이 선포된 경우에도 제한될 수 있다.33)

31) 憲裁 1997.7.16, 93헌마239, 23, 544.
32)“헌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의 의한 청원권은 국민이 국가기관에 대하여 어떤 사항에 관한 의견이나 희망
을 진술할 권리로서 단순히 그 사항에 대한 국가기관의 선처를 촉구하는데 불과한 것이므로 같은 조 제2
항에 의하여 국가가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지고 청원법 제9조 제4항에 의하여 주관관서가 그 심사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할 의무를 지고 있더라도 청원을 수리한 국가기관은 이를 성실, 공정, 신속히
심사, 처리하여 그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는 이상의 법률상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따
라서 국가기관이 그 수리한 청원을 받아들여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인지 여부는 국가기관의 자유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일 뿐만 아니라 이로써 청원자의 권리의무, 그 밖의 법률관계에는 하등의 영향을 미치는 것
이 아니므로 청원에 대한 심사처리결과의 통지 유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
다”
(大判 1990.5.25, 90누1458, 집 38-2, 271).
33) 계희열(주 3), 612; 홍성방(주 9), 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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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법이 일정한 청원금지사항과 반복·이중청원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것과 국회·지
방의회에 청원할 경우에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의 소개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도 청
원권의 제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34) 그러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35)

VI. 청원권과 옴부즈만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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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옴부즈만제도의 개념
Ombudsman이란 의회에서 임명되나 의회로부터 업무상 광범위한 독립성을 부여받은
의회의 신뢰인으로서, 공권력에 의해 권리가 침해당하였다는 국민의 호소를 받아 조사하
여 억울함을 풀어주는 국민의 권리를 보호해 주는 자를 말한다. 이는 의회의 행정부견제
권에 근거하여 거의 모든 행정관청과 공무원에 대하여 포괄적인 감시임무에서 나온 것이
다. Ombudsman은 청원받은 사건의 조사결과 발견된 위법사항을 직접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감독자나 직무상의 상사에게 통고하여 이들로 하여금 처리하게 한다.36)

2. 옴부즈만제도의 연혁
옴부즈만제도는 스웨덴의 역사와 깊은 관계가 있다.
“Ombudsman”
이란 원래는 국왕의
대리인을 의미하였다. 11세기 초부터 국왕은 반자치적인 지방에 그의 대리인을 임명하여
국왕을 대신케 하였다. 13세기 초부터 중앙정부의 권한이 확대되자 Ombudsman의 지위

34) 성낙인(주 1), 639; 정종섭(주 3), 617-618; 허영(주 6), 539.
35)“헌법상

청원권이 보장된다 하더라도 청원권의 구체적 내용은 입법활동에 의하여 형성되며 입법형성에는
폭넓은 재량권이 있으므로 입법자는 수용 목적 달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도소 수용자에게 청
원권을 보장하는 합리적인 수단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서신을 통한 수용자의 청원을 아무런 제한
없이 허용한다면 수용자가 이를 악용하여 검열 없이 외부에 서신을 발송하는 탈법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
게 되므로 이에 대한 검열은 수용 목적 달성을 위한 불가피한 것으로서 청원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
고 할 수 없다”
(憲裁 2001.11.29, 99헌마713, 13-2, 740).
36) 허경,
“청원권의 일종으로서의 옴부즈만제도”
, 고시연구(96.8),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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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권한이 강화되었는데 그 중에는 인민의 권리보호역할도 담당하게 되었다. 1713년에
국왕 Karl 12세는 최고 Ombudsman 1인을 임명하여 모든 공무원을 통솔케 하였다. 그
리고 이를 사법총장이라 개칭하였다. 1766년 사법총장의 임명권이 국왕으로부터 의회로
넘어왔고 이를 다시 Ombudsman이라 개칭하여 불렀다. 그러다가 1809년 헌법제정시
헌법기관으로 편입하게 되었다.37)

3. 옴부즈만제도에 대한 입법례
스웨덴 외에 핀란드는 1919년 헌법제정시에, 덴마크는 1953년 헌법제정시에 각각
Ombudsman제도를 도입하였다. 노르웨이는 1962년 법률제정을 통하여, 영국은 1967
년 법률제정을 통하여 Ombudsman제도를 도입하였다. 미국은 1967년 Hawaii주가
Ombudsman법을 제정하였고, 독일에는 군사Ombudsman만 1956년에 도입하였다.38)

4. 우리나라의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 소속하에 필수기관인‘국민고충처리위원회’
와 지방자치단체에
임의기관인‘시민고충처리위원회’
가 설치되어 국민의 각종 민원사항을 접수·처리함으로
써 부분적으로 비정규적인 권리구제의 창구역할을 하고 있다.39) 이러한 제도들이 활성화
됨으로써 청원권의 비정규적인 권리구제기능이 좀 더 실질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7) 전주, 45-46.
38) 전주, 48-53.
39) 김철수(주 1), 1059; 허영(주 6), 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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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스티스 제35권 제3호(2002.6)
허 경,
“청원권의 일종으로서의 옴부즈만제도”
, 고시연구(96.8).
허 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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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27조
신 평

第27條
① 모든 國民은 憲法과 法律이 정한 法官에 의하여 法律에 의한 裁判을 받을
權利를 가진다.
② 軍人 또는 軍務員이 아닌 國民은 大韓民國의 領域안에서는 중대한 軍事上
機密·哨兵·哨所·有毒飮食物供給·捕虜·軍用物에 관한 罪중 法律이 정한
경우와 非常戒嚴이 宣布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軍事法院의 裁判을 받지 아
니한다.
③ 모든 國民은 신속한 裁判을 받을 權利를 가진다. 刑事被告人은 상당한 이
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公開裁判을 받을 權利를 가진다.
④ 刑事被告人은 有罪의 判決이 확정될 때까지는 無罪로 推定된다.
⑤ 刑事被害者는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事件의 裁判節次에서 陳述
할 수 있다.

I. 기본개념과 입헌취지
1. 재판청구권의 기본개념
헌법 제27조에서 제1항은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는 것을 천명하고 있다. 헌법 제27조 제1항 이외에도 현행 헌법에서는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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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에 관한 규정들이 산견된다.1)
현대적 사법국가에서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는‘일반적인 민·형사사건을 중심으로
한 법적 분쟁에 대한 재판을 받을 권리’
와‘헌법소원을 중심으로 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
리’
로 이분화 할 수 있다.2) 이러한 의미에서 현행 헌법은 재판청구권의 보장을 원칙적으
로 헌법 제27조 제1항에서 보장하고 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제외한 일반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 제27조 제1항과 제101조 제1항에 의하여 보장되며,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는 제27조 제1항과 제111조 제1항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할 수 있다.3) 하지만 이러
한 논의의 현실적 필요성은 크지 않다.
법치국가원리에 따라 국가는 실질적 기본권실현을 위한 국가의 통치구조 확립을 이루
도록 노력을 하여야 하며,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가는 기본권 실현을 위한 지속적인
입법작용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다.4) 이러한 의무는 실체적 기본권의 보호내용
뿐만 아니라 그러한 권리들이 국가나 제3자에 의하여 제한되거나 침해받을 경우 이를 구
제받을 수 있는 절차적 권리들을 보장할 것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재판청구권
은 이 같은 의미에서 법치국가의 구체적 실현을 위한 절차적 기본권으로서 기능하며,‘실
체적 기본권의 보장을 위한 전제’
이자‘사법적 보장수단’
으로 기본권보장과 불가분의 관
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2. 재판청구권의 입헌취지
재판청구권은 국민이 헌법상의 기본권과 법률상의 권리가 법원의 재판절차에서 관철되

* 이 부분 집필은 경북대학교 박사과정 신정규의 자료조사와 분석을 토대로 하여 이루어졌다.
1)이
 러한 현행 헌법의 규정으로는 신체의 자유에 관한 제12조, 형법불소급·일사부재리, 소급입법 제한에 관
한 제13조, 재판의 공개에 관한 제109조, 법률 등 위헌제청·심사권·행정심판에 관한 제107조, 군사법원에
관한 제110조, 법원의 조직과 법관의 자격, 권한 등에 관하여 규정한 제5장 제101조 내지 제106조를 둘 수
있다. 이들 조항들은 재판청구권의 직접적 실현방식 내지 간접적 행사실효성 확보를 위한 실체적·절차적
규정들로 헌법 제27조의 재판청구권의 실현을 위한 수단적 헌법규정들로 볼 수 있다(김철수, 헌법학 개론,
박영사, 2007, 1060).
2) 여기서 이러한 구분의 영역은 결국 입법자의 입법형성작용에 의하여 구체화된다고 하겠다.
3) 정종섭, 헌법학원론, 박영사, 2006, 624.
4) 김상겸,
“법치국가의 요소로서 절차적 기본권,”아태공법연구 제7권(2000. 12),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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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을 요청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5) 따라서 재판청구권은 국가에 대하여 재판을 청구
할 수 있는 기본권으로서, 행정부의 자의적인 판단을 배제하고 사법권의 독립이 보장된
법원에서 신분이 보장된 자격 있는 법관에 의하여 재판을 받을 권리와 적법한 절차에 따
르는 공정한 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라는 의미를 가진다.6) 재판청구권을 중심으로 하는
절차적 기본권을 고찰하는 주된 이유는 절차적 기본권을 통하여 절차법적 문제를 헌법문
제로 파악할 수 있는 범위와 한계를 명확하게 하고, 저촉되는 법익, 기본권 사이의 경쟁,
상충문제에 대한 해결준칙을 정립하는데 있다.7) 즉,‘절차적 기본권의 보호영역의 확정’
은 실체적 기본권 침해와 동등한 절차법적 침해의 헌법적 정당화기준을 선행적으로8) 제
시해준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3. 헌법 제27조의 연혁
헌법 제27조 각 조항들의 연혁을 살펴보면, 우선 제1항의 재판청구권은 제헌헌법
(1948.7.17) 제22조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의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
을 권리가 있다”
는 규정을 두어 제헌헌법 초기부터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었다. 다만 제
5차 개정헌법(1962.12.26)에서
“법률이 정한 법관”
을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
으로 개
정하여 현행 헌법에 유지되고 있다. 군사법원의 재판에 관한 헌법적 예외인 제2항은 제8
차 개정헌법(1972.12.27) 제24조에 도입되었다. 모든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와 형사피고인의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제3항의 경우 형사피고인의 공

5) 憲裁 1997. 12. 24. 96헌마172, 96헌마173, 판례집 제9권 제2집, 842 이하.
6) 한
 수웅,
“헌법 제27조의 재판청구권,”헌법논총 제10집, 1999, 339 이하; 장석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
리-법적청문청구권을 중심으로”
, 헌법문제와 재판(중)(1997) 431 이하; 백윤철,
“헌법상 재판청구권의 절
차적 보장”
, 공법연구 제29권 제4호(2001.6), 207 이하.
7) 장석조(전주), 451.
8) 일
 반적으로 절차적 기본권의 침해가 문제되는 경우 기본권 수범자의 절차적 형성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절차법적 지위 및 권리의 침해만을 고려하게 되나, 절차의 형성과정이 형사소송이든 민사소송이든 대립되
는 당사자가 존재하는 대립적 구조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본다면 절차적 기본권 이외에 소송당사자 사이
에 실체적 기본권의 충돌 또는 재판청구권의 보호내용과 다른 실체적 기본권의 충돌을 일어날 수 있다. 이
중 후자의 경우에 충돌되는 타 기본권과 충돌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재판청구권의 보호영역의 확정을 선행
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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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재판을 받을 권리는 제정헌법 제24조에 규정되었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제8차
개정헌법 제24조에서 처음으로 수용되었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제9차 개정헌법에서 규
정되었고,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규정한 제5항은 현행 헌법에서 처음으로 규정
되었다.

4. 외국의 입헌례에 비추어본 헌법 제27조의 비교법적 의의
신관이나 군주와 같은 자의적인 재판이 아닌 일정한 자격을 가진 재판관으로 구성되는
재판기관은 인간의 이성이나 공정성에 대한 신념이 확립되고 나서부터 일 것이다.
그런데 유럽의 근대국가과정에서 나타난 재판청구권의 실현형태는 군주제의 지배체제
9)
에 대한 반발로‘국민의 사법참여’
의 실현을 위해‘배심제’
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10) 이

는 특히 17세기 청교도 혁명과정에서 형성된 근대적 배심제도의 의미가 권력의 횡포에
맞서 일반시민의 양심에 의한 재판을 가능하게 하였다는 점에서 알 수 있다.11) 이와 같
은 배심제의 역사적 전개과정에서, 근대적 계몽주의와 자유주의와 함께 작용하여 1789년
프랑스 인권선언과 1791년 헌법 등에서 독립된 법원과 재판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가 보장되었고, 독일에서는 1919년 바이마르 헌법에서 인정되었다.12) 미국은 1789년 제
정의 헌법 제3조 제2항에서
“탄핵재판을 제외한 모든 형사재판은 배심에 의한다.”
는 것을

9) 배
 심제를 규정한 대헌장(마그나 카르타) 제39조는
“자유민을 그 동료의 적법한 판결이나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감금, 압류, 법보호박탈 또는 추방을 당하거나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침해받지 아니한
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김일환/홍석한,
“현행 헌법상 배심제와 참심제의 도입에 관한 고찰”
, 성균관법학
제18권 제3호(2006. 12,) 67면에서 재인용).
10) 한편 이러한 배심제의 기원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학설이 있다. 1066년 노르만 정복시 배심제가 도입되었
다는 설과 1215년 대헌장(마그나 카르타)의 규정에서 배심제의 성립기원을 찾을 수 있다는 견해 등이 있
다(박홍규, 시민의 재판을, 사람생각, 2000, 88 이하 참조). 1215년 대헌장의 규정에서 찾는 견해로는 권
영설,
“배심제도의 개혁논의와 그 방법상 쟁점”
, 미국헌법연구 제11호(2000. 7), 204).
11) 이러한 배심제의 의미에 대하여 블랙스톤은 폭력에 저항하는‘자유의 일차적 보루’
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
다고 평가하였다(정만희,
“미국의 배심제도-한국의 국민사법참여제도 도입방안에서의 시사점-”
, 공법연
구 제35권 제1집(2006.10), 473).
을 규정하고 있고, 제9장에서 법
12) 정종섭(주 3), 625. 독일연방헌법은 제19조 제4항에서‘사법보장청구권’
원의 조직, 권한, 법관의 자격 등을 상세하게 정하고 있다.

총강 및 기본권에 관한 장 (제23조부터 제39조까지)

151

헌
법
제
2
7
조

규정하였고,13) 이후 수정헌법 제5조14)와 제6조15) 그리고 제7조16)에서 각각 형사사건에 대
한 대배심의 기소, 형사사건에서 배심에 의한 재판, 민사배심에 관하여 규정하였다.17) 미
국의 이러한 배심제는 영국의 배심제에 영향을 받은 것이며, 이는 독일과 프랑스에도 수
용되었으나 대륙법계 국가들의 경우는 참심제로 변모되어 발전하였다.18)
독일과 미국의 입헌례를 보았을 때 영국의 배심제의 전통에 의해 영국식 배심제가 도입
되어 정착이 되었거나, 독일의 경우와 같이 참심제를 채택하여 국민의 사법참여가 실질적
으로 보장되고 있는 현실을 헌법이 반영하고 있다. 반면에 우리의 경우 서구의 이러한 전
통과는 거리가 먼 헌법규정을 가지고 있어 국민의 사법참여를 위한 근거규정을 도출해내
기가 쉽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이 밖에도 헌법재판소와 일반법원의 이원적인 헌법규정체
계는 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의 의미, 법원의 범위,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의 인
정여부, 심급제도의 본질 등의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 사법개혁차원에서 국민의 사법참여를 위한 논의19)가 이루어지고, 이러한 논의의

13) 제
 정헌법 제3조 제2항: 탄핵사건을 제외한 모든 범죄의 재판은 배심제로 한다. 그 재판은 그 범죄가 행하
여진 주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그 범죄지가 어느 주에도 속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연방의회가 법률에 의하
여 정하는 장소에서 재판한다
14) 수정 제5조: 누구라도, 대배심에 의한 고발 또는 기소가 있지 아니하는 한, 사형에 해당하는 죄 또는 파렴
치죄에 관하여 심리를 받지 아니한다. 다만, 육군이나 해군에서 또는 전시나 사변시에 복무중에 있는 민병
대에서 발생한 사건에 관하여서는 예외로 한다. 누구라도 동일한 범행으로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협을
재차 받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사 사건에 있어서도 자기에게 불리한 증언을 강요당하지 아니하며, 누구라
도 정당한 법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생명, 자유 또는 재산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또 정당한 보상
없이, 사유재산의 공공용으로 수용당하지 아니한다.
15) 수정 제6조: 모든 형사소추에 있어서, 피고인은 범죄가 행하여진 주 및 법률이 미리 정하는 지구의 공정한
배심에 의한 신속한 공판을 받을 권리, 사건의 성질과 이유에 관하여 통고받을 권리, 자기에게 불리한 증
인과 대질심문 받을 권리, 자기에게 유리한 증인을 얻기 위하여 강제적 수속을 취할 권리, 자신의 변호를
위하여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
16) 수정 제7조(민사사건에서의 제권리) 보통법상의 소송에 있어서, 계쟁의 액수가 2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
는 배심에 의하여 심리를 받을 권리가 보유된다. 배심에 의하여 심리된 사실은 보통법의 규정에 의하는 이
외에 합중국의 어느 법원에서도 재심 받지 아니한다.
17) 김일환/홍석한(주 9), 68/69.
18) 김일환/홍석한(주 9), 68.
는 이러한 국민의 사법개혁에 대한 요청에
19)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2003년 10월 결성된‘사법개혁위원회’
부응하기 위하여‘사법의 민주화, 공정하고 효율적인 사법의 확립, 개방적인 사법의 추구, 사법의 선진화’
등 사법개혁의 이념을 추구하기 위하여 법조인 양성 및 선발제도의 개혁, 형사사법제도의 개혁 등과 함께
국미의 사법참여를 주된 안건으로 상정하여 1년 2개월의 심의과정을 거쳐 사법개혁방안을 건의하게 되었
다(사법개혁위원회,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개혁-사법개혁위원회 자료집, 2005.3, 3 이하 참조; 정만희(주
11), 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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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화가 이루어져 국민의 사법참여20)가 현실화되기에 이르렀으나 배심 혹은 참심제도
자체의 합헌성과 관련하여 아직까지 이론이 분분한 형편이다.21)
그러나 우리 헌법의 해석에 있어서도 미국과 유럽의 배심제와 같은 국민의 사법참여를
보장하고 직업법관위주로 이루어진 현행 사법구조를 좀 더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면서
도 법원의 독립 즉, 직무상 내지 물적 독립을 이루어나가는 해석적 접근이 꼭 필요하다고
하겠다.22)

5. 헌법 제27조가 다른 헌법조문과 갖는 체계적 관계
헌법 제27조와 다른 헌법규정과의 체계적 관계를 파악함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
은 제27조 제1항의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실현구조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현행 헌법은 독일연방헌법과는 달리 이원적 구조를 취하고 있
음을 전술하였다.23) 이점은, 현행 헌법의 기본권으로서 재판청구권의 보장체계라는 헌법
제27조와 다른 규정과의 체계적 관련성을 파악하는데 있어 유용한 관점을 제시해준다고
할 수 있다. 헌법 제27조 제2항 내지 제5항까지의 규정들은 형사사법상 일반원리라고 할
수 있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군사법원의 재판,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신속하고 공
개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형사법상의 형사피해자와 피고인의 권리를
헌법전에 규정하여 그 법적 의미를 강화한 것으로‘적법절차원리의 구체적 헌법규범화’
라
고 할 수 있다.

20) 국
 민의 사법참여에 대한 다양한 형태에 대하여는 정종섭,
“사법에 있어서 국민의 참여”
, 헌법학연구 제2권
(1996), 419 이하 참조.
21)‘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이 2007년 6월 1일 법률 제8495호로 제정되어,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2) 이러한 재판청구권의 범위를 확대하는 전반적인 문제점의 시정에 관하여 신평,
“한국 사법부의 근본적 문
제점 분석과 그 해소방안의 모색,”인권과 정의(2003. 10), 6 이하 및 신평,
“박정희 시대의 사법부, 그에
대한 헌법적 성찰,”공법연구(2002, 12), 87 이하 참조.
23) 독일 연방헌법은 제19조 제4항에서 사법보장청구권을 보장하고 있고, 제9장에서 법원에 관한 규정을 두
고 있다. 제9장의 법원에는 연방법원, 연방최고법원, 연방헌법재판소 등의 각급 법원의 조직, 권한, 법관
의 자격, 피고인의 기본권(제103조), 사형폐지(제102조), 자유박탈처분에 대한 권리보장규정(제104조)
등과 같은‘법원조직’및‘사법절차와 관련된 국민의 기본권목록’
에 대하여 같은 장안에 편제되어 있다.

총강 및 기본권에 관한 장 (제23조부터 제39조까지)

153

헌
법
제
2
7
조

헌법상 제27조와 관련된 규정들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우선 헌법 제12조
와 제13조처럼‘신체의 자유에 대한 절차적·실체적 보장 및 형사피고인·피의자를 위한
법원칙과 권리’
를 들 수 있다.24) 그리고 두 번째로 제27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헌법규정
들에 대한 보충적·구체화 규정들로,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법관의 임기, 자격, 법원의 구
성 등을 규정한 헌법 제101조 내지 제108조, 예외적 군사재판기관인 군사법원에 관한 제
110조, 제3항의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와 관련되어 재판의 공개에 관한 헌법 제109조, 평
등원칙을 규정한 제11조를 말한다.
이와 같이 형사재판과 관련된 재판청구권과 절차적 원리를 중심으로 한 헌법 제27조와
그 밖의 규정들은 재판청구권의 실효적 내지 실질적 보장을 위한 상호보충적 관계를 이
룬다고 할 것이다.25) 하지만 헌법 제27조 제1항의 재판청구권과 다른 조항들이 항상 상
호보충적 관계를 가진다고 할 수 없다. 헌법 제27조의 한 내용으로 볼 수 있는‘헌법과 법
률이 정한 법관’
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사법행위청구권과는 주로 보완적 관계에 있
다고 할 수 있는 반면에‘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와 상충관계에 있을 수 있다고도 할 수
있다.26)

II. 재판청구권의 법적 성격
1. 개설
국가의 공권력 작용에 의한 인신의 침해를 제어하고 국민의 인신보호를 위한 수단으로

24) 권
 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6, 416 이하 참조. 이는 헌법 제27조의 관점에서 본다면 제4항 내지 제5
항의 법원칙 및 권리와 유사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5) 이를 헌법 제11조의 평등원칙과 결부지어 본다면 재판청구권의 제한이 헌법 제11조의 평등원칙에 위반되
어 그 제한이 위헌무효로 된다면 법률의 위헌심사과정에서 헌법 제27조 제1항의 재판청구권에 대한 사후
적 평등실현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형사소송절차에서의‘무기대등의 원칙’
은 헌법 제11조의 평등원
칙에 부합하는 재판청구권의 실현이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헌법 제11조는 재판청구권의 소송절차에서
국가에 대하여 또는 당사자간의 공평한 공격·방어방법의 기회보장을 실현토록 하거나 위헌심사의 기준이
되어 재판청구권의 평등한 보장을 위한 헌법규범이 되어 재판청구권의 실질적 보장을 가져온다고 볼 수
있다.
26) 장석조(주 6), 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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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하는 재판청구권은 그 절차의 공정성과 합리성이 요청된다. 즉 이러한 절차적 보장
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우리 헌법은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고 있다.27) 따라서 국가가 인신보
호를 포함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최후의 기회는‘재
판’
일 수밖에 없으며, 국민이 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청구할 수 있는 재판청구권은 국민의
최후적 권리구제수단인 것이다.28) 이러한 기본적 특징을 고려하여 재판청구권의 법적 성
격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를 전개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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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관적 공권성
재판청구권의 주관적 공권성은 재판청구권을 어떠한 기본권으로 파악하든 인정된다.
이러한 재판청구권의 주관적 공권성은 그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 다양한 기본권으로 파악
된다. 이를테면 청구권적 기본권, 자유권적 기본권, 실체적 기본권, 절차적 기본권 등의
측면에서 그 자리를 잡을 수 있다. 청구권적 기본권과 절차적 기본권이라는 의미에서 재
판청구권의 법적 성격에 대한 논의는 후술하기로 하고, 그밖에 다른 관점에서 주관적 공
권인 재판청구권의 법적 성격에 대한 쟁점들을 한번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재판청구권의 주관적 공권성과 관련되어 먼저 다른 기본권의 실현을 위한 사후보
장적 내지 절차적 권리라는 점에서‘형식적·주관적 공권’
이라 할 수 있다.29) 또한 형식적
기본권으로서 재판청구권은 국가에 대하여 재판을 요구할 수 있는, 즉 국가의‘사법보호
내지 보장’
을 요구할 수 있는 청구권이므로‘실체적 기본권’
으로서의 성질도 가진다고 할
수 있다.30) 따라서 재판청구권은 수단적 기본권이라는 점에서 형식적이지만 청구권적 기

27)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07, 368.
28) 백윤철(주 6), 207.
29)정종섭(주

3), 626;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07, 558; 김철수(주 1), 1062; Papier,“Justizgewährungsanspruch”,
in: HdbStR Ⅵ, 1989, § 153 Rn. 5.
30) 허영(주 27), 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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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권이라는 점에서 실체적 기본권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재판청구권의 법적 성격으로 자
유권적 성격을 인정할 수 있는가이다. 이에 대한 국내의 학설들을 살펴보면, 재판청구권
의 소극적 측면으로 국가에 대하여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지 않은 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를 자유권적 기본권으로 파악하는 견해가 있다.31) 반대로 재판청구권에 대한 자
유권적 성격을 소극적 측면을 근거로 인정하는 것은 자유권적 기본권에 대한 이해의 부족
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부정하는 견해도 있다.32)
헌법재판소는 이와 관련하여
“헌법 제27조 제1항은‘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
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라고 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과 법관
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재판청구권은 재판이라는 국가적 행위를 청구
할 수 있는 적극적 측면과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이 아닌 자에 의한 재판이나 법률에 의
하지 아니한 재판을 받지 아니하는 소극적 측면을 아울러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때 헌법
제27조 제1항은 법관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민사·행정·선거·가사사건에 관한 재판은 물론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아니할 권리를 보장한 것이라 해석된다.”
고 판시하였다.33) 헌법재판소
는 동 결정에서 적극적 측면과 소극적 측면으로 나누어서 재판청구권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으나 명확하게 자유권적 성격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지 않다.
생각건대 국가에 대하여‘재판’
을 요구하는 권리인 재판청구권은 청구권적 기본권이라
는 법적 성격을 기초로 한다고 보아야 한다. 청구권적 기본권으로 재판청구권을 파악한다
면 국가의 입법작용에 의하여 구체적 실현이 이루어지게 되고 국민의 재판청구권의 행사

31) 김
 상겸(주 4), 160; 권영성(주 24), 594; 정종섭 교수와 성낙인 교수도 재판청구권의 소극적 측면을 언급
하고 있으나 재판청구권의 법적 성격을 자유권적 기본권으로 본다는 명시적인 견해를 표명하지는 않고 있
다. 성낙인 교수의 경우 재판청구권의 의의로서 적극적 측면과 소극적 측면을 언급하고 법적 성격에 대하
여는 절차상의 기본권과 청구권적 기본권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반면에 정종섭 교수는 재판을 받을 권리
를 국가로부터 침해받지 아니할 자유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어 이를 재판청구권의 소극적 측면으로 보고
있는지는 불명확하다. 다만 이들 두 교수의 견해는 재판청구권의 적극적 측면과 소극적 측면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일하다(성낙인(주 29), 558; 정종섭(주 3), 626).
32) 백윤철(주 6), 212; 김철수(주 1), 1062; 양 건, 헌법강의I, 법문사, 2007, 582; 허영(주 27), 369; 홍성
방, 헌법학, 현암사, 2007, 632 이하. 특히 홍성방 교수는 권영성 교수의 청구권적 성격과 자유권적 성격
의 이중적 성격을 부정하고 재판청구권의 소극적 측면은 자유권적 기본권에 대한 이해의 부족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한다.
33) 憲裁 1998. 5. 38. 96헌바4, 판례집 제10권 제1집, 618; 1992. 12. 24. 92헌가8, 판례집 제4권, 853;
1993. 7. 29. 90헌바35, 판례집 제5권 제2집,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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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적으로 가능해진다고 하겠다. 이 전제에 선다면, 소극적 측면에서 재판청구권을 침
해하는 것은 결국 적극적 의미의 재판청구권에 대한 침해로 보아야 하므로 자유권적 성격
을 인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을까 한다.

나. 제도적 보장
재판청구권은 소송상 기본권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사법제도의 근거규정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34) 즉 재판상의 독립과 공정한 재판이 보장되는 사법제도의
근거규정이 되고, 예외법원 금지의 근거가 된다.35) 제도적 보장으로서 재판청구권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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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 있는 권리보호’
를 의미하므로, 개인권리의 효과적인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해석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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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하며, 이를 위해 임시적 보전을 위한 가처분, 행정처분의 효력정지 등을 개별 법률에
서 인정하고 있다. 아울러 법원에 재판에 대한 집행의 권한과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36) 그
리고 이러한 제도보장의 성격으로 인해 재판청구권은 자연권적 성격보다는 사법제도의
존재를 전제로 국가 또는 헌법질서에 의해 구체화되는‘실정법상의 기본권’
이라고 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도 결정에서 이와 같은 입장을 밝히고 있다.37)

34) 김철수(주 1), 1063.
35) 백윤철(주 6), 211.
36) 위의 논문, 211. 다만 헌법재판소는 재판청구권의 의미에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라는 점에서
절차적 형성의 실질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으나, 구체적 내용에 있어서는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을 존중하는
해석을 행하고 있다. 따라서 절차적 위반을 이유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중대한
절차위반으로 인해 사실심 내지 법률심의 기회를 전면적으로 박탈당해야만 한다. 이에 대하여는 재판청구
권의 내용에서 다시 다루기로 한다.
37) 헌법 제27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고 규정하여 법원이 법률
에 기속된다는 당연한 법치국가적 원칙을 확인하고,‘법률에 의한 재판’즉, 절차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실
체법이 정한 내용대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이로써 위 헌법조항은‘원칙적으로 입법자에 의
하여 형성된 현행 소송법의 범주 내에서 권리구제절차를 보장한다고 판시하여 재판청구권의 실정법상의
권리성을 밝히고 있다(憲裁 2002. 10. 31. 2001헌바40, 판례집 제14권 제2집, 473). 이와 유사한 헌법
재판소 결정으로
“재판청구권의 실현은 재판권을 행사하는 법원의 조직과 소송절차에 관한 입법에 의존하
기 때문에 입법자에 의한 재판청구권의 구체적 형성은 불가피하며, 따라서 입법자는 소송요건과 관련하여
소송의 주체, 방식, 절차, 시기, 비용 등에 관하여 규율할 수 있다”
는 판시를 한 적이 있다(憲裁 2006. 2.
23. 2005헌가7, 2005헌마1163(병합), 판례집 제18권 제1집(상),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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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구권적 기본권
재판청구권은 법치국가적 질서의 실현을 위한 사법절차적 기본권이라는 점에서 국가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권리보장 내지 사법적 보호의무를 지고 있다는 점은 재판청구권의
본질상 당연히 도출된다고 할 것이다. 현행 헌법의 체계에서 볼 때 헌법 제27조 제1항의
제2항 내지 제5항의 내용은 형사피고인과 형사피해자에 대한 기본권이다. 그리고 다른
헌법규정들의 경우도 형사재판과 관련된 내용들이 주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일반적으
로 국가의 공권력, 특히 형벌권의 행사에 의한 기본권 침해사실이 역사적으로 아주 많이
있어왔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제27조 제1항에서 의미하는 재판은 적어도 형사재판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형벌권이외의 행정작용에 대한 행정재판을 받을 권
리도 형사재판과 마찬가지로 헌법 제27조 제1항에서 도출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일반적인 사법(私法)적 권리구제를 위한 기본권을 제27조 제1항에서 도출할
수 있는가? 독일의 경우 현행 헌법 제27조 제1항과 유사한 규정을 연방헌법에 규정하고
있다. 연방헌법 제19조 제4항은
“공권력에 의해서 그 권리를 침해당한 자에게는 소송의
길이 열려 있다. 다른 관할권이 입증되지 않는 한 정규소송이 인정된다. 제10조 제2항은
해당되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였다. 동 규정은‘사법행위청구권’
(Justizgewährungsanspruch)
을 보장하고 있는 것으로써 두 가지를 내용으로 한다. 하나는 개인이 사법기관으
로부터 사법행위의 청구권을 보장받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국가의 의무로서 전
체법 영역에서 분쟁의 결정을 위한 지속적인 법적 절차가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38) 독일에서의 사법보장청구권의 내용은 개별기본권에 대한 실질적 권리수
단이라는 점에서 형식적 주관적 공권으로 보고 있으며, 다만 사법절차의 절차형성과 관련
되어 법원의 절차전개과정에 있어서 실질적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본다.39) 이러한 독일의
사법보장청구권에 관한 논의는 현재 우리 헌법 제27조 제1항의 재판청구권의 법적성격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독일의 경우 사법(私法)의 영역에서 사법절차의 보장을 위해 법치국가원리의 한
내용으로 권리보호청구권(Rechtsschutzanspruh)에 관한 논의가 전개되었다. 권리보호청구

38) 김상겸(주 4), 165.
39) 김상겸(주 4),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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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에 관한 독일의 논의는 초창기 그 내용과 법적 근거에 관하여 논란이 많았다. 다만 학
계에서는 기본권과 법치국가원리에서 근거를 구하였으며, 개별기본권이 사법(私法)상 실
체법과 절차법을 통하여 방사효에 의하여 보장이 된다면,40) 사법적 권리분쟁에 대한 올바
른 판결에 대한 청구권은 일반적 사법보장청구권에 포함이 되어 별도로 구별할 필요가 없
다고 본다.41) 독일연방헌법재판소도 권리보호청구권 역시 헌법으로부터 나오며 사법행위
청구권과 구별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42)
현행 헌법의 규정을 볼 때 사법(私法)상 권리다툼에 대한 올바른 판결을 구한다는 의미
에서 별도의 권리를 인정할 필요가 없이 헌법 제27조 제1항에서 공·사법상의 권리분쟁에

헌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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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7
조

44)

의 규정은 공·사법상 사법적 절차보장을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점 에서 독일연방
헌법재판소의 입장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4. 절차적 기본권
절차적 기본권으로서의 재판청구권은 사법절차적 기본권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권리이
다.‘기본권 중의 기본권’
이자‘기본법의 제왕조항들(königlichen Artikeln)’또는‘법치국가
의 완성’
의 의미를 가진다.45)

40) 김상겸(주 4), 167.
41) 김상겸(주 4), 167.
42) BVerfGE 35, 348(362); 53, 352(360); 82, 126(155).
43) 이와 관련하여 민사소송법학상 소권과 관련지어 재판청구권의 관계가 문제된다. 이에 대한 상세는 백윤철
(주 6), 209 참조.
44) 헌법재판소는 이와 같은 결론을 수차 도출한 바가 있다. 즉 헌법재판소는 제27조 제1항은 법관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민사·행정·선거·가사사건에 관한 재판은 물론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아니할 권리를 보장한다고
해석하여 재판청구권을 통해 보장되는 사법(司法)절차청구를 위한 재판의 종류에 대하여 민사재판도 포함
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憲裁 1998,. 5. 28. 96헌바4, 판례집 제10권 제1집, 610 이하). 그 밖의 헌법
재판소 결정으로 憲裁 1992. 6. 26. 90헌바25, 헌판집 제4권, 343(349, 350); 2004. 12. 12. 2003헌바
105. 판례집 제16권 제2집, 505 참조.
45) 홍성방(주 32), 632; 권영성(주 24), 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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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적 기본권인 재판청구권의 내용을 사법행위청구권,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재
판 받을 권리, 법적 청문 청구권,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으로 보거나, 보호영역에 따
라 사법절차에의 접근을 위한 기본권과 사법절차상의 기본권으로 구분한다. 보호영역에
따른 구분 중 전자는 사법행위청구권을, 나머지는 후자에 속한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46)
절차적 기본권으로서 재판청구권에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포함된다.47) 헌
법재판소의 경우 94헌바2 결정에서 반대의견은 재판청구권의 내용에 관하여
“재판청구권
은 그 보호영역에 따라 사법절차에의 접근을 위한 기본권과 사법절차상의 기본권으로 나
눌 수 있고, 전자는 사법행위청구권을, 후자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
을 권리, 청문청구권,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그 내용으로 한다.”
고 하였다.48)

III. 재판청구권의 주체 및 효력
1. 재판청구권의 주체
재판청구권은 절차적 기본권으로서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라면 재판청구권의
주체가 된다.49) 따라서 자연인인 국민뿐만 아니라 외국인에게도 인정되며, 사법인은 물
론 공법인도 그 주체가 된다.50) 부분적인 권리능력밖에 없는 사법상의 결사에게도 보장이
된다.51)

46) 장
 석조,
“우리 헌법상 절차적 기본권 - 헌법 제27조의 재판청구권에 관한 해석론-”
, 헌법논총 제9집
(1998), 443 이하 참조.
47) 권영성(주 24), 593.
48) 憲裁 1997. 8. 21. 94헌바2, 판례집 제9권 2집, 235/236 참조; 1998. 9. 30. 98헌가 7 등 참조.
49) 홍성방(주 32), 633.
50) 홍성방(주 32), 633; 정종섭(주 3), 626; 성낙인(주 29), 558; 김철수(주 1), 1062;”
현행 정정보도청구권
제도는 언론의 자유와는 비록 서로 충돌되는 면이 없지 아니하나 전체적으로 상충되는 기본권 사이에 합
리적 조화를 이루고 있으므로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6조 제3항, 제19조 제3항은 결코 평등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하고, 언론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거나 언론기관의 재판청구권을 부당히 침해
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라고 판시하였다(憲裁 1991.09.16, 89헌마165, 판례
집 제3권, 518).
51) 권영성(주 24), 594; 성낙인(주 29), 558; 정종섭(주 3), 626; 김철수(주 1), 1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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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판청구권의 효력52)
주관적 공권성을 가지고 있는 재판청구권은 기본권의 일반적 효력인 대국가적 효력
을 가진다.53) 따라서 모든 국가작용은 이에 구속되며, 아울러 사인 상호간에도 적용이 된
다.54) 따라서 간접적용설에 따라 사인간에 발생하는 재판청구권의 침해에 대하여도 권리
구제가 가능하며, 재판청구권은 당사자의 합의로써 포기할 수 없으나, 다만‘부제소의 합
의’
나‘불항소의 합의’
는 가능하다.55)
헌
법

IV. 재판청구권의 내용

제
2
7
조

1. 개설
헌법 제27조의 핵심적 내용은 제1항의‘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
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
리이다. 제3항과 제5항은 재판의 공개와 신속성에 대한 권리 및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
술권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는 제1항의 재판청구권의 행사와 관련이 있는 규정이다.56)

52) 재
 판청구권의 자유권적 성격에 대한 논의의 실익은 절차적 기본권인 재판청구권의 주체문제라는 견해가
있다. 즉 실체적 기본권에 대하여는 주체성이 인정되지 않는 국가 또는 공법인에게도 절차적 기본권이 귀
속될 수 있는가에 대한 검토는 결국 재판청구권의 자유권적 성격에 대한 인정논의와 관련된 문제라는 것
이다(백윤철(주 6), 211; 김철수(주 1), 772).
53)“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있어서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현저한 수사미진과 중대한 이유모순 또는 이유
불비의 잘못이 있으면 그 처분은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라고 아니할 수 없고, 그로 말미암아 다른 형사사
건과 차별 없는 공정하고 성실한 수사를 받을 청구인의 기본권, 즉 평등권이 침해되었고, 그 결과 헌법 제
27조 제1항 소정의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도 침해된 것이다”
라고 판시하여 재판청구권의 대국가
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憲裁 1992. 6. 26. 92헌마7, 판례집 제4권, 462(470)이하; 1992. 11. 12. 91
헌마146, 판례집 제4권, 802(811)이하).
54) 성낙인(주 29), 559; 권영성(주 24), 602; 김철수(주 1), 1062.
55) 홍성방(주 32), 633; 김철수(주 1)(주 9), 772; 성낙인(주 29), 559; 양건(주 32), 582. 한편 대법원은
“원
래 소권은 사인의 국가에 대한 공권이므로 당사자의 합의로써 국가에 대한 공권을 포기할 수 없으며, 이
법리는 민사소송에서와 같이 행정소송에서도 동일하다.”
고 하였다(大判 1961. 9. 15. 94누4455 판결).
다만 재판청구권의 포기와 부제소의 합의 또는 불항소의 합의는 구별된다.
“특정한 권리나 법률관계에 관
하여 분쟁이 있더라도 항소하지 않기로 한 합의에 위반하여 제기한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고 판시
하였다(大判 1968. 11. 5. 68다1955 판결 등 일관하여 이렇게 인정함).
56)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은 형사피고인의 권리보호가 중심적인 내용을 이룬다는 점에서 제1항의 재
판청구권과 모순될 수 있으나, 형사재판이든 민사재판이든 국가의 공정한 공권력 행사와 민사분쟁의 공평
타당한 해결이라는 재판제도의 소임을 생각한다면 형사피해자의 재판정에서의 진술권보장은 국가의 공정
한 공권력행사와 민사분쟁의 공평타당한 해결과 결코 모순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재판청구권의 행
사가 관련이 있는 규정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신속하고 공개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규정한 제3항은 재판
청구권의 행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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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항의 경우‘무죄추정의 원칙’
을 규정한 것으로 형사피고인의 재판절차진행과정에서
발생하게 될‘낙인효과’
에 대한 일종의 법률적 제동장치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원칙으로
인해 재판이 계속 중이고 공소가 제기되었다고 하더라도 형사피고인은 실체적 진실발견
에 의해 유죄의 사실이 재판으로 확정되지 않는 한 일반 국민과 다르게 취급될 수 없다는
점을 헌법적 수준에서 확인하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2항은‘군사법원에 의한 재판’
을 규정한 것으로, 이는 재판청구권에 대한
중대한 예외가 된다. 우선 제2항에 의한 군사법원의 재판이 헌법 제37조 제2항의 기본권
제한의 일반원칙에 부합하는가의 문제는 적어도 그 설치자체에 대한 위헌성은 의문의 여
지가 없다고 하겠다. 다만 군사법원에 의한 재판, 즉 법원의 구성, 공판의 과정 등에 대한
입법이 재판청구권의 침해를 수반하는가, 그리고 그 침해가 헌법적으로 정당화되는 것인
가라는 점에서 군사법원이 행하는 구체적인 재판작용과 절차에 대한 위헌성이 문제될 뿐
이다.57)
이러한 규정체계를 고려할 때 헌법 제27조는 절차적 기본권으로서 재판청구권의 행사
에 대한 규정(제3항, 제5항)과 재판과정에서 인정되는 절차상 원칙에 관한 규정(제4항)
및 재판청구권의 제한(제2항)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재판청구권의 내용
을 제27조를 중심으로 본다면‘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신속
하고 재판을 받을 권리’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
와‘무죄추정을 받을 권리’
,‘형사피해자
의 재판절차진술권’
로 볼 수 있다. 헌법 제27조의 규정내용만을 본다면 재판청구권의 이
러한 분류체계는 일응 타당하게 보인다. 실제로 대부분의 학설도 재판청구권의 보호영역
을 동일하게 보고 있다.58)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1997.8.21. 94헌바2 결정의 반대의견59)에서는 재판청구권에 대
한 새로운 체계적 해석을 시도하였다. 반대의견은
“재판청구권은 그 보호영역에 따라 사
법절차에의 접근을 위한 기본권과 사법절차상의 기본권으로 나눌 수 있고, 전자는 사법행

57) 현
 행 군사법원법에 의한 군사법원의 재판과 그 구성 등에 대하여는 헌법 제27조, 제11조, 제37조 제2항
에 위반된다는 주장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는 재판청구권의 구체적인 내용에서 상세하게
언급하기로 한다.
58) 김철수(주 1), 1062 이하; 권영성(주 24), 594 이하; 허영(주 27), 369 이하; 성낙인(주 29), 558 이하;
정종섭(주 3), 626 이하; 홍성방(주 32), 632 이하; 양건(주 32), 582 이하 참조.
59) 판례집 제9권 제2집, 223(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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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청구권을, 후자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청문청구권, 신
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그 내용으로 한다. 범죄피해자가 가해자의 범행을 처벌해 줄
것을 법원에 청구할 권리 역시 사법행위청구권이므로, 재정신청제도는 국민의 헌법상 기
본권인 재판청구권을 형사절차법상 보장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로 볼 수 있다.”
고 판시
하여, 사법행위청구권이 재판청구권의 보호영역에 포섭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리고
헌법재판소 2007.04.26, 2005헌마1220 결정에서 재판관 조대현은 별개의견으로
“국가
의 사법작용은 국민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에 이를 구제하여 기본권을 최대한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국민은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 국가에게 기본권 침해의 구제
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기본권 침해의 주체가 국가기관이 아니라 사인(私人)인 경우에
도 마찬가지이다. 국민의 기본권구제청구권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국가에게 적정한 사법
작용을 청구하는‘사법구제청구권’
이라고 할 수 있다. 사법구제청구권은 기본권을 실질적
으로 보장받기 위하여 필수적인 것이므로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권으로서 헌법상
보장된다.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재판청구권과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헌법 제27
조), 형사보상청구권(헌법 제28조), 국가배상청구권(헌법 제29조), 범죄피해자의 구조청
구권(헌법 제30조) 외에 헌법소원심판청구권(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범죄피해자의
고소권(형사소송법 제223조)도 사법구제청구권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
라고 판시60)하여
재판청구권을 포함하는‘사법구제청구권’
을 제시하였고, 또 다른 결정에서
“… 또한 헌법
제27조 제1항은‘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
을 권리를 가진다.’
라고 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과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
고 있다. 재판청구권은 재판이라는 국가적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적극적 측면과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이 아닌 자에 의한 재판이나 법률에 의하지 아니한 재판을 받지 아니하
는 소극적 측면을 아울러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때 헌법 제27조 제1항은 법관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민사·행정·선거·가사사건에 관한 재판은 물론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아니할 권
리를 보장한 것이라 해석된다.”
고 판시61)하여 재판청구권의 적극적 측면을 언급하고 있다
는 점에서 사법행위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봄에 무리가 없을 듯하다. 그리고 98
헌가7 결정에서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에서 민사소송법과는 별도

60) 헌법재판소 2007. 4. 26. 2005헌마1220, 공보 제127권 , 535.
61) 헌법재판소 1998. 5. 28. 96헌바4, 판례집 제10권 1집 , 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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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발송송달의 특례를 인정하는 것이 위헌인지 여부와 관련되어,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은
재판청구권의 내용인‘법적청문청구권의 관점’
에서 위헌여부를 심사하였으며, 94헌바2결
정에서는 사법행위청구권과 구별되는 법적청문청구권62)의 존재가 반대의견에서 수용되
고 있다.63)
따라서 이하에서는 헌법 제27조의 규정과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나타난 재판청구권의
보호내용들을 중심으로 하여 재판청구권의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2. ‘재판’을 받을 권리(=사법행위(보장)청구권)
가. 의의
‘재판’
을 받을 권리는 적극적인 의미에서는 국가에 대하여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를 말하며, 소극적으로는 제27조 제1항 법문의 표현상‘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
이 아닌
자에 의한 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를 말한다.64) 국가에 대한‘재판’
의 요구는 결국 국가의
일정한 사법적 행위를 청구하는 것으로 재판을 받을 권리는 국가에 대한 사법(司法)행위
청구권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재판을 받을 권리의 중요한 성격을 의미하는
‘사법행위청구권’
으로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의미에 대하여 먼저 살펴보기로 하고, 이어
서 구체적인 보장내용 내지 형태를 알아보기로 한다.

나. 사법행위청구권으로서‘재판’
을 받을 권리
사법행위청구권(Justizgewährungsanspruch, 협의의 재판을 받을 권리)은 국가에 대하여
법원에서의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국민의 법원에의 접근보장을 통한 일반적
구제수단의 확립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적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다.65)

62) 법
 적청문청구권에 대하여는 현재 논의가 많지 않다. 이에 대하여는 백윤철(주 6), 215 이하; 장석조(주
6); 同人(전주 47); 한수웅(주 6), 368 이하; 변종필, 형사소송에서의 진실개념,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
문, 1999. 6 참조.
63) 헌법재판소 1998. 9. 30. 98헌가7, 판례집 제10권 제2집, 484 이하 참조; 장석조(주 6), 437
64) 김철수(주 1), 1068.
65) 장
 석조,
“사법행위청구권-재판을 받을 권리-”
, 안암법학 통권 제6호(1997), 323 이하 참조. 장석조 교수는
사법행위청구권과 민사소송상 권리보호청구권과 구별되는 개념이라고 설명하고 있다(장석조(주 46), 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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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위청구권을 중심으로 재판청구권의 보호영역을 살펴본다면, 사법행위청구권의 실현
을 위한 법원의 설치 및 법원에의 접근가능성 보장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고 볼 수 있고, 사법
절차가 개시된 이후의 절차의 구체적 형성은 사법행위청구권의 보호영역으로 볼 수 없다.66)
사법행위청구권은 재판청구권의 주체가 되는 자라면 귀속주체가 될 수 있다. 다만 사
법행위청구권이 국가에 대한‘재판’
이라는 사법작용을 요구할 수 있는 청구권이므로‘권
리보호의 필요성’
을 갖추어야 한다.67) 여기서‘권리보호의 필요성’
은 재판을 청구할 자격
이 있는 자가 법적 판단을 구하기에 적합한 사건에 관하여, 소를 제기할 필요성 또는 이
익(소의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결국 사법절차형성에 관한 입법자의 입법형
성 작용인 개별소송절차의 구체화를 통해 권리보호의 필요성은 정해진다.68) 즉 사법행위
청구권으로서 재판청구권은 법원조직법이나 절차법과 같은 입법자의 구체적인 형성을 전
제로 한다.69) 다만 이러한 구체적인 입법자의 형성작용이 무제한적인 의미의 그것으로 볼
수 없다. 적어도 헌법재판소가 판시하였듯이 법적 분쟁시 독립된 법원에 의하여 사실관
계와 법률관계에 관한 한번의 포괄적 심사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70) 이러한 의미에서
헌법상 재판청구권은‘한번의 법률심과 사실심에서의 심리검토의 기회’
를 핵심적 내용으
로 한다고 말할 수 있다.71)
정당한 귀속주체이며 권리보호의 필요성이 입증된다면 사법행위청구권의 요건이 충족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사법행위청구권의 개시요건의 충족을 전제로 그 보장내용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범주화할 수 있다. 첫째, 법원(재판기관 및 집행기관)의 설치, 둘째, 법원
에의 접근보장이다.72)
현행 헌법은 법원의 설치와 관련하여 제5장에서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법원의 설치
에 관한 사법행위청구권의 보장은 헌법적 권한분배체계에 기초하여 개별국민의 권리보호를

66) 장석조(주 46), 453.
67) 장석조(주 46), 454 이하 참조.
68) 憲裁 2006. 2. 23. 2005헌가7, 2005헌마1163(병합), 판례집 제18권 제1집(상), 72.
69) 한수웅(주 6), 349.
70) 憲裁 1992. 6. 26. 90헌바25, 판례집 제4권, 343 참조.
71) 한수웅(주 6)(각주 20), 350.
“사법행위청구권의 보호영역-권리보호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 인권과 정의
72) 김상겸(주 4), 162; 장석조,
제263호(1998. 7), 5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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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접근가능성이 충분하게 보장되도록 지역적으로 분배하여 설치할 의무를 국가는 부
담하게 된다.73) 따라서 법원의 개념 및 권한분배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제도의 설치·운영
은 일차적으로 기본권인 사법행위청구권의 제한 또는 침해의 문제로 볼 수 없다.74) 그러
나 법원이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표지조차 구비하지 못한 기관에 의한 권리보호라면 이
는 사법행위청구권의 침해로 볼 수 있게 된다.75) 법원에의 접근 보장은 국민이 직접 자신
의 이해관계에 대한 법적 사항을 법원에 제출하여 그에 대한 재판 및 집행을 구할 수 있
다는 의미로, 법원에의 접근가능성을 보장하는 의미일 뿐, 특정내용의 재판을 받을 권리
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76)

다. 심급과 재판청구권
(1) 내용
심급이라 함은 법원의 사물관할로서 현행법상 사건의 종류에 따라 항고와 상소절차가
차이는 날지라도77) 전체적으로 3심제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심급제도는
특히 3심제의 구조는 사법작용상 본질적인 의미에서가 아니라 장기적인 제도운영에 의하
여 생긴 결과일 뿐이다.78) 따라서 심급제도에 관련된 심급의 이익이라는 것은 소송경제적
측면에서나 재판청구권의 실효적 보장을 위하여 제한을 가할 수 있으며 입법자의 입법형
성의 문제이다.79) 헌법재판소가 재판청구권의 보장영역 중 핵심적 영역으로 판시한 것은
사실심과 법률심에 걸쳐 한 차례의 심리기회의 보장이라고 판시한 이상 이 범위 내에서의

73) 장석조(주 46), 486.
74) 장석조(주 46), 487.
75) 헌법재판소는 이와 동일한 취지에서
“특허법 제186조 제1항에 따른 특허청의 심판절차에 의한 심결이나
보정각하결정은 특허청의 행정공무원에 의한 것으로서 이를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이라고
볼 수 없다.”
고 판시하였다(憲裁 1995. 9. 28. 92헌가11등, 판례집 제7권 제2집, 264). 그 밖에 결정으로
憲裁 2002. 2. 28. 2001헌가18, 판례집 제14권 제1호, 98(105) 참조.
76) 장석조(주 46), 487. 憲裁 1992. 6. 26. 90헌바25, 판례집 제4권, 363 이하 참조.
77) 가령 단독사건의 경우 제1심은 지방단독판사이며 2심은 지법본원합의부가 된다. 반면에 합의사건의 경우
에는 제1심이 지법 합의부가 되며, 제2심은 고등법원이 된다.
78) 송상현, 민사소송법, 박영사, 2004, 62.
79) 이와 같은 이유에서 헌법재판소는 형사소송법 제380조가 상고이유서 제출을 하지 않는 경우 상고기각을
하도록 한 것도 합헌이라고 하였고(憲裁 2004. 11. 25. 2003헌마439, 판례집 제16권 제2집(하), 425),
서울고등법원에 한 차례의 인도심사만을 받게 하며 이 결정에 대하여 아무런 불복방법도 마련하지 않고
한 차례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면서 그에 대한 상소를 불허한 범죄인도법 제3조는 재판청구권의 침
해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憲裁 2003. 1. 30. 2001헌바95, 판례집 제15권 제1집, 69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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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의 이익은 헌법상 보호되는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의미에서 심
급의 이익은 모든 재판을 받을 권리를 헌법적으로 보장한다고 할 수 없다는 점에서80) 재
판청구권의 내용으로 논란이 되는 문제들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2) 상고심 재판을 받을 권리
헌법은 제101조 제2항에서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구성된다.”
고하
였다. 국가에게‘재판’
을 청구한다는 것은 결국 이들 법원에 대한 사법작용을 청구하는 것
이므로 재판청구권은 상고심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기본권으로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사법행위청구권으로서 재판을 받을 권리는 그 권리의 대상이라 할 수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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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재판과 관련된 일련의 사법보장구조와 절차를 입법자의 형성작용으로 보는 이상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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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드시 모든 사건의 경우에 상고심 재판을 받을 권리를 포함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80) 김
 상겸 교수는 심급제도의 헌법적 보장은 주관적 권리로서의 보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김상
겸(주 4), 176). 대법원도 동일한 입장이다(大判 1963. 10. 22. 63다29; 1966. 11. 22. 66도1240. 집
14(3형), 38; 1976. 11. 9. 76도3076, 공 550, 9505).
81) 헌법재판소는 심급제도의 의의와 상고심 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하여 역시 이와 동일한 입장에서
“헌법이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규정하였다고 하여 대법원으로 하여금 모든 사건을 상고심으로서 관할할 것을 요
구하는 것은 아니며,‘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가 사건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건에 대하여 대법원을 구성하는 법관에 의한 균등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의미한다거
나 또는 상고심재판을 받을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심급제도는 사법에 의한 권리보호에
관하여, 한정된 법발견 자원의 합리적인 분배의 문제인 동시에 재판의 적정과 신속이라는 서로 상반되는
두 가지의 요청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의 문제로 돌아가므로 기본적으로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사항이고, 상고 허용 여부의 객관적 기준은 상고제도를 어떠한 목적으로 운용할 것인가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바, 상고제도의 목적을 법질서의 통일과 법발전 또는 법창조에 관한 공익의 추구에 둘 것인지 구체적
사건의 적정한 판단에 의한 당사자의 권리구제에 둘 것인지 아니면 양자를 다 같이 고려할 것인지는 역시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그 중 어느 하나를 더 우위에 두었다하여 헌법에 위반되는 것
은 아니다”
라고 판시하였고(憲裁 1995. 1. 20, 90헌바1, 판례집 제7권 1집, 2), 이와 유사한 입장에서
“헌
법 제101조 제2항은‘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 조직된다’
고 규정하고 제102조 제3항
은‘대법원과 각급 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
고 규정하여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고 그 아래에 심급
을 달리 하여 각급 법원을 두도록 하고 있다. 헌법이 위와 같이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규정하였다고 하여
대법원이 곧바로 모든 사건을 상고심으로서 관할하여야 한다는 결론이 당연히 도출되는 것은 아니다. 헌
법 제102조 제3항에 따라 법률로 정할‘대법원과 각급 법원의 조직’
에는 그 관할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며,
따라서 대법원이 어떤 사건을 제1심으로서 또는 상고심으로서 관할할 것인지는 법률로 정할 수 있는 것으
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헌법 제110조 제2항이 군사법원의 상고심을 대법원이 관할하도록 정하
고 같은 조 제4항이 군사법원에서의 단심재판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107조 제2항이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의 위헌·위법 여부에 대한 최종적 심사권이 대법원에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범위내
에서는 대법원에서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헌법상 보장되지만, 그 이외의 다른 모든 경우에도 심급제도를
인정하여야 한다거나 대법원을 상고심으로 하는 것이 헌법상 요구된다고 할 수는 없다”
고 판시하였다(憲
裁 1997. 10. 30, 97헌바37, 판례집 제9권 2집, 518; 2002. 6. 27. 2002헌마18, 판례집 제14권 제1집,
555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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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에서는 상고심 재판을 받을 권리가 헌법상 기본권 내지 보장영역에 해당하는지와 관
련되어 구체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항소심과 상고심에 대한 제한’
인 상고이유제한·상
고허가제, 상고심리불속행제도, 상고제한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한다.82)
(가) 상고이유제한·상고허가제
상고이유를 제한한다거나 일정한 경우에만 상고를 허용하는 상고허가제가 상소심 재판
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느냐가 문제된다. 상고이유와 상고허가제를 규정한 법률은‘(구)소
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와 제12조에서 규정하였다. 이후 1990년 1월 13일 동법률
이 개정되어 제11조와 제12조는 삭제되었다.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83)와 대법원84)은 각
각 합헌으로 보았다. 그러나 사실심의 경우 한 차례의 심리보장의 기회를 준다면 재판청구
권의 최소보장에 반하지 않으므로 합리적인 이유로 상고이유를 제한할 수 있으나,85) 법률
심인 대법원이 최종심이 되어야 하므로, 법률심의 상고이유제한은 재판을 받을 권리의 제
한이므로 위헌이라는 견해가 있다.86) 하지만 현실적으로 대법원에 무제한의 법률심을 의무
지우기는 대법원이 갖는 여러 가지 인적, 물적 제약요건 하에서 어려운 측면이 있다.

82) 다
 만 여기서 상소심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가 문제가 된다는 것은 재판청구권의 핵심적 보장영역에 대
한 침해를 말하는 것으로 상소심 재판을 받을 권리의 전면적 부정으로 볼 수 있는 가이다. 다시 말하면 헌
법재판소가 판시한 한 차례의 사실심과 법률심의 보장으로 볼 수 없는 것인가이다. 따라서 상고이유제한
· 상소허가제 등이 과연 이와 같은 최소한의 보장을 부정하는 것인가라는 점에서 판단하게 된다.
83) 憲裁 1995. 1. 20, 90헌바1, 판례집 제7권 1집, 1 이하.
84) 大
 判 1989. 12. 15. 88카75, 공 865, 261.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하여 항소를 금지한 (구)민사소송법 제
361조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가. 이미 확정된 본안재판의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고 상호 모순되는 재판
을 방지하며 불필요한 상소로 인한 법원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민사소송법 제361조의 입법목적은 정
당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하여 상소할 수 있는 권리를 일정한 경우로 제한하는
방법을 택한 것은 적정하며, 위 법률조항이 본안재판에 대한 불복과 함께 소송비용의 재판에 불복하는 것
까지 봉쇄하는 것이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입법자가 위 조항을 제정함에 있어 입법재량을 현저하게 불
합리하게 또는 자의적으로 행사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위 조항이 헌법 제27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나. 위 법률조항이 소송비용에 대한 독립적인 상소를 제한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소송비용청구
권을 제한한 것은, 위에서 본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그 방법의 적정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재산권의 본질적
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거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헌법 제23조 제1
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도 없다.”
고 판시하여 합헌으로 보았다(憲裁 1996. 2. 29. 92헌바8, 판례집 제8권
1집, 98).
 와 관련되어 대법원은 양형부담을 사유로 한 상고이유를 제한한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위헌여부
85) 이
에 대하여 소극적 입장이다(大判 1997. 7. 11. 97도1355, 공 1997 하, 2589).
86) 김철수(주 1), 1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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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상고심리불속행제도
1) 상고심리불속행제도의 도입과정
대법원의 재판권에 관한 법원조직법 제14조, 상고이유와 재항고이유에 관한 민사소송
법 제422조와 제423조, 제442조 등을 볼 때 최고법원의 재판에 관하여 대륙식 개괄주의
를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87) 이러한 형식의 최고법원의 재판에 대한 운영방식으로 인
해 한풀이식 상고가 급증하였고, 실질적 사실인정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법령위반으로
주장되는 경우가 빈번하여 최고법원의 기능회복과 남상고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하여 헌
법위반과 대법원 판례위반으로 상고이유를 한정하고 중대한 법령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상고하도록 하는 상고이유제한제와 허가제를 내용으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였으나, 1990년 민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폐지되었다. 그러
나 남상고에 대한 제한을 하여야 할 현실적 필요성은 강했고, 이에 따라 1993년 10월 발
족된 사법제도발전위원회에서 건의한 바를 토대로 1994년‘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을
통과시켜, 남상고(濫上告)를 여과할 수 있는 제도로서‘심리불속행제도’
를 도입하였다.88)

2) 상고심리불속행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입장
상고심리불속행제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대한
결정에서 헌법상 보장되는 재판을 받을 권리에 상고심 재판을 받을 권리까지 포함되는지
여부와 상고심 심리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을 정한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1항이 합리성이 없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상고
심 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한 특례법 제5조 제
1항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가. 헌법이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규정하
고 있다고 하여 대법원이 곧바로 모든 사건을 상고심으로서 관할하여야 한다는 결론이 당
연히 도출되는 것은 아니며, 헌법 제27조 제1항이 보장하는 재판청구권으로서‘헌법과 법
률이 정하는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가 사건의 경중을 가리지 아니
하고 모든 사건에 대하여 대법원을 구성하는 법관에 의한 균등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의미

87) 송상현(주 79), 721.
88) 송상현(주 79), 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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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거나 또는 상고심재판을 받을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나. 심급제도
는 사법에 의한 권리보호에 관하여 한정된 법발견 자원의 합리적인 배분의 문제인 동시에
재판의 적정과 신속이라는 서로 상반되는 두 가지의 요청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의 문제
로 돌아가므로, 대법원의 최고법원성을 존중하면서 민사, 가사, 행정 등 소송사건에 있어
서 상고심재판을 받을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을 정한 이 사건 특례법 제4조 제1항은 개별적
사건에서의 권리구제보다 법령해석의 통일을 더 우위에 둔 규정으로서 그 합리성이 있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다. 상고심 심리 불속행 판결의 경우 이유를 붙이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사건의 보다 신속한 처리를 위한 것이고 판결의 이유는 하급심판결에서 사
실상 모두 설명된 것이어서 재판청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고 판시하여 합헌
결정을 하였다.89) 대법원도 헌법재판소와 동일하게 합헌으로 보았다.90)

(다) 상고권의 제한
1) 형사소송에서의 상고이유서 부제출로 인한 상고기각
형사소송법은 제380조에서
“상고인이나 변호인이 제379조 제1항의 상고이유서 제출기
한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단 상
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고 규정하여 상고이유서를 기한 내에 미
제출할 경우 상고장에 이유기재가 되어 있지 않는 한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형사재판에서의 상고심에 대한 제한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상고심 진행의 조건으로서 상고이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국민의 재판청구권, 즉 상고심 재판을 받을 권리의 전면적 부정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89) 헌
 법재판소 2005. 9. 29, 2005헌마567, 공보 제108권, 1060; 이와 동일한 결정으로 憲裁 2004. 12.
16. 2003헌바105, 판례집 제16권 제2집(하), 505; 2002. 6. 27. 2002헌마18, 공보 제70권, 76 이하;
1997. 10. 30. 97헌바37, 95헌마142·215·96헌마95(병합), 판례집 제9권 제2집, 502. 한편 헌법재판소
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심리불속행제도에 대하여도 합헌결정을 하였다(憲裁 2002.5. 30. 2001헌마781,
판례집 제14권 제1집, 555 이하 참조).
90)“헌법

제2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국
민의 권리에 모든 사건에 대해 상고법원의 구성법관에 의한, 상고심절차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까지 포
함된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동 조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더 나아가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기각의 판결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불과하므로, 위 특례법 조항이 헌법 제27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大判 1995. 7. 14. 95카41, 공 1995, 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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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위헌으로 볼 수 없다. 헌법재판소도 이와 동일한 입장에서 헌법에 위반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91)
2)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현행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는 소액사건에 대한 지방법원본원 합의부의 제2심판결이나
결정·명령에 대하여는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위반여부와 명령·규칙 또는 처
분의 법률위반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때,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에
대법원에 상고 또는 재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92)와 대법원93)
은 합헌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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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항소심 재판을 받을 권리
항소심 재판을 받을 권리가 상고심 재판을 받을 권리와 마찬가지로 재판을 받을 권리에
포함이 되는가가 역시 문제된다.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상고심에 관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유사한 입장에서
“헌법 제27조 제1항이 규정하는 재판을 받을 권리가 항소심재판

91)“1.
 헌법 제27조 제1항이 규정하는 재판청구권이 상고심재판을 받을 권리를 반드시 포함하는 것이 아니고 입법
자가 형성한 법률에 의하여 재판을 받을 권리를 의미하는 한, 상고이유서 미제출의 경우 상고기각결정을 할지 아
니면 상고이유서 제출의무를 부과하지 않을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입법자가 형사 상고심의 구조와 성격, 형사사
법 절차의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할 입법재량에 속하는 문제라는 점에서, 일정한 경우 법률로써 상고심재판을 받
을 기회를 제한하는 것은 가능하다. 2. 상고심의 신속·원활한 재판이라는 입법목적을 갖고,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후 일정한 기간 내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상고기각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
항은 그 목적에 있어서 정당하고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책
임이 아닌, 우편집배원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소송기록접수통지를 송달받지 못하여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못
한 경우에도 형사소송법상 판결정정제도, 상소권회복청구 등의 구제절차를 갖추고 있는 점에서 최소침해성의 원
칙도 충족하고 있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헌법 제27조 제1항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憲裁 2004. 11. 25. 2003헌마439, 판례집 제16권 2집(하), 425).
92)“소액사건에

관하여 일반사건에 비하여 상고 및 재항고를 제한하고 있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는 헌법제27조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고, 상고제도라고 한다면 산만하게 이용되기보다 좀 더 크고 국민의 법률
생활의 중요한 영역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집중적으로 투입 활용되어야 할 공익상의 요청과 신속·간편·저렴하게
처리되어야 할 소액사건절차 특유의 요청 등을 고려할 때 현행 소액사건상고제한 제도가 결코 위헌적인 차별대
우라 할 수 없으며,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는 것이지 근본적으로 박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결국 위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憲裁 1992. 6. 26. 90헌바25, 판례집
제4권, 343). 이후의 결정에서도 헌법재판소는 역시 합헌으로 보았다. 憲裁 1995. 10. 26, 94헌바28, 판례집 제
7권 2집, 464(471).
93)

제3조 제1호는 소액의 민사사건을 간이한 절차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상고이유를
“소액사건심판법
일반 민사소송법에서의 그것에 비하여 제한한 바 있으나 그로 인하여 상고권을 박탈하였다고 볼 수 없으니 위
조항이 헌법 제11조 제1항이나 제27조 제1항에 위배된 규정이라고는 할 수 없다”
(大判 1989. 12. 24. 89카
55, 공 867, 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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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받을 권리를 반드시 포함하는 것이 아니므로, 항소이유서 제출의무를 부과하지 않을지
아니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항소기각결정을 할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입
법자가 형사 항소심의 구조와 성격, 형사사법 절차의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할 입법재량에
속하는 문제이며, 따라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후 일정한 기간 내 항소이유서를 제출
하지 아니한 경우 항소기각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아 헌법 제27조 제1항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
는다.”
고 판시94)하여 부정하였다.

(마) 헌법소원심판을 받을 권리
재판청구권의 본질은‘효율적인 권리보호’
와‘효과적인 권리보호’
이다. 즉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권리보호의 요청은 특정한 형태의 권리구제절차를 입법자에게 정하도록 하는
입법적 위임 내지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적어도 법원에서의 재판절차가 법률상 권리
의 구제절차이자 동시에 기본권의 구체절차를 의미한다면 법원에 의한 기본권의 보호는
이미 기본권 영역에서의 재판청구권을 충족시키게 된다.95) 따라서 국민의 헌법소원을 청
구할 권리는 재판청구권에서 당연히 파생되지 않으며, 재판청구권이 아닌 헌법소원을 규
정하는 별도의 헌법규정에 의하여 비로소 부여되는 것이다.96) 이는 국가기관의 구성규정
이나 권한규정에서 곧바로 기본권을 도출할 수 없다는 점에서도 더욱 분명하다. 즉 헌법
소원심판제도가 헌법 제111조 제1항에 헌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면 헌법소원을 청구할 권
리는 어디까지나 헌법재판소법이 규율하는 절차와 구조에 의해 행사할 수 있는 법률상 권
리이며, 동시에 헌법개정권자의 결단에 의해 언제든지 폐지할 수 있으므로 기본권으로 볼
수 없다.97)

94) 憲裁 2005. 3. 31, 2003헌바34, 판례집 제17권 1집, 363.
95) 한수웅(주 6), 352.
96) 한수웅(주 6), 353.
97) 한수웅(주 6), 354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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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가. 의의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
에 의하여 재판을 받을 권리는‘헌법’
과‘법률’
이 정한 자격
과 절차에 의하여 임명되고,‘물적 독립’
과‘인적독립’
이 보장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의미하며,98) 이는 사법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관할규범
에 따라 정해진 법관 스스로가 사건과의 이해관계나 편파의 우려로 말미암아‘재판의 공
정성’
을 보장할 수 없다면 그러한 법관을 배제할 수 있는 가능성을 국민에게 부여한 것이
다.99) 그리고‘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
의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물적 독
립’
인‘직무상 독립’
은 사법의 객관성과 중립성을 헌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핵심적 표현
이며, 자의적인 파면이나 불리한 처분 등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하기 위한‘인적 독립’
인
‘신분상 독립’
을 통하여‘사법권의 독립’
은 더욱더 공고해진다고 볼 수 있다.100) 헌법 제
103조는 이러한 법관의 직무상 독립을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
립하여 심판한다.”
고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동시에 사법적 판단의 기준을 제시하
고 있다고 할 수 있다.101)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
은 사법권의 외부적 세력에 대한 독립 이외에 사건배당의 임
의적 조작, 법원의 관할 조작 등과 같은 방법으로 재판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기능도 있다.102) 따라서 법원의 조직과 절차 이외에‘사건의 배당’
을 어떠
한 방법으로 하느냐는 중요한 문제이다.103) 그러므로 개별사건의 담당법관 선정은 법원조
직법, 소송법상 재판관할규정과 보완적 지침으로서 법원의 직무분담계획표에 의거하여 사

98) 憲
 裁 1996. 3. 28. 93헌바27, 판례집 제8권 제1집, 179 이하; 2004. 11. 25. 2003헌마439, 판례집 제
16권 제2집(하), 425.
99) 정종섭(주 3), 627.
100) 한수웅(주 6), 346.
101) 한수웅(주 6), 347; 憲裁 2002. 2. 28. 2001헌가18, 판례집 제14권 제1집, 98 이하 참조.
102) 한수웅(주 6), 347; 憲裁 1993. 11. 25. 91헌바8, 판례집 제5권 제2집, 396 이하.
103) 정
 종섭(주 3), 627. 정종섭 교수는 이를‘헌법적 문제’
로 보고 개별사건을 법원의 장이 임의로 특정 법관
에게 배당하는 것은 재판의 독립과 공정성에 어긋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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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일반적·추상적으로 확정되고 예측가능한 것이어야 한다.104) 이러한 의미에서‘헌법
과 법률이 정한 법관’
이라 함은 물적·인적 독립뿐만 아니라‘재판관할을 규정한 법률에 의
하여 재판을 담당하도록 하는 사전에 정해진 법관’
을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105) 106)

나. 사법행위청구권과의 상호관계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를 학설의 경우 대부분 헌법 제27조
제1항 재판청구권의 내용으로 본다.107) 이는 헌법 제27조 제1항에서‘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재판청구권의 내용으로 보는 것이 그다지 무리
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도 일련의 결정에서 학설과 유사한 입장을 취하
였다.108) 하지만 이러한 학설과 헌법재판소의 태도에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의 보장이
사법행위청구권과의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별로 없는 실정이다.

104) 장석조(주 46), 577, 583; 한수웅(주 6), 347.
 수웅(주 6), 348. 한편 헌법재판소는‘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
105) 한
에 관하여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
과 절차에 의하여 임명되고 물적 독립과 인적독립이 보장된 법관을 의미한다.”
고 판시하여‘재판관할
을 규정한 법률에 의하여 재판을 담당하도록 하는 사전에 정해진 법관’
의 의미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
았다(憲裁 1993. 11. 25. 91헌바8, 판례집 제5권 제2집, 396(409); 1995.9. 28. 92헌가11, 93헌가
8·9·10(병합), 판례집 제7권 제2집, 264(296); 2002. 2. 28. 2001헌가18, 판례집 제14권 제1호,
98(105)).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헌법이 정한 자격과 절차에 의한 임명’
이란 있을 수 없
고,‘법률이 정한 자격을 갖추고 합법적으로 임명된 법관’
에 의하여 사법기능이 수행되어야 하는 것은 법
관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기능을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요청이기에 헌법 제27조 제1항의‘헌법과 법률
이 정한 법관’
이 단순히 이러한 사실을 표현하기 위해 규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재판관할을
규정한 법률에 의하여 재판을 담당하도록 하는 사전에 정해진 법관’
이라는 의미를 추가하여야 한다는 견
해가 있다(위의 논문, 348, 각주 17).
106) 현
 행‘법관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에 의하면, 현재 법원에서는 각급 법원장 및 지원장이
사건배당을 주관한다. 사건의 배당방식은 각급 법원장 및 지원장의 판단에 따라 사건을 판사에게 배당하
는 방식을 취한다. 법원에 따라서는 사건배당의 순서를 정해 놓고 순서에 따라 자동으로 배당하기도 한
다. 예컨대 서울고등법원에서는 하루 배당될 건수를 배당건재부에 접수번호순서대로 기재하고, 그 다음
날 법원장이 배당건재부에 기재된 사건 중 아무거나 임의로 골라 1번으로 정한다. 그러면 1번으로 정해
진 번호로부터 시작하여 사무분담 배당비율표에 따라 배당된다(정종섭(주 3), 627).
107) 김
 철수(주 1), 1062; 권영성(주 24), 596; 구병삭, 신헌법학원론, 박영사, 1997, 674 이하; 성낙인(주
29), 559; 허영(주 27), 368; 홍성방(주 32), 633; 양건(주 32), 582; 정종섭(주 3), 626.
108) 憲
 裁 1993. 11. 25. 91헌바8, 판례집 제5권 제2집, 396 이하 참조; 1997. 8. 21. 94헌바2, 판례집 제9
권 제2집, 223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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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하여‘법률이 정한 법관’
에 의하여 재판을 받을 권리는 수소법원의 구성원리에 관
한 것으로서 법원의 절차에의 집근가능성을 의미하는 사법행위청구권과 다르기 때문에 이를
사법행위청구권과는 다른 별개의 절차적 기본권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견해가 있다.109) 110)

다.‘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
의 의미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
이라 함은 헌법 제103조에 조직된 법률, 즉 법원조직법 제41
조·제42조에 정한 자격이 있는 자로서, 헌법 제104조 및 법원조직법 제41조에 정한 절
차에 따라서 법원을 구성하기 위해서 임명되고, 헌법 제105조·제106조·제103조에 의해
인적·물적 독립이 보장된 자들로서, 법원의 구성과 관할 및 그 사무분배 등에 관하여 법
률의 규정에 의한 권한을 갖고 제척 기타의 사유에 의하여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하는 것
이 금지되지 아니한 법관을 말한다.111)

라.‘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
의 재판을 받을 권리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의‘재판’
을 받을 권리는 헌법과 법률의 요건을 구비한 국가기
관(사법부)에 근무하는 법관에 의한‘재판’
을 받을 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여기서‘재판’
의 의미와 재판을 받는다고 할 때 구체적인‘재판작용의 범위’
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재판이라 함은 법적인 쟁송을 심판하는 국가작용으로 그 범위는, 대체로 법관이 사실을
확정하고 법률을 해석·작용하는 것을 의미한다.112) 헌법재판소는 기소유예처분도 피의자
의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113)

109) 장석조(주 6), 452. 이와 유사한 결정으로 94헌바2 결정의 반대의견에서 개진된 바 있다.
110) 독일연방헌법 제101조는 제1항에서
“특별법원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누구든지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제2항에서는
“특별사항분야를 제외한 법원은 법률에 의해서만 설치될 수 있
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특별법원’
에 관한 규정으로서 제1항 제2문이 현행 헌법 제27조 제1항과 유
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독일연방헌법의 경우‘법률’
로 정한 법관이라고 되어 있는
반면에 현행 헌법 제27조 제1항은‘헌법’
이 추가되어‘헌법’
과‘법률’
이 정한 법관으로 규정한 점이다. 독
일의 경우 제1항의 법적 성격을 객관적 헌법규범(objektive Verfassungsnormen)으로 보아 일종의‘제도
적 보장’
으로 보고 있으며, 권리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기본권 유사의 권리’
라고 하는 것이 연방헌법
재판소의 입장이다(BVerfGE, 4, 416; 17, 299; 26, 281; 장석조(주 46), 577 이하 재인용).
111) 김철수(주 1), 1063 이하; 권영성(주 24), 596; 양건(주 32), 583.
112) 김
 철수(주 1), 1064; 양건(주 32), 582; 憲裁 1992. 6. 26. 90헌바25, 판례집 제4권, 343 이하; 2000.
6. 29. 99헌바66등(병합), 판례집 제12권 제1집, 848 이하.
113) 憲裁 1992. 11. 12. 91헌146, 판례집 제4권, 598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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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의‘재판’
을 받을 권리의 침해가 문제되는 사안이 적지
않게 등장한다. 이하에서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의‘재판’
을 받을 권리의 침해여부가
문제되는 구체적인 문제들에 대한 헌법적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1) 군사재판
(가) 연혁
군사재판에 관한 현행헌법 제27조 제2항은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
의 영역 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기밀·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군용물에 관한
죄 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1962년 헌법(제6차 개정헌법) 제24조 제2항에 처음 도입된 이후 현행 헌법
에 이르기까지 계속 유지되어 오고 있다. 이를 위해‘군사법원법’
이 제정되어 있으며 법원
조직법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이 아닌 군재판관에 의한 재판을 받도록 제도화 되어 있
다. 군재판관의 경우 그 자격에 관하여 현행 헌법 제110조 제3항에서 통상의 법원과는
다른 별도의 자격을 규정할 수 있는 헌법상 명문의 규정이 있다.114)
(나) 특별법원으로서의 군사법원
우선 특별법원의 의미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특별법원 설치의 헌법적 조건에 대한 판
단이 달라진다. 특별법원의 의미에 대하여는 두 가지 학설이 있다.‘예외법원설’
과‘특수
법원설’
이다.‘특수법원설’
은 법관의 자격을 가진 자가 재판을 담당하고, 그 재판에 대하
여 대법원에의 상고가 인정되며 관할이 특정영역에 한정된 법원, 즉 특수법원을 특별법원
이라고 한다.115) 이에 반하여‘예외법원설’
은 심판이 법관의 자격이 없는 자 또는 재판의
독립에 필요한 신분보장을 받고 있지 못한 자에 의하여 행해지거나 그 재판에 대한 최고
법원에의 상소가 인정되지 아니한 법원을 말한다. 현행 헌법체제에서 군사재판을 담당하
는 군사법원에 대하여 학설상으로 예외법원설이 다수설이다.116) 특별법원을‘예외법원’
이

114) 김철수(주 1), 1065.
115) 한태윤, 헌법학, 법문사, 1977, 623.
116) 권
 영성(주 24), 1074; 성낙인(주 29), 561; 김철수(주 1), 1595; 문홍주, 제6공화국 한국헌법, 해암사,
1987, 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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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할 때에‘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
에 대한 중대한 예외가 되므로, 헌법상 명문의 규
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인정된다.117)
이상과 같이 특별법원의 의미를‘예외법원’
으로 보느냐, 아니면‘특별법원’
으로 보느냐
에 따라 헌법에 명시적 규정의 존재가 필수적인지 아닌지가 결정이 된다. 그렇다면 현행
군사법원의 경우는 이를 예외법원과 특별법원 중 어느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가 문제되고,
그 다음으로‘군사법원’
이외의 특별법원을 만들 수 있느냐라는 점이 문제된다.
현행 헌법 제27조 제2항은 군사재판을 받지 아니할 권리를 규정하면서 동시에 군사법
원에 의한 재판범위를 규정하고 있고, 제110조 제2항과 제4항은 대법원을 최고심으로 한
다는 점과 심급제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군사법원의 조직과 권한 및 재판관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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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에 대한 법률유보를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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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헌법의 규정들을 감안하면 우선 상고심은 대법원으로 하면서, 심급제에 대한 법
률상 예외를 두고, 동시에 재판관의 자격에 대하여 일반법원의 법관과 다른 자격을 법률에
규정하고 있으므로,‘심판이 법관의 자격이 없는 자’
로 구성118)된 일종의‘예외법원’
으로 보
는 것이 옳다. 따라서 헌법 제110조 제1항의‘특별법원’
은‘예외법원’
을 의미하며, 현행 헌
법상 군사법원은‘예외법원’
으로 보아야 한다. 학설 또한 현행 헌법의 군사법원을‘예외법
원’
으로 보고, 그 설치 및 근거의 합헌성에 대하여는 헌법 제27조 제2항의 군사법원에 의
한 재판의 명문화와 헌법 제110조 제2항에서 상고심을 대법원으로 하고 있는 점을 근거로
합헌으로 보고 있다.119) 헌법재판소도 군사법원의 설치에 관하여 합헌결정을 하였다.120)

117) 김철수(주 1), ; 정종섭(주 3), 628; 권영성(주 24), 1074.
118) 군
 사법원법 제22조, 제23조, 제24조에서는 재판관의 구성을 군판사와 심판관으로 하고, 심판관의 자격
을 법에 관한 소양이 있고, 재판관으로서의 인격과 학식이 충분한 장교로 하였다.
119) 권영성(주 24), 597; 김철수(주 1), 1065; 성낙인(주 29), 561.

120)“헌법이
군사법원을 특별법원으로 설치하도록 허용하되 대법원을 군사재판의 최종심으로 하고 있고, 구
군사법원법 제21조 제1항은 재판관의 재판상의 독립을, 같은 조 제2항은 재판관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으
며, 또한 같은 법 제22조 제3항, 제23조 제1항에 의하면 군사법원의 재판관은 반드시 일반법원의 법관과
동등한 자격을 가진 군판사를 포함시켜 구성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구 군사법원법
제6조가 일반법원과 따로 군사법원을 군부대 등에 설치하도록 하였다는 사유만으로 헌법이 허용한 특별
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의 한계를 일탈하여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하고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헌법
제27조 제1항의 재판청구권,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또한 같은
법 제7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가 일반법원의 조직이나 재판부구성 및 법관의 자격과 달리 군사법원
에 관할관을 두고 군검찰관에 대한 임명, 지휘, 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관할관이 심판관의 임명권 및 재판
관의 지정권을 가지며 심판관은 일반장교 중에서 임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고 하여 바로 위 조항들 자
체가 군사법원의 헌법적 한계를 일탈하여 사법권의 독립과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고 죄형법정주의에 반하
거나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평등권, 신체의 자유,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정신적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憲裁 1996.10.31. 93헌바25, 판례집 제8권 2집, 443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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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이외의‘예외법원’
으로서‘특별법원’
을 만들 수 있느냐에 대하여는 긍정설
과 부정설의 대립이 있으나,121) 헌법 제101조와 제27조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헌법
에 규정되어 있는 군사법원이외의‘예외법원’
인‘특별법원’
을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다수설이다.122)
(다) 군사법원의 헌법적 구성원리
군사법원의 헌법적 구성원리는 일반법원과의 차별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군사법원제도
의 입법형성에 있어서 일반법원의 구성과 차이점이 무엇인가라는 점을 밝히는 것이다. 근
자에 들어 사법개혁의 차원에서 여러 가지 일련의 제도적 개혁논의가 있었는데, 그 중‘군
인의 인권보장과 군 사법제도의 개혁’
에 관한 논의가 주목된다.123)
군사법원이 예외법원으로서 헌법적 근거를 가진다면 일반법원과의 차이점 내지 그 차
이점의 헌법상 수용의 근거는 군사법원의 특징을 이룬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헌법상 일반법원의 구성원리를 헌법의 각 규정을 중심으로 판단하면 전문
성, 독립성, 민주성의 원리라고 할 수 있다.124)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우선 헌
법 제101조 이하의 사법부에 관한 규정, 법적 분쟁해결이라는 사법기관의 고유성, 분쟁
해결을 위해서는 분쟁당사자로부터의 독립, 당사자의 충분한 자기주장과 변론의 기회 보
장이라는 관점에서 일반법원의 구성과 관련된 헌법상 구성원리는 전문성, 독립성, 민주성
으로 정리할 수 있으며, 이 중‘전문성’
은 분쟁의 해결의 주체로서 사물의 시비선악을 분
명하게 판단하기 위한 균형감각과 성숙한 품성을 가져야 한다는‘법관의 전문성’뿐만 아
니라 각급법원에 특허법원과 가정법원을 두어 사무의 단순한 분장이 아니라 사건을 유형
화하고 이를 통해 전문적 안목을 가진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는‘법원

121) 이에 대한 각 학설의 소개는 김철수(주 1), 1595 참조.
122) 김철수(주 1), 1595; 권영성(주 24), 597.
123) 대
 법원에 설치된 사법개혁위원회는 2004년 11월 29일 관할관의 감형권 폐지, 심판관제도의 폐지, 군 검
찰의 독립성 강화, 순회재판 실시 등을 내용으로 군사법원법을 개정하기로 합의하였고, 대통령 직속의
사법개혁추진위원회에서 그 실무작업을 담당하기로 하였었다(송기춘,
“군사재판에 관한 헌법학적 연구 군사법원의 구성과 운영의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 공법연구 제33집 제3호(2005. 5), 274). 그러나 이
러한 대부분의 개혁안들은 군 내부의 심한 반발을 야기하였고, 아직까지 법안통과를 기다라고 있는 실정
이다.
124) 이에 대하여는 송기춘,
“헌법상 법원의 구성원리와 법원의 구성”
, 경남법학 제16집(200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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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전문성’
을 포함하는 것이다.125)‘독립성’
과‘민주성’
은 각각 법원의‘타국가기관’
으로부터
의 권력분립적 독립,‘분쟁당사자’
로부터의 독립,‘법원내부’
에서의 독립과‘구성과정에서의
민주성’
,‘사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접근가능성’
‘법원에
,
대한 국민의 통제’
를 말한다.126)
이러한 일반법원의 구성원리가 헌법상 예외법원인‘군사법원’
의 구성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가? 헌법재판소의 입장을 보면
“군사법원법에 규정된 것은 헌법 제110조 제1항,
제3항의 위임에 따라 군사법원을 특별법원으로 설치함에 있어서 군대조직 및 군사재판
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군사재판을 신속, 적정하게 하여 군기를 유지하고 군지휘권을 확립
하기 위한 것으로서, 필요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고 판시하였다.127) 이는 헌법재판소
가 군사법원의 구성목적을‘군사재판의 신속성’
과‘적정성’
을 바탕으로‘군기유지’및‘군
지휘권의 확립’
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군사법원으로서 가지는 특수성 때문
에 군사법원의 재판관 구성이라든가 재판절차 등의 제도적 형태는 필요하고 합리적이며,
헌법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군대가 지휘권에 의하여 운영되고 군기를 필
요로 하는 특수한 조직이므로 이를 감안하여 관할의 특수성이나 재판관의 구성에 있어서
예외를 정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군사법원의 일반적 구성원리가 일반법원의 그
것과 전혀 다른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다만 관할의 특수성으로 인해 구성과 운영방법에
있어서 최소한으로 인정될 수 있는 부분 이외에는 일반법원의 구성원리와 동일하다고 보
아야 한다.128) 군사법원의 특수성만을 강조하여 일반법원의 구성원리를 존중하지 않는 것
은 역시 같은 국민인 군인들에 대한 기본권 보장을 소홀히 하는 반헌법적인 것으로 귀착
될 수밖에 없다.129)

125) 송기춘(주 124), 277.
126) 송기춘(주 124), 278.
127) 憲裁 1996. 10. 31. 93헌바25, 판례집 제8권 제2집, 453.
128) 송기춘(주 124), 280.
129) 이
 와 유사한 논지의 결정으로
“군사법제도의 운영상 핵심적인 과제는 국민 일반에게 보장되는 평등한 법
적 보호를, 군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군인에 대한 관계에서 어떻게 합리적으로 조화시킬 것인가 하는 것
이다. 지금까지는 군의 특수성과 자율성을 강조하는 논리에 지배된 나머지 군사법제도상의 헌법보장과
사법정의실현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다고 볼 수 있다”
라고 판시하였고(憲裁 2003.
11. 27. 2002헌마193, 판례집 제15권 제2집(하), 324), 또한
“군사법원의 조직 및 재판관의 자격을 일반
법원과 달리 정할 수 있다고 하여도 그것이 아무런 한계 없이 입법자의 자의에 맡겨질 수 는 없는 것이고
사법권의 독립 등 헌법의 근본원리에 위반되거나 헌법 제27조 제1항의 재판청구권, 헌법 제11조 제1항
의 평등권, 헌법 제12조의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해서는 안 될 한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라고 판시하여(憲裁 1996. 10. 31. 93헌바25, 판례집 제8권 제2집, 451/452) 군사법원에 있어
서 일반법원의 구성원리가 적용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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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현행 군사법원제도의 개요와 문제점
1) 현행 군사법원제도의 개요
군사법원에 관한 헌법적 근거는 제110조이다. 헌법 제27조 제2항은 군사법원의 직접
적 헌법근거라기 보다는 군사법원에 의한 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를 규정하고 동시에 군사
재판에 대한 헌법적 예외를 인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헌법 제110조를 근거로 하는 군
사법원에 관한 제도적 내용은‘군사법원법’
에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다.
현행 군사법원제도의 소개에 앞서 말하자면, 전술한 바와 같이 군사법제도의 개혁이라
는 보다 큰 틀에서 군검찰과 함께 군사법원에 대한 개혁조치로서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
회는 군사법제도개혁안을 내놓았고, 2005년 10월 6일‘군형사소송법제정법률안’
‘군사법
,
원의 조직 등에 관한 법률안’
,‘군검찰의 조직 등에 관한 법률안’
,‘장병의 군사재판참여의
법률안’등이 입법예고 되어, 이후 2006년 9월 21일 국회법사위원회에서 군사법제도 개
선안에 대한 공청회 등이 개최되었으나, 아직 국회에서 통과 되지 못한 상황이다.
현행 군사법원법을 중심으로 하여 군사법원제도의 내용을 개관해보면 군사법원에는 고
등군사법원과 보통군사법원이 있으며, 고등군사법원은 국방부에 설치되고, 보통군사법
원은 국방부·국방부직할통합부대·각군본부 및 편제상 장관급 장교가 지휘하는 예하부대
또는 기관에 설치한다(군사법원법 제6조, 이하‘동법률’
이라 한다). 군사법원에는 관할관
을 두며, 고등군사법원의 관할관은‘국방부 장관’
이, 보통군사법원의 관할관은 그 설치되
는 부대와 지역의 사령관·장 또는 책임지휘관으로 하고, 관할관은 관할 군사법원의 행정
사무를 관장하며, 예하부대 군사법원의 행정사무를 감독한다(동 법률 제7조, 제8조). 재
판관의 구성은 보통군사법원의 경우 재판관 1인 또는 3인으로, 고등군사법원의 경우 3
인 또는 5인으로 하며, 재판관은 군판사와 심판관으로 하며, 군판사는 각군참모총장이 소
속 군법무관 가운데서 임명하고, 국방부 및 국방부직할통합부대의 군판사는 국방부장관
이 소속 군법무관 가운데서 임명한다(동 법률 제22조, 제23조). 심판관은 장교로서 법에
관하여 소양이 있는 자, 재판관으로서 인격과 학식이 충분한 자중에서 관할관이 임명한다
(동 법률 제24조). 보통군사법원은 군판사 2인과 심판관 1인을 재판관으로 하며, 약식절
차에 있어서는 군판사 1인을 재판관으로 하고, 고등군사법원은 군판사 3인을 재판관으로
하며, 관할관이 지정한 사건의 경우는 군판사 3인과 심판관 2인을 재판관으로 한다(동 법
률 제26조, 제27조). 관할관은 확인조치로서 판결확인과 집행승인을 행할 수 있다. 먼저
판결학인의 경우 무죄·면소·공소기각의, 형의 면제, 형의 선고유예 또는 형의 집행유예
의 판결을 제외한 판결을 확인하여야 하며, 형법 제51조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형
이 과중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으며(동 법률 제379

헌법주석서 Ⅱ

180

조 제1항), 집행승인은 제534조의 계엄지역에서의 단심에 의한 재판을 집행함에도 당해
군사법원 관할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확인은 당해 소송기록을 심사하여 행하되, 그 양
형이 과중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
할 수 있도록 하였다(동 법률 제535조).130)
2) 현행 군사법원제도의 문제점
일반법원의 법원구성원리에 비추어 볼 때 군사법원의 제도적 형성근거는 전술한 군사
법원법의 내용, 헌법재판소의 결정 등을 참조한다면 관할의 특수성에 따른‘전문성 강화’
이다.131) 그러나 현행 군사법원법의 내용은 헌법재판소도 결정에 인정하였듯이132) 전문성
강화를 이유로 오히려‘독립성’
과‘민주성’
의 관점에서 뿐만 아니라 전문성 또한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133)
현행 군사법원제도의 문제점을 헌법의 법원구성원리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첫째, 전문
성의 문제로서‘심판관제도’
와‘군판사의 잦은 보직변경’
을 둘 수 있다.134) 이 중 심판관제
도의 경우 군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심판관일 필요가 없으며,
일반법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소송법상 감정의견을 통하여 해결하면 되는 것으로,135) 심
판관제도의 인정목적은 그 의의를 상실하였다고 볼 수 있다.136) 둘째, 독립성의 문제로 가
장 문제가 되는 것이‘군판사와 심판관의 임명방식’
과 관할관의‘판결확인조치권’
이다. 특
히 판결확인조치권은 재판의 결과를 사후적으로 변형시키고, 무엇보다 형감경의 원칙과
한계에 대한 기준이 없어 전적으로 관할관의 재량에 일임되어 있다는 점이다.137) 마지막

130) 이
 중 판결확인제도의 경우 관할관의 지휘권을 보장하고 소속장병들에게 대한 인사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며, 군형법의 법정형이 일반적으로 가중할 뿐만 아니라 재판과정에서 감정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확인조치를 통하여‘형량의 구체적 타당성’
을 실현하자는데 근본취지가 있다고 한다(이상석, 군
법과 군사재판, 청림출판사, 1994, 65).
131) 송기춘(124), 281.
132) 憲裁 2003. 11. 27. 2002헌마193, 판례집 제15권 제2집(하), 324 참조.
133) 사법개혁위원회, 사법서비스 및 형사사법제도, 사법개혁위원회 제5차 회의보고자료, 2004. 1. 5, 223/224.
134) 송기춘(주 124), 283.
135) 송기춘(주 124), 283.
136) 송광섭,
“군사법제도의 개선방안”
, 형사법연구(2005. 12), 354.
 주, 352. 대법원도 관할관의 확인조치로서 형의 감경함에는 반드시 형법 제55조의 법률상 감경예에
137) 전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大判 1974. 9. 24. 74도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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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민주성의 문제’
로 언급되는 것이‘법원구성의 방식’
,‘판결확인조치에 따른 헌법과
법률에 따른 재판결과의 왜곡’
,‘지휘관 사법’
문제이다.138) 이는 전술한대로 재판부의 구
성으로서 심판관임명, 판결확인조치권의 행사, 이상의 제도에 따른 재판에 대한 지휘관의
개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다.
이러한 군사법원의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개혁안이 사법개혁추진위원
회가 제안한 군사법제도 개선에 관한 법률안 등이다.139)
(2) 배심제 및 참심제의 허용여부140)
(가) 배심제 및 참심제의 의의 및 연혁
1) 배심제
ⅰ. 배심제도의 기원
배심제도(Trial by Jury or Jury Trial)라 함은 판사와 보통 다수인의 일반시민으로 구
성된 배심원(jury)에 의한 재판으로서 배심원은 사실관계를, 판사는 법률관계에 관한 판
정을 행하는 재판부 내부의 기능적 분화를 바탕으로 한 일반국민의 사법참여를 보장하는
판결절차를 말한다.141) 배심제도는 영미법, 특히 미국헌법의 본질적 특성으로 설명되곤
한다.142) 직업법관으로 구성된 사법부의 구조에 대한 국민참여적 성격을 가장 잘 드러내
는 것이 배심제이다. 적어도 사실관계든 그 이상의 범위에서 일반 국민이 직업법관과 기
능적 분화를 이루어 사법작용의 한 축을 담당하기 때문이다. 배심제도가 가장 먼저 발전
된 나라는 영국이다. 영국의 배심제에 대한 기원은 노르만 정복시 배심제가 도입되었다는

138) 송기춘(주 124), 286.
139) 이
 들 법률안과 현행 군사법원법과의 비교와 군검찰제도 개선안에 관한 상세는 송광섭, 앞의 논문, 350
이하 참조.
140) 2
 004년 당시 사법개혁위원회가 안건 중 가장 논쟁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법조인 양성 선발의 문제’
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참여문제’
였다(최우정,
“국민의 사법참여제도는 위헌적인 것인가? - 배심제도와
참심제도를 중심으로 -”
, 공법학연구 제6권 제1호(2005. 10), 362). 이러한 논의들이 사법개혁추진위
원회로 사법개혁위원회가 개편되면서 최근 결실을 맺은 것이 이른바‘로스쿨 법안’
인‘법학전문대학원설
립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의 제정과 국민의 사법참여를 제한적으로 허용한‘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
한 법률’
이다.
141) 이상윤, 영미법, 박영사, 2003, 41.
142) 권영설,
“미국의 배심제도”
, 미국헌법연구 제7호(1996.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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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143)과 1215년 마그나 카르타의 규정이 배심제의 기원이라는 설144)이 있다.145)

ⅱ. 배심제도의 형성
영국의 배심제는 미국의 배심제에 기원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배심제도의
발전은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파악된다. 첫째, 영국 배심제의 형성과 발전이다. 둘째, 영
국의 식민지인 미국으로 이식된 배심제도가 미국의 독립전쟁을 거쳐 미국의 독자적인 법
문화 속에서 나타난 발전이다.
영국 배심제의 형성과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우선 그 기원에 대해서는 전술하였다.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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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12인 정도 있었고, 이것이 오늘날 영국의 배심제가 정착되면서 12인 배심제의 기초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146) 영국배심제의 초기 내부구조는 대립당사자주의를 처음부터 취한
것이 아니라 소송의 장기화에 따른 비효율성을 극복하고자 점진적으로 대립당사자주의로
변경이 되었으며, 배심후보의 선발방식 또한 오늘날 미국 배심제도의 무작위추첨방식과
같은 개방형 배심선발절차가‘특별배심’
에 의해 별도의 선발절차 없이 필요한 인사들을
초청하여 배심원단을 구성하기도 하였다.147) 이러한 배심원단의 구성방식은 17·8세기에
도 유지되어 무작위추첨방식을 따르지 않고 일정한 지적능력과 경제적 능력을 배심원의
자격과 연관시켰으며, 오늘날 미국배심원 절차에서 인정되는 변호인의 배심원선발절차가
없었고, 전단적 기피권이 실질적으로 거의 행사되지 않았다.148)

143) 이상윤(주 141), 43.
144) 배
 심제의 기원으로 보는 마그나 카르타의 규정은 대헌장 제39조이다. 동 규정은
“자유인은 그 동료의 적
법한 판결이나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감금, 압류, 법보호박탈 또는 추방을 당하거나 기타의 방
법에 의하여 침해받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배심제의 기원을 마그나 카르타로 보는 견해는
적어도 이 규정으로부터 마그나 카르타 이전에 배심재판의 관행이 있었다고 본다(권영설(주 10), 204;
김일환/홍석한(주 9), 67).
145) 박홍규(주 10), 88 이하; 정만희(주 11), 469 재인용.
146) 권영설(주 10), 205.
147) 권영설(주 10), 206.
148) 권영설(주 10), 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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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영국의 배심제도가 미국에 수용이 되었는데, 당시 미국의 경우 독립전쟁을 통한
영국과의 절단 내지 단절을 강조하면서 영국의 배심제도는 미국적 헌법현실을 수용한 제
도로 새롭게 피어났다. 즉 미국헌법이 수용한 배심제도는 영국제도의 승계이자 새로운 창
출이라는 이중적 의미를 지닌다. 다시 말해서 미국의 경우 식민지 시대부터 배심을 자치
공동체의 운영에 필수불가결한 시민의 권리이자 의무로 인식하였고, 결국 이러한 인식들
이 미합중국의 성립과 동시에 국왕의 신민이 주권자인 국민으로 변화되면서 배심제도가
단순히‘국가권력의 견제수단’
에 그치지 않고‘국민주권원리의 사법적 실현수단’
이라는
이중적 의미를 지니게 된 것이다.149)
ⅲ. 배심의 종류와 장단점
배심제의 종류에는 기소배심인‘대배심’
과 평결을 행하는‘소배심’
이 있다. 대배심은 피
의자를 기소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주로 형사절차에서의 중요범죄에 대하
여 이루어지는 기소여부를 결정하는 배심을 말한다. 소배심은 기소배심인 대배심에서 제
기된 공소사실에 대한 판결 내지는 평결을 하는 것으로 법의 적용을 통한 법적용의 결과
를 도출해내는 기능을 한다.
배심제의 장점으로 첫째,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의 강화와 사법의 관료화 및 페쇄성의
억제, 인권보장에의 기여 등을 위한 유효한 수단이 된다.150) 둘째,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강화, 국민에 대한 법률교육효과와 법치주의의 증진, 재판의 충실성, 오판의 방지,
국민의 직접적 참여를 통한 재판결과의 수인가능성 증대 등이다.151) 단점으로 첫째, 증거
에 의하지 않은 사실인정을 할 위험이 높고, 감정적 판단의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152) 153)

149) 뿐
 만 아니라 미국의 성장과 함께 19세기 후반에 이르러서는 사법부내의 권력분립의 원리를 실현하는 즉
판사의 힘을 억제하는 균형수단이라는 의미가 더욱 강해졌다. 다만 본질적 기본권으로서의 배심의 권한
은 변함이 없었다(안경환,
“미국 연방헌법의 배심조항”
, 미국헌법연구 제12호(2003. 10), 80).
150) 권영성(주 24), 841.
151) 권
 영설(주 143), 15; 김일환/홍성한(주 10), 71; 손기식,
“국민을 위한 사법”
,「국민과 사법」
심포지엄 사법의 접근성, 공정성, 국민의 사법참여 -(대법원, 2000), 36.
152) 손
 기식(전주), 37; 권영설,
“국민의 사법참여제도와 헌법 - 배심제·참심제의 헌법적합성을 중심으로 -”
「국민의 사법참여」
공청회(사법개혁위원회/한국공법학회, 2004), 36;김일환/홍성한(주 10), 67.
153) 미
 국 배심제에 관한 상세는 권영설(주 10); 안경환(주 150); 성선제,
“미국의 형사배심제도”
, 미국헌법연
구 제14호(2003. 10); 권영설,
“민사배심재판의 권리에 관한 몇 가지 헌법문제”
, 미국헌법연구 제12호
(2001. 6); 김규하,
“배심제도에 관한 연구 - 주권자의 사법통제를 중심으로 -”
, 공법연구 제32집 제3호
(2003. 12); 박상열,
“미국의 형사배심제도에 관한 소고 - 기소배심을 중심으로 -”
, 사법행정 제43권 제
12호(2002. 12)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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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참심제
ⅰ. 참심제도의 형성
영국의 배심제도가 미국으로 건너가 영미법상 중요한 특성중의 하나로 잡은데 반하여,
독일과 프랑스와 같은 대륙법계 국가들의 경우 배심제도가 참심제의 형태로 정착되었다
고 볼 수 있다.154)
참심제도는 배심제와 같은 기능적 분업관계가 아니라 일반시민 중에서 선정된 참심원
이 일정한 임기동안 직업법관과 함께 합의체를 구성하여 사실의 인정과 법률의 해석 적용
에 있어서 동등한 권한을 가지고 재판을 행하는 제도를 말한다.155) 이를테면, 배심제도가
사실의 인정여부에 관한 사항을 배심원이 전속적으로 판단하고 평결을 통해 유 · 무죄의
여부까지 판단하는 제도로서 직업법관의 기능과 배심원의 기능이 상호 독립적이어서 기
능적 분업원리가 따르는 반면에 참심제도는 하나의 합의체를 구성하여 사실인정과 법률
해석 및 적용 이라는 동일영역에서의 공동참여를 통해 직업법관과 함께 동일한 권한을 행
사한다는 점에서 기능적 분업의 원리보다는 통합의 원리가 중요시 된다.
이러한 참심제는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웨덴 등 유럽의 많은 국가에서 이를 시도
하고 있다.156) 이 중 스웨덴의 경우 13세기경부터 참심제를 실시하고 있어 가장 오래된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프랑스의 경우 대혁명이후 영국식의 배심제가 도입이 되었으나 이
후 참심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독일은 영국과 프랑스의 영향으로 처음에는 배심제를 도
입하였으나, 곧 참심제로 전환하였다.157) 158)

154) 정만희(주 11), 468.
155) 정종섭(주 3), 397.
156) 최우정(주 140), 366.
157) 김일환/홍석한(주 9), 72.
158) 독
 일의 경우 참심제를 가장 모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독일의 참심제에 대한 상세는 김
일환/홍석한(주 9), 72 이하; 최우정(주 140), 366 이하; 송기춘,
“참심제 도입여부와 실시에 관한 헌법
학적 논의”
, 법과사회 제28권(2005); 권영설,
“참심제와 배심제의 헌법적합성 논쟁-배심제,참심제의 도
입논의와 그 헌법적합성의 문제-”
, 법과사회 제26권(2004); 황성기,
“참심제와 배심제의 헌법적합성 논
쟁-한국에서의 참심제와 배심제의 헌법적합성-”
, 법과사회 제26권(2004); 오상원,
“독일의 참심제 내지
명예직 법관제”
, 시민과 변호사 제83호(2000); 이주현,
“독일의 참심제도 및 명예법관제도”
, 재판자료 제
81집(1998. 11)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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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참심제도의 장점과 단점
참심제는 배심제와 더불어 국민의 사법참여를 보장하는 제도로서 일반이 직접 사법절
차에 참여하고 재판과정의 실질적 공개를 통해 직업법관에 대한 민주적 감시와 견제를 가
능하게 한다.159) 일반국민의 사법참여와 재판과정의 공개를 통해 종국적으로는 국민의 사
법부에 대한 신뢰증대와 직업법관이 법률지식에 대해서는 전문가인 반면에 비법률적 지
식에서 문외한인 현실에서 특정한 사건에 대한 전문가적 관점의 도입을 통해 재판관의 다
양한 관점확보를 실현할 수 있어 심리의 성숙성과 합리성을 도모할 수 있다.160) 또한 노동
사건이나 사회영역에서 발생하는 특정사건의 경우 참심제는 특정집단의 이해관계를 재판
과정에서 조정하고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하며, 사법부의 독립성 강화와 일반국민의
법률지식 및 사법부에 대한 이해를 고양하는데 일조한다.161)
참심제의 단점으로는 배심제와 마찬가지로 참심원이 법률적 지식의 부족에 대한 비판
과 감정적인 편견과 정치적 주장에 구속될 수 있다는 점, 참심원에 대한 보수 및 비용 등
의 제도유지를 위한 과도한 경제적 비용의 문제, 참심원 선발의 공정성 확보의 어려움이
다.162) 무엇보다 참심제의 경우 배심제와 달리 직업법관과 함께 공동으로 사실인정과 법
률적용의 영역에서 동등한 권한행사를 하고 합의체를 형성한다는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직업법관에 대한 참심원의 독립성 확보의 어려움이 가장 큰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즉
오늘날 법률적 쟁송의 문제가 전문화되고 복잡화되면서 법적 쟁점의 파악자체가 직업법
관의 우위성이 인정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는 참심원의 지위가 직업법관에 대하여 형식
적 지위로 그칠 수밖에 없다.163) 그리고 참심원으로 특정한 분야의 전문가가 선정되는 것
이 사법부에 대한 신뢰와 민주성에 기여할 수 도 있으나, 특정분야의 전문가가 자체가 특
정집단의 집단적 이익을 대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선정과정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진다
면 이는 특정집단 내지 특정인의 사법권 행사의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게 되어 민주
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164)

159) 김일환/홍석한(주 9), 75.
160) 최우정(주 140), 367.
161) 최우정(주 140), 367.
162) 이주현(주 158), 258 이하 참조.
163) 김일환/홍석한(주 9), 75; 손기식(주 152), 39.
164) 송기춘(주 158), 206-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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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배심제 및 참심제에 대한 도입논의
1) 한국에서의 배심제와 참심제 도입논의
배심제의 도입165)은, 1947년 미·소 공동위원회가 임시정부의 구성에 관한 자문사항에
관해 대검찰청, 서울고등검찰청, 서울지방검찰청이 공동으로‘재판상 배심제도를 채용하
여 민간 측의 의사를 사법운영에 반영시킬 것’
이라는 내용의 제안서를 제출하였고, 같은
해 9월 대검찰청에서 성안한 사법·검찰 등 기구개혁안에서도 배심재 채용이 재확인 되면
서 시작되었다.166) 이후 법원 측에서도 당시 서울고등심리원 심판관 정윤환은 법원조직법
초안을 소개하면서 심판과 기소에 있어서 배심원의 참가, 수사관리의 인신구속폐지, 소송
구조의 강화, 사인소추제도의 확립 등을 주장하면서 형사소송법상 입법원칙의 하나로 배
심제를 수용할 것을 주장하였다.167) 그러나 이러한 법원과 검찰의 배심제 도입에 관한 적
극론에도 불구하고 시기상조를 내세우는 소극적인 견해도 대두되었다.168) 이 후 배심제
도의 도입에 대한 부정론이 우세하게 되었고, 결국 배심제도는 도입논의차원에서 더 이
상 진전되지 못하였다. 특히 헌법의 기초에 있어서 배심제도의 도입에 관한 논의는 전무
하다시피 하였다. 다만 헌법초안의 심의에 있어서 제5장 법원에 관한 김병희 의원의 질문
에 전문위원 권승렬은 배심제도의 도입은 헌법사항이 아니라 일반 입법사항으로써 법률
의 제정이나 개정에 의해 도입하면 된다는 의견이 개진된 정도였다.169)
참심제에 대한 도입논의도 배심제와 건국 초 유사하게 진행되었다. 1947년 미·소공동
위원회가 임시정부의 수립에 관한 제(諸)정당간의 의견수렴과정에서 논의가 되기 시작되
었고, 좌익계열의 민주주의민족전선이 사법부의 조직에 있어서 판사와 참심원으로 재판
소를 구성하여 사법기관의 인민적 구성과 운영을 하도록 주장하였다.170) 그러나 중도파와
우익의 제정당단체들은 참심제의 도입에 대하여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고, 결국 제헌헌

165) 일
 본의 배심제에 관한 도입논의와 그 의의 등에 관하여는 신우철,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안)
에 대한 관건 - 비교헌법학적 시각에서의 쟁점분석과 대안모색 -”
, 법과사회 제31호(2006) 참조.
166) 문
 준영,
“해방공간, 사법민주화의 전개와 좌절 - 배심제와 고위법관선출제를 중심으로 -”
, 민주법학 제
21호(2002), 155.
167) 정윤환,
“형사입법시론”
, 법정 제2권 제9호(1947. 9), 34; 최우정(주 140), 364 재인용.
168) 최우정(주 140), 365.
169) 문준영(주 166), 158-159.
170) 문준영(주 166), 151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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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초안과 입법사에 있어서 참심제의 도입은 성취되지 않았다.171) 이 후에 역대헌법의
수차례 개정에도 불구하고 그 때마다 배심제와 참심제의 도입은 제도적인 차원에서 새롭
게 논의되거나 법제화되지 않았다.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2003년 10월 결성된‘사법개혁위원회’
의 2004년 11월 5일 제
24차 회의에서 사법개혁건의문을 채택하였고, 사법부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고 투명
성을 제고하며 국민의 신뢰회복을 위한 제도로 점차적인 배심제와 참심제도의 도입을 건
의하는 결정으로 새롭게 부각되었다.172) 173) 이러한 사법개혁위원회의 건의는 정부에 수
용되어 대통령 산하에‘사법개혁추진위원회’
가 구성되고 구체적 법령작업을 거쳐‘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안’
이 2005년 11월과 12월에 걸쳐 국회에 제출되었고,174) 국
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이 2007.6.1 법률 제8495호 제정되어, 2008년 1월 1일
부터 시행된다. 이하에서는 법률안에 대한 내용의 소개와 법률안의 통과와 상관없이 기존
의 참심제와 배심제에 대한 헌법적 논의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2) 현행 헌법상 헌법적합성에 관한 논의
국민의 사법참여라는 제도적 의의에도 불구하고, 현행 헌법에서 배심제와 참심제에 대
한 도입이 헌법상 논란이 된 이유는 무엇보다도 독일과 미국과 달리 국민의 사법참여를 직
접적으로 인정 내지 근거가 될 만한 명문의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175) 이러한 이유로 배심
제와 참심제에 논의는 실정헌법의 해석론적·헌정사적 이유에서 다양하게 전개되었다.176)

171) 최우정(주 140), 367.
172) 황성기(주 158), 123; 정만희(주 11), 467.
 법개혁위원회는 2004년 11월 15일 국민사법참여제도의 일환으로 배심제와 참심제의 도입에 관한 건
173) 사
의문에서 전격적인 배심제도 내지는 참심제도의 도입이 아니라 단계별 도입방안을 추진하였다. 우선 그
시기에서 2005년 1단계 국민사법참여제도 관계법안 성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통과 후 2007년 1단계 제
도를 시행하고 2012년까지 5년 동안 1단계 제도의 시행 및 평가, 관련 소송제도의 정비를 통해 2012년
국민사법참여위원회를 설립을 끝으로 국민사법참여제도의 완전한 시행을 하기로 한 것이다(사법개혁추
진위원회(http://www.pcjr.go.kr/),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안 설명자료 참조).
174) 정만희(주 11), 467. 법률안에 대한 상세는 사법개혁추진위원회, 사법개혁법률안, 2006. 1 참조.
175) 정
 만희(주 11), 490. 미국의 경우 제정헌법 제3조와 수정헌법 제5조, 제6조, 제7조에서 각각 형사사건
에서의 대배심, 민사배심을 규정하고 있다.
176) 이에 대한 상세는 김일환/홍석한(주 9), 77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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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제1설177)
제1설은 배심제와 참심제 모두 위헌이라는 주장이다.
이 주장의 논거는‘비교법적 관점’
에서 미국 헌법의 경우 수정헌법 제5조, 제6조, 제7
조에서 배심제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으며, 독일의 경우 법원조직법에 참심제에
관한 내용을 제도화 하였고, 기본법 제97조 제2항이“전임으로 그리고 계획에 따라 종국
적으로 임용된 법관”
이라고 하여 직업법관 이외에 다른 법관이 인정될 수 있는 여지가 있
기 때문에 기본법 제101조 제1항 제2문의“법률이 정한 법관”
은 직업법관과 비(非)직업
법관 양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기에 참심제는 헌법상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
리고 일본의 경우 일본헌법 제32조에서“누구든지 재판소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를 빼앗아가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제76조 제1항은“사법권 전부는 최고재판소와 법
률이 정한 바에 따라 설치된 하급재판소에 속한다.”
고 규정하여 법원의 구성원인 법관의
범위가 직업법관에 한정되지 않고 재판관의 신분보장(제78조)및 임기(제80조)에 관한 규
정의 문리해석상 비직업법관의 재판참여 내지 관여를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다.178)
입법연혁적 측면에서, 제헌헌법과 이후의 형사소송법, 법원조직법의 입법과정에서 배
심제, 참심제가 공식적으로 거부되었고, 1962년 헌법에서‘헌법’
과 법률이 정한 법관이
라는 문구를 삽입한 것은 직업법관에 의한 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강조한 것이었으며,
1987년 헌법에서도 동일했다.179) 그러므로‘권력분립 및 사법의 독립성’측면에서 기능
적·실질적 권력분립의 관점에서 헌법상 법관은 직업법관만을 지칭한다고 할 수 있다. 왜
냐하면 행정부와 입법부는 민주주의 원리에 의하여 규율되는 반면에 사법부는 법치국가
원리에 의하여 규율된다는 헌법적 규율원리의 상이성과 현재의 사법조직은 국가권력의

177) 홍
 기태, 법과사회이론학회 2003년도 추계학술대회 지정토론문, 법과사회 제25호(2003. 12), 97 이하;
권영설,
“국민의 사법참여제도와 헌법 - 배심제·참심제의 헌법적합성을 중심으로 -”
,「국민의 사법참
여」
공청회(사법개혁위원회/한국공법학회, 2004), 36 이하; 장석조,
“국민의 사법참여제도의 헌법적합
성”
,「국민의 사법참여」
공청회(사법개혁위원회/한국공법학회, 2004), 107 이하; 양건 교수는 다만 참심
원이나 배심원에게 권고적 효력만을 인정하는‘준배심제’와‘준참심제’
에 대하여는 합헌으로 본다(양건
(주 32), 590).
178) 장석조(전주), 110. 독일기본법이나 일본헌법의 경우‘법관에 의한 재판청구권’
을 규정되어 있지 않다.
179) 문
 준영(주 166), 155 이하; 송기춘(주 158), 189; 홍기태, 한국에서의 참심·배심의 가능성(토론문), 법
과사회 제25호, 법과사회이론학회, 2003, 97 이하; 김일환/홍석한(주 9), 7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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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현상에 대한 견제장치로서 국가권력에 대한 헌법적 통제기능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직업법관에 의한 사법부의 구성은 실질적·기능적 권력분립이라는 중요한 헌법적 가치에
기여하기 때문이라는 논리를 펼 수 있다.180) 그리고‘현행 헌법의 해석학적 측면’
에서 현
행 헌법의 법관의 임기제에 관한 규정(헌법 제105조 제3항 전단)과 법관의 신분보장과
퇴직에 관한 규정(헌법 제106조 제1항, 제2항)의 해석상 일반시민인 배심원에게 적용될
수 없고, 직업법관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특히 법관의 임기제는 배심의 본
질과 상반되기 때문에 직업법관이외의 일반시민을 구성원으로 하는 참심제와 배심제는
허용될 수 없다고 하는 해석론이 가능하다.181) 또한 군사법원에 관한 헌법 제110조는 군
사법원 이외의 법원에서 사법권을 담당하는 법관으로‘직업법관’
만을 예정한 것이라고 보
아야 하며, 헌법 제105조 제3항과 제106조 제1항의 법관만을 직업법관으로 보는 이원적
인 해석은 법관의 인적·물적 독립에 관한 헌법규정에 반하는 입법자의 자의를 허용하는
결과가 된다고 하는 해석론을 편다.182)
ⅱ. 제2설183)
제2설은 배심제와 참심제를 구분하여 배심제와 같이 사실인정에 국한된 직업법관이 아
닌 일반시민의 사법참여는 합헌이나, 참심제와 같이 직업법관과 동등한 지위에서 사실인
정과 법률적용에 참여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주장이다. 학설의 주류적인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180) 장석조(주 177), 112-113.
181) 권영설(주 177), 37 이하.
182) 장석조(주 177), 108-109.
183) 권
 영성(주 24), 597; 박일경, 제6공화국 신헌법, 법경출판사, 1990, 313; 허영(주 27), 370; 문홍주(주
116), 332; 계희열, 헌법학(중), 박영사, 2000, 559; 강경근, 헌법학, 법문사, 2002, 636; 김철수(주
1), 1065; 성낙인(주 29), 560, 다만 성낙인 교수는 사실심에만 관여하는 참심제의 경우 배심제와 마찬
가지로 헌법적으로 허용된다고 하였다가, 2005년 개정판에서 배심제에서 배심원이 사실을 확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관이 주재하는 사실확정의 기회가 전면적으로 박탈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배심원의 평
결에 대하여 법관이 수용여부를 결정하는 한 배심제는 현행 헌법에서도 도입이 가능하나 참심제는 위헌
의 소지가 크며 일반시민이 사실인정에만 관여한다든가 혹은 양형 등 법률판단에 관한 의견을 법관에게
제시하되 법관은 이에 구속되지 않는‘준참심제’
는 도입이 가능하다고 한다(성낙인, 552). 참심제에 관하
여는 권고적 효력을 인정하는 범위에서 성낙인 교수와 양 건 교수는 동일한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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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학설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사실인정
과 법률적용의 명확한 구분이 어려운 현실에서 배심제의 합헌성을 이러한 영역의 구분에
의해 판단할 수 없고, 특히 실제 배심제의 운영에 있어서 법관이 행하는 설시와 같은 배
심원들에 대한 법적관점의 설명이 배심의 평결을 특정한 방향으로 유도하거나 사실상 강
제함에 가까운 정도의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는 것이다.184)
ⅲ. 제3설185)
제3설은 헌법개정 없이 헌법 제27조 제1항 및 제101조 제3항에 근거해 법원조직법의
개정만으로 배심제와 참심제의 도입은 가능하다고 한다.
이 주장의 근거로 제시되는 것을 살펴보면, 첫째,‘입법연혁적 측면’
에서 1948년 6월
28일에 이루어진 헌법안 제1독회과정에서 김병회 의원의 서면질의에 전문위원인 권승렬
의 답변을 참고할 때, 우리나라 헌법은 국민의 재판참여라는 문제를 시대적 여건과 상황
에 맞게 법원조직이나 소송제도에 관한 하위법률에 위임하여 그 도입여부를 검토할 수 있
도록 예정하였다는 적극적 해석이 가능하다는 점이다.186) 이는 헌법해석이 시대의 변화
를 반영하는 것이며 헌법제정자의 의사가 국민들의 요구와 유리된 것이라면 그 의사를 절
대적으로 우선시하여 헌법해석의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고 한
다.187) 둘째,‘권력분립 및 사법부 독립의 측면’
에서 사법부의 국가권력에 대한 통제기능
을 고려한다면 민주주의 원리의 적용제외를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약하다.188) 이는 국
민주권원리가 헌법의 일반원리로 작용하는 이상 국가권력의 담당주체가 부담하는 민주적
정당성의 차이는 있더라도 근본적으로 국민주권원리 실현을 위한 민주주의 원칙의 적용
은 부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어디까지나 사법부의 독립성과 조화의 문제이지 사법부라고

184) 권영설(주 177), 42; 同人(주 11), 229.
185) 이
 종수,
“시민의 사법참여에 관한 헌법적 검토”
, 법과사회 제25호(2003. 12), 25 이하; ; 송기춘(주
125), 132; 최우정(주 140), 371 이하; 정만희(주 11), 492 이하.
186) 김
 상준, 국민의 사법참여제도의 헌법적합성(지정토론문),「국민의 사법참여」
공청회(사법개혁위원회/한
국공법학회, 2004), 77 이하.
187) 송기춘(주 158), 200.
188) 이종수(주 18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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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전면적 부정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189) 따라서 재판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의 사법참여를 배제하는 것은 사법작용의 특수성만을 강조
하는 것이며, 재판의 공정성 담보를 위한 국가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을 시민사회로부터의
독립으로 변질시키게 된다.190) 셋째,‘헌법해석학적 측면’
에서 본다면 헌법 제101조 제1
항 및 제3항, 제103조, 제104조는 국가의 사법권을 행사하는 주체로서 법관의 자격과 권
한, 법원의 조직 등에 관한 기본적 형태를 설정한 것이며, 헌법 제105조 제3항과 제106
조 제1항의‘법관’
은‘직업적으로 사법권을 행사하는 직업법관’
으로서 이들의 신분보장을
규정한 것으로 본다면 법관의 임기제와 같은 헌법규정이 국민의 사법참여를 부정하는 근
거로 사용될 수 없다.191) 192)
(다)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내용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입안으로 국회에 제출되고 이후 국회의 본회의를 거쳐 제정
된‘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은 국민사법참여제도 도입논의 초기과정에서 제기
된 위헌논란을 제거하기 위해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참여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배심원의 평결의 효력에 대해서는 2012년에 예정된 2단계제도 도입시까지 기속력
을 인정하지 않고, 권고적 효력만을 가지도록 하였다. 이 법안의 주요내용을 먼저 살펴보

189) 최우정(주 140), 372 이하.
190) 이종수(주 185), 13.
191) 황성기(주 158), 58; 최우정(주 140), 378.
192) 이
 밖에 헌법상 법관의 의미를 일원적으로 보면서 유사한 결론을 취하는 견해가 있다. 헌법조항들의 문
리해석상 헌법 제27조에서 규정한 법관과 제106조의 법관은 동일하게 사법부에 소속된 직업법관을 의미
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제27조 제1항의‘법관’
에 집중하기보다는‘…에 의하여’
라는 부분을 유동적으로
해석하면 오로지 직업법관에 의한 재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당해 재판부에 법관이 참여하여 이를
주도적으로 이끄는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한다. 따라서 사실문제이든 법률문제이든 직업법관이 재판
부를 구성하고 배심원 또는 참심원을 법률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기능적 장치가 전제되어 있다면 합헌
으로 볼 수 있다고 한다(김승대, 국민의 사법참여공청회 지정토론문,「국민의 사법참여」
공청회(사법개혁
위원회/한국공법학회, 2004. 9), 99; 최우정(주 140), 380 이하 참조; 정만희(주 11), 493). 그리고 제
27조 제1항에서‘헌법이 정한’
의 의미는 헌법 전체의 기본이념과 사법권의 행사에 관한 헌법의 기본원리
에 입각한다는 의미이며, 헌법 제105조 제3항과 제106조 제1항의 취지로 볼 때, 법관의 임기제 및 신분
보장은 재판의 독립 내지 법관의 독립성이라는‘목적’
을 달성하기 위한‘수단’
적 의미를 지니는 것이므로
배심제나 참심제에서 직업법관의 독립성이 인정되고 또한 직업법관에 대해서 헌법상 임기제 및 신분보
장이 적용된다면‘헌법이 정한 법관’
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황성기(주
158), 59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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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그 정의에 있어서‘배심원’
이라 하면 동 법률에 따라 형사재판에 참여하도록 선정된
사람을 말하고, 이들 배심원이 참여하는 재판을‘국민참여재판’
이라고 한다(국민의 형사
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2조, 이하‘동 법률’
이라 한다).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을 형사상 중요사건과 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따
른 합의부 관할 사건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건 등에 한정하였고, 피고인이 국민참
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법원의 배제결정이 있는 경우는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않는
다(동 법률 제5조). 배심원은 국민참여재판을 하는 사건에 한하여 사실의 인정, 법령의
적용, 및 형의 양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권한이 있으며, 대상사건의 법정형이 사형·무
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경우 국민참여재판에는‘9인’
의 배심원이 참여하고, 그
외의 대상사건에 대하여는‘7인’
의 배심원이 참여한다. 다만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
준비절차에서 공소사실의 주요내용을 인정한 때에는‘5인’
의 배심원이 참여하게 할 수 있
다(동 법률 제12조, 제13조). 배심원의 자격은 만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선
정되며, 결격사유와 직업 등에 따른 제외사유, 제척사유, 면제사유 등에 의하여 배심원의
직무에서 이탈할 수 있다(동 법률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배심원의
선정은 미국식의 무작위추첨에 의한 선발방식을 채택하였다. 즉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국민 중에서 행정자치부 장관이 제공하는 관할구역내의 주민등록정보를 이
용해 배심원후보자명부를 작성하고, 이 명부에서 필요한 수의 배심원후보자를 무작위 추
출방식으로 배심원가 예비배심원의 선정기일을 통지하도록 하였다(동 법률 제22조, 제23
조). 배심원의 최종선정전 까지 배심원에 대한 심사절차와 미국식의‘이유부 기피’
와‘전
단적 기피’
제도를 규정하였다(동 법률 제28조).
배심원의 평결과정은 참심제와 배심제의 혼합형태를 취하고 있다.193) 우선‘제1차 평
결’
에서 재판장의 공소사실의 요지 및 적용법조,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증거능
력, 그 밖에 유의할 사항에 관한 설명을 듣고 나서 유·무죄에 관하여 평의하고, 전원일치
로 평결한다. 다만 배심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으면 심리에 관여한 판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동 법률 제46조 제1항, 제2항). 이러한 제1차 평결은 배심원에 의한 전원일치의 평
결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배심원과반수 찬성에 의하여 법관의 의견을 구할 수 있
도록 하고, 유·무죄 결정에 있어서 판사의 관여를 배제하기 때문에‘배심제적 성격의 평

193) 정만희(주 11), 495; 신우철(주 165),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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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이라고 할 수 있다.194) 배심원이 전원일치에 의해 유·무죄에 관한 평결을 할 수 없는
경우, 평결을 하기 전에 심리에 관여한 판사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들어야 하며, 이 경우
유·무죄의 평결은 다수결의 원리에 의하고, 심리에 관여한 판사는 평의에 참석하여 의견
을 진술한 경우에는 평결에 참여할 수 없다(동 법률 제46조 제3항).‘제2차 평결’
은 전원
일치에 의해 평결이 나지 않는 경우 심리에 관여한 판사의 필수적 의견개진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참심제적 성격의 평결’
이라고 할 수 있다. 전술한 제1차 그리고 제2차 평
결에서 유죄가 결정된 경우 심리에 관여한 판사와 함께 양형에 관하여 토의하고 그에 관
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재판장은 양형에 관한 토의 전에 처벌의 범위와 양형에 관한
조건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동 법률 제46조 제4항). 양형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결
정방식은 우선 판사와 함께 양형에 관하여 토의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배
심제와는 구별되며, 처음부터 판사와 함께 양형결정에 참여를 해서 동등하게 결정하는 것
이 아니라 양형결정에 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였기 때문에 참심제와는 다른 일
종의 참심제와 배심제의 혼합형으로 볼 수 있다.195) 196)

194) 정만희(주 11), 495.
195) 정만희(주 11), 495.
196) 그
 러나 동 법률에 대하여는 그 법률안으로 성안될 당시부터 많은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비판적 견
해로 정만희 교수와 신우철 교수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우선 신우철 교수는 첫째,
배심원의 평결에 대하여 권고적 효력만을 인정하는 것은 세계 어디에서도 유례가 없는‘무늬만 배심제’
를
선택한 것이며, 대상사건의 지나친 확대와 기속력의 불인정은 사법참여의‘외형적 범위’
는 최대한 확대
하고, 사법참여의‘실질적 효력’
은 최소한에 그치는 이러한 제도설계는 국민을 현혹하는 것에 불과하다.
둘째, 배심원의 평결에 있어서 배심제와 참심제의 혼용은 각 제도의 장점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직업법관의 관여 내지 영향력의 증대로 인해 제도적 취지를 반감시키므로 가급적이면 원형에 가깝게 복
구되어야 한다. 셋째, 배심제를 심급제도의 유지라는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없고, 배심제도의 취지상
사실심에 대하여는 최종심이 되도록 하면서 피고인이 배심재판을 선택한 이상 대법원에서의 상고절차만
가능하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옳다. 넷째, 배심제도의 본질상 연고주의적 성향이 강한 한국사회에서 전국
18개 지방법원 단위로 배심제를 실시하는 것은 연고주의적 성향이 배심원의 평결과정에 많은 영향을 미
친다는 점에서 그 시행단위를 서울 등 대도시부터 시범적으로 그리고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
하며, 5개‘고등법원’
수준으로 격상·확대해야 한다고 하며(신우철(주 165), 122 이하 참조), 정만희 교
수는 첫째, 우리나라에서 배심제와 참심제의 혼합형을 고려한다면 적어도 배심원의 구성원은 6인 이상이
되어야 한다. 둘째, 배심원의 선정에 있어 직업 등을 이유로 하는 배제사유에서‘법학교수’
를 제외할 이
유가 없다. 셋째, 무이유부(無理由付) 기피의 횟수제한과 배심제와 참심제의 혼합형은 일등 타당성이 있
을 수 있다. 2차 평의에서 다수결에 따라 평결을 하도록 한 것은 미국배심의 평결불능을 방지할 수 있는
긍정적 측면이 없지 않으나,‘숙고와 이성적 토론 및 소수의견의 존중 등을 통한 진실발견’
이라는 장점과
가치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전원일치제를 일관되게 채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정만
희(주 11), 494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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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정기관에 의한 재결 또는 행정심판
현행 헌법은 제107조 제2항에서 재판의 전심절차로서‘행정심판’
을 할 수 있다는 규정
을 두고 있으며, 그 절차는‘법률’
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도록 하였다. 이러한 헌법
조항의 해석상 행정기관에 의한 재결 또는 행정심판의 합헌성은, 그 결과가 재판의 기능
을 하는 것으로 전제된다면 문제가 되게 된다. 그것은 곧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
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여부이다.
헌법재판소는
“특허청의 심판절차에 의한 심결이나 보정각하결정은 특허청의 행정공무
원에 의한 것으로서 이를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특
허법 제186조 제1항은 법관에 의한 사실확정 및 법률적용의 기회를 박탈한 것으로서 헌

헌
법

법상 국민에게 보장된‘법관에 의한’재판을 받을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위헌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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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정이다. 특허법 제186조 제1항이 행정심판임이 분명한 특허청의 항고심판심결이나 결정
에 대한 법원의 사실적 측면과 법률적 측면에 대한 심사를 배제하고 대법원으로 하여금
특허사건의 최종심 및 법률심으로서 단지 법률적 측면의 심사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일체의 법률적 쟁송에 대한 재판기능을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
는 법원에 속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101조 제1항 및 제107조 제3항에 위반된다.”
고 판시하여197) 적어도 한 차례의 사실심과 법률심의 보장은 재판을 받을 권리의 핵심적
내용으로 특허청이 심판절차에 의한 심결이나 보정각하결정에 대하여 한 차례의 사실심
리의 보장기회를 박탈하고 바로 법률심은 상고심 법원인 대법원을 최종심으로 하는 것은
헌법 제27조 제1항과 법원의 사법권을 규정한 헌법 제101조 제1항과 제107조 제3항에
반한다는 것이다.198) 이는 행정심판이 어디까지나 법원의 재판에 대한 전심절차로서 기능
한다면 사실심리와 법률심의 보장을 전면적으로 부정할 수 없다는 의미이므로, 반드시 정
규법원에 의한 정식재판의 가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199) 따라서 행정심판을 필요적 전심

197) 憲裁 1995. 9. 28. 92헌가11, 판례집 제7권 2집, 264/265.
198) 한
 편 1998년 3월 1일부터 특허법원이 제1심재판을 하게 되었고, 전심으로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특허법 제132조의 2 참조).
199) 이
 외에도 이와 유사한 취지에서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07조 제3항은‘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입법
자가 행정심판을 전심절차가 아니라 종심절차로 규정함으로써 정식재판의 기회를 배제하거나, 어떤 행
정심판을 필요적 전심절차로 규정하면서도 그 절차에 사법절차가 준용되지 않는다면 이는 위 헌법조항
나아가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27조에도 위반되며, 헌법 제107조 제3항은 사법절차가‘준
용’
될 것만을 요구하고 있으나 판단기관의 독립성과 공정성, 대심적 심리구조,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보
장 등의 면에서 사법절차의 본질적 요소를 현저히 결여하고 있다면‘준용’
의 요청에마저 위반된다(憲裁
2001. 6. 28, 2000헌바30, 판례집 제13권 1집,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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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로 규정하고 정식재판의 제소가능성을 부정한다든지 전심절차를 필요적으로 하지 않
더라도 사실심에 의한 심리의 가능성을 부정하게 되면 헌법 제107조 제3항에 직접적인
위반이 된다.200)
(4) 통고처분
행정벌이라 함은 행정법상 의무위반에 대하여 일반통치권에 의거하여 과하는 제재적
처분으로 이에는 크게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이 있다.
행정형벌은 형법에 형명이 있는 형벌이 과해지는 행정벌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형법
총칙규정이 적용된다(형법 제8조). 행정형벌은 형사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원이 과
하는 것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조세범·교통사범 등의 경우에는‘통고처분’
이 적용된다.
이러한 통고처분의 경우 법원에 의하여 자유형 또는 재산형에 처하는 과벌제도에 갈음하
는 것으로 행정관청이 법규위반자에게 금전적 제재를 통고하고 이를 이행한 경우에는 당
해 행정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소추를 면하게 된다.201)
통고처분은 법원의 형벌에 갈음하여 일정한 조건부 형사소추면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그 주체가 법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금전적 제재를 가하는 것이‘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
에 이의한 재판’
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하여 조세에 관한 범칙자
에 대한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의 통고처분(조세범처벌절차법 제9조), 출입국
사범에 대한 사무소장·출장소장·외국인보호소장의 범칙금 통고처분202)(출입국관리법 제

200) 이
 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가 변호사의 징계에 관한 구 변호사법 제100조에 대하여 위헌을 선고하고 있
었고, 2005년 1월 27일에 동 조항을 개정되어 변호사 징계위원회의 징계에 대해서는 법무부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고 법무부의 결정에 대해서는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하였다(김철수(주 1),
1063). 또한 행정소송법이 1994년 7월 27일에 개정되면서 취소소송의 경우 제18조 제1항에서
“취소소
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
고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로 하여 필요적 전치주의를 임의화 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배상법도 2000년 12월 29일 개정을 통해 제9조에서
“이 법에 의한 손해배상의 소송은 배상
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지 아니하고도 이를 제기할 수 있다”
라고 하여 과거 배상심의위원회의 배상결정
을 거친 후에만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였던 배상결정의 필수적 전치주의를 임의제도로 변
경하였다.
201) 정종섭(주 3), 629.
202) 대
 법원은
“도로교통법 제118조에서 규정하는 경찰서장의 통고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
이 아니므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부적법하고, 도로교통법상의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
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고처분에 따른 범칙금의 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경찰서장
의 즉결심판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심판을 받을 수 있게 할 뿐이다”
고 판시하였다(大判 1995. 6. 29. 95
누4764, 공1995, 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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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조 제1항), 도로교통법상 범칙자에 대한 경찰서장의 통고처분(도로교통법 제118조),
경범죄처벌법상 범칙자에 대한 경찰서장·해양경찰서장의 통고처분(경범죄처벌법 제6조)
등은 처분당사자의 임의의 복종을 발효요건으로 하고, 불응 시에는 정식재판의 제소가능
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203) 헌법재판
소와 대법원도 동일한 입장이다.204)
(5) 약식절차
약식절차라 함은 공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서면심리만으로 피고인에게 벌금, 과
료 또는 몰수를 과하는‘간이한 형사절차’
로, 약식절차에 의하여 재산형을 과하는 재
판을‘약식명령’
이라고 한다.205) 약식명령의 제도는 독일 형사소송법의 과형명령절차
(Strafbehlsverfahren)에서 유래되어 의용형사소송법을 거쳐 현행 형사소송법에 이른
것으로, 검찰실무에서 경미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장치로서 그 활용도가 매우 높은
편이다.206)
약식명령은 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사건을 대상으로 하며, 검사 또는 피고인으로 하
여금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203) 김철수(주 1), 1066; 정종섭(주 3), 629
204)“통고처분은

상대방의 임의의 승복을 그 발효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는 통고이행을 강제하
거나 상대방에게 아무런 권리의무를 형성하지 않으므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으로서의 처분성
을 부여할 수 없고, 통고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통고내용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고발되어 형사재
판절차에서 통고처분의 위법·부당함을 얼마든지 다툴 수 있기 때문에 관세법 제38조 제3항 제2호가 법
관에 의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든가 적법절차의 원칙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다”
고 판시하였고(憲裁
1998. 5. 28. 96헌바4, 판례집 제10권 1집, 610/611), 이어서
“도로교통법상의 통고처분은 처분을 받은
당사자의 임의의 승복을 발효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행정공무원에 의하여 발하여 지는 것이지만, 통고처
분에 따르지 않고자 하는 당사자에게는 정식재판의 절차가 보장되어 있다. 통고처분 제도는 경미한 교통
법규 위반자로 하여금 형사처벌절차에 수반되는 심리적 불안, 시간과 비용의 소모, 명예와 신용의 훼손
등의 여러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범칙금 납부로써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신속·간편하게 종결할 수 있
게 하여 주며, 교통법규 위반행위가 홍수를 이루고 있는 현실에서 행정공무원에 의한 전문적이고 신속한
사건처리를 가능하게 하고, 검찰 및 법원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덜어 준다. 또한 통고처분제도는 형벌의
비범죄화 정신에 접근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할 때, 통고처분 제도의 근거규정인 도로교통법
제118조 본문이 적법절차원칙이나 사법권을 법원에 둔 권력분립원칙에 위배된다거나, 재판청구권을 침
해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과 판시하여(憲裁 2003.10.30, 2002헌마275, 판례집 제15권 2집(하), 175;
2003.10.30, 2002헌마518, 판례집 제15권 2집(하), 185),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유사한 대법
원 판례로 大判 2002. 11. 22. 2001도849 참조.
205) 신동운, 형사소송법, 법문사, 2005, 1199.
206) 전주, 1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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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의 포기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재판청구권의 침해로 보지 않
는 것이 통설이다.207) 한편 헌법재판소는 약식명령절차에 대하여 헌법 제27조 제5항의 형
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의 침해 유·무를 판단한 끝에 이를 부정하였는데,208) 제27조
제1항의 재판청구권의 침해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6) 즉결심판
즉결심판이란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의 판사
가 행하는 재판을 말한다.209)
즉결심판은 경미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절차라는 점에서 약식절차의 성격과
기능과 유사하나, 즉결심판의 경우 청구권자가 검사가 아니라 경찰서장이라는 점, 서면심
리가 아닌 공개된 법정에서 판사가 피고인을 직접 심문한다는 점, 재산형 이외에 30일 미
만의 구류형 선고가 가능하다는 점 등에서 많은 차이가 난다.210) 이러한 즉결심판절차를
규율하기 위해‘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이 제정되어 있다.
즉결심판의 대상은 피고인에게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는 범
죄사건으로, 관할법원은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법원이며(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
2조, 이하‘동 법률’
이라 한다),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판사는 소속 지방법원장의 명령을
받아 소속 법원의 관할사무와 관계없이 즉결심판청구사건을 심판할 수 있다(동 법률 제3
조의 2). 즉결심판절차의 경우 정식재판의 청구는 경찰서장과 피고인 모두에게 인정된다.
‘피고인’
에 의한 정식재판청구절차를 보면 정식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피고인은 우선 즉
결심판의 선고·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그리고 경찰서장은 지체 없이 판사에게 송부를 하면, 판사는 정식재판청구서를

207) 형
 사소송법 제448조, 제453조 참조; 김철수(주 1), 1066; 권영성(주 24), 596; 양건(주 32), 587; 홍성
방(주 32), 637; 성낙인(주 29), 560; 정종섭(주 3), 630.
208)“약식명령절차에서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은 법관의 면전에서 직접 진술할 기회만 제한되는 것뿐이지
전면적으로 그 진술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부분적 제한은 피고인의 인권보장과 신속재판의 원
칙 및 소송경제의 측면이라는 법익에 비추어 볼 때 입법자의 재량권을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 제27조 제5항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고 판시하였다(憲裁 1999. 12. 23. 98헌
마345).
209) 신동운(주 205), 1210.
210) 신동운(주 205),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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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경찰서장에게 정식재판청구서를 첨부한 사건기록과 증거물을
경찰서장에게 송부하고, 경찰서장은 지체 없이 관할 지방검찰청장 또는 지청의 장에게 이
를 송부하여야 하며, 그 지청장 또는 지청의 장이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이송함으로써 정
식재판절차가 진행되게 된다(동 법률 제14조 제1항, 제2항). 그리고 즉결심판은 정식재판
의 판결이 있는 경우 자동적으로 실효된다(동 법률 제15조). 이 밖에 시·군법원의 사물관
할211)에 속하는 사건에 대하여 즉결심판절차에 대하여도 피고인은 즉결심판에 대한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법원조직법 제35조).
즉결심판의 경우도 약식절차와 마찬가지로 정식재판의 제소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이상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헌
이라고 할 수 없으며, 가정법원의 가사소송이나 소년의 보호처분결정도 마찬가지 이유로
재판청구권의 침해가 문제되지 않는다.212) 헌법재판소도 동일한 이유에서 재판청구권의
침해로 보지 않는다.213)
(7) 사법보좌관제
재판업무 중 정형적이고 당사자 사이에 큰 다툼이 없는 업무와 공증적 성격의 사법업무
를 법원 일반공무원에게 위임처리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사법보좌관은 법원사무관 이

211) 법
 원조직법 제34조에 의하면 시·군법원의 관할은 1.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는 민사사건 2. 화해·
독촉 및 조정에 관한 사건 3. 2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나 과료에 처할 범죄사건 4. 호적법 제79조의
2에 의한 협의상 이혼의 확인이다.
212) 김철수(주 1), 1066; 권영성(주 24), 596; 홍성방(주 32), 637; 성낙인(주 29), 560.
213) 헌
 법재판소는
“헌법 제27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관의 선고에 의하여
개시된 치료감호를 법관이 아닌 사회보호위원회가 그 종료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피치료감호자가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닌지 여부가 문제된다. 그러나 비록
법관이 아닌 사회보호위원회에 재범의 위험성의 소멸 여부를 판단하여 치료감호의 종료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부여되어 있긴 하지만 그 판단 및 결정이 최종적인 것이 아니어서 그에 불복하는 피치료감호자
등이 법원에 출소하여 통상의 소송절차에 따라 치료감호의 종료 여부에 관하여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재판청구권)는 보장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보면 피치료감호자와 그 법정대리인 및 친족은 치료감호의 종료 여부를 심사ㆍ결정하여 줄 것
을 사회보호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고(법 제35조의2 제1항) 위원회가 신청을 기각하는 경우에 이들은 그
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석된다. 그렇다면 피치료감호
자 등의 재판청구권은 침해된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라고 판시하여‘치료감호의 종결처분’
에 대하여
정식재판의 청구가 보장이 되므로 재판청구권의 침해가 될 수 없다고 보았다.(憲裁 2005.02.03, 2003
헌바1, 판례집 제17권 1집, 8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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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3년 경력 또는 법원주사보 이상 10년 경력의 법원사무관 이상의 법원공무원 중에서
사법보좌관 선발위원회의 선발과정과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자로 한다.
소송비용액 확정, 담보취소, 제소 전 화해 등과 같이 쟁송적 성격이 없는 사무와 조사업
무 등을 사법보좌관이 처리하게 한다. 사법보좌관이 한 처분에 대해 불복을 허용하여 법
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 한다.214) 대법원은 이 사법보좌관제가 이의절차를 통
해 법관으로부터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등의 이유를 들어 법관에 의한 재판
을 받을 권리의 침해 혹은 위헌이 아니라는 입장이다.215)

4. ‘법률’에 의한 재판
가. 개설
‘법률에 의한 재판’
이란 합헌적인 법률로 정한 내용과 절차에 따라, 즉 실체법과 절차법
에 따라 하는 재판을 말한다. 국민의 법률에 의한 재판의 보장은 법률이 아닌 자의에 의
한 재판이 아니라 실체적·절차적 적법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을
수반하는 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의 보장이다.216)
헌법재판소는‘법률’
에 의한 재판의 의미에 대하여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기본권으로 인정
하고 있는 헌법 제27조 제1항에서의‘법률에 의한 재판’
이라 함은 합헌적인 실체법과 절차법
에 따라 행하여지는 재판을 의미하므로, 결국 형사재판에 있어서는 적어도 그 기본원리인 죄
형법정주의와 위와 같은 적법절차주의에 위반되지 않는 실체법과 절차법에 따라 규율되는 재
판이라야‘법률에 의한 재판’
이라고 할 수 있다”
고 판시217)하여 동일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여기서의‘법률’
은 결국 실체법과 절차법을 의미하고 민사재판의 절차와 실체적 권리내
용, 형사재판의 경우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범죄요건에 관한 실체법, 형사소송절차에 관한
성문법을 의미하며, 다만 민사법, 상사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등과 같은 형식적 의
미의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불문법을 포함한다.218) 다만 절차법에 있어서
는 헌법 제108조의 대법원규칙, 제113조 제2항의 헌법재판소 규칙은 예외적으로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칙을 절차형성에 관한 사항을 규율할 수 있다.

214) 이상의 설명은, http://100.naver.com/100.nhn?docid=745249(2007.11.28검색)에서 주로 참조함.
215) 신평(주 22, 2003). 326-327 참조.
216) 김철수(주 1), 1067.
217) 憲
 裁 1993. 7. 29. 90헌바35, 판례집 제5권 제2집, 14 이하; 1997. 11. 27. 94헌마60, 판례집 제9권
제2집, 675 이하.
218) 김철수(주 1), 1068; 권영성(주 24), 598/599; 성낙인(주 29), 562; 홍성방(주 32), 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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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의한 재판은 결국 재판청구권의 실현을 위한 재판구조에 관하여 입법자의 광범
위한 입법형성권을 인정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국민의 재판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입법
자에 의하여 형성된 현행 소송법의 범주 안에서 권리구제절차가 보장된다.219) 또한 입법
자에 의한 재판청구권의 구체적 형성의 불가피성은 당사자능력, 소송능력, 변호사강제,
제소기간, 인지첨부 등의 소송법적 규정에 의하여 침해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자연법
적 권리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게 된다.220) 다만 이러한 권리구제절차로서 재판구조에 관
한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은 무제한적 의미의 형성이라고 할 수 없다. 기본적으로 헌법 제
27조 제1항의 재판청구권을 보장 내지 확대하기 위한 것이어야 하며, 권리보호의‘효율
성’
과‘효과성’
을 동시에 추구하고 헌법적 질서 내에서 조화롭게 체계화 될 수 있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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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야 한다.221) 특히 이는 재판의‘신속성’
과‘공정성’
이‘상호보완관계’
이면서 한편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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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돌관계일 수 도 있다는 점에서 편향적 보장은 결국 재판청구권의 실질적 보장에 반하
는 것이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도 동일한 판시를 하였다.222)
이하에서는 이러한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에 비추어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
해여부가 문제되는 것을 살펴보기로 한다.

나. 소송비용과 재판청구권의 제한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라는 관점에서 보면, 국가는 입법권의 구체적 형성을 통하여 국
민의 권리와 의무의 형태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의무에는 실체적 의미에서의 권리보
호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고, 충분한 실체적 권리보호를 위한 절차적 형성의무를 부담
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절차적 형성의무는 어디까지나 국민의 권리보호를 위
한 수단적 성격을 본질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수단의 형성과 행사를 위한 비용은 합리
적 이유 없이 국민에게 부담시킬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적정한 소송비용의 부담
이 아니라 과중한 소송비용의 부담은 결국 재판청구권의 침해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219) 한수웅(주 6), 356.
220) 한수웅(주 6), 356.
221) 한수웅(주 6), 357.
제27조 제1항은‘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222)“헌법

가진다’
라고 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과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여기서‘법률에 의
한 재판’
이라 함은 합헌적인 법률로 정한 내용과 절차에 따라, 즉 합헌적인 실체법과 절차법에 따라 행하
여지는 재판을 의미한다(憲裁 1993. 7. 29. 90헌바35 판례집 제5권 제2집, 14/31; 1996. 1. 25. 95헌
가5, 판례집 제8권 제1집, 1/14 참조).‘법률에 의한’재판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입법자에 의한
재판청구권의 구체적 형성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그러한 입법을 함에 있어서도 입법자는 헌법 제37조 제
2항의 비례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당해 입법이 단지 법원에 제소할 수 있는 형식적인 권리
나 이론적인 가능성만을 허용하는 것이어서는 아니되며 상당한 정도로 권리구제의 실효성이 보장되도록
하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라고 판시하였다(憲裁 2001. 2. 22, 2000헌가1, 판례집 제13권 1집, 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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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소송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것은 아니며, 한정된 사법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효과적
인 권리구제를 위하여 적정한 소송비용은 헌법적 일탈이라고 볼 수 없다. 다만 적정한 소
송비용의 부담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즉 소송비용의 패소당사자의 부담범위,223) 소송수
수료인 인지세의 부담범위224)를 어느 정도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그 나라의 재판제도
와 국가의 재정여건, 재판제도를 이용하는 국민의 법의식과 사회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국민의 효율적인 권리보호와 소송제도의 적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입법자의
입법형성에 일임되어야 할 부분이다.225)

223)“소송수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중에서 어느 범위의 것을 소송비용으로 하여 패소한 당사자에게 부담시
킬 것인가, 특히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하여 패소한 당사자로부터 이를 상환 받을 수 있게 할 것
인지는 국가의 재정규모, 국민의 권리의식과 경제적·사회적 여건, 소송실무에 있어 변호사대리의 정도
및 변호사강제주의를 채택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국민의 효율적인 권리보호와 소송제도의 적정하
고 합리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입법자가 법률로 정할 성질의 것이다. 그러나 입법자가 정한 소송비용의
범위가 과도하게 넓다거나 비교적 고액인 변호사보수가 아무런 제한 없이 모두 소송비용에 산입된다면
패소한 당사자의 경우에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이 과도하게 높게 되어 자신의 정당한 권리실행을 위
하여 소송제도를 이용하려는 사람들도 패소할 경우에 부담하게 될 소송비용의 상환으로 인하여 소송제
도의 이용을 꺼리게 될 위험이 있고, 특히 경제적인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에게는 법원에의 접근을 사실
상 어렵게 하여 결과적으로 헌법 제27조가 보장하는 재판청구권을 제한하게 된다.”
고 판시하여 소송비
용의 과도한 상환은 재판청구권의 침해가 됨을 인정하고 있다(憲裁 2002. 4. 25. 2001헌바20, 판례집
제14권 1집, 297/298).
224) 이
 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살펴보면, 항소장에는 제2조의 규정액의 배액의 인지를, 상고장(대법원
에 제기하는 소장을 포함한다)에는 제2조 규정액의 3배액의 인지를 붙이도록 한 민사소송등인지법 제3
조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은 자력이 부족한 자를 위하여 소송구조제도를 마련하여 그 당사자가 패소할 것
이 명백하여 항소 또는 상고의 실질적 이익이 없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항소장 또는 상고장에 인지를 붙
이지 아니하고도 항소심 또는 상고심의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두고 있으므로 민사소송등인지법
제3조는 자력이 부족한 당사자에 대하여 항소 또는 상고의 기회를 제대로 이용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렵게
하거나 차단하여 무자력자들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거나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고 판시하여 합헌결정을 하였다(憲裁 1994. 2. 24. 93헌바10, 판례집 제6권 1집, 79/80). 같은 이유로
채무자가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때 경매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유가증권을 공
탁하도록 한 민사소송법 제642조 제4항에 대하여
“과거 우리의 경매절차에서 나타난 고의적인 집행지연
실태에 비추어 항고권을 남용함으로써 강제집행절차를 고의적으로 지연시키는 폐단을 시정하여야 할 필
요가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고, 민사소송법 제642조 제4항이 요구하는 항고보증금의 액수는 경락대
금의 10분의 1로 과거보다 현저히 줄어들었으며 만약 그 이하로 정할 경우 항고권남용을 억제하는 효과
가 있을지 의문스러운 점에 비추어, 위 법률조항이 그 정도의 금액을 보증금으로 공탁하도록 하였다 해
서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가 거의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어 비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고 판시하여 합헌결정을 하였다(憲裁 1996. 4. 25. 92헌바30, 판례집 제8권 1
집, 353). 그리고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대한 경매절차의 경락허가절차에서 항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담보로서 경락대금의 1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해야 한다고 규정한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관
한특별조치법 제5조의 2에 대하여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의 2는 금융기관의 연
체대출금에 관한 경매절차에 있어서 합리적 근거 없이 금융기관에게 우월한 지위를 부여하고 특히, 자력
이 없는 항고권자에게 과다한 경제적 부담을 지게 함으로써 부당하게 재판청구권을 제한하는 내용이므
로 헌법 제11조 제1항, 제27조 제1항 및 제37조 제2항에 위반된다.”
고 판시하였다(憲裁 1989. 5. 24.
89헌가37, 판례집 제1권, 48).
225) 憲裁 2002. 4. 25. 2001헌바20, 판례집 제14권 제1집 289-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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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소기간에 의한 제한과 명확성
제소기간에 의한 제한을 두는 것은 그 기간의 도과로 인하여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각하
판결을 받게 되고 실체판단, 즉 본안판결의 기회를 상실하게 되므로 실질적인 재판청구권
의 제한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모든 국민에게 언제나 분쟁해결의 수단으로서의 소송을
보장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226) 다시 말해서 소송을 통한 권리보호의 확장도
중요하지만 남소와 무차별적인 소송의 제기는 결국 재판의 효율성을 감소시키게 되어 오
히려 권리보호의 수단이라는 재판청구권의 실질적 의미를 반감시키게 된다. 따라서 제소
기간의 제한은 재판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제소
기간의 성질상 실질적 권리존속 내지 행사기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명확성의 원칙에 부

헌
법

합하도록 명확하고 분명하게 기간의 기산점이 설정되고 충분한 기간의 보장이 이루어져

제
2
7
조

야 한다. 헌법재판소도 제소기간과 같은 불변기간은 헌법상 재판청구권과 직접적 관련 있
는 사항이므로 재판청구권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제소기간에 관한 규정은 일반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227)

226) 이러한 의미에서 결국 제소기간에 의한 제한과 그 명확성의 정도는 입법형성권에 맡겨져 구체화 된다. 다
만 그 구체화에 있어 명확성의 정도는 엄격한 심사기준에 의한 심사의 대상이 된다. 헌법재판소 또한
“헌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판청구권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의미하는 것일 뿐 구체적 소송에 있어서 특정의 당사자가 승소의 판결을 받을 권리를 의미하는 것
은 아니다(헌법재판소 1996.1.25, 93헌바5· 58(병합) 결정). 출소기간의 제한은 재판청구권에 대하여 직
접적인 제한을 가하는 것이지만, 그 제한이 재판청구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한, 각 구체적
법률관계의 성질에 비추어 그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할 합리적인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상당한 범위내에서 입법재량으로 허용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즉 특별히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할 필요가 없음에도 그 권리의 행사여부 및 시기를 실체적 권리자의 선택에 맡기지 아니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출소기간을 설정하여 실체적 권리의 행사를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법률관계의 조속한 확정의 필
요가 인정되는 경우라도 그 출소기간을 지나치게 단기간으로 하여 출소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매
우 어렵게 되는 등 출소기간이 현저히 불합리하여‘사실상 재판의 거부’
라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출
소기간의 제한은 입법재량으로 허용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고 판시(憲裁 1996. 8. 29, 95헌가15, 판례집
제8권 2집, 13/14)하여 동일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227)“제소기간과

같은 불변기간은 국민의 기본권인 재판을 받을 권리의 행사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이므로 제
소기간에 관한 규정은 국민들이 나무랄 수 없는 법의 오해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상실하는 일이 없도록 알
기 쉽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지 않게끔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하며, 그것이 바로 재판을 받을 권리의 기
본권 행사에 있어서 예측가능성의 보장일 뿐 아니라 재판을 받을 권리의 실질적인 존중이며 나아가 법치
주의의 이상을 실현시키는 것이기도 할 것인바, 위법한 과세처분에 대한 국세심판소에의 심판청구기간을
정한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중 국세청장의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의 청구기간
에 관한 괄호부분은 어구가 모호하고 불완전하여 그 기산일에 관하여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고, 일
반인의 주의력으로는 쉽사리 정확하게 이해하기도 어렵거니와 중요한 규정을 괄호 내에 압축하여 불충실
하고 불완전하게 규정함으로써 그 적용을 받은 국민으로 하여금 재판권 행사에 착오와 혼선을 일으키게
하였으므로, 이는 법치주의의 한 내용인 명확성의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재판을 받을 권리의 파생인 불
변기간 명확화의 원칙에도 반하고, 또한 헌법으로 확보된 기본권이 그 하위법규로 인하여 잃기 쉽게 된다
면 이는 입법과정에서 국가의 기본권 보장의무의 현저한 소홀이라 할 것이므로 위 괄호규정은 헌법 제10
조 후문에도 저촉된다.”
고 판시하였다(憲裁 1993. 12. 23, 92헌가12, 판례집 제5권 2집, 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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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변호사 강제주의
변호사 강제주의 헌법상 허용여부는 변호사에 의한 당사자 권리보호의 필요성, 원활한
사법기능 등의 법익과 변호사 강제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가중된 소송위험부담을 상호
비교형량하여 결정할 문제이다.228) 다만 자력이 없는 당사자의 경우에 재판청구권에 국
선변호인을 선임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포함하는가에 대해서는 적어도 변호사강제주의를
취하고 있는 이상 국선변호인의 선임이 헌법적으로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229)

마. 사전적 권리보전절차
일반적으로 법원의 제소에 의한 소송절차를 통한 권리보호는 권리침해 후에 이루어지는
사후적 권리구제이다. 그러나 일률적인 소송을 통한 사후적 권리구제만을 강요한다면 재
판결과 전에 발생하는 회복불가능한 권리침해의 결과를 간과하고 소송수행과 진행만을 강
요한다면 권리보호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권리보호의 필요성이 정상적
인 권리구제절차의 진행과 결과를 기대하기에 너무나 긴박한 경우를 대비하여 사전적·예
방적 권리구제 수단 내지 보호절차가 필요하다.230) 이러한 수단으로‘가처분결정에 의한 권
리보호’
를 고려할 수 있으며, 종국적으로 효율적인 권리보호의 관점에서 소송제도의 보완
적 역할을 통해 재판청구권의 법치국가적 실현수단의 의미를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바. 실체법규정에 의한 침해
재판청구권은 그 목적이 실체법적 권리의 보호를 위한 절차적 성격이므로 원칙적으로
실체법적 규정에 의하여 침해될 수 없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법관의 양형판단권의 침해로
인한 재판청구권의 침해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이는 형사처벌법규에서 문제가 되는

228) 헌
 법재판소는 헌법소원청구와 심판수행에 대하여 변호사강제주의를 취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에 대하여
“변호사강제주의는 재판업무에 분업화원리의 도입이라는 긍정적 측면 외에도, 재판을 통
한 기본권의 실질적 보장, 사법의 원활한 운영과 헌법재판의 질적 개선, 재판심리의 부담경감 및 효율화
사법운영의 민주화 등 공공복리에 그 기여도가 크다 하겠고, 그 이익은 변호사선임 비용지출을 하지 않
는 이익보다는 크다고 할 것이며, 더욱이 무자력자에 대한 국선대리인제도라는 대상조치가 별도로 마련
되어 있는 이상 헌법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고 판시하여 합헌결정을 하였다(憲裁 1990. 9. 3, 89헌
마120, 판례집 제2권, 288).
229) 한수웅(주 6), 359.
230) 한수웅(주 6), 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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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이를테면 특정범죄에 대한 법정형의 하한과 상한을 지나치게 높이거나 낮게 규정하여
이로 인한 법관의 양형판단권의 침해가 국민의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로
볼 수 있는가이다.
이 문제의 핵심은 법관의 양형판단권이 사법작용의 일정으로 법률유보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즉‘법률’
에 의한 재판이라고 할 경우에 그‘법률’
의 대상이 될 수 없는가라는 점이
다. 현행 헌법의 권력분립의 원칙과 의회유보의 본질성이론에 의할 때‘법률’
에 의한 재판
이라고 할 경우에 그‘법률’
에는 개별범죄에 대한 양형의 절대적 범위를 입법자는 입법형
성권에 의하여 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법원의 양형판단권은 바로 입법자의
정책적 결정의 결과인 법률의 범위 내에서만 존재하는 것이며, 법관의 양형판단가능성의
여부가 법률의 위헌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231)
이에 대하여 초기의 헌법재판소는 양형판단권의 제한을 재판청구권의 침해로 보았으
나 이후의 결정에서는 양형판단권도 입법자의 입법형성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는 점을 밝혔다.232) 요컨대 입법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과도한 형량을 정하여 법관의 양

231) 한수웅(주 6), 362.
232) 헌
 법재판소는 (구)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에 대한 결정에서
“구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은 전과나 감호처
분을 선고받은 사실 등 법정의 요건에 해당되면 재범의 위험성 유무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그에 정한 보
호감호를 선고하여야 할 의무를 법관에게 부과하고 있으니 헌법 제12조 제1항 후문(後文), 제37조 제2
항 및 제27조 제1항에 위반된다.”
고 판시하여 양형판단권의 제한이 재판청구권의 침해가 될 수 있음을
인정하였다(憲裁 1989. 7. 14. 88헌가5, 판례집 제1권, 69), 그런데 이 후의 결정에서
“가. 입법자가 법
정형(法定形) 책정에 관한 여러 가지 요소의 종합적 고려에 따라 법률 그 자체로 법관에 의한 양형재량의
범위를 좁혀 놓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당해 범죄의 보호법익과 죄질에 비추어 범죄와 형벌간의 비례의
원칙상 수긍할 수 있는 정도의 합리성이 있다면 이러한 법률을 위헌이라고 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법률
조항이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별도의 법률상 감경사유가 없는 한 집행유예의 선고를 할 수 없도록 그 법
정형의 하한을 높여 놓았다 하여 곧 그것이 법관의 양형결정권을 침해하였다거나 법관독립의 원칙에 위
배된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
라고 판
시하였고(憲裁 1995. 4. 20. 93헌바40, 판례집 제7권 1집, 541),
“나. 어느 범죄에 대한 법정형의 하한
도 여러 가지 기준의 종합적 고려에 의하여 정해지는 것으로서 죄질의 경중과 법정형의 하한의 높고 낮
음이 반드시 정비례하는 것은 아니므로, 강도상해죄의 법정형의 하한을 살인죄의 그것보다 높였다고 해
서 바로 합리성과 비례성의 원칙을 위배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작량감경을 하
더라도 별도의 법률상 감경사유가 없는 한 집행유예의 선고를 할 수 없도록 그 법정형의 하한을 높여 놓
았다 하더라도 이는 강도상해죄를 범한 범죄자에 대하여는 반드시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시키도록 하는
입법자의 입법정책적 결단으로 존중되어야 하고, 또한 법관이 형사재판의 양형에 있어 법률에 기속되는
것은, 법률에 따라 심판한다고 하는 헌법규정(제103조)에 따른 것으로 헌법이 요구하는 법치국가원리
의 당연한 귀결이며, 법관의 양형판단재량권 특히 집행유예 여부에 관한 재량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제한
될 수 없다고 볼 성질의 것은 아니다.”
고 판시하였다(憲裁 1997. 8. 21. 93헌바60, 판례집 제9권 2집,
20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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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판단권을 제약 즉 법관이 그 사건에서 그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과할 수 있는 처분형이
도저히 그 양식에 따라 선고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한다면 이는 위헌으로 연결될 수 있
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입법형성권의 테두리 속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5. 공정한 재판
가. 외국의 입법례
독일에서는 공정절차청구권(der Anspruch auf ein faires Verfahren)을 법치국가원
리233)에 근거하여 독일연방헌법재판소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헌법질서에 수
용된 바 있다.
공정한 재판의 기원은 Common Law상의 공정성, 특히 공정한 재판의 개념에서 출발
하여, 미국에서는 적법절차조항에 의해 헌법적 지위를 가지게 되었고, 절차적 기본권 규
정이 미흡한 스위스에서는 평등원칙에서도 파생되는 많은 헌법상 원칙을, 공정성을 지도
원리로 하여 체계화하려는 시도가 있었다.234)

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근거와 기본권성
(1) 학설
현행 헌법은 제27조 제3항에서‘신속한 재판’
과‘공개재판’
을 받을 권리를 명문으로 규
정하고 있으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언급은 하고 있지 않다.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하여 이를 헌법상 기본권으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하여 학
설의 주류적 견해는 이를 기본권으로 이해하고 있으나, 기본권으로 볼 수 없다는 견해도
일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학설에 대하여 상세히 살펴보면, 우선 기본권으로 인정하는 견해는 공정한 재판
에 대하여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효율적인 권리보호를 위해서는 법원에 의한 재판의 공
정성이 보장되는 것은 기본적 전제이므로‘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는 제27조 제1항의

233)독 일에서의 법치국가원리에 대한 논의에 대하여는 Konrad Hesse, 계희열 역, Grundzüge des
Verfassungsrechts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박영사, 2001, 121 이하 참조.
234) 장석조(주 46), 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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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청구권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보는 견해,235) 법치주의 이념인 정의의 관점에서 법원에
의한 재판이 공정해야 한다는 것은 본질적·필연적인 것이므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는 헌법 제27조의 재판청구권과 사법권의 독립을 정하고 있는 규정에 의하여 보장된다는
견해236)가 있다.237) 사법권의 독립이란 하나의 수단적 개념으로서 이것 자체가 중요한 것
이 아니라 이를 통해 공정한 재판제도를 확립하여 국민의 인권보장을 기하는 것이 관건이
라는 해설이 일반적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공정한 재판을 헌법 제103조에서 정한‘양심’
에 따른 재판으로 파악하여 법관의 직무상의 독립의 한 내용으로서‘부정한 자신으로부
터의 독립’
을 첨가하는 견해가 주목된다.238) 기본권으로 보는 긍정설의 입장에서 주된 논
거로 제시되는 규정은 권리보호의 실효성을 위한 재판의 공정성은 필연적이라는 의미에

헌
법

서 헌법 제27조 제1항, 법치주의의 이념인 정의, 사법권의 독립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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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

101조, 제103조이다. 이는 독일의 공정절차청구권을 법치국가원리 규정

에서 헌법적

근거를 찾는 것과 유사한 점도 있다.
이와 반대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기본권성을 인정하지 않는 견해는 그 논거로
첫째, 독일의 공정절차청구권과 유사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기본권적 성격의 애매
성으로 인해 상호 모순된 법익의 주장을 위한 헌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240) 다
시 말해서 재판의 공정성이 서로 대립되는 당사자 각각에게 절차의 신속성과 실효성, 그
리고 절차의 예견가능성과 안정성을 요구하도록 할 수 있다는 점이다.241) 둘째, 공정한 재

235) 김철수(주 1), 1080.
236) 정종섭(주 3), 634; 양건(주 32), 591/592. 다만 양 건 교수는 법치국가원리만을 그 헌법적 근거로 설명하
고 있다.
237) 그 밖에 대부분의 학설들의 견해는 특별히 그 헌법적 근거를 밝히지 않고 재판청구권의 내용으로 공정한 재
판을 받을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권영성(주 24), 600; 성낙인(주 29), 566; 홍성방(주 32), 639).
238) 신평(주 22, 2002), 10 이하 참조.
239) 독일기본법상 법치국가원리를 나타내는 규정으로 볼 수 있는 것은 기본법 제20조 제3항, 제1조 제3항이다
(Konrad Hesse, 계희열 역(주 234), 123).
240) 장석조(주 46), 448.
241) 실제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헌법적 근거를‘제27조 제3항’
으로 하고,‘신
속한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
가‘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에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결정도 있다. 이러
한 결정으로
“법관에 의한 법률에 의한 공정하고 신속한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
이 있고, 헌법 제103조 내지 제106조에 정한바 법정절차에 의하여 임명되고 신분이 보장되어 독립하여 심
판하는 법관으로부터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위에서 본 적법절차에 의하여 신속한 공개재판
을 받을 권리인 것이다. 이는 공정한 재판을 위한 핵심적 규정이고, 1789년 프랑스인권선언을 거쳐 1791
년 프랑스헌법에 규정하기 시작하여, 세계 각 민주국가에는 일반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가장 중요한
기본권 중의 하나이다.”
라고 판시하였다(憲裁 1994. 4. 28. 93헌바26, 판례집 제6권 제1집, 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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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을 받을 권리의 법적 성격에 대한 애매성이 실질적인 문제해결에 저해가 될 수 있고,
그로 인해 절차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점이다.242) 부정설은 이러한 논거를 바탕으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법적 성격을 별개의 독자적인 절차적 기본권이 아닌 절차적
기본권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강학상의 용어, 평등이념의 구체화된 지도이념 또는 보충
적인 일반원칙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구현하는 제도 또는 구체적인 절
차적 기본권을 별도로 검토함이 타당하다고 한다.243)
(2) 헌법재판소의 입장
헌법재판소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근거에 대하여 판단한 결정들을 살펴보
면,
“헌법은 제12조 제1항에서‘모든 국민은 ……법률과 적법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 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여 적법절차에 의한 형사처벌
의 원칙을 선언하였다. 이 적법절차는 절차가 법률로 정하여지고 또 그 법률에 합치하여
야 할 뿐만 아니라 적용되는 법률의 내용에 있어서도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춘 적정한 것
이어야 하며, 특히 형사소송절차와 관련시켜 적용함에 있어서는 형벌권의 실행절차인 형
사소송의 전반을 규율하는 기본원리로서 형사피고인인 국민의 기본권이 공권력에 의하여
침해당할 수 있는 가능성을 최소화하도록 절차를 형성·유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헌법
은 또 제27조 제1항에서‘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
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라고 규정하여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 재판청구권은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포함한다. 여기서 공정한 재판이란 헌법과 법률
이 정한 자격이 있고, 헌법 제104조 내지 제106조에 정한 절차에 의하여 임명되고 신분
이 보장되어 독립하여 심판하는 법관으로부터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위에
서 본 적법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재판을 의미한다.”
라고 판시하였다.244)
동 결정의 내용을 분석해보면, 헌법 제12조 제1항의 의미를 실체적·절차적 적법성과
적정성을 포괄하는 의미로 보고 국민의 기본권이 공권력에 의하여 침해의 최소화를 요구
하는 중요한 형사사법절차의 기본원리로 본다. 그리고 헌법 제27조 제1항의 재판청구권

242) 장석조(주 46), 449.
243) 장석조(주 46), 449.
244) 憲裁 1996. 1. 25. 95헌가5, 판례집 제8권 1집,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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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물적·인적 독립을 보장받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헌법 제12조 제1항의
적법절차원리에 의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포함한다고 보았다. 즉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헌법적 근거를 헌법 제12조 제1항과 제27조 제1항으로 본 것이다. 다만 재
판청구권의 보호내용에 대한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해석에 있어 적법절차원리
에 의한 해석을 하고 있는 점245)에 미루어 보면 헌법 제27조 제1항 보다는 제12조 제1항
의‘적법절차원리’
에 더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246)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적법절차원칙의 적용범위에 대하여
“현행 헌법상 규정된 적법절차
의 원칙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하여 표현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적법절차의
원칙이 독자적인 헌법원리의 하나로 수용되고 있으며 이는 형식적인 절차뿐만 아니라 실
체적 법률내용이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는 실질적 의미로 확대 해석하고
있으며, 우리 헌법재판소의 판례에서도 이 적법절차의 원칙은 법률의 위헌여부에 관한 심
사기준으로서 그 적용대상을 형사소송절차에 국한하지 않고 모든 국가작용 특히 입법작
용 전반에 대하여 문제된 법률의 실체적 내용이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고 판시247)하였다.
이와 같은 판례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물적·인적 독립을 전제로 하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적법절차원리가 적용되는 재판을 받을 권리로 보고 있으므로 이
는 간접적으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형사재판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 모든 국가작용
에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248)
한편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에 신청을 받은 법원 또는 법관이 이를
기각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0조 제1항이 헌법상 보장되는 공정한 재판을 받
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헌법은 제27조 제1항에서‘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라고
정하고 있다. 또한 헌법에‘공정한 재판’
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지만 재판청구권이 국
민에게 효율적인 권리보호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의한 재판이 공정하여야만 할 것

245) 憲裁 1993. 7. 29. 90헌바35, 판례집 제5권 제2집, 14.
246) 장석조(주 46), 446.
247) 憲裁 1992. 12. 24. 92헌가8, 판례집 제4권, 876/877.
248) 장석조(주 46), 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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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 당연하므로,‘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는 헌법 제27조의 재판청구권에 의하여 함께
보장된다고 보아야 하고 우리 재판소도 헌법 제27조 제1항의 내용을‘공정한 재판을 받
을 권리’
로 해석하고 있다.”
고 판시249)하여 헌법 제12조 제1항 보다는 권리보호의 효율성
을 위해서는 재판의 공정성은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며 그러한 의미에서 헌법 제27조 제1
항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헌법적 근거가 된다고 보고 있다. 이상의 헌법재판소의
결정내용들을 종합해서 본다면 헌법 제27조 제1항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헌법
적 근거로 삼는 경향이 점차 강화되어 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 내용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재판청구권의 내용으로 보는 긍정설과 헌법재판소의 입장
에 따른다면, 그 내용으로 청문청구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과 같은 재판절차
에서의 기본권을 들 수 있다.
따라서 획일적인 궐석재판을 허용한다든지250) 미결수용자로 하여금 수사 또는 재판기
간동안 사복을 입지 못하게 하는 행위251)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가 된다. 또
한 헌법재판소는 재판청구권에 정당한 법치국가적 형사절차를 형성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공판에 출석하여 스스로 방어할 형사피고인의 권리’및 피고인의 방어
권 행사의 중요한 자료가 되는 기록의 열람권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로부터 도출 하
였다.252) 결국 이러한 모든 내용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당사자주의와 구두변론주의가 보장되고 당사자에게 공소사실에 대한 답변과 입증
및 반증의 기회가 부여되는 등 공격·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는 권리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253)

249) 憲
 裁 2006. 7. 27. 2005헌바58, 판례집 제18권 2집, 147; 1996. 12. 26. 94헌바1, 판례집 제8권 제2
집, 808/820.
250) 憲
 裁 1998. 7. 16. 판례집 제10권 제2집, 218 이하; 2001. 2. 22. 99헌마461, 2000헌마258(병합), 판
례집 제13권 제1집, 328.
251) 憲裁 1999. 5. 27. 98헌마5, 판례집 제11권 제1집, 653 이하.
252)憲
 裁 1996. 1. 25. 95헌가5, 판례집 제8권 제1집 1 이하; 1994. 12. 29. 92헌바31, 판례집 제6권 제2
집, 367/368; 1997. 11. 27. 94헌바60, 판례집 제9권 제2집, 675 이하 참조
253) 憲裁 1996. 1. 25. 95헌가5, 판례집 제8권 제1집, 653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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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헌법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구체적 내용들을 형사절차에 관한 일련
의 규정들을 통하여 구체화하고 있으며, 무죄추정의 원칙, 진술거부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254) 등이 이에 해당한다.255) 나아가서 한국 사회에 만연된 연고주의 혹은 정실주
의나 이에 편승한 일부 법관들의 사익을 도모하는 악질적 오판 등의 방지가 공정한 재판
의 주요한 내용으로 반드시 들어가야 할 것이다.256) 우리 재판현실에서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감시가 제대로 작용하지 않아 법관에 의한 의도적인 오판이 적지 않고, 그로 인한
‘사법피해자’
가 양산되어 큰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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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의 공정성은 전술한 바와 같이 효과적인 권리보호를 위해 법치국가원리에 따른 본
연의 요청이자 중요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권리보호의 효과성은 재판의 목적,
즉 국가사법의 확립목적이 단지 당해 소송절차에서 절차적 이해관계 있는 일방의 권리만
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권리의 효과적인 보호뿐만 아니라 재판의 신속성 보장을

254) 헌
 법이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권리로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이유는 단순히 변호인
선임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효율적인‘조력을 받을 권리의 보장’
이다. 그러나 이를 위해
서 어떠한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는가라는 실질적인 문제는 피고인의 조력자로서 변호인의 역할과 기능
의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변호인은 소송주체로서 피고인의 자주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역할이
며 이러한 역할을 충분히 보장해주도록 하기 위해 피고인과 변호인의 자유로운 접촉이 제한을 받지 않아
야 한다. 또한 피고인의 그의 변호인을 통하여·수사기록을 포함한 소송관계서류를 열람·등사하고 이를
토대로 공격과 방어의 준비를 할 수 있는 권리도 포함된다(장석조(주 46), 376-377). 한편 헌법재판소
는 변호인과의 자유로운 접견교통권은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 등 어떠한 명분으로도 제한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으나(憲裁 1992. 1. 28. 91헌마111, 판례집 제4권, 51/60), 그
러나 피고인과 변호인과의 자유로운 접견권에 대하여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구속제도가 헌
법 및 법률상 이미 용인되어 있는 이상, 미결수용자는 구속제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일면의 작용인 사회
적 격리의 점에 있어 외부와의 자유로운 교통과는 상반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증거인멸이나 도망
을 예방하고 교도소 내의 질서를 유지하여 미결구금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일반사회의 불안을 방
지하기 위하여 미결수용자의 서신에 대한 검열은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미결
수용자의 통신의 비밀이 일부제한되는 것은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라는 정당한 목적을 위하여 불가피
할 뿐만 아니라 유효적절한 방법에 의한 최소한의 제한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고 판시하
여 제한가능함을 밝히고 있다(憲裁 1995. 7. 21. 92헌마144, 판례집 제7권 제2집, 94/95).
255) 정종섭(주 3), 635.
256) 신평(주 22, 2002), 93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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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한 권리보호의‘효율성’
을 추구하는 것도 중요한 법치국가적 요청이라고 할 수 있다.257)
이러한 재판의 신속성이 보장되는 이유를 형사재판에 한정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국가측(소추자측)은 첫째, 범죄를 증명하기 위한 증거가 소멸해버리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둘째, 범죄의 일반예방의 관점에서는 범행 후 신속하게 처벌하는 것이 효과적이
며, 셋째, 신병을 구속하지 않는 경우는 도망, 재범, 증인협박의 가능성이 적다는 점이다.
그리고 피고인측에서 보면 첫째, 자기에게 유리한 증거인멸을 방지하기 위해서, 둘째, 미
결수용이 장기화 되지 않기 위해서, 셋째, 소추로 만들어지는 심리적·물리적 부담을 최소
화하기 위해서 신속한 재판이 요청된다는 점이다.258) 이에 현행 헌법은 재판의 신속성에
대하여 헌법 제27조 제3항에서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주로 피고인측 입장에서
재판의 신속성을 보장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259)
재판의 신속성은 모든 소송절차에 적용되는 것이지만, 특히 형사절차의 경우 기소전 절
차에서도 신속한 절차진행은 피의자로 하여금 불필요한 인신구속을 미연에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요청되며,260) 민사261)와 행정소송의 경우 재판의 지연은 실체권 행사의 제약이

257) 신
 속한 재판의 보장은 단순히 재판의 기회보장만을 재판청구권의 내용으로 보는 형식적 절차적 기본권
의 개념을 보다‘실질적이고 효율적인 권리보호의 가능성’
을 확보하는 것이다. 아무리 공정하고 정확한
재판이라 할지라도 권리보호의 시간이 길어지는 즉, 재판의 종결이 지연되면 종국적으로 재판에서 승소
한다고 하더라도 재판지연에 따른 비용이 권리보호이익을 초과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재판
의 신속한 진행은 결국 재판제도를 통한 권리보호의 효율성을 고양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되는 것이다.
258) 백윤철(주 6), 222 이하.
259) 백윤철(주 6), 223. 憲裁 1995. 11. 30. 92헌마44, 판례집 제7권 제2집, 646(676) 참조
260) 국
 가보안법 제3조 내지 제10조에 대한 구속기간의 연장을 규정한 제19조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형사
소송법상의 구속기간은 헌법상의 무죄추정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불구속수사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설정
된 기간으로 이 구속기간을 더 연장하는 것은 예외에 대하여 또 다시 특례를 설정하는 것이 되므로 그 예
외)의 범위를 확장하는 데에는 국가안전보장과 질서유지라는 공익과 국민의 기본권보장이라는 상충되는
긴장관계의 비례성 형량에 있어서 더욱 엄격한 기준이 요구되며 따라서 그 예외의 확장은 극히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고무 및 제10조의 죄는 구성요건이 특별히 복잡한 것도 아니고 사
건의 성질상 증거수집이 더욱 어려운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가보안법 제19조가 제7조 및 제10조의
범죄에 대하여서까지 형사소송법상의 수사기관에 의한 피의자구속기간30일보다 20일이나 많은 50일을
인정한 것은 국가형벌권과 국민의 기본권과의 상충관계 형량을 잘못하여 불필요한 장기구속을 허용하는
것이어서 결국 헌법 제37조 제2항의 기본권 제한입법의 원리인 과잉금지의 원칙을 현저하게 위배하여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 무죄추정의 원칙 및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고 판시하여 위헌
선언을 하였으나(憲裁1992. 4. 14. 90헌마82, 판례집 제4권, 194), 그러나 이후의 결정에서 국가보안
법(1980. 12. 31. 법률 제3318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19조 중, 1991. 5. 31. 개정 전후의 같은 법 제3
조, 제5조, 제8조, 제9조의 죄에 관한 구속기간의 연장부분에 대하여
“1991. 5. 31. 개정 전후의 국가보
안법 제3조, 제5조, 제8조, 제9조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한 수사에 있어서는 그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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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소송비용 등을 수반하고 이로 인해 재산권의 불가침에 반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262)
재판의 신속성의 원칙상 지연의 원인이 당사자나 증인 기타 관계인에게 있는 경우, 국가
가 그에 대해 적절한 지연방지수단을 소송절차에 형성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물적·인적
시설의 확충과 절차법제를 정비하는 것도 국가의 재판의 신속성을 실현하기 위한 의무이
다.263) 다만 재판의 부당한 지연에 대한 판단은 절차법제의 일의적 해석에 의해서 결정되
는 것이 아니라 재판부가 소송의 종류와 유형, 지연원인, 사건처리현황, 사건의 규모, 사
건쟁점의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1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이며, 재판의
지연으로 인한 재판청구권의 여부에 대한 최종적 판단은 결국 최고의 헌법해석 기관인 헌
법재판소가 판단할 수 있다. 한편 현행 헌법이 제27조 제3항에서 신속한 재판에 대한 명

간을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며, 또 그 구속기간의 연장에는 지방법원 판사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어서 수사기관의 부당한 장기구속에 대한 법적 방지장치도 마련되어 있으므로 국
가보안법 제19조 중 위 각 죄에 관한 구속기간의 연장부분은 헌법에 규정된 평등의 원칙, 신체의 자유,
무죄추정의 원칙 및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하는 위헌법률조항이라고 할 수 없다.”
고 판시하
였다(憲裁 1997. 6. 26. 96헌가8, 판례집 제9권 1집, 578). 96헌가8 결정과 동일한 입장에서 헌법재판
소는 국가보안법 제19조 중 같은 법 제8조의 죄에 관한 구속기간연장 부분이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 신
체의 자유, 무죄추정의 원칙 및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도
“ 국가보안법
(1980. 12. 31. 법률 제3318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19조 중 1991. 5. 31. 개정된 같은 법 제8조의 죄
에 관한 구속기간 연장 부분은 국내외의 반국가활동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의 존립과 안전을 보호하고 자
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규제의 정도가 지나친 것이
라고도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이 헌법에 규정된 평등의 원칙, 신체의 자유, 무죄추정의 원칙 및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하는 위헌법률조항이라고 할 수 없다.”
고 판시하였다(憲裁 1997. 8. 21. 96
헌마48, 판례집 제9권 2집, 295). 반면에 군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규정한 군사법원법 제22조
제1항 중 제239조 부분은 구속기간을 불필요하게 장기화하여 피의자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
한다고 판시하였다(憲裁 2003. 11. 27. 2002헌마193, 판례집 제15권 제2집(하), 311). 이외에 소송기
록의 등사 및 열람과 관련되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로 본 결정으로 憲裁 1995. 11. 30. 92헌
마44, 판례집 제7권 제2집, 646 이하; 1997. 11. 27. 94헌마60, 판례집 제9권 제2집, 675 이하 참조.
261) 배
 당기일에 이의한 사람이 배당이의의 소의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
로 보도록 한 민사집행법 제158조(이하‘이 사건 조항’
이라 한다)가 이의한 사람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
는지 여부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조항은 배당이의의 소에 있어서 원고로 인한 불필요한 지연
을 방지하고 최초 변론기일부터 원고의 적극적 소송참여를 유도함으로써 강제집행절차를 신속하고 효율
적으로 진행시키기 위한 것인데,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의 확정을 목적으로 하는 판결절차에 비하여
권리의 강제적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강제집행절차에서는 신속성의 요청이 더 강하게 요구되므로 그 입
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최초변론기일 불출석시 소취하 의제라는 수단은 원고의 적극적 소송수행
을 유도하므로 입법목적의 달성에 효과적이고 적절한 것이고, 원고가 최초의 변론기일에만 출석한다면
그 이후의 불출석으로 인하여 다른 사건에 비하여 특별히 불리한 처우를 받게 되지 않으므로 재판청구권
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할 수 없다.”
고 판시하였다(憲裁 2005. 3. 31. 2003헌바92, 판례집 제17권
1집, 396).
262) 김철수(주 1), 1081; 백윤철(주 6), 221.
263) 백윤철(주 6),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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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구체적 법률의 형성 없이 헌법조항으
로부터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구체적 권리가 도출될 수 있는 가에 대하여 헌법
재판소는 제27조 제3항에서 어떤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청구권이 나오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264)
그러나 현실에서는 제도적인 측면 외에 법관의 고의적인 태만에 의한 재판절차의 지연
이 없지 않으므로 이에 관한 구체적인 대책이 요구된다.265)

7. 공개재판
현행 헌법은 제27조 제3항에서 형사피고인의 권리로서‘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공개재
판’
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공개재판이라 함은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266) 일반 공개라든가 재판장이 법정질서유지상 방청권을 발행하고 그 소지자
만 방청을 허용하는 것은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로 보지 않는다.267) 그리고 비록 제
27조 제3항에서 그 주체를‘형사피고인’
에 한정하였으나 모든 국민의 권리로 보는 것이
다수설이다.268) 재판의 공개에 관하여 헌법은 제109조에서 재판의 공개원칙에 대하여 구
체적인 규정을 두어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 법원의 결정으로 공

264)“법원은

민사소송법 제184조에서 정하는 기간내에 판결을 선고하도록 노력해야 하겠지만, 이 기간 내에
반드시 판결을 선고해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며, 헌법 제27조 제3항 제1문에 의거
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실현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입법형성이 필요하고, 신속한 재판을 위한 어
떤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청구권이 이 헌법규정으로부터 직접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보안관찰처분들의
취소청구에 대해서 법원이 그 처분들의 효력이 만료되기 전까지 신속하게 판결을 선고해야 할 헌법이나
법률상의 작위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고 판시하였다(憲裁 1999. 9. 16. 98헌마75, 판례집 제11권
제2집, 364).
265) 신평(주 22, 2003), 326 참조.
266) 김철수(주 1), 1082; 권영성(주 24), 599.
267) 大
 判 1975. 4. 8. 74도3323; 1990. 6. 8. 90도646, 공 877, 1501; 한편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면전에
서 모든 증거자료가 조사·접수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공격·방어할 수 있는 재판”
이어야 한다고 판
시했다(憲裁 1996. 12. 26. 94헌바1, 제8권 제1집, 808 이하).
268) 김철수(주 1), 1083; 권영성(주 24), 599; 성낙인(주 29), 567; 정종섭(주 3), 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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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고 하여‘판결’
에 대하여는 절대적 공개를 하도록 하였다.269) 제
109조 제3항과 제27조 제2항의 관계에 대하여 헌법 제27조의 공개재판은 제109조가 정
한 공개원칙을 피고인의 권리라는 측면에서 규정한 것으로, 헌법 제109조가 정한 공개제
도는 제27조에도 적용이 되나, 피고인의 관점과 재판제도의 관점에서 별개의 독자적인
영역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헌법 제109조에 반하지 않으면 헌법 제27조에도 반하지 않는
다고 볼 수 없다는 견해가 있다.270)

헌
법

8.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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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의의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마찬가지로 현행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다.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이란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 출석
하여 자신이 입은 피해의 내용과 사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권리로서, 증인으
로서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를 방어하고 주장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진술권이라는 점에 특색이 있다.271) 이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항하여 피해자가
재판정에서 진술할 기회가 박탈되는 것을 방지하고 형사사법의 절차적 적정성을 확보하
면서, 동시에 그 동안 단순히 심리의 대상에 지나지 않았던 형사피해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한다는 의미도 가진다. 헌법재판소는 지금까지 많은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사
건에서 이를 천명하였다. 동규정은 헌법 제30조의 범죄피해구조청구권과 동시에 1987년
헌법에서 도입되었다.

269) 성
 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2조에서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할 수 없도록 하고, 증인으로 소환을 받은 성폭력피해자와 그 가족은 증인신문의 비공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70) 백윤철(주 6), 224.
271) 김철수(주 1), 1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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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내용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에 관한 내용으로 먼저 그 해석의 문제가 되는 것이 형사
피해자의 개념이다.
헌법재판소는 형사피해자의 개념에 대하여
“헌법 제27조 제5항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
절차진술권을 독립된 기본권으로 보장한 취지는 피해자 등에 의한 사인소추를 전면 배제
하고 형사소추권을 검사에게 독점시키고 있는 현행 기소독점주의의 형사소송체계 아래에
서 형사피해자로 하여금 당해 사건의 형사재판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청문의 기회를 부여
함으로써 형사사법의 절차적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 헌법조항의 형사피해
자의 개념은 반드시 형사실체법상의 보호법익을 기준으로 한 피해자개념에 한정하여 결
정할 것이 아니라 형사실체법상으로는 직접적인 보호법익의 향유주체로 해석되지 않는
자라 하더라도 문제된 범죄행위로 말미암아 법률상 불이익을 받게 되는 자의 뜻으로 풀이
하여야 할 것이다.”
라고 판시하여 넓게 보고 있다.272)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은 주
로 검사의 자의적인 불기소처분에 대한 사법심사의 기준이 되는 기본권의 역할을 한다.
헌법재판소도 형사피해자가 고소·고발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이유 없이 불기소처분하
는 것은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시273)하여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의하여 침해되는 주요한 기본권으로 보고 있다.274)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의 행사는 형사소송법 제294조의 2에 규정되어 있다. 동
규정에 의하면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그 피해자를 증인으로
심문하여야 하나, 다만 피해자가 아닌 자가 신청한 경우, 신청인이 이미 당해 사건에 관
하여 공판절차 또는 수사절차에서 충분히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청인의 진술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

272) 憲
 裁 1993. 3. 11. 92헌마48, 판례집 제5권 1집, 121; 이와 동일한 취지로 憲裁 1992. 2. 25. 90헌마
91, 판례집 제4권, 130 이하; 2003. 9. 25. 2002헌마533, 판례집 제15권 제2집(상), 485 참조.
273) 憲裁 2006. 4. 27. 2005헌마1097 등, 판례집 제18권 제1집(상), 626.
274) 재
 판절차진술권의 침해를 인정한 헌법재판소 결정들로는 憲裁 1991. 4. 1. 90헌마115, 판례집 제3권,
175 이하; 1999. 2. 25. 98헌마108, 판례집 제11권 제1집, 152 이하; 1999. 9. 16. 98헌마289, 공보
제38호, 799 이하; 1999. 10. 21. 99헌마131, 공보 제39호, 874 이하; 1999. 11. 25. 99헌마422, 공
보 제40호, 938 이하; 1999. 12. 23. 99헌마403, 공보 제41호, 81 이하; 2000. 3. 30. 99헌마270, 판
례집 제12권 제1집, 416 이하; 2000. 7. 20. 99헌마358, 공보 제48호, 682 이하; 2000. 8. 31. 99헌
마69, 공보 제49호, 746 이하; 2000. 8. 31. 99헌마639, 판례집 제12권 제2집, 254 이하; 2000. 11.
30. 2000헌마253, 공보 제51호, 851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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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그리고 법원이 이러한 절차에 의하여 피해자를 심문하는 경우
당해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94조의 2 제1항, 제
294조의 2 제2항).

9. 형사피고인의 무죄추정의 원칙
가. 의의
형사피고인의 무죄추정원칙은 1980년 제8차 개정헌법에 제26조 제4항에 처음 도입되

헌
법

었고, 이후 현행 헌법 제27조 제4항에 규정되기에 이르렀는데, 형사소송법에서도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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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시하였다(형사소송법 제275조의 2). 이 원칙은 1789년 프랑스 인권선언 제9조에서 최
초로 명시되었다.
헌법 제27조 제4항은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고 하여 법문의 표현상 재판을 받을 권리에 관한 규정에 위치하기 때문에 형사절차에 국
한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일반적인 법영역에서 적용되는 원칙으로 확대된다고 보아
야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무죄추정이 객관적 법원칙이자 개인의 기본권으로 보고‘무
죄추정을 받을 권리’
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275)

나. 내용
무죄추정을 받는 주체는‘형사피고인’
에 국한되지 않고, 형사피고인을 포함한 공소제
기 전의 형사피의자에게도 당연히 인정된다.276)‘유죄판결 확정’
의 의미는 실형선고만이

275) 憲裁 1994. 4. 28. 93헌바26, 판례집 제6권 제1집, 348 이하 참조.
276)“헌법

제27조 제4항은‘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
라고 하여 이른바
무죄추정의 원칙을 선언하였는데 공소가 제기된 형사피고인에게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이상, 아
직 공소제기조차 되지 아니한 형사피의자에게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며
이 무죄추정의 원칙은 언제나 불리한 처지에 놓여 인권이 유린되기 쉬운 피의자, 피고인의 지위를 옹호
하여 형사절차에서 그들의 불이익을 필요한 최소한에 그치게 하자는 것으로서 인간의 존엄성 존중을 궁
극의 목표로 하고 있는 헌법이념에서 나온 것이다. 이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인하여 불구속수사, 불구속
재판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도망할 우려가 있으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
는 때에 한하여 구속수사 또는 구속재판이 인정될 따름이다.”
라고 판시하였다(憲裁 1992. 1. 28, 91헌
마111, 판례집 제4권, 58). 보안처분에 있어서 무죄추정원칙의 인정여부에 대하여는 김혜정,
“보안처분
에서 무죄추정원칙의 인정여부”
, 형사법연구 제19권(2003. 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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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집행유예, 선고유예, 형의 면제를 모두 포함하며(형사소송법 제321조, 제322조),
확정판결의 효력이 부여된 약식명령이나 즉결심판도 무죄추정 종료사유인 유죄판결에 포
함된다.
그러므로 무죄추정의 원칙은 단지 형사피고인의 유죄판결 확정시까지의 무죄추정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형사절차와 관련하여 아직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피의자와 공소
가 제기된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취급하고, 불이익은 필요최소한
도에 그쳐야 한다는 원칙이다.277) 이러한 의미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은 크게 3가지로 내용
으로 한다고 하겠다. 첫째, 증거법상 차원에서‘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라
는 원칙과 둘째, 형사절차에서의 불이익처우금지,278) 그리고 셋째, 형사절차 이외에서의
불이익처우금지279)이다.280)

V. 재판청구권의 제한과 한계
1. 제한의 유형
재판청구권의 개별적 보호내용들은 제한이 불가능한 권리들로만 구성된 것은 아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재판청구권은 일반적인 공익의 실현을 위한 제한도 있으나, 재판의 신속

277) 憲裁 1997. 5. 29. 96헌가17, 판례집 제9권 제1집, 509/517.
278) 따
 라서 검찰 등이 직무상 취득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전에 공표하면 피의사실공표죄로 처벌되며(형법
제126조), 수사와 재판은 불구속이 원칙이다(憲裁 1992. 1. 28. 91헌마111, 판례집 제4권, 51).

279)“공소제기가
된 피고인이라도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기까지는 원칙적으로 죄가 없는 자에 준하여 취급
하여야 하고 불이익을 입혀서는 안 된다고 할 것으로 가사 그 불이익을 입힌다 하여도 필요한 최소제한
에 그치도록 비례의 원칙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이 헌법 제27조 제4항의 무죄추정의 원칙이며, 여기
의 불이익에는 형사절차상의 처분에 의한 불이익뿐만 아니라 그 밖의 기본권제한과 같은 처분에 의한
불이익도 입어서는 아니된다는 의미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고 판시하여 형사절차이외의 불이익처우
를 금지하는 것이 무죄추정의 원칙임을 인정하고 있다(憲裁 1990. 11. 19, 90헌가48, 판례집 제2권,
393/394).
280) 양건(주 32), 601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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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공정성의 규범조화적 해석상 재판청구권의 개별 보호영역에 의해 상호간 그 권리내
용의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는 특정한 입법목적을 위해 법률로 재판청구권을
제한하는 경우로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기본권 제한 입법의 한계를 지켜야 한다. 법
률에 의한 제한 이외에 현행 헌법은 명문의 규정으로 재판청구권의 제한을 인정하고 있다.

가. 국회의 자율성
국회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국회의원의 자격심사와 의원의 징계에 대하여 헌
법 제63조 제4항은 법원에 제소를 못하도록 하였다.

나. 군인·군무원에 대한 군사법원의 재판
일반국민은 재판청구권의 요청상 군사법원에 의한 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그
러나 현행 헌법은 이에 대한 예외로 군인 · 군무원과 일정한 범위의 범죄에 대하여 군사
법원에 의한 재판을 인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군사법원의 존재에 대하여 헌법에 명문
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합헌이라고 보고 있다.281)

다. 국가긴급상태와 재판청구원의 제한
국가긴급시에는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대통령령의 긴급명령에 의하여 재판청구권이 제
한될 수 있으며, 특히 비상계엄 하에서 법원에 대한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
다(헌법 제77조 제3항). 또한 일정한 범죄에 대한 단심제를 인정하고 있다(헌법 제110조
제4항).

2. 제한의 한계와 심사기준
법률에 의한 헌법 제37조 제2항을 근거로 하는 법률유보에 의한 재판청구권의 제한이
든 헌법규정에 의해서 수권된 국기긴급권이나 기타 헌법유보에 의한 것이든 재판청구권
의 제한이 기본권에 대한 제한의 문제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물론 헌법유보

281) 憲裁 1996. 10. 31. 93헌바25, 판례집 제8권 제2집, 443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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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한 경우는 근거의 정당성과 명확성에서 비교우위를 가지지만, 헌법적 원리와 가치의
체계 내에서 그에 따른 권리제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법률유보와 달리 광범위한 제한의
수권이 주어진다고 할 수 없다. 오히려 헌법규정에 의한 권리제한은 국민의 특정기본권에
대한 입법자의 권리제한적 입법형성권을 행사함에 있어 신중한 고려와 최소한의 권리침
해를 수반하는 형성작용을 할 것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제한도 결국 이러한 제한의 한계원리에 지배를 받으며
그 예외일 수 없다. 재판청구권에 대한 제한법률에 있어서 위헌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최
소한의 보장영역에 대한 부정 내지 제한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사법절차에의 접근을 위한 기본권으로서 재판청구권은 사법행위청구권이라 할 수
있으며, 여기서의 핵심적 보장영역은‘최소한 한 번의 사실심리와 법률심리의 보장’
이라
고 할 수 있다.282) 특히 이는 심급제도나 상소가능성을 제한하는 법률에 대한 사법적 심사
기준이 된다.283) 한편 재판의 공정성과 신속성은 상호보완관계이자 상충관계일 수 있다는
점에서 권리보호의 효율성과 효과성에 부합하는 입법자의 절차형성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에 관한 심사기준은 결국 제반사항을 종합한 법익의 비교형량을 통한‘비례의 원칙’
에의
하여 판단을 해야 한다.284) 그러나 비례의 원칙에 의한다고 하더라도 소송구조의 형성과
절차에 대한 입법자의 광범위한 형성권을 인정하고 있다면 결국 여기서의 비례의 원칙은

282)“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고 함은 결국 법관이 사실을 확정하고 법률을 해석·적용하는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는 뜻이고, 그와 같은 법관에 의한 사실확정과 법률의 해석적용의 기회에
접근하기 어렵도록 제약이나 장벽을 쌓아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이며, 만일 그러한 보장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아니한다면 헌법상 보장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우리 헌법상 허용
되지 아니한다”
(憲裁 1995. 9. 28. 92헌가11등, 판례집 제7권 제2집, 264).“헌법 제27조 제1항은‘모
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고 규정함으로써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과 절차에 의하여 임명되고(헌법 제101조 제3항, 제104조, 법원조
직법 제41조 내지 제43조), 물적독립(헌법 제103조)과 인적독립(헌법 제106조, 법원조직법 제46조)이
보장된 법관에 의하여 합헌적인 법률이 정한 내용과 절차에 따라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한
편, 재판이라 함은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 사실의 확정과 그에 대한 법률의 해석적용을 그 본질적인 내용
으로 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따라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고 함은 결국 법관이 사실
을 확정하고 법률을 해석·적용하는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는 뜻이고, 만일 그러한 보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다면, 헌법상 보장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우리 헌법
상 허용되지 아니한다”
(憲裁 2002. 2. 28. 2001헌가18, 판례집 제14권 1집, 103).
283) 한수웅(주 6), 363.
284) 한수웅(주 6), 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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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 심사가 될 수 없으며,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을 판단하는‘완화된 심사’
가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285) 헌법재판소도 동일한 입장에서 판시하였다.286)

VI. 재판청구권의 침해와 구제
헌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권들에 대한 침해는 제1항의 재판청구권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고 볼 것이며, 입법에 의한 침해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소송절차에서 위헌법률
심판제청신청 또는 당해법원의 제청에 의하여 위헌법률심사에 의하거나, 제청신청이 기
각된 경우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법원에 의한 재판을 제외
하고 있는 현행 법제에서 중대한 법령상 하자가 있는 경우라도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
상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많은 비판이 제기된다. 이 결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라도
더욱 국민의 사법참여가 보장되고, 사법권에 대한 적절한 민주적 통제장치가 확보되어야
한다.

VII. 현실적 평가
헌법 제27조에 대한 현실적 평가로서 그 개정의 필요성을 말한다면, 제27조 규정 자체
보다 사법부의 구성, 기능 등을 포함하는 사법부 전반에 대한 개정론이 많이 대두되고 있
다.287) 그런데 사법부의 본질이 재판작용을 통한 분쟁의 해결을 통해 권리보호에 이바지 하
는 것이므로, 사법부 구조에 관한 개정논의는 재판청구권과 관련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재판청구권이 절차적 기본권이라는 점에서‘기본권적 성격’
과 기본권 보장을 위한‘구
조적 성격’
의 차이점을 감안한다면, 헌법 제27조의 개정필요성은‘기본권적 성격’
에 중심

285) 한수웅(주 6), 365.
286) 憲裁 2006. 2. 23. 2005헌가7, 2005헌마1163(병합), 판례집 제18권 제1집(상), 72 이하 참조.
287) 이
 러한 관점에서 사법제도 전반에 관련한 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김승환,“사법제도 관련 헌법규정의
개정논의,”헌법학 연구 제12권 제2호(2006. 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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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두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개정의 필요성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우선 첫째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제27조 제1항의 해석
론에 의하여 이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독일의 공정절차보장청구권에 대하여 일반조항
에 의한 법치국가원리의 회피라는 비판이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현행 헌법의 경우 별
도의 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고려해볼만 하다고 생각한다. 둘째, 법적청문청구권에 대한
규정의 신설이다. 독일의 경우 법적청문청구권에 대하여 기본법 제103조 제1항에서 규정
하고 있다. 물론 현행 헌법이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근거규정이 없다고 말할 수 없으나, 비단 형사절차에서만 청문청구권이 문제되는 것은 아
니므로, 보다 일반적인 범주에서의 청문청구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법적청문청구권을 신설한다고 하더라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의 상호관련성에 대하
여 미리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끝으로, 형사재판에 한한 국민의 사법참여가 실정법
상 보장된 이상 배심제와 참심제에 대한 확실한 근거를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스위스 헌법
제30조 제1항이나 미국수정헌법처럼 법률이 정하는 배심재판이나 참심재판을 허용하는
것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또 지금의 어정쩡하고 불충분한 국민참여재판제를 수
정하여 본격적인 배심 혹은 참심재판의 제도를 설정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반
드시 적극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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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 동지(同旨) : 정태호,“권리장전의 개정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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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관건 - 비교헌법학적 시각에서
의 쟁점분석과 대안모색 -”
, 법과사회(2006).
신 평,“박정희 시대의 사법부, 그에 대한 헌법적 성찰,”공법연구(2002, 12.).
―――,“한국

사법부의 근본적 문제점 분석과 그 해소방안의 모색,”인권과 정의
(2003. 10.).
안경환,“미국 연방헌법의 배심조항”
, 미국헌법연구(2003. 10).
이종수,“시민의 사법참여에 관한 헌법적 검토”
, 법과사회(2003. 12).
이주현,“독일의 참심제도 및 명예법관제도”
, 재판자료(대법원, 1998. 11).
장석조,“우리

헌법상 절차적 기본권 - 헌법 제27조의 재판청구권에 관한 해석론-”
,
헌법논총(1998).

재판을 받을 권리-법적청문청구권을 중심으로”
, 헌법문제와 재판
―――,“공정한
(중), 법원도서관, 1997.
―――,“사법행위청구권의

보호영역 - 권리보호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
, 인권과 정
의(1998. 7).
―――,“국민의

사법참여제도의 헌법적합성”
,「국민의 사법참여」
공청회(사법개혁위원
회/한국공법학회,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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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만희,“미국의

배심제도-한국의 국민사법참여제도 도입방안에서의 시사점-”
, 공법
연구(2006. 10).
정종섭,“사법에 있어서 국민의 참여”
, 헌법연구, 헌법재판소, 1996.
정태호,“권리장전의 개정방향”
, 공법연구(2006. 6).
사법참여제도는 위헌적인 것인가? - 배심제도와 참심제도를 중심으로
최우정,“국민의

-”
, 공법학연구(2005. 10).
한수웅,“헌법 제27조의 재판청구권”
, 헌법논총(1999).

배심제의 헌법적합성 논쟁-한국에서의 참심제와 배심제의 헌법적
황성기,“참심제와
합성-”
, 법과사회(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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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28조
신평
第28條
刑事被疑者 또는 刑事被告人으로서 拘禁되었던 者가 法律이 정하는 不起訴
處分을 받거나 無罪判決을 받은 때에는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家에 정
당한 補償을 請求할 수 있다.

I. 서론
1. 헌법 제28조의 연혁
헌법 제28조의 형사보상청구권은 제헌헌법(1948년 헌법) 제24조 제2문에서 규정되었
고, 그 주체를‘형사피고인’
으로서 구금되었던 자로 한정하였으나, 제9차 개정헌법(1987
년 헌법)에서는‘형사피의자’
에 대한 형사보청구권을 인정하여, 형사피고인과 피의자로서
구금되었던 자이면 형사보상청구권의 주체가 될 수 있게 하였다.

2. 입헌례1)에 비추어 본 헌법 제28조의 비교법적 의의
형사피고인에 대한 형사보상청구권의 기원은 1848년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헌법에서

* 이 부분 집필은 경북대학교 박사과정 신정규의 자료조사와 분석을 토대로 하여 이루어졌다.
1) 상세한 입헌례에 관하여는
「입법자료교재 헌법(증보판)」
, 388/38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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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을 수 있고,2) 현재에는 일본헌법(제40조), 이탈리아 헌법(제24조 제4항), 포르투갈 헌
법(제29조 제6항) 등에 규정되고 있다.3) 일본헌법의 경우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에만 형
사보상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4) 형사피고인과 형사피의자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집행
후의 권리침해에 대한 보상은 각국의 헌법마다 그 범위와 주체가 상이한 형태를 가지게
된다. 이는 형사피고인과 피의자의 소송법상 지위, 국가형벌권 행사의 관행 등의 차이로
인해 개별국가마다 그 보호의 정도를 달리 하기 때문이다. 결국 가장 적합한 형사피고인
과 피의자에 대한 보상의 범주는 개별국가의 헌법현실에서 그 기준을 발견할 수 있는 것
이다.
헌
법

3. 형사보상청구권의 입헌취지
국가의 형벌권 행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는 자에게 수사와 재판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형벌권의 행사수단으로서 수사와 재판이 적법절차원리에 의해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이라
면 국가형벌권의 행사는 사회의 안정성을 강화시켜주는 공권력작용이 될 것이다. 그러나
재판의 오판가능성과 수사와 공소제기로 인한 불필요로 한 신체구속의 가능성을 생각한
다면, 무죄에 해당하는‘혐의 없음’
이나‘죄가 안됨’
의 불기소처분 또는‘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 국가의 형벌권 행사가 비록 위법하지 않더라도 구금행위로 인한 신체적 구속에 의하
여 발생한 현실적 피해를 전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5) 따라서 국가의 위법한 직무집행으
로 인한 국민의 권리침해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필요가 있으나 국가의 형벌권 행사가 비
록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국가는 이를 보상할 책임 있다는 것을 헌법은 명령하고 있다. 헌
법상 규정된 형사보상청구권을 구체화하는 법률로‘형사보상법’
이 있다.

2) 홍성방, 헌법학, 현암사, 2007, 642.
3) 김철수, 헌법학개론, 박영사, 2007, 1099
4) 정종섭, 헌법학원론, 박영사, 2006, 669.
5) 전주, 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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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헌법 제28조와 다른 조문과의 체계적 관계
가. 헌법 제27조 제1항
형사보상청구권이 국가의 형사사법작용결과 사후적으로 발생한 정신적·육체적·사회
적·경제적 피해에 대하여 보상해주는 권리라는 점에서 국가에 대한 사법작용의 청구와
재판과정에서 신속성과 공정성 보장을 내용하는 사전예방적 절차적 기본권과 다르다.6)

나. 헌법 제29조
헌법 제29조는 국가배상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다. 국가배상청구권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받은 국민이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
는 권리이다. 국가배상청구권은 공무원의‘직무상 불법행위’
를 원인으로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우선 형사보상청구권과 권리발생원인에서 차이가 난다. 이러한 권리발생원인의
차이 외에 형사보상청구권의 본질적 측면에서 보면 손해배상설에 따른다면 헌법 제28조
의 형사보상청구권은 제29조 국가배상청구권의 특별규정으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손해
배상설은 형사보상청구권을 객관적 위법성을 근거로 하여 손해배상책임의 특수한 경우
에 해당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반면에 손실보상책임설에 따라 일종의 무과실책임보상으
로 본다면 헌법 제23조 제3항의 손실보상책임규정이 수용유사적 침해 내지 수용적 침해
에 대한 무과실손실보상책임의 근거규정으로 보아 이와는 다른 별도의 헌법규정으로 볼
수 있다. 즉 헌법 제23조 제3항이 재산권 영역에 있어 무과실손실보상책임에 관한 헌법
적 근거라면 국가의 형사사법작용에 의한 신체적 침해와 그에 따른 재산권 침해를 포함하
는 권리 침해영역에 있어 무과실손실보상책임의 헌법적 근거규정이 된다고 하겠다.

5. 형사보상청구권의 기본개념
형사보상청구권은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한 불
기소처분을 받거나 재판결과 확정판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받은 경우에 그가 입은 물질

6) 정종섭(전주), 668;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07, 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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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신적 손실에 대하여 그 손실의 전보를 국가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국가에
대하여 적극적인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배상청구권과 유사한 청구권적 기
본권이다.7)

II. 형사보상청구권의 본질8)
1. 손해배상설
형사보상은 객관적으로 위법한 행위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으로, 공무원의 불법행위
에 의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의 특수한 경우로 보는 견해이다. 달리 말하면 형사보상이
인정되는 경우는 고의·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불편부당한 구속영장이나 판
결에 의해 이루어진 것인 만큼 사실상 객관적 위법이 있는 것이고, 그러한 위법을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의 객관적 불법행위에 대한 보장책임으로서 국가는 보상의무를 진다
고 한다.

2. 손실보상설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 없는 정당한 적법행위로 구속을 했다 하더라도 무죄의 판결이
나온 경우에는 그에 대한 손실을 보상해 주는 것이라고 보는 견해이다. 즉 형사보상의 근
거를 공법상 조절적 공평보상으로 보고 처분의 객관적 불법을 요하지 않는 무과실손해배
상책임과 같은 종류의 무과실손실보상책임이라고 보는 것이다. 손실보상설이 현재 학계

7) 김철수(주 3), 1100.
8) 형
 사보상청구권의 이론적 근거 내지 본질에 관한 학설의 소개는 김철수(주 3), 1100/1101; 권영성, 헌법
학원론(2006), 620 참조; 홍성방(주 2), 643 참조. 형사보상청구의 이론적 근거나 본질은 다른 청구권적
기본권이나 절차적 기본권과의 체계적 관계를 설명하는데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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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지배적 위치를 차지한다.9) 형사보상법에서도‘보상’
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하
여 이 설에 따른다.

3. 이분설
형사보상을 오판보상과 피의자보상으로 나누어 전자는 위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이나,
후자는 적법행위에 기한 손실보상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 설에서 말하는 오판보상과 피의
자보상은 성격이 다르다. 형사보상법에 따라 보상을 청구하는 한 이는 손실보상에 따른
것이고, 달리 국가배상법에 의한 오판의 금전적 구제를 구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III. 형사보상청구권의 법적 성격
형사보상청구권에 대하여는 직접적 규정이냐 아니면 프로그램(입법방침) 규정이냐에
대하여 학설이 갈리고 있다.

1. 직접적 효력규정설
형사보상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청구권적 기본권의 특성을 가지므로 직접적으로 효력을
발생하는 규정으로 법률의 제정이 없더라도 직접적으로 이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
이다. 현재 학계의 지배적 학설10)인데, 청구권 자체는 헌법 제28조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9) 김
 철수(주 3), 1100; 박일경, 신헌법, 법경출판사, 1994, 353; 권영성(전주), 620; 홍성방(주 2), 643; 허
영(주 6), 373; 계희열, 헌법학(중), 박영사, 2000, 597.
10) 김
 철수(주 3), 1101. 다만 김철수 교수는 헌법 제28조가 직접 규정하고 있는‘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
인으로 구금되어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자’
이외의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제정된 법률이 있
어야만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 권영성(주 8), 620; 허영(주 6), 374; 홍성방(주 2), 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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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한다고 하면서, 그 구체적인 대상과 내용 및 절차는 법률에 의해 구체화되어야 한다
고 본다.11)

2. 입법방침설
현행 헌법 제28조는‘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사보상청
구권의 헌법규정은‘입법의 방침’
만을 규정한 것이고, 형사보상법의 제정에 의하여 비로
소 법적인 권리가 된다고 보는 견해이다. 낡은 학설로 그냥 이런 학설이 있었다는 의미를
가질 뿐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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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형사보상청구권의 주체
형사보상청구권의 주체는 기본적으로 형사피의자와 형사피고인이며, 청구권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도 형사보상청구권의 주체가 된다(형사보상법 제2조 제1항).
한편 외국인의 경우에도 형사피의자나 피고인으로서 구금된 후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의 판결을 받을 경우에 형사보상청구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하는 문제가 있다. 형
사보상청구권의 외국인에 대한 주체성 인정에 대하여 아직까지 많은 논의가 없는 편이나,
국가배상청구권과 같이 기본권의 보장을 확장하기 위한 권리라는 점에서 당연히 인정되
는 권리라고 볼 수는 없으나, 형법 제2조에서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
게도 적용된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범죄의 혐의가 있는 외국에 대한 구금과 같은 신체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헌법 제28조가 정한 요건에 부합한다면 외국인
과 내국인을 구별할 필요가 없다는 측면에서 외국인에게도 헌법 제6조에 따라 형사보상
청구권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12)

11) 다
 수설의 견해 중에서 좀 더 강력한 직접적 효력을 부여하여 구체적인 대상 및 내용 등에 관하여 법률제정
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견해가 있다(양건, 헌법강의Ⅰ, 법문사, 2007, 606).
12) 정종섭(주 4), 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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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형사보상청구권의 내용
1. 성립요건
형사보상청구권이 성립되기 위해서는‘형사피의자’
로서‘구금’
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
는‘불기소처분’
을 받거나,‘형사피고인’
으로서‘구금’
되었던 자가‘무죄판결’
을 받아야 한
다. 이에 형사보상법은 제1조와 제26조, 제27조에서 보상요건을 정하고 있다.‘형사피의
자보상’
에 대하여 제26조에서 그리고‘형사피고인보상’
에 대하여는 제1조에서 각각 규정
하고 있다.

2. 절차
가. 형사피의자보상
(1) 구금
형사피의자로서‘구금’
되었을 것을 요하므로, 불구속기소가 되더라도 구금상태에 의하
지 않고 수사를 받은 경우에는 형사피의자보상의 주체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구금된
자라 하더라도 본인이 수사 또는 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허위의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
죄의 증거를 만듦으로써 구금된 것으로 인정되거나, 구금기간 중에 다른 사실에 대하여
수사가 행하여지고 그 사실에 관하여 범죄가 성립한 경우, 보상하는 것이 선량한 풍속 기
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형사피의자로 구금되어 수
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보상을 하지 않을 수 있다(형사보상법
제26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 또한 구금된 이후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할 사유가 있는 경우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이 종국적인 것이 아니거나 형사소
송법 제2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것인 경우에는 형사보상 전부를 청구할 수 없다(동법
제26조 제1항 단서).

(2)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을 것
형사피의자로서 보상을 받는 경우는 전술한 바와 같이 수사 및 조사기간 동안 구금되어
담당 검사의 불기소 처분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헌법 제28조에서는
“…법률이 정한 불기
소처분…”이라고 규정되어 있고, 형사보상법 제26조 제1항은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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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받은 자…”로 규정되어 있다.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
이라
함은 검찰사건사무규칙과 형사소송법에 의한 불기소처분을 말하는 것으로, 통상 검사가
피의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내리는 등 최종적 판단을 말한다.13)
수사절차에 대한 종국적 결정이라는 점에서 기소중지와 구별되며, 법원의 종국재판과 달
리 일사부재리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14)
불기소처분에는‘협의의 불기소처분’
과‘기소유예’
로 나누어 볼 수 있고, 협의의 불기소
처분은 객관적 범죄사실의 부존재,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검사가 원시적으로 적법한 공
소제기를 할 수 없는 경우에 내리는 처분이다. 이에 반하여 기소유예처분은 객관적 범죄혐
의가 존재하고 법원에 의한 유죄판결의 가능성이 있지만 형사정책적 이유에서 공소를 제
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말한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기소유예의 경우는 형사소송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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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를 말하며, 협의의 불기소처분은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아
니하거나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와 충분한 증거가 부존재하여 행하는‘혐의 없음’
, 피의사
실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법률상 범죄성립조각사유가 존재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인‘죄가 안됨’
,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통고처분이 행해진 경우 등과 같은
‘공소권 없음’
의 3가지 경우를 말한다.15) 형사보상청구의 성립요건인‘법률이 정하는 불기
소처분’
은‘협의의 불기소처분’
을 말한다.16) 따라서 피의자의 소재불명을 이유로 하는 불기
소처분인 기소중지처분이나 범죄혐의를 입증할 중요한 참고인의 소재불명을 이유로 하는
불기소처분인 참고인중지처분도 형사피의자보상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다.

(3) 형사피의자보상청구
피의자보상의 청구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의 고지 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피의자보상을 청구하는 자는 보상청구서에 공소
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13) 신동운, 형사소송법, 법문사, 2005, 254.
14) 신동운(주 13), 254; 大判 1983.12.27. 83도2686,83감도456 ; 1995.3.10. 94도2598.
15) 각 처분의 사유에 대한 상세는 신동운(주 13), 255 참조.
16) 권영성(주 8), 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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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보상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검사가 소속하
는 지방검찰청(지방검찰청 지청의 검사가 그러한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지청이 속하는
지방검찰청)의 심의회에 보상을 청구하여야 하고, 피의자보상의 청구에 대한 심의회의 결
정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의 재결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동법 제27조, 이하
‘동 법률’이라 한다). 형사보상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의자보상에
대하여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무죄의 재판을 받은 자에 대한 보상에 관
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동법 제28조 제1항).

나. 형사피고인보상
(1) 구금
형사피고인 보상 역시 피의자보상과 마찬가지로 구금되었을 것을 요한다. 따라서 불구
속으로 기소되어 구금 없이 무죄판결을 받은 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 헌법 제28조
는 단순하게 무죄판결을 받은 자라고 되어 있어 구체적으로 어떠한 형사절차에서의 무죄
판결을 말하는지 알 수 없다.
이에 대하여 형사보상법에서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형사소송법
에 정한 일반절차 또는 재심이나 비상상고절차와 상소권회복에 의한 상소절차에서 당한
미결구금과 재심 또는 비상상고의 절차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자가 원판결에 의하여 구금
또는 형의 집행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동법 제1조 제1항, 제2항). 한편 형의 집행을 위한
구치, 노역장 유치의 집행을 위한 구치, 노역장 유치의 집행도 포함된다.17) 보호감호 집
행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18)
(2) 무죄판결을 받았을 것
형사보상법 제1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당해절차에서의 판결뿐만 아니라 상소권 회복

17) 김철수(주 3), 1102.
18) 비
 상상고의 절차에서 보호감호를 기각하는 재판을 받은 자가 원판결에 의하여 보호감호의 집행을 받은
경우, 보호감호의 집행에 대한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大判 2004.10.18 2004오1
2004코1 결정은“비상상고의 절차에서 보호감호를 기각하는 재판을 받은 자가 원판결에 의하여 보호감호
의 집행을 받았을 때에도 형사보상법 제1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보호감호의 집행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형사보상청구의 권리를 선언하고 있는 헌법정신에도
부합한다.”
고 판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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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한 소, 재심 또는 비상상고에 의한 무죄판결도 포함한다.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
판을 받은 자는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만한 사유가 없었더라면 무죄의 재판을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었을 때에는 국가에 대하여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
다(동 법률 제25조 제1항). 다만 무죄의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9조 및 제10조
제1항의 사유에 의하여 무죄재판을 받은 경우, 본인이 수사 또는 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허위의 자백을 하거나 또는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듦으로써 기소, 미결구금 또는 유죄재
판을 받게 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 1개의 재판으로써 경합범의 일부에 대하여 무죄재판을
받고 다른 부분에 대하여 유죄재판을 받았을 경우에는 보상청구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기각
할 수 있다(동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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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당한 보상
가. 보상의 내용
먼저‘구금’
에 대한 보상에 있어서는 그 일수에 따라 1일 5천 원 이상 대통령령이 정하
는 금액 이하의 비율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한다. 법원이 보상금액을 산정할 때에는 구금
의 종류 및 기간의 장단, 기간 중에 받은 재산상의 손실과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 또
는 정신상의 고통과 신체상의 손상, 경찰, 검찰, 법원의 각 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의 유무
기타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동법 제4조 제1항, 제2항).‘사형집행에 대한 보상금’
은 집행 전 구금에 대한 보상금 외에 3천만 원 이내에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이 상
당하다고 인정하는 액을 가산 보상한다. 이 경우 본인의 사망에 의하여 생긴 재산상의 손
실액이 증명된 때에는 그 손실액도 보상한다(동법 제4조 제3항).‘벌금 또는 과료의 집행’
에 대한 보상에 있어서는 이미 징수한 벌김 또는 과료의 액에 징수일의 익일부터 보상 결
정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액을 보상한다
(동법 제4조 제4항).
‘노역장유치의 집행’
을 하였을 때에는‘구금’
에 대한 보상범위로 지급
된다(동법 제4조 제5항).
‘몰수집행에 대한 보상’
에 있어서는 그 몰수물을 반환하고 그것이 이미 처분되었을 때
에는 보상결정시의 시가를 보상하며, 추징금에 대한 보상에 있어서는 그 액수에 징수한
익일부터 보상 결정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에 의한 금액을 가산
한 액을 보상한다(동법 제4조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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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중보상금지
”
보상을 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에 대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받았
을 경우에 그 손해배상의 액수가 이 법에 의하여 받을 보상금의 액수와 동일하거나 또는
이를 초과할 때에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그 손해배상의 액수가 이 법에 의하여 받을 보상
금의 액수보다 적을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보상금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라고 규
정하여 이중보상을 금지하고 있다(동법 제5조 제2항).

다. 형사보상청구
보상의 청구는 무죄재판을 한 법원에 하여야 하며,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1년 이
내에 해야 한다(동법 제6조, 제7조). 보상청구는 보상청구서에 재판서의 등본과 그 재판
의 확정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동법 제8조). 보상청구에 대한 재판은 법원의
합의부 사물관할로 둔다(동법 제13조 제1항).

4. 군사법원에의 적용
군사법원에서 무죄의 재판을 받거나 군사법원군검찰부 검찰관으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받은 者에 대한 보상에 대하여 형사보상법은 준용된다(동법 제28조 제2항).

VI. 헌법 제28조에 대한 현실적 평가
형사피고인과 피의자에 대한 보상을 정하는 현행 헌법 제28조에 대하여 그 현실적 평
가로서, 헌법조항 자체를 개정할 필요성은 많지 않다. 다만 정당한 보상에 대한 범위에
있어서 헌법 제23조 제3항의‘정당한 보상’
에 대한 해석론과 같은 의견대립이 있고 이를
구체화한 형사보상법의 보상기준이 적절하지 못하다는 점에서 개정론이 제기되고 있다.
변호사비용과 소송비용에 대한 손실보상을 규정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도 보상의
필요성이 요망된다.19)

19) 김철수(주 3),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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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29조
정연주
第29條
① 公務員의 職務上 不法行爲로 損害를 받은 國民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
하여 國家 또는 公共團體에 정당한 賠償을 請求할 수 있다. 이 경우 公務
員 자신의 責任은 免除되지 아니한다.
②軍
 人·軍務員·警察公務員 기타 法律이 정하는 者가 戰鬪·訓練등 職務執
行과 관련하여 받은 損害에 대하여는 法律이 정하는 報償외에 國家 또는
公共團體에 公務員의 職務上 不法行爲로 인한 賠償은 請求할 수 없다.

I. 기본개념과 입헌취지
헌법 제29조 제1항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
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여 국민이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하
여 손해를 받은 경우 이를 구제해 주기 위한 국가배상청구권을 보장하고 있고, 제2항은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라고 규정하여 특수한 신분관계에 있는 자에 대
하여는 국가배상청구권을 제한하고 있다. 이처럼 국가배상청구권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
법행위로 말미암아 재산 또는 재산 이외의 손해를 받은 국민이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
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 주도록 청구할 수 있는 권리구제를 위한 일종의 절차적 기본권

헌법주석서 Ⅱ

238

이라고 할 수 있다.1)
국가배상청구권은 기본권보장의 이념과 법치국가원리의 실현을 국가책임사상의 바탕위
에서 인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기본권 침해에 대한 구제와 법치주의위반에 대한 시
정을 목표로 하면서 그 구체적 수단을 행위자인 공무원 개인이 아닌 국가가 책임을 진다는
사상을 이념적 기초로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왕은 악을 행할 수 없다」
라는 등의 절대국
가사상에 바탕을 둔 국가무책임사상의 지양을 그 이념적 기초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II. 연혁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과거 군주정치하에서는 국가가 국민에 대한 우월적인 지위를 점하
고 그에 기반하여 국가무책임사상이 지배하고 있었다.
「왕은 악을 행할 수 없다」
라는 사상
이 말해주듯이 국가는 책임을 지지 않는 상태에서 공무원만 책임을 졌다. 그러다가 근대국
가로 들어서면서 국민주권사상과 기본권보장 및 법치주의의 이념이 싹트면서 국가작용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는 국가가 책임을 짐으로써 국민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는 국가책임
사상이 확립되어 갔다. 이에 따라 국가배상청구권이 기본권으로서 인정되기 시작했다.
프랑스에서는 국사원 판례를 통하여 공역무과실책임이론과 위험책임이론을 정립하여
국가책임제도를 인정하게 되었고, 독일에서는 1919년 바이마르헌법 제131조에서 국가
배상책임을 명문화한 이래 현행 기본법 제34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1947년
국왕소추법을 제정하였고, 미국에서도 1946년 연방불법행위배상청구권법을 제정하여 국
가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 1948년 제헌헌법 제27조에 국가배상청구권을
기본권으로 규정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III. 다른 조문과의 체계적 관계
헌법은 공권력에 의해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된 경우에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청구권을 기본권의 형식으로 규정함으로써 기본권의 실효성을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다.
여기에는 국가배상청구권과 더불어 제26조의 청원권, 제27조의 재판청구권, 제28조의
형사보상청구권, 제30조의 범죄피해자청구권 등이 포함된다. 이들 기본권은 그 구체적인

1) 憲裁 1997. 2. 20, 96헌바24, 9-1,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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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면에서는 서로 다른 점이 많지만 권리구제를 위한 청구권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다. 또 권리구제를 위한 이들 기본권은 일종의 절차적 기본권으로서
의 성질을 갖는다는 점에서도 유사한 점이 있다.

IV. 법적 성격
1. 개설
국가배상청구권의 성격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주로 ① 국가배상청
구권이 공권인지 사권인지 여부 ② 국가배상법이 공법인지 사법인지 여부 ③ 헌법상의
규정이 입법방침규정인지 직접효력규정인지 여부 ④ 국가배상청구권이 재산권인지 청구
권인지 여부 등이다.

2. 공권설과 사권설
국가배상청구권이 그 성질에서 공권인가 사권인가 하는 점에 대하여 학설이 대립한다.

가. 공권설
국가배상청구권은 국가와 사인간의 공법상의 법적 분쟁 내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서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공권이라고 보는 입장이다. 국가배상청구권은 헌법에 의해 직접 실
현되는 권리인 점, 국가배상법이 특별한 경우에는 양도·압류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점
(국가배상법 제4조), 외국인의 경우 상호주의에 의해 인정한다는 점(동법 제7조)을 근거
로 국가배상청구권을 공권적 성격의 권리라고 한다. 헌법에서 기본권으로 정하고 있는 이
상 이는 대국가적인 권리로서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국가배상청구권을 기본권으로 보
장하는 우리 헌법의 구조상 이를 사권이라고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한다.
한편 현행 소송실무에서는 국가배상청구를 민사소송의 절차에 의하지만, 국가배상청구
를 민사소송의 절차에 의하는가 행정소송의 절차에 의하는가 하는 문제는 권리실현의 방
법이므로 성질상 허용되는 범위 내도 있고, 행정소송으로 처리할 수도 있으므로 그 때문
에 국가배상청구권이 사권으로 변질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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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권설
국가배상이 이루어지는 국가의 행위는 위법한 것으로서 국가가 공적인 지위에서라기보다
는 사적인 사용자의 지위에서 책임을 지는 것이고, 공권으로 이해할 경우에는 공권의 특성
으로 인해 국민의 청구권의 지나치게 제한될 우려가 있으므로 국가배상청구권을 사권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이다. 이러한 견해에서는 국가배상법을 민법의 특별법으로 본다.
대법원의 판례는 국가배상청구권을 일반 민사상의 불법행위책임과 같은 사권으로 보고
있다.2)

다. 절충설
이러한 견해대립에 대해 국가배상청구권은 헌법상의 권리라는 점에서는 공권적인 것이
고, 배상관계는 비권력적인 영역에 속하는 점에서 사권적인 것이므로 국가배상청구권을
공권이냐 사권이냐 하는 택일적인 접근은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한편, 학자에 따라서는 국가배상청구권을 공권적인 것에 사권적인 것이 보완된 공권적
사권이라고도 한다. 또 국가배상청구권의 법적 성격을 국가배상법의 성격과 결부시켜서
공권과 공법, 사권과 사법이 서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한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가배상청구권의 성질에 따라 국가배상법을 보는 입장도 나
뉘어 진다.
즉 국가배상법을 공법으로 보는 입장에 따르면 국가배상법은 공권인 국가배상청구권의
실현에 관한 법이며, 결국 국가배상법은 공법상의 원인행위에 따른 공법상의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법이기 때문에 당연히 공법이라고 한다.
이에 반해 국가배상법을 사법으로 보는 입장에 따르면 국가배상법은 민법의 특별법으
로서 사법이고, 국가배상책임은 국가가 사인과 대등한 지위에서 지는 책임이며, 국가배상
법 제8조가 민법을 준용하고 있으므로 국가배상법은 사법이라고 한다.

2) 大
 判 1972. 10. 10, 69다701:“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이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배
상을 청구하는 경우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하여 그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함은 국가배상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 하여도 이 역시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을 특별법인 국가배상법이 정한데 불과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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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법방침규정설과 직접효력규정설
가 .입법방침규정설
입법방침규정설에 의하면 헌법 제29조는 구체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손해
배상요건 등이 법률로 보완되지 않는 한 단순한 입법방침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즉 헌
법 제29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라는 법률유보의 문구가
있기 때문에 국가배상청구권은 헌법에서 직접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에 의해
서는 추상적인 권리만 생기고 구체적인 법률이 있어야 국민에게 구체적인 국가배상청구
권이 발생된다고 보는 입장이다.

나. 직접효력규정설
직접효력규정설에 의하면 헌법 제29조를 근거로 직접 국가배상청구권이 도출되며‘법
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란 구체적인 기준이나 요건 및 절차만을 법률로 정한다는 의미
로 이해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즉 국가배상청구권은 헌법 제29조 제1항에 의하여 보장
되는 구체적인 권리이고, 법률유보의 문구는 헌법에 의해 구체적으로 생긴 권리인 국가배
상청구권의 행사절차·기준 등만 정하는 것이라고 본다.
이 설에 따르면 국가배상청구권은 헌법 제29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구체적 기본권
이고, 국가의 불법적 행위로 국민에게 피해를 입힌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할 수 없
기 때문에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해 국민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가는 당연히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의무를 지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국가배상청구권은 구체적인 법률
의 존재 유무에 관계없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고, 다만 국가배상법은 이러한 청구권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절차나 기준 등만을 정하는 것이므로 직접효력규정설이 타당
하다고 한다. 대법원은 헌법상 국가배상청구권의 구체적인 권리임을 인정하고 있다.3)

3) 大
 判 1971. 6. 22, 70다1010:“헌법 제 26조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국가 또
는 공공단체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는 국민은 그 신분에 관계
없이 누구든지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전부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본권을 보장
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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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산권설과 청구권설
가. 재산권설
헌법상 국가배상청구권은 헌법 제23조 제1항에 의해 보호되는 재산권의 한 내용이라고
본다. 이는 대법원의 과거 판결의 소수의견4) 및 헌법재판소의 과거의견5)이다.

나. 청구권설
이 설에 따르면 헌법상의 재산권은 사유재산제도와 그를 바탕으로 하는 구체적 재산권
의 보장을 위한 것이고, 국가배상청구권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의해서 비로소 발
생하는 권리구제를 위한 청구권인데 단지 그것이 재산가치를 가지는 청구권일 따름이라
고 한다. 따라서 국가배상청구권이 재산적 가치를 가지고 있음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헌
법이 국가배상청구권에 대해 재산권 규정과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으며, 그 성질이 재
산의 보호라기보다는 위법행위에 대한 권리구제수단의 보호라는 성격이 강하므로 국가배
상청구권은 재산권이 아닌 권리구제를 위한 절차적 기본권으로서의 청구권이라고 본다.
이는 대법원 과거 판결의 다수의견이었다.6)

다. 절충설
이 설에 따르면 국가배상청구권은 재산권적 성격과 청구권적 성격을 아울러 가진 것이
라고 한다. 헌법재판소의 비교적 최근의 견해이다.7)

4) 大判 1971. 6. 22, 70다 1010:“헌법 제23조 제1항에 의하면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헌법 제29조에서 인정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위 헌법 제23조에서 말하는 재산권의 범주에 속하는 것임
은 재론할 여지가 없다.”
5) 憲
 裁 1996. 6. 13, 94헌바20:“심판대상조항부분이 향토예비군대원의 국가배상청구권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헌법 제29조 제1항에 의하여 국민일반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인정되는 국가배상청구권을 향토예비군대
원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이를 금지하는 것이고, 국가배상청구권은 그 요건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개별
향토예비군대원에게는 금전청구권으로서의 재산권임이 분명하므로, 심판대상조항부분은 결국 헌법 제23조
제1항에 의하여 향토예비군대원에게 보장되는 재산권을 제한하는 의미를 갖는다.”
6) 大判 1971. 6. 22, 70다 1010:“헌법 제26조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국가 또는 공
공단체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그 신분에 관계없이 누구
든지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전부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본권을 보장하였고…”
7) 憲裁 1997. 2. 20, 96헌바24“우리 헌법상의 국가배상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단순한 재산권의 보장만을 의미
하는 것은 아니고 국가배상청구권을 청구권적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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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국가배상청구권의 주체와 객체
1. 국가배상청구권의 주체
가. 국민
헌법 제29조는 국가배상청구권의 주체를‘국민’
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내국인에
한한다고 하겠다. 국민에는 자연인뿐 아니라 내국법인도 포함된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국
민이면 누구나 국가배상청구권의 주체가 된다. 그러나 헌법 제29조 제2항에서 정하는 군
인·군무원·경찰공무원 등이 보상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국가배상청구권이 인정되지 않
는다. 이에 대하여는 후술한다.

나. 외국인
외국인에 대하여는 국가배상법 제7조가
“이 법은 외국인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상호의
보증이 있는 때에 한하여 적용한다.”
라고 규정하여 상호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입
법정책적으로 외국인에게 국가배상청구권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이 경우에는 외국인은
기본권으로서의 국가배상청구권을 보유하는 것은 아니다. 즉 이 경우의 권리는 기본권이
아니고 법률상의 권리라고 하겠다.

2. 국가배상청구권의 객체
국가배상책임을 지는 국가배상청구권의 객체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이다. 공공단체란
지방자치단체, 공공조합, 영조물법인, 공법상의 재단을 말한다. 그런데 국가배상청구권
의 객체를 국가 또는‘공공단체’
라고 규정한 헌법 제29조 제1항과는 달리 국가배상법 제
2조 제1항은 국가 또는‘지방자치단체’
라고 공공단체의 범위를 지방자치단체로만 국한해
서 규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공공단체의 배상책임은 민법에 맡기고 있다고 하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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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국가배상청구권의 내용
1. 국가배상청구권의 성립요건
국가배상책임에는 헌법 제29조 제1항 및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의 직무상 불
법행위로 인한 배상책임과 국가배상법 제5조에 따른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
한 배상책임의 두가지 유형이 있다.

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라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해야 한다. 따라서 ① 공무원의 ② 직무집행행위가 ③ 불법이어야 하고, 이로써
④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것과 ⑤ 손해와 공무원의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
될 것 등이 요구된다.
(1) 공무원
국가배상법 제2조상의‘공무원’
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상의 공무원뿐만 아
니라 널리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모든 자를 포함한다는 데 학설은
일치하고 있고, 판례도 그러하다.8)
그런데 판례는 소집중인 향토예비군을 국가배상법상의 공무원으로 보면서,9) 의용소방
대원은 국가배상법상의 공무원이 아니라고 보았다.10)
(2) 직무상의 행위
국가배상청구권을 인정하기 위한 직무행위의 범위에 대해서는 권력작용에 한정된다는

8) 大
 判 1970. 11. 24, 70다 2253:“국가공무원법 제 2조에서 말하는 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서 말하
는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에 한하지 않고 널리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공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도
포함된다고 할 것인바…”
9) 大判 1970. 5. 26, 70다 471.
10) 大判 1966. 6. 28, 66다 808; 1975. 11. 25, 73다 1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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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설, 권력작용과 관리작용을 포함한다는 광의설, 국가의 사경제작용까지 모두 포함된
다는 최광의설이 대립하고 있다. 광의설이 지배적인 견해이다.
대법원은 직무의 범위를 행정작용 중 권력작용과 관리작용에 한정해서만 국가배상을
인정하고 있다.11)
한편, 국가배상청구권은 공무원의 직무집행에 당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인정되는
바, 이러한 직무관련성에 관해서는 그 판단기준으로서 실질설과 외형설이 대립한다. 이에
대하여는 직무행위의 실질을 요구하는 실질설보다는 직무행위와 외형상 관련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까지 포함하는 외형설이 학계의 일반적인 견해이다. 대법원도 외형설에 입
각하여 직무관련성을 판단하고 있다.12)
(3) 불법행위
불법행위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법령을 위반한 행위를 말한다. 여기서의 행위에는
작위 또는 부작위 모두가 포함됨은 물론이다. 법령위반, 즉 위법성은 성문법원의 위반뿐
아니라 불문법원의 위반도 모두 포함한다.
불법성은 위법행위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이루어 진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과실에는 중
과실과 경과실 모두가 포함된다. 불법행위의 입증책임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피해자인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본다. 그러나 위법성의 입증책임은 원고가 지나, 고의 또는
과실이라고 하는 책임성의 입증책임은 피고가 져야한다는 의견이 강력히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입증책임의 전환은 첫째, 피해자의 두터운 권리보호를 위하여, 둘째, 책임성의 입
증책임을 원고가 진다는 것은 너무 과도한 것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셋째, 위법성이 입증
되면 일응 책임성이 추정된다는 점에서 주장되고 있다.

11) 大
 判
제의
등이
이라

1999. 6. 22, 99다7008:“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라 할지라도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고 단순한 사경
주체로 활동하였을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책임에 국가배상법이 적용될 수 없고 민법상의 사용자책임
인정되는 것이고 국가의 철도운행사업은 국가가 공권력의 행사로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경제적 작용
할 것이므로…”

12) 大判 1966. 6. 28, 66다 781:“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라는 취지는 공무원의 행위의 외관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공무원의 직무행위로 보여질 때에는 비록 그것이 실질적으로 직무행위이거나 아니거나 또는 행
위자의 주관적 의사에 관계없이 그 행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행위로 볼 것이요 이러한 행위가 실질적으로
공무집행행위가 아니라는 사정을 피해자가 알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라고 단정하
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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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타인에게 손해의 발생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여야 국가배상청구권이 성립할 수 있다. 타인이란 가해자인 공
무원과 그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가세한 자를 제외한 자를 의미한다. 피해자가 가해자인
공무원과 동일 또는 동종의 기관에 근무하는지의 여부는 관계가 없다.13)
손해의 종류는 불문하므로 재산적 손해뿐만 아니라 비재산적 손해도 이에 해당한다. 또
한 적극적 손해뿐 아니라 소극적 손해, 예컨대 정당한 기대이익의 상실도 포함된다.
(5) 인과관계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대법원은 상당인과관계를 요
구하고 있다.14)

나.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

헌
법

국가배상법 제5조에 의하여 공공시설의 하자로 인한 손해에 대해 국가배상청구권이 성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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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되기 위해서는 ① 공공의 영조물의 ② 설치·관리상 하자로 인해 ③ 손해가 발생하고,
손해와 하자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것 등이 요구된다.
(1) 공공의 영조물
공공의 영조물이란 인적·물적 종합시설이라는 의미의 영조물이 아니라 국가나 공공단
체 등의 행정주체에 의하여 공공목적에 제공된 유체물, 즉 공물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판례도 공공의 영조물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특정 공공의 목적
에 공여된 유체물 내지 물적 설비를 지칭하며 특정 공공목적에 공여된 물적 설비라 함은
일반공중의 자유로운 사용에 직접적으로 제공되는 공공용물에 한하지 아니하고, 행정주
체 자신의 사용에 제공되는 공용물도 포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 임차권
그밖의 권한에 기하여 관리하고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하여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15) 따라서 인공공물과 자연공물 및 동산과 동

13) 大判 1998. 11. 10, 97다36873.
14) 大判 1969. 1. 21, 68다1153; 1970. 3. 24, 70다152; 1974. 12. 10, 72다1774.
15) 大判 1995. 1. 24, 94다45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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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등이 이에 포함된다. 그러므로 본조는 그 대상이 공작물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민법 제758조에 비하여 적용범위가 넓다. 그러나 국공유재산이라도 행정목적에 제공되
지 않는 잡종재산으로 인한 손해에는 본조가 아니라 민법 제758조가 적용된다고 하겠다.
(2) 설치·관리상의 하자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라 함은 영조물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정성을 결여한 것
을 말한다. 이러한 안전성의 결여가 설치단계의 것이든, 관리단계의 것이든 불문한다. 이
러한 하자의 유무는 당해 영조물의 구조·용법·장소적 환경·이용상황 등의 제반사정을 종
합적으로 참작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설치·관리상의 하자에는 민법 제758조와는 달리 면책규정이 없는데, 이와 관련하
여 하자의 성격에 대해 무과실책임인지 여부에 관한 견해의 대립이 있다. 대법원은 무과
실책임이라고 판시하였다.16)
국가배상법 제5조상의 하자는 영조물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결여한 상태를 의
미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통상의 안전성이 구비되어 있는 한 손해가 발생하여도 그것은 불
가항력으로서 국가 등의 배상책임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것이다.
(3) 손해의 발생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여야 하는 바, 이 경우 하자와 손
해의 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2. 국가배상청구권의 행사절차
가. 임의적 행정절차
구국가배상법 제9조는
“이 법에 의한 손해배상의 소송은 배상심의회의 배상지급 또는
기각의 결정을 거친 후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배상지급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3
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 규정하여 배상소송의 제기에 앞서 배상심의회
의 결정을 필요적 절차로 하는 결정전치주의를 위하고 있었다. 이는 번잡한 소송절차를

16) 大
 判 1992. 9. 22, 92다30219:“국가배상법 제5조 소정의 영조물의 설치·관리상 하자로 인한 책임은 무
과실책임이고 나아가 민법 제 758조 소정의 공작물의 점유자의 책임과는 달리 면책사유도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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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하고, 시간과 경비를 절약하여 신속한 피해자 구제를 도모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그러나 이에는 소송에 의한 궁극적 구제를 지연시킨다는 비판도 있었다. 그래서 이 규정
은 개정되어 현행법은 배상결정절차를 임의절차로 하였다. 즉 현행 국가배상법 제9조는
“이 법에 의한 손해배상의 소송은 배상심의회(이하
“심의회”
라 한다)에 배상신청을 하지
아니하고도 이를 제기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배상결정을 미리 받지
아니하고도 바로 국가배상청구권을 행사하여 소송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

나. 배상심의회
심의회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배상신청사건을 심의한다. 심의회는 피해자
의 배상신청에 대하여 심의·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알리는 권한을 가진다. 이러한 심
의회로서는 법무부에 본부심의회를, 군인·군무원이 가한 손해의 배상결정을 위하여 국방
부에 특별심의회를 설치하고, 이들 밑에 각각 지구심의회를 둔다.

다. 배상지급신청 및 그 심의·결정절차
배상금의 지급신청은 지급받고자 하는 자의 주거지·소재지 또는 배상원인 발생지를 관
할하는 지구심의회에 하여야 한다.

라. 배상결정
심의회의 배상결정은 신청인이 동의함으로서 그 효력이 발생한다. 심의회의 결정에 동
의하는 신청인은 지체없이 그 결정에 동의서를 붙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배상금지
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구국가배상법 제16조는
“심의회의 배상결정은 신청인이 동의하거나 지방자
치단체가 배상금을 지급한 때에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상의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 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내렸고,17) 그에

17) 憲
 裁 1995. 5. 25, 91헌가7:“… 배상결정절차에 있어서는 심의회의 제3자성·독립성이 희박한 점, 심의절
차의 공정성·신중성도 결여되어 있는 점, 심의회에서 결정되는 배상액이 법원의 그것보다 하회하는 점 및
불제소합의의 경우와는 달리 신청인의 배상결정에 대한 동의에 재판청구권을 포기할 의사까지 포함되는 것
으로 볼 수도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이는 신청인의 재판청구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어서 헌법 제
3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권 제한입법에 있어서의 과잉입법금지의 원칙에 반할 뿐 아니라, 권력
을 입법·행정 및 사법 등으로 분립한 뒤 실질적 의미의 사법작용인 분쟁해결에 관한 종국적인 권한은 원칙
적으로 이를 헌법과 법률에 의한 법관으로 구성되는 사법부에 귀속시키고 나아가 국민에게 그러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본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헌법의 정신에도 충실하지 못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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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이 규정은 삭제되었다. 따라서 신청인은 배상결정에 동의하여 배상금을 수령한 후에
도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여 배상금청구(증액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3. 배상책임의 본질 및 배상책임자
가. 국가배상책임의 본질
국가배상책임의 본질에 대하여는 학설의 대립이 있다.
(1) 대위책임설
대위책임설은 국가배상제도의 연혁으로 보아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
상책임은 원칙적으로 공무원이 부담하는 것인데, 헌법과 국가배상법에 따라 피해자를 보
호하기 위하여 국가가 공무원을 대신하여 지는 일종의 대위책임이라고 본다. 그 근거로서
공무원의 위법행위는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점,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은 공무원
의 개인책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 국가배상법 제2조 제2항에 의해 국가가 공무원에
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든다. 이에 따르면 형식적으로는 국가의 당해 공무원
에 대한 구상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과 실질적으로는 국가배상책임은 민법의 사용자책임
이라고 보는데 근거한다. 이 견해에 의할 때, 직접행위자인 공무원은 행위자로서 피해자
에게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을 지게 되며, 따라서 국가와 공무원의 책임이 병존한다.
(2) 자기책임설
자기책임설은 국가의 배상책임은 국가 자신의 행위에 대한 스스로의 책임이라고 한다.
즉 국가배상책임의 본질은 국가가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자기책임을 지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가 배상책임자이고 국가에 대해서만 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국
가가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국가의 기관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행위에 대한 일종의 위험부담으로서의 자기책임을 지는 것이지, 공무원이 져야 할 책임을
국가가 대신해서 져주는 일종의 사용자책임의 성질을 가지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이 견
해는 국가는 행위를 공무원에 의하여 행하므로 공무원의 행위에 의한 효과는 귀책사유를
불문하고 모두 국가에게 귀속되어야 한다는 것과, 헌법과 국가배상법의 규정에 공무원을
대신한다는 규정이 없음을 논거로 든다. 이 견해에 의하면, 공무원은 배상책임의 주체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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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절충설
절충설은 국가의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을 기준으로 공무원이 고의·중과실에 의해 불법
행위를 한 경우에는 국가의 구상권이 인정되므로 이 경우에는 대위책임의 성격이, 경과실
에 의한 경우에는 구상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국가의 자기책임이라고 본다. 이 견해는
공무원의 고의·중과실에 의한 행위는 공무원 개인의 책임에 의한 행위이지 국가의 행위
로 포섭할 수 없는 것이지만 국민의 보호를 위해 국가가 대신 책임을 질 필요성이 있고,
공무원의 경과실의 경우에는 공무원의 행위를 국가에 귀속시킬 수 있기 때문에 국가의 자
기책임이라고 한다. 이 견해에 의하면 공무원의 고의·중과실에 의하여 손해를 발생한 경
우에는 공무원에게도 책임이 인정되나, 경과실에 의한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에 대한 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대법원 판례는 몇 차례의 입장변경을 거쳐 현재 절충설을 취하고 있다.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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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배상책임자
(1) 국가책임과 공무원책임
피해자가 국가에 대해서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아니면 국가와 가해자인 공무원의
양쪽에 대하여 선택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도 견해가 대립한다.
(가) 긍정설
헌법 제29조 제1항 제2문이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라고

18) 大
 判 1996. 2. 15, 95다38677:“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및 제2항의 입법 취지는 공무원의 직무상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변제자력이 충분한 국가 등에게 선임감독상 과실 여부에 불구
하고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켜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되,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경과실로 타인
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직무수행상 통상 예기할 수 있는 흠이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공무
원의 행위는 여전히 국가 등의 기관의 행위로 보아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도 전적으로
국가 등에만 귀속시키고 공무원 개인에게는 그로 인한 책임을 부담시키지 아니하여 공무원의 공무집행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반면에 공무원의 위법행위가 고의·중과실에 기한 경우에는 비록 그 행위가 그의 직무
와 관련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행위는 그 본질에 있어서 기관행위로서의 품격을 상실하여 국가
등에게 그 책임을 귀속시킬 수 없으므로 공무원 개인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키되,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그 행위의 외관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공무원의 직무집행으로 보여질 때에는 피해
자인 국민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 등이 공무원 개인과 중첩적으로 배상책임을 부담하되 국가 등
이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그 책임이 공무원
개인에게 귀속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봄이 합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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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하고 있듯이 공무원의 민사상·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는 국
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한 청구권과 가해자인 공무원에 대한 청구권을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고 본다. 대법원의 1972년도 판례의 입장이기도 하다.19)
(나) 부정설
이 설에 따르면 피해자는 국가에 대해서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다. 즉 헌법
제29조 제1항 제2문의 공무원의 책임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공무원이 국
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한 내부적 구상책임으로 구체화된 것으로 이는 일종의 징계책임이
지 대외적인 국가배상책임이라고 볼 수 없고, 국가배상책임의 본질을 국가의 자기책임으
로 보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국가만이 배상책임자일 수밖에 없으며, 피해자구제의 만전을
기하기 위한 배상자력의 담보에 그 취지가 있는 만큼 충분한 배상능력을 가진 국가만이
배상책임자가 된다는 입장이다. 이는 대법원의 1994년도 판결의 입장이다.20)
(다) 절충설
이 설은 구상권의 유무를 기준으로 하여 불법행위가 공무원의 고의·중과실로 인한 경
우에는 국가의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이 인정되므로 피해자의 선택적 청구가 인정되고, 경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구상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해자의 선택적 청구가 부정된다
는 입장이다. 이는 앞서 소개한 1996년도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다.
(2) 선임감독자와 비용부담자가 다른 경우
가해행위를 한 공무원의 선임·감독자와 비용부담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비용을 부담
하는 자도 책임을 진다. 국영공비사업 또는 지방공무원이 국가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등

19) 大
 判 1972. 10. 10, 69다701:“… 헌법 제26조 단서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
를 받은 국민이 공무원 자신에게 대하여도 직접 그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규
정하여 국가배상법의 공무원 자신의 책임에 관한 규정여하를 기다릴 것 없이 공무원 자신이 불법행위를
이유로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져야할 법리임에도 불구하고…”
20) 大判 1994. 4. 12, 93다11807:“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받은 사람은 국가 또는 공
공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에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을 뿐, 피해자가 공무원 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없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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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그것이다. 이러한 경우 배상책임자가 누구인가에 대하여는 종래 견해가 갈리고 있었던
바, 국가배상법은 피해자구제라는 관점에서 피해자가 양자 중 택일하여 배상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이 경우 손해를 배상한 자는 내부관계에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
이 있는 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이 경우 내부적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는 공
무원의 선임·감독자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4. 배상의 범위
가. 배상기준
헌법 제29조 제1항은 배상의 범위에 대해‘정당한 배상’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정당한 배상이라 함은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모든 손해를 그 대상으로 한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배상법 제3조는 배상액에 대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생명·신체에 대한 침해로 인한 유족배상, 장해배상 및 장래에 필요한 요양비 등
을 일시에 청구하는 경우에는 복할인법(라이프니츠식)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도록
하고 있었다. 그런데 복할인법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경우에는 단할인법(호프만
식)에 의하는 경우에 비하여 그 중간이자액이 높아지는 결과, 이 방법이 피해자에게 불리
한 것임은 물론이다. 일반 민법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액 산정의 경우 법원은 단할인
법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있다. 동일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결정에 있
어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 민사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 비하여 그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이를 산정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 점에서
복할인법을 규정하고 있던 종래의 국가배상법의 규정에는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에 따라 국가배상법과 시행령이 개정되어 현재는 국가배상법에 의한 중간이자의 공제
의 경우에도 단할인법으로 하도록 하였다.

나. 배상기준의 성격
국가배상법 제3조의‘배상기준’
이 단지 하나의 기준을 정한 것인지, 아니면 그 기준을
초과할 수 없는 배상액의 상한을 정한 것인지에 대하여 견해가 갈리고 있다.
(1) 기준액설
이 설에 따르면 배상기준은 단순한 기준에 불과하며 구체적 사안에 따라서는 배상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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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감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는 만일 배상기준을 한정적인 것으로 본다면 민법상의 불
법행위책임에 따른 배상에 비하여 피해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평등원칙위
반의 문제를 야기하게 되고, 이는 정당한 배상을 규정한 헌법 제29조의 정신에도 반하며,
사법부에 의한 배상액 증액결정을 방해한다는 점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이는 다수설과
판례의 입장이다.21)
(2) 한정액설
이 견해는 국가배상법 제3조의 배상기준을 배상액의 상한을 정한 제한규정이라고 본
다. 그 논거로는 배상기준은 배상의 범위를 객관적으로 명백히 하여 당사자 사이의 분쟁
의 소지를 없애기 위한 것이고, 배상의 범위를 법정화한 것은 곧 그에 기한 배상액의 산
정을 요구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5. 소멸시효
국가배상법 제8조가 동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규정에 의하도록 하
여 국가배상청구권에도 민법의 소멸시효제도가 적용된다. 그런데 이러한 적용은 국가배
상청구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주장이 있었으나 헌법재판소는 합헌이라고 결정했다.22)

VII. 국가배상청구권의 제한
국가배상청구권도 기본권의 일종으로서 특정한 경우에는 기본권제한입법의 한계조항
인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헌법 제29조 제2항에 의한
군인·군무원 등에 대한 이른바 이중배상금지의 원칙에 따른 제한을 들 수 있다.

21) 大
 判 1980. 12. 9, 80다1828:“손해배상기준은 배상심의회의 배상금지급지준을 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기준이 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고, 이로써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제한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22) 憲裁 1997. 2. 20, 96헌바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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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헌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제한
가. 헌법 및 국가배상법 규정
헌법 제29조 제2항은 국가배상청구권을 그 주체면에서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즉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라는 규정이 그것이다. 이 헌법규정을 구체화하
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도
“다만,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대원
이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전사·순직 또는 공상을 입은 경우에 본인 또는 그
유족이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
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라고 규정함
으로써 군인·군무원 등의 국가배상청구권을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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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혁
이 헌법규정은 과거에는 없다가 유신헌법에서 처음 도입된 규정으로 그 이전까지는 헌
법 제29조 제1항과 같은 내용의 규정만 있었다.23) 그런데 1960년대에 월남전 등으로 인
하여 국가배상소송이 급격하게 증가하자 정부는 국가배상으로 인한 과중한 재정적 부담
을 해소하기 위하여 군인·군무원 등에 대한 이중배상금지를 규정하는 법을 구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신설하였다(1967. 3. 3 법률 제1899호). 그 후 대법원은 1971. 6.
22. 동 단서의 규정이 구헌법 제26조에 의하여 보장된 국가배상청구권, 구헌법 제9조의
평등의 원칙, 구헌법 제8조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국가의 기본권최대보장규정
에 위반되고, 구헌법 제32조 제2항에 의한 한계를 넘어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것이라며 위헌판결을 선고하자(70다1010), 1972. 12. 27. 유신헌법 제26조 제2항은 위
헌시비를 제거하려는 의도에서 구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과 같은 취지의 규정을 명문화
함과 동시에 위헌판결된 구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를 1973. 2. 5. 법률 제2459로
개정하였다.

23) 제헌헌법 제27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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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문제점
그런데 이 헌법 및 국가배상법의 규정은 위헌이라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애
초에 이러한 제한은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등의 직업은 특별히 위험부담이 높은 직종
에 속하는 것으로 이들 직업을 가진 사람이 그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
는 국가보상제도에 따른 보상이 있으면 되고 따로 국가배상청권을 이중으로 인정할 필요
가 없다는 이중배상금지의 원칙에 근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전사·순직·공상을 입은 경우에 본인 또는 그 유가족이 국가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정에 의해서 받는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은 어디까지나 사회보장적인
성격의 것이고, 국가배상청구권은 일종의 불법행위책임적 성격의 것이기 때문에 국가보
상과 국가배상은 전혀 그 성질을 달리하며, 따라서 이 양자 사이에는 법리상 이중배상 자
체가 성립될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고, 이는 위에서 소개한 대법원의 위헌판결의
기본바탕이기도 하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이 헌법 및 국가배상법 규정에 대하여 제기된 사건에서
“헌법 제111
조 제1항 제1호 및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은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에 관하여, 헌법
제111조 제1항 제5호 및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제41조 제1항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 관하여 그것이 법률임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위헌심사의 대상이 되
는 법률이 국회의 의결을 거친 이른바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하는 것에 아무런 의문
이 있을 수 없으므로, 헌법의 개별규정 자체는 헌법소원에 의한 위헌심사의 대상이 아니
다. … 헌법은 전문과 각 개별조항이 서로 밀접한 관련을 맺으면서 하나의 통일된 가치
체계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서, 헌법의 제규정 가운데는 헌법의 근본가치를 보다 추상적으
로 선언한 것도 있고,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도 있으므로 이념적·논리적으로는
규범상호간의 우열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때 인정되는 규범상호간
의 우열은 추상적 가치규범의 구체화에 따른 것으로 헌법의 통일적 해석에 있어서는 유용
할 것이지만, 그것이 헌법의 어느 특정규정이 다른 규정의 효력을 전면적으로 부인할 수
있을 정도의 개별적 헌법규정상호간에 효력상의 차등을 의미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는 헌법 제29조 제1항에 의하여 보장되는 국가배상 청구
권을 헌법 내재적으로 제한하는 헌법 제29조 제2항에 직접 근거하고, 실질적으로 그 내
용을 같이하는 것이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라고 판시함으로써24) 이 문제에 대한

24) 憲裁 1995. 12. 28, 95헌바3.

헌법주석서 Ⅱ

256

판단을 회피하고 있다.25)

2.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제한
국가배상청구권도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기본권인 이상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제
한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 경우에 비례의 원칙과 본질적 내용침해금지의 원칙 등이 존중
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따라서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하여서만 제한이
가능하고, 적합성·최소침해성·비례성이 지켜져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국가배상을 부
인하는 등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국가배상청구권의 제한
은 국가배상책임의 내용과 범위, 절차 등의 문제에 국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당한 배
상을 명하는 헌법정신을 무시하고 배상의 기준을 지나치게 낮추는 입법조치는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헌
법
제
2
9
조

VIII. 현실적 평가
상기 국가배상청구권의 헌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제한과 관련하여 차제에 이 헌법규정
과 이에 근거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규정을 삭제하여 군인·군무원 등에게도 국가
배상청구권을 정상적으로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다.
한편 국가배상책임을 지는 국가배상청구권의 객체와 관련하여 헌법 제29조 제1항에서
는 국가 또는‘공공단체’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서는 이와는 달
리 국가 또는‘지방자치단체’
라고 공공단체의 범위를 지방자치단체로만 국한해서 규정하
고 있는데, 이는 국가배상청구권 행사의 제한을 의미한다는 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겠
다. 따라서 헌법의 규정과 같이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서도‘공공단체’
로 폭넓게 규정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25) 이
 중배상금지제도의 문제점과 헌법재판소판례의 문제점에 대하여는 정연주,“헌법 제29조 제2항에 대한
헌법소원”
, 헌법학연구 제5권 2호(1999. 10), 472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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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X. 관련문헌
정연주, 헌
 법 제29조 제2항에 대한 헌법소원, 헌법학연구 제5권 2호, 1999. 10, 472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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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30조
정연주
第30條
他人의 犯罪行爲로 인하여 生命·身體에 대한 被害를 받은 國民은 法律이 정
하는 바에 의하여 國家로부터 救助를 받을 수 있다.

I. 의의
1. 개념
헌법 제30조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라고 규정하여, 타인의 범죄행위
로 인하여 생명을 잃거나 신체상의 피해를 입은 국민이나 그 유족에게 국가로부터 재정적
구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이라 함은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말미암
아 생명을 잃거나 신체상의 피해를 입은 국민이나 그 유족이 가해자로부터 충분한 피해배
상을 받지 못한 경우에 국가에 대하여 일정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종래에도
범죄피해자는 민법이나 국가배상법상의 손해배상제도 또는 소송촉진에관한특례법상의
배상명령제도 등에 의하여 가해자 등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었으나, 이들에게
충분한 배상능력이 없거나 범인이 도주한 경우에는 실효가 없었다. 현행 헌법이 범죄피해
자구조청구권을 신설한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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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혁
오늘날 범죄는 날로 흉포화·다양화되고 있는데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구제는 매우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즉 민법상의 불법행위에 의한 배상청구권 등 현재의 구제수단만으
로는 가해자를 알 수 없거나 가해자가 피해를 배상할 자력이 없는 경우에는 금전적 구제
를 받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범죄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국가가 이
를 도와주어야 한다는 주장이 여러 사상가들에 의하여 주장되었다. 그리고 이는 범죄피해
자구조에 대한 입법화로 이어졌다. 1960년대 이후 미국, 오스트리아, 스위스, 캐나다, 영
국, 독일, 일본 등이 범죄피해자구조에 관한 입법을 하였다.1)
우리나라도 제9차 개정헌법인 현행헌법에서 범죄피해자구조제도를 신설하고 범죄피해
자구조법이 제정되어 1988. 7. 1.부터 시행되고 있다. 한편 2005. 12. 23.에는 범죄피해
자보호법도 제정되었다.
헌
법

3. 국가구조책임의 보충성
국가구조제도의 의의와 연혁에 비추어 볼 때 범죄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구조책임은 보
충적인 성질을 갖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국가는 우선 범죄자로 하여금 그 범죄로 인해
서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케 하는 제도부터 먼저 마련해야 한다. 따라서 위에서 언급한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제도,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상의 배상명령제도
가 범죄로 인한 피해의 배상에 우선적 기능을 갖는다. 그러나 이들 제도는 범죄자의 배상
능력을 전제로 할 때만 그 실효성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범죄자가 배상능력이 없는 경
우에 범죄피해자를 구제해 주기 위해서 보충적으로 국가구조제도가 고려되는 것이다. 현
행헌법과 범죄피해자구조법이 정하는 범죄피해자구조제도는 따라서 보충적인 사회보장
제도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1) 범
 죄피해자구조제도의 입법례에 관하여는 법무부, 범죄피해자보상제도, 법무자료 제89집, 1987, 16338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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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본질과 법적 성격
1. 본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본질에 대하여는, 국가가 범죄를 예방하고 진압할 책임이 있
으므로 당연히 범죄피해를 입은 국민에 대하여 국가는 무과실배상책임이 있다는 국가책
임설, 국가가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범죄의 피해를 구조해야 한다는 사회보장설, 국가가
범죄의 피해를 사회구성원에게 분담시키는 것이라는 사회분담설이 있다.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이 국가책임의 성질과 사회보장적 성질에 근거를 두고 있는 청구
권적 기본권이라는 입장이 일반적이다.

2. 법적 성격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규정이 입법방침규정이냐 직접적 효력규정이냐에 대해서는 학설
이 대립되고 있다. 이를 국가배상청구권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직접적 효력규정이라고 할
것이나, 생존권적 기본권의 하나인 사회보장에 관한 권리로 보는 경우에는 법률에의 형성
유보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III. 주체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주체는 국민이다. 헌법 제30조가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
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인에게만 인정되고, 단체나 법인은 주체가 될
수 없다. 범죄피해자구조법은 구조청구를 할 수 있는 피해자를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자의 유족이나 중장해를 당한 자”
로 제한하고 있다(동법 제1
조, 제2조, 제3조 제1항). 법정책적으로는 심각한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와 같이 국
가로부터 구조를 받는 피해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이는 국가의 재정능력
을 고려하여 정할 정책적인 사항이라고 하겠다. 범죄피해자의 구조청구권은 대한민국 국
민에게만 한정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외국인은 상호주의하에서 주체가 될 수 있다(동법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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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범죄피해자청구권의 내용
1. 지급요건
헌법이 정하는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국가는 범죄피해자에 구조금을 지급하며, 이에 해
당하는 범죄피해자는 이러한 구조금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범죄피해자구조법은 구조
금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으로 범죄피해를 받은 자가 가해자의 불명 또는 무자력의 사유
로 인하여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거나,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
사 또는 재판에 있어서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과 관련
하여 피해자로 된 때에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범죄피해구조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
다(동법 제3조 제1항 본문). 가해자의 불명·무자력에 관한 기준, 증명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유족은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유족구조금의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은 ①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를 포함한다)·피
해자의 사망 당시 피해자의 수입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자, ② 피해자
의 사망 당시 피해자의 수입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부모, 손, 조부모,
형제자매, ③ 위 ①, 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피해자의 자, 부모, 손, 조부모, 형제자매이
다. 유족구조금을 지급받을 유족의 순위는 위 ①, ②, ③에 기재한 순위로 하고 친생부모
를 후순위로 한다.

2. 지급내용
범죄피해자구조법은 범죄피해자에게 지급되는 구조금을 유족구조금과 장해구조금으로
구분하여 지급하고 있다. 유족구조금은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동법 규정에 의한 제1순위
유족에게 지급하며, 장해구조금은 중장해를 당한 피해자에게 지급하며, 일시금으로 한다
(동법 제4조). 구조금의 금액은 피해자 또는 유족의 생계유지상황과 장해의 정도를 참작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동법 제9조). 구조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그 구
조결정이 당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
멸한다(동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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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구절차
구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법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주소지·거주지 또
는 범죄발생지를 관할하는 심의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 신청은 당해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로부터 2년 또는 당해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할 수
없다(동법 제12조).
이 신청이 있는 때에는 심의회는 신속하게 구조금을 지급하거나 또는 지급하지 아니한
다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동법 제13조). 구조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
하여 지방검찰청에 범죄피해구조심의회를 두고, 심의회는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
으며, 심의회의 관할·구성·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동법 제11조).
심의회는 구조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신청인 기타 관
계인을 조사하거나 의사의 진단을 받게 할 수 있고, 행정기관이나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심의회는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조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의사의 진단을 거부한 때에는 그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동법 제15조).
심의회는 구조금 지급신청이 있는 경우에 피해자의 장해의 정도가 명확하지 아니하거
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신속하게 결정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신청
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내에서 가구조금을 지급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동법 제14조).

4. 지급제한
가.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① 피해자와 가해자간에 친족관계(사실상 혼인관계를 포함한다)가 있는 경우, ② 피해
자가 범죄행위를 유발하였거나 당해 범죄피해의 발생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③ 기타 사회통념상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
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
지 아니할 수 있다(동법 제6조).

나. 다른 급여나 배상과의 관계
피해자 또는 유족이 당해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하여 국가배상법, 기타 법령에 의한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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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동법 제7조). 또한 국가는 피해자 또는 유족이 당해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받은 때에는 그 금액의 한도내에서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동법 제8조
제1항).

5. 범죄피해자구조금의 환수
국가는 구조금을 받은 자가 ①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구조금의 지급을 받은 경우,
② 구조금을 지급받은 후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유가 발견된 경우, ③ 과
오급된 경우에는 심의회의 결정을 거쳐 그가 받은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동법 제16조).
헌
법

V.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제한과 그 한계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
를 위하여 제한될 수 있다. 그러나 비례의 원칙과 본질적 내용침해금지의 원칙이 준수되어
야 함은 물론이다. 따라서 범죄피해자에 대한 국가구조책임을 부인하는 입법은 허용될 수
없다. 결국 국가구조청구권의 제한은 헌법이 정하는 기본권형성적 법률유보규정에 입각해
서 범죄피해보상의 내용과 범위 및 절차 등을 법률로 정하는 문제에 국한된다고 하겠다.

VI. 현실적 검토
범죄피해자구조를 위해 범죄피해자구조법이 제정되어 1988. 7. 1.부터 시행되고 있고,
범죄피해자보호와 지원을 위해 2005. 12. 23.에는 범죄피해자보호법이 제정되어 시해되
고 있는데,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지원과 규율을 위해 양법률을 통합·정리하
여 시행하는 것도 고려해 봄직하다.
한편 범죄피해자구조법은 범죄피해자에게 지급되는 구조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
의·결정하기 위하여 지방검찰청에 범죄피해구조심의회를 두고 있는데, 지급내용이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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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거절 등에 대한 신청인의 불복절차나 사법절차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
차제에 보다 효율적이고 두터운 피해자의 청구권 보호를 위하여 이에 대한 규정을 마련할
것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VII. 관련문헌
법무부, 범죄피해자보상제도, 법무자료 제89집,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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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31조
노기호
第31條
① 모든 國民은 能力에 따라 균등하게 敎育을 받을 權利를 가진다.
② 모든 國民은 그 보호하는 子女에게 적어도 初等敎育과 法律이 정하는 敎
育을 받게 할 義務를 진다.
③ 義務敎育은 無償으로 한다.
④ 敎育의 自主性·專門性·政治的 中立性 및 大學의 自律性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⑤ 國家는 平生敎育을 振興하여야 한다.
⑥ 學校敎育 및 平生敎育을 포함한 敎育制度와 그 운영, 敎育財政 및 敎員의
地位에 관한 基本的인 사항은 法律로 정한다.

I. 교육을 받을 권리
1. 기본개념과 입헌취지
우리 헌법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교육에 관한 기본원칙으로 천명
하고 있다(헌법 제31조 제1항).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란 국가가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여기에서‘능력’
이란 교육을
받는 데 적합한 재질을 의미하며,‘균등하게’
란 인종·성·종교·경제력 등에 의하여 교육을
받을 권리를 차별하지 못한다는 의미이다.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는 그 법적 성격이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지 않는 소극적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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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에서의 자유권이지만, 한편으로는 적극적 의미에서 생존권 내지 사회적 기본권의 성격
도 아울러 갖는다. 따라서 국가는 교육을 받을 기회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소극적 의무
뿐 아니라, 학교교육을 확장하고, 무상의 의무교육을 실시하며(헌법 제31조 제1항), 능력
이 있어도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자를 위하여 장학정책을 시행하여야 하는
적극적 의무도 지고 있다.
능력에 따라 차별 받지 아니하는 균등한 교육의 보장이 형식적 의미에서의 교육을 받을
권리라면, 교육을 받을 권리의 실질적 내용은 일정한 편견의 주입이 아니라 객관적 진리
의 추구이어야 하며, 피교육자에게 의사발표의 기회를 충분히 주어 자기성장을 도모하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는 학문의 자유와 관련되며, 교육의 자주성 보장을 제도적으로 필
요로 한다. 우리 헌법은 제31조에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
다(동법 제31조 4항).1)
한편 교육을 받을 권리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의 적극적인 배려를 요구할 수 있
는 권리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현대적 사회국가·문화국가에 있어서는 인간다운 생활의 필
수요건이 되며, 국민의 능력의 계발과 실현을 위하여 요구된다.2) 또한 민주정치는 어는
정도의 식견이 있는 개인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운영되고 개인의 문화적 능력의 발전을
그 이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교육을 받을 권리는 민주적 정치기구의 운영을 위하여도 불가
결한 것이다.3)

2. 연혁
가. 대한민국헌법상의 교육조항
1948년 최초로 제정된
「대한민국헌법」
은 교육에 관한 직접조항인 제16조(교육을 받을
권리, 의무교육)에서 교육에 관한 헌법적인 기본원칙을 규정하였고, 그 외 신앙과 양심의
자유(제12조),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제13조), 학문과 예술의 자유(제14조) 등의
간접적인 교육조항을 두었다.

1) 표시열, 교육정책과 법, 박영사, 2002, 84-85.
2) 동지 憲裁 1991.2.11, 90헌가27, 3, 11.
3) 김철수, 헌법학개론, 박영사, 2004, 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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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2년 제5차 헌법개정과 1972년의 제7차 헌법개정(제4공화국헌법)에서 다소 변경이
가해졌다. 제5차 개정헌법에 있어서 교육조항의 특징은, 모든 교육기관에 대한 국가의 감
독권에 관한 규정이 사라지고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규정이 출현한 것
과,
「교육제도는 법률로써 정한다」
고 되어 있던 것을 개정헌법에서는
「교육제도와 그 운영
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을 법률로 정하도록 한 점이다.
또한 제7차 개정헌법의 교육조항인 제27조는 제2항에서 예전의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
는 어린이에게 초등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고 규정하였던 것을
「모든 국민은 그 보호
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는 내용으
로 개정함으로써 초등교육 외에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추가하여 향후 초등교육 이상의 중
등교육에 대해서도 의무교육제를 지향하였다는 것이 특징이다.
한편 1980년 제8차 헌법개정(제5공화국헌법)에서는 교육에 관한 직접조항에 1970년
대 이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온
「평생교육」
의 이념을 반영하였을 뿐 아니라, 교육 및 교
육행정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오랫동안 교육계에서 강력하게 주장해 온
「전문성」
이 추가
되었다. 또한 개정 이전의 헌법 제27조 제5항의 교육제도에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이 포
함됨을 명시하고, 법률로 정하는 기본적인 사항의 범위에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
를
포함시키는 변경이 이루어져 현행헌법상의 교육조항의 모습이 거의 갖추어졌다.
마지막으로 1987년 제9차 개정헌법 제31조 제4항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
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 된다」
고 하여
「대학의 자율성」
의 보장을 추가함으로써 현행헌법상의 직접적인 교육조항이 성립되었다.4)

나. 입헌례와 비교법적 의의
초기의 입헌국가에서는 국가가 경제에 대해서와 마찬가지로 교육에 대해서도 방임주의
를 취하였던 까닭에 교육의 기회는 특권계급에만 부여되었다. 그러나 오늘날은 교육을 통
해 소득능력을 갖출 수 있게 됨으로써 교육을 받는 것은 제34조 제1항의 인간다운 생활
을 하기 위한 필수적 조건이 되었다.
자본주의경제하에서는 다수국민의 자녀가 주로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을 기회를 상

4) 안
 기성,“헌법과 교육”
, 교육법학연구 제1호(1988), 30; 이종근,“한국의 교육헌법 연구 20년의 성과와 과
제”
, 교육법학연구동향(2007),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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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여 국민의 생활능력의 유지와 향상을 기하려는 목적
으로 현대의 여러 국가의 헌법들은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게 되었다.5)
즉 1848년 프랑스헌법이 교육의 자유와 평등, 무상교육을 규정한 이래 구소련헌법, 프
랑스헌법, 이태리헌법, 독일기본법등에서 규정하게 되었으며, 이어서 일본헌법과 우리헌
법에서도 규정하게 되었다.
우리헌법 규정과 유사한 일본국헌법은 제26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보통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의무교육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교육의 의의와 기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시하고 있다. 즉, 교육은 개인
의 잠재적인 능력을 계발하여 줌으로써 개인이 각 생활영역에서 개성을 신장할 수 있도록
해 준다. 특히 산업이 고도로 분업화되고 발전된 현대사회에 있어서 교육은 각 개인에게
삶의 수요를 자주적으로 충족하기 위한 직업 활동에 필요한 각종 능력과 자격을 갖춤에
있어서 불가결한 전제가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평등한 교육기회의 보장은 직업생활과
경제생활에 있어서 실질적인 평등을 실현시키기 위한, 즉 사회국가 실현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된다. 또한 교육은 국민으로 하여금 민주시민의 자질을 길러줌으로써 민주주의가
원활히 기능하기 위한 정치문화의 기반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학문연구결과 등의 전수의
장이 됨으로써 우리 헌법이 지향하고 있는 문화국가의 실현을 위한 기본적 수단이다. 교
육이 수행하는 이와 같은 중요한 기능에 비추어 우리 헌법은 제31조에서 국민에게 능력
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한편(제1항),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
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부과하고(제2항), 의무교육의 무상
제공과 평생교육진흥을 국가의 의무로 부과하며(제3항·제5항), 교육의 자주성·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제4항), 나아가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
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
록(제6항) 한 것이다.6)

5) 김철수(주 3), 797.
6) 憲裁 2003.2.27, 2000헌바26, 15-1, 176(187-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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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념과 원리에 대한 판례 및 학설
가. 교육을 받을 권리의 의의와 기능
교육은 개인이 인격을 형성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 근대 초기에
교육은 개인의 사적 영역에 맡겨져 있었으나, 국가에 의한 공교육제도가 등장하면서 교육
을 받을 권리가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되기에 이르렀다. 바이마르헌법은 무상의 의무교
육 제도를 규정하였으며, 이차대전 후 독일기본법, 프랑스헌법, 이탈리아헌법을 비롯한
각국의 헌법에서 교육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였고, 우리 헌법도 교육을 받을 권리에 관한
규정을 두게 되었다.7)
교육을 받을 권리의 의의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이렇게 설시하고 있다. 헌법 제31조 제
1항에 의해서 보장되는 교육을 받을 권리는 교육영역에서의 기회균등을 내용으로 한다.
즉, 능력이 있으면서도 여러 가지 사회적·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
록, 국가가 재정능력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면 모든 국민에게 취학의 기회가 골
고루 돌아가게끔 그에 필요한 교육시설 및 제도를 마련할 의무를 지게하기 위한 것이 바
로 이 교육을 받을 권리이다.8)
헌법 제3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고 규정하여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이하
“수학권”
(修學權)이라 약칭한다)를 보장하고
있는데, 그 권리는 통상 국가에 의한 교육조건의 개선·정비와 교육기회의 균등한 보장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이해되고 있다. 수학권의 보장은 국민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하고(헌법 제10조 전문)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는데
(헌법 제34조 제1항) 필수적인 조건이자 대전제이며, 헌법 제31조 제2항 내지 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 의무교육의 무상,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중립성보
장, 평생교육진흥, 교육제도 및 교육재정, 교원지위 법률주의 등은 국민의 수학권의 효율
적인 보장을 위한 규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9)

7) 양건, 헌법강의Ⅰ, 법문사, 2007, 633.
8) 憲裁 2000.4.7, 98헌가16등, 12-1, 427(449).
9) 憲裁 1992.11.12, 89헌마88, 4, 739(75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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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판례의 설명에 의하면, 교육을 받을 권리는 ⅰ) 국가에 의한 교육조건의 개선·
정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ⅱ) 교육기회의 균등한 보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
한다. 또한 헌법 제31조 제1항과 동조 제2항 내지 제6항과의 관계에 대해서, 후자는 전
자의 효율적인 보장을 위한 규정이라고 풀이할 수 있다.10)
한편, 헌법재판소는 교육을 받을 권리의 기능에 대해서는 이렇게 판시하고 있다. 우리
헌법은 문화국가·민주국가·사회국가·복지국가에서 차지하는 교육의 중요성을 감안해
서 교육을 모든 국민의 권리로 규정함과 동시에 국가와 국민의 공동의무임을 명백히 밝히
고 있다. 교육을 받을 권리는, 첫째 교육을 통해 개인의 잠재적인 능력을 계발시켜줌으로
써 인간다운 문화생활과 직업생활을 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해 주고, 둘째 문화적이고 지
적인 사회풍토를 조성하고 문화창조의 바탕을 마련함으로써 헌법이 추구하는 문화국가를
촉진시키고, 셋째 합리적이고 계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민주주의가 필요로 하는 민주시민
의 윤리적 생활철학을 어렸을 때부터 습성화시킴으로써 헌법이 추구하는 민주주의의 토
착화에 이바지하고, 넷째 능력에 따른 균등한 교육을 통해서 직업생활과 경제생활영역에
서 실질적인 평등을 실현시킴으로써 헌법이 추구하는 사회국가, 복지국가의 이념을 실현
한다는 의의와 기능을 가지고 있다.11)

헌
법

나. 교육을 받을 권리의 법적 성격
교육을 받을 권리의 법적 성격에 대해 대부분의 학자들은 자유권적 성격과 사회권(생존
권)적 성격을 동시에 갖는 것으로 보고 있다.12) 교육을 받을 권리의 자유권적 측면은 교
육을 받을 수 있는 재능과 경제력을 가진 자는 누구나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는
것을 국가권력 또는 제3자로부터 방해받지 아니하는 측면을 말한다. 국가권력이나 제3자
가 이것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그 방해를 배제하여 주도록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교육을
받을 권리의 주된 성격은 사회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이라고 할 수 있다. 능력이 있으면
서도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자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시설의 설치·

10) 양건(주 7), 634.
11) 憲裁 1994.2.24, 93헌마192, 6-1,173(177).
12)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7, 652 ;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07, 596-597 ; 양건(주 7), 635 ;
장영수, 헌법학, 홍문사, 2007, 821-822 ; 정종섭, 헌법학원론, 박영사, 2007, 646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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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과 장학제도의 시행등과 같은 외적 조건들을 국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
다는 점은 교육을 받을 권리의 사회권적 측면이다.13) 이러한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에
대응하여 국가는 교육제도를 설정하고 유지하며, 교육조건을 정비할 의무를 진다.
그러나 김철수 교수는 헌법 제31조의 권리의 주 내용은 자유권이 아니고 생존권이며
모든 국민, 특히 어린이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구체적 청구권
을 수반하는 문화적 생존권의 하나로 보고 있다.14)
헌법재판소는 교육을 받을 권리의 법적 성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해석하고 있다.
‘교육을 받을 권리’
란, 국민이 위 헌법규정을 근거로 하여 직접 특정한 교육제도나 학교시
설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기보다는 모든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제도를 제공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규정한 것이다. 즉,‘교육을 받을 권리’
란,
모든 국민에게 저마다의 능력에 따른 교육이 가능하도록 그에 필요한 설비와 제도를 마
련해야 할 국가의 과제와 아울러 이를 넘어 사회적·경제적 약자도 능력에 따른 실질적 평
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을 실현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뜻한다. 이에 따라
국가는 다른 중요한 국가과제 및 국가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민주시민이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필수적인 교육과정을 의무교육으로서 국민 누구나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15)
판례에서 보듯이 교육을 받을 권리는 직접 특정한 교육기회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는 아니며, 다만 헌법 제31조 제2항, 제3항에서 규정하는 것과 같은 무상
의 의무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제도를 설치하도록 요구하고 국가의 의무불이행에 대
하여 위헌 확인을 구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제한된 범위의 구체적 권리라고 할 수 있다.16)

다. 교육을 받을 권리의 주체
(1) 의의
교육을 받을 권리는 실정법상의 권리로서 그 주체는 자연인인 국민이다. 수학권의 주체

13) 권영성(전주), 652.
14) 김철수(주 3), 805.
15) 憲裁 2000.4.27, 98헌가16등, 12-1, 427(448-449).
16) 양건(주 7), 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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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개개의 국민이고, 교육기회제공청구권의 주체는 학령아동의 부모이다.17) 그러나 교육
을 받을 권리의 자유권적 측면을 고려하여 외국인에게도 어느 정도의 기본권 주체성을 인
정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18)
그러나 교육실시의 주체는 국민과 그 대표자인 국가가 공유한다. 이에 따라 일정한 범
위 내에서 국가의 일정한 교육내용의 결정권, 부모의 교육의 자유, 사학교육의 자유, 교
사의 교육의 자유가 인정된다.19)
(2) 헌법상 부모의‘교육을 받을 권리’
의 기본권 주체성
현행헌법은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의 권리에 대해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다
만 헌법 제31조 제2항에서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여 부모의 교육의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부모의 교육에 관한 권리를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헌법 제31조에
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을 받을 권리의 기본권 주체로서 부모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인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부모가 교육을 받을 권리의 주체가 됨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즉, 자녀의 양육과 교육은 일차적으로 부모의 천부적인 권리인 동시에 부모에게 부과된
의무이기도 하다.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권은 비록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아니하지만, 이는 모든 인간이 국적과 관계없이 누리는 양도할 수 없는 불가침의 인권으
로서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하는 헌법 제36조 제1항,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10
조및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고 규정
하는 헌법 제37조 제1항에서 나오는 중요한 기본권이다 … 부모의 자녀교육권은 다른 기
본권과는 달리, 기본권의 주체인 부모의 자기결정권이라는 의미에서 보장되는 자유가 아
니라, 자녀의 보호와 인격발현을 위하여 부여되는 기본권이다. 다시 말하면, 부모의 자녀
교육권은 자녀의 행복이란 관점에서 보장되는 것이며, 자녀의 행복이 부모의 교육에 있
어서 그 방향을 결정하는 지침이 된다. 부모는 자녀의 교육에 관하여 전반적인 계획을 세

17) 김철수(주 3), 806 ; 권영성(주 12), 653 ; 성낙인(주 12), 597 ; 정종섭(주 12), 646 참조.
18) 김철수(주 3), 806 ; 장영수(주 12), 824 참조.
19) 성낙인(주 12), 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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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고 자신의 인생관·사회관·교육관에 따라 자녀의 교육을 자유롭게 형성할 권리를 가지
며, 부모의 교육권은 다른 교육의 주체와의 관계에서 원칙적인 우위를 가진다. 한편, 자
녀의 교육에 관한 부모의‘권리와 의무’
는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자녀교육권의 본질
을 결정하는 구성요소이기 때문에, 부모의 자녀교육권은‘자녀교육에 대한 부모의 책임’
으로도 표현될 수 있다. 따라서 자녀교육권은 부모가 자녀교육에 대한 책임을 어떠한 방
법으로 이행할 것인가에 관하여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권리로서 교육의 목표와 수단에
관한 결정권을 뜻한다. 즉, 부모는 어떠한 방향으로 자녀의 인격이 형성되어야 하는가에
관한 목표를 정하고, 자녀의 개인적 성향·능력·정신적, 신체적 발달상황 등을 고려하여
교육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한 교육수단을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부모의 이러한 일차적
인 결정권은, 누구보다도 부모가 자녀의 이익을 가장 잘 보호할 수 있다는 사고에 기인하
는 것이다 […] 그러나 부모는 헌법 제36조 제1항에 의하여 자녀교육에 대한 독점적인 권
리를 부여받는 것은 아니다 […] 국가는 헌법 제31조 제6항에 의하여 모든 학교제도의 조
직, 계획, 운영, 감독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 즉, 학교제도에 관한 전반적인 형성권과 규
율권을 가지고 있다.20)
(3) 교사의 교육 자유의 기본권성
교육을 받을 권리에 있어서의 교육이란 교육의 본질에 근거한 자유로운 교육이 아니면
안된다. 그런데 교육을 받을 권리와 관련하여 교육을 할(시킬) 자유, 즉 교육의 자유21)가
문제된다. 특히 초·중등학교 교사의 교육의 자유22)가 교육을 받을 권리에 포함되는가와
교사의 교육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교사의 교육의 자유의 법적 근거와 관련해서는 헌법 제21조의 학문의 자유에 근거한다

20) 憲裁 2000.4.27, 98헌가16등, 12-1, 427(446-449).
21) 교육의 자유가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는 자유 내지 권리인지에 대해서는 헌법학계에 개념이 정립되어 있
지 않다. 여러 교수들의 교과서를 살펴보면, ⅰ)대학교수의 교수의 자유와의 비교개념으로서의 초·중등학
교교사의 교육의 자유를 말하는 경우(성낙인(주 12), 415), ⅱ)단순히 교육을 할(시킬) 자유로서의 교육의
자유, 여기에는 대학교수의 교수의 자유와 초·중등학교교사의 교육의 자유가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경우
(김철수(주 3), 801-802), ⅲ)교육의 자유를 교육을 받을 권리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교육선택의 자유로
이해하는 경우(장영수(주 12), 825) 등이 있다.
22) 헌법재판소는 이를 교사의 수업권 또는 수업의 자유로 표현하고 있다. 憲裁 1992.11.12, 89헌마88, 4,
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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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보는 견해23)와 헌법 제31조의 교육을 받을 권리에서 구하는 견해가 있다.24)
그러나 위와 같이 교사의 교육의 자유의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경우에도 기본권
성 여부에 대해서는 분명한 견해를 밝히고 있지 않다. 다만 대학교수의 교수의 자유와 비
교해 볼 때 초·중등학교교사의 교육의 자유는 학생의 학습권 보장의 측면에서 많은 제약
이 따를 수 있다고 만 언급해 놓고 있다. 헌법적 근거가 있는 자유의 기본권성을 인정하
지 않는 것은 헌법이론상 이해하기 어렵다. 일본에서는 학문의 자유를 대학에서만 인정되
는 것이 아니라 일반교육기관에서도 인정되는 것으로 보아 대학에서만 교수의 자유를 인
정할 것이 아니라 일반학교에서도 교육의 자유를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25)가 있으며, 일본
최고재판소도 보통교육에 있어서도 일정범위의 교수(교육)의 자유를 인정하면서, 국가는
필요하고도 상당한 범위 내에서 교육내용을 결정할 권능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26)
헌법재판소 또한 교사의 교육의 자유(수업의 자유)의 기본권성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
을 밝히지 않고 단지 학생의 수학권 내지 국민의 수학권 보장을 위하여 일정범위에서 제
약될 수밖에 없는 권리로 이해하고 있다. 즉, 학문의 자유라 함은 진리를 탐구하는 자유
를 의미하는데, 그것은 단순히 진리탐구의 자유에 그치지 않고 탐구한 결과에 대한 발표
의 자유 내지 가르치는 자유(편의상 대학의 교수의 자유와 구분하여 수업(授業)의 자유로
한다) 등을 포함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물론 수업의 자유는 두텁게 보호되어야 합당
하겠지만 그것은 대학에서의 교수의 자유와 완전히 동일할 수는 없을 것이며 대학에서는
교수의 자유가 더욱 보장되어야 하는 반면, 초·중·고교에서의 수업의 자유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제약이 있을 수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학교교육에 있어서 교사의 가르치는 권리를 수업권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자연법적으로
는 학부모에게 속하는 자녀에 대한 교육권을 신탁 받은 것이고, 실정법상으로는 공교육의
책임이 있은 국가의 위임에 의한 것이다. 그것은 교사의 지위에서 생기는 학생에 대한 일
차적인 교육상의 직무권한(직권)이지만, 학생의 수학권의 실현을 위하여 인정되는 것으
로서 양자는 상호협력관계에 있다고 하겠으나, 수학권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하나로

23) 김철수(주 3), 801. 김철수 교수는 학문의 자유 뿐만 아니라 일반적 행동자유권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24) 성낙인(주 12), 415.
25) 有倉遼吉, 憲法と敎育, 公法硏究 第39号, 5.
26) 最高裁(大)判 昭51.5.21, 刑集 30-5-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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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보다 존중되어야 하며, 그것이 왜곡되지 않고 올바로 행사될 수 있게 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는 수업권도 어느 정도의 범위 내에서 제약을 받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왜냐하면
초·중·고교의 학생은 대학생이나 사회의 일반성인과는 달리 다양한 가치와 지식에 대하
여 비판적으로 취사선택할 수 있는 독자적 능력이 부족하므로 지식과 사상·가치의 자유
시장에서 주체적인 판단에 따라 스스로 책임지고 이를 선택하도록 만연히 방치해 둘 수
가 없기 때문이다 […] 수업의 자유는 무제한 보호되기는 어려우며 초·중·고등학교의 교
사는 자신이 연구한 결과에 대하여 스스로 확신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학회에
서 보고하거나 학술지에 기고하거나 스스로 저술하여 책자를 발행하는 것은 별론 수업의
자유를 내세워 함부로 학생들에게 여과(濾過)없이 전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헌법과 법률이 지향하고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할 수 없음은 물론 사회상규나
윤리도덕을 일탈할 수 없으며, 따라서 가치편향적이거나 반도덕적인 내용의 교육은 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교사의 수업권은 전술과 같이 교사의 지위에서 생겨나는 직권인데, 그것이 헌법상 보장
되는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느냐에 대하여서는 이를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가 많으며, 설사
헌법상 보장되고 있는 학문의 자유 또는 교육을 받을 권리의 규정에서 교사의 수업권이 파
생되는 것으로 해석하여 기본권에 준하는 것으로 간주하더라도 수업권을 내세워 수학권을
침해할 수는 없으며 국민의 수학권의 보장을 위하여 교사의 수업권은 일정범위 내에서 제
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만일 보통교육의 단계에서 개개인의 교사에 따라 어떠한 서
적이든지 교과서로 선정될 수 있고 또 어떤 내용의 교육이라도 실시될 수 있다면 교육의 기
회균등을 위한 전국적인 일정수준의 교육의 유지는 불가능하게 될 것이며 그 결과, 예컨대
국어교육에서 철자법 같은 것이 책자나 교사에 따라 전혀 다르게 가르쳐져 크나 큰 갈등과
혼란이 야기될 수 있는 것이다 […] 국민의 수학권과 교사의 수업의 자유는 다 같이 보호되
어야 하겠지만 그 중에서도 국민의 수학권이 더 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그것은 국민
의 수학권의 보장은 우리 헌법이 지향하고 있는 문화국가, 민주복지국가의 이념구현을 위
한 기본적 토대이고, 국민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하고(헌법 제10
조 전문)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는데(헌법 제34조) 필수적인 조건이고 대전제이며, 국민의
수학권이 교육제도를 통하여 충분히 실현될 때 비로소 모든 국민은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
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할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27)

27) 憲裁 1992.11.12, 89헌마88, 4, 739(756-758,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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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헌법재판소 결정이유에서 주의 깊게 보아야 할 것은, ⅰ)교원의 교육권의 근거에 관
하여, 수업의 자유와 수업권(직권으로서의 수업권)을 구별하면서, 전자의 근거는 학문의
자유에서 찾는 한편, 후자에 대해서는 자연법적으로는 부모의 교육권을 신탁 받은 것, 실
정법적으로는 국가의 위임에 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ⅱ)수업권이 헌법상 기본권이냐 대
하여 명백한 입장을 취하지 않고 있다. ⅲ)수업의 자유나 수업권보다 국민의 수학권이 우
선한다고 보고 있다는 점이다.28)

라. 교육을 받을 권리의 내용
(1)‘능력에 따라’교육을 받을 권리
헌법 제31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능력이란 일신에 전속한 수학능력을 말한다. 개인
이 자신의 능력과 개성에 따라 교육을 받는 것은 인격의 실현을 위하여 필수적인 것이다.
따라서 개인의 능력을 무시하고 국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획일적이고 평균적으로 교육
을 받게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국가가 특정한 기준을 정하여 교육을 통하여 인간을
개조하는 것은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위반될 뿐 아니라 헌법 제31조 제1
항에도 위반된다.29)
그러나 수학능력에 대한 공개경쟁입학시험을 통해 교육을 받을 권리를 제한적으로 부여하
거나 대학이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자에 대하여 입학을 불허하는 것은 합헌이다.
대법원은 대학입학지원자가 모집정원에 미달한 경우라도 대학이 정한 수학능력이 없
는 자에 대하여 불합격처분을 한 것은 교육법 제111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아니하여 무효
라 할 수 없고, 또 위 학교에서 정한 수학능력에 미달하는 지원자를 불합격으로 한 처분
이 재량권의 남용이라 볼 수 없다고 한다.30)
그런데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는 다는 것은 학습능력에 상응하는 적절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의미하지 능력이 있는 자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육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학습능력이 낮은 사람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교육을 배려
하여 국가는 장애인 등의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28) 양건(주 7), 653.
29) 정종섭(주 12), 647.
30) 大判 1983.6.28, 83누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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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균등하게’교육을 받을 권리
헌법 제31조 제1항의‘균등하게’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의 의미
를 가진다. 첫째, 자유권적 측면에서 소극적으로 교육기회의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를 의미한다. 즉, 능력이외의 성별, 종교, 신념,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
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는 것을 의미하며, 둘째, 사회권
적 측면에서는 적극적으로 경제적 약자가 실질적인 평등한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즉, 교육시설을 설치·운용하고 장학정책
을 시행하는 등 교육의 외적 조건의 정비를 요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다만 이러한 생
존권적 측면에서의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는 제한된 구체적 권리로서, 과소보호금지 원
칙의 위반 여부를 확인받을 수 있는 데에 그친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교육기본법에
서는 교육에 있어서의 차별금지(제4조), 남녀평등(제17조의2) 및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
보를 위한 시책의 수립·실시(제7조)등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 헌법재판소도 헌법 제31조 제1항에서 보장되는 교육의 기회균등권은‘정신적·육
체적 능력 이외의 성별·종교·경제력·사회적 신분 등에 의하여 교육을 받을 기회를 차별
하지 않고, 즉 합리적 차별사유 없이 교육을 받을 권리를 제한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국가
가 모든 국민에게 균등한 교육을 받게 하고 특히 경제적 약자가 실질적인 평등교육을 받
을 수 있도록 적극적 정책을 실현해야 한다는 것’
을 의미하므로(憲裁 1994.2.24, 93헌마
192, 6-1, 173( 177-178)), 실질적인 평등교육을 실현해야 할 국가의 적극적인 의무가
인정되지만, 이러한 의무조항으로부터 국민이 직접 실질적 평등교육을 위한 교육비를 청
구할 권리가 도출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31)
(3)‘교육’
을 받을 권리
교육에는 학교교육·사회교육(평생교육 포함)·공민교육·가정교육 등 다양한 형태가 있
지만, 헌법 제31조 제1항에서의 교육은 주로 학교교육을 뜻한다.32) 학교교육은 교육 중
에서도 가장 효율적인 교육체계를 이루고 있는 제도적 기관에서 행하는 일반적인 교육형

31) 憲裁 2003.11.27, 2003헌바39, 15-2, 297(310).
32) 김철수(주 3), 808 ; 권영성(주 12), 654 ; 성낙인(주 12), 600 ; 정종섭(주 12), 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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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양건 교수는 교육을 받을 권리의 대상이 되는 교육을 학교교육
과 사회교육으로 보고 있다. 학교교육에 관한 법률로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
육법 등이 있다. 학교교육 가운데 의무교육은 무상교육이다. 사회교육은 국민의 평생교육
을 위한 것이며(교육기본법 제10조), 평생교육은 학교교육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
인 교육활동을 말한다(평생교육법 제2조).33)
(4) 교육을‘받을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는 오늘날 국민(특히 아동·청소년)의 학습권으로 파악된다. 학습권(수
학권)은 교육권(수업권)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어린이를 비롯한 모든 국민이 나면서부터
교육을 받아 학습하고 인간적으로 발달·성장하여 갈 권리를 말한다.34) 헌법재판소는 수
학권은 통상 국가에 의한 교육조건의 개선·정비와 교육기회의 균등한 보장을 적극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 권리로 이해하고 있다.35)

II. 교육을 받게 할 의무와 무상의 의무교육
1. 교육의 의무와 의무교육
교육을 받을 권리의 주체는 원래 취학연령에 있는 미성년자이지만, 이들은 독립하여 생
활할 수 없는 자이므로 보호자가 그 자녀를 취학시킬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이 권리는
실효성이 없다. 따라서 헌법 제31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교육을 받을 권리의 실효성을
보장할 목적으로 교육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교육의 의무의 주체는 교육을 받아야 할 자녀를 가지는 국민, 즉 학령아동의 친권자 또

33) 양건(주 7), 637.
34) 김철수(주 3), 809 ; 성낙인(주 12), 601.
35) 憲裁 1992.11.12, 89헌마88, 4, 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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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그 후견인이고,36) 의무의 내용은 보호하는 자녀를 일정한 학교에 취학시킬 의무이다.
그러나 반드시 공립학교에 취학시킬 의무는 아니다. 이러한 교육의 의무는 국민의 인간다
운 생활을 유지하고 문화국가를 건설하는 데 수반되는 의무이다.37)

2. 의무교육의 무상
가. 의무교육의 무상원칙
국민에게 교육의 의무를 부과하는 이상 국가는 교육을 받는 아동의 편의를 도모하여 줄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부모의 교육의무 이행을 가능하게 해야
하므로 이를 위해 의무교육의 무상이 요구된다. 이러한 필요성에 근거하여 우리헌법은 제
31조 제3항에서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할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의무교육의 범위에 대해서 우리 헌법은 제31조 제2항에서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
이 정하는 교육”
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초등교육뿐만 아니라 중등교육까지도 의무교육
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교육기본법 제8조 제1항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을
의무교육으로 정하고 있다. 현재 3년의 중등교육까지 의무교육으로 전면 실시되고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구교육법 제8조의2의
“3년의 중등교육에 대한 의무교육은 대통령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는 규정에 대한 위헌심사에서, 헌법상 초등
교육에 대한 의무교육과는 달리 중등교육의 단계에 있어서는 어느 범위에서 어떠한 절차
를 거쳐 어느 시점에서 의무교육으로 실시할 것인가는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사
항으로서 국회가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하여 법률로 구체적으로 규정할 때에 비로소 헌법상
의 권리로서 구체화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중학교 의무교육을 일시에 전면실시 하
는 대신 단계적으로 확대실시 하도록 한 것은 주로 전면실시에 따르는 국가의 재정적 부담
을 고려한 것으로 실질적 평등의 원칙에 부합된다고 판시하여 합헌결정을 내린바 있다.38)
이러한 의무교육의 실행을 위하여 초·중등교육법 제12조 제1항에서는 국가가 교육기
본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시설의 확보 등

36) 김철수(주 3), 810 ; 권영성(주 12), 655 ; 성낙인(주 12), 601 ; 양건(주 7), 637 ; 장영수(주 12), 828.
37) 김철수(주 3), 810.
38) 憲裁 1991.2,11, 90헌가27,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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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 초등학교·중학교
및 초등학교·중학교의 과정을 교육하는 특수학교의 설립의무가 부과되고 있으며(초·중
등교육법 제12조 제2항, 제3항), 국·공립학교의 설립·경영자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교육대상자를 위탁받은 사립학교의 설립·경영자는 의무교육을 받는 자에 대하여 수
업료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초·중등교육법 제12조 제4항).

나. 의무교육의 무상의 범위
의무교육 무상의 범위에 관해서는 ⅰ) 법규가 정한 범위 내에서 무상으로 한다는 무상
범위법정설, ⅱ) 수업료 뿐 아니라 국가의 재정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학용품, 수업에 사
용되는 모든 물품을 비롯한 급식의 무상까지도 포함한다는 취학필수비무상설, ⅲ) 절충
적 입장으로서 의무교육에서 무상의 범위는 수업료의 징수 면제만을 의미한다는 수업료
면제설 등의 학설이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가‘교육법 제8조의2에 관한 위헌심판’청구사건에서, 의무교육제도
는 국민에 대하여 보호하는 자녀들을 취학시키도록 한다는 의무부과의 면보다는 국가에
대하여 인적·물적 교육시설을 정비하고 교육환경을 개선하여야 한다는 의무부과의 측면
이 강하다는 점, 국가가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교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지
않고 입학금과 수업료만 면제하는 형식적인 의무교육을 실시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지
적한 것은 수업료만을 면제하는 것은 무상의 의무교육을 규정한 취지에 어긋난다고 보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초등교육에 대한 의무교육과는 달리 중등교육의 단계에 있어서
는 어느 범위에서 어떠한 절차를 거쳐 어느 시점에서 의무교육을 실시할 것인가는 입법자
의 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국회가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하여 법률로써 구체적
으로 규정할 때 비로소 헌법상의 권리로 구체화 된다”
고 하여 무상범위법정설을 지지한
바 있다.39)
현재 초·중등교육법 제12조 제4항은
“국·공립학교의 설립·경영자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교육대상자를 위탁받은 사립학교의 설립·경영자는 의무교육을 받는 자에 대
하여 수업료를 받을 수 없다”
고 규정함으로써 수업료만이 무상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러

39) 憲裁 1991.2,11, 90헌가27,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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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가의 재정을 고려하여 수업료 이외의 취학에 필요한 비용으로까지 무상의 범위를 확
대하는 것이 요구된다.

III.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
국가의 교육정책 내지 교육활동의 기본원칙으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을 들 수 있다. 현행헌법 제31조 제4항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
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31조 제4항의 의의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
성을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이유는 교육이 국가의 백년대계의 기초 인만큼 국가의 안정적
인 성장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외부세력의 부당한 간섭에 영향 받지 않도록
교육자 내지 교육전문가에 의하여 주도되고 관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데서 비롯된 것
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에 관한 제반정책의 수립 및 시행이 교육자에 의
하여 전담되거나 적어도 그의 적극적인 참여하에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 교육방법이나 교
육내용이 종교적 종파성과 당파적 편향성에 의하여 부당하게 침해 또는 간섭당하지 않고
가치중립적인 진리교육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교육의 자주성이 보장되기 위하여
서는 교육행정기관에 의한 교육내용에 대한 부당한 권력적 개입이 배제되어야 할 이치인
데, 그것은 대의정치(代議政治), 정당정치 하에서 다수결의 원리가 지배하는 국정상의 의
사결정방법은 당파적인 정치적 관념이나 이해관계라든가 특수한 사회적 요인에 의하여
좌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라고 판시하고 있다.40)

1. 교육의 자주성
가. 교육의 자주성의 의의
교육의 자주성이란 교육내용과 교육기구가 교육자에 의하여 자주적으로 결정되고 행정
권력에 의한 교육통제가 배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교육의 자주성을 확립

40) 憲裁 1992.11.12, 89헌마88, 4,739,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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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한 제도적 방법으로서 교사가 교육시설 설치자와 교육감독권자로부터 자유로워야
하고, 교육내용에 대한 교육행정기관의 권력적 개입이 배제되어야 하며, 교육관리기구(교
육위원회, 교육감, 교육장 등)의 공선제 등이 실현되어야 한다.41)
그런데, 현행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교육의 자주성’
의 의의에 관해 학계에서는 견해
가 다양하다.
먼저 헌법상의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보장 조항이 현실에서 지나치게 과장되고 남용
되어 원래의 입법취지와는 다르게 파악되는 경향을 지적하면서 이 조항이 헌법에 규정되
게 된 사회적 배경을 강조하여, 교육의 자주성이란 내무행정이나 경찰행정으로부터의 독
립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42)
한편 헌법학자들 중에는 교육의 자주성의 의미를 교육내용과 교육기구가 교육자에 의
하여 자주적으로 결정되고 행정권력에 의한 교육통제가 배제되어야 하는 것으로 파악하
거나,43) 교육의 자주성의 의미에 대한 적극적인 설명이 없이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등의
보장을 교육자치제의 제도보장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44)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일반적으로, 교육의 자주성이란 교육내
용과 교육기구가 교육자에 의하여 자주적으로 결정되고 행정권력에 의한 통제가 배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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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에 대한 교육행정기관의 권력적 개입의 배제 및 교육관리기구의 공선제 등을 포함한다.
또한 교육의 전문성이란 교육정책이나 그 집행은 가급적 교육전문가가 담당하거나, 적어
도 그들의 참여하에 이루어져야 함을 말한다고 해석하고 있다.45)
그러나 교육권의 역사로 볼 때 교육의 자주성이란 교육의‘자유’
와 권력으로부터의 교

41) 권
 영성(주 12), 266 ; 2006년 12월에 교육의원과 교육감을 주민의 직접선거로 선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개정이 있었고 2007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감으로써 부산광역시의 경
우 지난 2월에 교육감을 주민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한 바 있으며, 이번 12월 19일에 치러진 제17대
대통령선거일에도 몇몇 광역자치단체에서 교육감선거가 동시에 이루어 졌다.
42) 안기성,“교육의 전문성과 자주성에 관한 교육법 해석학”
, 교육법학연구 제7호(1995), 21.
43) 권영성(주 12), 266.
44) 김철수(주 3), 812-813.
45) 憲裁 2001.11.29, 2000헌마278, 13-2, 762,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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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의‘독립’
으로 파악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46) 그리하여 교육의 자주성을 보장
한다고 하는 것은 모든 개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누리기 위하여 인간적으로 성
장·발달할 권리인 학습권을 가진다는 전제 하에, 교육에 대한 국가의 부당한 지배를 배제
하고 교육의 자유와 독립을 스스로 확보할 수 있도록 교육관련 당사자들에 의한 교육자치
의 보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47)

나. 교육의 자주성의 실현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교육자치를 확대·실시해
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이론이 없다. 그러나 교육자치의 개념에 대해서는 아직 정설이라
고 할 만한 것이 없으며, 교육자치의 개념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자치’
의 개념에
서 출발하여 교육분야에 특유한 자치의 개념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48)
자치의 한 요소인 분권적인 측면에서 보아 교육자치는 교육공동체를 전제로 하여‘교
육’
이라는 특정한 업무영역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지역을 기초로 주민의 전 생활영역
을 대상으로 하는 지방자치와 구별되는 기능적 자치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49) 그러나 자
치의 또 다른 요소인 참여의 측면에서 본다면 교육자치는 교육공동체의 구성원이 참여하
여 교육에 관련된 문제를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교육공동체의 구성원의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에 따라 일반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관계가 문제된다.
교육자치가 실현되는 경우에 기대되는 효과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이 신장된다는
점을 들 수 있지만, 교육행정을 일반행정으로 부터 분리·독립하는 데서 오는 행정기능의
통합성 저해로 인한 일관성 결여와 교육행정의 편협성 조장 우려 등의 문제점도 발생할
여지가 있다. 교육자치의 문제를 다룰 때에는 항상 이러한 효과와 문제점을 형량할 필요
가 있다.

46) 同
 旨, 신현직,“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의 법리”
, 교육법학연구 제11호(1999), 156, 159 ;
이종근(주 4), 46.
47) 이종근(주 4), 46.
48) 이종근(주 4), 25.
49) 이
 기우,“교육자치와 학교자치 및 지방교육행정제도에 대한 법적검토”
, 한국교육법연구 제4집(1999),
37-40.

헌법주석서 Ⅱ

286

지방교육자치와 교육의 자주성과의 관련성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지방교육자치도 지방
자치권행사의 일환으로서 보장되는 것이므로, 중앙권력에 대한 지방적 자치로서의 속성
을 지니고 있지만, 동시에 그것은 헌법 제31조 제4항이 보장하고 있는 교육의 자주성·전
문성·정치적 중립성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므로, 정치권력에 대한 문화적 자치로서의 속
성도 아울러 지니고 있다. 이러한‘이중의 자치’
의 요청으로 말미암아 지방교육자치의 민
주적 정당성요청은 어느 정도 제한이 불가피하게 된다. 지방교육자치는‘민주주의·지방
자치·교육자주’
라고 하는 세 가지의 헌법적 가치를 골고루 만족시킬 수 있어야만 하는 것
이다.‘민주주의’
의 요구를 절대시하여 비정치기관인 교육위원이나 교육감을 정치기관(국
회의원·대통령 등)의 선출과 완전히 동일한 방식으로 구성한다거나,‘지방자치’
의 요구를
절대시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가 교육위원·교육감의 선발을 무조건적으로 좌
우한다거나,‘교육자주’
의 요구를 절대시하여 교육·문화분야 관계자들만이 전적으로 교
육위원·교육감을 결정한다거나 하는 방식은 그 어느 것이나 헌법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
고 판시하고 있다.50) 또한 헌법재판소는 (구) 지방교육자치법은 교육위원 정수의 1/2 이
상은 교육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15년 이상 있는 자로 하고(제8조) 집행기관인 교육감의
자격도 교육 또는 교육전문직 경력이 20년 이상인 자로 하는 등(제32조 제2항) 교육의 자
주성·전문성이 충분히 보장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교원과 교육위원의 겸직을 금지하
였다는 것만으로 그 입법취지나 전문적 관리의 원칙 등 지방교육자치의 지도원리가 침해
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51)

2. 교육의 전문성
가. 교육의 전문성의 개념
교육의 전문성이란 교육의 특수성에 비추어 교육정책의 수립 및 집행은 교육전문가가
담당하거나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52) 헌법재판소는 교육활동의
특수성에 대해 첫째, 교원의 수업활동과 학생지도에 필요한 기술과 능력은 해당분야에 대

50) 憲裁 2000.3.30, 99헌바113, 12-1, 359(368-369).
51) 憲裁 2000.3.30, 99헌바113, 12-1, 359(368-369).
52) 憲裁 1993.7.29, 91헌마69, 5-2, 145(153-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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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최신의 연구결과에 대한 식견과 정보뿐 아니라 인격의 성장과 발달·행동심리·정신건
강과 위생·학생의 요구에 관한 고도의 지식을 필요로 하는 정신적 활동이므로, 교원 자신
이 장기간에 걸친 교육과 훈련을 받지 않고서는 그 직업이 요구하는 소양과 지식을 갖출
수 없다는 점이다. 둘째, 교원은 다른 전문직 의사·변호사 또는 성직자와 같이 고도의 자
율성과 사회적 책임을 아울러 가져야 한다는 사회적·윤리적 특성이 있다는 점 등을 들고
있다.53)
이와 같이 교육의 전문성은 교직의 전문성보장으로 연계된다. 즉 교원의 직무는 그 수
행에 있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며 또한 교원자신의 전문적인 판단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직무의 전문직으로서의 성격이 강조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교직의 전문직성의 확립에 기여한 것은 ILO·유네스코의「교원의 지위에 관한
권고」
라고 할 수 있다. 이 권고는 국·공립과 사립을 구별하지 않고 모든 교원의 지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6항은“교육업무는 전문직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교육업무는
엄격하고 부단한 연구를 통하여 획득되고 유지되는 전문적 지식 및 특별한 기능을 교원에
게 요구하는 공공적 업무의 하나이며, 교원이 담당하는 어린이와 학생들의 교육과 복지에
대하여 개인적, 집단적인 책임감을 요구하는 것이다”
고 규정하여 교직의 전문직성을 선
언하고 있다. 전문직은 전문적 지식체계의 습득과 적용이 필요한 노동이라는 점에서, 논
리적으로도 전문직에 대한 권력적 통제는 부당한 지배가 된다는 점에서 교육의 자주성 보
장은 결국 교육의 전문성 보장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54) 헌법재판소도 교육
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이유는 교육이 국가의 백년대
계의 기초인 만큼 국가의 안정적인 성장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외부세력의 부
당한 간섭에 영향 받지 않도록 교육자 내지 교육전문가에 의하여 주도되고 관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고 있다.55)
이러한 개념들을 종합해 보면“전문직”
이라는 용어 속에는 두 개의 의미가 함축되어 있
음을 알 수 있다. 그 하나는, 교직이라는 직업은「전문성」
을 요한다는 것이다. 즉 교직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에 관한 일정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 및 경험을 가진 전문가

53) 憲裁 1991.7.22, 89헌가106, 3, 387(406).
54) 이종근(주 4), 28.
55) 憲裁 1992.11.12, 89헌마88, 4, 739, 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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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야 한다. 따라서 교직이라는 직업은 일반인에 의하여 쉽게 대체될 수 없는 직업으로
서, 교원양성제도나 교원자격제도에 의하여 그 전문성이 보증되어야 한다. 다른 하나는,
교직이라는 직업은 위에서 언급한 그 업무의 전문성을 보장하고 실현하기 위하여 의사나
변호사 또는 성직자와 같은 전문직으로서의 신분보장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
에서는 고도의 전문적인“자율성”
과 자기의 권한 하에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주성”
이 요청되며, 특히 동일한 교직에 종사하는 교원단체간의 단결권 등이 요구된다.
따라서 교직이 전문직으로서 보장받기 위해서는 교육의“전문성”
과 교직의“전문직성”
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필수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56)

나. 교육의‘전문성’
에 대한 학설
교육
‘전문성’
의 의미에 대하여는 크게 3가지의 견해가 있다.
첫째, 그 의미를 크게 4가지의 측면으로 나누어, 전문직과 관련한 해석, 교육전문가 주
도와 관련한 해석, 능력과 관련한 해석, 독자성·수월성과 관련한 해석 등으로 나눌 수 있
다고 보고,‘교육에서 학습으로’
,‘지식의 습득에서 지식의 결합으로’
,‘지식의 공급에서
지식의 구성으로’
,‘학교중심에서 학습자 중심으로’교육체제가 변하고 있는 이 시대에는,
교육의‘전문성’
의 의미도, 지식·정보의 독점적 소유를 전제로 한‘전수’
능력으로부터 학
습자에게 산재해 있는 지식·정보를 효과적으로 연결시켜 주는‘결합’
능력 중심으로 재규
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57)
둘째, 교육의 전문성이란 교과교육, 생활지도, 교과내용에 대한 학문적 소양 뿐 아니라
교수-학습방법 등 교육활동의 모든 측면에서 요구되는 교원의 전문적 능력이라고 보고,
헌법이 이러한 교육의 전문성을 보장하는 일차적 의미는 교육이 특수한 자격과 교양을 가
진 전문가의 손으로 운영되고, 그것을 뒷받침할 교육정책의 수립과 집행도 교육전문가의
참여하에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하는 견해,58)

56) 노
 기호,“일본에서의 교육의 자주성·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논의”
, 공법학연구 제7권 제1호
(2006), 448.
57) 조
 석훈,“수요자 중심 교육체제의 입장에서‘교육의 전문성’
에 대한 재해석”
, 교육행정학연구 제16권 제3호,
(1998), 448-449.
58) 허종렬,“헌법상 교육의 전문성과 교원의 양성·자격·임용에 관한 법령의 문제점”
, 한국교육법연구 제5집,
(1999), 177-178; 노기호(주 56), 448-44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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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헌법상의 교육의 전문성 조항에 대한 해석으로, 이 조항은 교직 경력자들의 교육
독점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에 의한 교육독점이나 전횡을 막고 교육의 올바른 장래를 위해
규정된 것임을 지적하는 견해59) 등이 있다.
한편, 헌법 제31조 제4항이 규정한‘교육의 전문성’
은 교원의 교육정책참여를 요구한다
고 해석하여야 한다. ILO-유네스코의‘교원의 지위에 관한 권고’제9조는
“교원조직은 교
육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는 하나의 세력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따라서 교원조직은 정책
결정에 관여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31조 제4항이 규정한‘교육의 전문성’
의 중요한 이념적 내용 중의 하나는 교원의 교육정책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60)
즉, 헌법이‘교육의 전문성’
을 헌법원리로 채택한 데에는 교원의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보
장을 통하여 교육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교원단체가 교육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61) 교원단체의 교육정책결정에의 참여의 정
도를 근로자의 경영참가에 대비하여 유추한다면, 장기적이고 기본적인 교육정책에 대한
고지·보고 등의‘정보의 제공’
, 대단위 교육정책에 대한‘협의’
, 세부적인 근무조건에 관
한‘교섭’또는‘공동결정’
, 의사결정기구·감사기구 등에의 일부‘참여’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62)

다. 교원의 교육권
학생에게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시키고 성장과정에 상응하는 능력을 개발·발달시
킬 수 있는 교육제도가 오늘날의 공교육제도이며, 이를 실천하는 교육전문가가 바로 학교
교원이다. 교원은 진리와 정의를 사랑하는 자주적인 인격체의 육성이라는 교육목적을 수
행하기 위하여 아동과 학생의 교육을 담당하고 인격완성을 수행하는 지위에 있다. 헌법재
판소도 교원은 미래사회를 이끌어 나갈 학생들로 하여금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공교육제도의 주관자로서 주도적 지위를 담당하도록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위

59) 안기성(주 42), 27.
60) 이종근(주 4), 30.
61) 박종보,“교원단체의 법적 지위와 관련한 헌법적 문제”
, 한국교육법연구 제8집 제2호(2005), 143.
62) 박종보(전주),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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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받은 사람이라고 판시하고 있다.63) 이를 위해 헌법 제31조 제4항과 교육기본법 제5조
는 교육의 전문성과 자주성을 보장하고 있으며, 학교교육에서의 교원의 전문성을 존중하
고 있다(교육기본법 제14조 제1항). 한편, 교원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한 교육의 전
문가로서 학부모와 공동으로 헌법 제31조 및 교육기본법 제3조의 아동의 학습권을 보장
하고 실현할 의무를 지고 있다. 교원이 개별적으로 아동과 학생을 담당하여 교육하는 경
우의 교원과 학생의 지도·교육관계는 기본적으로 부모의 자녀에 대한 지도·교육관계와
같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교원의 교육권이 헌법재판소판례64)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부모로부터 신탁 받은 것이기 때문이며, 따라서 교원의 교육권과 부모의 교육권은 기본적
으로 동질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즉, 학교교원이 개별적인 교육활동에서 갖는 아동과
학생에 대한 감독과 교육 및 징계는 부모의 그것과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교원의 교육권은 학생의 학습권을 실현하고 보장하기 위하여 행사되는 범위에서는 부모
의 교육권을 신탁 받아 대위되어 행사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교원의 교육권의 법적 성질과 관련해서, 이를 기본권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하
나의 직무상의 권한, 즉 직권으로 볼 것인가라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한국, 일본, 독일
에서 다 같이 제기되고 있는 문제로서 학설의 대립이 있다. 한편에서는 이것을 기본권 보
65)

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이것을 직권(職權)으로 본다.

직권으로 보는 경우와 기본권으로 보는 경우의 차이점은 그 권리의 법적 보장에서 뚜
렷이 나타난다. 기본권의 경우에는 기본권보장에 관한 헌법 제37조 제1항에 의하여 최대
한의 보장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이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 공공복리 등의 사유가 있어
야 하며 그러한 사유가 있더라도 그 제한은 법률로써만 가능하고, 법률로 제한하더라도
그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이 권리를 직권으로 보는 경우에는 이러
한 보장을 받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극단적으로는 법률에 의해서 이 권리 자체를 부정하
는 것도 가능하게 된다. 예컨대,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20조 제3항의 교원의 직무규정의
해석에 있어서 교원의 교육권을 직권으로 보는 경우에는“교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

63) 憲裁 1997.12.24, 95헌바29, 97헌바6(병합), 9-2, 780.
64) 憲裁 1992.11.12, 89헌마88, 4,739,762, 참조.
65) 교원의 교육권의 법적 성격 및 학설의 대립에 대해서는, 노기호, 교원의 교육권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8, 86-9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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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학생을 교육한다.”
고 하는 규정상 권리의 본질적 내용의 침해도 경우에 따라서는 가능
하며 그것이 위헌이 되는 것도 아니다.
현재 학계의 대부분의 견해는 교원의 교육권을 교직을 수행하는 동안에만 보장되는 직
권으로 보고 있다. 그러면서도 교원의 교육권이 부모로부터 친권을 위임받아 친권을 대리
하는 점과 그 권리의 행사가 학생의 학습권의 보장을 위해 인정된다는 점 등을 들어 기본
권으로서의 성격도 반사적으로 같은 것처럼 해석하고 있다.66) 헌법재판소의 견해도 마찬
가지이다. 즉 교사의 수업권은 전술과 같이 교사의 지위에서 생겨나는 직권인데, 그것이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느냐에 대하여서는 이를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가
많으며, 설사 헌법상 보장되고 있는 학문의 자유 또는 교육을 받을 권리의 규정에서 교사
의 수업권이 파생되는 것으로 해석하여 기본권에 준하는 것으로 간주하더라도 수업권을
내세워 수학권을 침해할 수는 없으며 국민의 수학권의 보장을 위하여 교사의 수업권은 일
정범위 내에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한다.67)
결국, 교원의 교육권은 아동의 인격적인 성장발달과 제 능력의 개화라는 교육의 본질
에 근거하여 아동에게 진리를 가르치고 아동의 교육을 받을 권리의 보장을 위한 일환으로
서 인정되는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한 교육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고 그 범위 내
에서 국가권력의 개입이 배제되어야 한다는 측면을 고려하면
“기본적 인권성”
이 인정되지
만, 그 권리의 행사에 있어서는 학부모와 학생에 대해서 일정한 제약이 따른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는
“직무권한(직권)”
으로서의 성격도 갖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의 의의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란 교육에 대한 정치적·당파적 개입과 지배를 배제할 뿐만 아
니라 교육도 그 본연의 역할을 벗어나 정치적 영역에 개입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말한

66) 김
 철수(주 3), 801-802 ; 허종열, 교육제도의 헌법적 문제에 관한 연구, 헌법재판소, 2003, 261-262
; 이종근(주 4), 31 ; 정현승,“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권의 관계”
, 교육법학연구 제15권 제2호
(2003), 242.
67) 憲裁 1992.11.12, 89헌마88, 4, 739(756-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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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는 교육의 자주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고 옹호하기 위한 원칙으로서, 교육의 종교적
중립성과 함께 근대이후의 공교육의 중립성에 관하여 세워진 기본원칙중의 하나이다.
그 의의와 내용은 역사적으로 볼 때 각국의 정치형태와 구조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났으
며, 파시즘과 일당독재의 사회주의국가에서는 국가목적에 봉사하고 정치에 종속되는 것
이 교육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러한 원칙은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았다.
제1차 세계대전 후 대부분의 서구 민주주의국가에서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선언하
고 이를 법제화하였다. 우리현행 헌법도 제31조 제4항에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을선
언하고 있으며, 교육기본법도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제6조 제1항에서
“교육은 교육 본
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어떠한 정치적·당파적 또는 개
인적 편견의 전파를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
14조 제3항에서는
“교원은 특정정당 또는 당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
도하거나 선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국가공무원법(제65조,
78조)과 교육공무원법(제44조의2), 사립학교법(제55조)등에서 교원의 정치활동을 규제
하여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의 실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법정화하고 있다. 다만, 대학교
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정당법(제22조)에서 대학교원의 정치활동을 보장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적인 내용으로는 i) 당파적
정치교육의 금지, ii) 교사의 정치활동의 규제, iii) 교육행정의 정치적 중립성, iv) 교육에
대한 정치적 압력의 배제, v) 교육의 정치에의 불간섭 등을 들고 있다.68)
한편, 헌법재판소도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교육이 국가권력이나 정치적 세력으로부
터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본연의 기능을 벗어나 정치영역에 개입하
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며, 교육은 그 본질상 이상적이고 비권력적인 것임에 반하여
정치는 현실적이고 권력적인 것이기 때문에 교육과 정치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69)

68) 권영성(주 12), 267.
69) 憲裁 2004.3.25, 2001헌마710, 16-1, 422(437) ;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및 동 판례의 평석과 관련해서
는, 노기호,“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초·중등교원의 정치적 권리의 제한”
, 인권과 정의, 340(2004/12),
62-8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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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의 종교적 중립성이 학생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원리로서 생성되
었다면, 그것은 근본적으로 교육이 종교라고 하는 교육외적인 힘에 의한 지배로부터 자
유로운‘자주성의 보장’
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공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도 원용되었다. 따라서 학생에 대한 교육이 정당정치와 정치활동에 의하여 지배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나.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의 의미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의 의미에 대해 우리 헌법학자들과 교육학자들 사이에 견해의 차
이를 보이고 있다. 헌법학자들은 주로 교육과 정치의 분리라는 관점에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파악하는 데 반하여, 교육학자들은 교육의 당파성 또는 편향성 배제라는 관점에
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파악하고 있다.70)
즉 헌법학자들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란 교육은 특정 정파적 이해관계나 영향력으
로부터 떨어져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으로, 교육이 국가나 정치권력으
로부터 부당하게 간섭을 받아서도 안 되고, 교육이 그 본연의 기능을 벗어나서 정치영역
에 개입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71)
반면에 교육학자들은 교육학적인 측면에서 교육의 본질적 성격, 즉 교육의 인간적 주체
성·진리교육의 자주성·교육의 전문적 자율성·교육의 자주성에서 그 근거를 찾고,72) 교육
의 정치적 중립성이란 교육을 정치적·파당적·개인적 편견의 선전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며 여기서‘정치적·파당적’
이라는 것은 특정 정당에게만 유리하
거나 불리한 것을 가리키고‘개인적 편견’
이란 일반 학술의 원칙이나 논리에 의하지 아니
한 독선적 주장을 의미한다고 보고 있다.73)
그 외에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의 의미에 대하여 진리와 진실에 충실해야 한다는 교육
의 본질로부터 요구되는 정치적 중립성은 교육의 권력지배로부터의 독립을 의미하는 것

70) 손
 희권,“국·공립학교 초·중등교원들의 정치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는가?”
, 교육행정학연구
제22권 제2호(2004), 403-404; 이종근(주 4), 32.
71) 정종섭(주 12), 653 ; 권영성(주 12), 267 ; 성낙인(주 12), 604.
72) 고전,“균형잡힌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 새교육 539(1999), 52-53.
73) 표시열,“교육의 정치적·종교적 중립성에 관한 주요 쟁점”
, 안암법학 3(1995), 9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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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교육내용으로부터 정치적 요소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교원의 비정치화
또는 정치교육의 배제는 곧 교육의 정치권력에의 예속을 의미하게 되며, 교원의 정치적
자유는 당파적 교육의 자유가 아니라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한 자유로서 인정
되어야 하며,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정치교육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74)

다. 교원 정치활동의 제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등은 광범
위하게 교원의 정치활동을 제한하고 있다. 교육공무원법 제51조 제1항은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를 교육공무원법의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과 제65조는 정당가입과 선거운동 등 정치적 행위를 광범위하게 금지하고
있고, 사립학교법 제55조는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 국·공립학교 교원에 관한 규
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제58조 제1항은 정치활동을 면직사유의 하나로 삼고 있어서 사립
학교 교원도 정치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정당법 제6조는 총장·학장·교수·
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인 교원을 제외한 국·공·사립학교의 일반교원이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교원의 정치적 활동 제한의 타당성 여부에 대하여 찬반의 견해의 대립이 있다.
즉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과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라는 헌법적 요청과 정치
에 대한 교육의 종속화 우려 등을 근거로 제한에 찬성하는 입장75)과 교원이라는 이유만으
로 교원이기 이전에 일반 시민으로서 향유할 수 있는 정치적 자유권을 무제한으로 제한하
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 일정한 범위 내에서 교원의 정치활동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
장76)이 대립하고 있다.

74) 신현직, 교육기본권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박사학위논문, 1990, 166.
75) 박유희,“교육의 정치종속화 심화 우려”
, 새교육 561(2001), 46-47.
76) 신현직,“학습권 침해 않고 기본권 행사할 수 있게”
, 새교육 561(1999), 58-63; 허종렬,“헌법상 교원
및 교 원단체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 교육법학연구 제10호(1998), 133; 손희권(주 71), 415; 노기호(주
70), 8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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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이러한 교원의 정치활동의 제한을 학교교육에 한정하지 않은 것은 국민
의 교육기본권 보장이라는 공익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
지 않고, 초·중등교원들과 대학교원들의 직무의 본질이나 내용 및 근무태양의 차이에 비
추어 볼 때 합리적인 차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초·중등교원들의 정치활동을 제한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77)
그러나 학교교원의 정치적 활동의 자유는 헌법 제21조와 그 밖의 헌법상의 다른 조항
들에 의하여 보장되는 기본적 인권이라 할 수 있는 데, 이는 교원개인의 기본적 인권일
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 올바른 가치관과 세계관을 교육시킬 교원의 책임을 수행하기 위
해서도 요구되는 중요한 권리이기도 하다. 학생의 교육과 학교행정에 본질적인 침해를 야
기하지 않는 한 가급적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 외국 입법례의 공통적인
경향이다. 따라서 우리의 경우도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전면적으로 광범위하게 제한하
고 있는 현행법규들과 판례들을 재검토하여, 학교수업이나 학교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
래하지 않는 한, 그리고 학생들을 정치적으로 선동하거나 편향된 정치교육을 주입시키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78)
또한 학교교원에게 기본적 인권으로서의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현행 교육
기본법 제2조에서 밝히고 있는 교육의 목적인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
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
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데 이바지하게 함”
을 실현하여 모든
국민이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고 민주주의사회의 유지발전에 공헌하게 하는 데도
필요불가결한 권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존중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그리고 교육의
본질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교원의 정치활동의 자유에 대한 규제는 극히 좁은 범위에서
이루어져야만 한다. 교육이란 헌법의 근본이념인 민주주의와 국민복지의 향상이라는 이
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세대를 책임질 학생을 가르치는 일이기 때문에 교원이 자연스
러운 과정을 통하여 현실의 사회전반에 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갖는 것이 요구된다. 또한
교원이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자유롭게 발표하고 정치적 활동을 할 자유와 권리를 갖는

77) 憲裁 2004.3.25, 2001헌마710, 16-1, 422.
78) 동지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04, 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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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민주주의사회에서 당연히 요구되는 사항이며 민주국가헌법에서 반드시 보장되는 기
본적 인권이라 하겠다.

4. 지방교육자치제도
가.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의의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교육자치를 확대하여 실
시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이론이 없다. 그러나 교육자치의 개념에 대해서는 아직 정설
이라 할 만한 것이 없으며, 교육자치의 개념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자치’
의 개념
에서 출발하여 교육분야에 특유한 자치개념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먼저, 자치의 한 요소인 분권적인 측면에서 보아 교육자치는 교육공동체를 전제로 하여
‘교육’
이라는 특정한 업무영역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지역을 기초로 주민의 전 생활
영역을 대상으로 하는 지방자치와 구별되는 기능적 자치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79) 그러
나 자치의 또 다른 요소인 참여의 측면에서 본다면 교육자치는 교육공동체의 구성원이 참
여하여 교육에 관련된 문제를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교육공동체의 구성원의 범
80)

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에 따라 일반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관계가 문제된다.

나. 지방교육자치제도의 헌법적 근거
지방교육자치의 헌법적 근거와 관련하여, 헌법 제31조 제4항을 지방교육자치제도의 헌
법적 근거로 볼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하여는 교육의 자주성의 의미와 관련하여 견해가 나
누어진다.
(1) 다수설
교육의 자주성 보장은 근본적으로 교원과 학부모의 교육의 자유, 그 중에서도 특히 교

79) 이기우(주 49), 37-40.
80) 만약 일반 주민을 자치의 주체인 교육공동체의 구성원으로 하여 교육자치의 개념을 정립하고자 한다면 교
육 자치는 지방자치의 한 구성부분이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 관련된 교육사무를
주민의 참여 하에 처리한다면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인 교육관련 사무처리라는 의미에서 지방자
치라고 하면 되는 것이지 별도로 교육자치라는 개념은 불필요하게 될 것이다. 이기우(주 49), 4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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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의 교육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는 입장에서, 교육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
해서는 개념 논리적으로 교육자치의 제도적 보장이 요구되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 제31조
제4항은 교육의 자유를 보장하는 근거조항임과 동시에 교육자치를 보장하는 근거조항이
기도 하다는 견해이다.81)
(2) 소수설
동 조항은 궁극적으로 교원 및 학교의 교육의 자유 혹은 자율성을 확보하자는 취지를
가진 것이라는 점을 근거로 동 조항이 교육의 자주성과 지방교육자치제도를 동시에 보장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견해가 있다.82)
그러나, 지방교육자치제도는 어디까지나 제도의 배후에 존재하는 자유를 보장하기 위
한 교육행정제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31조 제4항에 근거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83)
교육자치가 실현되는 경우에 기대되는 효과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이 신장된다는
점을 들 수 있지만, 교육행정을 일반행정으로 부터 분리·독립하는 데서 오는 행정기능의
통합성 저해로 인한 일관성 결여, 교육행정의 편협성 조장 우려 등의 문제점도 없지 않
다. 교육자치의 문제를 다룰 때에는 항상 이러한 효과와 문제점을 형량 할 필요가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IV. 평생교육제도
1. 평생교육의 의의
헌법 제31조 제5항은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고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81) 강
 경근, 헌법학강론, 일신사, 1993, 476; 구병삭, 신헌법원론, 박영사, 1995, 540; 홍정선, 지방자치법
론, 법문사, 1994, 209 ; 박윤흔, 최신행정법강의(하), 박영사, 1996, 101.
82) 이기우,“지방교육자치제도의 개선방향”
, 사회와 교육, 제12집(1997), 37-39.
83) 이종근(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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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의 진흥에 관한 국가의 의무는 1980년 헌법에서 처음 도입된 것(1980년 헌법
제29조 제5항)으로 제헌헌법부터 제4공화국헌법에 이르기까지 규정되어온‘의무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학교교육’
이 포괄하지 못한 교육분야에 대한 국가의 관심의 표명이라고 할
수 있다.84)
평생교육이란 초등학교에서 중·고등학교를 거쳐서 대학교로 이어지는 정규의 교육과
정 이외에 각종의 사회교육을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모든 국민이 평생을 통해 누릴 수 있
는 교육을 총칭하는 개념이다.85)
헌법재판소는 사설학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또한 평생교육의 일종으로 보고 양질의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즉, 평생교육법이 규정하는 여러 교육시설에
서 주로 비영리적 형태로 다양한 사회교육이 실시되고 있지만, 학원법이 규율하는 사설학
원에서의 교육 역시 교습자 및 학습자의 수와 같은 양적인 측면에서나 교육내용의 수준과
같은 질적인 측면에서 학교 밖 교육을 대표하는 교육형태로 자리 잡고 있는바, 이러한 학
원교육은 사교육의 비대화라는 역기능에도 불구하고 학교교육에서 발생하는 초과 교육수
요를 흡수하여 국가 전체적으로 교육의 효용성을 증대시키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 학
원이 사회교육기관으로서 교육이라는 공공재적 성격을 지닌 재화를 공급함으로써 학교교
육의 부족분을 보충해주는 공적 기능을 수행한다는 측면과 만일 학원이 그와 같은 공적
책무를 망각하고 지나치게 영리만을 추구한다면 우리 사회의 뜨거운 교육열과 맞물려 과
다한 사교육비 부담에 따른 가정경제의 압박과 그에 따른 국가경제 발전의 저해, 사회적
위화감 조성 등 갖가지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어느 정도
국가가 개입하여 규제·감독을 행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국가의 규
제·감독은 교육당국이 학원의 물적 시설과 설비, 설립·운영자 및 강사의 자질 또는 자격,
교습과정 및 교육내용 등에 대한 일정한 기준을 설정하여 통제함으로써 양질의 교육서비
스를 보장하고 교육소비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86)

84) 강경근, 평생교육과 헌법, 공법연구 제27집 제1호(1999), 121.
85) 장영수(주 12), 829 ; 김철수(주 3), 816 ; 권영성(주 12), 654 ; 성낙인( 주 12), 602 ; 정종섭(주 12),
645 참조.
86) 憲裁 2003.9.25, 2002헌마529, 15-2(상), 454(466-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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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평생교육은 국민의 자기발전과 자아실현을 위하여 계속적인 교육의 기회를 제공
함으로써 현대의 직업생활, 사회생활, 문화생활에 더욱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2. 국가의 평생교육진흥 의무
헌법 제31조 제6항은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기본법 제10조 제1항에서
“국민의 평생교육을
위한 모든 형태의 사회교육은 장려되어야 한다”
고 확인하고 있다. 또한 동조 제3항에서는
“사회교육시설의 종류와 설립·경영 등 사회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 및 교육기본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평생교육법이 제
정되었으며, 그 밖에 특수교육진흥법, 산업교육진흥 및 산업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등이
제정되었다.
평생교육법은 평생교육의 이념으로서 ① 모든 국민은 평생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
장받는다. ② 평생교육은 학습자의 자유로운 참여와 자발적인 학습을 기초로 이루어져야
한다. ③ 평생교육은 정치적·개인적 편견의 선전을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
다. ④ 일정한 평생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그에 상응한 사회의 대우를 부여하여야
한다(§4)는 것을 들고 있다.
또한 평생교육법은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평생교육사의 양성(§17이하),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20),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21),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22),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23), 시민사회단체부설 평생교육시설
(§24), 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25),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시설(§26), 지식·인력개
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27) 등에 관한 규정들을 두고 있다.
평생교육에 있어서도 국민의 교육에의 균등한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며, 교육조건정비
에 관한 권리와 교육내용에 관한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그 권리의 헌법적 근거로는 제
31조 제1항의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들 수 있다.87) 따라서 헌법 제31조 제5항은 국

87) 김철수(주 3), 808 ; 권영성(주 12), 654 ; 성낙인(주 12), 600 ; 정종섭(주 12), 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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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에게 평생교육을 진흥할 것을 강조하는 규정이기 때문에 이로부터 평생교육을 받을 권
리가 도출된다고는 할 수 없다. 사회의 발전에 따라 어떠한 내용을 평생교육의 목록에 포
함시켜야 할 것이며, 이러한 교육에 소요되는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며, 어떠한 방법
과 제도로서 평생교육을 제공하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국가의 입법정책적 고려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보아야 한다.88)
그러나 평생교육의 의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평생교육의 실질적 내용이 어떻게 구성되어
야 하느냐가 보다 본질적인 문제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규명되
어 있지 않다. 다만 국민의 평생교육을 받을 권리가 사회적 기본권에 속하며, 국가는 국민
이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반설비를 마련해야 할 헌법적 의무가 있음은 분명하다.89)

V. 교육제도, 교육재정 및 교원지위법정주의
헌법 제31조 제6항은 국가가 교육을 자의적으로 규제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교육제
도·교육재정·교원의 법적 지위 등의 법정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헌
법
제
3
1
조

1. 교육제도의 법정주의
헌법 제31조 제6항은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라고 하여 교육제도의 법정주의
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교육의 물적 기반이 되는 교육제도와 교육의 인적 기반이 되는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로써 규정하도록 한 것이다.
헌법이 이와 같이 교육제도의 기본적인 사항을 법에 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장기간의 계획성이 요구되는 교육이 특정한 정치세력이나 집권자에 의해 영향을 받아 수
시로 변경되는 것을 예방하고 장래를 전망한 일관성이 있는 교육체계를 유지·발전시키기

88) 정종섭(주 12), 645.
89) 이종근(주 4), 41.

총강 및 기본권에 관한 장 (제23조부터 제39조까지)

301

위한 것으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통제 하에 두는 것이 가장 온당하다는 의회민주주
의 내지 법치주의 이념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는 헌법이 한편으로는 수학권을 국민의 기
본권으로서 보장하고 다른 한편으로 이를 실현하는 의무와 책임을 국가가 부담하게 하는
교육체계를 교육제도의 근간으로 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90)
교육에 대하여 모든 사항이 아니라 기본적인 사항만을 법률로 정하도록 한 것은 교육의
자주성을 보장하려는 것이며,91) 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으로는 교육의 기본적인 내용
과 교육행정의 조직과 감독제도 등을 들 수 있다.92)
한편 헌법재판소는 교육제도 법정주의의 의의와 관련하여, 교육제도의 법정주의라고도
부리는 이 헌법조항의 취지는 교육에 관한 기본정책 또는 기본방침을 최소한 국회가 입법
절차를 거쳐 제정한 법률(이른바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교육을 받
을 권리가 행정기관에 의하여 자의적으로 무시되거나 침해당하지 않도록 하고, 교육의 자
주성과 중립성도 유지하려는 것이다. 반면 교육제도에 관한 기본방침을 제외한 나머지 세
부적인 사항까지 반드시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으로 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입법자가 정한 기본방침을 구체화하거나 이를 집행하기 위한 세부시행 사항은 여기서의
기본적인 사항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다.93)
헌법재판소는 특히 교육제도 법정주의에 관한 헌법 제31조 제6항의 규정을 교육에 관
한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는 교육권의 소재에 관한 문제에서 특히 국가에게 교육권이
있다는 주장의 근거조항으로 들기도 한다.94)
교육제도에 관한 주요 법률로는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교육세법 등이 있다.

90) 憲裁 1999.3.25, 97헌마130, 11-1, 233(239-240).
91) 권영성(주 12), 268 ; 정종섭(주 12), 653.
92) 정종섭(주 12), 653.
93) 憲裁 1991.2.11, 90헌가27, 3, 11(27).
94) 憲裁 1992.11.12. 89헌마88, 4, 73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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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재정의 법정주의
교육재정이라 함은 국가나 지방공공단체가 교육활동을 지원함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
고 배분하며 평가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95) 교육활동에는 막대한 재화와 용역이 필요
하며 이것의 뒷받침이 없으면 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 질 수 없기 때문에 교육재정은
교육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교육재정이 가지는 특수성으로는 고도의 공공성·장기효과성·비실적측정성 등을 들 수
있다. 헌법상의 교육재정법정주의에 근거하여 제정된 법률로는 교육세법, 지방교육양여
금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이 있다.96)

3. 교원지위의 법정주의
가. 교원지위 법정주의의 의의
교육자로서의 교원은 공교육제도의 담당자로서 주도적 지위를 맡도록 주권자인 국민으
로부터 그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들이다. 따라서 헌법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교원의 지
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도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헌법 제31조 제6항에서 말하는
“교원의 지위”
란 교원의 직무의 중요성 및 그 직무수행능력에 대한 인식의 정도에 따라서
그들에게 주어지는 교원의 근무조건·보수 및 그 밖의 물적 급무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
아야 한다.97) 그리고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은 다른 직종의 종사자들의 지위
에 비하여 특별히 교원의 지위를 법률로 정하도록 한 헌법규정의 취지나 교원이 수행하는
교육이라는 직무상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교원이 자주적·전문적·중립적으로 학생을 교
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한 사항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입법자가 법률로 정하여
야 할 기본적인 사항에는 무엇보다도 교원의 신분이 부당하게 박탈되지 않도록 하는 최소
한의 보호의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98)

95) 권영성(주 12), 268.
96) 권영성(주 12), 268.
97) 憲裁 1991.7.22, 89헌가106, 3, 387(416).
98) 憲裁 2003.2.27, 2000헌바26, 15-1, 176(187-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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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항을 법률로 정함에 있어서는 교육의 본질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한 입법자의
입법형성의 자유에 속한다고 보아야 한다.99) 구체적으로 교육공무원법은 제43조 제1항에
서
“교권은 존중되어야 하며, 교원은 그 전문적 지위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간
섭을 받지 아니한다”
라고 하여 교원의 지위를 보장하고 있다. 또한 교원지위향상을위한
특별법 제2조 제1항은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는 교원이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높은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
다”
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교원지위의 보장에 헌법규정의 우선순위와 관련하여 헌법 제31조
제6항은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교원의 보수 및
근로조건’
등을 포함하여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로써 정하도록 한 것이
므로 교원의 지위에 관한 한 헌법 제31조 제1항에‘우선’
하여 적용된다고 해석한다.100)

나. 교원의 신분보장
헌법 제31조 제6항에 근거한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
의 장치로는 교원의 신분보장을 들 수 있다. 교원의 신분보장은 교원이 자주적·전문적·
중립적으로 학생을 교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한 사항이라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헌법
제31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입법자가 법률로 정하여야 할 사항에는 교원의 신분이 부당
하게 박탈되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보호의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31조 제6항은 단순히 교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
이라거나 교원의 지위를 행정권력에 의한 부당한 침해로부터 보호하는 것만을 목적으로
한 규정이 아니고, 국민의 교육을 받을 기본권을 실효성 있게 보장하기 위한 것까지 포
함하여 교원의 지위를 법률로 정하도록 한 것이며, 이 헌법조항에 근거하여 교원의 지위
를 정하는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서는 교원의 기본권보장 내지 지위보장과 함께 국민의 교
육을 받을 권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규정도 반드시 함께 담겨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위 헌법조항을 근거로 하여 제정되는 법률에는 교원의 신분보장, 경제적·사회
적 지위보장 등 교원의 권리에 해당하는 사항뿐만 아니라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저

99) 憲裁 1991.2.11, 90헌가27, 3, 11(27).
100) 憲裁 1991.2.11, 90헌가27, 3, 11(27).

헌법주석서 Ⅱ

304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의 금지 등 교원의 의무에 관한 사항도 규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교원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사항까지도 규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보고 있
다.101) 헌법재판소는 교원지위 법정주의가 단지 교원의 권리보장만이 아니라 교원의 기본
권 제한 규정의 근거도 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102)
이러한 교원법정주의를 현실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① 교육재정의 대폭적인 확충을
통하여 열악한 교육현장의 환경을 개선하여야 하며, ② 교육현장에서 교육을 직접 담당
하고 있는 교원의 지위가 헌법상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에 부합하도록 보
장되어야 한다.103)
헌법재판소는 임용기간이 만료된 교원의 재임용을 아무런 절차적 보장도 없이 임용권
자의 재량에 맡기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시한바 있으며,104) 임기가 만료된 대학교원에 대
한 재임용거부를 재심청구의 대상에 명시하지 않은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은 교원지
위법정주의에 위반된다고 판시하였다.105)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종래 교원징계재심위원회
의 재심결정에 대하여 교원에게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법인 또는 그
경영자에게는 이를 금지한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에 대하여 합헌결정106)을 내린바 있
으나, 최근 판례를 변경하여 이를 위헌으로 판시하고 있다.107) 같은 이유로 재임용에서 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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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인 학교법인에게는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의 재심결정에 대하여 소송으로 다투지 못
하게 한 규정에 대해서도 위헌으로 판시하였다.108)
한편, 교원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자로서의 지위도 가지는가에 관해서는
논란이 있다. 헌법재판소는 과거에 사립학교교원의 노동운동을 금지하고 이에 위반한 경
우 면직의 사유로 규정한 사립학교법 제55조 및 제58조 제1항 4호에 대한 위헌심판에서

101) 憲裁 1991.7.22, 89헌가106, 3, 387(416-417).
102) 양건(주 7), 642.
103) 성낙인(주 12), 606.
104) 憲裁 1992.11.12. 89헌마88, 4, 176.
105) 憲裁 2003.12.18, 2002헌바14-32(병합), 15-2(하), 466 ; 정종섭(주 12), 655.
106) 憲裁 1998.7.16, 95헌바19등, 10-2, 89.
107) 憲裁 2006.2.23, 2005헌가7, 2005헌마1163등.
108) 憲裁 2006.4.27, 2005헌마1119 ; 성낙인(주 12), 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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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헌결정을 내린바 있지만,109) 1999년 1월에 제정된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
법률은 교원들에게도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고 단체교섭과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음
을 규정하고 있다(§4, §6). 그러나 교원의 경우 정치활동은 금지되고 파업·태업 등 쟁
의행위는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3, §8).110)
교원의 경우도 임금을 받고 노동계약을 체결하여 고용되어 있는 이상 근로자의 지위
를 갖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교원은 헌법 제33조상의 근로의 권리를 갖는다고 할 것이
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교원의 근로기본권 보장과 관련하여 근로3권조항인 헌법 제33
조 제1항보다 교원지위법정주의 조항인 헌법 제31조 제6항이 우선적으로 적용되어 법률
에 의한 근로기본권 제한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즉, 헌법 제31조 제6항은 국민의 교육
을 받을 기본적 권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교원의 보수 및 근무조건 등을
포함하는 개념인
“교원의 지위”
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로써 정하도록 한 것이므로
교원의 지위에 관련된 사항에 관한 한 위 헌법조항이 근로기본권에 관한 헌법 제33조 제
1항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사립학교 교원에게 헌법 제33조 제1항에 정한 근로3권의 행사
를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사립학교교원이 가지는 근로기본권의 본
질적 내용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그 제한은 입법자가 교원지위의 특수성과 우리의
역사적 현실을 종합하여 공공의 이익인 교육제도의 본질을 지키기 위하여 결정한 것으로
필요하고 적정한 범위내의 것이다.111)
위 판례는 교원의 지위를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한 헌법 제31조 제6항을 마치 모든 교
원의 근로3권에 대한 헌법 직접적 제한인 것처럼 해석하고 있다. 교원지위 법정주의 조항
은 교원의 지위를 보호하는 데에 그 기본 취지가 있는 것이며, 이를 교원의 기본권에 대
한 특별한 예외적 제한의 근거로 삼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자의적 해석이다. 국공립학
교 교원과 사립학교 교원은 직무의 동질성이 있는데 이를 교원의 근로3권 법제도에 반영
할 필요가 있다면, 사립학교 교원에게 일정한 범위의 근로3권을 인정하고 이와 동등한 내
용의 근로3권을 국공립학교 교원에게도 인정하여야 한다.112)

109) 憲裁 1991.7.22, 89헌가106, 3, 387.
110) 권영성(주 12), 269-270.
111) 憲裁 1991.7.22, 89헌가106, 3, 387(387-388).
112) 양건(주 7), 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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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교원노조법은 개별 학교에서의 교원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응하여, 사립학
교의 경우에 개별 학교법인은 단체교섭의 상대방이 될 수 없고, 사립학교 설립·경영자가
전국 또는 시·도 단위로 연합하여 교섭에 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6).

4. 대학의 자치113)

VI. 현실적 평가
현재 헌법학계에서는 헌법 제31조 제1항의“교육을 받을 권리”
에 대해 조문의 문구해
석에 따라 교육을
「받는」
것에 중점을 두어 각각
“학습권”또는
“수학권”등으로 표현하고,
이에 대응하여 교육을
「하는」
자의 권리에 대해서는 모두
“교육권”또는“수업권”
이라는 용
어를 사용하여 설명하고 있다.114) 그러나 이
“교육권”
이 헌법 제31조의 교육을 받을 권리
를 보장하기 위하여 헌법상 인정되는 또 다른‘기본적 인권’
으로서의 권리인지 아니면 하
위법률상 인정되는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권리 내지 권한인지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설명
이 없다.
헌법재판소의 판례도
“교육에 관한 기본적 인권”
에 대해 통일된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교육을 받을 권리”
“교육권”
,
또는
“교육기본권”
등 여러 용어를 혼용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교육에 관한 국민의 기본적 인권에 대해 헌법조문의 문언대로
“교육을 받
을 권리”
라는 용어로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를
“교육기본권”
으
로 표현하는 판례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국민의 교육기본권을 보장하고 실현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교육관련 당사자(부모, 교사, 국가)들의 교육에 관한 권리 내지 권한에 대해서
그것들이 교육기본권에 포함되어 기본권적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단지 하위법
상의 법률관계에서 인장되는 단순한 권한 내지 권능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개념정의
나 개념구별 없이 단지
“교육권”
이란 용어만을 사용하고 있어 헌법규범의 해석과 교육에

113) 대학의 자치 부분은 헌법 제22조 학문의 자유 주석 참조.
114) 憲裁 1991.2.11. 90헌가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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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의 보장적 측면에서 볼 때 법리상 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생각건대, 현행헌법 제31조의
“교육을 받을 권리”
규정은 실정법조문의 문리해석의 원칙
에 따라 교육을‘받을’권리만을 의미하는
“학습권”
규정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교육권”
은
교육을 할(시킬) 권리, 구체적으로는 교육내용결정·실시권으로서
“학습권”
과 더불어
“교육
에 관한 기본적 인권”
, 즉「교육기본권」
의 내용을 구성하는 권리이며,
「학습권」
을 보장하
기 위하여 교육관련 당사자들에게 인정되는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권리 또는 권한-구체
적으로 부모의 교육권 또는 교원의 교육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115)
즉 교육권은 교육기본을 구성하는 권리로서 헌법상의 기본적 인권의 측면을 갖기도 하지
만 -부모의 교육권과 교원의 교육권-, 그 권리의 구체적인 내용은 하위법상의 법률관계
에서 나타나기도 한다.116) 국민의 학습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도 일정한 범위에서 교
육권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교육에 관한 국가의 권한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국가
의
“교육권”
이란 표현을 쓰고 있는데, 국가가 교육에 대해 갖는 권한은 국민의 교육기본을
보장하고 교육조건정비를 위하여 인정되는 법률상의 권한이지 헌법상 인정되는 권리는
아니며, 국가가 가질 수 있는 것은 권한이지 결코
“권리”
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점에서 국
가의
“교육권”
이라는 표현은 옳지 않으며, 국가의
“교육권한”
이란 표현이 적절하다.
결국 헌법 제31조 제1항의
“교육을 받을 권리”
는 단순히 협의의‘학습권’또는‘수학권’
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학습의 자유, 교육시설요구권, 균등교육
에 관한 권리, 정치교육에 관한 권리, 사회교육의 보장등이 있으며, 이러한 학습권을 보
장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구체적인 권리 내지 권한이 바로‘교육권’
이다. 그리고‘교육권’
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교육의 자유, 교육의 자치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내용들은 모두 헌법의 명문규정 또는 헌법원리로부터 파악할 수 있는 교육에 관
한 독특한 기본적 인권인
“교육기본권”
의 내용을 구성하는 것이다. 결국
“교육기본권”
은
헌법상 개별적인 기본권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권의 근거가 되는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과 교육권을 실현하는 헌법 제22조의 학문의 자유와
제31조의 교육을 받을 권리 및 제34조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이 총체적으로 결합

115)“교육권”

개념의 이러한 사용은 헌법상의 근로기본권으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이 인정되
며, 각각의 기본권은 또한 하위법률상의 권리로도 같은 용어를 사용하는 것과 같다 하겠다.
116) 이
 러한 측면은 교원의 교육권의 직무권한으로서의 성격에서 엿볼 수 있다. 따라서 교원의 교육권은 기
본권으로서의 측면과 직무권한으로서의 측면을 모두 갖고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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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이루어지는 권리라 할 수 있으므로, 그 해석에 있어서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기본
적인 이념으로 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및 학문의 자유와의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전체적인 헌법체계 속에서의
“교육기본권”
의 의미를 파악해야 할 것이다.
현재
“교육에 관한 기본적 인권”
의 개념으로서의 광의의‘교육권’
이라는 용어와 교육기
본권을 실현하기 위해 인정되는 교육에 관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권리 내지 권한을 의미
하는 협의의‘교육권’
이라는 용어가 혼용되고 있는데,
“교육에 관한 기본적 인권(교육기본
권)”
과 이를 실현하기 위해 인정되는 협의의‘교육권’
개념과는 그 법적 성질과 주체 및 내
용에 있어 엄연히 구별되므로 그 상호관계를 명확히 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다. 입법론 상
으로는 헌법 제31조를 현재의
“교육을 받을 권리”
에서
“교육의 권리”
로 개정하고, 제1항의
조문을
“모든 국민은 교육에 관한 권리를 갖는다”
로 고치는 것이 국민의 교육기본권을 확
립하는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다른 기본권의 명칭과도 조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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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32조
조재현
第32條
① 모든 國民은 勤勞의 權利를 가진다. 國家는 社會的·經濟的 방법으로 勤勞
者의 雇傭의 增進과 適正賃金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最低賃金制를 施行하여야 한다.
② 모든 國民은 勤勞의 義務를 진다. 國家는 勤勞의 義務의 내용과 조건을 民
主主義原則에 따라 法律로 정한다.
③ 勤勞條件의 基準은 人間의 尊嚴性을 보장하도록 法律로 정한다.
④ 女子의 勤勞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雇傭·賃金 및 勤勞條件에 있어서 부
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⑤ 年少者의 勤勞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⑥ 國家有功者·傷痍軍警 및 戰歿軍警의 遺家族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
여 優先的으로 勤勞의 機會를 부여받는다.

I. 기본개념과 입헌취지
우리 헌법은 헌법에서 추구하는 사회국가원리의 이념을 실현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
장하기 위하여 근로기본권1)을 보장하고 있다. 근로기본권이라 함은 근로자를 개인의 차

1) 허
 영 교수는 근로의 권리와 노동3권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근로활동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허영, 한국
헌법론, 박영사, 2007, 493. 학자에 따라 근로의 권리와 노동3권을 근로기본권, 근로활동권, 노동기본권
등으로 부르기도 하는데,‘근로’
와‘노동’
이라는 용어는 그 용어가 주는 어감 때문에 근로기준법에서는‘근
로’
라고 사용하고, 근로 또는 노동관계에 대하여 다루는 학문분과로서‘노동법’
이라는 용어가 더 많이 사용
된다. 이런 부분에서도 체계적 논의와 일관성을 위하여 하나의 용어로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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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에서 보호하기 위한‘근로의 권리’
와 그들의 집단적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집단적 활동
권 그리고 그들의 자주적 조직체인 노동조합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근로3권’
을 총칭하
는 개념이다.2) 현대국가의 헌법은 경제적 약자인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
한 일련의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러한 근로자 보호를 위한 헌법조항들을 총괄하여 노동
헌법이라 하며, 노동헌법의 핵심이 되는 것이 근로기본권이다.3)

II. 입헌례와 비교법적 고찰
근로의 권리를 헌법차원에서 최초로 보장하였던 것은 1919년 바이마르공화국 헌법 제
163조 제2항이다. 동 조에서
“모든 독일국민에게는 경제적 노동에 의하여 생활자료를 구
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된다. 적정한 근로의 기회가 부여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해서는 필
요한 생계비를 지급한다”
고 규정하고 있었다. 현재 독일헌법에서는 근로의 권리를 규정
하고 있지 않지만, 바이마르공화국 헌법 이후 제2차 세계대전 후 각국의 헌법에서는 근로
의 권리를 보장하기 시작하였다. 1946년 프랑스 제4공화국 헌법전문이나 1947년 이탈
리아 헌법 제35조가 대표적이다. 1948년의 세계인권선언 제23조 제1항에서는
“모든 사
람은 근로하고 직업을 자유롭게 선택하며 공정하고 유리한 근로조건을 확보하고 또 실업
에 대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고 규정하고 있다. 1966년 국제연맹에서 채택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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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근로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적당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일본헌법 제27조
제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지며, 의무를 부담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 헌정사를 되돌아 보면, 1948년 헌법 제17조에서 근로의 권리와 제18조에서 근로
3권 등의 근로기본권을 규정한 이래로 헌법에 계속적으로 규정되었다. 제헌헌법 제17조
에서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근로조건의 기준은 법률로써 정한다. 여
자와 소년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는 규정은 여러 차례 내용이 수정·보완되면서
현행 헌법의 규정과 같은 모습을 갖게 되었다. 1962년 헌법 제28조에서는 근로자의 고용
증진의무에 대한 국가의 노력조항을 두었고, 1980년 헌법 제30조는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과 국가유공자 등의 우선적 근로기회부여 조항이 추가되었다. 1987년의 헌법은 최저
임금제 실시조항의 추가와 여자의 근로에 대한 특별한 보호조항이 상세하게 규정되었다.

2)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7, 657;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07, 609.
3) 강현철,“우리나라 헌법상 근로기본권에 관한 연구”
, 외법논집 20집(2005. 11),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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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의 권리가 기본권의 외관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증진을 위한 국가의 경
제적·사회적 정책과제를 근거짓는 객관적 규범이다.4) 국가가 기본권 주체에게 실질적인
근로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헌법적으로 일정한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그런 이유 때
문에 근로의 권리에 대한 헌법적 규범화가 각 국가에서 다른 양태로 나타나고 있다. 크게
세 가지로 유형화시킬 수 있는데,5) 첫째로 국가목표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고,6) 둘째로 단
순한 정치적 선언에 그치는 예가 있으며,7) 셋째로 국가목표규정에 명시적으로 국가의 의
무규정을 결합하는 형태8)가 있다. 다양한 형식의 입헌례는 근로의 권리가 직접 헌법규범
에서 구체적인 권리를 도출하는 근거로 작용할 수 있느냐와 일정하게 관련이 있기도 하지
만, 대체적으로 근로의 권리는 국가에게 노동과 연관된 각종 정책을 추진할 노력의무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III. 근로의 권리의 의의
1. 의의
헌법 제32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한다. 근로란 근로자
가 사용자로부터 임금을 받는 대가로 제공하는 육체적·정신적 활동을 말한다.9) 따라서
단순한 취미를 위한 일은 근로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로의 권리라 함은 근로자가
자신의 의사와 능력에 따라 근로의 종류·내용·장소 등을 선택하여 근로관계를 형성하고,
타인의 방해를 받음이 없이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며, 근로의 기회를 얻지 못한 경우에

4) 憲裁 2002. 11. 28. 2001헌바50, 678 이하.
5) 전광석, 한국헌법론, 법문사, 2007, 352.
6) 핀란드, 아일랜드, 노르웨이, 터키 등이 대표적인 나라이다.
7) 이탈리아, 룩셈부르크가 이에 속한다.
8) 프랑스, 포르투갈이 그 예이다.
9) 계
 희열, 헌법학(중), 박영사, 2004, 737. 하위규범인 근로기준법 § 2 Ⅰ ⅲ에서도 근로의 개념을 정의하
면서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함께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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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국가에 대하여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10) 근로
의 기회제공요구권만이 아니라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진 자가 국가에 대하여 근로의 기
회제공을 요구하였으나, 그 요구가 충족되지 못한 때에는 생계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
는 생계비지급청구권도 포함되느냐의 문제가 제기된다. 바이마르공화국 헌법 제163조
제2항 제2문에서 적당한 노동의 기회가 부여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필요한 생계비를
지원한다는 규정에 근거하여 종래의 다수설은 이를 긍정하였으나, 생계비의 지급문제는
헌법 제34조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내용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근로의 권리에
는 생계비지급청구권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11)

2. 근로의 권리의 헌법상 기능
모든 국민에게 자신의 일할 능력을 임의로 상품화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근
로의 권리는 헌법상 다양한 기능을 발휘하고 있으며, 이것이 헌법규범의 체계로 들어오
면서 현대사회의 다양한 노동문제를 포섭하게 되었다. 근로의 권리가 지닌 헌법상 기능
과 의의를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근로의 권리는 개인이 자신의 개성신장을 일을 통하
여 실현시킬 수 있게 하므로 자주적 인간의 불가피한 생활수단의 의의를 갖는다.12) 둘째,
근로의 권리는 모든 국민에게 자신의 일할 능력을 상품화할 수 있게 하여 자본주의경제질
서의 이념적·방법적 기초로서 의의를 갖는다. 특히 경제질서 속에서 개인은 직업을 통하
여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경제활동을 할 수 있으므로 근로의 권리는 직업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전제조건적 기본권이다.13) 셋째, 근로의 권리는 개인이 스스로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기 때문에 생활무능력자에 대한 국가의 의
무를 덜어주는 기능을 갖는다.14) 넷째, 근로의 권리는 현대산업구조 내에서 국가의 다양

10) 권영성(주 2), 657; 성낙인(주 2), 609; 계희열(전주), 737.
11) 계희열(전주), 738; 권영성(주 2), 660.
12) 허영(주 1), 495.
13) 전광석(주 5), 348.
14) 허영(주 1), 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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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고용정책·노동정책·사회정책의 방향지표로서 기능을 갖는다. 국가가 시행하는 고용
증진정책이나 사회보장을 위한 각종 보험정책도 이와 같은 근로의 권리와 밀접한 연관성
을 지니고 있다. 현대사회에서 일상화되어버린 실업과 저임금의 문제가 소득의 상실뿐만
아니라 그에 따라 개인이 공적 보험에서 제외되어 장래의 수요에 대한 대처마저도 어렵게
되어 위험은 더욱 가중될 수 있다. 따라서 국가는 근로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고용기회의 창출을 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더욱이 우리
사회가 고령화사회로 인구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노인들에게 적합한 일자리창출이 중요한
국가의 과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처럼 근로의 권리는 다양한 기능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생활영역과 밀접하게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에 근로의 기회 및 조건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정당화될 수 있고,
적극적으로 요청되기도 한다. 다만 국가가 일자리 등에 대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가 자체가 고용의 기회를 직접 제공해주는 것이 아니라 민간기업의 도움이 있어야 하는
데서 일정한 한계에 직면하게 된다.15)

IV. 근로의 권리의 법적 성격
근로의 권리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를 두고 자본주의국가와 사회주의 내지는 공산주
의 국가체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16) 자유민주체제하에서 근로의 권리는 시장경제질
서 하에서 경제주체가 자유롭게 경쟁하되 시장의 실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의 개입을
인정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도 국가의 개입을 어느 정도로 보는가에 따
라 근로의 권리를 자유권으로 보는 견해와 사회권으로 보는 견해로 대립한다. 사회권으로
보는 경우에도 추상적 권리인지 구체적 권리인지에 관하여 견해가 갈린다.

15) 전광석(주 5), 349.
16) 정종섭, 헌법학원론, 박영사, 2007, 631; 김철수, 헌법학개론, 박영사, 2007, 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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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유권설
근로의 권리는 개인의 일할 권리를 국가로부터 침해받지 아니할 자유권적 성격을 가진
다.17) 개인이 특별한 법률의 규정이 없는 한 근로의 종류·내용·장소 등을 자유롭게 선택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개인이 근로의 기회를 얻는 과정에서 국가의 침해로부터 방
해받지 않는다는 소극적 의미를 갖는다. 일할 권리를 자연법적 시각에서 파악하는 입장
이다.

2. 사회권설
근로의 권리는 국가가 근로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약자인 근로자에게 인간다
운 생활을 보장한다는 사회권적 성격도 갖는다. 사회권으로 근로의 권리를 이해하는 경우
에도 그것이 추상적 권리인지 아니면 구체적 권리인지에 관하여 견해를 달리한다.

가. 추상적 권리설
추상적 권리설에 의하면 근로의 권리는 현실적·구체적 권리가 아니라 추상적 권리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본다. 이 설은 근로의 권리를 입법에 의하여 구체화 될 수 있는
추상적 권리라고 보며, 근로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법률이 제정된 경우에 그 법률의 해
석·적용의 준거가 될 수 있는 것이라고 본다.

나. 구체적 권리설
구체적 권리설은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줄 것을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요구할 수 있
는 현실적인 권리를 보장한 것이라고 한다. 이 설에 의하면 근로의 권리를 적극적·현실적
으로 해석하여 국가가 국민에게 자주적인 근로의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만일 실업
자가 있을 때에는 국가는 그에게 직업을 알선하거나 최소한도 취업할 때까지 실업수당으
로서 상당한 생활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를 진다고 보는 견해이다. 또한 국가가 필요한 입

17) 성낙인(주 2), 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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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나 시책을 강구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가의 부작위에 의한 침해에 대해서도 재판상 다
툴 수 있는 구체적 권리라고 한다.18) 불완전한 구체적 권리로 보는 견해도 있다. 즉 근로
의 권리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하여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주도록 요구할 수 있는
불완전하나마 구체적 권리의 일종이라는 것이다.19)

다. 프로그램규정설
근로의 권리는 일할 기회마련과 실업대책 등을 통하여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려는 국가의 노력을 선언한 규정으로 본다.20) 그러므로 국가에게 근로의 기
회를 제공하도록 정치적·도의적 의무를 부과한 프로그램규정이라고 설명한다.

라. 규범적 기대권설
근로의 권리는 국가를 향하여 일자리를 요구하거나 일자리를 주지 못하는 때에는 생활
비를 요구할 수 있는 성질의 권리가 아니고, 국가의 고용증진정책·완전고용정책에 의해
서 실현될 수 있는 일종의 규범적 기대권이라고 한다.21)

3. 그 밖의 견해
근로의 권리는 비록 소득이 주어지더라도 강제노역에 동원되지 않을 자유권적 성격도
가지면서 국가에 대하여 취업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어서 사회권적 성격도 가지고 있는데, 전자가 후자에 비하여 강한 것으로 보는 견해
가 있다.22) 이와 달리 근로의 권리는 자유권으로서의 측면과 사회권으로서의 측면을 아울
러 가지고 있지만 이 두 가지 성격 가운데 중심적 의미를 갖는 것은 사회권으로서의 근로

18) 김철수(주 16), 993; 성낙인(주 2), 610.
19) 권영성(주 2), 658.
20) 박일경, 신헌법학원론, 법경출판사, 1986, 344.
21) 문홍주, 한국헌법, 해암사, 1987, 307.
22) 정종섭(주 16), 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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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권리라고 보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다.23) 일할 권리에 대한 법적 성격이 일할 권리의 구
체적 내용에 따라 다르게 평가되어야 하며,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는 일종의 복합적 성질
을 가진 권리이지만,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는 원칙적으로 생활권적 성질의 구체적 권리
라고 보기도 한다.24)

4. 헌법재판소의 견해
헌법재판소는 한국산업보건진흥원법 부칙 제3조 위헌소원에서
“근로의 권리는 사회적
기본권으로서 국가에 대하여 직접 일자리(직장)를 청구하거나 일자리에 갈음하는 생계비
의 지급청구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증진을 위한 사회적·경제적 정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에 그친다”
고 판시하였다.25) 또한 헌법재판소는 근로기회제공불이행과 관련
된 사안에서
“구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은 국가기관의 취
업보호대상자에 대한 우선채용에 대해서 규정하면서 기능직 공무원 정원의 20%를 취업
보호대상자로 우선 채용하도록 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신청절차나 채용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인 철도청장에게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채용시험 없이 바로 자신을 임용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신청권을 갖고
26)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고 판시한 바 있다.

이와 같은 결론을 살펴보면, 헌법재판소는 근로의 권리를 사회적 기본권으로 보고 있으
며, 그 구체적인 내용의 형성은 입법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래서
근로의 권리 그 자체를 근거로 구체적인 일자리를 청구하거나 그에 갈음하여 생계비지급
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구체적인 직책에 임용시켜 달라는 공직임용청구권도
주장할 수 없다.

23) 양건, 헌법강의Ⅰ, 법문사, 2007, 662.
24) 허영(주 1), 498.
25) 憲裁 2002. 11. 28. 2001헌바50.
26) 憲裁 2004. 10. 28. 2003헌마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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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근로의 권리의 내용
1. 근로의 권리의 주체
근로의 권리의 주체는 근로관계에 있는 국민뿐만 아니라 근로관계에 있지 않은 국민을
포함하는 모든 국민이다.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근로의 자유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다만 하위규범인 근로기준법 제64조에서 사용자가 만 15세 미만인 자를 근로자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예외적인 경우에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은 자는 근로
자로 사용할 수 있다. 왜냐하면 미성년자 또는 아동이 교육을 받을 권리를 제대로 보장
받고 과도한 노동에 시달리지 않게 보호하여 장래 건전한 인격형성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외국인이 근로의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외국인에게 기본권 주체성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근로의 권리는 단순히 개인 차원만이 아니라 국
가의 경제질서의 형성과도 밀접한 관련을 갖기 때문이며, 외국인에게 내국인과 동등한 정
도로 인정할 경우에 내국인의 보호를 제약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27) 외국인은 내국인
과 비교하여 일정한 범위에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이 부분에서 입법자에게 광범
위한 형성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다. 그렇더라도 외국인이 실제 어느 직업에 고용이 이루
어진 후 합리적인 근로환경의 보호를 주장하는 것은 인정될 수 있으며, 그것은 인간의 권
리로서 보장될 필요성이 강하다. 헌법재판소는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 도입기준과 관련
한 헌법소원사건28)에서“근로의 권리가‘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
만이 아니라‘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
도 함께 내포되어 있는 바, 후자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자유권적 기본권의 성격도 갖고 있어 건강한 작업환경, 일에 대한 정당한 보수, 합리적인
근로조건의 보장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므로 외국인 근로자
라고 하여 이 부분에까지 기본권 주체성을 부인할 수는 없다”
라고 보았다. 이것은 근로의

27) 장영수, 기본권론, 홍문사, 2003, 574.
28) 憲裁 2007. 8. 30. 2004헌마670. 헌법재판소는 외국인 산업연수생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지침(노동부
예규) 제4조, 제8조 제1항 및 제17조를 평등원칙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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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가 기본권의 성격상 자유권적 성격과 사회권적 성격을 함께 지니기 때문에 어느 사안
에서 일률적 판단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개별적 사안에서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을 달리
파악할 여지가 있음을 간접적으로 밝히고 있는 것이다. 입법자는 2003. 8.에 고용허가제
의 도입, 불법체류자의 합법화조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으며, 이 법률을 2004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근로의 권리는 근로활동을 실제로 하는 개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법인은 그
성질상 근로의 권리의 주체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법인은 오히려 직업의 자유 내지 영업
의 자유와 관련된다. 또한 근로의 권리는 자연인의 육체적·정신적 활동 및 이를 통한 생
계의 유지를 특별히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29)

2. 고용의 증진보장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국민의 고용증진에 노력해야 한다. 근로자의 고용기회
의 확대와 평등한 고용기회의 보장을 위하여 입법은 물론이고 사회적·경제적 시책을 강
구해야 한다. 여기서 사회적 방법이란 사회정책에 의한 고용의 증진을 말하고, 경제적 방
법이란 경제정책에 의한 고용기회의 확대를 말한다.30) 이를 구체화한 법률로는 고용정책
기본법,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 근로자복지기본법, 직업훈련기본법 그리고 장애
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등이 있다. 또한 남녀고용평등법, 직업안정법,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고용보험법, 고령자고용촉진법, 청년실업해소특별법 등이 있다.
국가가 입법을 통하여 근로하고자 하는 개인들에게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노력은 단순
한 정책의 해결로 이루어지는 사안이 아니다. 국가가 직접 기업을 운영하여 일자리를 창
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경제체제의 큰 윤곽 속에서 기업들의 경제운영의
원리에 상당 부분 의존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앞서도 본 바와 같이 국가의 고용증진정책
은 다양한 이해관계의 범주에서 고려되어야 하며, 국가정책이 지닌 한계의 문제이기도 하
다. 특히 우리 입법자는 고령자고용촉진법을 통하여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에 대한 고용창

29) 장영수(주 27), 574.
30) 강현철(주 3),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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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들을 고용하는 기업에게 정책적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사업주가 법에서 정한 기준고용률을 초과하여 고령자를 고용하는 경우에 조세감면
의 혜택을 부여하거나,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고용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또
한 고령자고용정보센터를 운영하거나 고령자인재은행을 지정하여 고령자의 고용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3. 적정임금의 보장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적정임금이란 국
가의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문화적인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
는 데 필요한 정도의 임금수준을 말하는 것31)으로 물질적인 최저한의 생활보장수단인 최
저임금과는 구별되며, 최저임금보다는 고액의 것이라야 한다.32)
임금은 근로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기능하고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자율적
합의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럴 때에 사항적합성을 지니게 된다.33) 헌법
에서 이미 최저임금에 대하여는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으나, 적정임금의 수준은 어떤 범위
에서 결정될 것인지 구체적 수준은 노사 당사자의 단체교섭이나 국가의 적절한 지원 등을
통하여 형성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적정임금은 단순히 노동력의 수요공급의 법칙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노동의 질과 양에 대한 절대적 평가에 기초하여 산정되어야 한다.34)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최저임금이 사용자에 대하여 직접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과 달
리 적정임금은 어느 정도 개방적이다.
근로자가 쟁의행위를 한 경우에 그 기간동안의 임금에 대하여 사용자가 지급할 의무가
있는가? 실제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고,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는 고용관계의 정지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용자는 그 기간에 대한 임금

31) 정종섭(주 16), 636.
32) 김철수(주 16), 998.
33) 전광석(주 5), 353.
34) 전광석(주 5), 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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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4조는 쟁의기간 중 근로하지 않
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을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자가 그 기간 중의 임
금지급을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고 선언하고 있다. 다만 그 기간에 대한 임금지
급에 관한 규율이 단체협약에 의하여 이루어질 가능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쟁의기간
의 임금지급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종전에‘임금이분설’
의 입장에 서서 임금의 구성을 교
환적 부분과 생활보장적 부분으로 나눈 후 쟁의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생활보장적 부분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가,35) 그 후‘임금단일설’
의 입장으로 바
꾸면서 쟁의기간 중의 임금지급을 전면 부정36)하여 무노동무임금의 원칙을 표시하면서
판례를 변경하였다.

4. 평균임금의 산정
근로자의 보호를 위하여 평균임금제도가 있다.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
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평균임금
과 달리 노사관계법에서 통상임금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은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삼고자 하
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따라서 개별법령에서 구체적인 경우에 어느 임금을 기준으로 삼
아 계산을 하는지 자세하게 정하여져 있다.
한편 대법원은
“근로기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하되 그와
같은 방법이 없을 때에는 당해 근로자가 근로하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한 일대에 있어
서 동종의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상용근로자의 평균임금의 액을 표준으로 삼아야 한다”
고 하여 입법적 공백을 메우고 있었다.37) 그러다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2호 단

35) 大判 1992. 3. 27. 91다36307.
36) 大判 1995. 12. 21. 94다26721.
37) 大判 1991. 4. 26. 90누2772; 1993. 12. 28. 93누14936; 1995. 2. 28. 94다8631; 1997. 11. 28. 97
누14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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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조의 위임에 의하여 평균임금을 고시하지 않은 행정입법 부
작위가 헌법소송으로 다투어지게 되었고, 이에 헌법재판소는 노동부장관의 행정입법 부
작위의 헌법적 의무를 확인하고 비록 대법원의 판례가 대신하고 있었더라도 입법의무를
다하지 않아 법령의 공백상태를 발생시킨 것은 정당화될 수 없는 것으로 보면서 행정입법
부작위의 위헌성을 확인하였다.38)

5. 최저임금제의 시행
최저임금제도는 국가가 임금의 최저한도를 정하여 그 이하의 임금수준으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최소한의 물질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
한 제도이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및 노동생산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하여 진다(최저임금법 제4조 제1항). 최저임금은 적어도 국
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의 산정기준인 최저생계비 이상으로 책정되어야 한다.39)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최저임금법 제4조에서는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
의 임금, 노동생산성 그리고 소득분배율을 들고 있다. 최저임금은 시간·일·주 또는 월단
위로 정하며, 이 경우 일·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때에는 시간급
으로도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최저임금은 노동부장관이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위원
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
최저임금은 근로자가 열악한 경제조건에서 노동력이 제공되는 것을 방지하고, 실질적
인 소득의 원천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사용자는 최저임금법을 이유로
하여 종전의 임금을 저하시키는 조치를 할 수 없다.

6. 근로조건의 법정주의
근로의 조건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근로조건이라 함은 임금과

38) 憲裁 2002. 7. 18. 2000헌마707.
39) 전광석(주 5), 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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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지불방법, 취업시간, 휴식시간, 안전시설과 위생시설, 재해보상 등 근로계약에 의하여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수령하는 데 관한 조건들을 말한다.40)
헌법 제32조 제3항에서 근로조건법정주의를 선언한 이유는 인간의 존엄에 상응하는 근
로조건에 관한 기준의 확보가 사용자에 비하여 경제적·사회적으로 열등한 지위에 있는
개별근로자의 인간존엄성의 실현에 중요한 사항일 뿐만 아니라 근로자와 그 사용자들 사
이에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될 수 있는 사항이어서 사회적 평화를 위해서도 민주적으
로 정당성이 있는 입법자가 이를 법률로 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41)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에 관한 판단기준도 사회적·경제적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상대적 성격을
띠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근로조건에 관한 기준도 시대상황에 부합하게 탄력적으로 구체
화하도록 법률에 유보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42) 따라서 인간의 존엄성에 상응하는 근로조
건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에 속
한다.43)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당사자의 자유로운 계약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나, 당사자의 완전
한 자유에 맡기게 되는 경우 경제적 약자인 근로자에게 불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그 때문에 근로조건이 인간의 존엄성에 적합하도록 최저기준을 법률로 정함으로써 근로
자를 보호하고 있다. 이와 같이 헌법규정을 근거로 하여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향
상시키고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을 제정하게 하고 있
다. 근로기준법은 근로관계의 성립·존속 또는 종료와 관련하여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와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설령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자율적으로 근로
조건을 합의하였더라도 근로기준법의 기준에 미달하는 때에 그 계약부분은 당연히 무효
가 되며, 무효인 부분은 근로기준법의 기준에 따른다.

40) 憲裁 2003. 7. 24. 2002헌바51.
41) 憲裁 1996. 8. 29. 95헌바36.
42) 憲裁 1996. 8. 29. 95헌바36.
43) 憲裁 1999. 9. 16. 98헌마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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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근로조건의 명시의무
근로계약에 있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는 사실상의 교섭력의 차이가 실질적으로 존
재하고,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거
나 확정적 근로조건을 제시하지 않아서 근로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당한 근로를 강요할 위
험이 항시 존재한다. 이에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
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
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노동시장에서 근로자가 근로조건이 미확정된 상태에서 계
약관계에 들어서는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고 사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며, 분쟁
이 발생한 경우 당해 근로조건에 대해 객관적 입증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한 사
용자가 근로조건의 명시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게 되어 그 실행을 담보하고 있다.44)

8. 해고의 제한
국가는 해고예고제도·해고심사제도 등을 입법화하여 모든 근로자를 해고의 공포로부
터 해방시켜 주어야 한다.45) 해고라 함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내지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단독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헌법상 근로의 권리의 제한과 관련하여 문제된다.
자본주의 경제질서 하에서 기업의 합리적인 경영을 위하여 사용자는 근로자와의 근로계
약의 체결 및 해지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용자에 의한 해지의 자유
는 경제적 또는 사회적으로 약자의 지위에 있는 근로자에게는 직장상실을 의미하므로 근
로기준법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를 제한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해고금지에 관한 규정
을 두고 있다.

44) 憲裁 2006. 7. 27. 2004헌바77.
45) 허영(주 1),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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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자가 해고로부터 절대적으로 보호될 수 없는데, 그것은 근로자에게 일자리를 절
대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사용자의 인사권이나 경영권 등과 충돌할 수 있기 때문이다.46)
국가는 여성이 임신 및 출산과 같은 비본질적인 사유와 결부되어 해고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헌법 제32조 제4항에 위반된다.47) 근로자에 대
한 해고에서 평등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이 중요한 심사원칙으로 적용될 수 있다.
사용자는 일정한 제한 아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실시할 수 있다. 이른바 구조조
정을 위한 해고 또는 정리해고를 말한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
서 정하고 있는 다음과 같은 요건과 절차적 기준을 따라야 한다. 첫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존재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둘째,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므로 성별
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 셋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및 해고의 기준에 관하여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넷째, 대통
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
라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상과 같이 사용자는 상당히 제한된 사유와 절차적
기준에 따라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해고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근
로자를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그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게 의무를 지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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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여자의 근로보호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근로기준법은 여자근로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규
정하고 있다. 여자의 근로에 대한 특별한 보호조항을 두고 있는 이유는 근로의 영역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금지를 강조함과 동시에 모성을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모성과 근
로 중 양자택일을 하여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가 지원해야 함을 의미한다
고 볼 수 있다.48) 여자근로에 대한 특별한 보호가 우월적인 보호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46) 憲裁 2002. 11. 28. 2001헌바50.
47) 전광석(주 5), 352.
48) 정종섭(주 16), 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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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의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차별적 대우를 금지하고, 산전 후 휴가, 생리휴
가를 보장하고 있다. 그 밖에 모성보호와 관련하여 유해사업 근로금지와 근로시간 제한규
정을 두고 있다. 대법원은 성별 작업구분이나 근로조건의 구분을 명확히 하지 아니한 채
남녀를 차별하여 정년을 규정한 단체협약서 및 취업규칙의 조항이 근로기준법 제6조의
균등처우와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 제1항의 동일노동동일임금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라
고 보았다.49)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모집 및 채용에 있어서 남녀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고, 근로자의 교육·배치 및 승진에 있어서 남녀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사
업주가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은 동일하게 적용하더라도 그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남
성 또는 여성이 다른 한 性에 비하여 현저히 적고 그로 인하여 특정 性에게 불리한 결과
를 초래하며 그 기준이 정당한 것임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이를 차별로 본다(법 제2
조). 또한 근로자의 정년·퇴직·해고에 있어서 남녀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고,50) 근로여성
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안 된다. 그리
고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가치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직장 내에서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주는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데, 이
것은 직장 내에서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에 해당한다.
영육아보육법과 동 시행령에서는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러한 보육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일정한 재원
이 소요되기 때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에 대한 일정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
거를 두고 있다.
여성발전기본법 제17조에서도 고용평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모성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제18조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주는 여성의 임신·출산 및 수유기간동
안에 이들을 특별히 보호하며 이를 이유로 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선언하였다.

49) 大判 1993. 4. 9. 92누15765.
50) 남녀근로자의 정년을 차별해서 규정한 것은 남녀의 차별적 대우를 금지한 근로기준법(제5조)과 남녀고용
평등법(제8조)에 위배된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다(大判 1993. 4. 9. 92누15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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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연소자의 근로보호
연소자의 근로는 사회적·경제적·신체적 약자인 연소자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특별한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과거 아동에 대한 가혹한 노동과 노동력 착취가 남발되었다는 역
사적 반성 아래 각국은 특히 아동의 노동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여
러 법제들을 갖추고 있다. 그러므로 국가는 연소자의 신체 및 정신발달에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 노동을 금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51)
근로기준법에서는 15세 미만자에 대해서는 노동부장관의 취업인허증이 없이는 고용할
수 없도록 취업최저연령을 두고 있고, 18세 미만의 자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
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연소자의 근로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의 제한,
야간작업과 휴일근무의 원칙적 금지규정을 두고 있다. 친권자 또는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으며, 친권자·후견인 또는 노동부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
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향후 이를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비록 미성년자
가 독자적인 판단 아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그것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판
단될 때에 미성년자의 이익을 위하여 향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정당한 근로계약에 기초한 것이라면 미성년자는 독자적인 임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
다. 이것은 미성년자의 근로대가인 임금이 중간에서 착취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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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제3조에서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나야 함을
밝히고 있다. 아동이 완전하고 조화로운 환경에서 성장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연소자 등의 경우에는 주로 신체발달이나 정신적 성장을 위한 보호를 위한
것에 중심을 두고 있다. 이에 비하여 여성의 근로보호에서는 여성이 지닌 신체적 특징이
나 사회구조적 차별 등에 더욱 주안점을 두고 있다.

51) 전광석(주 5), 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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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국가유공자 등의 우선적 근로기회보장
헌법 제32조 제6항은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
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고 하였다. 이 규정의 도입취지는 국민
이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것에 대하여 報償을 하고 그들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통하여
국민적 통합을 이루겠다는 것이다.52) 여기서 국가유공자에게 예우할 구체적인 의무의 내
용이나 범위, 그 방법·시기 등은 입법자의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 기
본적으로는 국가의 입법정책으로 결정된다.53) 헌법재판소 또한 국가의 의무실현은 재정
능력에 한계가 있으므로 국가보훈적인 예우의 방법과 내용 등은 입법자가 국가의 경제수
준, 재정능력, 국민감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입법정책
의 문제로서 폭넓은 입법재량의 영역에 속한다고 보고 있다.54) 이런 결과로 국가보훈 내
지 국가보상적인 수급권도 법률에 규정됨으로써 비로소 구체적인 법적 권리로 형성된다
고 한다.
그런데 헌법 제32조 제6항의 규정은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 그 대상의 결
정에 대하여 불명확한 점을 보이고 있다. 법문언적으로 엄밀하게 보면, 그 보호대상이 국
가유공자 본인, 상이군경 본인, 전몰군경의 유가족만이 보호범위로 포섭된다. 그러나 넓
게 확장하여 보면,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 상이군경 및 그 유가족, 전몰군경의 유가족
등처럼 상당히 넓은 범위로 확장될 수도 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32조 제6항을 해석
하는 방법에서 초기에 넓게 포섭하는 입장을 취하였다가55) 그 후 여러 사정의 변경을 들
어 국가유공자가산점제도의 위헌성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위 규정을 좁은 범위로 한정하
여 해석하면서 판례를 변경하였다.56) 그 후 입법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를 개정하였는데, 국가유공자에게는 만점의 10%를 부여하지만 그 가족에게

52) 권영성(주 12), 266 ; 성낙인(주 12), 603 ; 정종섭(주 12), 653.
53) 憲裁 1995. 7. 21. 93헌가14.
54) 憲裁 2003. 7. 24. 2002헌마378.
55) 憲裁 1992.11.12, 89헌마88, 4, 739, 762.
56) 노
 기호,“일본에서의 교육의 자주성·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논의”
, 공법학연구 제7권 제1호
(2006), 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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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만점의 5%를 주도록 하였다. 그리고 헌법 제32조 제6항에서 말하는 근로기회의 우선
적 보장에 대하여 입법의무가 존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국가유공자 등에게 우선
보직·우선승진의 시행에 관한 입법의무를 도출할 수는 없다.57) 한편 헌법재판소는 국공
립학교 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하면서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가족에게 우선권을 주도록 하는 규정을 합헌이라고 하였다.58) 국가
유공자 등에 대한 우선적 근로기회 부여는 헌법에 근거를 갖고 있지만, 모든 우선취업제
도가 합헌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 과잉보호는 평등권 침해로 헌법위반이 된다.59)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공무원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제대군인에게 가산점을 주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하였다. 제대군인은 여기서 말하는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헌법재판소는 제대군인가산점사건에서 병역의무이행에 따른 가산점을 부여할 의무
가 헌법의 어떤 조항에서도 직접 도출되지 않는 것으로 보았으며, 병역의무의 이행은 특
별한 희생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다.60)

VI. 근로의 의무
헌법 제32조 제2항에서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고 하면서 국가는 근로의 의무
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근로의
의무를 어떤 방식으로 이해할 것인지 그 견해가 갈리고 있다. 첫째, 국가가 공공필요에
의하여 근로할 것을 명하는 경우에 이에 복종해야 할 국민의 의무라고 본다(제1설). 둘
째, 근로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헌법적 비난을 가
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다(제2설).61) 대부분의 학자들은 제2설에 따라 설명을
하고 있다.

57) 조
 석훈,“수요자 중심 교육체제의 입장에서‘교육의 전문성’
에 대한 재해석”
, 교육행정학연구 제16권 제3
호, (1998), 448-449.
58) 허종렬,“헌법상 교육의 전문성과 교원의 양성·자격·임용에 관한 법령의 문제점”
, 한국교육법연구 제5집,
(1999), 177-178; 노기호(주 56), 448-449 참조.
59) 안기성(주 42), 27.
60) 이종근(주 4), 30.
61) 박종보,“교원단체의 법적 지위와 관련한 헌법적 문제”
, 한국교육법연구 제8집 제2호(2005),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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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헌법체계상 원치 않는 강제노동을 부과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하여 근로의 의
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게 어떠한 형태의 불이익도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62) 국가는 근로능력을 갖추었으나 근로의 기회를 갖지 못하는 자에게 적극적 불이
익을 가할 수는 없을지라도 고용증진을 위한 조치로서 소극적 제재를 가하는 것은 가능하
다. 가령 고용보험법에서 실업급여의 지급이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급여지급
에서 이러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63)

VII. 근로의 권리의 효력
1. 근로의 권리와 다른 기본권의 관계
근로의 권리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다른 기본권들과 상호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다. 근
로의 권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본권으로는 인간의 존엄성, 평등권, 직업의 자유, 혼
인의 자유 등이 그것이다. 이것은 앞서 근로의 권리가 지닌 헌법상 기능에 대하여 설명한
내용과 거의 동일하다. 인간이 자주적으로 사생활을 설계하고 형성해 나가기 위하여 경제
적 기초가 마련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또한 국가는 국민의 권리가 어떤 영역에서도
당사자의 실질적 능력과 무관한 사유를 이유로 근로의 권리를 차별하는 조치를 하지 못하
도록 입법적 뒷받침을 할 필요가 있다. 만약 사용자가 혼인퇴직제도를 설정하거나 일정한
장애가 있음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동일한 노동에 대하여 성별을 이유로 차별하는 일이 발
생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다. 한 개인이 선택한 직업을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합리적
인 근로환경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개인의 근로조건이 부당하게 저하되지 않도록 국가는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설정할 의무를 지고 있다. 근로자가 혼인관계에서 나타나는 각종
출산·육아나 보육을 하는 데 불리한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국가는 법에 의한 강제조치를
마련할 이유가 존재하고, 미래 세대의 성장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하며, 정
리해고 등의 절차에서 혼인을 직접적 이유로 삼아서는 안 될 한계가 존재한다.

62) 박종보(전주), 144.
63) 憲裁 1997.12.24, 95헌바29, 97헌바6(병합), 9-2, 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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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로의 권리와 제3자적 효력
근로의 권리는 국가에 대하여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주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비롯한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 및 최저임금의 시행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등 모
든 내용이 대국가적 효력을 갖는다.64) 우리 헌법 제32조 제1항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다.
근로의 권리는 대사인적 효력도 가진다. 근로의 권리의 내용에 따라 사인간에 있어서도
적용되며 사인에 대해서도 효력을 갖는다. 근로의 권리는 객관적 가치질서로서의 성격 때
문에 사인간에도 간접적 효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65) 그런데 헌법 제32조 제4항 및 제
5항의 여자와 연소자의 근로의 특별보호에 관한 규정과 근로관계에서 여성의 차별금지에
관한 규정은 국가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제3자인 사용자에 대해서도 직접적 효력을 가진
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66) 그러나 이들 규정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간접적 효력만 미친
다고 보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다.67)

VIII. 관련문헌
강현철, 우리나라 헌법상 근로기본권에 관한 연구, 외법논집 제20집, 2005.11. 59-80.
계희열, 헌법학(중), 박영사, 2004.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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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홍주, 한국헌법, 해엄사, 1987.
박일경, 신헌법학원론, 일명사, 1986.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07.
양 건, 헌법강의(Ⅰ), 법문사, 2007.
장영수, 기본권론(헌법학 Ⅱ), 홍문사, 2003.
전광석, 한국헌법론, 법문사, 2007.
정종섭, 헌법학원론, 박영사, 2007.
허 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07.

64) 憲裁 1992.11.12, 89헌마88, 4,739,762, 참조.
65) 교원의 교육권의 법적 성격 및 학설의 대립에 대해서는, 노기호, 교원의 교육권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박
사학위논문, 1998, 86-93 참조.
 철수(주 3), 801-802 ; 허종열, 교육제도의 헌법적 문제에 관한 연구, 헌법재판소, 2003, 261-262 ; 이종
66) 김
근(주 4), 31 ; 정현승,“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권의 관계”
, 교육법학연구 제15권 제2호(2003), 242.
67) 憲裁 1992.11.12, 89헌마88, 4, 739(756-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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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33조
조재현
第33條
① 勤勞者는 勤勞條件의 향상을 위하여 自主的인 團結權·團體交涉權 및 團
體行動權을 가진다.
② 公務員인 勤勞者는 法律이 정하는 者에 한하여 團結權·團體交涉權 및 團
體行動權을 가진다.
③法
 律이 정하는 主要防衛産業體에 종사하는 勤勞者의 團體行動權은 法律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I. 근로3권의 의의
근로3권1)은 자본주의사회에서 경제적 약자인 근로자가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
적으로 단체를 결성하고, 그 단결체를 통하여 사용자와 교섭하며 교섭이 원만하게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 단체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사용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우리 헌법은 근로3권으로 근로자의 단결
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다.
근로자 개인이 혼자서 하기에 어려운 사용자와의 교섭은 단체를 통하여 보다 강력하게
실현할 수 있고, 자신들의 실질적 목소리를 낼 수 있다. 근로자가 사용자와 교섭력의 부

1) 근
 로3권의 명칭은 학자에 따라 노동3권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헌법재판소는 근로3권이라는 용어를 선호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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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에서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고자 하는 데 있다. 따라서 근로3권은 형식적 자유보다 실질
적 자유 내지 실질적 평등의 관점에서 그 존재의의를 찾을 수 있으며, 개인적 정의의 관
점보다 사회적 정의의 관점에서 정당화된다.2)
현행 헌법의 구조를 살펴보면, 헌법 제33조 제1항에서 일반 근로자의 근로3권에 대하
여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공무원인 근로자에 대한 법률유보를 언급하여 공무원의
경우에 일반 근로자와 근로3권의 체계를 달리 형성할 가능성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제3
항에서 단체행동권에 대한 특수한 규율을 선언하고 있는데,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
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단체행동권이 제한 또는 부정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리하여 입
법자는 공무원인 근로자에 대한 규율을 위하여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
한 법률을 제정하여 근로3권을 형성하고 있다. 이보다 앞서 교원에 대하여 특례규정을 도
입하여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 두
특례법은 특수영역의 근로자가 지닌 신분적 특성과 그들의 수행업무의 공공성 등으로 말
미암아 차별화된 규율이 정당화될 여지가 있음에 근거하고 있다.3)

II. 근로3권의 연혁
근로3권이 오늘날처럼 정리되기까지 상당한 우여곡절이 있었다. 초기에 근로자들이 서
로 단결하는 것은 노동력의 독점을 가져오게 된다는 등의 이유로 노동조합의 결성 그 자
체를 범죄로 보았다. 아예 근로자들이 단결하는 것조차 허용되지 않았으며, 노동조합에
대하여 적대시 하였다. 그런데 노동시장에서 근로자는 자신의 노동력을 상품화할 수밖에
없는데, 저임금이나 열악한 근로조건을 수용하지 않으면 고용의 기회조차 갖기 어려운 상
황으로 전개되고 이를 악용하는 사용자의 행태를 자유방임의 기조 아래 내버려 둘 수만은
없었다. 그래서 초기 노동조합에 대한 적대시 사고는 점차 방임에서 적극적 보장의 단계

2) 장영수, 기본권론, 홍문사, 2003, 581.
3) 김
 진곤, 헌법상 노동3권의 보호와 제한에 관한 연구-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근로자를 중심으로- , 연세
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77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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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진행되었다. 오늘날 대부분의 헌법은 근로자의 단결을 위한 노동조합의 결성을 보장하
고 있으며, 국가의 적극적 입법조치를 통하여 근로자의 근로조건이나 단체활동의 실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을 도입하고 있다.
비록 제헌 헌법이 공무원의 근로3권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았으나, 그 후 1962년 헌법
제29조에서 이를 규정하면서 그 체계를 갖추어 가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1972년 헌법에
서
“공무원과 국가·지방자치단체·국영기업체·공익사업체 또는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
의 단체행동권에 대한 제한을 규정하여 근로3권의 도
입취지를 후퇴시키는 구조를 만들었다. 현행 헌법은 오로지 단체행동권의 제한과 관련하
여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
로 한정하여 그 대상을 대폭 축소하여 근로3권이 보다
강화되는 방향으로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III. 근로3권의 법적 성격
1. 학설
가. 자유권설
근로자의 근로3권은 자유권에 속하는 결사의 자유의 특수한 형태에 지나지 않기 때문
에 일종의 자유권적 성질의 권리라고 본다. 그러므로 근로3권의 행사부분에서 국가의 개
입과 간섭을 방어할 수 있는 방어적 권리라고 이해하며, 국가로부터 단결 내지 단체행동
을 이유로 제재를 받지 않는 것을 그 주요 내용으로 한다.

나. 사회권설
근로자의 근로3권은 국가에 대해서 근로3권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한다.
근로자는 혼자서 사용자와 대결할 수 없기 때문에 집단적 결사체를 만들어 사용자와 교섭하
고 단체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국가의 적극적인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4)

4) 문홍주, 한국헌법, 해암사, 1987, 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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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혼합권설
근로3권은 자유권의 성격과 사회권(생활권)의 성격을 함께 가진 혼합권이라고 한다. 노동
3권의 행사로 법률에서 규정한 일정한 요건 아래 민·형사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국가의 부당한 조치에 대하여 방어할 수 있는 측면에서 자유권적 성격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3권 행사를 방해하고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국가의
적극적 개입과 대책 등을 요구할 수 있는 점에서 사회권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한다.5)

2. 판례의 입장
가. 헌법재판소의 견해
헌법재판소는 자유권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보다는 사회권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이
강한 것이라고 한 판례6)도 있고, 자유권적 성격을 강조하기도 한다. 헌법재판소는 사립학
교교원의 근로3권과 관련한 사안에서 헌법 제32조 및 제33조에 규정된 근로기본권은 근
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함으로써 그들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기하기 위한 것으
로서 자유권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보다는 생존권적 내지 사회권적 기본권으로서의 측면
이 보다 강한 것으로서 그 권리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서는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과 뒷받
침이 요구되는 기본권이라고 판시하였다.7) 하지만 근로3권의 성격에 대한 판단에서 헌법
재판소는 다소 입장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 근로3권은 국가공권력에 대하여 근로자의 단
결권의 방어를 일차적인 목표로 하지만, 근로3권의 보다 큰 헌법적 의미는 근로자단체라
는 사회적 반대세력의 창출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노사관계의 형성에 있어서 사회적 균형
을 이루어 근로조건에 관한 노사간의 실질적인 자치를 보장하려는 데 있다. 근로자는 노
동조합과 같은 근로자단체의 결성을 통하여 집단으로 사용자에 대항함으로써 사용자와
대등한 세력을 이루어 근로조건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므로 이

5) 권
 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7, 668;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07, 615, 정종섭, 헌법학원론, 박영
사, 2007, 583;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07, 504.
6) 憲裁 1991. 7. 22. 89헌가106.
7) 憲裁 1991. 7. 22. 89헌가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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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의미에서 근로3권은‘사회적 보호기능을 담당하는 자유권’또는‘사회권적 성격을
띤 자유권’
이라고 하였다.8)

나. 대법원의 견해
대법원은 근로3권 행사와 관련한 사안에서
“본래 헌법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선명된,
이른바 노동3권은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실질적인 대등성을 단체적 노사관계의 확립을 통
하여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시민법상의 자유주의적 법원칙을 수정하는 신시대적 시책
으로서 등장된 생존권적 기본권들이므로”
라고 하면서 생존권성을 강조하고 있다.9)

IV. 근로3권의 내용
1. 근로3권의 주체
가. 일반 근로자
근로3권을 향유하는 주체는 근로자이다.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
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
조 제1호).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
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안 된다(동법 제2조 제
4호). 현재 실업중인 자도 근로3권의 주체가 되는지가 문제되지만, 학설10)과 판례11)는 긍정
하고 있다. 근로자 개인뿐만 아니라 집단에게도 근로3권이 인정된다. 개인이 가지는 단결
권을 개별적 단결권이라 하고, 집단이 가지는 단결권을 집단적 단결권이라고 한다.12)

8) 憲裁 1998. 2. 27. 94헌바13등(병합).
9) 大判 1990. 5. 15. 90도357.
10) 계희열, 헌법학(중), 박영사, 2004, 752; 허영 교수는 노동력을 제공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실업자에 한
정해야 한다고 한다(허영(주 5), 505).
11) 大判 2004. 2. 27. 2001두8568.
12) 김철수, 헌법학개론, 박영사, 2007,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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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자영농민, 어민, 일용노동자, 개인택시운전사)나 자유직업종사자는 근로3권
을 향유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13) 근로자의 개념에 대한 문제는 단지 개별 근로
자의 최저 근로기준을 정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단체 내지 집단적 근로관계를 규율
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말하는 근로자의 포섭범위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사용자에 종속되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근
로자를 말하지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는 이 범위보다 넓게 인식하고 있
으며 일정한 경우에 실업 중이거나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자도 포함될 수 있다.14)
근로3권의 주체는 내국인만을 말하는지 아니면 외국인도 주체가 될 수 있는가? 이에
대하여 이론상 외국인에게도 인정되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제대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견해15)가 있는가 하면, 외국인에 대한 근로3권의 보장은 그 나라의 경제상황, 자국민의
취업상황, 외국과의 관계, 국가를 둘러싸고 있는 국제적 환경 등을 고려하여 법률정책적
으로 결정되는 사항으로 보아서 원칙적으로 부정하는 입장16) 그리고 외국인도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입장17) 등이 있다.

나. 공무원과 교원
공무원이 근로자에 포함되는가에 관해서는 문제가 있었으나, 현행 헌법은 제33조 제2
항에서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가진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었다. 공무원의 근로3권에 대한 전체적인 규율은 일반 근로자
와 구별하여 공무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하였다. 일반 근
로자의 규율과 달리 독자적 입법체계를 형성하였으며,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인정하되
쟁의행위권을 부인하였다.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의 지위에 있으며, 강한 신분보장
을 받기 때문에 단체교섭권의 행사에 일정한 제한이 따른다. 그리고 일반 근로자와 달리
직급에 따라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지가 차별적으로 규율되고 있다.

13) 성낙인(주 5), 615.
14) 大判 2004. 2. 27. 2001두8568.
15) 성낙인(주 5), 615.
16) 정종섭(주 5), 585.
17) 김철수(주 12),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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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근로3권에 대하여 입법자는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을 두
고 있다. 교원은 특별시·광역시·도 단위 또는 전국단위에 한하여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하였고,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인정하고 있으나 정치활동이나 쟁의행위를 금지하
고 있다. 교원의 단체교섭은 복수노조의 경우에도 2009. 12. 31.까지 창구를 단일화하도
록 하였다(부칙 제2항).
이와 같이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헌법상 근로3권의 주체가 될 수 있으며 다만 근로3권
의 행사의 주체 및 내용의 범위에서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가 허용될 수 있다. 또한 교원
의 경우에도 교육이 가진 공공성 등의 측면을 이유로 교원의 근로3권을 전면 부인할 수
없으며 그 구체적인 범위의 문제만 입법자에게 유보되어 있을 뿐이다.18)

2. 단결권
가. 개요
단결권이란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목적으로 사용자와 대등한 교섭력을 가
지기 위한 단체를 구성하고 이에 가입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단체에 가입하
지 아니할 소극적 단결권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고 가
입할 수 있는 권리를 적극적 단결권이라 한다. 단결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입법은 허용
되지 않으며, 단체에 가입하지 않을 것 또는 단체로부터 탈퇴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이른
바 황견계약(비열계약)은 부당노동행위로서 위헌·위법적 행위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
계조정법은 제81조에 근로자의 근로3권을 침해하는 유형을 열거하면서 근로자에 대한 사
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제어하고 있다.

나. 이중적 기본권의 성격
(1) 개별적 단결권
개별적 단결권이란 근로자 개인이 노동조합과 같은 단체의 조직·가입·탈퇴에 있어서
국가나 사용자의 부당한 개입 또는 간섭을 받지 아니할 권리이다.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18) 김진곤(주 3), 77-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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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할 수 있는 권리, 노동조합 중에서 선택하여 가입하고 그 조합에 머물면서 조합의 활
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다.19)
(2) 집단적 단결권
집단적 단결권이란 단체존속의 권리, 단체자치의 권리 및 단체활동의 권리를 말한다.20)
근로자가 단결권을 통하여 결사체인 노동조합을 설립하여 활동하는 것을 넘어 조직된 노
동조합이 다시 연대하여 결사체를 구성하든지 다른 총연합단체를 결성하는 것은 보장된
다. 그렇게 함으로써 근로자는 노동조합의 결성이라는 차원을 초월하여 조직간의 또 다른
조직결성이 가능하게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단결권은 이중적 기본권이라고 보게 된다.
단결체가 갖는 집단적 단결권은 개별적 단결권을 보다 강화하는 차원에서 행사되어야 하
며, 단결체가 근로자의 근로3권 행사를 대항하는 차원에서 사용될 수는 없다.21) 단결체는
대외적으로 어떤 형태로 조직체를 결성할 것인지는 자유이며, 대내적으로 그 조직의 존립
이나 확대를 위하여 구성원에게 필요한 통제를 가할 수 있다.22)

다. 소극적 단결권
(1) 소극적 단결권의 헌법적 근거
헌법 제33조의 단결권에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이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적극적 단결권
외에 노동조합을 결성하지 아니할 자유 내지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소극적 단결권
이 보장되는가가 문제된다.
근로자는 소극적 단결권을 가진다는 점에서는 대체로 학설이 일치한다. 그렇지만 소극
적 단결권이 헌법의 어떤 조항을 근거로 허용될 것인지는 학자들간에 의견이 갈린다. 따
라서 국가는 소극적 단결권을 금지하는 입법적 조치를 취하거나 노동조합에의 가입을 취
업의 조건으로 하거나(Closed shop), 취업한 이후에는 반드시 노동조합에 가입할 것을
강제하는 것(Union shop)에 대하여 헌법적 평가가 필요하며, 그에 대한 판단은 학자들의

19) 계희열(주 10), 753.
20) 계희열(주 10), 754.
21) 정종섭(주 5), 586.
22) 권영성(주 5), 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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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해에 따라 일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소극적 단결권의 헌법적 근거에 관하여 논의되고 있는 학설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소극적 단결권의 헌법적 근거와 관련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이 헌법 제33
조 제1항에 정해져 있는 이상 이들 권리를 행사하거나 행사하지 않을 자유는 모두 헌법
제33조 제1항에서 보장된다고 보는 견해,23) 헌법 제10조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내지 헌법
제37조 제1항의 헌법에 열거되지 않는 자유에서 그 근거를 찾는 견해,24) 단결권은 적극
적인 단결권이 원칙이며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인 소극적 단결권은 결사의 자유의 문제라
고 보는 견해25) 등으로 대립한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소극적 단결권의 헌법적 근거와 관
련하여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 또는 헌법 제21조
제1항의 결사의 자유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26)
(2) 노동조합의 조직강제(Union shop의 문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2호 단서에서는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
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단결강제의 한 유형인 일정한 조건하의 Union shop의 방식27)을 인정하고 있다. 그렇지
만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당해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을 이유로 신분
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조항의 내
용을 일부 개정하였다.
헌법재판소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단체협약을 매개로 한 조직강제(이른바
유니언 샵)를 용인하고 있는데, 이 경우 근로자의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와 노동조합의 적
극적 단결권(조직강제권)이 충돌하게 되나, 근로자에게 보장되는 적극적 단결권이 단결하

23) 정종섭(주 5), 588; 허영(주 5), 507.
24) 권영성(주 5), 672.
25) 김철수(주 12), 1011.
26) 憲裁 2005. 11. 24. 2003헌바9등(병합).
27) 김진곤(주 3), 3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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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아니할 자유보다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고, 노동조합의 조직강제권도 이른바 자유권을
수정하는 의미의 생존권(사회권)적 성격을 함께 가지는 만큼 근로자 개인의 자유권에 비
하여 보다 특별한 가치로 보장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노동조합의 적극적 단결권은 근로
자 개인의 단결하지 않을 자유보다 중시된다고 할 것이고, 또 노동조합에게 위와 같은 조
직강제권을 부여한다고 하여 이를 근로자의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
해하는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하여 합헌으로 판시하고 있다.28)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Union Shop협정의 문제를 모두 해결하는 것도 아니었으
며, 사용자에 의하여 해고되는 근로자의 직업상실 또는 다른 노동조합의 결성(이른바 복
수노조의 설립) 등에 장애가 존재하였다. 이러한 여러 가지 노사관계의 문제점이 대두되
자 입법자는 2006. 12. 30.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2호를 일부 개정하
였다. 종전에 Union Shop협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경우
에만 신분상 불이익을 가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나, 법을 개정하면서“그 노동조합을 탈퇴
하여 새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신분
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게 하여 그 보호범위를 확장”
하였다. 복수노조의 문제가 결
부되면서 근로자의 노조설립 및 가입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겠다는 취지에서 나온
것인데, 그렇더라도 여전히 소극적 단결권을 누리고자 하는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보호될
여지가 사라진다.

라. 노동조합의 조직과 복수노조의 문제
(1) 설립신고제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에서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
에 가입할 수 있음을 규정하면서, 동법 제10조 제1항에서는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서를 노동부장관이나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
고, 신고서를 접수받아 노동부장관 등이 노동조합에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신고서 접수시
에 노동조합이 설립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동조합의 설립에 있어서 신고주의
는 노동조합의 자유로운 설립에 대한 제한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제도는 노동조합

28) 憲裁 2005. 11. 24. 2002헌바95ㆍ96, 2003헌바9(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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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대외적 자주성과 대내적 민주성을 확보하려는 노동행정상의 목적을 위하여 마련된 것
에 불과한 것이며, 결코 노동조합의 자유설립을 저지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된다.29)
그러므로 설립신고를 하는 것은 설립허가를 위한 것은 아니다. 만약 행정관청이 노동조합
의 설립을 가로막기 위하여 신고제를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하는 것은 노조설립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2) 복수노조의 문제
구 노동조합법은 기존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하거나 그 노동조합의 정상적 운영
을 방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이는 노동조합간의 부
당경쟁을 방지하고 어용노조의 성격을 지니는 제2노조의 난립을 억제함으로써 기존 노동
조합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것을 저지하여 노동조합과 관련되는 분규를 사전에 예
방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규정된 것이었다. 그러나 그 동안 이 조항은 운용에 있어서 제2
노조의 출현 자체를 법적으로 배제시키는 방향으로 매우 경직되게 운용되었다. 노동법 개
정으로 동 조항이 삭제됨으로써 복수노조의 출현과 단체교섭경합권의 문제가 현실화되고
있다. 복수노조의 허용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고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중복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단위노조에 대하여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그 시행을 연기
하였으나, 2010년부터는 단위노조에 대해서도 복수노조가 전면적으로 허용되게 되었다.
단결권의 적극적 내용으로서 단결선택의 자유 즉 노동조합선택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
다는 점에서 복수노동조합의 설립금지를 강제하는 것은 단결권의 침해이다.30)

3. 단체교섭권
단체교섭권은 근로자의 단체가 사용자와 근로조건에 관하여 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말
한다. 근로자에게 단체교섭권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계약으로부터 근로계약의 분리를 의

29) 김
 형배, 노동법, 박영사, 2007, 688. 노동조합법이 노동조합의 설립에 관하여 신고주의를 택하고 있는 취
지는 소관 행정당국으로 하여금 노동조합에 대한 효율적인 조직체계의 정비·관리를 통하여 노동조합이 자
주성과 민주성을 갖춘 조직으로 존속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을 보호·육성하고 그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
기 위한 노동정책적인 고려에서 마련된 것이다(大判 1997. 10. 14. 96누9829).
30) 김형배(전주) 674; 정종섭(주 5), 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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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하는 것이다.31)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집단적 근로관계에 대하여 주로 노
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위원회법 그리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등
이 적용된다.

가. 단체교섭권의 주체
단체교섭권은 근로3권이지만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다. 단
체교섭권은 각 근로자의 개별문제라기보다는 근로자집단의 문제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주체는 노동조합 등과 같은 단결체이다.32) 여기서 구별해야 할 개념으로서 단체교섭의
당사자와 단체교섭의 담당자가 있다. 우선 단체교섭의 당사자는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그
것을 구성원들에게 효력을 강제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 따라서 단체교섭의 당사
자는 개개의 근로자가 아니라 노동조합 자체를 말한다.33) 다음으로 단체교섭의 담당자는
실제 노사간의 단체교섭을 직접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단위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단위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는 교섭할 권한이 있으므로 단체교섭의 담당자가 될 수
있다. 단체교섭은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단체교
섭을 담당하는 자는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까지도 행사할 수 있다.34) 왜냐하면 입법자가
근로자에게 근로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법적 제도와 법규범을 형성함에 있어서
단체협약제도의 기능확보라는 중요한 공공복리를 위하여 노동조합의 활동의 자유를 제
한한 것이고, 그 제한의 내용 또한 근로3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지위는 노동조합의 자격을 가진 근로자단체이면 차별 없이
부여되어야 하므로 유일교섭단체조항을 두거나 배타적 교섭조항을 이유로 어느 노동조합
의 단체교섭을 거부하지 못한다. 따라서 사용자가 유일교섭단체조항 또는 배타적 교섭조
항으로 정당한 단체교섭을 거부하면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31) 권영성(주 5), 673.
32) 권영성(주 5), 673; 정종섭(주 5), 590; 계희열(주 10), 757.
33) 김형배(주 29), 731.
34) 憲裁 1998. 2. 27. 94헌바13 등(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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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단체교섭권의 내용
정당한 단체교섭의 요구에 대하여 사용자는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하면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 부당노동행위가 되어
(노동조합법 제81조 제3호) 형사책임이나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며, 사용자의 교섭거부
로 근로자가 쟁의행위를 하는 경우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된다.
단체교섭의 결과인 단체협약은 노사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자치규범으로서의 효력을 가
지며(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다.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근로자 및 단체의 본질적인 활동의 자유인 단체교섭권에는 단체협약체결권이 포함
되어 있다.35)
단체교섭사항은 영미법상 분류체계에서 금지교섭대상, 의무교섭대상 그리고 임의교섭
대상으로 구분된다. 근로자와 사용자는 단체교섭의 범위를 선정하는 것에 가장 큰 관심사
를 갖고 있으며, 그 대상을 어디까지 설정할 것인가는 끝없는 이해대립의 장이다. 특히 사
36)
용자가 행사하는‘경영상 판단’
이 어디까지 허용될 것이며, 그것은 아무런 한계 없이 사

용자의 권한에 전속되는 것인가를 규명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문
제로 대두되고, 이에 대한 다툼은 단체교섭의 과정에서 흔히 나타나는 대립적 사항이다.
단체교섭은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위한 것이므로 근로조건과 무관한 사항은 단체교
섭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영권이나 인사권에 속하는 사항은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
상이 될 수 없지만,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이나 지위에 직접 관련되거나 그것에 중대한 영
향을 미치는 경영·인사사항은 그 한도 내에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된다는 견해가 있다.37)
판례도 대체로 경영권이나 인사권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법원은
‘한일개발’
노동조합사건에서 피고회사가 시설관리사업부를 폐지하기로 결정한 것은 경
영주체의 경영의사결정에 의한 경영조직의 변경에 해당하여 그 폐지결정 자체는 단체교
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38) 그 후
“정리해고나 사업조직의 통폐합 등 기업의
구조조정의 실시여부는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는

35) 憲裁 1998. 2. 27. 94헌바13 등(병합).
36) 김진곤(주 3), 113-115.
37) 계희열(주 10), 758.
38) 大判 1994. 3. 25. 93다3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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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나 합리적인 이
유 없이 불순한 의도로 추진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이 실질적으로 그
실시 자체를 반대하기 위하여 쟁의행위에 나아간다면, 비록 그 실시로 인하여 근로자들의
지위나 근로조건의 변경이 필연적으로 수반된다고 하더라도 그 쟁의행위는 목적의 정당
성을 인정할 수 없다”
고 판시하였다.39)

다. 단체교섭권의 제한
헌법 제33조 제1항이 보장하는 단체교섭권은 어떠한 제약도 허용되지 아니하는 절대적
인 권리가 아니라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공익상의 이유로 제한이 가능하며, 그 제
한은 노동기본권의 보장과 공익상의 필요를 구체적인 경우마다 비교형량하여 양자가 서
로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는 선에서 결정된다는 것이 우리 헌법재판소의 견해이다.40)
우리 헌법 제33조 제2항에서 공무원은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만 근로3권이 보장된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공무원의 단체교섭권은 법률이 정하는 경우에만 인정되며, 개별 법
률에서 이를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
한 법률 제7조 제1항은
“……단체협약의 내용 중 법령·조례 및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과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
지지 아니한다”
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무원과 교원은 각각 공무원노조법 제10조와 교
원노조법 제7조에 의하여 단체교섭에 일정한 한계가 규정되고 있다.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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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단체행동권
가. 단체행동권의 의의
단체행동권은 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에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쟁의권을 말한다. 노동
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쟁위행위라 함은 파업·태업·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
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39) 大判 2002. 2. 26. 99도5386; 2003. 12. 11. 2001도3429.
40) 憲裁 2004. 8. 26. 2003헌바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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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법 제2조 제6호). 근로자와 사용자는
단체교섭을 한 후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인데도, 당사자가 성실하게 교
섭절차를 진행하였어도 더 이상 의견일치를 보이지 않아 교섭을 중단하고 근로자는 단체
행동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단체행동권은 성실한 단체교섭을 진행한 후 최후 보충적으
로 행사되어야 하는 권리이다.
또한 앞서 살펴본 것처럼 교원 또는 공무원,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의 근로자는
일반 근로자와 달리 단체행동권의 인정 여부나 행사범위에서 일정한 추가적 제한이 입법
자의 선택에 의하여 도입될 여지가 있다. 이미 입법자는 교원노조법, 공무원노조법 그리
고 방위사업법에서 단체행동권에 대한 부분을 규정하고 있다.

나. 단체행동권의 주체
단체행동권의 주체는 근로자 개개인이다. 그렇지만 근로자는 다른 근로자와 단결하
여 쟁의행위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주체는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단체이다.41)
사용자도 단체행동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
법 제46조에서 쟁의행위의 하나로 직장폐쇄를 예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용자는 이 법
에 따라 쟁의행위의 당사자가 되기는 하지만, 사용자의 직장폐쇄는 근로자측의 부당한 쟁
의행위에 대항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노사균형론의 입장에서 인정되는 것일 뿐이며 단체
행동권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42) 사용자가 쟁의행위로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직장폐쇄인데, 이 방법은 헌법 제33조의 근로3권에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근로3권의 주체는 이미 근로자임을 전제하고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허용되는 수단은 아
니다. 그렇다면 쟁의행위의 한 방법인 직장폐쇄가 헌법의 어느 조항을 근거로 긍정 또는
부정될 것인가? 비록 근로3권의 범주에 직장폐쇄가 포섭되지 않더라도 우리 헌법질서에
서 직장폐쇄권이 부인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것이 어느 조항을 근거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에 초점이 모아져 있다. 첫째, 헌법 제23조 제1항의 재산권 규정과 헌법 제119조

41) 계희열(주 10), 759; 권영성(주 5), 675.
42) 권영성(주 5), 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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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의 경제조항에서 그 근거를 찾는 견해가 있다.43) 둘째, 우리 헌법의 근로3권의 주체
는 근로자이기 때문에 헌법 제15조 직업의 자유의 내용인 영업의 자유에서 찾는 견해가
있다.44) 이 둘의 견해가 그 헌법적 근거를 달리하여 설명되고 있지만 헌법질서 속에서 사
용자의 직장폐쇄권은 도출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또한 이것은 정당성을 가진다.
그렇더라도 사용자의 직장폐쇄권은 일정한 한계를 가진다. 자세한 것은 뒤에서 설명하기
로 한다.

다. 단체행동의 유형
단체행동권의 구체적인 행사방법으로는 동맹파업·태업·보이콧·피케팅 등이 있다. 파
업은 근로자들이 집단적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하여 업무의 운영을 저해하는 것을 말하며,
태업은 의식적으로 평소보다 작업능률을 떨어뜨리거나 특정한 업무를 거부하여 노무를
불완전하게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보이콧은 조합원, 소비자 또는 다른 기업을 대상으로
쟁의중인 기업의 생산품의 불매 내지 거래의 중단을 호소하는 것을 말한다. 그 밖에도 파
업과 같은 주된 쟁의행위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으로 다른 근로자 및 일반 시민에게 쟁의
중임을 알려 근로자에게 유리한 여론을 형성하거나 쟁의행위에서의 근로자의 이탈을 방
지하고 대체근로를 저지하기 위해 필요한 장소에 감시하는 인원을 배치하거나 사업장의
출입통행에 제한을 가하는 방법으로 피케팅 등이 있다.
특히 가장 강력한 효력을 발휘하는 파업권의 행사는 모든 근로관계를 잠정적으로 정지
시키기 때문에 그 방법 또한 다양하게 선택된다. 근로자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제공
전부를 거부하는 전면파업을 실행하거나, 어느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일부분에 대한 근로제
공만 거부하는 부분파업을 할 수도 있다. 또한 파업을 하다가 중단한 후 다시 파업을 하
는 형태로 진행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파업을 한 기간에 대한 임금지급의 문제에서 사용
자는 근로관계의 중단으로 그 기간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도 없으며, 근로자는 이 기간의
임금지급을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43) 권영성(주 5), 677. 그리고 이준일, 헌법학강의, 홍문사, 2007, 830에서는 재산권 조항 하나만을 들고 있다.
44) 전광석, 한국헌법론, 법문사, 2007, 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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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쟁의행위의 한계
쟁의행위의 결정은 민주적으로 하여야 하며 조합원의 찬반투표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
며, 쟁의행위는 그 목적·방법 및 절차에 있어서 법령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7조). 헌법상 보장되고 있는 쟁의행위라고 하여도
그것이 어느 경우에나 절대적으로 보장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그 정
당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정당한 쟁의행위라 함은 그‘주체’
가 단체교섭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라야 하고, 그‘목적’
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 있어야 하며,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단체교섭의 요구를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과 법에서 정하는 쟁의발생 신고를
거쳐야 하고,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을 물론 폭력행사
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45)
정치적인 주장을 하거나 이를 관철시키기 위한 파업이 허용되는가가 문제되고 있으며,
이를 포함하는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가 논란이 되고 있다. 여기서 정치파업을 어
떻게 이해하느냐가 근로3권의 보호와 직접적인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 정치파업의 개념
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는 현실 노사관계에서 매우 어려운 문제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
이다. 그래서 정치파업을‘순수한 정치파업’
과‘산업적 정치파업’
으로 구분하여 이해하고
자 하며, 순수한 정치파업은 허용될 수 없지만, 산업적 정치파업은 노동관계법령의 개폐
등이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밀접한 관련을 지니고 있으면 허용될 수 있다고 본다.46)
노동조합이 사용자의 의사에 반하여 생산수단을 자기 지배하에 두고 경영까지 장악하
는 생산관리가 쟁의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학설이 대립하고 있지만, 생산수
단을 근로자들이 직접 지배하는 정도에 이르는 것은 사유재산권을 부정하는 것으로 헌법
상 허용될 수 없다고 이해되고 있다.47)
그리고 사용자는 쟁의행위의 당사자로서 직장폐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였다. 사용
자에게 이를 인정하더라도 직장폐쇄권은 일정한 한계 안에서 행사되어야 한다. 우선 사
용자는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항하는 방편으로서 방어적·대항적 직장폐쇄만 가능한 것

45) 憲裁 1996. 12. 26. 90헌바19 등 병합.
46) 권영성(주 5), 678; 정종섭(주 5), 593; 허영(주 5), 512.
47) 권영성(주 5), 678; 김철수(주 12), 1015; 정종섭(주 5), 592; 허영(주 5), 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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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 공격적·선제적 직장폐쇄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음으로 사용자는 직장폐쇄를
하는 경우라도 미리 행정관청 및 노동위원회에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사용자의
직장폐쇄권은 실체적인 면뿐만 아니라 절차적인 면에서도 일정한 제한이 이루어지고 있
다. 이러한 내용을 갖는 이유는 직장폐쇄는 사용자의 생산중단을 가져오게 되므로 근로자
개인에게는 생산활동에 참여할 수 없게 되고, 기업의 측면에서는 생산중단으로 기업 본
연의 업무를 중지하게 되므로 막대한 손실을 감수하게 하여 경제적 손실을 떠안아야 하는
문제로 확장되기 때문이다. 그것은 넓게 확장하면 국민경제라는 부분에서도 부정적인 현
상을 가져오게 한다.

마. 정상적인 쟁의행위의 효과
(1) 개요
쟁의행위는 업무의 저해라는 속성상 그 자체로 여러 가지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정당성을 가지는 경우에는 형사책임이 면제되며 민사상 손해
배상책임도 발생하지 않는 것은 헌법 제33조의 근로3권에 당연히 포함된 내용이며, 노동
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이를 명문으로
확인한 것이다.48)
단체행동은 주로 파업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러한 파업은 순수하게 보면 근로자와 사
용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불이행으로서 채무불이행에 해당하지만 헌법이 근로3권의 내
용으로서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의사관철의 수단으로 허용될 수 있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근로자는 파업권을 행사할 때에 일정한 목적, 방법, 절차상 한계를 준
수하여야 한다.
(2) 형사책임의 면제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유지·개선하고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위한 정당한 쟁의행
위에 대하여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의 규정을 적용하여 형사상의 처벌을 받지 않는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조).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이나 파괴행위는 정당한

48) 憲裁 1998. 7. 16. 97헌바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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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로 해석되지 않는다(동법 제4조 단서). 그런데 정당한 쟁의행위가 어떤 이론적 근거
에서 형사상 면책되는가에 대하여 의견이 나뉘고 있다.49) 첫째, 근로자의 채무불이행 등
은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견해가 있다. 둘째, 정당한 쟁의행위
는 시민법에 접목된 하나의 예외적으로 합법적인 사회현상이 아니라 노동법에 의하여 독
자적 성격과 고유한 가치가 승인된 원칙적으로 합법적인 행동유형이라고 보아 구성요건
해당성을 조각한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우리 대법원은 위법성조각사유의 하나로 인식하
고 있다.
따라서 대법원은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다음의 사유를 제시하고
있다.50) 첫째,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에 의하여 행해진 것이어야 한다. 둘째, 노
사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어야 한다. 셋째,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
조건의 개선에 관한 구체적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단체교섭의 자리에서
그러한 요구를 거부하는 회답을 했을 때에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사전신고를 거쳐서 행하여야 한다. 넷째, 쟁의권의 행사방법은 노무의 제공을 전면적 또
는 부분적으로 정지하는 것이어야 함은 물론 공정성의 원칙에 따라야 할 것임은 노사 관
계의 신의칙상 당연하며, 사용자의 기업시설에 대한 소유권 기타의 재산권과도 조화를 기
해야 하고, 폭력의 행사는 신체의 자유, 안전이라는 법질서의 기본원칙에 반하는 것이므
로 허용될 수 없고, 특히 쟁의권이 노동력의 집단적 거래로서의 측면을 갖는 단체교섭에
있어서 그것을 집단적으로 이용시키지 않게 함으로써 경제적 압력을 넣는 권리이고, 또한
이러한 경제적 압력을 유지, 강화시키기 위하여 사용자가 다른 노동력을 사용하거나 거래
선을 확보하는 것을 방해하는 권리인 것이므로 쟁의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행위로서의
“쟁
의행위”
는 근로자집단이 그 주장의 시위나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노무의 제공을 완
전 또는 불완전하게 정지하거나, 또한 필요에 따라 이 노무정지를 유지하기 위한 피켓팅
이나 사용자와의 거래를 거부하라고 호소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당한 쟁의행위가 아닌 경우에 그것이 폭행·협박 등의 수단을 사용하지 않았더
라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다.51) 헌법재판소는 형법 제314

49) 김형배(주 29), 815.
50) 大判 1990. 5. 15. 90도357.
51) 憲裁 1998. 7. 16. 97헌바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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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 업무방해죄에 대한 사안에서
“파업 등의 쟁의행위는 본질적·필연적으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어 폭행·협박 또는 다른 근로자들에 대한 실력행사 등을
수반하지 아니하여도 그 자체만으로 위력에 해당하므로, 정당성이 인정되어 위법성이 조
각되지 않는 한 업무방해죄로 형사처벌할 수 있다”
는 대법원의 논리를 긍정하고 있다.
(3) 민사책임의 면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에서 사용자는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
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민사상의 책임을 면제하고 있다. 또한 사용자는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동법 제81조 제5호).

5. 공무원의 근로3권과 노사관계
가. 개요
헌법 제33조 제2항에서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
섭권·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의 노동운동을 금
지하면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여 사실상 노무에 종사
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만 단결권·단체행동권·단체교섭권을 인정하고 있다.
공무원이 근로자임에는 틀림없지만 일반 근로자와 동등한 수준에서 근로3권을 보장받
아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다른 논의가 가능하다. 그러므로 공무원 중 근로3권을 보장할 공
무원의 범위나 근로3권을 긍정하더라도 세 권리를 모두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부분적으
로 보장할 것인지는 입법자의 형성대상으로 남아 있다.52) 따라서 입법자는 헌법이 보장한
내용에 따라 법률의 단계에서 노동조합의 가입범위, 근로3권의 보장범위에 대하여 일정
한 입법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런데 현행 법체계를 보면, 공무원 가운데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자는 근로3권을 모
두 행사할 수 있지만, 공무원노조법에 의하여 노조가입이 허용되는 공무원은 단결권과 단

52) 전광석(주 44), 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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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교섭권만 행사할 수 있다. 그 외 공무원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기 때문에 근로3권
을 모두 행사할 수 없다. 공무원노조법은 공무원의 직급에 따라 노조가입의 범위를 설정
하고 있다.

나.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자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를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
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동조 제2항), 공무원
복무규정 제28조에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라 함은 정보통신부 소속의 현업
기관과 국립의료원의 작업현장에서 노무에 종사하는 기능직공무원(기능직공무원의 정원
을 대체하여 채용된 일반계약직공무원 및 시간제일반계약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고용
직공무원으로서 일정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서무·인사 및 기밀
업무에 종사하는 자, 경리 및 물품출납사무에 종사하는 자, 노무자의 감독사무에 종사하
는 자, 보안업무규정에 의한 보안 목표시설의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자, 승용자동차 및 구
급차의 운전에 종사하는 자는 제외한다.
헌법재판소는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의 단결권·단체교섭권·단
체행동권을 부인하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에 대하여 합헌이라고 판시하였다.53) 그
러나 모든 공무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쟁의행위를 금지하여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
무원에 대하여도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구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2항에 대하여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다.54)

다. 공무원의 노동조합과 근로3권
공무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의 범위는 국가공
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을 말하며,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단서 및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 노무에 종
사하는 공무원과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교원인 공
무원을 제외한다.

53) 憲裁 1992. 4. 28. 90헌바27등(병합).
54) 憲裁 1993. 3. 11. 88헌마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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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는 공무원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은 인정한다. 다만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이
나 임용권의 행사 등 그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 없는
사항은 교섭대상이 될 수 없다(법 제8조).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는 6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
는 연구 또는 특수기술직렬의 일반직공무원, 특정직공무원 중 6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
에 상당하는 외무행정·외교정보관리직공무원, 기능직공무원, 6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
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및 계약직공무원, 고용직공무원 등이며, 다른 공무원에 대하
여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거나 다른 공무원의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인사·보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등 노동조합과의 관계에서 행정기관의 입장에
서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교정·수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업무의 주된 내용이 노동관계의 조정·감독 등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수행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등은 노동조합에 가
입할 수 없다.
공무원이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
회·행정부·특별시·광역시·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및 특별시·광역시·도의 교육
청을 최소단위로 하며, 노동부장관에게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법 제5조).
이 법의 규정은 공무원이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직장협
의회를 설립·운영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법 제17조). 공무원직장협의회는 공무원
노조와 달리 노동조합의 기능을 하는 것은 아니며, 공무원의 노사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
는 여러 문제들을 논의할 수 있는 협의체기구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공무원직장협의회가
노동조합처럼 단체교섭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라. 공무원직장협의회와 공무원의 노사관계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업무능률 향상 및 고충처리 등을 위한 직장협의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두고 있다.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그 하부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직장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다. 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으로는 6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 및 이에 준하
는 연구·특수기술직렬의 일반직공무원, 특정직공무원 중 재직경력 10년 미만의 외무영사
직렬·외교정보기술직렬 외무공무원, 기능직공무원, 고용직공무원, 제1호의 일반직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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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등이며, 노동운동이 허용되는 공무원과 지휘·감독의 직책이
나 인사· 예산·경리·물품출납·비서·기밀·보안·경비 또는 자동차운전 기타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협의회에 가입할 수 없다.
일반근로자의 경우에 집단적 노사관계에 관한 노동쟁의에 대한 문제는 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규율되고, 노사간의 건의·협의나 고충처리 등에 관한 문제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해결되고 있다. 그런데 공무원의 경우는
전자의 경우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규율되고, 그
밖의 공무원 노사관계는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결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다.

6. 주요방위산업체 종사자의 단체행동권
헌법 제33조 제3항에 따르면 법률이 정하는 주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
체행동권은 법률에 의하여 제한 또는 부정될 수 있다. 방위산업체에 대한 근로3권의 제한
은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의 근로자에 한정되며, 제한되는 기본권도 단체행동권
만이 제한된다.55)
”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서 방위산업체의 지정제를 두고 있었으나, 2006년 1
월에 폐지되면서 방위사업법으로 제정되었다. 방위사업법 제3조에서 방위산업이라 함은
방위산업물자를 생산하거나 연구개발 하는 업을 말하며, 방위산업체란 방위산업물자를
생산하는 업체로서 이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산업체로 지정된 업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조 제8호, 제9호).
방위사업법 제35조에서는 방위산업체의 지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방산물자를 생
산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기준과 보안요건 등을 갖추어 산업자원부장
관으로부터 방산업체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산업자원부장관은 방산업체를 지정
함에 있어서 미리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도로 규정하고 있다. 산업자원부장관이 방위산
업체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주요방산업체와 일반방위산업체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총포류

55) 김진곤(주 3), 273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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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화력장비, 유도무기, 항공기, 함정, 탄약, 전차·장갑차 그 밖의 전투기동장비, 레
이더·피아식별기 그 밖의 통신·전자장비, 야간투시경 그 밖의 광학·열상장비, 전투공병
장비, 화생방장비, 지휘 및 통제장비, 그 밖에 방위사업청장이 군사전략 또는 전술운용에
서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물자를 생산하는 업체를 주요방위산업체로 그 밖에 방
산물자를 생산하는 업체를 일반 방위산업체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제2항에서 방위사업법에 의하여 지정된 주요방위
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전력, 용수 및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 근로자가 쟁의행위를 할 수 없게 한
이유는 국가방위와 관련된 사업이나 업무에서 중요 방산물자의 생산이 중단되는 경우에
국가의 계속성을 보장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며, 남북분단상황에서 국가안보는 매
우 중대한 헌법적 보호가치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근로3권의 보장을 확대하기 위하여 주요방위산업체의 지정기
준에 관하여 실질적인 기준에 한정적으로 운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법원은
“헌법 제
37조 제2항이 규정하는 기본권제한입법의 필요성과 한계성에 비추어 볼 때에, 방위산업
체의 지정을 받은 업체라고 하더라도 방산물자 생산을 일시 중단하거나 휴지한 것이 아
니라 방산물자 생산을 포기하고 그 생산조직과 활동을 폐지하여 방산물자생산업체로서의
실체가 없어진 경우에는 형식상 방위산업체지정처분이 미처 취소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
고 하더라도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2항의 쟁의행위제한규정을 적용한 방위산업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고 판시56)하였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쟁의행위가 금지되는‘방위산업
체에 종사하는 근로자’
의 범위를 방산물자의 생산이라는 실질적인 기준에 따라 주요방산
물자를 직접 생산하거나 생산과정상 그와 긴밀한 연계성이 인정되는 공장에 속하는 근로
자에 한정함으로써 해석상 그 범위의 제한이 가능하다고 볼 것이고, 그러한 해석이 현행
헌법이 근로 3권을 대폭 신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면서도 단체행동권의 제한 또는 금지
의 대상을 주요방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보다 한정하고 있는 취지에 부합된다고 할
것이므로, 주요방산업체가 보유한 공장 중 방산물자생산과 무관한 공장에 종사하는 근로
자의 단체행동권은 이 법 제12조 제2항에 의하여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라고
판시하였다.57)

56) 大判 1991. 1. 15. 90도2278.
57) 憲裁 1998. 2. 27. 95헌바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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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근로3권의 효력
근로3권은 대국가적 효력을 갖는다. 근로3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국가권력의 방해나 간
섭 또는 제재를 받지 않으며, 국가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치(법적 보호)를 요구할 수 있다.
근로3권은 사인에 대하여도 효력을 갖는다. 근로3권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적용되
는 것을 전제로 하는 기본권이기 때문이다. 근로3권이 대사인적 효력을 갖는 경우에도 사
인간에 직접 적용되는 것인가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헌법상의 기본권 규정
은 사인간에 있어서는 간접적으로 적용될 것이지만, 권리의 내용상 근로자 대 사용자라는
사인간의 관계에 관한 것이 명백한 근로3권과 같은 경우에는 사인간에도 직접 적용되는
현실적·구체적 권리의 성격을 갖는다는 견해,58) 근로3권 규정은 사인에 대하여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적용될 수 있으며, 직접 적용하느냐 간접 적용하느냐의 문제는 원칙적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할 문제라는 견해59)로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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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34조
이덕연
第34條
① 모든 國民은 人間다운 生活을 할 權利를 가진다.
② 國家는 社會保障·社會福祉의 增進에 노력할 義務를 진다.
③ 國家는 女子의 福祉와 權益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國家는 老人과 靑少年의 福祉向上을 위한 政策을 실시할 義務를 진다.
⑤ 身體障碍者 및 疾病·老齡 기타의 사유로 生活能力이 없는 國民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家의 보호를 받는다.
⑥ 國家는 災害를 豫防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國民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
여야 한다.

I. 기본개념과 입헌취지
자유와 평등의 조화가 정의이념의 핵심이라고 한다면, 사회국가원리 또는 복지국가원
리는 정의의 구현이라는 국가목적의 당위성을 확인하는 동시에 그에 따른 국가와 사회의
윤곽질서의 설계와 구체적인 실천에 대한 지침과 과제를 제시하는 헌법원리이다. 오랜 기
간의 지체 끝에 때로는 점진적으로, 때로는 급격하게 발전해 온 장구한 정의이념의 역사
와 그 실현의 도정에 비추어 보면, 자유와 평등의 관계 속에서 적어도 정치경제적 현실과
연계된 구체적인 규범적 실천의 차원에서 균형구도를 지향하게 된 것은 자본주의의 문제
점과 폐단이 극명하게 드러나고, 그에 대한 반성과 극복의 대안이 불가피하게 된 19세기
중후반 이후 부터였다고 할 수 있다.
진영을 같이 하여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거의 20세기 내내 진행된 자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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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공산주의의 체제경쟁은‘역사의 종언’
을 선언할 정도로 세기 후반에 전자의 승리로 판
가름이 났지만, 이 승부의 내용이 자유와 평등에 대한 양자택일이 전제된 이념적 대립 구
도 속에서 자유이념이 일방적이고 전면적으로 승리한 결과로 정리될 수 없음은 물론이다.
오히려 절대명제로서 조화와 균형의 당위성을 확인하게 된 것이 전리품의 핵심이고, 이는
곧 자유와 평등의 이념이 함께 이끌어 낸‘역사의 승리’
라고 할 수 있고, 사회국가원리는
바로 이 공유의 전리품이 헌법이론적으로 정리되어서 헌법에 수용된 결과물로 이해된다.
일제 식민시대의 단절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근대 이후 자유와 평등의 조화를 지향하는
정의이념의 형성과 승리의 역사에 보조를 맞추고 동참하지는 못하였고, 현재 까지도 좌
우 이데올로기의 체제대립구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지만, 사회정의와 자유와 평등의 조
화를 지향하는 사회국가원리는 1948년의 제헌헌법 이래 줄곧 우리 헌법의 근본이념과 기
본원리로 채택되어 유지 및 확충되어 왔다. 지난 60년간 비교사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의
급속한 규범환경의 변화 속에서 양적으로든 질적으로든 여전히 미흡한 수준에서, 특히 사
각지대가 적지 않은 개별 사회복지분야에서 사회국가실현의 과제를 남겨 두고 있기는 하
지만, 결과적으로 우리 헌법의 선택과 방향설정과 그에 따른 사회보장법적 실천의 과정1)
은 적어도 역사의 큰 흐름에 역행하지 않았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와 함께 사회복지 및 사회보장의 증진에 노력해야 할
국가목적조항 등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헌법 제34조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질서체계의
정점에 놓고 있고, 사회정의의 이념을 지향하는 우리 헌법체제의 과거와 현재에 대하여
긍정적 평가를 할 수 있게 해주는‘실존적 기호’
의 핵심인 동시에, 앞으로 우리 국가와 사
회의 당위적인 발전의 방향과 그에 필요한 제도적, 현실적 조건을 점검하고, 문제인식의
지평을 확대 및 공유하면서 구체적인 실천과제를 확인해 나가는데 매우 유용한 규범적 지
침과 단서이기도 하다.

1) 한
 국 사회보장법의 형성과 발전에 관해서는 전광석, 한국사회보장법론, 법문사, 1997, 157-177. 전 교수
는‘사회보장에 대한 의식과 문제인식의 수준’
,‘사회보장법 적용대상인 국민의 수’및‘생활위험에 대한 사
회보장법의 포착범위’등을 기준으로 1961년 이전, 1961-1976년, 1977-1986년, 1987년 이후 까지 한
국 사회보장법 발전역사의 시대구분을 하였는데, 현 시점에서는 1997년 말의 외환위기 전후의 급속한 규범
환경의 변화와 2008년부터 시행되는 기초노령연금법(2007.4.25) 등을 고려하면 추가로 시대구분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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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연혁
현행 헌법 제34조의 시초는‘노령, 질병 기타 근로능력의 상실로 인하여 생활유지의 능
력이 없는 자’
에 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 국가보호’
를 규정한 제헌헌법(1948) 제
19조에서 찾아진다. 또한 제헌헌법은 경제질서에 관해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
요를 충족할 수 있게 하는 사회정의의 실현과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기함으로 기본
으로 삼는다. 각인의 경제상 자유는 이 한계 내에서 보장된다”
고 규정하여(제84조), 사회
국가원리와 연계되는 이른바‘사회적 시장경제질서’
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헌법 제119조
와 대강이 다르지 않은 경제조항을 두었다.
국가목적규정의 형식이 아닌 권리규정으로‘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와 함께 국가의
‘사회보장증진 노력의무’
가 처음 규정된 것은 1962년(제5차 개헌) 헌법이었다(제30조 제
1, 2항). 그 후 1980년(제8차 개헌) 헌법에서 국가의무로서‘사회보장’
에 더하여‘사회복
지’
의 증진노력이 추가되었다(제32조 제2항).
현행 1987년(제9차 개헌) 헌법은‘여자의 복지와 권익향상’
(제3항)과‘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
(제4항),‘재해예방과 위험으로부터 보호’등 보호대상 별로 비교 입헌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다양하고 세부적인 사회정책지침을 추가하여 규정하였고, 법률에 의한 보호
의 대상인‘생활능력이 없는 국민’
을‘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
로 그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였다(제5항).2)

III. 입헌례와 비교법적 의의
사회국가원리 또는 사회적 기본권의 이념적 원천이 정치경제학적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표출된 것은 1789년 프랑스대혁명의 전후 시점에서 찾아진다. 시행조차 되지 못하였고,

2) 우
 리 법제상 장애인관련 규정의 시초는 1952년에 제정된 전몰군경과상이군경연금법(9.26. 법률 제256호)
이지만, 직접적인 장애인복지 관련 최초입법은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이다. 동 법은 1989년에 장애인
복지법으로 전문 개정되었고, 1999년의 전문개정을 비롯한 수차례 개정을 통하여 보완되어 시행되고 있다.
상세한 입법연혁은 김두식,“우리 법률상의 장애인식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인권과 정의 314호(2002.10),
6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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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입법방침규정의 성격을 넘어서지 못하는 것이었지만 1793년 프랑스헌법은 노동
권, 공적부조청구권, 교육을 받을 권리 등을 규정하였고, 그 후 네델란드, 벨기에 등 일부
유럽국가에서 일부 사회적 기본권을 헌법에 수용하였다.3)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진지한 관심이 본격적으로 성문헌법에 수용된
최초의 입헌례는 바이마르헌법(1919.8.11)이라고 할 수 있다. 동 헌법은
“경제생활의 질서
는 개인에게‘인간다운 생활’
(menschenwuerdiges Leben)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
는 정의의 원칙에 합치되어야 한다.”
(151조)고 경제기본조항을 규정하였다. 이 조항의 대
강은 우리 제헌헌법의 경제조항 제84조에 그대로 원용되었다. 그 외에도 동 헌법은‘건강
과 노동력의 유지 및 모성보호, 노화와 질병 및 생활위험에 따른 경제적 피해의 예방’
을위
한
“포괄적인 사회보험제도”
의 창설(제161조), 실업자에 대한 생활비지급의 구체적인 내용
까지 포함한 노동자권리의 보장(제163조), 단결권, 임금과 노동조건 등의 결정에 대한 노
동자의 동등한 경영참여권 등 광범위하고 강력한 노동권의 인정(제165조) 등에 대한 근거
와 지침을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국가목적조항과 기본권 규정에 담았다.4)
바이마르 헌법과 함께 제헌 이래 우리 헌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현행 일본헌법(쇼
와헌법: 1946. 11.3제정, 1947.5.3시행) 제25조도 주목되는 입헌례이다. 제1항은 우
리 국민기초생활보장법(구 생활보호법)에 원용된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한도의 생활”
을 할 권리를, 제2항은
“모든 생활부문에서 사회복지, 사회보장 및 공중위생의 향상과 증
진에 노력”
해야 할 국가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 외에 1947년의 이태리 헌법도
“자유롭
고 품위 있는 생활”
을 규정하고 있고(제36조 제1항), 기타 1948년의 세계인권선언 제22
조, 1961년의 유럽사회헌장 제12조, 1966년 국제연합의‘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에 관한 규약’
(A규약) 제9조, 11조 등 국제법적으로도 표현은 다르지만 내용상으로는‘인
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와 유사한 권리가 인권으로 보장되고 있다.5)
전술한 바와 같이, 우리 현행 헌법은‘여자’
,‘노인’
,‘청소년’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
령 기타의 사유로 인한 생활무능력자’등 그 대상을 세분화하여 직접 헌법에 개별적인 국

3) 이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계희열, 헌법학(중), 박영사, 2007, 700-703.
4) 바이마르 헌법 번역본은 송석윤, 위기시대의 헌법학, 정우사, 2002, 부록 353 이하 참조.
5) 계희열(주 3), 722.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광석, 국제사회보장법론, 법문사, 2002, 4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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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목표조항 형식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헌법이론적, 정책적 평가는 별론의 대
상이되, 유례를 찾기 힘든 예외적인 입헌례이다. 전술한 일본헌법과 마찬가지로 사회보장
의무를 국가의무로 규정하는 경우에도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국가목표조항의 형식으로 규
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예컨대, 스페인헌법 제41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
다.
“공권력의 주체는 모든 시민에 대하여 실업의 경우를 비롯한 곤궁한 경우 그에 상응하
는 충분한 공적 부조를 보장하는 공적 사회보장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공적 부조는 무료
이다.”

IV. 다른 조문과의 체계적 관계
1. 규정체계의 복합성
우선‘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제1항)의 일반조항 또는 총칙적 성격의 규정과 함께 객
관적인‘국가목적조항’
으로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해야 할 국가의무(제2항)
에 관한 규정을 두고, 그 이하에서‘여성의 복지와 권익향상’
(제3항),‘노인과 청소년의 복
지향상’
(제4항),‘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의 보호’
(제5항) 및‘재해예방과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보호’
(제6항) 등 일련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회정책적 지침을 제시하고 있는 헌법
제34조의 헌법적 의의와 법적 효력에 대해서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거니와, 그것은 동 조
의 규정체계상의 이념성과 복합성 및 사회적 기본권의 일반적인 특성, 즉 그 실현의 가능
성과 수준이 재정여건에 의해 규정되는 현실의존성 등에 기인한다. 예컨대, 후술하는 바
와 같이‘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의 법적 성격에 대한 논란에서 잘 드러나듯이 동 조항,
특히 제1, 2항은 그 규정내용의 근본적인 이념성과 포괄성 및 객관성 때문에 헌법해석을
통해 헌법적 의의와 좌표를 설정하는 헌법해석작업에 적지 않은 어려움이 따른다.
이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다음 장에서 다루되, 다만 여기에서는 주목해야 할 두 가지
단서와 함께 다른 조문과의 체계적인 관계에 대한 대체적인 논의현황을 정리한다.
첫째는, 헌법해석의 효용의 관점이다. 적어도 명문상의 표현으로만 보면‘인간다운 생
활’
의 의미와 헌법 제10조상의‘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나‘행복추구권’등은 그 이념
적 지표 또는 근본규범으로서의 포괄성과 객관성은 차별화되기 어렵다. 동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국가의 구조적 원리인 사회국가원리의 헌법적 근거로 제시하거나,‘인간의 존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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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가치’
의 상위이념체계 속에서‘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를 사회적 기본권의 하부이념
으로 이해하는 식으로‘이념의 중층구조’
를 설정하는 견해 등은 바로 이러한 점에서 비롯
된 것이다. 그 관점과 결론의 당부에 대한 평가와는 관계없이 적어도 이러한 헌법해석론
의 법리적 필요성과 효용에 대하여 제시되는 의문점6)은 여전히 이론적 규명의 숙제로 남
아있다.
둘째는, 사회적 기본권의 구체적인 실천의 과제, 즉 사회정책의 기조와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관련된 헌법정책적 관점에서 이념법인 헌법의 해석에서 강조되는 가치상향성의
당위적인 요청과 함께 현실정합성에 유의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의 독자적인 기본권으로서의 내용과 효력이나, 개별 국가목적조항의 규범적 성격에
대한 논의에서 양면성, 즉 객관적인 질서 또는 이념적 지표성의 측면과 주관적인 권리의
측면에 대한 충분한 고려의 요청으로 이어지고, 이에 대한 고려를 통해 자연스럽게 헌법
규범과 헌법현실의 교차관계에 대한 입체적인 인식이 수렴된다.

2. 독자화 및 개별화의 요청과 연계된 타 조문과의 관계설정
전술한 유의점을 고려 할 때‘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와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증진에
노력할 국가의무 등을 비롯하여 헌법 제3항 이하에 규정되어 있는 개별적인 정책지표들
은 최대한 다른 기본권과 국가목적조항과의 실익없는 중복을 피하면서 사회국가원리의
가치상향적인 규범적 당위성과 현실정합성을 수렴할 수 있는 체계적 관계 속에서 그 의미
헌
법

와 법적 성격이 설정되어야 한다.
후술하는 바와 같이 특히‘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의 내용과 법적 성격에 관하여 다
양한 논의가 있지만, 어쨌든 개별 경제조항과 마찬가지로 유난히 구체적으로 많은 사회
적 기본권 및 국가목적조항을 두고 있는 우리 헌법에서 헌법 제34조는 (정의)이념과 원리
및 제도, 즉 자유와 평등의 조화를 지향하는 정의의 포괄적인 윤곽이념과 이념을 제도설
계로 이어 주는 사회국가원리 및 동 원리를 매개로 하여 구체화된 사회적 기본권의 제도

6) 이
 에 관해서는 특히 김선택,“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헌법규범성”
, 판례연구(고려대) 제9집(1998),
17-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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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일관된 체계 속에서 그 좌표가 설정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를 비롯하여 개별적인 국가목적조항에 담겨진 사회정책적 지침들은 정의사회의 이
념을 천명하고 있는 헌법전문이나,‘인간의 존엄과 가치’
나‘행복추구권’
(제10조), 평등권
(제11조)은 물론이고,‘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
(제31조), 최저임금제도를 비롯한 개별
적인 근로자보호(제32조), 노동 3권(제32조), 환경권(제35조)등의 규정들 또한 경제기본
조항(제119조)과 개별 경제조항들(제120조-제124조)과 이념적 토대와 정향점 및 그 매
개원리를 공유한다.7)
다만 기능적인 관점에서 헌법 제34조와 그 외의 사회적 기본권 및 국가목적조항들과의
개별적인 구체적 관계 또는 동 조의 개별 조항들 상호간의 관계는 체계적합성에 대한 헌
법이론적 관점과 헌법규범적, 정책적 효용에 대한 전략적인 판단을 토대로 하여 선택되는
헌법해석의 관점과 방법론에 따라 달리 설정될 수 있고, 실제로 다양한 해석론이 제기되
고 있는 바, 이에 관해서는 다음 장에서 상술한다.8)

V. 개념과 원리에 대한 판례 및 학설
1. 사회국가원리(복지국가원리)의 헌법적 의의와 특성
헌법상 명시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에 헌법적 근거와 개념 및 용어 등에 관해서는 논란
이 계속되고 있지만, 사회국가원리, 복지국가원리 또는 사회복지국가원리9) 등 용어상의
문제와 헌법적 도출근거에 대한 이견10)과는 무관하게 우리 헌법이 사회정의이념의 실현

7) 권
 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7, 144; 김철수, 헌법학개론, 박영사, 2007, 141-142;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07, 185; 정종섭, 헌법학원론, 박영사, 2007, 209; 허 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07, 152.
8) 예
 컨대, 김선택,(주 6), 19이하; 정종섭(주 7), 622; 한병호, 인간다운 생존의 헌법적 보장에 관한 연구, 서
울대 박사학위논문, 1993, 129이하.
9) 憲裁 1990.1.15. 89헌가103, 2, 13; 1993.3.11, 92헌바33, 5-1, 29, 40.
10) 이에 관해서는 전광석,“헌법재판소가 바라 본 복지국가원리”
, 공법연구 34-4-1(2006), 229-234; 김선
택(주 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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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한 국가와 사회의 윤곽질서와 자유와 평등의 실질적인 조화의 지침을 헌법의 기본원
리로 수용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된다.
헌법재판소는 누진세나 증여세 등을 통한 소득재분배와 국가재정의 정책적 기능 등을
헌법적으로 정당화하는 논거로 복지국가원리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하고,11) 사회국가원리
는 주로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와 경제입법을 심판대상으로 하는 경우에 사용하고 있다.12)
개념과 법적 성격에 대한 분명한 구별 하에 차별화된 용어를 일관되게 사용하고 있는 것
은 아니지만, 적어도 그 이념적 정향성과 내용상의 정체성을 공유하는 국가와 사회의 윤
곽질서가 헌법상 구조적 원리로 수용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있고, 헌법 전문, 제34조를 비
롯한 다양한 사회적 기본권, 제119조 제2항 등을 헌법적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13) 헌재의
정의에 따르면‘사회국가’
는‘사회현상에 대하여 방관적인 국가가 아니라...정의로운 사회
질서의 형성을 위하여 사회현상에 관여하고 간섭하고 분배하고 조정하는 국가’
이며, 궁극
적으로는‘자유의 실질적인 조건을 마련해 줄 의무가 있는 국가’
이다.14)
이러한 정의에서도 잘 드러나듯이, 사회국가원리는 실질적인 자유와 평등의 조화와 연
관되는 이데올로기성과 국가와 사회의 체제상 윤곽질서의 형성을 대상으로 하는 거시적인
포괄성과 개방성 등의 특성을 갖고 있는 객관적인 규범형식의 구조적 원리이다. 그렇기 때
문에 한편으로는 헌법해석을 포함하여 동 원리를 구체화하는 작업은 헌법과 정치, 법규범
과 정책의 교차점에서‘헌법의 정치화’또는‘정치의 헌법화’
의 위험에 전면 노출된 규범환
경 속에서 진행될 수밖에 없고, 또 한편 행위규범 및 (재판)통제규범으로서 그 결정 또는 심
사척도의 내용과 구체적인 적용범위 및 그 효용에 관해서도 이견의 폭이 적을 수 없다.15)
헌
법
제
3
4
조

11) 예
 컨대, 憲裁 1992.10.1, 92헌가6등병합, 4, 585, 604; 1996.3.28, 94헌바42, 8-1, 199, 208;
1998.2.27, 97헌바79, 10-1, 153, 160; 1998.5.28, 97헌바68, 10-1, 640, 649; 1999.5.27, 97헌바
66등병합, 11-1, 589, 605; 2001.1.18, 2000헌바7, 13-1, 100, 109; 2003.8.21, 2000헌가11, 152(상), 186, 196.
12) 예
 컨대, 憲裁 1996.4.25, 92헌바47, 8-1, 370, 380; 1998.5.28, 96헌가4등병합, 10-1, 522, 534;
2002. 12.18, 2002헌마52, 14-2, 904, 909; 2004.10.28, 2002헌마328, 16-2(하), 195, 204.
13) 예컨대, 憲裁 2001.1.18. 2000헌바7, 13-1, 100, 109; 2001.9.27. 2000헌마328, 13-2, 383, 401;
2004. 10.28, 2002헌마328, 104, 128.
14) 憲裁 2002.12.18, 2002헌바52, 14-2, 904, 909.
15) 예컨대, 헌법상 국가의 구조적 원리로서 사회국가원리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과 함께 이를 특히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세입법과 행정작용의 헌법적 근거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부정적인
입장은 김성수, 세법, 법문사, 2003, 68; 이창희, 세법강의, 박영사, 2007,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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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사회국가원리가 개별적인 사회적 기본권과 포섭 또는 충첩의 관계에 있는 것인지 또
는 독자적인 준거, 즉 구체적인 청구권이 도출될 수 있는 헌법적 근거로서 규범적, 정치
경제학적 효용을 갖고 있는 것인지 여부 등과 관련된 헌법도그마틱 차원의 논란16)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
우선 사회국가원리는 정의이념의 실현을 위한 헌법구조적 원리로서 원천적으로 가치중
립적이거나 가치초월적일 수 없는 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가치관계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 구체성과 직접성은‘이념과 원리와 제도’
의 일관된 헌법규범체계 속에서 확인된다. 정
의이념이‘정당한 가치배분’
의 명제 자체에 대한 기본적인 가치합의이고, 사회국가원리는
그 구현을 위한 제도의 설계와 운영에 대한 매개로서 가치실현의 방향과 방법에 대한 객
관적인 질서이고 지침이다. 또 한편 사회국가원리는 이데올로기적 질의 가치판단을 내용
으로 하기 때문에 그 내용과 실현의 방법 등에 관한 확정된 객관적 기준을 제공하지는 아
니한다. 사회국가원리는 오히려 가치판단에 대한 성급한 예단의 유보를 요구하면서 개방
된 담론을 과제로 제시한다.17) 또한 사회국가원리는 계층이 없는 사회를 전제하지도, 지
향하지도 아니한다. 그것은 사회경제적 차이를 인정하고 전제하면서 정치경제적으로 이
해관계가 상충되는 집단과 연계된 상이한 이념과 가치관간의 토론과 타협을 통한 조정을
과제로 제시한다.
이러한 점에서 사회국가원리의‘혁신적인 정보제공’
의 역할에 대한 지적이 주목된다.18)
객관적인 지침으로서 사회국가원리는 이 타협을 통한 조정의 과제에 대한 헌법정책적 선
택의 과정인 동시에 그 결과이기도 한 사회적 기본권의 구체적인 내용과 실현에 대한 논
의에 있어서 입법자와 예산결정권자는 물론이고, 조정적인 예산배분으로 인해 상대적으
로 불리한 취급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계층과 집단에게도 전향적인 결단의 준거와‘혁신적
인 정보’
를 제공한다. 이는 급속한 규범환경의 변화가 입법자를 비롯한 헌법해석자들에게
요구하는 최소한의 또는 최적의 대응의 내용, 방향 및 속도에 대한 규범적 담론의 과정에
서 사회적 기본권의 정치적, 정책적 의미를 가중시키는 영향력으로 연결된다.

16) 이에 관해서는 전광석(주 10), 223, 237이하.
17) 이덕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의 본질과 법적 성격”
, 공법연구 27-2(1999), 237.
18) 전광석(주 10), 239.

헌법주석서 Ⅱ

368

요컨대, 객관적인 헌법원리로서 사회국가원리의 규범적 의미의 핵심은 자유와 평등의
실질적인 조화를 위한 개방된 대화와 타협의 과제와 그 실천에 대한 객관적인 지침을 제시
하여 왜곡된 이데올로기와 힘의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은폐된 가치판단’
이나‘허구적인 가
치중립성’
과 그에 따른 폐쇄적이고 교조적인 헌법해석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는데 있다.

2. 사회적 기본권의 헌법적 의의와 법적 성격
가. 사회적 기본권의 헌법적 의의
사회적 기본권은 국가의 적극적인 급부와 배려를 내용으로 하는 생활권적 기본권이다.
이는 자유헌정국가의 출발과 유지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문화공동체적 연대의식과 인간의
삶의 가치에 대한 합의, 즉 사회정의이념을 토대로 한 사회통합의 헌법과제를 확인·실현
하기 위한 최소한의 헌법적 사회보장목록이다. 또한 사회적 기본권은 공적 부조를 내용으
로 하는 점에서 그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정당한 가치배분에 관한 도덕적인 합의인 동
시에, 승패의 투쟁논리에 따른‘자유 또는 평등의 택일’
이 아니라 상호 자제와 양보를 통
한‘자유와 평등의 조화’
의 명제에 대한 좌우간 또는 상하간의 정치·경제적인 타협의 산
물이기도 하다. 이러한 합의와 타협의 헌법적 강령인 사회적 기본권이 적극적이고 구체적
인 실현의 가능성과 당위성을 전제로 하는 권리임은 물론이다.
이러한 점에서 사회적 기본권은 환경조건의 변화에 따른 개방성과 가변성을 전제로 하
고 또 그 구체적인 실현의 수준과 방법이 개방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 규범척도로서의 밀
도와 종적 효력범위는 사회국가원리와 다르지 않지만, 적어도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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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를 명확히 한 의미를 갖는다.

또한 사회적 기본권은 물질적, 시설적 급부 등 특정한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하는 제도
의 설계와 구축 및 그에 따른 국가의 적극적인 준비와 실천을 내용으로 하는 점에서 근본
적으로 자유권과는 규범의 성격과 기능이 다르고, 거시적인 경제규모와 소득수준 등에 의
해 결정되는 현실적인 가능성에 유보되어 있는 재정투자와 직접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19)
‘횡적 효력범위’
에 관해서는 전광석(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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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실현의 조건과 방법에 있어서도 자유권적 기본권과는 구별된다. 바로 이러한 사
회적 기본권의 특성 때문에 그 실현을 위한 적절한 사회법적 대응의 양식과 내용은 물론
이고, 여기에서 논의대상인 법적 성격과 효력, 특히 소구가능성의 문제와 관련된‘주관적
공권성’
의 인정여부에 관하여 논란이 적지 아니하다.

나.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 - 주관적 권리성의 내용
(1) 논의현황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에 관한 논란은 우선 사회적 기본권의 직접적인 재정연계성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일면 당위적인 가치상향성과 연계되는 이론적 일관성과
통일성, 타면 현실정합성을 동시에 수렴할 수 있는 해석의 방법과 준거점을 찾아내는 것
이다. 여기서 현실정합성은 바로 보수와 진보 또는 헌법규범과 헌법현실간의 대립 속에서
법과 정책, 미래성과 현재성 또는 전향성과 안정성, 성장과 배분, 효율성과 정당성 등을
순기능적 보완관계로 조화시켜 나가는 당위적 요청과 연결된다.
사회적 기본권의 주관적 권리성의 여부와, 주관적 권리성을 인정하는 경우에 그 권리
의 법적 효력과 내용에 관해 상이한 입장에서 제기되어 온 이른바 입법방침(프로그램)규
정설, 추상적 권리설, 구체적 권리설 또는‘불완전한 구체적 권리설’
등의 다양한 이론들은
각각 특정 시기의 정치·경제·사회 등 상이한 제반 환경조건과 제도적 여건, 기타 논증의
바탕인 가치판단과 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각 학설의 내용과
그 타당성을 특정한 가치판단의 기준과 현재 시점에서의 여건에 따라 획일적으로 분석하
고 평가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예컨대, 이미 퇴출되었다고 볼 수 있는 이른바 프로그램적 규정설도 헌법이 재판규범
으로서의 규범적 효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는 권위주의체제 하에서 이른바‘명목적 헌
법’
의 정치현실과 기타 열악한 제도적, 제도 외적 여건 속에서는 오히려 논리적으로 간명
하였고, 현실정합적인 해석론이었다고 평가될 수 있다. 말하자면 절대적으로 성장을 우
선한 개발독재적 경제정책기조와 헌법재판부재의 현실상황에서는 사회적 기본권의 주관
적 공권성에 대한 원천적인 부인, 즉 사회적 기본권은 그 실현여부와 수준이 전적으로 국
가의 재정능력과 정책기조에 따라 결정되는 단순한‘입법정책방침’
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
이 적어도 논리적 일관성을 견지하면서 최소한 현실에 대하여 나름대로의‘해명’
은 하였
던 입장으로 이해되는 것이다.
종래 논의의 대강을 정리하면, 우선 지적할 수 있는 것은 헌법재판제도가 활성화되기
이전의 단계에서는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에 관한 이론적 대립은 사실상 실익이 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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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논의였다는 점이다. 이제 헌법규범, 헌법이론과 현실의 접점이 확보된 상황에서 사
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에 대한 우리 헌법학계의 논의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른 형량과
융통성20)을 전제로 하더라도 대체로 법적 권리성 자체는 인정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
지고 있다.
둘째로‘기본권의 양면성’
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정론화되고,‘자유권의 생활권화 현상’
이 확대되면서 기본권의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기능에 대한 입체적인 접근의 필요성이 부
각되었고,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사회적 기본권의 해석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21) 이
러한 맥락에서 특히 강조되는 사회적 기본권의 양면, 즉 실질적인 자유보장을 내용으로
하는 주관적 권리와 헌법상 구조적인 원리로서 수용된 객관적 가치질서 상호간의 기능적
인 보완관계는 기본권체계론은 물론이고, 개별적인 사회적 기본권의 해석에 있어서도 적
지않이 반영되고 있다. 자유권과 구별되는 사회적 기본권에 특유한 실현의 조건과 수단,
방법 등을 주목하여 사회적 기본권규정을 객관적인 국가목적조항이나 입법위임규정으로
보는 이른바‘객관설’
도 기능적인 관점에서‘기본권의 양면’
중 객관적인 측면을 주목한 기
본권해석론이라고 할 수 있다.22)
셋째로 이러한 논의의 배경에 있는 사회적 기본권의 실질적인 의미와 기능의 변화에
비추어 볼 때, 우리 헌법상 사회국가원리의 수용·실현양식인 사회적 기본권은 독일 연
방행정재판소23)가 사회국가원리에 대하여 해명한 바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존엄과 가
치, 생명권과 신체의 완전성에 관한 권리, 법치국가원리 등과 함께‘통일된 규범복합체’
(einheitlicher Normierungskomplex)의 한 요소로 이해된다. 이러한 좌표와 매듭의 확
인은 통일된 전체 헌법질서 속에서 사회적 기본권의 내용과 법적 성격을 모색하는데 유력
한 지침과 단서를 제공하는 바, 기본권해석의 출발점인 동시에 지향점이라고 할 수 있다.

20) 예컨대, 계희열(주 3), 717-718.
21) 허영(주 7), 151, 311 이하 참조.
22) 장영수,“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보호범위와 실현구조”
, 현대공법의 연구ㅡ김운용교수화갑기념논문
집, 1997, 410이하; 정태호,“원리로서의 사회적 기본권”
, 법과 인간의 존엄-정경식박사화갑기념논문집,
1997, 238 이하.
23) Vgl. BVerwGE 1, 159(161f.). 이 판례는 사회적 기본권의 주관적 공권성에 대하여 부정적인 입장을 보
였던 초기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판례(BVerfGE 1,97ff.)와 대비되는 것으로서 최저생존보장의 헌법적
효력을 적극적으로 파악한 고전적인 판례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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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사회적 기본권이라는 유형의 기본권 전체와 개별 사회적 기본권을 구별하
여 접근해야 한다는 설득력 있는 지적이 주목된다.24) 우리 헌법에 규정된 사회적 기본권
의 목록은 그 대상과 규정양식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그 내용과 효용의 단일성을 전제
로 일률적으로 그 성격을 규정하는 것은‘헌법의 의사’
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접근방
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인식변화와 그 이론적 수용에 따라 우리 학계에서도 적어도 사회적 기본권의 법
적 구속력을 전면 부인하는 입법방침규정설은 이미 퇴출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법적
권리성의 강도 또는 표현형식 등에 따라 추상적 권리설과 구체적 권리설 또는‘불완전한
구체적 권리설’등이 대립되는 가운데, 최근에는 적어도 일정 범위에서는 구체적 권리설
이 지배적인 다수설로 자리를 잡고 있는 추세이다.
(2) 전향적인 논점전환 - 유형화, 개별화의 요청
여기에서 각 학설에 관한 상론은 약하되, 다만 최근에 구체적 권리설이 다수설로 확립
되면서 확인된 사회적 기본권에 대한 전향적인 접근의 당위성과 방향 및 그 배경과 관련
하여 주목되는 네 가지 논점을 정리한다.
첫째, 사회적 기본권의 해석에 있어서 특히 고려되어야 하는 현실정합성의 요청이 헌법
규범과 기본권해석론이 현실과 상황여건을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방향에서 편향되게 전개되
어서는 아니 된다. 사회구조는 물론이고 국가재정의 규모와 구조가 크게 달라졌고, 국가주
도의 경제·재정정책의 역기능과 한계가 분명해진 정치경제의 헌법현실은 적어도 부분적으
로는 오히려 헌법규범의 적극적인 선도와 함께 제어 또는 관리의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둘째, 이러한 점에서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에 관한 논의의 초점은 권리의 추상성
또는 구체성에 관한 이견을 넘어서 그 구체성의 내용을‘구체적’
으로 확인하는 데 모아져
야 한다.25) 사회적 기본권의 실현구조상의 특성은 법적 권리로서 실현의 특수성의 문제
일 뿐이다. 권리 자체의‘추상성’혹은‘불완전성’
을 설명하기 위한 단서는 아니다.26) 특히

24) 김선택(주 6), 5.
25) 이에 관해서는 특히 한병호(주 8),
26) 이와 관련하여 권영성 교수는 종전의‘추상적 권리설’
을 포기하면서 이른바‘불완전한 구체적 권리설’
을
제시하였으나 구체적인 권리성, 즉 소구가능성을 부인한다는 점에서는 어떤 차별점이 있는지 의문이다.
다만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의 허용성과 통제규범으로서의 밀도가 다를 수는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데 이에 관해서 구체적인 설명은 찾아볼 수 없다. 권영성,“사회적 기본권의 헌법규범성고”
, 헌법재판소,
헌법논총 2(1991), 202이하. 이에 대한 비판으로는 김선택(주 6), 3, 주석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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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법’
을 비롯하여 관련 사회법이 광범위하게 제정·시행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입법부작위에 대한 입법개선의무, 말하자면 이미 구체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와 사회권적 기본권실현의 내용과 수준의 적정성에 대한 헌법적, 헌법정책적 판단의
준거를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 사회적 기본권의 구체적 권리성을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이론은 사회적 기본권의
해석에 있어서 불가피하게 유형과 내용에 따른 개별화의 요청으로 이어지게 된다. 특히
우리 헌법체계상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에 대한 추상과 포괄의 단선적인 접근은 한계
가 있을 수밖에 없다.27) 개별적인 사회적 기본권들이 각각 실현의 양식과 조건이나 기타
관련 입법의 상태 등이 크게 다를 수밖에 없는 다양한 생활영역과 급부내용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에서‘전부 아니면 전무’
의 논리형식에 따른 획일적인 접근방법은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넷째, 사회적 기본권의 유형화와 그에 따른 차별접근은 궁극적으로 독자적인 대상영역
을 갖는 사회적 기본권들을 그 실질적인 의의와 기능상의 차이에 따라 차별적으로 해석하
기 위한 이론적 단서로서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차별화의 요청은 개별 기본권 자체의 해
석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개별 기본권의 법적 효력이나 요구되는 급부의 수준은 그 복합
다층적인 내용 및 각각의 내용별로 상이한 기능과 가치에 따라 차별화된 접근이 가능하고
또한 필요하다.

다. 법적 효력에 따른 사회적 기본권의 유형별 분류
이러한 유형과 내용에 따른 개별화의 요청에 부응하여 Alexy의 분류에 따른다면, 사회
적 기본권의 법적 효력은 구속성(비구속성), 주관적 권리성(객관적 질서성), 확정성(비확

27) 기
 본권의 일반적 속성과 법적 효력 및 그 기능과 내용에 대한 일관된 체계적 이해의 틀을 제시하는 기본권
일반이론의 가능성 혹은 필요성과 한계를 지적하는 논리는 일반 사회과학적인 의미에서의 일반이론화작
업에 대한 그것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기본권범주에서의 일반이론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이에 관해서는 이
덕연,“기본권의 본질과 내용”
, 한국에서의 기본권이론의 형성과 발전-허영교수 화갑기념논문집(1997),
40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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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의 세 가지 기준에 따라 8가지로 유형화된다(아래 도표28) 참조).29)
예컨대, 프로그램적 규정설은 사회적 기본권의 보장을 8번 유형에 해당되는 것으로 본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추상적 권리설에 따른 보장은 논리적으로는 4번 또는 7번 유형에
해당될 수 있지만, 대체로 구체적인 입법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점에서 7번 유형에 가까
운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이론상 2번 혹은 3번 유형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구체
적 권리설에 따른 사회적 기본권의 보장은 대체로 3번 유형으로 볼 수 있다. 사회적 기본
권의 구체적 권리성을 인정하면서도 일반적으로 특정한 급부청구권에 대한 직접적인 근
거규정으로는 인정하지 않고 있고, 권리구제수단으로 입법부작위나 불충분한 입법에 대
한 위헌확인소송만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전술한 이른바‘불완전한 구체적 권
리설’
의 경우에도 다르지 아니하다.

VI.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헌법적 의의와 특성
1. 헌법적 의의
전술한 바 있듯이 헌법상 사회적 기본권의 체계상 또는 적어도 그 표현문구상‘인간다
운 생활을 할 권리’
는 그 규정체계와 개별적인 사회적 기본권과의 기능적 관계에 비추어
볼 때 일단 사회국가원리 실현의 이념적 기초인 동시에 주된 사회적 기본권으로 이해될
수도 있다. 또한‘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는 그 이념적 기초로서‘인간의 존엄성’
과 상호
연관성을 가지는 것으로도 설명되고 있다. 이와 같이‘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를 사회적
기본권의 총칙적 규정 또는 그 이념적 기초로 이해한다든지, 혹은 그 헌법상 기능을‘사

28) R. Alexy, Theorie der Grundrechte, S. 456ff.
구속성
주관성
객관성
확정성
비확정성
확정성
비확정성
1
2
3
4

비구속성
주관성
개관성
확정성
비확정성
확정성
비확정성
5
6
7
8

29) 상세한 설명은 이덕연(주 18), 24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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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국가실현의 국가적 의무’
를 넘어서‘인간의 존엄성을 실현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법적
기초’
와‘경제질서의 가치적 지표’
의 제시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폭넓게 파악하는 기존의
설명방식은30) 일면 우리 헌법의 구조적 특성을 수렴하는 체계적인 해석의 시도라고 평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은 우리 헌법의 구조적 특성, 특히 사회적 기본권의 규정체계에 적
합한 해석론으로 볼 수 없다거나,31) 이념의 중층구조를 인정하는‘무익한 법리상 기교’
에
불과하다거나32) 또는 이념적 목표나 지향으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 외에 추가적인 총괄규
정이 불필요하다고 보는 점에서 실익 없는 해석론33)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그 외
에 입법자에 대한‘구체적’
인 사회법입법의 지침을 주는‘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가‘일
반적인 사회정책의 의무’
를 부과하는 사회국가원리 같이 개방적인 성격을 갖게 되는 불합
리한 결과가 지적도 주목된다.34) 말하자면‘인간의 존엄성’
과 유사한‘인간다운 생활’
이라
는 개념의 고도의 추상성과 포괄성 또한 이를 원리개념으로 이해하여 개방적으로 해석하
는 경우에 자연스럽게 추론되는‘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의 다의성 및 기타 기본권과의
전방위적인 기능적 연관성을 지나치게 도식적으로 받아들인 입장에서 형식과 구조의 관
점에서 체계적합성만을 의식한 결과라는 것이다.
적어도 개념론적 선입견이나 체계론적 예단을 버리면 우리 헌법상 다양하게 규정되어
있는 개별 사회적 기본권은 각각 구체적인 대상영역을 갖는 독자적인 기본권이고,‘인간
다운 생활을 할 권리’
를 그 예외로 보아야 할 법리상 이유와 근거는 찾아보기 어렵다. 독
자적인 권리로서‘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의 범위와 수준에 관해서는 여전히 이견이 적
지 않으나, 제34조의 보호영역의 범주에서‘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의 독자적인 기본권
으로서 구체적인 권리성을 인정하는 동시에, 제1항과 그 이하 제2항 이하 제6항까지, 제
2항과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별적인 국가목표규정들을 일반조항과 개별조항의 유기
적인 관계로 이해하는 것이 거의 정설로 자리를 잡았다고 할 수 있다.

30) 허영(주 7), 491 이하.
31) 이덕연(주 18), 243.
32) 김선택(주 6), 20.
33) 정종섭(주 7), 622.
34) 전광석, 한국헌법론, 법문사, 2007, 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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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권리의 내용
‘인간다운 생활’
은 그 자체가 매우 추상적이고, 상대적인 개념으로서 정치·경제·사회·
문화적 여건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밖에 없다. 또한 그 실현의 구체적인 내용과 수준은
국민 전체의 소득과 생활의 수준, 국가의 규모와 재정정책, 국민 각 계층의 이해관계 등
복잡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결정되는 바,35) 말하자면 특히 폭넓게 인정되는 입법형성
의 자유 혹은 행정재량에 맡겨져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념적 상대성과 실현구조의 특성
이‘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의 주관적 공권성을 원천적으로 부인하는 논거가 될 수는 없
다. 구체적으로 특정한 수준의 전제와 관계없이 적어도 독자적인 기본권성 자체를 원천적
으로 부인하지 않는 한 그것은 헌법이론적으로 결정되어야 하고 또한 결정될 수 있다.
이제 까지 헌법상‘인간다운 생활’
보장의 수준에 관해서는‘인간의 존엄성유지에 상응하
36)
37)
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
로 보는 입장과‘물질적인 최저생활’
로 이해하는 입장이 대

립되어 왔다. 그러나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을 수 있는 현상에 대한 인식의 차이와 가치판단
의 차이에 따른 이러한 해석론들은 권리의 내용규정에 앞서서 그 법적 성격의 획일성을 전
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논리적으로 역전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38)
또한 대립되고 있는 양론에서 주장되고 있는‘물질적인 최저생활’
과‘육체적·정신적 통
일체로서의 인간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인간다운 최저생존수준’또는
39)
‘최저한도의 생활’
이 구체적으로 어떤 수준을 뜻하는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하다.
40)
우선 전자의 경우에는‘풍요로운 문화생활’
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우선 그

것이 획일적으로 구체적 권리설과 연계된다면 현실정합성의 요청에 부합되기 어렵고, 또
한편 프로그램적 규정 내지는 추상적 권리로 보는 경우에는 실익없는 논의에 지나지 않는

35) 憲裁 1997.5.29. 94헌마33, 9-1, 543, 554.
36) 예컨대 권영성(주 7), 643.
37) 예컨대 허영(주 7), 517.
38) 이에 관해서 자세한 내용은 한병호(주 8), 217 이하.
39) 김철수(주 7), 961.
40) 허영(주 7), 517. 예컨대,‘문화적인 최저생활’
을‘풍요로운 문화생활’
로 이해하는 것은 논의의 맥락에 부
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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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른바‘불완전한 구체적 권리설’
의 경우에도 적어도 권리의 법적 성격을 단일한 것으
로 전제하는 경우에는 부분적인 논리보완에도 불구하고‘물질적인 최저생활’
의 보장이 원
천적으로 배제되게 되는 이론적‘불완전성’
의 문제가 남게 된다. 이러한 비판은 후자의 경
우에도 그대로 해당된다. 그 내용을‘물질적인 최저생활’
에 국한시키는 것은 동 권리를 사
회적 기본권은 물론이고, 기타 경제활동에 관한 기본권의 이념적 기초인 동시에 경제질서
의 가치지표 및 포괄적인 사회국가실현의 국가적 의무로 이해하는 입장41)과도 조화되기
어렵다.
요컨대, 이론적으로 법적 성격의 단일성이 전제되지 않고,‘물질적인 최저생활’
의 수준
이‘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
의 수준에 부합되지 않는 것이라면 적어도‘생물학적 최
저수준’
이상의‘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
의 수준이‘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의 보장
대상에서 결과적으로 전면 배제시키는 해석론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이러한 점에서‘인간
다운 생활을 할 권리’
의 내용을‘이상적 수준’
,‘인간다운 최저생활수준’
,‘생물학적 최저
생존수준’등 세 단계로 나누어서 설정하고, 그 법적 성격을 각각의 수준에 따라 프로그램
적 규정, 불완전한 구체적 권리 및 구체적 권리 등의 복합적인 것으로 보는 유력한 해석
론이 자리를 잡았다.42)

3.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구체적 권리성
전술한 분류기준에 따르면 구속력있는 확정적인 주관적 권리로 인정되는 기본권의 내
용에 따라 그 보장의 유형은 크게 절대적인‘최소필수형’
과‘가능성유보’
의 조건과 연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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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최소필수형’
의 범주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조건을 고려하여 설정될 수 있다.
우선 긍정적인 관점에서 보장의 내용과 수준이‘현실적인 자유의 원칙’
(Prinzip der

41) 허영(주 7), 518-520.
42) 한병호(주 8), 215면 이하. 동지, 이덕연,“우리는 왜‘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를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
가?”
, 헌법판례연구(I), 헌법판례연구회(편), 1999, 170-181; 성낙인(주 7), 585; 홍성방, 헌법학, 현암
사, 2003, 573. 최저생계비와 관련된 헌재의 결정은 구체적인 기준을 분명하게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다
양한 평석과 토론의 기회를 제공하여 구체적 권리성을 인정하는 방향의 해석론에 설득력을 더해주는 결정
적인 계기를 마련해준 것으로 평가된다. 憲裁 1997.5.29, 94헌마33, 9-1, 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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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ktischen Freiheit)에 따라 실질적인 자유의 실현을 위해서 필수불가결한 범주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급부청구권이 인정된다. 또 한편 부정적인 측면에서 권력분립의
원칙, 특히 의회의 예산고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지 아니하고, 기본적인 법적 자
유를 바탕으로 하는 원칙, 예컨대 사유재산권보장, 자유시장경제원리, 자유에 대한 평등
한 제한 등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조건이 요구된다.
이러한 조건에 비추어 볼 때,‘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의 다층적인 내용 중에 일정한
보장수준, 예컨대 생존에 필수적인 최소한의 수요의 충족을 내용으로 하는‘생물학적 최
43)
저생존수준’또는
“최소한의 물질적인 생활의 유지에 필요한 급부”
의 수준의 보장은 제1

의‘최소필수형’
에 속하는 것으로 보는데 문제가 없다. 적어도 이러한 범주에서는 국가의
재정투자를 소구할 권리가 이들 기본권에서 나온다고 볼 수도 없고, 또 국민의 소구에 따
른 법관의 판결에 의해 국가의 재정투자가 강요될 수는 없다거나44) 또는 사회적 기본권의
경우 헌법규정 자체만으로 그 보장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정해질 수는 없고, 따라서 헌
법 차원에서 선결된 수준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기본권제한법률유보나 본질적인 내용침
해금지의 논리형식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보는45) 일부 학설도 부분적인 단서나 수정이
불가피하다.46)
예산경직성의 관점에서 재정정책상의 한계와 역기능의 문제점이 지적될 수 있지만,‘법
과 예산’
의 선후관계를 들지 않더라도 획일적으로 기본권의 법적 구속력을 부인하는 논거
가 될 수는 없다. 최소한의 사회통합을 위한 공적부조에 따른 예산은 배분여부나 가감이
정책적 선택의 대상으로 고려될 수 있는 외부비용은 아니다. 사회보장급여가 더 이상 객관
적인 목적을 위한 국가정책의 반사적 이익이 아닌 것은 물론이고,47) 특히 인간의 존엄성의
유지를 위한 최저수준의 공적부조청구권이 재정형편 등의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하
48)
는 입법형성의 결과, 즉‘법률적 차원의 권리’
로 이해될 수는 없다. 이러한 수준의 공적

43) 憲裁 1995.7.21, 93헌가14, 7-2, 1, 31.
44) 허영(주 7), 153.
45) 예컨대, 한수웅,“헌법소송을 통한 사회적 기본권 실현의 한계”
, 인권과 정의(1997.1), 76; 허영(주 7),
524.
46) 동지, 김선택(주 6), 40-41.
47) 전광석(주 35), 373.48) 憲裁 1995.7.21, 93헌가14, 7-2, 1, 31.
48) 憲裁 1995.7.21, 93헌가14, 7-2,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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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부조는 여러 국가목표들 간의 우선순위나 비중에 대한 적절한 고려’
가 요구되는 재정정

책결정에 앞서 헌법차원에서 예정된 또는 선결된 예산투자항목이라고 할 수 있다.50)
법과 돈의 관계라는 관점에서 보면, 예산은 헌법과 법률의 요청과 지침에 따라 기본권
을 실현하고 객관적인 질서를 구체화해 나가는 정책수단일 뿐이다.51) 재정사정이나 재정
유연성의 확보 등 정책적인 이유가 구체적 권리로 인정되는 기본권의 규범적 효력과 그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상위의 준거가 될 수는 없다. 입법형성에 따라 구체적으로
일정한 수준이 설정된 경우에 제기되는 그에 대한 헌법재판통제의 가능성과 적정한 밀도
는 이른바‘헌법재판의 기능법적 한계’
의 문제로 주어질 뿐이다.
다만, 개별 사회보장법률들을 포괄적으로 지배하는 기본원칙과 공통의 지침을 제시하
는 사회보장기본법(구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52)을 비롯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건
강보험법, 의료급여법 등‘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를 구체화한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 관
련 법령53)이 이미‘횡적 범위’
는 거의 포함되어서 대폭 법률상의 구체적인 권리로 보장되
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를 직접적인 근거로 하여 사회보장수급
청구권이 행사될 필요성은 거의 없게 되었고, 또 한편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에 비추
어 볼 때‘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가 통제규범으로서 입법부작위에 대한 위헌심사의 척
도로 적용될 수 있는 영역은 크게 축소되었다. 하지만 구체적 권리성을 인정하는 논증의

49) 憲裁 2002.12.18, 2002헌마52, 14-2, 904, 910.
50) 이에 관해서는 법률과 예산 - 사회복지분야에서 국회역할의 재정립, 법제연구원, 국가재정 관련법제의 현
안과 과제(I)(2004), 11 이하 참조. 같은 맥락에서 사회적 기본권의 행정권에 대한 직접적이고 완전한 구
속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가능한 한 예산을 확보하여 생존권을 실현시킬 의무”
를 강조하는 견해가 주목
된다. 김철수(주 7), 945.
51) 예산과 법률의 관계에 관해서는 이덕연,“예산과 행정법의 관계”
, 공법연구 30-1(2001), 133 이하.
52) 1995년 12월 30일, 법률 제5134호. 이 법률의 의의와 법적 성격, 규범적 효용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전광석(주 2), 181-193.
53) 제1항과 제2항 및 제3항 이하의 관계를 일반규정과 특별규정의 관계로 보는 관점에서 개별 조항별로 시행
되고 있는 대표적인 법률은 다음과 같다. 제1, 제2항 - 사회보장기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사회복지
사업법, 직업안정법, 재해구호법, 의료급여법, 국민건강보험법; 제3, 4항 - 노인복지법, 기초노령연금법,
모·부자복지법, 청소년보호법, 아동복지법, 모자보건법; 제5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장애인복지법, 장
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구 장애인고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제6항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자연
재해대책법,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농어업재해대책법, 산업재해보상 보험법, 재해위험 개선사
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등. 이 중에 헌법적 의의와
기능이 각별하다고 할 수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의 배경과 과정은 헌법해석론은 물론이고 헌법정
책적인 관점에서도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에 대해서는 안병영,“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과정에
관한 연구”
, 행정논총(서울대 행정대학원), 38-1(2000),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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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위적인 정당성과 이론적 타당성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실제로 재정 및 경제상황 등 규범
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대한 입법의 대응이 연기 또는 지체되는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지나
치게 입법의 내용이 불충분한 이른바‘부진정입법작위’
에 대한 헌법소원54)을 통해 구체적
권리성의 통제규범적 효용이 구체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있다. 또한 정책규범 및 행
위규범으로서 기본권의 규범력이 발휘될 수 있는 헌법현실의 조건에 따라 그 영향력의 크
기는 다를 수밖에 없겠지만, 헌법이론 및 재판실무상으로 이러한 가능성을 열어 두는 것
자체만으로도 잠재적으로 입법자를 비롯한 재정정책결정권자들에 대한 규범적 압력으로
작용하여 법률적 권리로 보장되는 복지수준에 대한‘과소금지’
(Untermassverbot)의 객
관적인 기준, 즉 입법형성의 자유에 대한 헌법규범의 임계점에 대한 관심을 지속시키는
유력한 동인이 된다는 점도 헌법정책적인 관점에서 주목되어야 한다.

VII. 현실적 검토
헌법 제34조의 규범적 효용, 특히 객관적 질서의 측면이 부각되는‘행위규범’또는‘정
책규범’
으로서의 적용범위와 활용가능성에 대해서는 앞으로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다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의 구체적 권리성을 대체로 긍정하는 학설의 동향과, 그와 맥락
을 같이하는 규범적 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면 현 상황에서 동 규정 자체의 헌법규범적,
헌법정책적 효용이 부정적으로 평가될 이유는 찾기 어렵다. 전술한 바와 같이‘정책규범’
으로서 그 규범적 효용의 관점에서도 제도설계와 시행에 무익한 장애와 부담만 주는 역기
능의 측면이 아니라, 정책결정과정에서 헌법적 정당성과 효율성이 동시적으로, 계속적으
로 수렴될 수 있는 순기능적 가능성을 뒷받침해주는 유용하고 유력한 규범적 창구와 교두
보로서 의의와 기능이 주목된다.
그간의 개헌논의에서도 동 규정 자체만을 독자적인 대상으로 하는 개정의 필요성에 대
한 주장은 찾아보기 어렵다. 예컨대, 헌법학회의 최종연구보고서55)에서도 적어도 부분개

54) 다
 만 헌재의 일관된 입장에 따르면,‘진정입법부작위’
와 달리 입법은 하였으나 그 입법의 내용과 범위, 절
차 등을 불완전 또는 불공정하게 규율하여 결함이 있는‘입법부진정입법부작위’
의 경우에는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인정되지 아니하고, 법규정 자체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
다. 憲裁 1993.3.11. 89헌마79, 5-1, 92(102); 1996.6.13. 93헌마276, 8-1, 493, 496.
55) 한국헌법학회(편), 헌법개정연구, 2006 헌법개정연구위원회 최종보고서(2006.11), 171-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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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경우에는 현행 체계를 유지하는 전제 하에 제1항을 분리시켜서 사회적 기본권의 총
칙규정 또는 포괄적 권리로 개정하는 방안이 제기되었지만,‘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자
체의 형해화, 행복추구권 등의 타 기본권과의 중복 등을 우려하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또
한 제2항의 국가목적조항도 좀 더 국가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하는 양식으로 표
현하자는 방안이 제시되었으나 절실한 의미를 갖는 내용으로 보기는 어렵다.
제1항의‘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의 내용과 법적 성격에 대한 논란을 비롯하여 사회
보장 및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국가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동조 제2항의 국가목표규
정의 헌법상 의의, 특히 사회국가원리의 헌법적 근거의 하나로 보는 것에 대해서도 이견
이 없지 아니하다는 것은 전술한 바 있다. 예컨대,‘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를 사회적
기본권에 관한 이념적·총체적인 규정으로 본다면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표현양식의 기본
권규정 자체에 대한 재검토의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을 것이고,56) 또는 그것이 독자적인
기본권으로서의 구체적인 권리성에 대한 부인을 전제하는 것이라면 헌법 제10조의 인간
57)
의 존엄과 가치와 관련하여 불필요한 이념의 중층구조로서‘실익없는 기교’
일 뿐이라는

점 등이 나름대로 설득력 있는 개정이유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전술한 바와 같이 적어도‘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의 독자적인 주관적 공권성,
특히 구체적인 권리성이 인정되고 있다는 점과 또 국가목표규정 또는 입법위임규정 등 규
정양식에 관한 일부 기술적인 이견을 제외하면 제1항과 제2항의 국가목적조항 및 제1, 2
항과 제3-6항을 일반규정과 특별규정의 관계로 이해하는 해석론이 정론으로 자리를 잡
았다는 점에서 그 실현의 구조와 방법상의 특성상 당위적인 가치상향성과 현실정합성의
조화를 통하여 정치규범, 정책규범으로서의 복합적이고 다원적인 효용을 구체화하는 것
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고, 이는 앞으로 규범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계속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기본적으로‘생활무능력자’
에 대한 보호규정인 제5항에‘신체장애자’
를 포함하여
규정한 것은 규정체계상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장애인복지문제
에 대한 인식의 오류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에서 개정의 필요성이 지적되고 있다.58) 특

56) 예컨대 정종섭(주 7), 622.
57) 김선택(주 6), 20.
58) 김두식(주 2), 6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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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시대의 추세에 맞추어서 ’
장애자
‘ 대신 ’
장애인
‘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는 점과 함께, 보
호대상으로서 장애의 문제를 ’
신체장애자
‘로 국한하여 ’
정신장애인
‘을 배제하고, 장애인
을 원천적인 생활무능력자로 전제하는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입법태도의 전환이 개헌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 등이 그 이유로 제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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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35조
정극원
第35條
① 모든 國民은 건강하고 快適한 環境에서 生活할 權利를 가지며, 國家와 國
民은 環境保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環境權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法律로 정한다.
③國
 家는 住宅開發政策등을 통하여 모든 國民이 快適한 住居生活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I. 기본개념과 입헌취지
1. 개념
헌법 제35조에는 환경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환경권이란‘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에서 공해 없는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권리’
를 말한다. 환경권은 이를 협의로 파악할 수도
있으며 광의로도 파악할 수 있다. 협의의 환경권이라 함은 건강한 환경 속에서 살 헌법
상의 권리(a constitutional right to a healthful environment)를 말하는 것으로서, 토
지, 태양, 깨끗한 물, 맑은 공기, 자연경관 등과 같은 자연적 환경 속에서 인간의 생명과
건강에의 침해를 받지 않고 살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예를 들어 청정한 대기에 관한 권
리, 깨끗한 물에 관한 권리 등이다. 이에 따라 환경오염이 예상되거나 또는 환경오염으로
말미암아 건강을 훼손당할 위험에 놓이게 되거나 이미 훼손당하고 있는 자는 오염되거나
불결한 환경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공권력이나 제3자에 대하여 그 원인을 예방 또는 배제

헌법주석서 Ⅱ

384

하여 주도록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광의의 환경권이라 함은 자연적 환경 이외에도 문화적
유산이라든가, 도로·공원·교육·의료 등의 좋은 사회적 환경 속에서 살 권리를 말한다.
오늘날 환경권이라 함은 협의의 자연적 환경권뿐만 아니라 교육권, 의료권, 도로·공원이
용권 등과 같은 문화적·사회적 환경권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여기에는 인격형성적 성격
도 가미되고 있다고 하겠다. 우리의 환경정책기본법에는
「환경이라 함은 자연환경과 생활
환경을 말한다」
라고 정의하여 환경을 넓은 개념으로 보고 있다. 즉‘자연환경’
이라 함은
지하·지표(해양을 포함한다) 및 지상의 모든 물건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
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를 말하고,‘생활환경’
이라 함은 대기·물·폐기물·소음·진동·악취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환경정책기본법 제3조). 헌법상에 보장된
환경권에는 일조를 이용하여 쾌적한 생활을 향수하는 권리인 일조권과 자연경관을 손상
당하지 않고 볼 수 있는 조망권·자연경관권도 포함된다.1) 생활환경을 근거로 하여서 피
해나 생명·신체의 위협을 받는 국민은 국가에 대하여 공해배제청구를 행사할 수 있는 방
어권이 도출된다. 역사적 문화환경권의 보장을 위하여서도 문화재보호법, 전통사찰법,
기타 많은 법률이 제정되어 문화유산을 향유할 권리를 누리게 된다.2) 헌법은 그 규정방식
에 있어서 제3항에
「국가는 주택개발정책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여 쾌적한 주거생활권도 함께 보장하고 있다. 쾌적
한 주거생활권이라 함은 인간다운 생활에 필수적인 쾌적한 주거생활의 확보를 위하여 국
가에 대해 일정한 배려와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주거는 인간의 삶의 보
금자리이고, 사회의 기본적 조직단위인 가정의 근거지이며,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
위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가 된다.3) 국가는 적절한 공공주택, 영구임대주택 등을 제공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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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지태,“일조권에 대한 공법적 검토”
, 토지공법연구 3(1996), 73-94.
2) 남궁승태,“문화재보호와 역사적 문화환경권”
, 법정고시 3-5(1997), 122-148.
3) 쾌
 적한 주거생활권은 사회적·문화적 생활환경권을 구체화한 것으로 헌법 제35조 제3항이 신설되기 이전에
는 주택복지의 차원에서 인간다운 생활권을 그 헌법적 근거로 하였다.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7,
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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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가 있다.4) 이를 위하여 주택건설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임대주택법 등에서 규정하
고 있다.

2. 입헌취지
환경권은 국가와 국민간의 갈등과 이해대립의 사회적 현실에서 국가의 공적이익에 우
선하여 보장받아야 하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자유권적 기본권의 일반적
인 성립과는 달리 1960년대 이후 경제발전에 따른 수질오염과 공기오염에 의하여 인간
의 생활환경이 회복 불가능한 파괴에 직면하게 되면서 환경문제에 대한 세계 각국의 공
동인식 및 국가와 국민의 공동노력이 있었다.5) 이러한 노력의 결과 이제 각국은 이론·판
례·실정법 등을 정비하고 각종 국제회의를 통하여 환경을 하나의 문제를 넘어서 인류가
누려야 하는 권리로서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고 이를 헌법상에 보장하게 되었다. 환경권
은 (ㄱ) 환경공유사상, (ㄴ) 생명권·보건권의 재산권·영업권에 대한 우위론, (ㄷ) 산업우
선주의를 지양한 인간존중주의 등을 그 사상적·이론적 기초로 하여서 현대적인 인권으
로 등장하게 되었다.6) 헌법상에 환경권을 규정함으로써 환경권은 사람이 인간다운 생활

4) 이
 에 관한 법률로 주택건설촉진법을 들 수 있는데, 이 법률에 대하여 현재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다:
“주택조합(지역조합과 직장조합)의 조합원자격을 무주택자로 한정하고 있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9호는
우리 헌법이 전문에서 천명한 사회국가, 복지국가, 문화국가의 이념과 그 구현을 위한 사회적 기본권 조항인
헌법 제34조 제1·2항,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에게 부과된 사회보장의무의 이행과 국민의 주거
확보에 관한 정책시행을 위한 정당한 고려하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조합원 자격에서 유주택자를 배제하였다
고 해서 그것이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헌법이념에 반하는 것도 아니고 우선 무주택자를 해소하겠다는 주택건
설촉진법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적정한 수단이기도 하므로 이는 합리적 근거있는 차별이어서 헌법의 평등이
념에 반하지 아니하고 그에 합치된 것이며 헌법 제37조 제2항의 기본권 제한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저촉되지
아니한다.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주택조합은 주택이 없는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모든 국민의 주
거수준의 향상을 기한다는(동법 제1조) 공공목적을 위하여 법이 구성원의 자격을 제한적으로 정해 놓은 특
수조합이어서 이는 헌법상 결사의 자유가 뜻하는 헌법상 보호법익의 대상이 되는 단체가 아니며 또한 위 법
률조항이 위 법률 소정의 주택조합 중 지역조합과 직장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무주택자로 한정하였다고 해서
그로 인하여 유주택자가 위 법률과 관계없는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되는 것까지 제한받는 것이 아니므로 위
법률조항은 유주택자의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憲裁 1994. 2. 24, 92헌바43,
5) 환
 경보호를 위한 국제적 노력이 일환으로 1972년 6월에는 스톡홀름에서 제1차 유엔환경회의가 개최되어
「하나뿐인 지구」
라는 표어를 채택하면서, 유엔상설기구로서 유엔환경계(UN Environment Program)를 설
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1992년 6월에는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가 개최되어「리우
宣言」
과 국제환경법제의 기본원칙이 될 의제 21(Agenda 21)이 채택되었다. 권영성(주 3), 685.
6) 권영성(주 3), 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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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영위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인간의 생래적
인 기본권의 하나로서 모든 사람에게 다 같이 보장되는 보편적인 권리로서의 성질을 가지
게 되었다. 환경권을 우리 헌법에서처럼 헌법의 차원에서 명문으로 규정한 입법례는 그리
흔하지 아니하다.7)

II. 연혁
환경권개념이 등장한 것은 1960년대 이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70년대 이후 공해산
업의 발달에 따라 환경보전의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환경권론이 등장하였다.8) 1978년 7
월 1일부터 시행된 환경보전법은
「환경을 적정하게 보전함으로써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함」
을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었다.9) 이처럼 환경문제가 거의 모든 현대국가의 숙명적 과제 내
지 공통의 관심사가 됨에 따라서 환경에 대한 독자적인 법질서의 형성과 헌법에의 규범화
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우리 헌법에서는 환경권의 명문화를 위한 제안은 4가지였다.
첫째, 공화당안: 제30조 ④ 국민은 환경오염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둘째, 신
민당안: 제35조 ① 모든 국민은 보다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환경의 적당한 이용·관리 및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민은 환경보
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셋째, 대한변협안: 제34조 ② 모든 국민은 깨끗한 환경에
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이를 보호할 의무를 진다. 넷째, 6인연구회안: 제36조

헌
법

7) 환
 경보호를 규정한 헌법례로서는 그리스헌법(§24), 인도헌법(§48 A ,§49), 이란헌법(§50), 스위스헌
법(§24의 7), 태국헌법(§65)등을 들 수 있고, 직접 환경권을 규정한 헌법례로서는 포르투칼헌법(§66)과
스페인헌법(§45) 등을 들 수 있다.
8) 우
 리나라의 환경관련법제는 몇 가지 단계를 거치면서 발전하여 왔다. 제1단계로는 1963년에 공해방지법이
제정되었고, 제2단계로는 1970년대에 접어들면서 경제개발우선정책에 따라 본격적인 공업화의 추진으로
환경문제가 심각해지자, 1977년에 환경보전법과 해양오염방지법이 제정되었다. 제3단계는 환경권이 헌법
상 기본권의 하나로 채택된 단계로서 1980년 헌법 제33조에 환경권과 국가 및 국민의 환경보전의무가 규
정되었다. 제4단계로는 경제성장의 고도화와 공업화의 진전으로 환경오염의 유형이 다양화되면서 단일법
주의(單一法主義)에 입각한 환경보전법이 한계를 드러내자, 이를 계기로 복수법주의(複數法主義)에 입각한
환경법제로의 전환이 이루어졌다. 권영성(주 3), 685.
9) 김철수,“우리나라의 환경권과 환경입법”
, 한일법학연구(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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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모든 국민은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환경을 청결하게 유지
하고, 국민의 건강과 위생을 위험하게 하는 오염을 제거하며, 산업공해를 방지해야 한다.
이러한 4가지의 제안을 놓고서 논의한 결과 1980년 제8차 개정헌법 제33조에
“모든 국민
은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처음으로 규정하였고,10) 현행 헌법에서는 제35조에 이를 이어 오고 있다. 환경
보호를 헌법에 명문화시킨 국가가 적었던 당시로서는 대단히 진취적인 규정이었다고 평
가된다.11) 현행 헌법은 1980년 헌법개정에서 처음 규정할 당시의‘깨끗한’
에서‘건강하
고 쾌적한’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로서 보다 구체적으로 환경권을 명문화하였다. 이는 환
경권을‘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라는 자연환경을 그 규범대상으로 하는 것으로부터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라는 자연환경 외의 사회·문화적 환경까지 동시
에 염두에 둔 규정이다. 다만, 우리 헌법의 환경권도입과정에서는 환경보호의 필요성을
지나치게 강조된 나머지 그것을 기본권으로 헌법에 규정하게 되면 어떠한 문제가 발생 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논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결과 환경권에 대한 문제는 전적
으로 (헌법)이론의 문제로 남게 되었다.12)

III. 입헌례와 비교법적 의의
1. 입헌례
사상적 측면에서 처음으로 환경권이 등장한 것은 미국에서다. 미국은 1969년 국가환
경정책법(NEPA)을 만들었는데, 이는 가히 환경권에 관한 권리장전이라고도 할 수 있다.

10) 이
 규정은 환경권이 헌법에 규정되는 경우 국가의 인적·물적 부담이 증가하며, 배상사태로 국가의 부담
내지 예산집행상 어려움이 예견되고, 경제발전이 둔화될 우려가 있다는 반대의견을 극복하고 도입되었다.
헌법연구반보고서, 1980. 3, 155 이하.
11) 홍성방, 헌법학, 현암사, 2005, 583.
12) 전주, 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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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미국에서는 여러 주의 헌법을 개정하여 환경권을 새롭게 신설하였다.13) 일본에서도
1970년대에 들어 환경파괴에 대항하는 주민의 권리로서 환경권을 확립할 것을 주장하였
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법률상의 권리로서 보장되지는 않고 있으며, 각 도시조례에서 건
강하고 안전하며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지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14) 환
경보호가 거의 모든 현대국가의 숙명적 과제 내지 공통의 관심사가 되기 시작한 이래
로,15) 독일에서는 1971년에 이미 인간에 적합한 환경을 구할 수 있도록 환경권을 기본법
에 규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강력하게 제기되었다.16) 1973년 1월 18일 브란트 수상이
「인간은 모두 인간에 적합한 환경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를 가지며, 이것은‘헌법차원’
의
권리이다」
라고 강조하였고, 1994년 11월 27일 드디어 헌법개정을 통하여 기본법 제20a
조에
「국가는 또한 미래세대의 자손들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연적 생활기반을 헌법합치적
질서의 범위 안에서 입법에 의하여 그리고 법률과 법의 척도에 따라 집행권과 사법권에
의하여 보호한다」
라고 하여 기본법상에 처음으로 환경권조항을 규정하였다.17)

13) 석
 인선,“미국의 환경관련판례연구-환경정책에 있어서 권력분립과 사법부의 역할을 중심으로”
, 법학논집
3(1999), 99-32; 김춘환,“미국에 있어서의 자연보호의 법리”
, 법학논집 7(2001), 121-146.
14) 大
 阪辯護士會編, 環境權, 1973; 加藤一郞, 環境權槪念をめぐって, 民法學の現代的課題, 1972; 小林直
樹, 憲法と環境權, ジュリスト, 492號,; 松本昌悅, 環境破德と基本的人權, 1975.
15) Breuer, Umweltrecht, in: Münch/Schmidt-Aβmann(Hrsg.), Besonderes Verwaltungsrecht, 9.Aufl. 1992, S. 396;
Hofmann, Technik und Umwelt, in: Benda/Maihofer/Vogel(Hrsg.), Handbuch des Verfassungsrechts, 2.Aufl.
1994, S. 1005.
16) 모든 국민은 국가와 사회에 대하여 생물적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권리, 완전한 건강 및 인격의 자유와 발
현을 가능하게 하는 생활환경 조건에 대한 권리, 즉, 맑은 공기, 깨끗한 물, 아름다운 자연경관에 대한 권
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그 주장의 주된 논거였다. 이에 대한 자세한 참조는 Kloepfer, Zum Grundrecht des
Umweltschutzes, 1978, S. 7ff.; Michel, Staatszweck, Staatsziele und Grundrechtsinterpretation unter besonderer
Berücksichtigung der Positivierung des Umweltschutzes im Grundgesetz, 1986, S. 269ff.; Bock, Umweltschutz
im Spiegel von Verfassungsrecht und Verfassungspolitik, 1990, S. 53ff.
17) 물론 환경권이 독일기본법에 규정되기 이전에도 연방의 각 주의 헌법에는 이미 환경권이 규정되고 있었
다. 대표적인 예로서 바덴-뷔르템베르크주헌법 제86조, 바이에른주헌법 제3조 제2항 및 제141조 제1·2
항, 헷센주헌법 제26a조,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헌법 제29a조, 라인란트-팔츠주헌법 제73a조, 자아
란트주헌법 제59a조 등이다. 이들 각 주 헌법에는 환경권을 아직 하나의 국가목적 또는 국가과제로서 선
언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규정들은 환경보호가 상대적으로 사회국가적 임무를 넘어서지 못하는 것이
되어 국가적 조치에 대항하는 방어권을 가지는 것은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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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교법적 의의-독일의 국가목적규정으로서의 환경권
기본법에서는 환경권을 우리 헌법과는 달리 기본권으로 명문화하지 않고 하나의 국가
목적규정(Staatszielbestimmung)으로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색이 있다.18) 1983
년 연방내무부와 법무부가 공동으로 구성한 국가목적규정/입법과제전문위원회는 그 보고
에서 환경보호를 국가목적으로 기본법 제20I조에 규정할 것을 제안하면서, 국가목적규정
으로서의 환경권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19) 이 보고서에서는“국가목적규정은 국가행
위가 지속적으로 존중하고 충족하여야 하는 사실상의 목적으로서 확정된 과제를 규정한
법적으로 구속적인 효력을 가지는 헌법규범이다. 국가목적규정은 국가행위의 확정된 프
로그램이며, 이는 국가활동의 지침과 지시가 되며, 아울러 입법과 행정입법의 해석근거
가 된다.”
라고 하여 그 정의를 내리고 있다.20) 국가목적규정으로서의 환경권은 사법부의
결정에 의하여서만 실제적 의미를 가지게 된다는 점에서 아주 미약한 보장이 된다는 비판

18) 우리의 경우“Staatszielbestimmung”
을 흔히 국가목표규정 또는 국가목표조항이라 부르고 있다.(고문현,
“독일기본법상 환경보호”
, 헌법학연구 제5집 제2호(1999), 358 이하; 이종영, 개정된 독일기본법상 국가
목적규정으로서의 환경보호, 독일통일관련 연방헌법재판소의 판례 및 기본법개정에 관한 연구, 헌법재판
소, 1996,12, 390 이하) 사전적인 의미에서 본다면, 목표는 곧 이루거나 도달하려는 대상이 되는 것이라
면 목적은 그 목표의 방향을 의미하는 것이다. 헌법에 있어서 목표, 즉, 곧 이루어야 하는 대상이 되는 것
이라면 그것은 기본권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을 것이지만 목적의 경우에는 아직 그러하지 않아도 될 것이
다. 따라서 이를 국가목표규정 또는 국가목표조항이라 하는 것보다는 국가목적규정이라 부르는 것이 어
감상 더 적합할 것이라 생각된다. 이를 국가목적규정 또는 국가목적조항을 부르는 경우로는 정극원,“국
가목적규정에 관한 일고찰”
, 공법학연구, 제4권 제2호(2003. 4), 219 이하; 김성수, 개별행정법, 법문사,
2001, 245 이하.
19) D
 er Bundesminister des Innen/Der Bundesminister der Justiz(Hrsg.) Staatszielbestimmungen /
Gesetzgebungsaufträge, Bericht der Sachverständigenkommission , 1983, Rn. 130ff.
20) 1
 987년 이래로 기민당/기사당(CDU/CSU)연합은 국가목적으로서의 환경보호를, 사민당(SPD)은 국가목
적규정을, 녹색당(GRÜNEN)은 환경기본권을 각각 제안하여 국가목적규정으로서의 환경권조항에 대한 정
당간의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드디어 1990년 9월 21일 연방의회에서 국가목적 또는 국가과제로서
환경보호에 대한 헌법개정의 제안설명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 제안은 환경·경제·사회정책의 우선이라
는 헌법정책적 관점의 제안이라는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었고, 결국 기본법 제79조 제2항이 정한 3분의2
의 헌법개정 정족수미달로 환경권조항의 신설은 수포로 돌아가게 되었다. 비록 헌법개정은 실패하였지만
일반헌법위원회(Gemeinsame Verfassungskommission)는 정당으로부터 도출된 이러한 국가목적으로서의 환
경보호는 인간생존의 장기간에 걸친 인간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는 점, 헌법이 이러한 환경보호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 이는 기본법 제20I에 명명된 국가목적과 국가구조원리와 같은 순위와 무게로서
의 고차원의 근본적인 과제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헌법에의 규범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 힘입어 드
디어 1994년 11월 27일 제42차 헌법개정에서 환경권은 비로소 국가목적규정으로서 독일기본법에 명문화
되기에 이르렀다. 정극원(주 18), 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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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받기도 한다. 왜냐하면 국가목적규정으로서의 동 조항에 의하여서는 주관적 공권에 의
한 개인적 요구가 도출되지 않기 때문이다.21) 국가목적규정은 헌법위임과는 달리 입법자
뿐만 아니라 행정이나 사법을 법적으로 구속하는 것이므로 환경보전을 국가목적규정으로
이해하게 되는 경우에 이를 통하여 국가의 환경보전의무의 실현에 맞추어 직·간접으로 행
정행위를 조정하거나 통합하게 된다. 국가목적규정에는 국가행위의 특정 프로그램을 포함
하고 있기 때문이다.22) 나아가 국가목적규정으로서의 환경권은 행정청이 환경에 대한 재
량권을 행사하거나 불확정 법개념을 해석할 때 근본적인 가치를 결정하는 직접적인 근거
가 된다. 이러한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해야 할 국가의 헌법적 의무는 특히 경제규제완화
의 논리에 의해 도전을 받고 있는 환경규제의 정당성을 뒷받침해 주는 동시에 규제완화의
한계를 설정해 주는 규범적 척도가 된다. 국가목적규정은 행정의 영역인 계획행정, 질서
행정, 급부행정에 있어서 광범위한 영향력을 가지게 된다. 나아가 국가목적규정은 객관법
적인 성격에 기반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파악되는 입법위임이나 기본권보다도 더 큰 형
성의 특권을 입법부에 부여하게 된다.23) 환경권을 국가목적규정으로 보는 것은 그 내용이
추상적이거나 미확정적인 것에 연유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이를 구체적으로 형성하거나
정립하는 입법자의 입법을 통하지 않고서는 달성되지 않는다. 국가목적규정은 우선적으로
입법부에 대한 행위위임이자 그 행위위임을 수행하기 위한 규범적 방침이 되는 것이다.
행정권의 환경보전의무는 일단 입법권자에 의해 구체화된 환경입법에 따라 이행되어야 하
겠지만, 그러한 입법이 없더라도 헌법규정으로부터 환경권의 구체적 내용을 해석해낼 수
있다. 국가목적규정은 입법자가 입법해태시에 사법부가 이를 구체화시키는데 있어서 사법
에 대하여서도 구속력을 가지게 된다. 국가목적규정을 전혀 이행하지 않거나 상당부분 무
시한 때에는 헌법재판에 있어서 규범통제절차가 생겨날 수 있기 때문이다.24)
기본법 제73조는 연방만이 그 입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전속적 입법사항을 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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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제74조에는 연방이 입법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는 분야에 대하여 그 입법권을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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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행사하는 사항으로서 경합적 입법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를 경우 연방은 환경

21) Stein/Frank, Staatsrecht, 17.Aufl. 2000, S. 171.
22) Hoppe/Beckmann, Umweltrecht, 1989, S. 50.
23) Sommermann, Staatsziel »Umweltschutz« mit Gesetzesvorbehalt?, DVBl., 1991, S. 19.
24) 고문현(주 18), 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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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에 대하여 입법권능을 가지지 못한다. 다만 중요한 특정영역에 관하여서만 환경보호
의 입법권능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1959년 핵에너지시설과 관련한 사항을 경합적 입
법사항(제74조 제11a항)으로 규정하여 환경권의 단초를 규정한 이래로 1972년 4월 12
일 기본법의 개정에서도 쓰레기의 처리, 대기정화 및 소음방지도 경합적 입법사항(제74
조 제24항)으로 규정함으로서 환경보호의 과제들은 주로 지방의 입법에 의하여 그 내용
이 구체화되게 되었다. 이에 반하여 연방은 자연보호, 풍치조성 및 물의 관리에 대해서
는 대강규정을 제정할 권능을 가지고 있다(제75조 제3, 4항). 독일에 있어서의 입법권자
에 의한 환경법의 형성은 초기단계에서는 주로 이러한 연방입법에 의한 것이었다. 예를
들자면, 페기물처리법(1972년), 연방임밋씨온(소음)방지법(1974년), 원자력법 전면개정
(1976년), 연방자연환경보전법(1976년), 유해화학물질법(1980년) 등이다. 이러한 연방
의 환경입법은 대부분 행정부주도의 환경보호운동이 정치적 영향력을 얻기 전에, 그리고
처음부터 여론 및 정치적 압력을 받지 않고 제정된 것이었다. 따라서 독일에 있어서 비
교적 이른 시기에 환경보전에 관한 노력을 기울인 공적은 입법자에게 돌아가야 할 것이
다.25) 입법권자에 의한 이러한 환경입법은 환경보호를 위한 구체적 조치들을 규정하고 있
었다. 따라서 1994년 기본법상에 환경권의 규정의 신설 이전에도 이미 환경보호의 체계
화 및 그 내용의 실질적 확장을 이루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입법이 국민 개개인의 권
리보호를 중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보전 또는 환경보호를 중점으로 하고 있었기 때
문에 환경보호라고 하는 목적은 정하여져 있었지만 누가 이를 이행할 것인가라는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기본법상의 국가목적규정으로서의 환경권규정의 신설에 의하여 비
로소 국가가 이러한 환경보호의무를 지닌 존재가 확정되게 된 것이다. 이제 국가는 사실
상 모든 영역에서 스스로의 활동에 의하여 일정한 수준의 환경보전과 환경보호를 실현하
여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연방, 지방의 각주, 각종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법상의 법인,
그 밖의 국가적 고권을 행사하는 모든 주체들은 이러한 환경보전과 환경보호에 관한 헌법
규정에 구속된다. 기본법 제20a는 기본권으로 규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개의 국민이
주관적 공권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에 근거하여 국가의 객관적 의무 또는 보호
과제가 부여된다. 이는 국가목적규정으로서의 환경권의 내용적 핵심이 된다. 입법권자는

25) K
 loepfer, Entwicklung und Instrumente des deutschen Umweltrechts, 환경문제의 공법적 대응, 한
국공법학회 자료집, 1997.4.1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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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객관적 의무와 보호과제의 체계화에 대하여 우선권을 가지게 됨으로서 기본법상
의 환경권규정의 제정에 상관없이 환경보호의 내용형성은 입법자의 몫이 되고 있었다. 그
러나 환경권에 대한 동 규정의 제정을 통하여 환경보호를 입법의 단계에서 헌법상으로 그
단계를 끌어 올리게 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이제 입법권자는 기본법에 다라 국
가가 어떻게 또는 어느 정도로 자연적 생활기반은 충족하여야 하는지의 행위의무를 정하
게 되는데, 이 경우에 고려하여야 할 중요한 법적 기본원칙이 바로 사전배려의 원칙, 원
인자책임의 원칙 및 협력의 원칙이다.26) 사전배려의 원칙은 기본법 제20a조에 의하여 직
접 도출되는 원칙이며, 원인자책임의 원칙은 그 원인을 상세하게 정서할 수 없다는 점에
서 그리고 비용부담이라는 점에서 공동부담의 원칙(Gemeinlastprinzip)을 경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야야 한다.27) 기본법 제20a조의 자연적 생활기반의 보호, 즉, 환경보호의
내용실현을 위하여 입법권자는 주로 규제의 방식을 그 수단으로 취하고 있다. 예컨대, 신
고의무(유해화학물질법 제4조, 물관리법 제16조 제2항 등), 허가유보부금지(연방삼림법
제9조, 원자력법 제7조), 금지수권(연방자연환경보전법 제21a조), 감독규정(연방임밋씨
온법 제53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밖에도 환경보호를 구체화하기 위하여서는 법적으
로 계획의 절차를 규정하거나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법적 장치를 입법을 통하여 규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연방자연보호법 제5조에 규정된 풍치계획이나 일정한 공적·사적 사업계
획에 대하여 구속적인 환경영향평가를 규율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법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환경보호를 통하여 실현하려는 궁극적 이상 현재에 살고 있는 국민 개개인과 장래
에 살게 될 후세대에게 깨끗한 환경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할 권리를 누리게 한다
는 점에서 환경보호는 곧 환경에 대한 권리의 직접적 근거가 된다.
비교법적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의 헌법은 환경권을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고 독일기
본법은 국가목적규정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권이 기본권으로 규정되어 있는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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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나라의 경우가 그 구체적 내용실현에 있어서 환경권을 국가목적규정으로 규정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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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독일보다 오히려 덜 구체화되어 있다. 환경의 침해는 그 특성상 국소적이고 특정 개인
에게만 피해를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이고 일반 국민 대부분에게 피해를 가져다주

26) U
 mweltbericht '76 der Bundesregierung, BT-Drucks, 7/5684, 8f.; Kloepfer, Systematisierung
des Umweltrechts, 1978, 103ff.
27) 이
 경우 공동부담의 원칙은 바로 국가의 사회적 의무를 그 뿌리로 하는 것이다. Stein/Frank, a.a.O., S.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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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경우 부분적으로만 방어권을 인정하거나 단체소송의 길이
열려 있는 것도 아니다. 이에 반하여 독일은 이러한 경우 국가의 환경보호의무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고 연방자연보호법에 부분적으로 도입된 단체소송에 의하여 환경권을 실현
할 수 있다. 환경권에 대한 헌법규정의 형식에서 볼 때, 우리의 경우는 권리보장을 독일
의 경우에는 환경보호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경우에는 환경권에 주관적 권리가
도출되지만 독일의 경우에는 주관적 권리가 추론될 수 없다. 우리의 경우 환경권에 기하
여 주관적 권리가 도출됨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과 행사에 대하여 입법위임으로 정하게 하
여 국가목적규정으로 정한 독일의 경우와 특별히 구별되지도 않는다. 입법위임에 의하여
환경권의 내용을 형성하는 것이 당연한 입법권자의 권능이 된다. 그러나 기본권으로 보장
된 환경권의 행사조차도 법률로서 규정하게 함으로서 권리제한적 법률유보 하에 놓여 있
다. 이는 입법위임에 의하여 환경보호의 국가적 과제를 정하는데 있어서 법률유보에 의한
환경권의 제한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 독일에 비하여 실제적으로 환경권을 더 약하게 보호
하고 있는 것이다.

IV. 다른 조문과의 체계적 관계
1. 다른 기본권제한의 전제로서의 환경권
환경권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공해 없는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권리이지만, ⅰ)
환경 그 자체는 권리의 대상이 될 수 없고,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인간의 행위를 규제함
으로써 비로소 그 실효성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의미에서는 타기본권의 제한을
전제로 하는 기본권이라는 특성을 갖는다. ⅱ) 또 환경권은 다른 어느 기본권보다도 그
의무성이 강해서 환경보전의무의 이행, 상린관계의 존중 등을 통해서만 비로소 실현될 수
있는 기본권이라는 특성을 갖는다. ⅲ) 셋째 환경권은 외형상 산업발전으로 인한 환경오
염과 상극적인 관계에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산업발전 억제하거나 산업체활동을 제
약하는 경제성장의 장애요인으로 기능할 수도 있다는 특성을 갖는다.28) ⅳ) 넷째 환경권

28)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06, 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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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현재 살고 있는 현존세대만의 기본권이 아니라 미래세대의 기본권적인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는 특성을 갖는다.29)

2. 다른 기본권보호의 전제로서의 환경권
환경권은 인간의 존엄성존중을 그 이념적 기초로 하면서 여러 가지 성격을 아울러 가
진 총합적 기본권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환경권은 오염되거나 불결한 환경을 예방 또
는 배제하여 주도록 청구할 수 있는 권리라는 의미에서는 청구권이라 할 수 있고, 오염되
거나 불결한 환경은 인간다운 생활을 불가능하게 한다는 의미에서는 인간다운 생활권이
라 할 수 있으며, 오염되거나 불결한 환경은 건강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의미에서는 보건
에 관한 권리라고 할 수 있고, 오염되거나 불결한 환경은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고 인간을
불행하게 한다는 의미에서는 인간의 존엄성존중이념에 위배되고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제34조)와는 달리
것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30) 환경권은‘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정신적이고‘환경적인 최저생활’
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물질적인
최저생활’
을 보장하는‘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와 함께 우리 헌법이 그 가치적인 핵으로
하는‘인간의 존엄과 가치’
를 비롯한 행복추구권·생명권 및 신체적 완전성에 관한 권리,
보건에 관한 권리, 그리고 재산권 등을 실효성 있는 것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이른바‘기본
권의 전제조건의 보호’
라는 헌법상의 의의와 기능을 가지고 있다.31) 환경권은 인간의 존
엄성존중을 그 이념적 기초로 하면서 여러 가지 성격을 아울러 가진 총합적 기본권이라
점에서 환경권의 보장은 동시에 다른 기본권의 실현을 가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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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산권보장과의 관계
사실 환경파괴에 의한 인권의 대량침해·대량파괴는 기존의 사회적 기본권이론, 즉 추

29) 전주, 440.
30) 권영성(주 3), 686.
31) 대법원은 생수의 국내시판불허조치(보사부고시)를 무효라고 판시하면서 직업의 자유 및 행복추구권과 함
께 국민이 갖는‘깨끗한 물을 마실 권리’
, 즉 환경권을 특히 강조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다. 大判
1994. 3. 8, 92누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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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적 권리론을 가지고는 대응할 수 없게 되었다. 공해기업이 환경을 일방적·독점적으로
이용하면서도, 영업의 자유·재산권의 자유로운 행사를 논리적 방패로 내세워 이들이 자
행하는 일방적인 환경파괴행위에 대해서는, 종래의 추상적 권리개념을 가지고는 더 이상
대응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환경파괴라고 하는 새로운 기본권침해
에 대응할 새로운 적극적인 이론구성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니 된다. 그 한 가지 방안으
로 생명권·환경권(보건권)의 재산권·영업권 등에 대한 우위론이라는 기본권해석론이 있
다. 사실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를 최고의 헌법적
가치로 규정하고, 또 환경권을 총합적 권리로 인식한다면, 생명권·환경권(보건권)의 재산
권·영업권 등에 대한 우위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32)

V. 개념과 원리에 대한 판례와 학설
1. 판례
대법원은 생수시판금지를 위법이라고 판결하면서
“헌법 제35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구 헌법 제33조
도 거의 같은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국민이 수돗물의 질을 의심하여 수돗물을 마시기를
꺼린다면 국가로서는 수돗물의 질을 개선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그와 같은
의심이 제거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만일 수돗물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나 의심이 단
시일 내에 해소되기 어렵다면 국민으로 하여금 다른 음료수를 선택하여 마실 수 있게 하
는 것이 국가의 당연한 책무이다”
라고 판시하여33) 환경권의 한 내용으로‘깨끗한 물을 마
실 권리’
를 처음으로 명시하였다. 또한 부산고등법원은 그 판결에서
“헌법상 규정된 환경
권은 사람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수
적으로 요구되는 것이므로 인간의 생래적인 기본권의 하나로서 모든 사람에게 다 같이 보

32) 권영성(주 3), 687.
33) 大判 1994. 3. 8, 92누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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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되는 보편적인 권리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할 것이고, 이러한 화경권의 내용인 환경에
는 공기, 물, 일광, 토양, 정온(靜穩)등 자연적 환경을 비롯하여 자연의 경관도 포함되고,
이러한 자연적 환경 이외에 역사적, 문화적 유산인 문화적 환경뿐 아니라 사람이 사회적
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도로, 공원, 교량 등과 같은 사회적 시설로서 인간 생활상 필요불
가결한 사회적 환경도 포함됨은 당연하고, 교육환경 역시 사회적, 문화적 환경에 속한다
할 것이다”
라고 판시하여34) 환경권에 대하여 광의의 개념으로 해석하고 있다.35) 대법원은
환경이익의 침해를 이유로 그 침해의 배제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어느 토지
나 건물의 소유자가 종전부터 향유하고 있던 경관이나 조망, 조용하고 쾌적한 종교적 환
경 등이 그에게 하나의 생활이익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인접 대지에 건물을 신축함으로써
그와 같은 생활이익이 침해되고 그 침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선
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토지 등의 소유자는 소유권에 기하여 방해의 제거나 예방을 위하
여 필요한 청구를 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청구를 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반드시 건물이 문
화재보호법이나 건축법 등의 관계 규정에 위반하여 건축되거나 또는 그 건축으로 인하여
소유자이 토지 안에 있는 문화재 등에 대하여 직접적인 침해가 있거나 그 우려가 있을 것
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판시하여36) 적극적 입장을 취하여 그 침해에 대한 이익보호
를 넓게 보고 있다.

2. 학설
헌법 제35조의 환경권은 사회적 기본권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자유권적 성격을 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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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부산고등법원 1995. 5. 18, 95카합5.
35) 이 판결이 마치 헌법 35조에서 구체적인 사법상의 권리가 나오는 것처럼 판시하였다고 하여 대법원은 이
는 잘못이라고 보았다(大判 1995. 9.1 5, 95다23378,). 판례해석으로는 김상영, 부산대학교 대 (주)강암
주택 사건판결에 관한 검토, 법학연구 46, 1997, 63-80; 조홍석,“헌법상의 환경권 논쟁”
, 헌법학연구
제2집(1996), 197 이하 참조.
36) 사찰로부터 6m의 이격거리를 둔 채 높이 87.5m의 19층 고층빌딩을 건축중인 자에 대하여 사찰의 환경
이익 침해를 이유로 전체 건물 중 16층부터 19층까지의 공사를 금지시킨 사례. 大判 1997. 7. 22, 96다
56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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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그 법적 성격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대두되고 있다.37)
기본권으로서의 환경권은 총합적 기본권의 성격을 가지기는 하지만,38) 사회적 기본권으
로 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 헌법은 환경권을 모든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
활할 권리로 규정하고 있고, 환경권은 산업화의 결과 국민 개개인으로서는 어찌할 수 없
는 환경오염과 환경파괴에 직면하여 국가에 대하여 환경의 유지·보존·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이다.39) 헌법 제35조의 환경권은 국가적 측면에서의 환경보전과 국
민의 측면에서의 권리보장이라는 헌법의 전체질서를 관류하게 되는 하나의 총괄규정
(Querschnittsklausel)의 성격에 의하여40) 총합적 기본권성과 국가의 소극적 침해의 배
제를 요구하는 자유권적 성격도 가지는 것이지만, 국가를 통한 보장을 주된 내용으로 하
는 사회적 기본권인 것이다.41) 일반적으로 사회적 기본권은 수범자를 국가에 한정시키고
있음에 반하여 환경권의 경우는 그 수범자가 국가와 국민으로 되어 있고 깨끗한 환경을
국가가 침해하여서는 안된다는 부분적으로 방어권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사회적 기본권
이라 할 것이지만, 국가를 수범자로 하는 다른 사회적 기본권과는 차이가 있다. 헌법 제

37) 권
 영성교수는 환경권을 ① 인간의 존엄권으로 보는 견해, ② 행복추구권으로 보는 견해, ③ 사회적 기본
권으로 보는 견해(보건권 또는 인간다운 생활권), ④ 인간의 존엄성존중과 행복추구권 및 사회적 기본권
의 성격을 아울러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견해 등이 있지만, 환경권은 인간성존중을 그 이념적 기초로
하면서 여러 가지 성격을 아울러 가지는 총합적 기본권으로 보며(권영성(주 3), 686), 허영교수는 ① 종합
적 기본권, ② 인간의 당연한 생활질서로서의 성질, ③ 제도적 보장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보며(허영(주
28), 442 이하), 홍성방교수는 ① 생존권적 기본권에 포함되면서도 자유권적 성격과 생존권적 성격을 아
울러 가지는 것, ② 총합적 기본권이지만 주된 성격은 사회적 기본권이라는 것, ③ 사회적 기본권이라는
견해로 나누어 설명하면서 사회적 기본권이라고 보고 있다(홍성방(주 11), 1039).
38) 환경권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는 자유권적 성격뿐만 아니라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으로부터 도출
되는 생존권 또는 사회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총합적 기본권으로 보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이다라
는 주장(홍준형, 환경법, 박영사, 2001, 41)과 사실 모든 기본권이 총합적 측면을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
에 환경권만 총합적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나, 환경권의 특성상 총합적 기본권성이 특히 강
조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는 주장(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07, 625)이 있다. 생각건대, 헌법상
에 명문규정이 없으면서 포괄적인 성격을 가지는 기본권의 경우에 그 효력의 주장으로서 총합적 기본권의
개념이 등장되는 것이지, 구체적으로 명문화된 헌법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총합적 기본권성을 갖는다 하더
라도 그 효력의 주장은 기본권으로서 명문화된 방법에 따르면 되기에 환경권은 총합적 기본권성을 가지는
것이지만 총합적 기본권은 아닌 것이다.
39) 홍성방(주 11), 1039 이하.
40) 우리나라의 경우 환경권을 총괄조항으로 보는 견해를 아직 발견하기 어렵다. 그러나 독일기본법 제20a조
에 규정된 환경권에 대하여서는 총괄규정으로 보고 있다. 고문현(주 18), 368.
41) 즉, 환경권은 자연인으로서 생존·생활과 직접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공동체의 생활자로서의 지위
에서 착안하여 요청되는 국가를 통한 생활권이념에 근거한 권리이기 때문이다. 정극원(주 18), 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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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조에 규정된 환경권을 사회적 기본권으로 보더라도 그 본질에 대하여 여러 학설이 나
누어져 있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서 입법방침규정설, 구체적 권리설, 추상적 권리설 등이
있다. 입법방침규정설에 따르면 환경권은 개인에 대하여 일정한 환경보호조치를 구하는
청구권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고 입법자에 향하여 효과적인 환경보호의 포괄적 조치를 취
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라고 본다.42) 환경권에 관한 헌법 제35조의 규정이 개개의 국민
에게 직접적으로 구체적인 사법상의 권리를 부여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사법상의 권
리로서의 환경권이 인정되려면 그에 관한 명문의 법률규정이 있거나 관계법령의 규정취
지 및 조리에 비추어 권리의 주체, 대상, 내용, 행사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정립될 수 있어
야 한다. 그러므로 사법상의 권리로서의 환경권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데도 환경
권에 기하여 직접 방해배제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다.43) 그러나 현행 헌법 제35조 제1항
은
“권리”
라고 표현하고 있으므로 환경권이 단순히 입법방침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고 본다.44) 이에 반하여 구체적 권리설은 환경권을 생존권의 일종으로 보면서 법
적 권리임을 인정하려는 것이다. 헌법 제35조는 행정권을 직접 구속할 수 있을 만큼 명확
하고 상세한 것은 아니나 입법권과 사법권을 구속할 수 있는 정도로 충분히 명확한 내용
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따라서 환경권은 국민이 입법권에 대하여 그 권리의 내용에 적합
한 입법을 행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 구체적 권리라고 한다. 이와 같이 구체적으로 효력을
가지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 우리 헌법 제35조에 규정된 환경권은 헌법상의 환경권의 보
호영역을 자연적 환경과 더불어 문화적·사회적 환경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한편으로는 이러한 환경이 국가에 대하여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 직접 그
침해의 배제 내지 예방을 요구할 수 있는 소극적 권리가 되며,45) 다른 한편으로는 자연환
헌
법
제
3
5
조

42) 입
 법방침규정설은 다시 소극적 프로그램설과 적극적 프로그램설로 나누어지는데, 소극설은 입법권의 정
치적·도의적 의무를 정하고 있을 뿐이며 법적 의무는 아니라고 한다. 이에 대하여 적극적 프로그램설은
생존권규정은 문화적 최저한도의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입법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고 본다. 김철수,“헌법상의 환경권”
, 공법이론의 현대적 조명(육종수교수회갑논문집), 형설출판사,
1997, 27.
43) 大判 1997. 7. 22, 96 다 56153.
44) 조홍석(주 35), 213.
45) 환
 경권은 헌법에 기본권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한 배제청구권(Abwehrrecht)의 효력을 갖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강혁,“환경권과 권리구제”
, 현대행정과 공법이론(서원우박사회갑논문집), 1992, 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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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은 자연환경 그대로, 문화적 유산은 문화적 유산 그대로, 사회적 환경은 사회적 환경
그대로 보전하는 것은 물론 더 나은 자연환경, 문화적·사회적 환경을 조성하여 줄 것을
국가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가 된다. 전자는 국가에 대하여 그 환경오염
이나 공해를 배제하고 침해를 중지해 줄 것을 요구하는 방어권을 의미하며, 후자는 국민
이 국가에 대하여 환경파괴의 예방, 깨끗한 환경의 회복, 쾌적한 주거생활을 포함하는 문
화적 환경 나아가 사회적 환경을 위하여 일정한 급부와 배려를 요구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청구권을 뜻한다.46) 한편 추상적 권리설에 의하면 환경권은 입법에 의하여 구체화되
어야만 실정권이 나오는 추상적 권리라는 것이다. 입법이 없거나 불충분한 경우에 법원에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하는 불완전한 권리만 인정된다고 한다. 이 견해의 근거로서
는 첫째,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의 적극적 내용은 입법에 의해서만 구체
화될 수 있다.47) 둘째, 헌법 제35조의 환경권을 기본권으로 이해하기에는 그 내용과 한계
가 명확하지 않고, 그 정의나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 없다.48) 셋째, 생활환경조성권은 국
가의 재정형편 등 여러 가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법률을 통하여 구체화될 때
에 비로소 인정된다고 본다. 따라서 환경조성청구권은 국가에 대하여 특정의 과제실현을
강제하는 그러나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를 넓게 인정하게 된다. 우리 대법원도 공작물설치
금지가처분 기각결정에서
“환경의 보전이라는 이념과 산업개발 등을 위한 개인활동의 자
유와 권리의 보호라는 상호 대립하는 법익 중에서 어느 것을 우선시킬 것이며 이를 어떻
게 조정 조화시킬 것인가 하는 점은 기본적으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법률에 의하
여 결정하여야 할 성질의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헌법 제35조 제2항에서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 법률로 정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고려에 근
거한 것이라고 여겨진다”
라고 판시하고 있다.49) 이러한 점에서 본다면, 환경권은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기본권으로서 하나의 추상적 권리라고
보는 것이 다수설로 인정되고 있다. 환경권은, 다른 사회적 기본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본질은 추상적 권리로서 이것을 구체화하기 위한 입법조치가 수반되어야 비로소 구체

46) 조홍석(주 35), 206.
47) 홍준형(주 38), 41.
48) 정만조,“환경공해와 국민건강권”
, 인권과 정의 186호(1992.2), 51.
49) 大判 1995. 9. 15, 95 다 23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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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권리가 되고 소송을 통한 권리구제가 가능한 것이지만, 국가가 최소한의 생존을 위한
환경, 최소한의 문화적 환경, 최소한의 사회적 환경 등의 헌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작위를 이유로 헌법적 권리구제가 가능하다. 따라서 여기서의 추상적 권리의
성격은 헌법재판 또는 입법형성에 의하여 추상성이 제거되기만 하면 구체적인 실현을 이
루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지, 성격과 내용이 불명확하고 현실적으로 강령의 성격을 가지
는 그러한 권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헌법상에 규정된 규범의 의미와 구체적 내용은 그 헌법으로부터 도출하여야 한다. 국가
에 대한 기본권의 보장을 전제로 하는 자유권적 기본권에 있어서는 더욱더 그러하다. 그
러나 국가의 급부형성에 의존적인 국가를 통한 보장을 전제로 하는 사회적 기본권의 경우
와 새로운 인권으로서의 기본권의 경우에는 입법권자의 입법형성에 의하여 비로소 그 내
용이 확정되거나 확장되기 때문에 헌법에 근거한 법규범으로부터 구체적 내용이 도출되
는 것이다. 이러한 입법권자의 입법형성을 규정하고 있는 것을 흔히 입법자의 권능규정
이라 한다. 입법자는 이와 같은 권능규정을 통하여 공동체생활에 있어서의 보호를 법익
으로 하는 모든 법규범과 의무를 부과하는 모든 법규를 제정하는 것이다. 이 경우 입법목
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가능한 여러 수단 가운데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는 그 결
정이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것이 아닌 한 입법재량에 속하는 것,50) 즉, 입법권자
가 어떤 사항을 법률로 규율하려고 할 때 여러 가지의 법적인 규율가능성 중에서 가장 합
목적적이라고 느껴지는 입법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새로
운 인권으로서 등장하여 헌법상에 기본권으로 규정된 환경권의 구체적 내용은 바로 이러
한 입법권자의 입법형성에 의할 수밖에 없다. 헌법 제35조 제1항이 사람이 인간다운 생
활을 영위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이므
로 인간의 생래적인 기본권의 하나로서 모든 사람에게 다같이 보장되는 보편적인 권리로
서의 환경권을 선언한 것이라면, 제2항은 이러한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서는 법
률로 정한다”
라고 규정하여 환경권법률주의를 선언하고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환경권의
내용은 입법형성에 의하여 제정되는 다양한 법률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화된다. 이 경우에
있어서도 우리 헌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은 이를 단지 입법권자에게 입법형성의 재량을

50) 憲裁 1996. 2. 29, 94헌마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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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헌법 제35조 제1항에 의한 환경권 및 국가의 환경보호의
무를 구체화해야 할 입법의무를 부과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함으로서 환경권의 운명이 입
법의 변덕에 좌우되지 않도록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51) 환경권에 관한 입법형성은 전적으
로 자유재량에 의하는 것이다. 그러나 국가공동체에 존재하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정당하
게 형량하여 기본권으로서 보호받아야 하는 권리와 이익들을 규정하여야 하는 헌법기속
의 범위를 일탈하여서는 성립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은 제1
항에 규정된 환경권의 이념과 목적에 합치되는 경우에만 허용되는 것이다. 헌법은‘건강
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
로서 환경권을 보장한 후, 그 내용과 행사는 법률로 정하도
록 유보하고 있다. 따라서 환경권의 내용은 이‘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
에대
한 헌법해석을 통해 결정되는 것이며 또 입법권자가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를 법률에 구
체화하는 것도 어디까지나 그러한 헌법해석을 전제로 하고 그 취지에 부합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52) 입법권자는 입법형성을 통하여 첫째, 국가의 환경침해
에 대한 방어권, 둘째, 국가 이외의 제3자가 일으키는 환경오염을 막아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공해배제청구권, 셋째,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청구권53)을 구체적으로 실현
할 수 있도록 법규를 제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입법형성에 있어서는 행정주체의 행정작용
을 규율하는 공법적 측면, 손해의 배상이나 원상회복을 구하는 민사법적 측면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의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환경책임법, 환경
침해행위를 하나의 범죄행위로 인정하여 이에 대한 형법상의 벌을 가하는 환경형법의 제
정도 가능할 것이다.54) 이러한 입법형성에 의하여 1990년 8월 1일 환경정책기본법을 제
정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수질환경보전법, 유해화학
물질관리법, 자연환경보전법, 환경분쟁조정법 등의 약 50여개의 개별법률들을 제정하여
환경의 보호를 통한 환경권의 보장을 규정하고 있다. 즉, 환경권은 헌법(제35조)-환경정

51) 홍준형(주 38), 42.
52) 홍준형(주 38), 43.
53) 허영(주 28), 445.
54) 이에 대해서는 김성수(주 11), 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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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기본법-개별법률의 방식이라는 복수법들에 의하여 체계화되고 있다.55) 헌법 제35조에
의거하여 제정된 환경정책기본법 제2조에는 그 기본이념을
“환경의 질적인 향상과 그 보
전을 통한 쾌적한 환경의 조성 및 이를 통한 인간과 환경간의 조화와 균형의 유지는 국민
의 건강과 문화적인 생활의 향유 및 국토의 보전과 항구적인 국가발전에 필수불가결한 요
소임에 비추어 국가·지방자치단체·사업자 및 국민은 환경을 보다 양호한 상태로 유지·
조성하도록 노력하고, 환경을 이용하는 모든 행위를 할 때에는 환경보전을 우선적으로 고
려하며, 지구의 환경상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강구함으로써 현재의 국민으
로 하여금 그 혜택을 널리 향유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계승될 수 있도
록 함을 이 법의 기본이념으로 한다.”
라고 천명하고 있다. 환경에 관한 여러 단행법률들
은 이러한 기본이념을 세부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것들이다. 헌법, 환경정책기본법, 개별
단행법률들의 궁극적 목적은 첫째, 모든 국민에게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보장함으로써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주는 환경권의 보장, 둘째, 생활환경 및 자연환경을
침해 및 훼손으로부터 보호하는 환경보호, 셋째, 발생한 환경침해로 인한 피해와 불이익
을 제거·전보하고 환경분쟁을 해결하는 환경오염피해의 제거·구제 및 환경분쟁의 해결
에 있다.56) 입법권자의 입법형성의 자유는 국가재정·기술수준·정책순위 등을 고려하여 행
사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개별입법을 통하여 환경보호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함으로
서 환경권이 내용적으로 실현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57) 권리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환경
침해가 있을 때 그 배제를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소극적 침해배제청구권과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의 조성을 요구하는 적극적 생활환경조성청구권 바로 환경권의 중심내용이 된다. 즉,
개별입법을 통하여 환경보호의 장치를 강화하면 강화할수록 그에 부수하여 환경권보장이
실질적으로 강화되는 것이다. 이러한 입법형성에 의한 환경권의 구체적 내용결정을 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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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환
 경권에 대한 입법의 방법에는 환경입법을 단일화하여 모든 종류의 오염현상을 하나의 법률 속에 총괄적
으로 규율하는 단일법주의, 오염종류를 개별화하여 여러 개의 독립된 단행법률로 제정하는 복수법주의,
단일법주의와 복수법주의를 절충하여 같은 법률 속에 오염 종류별로 망라하는 절충주의가 있다. 우리나라
의 환경입법은 90년대 접어들면서 환경법률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자 그 때까지 채택해 왔던 단일법주의를
벗어나 복수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박수혁,“지구환경시대·환경자치시대에 있어서의 한국의 환경법정
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환경문제의 공법적 대응, 한국공법학회 자료집(1997.4.19), 101.
56) 홍준형(주 38), 68.
57) 환경권에 관한 상세한 입법례는 김철수, 입법자료교재 헌법(증보판), 박영사, 1980, 394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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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환경권이 헌법상에 하나의 기본권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현실에서는 추
상적 권리로 이해되는 헌법규범과 헌법현실의 거리를 좁혀나갈 수 있을 것이다.

VI. 현실적 평가
홍성방교수의 견해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이렇다 할 논의 없이 1980년 헌법에서 환
경보호를 기본권의 형태로 수용하였다. 그 결과 현행 환경권규정은 몇 가지 문제점을 가지
고 있다는 것이다. 첫째, 제 35조 제1항은“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라고 하여“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을 환경권의 객체로 규정하고 있다. 그
러나“건강하고 쾌적한”
이라는 표현은 더욱 함축적인 표현으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며, 환
경도 환경보호의 대상이 주로 자연환경이라는 점을 감안하여“자연환경”
으로 제한함이 필
요하다. 뿐만 아니라 제34조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오해를 파하기 위하여
“에서 생
활할”
을“을 향유할”
로 바꾸는 것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 곧 제35조 제1항은“모든 국민은
깨끗한(또는 인간다운)자연환경을 향유할 권리를 가지며”
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
째, 제35조 제2항의“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는 표현은“환경
권의 내용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라고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국민이 환
경권을 가지는 이상 그 기본권의 내용(이것은 법률로써 구체적 범위가 정해질 것이다)에
따른 행사는 당연한 것으로 법률로써 환경권의 행사를 구체화할 어떤 이유도 없기 때문이
다. 셋째, 현행헌법 제35조 제3항은 환경정책과 사회보장정책을 혼동한 것이다.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주택문제는 사회보장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주택사정을 고려할 때
현행헌법 제35조 제3항과 같은 내용의 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그 위치는 환경권
을 규정한 제35조가 아니라 사회보장의 근거규정인 제34조이어야 할 것이라 한다.58) 헌법
상에 규정된 환경권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공해 없이 생활을 누릴 수 있게 보장하
는 것이라는 점에서 권리이지만, 그 실현에 있어서 타기본권의 제한, 그 실현을 위한 강한
의무성, 경제성장의 장애요인, 미래세대의 기본권이라는 기능과 특성을 가지고 있다.59) 즉

58) 홍성방(주 11), 594.
59) 허영(주 28), 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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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35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
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환경권을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로 승인하고 있으므로 사법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도 이러한 기본권이 충분히 보장
되도록 배려하여야 할 것임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나, 헌법상의 기본권으로서의 환경권에
관한 위 규정만으로써는 그 보호대상인 환경의 내용과 범위, 권리의 주체가 되는 권리자의
범위 등이 명확하지 못하여 이 규정이 개개의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구체적인 사법상의 권
리를 부여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어렵고, 또 사법적 권리인 환경권을 인정하면 그 상대방의
활동의 자유와 권리를 불가피하게 제약할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사법상의 권리로서 환경
권이 인정되려면 그에 관한 명문의 법률규정이 있거나 관계법령의 규정취지나 조리에 비
추어 권리의 주체, 대상, 내용, 행사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정립하여야 한다는 것이다.60)
최근 헌법학회의 헌법개정연구위원회의 최종보고서인「헌법개정연구」
에서는 사회권적
성격과 자유권적 성격(평등권)을 지니는 현행헌법상의 사회적 기본권 중에서 첫째, 후자
의 성격이 더 강한 기본권은 해당조문으로 옮겨 규범력을 높이는 방안, 둘째, 전자의 성
격이 더 강한 기본권도 사회권으로 규정하거나 국가의무규정으로 두자는 의견 등으로 나
누 사회적 기본권의 개정방향에 있어서 논의가 있었다.61) 환경권은 사회권적 성격이 더
강한 기본권이다. 이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헌법상에 국가에 대하여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VII. 관련문헌
1. 국내문헌

헌
법

고문현, 독일기본법상 환경보호, 헌법학연구 제5집 제2호, 1999.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7.

60) 그것은 환경의 보전이라는 이념과 산업개발 등을 위한 개인활동의 자유와 권리의 보호라는 상호 대립하는 법
익 중에서 어느 것을 우선시킬 것이며, 이를 어떻게 조성·조화시킬 것인가 하는 점은 기본적으로 국민을 대표
하는 국회에서 법률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성질의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허영(주 28).
61) 2006년 헌법개정연구위원회의 최종보고서인 헌법개정연구, 한국헌법학회, 200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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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영, 부산대학교 대 (주)강암주택 사건판결에 관한 검토, 법학연구 46,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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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36조
정극원
第36條
① 婚姻과 家族生活은 개인의 尊嚴과 兩性의 平等을 기초로 成立되고 유지
되어야 하며, 國家는 이를 보장한다.
② 國家는 母性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모든 國民은 保健에 관하여 國家의 보호를 받는다.

Ⅰ. 기본개념과 입헌취지
1. 개념
헌법 제36조는「①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②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
다. ③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36조에
는 혼인과 가족, 모성보호 및 보건에 관한 권리라는 세 가지의 규범내용을 동시에 포함하
고 있다. 그 문맥에 따르면 헌법은 혼인에 관하여 기본권주체자가 행하여여야 하는 자유
와 권리의 보장을 규정한 것이 아니라 혼인의 유지·존속을 위한 혼인제도와 가족제도의
보장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객관적 규범의 성격을 가진다. 객관적 규범은 제도에 의하
여 실현되게 되는데, 제도 그 자체만으로는 곧바로 권리를 도출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관
적 지위의 강화라는 제도적 기능을 통하여 궁극적으로는 기본권보장과 그 실현을 강화하
게 된다는 점에서 제36조에서의 혼인제도와 가족제도에는 혼인과 가족생활에 대한 기본
권주체자의 주관적 지위가 전제되어 있는 것이다. 혼인과 가족생활에 있어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한다는 것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보장 및 평등권의 보장에 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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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서도 실현될 수 있다. 제36조에서 평등보장과 함께 혼인의 가족의 보호에 대하여 별도
로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은 그 보장을 보다 명백하게 하기 위함이
다. 혼인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본질적 평등의 바탕위에서 모든 국민은 스스로 혼인을
할 것인가 하지 않을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고 혼인을 함에 있어서도 그 시기는 물론 상
대방을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는 주관적 권리가 되며, 이러한 결정에 따라 혼인과 가족생
활을 유지할 수 있고, 국가는 이를 보장해야 하는 것이다.1) 즉 소극적으로는 국가권력의
부당한 침해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방어권으로서 국가권력이 혼인과 가정이란 사적인 영
역을 침해하는 것을 금지하면서, 적극적으로는 혼인과 가정을 제3자 등으로부터 보호해
야 할 뿐이 아니라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바탕으로 성립되고 유지되는 혼인·가족
제도를 실현해야 할 국가의 과제를 부과하게 된다.
혼인 및 그에 기초하여 성립된 부모와 자녀의 생활공동체인 가족생활은 국가의 특별한
보호를 받게 된다.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함으로써 가족의 자율영
역이 국가의 간섭에 의하여 획일화·평준화되고 이념화되는 것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2) 제36조 제2항은 직접적으로는 모성의 보호를 위한 국가적 노력의 의무만을 규
정하고 있지만, 이러한 국가적 노력의 의무에 대응하여 모성은 국가적 보호를 청구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가 된다. 제36조 제3항에 규정된 보건에 관한 권리가 국가의 건강침
해행위의 중지를 요구하는 자유권적 측면이 있다는 점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이것은 신체
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에서 우선적으로 보장된다고 이해한다면 보건에 관한 권리는 건
강보호를 위한 사실적 기초를 보장해주도록 요구하는 사회적 기본권으로서 성격을 가지
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은 보건에 관한 권리로서 국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는 전염병의
예방이나 치료와 같은 방역정책이나 건강보험정책은 물론 건강증진을 위한 사회적 환경
의 형성 등에 관한 적극적 급부를 요구할 수 있다.3)

1) 憲
 裁 1997. 7. 16, 95헌가6등 병합결정. 동지“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을 스스로 결정하고 형
성할 수 있는 자유를 기본권으로서 보장하고, 혼인과 가족에 대한 제로를 보장한다. 그리고 헌법 제36조 제1
항은 혼인과 가족에 관련되는 공법 및 사법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헌법원리 내지 원칙규범으로서의 성
격도 가지는데, 이는 적극적으로는 적절한 조치를 통해서 혼인과 가족을 지원하고 제삼자에 의한 침해 앞에서
혼인과 가족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과제를 포함하며, 소극적으로는 불이익을 야기하는 제한조치를 통해서 혼
인과 가족을 차별하는 것을 금지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포함한다.”
, 憲裁 2002. 8. 29, 2001헌바82.
2) 憲裁 2000. 4. 27, 98헌가16등 병합결정.
3) 의
 료법도 제1조에서“이 법은 국민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
의 건강을 보호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여 위와 같은 취지를 선언하고 있는 한편, 제2조 제2
항에서 의료인에게는 국민보건의 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기여한다는 공익적인 사명
감을 부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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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헌취지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
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혼인제도와 가족
제도에 관하여 헌법원리를 통하여서 보장하고 한 것이다. 혼인제도와 가족제도는 인간의
존엄성 존중과 국가구성의 구조적 원리인 민주주의원리에 따라 규정되게 하여서 그 본질
적 내용의 침해를 막고자 한 것이다. 모성은 가족의 핵심적 구성요소일 뿐 아니라, 국가
구성원인 국민의 생산적 모체가 되므로, 모성의 보호는 곧 가족과 국가사회의 건전한 존
속·발전을 위한 필수적 조건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헌법적 보호의 요청이 바로 헌법
제36조 제2항의 모성보호조항이다. 모성보호를 위한 국가적 보호는 비단 모성의 건강만
이 아니고, 모성이 제2세 국민을 생산하고 양육할 신성한 사명을 완수하기에 필요한 경제
적·사회적 여건의 조성을 그 내용으로 한다.4) 모성을 보호받을 권리의 구체적 내용은 첫
째, 모성의 건강을 특별히 보호해야 한다는 점이다. 모자보건법 등이 모성의 건강보호 등
을 규정하고 있다. 둘째, 모성으로 인한 불이익의 금지이다. 모성을 이유로 고용·해고·
임금 등 근로조건에 있어 부당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셋째, 모성에 대한 적극적
보호이다. 헌법 제36조 제2항의 모성의 보호는 단순한 모성에 대한 차별의 철폐에 그치
는 것이 아니라, 모성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와 지원에 있다. 근로자로서의 모성의 특별보
호에 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이 규정하고 있고, 모·부자복지법 등에서도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보육시설을 하거나 사회보장을 실시할 국가적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5) 국민의 건
강보호는 개인적으로는 질병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려는 생활환경의 개선이 요구되는 것이
지만, 국가적 차원에서는 건강보호를 위한 사실적 기초를 마련할 것도 요구된다. 이에 대
한 헌법적 차원의 규범이 바로 제36조 제3항의 보건에 관한 권리이다. 보건에 관한 권리
는 건강침해의 중지 및 건강훼손행위에 대한 자유권적 성격을 가지는 것이지만 권리라는
측면에서 국가에 대한 요구를 통하여 실현되는 사회적 기본권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4)“국가시책에

의한 가족계획은 어디까지나 임신을 사전에 방지하는 피임방법에 의할 것이고 임신 후의 낙태
행위를 용인하는 것은 아니다.”大判 1965. 11. 23, 65도876.
5)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7, 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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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혁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보호. 모성보호 및 보건에 관한 권리는 1919년 바이마르헌법
제119조에
「혼인은 가족생활과 민족의 유지·번영의 기반으로서 헌법의 특별한 보호를 받
는다. 혼인은 향성의 평등에 기초한다. 가족의 순결유지와 건강 및 사회적 증진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이다. 자녀를 많이 둔 가정은 조정적 재정청구권을 가진다. 모성은
국가에 대하여 보호 및 배려청구권을 가진다」
라고 하여 최초로 규정하였다.6) 우리 제헌헌
법은 제20조에서
「혼인은 남녀동권을 기본으로 하며, 혼인의 순결과 가족의 건강은 국가
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라고 하여 혼인의 순결과 가족보호규정을 두고 있었다. 그러나
제5차 헌법개정에서 혼인의 남녀동등권규정이 삭제되었다가, 제8차 헌법개정에서 개인
의 존엄과 양성평등을 규정하였으며, 제9차 헌법개정인 현행헌법에서는 혼인과 가족생활
의 보호에다 모성보호의무규정과 국민보건에 관한 국가보호규정 등을 추가하였다. 현행
헌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은 ⅰ) 가족평등권과 ⅱ) 가족의 개인으로서의 존엄권을 규정
한 것이므로 종래의 가부장제도에 대한 개혁을 의미하는 것이다.7) 현행헌법은
「개인의 존
엄과 양성평등에 기초한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만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그 규
8)
범내용에는 제헌헌법 이래 제4공화국헌법까지 명시규정을 두고 있었던
「혼인의 순결」
은

물론 주관적 권리인 혼인의 자유도 포함된다고 하겠다.

6) 혼
 인제도에 관한 규정은 안쉬츠 Anschütz는“특정 공산주의이론에 대한 의식적·의도적 부정”
으로 표현하고
있다.
7)“가족제도는

민족의 역사와 더불어 생성되고 발전된 역사적·사회적 산물이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기는 하나,
그렇다고 하여 가족제도나 가족법이 헌법의 우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특권을 누릴 수 없다. 만약 이것이
허용된다면 민법의 친족상속편에 관한 한 입법권은 헌법에 기속되지 않으며, 가족관계의 가치질서는 헌법의
가치체계로부터 분리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이것이 입헌민주주의에서 용납될 수는 없다.”
8) 혼
 인의 순결은 곧 일부일처제를 요구한다. 이에 따라 축첩제도나 중혼은 금지된다. 憲裁 1990. 9. 10, 89
헌마82(합헌):“선량한 성도덕과 일부일처주의·혼인제도의 유지 및 가족생활의 보장을 위하여서나 부부간
의 성적 성실의무의 수호를 위하여, 그리고 간통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사회적 해악의 사전예방을 위하여,
간통행위를 규제하고 처벌하는 것은 성적 자기결정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헌법 제 36조 제1항의 규정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 간통죄의 규정은
남녀평등처벌주의를 취하고 있으니 법 앞의 평등에도 반하지 아니한다.”憲裁 2001. 10. 25. 2000헌바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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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입헌례와 비교법적 의의
1. 입헌례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규약에서는 가족의 보호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국제인권규
약 A규약은 제10조에서 가정·모성·아동·연소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보건권의 개념
이 등장한 것은 제1차 대전 이후의 일이다. 바이마르헌법은
「가족의 순결과 건강은 유지되
어야 하며 국가와 공공단체는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119②)라고 하여, 가족의 건강을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하는 규정을 두었었다. 제2차 대전 이후에는 이탈리아헌법(§32①),
포르투갈헌법(§64②), 인도헌법(§47) 등이 국민의 보건권 내지 국민보건에 관한 국가적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제헌헌법 제20조에 가족의 건강조항을 규정한 이래로
역대헌법에는 가족의 건강 내지 국민의 보건에 관한 권리를 규정해 오고 있다.

2. 비교법적 의의-독일의 혼인제도
혼인은 사회적으로 인정되고 법규정을 통하여 인정된 남자와 여자 사이의 생활공동체
를 말한다. 독일에서는 혼인은 헌법 제6조 1항에 의하여 제도적으로 보호된다. 규범프로
그램9)은 법제정시에 대두된 규범영역의 구조를 문언의 형태로 표현한 하나의 법규범으
로서 규범영역의 기본구조를 보장하거나 증명할 뿐만 아니라 내용적으로 상이하게 가정
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10) 예컨대 독일기본법 제6조 제1항에 규정된 혼인과 가족의 보장
(Ga-ran-tie von Ehe und Familie)에 있어서의 규범영역은 혼인관계라는 최소한의 사
회적 단위를 의미하며 그 규범프로그램은 이 같은 사회적 단위의 국가에 대한 또는 국가
를 통한 보장을 의미한다. 오늘날 혼인관계에 의하지 않는 생활공동체도 최소한의 사회
적 단위로서 헌법적으로 보장되고 있다.11) 규범프로그램은 그 자체는 변경하지 않으면서

9) 헌
 법에 있어서의 규범프로그램은 규범의 언어합성(Sprachkomponent)으로서 규범의 구성요소에 관계된 법
조문에 나타난 문언의 종합으로서 법적 명령이며, 법적 효력에 있어서 실제적 구속력을 가지게 하는 가치척
도가 된다.
10) Müller, Strukturierende Rechtslehre, 1994, S. 185.
11) Stintzing, Nichteheliche Lebensgemeinschaft und rechtliche Regelung - ein Widerspruch, 1992, S. 83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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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규범영역의 변경을 통하여 헌법규범의 의미와 내용을 전체적으로 확장하는 것이다.12)
독일에서는 혼인에 관하여 헌법 제6조 1항에 의한 제도적 보호를 전제로 하여서 독일민
법상에 구체화하고 있다. 독일민법(이하 민법이라 함)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행위능력자
(성년자, 만 18세)는 혼인을 할 수 있고, 행위무능력자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법정대리
인의 동의를 얻어 만 16세가 되면 혼인을 할 수 있다. 제한적인 행위능력자(금치산자, 한
정치산자)는 법정대리인 혹은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서 혼인할 수 있다. 혼인은 혼인생활
공동체(민법 제1353조), 원칙적으로 남편의 성을 따를 것(민법 제1355조), 일상가사대리
권(민법 제1357조), 부양의무(민법 제1360조)를 생성시킨다. 특별한 이유(예: 법정대리
인의 동의의 흠결, 착오, 악의적인 기망, 협박; 혼인법 제28조 이하)가 있는 경우 장래에
대해서 혼인을 해소할 수 있다. 혼인은 해소 전까지는 유효하고 오직 해지의 소를 통하여
만 혼인이 해소될 수 있다. 또한 특정된 이유(형식하자, 무능력, 중혼, 근친혼; 혼인법 제
16조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무효의 소를 제기하여 혼인을 해소할 수 있다. 혼인무효는
배우자 혹은 검사의 소제기를 바탕으로 하여 판결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혼인무효
는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 치유된다. 혼인무효의 재산법적인 효과는 이혼의 효과에 관
한 규정이 적용된다. 이혼은 혼인 후에 발생하는 이유로 인하여 판결을 통하여 혼인을 해
소하는 것이다. 소송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이혼은 배우자 일방 혹은 쌍방의 신청에 의한
다. 부부공동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부부공동체를 재개하는 것이 기대될 수 없는
때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부부가 몇 년 전부터 떨어져 살고 배우자 쌍방이 이혼을 신청
하거나 또는 신청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한 때 혹은 부부가 3년 이상 별거한 상태인 때에는
혼인을 유지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민법 제1565조 1항). 이혼판결의 기판력을 통하
여 가족법·재산법상의 관점에서 혼인이 종료된다. 이혼은, 일방배우자가 이혼 후에 스스
로 부양을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일방 배우자의 타방배우자에 대한 부양청구권을 발생시
킨다(민법 제1569조). 혼인기간동안 발생되고 지속되어온 물권적 기대권 혹은 연령, 직
업능력 혹은 생업무능력에 대한 사정은 거기에 대한 합의가 없더라도 보상이 이루어질 수

헌
법

있다(민법 제1587조 1항). 이혼한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남편의 성을 유지한다(민법 제

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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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5조 5항).

12) 이
 처럼 규범의 문맥은 변경하지 않은 채 규범의 변경을 통해 규범영역의 실제적 개념변경이 이루어진 경
우를 규범영역변경을 통한 규범변환이라고 하는데, 이는 판결을 통해 실제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예컨대
BVerwGE 27, 360, 363(Ersatzschulsub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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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다른 조문과의 체계적 관계
1. 문화국가원리와 관계
혼인과 가족의 보호는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적 문화국가와의 필수적인 관계에
있다. 개별성·고유성·다양성으로 표현되는 문화는 사회의 자율영역을 바탕으로 하고, 사
회의 자율영역은 무엇보다도 바로 가정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이다. 헌법은 가족제도를
특별히 보장함으로써, 양심의 자유·종교의 자유, 언론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의 보
장 등의 문화국가원리의 기본권적 실현을 지향하고 있다. 가족제도는 이와 같이 문화국가
의 성립을 위하여 불가결한 기본권의 보장과 함께, 견해와 사상의 다양성을 그 본질로 하
는 문화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을 충족하게 하는 헌법규정이 되는 것이다.

2. 환경권 및 행복추구권과의 관계
보건에 관한 권리(보건권)라 함은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유지하
는 데 필요한 국가적 급부와 배려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건강은 생존과 행복
의 전제이며 인간다운 생활에 필수적인 요소이므로, 보건권은 생명권·행복추구권·인간
다운 생활권 등과 이념적으로 일체를 이루며 상호관련을 가지고 있다.13)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을 누리는 것은 개인적인 행복추구의 한 내용이 될 수도 있기 때문
에‘보건에 관한 권리’
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환경권(제35조) 및 행복추구권(제10조)과
도 불가분의 이념적인 상호관계에 있다.14) 즉 깨끗하고 좋은 환경에서 건강한 생활의 영
위가 가능하며, 이를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행복추구가 가능하여 진다.
보건에 관한 권리는 인신에 관한 실체적 권리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건강이 국가의 공권력작용에 의해서 침해되지 않는 것은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인신에 관한 실체적 권리의 실현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보건에 관한 헌

13) 권영성(주 5), 694.
14) 국
 민보건에 관한 헌법적 배려는 우리 헌법질서의 핵심적인 가치라고 볼 수 있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건강생활영역에서도 존중하기 위한 구체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06,
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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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정은 건강하고 위생적인 생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가정과 사회에서‘질
병의 노예’
가 되지 않고 개성을 신장시키며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을 통하여 행복을 추구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보건정책을 펴나갈 국가의 의무를 수반하는 국민의 권리라고 보아
야 한다. 보건에 관한 권리는 국민의 측면에서는 자유이지만 국가의 측면에서는 의무라는
양면성이 있는 것이다. 다만 현행헌법이 보건에 관한 권리를 혼인·가족생활에 관한 규정
(제36조 제1항)과 함께 다루고 있는 것은 모자보건의 영역에 관한 국가의 특별한 보호와
모성의 보호(제36조 제2항)를 통해서‘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행복을 영원히 확보’
(헌
법조문)하고자 하는 헌법적 의지를 구체화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15)

3. 교육을 받을 권리와의 관계
우리 헌법상의 기본권규정을 살펴보면, 전체의 기본규정 중에서 그 전반부인 제10조에
서 23조까지에는 자유권적 기본권을 규정하고 있고 그 후반부인 제31조에서부터 제36조
까지에는 사회적 기본권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 헌법 제31조 제1항에는“모든 국민은 능
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라고 규정하여 일반적으로“가진다.”
라
는 표현형식을 취하고 있는 다른 기본권의 규정과는 달리“받을 권리”
라는 표현형식을 취
하고 있다.16) 교육을 받을 권리는 그 자체로서도 다원적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인간으
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헌법 제10조 전문), 인간다운 생활(헌법 제34조 제1항),
직업의 자유(헌법 제15조) 및 혼인과 가족의 보호(제36조 제1항)에 있어서도 필수적 조건
이자 전제가 되는 것이다. 현행 헌법은 제31조 제1항의 교육권의 실현을 위하여 국민교
육이 가정과 국가의 공동책임으로서 규정하고 있다(헌법 제31조 제2항~제6항). 교육권
의 실현은 한편으로는 국민 개개인에게 교육에 있어서의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전
제로 하며, 다른 한편 국가가 공적제도로서의 학교를 설립하여 교육의 장을 마련하여야
가능한 것이다.17) 고도 산업화된 오늘날의 현대국가에 있어서 교육은 그 시설의 확충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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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전주, 436.
16) 그러나 이러한 표현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노동기본권 등의 표현과 같은 맥락에서‘교육기본권’
내지‘교육
권’
으로 이해하고 있다(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07, 508). 본고에서는 보충성과의 관계에서 그 논의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교육권’
이라 표현하고자 한다.
17) 즉 교육을 받을 권리란, 국민이 위 헌법규정을 근거로 하여 직접 특정한 교육제도나 학교시설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기보다는 모든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제도를 제공해야 할 국
가의 의무를 규정한 것이다. 憲裁 2000. 2. 7, 98헌가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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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는 부족하고, 교육에 필요한 재정적 뒷받침이 있어야 가능하다. 교육은 가족에게 있어서
미래의 보장이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다면 제36조 제1항의 혼인과 가족의 보호에는 국
가를 통한 교육의 보장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
한 법률의 위헌심판에서“자녀의 교육은 헌법상 부모와 국가에게 공동으로 부과된 과제이
므로 부모와 국가의 상호연관적인 협력관계를 필요로 한다. 자녀의 교육은 일차적으로 부
모의 권리이지 의무이지만, 헌법은 부모 외에도 국가에게 자녀의 교육에 대한 과제와 의무
가 있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국가의 교육권한 또는 교육책임은 무엇보다도 학교교육이
라는 제도교육을 통하여 행사되고 이행된다. 자녀에 대한 교육의 책임과 결과는 궁극적으
로 그 부모에게 귀속된다는 점에서, 국가는 제2차적인 교육의 주체로서 교육을 위한 기본
조건을 형성하고 교육시설을 제공하는 기관일 뿐이다. 따라서 국가는 자녀의 전반적인 성
장과정을 모두 규율하려고 해서는 아니 되며, 재정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피교육자의
다양한 성향과 능력이 자유롭게 발현될 수 있는 학교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라고 하여18)
국가는 보충성의 원리에 따라 교육제도를 마련하여야 함을 선언하고 있다.19) 비록 보충성
의 원리가 적용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혼인과 가족의 국가를 통한 보호라는 점에서 본다면
제31조 제3항의 무상의무교육을 넘어서는 교육에 관한 재정적 지원이 요청된다 하겠다.
즉 교육권은 교육에 관하여서는 교육을 받을 권리의 보장이면 되지만, 혼인과 가족의 보호
라는 점에서는 재정적 지원이라는 구체적 보장 형태가 도출되는 것이다.

Ⅴ. 개념과 원리에 대한 판례와 학설
1. 판례
가. 호주제도의 위헌성
우리 헌법재판소는 민법상의 호주제도는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다.

18) 憲裁 2000. 2. 27, 98헌가16
19) 독일의 경우 대학입학정원판결(Numerus-clausus-Entscheidung)에서 보는 것처럼 보충성의 원리는 파
생적 참여권과 관계에서 도출된다. 예컨대, 새로운 학교증설에 의하지 않고서는 학업기회를 제공하지 못
하는 경우에 참여권의 포기에 의해서가 아니라 학업장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국가적 급부의 보충적
요구에 의하여 실현되는데, 이를 도식화하면, 국가가 급부를 제공하면, 그러므로 참여가 가능하여 지는 것
이므로, 이를“하면-그러므로-결부”
라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정극원, 헌법국가론(2006),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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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을 존중하는 가운데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함을 분명히 하고 있다. 혼인과 가족생활은 인간생활의 가장 본원적
이고 사적(私的)인 영역이다. 이러한 영역에서 개인의 존엄을 보장하라는 것은 혼인·가족
생활에 있어서 개인이 독립적 인격체로서 존중되어야 하고, 혼인과 가족생활을 어떻게 꾸
려나갈 것인지에 관한 개인과 가족의 자율적 결정권을 존중하라는 의미이다. 혼인과 가족
생활을 국가가 결정한 이념이나 목표에 따라 일방적으로 형성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민주주의원리와 문화국가원리에 터잡고 있는 우리 헌법상 용납되지
않는다. 국가는 개인의 생활양식, 가족형태의 선택의 자유를 널리 존중하고, 인격적·애정
적 인간관계에 터잡은 현대 가족관계에 개입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혼인·가
족제도가 지닌 사회성·공공성을 이유로 한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혼인·가족생활의 형
성에 관하여 당사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법률의 힘만으로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개인
의 존엄에 반하는 것이다.”
“민법 제778조, 제781조 제1항 부분 후단, 제826조 제3항 부
분이 그 근거와 골격을 이루고 있는 호주제는 당사자의 의사나 복리와 무관하게 남계혈통
중심의 가의 유지와 계승이라는 관념에 뿌리박은 특정한 가족관계의 형태를 일방적으로
규정, 강요함으로써 개인을 가족 내에서 존엄한 인격체로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가의 유
지와 계승을 위한 도구적 존재로 취급하고 있는데, 이는 혼인, 가족생활을 어떻게 꾸려나
갈 것인지에 관한 개인과 가족의 자율적 결정권을 존중하라는 헌법 제36조 제1항에 부합
하지 않는다”
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혼란을 막기 위하여 호적법을 개정할 때까지 잠
정적으로 효력을 인정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다.20) 이에 따라 우리의 국회는 2005년
3월 개정민법에서 호주제를 폐지하였다. 개정민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21)

나. 부부자산소득합산과세의 위헌성
헌법 제36조 제1항은 단지 차별의 합리적 이유의 유무만을 확인하는 정도를 넘어, 차
별의 이유와 차별의 내용 사이에 적정한 균형관계가 이루어져 있는지에 대해서도 심사하
여야 함에 있어서의 기준이 된다. 우리 헌법재판소는“부부의 자산소득을 합산하여 과세

헌
법
제
3
6
조

20) 이
 에 대하여 3인의 재판관은 호주제는 전통가족제도의 핵심인 부계혈통주의에 입각한 가의 구성 및 가통
의 계승을 위한 제도로서 여성에 대한 실질적 차별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고 있
다. 憲裁 2005. 2. 3, 2001헌가9 등, 다수의견: 호주제가 위헌이며 심판대상 모든 조항이 위헌이라고
봄. 김영일재판관: 호주제도는 합헌, 권성재판관: 호주제도는 합헌이고 모든 조항이 합헌, 김효종재판관:
호주제도는 위헌이나 제778조는 가 제도를 설정한 것이므로 합헌.
21) 이에 대해서는 이래의 단락 호주제폐지에 따른 가족제도의 변화에 상세하게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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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취지는 자산소득을 부부간에 분산하여 종합소득세의 누진세 체계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고, 소비단위별 생활실태에 부합하는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며, 불로소득인 자산소
득에 대하여 중과세하여 소득의 재분배를 기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그 입법목적은 정당하
다. 그러나 자산소득의 인위적인 분산에 의한 조세회피행위 방지라는 목적은 상속세및증
여세법상의 증여추정규정 또는 부동산실권리명의등기에관한법률상 조세포탈 목적으로
배우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부동산에 관한 물건변동을 무효로 하는 규정 등에 의해서 충
분히 달성할 수 있다. 그리고 자산소득이 있는 모든 납세의무자 가운데 혼인한 부부에 대
하여만 사실혼관계의 부부나 독신자에 비하여 더 많은 조세부담을 가하여 소득을 재분배
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위와 같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절한 방법이라 볼 수 없다. 오
늘날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상승하여 맞벌이 부부의 수가 늘어나고 법률혼 외에 사실혼관
계의 남녀가 증가하는 등 전통적인 생활양식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혼인한 부부가 사실혼관계의 부부나 독신자에 비하여 조세부담에 관하여 불리한 취급을
받아야할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나아가 부부자산소득합산과세가 추구하는 공익은 입
법정책적 법익에 불과한 반면,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것은 헌법이 강도 높게 보호하고자
하는 혼인을 근거로 한 차별금지라는 헌법적 가치이므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과 침해되
는 사익 사이에 적정한 균형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그러므로 부부자산소득합산과세는 혼
인한 부부를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사실혼관계의 부부나 독신자에 비하여 차별하는 것으
로서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된다”
라고 하여 가족과 부부에 대한 차별의 금지를 선언
하고 있다.22)

다. 동성동본혼인금지규정의 헌법불합치
혼인을 성립하게 하는 방식으로는 의식혼주의, 법률혼주의 및 사실혼주의가 있다. 동성
동본인 혈족 사이에서는 혼인이 금지되는 동성동본혼인금지는 주로 법률혼주의에서의 문
제이다. 즉 그 법적 신고를 통하여 혼인을 완성하는 법률혼주의에 있어서 혼인이 동성동
본혼인지를 찾아내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동성동본에 대한 혼인
을 금지하고 있던 민법 제809조 제1항에 대하여“사회를 지배하는 기본이념의 변화, 혼
인 및 가족 관념의 변화와 남녀평등관념의 정착, 경제구조의 변화와 인구의 급격한 증가
및 그 도시집중화 등 여러 가지 사회환경의 변화로 말미암아, 동성동본금혼제의 존립기

22) 憲裁 2005. 5. 26, 2004헌가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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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이 더 이상 지탱할 수 없을 정도로 근본적인 동요를 하고 있음은 이를 부인하기가 어렵
고, 유전학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민법에 의하여 금지되거나 무효로 되는 범위를 넘어서는
동성동본인 혈족 사이의 혼인의 경우 유전학적인 질병의 발생빈도가 이성간 또는 동성이
본간의 혼인의 경우보다 특히 높다는 아무런 과학적인 증명도 없음이 밝혀져 있으며, 동
성동본금혼제도는 이제 더 이상 법적으로 규제되어야 할 이 시대의 보편타당한 윤리 내지
도덕관념으로서의 기준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이 사건법률조항은 금혼
규정으로서의 사회적 타당성 내지 합리성을 상실하고 있음과 아울러‘인간으로서의 존엄
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을 규정한 헌법이념 및 규정과‘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
에기
초한 혼인과 가족생활의 성립·유지라는 헌법규정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할 것이다.”
라고
판시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다.23)
헌법재판소의 불합치결정은 혼인의 성립단계에서 야기되는 혼인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해소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라. 간통죄처벌의 합헌성
우리 헌법재판소는 형법 제241조(간통죄)의 위헌여부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간통죄
처벌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다. 첫째, 개인의 인
격권·행복추구권에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포함되지만 그것에는 내재적 한계가 있고 헌법
제37조 제2항의 법률에 의한 제한이 가능하다. 간통은 선량한 성도덕이나 일부일처제에
반하고 배우자에 대한 성적 성실의 의무를 위반하여 혼인의 순결을 해하는 것이므로, 이
에 대한 규제는 불가피한 것으로 형법 제241조는 필요최소한의 제한이다. 둘째, 배우자
모두에게 고소권이 인정되고 있는 이상 평등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셋째, 간통죄처벌조항은 헌법 제36조 제1항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하는 혼인과 가족생활의 유지의무 이행에 부합하는 것이다.24) 간통
죄처벌에 대한 합헌결정은 통계적 측면에서 본다면, 여성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다. 간통죄의 이유를 혼인을 종료하게 되는 이혼에 이르렀을 때, 여성이 이혼소송의 제기
하여서 취하하는 비율이 남성이 이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고 취하하는 경우보다 월등히

23) 헌
 법재판소는 이 법률조항은 입법자가 1998. 12. 31.까지 개정하지 아니하면 1999. 1. 1. 그 효력을 상
실하고,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위 법률조항의 적용을 중지하도
록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다. 憲裁 1997. 7. 16, 95헌가6 등 병합결정.
24) 憲裁 1990. 9. 10, 89헌마82.

총강 및 기본권에 관한 장 (제23조부터 제39조까지)

419

헌
법
제
3
6
조

높다는 것이다. 따라서 간통죄의 처벌규정이 여성을 보호한다는 점보다는 오히려 여성에
게 피해를 초래하는 면이 크다고 하겠다. 나아가 간통죄의 처벌은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
해라는 점에서도 위헌의 소지가 큰 제도가 된다.

마. 보건에 관한 국가의 보호의무,
국가는 건강보험제도
“무료진료·주택개량 등을 실시하고, 또 이를 위하여 일련의 보호
입법
“사회입법을 제정할 의무를 진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여 보건에 관
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피력하고 있다.“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헌법 제36조제3항). 의료법도 제1조에서
「이 법은 국민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으로써 의료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
여 위와 같은 취지를 선언하고 있는 한편, 제2조 제2항에서 의료인에게는 국민보건의 향
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기여한다는 공익적인 사명감을 부여하고 있다.
보건의료 서비스는 공급자와 수요자 등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보비대칭, 수요의 불확실, 치
료의 불확실, 법적 독점, 외부성 등 일반 재화와 다른 특성이 있다. 따라서 민간부문의 영
리성 추구를 제한할 자율적 규제나 법적 규제가 미흡한 경우에는 의료수요 유발, 고가서비
스 추구, 의료인력의 고도한 전문화 등을 통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증가시키므로, 그 수
요와 공급을 시장에 전적으로 맡겨 두면 시장의 실패 혹은 사회적 후생감소를 초래할 가능
성이 있다. 이로 인하여, 국민이 보건의료 서비스에 개인의 신분이나 재산에 관계없이 균
등하게 접근하고, 보건의료전달체계 내에서 보건의료자원(인력
“시설
“장비 등)을 균등히
향유하고, 기본적으로 필요한 양의 필수적인 서비스를 받으며, 진료수준의 차이를 배제할
권리가 위협받는다면,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건강권과 국가가 국민에게 적정한 의
25)
“우리나라의 취약한
료급여를 보장해야 하는 사회국가적 의무에 위배된다고 할 것이다.”

공공의료의 실태, 비의료인이나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할 때 의료계 및 국민건
강보험 재정 등 국민보건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 앞에서 살핀 보건의 의료서비스의
특성과 국가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적정한 의료급여를 보장해야 하는 사회국가적 의
무 등을 감안하여 보면, 의료의 질을 관리하고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의료인
이 아닌 자나 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 입법자의 판단이 입
법재량을 명백히 일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 의료인 아닌 자 또는 영리법인이 자본투자에

25) 憲裁 2005. 3. 31, 2001헌바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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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의료기관 개설의 허용은 사회적 합의 도출이 우선적으로 필요하고, 의료의 공공성 훼
손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서민
“빈곤층을 위한 공공보건의료 확충, 의료급여 확대
26)
등 보완책이 마련되어야만 할 것이다.”

바. 의료보험수급권
의료보험수급권이란 질병 또는 건강상의 문제가 있을시 의료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27) 이를 위하여 국가는 사회보장의 한 방편으로의 의료보험제도를 도입하
고 있다. 우리 헌법재판소는“사회적 기본권의 성격을 가지는 의료보험수급권은 국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급부를 요구하는 것이므로 헌법규정만으로는 이를 실현할 수 없고 법
률에 의한 형성을 필요로 한다. 의료보험수급권의 구체적 내용, 즉 수급요건
“수급권자의
범위
“급여금액 등은 법률에 의하여 비로소 확정된다. 구 국민의료보험법은 제4장에서 보
험급여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피보험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분만
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한다고 규정하고 그 내용, 의료보험의 개시시기, 비용의 일부부담
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의료보험수급권은 법률에 의하여 이미 형성된 구체적인
권리라고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구 의료보험법 제31조 제1항이 규정하는“이른바 분
만급여청구권은 위와 같은 사회보장제도 중 사회보험으로서의 의료보험급여의 일종으로
의료보험법이라는 입법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형성된 권리이다.”
라고 판시하여28) 의료보
험수급권을 구체적인 권리로 보고 있다.

사. 의료인의 자격제의 합헌성
의료법 제5조는 면허제도를 도입하고 의료법 제25조는 무면허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이
에 위반자를 처벌하고 있다. 이 규정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가 문제
되었는데 우리 헌법재판소는“의료행위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근본인 사람의 신체와
생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단순한 의료기술 이상의“인체 전반에 관한 이론적 뒷받
침
‘과 ”
인간의 신체 및 생명에 대한 경외심
“을 체계적으로 교육받고 이 점에 관한 국가의
검증을 거친 의료인에 의하여 행하여져야 하고,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아니한 방법 또는

26) 憲裁 2005. 3. 31, 2001헌바87.
27) 국민건강법은 모든 국민을 건강보험 대상자로 하여 질병이 있을시 의료보험수급권을 부여하고 있다.
28) 憲裁 2003. 12. 18, 2002헌바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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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의료행위자에 의한 약간의 부작용도 존엄과 가치를 지닌 인간에게는 회복할 수 없
는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일률적,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치료결과에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이 법의
규제 방법은 환자와 치료자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의료법 제25조 제1항의 본문 전단부분과 이를 위반한 경
우 처벌하는 내용의 의료법 제66조 제3호 보건특조법 제5조 중 각 의료법 제25조 제1항
의 본문 전단부분은 헌법 제10조가 규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헌법
제36조 제3항이 규정하는 국민보건에 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것일 뿐 국
민의 생명권, 건강권, 보건권 및 그 신체활동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없
다”
라고 판시하여29) 합헌으로 선언하고 있다.

2. 학설
제36조 제1항의 혼인과 가족에 관한 권리는 평등원칙의 제도화 내지는 구체적 실현이
라는 점에서 평등권설, 혼인의 자유를 평등독립한 당사의 합의를 요하는 일종의 계약의
자유로서 공법체계에서 자유권적 기본권이라고 보는 자유권설, 권리보장규정이 아니라
혼인제도와 가족제도의 제도적 보장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제도적 보장설로 나누어진다.
그러나 평등권설은 이 조항을 통하여 구체적 권리내용을 이론구성할 실익이 없다는 점에
서 실익이 없다고 한다.30) 우리 헌법재판소는“헌법은 제36조 제1항에서 혼인과 가정생
활을 보장함으로써 가족의 자율영역이 국가의 간섭에 의하여 획일화·평준화되고 이념화
되는 것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라고 하여 제도보장으로 파악하고 있다.31) 혼
인의 자유와 권리는 사회적 기본권이 강조되는 기본권과 함께 규정되어 있지만 사법(私
法)적 권한에 관한 권리로서 절차적 기본권의 의미가 강조되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32)
그러나 절차적 기본권은 그 성격에 있어서 기본권의 강화를 위한 것이므로, 혼인의 자유
와 권리는 본질적으로 그 자유성의 보장에 중점이 두어져야 할 것이다. 다만, 국가의 형

29) 憲裁 2005. 9. 29, 2005헌마434(병합).
30) 김철수, 헌법학개론, 박영사, 2007, 1025.
31) 憲裁 2000. 4. 27, 98헌가16등 병합결정. 혼인과 가족에 대한 권리는 기본권으로서의 성격과 제도보장으
로서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는 것이다. 성낙인(주 16), 631.
32) 이준일, 헌법학강의, 홍문사, 2005, 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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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 의하여 그 자유의 실현이 강화되는 경우에 있어서 국가에 대하여 혼인의 형성 및 유
지에 관한 급부제공의 책무를 부과하면 될 것이다.
제36조 제2항의 모성에 관한 권리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는 견해의 차이가 발견된다.
예를 들어 ①국가의 모성보호의무란 국가에 의한 모성의 침해를 방어할 수 있는 권리인
동시에 국가에 대하여 모성보호를 요구할 수 있는 사회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고 보는 견해,33) ②모성의 건강을 특별히 보호하여야 하고, 모성으로 인한 불이익의 금지
이며, 모성에 대한 적극적 보호를 내용으로 한다고 보는 견해34) ③모성보호청구권은 사회
적 기본권으로만 보는 견해35) 등이다. 견해의 대립에 불구하고 그 근본적인 지향점은 제2
항의 모성의 보호는 사회적 약자로서의 여성, 특히 현재 또는 미래의 어머니로서의 여성
에 대한 보호를 의미하며 사회적 기본권으로서 다루어져야 한다. 사회적 기본권은 국가의
적극적인 형성을 통한 권리의 보장이라는 점에서 모성보호는 국가의 특별한 보호를 받아
서 비로소 현실적으로 그 실현성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이다.
제36조 제3항의 보건에 관한 권리는 사회적 기본권의 본질적인 대상으로서 보건(의료)
에 관한 권리를 의미한다.36) 이준일 보건에 관한 권리에 대해서는 대체로 자유권적 측면
과 사회권적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견해37)가 우세하지만 사회권적 측면만을 가지
고 있다는 견해38)도 주장되고 있다. 보건에 관한 권리가 국가의 건강침해행위의 중지를
요구하는 자유권적 측면이 있다는 점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이것은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
을 권리에서 우선적으로 보장된다고 이해한다면 보건에 관한 권리는 건강보호를 위한 사
실적 기초를 보장해주도록 요구하는 사회적 기본권으로서 이해되어야 한다.

3. 호주제폐지에 의한 가족제도의 변화
헌법재판소의 호주제의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2008년 1월 1월부터 호주제가 페지되
헌
법
제
3
6
조

33) 계희열, 헌법학(중), 박영사, 2004, 801.
34) 권영성(주 5), 695.
35) 홍성방, 헌법학, 현암사, 2005, 601.
36) 그러나 보건에 관한 권리 내지 보건권은 특히 헌법상“권리를 가진다”
라고 하지 않고“보호를 받는다”
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논란이 있게 된다. 김경수, 헌법상 국가의 건강보호의무와 그 실현방안에 관한 연
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02, 2.
37) 계희열(주 33), 801; 권영성(주 5), 695; 성낙인(주 16), 630; 홍성방(주 35), 602; 허영(주 14), 435.
38) 장영수, 헌법학 II: 기본권론, 홍문사, 2003, 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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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를 대체하는 가족관계등록부제가 새롭게 도입된다. 이로써 1909년 호주와 본적개념
을 골자로 하는 일본“민적법”
이 한국에 도입되면서 시행되었던 호주제를 근간으로 하는
가족에 관한 기존제도에 큰 변화가 생기게 된다. 그 요지는 첫째, 엄마의 성(姓)을 따를
수 있으며, 둘째, 여성도 신분등록부를 가질 수 있게 된다. 호주제가 폐지됨으로써 결혼
하면서 아내가 남편의 호적으로 옮겨가거나 아들이 호주를 승계하는 일이 사라지게 된다.
특별한 논의가 없을 때에는 아버지의 성(姓)과 본(本)을 따르는 것이 원칙이지만, 부부가
혼인신고 시 협의하면 자녀의 성과 본을 엄마의 것에 따를 수 있다. 다만, 자녀들이 각각
다른 성을 쓸 수 없으며, 아버지의 성을 사용하다가 도중에 어머니의 성으로 바꿀 수 없
다. 도중에 성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원이 결정이 있어야 한다. 어머니의 재혼의 경우
에는 새아버지의 성을 쓸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자녀의 성을 바꾸더라도 가족관계증명
서에는 친아버지가 부(父)로 기재된다. 또한 2008년 1월 1일부터 모든 국민은 자신의 가
족관계등록부를 가지게 되며, 호적의 편제기준이었던 본적 제도가 폐지된다. 구)호주제에
의하면 여성은 아버지나 남편 또는 아들의 호적에 기재되었지만, 새가족등록부는 증명목
적에 따라 1) 기본증명서, 2) 가족관계증명서, 3) 혼인관계증명서, 4) 입양관계증명서, 5)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의 5종류로 나누어 기재된다. 기본증명서에는 호주를 기록하는
난이 없어졌다. 대신 본인의 등록기준지·이름·성별·본·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와 출
생·사망·개명·국적 등이 기재된다. 부모나 배우자·자녀에 관한 사항은 기족관계증명서
에 기재되며, 형제·자매는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확인이 가능하다.

Ⅵ. 현실적 검토
1. 혼인과 가족의 보호와 평등권의 분리의 필요성
한국헌법학회 헌법개정연구위원회의 최종보고서인
「헌법개정연구」
에서는 혼인과 가족
생활의 평등에 관한 조항의 위치에 대하여 논의가 있었다. 이에 따르면 혼인과 가족생활
의 평등에 관한 조항은 현행헌법 제36조 제1항에서 규정하기 보다는 평등조항인 제11조
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다.39) 혼인과 가족생활에 대하여

39) 2006년 헌법개정연구위원회의 최종보고서인「헌법개정연구」
, 한국헌법학회, 200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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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의 관점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우리 헌법의 독특한 규범체계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혼인과 가족에 관한 권리는 법적 지위에 관한‘자유’
로서 이해하게 되면 우선적으로 소극
적 국가권능제한규범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국민은 국가에 대하여 혼인과 가족에의 개
입과 침해를 방지하는 방어권을 통하여서 그 법적 지위와 자유를 보장받는 것이다. 예컨
대, 독일기본법 제6조의 규정에는
「① 혼인과 가족은 국가질서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② 자녀의 양육과 교육은 양친의 자연적 권리이고 일차적으로 그들에게 부과된 의미이
다. 그들의 활동에 대하여 국가가 감시한다. ③ 교육권자가 의무를 태만히 하거나 그 밖
의 이유로 자녀가 방치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자녀는 법률에 근거하여서만 교육권자
의 의사에 반하여 가족과 분리될 수 있다. ④ 어머니는 누구든지 공동체의 보호와 부조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⑤ 사생아의 육체적, 정신적 성장과 사회적 지위에 관해서는 입
법을 통하여 적자와 동일한 조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라고 규정하여 혼인과 가족의 권리
의 보장에 그 규범목적을 두고 있다. 우리 헌법 제36조에도 그 중점을 혼인의 자유와 가
족의 권리의 구체적 보장에 맞출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즉 평등의 문제는 평등권규정을
통하여서 해결하면 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많은 결정들이 구체적으로 혼인과 가족에
관한 것이라기보다는 그 심사에 있어서 평등권을 척도로 삼고 있다. 이는 헌법 제36조가
가족의 평등을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36조의 규정은 보다 혼인과 가족의 보호에
그 규범목적을 두는 방향으로 바꾸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혼인과 가족에 관한 권리는 자
유의 실현만으로는 완전할 수 없고, 사법(私法)적 질서형성의 절차에 의하여 보다 완전한
권리로서 보장이 실현된다. 헌법규정에 보다 구체화된 표현으로서의 절차에 대한 입법형
성의 의무를 입법권자에게 부과하는 방안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예컨대, 이러한 입법
형성의무를 통하여 가정의 유지와 자녀의 양육을 위한 재정적 기초를 제공해주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2. 국가의 모성보호의 규범성강화의 필요성
국가의 모성보호를 현행헌법에서처럼 사회적 기본권형태로 규정한 것에 대하여도 검
토해 볼 수 있다. 사회적 기본권의 경우 규범실현에 있어서 그 구체화는 차지하더라도 재
정적 상황에 따라 최소한의 보장만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현행헌법의 국가의 모
성보호를 헌법의 기본원리로서 규정하거나 또는 규정방식의 문구를 보다 명백하게 하여
그 실현에 있어서 국가에 대한 의무성의 부과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헌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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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의 부분을“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
한 향상을 기하고 국가는 모성보호에 힘쓰며”
라고 표현하는 방법으로 바꾸는 것을 생각
하여 볼 수 있다. 나아가 헌법 제36조 제2항의“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
야 한다.”
라는 부분을“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로 바꾸거나 독일
기본법 제6조 제4항에서처럼“어머니는 누구든지 공동체의 보호와 부조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라고 규정하여 국가의 모성보호에 보다 강한 의무성을 부과하거나 아니면 모성을
가진 어머니에게 국가에 대하여 적극적인 작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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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37조
김대환
第37條
① 國民의 自由와 權利는 憲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輕視되지 아니한다.
② 國民의 모든 自由와 權利는 國家安全保障·秩序維持 또는 公共福利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法律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
에도 自由와 權利의 本質的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Ⅰ. 열거되지 아니한 자유와 권리의 경시 금지(제1항)
1. 개요
가. 문제의 소재
제37조 제1항의 연혁은 1948년 헌법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조문의 내용도 그 동안 별
다른 변화가 없었다.1) 문언으로 볼 때 헌법에 명시하고 있지 아니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
도 헌법이 명시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와 마찬가지로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은 명백한 것으
로 보인다. 그러나 조문의 규범적 의미와 관련하여 이로써 모든 문제가 분명하게 되었다
고는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어떠한 자유와 권리를 열거되지 아니한 자유와 권리로 볼 것

1) 한
 번의 자구수정은 있었다. 조문의 원래형태는“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
로써 경시되지는 아니한다.”
였으나 1962년 헌법에서 지금과 같은 형태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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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그러한 자유와 권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도출 할 것인가의 문제, 그리고 열거되지
아니한 자유와 권리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헌법적 효력을 가지는가의 문제 등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결국 해석을 통하여 해명되어야 한다.2)

나. 입법례
이 조항은 미국의 수정헌법 제9조의 입법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3) 미국 수정헌
법 제9조는“헌법에 열거된 어떤 권리도 국민이 보유한 다른 권리들을 부인하거나 경시하
4)
도록 해석되어서는 안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논의에 있어서는 주로 열거되지 아니한

권리(unenumerated rights)라는 용어가 사용되지만 암묵적 권리(implied rights)5)라는
용어도 사용된다. 미국 수정헌법 제9조에 대한 판례상 논쟁은 Griswold v. Connecticut
사건6)에서 비롯되었다. 이 판결의 동조의견에서 Goldberg대법관은 수정헌법 제9조가 열
거되지 아니한 권리에 대한 독자적이며 실질적인 근거(substantive source)는 아니지만,
그러한 권리를 침해하려는 입법권이나 집행권에 대하여 거부할 수 있는 법원의 기능을 명
시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물론 학설로서는 수정헌법 제9조를 실질적인 권리보호
조항으로 이해하려는 견해도 있다.7)
열거되지 아니한 자유와 권리에 대한 명시적인 보호조항이 없는 독일에서도 이를 인정
하는 것이 몇 안 되는 논의 가운데서도 대체적인 경향이다. 독일에서 이 논의가 별반 심
도 있게 다루어지지 않은 것은 열거되지 아니한 기본권이 열거된 권리의 해석을 통하여
헌법재판상 도출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다.8)

2) 그
 외에도 제37조 제1항이 반드시 자유와 권리에 한하고, 예컨대 기본권규범의 도출근거는 될 수 없는가의
여부도 문제이다. 이에 대해서는 후술.
3) 유
 진오, 신고 헌법해의, 일조각, 1954, 100; 김철수, 현대헌법론, 박영사, 1979, 214; 김선택,“
“행복추구
권”
과“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권리”
의 기본권체계적 해석”
, 안암법학 Vol.1 No.1(1993), 177-203(184).
4) "The enumerration in the Constitution, of certain rights, shall not be construed to deny or
disparage others retained by the people."
5) S
 tone/Seidman/Sunstein/Tushnet, Constitutional Law, 3th ed., Aspen Law & Business, 1996, p.785.
6) 381 U.S. 479 (1965).
7) J
 . Ely, Democracy and Distrust - A Theory of Judicial Review(Cambridge: 1980), pp. 34-41; C.
Black, Decision According to Law (Newyork: 1981) 참조. 김철수는‘인민이 보유하는 권리들’
이라는 문
언에서 자유와 권리의 포괄성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미국헌법상으로는 동조항이 헌법적 근거가 되는 것으
로 본다(김철수(주 3), , 214-215)
8) H
 . H. Rupp, JZ 2005, §36 Rn. 25 ff. 알렉시에 있어서 귀속기본권규범(zugeordnete
Grundrechtsnorm)과 본문의 의미에 있어서 열거되지 아니한 기본권의 차이에 대해서는 R. Alexy,
Theorie der Grundrechte, 1986, S. 57 ff. 특히 S. 6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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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열거되지 아니한 자유와 권리의 근거 및 제37조 제1항의 성격
가. 학설
(1)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자유와 권리가 경시되지 않아야 한다면 일견 그것은 제37
조 제1항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견해에 따라서는 이 조항이 열거되지 아니
한 자유와 권리의 헌법적 근거라고 주장된다.9) 그런데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자유와 권
리가 열거된 자유와 권리와 동일하게 보호받을 수 있으려면 논리적으로 헌법상 보장된 자
유와 권리의 포괄성이 먼저 인정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자유와 권리의 포괄성을 인정하
는 조항이 우선 열거되지 아니한 자유와 권리의 헌법적 근거가 될 것이다. 자유와 권리의
포괄성이 인정되면 명시된 개개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규정은 예시적인 것이 된다.
그러나 포괄성이 인정되지 못하면 그 규정들은 열거적인 규정이 된다. 열거적인 것이 되
면 소위 열거되지 아니한 자유와 권리는 헌법적으로 열거된 자유와 권리와 동일한 보장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그런데 제37조 제1항이 열거되지 아니한 자유와 권리의 헌법적 근거
라고 보는 위의 견해는 바로 이 자유와 권리(주장자의 용어에 따르면 자유권)의 포괄성이
제37조 제1항에 의해 결정되는 ― 따라서 창설되는 ― 것으로 보고 있다.10) 이 견해는 제
37조 제1항이 자유권의 포괄성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
권에 대해서는 구태여 기본권성을 인정하지 않는다.11)
이에 반하여 제37조 제1항은 어디까지나 주의적 규정에 불과하다는 견해가 있다. 제37
조 제1항에서는 문리적·논리적 해석으로는 기본권의 포괄성을 도출해 낼 수 없다고 비판
한다.12) 이 견해는 제10조에 의하여 기본권의 포괄성이 확인·선언된 것으로 보면서, 제
37조 제1항은 제10조에 의해 확인·선언된 천부인권의 포괄성을 주의적으로 규정한 것으
로 본다. 기본권의 본질을 모든 인민에게 유보되어 있는 바의 포괄적인 자연권으로 보고,
그것을 헌법제정권자인 국민이 국가계약인 헌법 제10조가 재확인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
에 제37조 제1항은 주의적 규정이라고 이해하는 것이다.13) 여기서 주의적 규정이라는 의

9) 박일경, 신헌법학원론, 법경출판사, 1986, 262.
10) 이 견해는 자유권이 포괄적인가 개별적인가 하는 문제는 실정법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고 본다(박일경
(주 9), 263).
11) 박일경(주 9), 221, 224, 228.
12) 김철수(주 3), 220.
13) 김철수(주 3), 221 및 김철수, 헌법학개론, 박영사, 2007, 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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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는 제10조가 포괄적 기본권으로서의 자연권을 국민이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고, 국가에
게 기본권의 최대한의 보장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미덥지 않아 제37조 제
1항에서 다시 한 번 기본권의 포괄성을 경각케 하는 규정이라는 의미이다.14) 제37조 제1
항을 그렇게 보는 이유는 동 규정의 문언이 권리창설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경시
되지 아니한다’
라고 주의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15) 따라서 이 견해에 의하면 열
거되지 아니한 자유와 권리의 헌법적 근거는 어디까지나 제10조가 된다. 이 견해는 제10
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행복추구권을 합하여 하나의 포괄적 기본권 또는 주기본권으
로 이해한다. 결국 포괄적 기본권 또는 주기본권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으
로부터 열거되지 아니한 자유와 권리가 파생되어 나온다고 보는 것이다. 이 견해에 대해
서는 인간의 존엄성과 다른 기본권이 목적과 수단의 관계인 것처럼 인간의 존엄성과 제
3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자유와 권리도 목적과 수단의 관계이기 때문에, 제37조 제1항을
제10조에 의해 확인·선언된 천부인권의 포괄성을 단순히 주의적으로 규정한 것에 지나
지 않는다는 견해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비판이 있다.16) 또 이 견해에 의하면 한국헌법의
기본권목록에 있어서 기본권보장(체계)을 완성하는 중요한 체계적 지위를 가지는 제37조
제1항을 불필요한 것으로 보게 되어 부당하다는 비판도 있다.17)
(2) 이상의 두 견해는 제37조 제1항이나 제10조 중의 어느 하나를 열거되지 아니한 자
유와 권리의 근거로 보고 있는데 반하여, 양자를 모두 근거로 보는 견해도 있다. 이에도
다음의 몇 가지의 견해로 나누어진다.
① 우선 제10조를 기본권보장의 이념으로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포괄적 기본권으로
서 행복추구권을 구별하는 견해를 들 수 있다.18) 행복추구권은 열거되지 아니한 자유와
권리까지도 포함하는 포괄적 기본권이다.19) 또한 행복추구권은 직접 적용할 기본권조항
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기본권이다.20) 그런데 열거되지 아니한 자유

14) 김철수(주 3), 222.

헌
법

15) 김철수(주 13), 488.
16)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07, 325 각주 3). 그러나 제37조 제1항이 단순한 주의적 규정은 아니라면
이 규정이 어떤 성격의 것인지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17) 김선택(주 3), 188.
18)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해서는 권리성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주기본권도 아니다(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7, 308).
19) 전주, 308.
20) 전주, 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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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권리의 도출 근거에 대해서는 행복추구권이 아닌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들고 있다.21) 즉,
열거되지 아니한 자유와 권리라고 하더라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는데 불가결
한 것이 있다면 헌법상 보장되는 것이라고 한다.22) 이러한 자유와 권리의 전국가성과 포괄성
을 확인하고 있는 조항이 제37조 제1항이라고 한다.23) 다른 한편으로는 열거되지 아니한 자
유와 권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의 해명은 제10조와 제37조 제1항의 통합적·유기적 해
석을 통해 해명되어야 한다고 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로 볼 때 이 견해는 제10조와 제37조
제1항을 동시에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견해에서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행복추구권 그리고 제37조 제1항의 상호관계가 불분명한 면이 있다.
② 다음으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행복추구권 모두에 대해 기본권성을 인정하지 않는
견해를 들 수 있다. 그러면서 헌법에 미처 열거되지 아니했다는 이유만으로 절대로 경시
될 수 없는 자유와 권리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인간의 존엄성을 신장시키기 위한 또 다른
불가피한 수단이라고 보고 있다.24) 이 견해는 열거되지 아니한 권리의 하나인 일반적 인
격권은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제37조 제1항의 상호관계에서 나오는 기본권으
로 해석하고 있다.25)
③ 이 견해는 우선 제37조 제1항을 한국헌법의 기본권보장(체계)의 완성을 위한 중요
한 체계적 의의를 가지는 것으로 이해한다.26) 그리하여 열거되지 아니한 자유와 권리 중
비유형적이고 비전형적이 자유영역(이 영역에 속하는 자유를 일반적 행동의 자유라고 하
고 있다)은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 의해 보호되는 반면에, 독자적인 기본권적 영역이 형
성될 수 있는 기본권유형은 제37조 제1항을 근거로 한다고 한다.27) 행복추구권은 제37조
제1항과 관련하여서는 이를 보충하는 포괄규범으로서의 성격도 갖는다고 한다.28) 이 견

21) 전주, 310.
22) 전주, 310.
23) 전주, 310.
24) 허영(주 16), 325.
25) 허영(주 16), 325.
26) 김선택(주 3), 188.
27) 김선택,“아동·청소년보호의 헌법적 기초 - 미성년 아동·청소년의 헌법적 지위와 부모의 양육권 -”
,헌
법논총 제8집, 77-103(89); 김선택(주 3), 201.
28) 김선택(주 3),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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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는 요약하면 열거되지 아니한 자유와 권리를 두 유형으로 구분하여 각각 제10조의 행
복추구권과 제37조 제1항에 근거를 두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이 견해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이념으로 보고 행복추구권을 포괄적 권리로 보는 점에서 ①의 견해와 같다.
(3) 이상의 견해들과 구별되는 견해로서 제10조와 제37조 제1항의 관계에 대한 해명
없이도 학설과 판례를 통해서 헌법적 가치를 갖는 기본권을 창설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하
는 견해가 있다.29) 문제는 열거되지 아니한 기본권의 구체화 방법인데, 여기서도 일반적
인 견해와 같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에 한정되어 인정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이로부터 연역할 필요가 없는 사항도 헌법적 가치를 갖는 기본권이 될 수 있다고 한다.
그 예로서 알 권리·평화적 생존권·휴식권·일조권 등을 들고 있고, 새로운 인권으로 등
장하고 있는 사항으로서는 사회권(생존권)과 과학기술의 발전과 급속한 정보화사회의 전
전에 따라 새로운 헌법적 가치들이 기본권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30)

나.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는 제10조에서 규정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위하여 필요한 것일 때에는,
제37조 제1항이 그 보장을 천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31) 더 구체적으로는 행복추
구권을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권리들에 대한 포괄적인 기본권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32)

다. 검토
결론적으로 열거되지 아니한 자유와 권리는 실정헌법상의 규정여부를 떠나서 인정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열거되지 아니한 자유와 권리의 헌법적 근거와 관련하여서는 내
용적 근거와 효력적 근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전자는 열거되지 아니한 자유와 권리를
당해 조항의 문언으로부터 논리적으로 도출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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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07, 242.
30) 전주, 243.
31) 憲裁 2002.1.31., 2001헌바43.
32) 憲裁 2005.4.28., 2004헌바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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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와 구별된다. 물론 내용적 근거만으로 헌법적 효력을 도출할 수도 있으나, 효력적 근거
는 명시적으로 효력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내용적 근거와는 구별된다.
학설에 있어서는 이 양자를 혼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내용적 근거라는 측면에서는
제10조가, 효력적 근거라는 측면에서는 제37조 제1항이 열거되지 아니한 자유와 권리의
헌법적 근거가 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제37조 제1항을 단순한 주의
적 규정으로만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내용적 근거로 볼 수도 없다. 물론 결론에 있어서
는 제10조와 제37조 제1항이 모두 열거되지 아니한 자유와 권리의 헌법적 근거가 되는 것
으로 보아야 한다. 다만, 제10조의 경우에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 견해에 따라서는 행복
추구권까지 포함하여 ― 권리로 보는 견해도 있고 이념으로 보는 견해도 있는데, 이것이
헌법적 근거를 도출함에 있어서 어떤 차이를 가져오는지의 문제이다. 인간의 역사적 경험
으로 볼 때 헌법상 보장되고 있는 자유와 권리는 모두 인간의 존엄으로부터 비롯된다. 따
라서 대한민국헌법에서 자유와 권리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선언은 제10조의 인간의 존엄
과 가치이다. 행복추구권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또 다른 표현이다. 양자는 불가분의 관
계에 있다. 제11조 이하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바로 이러한 제10조의 원칙적 확인으로부
터 비롯되었다. 결국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행복추구권 그 자체가 권리로서의 성격을
가질 것인가의 논쟁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간의 자유와 권리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행복추구권으로부터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제10조의 일부나 전부에 대해 권리성
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여기로부터 열거되지 아니한 자유와 권리의 내용적
기준은 도출될 수 있고, 따라서 그러한 자유와 권리의 헌법적 근거가 된다고 본다.33)

3. 열거되지 아니한 자유와 권리의 종류
가. 학설
학설상 인정되는 열거되지 아니한 자유와 권리의 종류는 견해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다.
대표적인 견해들로는 ① 생명권, 인격권, 행복추구권, 프라이버시권, 알 권리, 들을 권리
등을 들고 있는 견해,34) ② 자기결정권, 일반적 행동자유권, 평화적 생존권, 휴식권, 일조

33) 헌
 법이론으로부터 권리의 도출에 대해서는 정종섭, 헌법연구3, 박영사, 2001, 77 이하; Reimer,
Verfassungsprinzipien, S. 368 ff. 참조.
34) 김철수(주 3),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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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생명권,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수면권, 스포츠권, 소비자기본권, 부모의 교육
권, 저항권 등을 예시하는 견해,35) ③일반적인 행동의 자유, 일조권, 인격권, 초상권, 성
명권, 명예권, 자신의 혈통을 알 권리 등을 예시하는 견해36) 등이 있다.
그러나 굳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으로부터 연역할 필요가 없는 기본권의 존
재에 대해서도 인정하는 견해도 있다. 이 견해는 알 권리, 평화적 생존권, 휴식권, 일조권
등을 그 예로 들고 있다.37)

나.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는 자기결정권38)(성적 자기결정권,39) 소비자의 자기결정권40)), 일반적 행동
자유권,41) 평화적 생존권,42) 휴식권,43)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권,44) (일반적) 인격권,
45)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46) 알권리,47) 생명권,48) 명예권,49) 계약의 자유50) 등을 열거되

지 아니한 자유와 권리로 판시한 바 있다.

35) 권영성(주 18), 310-311.
36) 허영(주 16), 325.
37) 성낙인(주 29), 243.
38) 憲裁 2005.4.28., 2004헌바65, 17-1, 528.
39) 憲裁 1990.9.10., 89헌마82, 2, 306/310.
40) 憲裁 1996.12.26., 96헌가18, 8-2, 680.
41) 憲裁 1998.10.15., 98헌마168, 10-2, 586; 1991.6.3., 89헌마204, 3, 268; 1992.4.14., 90헌바23,
4, 162; 1993.5.13., 92헌마80, 5-1, 365; 2002.1.31., 2001헌바43, 14-1, 49; 2005.4.28., 2004
헌바65, 17-1, 528.
42) 憲裁 2006.2.23., 2005헌마268, 18-1(상), 298.
43) 憲裁 2001.9.27., 2000헌마159, 13-2, 353.

헌
법

44) 憲裁 2000.4.27., 98헌가16등, 12-1, 767.
45) 憲裁 1991.9.16., 89헌마165, 3, 518; 2001.7.19. 2000헌마546, 13-2, 103.
46) 憲裁 1995.12.28., 91헌마80, 7-2, 851; 2005.4.28. 2004헌바65, 17-1, 528.
47) 憲裁 1989.9.4., 88헌마22, 1, 176.
48) 憲裁 1996.11.28., 95헌바1, 8-2, 537.
49) 憲裁 2002.1.31., 2001헌바43, 14-1, 49.
50) 憲裁 2005.4.28., 2004헌바65, 17-1, 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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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열거되지 아니한 자유와 권리의 효력
제37조 제1항의 문언은 효력과 관련하여‘경시되지 아니한다’
라는 표현을 하고 있다.
그 의미는 적어도 경시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이해된다. 따라서 열거된 기본권과 적
어도 동등한 효력을 전개한다. 구체적으로는 기본권제한의 일반적 원리에 따라 열거되지
아니한 자유와 권리도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만 법률
로써 제한할 수 있고, 제한하는 경우에도 열거되지 아니한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
은 침해되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이해된다.51)

Ⅱ.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제2항)
1. 제37조 제2항의 헌법적 성격
제37조 제2항은 기본권제한의 수권규정으로도 볼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기본권
을 제한하는 경우에 준수하여야 할 한계를 설정한 규정으로도 볼 수 있다.52) 헌법재판소
도 제37조 제2항을 기본권‘제한’입법의‘수권’
규정으로 보면서도 기본권‘제한’입법의
‘한계’
규정의 성질을 동시에 갖고 있는 것으로 본다.53) 따라서 과잉금지원칙과 본질적내
용침해금지원칙은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제한’
하는 내용의 입법활동을 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기본원칙 내지 입법활동의 한계로 이해된다.54)
제37조 제2항의 기능은 공익과 사익을 적절히 조화시키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55) 이것
은 곧 자유민주주의헌법의 최대의 과제이기도 하다.56)

51) 일
 반적으로 이렇게 이해되지만 특히 이를 강조하는 견해로는 유진오(주 3), 100; 김선택(주 3), 198 이하.
52) 대표적으로는 허영(주 16), 285.
53) 憲裁 1989.12.22, 88헌가13, 1, 357/374.
54) 과
 잉금지원칙과 관련하여서는 憲裁 1990. 9. 3., 89헌가95, 2, 245/260; 1994.12.29., 94헌마201,
6-2, 510/524-525; 1998.5.28., 95헌바18, 10-1, 583/595; 1998.6.9., 98헌바38등, 12-1,
188/224-225; 2000.6.1., 99헌가11등, 12-1, 575/583; 2006.6.1., 99헌마553, 12-1, 686/716.
55) 김대환, 기본권제한의 한계, 법영사, 2001, 3 이하.
56) Fischer, Constitutional Conflicts between Congress and the President, p.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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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한의 대상으로서 ‘모든 자유와 권리’
헌법재판에서는 명시적인 언급은 찾을 수 없지만 다수의 학설은 제37조 제2항이 모든
기본권에 대해서 적용되는 것으로 본다. 그 근거로서는 만약에 자유권 이외의 재판청구
권이나 참정권 등을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도
제한할 수 있다고 본다면 이는 기본권을 경시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를 승인하기 어렵
고57), 자유권 이외의 기본권은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라도 법률에 의하여 제한할 수 없다고 한다면 부당하다거나58), 자유권만을 의미한다면 자
유권 이외에는 명령이나 조례로도 제한할 수 있으며 과잉금지원칙이나 본질적 내용을 침
해해도 된다는 해석이 가능하게 되며59), 자유권이 아닐지라도 헌법제정자가 규정한 기본
권은 폐지될 수 없고 일단 설정된 기본권을 기준으로 하여 볼 때 그 기본권의 축소는 제
한이 된다60)는 등의 근거가 제시된다.61) 이러한 해석은 제37조 제2항의 문언과도 일치한
다. 이러한 다수의 견해에 따를 경우 본질적내용침해금지원칙은 모든 자유와 권리에 대해
적용되게 된다. 과잉금지원칙을 제37조 제2항에서 도출하는 한62) 과잉금지원칙에 대해서
도 마찬가지로 말할 수 있다.
이에 반하여 이는 자유권에 한한다는 견해가 있다. 그 이유로서 자유권과 대립하는 사
회적 기본권을 포함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법률유보는 그 권리에 대한 제한이 아니라 그
권리의 형성을 의미하는 절차의 유보(Verfahrens-vor-behalt)를 의미하기 때문이라고
한다.63)

57) 김철수(주 13), 428-429.
58) 김철수(주 13), 428-429; 문홍주, 한국헌법, 해암사, 1980, 333; 강태수,“기본권의 보호영역, 제한 및
제한의 한계”
, 한국에서의 기본권이론의 형성과 발전(정천허영박사화갑기념논문집), 박영사, 1997, 130;
김학성, 헌법학강의, 성민사, 2001, 279.
59) 문홍주(주 58), 333; 강태수(전주), 130.
60) 계희열,“기본권의 제한”
, 안암법학 제2집 (1994), 66-67.
61) 다만 다수설에서도 그 성질상 제한이 가능한 기본권에 한한다고 하여 자연권인 절대적 기본권은 제한이
불가능하다고 한다(김철수(주 13), 429; 권영성(주 18), 305; 구병삭, 신헌법원론, 박영사, 349; 계희열
(전주), 66-67).
62) 이에 대해서는 후술 참조.
63) 한태연, 헌법학, 법문사, 1983, 905; 한수웅,“근로삼권의 법적성격과 그 한계”
, 법과 인간의 존엄(청암
정경식박사화갑기념논문집), 1997, 219-220.

총강 및 기본권에 관한 장 (제23조부터 제39조까지)

437

헌
법
제
3
7
조

3. 제한의 목적으로서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
개념적으로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및 공공복리를 모두 아울러‘정당한 목적’
이라고 통
칭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과잉금지원칙의 제1원칙인 목적의 정당성은 바로 국가
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말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그
리고 공공복리를 정당한 목적으로 통칭할 수 있다고 하는 경우에 국가안전보장이나 질서
유지 그리고 공공복리가 정당한 목적의 열거냐 예시냐는 문제가 될 수 있다. 헌법상 보장
된 자유와 권리의 제한목적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그러한 자유와 권리의 제한은 예외적인
것(법치국가에 있어서 원칙과 예외)이라는 점에서 열거라고 보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타당
하다.64) 그러나 열거로 보든 예시로 보든 사실상으로는 별 차이를 불러오지 않는다. 왜냐
하면 민주입헌국가의 사려 깊은 입법자가 제시하는 자유와 권리의 제한의 목적은 대체로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 중 적어도 어느 하나에는 해당될 것임은 분명한 것
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일견 입법목적이 정당하면 그 입법목적이 헌법적으로 정당화 되는
데는 별 어려움이 없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통상 정당하고 합리적인 목적을 위해 제정된
법률은 제시된 목적이 법률의 위헌여부를 판단하는데 주요한 문제로는 되지 않는다.65) 유
력한 교과서에서도 목적개념들을 소홀히 취급하는 것은 이러한 점에서 이해된다.66)
이와 같이 제37조 제2항에서 제시된 자유와 권리의 제한 목적들이 매우 광범위하여 통상의
기본권제한입법의 목적이 정당화되지 않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인 현상에 지나지 않는다. 다
만, 정당한 입법목적이 제37조 제2항에 예시된 목적들 중 어디에 해당하느냐는 여전히 문제
가 될 수 있다. 제시된 입법목적이 헌법상의 목적들 중 적어도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하더
라도 결론에 있어서 규범적 평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실제에 있어서는 중
요한 의미가 부여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목적간의 의미 구별은 의미가 있는데, 왜냐하면 그

64) 헌
 법재판소는 헌법상의 권리의 제한 목적을 예시적인 것으로 보는 것으로 판단된다. 예컨대 憲裁
1996.12.26., 96헌가18, 8-2, 680, 692-693:“경제적 기본권의 제한을 정당화하는 공익이 헌법에 명
시적으로 규정된 목표에만 제한되는 것은 아니고, 헌법은 단지 국가가 실현하려고 의도하는 전형적인 경
제목표를 예시적으로 구체화하고 있을 뿐이므로 기본권의 침해를 정당화할 수 있는 모든 공익을 아울러
고려하여 법률의 합헌성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65) 물론 드물게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못하여 위헌이 된 경우가 있기는 하다: 민법상의 동성동본금혼제
도의 입법목적은 사회질서나 공공복리에 해당될 수 없어 제37조 제2항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판례(憲裁
1997.7.16., 95헌가6등, 9-2, 1, 18).
66) 예컨대 허영(주 16), 285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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렇게 함으로써 목적 상호간의 의미 있는 관계를 파악할 수 있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궁극
적으로 헌법이 추구하는 정당한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국가안전보장의 개념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국가의 존립·헌법의 기본질서의
유지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결국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헌법과 법률의 기능, 헌
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의 유지 등의 의미’
로 이해하고 있다.67) 학설에 있어서도 대
체로 이와 같다.68) 헌법상 국가안전보장이 명시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경우를 보면, 국군
의 사명으로서 국가의 안전보장(제5조 제1항), 국회의 회의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로서 국
가의 안전보장(제50조 제1항),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조약으로서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제60조 제1항), 대통령의 긴급명령의 발동목적으로서 국가의 안전보장(제76조 제1항),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자문사항으로서 국가안전보장관련 사항(제91조 제1항), 그리고 재
판에 있어서 심리의 비공개사유로서 국가의 안전보장(제109조) 등이 있다. 이러한 규정
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의 의미로 미루어 헌법재판소의 개념정의는 타당한 것으로 보인
다. 국가안전보장이라는 문언은 1972년 헌법에서 처음으로 규정되었다. 1972년 헌법 개
정 당시의 특수한 정치적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서, 국가안전보장 사항을 특별히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69) 1972년 헌법 이전에는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만이 제한의 목적으로
제시되어 있었고, 국가안전보장의 개념은 질서유지에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70) 실
제에 있어서도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협은 곧 질서유지에 대한 위협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질서유지에 대한 모든 위협이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협은 아니라는 점에서 질서유
지는 국가안전보장보다 광의의 개념으로는 이해된다. 그러나 국가안전보장을 질서유지와
구분하여 규정한 취지에 따라 질서유지는 국가안전보장을 제외한 질서의 유지를 의미하
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71)
이렇게 볼 때 질서유지의 개념적 의미는 국가안전보장을 제외한 질서와 관련되는 것으
로 이해된다. 학설에서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포함하는 헌법적 질서는 물론이고 그 밖

헌
법

67) 憲裁 1992. 2. 25., 89헌가104, 4, 64 (90).
68) 김
 철수(주 13), 430; 권영성(주 18), 349; 성낙인(주 29), 284; 정종섭, 헌법학원론, 박영사, 2007,
304; 전광석, 한국헌법론, 법문사, 2007, 210.
69) 이러한 견해로는 또한 양건, 헌법강의Ⅰ, 법문사, 2007, 229 참조.
70) 김철수(주 13), 430.
71) 또한 그렇게는 성낙인(주 29), 284. 양건(주 69), 229에서는 국가안전보장을 대외적인 것으로, 질서유지
를 대외적인 것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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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회적 안녕질서를 말한다는 견해72), 사회공공의 안녕질서의 유지73), 공공의 안녕질서
를 의미하고 헌법의 기본질서 이외의 타인의 권리유지, 도덕질서유지, 사회의 공공질서
유지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견해74), 공동체가 존속하며 유지하며, 그 공동체 속에서
구성원들이 평화롭고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는 견해75)
등이 있으나 그 의미는 대동소이한 것으로 보인다. 질서유지는 특히 공공복리와의 구분이
문제된다. 헌법재판소는 전자를 소극적 목적으로 후자를 적극적 목적으로 이해한다.76)
공공복리라는 개념은 매우 다의적이고, 포괄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일반적
으로 이해된다.77) 헌법재판소는 제119조 이하의 경제에 관한 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의‘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과 안정, 적정한 소득의 분배,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남용
의 방지,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 균형 있는 지역경제의 육성, 중소기
업의 보호육성, 소비자보호 등’
을 공공복리가 구체화되어 규정된 예로 제시하고 있다. 의
미의 포괄성에도 불구하고 공공복리개념은 법률상으로도 사용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언제나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으로 구체화할 수 없을 정도로 애매모호한 것이어서는 안 된
다(예측가능성의 확보)78). 공공복리와 유사한 개념으로 제23조 제3항의 공공필요의 개념
이 있다. 공공필요는 재산권 제한의 목적으로서 국가안전보장상의 필요, 질서유지상의 필
요, 공공복리상의 필요로 구분될 수 있어서 보다 넓은 개념으로 파악된다.79)
헌법상 보장된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의 목적의 합헌성을 심사함에 있어서는 명
문으로 제시된 목적 외에 당해 법률규정이 사실상 의도하는 목적도 모두 고려하여야 한
다. 그리하여 일견 타당하거나 정당한 것으로 보이는 목적도 그것만으로는 합헌으로 선언
될 수 없고, 그것이 제37조 제2항에 설시된 목적들 중 적어도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으
로 판단되는 경우에 비로소 제37조 제2항에 합치하게 된다.

72) 권영성(주 18), 349.
73) 성낙인(주 29), 284.
74) 김철수(주 13), 432.
75) 정종섭(주 68), 305.
76) 헌
 법재판소에 따르면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은 기존질서를 유지·회복하기 위하여만 행사될 수 있
고, 공공복리의 증진과 같은 적극적 목적을 위하여는 발할 수 없다고 한다(憲裁 1996.2.29., 93헌마186,
8-1, 111, 120-121).
77) 憲裁 2000. 2. 24., 98헌바37, 12-1, 169, 180.
78) 憲裁 2000. 2. 24., 98헌바37, 12-1, 169, 180 참조.
79) 그렇게는 정종섭(주 68), 30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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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의 의미 - 과잉금지원칙
가. 원칙의 성립
과잉금지원칙은 독일법상의 독특한 개념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과잉금지원칙의 정당한 의
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독일법상 과잉금지원칙을 먼저 살펴보는 것은 필요하고도 유용하다.
독일에 있어서 과잉금지원칙은 우선 경찰개념과 관련하여 발전되었다.80) 경찰개념
의 제한에 관한 생각은“공공의 평온(Ruhe), 안전(Sicherheit) 그리고 질서(Ordnung)를 유
지하고 공공이나 개개 구성원이 직면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
라고 규정한 1794년의 프로이쎈일반국법(Allgemeines Landrecht
은 경찰의 임무이다81).”
für die Preußischen Staaten: ALR) 제2부 제17장 제10조(§10 Ⅱ 17)에도 나타나 있었지
만, 1850년의 프로이쎈경찰행정법(Preußisches Polizei-verwal-tungs-gesetz)은 여전히 무제
한한 경찰권력을 기초로 하고 있었다.82) 그러나 비록 점진적이기는 하였지만 1848년 혁
명 이후에는 국가권력은 제한되어야 하고, 행정은 법원에 의해 통제되어야 한다는 생각
이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자유주의적 법치국가사상은 군주의 자의와 후견
을 특징으로 하는 경찰국가와 대립되는 것이었다.83) 이러한 변화는 바로 경찰영역에도 중
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데, 구체적으로는 검찰제도와 행정소송제도의 도입으로 나타
났다.84) 그리고 프로이쎈고등행정재판소의 판례에서도 이러한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하였
다. 1882년의 역사적인 크로이츠베르크 판결85)에서 시작하여 프로이쎈고등행정재판소는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경찰수단이 경찰의 임무를 달성하기에 적합하고 필요한지를 항
상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합법적인 경찰의 권한인지를 심사하기 시작했다. 물론 경찰법상

80) S
 chloer, Vom Preußischen Polizeirecht zum Bayerischen Sicherheitsrecht, S. 95; 오쓴뷜(이덕연 역), 과잉금지
원칙적용의 절제, 법학논총 제3호(1996), 260-261: 과잉금지원칙이 경찰법분야에서 생성되고 형성된 것은
국가의 침해로부터 개인의 자유영역을 확인하고 보호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로 되면서 과잉금지원칙이 본
격적으로 주목받게 된 것과 관련되기 때문이다. 프로이쎈고등행정재판소의 관련 판례로는 PrOVG 13, 424,
426; 37, 401, 403 f.; 44, 342 f.; 45, 416, 423 f.
81) Hattenhauer, Allgemeines Landrecht für die Preußischen Staaten, S. 626.
82) Götz, Allgemeines Polizei- und Ordnungsrecht, Rn. 11; Pieroth/Schlink/Kniesel, Polizei- und Ordnungsrecht, § 1 Rn. 6.
83) 경찰과 법치국가에 대한 논의는 Funk, Polizei und Rechtsstaat, 1986 참조.
84) Boldt, Handbuch des Polizeirechts, Rn. 48, 49.
 례의 원본은 프로이쎈고등행정재판소판례집(PrOVG) 제9권 353 이하이나 현대어체로 새로이 인쇄된
85) 판
VBlBW 7/1993, 268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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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최초의 일반적 수권규정으로 이해되는 프로이쎈일반국법상의‘필요한 조치’
라고 하는
것은 당사자를 고려하여 당사자에게 가장 관대한 조치만을 필요한 조치로 인정하는 것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오히려 위험과 그 위험의 방지에 대한 것이었다. 따라서‘필요한 조
치’
로부터 당사자와 관련한 필요성의 관점을 보완하여 오늘날의 비례성의 원칙으로 발전
시킨 것은 어디까지나 프로이쎈고등행정재판소의 판례의 성과로 평가된다.86) 크로이츠베
르크판결에서 판례상으로도 확인된 이러한 생각은 1931년 6월 1일의 프로이쎈경찰행정
법에도 마침내 규정되게 되었다.
그에 반하여 좁은 의미의 비례성의 원칙은 2차대전이 끝날 때까지는 알려져 있지 않았
다.87) 이때까지는 단순히 비례성의 원칙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88) 좁은 의미의 비례성
의 원칙이 등장하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나치의 전횡으로부터 얻은 역사적 교훈에서 유
래한다.89) 즉 나치시대에 필요성의 원칙은 추구되는 목적과 관련하여 볼 때 가장 완화된
침해로 보이기만 하면, 그리고 그러한 한 모든 침해가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오용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의미의 필요성의 원칙은 전후의 독일의 역사적 상황에
서는 더 이상 설득력이 없게 되었다. 이로써 필요성을 의미하는 비례성으로부터 오늘날의
좁은 의미의 비례성이 독립하게 되었다. 또한 전후에 각주에서 경찰 관련 법률의 제정과
함께‘비례’
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입법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는데 여기서는 항상 좁
은 의미의 비례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되었다. 또한 전후의 유력한 연구들90)이 필요성
과 좁은 의미의 비례성의 관념을 구별함으로써 이러한 경향이 점점 정착되어 갔다. 마침
내 이러한 좁은 의미의 비례성의 원칙은 1958년 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91)에 등장하면서
분명한 원칙으로 성립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연방헌법재판소의 견해가 하급법원과 그리고
입법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쳐 오늘날의 넓은 의미의 비례성의 원칙이 성립하게 되었다.92)

86) P
 ieroth/Schlink/Kniesel, Polizei- und Ordnungsrecht, § 1 Rn. 12, § 7 Rn. 7; Boldt, Handbuch des Polizeirechts,
Rn. 50; Götz, Allgemeines Polizei- und Ordnungsrecht, Rn. 12.
87) Hirschberg, Der Grundsatz der Verhältnismäßigkeit, S. 4 ff.
88) BVerwGE 3, 297/300 (1956); 5, 50/51 (1957); 9, 114/115 (1959).
89) Hirschberg, Der Grundsatz der Verhältnismäßigkeit, S. 4 ff.
90) 특히 von Krauss, Der Grundsatz der Verhältnismässigkeit, S. 14 f., 17 f. 뒤에는 Lerche, Übermass und
Verfassungsrecht, S. 19 ff.
91) BVerfGE 7, 377/407 (1958) - 소위 약국판결(Apothekenurteil).
92) Hirschberg, Der Grundsatz der Verhältnismäßigkeit, S. 17 Fn.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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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용어문제
이처럼 독일에 있어서 과잉금지원칙은 적합성(Geeignetheit), 필요성(Erforder-lich-keit),
그리고 (좁은 의미의) 비례성(Verhältnismäßigkeit i.e.S)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일반적으로
이해된다.93) 그에 반해 과잉금지원칙 대신 넓은 의미의 비례성의 원칙이라는 용어를 사용
하는 견해도 있다.94) 과잉금지와 넓은 의미의 비례성의 원칙이 같이 사용되는 경우도 있
다.95) 한편으로는 과잉금지원칙 또는 넓은 의미의 비례성의 원칙의 하부원칙에 있어서도
다양한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적합성 대신 유용성(Tauglichkeit)을 사용하는 경우96)도 있
고, 비슷하게 목적유용성(Zweck-taug-lich-keit)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97)도 있다. 필
요성이라는 의미로는 Erforderlichkeit라는 말 대신은 우리말로는 마찬가지로 번역되는 바
의 Not-wen-dig-keit를 사용하거나98), 가장 경미한 제한의 원칙(Der Grundsatz des ge-ringst-mö-gli-ch-en Ein-grif-fs)이 사용되기도 하고99), 최소간섭의 원칙(Der Grundsatz des Interven-tions-mi-ni-mismus)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도 한다.100) 좁은 의미의 비례성의 원칙을
대신하여서는 비례성(Proportionalität)을 사용하는 경우101)도 있고, 균형성(An-gemes-senheit)을 사용하는 경우102)도 있고, 또 실천적 조화(Praktische Kon-kor-danz)라는 말이 사용

93) Erichsen, Staatsrecht und Verfassungsgerichtsbarkeit, S. 29 또한 3. Aufl.(1982)의 S. 13; Erichsen, Jura 1988,
387 f.; Krebs, in: von Münch/Kunig(Hrsg.), Grundgesetzkommentar, Art. 19, Rn. 24; Wolff, Verwaltungsrecht,
S. 179; Wendt, AöR 104 (1979), S. 414 ff.; Lerche, in: J. Isensee/P. Kirchhof(Hrsg.), Handbuch des Staatsrechts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m S. 775/783 f.; Stern, in: Badura u.a.(Hrsg.), FS für Peter Lerche zum 65.
Geburtstag, S. 165/166; Remmert, Verfassungs- und Verwaltungsgeschichtliche Grundlagen, S. 2 등.
94) Hirschberg, Der Grundsatz der Verhältnismäßigkeit, S. 25; Huster, Rechte und Ziele, S. 96 f.; Dechsling, Das
Verhältnismäßigkeitsgebot, S. 5; Ress, Der Grundsatz der Verhältnismäßigkeit, S. 14; Schnapp, JuS 1983, 850 ff.;
Bleckmann, JuS 1994, 117 ff.; Haverkate, Rechtsfragen des Leitungsstaates, S. 11 등. 연방헌법재판소의 판례
로서는 예를 들면 BVerfGE 13, 97/118 (1961); 19, 342/348, 348 (1965); 21, 150/155 (1967); 27, 211/219 (1969);
27, 343/352 (1969); 30, 292/316 f. (1971); 35, 382/400 (1973); 49, 24/58 (1978); 70, 278/286 (1985); 78, 38/50
(1988); 79, 256/270 (1989); 80, 137/159 ff. (1989); 81, 156/188 ff. (1990); 84, 372/380 f.(1991); 87, 287/321 ff.
(1992); 88, 144/161 ff. (1993); 90, 145/172 ff. (1994) 등 참조.
95) 예를 들면 Langheineken, Der Grundsatz der Verhältnismässigkeit, S. 13 ff; 판례로는 BVerfGE 23, 127/133
(1968); 49, 220/232 (1978); 52, 131/175 (1979).
96) 예컨대 Seetzen, NJW 1975, S. 429 ff.
97) 예컨대 Schmidt, NJW 1975, 1753/1756; Badura, Peter: JuS 1976, 205/209.
98)Lerche, Übermass und Verfassungsrecht, S. 19; von Krauss, Der Grundsatz der Verhältnismässigkeit, S. 14 ff.;
Hotz, Zur Notwendigkeit und Verhältnismässigkeit von Grundrechtseingriffen, S. 13 ff.
99) BVerwGE 23, 280/284 (1966).
100) BVerfGE, NJW 1974, 874/877.
101) Gentz, NJW 1968, 1600/1601; Grabitz, AöR 98 (1973), 568/571; Häberle, Die Wesensgehaltgarantie, S. 67 ff.
102) Lerche, Übermass und Verfassungsrecht, S. 21; Schwan, DÖV 1975, 661/663 Fn. 8; Huster, Rechte und Ziele, S. 142 ff.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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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기도 한다.103) 그러나 이러한 용어의 상이에도 불구하고 이들 개념 사이에 사실상의 차
이는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104)
헌법재판소에서는 1989년의 국토이용관리법에 관한 결정105)에서 최초로 과잉금지원칙
이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보호하려는 공익이 침
해되는 사익보다 더 커야 한다는 것으로서 그래야만 수인의 기대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포섭하는 상위개념임을 밝혔다. 이러한 용어법은 오늘날 확고한 헌법재판소의 입장으로
되었고106), 학설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107) 비례의 원칙은 광의와 협의의 구분 없이 과
잉금지원칙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면서, 목적의 정당성을 과잉금지원칙의 한 내용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 독일과는 분명히 구별된다. 목적의 정당성은 적합성의 당연한 논리적
전제이기 때문에 과잉금지의 내용적 요소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견해108)는 적합성
의 원칙 또한 필요성의 원칙의 당연한 논리적 전제가 된다는 점109)을 고려할 때 동의하기
가 어렵다.110) 또 독일에서의 용어상의 혼란을 고려할 때 헌법재판소의 용어법이 부당하
다고 할 수는 없다.

다. 헌법적 지위
독일과 마찬가지로 대한민국헌법에서도 과잉금지원칙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
다. 그렇지만 독일은 학설과 판례를 통하여 서서히 헌법적 근거를 확립해 간 반면에 헌법
재판소는 처음부터 이를 전제하고 출발하고 있다. 과잉금지를 처음으로 언급한 88헌마1
의 비례의 원칙 내지 과잉금지의 원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결정111)에서‘헌법상’

103) Hesse, Grundzüge des Verfassungsrechts, Rn. 317 f.
104) Rachor, Polizeihandeln, in: Handbuch des Polizeirechts, , S. 295/353 Rn 156.
105) 憲
 裁 1989.12.22., 88헌가13, 1, 357/374, 378 하부원칙의 각각에 대한 보다 상세한 설명은 연이은
憲裁 1990. 9. 3., 89헌가95결정 참조.
106) 특히 憲裁 1997.3.27., 95헌가17, 9-1, 219/234; 1999.7.22., 98헌가3, 11-2, 1/16 참조.
107) 특히 권영성(주 18), 352 이하; 성낙인(주 29), 287 이하; 양건(주 69), 238 이하.
108) 황
 치연, 헌법재판의 심사척도로서의 과잉금지원칙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5, 71 참조.
109) L
 erche, Übermass und Verfassungsrecht, S. 76; Drews/Wacke/Vogel/Martens: Gefahrenabwehr, 9. Aufl.,
Heymann(Köln u.a.: 1986), S. 389; Götz, Allgemeines Polizei- und Ordnungsrecht, Rn. 320.
110) 독
 일의 경우에도 많이 읽히는 교과서 중에서도 목적의 정당성을 과잉금지의 내용으로 검토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Ipsen, Staatsrecht II, Rn. 171 ff.
111) 憲裁 1989.3.17., 88헌마1,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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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금지의 내용을 최초로 비교적 상세하게 언급하고 있는 앞의 국토이용관리법에 관한
결정112)에서도 과잉금지원칙을 헌법상의 원칙이라고 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입
장은 확고하고 이는 학설에서도 마찬가지로 거의 예외 없이 인정되고 있다.113) 따라서 과
잉금지원칙의 헌법적 효력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라. 헌법적 근거
(1) 일반적 견해
과잉금지원칙의 헌법적 근거와 관련하여 학설은 대체로 제37조 제2항의“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라고 하는 문언의 해석을 통하여 이를 도출하고 있다.114) 제37조 제2항의 필요한
경우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그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이어야 하며,
또 제한은 최소한으로 그쳐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거나,115) 기본권제한에 있어서 필요
한 경우를 일반적으로 기본권제한에 있어서 비례의 원칙이라고 하는 경우116)가 그것이다.
이러한 입장을 비교적 잘 설명하고 있는 견해에 따르면 제37조 제2항의‘필요한’
이라는 용
어는 목적을 위한 수단이 그 목적달성에 적합해야 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으며, 이는 비례
성원칙의 첫 번째 부분원칙인 합목적성 또는 적합성원칙에 해당하고, 그리고‘경우에 한
하여’
라고 하는 표현은 목적을 위한 수단의 기본권제한이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점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목적과 수단으로서의 제한 사이에 균형을 깨지 않는 비례관계가 성립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것은 제37조 제2항이
직·간접적으로 과잉금지원칙의 내용을 적시하고 있는 것이며 따라서 완전하지는 않지만
과잉금지원칙은 헌법 제37조 제2항으로부터 도출될 수 있다고 한다.117) 이 견해는 또한 법
치국가원리도 과잉금지의 헌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본다. 대한민국헌법의 체계상 헌법
의 직접적 수권에 의해 행정부가 국민의 경제적 활동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행정작용의 헌법적 통제를 위해 법치국가의 중요한 내용으로서 비례성원칙

112) 憲裁 1989.12.22., 88헌가13, 1, 357/374 이하.
113) 권영성(주 18), 352 이하; 성낙인(주 29), 287.
114) 강태수(주 58), 135 및 여기에 소개된 문헌과 판례 참조.
115) 김철수(주 13), 435.
116) 성
 낙인(주 29), 286. 여기에서 이 견해는 조문상의 근거 외에 헌법적 근거로서는 법치국가원리, 평등원
칙, 기본권의 본질 등을 들고 있다.
117) 김
 형성,“비례성원칙과 경제정책적 조세”
, 현대헌법학이론(우재이명구박사화갑기념논문집[I]), 1996,
344-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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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포함시키는 것은 기본권보장이라는 차원에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한다.
헌법재판소도 제37조 제2항을 과잉금지원칙의 근거로 본다.118) 그러나 법치국가원리에
서 근거를 찾기도 한다.119) 헌법 제37조 제2항과 법치국가에 있어서 우리 헌법재판소는
어떤 선택을 하고 있지는 않을 뿐만 아니라 양자를 같이 근거로 보는 판결120)도 있다. 결
국 헌법재판소의 입장은 과잉금지원칙의 근거로서 법치국가원리와 제37조 제2항을 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가 제37조 제2항을 드는 이유도 동 조항의‘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라는 문구 때문이다.121)
(2) 검토
과잉금지원칙의‘헌법적 근거’
는 이 원칙의 헌법적 효력이나 적용영역과 연동되어 있다
는 점을 인식하여야 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서 원칙의 헌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이 분
석할 수 있다.
(가) 명문근거의 부재
일반적으로 어떤 규범적 내용의‘헌법적 근거’
라고 할 때는 우선은 헌법상의 명문의 근
거가 있는가의 문제일 것이다.122) 이렇게 보면 우선은‘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라는 문구
때문에 헌법 제37조 제2항이 눈에 들어오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제37조 제2항의 문

118) 憲
 裁 1989.7.14., 88헌가5등, 1, 69/85; 1992.4.28., 90헌바24, 4, 225/229; 1993.5.13., 92헌마
80, 5-1, 365/374; 1994.2.24., 92헌바43, 6-1, 72/75; 1992.4.28., 91헌바15등, 6-1, 317/339;
1995.5.25., 91헌마67, 7-1, 722/739; 1995.10.26., 92헌바45, 7-2, 397/404; 1995.11.30., 94헌
가3, 7-2, 550/556 ; 1997.3.27., 96헌가11, 9-1, 245/265; 1997.7.16., 95헌바2등, 9-2, 32/41;
1997.5.29., 94헌바5, 9-1, 519/525-526; 1997.10.30., 96헌마109, 9-2, 537/543; 1997.9.25., 96헌
가16; 1998.5.28., 95헌바18, 10-1, 583/594; 1998.5.28., 97헌바68, 10-1, 640/651; 1999.7.22., 98
헌가3, 11-2, 1/25 등.
119) 憲裁 1992.4.28., 90헌바24, 4, 225/230; 1992.12.24., 92헌가8, 4, 853/878.
120) 憲
 裁 1990.9.3., 89헌가95, 2, 245/260:“과잉금지의 원칙이라는 것은... 오늘날 법치국가의 원리에서 당
연히 추출되는 확고한 원칙으로서 부동의 위치를 점하고 있으며,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도 이러한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다.”또한 1992.12.24., 92헌가8, 4, 853/878-879:“과잉금지원칙이라 함은.. 법
치국가의 원리에서 당연히 파생되는 헌법상의 기본원리의 하나인 비례의 원칙을 말하는 것이다. 이를 우리
헌법은 제37조 제1항에서“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제
2항에서“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
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라고
선언하여 입법권의 한계로서 과잉입법금지의 원칙을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으며...”이 결정은 과잉금지의
원칙의 헌법적 근거로서 법치국가원리와 헌법 제37조 제2항 이외에도 헌법 제37조 제1항도 들고 있다.
121) 憲裁 2001헌바73., 14-1, 141/149-150 (2002).
122) 그런데 과잉금지원칙에 관한한 헌법에 명문의 근거가 없다고 하여 부인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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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상의“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라는 문구는 일차적으로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
복리에 대한 개념이라는 점을 주의하여야 한다. 말하자면‘기본권제한의 목적을 달성하
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라는 의미이다. 이것은 헌법상의 명백한 문언에 따른 해
석이다. 이러한 의미의‘필요한’이라는 개념은 오늘날의 피해의 최소성의 의미의 필요성
라는 문언으로부
(Er-for-der-lich-keit)과 구별된다. 제37조 제2항의‘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터 피해의 최소성을 끌어내려면 어떤 관행이나 수식문구를 첨가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독일에서‘필요한(nötig)’
이라는 개념이 최소침해적 의미로 발전 내지 확장된 데는 이유
가 있다. 원래 연혁상의 근거조문인 프로이쎈일반란트법 제2부 제17장 제10조의‘필요한
조치’
(die nöthigen An-stal-ten)라고 하는 것도 당사자에 대한 고려나 당사자에게 가장 관대
한 조치만을 필요한 조치로 인정하는 것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오히려 위험과 그 위험의
방지에 대한 것이었다.123) 그로부터 당사자와 관련한 필요성의 관점을 보완하여서 오늘날
의 과잉금지원칙으로 발전시킨 것은 어디까지나 프로이쎈고등행정재판소의 판결에 의한
것으로 평가된다.124) 그리고 프로이쎈일반란트법에서 최소침해의 의미의 필요성의 원칙을
도출함에 있어서는 관련 규정이 필요한“조치”
로 표현되어 있다는 점도‘필요한 경우에 한
하여’
로 되어 있는 대한민국헌법과는 다르다. 독일에서도 필요성의 원칙이라는 용어의 사
용과 관련하여 이는 혼돈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125) 이 견해에 따르면 넓은 의미
의 비례성의 원칙의 의미의‘필요성’이라는 개념과 경찰상의 일반적 수권조항 내지는 개
별적 수권조항에 나타난‘필요한’
이라는 개념은 구별되는 것이라고 한다. 이 견해는 과잉
금지원칙의 필요성이라는 개념을 최소침해라는 용어로 개념하고 있다.126) 이러한 관점에
서도 필요성의 원칙이라는 용어보다도 우리 헌법재판소가 사용하고 있는 최소침해의 원칙
이라는 용어가 보다 적확하다고 할 수 있다. 독일 각주의 경찰질서법상 비례성을 직접규정
하고 있는 법조문에서도 필요성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다. 우리 헌법전상으로
도 과잉금지의 의미와 관련이 없는‘필요’
라는 용어가 여러 곳에서 사용되고 있다.

123) P
 ieroth/Schlink/Kniesel, Polizei- und Ordnungsrecht, § 1 Rn. 12, § 7 Rn. 7; Boldt, Handbuch des Polizeirechts,
Rn. 50; Götz, Allgemeines Polizei- und Ordnungsrecht, Rn. 12. Haverkate도 §10Ⅱ17 ALR을 위험방지라는
제한「목적」을 설정한 것으로 이해한다(Haverkate, Rechtsfragen des Leitungsstaates, S. 16-17).
124) Pieroth/Schlink/Kniesel, Polizei- und Ordnungsrecht, § 1 Rn. 12, § 7 Rn. 7.
125) Knemeyer, Polizei- und Ordnungsrecht, § 22 Rn. 290 ff.
126) 그러나 독일의 용례에서는 오늘날 필요성의 원칙이 완화된 수단의 원칙 또는 최소침해의 원칙을 의미하
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독일공법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한 필요성의 원칙이라는 개념을
그대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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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견해가 제37조 제2항에서 과잉금지의 근거를 찾으려고 하는 것은 학설127)과 헌법
재판소의 결정128)에서 나타나고 있는 바와 같이 제37조 제2항을 기본권제한의 한계조항
으로 이해하는 경우에는 내용적으로 과잉금지원칙과 자연스럽게 연결되기 때문인 것으로
도 보인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명문의 근거이기 때문에 법치국가원
리129)에서 찾는 해석의 문제와는 구별된다. 왜냐하면 제37조 제2항은 법치국가원리의 명
문의 근거가 아니기 때문이다.130)
(나) 이론적 도출의 필요성
피해의 최소성을 핵심요소로 하는 과잉금지원칙의 헌법적 근거로 헌법 제37조 제2항이
거론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해석상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모든 경우에 있어서 피
해의 최소성이 준수되지 않으면 안된다.131) 달리 표현하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
는 국가의 모든 행위는 엄격한 통제를 받지 않으면 안된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물론 그렇
게 이해하면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훨씬 강화되어 보장되겠지만, 이는 자유와 권리의 개
개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심사가 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기능저해를 초래할 수도 있
다. 헌법상 보장된 자유와 권리는 상황에 처한 자유와 권리의 특성에 맞게 공익과 조화되
어야 하는 것이지, 사익만의 강화에 있는 것은 아니다.132) 또한 자유와 권리가 자리를 양
보하여야 한다면 그 자리는 다른 어떤 사익(邪益)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공익을 위한
자리라는 점도 잊어서는 안된다.
물론 과잉금지원칙의 헌법적 근거를 제37조 제2항에 두면서 과잉금지원칙을 약화된 강도
의 심사기준으로부터 강화된 심사기준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이해하려는 시도도 가능하다.133)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현실적으로 존재하거나 존재할 수 있는 다양한 심사기준을 과잉금
지원칙의 개념으로 포섭하지 않으면 안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어, 결국 심사기준으로서

127) 예컨대 허영(주 16), 285. 비슷하게는 최대권, 헌법학강의, 박영사, 2001, 208.
128) 憲裁 1997. 2. 20., 96헌바24, 9-1, 168/176.
129) 憲裁 1998. 4. 30., 95헌가16, 10-1, 327/338.
130) 결
 론에 있어서 비슷한 견해로는 이명웅,“비례의 원칙의 2단계 심사론”
, 헌법논총 제15집(2004), 509544/522 참조.
131) 이명웅(주 130), 518 이하 참조.
132) 이에 대해서는 김대환(주 55), 3 이하 참조.
133) 예
 컨대 이명웅(주 130), 529; 공진성,“최적화명령으로서 비례성원칙과 기본권심사의 강도”
, 3사교논문
집 제53집(2001.11.), 295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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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과잉금지원칙의 헌법적 규범력을 무력화시키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의 적용
과 관련하여 재판관의 자의가 지배하게 될 위험성마저 있다. 나아가서는 비교법적 관점에
서 유용한 다른 심사기준을 도입함에 있어서 과잉금지원칙보다 완화된 심사기준을 도입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를 과잉금지원칙이라는 개념이 포섭하는 내용으
로 전환하여 수용하는 경우에는 전환의 정확성은 차치하고 - 결코 독자적 심사기준의 수
용이 아니기 때문에 - 그 수용자체가 무의미하게 될 수 있다.
결국 제37조 제2항에서 과잉금지원칙의 헌법적 근거를 찾는 것은, 헌법재판의 초기에
있어서 과잉금지원칙의 헌법적 위상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었다고 하는 정도
의 제한적 의미를 갖는 것으로만 볼 수밖에 없다.
(다) 헌법적 근거로서 법치국가원리?
이상과 같은 검토에 따르면 원칙의 헌법적 근거와 관련하여서는 이론적 근거제시가 타
당성을 갖게 된다. 현재 학설과 판례에 의해 이론적 근거로 유력하게 제시되고 있는 것은
법치국가원리이다.134) 그러나 과잉금지원칙의 헌법적 근거를 법치국가원리에서 찾는 견
해는 다음의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 우선 답하여야 한다. 첫째, 대한민국헌법상 법치국가
원리는 또 어디에 그 근거를 두고 있는가라는 의문이다. 독일135)과는 달리 우리나라 헌법
상으로는 법치국가원리를 직접적으로 선언하고 있는 문언은 없다.
헌법재판소가 법치국가원리의 내용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는 기본권의 보호136), 법률유
보137), 죄형법정주의138), 기본권제한입법의 명확성의 원칙139), 권력분립 및 사법적 구제140),
과잉금지원칙141), 신뢰보호의 원칙142) 등 상당히 포괄적이다. 따라서 법치국가원리에서 과

134) 憲
 裁 1990.9.3., 89헌가95, 2, 245/260; 1992.4.28., 90헌바24, 4, 225/230; 1992.12.24., 92헌가
8, 4, 853/878 등 다수의 판결 참조. 물론 헌법재판소나 학설이 법치국가원리를 과잉금지원칙의 이론적
근거로 내세운다고 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135) 법
 치국가원칙을 유럽연합을 위한 제원칙 중 하나로 선언하고 있는 기본법 제23조 제1항; 주헌법은 기본
법의 법치국가원칙에 합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기본법 제28조 제1항.
136) 憲裁 1992.4.28., 90헌바24, 4, 225/230; 1998.4.30., 95헌가16, 10-1, 327/338.
137) 憲裁 1990.9.3., 89헌가95, 2, 245/267.
138) 憲
 裁 1992.4.28., 90헌바24, 4, 225/230; 1991.7.8., 91헌가4, 3, 336/340; 1992.12.24., 92헌가8,
4, 853/876; 1995.9.28, 93헌바50, 7-2, 297/307.
139) 憲
 裁 1990.4.2., 89헌가113, 2, 49; 1996.8.29., 94헌바15, 8-2, 74; 1996.11.28., 96헌가15,
8-2, 526; 1998.4.30., 95헌가16, 10-1, 327/341-342.
140) 憲裁 1997.12.24., 96헌마172등, 9-2, 842/858.
141) 憲裁 1992.12.24., 92헌가8, 4, 853/878.
142) 憲裁 1997.7.16., 97헌마38, 9-2, 94; 1998.11.26., 97헌바58, 10-2, 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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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금지원칙의 근거를 찾는 것은 정치하지 못한 감이 있다. 정확히는 오히려 과잉금지원칙
의 사상적 기초가 되는 바의 어떤 합리적 결정143)(Ent-schei-du-n-gs-ra-tionalität)관념이 법
치국가원리에 자리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과잉금지원칙을 법치국가에서 찾으
려는 견해는 우선, 이미 법치국가의 요소로 과잉금지원칙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순환논법에 빠져 있다는 지적이 있다.144) 둘째, 법치국가원리의 내용이
너무나 포괄적이라는 점이 지적될 수 있다.145) 법치국가원리의 의미 내용은 너무나 광범
위 하여서 헌법상 보장된 자유와 권리를 위한 어떠한 내용도 연역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
니고 있다. 이러한 식의 해법은 문제의 해결이라기보다는 문제의 전환 내지 회피로 보일
수 있다. 따라서 과잉금지원칙의 헌법적 근거가 법치국가원리라고 하는 것은 부인되어야
할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좀 더 엄밀한 의미에서 그 근거를 찾을 필요성은 여전히 존
재한다고 보는 것이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어떤 원칙의 헌법적 근거를 탐색하는 작업은
지도위에서 특정 건물의 위치를 찾아내는 작업이 아니라, 오히려 원칙의 실제 운용상의
작용과 관련하여 가장 체계정합적인 위치를‘설정’
해주는 작업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이
러한 관점에서 이 글은 과잉금지원칙의 헌법이론적 근거로는 헌법상 보장된 자유와 권리
의 특성에서 찾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헌법상 보장된 자유와 권리라고 하는 것은 보장
되고 보호되며, 경시되지 않는 바의 일정한 내용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 제한되는 경우에
는 원칙과 예외의 관계에서 최소한도로만 제한될 것을 요구하기 때문이다.146) 이러한 생
각은 과잉금지원칙의 헌법적 근거를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공권력의 입장에서 찾는 것
이 아니고, 오히려 제한당하는 자유와 권리 자체에서 찾는 것이라는 점에서도 타당한 것
이라고 할 수 있다. 이로써 과잉금지원칙은 자유와 권리를 떠나서 적용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님이 분명해 진다. 다만 헌법상 보장된 자유와 권리의‘일반적’특성에서 찾는 것
은 모든 자유와 권리의 제한에 있어서 과잉금지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으로 될 수 있
기 때문에, 결국은 헌법상 보장된 바의‘개별적’자유와 권리의 특성에서 찾지 않으면 안

143) Krebs, Jura 2001, 228/233.
144) 이
 준일,“기본권제한에 관한 결정에서 헌법재판소의 논증도구”
, 헌법학연구 제4집 제3호(1998), 283.
 법재판소가 법치국가원리의 내용으로 확인하고 있는 것만도 기본권의 보호, 법률유보, 죄형법정주의,
145) 헌
기본권제한입법의 명확성의 원칙, 권력분립 및 사법적 구제, 과잉금지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등을 들 수
있다(김대환,“우리나라 헌법상 과잉금지원칙”
, 공법학연구 제6권 제3호(2005), 198 참조).
 수웅,“헌법재판의 한계 및 심사기준 - 헌법재판소와 입법자의 관계를 중심으로 -”
146) 한
, 헌법논총 제8
집(1997), 230 참조; 비슷한 생각으로는 이준일, 헌법학강의, 홍문사, 2005, 296 및 BVerfGE 17,
306/314 (1964); 42, 263/294 (1976); Alexy, Theorie der Grundrechte, S. 71 ff.의 원리로서의 기
본권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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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147) 결국 과잉금지원칙은 엄격한 심사를 요하는 바의 개개의 자유와 권리의 특성에
서 찾을 수 있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이해함으로써 비로소 과잉금지원
칙보다 완화된 심사기준을 도입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고,148) 기본권의 차별성에 따라 다
른 심사강도를 가지는 심사기준을 적용할 가능성을 열어놓을 수 있게 된다.149)

마. 내용
(1) 원칙의 4가지 요소
헌법재판소의 결정150)에 따르면 과잉금지원칙의 내용으로서 목적의 정당성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려는 입법의 목적이 헌법 및 법률의 체제상 그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는 것을 의미하고, 방법의 적절성은 그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그 방법이 효과적이고 적절
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피해의 최소성이란 입법권자가 선택한 기본권 제한의 조치
가 입법목적달성을 위하여 설사 적절하다 할지라도 보다 완화된 형태나 방법을 모색함으
로써 기본권의 제한은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법익의
균형성은 그 입법에 의하여 보호하려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을 비교·형량 할 때 보호되
는 공익이 더 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더불어 헌법재판소는 위와 같은 요건
이 충족될 때 국가의 입법작용에 비로소 정당성이 인정되고 그에 따라 국민의 수인(受忍)
의무가 생겨나는 것이라고 하였다.151) 이러한 과잉금지는 목적의 정당성을 제외하고는 대
체로 독일에 있어서 적합성, 필요성, 비례성의 원칙을 의미하는 것이다.
(가) 목적의 정당성
헌법 제37조 제2항에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목적으로서 국가안전보장, 질
서유지, 공공복리를 들고 있다. 특히 국가안전보장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국가의 존
립·헌법의 기본질서의 유지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결국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147) 이에 반하여 Walter Krebs는 미해결로 두고 있다(Krebs, Jura 2001, S. 233).
148) 과잉금지원칙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의 도입은 기본권 보호와 관련하여서는 원칙적으로 언제나 허용된다.
149) 개
 별적 자유와 권리가 과잉금지원칙의 적용을 요청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결국 판단자의 몫으로
돌아간다.
150) 무엇보다도 憲裁 1990.9.3, 89헌가95, 2, 245/260.
151) 이
 것은 현재 우리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 憲裁 1994.12.29., 94헌마201, 6-2, 510/524-525
(1994); 1998.5.28., 95헌바18, 10-1, 583, 595; 1998.6.9., 98헌바38등, 12-1, 188, 224-225;
2000.6.1., 99헌가11등, 12-1, 575, 583; 2006.6.1., 99헌마553, 12-1, 686, 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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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과 법률의 기능,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의 유지 등의 의미”
로 이해한다.152)
그리고 헌법 제119조 이하에서 경제와 관련하여 규정되고 있는 바의‘균형 있는 국민경
제의 성장과 안정, 적정한 소득의 분배,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남용의 방지,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 균형 있는 지역경제의 육성, 중소기업의 보호육성, 소비자
보호 등’
을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공공복리의 구체화로 이해한다.153)
그러나 이러한 기본권제한의‘목적’
개념은 불확정(헌법)개념으로써 구체적 입법을 통하
여 확정될 필요가 있다. 더구나 우리 헌법규정이 예견하고 있는 바의 기본권제한의 목적
이라는 것은 매우 포괄적이어서 사실 국가의 모든 행위가 목적과 관련하여서는 정당화될
위험이 있다.154) 또한 기본권의 내용에 따라서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설시된 목적의 일
부와는 관련성이 있지만 다른 것과는 그렇지 못할 경우도 있다. 그렇다면 목적의 정당성
과 관련하여서는 입법의 목적이나 취지를 구체적 개별적으로 검토하여서 결정할 수밖에
없다. 이 경우에 법률규정은 많은 경우에 목적을 명시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법관은 결국 그 목적을 규정으로부터 스스로 찾아내지 않으면 안 된다. 여기서는 합헌성
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 그리하여 결국은 찾아낸 구체적 목적이 헌법상 규정된 바의 국
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와 관련성이 있는지의 여부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155)
그런데 목적의 정당성을 과잉금지원칙의 내용으로 파악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
다. 목적의 정당성을 과잉금지원칙의 내용으로 파악하지 않는 견해는 목적자체가 헌법이
추구하는 법익을 위한 것인지 아닌지를 심사하는 것은 헌법적 수권의 문제이지 목적과 수
단 사이의 비례성심사와는 거리가 있고, 목적 자체의 정당성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현실적
으로도 어려우며, 판례에서도 목적의 정당성이 결여되어 위헌문제가 되었던 적은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한다.156)

152) 憲裁 1992.2.25., 89헌가104, 4, 64/90.
153) 憲裁 1996.12.26., 96헌가18, 8-2, 680/692-693.
154) 따
 라서 목적의 정당성을 위배하였기 때문에 위헌이 된 경우도 드물다(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례에 대해
서는 홍성방, 헌법학, 현암사, 2002, 332 각주 642 참조).
155) 그
 러나 많은 경우에 국가안전보장이나 질서유지, 공공복리와의 관계를 논하지 않고 법률규정의 입법목
적 자체의 정당성만이 검토되고 있다(예컨대 憲裁 2004.1.29., 2002헌마788, 16-1, 154). 구체적 판
단의 예: 정정보도청구권제도의 정당성: 憲裁 1991.9.16., 89헌마165, 3, 518/529-530. 자치단체의
편입의 정당성: 憲裁 1994.12.29., 94헌마201, 6-2, 510/527-528. 징발재산의 환매기간설정의 정
당성: 1995.2.23., 92헌바12, 7-1, 152/163; 憲裁 1995.10.26., 95헌바22, 7-2, 472/484; 憲裁
1996.4.25., 95헌바9, 8-1, 389/400-401; 憲裁 1998.12.24., 97헌마87등, 10-2, 978/998-999.
정기간행물 등록의 정당성: 憲裁 1997.8.21., 93헌바51, 9-2, 177/192. 동성동본금혼제도의 부당성:
憲裁 1997.7.16., 95헌가6등, 9-2, 1, 18.
156) 김형성(주 117), 343-344. 또한 황치연(주 108), 7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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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국가의 조치의 합헌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조치가
갖는 목적에 대한 평가를 반드시 거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또 독일의 과잉금지원칙의
경우도 사실상 목적에 대한 평가를 전제로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목적에 대한 평가문제
를 심사기준으로서 일정한 위치를 설정하여 줄 필요성은 있다. 원래 독일에서 오늘날의
과잉금지원칙이 성립하기까지는 특히 필요성, 비례성의 개념이 독립적으로 발전되어 왔
고, 20세기 중반에 들어 과잉금지원칙으로 통칭되었다는 점에서 과잉금지원칙이 반드시
수단과 목적간의 관계만을 규정할 필연적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목적의 정
당성을 과잉금지의 개념에 포함시키지 못할 이유도 없다.
독일에서도 목적의 정당성을 과잉금지원칙의 내용으로 포함하는 견해가 없지 않다. 입
센(Jörn Ipsen)에 따르면 입법자가 기본권에 대한 제한을 하는 경우에 과잉금지가 준수되었
는지의 여부는 입법자가 추구하는 목적 그 자체가 정당한가, 이 목적을 추구하기 위하여
입법자가 취한 조치가 적합하고, 필요하고 그리고 비례적인가라는 4단계로 이루어진다고
하고 있다.157) 독일에서 이러한 목적의 정당성은 경우에 따라서 기본권에 대한 법률유보규
정에서 직접 언급되어 입법자의 기본권제한가능성을 좁히고 그 남용을 막고 있다. 뢸렉케
(Gerd Roellecke)도 헌법상의 비례성원칙과 경찰법상의 비례성원칙을 비교하여 볼 때 경찰
법은 수단이 위험방지에 기여하고 이 위험방지는 정당한 목적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반하여, 입법은 위험방지에만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촉진하거나 단순히
조직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목적의 정당성은 헌법차원에서는 전제되어 있지 않을 수 있고
따라서 헌법상의 비례성의 원칙은 3단계가 아니라 4단계의 심사를 필요로 한다고 분명히
하고 있다.158) 폰 뮌히(Ingo von Münch)도 명시적으로 과잉금지원칙을 4가지 요소로 분류
하고 있다. 즉, 합헌적이기 위하여 법률이 충족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4가지 기준 즉, 공
공복리, 적합성, 필요성 그리고 기대가능성을 비례성의 원칙의 내용으로 보고 있다. 여기
서 공공복리란 바로 목적의 정당성을 이야기 하는 것이다.159) 라호르도 비례성의 원칙의 3
가지 하부원칙의 전단계로서 법률목적이 공공복리와의 일치여부 문제가 첨가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160) 연방헌법재판소도 예컨대 고용촉진법 제128조에 의해 고용주에게 부과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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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Ipsen, Staatsrecht II, Rn. 171 ff.
158) Roellecke, in: Umbach/Clemens(Hrsg.), Grundgesetz Bd. Ⅰ, Art. 20 Rn. 103.
159) von Münch, Staatsrecht II, Rn. 263, 264.
160) Rachor, in: Handbuch des Polizeirechts, S. 295/353 Rn.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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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재정적 부담은, 고용주가 다년간 근속한 연장자인 노동자의 고용관계를 유지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고용주의 직업행사의 자유에 대한 이러한 제
한은 그것이 비례성의 원칙과 일치하는 한에 있어서만 기본법 제12조 제1항에 합치한다고
하면서 이 심사를 함에 있어서 우선 목적의 정당성에 대한 심사를 하고 있다.161)
(나) 방법의 적절성
방법의 적절성이란‘수단이 추구하고자 하는 사안의 목적에 적합하여야 하고 필요하고
162)
효과적이어야 한다’
는 원칙을 말한다. 따라서 독일의 적합성의 원칙과 전적으로 같은

의미이다. 적합한 수단은 법적으로 허용되는 것이어야 한다.163) 입법자가 추구하는 목적
에 적합한 수단은 복수로 존재할 수 있다. 적합한 수단 가운데 어느 하나가 선택될 수도
있고 동시에 다수의 수단이 선택될 수도 있다. 반드시 하나의 수단만이 선택되어야 할 필
요는 없다.164)
방법의 적절성은 선택된 수단의 목적 실현에의 기여라고 하는 방향성을 의미한다. 따라
서 채택된 수단이 설정된 목적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기여하기만 하면 적합한 것으로 인정
된다. 그러나 우리의 언어관행에서“적합하다”또는“적절하다”
,“적정하다”
는 사전적 의
미는“꼭 어울리게 알맞다”
라는 의미로 이해된다.165) 이러한 우리의 언어용법에서 적합성
이라는 말은 과잉금지원칙의 모든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적합한 것일 수
있다. 어떤 수단이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기본권을 보다 덜 침해하는 다른 수단이
존재함에도 적합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일반적 언어용법과는 상이한 면이 없지 않다. 따
라서 방법의 적합성(또는 적절성) 보다는 방법의 유용성이라고 개념하는 것이 그 의미를
더욱 적확하게 드러내는 것으로 이해된다.

161) BVerfGE 81, 156/188 ff. (1990).
162) 憲
 裁 1989.12.22., 88헌가13, 1, 357/378-379; 1990.9.3., 89헌가95, 2, 245/260. 예를 들면 부
동산투기를 막기 위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의무화하고 이에 대한 제재방법으로 행정형벌
보다 그 정도가 약한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를 선택한 것을 적절한 방법의 선택이라고 본 예로는 憲裁
1998.05.28., 96헌바83, 10-1, 624/635-636 (1998).
163) 기
 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해하는 수단을 선택하여 적합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한 사례로는 憲裁
1996.04.25., 92헌바47, 8-1, 370/371, 387, 388 (1996).
164)“국가가

어떠한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조치나 수단 하나만으로서 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의 조치나 수단을 병과 하여야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과잉
금지의 원칙이라는 것이 목적달성에 필요한 유일의 수단선택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
이다.”
(憲裁 1989.12.22., 88헌가13, 1, 357/378-379).
165) 연세한국어사전, 연세대학교언어정보개발연구원, 2000의 해당부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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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피해의 최소성
과잉금지의 한 요소로서 피해의 최소성은“입법자는 공익실현을 위하여 기본권을 제한하
는 경우에도 입법목적을 실현하기에 적합한 여러 수단 중에서 되도록 국민의 기본권을 가장
존중하고 기본권을 최소로 침해하는 수단을 선택해야 한다.”
는 것을 말한다.166) 피해의 최소
성은 독일법상의 필요성의 원칙을 내용적으로 보다 적확하게 표현한 것으로 이해된다. 피해
의 최소성의 충족여부는 유용한 것으로 평가되는 방법들 가운데 선택의 문제이다.167) 우리
헌법재판소는 기본권의 제한의 최소성과 관련하여 기본권의 행사여부에 대한 제한과 기본권
의 행사의 방법에 대한 제한을 구분하고 후자를 보다 피해가 적은 방법으로 이해한다.168) 또
입법기술과 관련하여 임의적 규정은 필요적 규정보다 기본권침해가 덜한 방법으로 본다.169)
피해의 최소성 충족여부의 판단기준과 관련하여 일반적인 기준으로서 제시된 것은 없
지만 헌법재판소는 특히 선거운동규제의 피해의 최소성 충족여부 판단과 관련하여 입법
례의 비교나 관련 벌칙조항의 법정형의 비교 외에도 국가전체의 정치, 사회적 발전단계와
국민의식의 성숙도, 종래의 선거풍토나 그 밖의 경제적, 문화적 제반 여건을 종합하여 합
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170)
피해의 최소성의 심사정도에 대해서는 법률이 개인의 핵심적 자유영역인 생명권, 신체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경우 이러한 자유에 대한 보호는 더욱 강화되어야 하는
반면에 개인이 기본권의 행사를 통하여 일반적으로 타인과 사회적 연관관계에 놓여지는 경제
적 활동을 규제하는 사회·경제정책적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서는 입법자에게 보다 광범위한
형성권이 인정되므로, 이 경우 입법자의 예측판단이나 평가가 명백히 반박될 수 있는가 또는
현저하게 잘못되었는가 하는 것만을 심사하는 것, 즉 명백성통제 머물러야 한다고 한다.171)

166) 憲裁 1998.5.28., 96헌가5, 10-1, 541/556.
167) Ipsen, Staatsrecht II, Rn. 178 참조.
168) 憲裁 1998.5.28., 96헌가5, 10-1, 541/556.
169) 憲
 裁 1998.5.28., 96헌가12, 10-1, 560/568.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르면 ① 검사의 보통항고로 목적을 달
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즉시항고(憲裁 1993.12.23., 93헌가2, 5-2, 578/602-603), ② 법상의 규제조항으
로서도 충분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 일반국민의 선거운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憲裁 93헌가4등, 6-2,
15/38-39 (1994)), ③ 다른 유용한 방법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국채증권 멸실의 경우 공시최고절
차의 적용 배제하는 것(憲裁 1995.10.26., 93헌마246, 7-2, 498/510 등은 피해의 최소성을 위반한 것으로
평가된다.
170) 憲裁 1997.11.27., 96헌바60, 9-2, 629/645-646.
171) 憲
 裁 2002.10.31., 99헌바76등, 14-2, 410/433-438. 헌법재판소는‘명백성’
이라는 기준을 피해의 최소성
의 심사기준으로 원용하고 있는데 반하여 독일에서는 명백성통제를 과잉금지와 구별하기도 하고 과잉금지원
칙위배판단의 한 기준으로 보기도 한다. Pieroth/Schlink, Grundrechte, Rn. 439에서는 평등권침해와 관련
하여 자의금지원칙의 판단기준으로 복 있다. 기타 독일에서의 명백성통제의 개념과 운용에 대해서는 방승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입법자에 대한 통제의 범위와 강도”
, 헌법논총 제7집, 335-390/346 이하 참조.

총강 및 기본권에 관한 장 (제23조부터 제39조까지)

455

헌
법
제
3
7
조

(라) 법익의 균형성
법익의 균형성이란 입법에 의하여 보호하려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을 비교 형량할 때
보호되는 공익이 더 커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172) 그런데 법익의 균형성은 특히 (경찰)행
정과 관련하여 이미 입법단계에서 비교형량하여 수권규범의 법률요건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실천적 의미가 거의 없다고 하는 견해가 있다.173) 그러나 과잉금지원칙은 입법자
를 수범자로 하는 경우에 있어서 적용과 법집행으로서의 행정이나 사법에 대한 적용은 구
별될 수 있고 또 구별하여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입법
자는 행정이나 사법보다 넓은 입법여지를 가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률이 법익의 균형성
을 충족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재판관련적 의미에 있어서는 언제나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
단하지 않으면 안 된다. 즉, 목적의 정당성은 규정이 추구하는 목적 그 자체의 정당성여
부의 판단인데 비하여 법익의 균형성은 목적의 실현정도와 자유와 권리의 제한정도의 비
교를 통한 합리적인 조화를 구현하는 것이다. 또 법익의 균형성은 형량개념을 도입한 것
으로서 정의의 구체적 실현을 의미하지만 공익과 사익은 원칙적으로 차원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이를 평등개념으로는 포섭할 수 없다.
(2) 엄격심사기준으로서의 과잉금지원칙
(가) 판례
과잉금지원칙의 내용은 서로 중첩적으로 적용된다.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면, 방법의 적
절성이 심사되고, 방법의 적절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피해의 최소성이 검토되는데 여
기서 과잉금지원칙의 의미가 가장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피해의 최소성이 인정되면 마지막
으로 법익의 균형성이 검토된다.174) 과잉금지원칙을 이와 같이 이해할 때 과잉금지원칙은 언
제나 엄격한 심사기준이다.175) 미국헌법의 예를 들면, 미국헌법상 엄격심사가 행해지는 경우
요구되는 필요한 수단이라는 것을 해석함에도 목적을 달성하는데 덜 제약적인 수단이 존재
하는지 여부 즉, 최소 침해적인 수단이 존재하는지 여부가 주요한 기준이 된다.176) 독일에서

172) 憲裁 1990.9.3., 89헌가95, 2, 245/260.
173) 김재광,“경찰관직무집행법의 개선방안연구”
, 한국법제연구원, 2003.11. 62.
174) 정종섭(주 68), 323; 이준일(주 146), 349. 이는 독일에서도 일반적인 견해이다.
175) 이명웅(주 130), 518, 523.
176) 이에 대해서는 이명웅(주 130), 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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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과잉금지원칙이 다양한 스펙트럼의 내용을 갖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과잉금지원
칙의 진정한 의미는 엄격한 심사라는데 있다. 평등권심사에서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종
래 자의금지원칙을 적용해 왔지만,177) 1980년 이후로는 자의금지원칙이 적용되는 바의
침해의 진지성이 약한 차별에 있어서는 명백성통제를 통제수단으로 사용하면서, 침해의
진지성이 큰 차별의 경우에는 완전한 과잉금지원칙을 적용하고 있다.178) 물론 여기에 있
어서 입법자의 재량여지를 존중하기 위해 비록 필요성의 원칙의 적용이 다소 약화되어 있
기는 하지만, 기존의 자의금지원칙에 비하여 과잉금지원칙이 엄격한 심사로 채용되고 있
는 것은 분명하다.
(나) 학설
헌법 제37조 제2항의 필요한‘경우에 한하여’
라고 하는 표현을 목적을 위한 수단의 기
본권제한이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점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목적과 수단으로서의 제
한 사이에 균형을 깨지 않는 비례관계가 성립되어야 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명시하고 있
는 것으로 보는 견해179)나,‘필요한 경우’
에서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 피해의 최
소성, 법익의 균형성이라는 과잉금지원칙의 모든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 이에서 원
칙의 헌법적 근거를 찾는 견해180)는 논리적으로 헌법의 명문근거가 엄격한 심사를 규정
하고 있다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그에 반하여‘필요한 경우에’제한할 수 있다고
할 뿐, 그 제한이 반드시‘최소한’
이 되어야 한다고 요청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피해
의 최소성’
원칙의 예외 없는 적용이 헌법 제37조 제2항의 취지라고 단언할 수 없다181)고
하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이 견해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헌법상의 동 규정이 과잉금지원
칙, 특히 피해의 최소성의 원칙의 근거로 될 수 없다고 하는 이 글의 입장과 결과에 있어

177) 예
 컨대 BVerfGE 49, 148/165 (1978); 98, 365/385 (1998). 물론 이 때에도 자의금지 외에 비례성의
원칙의 심사기준으로 이해되는‘실질적 근거가 없는 차별의 금지’
라는 용어도 사용되었지만, 이 기준의
자의금지원칙과의 의미상의 차이는 염두에 두고 있지 않았었다(예컨대 실질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자의
적이라고 보기도 하였다(BVerfGE 17, 122/130 (1963)),
178) P
 ieroth/Schlink, Grundrechte, Rn. 438 ff.; 김철수,“평등권에 관한 연구”
, 학술원논문집 인문·사
회과학편 제44집 별책, 2005, 278; 방승주(주 171), 324-326.
179) 김형성(주 117), 344-345.
180) 정종섭(주 68), 319; 계희열, 헌법학(중), 박영사, 2004, 134; 성낙인(주 29), 287.
181) 이명웅(주 130), 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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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일치하는 정도만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과잉금지원칙을 최적화명령으로 이해하는 입장182)은 적합성의 원칙을 기본권 실현의
최대화명령으로, 필요성의 원칙을 기본권 피해의 최소화명령으로, 그리고 좁은 의미의 비
례성의 원칙을 서로 충돌하는 목적의 비례적 실현을 의미하는 최적화명령이라고 이해한
다. 이와 같이 최적화명령으로서의 과잉금지원칙이라고 할 때는 적어도 기존의 과잉금지
원칙과 동일한 엄격심사로 이해되거나, 보다 엄격한 심사기준으로 이해된다.183)
(다) 소결
결론적으로 과잉금지원칙을 공백원칙으로 이해하여 다양한 심사강도의 적용이 가능한
임의적 기준으로 이해하는 것은 타당한 것이라고 하기 어렵다. 그러나 과잉금지원칙을 엄
격한 심사기준으로 이해하더라도 헌법재판소나 대다수의 학설과 같이 과잉금지원칙의 헌
법적 근거를 헌법 제37조 제2항의‘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라는 문구에서 찾는 한, 과잉금
지원칙보다는 심사강도가 약하지만 기왕에 헌법재판소가 채용하고 있는 다른 심사기준들
예컨대 자의금지원칙184), 명백성의 원칙185), 또는 이중기준의 원칙186) 등의 헌법적 근거를
위협하는 것으로 될 수 있다. 이 문제는 과잉금지원칙의 헌법적 근거를 어떻게 이해하느
냐의 문제와 관련된다.187)

바. 수범자 및 적용영역
(1) 수범자(의무자)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과잉금지원칙은 명백히 헌법적 지위를 향유하

182) 이
 준일,“
‘원칙’
으로서의 기본권과 비례성‘명령’
”
, 공법연구 제28집 제1호(1999), 74. 최적화명령으로
서의 비례성이라는 논리는 독일의 알렉시의 견해에 따른 것이다(Alexy, Theorie der Grundrechte, S.
75 ff., 100 ff.) - 이준일, 같은 논문, 74에 의하면 자신의 최적화개념은 엄밀한 의미에서 알렉시와는
구별되는 것이라고 한다. 알렉시의 견해에 대해서는 충돌하는 양 법익의 최적화를 요구하기 때문에, 실
제에 있어서 단지 하나의 해결만을 허용하고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는 점이 지적
된다(Starck, in: v. Mangoldt/Klein/Starck, GG Bd. I, Art. 1 Rn. 279).
183) 공진성(주 133), 296.
184) 憲
 裁 2004.12.16., 2003헌바78, 16-2(하), 472/486 이하; 2003.12.18., 2001헌바91등, 15-2,
406; 2003.01.30., 2001헌바64, 15-1, 48; 2001.02.22., 2000헌마25, 13-1, 386.
185) 憲裁 1990.4.2., 89헌가113, 2, 49.
186) 憲裁 2005.02.24., 2001헌바71, 17-1, 196.
187) 이에 대하여는 전술 참조.

헌법주석서 Ⅱ

458

고 있다. 따라서 입법, 행정, 사법의 모든 국가권력은 과잉금지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러나 헌법재판에서는 대체로 입법통제와 관련된다. 헌법재판소는 입법과 관련하여서
과잉금지원칙을 입법자의 예측판단에 대한 입법형성권과의 상관관계 하에서 판단하고 있
다. 따라서 법률이 개인의 핵심적 자유영역인 생명권, 신체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등
을 침해하는 경우 이러한 자유에 대한 보호는 더욱 강화되어야 하는 반면에 개인이 기본
권의 행사를 통하여 일반적으로 타인과 사회적 연관관계에 놓이게 되는 경제적 활동을 규
제하는 사회·경제정책적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서는 입법자에게 보다 광범위한 형성권이
인정되므로, 이 경우 입법자의 예측판단이나 평가가 명백히 반박될 수 있는가 또는 현저
하게 잘못되었는가 하는 것만을 심사하는 것, 즉 명백성통제 머물러야 한다고 한다.188) 또
형벌법규의 높고 낮음은 입법정책의 문제이지 헌법위반의 문제는 아니라고 하면서도 그
러한 유형의 범죄에 대한 형벌 본래의 기능과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필요한 정도를 일탈
한 경우에는 과잉금지원칙의 위반으로 판시하고 있다.189)
(2) 적용영역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제37조 제2항의 문언상 과잉금지원칙은 자유권 외에도 모든 권
리에 대해 적용되는 것으로 된다. 그렇다면 급부청구권과 같은 사회적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조치도 과잉금지원칙의 적용을 받을 것인가? 이 문제는 명백히 언급되고 있지
않지만, 우선 급부권의 근거가 되는 사회적 기본권 또는 생존권적 기본권에 대하여 헌법
재판소는 다른 국가기관 즉 입법부나 행정부가 국민으로 하여금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
도록 하기 위하여‘객관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취할 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
를
기준으로 국가기관의 행위가 합헌적인 것인지를 심사할 수 있다고 본다. 그리하여 국가가
생계보호에 관한 입법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다든가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여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한 경우에 한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한다.190)
이와 같은 기준에 위배되지 않으면서 성립한 구체화법률에 의해 비로소 일정한 수급권이

헌
법

188) 憲裁 2002.10.31., 99헌바76등, 14-2, 410/433.
189) 憲
 裁 1992.4.28., 90헌바24, 4, 225/230-231; 91헌바11, 7-1, 478; 1998.5.28., 97헌바68, 10-1,
640/648; 1998.07.16., 97헌바23, 10-2, 243/263; 1998.11.26., 97헌바67, 10-2, 701/712;
1999.05.27., 98헌바26, 11-1, 622/629; 2000.06.29., 98헌바67, 12-1, 801, 814; 2001.11.29.,
2001헌가16, 13-2, 570/578-579; 2001.11.29., 2000헌바37, 13-2, 632/637; 2001.11.29.,
2001헌바4, 13-2, 678/688; 2002.10.31., 2001헌바68, 14-2, 500/509-510.
190) 憲裁 1997.05.29., 94헌마33, 9-1, 543/552-555; 2001.04.26., 2000헌마390, 13-1, 977/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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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발생하게 된다고 한다.191) 그런데 어떠한 권리가 제한되기 위해서는 우선 어
떤 내용의 권리가 선재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헌법차원의 사회적 기본권에 과잉금지
원칙을 적용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헌법재판소처럼 헌법적 효력의 사회적 기본권은 존
재하지 않는다고 본다면 사회적 기본권은 제한이 불가능하고, 따라서 과잉금지원칙도 적
용되지 않을 것이다. 다만 국가가 생계보호에 관한 입법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다든가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여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한 경우에는
과잉된 제한으로 평가될 수 있다.192)
이상과 같이 헌법재판소는 과잉금지원칙을 전적으로 기본권과 관련하여 이해하고 있
다. 따라서 조직법상에는 과잉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분명해 보인
다. 이것은 헌법재판소 스스로 과잉금지의 요소 중 피해의 최소성을 조치가 입법목적달성
을 위하여 설사 적절하다 할지라도 보다 완화된 형태나 방법을 모색함으로써‘기본권’
의
제한은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해한다든가, 법익의 균형성을
보호하려는 공익이 침해되는‘사익’
보다 더 커야 한다는 것으로서 이해하는 것으로부터도
명백히 알 수 있다.193) 조직법에 과잉금지가 적용되는가의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특히 지
방자치행정의 보장과 제도보장에의 적용여부가 논의되고 있다.
지방자치보장에 있어서 과잉금지원칙의 적용문제와 관련하여서는 학설은 일반적으로
헌법재판소의 판례와 같이 지방자치의 핵심영역의 보호를 인정하면서 그 외의 영역에 대
해서는 독일에 있어서 라스테데(Rastede) 결정 이전의 이론을 따라 여전히 과잉금지의

191) 憲
 裁 2001.09.27., 2000헌마342, 13-2, 422/433;“사회보장수급권은 국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급
부를 요구하는 것이므로 헌법규정만으로는 이를 실현할 수 없고, 법률에 의한 형성을 필요로 한다. 사회
보장수급권의 구체적 내용, 즉 수급요건, 수급권자의 범위, 급여금액 등은 법률에 의하여 비로소 확정된
다. 그런데 사회보장수급권과 같은 사회적 기본권을 법률로 형성함에 있어 입법자는 광범위한 형성의 자
유를 누린다. 국가의 재정능력, 국민 전체의 소득 및 생활수준, 기타 여러 가지 사회적ㆍ경제적 여건 등
을 종합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할 수 있고, 그 결정이 현저히 자의적이거나, 사회적 기본권의 최소
한도의 내용마저 보장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
192) 근
 로의 권리에 관한 마찬가지의 판례 2002.11.28, 2001헌바50, 14-2, 668/678-679:“근로의 권리는
사회적 기본권으로서, 국가에 대하여 직접 일자리(직장)를 청구하거나 일자리에 갈음하는 생계비의 지급
청구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증진을 위한 사회적ㆍ경제적 정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에 그친
다. 근로의 권리를 직접적인 일자리 청구권으로 이해하는 것은 사회주의적 통제경제를 배제하고 사기업
주체의 경제상의 자유를 보장하는 우리 헌법의 경제질서 내지 기본권규정들과 조화될 수 없다. 마찬가지
이유로 근로의 권리로부터 국가에 대한 직접적인 직장존속청구권을 도출할 수도 없다. 단지 사용자의 처
분에 따른 직장 상실에 대하여 최소한의 보호를 제공하여야 할 의무를 국가에 지우는 것으로 볼 수는 있
을 것이나, 이 경우에도 입법자가 그 보호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거나 사용자와 근로자의 상충하는 기
본권적 지위나 이익을 현저히 부적절하게 형량한 경우에만 위헌 여부의 문제가 생길 것이다.”
193) 憲裁 1989.12.22., 88헌가13, 1, 357/374 등 다수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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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을 인정하는 경향에 있다.194) 그러나 독일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이 기본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면서 또한 그 침해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으로 보장되고 있
는 반면에, 우리의 경우에는 헌법상 지방자치권의 명문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
단체의 권한침해에 대해서는 권한쟁의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나아가서 헌
법재판소는 과잉금지를 전적으로 기본권과 관련하여 이해하고 있다는 점195)도 고려되어
야 한다. 최근의 판례에 따르면 지방자치행정도 중앙행정과 마찬가지로 국가행정의 일부
로 이해하고 있다.196) 더구나 헌법재판소는 객관적 규범으로서의 제도보장을 기본권과 명
백히 구분하면서, 지방자치제도 등의 제도보장은 일반적인 법에 의한 폐지나 제도본질의
침해를 금지한다는 의미의‘최소보장’
의 원칙이 적용되고, 기본권의 경우에는 헌법 제37
조 제2항의 과잉금지의 원칙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최소한으로 제한’
되는 것과
대조된다고 한다.197) 뒤의 결정198)에서는 이를 더욱 분명히 하고 있다. 이러한 이해는 지
방자치를 독일처럼 주관적, 권리적 지위로 파악하기보다는 오히려 권한법적, 조직법적
으로 보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것은 국가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의 침해에 대해
서는 과잉금지를 부인하는 것과 통한다. 그러나 판례에 따라서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간섭하는 법률의 합헌성 여부는 간섭으로 인하여 얻는 국가적 이익과 침해되는 지방자
치단체의 자치권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함으로써 과잉금지의 적용을 인정
하고 있는 듯한 결정도 있다.199) 그러나 독일경찰행정법상 성립한 과잉금지의 연혁을 고
려할 때 과잉금지는 원칙적으로 기본권 관련적으로 이해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이
해되는 과잉금지는 국가와 국민간의 관계를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과
잉금지의 적용영역을 탐구함에는 개인의 영역에 대한 국가의 간섭 또는 제한이라는 관
점을 염두에 둘 것이 요청된다. 입법, 행정, 사법으로부터 일어나는 수많은 종류의 국가

194) 예를 들면 홍정선, 행정법원론(하), 박영사, 2007, 71 참조.
195) 憲
 裁 1989.12.22., 88헌가13, 1, 357/374; 1990. 9. 3., 89헌가95, 2, 245/260; 1994.12.29., 94
헌마201, 6-2, 510/524-525; 1998.5.28, 95헌바18, 10-1, 583/595; 1998.6.9., 98헌바38등,
12-1, 188/224-225; 2000.6.1., 99헌가11등, 12-1, 575/583; 2006.6.1., 99헌마553; 12-1,
686/716.
196) 憲裁 2001.11.29., 2000헌바78, 13-2, 646/657-658.
197) 憲裁 1992.4.28., 91헌바15등, 6-1, 317/339.
198) 憲裁 1997.4.24., 95헌바48, 9-1, 435/444-445.
199) 憲裁 1998.4.30., 96헌바62, 10-1, 380/386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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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용 각각에 대해 과잉금지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기 이전에 이것이 원칙적
으로 확인되어야 한다.200) 그렇지 않고 과잉금지를 보편적 원리로서 점차 승화시키는 경
우에는 과잉금지의 중요한 실천적 내용이 증발하면서 급기야 그 이념이나 사상만이 호소
로서 남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객관적 규범으로서의 제도보장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이를 기본권과 명백히 구분하
고 있다. 즉 직업공무원제도, 지방자치제도, 복수정당제도, 혼인제도 등의 제도보장은 일
반적인 법에 의한 폐지나 제도본질의 침해를 금지한다는 의미의‘최소보장’
의 원칙이 적
용되고, 기본권의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의 원칙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최소한으로 제한’
되는 것과 대조된다고 분명히 준별하고 있다.201) 최근의 결정202)
에서는 이를 더욱 뚜렷이 하여“제도적 보장은 객관적 제도를 헌법에 규정하여 당해 제도
의 본질을 유지하려는 것으로서, 헌법제정권자가 특히 중요하고도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
고 헌법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국가제도를 헌법에 규정함으로써 장래의
법발전, 법형성의 방침과 범주를 미리 규율하려는데 있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제도적 보
장은 주관적 권리가 아닌 객관적 법규범이라는 점에서 기본권과 구별되기는 하지만 헌법
에 의하여 일정한 제도가 보장되면 입법자는 그 제도를 설정하고 유지할 입법의무를 지게
될 뿐만 아니라 헌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법률로써 이를 폐지할 수 없고, 비록 내용
을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는 없다. 그러나 기본권의 보장은 헌
법이‘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0조),‘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국
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에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
할 수 없다’
(제37조)고 규정하여‘최대한 보장의 원칙’
이 적용되는 것임에 반하여, 제도적
보장은 기본권 보장의 경우와는 달리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200) 이
 러한 논리는 기본권의 본질적내용침해금지원칙과 동일선상에 있다. 본질적 내용보장도 기본권에 대해
서만 적용되고, 국가조직법상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같은 견해로는 Bracher, Gefahrenabwehr durch Private,
S. 75-75:“주관적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 규정에 대해서도 적용된다면 그 규정은 그러한 우월적 헌법원리
). 따라서 제도보장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본질
(übergreifender Verfassungsprinzip)로 과대평가되는 것이다”
적 내용이 아니라 핵심영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혼란을 덜 초래하는 것으로 본다(자세히는 김대
환,“제도보장에 있어서 핵심영역의 보호”
, 헌법학연구 제6집 제4호, 63 이하 참조).
201) 憲裁 1992.4.28., 91헌바15등, 6-1, 317/339.
202) 憲裁 1997.4.24., 95헌바48, 9-1, 435/44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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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자에게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과 형태의 형성권을 폭넓게 인정한다는 의미에서‘최소
한 보장의 원칙'이 적용될 뿐인 것이다."라고 하였다. 따라서 그러한 범위 내에서 입법자
는 제도보장에 대해‘최소한 보장'의 원칙의 한계 안에서 폭넓은 입법형성의 자유를 가진
다.203)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태도는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 한하여 과잉금지를 적용해
온 확고한 입장에 비추어 제도보장에 대하여는 과잉금지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게
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그 후 제도보장으로서의 지방자치와 관련하여“중앙행정기관
의 장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도·감독이 가능하다고 할지라도 그 근거가 되고 감독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당연히 합헌이어야 하고, 그 법률의 합헌성 여부는 결국 헌
법상의 지방자치의 이념과 지역주민의 기본권 제한원리인 비례의 원칙 내지 과잉금지원
칙이 아울러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즉, 지도·감독권행사로 인하여 얻는 이익을 지방자
치단체의 자치권 손상 및 지역주민의 재산권 침해로 인하여 입는 손해를 비교 형량 하여
손해가 이득에 비하여 큰 경우에는 지도·감독권 발동의 근거가 되는 법률은 위헌임을 면
라고 판시한 바 있다.
하지 못할 것이다204).”
(3) 검토
과잉금지의 적용영역과 관련하여서는 우선 과잉금지의 헌법적 근거가 중요하다. 예컨
대 법치국가로부터 도출하는 경우에는 합리적 결정관념과 보편적 형평이념까지 내포하고
있는 과잉금지가 국가구조원리로서 작용하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잉금
지를 보편적 원리로서 점차 승화시키는 경우에는 과잉금지의 중요한 실천적 내용이 증발
하면서 급기야 그 이념이나 사상만을 호소하는 것으로 그칠 가능성이 있다.205)
과잉금지는 기본권과 관련하여 발전되어 왔다. 권한규범이나 조직규범 등에 나타나는
과잉금지 유사내용은 과잉금지원칙이 내포하는 합리적 결정관념 같은 것을 이유로 나타
나는 유사성일 뿐 이를 단서로 과잉금지의 확장을 논의한다면 과잉금지원칙은 합리적 결
정을 요구하는 모든 경우에 적용되지 않으면 안 되는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러
한 과잉금지의 연혁을 고려할 때 오늘날 우리가 헌법상 논의하는 과잉금지는 기본권 관련
헌
법

203) 憲裁 1997.4.24., 95헌바48, 9-1, 435/444-445.
204) 憲裁 1998.4.30., 96헌바62, 10-1, 380/386 이하.
205) 이
 러한 위험성에 대해서는 오쓴뷜/이덕연(역)(주 80), 257-276. 우리나라 문헌으로 양삼승,“과잉금지
의 원칙”
, 헌법논총 제1집(1991), 111-157; 이명웅,“비례의 원칙과 판례의 논증방법”
, 헌법논총 제9
집(1998), 671-725/67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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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이해되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과잉금지의 헌법적 근거도 헌법상 보장되는 자
유와 권리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내용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최소로
침해될 것을 요구하는‘기본권의 특성’
으로부터 나온다고 보아야 한다. 이것은 바로 과잉
금지는 기본권영역에 대하여만 적용이 가능하다는 결과로 된다.
이렇게 이해되는 과잉금지는 국가와 국민간의 관계를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
적으로 과잉금지의 적용영역을 탐구함에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영역에 대한 국가의 간섭
또는 제한이라는 관점을 염두에 둘 것이 요청된다. 그렇게 이해하는 한 자유권이외의 다른
이름으로 불리는 권리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국가에 의한 간섭 또는 제한의 측면이 존재하
는 한 그리고 그 범위 내에서 과잉금지는 자신의 주된 임무 영역을 갖는 것으로 이해된다.
기본권적 내용과 관련이 있는 제도보장과 같은 경우에도 제도 그 자체의 형성 또는 내
용과 관련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제도보장이 개인의 자유와 권
리와 관련되고 그것이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이미 제도 그 자체의 문제는 아니다.

5. 제한의 형식으로서 ‘법률’
가. 기본권 제한의 형식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 제한의 형식은 직접 헌법에 의하는 것과 법률에 의하는 것으로
대별할 수 있다. 그 외에도 특수신분관계에서의 기본권 제한이라든가 통치행위 내지는 국
가긴급권의 행사에 의한 기본권의 제한 등을 들 수 있으나 이들도 원칙적으로 기본권 보
장의 일반원리가 그대로 타당하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 예컨대 헌법재판소는 특수신
분관계에 있는 군인에 대하여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인정하고 있고,206) 재소자에 대하

206)『헌법

제10조는“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
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고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인 군인복
무규율 제34조, 제35조에 의하면 군인은 직권을 남용하거나 사적 제재를 가하여서는 안 되도록 하였는바, 이
와 같은 기본적 인권 보장의 헌법정신과 군인복무규율상의 규정에 입각하여 군인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고
군의 특수사정만 내세워 합리화하여 오던 전근대적 구타의 폐습을 지양함으로써 군을 민주화 내지 근대화하
여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군의 새로운 위상정립의 의지로서 일찍이 구타 및 가혹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1979. 육
군 일반 명령 제37호가 발하여 졌고, 앞서 본 바와 같이 1985. 9. 4.에도 육군참모총장이 구타근절 종합대책
을 세우고 육군 일반명령 제37호 구타행위 엄금 수정 보완 내용 및 얼차려 수정 보완 내용의 규정을 만들어 이
를 준수할 것을 예하 부대에 명령하고 1985, 1987년에는 위 내용을 구타지침서라는 팜플렛에 담아 초급장교
용으로 각 예하 부대에 하달하여 거듭 이를 준수토록 한 것이다. 그렇다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존중의
헌법정신과 군인복무규율상의 규정은 차치하고라도, 구타와 가혹행위 근절을 통한 군의 민주화를 위한 군내부
의 훈령이라고 볼 위 관계규정에 비추어 일견 보아도 군기율을 근본적으로 어긴 위법한 무권한의 명령이고 실
질적인 가혹행위를 검찰관이 단순히 군상사의 명령이라는 이유만으로 항명죄의 객체인 정당한 명령으로 단정
한 끝에 항명죄까지 성립한다고 보고(징계사유의 해당 여부는 별론일 것이다) 이 사건 처분에 이르렀으니 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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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통신의 자유를 적용하고 있다.207) 통치행위에 대하여는『통치행위란 고도의 정치적 결
단에 의한 국가행위로서 사법적 심사의 대상으로 삼기에 적절하지 못한 행위라고 일반적
으로 정의되고 있는바, …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한 행위로서 그 결단을 존중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행위라는 의미에서 이른바 통치행위의 개념을 인정할 수 있고,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은 중대한 재정 경제상의 위기에 처하여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발
동되는 일종의 국가긴급권으로서 대통령이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고 가급적 그 결단
이 존중되어야 할 것』
이라고 하여 그 존재를 인정하면서도『통치행위를 포함하여 모든 국
가작용은 국민의 기본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한계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고, 헌법재판소는 헌법의 수호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사명으로 하는 국가기관이므
로 비록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하여 행해지는 국가작용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될 수 있는 것
일 뿐만 아니라, 긴급재정경제명령은 법률의 효력을 갖는 것이므로 마땅히 헌법에 기속
되어야 할 것이다208).』
라고 함으로써 기본권침해와 관련되는 한 통치행위도 사법심사의
대상이 됨을 선언하고 있다. 국가긴급권209)에 대하여도『입헌주의적 헌법은 국민의 기본
권 보장을 그 이념으로 하고 그것을 위한 권력분립과 법치주의를 그 수단으로 하기 때문
에 국가권력은 언제나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헌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발동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입헌주의국가에서도 전쟁이나 내란, 경제공황 등과 같은 비상사태가 발
발하여 국가의 존립이나 헌법질서의 유지가 위태롭게 된 때에는 정상적인 헌법체제의 유
지와 헌법에 규정된 정상적인 권력행사방식을 고집할 수 없게 된다. 그와 같은 비상사태
하에서는 국가적·헌법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비상적 조치가 강구되지 않을 수 없다.

도 자의금지의 원칙을 위배한 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에 대한 평등권이 침해되었음에 틀림없으며 이에 의하
여 부당하게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다.』
(憲裁 1989.10.27., 89헌마56, 1, 309, 320-321).207)
『헌법

제18조에서“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여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
지 아니할 권리 즉, 통신의 자유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통신의 중요한 수단인 서신
의 당사자나 내용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될 수 없으므로 서신의 검열은 원칙으로 금지된다고 할 것
이다. … 징역형 등이 확정되어 교정시설에서 수용중인 수형자도 통신의 자유의 주체가 됨은 물론이다.』
(憲裁 1998.8.27., 96헌마398, 10-2, 416, 427)

207)「헌법

제18조에서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통신의 비밀을 침해
받지 아니할 권리 즉, 통신의 자유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통신의 중요한 수단인 서
신의 당사자나 내용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될 수 없으므로 서신의 검열은 원칙으로 금지된다고 할
것이다. … 징역형 등이 확정되어 교정시설에서 수용중인 수형자도 통신의 자유의 주체가 됨은 물론이
다.」
(憲裁 1998.8.27., 96헌마398, 10-2, 416, 427)
208) 憲裁 1996.2.29., 93헌마186, 8-1, 111, 115-116.
209) 이에 대하여는 헌법 제76조 및 제77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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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와 같은 비상적 수단을 발동할 수 있는 권한이 국가긴급권이다. 즉 국가긴급권은 국가
의 존립이나 헌법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에 국가를 보전하고 헌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헌법보장의 한 수단이다.』
라고 하여 그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그
것은 동시에 권력의 집중과 입헌주의의 일시적 정지로 말미암아 입헌주의 그 자체를 파괴
할 위험을 초래하게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헌법에서 국가긴급권의 발동기준과 내용 그리
고 그 한계에 관해서 상세히 규정함으로써 그 남용 또는 약용의 소지를 줄이고 심지어는
국가긴급권의 과잉행사 때는 저항권을 인정하는 등 필요한 제동장치도 함께 마련해 두는
것이 현대의 민주적인 헌법국가의 일반적인 태도라고 보고 우리 헌법도 그러한 취지를 규
정하고 있다고 선언하였다. 따라서 초헌법적인 국가긴급권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는
법률은 헌법을 부정하고 파괴하는 반입헌주의, 반법치주의의 위헌법률이라고 보는 것이
다.210) 요컨대 특수신분관계에 따른 기본권 제한이든 통치행위 내지는 국가긴급권행사에
의한 기본권의 제한이든 과잉금지원칙과 본질적내용침해금지원칙을 준수하였는지의 여
부가 문제가 되는 것이다.211)
헌법에 의한 직접적인 기본권의 제한은 제8조 및 제23조 그리고 제29조에서 발견된다.
제8조에 따르면 정당은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해산할 수 있
도록 하고 있고, 제23조에 따르면 재산권의 행사에는 사회기속성이 부과되어 보상없이도
제한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또 제29조에서는 군인등 공무원의 이중배상을 금지함으로
써 국가배상청구권을 제한하고 있다. 견해에 따라서는 제21조에서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도
헌법에 의한 직접적인 언론·출판의 자유의 제한이라고 보기도 한다.212) 헌법이 직접적으
로 특정한 기본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둘 경우에는 기본권제한의 일반적 원리들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을 수 있다. 원칙적으로는 헌법에 의한 직접적인 제
한의 경우에도 과잉금지원칙이나 본질적내용침해금지원칙 등과 같은 법치국가의 주요한

210) 憲裁 1994.6.30., 92헌가18, 6-1, 557, 569.
211) 예
 컨대 재소자의 기본권제한의 경우:「행형법은 교정시설의 질서를 유지하고 수형자의 교정·교화를 도
모하기 위하여 수형자가 서신을 수발할 경우에는 교도소장의 허가와 교도관의 검열을 요하도록 규정하
고 있다(제18조 제1항, 제3항). 이 사건의 쟁점은 피청구인이 이 법률조항에 따라 시행한 서신검열행위
가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필요한 경우”
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 검열이 통신
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이다.」
(憲裁 1998. 8. 27., 96헌마398, 10-2, 416,
427).
212) 김철수(주 13), 419. 그러나 정종섭(주 68), 309에서는 이는 언론·출판의 자유의 한계를 강조하는 주
의적인 규정에 지나지 않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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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들이 적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헌법이 명시적으로 이를 배제하는 규정을 둘
경우에는 헌법규정 자체는 심판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기 때문에213)
사실상 위헌으로 되기는 어렵다.
헌법상의 자유와 권리의 제한의 일반적 형태는 법률에 의한 제한이라고 할 수 있다.214)
헌법에는 제12조 신체의 자유의 제한, 제23조의 재산권의 제한, 제33조 제3항의 단체행
동권의 제한 등 몇몇 개별 기본권규정에서 법률유보를 규정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일반적
형태는 제37조 제2항에서 발견된다. 전자를 개별적 법률유보조항이라고 하는데 반하여
후자는 일반적 법률유보조항이라고 한다.

나. 법률의 의미
개별적 법률유보에 의하든 일반적 법률유보에 의하든 헌법상 보장된 자유와 권리를 제
한하는 법률은 국회가 제정한 것이어야 하고(형식적 의미의 법률), 일반적이고 명확한 것
이어야 한다(법률의 일반성과 명확성).
(1) 형식적 의미의 법률
법률이라는 형식의 규범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은 국회에 전속한다(제40조).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도 국회와 같이 민주적 정당성이 있는 헌법기관이지만, 법률적 효력
을 갖는 명령을 제정할 수 있을 뿐,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제37조 제2항에 의하면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회가 제정한 법률
에 의해 제한하는 것이 원칙이고 일반적이다. 헌법이 기본권의 제한을 국회가 제정할 권
한이 있는 법률로 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국회가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유일한 헌법기관
이기 때문이 아니라,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믿음 때문이다. 물론 국회는 모든 내용을 법률
로 규율할 필요는 없다. 제75조와 제95조가 위임입법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위임의 경우에도 당해 기본권의 제한에 있어서 본질적 사항에 대하여는 국회 스스
로 결정하여야 하고(의회유보원칙)215),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하지
않으면 안된다(제75조=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 그 중에서도 처벌법규의 위임은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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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憲
 裁 1995.12.28., 95헌바3, 7-2, 841, 845-848; 1996.6.13., 94헌마118등, 8-1, 500 이하;
2001.2.22., 2000헌바38, 13-1, 289 이하.
214) 정재황, 헌법판례과 행정실무, 법영사, 2001, 66 참조.
215) 憲裁 1995.5.27., 98헌바70, 11-1, 633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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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미리 법률로써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어야 하고, 이러한 경우일지라도 법률에서 범죄의 구성요건은 처벌대상인 행위가
어떠한 것일 것이라고 이를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형벌의 종류 및 그
상한과 폭을 명백히 규정하여야 한다.216)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하는 것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으로 위임하는 경우와는 다
소 다른 특성을 갖는다. 지방자치단체는 헌법상 자치입법권이 인정되고, 법령의 범위 안
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모든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는 점(제117조)과 조례
는 선거를 통하여 선출된 그 지역의 지방의원으로 구성된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에
서 제정되므로 지역적인 민주적 정당성까지 갖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하기 때문에 조
례에 위임할 사항은 헌법 제75조 소정의 행정입법에 위임할 사항보다 더 포괄적이어도
헌법에 반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217)
(2) 법률의 일반성
헌법상 보장된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은 일반적인 성격을 지닌 것이어야 한다. 일반
적 법률이라는 것은 특정한 사안이나 사람을 규제하기 위한 법률, 즉 처분적 법률이어서는
안된다는 의미이다. 이것은 평등원칙과 관련된다. 차별은 일반적인 경우에는 합리적인 근거
가 있으면 허용될 수 있고, 침해의 진지성이 큰 경우에는 과잉금지원칙에 합치하는 한 허용
될 수 있다.218) 따라서 처분적 법률은 예외적으로 평등원칙에 합치하는 한 허용될 수 있다.
(3) 법률의 명확성
법률의 명확성은 행정부가 법률에 근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재산을 침해하는 경우 법률
이 수권의 범위를 명확하게 확정해야 하고, 법원이 공권력의 행사를 심사할 때에는 법률
이 그 심사의 기준으로서 충분히 명확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219) 법규범의 의미내용으

216) 憲裁 1994.6.30., 93헌가15등, 6-1, 576 이하.
217) 憲
 裁 2004.9.23., 2002헌바76, 16-2(상), 501 이하. 주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헌법 제117조 제1항의‘법령의 범위 안에서’
의 의미가 반드시 법률로 조례에 위임한 경우(법률유
보)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법령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라는 의미인지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에 이견이 있다. 헌법재판소의 판례는 전자의 입장으로 이해된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견해처
럼 포괄적인 위임으로도 족하다고 하면 구태여 제117조의‘법령의 범위 안에서’
를 법률유보로 해석하는
의의는 매우 형식적인 것에 머무르고 만다.
218) 이
 것은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견해이나(BVerfGE 107, 27/46), 헌법재판소에서도 이를 따르고 있다(예
컨대 憲裁 2004.1.29., 2002헌가22등, 16-1, 29 (49)).
219) 憲裁 2006.3.30., 2005헌바78, 공2006, 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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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 무엇이 금지되는 행위이고 무엇이 허용되는 행위인지를 수범자가 알 수 없다면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은 확보될 수 없게 될 것이고, 법집행 당국에 의한 자의적 집행이 가능하
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220) 이러한 명확성의 요청의 헌법적 근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헌법
상 내재하는 법치국가원리와 함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기본권보장을 들고 있다.221)
법률에서 요구되는 명확성의 정도는 개개의 법률이나 법조항의 성격에 따라 다른데, 예
컨대 부담적 성격을 가지는 법률의 경우에는 수익적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 비하여 명확성
의 정도가 더욱 엄격하게 요구된다고 한다.222) 마찬가지로 불확정법개념이 사용된 경우에
동일한 법률의 다른 규정들을 원용하거나 다른 규정과의 상호관계를 고려하거나 이미 확
립된 판례를 근거로 하는 등 정당한 해석방법을 통하여 그 규정의 해석 및 적용에 대한 신
뢰성이 있는 원칙을 도출할 수 있고, 그 결과 개개인이 법률이 보호하려고 하는 가치 및 금
지되는 행위의 태양과 이러한 행위에 대한 국가의 대응책을 예견할 수 있고 그 예측에 따
라 자신의 행동에 대한 결의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명확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223)

6.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내용침해금지원칙
가. 의의 및 연혁
(1) 의의
제37조 제2항의 문법상의 의미로 볼 때 명백히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 침해 금지는 기본권제한에 있어서 최후적 한계224)에 해당한다. 앞의 과잉금지원칙에
비하여 내용상의 한계225)로 이해되기도 한다. 따라서 국가권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기본권
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으며, 본질적 내용의 침해라고 판단되면 당해 국가행위는
위헌이 된다. 본질적내용침해금지원칙의 이해는 실제에 있어서는 과잉금지원칙과의 관계
에 대한 이해이다.

헌
법

220) 憲
 裁 1992.4.28., 90헌바27등, 4, 255, 268-269; 1998. 4. 30., 95헌가16, 10-1, 327, 341-342;
2000. 2. 24. 98헌바37, 12-1, 169, 179.
221) 憲裁 2006.3.30., 2005헌바78, 공2006, 535.
222) 憲裁 1992.2.25., 89헌가104, 4, 64, 78; 2002. 1. 31., 2000헌가8, 14-1, 1, 8.
223) 憲裁 1992.2.25., 89헌가104, 4, 64, 79.
224) Dürig, in: Gesammelte Schriften 19521983, S. 127 ff. (136 ff.).
225) 허영(주 16), 282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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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혁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제37조 제2항은 1960년 헌법의 제28조 제2항
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규정은 독일의 1949년의 기본법 제19조 제2항을 받아들인 것
이다.226) 1972년의 소위 유신헌법227)에서는 폐지되었었고, 1980년 헌법에 다시 규정되었
다.228) 그런데 문제는 이 조항상의“본질”파악의 한계다. 헌법상의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
도 그러한 불명확한 본질개념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다.229)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
일에서는 많은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이 과정을 거치면서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많은 부분과 기능이 알려지게 되었다. 독일에서도 1990년대 이후로는 별다른 논의의 진
전이 없기는 하지만, 그것은 이전에 이미 어느 정도의 논의의 과정을 거쳤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에 반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의도적 회피는 아닐지라도 논의가 활성화되지 못했던
것은 사실이다.230)
판례의 역사에 있어서는 대법원이 의미 있는 판결을 한 바 있다. 바로 군인 또는 군속
에게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 또는 부인하는 국가배상법 제2조 1항 단서에 대
해 본질적 내용의 침해를 선언한 1971년 6월 22일의 대법원판결231)이다. 이 판결은 후에
법원이 사법파동을 겪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고, 후에 국가배상법상의 이 규정은 유

226) 이
 는 일반적인 견해이다. 예컨대 김철수,“기본권의 존중과 한계”
, 법학(서울대) 7권1호, 1965. 4568(58); 갈봉근, 유신헌법해설, 한국헌법학회, 1976, 92 등 참조. 그렇게 보는 독일학자로는 예컨대
Dreier, Grundgesetz KommentarⅠ, S. 1083 Rn. 5.
227) 제
 4공화국의 기본권 침해적 헌정에 대한 것은 김철수, 한국헌법사, 대학출판사, 1988, 90-95, 233238 참조. 그리고 이 시기의 암울했던 공법학계의 분위기에 대해서는 157-161 참조.
228) 물
 론 제5공화국의 정부가 진정으로 기본권의 보호를 위하여 동 규정을 부활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헌법개정과정을 보면 오히려 동 규정에 대한 논의는 피상적인 것에 그쳤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29) 기
 본권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본질회의론이 적지 않다(예컨대 루만은“본질의 본
질을 알 수 없다.”
[Das Wesen des Wesens ist unbekannt]고 의미심장하게 말하였다: Luhmann,
Grundrechte als Institution, S. 59-60. 그러나 헌법 제37조 제2항 후문의「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
의 이해는「본질」
에 대한 의미로부터 탐구되어야 한다고 할지라도 헌법상의 본질이란 어디까지나 헌법
적 개념으로서의 본질이라고 이해되기 때문에 이 개념이 헌법에 규정되기 이전의 철학적 의미와는 구별
된다고 할 수 있다(Zivier, Der Wesensgehalt der Grundrechte, S. 49 ff.; Schneider, Der Schutz
des Wesensgehalts, S. 183 ff. 참조).
230) 이
 주제에 대한 본격적인 글들은 90년대 후반에 발표되었다. 이에는 정태호,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보장
에 관한 고찰, 헌법논총 제8집(1997.12.); 강태수,“본질적 내용의 침해금지규정에 관한 연구”
, 청주대
법학논집 제13집(1998. 2); 김대환,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 침해금지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8. 8 등이 있다.
 判 1971. 6. 22., 70다1010, 집19(2민), 110 이하. 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김철수, 위헌법률
231) 大
심사제도론, 학연사, 1983, 289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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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헌법’
에 명문으로 규정 되어버렸다.232) 현재도 존재하는 이 헌법규정에 대해서 현 헌법
재판소는 헌법규정 자체는 심판할 수 없다는 소극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233) 그 외 헌법재
판소는 제37조 제2항 후문과 관련하여 논쟁이 되는 결정을 다수 내리고 있다.234)

나. 보호대상
본질적내용침해금지원칙의 보호대상에 대한 논쟁은 이 규정이 보호하는 것이 개인의
헌법상의 권리로서의 기본권인가 아니면 동 규정에 의해 보장되는 바의 제도와 같은 어떤
객관적인 내용인가에 대한 논쟁이다. 환언하면 본 조항의 고유한 귀속주체가 개인이냐 공
동체냐 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전자라고 한다면 구체적인 경우에 개인의 기본권이 남
김없이 박탈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규정으로 이해되고, 후자라고 한다면 헌법이 지향하는
바의 자유민주국가가 전체주의국가로 변형되는 것만을 금지하는 규정이라고 이해된다.
이 주제에 관한 한 우리의 학설이나 판례는 특히 독일적 논의의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아래에서는 우선 독일의 논의를 개관해 보고 우리나라에서의 논의를 살펴본다.
(1) 학설
(가) 주관설(Die subjektive Theorie)
주관설이란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보장의 보호대상은 주관적 권리라는 견해이다. 이는
동 조항을 법적 지위보장(Rechtsstellungsgarantie)규정으로 보는 입장이다. 여기서는 개
인의 구체적 기본권을 문제로 삼고 당사자에 있어서 침해의 심각성을 두고 판단한다.235)
기본권이 제한된 후 어느 정도의 기본권 실현의 가능성이 남아 있는가를 주목하는 견
해236), 객관적인 법규범을 전제로 이로부터 다른 사람이 규범을 준수하도록 관철시키는
힘인 권리가 나오는 것이라고 보는 견해237), 기본권주체가 국가행위의 객체로 취급될 때

232) 이
 사건 헌법규정의 연혁에 대하여는 憲裁 2001.2.22, 2000헌바38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등
위헌소원결정에서의 재판관 하경철의 반대의견 참조.
233) 憲
 裁 1995.12.28., 95헌바3, 7-2, 841, 845-848; 1996.06.13., 94헌마118등, 8-1, 500;
2001.02.22., 2000헌바38, 공보 54, 202.
234) 예
 컨대 사형이 생명권의 본질적 내용의 침해가 아니라는 1996년 11월 28일의 결정(憲裁 95헌바1, 8-2,
537)과 토지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판단하고 있는 憲裁 1989.12.22., 88헌가13, 1, 357 등 참조.
235) Stein, Staatsrecht, S. 244.
236) Krüger, DöV 1955, S. 597.
237) Zippelius, DVBl 1956, Heft 11, S. 353 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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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은 침해가 있게 된다고 함으로써 개인이 아무리 노력하여도 성취할
수 없는 조건에 의하여 기본권의 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본질적 내용의 침해
라고 보는 견해238), 본질적 내용을 당해 기본권의 핵심영역이라고 보는 견해239), 기본권은
공동체에 의한 억압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라는 견해240), 기본권
이란 우선 개인의 지위라고 파악하는 견해241) 등이 주관설에 해당한다.
(나) 객관설(Die objektive Theorie)
객관설은 주관설에 상대되는 것으로서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보장의 의미를 존속보장
(Be-stands-garantie) 혹은 제도보장(Institutsgarantie)으로 보는 입장이다.
많은 경우에 기본권제한이 개인의 공권으로서의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
고서는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기본권이 제한되는 기본권주체의 범위가 매우 넓어서 기
본법이 의도하는 바의 기본권의 의미가 전체사회생활에 있어서 상실되는 경우에만 본질
적으로 침해되게 된다는 견해242), 헌법상의 개인의 공권이 도출되는 바의 헌법하위법률로
구성된 규범복합체의 핵심부분인 기본권의 제도적 내용을 본질적 내용으로 이해하는 견
해243), 실체법적으로 볼 때 개별적 기본권적 지위의 보호는 본질적 내용 침해금지에 의한
것보다 개개의 기본권보장 자체에 의하여 더 직접적으로 그리고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지
고 있고, 법이론적으로 볼 때는 기본권 제한의 많은 경우에 있어서 그 법적지위(즉, 권리)
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되는데(예: 행형, 병역, 기본권의 실효) 이는 모순에 귀결되며, 법
정책적으로 볼 때는 권리의 침해를 방어하는데 동 원칙의 효력을 집중하면 기본권질서의
일반적 존속을 보장하는 동 원칙의 결정적인 기능을 포기하게 될 위험이 있다는 점을 지
적하는 견해244), 제도로서의 기본권이 폐지되거나 혹은 명목상 유지되는 경우에도 그 본

238) Dürig, in: Gesammelte Schriften 19521983, S. 127 ff. (136 ff.).
239) Leisner, Grundrechte, S. 87, 88; Schneider, Der Schutz des Wesensgehalts, S. 273.
240) Stein, Staatsrechts, 7. Aufl., S. 247, 249; 같은 사람, Staatsrecht, 15. Aufl., S. 244.
241) A
 lexy, Theorie der Grundrechte, S. 268-269: 기본권규정의 효력이 개개인 모두나 상당부분 혹은 전반적으
로 사회생활을 위하여 아무런 의미가 없어질 정도로 제한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객관적 해
석은 주관설과 함께 주장될 수는 있으나 주관설을 대신할 수 없다고 본다.
242) v. Mangoldt/Klein, Das Bonner Grundgesetz, S. 554, 561, 562.
243) Lerche, Übermaß und Verfassungsrecht, S. 240(김대환(주 55), 69 이하에서 절충설로 분류한 것을 수정함).
244) Jäckel, Grundrechtsgeltung, S.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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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적 동일성(Wesensidentität)을 구성하는 최소한의 내용이 법률에 의하여 공동화되거나
변경되어 단지 외형적으로만 존재하게 된다면 본질적 내용의 침해라고 보는 견해245), 제
도보장으로서 기본권은 입법자에 의한 모든 가능한 침해에 대하여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
을 절대적으로 보장하고 그리고 이러한 기능에서 개인의 법적지위에도 그에 상응하는 완
전한 보호를 하게 된다고 보는 견해246), 기본권에 보장된 바의 객관법이 그에 주어진 고유
한 공동체적 기능을 통상 수행할 수 없고, 기본권의 성격을 형성하는 절대적으로 확립된
바의 전형적 가치가 더 이상 효력을 발할 수 없을 때에는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되
는 것으로 보는 견해247) 등이 이에 속한다.
(다) 절충설
본질적 내용 침해금지의 보호대상이 권리냐 제도냐의 논쟁에 대해서는 대안들이 제시
되고 있다. 이를 절충설이라고 할 수 있다.
극단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기본법 제19조 제2항의 본질적 내용보장은 주관적 법적 지
위에도 해당될 뿐만 아니라 객관적 가치규범과 제도보장에도 해당된다고 보는 견해,248)
전체로서의 사회생활을 위한 기본권의 기능을 폐지하는 제한은 결코 비례적일 수 없기
때문에, 기본권의 그러한 기능은 항상 유지되어야 함과 동시에 일반적으로 개인에게 기
본권적으로 보장되는 자유가 거의 혹은 완전히 배제되는 기본권제한은 비례성을 위반
한 것이고 따라서 본질적 내용 보장과는 일치하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249), 기본권의 본질
적 내용 보장을 실제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기본권적인 제도보호(Institutionsschutz)
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면서도, 기본권의 권리적 성격은 기본법상의 기본권의 본질적 징표
(Wesensmerkmal)이면서 문언상으로도 명백하기 때문에, 기본권규정 외에 주관적 공권
으로서의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도 보호되는 것으로 보는 견해250) 등이 이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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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 Huber, DöV 1956, S. 142 f.
246) J. H. Kaiser, Verfassungsrechtliche Eigentumsgewähr, S. 40 ff. 특히 S. 40.
247) P
 eters, Elternrecht, Erziehung, Bildung und Schule, in: Bettermann-Nipperdey-Scheuner(Hrsg.), Die
Grundrechte, Bd. Ⅳ 1, Berlin 1960, S. 383.
248) Maunz/Dürig/Herzog/Scholz, GG, Art. 19 Art. Ⅱ Rdnr. 15.
249) K. Hesse, Grundzüge, Rdnr. 334.
250) K. Stern, Das Staatsrecht Ⅲ/2, S. 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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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방헌법재판소
초기의 연방헌법재판소의 판례에서는 명시적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필요성이 없는 것
으로 보기도 하면서,251) 동시에 객관적·제도적 관점에 입각한 것으로 평가되는 설시도 보
이고 있다.252) 한편 개인의 권리라는 관점에 입각한 판례도 있다.253) 주관설에 기울어져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두 입장에서 이해되는 바를 모두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평
가된다.254)

다. 본질적 내용의 의미
본질적 내용의 의미에 대해서는 주로 독일적 논의의 연장선상에 있고, 또 그 동안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고 볼 수도 없기 때문에 여기서도 우선 독일의 논의를 살펴보기로 한다.
(1) 학설
보장되는 바의 본질적 내용을 절차적으로 파악하는 견해와 실체적으로 파악하는 입장
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실체설도 상대설과 절대설로 분리된다.
(가) 절차법설(Die verfahrensrechtliche Theorie)
뢸렉케의 견해에 따르면 본질적 내용의 침해금지라는 입법상의 한계는 오히려 그러한
추상적 기준을 내세워 자신의 입법을 언제나 정당화시킬 위험이 있기 때문에, 공개된 절
차 즉, 법원에 제소하는 가능성 속에 본질적 내용은 보호되는 것이라고 한다.255) 이러한
입장은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도 찾을 수 있다고 한다.256) 우리나라에서도 본질적 내

251) BVerfGE 2, 266(285).
252) E. C. Denninger, Kommentar zum Grundgesetz, S. 1225. Rdnr. 4.
253) B
 VerfGE 6, 32(41); 6, 389(433); 7, 377(411); 13 97(122); 15, 126(144); 16, 194(201); 21, 92(93); 22, 180(219);
27, 1(6); 27, 344(352); 30, 1(24); 31, 58(69); 32, 373(379); 34, 238(245); 45, 187(242, 270f.).
254) Th. Maunz, in: Maunz/Dürig/Herzog/Scholz, GG, Art. 19 Rn. 15.
255) Roellecke, Der Begriff des positiven Gesetzes, S. 297.
256) 예
 컨대 BVerfGE 61, 82(113)－Sasbach판결:“법질서가 기본권의 보호를 위하여 인정한 모든 방해배
제청구권이 실체법상 배제되거나 혹은 그것을 실효성 있게 적용하는 것이 절차법상 거절되는 경우는 청
구권 혹은 그 보호를 위하여 보장되는 기본권이－특정한 의도와 관련하여서는 무방비로－실체법상으로
존재한다고 할지라도, 가령 기본법 제2조 제2항, 제12조 혹은 제14조 제1항 제1문의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은 침해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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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에는 그의 법적 강제성까지 포함한다는 견해가 있다.257)
이 견해에 대해서는 본질적 내용의 획정은 기본권의 고유한 근본요소라는 어떤 것을 필
요로 하고,258) 동 규정은 그 자체로서 실효성 있는 권리보호가 법원의 보호 만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259), 국가적 조치(staatliche Maßnahmen)가 공개된 절차, 즉 원칙
적으로 독립법원에서 심사될 수 없다면 기본권 자체가 사실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옳다고 보았지만, 여기에서 본질적 내용을 이용할 필요는 없다고 보았다. 개념적으로 기
본권의 관철(Durchsetzbarkeit)은 이미 그것의 주관적 공권으로서의 권리적 성격에서 도
출될 수 있다260)는 등의 비판이 있다.
(나) 실체법설
1) 상대설(die relativen Wesensgehalttheorien)
상대설은 본질적 내용을 확정적인 것으로서가 아니라 유동적인 크기로 보거나 혹은 본
질적 내용을 상대적으로 취급한다는 점에 공통된 견해들을 의미한다.
가) 협의의 비례성의 원칙으로 보는 견해
기본권규범은 사적 자치를 보장하여 한편으로는 개인의 자발적 자기 책임적 생활형성
의 가능성을, 다른 한편으로는 자유롭게 구성되고, 아래에서 위로 성립되는 바의 사회질
서를 보장한다는 관점에서 본질적 내용의 보호를 규정한 기본법 제19조 제2항은“어떠
한 경우에도 기본권적으로 보호되는 자유이익은 상위의 법익의 보호를 위하여 요구되는
것보다 더 강하게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
는 것으로 해석하는 견해261), 본질적 내용의 침
해는 항상 비례적이지 못하며 어떠한 목적도 기본법 제19조 제2항의 효력범위에서는 그
러한 침해를 정당화시킬 수 없다고 읽을 수 있지만, 동시에 예컨대 본질적 내용의 침해에
까지는 이르지 않은 경우들에서는 형량관계로 고찰될 수 있다 하여 본질적 내용의 보호
를 비례요소(Verhältnisfaktor)로 보는 견해,262) 기본권은 그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놓여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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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 김철수(주 226), 58.
258) Krüger, DöV(1955), S. 597(599)ff.
259) Dürig, Gesammelte Schriften, S. 161.
260) Schneider, Der Schutz des Wesensgehalts, S. 157-158.
261) Hippel, Grenzen, S. 49.
262) Lerche, Übermaß und Verfassungsrecht, S.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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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로부터 그 적극적 내용이 도출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절대적이고, 일반적인 그리고
항상 확정적인 내용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으며, 기본권은 개개의 구체적 경우에서 당해
국민과의 다양한 관련 하에서 비로소 그 내용을 유지하게 되고, 다른 사람의 기본권과 기
본적 의무라는 구조 속으로 돌입하게 된다는 견해263) 등이 상대설의 입장이다.
이러한 상대설에 대해서는 본질적 내용을 비례성의 원칙의 표현으로 보는 것은 결국 본
질적 내용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되어버리는 위험이 있다는 점264), 비례성의 범위 내에
서의 비교형량문제는 최후적 한계로서의 본질적 내용침해금지 이전에 일어난다는 점265),
필요성이나 비례성의 원칙은 기본법 제20조 제3항의 법치국가의 원칙이나 제1조 제3항
에 의한 국가권력의 포괄적인 기속으로부터도 국가권력이 임의로 기본권을 제한할 수 없
다는 것이 별 어려움 없이 도출된다는 점266),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보장은 기본권 내부로
부터 결정되는데 반하여, 과잉금지는 침해의 목적과 침해수단에 방향이 맞추어져 있다는
점267) 등이 지적된다.
나) 내재적 한계이론(immanente Grundrechtsschranken)에 입각한 상대화 견해
이 견해에는 사실상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만을 구체화하는 법률은 이러한 권리를 결코
침해하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더욱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그
렇게 하여 도출된 내재적 한계는 법률유보가 없는 경우의 기본권의 제한 또는 기본법 제
19조 제2항을 침해하는 기본권의 제한도 정당화할 수 있게 된다는 견해268), 인권을 기본
권의 본질적 내용이면서 불가침인 것으로 보지만269), 인권에도 내재적 한계만은 존재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270), 모든 기본권은 그 속해있는 바의 헌법의 가치체계 전체로부터 내용

263) Kaufmann, ARSP Bd. LXX, 1984, S. 396, 397.
264) Schneider, Der Schutz des Wesensgehalts, S. 164.
265) G
 rabitz, Freiheit und Verfassungsrecht, S. 101; Schneider, Der Schutz des Wesensgehalts, S.
165.
266) Stern, Das Staatsrecht, Ⅲ/2, S. 872; Schneider, Der Schutz des Wesensgehalts, S. 165.
267) 같
 은 견해로 Stern, Das Staatsrecht, Ⅲ/2, S. 872; Schneider, Der Schutz des Wesensgehalts, S.
166; 그러나 알렉시는 좁은 의미의 비례성의 원칙을 포함한 광의의 비례성의 원칙을 기본권규범의 원리
적 성격에서 찾고 있다(R. Alexy, Theorie, S. 100-103).
268) Bachof, JZ 1957, S. 334-342 (337-338).
269) Hamel, Die Bedeutung, S. 17.
270) Hamel, Die Bedeutung, S.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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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한계가 결정되기 때문에271) 필연적으로 내재적 한계를 갖기 마련이고, 이 한계의 확정
에 있어서는 헌법상의 근본원칙들과 함께 특히 법익형량의 원칙이 고려된다는 견해272) 등
이 있다.
내재적 한계설이 기본권의 구체화가 기본권의 한계뿐만 아니라 내용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한 그것은 자연법사상과 조화되지 않는다는 점이 비판으로 제기된다. 왜
냐하면 기본권의 내용과 한계의 구별은 기본권질서 내에서의 초실정법과 실정법의 긴장
관계도 암시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273)
다) 규칙/원리(Regel/Prinzipien)모델이론
이 이론에 있어서 원리란 규정된 바대로 이행될 것을 요구하는 규칙과 달리 가능한한
높은 정도로 실현될 것을 기대하는 규범으로서 그것과 충돌하는 근거들에 의해 제거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원리들은 다른 근거들과 충돌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사실상의
확정된 내용이 없다.274) 그리하여 원리는 (광의의) 비례성의 원칙과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되는데 결국 원리적 성격은 비례성의 원칙을 의미하는 것이고 비례성의 원칙은 원리적 성
격을 의미하는 것으로 된다.275)
이 견해에 대하여는 기본법 제19조 제2항이 기본권에 규칙적 성격을 부여하는지의 여
부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276)
2) 절대설
절대설은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기본권제한이 문제되는 구체적인 상황과 독립해서
절대적으로 존재하고 입법자에 대한 유보 없이 보호되는 바의 기본권의 본질핵심(Wesens-kern)이라고 이해하는 견해를 말한다.277) 그리하여 개별기본권의 본성(Natur), 근

271) Häberle, Die Wesensgehaltgarantie, S.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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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 Schneider, Der Schutz des Wesensgehalts, S. 171.
274) Alexy, Theorie, S. 87-88.
275) Alexy, Theorie, S. 100 ff.
276) Stern, Das Staatsrecht, Ⅲ/2, S. 868.
277) S
 telzer, Das Wesensgehaltsargument, S. 49; Schneider, Der Schutz des Wesensgehalts, S. 189; Herbert, EuGRZ
1985, S. 323; Hendrichs, in: GG-Komm., Art. 19 Rndr.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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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요소(Grundsubstanz)278), 인간의 존엄279), 인간의 존엄 이상의 개별기본권의 핵심영역280)
등이 본질적 내용으로 주장된다. 견해에 따라서는 객관적 기본권의 절대적 존속보장을 이
해하는 견해도 있다.281)
이러한 절대설은 그렇기 때문에 기본법 제19조 제2항에서‘어떠한 경우에도’
(in keinem
Falle)라고 하는 엄격한 문구가 나타난다고 한다.282) 또한 본질적 내용의 구체적 개념이 발
견될 수 없고 그리고 미지의 크기로 남는다 할지라도 본질적 내용보장이 비례성의 원칙에
의하여 대체되는 것은 기본법 제19조 제2항의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의 불가침성이 기본권
해석에 대한 명령(Anweisung)으로서 여전히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정당화될 수 없다고 한
다. 또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어떤“최고의 공동체적 가치”
에 종속시키려는 견해는 매우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해석은 기본법 제19조 제2항의 모든 내용을 박탈하게 되고,
기본권의 상대화라는 매우 두려운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그리고 기본법
의 입법태도, 인격적 자연법적으로 이해되는 전헌법적 상황(Vorverfassungslage), 그리고
인간의 존엄과의 관련 등을 고려할 때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준수하는 한 제한이 허용된
다는 의미에서 (공동체에 대한) 개인의 우위만을 의미할 수 있다고 한다.283)
그러나 절대설은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는 것처럼 절대적인 바의 본질적 내용이 무엇인
가에 대해서는 대답하기 곤란하다는 결정적인 결함이 있다.
(2) 연방헌법재판소
연방헌법재판소의 판례는 전체적으로 일정한 태도를 취하고 있지 않다고 할 수 있다.
1950년대에는 기본법 제19조 제2항은 기본권해석에 있어서 커다란 의미를 가진다고 보
았다. 1955년 5월 4일의 결정에서는 기본법 제19조 제2항이 기본법상의 불가침적 근본
원칙으로 여겨졌고284), 1957년 1월 16일 결정에서는 기본법 제19조 제2항에서 자유권의

278) Wernicke, Bonner Kommentar zum Grundgesetz, Art. 19 Ⅱ Erläuterungen 2.
279) Dürig, AöR 81(1956), S. 117ff; 또한 같은 사람, Gesammelte Schriften, S. 127- 166.
280) L
 eisner, Grundrechte, S. 155; Schneider, Der Schutz des Wesensgehalts, S. 196-197; Stern, Das Staatsrecht Ⅲ
/2, S. 864-876; BVerfGE 48, 127 ff.
281) Jäckel, Grundrechtsgeltung, S. 113-114.
282) Krüger, DöV 1955, S. 597.
283) Leisner, Grundrechte, S. 154.
284) BVerfGE 4, 157(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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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후적 불가침의 영역이 나온다고 하였다.285) 1950년대의 그 후의 판결에서도 이러한 태
도는 유지되었다.286) 1958년경 이후는 기본법 제19조 제2항은 주로 부수적으로만 언급되
었다.287) 10여 년이 지나서는 기본법 제19조 제2항에 대하여 보다 큰 의미를 부여하는 시
대가 도래되었다. 예컨대 1967년 7월 18일의 판결에서는 기본권의 불가침적 본질적 내
용이 어느 곳에 존재하는가 하는 것은 모든 기본권에 대하여 기본권 전체체계에서의 각
기본권의 특수한 의미로부터 검토되어야 한다고 하였다.288) 또 책임 있는 인격으로서의
개인에 대한 절대적 승인의무는 법률에 의하거나 법률을 근거로 하여 인간이 국가에 대하
여 단순한 객체(Objekt)로 되어버리는 그런 방식과 정도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한다고 보았다.289) 1970년대 이후에 들어서는 연방헌법재판소는 일정치 못한
태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다.290) 그러나 1982년 7월 8일의 결정291)에서는
기본법 제19조 제2항이 다시 긍정적으로 고려되었다. 이후의 결정에서는 기본법 제19조
제2항은 부득이한 경우에 언급되고 있을 뿐이지만292), 그러나 1989년 9월 14일 판결293)
에서는 다시 절대설적 입장으로 회귀한 것으로 보인다.

라. 우리나라에서의 논의의 평가
(1) 학설
학설은 주로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실체에 중점을 두고 논의를 해온
것으로 평가된다. 그리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관련하여 그 침해여부가 문제되었다. 본
질적 내용의 보호대상이 주관적 권리인지 아니면 객관적 규범인지 아니면 양자 모두인지
는 거의 논의되지 않다가 1997년에 와서야 새로운 학자들에 의하여 주관설이 주장되었다
(강태수294), 정태호295)). 그리고 본질적 내용이 확고한 고정적 실체를 갖는지의 여부에 대

285) BVerfGE 6, 32(41).
286) BVerfGE 7, 377(411).
287) BVerfGE 8, 274(328 f.); 12, 281(295); 13, 97(122); 14, 263(281); 15, 125(244); 16, 194 (201))
288) BVerfGE 22, 180(219).
289) BVerfGE 27, 1(6).
290) BVerfGE 33, 303 ff.; 45, 187(207 f.); 58, 300(347).
291) BVerfGE 61, 82(113).
292) BVerfGE 80, 367(373); 84, 212(228).
293) BVerfGE 80, 367(374)
294) 강태수(주 58), 102-144.
295) 정태호(주 230), 279-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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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는 일찍이 절대설과 상대설의 대립이 있었고296) 최근에는 절충설(권영성297))이 이에
가세하였다.
(2) 판례
(가) 대법원
그간의 대법원의 판례를 통하여 본질적내용침해금지원칙에 대한 어떤 이론을 형성한다
는 것은 사실상 매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법원은 기본권의 본질적내용침해금
지원칙을 기본권제한의 확고한 한계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만은 분명하게 드러난다.298)
(나) 헌법재판소
1989년 12월 22일의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제1항, 제31조의2의 위헌심판결정299)
에서는 토지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토지재산권의 핵이 되는 실질적 요소 내지 근본요소
라고 판단하여 절대설을 취하고 있다. 절대설에 입각하여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는 또 다른 결정례는 1995년 4월 20일의 구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181조 제
2호 등 위헌소원결정300)을 들 수 있다. 여기서는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이 일반적으로 정
해질 수는 없고 개별기본권마다 다르게 본 점이 두드러진다. 이 결정에서도 과잉금지위반
여부가 마찬가지로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명백히 상대설의 입장에 입각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결정도
있다. 1996년 11월 28일의 형법 제250조 등 위헌소원결정301)에서 헌법재판소는 결과적
으로 비록 기본권의 완전한 박탈이 이루어지더라도 비례의 원칙을 지키는 한 위헌이 아니
라고 함으로써 상대설의 견해를 취하였다.
본질적 내용 침해금지와 과잉금지의 관계와 관련하여 1989년 12월 22일의 국토이용관
리법 제21조의3 제1항, 제31조의2의 위헌심판결정302)에서는 이를 구분하고 있다. 즉, 과
잉금지원칙의 판단요소로서는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

296) 김철수(주 13), 422 참조.
297) 권영성(주 18), 354.
298) 무엇보다도 大判 1971.6.22., 70다1010, 집 19(2민), 110 이하.
299) 憲裁 1989.12.22., 88헌가13, 1, 357.
300) 憲裁 1995.04.20., 92헌바29, 7-1, 499(509).
301) 憲裁 1996.11.28., 95헌바1, 8-2, 537(546).
302) 憲裁 1989.12.22., 88헌가13, 1, 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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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이 언급되었는데 반하여,303) 본질적 내용침해의 판단근거는 주로－직접적이든 아니
면 보상을 통한 간접적이든－제한 후 당해 기본권의 행사가능성이 있는가 하는 것을 고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304)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본질적내용침해금지원칙과 과잉금지원칙을
서로 독립된 원칙으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실제에 있어서는 전자를 후자의 의미로 이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305)

마. 해석론
(1) 보호대상
(가) 주관적 권리
본질적 내용 침해금지가 개인의 주관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인가, 객관적 기본권규범 자
체를 보장하는 것인가 하는 문제는 본질적 내용의 이해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어느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 기본권현실에 대한 상이한 평가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예컨
대 사형의 경우 주관설에 의하면 사형수의 생명권에 대한 본질적 내용의 침해에 해당하지
만 객관설에 의하면 사형수의 생명권은 완전히 박탈됨에도 불구하고 일반 기본권주체의
생명권은 여전히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있는 바이므로 본질적 내용의 침해가 아니게 된
다. 종신형의 경우에도 주관적 권리로서의 신체의 자유의 완전한 박탈이지만, 여전히 다
른 일반 기본권주체의 신체의 자유는 보장되고 있는 터이므로 객관적 기본권규정으로서
의 신체의 자유에 대한 본질적 내용 침해는 아니게 된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엄격한
입장의 정립이 요구된다.306)

303) 헌재판례집 제1권, 378 이하.
304) 헌재판례집 제1권, 373 이하.
305) 무엇보다도 憲裁 1997.11.27., 97헌바10, 공1997(25호), 86, 91 참조.
306) 물
 론 이 경우들은 주관설에서도 절대설의 입장에서 본 경우들이다.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본질적 내용
에 관한 학설로는 주관설과 객관설, 상대설과 절대설의 대립이 있는데 이는 각각의 조합에 의하여 결합
될 수 있다. 이를 슈텔쩌는 주관적 절대설, 객관적 절대설, 주관적 상대설, 객관적 상대설의 4가지로 나
누어 질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Stelzer, Die Wesensgehaltsargument, S. 49 ff.). 그러나 이러한 구별이 구체
적인 경우에는 서로 섞일 수 있다는 점도 아울러 지적하고 있다. 그리하여 주관적 절대설을 주장하는 사
람(뒤리히)은 법익형량원칙도 제도적 보장의 가능성도 부인하여야 하지만, 객관적 절대설을 주장하는 사
람(레르혜)은 개인을 절대적 본질적 내용에 참여케 할 가능성은 없지만 그러나 당연히 과잉금지원칙을
부인할 수는 없고, 주관적 상대설을 주장하는 사람(알렉시)은 그 외에 제도관련성도 허용할 수 있다고 보
는 것이다. 그러나 객관적 상대설의 경우에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객관설은 기본권규정 자체의
본질적 내용의 보호로 인식하므로 객관적 규정의 존속이 중요하게 되는 일종의 제도설이라고 할 수 있
는데 이것이 법률에 의하여 상대화될 수 있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객관설의 주장자인 F.
Klein과 H. Jäckel도 절대설의 입장에 서있는 것이다. 슈텔쩌도 객관적 상대설의 입장은 구체적으로 설시
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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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객관설이 주장되는 근거는 현실적으로 기본권제한의 많은 경우가 개인의 주관적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고서는 생각할 수 없다는 점에 있다. 이러한 것은 이미
언급한 사형이나 종신형 외에도 친족법에 의한 친권의 상실, 형사절차규정에 의한 서신비
밀의 제한, 특정한 옥외집회의 금지, 특정한 직업허가의 금지, 토지수용 등 많은 경우에
있어서 관찰될 수 있다는 것이 클라인을 비롯한 객관설의 입장에서 지적된다. 객관설에
따르면 이와 같은 경우에 주관설을 고집하면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의 침해가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모순이 있다고 한다. 그리하여 주관설은 그 논리적 결과가 일상적 국가생
활에서 통용될 수 없다든가 혹은 기본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기본권제한의 대부분이 헌법
위반이 되어 완전히 무의미하다는 반론이 제기된다.307)
이러한 객관설의 주장은 일견 주관설의 모순을 극복한 것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설득
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결국은 객관설은 주관적 권리로서의 기본권의 본질적 내
용을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문제를 극복하기 보다는 오히려 회피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객관설은 문제의 본질을 회피하려는 시도라고 한 라이스너의 비판308)은
타당하다.
또한 클라인은 기본권이 제한되는 인적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서 기본권의 의미가 전체
사회생활에서 상실되는 경우에만 본질적 내용의 침해가 있게 된다고 하는데 기본권이 제
한되는 기본권주체가 얼마만큼 되어야 본질적 내용의 침해가 될 것인지가 분명하지 않다
는 점이 지적될 수 있다.309)
예켈은 실체법상 개별적 기본권적 지위의 보호는 개개의 기본권규정에 의하여 보다 효
과적으로 보호되므로 이를 위하여 결코 본질적내용침해금지규정을 원용할 필요가 없다
고 하지만, 이것은 개별 기본권적 지위가 개별 기본권에 의하여 보장되는 것과 그 본질적
내용의 침해금지에 의하여 보장되는 것은 다르다는 점을 간과한 것으로 보인다. 그 이외
에도 객관설에 대하여는 실정 헌법상 기본권이 여전히 개인의 주관적 공권성을 갖는다는
점, 객관설은 다수인이 침해받을 경우에만 본질적 내용의 침해를 인정한다는 점에서 소수
보호에 철저하지 못한 점, 헌법국가에서는 기본권규범의 본질적 내용까지도 완전히 제거
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는 없다는 매우 자명한 이치를 말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는 점 등

307) S
 chwarck, Der Begriff der allgemeinen Gesetze im Sinne des Art 5. Abs. 2, GG, S. 76(L.
Schneider, Der Schutz des Wensensgehalts, S. 82에서 인용).
308) Leisner, Grundrechte und Privatrechte, S. 153.
309) 같은 의미로 정태호(주 230), 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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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비판으로 제기되고 있다.310)
이 문제를 판단함에 있어서 우선 기본권은 공동체에 의한 억압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
기 위해 인정된다311)는 점을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한다.312) 기본권은 침해받거나 기타 그
보장의 필요성이 존재하는 경우에 권리로서 주장될 수 없다면 많은 의미가 상실되고 말
것이다. 따라서 제도적으로 그 주장의 길이 열려있지 않다면 마땅히 소구할 수 있는 방향
으로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 또한 기본권이 인권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된다는 점도 주
의하여야 한다.313) 기본적 인권은 주관적 권리로서 인정될 경우에 비로소 의미가 있다. 주
관적 권리성이 부인되는 곳에는 인권은 더 이상 발붙일 수 없게 된다. 인간의 존엄을 유
지·보호해야 할 국가의 과제는 오로지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고 유지
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314) 그리고 기본권이 갖는 사회적 의미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개인
의 자율적 영역을 보장하는 가운데서의 사회적 의미이지315), 개인의 자율적 영역이 경우
에 따라서는 완전히 부인되면서 기본권이 여전히 사회적 의미를 갖는다는 것은 오히려 기
본권의 부인으로 통한다는 점도 지적될 수 있다. 나아가 객관설이 주장하는 바의 기본권
규정의 본질적 내용이라는 것도 기본권규정이 주관적 권리로서의 기본권과 분리할 수 없
다316)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주관설은 이미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현실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많은 기본
권 제한이 당해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또한 일종의 제도적 보장으로 이해되는 바의 객관적 기본권규정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되는 경우에는―예컨대 기본권규정의 폐지―필연적으로 주관적 권리가 침해되기 때
문에 그런 점에서 객관적 기본권규정도 주관적 권리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주관설이 갖는 이와 같은 문제점과 객관설의 일견 타당함도 주관설을 포

310) 이상 정태호(주 230), 295.
311) Stein, Staatsrecht, 15. Aufl., S. 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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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수도 기본권을 제한당하는 구체적인 개인의 입장에서 본질적 내용의 침해여부를 결정할 것인지, 일
반인의 관점에서 결정할 것인지를 개별설, 일반설로 구별하고 기본권이란 궁극적으로 개인의 자유와 권
리를 보호하는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보아 개별설을 취하고 있다(강태수(주 58),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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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특히 뒤리히의 견해(Dürig, Gesammelte Schriften, S. 127 ff.)
314) 심재우 역(베르너 마이호퍼 저), 법치국가와 인간의 존엄, 삼영사, 1994, 55.
315) Krüger, DöV 1955, S. 597.
316) Leisner, Grundrechte und Privatrechte, S.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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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하는 충분한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전자의 경우에는 확고한 주관설적 입장 위에서 본질
적 내용에 후술하는 다른 요소를 함께 고려함으로써 치유될 수 있으며, 후자의 경우에는
기본권규정의 폐지도 바로 기본권 주체의 주관적 지위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될
것이고 따라서 주관설의 입장에 서더라도 객관적인 기본권규정의 폐지는 당연한 전제라
고 할 수 있다.317) 따라서 주관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나) 판단기준으로서의 개별적 구체적 상황
한편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 침해여부를 개별 기본권주체를 기준으로 파악하더라도 구
체적인 경우를 떠나서 당해 기본권주체에게 일정한 기본권이 일반적으로 제한되는 것인
지의 여부를 판단의 기준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문제가 되는 구체적 사건을 기준으로 판
단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예컨대 무조건적으로 특정한 집회나 시위가 금지되거나, 특정한 직업의 선택과 행사 혹
은 일정한 재산권의 행사가 금지되는 경우에 그 위헌성을 면하기 위하여 특정한 집회나 시
위는 금지되지만 다른 집회나 시위는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든가, 다른 직업을 선택하고 영
위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든가 혹은 당해 기본권 주체의 일반적인 재산권행사
가 완전히 봉쇄되는 것이 아니라는 식으로 주장하는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이 경우 기본권주체에게 제한되는 기본권과 동일한 기본권이 다른 경우에 행사되는 것
까지 막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본질적 내용 침해가 아니라는 근거가 있다면, 한 기본권주
체의 기본권을 일반적으로 완전히 폐기하지 않고서는 기본권 제한은 언제나 본질적 내용
의 침해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식으로 기본권 제한이 정당화된다면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은 빈 내용의 것으로 되어버리고 말 것이다. 또한 동일한 기본권주체에 있어
서 다른 경우의 기본권행사는 여전히 보장된다고 하는 것은 기본권이 다수의 다른 기본권
주체에 있어서는 여전히 보장되기 때문에 본질적 내용의 침해가 아니라고 하는 객관설과
같이 기본권주체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기본권은 언제나 하나의 미실현 가능성으로서만
남을 가능성이 있다.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입장에서는 항상 다른 기본권주체 혹은
동일한 기본권주체의 다른 경우에 있어서 동일한 기본권의 행사가능성을 열어 놓음으로
써 당해 기본권제한을 정당화할 위험성이 존재하는 것이다. 결국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은
언제나 문제가 되는 구체적 사건을 중심으로 침해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

317) 같은 의미로 정태호(주 230), 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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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318)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여야 할 것은 다른 경우에는 동일한 기본권이 보장된다는
것은 특정 경우에 있어서 다른 방식의 기본권 행사가 가능한 것과는 구별하여야 한다는
점이다.319) 따라서 기본권제한에 있어서 특정한 방식으로의 기본권행사만이 문제되고 다
른 방식으로의 기본권행사가 여전히 보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본질적 내용 침해여부는 문
제가 되지 않는다.
(2) 절대적 보호로서의 본질적 내용320)
(가) 사고의 기초
기본권의 본질적내용침해금지규정을 이해하는데 사고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하는 것은
동 규정의 탄생 배경이다. 이미 연구에서 나타난 것처럼 독일 기본법상의 제19조 제2항
은 바이마르시대의 법률유보를 통한 기본권의 형해화와 제3제국시대 국가에 의한 기본권
유린의 경험이 20세기의 자연법사상과 결부되어 탄생되었다. 따라서 동 규정의 해석에
있어서는 규정의 이러한 역사적 의의를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기
본권의 본질적 내용 침해금지는 4·19혁명이후 성립된 헌법에서 처음으로 규정되었으며
제4공화국의 유신헌법의 성립과 함께 폐지되었다가 1980년 헌법에서 다시 부활하였다는
점을 본질적내용침해금지규정을 이해함에 있어서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중요한 것은 본질적내용침해금지규정의 문언의 의미이다. 독일의 경우에는“어떠
한 경우에도”침해할 수 없다고 하고 있는데 반하여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단순히 제한하
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하고 있으므로 두 규정이

318) 이
 러한 점에서「구 계엄법 제23조 제2항이 비상계엄해제 후에도 군법회의 재판권을 연기할 수 있도록 규
정한 것은 비상계엄선포 기간 중이 아닌 때에도 민간인으로 하여금 계속하여 군법회의재판을 받도록 한
것에 다름 아니므로 헌법 제26조 제2항 후단에 규정된 군법회의 재판을 받지 아니할 권리의 본질적 내용
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으며, 연기할 수 있는 기간이 1개월 이내의 짧은 기간이라고 하여 달
리 볼 수는 없다. 만일 1개월 이내라 하여 권리의 본질적인 침해가 아니라고 한다면 2개월 이내는 어떠
하며 또 6개월 이내는 어떻게 볼 것인가? 연기한 기간의 길고 짧음에 따라 위 권리의 본질 침해여부를
가릴 수는 없는 것이다.」
라고 하여 구 계엄법 제23조 제2항은 군법회의의 재판을 받지 아니할 권리의 본
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한 大判 1985. 5. 28., 81도1045, 공 1985, 954 이하의 소수의견
(대법관 이정우, 이회창, 오성환)은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319) 특
 히 폐해의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인쇄물, 광고 등의 제작·배부라는 특정한 선거운동방법에만 국한
되는 부분적인 제한에 불과하여 본질적 내용의 침해가 아니라고 한 사례: 憲裁 1995.04.20., 92헌바29,
7-1, 499, 509.
320) 주
 관설 객관설의 대립이 기본권주체에 관련된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반하여 이 문제는 기본권의 내용에
관련된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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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선택에 있어 다소 차이가 있지만, 그 의미는 독일의 경우와 다를 바 없는 것으로 보
인다. 그러므로 독일 기본법상의 문언과의 비교를 통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 후문의 의
미를 약화시키려는 것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고찰방법의 문제
기본권의 본질을 파악함에 있어서 선결되어야 하는 문제로서 기본권 일반에 대하여 적
용될 수 있는 본질적 내용이 존재하는가 아니면 개별 기본권마다 달리 포착하여야 하는가
하는 것이 문제된다.
기본권 일반에 통용되는 본질적 내용을 상정하는 견해321)는 주로 상대설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322) 상대설에서는 기본권일반에 대하여 과잉금지원칙이나 법익형량의 원칙이라
는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절대설의 입장 중 인간의 존엄내용으로서의
본질적 내용을 주장하는 뒤리히의 경우도 이러한 입장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기본권에 대하여 타당한 본질적 내용을 상정하는 경우에는 필연적으로 내용이 공허
한 정의(定義)에로 귀착할 가능성이 많다.
한편, 주관설에서도 핵심영역설은 개별적 기본권마다의 핵심을 해당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으로 파악한다. 기본권 일반에 타당한 본질적 내용은 없으며 개별 기본권에 특유한
본질적 내용이 존재할 뿐이라고 하는 입장이다.323)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경우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기본권의 전 체계 속에서 기본권
이 갖는 특유한 의미에 따라 발견하고자 하는데324), 이러한 입장은 독립된 개별 기본권의
의미가 아니라 기본권 전체의 체계 속에서 당해 기본권의 특유한 의미를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두 견해의 중간적 입장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325)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이란 기본권의 내용 중에서 본질적인 내용만을 말한다. 그런데 기
본권은 각각 그 기능과 효력범위 등 그 내용이 상이하다. 따라서 그 본질적 내용도 기본
권마다 각기 다르다고 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은 기본권마다 특
유하게 결정되어야 할 문제이다.326)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도 같은 입장이다.327) 따라서 기

321) 이를 두고 일반설이라고 명명할 수 있을 것이다.
322) Schneider, Der Schutz des Wesensgehalts, S 155.
323) 이를 일반설에 대하여 개별설이라고 할 수 있다.
324) BverfGE 22, 180(2110).
325) Schneider, Der Schutz des Wesensgehalts, S 155.
326) 동지: 김철수(주 13), 444; 권영성(주 18), 353; 양건, 헌법연구(1995), 398.
327) 憲裁 1995.04.20., 92헌바29, 7-1, 499, 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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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권의 본질적 내용 침해여부에 대한 판단은 개인의 주관적 권리로서 개별기본권마다 특유하
게 결정된 바의 본질적 내용이 현실적으로 제한 받는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다) 침해에 대한 절대적 보호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이라는 것은 제37조 제2항의 의미에서 볼 때 입법자에 의하여 전
적으로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328)에서 법원에 기본권침해의 제소가능성이 열려 있어
야 한다는 것은 타당하다. 그러나 절차법설은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이 바로 법적 강제성
이라고 하는 점에서 비약한 감이 없지 않다.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은 크뤼거가 말하는 바
와 같이 그 기본권에 특유한 근본요소를 내포하는 것으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본권의 제한 가능성과 관련하여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의 침해인가 아닌가 하
는 것은 반드시 기본권 내적으로만 판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를 제기하게 된
다. 따라서 객관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현실적으로 기본권제한이 그 본질적 내용을 침
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들에서 본질적 내용 침해여부의 판단에 당해 기본권이 제
소의 길이 열려 있는가 하는 것 즉, 절차법적 요소가 판단기준으로서 원용될 수 있을 것
이다. 절차법설을 비판하고 있는 견해에서도 절차법설의 타당한 일면을 완전히 부인하지
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상대설은 대체로 기본권의 본질적내용침해금지원칙과 과잉금지원칙을 동일시하는 견
해라고 파악할 수 있다. 그래서 기본권제한이 비례적인 한 절대설의 관점에서는 본질적
내용이라고 파악되는 내용의 침해에까지 이르는 경우에도 본질적 내용의 침해가 아니라
고 한다. 이러한 견해는 헌법규정과 배치된다. 또한 기왕에 인정되는 바의 과잉금지원칙
은 본질적내용침해금지원칙의 원용 없이도 충분히 그 기능을 수행하여 기본권보호에 기
여할 수 있기 때문에 구태여 제37조 제2항 후문에서 과잉금지원칙을 도출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인간의 존엄으로 파악하는 견해도 문제가 있다. 물론 대부분의
기본권이 인간의 존엄과 직접 간접으로 관련된다는 점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미
뒤리히가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모든 기본권을 인권적으로 파악할 수만은 없
329)

다.

또한 기본권의 인권적 내용의 파악도 본질적 내용의 파악에 비하여 그리 쉬운 것은

328) 비슷하게는 강태수(주 58), 106-107.
329) Dürig, Gesammelte Schriften, S. 165-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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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다.330) 그리고 논리적으로도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은 인권적 핵심을 포함할 수는 있
어도 인권적 핵심이 모든 본질적 내용을 포괄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기본권
의 본질적 내용이라는 것은 인권적 내용의 핵심을 포함한 그 이상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
하다.331)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이 무엇이며 그 보호는 어떠한가 하는 것과 관련하여서는 절대설
에 입각하여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렇게 보는 것이 기본권을 제한하
는 경우에도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한 헌법의 문언과도 일치한다.
그러나 본질적 내용을 절대설의 입장에서 이해하더라도 그 정의는 다양하게 이루어지
고 있다.332) 개별기본권의 본성(Natur), 근본요소(Grundsubstanz)를 이루고 있는 특성들
(Ei-gen-schaf-ten) 내지는 기본권의 성격(Charakter)을 형성하는 전형적인 기본적 특징들
(Grund-züge)이라고 보는 견해333), 개별 기본권의 핵심영역을 의미한다고 보는 견해334),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개개 기본권의 기본적 실질(Grund-sub-stanz)을 이루는 특성이라
는 견해335), 기본권의 내용보다는 협소한 기본적인 실체(Grund-sub-stanz)라는 견해336), 기
본권의 성격을 형성하는 전형적인 특질이라는 견해337), 불가피하게 확정되어 있는 절대적
이고 본질적인 핵심체로서 기본권의 근본요소를 내포한다는 견해338), 특정한 기본적인권
을 성립시키고 있는 전형적인 특질이라고 보는 견해339), 당해 기본권의 핵이 되는 실체로

330) 이 점에 대하여 Luhmann, Grundrechte als Institution, S. 73 참조.
331) 양
 건은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이란 개개 기본권의 토대를 이루는 핵심을 말하며 이 핵심이 침해될 때 곧
인간적 존엄이 침해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양건(주 326), 398). 설명은 다르지만 허영도 본질적 내용을
인간의 존엄과 가치로 이해하고 있다(허영(주 16), 282).
332) 이
 러한 개념정의에 대하여는 설령 다른 말로 정의한다 하더라도 기본권의 핵심이나 물자체, 본성 혹은
이와 유사한 것들이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 이상 별의미가 없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 이
런 식의 개념정의는 일정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고, 기본권실현의 현실에 있어서도 이러한 개념정의
없이도 기본권의 본질적내용침해금지의 원칙은 일정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따라서 본질적 내용의 침
해여부를 판단하는 추가적인 인식수단 내지는 판단요소가 필요하게 된다(이러한 의미로는 Stern, Das
Staatsrecht Ⅲ/2, S. 874 참조).
333) Wernicke, Bonner Kommentar, Art. 19(Erstbearb.) Erl. Ⅱ 2a.
334) Schneider, Der Schutz, S. 154 ff.
335) 한태연(주 63), 218.
336) 김기범, 헌법강의, 법문사, 1963, 218.
337) 갈봉근, 신헌법개론, 보문각, 1964, 104.
338) 김철수(주 226), 58.
339) 한동섭, 헌법, 향학사, 1964,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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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는 견해340), 기본권의 내재적인 핵심 내지는 실체적인 최소한의 영역이라는 견해341) 등
이 있다. 헌법재판소는 (기본권의) 핵이 되는 실질적 요소 내지 근본요소를 의미하는 것
으로 보았다.342)
이와 같은 대체적인 견해를 검토하여 보면 본질적 내용은 일정한 징표를 내포하는 것으
로 보인다. 즉, 기본권의 내용에 비하여 본질적 내용은 양적으로 축소되어 있지만 그 동
일성은 상실되지 않아야 한다. 실질, 실체, 본질적인 핵심체, 전형적인 특질, 실질적 요
소, 근본요소 등이 이를 말한다. 따라서 본질적 내용은 기본권의 특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의 최소한의 핵심적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라고 일단 정의할 수 있다. 본질적 내용
은 이를 포함한 기본권의 내용이 갖는 특성과 무관할 수는 없으며 양적으로 축소되어 본
질적 내용만 남더라도 그 특성의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한다.343)
본질적 내용을 이와 같이 이해할 때 근로3권의 본질적 내용은 단결권에 한정될 수만은
없다. 왜냐하면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포함하는 근로3권이 단결권만으로 그 특성의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344)
그러나 이상과 같은 논의도 어디까지나 본질적 내용이라는 것을 파악하는 한 형식일 뿐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이 무엇으로 채워지는가 하는 실체적 내용이 밝혀진 것은 아니다.345)
본질적 내용의 알맹이는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개별기본권마다 달리 파악하여야 할 문제
이다. 이것은 우선은 개별기본권의 규범영역 내지는 생활영역을 분석하여346) 그 핵심을 당
해 기본권의 본질로 파악하는 핵심영역설에 의하면 개별 기본권에 대하여 각각 핵심영역
을 확정하였을 때 비로소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은 명확하게 될 수 있다. 이러한 작업은 현
행 법제도로서는 법원과―최종적으로는―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수행하게 될 것이다.

340) 권영성(주 18), 354.
341) 강태수(주 58),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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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 憲裁 1989.12.22., 88헌가13, 1, 357.
343) 같은 의미로는 Stern, Das Staatsrecht, Ⅲ/2, S. 876.
344) 憲裁 1991.07.22., 89헌가106, 3, 387. 변정수 재판관의 반대의견 참조. 이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김대환,
“근로삼권의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에 관한 소고”
, 공법연구 제29집 제3호, 2001.5., 243-261 참조.
345) 같은 의미로는 Stern, Das Staatsrecht Ⅲ/2, S. .
346) 이 에 대해서는 강태수(주 58), 102-144; 강태수(주 230), 1-22; Lerche, in: J. Isensee/P.
Kirchhof(Hrsg.), Handbuch des Staatsrechts (박종호 역,“기본권의 보호영역, 기본권형성 그리고 기본
권침해”
, 허영 편역, 법치국가의 기초이론-Peter Lerche 논문선집, 박영사, 1996, 9-55)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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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규범의 핵심영역분석과 관련하여 초시대적인 바의 정적 본질이라는 것이 존재
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불변의 실재로서의 본질이라는 것은 전통적인
철학적 논의의 바탕을 이루는 것이기는 하지만 회의론도 유력하게 주장되고 있다. 그러나
사물의 본질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입증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아무튼 본질 존재
론적 입장을 유지하는 것이 기본권보호에 친근하다. 나아가서 기술과 법문화가 발달함에
따라 기본권적 가치가 변한다기 보다는 보다 자연법적인 가치의 발견에로 나아가고 있다
고도 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헌법은 역사성을 갖는 것이기도 하지만 다른 규범에 비하
여 특히 기본권규범은 가치적으로 영속성도 갖는다. 적어도 그것이 인권과 관련되는 한에
서는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기본권의 내용은 시간과 함께 변화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
면서도 한편으로는 당해 기본권의 규범구조가 허용하는 한 그것이 적용되는 시대에 있어
서는 핵심영역을 가지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라) 규범영역의 분석
기본권은 사회관련성을 많이 가질수록 그 제한의 가능성은 커진다. 반대로 사회관련성
이 적을수록 제한의 가능성은 줄어든다. 제37조 제2항의 기본권 제한사유로서의 국가안
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는 모두 기본권이 사회관련성을 가질 때에 제한될 수 있
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사회관련성은 기본권마다 그 정도가 다르다. 이와 관련하여
기본권은 개인적 차원에 머물거나 약한 사회관련성을 갖는 기본권과 상대적으로 강한 사
회관련성을 갖는 기본권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생명권, 신체의 자유, 주거의 자유, 사생
활의 비밀과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등은 전자에 속하고 거
주·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통신의 자유, 재산권, 표현의 자유, 근로의 권리, 환경
권, 청구권적 기본권, 참정권 등은 후자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구분은 동일한 기
본권 내에서도 가능하다. 예컨대 종교의 자유도 신앙의 자유 보다는 종교행사의 자유가
사회관련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관련성은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의
기본권에 공통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이라는 것은 당해 기본권의 특성을
상실하지 않는 가운데의 최소한의 핵심적 내용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관련성을
본질적 징표로 하는 기본권에 있어서 그 본질적 내용은 결코 사회관련성을 완전히 상실해
서는 안된다. 예를 들어 언론·출판의 자유는 자유로운 의사의 외부적 표현을 그 특징으
로 하므로 그 본질적 내용도 자유로운 의사의 외부적 표현의 최소한을 포함할 때에 동일
한 특성이 유지된다고 할 수 있다. 자유로운 외부적 의사표현의 요소가 완전히 봉쇄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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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는 본질적 내용이 침해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기본권이 갖는 사회관련적 특성에서 비롯되는 제한의 가능성과 제37조 제2
항의 명시적인 본질적 내용의 침해금지 사이에는 일정한 긴장관계가 존재한다. 그러나 기
본권의 주장의 효과가 완전히 개인의 영역에 머물러 있고, 따라서 사회적 관련성을 전혀
갖지 않는 경우에는 기본권 제한의 가능성은 없다. 이러한 영역에 속하는 기본권은 제한
의 계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침해해서는 안되는 영역 즉, 본질적 내용만으로 구성되
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영역에 속하는 기본권내용들은 내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 등 소위 자연법적 의
미의 절대적 기본권보다는 넓게 인식되면서 우선 인격관련의 내밀영역(Intimspähre)이 주
로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내밀영역이란 인간자유의 최종적이고 불가침적인 영역
을 포괄하고 어느 문화에서나 전제되고 인정되는 바로서 인간간의 거리(Distanz zum Mitmen-schen)를 만들어 주는 영역으로서347) 인격의 폐쇄된 핵심영역과 강화된 보호영역을
포괄하며348), 고독의 공간 또는 내심공간으로서 인격의 비밀보존의사에 의해서 뿐 아니라
윤리칙이나 기본적 관념에 의해서도 일반적으로 불가침의 것으로 간주되는 최종의 가장
좁은 영역이다.349) 내밀영역에는 개인의 종교적, 세계관적 의무, 확신, 감정 뿐 아니라 개
인의 간절한 원망, 두려움 등 극단적인 내심의 비밀과 같은 양심영역과 남녀간의 성적인
교섭350)과 외부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육체적인 불구, 여성에 있어서 산부인과적 진단 및
수술과 성에 대한 사항 등 성적 영역이 이러한 범주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351) 독일 연방
헌법재판소가 인정하는 본질적 내용도 주로 이러한 범주에 해당하는 것들이다.
강한 사회관련성을 특징으로 하는 기본권은 그 본질적 내용 역시 정도의 차이는 있을
지언정 사회관련적 특성을 지니기 마련이고 따라서 당해 기본권의 제한으로 인하여 본질
적 내용이 침해될 개연성은 상대적으로 크다.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객관설이라든가 상
대설이 주장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런데 제37조 제2항 후문의 의미는 그러한 사회
관련성이 존재함으로써 제한이 필요한 경우에도 침해할 수 없는 본질적 내용이 존재한다
헌
법

347) Wenzel, Das Recht der Wort- und Bildberichterstattung, S. 110 ff.
348) Evers, Privatsphähre und Ämter für Verfassungsschutz, S. 57.
349) S
 choller, Person und Öffentlichkeit, S. 84. 이상 박용상,“표현행위의 위법성에 관한 일반적 고찰”
, 민사재
판의 제문제 제8권 (우당박우동선생화갑기념), 민사실무연구회, 1994, 259에 의함.
350) 그러나 연방헌법재판소에 의하면 동성연애는 내밀영역에 속하지 않는다고 한다.
351) 박용상(주 349), 259-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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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다.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로서도 개입할 수 없는
불가침의 영역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영역도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규범영역의 분
석작업을 통하여 어느 정도 확정할 수 있다. 예컨대 기본권주체의 능동적 자기결정권을
중시하는 능동적인 자유권(aktive Frei-heits-rechte)은 그 행사가 타인에 의해 결정되
어서는 안된다. 따라서 슈테른의 예를 들면 고문과 강제단종은 신체의 자유에 대한 본질
적인 침해가 되며, 집필금지나 발간금지는 학문의 자유의 핵심을 침해하게 되고, 소유자
의 사적 유용성이나 기본적 처분권한이 재산권에서 분리된다면 재산권의 본질을 침해하
는 것이 될 것이며, 혼인에 있어서도 혼인 이외의 부부 유사한 생활공동체에 혼인과 동등
한 권리가 주어진다면 혼인과 가족의 보호의 본질적 내용 내지는 핵심영역이 침해될 것이
다.352) 이러한 방식의 규범영역의 분석은 모든 기본권에 대하여 사전에 이루어질 수 있으
며, 구체적 사건과 결부되어 더욱 다양하게 확정될 수 있을 것이다.353)
(마) 침해여부 판단의 추가적 요소
기본권마다 보호영역을 도출하고 그 핵심영역을 다시 찾아내는 작업을 일반적으로 수행
한다는 것은 그리 간단하지만은 않다. 왜냐하면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이 사회관련성을 갖
고 사회관련성은 기본권제한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긴장상황 하에서 불가침적인 본질적
내용을 도출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이를 두고 기본권의 본질을 파악하는 것은 불가
능하다는 견해도 있다354). 그렇다고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 침해금지를 비례성의 원칙으로
환원하는 것은 이성적인 법운용이 이루어지는 상황 하에서의 기본권제한의 합리적인 방법
이 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국가에 의한 기본권의 박탈에 이르는 합법적인 길을 터놓음으로
써 20세기 초·중반의 대량적 인권유린의 경험을 통하여 탄생한 본질보호사상을 원점으로
돌려놓는 것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어쨌든 헌법상의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 규
명작업은 포기하기 않고 계속되어야 한다. 이것이 제37조 제2항의‘이념적 요청’
이다.
그런데 이와 같이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의 실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다행히 본질적
내용“침해금지”
는 본질보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355). 예컨대 헌법상

352) Stern, Das Staatsrecht, Ⅲ/2, S. 877.
353) 유
 형별 기본권의 핵심영역의 탐구에 대한 보다 자세한 것은 Schneider, Der Schutz des
Wesensgehalts, S. 231 ff.
354) 루만이나 기타 상대설의 입장.
355) 이
 글에서 필자가 본질적 내용의 보호라든가 본질적 내용의 보장이라는 용어보다는 가급적 본질적 내용
의 침해금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이를 헌법상의 일 원칙으로 보아 본질적내용침해금지원칙이라고 개념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연유에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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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된 기본권을 법률에 의하여 공동화시키는 정도로 제한하는 경우는 분명한 본질적 내
용의 침해라고 판단할 수가 있다. 나아가서 본질적 내용에 관한 한 핵심영역의 분석은 결
국 본질적 내용의 침해인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본
질적 내용의 침해여부를 판단하는 다양한 척도의 개발은 기본권실현에 있어서 본질적 내
용의 궁구 못지않은 실천적 중요성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작업은 본질적 내용 파
악이라는 존재론적 연구가 아니라 일정한 기본권제한적 국가행위가 기본권의 본질적 내
용의 보호라는 관점에서 위헌으로 판단될 수 있느냐 하는 규범적 판단의 문제에 속한다.
이것은 제37조 제2항의‘실천적 요청’
이다. 여기에는 일정한 기본권제한적 목적을 달성
하기 위한 수단간 및 수단과 목적간의 비교라는 과잉금지원칙으로 포괄할 수 없는 요소들
을 그 대상으로 하되 제한 후에도 동일한 기본권의 행사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는가 하는
것이 본질적 내용 침해여부 판단의 기준으로 채택될 수 있다. 이러한 생각의 좋은 단서를
제공하는 것으로 1989년 12월 22일의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제1項, 제31조의2의
위헌심판결정356)을 들 수 있다. 이 결정은 본질적 내용 침해여부의 판단기준으로서 과잉
금지와는 별도로 몇 가지를 적시하고 있다. 즉, 기본권제한 지역이 일정한 지역에 한정되
고 있다는 점, 적정한 규제기간을 한정하고 있는 점, 규제조건을 충족할 경우 기본권행사
가 이루어 질 수 있다는 점, 기본권제한에 대하여 불복방법이 마련되어 있는 점 등이 그
것이다. 이러한 결정내용은 기본권제한 후 당해 기본권의 행사가능성이 존재하는가 하는
것을 고려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하에서는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본질적 내용의 침해여부를 판단하는 척도의 몇 가지
예를 시론적으로 제시해 본다.
① 우선, 이러한 척도들의 개발기준이 되는 것으로 위에서 언급한 바 기본권제한 후 당
해 기본권의 행사가능성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들 수 있다. 이를 잔존설이라고 이름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상위기준에 비추어 사형제도는 분명히 생명권에 대한 본질적 내용의 침해
로 판단된다. 그러나 생명권은 본질적 내용 침해여부의 판단이전에 제37조 제2항의 법률
유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자체 본질적 내용만으로
이루어져 있는 생명권을 제37조 제2항의 국민의 모든 자유에 포함시켜 법률유보의 대상
으로 하였다가 다시 법률유보의 한계로서 생명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는 것이라

356) 憲裁 1989.12.22., 88헌가13, 1, 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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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하는 것은 불필요한 우회적 해석이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이다.357) 또한 사형제도가 헌
법전상의 명문근거가 있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의 1996년 11월 28일의 형
법 제250조 등 위헌소원결정358)의 다수의견은 사형제도가 헌법적 근거가 있음을 주장하지
만, 헌법이 지향하는 전체적인 가치와 동 판결의 반대의견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유로
그 근거들은 사형제도에 대한 헌법적 근거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본권의 본질적 내
용이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은 자연법적 관점에 속한다고 할 수 있고 그러한 한 헌법개정권
력도 구속한다고 보는 입장에서는 사형제도가 헌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하여 생명권
의 본질적 내용 침해라고 판단함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무엇보다도 다수의견은 기본권의
본질적내용침해금지원칙과 과잉금지원칙을 혼동함으로써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지적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입장에서는 조승형 재판관이 과잉금지위반을
증명하기 위하여“헌법 제37조 제2항 단서상의 생명권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가정하더라도 …”
라고 양보하는 것조차도 타당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② 기본권제한에 대한 법적 통제가능성이 상실되는 경우에는 본질적 내용의 침해가 된
다. 다시 말하면 기본권제한에는 소송상의 구제제도가 완비되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입
장은 이미 독일의 연방헌법재판소와 연방대법원의 판결에서도 나타났다. 독일연방헌법재
판소의 판결에 따르면 법질서가 기본권의 보호를 위하여 인정한 모든 방해배제청구권이
실체법상 배제되거나 혹은 그것을 실효성 있게 적용하는 것이 절차법상 거절되는 경우에
는 청구권 혹은 그 보호를 위하여 보장되는 기본권이 실체법상 존재한다고 할지라도 …
그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있다고 보았다. 여기서 법적 통제가능성은 사후 보
상의 성격을 가질 수도 있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광의로 이해된다.
③ 기본권제한으로 인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국가행위의 단순한 수단으로 전락하게 되
는 경우에는 당해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의 침해이다. 이는 이미 뒤리히가 주장한 것으로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은 개별 기본권마다 달리 결정되는 것이라면 인격적 가치와 결부되

357) 그
 런데 피해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범죄자를 저격하는 경우, 예컨대 경찰직무상 사살 같은 경우가
문제된다. 이러한 경우는 긴급피난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분명 공권력에 의한 생명권의 박
탈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국가 공권력이 총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매우 신중함이 요청된다고 할 것이다.
부득이 사용하는 경우에도 생명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나아가서는 마취탄이나 고무탄
과 같은 생명에 치명적인 충격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의 직무수행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생명을 침해하지 않고 보다 효과적인 공권력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할 간접적 의무도 여
기에서 도출될 수 있다고 본다.
358) 憲裁 1996.11.28., 95헌바1, 8-2, 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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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한에 있어서는 기본권주체가 국가적 조치의 단순한 수단이 되는 경우에는 본질적 내용
의 침해가 된다.
④ 기본권제한에는 시간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완전한 사실상
의 무기징역은 분명히 신체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의 침해이다. 그러나 무기징역이라고 하
더라도 당사자의 복무태도에 따라 조기에 석방될 가능성이 존재함으로써 무기징역의 위
헌성은 탈락된다. 다만 조기 석방의 전제조건과 절차 등은 객관적으로 존재하여야 하기
때문에 무기징역제도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한 의무가 국가에게 부과되어 있는 것으로 보
아야 한다.
⑤ 제한으로 인하여 부과된 요건을 기본권주체가 충족시키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
한 경우에도 본질적 내용의 침해가 된다. 예컨대 특정직업에의 진입이 객관적으로 달성할
수 없는 요건으로 인하여 거절된다면 직업선택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의 침해가 된다.
⑥ 본질적 내용 침해의 소극적 판단요건으로서 헌법상의 기본권 제한규정이 과잉금지
원칙을 충족하고, 동시에 그 제한 가능성을 회피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실질적으로 마
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본질적 내용의 침해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상과 같은 판단요소들간의 관계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 예컨대 기본권제한에
대한 법적 통제가능성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개인이 기본권제한의 단순한 수단으로 전락
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본질적 내용의 침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며, 요건을 기본
권주체가 충족시킬 수 없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회피가능성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본질적
내용의 침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359)
(바) 사법권의 역할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의 설정은 헌법의 개별기본권규정에 명시될 수도 있고 입법에 의
해 구체화될 수도 있을 것인데 무엇보다도 실천적으로는 재판관에 의하여 구체적인 경우
에 타당한 한계를 끄집어내어질 것이 요청된다. 이 경우에도 이미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
이 일률적으로 기본권전체에 대하여 본질적 내용을 설정하는 것은 타당하지도 가능하지
도 않은 것으로 보이며 오히려 개별 기본권마다 각각 다를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359) 모
 든 본질적 내용의 침해는 과잉금지위반이라는 점에서 이상의 추가적 판단요소는 과잉금지원칙의 기준
으로도 기능할 수 있을 것이지만 과잉금지원칙은 기본권제한의 목적과 수단간의 비례성을 중심으로 한
개념이라는 점에서 구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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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이에 대하여는 그 해석이 재판관에게 일임되어 재판관이 법창조자 될 것이라는
비판이 가능하지만 이는 본질적 내용의 성격상 일어나는 불가피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더구나 헌법전체는 하나의 커다란 가치 지향적 규범이기 때문에, 재판관이 마음대로 기본
권을 해석할 순 없는 것이다. 만일 재판관이 주관적 해석을 통하여 기본권적 가치를 침해
하면 이는 헌법의 체계정당성(Systemgerechtigkeit)의 원리에 반하게 되므로 재판에 대
한 헌법소원이 인정되는 제도하에서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것이다. 결국 이 문제에 있
어서 재판관은 결코 법창조자가 아니라 법인식 내지는 법발견자라고 보는 것이다.
(3) 적용대상(수신인)
제37조 제2항은 1948년 헌법 제28조나 1972년 헌법 제32조 제2항과는 달리 기본권
제한에 있어서 일반적 법률유보의 형식을 취하고 있고, 그 제한의 한계로서의 본질적 내
용의 침해금지도 입법권 외에 집행, 사법 등 모든 국가권력을 구속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서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 침해금지 규정이 자연법상의 보장을 확인한 것인
지 아니면 헌법에 의하여 비로소 보장되는 바의 실정법상의 보장인지가 문제된다. 전자로
이해할 경우 헌법이론의 문제로서 명문의 규정유무에 불구하고 본질적 내용 침해금지는
인정되는 것이고,360) 후자로 이해할 경우는 명문규정을 전제로 한 규정의 해석문제로 귀
착한다. 자연법적 입장에서는 규정의 유무에도 불구하고 모든 공권력의 행사에 대하여 타
당하다고 본다. 또한 독일 기본법 제79조와 같이 헌법개정의 한계규정이 우리에게는 없
다는 점에서도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 침해금지 규정은 헌법개정권력과 헌법제정권력도
구속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361)
(4) 적용대상 기본권
이미 살펴 본 바와 같이 본질적내용침해금지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 기본권은 원칙적으
로 모든 기본권이다. 다만 평등권의 규범구조와 관련하여서 평등권에 본질적 내용이 존재

360) 이
 러한 견해를 취하는 학설로서는 김철수(주 13), 355:“제37조 제2항 단서의 본질적내용침해금지규정
의 본질적 내용도 자연권설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도출해낼 수 없을 것이다. 실정권설에 의하면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이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서만 확정될 수 있을 뿐이요, 그 본질적 내용이 선존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이와 같은 견해로는 강경근,“자유권적 기본권 50년(Ⅰ)”
, 헌법학연구 제4집 제
1호, (1998.6), 103.
361) 김
 철수(주 13), 451. 따라서 군인 등의 이중배상금지규정은 헌법전에 삽입되더라도 문제가 해결되는 것
은 아니다. 반대: 정태호(주 230), 326. 그러나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헌법개정의 한계가 되므로 그러한
범위 안에서는 기본권의 일정한 내용은 헌법개정권력에 대해서도 보장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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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지에 대해서는 이론이 있을 수 있다. 그 규범구조가 일정한 내용으로 형성된 자유권
과는 다르므로 핵심영역으로서의 본질적 내용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362) 그럼에
도 불구하고 국민은 국가에 대하여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평
등한 취급을 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권리성이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5) 사법관계에서의 효력
사인은 사적 행위를 함에 있어서 기본권이 그 가치의 보전을 위하여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그리하여 더 이상의 기본권적 가치의 침해에 대하여는 참을 수 없다고 하는 바의
한계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적 자치를 향유하게 된다. 이러한 한계적 기능을 바
로 기본권의 본질적내용침해금지원칙이 수행한다. 그러나 기본권의 본질적내용침해금지
원칙이 사인에 대하여도 효력을 발휘한다고 하여 사인을 본질적내용침해금지규정의 직접
적인 규범수신인이라고 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 왜냐하면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 침
해금지는 기본권제한의 경우를 전제로 한 개념이고 사인은 다른 사인의 기본권을 제한할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은 사법관계에 직접 적용될 것을 예정하고 있는 기본권
의 경우에도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예컨대 근로자의 근로3권은 사업자에게 직접 적용되
지만 사업자는 근로자의 근로3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는 식으로 보장되는 것
이 아니라, 사업자는 근로자의 기본권을 제한할 어떠한 권한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에
의하여 근로자의 노동3권은 보장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인에 의해서도 기본
권의 본질적 내용이 사실상 침해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의 보호는 사적자치의 한계가 된다고 보는 것이다.363) 따라서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

362) 동지: 정태호(주 230), 325.
363) 독
 일에서는 특히 라이스너가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이 사법관계에 있어서도 직접적으로 효력을 미친다고
하였다. 그는 모든 기본권은 최종적으로는 더 이상 전적으로 처분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이와 같은 금
지는 기본법 제19조 제2항에 일반적인 형태로 규정되어 있고 이것은 사법을 포함한 모든 법영역에 타당한
것이라고 보았다(Leisner, Grundrechte und Privatrecht, S. 155-160). 그는 기본권의 내용가운데 질적으로 상이
한 영역(즉“본질적”내용)은 어떤 것도 완전히 박탈되어서는 안되고 그 가운데 최소한(Minimum)은 남아있
어야 한다고 하였다(Leisner, Grundrechte, S. 157). 기본권충돌(Grundrechtskollisionen)의 경우에도 당해
기본권의 본질은 지켜져야 한다는 견해로는 L. Schneider, Der Schutz, S. 73-75 참조. 단결권과 관련하여서
뒤츠(W. Dütz)는 단결체의 존속보장은 국가의 침해로부터 보호받을 뿐 아니라 기본법 제9조 제3항 제2문에
언급된 사인에 의한 침해에 대해서도 보호받으며, 이 사인에는 사회적인 차원에서의 반대자들과 함께 동일
한 다른 노동조합들도 포함된다고 하였다(Dütz, Arbeitsrecht, 2. Aufl. C.H.Beck, 1994, Rn. 477). 우리나라에
서는 기본권주체의 동의에 바탕을 둔 기본권침해는 정당화된다고 하면서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부분
에 대하여는 동의가 있더라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견해가 있다(최대권(주 127),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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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법관계에서의 한계설정적 기능은 사법관계에서의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 침해에 대
하여 이를 무효화시키는 힘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

7. 과잉금지원칙과 본질적내용침해금지원칙의 관계
과잉금지원칙과 본질적내용침해금지원칙의 관계는 주로 본질적 내용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와 관련되어 논의된다.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상대적으로 이해하는 견해와 관련
하여 본질적내용침해금지를 과잉금지로 이해하는 견해가 있다.364) 이러한 입장 중에서도
독일에서는 본질적내용침해금지를 필요성이나 비례성으로 대체하려는 견해365)가 있는가
하면 본질적내용침해금지의 본래적 의미를 상실시키지 않으면서 본질적내용침해금지에
서 필요성이나 비례성의 근거를 추가적으로 발견하려고 하는 견해366)가 있다.

가. 학설 및 판례
(1) 대체설
(가) 필요성 대체설
연방대법원은 강제접종에 관한 판결367)에서 기본법 제19조 제2항을 과잉금지원칙 중
필요성의 의미로 이해한 바 있다. 즉,“법률에 의한 제한이 제한에 이른 사실상의 동기와
근거에 따를 때 불가피하게(unbedingt und zwingend) 요구되는 이상으로 그 본질적 효
력과 전개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본질적 내용이 침해되는 것”
이라고 본 것이다.
(나) 비례성 대체설
① 연방헌법재판소의 판례들 가운데는 기본법 제2조 제1항과 관련하여 기본법 제19조
제2항을 비례성의 원칙으로 이해한 경우도 있다:“그 내용을 고려하여 볼 때 이혼서류는

364) 이러한 입장으로는 계희열(주 60), 87 이하.
365) 편의상 이를 대체설(필요성 대체설, 비례성 대체설)로 명명한다.
366) 편의상 이를 추가적 근거설(필요성 근거설, 비례성 근거설)로 명명한다.
367) B
 GHSt 4, 375/376 ff.(1952). 그 외 추가적 정당화에 대해서는 VerwRspr. 8, Nr. 21, 98/104;
BGHZ 22, 167 ff.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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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법 제1조 제1항 및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비밀이 유지되어야 한다. […] 이혼
절차의 서류를 조사관에게 넘기는 것을 승낙함에 있어서 […] 쌍방의 양해가 없는 경우에
는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 정당화되는 경우에만 침해가 허용된다.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기본법 제1조 제1항 및 제19조 제2항과 관련 하에 있는 제2조 제1항을 침해하는 것이다
368)

.”연방행정재판소의 판례에서도 기본법 제19조 제2항과 관련하여 제2조 제1항으로부

터 비례성의 원칙을 도출한 바 있다.369)
② 히펠(Eike von Hippel)은 기본권규범은 가능한 한 넓은 효력범위가 인정되어야 하
지만, 법률유보가 있는 경우에는 보다 높은 가치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한
개별적 자유이익의 보호는 거부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모든 기본권규범은 보호된
자유이익에 아무런 상위의 이익이 대립되지 않는 경우에만 타당하다는 명제가 나온다.370)
즉 이익형량과 비례성의 원칙을 통하여서만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은 보호된다고 보는 것
이다. 이러한 명제가 바로 기본법 제19조 제2항의 의미와 일치하고 또한 자유권의 최대
보호를 보장한다고 보았다.
③ 카우프만(Arthur Kaufmann)의 관계이론에 따르면 권리는 관계이고 대응이기 때
문에 기본법 제19조 제2항은 포섭하여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규범이 아니고, 생명권, 신체
불훼손권, 자유, 재산권 등을 모든 사람의 이해관계와 관련하여 불가결한 것 이상으로 침
해할 수 없다는 헌법제정자의 호소이자, 인권과 기본권이 임의로 처분될 수 없다는 경고
라고 한다.371)
④ 알렉시(Robert Alexy)의 규칙·원리모델이론372)에 따르면 기본권은 원리이다373). 원
리는 일견 타당한 명령에 불과하기 때문에 확정적인 명령이 아니고, 법적 사실적 가능성
이 가능한 높은 정도로 실현될 것을 요구하는 명령이다. 원리를 이렇게 이해하면 이는 비
례성의 원칙과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된다.374) 즉, 원리적 성격은 비례성의 원칙을 의미하고
비례성의 원칙은 원리적 성격을 의미하게 된다. 원리적 성격이 비례성의 원칙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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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 BVerfGE 27, 344/352 (1970).
369) BVerwGE 30, 313/316.
370) Hippel, Grenzen und Wesensgehalt der Grundrechte, S. 50.
371) Kaufmann, ARSP Bd. LXX, 1984, S. 397.
372) Alexy, Theorie der Grundrechte, S. 75-77.
373) Stern, Das Staatsrecht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Bd. Ⅲ/2, S. 868.
374) Alexy, Theorie der Grundrechte, S. 100 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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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은 비례성의 원칙이 그로부터 연역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375) 결론적으로 기본
법 제19조 제2항의 본질적내용보장은 비례성의 원칙 외에 기본권제한의 부가적 한계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비례성의 원칙의 일부가 된다.376)
(2) 추가적 근거설
(가) 필요성의 추가적 근거설
크라우스(Rupprecht von Krauss)의 견해377)에 따르면 기본법 제19조 제2항의 실제적 용
법은 우선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달려있고 이 문제가 개별기본
권과 관련하여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법률유보를 근거로 허용되는 국가
의 간섭은 기본권의 핵심만이 침해되지 않으면 합법적인 것으로 되어서, 입법자는 공공의
이익이 그와 같은 광범위한 제한을 요구하고 있는지 여부는 고려하지 않은 채 본질적 내
용까지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데 반하여, 자유권 자체는 그러한 제한에 대해 아무런 대응
도 할 수 없다는 점을 우려하면서, 바로 이 경우에 기본권 제한 조치의 필요성이라는 문
제가 등장한다고 한다. 이 견해에 따르면 원칙에 대한 예외의 관계에 따라 볼 때, 최후적
한계로서 본질적 내용은 기본권제한의 절대적 한계로서 뿐만 아니라 입법자는 기본권을
제한함에 있어서 존중하지 않으면 안 되는 비례요소(Verhältnis-faktor)로도 나타나고 구체
적으로는 필요성에 따라 결정된다고 한다.
(나) 비례성의 추가적 근거설
① 레르혜378)(Peter Lerche)에 따르면 기본법 제19조 제2항의 의미는 본질적 내용의 침
해 금지라고 하는 협의의 한계 이외에도 수단과 목적의 형량이라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
다고 보기 때문에, 본질적 내용의 침해는 항상 비례적이지 못하며 어떠한 목적도 동조항
의 효력 범위에서는 그러한 침해를 정당화시킬 수 없다고 함으로써 동조항의 소임은 끝나
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 그리하여 본질적 내용의 침해에까지는 이르지 않은 경우들에서는
형량을 명령한 것으로 보고 있다.

375) 이
 와 함께 비례성의 원칙의 근거를 법치국가원리, 판결의 실제, 혹은 정당성의 개념 등에서 찾는 가능성
에 대해서도 열어놓고 있다(Alexy, Theorie der Grundrechte, S. 103).
376) Alexy, Theorie der Grundrechte, S. 272.
377) v on Krauss, Der Grundsatz der Verhältnismässigkeit, S. 49 ff. Krauss는 필요성과 비례성을 구별하면서도 당
시의 통용되는 개념에 따라 비례성을 필요성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S. 18).
378) Lerche, Übermass und Verfassungsrecht, S.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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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뒤리히(Günter Dürig)도 기본법 제19조 제2항은 제1조 제1항에서 승인된 인간의 존
엄이라는 최상위의 법적 가치를 위한 방어규범으로서 최후적이고 넘을 수 없는 바의 보호
요새이지만, 국가가 법률유보를 통하여 달성하려는 공공복리의 목적 성취를 위하여 그 때
그 때 준비하여야 하는 바의 어떤 수단을 적극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수단과 목적의 불균형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그리하여 예컨대 최고가격규제는
그것이 구체적으로 일반 사회 가격구조 하에서 비례적이지 못한 경우에 계약의 자유의 본
질적 내용이 침해되는 것이라고 한다.379)
(3) 검토
우선 기본법 제19조 제2항을 수단이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하고 그 제한의 정도 또
한 최소한으로 그쳐야 한다는 의미의 필요성과 동일시하는 필요성 대체설은 다음과 같
은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즉,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은 어디까지나 기본권에 내재하
는 것380)인데 반해, 필요성의 원칙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동일한 효과를 낳는 수단
들 상호간의 비교라고 하는 기본권 외적 요소에 의해 판단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고 한
다.381) 국가에 의한 기본권제한의 합법성이나 위법성에 대한 기준이 기본권 외적으로 정
해진다면 사실상 입법자는 그러한 기준을 자신의 모든 기본권제한조치를 합법적인 것으
로 해석하는데 동원하게 될 것이다.382) 침해의 동기와 근거가 인정되고 제한의 정도가 반
드시 필요한 정도에 그치면 기본권의 내용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제한할 더 이상의 방법
은 없는 것으로 된다. 또한 기본법에 규정된 몇몇의 가중적 법률유보(quali-fizitierter
Gesetzesvorbehalt)조항에 필요성의 원칙이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383), 이
조항의 구조는 기본권 제19조 제2항과 확연히 구별된다는 점이 지적된다. 예를 들어 기
본법 제11조 제2항은 거주·이전의 자유는 법률에 의하거나 법률에 근거하여서 제한하는
경우에도 충분한 생활기초가 존재하지 않아서 공중에게 특별한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나 혹은 임박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이 허용되는데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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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 Dürig, in: GG, Art. 2 Abs. 1 Rn. 63.
380) Jäckel, Grundrechtsgeltung und Grundrechtssicherung, S. 22.
381) Schneider, Der Schutz des Wesensgehalts von Grundrechten nach Art. 19 Abs. 2 GG, S. 160.
382) Roellecke, Der Begriff des positiven Gesetzes und das Grundgesetz, S. 296.
383) Lerche, Übermass und Verfassungsrecht, S.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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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언구조는“어떠한 경우에도 침해할 수 없다”
고 하는 기본법 제19조 제2항의 문언구조
와 명백히 다르다는 것이다.384) 이 경우 본질적내용침해금지와 가중적 법률유보는 중첩적
으로 작용하게 된다.385) 비례성도 필요성과 비교하여서는 단순한 수단 간의 비교가 아니
라는 점에서 기본권제한의 한계를 보다 구체화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지만, 그러나 그것이
기본권의 내용을 기준으로 결정되는 본질적 내용과 같다고 할 수는 없다.386)
추가적 근거설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비판이 제기된다. 우선 과잉금지의 원칙과 본질
적 내용 보장은 적용에 있어서도 구조적인 차이가 있음이 지적된다. 연방헌법재판소의 많
은 판결387)에 따르면 압도적인 공공의 이익조차도 기본법 제2조 제1항이 보호하는 바의
사적 생활관계형성의 핵심영역에 대한 침해를 정당화할 수 없고, 따라서 비례성의 원칙
에 의한 어떠한 비교형량도 일어날 수 없다고 하였다. 필요성과 비례성은 기본권의 본질
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작용하는 기본권의 제한의 여지를 더욱 좁히는 것을 목적으
로 하는 반면, 기본권의 본질적내용침해금지는 기본권제한에 있어서 최후적 한계를 이루
기 때문이다.388) 나아가서 필요성이나 비례성과 관련하여서는 기본법 제20조 제3항의 법
치국가의 원칙이나 제1조 제3항에 의한 국가권력의 포괄적인 기속으로부터도 국가권력
이 임의로 기본권을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이 별 어려움 없이 도출될 수 있다는 점이 지적
된다.389) 그에 반하여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보호규정은 전적으로 기본권보호를 위한 규범
으로서 법치국가와 관련되어 있지만 별개의 독자적인 규범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과잉
금지원칙과 본질적내용침해금지원칙을 동일시하는 경우에는 사실 고도로 긴급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이 증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384) S
 chneider, Der Schutz des Wesensgehalts von Grundrechten, S. 160; Krüger, DöV 1955, 597/599.
385) Müller, Die Positivität der Grundrechte, S. 58, 59.
386) Stern, Das Staatsrecht Ⅲ/2, S. 872; Schneider, Der Schutz des Wesensgehalts, S. 166.
387) B
 VerfGE 34, 238/245 (1973). 그 외 BVerfGE 6, 32/41 (1957); 6, 389/433 (1957); 27, 1/6 (1969); 27, 344/350
f. (1970); 32, 373/378 f. (1972); 33, 367/376 ff. (1972); 38, 234/245 (1974); 54, 143/147 (1980); 56, 159/165
(1981).
388) M
 artens, VVDStRL 30(1972), 16; Wittig, DÖV 1986, 823; Grabitz, Freiheit und Verfassungsrecht, S. 101;
Schneider, Der Schutz des Wesensgehalts, S. 165.
389) S
 tern, Das Staatsrecht Ⅲ/2, S. 872; Schneider, Der Schutz des Wesensgehalts von Grundrechten, S.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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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나타난 관계
헌법재판소는 기본권의 본질적내용침해금지의 의미와 관련한 일련의 판결들390)을 보면
앞서 기술한 과잉금지원칙의 의미내용과는 사뭇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나아가서 양자를
독립된 심사기준으로 사용하고 있기도 하다.391) 이것은 헌법재판소가 과잉금지원칙의 헌
법적 근거를 헌법 제37조 제2항에 명시된 본질적내용침해금지규정에서 찾지 아니하고 동
조의‘필요한 경우’
에서 찾고 있는 것과도 관련된다.

나. 결론
(1) 양 원칙의 사상적 연계성과 동시 보장의 당위성
사실 어떠한 경우에도 지켜져야 할 본질적 내용을 고수한다는 것은 번거로운 일이다.
많은 경우에 이러한 번거로움은 본질적내용보장을 과잉금지의 보장으로 봄으로써 보다
간편하게 해결될 수 있고, 복잡한 본질탐구의 길을 걸어갈 필요도 없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 헌법 제37조 제2항 후단의 의
미이다. 긴급한 경우에도 번거로운 본질적 내용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평시에 그러한 합의
가 강하게 도출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 과잉금지원칙의 선구로 독일에서 최초에 발전
된 원칙은 필요성의 원칙이다. 그러나 필요성의 원칙은 나치정권하에서 가장 경미한 침해
를 일으키는 수단이라면 언제든지 또 얼마든지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것으로 오해되면
서 이에 대한 반성으로 전후 새로운 비례성의 원칙을 통하여 보강되어 오늘날의 헌법상의
과잉금지원칙이 탄생한 것이다. 그리하여 최소침해를 일으키는 경우에도 보호될 공익과
비례적인 관계에 있는 개인적 법익만을 제한 할 수 있게 함으로써 기본권보장을 확보하고
자 한 것이다. 기본권의 본질적내용침해금지원칙도 이와 비슷한 역사적 경험을 통하여 획
득되었다.392) 따라서 발생사적으로 이들 원칙 간에는 어떤 사상적 연계가 있다. 말하자면
필요성의 원칙을 통해 보장된 기본권은 비례성의 원칙을 통해 또 한번 그 보장이 강화되
고, 최종적으로는 본질적내용침해금지에 의해 그 보장의 완성을 보게 되는 것이다.393) 본
질적내용보장의 이러한 임무에 비추어 볼 때 본질적내용침해금지를 과잉금지와 동일하게
보는 것은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역사의 축을 거꾸로 돌리는 것에 통할 수 있다.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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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 憲
 裁 1989.12.22., 88헌가13, 1, 357; 1995.04.20, 92헌바29., 7-1, 499/509; 1999.04.29., 94헌바
37등, 11-1, 289; 2000.06.01., 98헌바34, 12-1, 607/619; 2000.06.01., 98헌마216, 12-1, 622 등.
391) 憲
 裁 1990. 9. 3., 89헌가95, 2, 245/253; 1991.11.25., 1991.11.25., 91헌가6, 3, 569/581
(1991). 비슷하게는 1990. 9. 3., 89헌가95, 2, 245.
392) 김대환(주 55), 35 이하 참조.
393) Hirschberg, Der Grundsatz der Verhältnismäßigkeit, S. 11-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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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헌법이론적 근거의 유사성과 차이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과잉금지원칙의 헌법적 근거는 기본권과 관련하여 탐구되어야
한다. 그 결과 과잉금지원칙은 헌법상 기본권의 특성(Wesen der Grund-rechte)으로부
터 나온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이 점에서 과잉금지원칙과 본질적내용침해금지원칙은 유
사성을 갖는다. 과잉금지원칙이 기본권의 특성으로부터 도출된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형식원리인 과잉금지원칙은 구체적 개별적 기본권과 관련하여 비로소 기본권의 내용과
관련되는데 반하여, 본질적내용침해금지원칙은 직접적으로 구체적 개별적 기본권의 내용
으로부터 나온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렇게 이해할 때만이 기본권 외적으로 검토됨으
로써 과잉일 수 있는 기본권 제한이 국가권력에 의해 언제나 정당화 될 가능성394)을 방지
할 수 있다.
(3) 수범자의 범위에 있어서의 차이
독일과 같이 헌법개정의 한계395)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우리의 경우에 있어서 본질적내
용침해금지는 헌법개정의 한계를 이룬다는 점에서도 과잉금지원칙과 구별된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에게 있어 본질적내용침해금지규정은 헌법개정권력과 헌법제정권력도 구속
한다고 보아야 한다396). 따라서 헌법상의 제한이 과잉금지를 위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도 그것이 헌법제정권자나 개정권자의 특별한 의미부여를 통하여 정당화될 수 있
는 반면에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위헌이 된다.
(4) 적용상 독립관계
과잉금지원칙과 기본권의 본질적내용침해금지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 원칙의 포섭
관계가 문제된다.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양 원칙은 명백히 구분되는 적용
관념을 가지고 있다. 원칙적으로 과잉금지원칙은 기본권 외적 요소에 의한 법적 평가인데
반하여 본질적내용침해금지원칙은 기본권 내재적 요소에 의한 평가이다. 따라서 실제에
있어서 대부분 과잉되지 않은 침해는 본질적 내용의 침해가 아니고 본질적 내용의 침해는
언제나 과잉된 침해가 되겠지만, 형식 논리적으로는 과잉되지 아니한 기본권의 침해라도

394) Roellecke, Der Begriff des positiven Gesetzes, S. 296.
395) 독일기본법 제79조 제3항.
396) 김
 철수(주 13), 451. 단지 인간의 존엄과 관련되는 범위 안에서는 헌법개정권력도 구속한다는 견해로는
정태호(주 230), 279/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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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질적 내용의 침해일 수 있고, 과잉된 침해라고 하여 반드시 본질적 내용의 침해라고는
할 수 없다. 결국 모든 과잉된 침해가 본질의 침해라고 할 수도 없지만 모든 본질의 침해
가 과잉된 침해라고 할 수도 없다. 과잉금지원칙은 비례적인 것을 찾아 가는 작업인데 반
하여 본질적내용침해금지원칙은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찾아 가는 작업이기 때문
이다. 따라서 판단에 있어서는 의심이 가는 경우에는 본질적 내용의 침해여부를 먼저 판
단하고 침해가 아닌 경우에는 과잉금지원칙의 침해여부를 심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과잉금지원칙의 침해여부를 먼저 심사한 경우에는 의심이 가는 경우에는 원칙의 위배여
부에 불문하고 본질적 내용의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과잉금지원칙도 마찬가지지만 기본권의 본질적내용침해금지원칙도 헌법상 보장되는
자유와 권리를 제한함에 있어서 동원되는 수단의 종류와 정도에 있어서 모두 관련된다.
우선 그 정도와 관련하여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정도의 수단 내지 조치
는 본질적내용침해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 된다. 이것은 대부분 과잉된 조치로 평가
된다. 그리고 동원되는 수단은 헌법상 용인되는 수단이지 않으면 안 된다. 헌법상 용인되
는 수단이라는 의미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기 위한 국가의 수단은 헌법이 예상하
고 있거나 예상할 수 있는 또는 예상이 허용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을 위배한
수단은 과잉금지를 논하기 이전에 이미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의 침해이기 때문에 위
헌이다. 예를 들면 고문, 사전검열 등은 헌법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기본권의 제한방법이
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헌법상 낙태를 기본권제한의 가능한 수단으로 예정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을 수 있다. 이것은 생명권과 관련하여 태아의 생명을 어디서부터 인
정할 것인가라는 또 다른 헌법상의 중요한 문제를 제기하기 때문에 우선은 그것이 선결되
지 않으면 안된다. 다만 수태로부터 헌법상의 생명권의 주체로 인정된다고 보는 경우에는
산모의 생명이 위태로운 지경에 이른 경우에라도 태아를 낙태시키는 것은 태아에 대한 생
명권의 침해가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본질
적내용침해금지원칙의 수범자는 국가권력이기 때문에 국가가 낙태를 법으로 규정하는 경
우에만 헌법위반이 될 것이다.397)
또 과잉금지원칙에 합치하면서도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도 상정할 수 있다. 헌
법 제37조 제2항 전문은“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

397) 본
 질적내용침해금지원칙을 사적자치의 한계로 보는 입장에서는 사적관계에도 적용될 수 있다(이에 대해
서는 김대환(주 55), 31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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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 할 수 있으며, […]”
라고 하고 있다.
여기서 과잉금지는 헌법상의 자유와 권리를 법률로써 제한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기본권
제한의 방법이며 동시에 그 한계이다. 말하자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그 목적이 정당하여야 하고, 제한의 방법은 적절 또는 적정하여야 하며, 기본권주체에 대
해 최소한의 피해를 야기하는 것이어야 하고 그로써 상실되는 개인의 이익은 공익과 관련
하여 일정한 비례관계에 있는 경우에만 제한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동조항의 후문
은“[…]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는 없다.”
고 하고
있는데 그 의미는 과잉된 제한은 물론이고 과잉되지 아니한 제한이라고 하더라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의미이다. 본질적내용침해금지원칙은
또 다른 합헌성판단의 기준이다. 본질적내용침해금지원칙은 과잉금지원칙에 의한 합헌의
연장선을 다른 관점에서 단절하는 과잉금지원칙의 한계로서 작용한다.398) 따라서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만 과잉금지원칙에 합치하는 조치가 있을 수 있는가의 문제는 허구적인
문제제기에 불과하게 된다.

Ⅲ. 현실적 평가
1. 제37조 제1항이 창설적 규정인지 아니면 단순한 확인적 규정에 불과한지에 관계없
이 동조항이 갖는 바의 의미는 대한민국헌법의 해석에 있어서 중요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
다. 그것은 헌법의 명문규정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도출할 수 없는 경우라도 헌법적 효력
을 갖는 바의 국민의 자유와 권리, 즉 불문적(不文的) 자유와 권리를 부인하지 않는데 그
치지 않고, 더 나아가서 이를 적극적으로 긍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해석을 통하여
자유와 권리의 다양한 출현형태를 포섭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지만, 해석을 통하
여도 포섭할 수 없는 바의 어떤 자유와 권리가 존재하게 된 경우에도 이를 보호할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 이와 같이 제37조 제1항은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체계를 완결하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헌법적으로 중
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398) 이러한 판결로는 예컨대 憲裁 1989.09.04., 88헌마22, 1, 179/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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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헌법상 보장된 자유와 권리의 효과적인 보호는 개별적 자유와 권리의 의미에 따른
보호범위 등을 어떻게 확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지만, 현실에 있어서는 오히려 개
별적 자유와 권리의 제한의 가능성과 그 정도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제37조 제2항은 그런 의미에서 자유와 권리의 헌법적 보장의 중심체계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모든 자유와 권리에 대해 통일적으로 제한문제를 규정하는 것이 개별적 자유와 권
리마다 따로 제한의 문제를 규정하는 것보다 기본권보호에 더 친화적인가라는 현실적인
문제는 제기될 수 있다. 견해에 따라서는 헌법상 열거된 개별적 자유와 권리의 각 목록마
다 각각의 고유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도 있다.399) 헌법상 어떤 자유와
권리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라는 문제는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중
요한 기본권 정책에 대한 결단은 헌법제정자 내지는 헌법개정자가 내리는 것이 타당하다
는 점에서 이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400) 또한 이 견해는 개별기본권마다 다른 차별화된 기
본권특유의 제한구조가 법적 명확성의 측면에서도 선호될 수 있다. 그러나 국내의 기본
권보장이 국제적 인권보장과 점점 중첩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제37조 제2항과 같
은 단순한 통일적인 제한규정을 둠으로써 해석을 통하여 국제적인 인권보장과의 차이를
회피하기 위한 장치로서 기능을 하게 할 수도 있다.401) 이와 같은 제37조 제2항의 옹호적
견해는 규정이 간명하여 해석이 용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선호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어떤 유형의 법률유보조항을 둘 것인가는 선택적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인권의 국제화
경향을 고려할 때 다른 형태의 기본권제한 구조를 고려하기보다는, 현행의 제37조 제2항
의 규정을 자유와 권리의 효율적인 보장을 위해 해석·운용하여 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
진 현실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다.

399) S
 chmitz, Thomas, Die EU-Grundrechtecharta aus grundrechtsdogmatischer und
grundrechtstheoretischer Sicht, JZ 2001, 833-843 (838): 이 견해는 1975년의 그리스헌법이나
1997년의 폴란드헌법 그리고 독일기본법과 같이 유럽의 일반적인 경향은 개별적인 법률유보조항을 두
는 것이라고 한다.
400) 비슷한 논거로는 Pache, Die Europäische Grundrechtecharta, EuR 2001, 490 참조.
401) K
 okott, J., in: Merten/Papier (Hrsg.), Handbuch der Grundrechte in Deutschland und Europa, Bd. Ⅰ:
Entwicklung und Grundlagen, Müller(Heidelberg: 2004), §22 Rn. 16 참조. 또한 Jarass, Hans D., EÚ́Grundrechte, Beck(München: 2005), § 6 Rn. 25 도 참조. 2007년 12월 선포된 유럽연합기본권헌장이 통일
적인 일반적 법률유보조항을 취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관점에서 이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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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38조
이덕연
第38條
모든 國民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納稅의 義務를 진다.

Ⅰ. 기본개념과 입헌취지
1. 개요
납세의무는 국방의무와 함께 국민의 2대 기본의무로서 국가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이
른바 고전적인 의무에 속한다. 우리 헌법은‘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 납세의 의무’
를 국민
의 기본의무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제38조), 납세의무를 구체화하는 입법수권, 즉 조세
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률유보조항(제59조)을 두고 있다.
규범구조상 조세평등주의, 조세법률주의 등의 과세원칙이나, 조세국가원리를 비롯한
조세의 정당화론 등 조세입법에 대한 헌법 및 헌법이론적 지침과 한계에 대한 논의는 제
38조와 제59조 중 어떤 조항과 연관해서도 진행될 수 있다. 다만, 편제상 제38조는 제2
장‘국민의 권리와 의무’
에 통합되어 배열되어 있고, 제59조는 통치구조에 관한 제3장에
국회의 입법권한규정으로 배치되어 있는 규정체계는 기본적으로 총론과 각론의 체계에
해당되는 바, 과세원칙 등 적어도 총괄적인 핵심논점은 제38조에 대한 주석에서 정리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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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생각된다.1)
이러한 맥락에서 우선 국민의 기본의무의 의의와 법적 성격을 개관하고, 핵심논점을 정
리하는 차원에서 납세의무의 기본개념과 입헌취지를 검토한다.

2. 국민의 기본의무의 의의와 법적 성격
국민의‘기본의무’
는 국가공동체 구성원 개개인의 의무 중에 헌법에 규정된 기본적인
대국가적 의무를 말한다.
우선 그 범위를 보면, 대국가적 관계가 아닌 시민 상호관계에서의 의무나 국가기관의
의무 및 일반 법률상의 의무는 이에 속하지 아니한다. 일반적으로‘기본권’
의 개념에 대한
대비개념으로 이해되는‘기본의무’
의 개념에서‘기본’
의 의미는 해당 의무의 내용과 속성
에 대해서도 그대로 원용될 수 있는 바, 보편성과 중대성 및 그에 따른 특별취급의 당위
성이 그것이다. 말하자면 국가공동체의 구성원인 국민 모두에게 지워지는 부담이고 또 그
부담이 국가의 존립과 운영에 필수불가결한 중대한 내용이고, 따라서 그 이행의 강제와
실효성 확보수단 등과 관련하여 법적으로 특별하게 취급된다는 의미를 갖는다.2)
국민의 기본의무는 일반적으로 헌정사적 관점에서‘고전적 의무’
와 20세기 현대 헌법상
의‘현대적 의무’
로 분류하는데, 그에 따르면 전자에는 납세의무와 국방의무가 속하고, 재
산권 행사의 공공복리적합의무, 근로의무, 교육의무, 환경보전의무 등이 후자의 예로 적
시되고 있다.3)

1) 총괄적인 부분과 세부적인 내용을 배분하는 양적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헌법교과서의 기본편제도 다르
지 아니하다.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7, 700이하; 김철수, 헌법학개론, 박영사, 2007, 1005 이
하;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07, 677 이하; 홍성방, 헌법학, 현암사, 2003, 656 이하; 허영, 한국헌법
론, 박영사, 2007, 594 이하. 다만, 계희열, 헌법학(중), 박영사, 2007, 771; 정종섭, 헌법학원론, 박영사,
2007, 731, 886 이하; 장영수, 헌법학, 홍문사, 2007, 92, 1139 이하, 등 일부는 기본의무에 관한 부분에
서는 납세의무의 기본개념만을 기술하고, 주요 논점은 제59조의 조세법률주의와 관련해서 총괄하여 정리
하고 있다.
2) 기본의무 개념의 변천에 관해서는 홍성방,“국민의 기본의무”
, 공법연구, 34-4-1(2006.6), 314 이하.
3) 민
 주국가국민의 일반적 의무와 헌법상 의무(권영성(주 1), 699-700)로 나누거나 또는 국가창설적인 국민의 의
무, 기본권에 내포된 윤리적 의무, 헌법상의 기본적 의무로 나누는 등(허영(주 1), 590-593) 기본의무의 분류
방법은 다양할 수 있다. 다만 기본의무를 헌법에 규정된 의무로 한정하는 개념정의에 따르면 이러한 분류방법은
일반적인 국민의 의무와 관련된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홍성방, 헌법학, 655, 주석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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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분류방법에 따른‘고전적 의무’
와‘현대적 의무’
의 구별은 단순히 헌정사적 맥락을
넘어서 의무의 태양과 성격상의 차이점과도 연결된다. 즉 전자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권
등 우선 자유권적 기본권의 보장수단으로서 소극적 성질의 의무인데 반해서, 20세기 사
회국가, 문화국가, 환경국가의 환경조건에 부응한 후자는 보다 적극적인 의무이고, 따라
서 일반적으로 권리와 의무가 혼합되어 있는 복합적인 양태를 보이는 바, 이는 법적 성격
의 차이와도 연관된다.
일반적으로 기본의무의 법적 성격과 관련해서는 직접효력설과 간접효력설 등이 제기
될 수 있으나, 적어도 국민의 기본의무를 실정헌법상의 의무로 전제한다면 실익이 없는
구별일 뿐이다. 법적 성격과 관련된 핵심은, 기본의무의 내용이 헌법에 의해 직접 정해지
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의해서 구체화된다는 점에서 헌법상의 기본의무는 소극적인 관점
에서는 헌법에 규정이 없는 의무를 법적 의무로 무한정 확장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확정선의 의미를 갖고,4) 다른 한편 적극적인 관점에서는 헌법의 과제와 입법에 대한 수권
근거의 헌법적 근거가 된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규범구조적 측면에서 기본의무는 일종의
제도보장과 기본의무 구체화적 법률유보조항의 성격을 갖는다.5)

3. 납세의무의 기본개념 및 의의
가. 조세의 개념
대부분의 입법례가 그러하듯이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헌법이나 국세기본법 등 조세관
련법령에서 조세의 법적 개념을 정의하고 있지 아니하다.6) 학설과 판례를 통해 일반화
된 개념정의에 따르면 조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충당의 목적으로 반대급부
없이 일반 국민에게 강제적으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공법상의 부담금이다.7) 요컨대, 국
가의 유지와 운영을 위한 재원확보의 객관적인 목적성과 조세의 부담 여부 또는 그 크기

4) 김철수(주 1), 1004.
5) 허영(주 1), 594; 홍성방, 헌법학, 655.
6) 이에 관해서는 김성수, 세법, 법문사, 2003, 3 이하 참조.
7) 우리 헌재는 재정수요의 충족과 함께 경제사회적 특수정책실현의 목적을 포함시켜서 개념을 정의하였다.
憲裁 1990.9.3. 89헌가95, 2, 245, 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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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른 특정한 반대급부와의 비견연성이 핵심적인 개념적 요소이다. 따라서 특정한 재
화나 행정서비스의 제공에 대한 반대급부와 연관되는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등은 조
세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논란이 전혀 없지는 아니하지만 재정목적이 아닌 또는 적어
도 재정목적 보다는 특별한 경제사회정책적 목적이 더 강한 이른바 유도적, 조정적 조세
(Lenkungssteuer)의 경우는 학설과 판례를 통해 합헌적인 조세로 인정되고 있다. 다만
이른바 특별부담금(Sonderabgabe)의 경우는 매우 엄격한 정당화요건 하에서만 예외적
으로 합헌으로 인정된다.8)

나. 납세의무 헌법규정의 의의
헌법 제38조에서 납세의무를 국민의 기본의무로 규정한 것은 일차적으로는 국가존립
의 재정적 기반이 되는 납세의무를 헌법적 의무로 규정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법률로
정하도록 하여 납세의무 또는 국가의 조세고권도 법치국가원리와 민주주의원리에 의해서
지배된다는 기본지침을 제시한 것이다. 헌법유보사항으로 규정된 납세의무는 생명과 재
산 등 국가의 기본권보호의 비용의 관점에서든 또는 경제활동을 통한 소득 및 재산증식의
기회를 제공하는 시장의 개설 및 유지비용의 측면에서든 국가공동체 구성원 모두에게 유
보된 헌법적 의무로서 그 자체의 정당화는 헌법규범적으로 선결된 추상적 의무로 존재한
다. 이를 구체화는 조세입법에 대한 헌법의 지침과 한계, 특히 조세평등원칙은, 후술하는
바와 같이 특정한 재정학적 관점에 고착된 것은 아니지만, 근본적인 국가관과 재산권 등
의 기본권을 중심으로 하는 헌법도그마틱에 의해 설정된다. 이러한 점에서“의무는 원칙
적으로 기본권의 효력을 배제한다”
는 전제와 그에 따라 기본권은 원칙적으로 조세부담에
대한 대항의 논거가 될 수 없다는 법리구성9)은 추상적인 의무의 범주에서만 타당하다.
요컨대, 후술하는 조세법률주의는 별론으로 하고, 국가가 직접 경제주체로 나서서 경비
를 조달하는‘국가경제’
와, 과세를 통해 사경제활동의 과실에 참여하는 모델 두 가지 중에
후자의 대안을 선택한 납세의무의 헌법제도화와 더불어 헌법에 납세의무를 국민의 기본의
무로 정한 것의 재정정책적 함의의 핵심은 다음 두 가지로 정리된다. 정책과정상 조세와
지출부문의 결정, 특정인 또는 특정집단의 조세납부자와 국가 재정력의 분리와 함께 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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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이에 관해서는 김성수(주 6), 13. 특히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관련 결정에 대해서는 27-37 참조.
9) 정종섭(주 1), 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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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재원공여자로부터 재정국가의 독립이 국가운영에 대한 헌법상의 제도적 지침으로
확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에 관해서는 후에 조세국가원리에 관한 논의에서 상술한다.

Ⅱ. 연혁
납세의무를 기본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헌법 제38조는 조문번호의 변경 외에는 제
헌헌법에서 기본권에 관한 제2장 제29조에 규정된 이래 그대로 이어져 오고 있다. 4차
개헌까지는 편제도 그대로 유지되었고, 제3공화국헌법(제5차개헌, 1962년), 유신헌법(제
7차개헌, 1972년)에서는 제33조에, 제5공화국헌법(제8차개헌, 1980년)에서는 제36조에
규정되었다.
반면에, 후술하는 바와 같이 기능적인 관점에서 볼 때 조세입법에 대한 기본적인 수권
근거규정과‘조세의 종목과 세율’
에 관한 구체적인 법률유보규정의 관계에 있는 현행 헌
법 제59조는 내용은 변화가 없었지만 조문편제는 적지 않은 변화를 거쳤다.‘재정’
에관
한 별도의 장(제7장)을 두었던 제헌헌법에서는 제90조에 규정되어서 제4차개헌까지 그대
로 유지되었지만, 제5차개헌을 통해 처음으로 통치기구에 관한 제3장 제55조에 규정되기
시작해서 대통령 관련 규정이 국회에 우선되었던 제7차, 제8차개헌을 통해 제94조, 제95
조, 현행 헌법 제59조에 이르고 있다.

Ⅲ. 입헌례와 비교법적 의의
시민의 납세의무를 전제로 국가의 과세권에 대한 법률적 통제와 조세입법의 의회(대표)
유보가 헌법체제로 확립된 시초는 1776년 미국의 독립과 1787년의 미국연방헌법에서 찾
아지지만,‘대표를 통한 국민의 동의가 없이는 조세를 부과할 수 없다’
는 근대법치주의가
명시적으로 헌법에 규정된 것은 1789년의 프랑스 인권선언을 수용한 1791년 프랑스헌법
이었다.10)

10) 세금과 관련된 근대 법치주의의 발전사에 대해서는 이창희, 세법강의, 박영사, 2007, 12-14.

헌법주석서 Ⅱ

522

프랑스대혁명을 촉발한 직접적인 원인이 방만한 재정운영과 그에 따른 과도한 조세부
담이었다는 점을 고려 할 때, 헌정사적 관점에서 그 의미는 혁명 주체였던 시민세력이 장
악한‘의회의 승인, 즉 조세법의 근거가 없는 어떤 공적 부담도 부과할 수 없다’
는‘무대표
무과세’
(no texation without representation)의 원칙이 혁명승리의 전리품으로 헌법차
원에서 확보되었다는 것에서 찾아진다. 따라서 그 일차적인 기능은‘형식적 법치주의’
로
서 충분히 제한될 수 있는 정치경제적 조건 하에서 납세의무를 국민의 기본의무로 규정하
여 조세의 재정충당기능을 확보하는 동시에 조세법률주의를 헌법에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무분별한 과세권으로부터 시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어적 또는 소극적 성격에서
찾아진다.
납세의무를 국민의 기본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우리 헌법과 유사한 최초의 입헌례는“모
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공적 부담을 능력에 비례하여 균등하게 부담한
다”
고 규정한 바이마르 헌법 제134조이다. 바이마르 헌법의 영향을 크게 받았던 현행 일
본국헌법(1946년 11월 3일 제정, 1947년 5월 3일 시행)은“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 납세의무를 진다”
는 별도의 기본의무규정(제30조)과 함께‘재정’
에 관한 제7장에서
“새로 조세를 과하거나 현행의 조세를 변경할 때는 법률 또는 법률이 정하는 조건에 의하
지 않으면 아니된다”
(제84조)는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하고 있다.‘재정’
에 관하여 독립된
장을 두었던 제헌헌법의 체제와 자구까지 동일하게 규정된 제29조는 일본국 헌법의 조항
을 그대로 차용한 것으로 여겨진다.
기타 납세의무에 관한 기본의무조항을 별도로 두지 아니하고, 우리 헌법 제59조와 유
사한 조세법정주의만을 규정하고 있는 입헌례로는 벨기에 헌법 제170조, 덴마크 헌법 제
43조, 핀란드 헌법 제61조, 프랑스 헌법 제34조, 그리스 헌법 제78조 제1항, 이탈리아
헌법 제23조, 일본 헌법 제84조 등이 있다.

Ⅳ. 다른 조문과의 체계적 관계
헌
법

1. 개요
민주적 법치국가와 조세국가체제의 헌정국가에서 헌법 제38조가 국가의 헌법적 과제,
즉 시민의 생명과 재산 등기본권의 보호와 거래질서와 사법질서의 확립을 통한 거래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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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시장관리의 비용을 시민이 부담하는 추상적인 기본의무를 선언적으로 규정한 이른바
11)
‘의무프로그램규정’
이라고 한다면, 이 납세의무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 등을 정하는 입법

을 통해서 구체화된다. 추상적인 의무프로그램을 현실화하여 직접적인 구체적 의무로 형
성하는 입법자는‘조세평등의 원칙’
,‘조세법률주의’
를 존중해야 하고, 재산권을 비롯하여
관련되는 기본권의 제한에 대한 헌법적 한계를 준수해야 한다.
헌법재판소도 평등권, 재산권, 조세법률주의, 소급과세금지원칙 등을 과세권에 대한 헌
법적 한계로 제시하여 조세법률에 대한 위헌심사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는 바,12) 입법권자
에 대한 수권근거규정인 동시에 간접적인 효력을 갖는 제38조는 우선 조세법률주의의 구
체적인 법률유보근거규정인 제59조와‘기본법’
과‘시행법’
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고,
제59조에 의거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정하는 조세입법형성에 대한 헌법적 한계의 규범체
계 속에서 법치국가원리는 물론이고, 특히 기본권제한입법에 대한 헌법적 한계의‘일반조
항’
이라고 할 수 있는 헌법 제37조 제2항을 비롯하여 재산권(제23조), 직업의 자유(제15
조) 등 관련되는 개별 기본권규정들과 이른바‘한계-한계’
의 논리형식으로 연관된다. 상
세한 내용은 제59조에 대한 주석에서 다루어질 것이고, 여기에서는 이론적으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재산권의 보장과 평등조항(제11조)과의 관계만을 간략하게 정리한다.

2. 재산권 보장(제23조)과 과세
종래의 일반적인 기본권도그마틱에 따르면 국가의 과세는 원칙적으로 사유재산권의 침
해가 아닌 것으로 본다. 그 헌법적 근거는 여러 가지가 제시되고 있지만, 대체로 두 가지
로 대별된다.13)
첫째는 납세의무를 국민의 헌법상 기본의무로 정하고 있는 경우 재산권은 납세의무에
대항할 수 있는 헌법적 준거가 되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사유재산권의 헌법상 보장은 납

11) 허영(주 1), 594.
12) 예컨대, 憲裁 2002.8.29. 2001헌가24.
13) 김성수,“국가의 과세권과 국민의 재산권보장과의 관계”
, 고시계(1991.2), 69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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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에 의하여 국가에 공여하는 재산을 제외한 부분에 국한되어 인정된다는 논리다.14) 이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조세입법을 선재하는‘보호영역’
을 갖는 재산권에 대한 제한이 아니
라, 헌법 제23조 제1항에 의거 납세자의‘재산권의 내용과 한계’
를 정하는, 즉 재산권의
‘보호영역’
을 원천적으로 형성하는 입법행위의 결과로 보는 해석론이다.
둘째는 사유재산권보장의 본질이나 과세의 특성 등을 주목하여 제한의 정당화, 즉 재산
권에 대한 제한성은 인정하되, 침해성을 부인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논증하는 방법이다.
예컨대, 재산권이‘재산의 현상태’
가 아니라‘사적 유용성’
과‘임의적 처분권’
을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세에 의한 재산권침해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는 입장, 보편성을 이유
로 평등권의 관점에서 과세를 재산권에 대한 일반적인 제한으로 보거나 또는 재산권의 사
회적 기속성을 근거로 정당화하는 견해 등이 있다.15) 이러한 입장들은 기본권 도그마틱상
‘보호영역’
에 초점을 맞추는 전자의 경우와 달리‘제한의 한계’
와 연관된 논증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상이한 입장에 따라 다양한 이론과 논증방법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재산권과
세금의 관계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통일된 의견으로 정리되고 있지 못하다. 이러한 현상
은 후술하는 바와 같이,‘기본권과 조세의 단절론’
을 견지해 온 전통적인 기본권도그마틱
의 이론적 한계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재정조달수단으로서 뿐만 아니라 경제
및 사회정책의 수단으로서 유연성과 탄력성이 강조되는 조세의 일반적인 특성과, 직접세
와 간접세, 보통세와 특별세, 기타 목적세 또는 유도세 등 조세의 종류에 따라 천차만별
인 기능과 성격, 특히 기본권에 대한 직간접적인 영향의 복잡다양성에 따른 일반이론화의
한계와 과세권의 헌법적 한계를 계량화하기 어려운 문제점16) 등에서 비롯된다.
다만, 이론과 판례의 큰 흐름 속에서 확립된 견해로 공유되고 있는 전제와 정향점은 국
가의 과세권 역시 헌법적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다. 이른바 거시적인 국

14) 이
 에 관한 상세한 것은 김성수,“경제질서와 재산권보장에 관한 헌재결정의 평가와 전망”
, 공법연구 334(2005.6), 152 이하. 다만, 재정충당목적의 과세가 아니라 목적세, 유도세 등 물가안정, 경제조정 등 정
책목적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과세의 경우는 재산권에 대한 제한성을 인정하는 견해가 있다. 정종섭(주 1),
573.
15) 이
 에 관한 독일에서의 다양한 논의에 대한 소개는 허영, 헌법이론과 헌법, 박영사, 2006, 601-602; 김성
수(주 6), 92-106.
16) 전광석, 한국헌법론, 법문사, 2007, 328.

총강 및 기본권에 관한 장 (제23조부터 제39조까지)

525

헌
법
제
3
8
조

가체제차원의 담론주제인‘조세정당화론’
의 핵심이 바로 국가의 과세권에 대한 헌법적 한
계의 이론적 토대를 구축하는 이론구성의 작업이고,17) 국가의 방만한 재정운영과 무분별한
조세입법에 대한 무장해제에서 벗어나서 특히 재산권규정에서 국가의 과세권에 대한 헌법
적 방어수단을 도출하고자 하는 학계의 이론적인 노력과 헌법재판실무상의 관심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 요컨대, 조세입법자에게는 상대적으로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가 인정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조세제도가 헌법적으로 정당화되는 것은 아닌 바, 조세입법형
성권도 개인의 재산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원칙을 준수하면서 최소한으로 행사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과잉금지원칙 위반과 함께 헌법 제23조 제1항 제1문에도 위반되는 것으
로 평가된다는 논리구성과 실무상 적용의 가능성에 대한 탐색의 노력이 그것이다.18)
현재 우리나라에서의 이론적인 논의와 헌법재판실무와는 적어도 그 방향과 속도에서
거리가 없지 아니하지만, 독일에서의 세법에 대한 기본권심사와 관련된 이론전개는 우리
에게도 유용한 참고자료로 사시하는 바가 적지 아니하다고 생각되어 그 동향을 간단하게
소개한다. 논의의 흐름은 크게 세 단계로 나누어지는 바, 세법에 대한 재산권 등의 관련
기본권을 준거로 하는 헌법적 통제가 전면 배제되었던‘단절의 단계’
와 조세입법권이‘윤
곽질서’
로서 헌법의 통제권 내에 포함되게 되는‘인입의 단계’및 기본권이 세법에 대한
구체적인 통제규범으로 적용되는‘포착의 단계’
가 그것이다.19) 다만 후자의 두 단계는 국
가의 과세권에 대한 헌법적 통제의 가능성과 필요성 자체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 하되,
절제 또는 적극적인 통제확대의 필요성에 대한 기본적인 시각의 차이에 따른 상이한 입장
인 바, 순차적인 선후의 단계라기보다는 여전히 현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접근의 대안일
뿐이다.20)

17) 이에 관해서는 상세한 소개는 김성수(주 6), 61-154.‘조세의 정당성’문제와 관련하여 매우 평이하게 서
술하면서도 깊은 헌법철학적 성찰을 토대로 유용한 헌법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는 최근의 문헌으로
는 P. Kirchhof, Die Erneuerung des Staates, 2006. S. 80-106.
18) 예컨대, 김성수(주 14), 152이하. 헌법재판소도 적어도 수용에 이르는 정도로 재산권을 제한하는 경우에
는 이른바‘교살적 조세’
로서 헌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재산권침해로 본다. 예컨대, 憲裁 1990.9.3.
89헌가95; 1997.12.24. 96헌가1; 2001.6.28. 99헌바54; 2001.12.20. 2001헌바25; 2002.12.18. 헌
바27 등.
19) Vgl. K. Vogel, Die Steuergewalt und ihre Grenzen, in: P. Badura/H. Dreier(Hg.), Fs. 50 Jahre
Bundesverfassungsgericht, Bd. II, S. 529ff.
20) 좀 더 상세한 논의는 이덕연, 재정헌법의 흠결에 대한 헌법정책적 평가, 한국법제연구원, 2005, 6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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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등권(제11조)과 조세평등
우리 헌법은‘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
에 의하여 모든 생활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제11조 제1항)하여‘기회균등’
과‘자의금지’
를 내용으로 하는‘일반적인
평등권’
을 모든 기본권의 실현의 방법적 지침과 준거로 천명하고 있다.‘조세평등의 원칙’
도 불일반적인‘차별대우금지’
에 따른 구체적인 효과의 하나인 바, 헌법적 입법수권에 따
라 추상적인 조세의무를 구체화하는 즉 조세의 종목과 세율을 정하는 조세입법형성권자
도 당연히 과세요건법정주의와 과세요건명확주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조세법률주의와 함
께 조세평등의 원칙을 존중해야 한다.
다만, 차별대우금지의 요청은 합리적인 준거에 따른 차별대우까지 금지하는 절대적 평등
이 아니라, 상대적인 평등, 즉 합리적인 이유와 기준에 따라‘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
르게’취급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21) 그 기능과 특성이 일반적인 기본권제한입법
과는 크게 다른 조세입법의 경우 차별 또는 무차별의 과세에 대한 헌법심사의 통제규범으
로서 평등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과 한계 및 그 양식 또한 달리 접근될 수밖에 없다.
조세입법자에 대한 평등원칙의 기준, 즉 차별과 무차별의 합리적인 근거로서의 객관성
은 기본적으로 도그마틱의 범주에서 도출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근본적인 국가
관과 및 정치적 결정의 기조에 따라 또는 직접세와 간접세, 보통세와 목적세 등 조세의
종류나 과세대상의 성격에 따라 상이한 기준에 의해 정당성의 근거가 제시될 수 있을 뿐
이다. 더욱이 조세의 기능이 재정충당기능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정책수단으로서
의 복합적인 기능이 중시되는 오늘날의‘조세국가-재정국가-민주적 법치국가’
의 체제에
서 조세정당화의 기준은 특정한 재정학의 입장과 연계되는 고착된 단일의 국가관이 아니
라 이른바 혼합체제를 전제로 다양하게 설정될 수밖에 없다. 논란이 전혀 없지는 아니하
지만, 조세평등의 헌법적 원칙으로 확립된‘응능과세원칙’
도 추상적인 법원칙으로서의 당
위성보다는 이론적인 논의의 관심과 초점은 결국 구체화의 척도, 즉 부담능력을 평가하는
관점과 기준을 설정하는 문제와 동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합리적인 준거와 그 범
위를 제시하는 것에 모아진다.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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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예컨대 憲裁 1996.3.28. 94헌바42; 1999.3.25.98헌가2; 1999.2.25. 96헌바64 등
22) 이에 관해서는 이동식,“응능과세원칙”
, 공법연구 32-5(2004.6), 618-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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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컨대, 헌법 제11조는 국민의 납세의무를 구체화하는 조세입법에 대하여 적용되는 평
등원칙의 헌법적 근거인 동시에, 헌법상의 추상적인 원칙인‘응능과세원칙’
에 따라 조세
체계를 구축하고 개별 세법을 형성하는 조세입법형성자에 대하여 합리적인 차별 또는 무
차별의 기준을 설정하고, 동 원칙 적용의‘원칙과 예외’
의 합리적인 분계선을 획정하라는
입법지침과 헌법적 한계를 제시하는‘일반조항’
(General Klausel)적 성격의‘국가목적규
정’
(Staatszielbestimmung)23)에 해당된다.

Ⅴ. 개념과 원리에 대한 판례 및 학설
1. 개요
‘법률이 정하는 바’
에 의한 납세의무를 국민의 기본의무로 규정한 헌법 제38조는 국가
의 재정적 기반의 형성이라는 조세의 적극적인 측면에서 국가운영의 경비를 원칙적으로
조세를 통해 조달해야 하는 재원조달의 형식, 역으로는‘국가경제’또는 이른바‘기업형국
가’
(Unternehmerstaat)를 배제하면서 경제적 자유를 보장하는 국가체제와 함께 재산권
등의 경제적 자유에 대한 침해의 방지라는 조세의 소극적인 측면에서 납세의무의 구체화
에 대한 입법수권과 함께 헌법적 한계를 선언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상세한 논의는 과세법정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59조의 평석에 맡기되, 여기에서
는‘조세국가원리’
와‘조세법률주의’
에 대한 학설 및 판례의 동향과 헌법이론적 논의의 현
황만을 정리한다.

2. 조세국가원리
사회적 법치국가 과제수행의 두 가지 중요한 수단인 법과 돈 두 가지 중에 국가재정의
측면에서
‘국가수입 조세충당’
의 원칙을 내용으로 하는 조세국가는 독일에서 법적 개념으

23) J. Isensee, Steuerstaat als Staatsform, in: FS H.P. Ipsen, 1977, S. 409.

헌법주석서 Ⅱ

528

로 논의 및 체계화된 것으로서 명시적인 헌법규정은 없고, 그 법적 효과에 대해서도 회의
적인 의견이 적지 아니하지만24) 법치국가원리, 민주주의원리 등과 마찬가지로 일종의‘국
가목적조항’
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25)
우리의 경우에도 많이 논의되지는 못하였지만,‘경제적 자유’
와‘부담평등’
을 조세국가
의 본질적인 요청으로 보는 입장에서 제38조 및 평등원칙(제11조 제1항), 재산권(제23
조), 직업의 자유(제15조) 등의 규정을 근거로 우리 헌법도 조세국가를 전제하고 있다고
보는 견해가 제시되고 되고 있다.26) 헌재도 그 의미와 내용, 법적 효과 등에 대해서는 구
체적으로 정리한 바 없지만,‘조세우선의 원칙’
과‘자력집행원칙’
을 조세채권의 확보수단
으로 확인하면서 현대국가의 재정형태로 조세국가가 전제된 것으로 보았고,27) 국가과세
권의 적극적인 근거의 하나로‘조세국가원리’
를 적시한 바 있다.28)
현실적으로 국가수입 중에 조세가 차지하는 절대적인 비중은 떠나서도, 생존배려와 복
지를 국가의무로 하는 현대의 사회국가와 사회국가실현의 수단과 형식의 관점에서 표현
되는 재정국가 및 법치국가는 조세국가의 연결고리에 의해서 일관된 연계체계로 구성되
어 있다는 점에서 적어도 국가의 재정형태에 관한 추상적이고 형식적인 원칙으로서 이해
되는 조세국가원리는 헌법원칙으로 인정하는 것은 별 무리가 없어 보인다. 다만, 전술한
바와 같이 조세국가원리를 헌법원칙으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조세입법과 재정운용 및
재정과 관련된 구체적인 국가활동 등에 대한 행위규범 및 통제규범으로서 적용의 가능성
과 한계 및 그 구체적인 법적 효과에 대해서는 제대로 정리되어 있지 못한 바, 앞으로 많
은 논의가 필요하다. 여기에서 이에 관한 상세한 논의는 약하되, 다만 조세국가원리에 관
한 논의의 동향과, 구체적인 법적 효과와 관련된 문제점만을 간략하게 정리한다.
원래‘국가수입 조세충당’
의 원칙을 내용으로 하는‘조세국가원리’
는 국가의 영리활동
에 대한 헌법적 한계의 근거로 제시되었고, 목적세 성격의 특별부담금이 재정정책수단으
로 많이 활용되면서 부담평등의 원칙과 관련하여 논의범위가 확대되었으나 세입형식에

헌
법

24) 김성수(주 6), 70-74.
25) J. Isensee(주23),
26) 차진아,“조세국가의 헌법적 근거와 한계”
, 공법연구 33-4(2005.6), 320.
27) 憲裁 1990.9.3. 89헌가95, 2, 245, 260.
28) 憲裁 2002.8.29. 2001헌가24, 14-2, 138,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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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헌법적 제한의 관점에서는 그 실익이 크지 않다는 인식이 확대되었다. 최근에는 오
히려 세출형식의 선택에 대한 헌법적 제한에 초점을 맞추어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29)
우선 전술한 바와 같이 조세국가원리의 실체적인 내용이 충분히 구체화되지 못하였고,
따라서 행위규범 또는 통제규범으로서 그 구체적인 헌법적 효력의 내용도 제대로 규명되
지 못한 상태이지만, 적어도 이른바‘원칙-예외관계’
에서 세입측면에 요구되는 형식의 명
확성(Formenklarheit)과 구속성(Formenbindung)의 요청은 세출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더욱이 최근에 동 원리의 핵심은 전형적인 세입형식으로서 조세의 절대적 우선
성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견해가 제시되고 있는 바, 이에 따르면 기본권침해 등의 헌
법상 문제가 없는 한 기본적으로 세입형식의 선택은 입법형성의 자유에 맡겨져 있고, 세
입형식에 대한 조세국가의 요청은 일반적인 목적의 국가사업을 위하여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는 재원을 최대한 조달하라는 헌법차원의 명령으로 이해된다.30)
따라서 예컨대, 특별부담금과 같은 조세외의 세입형식 자체에 대한 헌법적 한계는 유연
하게 설정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실질적인 내용상의‘특별한 정당성요
건’
, 그 중에서도 특히‘형식의 명확성’
과 그에 따른 헌법적 한계는 오히려 세출의 측면에
서 더욱 엄격하게 요구·적용된다는 관점에서 조세국가원리의 재정운용에 대한 객관적인
헌법적 한계와 지침으로서 구체적인 법적 효과와 관련해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둘째로 조세국가원리의 객관적인 통제규범으로서 적용가능성 및 그 법적 효과와 관련
해서는 대체로 세 가지 논점이 제시되고 있는 바, 조세국가원리에서 조세 이외의 공과금
부담의 입법에 대한 헌법적 한계와 지침이 도출될 수 있는지 여부와, 동 원리가 국가의
영리수익활동이나 조세를 개인과 기업의 사경제활동을 간섭하고 조정하는 수단으로 조세
를 활용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금지하거나 또는 제한하는 통제규범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등의 문제들이 그것이다.31)

29) Vgl. R. Hendler, Umweltabgaben und Steuerstaatsdoktrin, AoeR 1990, S. 595ff. mit Fn. 49.
30) 김성수/이덕연,“국민건강부담금과 건강기금의 헌법적 문제점”
, 공법연구 32-5(2004. 6), 726-729.
31) 이에 관해서는 김성수(주 6), 72-74. 특히 공권력주체의 영리활동의 헌법적 한계에 대해서는 이덕연,“지
방자치단체의 영리수익사업의 헌법적 문제”
, 지역개발연구(연세대) 15(2006),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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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세법률주의
국민의 납세의무를 기본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38조는 조세국가의 재정형태를 규
정하는 동시에, 추상적인 과세권에 대한 헌법적 근거로서 제59조와 함께 과세권을 구체화
하는 조세입법형성에 대한 수권과 객관적인 형식적 지침을 제시한다. 말하자면 조세법률
주의는 헌재32)가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과세권 행사라는 이름 아래 법률의 근거와 합리
적 이유 없이 국민의 재산권이 함부로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기본적인 법적 장치를
헌법제도로 형성해 놓은 것으로서 과세권의‘소극적인 헌법적 근거’
라고 할 수 있다.33)
과세의 근거와 구체적인 조세부담을 정하는 중요사항(본질적인 사항)은 국회에서 제정
하는‘형식적 법률’
로 규정되어야 한다는 이른바‘과세요건법정주의’
를 핵심내용으로 하
는 조세법률주의는 법치국가원리의 중요 원칙인‘행정의 법률적합성원칙’
, 특히 법률유보
의 원칙이 조세행정법관계에도 그대로(또는 특히 엄격하게) 적용된다는 것이 헌법적으로
명시적으로 재확인되어 표현된 것이다.
일반적으로 조세법률주의의 핵심내용은‘과세요건법정주의’
와‘과세요건명확주의’
로이
해되고 있다. 헌재는 많은 세법 관련 결정들을 통해서 평등권, 재산권과 함께 조세법률주
의와 위임입법의 한계, 소급과세금지원칙을 국가과세권의 헌법적 한계로 확인하면서 조
세법률에 대한 위헌심사의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다.34) 판례를 통해 헌재가 정리한 것에
따르면, 우선‘과세요건법정주의’
는‘납세의무를 성립시키는 납세의무자, 과세대상, 과세
기간, 세율등의 모든 과세요건과 부과징수절차’
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하는 법
률로 규정되는 것을 말한다.35)‘과세요건명확주의’
는 과세요건을 정하는 형식적 법률의
규정내용이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해석과 자유재량의 집행을 막을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
고 일의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36)

헌
법

32) 憲裁 1992.12.24. 90헌바21, 4, 890, 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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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김성수(주 6), 65-66 참조.
34) 상세한 내용은 이창희(주 10), 19.
35) 1992.12.24. 90헌바21, 4, 890, 899; 1999.3.25. 98헌가11등 병합, 11-1, 158, 174.
36) 예컨대 憲裁 1992.12.24. 90헌바21, 4, 890, 899; 1994.8.31. 91헌가1등 병합, 6-2, 153,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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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다만, 헌법 제38조와 제59조에서‘조세법의 기본원칙’
으로서 조세법률주의를 도출

하는 헌법재판소와 지배적인 다수설에 대하여 조세법률주의가 과연“더 이상 토론을 필
요로 하지 않는 헌법원리인가”
라는 설득력 있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38) 조세의 복합적
이고 다양한 정책적 기능과 그에 기인하는 조세입법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다른 행정작
용의 경우와 유사한 강도 또는 밀도로 법률유보원칙이 적용될 수는 없다는 점이 주된 이
유로 제시된다. 그러나 헌재가 분명하게 정의하고 있는 바와 같이 조세법률주의가 그 내
용이 어떻든 간에“법률만 있으면 과세할 수 있다”
는 의미의‘형식적 법치주의’
가 아니라
“기본권보장의 헌법이념과 헌법상의 제 원칙”
, 특히 기본권제한이 유보되어 있는 비례원
칙에 합당한 법률에 의한 과세를 요구하는‘실질적 법치주의’
로 해석된다고 보면,39) 조세
법률주의가“일본식 조세법률주의의 아류”
나“일부 세법학자들의 작품”
이라고 보는 견해
에는 동의할 수 없다.40) 다만 적어도 이른바‘본질성이론’
의 지침과 한계를 그대로 조세법
에도 적용할 것을 요구하는 식의 조세법률주의에 대한 도식적인 이해는 더 이상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는 점은 분명하다. 재판실무상으로도 이제까지 조세법률주의, 특히 포괄적 위
임금지의 원칙을 이유로 조세법에 대하여 적지 않은 위헌결정을 내려온 헌재41)도 근래에
들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고,42) 관련 조세법률의 전체적 맥락, 과세사안의 성격,
입법목적 및 위임의 배경 등에 비추어 과세요건이 상당한 정도, 즉 행정청의 자의에 맡겨
져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정도로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37) 세
 법의 기본원칙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소순무, 조세법의 헌법적 조명, 헌법문제와 재판(하), 법원도서
관(1997), 497-500; 김웅희, “헌법상 재산권과 조세법의 기본원칙에 관한연구”, 헌법학연구 111(2005.3), 366-381.
38) 이창희(주 10), 22.
39) 憲裁 1992.2.25.90헌가69등, 4, 114, 121.
40) 동지, 김성수(주 6), 63.
41) 예
 컨대, 憲裁 1991.2.11. 90헌가27; 1994.7.29. 92헌바49; 1994.8.31. 91헌가1; 1995.11.30. 94헌
바40등 병합; 1996.6.26. 93헌바2; 1997.10.30. 96헌바92; 1998.4.30.95헌바55; 1998.4.30. 96헌
바78; 1999.3.25. 98헌가11등; 1999.12.23. 99헌가2; 2000.1.27. 96헌바95 등; 2001.6.28. 99헌바
54; 2001.9.27. 2001헌가4.
42) 이
 에 관해서는 이창희(주 10), 19이하 참조. 위임의 구체성과 명확성의 문제는 규율대상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유연하게 접근되어야 한다는 지침을 정리하면서 규율대상이 다양하고 가변성이 큰 경우에 명확성의
요건이 완화될 수도 있음을 확인한 결정례는 憲裁 1996.6.26. 93헌바2. 2000년대 이후로는 2003.6.26.
2002헌바101; 2003.7.24. 2000헌바28; 2003.10.30. 2002헌바81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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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43)

Ⅵ. 현실적 검토
적어도 납세의무를 국민의 기본의무로 정하고 있는 헌법 제38조 자체와 관련해서는 그
규범적 효용의 가능성과 한계에 대한 논란이나, 그에 따른 개헌론이 전무한 것으로 단언
할 수 있고, 이제까지 실무상으로도 논의된 바 없다.‘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 납세의무’
가 헌법적 정당성의 요청, 특히‘응능부담원칙’
에 따른 조세형평의 이념에 부응하지 못하
고 있는 부분이 적지 아니하고 또 공평성과 효율성의 측면에서 아직 미흡한 세무행정의
현실이 납세의무를 국민의 기본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동 규정의 헌법적 의의와 기능이 적
실성을 부인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오히려 공동체유지의 필수조건인 연대성과 그에
따른 보편성의 당위적인 요청을 담고 있는‘기본의무’
의 헌법적 취지는 조세입법과 행정
에 대하여 기본적인 정향점과 지침을 제공할 수 있는 확고한 준거로서 재확인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헌법 제59조와 관련해서는 조세법률주의의 헌법원리성에 대한 의문
과 함께, 특히 조세입법의 현실과 조세행정의 실무와의 괴리에 따른 현실정합성의 문제에
대한 주목할 만한 지적과 해법이 제시되고 있다. 근본적인 방향과 핵심내용에 대한 논의
가 성숙되지 못한 현 상황에서 동 규정의 가능성과 한계에 대한 현실적인 평가작업이 완
결될 수는 없다. 또한 특히 민주적 법치국가와 법치행정원리의 오늘과 내일에 대한 포괄
적인 진단과 장기적인 전망 속에서만 탐색이 가능한 조세국가체계의 대안과 연관되는 개
헌론은 성급한 예단일 수밖에 없다.
다만, 법치국가원리의 근간이 다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급변하는 규범환경의 유동성과
조세행정의 복잡다양성 및 그에 따른 조세입법의 특수성을 적절하게 반영하여 법치조세
행정의 규범틀과 운영방식을 개선하는 과제의 당위성을 확인하고, 그 실행의 가능성과 한
계를 탐색하는 작업은 이른바‘조세정당화론’
과 함께 우리 헌법학이 당면하고 있는 핵심
과제의 하나이고, 이 과제에 대한 확인과 검증의 숙제는 헌법 제38조에 의해서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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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예컨대, 장영수,“조세법에 있어서 위임입법의 한계”
, 한독법학 14(2003), 147,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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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39조
정문식
第39條
① 모든 國民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防의 義務를 진다.
② 누구든지 兵役義務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處遇를 받지 아니한다.

I. 기본개념과 입헌취지
1. 국민개병제도
국가방위에 필요한 군대의 구성은, 일정한 연령에 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일정기간 군
에 복무하도록 하는 의무병역제도(國民皆兵制)와 군복무를 희망하는 사람들로 군대를 구
성하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는 지원병제도로 구분할 수 있다. 헌법 제39조 제1
항은 국민에게 국가방위를 위하여 병역에 복무할 의무를 부과하는 국민개병제도를 원칙
으로 선언하고 있다.1) 프랑스 대혁명 이후 많은 국가에서 대규모의 병력을 소액의 경비로
유지할 수 있다는 실질적 이유 때문에 국민개병제도를 채택했으며, 오늘날 영국과 미국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국민개병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 원고정리를 도와준 고보혜 석사께 감사드린다.
1) 해군과 공군의 복무는 모병제의 특징이 가미되었지만, 기본적으로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자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徵集兵이라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으므로, 해군 및 공군의 복무를 모병제라고 할 수는 없다. 오
호택,“병역의무의 형평성에 관한 연구”
, 헌법학연구 11-4(2005), 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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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헌취지
유진오 박사는 국토방위의 의무를 규정한 제헌헌법 제29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
고 있다.2)
“본조는 국민의 국토방위의 의무를 규정하였는데, 종전에는 이 의무는 보통 병역의 의
무라 하여 국민이 군인으로서 복무하는 것만을 지칭하여 왔다. 그러나 현대에 있어서는
각국간의 전쟁은 군인간의 전쟁만이 아니고 국민전체가 이에 관계하지 않으면 안되는 총
력전이 되었으므로, 국토방위를 위하여서는 국민에게 병역의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만으
로 족하지 않고, 국민전체에게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방위의 의무를 부담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에, 본조는 병역의 의무라 하지 않고 널리 국토방위의 의무라 한 것이
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는 본조에 의하여 국민에게 병역의 의무를 課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防空의 의무, 군의 작전에 협력할 의무 등을 과할 수
있는 것이다.”
제2항의 병역복무의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한 처우금지는 국민개병주의를 확립하고 군
복무의식을 고취하려는 것이다.3)

II. 연혁
국민의 의무로서 일반적인 병역의무가 인정된 것은 로마시대를 기원으로 보고 있다. 자
유 시민들이 병역의무에 기초하여 스스로 군장을 갖추어 전투에 참여함을 원칙으로 군사
제도를 확립하고 로마 공화정을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유지하였다. 프랑스 대혁명 당시
‘총동원령(leveéen masse)’
에서 시작된 복무가 시민의 기본의무로 인정되면서, 유럽 국가
들은 전반적으로 일반적인 병역의무를 인정하게 되었다.4)

2) 유진오, 신고 헌법해의, 일조각, 1953, 103.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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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1988, 575.
4) G
 ornig, in: v.Mangoldt/Klein/Starck(Hrsg.), GG, Bd1, 5.Aufl., 2005, Art.12a, Rn.14; Heun, in:
Dreier(Hrsg.), GG, Bd.I, 2.Aufl., 2004, Art.12a, R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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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일반적 병역의무는 대한민국임시헌법 제10조에서5) 이미 국민의 의무로서 인정
되었고, 유진오의 제헌헌법 초안규정이 그대로 받아들여져 제헌헌법 제30조에“모든 국
민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土防衛의 의무를 진다”
고 규정되었다. 그동안 조문이
약간씩 변경되었지만 기본적인 내용에는 변화가 없고, 다만“국토방위”
가 제5차 헌법개
정(1962년 헌법)에서“국방”
으로 바뀌었고, 제8차 헌법개정(1980년 헌법)에서 현재 제2
항인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처우금지 규정이 삽입되었을 뿐이다.

III. 입헌례와 비교법적 의의
최근 세계 정세의 변화로 말미암아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 등 일부 국가에서는 병
역의무가 폐지되고 직업군인제도로 전환 중이다.6) 그 외 국방의무를 헌법에서 규정한 나
라들의 경우에도 규정 형태는 두 가지로 구별할 수 있다. 첫째 모든 국민의 일반적인 의
무로 인정하는 형태다. 예컨대 브라질, 대만, 핀란드,7) 그리스,8) 네덜란드,9) 노르웨이,10)
필리핀, 터키 등이다. 둘째 남자에게만 국방의무를 부과한 형태다. 예컨대 덴마크,11) 독
일,12) 스위스13) 등이다.

5) 제10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법률에 의하야 左列 각항의 의무를 유함.
一. 납세의 의무
二. 병역에 服하는 의무
三. 보통교육을 受하는 의무.
6) Heun, in: Dreier(Hrsg.), GG, Bd.I, 2.Aufl., 2004, Art.12a, Rn.9.
7) 제127조 제1항: 모든 핀란드 국민은 법률에 따라 조국의 방위에 참가하거나 지원할 의무가 있다.
8) 제4조 제6항: 병역에 복무할 수 있는 모든 그리스인은 법률에 따라 국방에 조력할 의무를 진다.
9) 제97조: (1) 모든 네덜란드인은 왕국의 독립유지와 국토방위에 협력할 의무를 진다. (2) 네덜란드인이 아니
라도 국내에 거주하는 자에게 이러한 의무가 부과될 수 있다.
10) 제109조: 국가의 각 공민은 가문 또는 재산의 여하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일정기간 병역의 의무를 진다.
이 원칙의 적용 및 이에 부수되는 제한은 법률로 정한다.
11) 제81조: 병역에 복무할 수 있는 모든 남자는 법률에 따라 국가방위에 공헌할 의무를 진다.
12) 제12a조 제1항: 남자들에게 만18세 이상부터 군대, 연방국경수비대, 민방위대 복무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13) 제18조: 스위스 남자는 누구든지 병역의 의무를 진다. 병역의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불구가 된 군인은 필
요한 경우에 자신과 가족을 위하여 연방에 구호를 요구할 권리를 갖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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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서 양심적 이유로 인한 병역거부를 인정한 나라는 대표적으로 독일14)과 핀란드15)
를 수 있다. 유럽기본권헌장 제10조(유럽헌법 제II-70조) 제2항에서도16) 양심적 병역거
부를 인정하고 있으나, 원칙적으로 권리의 인정여부와 구체적인 실현은 각 회원국 법률에
유보하고 있다.17) 유럽인권협약 제9조는 사상·양심·종교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유
럽인권재판소는 이로부터 양심상 병역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는 도출되지 않는 것으로 판
단하였다.18)

IV. 다른 조문과의 체계적 관계
헌법 제5조 제2항의 국군의“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
와 체계적 관련 속에서 국방의 의
무는 국토방위의 의무를 의미한다.
헌법 제11조 평등권과 관련하여, 헌법 제39조 제1항에서는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
과하거나 여성에 대한 특별한 면제 등을 규정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현재 병역법 제8조 제
1항에서 남자만 제1국민역 편입대상으로 삼던 것을 여성에게까지 확대함으로서 병역의무
를 부과하거나 이에 갈음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적어도 이론상으로는 위헌이라 할 수

14) 제12a조 제2항: 양심을 이유로 집총병역을 거부할 때에는 대체복무를 시킬 수 있다. 대체복무기간은 병
역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자세한 내용은 법률로 정하되, 동 법률은 양심상 결정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되며, 군대나 연방국경수비대와 관련 없는 대체복무기회를 규정해야 한다.
15) 제127조 제2항: 양심상 이유로 군사적인 방어로부터 면제되는 것은 법률로 정한다.
16) 제10조 제2항: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이 권리의 행사를 규정한 각 회원국의 법률에 따라 인정된다.
17) 양심적 병역거부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도 아니고 회원국들의 국제법상 의무로도 보장될 수 없기
때문에, 유럽기본권헌장에서 규정되기는 하였지만 독자적인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따라서 각
회원국들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유럽기본권헌장에 대한 위반을 불러일으키지는
않는다. 이에 대해서는 Bernsdorff, in: Meyer(Hrsg.), Charta der Grundrechte der Europäischen Union, 2.Aufl.,
2006, Art.10, Rn.17; Gaitanides, in: Heselhaus/Nowak(Hrsg.), Hdb.EU-Grundrechte, §29, Rn.21; Muckel, in:
Tettinger/Stern(Hrsg.), GRCh, 2006, Art.10 Anm. 1, Rn.57 등 참조. 이와 반대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실질
적 의미를 인정하여 국가에 대한 청구권까지 인정하는 견해는 Jarass, EU-Grundrechte, 2005, §15, Rn.21 참
조.
18) E
 GMRE v. 5.7.1977., DR 9, 203ff. - X/Deutschland. 이에 관하여 Meyer-Ladewig, EMRK, 2.Aufl., 2006, Art.9,
Rn.3; Bernsdorff, in: Meyer(Hrsg.), Charta der Grundrechte der Europäischen Union, 2.Aufl., 2006, Art.10,
Rn.16; Muckel, in: Tettinger/Stern(Hrsg.), GRCh, 2006, Art.10 Anm. 1, Rn.55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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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19) 비교법적으로 미국 연방대법원은 병역법이 징병등록 대상을 남성으로 제한한 것을
중간심사기준을 적용하여 합헌으로 판단하였다.20) 독일기본법 제12a조는 헌법조문 자체
에서 명시적으로 남자에게만 병역의무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독일기본법 제3조 일반적
평등원칙 조항에 대한 특별법으로서 의미가 있으므로 평등원칙 위반이 아니다.21)
헌법 제12조 제1항은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은 강제노역을 금하고 있는데,
병역의무는 이러한 강제노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교법적으로 유럽인권협약 제4조 제3
항은22) 병역복무나 대체복무는 강제노동이 아님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직업의 자유에 대하여 국방의무를 특별규정이라고 이해한다.23) 직업의 자
유에 대한 제한은 비례원칙에 따라 그 정당성을 심사하지만, 병역의무로 인한 직업의 자
유에 대한 제한은 그러한 심사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24) 그러나 우리 헌법재판소는 기본
의무를 구체화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비례원칙 등 위헌심사의 일반적 기준들을 적용하기

19) 이
 에 대해 정혜영,“여성의 병역의무”
, 토지공법연구 37-2(2007), 513-515; 윤진숙,“병역법 제3조 1
항에 관한 소고”
, 헌법실무연구회 75회 발표문(2007), 6-10 등은 위헌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김주환,“병역의무와 성차별금지”
, 헌법실무연구회 75회 발표문(2007), 21은 여자에게 병역의
무나 그에 갈음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남자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경우보다 더 합헌적인지에 대
해서 의문을 제기한다. 정혜영, 앞의 논문, 507-513은 여성의 병역복무에 관한 견해에 관하여 주로 독일
학자들의 논의를 소개하고 있는데, 독일은 헌법규정에 명시적으로 남자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하므로, 모
든 국민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우리 헌법상황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숙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여성에 대한 병역의무나 대체복무가 위헌이라는 주장은 첫째 헌법 제39조의 명시적인 내용상 인정되기 어
렵고, 둘째 헌법제정자의 의도와도 부합하지 않는다.
20) R
 ostker v. Goldberg, 453 U.S. 57(1981). 합헌이유는 징병 등록 대상을 남성으로 제한한 것이 전시 전투병
력 확보라는 병역법 목적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여성에게도 징병등록을 허용하면 전시 전투병력 확보
에 실질적 장애가 된다는 점을 들고 있다.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강승식, 미국헌법학강의, 궁리, 2007,
649-650 참조.
21) Heun, in: Dreier(Hrsg.), GG, Bd.I, 2.Aufl., 2004, Art.12a, Rn.43; Kokott, in: Sachs(Hrsg.), GG, 4.Aufl., 2007,
Art.12a, Rn.5; Scholz, in: Maunz/Dürig(Hrsg.), GG, Bd.II, Art.12a(2001), Rn.36f. 등 참조. 독일연방헌법
재판소는 최근 판결에서 제12a조를 제3조와 동일한 지위를 갖는 헌법규범으로 이해하고 있다. BVerfG,
EuGRZ 2002, S.204(206).
22) 제
 4조 제3항: 이 조항의 적용상“강제노동 또는 의무노동”
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지 않는다. ... b. 군사적
성격의 역무, 또는 양심적 병역거부가 인정되는 국가에서 병역대신 실시되는 역무, ....
23) Scholz, in: Maunz/Dürig(Hrsg.), GG, Bd.II, Art.12a(2001), Rn.28; Heun, in: Dreier(Hrsg.), GG, Bd.I, 2.Aufl.,
2004, Art.12a, Rn.43.
24) 숄
 츠는 이를 헌법직접적 제한유보(verfassungsunmittelbarer Schrankenvorbehalt)라고 보고 있다. Scholz, in:
Maunz/Dürig(Hrsg.), GG, Bd.II, Art.12a(2001), Rn.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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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25) 그렇게 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헌법 제19조에 근거하여 양심의 자유가 보장되기 때문에, 양심상 이유로 집총을 거부
하는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대체복무의 도입이 헌법적 차원에서 규범간 갈등을 해
소하는26) 하나의 방안으로 고려될 수도 있다.27)
헌법 제38조의 납세의무와 함께 국방의무는 국민이 국가의 존속을 위하여 부담하는 헌
법상“기본의무(Grundpflicht)”
로서 이해되고 있으며,28) 헌법직접적 제한규범으로 보기
도 한다.29) 그러나 기본의무가 기본권 제한과 동일하게 작용하고,30) 그 구체화에 있어서
도 기본권 제한과 동일한 원칙들이 적용된다면,31) 일반적인 기본권 제한과 구별하여 독자
적인 의미를 부여할 실질적 필요성은 크지 않다.32)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기본의무 이행이
국민의 기본권 행사를 위한 반대급부로서 예정된 것은 아니라고 본다.33)

25) 憲
 裁 2006.6.29., 2002헌바80, 18-1하, 196, 207. 본 결정은 납세의 의무와 관련된 것이지만 병역의무
에도 적용할 수 있다. 이러한 입장은 학계에서도 마찬가지다. 양건, 헌법강의I(2007), 713; 이준일, 헌법
학강의, 홍문사, 2007, 855-856; 정종섭, 헌법학원론, 박영사, 2006, 697-698 등 참조.
26) 憲
 裁 2004.8.26., 2002헌가1, 16-2상, 141, 155. 물론 이 결정에서 양심실현의 특수한 형태를 인정하
면서도 대체복무제를 채택하지 않은 것이 양심의 자유에 반하는가에 대해서는 명백성 통제로서 판단한 것
은(16-2상, 141, 159) 논리적으로 일관된 심사라고 보기는 어렵다.
27) 憲
 裁 2004.8.26., 2002헌가1, 16-2상, 141, 156. 김명재,“양심의 자유와 병역의무”
, 공법학연구
8-3(2007), 234-235는 대체복무제의 도입이 입법정책적으로 권고할 수 있지만, 헌법해석을 통해 직접
도출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한다.
28) 계
 희열, 헌법학(중), 박영사, 2004, 803-804;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7, 698; 김철수, 헌법학
개론, 박영사, 2006, 1003; 양건(주 25), 712; 장영수, 헌법학, 홍문사, 2007, 922-923.
29) 이준일(주 25), 854-856.
30) Dreier, in: ders.(Hrsg.), GG, Bd.I, 2.Aufl., 2004, Vorb., Rn.135.
31) 양건(주 25), 712; 이준일(주 25), 855-856.
32) Sachs, in: ders.(Hrsg.), GG, 4.Aufl., 2007, vor Art.1, Rn.58f. 독일에서는 바이마르시대 프로그램적ㆍ선언적
의미의 기본의무와 국가사회주의(Nazi)시대 전체주의적인 국민의무(völkische Totalinpflichtnahme)의 경험
때문에, 독일기본법 제정에 있어서 기본의무는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았다. 이에 반하여 일반적인 기본
권 제한과 기본의무를 구별하여 그 독자성을 인정하는 견해는 계희열(주 28), 807-808; 이준일(주 25),
856. 장영수(주 28), 933은 기본권과 기본의무가 실현구조와 효력면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설명하
고 있다. 전광석, 한국헌법론, 법문사, 2007, 420은‘국민의 의무’
라고, 정종섭((주 25), 686은‘헌법상 의
무’
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역시 기본권의 제한과 기본의무를 구별하는 입장에 속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
나 기본의무 실현을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국가의 입법조치가 필요한데, 이러한 입법조치는 기본권의 제
한에 불과한 것이지, 기본권 제한 외에 기본의무가 달리 존재하는 것이 아니므로 독자적인 혹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어떤 실익을 갖는 것인지는 의문이다. Pieroth/Schlink, Grundrechte, 21.Aufl., 2005,
Rn.192ff.
33) 憲裁 2007.6.28., 2004헌마644등, 공보 129, 763, 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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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개념과 원리에 대한 판례 및 학설
1. 국방의무의 의의와 주체
국방의무는“외부의 적대세력의 직·간접적인 침략행위로부터 국가의 독립을 유지하고
영토를 보전하기 위한”국민의 의무다.34) 헌법재판소는 병역의무를“국가라는 정치적 공
동체의 존립·유지를 위하여 국가 구성원인 국민에게 부담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
으
로, 병역의무부과를 통해 국가방위를 도모하는 것은“국가공동체에 필연적으로 내재하는
헌법적 가치”
라고 본다.35)
기본적으로 국방의무의 주체는 국민이며,36) 외국인은 그 주체가 아니다. 외국인에 대해
서도 예외적으로 국방의무의 주체성을 인정하는 견해가 있지만,37) 비교법적으로도38) 외국
인에 대하여 국방의무를 인정한 예는 많지 않다. 병역법 제3조에서는 병역의무자를“대한
민국 국민인 남자”
로 제한하고 있으며,“여자는 지원에 의하여 현역에 한하여 복무할 수
있다.”

34) 憲裁 1999.12.23., 98헌마363, 11-2, 770, 783.
35) 憲裁 2004.8.26., 2002헌바13, 16-2상, 195, 202.
36)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07, 678-679; 양건(주 25), 719; 정종섭(주 25), 688.
37) 예컨대 계희열(주 28), 806-807, 812.
38) 계희열((주 28), 812) 교수가 근거로 하고 있는 독일기본법 제12a조는 분명 “독일”남자가 아닌 모든 남
자에게 병역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독일의 일부견해는 외국인에 대하여 국방의무를 인정하는 듯
보이기도 한다(예컨대 Gornig, in: v.Mangoldt/Klein/Starck(Hrsg.), GG, Bd1, 5.Aufl., 2005, Art.12a, Rn.28ff.;
Scholz, in: Maunz/Dürig(Hrsg.), GG, Bd.II, Art.12a(2001), Rn.39). 그러나 독일 병역의무법(Wehrpflichtgesetz)
제2조 제1항은 외국인의 모국에서 독일인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한 경우 상호주의에 따라 동일한 조건에
서 독일도 외국인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므로 마치 보복규정과 같은 의미가 있는
것이다. 외국인에 대한 병역의무부과는 국제법상 기준에 근거하여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며, 독일병역의
무법 제2조는 하나의 경고규정의 의미가 있을 뿐, 실제로 외국인에 대한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집행규정
들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외국인에 대한 병역의무를 인정한다는 것은 이론에 불과하다. 이에 관하여
는 Heun, in: Dreier(Hrsg.), GG, Bd.I, 2.Aufl., 2004, Art.12a, Rn.18; Kokott, in: Sachs(Hrsg.), GG, 4.Aufl., 2007,
Art.12a, Rn.9; Gornig, in: v.Mangoldt/Klein/Starck(Hrsg.), GG, Bd1, 5.Aufl., 2005, Art.12a, Rn.32 등 참조. 다
만 무국적자에 대해서는 병역의무법 제2조 제2항에서 독일 내 상주하는 거주지가 있을 때 병역의무를 부
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이중국적자, 다국적자 등에 대해서는 국가간 다른 협약이 없으면, 병역의무
대상으로 정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본다. Heun, in: Dreier(Hrsg.), GG, Bd.I, 2.Aufl., 2004, Art.12a, Rn.18;
Kokott, in: Sachs(Hrsg.), GG, 4.Aufl., 2007, Art.12a, Rn.9; Gornig, in: v.Mangoldt/Klein/Starck(Hrsg.), GG,
Bd1, 5.Aufl., 2005, Art.12a, Rn.30; Scholz, in: Maunz/Dürig(Hrsg.), GG, Bd.II, Art.12a(2001), Rn.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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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국적자인 남자는 제1국민역에 편입되기 이전이나, 제1국민역에 편입된 이후에는 3
월 이내에 국적선택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국적법 제12조 제1항 단서). 그러나 그 이후
부터 36세가 되어 징병검사 등이 면제될 때까지 병역문제를 해소하지 않는 한 국적선택
을 할 수 없다(제14조 제1항 단서, 병역법 제71조 제1항 제7호).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병
역의무이행을 전제로 한 이중국적자에 대한 국적선택의 제한은 이중국적자의 병역면탈
차단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과잉금지원칙·신뢰보호원칙 등에 위반되지 않아 합헌으로 판
단하였다.39)

2. 국방의무의 내용
국방의무의 내용은 구체적으로“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구체화되는데, 대표적으
로 병역법이 이를 구체화하고 있다.40) 헌법재판소는 국방의 의무 내용에 병역법상 직접적
병력형성의무 뿐만 아니라 향토예비군설치법, 민방위기본법 등에 의한 간접적 병력형성
의무와 기타 국방에 협력할 의무를 포함시키고 있다.41)
국방의무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것은“국가의 안보상황, 재정능력 등의 여러 가지 사정
을 고려하여 국가의 독립을 유지하고 영토를 보전함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42)“급변하는
국내외 정세 등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면서 최적의 전투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합목적적으
로 정해야 하는 사항”
이므로, 기본적으로 입법자에게 광범한 입법형성권이 부여되어 있
다.43) 그러나 입법자가 국방의무의 구체적 내용을 형성할 때에도,“헌법의 일반원칙, 기
본권 보장의 정신에 의한 한계를 준수”
하고,44) 특히 헌법 제11조 평등원칙에 따라 병역이
행시 발생하는 실제 부담의 공평한 분배를 요구하는 병역형평성(Wehrgerechtigkeit)의

39) 憲裁 2006.11.30. 2005헌마739, 18-2, 528.
40) 양건(주 25), 719; 이준일(주 25), 863.
41) 憲裁 1995.12.28, 91헌마80, 7-2, 851, 868.

헌
법

42) 憲裁 1999.2.25. 97헌바3, 11-1, 122, 130.
43) 憲裁 2002.11.28., 2002헌바45, 14-2, 704, 710.
44) 憲裁 1999.2.25., 97헌바3, 11-1, 122,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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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이 지켜져야 한다.45) 예컨대 병역이행시 역종간 복무의 강도,46) 복무기간의 차이,47)
대체복무의 인정 여부와 기본권 제한정도의 차이 등에 있어서 형평성이 유지되어야 한
다.48) 헌법재판소는 병역부담의 형평성 차원에서 병역면제 내지 감경조치는 절실하거나
시급한 사람에게만 최소화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49)

3.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
현재 양심적 병역거부는 법률상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병역의무자가 양심상 이유로 징
집을 거부하면 병역기피죄(병역법 제88조 제1항), 입영하여 상관의 집총명령을 거부하
면 항명죄(군형법 제44조)로 처벌된다. 양심적 병역거부로 1년 6개월 이상 징역 또는 금
고의 실형을 선고받으면 제2국민역으로 편입되어 사실상 병역이 면제되지만, 병역거부로
인한 수형생활의 성격상 병역의무이행이 차별을 받는다고 할 수는 없다.50)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해 오히려 병역기피자가 막대한 불이익을 당하는 것으로 본다.51)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
는 것은 입법정책적으로 가능하다. 다만 어떻게 대체복무를 인정할 것인지가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해결하는 핵심과제다. 헌법재판소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아무런 대체의무의
부과 없이 병역을 면제하는 것은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 특권부여로 보았다. 다만 병역의
무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양심과 병역의무라는 상충하는 법익을 조화시키는 방안으로서

45) H
 eun, in: Dreier(Hrsg.), GG, Bd.I, 2.Aufl., 2004, Art.12a, Rn.20; Kokott, in: Sachs(Hrsg.),
GG, 4.Aufl., 2007, Art.12a, Rn.10; Gornig, in: v.Mangoldt/Klein/Starck(Hrsg.), GG, Bd1,
5.Aufl., 2005, Art.12a, Rn.34.
46) 복무의 강도에 있어서는 현역 복무자와 보충역 복무자 사이의 기본권 제한의 차이가 불평등 문제를 야기
할 수 있다. 오호택(주 1), 204.
47) 복무기간은 현역의 경우 육군은 2년, 해군은 2년 2개월, 공군은 2년 4개월의 차이가 있다. 보충역의 경우
공익근무요원은 2년 2개월, 국제지원업무 복무 공익근무요원은 2년 6개월, 예술ㆍ체육분야 공익근무요원
은 2년 10개월, 공중보건의사 등은 3년 등 근무기간의 차이가 다양하다. 오호택(주 1), 204-205.
48) 그 밖에 우리나라 병역의무이행의 형평문제에 대한 상세하고 구체적인 논의는 오호택(주 1), 206-213 참조.
49) 憲裁 2005.9.29., 2004헌마804, 공보 108, 1054, 1056.
50) 오호택(주 1), 213.
51) 憲裁 2004.8.26., 2002헌가1, 16-2상, 141,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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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를 제안하고 있다.52) 물론 대체복무제의 채택여부와 형성여부에 대해서는, 병역
의무의 공평부담과 사회에 미치는 파급효과 때문에 입법자가 광범한 형성권을 갖고 있으
며, 이 때문에 입법자의 결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명백성 통제에 그친다.53)
진정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가리기 위해서 대체복무를 지나치게 가혹하고 위험하며
장기적인 것으로 정한다면 대체복무제는 무의미하다.54) 반대로 대체복무기간을 현역이나
보충역 복무자보다 너무 단기로 정하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특혜로 인정될 수 있
다.55) 대체복무나 비전투복무 모두 영내에서의 병역의무이행보다 복무강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56) 병역복무기간보다 어느 정도 긴 복무기간은 인정될 수 있다.57)

4. 병역의무이행으로 인한 불이익한 처우
헌법 제39조 제2항은“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않는다고
규정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불이익한 처우란“단순한 사실상, 경제상의 불이익을 모두 포
함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인 불이익”
이다.58) 이는“병역의무 이행을 직접적 이유로 차별적

52) 憲裁 2004.8.26., 2002헌가1, 16-2상, 141, 156.
53) 憲裁 2004.8.26., 2002헌가1, 16-2상, 141, 158-159.
54) H
 eun, in: Dreier(Hrsg.), GG, Bd.I, 2.Aufl., 2004, Art.12a, Rn.29. 최근 정부는 대체복무자들이 근
무할 곳으로 소록도의 한센병원과 정신병원 등 전국 9개 특수병원과 200여개의 노인전문요양시설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되었다. 문제는 복무강도 여부를 차치하고도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앞으로 18개월,
사회복무요원들이 22개월 등으로 줄어드는 경향 가운데, 대체복무자의 복무기간은 현역병의 2배인 36개
월로, 합숙근무까지 계획하고 있다. 조선일보 07.9.19. A1, A10면. 하지만 이 정도의 대체복무의 내용은
양심적 신념을 정부가 보호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대체복무가 지나치게 가
혹하다는 평가를 면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55) 오호택(주 1), 222.
56) 물
 론 대체복무라도 예컨대 중증장애인보조나 응급차운전 등 강도에 있어서 병역의무와 동일한 정도의 대
체복무도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병역의무가 강하다고 할 수 있다. Kokott, in: Sachs(Hrsg.),
GG, 4.Aufl., 2007, Art.12a, Rn.25.
57) 오
 호택(주 1), 222-223. 비교법적으로 독일기본법 제12a조 제2항 제2문은 명시적으로“대체복무기간
은 병역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으나, 훈련병(Reserveübungen) 기간까지 포함하여 대체복
무기간이 2개월 정도 긴 것도 합헌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Heun, in: Dreier(Hrsg.), GG, Bd.I, 2.Aufl., 2004,
Art.12a, Rn.29.
58) 憲裁 1999.12.23., 98헌마363, 11-2, 770, 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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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익을 가하거나, 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것이 결과적, 간접적으로 그렇지 아니한 경
우보다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결과”
를 초래해서는 안된다는 의미다.“병역의무 그 자체를
이행하느라 받는 불이익”또는“병역의무 이행 중에 입는 불이익”
은 헌법 제39조 제2항
과 관련이 없다.59)
병역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군법무관으로 복무한 자가 전역 후 변호사로 개업함에 있어
서 개업지의 제한을 받는 것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말미암는 불이익한 처우에 해당된
다.60) 그러나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졸업연도가 늦어져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동급생
들에 비해 교원임용에 있어서 구제를 받지 못한 것은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은
아니다.61)‘병역을 필한 자’
로 국가정보원 7급 경쟁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것도, 현역
군인(장교) 신분자에게 병역의무 이행 중 입는 사실상 불이익에 불과하다.62) 전투경찰순
경으로서 대간첩작전수행도 넓은 의미의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므로,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한 처우로 볼 수 없다.63)

VI. 현실적 평가
기본적으로 개정의 필요성은 크지 않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도 헌법
의 개정 없이, 병역법 등 법률의 개정이나 제정 등을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
다. 다만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와 갈등의 여지를 헌법적 차원에서 해결한다는 취지에
서 개정한다면, 헌법 제39조 제1항 제2문을 다음과 같이 삽입하도록 제안해 볼 수 있다:
“양심상 이유로 병역 혹은 집총을 거부하는 국민에겐 대체복무를 부과한다.”
“양심상”
으
로 병역거부의 근거를 제한하는 것은,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경우 논란의 여지
가 있기 때문이다.64)

59) 憲裁 1999.2.25., 97헌바3, 11-1, 122, 133.
60) 憲裁 1989.11.20., 89헌가102, 1, 329, 341.
61) 憲裁 2006.5.25. 2005헌마715, 18-1하, 151, 158.
62) 憲裁 2007.5.31. 2006헌마627, 공보 128, 658, 662.
63) 憲裁 1995.12.28. 91헌마80, 7-2, 851, 869-870.
64) 독일이나 미국의 판례에서도 지금까지 주로 문제가 되어 온 양심적 병역거부는 ‘여호와증인’들의 문제였지,
기독교 전반에 관한 문제는 아니었다. 최근 정부가
에 대한 대체복무를 논의한다고 보도되었을 때에도, 기
독교계에서는 찬성하는 의견과 반대하는 의견이 나뉘었다. 조선일보, 07.9.19. A10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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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관련문헌
오호택,“병역의무의 형평성에 관한 연구”
, 헌법학연구 11-4(2005), 183-235면.
윤진숙,“병역법 제3조 1항에 관한 소고”
, 헌법실무연구회 75회 발표문(2007).
정혜영,“여성의 병역의무”
, 토지공법연구 37-2(2007), 503-5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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