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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간 사
헌법은 우리 생활을 떠받쳐주는 무형·유형의 국가의 기본적인 틀로서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역사적·물리적 생활공간을 확보해주는 근간이며, 이념과 가치관
을 떠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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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으로서 입헌민주국가의 기본 이념이라고 할 수 있는 법치주의의 정착을 위하
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법제처는 2007년 당시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기본법인 헌법에 대한
주석서가 아직 발간되지 않았다는 점과 헌법재판소 결정례, 대법원 판례 등 헌법
관련 결정이 많이 집적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국가 입법역량 강화의 기초 자
료로 활용하기 위해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에 걸쳐 대한민국 헌법의 각 조
문별로 그 규범적 의미를 객관적·종합적으로 조명하는 작업을 수행하였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주석서는 국가작용의 기초가 되는 정책을 법제화하거나 법령을
입안·해석·집행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일선
법집행기관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의 헌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또한, 법학계 및 법조계에서 헌법과 관련 법제도의 발전을 위한
연구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한편, 대한민국 헌법에 대한 주석사업은 미래지향적인 헌법담론을 시작하는 계
기를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2009년 12월 29일「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저탄소 녹
색성장에 대한 규범화·제도화 노력이 본격화 되고 있습니다. 인류의 공동유산인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보다 확실히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법률적
차원을 넘어서 국민의 기본적 권리와 의무 그리고 국가의 정책목표를 제시하는
헌법적 차원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직접 다룰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실현하고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으로서 국제사회에
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국가의 항구적 목표로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헌법규범
화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민할 시점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이 헌법 주석서는 한국헌법학회의 전문연구팀들이 적절한 역할분담을
통하여 해당 조문별로 입헌취지, 연혁, 비교법적 의의, 다른 조문과의 체계적 관
계, 관련 판례 및 학설 등을 객관적 입장에서 기술한 것이며, 법제처는 연구자의
노고를 존중하여 특별한 수정을 가하지 않았습니다.
열정을 아끼지 않은 한국헌법학회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 2.
법제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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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섭

I. 법원
헌법 제101조 제1항은“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입법권을 국회에 부여한 헌법 제40조, 행정권을 정부에 부여한 헌법 제66조
제4항과 더불어 고전적 삼권분립을 선언한 규정으로 일컬어진다. 헌법 제정이후 총 9차
례에 이르는 헌법개정이 진행되는 동안 이 규정을 비롯한 법원에 관한 대부분의 규정의
내용은 거의 변함이 없다. 그러나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과 일반법관의 임명방식이나
법관의 임기·연임, 그리고 군사재판 등에 관한 규정은 변화가 있었고, 특히 헌법재판권
의 소재에 대해서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1. 제1공화국헌법
1948년 제헌헌법에 있어서의 대법원은 최고법원으로서 명령, 규칙과 처분이 헌법과 법
률에 위반되는 여부를 최종적으로 심사하는 권한을 가졌다. 그러나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
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때에는 법원은 이를 판단할 수 없고, 헌법위원회에 제청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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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그 결정에 따라 재판하도록 하였다(제81조).
대법원장인 법관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였다(제78조). 법관의
임기는 대법원장이나 대법관, 그리고 일반 법관의 구분을 두지 않고 모두 10년으로 하되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79조). 정부 수립 후 최초의 법원
조직법(1949.9.26)은 대법관의 임명 및 대법원장의 보직은 대법원장과 대법관 및 각 고
등법원장으로 구성된 법관회의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행하고(제37조 제1항), 판사의 임명
은 대법관회의의 결의에 의하여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행하게 되어 있었다(동법
제38조). 법원의 수장으로서 대법원장이 법관인사에 관하여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판사의 보직권한에 불과했다. 헌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임명방식을 법률로 이렇게
정한 것은 사법권의 독립을 위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하겠다. 그러나 1958년 정부
수립 10주년을 맞이하여 임기만료를 맞이하게 된 법관들에 대하여 이승만 대통령은 자신
에게 주어진 헌법상의 임명권을 활용하여 연임거부조치를 취했다. 소위‘진보당 사건’
과
관련하여 행정부와 법원의 갈등이 심각했던 상황에서 벌어진 이승만 대통령의 법관연임
거부사태는 사법권의 독립에 대한 행정부의 침해로 받아들여진 측면이 적지 않다.1) 법관
의 임명절차와 임기 및 연임 등에 관한 제도가 대한민국 사법사의 초기부터 사법권의 독
립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군사재판을 관할하는 기관으로서 군법회의가 운용되었지만,
제헌헌법은 이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적지 않은 위헌론이 제기되었
고,2) 군법회의에 대한 위헌 논란을 해소하고자 1954년 제2차 헌법개정을 통하여“군사재
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군법회의를 둘 수 있다. 단 법률이 정하는 재판사항의 상고심은 대
법원에서 관할한다. 군법회의의 조직, 권한과 심판관의 자격은 법률로써 정한다.”
(제83
조의2)고 규정하였다.

2. 제2공화국헌법
1960년 제2공화국헌법은 위헌법률심사기구로서 헌법재판소를 신설하였다. 따라서 대
법원은 명령, 규칙과 처분에 대한 최종적인 위헌·위법심사권만 가지는 순수한 사법기구

1) 법원행정처, 법원사 I, 1995, 제1공화국시대의 법원 참조
2) 문준영,“미군정 법령체제와 국방경비법”
, 민주법학34(2007), 129-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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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머무르게 되었다(제81조).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자로써 조직되는 선거인단이 이를 선거하고
대통령은 단지 확인만 하도록 하였고(제78조 제1항), 일반 법관의 임명은 대법관회의의
의결에 따라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하였다(동조 제3항). 제2공화국헌법은 법원수뇌부를
법관자격자의 선거로 선출하는 방식으로 사법부가 독자적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려
했고, 그처럼 선출된 법원수뇌부가 일반 법관에 대한 임명권을 독자적으로 확보하려 했다
는 점에서 사법권의 독립과 관련하여 매우 강력한 시도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선거일
하루 전날 5·16 군사쿠테타가 발발하여 선거는 시행되지 못했고, 헌법재판소도 설치되
지 못했다.

3. 제3공화국헌법
1962년 제3공화국헌법은 대법원에 최종적인 위헌법률심사권을 부여함으로써(제102
조) 대법원은 헌법의 해석권을 가지는 헌법보장기관으로서 명실상부한 최고기관의 지위
를 가지게 되었다.
대법원장과 대법원판사의 임명에는 법관추천회의제도를 채택하여 대통령의 임명권을
형식화하고 있으나(제99조 제1, 2항),“법관추천회의는 법관 4인, 변호사 2인, 대통령이
지명하는 법률학 교수 1인,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으로 구성한다.”
(동조 제4항)라고 하여
그 구성에 있어서는 대통령의 지배가능성을 크게 하고 있었다. 일반 법관의 경우에는 대
법원판사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하였다(동조 제3항). 제3공화국헌법
은 제2공화국헌법이 시도한 법원수뇌부의 선거제도를 대통령의 임명과정에 법관추천회
의를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는 것으로 축소시켰다. 특기할 것은 대법원장에게만 연임이
불가능한 6년의 임기를 새로 정하였으며(제100조 제1항), 대법관을 포함한 법관에게는
계속 법률에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임하는 10년의 임기를 규정하였다(동조 제2항).
군사재판에 대해서는 제106조 제3항에서“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군인·군속의 범죄
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초소·유해음식물공급·포로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다.”
고 규정함으로써 비상계엄하에서 군사재판
을 단심으로 할 수 있는 헌법적인 근거를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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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년 제4공화국헌법은 헌법위원회에 위헌법률결정권을 부여하였고(제105조), 법원
에는 위헌법률심사제청권만을 인정함으로써 대법원은 순수한 상고심재판소로서만 인정
되고 있었다.
이전의 헌법규정에 비하여 대법원장의 연임금지규정을 삭제하고, 법관추천회의나 대법
관회의 등의 합의제 의사결정기구를 폐지하였다. 특히 대통령이 대법원장과 대법원판사
뿐만 아니라 각급법원판사의 임명권까지 행사함으로써(제103조) 법원의 지위를 크게 약
화시켰다.

5. 제5공화국헌법
1980년 제5공화국헌법도 계속하여 헌법위원회에 위헌법률결정권을 부여하였다(제108
조). 일반법관의 임명권을 대법원장에 부여함으로써(제105조 제3항) 법원의 지위를 어느
정도 회복하였으나, 사법권의 실질적인 독립을 보장할 수 있는 수준에는 크게 미흡하였
다. 대법원장의 임기는 5년으로 축소되고, 다시 중임금지규정이 도입되었다(제106조 제1
항). 또한 대법원판사의 임기가 일반법관과 구별하여 5년으로 축소되었으나 연임은 가능
하도록 하였다(동조 제2항)

6. 현행헌법
1987년 현행헌법은 위헌법률심사기구로서 헌법재판소를 신설하였으나, 대법관의 임명
에 있어 국회의 동의를 얻게 하고, 일반법관의 경우에는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
원장이 임명하게 함으로써 사법부의 인사독립을 보장하였다.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늘리고(제105조 제1항), 대법원판사를 대법관으로 명칭
을 변경하고 역시 임기를 6년으로 늘렸다(동조 제2항). 일반법관의 경우에는 제헌헌법 이
래 계속 법률에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임하는 10년의 임기를 규정하였다(동조 제3항). 법관
의 임기제도는 정해진 기간동안 법관에게 신분상의 안정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일단 사법
권의 독립에 긍정적인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정해진 임기의 종
료로 인하여 법관의 신분이 박탈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운영 여하에 따라서는 사법권의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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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에 부정적인 측면도 가지고 있다. 실제로 법관의 신분보장을 위협함으로써 사법권의 독
립을 훼손하는 매우 심각한 사태로 야기하게 될 수도 있다. 따라서 특히 일반법관의 연임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며 공정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전제가 요구된다.
군사재판에서 그 명칭을 군법회의에서 군사법원으로 바꾸고, 사형선고의 경우에는 비
상계엄하에서도 단심으로 할 수 없도록 예외를 규정한 것이(제110조 제4항) 특징이라고
하겠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평시군사법원이 이미 폐지되었거나 폐지여부를 논의 중
이고 군 사법제도에 대한 광범위한 개혁이 논의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와 대통령 직속 사법개혁추진위원회를 거쳐 정부안으로 제출된 법안3)은
군사법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개선안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이 법안
은 군 사법조직에 대한 결론이 내려지지 않아 제17대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면서 다른 군
사법제도 개혁 법안과 함께 폐기되었다. 그 중 관심을 끌었던 것은 주성영 의원 등 9인이
발의한「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인데,4) 그것은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전시·사변 또
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해외파병으로 제한(안 제1조 및 제3조의2)하고 있었다. 이
와 관련하여 헌법개정 관련 국회의장의 자문기구인‘헌법연구 자문위원회’
는 제110조에
서 군사법원을 전시군형사법원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5)

Ⅱ. 헌법재판소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제도는 제헌헌법 이래 지금까지 많은 변화를 겪었다. 제헌헌법은
헌법위원회로 하여금 위헌법률심사를 담당하게 하였고, 제2공화국헌법은 헌법재판소를
설치하여 헌법재판권을 부여하였다. 제3공화국헌법은 헌법재판기구을 따로 두지 않고 대
법원에 최종적인 위헌법률심사권을 부여함으로써 미국이나 일본같은 일반법원형을 채택
하였다. 제4·5공화국헌법에서는 다시 헌법위원회를 설치하여 헌법재판권을 부여하였으
나, 단 1건의 위헌법률심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현행헌법은 헌법재판을 활성화하기 위
하여 유명무실한 헌법위원회를 폐지하고 헌법재판소를 설치하였다.

3) 군사법원의 조직 등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173677, 2005.12.26 제안.
4) 의안번호 175326, 2006.11.10 제안.
5) 헌법연구 자문위원회, 헌법연구 자문위원회 결과보고서안[전체위원회 회의용], 2009.7, 2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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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공화국헌법
서

1948년 제헌헌법은 헌법위원회 제도를 도입하여 위헌법률심사를 담당하게 하였다. 법
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는 법원은 헌법위원회에 제청하여 그
결정에 의하여 재판토록 함으로써, 구체적 규범통제 유형을 취하였고, 구성은 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고 대법관 5인과 국회의원 5인의 위원으로 하였다. 헌법위원회를 제5장 법
원에 함께 규정하였으며(제81조), 탄핵재판에 관하여는 제3장 국회에 따로 탄핵재판소를
규정하였다(제47조). 이 탄핵재판소는 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고. 대법관 5인과 국회의원
5인의 심판관으로 구성되었다. 헌법위원회에서 위헌결정은 위원 3분지2 이상의 찬성을 얻
도록 규정되었다. 그러나 헌법위원회에는 규칙제정권이 없었고 법률로 심판에 관한 절차,
내부규율, 사무처리, 사무국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규정되었다.
제헌헌법의 헌법위원회는 독일식 헌법재판소의 구체적 규범통제기구와 프랑스식 헌법
위원회의 정치적 규범통제기구와의 절충을 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입법부와 사법
부의 정치적 타협을 모색하기 위한 제도처럼 운영될 가능성이 많았다6). 실제로 헌법재판
은 별로 활성화되지 못하였으며, 10년 정도 활동하면서 모두 7건의 위헌제청을 받아 6건
의 위헌법률심사결정을 하였다(2건이 병합심의). 6건의 결정 중 1건은 합헌 및 제청기각
의 결정, 3건은 합헌결정이었고, 2건의 위헌결정도 하였다7).

2. 제2공화국헌법
1960년 제2공화국헌법은 헌법위원회를 폐지하고 법원(제7장)과 독립한 장(제8장)에
헌법재판소를 규정함으로써 상설적인 헌법재판소제도를 도입하였다. 헌법재판소는 법률
의 위헌여부심사, 헌법에 관한 최종적 해석, 국가기관간의 권한쟁의, 정당의 해산, 탄핵
재판, 대통령·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선거에 관한 소송을 담당하였다(제83조의3). 대통령,
대법원, 참의원이 각각 3인씩 선출하는 심판관으로 구성되었으며, 심판관은 법관의 자격
을 가져야 하였고, 임기가 6년이었으며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게 하였다
(제83조의4).

6) 김철수, 헌법학개론(2007), 1650.
7) 정재황, 헌법재판개론(200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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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제도는 헌법보장기관과 기본권보장기관으로서 제2공화국헌법에서 처음 도
입되어 많은 기대를 가지고 출범하였다 그러나, 1961. 4. 17에 제정된 헌법재판소법은 1
개월 만에 5·16 군사쿠데타가 발생하여 헌법재판소가 구성되지도 못하고 효력을 상실하
였다. 현행헌법의 헌법재판소와 주요한 차이점을 보면, 추상적 규범통제를 도입하고 있
으며, 헌법에 관한 최종적인 해석권을 가진다는 것이 헌법 자체에 명시되어 있고, 대통령
등의 선거소송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반면에 헌법소원제도와 지방자치단체가 당
사자가 되는 권한쟁의심판 등은 아직 도입되지 않았다.

3. 제3공화국헌법
1962년 제3공화국헌법은 제2공화국헌법과 달리 전담 헌법재판기관을 두지 아니하고
대법원에게 위헌법률심판과 정당해산심판, 선거소송심판의 권한을 부여하였다. 다만 탄
핵심판에 관한 권한은 대법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대법원판사 3인과 국회의원 5인으로
구성되는 탄핵심판위원회에 부여하였다.
제3공화국헌법은 법원에 위헌심사권을 주어 미국식의 사법심사형을 채택하였다. 위헌
법률심판이 하급법원에서는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나 대법원에서는 활성화되지 못
하였다. 법률에 대해 위헌판결을 한 것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와 법원조직법 제
59조 제1항 단서에 대한 것이 유일하다.

4. 제4·5공화국헌법
1972년 제4공화국헌법은 법원(제7장)과 독립된 장(제8장)에 별도로 헌법위원회를 규
정함으로써 대법원에 부여하였던 위헌법률심판권을 회수하여 제1공화국헌법처럼 헌법위
원회에게 부여하였다. 그러나 제4공화국헌법의 헌법위원회는 위헌법률심판뿐만 아니라
탄핵심판과 정당해산심판을 맡게 하였다. 헌법위원회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대통
령·국회·대법원장이 각 3인식 지명하는 자를 임명토록 하였다(제109조). 헌법위원회에
서 법률의 위헌 결정, 탄핵의 결정 또는 정당해산의 결정을 할 때에는 6인 이상의 위원들
의 찬성을 얻도록 규정하였으며, 헌법위원회에는 규칙제정권이 없었고 법률로 필요한 사
항을 정하였다(제114조). 1980년 제5공화국헌법 역시 헌법위원회를 두어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을 맡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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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공화국의 헌법위원회법 제15조는 하급법원의 제청은 대법원을 거쳐야 하고 대법원
이 불송부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5공화국의 헌법위원회법 제15조는 대법원판사
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이루어진 합의체에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때에
만 헌법위원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수 있게 하여 더욱 어려웠다. 이러한 제도적 제
한과 당시의 헌정상황으로 인하여 대법원은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한 적이 없었다. 제4·5
공화국헌법에서의 헌법위원회는 위헌법률심판제청, 탄핵소추, 정당해산제소가 단 한 건
도 이루어지지 않아 어떠한 결정례도 남기지 못하고 명목상으로만 존재하는 휴면기관에
불과하다는 오명을 얻기도 하였다.8)

5. 현행헌법
1987년 개정된 현행헌법은 유명무실한 헌법위원회제도를 폐지하고 헌법재판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2공화국헌법에서 도입되었으나 미처 구성을 못했던 헌법재판소제
도를 재도입 하였다. 특히 헌법재판소제도를 도입하면서 기본권 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예
외적 수단으로서 헌법소원심판제도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보호에 한층 더 나아가
게 되었다.
현행헌법의 헌법재판소제도는 독일의 헌법재판소제도의 유형에 속하는 것이라고 하겠
으나, 독일과는 달리 추상적 규범통제를 인정하지 않고,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 한하
여 위헌법률심판을 하는 구체적 규범통제만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에서 재판을 제외하고 있는 점도 독일과 다르다고 할 수 있다.

Ⅲ. 선거관리
현행헌법은 제7장에 선거관리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선거관리에 관한 규정을 헌법
에 두는 것은 다른 나라 헌법에서는 드믄 일로서 우리 헌법의 특색이라고 하겠다. 대한
민국 정부 수립후 선거에 관한 사무는 행정기관에 설치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장하였
으나, 1960년 4·19혁명을 촉발시키는 계기가 되었던 3·15부정선거의 경험 등에 비추

8) 김철수, 헌법학개론(2007),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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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 1960년 제2공화국헌법부터는 선거관리위원회를 독립된 헌법상의 필수기관으로 구
성하였다.9) 그러나 실제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공화국 시기에는 창설되지 못하고,
1962년 제3공화국헌법에 설치규정을 다시 마련하고 헌법기관으로서 1963년 1월 21일에
창설되었다.

1. 제2공화국헌법
1960년 제2공화국헌법에서 헌법기관으로서 창설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9명의 위원
으로 구성되었다. 대법관 중에서 호선한 3인과 정당에서 추천한 6인의 위원으로 구성되
었는데, 위원장은 대법관인 위원 중에서 호선하였다.(제75조의 2). 그러나 제2공화국 시
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창설되지 못했다.

2. 제3공화국헌법
1962년 제3공화국헌법에서는 위원 구성을 변경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는 2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2인과 대법원 판사회의에서 선출하는 5인의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
에서 호선하였다(제107조 제2항). 또한 위원의 임기도 5년 연임으로 정하고(제3항),“탄
핵이나 형벌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제5항)라고 규정하여 위원의 신
분보장을 헌법규정에서 명시하였다. 또한“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제4항)라고 하여 선관위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제6항에서는 위원
회의 규칙제정권을 규정하고, 제7항에서는“각급선거관리위회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
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라고 하고 있다.

3. 제4·5공화국헌법
1972년 제4공화국헌법에서는 다시 위원 구성을 변경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
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은 대통령이

9) 장영수, 헌법학(2007),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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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하였다(제112조). 제4공화국헌법의 특성상 대통령의 영향력이 커졌다고 하겠다. 또
한 선거관리위회의 권한을 종전의“선거의 관리”
에서“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와
정당에 관한 사무”
로 분명히 하였다. 1980년 제5공화국헌법에서는 위원장을 위원 중에
서 호선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을뿐(재115조 제2항) 제4공화국헌법과 변함이 없었다.

4. 현행헌법
현행헌법에서는 위원의 임기를 5년에서 6년으로 변경하였을뿐(제114조 제3항) 종전의
규정과 다름이 없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과거 부정선거의 경험에 기초하여 공정한 선거관
리 등을 위하여 설립된 헌법상의 합의제기관이기 때문에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이 무엇보다 강조된다. 그 때문에“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
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제5항)라고 규정하여 위원의 신분보장을 헌법규정에서 명시하였
고,“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제4항)라고 하여 선관위의 정치
적 중립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현행헌법에서도 종전과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
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은 호선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항). 이러한 구성방식은 오늘날 정당국가의 현실을 고려할 때
중앙선관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에는 다소 부적절한 제도이다. 왜냐하면 대통
령이 다수당과 연계되면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중의 2인을 추가하여 5인의 위원에 대한
임명권을 확보할 수 있고, 자신이 임명한 대법원장의 협조를 얻는 경우에는 9인의 위원
중에 8인까지도 사실상 임명되도록 할 수 있기 때문이다10). 또한 제6항은“중앙선거관리
위원회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선거관리·국민투표관리 또는 정당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
할 수 있으며,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규범체계에 혼란을 초래하고 법리상 비논리적이
므로“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내부규율과 사무처
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로 개정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중앙선관위도 대법원이
나 헌법재판소와 마찬가지로 독립된 헌법기관이기 때문이다.11)

10) 전주, 1213.
11) 권영성, 헌법학원론(2009),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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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지방자치
우리 헌법은 1948년 제헌헌법 이래 지방자치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제1공
화국과 제2공화국에서의 짧은 기간을 제외하고는 오랫동안 지방자치가 실시되지 못하다
가 현행헌법에 의하여 지방자치에 관한 유예규정이 철폐되고,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됨
으로써 30여년만에 지방자치가 부활된 것이다.

1. 제1공화국헌법
1948년 제헌헌법은 제8장에 지방자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었다(제96조, 제97조).
이에 따라 1949년 7월 4일 법률 제32호로 지방자치법이 제정되었지만, 6·25의 발발로
지연되다가 1952년에 와서 비로소 최초의 지방의회가 구성되게 되었다. 그 후 제1공화국
에서는 4차에 걸친 지방자치법의 개정이 있었다.

2. 제2공화국헌법
1960년 제2공화국헌법에서는 지방자치의 확대를 위해 제97조 제2항을 신설하여“지방
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은 법률로써 정하되 적어도 시·읍·면의 장은 그 주민이 직접
이를 선거한다.”
라고 규정하였다. 장면정부는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명실상부한 지방자
치제의 실시를 시도하였으나, 1961년 5·16군사쿠테타로 집권한 박정희 군사정부는 지
방의회를 해산하고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을 제정하여 그에 저촉하는 지방자치법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3. 제3공화국헌법
1962년 제3공화국헌법은 지방자치에 관하여 자세한 것은 법률로 정하도록 위임하였고
(제109조, 제110조), 지방의회의 구성 시기는 법률로 정한다고 부칙 제7조 제3항에 추가
로 규정하였다. 그런데 국회에 위임된 지방의회의 구성은 여당이 다수인 국회에서 법률이
제정되지 않음으로써 무산되었고, 결국 지방자치는 실현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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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년 제4공화국헌법은 부칙 제10조에 지방의회의 구성을 아예 조국의 평화적 통일
이 있을 때까지 유예한다는 규정을 두었고, 제5공화국헌법은 부칙 제10조에서 지방의회
의 구성은 재정자립도를 감안하여 순차적으로 하되 그 시기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였
으나, 역시 법률이 제정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지방자치제는 명목적인 것이 되었다.

5. 현행헌법
1987년 현행헌법에 와서 지방의회의 구성에 관한 유예규정이 철폐되고 1988년에는 지
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었다. 이에 따라 1991년에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의회의원선
거가 실시되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는 정부가 그 실시를 무기한 연기함으로
써 완전한 지방자치시대가 또 다시 지연되었다. 그러나 1994년 3월에 공직선거및선거부
정방지법이 제정되어 1995년 6월 4개 지방선거를 동시에 실시함으로써 비로소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헌법 제 117조 제1항은“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고 하고 있고, 제2항
에서는“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라고 하여 지방자치의 제도적 보장과 자
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등의 지방자치단체의 권능과 그 종류의 법정주의를 규
정하고 있다. 이는 우리 헌법상 지방자치제도가 중앙과 지방 사이에 권한배분의 원리에
입각한 권력분립의 한 유형을 이루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제118조 제1항은“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고 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지
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라고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와 구성방법을 규
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지방의회의원선거를 명시함으로써 대표기관의 구성에 지역주민의
의사가 직접 반영되게 함으로써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
헌법상 지방자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제117조 제1항 후단, 제117조 제2항, 제118조 제
2항에 의하여 대부분 법률에 유보되어 있다. 따라서 입법자는 그의 재량에 따라 지방자치
제도를 구체화할 수 있고,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제한할 수도 있다. 그러나 헌법
상 지방자치의 제도적 보장에 의하여 입법권도 지방자치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
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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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경제
우리 헌법은 제헌헌법 이래 경제의 장을 독자적으로 두고 있는데, 이러한 헌법편제는
오늘날 자유민주주의헌법체계에서는 보기 드문 예이다. 헌법전에 독립된 장을 두어 경제
에 관하여 비교적 상세한 규정을 둔 예는 자본주의적 경제질서와 사회주의적 경제질서의
타협적 구조로 나타난 바이마르공화국헌법에서 찾을 수 있다.12) 우리 헌법은 이러한 바이
마르헌법의 규정을 본받아 경제질서에 대한 기본원칙을 규정하여 왔다.13) 재산권은 보장
되나, 공공복리를 위하여 제한 및 조정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고, 개인의 경
제상의 자유는 사회정의의 실현과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보장
함을 분명히 하였다. 이는 우리 헌법의 정체성에 해당하는 특징을 이루게 되었고, 다만
경제 질서에 관한 규정은 부분적으로 개정되어 왔다.

1. 제1공화국헌법
제헌헌법은 현행헌법보다 더 강력하게 경제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기조
는 공공복리의 향상을 개인의 자유와 평등의 보장과 더불어 국가의 의무로써 이미 총강
에 규정하였던 태도에도 반영되어 있다(제5조).14) 1948년 제헌헌법 제84조는 경제질서
의 목표로서“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 하는 사회정의의 실현
과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
을 제시하고, 개인의 경제상의 자유는 이러한 한계 내에서
보장되도록 하였다. 제87조 제1항은“중요한 운수, 통신, 금융, 보험, 전기, 수리, 수도,
가스 및 공공성을 가진 기업을 국영 혹은 공영으로 한다.”
라고 규정함으로써 국영, 또는
공영의 범위를 상당히 광범위하게 설정하였다. 또한 대외무역도 국가의 통제 하에 두었
다(제87조 제3항). 제88조에 의하면“국방상 또는 국민생활상 긴절한 필요가 있는 경우
에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또는 그 경영을 통제·관리”
할 수 있도록 하
였고, 특히 사영기업에 있어서 근로자의 이익분배균점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였다(제18

12) 성낙인, 헌법학(2009), 253, 박병섭,“공공부문에 대한 규범적 접근”
, 민주법학23(2003), 20.
13) 김철수, 헌법학개론(2007), 301.
14) 1948년 제헌헌법 제5조;“대한민국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자유, 평등과
창의를 존중하고 보장하며 공공복리의 향상을 위하여 이를 보호하고 조정하는 의무를 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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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이 제도는 주로 일제가 남긴 적산을 운영하는 원칙으로 제시된 것으로 보이지만, 만
약 이 조문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사회적 기본권으로 기능하는 경우 국가가 아주 강력한
분배정책을 의도하고 있다는 근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규정은 처음부터 현실적인 규
범력을 기지지 못했고, 1962년 제3공화국헌법에서 삭제되었다.15)
1948년 제헌헌법의 경제질서에 대해서는 통제경제적 색채가 강하다는 비판이 가해졌
고, 이에 1954년 일부 개정이 이루어졌다.16) 국영 혹은 공영의 범위를 광범하게 규정하고
있던 제87조 제1항은 삭제되었고, 대외무역은 여전히 국가의 통제 하에 두었지만 이러한
통제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함으로써 형식적 요건을 새로이 규정하였다. 1954
년 헌법 개정의 핵심은 제헌헌법 제87조 제1항을 삭제한 것이었다. 실제 헌법 개정의 이
유로서 國有國營의 원칙에서 私有私營의 원칙으로의 전환을 명확히 하였다.17) 그러나 실
질적으로 보면 1948년 제헌헌법의 해당 규정은 현실적으로 헌법규범으로서의 성격이 약
했기 때문에 1954년 헌법개정을 통하여 헌법규범이 변화하였지만 새로운 경제질서로 전
환되었다고 평가하기에는 무리이다.

2. 제2·3공화국헌법
1960년 제2공화국헌법에서는 경제질서에 관한 변화는 없었고, 1962년 제3공화국헌법
은 경제조항의 구조에 중요한 변화를 가하였다. 우선 공공복리를 개인의 자유와 평등과
더불어 우선적으로 총강에 규정하였던 제5조는 삭제되었다. 또한 경제질서에 관한 기본
규정인 제111조는 1948년 제헌헌법 제84조에 비해서 경제질서의 원칙을 재조정하였다.
즉 개인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는 기본원칙이 우선적으로 선언되었다(제1항).
그러나 경제질서가 국민의 생활수요를 보장하는 목표를 가지며, 이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는 태도는 여전히 유지하였다(제2항). 즉 개인의 경제상의 자유
는 원칙적으로 인정하되, 실질적 사회법치국가의 건설을 위해 국가적 규제와 조정이 가
능토록 하였다. 대외무역에 있어서도“국가는 대외무역을 육성하며 이를 규제·조정할 수
있다.”
(제116조)고 규정하고 있다.

15) 전광석, 한국헌법론(2006), 33.
16) 김철수, 현대헌법론(1979), 934-935.
17) 헌법개정회의록(제3대 국회), 국회도서관(196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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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4·5공화국헌법
1972년 제4공화국헌법에서는 경제질서에 관한 큰 변화가 없었으나, 1980년 제5공화
국헌법에서는 또 다시 경제조항에 폭넓은 수정이 가해졌다. 70대 이후 대기업과 독과점
업체의 폐단이 두드러졌을 뿐 아니라 중소기업·소비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헌법적 배
려가 요구되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1980년 제4공화국헌법은 독과점의 규제·조정(제
120조 제3항), 중소기업의 보호·육성(제124조 제2항), 소비자보호운동의 보장(제125
조),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의 허용(제122조) 등 새로운 내용의 경제조항을 신설함으
로써 경제질서에 대한 폭넓은 수정을 가하였다.18)

4. 현행헌법
1987년의 제9차 개헌에서도 경제조항에 대한 부분적인 수정이 가해졌다. 경제질서에
관한 기본규정인 제 120조 제1항은 제119조 제1항으로 그대로 유지되었지만, 제2항19)과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제3항20)은 ”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
하여 경제에 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라고 개정되었다. 1948년 제헌헌법이래 경
제질서의 목표로 명시되었던“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 하는
사회정의의 실현과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
이라는 표현은 없어지고, 경제에 관한 규
제와 조정의 목표는“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과 안정, 적정한 소득의 분배 유지, 시장
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 방지,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
로 구체화 되었
다. 제123조에서는 표현을 수정하여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과 농·어업 및 중소기업의
보호·육성를 강조하였다.
현행헌법은 또한 전문에서“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 안으로
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라고 하고 있고, 제10조에서는“모든 국민은 인간
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라고 하고 있으며, 제23조에

18) 권영성, 헌법학원론(2009), 165-166.
19) 1980년 제4공화국헌법 제120조 제2항:“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사회정의의 실
현과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한다.”
20) 1980년 제4공화국헌법 제120조 제3항:“독과점의 폐단은 적절히 규제·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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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재산권의 사회적 구속성을 강조하고, 제126조에서는 사영기업의 국유화가능성 등
을 언급함으로써 재산권의 상대화와 사회화를 규정하고 있다.
현행헌법은 이와 같이 경제영역에 있어서 재산권을 보장하고, 경제활동의 자유를 존중
함을 기본으로 하지만, 사회정의의 실현과 경제민주화를 위하여 재산권과 경제과정에 대
한 국가적·사회적 규제와 조정을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다. 국가는 이러한 헌법적 근거
하에 구체적인 입법과 정책을 통하여 경제질서 전반에 대한 공법적 규제를 가할 수 있다.
특히 적극적인 대상이 되는 것은 독점적인 경제활동이나 사적 이윤추구에 내맡기기에 곤
란한 공공성이 높은 경제활동이다. 독과점 금지, 공적 서비스 또는 독과점기업의 사회화,
공공성이 높은 전기·수도·가스·교통부문의 공기업화나 요금의 허가제 등은 구체적인 예
가 될 수 있다.

Ⅵ. 헌법개정
헌법의 개정은 헌법의 기본적 동일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헌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헌
법의 일부조항을 의식적으로 수정, 삭제 또는 보충함으로써 헌법의 형식이나 내용에 변경
을 가져오는 행위를 말한다. 현대민주국가의 헌법은 성문헌법과 개정의 곤란성을 특징으
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고 빈번한 헌법개정으로 야기될
수 있는 국가기본질서의 불안정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정한 시간이 지나
면 헌법현실이 변화하고 헌법규범도 이에 따라 변화하지 않으면 규범력을 상실하게 된다.
이에 따라 각국은 헌법의 안정성과 헌법개정의 필요성을 조화하여 일정한 절차를 헌법에
규정하고 있다. 우리 헌법도 제헌헌법이래 헌법개정절차를 자세히 규정하고 있는데, 비교
적 자주 개정되어 온 편이다.

1. 제1공화국헌법
제헌헌법 제98조 제1항에서는 헌법개정의 발의권을 대통령 또는 국회의 재적의원 3분
의 1 이상에게 부여하고 있었다. 제4항과 제5항에서는 국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의 찬성을 얻어서 헌법개정안이 확정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헌법개정이 의결된 경우에는
대통령이 이를 즉시 공포하도록 하고 있었다. 당시의 헌법개정은 국회의 의결로써 확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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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국민투표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현재와 크게 다르지만, 국회의 의결에서 가중다
수를 요구하고 있는 점에 있어서는 현재의 헌법개정안 확정방식과도 통하는 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1952년의 제1차 헌법개정에서는 양원제가 채택되었기 때문에 헌법개정발안권자로 참
의원을 추가하였으나 참의원의 경우에는 3분의 2 이상으로 규정하였다. 이는 새로이 구
성된 참의원이 민의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약한 지위를 가지게 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
고 있다. 제4항에서는 헌법개정안 확정에 관하여 종래 국회의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하던 것을 양원에서 각각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하는 것으로 변경
하였다.
그러나 1954년의 제2차 헌법개정에서는 민의원과 참의원의 발의요건을 각기 달리했던
것을 변경하여 양 기관이 모두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헌법개정을 발의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다. 이는 헌법개정안이 확정되기 위해서는 양원 모두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데, 발의요건에서부터 참의원에 대해서만 3분의 2 이상의 찬
성으로 요구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선거권자 50만 이
상의 찬성으로 헌법개정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한 것도 독특한 점이다. 당시에는 헌법개정
안의 확정에는 국민투표를 도입하지 않고 국회의 의결로써 하도록 하면서도 헌법개정안
의 발의에는 국민발안의 방식을 도입하였다.
1954년 제2차 헌법개정의 또 한 가지 특징은 제98조에 제6항을 추가하여 헌법 제1조21),
제2조22), 제7조의223)의 규정을 개폐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이른바 헌법개정한계에 관한
명문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21) 1954년 헌법 제1조: 大韓民國은 民主共和國이다.
22) 1954년 헌법 제2조: 大韓民國의 主權은 國民에게 있고 모든 權力은 國民으로부터 나온다.
23) 1954년 헌법 제7조의2: ① 大韓民國의 主權의 制約 또는 領土의 變更을 가져올 國家安危에 關한 重大事
項은 國會의 可決을 거친 後에 國民投票에 付하여 民議院議員選擧權者 3分之 2 以上의 投票와 有效投票 3
分之 2 以上의 贊成을 얻어야 한다.
② 前項의 國民投票의 發議는 國會의 可決이 있은 後 1個月 以內에 民議院議員選擧權者 50萬人 以上의 贊
成으로써 한다.
③ 國民投票에서 贊成을 얻지 못할 때에는 第1項의 國會의 可決事項은 遡及하여 效力을 喪失한다.
④ 國民投票의 節次에 關한 事項은 法律로써 定한다.

헌법주석서 Ⅳ

18

2. 제2·3공화국헌법
서

제2공화국헌법에서는 기존의 헌법에서‘제9장 헌법개정’
으로 되어 있던 것을‘제12장 헌
법개정’
으로 변경한 이외에 헌법개정을 규정하고 있었던 제89조 규정의 변경은 없었다.
제3공화국헌법의 헌법개정 발의요건에 관한 규정은 기존의 규정에서 크게 변화되지 않
았다. 양원제 국회가 단원제로 환원됨에 따라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발
의하도록 한 것도 실질적으로 변화된 점은 없으며, 국회의원선거권자 50만인 이상의 찬
성으로 헌법개정안의 발의할 수 있도록 한 것도 그러하다. 다만 대통령의 헌법개정발의권
이 삭제된 것이 실질적인 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대통령에게 집행기능의 영역을 벗
어난 권한이 지나치게 많이 부여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에서24) 제3공화국헌법상
의 헌법개정 발의요건은 상당히 합리화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1962년 제3공화국헌법은 헌법개정절차에 관하여 큰 변화를 가져왔다. 종래 국회의 의
결만으로 확정되도록 하였던 것을 국회의 의결 이외에도 국민투표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확정되도록 한 것이다. 이처럼 헌법개정절차가 바뀐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5·16 군사쿠
데타를 통하여 집권하였던 군부세력이 자신들의 정치적 정당성의 확보를 위하여 헌법개
정에는 국민투표를 거치도록 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헌법개정에 국
민투표를 요구한 것은 간접민주제의 결함을 보완하기 위하여 헌법개정과 같은 중요사안
에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확보했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
가될 수 있다.

3. 제4·5공화국헌법
제4공화국헌법은 헌법개정안을 확정하는 방식을 이원화하고 있었다. 국회에서 헌법개
정안이 발의된 경우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제125조 제2항)을 얻은
이후에 다시금 통일주체국민회의에 회부(제125조 제3항)되어 과반수의 찬성을 얻도록 한
반면에,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개정안의 경우에는 직접 국민투표를 통하여 확정(제126조
제1항, 제2항)될 수 있도록 하였던 것이다.
제4공화국 헌법은 형식적으로는 권력분립제를 채택하고 있었으나, 모든 국가권력이 대

24) 장영수, 헌법학(2007),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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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령에게 집중되도록 하는 전형적인 독재적 헌법이었다. 대통령을 국민이 직선하는 것이
아니라 통일주체국민회의에 의하여 간선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결국 장기집권을 제도화하
였다. 또한 대통령이 국회나 법원에까지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반면에 대통령에 대
한 통제는 사실상 불가능하도록 만들었다.25) 과거와는 달리 헌법개정의 절차를 이원화하
여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개정안은 국민투표로써 최종확정하도록 하되, 국회가 발의한 헌
법개정안은 대통령이 장악하고 있는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최종확정하도록 함으로써 대통
령의 의사에 반하는 헌법개정안이 관철될 수 있는 가능성 자체를 제도적으로 봉쇄하였다.
제5공화국 헌법은 국회에서 발의된 헌법개정안과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개정안을 구별
하지 않고 모두 국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도록 정하고 있었으며, 국
회의 의결을 거친 이후에는 국민투표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확정되도록 하였다(제131조).
이는 제4공화국헌법의 이원적 절차가 안고 있던 문제점을 인정하고 이를 개선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또한 제129조 제2항에서“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
법개정”
에 대해서“그 헌법개정제안 당시의 대통령”
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도록 규정한 것
도 매우 특별한 것이었다.
당시 무력으로 전국을 공포분위기로 몰아넣으며 민주주의의 희망을 짓밟고 정권을 장
악한 소위 신군부가 주도한 제5공화국헌법은 외견적으로는 제4공화국헌법의 제도적 독
재의 모습을 벗어 버린 듯이 보였다. 헌법개정의 효력제한규정을 통하여 최소한 1인 장기
집권의 저지를 내세워 민주화의 의지를 천명하였지만, 대통령선거는 여전히 간선제로 하
여 자신들의 권력장악을 용이하게 만들었고, 당시의 헌법현실은 유신말기와 큰 차이가 없
는 폭압적인 것이었다.26)

4. 현행헌법
현행헌법은 헌법개정절차에 관하여 제5공화국헌법에 대하여 아무런 변경이 없다. 제5
공화국헌법에 처음 도입된 헌법개정의 효력제한규정은 다른 나라 헌법에서 찾아보기 힘든
이례적인 규정이다. 우리나라의 헌법은 1948년 제정된 이해 현재까지 9차에 걸친 개정을

25) 전주, 79.
26) 전주,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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겪었는데 대부분 대통령의 집권연장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었던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안의 하나로서 1980년 헌법에서 최초로 도입된 것이 현행헌법의 제
128조 제2항에 해당되는 헌법개정의 효력제한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헌법개정 자체
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개정된 헌법의 내용이 개정 당시의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
도록 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위한 임기연장 내지 중임제한의 변경을 시도하지 않도록 한 것
이다. 이 규정은 1인 집권의 장기화를 위한 헌법개정이 많았던 우리 헌법사에 대한 반성
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이를 위한 헌법개정을 막는 효과를 가져온 것은 사실이다.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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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01조
이국운

제101조
①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②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
③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Ⅰ. 기본 개념과 입헌취지
1. 삼권분립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주권과 기본권보장의 기초 위에서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립주의
를 기반으로 통치의 구조를 조직하고 있다. 이는 국민들이 구성하는 복수(複數)의 대의기
구를 헌법이 정한 권력분립의 제도적 틀 속에서 끊임없이 상호 견제하고 균형을 유지하도
록 함으로써 국민주권과 기본권을 동시적으로 실현시키려는 헌법적 균형감각의 표현이다
(입헌적 공화주의).
그렇다면 복수의 대의기구 사이의 끊임없는 견제와 균형은 어떤 제도적 틀 속에서 이
루어지는가? 대한민국 헌법은 근대 입헌주의의 주된 흐름을 반영하여 권력분립의 가
장 기본적인 방식으로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의 삼권분립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몽테
스키외의 고전적 권력분립론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몽테스키외는 일찍이‘법의 정신’
에
서 국가권력을 기능적, 구조적으로 분석하여 입법권과 행정권, 그리고 사법권으로 나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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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 그 각각을 다른 국가기관에 맡겨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1) 몽테스키외의 삼권
분립론은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이 동일한 국가기관에 맡겨질 경우 시민적 자유를 위협
하는 전제적 권력이 탄생할 수 있음에 주목한 것이며, 대한민국 헌법 역시 기본적으로 동
일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
국가권력이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의 셋으로 완전히 구분될 수 있느냐에 관해서는 여
전히 의문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헌법재판권이나 지방자치권 등을 삼권 중의 어느 하나
2)

에 위치시키는 문제에 관해서 고전적 삼권분립론은 제대로 답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통상적인 헌법현실에서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의 구분은 여전히 유효하
다. 그 이유는 통상적인 헌법현실이 기능적, 구조적으로 입법, 행정, 사법이라는 세 개의
다른 국가작용으로 분석될 수 있고, 그 각각을 다른 권력에게 맡기는 것이 효과적이기 때
문이다. 이 점을 감안하여 대한민국 헌법은 고전적 삼권분립론을 권력분립의 기축으로 삼
고 있다.

2. 사법권의 특징
대한민국 헌법에서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을 하나로 연결시키는 논리적인 고리는 이
세 가지 국가권력을 통해 각각 법(법률)의 형태로 구체화되는 국민(주권자)의 정치적 의
사이다. 법의 형태로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구체화시킨다는 점에서 이 세 국가권력은 일
종의 법적 과정(legal process)을 전제하는 것이지만, 그 법적 과정의 작동원리는 세 국
가권력 각각에서 완연히 다르다. 입법권은 법을 제정하는 과정(입법과정)을 지배하는 권
력이고, 행정권은 법을 집행하는 과정(행정과정)을 지배하는 권력이며, 사법권은 법을 해
석하는 과정(사법과정)을 지배하는 권력이기 때문이다.
주지하듯, 입법권과 행정권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법의 형태로 구체화(입법과정, 행
정과정)하기 위하여 대체로 선거와 투표를 통한 다수결원리에 의존한다. 현행 헌법에서

1) 몽테스키외, 법의 정신, 하재홍 역, 동서문화동판주식회사, 2007.
2) 이는 헌법재판이 재판작용, 입법작용, 정치작용의 성질을 모두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정종섭, 헌법학원론,
박영사, 2009, 968~74. 헌법재판소와 입법부의 관계를 권력분립이론의 관점에서 연구한 글로는 차동욱,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안티테제인가: 현대적 권력분립원리 하에서의 두 헌법기관의 관계, 의정연구 제12권
제2호, 2006 참조. 지방자치제도를 수직적 권력분립원리의 차원에서 재조명한 글로는 오동석, 지방자치의
필요충분조건으로서의 지방분권과 참여민주주의, 법과사회 제23권, 200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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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권은 그 구성과 행사 모두에서 다수결원리가 관철된다. 헌법은 국민의 보통, 평등,
비밀, 직접, 자유선거에 의하여 국회의원들을 선출하여 국회를 구성하고, 그 국회의 의결
로 법률을 제정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3) 현행 헌법에서 행정권은 비록 그 행사에 있어
서 최종적으로는 대통령의 단독 결정에 의존하고 있지만, 국민의 보통, 평등, 비밀, 직접,
자유선거에 의해 대통령을 선출하고 행정권의 행사를 헌법과 법률에 따르도록 함(소위 법
률에 의한 행정의 원리)으로써 결과적으로 다수결원리를 관철하고 있다.4)
하지만 사법권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법의 형태로 구체화(사법과정)함에 있어서 기본
적으로 다수결원리에 의존하기 어려운 특징을 지니고 있다. 그 이유는 사법과정이 선거나
투표에 의하여 해결할 수 없을 만큼 분쟁이 깊어져서 중립적 제3자에 의한 재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전제로 구성된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까닭에 사법작용, 즉 법을 적
용하는 국가작용은 흔히‘구체적인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당사자로부터의 쟁송의 제
기를 기다려 독립적인 지위를 가진 기관이 제3자적 입장에서 무엇이 법인가를 판단하고
선언함으로써 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작용’
으로 이해되어 왔다.5) 이를 분설해보면, 사
법작용의 본질적 요소로는 ①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권리의무관계에 관한 분쟁의 존재 ②
당사자로부터의 쟁송의 제기(수동성) ③ 제정법(또는 관습법)에 기초한 법적 추론 ④ 현
존하는 법질서의 유지라는 목표(소극성) ⑤ 독립적 지위를 가진 제3자에 의한 판단을 언
급할 수 있다.6)

3. 사법권의 구성과 행사
이처럼 사법과정은‘재판의 논리’
에 의하여 인도되는 까닭에 사법권의 행사는 최대한
재판의 논리에 부합하도록 이루어져야만 한다. 소수에 대한 다수의 우위를 전제하는 다수
결원리는 사법과정에 어울리기 어렵다. 그리고 재판의 논리에 입각한 사법권의 행사를 뒷

3) 헌법 제41조, 제49조.
4) 헌법 제67조, 헌재 2004.2.26, 2001헌마718, 16-1, 320.
5)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6, 818면; 다른 헌법교과서들도 대동소이
6) 이와 같은 이해는 구미의 학계에도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예를 들어, 사법과정의 연구에 있어서
권위자 중 한 사람인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버클리)의 마틴 샤피로 교수 역시‘a) 독립된 법관 b) 기존
규범의 적용 c) 대립당사자주의 d) 일방당사자에게 법적 권리를 주고 다른 당사자의 잘못을 지적하는 이분
적인 결정’
을 사법의 본질을 형성하는 4대 요소로 설명하고 있다.(Martin Shapiro, Courts: A Comparative and
Political Analysis,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1, 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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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침하기 위해서는 사법권의 구성 또한 다수결원리에 의존적인 입법권이나 행정권의 구
성과는 다른 방식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지만 비록 재판의 논리가 사법작용을 이끄는 체계적이고 본질적인 요청이라고 하
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재판의 논리 그 자체에만 의존하여 사법권을 구성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사법권의 구성에는 국민주권의 실현과 기본권 보장이라는 더욱 근본적인 헌법
적 요청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바로 여기에 자유민주주의 헌법에서 사법권의 특징이 존재한다. 사법권은 다수결원리
를 수용하기 어려운 사법작용의 특성(재판의 논리)에도 불구하고 국민주권의 실현과 기본
권보장이라는 더욱 근본적인 헌법적 요청을 외면할 수 없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사법
권은 다수결원리에 입각한 입법권과 행정권의 존재를 전제한 뒤 이 양자로부터 독립된 제
3의 중립적 권력으로서 등장하게 되는 것이다. 재판의 논리를 민주주의의 요청과 조화시
키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헌법에서 사법권을 조직함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과제이다.
자유민주주의 헌법에서 이 과제를 해결하는 한 가지 유력한 방식은 사법권의 구성 및
행사과정에 법률전문가만이 아니라 일반 국민을 참가시키는 것이다. 그 방식으로는 크게
일반 국민들을 배심원으로 선발하여 사실판단을 전담시키는 배심제도와 일반 국민들을
사실판단 및 법률해석에까지 참여시키는 참심제도를 들 수 있다. 그밖에 법관을 선출하거
나 법관인사절차에 일반 국민을 참여시키는 제도도 같은 맥락에서 거론할 수 있다.7)

4. 현행헌법의 입장
현행 헌법은 제101조에서‘사법권은 법관으로 조직된 법원에 속한다’
(제1항)고 선언하
면서, 법원은‘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
되고(제2항), 법관의 자격은 법률
로 정한다(제3항)고 하고 있다. 이 조문은 적어도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해
석할 수 있다.
첫째, 현행 헌법은 사법권을 국회나 정부가 아니라 법원에 맡긴다고 선언하여 위에서
설명한 고전적인 삼권분립론을 규정하면서, 여기서 법원은 법의 해석 및 재판에 관하여
전문적인 능력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헌법에 의하여 독립성을 보장받는 법관들에 의하
여 구성된다고 말한다. 따라서 사법권은 인민재판과 같이 다수결원리를 직접 적용하는 방

7) 박홍규, 사법의 민주화, 역사비평사, 1994 ; 같은 이, 시민이 재판을, 사람생각,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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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되고, 오로지 법의 해석 및 재판에 관하여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법관들에 의하여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행사되어야 한다.
둘째, 현행 헌법은 사법권을 행사하는 법원을 복수의 법원들로 구성하도록 한 뒤에 그
정점에 헌법이 직접 그 구성방식을 규정하는 대법원을 두도록 하고 있다. 그 이유는 국민
이 직접 선출하는 국회와 대통령이 임명동의권과 임명권을 가지고 함께 임명하는 대법원
장 및 대법관들이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내부의 모든 재판에 대한 최종심을 담당하는 것과
함께 일반 법관들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 마디로 현행 헌법은
비록 간접적이긴 하지만 그 임명절차에서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는 대법원장과 대법관
들 그리고 그들로 구성되는 대법원에 그 하위의 각급 법원 및 일반 법관들과는 구별되는
특별한 헌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 현행 헌법은 법원의 조직과 법관의 자격을 법률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정
치적 의사가 다수결원리를 통하여 이 두 문제에 반영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헌법의 정
한 범위 내에서 국회는 법원의 조직을 민주적으로 입법할 수 있고, 법관의 자격, 즉 어떤
경우에 법의 해석 및 재판에 관하여 전문적인 능력을 갖추었다고 볼 것인지에 관해서도
법률로 정할 수 있다. 요컨대, 사법권의 행사는 재판의 논리에 의하고, 법관의 임명은 대
법원의 구성에만 간접적으로 다수결원리를 개입시키며, 법원의 조직과 법관의 자격에 관
해서는 다수결원리를 허용하는 것이 사법권의 구성과 행사에 관한 현행 헌법의 태도인 것
이다.
넷째, 현행 헌법은 법관의 자격을 법률로 정하게 하면서도, 헌법 제27조에서‘헌법과
법률에 의한 법관에 의해 재판받을 권리’
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런 태도
는 특히 일반 시민들이 배심원이나 참심원이 되어 사법권을 행사하는 소위‘국민참여재
판’
의 헌법적합성과 관련하여 심각한 토론을 발생시켜왔다. 한 편에는 어떤 형태로도 법
관 아닌 일반 시민들의 사법권행사는 위헌이라는 주장이 있고, 다른 편에는 사실판단에
관해서는 일반 시민들의 참여가 사법권행사가 아니라거나, 법관의 자격을 법률에 맡기고
있는 이상 참여재판은 합헌이라는 주장도 있다.8) 2008년부터 시작된‘국민참여재판’
은

8) 이에 관해서는 권영설, 참심제와 배심제의 헌법적합성 논쟁-배심제, 참심제의 도입논의와 그 헌법적합성
의 문제-, 법과 사회 제26호, 2004 ; 황성기, 참심제와 배심제의 헌법적합성 논쟁-한국에서의 참심제와
배심제의 헌법적합성-, 법과 사회 제26호, 2004 ; 안경환·한인섭, 배심제와 시민의 사법참여, 집문당,
2005; 신우철,「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안)」
에 대한 관견-비교헌법사적 시각에서의 쟁점분석
과 대안모색-, 법과사회 제31호, 2006 ; 정종섭, 앞의 책(2009), 1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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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립을 배심원단의 결정에 권고적 효력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봉합하였을 뿐이다.9)
(배심제 및 참심제의 헌법적합성에 관한 논의는 헌법 제27조-재판청구권에 관한 주석에
의하여 이미 상세히 다루어졌으므로 여기서 다시 서술하지 않는다.10) )

Ⅱ.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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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의 역사에서 사법권을 집행권과 분리시키기 시작한 계기는 1894년 갑오경장으
로 조선 건국 이래의 육전등록(六典謄錄)체제에서 벗어나 군국기무처를 설치한 것이다.
이때 고종은 종래의 형조를 폐지하고 법무아문을 두었으며(6월 28일) 모든 범죄인에 대
한 재판권이 법무아문에 있음을 공표하였다(7월 8일). 이듬해 4월 19일에는 법률 제1호
로 재판소구성법을 공포, 4월 25일부터 시행하였으며, 5월 6일 법관양성소를 설치하여
재판소의 판사와 검사를 양성하였다.11)
하지만 이 조치는 어디까지나 군주주권을 전제로 사법권의 행사를 재판소와 법관에게
맡긴 것이었을 뿐이며, 이런 체제는 기본적으로 고전적 삼권분립주의를 받아들이지 않았
던 대한제국기와 일제식민시기에도 그대로 이어졌다. 예를 들어, 일제식민시기에 사법권
은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에 의해 행사되었으나 그 법원은 조선총독부의 부서인 사법부(司
法部)에 소속되어 있었던 것이다. 고전적 삼권분립주의에 따라 사법권을 사법부(司法府)
에 맡기는 것은 일제로부터의 해방이 이루어진 후, 미군정기의 준비를 거쳐 1948년 7월
17일 제헌헌법이 공포됨으로써 가능해졌다. 1948년 5월 4일 남조선과도정부법령 제192
호로 공포된 과도법원조직법은 삼권분립체제에 따른 최초의 입법이었으며, 이 법령은 헌
법제정 이후에도 거의 그대로 이어져 동년 9월 26일 법률 제51호로 법원조직법이 공포되
었던 것이다. 이 새로운 법원조직법은 1949년 8월 15일부터 시행되었다.12)
헌법제정 이후 총 9차례에 이르는 헌법개정이 진행되는 동안 현행 헌법 제101조의 내
용은 거의 변함이 없었다.“① 사법권은 법관으로써 조직된 법원이 행한다. ② 최고법원

9)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시행 2008. 1. 1] [법률 제8495호, 2007. 6. 1, 제정] 제46조 제5항.
10) 신평, 헌법 제27조-재판청구권, 법제처 헌법주석서 Ⅰ(총강 및 기본권 부분), 2007. 12. 31.
11) 정종섭, 앞의 책(2009), 1325.
12) 이국운, 해방공간에서 사법조직의 재편과정에 관한 연구, 법과사회 제29호, 2005.

법원 등에 관한 장 (제101조부터 제130조까지)

29

법
원

인 대법원과 하급법원의 조직은 법률로써 정한다. ③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써 정한다”
라
고 규정한 제헌헌법의 제76조는 제4차 헌법개정 때까지 그대로 유지되다가 1962년의 제
5차 개정헌법 이후 현재와 동일한 내용으로 바뀌었다. 제1항의“사법권은 법관으로써 조
직된 법원이 행한다”
를“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로 변경한 것, 그리고
제2항에서 하급법원 대신 각급법원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 개정내용이다. 그러나 이
와 같은 개정으로 인해 헌법해석이 달라지는 점은 거의 없다.
이에 비하여 법원조직법은 1949년 8월 15일 시행된 이후 총 40여 차례의 크고 작은 개
정을 겪었다. 그러나 법원의 조직변경, 관할의 조정 등이 주요한 개정사항일 뿐 헌법에
의하여 사법권을 행하는 법원의 조직을 정하는 입법의 목적이나(법원조직법 제1조), 헌법
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일체의 법률상 쟁송에 관한 심판권한을 법원에 부여
한다는 점(동법 제2조 제1항)에 있어서는 큰 변화가 없었다.
2008년부터 시행에 들어간‘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의 대한민국 사법사에
획기적인 사건이다. 그러나 여전히 그 헌법적합성에 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으며, 이 문
제는 헌법개정시 필히 검토되어야 할 대상으로 지목되고 있다.

Ⅲ. 입헌례와 비교법적 의의
현대 자유민주주의 헌법에서 사법권의 조직과 관련하여 의미 있는 비교는 다음의 네 차
원에 존재한다. 첫째는 사법권의 소재와 관련하여 고전적 삼권분립주의를 따르는 국가와
소위‘의회주권’
의 원칙에 충실한 국가의 구분이다. 둘째는 사법권의 구성 및 행사에 있어
서 법률전문가인 법관만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을 참여시키는 여부에 따른 구분이다. 셋째
는 법원의 조직과 관련하여 헌법재판권 및 행정재판권 등을 사법권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여부에 따른 구분이다. 넷째는 법원을 구성하여 사법권을 행사하는 법관의 충원방식에 있
어서 관료주의(bureaucratism)와 전문주의(professionalism)의 대립이다.(군사재판 등
소위 특별법원의 문제는 제110조의 주석에 맡긴다)
먼저 고전적 삼권분립주의에 따라 사법권을 입법권 및 행정권과 분립시켜 다른 조직에
맡기는 대부분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들과 달리 영국 등에서는 의회주권의 원칙 아래 사법
권 역시 종국적으로는 의회(귀족원, House of Lords)에 속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
구분을 강조하여 영국 등의 사례가 마치‘민주적 집중제’
의 원칙 아래 인민의 정치적 의사
를 대표하는 인민회의(전인민대표자회의 등)나 공식적인 지배정당(공산당 등)에 사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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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포함시키는 사회주의 국가와 유사한 것으로 이해해서는 곤란하다. 알버트 다이시가 지
적하고 있듯이 불문헌법국가인 영국은 의회주권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민형사법
및 소송의 영역에서는 커먼로 법원의 주도권을 받아들여 입법을 자제하는 헌법적 관행을
발전시켜 왔기 때문이다.13) 따라서 기능적인 관점에서는 영국에서도 사법권이 법관으로
구성되는 법원에 의하여 행사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다만 고전적 삼권분립주의에 매몰
된 다른 국가들과 달리 의회주권의 원칙을 통하여 국민주권의 실현과 기본권보장이라는
헌법적 요청이 보다 적나라하게 제기되어 있다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점은 대한민
국 헌법의 해석에 있어서도 앞서 언급한 사법권의 특징, 즉 재판의 논리와 민주주의의 요
청을 조화시키는 문제와 관련하여 숙고를 요하는 대목이다.
다음으로 사법권의 구성 및 행사에 있어서 일반 시민들을 참여시키는 방식으로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배심제도와 참심제도, 그리고 다양한 방식의 법관인사참여제도 등을 예시
할 수 있다. 2008년부터 시행에 들어간 대한민국의 국민참여재판제도는 배심제도와 참
심제도를 조합한 일종의 실험적 제도로서 향후 그 시행결과를 평가한 뒤 본격적인 입법적
수용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그 결과가 배심제도의 전면적인 시행으로 결
론 지워질 경우에는 헌법 제27조와 헌법 제101조에 대한 개정논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의회가 제정한 법률의 위헌여부를 재판의 방식으로 결정하는 권한(헌법재판권)이나 국
가를 대상으로 국민이 제기한 소송을 재판하는 권한(행정재판권)을 사법권의 범위에 포
함시키는 문제와 관련해서도 상이한 비교법적 사례들이 존재한다. 헌법재판권의 경우 ①
일반법원형(미국) ② 헌법재판소형(독일) ③ 헌법위원회형(프랑스) 등 다양한 사례들이
존재하며, 행정재판권의 경우에도 ① 일반법원형(영미) ② 사법부에 소속된 행정법원형
(독일) ③ 행정부에 소속된 행정심판소형(프랑스)과 같은 다양한 사례들이 존재하기 때문
이다. 이 유형들 중 어떤 조합을 따를 것인가는 각 국가의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 헌법정
책적으로 판단할 문제다. 현행 헌법은 헌법재판권에 관해서는 독립된 헌법재판소에게 대
부분의 헌법재판권을 맡기고(헌법 제111조 제1항), 행정재판권에 관해서는 재판의 전심
절차로서 사법절차가 준용되는 행정심판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헌법 제107조 제3항)
법률에 의하여 일반법원형이나 사법부에 소속된 행정법원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
다.(헌법 제102조 제3항)
법원을 구성하는 법관의 충원방식에 있어서 독일, 일본 등 대륙법계(시민법계, civil

13) 알버트 다이시, 헌법학 입문, 안경환/김종철 공역, 경세원,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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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world) 국가들에는 관료주의가 익숙한 방식이다. 이는 국가 스스로 공무원인 사
법관료(judicial bureaucrat)들을 양성한 뒤, 이들을 중심으로 사법관료제(judicial
bureaucracy)를 창설하여 법원을 운영하는 것이다. 이 방식의 특징적인 요소들로는 ①
법전과 교과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일반적(비전문적) 법학교육 ② 국가가 주관하는 사
법관료 임용시험 ③ 국가가 직접 주관하는 사법관료 연수 ④ 직업법관제도, 소위 커리어
시스템(career system) ④ 법원, 검찰, 변호사회의 삼자정립구조(三者鼎立構造) ⑤ 재야
법관으로서의 변호사상 및 변호사회의 상대적 비조직화 ⑥ 법학교육과 법률가양성의 제
도적 분리 등을 거론할 수 있다. 관료주의에서는 법률서비스 및 법률가직의 공적(국가적)
성격이 매우 강하게 부각되는 대신, 그 사적(시장적) 성격은 상대적으로 무시되는 경향이
존재한다.
이에 비하여 영국, 미국 등 영미법계(보통법계, common law world) 국가들에게는 전
문주의가 익숙한 방식이다. 이는 어느 나라든지 시장 속에 자생적으로 존재하기 마련인
사법절차전문가들에게 법전문직(legal professional)으로서의 직업적 독자성을 부여한
뒤, 이들로부터 국가법률가(판검사)들을 임용하는 것이다. 이 방식의 특징적인 요소들로
는 ① 판례와 도제수습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전문적 법학교육 ② 실질적으로 변호사단
체가 주관하는 변호사 자격시험 ③ 변호사단체가 주관하는 변호사 연수(도제수습) ④ 법
조일원화, 즉 변호사들로부터 판사를 임용하는 제도 ④ 변호사 중의 변호사로서의 판사
상 ⑤ 사적 전문직으로서의 변호사상 및 강력한 변호사길드의 존재 ⑥ 법학교육과 법률
가양성의 제도적 연결 등을 거론할 수 있다. 전문주의에서는 법률서비스 및 법률가직의
사적(시장적) 성격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부각되는 대신, 그 공적(국가적) 성격은 예외적
으로 인정되는 경향이 존재한다.14)
현행 헌법은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구성과 관련하여 대법원장에 관해서는 국회의 동의
와 대통령의 임명을 요구하고, 대법관에 관해서는 대법원장의 제청과 국회의 동의, 그리
고 대통령의 임명을 요구함으로써 소위‘선출된 정치인에 의한 임명방식’
을 규정하고 있
다. 하지만 이들을 제외한 일반 법관의 인사에 관해서는 대법관회의의 동의권과 대법원장
의 임명권을 규정하고 있을 뿐 특별한 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문제는 법
관의 자격 및 인사와 관련된 법률에 위임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법원조직법은 대법원에
법원행정처와 사법연수원을 설치함으로써 기본적으로 관료주의적 방식의 법관충원을 제

14) 이
 상 관료주의와 전문주의의 대립에 관하여 자세한 것은 이국운, 정치적 근대화와 법률가집단의 역할-법률
가양성제도개혁논의의 비교분석을 통한 접근-,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학위논문, 1998. 제2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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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화하고 있다. 하지만 2009년부터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법학전문대학원(law school)제
도가 시행된 까닭에 가까운 장래에 전문주의적 방식의 법관충원으로 대대적인 전환이 이
루어질 것이 예상되고 있다. (법관인사제도의 연혁 및 현행 제도 등에 관해서는 제104조
의 주석에 맡긴다)

Ⅳ. 다른 조문과의 체계적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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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01조는 현행 헌법상 사법권에 관한 가장 중요한 조문이다. 헌법 제5장의 법원
편의 다른 조문들은 모두 제101조를 전제로 그 구체화와 부연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군
사재판에 관한 제110조의 해석 역시 제101조의 예외규정이라는 관점에서 제101조의 해
석을 전제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로 현행 헌법 제101조의 해석은 다른 헌법 제5장 전
체를 이끄는 해석적 지침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처럼 중요한 헌법 제101조의 해석은 특히 체계적 해석의 관점에서 헌법의
다른 조문들과 관련하여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우선 고전적 삼권분립주의를 따르는
한 권력분립 및 입법, 행정과 구분되는 사법작용의 본질에 관한 이해는 필수적일 수밖에
없다. 앞서 언급했듯이 재판의 논리로 대표되는 사법작용의 독특성이 헌법 제101조 및
제5장 전체의 해석에 향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할 점은 헌법이 권력분립을 규정하는 까닭은 권력분립 그 자체를 중
요시해서만이 아니라 권력분립을 통해 확보하려는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
는 사실이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의 헌법이론은 예외 없이 권력분립의 목적을 국민의 기
본권보장과 연결시키고 있으며, 동일한 맥락에서 사법권의 목적 역시 국민의 기본권보장
과 연결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15) 특히 사법과정은 다수결원리가 관철되는 입법과정
및 행정과정에서 구조적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정치적 소수자들이 그 기본권을 보장
받기 위해 의존하기 마련이라는 점에서, 사법권의 목적이 국민의 기본권보장이라는 명제
는 입법권이나 행정권에 비해 더욱 강조되는 경향이 있다.
국민의 기본권보장이라는 목적을 사법권과 연결시키는 논리적 고리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헌법 제27조의‘재판받을 권리’
이다.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재판

15) 헌재 1996.6.26, 90헌바25, 4, 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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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권리(제1항), 헌법이 정한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군사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제2
항),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제3항),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받을 권리(제4항), 형사피
해자로서 당해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권리(제5항) 등은 사법권의 구성과 행사에 있어서 실
질적인 목적이 되어야만 한다(여기서의 재판받을 권리는 국가배상청구권(헌법 제29조)
등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이다). 따라서 사법권의 조직과 행사는 일차적으로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는가의 관점에서 평가될 수 있으며, 이는 기본권제한의 일반법
리에 비추어 헌법 제10조(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및 제11조(법 앞의 평
등), 그리고 제37조 제2항 등에 당연히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주지하듯 국민의 기본권은 국가에 대하여 재판을 받는 소극적 차원에만 머무르
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국민의 기본권보장은 사법권의 조직과 행사를 사후적으로 평가하
는 차원에서만 관련되는 것이 아니고 사법권의 조직과 행사를 사전적으로 시도하는 차원
에서도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어야 한다. 이는 사법권이 소극적 방식의 기본권보장만이
아니라 적극적 방식의 기본권보장, 즉 국민주권의 실현과도 연결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최근 들어 법관인사제도나 형사재판제도의 개혁과 관련하여 법관후보자추천제도나 참여
재판제도와 같이 국민들의 사법참여가 강조되고 있는 것은 이 점과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다.

Ⅴ. 규범적 내용, 개념과 원리에 대한 판례 및 학설
1. 사법권의 범위
헌법 제101조 제1항에서 언급하고 있는 사법은 일반적으로 헌법재판을 제외한 형식적
사법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16) 헌법재판을 제4의 국가작용으로 이해하는 입장에서
는 헌법 제101조 제1항의 사법은 본래적 의미의 사법을 의미한다고 보지만,17) 양자의 실
질적인 차이는 크지 않다. 현행 헌법이 법원에 부여하고 있는 위헌법률심판제청권이나 명
령, 규칙 등에 관한 위헌심사권은 본래적 의미의 사법권은 아니며 오히려 헌법이 예외적

16) 정종섭, 앞의 책(2009), 1326.
17) 허영, 한국헌법론(2008), 박영사, 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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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법원에 부여한 헌법재판권이라고 볼 수 있다.
사법권의 범위에는 법원의 재판권과 일반법관의 인사권을 포함한 사법행정권 일체, 그
리고 대법원의 규칙제정권이 포함된다. 법원의 재판권에는 ① 민사재판권 ② 형사재판권
③ 행정재판권 ④ 특허재판권이 포함된다. 헌법이론 상으로는 헌법재판권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는 선거재판권을 현행 헌법은 대법원에 부여하고 있다.
다만, 현행 헌법은 다음의 두 경우를 통상적인 의미의 사법권의 범위로부터 제외하고
있다. ① 국회의원의 자격심사와 제명 등은 국회의 전속적 관할사항이며 사법심사가 배
제된다.18) 권력분립의 관점에서 국회의 자율권을 존중하는 것이다. ② 비상계엄 하에서
단심으로 진행되는 군사재판은 대법원에의 상고도 허용되지 않을 수 있다.19) 국가긴급권
의 관점에서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2. 사법권의 한계
헌법이론의 측면에서 사법권의 한계로는 사법본질상의 한계와 권력분립상의 한계, 그
리고 국제법상의 한계가 거론된다. 사법본질상의 한계는 ① 권리의무관계의 분쟁이 성숙
되어야 한다는 점(사건성숙성) ② 당사자로부터 쟁송의 제기가 있어야 한다는 점(수동성)
③ 제정법(또는 관습법)의 해석에 기초한 법적 추론이 필요하다는 점(해석성) ④ 현존하
는 법질서의 유지가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점(소극성) 등을 거론할 수 있다. 권력분립상
의 한계는 입법권, 행정권, 헌법재판권, 지방자치권 등과의 사이에서 재판에 의하여 권력
분립을 형해화 시켜서는 안 된다는 점이 핵심이다. 전통적으로 사법권의 한계로 거론되어
온‘통치행위’
, 즉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원수 또는 행정부수반의 정치행위로서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행위에 관해서는 통치행위의 개념을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하면
서도 사법적 심사가 배제되는 논리적 근거를 사법권의 내재적 한계나 권력분립에서가 아
니라 사법부의 자제에서 찾는 견해가 유력하다.20) 국제법상의 한계는 조약 기타 국제법에
의하여 치외법권이 부여된 경우에 그 범위에서 사법권의 행사가 배제된다는 의미다.

18) 헌법 제64조.
19) 헌법 제110조.
20)‘헌법해석론으로서는

통치행위부정설이 논리적이지만, 헌법정책론으로서는 통치행위긍정설이 합목적적이
라 할 수 있다.’권영성, 앞의 책(2006), 834면 ; 헌재 2004.4.29, 2003헌마814, 16-1, 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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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더불어 사법권의 한계에 관해서는 사법작용에 다수결원리가 적용되기 어렵고 따
라서 입법권이나 행정권에 비하여 민주적 정당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점
에 근거하여 사법적 자제를 헌법적 원칙으로 받아들이려는 시도가 있다. 그러나 이에 대
하여는 복지국가화의 과정에서 정당정치의 파행 및 행정권력의 과두화가 발생하면서 사
법권의 보다 적극적인 행사를 요구하는 입장이 맞서곤 한다. 양자는 경우에 따라 사법소
극주의(전자)와 사법적극주의(후자)로 스스로를 정당화하기도 한다.21)

3. 사법권의 효과
사법권은 소송의 형식으로 제기된 분쟁에 대하여 재판을 통해 최종적인 해결책을 제시
한다. 이와 같은 재판의 결과는 심급제도와 재심제도와 같은 사법내부적인 절차를 제외하
고는 최종적인 법적 효과를 가진다. 다만, 법률의 입법,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 등을 통해
입법부나 행정부가 재판의 결과를 사후적으로 무효할 가능성은 존재한다. 그러나 이 경우
에도 재판 그 자체를 무의미한 것으로 만드는 것은 삼권분립의 원칙에 반한다. 재판을 통
한 사법권의 행사에 대하여 효과적인 통제장치로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헌법
재판소에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거론된다. 하지만, 현행 헌법은 헌법소원의 제도
화여부를 법률에 일임하고 있으며(제111조 제1항 5호), 헌법재판소법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동법 제68조 제1항)
사법권의 효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재판권을 행사한 법관이 재판에 대한 책임면제를
부여받는다는 점이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법하게 재판을 한 이상
재판의 결론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이처럼 재판을 담당한 법관에
게 면책권을 부여하는 것은 사법권의 독립 그중에도 법관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불가피
한 제도로 이해되고 있다. (이에 관하여 자세한 것은 헌법 제103조 및 제106조의 주석에
맡긴다)

21) 임지봉, 사법적극주의와 사법권 독립, 철학과 현실사,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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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법권의 통제
현행 헌법상 사법권은 비정치적이며 중립적인 국가기구인 법원에 의하여 행사된다. 그
러나 이것은 결코 법원이 권력기관이 아니라는 의미가 아니다. 법원도 권력기관이므로 사
법권의 오용과 남용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고, 이에 대한 내외의 통제가 필수적이다.
헌법은 권력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관점에서 입법권을 담당하는 국회와 행정권을 담당
하는 대통령 및 정부가 사법권에 대한 일정한 통제수단을 부여하고 있다. 우선 국회는 입
법권, 대법원장 및 대법관에 대한 임명동의권, 국정조사 및 감사권, 예산 및 결산에 관한
권한, 그밖에 각종 국정감시권한들을 통하여 사법권을 통제할 수 있다.22) 국회와 헌법재
판소가 소추권한과 심판권한을 나누어 가지고 있는 탄핵권한 역시 주로는 법관의 권력오
남용에 대한 대책으로 마련된 것이다.23) 대통령 및 행정부는 대법원장 및 대법관에 대한
임명권과 예산안제출권 등을 통해 사법권을 통제할 수 있다.24)
그러나 이와 같은 권력분립상의 통제제도는 자칫 법원의 재판권에 대한 부당한 간섭과
영향력행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 입법부와 행정부, 그리고 그 구성원들은 개개
의 소송사건에서 당사자로 등장하는 까닭에 이처럼 부당한 간섭과 영향력행사의 유혹을
받게 될 위험을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권력분립상의 통제제도는 어디까지나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하는 전제 속에서 활용되어야만 한다. 예를 들어, 평시는 물론이려니와 비상
계엄이 선포된 경우에도 국회가 입법을 통해 국회 내부에 특별법원을 창설하거나, 행정부
가 재판권을 행사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까닭에 사법권의 통제수단으로는 사법부 내부의 자율적인 통제수단들이 보다 안
전하고 유리한 측면을 가지고 있다. 현행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재판에 대한 심급제도와
공개제도는 사법부 내부의 자율적인 통제수단으로서의 의미도 가지고 있다.25) 대한민국
과 같이 사법관료제로 법원을 구성하는 경우 사법권의 오용과 남용에 대해서는 일차적으
로 사법관료제 내부의 각종 통제수단들이 동원되어야 한다는 점은 당연하다.
그러나 2009년 3월에 불거진 신영철 대법관 재판개입사태에서 알 수 있듯, 사법관료제
는 언제나 개개 법관의 사법권에 대한 오용과 남용을 통제하는 수단을 넘어서서 개개 법

22) 헌법 제40조, 제54조, 제61조, 제65조, 제104조 등
23) 헌법 제65조, 제111조 등
24) 헌법 제89조, 제104조 등
25) 헌법 제101조, 제102조, 제109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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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관료제적 통제수단으로 전락할 위험을 가지고 있다. 사법의 독립
이 사법관료제의 독립으로 오인될 가능성은 언제나 현실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법권의 통제수단으로는 권력분립상의 통제제도와 사법 내부의 통제제
도를 지혜롭게 조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양자를 조화시키는 것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다. 예를 들어, 사법의 책임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법관의 임명에 선출직
정치인을 관여시키는 제도, 법관의 재임명제도, 법관평가제도, 법관징계제도, 법원감시
제도, 민원고충처리제도, 사법 옴부즈만제도,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제도 등을 거론
할 수 있다.26) 아울러 사법권의 구성과 행사과정에 끊임없이 시민적 참여를 독려하고 언
론과 판결비평 등을 통한 시민적 감시를 일상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5. 법원의 조직
헌법은 법원을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 조직하도록 하면서,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확인
하고 있다. 최고법원인 대법원은 최종심을 관할하는 것이기에 이 규정은 대한민국의 사법과
정이 제1심과 최종심으로 구성된 심급구조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을 보여 주는 것이다.
이처럼 헌법은 헌법에서 단심재판을 정하고 있는 경우 이외에는 최소한 2심의 구조를
가지는 재판구조를 정하고 있다(아래 판례 참조). 그 의미는 1심의 재판을 받은 당사자에
게 최소한 한 번은 불복하고 다툴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며, 따라서 제1심 재판에
대해서 상소할 수 있는 권리는 기본권의 일종이다. 그 외의 사항에 관해서 헌법은 심급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지 않은 채 법률에 맡기고 있다. 어떤 재판에 대해서 2심급의 구조
로 할 것인가, 3심급의 구조로 할 것인가 등은 법률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다.27)
<판례>-(1992.6.26. 90헌바25)
1. 재판(裁判)이란 사실확정(事實確定)과 법률(法律)의 해석적용(解釋適用)을 본질(本
質)로 함에 비추어 법관(法官)에 의하여 사실적(事實的) 측면(側面)과 법률적(法律的) 측
면(側面)의 한 차례의 심리검토(審理檢討)의 기회는 적어도 보장(保障)되어야 할 것은 물

26) 정종섭, 앞의 책(2009), 1332.
27) 헌재 2002.06.27, 2002헌마18, 70, 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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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또 그와 같은 기회에 접근하기 어렵도록 제약이나 장벽을 쌓아서는 안 된다 할 것인
바, 만일 그러한 보장(保障)이 제대로 안되면 헌법상(憲法上) 재판(裁判)을 받을 권리(權
利)의 본질적(本質的) 침해(侵害)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할 것이다.
2. 상소심(上訴審)에서 재판(裁判)을 받을 권리(權利)를 헌법상(憲法上) 명문화(明文化)
한 규정이 없고 상고(上告)문제가 일반법률(一般法律)에 맡겨진 우리의 법제에서는 헌법
(憲法) 제27조에서 규정한 재판(裁判)을 받을 권리(權利)에 모든 사건에 대해 상고법원(上
告法院)의 구성법관(構成法官)에 의한, 상고심절차(上告審節次)에 의한 재판(裁判)을 받
을 권리(權利)까지도 포함된다고 단정할 수 없을 것이고, 모든 사건에 대해 획일적(劃一
的)으로 상고(上告)할 수 있게 하느냐 않느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입법정책(立法政
策)의 문제라고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현행 법률은 민사재판, 형사재판, 행정재판을 3심구조로, 특허재판은 고등
법원부터 시작되는 2심구조로,28) 그리고 헌법이 정한 범위에서 비상계엄 하의 군사재판
은 단심구조로 운영하고 있다. 선거재판은 대법원 또는 고등법원(지방선거의 경우)의 단
심재판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의 일종인 선거재판은 헌법재판소의 관할로 이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모든 소송의 최종심을 대법원이 담당해야만 헌법에 적합한가에 관해서 판례는 부정적
이다(아래 판례 참조). 헌법재판소는‘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에 의하여 1994년 이래
대법원이 운영하고 있는 심리불속행제도가 상고심재판을 받을 권리를 포함한 국민의 재
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으므로 합헌이라고 판단하였다.29) 그러나 학설로는 대법원에 최
종판단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국민의 재판청구권의 일종으로 보면서, 특히 지방선거에
관한 선거재판의 경우 선거소송과 당선소송을 당해선거구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담당하
도록 하고 있는 것을 위헌으로 주장하는 견해가 있다.30)
<판례>-(1995.1.20. 90헌바1)
3. 헌법(憲法)이 대법원(大法院)을 최고법원(最高法院)으로 규정하였다고 하여 대법원

28) 법원조직법 제14조, 제28조의 4 등
29) 2005. 9.29. 2005헌마567 결정 등
30) 제
 3차 개정헌법에서처럼 선거재판은 헌법재판소의 관할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종섭, 앞의 책
(2009), 1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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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院)으로 하여금 모든 사건을 상고심(上告審)으로서 관할(管轄)할 것을 요구하는 것
은 아니며,“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가 사건의
경중(輕重)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건에 대하여 대법원을 구성하는 법관(法官)에 의한 균
등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의미한다거나 또는 상고심재판을 받을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라
고 할 수는 없다.
심급제도(審級制度)는 사법(司法)에 의한 권리보호에 관하여, 한정된 법발견(法發見)
자원(資源)의 합리적인 분배의 문제인 동시에 재판의 적정(適正)과 신속(迅速)이라는 서
로 상반(相反)되는 두 가지의 요청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의 문제로 돌아가므로 기본적으
로 입법자의 형성(形成)의 자유(自由)에 속하는 사항이고, 상고(上告) 허용(許容) 여부의
객관적 기준은 상고제도(上告制度)를 어떠한 목적으로 운용(運用)할 것인가에 따라 달라
지게 되는 바, 상고제도(上告制度)의 목적을 법질서의 통일과 법발전(法發展) 또는 법창
조(法創造)에 관한 공익의 추구에 둘 것인지 구체적 사건의 적정(適正)한 판단에 의한 당
사자의 권리구제에 둘 것인지 아니면 양자를 다같이 고려할 것인지는 역시 입법자(立法
者)의 형성(形成)의 자유(自由)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그 중 어느 하나를 더 우위(優位)에
두었다하여 헌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의 조직에 관하여 헌법이 정하는 사항은 법원이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
으로 조직된다는 것이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법률에 맡기고 있다. 각급법원의 존재는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법률로서 각급법원을 설치하지 않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헌법이 직접 예정하고 있는 특별법원으로서의 군사법원을 제외하고 현재 법원조직
법은 다음의 6종을 법원으로 규정하고 있다(법원조직법 제3조). ① 대법원 ② 고등법
원 ③ 특허법원 ④ 지방법원 ⑤ 가정법원 ⑥ 행정법원. 지방법원과 가정법원의 사무
의 일부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지원, 시군법원 등을 둘 수 있다. 1994년 이전에는
특허법원과 행정법원이 별도의 법원으로 존재하지 않았으나 재판의 전문화를 위하여
각기 고등법원과 지방법원의 수준에 맞추어 설립되었다.
법원조직법은 위에서 언급한 심급구조에 맞추어 제1심, 항소심, 그리고 상고심의 관
할법원을 규정하고 있다. 특이한 것은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담당사건에 대한 항소심
을 지방법원합의부에서 담당한 뒤 그 상고심이 고등법원을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대
법원에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 때문에 최근에는 고등법원 상고부를 두어 그런 사
건들의 상고심을 고등법원이 담당하거나, 아니면 종래의 고등법원과 지방법원을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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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으로 통합하고 지방법원지원들을 지방법원으로 승격시키자는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31)

6. 법관의 자격
헌법은 법원을 구성하여 사법권을 행사하는 법관의 자격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국회는 다수결원리에 입각하여 민주적인 방식으로 법관의 자격을 정하여야 하며,
이 때 헌법 제37조 제2항의 기본권제한의 일반 법리를 준수해야만 한다. 또한 개념 본질
상 법관은 재판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지식, 그리고 소양을 갖추어
야 한다. 이와 같은 실질적 자격요건을 요구하지 않은 채, 누구나 법관이 될 수 있도록 하
는 것은 결과적으로 인민재판과 다를 것이 없는 것으로서 헌법에 어긋난다. 이와 같이 법
관자격 법정제도는 입법부나 행정부로부터 법관의 독립을 지키는데 유리하다. 국회의원
이나 행정부 공무원이 임의로 법관을 대신하여 재판할 수 없게 하는 것이다.
헌법은 법원을 조직하는 법관을 대법원장과 대법관, 그리고 그 밖의 일반법관으로 구분
한 뒤, 이들의 임명방식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법원조직법은 일반법관을 판사라고 칭
하면서 판사의 임용자격을 국가가 관리하는 사법시험의 합격과 사법연수원의 실무수습을
마친 사람, 그리고 (기왕에) 판사, 검사 및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에 한정하고 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에 대하여는 판사의 임용자격 이외에 15년 이상의 법조경력과 40세 이
상의 연령을 임용자격으로 요구하고 있다(법원조직법 제42조). 어느 경우에나 공무원임
용자격이 없는 것과 같은 결격사유에 해당해서는 안 된다(법원조직법 제43조).
흥미로운 것은 법원조직법이 판사집단 내부에 일정한 위계를 설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력 5년 미만의 판사는 변론을 열어 재판하는 사건에 관하여 단독으로 재판할 수 없고
(배석판사), 단독판사들 중에도 합의부의 재판장이 되는 판사(부장판사)와 그렇지 않은
판사(단독판사)가 있으며, 대법원장은 법조경력 10년 이상인 판사자격자들만을 각급 법
원장이나 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법원조직법 제42조
의 3과 제44조). 이와 같은 위계구조가 대법원장 1인이 전권을 행사하는 판사의 임용, 보
직, 인사평정, 그리고 대법관의 임명제청 등과 연결될 경우에는 대법원장의 인사권한에
의존적인 일종의 피라미드형 사법관료제에 의해 법원이 지배당하는 체제로 이어질 수밖
에 없다. 최근에는 이러한 피라미드형 사법관료제 그 자체가 법관의 독립에 대한 매우 중

31) 한국일보 2009년 8월 3일 기사,‘전북 전주에 항소법원 유치 추진’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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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위협이라는 사실에 주목하면서 법원의 관료제적 구조를 근본적으로 혁파하자는 주
장이 제기되고 있다.32) (기타 법관의 인사, 신분보장 등에 관해서는 헌법 제104조 및 제
106조의 주석에 맡긴다)

Ⅵ.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
현행 헌법 제101조에 관한 개정의 필요성은 각 항별로 검토한다.
먼저 제1항에 관해서는 소위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전면적인 확대가 결정될 경우, 이에
앞서 위헌논란을 차단하기 위하여 헌법개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사
실판단에 관해서는 일반 시민들의 참여가 사법권행사가 아니므로 합헌이라거나, 헌법이
법관의 자격을 법률에 맡기고 있는 이상 일반 시민이‘법관’
으로서 사법권행사에 참여하
는 길이 봉쇄된 것은 아니라는 해석론이 가능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어떤 형태로도
법관 아닌 일반 시민들의 사법권행사는 위헌이라는 주장도 엄존하는 만큼, 위헌논란을 극
복하기 위해서는 제1항에 법관만이 아니라 배심원까지도 포함시켜 규정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제1항의‘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는 문장 뒤에
‘다만, 사실판단에 관해서는 배심원에 의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
다.’
는 문장을 추가할 수 있을 것이다. 헌법개정의 취지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제27조 제1항의‘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라는 문구도‘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
관 및 배심원에 의하여’
로 바꾸어야 할 것이다.
제2항에 관해서는 대법원의 최고법원성과 관련하여 대법원에 상고할 권리가 기본권으
로 보장되는지의 여부가 확실하게 밝혀질 필요가 있다. 비록 위에서 언급한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의하여 이 점이 해석상으로 밝혀져 있다고 하더라도, 대법원의 상고심 사건부담을
‘심리불속행제도’
나‘고등법원상고부제도’등을 통하여 해소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을 최고법원이자 정책법원으로서 규정하면서 불필요한 상고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고등법원상고부 등을 설치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렇
지 않고, 현재의 조문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대법원에 대법관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도록
한 제10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위‘대법원의 이원적 구성’
을 통해 상고심 사건부담을

32) 이국운, 법관인사제도의 개혁방안, 서강법학, 제11권 제1호, 2009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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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제3항에 관해서는 위 제1항과 제27조 제1항에서 배심원 등을 규정할 경우에 법관의 자
격만이 아니라 배심원의 자격도 법률로 규정하도록 해야 한다. 법관의 선임방법에 관하여
선거제나 국민심사제 등을 도입하는 방식으로 제104조가 개정되는 경우에는 제101조 제
3항도‘법관(과 배심원)의 자격 및 선임방식은 법률로 정한다.’
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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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02조
이헌환

제102조
① 대법원에 부를 둘 수 있다.
② 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 다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
③ 대법원과 각급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

I. 기본개념과 입헌취지
1. 기본개념
(1) 대법원의 심판원칙
1) 전원합의체 심판
헌법규정에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최고법원인 대법원은 대법관전원으로 구성되는 전
원합의체에서 심판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점은 헌법규정이「... 부를 둘 수 있다.」
고표
현하고 있는 점에서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법원조직법은 이 원칙을 명시하여,「대법원의
심판권은 대법관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이를 행하며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된
다.」
고 하고 있다.1) 법률에서「3분의 2 이상」
으로 하고 있는 것은 사고 혹은 기피·회피
등으로 법정의 대법관 전원이 심판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한 것으로 보인다.

1) 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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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部에 의한 심판
한편, 대법원에 계속된 사건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처리를 위하여 일정한 경우에 예외
를 두어 3인 이상으로 구성된 전담재판부에서 심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 전담재
판부가 部이다. 법원조직법은
「다만, 대법관 3인 이상으로 구성된 部에서 먼저 사건을 심
리하여 의견이 일치한 때에 한하여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部에서 심판할 수 있다.
1. 명령 또는 규칙이 헌법에 위반함을 인정하는 경우 2. 명령 또는 규칙이 법률에 위반함
을 인정하는 경우 3.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하는 경우 4. (삭제) 5. 部에서 재판함이 적당하지
2)

아니함을 인정하는 경우」
로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대법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특정한 部로 하여금 행정·조세·노동·군사·특허 등 사건을 전담하여 심판하게 할
수 있다」
고 하여 특정분야의 사건에 대한 심판을 특정의 部에 전담하도록 하는 권한을,
법률로 정하거나 대법관회의의 권한으로 하지 않고, 대법원장에게 부여하고 있다. 部에는
일반부와 특별부가 있고, 일반부에는 민사부와 형사부가 있다.

(2) 대법원의 인적 구성
1) 대법원장
최고법원인 대법원은 대법원장, 대법관 및 대법관이 아닌 법관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필수적 헌법기관이다. 대법원장은 대법원의 수장으로서 대법원의
일반사무를 관장하며, 대법원의 직원과 각급법원의 그 소속기관의 사법행정사무에 관하
여 직원을 지휘·감독한다.3)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대법원장은 법원의 대외적
인 측면에서 법원을 대표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현행헌법상 대법원장이
대법관의 직을 겸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대법원장의 대법관 겸직은 당연한 것으
로 이해된다. 하위법인 법원조직법은 이를 명시하고 있다.4)
2) 대법관
대법관은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구성원을 일컫는 말이다. 대법관은 대법원의 관할사건
에 관하여 심판권을 갖는 법관이라고 할 수 있다.

2) 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 단서.
3) 법원조직법 제13조 제2항.
4) 법원조직법 제4조 제2항 참조.

법원 등에 관한 장 (제101조부터 제130조까지)

45

제
5
장
법
원

3) 대법관이 아닌 법관
현행헌법은 대법원법관구성에 있어서 2원화의 가능성을 마련하고 있다.5) 즉,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 있게 한 것이다.「대법관이 아닌 법관」
은
대법관이 아니면서도 대법원을 구성하여 대법원의 심판권을 보조적으로 행사하는 법관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현행 법원조직법에는「대법관이 아닌 법관」
을 따로 두지 않고
있다.6) 이와 구별되어야 할 것으로 법원조직법 상의「재판연구관」
이 있다. 재판연구관은
대법원장의 영을 받아 대법원에서 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한 조사·연구에 종사하는 자
로서, 판사로 보하거나 혹은 3년의 기간 내에 범위를 정하여 판사가 아닌 자를 임명할 수
있다.7) 판사가 아닌 자를 재판연구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재판연구관은 법관의
자격을 전제로 하는「대법관이 아닌 법관」
이라고 할 수 없다.8)

(3) 법원조직법률주의
현행헌법은 대법원과 각급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 규정은 국가권
력의 하나인 사법권을 제도화할 경우에는 행정부의 명령이나 법원 스스로의 규범(대법원
규칙 등)에 따라 임의로 제도화해서는 안되며, 반드시 국회의 의결을 거친 법률의 형식을
가져야 함을 의미한다. 법원의 조직의 내용은, 법원의 기본적인 구성, 법관의 자격과 보
직 기타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 대법원의 하부기관 등 국가기관으로서의 법원의 조직과
구성 및 권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들이다. 이를 규정한 법률이 법원조직법이다.

2. 입헌취지
(1) 部의 설치
대법원은 우리나라의 최고법원으로서 모든 법적 분쟁의 최종심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
서 하급심에 의하여 충분한 법적 구제를 받지 못한 당사자는 마지막으로 대법원에 상소함

5) 김철수, 헌법학(하), 박영사, 2009, 1936.
6) 법원조직법 제4조 참조.
7) 법원조직법 제24조 참조.
8) 같은 뜻, 김철수(주5), 1937 ; 정종섭, 헌법학원론, 박영사, 2009, 1249.「대법관이 아닌 법관」
과「재판연
구관」
을 같은 의미로 이해하는 견해로,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9, 1075 ; 성낙인, 헌법학, 법문
사, 2009, 1111 ; 허영, 박영사, 2007, 100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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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써 법원의 최종적 판단을 구할 수 있다. 대법원에 제기되는 사건수는 국민들의 법인
식수준과 법원에 대한 신뢰도, 즉 소송당사자의 판결에 대한 승복의 정도에 따라 결정된
다. 우리나라는 6·25 전쟁 이후 사회가 안정되면서 대법원에 제기되는 사건수가 점차 증
대하는 경향을 보여 왔으며, 그에 따라 대법원의 업무가 확대되었고, 사건을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처리할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이러한 필요성에 대응하고자 하여 전원합의체
재판 이외에 따로 部를 두어 전문영역의 법적 분쟁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2) 대법원구성의 2원화
대법원의 구성을 대법관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으로 이원화한 것은 사건의 증대로 인한
대법원의 업무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취지에서 채택된 것으로 이해된다. 현재 대법관의 수
는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인으로 하고 있고,9) 2008년에는 본안사건만 약 28,000여 건
에 육박하여,10) 대법관 1인당 사건수는 매년 증가일로에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헌법상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두어 대법관의 업무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것이 기본적인 규정의
취지라고 판단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대법원에 두는 재판연구관은 대법관이 아닌 법관
과는 전혀 다른 개념임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3) 법원조직법률주의
법원조직을 법률로 정하도록 한 것은 권력분립의 원칙상 입법·행정·사법의 각 권력 간
의 견제와 균형을 위한 것이다. 권력분립의 원칙이 가진 기본취지가 국민의 기본권보호이
므로 분립된 각 국가권력의 조직과 구성 및 그 권한에 대하여는 국민의 대표인 입법부에
서 정하는 것이 당연하다 할 것이다.

Ⅱ. 연혁
1. 部의 설치
대법원에 部를 둘 수 있도록 헌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은 1962년 헌법이 최초이다

9) 법원조직법 제4조 2항 참조.
10) 대법원 사법통계 사이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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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 1항).11) 이후의 헌법은 동 규정을 그대로 계승하였다. 다만, 1980년 헌법은 部를
좀더 세분하여,「대법원에 행정·조세·노동·군사 등을 전담하는 部를 둘 수 있다」
고 규정
하였으나(1980년 헌법 제103조 2항), 1987년 헌법에서는 이를 삭제하였다.

2. 최고법원구성원의 명칭변천
먼저, 최고사법기관의 장의 명칭에 관하여 보면, 구한말 융희원년(1907)에 제정된 재
판소구성법에서는 대심원장이라는 명칭이 보이고(동법 35조), 임시정부기에는 사법부의
장에 관해서는 명확하지 않다가, 1944년의 대한민국임시헌장에서 중앙심판원장이라는
명칭이 보인다. 미군정기에 남조선과도입법의원에 상정된 남조선과도약헌안(1947.2.8.)
에 대법원장이라는 명칭이 처음 등장하였다(동 안 33조). 1947.8.6.에 남조선과도입법의
원에서 의결된 조선임시약헌에서 최고법원장이라는 표현이 나타나는데, 이후 제헌과정의
여러 안들에서 빈번히 사용되었다.12) 1948년 헌법 이후의 헌법들은 대법원장이라는 명칭
으로 통일적으로 사용하였다.
다음으로, 최고사법기관의 구성원의 경우에는, 그 명칭이 수 차례 변경되었다. 구한말
재판소구성법(1907)은 대심원판사로 불리워졌던 것으로 판단된다. 미군정기의 남조선임
시약헌안과 조선임시약헌에서는 대법원장 이외의 법관에 포함되어 별도의 명칭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1948.5.4. 법원조직법에서는 대법관으로 칭하고 있었다(동법 제6조).
1948년 헌법은 대법관으로 칭하였으며, 이후 1960년11월 헌법까지 그대로 유지되었다.
1962년 헌법은 대법관이라는 명칭을 대법원판사로 개칭하고 이후 1969년 헌법까지 그대
로 이어지다가, 1972년 헌법에서는 대법관 혹은 대법원판사의 명칭이 헌법에서 삭제되었
다. 1973.1.25. 법원조직법 개정법률은 대법원판사라는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다.
1980년 헌법은 대법원판사를 다시 헌법에 규정하였다(동 헌법 제103조 3항).

11) 하위법률에서 최고법원에 部를 두도록 처음으로 명시한 것은 구한말 융희 원년(1907)에 개정된 재판소구
성법(법률 제8호)의 제5장 대심원 장이었다. 일제강점으로부터 해방된 후 미군정기에 제정된 법원조직법
(1948.5.4., 군정법령 제192호)은 대법관의 수를 11명 이내로 하고 대법관 5인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심판권을 행사하고, 연합심판을 요하는 경우에 대법관 전원으로 구성된 연합부에서 심판하도록 하였다(동
법령 제8조). 정부수립 후에 제정된 법원조직법(1949.9.26. 법률 제51호)은 민사부, 형사부 및 특별부를
두도록 하였고(동법 제16조), 1959.1.13. 개정법률에서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법관 1인 이상
을 포함한 5인 이상의 법관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심판할 수 있도록 하였다. 1963.12.13. 개정법률에서
는 대법원판사 3인이상으로 部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후 법원조직법은 전원합의체 심판을 원칙
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3인 이상으로 구성된 部에서 심판할 수 있도록 하였다.
12) 정종섭 편, 한국헌법사문류, 박영사, 2002, 130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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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헌법은 대법원판사라는 명칭을 다시 대법관으로 환원하여 규정하였다(제102조 2항).

3. 대법관이 아닌 법관
우리나라 사법제도사에서 대법관이 아닌 법관이 등장하는 것은 이승만 정부, 소위 제1
음 등장하여 제2공화국 헌법에까지 계속 이어졌다. 제1공화국 당시 1959.1.13. 법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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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법 개정법률에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법관 1인 이상을 포함한 5인 이상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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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국에서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대법관이라는 명칭은 1948.5.4. 법원조직법에서 처

법관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심판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 때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대
법원판사로 칭하였다. 1960년 5·16 쿠데타 이후 국가재건비상조치법은「대법원은 대법
원장과 대법원판사로 조직한다」
고 하여(동법 제18조), 대법관을 명칭상 대법원판사로 격
하시켰다. 요컨대, 대법원에 소속된, 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명칭을 대법관의 명칭으로 대
체해버린 것이었다. 이 명칭이 1962년 헌법에 수용된 이후 1972년 헌법에서 삭제되었
다가 1980년 헌법에서 다시 규정되었음은 앞서 본 바이지만, 제1공화국에서처럼 대법원
에 대법원판사가 아닌 법관을 둘 필요성은 여전하였던 것이고, 이에 따라 1980년 헌법에
서는「대법원판사가 아닌 법관」
을 둘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삽입된 것이었다(동 헌법 제
103조 3항 단서). 결국「대법관이 아닌 법관」
을 칭하던 대법원판사를 대법관을 의미하는
것으로 대체해버렸고, 대법원에 두는「대법원판사가 아닌 법관」
의 명칭이 소멸해버린 결
과가 되었다.
1987년 헌법은 대법관이라는 명칭을 부활시키고「대법관이 아닌 법관」
을 둘 수 있는
근거를 헌법에 두었지만, 그「대법관이 아닌 법관」
의 명칭을 무엇으로 할 것인지는 아무
런 정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법원조직법도 또한「대법관이 아닌 법관」
에 대하여 침묵하
고 있어서 헌법상의「대법관이 아닌 법관」
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논란이 있게 된 것이다.

Ⅲ. 입헌례와 비교법적 의의
1. 입헌례
1) 미국
미국의 경우 최고법원인 연방대법원의 심판은 전원합의체심판을 원칙으로 한다.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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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방국가인 까닭에 각 주별로 사법권이 행사되기 때문에 연방대법원의 관할은 헌법에
엄격히 정해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약 8,000여 건을 처리하는데 실제 판결로
이어지는 사건은 약 80건 전후이다.13) 연방대법원의 경우 사건처리를 위한 별도의 部를
둔다는 헌법상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며, Law Clerk 제도를 적절히 활용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연방법원의 조직과 관련하여 연방헌법 제3조 법원과 제1·4조 법
원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전자는 헌법규정에서 직접 조직의 근거를 정하는 헌법상 법원
(constitutional courts)이며, 후자는 의회가 정할 수 있는 법원으로 법률상 법원이라 할
수 있다.14) 양자 모두 법원의 조직을 의회의 법률로 정하도록 한 점에서 법원조직법률주
의가 관철되고 있다.

2) 독일
독일은 헌법재판소와 각 영역별로 5개의 연방법원, 즉 연방일반법원, 연방행정법원, 연
방재정법원, 연방노동법원, 연방사회법원을 두고 있다.15) 아울러 각 영역별 최고법원들은
합동재판부를 구성하여 판결의 통일성을 기하도록 하고 있다.16) 각 영역의 최고법원들의
재판부구성은 이를 헌법사항으로 하지 않고 법원조직법(Gerichtsverfassungsgesetz)에
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말하자면, 재판부의 구성에 관하여 굳이 헌법에 근거를 두지 않
고 하위의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각 영역의 최고법원에는 당해 최고법원의
법관 이외에 다른 법관은 두지 않고 있다.

3) 일본
일본은 최고법원으로서 최고재판소를 두고 있다(일본국 헌법 제76조). 최고재판소의
재판부의 구성에 관하여는 헌법에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재판소법에서 정하고 있는데,
이를 部로 칭하지 아니하고 大法廷과 小法廷으로 나누고 있다.17) 대법정은 재판관 전원
의, 소법정은 3인 이상의 재판관의 합의체로 구성된다.18) 헌법상 최고재판소 구성원은 최

13) http://www.uscourts.gov/judbus2008/appendices/A01Sep08.pdf.
14) 미국연방헌법 제1조 및 제3조, 제4조 참조.
15) GG §§ 92-96.
16) GG § 95 ③.
17) 일본국 재판소법 제9조.
18) 일본국 재판소법 제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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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재판소 재판관이라 칭해지며, 법률에서는 최고재판소판사로 칭해지고 있다.19)
일본의 최고재판소에는 최고재판소 재판관 이외의 재판관을 두고 있지 않다.

4) 영국
영국은 2005년 법원조직개혁 이전까지는 최고법원으로 상원항소심위원회(Appellate
Committee of House of Lords)와 추밀원사법위원회(Judicial Committee of the
Privy Council)가 있었으나, 2005년 법원조직개혁법의 제정으로 영연방대법원(Supreme
Court of the United Kingdom)이 설치되게 되었으며, 2009년 10월에 출범하는 이 영
연방대법원이 상원항소심위원회의 모든 기능과 추밀원사법위원회의 국내관할권을 흡수
하게 됨으로써 명실상부한 영국 단일의 최고법원이 될 것이다.
2005년 법원조직개혁법이 시행된 2006년 4월 3일 이후로 상원의장 겸 대법관이던
Lord Chancellor를 대체하여 대법원장(Lord Chief Justice of England and Wales)
이 잉글랜드/웨일즈 사법부의 수장이 되었다. 대법원장은 항소법원형사부(Criminal
Division of the Court of Appeal)의 수장이기도 하다.
영국은 불문법국가이므로 사법부의 조직에 관하여 별도의 헌법적 규율이 없이 법률로
정해지고 있다.

2. 비교법적 의의
현행헌법상 법원에 관한 규정은 전체적으로 보아 국가의 다른 권력 즉, 입법부와 행정
부의 규정에 비해 매우 미흡하다고 판단된다. 비교법적으로 볼 때, 개별국가의 역사적 전
통과 상황에 따라 독일과 같이 최고법원에 관한 규정이 매우 상세하게 정해지는 경우도
있고, 미국과 같이 개괄적으로 정하면서도 관습에 따라 최고법원의 조직과 권한행사가 확
립되는 경우도 있다. 우리나라의 헌정의 경험에서는 집권정치권력의 사법부경시의 경향
이 강했기 때문에 대법원의 구성에 관한 규정에 있어서도 적지 않은 변천이 있었음을 부
인하기 어렵다.

19) 일본국 재판소법 제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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部의 설치와 대법원구성의 2원화에 관한 현행 규정은 사건수증가에 따른 업무량경감이
라는 취지로 규정된 것이지만, 기존의 사법부의 조직을 전제로 하여 대법원의 업무량경감
을 도모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법부의 재구성이라는 관점에서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판
단된다.

Ⅳ. 다른 조문과의 체계적 관계
1. 다른 법원관련규정과의 관계
대법원의 구성원인 대법관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들은 헌법상의 대법원구성에 관한 조
항, 즉 임명조항(제104조), 임기·정년조항(제105조) 등의 적용을 받고, 법관에 관한 일
반조항으로서 법관의 신분보장(제65·106조)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2. 헌법부의 가능성
대법원에 부를 둘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헌법부를 별도로 둘 수 있는가? 현행헌법상
헌법재판소가 있어서 헌법재판에 관한 사항들은 헌법재판소가 전적으로 담당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대법원에 헌법부를 따로 둘 수 없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V. 규범적 내용, 개념과 원리에 대한 판례 및 학설
1. 전원합의체 심판원칙에 대한 판례
대법원은 종전의 판례가 없는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하여 최초의 의견을 표명할 경우,
반드시 대법관전원의 합의체의 심판을 거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으며,20) 재심대상판결

20) 대판 1985.4.26., 85사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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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판시한 법률 등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이 그 전에 선고된 대법원판결에서 판시한 의
견을 변경하는 것임에도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에 미달하는 대법관만으로 구성된 부에서
그 재심대상판결을 심판하였다면,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사유를 구성한다고 보고 있다.21)

2. 대법관의 헌법상 지위
대법관은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구성원으로서 넓은 의미에서의 국민의 대표자이며, 국
민의 수임자로서 사법권을 행사한다.22) 사법권도 국가권력의 일부이며 따라서 국민주권
주의원칙에 따라 사법권도 국민으로부터 유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관은 또한 법원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대법관회의의 구성원으로서 소관사항에 관
한 의결권을 가진다. 법원조직법은 이를 구체화하여, 1. 판사의 임명 및 연임에 관한 동
의 2. 대법원규칙의 제정과 개정 등에 관한 사항 3. 판례의 수집·간행에 관한 사항 4. 예
산요구, 예비금지출과 결산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령에 의하여 대법관회의의 권한에 속
하는 사항 6.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대법원장이 부의한 사항 등을 대법관
회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23)

3. 대법관의 권한
대법관은 재판부의 부장으로서나 배석으로서 심판권을 가진다. 이 경우 각 대법관은 동
등한 권한을 가진다. 대법원재판서에는 합의에 관여한 모든 대법관의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24)
대법관은 대법관회의의 구성원으로서 대법관회의의 권한사항에 대한 의결권을 가진다.

21) 대판 2000.5.18., 95재다199.
22) 김철수(주5), 1913.
23) 법원조직법 제17조.
24) 법원조직법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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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법관이 아닌 법관
현행헌법상의「대법관이 아닌 법관」
은 법률로 구체화되지 않았으나,「대법관이 아닌 법
관」
도 대법원의 관할사항에 관하여 일정한 심판권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Ⅵ.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
1. 대법원의 심판원칙의 명시
현행헌법에서는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심판원칙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는 동 원칙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규정을 둘 필요가 없다는 입장에서 그러한
것으로 이해되지만, 예외적으로 部에 의한 심판이 헌법상 허용된다면, 전원합의체심판원
칙을 명시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2. 대법관의 수의 명시문제
우리나라의 역대헌법을 살펴보면, 대법관(혹은 대법원판사)의 수를 명시하여 규정을 둔
경우는 1962년 헌법부터 1972년 헌법까지, 즉 박정희정부 시기이었다. 헌법에 최고사법
기관 구성원의 수를 명시하는 것이 적절한가 아닌가에 관해서는 이론이 있을 수 있겠지
만, 현행헌법상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관하여 그 수를 정하고 있음과 대비한다면, 대법관
의 수를 헌법에 명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Ⅶ. 관련문헌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9.
김철수, 헌법학(하), 박영사, 2009.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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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03조
석인선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Ⅰ. 사법권 독립의 의의
사법권의 독립은 권력분립의 원리의 실천으로서 뿐만 아니라 법치국가에 있어 공정한
재판을 확보하는데 기여한다. 이 점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매
우 중대한 의의가 있다. 즉 사법권의 독립은 그 자체에 목적이 있다기보다는 헌법보장과
기본권 보장·소수자 보호에 더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1)
또한 사법권의 독립은 입법권과 행정권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하여 법관이 법과 양
심에 따라 공정하게 재판하게끔 보장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법
질서의 안정성유지는 물론 나아가서 국민의 권리와 자유가 보장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결국 판결의 자유(Entscheidungsfreiheit)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이 자유에
는 법관의 어떠한 심리적 종속성(psychologische Abhängigkeit)까지도 배제함을 의미
한다.2)
요컨대, 사법권의 독립이란 대체로“법관이 어떠한 외부적 간섭을 받음이 없이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는 판결의 자유”
를 의미하는 것3)으로 이해
되고 있으며, 이것이 넓은 의미로는 그 뜻이 확대되면서 이러한‘판결의 자유’
뿐만 아니
라‘법관의 신분보장’
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4) 사법권의 독립은 흔히 법원

1)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9, 1062.
2) 구병삭, 신헌법원론, 박영사, 1988, 1037.
3) 김철수, 헌법학, 박영사, 2008,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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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독립과 법관의 독립으로 나뉜다. 법원의 독립은 법원이 조직·운영·기능 면에서 국회
와 정부로부터 독립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법관의 독립은 법관이 재판을 함에 있
어서 법원 내·외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직무상의 독립과 이를 보장하기 위한
법관 신분상의 독립을 의미한다. 우리 헌법은 제101조 제1항에서“사법권은 법관으로 구
성된 법원에 속한다”
라고 하여 법원의 독립을, 제103조에“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라고 하여 법관의 직무상 독립을 선언하고 있다.5) 법
관의 신분상 독립은 법관의 신분보장을 규정한 헌법 제106조 및 법관의 임기제·연임제·
정년제를 규정한 헌법 제105조에 의하여 보장되고 있다. 사법권의 독립에 관한 논의가
종래 법원의 독립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 오늘날 사법권의 독립을 확보하기 위해 보다
더 비중이 두어지고 있는 것은 법관의 독립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법관이 법원 내부로
부터 독립하여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재판하는 직무상 독립의 중요성
이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헌법 제103조를 중심으로 하는 법관의
직무상 독립에 대해 그 연혁과, 각국의 입헌례, 동 조항의 규범적 내용에 관해서 살펴보
도록 하겠다.

Ⅱ. 연혁
사법권의 독립은 1948년 건국헌법에 규정된 이후 현행헌법까지 계속 유지되어 왔다. 9
차례의 헌법개정을 거치는 동안 사법권의 독립에 관한 조항은 2차례 수정되었는데, 수정
은‘그 양심에 따라’
라는 부분이 첨가되었으며 나머지 수정은‘이’
라는 말이 첨가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자구상 주요 개정은 1차례이고 이후 헌법개정에서는 그 내용이 바뀌지
않았다.
건국헌법 제77조는“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독립하여 심판한다”
라고 규정함으로
써 현행헌법상‘그 양심에 따라 ’
라는 부분이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 건국헌법상의 이러한
규정 내용은 제2공화국헌법 제77조에서 그 내용 그대로 규정되었다.

4) 임지봉, 사법적극주의와 사법권 독립, 철학과 현실사, 2004, 230.
5) 헌
 법 제103조를 법관의 재판상 독립 혹은 직무상 독립이라고 보는 견해에 대해서, 법관이라는 행위주체를
중심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법관의 심판기능의 독립성은 법관이 법원의 구성원으로서 법원의 이름으로
행하는 사법기능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서 법원을 중심으로‘법원의 기능상의 독립’
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
하는 견해도 있다. -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09,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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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공화국헌법 제98조는“법관은 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라고 규정하였으며,‘헌법과 법률에 의하여’앞에‘이’
라는 부분이 부가 규정되
었고, 현행헌법상 규정되어 있는
‘그 양심에 따라’
라는 부분이 최초로 삽입 규정되었다. 제
4공화국헌법 제102조는 제3공화국헌법과 동일한 내용으로 규정하였다.
제5공화국헌법 제104조는“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
판한다”
라고 규정하였으며,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앞의‘이’
라는 부분이 삭제되었다. 현
행헌법 제103조는 사법권의 독립에 관하여 제5공화국헌법 규정과 동일한 내용으로 규정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사법권의 독립에 관한 헌법 규정 내용은 현행헌법에 이르기까지 제3공화국
헌법의 해당조항의 내용의 주요 부분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Ⅲ. 입헌례와 비교법적 의의
1. 미국
미국 사법부가 지금처럼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 것이라기보
다는 사법부의 오랜 노력의 결실이라고 보아야 하며, 이러한 사법부의 독립은 판결에서의
독립(decisional independence) 즉, 법관의 재판상 독립과 기관으로서의 독립(institutional
independence) 즉, 법원의 제도적 독립을 의미한다.6) 법관이 외부로부터 정치적, 사회적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하여 공정하게 재판을 하는 재판상 독립이 확립된 계기는 연방대법
원의 위헌법률심사권을 확립한 1803년의 Marbury v, Madison 판결7)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미국 헌법은 법원의 제도적 독립에 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지 않고, 오히려 사법
부의 조직에 관한 권한을 의회에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로서 법원의 독립은 미국 헌
법과 상충되는 것처럼 보였다. 19세기까지 연방법원의 규모가 확대되면서 사법행정을 전
문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제도로서 법원의 독립성이 이념이 아닌 실제의 문제로 대

6) 문재완, 사법부의 독립성과 책임성: 미국의 법관징계제도를 중심으로, 미국헌법연구 제16권 제2호(2005.
9), 205.
7) 5 U.S. (1 Cranch) 137(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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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된 것도 이 때부터이다. 1922년 의회는 원로법관회의(Conference of Senior Circuit
Judges)를 설립하였으며, 이 협의회는 1948년 사법협의회(Judicial Conference of the
United States)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의회는 1934년 대법원에 절차적 규정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였고, 1939년 법원행정처(Administrative Office of the United
States Courts)와 항소법원 단위의 사법위원회(Judicial Councils of the Circuits)를 설립
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입법으로 사법부는 비로소 제도로서 법원의 독립을 갖추게 되었다.8)
미국 법원의 권한과 독립의 정도는 연방과 주 단계에서 상이하다. 연방 차원에서 미국
의 제헌헌법은 제3조에 사법조항을 규정하여 사법권의 독립을 인정하고 있다. 미국 헌법
제3조 제1항(Article Ⅲ, Section 1)은 연방의 사법부 독립을 규정한 조항이다.
제3조 제1항 합중국의 사법권은 1개의 대법원에, 그리고 연방의회가 수시로 제정, 설
치하는 하급법원들에 속한다. 연방대법원 및 하급법원의 판사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한 그 직을 보유하고, 그 직무에 대하여는 정기적으로 보수를 받으며, 그 보수는 재임 중
에 감액되지 아니한다.9)
이러한 규정은 미국의 사법권은 연방대법원과 연방의회가 법률로 제정하여 설치하
는 하급법원에 있으며, 대법원과 하급법원의 법관은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는 한(during
good behavior) 직을 보유하는 종신제이고, 대법원과 하급법원의 법관은 직무수행에 대
하여 보수를 받으며, 이러한 보수는 재직하는 동안 줄어들지 않는 보수불삭감을 주요 내
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헌법상 사법부의 독립성을 보장해주는 두 축은 성실히 근무하는 법관으
로 활동할 수 있는 종신제와 보수 불삭감 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 사법부 독립의 중요성
을 역설했던 미국 헌법의 기초자들은 이 두 조항이 기관으로서 법원의 독립과 법관 개인
의 독립을 유지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았으며, 동시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10) 미
국 헌법 기초자들은 대통령과 의회가 사법부에 대해 관여하더라도, 이러한 두 가지 내

8) 전주, 206-207.
9) The judicial power of the United States, shall be vested in one Supreme Court, and in such inferior courts as the
Congress may from time to time ordain and establish. The judges, both of the supreme and inferior courts, shall
hold their offices during good behavior, and shall, at stated times, receive for their services, a compensation, which
shall not be diminished during their continuance in office.
10) The Federalist, No. 81(Alexander Hamil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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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이 침해당하지 않으면 사법부의 독립이 가능하다고 여겼던 것 같다. 헌법제정회의
(Constitutional Convention)에는 당초 사법부가 사법행정에 관하여 독점적인 권한을 행
사하는 내용의 헌법안이 제시되었지만, 미국 헌법의 기초자들은 사법부의 독립보다는 연
방과 주 사이의 권력분립의 원리, 즉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서 사법행정의 문제를 접근하
였다. 미국 헌법에서 연방헌법은 주 법원이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전제 아래, 연방과 주
의 권력분립을 염두에 두고 설계되었다. 헌법의 기초자들은 연방의 하급법원을 설립할 수
있는 권한을 연방의회에 부여하는 안을 만들었다. 즉 대법원을 제외한 연방법원의 구성은
헌법이 아닌 법률에 의하여 구성되는 것이다. 또한 연방의회는 연방법원이 사법권을 행사
하는데 필요하고 적정한 내용을 입법할 수 있는 권한을 헌법 제1조에서 부여받았기 때문
에 대법원을 제외한 연방법의 사법행정과 절차를 통제할 수 있다. 이러한 구상은 당시 연
방정부와 주 정부 사이의 갈등을 해소하는데 기여하였다.11)

2. 일본
일본에서의 사법권의 독립은 명치헌법에서 처음으로 채용되어, 명치헌법하에서 사법권
은 천황의 이름으로 독립된 법원에서 법률에 의해 행사되었었다.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하
기 위해서 법관의 직권 독립과 법관의 지위의 독립, 즉 신분보장이 이루어졌으나, 명치헌
법이 불철저한 권력분립제도를 채택하였으므로, 법원은 천황에 속한 사법권행사를 협조
하는 기관에 지나지 않았다.12)
이후 일본국헌법은 국민주권주의를 채택하여 명치헌법 하에서 통치권의 주체였던 천황
은 일본국 및 일본국민통합의 상징이 되었으며(제1조), 국정에 관한 기능은 갖지 않게(제
4조) 되었다. 주권은 입법·행정·사법의 3권으로 나누어지고 이것을 각각 국회·내각·법
원이라는 별개의 기관에다 분속시키는 다분히 엄격한 권력분립을 일본으로서는 처음으로
채용하였다. 일본국헌법은 경찰국가라는 불완전한 법치국가로부터 충실한 법치국가로의
변신을 시도하여서 모든 사법권은 최고재판소 및 하급재판소에 속하는 것으로 정해졌고,
사법권의 독립이 보장되어서 법관은 그의 양심에 따라 독립해서 그의 직무를 다하며 헌법
과 법률에만 구속되었다(제76조).

11) 문재완(주 6), 200.
12) 伊藤正己, 구병삭 옮김, 현대일본국헌법론, 법문사, 1983,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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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에 따라서 내각의 일원이었던 사법대신(현재는 법무성대신)을 정점으로 한 종전의
사법행정권의 감독기구도 폐지되었다. 최고재판소는 최고의 사법행정권을 장악하게 되었
고 최고재판소의 법관·직원만이 아니라 하급재판소의 법관·직원도 감독하게 된 것이다.
즉 종래 정부의 권한에 속해 있었던 법관과 기타 법원직원에 대한 인사권·감독권·회계사
무를 최고재판소에 위임하기로 한 것은, 오직 법원의 자주성을 존중하고 사법권의 독립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다.13)
최고재판소는 소송에 관한 절차, 변호인, 재판소의 내부규율 및 사법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에 관해서 규칙을 정하는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다(제77조). 이 규칙제정권의
창설로 이러한 규칙에 대한 권한을 입법부인 국회가 아니고 사법권의 귀속자인 법원에 부
여한 것이고 검사도 이 규칙에 따르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즉 사법권의 독립이 전체적
으로 강화된 것이다.14) 헌법 제81조는
“최고재판소는 일체의 법률, 명령, 규칙 또는 처분
이 헌법에 적합한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할 권한을 가진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판례는 구
체적인 소송사건에 한해서만 이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라 하였고, 또한 통치행위를 인정함
으로써 사법권의 비정치적 성격을 견지하고 소위 소극적인 사법권의 독립, 사법권의 중립
성을 지키려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15)
일본국헌법하에서 사법권의 독립도 법관의 직권의 독립과 법관의 신분보장으로 나누어
진다고 할 수 있다. 헌법 제76조 제3항에 따르면 모든 법관은 양심에 따라 독립해서 그 직
권을 행사하고 헌법과 법률에만 구속된다. 여기에서 법률이란 형식적 의미의 법률뿐만 아
니라, 명령, 규칙, 조례 등의 성문법 및 관습법과 같은 불문법과 판례법 등 실질적 의미의
법률까지 포함된다. 또한 법관이 양심에 따라 직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것은 그밖의 어떠한
지시에도 따르지 않고 전적으로 자기 자신의 자주적인 판단에 따라야 함을 의미한다.
여기에서‘양심’
의 의미를 둘러싸고 헌법 제19조의 개인의 주관적인 양심인지, 아니면
그것과 구별되는 법관으로서의 객관적 양심인지가 종래 논의되어 왔으나, 헌법상 보장된
개인의 주관적인 종교적, 윤리적 또는 정치적인 신념, 신조, 판단에 따라서 법관이 재판
을 하게 된다면, 재판의 객관성, 정당성,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헌법 제76조 제3

13) 전주, 93-94.
14) 전주, 95.
15) 전주, 9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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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의‘양심은 법관으로서의 객관적 양심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16) 따라서, 자
기의 주관적 양심과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따르는 법관으로서의 양심이 충돌하는 경우에,
전자를 따르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다.

3. 독일
독일연방공화국기본법 제97조는 법관의 독립에 대해, 제98조는 법관의 법적 지위에 대
해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조항들은 사법권의 독립에 관한 규정이다.
제92조 사법권은 법관에게 맡겨진다. 사법권은 연방헌법재판소, 기본권에 규정된 연
방법원 그리고 지방법원에 의해 행사된다.
제97조 제1항 법관은 독립이며 법률에만 따른다.
제2항 전임으로 그리고 계획에 따라 종국적으로 임용된 법관은 법원의 판결
에 의하여 법률에 규정된 이유와 방식에 의해서만 그 의사에 반하여 임기 전에 면직되거
나 전보 혹은 퇴직될 수 있다. 입법은 정년을 정할 수 있고, 정년에 달한 종신법관을 퇴직
시킬 수 있다. 법원의 조직이나 구역이 변경될 경우에는 법관은 다른 법원에 전속되거나
퇴직될 수 있지만 봉급의 전액이 지급되어야 한다.
제98조 제1항 연방법관의 법적 지위는 특별한 연방법률로 규정되어야 한다.
제2항 연방법관이 직무상 또는 직무 외에서 기본법의 원칙이나 지방의 헌법적
질서에 위반한 경우, 연방헌법재판소는 연방의회의 청구에 따라 3분의 2의 다수로 그 법
관의 전직이나 퇴직을 명할 수 있다. 그 위반이 고의인 경우에는 파면시킬 수 있다.
제3항 지방법관의 법적 지위는 특별한 지방법률로 정해야 한다. 제74a조 제4
항이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연방은 대강규정을 정할 수 있다.
제4항 지방은 지방법무장관이 법관선출위원회와 공동으로 지방법관의 임 명
을 결정하도록 규정할 수 있다.
제5항 지방은 제2항에 준하는 규정을 둘 수 있다. 현행 지방법원에는 해 당되
지 않는다. 법관탄핵에 관한 결정권은 연방헌법재판소에 속한다.

16) 전주,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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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은 오로지 법의 유지와 관계되므로 법관은 불편부당(不偏不黨)해야 한다. 그는 당
사자가 아닌 제3자로서 결정하여야 하고 법률에만 복종하면 된다(독기본법 제97조 제1
항). 법관의 직무상 독립(제97조 제1항)과 신분상 독립(제97조 제2항과 제98조)의 보장
은 이러한 불편부당성(不偏不黨性) 및 법에만 구속됨을 보장하는 데 기여한다.17)
직무상 독립은 지시로부터의 자유이다. 즉, 어떠한 법관도 그 과제의 해결에 있어 결코
누군가의 지시를 받아서는 안 되며 법관은 헌법에 반하여 지시가 발하여진 경우 그것을
준수해서는 안 된다. 법원의 구성원은 불편부당해야 하고 오로지 법에만 구속되어야 하므
로 비록 그가 법관으로서는 아무런 지시에 복종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동일한 사항을 지
시에 구속되어 다루어야 하는 기능을 동시에 수행해서도 안 된다.18) 독일 기본법상의 법
관의 직무상 독립에 관한 규정에는‘양심’
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기본법의 초안에서는“법
률 및 양심에 구속된다”
라는 규정의 가부가 논의되었었으나, 양심에 따른다고 하는 것이
나치스 시대의 소위‘건전한 국민감정’
이라는 법개념을 다시 채용한 것이라는 비판에 직면
하여 양심이 삭제되고“법관은 독립하여 법률에만 구속된다”
는 것으로 규정되었다.19)

Ⅳ. 다른 조문과의 체계적 관계
사법권의 독립에 관해서 헌법은 법원의 독립과 법관의 독립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101조 제1항은“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고 규정하고 사법부
를 입법부나 집행부로부터 독립시킴으로써 사법부를 외부세력의 간섭으로부터 차단시키
고, 헌법 제103조는 법관에게 직무상의 독립을 보장해줌으로써 사법권의 독립을 꾀하고
있다. 헌법의 편제상 제5장‘법원’
의 장 제103조가 법관의 직무상 독립에 관하여“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6장‘헌
법재판소’
의 장에서는 헌법재판관의 직무와 관련하여서 이에 상응하는 조항을 두고 있지
않지만, 제103조의 법관의 직무상 독립은 헌법재판관에게도 준용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20)

17) 콘라드 헤세(Konrad Hesse), 계희열 옮김, 통일 독일헌법원론, 박영사, 2001, 340.
18) 전주, 340.
19) 伊藤正己, 구병삭 옮김, 현대일본국헌법론, 법문사, 1983, 100-101.
20) 김승환, 사법부 개혁의 올바른 방향, 헌법학연구 제10권 제4호(200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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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헌법 제102조 제3항은 대법원과 각급법원의 조직에 대한 법률주의를 규정하고,
제108조는 대법원에게 규칙제정권을 부여함으로써 법원의 독립을 보장하고 있고, 헌법
제101조 제3항과 제105조는 각각 법관의 자격에 대한 법률주의와 법관의 임기와 정년을
규정함으로써,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는 제106조와 함께 사법권의 독립의 내용을 구
성하고 있다.

Ⅴ. 규범적 내용, 개념과 원리에 대한 판례 및 학설
1. 총설
사법권의 독립이란 사법권을 입법권 및 행정권으로부터 독립시키고 재판을 다른 권력
내지 세력의 간섭으로부터 독립시켜 법관이 오직 자기의 양심에 따라 재판함을 말한다.
전자는 권력분립이론의 당연한 결과로서 이른바‘법원의 독립’
이라 하며, 후자는 재판을
담당한 법관의 독립을 본질적 요소로 한다. 그러나 본래적 의미에 있어서‘사법권의 독립’
이란 법관의 직권의 독립을 의미하며, 이 밖에 직권의 독립을 보장·강화하기 위한 법관
의 신분과 지위의 보장을 내용으로 한다.
사법권의 독립은 공정한 재판을 보장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데 그 목적
이 있다. 그리하여 사법권의 독립은 입헌민주국가에 있어서 권력구조의 초석을 이루며(칼
뢰벤슈타인), 시민적 법치국가의 가장 중요한 조직적 징표(칼 슈미트)로 간주되고 있다.
사법권이 다른 국가권력에서 최초로 분립되어 고찰되게 된 것은 몽테스키외의‘법의 정
신’
에서 비롯되었다. 이 이론이 1789년 프랑스혁명의 인권선언에 의하여 공인됨으로써
근대 민주헌법의 기본원리가 되었으며, 의원내각제국가나 대통령제국가에 있어서도 계속
채택되었다. 원래 사법권 독립의 역사적 형태는 관방사법(官房司法), 즉 내각사법(內閣司
法)의 부인에서 출발하였고, 의회민주주의국가에서는 국회로부터의 독립이 중요한 관건
이 되었으며 또한 사법행정상 상급법원의 지휘·명령을 배제하기 위한 경험적 이유도 있
었는데, 현대 대중민주국가에 있어서는 이와는 달리 여론·데모·진정 등의 압력을 방지하
기 위한 데도 그 이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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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원의 독립
사법부인 법원은 권력분립의 요청에 따라 입법부 및 행정부로부터 독립되어 있음을 철
칙으로 하며 그 밖에 사법부 내부, 정치사회적 제 세력 및 소송당사자로부터의 독립도 요
청된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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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행정부로부터의 독립
사법권의 독립은 근대 절대국가에 있어서 이른바‘내각사법’
에 대한 투쟁과정에서 형
성되어 왔기 때문에 행정부로부터의 법원의 독립은 사법권의 독립에 있어서 본질적 요소
가 된다. 법원의 조직과 법관의 자격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제101조 제3항, 제102조
제3항), 법관이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만 심판하도록 한 것(제103조)은 사법에 대한 행정
의 간섭을 금지하기 위한 규정이며, 특히 법률에 의한 법원의 조직은 명예혁명 이후의 영
국에서부터 기원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근대헌법의 공통된 원칙으로 간주되고 있다. 그
러나 국가기능의 유기적 통일성의 요청에서 대통령의 대법원장·대법관의 임명권(제104
조), 사면권(제79조), 정부에 의한 법원의 예산편성권(제54조) 등 사법권에 대한 행정권
의 영향을 인정한 반면, 법원의 명령규칙심사권·행정재판권(제107조 제2항)을 통하여
행정에 대한 사법의 통제를 인정하고 있다.

나. 입법부로부터의 독립
입법부는 법원의 재판과정에 참여하거나 그 밖의 지시를 할 수 없으며, 특히 입법에 의
한 처벌은 금지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국회의원과 법관의 겸직은 허용되지 않는다. 법원
의 법률에의 구속은 법치국가에서의 일반원칙의 하나이며, 또한 법률에 의한 법원조직은
사법의 행정으로부터의 독립을 위한 한 방법이지 결코 사법의 입법에의 종속을 의미하지
는 않는다.
그러나 입법부는 사법부에 대하여 국정감사·조사권(제61조), 대법원장·대법관 임명에
대한 동의권(제104조 제1항, 제2항), 법원예산심의권(제54조), 각급 법원의 조직권(제
102조 제3항), 법관탄핵소추권(제65조)을 가지며, 사법부는 위헌법률심사제청권(제107
조 제1항)을 가짐으로써 상호 견제를 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의 국정감사·조사권은 결
코 재판비판을 조사·행사한다는 이유로서 허용될 수 없으며, 개개 판결에 대한 조사와
판결확정 전후의 담당법관 및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한 조사는 허용될 수 없으며, 국회의
탄핵소추권도 법관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하는 사실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그것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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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권의 독립과 무관하다.

다. 사법부내부로부터의 독립
법관은 재판과정에서 사법부 이외의 국가기관은 물론 사법부 내부의 간섭도 받지 않고,
오직 독립하여 심판한다. 즉, 심급제와 무관하게 재판을 함에 있어서 상급법원의 지휘,
감독, 간섭을 받지 않는다. 여기서 대법원이 가지는 사법행정권이 문제되나 대법원의 하
급법원에 대한 감독권은 사법행정에 관한 사항에 국한되며 재판작용에 관하여는 절대 허
용되지 않는다(법원조직법 제9조 참조).

라. 사회로부터의 독립
법관은 사회, 즉 정당, 신문, 국민의 인기로부터 독립하여 엄격한 중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특히 현대 대중 민주국가에서 대중매체의 발달과 압력단체의 증가로 사법권의 독립
이 훼손되는 사례가 일어나게 되었는데, 이러한 사법권의 독립을 위협하는 유형으로는 여
론, 대중 데모, 법정 투쟁 등을 예상할 수 있다. 여기에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하는데 있어
서 국민의 책임의 단면을 찾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충분한 국민의 각성과 참여가 뒷받
침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사법권의 독립에 대한 민주주의통제의 한 방법으로서 국민의 재판비판은 하등
부당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법관의 법해석 및 사실 인정에 적용된 법칙의 시비의 논의
와 같은 학문적 비판 및 사법의 민주화를 위한 비판 등은 민주시민의 권리로서 허용된다
고 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재판비판도 법관의 전권에 속하는 사실인정이나 유·무죄의
판단 그 자체에 미칠 수는 없다.

마. 소송당사자로부터의 독립
법관은 소송당사자로부터 독립하여야 한다. 따라서 소송에 있어서는 소송당사자로부터
의 중립성의 요청 하에 법관의 제척·기피·회피제도가 인정되고 있다.

3. 법관의 직무상 독립(법관의 물적 독립, 법관의 재판상 독립)
헌법 제103조는 법관의 직무상 독립, 즉 물적 독립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직무상 독립
이야말로 사법권 독립의 본질적 요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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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관의 타 기관으로부터의 독립
법관은‘독립하여’심판해야 하므로, 직무수행에 있어서 국가·사회, 그리고 소송당사자
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고 제3자적 중립의 입장에서 재판한다. 이와 관련하여 문제되는 것
은 다음과 같다.
(1) 사법부 내부 작용으로부터 심판의 독립(법원조직법 제8조와의 관계)
헌법상 재판의 심급제가 규정되어 있으나, 법관은 재산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상급법원
의 지휘, 감독, 간섭을 받지 않는다. 법원조직법 제8조는“상급법원의 재판에 있어서의
판단은 당해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동 조항이 사법권의
독립과 배치되는 것인가가 문제된다. 그러나, 이는 하급심이 상급법원의 지시에 따라 재
판하여야 한다는 것이 아니고 상급법원이 행한 파기환송사건의 판결에 대한 법률상의 판
단에 하급심법원이 기속된다는 의미로서, 계층적인 상소제도를 인정하는 이상 당연히 취
해지는 결과이며, 헌법 제103조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2) 합의제와의 관계
합의제에 있어서도 법관은 독립하여 그 직권을 행사하고, 법원장이나 다른 법관의 지시
에 따르는 것이 강제되지 않는다. 합의부재판의 경우에 법관은 재판장의 사실 및 법률판
단에 기속되지 않는다. 다만 합의평결이 이루어진 다음에는 법관은 그에 따라야 하지만
대법관의 경우에는 이견발표(異見發表)의 권리와 의무가 있다(법원조직법 제15조).

나. 법관의‘헌법과 법률에의 구속’
법관은 그 재판에 있어서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만 구속될 뿐이다. 여기서의 헌법이란 성
문헌법뿐만 아니라 관습헌법을 포함하며, 또한 법률이란 형식적 법률만을 의미하지 않고
그 밖의 재판의 기준이 되는 조약·명령·자치법규·관습법 등과 같은 모든 법규를 말한다.

다. 법관의‘양심에의 구속’
법관은“양심에 구속된다”
. 여기의‘양심’
의 의미에 대하여 법조적·객관적·윤리적 양
심을 말하며, 따라서 법관은 자아의 편견·감정, 그리고 격정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하여
법관으로서의 직업적 양심에 따라야 한다. 법관이 재판을 함에 있어서 구속되는 양심은
누구나가 갖는 인간적인 양심이라기보다는 법관이라는 직업이 요구하는 직업수행상의 양
심을 뜻한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특별히 공정성과 합리성이 요구되는 법관으로서의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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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이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법관으로서의 양심과 법관의 인간으로서의 양심(제19조)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법관은 인간으로서의 양심의 자유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법
관이“ 그 양심에 따라 ...... 재판한다”
라 함은 자기의 자주적인 판단에 따르는 것이며,
다른 어떠한 지시에 따라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독립하여’
와 같은 뜻이라 할
것이다.

Ⅵ. 사법권의 독립강화
법관은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서만 재판한다는 의미에서 헌법이 규정한 독립된 헌법
기관이라 할 수 있다. 법관이라는 개개의 독립된 헌법기관들로 이루어진 사법부가 사법권
의 독립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재판상 독립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것은 현실적
인 제도운영상 승진의 논리가 강조되는 사법부의 관료집단화 경향을 지양하는 것으로부
터 출발해야 한다는 점이 우선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현행법상 채택되어 있는 재판
의 합의제는 각급 법원에 두는 부(部)와 부장판사 제도로 인하여 실질적인 합의가 불가능
하게 되어 법관의 직무상 독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국가권력 가운데 사법부의 권력이 가장 취약할 수밖에 없다. 사법부는 오직 법관들의
소신과 양심에 의지하는 측면이 크기 때문이다. 이렇게 취약한 사법부는 사법권의 독립을
확립함으로써 입법부와 행정부와 대등한 위치에서 국민의 권리보장을 확보할 수 있게 되
는데 사법권 독립의 핵심은 바로 법관의 신분보장이라 할 것이다. 철저한 신분보장이 이
루어질 때에만 법관들이 소신과 양심에 따라서 입법부와 행정부의 권력남용을 견제할 수
있게 된다.
종국적으로 법관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상 독립이 구체화되어야만 비로소 참다운 법관
의 독립이 성취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러한 법관의 독립은 결코 법관의
특권적 직업계급을 위한 것이 아니고, 궁극적으로 법관의 재판상의 독립을 보장하여 공
정한 재판을 하게 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음을 법관 자신이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야 하며,
아울러 사법권의 독립을 수호하려는 투철한 의식을 가지고 관료국가적 의식에서 완전히
벗어나야만 진정한 법관의 독립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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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04조
이헌환

제104조
①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I. 기본개념과 입헌취지
1. 법원구성원의 임명방식
1) 대법원장
현행헌법은 대법원장을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게 하고 있다. 문언의 구성으로 보아
대통령은 대법원장을 임명하기 전에 국회에 임명동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따라서 누가 대
법원장이 되는가는 먼저 대통령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대통령이 동의를 요청하였을 경
우 국회가 동의를 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대법원장후보자를 임명하지 못하며 새로운 후보
자를 지명하여 임명동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2) 대법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법원장의 제
청은 특정인을 대법관으로 임명할 것을 요청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누가 대법관이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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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먼저 대법원장의 의사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문언상으로는, 대법원장의 경우와는 달
리, 대법관의 경우 대법원장이 대법관후보자를 정하고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여 국회에 동
의를 요청하는 2중적 절차를 정하고 있는 것이다.

3) 일반법관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일반법관의 경우에는 대법원장이 대법관회의를 거쳐 임명하
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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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헌취지
1) 대법원장
대법원장의 임명에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한 것은 국가권력의 한 축인 사법부의 수장을
임명하는 데에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과 국민대표기관인 국회가 관여하여 국민주권주의
를 구현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된다.1)

2) 대법관
대법관의 임명에 대법원장의 추천과 국회의 임명동의 그리고 대통령의 임명이라는 절차
를 둔 것은 최고사법기관의 구성원인 대법관이 국민의 규범적 대표로서 국민의 대표기관
인 국회와 대통령의 동의 및 임명을 거치게 함으로써 헌법상의 국민주권주의를 충실하게
하고, 간접적이기는 하지만, 헌법상의 민주주의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된다.

3) 일반법관
하급법원의 구성원인 일반법관을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이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
어 임명하게 한 것은, 일면으로는, 일반법관의 임명에 대법원장의 전횡을 막고, 타면으
로는, 법원의 구성원의 임명에 타 국가권력 즉, 행정부와 입법부의 관여를 차단하기 위한
취지인 것으로 이해된다. 일반법관의 임명 및 기타 사법행정을 위하여 설치되는 대법관회
의는 필수적 헌법기관이다.

1) 같은 뜻, 김철수, 헌법학(하), 박영사, 2009,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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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혁
1.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임명방식
1) 미군정기 및 1948년 헌법과 법률
우리나라 사법제도는 태생적으로 일제강점기의 사법제도를 모태로 하여 출범하였다.
군정 초기에는 조선총독부 산하의 사법행정조직을 한동안 그대로 답습하여, 총독부 산하
의 중앙행정부서인 법무국에서 사법행정을 관장하게 하였다. 1946년 4월에, 군정법령 제
67호를 공포하여 군정 산하 법무국을 司法部로 개칭하고 그 장인 사법부장으로 하여금
사법행정을 담당하도록 하였다.2) 그러나 판사 및 검사의 임명에 군정장관의 동의를 얻게
하여 사법행정의 독립성이 확보되지 못하였다.
사법권의 완전독립을 제도화하는 입법조치는 군정말기에 이르러서 신정부수립을 준비
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단행되었는데, 1948년 5월 4일 군정법령 제192호로 법원조직법이
공포된 것이 그것이다. 이 법령의 시행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사법권이 행정부로부터 완전
히 독립되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이 법원조직법에 따라 법원의 조직과 인사에 대한 독
립성이 확립되고, 사법행정처가 설치되었다. 동법에서는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추천위원
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군정장관 혹은 그 권한을 계승한 행정수반이 임명하도록 하
고 있었다.3)
1948년 헌법은 제78조에서「대법원장인 법관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의 승인을 얻
어야 한다.」
고 하여(제78조),「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되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고 하여(제79조),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임기는 헌법에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다. 정부수립 후 최초의 법원조직법(1949.9.26. 국회 재의결 법률 제51호)은「대법

2) 司法部가 설치된 후 최초의 사법부장은 총독부직제 법무국의 법무국장이었던 Woodall 소령이었는데, 1946
년 6월 20일에 기구를 개편하여 미국인 사법부장과 한국인 사법부장을 별도로 두고 전자가 후자의 결정에
대하여 승인권을 가지며 최종적인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었다. 최초의 한국인 사법부장은 김병로이었다.
1946년 9월 11일 이후에는 조선과도입법의원의 개원과 함께, 미국인 사법부장을 고문으로만 칭하게 되어
사법부의 실질적인 이양이 이루어졌고, 1947년 2월 15일에는 미국인 사법부장(Cornelly Jr.)이 사직하여 사
법부의 한국인화정책이 완료되었다. 상세한 내용은, 법원행정처 편, 법원사, 1995, 182 참조.
3) 군
 정법령 제192호 법원조직법 제47조 1항 :「大法院長 及 大法官은 大法院長, 大法官, 各 高等法院長, 各
地方法院長, 司法部長 及 次長, 檢察總長, 各 高等檢察廳長, 各 地方檢察廳長, 及 認定받은 辯護士會會長
으로서 構成된 委員會의 推薦한 者 中에서 軍政長官 又는 그 權限을 繼承한 行政首班이 此를 任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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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의 임명 및 대법원장의 보직은 대법원장과 대법관 및 각 고등법원장으로 구성된 법관회
의의 제청으로 이를 행한다.」
고 하여(제37조 제1항) 대법원장의 보직에 관하여 법관회의
의 제청을 거치게 하고 있었는데, 이는 헌법에 규정을 두지 아니한 임명절차를 법률로 정
한 것으로 사법권의 독립을 위하여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규정이었다.4)

2) 1960년 헌법과 법률
4·19 혁명을 거쳐 탄생한 1960년 헌법은「대법원장과 대법관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자로써 조직되는 선거인단이 이를 선거하고 대통령이 확인한다.」
고 하고(제78조 제1항),
「제1항 이외의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결의에 따라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고 하였다(동 제
3항). 헌법규정에 따라「대법원장 및 대법관 선거법(1961.4.26 법률 제604호)」
이 제정되
어 선거일공고(예비선거 : 5월17일, 대법원장·대법관 선거 : 5월25일)와 입후보까지 행
해졌으나, 선거는 선거일 하루 전날 5·16쿠데타가 발발하여 시행되지 못하였다.

3) 5·16 쿠데타 이후
5·16 쿠데타 이후에는 국가재건비상조치법(61.6.6.)에 따라 사법권이 완전히 국가재
건최고회의에 종속되었다. 국가재건비상조치법은「사법에 관한 행정권의 대강은 국가재
건최고회의가 이를 지시·통제한다.」
고 하고(제17조),「대법원장과 대법원판사는 국가재
건최고회의의 제청으로써 대통령이 이를 임명한다.」
고 하여(제18조 제2항), 사법권을 국
가재건최고회의에 완전히 종속시켰다. 아울러 대법관을 대법원판사로 개칭하여 그 격을
낮추고, 그 임명방식에 관하여 법원조직법에서 삭제하였다.

4) 1962년 헌법과 법률
5·16쿠데타 후 민정이양을 위한 헌법이었던 1962년 헌법은「대법원장인 법관은 법관
추천회의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대통령은 법관추천회
의의 제청이 있으면 국회의 동의를 요청하고, 국회의 동의를 얻으면 임명하여야 한다.」
고
하고(제99조제1항),「대법원판사인 법관은 대법원장이 법관추천회의의 동의를 얻어 제
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에 제청이 있으면 대통령은 이를 임명하여야 한다.」
고

4) 이
 규정에 대하여 법제정 시에 정부가 위헌의견 제시하였으나, 김병로 대법원장의 합헌의견이 국회에서 수
용되었다. 이 규정은 나중에 김병로 대법원장이 퇴임한 후에 제2대 대법원장의 임명과 관련하여 논란이 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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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동 제2항),「대법원장과 대법원판사가 아닌 법관은 대법원판사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고 하였다(동 제3항).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의 의사와는 상관없
이 법관추천회의의 제청에 의하여 대법원장을 임명하게 하고 국회 동의 후에는 임명을 거
부할 수 없게 한 점에서, 대법원장의 임명에 있어서 대통령의 권한을 형식화하고 있는 것
이 큰 특징이었다. 이 점은 대법원판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었다. 따라서 대법원장과
대법원판사를 임명함에 있어서 법관추천회의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게 되었지만, 실질적
으로는 법관추천회의에 대한 대통령의 지배가능성이 크다면, 법관추천회의 자체가 무력
화될 수도 있었다. 헌법규정도「법관추천회의는 법관 4인, 변호사 2인, 대통령이 지명하
는 법률학 교수 1인,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으로 구성한다.」
고 하여(제99조 제4항), 대통
령의 영향 하에 있는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을 구성원으로 하고 있어서 대통령의 지배가
능성을 크게 하고 있었다.

5) 1972년 및 1980년 헌법과 법률
1972년 헌법의 규정에서 사법제도 관련 규정들을 보면, 먼저,「대법원장인 법관은 대
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고 하고(제103조 제1항),「대법원장이 아닌 법관
은 대법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고 하고 있다(동 제2항). 이전의 헌법
규정에 비하여, 연임금지규정을 삭제하고, 법관추천회의나 대법관회의 등의 의사결정기
구를 삭제하였으며, 대법원의 구성원인 대법원판사에 대해서는 헌법에서 전혀 규정하지
않고 법률로 규정하게 하였다.
1980년 헌법에서는,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고 하고(제
105조 제1항),「대법원판사는 대법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고 하며(동
제2항),「대법원장과 대법원판사가 아닌 법관은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고 하고 있었다(동
제3항). 대법원장의 임명에 국회의 동의를 얻게 하고, 일반법관에 대한 임명권을 대법원
장에게 이양하였을 뿐, 기본적으로는 정권 자체의 속성상 사법권의 실질적 독립을 보장할
수 있는 장치는 허용하지 않았다.

6) 현행헌법
1987년에 개정된 현행헌법은, 대법원판사를 대법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그 임명에
국회의 동의를 얻게 하여, 이전 헌법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사법부의 독립을 강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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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법관의 임명방식
1) 미군정기 및 1948년 헌법과 법률
앞서 본 바와 같이, 미 군정법령 제67호에서는 판사 및 검사의 임명에 군정장관의 동의
를 얻게 하여 사법권의 독립이 구현되지 못하였다.
1948년 헌법에서는 일반법관의 임명방법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고 하위법률에 위임
하였다. 법원조직법(1949.9.26. 국회 재의결 법률 제51호)은 일반법관의 임명에 대하여,
대법관회의의 의결에 의하여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행하도록 하였다(동법 제38
조). 대법관회의의 의결과 대법원장의 제청이라는 이중의 절차를 두었기 때문에 대통령의
임명권은 형식적인 것으로 이해된다.

2) 1960년 헌법과 법률
1960년 헌법도 이전의 헌법과 마찬가지로 일반법관의 임명방법에 관하여는 침묵하고
있었으며, 하위법률인 법원조직법도 또한 일반법관의 임명방법에 관해서는 개정되지 않
았다.

3) 5·16 쿠데타 이후
5·16 쿠데타 이후의 국가재건비상조치법(61.6.6.)은,「전조 이외의 법관과 법원행정
처장은 국가재건최고회의의 승인을 얻어 대법원장이 이를 임명한다.」
고 하여(제19조 제
1항), 일반법관의 임명권자는 대법원장이었으나 반드시 국가재건최고회의의 승인을 얻도
록 하였다.

4) 1962년 헌법과 법률
1962년 헌법은「대법원장과 대법원판사가 아닌 법관은 대법원판사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고 하였다(동 제78조 제3항).

5) 1972년 및 1980년 헌법과 법률
1972년 헌법은「대법원장이 아닌 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한
다.」
고 하여(동 제2항), 일반법관의 임명권을 대통령에게 귀속시키고 있었다.
1980년 헌법은「대법원장과 대법원판사가 아닌 법관은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고 하여
대통령에게 귀속되었던 일반법관의 임명권을 대법원장에게 환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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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현행헌법
현행헌법은, 대법원장이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Ⅲ. 입헌례와 비교법적 의의
1. 입헌례
1) 대법원장의 경우
최고사법기관의 수장을 임명하는 방식은 개별국가들의 역사적 배경과 전통에 따라 일
률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의원내각제 국가인 경우 내각의 지명이나 자문을 얻어 국왕이
임명하는 경우가 많고(벨기에, 네덜란드, 일본 등), 상원의장이 최고사법기관의 장을 겸
직하는 경우도 있으며(2005년 사법개혁 이전의 영국, 노르웨이 등), 수상의 자문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경우(싱가포르)도 있다. 통상적으로는 의회(상원)의 동의를 얻어 수상
혹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다(미국, 우리나라 등).

2) 대법관의 경우
최고사법기관의 구성원을 임명하는 방법은 개별 국가의 역사적 전통과 민주화의 정도, 그
리고 정치적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그러나 그 임명의 과정을 단순화하여 도식화한다
면, 임명의 주도권의 행사(initiation) - 자격검증(screening) - 인준(affirmation)의 단계
를 거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5) 아울러 법관임명방식과 관련하여 공통적으로 중시되어야
하는 것은 일련의 임명과정에서 참여자의 범위와 숫자가 어느 정도인가 하는 점이다.6)
최고사법기관의 구성원을 임명하는 방법에 관하여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은 능력주의
임명제(merit system)를 채택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를 제외한 최고사법기관의 구성원 임
명방식에 관하여 임명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기준으로 하여 세계각국의 현상을
살펴보면, 정부주도형, 의회주도형, 혼합위원회주도형, 사법부주도형으로 크게 분류할

5) Charles H. Sheldon/Linda S. Maule, Choosing Justice - The Recruitment of State and Federal Judges, Washington,
WSU Press, 1997, 24 ff.
6) Id.,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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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먼저 ⅰ) 정부주도형 국가들은 미국을 비롯하여 네덜란드, 스웨덴, 브라질, 오스
트리아, 캐나다, 노르웨이, 호주, 인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의 국가들이
이에 속한다. 일본의 경우에도 최고재판소장관이 내각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관행이 있기
는 하지만, 원칙적으로 내각이 지명권을 갖는 정부주도형으로 볼 수 있다. 영국의 경우에
는 대법원장의 조언에 의하여 수상의 제청으로 여왕이 임명한다. ⅱ) 의회주도형 국가들
은 의회정부국가인 스위스, 사회주의국가인 중국 등을 들 수 있다. ⅲ) 혼합위원회주도형
국가들은 정부와 의회, 혹은 정부와 사법부, 혹은 3부가 합동하여 관련사법위원회를 구성
하고 여기서 임명하거나 임명제청을 하는 경우로서, 독일, 프랑스, 이태리, 덴마크, 벨기
에, 태국 등이 이에 속한다. ⅳ) 사법부주도형 국가는 대부분의 위원들이 법관으로 구성
되는 인사심의위원회가 임명하도록 하고 있는 대만이 이에 속한다.
주목할 것은, 위에서 살펴본 20여개 국가들의 최고사법기관 구성원임명방식을 보면,
기존의 최고사법기관의 장이 임명제청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점이다. 최고사법기관의
장이 관여하더라도 혼합위원회의 일원으로서 관여할 수 있을 뿐, 장이 단독으로 임명하거
나 임명제청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사법부의 최고기관이라는 특성상, 권력분립의 다른
축인 정부 혹은 의회의 관여를 강하게 인정하거나, 판결에 직접 영향을 받는 국민들의 이
익을 반영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앞서 지적한 것처럼, 최고사법기관의 구성원임명을 누가 주도하느냐의 문제는 개별국
가의 역사적 전통, 민주화의 정도, 정치적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적어도 한 가지
명확한 것은 민주주의가 성숙한 나라일수록 국민의 여론에 깊이 귀기울인다는 점이다. 국
민주권주의의 시각에서 보면 이는 당연하다.
대법관임명에 관한 주도권이 행사되어 지망자가 정해지면 자격검증(screening)과 인준
(affirmation)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자격검증은 임명을 요하는 해당 법관직의 기준을
정하고 자천타천의 지망자들이 이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심사하는 과정이다. 이 과
정에서 특히 참여자(participants)의 문제가 대두된다. 미국의 경우, (선거제의 경우 투표
자를 포함하여) 변호사협회, 시민단체, 노동조합, 정당지도자, 의회의원, 정부법무부관계
자, 일반국민 등 최고사법기관의 구성원에 이해관계가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자격검증에
참여할 수 있다. 물론 이들 각각의 참여자들의 의견이 얼마만큼 구속력이 있는가는 별개
의 문제이다. 이 과정에서 자천타천의 지망자들 중 적격자가 가려지게 되는데, 여러 지망
자들 중의 비교검증(comparative screening)의 방법과 적격검증(qualifying screening)
의 방법이 사용된다.
자격검증의 과정에서는 지망자의 최고법관직 적격여부에 관하여 매우 엄격한 검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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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 행해진다. 그 과정에서 지망자의 사적인 영역까지도 검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미
국의 주의 일반법관의 임명과정에서의 사례를 보면, 기본배경, 전문적 능력, 개인적 성격
등의 영역에서 매우 상세하게 검증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즉, 기본적 배경에서 정신건강,
신체건강, 이전의 사법적 경험, 로스쿨의 생활기록부, 공동체에 대한 지식정도, 전문적
활동, 감독능력, 기소경험, 시민적 활동, 출신학교 등이 고려되고 있고, 전문적 능력에서
성실성에 대한 평가, 공정성, 전문가적 평판, 준비성과 완전성, 소송절차에 대한 숙지도,
법의 발전에 대한 추종도, 의사소통능력, 하급심경험 등이 고려되며, 개인적 성격 면에서
는 영향력에 대한 감수성, 도덕적 용기, 열린 마음(open-minded), 감정적 안정성, 법관
이 되고자 하는 욕구정도, 결단력, 신중성, 자기단련(self-discipline), 겸손함, 인내심,
정확성, 부지런함, 동정심 등이 고려되고 있다. 일반법관의 경우 이러할진대, 최고법관의
경우에는 더욱 엄격할 것으로 판단된다. 연방의 차원에서는 연방대법관임명과정에서 대
통령과 백악관참모들, FBI를 포함한 법무부, 미국변호사협회, 상원사법위원회 등에서 엄
정한 기준으로 후보자를 검증하고 있다.7)
지망자결정과 자격검증이 행해지고 나면, 최종적으로 인준의 과정을 거치는데, 이 과정
에서의 참여자는 공식적으로 임명에 최종적 책임을 지는 자들이다. 앞에서 본 자격검증의
과정이 공식적, 비공식적 과정을 모두 포함한다면, 인준의 과정은 공식적 과정이다. 자격
검증의 과정에 이르기까지 제시된 모든 사항들이 이 인준의 과정에서 걸러져서 최종적 선
택을 위한 자료로 활용된다. 인준과정에서의 참여자들은 법치주의적 질서의 수호자를 선
택한다는 자부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막중한 책임감도 아울러 가져야 한다.

3) 일반법관의 경우
미국의 주의 경우, 일반법관의 임명방식은 ⅰ) 능력주의 임명제(merit system) ⅱ) 주
지사 임명제(gubernatorial appointment) ⅲ) 정당추천 선거제(partisan elections) ⅳ)
일반(비정당)선거제(non-partisan elections) ⅴ) 의회선출제(legislative election) 등의
5 가지 유형을 갖고 있으며, 주대법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8)
일본의 경우, 헌법 제80조 제1항은「하급재판소의 재판관은 최고재판소가 지명한 자의
명부에 의해, 내각에서 임명한다. 그 재판관은 임기를 10년으로 하며 재임할 수 있다. 단

7) Cf. id., 150-160.
8) Charles H. Sheldon/Linda S. Maule, id., 34-40 참조. 대법관을 포함한 연방법관은 대통령의 지명 후 상원을 권
고와 조언을 받아 임명하도록 헌법에서 정하고 있다. 미국연방헌법 제2조 제2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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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 정하는 연령에 달한 때에는 퇴관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비록 내각이 일반법관의
임명권을 갖고 있더라도, 그 명부작성은 최고재판소의 재판관회의에서 결정된다.
독일의 경우, 직업법관은 예비법관, 종신법관, 임기법관, 위촉법관 등 다양한 유형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각 법관들은 법관선출법(Richterwahlgesetz)에 따라 법관선출위
원회에 의해 선출된다.
프랑스의 경우에는 일반법관과 행정법관으로 나뉘어 선발 및 임명되는데, 매우 복잡한
임명절차를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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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교법적 의의
우리나라의 경우, 일반법관의 임명은, 대법관회의를 거치기는 하지만, 대법원장에게 그
권한이 있다는 점에서 사법부를 수직적 위계질서에 따른 관료적 구조로 구성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Ⅳ. 다른 조문과의 체계적 관계
1. 국회의 동의
대법원장 또는 대법관의 임명을 위하여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요청할 경우, 국회는
일반의결정족수에 따라 동의여부를 의결한다. 일반의결정족수는「재적의원과반수의 출석
과 출석의원과반수의 찬성」
으로 의결하는 것을 말한다.9) 이 점에서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
의 의결을 위하여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과반수의 찬성을 요하는 것
과 다르다.10)

9) 헌법 제49조 참조.
10) 헌법 제65조 1항 및 2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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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통령의 공무원임면권(제78조)과의 관계
대법원장 또는 대법관의 임명을 위하여 대통령이 국회에 동의를 요청한 후, 국회가 동
의하게 되면, 대통령은 반드시 각 후보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대통령의 임명권한은 헌법
제104조 1항 및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부여되며, 헌법 제78조의 공무원임면권을 제
한하는 의미를 가진다.

V. 규범적 내용, 개념과 원리에 대한 판례 및 학설
1. 법원구성의 민주성
현대 민주사회에서 사법부가 올바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사법제도 자체가 민주성과 독
립성 그리고 전문성에 기초하여 설정되어야 한다. 법원은 국민의 규범적 대표자로서의 지
위를 가지기 때문에, 법원을 구성하는 것은 철저히 국민대표성을 구현할 수 있는 민주적
절차와 내용을 가져야 한다. 특히 대법원은 국민의 구체적 분쟁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결
정하고 그에 따라 국민의 행동기준을 설정하는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대법원을 구성하는
대법관을 임명하는 것 또한 국민주권주의 및 민주주의원리에 기초하여야 한다.11)
현행헌법은 법원, 그 중에서도 특히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구성에 있어서 민주성을 확
보하기 위하여 대법원장 및 대법관의 임명과정에서 행정권력의 국민대표기관인 대통령의
임명동의 요청과 입법권력의 국민대표기관인 국회의 동의를 얻게 하고 있다. 사법권력인
대법원의 구성원인 대법관과 대법원장의 민주성을 간접적인 방법으로 확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국회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두어 대법원장 및 대법관의 임명동의를 위하여
인사청문을 하도록 하고 있다.12)

11) 송기춘, 사법개혁과 대법원의 구성, 헌법학연구 제6권 4호, 2002.12., 275 이하 참조.
12) 국회법 제46조의3 및 인사청문회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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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원구성의 독립성
사법부의 독립은 분쟁의 당사자들로부터 독립하여 제3자로서의 법관의 지위가 확보될
때 실현될 수 있다. 분쟁의 당사자는 때로는 국가일 수도 있고, 때로는 정치권력과 사회
세력일 수도 있다. 국가나 정치권력 혹은 사회세력이 분쟁의 당사자가 될 때, 이러한 세
력들로부터 독립하여 심판하여야만 사법부의 독립이 구현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최고
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의 구성원인 법관의 임명과정은 철저히 사법의 독립성을 구현
할 수 있는 방식으로 행해져야 한다. 대법원장 및 대법관의 임명에 국회와 대통령이 관여
하도록 한 것은, 권력분립원리로부터 유래하는 견제와 균형을 도모하고, 그에 따라 사법
부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이다. 일반법관의 경우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한 것도
이와 다르지 아니하다.

Ⅵ.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
1. 대법원장 임명의 합리성의 문제
현행헌법은「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고 하고 있다. 1948
년 헌법이나 1960년 헌법 혹은, 형식적이기는 했지만, 1962년 헌법의 규정에 비하여 아
무런 선행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통령의 의사에 따라 대법원장이 임명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법권력의 수장인 대법원장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대법원장의
임명절차를 개선하여, 1960년 헌법과 같이 선거제를 도입하거나, 1962년 헌법에서의 법
관추천회의와 같은 최소한 독립적인 합의체기관을 두어 임명을 제청하고 국회의 동의를
받는 절차를 두어야 한다.13) 물론 합의체기관 자체의 독자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구성
원을 공정하고 민주적인 방법으로 선임하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

13) 정
 진경, 사법권의 독립과 관련한 사법개혁방안, 대한변협 편, 인권과 정의, 통권 제293호, 2001.1., 123
면 이하도 같은 취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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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법관임명방식의 문제
현행헌법상의 대법관임명방식이 유신헌법체제의 잔재라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
다. 유신헌법 이전에는 비록 형식화해버렸더라도, 법관회의 혹은 법관추천회의를 통하여
대법관후보를 정하도록 하여 제청 이전에 최소한 객관적인 검증절차를 거치도록 하였으
나, 이마저도 삭제해버리고 단순히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
명하도록 한 것이다. 국회의 동의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충분한 검증을 거칠 수 있지 않느
냐는 반문이 있을 수 있지만, 이미 대법원장의 제청과정에서 후보자가 한정되어 버리기
때문에 국회차원에서의 검증은 한계가 있다. 대법관임명의 주도권을 대법원장이 갖고 있
기 때문에 그 한도에서 적격자의 폭이 좁아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다른 나라의 대법관
임명방식에서도 본 것처럼, 대법원장이 단독으로 신임대법관을 임명제청하는 사례는 세
계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다.
따라서, 대법관의 경우에는 독립성을 더욱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대법관추천회의 혹은
이와 유사한 추천기구를 통하여 추천한 자를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헌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3. 일반법관의 경우
고등법원 이하 각급법원의 법관들은 현재 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방
식을 지양하여, 고등법원 단위로 그 임명권을 분산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헌법규정에서 명시하는 것도 한 방법이겠으나, 하위법률에 위임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현행헌법에서는 법관의 지위가 일률적으로 헌법에 규정되
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법관(예컨대, 임기, 자격, 권한 등에서 차이가 있는 법관)
을 창설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 따라서 현재의 일률적인 법관 규정을 개정할 것을 전제로
하여, 다양한 형태의 법원을 창설하고 그에 따라 일반법관의 임명방식을 법률로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4. 문언의 정비 -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
현행헌법은 제102조에서「대법관이 아닌 법관」
이라는 문언을, 그리고 제104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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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
이라는 문언을 사용하고 있어서 약간의 혼란을 야기하
고 있다. 물론 문맥상 명백히 구별되기는 하지만, 의미를 명확하게 한다는 취지에서「대
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
이라는 문언을「대법원장과 대법관 이외의 법관」
이라고 함
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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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05조
이국운

제105조
①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② 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법관의 정년은 법률로 정한다.

Ⅰ. 기본개념과 입헌취지
법관의 신분보장은 사법권의 독립을 실현함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요청이다. 헌법은
제103조와 제106조 등에서 법관의 신분보장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105조는 법관의 임기
를 규정하고 있다.
법관의 임기제도는 정해진 임기 동안 법관에게 신분상의 안정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일
단 법관의 신분보장에 긍정적인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법관의 임기
제도는 정해진 임기의 종료로 인하여 법관의 신분이 박탈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운영 여
하에 따라서는 법관의 신분보장에 부정적인 것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
다른 한편 법관의 임기제도는 간접적으로 사법권에 대한 통제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
도 적지 않다. 헌법상 가장 강력한 신분보장을 받고 있는 법관이 법관직에 어울리지 않는
행동을 보일 경우 탄핵제도를 제외하고 당해 법관을 해임할 수 있는 방법은 법관의 임기
만료를 활용하는 것이 사실상 유일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는 그 당연한 전제로서 법관
으로서의 적합성을 심사하는 제도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며 공정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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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야 한다. 하지만 이와 같은 전제가 충족되기 어렵다면, 법관의 임기제도를 사법권에 대
한 민주적 통제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실제로 법관의 신분보장을 위협함으로써 사법권
의 독립을 훼손하는 매우 심각한 사태로 야기하게 될 수도 있다.1)
이처럼 법관의 임기제도는 법관의 신분보장과 사법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라는 이중적
인 헌법적 요청을 전제하고 있다. 헌법은 그와 같은 이중적 요청을 가장 정치적으로 임명
되는 대법원장에게는 단임의 짧은 임기(6년)만을 허용하고, 대법관은 동일하게 짧은 임기
2)

(6년)지만 법률에 따라 연임할 수 있도록 하며, 일반 법관은 상대적으로 긴 임기(10년)
를 주면서 법률에 따라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관의 정년제도 역시 기본적으로는 임기제도와 동일하게 이중적인 헌법적 요청을 전
제하고 있다. 정년까지 신분보장을 받는다는 측면과 정년을 이유로 사법권에 대한 통제가
가능하게 된다는 측면이 그것이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법관의 정년제도는 사법부의 노
쇠화를 방지한다는 또 다른 의미를 가진다. 사법부의 생래적 보수성을 정년제도를 통하여
완화하려는 것이 그 목적이지만, 이는 정년제도의 구체적인 모습에 따라 사법부의 독립을
저해하는 요인으로도 악용될 수 있다. 헌법은 이에 관한 권한을 국회가 입법을 통해 행사
하도록 정하고 있다.

Ⅱ. 연혁
현행 헌법은 법관의 임기제와 정년제를 모두 규정하고 있다. 역대 헌법의 규정을 보면
우선 제헌 헌법부터 제2차 개정헌법에 이르기까지는 법관의 임기를 대법원장이나 대법
관, 그리고 일반 법관의 구분을 두지 않고 모두 10년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당시 법관의
정년은 헌법에서 규정하지 않고, 법원조직법에 의했는데, 그 내용은 대법원장은 70세, 대
법관을 포함한 다른 법관은 65세였다. 이러한 구조는 대한민국 사법사의 초기에 법관의
임기 및 정년제도가 사법권의 독립과 관련하여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
는 배경으로 작용했다.

1)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6, 1060.
2) 현
 행 헌법이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임기를 6년으로 동일하게 규정하면서도 대법원장의 중임을 불허하고 대
법관에게만 중임을 허용한 것에 관하여 비판적인 견해가 있다.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08,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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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의 승인을 얻게 되어 있었으나(제헌 헌법 제
78조 등), 대법관의 임명 및 대법원장의 보직은 대법원장, 대법관, 각 고등법원장으로 구
성된 법관회의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행하고(당시 법원조직법 제37조 제1항), 판사의 임
명은 대법관회의의 결의에 의하여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행하게 되어 있었다(동
법 제38조). 법원의 수장으로서 대법원장이 법관인사에 관하여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있
는 권한은 판사의 보직권한에 불과했다. 1958년 정부 수립 10주년을 맞이하여 임기만료
를 맞이하게 된 법관들에 대하여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자신에게 주어진 헌법상의 임명권
을 활용하여 연임거부조치를 취했다. 당시 소위‘진보당 사건’
과 관련하여 행정부와 법원
의 갈등이 심각했던 상황에서 벌어진 이승만 대통령의 법관연임거부사태는 사법권의 독
립에 대한 행정부의 침해로 받아들여진 측면이 적지 않다.3)
이런 이유로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3차 개정헌법은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법관의 자
격이 있는 자로써 조직되는 선거인단이 선출하도록 하고, 대통령에게는 그 결과를 확인할
권한만을 부여했으며(동 헌법 제78조 제1항), 그 외의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결의에 따라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했던 것이다(동조 제3항). 비록 5.16 군사쿠데타에 의하여 대법
원장과 대법관의 선거는 실시되지 못했으나, 제3차 헌법개정은 ① 법원수뇌부를 법관자
격자의 선거로 선출하는 방식으로 제한적이나마 사법부가 독자적인 민주적 정당성을 확
보하려 했다는 점과 ② 동시에 그처럼 독자적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얻은 법원수뇌부가 일
반 법관에 대한 임명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 방식으로 사법권의 독립을 확보하려 했
다는 점에서 매우 주목되는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변화는 1961년 5.16 군사쿠데타 이후 제5차 헌법개정에서 제7차 헌법개정
까지 상이하게 받아들여졌다. 먼저 전자, 즉 법원수뇌부의 제한적 선거제도는 법관추천회
의(제5차 개정헌법)를 거쳐 결국 대통령의 임명과정에 국회의 동의를 받는 것으로 축소되
었다. 또한 후자, 즉 법원의 독자적인 일반 법관 임명권한은 특히 유신헌법 기간 동안 대
법원장의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으로 되돌아갔다.
특기할 것은 이 시기까지 대법원의 법관(대법원판사)과 일반 법관 사이에 임기에 있어
서 차이가 없었다는 점이다. 오로지 대법원장만이 연임이 불가능한 6년의 임기를 가지고
있었으며, 대법원의 법관(대법원판사)을 포함한 다른 법관들은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연
임하는 10년의 임기를 가지고 있었다. 제5차 및 제6차 개정헌법에서는 법관의 정년을 65

3) 법원행정처, 법원사 Ⅰ, 1995, 제1공화국시대의 법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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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로 규정했으나(제100조 제3항), 제7차 개정헌법부터는 법관의 정년제를 헌법에 규정하
면서도 구체적인 연령은 법률로 정하도록 했다.
제8차 개정헌법에 이르러서는 현재와 같은 구조가 만들어졌다. 5년 임기의 대법원장은
중임할 수 없고, 5년 임기의 대법원판사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임이 가능하며, 10
년 임기의 일반법관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임할 수 있고, 법관의 정년제를 규정하
되 구체적인 연령은 법률로 정하도록 하는 구조이다(제8차 개정헌법 제106조). 현행 헌
법은 기본적으로 이런 구조를 이어받되 대법원장의 임기를 6년으로 늘리고, 대법원판사
를 대법관으로 명칭을 변경한 뒤 역시 그 임기를 6년으로 늘렸을 뿐이다.

Ⅲ. 입헌례와 비교법적 의의
법관의 임기제와 정년제를 동시에 규정하는 것은 전형적인 대륙법식 사법관료제의 방
식이다. 이 제도는 대체로 법원수뇌부를 제외한 일반법관 전체를 사법관료제가 스스로 임
용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전혀 다른 체제를 가지는 경우
도 적지 않다. 예를 들어, 미국의 연방 법관의 경우에는 법원수뇌부를 포함하여 판사집단
전체를 매우 정치적인 방식으로 임용하며(연방 상원의 동의와 대통령의 임명), 그 뒤에는
임기나 정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종신제로 법관직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법원에게 일정한 인사권한의 자율성을 주면서 임기제 및 정년제로 통제하는 방
식과 인사권한 전체를 정치적으로 운용하는 대신 임기제 및 정년제를 배제하는 방식 가운
데 어떤 것이 더욱 우월한 것인지는 각 체제의 장단점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국가마다 독
특한 정치사회적 배경을 가지고 있으므로 일의적으로 답하기 어렵다. 다만, 현행 헌법과
같이 전자의 입장을 택했을 경우에는 법관으로서의 적합성을 심사하는 제도가 합리적이
고 객관적이며 공정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전제가 요구된다.

Ⅳ. 다른 조문과의 체계적 관계
법관의 임기와 정년을 규정한 헌법 제105조는 사법권의 독립, 특히 법관의 독립을 보
장한다는 관점에서 무엇보다 법관의 신분보장을 규정한 제106조와 조화롭게 해석되어야
한다. 이 점에 관련하여 주목할 것은, 앞서 언급했듯이, 법관의 임기제와 정년제가 그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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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여하에 따라 법관의 독립에 심각한 위협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정년제도가 법관의 신분보장과 배치되지 않는다는 입장이
다.(헌재 2002.10.31, 2001헌마557) 헌법재판소에 따르면“헌법규정 사이의 우열관계,
헌법규정에 대한 위헌성판단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그에 따라 헌법 제106조 법관의 신
분보장규정은 헌법 제105조 제4항 법관정년제 규정과 병렬적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조화롭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정년제를 전제로 그 재직 중인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 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고 해석하여야 하고, 그러한 해석 하에서
는 헌법 제105조 제4항에 따라 입법자가 법관의 정년을 결정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것
이 입법자의 입법재량을 벗어나지 않고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Ⅴ. 규범적 내용, 개념과 원리에 대한 판례 및 학설
법원조직법 제45조는 헌법 제105조의 규정을 이어 받아,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이며
중임할 수 없고(제1항), 대법관의 임기는 6년이며 연임할 수 있고(제2항), 판사의 임기는
10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제3항)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대법원장의 정년은 70세, 대
법관의 정년은 65세, 판사의 정년은 63세로 규정하고 있다(제4항).
앞서 언급했듯이 법관의 임기제도는 연임여부가 어떻게 결정되는가에 따라 사법권의
독립에 심각한 위협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헌법은 법관의 연임을 어떻게 결정
할 것인지를 법률에 위임하고 있으며, 법원조직법 제45조의2는‘판사의 연임’
이라는 표
제 아래 이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임기가 만료된 판사는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
어 대법원장의 연임발령으로 연임한다(제1항). 다시 말해, 법원조직법은 법관의 연임여부
를 결정함에 있어서 법원 외부의 개입을 봉쇄한 채, 법원 내부의 인사시스템이 전권을 행
사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법원 외부의 개입은 일반 법관 인사 일반과 마찬가지로 대법
원장의 자문기관으로 설치된‘법관인사위원회’
를 통하는 방식만이 가능할 뿐이다(동법 제
25조의 2).
나아가 법관에 대한 대법원장의 연임발령은‘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해로 인하여 판사로
서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거나,‘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하여 판사로서 정
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또는‘판사로서의 품위를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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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한 경우’
가 아닌 한 불가능하게 되어 있다(동조 제2항). 법관의 연임여부를 법원 내부의
인사시스템에 맡기면서도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연임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입법의 태도는 사법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달성하는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법
관의 독립을 보장하는 수단으로서 헌법이 규정한 법관임기제의 취지가 이해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법관의 정년제도는 법관이 일정한 연령에 이르면 당연히 퇴직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법
관의 정년제도는 법원의 노화를 방지하고 신진대사를 촉진함으로써 사법부의 생래적 보
수성을 완화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헌법재판소는 법원조직법 상의 법관 정년규정이 평등
권, 직업선택의 자유 내지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지에 관하여 소극적으로 판단하였다.
<판례>-(2002.10.31. 2001헌마557)
1. 법관은 국가의 통치권인 입법·행정·사법의 주요 3권 중 사법권을 담당하고 그 권한
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이고, 다른 국가기관이나 그 종사자와는 달리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는 기관으로서, 법관 하나 하나가 법을 선언·판단하는
독립된 기관이며, 그에 따라 사법권의 독립을 위하여 헌법에 의하여 그 신분을 고도로 보
장받고 있다. 따라서, 법관의 정년을 설정함에 있어서, 입법자는 위와 같은 헌법상 설정
된 법관의 성격과 그 업무의 특수성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관의 정년을 직위에 따라 대법원장 70세, 대법관 65세,
그 이외의 법관 63세로 하여 법관 사이에 약간의 차이를 두고 있는 것으로, 헌법 제11조
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차별의 요소인‘성별’
,‘종교’또는‘사회적 신분’그 어디에도
해당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어떠한 사회적 특수계급제도를 설정하는 것도
아니고, 그와 같이 법관의 정년을 직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낮게 차등하게 설정한 것은 법
관 업무의 성격과 특수성, 평균수명, 조직체 내의 질서 등을 고려하여 정한 것으로 그 차
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과 같이 법관의 정년을 설정한 것은 법관의 노령으로 인한 정
신적·육체적 능력 쇠퇴로부터 사법이라는 업무를 제대로 수행함으로써 사법제도를 유지
하게 하고, 한편으로는 사법인력의 신진대사를 촉진하여 사법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고 업
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나
이가 들어감에 따라 인간의 정신적·육체적 능력이 쇠퇴해 가게 되는 것은 과학적 사실이
고, 개인마다 그 노쇠화의 정도는 차이가 있음도 또한 사실이다. 그런데, 법관 스스로가
사법이라는 중요한 업무수행 감당능력을 판단하여 자연스럽게 물러나게 하는 제도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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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제도의 유지, 조직의 활성화 및 직무능률의 유지향상이라는 입법목적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없고, 어차피 노령에 따른 개개인의 업무감당능력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곤란
한 마당에, 입법자가 법관의 업무 특성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일정한 나이를 정
년으로 설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므로, 그 입법수단 역시 적절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규정한 법관의 정년은 60세 내지 65세로 되어 있는 다른 국가
공무원의 정년보다 오히려 다소 높고, 정년제를 두고 있는 외국의 법관 정년연령(65세 내
지 70세)을 비교하여 보아도 일반법관의 정년이 지나치게 낮다고 볼 수도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직업선택의 자유 내지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법관의 임기제도와 정년제도는 법관의 신분보장제도 전반과 밀접한 관련 속에서 조화
롭게 해석되어야 한다. 따라서 헌법 제106조에 규정된 파면의 제한, 불리한 처분의 제한,
강제퇴직의 제한 등이 특히 법관의 연임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우회적으로 회피되는
결과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

Ⅵ.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
현행법상 법관의 임기제와 정년제는 대한민국 법관조직의 관료제적 구조를 염두에 두
고 재구성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주지하듯 헌정 60여 년 동안 대한민국 법관조직은 피라미드형 관료제적 구조를 더욱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편성되어 왔다. 예를 들어, 배석판사-단독판사-고등법원 배석판
사-지방법원 부장판사-고등법원 부장판사-지방법원장-고등법원장-대법관-대법원장
에 이르는 승진구조의 체계화나 법관인사를 담당하는 법원행정처의 강화는 대한민국 법
관조직의 대표적인 특징이 되었던 것이다. 이런 까닭에 대한민국의 사법현장에는 20대
후반의 젊은 나이에 판사로 임명되어 수년간 봉직하다가 적절한 시기에 개업변호사로 변
신하는 것이 당연한 일로 받아들여져 왔으며, 그 결과 판사경력이 개업변호사의 역량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로 이해되는 기현상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와 같이 피라미드형 관료제적 구조가 엄존하는 상황에서 부적격 법관의 도태는 법관
의 임기제도나 탄핵제도와 같은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가 아니라 자연스런 퇴직과 변호사
개업이라는 형태로 이루어지기 쉽다. 그리고 그런 조건 속에서 법관의 임기제도는 부적격
법관을 선별하는 민주적 통제수단으로서의 의미보다는 법관조직 내부에서 조직에 부적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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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인물을 걸러내는 최후의 관료제적 통제수단으로 변질될 위험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법원조직법 제45조의 2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법관을 연임시키도록 함
으로써 그러한 위험을 방지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으며, 그 점에서 입법의 취지에 공감
할 만하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조직법 등 현재의 법률이 법관의 임기제도가
본래 지향해야 할 민주적 통제수단으로서의 가치를 담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평가하지 않
을 수 없다.
또한 법관의 정년제도에 관해서도 비슷한 평가가 가능하다. 도대체 63세의 정년을 채
운 뒤 퇴직하는 일반 법관이 몇 명 되지 않는 상황4)에서 사법부의 노쇠화를 막기 위하여
법관의 정년제가 필요하다는 탁상공론은 현실적합성을 가지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현재
와 같은 피라미드형 관료제적 구조가 존재하는 한 법관직을 개업변호사로 가기 위한 경력
코스로 이용하는 관행은 깨지기 어렵고, 따라서 법관의 정년제도는 그저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제도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없을 것이다.
다행히 1990년대 중반 이후 사법개혁의 관점에서 법학전문대학원제도가 추진되고, 그
와 동시에 법조일원화의 방식으로 법관을 충원하려는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다. 일각에서
주장되고 있듯이, 현재의 대법원장 및 대법관에게 요구되는 것처럼,5) 40세 이상, 법조경
력 15년 이상으로 법관임용자격을 통일한 뒤, 이들로부터 판사를 임용하는 것이 제도화
된다면 법관의 임기제와 정년제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와 같
은 법조일원화제도의 시행으로 인하여 법관임기제는 40세 이후 법률가경력의 최종직업
으로서 판사직에 임명된 법관들을 판사경력의 중간 즈음(10년)에 한 번 민주적으로 평가
한다는 의미를, 그리고 법관정년제는 정년을 이유로 퇴직을 강제하여 사법부의 노쇠화를
방지한다는 의미를 회복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법조일원화제도가 정착된 이후에도 법관의 임기제와 정
년제를 현재와 같이 유지해야 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법률가
경력의 최종직업으로 판사직에 임명된 법관들이라면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의하여
파면되지 않는 한 정년까지 그 신분을 보장하는 것이 더욱 합리적일 수 있으며, 그렇지
않다면 10년의 임기를 보장하되, 정년의 제한은 없애는 것이 더욱 합리적일 수 있을 것이
기 때문이다. 요컨대 법관임명에 있어서 법조일원화제도가 정착되면 될수록 법관의 임기

4) 2
 009년 3월 11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같은 날 인천지방법원에서 지방법원부장판사로 정년을 채워 퇴
임하는 홍경호 판사가 전국에서 5번째로 정년퇴임하는 일반법관이라고 한다.
5) 이국운, 법관인사제도의 개혁방안, 서강법학, 제11권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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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와 정년제를 모두 규정하고 있는 현행 헌법 제105조에 대해서는 그 중 하나만을 남기
고 다른 하나는 없애는 방향으로 개정논의가 제기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다. (법관의 임
기제와 정년제는 법관인사제도 전반과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는 헌법
제104조의 주석에 맡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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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
①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② 법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
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하게 할 수 있다.

I. 서설
법관의 신분상 독립 또는 인적 독립은 사법권의 독립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다. 왜냐
하면, 법관의 신분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는 사법권 독립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법관
의 직무상 독립이 유명무실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 헌법은 법관의 신분
보장을 위해서 법관자격의 법정주의, 법관의 임기제, 법관정년의 법정주의를 채택하고,
파면과 신분상 불리한 처분의 사유를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원조직법은 법관의 신
분보장과 조화될 수 없는 일정한 행위를 법관에게 금지시킴으로써 법관의 신분보장이 실
효성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헌법 제106조를 중심으로 법관의 신분
상 독립에 관한 연혁, 각국의 입헌례, 규범적 내용 등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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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혁
사법권의 독립은 1948년 건국헌법에 규정된 이후 현행헌법까지 계속 유지되어 왔다. 9
차례의 헌법개정을 거치는 동안 법관의 인적 독립에 관한 조항은 4차례 수정되었는데, 주
로 파면사유와 정직, 감봉 등 불리한 처분의 사유를 분리 또는 통합 규정할 것인지에 관
해 수정이 이루어졌고, 법관의 퇴직사유는 제3공화국 헌법에 규정된 이후로 현행 헌법까
지 유지되었다.
건국헌법 제80조는“법관은 탄핵, 형벌 또는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 정직
또는 감봉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였다. 건국헌법상의 이러한 내용 규정은 제2공화국
헌법 제80조에서 그 내용 그대로 규정되었다.
제3공화국헌법 제101조 제1항은“법관은 탄핵 또는 형벌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
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
다”
라고 규정함으로써 파면사유와 정직, 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의 사유를 구분하여 규정
하였다. 그리고, 제2항에서
“법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하게 할 수 있다”
라고 하여 법관의 퇴직사유를 추가
규정하였다.
제4공화국헌법 제104조 제1항은“법관은 탄핵·형벌 또는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
고는 파면·정직·감봉되거나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함으로써 파면과 불
리한 처분의 사유를 다시 통합 규정하였고, 제2항의 내용은 제3공화국 규정 내용과 동일
하게 규정되었다.
제5공화국헌법 제107조 제1항은“법관은 탄핵 또는 형벌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
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또는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
다”
라고 규정함으로써 제3공화국 헌법의 규정으로 다시 회귀하였다. 다만,‘......감봉 기
타’
부분에서‘기타’
부분이‘또는’
으로 변경되었다.
현행헌법 제106조 제1항은“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
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라고 하여 제3공화국헌법 제101조 제1항과 제2항 규정과 거의 동일한 내
용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현행헌법에서는‘형벌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라는 부분이‘금
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으로 좀 더 상세한 구체적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제2항은 제3공화국헌법 제101조 제2항과 동일한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다.
결론적으로 법관의 신분상 독립에 관한 헌법 규정 내용은 현행헌법에 이르기까지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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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국헌법의 해당조항의 내용의 주요 부분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Ⅲ. 입헌례와 비교법적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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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
미국헌법상 법관의 신분상 독립에 관한 규정으로는 헌법 제3조 제1항 제2문(
“연방대법
원 및 하급법원의 판사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한 그 직을 보유하고, 그 직무에 대하
여는 정기적으로 보수를 받으며, 그 보수는 재임 중에 감액되지 아니한다.”
)1)을 들 수 있
다. 동 조항에 따르면 모든 연방법원의 판사의 임기는 그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한
종신으로 보장되어 있고, 직무에 상응하는 보수를 받으며 재직 중에는 그러한 보수가 삭
감되지 않는다.
법관은 대통령이 상원의 충고와 동의를 얻어 시행하거나 선거로 임명된다. 그들은 원칙
적으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는 한 직책이 유지된다. 미국 의회는 헌법에서 특수문제를
관할하기 위한 특별법원을 규정하고 있다. 관세와 특허에 관한 연방항소법원, 연방관세법
원, 연방군항소법원 등이 그것이다.2) 봉급의 경우 미연방 의회는 법관의 봉급을 불규칙적
으로 인상함으로써 낮은 수준에 묶어 두려했으나 다른 상급공무원 수준으로 대부분 인상
되었다. 미연방 헌법에 의해 법관의 봉급은 절대 재임기간 동안 감액되지 않는다.
미국 헌법의 기초자 중의 한 사람인 Hamilton은 그가 집필한『The Federalist No.
78』
에서“종신임기의 보장이 사법권의 독립에 있어서 결정적인 요소”
라고 언급하면서 법
관종신제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모든 연방법원의 판사는 그가 직무를 성실히 수행
하는 한 종신으로 재직할 수 있는 법관종신제가 헌법상 보장되어 있다. 따라서 연방법
원 판사가 탄핵되지 않는 한,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퇴직당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탄핵
은 연방 하원이 소추하고, 상원이 심판하는 것으로서 실제로 법관이 탄핵되는 경우는 거
의 없다. 법관종신제야말로 법관이 재직하는 동안 어느 누구의 지시도 받지 않고 독립하

1) The judges, both of the supreme and inferior courts, shall hold their offices during good behavior, and shall, at
stated times, receive for their services, a compensation, which shall not be diminished during their continuance in
office.
2) 임지봉, 사법적극주의와 사법권 독립, 철학과 현실사, 2004,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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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재판할 수 있는 사법권의 독립을 확보하기 위한 이상적인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각국
에서 채택되지 않은 것은 다음과 같은 몇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법
관의 신분이 종신까지 보장됨으로써 사법부 전체가 나태해질 수 있고, 보수화될 가능성
이 있다. 재임명되기 위한 동기가 상실됨에 따라 사법부 전체가 무사안일에 빠질 수 있
고, 현상유지적인 판결을 주로 내놓게 됨으로써 사회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자질이 없는 법관을 적절히 통제하지 못함으로써 결국 사법부의 독립
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법관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불성실
한 경우에도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 퇴직시킬 수 없는 종신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
해 1980년 법관징계법(Judicial Conduct and Disability Act, 28 U.S.C. § 372(c))이
제정되었다.3) 미국의 법관징계제도는 법관종신제를 통한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하면서도
사법부의 책임을 물음으로써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는 방안으로서 평가되
고 있다.

2. 일본
일본국헌법은 제76조에서 법관의 직무상 독립을 규정함과 동시에 제78조에서 법관의
신분보장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일본에서도 법관의 신분상 독립은 재판상 독립을 위
한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헌법 제78조는“재판관은 재판에 의해서 심신의
이상으로 직무를 집행할 수 없다고 결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적인 탄핵에 의하지 않
고서는 파면되지 않는다. 재판관의 징계처분은 행정기관이 할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판소법 제48조는“재판관은 공적 탄핵이나 또는 국민의 심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경우와 법률에 별도로 정해져 있는 심신의 이상으로 직무를 집행할 수가 없다고 판
단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의 의사에 반하여 면관(免官), 전관(轉官), 전소(轉所), 직무정
지 또는 보수의 감액을 당할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다. 탄핵에 의해 파면되는 경우로는
직무상 의무를 심히 위반했거나 또는 직무에 심히 태만했을 경우, 기타 직무의 내외를 불
문하고 법관으로서의 위신을 크게 손상한 비행이 있었을 때이다(재판관탄핵법 제2조). 이

3) 동법에 따르면 법관이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법행정을 저해하는 행동에 관여하고 있다고 판단되거나, 정신
적, 신체적 무능력으로 인해 재판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해당 연방항소법원 서
기에게 징계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고, 법원장은 이를 검토하여 징계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문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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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소추위원회가 파면의 소추를 하고, 탄핵재판소에서 파면 결정
이 내려질 때 그 선고에 따라 법관은 파면된다(동법 제37조).
또한, 최고재판소의 재판관에게는 국민소환제도의 일종으로서‘국민심사’
제도가 적용
된다.4) 즉, 내각이 임명하는 최고재판소의 재판관에 대해 내각의 전단을 저지하고, 임명
의 적부를 국민이 심사토록 하는 민주적 통제수단의 하나로서 인정되는 것이다. 이에 따
라 최고재판소의 재판관은 10년마다 국민심사를 받게 되고, 하급재판소의 재판관은 최고
재판소가 지명한 자의 명부에 따라 내각이 임명하고, 10년의 임기를 보장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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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독일
법관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상 독립의 보장이 이루어져야만 사법권 독립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불편부당성 및 법에의 구속을 보장하는데 기여한다고 할 수 있다. 법관의 신
분상 독립에 대해서는 독일연방공화국기본법 제97조 제2항과 제98조가 다음과 같은 규
정을 두고 있다.
제97조 제2항 전임으로 그리고 계획에 따라 종국적으로 임용된 법관은 법원의 판결
에 의하여 법률에 규정된 이유와 방식에 의해서만 그 의사에 반하여 임기 전에 면직되거
나 전보 혹은 퇴직될 수 있다. 입법은 정년을 정할 수 있고, 정년에 달한 종신법관을 퇴직
시킬 수 있다. 법원의 조직이나 구역이 변경될 경우에는 법관은 다른 법원에 전속되거나
퇴직될 수 있지만 봉급의 전액이 지급되어야 한다.
제98조 제1항 연방법관의 법적 지위는 특별한 연방법률로 규정되어야 한다.
제2항 연방법관이 직무상 또는 직무 외에서 기본법의 원칙이나 지방의 헌법적
질서에 위반한 경우, 연방헌법재판소는 연방의회의 청구에 따라 3분의 2의 다수로 그 법
관의 전직이나 퇴직을 명할 수 있다. 그 위반이 고의인 경우에는 파면시킬 수 있다.
제3항 지방법관의 법적 지위는 특별한 지방법률로 정해야 한다. 제74a조 제4
항이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연방은 대강규정을 정할 수 있다.
제4항 지방은 지방법무장관이 법관선출위원회와 공동으로 지방법관의 임명을
결정하도록 규정할 수 있다.

4 ) 伊藤正己, 구병삭 옮김, 현대일본국헌법론, 법문사, 1983, 10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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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항 지방은 제2항에 준하는 규정을 둘 수 있다. 현행 지방법원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법관탄핵에 관한 결정권은 연방헌법재판소에 속한다.
신분상 독립은 특히 파면불가(Unabsetzbarkeit)와 전임불가(Unversetzbarkeit)를 의
미한다.5) 신분상 독립은 법관의 직무상 독립의 확보에 기여하는 바, 이 직무상 독립은 법
관이 지시를 받을 때 위태로워질 뿐만 아니라 법관이 그의 판결 때문에 자신의 개인적인
법적 지위에 대한 불이익을 두려워하게 될 때, 그리고 법원의 인사가 단지 계획에 의한
법관의 최초의 임용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전적으로 집행권에 의하여 좌우될 수 있는 때
에도 위태로워진다. 따라서 계획에 따라 종국적으로 임용된 전임법관은 단지 법원의 판결
에 의하여만, 법률이 정하는 이유와 방식에 의하여서만 자신의 뜻에 반하여 자신의 임기
이전에 면직되거나, 계속적 혹은 일시적으로 정직되거나, 전직 혹은 퇴직될 수 있다(독
기본법 제97조 제2항 제1문). 물론 입법은 정년을 정할 수 있고(제97조 제2항 제2문), 법
관은 법원조직이 변경될 경우 다른 법원에 전속되거나 혹은 봉급전액을 지급받는 조건 하
에 퇴직될 수 있다(제97조 제2항 제3문).
이리하여 신분상 독립이 전임으로 그리고 계획에 따라 종국적으로 임용된 법관에게만
주어질 경우 이는 다른 법관의 신분상 독립은 전혀 보장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다른 법관의 법적 지위도 그의 물적 독립의 보장이 유지되도록 구체
적으로 형성되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또한 법원이 후진법관을 양성할 필요 이상으로 또는
다른 부득이한 이유 때문에 요구되는 것 이상으로, 법원에 전임이 아니며 계획에 따라 임
용되지 않은 법관들을 임명하고 이런 식으로 법관의 독립이라는 헌법상의 보장을 무너뜨
리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6)

Ⅳ. 다른 조문과의 체계적 관계
사법권의 독립은 곧 재판의 독립을 의미하므로, 법원의 독립과 법관의 독립을 그 내용
으로 한다. 따라서 헌법 제101조 제1항은 사법권이 법원에 속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권력

5) 콘라드 헤세(Konrad Hesse), 계희열 옮김, 통일 독일헌법원론, 박영사, 2001, 340.
6) 전주,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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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립 원리에 따라 법원이 국회와 정부로부터 독립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103조
는“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라고 하여 법관의
직무상 독립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법관의 독립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법관의
신분상 독립이 확보되어야 하므로, 헌법 제106조에서는 법관의 파면과 징계, 퇴직에 관
하여 신분보장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법관의 신분상 독립을 위해서 법관인사의 독립(제
104조 제1항), 법관자격의 법률주의(제101조 제3항), 법관의 임기제 및 정년제(제105조
제2, 3항) 등이 함께 규정되어 있다.

제
5
장
법
원

V. 규범적 내용, 개념과 원리에 대한 판례 및 학설
1. 법관의 신분상 독립의 의의
법관의 신분상 독립은 법관의 인사의 독립, 법관의 자격제, 법관의 임기보장 등을 규정
함으로써 법관의 신분보장을 기하여 직무상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헌법재판소
도 법관의 신분보장이 법관의 재판상 독립을 보장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전제로서 정당
한 법절차에 따르지 않은 법관의 파면이나 면직처분 내지 불이익처분의 금지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헌재 1992. 11. 12 선고 91헌가2 결정).

2. 법관의 신분상 독립(법관의 인적 독립)의 내용
가. 법관인사의 독립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
회의 동의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그 외의 일반법관은 대법원장이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
어 임명한다(제104조 제1항 내지 제3항). 대법원장·대법관 임명에 대한 국회의 동의 요
건은 사법부 구성에 대한 민주적 성격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일반 법관의 임명권을 대법원장에게 귀속시킴으로써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하고
있다(법원조직법 제44조). 법관의 인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인사운영을 위하여 대
법원장의 자문기관으로서 법관인사위원회를 두고 있다(법원조직법 제25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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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법관의 자격(법관자격의 법정주의)
법관의 자격을 법률로 정하게 함으로써(제101조 제3항) 행정권의 간섭을 배제하여 사
법권의 독립을 보장하고 있다. 이를 규정하는 법률로서 법원조직법이 있다. 헌법의 수권
에 따라 법원조직법이 법관의 임용자격(제42조)과 결격사유(제43조)를 자세히 규정함으
로써 임의적인 법관임명이 가져올 수도 있는 사법부의 임용권자에 대한 예속화현상을 제
도적으로 방지하고 있다.

다. 법관의 임기
헌법은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임기는 6년이고, 일반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고 있고
(제105조), 헌법재판소장을 포함하여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고 있다(제112조).
법관의 신분을 임기제로 할 것인가 종신제로 할 것인가는 각각 장·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
문에 이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가 허용되는 입법정책의 문제로 보아야 한다.
영미에 있어서 법관은 종신제로 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를 임기제로 한 것은 법관의 관료
화를 배제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법관의 임기제는 법관으로서의 과실이 없는 한 법률에
규정된 정년에 도달하기까지는 그 지위가 보장됨을 의미한다.
연임제는 법관의 임기가 만료되어 당연퇴직하는 법관이 계속하여 법관으로 임명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는 것은 행정권의 개입을 배제하여 법관의 전문적 숙련성을 확보하
려는 것이다. 즉, 법관은 원칙적으로 연임되는 지위를 가진다. 결국 예외적으로 부적격성
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연임되는 바, 예외적인 불연임을 근거로 한 법관의 부적
격성이란 법관의 탄핵사유, 법관 퇴직사유(헌법 제106조 제2항) 등을 말한다. 이에 따라
대법관과 일반법관, 그리고 헌법재판관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다만
10년 연임제가 규정되어 있는 일반 법관의 경우에는 그 연임제의 헌법적 해석을 엄격하
게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법관으로서의 경력이 짧은 일반 법관일수록 연임제가 그 직
무상의 독립을 저해하는 헌법적 장치로 이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동일하지만, 대법관에게 연임이 허용되는
것과는 달리, 대법원장은 중임되지 못하게 했다(헌법 제105조 제1항). 즉, 대법원장의 임
기종료 후에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시 대법원장직에 취임할 수 없다는 것으로서, 이것은
대법원장은 사법행정의 최고책임자이므로 사법행정의 전단화·침체화를 막기 위한 것이
다. 또한 대법관의 임기도 6년으로 다만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임하도록 하고 있다
(제105조 제2항). 이러한 법관의 임기제는 법관으로서의 과실이 없는 한 법률에 규정된
정년에 도달하기까지는 그 지위가 보장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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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법관의 정년제
법관이 노쇠한 경우에도 계속 재직함으로써 오는 사법의 노쇠화를 막기 위하여 정년제
를 채택하여 법률이 정한 연령에 도달하면 퇴직하게 하고 있다(제105조 제4항). 법관의
정년에 관하여 대법원장은 70세, 대법관은 65세, 그 이외의 법관은 63세로 한다(법원조
직법 제45조 제4항).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정년을 규정한 법원조직법 제45조 제4항의 규정은 헌법 제106
조의 법관신분보장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했다.“법관정년제를 규정한 것은 한
편으로는 정년연령까지 그 신분이 보장되는 측면이 있다. 청구인은 그 법관정년제 자체
를 문제삼고 있는 바, 이 점에 관하여는 우리 헌법상 법관정년제를 채택하고 있어서 , 원
칙적으로 위헌성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학자에 따라서는 사법권의 독립을 보다 효
과적으로 이룩하기 위하여 법관정년제를 폐지하고 종신제로 가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이 문제는 사법권의 독립, 사법의 민주화, 사법의 보수화·노쇠화 방
지 등을 비교 형량한 헌법정책 내지 입법정책의 문제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법관 정년자
체를 낮게 설정함으로써 그 결과 법관의 신분보장 규정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라면 이 사
건 법률조항이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결과
적으로 법관의 신분보장규정에도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
조항은 법관의 신분보장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106조에도 위배되지 아니한다.”
(헌재
2002.10.31, 2001헌마557, 14-2, 552-553)

마. 법관의 신분보장
재판의 독립이 확보되려면 법관의 신분이 보장되어야 한다.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
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제106조 제1항). 헌법은 법관의 신분보장
을 위하여 파면·불리한 처분·강제퇴직의 제한 등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법관은 탄핵
결정이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가 있는 경우에 파면되며, 또한 법관의 징계에는 견책·
감봉·정직이 있으며, 이는 법관징계위원회에서 한다(법관징계법 제3조). 이에 따라 법관
징계법은 징계사유와 징계의 종류를 법정하고 있다. 징계사유는 법관의 직무상의 의무 위
반, 직무태만, 법원 또는 법관으로서의 권위를 실추하게 한 소행 등이다(법관징계법 제2
조). 대법원에 법관징계위원회(법원조직법 제46조 제1항)를 두고 있으며 법관징계에 관
한 사항은 반드시 법률로 정하여야 한다(법원조직법 제48조). 헌법에 의하여 신분이 보장
되는 법관이 적법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해직된다면, 사법권의 독립과

법원 등에 관한 장 (제101조부터 제130조까지)

101

제
5
장
법
원

법치주의에 중대한 위협이 될 것이다. 신분보장은 법관의 직무상의 독립을 보장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전제로서 정당한 법적 절차에 따르지 않는 법관의 파면이나 면직처분 내
지 불이익처분의 금지를 의미하는 것이다.
법관은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 감봉 기타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기 때
문에, 헌법재판소는 1980년 해직공무원의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2항 제
1호가 보상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는‘차관급 이상의 보수를 받은 자’
에 법관을 포함시
키는 것은 헌법 제106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헌재 1992.11.12, 91헌가2, 4,
713 이하).
그리고 법관은 중대한 심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하게 할 수 있다(제106조 제2항, 법원조직법 제47조). 전술한
바와 같이 법관은 임기제에 의한 신분보장을 받으므로 원칙적으로 임기전에는 본인의 의
사에 반하여 퇴직당하지 아니하나,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에는 강제퇴직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헌법이 정하는 퇴직요건이 충족된 때에도 대법관
인 경우에는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기타 법관의 경우에는 대법원장만이 퇴직을
명할 수 있게 하였다.

바. 법관의 겸직금지 등
대법원장의 허가 없이 보수 있는 직무에 종사하거나 대법원장의 허가 없이 보수의 유무
를 불문하고 국가기관 이외의 법인·단체 등의 고문·임원·직원 등의 지위에 취임하거나
금전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기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일은 겸
직할 수 없다(법원조직법 제49조, 법관이 관여할 수 없는 직무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또한, 법관은 다른 행정부서의 공무원이 될 수 있으나(법원조직법 제49조 제2호), 다른
국가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 요청의 타당성이 인정되고, 당해 법관이 동의하는 경우
에는 대법원장이 그 기간을 정하여 파견근무를 허가할 수 있다(동법 제50조).

사. 법관의 보수
법관의 인적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법관의 신분이 보장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지위에 상응하는 보수가 지급되어야 한다. 법원조직법 제46조 제2항은 직무와 품위에 상
응하도록 법관의 봉급을 법률로써 규정하여 법관에 대한 실질적인 생활보장을 기하는 동
시에 행정권의 간섭을 금지하고 있다(법관의 보수에 관한 법률). 이에 따라 법관보수체계
는 근속연수에 따라 단일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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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사법권의 독립 강화를 위한 제언
사법권의 독립 강화를 위한 사법개혁 논의의 중심에는 법관의 신분상 독립의 보장이 자
리잡고 있다. 사법권의 독립은 곧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직결된 문제이므로 사법권 독립
의 본질인 직무상 독립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법관의 신분보장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현행 헌법상 법관에게는 임기제, 정년제가 보장되고 있고,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않고는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는
다. 따라서, 법관의 신분보장을 위한 여러 가지 헌법과 법률상의 규정들을 엄격하게 해석
할 필요가 있다.
특히 법관의 연임제가 재판상 독립을 저해하는 요소로 전락하지 않도록 연임 여부를 결
정하는데 있어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갖추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일반법관의 경우
10년의 임기가 만료된 후 연임 여부를 결정할 때에, 현행법상 대법원장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일반법관의 임명권을 합리적으로 행사하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헌법과 법원조
직법을 문리해석할 경우 일반 법관 임명권은 대법원장의 전속적 권한으로 되어 있으나,
이러한 해석은 사법권의 독립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해석7)이라는 비판이 있다. 이러한 점
을 고려하여 대법원장의 일반 법관 임명권 행사에는 법관인사위원회의 권한을 제고하고,
재임명 거부 사유와 해당 법관의 의견진술 기회 보장 등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정한 한계를 설정해 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법관의 재임명거부처분
은 법관으로서의 신분을 박탈한다는 점에서는 실질적으로 법관의 파면처분에 유사한 효
과를 발생한다8)는 지적이 있다. 법관의 파면에 헌법이 엄격한 요건을 두는 것에 상응하여
법관의 재임명거부처분에도 엄격한 요건이 갖추어져야 할 것이다. 입법론적으로 재임명
거부 요건에 대한 명문의 규정을 두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설사 그러한 명문의 규정
이 없다 하더라도 헌법조문의 해석상 내용상의 한계와 절차상의 한계를 지켜야 할 것이다.

7) 김승환, 사법부 개혁의 올바른 방향, 헌법학연구 제10권 제4호(2004. 12), 31-32.
8) 신 평, 사법개혁을 향하여, 대구가톨릭대학교출판부, 2002,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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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
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②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③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Ⅰ. 기본개념과 입헌취지
1. 기본개념
우리 헌법의 조항들 중 제107조만큼 다층적이고 또 비중이 높은 조항도 많지 않다. 이
는 이 조항을 그런 시각에서 접근하고 또 분석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첫째, 이 조항은 위헌법률심사제의 헌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관할분
리제, 집중형, 본원적 규범통제 및 분리심판제를 전제로 하는 구체적 규범통제를 규율하
고 있다.
둘째, 이 조항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사이에서 권한갈등을 초래하는 헌법적 근거로도
작용한다는 점이다. 특히 제2항에서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위헌여부에 대해 대법원이
최종적인 심사권을 가진다고 규율함으로써 그 단초를 제공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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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이 조는 조항 상호간 체계부조화를 초래하는 대표적인 사례에 해당한다는 점이
다. 제1항과 제2항의 관계에서, 제2항의 내부적인 관계에서, 제2항과 제3항의 관계에서,
그리고 전반적인 틀이라는 시각에서 보면, 아주 부조화적인 모습이다.
먼저, 제1항과 제2항의 관계에서 보면, 제1항은 독일식의 구체적 규범통제를 의도하는
반면, 제2항은 미국식의 사법심사제에 기반하고 있다. 다음, 제2항에서는 명령·규칙의
위헌·위법심사제와 처분의 위헌·위법심사제를 각각 규율하고 있는 바, 어떻게 해서 명
령·규칙과 처분이 동등한 차원에서 규율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이어서 제2항과 제
3항의 관계에서는 제2항의 처분심사제를 행정재판의 헌법적 근거로 파악해야만, 제3항
이 행정심판의 헌법적 근거를 규율한 바와 조화를 이룬다는 점이다. 이상과 같이 헌법 제
107조는 규범통제를 규율하는 한편, 행정재판과 행정심판의 헌법적 근거도 동시에 제공
하고 있다고 하겠다.

2. 입헌취지
후술하는 바와 같이 제1항과 제2항은 제헌헌법 이래 규율된 사항이지만, 제3항의 행정
심판은 제8차 개정헌법에서 신설되었다. 그러면, 제헌 당시 헌법에의 수록 과정을 추적하
기로 한다.

가. 법률의 위헌심판
제헌헌법이 제81조 제2항에서 위헌법률심판을 규정하게 된 과정은 유진오의 헌법기초
회고록1)에 비교적 상세하게 소개되어 있다.
첫째, 위헌법률심판을 부인하는 국회우월주의와 이를 인정하는 사법권우월주의 중 후
자를 채택하였다는 점이다.2) 다시 말해서 사법국가로서의 정향성을 모색한 것이다. 둘째,
법률의 위헌심사권을 미국식으로 법원에 주지 않고 헌법위원회에 부여하는 방안을 채택
하였다는 점이다. 헌법위원회제도는 유럽의 헌법재판소제도와 전후 프랑스 제3공화국의
헌법위원회제도를 참작하여, 미국식 제도와 프랑스 제도를 절충한 것이라고 한다. 이는

1) 유진오, 헌법기초회고록, 중판, 일조각, 1981. 또한 정종섭, 헌법소송법, 62-64 참조.
2) 유진오, 회고록, 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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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든 간에 다원적 사법구조를 전제로 한 것이다. 셋째, 법원측에서는3) 미국식 사법심사
제의 채택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지만,4) 의도적으로 위헌법률심사권을 법원에 부여하지 않
았다는 점이다.5)
다음, 제헌헌법에 나타난 위헌법률심사제의 특징을 살펴본다.
첫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구체적 규
범통제를 지향하였다. 둘째, 제청권과 결정권의 관할을 분리시켰다. 그래서 법원이 제청
6)

하고, 헌법위원회가 결정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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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명령·규칙·처분의 위헌·위법심판
현행헌법 제107조 제2항에 규율된 명령·규칙·처분의 위헌·위법심판이 제헌헌법 제
81조 제1항에 규정되게 된 과정을 살펴본다.
행정재판에 대해 대륙식의 특별법원제도를 취하지 않고 영미식 제도를 채택하였다는
것이다. 종래 프랑스나 유럽대륙에서는 행정권의 처분에 대해 위법성을 주장할 경우 일반

3) 전주, 43.
4) 이
 런 점은 유진오의 회고록 곳곳에 드러난다(전주, 38, 43, 244 등 참조). 게다가 법원에서는 의견서를 제
출하기까지 하였다. 이에 관해서는 법원행정처, 법원사(1995), 301 참조. 이인복,“우리나라 헌법재판제도
의 연혁과 전개”
, 재판자료 제92집. 헌법재판제도의 이해, 법원도서관, 2001, 283면 재인용.
5) 유
 진오는 이에 관해 아주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유진오(전주) 41-43 참조. 필자 나름대로 정리한다.
첫째, 우리나라 법원에 위헌심사권을 부여함에 따른 불안감을 지적한다. 즉, 법관들은 민·형사재판의 권위
자임에는 이의가 없지만, 공법학의 지식을 결여하고 있었다는 점이다(전주, 41). 둘째, 법사상의 변천에 대
한 인식부족을 우려하였다는 점이다. 미국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아담 스미스적인 자유방임주의에 경사
된 법관들의 인식에 불만과 불안을 반영한 것이다(전주, 42). 이는 미국 경제대공황 당시 각종 사회경제입
법에 대한 위헌판결에 주목한 것으로 보인다. 셋째, 국가권력 구성의 기본원리에 대한 인식에 기초한 것이
라는 점이다. 미국의 사법적 위헌심사제도는 대통령제와 더불어 몽테스키외적 권력분립 사상의 산물이며,
국가권력 상호간의 견제를 강화하려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지만, 국가권력의 개입에 의한 신속한 해결을 도
모하는 현대에는 부적절하다는 신념에 의거한 것임을 제시한다(전주, 42). 법원의 보수화로 인해 사법심사
제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할 것을 우려한 듯이 보인다. 넷째, 미국의 학설과 경험에 근거하였음을 제시한
다. 국가권력의 분립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삼권은 독립된 동시에 상호의존적이어야 하며, 루즈벨트 대통령
시대의 행정부와 입법부 대 사법부 간에 경제입법을 둘러싼 충돌로 인해 미국식 사법적 위헌심사제도에 대
해 재고를 하게 된 것이다(전주, 43). 다섯째, 위헌법률심사권을 법원에 주는 문제와 관련해서 받아들이지
못한 이유를 아주 현실적인 측면에서 지적한다. 즉, 당시 우리 법원은 대국회 견제권을 수임할 만큼 신뢰와
권위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또한 법원에 재직하는 법관들에 대한 친일파논란 등으로 인해 위헌법률
심사권을 법원에 주자는 주장은 그 당시 통하기 어려웠다(전주, 53-54).
6) 그
 외에도 헌법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고 대법관 5인과 국회의원 5인을 위원으로 함
으로써(제헌헌법 §81Ⅲ), 헌법위원회가 순수한 사법기관이 아닌 정치적인 기관으로서의 속성을 보여주고
있다. 게다가 위헌결정의 정족수를 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하여(제헌헌법 §81Ⅳ) 가중된 다수결을 요구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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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고 행정법원이라는 특별한 기관을 통해서만 할 수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렇게 행정권의 처분에 관한 소송을 행정권 자신에게 맡기는 것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측면에서 적당하지 않기 때문에,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명
령·규칙·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일반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
록 한 것이라고 한다.7)
결국, 이상의 내용을 살펴볼 때, 이 조항의 입헌취지는 행정재판의 관할권을 행정조직
내부에 설치될 지로 모를 행정법원이 아닌 독립된 일반법원에 부여하고자 의도한 것이었
다. 이를 위해 제헌헌법 제76조 제1항의 사법권에 당연히 포함될 행정재판권을 구태여
별도로 명시한 것이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고자 이 조항이 등장한 것이었다. 하
지만, 명령이나 규칙의 위헌·위법문제가 헌법에 수용되게 된 과정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
이 없다.

Ⅱ. 연혁
현행 조문의 연혁을 살펴보면, 각 조항별로 그 흐름이 달리 나타난다. 이런 점을 반영
해서 살펴본다.

1. 제107조 제1항: 법률의 위헌심판
제1항이 현재와 같이 규정된 바에 관해 그 연혁을 살펴본다.
첫째,“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는”
에 관해서는 제헌헌법
이래 현행헌법에 이르기까지 그 모습을 일관해서 유지하고 있다. 다만, 제3차 개정헌법에
서는 이 조항이 삭제되었다. 하지만, 이는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이 제83조의3에 신설되
어8) 제1호에 법률의 위헌여부심사를 규정하였기 때문에 조문의 중복을 회피하고자 그리

7) 유진오(전주), 242-243.
8) 그 내용에 관해서는 후술 주 1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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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이었다.9)
둘째,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을 관할하는 기관은 지속적으로 변경되었다. 제헌헌법에
서는 법원의 제청으로 헌법위원회가 결정을, 제3차 개정헌법에서는 헌법재판소가 심판
을,10) 제5차 개정헌법에서는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심사를, 제7차 개정헌법과 제8차 개정
헌법에서는 각각 법원의 제청으로 헌법위원회가 심판을, 그리고 현행헌법에서는 법원의
제청으로 헌법재판소가 심판을 하도록 각각 규정되었다. 이는 헌법재판 담당기관이 제 기
능을 다하지 못한다는 비판적 경험에서 나타난 것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헌법재판의

제
5
장
법
원

형해화를 의도한 점도 없지 않았다.
셋째, 제8차 개정헌법 제108조 제1항에서는“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이라는 부분이 신설되어 삽입되었다. 이는 불송부결정권 내지 합헌성결정권이라
고 칭해진다. 이 부분은 제7차 개정헌법 제105조 제1항에서는 누락되었었다. 하지만, 법
률의 위헌심판을 구체화하는 당시 관련 법령인 헌법위원회법11) 제15조 제3항이 불송부결
정권을 규정하였다.12) 그런데 그 부분이 위헌법률심판청구권을 제한하는 위헌적인 사항
이라는 지적을 모면하고자 헌법적 차원으로 끌어올려지게 된 것이었다.
이상과 같은 반성적 경험을 바탕으로 현행헌법으로 개정됨과 아울러 헌법재판소가 설
치되었고, 불송부결정권 내지 합헌성결정권이 삭제되었으며, 제청권자를 법원으로 규정
하게 되었다.

9) 이
 런 점에 비추어 보면, 현행헌법 제107조 제1항과 제111조 제1항 제1호는 그 규율내용이 중복되므로, 개
정과정에서 제107조 제1항을 삭제하였어도 무방하였다. 이는 제7차 개정헌법(제105조 제1항과 제112조
제1항 제1호)과 제8차 개정헌법(제108조 제1항과 제109조 제1항 제1호)에서도 마찬가지 이었다.
10) 제
 3차 개정헌법에서는 제청권자에 관해 아무런 규율도 없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그래서 당시 헌법재
판소법(제정 1961. 4. 17, 법률 제601호) 제9조 제1항은 법원 또는 당사자로 하여금 법원에 계속중인 사
건에 관하여 법률의 위헌여부의 심사나 헌법에 관한 최종적 해석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할 수 있도록 규정
하게 된 것이었다.
11) 제정 1973. 2. 16 법률 제2530호.
12) 그
 당시에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을 헌법위원회가 실제로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먼저, 당해 사건의 담당판사
또는 소송당사자의 신청이 있어야 하고, 이에 대해 당해 사건이 계속중인 각급법원의 합의부의 결정을 거
쳐야 하며, 제청권은 당해 각급 법원이 행사한다(§12Ⅰ). 하급법원이 헌법위원회에 제청서를 송부하기
위해서는 대법원을 경유해야 하고(§15Ⅰ), 헌법위원회에 송부함에 있어 대법원의 의견서를 첨부해야 하
는데(§15Ⅱ), 이때 대법원은 하급법원의 위헌여부제청에 대하여 대법원장을 재판장으로 하여 구성하는
합의부에서 불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 그 제청서를 헌법위원회에 송부하지 아니할 수 있었다
(§15Ⅲ). 이상과 같은 과정을 거치게 함으로써 법률이 위헌으로 결정될 수 있는 기회가 철저하게 봉쇄되
었다. 그리고 실제로 제7차 개정헌법과 제8차 개정헌법 아래에서 헌법위원회에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이
제청된 건수는 하나도 없었다. 그래서 당시의 헌법위원회를 휴면기관이라 하였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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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07조 제2항: 명령·규칙·처분의 위헌위법심판
명령·규칙·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
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는 현행 규정은 제5차 개정헌법 이래 현행헌
법에 이르기까지 그 모습을 일관해서 유지하고 있다. 제헌헌법에서는“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는”
이 아니라“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로 규정되었다.

3. 제107조 제3항: 행정심판
행정심판에 관해서는 제8차 개정헌법에서 제108조 제3항에“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
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로 신설되었다.13) 이 조항이 현행헌법에도 그대로 반영되었다.
제9차 개정헌법 제8차 개정헌법 제7차 개정헌법 제5차 개정헌법 제3차 개정헌법
(현행헌법)
(1980년 헌법) (1972년 헌법) (1962년 헌법) (1960년 헌법)
제107조
제108조
제105조
제102조
제81조
① 법률이 헌법
에 위반되는 여
부가 재판의 전
제가 된 경우에
는 법원은 헌법
재판소에 제청하
여 그 심판에 의
하여 재판한다.

① 법률이 헌법
에 위반되는 여
부가 재판의 전
제가 된 경우에
법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
는 것으로 인정
할 때에는 헌법
위원회에 제청하
여 그 결정에 의
하여 재판한다.

① 법률이 헌법
에 위반되는 여
부가 재판의 전
제가 된 때에는
법원은 헌법위
원회에 제청하
여 그 결정에 의
하여 재판한다.

① 법률이 헌법 ② 삭제14)
에 위반되는 여 <1960.6.15>
부가 재판의 전
제가 된 때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
사할 권한을 가
진다.

제헌헌법
(1948년 헌법)
제81조
② 법률이 헌법
에 위반되는 여
부가 재판의 전
제가 되는 때에
는 법원은 헌법
위원회에 제청하
여 그 결정에 의
하여 재판한다.

13) 그런데 이 조항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신설되었는지에 대해 그 유래를 아직 찾지 못하였다.
14) 관
 련된 조항들이 삭제되는 대신에, 제8장에 헌법재판소를 신설하였다<신설 1960. 6. 15>.“제83조의3
헌법재판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법률의 위헌여부 심사, 2. 헌법에 관한 최종적 해석, 3. 국
가기관간의 권한쟁의, 4. 정당의 해산, 5. 탄핵재판, 6. 대통령,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선거에 관한 소송”
.
“제83조의4 헌법재판소의 심판관은 9인으로 한다. 심판관은 대통령, 대법원, 참의원이 각 3인씩 선임한
다. 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고 2년마다 3인씩 개임한다. 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법률의 위헌판결과 탄핵판결은 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조직, 심판
관의 자격, 임명방법과 심판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써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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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명 령·규 칙
또는 처분이 헌
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
가 재판의 전제
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
사할 권한을 가
진다.

② 명령·규칙·
처분이 헌법이
나 법률에 위반
되는 여부가 재
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
원은 이를 최종
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③ 재판의 전
심절차로서 행
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
의 절차는 법률
로 정하되, 사
법절차가 준용
되어야 한다.

③ 재판의 전
심절차로서 행
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
의 절차는 법률
로 정하되, 사
법절차가 준용
되어야 한다.

② 명령·규칙·
처분이 헌법이
나 법률에 위반
되는 여부가 재
판의 전제가 된
때에는 대법원
은 이를 최종적
으로 심사할 권
한을 가진다.

② 명령·규칙·
처분이 헌법이
나 법률에 위반
되는 여부가 재
판의 전제가 된
때에는 대법원
은 이를 최종적
으로 심사할 권
한을 가진다.

① 대법원은 법
률의 정하는 바
에 의하여 명령
규칙과 처분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
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이
있다.

① 대법원은 법
률의 정하는 바
에 의하여 명령
규칙과 처분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
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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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헌법위원회
③ 삭제
<1960.6.15> 는 부통령을 위
원장으로 하고
대법관 5인과
국회의원 5인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④ 헌법위원회
④ 삭제
<1960.6.15> 에서 위헌결정
을 할 때에는
위원 3분지 2이
상의 찬성이 있
어야 한다.
⑤ 헌법위원회
⑤ 삭제
<1960.6.15> 의 조직과 절차
는 법률로써 정
한다.

Ⅲ. 입헌례와 비교법적 의의
헌법 제107조 제1항과 제2항은 각각 구체적 규범통제이면서도 그 체계나 운용에 있어
서는 전혀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면, 이들 제도의 속성을 비교적인 분석을 통해
접근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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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원적 사법구조와 다원적 사법구조
대륙법계와 영미법계의 사법구조와 법치주의전통을 비교하여 살펴본다.
통상 영미법계는 공법과 사법의 구별이 부인되는 보통법(commen law)의 지배가 공법
관계와 사법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됨이 주장되며, 이는 그 자체로서 실질적 법치주의에 기
여하는 것으로 설명된다. 게다가 법적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하나의 법원체계만이
요구된다. 이것이 바로 일원적 사법구조이다.
그에 비해, 대륙법계에서는 공법과 사법의 구별이 전제된다. 공법의 영역에서는 의회
가 제정한 법률에 의한 지배를 통해 법치주의가 구현된다. 각각의 법영역에서 법적 분쟁
이 발생하게 되었을 때, 분쟁을 담당할 법원이 각각 필요로 하게 된다. 이렇게 다원적 사
법구조가 설명된다.
이런 시각에서 볼 때, 현행헌법은 물론 제헌헌법이래 사법구조는 이미 대륙법계의 다원
적 구조와 영미법계의 일원적 구조가 혼재된 것이었다.15) 더욱이 우리 헌법재판제도는 독
일형 헌법재판소제도와 미국형 사법심사제도가 혼재된 상태이다. 기본적으로 사법조직은
미국식의 일원적 사법구조를 취하고 있는데 반해, 헌법재판소제도는 다원적인 사법구조
를 특징으로 하는 대륙법계를 계수한 것이다. 게다가 헌법재판소의 각종 결정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대세적 효력과 기속력을 실정법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헌법 제107
조 제2항이 전제하고 있는 사법심사제의 경우 영미법계에서는 기본적으로 선례구속력의
원칙을 기본적인 바탕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그 제도를 부분적으로나마 도입하고 있는
우리나라나 일본의 경우 그런 법적인 전통이 없다는 점이다.16)

2. 규범통제와 헌법재판
헌법재판의 개념은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로 나누어 활용된다.
통상적으로 좁은 의미로는 규범통제, 그 중에서도 위헌법률심사를 일컫는다. 위헌법률
심사제란 헌법재판기관이 법률의 위헌여부를 심사하고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것으

15) 권영성, 원론, 1073.
16) 남복현,“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관할문제”
, 공법연구 제32집 제1호,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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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판단되는 경우 그 법률의 효력을 부인하거나 적용을 거부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에 비해 넓은 의미로는 헌법적인 쟁송이나 헌법에 대한 침해를 헌법규범을 기준으로
헌법재판적인 절차에 따라 해결하는 제도를 말한다. 여기에는 위헌법률심판을 비롯한 각
종 규범통제, 정당해산심판, 탄핵심판,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심판, 선거소송심판을 통
칭한다.
이런 시각에서 보면, 헌법재판에서 가장 중추적인 제도가 규범통제이다. 이는 상위법과
하위법 상호간 규범적 효력의 다툼을 심판한다. 그 중 가장 핵심적인 것이 위헌법률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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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3. 구체적 규범통제와 추상적 규범통제
규범통제에 대해서는 다양한 형태로의 구분이 가능하다.
먼저, 사전적 예방적 규범통제와 사후적 교정적 규범통제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는 법
률이 시행되기 이전에 합헌성을 심사하고 위헌으로 판정되면 그 공포와 시행이 유예되는
제도를 말한다. 이를 통해 위헌법률에 의한 헌법적 질서의 침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된다. 그에 비해 후자는 일단 법률이 시행되거나 시행되어 구체적 법률관계가 형성되어
거기서 법적 분쟁이 제기되었을 때, 그 법률의 위헌성을 다투도록 해서 사후적으로 위헌
법률의 효력을 부인하거나 적용을 배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다음, 구체적 규범통제와 추상적 규범통제이다. 이는 법률의 위헌여부가 구체적인 소송
사건에서 재판의 전제가 되어 다투게 되었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구분한다. 전자는 구체
적 소송사건에서 그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문제되었을 경우 법률
의 위헌여부를 심사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에 비해 추상적 규범통제는 구체적 소송
사건과는 관계없이 법률 그 자체의 위헌여부를 심사하고 위헌으로 판단되면 그 법률의 효
력을 부인하는 제도를 말한다. 전자의 경우 사건담당법원의 제청이나 소송당사자의 청구
가 있어야 하지만, 후자는 제소권자를 특정하게 된다.17) 그렇지 않으면 민중소송화되고
소송이 남용될 우려가 있게 된다.

17) 독일의 경우 제소권자를 연방정부, 주정부, 연방의회의원 1/3 이상으로 하고 있다(독일기본법 §93Ⅰ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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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독일식의 구체적 규범통제와 미국식의 사법심사제
독일에서의 구체적 규범통제는 구체적인 사건에서 법률의 위헌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었을 경우 그 사건에 적용되어야 할 법률의 위헌여부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 제청하
도록 하고, 그 심판결과에 따라 구체적 분쟁사건에 대해 법원으로 하여금 재판을 하게 하
는 제도를 말한다. 그에 비해 미국식의 사법심사제는 구체적인 사건에서 법률의 위헌여
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건과 법률의 위헌여부 사건을 분리시키지
않고 같은 법원이 한꺼번에 심리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런 두 제도의 고유한 특성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시된다.
첫째로는 집중형과 비집중형이다. 이는 재판의 전제가 된 법률의 위헌여부를 하나의 사
법기관에서 모두 모아 집중적으로 다루게 하는지, 아니면 각급의 사법기관이 사건을 담당
하는 바에 따라 심판을 하게 되는지에 초점을 맞춰 분석한 것이다. 여기서 독일식은 전자
에, 미국식은 후자에 속할 것이다.
둘째로는 본원적 규범통제와 부수적 규범통제이다. 이는 법률의 위헌여부 그 자체가 본
원적이고 주요한 쟁점으로 다루어지는지, 아니면 구체적인 사건을 재판하는 과정에서 그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 필요하기 때문에 부수적으로 다루어지는지에 따라 분석한 것이
다. 독일식은 전자에, 미국식은 후자에 속한다.
셋째로는 분리심판제와 동반심판제이다. 이는 법률의 위헌여부와 구체적 소송사건이
하나의 법원에서 한꺼번에 다루는지, 아니면 양자를 분리시켜 서로 다른 사법기관에 의해
다루게 하는지에 따라 분석한 것이다. 독일식은 전자에, 미국식은 후자에 속한다.
구체적 규범통제에 있어 미국식 사법심사제에 또는 독일식 심판제에 해당하는지에 따
라 실정법상 운영되는 결과는 사뭇 다르다. 독일식의 경우 구체적인 소송사건에서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을 분리시켜 별도의 국가기관에서 심판하도록 함에 따라 당연히 그에 상응
한 심판결과의 효력을 실정법적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에 대응해서 미국식 사
법심사제는 선례구속력의 원칙에 그 이론적 기반을 두고 있다. 그 덕분에 일반적 추상적
규율로서의 속성을 지닌 법규범에 대해 부수적으로 그 위헌여부가 심판되었다 할지라도,
선례로서 후속사건에 적용될 법규범의 위헌성 논증에 불필요한 노력을 허비하지 않으면
서 위헌법률의 적용을 배제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헌법 제107조 제1항은 독일식의 구체적 규범통제를, 제2항은 미국식의 사법심사제를
채택하고 있다. 전자에 대해서는 실정법인 헌재법에 규율함으로써 효력문제등을 해결하
였다. 하지만, 후자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와 동일한 제도를 채택한 일본과 마찬가지로 판
례법국가가 아님에 따라 제 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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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적용자의 법령심사권과 적용배제권
미국식의 사법심사제는 물론이고 독일식의 규범통제를 채택한다 할지라도, 법적용자의
법령심사권과 적용배제권이 문제된다.18)
먼저, 행정청은 법령심사권은 물론이고 적용배제권도 부인된다. 물론 법령에 중대한 하
자등의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견해에 따라서는 그런 경우에 한해서 법령심사는 물론이고,
적용배제가 가능함을 주장한다. 그러나 이를 인정할 경우 의회입법의 원칙이나 행정의 헌
법적합성 원칙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설혹 행정청의 적용대
상이 된 법령에 위헌성이 내재되어 있음이 분명하다 할지라도, 행정청은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의해 위헌결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그대로 적용해야 함19)이 마땅하다.20)
다음, 법원의 법령심사권과 적용배제권이다. 이에 관해 법원에게는 법령심사권이 폭넓
게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재판과정에서 심사대상인 법령이 상위법에 위반될 때,
그에 대한 처리절차를 달리 규율하고 있다. 즉, 명령이나 규칙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될
경우 법원은 직접 당해사건에서 위반된 명령이나 규칙의 적용을 배제한다. 하지만 법률의
경우에는 헌법에 위반된다 할지라도, 법원이 스스로 그 법률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고,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 심판을 제청할 수 있을 뿐이며, 적용배제의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권위있는 판단에 따라야만 한다.21)

18) 이
 문제에 있어 행정청의 경우는 동일하지만, 법원의 경우는 법률의 위헌심판과 관련해서 핵심적인 차이
점이 드러나게 된다.
19) 물론 내부절차적으로 개선안을 제시하거나 요구하는 것은 다른 문제이다.
20) 바
 로 이런 취지에서 행정청의 각종 작용에 대해 개별행위 독자성 원칙을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다
시 말해서 행정공무원이 법령을 적용하던 당시에는 그 법령의 위헌여부가 명백하진 아니하였으나 사후적
으로 유권기관에 의해 권위적으로 위헌결정되었을 경우 그 법령에 근거해서 이루어진 각종 행위의 하자문
제에 있어 중대명백설에 입각해서 무효사유가 아닌 취소사유로 파악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개별행위
독자성 원칙이란 법규범에 대해 사후적으로 위헌결정이 선고되었다 할지라도 위헌결정된 법규범에 근거
한 각종 작용은 위헌결정의 법적 효과가 그대로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상세한 내용은 남
복현,“독일 연헌재법 제79조 제2항과 한국 헌재법 제47조 제2항의 비교법적 연구. 특히 위헌결정된 법률
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처리방안과 관련하여, 공법연구 제25집 제4호, 435-462.
21) 즉
 법률의 합헌결정권이 대법원을 비롯한 각급법원에게 부여된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종국적인 결정권
까지 부여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그런 취지는 헌법 제107조 제1항과 헌재법 제68조 제2항에 의거해서
헌재법 제47조 제1항 및 제75조 제6항과 제7항에서 도출된다. 합헌판단권을 인정하는 견해로는 권영성,
원론, 1093; 김철수, 신론, 1415; 성낙인, 헌법학, 1189; 허영, 한국헌법론, 832; 홍성방, 헌법학, 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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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조문 상호간의 체계적 관계
1. 제107조 각 조항 상호간의 관계
가. 제1항과 제2항의 관계
이 두 조항의 관계를 파악하면 몇 가지 의미를 지닌다.22)
첫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양자 모두 구체적 규범통제를 규율하면서도 제1항은 독
일식의 구체적 규범통제를, 제2항은 미국식의 사법심사제를 의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규범의 위계별 관할기관을 구획하고 있다는 점이다. 제1항에서는 법률의 위헌여
부에 관해 구체적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제청하고 헌법재판소가 위헌여부를 심판한다.
그에 비해 제2항에서는 구체적 사건에서 명령·규칙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될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 제청할 것 없이 사건담당법원이 본안사건을 재
판하는 과정에서 그에 대해서도 심사하도록 하였으며, 종국에는 대법원으로 하여금 최종
적인 심사권을 행사하도록 하였다.
셋째, 하위법의 상위법위반 여부 심판결과에 대한 편차이다. 헌법재판소는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을 비롯한 헌법재판절차를 진행하면서 그 결론으로 결정을 선고하게 된다.23) 그
결정의 주문과 이유에는 헌재법 관련조항에 따라 기속력이 인정된다. 이러한 기속력의 수
범기관에는 마땅히 국가기관으로서의, 법원으로서의 대법원도 포함된다. 다시 말해서 헌
법재판소의 결정취지를 준수할 의무가 부과된 것이다. 그에 반해 대법원이 명령·규칙·처
분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를 재판의 전제가 되어 최종적으로 심사할 때, 헌법해석을 하
게 되지만, 그러한 대법원의 해석은 판결이유에 제시될 것이다. 대법원 판결에는 기판력
이 인정된다. 헌법재판소 결정도 마찬가지이고, 또 그 이상으로 특수하게 그 결정에는 기
속력이나 법규적 효력이 인정된다. 이를 비교할 때, 객관적 범위와 관련해서는 대법원 판
결과는 달리 주문만이 아니라 결정이유 중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기속력이 인정된다.
주관적 범위는 대법원 판결에서는 소송당사자 및 각급법원인데 비해, 헌법재판소 결정의

22) 제
 1항과 제2항이 서로 다르게 제도화한 이유에 대해“규범의 단계구조에 입각해서 대의민주주의제도를
존중하면서도 3권분립이 요구하는 권력간의 견제·균형의 정신도 충분히 살리려는 취지 때문”
이라고 하는
견해로는 허영, 한국헌법론, 992.
23) 이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남복현,“헌법재판소 결정의 기속력”
, 한양법학 제4·5집, 1994, 155-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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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속력은 모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법규적 효력은 대세적 효력으로서 일반적 구
속성이 발생하게 된다.
넷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사이에 헌법해석상 충돌문제가 발생하는 듯이 지적하곤 한
다. 그런데 이런 표현은 이들 조항 상호간의 관계에서 파악하면, 정확한 것이 아니다. 분
명 대법원은 헌법 제107조 제2항에 따라 독자적인 최종적 헌법해석권을 지니고 있음을
주장할 수는 있지만,24)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심판결과에 따라 할 의무도
존재한다는 점이다. 대법원에게 최종적인 헌법해석권이 존재하고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
판소와 대등한 위치에서 헌법해석의 충돌문제가 다루어져야 함을 주장하지만, 이는 전
혀 적절치 못하다. 왜냐하면 대법원이 헌법 제107조 제2항에 따라 최종적으로 해석하였
다 할지라도, 그러한 해석에 헌법재판소가 기속될 까닭은 전혀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대
법원 내부에서 갈등극복의 문제가 생긴다고 보아야 한다. 즉 헌법재판소 결정의 기속력에
근거하여 발생하는 결정준수의무, 즉 헌법해석내용의 준수의무와 독자적인 헌법해석의
전개 사이에서 등장하게 된다.

나. 제2항과 제3항의 관계
제107조 제2항은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중적인 특성을 지닌다. 그 하나는 명령·규
칙의 심사권을 규정하고 있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처분심사권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
다. 그런데 여기서, 제107조 제3항은 제107조 제2항에서 규정한 처분심사권이 행정재판
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만 체계조화적으로 파악될 수 있다.

2. 제107조와 다른 조문과의 체계적 관계
가. 제101조 제1항과의 관계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먼저 헌법 제101조 제1항의 사법권과 제111조 제1항의 헌
법재판권의 관계가 규명되어야 한다. 그러나 양자의 관계를 다룸은 여기서의 주제가 아
니기 때문에, 간단하나마 필자의 소박한 견해를 전제로 한다. 즉 광의의 사법권에는 헌법

24) 그
 러나 오히려 이 조항이 명령·규칙에 대한 대법원의 독점적인 위헌심사권을 주장하기 위한 논거로 기능
할 수는 없다고 지적하는 견해로는 허영, 헌법소송법론,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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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 제1항의 사법권과 헌법재판권이 포함된다는 것이다.25) 그리고 헌법재판권에는
헌법 제111조 제1항의 헌법재판소 관장사항뿐만 아니라 헌법 제107조 제2항의 명령·규
칙·처분의 위헌심사권과 선거소송심판권이 포함된다고 본다.
1) 사법권과 제107조 제1항의 관계(위헌법률심판권과의 관계)
헌법 제107조 제1항의 위헌법률심판권과 헌법 제101조 제1항의 사법권의 관계가 문제
된다. 그 요인은 헌법재판소가 위헌법률심판의 결과로 한정위헌결정을 선고하는 반면, 이
에 대해 대법원은 사법권에는 법률해석권이 포함되고 또 그런 법률해석권은 대법원을 비
롯한 사법부의 전속적인 권한임을 주장하는 데에서 찾을 수 있다.26)
대법원은“구체적 사건에 있어서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의미·내용과 그 적용범
위가 어떠한 것인지를 정하는 권한, 곧 법령의 해석·적용권한은 사법권의 본질적 내용을
이루는 것”
이라고 하면서 이러한 권한은 법원에 전속된 것임을 주장한다. 특히 특정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전부나 그 일부가 소멸되지 아니하거나 문언이 변경되지 않은 채 존속하
고 있는 한정위헌결정은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의미·내용과 그 적용범위를 정하는 법률
해석에 해당하고 그것은 사법권의 일부에 속한다고 한다.27) 이에 반해 헌법재판소는“물
론 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의 해석·적용권한은 사법권의 본질적 내용을 이루는 것임이
분명하”
지만,“법률에 대한 위헌심사는 당연히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대한 해석이
전제되는 것이고,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의 결정은‘단순히 법률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적용함에 있어서 그 법률의 의미와 내용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법률에 대한 위헌성심사
의 결과”
라고 한다.28)
여기서 쟁점은 법률해석권의 귀속주체가 누군가 하는 점이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위
헌결정으로 인해 법률의 문언변경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법원의 전속적인 권한에 해당함
을 주장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구체적인 사건에서의 법률해석권은 법원에 전속되어
있지만, 법률의 위헌심사와 관련해서 이루어지는 법률해석권은 헌법재판소에게 부여되어
있음을 주장한다. 여기서 두 가지를 검토한다.

25) 동지: 성낙인, 헌법학, 1121.
26) 남복현, 헌법판례평석, 636-639; 남복현(주16), 151-160 참조.
27) 대판 1996. 4. 9. 선고 95누11405, 공1996상, 1442.
28) 헌결 1997. 12. 24. 96헌마172등(병합), 9-2, 842(863-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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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사법권의 본질적 내용을 이루는 구체적 사건에 있어서의 법령의 해석·적용권에
관한 것이다. 사법권은 소송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구체적인 법적 분쟁사건에서 중립적인
법원이 무엇이 법인가를 선언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권한을 말한다. 즉 사실을 확정하
고, 확정된 사실관계에 법을 해석하고 적용함으로써 구체적인 법적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
결하는 권한을 말한다.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는 구체적인 사건에서 법령의 해석·적용권
을 사법권의 본질적 내용으로 파악한다.
그러나 이는 다른 시각에서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법원은 소송당사자가 소를 제기하
여 구체적인 사건에서 제기된 법적 분쟁을 해결해주는 작용을 수행할 따름이다. 즉 구체
적인 법적 분쟁의 해결이 본질적인 징표이다. 이러한 본질적 징표를 수행하기 위한 수단
내지 도구가 바로 사실관계의 확정, 법의 발견 및 법의 해석과 적용이다. 다시 말하면 법
의 해석과 적용권한, 즉 법령의 해석·적용권한이 사법권의 본질적 내용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법적 분쟁을 해결할 권한이 그에 해당한다.
따라서 대법원이 법령의 해석·적용권한이 사법권의 본질적 내용에 해당함을 주장하는
것은 타당성이 결여된 것이다. 법령의 해석·적용을 비롯한 사실관계의 확정, 법의 발견
등은 모든 국가기관의 관할영역에 속하는 사항이다.
법령의 해석·적용 그 자체가 아닌, 해석·적용함으로써 구체적인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것에 대해 확정력이 인정될 뿐이다.29) 대법원이 행한 법령의 해석·적용 그 자체에 대해서
는 아주 제한적인 규범적 효력이 부여될 따름이다.30) 법령의 해석·적용은 구체적인 법적
분쟁의 해결에 동원되지 않으면 안 되는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 법령의 해석·적용이 오
로지 법원에게만 부여된 독점적이고 전속적인 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또 법원이
행하는 법령의 해석·적용은 구체적인 분쟁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한도에서만 이루
어짐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법령의 해석·적용 권한이‘전적으로 대법원을 최고법

29) 만
 약 구체적인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이루어진 법령해석 그 자체에 기판력이 발생한다면, 그것은 기
판력의 객관적 범위가 확장됨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것은 중요한 판결이유에도 기판력이 인정됨을 뜻한
다. 그런데, 법원의 판결에 있어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는 판결주문으로 한정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견해이고, 주관적 범위는 소송당사자와 선고법원에 한정된다. 그리고 다른 국가기관을 기속하는 것은 더
욱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를 비롯한 다른 국가기관에게 대법원이 행한 법률해석에 따르
도록 요구하는 것은 전혀 법적 근거도 없고, 소송절차적으로도 타당성을 결여한 것이다.
30) 여
 기서 결정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 바로 대법원 판결의 사실상 기속력이다. 대법원이 선행 판결에서 취
하였던 법률해석·적용의 내용에 하급법원이 동종의 구체적인 법적 분쟁을 심판함에 있어 따르지 아니하
였을 경우 사후적으로 상고심 판결에서 파기되고 말게 된다. 게다가 기판력으로 인해 다른 국가기관이 끼
어들 여지가 없어지게 된다. 바로 이 점에서 법원의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대법
원이 꺼려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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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으로 하는 법원에 전속한다’
고 주장함 역시 그 타당성을 결여한 것이다.
둘째, 법률해석권의 귀속주체와 관련된 문제를 검토한다.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으로 제
기된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법령을 해석하고 적용한다. 법률해석이 분쟁해결과정인
재판에 필요로 함은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다. 이는 행정처분을 발하는 행정청이나
헌법재판소에게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법률해석은 대법원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법부
의 전속적인 권한이 아니다. 이는 모든 국가기관의 권한이고 또 일반국민도 할 수 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유권성이 인정되는가 하는 점이다. 일반국민의 법률해석은 유권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 유권성은 행정청의 처분에는 존속력으로, 법원의 판결에는 확정력으
로,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는 확정력, 기속력 및 법규적 효력의 형태로 나타나게 된
다. 그러나 법률해석 그 자체가 아닌, 해석·적용을 통해 발하여진 행위형식 그 자체에 그
런 힘이 인정될 뿐이다.
아무튼, 구체적인 사건으로 제기된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행해진 법률의 해석·적
용은 사법작용의 내용을 구성하기는 하지만, 법원의 전속적이거나 독점적인 권한은 아니
다. 그리고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이 제기되었을 때, 헌법재판소도 법률해석을 하지 않을
수 없고, 반드시 대법원이 제시한 법률해석에 기속되어야 할 어떠한 법적인 의무를 부과
받지 아니하였다.
오히려 헌법 제107조 제1항은 법원에게 자신이 수행하는 재판에 전제가 된 법률의 위
헌여부심판을 제청할 권한과 의무를 동시에 부여한 반면에,31) 헌법재판소에게는 제청된
법률의 위헌여부에 관한 결정권한과 결정의무32)를 마찬가지로 부여하였다. 이런 점에 비
추어, 헌법 제101조 제1항의 사법권에서 도출되는 법원의 법률해석권은 제107조 제1항
의 위헌법률심판권에 의해 그만큼 제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33)

31) 동지: 허영, 헌법소송법론, 194.
32) 비단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절차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절차, 즉 헌재법 제68조 제1항
의 헌법소원심판, 같은 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탄핵심판 등의 절차에서
심판청구나 제청이 이루어지면, 판단을 회피해서는 안 되고 어떠한 형태로든 결정의 형태로 답을 제공해
야 한다는 점에서 이와 같이 파악할 수 있다.
33) 동지: 헌결 2003. 4. 24. 2001헌마386의 반대의견, 15-1, 443(460,“법원의 법률해석권은 적용하려는
법률의 합헌성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결국‘법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심사’
에 의하여 유보된 의미
의 해석권한이다.”
); 권영성, 원론, 1126; 허영, 헌법소송법론, 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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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법권과 제107조 제2항의 관계
명령·규칙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었을 경우 이에 대해
어떠한 절차나 과정을 거쳐 다투어야 하는지에 관해 헌법적 차원에서 독자적인 규율 필요
성이 있음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처분의 위헌·위법여부 심판에 관해서 역시 제
헌헌법 이래 규율되어 왔는바, 그 의미가 문제된다.
헌법 제107조 제2항을 행정재판의 헌법적 근거로 보기도 한다. 그럴 경우 헌법 제101
조 제1항에 규정된 사법권과의 관계를 어떻게 획정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생각건대, 행정
소송의 헌법적 근거는 헌법 제101조 제1항의 사법권에서 찾아야 한다. 그 내용은 대법원
을 최종법원으로 하는 각급법원은 사법절차의 원칙에 따라 재판을 해야 하고, 궁극에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선고되면 확정력이 발생하게 된다. 그렇지 않고 제107조 제2항에서
찾게 되면, 행정소송의 이외의 사법권과의 관계에서 확정력인정문제가 불필요하게 등장
하게 된다.
이 항목에 한정해서 구태여 제107조 제2항의 의미를 찾는다면, 구체적인 사건에 재판
에 전제가 되었을 경우 대법원에게 명령·규칙에 대한 최종적인 심사권을 부여한 것이다.
즉, 다른 국가기관과의 관할관계에서 종국성을 인정한 것이다.

나. 제103조와의 관계
헌법 제103조는 사법권의 독립, 그 중에서도 법관의 재판상 독립을 규정하고 있다. 그
런데, 헌법 제107조 제1항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한정위헌결정을 선고하고 법원으로 하여
금 그에 따르도록 하는 것은 헌법 제103조의 침해임을 주장한다. 즉, 대법원을 비롯한 각
급법원에 전속된 법령의 해석·적용권에 대해 통제를 가한다면, 이는 어떤 국가기관으로
부터도 간섭받지 않고 오직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도록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한 헌법 제103조에 위반됨을 제시한다. 여기서 사법권의 독립은 법
관의 직무상 독립을 의미한다.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이 법률해석에 해당하고 그 결
정에는 기속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해서 심
판해야 하는 법관의 직무상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한다.
원래, 사법권의 독립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닌 수단적 요소이다. 헌법질서의 보호와 기
본권의 철저한 보장을 위해 요구되는 것이다. 법관의 직무상 독립은 헌법과 법률에 의거
해서 양심에 따라 재판해야 하는데 여기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헌법도 아니고 법률도 아
니다. 또 헌법재판소가 초상급심도 아니다. 그리고 오직 법관은 합헌인 법률만 적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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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헌법 제107조 제1항은 법원의 직무상 독립에 대해 제한을 가하고 있다.34) 즉 구
체적인 재판과정에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전제가 된 때에는 법관이 직무를 수
행함에 있어 독자적으로 위헌여부를 판단하지 말고 헌법재판소에 제청해야 하고 또 제청
에 따른 심판결과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헌재법도 법률이다. 헌재법의 해당 조항
(예컨대 §41, §47, §68, §75 등)은 법관의 직무상 독립에 대해 제한을 가한 것이다.35)

다. 제111조 제1항 제1호 및 제5호와의 관계
헌법 제111조 제1항 제1호는“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심판”
을, 같은 항
제5호는“법률로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 이들 조항은 헌법
제107조와 다양한 형태로 유관성을 지니고 있다.
1) 제107조 제1항과 헌재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
헌법 제107조 제1항과 제111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위헌법률심판제청권을 법원에게
부여하고 있다. 이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다시 말해서 헌재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종
래 위헌법률심판이 활성화되지 못하였던 사정이 대법원의 불송부결정권에서 뿐만 아니라
사법행정상 법원이 행사하도록 한 위헌심판제청권에도 있다고 본 것이다. 그래서 위헌법
률의 심판제청권을 사건담당법원에 부여함과 아울러 당해사건의 소송당사자에게 위헌심
판의 제청신청권을 부여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소송당사자가 사건담당법원에 위헌심판의 제청을 신청하였으나 사건담당법원
이 제청을 기각하였을 경우가 문제되었다. 만약 재판소원을 인정하는 입법이 되었더라면
이는 문제되지 않을 사안이었다. 왜냐하면, 재판소원은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대상으로 함
과 아울러 그 판결에서 해석·적용된 법률의 위헌성을 주장하면서 심판청구가 가능할 것
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사건담당법원
이 제청신청을 기각하였을 경우 그로 인해 다툴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되는 문제를 극복할
방안을 모색하게 된 것이다. 그러면서 제청에 관한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없도록 규
정하였다(헌재법 §41Ⅰ).
그리고 구태여 이런 사항을 헌재법 제68조 제2항에 규정해서 헌법소원심판의 틀을 지

34) 동지: 정종섭, 헌법학원론, 1336(헌법재판소 결정이 가지는 기속력에 따라 법원이 이에 기속되는 것은 헌
법재판의 당연한 효과이므로 재판의 독립과 무관하다).
35) 이에 관해서는 남복현(주 16), 15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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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게 된 사정도 살펴봐야 한다. 이는 그 속성상 사건담당법원의 위헌심판제청신청의 기각
결정에 대한 다툼이라는 의미를 찾으려 한 것은 아니다. 그보다는 헌법 제107조 제1항과
제111조 제1항 제1호가 위헌법률심판절차의 진행을 법원의 제청으로 한정하고 있음에
따라 위헌법률심판절차에 규율하기에는 규범체계상 부적합하였기 때문이다. 게다가 같은
항 제5호는 헌법소원심판을 형성함에 있어 입법자에게 폭넓은 입법형성의 자유를 인정하
는 형태를 취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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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07조 제2항과 제111조 제1항 제5호의 관계
헌법 제107조 제2항은 제111조 제1항 제5호와의 관계에서 많은 쟁점적인 사항을 표출
하고 있다. 이는 비단 헌재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만이 아니고, 헌법재판을 구체적으로
운용하는 과정에서도 심각한 쟁점적 사항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가) 명령·규칙의 헌법소원 대상성
헌법 제107조 제2항은 명령·규칙의 위헌이나 위법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었을 경우
대법원으로 하여금 최종적인 심사권을 행사하도록 하였다. 그에 대해 제111조 제1항 제
5호의 헌법소원을 구체화한 헌재법은 제68조 제1항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모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대해 헌법소원의 대상성을 인정한다. 그로 인해 명령·규칙
의 헌법소원 대상성을 인정함이 헌법 제107조 제2항에 위반되는 문제가 제기되기에 이르
렀다.
이에 관해 헌법재판소는“헌법 제107조 제2항이 규정한 명령·규칙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심사권이란 구체적인 소송사건에서 명령·규칙의 위헌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었을
경우 법률의 경우와는 달리 헌법재판소에 제청할 것 없이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심사할 수
있다는 의미이며, 명령·규칙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위 헌법규정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문제이다. 따라서 입
법부·행정부·사법부에서 제정한 규칙이 별도의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않고 직접 기본권
36)
을 침해하는 것일 때에는 모두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좀더 구체적

으로는 명령·규칙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헌법 제111조 제1항
제5호, 헌재법 제68조 제1항에 근거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할

36) 헌결 1990. 10. 15. 89헌마178, 2, 365(369-370); 2001. 11. 29. 2000헌마84, 13-2, 75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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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37)
그리고, 명령·규칙에 근거한 집행행위가 존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헌법위
반여부를 구체적인 재판절차에서 심사할 수 없기 때문에 직접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명령·규칙에 대하여는 주관적 권리구제절차로서 헌법소원의 가능성이 열려 있으므로(헌
법 §111Ⅰⅴ),38)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명령·규칙이 위헌으로 결정되어 그 효력을 상실
한 경우에도 법률의 경우와 그 법리가 다를 바 없다.39)
나) 재판소원
헌법 제111조 제1항 제5호의 헌법소원을 구체화한 헌재법40)은 제68조 제1항에서 헌법
소원의 대상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입법이 이루어지게 된 가장 강
력한 요인은 헌법 제107조 제2항에서 찾을 수 있다.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에 위반
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었을 경우 대법원이 최종적인 심사권을 행사하도록 하였다
는 점이다. 그런데 만약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도록 허용한다
면, 그것은 헌법 제107조 제2항에 적극 배치된다는 것이었다.
여기서는 재판소원에 관해 간단하게 견해를 피력하기로 한다.
첫째, 재판소원을 인정할 경우 4심제로 운용되고 헌법소원이 초상고심이 된다고 한다.
그러나 헌법소원은 추가적인 권리구제수단이 아니다. 단지 비상적이고 예외적인 권리구
제수단에 지나지 않을 뿐이다. 헌법재판소는 다른 법원의 판결에 관해 옳고 그름을 판결
전반에 걸쳐 심사하는 것이 아니다. 재판소원을 인정한다 할지라도, 헌법재판소가 심판할
영역은 오직 기본권에 관한 것임에 지나지 않는다. 이를 위해 독일에서는 재판소원에 있

37) 헌결 1996. 4. 25. 95헌마331, 8-1, 465(469-470); 2000. 6. 29. 98헌마36, 12-1, 869(875).
38) 헌결 1990. 10. 15. 89헌마178, 2, 365(369-370).
39) 헌결 1997. 12. 24. 96헌마172등, 9-2, 842(861).
40) 법률이 정한 헌법소원의 의미에 관해 헌법재판소는“헌법 제111조 제1항 제5호가‘법률이 정하는 헌법소
원에 관한 심판’
이라고 규정한 뜻은 결국 헌법이 입법자에게 공권력작용으로 인하여 헌법상의 권리를 침
해받은 자가 그 권리를 구제받기 위한 주관적 권리구제절차를 우리의 사법체계, 헌법재판의 역사, 법률
문화와 정치적·사회적 현황 등을 고려하여 헌법의 이념과 현실에 맞게 구체적인 입법을 통하여 구현하게
끔 위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헌법소원은 언제나‘법원의 재판에 대한 소원’
을 그 심판의 대상
에 포함하여야만 비로소 헌법소원제도의 본질에 부합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다만 법원의 재판
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 국민의 기본권보호의 실효성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은 분명하다.”
고 한다. 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9-2, 842(855, 858); 2001. 2. 22. 99헌마461등, 13-1,
328(33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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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심판의 범위를 기능법적으로 획정해서 법원의 관할영역을 존중하려는 다양한 노력들
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본다.41)
둘째, 재판소원이 인정된다 할 때, 법원의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이유
는 심판청구인이 법원의 재판절차를 거쳤지만,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를 받지 못하였기 때
문이다. 기본권보장의 강화라는 측면에서 볼 때, 기본권에 대한 전문적인 시각을 갖춘 헌
법재판소가 판단한다고 해서 그것이 법원의 고유한 권한을 침해한다고 할 수는 없다. 각
각의 고유한 권한을 행사함에 지나지 않을 뿐이다.

제
5
장
법
원

다) 원처분소원
행정처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등의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
나 그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는 판결이 확정되어 법원의 소송절차에 의해서는 더 이
상 이를 다툴 수 없게 된 경우, 당해 행정처분 자체의 위헌성 또는 그 근거법규의 위헌성
을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즉 원
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이 허용되는 여부가 문제된다.42)
헌재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에 있어 법원의 재판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게다가 위 항 단서에는 보충성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이 양자를 결합시켜 이해할 경우
위헌결정기관이 이원화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헌법소원제도가 형해화될 수도 있게 된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시도의 일환으로 원처분소원이 이론적으로
체계화된 것이다. 이 문제의 핵심적 쟁점은 법원판결의 기판력과 헌법소원 인용결정의 기
속력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가정하기로 한다. 그러면 부인논거와 인정논거 및 양자의 관계를 검토한다.
원처분의 헌법소원 대상성과 관련하여 부인하는 논거로 제시되는 것은 법원의 확정판
결에 대한 기판력이다. 원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확정판결의 기
판력을 부인할 수 있다면, 원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의 인용결정은 당연히 헌재법 제75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을 비롯한 모든 국가기관을 기속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어
떻게 어떠한 논거로 확정판결의 기판력을 부인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이다.
현재 원처분의 대상성을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견해는 모두 이 부분에 대한 한계성을 인

41) 클라우스 슐라이히 저 /정태호 역, 독일헌법재판론, 미리(2001), 255 이하 참조.
42) 이하 상세한 내용은 남복현, 헌법판례평석, 675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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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헌법적 근거로는 제101조 제1항, 제2항 및 제107조 제2항이
다. 이중 헌법 제101조 제2항에 규정된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의미를 사법구조 내에서의
최고성을 인정하는 의미로 한정하여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기판력의 헌법적 근거를 헌
법 제101조 제1항 소정의 사법권에서 도출할 수 있다. 또 헌법 제107조 제2항에서는 재
판의 전제가 된 처분에 대한 최종적인 위헌·위법심사권을 대법원에게 부여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최종성의 의미를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가가 문제의 관건이다.
결국 이를 극복하는 방안은 두 가지가 고려된다. 그 하나는 예외적인 재판소원의 허용
에서 나타난 논리로써,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판결43)은 예외
적인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아 취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헌법재판소와 대법
원이 각각 행한 헌법해석이나 법률해석이 서로 다를 경우 이를 해소하지 않으면 헌법해석
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그것은 실질적 법치주의에 어긋남을 제시하는 것이다.

라. 최종적인 헌법해석기관의 이원화
이 문제는 한편으로는 헌법 제107조 제1항의 위헌법률심판과 제111조 제1항의 헌법재
판소 관장사항이, 다른 한편으로는 헌법 제107조 제2항의 명령·규칙·처분의 위헌·위법
에 관한 대법원의 최종적인 심판권이 놓여진 상황에서 전개된다. 이미 앞서 다룬 많은 부
분이 이와 중복되기에 논의를 간략하게 줄이기로 한다.
분명한 점은 제107조 제1항과 제2항 사이의 관계는 체계적 부조화로 보아야 하고, 그
런 현상이 방치된 것이다. 즉, 제107조는 선험적 입장에서 제정되어 그대로 유지된 것일
뿐, 경험축적의 산물은 아니었다. 이는 현행헌법으로 개정되어 운영된 지난 20년간의 경
험에서 문제점으로 뚜렷하게 드러난 것일 따름이다.
그런데, 사실 대법원은 헌법 제107조 제2항의 명령·규칙이나 처분의 위헌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적인 심사권을 실제 이상으로 폭넓게 활용하고 있다. 그런 주장은 궁극에
44)
이르러는‘상호간에 경쟁과 견제’
가 내세워짐에 이르렀다.

분명 헌법 제107조 제2항에서는 대법원에게 최종적인 유권해석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인
정하고 있다. 하지만, 제107조 제1항의 위헌법률심판권이나 제111조 제1항상 헌법재판소

43) 그런데 현재 헌법재판소는 이를 보다 확대해서‘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
에한
정되는 것이 아니라,‘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기속력을 부인하는 모든 재판’
을 포함하는 것으로 파악한다.
헌결 2003. 4. 24. 2001헌마386의 반대의견, 15-1, 443(465) 참조.
44) 법원도서관, 헌법재판제도의 이해(요약), 23, 67, 109, 16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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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관장사항과 관련해서는 헌법이 대법원에게 그런 지위를 보장하지는 아니하였다. 이는
헌법이 최종적인 기관성과 다른 국가기관의 유권적인 조치에 부종해야 하는 기관성이라는
이중적인 지위를 부여한 것이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체계부조화에 해당하는 것이다.45)
명령·규칙에 대해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심판한다고 할 때, 이는 부수적 규범통제에 지
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구체적 사건의 재판에 전제가 되었을 경우에만, 당해사건의 재
판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판단을 하게 된다. 대법원은 헌법 제107조 제2항에 의거해서 명
령·규칙의 위헌·위법성을 심판한 다음, 청구취지의 인용여부를 주문으로 제시할 뿐만 아
니라 부수적으로 다투어진 명령·규칙의 규범적 효력을 평가내용으로서 주문에 제시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도 있다. 그러나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견해에 따라서는 제3차 개정헌법 제83조의3 제2호에 헌법에 관한 최종적인 해
석권을 헌법이 명시하지 않는 한, 헌법재판소가 헌법의 최종적인 해석기관으로 기능할 수
없는 것처럼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헌법해석은 헌법재판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
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다.46) 최종적인 해석권은 각종 심판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헌법해석이나 법률해석을 표징하고 거기서 당연하게 도출된다. 다시 말해서 헌법의 최종
적인 해석에 관한 별도의 심판절차가 마련되어야만 유권해석기관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
니다. 각종 헌법재판절차를 진행하면서 행한 헌법해석이 종국적인 결론으로 귀착되며, 어
느 다른 국가기관도 유권적으로 존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권위적인 결정을 제시하는 권한
에 내포된 것이 바로 최종적인 해석권이라고 이해함이 합당하다.
아무튼 대법원이 자신도 최종적인 헌법해석기관에 해당함을 주장함으로써 헌법해석의
통일성 확보에 중대한 장애가 초래되고 있다. 결국 문제의 해결방안은 재판소원을 인정하
는 것이라 본다.

45) 동
 지: 정종섭, 헌법소송법, 21-23. 그런데 견해에 따라서는 현행헌법이 헌법재판권을 대법원과 헌법재
판소에 분장시키면서 헌법의 최종적인 해석권자에 대해 아무런 규정도 두지 아니한 것은 관할경합이 되지
않음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한다. 그 논거로는 관할의 경합을 예상하였다면 해결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
였을 것이라고 한다. 최완주,“헌법재판제도의 재구성”
, 법조 제55권 제3호, 23 참조. 그러나 이는 실체를
간과한 것이다. 현행헌법에서 관할갈등이 등장하게 된 요인은 세 가지이다. 헌법재판의 활성화, 헌법소원
의 신설 및 위헌법률심판제청절차의 간소화와 수월성에서 찾을 수 있다. 달리 말하면, 제헌헌법 이래 헌법
재판의 담당기관과 대법원 사이에는, 사법심사제를 채택하였던 제3공화국 헌법 이외에는, 잠재적이나마
갈등가능성이 상존하였다. 예컨대 대법원이 헌법 제107조 제2항에 따른 명령·규칙·처분의 최종적인 위
헌심판권을 행사하면서 행한 헌법해석의 취지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을 제청하
였으나, 이를 제청인용하지 아니하고, 다시 말해서 제청취지에 부합하게 위헌으로 결정하지 아니하고, 합
헌으로 결정하였다면, 그런 경우 이미 관할상 갈등이, 헌법해석상 갈등이 초래된 것이다. 결국 문제의 단
초는 활성화된 헌법재판에 있다고 봄이 사태의 정확한 진단이다.
46) 정종섭, 헌법소송법,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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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규범적 내용, 개념과 원리에 대한 판례 및 학설
1. 제107조 제1항의 위헌법률심판
가. 의의
헌법 제107조 제1항은“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
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고 하고, 제111조 제1항 제1호
는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을 정하고 있
다. 그리고 제113조 제1항에서는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
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이들은 위헌법률심판에 관해 헌법이 규율한 가장 핵심적인 조항들이다. 이들 조항에서
가장 핵심적인 정보를 두 가지 고르면, 그 하나는 관할분리제이며,47) 다른 하나는 헌법재
판소의 심판에 따른 결정이다. 우리 헌법은 법원의 위헌심판제청권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권으로 나누어 그 실체적·절차적 의미를 제시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는 심판의 결
과를 결정의 형태로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면, 여기서는 법원의 제청에 대해 한 단계 살펴보고, 이어 헌법재판소에서의 위헌
심판 및 결정에 대해 서술하기로 한다.

나.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위헌법률심판제청권이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법
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
청하는 권한을 말한다.
제청의 주체는 당해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다. 법원에는 대법원, 각급법원과 군사법원
뿐만 아니라 담당재판부를 말한다.
제청의 요건과 대상은 심판의 요건과 대상과 거의 중복되므로 생략한다.
제청은 당해사건의 담당법원이 직권으로 하거나 소송당사자의 제청신청에 따른 결정으
로 이루어진다. 소송당사자가 제청을 신청하였으나 사건담당법원이 결정으로 제청신청을

47) 이에 대한 이론적 근거로는 헌법의 특성, 민주주의, 권력분립, 법적 안정성 및 전문성 등이 제시된다. 허
영, 한국헌법론, 830; 허영, 헌법소송법론, 55, 194-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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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한 경우 그 소송당사자는 헌재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
다. 하지만, 당사자의 위헌심판제청신청에 대한 사건담당법원의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항
고할 수 없다(헌재법 §41IV).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할 때에는 제청서에 ① 제청법원의 표시, ②
사건 및 당사자의 표시, ③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법률 또는 법률조항, ④ 위헌이라고 해
석되는 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헌재법 §43).
대법원 이외의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때에는 대법원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경
유한다고 해서 제8차 개정헌법 당시 위헌법률심판제청의 경우처럼 대법원이 불송부결정
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법원이 법률의 위헌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을 하게 되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은 헌
법재판소의 위헌여부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정지된다. 다만 법원이 긴급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종국재판외의 소송절차는 진행할 수 있다(헌재법 §42I).

다.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
1) 의의와 성격
위헌법률심판이란 헌법재판소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를 심판하고,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그 법률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그 효력을 부인하
는 제도를 말한다.48)
우리 헌법은 위헌여부를 심판한 결과 위헌성이 인정될 경우 헌법재판소는 그 법률을 위
헌으로 결정해야 하는데, 그렇게 결정된 위헌법률의 법적 효과에 관해 아무런 명문의 규
정을 두지 않고 있다. 다만, 헌재법 제47조 제2항은‘위헌결정된 법률의 효력상실’
을정
하고 있을 따름이다.
2) 요건: 재판의 전제성
위헌법률심판은 법률의 위헌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당해사건 담당법원의 제청
으로 헌법재판소가 법률의 위헌여부를 심판하는 구체적 규범통제이다. 법원의 제청문제
는 앞서 서술하였으므로, 여기서는 재판의 전제성에 대해서만 주목하기로 한다. 법률의

48) 법
 률이 헌법에 위반되게 된 유형으로는 ① 제정당시에는 합헌이었으나 후발적인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위
헌이 되는 경우, ② 제정당시부터 시원적으로 위헌인 경우 그리고 ③ 제정당시에는 합헌이었으나 헌법이
개정되어 위헌으로 되는 경우 등이 제시된다. 헌결 1993. 5. 13. 92헌가10, 5-1, 226(24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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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심판을 위해서는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가 제청법원에 계속중인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문제가 되어야 한다.
가) 재판
⒜‘재판의 전제가 된 때’
에 있어서 재판은 원칙적으로 그 형식 여하와 본안에 관한 재
판이거나 소송절차에 관한 것이거나를 불문하며, 판결과 결정 그리고 명령이 여기에 포함
되며, 심급을 종국적으로 종결시키는 종국재판뿐만 아니라 중간재판도 이에 포함된다. 그
리고 법률이 위헌으로 심판되는 여부가 법원이 앞으로 진행될 소송절차와 관련한 중요한
문제점을 선행 결정하여야 하는 여부의 판단에 영향을 주는 경우도 법 제41조 제1항에서
요구하는‘재판’
의 전제성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49)
⒝ 체포·구속·압수·수색영장, 구속적부심사청구, 보석허가에 관한 재판도 여기서 말
하는 재판의 개념에 포함된다.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제2조 등에 관한 위헌제
청은 법원에 대한 구속영장청구사건에 관한 재판절차에서 이루어졌는바, 헌법재판소는
그 재판의 전제성을 묵시적으로 인정하였다.50) 또한 보석허가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
고권을 인정한 형소법 제97조 제3항에 대한 위헌심판절차에서 헌법재판소는, 동 법률조
항의 위헌여부는 보석허가결정을 한 위헌심판제청법원이 같은 법 제407조, 제408조에
따라 즉시항고에 대하여 원심법원으로서 할 재판 등 조치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재판
등의 기초적인 이유, 직접적인 내용과 효력의 법률적 의미 등에 차이가 있게 되므로 원심
법원이 한 위헌심판제청은 그 심판제청 당시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하였다.51)
⒞ 본안에 대한 재판뿐 아니라 소송비용 또는 가집행에 관하여도, 그리고 종국재판만이
아니라 중간재판52)에서도 위헌제청이 가능하다.
⒟ 당해사건이 재심사건인 경우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재심의 청구에 대
한 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거나, 재심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본안사건에 대한 재심심

49) 헌결 1994. 2. 24. 91헌가3, 6-1, 21(30).
50) 헌결 1996. 2. 16. 96헌가2등, 8-1, 51(68).
51) 헌결 1993. 12. 23. 93헌가2, 5-2, 578(589).
52) 예컨대 헌결 1994. 2. 24. 91헌가3, 6-1, 21(30); 1996. 12. 26. 94헌바1, 8-2, 808(818); 2001. 6.
28. 99헌가14, 13-1, 1188(1196, 형사소송법 제92조 제1항 위헌제청 사건에서는 법원이 행하는 구속기
간갱신결정이 당해 소송사건을 종국적으로 종결시키는 재판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소송절차에
관한 재판에 해당하는 법원의 의사결정으로서 헌법 제107조 제1항과 법 제41조 제1항에 규정된 재판에
해당된다고 하여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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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어야 한다.53)
나) 전제성
재판의 전제성의 요건으로 헌법재판소는 첫째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었
거나 계속 중이어야 하고, 둘째 위헌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
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셋째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을 담
당한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여기서‘다른 내용의’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라 함은 원칙적으로 법원이 심리중인 당해사건의 재판의 결론이나 주문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문제된 법률의 위헌여부가 이유를 달리 하는데 관련
되어 있거나 또는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전혀 달라지는 경우도 포함
한다고 한다.54)
이상의 요건을 좀더 세부적으로 살펴본다.
⒜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중일 것: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중이어야 한다
는 것은 헌재법 제41조의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의 경우에는 위헌제청결정 당시는 물론
이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시까지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중이어야 한다는 의미이고, 헌
재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사건의 경우에는 위헌제청신청시 구체적 사건이 법원
에 계속중이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 위헌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일 것: 원칙적으
로 어떤 법률규정이 위헌의 의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당해사건에 적용될 것이 아니
라면, 재판의 전제성 요건은 충족되지 않는다. 그리고 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률은 법원의
당해사건에 직접 적용되는 법률인 경우가 대부분이겠지만, 당해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이
라면 반드시 직접 적용되는 법률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양 규범사이에 내적 관련이 있
는 경우에는 간접 적용되는 법률규정에 대하여도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있다. 재판
에 직접 적용되는 시행령의 위헌여부가 위임규정의 위헌여부에 달려 있는 경우에 위임규
정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는 경우도 여기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55)

53) 관
 련된 결정례로는 헌결 1993. 11. 25. 92헌바39, 5-2, 410(415-417); 2000. 2. 24. 98헌바73, 헌공
43, 247(250); 2000. 1. 27. 98헌가9, 12-1, 1(8) 참조.
54) 헌결 1993. 12. 23. 93헌가2, 5-2, 578(587); 2000. 6. 29. 99헌바66등, 12-1, 848(864).
55) 헌결 1994. 6. 30. 92헌가18, 6-1, 557(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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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을 담당한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일 것: 헌법재판소는‘다른 내용의’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로는 대
체로 세 가지를 제시한다.
a) 법원이 심리중인 당해사건의 주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에 관해헌법재
판소는 법률이 위헌일 때는 합헌일 때와 다른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 즉 판결 주문
이 달라질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구체적 규범통제의 목적은 법원이 자기에
게 계속된 사건의 재판을 함에 있어 자신의 법적 견해에 의하여 위헌법률 적용의 문제가
생겨 이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구체적인 사건을 종결지을 수 없는 경우, 즉 더 이상의 절
차에 나아가지 못하거나 재판의 결론을 내릴 수 없는 경우에 헌법재판소가 그 선결문제인
적용법률의 위헌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에 있으므로‘당해 법률조항의 위헌여부에 따라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한다’
라고 함은 원칙적으로 재판의 결론, 즉 주문에 영향을 미
치는 경우 또는 당해 법률의 위헌 여부가 법원이 앞으로 진행할 소송절차와 관련한 중요
한 문제점을 선행해결하는 데에 관련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56)
이와 밀접하게 연관되는 경우로서 쟁송기간이 경과한 후에 행정처분의 근거법률을 다
투는 경우가 제시된다. 이에 관해 기본적으로는 위헌법률에 기한 처분의 하자문제라는 시
각에서 접근하지만,57) 원칙적으로 제소기간이 도과된 경우 이른바 하자의 승계문제를 원
용할 경우58) 다르게 접근할 여지도 발생하게 된다. 그럴 경우 여기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주문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된다.59)
b) 당해사건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 헌법재판소는
재판의 내용이나 효력 중에 어느 하나라도 그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재판의 전제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다. 관련해서 구속영장효력 사건60)에서는

56) 김주현,“재판의 전제성에 관한 고찰”
, 헌법논총 8집, 105(166-167).
57) 처분이 위헌법률에 근거하였다는 사정이 취소사유에 해당한다면,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선결문제로 법
률의 위헌 여부를 다투면 된다. 그 사정이 원칙이 취소사유고 예외가 무효사유라면, 어느 경우가 무효사유
에 해당하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가정할 때, 일단 법원은 제청을 할 것이고, 헌법재판소는 무효사유에 해당
하지 않는 한, 제소기간을 준수하였는지의 여부에 따라 각하하거나 인용할 것이다. 이런 경우 당연히 주문
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된다.
58) 선행행위와 후행행위가 동일한 법적 효과를 지향해야 한다는 한계를 지니게 된다.
59) 아무튼 이 문제는 재판의 전제성에서 다루어지면 아주 복잡한 상황을 연출한다. 여기보다는 위헌결정된
법률에 근거한 각종 국가작용의 처리문제에서 다룸이 훨씬 간명하다. 이에 관해서는 후술 Ⅴ.1.다.8)나)
⒝a)(ii) 참조.
60) 헌결 1992. 12. 24. 92헌가8, 4, 853(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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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형사소송법 제331조“무죄, 면소, 형의 면제, 형의
선고유예, 형의 집행유예, 공소기각 또는 벌금이나 과료를 과하는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구속영장은 효력을 잃는다. 단 검사로부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의견진술이 있는 사건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의 규정 중 단서
의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였는데, 위헌여부에 따라 비록 판결주문의 형식적 내용
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 판결의 실질적 효력에 차이가 있게 되는 것이므로,
재판의 전제가 되어 위헌법률심판제청의 적법요건으로서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판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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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c) 헌법재판소는 법률의 위헌여부가 재판의 결론을 이끌어 내는 이유를 달리하는 데 관
련되어 있는 경우에도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보았으나, 이 요건이 구체적으로 의미하는
바는 불분명하다.61) 그런데“문제된 법률의 위헌여부가 이유를 달리 하는데 관련되어 있
을”경우의 의미와 관련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가“오로지 이유만을 달리하는데 관
련되어 있는 경우”
에까지 재판의 전제성을 확장한 것이라면 그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
다. 왜냐하면 구체적 규범통제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법원으로서는 헌법재판소의 위
헌 여부의 판단을 받을 필요 없이 다른 이유로 결론을 내릴 수 있다면 위헌심판제청 자체
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만약 위헌심판제청을 하더라도 이는 부적법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한다.62)
⒟ 평등원칙위반문제는 재판의 전제성과 관련해서 특별한 쟁점을 제기한다. 두 가지 시
각에서 문제된다. ① 그 하나는 수혜의 대상에서 제외된 자가 청구한 소송에서의 문제이
다. 즉, 당해소송의 원고를 평등원칙에 반하여 특정한 급부의 수혜대상으로부터 제외시키
고 있는 법률규정의 경우에 그 법률규정이 합헌으로 선언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법률
규정이 위헌이나 헌법불합치로 선언되는 경우에도 역시 당해소송의 원고는 아무 것도 요
구할 수 없다. 이처럼 법률규정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는 의심이 있는 경우에 재판의 전
제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이에 관해 초기에는 재판의 전제성을 부인하였
으나,63) 그 후 지속적으로 인정하고 있다.64) ② 다른 하나는 수혜의 대상에 포함된 자가

61)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실무제요, 2008, 126.
62) 이에 관해서는 김주현(주 56), 105, 167-168 참조.
63) 헌결 1993. 11. 25. 90헌바47등, 5-2, 378(385).
64) 헌결 1999. 7. 22. 98헌바14, 11-2, 205(216); 2000. 8. 31. 98헌바100, 12-2, 2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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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한 소송에서의 문제이다. 수혜적·수익적 법률의 피적용자가 법원에 제소한 사건에서
그 법률이 제소자를 포함한 특정 집단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
로 법원이 직권으로 위헌제청을 할 수 있는지의 문제가 있다. 위와 같은 위헌상태를 제거
하는 방법이 다른 집단에 대하여도 그 법률이 적용되도록 개정하는 것밖에 없다면 재판의
전제성은 부정하여야 할 것이지만 위헌상태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위 제소자를 포함하는
수혜집단에 대하여까지 법률의 적용을 배제하는, 즉 당해 법률을 폐지하는 것이 생각될
수 있다면 재판의 전제성은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65)
다) 재판의 전제성 요건에 관한 판단
재판의 전제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대법원은 헌법재판소보다 좁게 판단한다.66)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법률위헌여부심판제청에 있어서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는, 되도록 제청법원의 이에 관한
법률적 견해를 존중해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67) 제청의 기초가 되는 법률의 해
석에서 법률해석을 확정하여 제청법원의 판단을 명백히 불합리하여 유지될 수 없는 것이
라고 단정하기보다는 제청법원의 제청취지를 존중하여 재판의 전제성을 긍정함이 상당하
다고 한다.68)
헌법재판소는 재판의 전제성에 관한 제청법원의 법률적 견해가 명백히 유지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69) 그 결과 전제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그 제청을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할 수 있다.70)

65) 헌결 1994. 2. 24. 91헌가3, 6-1, 21(30).
66) 대법원은 법률이 위헌일 때는 합헌일 때와 다른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 즉 판결 주문이 달라질 경
우에 한해서만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하려는 듯하다. 대결 1998. 4. 10. 선고 97카기24, 공1998상,
1271(
“법원이 어느 법률의 위헌 여부의 심판을 제청하기 위해서는, 당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을 하기 위한 전제가 되어야 하는바,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함은,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
속중이어야 하고,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그 법
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다른 판단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
다.”
) 참조. 상세한 내용은 남복현(주 16), 166-167.
67) 헌결 1996. 10. 4. 96헌가6, 8-2, 308(321); 1999. 9. 16. 98헌가6, 11-2, 228(235).
68) 헌결 2007. 4. 26. 2004헌가29, 헌공 127, 447.
69) 헌결 1993. 5. 13. 92헌가10등, 5-1, 226(239); 1999. 9. 16. 99헌가1, 11-2, 245(252).
70) 실제로 위와 같은 사유로 법원의 위헌제청이 각하된 사례로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등 위헌제청 사
건에서 내려진 결정(헌결 1997. 9. 25. 97헌가4, 9-2, 332; 1997. 9. 25. 97헌가5, 9-2, 344)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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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헌법재판소는 헌법문제가 선결문제가 되는 경우나 헌법재판소가 그 판례를 통하
여 구체화한 헌법규정의 내용이 당해 사건에서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범위 안에서 제
청법원의 견해에 구속되지 아니한다. 헌법재판소는 이 문제들에 관한 제청법원의 판단을
전면적으로 심사할 수 있다. 즉 재판의 전제성 유무가 헌법과 법에 정한 헌법소송의 기능
본질 및 효력 등 헌법재판제도에 관한 헌법적 선결문제의 해명에 따라 전적으로 좌우되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법률적 견해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
청이 적법한 것인가의 여부를 독자적으로 결정한다. 왜냐하면 실체법에 관한 것이든 절차
법에 관한 것이든 헌법 또는 헌법재판제도의 문제에 대한 해명은 헌법재판소의 독자적 판
단사항이기 때문이다.71)
3) 대상
위헌심판의 대상에 법률이 해당됨은 당연하다. 구체적인 대상의 유형에 대해 살펴본다.72)
가) 법률
⒜ 대한민국의 법률
원칙적으로 국회가 입법절차에 의거한 의결을 거쳐 제정된 이른바 형식적 의미의 법률
만이 법원의 위헌제청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법률에 해당한다.73) 또 여기서 말하는 법률은
대한민국의 국회가 제정한 법률만을 말한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입법권에 기초를 두고 제
정된 대한민국의 법률이 아닌 외국의 법률은 제청대상적격이 없다.
⒝ 시행되어 효력이 발생한 법률
위헌법률심판은 최고규범인 헌법의 해석을 통하여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의 효력을 상
실시키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재 시행중이거나 과거에 시행되었던 것이어

71) 헌결 1994. 6. 30. 92헌가18, 6-1, 557(571).
72) 헌
 법규정은 위헌제청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6. 6. 13. 94헌바20, 8-1, 475[482]; 1995. 12.
28. 95헌바3, 7-2, 841[846]; 2001. 2. 22. 2000헌바38, 13-1, 289, [294]). 그리고 명령·규칙은 위
헌제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헌법 §107Ⅱ 참조). 헌법재판소도 명령·규칙의 위헌 여부는 법원 스스
로 이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위헌여부심판제청 중 국민연금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대한
부분은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에 대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헌결 1996. 10. 4. 96헌가6,
8-2, 308[320]).
73) 헌결 1996. 6. 13. 94헌바20, 8-1, 475(482); 1996. 10. 4. 96헌가6, 8-2, 308(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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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하고 제청 당시에 공포는 되었으나 시행되지 않은 법률은 위헌여부 심판의 대상법률에
서 제외된다.74)
⒞ 유효한 법률
위헌제청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법률은 헌법재판소의 위헌심판시에 유효한 법률이어야
함이 원칙이다. 그러므로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위헌결정이 선고된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
법률심판제청은 부적법하다.75)
또한 폐지된 법률에 대한 위헌심판제청도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76) 그러나 폐지된 법
률이라 하더라도 당해소송사건에 적용될 수 있어 재판의 전제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
로 위헌제청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보호감호처분에 대하여는 소급입법이 금지
되므로 비록 구법이 개정되어 신법이 소급 적용되도록 규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체적인
규정에 관한 한 오로지 구법이 합헌적이어서 유효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다시 신법이
보다 더 유리하게 변경되었을 때에만 신법이 소급적용될 것이므로 폐지된 구법에 대한 위
헌여부의 문제는 신법이 소급적용될 수 있기 위한 전제문제로서 판단의 이익이 있어 위헌
제청은 적법하다.77)
⒟ 입법부작위의 경우
입법부작위란 국회에게 입법의무가 부과되었음에도 입법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이런 입법의무는 헌법에서 명문으로 일정한 입법을 하도록 규정한 경우와 헌법해
석상 일정한 입법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서 나타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입법자는 입법
의무를 지게 되고, 이때 입법부작위는 위헌이 된다.
입법부작위는 진정입법부작위와 부진정입법부작위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런데, 위헌법
률심판제도는 국회가 제정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이므로 입

74) 헌결 1997. 9. 25. 97헌가4, 9-2, 332(337).
75) 헌결 1989. 9. 29. 89헌가86, 1, 284(288); 1994. 8. 31. 91헌가1, 6-2, 153(161); 1997. 1. 16. 93
헌바54, 헌공 20, 217. 그러나 여기서 부적법한 사유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위헌결정되어 효력이 상
실되었음을 논거로 하기도 하고, 소의 이익이 없음이 제시되기도 한다. 반복심판에서도 찾을 수 있다. 이
에 관해서는 남복현,“법률에 관한 변형결정의 유형과 효력”
, 헌법논총 제9집, 960 이하; 헌재, 실무제요,
139-143 참조.
76) 헌결 1989. 5. 24. 88헌가12, 1, 45(46).
77) 헌결 1989. 7. 14. 88헌가5등, 1, 69(82). 동지: 헌결 1994. 6. 30. 92헌가18, 6-1, 557(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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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청하여야 한다.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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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명령
형식적 의미의 법률은 아니나 그와 같은 효력이 있는 대통령의 긴급명령이나 긴급재정
경제명령은 위헌제청의 대상이 될 수 있다.79)
다) 조약
조약이 위헌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여부와 관련해서는 헌법상 조약도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고, 또 규범체계상 헌법의 하위에 위치하므로 위헌심판의 대상
이 된다.80)
헌법재판소는 조약에 대해 실질적으로 위헌판단을 하면서,‘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
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1967. 2. 9. 조약 제232호)은 그 명칭이 협정으로 되어 있어 국회의 관여없이
체결되는 행정협정처럼 보이기도 하나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외국군대의 지위
에 관한 것이고, 국가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내용과 근로자의 지위, 미군에 대한 형
사재판권, 민사청구권 등 입법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조약으로
취급되어야 한다고 보고 위헌제청의 대상으로 인정하였다.81)
그리고, 조약 중에서도 헌법 제60조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조약만이 위헌법률

78) 헌결 1996. 3. 28. 93헌바27, 8-1, 179(185).
79) 비
 록 긴급재정경제명령이 헌법재판소에서 심판대상이 된 절차는 헌재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
절차이었다. 헌법소원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의 심판대상이 될 수 있음을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결정에서
명시한 취지는 위헌법률심판의 대상도 될 수 있음을 밝힌 것이다. 헌결 1996. 2. 29. 93헌마186, 8-1,
111 참조.
80) 헌결 2001. 9. 27. 2000헌바20, 13-2, 322.
81) 헌결 1999. 4. 29. 97헌가14, 11-1, 273(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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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해석된다.82)
4) 심판기준
위헌법률심판절차는 법원에 계속된 구체적 사건에서 적용될 법률이나 법률조항이 헌법
에 위반되는지의 여부가 문제되는 객관소송의 일종이다(헌법 §107Ⅰ, 헌재법 §41Ⅰ
참조). 그렇기 때문에 헌법의 모든 규정이 법률의 합헌성 심사에 기준이 될 수 있다. 즉
당해소송의 당사자들에게 주관적 공권으로서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헌법규정에 그 심사기
준이 국한되지 아니한다.
또한 여기서 말하는 헌법은 원칙적으로 형식적 의미의 헌법전을 말한다.83) 그렇다고 여
기서 말하는 헌법이 헌법전에 포함된 개별 규정들의 단순한 총합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
며, 개별 규정들의 근저에 가로놓여 있는 헌법의 원칙들이나 근본적 결단들을 포함하는
개념이다.84)
5) 심판대상의 확정
가) 원칙
헌법재판소는 원칙적으로 제청법원이 위헌제청한 법률조항만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헌법재판에 있어서 소송물은 헌법재판소 결정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정하는 표준
이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실체적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러므로 제청법원은 당해소송
에서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조항이 명백히 분할될 수 있으면 가능한 한 세분하여 적용
의 대상이 되는 부분을 좁혀 위헌심판제청을 하여야 하고, 헌법재판소의 심판범위는 일
반법원이 위헌심판을 제청한 범위에 한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것은 당해 법률의 위
헌심사를 제청하는 기관과 심판하는 기관을 별개로 하는 구체적 규범통제제도의 기본

82) 이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남복현외, 국제조약과 헌법재판, 헌법재판연구 제18권, 472 이하 참조.
83) 헌법재판소는 관습헌법이 성문헌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위헌심판의 기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적절치 않다고 본다. 헌결 2004. 10. 21. 2004헌마554등, 16-2하, 1 참조.
84) 예
 컨대 수신료의 금액은 이사회가 심의·결정하고, 공사가 공보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부과 징수한
다고 규정한 한국방송공사법 제36조 제1항이 법률유보(의회유보)원칙에 어긋나는 것이어서 헌법 제37조
제2항과‘법치주의원리’및‘민주주의원리’
에 위반된다고 한 사례가 있다(헌결 1999. 5. 27. 98헌바70,
11-1, 633, [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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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구조로부터 필연적으로 생기는 결론이고, 사법작용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신청주의
(Antragsprinzip)에 담겨 있는 권력분립원리의 표현이다.
나) 심판대상의 제한
제청법원이나 헌법소원심판청구인이 심판대상을 적절하게 제한하지 않고 당해 법률조
항 전부에 대하여 위헌심판제청이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는 사례가 있다. 이런 경우 헌
법재판소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는 부분에 관해서는 결정의 이유 중에서 심판의 대상을 제
한하고 그 제한된 대상에 대하여만 주문에서 판단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85)
형벌규정의 경우에는 좀 다르다. 형벌규정은 구성요건 부분과 형벌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므로 제청의 대상과 심판대상을 해당 부분으로 한정해야 할 것이다. 다만 구성
요건부분이 위헌으로 선언되면 형벌부분은 독자적인 존재의의를 상실하므로 그 부분까지
위헌선언을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이 점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의 실무는 조문 전체
에 대하여 심판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86)
다) 심판대상의 확장
헌법재판의 실무상 심판대상 법률조항을 분할하는 것이 어렵거나 관련조항과의 관계에
서 심판대상을 확장함이 보다 합목적적인 경우가 생기게 된다. 따라서 법적 명확성, 법적
안정성, 법의 통일성, 소송경제 등의 관점에서 불가피하게 심판의 대상을 법원에 의하여
위헌제청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만 국한시키지 아니하고 다른 법률 또는 법률조항들에
까지 확장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도 있다.
⒜ 동일 심사척도가 적용되는 경우: 제청법원이 단일 조문 전체를 위헌제청하고 그 조
문 전체에 같은 심사척도가 적용될 경우에 그 조문 전체에 대하여 심판대상을 확장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와 관련하여 법률조항 중 당해사건의 재판에서 적용되지 않는 내용
이 들어 있는 경우에도 제청법원이 단일 조문 전체를 위헌제청하고 그 조문 전체가 같은

85) 헌
 결 1997. 3. 27. 96헌바86, 9-1, 325(328); 1997. 4. 24. 96헌가3등, 9-1, 416(423); 2000. 6.
29. 99헌가16, 12-1, 767(771); 2001. 3. 21. 2000헌바25, 13-1, 652(655).
86) 구
 성요건 부분만 심판대상으로 삼은 예로는 헌결 1992. 6. 26. 90헌바26, 4, 362(365); 1994. 6. 30.
93헌가15, 6-1, 576(578); 1996. 10. 4. 93헌가13등, 8-2, 212(215)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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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척도가 적용될 위헌심사대상인 경우 그 조문 전체가 심판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87)
여기서 법률이 여러 차례 개정된 경우에 개정된 신 법률에 포함되어 있는 동일내용의
법률조항이 여기서 말하는 동일한 법률의 다른 법률조항에 해당되는지 문제된다. 이는 긍
정된다. 그래서 심판대상이 된 법률규정이 후에 폐지되었거나 동일한 내용의 다른 규정으
로 대체된 경우에도 법질서의 수호를 위하여 심판대상인 법률규정만이 아니라 새롭게 시
행된 동일한 내용의 법률규정까지 위헌으로 선언하는 것이 필요하다.88)
⒝ 체계적으로 밀접불가분한 경우: 헌법재판소는 재판의 전제성이 있는 부분과 체계적
으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도 심판대상을 확장하고 있다.89)
⒞ 심판대상 조항의 적용의 전제가 되는 경우: 헌법재판소는 심판의 대상이 된 법률조
항이 적용되기 위하여 전제가 되는 규정에 대하여도 심판대상으로 확장하고 있다.90)
⒟ 개정법률 등 유사법률 조항에 대한 확장의 문제: 위헌제청은 개정전 법률조항에 대
하여 이루어졌지만 개정법률 또는 다른 유사법률에 제청신청된 법률과 마찬가지의 위헌
성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하여 심판대상을 확장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헌법재판소가 이에 대해 적극적 입장을 취한 예는 발견하기 어렵다.
라) 심판대상의 변경
헌법재판소는 당사자가 청구취지 등에서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는 대상법률조항에 대하
여, 심판청구이유, 법원에서의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사건의 경과, 당해사건 재판과의 관
련성의 정도, 이해관계기관의 의견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직권으로 청구인이 구

87) 관세법 제182조 제2항(…… 그‘예비를 한 자’
와‘미수범’
은 ……)과 같이 병렬적으로 적용대상이 규정되
어 있는 경우라도 그 내용이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어 같은 심사척도가 적용될 위헌심사대상인 경우 그 내
용을 분리하여 따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헌결 1996. 11. 28. 96헌가13,
8-2, 507, [516]). 새마을금고법 제66조 제1항 제2호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에서도 이와 같은 전제 하에
당해사건의 재판에서 적용되지 않은 정관 부분에 대하여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아 판단하였다(헌결 2001.
1. 18. 99헌바112, 13-1, 85[90]). 또한 제청법원이 위헌심판제청을 한 법률조항은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전단 중 고급주택 부분인 사건에서, 같은 항 후단 중 고급주택에 관한 부분도 함께 심판대상으로 삼
은 예도 있다(헌결 1999. 1. 28. 98헌가17, 11-1, 11[18]; 1999. 3. 25. 98헌가11등, 11-1, 158[167]
참조).
88) 최
 근 들어 이렇게 결정한 사례로는 헌결 2008. 6. 26. 2005헌마506, 20-1하, 1397; 2008. 7. 31.
2007헌가4, 20-2상, 20; 2008. 7. 31. 2005헌바90; 2008. 11. 27. 2006헌마352, 20-2하, 367 등
참조.
89) 헌결 1994. 4. 28. 92헌가3, 6-1, 203(213); 2001. 1. 18. 2000헌바29, 13-1, 111(114).
90) 헌결 1994. 6. 30. 93헌가15등, 6-1, 576(584); 1999. 3. 25. 98헌가11등, 11-1, 158(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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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그 심판의 대상을 변경하여 확정하는 경우가 있다.91)
마) 한정위헌청구와 심판대상의 확장
법원의 제청에 의한 위헌법률심판절차에서는 거의 문제되지 않지만, 헌재법 제68조 제2
항의 헌법소원심판절차에서는 자주 문제되는 것이 바로 한정위헌청구의 적법여부이다. 이와
같은 청구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성을 인정하는 여부를 둘러싸고 다양하게 논의를
전개한다. 또 이 문제는 심판대상에 따른 주문의 효력과 그대로 연결되는 사안이기도 하다.
헌재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에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로 되어야 하고, 이 경우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그 법률이 당해사건
재판에서 적용되는 법률이어야 하고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
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92) 여기서‘법률이 헌법에 위
반되는지 여부’
는‘법률’자체의 경우를 말하며,‘법률의 해석’
의 경우를 제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일반적으로 법률조항 자체에 대한 다툼과 법률의 해석에 관한 다툼은, 그 구분
이 모호한 경우가 많지만, 일응 구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93)
따라서, 헌재법 제68조 제2항이“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이
라고 규정함으로써 심판의 대상을‘법률’
에 한정하고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법률조항 자
체의 위헌판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조항을“……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위헌”
이
라는 판단을 구하는 청구는 헌재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청구로 적절치 아니하다.94)
그러나 법률조항의 내용에 따라서는 비록 당사자가 해석문제를 제기하지만,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 문제로 선해할 여지가 있는 경우가 있는바,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주장이
단순히 법률조항의 해석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법률조항이 불명확하여 이를 다투는 등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에 관한 청구로 이해되는 경우에는, 한정위헌의 판단을 구하는 심

91) 헌
 결 1998. 3. 26. 93헌바12, 10-1, 226(233); 1999. 10. 21. 97헌바26, 11-2, 383(395); 1999. 9.
16. 92헌바9, 11-2, 262(264); 2000. 8. 31. 98헌바27등, 12-2, 190(194); 1999. 7. 22. 97헌바55,
11-2, 149(164).
92) 헌
 결 1995. 7. 21. 93헌바46, 7-2, 48(58); 2000. 7. 20. 99헌바61, 헌공 48, 50(52); 2001. 9. 27.
2000헌바20, 13-2, 322(327-328).
93) 헌결 1999. 3. 25. 98헌바2, 11-1, 200(208).
94) 헌
 결 1995. 7. 21. 92헌바40, 7-2, 37; 1997. 2. 20. 95헌바27, 9-1, 161; 1999. 3. 25. 98헌바2,
11-1, 200(208); 2001. 3. 21. 99헌바107, 헌공 55, 33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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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청구도 헌재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으로 보아 적법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95)
현재 헌법재판소는 한정위헌청구에 있어 청구된 영역과 그렇지 않은 영역을 구분할 수 있
다면, 그 자체에 대해 적법성을 인정할 수 있을지에 대해 깊은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96)
아무튼 현재까지 전개한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청구를 둘러싼 태도에 비추어 볼 때, 청
구를 각하하는 경우에는 논의의 여지가 없지만, 기각하거나 인용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심
판대상의 획정을 어떻게 파악하는지가 중요하다. 이미 소개한 바와 같이 청구의 적법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률 조항 그 자체가 계쟁물이 된 것으로 보고 있다. 즉 한정위헌청구
그 자체에 대해 적법성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법률 조항 그 자체에 대한 심판청구로
파악하는 것이다. 따라서 심판에 따른 결정이 이루어지면, 법률 조항 그 자체에 대해 결
정이 선고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6) 위헌심판의 관점과 결정
가) 위헌심판의 관점
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심판절차에 있어 규범의 위헌성을 제청법원이나 제청신청인이
주장하는 법적 관점에서만이 아니라 심판대상규범의 법적 효과를 고려하여 모든 헌법적
인 관점에서 심사한다. 법원의 위헌제청을 통하여 제한되는 것은 오로지 심판의 대상인
법률조항이지 위헌심사의 기준이 아니다.97)

95)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그동안 적극적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아 판단한 경우는 대체로 다음의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법규정 자체의 불명확성을 다투는 것으로 보는 경우로서, 헌법상의 명확성원칙을
다투는 경우 혹은 조세법률주의(과세요건 명확주의) 위반을 다투는 경우(헌결 1999. 11. 25. 98헌바36,
11-2, 529, [536]; 2000. 6. 1. 97헌바74, 헌공 46, 448[449] 등), 둘째 소위“법원의 해석에 의하여 구
체화된 심판대상규정의 위헌성”문제가 있는 것으로 볼만큼 일정한 사례군이 상당기간에 걸쳐 형성, 집적
된 경우(헌결 1998. 7. 16. 97헌바23, 10-2, 243[251-252]; 2001. 8. 30. 2000헌바36, 헌공 60, 852
등), 셋째 위 두 가지 경우에 해당하지 않지만 한정위헌의 판단을 구하는 청구가 법률조항 자체에 대한 다
툼으로 볼 수 있는 경우(헌결 2000. 6. 1. 97헌바74, 헌공 46, 448-449；2000. 6. 29. 99헌바66등,
12-1, 848[865] 등)이다. 헌결 2008. 11. 27. 2004헌바54, 20-2하, 186[196] 참조.
96) 이
 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헌결 2008. 11. 27, 2004헌바54, 20-2하, 186(196 이하) 참조. 문헌으로
는 김하열,“법률해석과 헌법재판. 법원의 규범통제와 헌법재판소의 법률해석”
, 저스티스 통권 제108호,
5-53; 박순성,“한정위헌청구의 적법성”
, 헌법실무연구회 제78회 월례발표회, 2007. 9. 27; 이명웅,“헌
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제도. 실무상 쟁점을 중심으로”
, 헌법논총 제12집, 309-340; 이준
상,“한정위헌청구의 허부 및 허용범위에 관하여”
, 헌법논총 제17집, 273-339; 한수웅,“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한정위헌결정의 문제점. 한정위헌청구의 문제를 계기로 하여”
,
홍익법학 제8권 제2호, 137-171; 황도수,“한정위헌청구의 적법성”
, 헌법실무연구회 제78회 월례발표
회, 2007. 9. 27. 등 참조.
97) 헌결 1996. 12. 26. 96헌가18, 8-2, 680(690); 2000. 4. 27. 98헌가16등, 12-1, 427(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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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헌선언의 범위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하는 범위는 심판대상과 일치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헌법
재판소는 원칙적으로“제청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
으로서“재판의 전제성이 있는 법률 또
는 법률조항”
에 한하여 위헌선언을 할 수 있다. 즉 위헌심판의 대상이 된 법률조항 중 일
정한 법률조항이 위헌선언된 경우 같은 법률의 그렇지 않은 다른 조항들은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원칙이다.98)
하지만 법률조항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당해 법률 전부를 시행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
에는 그 전부에 대하여 위헌의 결정을 할 수 있다(헌재법 45조 단서).99) 그리고 법률 전체
만이 아니라 동일한 법률의 다른 법률조항도 그 법률 중 심판대상이 된 법률조항과 특별
한 관계가 있어 심판대상이 된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이 있는 경우 그 다른 법률조항
도 계속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에 대하여도 위헌의 결정을 할 수 있다.100)
7) 결정의 유형
헌법재판소는 법률의 위헌여부를 심판한 다음에는 결정을 선고해야 한다. 위헌심판의
제청이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면 각하결정을 한다. 적법요건을 갖추었다 판단하면
본안에 대해 결정을 하게 된다.
헌법이나 헌재법은 위헌법률심판에 있어 본안에 관한 정형적인 결정으로 합헌결정과
위헌결정을 의도하고 있다. 그러나 그 필요성으로 인해 다양한 형태의 변형된 결정이 모
색된다.101)
가) 정형결정
⒜ 위헌결정
위헌결정은 그 자체로서 동일한 일정한 법적 효과를 지향하지만, 심판대상의 규모로 인
해 몇 가지로 유형화가 가능하다.

98) 헌결 1996. 12. 26. 94헌바1, 8-2, 808(829).
99) 법률 전체에 대해 결정을 선고한 사례로는 헌결 1994. 7. 29. 92헌바49등, 6-2, 64(117); 1996. 1. 25.
95헌가5, 8-1, 1(5); 1999. 4. 29. 94헌바37등, 11-1, 289(347) 참조.
100) 헌결 1989. 11. 20. 89헌가102, 1, 329(342); 1991. 11. 25. 91헌가6, 3, 569(581).
101) 이하 상세한 내용은 남복현(주 75), 909-95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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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단순위헌결정이다. 이 유형은 조, 항, 본문, 단서, 호, 괄호, 별표 등과 같이 명확
하게 조문상의 단위를 심판대상으로 삼아 그에 대해 위헌으로 결정하는 것이다. 헌재법은
이 유형을 중심으로 효력문제나 심판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다.102)
다음, 부분위헌결정이다. 조문상의 단위가 아닌 조문의 일부에 대해서만 위헌으로 결정
한 경우이다. 이 유형은 단순위헌결정과 동일하게 위헌결정의 효력이 인정된다. 조문상의
단위 그 자체를 위헌심판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심판청구나 제청된 바에 따라 또는 직권
에 의한 심판대상의 조정을 통해 조문의 일부분에 대해서만 위헌결정을 한다는 점은 입법
자를 존중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이다. 그러나 이 유형을 헌법재판소가 선택함에 있
어 위헌결정한 후 잔존한 조문이 그 본질적 의미에 있어 전혀 다르게 변경되거나 소통될
수 없어서는 안 된다. 즉, 이 유형은 조문에 있어 가분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된다.
이어서 이른바 포함위헌·적용위헌결정103)이다. 이 유형 역시 심판대상에 대해 단순위
헌결정을 선고한 것과 그 효과에 있어 동일하게 나타난다. 다만, 심판대상에 있어 주의하
여야 할 요소가 있다. 이 유형은 조문상의 단위나 조문상의 명시적인 일부를 심판대상으
로 삼은 것이 아니고 그것을 보다 더 세분화시켜 해석례나 적용례의 일부로 한정해서 심
판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전술한 부분위헌결정과 구분된다.
그러나 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한 해석례나 적용례에 대해서는 주문의 효력이 미치지 않
는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104) 즉 그에 대해 나중에 위헌심판이 제청되거나 청구된다면,
헌법재판소는 전소의 결정과는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심판을 하고 또 본안판단이 이루어
졌을 경우 판단에 따른 적절한 결정유형을 선택할 수 있다.105) 이 점에서 후술할 한정위헌

102) 제
 45조에서는“헌법재판소는 제청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위헌여부만을 결정한다. 다만, 법률조항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당해 법률 전부를 시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전부에 대하여 위헌의 결정
을 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제47조 제1항은“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고 하며, 같은 조 제2항은“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103) 결
 정의 형식을 유형화함에 있어 이러한 용어가 적절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적지 않으나,
일부위헌이라는 용어 역시 혼란의 여지가 적지 않고 또 대체되는 적절한 용어도 찾지 못하였음에 따라
잠정적으로 이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104) 상세한 내용은 남복현,“헌법재판소 결정의 효력에 관한 쟁점과 해결방안”
, 헌법재판연구 제7권, 321 참조.
105) 이
 러한 주문유형을 고유한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부분위헌결정이나 후술하는 한정결정(한정합헌이
나 한정위헌)에 흡수시켜 파악할 경우 결정의 효력과 관련해서 중대한 문제를 초래하게 된다. 이런 문제가 등
장하는 결정적인 요인은 심판대상 획정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또 심판대상과 결정주문의 관계에 대해 인식을
결여하였기 때문이라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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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과는 구분된다.106)
⒝ 합헌결정
합헌결정이 심판대상에 위헌성이 결여된 경우에 선고하는 전형적인 결정유형임은 두말
할 필요가 없다. 법률의 위헌여부를 심판하고 합헌으로 결정한 것은 기존의 법적 상태가
합헌임을 권위적으로 확인함을 의미한다. 그렇다고 해서 입법자로 하여금 개선입법을 금
지하거나 제약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관련하여 지적할 것은 헌재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이나 같은 조 제1항
의 헌법소원심판에 있어 심판청구된 법률에 대해 합헌주문을 제시할 것이 아니라,‘… 심
판청구를 기각한다’
는 주문을 제시함이 타당하다거나107) 실제로 그러한 주문이 제시되는
경우108)이다.109) 그러나 그보다는 오히려 계쟁물인 법률이 합헌임을 권위적으로 확인해
줌이 법질서의 안정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헌법소송의 특성에 부
합하는 것이다.110)
합헌결정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잠정합헌결정을 들 수 있는데,‘아직은 합헌’
결정 또는
입법촉구결정으로 칭해지기도 한다. 이 유형이 선택될 수 있는 상황은 두 가지를 고려할
수 있다.111) 그 하나는 심판대상에 이미 위헌성이 강하게 내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106) 또
 전술한 한정위헌청구와도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게 된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한정위헌청구가 있을 경
우 해당 법률조항 자체의 다툼으로 선해해서 위헌심판절차를 진행시키는 것이 일상적이긴 하다. 하지만,
한정위헌청구된 물건 그 자체를 심판대상으로 삼아 청구인용의 주문을 제시할 경우에는 이 문제와 그대
로 조우하게 된다. 이에 관해서는 Ⅴ.1.다.5)마) 참조.
107) 결
 1995. 10. 26. 92헌바45, 7-2. 397(410-418); 1995. 10. 26. 93헌마246, 7-2. 498(511-519,
조승형 재판관의 반대의견) 참조.
108) 헌
 법재판소는 1995년 이래 헌재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사건에서 심판대상이 법률일 경우 합헌
주문을 제시하지 않고 심판청구의 기각주문을 제시하고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는 헌결 1996. 6. 13. 94
헌마118 등, 8-1. 500 참조. 그러나 이 결정의 경우 헌바사건과의 병합사건이었기 때문에 심판청구의
기각주문을 제시치 않고 합헌주문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109) 그
 러나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을 사건담당법원이 제청한 경우에 대해서는 단순합헌으로 선고하는 것에 관
해서는 양해하는 것으로 보인다. 판례집 7-2. 397(414) 참조.
110) 그
 리고 유사사건의 소송당사자가 이미 합헌결정된 법률에 관해 거듭 다투는 경우에는 사정변경의 사유
를 적시하지 않는 한, 심판청구를 각하하여야 할 것이다. 이것이 오히려 소송경제에 기여하는 것이다.
111) 그
 러나 헌법불합치결정과 결부시켜 입법촉구결정을 하는 경우를 하나의 결정유형으로 유형화하는 것은
입법자와의 관련성을 명확히 하려 한다는 측면에서 넓은 의미의 입법촉구결정에 포함시킬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결정유형을 구분함에 있어 그러한 유형은 헌법불합치결정으로 봄이 바람직할 것이다.

법원 등에 관한 장 (제101조부터 제130조까지)

145

제
5
장
법
원

헌결정을 회피할 목적으로 아직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형태로 나타내는 경우이
다.112) 다른 하나는 앞의 경우와는 달리 심판대상 자체에 그렇게 위헌성이 강하게 내포되
어 있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의 시일이 경과한 후에 때에 따라서는 위헌결정이 선고될 수
있음을 상징적으로 시사하는 경우이다.113)
문제는 이러한 내용이 주문으로 적시되는 경우이다. 그렇지만 이 경우조차도 합헌결정
으로서의 효과를 가짐에 지나지 않는다.114)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결정주문에서는 단순히
합헌으로 제시하고 그러한 취지의 내용을 이유의 결론부분이나 판단의 결론부분에 언급
할 뿐이다.
이 유형은 입법자와 관련해서는 개선입법을 촉구하는 의미를 지닌다. 하지만, 법적인
기속력을 갖는 것이 아니고, 단지 선언적이고 사실상의 효과를 가짐에 지나지 않는다. 즉
차후 사정변경이 있거나 재판관들의 구성이 변경되었을 경우115) 위헌결정이나 헌법불합
치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상징성을 지닐 뿐이다.116)
나) 변형결정
법률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변형결정에 관해 아무런 규정이 없다. 이에 대해 학설과 판

112) 이
 런 사례는 독일에서도 자주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관련된 사안으로는 공무원급여법이나 선거법을
들 수 있다. 헌결 1993. 5. 13. 92헌가10 등, 5-1. 226(243-244); 이기철,“헌법재판소의 변형결정에
대한 논거”
, 공법연구 제26집 제2호, 197-198 참조.
113) 이기철(전주), 184 이하 참조.
114) 그
 런데 만약 이러한 형태의 주문이 제시되었다면, 이를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가 문제될 수 있다. 그러나
그 법적 효과는 입법자에게 불확정기한부 개선입법을 촉구하는 의미를 지닐 것임과 아울러 법적용자에
게는 개선입법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대로 그 법률을 적용하면 될 것이므로 문제되지 않는다. 다만 헌법
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입법자에게는 신속한 개선입법을 촉구함과 아울러 법적용자에게는 불합치법률
의 잠정적인 계속적용을 명하였을 경우와 어떻게 구획지을 것인가가 문제될 수 있겠지만, 입법자에 대한
개선입법책임의 신속성여부를 구분하는 준거로 삼을 수 있다고 하겠다. 물론 이것은 입법자가 개선입법
의무를 신속히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한 국가배상청구권의 허용여부와 관련성을 지닐 수 있을 것이다.
115) 이
 런 점에서 본다면, 이른바 위헌불선언결정의 경우에도 그 개연성이 높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을 것이긴 하지만, 규범적인 틀로 인해 야기된 것임에 따라 그 이상의 의미를 찾기는 어렵다고 하
겠다.
116) 결
 정의견을 변경한 대표적인 사례로는 헌결 2005. 6. 30. 2004헌바33(17-1, 927)과 헌결 2008. 5.
29. 2006헌마1096(20-1하, 270)을 비교해서 참조. 전소(2004헌바33) 결정에서는 공직선거법에서 공
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합헌이라 하였지만, 후소(2006헌마1096)의 결정에서는 위헌이라고 하였다. 그렇
다고 전소의 결정에서 개선입법촉구의 의견이 제시된 것은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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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하는 결정유형이라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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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형결정의 필요성과 법적 근거
a) 변형결정의 필요성
변형결정을 선고할 필요성에 관해 규범적인 측면에서 제시되는 사유로는 몇 가지를 들
수 있다.118)
첫째,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점은 두 가지 측면에서 지적할 수 있
다.119) 그 하나는 사회적 기본권과 관련하여 평등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영역에서 나타
난다.120) 다른 하나는 심판대상이 된 조항이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고, 그 해석가능성중
합헌으로도 해석될 수 있고 위헌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 경우 단순 위헌으로 결정하기 보
다는 위헌적인 해석만을 배제함으로써 존중할 수 있게 된다.
둘째, 통일적인 법질서의 형성에 관해서도 두 가지 측면으로 검토할 수 있다. 그 하나
는 심판대상인 법률조항을 유지·존속시키면서도 위헌해석된 부분을 헌법질서에서 배제
함으로써 그러한 질서의 확보가 가능하게 될 것이다. 다른 하나는 헌법재판소가 헌법불
합치결정을 선고함에 있어 법적용자에 대한 효과로써 불합치법률의 적용절차를 중지하고
개선입법에 의해 처리하도록 하는 것도 비록 심판대상에 위헌성이 내재해 있지만 위헌결

117) V
 gl. Rupp-von Brünneck, Verfassungsgerichtsbarkeit und gesetzgebende Gewalt, AöR 102(1977), S.19; Ruppvon Brünneck, Verfassung und Verantwortung, 1983, S.359; Klaus Schlaich, Das Bundesverfassungsgericht,
4.Aufl., 1997, S.269.; 이기철(주 112), 181; 김운용, 위헌심사론(1998), 568, 571.
118) 이하 상세한 내용은 남복현(주 75), 855 이하 참조.
119) 이기철(주 112), 192 이하 참조.
120) 즉
 동등한 여건을 갖춘 집단이지만, 특정집단은 사회적 기본권의 향유대상에서 포함되어 있는데 반해,
또다른 집단은 그 대상에서 배제되어 있을 경우, 이를 규율하는 법률에 관해 단순하게 위헌결정을 선고
한다면, 기존에 사회적 기본권을 향유하던 집단조차도 배제되는 현상을 초래할 것이고, 또 배제된 집단
을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편익의 대상에 포함시킨다면,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의 침해나 국가의 재정적
규모의 간과 등을 야기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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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선고할 경우에 야기되는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기존의 헌법불합치질
서를 신속하게 합헌적인 질서로 이행시키는 것이다.
셋째, 기본권보장을 극대화한다는 점은 주로 사회적 기본권과 관련하여 논의될 수 있
다. 즉 사회적 기본권에 있어 법률은 기본권을 형성하고 촉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그와
아울러 그러한 기본권이 제대로 향유될 수 있기 위해서는 국가재정의 뒷받침이 이루어지
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사회적 기본권에 대해 단순하게 위헌결정을 선고할 경우 기존
에 사회적 기본권을 향유하던 집단의 법익이 훼손된다는 문제점을 초래한다. 이때 헌법재
판소는 위헌결정을 선고하지 아니하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입법자로 하여금 국
가의 재정적인 상태를 고려하면서 기존에 편익을 향유하는 집단은 물론이고 향유하지 못
하던 집단까지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입법을 촉구하게 된다.121) 또 그와 아울러 법적
용자에게는 불합치법률의 적용절차를 중지하고 개선입법에 따라 사회적 기본권과 관련한
법적 분쟁을 해결하도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사회적 기본권의 향유대상이 확장 내지
조정될 수 있게 된다.122) 헌법재판소는 재산권이나 인격권과 관련해서도123) 나타날 수 있
음을 제시한다.124)
위헌결정을 선고함으로 인한 부작용은 헌법재판소가 선고한 변형결정의 사례를 분석할
때 몇 가지로 유형화할 수 있다.125)
첫째, 위헌결정을 선고함으로써 법적 공백상태를 야기하게 되고 그로 인해 법적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126) 위헌결정은 필연적으로 사실상의 기성질서를 부인하는

121) 여기서는 편익의 향유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편익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할 따름이다.
122) 예컨대 개별적 근로자의 권리와 관련해서는 헌결 1997. 8. 21. 94헌바19 등, 9-2. 243 참조.
123) 현
 재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 실제를 살펴 볼 때, 사회적 기본권보다는 재산권이나 인격권과 관련
하여 그러한 결정을 주로 선고하는 것은 아닌가 한다. 재산권관련 결정례로는 헌결 1994. 7. 29. 92헌
바49 등, 6-2. 84; 헌결 1995. 11. 30. 91헌바1 등, 7-2. 562 참조. 인격권과 관련해서는 헌결 1997.
3. 27. 95헌가14 등, 9-1. 163; 헌결 1997. 7. 16. 95헌가6 등, 9-2. 1 참조.
124) 사
 회적 기본권이 아닌 자유권적 기본권의 영역에서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함이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해
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지 않다. 상세한 내용은 vgl. Peter E. Hein, Unvereinbarerklärung verfassungswidriger
Gesetze durch das Bundesverfassungsgericht, Baden-Baden 1988, S.112ff.; 남복현,“법률의 위헌결정의 효력
에 관한 연구”
, 박사학위논문, 한양대 대학원(1994), 145 이하.
125) 이
 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남복현(주 75), 858 이하 참조.
126) 법
 적 공백과 법적 혼란을 비교할 때, 후자가 포괄적인 개념으로 보여진다. 헌법재판소도 초기에는 양자
를 별개의 개념으로 사용하는 듯하였지만, 최근 들어 법적 공백상태로 인해 법적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형
태로 논리체계를 조정하는 듯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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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게다가 이런 논리를 확장하게 되면 어떠한 경우에도 위헌결정을 선고할 수 없는
상황이 등장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둘째, 국가재정에 엄청난 부담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특히 국가재정에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조세이고 또 제정된 지 오래된 근거법률이라면 이 문제는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사항이다. 게다가 소송의 범람도 지적되어야 한다.
셋째, 선거법을 단순위헌으로 결정함에 따라 선거운동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한 것이
라는 문제점을 초래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사례는 보다 위헌적인 상황의 초래방지라는

제
5
장
법
원

시각에서 접근할 수 있다.
넷째, 국가기관의 업무수행에 있어 어려움의 초래문제이다. 그 내용으로는 재판과정에
서의 인과관계 입증여부에 대한 판단이나 법제도의 미비 또는 전문성의 결여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다. 물론 여기서는 그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와 국민의 기본권상 불이익을 형
량하여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다섯째, 국민들이 재판절차에서 기본권구제를 받음에 있어 현실적인 장애를 초래할 수
도 있다는 점이다. 이 문제는 절차법과 관련하여 논란의 여지가 적지 않을 것이다.
여섯째로는 그 이외에도 공무원급여와 관련된 법률이 위헌결정되어 당장 급여를 중단
하고 개선입법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만 하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거나 국회의원선거 관
련 법률이 위헌결정되어 이미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그 직을 상실함으로 인해 선거법을 개
정하여야 하는 국회 자체가 구성불능상태를 초래할 수 있는 경우를 상정할 수 있다. 이는
기존의 상태보다 더 위헌적인 상황의 발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러한 경우도 위헌결정으
로 인한 부작용이라고 하겠다.127)
b) 변형결정의 법적 근거
변형결정의 법적 근거를 찾는다면, 첫째로는 헌재법 제45조 본문이다. 이 규정의 취지
는 헌법재판소는 법률의 위헌여부만을 심사하는 것이지 결코 위헌제청된 전제사건에 관
하여 사실적, 법률적 판단을 내려 그 당부를 심판해서는 안 됨을 의미한다.
둘째, 헌재법 제47조 제2항 본문을 변용해석하고 또 위헌법률의 실효여부 또는 그 시
기도 헌법재판소가 재량으로 정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한다. 그런가 하면 헌법불합치결정
을 헌재법 제47조 제2항 본문의‘효력상실’
을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변형 위헌결정으로 규

127) 이
 기철(주 112), 195-19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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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짓고 있다.128)
아무튼 변형결정을 선고할 필요성이 대단히 크고 법적 근거가 이를 명시적으로 부인하
지 않는 한, 헌법재판소가 법률의 위헌여부를 심판함에 있어 헌재법상 명문의 규정이 없
다 할지라도, 헌법형성적인 기능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129)
⒝ 변형결정의 유형
a) 한정결정
우리 헌법재판소는‘…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또는‘…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
는 형태의 결정주문을 빈번하게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한정적인 형
태의 주문을 제시하는 사례를 통칭해서 한정결정이라 한다. 이러한 한정결정이 선고되기
위해서는 먼저 심판대상 규범의 가분성여부가 판단되어야 하고, 그 다음 해석기준이 제시
되어야 한다. 그로 인해 심판대상규범의 내용이 일부 제한되거나 보충되는 결과가 초래되
어야 한다. 그러면, 한정결정 내지는 광의의 합헌적 법률해석에 해당하는 결정유형을 구
분하여 유형화130)한다.
먼저, 한정합헌결정이란 법률의 위헌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에 있어서 그 법률이 다의적
인 해석가능성이 있을 때 합헌적인 한정축소해석을 한 후 그 의미 범위 내에 있어서는 합
헌이라는 결정을 말한다.131) 한정합헌결정의 의미에 관해서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보충의
견132)에서 이를 적절하게 제시하고 있다.
즉“… 전제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적용하게 될 법률의 합헌성여부가 헌법재판소의
심사대상이 되었을 경우, 전제사건과의 상관관계 하에서 법률의 문언, 의미, 목적을 살펴
‘한편으로 보면 합헌이고 다른 한편으로 보면 위헌으로 판단될 수 있는 등 다의적인 해석
가능성이 생길 때’
, 헌법재판소는 일반적인 해석작용이 용인되는 범위 내에서 종국적으로

128) 헌결 1994. 7. 29. 92헌바49 등, 6-2. 64(120); 1997. 3. 27. 95헌가14 등, 9-1, 193(206).
129) 동지: 성낙인, 헌법학, 1225.
130) 합
 헌적 법률해석에 근거한 결정유형은 합헌결정만이 가능하고 한정합헌결정, 한정위헌결정 또는 조건부
위헌결정 등이 도출될 수는 없으며, 그러한 결정유형을 합헌적 법률해석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는 견해
로는 김운용, 위헌심사론, 529-530 참조.
131) 헌결 1997. 12. 24. 96헌마172 등, 9-2. 842(860-861).
132) 헌결 1989. 7. 12. 89헌마38, 1. 131(146 이하); 1992. 2. 25. 89헌가 104, 4. 64(111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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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해석가능성이 가장 헌법에 합치되는가를 가려 한정축소적 해석을 통하여 합헌적인
일정한 범위내의 의미내용을 확정하여 이것이 그 법률의 본래적인 의미이며 그 의미 범위
내에 있어서는 합헌이라고 말할 수 있고(따라서 그 이외의 해석가능성은 위헌임을 지시),
또 하나 방법으로는 위와 같은 합헌적인 한정축소해석의 타당영역 밖에 있는 사안례까지
법률의 적용범위를 넓히는 것은 위헌이라는 취지로 법률 문언 자체는 그대로 둔 채 한정
조항을 붙여 한정적 위헌선언을 할 수도 있다”
고 한다.
다음, 한정위헌결정이란 법률의 위헌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에 있어, 그 법률에 다의적
인 해석가능성이 있을 때 합헌적인 한정축소해석을 한 후, 그 타당영역밖에 있는 경우까
지 법률의 적용범위를 넓히는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말한다.133) 이 결정유형은 전술한
한정합헌결정과 비교할 때, 반대해석이 가능하고 또 위헌성이 강하게 내포된 사례에 대해
행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한정합헌은 해석과 관련해서 문제되지만, 한정
위헌은 적용사례와 문제되는 것으로 구분하려고 하기도 하지만, 해석과 적용을 별개로 논
의할 여지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적용의 문제는 당연히 해석을 전제로 하지 않
을 수 없기 때문이다. 차라리 한정위헌결정, 한정합헌결정 및 합헌적 법률해석은 심판대
상규범의 해석기준을 설정함134)과 아울러 그 규범에 내재에 있는 위헌성의 정도 내지 위
헌농도로 구분하여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135)
이어서, 조건부위헌결정이란 법률의 위헌여부를 심판함에 있어 그 법률의 다의적인 해
석가능성이 있을 때, 법문의 일부내용을 보충할 경우 합헌적으로 판단될 수 있는 경우에

133) 헌
 결 1997. 12. 24. 96헌마172 등, 9-2. 842(861). 그러나 한정위헌결정이란“단순위헌결정이 그 주
문에서 당해 법률이나 법률조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함으로써 그 효력을 상실시
켜 법률이나 법률조항이 폐지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 온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하여 특정의 해석기준
을 제시하면서 그러한 해석에 한하여 위헌을 선언하는 방식”
이라고 한다. 대판 1996. 4. 9. 선고 95누
11405, 공1996상, 1442 이하; 소순무,“조세법의 헌법적 조명”
, 재판자료 제77집, 540 참조.
134) 한
 정합헌과 한정위헌은 양 결정유형 모두 해석이나 적용의 다양성 및 법률의 합헌성 추정을 전제로 하
여 일정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위헌성의 배제를 의도로 한다는 점에서 동질성이 인정된다. 동지: 한수
웅,“헌법재판의 한계 및 심사기준. 헌법재판소와 입법자의 관계를 중심으로”
, 헌법논총 제8집, 1997,
210(한정합헌 및 한정위헌결정은 합헌적 법률해석의 필연적인 결과이다.); 김운용, 위헌심사론, 614(한
정합헌결정은 물론이고 한정위헌결정까지도 심판대상 법률의 본문에 어떠한 변동을 주지 않고 다만 그
법률의 해석방향만을 지시해줄 뿐이다) 참조.
135) 배
 준상,“헌법재판소와 입법권자”
, 법학논총 제9집, 1992, 46; 남복현(주 104), 315. 이에 관해 조규광
재판관은 법문의 의미가 미치는 사정거리를 파악하는 관점, 법문의미의 평가에 대한 접근방법 그리고 개
개 헌법재판 사건에서의 실무적인 적의성 등을 판단요소로 보고 있다. 헌결 1989. 7. 12. 89헌마38, 1.
131(147-148) 참조.

법원 등에 관한 장 (제101조부터 제130조까지)

151

제
5
장
법
원

제시할 수 있는 주문유형을 말한다.136) 이 유형은 한정합헌결정이나 한정위헌결정과 마찬
가지로 반대해석을 허용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그렇지만, 한정위헌이나 한정합헌은
법문의 의미를 축소 또는 제한하는 형태로 나타나는 데 반해, 조건부위헌은 법문의 의미
를 보충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이러한 유형은 일반적인 한정결정에 있어 기능적 한계를 유월한 것이 아닌가 하는 논란
이 제기된다. 즉 합헌적 법률해석이나 한정결정은 법문의 의미를 일부 축소 또는 제한하
는 범위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오히려 헌법재판소가 입법자인 국회
를 대체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될 여지가 없지 않다. 따라서 가능한 한 이 유형을 선택
함에 있어 신중하지 않으면 안 된다.
끝으로, 합헌적 법률해석이라 함은 어떠한 법률이 외형상 위헌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합헌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을 경우에는 가능한 한 합헌으로 해석하여 당해 법률이 존속될
수 있도록 하는 해석기술을 말한다.137) 합헌적 법률해석의 이론적 근거138)로는 헌법의 최
고규범성에서 나오는 법질서의 통일성, 권력분립의 원리, 법률의 합헌성추정의 법리 등을
들 수 있다. 법률을 가능하면 통일적으로 해석해서 입법부가 제정한 법률의 효력을 유지
시키는 것은 결국 권력분립의 원리와 민주주의적 입법기능을 최대한으로 존중하는 결과
가 된다고 하겠다. 법률의 합헌적 해석이 규범통제의 한계를 뜻한다고 보는 이유도 그 때
문이다.
b) 헌법불합치결정
헌법불합치결정이란 심판대상인 법률에 위헌성이 내재하여 있다 할지라도 단순히 위헌
결정을 선고하여 당해 법률의 일반적 적용배제라는 법적 효과를 추구할 경우에 야기되는
법적 혼란을 회피하고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을 존중하기 위해 위헌결정의 법적 효과에 일
정한 제약을 가하는 주문유형을 말한다.139)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헌법불합치결정의 유형은 대체로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가 심판대상이 된 법률의 헌법불합치성을 확인하고 입법자에게 개선입법을 촉

136) 헌결 1992. 3. 13. 92헌마37등, 4, 137.
137) 한정합헌결정과 법률의 합헌적 해석의 관계에 관해서는 남복현(주 75), 921-922.
138) 이에 관해 상세한 내용은 김운용, 위헌심사론, 496 이하; 허영, 한국헌법론, 76 이하 참조.
139) 남복현(주 124), 292; 남복현(주 104), 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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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한다는 측면에서는 동일하지만, 그 선고영역140)과 법적 효과는 서로 달리 나타난다.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회피하고 심판대상인 법률이 헌법에 불합치함을 확인하는데
그치는 사유로는 몇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는 수혜적 법률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 경우
이다. 둘째로는 위헌결정을 통해 법률조항을 법질서에서 제거하는 것이 법적 공백이나 혼
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이다. 셋째로는 심판대상인 법률조항의 합헌부분과 위헌부
분의 경계가 불분명하여 헌법재판소의 단순위헌결정으로는 이에 적절하게 구분하여 대처
하기가 어렵고, 다른 한편으로는 권력분립의 원칙과 민주주의원칙의 관점에서 입법자에
게 위헌적인 상태를 제거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
우, 헌법재판소는 자유권이 침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입법자의 형성권을 존
중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는 경우이다.141)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을 함으로써 입법자에게는 입법개선의무가 부과된다. 위
헌결정의 경우 위헌적 법률은 그 효력을 바로 상실하게 되는 반면, 불합치결정의 경우 불
합치 법률은 형식적이나마 계속 존속하게 된다. 위헌성이 내재된 불합치 법률임에도 그
형식적 존재를 유지시키는 이유는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통하여 위헌적 법률을 제거
함으로써 스스로 합헌적 상태를 실현하기 보다는, 권력분립원칙과 민주주의원칙에 비추
어 위헌적 상태의 제거를 입법자가 담당하도록 함이 적절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불합치결정은 위헌적 상태를 조속한 시일 내에 제거해야 할 입법자의 입법개선의무를 수
반하게 되며, 따라서 입법자에 대한 입법촉구결정을 포함하게 된다.
법적 효과는 법적용자와 관련하여 불합치법률의 적용절차를 중지하고 개선입법에 의해
처리할 것을 명하는 경우와 불합치법률을 잠정적으로 계속 적용하도록 명하는 경우로 나
누어 볼 수 있다.142)
(i) 원칙: 불합치법률의 적용중지
헌법재판소는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법적용자에 대한 효과로서 불합치법률의

140) 이
 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남복현(주 124), 140 이하, 305 이하; 한수웅,“헌법불합치결정의 헌법적 근거
와 효력. 독일에서의 판례와 이론을 중심으로”
, 헌법논총 제6집, 1995, 485 이하; 남복현(주 104), 334
이하 참조.
141) 헌재, 실무제요, 165.
142) 이
 러한 결정주문을 제시하면서 명시적인 기한설정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에 관해서는 남복현(주 124),
298-305; 남복현(주 104), 335-34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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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을 중지하고 개선입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는 경우를 모색할 수 있다. 이 유형의 특
징은 심판대상인 법률조항에 비록 위헌성이 내재하여 있긴 하지만, 위헌으로 확인하지 않
고 단지 불합치성만을 확인한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불합치결정이 선고되었다
고 하더라도, 위헌성이 내재하여 있다는 점에서 불합치성이 확인된 법률은 가능한 한 구
체적인 법률관계에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를 밝힌 것이다. 위헌결정으로 인한 법적
혼란을 방지하고 또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을 존중하기 위해 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인 법
률에 관해 단지 헌법불합치성을 확인하고, 입법자에게는 개선입법을 촉구함과 아울러 법
적용자에게는 불합치법률의 적용절차를 개선입법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려 개선입법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을 명하는 것이라고 하겠다.143)
(ii) 예외: 불합치법률의 잠정적용
각종 법의 적용영역에서 존재하는 법적인 관계는 대단히 다양하다. 그런데 단순위헌결
정을 선고하였을 때 경우에 따라서는 결정시점부터 개선입법시점까지 기존의 위헌상태보
다 더 위헌적인 상태가 초래되거나 중대한 법적 혼란이 초래될 때도 있다. 게다가 그 기
간 동안 불합치법률의 적용절차를 중지하고 기다릴 수도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와
같이 법적 공백상태로 인해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법익의 손상을 가져올 수 있는 경우를
부인하기 어렵다.144)
이런 경우에 헌법재판소는 아주 예외적으로 심판대상의 헌법불합치성을 확인하고 입법
자에게 신속한 개선입법을 촉구함과 아울러 법적용자에게는 개선입법시점까지 불합치법
률을 잠정적으로 계속 적용하도록 명할 수 있다.145)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법적용자에 대한 효과를 제시함에 있어 불합치법률의 적
용절차를 중지토록 하는 것과 불합치법률을 잠정적으로 계속 적용하도록 하는 것 중 헌
법재판소는 어느 것을 우선하여야 할 것인지가 문제될 수 있다. 이에 대해 견해에 따라서

143) 헌
 결 1994. 7. 29. 92헌바49 등, 6-2, 84(86); 1995. 11. 30. 91헌바1 등, 7-2, 562(569); 1997. 3.
27. 95헌가14 등, 9-1, 193(196); 1997. 7. 16. 95헌가6 등, 9-2, 1(6); 1997. 8. 21. 94헌바19 등,
9-2, 243(246) 등 참조.
144) 이
 는 위헌법률이 입법자에 의해 법률의 외관을 갖춰 사실상 제정되고 또 구체적 사실관계를 형성한 다
음, 많은 시일이 지난 후에서야 비로소 그 위헌성이 확인된다고 하는 사후적 규범통제의 제도적 한계로
인해 야기되는 필연적인 결과이다.
145) 헌
 결 1989. 9. 8. 88헌가6, 1, 199(201); 1991. 3. 11. 91헌마21, 3, 91(94); 1993. 3. 11. 88헌마5,
5-1, 59(62); 1995. 9. 28. 92헌가11 등, 7-2, 264(268)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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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기타
이상에서는 변형결정의 유형을 한정결정과 헌법불합치결정으로 한정해서 서술하였다.
하지만, 결정유형 상호간의 결합가능성에도 주목해야 한다.147) 그런 대표적인 모형으로
헌법불합치결정과 한정결정을 결합시키는 경우를 상정할 수 있다. 그 주문제시는‘…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또는‘… 하는 범위 내에서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
한다’
로 나타낼 수 있다. 이 경우는 해석기준에 따라 합헌해석과 헌법불합치해석으로 나
뉘어질 수 있게 된다.
8) 결정의 효력
가) 절차법적 효력148)
⒜ 헌법재판소 결정의 기속력
헌재법 제47조 제1항과 같은 법 제75조 제1항은 법률의 위헌결정과 헌법소원의 인용결
정에는 법원을 비롯한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하는 기속력이 인정된다.149)
기속력은 위헌결정만이 아니라 합헌결정,150) 한정결정(한정합헌결정이나 한정위헌결

146) 이
 점에 대해서는 대체로 견해가 일치되는 것으로 보인다. 헌결 1999. 10. 21. 97헌마301, 11-2,
496(513-514) 참조.
147) 상
 세한 내용은 남복현(주 75), 1048-1050; 남복현,“판례평석: 한정적 헌법불합치결정의 필요성 검토.
헌재 2008. 9. 25. 2007헌가9결정을 중심으로”
, 공법학연구 10-1, 71-76 참조.
148) 원
 래 절차법적 효력문제는 헌법재판소 결정 전반에 걸쳐 있는 문제이다. 그런 점에서 여기서 집중적으로
다룰 소재는 아니라 여겨지기도 한다. 그러나 이를 둘러싼 논의가 분분하다. 그러기에 여기서는 헌법재
판소의 결정에만 독특하게 인정되는 기속력과 법규적 효력에 대해 계쟁물이 법률이었을 경우를 전제로
간략하게 다루기로 한다.
149) 상세한 내용은 남복현(주 23), 155-188; 헌재, 실무제요, 83 이하.
150) 동
 지: 허영, 헌법소송법론, 171, 229-230. 반대: 정종섭, 헌법소송법, 179. 그러나 헌법재판소와 대법
원 모두 합헌결정의 기속력을 부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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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151) 및 헌법불합치결정에도 인정된다. 그러나 청구의 각하결정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러한 해석은 기속력 인정대상 결정유형을 위헌결정으로 한정한 것이 아니고 대표적인
사례를 예시한 것으로 이해하면,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 그리고 합헌결정은 기존의 법률
상태가 합헌임을 확인하는 의미를 지닌 것에 불과하고, 그렇다고 해서 입법자로 하여금
그 법률의 개정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또 입법자의 자유로운 입법형성권에 장애
가 되지 않는다.
여기서 기속의 의미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준수할 의무를 부과함(결정준수의무)
과 아울러 심판대상과 동일한 내용의 반복금지(반복금지의무)를 의미한다.152)
기속력의 주관적 범위는 법원을 비롯한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이며, 이는 기판
력의 주관적 범위를 확장한 것이다.
기속력의 객관적 범위에는 결정주문만이 아니라 결정이유 중 주문을 도출하는 중요한
근거도 포함된다. 중요한 이유의 기속력을 인정할 필요성은 이를 통해 결정취지를 명확하
게 파악하게 함으로써 법적용자인 법원과 행정청으로 하여금 정확한 법적용을 가능하게
하고자 함이다.153) 그런데 문제점은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중요한 결정이유라는 것은 결국 헌법해석을 의미한다. 그래서 결정취지를 준수할 의무를
부과한다 함은 입법자인 국회로 하여금 유사입법 내지 개선입법을 수행함에 있어 결정취
지를 입법에 반영할 것을 요구하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 이를 용인하게 되면, 입법권행사

151) 그
 런데 대법원은 한정합헌결정은 물론이고 한정위헌결정에 대해서조차도 그 기속력을 부인하는 태도를
취한다. 대법원은 헌법재판소가 행한 한정위헌결정에 관해“당해 법률이나 법률조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함으로써 그 효력을 상실시켜 법률이나 법률조항이 폐지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온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하여 특정의 해석기준을 제시하면서 그러한 해석에 한하여 위헌임을 선언하
는”결정이라고 한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한정위헌결정을 선고한다 할지라도, 심판대상이 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그 문언에 있어 전혀 달라지지 않은 채 그냥 존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결정은 법률해석
에 지나지 않고, 그것은 사법권의 본질적 내용에 속하는 법령의 해석·적용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한다.
이를 바탕으로, 이것은 국가권력분립구조의 기본원리와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규정한 헌법의 정신에서
당연히 도출되는 것이라고 한다. 만약 이러한 법원의 권한이 훼손된다면, 그것은 헌법 제101조와 사법
권의 독립을 규정한 헌법 제103조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한다. 즉,“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법원에
전속하는”법령의 해석·적용 권한
“에 대하여 다른 국가기관이 법률의 해석기준을 제시하여 법원으로 하
여금 그에 따라 당해 법률을 구체적 분쟁사건에 적용하도록 하는 등의 간섭을 하는 것은 우리 헌법에 규
정된 국가권력 분립구조의 기본원리와 사법권 독립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는 것이다. 대판 1996. 4.
9. 선고 95누11405, 공1996상, 1442 이하 참조.
152) 동
 지: 권영성, 원론, 1137; 성낙인, 헌법학, 1184; 허영, 헌법소송법론, 173. 그런데 모순저촉금지의무
로 파악하는 견해로는 정종섭, 헌법소송법, 175.
153) 동지: 허영, 헌법소송법론, 74-175. 반대: 정종섭, 헌법소송법, 178; 정종섭, 헌법학원론,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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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많은 제약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헌법해석에 대해서는 당연히 헌법재판소가 최종적
인 권한을 가진다. 그리고 결정취지를 준수하라는 요구는 입법지침을 제공하는 적극적인
의미가 아니다. 단지 소극적으로 입법내용을 제약할 따름이다. 이렇게 파악한다면, 입법
자에 대한 기속력을 인정한다 해서 크게 문제될 것은 아니다.154)
기속력의 시적 범위와 한계는 법률의 위헌결정이나 헌법소원의 인용결정에서는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물론 위헌결정에 있어서도 사정변경이 발생하였을 경우 입법자는 위헌
155)

결정된 법률과 동일한 내용의 법률을 거듭 제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헌결정되어 효력

상실된 법률 그 자체의 효력이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합헌결정이나 기각결정에서
는 사정변경에 따라 전소와는 다른 판단의 개연성이 인정된다.
⒝ 법률의 위헌여부결정의 법규적 효력
헌재법 제47조 제2항에 따르면, 법률에 관한 위헌결정은 그 법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힘을 갖는다. 즉, 위헌결정의 법률효력상실력이다.156) 이는 법규적 효력 중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다.
한정결정(한정합헌결정과 한정위헌결정), 헌법불합치결정 및 합헌결정에도 법규적 효력
이 인정된다. 합헌결정은 기존 법률상태의 합헌성 확인을 의미함에 지나지 않는다. 이는
위 규정을 한정조항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고 예시조항으로 이해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154) 반대: 정종섭, 헌법소송법, 179.
155) 합
 헌결정이나 변형결정의 경우에는 사정변경의 의미가 대단히 크다. 그중에서도 합헌결정과 잠정합헌결
정(입법촉구결정, 아직은 합헌결정)의 경우에는 사정변경의 사유가 발생하였고 또 재판관의 구성이 변경
되었을 때에는 위헌으로 결정될 여지도 있다고 하겠다.
156) 이
 에 관해서는 남복현,“법률에 관한 위헌여부 결정의 법규적 효력”
, 공법연구 제21집, 1993, 313334; 권영성, 원론, 1137; 허영, 헌법소송법론, 176 참조. 법규적 효력(Gesetzeskraft)이라는 의미를 법
률의 효력(Gesetz-Kraft)으로 이해하는 시각도 없지 않다. 이에 관해서는 두 가지 점이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그 하나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성격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그 결정이 지닌 법규범적 등급의 문제
이다. 전자에 있어 헌법재판소 결정은 사법작용일 뿐이지, 입법작용이 아니다. 결정은 재판에 지나지 않
고 법률을 소극적으로라도 제정하는 것이 아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해 법률의 효력이 상실
된다 할지라도, 그 결정은 법률을 개폐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기존의 법률의 법적 상태가 무효임을 확인
함에 불과하다. 만약 결정이 법률을 개폐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헌법재판소가 비록 소극적으로
나마 입법자를 대신하는 것이 된다. 이렇게 볼 경우 헌법재판을 사법작용으로 보기 보다는 입법작용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후자에 있어 법규적 효력의 등급은 심판대상이 된 법규범과 동등하게 나타나는 것이
지, 항상 법률과 동급의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즉 만약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심판절차를 통해 또는
부수적 규범통제절차를 통해 법규명령을 심판대상으로 삼아 위헌으로 결정하였을 경우 그러한 결정의
힘은 법규명령적 등급에 해당할 뿐이지, 법률의 등급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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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적 효력의 주관적 범위는 일반국민에 대한 대세적인 구속성을, 즉 일반적 효력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 효력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도 인정된다.
객관적 범위는 기속력과는 달리 오로지 결정주문에 대해서만 인정된다. 또 법규범을 대
상으로 한 결정에 대해서만 인정된다. 그리고 결정이유에 대해 법규적 효력을 인정할 경
우에는, 이는 헌법재판소에 의한 입법을 사실상 용인하는 것이 되어 입법자와의 관계에서
대단히 복잡한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마지막으로, 법규적 효력의 시적 범위는 기판력이나 기속력과 동일한 시각에서 파악할
수 있다.
나) 실체법적 효력
⒜ 위헌결정된 법률의 효력
a) 당연무효설과 폐지무효설
법률에 관한 위헌결정의 실체법적 효력문제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의
효력문제라 할 수 있다. 이 문제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선험적인 측면에서 위
헌법률의 효력의 존재에 관해 어떻게 인식하고 처리할 것인지가 전제되지 않으면 안 된
다. 위헌법률의 효력에 관해서는 헌법이나 관련 법률규정에 따라 국가마다 다르게 규정하
고 있다. 하지만, 그 인식방법은 당연무효설과 폐지무효설로 체계화할 수 있다.157)
당연무효설에 따르면 위헌법률은 처음부터 당연히 무효라는 입장이다. 이것이 당위적
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당해법률을 권위적으로 위헌임을 확인함으로써 나
타나게 된다.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확인판결로서의 성격을 지니며 선언적인 의미
에 지나지 않게 된다.
이에 반해 폐지무효설에 따르면 위헌법률은 처음부터 당연무효는 아니고 헌법재판소
가 당해법률을 위헌으로 결정할 때까지는 위헌이지만 유효한 법률이라고 한다. 헌법재판
소가 법률을 위헌으로 결정한다는 의미는 이제까지 유효하였던 법률을 무효로 만드는 것
이므로, 위헌결정의 법적 성격은 당연히 창설적 효력을 갖는 형성판결로서의 성격을 지닐
수밖에 없다고 한다. 그리고 법률에 관해 위헌결정이 선고되어 나타나는 법적 효과의 문
제는 당연무효가 아니라 입법정책적으로 고려할 사안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 다시 말하

157) 이
 하 상세한 내용은 남복현(주 124), 103 이하; 남복현(주 75), 972 이하; 정종섭, 헌법소송법, 31431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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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위헌결정된 법률을 소급적으로 무효로 할 것인지, 선고한 날로부터 무효로 할 것인지,
아니면 미래적으로 무효로 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입법형성권에 위임된 것이라고 한다.
b) 헌법재판소의 견해
(i) 장래효원칙과 예외적 소급효
헌법재판소는 헌재법 제47조 제2항 본문의 위헌심판사건158)에서 위 조항 본문이 합헌
임을 결정주문으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결정이유에서는 위 조항을 특별한 예외를 허용하
는 원칙규정으로 이해·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설시하였다.159) 여기서
특별한 예외는 구체적 규범통제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인정된다고 한다.
i) 원칙: 장래효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은 날부터 효력을 상실하는 것
이 원칙이다. 즉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은 원칙적으로 즉시효 내지 장래효를 갖는다. 이처
럼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원칙적으로 부인함으로써 우리의 입법자는 헌재법
제47조 제2항 본문의 규정을 통하여 형벌법규를 제외하고는 법적 안정성을 더 높이 평가
하는 방안을 선택하였다.160)
ii) 예외로서의 법정 소급효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위헌으로 선언되는 경우에 그 결정은 법률의 규
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소급효를 갖는다. 즉 위헌으로 선언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
률의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법 §47
Ⅲ). 이 경우 재심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헌재법 §47Ⅳ). 유의할 것
은 헌재법 제47조 제3항의 규정이 법원에 의해 이미 선고된 유죄판결을 그 자체로 무효
로 만든다거나 유죄확정판결의 집행을 정지시킨다거나 또는 진행중인 형의 집행을 금지

158) 헌
 결 1993. 5. 13. 92헌가10등, 5-1, 226(226이하).
159) 이
 런 입장은 나중의 결정에서도 반복되었다. 헌결 2000. 8. 31. 2000헌바6, 헌공 49, 744; 2001. 12.
20. 2001헌바7등, 13-2, 854 참조.
160) 헌
 결 1993. 5. 13. 92헌가10등, 5-1, 226(250).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와 같이 접근하지만, 후술하는
바와 같이 해석에 의한 소급효를 폭넓게 허용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입법자의 의도를 왜곡하였다는 비
판을 면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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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는 것은 아니다. 다만 유죄판결을 받은 자가 재심청구를 통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다툴 수 있을 뿐이다.161) 이미 형의 집행이 종료된 이후에도 재심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형사실체법 규정에 대한 위헌선언만이 소급효를 가지며, 법원조직법이나 형사소송법
등 절차규정에 대한 위헌선언의 경우에는 그러한 소급효가 없다. 즉 헌재법 제47조 제2
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법률에 관한 위헌결정의 법규적 효력에 대하여 소급효가 인정되는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의 범위는 실체적인 형벌법규로 한정하여야 하고, 위
헌으로 결정된 법률이 형사소송절차에 관한 절차법적인 법률인 경우에는 같은 조항이 적
용되지 않는다. 이와 같이 가급적 좁게 해석하는 것이 제도적으로 합당하다.162
그러나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위헌으로 선언될 경우 오
히려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던 자들에게 형사상의 불이익이 미치게 되는 경우에는 죄형법
정주의의 정신상 소급효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즉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한 결정163)에서 헌법재판소는 특례법 제4조 제1항은 비록 형벌에 관한 것이
기는 하지만 불처벌의 특례를 규정한 것이어서 위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할 경우 오히려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던 자들에게 형사상의 불이익이 미치게 되므로
이와 같은 경우까지 헌재법 제47조 제2항 단서의 적용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은 그 규정의
취지에 반하고, 따라서 위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고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던 자들을 소급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여 형사상으로 불이익한 결과를 가져
오는 경우에는 그 소급효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164)
iii) 예외로서의 해석에 의한 소급효
헌법재판소는 헌재법 제47조 제2항에 관한 위헌제청사건 등의 결정에서 우리의 입법
자는 위 조항 본문의 규정을 통하여 형벌법규를 제외하고는 법적안정성을 더 높이 평가하
는 방안을 선택하였는바, 이에 의하여 구체적 타당성이나 평등의 원칙이 완벽하게 실현되
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헌법상 법치주의의 원칙의 파생인 법적안정성 내지 신뢰보호의 원

161) 형
 벌법규에 대해서는 위헌결정이 있을 경우 소급효를 인정하는 반면, 비형벌법규에 대해서는 장래적인
효력상실을 규정함으로써 양자를 서로 다르게 취급한 헌재법 제47조 제2항이 헌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
니라는 점에 관해서는 헌결 2001. 12. 20. 2001헌바7등, 13-2, 854(855) 참조.
162) 헌결 1992. 12. 24. 92헌가8, 4, 853(887).
163) 헌결 1997. 1. 16. 90헌마110등, 9-1, 90(107).
164) 이와 같은 취지의 결정으로는 헌결 2009. 2. 26, 2005헌마764, 헌공 149, 451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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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에 의하여 정당화된다 할 것이라고 하여 그 법률조항의 합헌성을 확인하면서도, 효력이
다양할 수밖에 없는 위헌결정의 특수성 때문에 예외적으로 부분적인 소급효의 인정을 부
인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165) 즉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법률
의 위헌결정에 소급효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첫째, 구체적 규범통제의 실효성을 보장하는 견지에서 소급효를 인정하여야 할 경우는
다음과 같다. ① 법원의 제청·헌법소원의 청구 등을 통하여 헌법재판소에 법률의 위헌결
정을 위한 계기를 부여한 당해 사건, ②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이와 동종의 위헌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을 하였거나 법원에 위헌제청신청을 한 경우의 당해사건,
③ 따로 위헌제청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지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 등이다.
둘째, 당사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구체적 타당성의 요청이 현저한 반면에 소급효를 인정
하여도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없고 나아가 구법에 의하여 형성된 기득권자의 이득
이 침해될 사안이 아닌 경우로서 소급효의 부인이 오히려 정의와 형평 등 헌법적 이념에
심히 배치되는 때에도 소급효를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어떤 사안이 이와 같은 사건의
테두리에 들어가는가에 관하여는 본래적으로 규범통제를 담당하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선
언을 하면서 직접 그 결정주문에서 밝혀야 할 것이나, 직접 밝힌 바 없으면 그와 같은 경
우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일반법원이 구체적 사건에서 당해 법률의 연혁·성질·보호법
익 등을 검토하고 제반이익을 형량해서 합리적·합목적적으로 정하여 대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한다.
(ii) 헌법재판소 견해의 특징
헌법재판소의 결정내용을 일별하면, 몇 가지 특징적인 논리가 도출된다.166) 첫째로는
헌법재판소는 위 조항을 기본적으로 오스트리아의 헌법체계와 유사한 것으로 이해한다.
둘째, 결정한 날로부터의 효력상실을 원칙적인 장래효주의로 파악한다. 셋째, 결정의 선
고일 이전에 법률관계가 형성된 사건에 관해 위헌결정된 법률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을 소
급효로 파악함은 법률의 효력상실을 폐지로 이해하기 때문에 가능한 논리형식이다. 넷째,

165) 헌
 결 1993. 5. 13. 92헌가10등, 5-1, 226(250); 2000. 8. 31. 2000헌바6, 헌공 49, 744(745).
166) 이
 에 관해서는 남복현(주 124), 202 이하; 남복현(주 75), 979-98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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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장래효원칙에 대한 특별한 예외를 허용하는 목적이 구체적 규범통제의 실
효성확보에 있다고 함은 예외를 적용하지 않으면 구체적 규범통제로서의 속성을 유지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표현이다. 그리고 다섯째, 이상과 같은 논리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
로 인해 행위시법과 재판시법이 서로 달라짐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c) 대법원의 견해
대법원은 법률의 위헌결정의 소급효의 범위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와 부분적으로 견해
를 달리하고 있다. 대법원은 위헌법률의 적용배제범위를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입장
을 달리하였다. 즉, 초기에는 당해사건에 한해서,167) 그 후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까
지,168) 그리고 일반사건에까지169) 소급효를 허용하여 위헌결정된 법률의 적용배제범위를
확장해 나아가고 있다. 그렇지만 왜 일반사건에까지 확장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논거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소급효의 범위를 확장하지 않으면 안 되는
지에 대한 논거를 종전에 제시된 판결을 통해 살펴봄으로써 대법원의 견해를 추단해 볼
수밖에 없다.
그런데, 대법원은 다른 법리에 의한 소급효제한이 가능함을 설시한다.170) 대법원은 위
헌결정의 소급효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당해사건, 동종사건,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병행사건)뿐만 아니라 위헌결정 이후에 제소된 일반사건에도 미친다고 할
것이나, 그 미치는 범위가 무한정일 수는 없고 법원이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을 적용하지는 않더라도 다른 법리에 의하여 그 소급효를 제한하는 것까지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법적 안정성의 유지나 당사자의 신뢰보호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
우에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제한하는 것은 오히려 법치주의의 원칙상 요청되는 바라 할 것
이라고 하였다.171)
대법원은 또한 최근 들어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제한하는 형태로 다수의 판결을 선고하

167) 대판 1991. 6. 11.선고 90다5450, 공901, 1895; 1991. 6. 28.선고 90누9346, 공902, 2056.
168) 대판 1991. 12. 24.선고 90다8176, 공914, 640; 1992. 2. 14.선고 91누1462, 공917, 1065.
169) 대
 판 1993. 1. 15.선고 92다12377, 공939, 698; 1993. 1. 15.선고 91누5747, 공939, 735; 1993. 2.
26.선고 92누12247, 공942, 1100.
170) 대판 1994. 10. 25.선고, 93다42740, 공1994, 3077.
171) 대판 2005. 11. 10.선고, 2005두5628, 공2005, 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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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그 중에서도 이른바 일반사건172)에 있어 그런 모습이 나타남은 물론이고, 이른바
병행사건173)에 대해서조차도 그런 취지를 내세우자 함을 볼 수 있다.
대법원의 태도를 간단히 표현하면, 당해사건에 위헌법률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구체
적 규범통제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고,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까지 확장하는 이
유로는 위헌결정을 미리 받지 못한 우연한 사정 때문에 위헌법률의 적용을 용인하는 것은
권리구제의 측면에서 매우 불합리하다는 점을 제시한다.
174)

대법원의 이러한 논리형식을 일별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로, 대법원

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해 행위시법과 재판시법이 서로 달라짐을 전제로 한다.
둘째, 이러한 논리는 궁극적으로 법률의 효력상실을 폐지로 이해함으로써만이 가능하게
된다. 셋째, 위 조항 본문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에는 구체적 규범통제의 실효성이 없어지
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위 조항에 따르면 권리구제를 해주지 말아야 하나, 그렇게 할 경
우 권리구제의 측면에서 불공평하고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므로 국민의 기본권을 신장
해 주는 측면에서 예외적으로 소급효를 허용한다는 것이다.

172) 대
 법원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공무원직에서 당연히 퇴직하는 것으로 규정한 구 지
방공무원법(2002. 12. 18. 법률 제6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중 제31조 제5호 부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결 2002. 8. 29. 2001헌마788, 2002헌마173등)의 소급효를 인정할 경우 그
로 인하여 보호되는 퇴직공무원의 권리구제라는 구체적 타당성 등의 요청에 비하여 종래의 법령에 의하
여 형성된 공무원의 신분관계에 관한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의 요청이 현저하게 우월하다는 이유로, 위
위헌결정 이후 제소된 일반사건에 대하여 위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제한된다고 하였다(대판 2005. 11.
10.선고, 2005두5628, 공2005, 1971). 또 대법원은 퇴역연금 지급정지 대상기관의 선정 및 지급정지
의 요건과 내용에 관한 구 군인연금법 제21조 제5항 제2호 내지 제5호에 대한 위헌결정(헌결 2003. 9.
25. 2001헌가22)의 소급효가 인정된다고 볼 경우, 헌법재판소가 합헌이라고 판단한 바 있는 퇴역연금
지급정지제도 자체의 적용이 전면적으로 배제되어 결과적인 과잉급부를 방지할 수 없게 되는 점, 또한
이 사건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일반사건에 대하여 인정됨으로써 구 군인연금법 제21조 제5항 제2호 내지
5호가 시행된 2001. 1. 1.부터 이 사건 위헌결정이 있었던 2003. 9. 25.까지 퇴역연금 수급자 중 퇴역
연금 지급정지 대상기관의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보수 기타 급여를 받았음을 이유로 피고가 그 지급을
정지한 퇴역연금을 전부 소급하여 지급하게 될 경우 현실적으로 연금기금을 조성하는 현역군인과 국고
의 초과부담을 초래하게 된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위헌결정 이후 제소된 일반사건인 본건
에 대하여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할 경우 그로 인하여 보호되는 원고들의 권리구제라는 구체적 타당
성 등의 요청에 비하여 종래의 법령에 의하여 형성된 군인연금제도에 관한 법적 안정성의 유지와 신뢰보
호의 요청이 현저하게 우월하므로 이 사건 위헌결정의 소급효는 제한된다고 할 것이다(대판 2006. 6. 9.
선고 2006두1296).
173) 이
 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남복현,“판례평석: 단순위헌결정 선고의 폐해와 수습조치의 대안 모색. 대상
판례: 서울고등법원 2006. 10. 20. 선고 2004누19271 판결”
, 공법연구 제37집 제1-2호, 2008, 66
이하 참조.
174) 이
 에 관해서는 남복현(주 124), 226-227; 남복현(주 75), 980-98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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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대법원은 다른 법리에 의한 소급효 제한이 가능함을 주장하는데, 이는 확정판결
의 기판력이나 행정처분의 존속력에 따른 것이므로 문제되지 않는다.175) 그리고 소급효를
제한함에 있어 한편으로는 구체적 사건에서의 정의를, 다른 한편으로는 법적안정성 내지
신뢰보호원칙을 놓고 양자를 형량하는 태도를 취한다.176)
생각건대, 이들 대법원 판결이 이런 자세를 취하게 된 요인은 관련된 헌법재판소 결정
이 심판대상인 법률조항을 단순위헌으로 결정함으로 인해 초래된 부작용을 해소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나타난 현상적 측면이 강하다. 그런 시각에서 보면, 일반사건에 있어 소급
효를 제한할 수밖에 없는 판결을 비판하기에 앞서 헌법재판소가 구체적인 사정에 적합한
결정주문의 유형을 선택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를 요구한다 하겠다.
d)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견해의 문제점과 비판
이상과 같은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의 견해 이외에도 이러한 논리형식을 취하는 견해가
우리나라의 다수설177)이다. 이에 대해서는 몇 가지 측면에서 비판이 가능하다.
첫째, 법률의 효력상실을 폐지로 이해하는 것178)은 명백한 오류이다. 물론 효력상실과

175) 확
 정판결의 기판력에 해당하는 판례로는 대판 1993. 4. 27. 선고 92누9777, 공1993, 1609. 행정처분
의 존속력에 해당하는 판례로는 대판 1994. 10. 28. 선고 92누9463, 공1994, 3139; 2000. 6. 9. 선고
2000다16329, 공2000, 1641 등 참조. 헌재, 실무제요, 155 참조. 이는 제소기간, 제척기간, 시효제도
등에 의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선결문제로 법률의 위헌여부를 다
투는 경우 제소기간이나 제척기간의 문제는 앞으로 좀더 논의해야 할 중대한 과제로 남아 있는 상태라고
하겠다.
176) 대
 법원이 2005두5628판결에서는 한편으로는 퇴직공무원의 권리구제라는 구체적 타당성 등을, 다른 한
편으로는 공무원의 신분관계에 관한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의 요청을 놓고 후자에 대해 우위를 두었다
(대판 2005. 11. 10.선고, 2005두5628, 공2005, 1971). 그리고 2006두1296판결에서는 한편으로는
퇴역연금의 전부 소급지급을, 다른 한편으로는 연금기금을 조성하는 현역군인과 국고의 초과부담을 놓
고 마찬가지로 후자에 우위를 두었다(대판 2006. 6. 9. 선고 2006두1296).
177) 박
 일환,“법률의 시적 효력범위”
, 법조 1989. 11, 40 이하; 김철수,“헌법재판소법의 개정방향”
, 김철수
외 , 헌법재판연구 제1권, 1990, 241; 윤진수,“위헌법률의 효력.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의 헌법적
검토”
, 헌법논총 제1집, 321; 정재황,“헌법재판소와 국회·법원과의 관계”
, 헌법재판자료 제5집, 103;
김철용·김문현·정재황, 헌법재판절차의 개선을 위한 입법론적 연구, 헌법재판연구 제4권, 196; 황우
여,“위헌결정의 효력”
, 김철수교수화갑기념논문집. 헌법재판의 이론과 실제, 322 이하; 장윤기,“헌법
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의 효력”
, 사법행정 1993. 6, 59 이하; 손용근,“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는 범위에 관한 비판적 고찰”
, 사법논집 제24집, 94 이하; 정태호,“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소급효
문제에 대한 비판적 고찰”
, 법률행정논총 제19집, 2000, 199 이하 등 참조. 이에 반대하는 견해로는 허
영, 헌법소송법론, 236-239 참조.
178) 권영성, 원론, 1138(
“이에 대해 법률이 폐지된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낳게 함을 제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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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는 혼용되는 경우가 없지 않다. 그러나 효력상실은 법규범의 시적 적용영역의 종료를
의미하는 데 반해, 폐지는 법규범의 시적 존재영역의 종료를 의미한다.179) 통상 폐지로 인
해 효력상실이 발생하게 되지만, 효력상실이 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법률이 폐지됨을 의미
하는 것은 아니다. 제47조 제2항에 규정된 효력상실을 폐지로 확장해석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
둘째, 헌법재판소의 법률에 관한 위헌결정은 법률에 관한 결정일 따름이지 법률 그 자
체는 아니다. 즉 위헌결정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도 실질적 의미의 법률도 아니다. 위헌결
정은 법규에 유사할 따름이지 법규성을 지닌 것은 아니다. 위헌결정이 법률의 효력을 상
실시키는 힘을 갖지만, 그렇다고 해서 위헌결정이 법률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위헌결정은 단지 사법작용에 지나지 않는다. 법률에 관해 위헌결정이 선고되었다고 해서
위헌결정이 법률을 폐지하는 것은 아니다. 만약 폐지를 의미한다면 위헌결정이 선고되었
다는 의미는 위헌법률을 폐지하는 법률을 제정한 것이 되는 셈이다. 위헌결정은 법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힘을 갖지만 법률을 폐지하는 힘까지 갖는 것은 아니다. 위헌결정이
선고됨으로써 위헌법률은 일반적으로 적용이 배제되게 된다. 바로 이러한 측면에서 논의
되는 것이 위헌결정의 일반적 효력 또는 대세적 효력인 것이다.
셋째, 만약 위헌결정으로 인해 법률이 폐지된다면, 행위시법과 재판시법이 달라지게 된
다는 논리는 타당하다. 법적용의 일반원칙이 행위시법주의임도 타당하다. 그러나 위헌결
정으로 인해 법률이 폐지되는 것이 아니다. 단지 당해법률이 위헌이었음을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확인해 줌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하면 행위시법과 재판시법이 서로 다르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단지 행위시의 법률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인해 재판시에 위
헌임을 권위적으로 확인받은 상태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행위시법주의와 재판시법주
의의 논리를 적용해서 당해사건에의 소급효를 예외적으로 허용한다거나 소급효의 범위를
확장해야 한다는 태도180)는 적절한 것이 아니다.
넷째, 헌법재판소가 법률에 관해 위헌결정을 선고할 수 있는 헌법상 근거는 헌법 제
107조 제1항과 제111조 제1항 제1호이다. 이들 규정은 기본적으로 국민의 주관적 권리
의 구제를 목적으로 한다. 그런데 헌재법 제47조 제2항을 해석·적용함에 있어 예외적인

179) 황우여,“법의 일생. 법규범의 시적 요소, 시제법”
, 목촌김도창박사고희기념논문집, 1993, 208 이하 참조.
180) 당
 해사건,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 및 일반사건에 대해 예외적 소급효의 논리로 설명하는 것에 관해 근본
적으로 의문을 제기하는 견해로는 허영, 헌법소송법론, 238-239 참조.

법원 등에 관한 장 (제101조부터 제130조까지)

165

제
5
장
법
원

권리구제로 전락시키는 것은 논리의 모순이고 헌법위반이다.181) 따라서 제47조 제2항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국민의 권리구제를 기본적인 전제로 해서 헌법보장기능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
다섯째,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각각 이른바 일반사건에 대해 법익형량이론을 전개하
고 있다. 즉 법률관계가 위헌결정 이전에 완성되었지만 위헌결정 이후에 소송이 제기된
사건에 대해서는 법익형량을 해서 법적 안정성의 법익에 중대한 침해가 있을 경우에는 위
헌결정된 법률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을 수 있음을 주장한다.182) 그런데 이런 시각은 권리
또는 기본권의 본질을 이해함에 있어 중대한 오류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통상
권리라 함은 법이 보호하는 힘 또는 의사력으로 그 개념을 규정짓고 있다. 위헌법률에 의
해 침해된 권리를 구제해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구체적 권리설에 따른 권리로서의 속성을
부인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법익형량이론은 한편에서는 헌법소송절차에서 위헌결정에 따른 권리구제
의 실체적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성찰을 간과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권리의 본질을 인
식함이 없이 실무상 사건의 처리에만 급급해 하면서 편의적으로 등장시킨 이론이 아닌가
한다.
여섯째, 법률의 효력상실을 폐지로 파악함은 헌법재판소가 법률의 폐지권을 갖는 것이
된다. 이러한 논리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작용은 필연적으로 입법작용으로 보
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그것은 위헌결정의 효과일 따름이지 위헌결정의 본질이나 성
격 그 자체일 수는 없다. 또 소극적인 입법자로서의 기능이 논의되는 것은 이른바 조건부
위헌결정이나 합헌적 법률해석과 관련해서 이지 위헌결정이라는 일반적인 현상에 대한
것은 아니다. 또 만약 헌법재판소가 입법자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면 이는 민주적 정당성
에 있어 중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게 된다.
e) 헌재법 제47조 제2항의 해석론
위헌법률은 처음부터 당연무효임이 헌법상의 기본원칙임을 전제로 할 때, 헌법재판소
가 법률에 관해 위헌결정을 선고하게 되면 당해법률은 헌법과의 충돌시점부터(처음부터)

181) 동지: 윤진수(주 177), 315 이하 참조.
182) 그
 런데 문제는 이와 같은 법익형량을 이른바 병행사건, 다시 말하여 위헌결정 당시 법원에 소송이 계속
중인 사건에까지 확대하려는 시도가 나타난다는 점이다. 상세한 내용은 남복현(주 173), 75-79 참조.

헌법주석서 Ⅳ

166

무효이었음을 확인하는 것이 된다. 이러한 점을 전제로 해서 해석되어야 한다.183)
헌재법 제47조 제2항을 규정한 취지는 당연무효설의 입장에서 볼 때, 비형벌법규의 경
우에는 결정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그 때까지 아직 확정력을 발생하지 아니한 모든 법률관
계에 대해서는 위헌확인된 법률의 적용이 모두 배제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고, 형벌법
규의 경우에는 소급하여 처음부터 당연히 적용이 배제되어야 함을 확인하는 것으로 이해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위헌법률은 처음부터 당연무효이었기 때문에 위헌결정시점 이후
에는 당연히 그 적용이 배제되어야 하고 또 구체적인 법률관계를 형성조차 할 수 없다고
하겠다. 이상과 같은 측면으로 위 조항을 변형해석할 수 있고, 또 입법자의 입법취지가
위와 같은 의미라고 하면, 위 조항을 위헌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본다.
f) 변형결정과 합헌결정의 효력
(i) 합헌결정된 법률의 효력
실체법적인 효력에 있어 법률에 관한 합헌결정은 기존의 법적 상태가 합헌임을 권위적
으로 확인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그리고 법적용자와 관련해서는, 위헌심판을 제청한 당해
사건의 담당법원이라 할지라도, 합헌결정된 법률을 그대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184) 실제에 있어 합헌결정의 실체법적 효력은 그 큰 의미를 지니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절차법적인 효력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185)
(ii) 한정결정된 법률의 효력
원래 한정결정의 효력문제는 그러한 결정을 헌법재판소가 선고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관련해서 문제될 뿐이지 효력 자체의 문제는 그리 복잡한 사안이 아니다.186) 왜냐하면 합

183) 남
 복현,“헌재법 제47조 제2항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비판적 고찰”
, 법학논총 제12집, 1995, 394 이하;
남복현(주 104), 235 이하; 남복현(주 75), 986 이하.
184) 당
 해사건 담당법원이 합헌결정의 취지를 준수할 수밖에 없는 요인은, 다시 말해서 강력한 위헌의 의심에
도 불구하고 이를 수인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근거는 논리적으로 두 가지이다. 그 하나는 여기서 지
적하는 합헌결정의 기속력이고, 다른 하나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기판력이다.
185) 이
 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남복현(주 75), 989 이하 참조.
186) 한
 정합헌이나 한정위헌결정을 부인하는 논거로써 강제수단이 수반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지만, 이는
적절치 않다. 왜냐하면 한정결정 자체에 기속력과 법규적 효력이 인정되고 그 내용은 법원을 비롯한 각
종 국가기관에게의 헌법재판소 결정취지 준수의무의 부과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그러한 결정을 준
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문제는 법원이 결정취지를 준수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를 관철할 수 있
는 제도적 장치인 재판소원이 부인되어 있다는 점이다. 아무튼 현재 대법원의 태도는 규범적인 틀 속에
서 논의를 진전시킬 사항이 아니고 사실상의 힘이라는 시각에서 분석해야만 실체를 정확하게 규명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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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해석부분에 대해서는 합헌결정으로서의 효력이, 위헌해석부분에 대해서는 위헌결정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적용자인 법원이나 행정청이 헌법재판소가 행한 한정결정을 준수하지 않으려
한다든가 헌재법 제45조와 제47조를 아주 제한적으로 해석한다든가 하여 그로 인해 복잡
한 형태로 나타날 뿐이다.187)
(iii) 불합치결정된 법률의 효력
헌법재판소가 법률에 관해 헌법불합치로 결정하였다 할지라도, 그것은 당해 법률을 위
헌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다. 단지 그 법률에 위헌성이 내재해 있음을 확인하고 그 위헌성
을 입법자로 하여금 개선토록 조치하는 것이다. 불합치선언된 법률의 법적 성격은 위헌이
지만 유효한 법률도 아니고, 처음부터 당연무효인 법률도 아니다. 즉 위헌성이 내재하여
있지만 위헌으로 확인되지는 아니한 법률이다. 다시 말하면 위헌결정의 법적 효과를 제약
할 목적을 지니고 있지만 실체적인 위헌선언은 회피된 법률이다. 그에 따라 불합치결정된
법률은 입법자에게 처리를 위임한 법률이라고 하겠다.188)
또 그 의미는 기존에 형성한 구체적인 법률관계는 물론이고, 특별한 경우에 예외적으
로 허용되는 때를 제외하고는, 결정시점 이후에도 불합치선언된 법률이 적용되어서는 안
되고, 그 적용여부는 입법자에 의해 처리된 결과에 따르도록 하는 것이다. 여기서 특별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고 함은 법적 공백상태로 인해 위헌법률을 방치함보다 더 위
헌적인 상황이 초래될 수 있는 때에는 이에 대한 잠정적인 계속적용(입법자가 개선입법을
할 때까지)을 허용함을 의미한다.
⒝ 위헌결정된 법률에 근거한 각종 국가작용의 효력
헌법 제107조 제1항과 제111조 제1항 제1호를 구체화한 헌재법 제47조 제2항은 위헌
결정에 따른 비형벌법규의 장래적인 효력상실과 형벌법규의 소급적인 효력상실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 이는 각각의 법규범에 근거한 국가작용에 따라 그 처리절차를 달리 규율

187) 구체적인 논란의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는 남복현(주 16), 140-151면 참조.
188) 이
 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가 종래 선고하였던 헌법불합치결정, 즉 헌결 1989. 9. 8. 88헌가6, 1, 199;
1991. 3. 11. 91헌마21, 3. 91; 1993. 3. 11. 88헌마5, 5-1, 59 등은 이 관념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이와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남복현(주 124), 313 이하; 남복현(주 75), 1011-10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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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이다.189)
a) 비형벌법규
(i) 처분이 위헌결정된 법률에 근거하였다는 사정에 대한 접근
위헌결정된 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문제에 관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주로 재판
의 전제성과 관련하여 논의를 진전시키고 있다. 즉 위헌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에 대해
다툴 수 있는 제소기간이 도과되었는지의 여부와 관련짓고 있다.
즉, 원칙적으로,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선고된다고 하
더라도 그 전에 이미 집행이 종료된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지는 않으므로190) 행정처분
에 대한 쟁송기간 내에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쟁송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행정처분의 근거법률이 위헌임을 이유로 무효확인소송 등을 제기하더라도
행정처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191) 그리고“행정청이 법률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한
후에 헌법재판소가 그 법률을 위헌으로 결정하였다면 그 행정처분은 결과적으로 법률의
근거가 없이 행하여진 것과 마찬가지가 되어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나, 하자 있는 행정처
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명백한 것이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
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하자는 위 행정
192)
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 사유는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ii) 쟁송기간이 경과한 후에 행정처분의 근거법률을 다투는 경우

189) 위
 헌법률의 효력에 관한 논란과 위헌법률에 근거한 각종 작용의 처리방안에 관한 논란은 구별되어야 한
다. 전자는 의회가 제정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될 경우 그 법률의 효력상태를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의 문
제이다. 다시 말하면, 선험적인 시각에서 처음부터 당연무효로 파악할 것인지 아니면 권위있는 기관에
의한 무효의 창설로 볼 것인지의 문제이다. 그러나 후자는 독일연헌재법 제79조 제2항의 제1문 내지 제
4문에서 개별행위 독자성의 원칙, 집행금지, 청구이의의 소 및 부당이득반환청구의 금지 등을 각각 규율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위헌법률에 근거한 각종 작용이 다양함에 따라 다양성을 전제로 위헌결정의 효과
를 다루는 것이다.
190) 대판 1995. 7. 11. 선고 94누4615, 공1995, 2633.
191) 헌
 결 1994. 6. 30. 92헌바23, 6-1, 592(604) 참조.
192) 대
 판 2000. 6. 9. 선고 2000다16329. 그 외에도 대판 1994. 10. 28. 선고 92누9463; 1994. 10. 28.
선고 93다41860, 공1994하, 3109; 1996. 6. 11. 선고 96누1689, 공1996하, 2246; 1998. 4. 10. 선
고 96다52359, 공1998상, 126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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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에 대한 쟁송기간이 경과된 후에 그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에 대한 위헌여
부에 대한 심판청구를 한 경우에는 당해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그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
이 있는 경우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할 예외적인 사정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재판의 전제성
유무가 달라지게 된다고 할 것인데, 그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이 행정처분의 효력에 영향
을 미칠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없게 되며, 한편, 위와 같은 경
우 행정처분이 무효인지 여부는 당해사건을 재판하는 법원이 판단할 사항이다.193)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구 국세기본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194)에서,
행정처분에 대해 행정심판 및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되었고 그것이 번복
될 경우 법적 안정성을 크게 해치게 되는 경우에는 후에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규가 헌
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선고된다고 하더라도 그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지는 않음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나, 특히 그 처분이 위헌법률에 근거하여 내려진 것이고 그 행정처분
의 목적달성을 위하여서는 후행 행정처분이 필요한데, 후행 행정처분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와 같이 그 행정처분을 무효로 하더라도 법적 안정성을 크게 해치지 않는 반면
에 그 하자가 중대하여 구제가 필요한 경우에 대하여는 그 예외를 인정하여 이를 당연무
효사유로 보아서 쟁송기간 경과 후에라도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여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하였다.
결국 이러한 태도는 행정처분이 위헌결정된 법률에 근거하였다는 사정을 무효사유 내
지 취소사유로 보는 이론과 하자의 승계이론을 결합시킨 것이다. 이런 점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동일하다. 그러나 이러한 양자의 결합이론은 많은 한계를 초래하게 된다.195)
(iii) 위헌결정된 법률에 기한 처분의 집행력 배제
대법원은“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에 대한 위헌결정 이전에 (택지초과소유)부담금에
대한 수납 및 징수가 완료된 경우에는 법적 안정성의 측면에서 부득이 과거의 상태를 그
대로 유지시켜 그 반환청구를 허용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위헌결정 이후에는 국민의 권
리구제의 측면에서 위헌법률의 적용상태를 그대로 방치하거나 위헌법률의 종국적인 집
행을 위한 국가의 추가적인 행위를 용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천명하

193) 헌결 1998. 4. 30. 95헌마93등, 10-1, 452(462); 1999. 9. 16. 92헌바9, 11-2, 262(270).
194) 헌결 1994. 6. 30. 92헌바23, 6-1, 592(604).
195) 이
 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남복현,“판례평석: 위헌법률에 기한 행정처분의 집행력배제. 관련판례: 대법
2002. 8. 23. 선고 2002두4372판결”
, 공법연구 제31집 제2호, 2002, 365-38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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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196) 이 사건 판결의 취지는 금전급부의무를 부과하는 근거법률에 관해 위헌결정이
이루어졌으면, 비록 급부의무를 부과하는 행정처분에 불가쟁력이 발생하였다 할지라도,
금전급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그에 대해 체납처분절차를 진행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197)
이 판결은 위헌법률에 기한 처분의 효력과 관련해서 행정행위의 하자이론과 하자의 승
계이론이 결합되어 전개되었던 기존의 논리체계를 극복한 것으로 파악된다.198)
(iv) 헌법불합치결정에 근거한 국가작용의 효력
헌법불합치결정된 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에 관해서는 위헌결정된 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과는 다른 차원에서 접근하지 않으면 안 된다.199) 헌법불합치결정은 당해 법
률을 위헌으로 확인한 결정이 아니다. 따라서 법률이 헌법불합치로 결정되었다고 해서 불
합치결정된 법률에 근거한 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법률
의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해 당해 처분의 법적 근거가 변경 또는 소멸된 것으로 이해함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관념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이 아니고,
입법자가 법률을 개폐하면서 제시한 경과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은 불합치법률에 근거한 행정행위의 집행력을 배제할 것인지의 문제에서도
마찬가지로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헌법불합치로 결정된 법률에 근거한 행정행위는 하자
있는 행정행위가 아니라 법적 근거가 변경 또는 소멸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200) 그러나 보
다 근본적으로는 입법자가 정한 경과규정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서 입법자는

196) 대
 판 2002. 8. 23. 선고 2002두4372, 신문 3109, 2002. 9. 26.자, 12면.
197) 모
 든 국가기관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장래에 어떤 처분을 행할 때 위헌결정을 존중하여야 할
뿐 아니라 위헌결정된 당해 심판대상은 물론 동일한 사정 하에서 동일한 이유에 근거한 동일 내용의 공
권력행사(또는 불행사)를 하여서는 아니되는 의무를 부과받고 있다고 해석되는 점과 위헌결정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구제와 법적 안정성의 조화 등을 감안하면, 택상법에 대한 위헌결정 이전에 부담금에 대한
수납 및 징수가 완료된 경우에는 법적 안정성의 측면에서 부득이 과거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시켜 그 반
환청구를 허용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위헌결정 이후에는 국민의 권리구제의 측면에서 위헌법률의 적용
상태를 그대로 방치하거나 위헌법률의 종국적인 집행을 위한 국가의 추가적인 행위를 용납하여서는 아
니되므로, 위헌법률에 기한 행정처분의 집행이나 집행력을 획득하기 위한 공법상의 당사자소송이나 민
사소송 등 제소행위는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198) 남
 복현(주 195), 365 이하 참조.
199) 남
 복현(주 104), 377 이하 참조.
200) 이
 른바 토초세법의 헌법불합치결정과 관련해서는 집행력배제문제까지 진전되지 않고 그 이전 단계에서
거의 모두 매듭이 지어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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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의 효과를 제약하는 취지에 어긋나게 개선입법해서는 안 된다.
(v) 검토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이 사후적으로 위헌결정되었다 할지라도, 그 처분까지 당연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201) 이는 개별행위 독자성의 원칙202)에서 당연히 도출된다.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가 위헌결정되었을 경우 위헌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이 불가쟁력
을 발생하는 한, 그 처분은 더 이상 다툴 수 없어 확정된다. 그렇다고 해서 위헌법률에 근
거한 부담적 처분에 관해 행정청이 직권취소할 수 있는 권능까지 부인해서는 안 된다.
법률의 위헌결정과 관련하여 부당이득의 반환청구는 부인된다. 그 논거는 개별행위 독
자성의 원칙에서 도출할 수 있다.
위헌법률에 근거한 행정행위가 위헌결정 당시 집행중에 있거나 후속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위헌결정된 법률의 일반적 적용배제와 위헌결정의 기속력으로 인해 결정
시점 이후에는 모두 집행이 금지된다.
아무튼, 위헌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의 문제는 개별행위 독자
성의 원칙과 위헌결정의 효과로서의 일반적 적용배제를 결합시켜 적용할 경우 커다란 문
제없이 해결할 수 있다.203)
b) 형벌법규
헌재법 제47조 제2항 단서는 형벌법규에 대해 위헌결정이 이루어지면 소급해서
그 효력이 상실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위헌결정된 법률에 근거한 유
죄의 확정판결에 대해서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여기서의 재심에 대
해서는 형소법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헌재법 §47Ⅳ 참조). 그런데 여기서
다루는 형벌법규에는 절차적 형벌법규204)와 위헌결정으로 인해 부담적 효과가 발생

201) 반대: 정종섭, 헌법학원론, 1456.
202) 남복현(주 20), 435-462 참조.
203) 이상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남복현(주 20), 435-462 참조.
204) 헌
 결 1992. 12. 24. 92헌가8, 4, 853(887, 형사실체법 규정에 대한 위헌선언만이 소급효를 가지며, 법
원조직법이나 형사소송법 등 절차규정에 대한 위헌선언의 경우에는 그러한 소급효가 없다. 즉 헌재법 제
47조 제2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법률에 관한 위헌결정의 법규적 효력에 대하여 소급효가 인정되는 형벌
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의 범위는 실체적인 형벌법규로 한정하여야 하고,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이 형사소송절차에 관한 절차법적인 법률인 경우에는 같은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와 같이 가급적
좁게 해석하는 것이 제도적으로 합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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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형벌법규205)는 제외된다. 왜냐하면, 헌재법 제47조 제2항 단서가 규율하는 위헌결
정의 소급효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i) 위헌결정된 경우
실체적 형벌법규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하였을 경우 행정청이 조치하는 바
를 살펴본다.206)
첫째, 결정당시 수사중인 사건에 관해서다. 수사중인 사건에 대해서는‘혐의없음’
결정
을 한다. 다만, 가중처벌규정만이 위헌결정된 경우에는 기본구성요건을 정한 규정으로 의
율하여 처리한다.
둘째, 결정당시 재판이 계속중인 사건이다. ① 재심청구 사건을 제외한 제1심 계속중인
사건은 공소를 취소한다.207) 다만, 가중처벌규정만이 위헌결정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② 가중처벌규정만이 위헌결정된 경우로서 사실심 계속중인 사건(파기환송심을 포함
한다)은 기본구성요건을 정한 규정으로 적용법조를 변경하기 위하여 공소장 변경을 신청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본구성요건을 정한 규정에 의할 경우 공소시효가 완성
된 사건에 대하여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지 아니하되, 제1심 계속중인 경우에는 공소를
취소한다. ④ 판결이 선고된 사건은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를 제기한다.208)

205) 실
 체적 형벌법규라 하더라도 그것이 위헌으로 선언될 경우 오히려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던 자들에게 형
사상의 불이익이 미치게 되는 경우에는 죄형법정주의의 정신상 소급효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즉 교통사
고처리특례법 제4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한 결정(헌결 1997. 1. 16. 90헌마110등, 9-1, 90[107])
에서 헌법재판소는 특례법 제4조 제1항은 비록 형벌에 관한 것이기는 하지만 불처벌의 특례를 규정한 것
이어서 위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할 경우 오히려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던 자들에게
형사상의 불이익이 미치게 되므로 이와 같은 경우까지 헌재법 제47조 제2항 단서의 적용범위에 포함시
키는 것은 그 규정의 취지에 반하고, 따라서 위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고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던 자들을 소급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여 형사상으로 불이익한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
에는 그 소급효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취지의 결정으로는 헌결 2009. 2. 26, 2005헌마764,
헌공 149, 451 이하 참조.
206) 이
 에 관한 내용은“헌법소원 등과 관련된 업무처리지침”
(대검예규 공판 제408호, 2006. 10. 1) 참조.
그 외에도 성낙인, 헌법학, 1208; 권순건,“양벌규정 위헌결정에 따른 업무처리와 관련 쟁점”
, 법률신문
3770, 2009. 8. 20자 참조.
207) 위
 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우 그 법조를 적용
하여 기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이 죄가 되지 아니하므로 무죄선고를 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
가 있다(대판 1992. 5. 8. 선고 91도2825, 공1992, 1918). 그 외에도 대판 1999. 12. 24. 선고 99도
3003, 공2000상, 353 참조.
208) 항
 소심이나 상고심 단계에서는 공소취소가 불가능하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후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
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할 것이다(대판 2006. 6. 9. 선고 2006도195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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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결정당시 이미 재판이 확정된 사건에 관해서다. ① 재판이 확정되었으나 집행 전
인 사건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고, 집행중인 사건은 잔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다만, 경합
범(상상적 경합범을 포함한다)으로 1개의 형이 선고된 경우나 가중처벌규정만이 위헌결
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헌법률심판에 의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
률의 조항이 위헌결정된 경우 대상 법률 또는 법률조항을 적용한 유죄확정판결에 대한 재
심청구가 가능하다는 사실과 재심청구 절차를 고지한다. ③ 위헌법률심판 또는 헌법소원
에 의하여 위헌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을 적용한 유죄확정판결에 근거하여 사형 집
행 전인 사건, 자유형 집행 전이거나 집행중인 사건, 노역장 유치집행중인 사건의 당사자
로서 재심청구권을 갖는 자에 대하여는 전항의 고지내용을 개별 통지한다. ④ 재심절차
가 개시된 때에는 아래에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한다. ㉠ 가중처벌규정만이 위헌결정된 경
우에는 기본구성요건을 정한 규정으로 적용법조를 변경하기 위하여 공소장 변경을 신청
한다. 다만, 기본구성요건을 정한 규정에 의할 경우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건에 대하여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지 아니한다. ㉡ 경합범(상상적 경합범을 포함한다)으로 1개의 형이
선고된 경우나 가중처벌규정만이 위헌결정된 경우로서 형 또는 잔형의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 재판이 있을 때까지 형 또는 잔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넷째, 결정당시 기소유예처분을 한 사건에 관해서다. 기소유예처분을 한 사건은 피의자
의 진정 등이 있는 경우 재기하여‘혐의없음’결정을 한다. 다만, 가중처벌규정만이 위헌
결정된 경우에는 기본구성요건을 정한 규정으로 의율하여 처리한다.
(ii) 헌법불합치결정된 경우
실체적 형벌법규에 대해 헌법불합치로 결정된 경우 그런 결정의 원인을 제공한 당해사
건의 처리에 관해 최근 대법원은 독특한 입장을 제시하였다. 즉, 헌법불합치결정도 위헌
결정의 일부로 보아야 하며, 실체적 형벌법규에 대해 그 법적 효과가 불합치법률의 적용
중지와 개선입법에 따른 처리를 내용으로 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이 선고되었다 할지라도,
불합치법률의 적용이 배제됨과 아울러 개선입법도 행위시의 법률이 아니어서 개선입법을
적용하면 헌법 제12조 제1항과 제13조 제1항에 위배되므로 적용해서는 안 되고, 따라서
처벌법규가 없으므로 무죄라는 것이다.209)

209) 대판 2009. 1. 15. 선고 2004도7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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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사건 판결의 결정적인 오류는 불합치법률의 적용절차를 중지하고 개선입법
에 따라 처리하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를 무시하였다는 점이다.210) 즉, 불합치법률의
적용배제는 개선입법으로의 대체를 기본적인 전제로 함에도 이를 간과한 것이다. 그런 점
에서 대법원은 하급법원으로 파기 환송함이 옳았고, 그에 따라 하급법원은 개선입법된 구
성요건에 해당하는 여부를 심리해서, 개선입법에 따를 지라도 구성요건에 해당하면 그에
따른 벌칙조항의 적용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무죄를 선고하였어야 함이 타당
211)

하다.

그런데, 실체적인 형벌을 규율하는 불합치법률의 적용을 중지하고 개선입법에 따라 처
리하도록 하는 법적 효과를 지향하는 헌법불합치결정에 있어 결정시점과 개선입법시점
사이의 시적 공간을 어떻게 규율해야 하는지의 문제가 등장한다. 이 시적 공간은 이 결정
의 법적 효과에 따르면 불합치법률의 적용이 중지됨은 물론이고, 아직 개선입법도 마련되
지 아니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 논의대상인 시적 공간에 있어“허용된 행위와 금지된 행
위의 경계”
가 명확히 설정됨으로써“어떠한 행위가 금지되어 있고, 그에 위반한 경우 어
떠한 형벌이 정해져 있는가를 미리 개인에 알려 자신의 행위를 그에 맞출 수 있도록”하
여야 함에도 그럴 수 없는 상황이 초래된다는 점이다.212)
생각건대, 결정시점 이전에 형성된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개선입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는 반면, 결정시점 이후에 형성될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잠정적인 경과조치를 통해 대
안을 모색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안의 속성별로 잠정적인 계속적용과 유사한 경

210) 정
 확히 표현하면, 헌재법 제47조 제1항의 위반이다.
211) 이
 에 관해서는 남복현,“판례평석: 위헌결정과 헌법불합치결정의 법적 효과에 있어 편차. 대상판례: 대
법 2009. 1. 15. 선고 2004도7111판결”
, 한양법학 제20권 제2집, 2009, 329-355 참조.
212) 여
 기서 논의하는 시적 공간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헌법재판소는 불합치법률의 잠정적인 계속 적용을 통
해 해결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헌결 2008. 7. 31. 2005헌바90 참조. 그런데, 이 결정에서는 당해 헌법
소원과 관련된 소송사건에 대해서는 이미 개정된 구 의료법 제19조의2 제2항의 적용을 중지시킴과 아울
러 개선입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였고, 불합치결정시점부터 개선입법시점까지는 현행 의료법 제20조
제2항을 잠정적으로 계속 적용하도록 하였다. 특히 여기서 잠정적인 계속적용의 사유로는“태아의 성별
고지 금지에 대한 근거 규정이 사라져 법적 공백상태가 발생하게 될 것이고 … 그로 인해 임신기간 전 기
간에 걸쳐 태아의 성별 고지를 가능하게 하는 부당한 결과를 야기하게 될 것임”
을 제시한다. 그러나 헌법
재판소가 제시한 방안도 나중에 개선입법된 사항에 의거해서 또다시 분란의 대상이 될 것이다. 만약 성
별고지금지의무의 위반으로 인해 잠정적으로 계속적용된 법률(현행 의료법 제20조 제2항)에 의해 형사
제재를 받게 되는 자가 있다면, 그는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신법이 규율된 바에 근거해서 거듭 다투게 될
것이다. 이는 형평의 문제를 불러일으키게 될 것임과 아울러 대법원이 행한 이 사건 판결과 연관지운다
면, 결정의 실효성문제가 등장하게 될 것이다. 또 과거의 문제는 해결하였지만, 장래의 문제는 그대로 방
치하였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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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의 경과적 규율을 허용하기도 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대처하게 함이 바람직할 것으
로 본다.213)

2. 제107조 제2항의 명령·규칙·처분의 위헌·위법심판
가. 법원의 명령·규칙심사권
1) 개념과 제도적 의의
명령·규칙심사권이란 구체적인 사건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소송이 계속중인 상태에서
법원이 적용해야 할 명령이나 규칙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경우 그 명령이나 규칙의
적용을 배제하는 권한을 말한다.
명령·규칙심사권을 법원에 부여한 취지는 상위법인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명령이
나 규칙의 적용을 법원 스스로 배제하게 함으로써 국법질서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
이다.214)
2) 심사의 주체
심사주체는 각급법원 및 군사법원이다. 대법원이 최종적인 심사권을 갖는다.
헌법재판소가 명령·규칙에 대한 심사권을 갖는 여부가 논란이 되었으나, 헌법재판소
가 법무사법시행규칙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사건에서 심판대상으로 삼아 위헌결정을 한
바 있다.215)

213) 남복현(주 211), 329-355 참조.
214) 동지: 허영, 헌법소송법론, 47.
215) 헌
 결 1990. 10. 15. 89헌마178결정, 2, 365(헌법 제107조 제2항이 규정한 명령·규칙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심사권이란 구체적인 소송사건에서 명령·규칙의 위헌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었을 경우 법률의 경
우와는 달리 헌법재판소에 제청할 것 없이 대법원의 최종적으로 심사할 수 있다는 의미이며, 헌법 제111
조 제1항 제1호에서 법률의 위헌여부심사권을 헌법재판소에 부여한 이상 통일적인 헌법해석과 규범통제
를 위하여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침해를 이유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사건에 있어서 법률의 하위법규인
명령·규칙의 위헌여부심사권이 헌법재판소의 관할에 속함은 당연한 것으로서 헌법 제107조 제2항의 규
정이 이를 배제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그러므로 법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명령·규칙 그 자체에 의
하여 직접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위 헌법 규정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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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심사의 내용
가) 요건
헌법 제107조 제2항은 제1항과 마찬가지로 명령이나 규칙의 상위법에 대한 위반여부
가‘재판의 전제’
가 되어야 한다. 여기서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것은 구체적인 사건의 재
판에 있어서 그 사건에 적용할 명령·규칙이 위헌이나 위법으로 문제되는 것을 말한다.
또 명령·규칙이 위헌이나 위법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
판을 하게 됨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 조항의 취지는 구체적 규범통제만이 가능할 뿐이고,
추상적 규범통제를 부인하는 것이다.
관련해서 명령·규칙을 직접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문제가 주장된다.216)
행정입법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가 헌법 제107조 제2항에 의거해서도 가능하고, 이를 행
정소송법의 개정과정에 반영해야 함을 주장하면서,217) 행정입법의 취소소송이 가능케 되
면, 취소를 판결주문에 명시하고 대세적 효력을 인정해야 한다고 한다.218) 이와 관련해서
두 가지를 검토한다.
첫째, 이 견해는 헌법 제107조 제2항에 의거해서 직접 행정입법에 대한 항고소송이 가
능하다는 논리를 전개한다. 만약 이것이 가능하면, 헌법 제107조 제1항에도 같은 조 제2
항과 동일하게‘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를 규정하고 있는데, 일반국민이 헌법 제107조 제
2항에 의거해서 행정입법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반국민
이 제107조 제1항에 의거해서 법률에 대한 취소소송을 직접 제기하면, 법원은 헌법재판
소에 제청하고 그 심판결과에 따라 재판할 수 있다는 것이 된다. 게다가 헌재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제청신청의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국민은
구체적 사건에서 재판에 전제가 됨이 없이도 사실상 법률의 위헌여부를 무한정 다툴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는 사실상 민중소송을 허용함에 다름 아니다. 또 행정입법에 대한 항
고소송을 허용하는 것은 행정법원이‘헌법소원’
을 사실상 수행함에 다름이 아니다.

216) 이
 와 같이 개정할 필요성으로는, 집행행위에 대한 항고소송의 제기를 기대하기 어려운 법규명령(예컨대,
법규명령이 국민의 일정한 의무를 직접 규정하고 아울러 이를 위반할 경우 형벌·행정벌이나 제재처분을
부과할 것을 정한 경우 등) 등에 대해서까지 집행행위에 대한 항고소송을 제기해야만 권익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보다는 법규명령 등을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포착함으로써 권익구제의 폭을 넓히
고 행정의 적법성 보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법규명령을 행정소송의 대상에 포섭시키
는 것이 법규명령에 대한 법원의 부수적인 심사와의 균형, 행정법규에 대한 해석·심리에 있어서의 전문
성, 심급의 이익 등을 고려할 때 국민의 권익구제에 더욱 충실할 수 있다고 한다.
217) 이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박정훈,“행정소송법 개정의 주요쟁점”
, 공법연구 제31집 제3호, 2003, 68 참조.
218) 박
 정훈(전주), 74-7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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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행정입법의 취소소송을 인정한 다음, 그 판결의 주문에서 행정입법의 취소를 명
시하고 대세적 효력을 부여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사건에서의 법적 분쟁을 해결해주는 헌
법 제101조 제1항의 사법권의 본질에도 반한다. 또 현재 상황에서도 대법원이 헌법 제
107조 제2항에 의거해서 헌법재판기관임을 주장하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준수하지
않으려 하는 자세가 폭넓게 나타나고 있다. 이를 받아들이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으로
확고하게 헌법재판기관의 이원화를 초래하게 된다.
나) 기준
심사기준은 상위법인 헌법과 법률이며, 형식적 의미의 헌법과 법률 이외에도 실질적 의
미의 헌법과 법률도 포함된다.219)
다) 대상
심사대상은 명령·규칙이다. 명령은 법률의 수권에 의해 발해지고 국민의 권리의무관계
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범을 말하고, 여기에는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 모든 행정기관
의 법규명령이 포함된다. 규칙 역시 국가기관에 의해 정립되고 법률의 수권에 의해 발해
지는 법규범을 말한다. 헌법상 법규성이 인정되는 규칙으로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
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있다.220)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규칙도 이에
해당한다. 그리고 헌법에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도 명령·규
칙심사의 대상이 된다.
조약이 국내법적 효력을 갖는데(헌법 §6I), 그 중에서도 헌법 제60조 제1항에 열거된
조약은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되지만, 그 밖의 조약은 명령·규칙심사의 대상이 된다.221)
그런데, 이른바 행정규칙도 여기서 말하는 명령·규칙의 개념에 포함되는지, 다시 말해
서 재판의 전제가 되어 심사대상이 될 수 있는지의 문제가 제기된다. 이에 대해서는 기관
내규적 속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부인된다.222)

219) 헌
 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얻은 조약과 헌법 제76조의 긴급명령과 긴급재정경제명령도
포함된다. 권영성, 원론, 1090.
220) 그런데 감사원규칙의 경우 헌법상 명문의 근거가 없음을 이유로 법규성인정에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221) 남복현외(주 82), 472 이하 참조.
222) 대
 판 1990. 2. 27, 88재누55(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명령 또는 규칙이라 함은 국가
와 국민에 대하여 일반적 구속력을 가지는 이른바 법규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명령 또는 규칙을 의미한
다.); 권영성, 원론, 1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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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심사의 방법과 절차
위헌·위법 여부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하여 과반수로 결정한다(법조법§
7I).223) 그런데 만약 하급심에서 명령·규칙의 심사가 이루어졌으나 명령·규칙의 적용배
제로 인해 소송상 불리함이 초래됨에도 상소를 포기한 경우에는 하급심의 판결로도 이루
어질 수 있게 된다.224)
제
5
장

5) 위헌·위법한 명령·규칙의 효력
법원이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이나 규칙을 위헌이나 위법으로 판단한 경우 그 명령·규
칙의 효력이 문제된다. 대법원은 명령·규칙이 무효임을 주장한다.225)
하지만, 실체적 의미는 위헌·위법한 명령·규칙으로서 당해사건에서 적용이 배제될 따
름이다.226) 물론 사실상 구속력의 도움으로 대법원에서 위헌이나 위법으로 선언된 명령·
규칙은 재판단계에서 지속적으로 배제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위헌·위법한 것으로 선언된 명령·규칙의 법적 운명에는 대법원 판결이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단지 적용대상에 배제됨에 지나지 않을 뿐이다.227) 행소법 제6조에 따라
관보에 공시하도록 하였다고 해서 그로 인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나. 법원의 처분심사권
헌법 제107조 제2항은 법원의 처분심사권을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의 의미를 어떻게
파악해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이 글이 헌법주석서를 전제로 함에 따라 이에 관해 간략하
게 소개하고 문제점을 지적한다.228)

223) 주
 목할 점은 대법원이 명령이나 규칙의 헌법이나 법률의 위반여부를 심판함에 있어 이에 관한 쟁점적 사
항에 대해서만 별도로 전원합의체의 재판을 거치는 것이 아니고, 본안에 대한 쟁점으로 위의 요소들이
등장하였을 경우에는 사건 자체가 전원합의체의 관할이 됨을 의미한다.
224) 이는 명령·규칙심사가 부수적 규범통제의 속성을 지님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한계적 요인이라 하겠다.
225) 그
 런데, 무효가 주장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당해사건의 소송당사자들과 사건담당법원에게만 그런 의미
를 지닐 뿐이지, 대세적인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226)동
 지: 권영성, 원론, 1091; 김철수, 신론, 1421.
227) 이
 런 점은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위헌으로 결정되었을 경우와 결정적인 차이점이
라 하겠다.
228) 김
 철수, 신론, 1422 이하; 성낙인, 헌법학, 1133-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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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심사권의 의의
법원은 행정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이를 행정재판권
이라고 한다. 법원은 처분이 위헌이거나 위법한 경우에 이를 심사하여 처분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할 수 있다.
2) 행정국가형과 사법국가형
행정재판을 일반법원의 소관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독립된 행정법원의 관할로 할 것인
지에 대해서는 영미의 사법국가형과 대륙의 행정국가형으로 구분된다.
행정국가형에서는 행정권 내부에 행정법원이 설치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에 비해 사법
국가형에서는 일반법원이 행정재판권을 관할하게 된다.
근래에 들어서는 양 유형이 접근하는 경향이다. 게다가 행정법원이 사법조직의 틀 속에
위치하고, 또 행정소송의 열기주의에서 개괄주의로의 변화에 주목할 만하다. 이 두 제도
는 개인의 기본적 권리보장에 치중하는지, 행정작용의 특수성과 재판의 합목적성을 중시
하는지에 따라 접근상 편차가 있다고 본다.
그런데 제헌헌법은 처분의 위법성재판만을 명시적으로 거론하고 있다. 이는 행정국가
형이 아닌 사법국가형을 채택하고자 하는 취지이었음을 밝히고 있다.229)
관련해서 행정법원을 독립된 법원으로 설치할 수 있는지가 논란이 되었지만, 대법원을
최종적인 심사기관으로 하는 한, 문제되지 않는다. 실제로 이와 같이 설치되었다.
3) 현행법체계상 처분심사제를 규율할 필요성
제헌헌법 당시 행정재판권을 행정국가형으로 하지 아니하고 사법국가형으로 할 필요
성은 매우 컸을 수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행정재판권을 사법권에 주지 않고 행정권의
틀 속에 존치시킬 개연성도 있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 당시 일본의 식민지에서 벗어난
지 얼마되지 않았기 때문에 행정국가형을 채택한 당시의 일본을 답습할 수도 있었기 때
문이다.230)
하지만, 제헌 60년이 지난 지금에서는 아주 체계부조화적인 모습으로 나타남을 본다.

229) 유진오, 회고록, 242-243; 김철수, 신론, 1404 참조.
230) 물
 론 전후 일본헌법이 미국식의 사법심사제로 획기적으로 전환한 모습을 볼 때, 답습가능성은 상대적으
로 적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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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이 조항의 실체적 의미에 대한 천착이 없이 방치된 사례로 파악함이 적절하다. 게
다가 제5차 개정헌법에서는 현행조문처럼‘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는’
이라는 문구가 삽입
된 반면,‘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라는 표현이 삭제되었다. 여기서 법률이 정하는 바
에 따라 명령·규칙이나 처분의 위헌성등을 심판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그 규정이 유지되었
으면, 그 나름대로 유연성있는 대응이 가능했을 것이다. 그런데, 재판의 전제라는 표현이
지닌 처분의 위헌·위법심사과정에서의 한계는 당연히 지적받아야 한다. 처분의 위헌이나
위법 여부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에 문제되는지를 추적하면, 그 의미는 자연스럽게 한
정되지 않을 수 없다. 경우에 따라서는 처분의 위헌·위법여부가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
등의 선결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 조항의 취지는 그리 보긴 어렵다.

3. 제107조 제3항의 행정심판
가. 행정소송의 전치절차로서의 행정심판
제8차 개정헌법 제108조 제3항은 행정심판의 헌법적 근거를 신설하였다.
헌법 제107조 제3항의 규정취지는, 입법자가 행정심판을 전심절차가 아니라 종심절차
로 규정함으로써 정식재판의 기회를 배제하거나, 어떤 행정심판을 필요적 전심절차로 규
정하면서도 그 절차에 사법절차가 준용되지 않는다면 이는 위 헌법조항, 나아가 재판청
구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27조에도 위반되며, 헌법 제107조 제3항은 사법절차가‘준
용’
될 것만을 요구하고 있으나 판단기관의 독립성과 공정성, 대심적 심리구조,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보장 등의 면에서 사법절차의 본질적 요소를 현저히 결여하고 있다면‘준용’
의 요청에마저 위반된다.231)
헌법재판소는 2002. 10. 31. 도로교통법 제101조의3 규정과 관련하여, 행정심판절차
는 통상의 소송절차에 비하여 간편한 절차를 통하여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면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권리구제를 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법원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행정소송
의 심리를 위한 부담이 경감되는 효과가 있어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정당화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며, 도로교통법 제101조의3에 의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과 전심절차를 밟
음으로써 야기되는 국민의 일반적인 수고나 시간의 소모 등을 비교하여 볼 때, 위 법률조

231) 헌
 결 2001. 6. 28, 2000헌바30, 13-1, 1326.

법원 등에 관한 장 (제101조부터 제130조까지)

181

제
5
장
법
원

항에 의한 재판청구권의 제한은 정당한 공익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정도의 제한에 해당
하는 것으로 헌법 제37조 제2항의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어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과도하
게 침해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라 할 수 없다고 하여 위 조항이 재판청구권과 평등권에 위
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한 바 있다.232)
행정심판법은 심판청구에 따른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심리·의결기능은 재결청에 소속
하는 행정심판위원회에 부여하고, 재결청은 그 의결에 따른 재결기능만을 담당하도록 하
고 있다(행심법 §31).
그리고, 행정심판전치주의와 재결주의와의 관계에 관해서는 행정심판전치주의는 위법
한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행정기관에 의한 신속한 권리구제와 자율
적인 통제 및 행정기관의 전문적인 지식의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행정기관에 의한 행정심
판절차를 경유하게 할 것인지의 문제임에 반하여, 재결주의는 위법한 원처분을 다투는 것
보다 재결을 다투어 그 효력을 배제하는 것이 효율적인 권리구제와 판결의 적정성을 담보
하는 경우에 원처분에 대한 제소를 금지하고 재결에 대해서만 제소를 허용하는 것으로 그
법리상·실정법상의 근거를 전혀 달리한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개별법률이 재결주의를
정하는 경우에 결과적으로 행정심판절차가 필요적인 전심절차로 된다는 점에서는 행정심
판전치주의와 동일하지만, 이는 행소법 제8조 제1항에 근거하여 개별법률이 재결주의를
취한 결과일 뿐이다.233)
행정심판의 청구기간 설정과 입법재량에 관해서는“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등
에 대한 구제절차로서의 행정심판절차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특히 그 심판청구기간은
얼마 동안으로 하며 그 심판청구기간의 기산일은 언제로 할 것인가 등의 문제는 기본적으
로 당해 법률관계를 조속히 그리고 일률적으로 확정할 합리적인 필요성 여부 등을 고려하
여 입법형성권을 가진 입법권자가 결정할 재량범위내의 사항이다. 물론 이러한 입법재량
도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행정심판청구권이나 재판청구권 또는 평등권 등의 본질적 내
용을 침해하거나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예컨대, 법률관계
의 조속한 확정의 필요만을 강조한 나머지 그 청구기간을 너무 짧게 정하여 청구 자체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청구기간 자체는 상당하더라도 그 기산일을 정함에 있어
법률전문가로서도 혼란을 일으킬 정도로 불명확하고 모호하게 규정함으로써 사실상 청구

232) 헌결 2002. 10. 31. 2001헌바40, 14-2, 473 참조.
233) 헌결 2001. 6. 28. 2000헌바77, 13-1, 1358(1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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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
기간의 준수를 매우 어렵게 한 경우에는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 될 것이다.”

나. 행정심판의 필요적 전치주의와 임의적 전치주의
행소법은 제18조 제1항에서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지의 문제에 관해 원칙적으
로는 임의적인 것으로 보고, 다른 법률에 필요적으로 규정한 경우에 한해서만 행정심판전
치주의를 채택하고 있다.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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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소법 제18조 제1항은 임의적 전치주의를 원칙으로 규율하고 있다. 즉,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
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
2) 예외로서의 필요적 전치주의
행소법 제18조 제1항 단서는 예외로서 필요적 전치주의를 두고 있다. 즉,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
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렇지만, 이에 대한 예외를 폭넓게 허용하는데, ①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
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로서“1.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60일이 지나
도 재결이 없는 때, 2.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여
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 3. 법령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기관이 의결 또는 재결을
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때, 4.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
를 제시한다. 그리고 ② 행
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로서“1. 동종사건에 관하여 이
미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이 있은 때, 2.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 또는 같은 목적을 위

234) 헌
 결 1992. 7. 23. 90헌바2 등; 1996. 8. 29. 93헌바63등; 1996. 10. 4. 95헌바11, 8-2, 354(358359).
235) 입
 법자는 행정심판을 임의적 또는 필요적 전치절차로 할 것인가에 관하여 행정심판을 통한 권리구제의
실효성, 행정청에 의한 자기시정의 개연성, 문제되는 행정처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형
성할 수 있는데,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교통관련 행정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규정한 것은,
‘교통관련 행정처분이 대량으로 행해지는 것으로서 행정의 통일을 기할 필요가 있고, 처분의 적법성여부
에 관한 판단에 있어서 전문성과 기술성이 요구된다’
는 행정심판사항의 특수성에 기인하는 것이다. 헌결
2002. 10. 31, 2001헌바40, 14-2, 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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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처분중 어느 하나가 이미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때, 3. 행정
청이 사실심의 변론종결후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변경하여 당해 변경된 처분에 관하여 소
를 제기하는 때, 4.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알린 때”
를 제시한다.
필요적 전치주의의 위헌여부는 여러 차례236) 헌법재판소에서 다루어졌다. 헌법재판소
는 2008. 10. 30. 자동차운전학원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필요적 전치주의를 택한 구
도로교통법 제101조의3 조항이 필요적 전심절차를 둔 것에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고, 행
정심판절차 형성에 관한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벗어나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제
도라고 할 수 없고, 평등권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하였다.237)

다. 사법절차의 준용
헌법 제107조 제3항은 행정심판에 사법절차의 준용을 요구하고 있다.

236) 헌
 법재판소가 합헌으로 결정(헌결 2000. 6. 1. 98헌바8, 12-1, 590[601-604])한 사례로는 필수적인
심사청구·재심사청구의 행정심판을 거치도록 한 경우에 관해“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제88조 등) 보험급
여결정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심사청구·재심사청구의 행정심판을 거치도록 한 것은, 동법
이 규정하고 있는 심사청구·재심사청구의 절차와 여기에 보완적으로 적용되는 행정심판법의 심리절차까
지 고려하여 살펴보면, 심사청구·재심사청구의 절차는 전체적으로 대심주의 구조에 가깝도록 배려되어
있다고 할 수 있고, 증거조사신청권 등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가 상당히 보장되어 있으며, 재결의 절차와
방식, 재결의 효력 등의 면에서도 사법절차를 준용하고 있다. 재결기관의 독립성·공정성에 관하여 보건
대, 재심사청구의 재결기관인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는 그 구성과 운영에 있어서 심의·재결의 독
립성과 공정성을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있을만 하고, 심사청구의 경우에도 근로복지공단이 그 재결기관
으로 되어 있다는 점만으로 심의·재결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본질적으로 배제되어 있다고 하기 어려우며
심사청구에 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재심사청구의 기회가 보장되어 있다.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볼
때 위 법에서 규정한 심사청구·재심사청구제도는 헌법 제107조 제3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고한
다. 그리고 위헌으로 결정(헌결 2001. 6. 28. 2000헌바30, 13-1, 1326[1341, 1343])한 사례로는 이의
신청 및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면 지방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한 지방세
법 제78조 제2항에 관해“지방세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의 심의·의결기관인 지방세심의
위원회는 그 구성과 운영에 있어서 심의·의결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토대를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의 심리절차에 사법절차적 요소가 매우 미
흡하고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보장의 본질적 요소가 결여되어 있다는 점에서 지방세법상의 이의신청·심
사청구제도는 헌법 제107조 제3항에서 요구하는‘사법절차 준용’
의 요청을 외면하고 있다고 할 것인데,
지방세법 제78조 제2항은 이러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라는 2중의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서는 행
정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위 헌법조항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27조 제3항에도 위반된다 할 것이며, 나아가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의 예외사유를 규정
한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행정심판제도의 본래의 취지를 살릴 수 없
는 경우에까지 그러한 전심절차를 거치도록 강요한다는 점에서도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할 것
이”
라고 한다.
237) 헌결 2008. 10. 30. 2007헌바66, 20-2상, 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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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사법절차를 준용하도록 한 헌법적 의미에 관해 헌법재판소는“헌법 제107조
제3항 제2문은‘결정절차의 타당성이 결정내용의 타당성을 확보해 준다는 대표적인 예가
바로 사법절차이며, 사법절차가 준용되지 않는 행정심판절차는 그 결정의 타당성을 담보
할 수 없어, 사전적 구제절차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이행할 수 없다’
는 것을 밝히면서, 행
정심판절차가 불필요하고 형식적인 전심절차가 되지 않도록 이를 사법절차에 준하는 절
차로서 형성해야 할 의무를 입법자에게 부과하고 있는 것이다. 행정심판제도는 재판의 전
심절차로서 인정되는 것이지만, 공정성과 객관성 등 사법절차의 본질적인 요소가 배제되
는 경우에는 국민들에게 무의미한 권리구제절차를 밟을 것을 강요하는 것이 되어 국민의
권리구제에 있어서 오히려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헌법 제107조 제3항은 사
법절차에 준하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갖춘 행정심판절차의 보장을 통하여 행정심판제도의
238)
실효성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헌법 제107조 제3항은 행정심판에 사법절차가‘준용’
될 것만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사법 절차적 요소를 엄격히 갖춰야 할 필요는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사법절차의 본질적 요소를 전혀 구비하지 아니하고 있다면‘준용’
의 요구에 대하여는 위
반된다고 할 것”
이다.239)
“이 헌법조항은 행정심판절차의 구체적 형성을 입법자에게 맡기고 있지만, 행정심판은
어디까지나 재판의 전심절차로서만 기능하여야 한다는 점과 행정심판절차에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는 점은 헌법이 직접 요구하고 있으므로 여기에 입법적 형성의 한계가 있
다. 따라서 입법자가 행정심판을 전심절차가 아니라 종심절차로 규정함으로써 정식재판
의 기회를 배제하거나, 어떤 행정심판을 필요적 전심절차로 규정하면서도 그 절차에 사법
절차가 준용되지 않는다면 이는 헌법 제107조 제3항, 나아가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고 있
는 헌법 제27조에도 위반된다 할 것이다. 반면 어떤 행정심판절차에 사법절차가 준용되
지 않는다 하더라도 임의적 전치제도로 규정함에 그치고 있다면 위 헌법조항에 위반된다
할 수 없다. 그러한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선택
240)
권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이다.”

238) 헌
 결 2002. 10. 31, 2001헌바40, 14-2, 473(474).
239) 헌
 결 2000. 6. 1. 98헌바8, 12-1, 590(601-602); 2001. 6. 28. 2000헌바30, 13-1, 1326(13361337).
240) 헌
 결 2000. 6. 1. 98헌바8, 12-1, 590(598); 2001. 6. 28. 2000헌바30, 13-1, 1326(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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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
1. 제107조 제1항
이 조항은 헌법 제111조 제1항 제1호와 그 규율내용이 중복된다. 그런 점에서 앞서 서
술한 바와 같이 제3차 개정헌법에서는 이 부분을 삭제하였었다. 이는 향후 현행헌법을 개
정하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2. 제107조 제2항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이 조항은 행정재판권을 행정조직 내에 두는 행정국가형이 아닌
일반법원으로 하여금 행정소송을 담당하게 하는 사법국가형으로 규율할 목적으로 등장하
게 된 것이었다. 특히 처분의 심사권문제가 그렇다. 그런데, 명령·규칙의 위헌·위법심사
권에 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없다. 여기서는 두 가지 차원으로 접근한다.
그 하나는 명령·규칙의 위헌심사권에 관해서는 현재 대법원이 최종적인 심사권을 갖도
록 하고 있는 바, 명령·규칙도 법규범임은 물론이므로, 헌법재판소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모색함직하다. 즉“명령이나 규칙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로 개정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처분의 위헌·위법심사권인데, 이 부분은 독자적인 규율의 의미가 없다고
보여진다. 게다가 제헌헌법 당시에 우려하였던 행정법원을 행정조직 내부에 두는 문제는
이미 극복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삭제함이 타당하다.

3. 제107조 제3항
이 조항이 제8차 개정헌법에서 신설된 취지는 행정심판의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었다. 하지만, 이 조항은 그 체계에 있어 부조화에 해당한다. 같은 조 제2항에서 처분의
심사제를 규율하고 있고, 그 내용이 사실상 행정소송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입장에서 행정
소송과 밀접한 연관성을 지닌 행정심판을 이 조항에서 규율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행정소송의 헌법적 근거는 헌법 제101조 제1항의 사법권에서 찾음이 타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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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런 시각에서 볼 때, 행정심판의 규율은 재판청구권을 규율하는 조항에서 다루어야
한다.

4. 정리
향후 헌법개정시 이들 조항의 존치문제에 대해 몇 가지로 정리한다.
첫째, 제107조 제1항을 삭제한다.
둘째, 제107조 제2항에서 처분의 위헌·위법심사권에 관한 규율을 삭제한다.
셋째, 제107조 제2항에서 명령이나 규칙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해 재판한다.
넷째, 행정심판을 규율한 제107조 제3항은 재판청구권을 다루는 조항에서 규정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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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08조
권영호
제108조
대법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I. 기본개념과 입헌취지
1. 기본개념
대법원 규칙이라 함은 대법원이 헌법 제108조에 따라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
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하여 제정하는 규칙으로서 그 형
식적 효력이 법규명령에 해당하는 규칙 또는 행정명령에 해당하는 규칙을 말한다.1)
대법원에 규칙제정권을 인정하는 제도는 영국에서부터 발전해온 제도로서 대륙법계국
가에서는 오히려 예외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2) 뿐만 아니라 영국과 미국에서도 최고
법원에서만이 규칙을 제정하는 것이 아니라 각급법원에서도 규칙을 제정하고 있다. 우리
나라 대법원의 규칙제정권은 이러한 의미에서 매우 독특한 제도로서 일본 헌법과 매우 유
사하다. 대법원의 규칙제정권은 법원의 자주성과 독자성을 보장하고, 법원의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이나 법원의 내부규율에 관한 사항은 국민의 권리나 의무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사항이므로, 사법실무에 정통한 대법원이 현실에 접합한 규칙

1)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9. 1094.
2) 김철수, 헌법학개론, 박영사, 2006,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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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정하고, 사법부 내부에서의 대법원의 통제권과 감독권을 강화하고 그 실효성을 확보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3) 대법원의 규칙제정권은 법원의 자치입법권이다. 규칙제정권을
분석해 보면 위임입법의 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2. 입헌취지
법원의 규칙제정권은 영국에서부터 발전된 영미법계의 제도이나. 미국과 영국에서는
헌법이 아닌 법률로서 규칙제정권을 인정하고 있다. 헌법에서 법원의 규칙제정권을 규정
한 사례는 우리나라와 일본 및 인도 등의 헌법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이 제도는 대륙법계
국가들에서는 일반적으로 보기 힘든 제도이며, 대륙법계 국가들 중 독일에서 각급법원은
사무규칙(geschaefsordnung)을 제정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법원 내부의 일반 행정 사
무에 관한 내용만을 의미하며, 사법행정에 관한 일반적 권한은 담당 행정부서 즉 일반적
으로 법무부가 갖는다. 이러한 법원이 제정하는 규칙제정권제도는 다음과 같은 취지를 가
지고 있다고 본다.
첫째, 변화하는 현실에 맞춰 소송절차를 적응시키는 것은 전문가인 법조전문가의 관리
하에 두는 것이 효과적이며, 사법운영의 책임을 일원화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 둘째, 대
법원에 법원으로서는 예외적인 권한인 규칙제정권을 보장하는 이유는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다는 견해이다.4)

Ⅱ. 연혁
법원의 규칙제정권은 영미법계 국가들의 독특한 제도로서 영국에서 유래하여 미국에서
도 수용되었으며, 그 영향을 받은 우리나라와 인도, 이태리, 일본 등의 헌법에 규정되었다.
법원 규칙제정권의 유래를 살펴보면, 영국에서 19세기 제정법시대에 이르러 의회입법
에 의한 소송절차규정들이 제정되었고, 1883년에 포괄적 민사소송법전이라 할 수 있는

3) 양건, 헌법강의, 법문사, 2009, 971; 이영섭, 대법원의 규칙제정권, 고려대학교 50주년기념논문집(1955), 365.
4) 양건(주 3), 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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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le of Supreme Court가 제정되었다. 다만 형사소송절차에 관하여는 규칙제정권의 범
위가 제한되었다.
미국에서도 영국법을 계수하여 소송절차는 법원의 규칙제정권에 의하여 규율된다
는 원칙이 확립되었다. 이에 따라 1938년에 연방민사소송규칙( Federal Rule of Civil
Procedure)이, 1946년에 연방형사소송규칙( Federal Rule of Criminal Procedure)이
제정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제헌헌법 제82조에「대법원은 법원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을 제정할 수 있다」
라고 정하고 있었다. 위 조항은 법률과의 관계에 대하여 명백하게 규
정하지 않음으로서 법률과 대법원규칙과의 효력의 충돌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있었다. 따
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의식하여 1962년 제5차 개정헌법 제104조는「대법원은 법률에 저
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였고, 이 조문은 현행헌법 제108조에 그대로 반영되었다.5)

Ⅲ. 입헌례와 비교법적 의의
1. 입헌례
일본헌법
제77조 ① 최고재판소는 소송에 관한 철차, 변호사, 재판소의 내부규율 및 법사무처리
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칙을 정하는 권한을 가진다.
② 검찰관은 최고재판소의 정하는 규칙에 따라야 한다.
③ 최고재판소는 하급재판소에 관한 규칙을 정하는 권한을 하급재판소에 위임할 수 있다.

인도헌법
제145조 ① 최고법원은 국회가 제정하는 법률의 제한 내에서 수시로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최고법원에서의 소송절차를 총괄적으로 규제하는 규칙으로서 다음에 열거하는 것을

5) 이영섭(주3).364-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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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하는 것을 제정할 수 있다.
1. 최고법원에서 변호 사무를 행하는 자에 관한 규칙
② 본조의 규정에 따라 제정하는 규칙은 제3항의 규정의 제한 내에서 심리에 참가하는
재판관의 수의 최소한을 정하고 또 단독의 재판관 및 각부법정의 권한을 규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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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교법적 의의
영국과 미국에 뿌리를 둔 법원의 규칙제정권은 우리나라와 일본을 제외한 대륙법계의
국가들에서는 찾아보기 힘드나 영미법계의 국가들은 법원의 규칙제정권을 인정하고 있
다. 다만 나라들마다 각자의 환경에 적합한 제도로 발전되어 왔다. 우리나라의 법원의 규
칙제정권은 대법원의 전속적인 권한이라는 점이 외국과는 매우 다르다. 미국과 영국에서
는 법원의 규칙제정권이 헌법이 아닌 일반 법률에 의하여 보장되고 있고, 독일과 같은
대륙법계의 국가에서는 그 나라의 통치구조상 사법행정업무가 법무부 등 해당 행정부서
에 맡겨지고 있다.6) 다만 일반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제정권은 실제적으로 각급법원이 맡
고 있어, 우리나라와 같은 법원의 규칙제정권과는 그 성격이 완연하게 다르다고 볼 수 있
다. 우리나라와 같은 형태의 규칙제정권은 일본의 헌법을 사례로 들 수 있다. 일본의 최
고재판소는 우리나라의 경우와 같이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규율 등에 관한 규칙
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일본의 최고재판소는 하급재판소의 규칙을 정하는 권한을 하급재
판소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하여 최고법원의 권한과 법원조직의 관료화를 최소화하려는 경
향을 보이고 있다.

Ⅳ. 다른 조문과의 체계적 관계
법원 의 규칙제정권은 헌법 제64조의 국회의 규칙제정권과 헌법 제113조의 헌법재판
소의 규칙제정권 및 제114조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규칙제정권과 비슷한 성격을 갖는

6) 독
 사회법원법 § 38 III 독일연방의 노동·사회부장관은 연방사회법원의 일반적인 사무감독과 기타 법원행
정에 관한 권한을 갖는다, 연방사회법원의 일반적인 사무감독과 기타 법원행정에 관한 권한은 연방사회법
원장에게 위임활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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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히 헌법 제113조의 헌법재판소의 규칙제정권과는 법적인 성격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위의 규칙제정권은 헌법 제40조의 국회입법주의의 예외라고 볼 수 있으며, 법적효
력은 헌법 제95조의 행정입법권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V. 규칙제정권의 규범적 내용
1. 대법원규칙제정권의 범위
헌법 제108조는 대법원규칙제정의 대상범위를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있다. 위의 사항들은 엄밀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아니
나 이를 개략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소송에 관한 절차에 관한 사항이란 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민사소송, 형사소송, 행
정소송 및 선거소송에 있어서의 절차뿐 아니라 조정이나 심판, 비송사건, 그리고 강제집
행, 위헌법률심사제청 등에 관한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헌법 제37조 2항과 관련하여 이
러한 소송절차에 관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관한 사항에 관해서는 법
률로써 정해야 하며 특히 형사소송절차의 경우 국민의 신체의 자유와 직접 관련 되는 만
큼 대법원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은 기술적·세부적 사항이 주된 대상이다. 특히 소
송에 관한 절차에 관한 사항은 제헌헌법 제82조 규칙제정권조항에서는 빠져있었으나,
1962년 제5차 개정 헌법에서부터 규정하고 있다. 제헌헌법은 법률과의 관계에 대하여 명
확하게 규정하지 않았고, 또한 대법원 규칙이 대부분 소송절차에 관한 것 이였음에도 불
구하고 이를 간과함으로서 많은 논란을 가져왔었다.
또한 법원의 내부규율에 관한 사항은 법원 내부에서의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을 말한
다. 예를 들면 근무시간, 인원배치, 직원의 임면, 사무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그
런 점에서 법원직원의 임면이나 징계 등에 관한 세부적 사항, 법관 및 직원의 배치, 대법
관회의나 법원행정청 등에 관한 사항 등은 이러한 예이다. 그러나 헌법 제101조 3항, 제
102조 2, 3항, 제105조 2, 3, 4항, 제106조 2항 등에 의해 법원의 조직이나 관할, 법관
의 신분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서 정하게 하고 있는 만큼 이에 관해 대법원규칙으로 정할
사항은 법률을 집행하는 세부적 사항에 그친다.
법원의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이라 함은 법원의 재판사무 그 자체가 아니라 이에 부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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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무의 처리를 의미한다. 즉 재판사무의 분배, 사법행정사무의 처리, 등기, 호적 등에
관한 사무의 처리 등이 이에 속한다.

2. 학설
대법원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 헌법 제108조에 규정된 사항에 한정되는 것인가
아니면 그 외의 사항도 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라면 법률의 위임에 의하거나 대법원
의 재량에 의해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볼 것이냐7) 하는 논란이 있다. 헌법 제108조에
규정된 사항을 대법원규칙 전속사항으로 이해하지 않고 또한 법률보다 하위의 효력을 가
지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전자의 의미로 이해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그러면 헌법 제108
조에 의해 대법원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은 대법원규칙의 전속적 규율 사항인가, 아
니면 법률과의 경합 사항인가, 말하자면 소송의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
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규칙만으로 규정할 수 있는 사항인가, 그리하여 이러한 사항의 관
하여 다른 국가기관, 예컨대 국회나 대통령이 법률이나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것은 위헌
이 아닌가 하는 논란도 제기된다.
우리나라에서 헌법 제108조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내부규율에 관한 사항과 사무의 처
리에 관한 사항은 법원의 내부사항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규칙을 제
정할 고유한 권한이 있지만 소송절차에 관한 사항은 단순한 내부사항이 아니라 소송당사
자인 일반국민, 검사, 변호사를 구속하는 것이므로 원래 법률로 정해야 되는 사항으로 보
고 따라서 대법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만 대법원규칙을 제정할 수 있고 그런
점에서 대법원규칙에 의해 규정 할 수 있는 소송에 관한 절차사항은 기술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에 한정된다고 보는 견해8)도 있다. 한편 법률과 대법원규칙의 제정현실을 보면 헌법
제108조 소정의 사항을 대법원규칙 전속사항으로 하기 보다는 이에 관한 기본사항은 법
률로 정하고, 그 세부적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예컨대 민사소송법-민
사소송법규칙, 형사소송법-형사소송법규칙, 각급법원판사정원법-각급법원에 배치할 판
사의 수에 관한 규칙, 소액사건심판법-소액사건심판규칙 등이 그러한 예이다.

7) 김문현, 대법원규칙제정권, 고시계(1992.8).129.
8) 김철수 (주 2),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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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헌법은 제108조가‘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대법원규칙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 아니라 헌법 제12조, 제101조, 제110조 등에서 신체의 자유, 법
원조직, 법관신분 등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 헌법 제37조 2항,
제40조에 비추어 단순히 법원내부사항이 아니고 소송당사자나 증인, 검사, 변호사 등에
구속력을 가지는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의 경우 법률의 근거 없이 제정함은 우리 헌법해석
상으로는 위헌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순수한 법원 내부의 사무처리나 규율에 관해서는
대법원이 고유의 권한을 가진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 대법원규칙제정권의 통제
우리나라에서 대법원규칙제정권에 대한 통제는 국회의 국정감사 및 조사권의 발동과
이에 따른 책임의 추궁 등에 의한 간접적 통제와 대법원규칙의 위헌, 위법심사권에 의한
직접적 통제가 있다. 대법원규칙의 법률위반여부에 관한 심사권은 법원에 있지만 위헌
심사권의 소재에 관해서는 견해가 나누어진다. 헌법재판소는 1990.10.15 결정(89헌마
178)에서 헌법 제107조 2항이 규정한 명령·규칙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었을
때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심사할 수 있다는 의미이며, 명령이나 규칙이 그 자체에 의해 직
접 기본권을 침해하였을 경우에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 대법원규칙의 위
헌 여부에 대한 심사권이 법원 뿐 아니라 헌법재판소에도 있음을 인정하였다.

Ⅵ.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
현행 헌법상 대법원의 규칙제정권에 대해 위헌논란은 없다. 즉 대통령에게로의 권한집
중과 국회의 사법부에 대한 정치적인 간섭배제라는 측면에서 또한 사법권의 독립이라는
대전제하에 법원의 규칙제정권은 긍정정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단순한 권력
분립주의의 허상을 떠나 국민의 권리보호라는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사법부 내에서의 내
부적 민주화와 관료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대법원에 독점된 규칙제정권은 제고될 필요
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헌법 제108조를「대법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대법원은 각급법원에 규칙을 제정하는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라고 개정하였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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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09조
지성우
제109조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
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I. 기본개념과 입헌취지
1. 기본개념
헌법 제109조에서는“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
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여‘공개재판의 원칙’
을 천명하고 있다.
‘공개재판의 원칙’
(Grundsatz der Öffentlichkeit)이라 함은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
하여 소송의 심리 과정과 판결을 일반인들에게 공개하여야 한다는 원칙으로서 비공개재
판 또는 비밀재판에 반대되는 개념이다. 공개재판은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널리 일반 국
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재판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이다.1) 그러므로 헌법 제27조
에서 공개재판청구권은 형사피고인이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것은 단지 형사피고인의 권
리가 아니라 일반국민이 누릴 수 있는 권리라고 해석해야 한다.

1) 김철수, 헌법학신론, 박영사, 2009, 1387;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9, 1100, 성낙인, 헌법학, 법
문사, 2009, 754. 여기에 재판의 공개주의는 사법절차에서의 기본권 실현과 인권보호라는 통제적 기능도
수행하게 된다. 허 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06,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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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헌취지
국가의 참여자인 국민 상호 간 또는 다른 국가의 국민이나 국가 간에 분쟁 또는 이해의
대립에 따른 충돌이 있을 때 그것을 해결·조정하기 위해 국가기관이나 국제기관인 법원
이 공권적인 법적 판단을 함으로써 법을 적용하는 과정을 재판이라고 한다. 특히 국내법
적 관계에서 재판은 법의 공정한 적용을 통해 법의 이념인 정의를 실현하고, 국민들의 생
활을 보호하며,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시민상호간에 발생한 민사분쟁을 해결·조
정하거나, 범죄자에게 형벌을 가함으로써 재교육과 사회복귀 기능을 하기도 한다.
이러한 기능을 하고 있는 재판을 공정하게 행하기 위해 대립된 이해관계인을 관여시키
고 그 주장을 듣는 절차를 밟는 것이 필요한데, 이러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소송’
이라
고 한다. 소송은 소송법이라는 절차법에 의하여 실행되고 있는바, 현행법상으로는 크게
민사소송·형사소송·행정소송 등으로 대별할 수 있다.
소송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하는 이유는 여론의 감시 하에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소
송당사자의 기본권을 보장하며, 나아가 사법적 정의를 실현함으로써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데 있다.
현행 헌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모두 공개하되 예외적인 경우에만
‘심리’
에 한하여 법원의 결정에 의해 비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송당사자의
권익을 위한 비공개 사유는 비송사건절차법 §13와 가사소송법 §34 등에서 규정하고
있다.
만일 법원이 위법하게 심리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항소사유(형사소
송법 §361조5 ix)와 절대적인 상고사유(민사소송법 §394 v)가 된다.

Ⅱ. 연혁
우리 헌법에서 법원의 재판공개원칙은 제헌헌법에서부터 유래하여, 9차 개정헌법에 이
르기까지 계속 헌법에 규정되었다.
제헌헌법에서는 §83에서“재판의 대심과 판결은 공개한다. 단, 안녕질서를 방해하거
나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써 공개를 아니할 수 있다.”
고 규정
하였고, 또한 특히 형사피고인에 대해서는 헌법 §24 제1문에서“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고 규정함으로써 이미 제헌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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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부터 재판에 있어 심리와 판결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재판의 공개와 관련하여 제헌헌법과 현행 헌법을 살펴보면 현행 헌법은 재판의 심
리와 판결은 공개하며, 다만‘심리’
가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
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
고 있다. 반면, 제헌헌법에서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재판의‘대심과 판결’
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적어도 헌법 문언상으
로는 판결 역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제1차 개정헌법(1952년 헌법)과 제2차 개정헌법(1954년 헌법), 제3차 개정헌법(1960
년 헌법), 제4차 개정 헌법(1960년 헌법)에서도 역시 §83에서와 동일하게 재판공개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특히 §24 1문에서는“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고 규정한 바 있다.
제5차 개정헌법(1963년 헌법) §105에서는“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
리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
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고 규정하였다. 또한 특히 형사피고인에 대해서는 §24 III에서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고 규정하였다.
1960년 제4차 개정헌법과 1963년 제5차 개정헌법을 비교해보면 가장 큰 특징으로 들
수 있는 것은 재판공개 예외의 범위이다. 즉 제헌헌법에서부터 제4차 개정헌법까지는 원
칙적으로‘대심과 판결’
을 공개하되 예외적인 경우에는‘대심과 판결’모두를 공개하지 아
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제5차 개정헌법에서부터는 재판의‘심리2)와 판결’
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다만
일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심리’
에 한해서 법원의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이로써 제4차 개정헌법에 비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판결은 공개하도
록 규정함으로써 피고인과 재판청구인의 방어권을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
다. 한편, 제5차 개정헌법 제24조 제3항에서도 형사피고인이 신속한 공개재판을 받을 권
리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2) 제4차 개정헌법까지 헌법에서는 현행 헌법에서 사용하고 있는‘심리’
라는 용어 대신‘대심’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며, 제5차 개정헌법에서부터‘심리’
라고 표현하고 있다. 용어의 차이에도 불구하고‘대심’
과‘심
리’
는 동일한 의미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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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헌법의 기본적인 규정은 제6차 개정헌법(1969년 헌법) §24 III과 §105와 제
7차 개정헌법 (1972년 헌법) §24 III에서도 그대로 규정되었다. 다만 제7차 개헌시에 재
판의 심리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예외사유로 국가의 안전보장이 추가되었다는 점은 당시
의 정치상황에 비추어 주목할 만하다.3)
제8차 개정헌법 §26 III과 §110에서는 각각 형사피고인의 신속한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와 재판공개의 원칙이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의하면 심리에 한하여 공개를 아니할
수 있으며, 공개의 예외사유는 제7차 개정헌법과 동일하게‘국가의 안전보장, 안녕질서
및 선량한 풍속의 유지’
라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헌법 §27 III에서“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
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헌법 §109에서는“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
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고 규정함으로써 제8차 개정헌법의 내용과 동일하게 원칙적으로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하되 심리에 한하여 일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
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Ⅲ. 입헌례와 비교법적 의의
1. 미국헌법에서의 공개재판의 원칙
영미법계에서는 공개재판을‘open trial’또는‘public trial’
이라고 하며, 일반적으로
비밀재판(secret trial)의 반대어로 사용되고 있다. 미국의 수정헌법 §6에서는 형사피고
인에게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의 비공개는 판사에 재량에 의하여 사안에 따라 결정되며, 형사피고인이 공개재판
을 받을 권리가 절대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Sheppard v. Maxwell사건4)에서 연

3) 제
 7차 개정헌법(1972년 헌법) §107:“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384 U.S. 333 (1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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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대법원은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가 절대적인 권리는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연방대법원
의 견해에의하면 만일 과도한 공개(excess publicity)로 인하여 피고의 적법절차에 대한
권리에 해가 될 때에는 재판절차에 일반인이 접근하는 데 제한을 가할 수 있다고 한다.
가령 정부가 보다 상위의 가치를 수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이러한 주장에 충
분한 근거가 있을 경우에는 심리가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대로 피고인 역시 비공개 재판을 요구할 수 있다. 피고인의 비공개재판 요구권은 첫
째, 재판의 공개가 일반(publicity)에게 선입견을 가지게 함으로써 피고인이 공정한 재판
을 받을 권리(right to fair trial)를 해친다는 본질적인 가능성(substantial probability)
이 있는 경우이다. 둘째로는 비공개 대신에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이 강구될 수 없는 경우이다. 또한 법관에게 선입견을 줄 가능성이
있거나 참여자들의 안전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공개되지
아니할 수 있다.
비공개 사유는 헌법적으로는 본질적으로 합법적인 공중의 이익에 부합하여야 한다. 실
제적으로는 의학적 기능장애, 정신장애 또는 협박 등으로 인하여 공개보다 비공개의 이익
이 더욱 크다고 추정되는 경우에 주로 비공개가 결정된다. 또한 주로 법관의 안전상의 이
유로 조직범죄(organized crime case), 개인신상의 체면을 이유로 강간범죄(rape case),
청소년범죄(juvenile case) 등의 경우에 주로 비공개로 진행된다.
Press-Enterprise Co. v. Superior Court of California(1984) 사건에서 법원은 공
개의 대체수단이 부적합한지에 대해 당사자들의 소명이 필요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다
수의 학자들은 주로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와 언론의 자유가 상호 충돌할 가능성이 많다고
보고 있다.

2. 독일 기본법(Grundgesetz)상의 재판의 공개원칙
헌법에 재판공개의 원칙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한국 헌법과는 달리 독일 기본법
에는 재판공개의 원칙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다만 독일에서의 일반적인 견
해에 의하면 법원의 재판(Gerichtsverhandlung)은 공개적으로 일반인이 접근가능한 장소
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재판공개의 원칙은 구술심리원칙(Mündlichkeitsgrundsatz), 직
접심리원칙(Unmittelbarkeitsgrunssatz), 의심스러울때는 피고인의 이익원칙(Grundsatz im
Zweifel für den Angeklagten, in dubio pro reo) 등과 함께 중요한 재판상의 원칙 중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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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보고 있다.
재판공개원칙에 의하면 재판의 심리가 어렵거나 불가능하다는 구체적인 정보의 제공이
없이는 재판의 비공개는 허용되지 않는다. 재판공개원칙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독일 법
원조직법(Gerichtsverfassungsgesetz: GVG) §169 이하에 규정되어 있다.
법원조직법(GVG) §169에 의하면 판결과 결정을 포함하여 법원의 재판은 공개되어야
한다. 당해 내용에 대해 공중에 전시하거나 공개할 목적으로 시행되는 녹음·TV녹화 및
영화촬영은 금지된다. 이러한 원칙은 가령 Kruz-fix사건 등에서 헌법재판소에 의해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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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되고 있다.
다만 독일 법원조직법(GVG)에 의해서도 재판공개의 원칙의 예외사유를 인정하고 있
다. 대표적인 공개의 예외사유는‘가족관계(Familiensache)’
에 관한 사항이다. 가족관계
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재판을 공개하지 않는다.
또한 독일 법원조직법(GVG) §171b에 의하면 소송당사자, 증인 등에 의한 개인생활의
노출을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법원은 당해 재판의 심리를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나아가 §172에서는 재판의 공개가 국가안전보장, 공공질서 또는 공공의 안녕
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재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
고 있다. 기타 영업비밀 또는 과세문제 등의 비밀보장 등도 공개의 예외사유가 된다.

Ⅳ. 다른 조문과의 체계적 관계
1. 헌법 §27(신속한 재판과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와의 관계
헌법 §27 I은“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
을 권리를 가진다”
고 하여 정당한 재판 내지 합법적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
고 있다. 또한 헌법 §27 III은“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
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라고 하여 국민
의 기본적 인권으로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형사피고인의 공개재판권을 보장하고
있다.
‘재판을 받을 권리’
라 함은 적극적으로는 국가에 대하여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며, 소극적으로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재판을 제외하고는 재판을 받지 아니할 권리를

법원 등에 관한 장 (제101조부터 제130조까지)

209

말한다.5)
재판이 공정하게 행하여지고 소송당사자의 인권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하여 헌법에서는
재판을 신속하고 공개적으로 진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 중 신속한 재판의 원칙은 헌
법 §27 III에 규정되어 있다. 어떤 경우에 신속한 재판을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의 내용, 심리의 곤란여부, 지연의 원인과 정도, 피고인에 대한 불
합리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6)
헌법에서는 신속성과 공개성이 재판에 있어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고 보고 신속한 재
판의 원칙은 헌법 §27 III에, 재판공개의 원칙은 헌법 §109에 규정하고 있다. 비록 헌
법 §27 III의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가 형사피고인에게만 한정된 것처럼 규정되어 있으
나, 이 규정은 형사피고인은 물론이고 모든 재판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라고 보아
야 한다.7)

2. 언론·출판의 자유와의 관계
헌법 §109에서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일반인에게 공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형사 재판에 있어 공개 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상의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되어 있다.
다만 재판의 심리에 있어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
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예외적으로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한편, 우리 헌법 §24 I에서는“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를 가진다”
라고 하여 국
민의 정치생활 영역에 중핵을 이루는 언론·출판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헌법 §24 IV에서는“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고 규정하여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한 헌법적 제한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5) 구체적으로는 민사재판, 형사재판, 행정재판을 의미하며, 이때 대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와 헌법재판을 받
을 권리도 당연히 포함되는 것인지에 대하여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6) 同旨 권영성(주 1), 609. 헌법재판소는“재판이 지연된 까닭이 재판부구성원의 변경, 재판의 전제성과 관련
된 본안심리의 필요성, 청구인에 대한 송달불능인 경우에는 법원이 재판을 특별히 지연시킨 것이 아니다”
라고 결정한 바 있다. 憲裁 93.11.25, 92헌마169, 5-2, 489.
7) 이승우, 헌법학, 두남, 2009, 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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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출판의 자유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견해가 다르지만 일반적으로는 보도의
자유, 정보의 자유, 보도의 자유, 액세스권 등이 포함된다고 보고 있다.
이 중 정보의 자유 내지 알권리란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원으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의사형성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수집된 정보를 취사·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한다. 정보의 자유에 의하면 국민은 정보 수집을 위하여 보고, 듣고, 읽는 것은
물론이고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정보원으로부터 정보를 얻을 자유와 권리가 있다. 다만
정보의 공개가 불가능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령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나 개
인의 사생활 등의 일정한 사유가 있고, 이러한 사유들이 재판의 공개로 인한 공공의 이익
보다 큰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국민의 알권리와 정보의 자유는 내지 언론·출판의 자유는 일정한 사유가 있
는 경우에는 제한될 수 있으므로 재판비공개사유가 있을 때는 심리에 한하여 법원의 결정
으로 비공개가 가능하다. 단, 이 경우에도 판결은 언제나 공개하여야 한다.

V. 규범적 내용 및 개념과 원리에 대한 판례 및 학설
1. 공개대상으로서의 ‘재판’의 의미
(1) 공개되는 재판의 종류
가. 민사소송·형사소송·행정소송
‘민사소송’
은 사법상의 권리관계에 대한 사인간의 분쟁이며, 원고와 피고 모두가 사인
이다. 민사소송은 사익에 관한 사건을 다루며 법원은 제3자적 입장에서 당사자 간의 대립
되는 이익을 합리적인 판단을 통하여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서, 이러한 절차는 민사소송법
에 의하여 규율된다.
‘형사소송’
은 검사가 원고가 되어 사회질서유지라는 국가적 이익을 위하여 범죄를 저
질렀다고 생각되는 자를 소추하여 법원의 재판을 받게 하고 법원은 이를 각종의 증거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절차를 말하는데, 이러한 절차는 형사소송법에 의하여 규
율된다.
‘행정소송’
은 사인과 국가 간의 권리분쟁을 내용으로 하여, 개인의 이익과 국가의 이익
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절차로서 행정소송법에 의하여 규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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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되는 재판의 범위에는 위의 세 가지 재판형식이 동일하게 공개의 대상에 포함된다.
나. 공판준비절차·결정·명령
재판공개의 원칙에 있어‘재판’
이라 함은 판결에 한정되며 재판을 위한 공판준비절차나
소송법상의 결정·명령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히 헌법 제109조의 문언상 공개의
대상이 되는 정보는‘심리와 판결’
이므로 재판을 위한 준비절차는 공개의 대상이 아니다.
또한 비송사건절차는 공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 공판준비기일
공판을 위한 준비기일은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개할 경우 절차의 진행이 방
해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8)

(2) 공개되는 심급의 의미
동일 사건을 법원이 재판함에 있어서 법원 간에 상급법원과 하급법원 간에 차등을 두어
상급법원이 하급법원을 거친 사건에 대하여 불복신청을 받아 심리하는 제도를 심급제도
라고 한다. 재판에 있어서는 하급심의 오판을 시정함으로써 불이익한 판결을 받은 당사자
를 구제하고 공정한 재판을 실현하며, 법률의 적용에 있어 하급심과 상급심간에 법의 해
석·적용에 있어 통일적인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국민들의 법생활에 안정성과 공정성을 기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법원조직법은 법원의 심판권과 관련하여 3심제를 규정하고 있다. 심급제
도하에서 하급법원의 확정되지 않은 판결에 대해 상급법원의 구제를 구하는 불복신청제
도를 상소라고 한다. 현재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경우에는 사건의 당사자가 동일 사건에
대해 세 번까지 심판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제1회의 심급은 제1심, 제2회의 심급은 항소
심, 최후의 심급을 상고심이라고 한다. 경미한 사건의 경우에는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제
1심을, 지방법원합의부가 항소심을 담당하지만, 통상적으로는 제1심은 지방법원, 항소심
은 고등법원, 상고심은 대법원의 관할로 되어 있다.
이 중 지방법원·지원·고등법원의 심리와 판결은 헌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공개된다.
대법원 역시 판결은 공개되나, 심리의 경우에는 최근까지 공개적으로 심리를 진행하지 않

8) 형사소송법 §266의7 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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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9) 지난 2003년에야 비로소 역사상 첫 공개변론을 시행한 바 있다.10)
특히 형사소송절차의 경우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누구든지 권리구제나 학술연구 등의
목적으로 형사재판이 확정되어 검찰에 보관 중인 기록에 대해 검사에게 열람·등사를 신
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비공개 심리사건이나 국가안보·사생활보호 필요성 등 사
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해야 한다. 하지만 재판공개규정이 형사확정소송 기록
의 열람을 권리로서 요구하는 것까지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11)
12)

재정신청사건의‘심리’
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하지 아니한다.

또한

가사심판절차 또는 기타 비송사건절차는 공개의 대상이 아니다.

2. 공개의 의미
재판의 공개에 있어‘공개’
라 함은 소송당사자 및 이해관계인 이외의 일반인에게도 방
청을 허용함을 의미하며,13) 여기에는 보도의 자유도 포함된다. 다만 일반인에게 방청을
허용한다고 해서 누구에게든지, 언제나 방청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만일 재
판정의 공간 또는 설비가 한정되어 있어 방청인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재판공개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이 경우에는 모든 사람에게‘방청가능성’
이 인정되면 재판공개원칙을
준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14)

9) 대법원에서의 변론절차에 대해서는“대법원에서의 변론에 관한 규칙”참조.
10) 1
 8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청사 대법정에서 사상 최초의 공개변론이 열려 양측 변호인석과 방청인 자
리한 가운데 최종영 대법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연합 여성이 종중(宗中)의 종원(宗員)이 될 수 있
는지에 대한 민사 심리를 위한 공개변론이 18일 서울 서초구 대법정에서 열렸다. 최종영(崔鍾泳) 대법원
장을 비롯, 대법관 13명 전원이 참석한 전원합의체로 진행된 변론에서 대법관들은 양측 변호사와 참고인
들에게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이날 재판에는 대법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방청을 신청한 일반인
475명 중 방청권을 배부받은 130여명이 참석, 진행 과정을 지켜봤다.
이날 심의는 지난 2000년 용인 이(李)씨 사맹공파의 결혼한 출가 여성 5명이“여성도 종원으로 인정해 남
성과 동등하게 종중 재산을 분배하라”
며 종회를 상대로 낸 소송으로 시작됐다. 원고측은 지난 1999년 3월
종중이 임야를 건설업체에 매각하면서 생긴 현금 350억원을 남녀차별을 두어 증여 형식으로 지급하자 소
송을 냈다가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조선일보, 2003.12.18 참조.
11) 문광삼, 한국헌법학 -국가조직론-, 삼영사, 2009, 319.
12) 형사소송법 §262 III 참조.
13) 이준일, 헌법학강의, 홍문사, 2009, 1117.
14) 법
 원이 법정의 규모, 질서의 유지, 심리의 원할한 진행 등을 고려하여 방청을 희망하는 피고인들의 가족·
친지 기타 일반 국민에게 미리 방청권을 발행하고, 그 소지자에 한하여 방청을 허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방
청인의 수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공개재판주의의 취지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대판 1990.6.8,
90도646, 집38-2, 공보 199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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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개절차
재판의 심리와 판결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재판을 공개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
을 경우에는‘심리’
에 한하여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따라서 재판의‘공개’
에는 원칙적
으로 특별한 절차가 존재하지 않으며, 비공개시에만 특별한 비공개결정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법원조직법 §57 I에서는“심리는 국
가의 안전보장·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공
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비공개의 결정을 한 때에는 이유를 개
시하여 선고하여야 한다(법원조직법 §57 II). 위와 같은 제한에도 불구하고 재판의 비공
개 결정을 한 때에는 재판장은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의 재정을 허가할 수 있다(법원조
직법 §57 III).

4. 재판공개의 예외사유
가. 소송기록 등
범죄피해자가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재판 계속 중인 사건의 소송기
록도 재판장의 승인을 얻어 열람·등사할 수 있다.15) 민사사건 기록도 공개를 금
지한 변론에 관련된 소송기록을 제외하고는 재판이 확정된 경우 열람을 신청할 수

15) 형사소송법 §59의2 I 참조. 다만 이 경우에도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제한할 수 있다.
1. 심리가 비공개로 진행된 경우
2. 소
 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국가의 안전보장, 선량한 풍속, 공공의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현저히 해
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소
 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
온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소
 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공범관계에 있는 자 등의 증거인멸 또는 도주를 용이하게 하거나 관련 사건
의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피고인의 개선이나 갱생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6. 소
 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영업비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을 말한다)이 현저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7. 소송기록의 공개에 대하여 당해 소송관계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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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16) 소년보호사건 기록의 열람·등사에 관해서도 현재 소년심판규칙에 규정되어 있
는 것을 상위법인 소년법에 신설하여 이를 가능하게 하였다. 다만 가사사건과 가정보호사
건은 사생활 보호를 위해 민사소송기록의 공개 확대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나. 사생활의 비밀이나 신변보호를 위한 경우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당해 피해자·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신변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때에는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러한 결정은 이유를 붙여 고지한
다. 만일 법원은 범죄피해자의 진술을 비공개로 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도 적당하다고 인
정되는 자의 재정을 허가할 수 있다.17)

다. 영업비밀
‘영업비밀’
이라 함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
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18)를 말한다.
미국의 경우에는 경제스파이법(Economic Espionage Act of 1996: EEA, 18 U.S.C.
18 U.S.C. §1831이하) §1836에서 법무부장관에게 민사송상의 금지조치를 연방지방
법원에 청구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 규정에 의하면 금지청구를 통하여 영업비밀의
침해행위의 초기에 더 이상의 누설·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형사소추
에 이르기 어려운 사안에 대해서도 민사적 금지청구를 통하여 영업비밀의 침해를 방지할
수 있게 된다.19)
또한 이 법 §1835에 의하면 법원은 연방형사절차 및 민사절차법, 연방증거법, 기타
적용가능한 법에 부합하여 영업비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적절한 명령, 기타 조치

16) 憲
 裁 1997.11.27, 94헌마60, 9-2, 675(701-702).“청구인의 변호인이 국가보안법위반죄로 구속기소
된 청구인의 변론준비를 위하여 피청구인인 검사에게 그가 보관중인 수사기록일체에 대한 열람·등사신청
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국가기밀의 누설이나 증거인멸, 증인협박, 사생활침해의 우려 등 정당한 사유를
밝히지 아니한 채 이를 전부 거부한 것은 청구인의 신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
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 할 것이다.”
17) 형사소송법 §294의3 참조.
18)“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 ii 참조.
19) Poly H. A.·M. Lemley·P. Toren, “Understanding the Economic Espionage Act of 1996”, Texas Intellectual
Property Journal, vol. 5(Winter), pp.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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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발하여야 한다. 미국에서는 이러한 절차를 통하여 소송과정에서 영업비밀이 공공연하
게 누설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한편, 독일의 경우에는 법원조직법(GVG) §172 ii에서 중요한 영업상, 경영상, 발명,
조세에 관한 비밀이 심리되고 이의 공개를 통하여 중대한 이익이 침해될 수 있다고 판단
될 때에는 법원은 심리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독일 법원조직법 §
173 ii에 의하면 영업비밀 등의 이유가 있는 경우에 법원은 특별결정을 통하여 이유 설시
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나아가 영업비밀 등을 이유로 심리를 비공
개로 진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당해 비공개심리에 참석한 자들은 심리에서 지득한 사
실에 대하여 비밀유지의무를 지며(동법 §174 III), 만일 이에 위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해진다(독일 형법 §353의d ii 참조).
그러나 독일에서는 형사소송의 경우 민사소송과는 달리 실체적 진실발견을 보다 중요
한 가치로 보기 때문에 영업비밀을 이유로 한 증언거부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영업비밀에 대한 법적 보호는 지난 1992년 12월 15일부터 구 부정경쟁
방지법이 시행되면서 일반적으로 승인되게 되었다. 헌법 제109조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소송과정에서 기업
의 중요비밀이 모두 공개된다면 비밀성을 상실하여 당해 기업비밀의 보호가치가 저하·소
멸되는 모순이 발생하게 된다. 즉 당사자로써는 재판절차에서 일반에게 비밀을 공개함으
로써 비밀유지를 포기하고 승소하든지, 아니면 반대로 비밀유지를 위해 기업비밀을 공개
하지 않고 패소하든지 하는 양자택일의 상황에 직면하여 실질적으로 재판상의 불이익을
입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유럽과 미국에서는 민사소송절차상 비밀보호제도가 존재하는데, 우리나라
의 경우에는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기 위한 명문의 규정이나 확립된 원칙이 존재하지 않으
며, 헌법의 원칙을 구체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예외적으로 영업비밀의 경우에는 공개재판
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 확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적용
가능한 영업비밀의 보호와 비공개의 범위에 대해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

라. 재판의 공개와 보도의 자유
재판의 공개는 일반인에 대한 공개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보도의 자유도 포함되지만, 누
구에게든지 언제나 방청이 허용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따라서 일정한 제한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이러한 비공개사유 중 개인의 인격권 보
호는 가장 중요한 비공개사유의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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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인격권(Persönlichkeitsrecht)은 인격에 귀속되는 생명·신체·건강·자유 등의
신체적 측면과 명예·초상·프라이버시 등 정신적 측면의 인격적 속성을 대상으로 그 자유
로운 발전을 위하여 제3자로부터 보호되는 이익의 총체라고 이해되고 있다.20)
인격권의 구체적인 내용으로서는 ① 공중에 대한 개인의 인격성 표현의 자유, ② 개인
의 정보자기결정권, ③ 성 영역 등을 보호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다른 인격적 이익들이
헌법 제37조 제1항(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기본권의 보호)의 규정에 의하여 헌법상 보
호된다.
재판과정을 국민에게 상세히 보도하는 것은 첫째, 사건을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행위와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로 구분하여 국민의 도덕심을 일깨워 줌으로써 허용된 행위와 일탈
된 행위간의 한계를 설정하는 기능을 한다(한계설정기능).21)
둘째, 언론의 범죄보도는 현행 규범체계와 통제체계를 안정화시키고 정당성을 부여해
주는 기능도 담당한다(Normstabilisierungsfunktion, 규범안정화 기능).22)
하지만 언론의 범죄결과나 행위자만을 보도하는 경우 자칫하면 범죄행위나 수사 자체
의 보도에만 그치고 당해 사건의 배후에 존재하는 사회구조적인 문제점들에 대한 공적 논
의를 하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다.
만일 범죄와 관련된 기사가 강력한 전파력을 가진 신문 또는 방송과 같은 언론매체를
통하여 공중에 알려지게 되는 경우 범죄사건의 관련자들은 제한적 범위 내의 방청의 경우
보다 매우 심각한 명예권, 초상권, 성명권, 사생활의 보호 등 인격권 침해가 발생하게 되
며, 이로 인하여 당사자는 회복 불가능한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재판과정에
서 언론기관에 의하여 어느 일방의 책임이나 유·무죄를 예단하는 보도가 행해지는 경우

20) 헌
 법재판소는 결정을 통하여 인격권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가령 헌재결 1991.9.16. 89헌마
165(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3항, 제19조 제3항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 3,
525-527; 헌재결 1995. 12. 28. 91헌마114(형사소송규칙 제40조에 대한 헌법소원), 7-2, 885-886
등의 결정 참조.
대법원 역시 인격권에 헌법 제10조 후단의 행복추구권에서 도출된다는 것을 전제로 인격권을 실체법상 권
리로 인정하고 명예나 프라이버시가 인격권의 일종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대판 1988.10.11. 85다카29;
대판 1997.10.24. 96다17851; 대판 1993.6.22. 92도3160; 대판 1996.4.12. 93다40611 등 참조.
21) Cremer-Schäfer, Helga/Stehr, Johannes, Der Norm- & Wertverbund Strafrecht, Medien und herrschende Moral,
KrimJ 22(1990), S. 85; Obermöller, Bernd/Gosch, Mirko, Kriminalitätberichterstattung als kriminologisches
Problem, KritJ 28(1995), S. 47.
22) W. Hassemer 역시“여론 매체 없이 적극적 일반예방을 구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라고 하여 언론의 기능
을 강조하고 있다. Hassemer, Winfried, Der Einfluß auf das Strafverfahren aus strafrechtlicher Sicht, in: Von
Oehler, Dietrich u. a., Der Einfluß auf das Strafverfahren, C. H. Beck: München, 1990, S.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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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재판절차의 공정성을 침해하여 이른바‘여론재판’
을 야기할 위험도 있다.
하지만 재판공개의 원칙상 재판에 대하여 공개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일정한 범위 내에
서 재판관련자들의 인격권의 제한은 불가피하다. 따라서 재판의 공개는 일반 국민의 알권
리 차원에서의 보도의 자유와 재판당사자들의 인격권의 보호라는 충돌하는 법익간의 이
익형량을 기초로 하여 실제적인 조화의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23)
실제적으로는 과연 재판에 있어 언론기관의 보도의 자유를 어느 정도 범위까지 허용하
여야 하는가의 문제와 아울러 재판의 보도 제한사유는 어떤 것인지의 문제로 귀결된다.
오늘날 재판공개원칙은 피고인의 인권보장의 목적에서 출발하였던 전통적 개념에서 소송
관여자의 인격권을 보호하여야 한다는 관점에서 공개주의를 제한하거나 배제하여야 한다
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경우에 공개의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
하다.24)

Ⅵ.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
1. 법원의 비공개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문제
만일 재판공개의 원칙을 어기고 법원이 비공개로 재판을 진행한 경우에는 당연 무효는
아니지만 헌법위반으로 항소 및 상고이유가 된다. 즉 현행법상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항소
사유로,25) 민사소송법에 의하면 절대적 상고사유가 된다.26) 이와 같이 공개의 원칙을 어
긴 경우에는 현행법에 의할 경우 법원 조직 내의 상급심의 판단을 받게 되며, 궁극적으로
는 대법원의 재판을 받게 된다.

23) 실제적 조화(praktische Konkordanz)란 인격권과 보도자유 또는 형사절차의 보호와 보도의 자유 등과
같이 대립되는 기본권이 충돌하는 경우(기본권의 충돌의 경우) 어느 한 기본권만을 일방적으로 우선하여
서는 안되며 되도록 두 기본권이 공존할 수 있도록 해석·적용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24) 현대국가에서는 죄형법정주의가 확립되어 있고 소송절차에 대한 법제가 완비되어 있기 때문에 재판의 공
정성에 대해서는 보장할 수 있는 반면, 재판의 공개와 보도로 인한 인격권의 침해가 더욱 문제가 되는 경
우가 빈발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일부의 견해에 의하면 오히려 재판공개를 강요하기 보다는 적정
한도에서 공개주의를 제한하여야 한다고 본다. 이와 같은 견해로는 권영성(주 1), 1100; 이상돈, 형사절
차와 정보보호,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6, 104.
25) 형사소송법 §365의5 ix.
26) 민사소송법 §394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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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비공개재판 결정은 비밀재판으로 인한 재판의 졸속과 심리과정에서의 인권유린
및 불공정한 소송진행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고 당사자의 방어권을 효과적으로 행사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헌법적 권리이다.
하지만 우리 헌법재판소법 §68 I에 의하여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항소 또는 상고에
의해서만 다툴 수 있을 뿐 비공개결정의 합헌성에 대해 헌법소원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차단되어 있다.
일부의 견해에 의하면 법원의 결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한 우리 헌법
재판소법 §68 I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경우만은 헌법소원이 가능하도록 합헌적인 법
률해석이 필요하다고 본다.27) 또 다른 견해에 의하면 법원의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
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68 I의 내용 자체가 위헌이라고 보고 있다.28)
현행 헌법재판소법 §68 I의 규정을 현행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해석상 법원의 재판 중
유일하게 법원의 비공개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만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보
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법원의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지 못하
도록 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68 I 자체가 위헌이라는 견해 역시 경청할 만하다.
입법론으로는 헌법 개정의 필요성은 크지 않으나 현행 법체계하에서 법원의 비공개결
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예외규정을 두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야 할 것
이다.

2. 당사자의 재판 비공개청구권 문제
현행 헌법 §109 단서에 의하면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다만 예
외적으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구체적인 비공개의 사유는 법
원조직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등 관련 법 규정에 의한다.
이러한 헌법과 단행 법률에 의하면 모두 법원에 의하여 재판의 비공개여부가 결정되도
록 하고 있다. 이것은 당사자의 권리보호와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해서는 법원의 재판이
공개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근거한 것이다. 지난 세기 법원의 공개재판의 원칙은 인권보장

27) 허
 영(주 1), 1023.
28) 홍성방, 헌법학, 2009, 현암사, 929 각주 52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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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실체적 진실발견에 매우 큰 공헌을 해 온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현대 국가에서 재판의 내용과 관련하여 방송과 통신매체 들을 통하여 매우 급속
한 정보의 전파가 가능한 상황에서 지나치게 재판관여자들의 사생활이 공개됨으로써 당
사자에게 회복 불가능한 정신적·재산적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공개재판의 본래 취지
에 반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
더욱이 오늘날에는 이미 죄형법정주의가 확립되어 있고, 소송절차도 합리적으로 구비
되어 있어 재판의 공정성은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는 국민적 신뢰가 높아진 반면, 재
판 결과의 공개로 인한 재판관여자들의 피해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문제점에 근거하여 미국에서는 이미 형사피고인이 일정한 경우에 비공개재판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형사피고인 또는 소송당
사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 하에서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여야 한
다는‘형사재판공개지양론’
이 대두되고 있다.
재판공개의 궁극적인 목적은 단순히 재판을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하여 형사피
고인이나 소송당사자의 기본권 보호와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한 것이다. 따라서 형사피고
인이나 소송당사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이 된다면 일정한 요건 하에 피고인이나 소송당사
자의 요구에 의하여 비공개재판을 진행할 수 있음을 천명하는 방향으로의 헌법개정을 검
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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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10조
오동석

제110조
①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
② 군사법원의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관할한다.
③ 군사법원의 조직·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④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군인·군무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
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Ⅰ. 개념과 입헌취지
군사법원은 군인 등 신분을 가진 자에 대하여 군형법 등에 따른 재판을 수행하기 위하
여 설치된 특별법원이다.

Ⅱ. 연혁
1. 군사재판에 대한 헌법조항의 연혁
대한민국헌법 제정 이후 군사재판을 관할하는 기관으로서 군법회의가 운용되었지만,
1948년헌법은 그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군법회의에 대하여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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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론이 만만치 않게 제기되었다.1) 특히 1949. 4. 21. 법무부장관 이인은 국방부장관에게
문서를 발송하여 1948년헌법 아래에서 군법회의 위헌성을 지적하였다.2) 그 까닭은 법관
이 아닌 현역 군인이 재판부에 참여하고 있어서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며 그리고 대법원을 최고심으로 하고 있지 않으므로 대법원을 최고법
원으로 하는 법원에 재판권을 부여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는 것 때문이었다.
이러한 견해는 군법회의의 실정법상 근거를 1946. 1. 15. 남조선국방경비대, 같은 해
3)

4)

6. 15. 조선해안경비대와 함께 창설된 것으로 이해하는 견해 또는 1948. 7. 5. 공포된

국방경비법과 해안경비법에서 찾는 견해에 대한 반박이었다. 그리고는 두 법의 시행일이
같은 해 8월 4일임을 들어 대한민국헌법이 시행된 후 법률상의 군형사재판기관으로서 존
재해 왔다고 보는 것이다.5) 또한 1948. 11. 30자 법률 제9호「국군조직법」제20조 제2항
은“군인 군속에 대한 심판은 군법회의에서 행하며 죄와 심판의 수속은 따로 법률로써 정
한다”
고 규정하고 있었다. 이에 대하여 이인은 국방경비법은 미군정 아래에 제정된 법규
로서 1948년헌법 제100조에 따라 헌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효력을 가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의견을 제출한 것
이었다.
군법회의에 대한 위헌 논란을 해소하고자 1954년헌법 제83조의2는“군사재판을 관할
하기 위하여 군법회의를 둘 수 있다. 단, 법률이 정하는 재판사항의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관할한다. 군법회의의 조직, 권한과 심판관의 자격은 법률로써 정한다.”
고 규정하였다.
이것이 군사재판을 관할하는 기관의 첫 헌법적 근거이다. 헌법개정의 제안이유서 또한 이
를 반영하여‘현행 헌법은 군법회의의 위헌문제까지 논의됨에 비추어 본 개정안은 제83

1) 예
 컨대 이종극,“헌법상으로 본 군법회의: 헌법 제83조의2를 중심으로,”법정 12-2(1957). 2, 4-8. 그는
군법회의 위헌론에 대하여‘순수 법해석론적 의미에서 다분히 합리성을 지니고 있는 매우 유력한 학설이며
지배적인 통설’
로 평가한다. 그 배경으로서는 군법회의를“정치적으로 위험시”
하면서“순수한 군사사법·국
방상의 목적에 한정되어야 하는데, 그 남용의 예를 쉽게 찾을 수 있”
음을 들고 있다(같은 글, 5-6).
2)“민간인의

특수범죄에 대한 군법회의재판권 확인에 관한 건(협의)”
, 1949.4.21. 법무부장관→국방부장관,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 예규에 관한 기록(1948-1949), 국가기록원, BA0155312: 문준영,“미군정 법
령체제와 국방경비법,”민주법학 34(2007), 129-130에서 재인용.
3) 이종극(주 1), 5 참조.
4) 문
 준영은 국방경비법과 해안경비법이“1948년 7월 5일자 해안경비법에 관한 군정장관의 공포지시문과 7
월 7일자 사법부의 일일활동보고 등을 통해 … 사법부에 제출되어, 군정장관의 승인을 받아 통위부에서 관
보게재가 아닌 방식으로 공포되었음을 확인”
하고 있다. 문준영(주 2), 131.
5) 이종극(주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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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조의2를 신설하여 그 헌법적 근거를 명시’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1962년헌법은 제106조에서“①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법회의
를 둘 수 있다. ②군법회의의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관할한다. ③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
은 군인·군속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초소·유해음식물공급·포로
에 관한 죄 중 법률에 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다.”
고 규정하였다. 비상계엄
아래에서 군사재판을 단심으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군법회의
의 조직·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을 법률로 정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였다.
1980년헌법은 제111조에서“①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법회의
를 둘 수 있다. ②군법회의의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관할한다. ③군법회의의 조직·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④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군인·군무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초소·유해음식물공급·포로에 관한 죄중 법률에 정
한 경우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다.”
고 규정하였다. 군법회의 조직 등을 법률로 정하
도록 다시 위임한 것이 특징이다.
1987년헌법의 특징은 그 명칭을 군법회의에서 군사법원으로 바꾸고, 사형선고의 경우
에는 비상계엄 아래에서 단심으로 한 것의 예외를 인정하였다.

2. 특별법원에 대한 헌정사적 학설7)
가. 특별법원의 헌법적 근거
헌법상“특별법원”
이라는 표현은 1962년헌법에서 처음 등장한다. 즉 동 헌법 제106조
제1항이“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법회의를 둘 수 있다.”
고 규정
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헌정사적 관점에서 특별법원에 대한 이해는 구 군법회의에 대한
논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 출발점은 1954년헌법이‘특별법원’
이란 표현을 사용하지
는 않았지만 군사재판을 관할하는 기관으로서 군법회의의 헌법적 근거를 처음 규정한 것
이다. 즉 동 헌법 제83조의2 제1문은“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군법회의를 둘 수 있
다.”
고 규정하였다.

6) 이종극(주 1), 6에서 재인용.
7) 이 부분은 오동석,“특별법원에 대한 헌법해석,”세계헌법연구 14-2(2008), 133-136을 발췌·전재한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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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군법회의의 헌법적 위상에 대한 세 가지 입장을 오늘날 특별법원론과 연관시키면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다. 첫 번째는 군법회의를 예외법원으로서 완전히 독립시키려는
입장이다(
‘예외법원설’
). 두 번째는 군법회의를 완전히 폐지하고 군사범까지도 일반법원
에서 재판하려는 입장인데, 이러한 입장에서는 군사법원을 특수법원으로 설치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볼 수 있다(
‘특수법원설’
). 세 번째는 절충적 입장으로서 군법회의의 일정 사
항에 대한 상고심을 대법원에서 관할하게 하려는 입장이다(
‘특별법원설’
). 1954년헌법은
8)

세 번째 입장을 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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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예외법원설’
군 관계자들은 1948년 대한민국헌법이 새로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헌법규
범에 적합하게 군법회의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로서의 기존 군법회의를 정
당화하려 하였다.9) 예컨대 당시 헌법 제22조를 해석함에 있어서‘법률에 의한 재판’
이라
는 어구를 사용한 헌법의 의도는 국민의 권리에 관한 규정이라는 원칙에 부가하여 법원에
의한 국가 사법권의 작용 이외에 모종의 재판을 예상 또는 암시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으로
써 군법회의를 정당화하였던 것이다.10)
그렇지만 1948년헌법은 군 관련 규정과 사법부 관련 규정을 충분히 두고 있었고, 이에
따라 판단하면 당시 군법회의를 헌법적으로 정당화할 수는 없다.11)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 대한 제도적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은 군의 정치적 영향력이 고려된 헌법외적
요인 때문이었다.
1954년 헌법이 개정된 이후에도 군 관계자들은 대법원 상고심 문제 관련해서도 강하
게 반발하였다. 법률 제1004호「군법회의법」
이 1962년 1월 20일에서야 제정된 것도 그
때문이었는데, 그들은 군법회의‘재판’
에 대한 사법부 관여가 대통령의 군 통수권을 침
해한다는 논거를 들었다.12) 그에 따라 군 사법제도에 대한 헌법 규정의 의미는 기존 군
법회의를 헌법적으로 정당화하는 것에 불과하였을 뿐 그 계기를 통하여 민주공화국헌법

8) 홍현욱,“한국군법회의제도의 구상: 특히 헌법 제83조의2 단서를 중심으로,”法政 10-4(1955), 24.
9) 제
 도적 보장론과 연관시킨 비판으로는 오동석,“1950년대 군법회의와 군 사법권 독립 논의,”공법학연구
8-4(2007), 289-292 참조.
10) 이지형,“군사법권의 독립론(2),”법정 5-1(1950), 47.
11) 오동석(주 9), 291-2, 295 참조.
12) 고석,“한국 군사재판 제도의 성립과 개편과정에 관한 연구,”법학박사학위논문, 서울대, 2006, 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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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걸맞은 제도적 개혁을 기대하기는 어려웠다. 그 담론 역시 전통적인 군의 특수성 논
리에 따른‘일반사법권으로부터 군 사법권 독립 원칙’
을 둘러싸고 형성되었다.13) 아울러
그들은 전시와 평시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평시를 단순히 전시 대비 시기로 이해한다. 즉
‘군 사법은 군기를 유지하여 평소에 전력을 배양함으로써 유사시에 최고도의 능력을 발
휘케 하여 전승을 가져오게 함에 그 근본목적이 있음’
을 강조하여 일반사법과 차별화를
시도하는 것이다.14)
한편 군법회의 위헌론에서도 특별법원을 예외법원으로 인정하는 견해를 볼 수 있다. 즉
군인도 국민이기 때문에 평등하게 기본권을 향유하며 그 특수한 신분으로 인해 예외적 취급
을 받을 헌법적 근거가 없어서“군인에 대한 형사사법권을 專行하는,‘특별법원’
의 성격을
15)
지닌 군법회의는 헌법상 용인될 수 없다”
는 것이다. 다만 여기서는 헌법에 특별법원으로

서 군법회의 설치근거를 두는 경우에도 헌법적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을 지적해 둔다.

다.‘특수법원설’
1950년대 당시 군법회의를 위헌적으로 보았던 견해는 기본권 보장과 법치주의 실현
그리고 만인평등주의에 입각할 때, 국민은 신분, 직업, 지위에 무관하게 동일한 법률 아
래 동일한 재판소의 지배를 받음으로써 동일한 책임을 지게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1954년헌법 제83조2 자체가 사법권을 법원에 부여한 당시 헌법 제76조와 상치
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사법권 독립을 보장하려는 권력분립원리와 상반되는 입법이라
는 것이다.16)
입법적 해결책으로서는 1954년헌법 아래에서도 관련 법률 정비를 통하여 군법회의를
특수법원으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했다. 군법회의 규정이 당시 헌법‘제5장 법원’편에
규정되었으므로‘사법권을 행사하는 법원의 일종으로서 재판기관’
으로 군법회의를 이해
하되, 군인 등 특수신분자를 전담하는 특수법원으로 군 사법제도를 설계할 수 있었기 때
문이다.17)

13) 이지형,“군사법권의 독립론(1),”법정 4-12(1949), 4; 홍현욱(주 8), 22.
14) 이지형(전주), 4.
15) 이종극(주 1), 5에서 재인용.
16) 이규복,“사법권의 독립과 군법회의,”법정 12-2(1957), 18.
17) 당시 군법회의를 합헌인 것으로 보고‘특별법원’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해
석가능성의 단초를 이종극(주 1), 7에서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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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특별법원설’
국민의 재판청구권과 권력분립원리 및 사법권독립원칙 등의 헌법원칙을 감안하면, 군
사법제도의 구체화 법률에서는 예외법원과 특수법원의 실질적 절충으로서 특별법원제도
를 생각해 볼 수 있다.
1950년대 논의 중 군인의 범죄를 유형화하여 특별법원으로서의 관할문제를 해결하려
는 견해를 참고할 만하다. 먼저 군대사회의 특수성 내지 군기유지상의 군사범과 일반사회
의 형법 기타의 처벌법규상의 일반범, 그리고 평시범과 전시범을 구별한 뒤에 군법회의의
심판권을 어떤 범죄에 대하여 인정하느냐 하는 것은 입법정책상의 문제이겠지만, 평시의
일반범에 대하여는 일반법원의 관할로 돌리는 것이 헌법의 정신에 맞는다는 주장이다.18)
또한 군법회의가 군의 기밀을 유지하고 군대내의 규율을 엄격히 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설
치되어야 한다면 그 관할사항은 오로지 내부관계에 국한하여 특히 중대한 군 기밀사항 엄
수에 한정하고 군대 외에서 일반인에 가한 위법행위는 일반법원의 관할로 하는 것이 적정
하다는 것이다.
사실 1948년헌법은 이미 군과 관련한 헌법원칙으로서 평화주의원칙 그리고 권력분립
원칙과 그에 따른 문민통제원칙을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 점에서 1954년헌법에 군법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면서 또는 더 분명하게는 1962년헌법에 특별법원의 표현을 사용하면
서 그 헌법적 의미를 좀 더 명확히 할 수도 있었다.19)
그렇지만 1954년헌법은 헌법규범의 정립과 군 당국의 영향력의 대립각 속에서 헌법규
범의 우위가 관철되지 못한 채 정치현실적 힘에 의해 어정쩡하게 절충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하여 군법회의 비판론은 군 사법이 단순히 군인 등 신분을 가진 자의 범
죄행위를 처벌하는 국가작용인 한, 그것이 군 조직과 필수불가결하게 결합하는 것이 아니
며, 그 범죄행위가 군사작용과 무관한 한 사법권 독립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는 영역으로
이해했던 것이다.

18) 이종극(주 1), 7.
19) 이
 규복(주 16), 19. 서일교도 순수한 군사범에 한정하여 군법회의 재판권을 인정하는 것이 사리상 타당
하다는 견해이다(서일교,“군법회의 구성에 대한 소고: 군법회의법초안을 중심으로,”법정 12-2(195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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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입헌례와 비교법적 의의
대표적인 입헌례로는 독일을 들 수 있다. 독일은 바이마르헌법에서는 그 제105조에서
“예외법원(Ausnahmegerichte)은 금지한다. 누구든지 법률의 정한 법관의 재판을 받는
권리를 빼앗기는 일이 없다. 단 법률이 정한 전쟁법원과 신분법원은 예외로 한다. 군인명
예법원은 폐지한다.”
고 규정하였다. 또한 제106조에서는“군사법원은 전시 및 군함 내에
있는 것을 제외하고 폐지한다. 상세한 것은 제국법률에 의하여 정한다.”
고 규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독일기본법 제96조는20)“②연방은 연방법원으로 군대를 위한 군사법원을
설치할 수 있다. 군사법원은 방위사태의 경우와 외국에 파견되거나 군함에 승선한 군대의
소속원에 대하여만 형사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 상세한 내용은 연방법률로 정한다. 이
법원들은 연방법무장관의 소관분야에 속한다. 그 전임법관은 법관직의 자격을 가져야 한
다. ③제1항 제2항에 열거된 법원의 최상급법원은 연방법원이다. ④연방은 연방에 대해
공법상의 근무관계에 있는 자들에 대한 징계절차와 소원절차를 결정하기 위한 연방법원
을 설치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몇몇 나라들은 군 사법권과 군 지휘권을 연계시키는 전통을 군국주의 유물로
이해하면서 이미 제1차 세계대전을 전후해서 군사법원을 폐지하였다. 대표적인 예로는
1919년의 덴마크를 들 수 있다. 독일과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의 패전이후 군사법원을
폐지하였다. 미국은 2차 대전이후 군 사법제도를 대폭 개혁하여 현재와 같은 군사법통일
법전(UCMJ)을 만들었다. 프랑스는 인도차이나 반도, 알제리에 대한 식민지 지배권을 상
실한 1960년대 이후 군 사법제도 개혁을 논의하여 1980년대 초에 군 사법제도를 근본적
으로 개혁하였다. 스페인에서는 프랑코 독재정권 시절 만들어진 군사법제도를 1980년 이
후 개혁하였다. 냉전체제가 해체된 이후에는 보다 많은 나라들에서 군 사법제도 개혁이
논의되거나 실천되었다. 네덜란드와 포르투갈은 1991년과 1997년에 각각 평시의 군사법
원을 폐지하였다. 스위스에서는 1973년과 1990년에 평시 군사법원폐지법안이 각각 제안
되었으나 통과되지는 않았다. 이탈리아의 경우 1981년의 법 개정을 통해 민간인이 군사
법원의 재판을 주재하도록 했다.21) 이후 1990년대 중반 양원 합동 헌법개혁위원회가 최

20) 참고로 그 제1항은“연방은 영업상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안을 위하여 연방법원을 설치 할 수 있다.”
는것
이다.
21) Giuseppe Scandurra의 발제문(http://www.giustiziamilitare.difesa.it)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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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한 평시의 군사재판은 폐지해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22) 미국에서는 군사법통
일법전 시행 50주년을 계기로 동 법률에 대한 개혁이 논의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콕스 위원회(Cox Commission)의 활동이다.23)
대법원과 군 항소법원의 판결이 중요한 역할을 한 캐나다, 인종차별주의 시기의 군 사
법제도를 위헌으로 본 남아프리카 공화국, 뉴 사우스 웨일즈의 대법관인 아바디(Abadee)
의 보고서에 기초하여 개혁의 필요성을 고려하고 있는 호주, 군 항소심 법원의 창설의 권
24)

고를 받은 인도 등도 군 사법제도 개혁이라는 큰 흐름과 마주하고 있다.

또한 많은 나라

에서 군사법원의 폐지를 목적으로 한 헌법소송이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지휘권을 가진 자만이 재판권을 행사하도록 한 과거의 체제는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 극복되었거나 그 극복이 논의되고 있다.25)

Ⅳ. 다른 조문과의 체계적 관계
헌법 제27조 제1항은“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
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고 규정하고 있어, 현역 군인이 재판부에 참여하는 군사법원
제도의 위헌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그런데 헌법 제110조 제3항이“軍事法院의 組織·權
限 및 裁判官의 資格은 法律로 정한다.”
고 규정함으로써 이러한 제도가 위헌은 아니라는
것이 학설과 판례의 입장이다.
헌법 제27조 제2항은“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는 중
대한 군사상 기밀·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군용물에 관한 죄 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고 규
정하고 있다. 그에 따라 군사법원은 일정한 경우에는 일반 국민에 대해서도 관할권을 가
진다.

22) Vindicio Bonagura의 발제문(http://www.giustiziamilitare.difesa.it) 중에서.
23) 콕
 스 위원회에 대한 간단한 소개는 박주범,“외국의 군사법원/군사법원의 존립목적,”민주사회를 위한 변
호사모임, 군 사법 개혁을 위한 토론회, 2003, 23.
24) Fidell, Eugene R., “A World Perspective on Change in Military Justice,” Fidell, Eugene R./ Sullivan, Dwight H.
엮음, Evolving Military Justice, Annapolis, Naval Institute Press, 2002, 209.
25) 국가인권위원회, 군 사법제도 운영 및 인권침해현황 실태조사, 2003년도 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 보
고서, 국가인권위원회, 200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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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규범적 내용, 개념과 원리에 대한 판례 및 학설
1. “특별법원”에 대한 학설과 판례
가. 예외법원설과 그에 대한 평가
(1) 예외법원설의 내용
예외법원설은“특별법원의 특징은 그 권한의 한정(예, 영국의 군(郡)재판소는 200파운
드까지의 민사사건만 관할), 관할대상의 특수성(예, 가정법원), 법원존립의 임시성(예, 과
거의 우리나라의 반민족행위특별처벌법) 등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재판에 대한 최고법원
에의 상고가 인정되지 않거나(예, 옛날의 영국의 성좌(星座)재판소), 또는 헌법이 규정하
는 법관의 자격 내지 일반법원의 독립성에 관련되는 제 규정이 인정되지 않는 점(예, 군
사법원, 과거 우리나라의 반민족행위처벌특별재판소의 위헌론이 나온 것도 그 법관자격
26)
이 주요원인이 되었다) 등에 있다”
는 입장이다.

이에 따르면, 특별법원은 ① 법관의 자격을 가진 자가 재판을 담당하는 경우에도 그 재
판에 대하여 대법원 상고가 인정되지 않는 법원 또는 ② 대법원 상고는 인정되지만 법관
자격 없는 자가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 ③ 두 가지 예외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법원 모두
를 포함하게 된다.27)
헌법재판소 판례도 예외법원설을 취하고 있다. 즉 군사법원의 특별법원 의미를‘일반법
원과 조직·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을 달리하여 설치할 수 있다’
는 뜻으로 해석하여“법률
로 군사법원을 설치함에 있어서 군사재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조직 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을 일반법원과 달리 정하는 것은 헌법상 허용되고 있다”
고 보기 때문이다.28)
(2) 예외법원설에 대한 평가
그러나 이러한 견해에 대하여는 헌법상 특별법원의 외연을 확장하여 기본권과 헌법원
칙에 대한 예외를 확대하고 있는 점에서 헌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견해가 있다. 먼저 ①

26) 박일경, 제6공화국 신헌법, 법경출판사, 1990, 537쪽. 동지: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9, 1083;
김철수, 헌법학개론, 박영사, 2007, 1595;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08, 914; 정종섭, 헌법학원론, 제
2판; 박영사, 2007, 685;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02, 983-4.
27) 성낙인(전주), 915.
28) 헌재 1996.10.31, 93헌바25, 4, 4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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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헌법이“비상계엄상의 군사재판은 군인·군무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에 관한 죄 중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심
으로 할 수 있다.”
(제110조 제4항 본문)고 규정한 것을 설명하는 데에만 해당된다는 것이
다. 더욱이 이 또한“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는 단서에 의해 그 의미
는 축소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헌법이“군사법원의 상고심은 대법
원에서 관할한다.”
(제110조 제2항)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대법원 상고와 관련한 예외
29)

법원설의 근거가 헌법원칙과 맞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또한 ②의 군사법원 재판관 자격을 더 크게 문제 삼는다. 헌법상 문언에 따라 해석하
면, 헌법은 단지 재판관 자격의 자의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제110조 제3항), 학설은 마치 법률로써 새로운 재판관 자격 요건을 정할 수 있는 것처럼
해석하고 있다는 것이다. 헌법상 사법권은 법관으로서 구성된 법원에 속하며(제101조 제
1항) 법관의 자격을 법률로 정하여야 하므로(제101조 제3항) 군사법원도 예외 없이 이러
한 헌법적 요건을 충족할 것을 전제로 하여 그 상세한 재판관 자격을 법률로 정하여야 한
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그 근거로서 헌법재판소 역시“사법권의 독립 등
헌법의 근본원리에 위반되거나 헌법 제27조 제1항의 재판청구권,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권, 헌법 제12조의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여서는 안될 헌법
30)
적 한계”
가 있음을 확인하고 있음을 들고 있다.31)

다만 헌법재판소에 대하여는“군 지휘권을 확립하고 군사범죄를 정확히 심리,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군사법원에 군 지휘관을 관할관으로 두고 관할관이 군판사 및 재판관
의 인사권을 갖게 하고, 군의 사정을 잘 알고 군사문제에 관하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일
32)
반장교를 재판에 참여시킬 필요”
(밑줄은 인용자)만으로 현역 군인의 재판 참여를 정당화

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더욱이‘군사법원의 재판관은 반드시 일반법원의 법관과 동등한 자
33)
격을 가진 군판사를 포함시켜 구성하도록’
하고 있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헌

법 규정 자체와도 맞지 않지만, 군의 위계구조를 전혀 감안하지 않았다는 것이다.34)

29) 오동석,“특별법원에 대한 헌법해석,”세계헌법연구 14-2(2008), 130.
30) 헌재 1996.10.31, 93헌바25, 4, 452.
31) 오동석(주 7), 130.
32) 헌재 1996.10.31, 93헌바25, 4, 453.
33) 헌재 1996.10.31, 93헌바25, 4, 443.
34) 오동석(주 7),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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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원설에 대하여 비판적인 견해는 또한 특별법원의 내용을 확정하는 데에는 헌법
상 기본권과 기본원리와의 규범조화적 해석도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즉 헌법 제27조 제
1항이 모든 국민에게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헌법적 제약 없이 특별법원성에 대하여 헌법이 전문법관 아
닌 법관의 관여를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35)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특별법
원에서의 재판의 주체에 관하여 법관과 구별하여‘재판관’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자격요
건을 전적으로 법률에 백지 위임함으로써 비직업법관의 관여를 금하고 있지 않”
다는 주
장36)은 더욱 그렇다고 본다. 즉‘헌법 제110조의 군사재판에 관한 규정이 전문법관 아닌
37)
자의 재판관여에 대해 제기될 위헌성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하여 헌법화한 것’
으로 평가

하는 것에는 일정한 헌법적 제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38)

나. 특수법원설과 그에 대한 평가
(1) 특수법원설
특수법원설은 법관의 자격을 가진 자가 재판을 담당하고 최고법원에의 상고가 인정되
고 있지만,“그 권한의 한정, 그 대상의 특수성, 그 인적 구성의 특수성 및 그 재판기관의
39)
임시성 등을 그 내용으로 하는 법원”
을 특별법원으로 본다.

(2) 특수법원설에 대한 평가
특수법원설은 헌법 외적 존재로서의 기존 군사법원 제도를 헌법규범의 틀 안으로 자리
매김함으로써‘지휘관사법’
을 극복할 수 있는 견해로 평가되기도 한다.40)
그렇지만“이러한 법원(예, 해원(海員)법원, 소년법원, 가사법원, 근로법원 등)도 그 재
판에 대하여 최고법원에 상고할 수 있고 또 그 조직과 법관의 자격·임기·신분보장 및 특

35) 권영설은 국민의 사법참여를 논하는 글에서 헌법 제110조가 우리 헌법이 전문법관이 아닌 법관의 관여를
인정하는 유일한 헌법적 근거라고 주장한다(권영설,“국민의 사법참여제도와 헌법,‘국민의 사법참여’공
청회 자료집, 사법개혁위원회/ 한국공법학회, 2004, 40).
36) 장석조,“토론문: 국민의 사법참여제도의 헌법적합성,”앞의 공청회 자료집, 109.
37) 권영설(주 35), 37.
38) 오동석(주 7), 131.
39) 한태연, 헌법학, 법문사, 1977, 623.
40) 오동석(주 7),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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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그 독립성이 그 나라 헌법이 규정하는 일반원칙 그대로일 때에는 역시 최고법원의 하
급법원인 동시에 그 나라의 보통법원에 속하는 것이므로(예, 위에 말한 우리나라의 가정
법원, 현재의 영국의 유언·이혼·해사(海事)재판소) 이것을 특별법원이라고 하지 않는 것
41)
이 통례”
라는 비판을 받는다.

더욱이 특수법원인 가정법원, 행정법원, 조세법원, 노동법원, 특허법원, 해난법원, 교
통법원, 간이법원 등은 법률로써 설치할 수 있으므로 헌법이 이와 구별하여 특별법원에
42)

대한 근거규정을 별도로 둔 것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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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별법원설
기존 학설에 대하여 특별법원과 군사법원에 대한 해석을 혼동하고 있다는 견해가 있다.
특별법원은 헌법이 별도의 근거를 두고 있는 이상 예외법원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지만 그
렇다고 헌법의 명문규정과 어울리지 않는 현행 군 사법제도를 헌법적으로 정당화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더욱이 헌법이 특수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배제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43)
이 견해에 따르면,44) 일반법원에 대한 특별법원이 가지는 특별성은 국가비상사태에 따
르는 예외적 상태를 의미한다. 헌법상 모든 국민에게 보장되어 있는 재판청구권과 헌법의
기본원칙으로서 권력분립원칙과 사법권독립의 원칙에 근거하면, 입헌주의의 최대한 보장
과 그 예외의 최소화에 따라 특별법원의 인정범위는 필요최소한도에 그쳐야 하기 때문이
다.45) 이로부터 특별법원의 특별성 요건은 상황요건, 목적요건, 관할요건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46)
상황요건에 의해 특별법원은 전시 또는 준전시에는 예외법원으로, 평시에는 특수법원
으로 조직되어야 한다. 전시 또는 준전시에 예외법원으로서의 군사법원은 국가 존립과 안

41) 박일경(주 26), 537.
42) 오동석(주 7), 132.
43) 오동석(주 7), 132.
44) 특별법원설에 대한 아래의 내용은 오동석(주 7), 141-2를 전재한 것이다.
45) 독
 일기본법 제96조 제2항은 방위사태의 경우와 외국에 파견되거나 군함에 승선한 군대의 소속원에 대하
여만 형사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군사법원을 연방법률로써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이 법원
들은 연방법무장관의 소관분야에 속하되 그 전임법관은 법관직의 자격을 가져야 한다.
46) 국
 가긴급권 발동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면서, 첫째 국가적 비상사태의 발생상황, 둘째 국가 존립과 안전
의 신속한 회복 목적, 셋째 주체 확정 문제를 제시하는 것(권영성(주 26), 71-2)으로부터 유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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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을 보장하는 군 본래의 헌법적 의무를 달성하기 위한 목적에 한정하여 잠정적으로 운용
하며, 군인·군무원의 경우에는 당연 관할대상으로 하되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외
적으로 일반국민을 그 관할대상으로 할 수 있다. 이때 예외법원인 군사법원 제도는 군사
재판의 단심제, 현역 군인의 재판관 참여, 군사법원의 군 부대별 조직 등을 포함한다.
다음으로 평시 특수법원으로서의 군사법원은 군 관련 사안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일반
법원조직 내에 군사재판을 전적으로 담당하는 고등법원급으로서 군인·군무원의 순정군
사범을 그 관할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특수법원인 군사법원 제도는 당연히
군사재판의 단심제, 현역 군인의 재판관 참여, 군사법원의 군 부대별 조직 등을 포함해서
는 안된다.
결국 이 견해에 따르면, 기존 학설의 문제는 헌법이‘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
는 규정으로부터 단편적으로 예외법원인 군사법원만을 염두에 두었다고 본다. 오히
려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와 사법권 독립의 원칙 등을 고려하는 헌법해석을 했다면, 가
능한 한 예외법원으로서의 군사법원을 제한하고 필요한 한도 내에서 특수법원으로서의 군
사법원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근거로서 예외법원 금지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
으로부터 재판을 받을 권리에 상응하는 헌법원칙임을 들고 있다.47) 그리고 이러한 문제점
은 헌법조문 자체로부터 출발하여 특별법원의 헌법적 성격을 규명하려 하지 않고 과거의
역사적 존재로서의 현행 군사법원제도를 수용한 것으로부터 연원한다고 평가한다.48)

2. 군사법원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례
군사법원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례로 대표적인 것은 <헌재 1996.10.31, 93헌바25> 결
정을 들 수 있다.
먼저 청구인은 군사법원법상의 심판대상조항이 세 가지 점에서 권력분립주의와 사법권
독립의 원칙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첫 번째는 사법부에 속하여 할 군사법원을 행정
부에 속하게 한 심판대상조항이고, 두 번째는 군검찰관 임명권자의 군판사 및 심판관 임

47) D egenhart, C., “Gerichtsorganisation”, Isensee, J./ Kirchhof, P. 엮음, Handbuch des Staatsrechts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Ⅲ, C. H. Beck, 1988, 876.
48) 오동석(주 7),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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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권과 재판관의 지정권 보유 그리고 관할관의 군사법원 행정사무 관장과 구속영장 발부
권 및 판결 확인권 보유 등을 규정한 심판대상조항이며, 세 번째는 군 지휘관인 관할관이
검찰권과 사법권을 겸유하도록 한 심판대상조항이다.49)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구체적인 판단과 설명을 보여주지 않았다고 비판하는 견해
가 있다. 다만 군대조직의 특성상 군사재판의 특수성이 필요하고 군사법원의 상고심이 대
법원인 점 그리고 군사법원법이 재판관의 재판상 독립과 재판관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음
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을 뿐이며, 헌법의 편제상 법원 편에 규정된 군
사법원이 왜 행정부 소속의 기관이 되었는지 헌법재판소는 아무런 설명이 없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청구인은 군부대에 군사법원을 설치하는 헌법상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위임
이 없어 심판대상조항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헌법재
판소는 군 임무의 특성상 전지는 물론 평시에도 신속히 군사재판을 할 수 있어야 하기 때
문에 군사법원을 군 부대에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과연 평시에 어떠한 사건들이 군사법원에서 다루어지며 신속하게
재판하여야 할 사안이 어느 정도인지를 판단하지 않았는데, 헌법상의 명시적 위임이 없음
은 차치하고라도 군사법원의 군 부대 설치가 헌법상의 기본원리와 저촉하는 측면이 있는
이상 헌법재판소가 이에 대하여 합헌성을 논증할 의무가 있었다는 견해가 있다.50)
세 번째로 청구인은 법관이 아닌 군장교가 재판관으로 참여하도록 한 심판대상조항이
재판청구권과 평등원칙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군의
사정을 잘 알고 군사문제에 관하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일반장교를 재판에 참여시킬 필
요가 있으며 군사법원의 재판관에 법관의 자격이 있는 군판사가 포함되므로 재판청구권
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그렇지만 헌법재판소가 재판청구권의 핵심내용을 제한하는 법규정이 피해최소성의 원
칙을 준수하고 있는지, 즉 과연 평시 군사법원의 재판대상 중 현역 군인이 재판관으로 참
여해야 하는 사안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에 따라 심판대상조항이 이 점을 고려하였는지를
판단하지 않았다고 비판한 견해가 있다.51)
네 번째로 청구인은 군 사법제도의 운영이 지나치게 지휘관에게 집중되어 있음을 주장

49) 국가인권위원회(주 25), 199-200.
50) 국가인권위원회(주 25), 200.
51) 국가인권위원회(주 25),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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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하나는 심판대상조항이 관할관에게 검찰권과 사법권을 집중시켜 군 사법운영의
공정성을 지휘관에게 맡김으로써 죄형법정주의와 평등원칙에 반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
나는 심판대상조항이 지휘관의 권력 남용 가능성 때문에 인간의 존엄과 가치 등의 기본권
을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대법원의 상고심, 군
사법원법상 재판관의 재판상의 독립과 법관의 신분 보장 규정이 있음을 근거로 헌법위반
이 아닌 것으로 보았다. 이와 관련 충분한 논증이 없이 군대조직의 특성만이 유일한 논거
로 제시되었다고 비판하는 견해가 있다.52)

3. 군사법원법에 대한 헌법적 평가53)
“헌법상 유일한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이 명문화되어 있으며, 그것은 적어도 헌법규
정 상호간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 하더라도, 법상 위헌문제를 제기할 수 없다는 점에서 형
식적으로는 위헌문제가 해소되었다.”
는 평가가 있다.54) 이러한 평가는 국가배상법 제2조
단서와 같이 헌법조문과 동일한 조항을 둔 경우의 문제와 군사법원법의 문제가 다름을 간
과하고 있다.
국가배상법 제2조 단서는 헌법 제29조 제2항(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
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
다.”
)을 그대로 반복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실질적 문제점과 헌법개정의
문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헌법재판소가 위헌심판을 할 수 없다.
그러나 현행 군사법원법이 헌법상 규준에 따라 군 사법제도를 형상화하였는지 여부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 헌법이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무소불위의 입법권력을 인정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헌법이 군사법원의 조직·권한 그
리고 재판관의 자격에 대하여 법률에 위임한 것은 백지위임이 아니라 헌법상 인권과 기본
원리의 한계 내에서 위임한 것이기 때문이다.
현행 군사법원법상 문제조항과 관련 헌법원리를 도표로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52) 국가인권위원회(주 25), 200.
53) 이 부분은 국가인권위원회(주 25), 202-206의 오동석 집필 부분에 의존하였다.
54) 성낙인(주 26), 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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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현행 군사법원법상 문제조항과 관련 헌법원리
현행 군사법원법상 문제조항

관련 헌법원칙

§6 군사법원의 설치(국방부, 군부대)
§8 관할관의 권한(군사법원 행정사무 관장)
§23 군판사의 임명 및 소속(각군 참모총장, 국방부장관)
삼권분립

§24 심판관의 임명과 자격(법관 자격 없는 현역 군인)

사법권독립

§25 재판관의 지정(관할관)

재판청구권

§38 국방부장관의 군검찰사무지휘·감독

평등원칙

§39 각군참모총장의 검찰사무지휘·감독

평등권

§40 군검찰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장의 검찰사무지휘·감독
§41 검찰관의 임명(각군 참모총장, 국방부장관)

인간 존엄·가치
법적 안정성
죄형법정주의

§238 구속 ③ 검찰관의 구속영장 청구시 부대장의 승인

행복추구권

§379 판결에 대한 관할관의 확인조치(감경권)

신체의 자유

§535 관할관의 조치권
① 재판 집행시 군사법원관할관의 확인
② 형의 감경 또는 의 집행 면제
이러한 현행 군사법원법의 조항들은 엄격하게 제한적인 요건이 부가되지 않는 이상 위
헌의 평가를 피할 길이 없다. 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점이 지적되었다.
첫째, 평시 군사법원 설치의 합헌성 여부이다. 군사법원은 그 설치가 항시 허용되기보
다는 군대가 실전적으로 활동하는 상황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평
시 군사법원의 설치가 과연 헌법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가는 논의의 여지가 있기는 하지
만, 헌법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행 군사법원법은 헌법을 최적으
로 구체화하는 데는 실패하였다고 평가되는 것이다.
헌법 제110조 제4항은“비상계엄상의 군사재판은 군인·군무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에 관한 죄 중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
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 규정하
고 있다. 헌법이 대법원의 상고심 관할권(제110조 제2항)을 제한하는 경우는 모든 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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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군무원의 범죄가 아니라 비상계엄 아래에서 저질러진 군인 또는 군무원의 범죄이다.
입법정책의 문제를 포함하는 대법원에의 상고제한55)은 헌법이 직접 제한사유를 명시하면
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으로부터의 재판청구권에 대해서는 법률에 백지위임한다는
것은 모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은 군대 존재 자체로부터 헌법상 인정되는 것이 아니
라 군대가 실질적으로 군사적 활동을 개시하는 시점, 즉 전시를 포함한 비상계엄시에만
인정되는 것이다. 법관의 자격이 없는 현역 군인의 군사재판 참여는 이러한 상황에서만
그 존재의의가 있다.
둘째, 신분에 따른 평등권 침해의 문제이다. 헌법 제27조 제2항은“군인 또는 군무원
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
급·포로·군용물에 관한 죄 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일반국민의 경우 군사법
원의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경우의 한계를 헌법이 직접 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군인 또는 군무원은 어떠한 범죄이건 혹은 어느 상황이건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으로 반대해석되는가? 오늘날 민주적인 헌법이라면 불가피하게 필요
한 경우에만 군인 또는 군무원인 신분에 따른 차별을 허용할 것이다. 헌법은 무제한의 반
대해석을 허용하지 않는다. 즉 군인·군무원에 대하여 신분에 의해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
도 국방상의 목적에 한정하여 필요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본다면 특별법원인 군사법원
의 관할은 제한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군인·군무원의 신분만으로 군사법원의 관할을 인정하는 것은 중대한 기본권 침
해이다. 1948년 국방경비법은“제3조 민간재판소와 군법회의와의 재판권의 관계”
에서
군인이라도 일반형사범죄의 경우에는 일반법원에서 재판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었다.
그런 점에서 현행 군사법원법은 기본권 보장 측면에서 국방경비법보다 후퇴한 것으로 평
가할 수 있다.
“특히 헌법과 법률이 정한 일반법관에 의한 재판이 아니면서 대법원에도 연결되지 않는
단심제를 채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사실상 원천적으로 봉쇄
56)
하고 있다는 점에서, 헌법의 규정은 최대한 한정·축소 해석되어야 한다.”
비록 군사법

55) 헌재 1992.6.26. 90헌바25, 4, 352 참조; 권영성(주 26), 565.
56) 성낙인(주 26), 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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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에서 사형의 경우를 제외한다고는 하지만, 단심제의 적용을 받는 경우를 헌법 및 군사
법원법에서 한정적으로 축소하여 국가의 존립과 안전이 직접적으로 위협받는 경우가 아
니면 단심제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사법작용기관으로서 군사법원의 문제이다. 사법이란 구체적인 법적 분쟁이 발생
한 경우에 당사자로부터의 쟁송의 제기를 기다려 독립적 지위를 가진 기관이 제3자적 입
장에서 무엇이 법인가를 판단하고 선언함으로써 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작용이다. 이렇
게 볼 때 군사법원의 활동은 사법작용임에 틀림없다. 그렇다면 사법작용에 일반적으로 요
구되는 헌법적 규준에 의한 평가가 필요하다.
물론 현대헌법에서 권력분립원리가 다소 완화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여기
에도 다시 한계가 있음은 자명하다. 앞서 군 사법체계도에서 보았듯이 현행 군사법원법상
의 제도는 헌법이 군사법원을 사법기관의 장에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위법령에
의해 사실상 군 사법권을 지휘권에 복종시키고 있다. 사법작용의 핵심은 공정성이다. 법
원이 대립당사자 사이에서 공정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어느 누구도 그 재판에 대하여 신뢰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권력분립원리에 따른 군사법원의 독립성 확보는 자의적 권력
으로부터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이다.
마지막으로 군사법원의 운용현실의 문제이다. 헌법위반의 요소를 담고 있는 현행 군사
법원제도를 운용하는 것이 군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불가피한 제도인가에 대하여는 순
정군사범의 비율이 높지 않음을 보여주는 연구결과를 통해 반증되었다. 전시를 대비한다
는 명분이 인권침해와 헌법침해의 대가를 치러야 할 정도로 중요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전시를 대비한 훈련은 법관 자격이 있는 인적 자원을 부대별로 동원하여 배치하는 정기적
인 훈련과 전시 군사재판에 필요한 일정 군사지식을 습득하는 정기적인 훈련으로 충분할
것이다.
현행 군사법원법에 구현된 군 사법제도는 헌법을 최적화하여 구체화하고 있지 못하다.
비록 헌법재판소가 현행 군사법원법의 핵심내용에 대하여 합헌판결을 내리기는 했지만,
헌법재판소의 판단과 논증은 적절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위헌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판결만으로 헌법을 최적화하여 구체화하여야 할 입법자의 의무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결론적으로 헌법상 인권보장 그리고 권력분립원리와 사법권독립원칙을 최대한 보장하
면서 군사 활동에서 불가피한 군사법원의 존재이유를 최적으로 실현하는 방안은 평시 군
사법원의 폐지이며, 전시를 포함한 비상계엄시 군사법원의 설치와 운용에 관한 대체입법
을 마련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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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와 대통령 직속 사법개혁추진위원회를 거쳐 정부안으로 제
출된 법안57)은“군사법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방부소속하에 고등군
사법원과 지역군사법원을 설치하고, 국방부장관이 행사하는 군판사에 대한 인사권의 공
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군판사인사위원회를 설치”
하는 개선안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은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군 사법조직에 대한 결론이 내려지질 않아
개정법률에 반영되지 못하였다. 결국 2008년 5월 29일로 제17대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
면서 군 사법제도 개혁 법안도 폐기되었다. 다만 그 중 관심을 끌었던 것은 주성영 의원
등 9인이 발의한「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인데,58) 그것은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전
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해외파병으로 제한(안 제1조 및 제3조의2)하고
있었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헌법개정 관련 국회의장의 자문기구인‘헌법연구 자문위원회’
는군
사법원 제도를 유지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전시에만 군사법원의 재판을 인정하는 의견을
소개한 다음 후자의 의견으로 정리를 하고 있다.

59)

먼저 군사법원 제도60)를 유지하여야 한다는 의견은 군의 특수성에 비추어 지휘권의 행
사를 도외시할 수 없고, 군사법원 제도가 가지고 있는 기능도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공론
화가 있을 때까지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다만, 군사법원 제
도를 유지하더라도 평시에 민간인에 대한 군사법원의 재판을 규정하고 있는 제27조제2항
등 군사법원의 관할사항에 대해서는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57) 군사법원의 조직 등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173677, 2005.12.26 제안.
58) 의안번호 175326, 2006.11.10 제안.
59) 헌법연구 자문위원회, 헌법연구 자문위원회 결과보고서, 헌법연구 자문위원회, 2009.8, 270-1.
60) 헌법재판소는「헌법 제110조제2항에서“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
는 의미는 군사법원을 일
반법원과 조직·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을 달리 하여 특별법원으로 설치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되므로 법
률로 군사법원을 설치함에 있어서 군사재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조직 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을 일반
법원과 달리 정하는 것은 헌법상 허용되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군사법원의 조직 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을
일반법원과 달리 정할 수 있다고 하여도 그것이 아무런 한계없이 입법자의 자의에 맡겨 질 수는 없는 것
이고 사법권의 독립 등 헌법의 근본원리에 위반되거나 헌법 제27조 제1항의 재판청구권, 헌법 제11조 제
1항의 평등권, 헌법 제12조의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여서는 안될 헌법적 한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고 판시(헌재 1996.10.31 선고, 93헌바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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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는 달리 평시에는 일반법원에서, 전시에는 군사법원에서 재판하여야 한다는 의견
은 ① 군사법원에서 다루어지는 문제가 대부분 폭행·명령불복종·군무이탈·탈영 등이므
로 전시 대비 효과에 의문이 있으며, 전시에는 부대별로 가장 근거리에 있는 일반법원에
서 군사법원을 구성함으로써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므로 평시에 군사법원을 유지할 실익
이 없고, ② 군인 인권이나 군 개혁의 차원에서 군사법원에 변화를 줄 필요가 있으므로,
평시에는 일반법원에서, 전시에는 군사법원에서 담당하는 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③ 미국 등 일부국가를 제외하면 군 사법절차에 민간법원의 주도권을 인정하거나 그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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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국내와 해외로 나누어 이원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 결과 평시에는 일반법원에서 군사재판을 하도록 하고, 전시 및 비상계엄시에 한하여
군사법원에서 군사재판을 하도록 하는 최종연구결과를 내놓았다. 현행 헌법은 군사법원
설치 근거 규정을 두고, 군인 또는 군무원은 평시와 전시 및 비상계엄시를 불문하고 군사
법원의 재판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평시 군사법원 제도가 수행하는 특수성
도 있기 때문에 평시 군사법원 제도를 유지하자는 견해도 있으나, 평시 군사법원에서 다
루는 사건이 군의 특수성과 거리가 있어 전시에 대비하여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
있으며 전시에는 부대별로 가장 근거리에 있는 일반법원에서 파견된 법관으로 군사법원
을 구성함으로써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므로 사법권 독립의 관점에서 볼 때 평시에 군사법
원을 유지할 실익이 없다고 보아 평시에는 일반법원에서 재판을 담당하고 비상계엄이 선
포된 경우와 전시에만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담당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개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출되었다.
“제110조 ① 전시에는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형사법원을 둘
수 있다.61)
② 전시군형사법원의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관할한다.
③ 전시군형사법원의 조직·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61) 오
 동석,“인권선진화를 위한 헌법연구,”헌법연구 자문위원회, 헌법연구 자문위원회 참고자료집, 헌법연
구 자문위원회, 2009.8,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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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11조
박승호
제111조
①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2. 탄핵의 심판
3. 정당의 해산 심판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②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제2항의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④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I. 기본개념과 입헌취지
1. 헌법재판제도의 의의
일반적으로 헌법재판이란 헌법에 대하여 다툼이 있거나 헌법이 침해되는 경우 심판청
구에 기초하여 헌법규범을 기준으로 유권적으로 결정함으로써 헌법질서를 유지·수호하
는 국가작용을 말한다. 이러한 헌법재판은 오늘날 민주국가에서 국가권력의 남용으로부
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정치권력을 헌법의 틀 안에서 작용하게 만듦으로써 헌법을
실현하는 헌법보호의 중요한 수단이다. 그래서 오늘날의 헌법재판제도는 대의제, 권력분
립제, 선거제, 공무원제, 지방자치제 등과 같이 통치구조의 불가결한 구성부분으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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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다.
헌법이 헌법재판제도를 규정하는 취지로는 다음 몇 가지를 들 수 있다.1) 첫째, 헌법 하
위의 규범이나 다른 국가권력에 의해 또는 아래로부터 헌법이 침해되거나 헌법문제에 대
하여 다툼이 발생하였을 때 헌법을 보호하고 실현하기 위해 헌법재판을 규정한 것이며,
이는 헌법의 보호와 실현 및 이를 통한 입헌주의의 실현이라는 헌법재판의 주된 기능에
해당한다. 국가의 법질서는 헌법을 정점으로 위계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헌법에 의하여 하
위규범과 국가권력이 정당화된다. 그러므로 국가권력에 의한 헌법침해시나 헌법분쟁 발
생시 헌법을 보호하고 실현하는 것은 헌법재판의 첫 번째 기능이라 할 것이다.둘째, 헌법
재판은 헌법질서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한 나라의 법질서는 헌법을 정점으
로 통일적인 체계를 이루고 있으므로 국가기관마다 서로 다른 헌법을 주장한다면 헌법질
서의 통일성은 확보될 수 없다. 따라서 최종적 헌법재판기관의 헌법재판을 통하여 헌법이
무엇인가를 선언하는 것은 헌법질서의 통일성을 확보하는데 중요한 것이다. 셋째, 헌법재
판은 권력을 통제하고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헌법재판은 헌법의 규범적인 테두
리를 벗어나려는 정치의 탈헌법적 경향에 대한 강력한 제동장치로서 기능을 수행한다. 헌
법재판은 정치권력이 헌법질서와 조화를 이루도록 감시하고 견제하는 권력통제기능을 수
행하므로 오늘날 권력분립주의의 현대적 실현형태로서 중요한 기능적 권력통제의 장치로
간주된다. 오늘날의 정당국가화 경향에 따른 권력통합현상 때문에 고전적 권력분립제도
가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권력통제장치로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예컨대 정치적 소수에게 권한쟁의심판 청구권을 주는 것은 다수의 권력행사에 대
한 강력한 통제효과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러한 권력통제를 통하여 국가권력으로 하여금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기본권에 구속받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기능을 헌법재판은 수행한다. 특히 헌법소원제도는 국민의 기본권보호를 위한
대표적인 제도이다. 넷째, 헌법재판은 정치세력들 간의 극단적인 투쟁이 행해지기 전에
헌법질서 안에서 평화적으로 헌법적 가치를 실현시키는 보루로 작용함으로써 국가가 혼
란에 빠지거나 저항권이 행사될 정도의 상황이 초래되는 것을 예방하여 정치적 평화를 보
장하기 위한 것이다. 동시에 헌법재판을 통하여 국가의 모든 영역에서 헌법적 가치에 입
각하여 행위하도록 유도하는 교육적 기능도 수행한다.

1) 구
 병삭, 신헌법원론, 박영사, 1995, 1133면 이하; 김철수, 헌법학신론, 박영사, 2009, 1431면 이하;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9, 1107면 이하;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09, 810면 이하;헌법재
판소, 헌법재판실무제요(제1개정판), 2003, 1면 이하 참조.

법원 등에 관한 장 (제101조부터 제130조까지)

247

제
6
장
헌
법
재
판
소

2. 헌법재판의 본질과 한계
헌법재판의 본질이 사법인지 아니면 사법과 다른 그 무엇인지에 대하여 아직 완전
한 해결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다. 아직도 헌법재판은 제4의 국가작용이라고 주장하
는 견해2)가 있다. 그러나 압도적 다수의 학자들3)은 헌법재판의 본질을 사법작용이라고
한다.
헌법은 무엇보다도 법이다. 헌법분쟁이 있거나 헌법이 침해된 경우 행해지는 헌법재
판은 전적으로 법적문제만을 다루는 것이다. 즉 헌법분쟁은 정치적 분쟁이 아니라 법적
분쟁인 것이다. 헌법재판을 할 때 필연적으로 헌법해석이 행해진다. 헌법을 해석하는
것은 법을 해석하는 것이다. 그런데 헌법은 그 특성(예컨대 정치성, 개방성, 불완전성,
전체성)으로 말미암아 일반 법률의 해석방법으로는 해석이 불가능하다. 즉 헌법해석은
해설적 방법이 아니라 보충적 방법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행하
는 헌법해석은 창조적 성격을 갖게 되지만, 그러나 모든 해석은 창조적 성격을 갖는 것
이다. 다만 헌법해석은 헌법에 명시적으로 또는 내재적으로 존재하는 헌법원리로부터
의 법의 구체화이며 법의 도출인 것이다. 즉 헌법해석은 구체화인 것이다. 단지 헌법재
판소 재판관은 그가 해결해야 할 사건을 위해서만 추상적인 법에서 구체적인 법을 창출
해 내는 것이다.

2) 허
 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09, 817면; 이승우, 헌법학, 도서출판두남, 2009, 1126면; 정종섭, 헌법학
원론, 박영사, 2008, 1270.
3)  예컨대 구병삭, 신헌법원론, 1145면; 계희열, 헌법재판의 제도적 고찰, 월간고시, 1989, 12, 69면; 김
철수, 헌법학, 박영사, 2008, 77면;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09, 1160면; 홍성방, 헌법학, 현암사,
2009, 950면; 김승환, 사법부개혁의 올바른 방향, 헌법학연구 제10권 제4호, 2004. 12, 9면; 이성환, 헌
법재판의 법적성격, 고시계, 2001, 4, 8면; 김기영,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간의 권한쟁의, 공법연구 제28
집 제1호, 1999. 10, 98면; 이욱한, 헌법재판의 성격과 재판관선출, 사법행정, 1992, 5, 33면 이하; 정재
황,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헌법재판절차상의 문제, 공법연구 제22집 제2호, 1994, 38면; 남복현, 헌법재
판 관할권의 재설계, 공법연구 제35집 제4호, 2007. 4, 8면; 전광석, 한국헌법론, 법문사, 2007, 637면
이하; 이헌환, 현행헌법상 사법의 관념과 사법권의 체계, 고시연구, 1999. 10, 71면; 김선택, 국가기능체
계에 있어서 헌법재판소의 역할과 한계, 공법연구 제33집 제4호, 2005. 6, 186면; 장영수, 헌법학, 홍문
사, 2007, 1258면; 조홍석, 위헌법률심판제도(상), 고시연구, 1994, 12, 165면; 정연주, 통치행위에 대
한 사법심사, 저스티스 통권 제95호, 2006. 12, 30면 주1); 정태호, 의원내각제로의 개헌과 헌법재판소
와 대법원의 구성방식 및 권한의 조정, 고시연구, 1998. 2. 86면; 김상겸, 법과 정치관계에 있어서 헌법재
판, 공법학연구 제1권, 1999. 3, 148면; 김경제, 한국의 헌법재판제도, 공법학연구 제7권 제3호, 2006.
8, 165면 주61); 최희수, 헌법재판의 본질과 헌법재판소의 헌법상 편제, 공법학연구 제9권 제4호, 2008.
12, 171면; 이준일, 헌법재판의 법적성격, 헌법학연구 제12권 제2호, 2006. 6, 314면; 김종철, 헌법재판
소 구성방법의 개혁론, 헌법학연구 제11권 제2호, 2005. 6, 15면; 헌법재판소도 스스로를 사법기관이라
고 판시하였다. 헌재 1994. 8. 31 92헌마126, 헌판집 6-2, 176(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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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헌법재판은 일반재판과 다른 특수성을 갖는다. 즉 정치적 지도 및 형성의 기능
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은 일반재판보다 빈번하게 정치성을 띤 문
제들 및 정치적 의의를 가진 문제들을 결정하여야 하며 이 결정은 중대한 의의를 갖는 정
치적 효과까지도 발휘할 수 있다. 하지만 일반재판에서도 이러한 현상은 나타날 수 있다.
다만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인 것이다. 즉 헌법재판이 일반재판보다 더 빈번하게 정치성
을 띤 사건들을 다루게 되며 그 결정이 더 강하게 정치적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이다.
또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법원의 판결과는 달리 강제력으로써 관철시킬 수 없고 오로지 다
른 국가기관들의 자발적 존중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에 의해 결정되어야
할 문제들이 헌법해석을 통하여 해결이 가능한 한, 따라서 재판이 가능한 한, 이들 문제들
의 법적문제로서의 성격은 유지되어야 하며 그 결정도 법적결정으로서 유지되어야 한다.
요컨대 사법이란“그 기본유형상 법적분쟁이 있거나 법이 침해된 경우에 특별한 절차
4)

에 따라 유권적이고 구속적이며 자주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임무에 의해 특징지워진다.”
고 할 때 헌법재판은 이러한 사법에 해당하는 것이다. 즉 헌법재판의 본질은 전적으로 사
법작용이다.‘정치적’사법작용이라는 식의 수식어(
‘정치적’
)는 불필요하다. 그리고 헌법
규정상 헌법재판소와 법원이 동일한 장에 편제되어 있는지 아니면 각각 독립한 장에 편제
되어 있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의 본질이 사법작용이라는 사실에 아무런 변화를 주지 못한
다. 형식적인 고찰이 아니라 심오한 본질적인 고찰을 통하여 헌법재판의 본질이 사법작용
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다.
헌법재판의 한계는 헌법재판의 본질을 사법으로 보는가 아니면 제4의 국가작용으로 보는
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압도적 다수의 학자들의 견해에 따라 헌법재판도 사법작용
이라고 전제하면, 헌법재판의 한계로는 사실상의 한계5), 관할권상의 한계6), 기능상의 한계7),

4) K. Hesse, Grundzüge des Verfassungsrechts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20. Aufl. 1995, S. 235.
5) 예
 컨대 현존 정치체제를 거부하고 다른 체제로 대치하고자 하는 강력한 세력이 존재한다면 이들은 현행헌
법질서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므로 헌법재판은 사실상의 한계에 직면한다. 또 정치적 분쟁을 헌법재판소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당해 분쟁이 지나치게 심각한 것이 아니고 현행 헌법질서에 관한 기본적인 합의를 의
심스럽게 만드는 것이 아닌 경우에 한하기 때문에 헌법재판권은 심각한 정치적 위기조차 해결할 수 있는 것
은 아니다.
6) 헌법재판소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 주어진 관할권범위 내에서만 재판할 수 있다.
7) 헌법재판소는 사법작용을 수행하는 사법기관으로서 사법기능을 벗어나는 재판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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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판단적격상의 한계8), 사법본질상의 한계9) 등을 들 수 있다.

Ⅱ. 연혁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제도는 제헌헌법 이래 지금까지 많은 변화를 겪었다. 헌법재판권
이 법원에 주어지기도 하였고 법원과 독립된 헌법재판소에 주어지기도 하였으며, 헌법재
판기관이 미국식과 독일식 및 프랑스식의 절충형이라고도 할 수 있는 형태를 나타내기도
하였다. 우리나라 역대 헌법상의 헌법재판에 관한 규정과 그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하면
다음과 같다.10)

1. 제1공화국헌법
제47조“① 탄핵사건을 심판하기 위하여 법률로써 탄핵재판소를 설치한다. ② 탄핵재
판소는 부통령이 재판장의 직무를 행하고 대법관 5인과 국회의원 5인이 심판관이 된다.
단 대통령과 부통령을 심판할 때에는 대법원장이 재판장의 직무를 행한다. ③ 탄핵판결
은 심판관 3분지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④ 탄핵판결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
친다. 단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8) 예컨대 우리나라가 어느 후진국과 수교를 맺음에 있어 처분가능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정액의 개발원조
를 하는 것이 합목적적인가 하는 점에 다툼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법적 심사기준을 제시할 수 없으므로
이 경우는 사법판단적격이 없는 경우로서 바로 사법판단적격상의 한계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러나 흔히 말
하는 이른바 통치행위(또는 정치문제)는 헌법재판의 한계에 속하는 것이 아니다. 모든 국가작용은 헌법에
의한 통제를 받아야 하며 헌법재판소가 판단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헌)법적기준이 존재하는 한 헌법재
판소는 재판해야 한다. 물론 이른바 통치행위라고 불리는 것들 중에 그에 대한 (헌)법적 심사기준이 없는
것들이 있다. 그것들은 바로 사법판단적격상의 한계에 해당하는 경우들이다. 요컨대 사법판단적격상의 한
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심판대상에 대한 (헌)법적 심사기준이 있는지 여부에 좌우되는 것이다.
9) 헌법재판은 사법작용이고 헌법재판소도 사법기관 즉 (헌법)법원이므로 심판청구(제소)가 있어야 헌법재판
소는 재판을 개시할 수 있으며, 그 밖에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하기 위한 청구요건(일반법원의 경우에는
재판에 요구되는 소송요건), 예컨대 청구인적격(당사자적격), 권리보호이익(소의 이익), 등등과 같은 요건
이 구비되어야 헌법재판소는 재판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요건이 구비되지 못하면 헌법재판은 이루
어질 수 없다.
10) 이에 관해서는 김영수, 한국헌법사, 학문사, 2000; 김철수, 위헌법률심사제도론, 학연사, 1983, 77면 이
하; 이상돈, 우리나라의 위헌법률심사제도의 변천, 헌법재판제도의 제문제, 1989, 497면 이하; 이인복,
우리나라 헌법재판제도의 연혁과 전개, 헌법재판제도의 이해, 재판자료 제92집, 2001, 281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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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②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때에는 법원은 헌법위
원회에 제청하여 그 결정에 의하여 재판한다. ③ 헌법위원회는 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
고 대법관 5인과 국회의원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공화국헌법은‘제5장 법원’
에 법원과 헌법위원회를 함께 규정하였다. 그리고 탄핵재
판에 관하여는 따로 탄핵재판소를 설치하였다.
신생독립국가로서 헌법재판제도를 도입한 것은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일제하의 의
용법령의 유산을 청산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법률에 대한 위헌논의가 많이 있을 수 있었
으나 헌법재판은 별로 활성화되지 못하였고, 헌법위원회는 6건의 위헌법률심사를 하였고
그 중 2건의 위헌결정을 내렸다.
제
6
장

2. 제2공화국헌법
제83조의 3“헌법재판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법률의 위헌여부심사 2.
헌법에 관한 최종적 해석 3. 국가기관간의 권한쟁의 4. 정당의 해산 5. 탄핵재판 6. 대통
령,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선거에 관한 소송”
제83조의 4“① 헌법재판소의 심판관은 9인으로 한다. ② 심판관은 대통령, 대법원, 참
의원이 각 3인씩 선임한다. ③ 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고 2년마다 3인씩 개임한다.”
제2공화국헌법은 법원(제7장)과 독립한 장(제8장)에 헌법재판소를 규정하였다. 1961.
4. 17에 제정된 헌법재판소법은 1개월 만에 5·16 군사쿠데타가 발생하여 헌법재판소가
구성되지도 못하고 효력을 상실하였다.

3. 제3공화국헌법
제7조“③ 정당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다만,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
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대법원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대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해산된다.”
제62조“① 탄핵사건을 심판하기 위하여 탄핵심판위원회를 둔다. ② 탄핵심판위원회는
대법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대법원판사 3인과 국회의원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
만, 대법원장을 심판할 경우에는 국회의장이 위원장이 된다.”
제102조“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는 대법원은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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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② 명령·규칙·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
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제103조“정당해산을 명하는 판결은 대법원 법관 정수의 5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
야 한다.”
제3공화국헌법은 미국식의 사법심사제를 채택하였다. 다만 탄핵심판에 관하여는 따로
탄핵심판위원회를 두었다. 위헌법률심판이 하급법원에서는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졌으
나 대법원에서는 활성화되지 못하였다. 경제성장 제일주의와 반공을 국시로 하는 안보이
데올로기가 지배하는 시대상황에서 권력은 집중되었고 헌법재판권을 담당하던 대법원이
이에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대법원은 여러 헌법판례를 남겼지만 논리전개에 아쉬움이 많이 남는 판례들이었고, 법
률에 대해 위헌판결은 한 것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와 법원조직법 제59조 제1항
단서에 대한 것이 유일하다.

4. 제4공화국헌법
제109조“① 헌법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판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
여부 2. 탄핵 3. 정당의 해산 ② 헌법위원회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대통령이 임명한
다. ③ 제2항의 위원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④ 헌법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110조“① 헌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
제4공화국헌법은 법원(제7장)과 독립된 장(제8장)에 별도로 헌법위원회를 규정하였다.
그러나 하급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에 대해 대법원이 불송부결정을 할 수 있었고, 그 결
과 사실상 대법원이 합헌결정권을 행사하였다. 이러한 헌법규정상 제도적 제한과 당시의
헌정상황으로 인하여 대법원은 위헌법률심판제청이나 제청송부를 한 적이 한 건도 없었
다. 제4공화국헌법에서의 헌법위원회는 어떠한 결정례도 남기지 못하고 명목상으로만 존
재하는 휴면기관에 불과하였다.

5. 제5공화국헌법
제112조“① 헌법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판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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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 2. 탄핵 3. 정당의 해산 ② 헌법위원회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제2항의 위원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
는 자를 임명한다. ④ 헌법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113조“① 헌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
할 수 있다.”
제5공화국에서도 제4공화국에서와 마찬가지의 헌법규정과 헌정상황으로 인하여 헌법
위원회는 명목상으로만 존재하는 기관이었다.

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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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입헌례와 비교법적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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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헌례
모든 국가작용은 상위의 근본법에 구속받아야 한다는 사상은 오랜 전통을 가진 것이었
다. 성문헌법이 채택된 후에는 헌법이 근본법이라고 인식되었고 헌법에 위반되는 국가작
용을 통제할 수 있는 헌법재판제도의 이론적 토대가 마련되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1803년 Marbury v. Madison 사건에서 헌법은 최고의 법규범이고
헌법에 위반되는 국가작용은 효력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헌법을 해석할 사법권의 권한에
의거하여 의회가 제정한 법률을 위헌이라고 선언하였다. 이후 오늘날까지 위헌법률심사
를 행해오고 있다. 미국처럼 일반법원이 헌법재판권을 행사하는 나라로는 캐나다, 호주,
인도, 일본 등을 들 수 있고 우리나라도 제3공화국헌법이 미국식을 채택한 바 있다.
유럽의 헌법재판제도는 오스트리아의 1920년 연방헌법이 헌법재판소를 설치한 것으
로부터 시작되었는데, 동 헌법재판소는 연방법률의 위헌여부를 심판할 권한을 가졌다.
1919년의 독일 바이마르헌법은 국사재판소(Staatsgerichtshof)를 따로 설치하여 탄핵
및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의 헌법분쟁을 심판하게 하였지만, 연방법률에 대한 위헌심사와
연방헌법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에 대하여는 규정하지 않았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야 비로소 헌법재판제도가 본격적으로 일반화하기 시작하였다.
독일 기본법은 일반법원과 별도로 헌법재판에 관한 특별 관할권을 갖는 연방헌법재판소
를 규정하였다. 위헌법률심판(구체적규범통제, 추상적규범통제), 정당해산심판, 탄핵심
판,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심판 등을 주요 관할 사항으로 하는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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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재판제도의 모범으로 꼽히며 많은 나라로 파급되었다. 독일처럼 독립한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권을 행사하는 나라로는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폴란드, 헝가
리, 루마니아, 불가리아, 슬로베니아, 리투아니아, 슬로바키아, 알바니아, 체코,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몽고, 태국, 남아프리카공화국, 콜럼비아, 칠
레 그리고 우리나라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사전·예방적 규범통제를 행사하는 프랑스의 헌법위원회, 독특한 성격을 갖는 그
리스 특별최고법원과 이란 헌법수호위원회 등은 일반법원형(미국식)이나 헌법재판소형
(독일식)이 아닌 다른 형태라고 할 것이다.

2. 비교법적 의의
현행 헌법은 일반법원(제5장)과 독립하여 헌법재판소(제6장)를 규정하고, 헌법재판소
에 위헌법률심판권, 탄핵심판권, 정당해산심판권, 권한쟁의심판권, 헌법소원심판권 등의
관할권을 부여하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상 헌법재판소는 헌법기관이며 사법기관으로서
헌법보호와 기본권보호라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헌법 제107조 제2항에서는“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고 규정함
으로써 부분적으로 미국형을 채택하고 있으며 헌법재판기관을 이원화하고 있다. 이는 헌
법재판소제도를 택하고 있는 독일식과도 다르고 오스트리아식과도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위헌법률심판의 경우, 법률의 위헌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행해지는 구체적규
범통제로서 추상적규범통제나 사전예방적규범통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구체적규범통제이
면서도 법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일반적효력을 가지며(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1항).
권한쟁의심판권의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61조 제2항이“심판청구는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가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는 때에”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헌법분쟁만이 아니라 법률분쟁까
지도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헌법 제111조 제1항 제5호가“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이라고 규정하였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법원의 재판’
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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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고 규정하여 이른바 재판소원이 헌법소원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헌법소원의 보충성원칙과 재판소원배제로 인하여 헌법소원심판은 그 의의를
많이 상실하였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은 소송당사자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이 기각된 때 소송당사자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리나라에
독특한 헌법소원심판을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구성의 경우, 대통령이 임명하는 9인의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
하고,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도록 함으로써 헌법재판소 구성에 이른바 3부가 함께 관
여하도록 하고 있다. 또 재판관의 자격은 법관의 자격을 가진 자로 한정하고 있다.

Ⅳ. 다른 조문과의 체계적 관계
1. 제107조와의 관계
헌법 제 107조는“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
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②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
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
할 권한을 가진다.”
고 규정하고 있다.
제107조는 헌법재판권에 관하여 법률에 대한 구체적규범통제 즉 위헌법률심판권은 제
111조와 더불어 헌법재판소가 관할하도록 규정하고, 명령·규칙에 대한 구체적규범통제
는 법원이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써 헌법재판기관이 이원화되었다.
제107조에 따라 구체적 사건에서 법률의 위헌여부가 당해 사건을 재판하는데 선결문제
가 된 경우에는 법관은 당해 법률이 위헌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있다면 헌법재판소에 제청
하여야 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당해 사건을 재판해야 한다. 그러나 법원도 법률
에 대한 위헌결정권이 없을 뿐이지 위헌심사권은 있으므로 법관이 당해 법률을 합헌이라
고 판단한다면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지 않고 재판할 수 있다.
당해 사건의 소송당사자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는데 당해 법률을 합헌이라고
판단한 법관이 이를 기각한다면 소송당사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헌법소
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헌법소원심판은 형식은 헌법소원이지만 실질은 위헌법률심
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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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명령·규칙에 대한 구체적 규범통제권은 법원이 행사한다. 법원이 명령·규칙의
위헌여부를 심사할 경우 헌법해석을 하게 되는데, 이 경우 법원의 헌법해석과 헌법재판
소의 헌법해석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더욱이 제111조에 따라 명령·규
칙이 직접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 헌법소원심판이 행해질 수 있는데, 예컨대 동
일한 명령·규칙에 대해 법원은 합헌으로 헌법재판소는 위헌으로 결정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또 처분의 위헌여부에 대해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심사한다는 규정에 따라 헌법
재판소는 처분의 위헌 여부에 대해 헌법소원의 형식으로 심사할 수 없으며, 다만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원행
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이 인정된다.11)

2. 제65조와의 관계
제111조 제1항 제2호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65조는 탄핵
소추대상자, 탄핵소추사유, 탄핵소추권자, 탄핵소추의결요건, 탄핵소추의결의 효력, 그
리고 탄핵결정의 효력을 규정하고 있다. 이로써 헌법은 탄핵소추권은 국회에 부여하고 탄
핵심판권은 헌법재판소에 부여하고 있다. 탄핵대상자, 탄핵사유로서‘중대한 법위반’등
을 분명하게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제8조와의 관계
제111조는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심판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8조는“정당의 목적이
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고 하여 정당해산사유와 정당해산
심판의 제소권자를 규정하고 있다. 즉 제소권은 정부의 권한으로 정당해산결정권은 헌법
재판소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다.

11) 헌재 1998.5.28, 91헌마98등, 헌판집 1060, 67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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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규범적 내용, 개념과 원리에 대한 판례 및 학설
1. 위헌법률심판
가. 의의 및 특징
위헌법률심판이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심사해서 법률이 헌
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그 법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헌법재판의 핵심적
인 제도이다. 위헌법률심판은 헌법이라는 최고규범 하에서 헌법에 반하는 법률의 효력을
상실시킴으로써 헌법의 규범적 효력을 유지하고 헌법을 실현하는 제도이다.12)
현행헌법에서의 위헌법률심판은 구체적 사건에 대한 재판을 계기로 행해지는 구체적규
범통제로서 재판부수적 규범통제라고도 하며 객관적 소송으로서의 성질을 갖는다.
우리 헌법은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권은 법원에 부여하고 위헌결정권은 헌법재판소에
부여하고 있다. 그리고 법률에 대한 규범통제는 헌법재판소가 행하지만 명령·규칙에 대
한 규범통제는 법원이 행하며, 명령·규칙이 직접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청구
되는 헌법소원심판의 경우에 헌법재판소가 명령·규칙의 위헌여부를 심판한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소송당사자가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이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경우 소송당사자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는 형식은 헌법소원이지만 그 실
질은 위헌법률심판에 해당한다. 이 제도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우리나라에 독특한 제
도로서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규정된 제도로 보인다.
요컨대 현행법상 위헌법률심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
우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소송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제청
결정을 하고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한다.

12) 구
 병삭, 신헌법원론, 박영사, 1995, 1144면 이하; 김철수, 헌법학, 박영사, 2008, 2058면 이하; 권영
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9, 1137면 이하;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09, 830면 이하; 허영, 헌
법소송법론, 박영사, 2009, 193면 이하;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09, 1187면 이하; 홍성방, 헌법학,
현암사, 2009, 963면 이하; 정종섭, 헌법학원론, 박영사, 2008, 1318면 이하; 장영수, 헌법학, 홍문사,
2007, 1276면 이하; 전광석, 한국헌법론, 법문사, 2007, 652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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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절차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군사법원 포함)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
로 헌법재판소에 법률의 위헌여부의 심판을 제청한다(헌재법 제41조 제1항). 대법원 외
의 법원이 제청을 할 때에는 대법원을 거쳐야 한다(헌재법 제41조 제5항).
(1) 직권제청과 신청제청
(가) 직권제청
구체적인 사건에서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은 당해 법률이 위헌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있다면 직권으로
당해 법률의 위헌여부를 심판해 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제청할 수 있다.
위헌법률심판의 제청권자는 구체적 사건을 담당해서 재판하는 법원(군사법원 포함)이다.
사법행정기관으로서의 법원이 아닌 재판기관으로서의 법원이 여기에 해당한다. 따라서 각
심급에서 구체적인 소송을 담당하는 단독판사 또는 합의부가 제청권을 갖는 법원이다.
헌법재판소가 다른 사건을 심판하는 과정에서 법률의 위헌여부가 심판의 전제가 된 경
우에, 법원의 제청 없이도 헌법재판소가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절차로 이행해서 심판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있다.13) 헌재법 제75조 제5항은“헌법재판소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위헌인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인용결정에서
당해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위헌임을 선고할 수 있다.”
고 규정함으로써 헌법소원심판
절차에서 직권으로 위헌심판을 할 수 있다는 취지를 밝히고 있다. 나머지 심판절차에서
가능한지 여부는 규정이 없으나, 헌법재판소가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절차로 이행해서
심판하든, 아니면 각 심판절차에서 선결문제로 적용법률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든 위헌여
부심판은 불가피할 것이다.
(나) 신청제청
1) 소송당사자의 제청신청
법원에 구체적인 사건이 계속중인 경우 당해 소송사건의 당사자는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의 위헌여부가 당해 사건에 대한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당해 법원
에 재판의 전제가 된 법률의 위헌여부의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할 것을 신청할 수 있

13) 허영, 헌법소송법론, 박영사, 2009,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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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헌재법 제41조 제1항). 당해 소송사건의 보조참가인도 제청신청권을 갖는다.14)
이러한 제청신청이 있을 경우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여서 헌법재판소에 제청하면 신청
에 의한 제청이 된다.
2) 제청신청 기각과 규범통제형 헌법소원
당해 법원이 소송당사자의 제청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를 기각하면, 소송당사자는
헌재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의
헌법소원은 헌재법 제68조 제1항의 권리구제형 헌법소원과는 그 본질을 달리하는 규범통
제형 헌법소원으로서 헌법재판소는 적법성판단에서 재판의 전제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제청신청이 기각된 경우 소송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
로 다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다(헌재법 제68조 제2항 제2문).‘당해 사건
의 소송절차’
란 동일한 심급의 소송절차 뿐만 아니라 상소심의 소송절차를 포함한다.15)
(2) 제청의 효과
법원이 법률의 위헌여부의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한 때에는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
은 헌법재판소의 위헌여부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정지된다. 다만, 법원이 긴급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에는 종국재판 외의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헌재법 제42조 제1항). 그러
나 소송당사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는 재판은 정지되지 않고 계속 진행된다.
(3) 제청철회 및 청구취하
법원이 제청을 한 후에, 소송당사자가 소를 취하하거나, 소송당사자의 사망하거나, 제
청된 법률이 폐지되거나, 헌법재판소가 다른 사건에서 해당 법률 또는 법률조항을 위헌결
정하거나, 등의 사유로 재판의 전제성이 사라지거나 제청사유가 소멸한 경우에 법원이 위
헌법률심판 제청을 철회하면, 또는 소송당사자가 규범통제형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후
에 당해 소송에서의 승소가 확정되어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져 소송당사자가 규범통제형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취하하면, 헌법재판소는 중요한 헌법문제의 해명을 위해서 예외적
으로 본안판단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더 이상의 재판없이 위헌심판절차가 종료된 것으
로 처리한다.

14) 헌재 2003.5.15, 2001헌바98, 헌판집 15-1, 534(543).
15) 헌재 2007.7.26, 2006헌바40, 헌판집 19-2, 8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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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헌법률심판의 적법성 요건
(1) 제청권자 - 법원
대한민국의‘법원’
만이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할 수 있다. 법원조직
법 제5조와 군사법원법 제5조가 정하는 법원이 여기에 해당되는데, 재판기관으로서의 법
원은 모두 여기의 법원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수명법관, 수소법원, 집행법원, 비송사건담
당법관 등도 제청권을 갖는 법원이다.
(2) 제청대상 규범
(가) 법률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의 국회가 입법절차에 의거한 의결을 거쳐 제정된 이른바‘형식적
의미의 법률’
만이 제청대상이 된다.16)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재 시행중이거나 과거에 시행되었던 것이어야 하고 제청 당시
에 공포는 되었으나 시행되지 않은 법률은 제청대상이 아니다.17)
제청대상이 될 수 있는 법률은 헌법재판소의 위헌심판시에 유효한 법률이어야 함이 원
칙이다. 그러므로 이미 위헌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제청
대상이 아니다.18)
폐지된 법률에 대한 제청도 원칙적으로 부적법하지만, 폐지된 법률이라도 당해 소송사건
에 적용될 수 있어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제청대상이 될 수 있다.19)
(나) 입법부작위
위헌법률심판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의 위헌여부에 대해 심판하는 것이므로 입법
을 전혀 하지 않은 이른바 진정입법부작위는 제청대상이 될 수 없다. 다만, 국회가 입법
을 하였지만 법률이 불완전하거나 불충분하게 제정된 이른바 부진정입법부작위는 그 불
완전한 법률 그 자체를 제청해야 한다.20)

16) 헌
 재 1996.6.13, 94헌바20, 헌판집 8-1, 475(482); 헌재 1996.10.4, 96헌가6, 헌판집 8-2,
308(320).
17) 헌재 1997.9.25, 97헌가4, 헌판집 9-2, 332(337).
18) 헌재 1994.8.31, 91헌가1, 헌판집 6-2, 153(161).
19) 헌재 1989.7.14, 88헌가5등, 헌판집 1, 69(82); 1994.6.30, 92헌가18, 헌판집 6-1, 557(563).
20) 헌재 1996.3.28, 93헌바27, 헌판집 8-1, 179(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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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명령 및 조약
헌법 제76조의 긴급명령과 긴급재정경제명령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은 아니지만 법
률의 효력을 가지므로 제청대상이 된다. 그리고 법률의 효력을 갖는 조약도 제청대상이
된다.21)
(라) 제청대상이 아닌 규범
헌법규정은 실정법규정22)과 법리상 재판의 전제성이 있을 수 없으므로 제청대상이 아
니다.23)
명령·규칙의 위헌여부는 법원 스스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제청대상이 아니지만24), 법
률과 시행령·규칙 등이 결합하여 전체로서 하나의 완결된 법적 효력을 발휘할 경우에는
법률의 위임에 의한 시행령·규칙 등 하위법규가 부수적으로 법률의 내용을 판단하는 자
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25)
조례나 관습법도 제청대상이 되지 않으며 이들의 위헌여부는 법원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
(3) 재판의 전제성26)
(가) 재판의 전제성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적법하려면 법원에 계속중인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률이 헌법
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재판의 전제성’
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중이어야 하고, 둘
째, 위헌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셋째,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다른 내용의

21) 헌재 1995.12.28, 95헌바3, 헌판집 7-2, 841(846); 1999.4.29, 97헌가14, 헌판집 11-1, 273(283).
22) 헌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헌재법 제41조 제1항, 제68조 제2항.
23) 헌재 1996.6.13, 94헌바20, 헌판집 8-1, 475(482).
24) 헌재 1996.10.4, 96헌가6, 헌판집 8-2, 308(320).
25) 헌재 1992.6.26, 90헌가23, 헌판집 4, 300; 1995.11.30, 94헌바40등, 헌판집 7-2, 616 참조.
26) 이에 관하여 자세한 것은 본서 제107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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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여기서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라 함은 원
칙적으로 법원이 심리중인 당해 사건의 재판의 결론이나 주문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경우뿐
만 아니라 문제된 법률의 위헌여부가 비록 재판의 주문 자체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
는다고 하더라도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27)
(나) 재판의 전제성 심사
1) 원칙 - 제청법원의 견해 존중
헌법재판소는 원칙적으로“법원의 법률위헌여부심판제청에 있어서 위헌여부가 문제되
는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는, 되도록 제청법
28)
원의 이에 관한 법률적 견해를 존중”
하고 있다.

2) 예외 - 제청법원의 견해와 달리 판단
헌법재판소는 재판의 전제성에 관한 제청법원의 법률적 견해가 명백히 유지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29) 헌법재판소가 직권으로 조사한 결과 재판의 전
제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법원의 제청을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할 수 있다.30)
또 헌법재판소는 헌법문제가 선결문제가 되는 경우나 헌법재판소가 판례를 통하여 구
체화한 헌법규정의 내용이 당해 사건에서 적용되는 경우에는 제청법원의 견해에 구속받
지 아니하고 스스로 제청법원의 판단에 대해 심사할 수 있다.31)
(다) 법률의 위헌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
법원은 문제되는 법률조항이 담당법관 스스로의 법적 견해에 의하여 단순한 의심을 넘
어선 합리적인 위헌의 의심이 있으면 위헌여부심판을 제청해야 한다.32) 독일과 달리 위헌
에 대한 확신이 요구되지는 않는다.

27) 헌재 1993.12.23, 93헌가2, 헌판집 5-2, 578(587); 2000.6.29, 99헌바66등, 헌판집 12-1, 848(864).
28) 헌재 1996.10.4, 96헌가6, 헌판집 8-2, 308(321); 1999.9.16, 98헌가6, 헌판집 11-2, 228(235).
29) 헌재 1993.5.13, 92헌가10등, 헌판집 5-1, 226(239); 1999.9.16, 99헌가1, 헌판집 11-2, 245(252).
30) 헌재 1997.9.25, 97헌가4, 헌판집 9-2, 332; 1997.9.25, 97헌가5, 헌판집 9-2, 344.
31) 헌재 1994.6.30, 92헌가18, 헌판집 6-1, 557(571).
32) 헌재 1993.12.23, 93헌가2, 헌판집 5-2, 578(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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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심판시 재판의 전제성 유지
1) 원칙
재판의 전제성은 원칙적으로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당시만이 아니라 헌법재판
소의 위헌법률심판시에도 존재해야 한다.33)
법원이 제청을 한 후에, 소송당사자가 소를 취하하거나, 소송당사자의 사망하거나, 제
청된 법률이 폐지되거나, 헌법재판소가 다른 사건에서 해당 법률 또는 법률조항을 위헌결
정하거나, 등의 사유로 재판의 전제성이 사라지거나 제청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법원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철회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헌법재판소는 중요한 헌법문제의 해명을
위해서 예외적으로 본안판단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더 이상의 재판없이 위헌심판절차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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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종료된 것으로 처리한다.
2) 예외
헌법재판소는 당해 소송사건이 종료되어 재판의 전제성이 소멸되거나 또는 규범통제형
헌법소원이 인용될지라도 당해 소송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없어 재판의 전제성이 없는 경
우에도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사안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본안판단을 하고 있다.
(4) 일사부재리원칙과 결정의 기속력
(가) 일사부재리 원칙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재법
제39조). 그러므로 동일한 법원이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데도 동일한 법률 또는 법률조
항에 대해 다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나) 결정의 기속력
1) 위헌결정의 기속력
헌법재판소가 어느 법률을 위헌결정하면 헌재법 제47조 제1항과 제75조 제6항에 따라
모든 법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기속되기 때문에 위헌결정된 법률을 제청하는 것
은 부적법하다.34)

33) 헌재 1993.12.23, 93헌가2, 헌판집 5-2, 578(588).
34) 헌재 1989.9.29, 89헌가86, 헌판집 1, 284(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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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합헌결정의 기속력
헌법재판소가 법률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렸는데 동일한 법률에 대해 법원이 또 위헌제
청을 하는 것이 적법한지 문제가 된다.
이에 대해“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은 동일한 법률조항의 위헌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
는 다른 모든 법원에도 기속력을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 합헌결정한 법률조항에 대해
35)
서 또 다시 제청이 있거나 규범소원이 청구되면 ... 각하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는 견해가 있으나, 헌법재판소는 이른바 간통죄 사건에서 보듯이 이미 합헌으로 결정된
법률에 대한 위헌제청을 받아들여 본안판단을 여러 번 한 것으로 보아 합헌결정의 기속력
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3) 한정합헌결정의 경우
헌법재판소는 한정합헌결정을 내린 법률규정에 대해 다시 위헌법률심판(규범통제형 헌
법소원심판)이 청구된 경우에도 부적법 각하하지 않고 본안판단을 하여 다시 한정합헌을
선고하였다.36)

라. 심사기준
(1) 헌법규정
위헌법률심판은 심판청구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심판하는 객관적 소송의
성질을 갖는 것이므로 당해 소송의 당사자들에게 주관적 공권으로서의 기본권을 보장하
는 헌법규정만이 심사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고 헌법의 모든 규정이 심사기준이 된다.
(2) 헌법의 기본원리
심사기준으로서의 헌법에는 헌법의 개별규정들 뿐만 아니라 개별규정들의 바탕에 놓여
있는 헌법의 기본원리들이나 기본적 결단들이 포함된다. 그러므로 예컨대 법치주의원리
나 민주주의원리에 위반됨을 이유로 위헌결정을 할 수 있다.37)

35) 허영, 헌법소송법론, 박영사, 2009, 230.
36) 헌재 1997.1.16, 89헌마240, 헌판집 9-1, 45; 1998.8.27, 97헌바85, 헌판집 10-2, 407(413-415).
37) 헌재 1999.5.27, 98헌바70, 헌판집 11-1, 633(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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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른바 관습헌법
헌법재판소는 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에 대한 위헌심사에서 우리나라의 수도가 서
울이라는 사실을 일종의 관습헌법이라고 판시하면서 관습헌법을 심사기준으로 삼은 바
있다.38) 그러나 이 결정에 대해서는 존재하지도 않는 관습헌법을 심사기준으로 삼았다는
이유 등등으로 많은 학자들의 비판이 있었다.39)
한편 위 사건에서 관습헌법을 심사기준으로 삼은 헌법재판소의 판시에 대해 헌법관습
법을 착각한 것이라고 하면서“헌법관습법은 성문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헌법
40)
적인 관행으로서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의 기준이 된다.”
는 견해가 있다.

(4) 위헌심사의 관점
헌법재판소는 법률의 위헌여부를 심사할 때 제청법원이나 규범통제형 헌법소원심판 청
구인이 주장하는 법적 관점뿐만 아니라 심판대상 규범의 법적효과를 고려하여 모든 헌법
적 관점에서 심사한다.41)

마. 심판대상의 확정
(1) 원칙
헌법재판소는 원칙적으로 법원이 제청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만을 위헌법률심판의 대
상으로 삼을 수 있다. 제청법원은 당해 소송에서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 또는 법률조항
중에서 당해 사건에 적용될 부분을 가능한 한 정확하게 범위를 밝혀 제청해야 하고, 헌법
재판소는 법원이 제청한 사항에 대해서만 심사범위를 한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는 규범
통제형 헌법소원심판에서도 마찬가지이다.

38) 헌재 2004.10.21, 2004헌마554등, 헌판집 16-2(하), 1.
39) 예
 컨대 이광윤,‘관습헌법’무엇이 문제인가?, 시민과 변호사, 2005. 1; 전광석, 수도이전특별법 위헌결
정에 대한 헌법이론적 검토, 제53회 헌법실무연구회(2005. 3. 4.) 발표문; 정태호, 헌법재판소에 의해 왜
곡된‘관습헌법의 법리, 시민과 변호사 제132호, 2005. 1; 정태호, 인권보장제도로서의 헌법소원의 개념
과 실제, 헌법학연구 제14권 제2호, 2008. 6; 방승주, 수도가 서울이라는 사실이 과연 관습헌법인가 ?,
법률신문, 2004. 11. 22; 김경제, 헌법소원심판에 적합한 심판의 기준, 공법연구 제34집 제4호 제1권,
2006. 6; 김경제, 신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위헌결정의 헌법적 문제점, 공법연구 제33집 제4호,
2005. 6. 등
40) 허영, 헌법소송법론, 226.
41) 헌
 재 1996.12.26, 96헌가18, 헌판집 8-2, 680(690); 2000.4.27, 98헌가16등, 헌판집 12-111,
427(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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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외 - 제한, 확장 및 변경
(가) 심판대상의 제한
실무상 제청법원이나 규범통제형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심판대상을 정확하게 한정하
지 않고 당해 법률조항 전부 또는 법률 전부에 대해 제청하거나 심판청구하는 경우가 많
다. 이 경우 헌법재판소는 결정이유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없는 부분을 배제하고 전제성이
인정되는 부분에 심판대상을 제한하여 확정한다. 주문에서는 제한하여 확정된 심판대상
에 대해서만 판단한다.42)
(나) 심판대상의 확장
헌법재판소는 법적명확성, 법적안정성, 법의 통일성, 소송경제 등의 관점에서 법원이
제청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심판대상을 한정하지 않고 다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까지
확장해서 심판판다.
법원이 어느 조항 전체를 제청하고 그 조항 전체에 대해 동일한 심사척도가 적용될 경
우에는 당해사건에 적용되지 않을 내용이 들어 있는 경우에도 그 조항 전체로 심판대상을
확장할 수 있다.43)
법원이 제청한 법률조항과 체계적으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률조항은 법원이 제청하
지 않았어도 헌법재판소가 심판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44)
행정형벌규정에서 흔히 보듯이 구성요건규정과 형벌규정이 별개의 규정인 경우 법원이
구성요건규정만을 제청하였어도 헌법재판소는 구성요건규정 뿐만 아니라 형벌규정까지
함께 심판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45)
법원이 제청하지는 않았지만 제청한 법률조항을 적용하기 위해 전제가 되는 법률조항
도 심판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46)

42) 헌재 1997.3.27, 96헌바86, 헌판집 9-1, 325(328); 1997.4.24, 96헌가3등, 헌판집 9-1, 416(423);
2000.6.29, 99헌가16, 헌판집 12-1, 767(771).
43) 헌재 1996.11.28, 96헌가13, 헌판집 8-2, 507(516).
44) 헌재 1994.4.28, 92헌가3, 헌판집 6-1, 203(213); 2001.1.18, 2000헌바29, 헌판집 13-1, 111(114).
45) 헌
 재 1992.6.26, 90헌바26, 헌판집 4, 362(365); 1994.6.30, 93헌가15등, 헌판집 6-1, 576(578).
1996.10.4, 93헌가13등, 헌판집 8-2, 212(215).
46) 헌
 재 1994.6.30, 93헌가15등, 헌판집 6-1, 576(584); 1999.3.25, 98헌가111등, 헌판집 11-1,
158(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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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심판대상의 변경
규범통제형 헌법소원심판에서 청구인이 심판대상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
다. 이 경우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청구이유, 법원에서의 위법률심판제청신청사건의 경
과, 당해 사건 재판과의 관련성의 정도, 이해관계기관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권으로 심판대상을 변경하여 확정할 수 있다.47)
(3)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헌재법 제68조 제1항의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에서도 헌법재판소가 직권으로 청구
인의 청구취지와 달리 심판대상을 변경하여 확정할 수 있다. 즉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서
에 기재된 청구취지에 구애됨이 없이 청구인의 주장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심판대
상을 확정한다.48)

바. 종국결정과 그 효과
헌법재판소가 위헌법률심판에서 내리는 종국결정은 크게 각하결정, 합헌결정, 위헌결
정이다. 여기서 위헌결정은 다시 단순위헌결정, 한정합헌결정, 한정위헌결정, 헌법불합
치결정으로 나누어진다.
(1) 각하결정
법원의 제청이 적법성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헌법재판소는 각하결정을 내린다. 보통
“이 사건 위헌여부심판제청을 각하한다.”
,“...에 대한 위헌여부심판제청을 각하한다.”
로
주문을 표시한다.
(2) 합헌결정
헌법재판소가 본안심리를 거친 후 심판대상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합헌결정을 한다. 보통“...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로 주문을 표시한다.

47) 헌
 재 1998.3.26, 93헌바12, 헌판집 10-1, 226(233); 1999.10.2111, 97헌바26, 헌판집 11-2,
383(395); 1999.7.22, 97헌바55, 헌판집 11-2, 149(164); 2000.8.31, 98헌바27등, 헌판집 12-2,
190(194).
48) 헌
 재 1993.5.13, 91헌마1900, 헌판집 5-1, 312(319); 1998.10.15, 98헌마168, 헌판집 10-2,
586(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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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단순위헌결정
(가) 위헌결정의 범위
헌법재판소가 내리는 위헌결정의 범위는 심판대상과 일치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심판대상을 제한, 확장,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헌결정의 범위도 달라지고,
제청법원의 제청법률과 위헌결정의 범위가 다르게 된다. 그러나 이 경우 적어도 위헌결정
의 범위와 심판대상은 일치한다.
그런데 위헌결정의 범위와 심판대상이 예외적으로 불일치하는 경우가 있다. 즉 법률조
항의 위헌으로 인하여 당해 법률 전부를 시행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전부에 대하
여 위헌의 결정을 할 수 있다49)(헌재법 제45조 단서). 제청법원이 제청한 법률조항 중에
서 그 일부의 문구나 표현만을 위헌이라고 결정할 수도 있다.50) 그리고 심판대상인 법률
조항을 위헌결정하면 이 조항과 밀접한 특별한 관계에 있는 같은 법률의 다른 조항도 계
속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에 대해서도 함께 위헌결정할 수 있다.51)
(나) 위헌결정의 효력
위헌결정에는 단순위헌결정, 한정합헌결정, 한정위헌결정, 헌법불합치결정 등이 모두
포함된다.52)
1) 기속력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헌재법 제47조 제
1항). 기속력은 결정주문 뿐만 아니라 핵심적인 결정이유에도 미친다.
법원은 위헌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을 당해사건에서 적용할 수 없고 반복해서 위
헌제청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을 근거로 하여 집행작용을 수행할 수 없다. 국회는 위헌결
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대해 반복입법을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특별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반복입법을 할 수 있다.

49) 헌
 재 1996.1.25, 95헌가5, 헌판집 8-1, 1(5); 1994.7.29, 92헌바49등, 헌판집 6-2, 64(117);
1999.4.29, 94헌바37등, 헌판집 11-1, 289(347).
50) 헌재 1989.1.25, 88헌가7, 헌판집 1(2); 1990.9.3, 89헌가95, 헌판집 2, 245(246).
51) 헌
 재 1989.11.20, 89헌가102, 헌판집 1, 329(342); 1991.11.25, 91헌가6, 헌판집 3, 569(581);
1996.12.26, 94헌바1, 헌판집 8-2, 808(829); 2001.7.19, 2000헌마91등, 헌판집 13-2, 77(101).
52) 헌재 1997.12.24, 96헌마172, 헌판집 9-2, 842(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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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적 효력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국민
에게 법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 따라서 위헌법률에 근거를 둔 권리주장이나 의
무부담은 있을 수 없다.
3) 효력발생시기(원칙-장래효, 예외-소급효)
위헌결정이 원칙적으로 장래효를 갖는지 소급효를 갖는지는 입법정책의 문제이다. 우
리 입법자는 원칙적으로 장래효를 규정함으로써 법적안정성을 보다 중시하는 태도를 취
하였다.
제
6
장

가) 원칙 - 장래효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나) 예외
(a) 법정소급효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헌재법 제47조 제
2항).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는 재
심을 청구할 수 있다(동법 동조 제3항). 그러나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라도
그것이 위헌으로 결정될 경우 오히려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던 자들에게 형사상의 불이익
이 미치게 되는 경우에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다.53)
(b) 해석에 의한 소급효
헌재법 제47조 제2항이 형벌법규 외에는 소급효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논란이 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효력이 다양할 수밖에 없는 위헌결정의 특수성 때문에 예외적으로
부분적인 소급효를 인정하고 있다.54) 첫째, 구체적규범통제의 실효성을 보장하는 견지
에서, 법원의 제청이나 규범통제형 헌법소원심판의 청구 등을 통하여 헌법재판소에 법
률의 위헌결정을 위한 계기를 부여한 당해사건,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이와 동종의 위헌

53) 헌재 1997.1.16, 90헌마110등, 헌판집 9-1, 90(107).
54) 헌재 1993.5.13, 92헌가10등, 헌판집 5-1, 226(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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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을 하였거나 법원에 위헌제청신청을 한 경우의 당
해사건, 따로 위헌제청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지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 등에는 소급효를 인정한다. 둘째, 당사자의 권리구제
를 위한 구체적 타당성의 요청이 현저한 반면에 소급효를 인정하여도 법적 안정성을 침
해할 우려가 없고 나아가 구법에 의하여 형성된 기득권자의 이득이 침해될 사안이 아닌
경우로서 소급효의 부인이 오히려 정의와 형평 등 헌법적 이념에 심히 배치되는 때에도
소급효를 인정한다.
그런데 대법원은 소급효의 범위에 대해 헌법재판소와 부분적으로 견해를 달리하고 있
다. 즉“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위헌제청을 한 당해사건, 위헌결정이 있기 전
에 이와 동종의 위헌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심판제청을 하였거나 법원에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을 한 경우의 당해사건과 따로 위헌제청신청은 아니하였지만 당
해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중인 사 건 뿐만 아니라 위
헌결정 이후에 위와 같은 이유로 제소된 일반사건에도 미친다고 할 것이나 ... 그 미치는
범위가 무한정일 수는 없고 법원이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을 적용하지
는 않더라도 다른 법리에 의하여 그 소급효를 제한하는 것까지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
고
하고 있다.
(4) 한정합헌결정과 한정위헌결정
한정합헌결정이나 한정위헌결정은 구체적규범통제에서 행해지는 헌법합치적 법률해
석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이른바 변형결정이다.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서 특정한 부분
을 제거하는 방법(이른바 양적무효)이 아니라 위헌적인 해석방법을 배제함으로써 위헌
성을 제거하는 이른바 질적 일부위헌결정(이른바 질적무효)이다. 한정합헌결정을 할 것
인지 한정위헌결정을 할 것인지는 사안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결정할 문제이다.
(가) 한정합헌결정
한정합헌결정은 심판대상이 된 법률조문을 해석함에 있어서 다의적 해석이 가능한 경
우에 위헌적인 해석가능성을 배제하고 헌법에 맞는 특정한 내용으로 해석·적용하는 한
합헌이라고 결정하는 변형결정이다.
55)
또는“... 해석 하에 헌법에
보통“...라고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55) 1994.8.31, 91헌가1, 헌판집 6-2, 153(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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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위반되지 아니한다.”
라고 주문을 표시한다.

한정합헌결정도 위헌결정의 하나이므로 기속력을 갖는다.57)
(나) 한정위헌결정
한정위헌결정은 심판대상이 된 법률조문을 해석함에 있어서 다의적 해석이 가능한 경
우에 특정한 내용으로 해석·적용되는 한 위헌이라고 결정하는 변형결정이다. 보통“...로
58)
59)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
,“...하는 범위 내에서 헌법에 위반된다.”
,“...로 해석
60)
61)
하는 한도 내에서 헌법에 위반된다.”
, 또는“...를 포함시키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라고 주문을 표시한다.
한정위헌결정도 위헌결정의 하나이므로 기속력을 갖는다. 그런데 대법원은 한정위헌결
정의 기속력을 인정하지 않는 판례62)를 내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다. 법률해석이 법
원의 고유한 권한일지라도 위헌적인 해석을 배제하는 권한은 헌법에 의해서 헌법재판소
가 갖는다.

56) 헌재 19904.2, 89헌가113, 헌판집 2, 49(52).
57) 1997.12.24, 96헌마172등, 헌판집 9-2, 842(860).
58) 헌재 1992.6.26, 90헌가23, 헌판집 4, 300(302).
59) 헌재 1997.11.27, 95헌바38, 헌판집 9-2, 591(592-593).
60) 헌재 1997.12.24, 96헌마172등, 헌판집 9-2, 842(848-849).
61) 헌재 1991.4.1, 89헌마160, 헌판집 3, 149(150).
62) 즉
 헌법재판소는 1995.11.30, 94헌바40등 결정에서 구 소득세법조항들에 대하여 한정위헌결정을 하였
는데, 대법원은 1996.4.9선고, 95누11405 판결에서“한정위헌결정의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불
구하고 법률이나 법률조항은 그 문언이 전혀 달라지지 않은 채 그냥 존속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와 같이 법
률이나 법률조항의 문언이 변경되지 아니한 이상 이러한 한정위헌결정은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의미, 내
용과 그 적용범위를 정하는 법률해석이라고 이해하지 않을 수 없다. ... 법령의 해석·적용 권한은 바로 사
법권의 본질적 내용을 이루는 것으로서, 전적으로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법원에 전속하는 것이다.
... 한정위헌결정에 표현되어 있는 헌법재판소의 법률해석에 대한 견해는 헌법재판소의 견해를 일응 표명
한데 불과하여 법원에 전속되어 있는 법령의 해석·적용 권한에 대하여 어떠한 영향을 미치거나 기속력도
가질 수 없다”
고 판시하였다.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한정위헌결정한 구소득세법조항들을 적용하여 판결하
였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자신의 한정위헌결정에 반하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청구된 헌법소원심판사
건(헌재 1997.12.24, 96헌마172등)에서 이른바 재판소원을 금지하는 헌재법 제68조 제1항에 대해 한정
위헌결정을 내리면서 동시에 위 대법원판결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간의 이러한
다툼은 기본적으로 대법원의 오해와 재판소원을 허용하지 않는 현행법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근본적으로
는 재판소원을 허용하는 입법적 해결이 필요하고 아울러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대한 대법원의 올바른
이해가 요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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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헌법불합치결정
헌법불합치결정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심판을 한 결과 심판대상이 위헌이라는 결론에 이
르렀지만, 단순위헌결정을 내려 심판대상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을 실효시킬 경우 발생할
법적공백상태나 법생활혼란을 방지하고 입법자에게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헌법에 합치하
지 않는다고 선언하는 변형결정이다. 헌법불합치결정의 본질은 단순위헌결정이다.
헌법불합치결정은 심판대상이 위헌이지만 그 형식적 존속을 유지시키면서 입법자로 하
여금 법률의 위헌성을 제거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입법자가 입법을 개선할 때까지 국가
기관에게 헌법불합치결정된 법률의 적용을 중지하고 개선된 신법의 적용을 명하는 효력
을 갖는다.
주문형식으로는 첫째, 시한부효력유지의 경우로서“...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63)
위 법률조항은 년 월 일까지 그 효력을 지속한다.”
, 둘째, 시한부적용중지의 경우로서

“...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은 입법자가 ...년 월 일까지 개정하지 아
니하면 ...년 월 일 그 효력을 상실한다.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법자가
64)
개정할 때까지 위 법률조항의 적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 셋째, 시한없는 적용중지의 경
65)
우로서“...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등이 있다.

헌법불합치결정을 정당화하는 헌법적 사유로는 첫째, 일정한 범위의 국민에게 혜택을
주는 법률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 경우, 둘째, 단순위헌결정을 함으로써 법률조항을 실효
시키는 것이 법적공백이나 법생활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헌법불합치결정의 본질은 단순위헌결정이므로 결정의 기속력, 일반적효력은 단순위헌
결정과 동일하다. 그리고 위헌결정에 적용되는 소급효는 헌법불합치결정에 그대로 적용
되는데, 다만 법률의 위헌성을 입법자가 개선하였을 때 그 개선된 입법의 소급효를 의미
한다.

63) 헌재 1989.9.8, 88헌가6, 헌판집 1, 199(201).
64) 헌재 1997.7.16, 95헌가6등, 헌판집 9-2, 1(6).
65) 헌재 1994.7.29, 92헌바49등, 헌판집 6-2, 64(86);; 1997.3.27, 95헌가14등, 헌판집 9-1, 193(196).
이 경우 주문 또는 결정이유에서 그 적용·시행을 중지시키되 그 형식적 존속만을 잠정적으로 유지시킨다
는 취지를 밝힌다. 헌판집 6-2, 64(121). 헌판집 9-1, 193(206).

헌법주석서 Ⅳ

272

2. 탄핵심판
가. 의의와 기능
탄핵이란 일반적인 사법절차나 징계절차에 따라 소추하거나 징계하기가 곤란한 행정부
의 고위직 공무원이나 법관 등과 같이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이 직무상 중대한 비위를 범
한 경우에 이를 의회가 소추하여 처벌하거나 파면하는 절차로서66), 행정부와 사법부의 고
위공직자에 의한 헌법침해로부터 헌법을 수호하고 유지하기 위한 제도67)이다. 그래서 보
통 탄핵제도는 헌법보호수단이며, 국회에 의한 집행부와 사법부 통제수단이고, 그 성격은
법적책임을 묻는 것으로 이해된다.68)
제
6
장

나. 탄핵대상과 탄핵사유
(1) 탄핵대상
헌법 제65조 제1항은“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
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
을 탄
핵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다.
법률규정에 의해 탄핵대상자가 추가될 수 있으며, 그 예로는 검찰청법 제37조에 의한
검사, 경찰청법 제11조 제6항에 의한 경찰청장, 선거관리위원회법 제9조에 의한 각급선
거관리위원회 위원69) 등이 있다. 국가정보원장이나 국세청장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고 할 것이다.
(2) 탄핵사유
헌법 제65조는“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
라고 추상적으로 탄
핵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 탄핵 파면의 효과가 크다는

66) 헌재 1996.2.29, 93헌마186, 헌판집 8-1, 111(118).
67) 헌
 재 2004.5.14, 2004헌나1, 헌판집 16-1, 609(632); 탄핵 전반에 관하여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헌법
주석서 III, 제65조 참조.
68) 구
 병삭, 신헌법원론, 858면; 김철수, 헌법학, 2098면; 권영성, 헌법학원론, 906면 이하; 허영, 한국헌법
론, 박영사, 2009, 839면;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09, 1290면; 홍성방, 헌법학, 현암사, 2009, 822.
69) 헌
 법재판소, 탄핵심판제도에 관한 연구(헌법재판연구 제12권), 2001, 149면; 김하열, 탄핵심판에 관한
연구, 고대박사학위논문, 2005,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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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로 탄핵사유를 제한하여,‘중대한 위헌·위법행위’
만이 탄핵사유가 되는데, 다만 중대
한 법위반이 아니라도 뇌물수수·부정부패·국익의 명백한 침해 등‘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
도 파면사유가 된다고 하였다.70)

다. 탄핵소추
(1) 탄핵소추의 발의와 의결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
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헌법 제65조 제2항).
(2) 탄핵소추의 효과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쟁사가 정지된다(헌법 제
65조 제3항).

라. 탄핵심판의 심리
(1) 당사자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자가 탄핵심판절차에서 피청구인이 된다. 그런데 청구인
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즉 헌재법 제49조에 따라 소추위원인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위
원장이 청구인이라는 견해71)와 탄핵절차에서는 소추권의 주체가 정당한 적극적 당사자가
되어야 하고 실질적 이해관계자와 소송법적 당사자를 가급적 일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

70) 헌
 재 2004.5.14, 2004헌나1, 헌판집 16-1, 609(656). 이 결정은 노무현대통령탄핵소추에 대한 결정
으로서 헌정사상 최초이자 유일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이었다. 이 사건에 대한 학계의 반응으로
는 예컨대 김종철, 노무현대통령 탄핵심판사건에서 헌법재판소의 주요논지에 대한 비판적 고찰, 세계헌
법연구 제9호, 2004. 6; 박종보, 국회의 대정부통제권-대통령탄핵을 중심으로, 공법연구 제32집 제5호,
2004. 6; 송기춘, 우리 헌법상 대통령 탄핵제도에 관한 소고, 공법연구 제32집 제5호, 2004. 6; 안경환,
감성시대의 이성적 인간, 탄핵너머 가는 길, 당대비평, 2004, 여름; 이승우, 권력충돌의 관점에서 본 우
리나라 탄핵심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시민과 변호사 제124호, 2004. 5; 임지봉, 탄핵정국 감상법,
시민과 변호사 제124호, 2004. 5; 장영수, 대통령탄핵의 헌법적 쟁점과 우리의 과제, 고려법학 제42호,
2004. 4; 정종섭, 탄핵심판에 있어 헌법재판소의 탄핵여부 결정권, 법학(서울대) 제46권 제1호, 2005.
3; 정태용, 탄핵제도에 관한 쟁점, 법제 제559호, 2004. 7; 조홍석, 탄핵결정의 법리적 음미, 공법학연구
제5권 제2호, 2004. 5; 차강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공법학연구 제5권 제3호, 2004. 12; 한수웅,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절차, 헌법학연구 제11권 제1호, 2005. 3 등 참조.
71)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실무제요, 306면; 허영, 헌법소송법론, 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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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측면에서 국회 자신이 당사자라는 견해72)가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이른바 노무현대
통령탄핵사건에서 결정문의‘청구인’란에‘국회’
라고 쓰고 줄을 바꿔‘소추위원 국회법제
사법위원회 위원장’
이라고 표시하여‘국회’
를 청구인으로 보고 있다.
(2) 심판대상(소송물)
탄핵심판의 심판대상(소송물)은 소추사유이다. 소추사유는 한 가지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일 수도 있다. 어느 경우든 그 사유들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파면할 만한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있는지를 가리게 될 것이다.
(3) 탄핵소추사유의 추가
탄핵심판이 청구된 후에, 국회가 원래의 탄핵소추 발의·의결과 동일한 절차 및 방식을
거쳐 피소추자의 새로운 위헌·위법행위를 소추사유로 기재한 소추의결서를 소추위원으
로 하여금 헌법재판소에 제출케 하는 경우 탄핵심판의 변론종결 전이라면 소추사유를 추
가하는 것이 허용될 것이다.
또 국회가 별도의 탄핵소추 발의·의결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추위원이 독자적으로
소추사유를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소추의결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새로운
73)
사실을 탄핵심판절차에서 소추위원이 임의로 추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고하

였다.
(4) 탄핵소추의 적법성과 탄핵사유에 대한 실체적 심사
(가) 탄핵소추의 적법성 심사
국회의 탄핵소추는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소추위원이 제출
한 소추의결서가 진정한 것인지, 소추의결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를 심사
할 수 있다. 그러나 소추의결 절차에 대한 심사는 피청구인이 요구하거나 객관적인 정황
상 심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할 것이다. 그러므로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에 절차상 명백한 하자가 있다면 국회의 자율권일지라도 심사하여 적법성 여부를 판
단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의 적법성을 심사하면서도 국회의 절차상 자율권을

72) 김하열, 탄핵심판에 관한 연구, 190-191.
73) 헌재 2004.5.14, 2004헌나1, 헌판집 16-1, 609(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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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게 인정해 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74)
(나) 탄핵사유에 대한 실체적 심사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탄핵소추한 사유에 대해 실체적 심사를 한다. 소추사유가 이유 있
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피청구인의 파면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소추의결서에 표시된 소추사유에 한정하여 피청구인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며 이 경우 소추의결서에 표시된 헌법 또는 법률조항에 국한하
지 않고 종합적으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피청구인의 행위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 그것이 파면을 정당화할 만한 정도인
지 판단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헌재법 제53조 제1항의‘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때’
란 모든 법위반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공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의 법
위반의 경우를 말한다고 한다.75)
(5) 탄핵심판청구의 취하
탄핵심판 청구를 취하할 수 있는지에 대해 헌재법에 규정이 없으나‘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민소법과 형소법을 준용하거나 보다 적합한 규율이나 해석
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탄핵심판 청구인은 국회이므로 취하권자도 국회라고 할 것이며, 소추위원이 독자적으
로 청구를 취하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청구취하도 역시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데, 이 경우 의결정족수에 관하여 탄핵소추의결과 같은 정족수가 필요하다는 견해76), 국
회의 일반 의결정족수로 충분하다는 견해77), 탄핵소추의결 정족수보다 한 단계 낮은 수준
의 정족수가 적정하다는 견해78) 등이 대립하고 있다.
탄핵심판청구의 취하는 피청구인의 동의를 요한다고 할 것이고, 취하는 탄핵심판의 결
정 선고전까지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74) 헌재 2004.5.14, 2004헌나1, 헌판집 16-1, 609(628-632).
75) 헌재 2004.5.14, 2004헌나1, 헌판집 16-1, 609(654면 이하).
76) 김하열, 탄핵심판에 관한 연구, 207.
77) 조홍석, 탄핵결정의 법리적 음미, 공법학연구 5권2호, 2004.5, 175.
78) 이
 준일, 헌법학강의, 홍문사, 2005, 1095면; 박종보, 국회의 대정부통제권:대통령탄핵을 중심으로, 공
법연구 32권5호, 2004.6, 104면; 한수웅,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절차, 헌법학연구 11권1호, 2005.3,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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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탄핵심판의 결정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의 심리를 마친 때에는 종국결정을 한다(헌재법 제36조 제1항).
종국결정에는 탄핵심판 청구가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내리는 각하결정이 있고 이 경
우 주문은“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로 표시하며, 청구가 이유 없는 경우에 내리는
기각결정이 있으며 이 경우 주문은“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로 표시한다.
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는 파면결정을 하며 이 경우 주문은“피청구인 ...를 ...직
에서 파면한다.”
로 표시될 것이다. 파면결정은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헌법
제113조 제1항).
파면결정(탄핵결정)이 선고되면 선고시부터 피청구인은 해당 공직에서 파면된다. 탄핵
결정은 피청구인의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면제하지 아니하며,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자는 결정선고가 있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헌
재법 제54조).
종국결정은 자기구속력(불가변력), 형식적 확정력, 실질적 확정력(기판력) 등을 갖는다.

3. 정당해산심판
가. 의의와 기능
헌법 제8조 제4항은“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
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
다.”
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111조 제1항 제3호는 정당해산심판을 헌법재판소의 관장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79)
정당해산심판제도는 민주주의의 적에게는 민주주의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이른바 방어
적 민주주의의 표현으로서,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경우 헌
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위헌정당을 해산하는 제도이다.80) 즉 헌법의 적으로부터 헌법
을 보호하고자 하는 헌법보호 수단으로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한편 정당을 해산하고자 할 경우에도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할 수 없

79) 정당제도 전반에 관하여 자세한 것은 법제처, 헌법주석서 I, 제8조 참조.
80) 정
 당해산심판제도 전반에 관하여 자세한 것은 헌법재판소, 정당해산심판제도에 관한 연구(헌법재판연구
제15권), 200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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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함으로써 일반 결사에 비하여 정당을 특별히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나 동
시에 정당은 설립, 조직, 목적 및 그 활동에 있어서 헌법이 요구하는 한계 안에서 행동해
야 헌법적 보호를 받는 것이고 한계를 넘어설 경우 해산될 수도 있음을 밝힘으로써 정당
으로 하여금 스스로 민주주의에 적합하게 행동하게 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정당해산심판제도가 1960년 헌법에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정당해산이 문제된 사건은
없었다.

나. 정당해산심판의 청구
헌법 제8조 제4항과 헌재법 제55조에 따라 정당해산심판의 청구는 정부만이 할 수 있으
며, 여기서의 정부는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를 말한다. 정부가 정당해산심판을 청
구하려면 반드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헌법 제89조 제14호, 헌재법 제55조).
정부의 정당해산심판 청구권 행사가 기속행위인가, 자유재량행위인가, 기속재량행위81)
인가에 대하여 견해가 나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다수설은 자유재량(정치적 재량)행위라
고 한다.82)

다. 가처분
헌법재판소는 정당해산심판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종국
결정의 선고시까지 피청구인의 활동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헌재법 제57조). 헌법
재판소가 가처분결정을 한 때에는 헌법재판소장이 그 사실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에 통지하여야 한다(헌재법 제58조).

라. 정당해산의 사유
정당은 그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면 정당해산심판에 의하여 해산
된다. 여기서‘민주적 기본질서’
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정당의 목적이나 활동’
은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문제된다.
(1) 민주적 기본질서의 의미
헌법은 전문에서‘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제4조 평화통일조항에

81) 예컨대 허영, 헌법소송법론, 282.
82) 예컨대 김철수, 헌법학(상), 박영사, 2008, 232면; 헌법재판소, 정당해산심판제도에 관한 연구, 171면 이
하;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실무제요, 310면; 홍성방, 헌법학, 현암사, 2009, 983면; 이승우, 헌법학, 도서
출판 두남, 2009, 1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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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그래서 제8조 제4항의‘민주적 기본
질서’
가‘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와 동일한 것인지 아니면 그와 다른 그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하여 문제된다. 학설은‘민주적 기본질서’
와‘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를 구별하는 견해83),
양자를 구별하면서‘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를 우선시하는 견해84), 그리고 양자의 구별을
부정하는 견해85) 등으로 나뉘는데, 다수설은 양자의 구별을 부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명시적인 표현을 쓰지는 않았지만“어떠한 정당이 외형상 민주적 기본질
서를 추구한다고 하더라도 그 구체적인 강령 및 활동이 폭력적 지배를 추구함으로써 자유
86)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반되는 경우 우리 헌법질서에서는 용인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판시함으로써‘민주적 기본질서’
와‘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를 동일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내용에 관하여는“우리 헌법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보
호를 그 최고의 가치로 인정하고 있고, 그 내용은 모든 폭력적 지배와 자의적 지배 즉 반
국가단체의 일인독재 내지 일당독재를 배제하고 다수의 의사에 의한 국민의 자치, 자유·
평등의 기본원칙에 의한 법치주의적 통치질서를 말하며”
, 그 구체적 내용으로는“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도, 선거제도,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
87)
으로 한 경제질서 및 사법권의 독립 등”
을 들고 있다.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
된다는 정당해산사유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
면 여당(집권당)이 야당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정당해산제도가 악용될 가능성이 있고, 민
주주의 적으로부터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정당해산심판제도가 오히려 민주주의를 파
괴하는 제도로 역기능을 수행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83) 김철수, 헌법학(상), 196.
84) 권영성, 헌법학원론, 195.
85) 계
 희열, 헌법학(상), 박영사, 297면 이하; 성낙인, 134면.; 홍성방, 헌법학, 102면.; 헌법재판소, 정당해
산심판제도에 관한 연구, 140면 이하.
86) 헌재 2001.9.27, 2000헌마238, 헌판집 13-2, 383(401).
87) 헌재 1990.4.2, 89헌가113, 헌판집 2, 4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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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목적이나 활동’
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
정당의‘목적’
이나‘활동’
이 모두 또는 둘 중 하나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면 정당
해산 사유에 해당된다.
먼저 정당의‘목적’
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경우란, 정당의 공식적인 강령(기본
정책)이나 당헌의 내용은 물론 , 당수 및 당간부의 연설, 당기관지, 당의 출판물 및 선전
자료, 기타 당원의 활동으로 판단할 때 그 정당의 전체적 성격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
되는 경우를 말한다. 정당의‘목적’
의 객관적 강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이에 상응하는 행위, 즉“적극적으로 투쟁적이며 공격적인 태도”
가 있어야 한다
고 본다. 또 정당이 추구하는 목적을 단기적인 것과 장기적인 것으로 나누어 다루는 것은
불필요하며, 단지 민주적 기본질서에 구체적인 위험을 야기하는, 정치적 신념을 실현하는
행위가 존재하는지 여부만이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88)
다음에 정당의‘활동’
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어야 하는데, 활동의 주체로는 정당
자신, 정당의 지도부와 주요 당직자, 정당의 출판관련 조직, 지구당 등 정당의 지역조직
등이 포함될 것이다. 하지만 정당의 일반당원이 정당의 노선과는 별개로 개별적으로 행한
행위가 정당의 행위로 인정되어 정당해산과 연결될 수는 없다.
그런데 정당해산사유로서‘목적과 활동’
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목적’
과‘활동’
을 분명하게 구분하여 다룰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목적과 활동은 상호
연관되어 있으므로 정당해산사유를 판단할 때 함께 섞여서 다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마. 종국결정
(1) 유형
정당해산심판의 종국결정으로는 심판청구가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행해지는
각하결정이 있고 그 주문은“이 사건 청구를 각하한다.”
로 표시될 것이다. 또 심판청구가
이유 없을 경우 행해지는 기각결정이 있으며 그 주문은“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로표
시될 것이다.
그리고 심판청구가 이유 있을 경우 행해지는 인용결정이 있는데 그 주문은“피청구인
...당을 해산한다.”
로 표시될 것이다. 정당해산결정을 할 경우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
성이 있어야 한다(헌법 제113조 제1항).

88) 헌법재판소, 정당해산심판제도에 관한 연구, 126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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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산결정의 효력
헌법재판소의 해산결정은 다음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첫째, 정당은 헌법재판소가 해산
결정을 선고한 때에 해산된다(헌재법 제59조). 즉 정당해산의 효과는 헌법재판소의 해산결
정으로 비로소 발생하는 창설적 효력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헌법재판소의 통지를 받
고 정당법(제47조)에 따라 정당의 등록을 말소하고 이를 공고하는 행위는 단순한 사후적
행정조치에 불과하다. 해산결정된 정당은 그 때부터 불법결사이므로 행정처분이 대상이
된다. 정당의 부분조직이나 기타 정당활동을 뒷받침한 모든 정당관련 조직도 해산된다.
둘째,‘대체정당’
의 창설이 금지된다. 정당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해산된 때에는 해
산된 정당의 강령(또는 기본정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정당을 창당하지 못한다
(정당법 제40조). 그리고 해산결정된 정당의 명칭과 같은 명칭은 정당의 명칭으로 다시
사용하지 못한다(정당법 제41조).
셋째, 헌법재판소의 해산결정에 의하여 해산된 정당의 잔여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정
당법 제48조 제2항). 국고귀속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
한다(정당법 제48조 제3항).
넷째, 해산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자격상실 여부의 문제가 있다. 우리나라 1962년 헌법
은 제38조에서 국회의원은“소속정당이 해산된 때에는 그 자격이 상실된다.”
는 규정을
두고 있었지만, 지금은 이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다. 학설은 나뉘고 있다. 의원자격유지
설은 1962년 헌법과 달리 현행헌법에 의원자격이 상실된다는 규정이 없다는 점, 공직선
거법상 무소속입후보가 허용된다는 점,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이지 정당의 대표가 아니
라는 점 등의 이유로 정당해산결정에도 불구하고 의원자격을 유지한다고 하며, 국회에서
의 징계나 자격심사를 통하여 그 직을 상실하게 할 수는 있다고 한다.89) 반면에 의원자격
상실설은 정당해산심판제도가 갖는 헌법보호의 취지나 방어적 민주주의의 이념과 원리상
해산정당 소속 국회의원은 자격이 상실된다고 하며, 입법적 해결이 바람직하지만 입법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의원자격 상실이 불가피하다고 한다.90)
(3) 해산결정의 집행
정당의 해산을 명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법의 규정에 의

89) 김철수, 헌법학(상), 232면 이하; 헌법재판소, 정당해산심판제도에 관한 연구, 264면 이하.
90) 권영성, 헌법학원론, 197면; 허영, 헌법소송법론, 290면; 정종섭, 헌법학원론,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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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이를 집행한다(헌재법 제60조). 헌법재판소로부터 정당해산결정의 통지를 받은 중앙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정당의 등록을 말소하고 지체없이 그 뜻을 공고한다(정당법 제47조).

4. 권한쟁의심판
가. 의의, 특징 및 기능
(1) 의의
권한쟁의심판이란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
호간에 헌법상 또는 법률상 부여된 권한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발생한 경우
에 헌법재판소가 유권적으로 판단·해결하는 심판을 말한다.91) 권한쟁의는 특정 사안에
대하여 자신에게 권한이 있음을 전제로 상대방이 자신의 권한을 침해하였음을 다투는 적
극적 권한쟁의와 특정 사안에 대하여 서로 권한이 없음을 다투는 소극적 권한쟁의92)로 나
눌 수 있다.
권한쟁의심판제도는 연혁적으로 정부와 의회 간의 다툼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권력분립
원리에 따라 해결하는 제도로서, 헌법해석을 통한 분쟁해결로써 정치적 평화에 기여하고
정치적 통일을 확보하는데 의의가 있었다. 그러나 정당국가적 경향에 따라 의회의 대정부
통제기능이 약화되어 의회의 소수파가 다수파를 헌법적 원리에 의해 통제할 수 있는 장치
로서의 기능도 수행하게 되었다.
(2) 특징
우리나라의 권한쟁의심판은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동일한 법주체 안에서의
기관간 권한쟁의에 해당하는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와 상이한 법주체인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가 섞여 있다. 둘째, 권한쟁의의 대
상이 되는 법적분쟁에 헌법상 권한분쟁 뿐만 아니라 법률상 권한분쟁도 포함된다. 법률상
권한분쟁도 포함되므로 법원의 행정소송의 관할권과 중복될 가능성이 있다. 셋째, 권한

91) 구병삭, 신헌법원론, 1158면 이하; 김철수, 헌법학, 2104면 이하; 허영, 헌법소송법론, 박영사, 2009,
292면 이하; 김하열, 권한쟁의심판에 관한 연구, 고대석사학위논문, 1999, 23면; 헌법재판소, 헌법재판
실무제요, 2003, 272면 이하.
92) 소극적 권한쟁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학설이 대립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 판례는 아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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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심판은 쟁의 당사자의 주관적 권한의 보호와 객관적 법질서 보호를 동시에 추구하므
로 주관적 소송과 객관적 소송으로서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다는 견해93)와 객관적 소송
의 성격만을 갖는다는 견해94)가 대립하고 있다. 넷째, 이러한 권한쟁의심판은 헌법재판소
가 관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즉 행정소송법 제3조 제4호 단서는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되는 소송은 기관소송에서 제외함으로써 권한쟁의에 관한 한 헌법재판소가
원칙적이고 포괄적인 관할권을 갖는다.
(3) 기능
권한쟁의심판은 일반적으로 쟁의 당사자 간의 분쟁을 해결함으로써 객관적 법질서를
보호하고, 권력 내지 권력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을 꾀하며, 궁극적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
리를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특히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은 정치적 평화보장과 소수자보호 기능을 수행하
며,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의지방자치단체간의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에 의한 자
치권침해로부터 지방자치단체를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
쟁의심판에 있어서 상급지방자치단체와 하급지방자치단체 간의 권한쟁의심판의 경우는
상급자치단체로부터 하급자치단체의 자치권을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동급지방자치
단체 간의 권한쟁의심판은 상술한 일반적 기능을 수행한다.

나. 권한쟁의심판과 관련소송의 관계
(1) 권한쟁의심판과 기관소송
행소법(제3조 제4호)상 기관소송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 상호간에 있어서의 권
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 이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이다.
먼저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는 기관소송에 해당하지만 행소법 제3조 제4호 단서
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원칙적으로 관할권을 행사하며 기관소송은 보충적 관할권을 갖는
다. 둘째, 공공단체(지방자치단체)의 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는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이
아니고 기관소송의 대상이며, 현행법상 예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 간의 기관

93) 최
 갑선, 독일과 한국에서의 권한쟁의심판절차, 헌법논총 제7집(헌법재판소, 1996), 413면; 김하열, 권한
쟁의심판에 관한 연구, 38.
94) 허영, 헌법소송법론, 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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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지방자치법 제107조 제3항, 제172조 제3항), 교육감과 시·도의회 또는 교육위원회
간의 기관소송(지방교육자치법 제31조 제3항)이 있다. 셋째, 국가기관과 공공단체의 기
관 상호간, 상이한 공공단체에 속하는 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하여는 기관소송의 관
할대상이라는 견해95)와 관할의 흠결이라는 견해96)가 있다.
(2) 권한쟁의심판과 지방자치법상의 소송
(가) 지방자치법 제169조(위법·부당한 명령·처분의 시정)의 소송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위법·부당한 명령이나 처분에 대
해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시정을 명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는데, 이 때 이의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취소처분이나 정지처분을 통
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행하는 취소처분이나 정지처분은 지
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단체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면 대법원에의 제소와 권한쟁의심판청구가 중복될 수 있는
데 중복제소가 있다면 헌법재판소가 우선적인 관할권을 갖는다고 할 것이다.
(나) 지방자치법 제170조(직무이행명령)의 소송
지방자치법 제170조에 따르면,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
가위임사무 또는 시·도위임사무의 관리와 집행을 명백히 게을리 하면 이에 관하여 직무
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는데, 이에 대해 이의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행명령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자치사무가 아니라 위임사무이므로 지방자치단체는 하위 국가기
관 또는 하위 지방자치단체의 지위에서 상위의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제
소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소송은 기관소송의 성질을 갖는 것이므로 권한쟁의심판과
관할 중복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97)

95) 한
 견우, 기관소송의 기능에 관한 재검토와 기관소송의 절차, 연세법학연구 제3권(1995), 11면; 백윤기, 권
한쟁의심판과 기관소송, 헌법문제와 재판(상)(사법연수원), 1996, 697-699.
96) 김하열, 권한쟁의심판에 관한 연구, 51.
97) 이
 주영,‘민중소송, 기관소송’
, 행정소송에 관한 제문제(하), 재판자료 제68집(법원행정처, 1995), 96면; 한
견우, 기관소송의 기능확대론, 법정고시, 1995,11, 61-63면; 백윤기, 앞의 논문, 708-710면; 헌법재판
소, 헌법재판실무제요, 284면; 허영, 헌법소송법론, 305면; 김하열, 권한쟁의심판에 관한 연구,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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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권한쟁의심판의 적법성요건
(1) 당사자
현행법상 권한쟁의심판은 동일한 법주체 안에서의 권한쟁의인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
쟁의가 있고, 상이한 법주체 간의 권한쟁의인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권한쟁의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가 있다.
법인격을 갖는 주체는 각각 소송에서 당사자능력을 가지므로 권한쟁의의 당사자가 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 그런데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의 경우 동일한 법주체 안에서의
권한쟁의이지만 즉 국가기관 자체가 법인격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국가기관은 당사자능
력을 인정받는다.
제
6
장

(가)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헌재법 제62조 제1항 제1호는‘국회, 정부, 법원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호간의 권
한쟁의심판’
을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권한쟁의심판은
“헌법상의 국가기관간의 권한분쟁을 해결함으로써 국가기능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고
98)
국가권력간의 균형을 유지하여 헌법질서를 수호·유지하고자 하는 제도”
이다.

그런데 위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4개의 국가기관 외에는 권한쟁의의 당사자가 될 수
없는 것인지에 대해 논란이 있었고, 헌법재판소도 처음에는 위 조항을 한정적·열거적
규정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 그들 국가기관 외에는 당사자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99)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그 후 판례를 변경하여“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 소정의‘국
가기관’
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국가기관이 헌법에 의하여 설치
되고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받고 있는지 여부, 헌법에 의하여 설치
된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를 해결할 수 있는 적당한 기관이나 방법이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 헌법재판소법 제6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도
100)
한정적·열거적인 조항이 아니라 예시적인 조항으로 해석하는 것이 헌법에 합치된다.”

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판례의 기준에 따라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국가기관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

98) 헌재 1997.7.16, 96헌라2, 헌판집 9-2, 154(163).
99) 헌재 1995.2.23, 90헌라1, 헌판집 7-1, 140(149).
100) 헌재 1997.7.16, 96헌라2, 헌판집 9-2, 154(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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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국회의 경우, 전체로서의 국회, 국회의장, 국회부의장, 국회의원, 국회의 각 위원회,
원내교섭단체 등을 들 수 있다.
다음에 정부의 경우, 전체로서의 정부, 대통령, 국무총리, 행정각부의 장, 국무위원, 감
사원 등을 들 수 있다. 다만 정부내 기관들 간의 권한분쟁은 상급기관, 국무회의 또는 대
통령에 의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므로 헌법재판소 판례의 기준에 따를 때 권한쟁의심판청
구가 허용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정부내 기관들이 국회나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대외적
관계에서 권한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 권한쟁의심판이 가능할 것이다.
다음에 대법원과 각급 법원101)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선거관리위원회102)는 명문
규정상 당사자가 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어느 누구도 자신이 당사자인 사건에서 재판
관이 될 수 없다는 자연적 정의에 따라 당사자가 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103)
정당의 경우 당사자능력을 인정할 때의 제도적 장점에 비추어 당사자성을 인정하는 견
해104)도 있으나 현행법상 정당은 분명히 국가기관이 아니므로 당사자능력을 인정하기 어
려울 것이다.
(나)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헌재법 제62조 제1항 제2호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의 권한쟁의를‘정부와 특별
시·광역시 또는 도 간의 권한쟁의, 정부와 시·군 또는 자치구 간의 권한쟁의’
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의‘정부’
도 예시적인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 정부의
부분기관, 국회, 법원 등 기타 국가기관도 당사자가 될 수 있고, 그 범위는 상술한 국가기
관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의 경우와 대동소이할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경기도지사가 재결청의 지위에서 행한 처분이 성남시의 권한을 침해하
였는가에 관한 사건에서 재결청인 경기도지사는 국가기관의 지위에 있다고 보아, 이 사건
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의 권한쟁의로 보았다.105)

101) 대
 법원은 사법기관으로서 정치권력과 직접 분쟁에 휘말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에서 반대견
해도 있다. 정태호,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와 정당, 정당과 헌법질서(계희열박사화갑기념), 1995,
424.
102)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 당사자성을 반대하는 견해로는 정태호, 앞의 논문, 424.
103) 김하열, 권한쟁의심판에 관한 연구, 77.
104) 정태호,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와 정당, 정당과 헌법질서(계희열박사화갑기념), 1995, 440-443.
105) 헌재 1999.7.22, 98헌라4, 헌판집 11-2, 5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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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헌재법 제62조 제1항 제3호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를‘특별시·광역시 또
는 도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시·군 또는 자치구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특별시·광역
시 또는 도와 시·군 또는 자치구 간의 권한쟁의심판’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의 기관은 법규정상 당사자가 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서 당사자는 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 자치구이
며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표한다.
(라) 교육·학예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특칙
권한쟁의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학예에 관한 지방자
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것인 때에는 교육감이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된다(헌재법 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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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제2항).
(2) 청구사유
(가) 기본문제
헌재법 제61조 제1항은“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
체 상호간에 권한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때에는 당해 국가기관 또는 지
방자치단체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고 하고 제2항은“제1항의
심판청구는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가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고 규정
하고 있다.
제1항은 청구사유의 기본적 사항을 명시한 것이고, 제2항은 제1항의 테두리 안에서 청
구사유를 구체적으로 한정하고 있다. 즉 권한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더라
도, 첫째,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의무에 반하는)부작위가 있어야 하고, 둘째, 이로 인하
여 청구인의 권한이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현저한 위험이 있어야 한다.
‘권한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한 다툼’
이란, 권한의 존부, 범위, 행사에 관한 다툼이 명
확하게 구분되는 것이 아니고 모두 혼재하는 것이므로, 권한에 관한 모든 다툼을 의미하
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청구인적격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권한’
을 가진 자만이 자신의 권한침해를 다투며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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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처분 또는 부작위로써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였거나 침해
할 현저한 위험을 야기한 자가 피청구인적격을 가지므로 이들을 상대로 심판청구가 이루
어져야 한다.
이른바‘제3자 소송담당’
의 문제, 즉 당사자능력이 있는 기관의 부분기관이 자신이 속
한 기관의 권한이 침해되었음을 다투면서 자신의 이름으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
는지의 문제가 있다. 학설은 견해가 나뉜다.
이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로는 이른바 김종필총리서리임명 사건106)이 있다. 이 사건에
서 5인의 재판관은 각하의견을 냈다. 김용준재판관은 국무총리 임명 동의권은 국회의 권
한이지 국회의원의 권한이 아니며, 다만 일정 수 이상의 소수의원이나 소수의원으로 구성
된 교섭단체는 국회를 위하여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적격이 인정되나 재적과반수의 다
수당 소속 의원들은 스스로 국회의 의결을 거쳐 침해된 권한회복 방법을 강구할 수 있으
므로 청구인적격이 없다고 하였다. 반면에 김문희·이재화·한대현 3인의 재판관은 국회
의 동의권한은 필연적으로 임명동의안에 대한 국회의원의 표결권한을 내포하고 있다고
하면서, 국회의원들은 국회의 구성원으로서 국회의 동의권한 및 자신들의 임명동의안에
대한 표결권한 침해를 주장하면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적격이 있다고 하였다.
또 다른 사건으로 국회의원과 정부 간의 권한쟁의심판에서 다수의견은 우리나라는 제3
자 소송담당을 허용하는 명문규정이 없고, 허용하는 경우 다수결원리를 무시한 남용의 우
려가 있다는 이유로 제3자 소송담당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하였다.107) 반면에 송두환재판
관은 반대의견에서 권력분립원리와 소수보호를 위해 제3자 소송담당을 허용해야 한다고
하였다.108)
(다) 피청구인적격
피청구인은 자신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청구인의 권한침해나 권한침해의 현저한
위험을 야기한 자이다. 이러한 피청구인을 상대로 해서만 권한쟁의심판이 청구되어야 한다.

106) 헌재 1998.7.14, 98헌라1, 헌판집 10-2, 1.
107) 헌재 2007.7.26, 2005헌라8, 헌판집 19-2, 26(34).
108) 위 헌재판례 36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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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처분 또는 부작위
여기서의‘처분’
은 개별적 행위뿐만 아니라 일반적 규범정립행위도 포함한다. 입법영역
에서의 처분은 법률제정과 관련된 행위 예컨대 국회의장의 법률안가결선포행위109)를 포
함한다. 행정영역에서의 처분은 행정소송법상의 처분은 물론 법규명령 제정행위와 개별
적 행위를 포함한다. 사실행위도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했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을 야기
하여 법적으로 문제되는 때에는 이에 해당한다.
여기서의‘부작위’
는 단순한 사실상의 부작위가 아니고, 헌법상 또는 법률상의 작위의
무가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법적 부작위를 말한다.110)
(마) 권한의 침해 또는 침해의 현저한 위험성
‘권한의 침해’
란 청구인의 권한이 박탈당하거나, 권한의 일부가 잠식되거나, 권한행사
에 진지한 장애를 받거나, 기타 청구인의 권한법적 지위가 불리하게 되는 경우로서 과거
에 발생하였거나 현재까지 지속되는 침해를 말한다.
‘침해의 현저한 위험성’
이란 경험칙상 조만간 권한침해가 발생할 개연성이 매우 높은
상황을 말한다. 그러나 권한침해 가능성이 아무리 높아도 그것이 먼 장래에 발생할 것이
라면 현재로서는 위험성이 현저하다고 할 수 없다. 부작위에 의해서는 권한침해위험이 야
기되지 않음이 원칙이다.
적법성 판단 부분에서는,‘침해’
요건은 청구인의 권한이 구체적으로 관련되어 침해가능
성이 있으면 그것으로 족하고 실제로 위헌·위법한 권한침해가 존재하는지 여부는 본안판
단 사항이다.
(3) 권리보호이익과 청구기간
권한쟁의심판의 경우도 권리보호이익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보호이익이 없어도
예외적으로 반복위험성이나 헌법적 해명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심판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권한쟁의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법 제63조 제1항).

109) 헌재 1997.7.16, 96헌라2, 헌판집 7-2, 154.
110) 헌재 1998.7.14, 98헌라3, 헌판집 10-2, 7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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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권한쟁의심판의 결정과 그 효력
(1) 가처분
가처분이란 본안재판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잠정적인 권리보호를 위하여 사전조치를 취
함으로써 임시의 법적 관계를 정하는 재판부의 잠정적인 조치를 말한다. 헌법재판은 종국
결정까지 통상 상당한 기간이 소요됨을 고려할 때, 종국결정의 실효성 확보 또는 잠정적
인 권리구제의 필요성은 크다고 할 것이다.
헌재법 제65조는“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심판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직권 또는 청구인
의 신청에 의하여 종국결정의 선고시까지 심판대상이 된 피청구인의 처분의 효력을 정지
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고 하여 가처분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가처분은 먼저 형식적 요건으로서, 권한쟁의심판이 헌법재판소에 계속중이어야 하고,
청구가 부적법하지 않아야 하며, 청구이유가 명백히 이유없지 않아야 한다. 다음에 실질적
요건으로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어야 하고, 공공복리를 위한 중대
한 요청이 있어야 하며,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켜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어야 한다. 또 가처
분신청을 인용한 뒤 종국결정에서 청구가 기각되었을 때 발생하게 될 불이익과 가처분신
청을 기각한 뒤 종국결정에서 청구가 인용되었을 때 발생하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후자의 불이익이 전자의 불이익보다 클 경우에 한하여 가처분결정을 할 수 있다.111)
가처분결정은 심판대상이 된 피청구인의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내용의 결정이다. 그
밖에 행정소송법(제23조, 제24조)과 민사집행법(제300조)에 따라 기타의 가처분결정도 할
수 있다. 예컨대 처분의 집행정지 또는 절차의 속행정지, 다툼의 대상이 된 권리관계에 대
한 임시조치 등도 할 수 있을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가처분결정은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하는 효력을 가진다(헌재법 제67조 제1항).
(2) 종국결정의 내용
종국결정에는 각하결정, 기각결정 및 인용결정이 있다. 인용결정은 권한의 존부 및 범
위 확인결정, 처분취소결정 또는 무효확인결정, 부작위위법확인결정 등이 있다. 여기서
는 인용결정만을 나누어 본다.

111) 헌재 1999.3.25, 98헌사98, 헌판집 11-1, 264(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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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권한의 존부 및 범위 확인결정
헌법재판소는 심판의 대상이 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의 존부 또는 범위
에 관하여 판단한다(헌재법 제66조 제1항). 여기서‘권한의 존부 또는 범위’
는 전술했듯
이 권한을 둘러싸고 다툼이 발생하는 모든 문제, 즉 권한의 존부, 범위, 행사 등에 관한
모든 문제를 포괄한다.
우리나라는 헌법상의 권한뿐만 아니라 법률상의 권한의 존부와 범위도 다툼의 대상이
된다. 다투어지고 있는 특정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그 범위는 어느 정도인지 등에 대
해 헌법재판소가 판단하게 될 것이다. 이 경우 주문은“...권한은 ...에게 속한다(속하지
않는다).”
, 또는“...의 권한에는 ...권한이 포함된다(포함되지 않는다).”
라는 형태로 표시
될 것이다.
하지만 권한쟁의는 주로 피청구인의 권한행사가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했는지 여부를 다
루게 될 것이다. 이 경우 인용결정의 주문은“피청구인의 처분(또는 부작위)은 헌법(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된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다.”
라는 형태로 표시될 것이다.
(나)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결정
헌법재판소는 권한침해의 원인이 된 피청구인의 처분을 취소하거나 그 무효를 확인할
수 있다(헌재법 제66조 제2항). 이 조항에 의거하여 헌법재판소는 사안에 따라 재량으로
취소 또는 무효확인 결정을 내릴 수 있다. 헌법재판소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처
분을 취소하는 결정은 그 처분의 상대방에 대하여 이미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다(헌재법 제67조 제2항).
어느 경우에 취소 또는 무효확인 결정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처분에 중
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으면 무효라고 함으로써112) 이른바 중대명백설을 취하고 있다.113)
취소 또는 무효확인 결정을 할 경우 주문은“피청구인의 처분을 취소한다.”
, 또는“피청
구인의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라는 형태로 표시될 것이다.

112) 헌재 1999.7.22, 98헌라4, 헌판집 11-2, 51(61 주문 2).
113) 이
 에 대해 비판적 견해로는 허영, 헌법소송법론, 329면 이하; 김하열, 권한쟁의심판에 관한 연구, 107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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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부작위위법확인결정
피청구인이 헌법 또는 법률상 부여된 작위의무를 위반한 부작위로 인하여 청구인의 권
한이 침해된 경우 헌법재판소는 부작위위법확인결정을 한다. 헌법재판소가 부작위에 대
한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청구인은 결정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한
다(헌재법 제66조 제2항).
부작위위법확인결정의 주문은“피청구인이 헌법(또는 법률)에 의한 작위의무를 이행하
지 않은 것은 위헌(위법)임을 확인한다.”
라는 형태로 표시될 것이다.
(3) 종국결정의 효력
권한쟁의심판에서 헌법재판소가 내린 종국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
속하며(헌재법 제67조 제1항), 자기구속력과 형식적·실질적 확정력을 가진다.
피청구인은 위헌 또는 위법한 행위를 반복해서는 안 되고 자신이 야기한 위헌·위법 상
태를 제거하여 합헌·합법 상태를 회복할 의무를 부담한다. 부작위의 경우 피청구인은 결
정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한다.
피청구인의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은 그 처분의 상대방에 대하여 이미 생긴 효력에 영향
을 미치지 아니한다(헌재법 제67조 제2항).

5. 헌법소원심판
가. 서.
(1) 헌법소원심판의 의의, 기능, 성격 및 종류
헌법소원의 모국이라 할 수 있는 독일의 헌법소원은 누구든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
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 또는 기본권유사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다른
법률에 규정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후 연방헌법재판소에 권리구제를 청구하는 제도이
다. 이러한 헌법소원제도를 모방하여 현행헌법은 헌정사상 최초로 제111조 제1항 제5호
에“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을 규정하였고, 헌재법 제68조 내지 제75조에
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에서 헌법소원심판에 관한 본질적인 내용을 규
정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률에 모든 것을 정하게 위임한 것은 헌법사항까지도 법률에
위임해 버린 커다란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헌법소원심판은 무엇보다도 기본권 보장기능을 수행한다. 즉 헌법소원심판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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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을 침해당한 기본권주체의 권리를 구제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헌법
소원심판은 일차적으로 기본권주체의 주관적 권리를 보호하는 주관적 소송으로서의 성격
을 갖는다. 다음에 헌법소원심판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공권력작용을 취소하거나 위헌확
인을 함으로써 헌법질서를 수호·유지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기본권은 주관적 권리인 동
시에 헌법에 규정된 헌법질서이기도 하므로 헌법소원심판은 객관적 법질서를 보장하는
객관적 소송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이러한 성격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심판에
서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없는 경우에도 기본권침해행위가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헌법
문제의 해명이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해서 긴요한 사항으로서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경우에는 심판이익을 인정하여 본안판단을 하고 있다.114)
현행법상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
을 침해받은 자가 다른 법률에 규정된 권리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후 법원의 재판을 제외
하고 헌법재판소에 권리구제를 청구하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헌재법 제68조 제1항)
과 구체적인 사건의 재판에 있어서 소송당사자가 당해사건에 적용될 법률에 대해 당해법
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한 경우에 헌법재판소에 당해법
률의 위헌여부를 심판해 달라고 청구하는 규범통제형 헌법소원심판(헌재법 제68조 제2
항)이 있다.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이 본래적 의미의 헌법소원이며, 규범통제형 헌법소원은
다른 나라에 그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우리나라에 독특한 제도로서 재판소원이 배제되어
있는 현행 헌법소원제도의 결함을 일부 보완하는 기능을 한다고 할 것이다.
(2) 사전심사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이든 규범통제형 헌법소원심판이든 헌법재판소에 심판청구가
행해지면 사전심사를 거쳐야 한다. 사전심사제도는 헌법소원의 남소방지를 위한 것으로
심판할 의미가 있는 청구를 미리 가려 기본권보호와 헌법질서의 수호·유지에 기여한다는
기능을 갖는다.
재판관 3인으로 구성되는 지정재판부가 헌법소원심판 사건을 배당받으면 사전심사를 하
는데, 사전심사는 본안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만을
심리한다. 지정재판부 재판관 3인이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성요건을 구비하지 못했다
고 일치된 의견으로 각하결정을 할 수 있지만, 1인이라도 반대하는 경우에는 전원재판부

114) 헌재 1999.5.27, 97헌마137등, 헌판집 11-1, 653(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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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회부하게 된다(헌재법 제72조 제4항 제1문). 헌법소원심판 청구후 30일이 경과할 때까
지 각하결정이 없는 때에는 심판회부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동법 동조 동항 제2문).

다.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의 적법성요건
(1)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가) 청구인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 즉 기본권능력이 있는 자만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청구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헌법소원능력과 기본권능력은 일치한다. 누가 헌법
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가의 문제는 구체적 사안에서 관련 기본권들의 보호영역에 의
해 좌우된다.
1) 자연인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115) 외국인이나 무국적자는 우
리 헌법상 기본권 주체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즉 자연권적 성질을 갖는 기본권들과 관
련해서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태아는 생명권이나 상속권 등 기본권주체로 인
정되는 범위 안에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116)
헌법소원심판청구인이 사망하면 기본권은 보통 일신전속적이므로 헌법재판소에 계속
중인 헌법소원심판은 종료된다.117) 하지만 일신전속성이 약한 재산권의 경우에는 청구인
사망후에도 그 상속인에 의한 헌법소원절차의 수계가 가능하다.118)
2) 사법인과 권리능력없는 사적결사(사단·재단)
법인격있는 사법상의 사단이나 재단은 해당 기본권성질상 법인에게 기본권주체가 인정
되는 범위 안에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능력을 가진다.119)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도 대표자의 정함이 있고 독립된 사회적 조직체로서 활동하

115) 헌재 1994.12.29, 93헌마120, 헌판집 6-2, 477(480).
116) 이
 에 관한 우리 헌법재판소 판례는 아직 없으나,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태아의 기본권주체성에 대한
명시적 언급은 없이 국가의 태아보호의무를 판시한 바 있다. BVerfGE 39, 1(4); 45, 376(386); 88,
203(251f.).
117) 헌재 1992.11.12, 90헌마33, 헌판집 4, 782(784).
118) 헌재 1993.7.29, 92헌마234, 헌판집 5-2, 196(201).
119) 헌재 1991.6.3, 90헌마56, 헌판집 3, 289(295); 1996.3.28, 94헌바42, 헌판집 8-1, 199(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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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때에는 성질상 법인이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을 침해당하게 되면 그의 이름으로 헌법소
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120). 노동조합은 법인이 아닌 사단으로서 기본권능력이 인정되고
헌법 제33조에 따라 기본권주체성이 인정되므로 그 범위에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121). 권리능력없는 사단의 일종인 정당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122), 대한예
수교장로회 총회신학연구원 이사회도 장로회총회의 단순한 내부기구가 아니라 그와는 별
개의 비법인 재단에 해당하므로 청구인능력이 있다.123)
3) 공법인
공법인은 기본권의 수범자이지 기본권의 주체가 아니므로 헌법소원능력을 갖지 못한
다. 대표적인 공법인으로 간주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권력행사의 주체이므로 국
민의 기본권을 보호 내지 실현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지는 지위에 있다. 즉 국가나 국가
기관 또는 국가조직의 일부나 공법인은 기본권의 수범자이지 기본권의 주체로서 그 소지
자가 아닌 것이다.124)
그러나 공법인도 예외적으로 국가와의 관계에서 기본권주체로서의 지위와 기능을 가
지는 경우가 있다. 즉 국·공립대학이나 공영방송국과 같이 국가에 대해 독립성을 가지고
있는 독자적인 기구로서 해당 기본권영역에서 개인들의 기본권실현에도 이바지하는 경우
에는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능력을 가진다. 공법상의 영조물인 국립서울대학교는 공권
력행사의 주체인 동시에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율권의 주체로 인정된다.125) 마찬가지로
공법인인 한국방송공사도 언론출판의 자유(방송방영의 자유)의 주체로서 헌법소원능력을
가진다. 그리고 축협중앙회처럼 공법인성과 사법인성을 함께 가지는 특수법인도 기본권
주체성을 가지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126)

120) 헌재 1991.6.3, 90헌마56, 헌판집 3, 289(296).
121) 헌재 1999.11.25, 95헌마154, 헌판집 11-2, 555(573).
122) 헌
 재 1991.3.11, 91헌마21, 헌판집 3, 91(98); 헌재 2008.3.27, 2004헌마654, 헌재공보 138,
434(437)
123) 헌재 2000.3.30, 99헌바14, 헌판집 12-1, 325(335).
124) 헌
 재 1994.12.29, 93헌마120, 헌판집 6-2, 477(480); 1998.3.26, 96헌마345, 헌판집 10-1,
295(300). 이러한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의해 청구인능력이 부정된 예로는 국회의 노동위원회, 국회의
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의결기관, 교육위원, 농지개량조합 등이 있다.
125) 헌재 1992.10.1, 92헌마68등, 헌판집 4, 659(670).
126) 헌재 2000.6.1, 99헌마553, 헌판집 12-1, 686(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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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존재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대상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이다. 여기서 말하는 공권력이
란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한
다.127) 다만 외국이나 국제기관의 공권력작용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128)
1) 입법작용
가) 법률
법률이 구체적인 집행행위 없이 직접, 현재,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한해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대상이 된다. 법률은 현재 시행중인 유효한 것이어야 하지만, 발효전
이라도 이미 공포되어 있고 청구인이 불이익을 입게 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청구대상이 된다.129) 그리고 유효한 법률조항을 대상으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지만 헌법소원 결정선고 당시 그 법률은 이미 폐지되고 유사한 내용을 규정
한 새로운 법률조항이 제정된 경우, 폐지된 법률조항의 위헌여부가 아직 해명된 바가 없
고 그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본안판단의 필요성이
인정된다.130)
나) 조약·국제법규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
을 가지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헌법재판소도 한일어업협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
정하였다.131)
다) 입법부작위
입법부작위에는 첫째, 입법자가 헌법상 입법의무가 있는 어떤 사항에 관하여 전혀 입법
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입법행위의 흠결이 있는 경우(진정입법부작위), 둘째, 입법자가 어

127) 헌재 2001.3.21, 99헌마139등, 헌판집 13-1, 676(692).
128) 헌재 1997.9.25, 96헌마159, 헌판집 9-2, 421(427).
129) 헌재 1994.12.29, 94헌마201, 헌판집 6-2, 510(523).
130) 헌재 1995.5.25, 91헌마67, 헌판집 7-1, 722(735).
131) 헌재 2001.3.21, 99헌마139등, 헌판집 13-1, 676(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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떤 사항에 관하여 입법은 하였으나 그 입법의 내용·범위·절차 등이 당해 사항을 불완전·
불충분 또는 불공정하게 규율함으로써 입법행위에 결함이 있는 경우(부진정입법부작위)
등이 있다.
진정입법부작위의 경우는 제한적으로만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헌법재판소도“헌법
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해 법령에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장기간 이를
방치하고 있거나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
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입법자가 전혀 아무런 입법조
132)
치를 취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만”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입법의무

가 인정된 경우로서, 헌법재판소는 군정법령에 근거를 둔 사설철도주식의 수용에 대해 보
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야 할 입법자의 헌법상 명시된 입법의무가 발생했는데도 30년이
지나도록 입법을 하지 않은 입법자의 부작위는 입법의무의 불이행으로서 보상청구권이
확정된 자의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하였다.133)
부진정입법부작위의 경우는 결함이 있는 당해 규정 자체를 직접 대상으로 하여 그것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는 등 헌법위반을 내세워 적극적인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134)
이러한 예로서, 도시계획법 제21조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됨으로 인하여 재산권
이 제한된 자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는 법률을 제정하지 않은 것,135) 국내에 주민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재외국민에 대하여 국내에서 실시하는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절
차를 규정하지 않은 것,136) 등이 있다.
라) 기타
국회의장의 청원심사부작위는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대상이 되지만,137) 국회의장이 국회
의원을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는 행위는 기관내부의 행위에 불과할 뿐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현재 직접 침해되고 있지 않으므로 부적법하다.138)

132) 헌재 1989.3.17, 88헌마1, 헌판집 1, 9(16).
133) 헌재 1994.12.29, 89헌마2, 헌판집 6-2, 395(409).
134) 헌재 1996.10.31, 94헌마108, 헌판집 8-2, 480(489).
135) 헌재 1999.1.28, 97헌마9, 헌판집 11-1, 45(51).
136) 헌재 1999.1.28, 97헌마253등, 헌판집 11-1, 54(64).
137) 헌재 2000.6.1, 2000헌마18, 헌판집 12-1, 733(738).
138) 헌재 1999.6.24, 98헌마472등, 헌판집 11-1, 854(859).

법원 등에 관한 장 (제101조부터 제130조까지)

297

제
6
장
헌
법
재
판
소

2) 행정작용
행정작용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의 보충성원칙과 재판소원금지규정 때문에 청구대상이
많지 않다. 즉 행정소송에 의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거나 행정소송을 거친다 하더라
도 구제받을 가능성이 없어서 보충성의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된다.
가) 통치행위
대통령의 국가긴급권 행사인 긴급재정경제명령과 같은 고도의 정치적 결단으로 행해지
는 이른바 통치행위도 국민의 기본권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헌법재판소
의 심판대상이 된다.139) 그런데 국군의 이라크파병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이른바 사법적
자제를 취한 바 있다.140)
나) 행정입법
헌법은 명령·규칙 등에 대한 구체적규범통제권을 법원에게 부여하고 있으므로, 명령·
규칙 등이 별도의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않고 직접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헌법소원심
판의 청구대상이 된다. 따라서 행정부에서 제정한 시행령, 시행규칙 및 사법부에서 제정
한 규칙 등이 집행행위 매개없이 직접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청구대상이 된다.141)
행정규칙은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갖고 대외적인 구속력도 없는 것이므로 원칙
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니다.142)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청구대
상이 된다. 첫째, 행정규칙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관청에 법령의 구체적 내용을 보
충할 권한을 부여한 경우,143) 둘째, 계호근무준칙처럼 행공무원이 재량의 여지없이 행정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당해 그 행정규칙이 대외적 구속력을 갖게 되는 경우나,144)
또는 재량권행사의 준칙인 규칙이 반복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성립되면 평등원칙이나 신
뢰보호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은 행정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행정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
속을 당하게 되어 그 행정규칙이 대외적구속력을 갖게 되는 경우, 셋째, 법령의 직접적인

139) 헌재 1996.2.29, 93헌마186, 헌판집 8-1, 111(116).
140) 헌재 2004.4.29, 2003헌마814, 헌판집 16-1, 601면 이하 참조.
141) 헌재 1990.10.15, 89헌마178, 헌판집 2, 365(369); 1997.6.26, 94헌마52, 헌판집 9-1, 659(667).
142) 헌재 1991.7.8, 91헌마42, 헌판집 3, 380(383); 2001.2.22, 2000헌마29, 헌판집 13-1, 414(424).
143) 헌재 1990.9.3, 90헌마13, 헌판집 2, 298(303).
144) 헌재 2005.5.26, 2004헌마49, 헌판집 17-1, 754(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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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에 따라 수임행정기관이 그 법령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정한 것이면,
그 제정형식은 비록 법규명령이 아닌 고시·훈령·예규 등과 같은 행정규칙이더라도 그것
이 상위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
을 갖는 법규명령으로서 기능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 등이다.145)
다) 행정입법부작위
삼권분립원칙, 법치행정원칙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는 우리 헌법하에서 행정권의 행
정입법 등 법집행의무는 헌법적 의무이므로, 행정입법부작위로 인해 기본권침해가 발생
하면 헌법소원심판 청구대상이 된다. 행정입법부작위도 국회입법부작위와 마찬가지로 진
정행정입법부작위와 부진정행정입법부작위로 나누어진다.
진정행정입법부작위의 경우는, 행정청에게 시행령을 제정(개정)할 법적의무가 있어야
하고,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명령제정(개정)권이 행사되지 않아야, 청구대
상이 된다.146)
부진정행정입법부작위의 경우는 불완전하고 불충분한 행정입법을 대상으로 직접 적극
적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해야 한다.147)
라) 조례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입법권에 의거하여 자주적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
정한 법규이기 때문에 조례 자체로 인하여 직접 그리고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그 조례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148)
그런데 대법원은 조례가 집행행위의 개입없이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
의무나 법적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법률상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 그 조례는 항고소송
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149)
그러나 조례는 일반적인 효력을 갖는 법규범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
으로 보는 것은 무리다. 헌법소원심판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마땅하다.

145) 헌
 재 1992.6.26, 91헌마25, 헌판집 4, 444(449); 1997.5.29, 94헌마33, 헌판집 9-1, 543(551);
2000.7.20, 99헌마455, 헌판집 12-2, 153(160); 2000.12.14, 2000헌마659, 헌판집 12-2,
437(444).
146) 헌재 1998.7.16, 96헌마246, 헌판집 10-2, 283(305).
147) 헌재 1998.11.26, 97헌마310, 헌판집 10-2, 782(791).
148) 1995.4.20, 92헌마264등, 헌판집 7-1, 564(571).
149) 대판 1996.9.20, 95누8003, 공1996하, 3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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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행정계획과 공고
행정계획은 통상 행정처분이나 공권력의 행사는 아니지만, 예컨대 서울대입시요강처
럼, 그 내용이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앞으로 법령의 뒷받침에 의
하여 그대로 실시될 것이 틀림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그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기본권침해
를 받은 사람에게는 사실상의 규범작용으로 인한 위험성이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대상이 되는 공권력행사에 해당한다.150)
행정청이 행하는 공고는 개별 공고의 내용과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
해야 한다. 공고가 형성적 성질을 가져서 기본권주체에게 구체적인 법적효과를 발생하는
경우에는 공고도 공권력행사에 해당한다. 예컨대 지방고등고시 응시연령에 대한 공고는
이 공고에 따라 응시연령의 범위 등이 비로소 확정되고 응시자격제한 등의 구체적 효과
가 발생하므로 헌법소원심판 청구대상이 되는 공권력행사에 해당한다.151) 또 사법시험 제
1차 시험일자를 일요일로 정하여 공고한 것은, 구체적인 시험일정과 장소가 이 공고에 따
라 비로소 확정되므로 공권력행사에 해당한다.152)
바) 행정청의 기타행위
(a)권력적 사실행위
행정청의 권력적 사실행위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수단이 없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일반적으로 어떤 행정행위가 헌법소원 대상이 되는 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행정주체와 상대방과의 관계, 그 사실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의사·관여정도·
태도, 그 사실행위의 목적·경위, 법령에 의한 명령·강제수단의 발동가부 등 그 행위가 행
하여질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153)
헌법재판소는 소위‘국제그룹해체사건’
에서 재무부장관이 제일은행장에 대하여 한 해체
준비 착수지시와 언론발표지시를 보면 ... 그 실질이 공권력의 힘으로 재벌기업의 해체라는
사태변동을 일으키는 경우인 점에서 일종의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 공권력행사에 해당한
다고 하였다.154)

150) 1992.10.1, 92헌마68등, 헌판집 4, 659(668).
151) 헌재 2000.1.27, 99헌마123, 헌판집 12-1, 75(78).
152) 헌재 2001.9.27, 2000헌마159, 헌판집 13-2, 353(359).
153) 헌재 1994.5.6, 89헌마35, 헌판집 6-1, 462(485).
154) 헌재 1993.7.29, 89헌마31, 헌판집 5-2, 87(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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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장의 미결수용자의 서신에 대한 검열·지연발송·지연교부행위155), 교도소내 접
견실의 칸막이 설치행위156), 유치장관리자가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의자에게 차폐시설이
불충분한 화장실을 사용하도록 한 행위157), 경찰서장이 피의자들을 유치장에 수용하는 과
정에서 실시한 정밀신체수색행위158), 등은 이른바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헌법소원의 대상
이 된다.
(b) 행정청의 부작위
공권력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
거하여 기본권주체가 행정행위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부작위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그러
나 기본권침해가 없는 행정청의 단순한 부작위는 헌법소원 대상이 아니다.159)
헌법재판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만을 발하고 형사고발하지 않은 부작위160),
행정청이 공권력을 행사하였다면 사인에 의한 기본권침해상태가 제거되었을 경우에 공권
력을 행사하지 않아 기본권침해상태가 계속된 경우의 행정청의 부작위161), 등에 대해 헌
법소원을 인정하였다.
(c) 행정청의 거부행위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자신의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해줄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음
에도, 행정청이 신청에 따른 행위를 거부하는 경우, 그 거부행위도 헌법소원 대상이 된
다.162)

155) 헌재 1995.7.21, 92헌마144, 헌판집 7-2, 94(102).
156) 헌재 1997.3.27, 92헌마273, 헌판집 9-1, 337(342).
157) 헌재 2001.7.19, 2000헌마546, 헌판집 13-2, 103(109).
158) 헌재 2002.7.18, 2000헌마327, 공보 71, 643(645).
159) 헌재 1996.11.28, 92헌마237, 헌판집 8-2, 600(606).
160) 헌재 1995.7.21, 94헌마136, 헌판집 7-2, 169(173).
161) 헌재 1997.3.27, 94헌마277, 헌판집 9-1, 404(409).
162) 헌
 재 1999.6.24, 97헌마315, 헌판집 11-1, 802(816); 2000.2.24, 97헌마13등, 헌판집 12-1,
252(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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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토지소유자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대해 지목정정신청을 하였으나 이
신청을 반려한 행정청의 처분163),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등에게 조리상 인정되는 경
정청구를 거부한 것164), 등에 대해 헌법소원을 인정하였다.
(d) 기타
대통령선거방송위원회는 공직선거법규정에 의해 설립되고 동법에 따른 법적 업무를 수
행하는 공권력의 주체이므로, 대통령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공영방송과 일체가 되어 대통
령후보자를 초청하여 합동방송토론회를 개최하기로 정한 결정 및 그 공표행위는 헌법소
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이다.165)
사) 원행정처분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은 행정처분에 대하여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나 그것이 법원
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인 경우에는, 당해 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결과 헌법소원심판에 의하여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행정처분에 대
한 심판청구가 가능한 것이고, 이와 달리 법원의 재판이 취소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도 허용되지 않는다.166)
아) 검찰작용
현행 형사소송법(제260조)은 재정신청대상을 모든 고소사건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고소사건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닌 법원의 통제
대상이다.
다만, 재정신청에서 제외된 고발사건의 경우 고발인이 헌법이 보장하는 재판절차진술
권을 침해받은 형사피해자인 경우 고발인은 항고·재항고를 거친 후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또 고소·고발 없이 인지수사한 사건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처분으로 재

163) 헌재 1999.6.24, 97헌마315, 헌판집 11-1, 802(816).
164) 헌재 2000.2.24, 97헌마13등, 헌판집 12-1, 252(266-272).
165) 헌재 1998.8.27, 97헌마372등, 헌판집 10-2, 461(470-471).
166) 헌
 재 1997.12.24, 96헌마172등, 헌판집 9-2, 842(865); 1998.5.28, 91헌마98등, 헌판집 10-1,
660(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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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은 형사피해자는 다른 권리구제절차를 밟지 않고도 불기소처분을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있을 것이다.167)
3) 사법작용
가) 법원의 재판
헌재법 제68조 제1항은“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
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
다.”
고 규정하여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헌재법 제68조 제1항이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원칙적으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나, 법원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
하여 그 효력을 전부 또는 일부 상실하거나 위헌으로 확인된 법률을 적용함으로써 국민
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도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이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
한다면, 동 법률조항은 그러한 한도 내에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여 한정위헌결정을 하였
다.168)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동사건의 (대법원)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이미 한정위헌결정을
선고함으로써 이미 부분적으로 그 효력이 상실된 법률조항(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단
서)을 적용한 것으로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임이 분명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
소원은 허용되고, 또한 동 판결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재산권이
침해되었다고 하면서 동 판결을 헌재법 제75조 제3항에 따라 취소하였다.
요컨대 법원이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한정합헌, 한정위헌, 헌법불합치결정 포함)한 법
률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 그 법원의 재판은 예외적으로 헌법소
원심판의 청구대상이 된다.
나) 사법입법작용
헌법이 규정하는 대법원의 규칙제정권에 따라 제정되는 대법원규칙의 제정이나169) 동
규칙제정의 부작위170)도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요건을 갖추는 한 다른 공권력에 의한 입법
행위 또는 입법부작위와 마찬가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167) 허영, 헌법소송법론, 391.
168) 헌재 1997.12.24, 96헌마172등, 헌판집 9-2, 842(859).
169) 헌재 1990.10.15, 89헌마178, 헌판집 2, 365(370).
170) 헌재 1997.5.29, 96헌마4, 헌재공보 제22호, 445(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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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본권 침해
헌법소원심판은‘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
가 자신의 침해를 구제받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하는 제도이다.
1)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란 헌법 제2장‘국민의 권리와 의무’
에 규정된 기본권이 주된 것
이지만, 그 밖에도 기본권적 성질을 갖는 헌법상의 자유와 권리는 모두 해당된다. 예컨대
헌법 제8조의 정당조항, 제116조의 평등한 선거운동, 공영선거의 원칙도 개인의 기본권의
근거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어떤 헌법규범이 개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는지는 결국 개
별 헌법규정들의 해석을 통해 밝혀져야 할 것이다.171)
객관적 제도를 헌법에 규정하여 당해제도의 본질을 유지하려는 이른바‘제도적 보장’
은
주관적 권리가 아닌 객관적 법규범이라는 점에서 기본권과 구별된다.172)‘입법권’
은 국회의
권한이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아니며173),‘국회구성권’
이라는 기본권은 헌법의
명문규정으로도 해석상으로도 인정되지 않는다.174) 또 지방자치법 제13조의 2에서 규정하
는‘주민투표권’
은 법률이 보장하는 참정권이지 헌법이 보장하는 참정권이 아니다.175)
2) 기본권침해 가능성
기본권침해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서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 자유의 제
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말한다.176) 따라서 공권력행
사가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기본권침해 가능성이 없으므
로 그 공권력행사는 청구대상이 되지 않는다.177)
청구인은 기본권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해야 하지만,

171) 헌재 2001.3.21, 99헌마139등, 헌판집 13-1, 676(692-693).
172) 헌
 재 1997.4.24, 95헌바48, 헌판집 9-1, 435(444). 물론 제도적 보장을 통해 보호되는 주관적
공권으로서의 기본권침해를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는 있다.
173) 헌재 1998.8.27, 97헌마8등, 헌판집 10-2, 439(442).
174) 헌재 1998.10.29, 96헌마186, 헌판집 10-2, 600(605).
175) 헌재 2001.6.28, 2000헌마735, 헌판집 13-1, 1431(1439-1440).
176) 헌재 1992.11.12, 91헌마192, 헌판집 4, 813.
177) 헌
 재 1999.5.27, 97헌마368, 헌판집 11-1, 667(671); 1999.6.24, 97헌마315, 헌판집 11-1, 802(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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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직권심사사항이므로 헌법재판소는 청구
인의 주장에 얽매이지 않고 가능한 모든 범위에서 헌법상 기본권침해 여부를 직권으로 심
사한다.178)
(라) 법적 관련성
기본권을 침해하는 공권력작용과 헌법소원심판 청구인 간에는 법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즉 청구인은 자기가, 현재, 직접 기본권을 침해당한 경우라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할 수 있다.
1) 자기관련성
자기관련성이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청구인 스스로가 법적으로 관련
되어야 한다. 즉 청구인 자신이 기본권을 침해당해야 한다.
그러므로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본권침해에 직접 관련되었다고 볼 수 없
다.179) 하지만 법률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경우에 어떠한 경우에 제3자인 청구인의 자기관
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가의 문제는 무엇보다도 법의 목적 및 실질적인 규율대상, 법규정
에서의 제한이나 금지가 제3자에게 미치는 효과나 진지성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판단해야 한다.180) 그래서 예컨대 방송위원회의 소관인 방송광고와 사전심의제도 및
심의기준을 규정하는 법령은 광고회사에 소속되어 사전심의의 대상이 되는 광고표현물의
제작에 참여하는 광고인들을 수규자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광고인들은 광고제작에서 사
실상 심의기준의 제약을 받고 있으므로 사전심의제도 및 심의기준을 규정한 법령의 자기
관련성을 갖는다.181) 또 국가유공자 자녀에 대한 국비지원의 대학수업료면제 제도에서 자
녀를 해외에 유학 보낸 국가유공자도 자기관련성을 갖는다.182)
공권력작용에 단지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로만 관련되어 있는 제3자,
나아가 반사적으로 불이익을 받은 자에게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183)

178) 헌재 1989.9.4, 88헌마22, 헌판집 1, 176; 1993.5.13, 92헌마80, 헌판집 5-1, 365.
179) 헌재 1997.3.27, 94헌마277, 헌판집 9-1, 404(409).
180) 헌재 1997.9.25, 96헌마133, 헌판집 9-2, 410(416).
181) 헌재 1998.11.26, 94헌마207, 헌판집 10-2, 716(726).
182) 헌재 2003.5.15, 2001헌마565, 헌판집 15-1, 568(575).
183) 헌
 재 1993.3.11, 91헌마233, 헌판집 5-1, 104(111); 1995.5.25, 94헌마100, 헌판집 7-1, 806(808);
1996.6.30, 92헌마61, 헌판집 6-1, 680(684); 1997.3.27, 94헌마277, 헌판집 9-1, 404(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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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제3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있다. 이른바 제3자 소송담당의 문제이다. 헌법재판소는 단체가 단체구성원을 위
하여 단체 자신의 이름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한 경우에, 단체와 그 구성원은 서로 별개의
독립된 권리주체이므로 단체가 구성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그를 대신하여 헌법소원심판
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하였다.184)
2) 현재성
기본권침해의 현재성이란 기본권을 침해하는 공권력작용과 청구인이 현재 관련이 있어
야 한다는 것이다. 즉 장래 어느 때인가 관련될 수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현실적인
실제의 기본권침해를 의미한다.
다만 기본권침해가 장래에 발생하더라도 그 침해가 틀림없을 것으로 현재 확실히 예측
된다면 기본권구제의 실효성을 위하여 현재성이 인정된다.185) 그래서 공포는 되었으나 시
행되지는 않은 법률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현재성이 인정되었고,186) 혼인을 앞둔 예비신랑
이 가정의례에관한법률의 관련규정으로 인해 기본권침해를 받을 것의 현재성이 인정되었
으며,187) 국가공무원 공채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준비생에게 제대군인가산점제도188)나
국가유공자가산점제도189)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현재성이 인정되었다.
3) 직접성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않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한다.190)

184) 헌재 1991.6.3, 90헌마56, 헌판집 3, 289(297).
185) 헌
 재 1992.10.1, 92헌마68등, 헌판집 4, 659(669); 2005.4.28, 2004헌마219, 헌판집 17-1,
547(552).
186) 헌재 1994.12.29, 94헌마201, 헌판집 6-2, 510(523).
187) 헌재 1998.10.15, 98헌마168, 헌판집 10-2, 586(595).
188) 헌재 1999.12.23, 98헌마363, 헌판집 11-2, 770(780-781).
189) 헌재 2001.2.22, 2000헌마25, 헌판집 13-1, 386(398).
190) 헌재 1992.11.12, 91헌마192, 헌판집 4, 813(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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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행위가 존재하는 경우라도, 그 집행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구제절차가 없거나, 구제
절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권리구제의 기대가능성이 없고 다만 기본권침해를 당한 청구인
에게 불필요한 우회절차를 강요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법률을 직접 헌법소
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191)
그리고 법규범이 집행행위를 예정하고 있더라도 법규범의 내용이 집행행위 이전에 이
미 국민의 권리관계를 직접 변동시키거나 국민의 법적 지위를 결정적으로 정하는 것이어
서 국민의 권리관계가 집행행위의 유무나 내용에 의하여 좌우될 수 없을 정도로 확정된
상태라면 그 법규범의 권리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된다.192)
한편 어느 법률이 국민에게 일정한 행위의무 또는 부작위의무를 규정한 후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수단으로서 형벌 또는 행정벌 등을 부과할 것을 정한 경우에, 별도의 집행행위
가 없어도 제재의 근거가 되는 법률은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된다. 형벌이나 행정벌
은 집행행위가 아니라 법률위반에 대한 제재이고, 그 법률의 시행 자체로 행위의무 또는
부작위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193)
(마) 보충성
1) 의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
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만 청구할 수 있다. 이것을 보충성원칙
또는 보충성요건이라고 한다. 즉 헌법소원은 그 본질상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 침해에 대한
예비적이고 보충적인 최후의 구제수단이므로, 공권력작용으로 말미암아 기본권침해가 있
는 경우에는, 먼저 다른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를 받기 위한 모든
수단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비로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할 수 있다는 것이다.194) 다만, 먼저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나서 뒤에 종국결정 전에 권리구
제절차를 거쳤을 때에는 사전에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은 하자가 치유될 수 있다.195)

191) 헌재 1997.8.21, 96헌마48, 헌판집 9-2, 295(303).
192) 헌재 1997.7.16, 97헌마38, 헌판집 9-2, 94(104).
193) 헌재 1998.3.26, 97헌마194, 헌판집 10-1, 302(312).
194) 허영, 헌법소송법론, 294.
195) 헌재 1996.3.28, 95헌마21111, 헌판집 8-1, 273(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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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충성과 재판소원금지
공권력작용으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경우에 권리구제는 보통 행정쟁송절차를 통해 이루어
지는데, 그 종착지는 법원의 재판이 될 것이다. 즉 보충성요건을 갖추려고 다른 법률에 정
한 구제절차를 거치면 보통 법원의 재판으로 귀결된다. 그런데 헌재법 제68조 제1항은 법
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심판 청구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이는 보충성원칙의 본질과 조화
를 이룰 수 없는 것으로서, 우리 헌법소원제도는 커다란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3) 보충성과 법령소원
법령 자체가 직접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 문제되는 경우에, 그 법령 자체의 효력을 직
접 다투는 것을 소송물로 하여 일반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길이 없어 다른 법률에 구제
절차가 있는 경우가 아니므로 바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196)
그런데 전술했듯이 대법원은 조례가 집행행위의 개입없이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
체적인 권리의무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는 경우 그 조
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197)
4) 보충성의 예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면 먼저 다른 법률에 정한 구제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권리구
제절차가 없거나 권리구제절차를 먼저 거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면, 보충성원칙의 예외
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
첫째, 사전에 권리구제절차를 거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이다. 즉 i) 헌법소원심
판청구인이 그의 불이익으로 돌릴 수 없는 정당한 이유있는 착오로 전심절차를 밟지 않은
경우, ii) 전심절차로 권리가 구제될 가능성이 거의 없거나, iii) 권리구제절차가 허용되는
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불확실하여 전심절차 이행의 기대가능성이 없을 때에는, 보충성의
예외로 바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198)
둘째, 법률상 권리구제절차가 없는 경우이다. 예컨대 세무대학장의 교수‘재임용추천거
부행위’
와 같은 총·학장의 임용제청이나 그 철회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대

196) 헌재 1996.10.4, 94헌마68등, 헌재공보 제18호, 590(592).
197) 대판 1996.9.20, 95누8003, 공1996하, 3210.
198) 헌재 1995.12.28, 91헌마80, 헌판집 7-2, 851(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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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일관된 판례이므로 권리구제절차가 없고,199) 토지대장 등 지적공부에 등록된 사항
을 정정해 달라는 정정신청을 거부(반려)한 행위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법
원의 일관된 판례이고 다른 구제절차도 없다.200)
(바) 청구기간
1) 의의
헌재법 제69조 제1항은“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
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소원심판을 일정한 기간 내에 청구하도록 청구기간을 둔 것은, 법적 안정성에 대한
고려 때문이다. 즉 기본권을 침해하는 공권력작용이라도 그에 대해 헌법소원심판 청구로써
다툴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해야 법률관계의 불확실성을 신속히 제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은 도달주의에 따라 계산한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에 심판청구서
가 도달된 날부터 기산한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심판청구서를 발송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
면 청구기간 내라 하더라도 동 심판청구서가 헌법재판소에 도달한 시점에는 이미 청구기간
이 경과한 경우라면 부적법한 청구이다.201) 그러나 기본권침해가 헌법재판소가 발족하기 이
전의 일인 경우 그 청구기간의 기산점은 헌법재판소가 구성된 1988.9.19.이라고 함이 헌법
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202)
2) 유형
가) 다른 법률이 정하는 권리구제절차를 거친 경우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

199) 헌재 1993.5.13, 91헌마190, 헌판집 5-1, 312(321).
200) 헌
 재 1999.6.24, 97헌마315, 헌판집 11-1, 802(823); 2001.1.18, 99헌마703, 헌판집 13-1,
139(144-145).
201) 헌재 1990.5.21, 90헌마78, 헌판집 2, 129(130); 1990.4.10, 90헌마50.
202) 헌재 1991.9.16, 헌판집 3, 3(501); 1995.3.23, 91헌마43, 헌판집 7-1, 398(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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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헌재법 제69조 제1항 단서). 형사소송법(제260조)이
규정하는 재정신청이 불가능한 검찰의 불기소처분의 경우는, 검찰청법(제10조)이 항고·
재항고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권리구제절차를 거친 후, 즉 검찰총장의 재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203)
나) 다른 법률에 권리구제절차가 없는 경우
다른 법률이 정하는 권리구제절차가 없거나 보충성요건에 대한 예외가 인정되어 다른
법률이 정하는 권리구제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법 제69조 제1항 본문). 여기서 90일 기간과 1년의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경과하였으면
청구는 부적법하다.204) 또 법원의 확립된 판례에 따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 행정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거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더라도 90일, 1년의 청구기간을 준
수하여야 한다.205)
여기서‘사유가 있음을 안 날’
이란 공권력행사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사실관계를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현실적으로 인식하여 심판청구가 가능해진 경우를 뜻한다.206) 그리고‘사
유가 있은 날’
이란 공권력행사에 의해서 기본권침해가 발생한 날을 말하며, 예컨대 법률
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률이 시행된 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법률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게 되어 기본권침해를 받은 경우에는 법정요건을 충족
한 날, 기본권을 침해하는 권력적 사실행위가 실제로 행해진 날 등을 말한다.
다) 부작위에 대한 경우
공권력의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는 그 불행사가 계속되는 한 기본권침해가 계속된
다. 그런데 입법부작위의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진정입법부작위와 부진정입법부작위로 나
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203) 헌재 1992.7.23, 92헌마103, 헌판집 4, 554(558); 1993.3.11, 92헌마142, 5-1, 151(155).
204) 헌재 2004.4.29, 2004헌마93, 헌재공보 92, 554(557).
205) 헌재 2003.9.25, 2002헌마789, 헌판집 15-2(상), 492(497).
206) 헌재 1993.7.29, 89헌마31, 헌판집 5-2, 87(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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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입법부작위의 경우는 입법이 행해지지 않는 한 기본권침해는 계속되고 있는 것이
므로 청구기간의 제한없이 언제든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207) 그러나 부진정
입법부작위의 경우는 불완전한 입법 자체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해야
하므로 청구기간이 적용된다.208)
3) 법령소원의 청구기간
법령이 집행행위를 매개하지 않고 직접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이 정하
는 권리구제방법이 없다. 그러므로 그 법령이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에도 헌재법 제69조 제1항의 청구기간이 적용된다. 즉 법규정립
행위(입법행위)는 그것이 국회입법이든 행정입법이든 막론하고 일종의 법률행위이므로 그
행위의 속성상 행위 자체는 한 번에 끝나는 것이고, 그러한 입법행위의 결과인 권리침해상
태가 계속될 수 있을 뿐이므로,209) 기본권침해행위는 한 번에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
과가 계속 남아 있다고 하여 청구기간의 제한을 배제한다는 것은 법적 안정성의 확보를 위
하여 청구기간을 설정한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는 것이다.210)
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우선 그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
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해야 한다.211)
나) 법령시행 후에 기본권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
다음에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

207) 헌
 재 1994.12.29, 89헌마2, 헌판집 6-2, 395(408); 1998.7.16, 96헌마246, 헌판집 10-2,
283(298-299).
208) 헌재 1996.10.31, 94헌마108, 헌판집 8-2, 480(489).
209) 헌재 1992.6.26, 헌판집 4, 444(450).
210) 헌재 1996.8.29, 92헌마137, 헌판집 8-2, 127(137).
211) 헌재 1999.4.29, 96헌마352등, 헌판집 11-1, 477(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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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212), 그 사유가 발생
한 날부터 1년 이내에213),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해야 한다.
그런데 법령시행 후에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침해를 받게 되는 경
우라도 사유발생일이 아니라 법령시행일부터 청구기간을 기산하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다.
첫째, 법률의 시행으로 인하여 즉시 청구인의 법적 지위가 변경되는 효과가 있는 경우에
는, 법률시행일부터 청구기간을 기산해야 한다.214) 둘째, 법령을 시행함에 있어서 부칙에
경과규정으로 시행의 유예기간을 둔 경우, 법령에 의한 기본권침해는 부칙의 유예기간과
상관없이 이미 법령시행일에 발생하므로, 법령시행일부터 청구기간을 기산해야 한다.215)
다) 현재성요건과 청구기간
헌법재판소는 초기에‘사유가 발생한 날’
을 당해법률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명백히 구체
적으로 현실 침해하였거나 그 침해가 확실히 예상되는 등 실체적 제요건이 성숙하여 헌법
판단에 적합하게 된 때인 상황성숙의 시점을 기산점으로 보는 이른바‘상황성숙성이론’
에
따라 청구기간을 기산하였으나 청구기간이 단축되는 부작용 때문에 판례를 변경하였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도 기본권을 침해받은 때부터 기
산하여야 할 것이지 기본권을 침해받기도 전에 그 침해가 확실히 예상되는 등 실체적 제요
건이 성숙하여 헌법판단에 적합하게 된 때로부터 기산할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216)
그리고 아직 기본권침해는 없으나 장래에 확실히 기본권침해가 예측되므로 미리 앞당겨
현재의 법적 관련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구기간 준수는 문제되지 않으므로 청구기간
도과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217)

212) 헌재 1996.8.29, 94헌마113, 헌판집 8-2, 141(153).
213) 헌재 1998.7.16, 95헌바19등, 헌판집 10-2, 89(101).
214) 헌재 2002.1.31, 2000헌마274, 헌판집 14-1, 72(76).
215) 헌재 1996.3.28, 93헌마198, 헌판집 8-1, 241(251).
216) 헌재 1996.3.28, 93헌마198, 헌판집 8-1, 241(251).
217) 헌
 재 1999.12.23, 98헌마363, 헌판집 11-2, 770(780); 2002.2.22, 2000헌마25, 헌판집 13-1,
386(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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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구기간 도과와 정당한 사유
헌재법 제40조 제1항의 준용규정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소기간을 경과
해서 제기한 행정소송도 허용하는 행정소송법(제20조 제2항 단서) 규정을 준용하므로,
헌법소원심판에서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었어도 적법하다.
이 경우‘정당한 사유’
란 청구기간경과의 원인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지연된 심
판청구를 허용하는 것이 사회통념상으로 보아 상당한 경우를 뜻한다.218)
5) 청구취지 변경과 청구기간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취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헌재법 제40조 제1항 및 민소법 제265조
에 의하여 추가 또는 변경된 청구서가 제출된 시점을 기준으로 청구기간 준수여부를 판단
해야 한다.219)
6) 국선대리인선임신청과 청구기간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이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선대리인
의 선임신청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청구기간을 계산한다(헌재법 제70조 제1항 2문).220)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하기 전에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먼저 한 경우에 헌법재
판소가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한 때에는, 신청인이 선임신청을 한 날
로부터 위 결정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청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헌재법 제70
조 제4항).
대리인의 선임 없이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먼저 제출하거나 국선대리인선임신청서와
함께 제출한 경우에는 청구기간은 심판청구서가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날을 기준으로 정
한다.221)
(사) 권리보호이익
헌법소원심판은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해주는 주관적 권리보장을 우선적인 기능으

218) 헌재 1993.7.29, 89헌마31, 헌판집 5-2, 87(111); 2001.12.20, 2001헌마39, 공보 64, 79(81).
219) 헌재 1998.5.28, 96헌마141, 헌판집 10-1, 695(703).
220) 헌
 재 1998.7.16, 96헌마268, 헌판집 10-2, 312(336); 2000.6.29, 98헌마36, 헌판집 12-1,
869(876-877).
221)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실무제요(제1개정판), 2003, 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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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수행한다. 따라서 권리보호이익이 있어야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적법하다.
다만, 권리보호이익을 지나치게 좁게 인정하면 헌법재판소의 본안판단 부담을 절감할
수는 있지만 반면에 재판을 받을 권리를 부당하게 박탈하는 결과에 이를 것이므로 권리보
호이익을 판단함에 있어 다른 분쟁해결수단, 행정적구제·입법적구제의 유무 등을 기준으
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222)
그러나 헌법소원심판은 주관적 권리보장과 동시에 객관적 헌법질서 보장도 그 기능으
로 수행하므로, 청구인의 주관적 권리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같은 유
형의 침해행위가 반복될 위험이 있고,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해 그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판이익을 인정한다.223) 여기서 말하는 침해가 반복될
위험이란 단순히 추상적이거나 이론적인 가능성이 아니라 구체적인 것이어야 한다.224)
(아) 일사부재리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재법
제39조). 헌법재판소가 이미 내린 결정에 대해서는 자기기속력 때문에 이를 취소·변경할
수 없으며 이는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일이다.225)
헌법재판소가 요건흠결을 이유로 부적법각하결정을 내린 경우에 그 요건을 보정하지
아니한 채로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226)
대리인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 각하된 경우 또는 보충성원칙을 충족시키지 않아
각하된 경우, 그 흠결을 보정하여 다시 청구한 경우에는 일사부재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라. 규범통제형 헌법소원심판의 적법성요건
헌재법 제68조 제2항은“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 사
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다.

222) 헌재 2001.9.27, 2001헌마152, 헌판집 13-2, 447(454).
223) 헌재 1997.11.27, 94헌마60, 헌판집 9-2, 675(688).
224) 헌재 1996.11.28, 92헌마108, 헌판집 8-2, 588(596).
225) 헌재 1989.7.24, 89헌마141, 헌판집 1, 155(156).
226) 헌재 1995.2.23, 94헌마105, 헌판집 7-1, 282(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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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대상
규범통제형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대상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 및 그와 동일한 효력을 가
지는 명령이다. 그러므로 법률 하위의 규범(예컨대 대통령령, 부령, 대법원규칙, 조례 등)
은 청구대상이 되지 않는다.227) 법률은 이미 공포된 것이어야 하고 원칙적으로 위헌심판
시를 기준으로 효력을 가지는 법률이어야 한다. 다만 폐지된 법률이라도 청구인들의 침해
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위헌여부가 가려져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대상이
된다.228)
법원의 위헌제청신청기각결정의 대상이 된 규정만이 청구대상이다.229) 다만 위헌제청
신청기각결정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 규정들이 대상이 된 규정들과 상호 필연적 연관관계
가 있는 경우에는 대상이 되지 아니한 규정도 심판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230)
(2) 소송당사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한 기각결정
규범통제형 헌법소원심판은 소송당사자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당해 법
원이 이 신청을 기각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당해 법원이 실질적으로 헌법문
제에 관한 판단을 했으므로 제청신청을 기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각하결정이라는 재
판형식으로 배척한 경우에도 헌재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는 허용된
다.231) 규범통제형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다. 여기서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란 상소심에
서의 소송절차를 포함한다고 대법원은 판시한 바 있다.232)

227) 헌
 재 1992.10.31, 92헌바42, 헌판집 4, 708(710); 1998.10.15, 96헌바77, 헌판집 10-2, 573(580);
1999.1.28, 97헌바90, 헌판집 11-1, 19(27).
228) 헌재 1989.12.18, 89헌마32등, 헌판집 1, 343(347); 1994.6.30, 92헌가18, 헌판집 6-1, 557(563).
229) 헌재 1996.8.29, 95헌바41, 헌판집 8-2, 107(116); 1997.11.27, 96헌바12, 헌판집 9-2, 607(618).
230) 헌
 재 2001.1.18, 2000헌바29, 헌판집 13-1, 111(114); 2001.2.22, 99헌바93, 헌판집 13-1,
274(280-281).
231) 헌재 1989.12.18, 89헌마32등, 헌판집 1, 343(346).
232) 대
 법원 2000.4.11, 98카기137결정, 공2000상, 1229; 대법원 2000.6.23, 2000카기44결정, 공2000
하,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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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당사자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고 또한 법원이 기각결정
의 대상으로도 삼지 않았음이 명백한 법률조항이라 하더라도 묵시적으로 제청신청과 기
각결정의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법률조항에 대한 심
판청구도 적법하다.233)
(3) 재판의 전제성
규범통제형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면 청구대상인 법률이 당해 사건의 재판에 전제가
되어야 한다.234)
그런데 규범통제형 헌법소원심판의 경우에는 당해 소송사건이 헌법소원심판 청구로 정
지되지 않기 때문에 헌법소원심판의 종국결정 이전에 당해 소송사건이 확정되어 종료되
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규범통제형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에는 당해 헌법소원
과 관련된 소송사건이 이미 확정된 때라도 당사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재판의 전제성이 소멸된다고 볼 수 없다.235) 다만 당해 소송사건이 소의
취하(취하간주 포함)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는 재판의 전제성이 부정된다.
규범통제형 헌법소원이 인용되어도 당해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라면 재판의
전제성이 없지만, 예외적으로 해당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 문제가 많은 사람에게 반
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어서, 그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사안인 경우에는 위
헌여부의 본안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236)
(4) 청구기간
규범통제형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법 제69조 제2항).

233) 헌
 재 1998.3.26, 93헌바12, 헌판집 10-1, 226(232); 2001.2.22, 99헌바93, 헌판집 13-1,
274(280-281).
234) 재판의 전제성에 관하여 자세한 것은 본서 제107조 참조.
235) 헌재 1998.7.16, 96헌바33등, 헌판집 10-2, 116(142).
236) 헌
 재 1993.9.27, 92헌바21, 헌판집 5-2, 267(273); 2001.4.26, 98헌바79등, 헌판집 13-1,
799(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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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정위헌청구의 적법여부
규범통제형 헌법소원심판은 당해 사건에 적용될‘법률의 위헌여부’
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이어야 하고, 여기서의‘법률의 위헌여부’
는‘법률 자체’
의 경우를 말하며‘법률의 해
석’
의 경우를 제외한다.237)
규범통제형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면서‘법률의 해석에 관한 청구’
, 즉 법률조항에 대
한‘한정위헌’
의 판단을 구하는 청구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지만, 청구인의 주장이 단순히
법률조항의 해석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경우로 이해되
는 경우에는 적법한 청구로 받아들여진다.238)
즉 첫째, 법률조항(법규정) 자체의 불명확성을 다투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로서, 헌법
상의 명확성원칙 위반을 다투는 경우 또는 조세법률주의(과세요건 명확주의) 위반을 다투
는 경우,239) 둘째, 소위 심판대상규정에 대한 일정한 해석이 상당기간에 걸쳐 형성·집적
되어 법원의 해석에 의하여 구체화된 심판대상규정이 위헌성을 지닌 경우240), 셋째, 위 두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한정위헌의 판단을 구하는 청구가 법률조항 자체에 대한 다툼
으로 볼 수 있는 경우241), 등이 있다.
(6) 기타
변호사강제주의(헌재법 제25조 제3항), 국선대리인(헌재법 제70조), 일사부재리(헌재
법 제39조) 등은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의 경우와 같다.

237) 헌
 재 1999.3.25, 98헌바2, 헌판집 11-1, 200(208); 2001.9.27, 2000헌바20, 헌판집 13-2,
322(329-329).
238) 헌재 1997.2.20, 95헌바27, 헌판집 9-1, 156(162); 1995.7.21, 92헌바40, 헌판집 7-2, 34(37).
239) 헌
 재 1995.7.21, 92헌바40, 헌판집 7-2, 34(36-37); 1997.2.20, 95헌바27, 헌판집 9-1, 156(161162); 1999.3.25, 98헌바2, 헌판집 11-1, 200(208-209); 1999.7.22, 97헌바9, 헌판집 11-2,
112(121); 1999.11.25, 98헌바36, 헌판집 11-2, 529(536); 2000.6.1, 97헌바74, 공보 46,
448(449).
240) 헌
 재 1995.5.25, 91헌바20, 헌판집 7-1, 615(626); 1998.7.16, 97헌바23, 헌판집 10-2, 243(251252); 2001.8.30, 2000헌바36, 헌판집 13-2, 229(231-232).
241) 헌재 2000.6.29, 99헌바66등, 헌판집 12-1, 848(865); 2000.6.1, 97헌바74, 공보 46(448-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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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종국결정
(1) 종국결정의 유형과 정족수
재판부가 심리를 마치면 종국결정을 한다. 종국결정으로는 각하결정, 기각 또는 합헌결
정, 인용 또는 위헌결정, 심판절차종료선언 등의 4가지가 있다.
재판부는 종국심리에 관여한 재판관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종국결정을 하는데, 다만 헌
법소원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와 종전에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헌법 또는 법률의 해
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헌재법
제23조 제2항).
(2) 인용결정
(가) 개요
헌법재판소가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을 인용할 때에는 인용결정서의 주문에서 침해된 기
본권과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여야 한다(헌재법 제75조
제2항). 그런데 법령소원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주문에 침해된 기본권을 표시하지 않는데,
이는 법령소원에 있어서의 객관적 법질서 보장이라는 성질을 더 부각시키려는 것이다.242)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경우에 헌법재판소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위헌인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인용결정에서 당해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위헌임을 선고할 수 있다(헌재법 제75조 제5항). 이런 경우를 이른바
‘부수적 규범통제’
라고 부르기도 한다.
(나) 인용결정의 효력과 유형
헌법소원의 인용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헌재법 제75조 제1
항). 헌법재판소가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청
구인은 결정취지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여야 한다(헌재법 제75조 제4항).
규범통제형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경우,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에서 법령소원을 인용하는
경우, 헌재법 제75조 제5항에 따른 부수적 규범통제의 경우 등에는, 단순위헌결정, 한정
합헌결정, 한정위헌결정, 헌법불합치결정 등이 모두 가능하다. 이 경우 당사자는 위헌으
로 결정된 법령에 근거를 둔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또는 당해 헌법소원과 관련된 소

242) 헌재 1991.3.11, 91헌마21, 헌판집 3, 9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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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사건이 이미 확정된 때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법 제75조 제6항, 제7항, 제47
조 제3항).
인용결정의 유형으로는, 공권력행사 취소결정243), 공권력행사 위헌확인결정244),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결정245), 단순위헌결정246), 헌법불합치결정247), 한정위헌결정248), 한정합
헌결정249) 등이 있다.
(3) 심판절차종료선언
심판절차종료선언은 청구인이 사망하였거나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취하한 경우에 심판
절차가 종료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이를 분명히 밝히기 위해 하는 결정이다.
청구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 계속된 헌법소원은 종료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예컨대 재산권처럼 비교적 일신전속성이 약한 기본권의 경우에는 청구인이 사망
한 후 그 상속인에 의한 헌법소원절차의 수계가 가능하다.
청구인의 심판청구 취하로 심판절차종료선언이 행해진 예로는 이른바‘5·18 불기소사
건’
이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헌법소원제도의 객관적 헌법질서 수호·유지 기능을 고려하
여 청구인의 권리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지라도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중요
한 의미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취하하여도 심판절차는 종료
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는 반대의견이 있다.250)

243) 헌재 1991.5.13, 90헌마133, 헌판집 3, 234(235); 1999.6.24, 97헌마315, 헌판집 11-1, 802(810).
244) 헌
 재 1992.1.28, 91헌마111, 헌판집 4, 51(54); 1993.7.29, 89헌마31, 헌판집 5-2, 87(91);
1995.7.21, 92헌마144, 헌판집 7-2, 94(96); 1999.5.27, 97헌마137등, 헌판집 11-1, 653(657);
2001.7.19, 2000헌마546, 헌판집 13-2, 103(106); 2001.8.30, 99헌마496, 헌판집 13-2,
238(240).
245) 헌
 재 1989.9.4, 88헌마22, 헌판집 1, 176(179); 1994.12.29, 89헌마2, 헌판집 6-2, 395(398);
1998.7.16, 96헌마246, 헌판집 10-2, 283(288-289).
246) 헌재 1989.12.18, 89헌마32등, 헌판집 1, 343(345); 1992.4.14, 90헌마82, 헌판집 4, 194(199).
247) 헌재 1991.3.11, 91헌마21, 헌판집 3, 91(94); 1994.7.29, 92헌바49등, 헌판집 6-2, 64(86).
248) 헌
 재 1003.5.13, 91헌바17, 헌판집 5-1, 275(277); 1994.12.29, 93헌바21, 헌판집 6-2, 379(380);
1991.4.1, 89헌마160, 헌판집 3, 149(150); 2001.7.19, 2000헌마91등, 헌판집 13-2, 77(83).
249) 헌재 1989.7.21, 89헌마38, 헌판집 1, 131(133); 1992.4.14, 90헌바23, 헌판집 4, 162(164).
250) 헌재 1995.12.15, 95헌마221등, 헌판집 7-2, 748(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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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헌법재판소 구성
가. 헌법재판소 구성원리
헌법재판소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헌법의 특성으로 인해 헌법재판에서
행해지는 헌법해석의 특성, 헌법재판소가 다루는 사건들의 정치적 비중과 그 사건들에 대
해 내린 헌법재판소 결정이 갖는 지대한 영향력, 헌법기관이며 사법기관으로서의 헌법재
판소의 위상과 기능,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국가기관들의 자발적 존중에 의존할 수
밖에 없으므로 관련자들이 헌법재판소를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등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한 바탕 위에서 다음의 점들을 헌법재판소 구성원리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1) 민주적 정당성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
로부터 나온다.”
(헌법 제1조) 따라서 대한민국의 국가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비롯되는 민
주적 정당성을 가져야 한다.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지 못하는 국가권력의 행사는 헌법에
위반된다.
더욱이 헌법재판소는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출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민주적 다
수결로 만들어진 법률을 위헌결정하여 무효로 만들기도 하고,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출된
대통령의 행위를 위헌결정하여 취소하거나 무효로 만들 수도 있다. 이처럼 강력한 권한을
가진 헌법재판소의 구성에 민주적 정당성이 강력하게 요청됨은 재론을 요하지 않는다.
그런데 정치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출되지 않은, 헌법재판소
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을 무효로 하거나,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출된
대통령의 행위를 위헌으로 선언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본원칙인 다수결원리에 반하는
것으로서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것이라는 비판적 견해가 있다.
그러나 첫째, 우리 헌법 제1조 제2항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고 규정
함으로써 입법권, 집행권 및 (헌법재판권을 포함하는)사법권을 헌법제정자 스스로가 구성
하였다. 따라서 국민은 독자적인 기능과 기관들로서의 입법권, 집행권 및 (헌법재판권을
포함하는)사법권을 통해 자신으로부터 비롯되는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즉 헌법재
판권은 그 자체 민주적으로 권한이 부여된 국가권력의 행사로서 승인되어 있는 것이다.
둘째, 헌법재판소 구성원(재판관)들의 민주적 정당성은, 그들에게 헌법재판 업무를 위
임한, 중단되지 않고 국민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정당성의 사슬 속에 존재한다. 국민이 직
접적으로 임명했든 간접적으로 임명했든, 비록 직접적인 임명이 보다 높은 민주적 정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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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부여할 지라도, 모두 동등하게 허용된다. 민주적 정당성의 사슬은, 비록 중간에 민주
적 정당성이 없거나 적은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매개자가 개입해 있어도, 중단되지 않고
연결된다. 그렇지만 현행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선임에 있어서 특히 대법원장이 지명하
는 재판관들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친다 할지라도 민주적 정당성이 상대적으로 가장 취
약하다 할 것이다.
셋째, 헌법재판소는 결정을 함에 있어서 그 기준으로서 헌법에만 구속된다. 헌법은 자
신의 민주적 정당성을‘대한국민’
의‘헌법제정권력’
으로부터 획득한다. 헌법재판소가 헌
법에 구속되어 헌법에 따른 결정을 한다면 그 결정에 민주적 정당성을 매개하는 것은 바
로‘헌법’
이다. 따라서 헌법은 헌법재판소가 내리는 결정 행위의 기초이지만 동시에 행위
의 한계이기도 한 것이다. 헌법이 헌법재판소 결정의 기초를 제공하는 경우 및 그러한 한
에서만 그 기초 위에서 행해지는 헌법재판소 결정은 민주적으로 정당화되는 것이다. 헌법
재판소의 결정이 헌법으로부터 도출될 수 있는 경우에만, 결정내용의 헌법에의 구속은 지
켜진 것이고 헌법에 의해 지지될 수 있다. 요컨대 헌법재판소가 내린 결정은, 그것이 헌
법으로부터 도출된다는 것이 설득력 있는 이유에 의해 논증되는 경우에만, 민주적 정당성
을 가질 수 있다. 헌법으로부터 도출될 수 없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이미 그 민주적 정
당성을 상실한 것이다. 바로 이처럼 헌법재판소 결정이 헌법에 구속된다는 것이, 헌법재
판소 결정의 민주적 정당성의 근거이다.
위에서 보았듯이 헌법재판은 민주적 정당성을 갖는다. 그렇지만 헌법재판권을 행사하
는 기관을 구성하는데 있어서는, 역시 무엇보다도 민주적 정당성을 고려해야 한다. 헌법
재판소가 결정을 내리는 사건들의 비중과 영향력이 지대함은 재론을 요하지 않는다. 그러
한 결정을 내리는 헌법재판소를 구성함에 민주적 정당성은 제1차적 고려요소라고 할 것
이다. 그러므로 3부가 관여하는 현재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임 방법은 민주적 정당성의
관점에서 개선을 요한다.
(2) 다양성
민주사회는 다양성의 사회이다. 헌법재판소가 다루는 사건들은 여러 정치세력들의 이
해관계가 얽혀있는 사건들인 경우가 많다. 헌법재판소가 물론 사법기관으로서 헌법에 구
속을 받아 결정을 내리기는 하지만 헌법을 해석함에 있어서 다양한 관점이 필요하므로 헌
법재판소 재판관들을 다양하게 구성하는 것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만약 증원하지 않는다
면)9명의 재판관들 중에서 여성재판관 수가 적어도 4명은 되어야 하고, 법조실무 출신 재
판관들 외에 학계출신 재판관들도 있어야 하며, 다양한 지역과 학교 출신 재판관들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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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야 하고, 보수·중도·진보 등의 다양한 성향을 가진 재판관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 기
타 등등을 고려해야 한다.
(3) 전문성
헌법재판은 헌법을 해석·적용하는 작용이다. 그런데 헌법은 일반법률과 달리 정치성,
개방성, 전체성, 불완전성 등의 특성을 갖고 있다. 이러한 헌법의 특성을 고려해서 헌법
해석은 일반법률의 해석과 다른 방법(구체화)이 동원된다. 그러므로 헌법해석을 통하여
헌법재판을 하려면 헌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통찰력있는 헌법적 안목 등이 없이는 불
가능하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바로 이러한 전문성을 갖춘 인물이어야 한다.
(4) 독립성
헌법재판의 본질은 사법이고, 헌법재판소는 사법기관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그 누
구의 압력이나 지시도 받지 아니하고 재판할 수 있어야 한다. 더욱이 헌법재판소가 다루
는 사건들은 정치권력을 통제하는 사건들인 경우가 많고 그 결정의 영향력이 지대하므로,
특히 정치권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기관 자체가 독립적이어
야 하고, 재판관들도 독립성을 보장받아야 한다. 또 재판관들이 중립성과 공정성을 유지
할 수 있도록 선임에서부터 고려해야 하며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두어야 한다.

나. 현행법규정
(1) 재판관의 수
헌법 제111조 제2항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수를 9명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제2공
화국 헌법상 헌법재판소 이래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재판관의 수가 9명인 나라로는 미
국 연방대법원, 프랑스 헌법평의회 등이 있고,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2개의 심판부가 있
는데 각 심판부는 8명으로 구성된다. 오스트리아 헌법재판소는 14명의 재판관과 6명의
예비재판관으로, 이탈리아 헌법재판소는 15명의 재판관으로,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12명
의 재판관으로, 벨기에 헌법재판소는 12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다. 재판관 수를 몇 명으
로 할 것인지는 헌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며, 헌법재판의 특성 및 업무부담 등을 고
려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2) 재판관 선임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9명 모두 대통령이 임명한다. 하지만 그 중에서 3인은 국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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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이처럼 3부에서 각각 3인씩
재판관을 선임하는 방식은 제4공화국 헌법의 헌법위원회에서 유래하는 것이다. 이는 민
주적 정당성 측면이나 재판관들의 신분적 동질성 측면에서 커다란 문제를 안고 있다.
헌재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모든 재판관들이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게 되어 있기는
하지만, 대법관 임명에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는 대법원 구성방법과 비교할 때 민
주적 정당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그리고 대법원장이 재판관 3인의 지명권을 갖는 것은
민주적 정당성 측면에서 매우 취약성을 띠고, 대법원과 동렬인 사법기관의 구성원을 대법
원장이 지명한다는 것은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 구성원리에 어긋난다고 할 것이다.
(3) 헌법재판소의 장 선임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헌법 제111
조 제4항).‘재판관 중에서’임명한다는 표현이 먼저 재판관으로 임명하고 그 다음에 헌법
재판소장으로 임명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지금까지의 관례가 그러했듯이 처음부터 헌
법재판소장인 재판관으로 임명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다.
그런데 대통령이 재임중인 재판관 중에서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하기 위해 재임중인 재
판관을 사직시킨 후 다시 헌법재판소의 장인 재판관으로 임명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제될
수 있다. 이에 대해 부정설과 긍정설이 대립한다.
(3) 재판관 자격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되기 위하여는‘법관의 자격’
을 가져야 한다(헌법 제111조 제2
항). 구체적으로 헌재법 제5조 제1항은“재판관은 15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에 있던 40세 이상의 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다음 각호중 2 이상의 직에 있던 자의
재직기간은 이를 통산한다. 1. 판사·검사·변호사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
기관, 국·공영기업체, 정부투자기관 기타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자 3. 변
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던 자”
로 자격을
정하고 있다.
그러나 결격사유로서 제2항은“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없다. 1.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임명하지 못하는 자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자 3. 탄핵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를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헌법재판의 특성에 비추어 법관의 자격을 가진 자만이 재판관이 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여부이다. 이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은 법학교수 또는 사회과학교수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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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251)

Ⅵ.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
첫째, 헌법편제의 문제이다. 헌법재판소를 법원과 묶어‘사법’
이라는 동일한 장에 편제하
는 것이 사법작용인 헌법재판의 본질을 고려할 때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어려울
경우 헌법재판소를 지금처럼 독립된 장에 편제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 그 경우 헌법재판소
도 사법권을 행사함을 명시하는 것이 쓸데없는 논쟁을 없앨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다.
둘째, 헌법해석의 통일성 확보(규범통제 관할권 통일, 헌법재판기관 일원화)의 문제이다.
지금은 헌법 제107조 제2항에 따라 대법원에 명령·규칙의 위헌 여부를 심판할 수 있는 권
한이 있으므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간에 상이한 헌법해석이 행해질 수 있다. 심판 관할권
을 헌법재판소로 통일하는 것이 헌법해석의 통일성을 위해 마땅하다. 따라서 헌법 제107조
제2항을 삭제하고 명령·규칙에 대해서도 위헌제청을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재판소원 허용의 문제이다. 지금은 헌법 제 111조 제1항 제5호에‘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이라고 규정함으로써 헌법소원의 본질적인 내용을 헌법이 스스로 정
하지 않고 모두 법률에 맡겼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헌법소원 대상에서
‘법원의 재판’
을 제외하고 있다. 이른바 재판소원이 인정되지 않는데 헌법소원은 보충성요
건을 충족시키도록 되어 있어서, 헌정사상 최초로 헌법에 도입된, 기본권보호에 매우 유용
한 헌법소원제도가 본질적인 내용을 상실하고 빈약한 상태로 제도화되어 있다고 할 것이
다. 그러므로 헌법소원제도를 도입한 취지에 맞게 헌법에‘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
한 기본권 침해’
의 경우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식으로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
다. 재판소원이 인정되면 이른바‘한정위헌결정’
의 기속력을 둘러싸고 법원과 헌법재판소간
에 다투게 될 일도 없어진다.
넷째, 헌법재판소 구성의 문제이다. 먼저 재판관 선임 문제로서, 지금처럼 3부가 관여하
는 것은 민주적 정당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으므로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방법을 배제하는

251) 이
 는 헌법개정 없이 법률개정(법원조직법, 변호사법)만으로도 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견
해로는 예컨대 김철수, 헌법소송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현대공법론의 연구(이규석교수정년기념),
1992, 465면; 이시윤, 헌법재판 10년의 회고와 전망, 공법연구 제27집 제3호, 1999.6, 114면; 허영,
헌법소송법론,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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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필요하다. 재판관 전원을 국회에서 선출하도록 하든가 아니면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
를 얻어)임명하는 3인을 제외한 나머지 재판관들을 국회에서 선출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국회에서 선출시 가중정족수(3분의 2 또는 5분의 3 이상)를 요구하는 것이 다수파가
소수파와의 합의를 통하여 선출하도록 하는 효과를 낼 수 있고, 그것이 재판관의 독립성확
보에 상대적으로 나을 것이다. 다음에 재판관의 수의 문제로서, 지금의 9명으로는 업무부
담이 크고, 앞으로 그 부담은 점점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관할권 확대까지 이루어지
면 재판관 증원은 불가피할 것이다. 헌법에서는 9명 이상으로 하되 법률로 정한다는 정도
로 규정하면 될 것으로 본다. 다음에 재판관자격의 문제로서, 법조실무 출신 이외에 법학교
수 등도 자격을 인정하는 것이 헌법재판의 특성에 맞을 것이고 아울러 법조실무출신의 경
우에도 대법관 자격보다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섯째, 예컨대 탄핵심판제도나 정당해산심판제도에 관해서도 많은 학자들이 주장한 바
와 같이 청구대상, 청구사유 등등의 내용에 대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며, 권한쟁의심판에
있어서도 헌법상 권한분쟁만을 대상으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섯째, 새로운 관할권 및 제도의 도입 여부의 문제이다. 우선, 추상적 규범통제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구체적인 사건을 계기로 삼지 않고 추상적으로 규범의 위헌
여부를 심판할 수 있는 제도로서 기본권을 사전예방적으로 보장하며 객관적 헌법질서를 보
장하는 유용한 제도이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국회에서의 법률 통과가 부드럽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특히 소수파가 추상적규범통제를 헌법재판소에 청구하여 헌법재
판소로 하여금 심판대상에 대한 형식적 및 실질적 심사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헌법질서 수
호·유지를 도모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독립된 헌법재판제도를 가진 나라에서 추상적규
범통제는 당연히 채택하고 있는 제도이다.252) 다음에, 헌법기관을 구성하는 선거인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대한 소송은 헌법재판소가 관할하는 것이 마땅하다. 헌법재판소가
존재하는데 헌법기관의 구성에 관한 선거소송을 헌법재판소가 관할하지 않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 더불어 국가안위에 관계되는 중요한 정책에 대해 행해지는 국민투표에 관한
소송도 정치적 영향력을 고려할 때 헌법재판소가 관할하는 것이 마땅하다. 다음에, 조약이
국제법상 효력을 발휘하기 전에 헌법재판소가 그 합헌성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도 필요하다. 다음에, 대통령 유고시 이에 대한 확인권한을 헌법재판소에 부여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다음에, 헌법재판의 정당성을 위하여 예비재판관제도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

252) Rainer Wahl(김백유역), 헌법재판제도의 유형, 헌법학연구 제8권 제4호, 2002. 12, 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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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12조
조홍석
제112조
①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③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탄핵 또는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
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Ⅰ. 기본개념과 입헌취지
헌법 제112조 제1항은 헌법재판관의 임기와 연임제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공직근
무에서 임기제도란 법률이 정하는 사유가 없는 한 임기동안 그 직에서 해임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하여 임기를 두는 것은 임기동안에 재판관의 신분
을 보장하여 재판의 독립성과 동시에 그 임기 이후에 헌법재판의 책임성을 실현하고자 함
에 그 목적이 있다.1) 임기제도는 재판관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재판의 독립성 유지와 관
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재판관이 재판의 결과에 따라 임명권자인 대통령이나 국
회 등의 조치에 의해 그 직의 계속 근무여부가 결정된다면 헌법재판은‘인사권자’
나 외부
의 힘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그 결과 공정성과 객관성을 상실한 헌법재판
이 되고, 헌법질서는 특정인 또는 특정세력의 이해관계에 좌우될 수 있다.2) 뿐만 아니라
재판관에 대한 임기제도는 일정한 기간마다 재판관으로서의 적합성을 가지는지를 심사하

1) 정종섭, 헌법소송법(5판), 박영사 2008, 48.
2) 정종섭,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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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적합성을 가지지 않는 자를 재판관의 직에서 객관적으로 배제시키는 기능도 한다.3) 임
기제도는 재판관의 독립성, 헌법재판의 전문성, 책임성 등을 실현시키는데 기여한다. 헌
법재판소 재판관을 연임할 수 있게 하는 것은 헌법재판의 계속성을 유지하고, 아울러 축
척된 경험을 지속적으로 유지함으로써 헌법재판의 전문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다.
헌법 제112조 제2항은 재판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다. 재판관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하여 재판관은 재판에 영향을 미칠 다른 공직을 맡거나 영리행위 또는
정치적·사회적 활동을 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 이해관계의 충돌을 회피하고 정치적·사
회적 영향력 등을 배제하여 헌법재판의 공정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헌법재판관
은 겸직과4) 파견근무5)가 제한되고 영리행위6)도 금지된다. 즉,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국가
공무원으로서의 임기중 다른 임명직 또는 선출직 공직을 겸할 수 없으며, 금전적 대가를
받는 사적인 활동도 금지된다. 그러나 명예직 활동은 허용된다고 하겠다.7)8) 따라서 변호
사가 재판관으로 임명된 경우에는 임기 중 변호사 업무는 정지된다.
헌법 제112조 제3항은 헌법재판관의 신분보장에 관한 규정이다. 재판관의 신분을 보장
하기 위하여 헌법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재판관을 파
면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하고 있다. 동규정은 탄핵이라는 제도를 통하여 재판관의 권력
행사를 통제하고자 함과 동시에 탄핵이나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헌
법재판관을 파면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재판관의 신분을 보장하는 기능을 한다.9)10)

3) 정종섭, 49.
4) 헌재법 제14조; 지자법 제35조 제1항 제2호; 제96조 제1항 제1호; 공선법 제53조 제1항 제1호.
5) 정종섭, 51 참조.
6) 정종섭, 52 참조.
7) 그 이유는 주로 권력분립의 원칙을 준수하고 재판관으로서의 직무수행능력을 침해받지 않도록 함에 있다.
8) 문흥수·신봉기, 세계각국의 헌법재판제도, 도서출판 삼선 1994, 78.
9) 정종섭, 50 참조.
10) 헌법재판소법 제8조는 헌법 제112조 제3항을 다시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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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혁
1948년 헌법에서는 헌법위원회를 두어 위헌법률심판을 담당하게 하고(헌법 제81조),
탄핵심판에 대해서는 헌법위원회와 별도의 기관인 탄핵재판소를 따로 두었다(헌법 제47
조). 헌법위원회는 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여 대법관 5인과 국회의원 5인의 위원으로 구
성되었고, 헌법위원회에서 위헌결정을 할 때에는 위원 3분지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
다. 탄핵재판소는 부통령을 재판장으로 하여 대법관 5인과 국회의원 5인의 심판관으로
구성되었다. 단, 대통령과 부통령을 심판할 때에는 대법원장이 재판장의 직무를 행한다.
탄핵판결은 심판관 3분지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탄핵판결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
에 그친다. 단,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되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헌법 제79조). 헌법위
원회법 제6조에 따르면 위원과 예비위원의 임기는 대법관인 자는 4년, 국회의원인 자는
그 임기중으로 한다. 그러나 임기중 국회의원 또는 대법관을 퇴임하였을 때에는 당연히
퇴임한다.11)
1960년 헌법에서는 그 동안 헌법위원회가 그 역할과 활동에서 기대한 만큼의 효과를
얻지 못하였던 점을 고려하여 헌법위원회 대신 헌법재판소를 두어 법률의 위헌여부심사,
헌법에 관한 최종적인 해석, 국가기관간의 권한쟁의심판, 정당해산심판, 탄핵심판, 대통
령·대법원장·대법관의 선거에 관한 소송을 담당하였다. 이 당시의 헌법재판소는 현재의
헌법재판소와 그 역할이 거의 비슷한 상설기관으로서 현대적인 헌법재판의 모습을 갖추
었다고 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대법원, 참의원이 각3인씩 선임하는 9인의 재
판관으로 구성되었고, 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고 2년마다 3명씩 교체하였다. 법률
의 위헌판결과 탄핵판결은 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헌법 제83조의 4). 60
년 헌법의 특징은 헌법재판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일시적 교체를 지양하고 2년마
다 1/3씩 교체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1960년 6월 헌법과 11월 헌법은 4. 19 이후에 분
출된 민주주의에 대한 기대와 열기가 투영되어 만들어진 헌법이다. 헌법재판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었다(헌법 제83조의 4
제4항). 아울러 헌법재판관은 모든 공·사직에 취임하거나 영업에 종사할 수 없었다. 또한
심판관이 겸할 수 없는 직에 취임한 때에는 당연히 퇴직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헌법재

11) 탄핵재판소법 제6조에 따르면 심판관의 임기는 대법관인 자는 4년, 국회의원인 자는 그 임기 중으로 한
다. 그러나 임기 중 국회의원 또는 대법관을 퇴임하였을 때에는 당연히 퇴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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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소법 제4조). 그러나 헌법재판소법이 공포된 후 1개월 만인 - 헌법재판소가 채 구성되
기도 전에 - 1961년 5월 16일 5·16군사쿠데타가 발생하였다. 1960년 헌법에서 도입된
헌법재판제도는 매우 발전된 내용을 갖추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빛을 보지 못하였다.
1987년 헌법에 와서야 비로소 유사한 수준의 재판제도가 등장하였다고 하겠다.
1961년 군사쿠데타를 주도한 세력에 의하여 등장한 1962년 헌법은 따로 헌법재판기관
을 두지 아니하고 대법원으로 하여금 위헌법률심판과 정당해산심판, 선거소송심판을 하
도록 하였고, 탄핵심판은 탄핵심판위원회가 맡도록 규정하였다. 미국식 민주주의를 한다
는 미명하에 종래의 헌법재판소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였다. 대법원에서는 법령 등의 위
헌여부심사와 정당해산판결만 하도록 하고(제102조), 탄핵심판은 탄핵심판위원회가 맡
았다(제62조). 대법원은 대법원장과 대법원판사로 구성되었다(헌법 제99조). 탄핵심판위
원회는 대법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대법원 판사 3인과 국회의원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
였다. 다만, 대법원장을 심판할 경우에는 국회의장이 위원장이 된다.12) 탄핵결정에는 구
성원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제62조).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이며 연임할 수 없
었다. 나머지 법관의 임기는 10년이며 연임될 수 있었다(제100조 제2항). 법관의 정년은
획일적으로 65세였다(제100조). 법관은 탄핵 또는 형벌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않으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 감봉 또는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하는 신
분보장을 받았다(제101조)
박정희 정부는 민족통일과 한국적 민주주의를 내세우면서, 장기집권을 위한 헌법개정
을 시도하였다. 이른바‘10·17 비상조치’
(유신조치)를 통하여 - 박정희 대통령을 계속
연임할 수 있게 하고 동시에 권력을 대통령에게 집중시키는 - 헌법개정을 시도하였고 그
결과 1972년 헌법(
‘유신헌법’
)이 나타나게 된다. 헌법재판과 관련하여서는, 1960년 헌법
이래 없어진 헌법위원회를 부활시켜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을 맡게 하였
다. 헌법위원회는 9명의 위원으로 이루어졌는데 구성면에서는 헌법위원회에의 위원 중
대통령이 임명하는 위원장과 상임위원 1인이 있을 뿐 나머지는 모두 비상임명예직으로서
명목상의 설치였다.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6년이며,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12) 탄
 핵심판법 제10조 (심판위원) ①대법원판사인 심판위원은 대법원판사회의에서, 국회의원인 심판위원은
국회에서 각각 선출한다. ②심판위원회에 8인의 예비심판위원을 두되 그중 3인은 대법원판사회의에서, 5
인은 국회에서 각각 선출한다.③국회의원인 심판위원 및 예비심판위원은 국회가 총선거후의 첫 집회에서
각교섭단체의 소속의원의 비율로 선출한다. ④예비심판위원은 심판위원중 궐원이 생기거나 사고로 인하
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심판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직무를 행한다.⑤심판위원 및 예비심
판위원의 임기는 대법원판사인 자는 4년, 국회의원인 자는 그 임기중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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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었다. 또한 탄핵 또는 형벌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않았다(제110조).13)
1980년 헌법은 1972년 헌법에서와 같이 헌법위원회를 구성하여 위헌법률심판, 탄핵심
판, 정당해산심판을 담당하게 하였다(제112조).14) 헌법위원의 임기는 6년이며 법률이 정
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이 가능하였다. 헌법위원회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
할 수 없었으며, 탄핵 또는 형벌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않았는데, 그 자격은 법
률로 정하였다(제113조).15)
6월 항쟁의 결과 나타난 1987년 헌법에서는 - 헌법위원회나 대법원을 통한 국민의 기
본권 보호가 충실하지 못하였던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 1960년 헌법에서 나타났던
헌법재판소제도를 다시 도입하였다.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
판, 권한쟁의심판은 물론이고 처음으로 헌법소원심판을 담당한 권한이 부여되었다. 헌법
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헌법
재판소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제112조).16)

13) 헌
 법위원회법 제4조 (위원의 임명) ①헌법위원회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제1항의 위원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③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중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대통령은 임기만료 또는 결원된 날로부터 30
일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국회에서 선출하여 대통령이 임명한 위원이 국회의 해산이나
폐회 또는 휴회중에 그 임기가 만료되거나 결원이 된 때에는 국회는 다음 집회가 개시된 후 30일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 대통령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대통령은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임명한다.
제5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 다만, 임기중 결원된 위원의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14) 대
 법원이 헌법위원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려면 대법원판사 전원의 3분의 2이상으로 이루어진 합의체
에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만 헌법위원회에 제청할 수 있게 함으로써 위헌법률심판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단 1 건의 위헌법률심판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15) 헌
 법위원회법 제5조 (위원의 임기등) ①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연임될 수 있다. 다만, 임기중 결원
된 위원의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연임되는 위원의 임명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16) 참
 고적으로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이며, 중임할 수 없다. 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제1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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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입헌례와 비교법적 의의
각국의 헌법과 그에 기초한 여러 제도들은 개별국가의 정치적·역사적·사회적 환경에
따라 각기 다른 모습으로 전개된다. 그러나 헌법재판제도가 제2차 세계대전을 겪은 유럽
에 있어서 독재에 대한 반성의 결과로서 도입된 것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는다. 국가
마다 헌법재판관 선출 및 임명제도가 같지 않음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나 다른 한편으로는
민주적 정당성이라는 국민주권사상을 공통점으로 하고 있음도 부인할 수 없다.17) 따라서
우리나라 현행 제도의 장단점을 검토하기 위하여 각국 헌법재판제도의 차이점과 공통점
을 비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헌법재판을 담당하는 재판관의 임기와 연임 및 신분
보장 등에 관하여 살펴본다면 다음과 같다.
독일의 헌법재판소는 2개의 재판부로 구성되어 있고, 각 재판부는 각 재판부의 재판장
이 되는 연방헌법재판소장과 부소장을 포함하여 8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전
체정원은 16인이 된다(연방헌법재판소법 제2조 제1항, 제2항). 재판관들은 12년의 임기
로 선출된다. 재판관의 정년은 68세이며 독립성보장을 위해 연임과 중임은 금지되어 있
다(헌법재판소법 제4조).18) 모든 재판관은 재판관직을 주된 직무로 활동하여야 한다.19)
그러나 대학교수로서의 활동은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재판관으로서의 임무가 대학교수로
서의 직무에 우선한다(헌법재판소법 제2조, 제3조 및 제4조).20) 헌법재판소 재판관이“불
명예스러운 행위로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6월 이상의 자유형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또
는 그 직에 머무를 수 없는 의무위반을 범한 경우”내지“장기간에 걸쳐 직무수행 능력이
없어 퇴직시키는 경우”
에 재판관 전원회의는 - 재판관 2/3의 찬성으로 - 연방대통령에
게 그 재판관을 파면할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105조)
오스트리아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장, 부소장, 6인의 헌법재판관 및 3인의 예비재판
관을 연방대통령이 연방정부의 제청에 의해 임명하도록 헌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임기제
없는 70세 정년규정을 두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선출·임명된 재판관 중에서 다시 3년 임
기로 3년의 상임재판관을 선출한다. 헌법재판소장은 상임재판관이 될 수 없지만 부소장은

17) 문흥수·신봉기, 13.
18) 클라우스 슐라이히(정태호 역), 독일헌법재판론, 미리 2001, 63.
19) 독
 일법관법 제4조 참조. 그러나 헌법재판관이 다른 직업적 활동으로 인하여 재판관으로서의 직무수행력
을 침해받는 경우에만 당해 재판관은 재판관으로서의 직무를 위반하게 된다(문흥수·신봉기, 78 참조).
20) 클라우스 슬라이히(정태호 역),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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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재판관으로 임명될 수 있다. 상임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을 때에는 헌법재판소장이 그
결원된 상임재판관을 임명한다(헌법재판소법 제2조 제1항, 헌법재판소직무규칙 제8조).21)
헌법재판소장, 부소장, 주심재판관을 제외한 모든 재판관은 비상임이라 할 수 있으므로 본
직을 계속수행할 수 있으나, 연방정부 또는 주정부의 구성원이나, 연방의회의 상원·하원
의원 기타 일반적 대표기관의 구성원(지방의회의원)이 될 수 없다. 또한 정당의 당원이나
기타 직원도 재판관이 될 수 없다(헌법 제147조 제4항). 이러한 겸직이 금지되어 있는 직
중 어느 하나에라도 최근 4년 동안 종사한 사실이 있는 자는 헌법재판소장과 부소장에 임
명될 수 없다(헌법 제147조 제5항)22)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정년으로 퇴직하는 외에 사망,
국적상실, 형법(제27 제1항 및 제74조)에 의한 법원의 재판결과에 따라 면직된다. 헌법재
판관 또는 예비재판관이 충분한 소명없이 심리를 위한 재판관 회의의 소집에 3회 연속하
여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관의 자격이 상실된다(헌법 제147조 제7항)23)
미국의 연방대법원은 종신임기의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된다. 대통령이 연방대법관을
지명하면 상원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인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 재판관
의 정원에 대한 헌법규정이 없으며, 다만 관례적으로 9인의 대법관으로 구성되어 왔다.24)

Ⅳ. 다른 조문과의 체계적 관계
헌법재판관의 임기와 연임제도는 헌법재판기관의 구성원리와 깊은 관련성을 가진다.
즉,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무엇보다 우선시되어야 할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지
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헌법재판소는 -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위헌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 등의 제도를 통하여 - 헌법을 보호하고 개인의 인권을 보장하
며, 권력을 통제하는 기능을 한다. 따라서 헌법재판관은 그에 상응하여 민주적 정당성을
지녀야 하고, 전문성도 요구된다. 뿐만 아니라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25) 특히

21) 문흥수·신봉기, 19.
22) 문흥수·신봉기, 24.
23) 이밖에 헌법재판소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헌법재판관 및 예비재판관은 겸직금지규정위반, 자격상실요건
존재 등의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의해 면직될 수 있다(문흥수·신봉기, 26).
24) 문흥수·신봉기, 49.
25) 남복현, 헌법개정시 헌법재판을 포함한 사법구조의 개편방향, 헌법학연구 12-5(2006. 12), 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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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권자와의 독립성 유지 여부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밖에 정치적 중립성도 헌법재
판기관의 중요한 구성원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헌법재판관의 정년제도도 헌법재판관의 임기와 연임제도와 관련하여 체계적 관
련성을 가진다. 즉, 정년제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의 임기제도와 연임제도의 중요성은
정년제도가 존재하는 경우의 그것보다 덜 중요한 헌법적 의미를 가지는 것이라 할 수 있
기 때문이다. 우리 헌법에는 명문규정이 없으나 헌법재판소법에서 헌법재판관의 정년을
65세, 헌법재판소장의 정년을 70세로 정하고 있다(법 제7조 제2항). 재판관의 정년제도
는 재판관이 일정한 연령에 이르면 퇴직하게 하는 제도이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노화를
방지하고 신진대사를 촉진하는 기능을 한다. 임기제도가 없이 정년제도만 두는 경우 법이
정하는 사유가 없는 한 - 재판관은 재직여부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어 - 재판관의 독
립이 강하게 보장되지만 책임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Ⅴ. 규범적 내용, 개념과 원리에 대한 판례 및 학설
1. 서론
헌법재판에 있어 독립성의 원칙은 사실 민주적 정당성의 원칙과 전문성의 원칙과 체계
적 관련성을 가지는 원칙이기도 하다. 이들 두 원칙이 지향하는 헌법재판소 구성에 있어서
다양성의 요청은 특정세력이 헌법재판소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헌법
재판소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자 함에 있다.26) 헌법재판에 있어서도 가장 철저하게
관철되어야 하는 것이 헌법재판기관의 독립성의 원칙이다. 헌법재판소의 경우에 법관에게
적용되는 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
다”
)와 같은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헌법재판의 독립은 헌법재판제도의 본질상
당연히 도출되는 원칙이다.27) 그러나 헌법재판은 결국 재판관에 의하여 이루어지므로 재
판관의 임명과 관련하여 심판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또한 필수적으로 요청

26) 김종철, 헌법재판소 구성방법의 개혁론, 헌법학연구 11권 제2호, 2005. 6. 19.
27) 법
 관자격을 헌법재판관 자격의 전제요건으로 하고 있는 현행 헌법(제111조 제2항) 하에서는 더욱 그러하
고, 헌법재판소법은 명시적으로 이를 확인하고 있다(제4조). 정종성, 42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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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28) 현행 헌법은 재판관의 임기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12조 제1항).

2. 헌법재판소장의 임기 및 연임의 문제
헌법 제111조 제4항은“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
이 임명한다”
라는 규정만 있을 뿐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나 중임여부 등에 관해서는 전혀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제기되는 문제는 첫째, 후임자의 임기가 잔여임기 동안 만인지 아
니면 새로운 6년의 임기가 시작되는지의 여부이다.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이고 중임할
수 없다. 그러나 현행 헌법 및 헌법재판소법에는 헌법재판소장의 임기와 연임가능여부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 따라서 헌법 제112조에서 제기되는 쟁점은 첫째, 재판관 중에
서 임명되는 헌법재판소장이 얼마간의 임기로 임명되는 것인지가 문제된다. 여기에 대하
여는 6년임기개시설과 잔여임기설의 논쟁이 있다.29) 전자의 견해는 대통령이 재임중인
재판관 중에서 국회의 동의를 얻어 헌법재판소의 장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헌법에 헌법
재판소의 장의 임기를 따로 6년으로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재판관의 잔여임기 동안만
헌법재판소의 장으로 재임한다고 이해하는 것이다.30) 그러나 후자의 견해는 마찬가지로
헌법재판소장의 임기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6년으로 하는 것도 가
능하다고 한다. 헌법재판관 중에서 헌법재판소장이 임명될 경우 그 임기를 잔여임기로 한
정한다는 것은 새로운 헌법재판소장의 잔여임기를 지나치게 짧게 함으로써 헌법재판소의
안정성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31) 설득력이 높은 후자의 입장에서 임
기 중 재판관 결원에 의한 후임자의 임기는 새로이 임기가 시작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경우 명시적 규정을 통하여 입법적 불비를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32)

28) 김종철, 17.
29) 오시영,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임명파동과 사법적 효력에 관한 연구, 법학논총 17(2007. 2), 숭실대 법학
연구소, 13 참조.
30) 허영, 헌법소송법론, 박영사 2009, 111 참조.
31) 오시영, 14 참조.
32) 독일의 경우에는 재판관이 그 직에서 물러나는 경우에는 그 퇴임자를 선출했던 기관에서 1개월 이내에 그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는데 그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이 아니고 선출된 때로부터 12년이라
고 규정하고 있다(헌법재판소법, 제5조 제3항)(김종세, 헌법재판소 재판관 구성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
안, 법학연구 22, 3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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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현행 헌법이나 헌법재판소법은 임기에 관한 규정은 물론이고 헌법재판소장의 중
임여부에 대한 어떠한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 이 경우 헌법재판소장의 연임 또는 중임의
문제가 쟁점이 될 수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어떠한 해결의 가능성도 찾을 수 없다. 명시적
규정이 필요한 입법의 불비라고 하겠다.33) 명문의 제한규정이 없음을 이유로 중임이 가능
하다고 볼 수 있는지 아니면 6년 1회 단임이라고 이해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견해가 나
누어져 있다. 한 견해는 대법원장의 중임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체계 및 그 동안 제1기 내
지 제3기까지의 헌법재판소장이 모두 6년 단임으로 퇴임한 것에 비추어 6년 1회 단임이
라고 주장한다.34) 그러나 다른 견해는 명문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헌법재판소장
의 임기가 끝난 경우 당해 헌법재판소장이 소장 또는 재판관으로 다시 임명될 수 있는 가
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고 한다.35) 대법원처럼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달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헌법재판소장도 9명의 재판관 중
의 한 명으로 대통령이 이를 임명한다는 점에서 헌법재판소장의 임기 및 연임의 문제는
대법원장과 대법관과의 관계와는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36) 양쪽의 견해 모
두 나름대로의 설득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하여 헌법재
판소장의 임기 및 중임여부에 대한 명문의 규정을 입법화하여야 할 것이다.

3. 재판관 결원시 후임자의 임기문제
현행 헌법재판소법 제6조 제3항은“임기중 재판관이 결원된 때에는 결원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관이 국회에 의하여 선
출된 경우 또는 대법원장에 의하여 지명된 경우 등에 관계없이 그 만료일로부터 30일 이
내에 선출·지명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을 완료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결원된 날
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적임자를 물색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33) 양
 건·김문현·남복현, 헌법재판소법의 개정방향에 관한 연구용역보고서, 헌법재판연구 10, 헌법재판소
1999. 10; 김종세, 헌법재판소 재판관 구성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법학연구 22, 31; 고문현, 헌법재
판소 구성에 관한 개선방안 - 헌법재판관 선출을 중심으로 -, 헌법학연구 11-4(2005. 12), 385 참조.
34) 오시영, 15 참조.
35) 특
 히 대법원장의 중임을 금지한 헌법 제105조를 문자해석하면, 헌법재판소장의 연임 내지 중임의 가능성
은 열려있다고 하겠다.
36) 정
 종섭, 헌법소송법(5판), 박영사 2008, 48; 오시영,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임명파동과 사법적 효력에 관
한 연구, 법학논총 17(2007. 2), 숭실대 법학연구소, 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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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궐석의 여지를 발생할 수 있다. 중요한 사안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가 내리는 결
정은 6명 이상의 찬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재판업무의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 독일의
경우는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행하게 하
고 있으며(헌법재판소법 제4조 제4항), 오스트리아의 경우에는 헌법재판관의 궐위시 그
직을 대신 수행하도록 예비재판관제도를(6인) 두고 있다.37) 그러나 프랑스의 경우처럼 재판업무의 계속성·신속성을 위하여 - 그 임명기한을 단축하는 방안38)은 헌법재판관의
자격을 갖춘 적임자를 모색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기한이 - 경우에 따라서는 법에 규
정된 것보다 - 장기화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4. 재판관의 정치적 중립성
제2항이 재판관으로 하여금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것도 헌법재판이 정치의 소용돌이 속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헌법재판소법도
이를 다시 확인하면서 제9조에“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은 최고규범인 헌법에 대하여 유권적 판단을 내리고 개인의 기
본권 보장과 국가권력 통제라는 중대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회적 영향력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그 결과 헌법재판관에게는 고도의 독립성·정치적 중립성이 요구
된다. 헌법재판관의 정치적 중립성은 궁극적으로 헌법재판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
도적 장치라고 하겠다. 현행헌법은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하여 제2항에“헌법재판소 재
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다. 정치적 중립성에 관
한 요청은 재판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특정집단이나 특정 정당의 이익을 위하여 심판하여
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헌법재판관에게는 정치적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
하여 객관적으로 헌법을 해석하여 공정한 재판을 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취지의 제2항은 현실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재판관 자신의 정파성 문제와 실질적 임명권
자와 임명된 재판관 사이에서의 이념 내지 가치의 동질성이 그것이다. 재판관이 실질적
임명권자와 이념 내지 가치의 동질성을 유지하고 있음이 당연한 귀결이라 한다면 재판관

37) 김종세, 32 참조.
38) 자세한 내용은 정재황,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헌법재판절차상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 공법연구 22-2.
1994. 6. 53; 김종세, 3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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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파성을 오히려 전제로 함이 타당하다.39) 어떤 재판관이 사실상 특정정파의 추천으로
임명되었다 할지라도 임명이후에 그 정파의 이해관계에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극히 예외적이라 하겠다. 특히 헌법재판관의 연임을 인정하
고 있는 현행 헌법의 틀 안에서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헌법재판관이 정파성을 가진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그로 인하여 야기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거나 또는 오히려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고려함이 타당하다.40)

5. 재판관의 신분보장·겸직금지
제3항은“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탄핵 또는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관의 신분보장과 관련하여 탄핵이 문제되는 경
우 헌법재판소 스스로 심판한다. 누구도 자신의 심판관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 문제는 있
지만 헌법재판의 성격상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41) 이 밖에도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당
연히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직무와 관련하여 일체의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재판관을 강제로 휴직하게 할 수 없다.42) 또한 헌법에는 재판관의 강제퇴직에 관
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헌법재판관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강제퇴직하게 할 수는 없다.43)44)
헌법재판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헌법재판관은 ① 국회 또는 지방의회
의 의원의 직, ② 국회·정부 또는 법원의 공무원의 직, ③ 법인·단체 등의 고문·임원 또
는 직원의 직을 겸하는 것이 금지된다(헌법재판소법 제14조
‘ 지방자치법 제335조 제1
항).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겸직할 수 없다(지방자치법 제96조 제1항). 그러나 헌법

39) 남복현, 400.
40) 남복현, 401.
41) 정종섭, 50.
42) 정종섭, 50.
43) 법
 관의 경우에는 강제퇴직에 관한 규정(법원조직법 제47조)이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관의 경우에는 명문
규정이 없다. 그러나 헌법 제106조 제2항(법관강제퇴직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재판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관의 예에 준해서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장의 제청으로 임명권자
인 대통령이 강제퇴직하게 할 수 있다고 본다. 근본적으로는 헌법재판소법의 개정을 통하여 이러한 입법
적 불비를 해결함이 타당하다.
44) 참
 고적으로 독일의 경우에는 같은 취지를 규정하고 있지만 퇴직이 아닌 휴직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독일연방헌법재판소법 제105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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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 법 등에서 금지하고 있지 않는 대학교수의 직은 겸직할 수 있다고 본다. 헌법재판
의 공정성과 신뢰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없는 반면 오히려 이론과 실무간의 상호영향을
통하여 헌법재판을 보다 성숙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45) 다만 이 경우
에도 재판관으로서의 의무가 교수의 의무에 우선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여야 할 것이다.46)

Ⅵ.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
1. 독립성 원칙과 임기제·연임제
현행 헌법은 재판관의 임기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12조 제1항). 여기서 쟁점은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 하나는 임기 6년이 적절한 것인가 하는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연임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하는 점이다. 우선 우리가 채택하고 있는
연임제는 헌법재판의 중립성·독립성을 확보하는데 바람직하지 못하다. 연임제도는 종래
임기동안 축척된 헌법재판의 경험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즉, 헌법
재판의 전문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다. 그러나 부정적인 측면은
헌법재판관이 사실상 연임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이다. 이는 공정한 헌법재판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47) 연임하고자 하는 재판관으로 하여금 정치적인 고려를 하
게 할 여지를 만들어 준다. 헌법재판에서 국회, 대통령, 정당, 대법원장 등 연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의 의사와 이해관계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48) 특히 연임제하에서
연임되지 아니하면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는 오해를 가져올 수 있고, 이러한 가능성은
명예를 존중하는 우리 사회에서 경시될49) 수 없는 요소라는 점에서 본다면 연임을 허용하

45) 정종섭, 51. 그러나 임기중 교수직을 휴직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허영, 109).
46) 독일연방헌법재판소법 제3조 제4항 제2문 참조.
47) 남복현, 헌법개정시 헌법재판을 포함한 사법구조의 개편방향, 헌법학연구 12-5(2006. 12), 409; 이욱
한, 헌법재판의 성격과 재판관 선출, 사법행정 33-5(1992. 5), 43, 허영, 108.
48) 문흥수·신봉기, 세계각국의 헌법재판제도, 도서출판 삼선 1994. 71.
49) 정종섭, 4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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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은 것이 오히려 재판관의 정치적 독립성을 유지하는 데 유익하다.50) 따라서 재판관
의 임기를 통한 헌법재판의 독립성 확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독일식의 단임제나 미국식
의 종신제가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51)
다음은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6년이라는 것이 적절한가의 문제이다. 민주적 정당성에
근거를 두고 있는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의 임기보다는 장기적이다. 그러나 헌법적 정당성
을 근거를 두고 통제적 권한을 행사하는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지금보다 다소 연장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전문적인 헌법재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6년의 임기는 비교적
짧은 기간이다. 특히 헌법재판관으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헌법에 관
한 전문가가 거의 없다는 한국적 상황에서는 더욱 그러하다.52)53) 미연방대법관의 종신제
54)

의 경험에서 오는‘법관의 보수화’
와 책임성의 약화라는 문제점을 고려한다면55) 단임제

가 타당하며 그 대신에 임기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56)57) 이 경우 임기를 통한 다양
성 확보라는 관점에서 9년 단임 또는 12년 담임에 매 3년마다 순차적으로 임명하는 방식
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58) 그러나 단임제의 경우에도 재판관의 책임성 확보라
는 문제는 여전히 존재한다.59)

50) 허
 영, 108; 김종철, 22; 차병직,“헌법재판소 재판관선임방식의 재검토”
, 인권과 정의, 제218호((1994.
10), 13 참조.
51) 헌
 법 제112조 제1항에(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 따르면, 연임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상세히 규정하
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헌법재판소법(제7조 제1항)은 단지“연임할 수 있다”
고만 규정하고 있다. 따
라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연임의 요건”
방식”
절차 등에 관한 상세한 규정이 요구되어 진다.(정재황,“헌법재
판소의 구성과 헌법재판절차상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
, 공법연구 22-2(1994. 6), 52).
52) 남복현, 410; 허영, 108; 문흥수”
신봉기, 73이하 참조.
53) 미국 연방대법관과 독일 연방헌법재판관의 임기에 대하여는 김종철, 33 〔표10〕참조.
54) 미국 사법법 제371조에서 제376조 참조.
55) 정종섭, 49; 허영, 헌법소송법론, 박영사 2009, 108 참조.
56) 오
 스트리아는 임기제 없는 정년제(70세)를 가지고 있다(헌법 제147조 제6항). 독일의 재판관의 단임제로
서 임기 12년이며 정년은 68세 달하는 달의 마지막 날이다(연방헌법재판소법 제4조 제1항 내지 제3항).
스페인에서는 연임이 허용되지 않고 재판관의 임기는 9년이고 3년마다 1/3씩 교체한다. 이탈리아 재판관
의 임기는 9년이고 연임이 금지된다. 여기에 관하여 양건 ” 김문현 ” 남복현,, 19; 이욱한, 43; 고문현,
393; 임지봉, 새정부의 법원개혁의 과제들, JURIST 388(2003. 1), 21; 정종섭, 49 등 참조.
57) 헌
 법에는 명문규정이 없으나 헌법재판소법에서 헌법재판관의 정년을 65세, 헌법재판소장의 정년을 70세
로 정하고 있다(헌법재판소법 제7조 제2항).
58) 순
 차적 임명하는 방식을 통하여 특정 대통령에게 많은 재판관 임명의 기회가 발생하는 것을 통제할 수 있
고 또한 재판의 영속성을 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59) 김종철, 23.

법원 등에 관한 장 (제101조부터 제130조까지)

345

제
6
장
헌
법
재
판
소

2. 임기제와 정년제의 모순
우리 헌법재판소는 임기제도와 정년제도를 동시에 둠으로써 재판관의 독립을 보장함과
동시에 헌법재판의 책임성을 보장하고 있다.60) 정년제를 전제로 하는 현행의 단임제는 다
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의 정년에 차등을 두
는 것은 합리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 단임제를 전제로 한다면 재판소장과 재판관 사이에
차등을 두지 않고 70세로 하는 방안이 타당하다.61) 둘째, 현행의 정년제도는 임기제도와
그 취지상 상호모순적이다. 즉, 정년제는 체력과 정신상태 등이 일정한 나이에 들면 그
직무를 수행하기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일반적 기준을 정한 것인데, 헌법
재판관은 개별적으로 선임되고, 또한 임기제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헌법재판관에 대하여
정년제를 두는 동시에 임기제를 규정하는 것은 원래의 취지에서 볼 때 상호모순적이라 할
수 있다.62)

Ⅶ. 관련문헌
고문현, 헌법재판소 구성에 관한 개선방안 -헌법재판관 선출을 중심으로 -, 헌법학연
구 11권 제4호, 2005. 12.
김종세, 헌법재판소 재판관 구성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법학연구 22.
김종철, 헌법재판소 구성방법의 개혁론, 헌법학연구 11권 제2호, 2005. 6.
남복현, 헌법개정시 헌법재판을 포함한 사법구조의 개편방향, 헌법학연구 12권 제5호,
2006. 12.
문흥수·신봉기, 세계각국의 헌법재판제도, 도서출판 삼선 1994.
양 건·김문현·남복현, 헌법재판소법의 개정방향에 관한 연구용역보고서,
헌법재판연구 10, 헌법재판소 1999.

60) 정종섭, 49 이하.
61) 양
 건”
김문현”
남복현, 헌법재판소법의 개정방향에 관한 연구용역보고서, 헌법재판연구 10, 헌법재판소
1999. 19; 오스트리아 재판관의 정년은 70세, 독일 재판관의 임기는 12년이고, 정년은 68세이다(헌법재
판제도의 이해(요약), 법원도서관 2002, 2 이하 참조).
62) 오호택, 헌법소송법(제4판), 동방문화사 200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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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시영,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임명파동과 사법적 효력에 관한 연구, 법학논총 17
(2007. 2), 숭실대법학연구소.
오호택, 헌법소송법(제4판), 동방문화사 2006.
이욱한, 헌법재판의 성격과 재판관 선출, 사법행정 33권 제5호, 1992. 5.
임지봉, 새정부의 법원개혁의 과제들, JURIST 388, 2003. 1.
정재황,“헌법재판소의

구성과 헌법재판절차상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
, 공법연구
22-2. 1994. 6.
정종섭, 헌법소송법(5판), 박영사 2008.
차병직,“헌법재판소

재판관선임방식의 재검토”
, 인권과 정의, 제218호, 1994. 10.
클라우스 슐라이히(정태호 역), 독일헌법재판론, 미리 2001.
허 영, 헌법소송법론, 박영사 2009.
헌법재판제도의 이해(요약), 법원도서관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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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13조
권영호
제113조
①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
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② 헌법재판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심판에 관한 절차, 내
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③ 헌법재판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Ⅰ. 기본개념과 입헌취지
1. 헌법재판 및 규칙제정권의 의의
가. 헌법재판과 심판절차의 의의
헌법재판이란 헌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 헌법규정의 의미에 관한 다툼이 발생할 경
우, 권위 있는 국가기관이 어떤 내용이 헌법에 합치하고 무엇이 헌법에 위반되는 지를 판
단하고, 헌법에 위반되는 행위와 그로 인하여 나타난 현상을 제어하기위한 사법작용이다.
헌법은 국가의 근본법으로서 국회나 행정부가 제정한 법률·명령 등의 내용은 헌법에 위
반되어서는 안 되며, 대통령을 비롯한 행정부와 입법부 및 재판업무를 담당하는 사법부
등 모든 국가기관이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헌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러나 무엇이 헌
법의 뜻인지에 대하여 국가기관 상호간 또는 국가기관과 국민 사이에 서로 의견이 달라
다툼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러한 다툼을 해결하여 국가의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 재판이 바
로 헌법재판이다.1)

1) 서보건,“한국 헌법재판소의 현황과 전망”
, 공법학연구 제7권 제3호, 한국비교공법학회, 2006.8, 204; 허
영, 한국 헌법론, 박영사, 2009, 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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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헌법 제113조 제1항에서는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시 심판정족수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의 심판정족수
에는 심리정족수와 결정정족수가 있다. 심리정족수란 헌법재판사건을 심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족수를 심리정족수라고 한다. 헌법재판사건을 심리하기 위해서는 재판관 7인
이상의 참석이 필요하다.2)

나. 헌법재판소 규칙제정권의 의의
헌법재판소규칙이라 함은 헌법재판소가 헌법 제113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심판에 관한 절차,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하여 제정하는 사법입
법을 말한다. 헌법이 헌법재판소에 대하여 규칙제정권을 인정하는 취지는 헌법재판소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사항은 헌법의 현실에 정통한 헌법재
판소로 하여금 스스로 제정하게 함으로써, 헌법재판의 실정에는 규칙을 제정하려는 데에
있다.3)

2. 헌법재판소의 조직과 운영4)
헌법 제113조 제3항에는 헌법재판소의 조직과 운영을 법률로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
으며,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법이 제정되어 있다.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된다. 헌법재판소의 보조기관으로는 헌법재판소의 사무처리를 위한 사무
처를 둔다. 사무처에는 사무처장과 사무차장을 둔다. 또한 헌법재판소에는 헌법재판소규
착으로 정하는 수의 헌법연구관과 헌법연구관보 및 헌법연구위원을 둔다.

2) 허영, 헌법소송법론, 박영사, 2008, 125.
3) 권
 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1189; 헌법재판소의 규칙제정권의 법적 성격과 연혁의 자세한 내용은 헌법
제108조의 법원의 규칙제정권을 참조하면 될 것이다.
4) 곽순근,“헌법재판상 심판정족수의 원리와 그 운영의 실제”
, 고시연구 통권 350호, 고시연구사, 200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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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혁5)
1. 제1·2공화국의 역사
우리나라 헌법재판의 역사는 1948년 헌법이 제정되면서부터 시작된다.6) 1948년 건국
헌법은 헌법위원회 제도를 도입하여 헌법재판을 관장하게 하였다. 당시 헌법위원회는 주
로 위헌법률심판을 담당하였다.7) 헌법위원회는 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여 대법관 5인과
국회의원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1950년부터 업무를 시작하여 10년 간 6건의 위
헌법률심판사건을 처리하였다. 헌법위원회에서 위헌결정은 현행헌법과 마찬가지로 6인
이상의 찬성을 얻도록 규정되었었다. 그러나 헌법위원회에는 규칙제정권이 없었고 헌법
위원회법과 대통령령으로 심판에 관한 절차, 내부규율, 사무처리, 사무국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규정되었다.
1960년 제2공화국 헌법은 건국헌법의 헌법위원회제도를 없애고 헌법재판소제도를 도
입하였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법이 제정되었고,8) 새로운 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심판,
권한쟁의심판, 정당해산심판, 탄핵재판, 선거소송심판 등을 담당하도록 규정되었다. 헌
법재판소는 제1공화국의 헌법위원회와 달리 상설기관으로 규정되었으나, 헌법재판소가
구성되기도 전에 5.16 쿠데타로 설립조차 되지 못하였다.

2. 제3-5공화국의 역사
1962년 헌법은 제2공화국 헌법과 달리 전담 헌법재판기관을 두지 아니하고 대법원에
게 위헌법률심판과 정당해산심판, 선거소송심판의 권한을 부여하였다.
1972년 소위 유신헌법은 대법원에 부여하였던 위헌법률심판권을 회수하였다. 그리고
헌법재판기관으로 헌법위원회를 설치하여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과 정당해산심판을 맡

5) 김상겸,“헌법재판소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공법학연구 제6권 제1호, 한국비교공법학회, 128.
6) 우리나라 헌법재판제도의 역사에 대하서 상세히는 정종섭, 헌법소송법, 62 참조.
7) 헌법위원회법(1950. 2. 21. 법률제100호).
8) 헌법재판소법(1961. 4. 17. 법률제6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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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하였다.9) 유신헌법은 제1공화국의 헌법과 같이 헌법위원회에서 탄핵과 위헌 결정을
6인 이상의 위원들의 찬성을 얻도록 규정하였으며, 헌법위원회에는 규칙제정권이 없었고
헌법위원회법과 대통령령으로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다.
1980년 헌법 역시 헌법위원회를 두어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을 맡게
하였다. 대법원판사 전원의 3분의 2이상으로 이루어진 합의체에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
다고 인정하는 때에만 헌법위원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수 있게 하였다.

3. 제6공화국의 역사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은 제2공화국 헌법에서 도입되었으나 실패로 끝났던 헌법재
판소제도를 재도입 하였다.10) 특히 헌법재판소제도를 도입하면서 기본권 침해를 구제하
기 위한 예외적 수단으로서 헌법소원심판제도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보호에 한층
더 나아가게 되었다.

Ⅲ. 입헌례와 비교법적 의의
1. 헌법재판제도의 유형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제도가 속한 유형은 오스트리아의 헌법재판소 및 독일의 연방헌법
재판소와 같이 독자적이고, 그리고 제도적으로 독립된 재판소를 두고 있는 경우이다. 과
거 유럽에서는 이러한 독립기관형을 채택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그 이유는 법원이 일원
화된 사법제도의 유형아래서는 헌법재판에 있어 사법부가 사실상 강력한 권한을 보유함
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었고, 따라서 새로운 시대에 있어서는 강력한 권한을 지니는 법

9) 헌법위원회법(1973. 2. 16. 법률 제2530호).
10) 1
 988. 8. 5. 법률제4107호로 제정된 헌법재판소법은 현제까지 6차례 개정을 하였다(1991. 11. 30 법
률제4408호, 1994. 12. 22. 법률제4815호, 1995. 8. 4. 법률제4963호, 1997. 12. 13 법률제5454로,
2002. 1. 26. 법률제6626호, 2003. 3. 12. 법률제68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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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에 의한 헌법재판제도의 확립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이러한 유형에 속하는
나라들로는 벨기에, 프랑스, 그리스, 이탈리아, 리히텐슈타인, 스페인, 폴란드, 포르투갈,
터키, 헝가리, 체코 그리고 러시아 및 한국 등이 이에 속한다.11)

2. 제1항의 심판정족수에 대한 입헌례12)
독일 헌법재판소의 경우 기본권의 실효, 위헌정당해산 등 피청구인에게 불리한 재판
을 하는 경우에만 재판부소속 재판관 3분의 2의 다수의 찬성을 요하고, 나머지 심판의 경
우 결정정족수를 과반수로 하고 있다.13) 그러나 미국의 경우 예외 없이 단순과반수에 의
한 결정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오스트리아의 경우 심리정족수는 원칙적으로 재판소장 혹
은 부소장이 맡게 되는 재판장14)과 상임재판관 12인 중 8인의 참석으로 심리정족수가 충
족된다.15) 특히 오스트리아 헌법재판소법 제7조 제2항은 일부사안의 경우 의장 및 4인의
재판관의 참석으로 결정권을 가지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다. 그런데 오스트리아 헌법재판
소법 제31조는 어떤 경우에든 과반수를 결정정족수로 하고 있으며 가부동수인 경우 재판
장이 최종결정권을 가지는 것으로 하고 있다. 오스트리아의 경우는 6인의 예비재판관을
둘 수 있도록 하여 재판부 결원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3. 제2항의 규칙제정권에 대한 입헌·입법례16)
오스트리아 헌법 제148조
헌법재판소의 조직의 세칙 및 심판절차는 연방 법률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11) 김
 백유 역,“헌법재판제도의 유형 독일연방헌법재판소 - 외국의 헌법재판소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
헌법학연구 제8권 제4호, 한국헌법학회, 2002, 566.
12) 양건, 헌법재판소의 재정방향에 관한 연구용역보고서, 헌법재판소, 1999.12. 38-39.
13) 독일연방헌법재판소법 제15조 3항, 제13조 1, 2, 4, 9호.
14) 오스트리아 헌재법 제1조 및 제3조 참조.
15) 오스트리아 헌재법 제7조 제1항.
16) 양건(주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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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제도는 주지하는 바와 같이 독일이나 오스트리아와 같은 대륙법계국가에서
발전되어온 제도이다. 독일헌법에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나 조직과 운영에 대한 직접
적인 규정이 없으며, 오스트리아 헌법에는 제148조에서 연방 법률에 위임하고 있다. 이
에 따라 독일연방헌법재판소법 제1조 제3항에서는 헌법재판소가 직무에 관한 규정을 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오스트리아헌법재판소법도 제14조에서 헌법재판소가
자체적으로 의사규칙을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Ⅳ. 다른 조문과의 체계적인 관계
헌법재판소의 규칙제정권은 헌법 제64조의 국회의 규칙제정권과 헌법 제108조의 법원
의 규칙제정권 및 제114조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규칙제정권과 비슷한 법적 성격을 갖
는다. 특히 헌법 제108조의 법원의 규칙제정권과는 법적인 성격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
다. 위의 규칙제정권은 헌법 제40조의 국회입법주의의 예외라고 볼 수 있으며, 법적효력
은 헌법 제95조의 행정입법권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Ⅴ. 규범적 내용, 개념과 원리에 대한 판례 및 학설
1. 헌법재판소의 일반심판절차17)
우리헌법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관해서 헌법재판소가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을 뿐, 나머지 사항은 법률로 정하게 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헌법재판소법이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를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17) 허영(주 1), 829~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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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헌법재판상 심판정족수의 원리18)
(1) 심판기관
헌법재판절차상 심판은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되는 재판부에서 행한다. 다만, 헌법소원
심판에서의 사전심사만은 재판관 3인으로 구성되는 지정재판부에서 행한다.
(2) 심판정족수
헌법재판소는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는 합의제기관이기 때문에 그 운영상 정족수의
원리를 필요로 하며, 이를 심판정족수라고 한다. 심판정족수에는 심리정족수와 결정정족
수가 있으며, 결정정족수는 다시 일반결정정족수와 특별결정정족수로 나뉜다. 특별결정
정족수를 특히 위헌결정정족수라고도 한다.
(가) 심리정족수
헌법재판소는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는데, 그 중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이 있어야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 이는 국회의 의사정족수와 비슷한 개념이며, 이를 심리정족수라
고 한다(헌재법 제23조 제1항).19)

나. 결정정족수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일반적으로 종국심리에 참석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
며, 헌법과 법률에서 별도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한
다. 전자를 일반결정정족수의 원리라 하며, 후자를 특별결정정족수의 원리라고 한다. 특
별결정정족수는 그 내용상 위헌결정을 내릴 경우에만 요구된다. 따라서 이를 위헌결정정
족수라고 부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헌법과 법률은 위헌결정정족수로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을 요하고 있다.

18) 곽순근(주 4), 17.
19)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각 8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는 두 개의 재판부로 구성되는데(독일연방헌법재판소법 제
2조 제1항), 재판부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출석으로 심리하며, 법률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최종심리에 참석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기본권실효심판, 정당해산심판, 연방대통령
이나 연방 및 주법관에 대한 탄핵심판은 재적재판관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요한다. 한편 평의결과 가부동수
인 경우에는 연방헌법재판소는 위헌이나 위법결정을 할 수 없다(독일연방헌법재판소법 제15조 제2·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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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을 요하는 위헌결정정족수는 다시 헌법상 위헌결정정족수와 법
률상 위헌결정정족수로 나누어지는데, 헌법상 위헌결정정족수가 요구되는 경우로는 법
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탄핵의 심판, 정당의 해산심판, 국가기관 상호
간·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에 관한 심판이
있으며(헌법 제113조 제1항), 법률상 위헌결정정족수로는 종전에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헌법 또는 법률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하는 경우가 있다(헌재법 제23조 제2항
제2호). 헌법재판소법상 위헌결정정족수를 요구하는 위 사안은 곧 판례변경을 의미한다.

2. 헌법재판소의 규칙제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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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규칙제정권의 의의
헌법재판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게 규정되어 있다. 헌법재판
소의 규칙제정권은 헌법재판소의 조직이나 활동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융통성을
높여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제도이다. 헌법재판소의 규칙
제정권 중에는 형식적 효력이 법규명령에 해당하는 규칙과 행정명령에 해당하는 규칙이
있다. 헌법재판소의 규칙제정권에는 일종의 법규명령제정권에 속하는 규칙제정권도 포함
되기에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도 규율할 수 있다.20) 그러므로 헌법
재판소가 제정한 규칙은 직접 국민에 대해서도 기속력을 가지므로 반드시 대외적으로 공
포해야 효력을 발생한다.

나. 헌법재판소 규칙의 제정절차와 규율대상 및 효력
헌법재판소 규칙은 재판관 회의의 의결을 거쳐 제정·개정·폐지한다. 헌법재판소가 제
정하는 규칙은 법규명령에 해당하는 심판에 관한 절차사항, 내부규율에 관한 사항, 사무
의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을 그 대상으로 한다. 재판관 회의는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그 규칙은 관보에 게재하여 공포한다.

20) 허
 영(주 2) 120; 헌법재판소 규칙제정권의 의의와 법적 성격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헌법 제108조 법원의
규칙제정권과 거의 같으므로 참조하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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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
력을 발생한다.21)
헌법재판소법에 의하면 헌법재판소 규칙으로 규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는 심판에 관한
절차 등 헌법재판소법 제12조에서 제37조에까지 규정하고 있다.

3. 헌법재판소의 조직과 운영
헌법재판소는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는 재판부와 재판관 3인으로 구성되는 지정재판
부, 재판관회의 및 재판소장 등으로 구성된다.

가. 재판부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된다(헌법 제111조 제2항).22)
재판관은 법관의‘자격’
을 갖춘 자중에서 선출될 뿐이지 법관이 재판관을 겸직하는 것은
아니며, 헌법재판소는 삼권으로부터 독립된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법관의 헌법재판소 재
판관 겸직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나. 재판관회의
재판관회의는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되며, 헌법재판소의 장이 의장이 된다. 재판관회의
는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장인 헌법재판소
의 장도 표결에 참여한다.
헌법재판소법상 재판관회의는 헌법재판소규칙의 제정과 개정 등에 관한 사항, 예산요
구, 예비비지출과 결산에 관한 사항, 사무처장 임면의 제청과 헌법연구관 및 3급 이상 공
무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과 헌법재판소장이 부의하는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 의결권을 갖는다(헌재법 제16조).

21) 권영성(주 3), 1179.
22) 참고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8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는 2개의 재판부로 구성되며 이 두 재판부는 실무적
편의를 위하여 구성되어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각각 관할권을 달리하는 상호 독립된 재
판부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재판부상호독립의 원칙」
, Senatsprinzip). 이와 같이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두
재판부는 각각 독립된 헌법재판소의 지위를 가지는데, 그러한 특징 때문에「쌍둥이재판소」
(Zwillingsgericht)
라고 불리기도 한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구성방법과 그 운영원리에 대해서는, 곽순근“독일 연방헌법재판
소의 조직과 권한”
, 법학연구 3권,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1992.3,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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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정재판부
지정재판부는 헌법소원심판의 사전심사를 담당하기 위한 기관으로 재판관 3인으로 구
성된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모두 9인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는 3개의 지정재판부가
구성된다.

라. 기타
이상에서 설명한 기관 이외에도 헌법재판소에는 헌법재판소의 행정사무를 관장하기 위
하여 사무처가 설치되며(헌재법 제17조),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보좌하기 위한 기관으로
헌법연구관 등이 설치된다(제19조 제1항). 헌법연구관 등은 헌법재판소장의 명을 받아
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조사·연구에 종사한다(제3항). 한편 헌법재판소에는 헌법재
판소장과 그 비서실이 설치되며, 서기 및 정리를 둔다(제20조·제21조).

Ⅵ.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
1. 제113조 ①항에 관한 검토
제1항의 심판의 정족수의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1항이 심리정족수를 재판관 7
인으로 규정하고, 동조 제2항은 일반결정정족수를 참여 재판관의 과반수, 특별결정정족
수를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중에서 특별결정정족수는 헌법 제
113조 제1항에 의하여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결정, 정당해산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하는 경우와 종전에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헌법 또는 법률의 해석적용에 관
한 의견을 변경하는 경우에 적용하고 있다. 여기서 문제로 논의가 되는 것은 특별정족수
를 규정하고 있는 동법 제23조 제2항의 단서조항이다. 제23조 제2항의 단서조항 중에서
도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심리 정족수를 7인으로 규정하고 있는 문항이다. 심리 정족수
를 7인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종국심리에 참여한 재판관이 7인인 경우 결정이 2인의
재판관의 반대만으로도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심판인용결정을 함에 있어 6인
이상의 찬성을 요하는 경우, 예비재판관제도를 두고 있지 않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나
친 감이 없지 않다. 따라서 심판인용결정을 법적 안정성의 요구를 넘어 지나치게 제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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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국가기관에게 우월적 지위를 인정하는 것이다.23) 또한 헌법에는 규정되지 아니하였으
나 헌법재판소법에만 절대정족수를 요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판례변경과 관련된 조항은
논리적, 기술적 문제점과 더불어 헌법재판소의 입장변화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 점은 평결방식에 관한 재판관 다수입장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판례변경과 관련한
정족수문제 때문에 재판소의 결정이 존속된 경우에서 표출된다. 정족수와 관련해서는 헌
법개정을 정족수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2항을 삭제하
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24)

2. 심판 정족수(안)25)
헌법개정을 감안하면 결정정족수를 과반수로 완화하는 방안과 절대결정정족수를 6인
에서 5인으로 낮추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또한 절대정족수를 요하는 결정의 종류를
위헌결정의 경우로만 한정하고, 나머지 심판의 인용결정은 과반수로 하자는 안도 설득력
있게 제시되고 있다. 동시에 제척 등에 의한 심판정족수의 축소가 본 조항개선문제의 관
건이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예비재판관제도를 두는 등 심판정족수가 항상 9인이 유지되도
록 하자는 안도 설득력 있게 들린다.
5인 정족수안은 6인 정족수안에서와 마찬가지로 재판관의 궐위 시나 제척제도 등의 사
유가 있는 경우, 그 불이익이 심판청구인이나 국민에게 전가되는 문제점과 권한쟁의심판
의 쟁점이 법률인 경우에 문제점이 계속 되풀이되는 문제점이 있다.
과반수안의 경우 심리정족수가 7인이므로 4인의 재판관의 찬성만으로 인용결정이 내려
지게 되어 법적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반론이 가능하다. 정족수와 관련한 문제점은 사
실 발생가능성이 그리 크지 않은 예외적인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고, 개선방안으
로 제시된 기본적인 두 안 모두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특색이 있다. 그러나 과반수안
에 대한 반론으로 제시되는 문제점은 사실상 발생가능성이 적을뿐더러 법적안정성의 문

23) 남복현,“헌법재판의 결정정족수”양승두 교수 화갑기념논문집, 1994, 989.
24) 김상겸,“헌법재판소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공법학연구 제6권제1호, 한국비교공법학회, 2005, 141.
25) 양건, 헌법재판소의 재정방향에 관한 연구용역보고서, 헌법재판소, 1999.12. 3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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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점도 재판에 관여하지 못한 나머지 두 재판관이 모두 위헌 혹은 인용결정에 반대하는
경우를 예상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법적안정성을 해치는 경우는 거의 나타나기 어렵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무난하다고 생각한다. 반면 5인안의 경우에는 현행제도의 문제점을
본질적으로 개선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채택함에 있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113조 ②항에 관한 검토
헌법기관이 제정하는 규칙 중에서 대국민적 구속력을 가지는 규칙은 법규명령에 해당
하는 규칙이기 때문에, 그러한 규칙을 제정하려면 반드시 헌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이
에 반하여 대국민적 구속력이 없을뿐더러 기관의 내부규율이나 사무처리를 위해 제정되
는 규칙은 행정명령에 해당하는 규칙이기 때문에 그러한 규칙의 제정에는 헌법적 근거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그런데 헌법 제113조 제2항을 보면 「헌법재판소는 법률에 저촉
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심판에 관한 절차,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헌법해석상 혼란을 일으킬 소지를 안고 있다. 「내부규
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은 행정명령 즉 행정내규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
한 성격의 규칙의 제정을 헌법에서 직접 규정하는 것이 헌법에서 직접적으로 규정하지 않
는 것과 효력과 운영상 아무런 차이가 없다. 말하자면 헌법 제113조 제2항은 그 점에 관
한 한 불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26)
또한 헌법 제113조 제2항은 규칙제정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규칙제정권은 어디까지나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인정될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규칙보다 상위의
효력을 갖는 법률의 제정과정에 헌법재판소가 참여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적어도
헌법재판소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헌법재판소가 참여함으로써 독
립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업무와 관련된 입법에 참
여하는 것이 입법의 합목적성을 실현하는데 유익할 것이다.27)

26) 권영성(주 3), 1189.
27)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법의 개정방향에 관한 연구용역보고서, 199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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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14조 및 제115조
-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과 권한 박종보
제114조
①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
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
④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⑤ 위원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선거관리·국민투표관리 또는 정
당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⑦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115조
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의 작성 등 선거사무와 국민투표사무에
관하여 관계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시를 받은 당해 행정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Ⅰ.기본개념과 입헌취지
대의민주주의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선거를 통한 권력의 정당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선
거의 공정성이 훼손되면 국민의 선거권이 침해될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가 달성될 수 없
다. 선거제도를 유지하는 한 선거의 공정을 확보하기 위한 선거관리는 필수적으로 요구된

헌법주석서 Ⅳ

364

다.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보장하는 공직선거법 못지않게 불의에 굴하지 않는 독립적인
선거관리기관(electoral managrment body)도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필수요소라고
할 수 있다. 우리 헌법은 선거와 국민투표를 관리하는 기관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그
산하의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를 두고, 이를 행정부로부터 독립해서 조직하고 있다.

Ⅱ. 연혁
건국헌법은 선거관리를 행정부의 권한으로 하고 이와 독립된 별도의 선거관리위원회
를 두지 않았다. 1952년 제1차 개정헌법 제53조 제3항은“대통령과 부통령의 선거에 관
한 개표보고는 특별시와 도의 선거위원회가 입후보자의 득표수를 명기하여 봉함한 후 참
의원의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여, 행정부 소속의‘선거위원회’
라는 조직을 전
제하고 있지만,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선거관리기관은 아니었다. 선거관리를 전담하는 기
관이 행정부와 완전히 분리하여 독립된 것은 부정선거에 항거한 4·19를 겪고 난 이후인
1960년 6월 15일의 제3차 개정헌법에 의해서였다. 제3차 개정헌법은 제6장을 신설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였다. 같은 헌법 제75조의2 제1항은“선거의 관리
를 공정하게 하기 위하여 중앙선거위원회를 둔다”
고 규정하였고, 같은 조 제2항은 중앙선
거관리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중앙선거위원회는 대법관 중에서 호선한 3인과 정당에서
추천한 6인의 위원으로 조직하고 위원장은 대법관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고 규정하였
으며, 같은 조 제3항은“중앙선거위원회의 조직, 권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써 정한
다”
고 위임하였던 것이다.
이 조항은 1962년 제5차 개정헌법에서 일부 수정되었는데, 같은 헌법 제107조 제1항
은“선거관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고 표현을 약간 고치고, 같
은 조 제2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방식을 이전과 달리하였다.“중앙선거관리위
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2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2인과 대법원 판사회의에서 선출하
는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고 규정하여 입법부, 집행
부, 사법부가 공동으로 구성하게 하되 사법부의 비중을 강화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 밖
의 사항을 전부 법률에 위임하지 않고 헌법이 직접 정한 사항이 늘어났다. 제3항은“위
원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연임될 수 있”
도록 하였다. 제4항은“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
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
도록 제한하였다. 제5항은“위원은 탄핵 또는 형벌에 의하지 아
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의 신분을 보장하였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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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의 위상에 걸맞게 관할사항에 관한 입법권을 부여하여 제6항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선거의 관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하부조직 등에 관해서는 국회가 관여할 수
있도록 제7항은“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
다”
고 규정하였다.
1972년 제7차 개정헌법 제112조 제1항은“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고 규정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의 관할사항에 선거관리 외에 국민투표관리와 정당사무를 추가하였다. 그리고 중앙선거
관리위원회의 구성방식을 다시 고쳤다. 제2항과 제3항은 각각“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9
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2항의 위원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
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고 규정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을
대통령이 임명하되, 입법부, 집행부, 사법부가 관여하는 비중을 동일하게 재조정하였다.
그러나 제4항은“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고규
정하여 대통령의 관여를 강화하였다. 제5항은“위원의 임기는 5년으로 한다”
고만 규정하
여 제5차 개정헌법 107조 제3항과는 달리 연임 여부를 헌법이 직접 규정하지 않았지만,
제5차 개정헌법 제107조 제4항과 제5항의 정치관여금지와 신분보장은 제7차 개정헌법
제112조 제6항과 제7항에서 그대로 유지되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관할 확대에 따
라 자율입법권도 확대되어 제8항은“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선거관
리·국민투표관리 또는 정당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로 변경되었고, 그 밖의
사항에 관한 국회의 입법권은 제5차 개정헌법 제107조 제7항과 마찬가지로 제7차 개정
헌법 제112조 제9항에 명시되었다.
1980년 제8차 개정헌법 제115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선임 방법을 제외하
고는 1972년 제7차 개정헌법 제112조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승계한 것이다. 제8차 개정
헌법 제115조 제2항은“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
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
다”
고 규정하여, 모든 중앙선거관리위원의 지위가 대통령의 임명행위에 의해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 선출과 대법원장의 지명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표현을 바꾸고, 위
원장을 호선하는 제5차 개정헌법의 전례로 회귀하였다.
현행 1987년 제9차 개정헌법 제114조는 1980년헌법 제115조의 내용을 대부분 그대
로 계승하였다. 다만, 5년이던 중앙선거관리위원의 임기를 6년으로 연장하였다(제3항).
그리고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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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을 추가하였다(제6항).
한편, 1980년 제8차 개정헌법은 제116조 제1항과 제2항을 신설하여 각급 선거관리위
원회가 선거인명부의 작성 등 선거사무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는 권한과 아울러 해당 행정기관이 이 지시에 응하여야 하는 의무를 명시하였다. 이 조
항은 현행헌법 제115조가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

Ⅲ. 입헌례와 비교법적 의의
선거제도를 가진 민주주의 국가 치고 선거관리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이 없는 국가는 없
다. 국가권력을 단순히 입법·집행·사법으로 삼분하는 경우 선거관리는 집행에 속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독립적인 선거관리기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어 감에 따라 과거
행정부에서 선거를 관리하던 국가들도 새로운 선거관리업무가 발생하는 경우 독립적인
별도 기관을 설립하여 처리하게 하는 경향으로 나아가고 있다.1) 각국의 선거관리기관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지만, 집행부와의 관계를 기준으로 분류하면 크게 세 개의 유형으로
구별할 수 있다. 집행부로부터 독립된 특별기관인 독립기관형(independent model)과 집
행부의 일개부처인 정부기관형(governmental model), 그리고 이들의 성격을 모두 구비
하여 특정한 범주로 분류하기 힘든 혼합형(mixed model) 등이 그것이다.2) 예컨대 연방
국가인 미국의 경우 연방선거위원회(Federal Election Commission)는 독립기관형이지
만 대부분의 주 선거관리기관은 정부기관형에 속한다.3)
굳이 선거관리기관을 구성하는 법적 근거에 따라 분류한다면 헌법기관형과 법률기관형
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국가에서 선거관리에 관해서 헌법이 직접 규정하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각국의 선거관리기관, 2003, 6.
2) ACE Electoral Knowledge Network(www.aceproject.org)의 분류방식이다. 자세한 것은 http://aceproject.org/
ace-en/topics/em/ema 참조. ACE Electoral Knowledge Network는‘민주주의 및 선거지원을 위한 국제기구’
(IDEA: International Institute for Democracy and Electoral Assistance),‘선거제도 국제재단’
(IFES: International
Foundation for Electoral System)과‘국제연합 경제사회개발위원회’
(UNDESA: United Nations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의 공동프로젝트인 ACE(Administration and Cost of Elections) Project에 의해
1998년 설립되어 선거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3) 그러나 미국에서는 형식적 의미의 연방선거가 없다. 연방공직선거는 대부분 각 주의 법률에 따라 실시된다
(미국연방헌법 제1조 제4절, 제2조 제1절 제2항). 주정부가 처리하기 어렵거나 주정부가 관리하는 것이 부
적절한 정치자금 등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독립규제위원회인 FEC가 설립되었다. 자세한 것은 중앙선
거관리위원회(주 1), 33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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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고 법률로 규율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기관형에 속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필리핀, 인
도, 엘살바도르, 브라질, 칠레, 터키, 코스타리카를 들 수 있는데, 이 중에서 독립기관인
경우는 앞의 4개국에 불과하다.4) 프랑스의 경우 헌법기관인 헌법위원회가 선거관리의 일
부를 담당하지만 나머지 선거관리는 집행부가 담당한다. 미국연방헌법, 독일기본법, 일
본국헌법에는 선거관리기관에 관한 일반적 규정이 없다.
프랑스제5공화국헌법은 헌법위원회(Conseil Constitutionnel)에 대통령선거의 적법성
을 감시하고 이의를 심사하며 선거결과를 공표하는 권한, 국민의회의원(député)선거·상
원의원(sénateur)선거의 적법 여부를 결정하는 권한, 그리고 국민투표 시행의 적법성을 감
시하고 투표결과를 공표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제58조부터 제60조까지). 헌법위원회는
대통령, 상원의장, 하원의장이 각 3명씩 임명하는 9명의 위원과 당연직 종신위원인 전직
대통령으로 구성된다. 헌법위원의 임기는 9년이고, 재임될 수 없으며, 3년마다 3분의 1
이 교체된다. 위원장은 대통령 임명이 임명한다(제56조).
필리핀 선거위원회는 1940년 헌법개정에 의하여 설립되어 아시아의 선거관리기간 중
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5) 1987년 필리핀헌법 하에서 중앙선거위원회는 대통
령 임명하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그 중에서 과반수는 10년 이상 법조경력이 필
요하다. 위원의 임기는 7년이며, 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중앙선거위원회는 선거와
관련된 모든 법의 집행과 관리, 선거 및 개표결과에 대한 분쟁 결정, 선거권을 포함한 선
거문제에 관한 결정, 군대를 포함한 정부집행기관·시설 등에 대한 업무 대리명령, 선거
기간 중 무기휴대·주류판매 등의 감독·통제, 선거 관련 범죄자 등에 대한 사면·가석방
등의 동의권 등의 권한을 가진다(제12장 제3절).
인도는 의원내각제 정부형태를 가진 연방국가이지만, 연방정부의 선거관리기관인 선거
위원회가 각 주의 선거까지 관리한다. 인도헌법 하에서 선거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그 임기는 6년이다. 위원장은 정부가 임명한다. 선거위원회는
연방 하원의원 선거, 각 주의 주의회의원 선거, 대통령 및 부통령 선거를 관리하고, 선거
인명부의 관리 및 주기적 갱신, 후보자 선발과정의 감시, 정당의 등록에 관한 사무, 후보
자의 선거비용 지출을 포함한 선거운동과정의 감시 등 사무를 처리한다(제324조부터 제
329조까지).

4) 주요국 선거관리기관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각국의 선거제도, 2001, 15.
5) http://www.comelec.gov.ph/aboutus_/bkground.html; 중앙선거관리위원회(주 1),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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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독립
위원회형

국 가 명
헌법기관
법률기관

의 회 형
사법부형

한국, 필리핀, 인도, 엘살바도르
일본, 독일, 미국(연방), 호주, 멕시코, 오스트리아,
페루, 영국(법제정), 스페인, 캐나다
덴마크

헌법기관

브라질, 칠레, 터키, 코스타리카

법률기관

이탈리아

행정부형

스웨덴, 노르웨이, 미국(州), 영국(선거관리), 스위스,
프랑스(중앙기관은 헌법위원회)

Ⅳ. 다른 조문과의 체계적 관계
헌법 제7장은‘선거관리’
라는 제목 아래 제114조에서 선거관리위원회를 규정함으로써,
선거관리위원회를 국회(제3장), 정부(제4장), 법원(제5장)과 같은 최고국가기관과 병렬시
키고 있다. 현행헌법상 다른 국가기관에 속하지 않고 독립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
관은 국회, 정부, 법원 외에 헌법재판소(제6장)와 선거관리위원회(제7장)가 있다. 그러나
이런 헌법구조를 두고 5권분립을 논하는 견해를 찾아보기는 어렵다. 선거관리를 입법, 집
행, 사법과 대등한 주요국가기능으로 보고, 선거관리위원회를 필수적인 국가최고기관으
로 설치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도 무리일 것이다. 선거관리에 대해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대부분의 국가와 달리, 1960년 제3차 개정헌법이 직접 선거관리위원회를 규정
한 것은 3·15 부정선거의 영향으로 입법, 집행, 사법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기관에
선거관리를 전담시킴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최대한 보장하려는 취지로 이해해야 할 것
이다. 그러므로 선거관리위원회와 관련된 법률 등 하위규범을 제정·시행할 때에는 그 독
립성에 최우선적인 가치를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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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개념과 원리에 대한 판례 및 학설
현행 헌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최고 선거관리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대통령·국회·대법원장이 3명씩 나누어 구성하는 것은 선거관리
의 중립성과 독립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그리고 헌법은 중
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위원들이 호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례상 대
법관이 선거관리위원장을 겸임하고 있는데, 이것은 독립된 헌법기관이라는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의 지위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선거관리위원장의 독자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그 대
안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 전원을 국회에서
선출하되 재적의원 과반수를 의결정족수로 하자는 견해가 제시되어 있다.

Ⅵ. 현실적 검토
선거관리, 정당, 정치자금에 관한 업무만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을 헌법이 직접 규정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하여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 대부분 국가에서 선거관리에 관해서는
헌법에서 정하지 않고 법률로 규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공정선거가 어느 정도
정착되어 있으므로 법률사항으로 전환해도 무방하리라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에 대하여
헌법의 역사성 등을 감안하고 그 동안의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고려하여 헌법
사항으로 두도록 하되, 독립된 장으로 둘 필요는 없으므로 총강 편으로 조정하고 조문을
다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제시되어 있다. 이 경우에도 현행헌법 제115조의 내용은
삭제하고 법률로 정해도 무방할 것이다.

Ⅶ. 관련문헌
김종철,“정치개혁을

위한 선관위의 역할과 과제”
, 선거관리 50(2004).
이성환,“선거관리의

공법적 문제”
, 공법연구 28-4(1)(2000.6.).
정만희,“현행

선거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저스티스 66(2002.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사: 1963-1993,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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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실, 공직선거제도개요, 2000.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각국의 선거제도, 200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각국의 선거관리기관,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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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헌법상 지위와 권한,”선거관리 41(199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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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16조
- 선거운동과 선거경비박종보
제116조
① 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② 선거에 관한 경고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Ⅰ. 기본개념과 입헌취지
선거는 민주주의의 핵심이다. 선거는 국민주권원리를 실현하는 현실적인 수단이고, 정
치권력의 정당성을 매개해 주는 역할을 한다. 선거의 공정성은 통치권의 정당성을 확보하
기 위한 필수적 전제조건이다. 선거는 국민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행사하는 마당이므로
선거운동은 한편으로는 자유로워야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선거의 공정을 도모하기 위
해서 적절히 규제할 필요가 있다. 헌법 제116조 제1항은 선거운동 규제의 주체가 각급선
거관리위원회임을 분명히 하면서, 선거운동의 자유가 법률에 의해서 제한될 수 있다는 일
반원칙과 더불어 선거운동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여야 한다는 또 다른 원칙을 규정하
고 있다. 헌법 제116조 제2항은 선거경비를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키지 않는다는
일반원칙을 규정하여 선거공영제를 제도화하면서, 예외적으로 후보자 본인에게 선거경비
를 부담시킬 수 있는 경우를 법률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선거공영제를 설계·운영하는 데
입법자에게 융통성을 부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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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혁
건국헌법은 선거운동이나 선거공영제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이러한
헌법의 태도는 계속 이어져 오다가 하여 1962년 제5차 개정헌법에 이르러 처음으로 선거
운동에 관한 규정을 두게 되었다. 같은 헌법 제108조 제1항이“선거운동은 각급선거관리
위원회의 관리 하에 법률에 정한 범위 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고규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이“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
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고 정하였던 것이다.
이후 이 조항은 1972년 제7차 개정헌법 제113조에서 조문 그대로 승계되었다. 1980
년 제8차 개정헌법 제117조 역시 같은 규정을 두었는데, 다만 제1항의“법률에 정한 범
위 안에서 하되”
를“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하되,”
로 글귀를 수정하였다. 이 조항을
현행 1987년 제9차 개정헌법 제116조가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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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입헌례와 비교법적 의의
앞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선거관리에 관해서 헌법이 직접 규정하고 있는 나라 자체
가 흔치 않거니와, 주요 선진국 헌법 중에서 선거운동 규제나 선거공영제를 헌법에 직접
규정한 예를 찾아보기는 쉽지 않다. 포르투갈 헌법 제116조가 선거운동이 준수해야 할
원칙과 국민이 선거행정에 협력해야 할 의무를 규정한 정도가 눈에 띄는 예이다.

Ⅳ. 다른 조문과의 체계적 관계
‘선거운동’
을 규정한 헌법조항은 제116조 제1항이 유일한 예이다. 그러나‘선거관리’
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도,‘선거’
에 관하여 규정한 헌법조항은 그밖에도 많다. 헌법 제24조
는 국민의 선거권을 보장하고 있고, 제25조는 피선거권을 포함한 공무담임권을 보장하고
있다. 헌법 제41조는 국회의원선거에 관해서, 제67조와 제68조는 대통령 선거에 관해서,
제118조 제2항은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제41조 제1항과
제67조 제1항은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라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선거운동의 자유가 헌법이 보장하는 선거권이나 피선거권의 보호영역에 포함되는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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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하여 이론의 여지가 있지만, 선거운동의 자유가 이 기본권들의 보호영역에서 배제된다
고 단정할 수 없다. 그리고 표현의 자유는 모든 생활영역을 포괄하기 때문에1) 선거운동의
자유는 정치적 언론의 한 부분으로서 보장받을 수 있다.
헌법 제11조가 보장하는 평등권은 모든 생활영역에 적용되는데, 헌법 제41조 제1항과
제67조 제1항이 규정한 평등선거의 원칙은 선거영역에서의 평등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있다. 선거권 행사나 당선가능성에서의 기회균등뿐만 아니라 선거운동의 기회균등도 이
들 헌법 조항에 의하여 보호된다. 헌법 제116조 제1항 후단이 선거운동에서“균등한 기
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고 규정한 것은 선거운동에 관한 조항에서 그러한 법리를 한 번 더
강조한 것일 뿐 완전히 새로운 내용을 창설한 것은 아니다. 한편 국회가 선거공영제를 구
체적으로 설계하면서 후보자에게 일부 선거경비를 부담시킬 수 있는데, 만약 이것이 입후
보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후보자간의 불평등을 초래하는 결과가 된다면 보통선거나 평등
선거 원칙에 위배되고 피선거권이나 평등권을 침해할 수 있다.
요컨대 헌법 제116조 제1항이‘선거운동’
이라는 글귀를 사용하는 유일한 헌법조항이라
고 해서 선거운동과 관련한 모든 헌법문제를 제116조 제1항의 해석론만으로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선거운동의 자유 또는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받을 권리는 언론
의 자유나 공무담임권 그리고 평등권의 내용으로서 보장되며, 다른 기본권과 마찬가지로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법률로써 제한될 수 있다. 헌법의 전체계에서 볼 때 제116
조 제1항이“선거운동은 ……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한다고 규정한 것은 이러한 법
률유보윈리를 한 번 더 확인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 조항의 표현이 선거운동 규제
에 관하여 입법자에게 비교적 넓은 형성 여지를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선거
운동의 자유가 기본권으로서 보장된다는 점을 부인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헌법재판소
도 헌법 제116조 제1항의 의미를 선거운동의 허용범위를 아무런 제약 없이 입법자의 재
량에 맡기는 것으로 해석하여서는 안 된다고 본다. 오히려 헌법재판소는“선거운동은 국
민주권 행사의 일환일 뿐 아니라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한 형태로서 민주사회를 구성하고
움직이게 하는 요소이므로 그 제한입법에 있어서도 엄격한 심사기준이 적용된다”
고 판시
한 바 있다.2) 헌법 제116조 제2항의“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에 관해서도 같
은 평가를 할 수 있다. 자세한 것은 아래에서 다시 논하기로 한다.

1) 박용상,“선거운동과 표현의 자유”
, 헌법논총 11(2000), 45.
2) 헌재 1994.7.29, 93헌가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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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개념과 원리에 대한 판례 및 학설
1. 선거운동의 자유
헌법재판소는‘선거운동의 자유’
를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그 근거를
자유선거의 원칙, 언론·출판의 자유, 선거권에서 찾는다.
자유선거의 원칙은 우리 헌법에 명시되지 않았지만 헌법재판소는 민주국가의 선거제도
에 내재하는 법원리라고 본다. 그리고 국민주권의 원리, 의회민주주의의 원리와 참정권에
관한 규정에서 그 근거를 찾는다. 헌법재판소는“자유선거의 원칙은 선거의 전과정에 요
구되는 선거권자의 의사형성의 자유와 의사실현의 자유를 말하고, 구체적으로는 투표의
자유, 입후보의 자유 나아가 선거운동의 자유를 뜻한다”
고 한다.3)
선거운동의 자유는 널리 선거과정에서 자유로이 의사를 표현할 자유의 일환이므로 표
현의 자유의 한 태양이기도 하다. 헌법재판소는“표현의 자유, 특히 정치적 표현의 자유
는 선거과정에서의 선거운동을 통하여 국민이 정치적 의견을 자유로이 발표, 교환함으로
써 비로소 그 기능을 다하게 된다 할 것이므로 선거운동의 자유는 헌법에 정한 언론, 출
판, 집회, 결사의 자유 보장 규정에 의한 보호를 받는다”
고 한다.4)
이에 덧붙여 헌법재판소는“선거권이 제대로 행사되기 위해서는 후보자에 대한 정보의
자유교환이 필연적으로 요청된다 할 것이므로, 선거운동의 자유는 선거권 행사의 전제 내
지 선거권의 중요한 내용을 이룬다”
고 보고“선거운동의 제한은 선거권, 곧 참정권의 제
한으로도 파악될 수 있을 것”
이라고 한다.5)

(1) 선거운동의 개념
선거운동을 따로 규율하지 않고 다른 표현행위와 마찬가지로 규율한다면 굳이 선거운
동 개념을 정의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금권선거의 색깔이 짙고 관권선
거의 우려를 불식하지 못한 우리 선거문화의 특성 때문에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의 기간
을 제한하고 또 선거운동기간 중에도 일정한 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3) 헌재 1994.7.29. 93헌가4.
4) 헌재 1995.4.20. 92헌바29; 2007.1.17. 2004헌바82.
5) 헌재 1999.9.16. 99헌바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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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의 기간과 주체를 제한하는 현행 법제 때문에 선거운동의 개념을 정확하게 정의
할 필요가 생긴다.
대법원은“(사전)선거운동이라 함은 특정의 선거에 있어서 (선거운동기간 전에) 특정한
후보자의 당선을 목적으로 투표를 얻거나 얻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유리한 모든 행위,
또는 반대로 특정한 후보자의 낙선을 목적으로 필요하고 불리한 모든 행위 중 선거인을
상대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라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고, 일반 보통인의 사이에도 행해지는 의례적인 정의의 범위를 벗어나는 능동적, 계
획적 행위”
라고 정의한다.6) 또한“일상적·의례적·사교적인 행위는 선거운동에서 제외되
고, 일상적·의례적·사교적인 행위인지 여부는 그 행위자와 상대방의 사회적 지위, 그들
사이의 관계, 행위의 동기, 방법, 내용과 태양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
어 판단하여야 한다”
고 본다.7)
헌법재판소도“선거운동이라 함은 특정 후보자의 당선 내지 이를 위한 득표에 필요한
모든 행위 또는 특정 후보자의 낙선에 필요한 모든 행위 중,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것이
라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 계획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풀이
할 수 있다. 즉 단순한 의견개진 등과 구별되는 가벌적 행위로서의 선거운동의 표지로 당
선 내지 득표(반대후보자의 낙선)에의 목적성, 그 목적성의 객관적 인식가능성, 능동성
및 계획성이 요구된다”
고 판시하였다.8)
2000년 2월 16일 개정된 공직선거법 제58조는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
표시,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통상적인
정당활동 등을 선거운동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다. 이러한 판례와 입법에도 불구하
고 실제로 일반적 표현과 선거운동, 일반정치활동과 선거운동을 구별하는 기준은 여전히

6) 그러므로 이름과 전화번호를 새긴 재떨이를 나누어주고, 자신을 미담의 주인공으로 한 신문기사를 내게 하
여 그 대가를 지불하고, 연하장을 발송하고, 경로잔치에 참석하여 인사와 찬조를 한 행위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대법원 1992.9.25. 92도1085.
7) 따라서“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무상 행위로 허용되어 작성·배부되는 전입안내문에 전입환영
글귀를 게재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명, 성명, 사진을 덧붙였다 하여도 이러한 행위는 자신을 주민들에게
알릴 의도를 갖고 있었다기보다는 그 지역에 새로 전입한 주민들에게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애향
심과 정체성을 심어 주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그 발간사 형식으로 자신의 직명 등과 인사말을 게재하
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행위는 통상 허용되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의 직무상 행
위에 포함된다”
고 보아 공직선거법 소정의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대법원 2002.7.26.
2002도1792.
8) 헌재 1994.7.29. 93헌가4; 1995.5.25. 93헌바23; 1997.3.27. 95헌가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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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호하다. 그런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선거운동 기간과 주체가 제한되기 때문에 선
거운동 개념의 모호성은 관련 법률의 명확성 원칙 위반 시비를 계속 야기하고 있다.9)

(2) 선거운동의 기간 제한
우리나라 선거제도의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가 선거운동기간을 제한하고 사전선거운동
을 처벌하는 것이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59조는“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
부터 선거일전일까지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사전선거운동금지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공직선거법 제254조 제3
항).10)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선거운동기간 제한과 사전선거운동의 처벌이 합헌이라고 판
시해 왔다.11)“기간의 제한 없이 선거운동을 무한정 허용할 경우에는 후보자간의 지나친
경쟁이 선거관리의 곤란으로 이어져 부정행위의 발생을 막기 어렵게 된다. 또한 후보자간
의 무리한 경쟁의 장기화는 경비와 노력이 지나치게 들어 사회경제적으로 많은 손실을 가
져올 뿐만 아니라 후보자간의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공평이 생기게 되고 아울러 막대한
선거비용을 마련할 수 없는 젊고 유능한 신참 후보자의 입후보의 기회를 빼앗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선거운동의 기간 제한은 제한의 입법목적, 제한의 내용, 우리나라에서의
선거의 태양, 현실적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필요하고도 합리적인 제한이며, 선거운동의
12)

자유를 형해화할 정도로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는 것이다.

이러한 선거운동의 기간 제한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헌법상 기본권인 선거운동의 자유
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만 허용한다는 것이다. 아무리 선거의 공정성과 탈
법·금권적 혼탁선거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더라
도, 사전선거운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과연 헌법에 합치하는지에 관해서는 강한
의문이 제기된다. 우선 일반정치활동과 선거운동의 구별이 실제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

9) 선
 거운동의 개념이 명확하다고 본 판례로 헌재 1994.7.29. 93헌가4등; 1997. 3. 27. 95헌가17;
2001.8.30. 2000헌마121등; , 2002.4.25. 2001헌바26; 2008.5.29. 2006헌마1096 등이 있다.
10) 그
 리고 사전선거운동 중 인쇄물, 간행물, 집회, 사조직, 호별방문의 경우는 가중되고(제255조 제1항, 제
256조 제1항: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00만 원 이하의 벌금), 선거일전 180일 전부터 탈법방법에 의한 문
서·도화의 배부 등에 의한 선거운동이나 기타 선거에 영향을 주는 행위도 가중되며((제255조 제2항: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 기타 선거운동을 위한 행렬이나 호별방문, 서명날인운동, 방송
이용 등 수많은 분야에서 가중된 처벌규정이 있다.
11) 헌재 1994.7.29. 93헌가4; 2001.8.30. 2000헌마121 등 확립된 판례.
12) 헌
 재 1994.7.29. 93헌가4. 이 결정은 다음 결정에서 그대로 원용되었다. 헌재 1995.11.30. 94헌마97;
2001.8.30. 2000헌마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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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선거운동 금지로 말미암아 신진후보자에 대한 차별이 발생하고, 사전선거운동에 해당
하는지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적어 선거운동 자체가 위축되며,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은
상시 허용되는 반면 호별방문이나 기타 개별 면접을 통한 선거운동은 선거운동기간 중에
만 인정하도록 하고 있어서 지지계층이 서로 다른 후보자를 차별하며, 선거운동기간 제한
이 선거비용의 증가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 등이 지
적된다.13) 그리고 선거운동을 과다하게 규제하는 것은 선거에 있어서‘정보와 사상의 자
유로운 흐름’
을 방해하여 국민주권주의 실현을 곤란하게 하고, 선거법의 적용을 받아야
할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옹호하는 쪽으로 입법권을 행사했을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으며, 선거법상 규제가 많을 경우 이를 집행하기 위한 노력이 개입되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집행업무를 담당하는 공권력 담당자가 공익이라는 이름 아래 집권층이나 기
존 정치인의 이익을 옹호할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점도 지적된다.14) 그리고 선거운동기간
제한은 그 자체로 기성정치인과 신인후보자간의 불평등을 초래하기 때문에 선거의 공정
을 목적으로 기간 제한이 필요하다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고, 선거운동기간 제한의 정당화
사유는 선거의 과열에 따른 폐해방지이어야 하며, 막연한 기대이익으로서 선거의 공정 확
보를 위해 선거과정에서 보다 높은 가치 내지 동등한 법익인 선거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으로서 법익의 균형성에 위배된다는 주장도 있다.15)
요컨대 선거운동기간 제한은 지역주민들에게 인지도가 낮은 신진 후보자나, 통상의 정
당활동을 통해 사실상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는 무소속 후보자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하므
로 평등원칙에 반한다는 문제점이 공통적으로 지적된다.16) 근본적으로 선거운동의 과열
에 따른 폐단을 방지할 만한 다른 대체수단을 강구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선거운동의 기간
을 제한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선거의 공정만을 내세워 선거운동의 자유의 본질적 내
용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선거의 공정성을 아무리 강조하더라도 사전선거운동
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아무래도 지나치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선거운동의

13) 김래영,“개정 선거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사전선거운동금지규정을 중심으로”
, 공법연구 33-5(2005.
6.), 168-171.
14) 임종훈,“선거운동의 자유와 현행 선거법상 규제의 문제점”
, 공법연구 29-4(2001), 29-44.
15) 정만희,“선거제도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의 평가”
, 공법학연구 7-1(2002), 182-183.
16) 사전선거운동의 전면적 금지에 따르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전 일정기간 동
안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고 선거운동(선거사무소설치, 명함배부, 전자우편, 일정한 인쇄물 우편발송, 배우
자나 1인의 추가 허용)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공직선거법 제59조 제1호, 제60조의2, 제60조의3), 후보
예정자가 기간 제한 없이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공직선거법 제59조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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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 제한에 관해서 종전의‘포괄적 금지, 예외적 허용’방식을‘원칙적 허용, 예외적 제
한’
으로 전환하였거니와, 선거운동기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원칙적 허용, 예외적 제
한’
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그 대신 선거의 공정성에 심각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사전선거운
동 방법을 개별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기본권 제한의 올바른 방향일 것이다.

(3) 선거운동의 주체 제한
공직선거법 제60조는 공무원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를 열거하고 있다. 이 조항은
그 이전의‘포괄적 금지, 예외적 허용’
에서‘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
로 전환한 것이다.
종전의 포괄적 금지에 대해서는 일부위헌 결정이 선고되었다.17) 아무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는 자는 선거운동기간 전은 물론 선거운동기간 중이라도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행위는 할 수 없고, 이를 하는 경우 부정선거운동죄로 처벌된다(공직선거법 제
255조).
헌법재판소는 초·중등학교 교원의 정당가입 및 선거운동의 자유를 금지한 정당법 제6
조 단서 제1호와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4호에 대해서 합헌결정을 선고하였다.18)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상근 임·직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9호
도 합헌이라고 선언하였다.19) 그리고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제60조
20)

제1항 제4호도 합헌으로 판단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의 선거운동을

제한한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하여 합헌결정을 선고하였으나,21) 이 결정 이후 공직선거법
이 개정되어 배우자도 명함배부, 지지호소를 할 수 있게 되었다(제60조의3 제2항). 공무
원의 선거운동 기획관여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2호 등에 대해서 처음에
헌법재판소는 합헌으로 결정하였다가,22) 선례를 변경하여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지 않
는 행위에 적용하는 한 위헌이라는 한정위헌결정을 선고하였다.23)
선거운동의 주체 제한과 관련하여 특히 문제되는 것은 단체의 선거운동 제한이다.

17) 헌재 1994.7.29. 93헌가4.
18) 헌재 2004.3.25. 2001헌마710.
19) 헌재 2004.4.29. 2002헌마467.
20) 헌재 2008.4.24. 2004헌바47.
21) 헌재 2005.9.29. 2004헌바52.
22) 헌재 2005.6.30. 2004헌바33.
23) 헌재 2008.5.29. 2006헌마1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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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3월 12일 개정되기 전의 공직선거법 제87조는 단체가 선거기간 중에 그 명의 또
는 그 대표의 명의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반대하거나 지지·반대할 것을 권유하
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었는데, 헌법재판소는 이 선거법 조항이 합헌이라고 반복해서 판시
하였다.24) 그 후 2000년 2월 16일 공포·시행된 공직선거법 제58조는 정당의 후보자 추
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은 이를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도록 하고, 제87조
는 후보자를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는 제81조 소정 단체의 선거운동을 허
용하였다. 2004년 3월 12일 전문개정된 공직선거법 제87조(단체의 선거운동금지)는 지
금까지의 포괄적 금지 방식을 버리고, 흩어져 있던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를 열거하는 방식으로 바꾸었다. 헌법재판소는 구성원의 과반수가 선거운동
을 할 수 없는 공무원으로 이루어진 단체 명의로 선거운동을 한 경우를 처벌하는 공직선
거법 조항에 대하여 합헌결정을 선고하였다.25)

(4) 선거운동의 방법 제한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의 방법을 까다롭게 규제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사전선거운
동 금지규정을 합헌으로 보는 것과 궤를 같이 하여 대부분의 선거운동방법 규제에 관해서
도 합헌결정을 선고해 왔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예로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
부·게시 등 금지,26) 서신에 의한 선거운동 금지,27) 단합대회 등 금지,28) 행진 및 연호 금
지,29) 기부행위 제한30)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기초의회의원후보자의 정당
표방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하여 처음에는 합헌으로 보았으나,31) 나중에 입장을
바꾸어 위헌결정을 선고하였다.32)

24) 헌재 1995.5.25. 95헌마105; 1995.6.29. 95헌마148; 1997.10.30. 96헌마94. 그러나 이 판례들이 단체의
선거운동을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승인하더라도 그것은 단체의“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명시적인
지지·반대나 그 권유행위”
에 국한될 뿐, 단체의 설립목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에 관하여 자신의 정치
적·정책적 주장을 개진하거나 그러한 정책에 동조하는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한다는 일반적 논평을 하는 것
까지 금지하고 있지 않”
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박용상(주 1), 57.
25) 헌재 2008.4.24. 2004헌바47.
26) 헌재 2006.7.27. 2004헌마217; 2007.1.17. 2004헌바82.
27) 헌재 2007.8.30. 2004헌바49.
28) 헌재 2001.12.20 2000헌바96.
29) 헌재 2006.7.27. 2004헌마215.
30) 헌재 2006.12.28. 2005헌바23.
31) 헌재 1999.11.25. 99헌바28.
32) 헌재 2003.1.30. 2001헌가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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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거운동의 기회균등
우리 헌법은 일반적인 평등의 원칙(제11조 제1항)을 규정하는 외에도 선거에 있어서의
평등원칙(제41조 제1항, 제67조 제1항)을 규정하는 동시에 선거운동에서의 기회균등도
보장하고 있다(제116조 제1항). 따라서 각종 공직선거에 있어서 후보자들 간에는 선거운
동의 기회가 균등히 보장되어야 하고, 특정후보자를 다른 후보자에 비하여 불합리하게 차
별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한편, 헌법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등의 원칙은 일
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과 법의 적용에
있어서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차별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상대적 평등을 뜻하므로 합리
적인 근거가 있는 차별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며, 선거운동의 기회균등 원칙
도 일반적 평등원칙과 마찬가지로 절대적이고도 획일적인 평등 내지 기회균등을 요구하
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 근거 없는 자의적 차별 내지 차등만을 금지하는 것으로 이해하여
야 한다.33)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이 주로 문제된 것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무소속후
보자를 달리 취급한 조항들이다.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개관해 보면, 우선 정당이나 현역
국회의원의 지위에 입각하여 특별히 허용되는 행위가 무소속후보자에게는 금지되는 경우
에, 정당후보자나 현역 국회의원에 비하여 무소속후보자를 차별하고 있다는 주장을 받아
들이지 않고 합헌결정을 한 예로서 선거기간 전의 정당의 선전물 부착이나34) 정당의 당원
교육 허용,35) 정당의 선거대책기구 설치 허용,36) 통상적인 정당활동에 부수되는 음식물의
제공 허용,37) 국회의원의 의정활동보고 허용38) 등을 들 수 있다. 다음으로 무소속후보자
에 대한 특별한 제한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본 예로 선거권자의 추천 요구,39) 공동
연설회 불허,40) 선거운동용 신분증명서 발급 금지41) 등이 있다.

33) 헌재 1997.10.30. 96헌마94; 1999.9.16. 99헌바5.
34) 헌재 1996.8.29. 96헌마99.
35) 헌재 1996.8.29. 96헌마99; 2001.10.25. 2000헌마193.
36) 헌재 1996.3.28. 96헌마9등; 2001.10.25. 2000헌마193.
37) 헌재 1996.3.28. 96헌마18등
38) 헌재 1996.3.28. 96헌마9등; 2001.10.25. 2000헌마193.
39) 헌재 1996.8.29. 96헌마99.
40) 헌재 1997.10.30. 96헌마94.
41) 헌재 1996.3.28. 96헌마9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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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으로 결정된 예로는 정당후보자에게 합동연설회 이외에 정당연설회를 가질 수 있
도록 하고, 정당후보자는 무소속후보자에 비하여 소형인쇄물을 2종 더 제작·배부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무소속후보자에게도 정당추천후보자에 준하는 선거운동의 기회를 균등하
게 허용하지 않는 한 위헌이라고 본 것이 있다.42)

3. 선거공영제
(1) 선거공영제의 의의
선거는 국가의 존속과 국민의 전체 이익을 위하여 국가의 공적 업무를 수행할 국민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행위이므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는 근거 아래 선거
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당사자에게 부담시키지 않고, 국민 모두의 공평부담으로
하는 것을 선거공영제라고 한다.43) 보통·평등 선거권은 선거권 행사의 평등뿐만 아니라
피선거권의 평등이 보장되어야만 완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선거공영제는 이러한 선
거의 평등과 후보자의 기회균등이라는 이념에 기초하고 있다.44) 선거공영제가 확대되면
후보자 간의 선거운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되므로 경제력은 없지만 유능한 후보자를 선
출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수 있다. 반면에, 후보자가 부담하는 선거비용의 감소가 후
보자 난립 현상을 초래하여 유권자의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선택을 곤란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조세부담이 가중되는 문제점도 지니고 있다.

(2) 선거공영제의 내용
선거공영제는 선거비용의 국가부담과 선거비용의 통제를 내용으로 한다. 선거비용의 국
가부담은, 정당 또는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관리공영제와 정당 또는
후보자의 선거비용을 보조하는 비용공영제의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45) 관리공
영제는 선거관리기관이 정당 또는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직접 관리함으로써 선거운동의 공
정을 기하려는 제도이다. 그런데 선거관리기관의 선거운동에 대한 직접관리를 확대할 경우

42) 헌재 1992.3.13. 92헌마37등
43) 권영성, 헌법학원론, 2009, 211; 정종섭, 헌법학원론, 2009, 1319.
44) 조소영,“선거에 있어서의 평등구현에 관한 고찰”
, 헌법판례연구5, 2003, 281.
45) 박명호,“국고보조금제도의 개선과 선거공영제의 검토: 개정 정치관계법을 중심으로”
, 한국정당학회보 4-1,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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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이 획일화되고 후보자들의 자유로운 선거운동을 제한할 수 있는 부
정적 측면도 있다. 비용공영제는 정당 또는 후보자의 선거비용 중 일정부분을 국가 또는 지
방자치단체 등이 직접 부담하거나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보조 또는 보전하여 경제력의 차
이에 의한 선거운동의 기회의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 비용공영제는 비용
부담주체에 따라 국가 등이 선거운동 경비를 직접 부담하는 경우와 후보자가 사용한 경비
를 선거일 후에 보전 또는 보조해주는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한편 보조대상을 기준으
로 보면 정당에 보조하는 경우와 후보자에게 보조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다시 후보자
에게 보조하는 방식을 기준으로 보면 총액으로 보조하는 경우와 선거운동 방법별로 정해진
금액을 보조하는 경우가 있다.46)
한편, 선거공영제도를 운영하는 이상 당사자가 선거에 필요한 비용을 제한 없이 사용하
는 것은 통제된다. 이를 방치하는 경우에는 자금을 많이 가진 자가 선거에서 승리할 것이
고, 이러한 것은 국민대표자의 선출이라는 이념에 합당하지 않다.47)

(3) 현행법상 선거공영제의 개요
헌법 제116조 제2항은 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고 규정하여 선거공영제의 원칙을 천명함으로써 선거공영제를
선거운동의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 헌법이 정한 선거공영제를 실현하기 위하여 공직선거
법은 제122조의2를 두어 선거비용을 보전해 줌으로써 비용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다. 국가가
직접 부담하는 경비는 선전벽보의 첩부 및 철거의 비용, 점자형 선거공보의 작성비용과 책자
형 선거공보(점자형 선거공보 및 후보자정보공개자료 포함) 및 전단형 선거공보의 발송비용
과 우편요금, 점자공약서의 작성비용, 대담·토론회(합동방송연설회 포함)의 개최비용, 정책
토론회의 개최비용, 투표참관인 및 부재자투표참관인의 수당과 식비, 개표참관인의 수당과
식비 등이고(공직선거법 제122조의2 제3항), 국가가 선거일 후 후보자에게 보전해주는 경
비로는 신문·방송 광고비용, 선전벽보·소형인쇄물 작성비용 등이 있다. 국가는 공직선거법
제122조가 정하는 선거별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48) 후보자나 정당이 정당하게 지출한

46) 외국 입법례에 관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외국의 선거제도 비교분석집Ⅰ, 2005, 415 이하 참조.
47) 정종섭(주 43), 1320.
48) 공직선거법 제122조의 선거비용 제한규정은 하나의 장식물에 불과하며, 이 조항에 의거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하는 선거비용총액을 준수하면서 선거운동을 수행하는 후보자는 거의 없다는 지적이 있다. 선관위에 신고
된 선거비용은 대개 실제의 10분의 1이상 축소된 요식행위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이 정당관계자들의 지배적인
견해라는 것이다. 정만희,“선거비용제한과 선거공영제”
, 공법연구 28-4(1)(2000.6.),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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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인정되는 선거비용을 선거일 후 보전해 주고 있다. 현행법상으로는 대통령선거, 지역
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서는 후보자가 당선
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인 경우에는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해 주고,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
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에는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의 100분의 50에 해당하
는 금액을 보전해 준다(제122조의2 제1항 제1호). 그리고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와 비례대
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는 후보자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중 당선인이 있는 경우에 당해 정
당이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해 주고 있다(제122조의2 제1항 제2호).

(4) 기탁금의 반환
선거공영제가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주로 공직선거법상 기탁금 반환조항과 관련해
서이다. 헌법재판소는 일찍이 유효투표 총수의 3분의 1을 얻지 못한 낙선자 등의 기탁금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것은 그 기준이 너무 엄격하여 국가 존립의 기초가 되는 선거제도의 원리
에 반하며, 선거경비를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는 헌법 제116조에도 위반된다고 판시
한 바 있다.49) 그러나 그 다음에는 득표율 7% 및 5%를 기준으로 국고부담연설비용의 공제여
부와 기탁금 잔액의 반환여부를 정한 것은 입법자가 기탁금제도의 목적달성을 위한 필요와
기탁금 반환에 있어서의 기술적 문제 등을 고려한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서 현저히 불합
리하다거나 그밖에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하여 합헌결정을 내렸
다.50) 헌법재판소는 다시 100분의 20이라는 기탁금반환의 기준은 과도하게 높아 진지한 입
후보희망자의 입후보를 가로막고 있으며, 또한 일단 입후보한 자로서 진지하게 당선을 위한
노력을 다한 입후보자에게 선거결과에 따라 부당한 제재를 가하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
으므로 기탁금반환조항은 민주주의원리에 반하여 국민의 피선거권을 지나치게 침해하고 있
다고 위헌결정 했다가,51) 유효투표총수를 후보자수로 나눈 수 또는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으로 정한 기탁금반환기준은 입법자의 기술적이고 정책적 판단에 근거한 것으로서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자의적인 기준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합헌결정을 선고하였다.52)

49) 헌재 1989.9.8. 88헌가6.
50) 헌재 1995.5.25. 92헌마269.
51) 헌재 2001.7.19. 2000헌마91등
52) 헌재 2003.8.21. 2001헌마687·691(병합). 헌법재판소는 이 결정에서 기탁금제도의 대안으로서 유권자 추
천제도를 실시할 경우 후보자난립을 방지할 정도에 이르는 유권자의 추천 수, 역대 선거에서의 기탁금반환비
율의 추이, 기탁금반환제도와 국고귀속제도의 입법취지 등을 감안하여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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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현실적 검토
1. 선거규제의 완화
현행 헌법은 선거운동을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 위주로 되어 있어 선거운동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 선거관리의 초점을 선거운동이 아니라 정치자금의 수입
과 지출에 맞추어야 하고, 정당 활동에 대한 규제는 약화시킬 필요가 지적되어 왔다. 선
거운동에 대한 지나친 규제를 지양하고 정당활동을 최대한 보장하며 정치자금 규제에 초
점을 두는 방향으로 법률이 규정될 수 있도록 헌법상 위임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 필요
하다. 선거운동의 자유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으므로 헌법 제116조
제1항의“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는 사실 불필요한 조항인데, 이 조항이 모든 선거
운동에 대한 규제의 근거로 오해되기도 하므로 이를 삭제하거나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53)
공직선거법 차원에서는 사전선거운동을 전면적으로 허용하되 사전선거운동을 허용함
으로써 생길지도 모를 여러 가지 폐해는 다른 적절한 방법, 가령 특정 선거가 끝난 직후
부터 예비후보자등록제도를 실시하여 철저하게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감독 하에 선거
운동을 하도록 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계좌추적권을 부여하는 등의 선거자금규제의 강
화 등을 통해 방지하여야 한다는 견해54) 등이 제시되어 있다.

2. 기탁금 반환 조건
헌법 제116조 제2항 중“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부분의 해석론에 따라 선
거공영제에 대한 보호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 즉, 입법자에게 입법형성권을 넓게 부여
하는 입장과 입법형성권을 축소하고 국가의 선거비용 부담을 강조하는 입장으로 나뉠 수
있다. 전자의 예로는“헌법 제116조 제2항이 선거에 관한 경비는 원칙으로 후보자에게

53) 헌법연구자문위원회, 헌법연구자문위원회 결과보고서, 2009, 304-305.
54) 김래영(주 14),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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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시킬 수 없다고 정하고 있으나 위 헌법규정 자체에서도 법률이 정하는 경우에는 선거
경비의 일부를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 아니라 대통령선거에 소요되
는 막대한 비용일체를 국고에서 부담하는 것은 국가의 재정형편 등에 비추어 적절하다고
할 수 없고 선거 결과 낙선한 후보자로부터 선거비용을 사후에 징수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하므로, 그 비용 중 일부인 선거인명부 및 부재자신고인명부의 사본작성비용과 불법시
설물 등에 대한 대집행비용 및 국고부담연설비용을 기탁금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것이 불
합리하다고 할 수도 없다”
는 태도를 들 수 있다.55) 후자의 예로는“헌법은 제116조 제1
항에서 선거공영제를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고 하여 선거비용의 국고부담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들은 공직선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을 구성하는
일인 만큼 원칙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그 공영선거비용을 부담하도록 하
는 것이 합당할 뿐만 아니라, 후보자들 사이에 존재하는 선거운동에 필요한 인적 물적 비
용의 부담능력의 차이가 선거운동 및 선거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원칙적
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선거를 관리하고 또 선거비용을 부담하여 그러한 불공정한
결과를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헌법은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
술한 원칙에 대한 예외로 선거비용을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러나 입법자가 법률로 선거비용의 일부를 후보자에게 부담시킨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실
제적으로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이들에게 미치는 효과가 매우 상이하게 나타나므로 원칙
적으로 필요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하는 것이 헌법규정들의 체계적 해석의 결과라고 본
다”
는 입장을 들 수 있다.56)
헌법 제116조 제2항의 문리적 구조 및 선거공영제의 취지를 볼 때 선거공영제의 내용
을 아무런 제약 없이 입법자의 재량에 맡기는 것으로 해석하여서는 안 되기 때문에 후자
가 타당하지만, 종전 기탁금 반환조건에 관한 판례들은 대개는 전자의 논거에 의존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헌법 제116조 제2항 중“법률
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부분의 표현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55) 헌재 1995.5.25. 92헌마269.
56) 헌재 1996.8.29. 95헌마108 기탁금 사건에서 재판관 김진우의 소수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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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기탁금 반환 조건과 관련하여 현행 공직선거법 제122조의2 제1항은 유효
투표총수의 10% 혹은 15%를 기준으로 법정 선거비용의 총액 내에서 지출된 선거비용의
반액 혹은 전부를 보전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입법목적은 선거를 개인적 목적에 악용하
거나 진지한 의사 없이 입후보하는 후보자들을 국고보조의 대상자에서 걸러내고, 이로써
국가재정의 과도한 지출을 방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10% 내지 15%의 득표
율이라는 기준 자체가 지나치게 높아, 선거비용을 국가가 부담함으로써 선거의 평등과 후
보자의 기회균등원칙을 확보하고자 하는 선거공영제 본래의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 아닌
가 하는 점이다. 선거비용보전요건을 엄격하게 하는 것은 후보자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되기도 하지만, 이것이 한편으로는 이미 기득권을 가진 특정정치인에게 유
리하게 되는 반면에 신인정치인에게는 불리하게 됨으로써 선거공영제실시의 본래적 목적
인 선거의 기회균등정신에 부합되지 않는다.57)
반면에 무제한적인 국고보조금 지급은 엄청난 국민의 조세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122조에 의한 법정 선거비용이
매우 높은 편인데,58) 우선 이것을 낮출 필요가 있다. 국가예산 집행의 효율성의 관점에서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의 액수를 줄이거나, 선거가 있는 해에는 국고보조금 자체를 지원
하지 않든지 대폭 축소하거나, 또는 국고보조금이 지급된 금액 외의 선거비용 보전을 규
59)

정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보전되는 법정선거비용 자체를 좀 더 낮추어 금권선거의

경향을 축소시키는 것을 전제로, 선거비용 중 후보자가 필수적으로 선거운동을 위하여 사
용할 수밖에 없는 경비는 국가가 진지한 후보자로서 공직선거에 출마했다고 볼만한 최소
한의 유효투표 기준에 따라(예를 들어 3%) 무조건 보전해 주면서, 나머지 추가비용에 한
하여 더 높은 유효투표 비율(예 5%)로 하여 제한적으로 보전해주는 입법이 가능할 것이
다. 또한 선거비용의 보전기준에서 유효투표 비율만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유효투표
총수를 후보자수로 나눈 특정 비율 이상인 경우’
를 추가하는 입법도 가능할 것이다.

57) 조소영(주 44), 285.
58) 제18대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1인당 법정 선거비용이 1억8천만 원에 달한다.
59) 안순철,“선거공영제의 확대: 합리성과 전제조건”
, 내나라 11-1(2002. 봄),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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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17조
방승주
제117조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I. 기본개념과 입헌취지
헌법 제117조와 제118조는 지방자치제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먼저 제117조 제1항
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권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
의 종류를 입법자에게 위임하고 있다.
“지방자치제도는 일정한 지역을 단위로 일정한 지역의 주민이 그 지방주민의 복리에 관
한 사무,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 기타 법령이 정하는 사무(헌법 제117조 제1항)를 그들
자신의 책임하에서 자신들이 선출한 기관을 통하여 직접 처리하게 함으로써 지방자치행
정의 민주성과 능률성을 제고하고 지방의 균형 있는 발전과 아울러 국가의 민주적 발전을
1)
도모하는 제도이다(헌재 1991. 3. 11. 91헌마21, 판례집 3, 91, 99-100).”

1. 지방자치단체의 개념
지방자치단체가 무엇인지에 관해서는 헌법이나 지방자치법이 아무런 정의를 내리지 않
고 있다. 그러나 헌법은 제117조 제1항은“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고

1) 헌재 2009. 3. 26 선고, 2006헌마240, 공보 제150호, 705, 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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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고 규정하고 있
다. 이 규정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법 제2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고, 제3
조 제1항에서“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헌법과 지방자치법의 규정을 근거로 할 때, 지방자치단체란 일정한 지역을 기반
으로 주민에 의하여 선출된 기관에,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
는 권한이 부여되고, 주민을 구성원으로 하는 공법상의 법인이라고 할 수 있다.2) 지방자
치단체는 권리와 의무의 주체라는 의미에서 권리능력을 가지는 법인(지방자치법 제3조
제1항)이고, 주민(지방자치법 제12조)으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사단이며, 또한 공법에 의
하여 설립되며 고권적 수단을 가지고 공적 임무를 수행(헌법 제117조 제1항)한다고 하는
의미에서 공법상의 법인이기도 하다.3)

2.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대한 규정과 입법형성의 한계
(1)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하도록 입법자에게 위임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두 가지로 나누고 있다. 즉 ①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와
② 시, 군, 구가 바로 그것이다(제2조).
그리고 특수한 목적을 위하여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으며, 특별지방자치단
체의 설치·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2조 제3항, 제4항).

(2)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규정에 있어서 입법형성의 한계
최근 정치권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보다 광역화하고,
기존의 중층구조를 단층화시킴으로써, 행정의 중복을 피하고 보다 효율성있고 경쟁력 있
는 지방행정체제를 구축한다고 하는 목적으로 행정구역개편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4)

2) 홍정선, 신 지방자치법, 박영사, 2009, 89면 이하;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09, 1091.
3) 양건, 헌법강의, 법문사, 2009, 1107면; 홍정선, 앞의 책, 89.
4) 이
 에 관하여는 방승주, 행정구역개편론의 헌법적 검토, 헌법학연구 제15권 제1호(2009. 3), 1-49면; 방
승주, 행정구역개편과 지방분권의 새로운 법적 패러다임의 모색, 제12회 유럽헌법학회 학술발표회 발표문,
2009. 9. 11. 79-96면; 홍정선, 지방자치단체 계층구조 개편의 공법적 문제, 지방자치법연구 제9권 제1
호(2009. 3), 3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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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과연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법률로 정한다고 하더라도,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지방자치제도의 취지상 일정한 한계를 지키지 않으면 안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입법자
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정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헌법상의 원칙과 한계가 무엇인지
를 먼저 검토하지 않으면 안된다.
(가) 지역적 유대와 민주적 정당성
지방자치단체는 그 개념 자체에 내포되어 있는“지방”
의 특색과 正體性을 살리는 방향
으로 구성되지 않으면 안된다. 어떠한 지방이나 지역적 공동체는 오랜 기간동안 내려온
역사와 전통, 그리고 그 지역에만 고유한 풍습이나 언어 등의 지역적 同一性과 正體性을
특징으로 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러한 공동체는 또한 지리적으로도 일정한 공간적 유대감
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단체를 획정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역
사적, 전통적인 정체성이나, 지역적 유대를 기본적인 출발점으로 삼지 않으면 안된다. 이
러한 지역적 유대를 무시한 상태에서 이질적인 지역이나 지방을 하나의 지방자치단체로
통합하게 되는 경우, 그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초래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자치에 있
어서 주민들간의 갈등이 빚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대표구성에 있
어서도 민주적 정당성이 훼손될 수 있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정함에 있어서
는 바로 이러한 원칙을 준수하지 않으면 안된다.5)
(나) 주민근접성과 조망가능성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크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또한 지방자치제도가 추구하는 목적상
주민이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근거리 행정의 가능성, 즉 주민근접성의 원칙이 지켜져야
할 뿐만 아니라, 또한 어떠한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와 관련된 결정을 함에 있어서, 그 지
역 주민들이 어떠한 사항이 문제가 되고 있고, 또한 어떠한 이해관계가 밑바탕이 되어서
그러한 방향으로 결정되었으며, 그러한 결정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이익과 불이익을 초래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파악하고 조망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소위 조망가능성의 원칙
이 지켜지지 않으면 안된다.
만일 행정의 효율성만을 강조하여, 지방자치단체를 지나치게 광역화하는 경우에는 지

5) 방
 승주, 앞의 발표문(행정구역개편과 지방분권의 새로운 법적 패러다임의 모색), 89면; 동일한 생활권을
강조하는 견해로,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09, 808면; 이에 반하여 지역관련성의 문제는 상대적인 것
으로서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가 인정된다고 보는 견해로는 홍정선, 앞의 논문, 51,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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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자치행정에 주민이 근거리에서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작아질 뿐만 아니라, 또
한 지방자치단체의 결정과정의 투명성이 그만큼 저하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주민근
접성과 조망가능성의 원칙에 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유의하지 않으면 안된다.6)
(다) 자치행정의 계층문제
지방자치제도의 이념은 단순히 행정의 효율성의 문제가 아니라, 주민근거리 행정을 통한
주민자치, 풀뿌리민주주의7)의 실현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행정의 효율성의 이념만으로 자
치계층을 단층화시키려 하는 것은 지방자치제도의 헌법적 보장의 원칙에 반할 수 있다.8)
이와 관련하여 우리 헌법재판소는 자치계층을 중층화하든 아니면 단층화하든 지방자치
단체를 전체적으로 보장하는 한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정하는 것은 입법자의 재
량이므로 헌법상 문제될 것이 없다고 보고 있다.9)
그러나, 만일 지방자치단체를 광역화함으로써, 광역지방자치단체만을 존속시킨 채, 기
초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사실상 국가의 지방행정구역으로만 존속시킬 경우에는, 될 수
있으면 보다 작은 규모의 행정단위가 처리할 수 있는 일은 그에게 맡겨야 한다고 하는 헌
법상의 원칙으로서 보충성의 원칙에 반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지방행정구역은 가장 작
은 기초단위로부터 중간단위를 거쳐서, 대단위가 있을 수 있는데, 이를 모두 생략한 채
기초자치단체나 또는 광역자치단체 어느 하나만을 두게 되는 경우, 어떠한 사무에 대하
여는 지나치게 큰 규모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처리할 수 없게 되는 데 반하여, 어떠한
사무는 또한 사실상 작은 규모의 주민자치에 맡겨야 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대단위 자치
단체가 맡아 처리를 하게 됨으로써, 근거리 주민자치의 정신에 반할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행정구역개편과 관련하여 자치계층의 단층화는 원칙적으로 지방자치제도의
헌법적 보장의 정신에 반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10)

6) 방승주, 앞의 발표문(행정구역개편과 지방분권의 새로운 법적 패러다임의 모색), 91.
7) 허
 영, 앞의 책, 790면; 양건, 앞의 책, 1101면; 헌재 1991. 3. 11 선고, 91헌마21, 판례집 제3권, 91,
100.
8) 이
 에 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구조를 단층구조로 할 것인지 중층구조로 할 것인지는 선택의 문제로서
다수결의 원리에 의할 수 밖에 없다고 보는 견해로는 홍정선, 앞의 논문, 58.
9) 헌
 재 2006. 4. 27 선고, 2005헌마1190, 판례집 제18권 제1집 상, 652, 659. 방승주, 앞의 논문(행정구역
개편론의 헌법적 검토), 1, 38.
10) 방승주, 앞의 발표문(행정구역개편과 지방분권의 새로운 법적 패러다임의 모색), 9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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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방자치제도의 본질과 법적 성격
(1) 지방자치의 본질
지방자치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주민자치와 단체자
치의 두 가지 관념으로 설명되고 있다.11)
첫째 지방자치를 주민자치로 이해하는 관념에 의하면, 지방자치의 본질은 지방의 사무
를 지방의 주민의 의사에 의해 처리하는 것이라고 본다. 이러한 관념은 지방자치를 민주
주의적 관점에서 파악한 것이며 흔히‘정치적 의미의 자치’
라고 부르고, 일찍이 영국에서
발전되어 왔다고 한다.
둘째, 지방자치를 단체자치로 이해하는 관념이다. 그에 의하면 지방자치의 본질은 국
가 안의 일정한 지역을 토대로 하는 단체, 즉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독립하여 그 기
관을 통해 지방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라고 본다. 이는 지방자치를 지방분권적 관점에서
파악한 것이며 이를 흔히‘법적인 의미의 자치’
라고 부른다. 이러한 관념은 독일 등 유럽
대륙에서 발전되어 왔다고 한다.
우리 헌법 제117조와 제118조는 주로 지방자치단체 위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단
체자치 관념에 기초하고 있는 것 같은 외관을 가지고 있으나, 이는 헌법상 지방자치보장
이 법적인 측면에 치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고, 그렇다고 하여 지방자치의 본질
이 주민자치에 있음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12) 요컨대 우리 헌법상 지방자치제도는 이러
한 주민자치와 단체자치의 관념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13)

(2) 지방자치제도의 법적 성격
지방자치제도의 법적 성격이 무엇인가와 관련해서는 지방자치권이 시원적 권력인가 아
니면 국가로부터 파생된(전래된) 권력으로 볼 것인가에 따라서 고유권설, 전래설, 제도

11) 김
 철수, 헌법학신론, 박영사, 2009, 1280-1281면: 양건, 앞의 책, 1099면; 홍성방, 헌법학, 현암사,
2009, 759면; 김동희, 행정법 II, 박영사, 2001, 48면 이하; 장태주, 행정법개론, 법문사, 2009, 983면;
정하중, 행정법각론, 법문사, 2005, 61면; 박균성, 행정법론(하), 박영사, 2006, 49면; 유상현, 행정법
II, 형설출판사, 2002, 108.
12) 양건, 앞의 책, 1099.
13) 헌재 2006. 2. 23 선고, 2005헌마403, 판례집 제18권 1집 상, 320, 334. 홍성방, 앞의 책, 761.

헌법주석서 Ⅳ

396

적 보장설, 신고유권설14) 등의 학설이 제시되어 있다.15) 또한 크게 대별하여 국가의 기능
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것에 불과하다고 하는 자치위임설과, 지방자치권은 주민들에
의해 구성된 자치단체가 고유하게 보유하는 것이라는 자치고유권설로 대별16)하기도 하
면서, 지방자치의 발달사를 고려해 볼 때, 전자는 대륙법계, 후자는 영미법계의 이론으
로 역사적 배경을 달리하는 논거라고 설명되기도 한다.17) 통설18)이나 판례19)는 지방자치
를 전래설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제도보장으로 이해해 왔다. 제도보장이란 전통적으
로 내려오던 공법 또는 사법상의 제도를 헌법이 보장함으로써, 입법자가 그 제도의 핵심
을 더 이상 배제하지 못하고, 다만 구체화하고 형성할 수 있을 따름이라는 것이다. 이러
한 제도보장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지방자치제도라고 하는 것이다.
생각건대 지방자치권은 제도사적으로 보거나, 헌법해석론적으로 보거나 이를 시원적
권력, 즉 고유권으로 볼만한 근거는 없다고 보인다. 지방자치권도 헌법이 지방자치단체에
게 부여한 국가로부터 위임된 권력, 내지 파생된 권력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기 때
문에, 고유권설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인다.20) 그렇다고 하여 우리 헌법상 지방자치제도
를 과거 독일 바이마르시대에 Carl Schmitt에 의하여 주장된 제도보장으로만 보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생각된다. 최근 지방자치제도를 제도보장으로 이해하는 종래의 시각으로
부터 탈피하여 그와 같이 Carl Schmitt의 제도보장적 이해에 입각하지 않고서도 충분히
헌법상 지방자치에 대한 보장내용을 끌어낼 수 있다고 보는 학설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
다.21) 요컨대 Carl Schmitt의 제도보장이론은 당시 바이마르 헌법에서 지방자치제도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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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헌
 법이 지방자치제도를 보장함에 있어서 지방주민의 자치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하여야 할 것이라고 하면
서 신고유권설을 지지하는 견해로 김철수, 앞의 책, 1280.
15) 이
 에 관하여는 홍정선, 앞의 책, 8면 이하; 그러한 논쟁을 진부한 것으로 보는 입장으로는 방승주, 지방자
치법제의 헌법적 접근, 지방자치법연구 제6권 제2호(2006. 12), 31-64, 32면 각주 6); 류지태, 행정법신
론, 신영사, 2000, 648면 참조.
16) 홍성방, 앞의 책, 760.
17) 정종섭, 헌법학원론, 박영사, 2009, 944.
18) 가
 령 김철수, 앞의 책, 1280면;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9, 238면; 홍성방, 앞의 책, 760면; 김
철용, 행정법 II, 박영사, 2001, 55면; 김동희, 앞의 책, 68면; 장태주, 앞의 책, 985면; 정하중, 앞의 책,
63면; 박균성, 앞의 책, 50면; 류지태, 앞의 책, 650, 655면; 유상현, 앞의 책, 128.
19) 가령 헌재 1995. 3. 23 선고, 94헌마175, 판례집 제7권 1집, 438, 448.
20) 자세히는 방승주, 앞의 논문(지방자치법제의 헌법적 접근), 32면 각주 6) 참조할 것.
21) 가
 령 허영, 앞의 책, 792면; 정종섭, 앞의 책, 945면; 홍준형, 분권화, 헌법을 통해야 산다, 최병선/김선
혁 공편, 분권헌법, EAI 2007, 91, 104-105면; 오동석, 지방자치의 제도적 보장론 비판, 공법연구 제29
집 제1호(2000. 11), 219-234면 등과 방승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 공법연구 제35집 제1
호(2006. 10), 55-119, 75면 각주 93)의 문헌들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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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자를 구속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전개한 이론으로서, 이러한 제도보
장론이 당시에는 지방자치제도를 위한 순기능적 역할을 수행하였을는지 모르지만, 지방
자치제도에 대하여 헌법이 광범위하게 보장하고 이러한 보장이 직접 입법자를 구속하는
헌법하에서는 더 이상 순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에 대하여 소위“최소한 보
장”
이라고 하는 족쇄로서만 기능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와 같은 논리를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된다.22) 우리 헌법 제117조와 제118조는 그 자체로서 입법자를 구속
하는 포괄적인 지방자치에 관한 헌법적 보장이라고 할 수 있다.23)

4. 지방자치보장의 헌법적 의의와 기능
지방자치보장의 헌법적 의의 내지 기능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말할 수 있다.24)

(1) 민주주의 실현기능
지방자치제도는 우선 민주주의의 실현기능을 가진다.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국민이 스스
로 지배하고 다스리는 통치제제를 일컫는다. 이와 같이 국민이 스스로 지배하고 다스린다고
하는 이념을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는 것은 직접민주주의일 것이나, 말 그대로 국민이 직접 지
배하고 다스리는 것은 거의 불가능25)하므로 오늘날의 민주주의는 대의민주주의이며, 여러 가
지 직접민주주의적 요소를 가미하는 것이 보통이다.
지방자치 역시 마찬가지이다. 지역의 사무와 현안들에 대하여는 그 지역 주민들이 직접 결
정하고 다스리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러울 것이다. 실제로 주민총회형 지방자치제도는
지역주민이 지역의회를 구성하고 동시에 집행에 관한 책임을 지는 제도로서 스위스나 미국
동북주에서 실시되고 있다고 한다.26) 그러나 가장 작은 규모의 지방자치단체라 하더라도 그
주민들이 모두가 직접 다스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역시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하지 않

22) 방승주, 앞의 논문(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 76면; 오동석, 앞의 논문, 227.
23) 그 구체적인 내용은 III.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헌법적 보장의 내용 참조.
24) 이에 관하여는 방승주, 앞의 논문(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 77-80면. 한편 민주주의실현, 주
민참여, 행정능률의 확보라고 하는 세 가지 관점에서 지방자치의 기능을 파악하는 견해로는 장영수, 헌법
학 제2판, 홍문사, 2007, 324면 이하.
25) 계희열, 헌법학(상), 박영사, 2005, 221.
26) 권영성, 앞의 책, 239면; 김철수, 앞의 책, 1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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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 없고, 여기에 주민투표제도나 주민소환제도 등 직접민주주의적 요소를 가미할 수 있다.
주민은 우선 지방자치단체 선거에서 선거권이나 피선거권을 행사함으로써, 자신의 대표를
뽑거나 직접 대표로 출마하여 지방대표(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로 활동할 수 있게 되
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중앙정치무대에서의 참정권행사를 위한 훈련을 쌓을 수 있게 된다. 따
라서 지방자치제도는 풀뿌리민주주의로서 민주주의를 위한 학습장이나 훈련장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민주주의의 실현기능을 하는 지방자치법제로서는 지방의원과 지방자치
단체장의 선거와, 주민투표제도, 주민소환제도, 주민소송제(지방자치법 제13조의5), 주민감
사청구제(제13조의4)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27)

(2) 분권과 수직적 권력분립의 실현기능
지방자치제도의 헌법적 보장을 통하여 지역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오늘
날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해야 할 과제를 지역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라고 할 때, 만일 대
부분 지역주민의 생활유지를 가능하게 하는 제반 공적 사무까지 국가가 관장하게 될 경
우, 사실상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공동화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가능한 한 지방자치
단체가 처리할 수 있는 일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할 수 있도록 이관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에 관한 사무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우선적 관할권이 있는
것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원칙을 소위 보충성의 원칙28)이라고 하는데, 우
리 헌법상 지방자치의 보장으로부터 이와 같은 원칙이 도출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지방자치제도의 보장은 국가에게 집중되어 있는 고권을 지방자치단체에 나누어
줌으로써, 수직적 권력분립을 가능하게 해 준다.29) 권력분립의 진정한 헌법적 의미는 권

27) 방승주, 앞의 논문(지방자치법제의 헌법적 접근), 49-55.
28) 이기우, 지방자치이론, 학현사, 1996, 203면 이하; 정하중, 앞의 책, 65면; Franz-Ludwig Knemeyer, Die
verfassungsrechtliche Gewährleistung des Selbstverwaltungsrechts der Gemeindes und Landkreise, in: Albert von
Mutius (Hrsg), Selbstverwaltung im Staat der Industriegesellschaft, Festgabe zum 70. Geburtstag von Georg Christoph
von Unruh, Heidelberg 1983, S. 209 ff.(220). 이를 헌법상 보장되는 지방자치의 본질적 내용은 아니지만 지방자
치의 정신에 비추어 요청되는 지방자치의 기본원리라고 보는 견해로, 박균성, 앞의 책(행정법론(하)), 51.
29)“지방자치제도는

현대입헌민주국가의 통치원리인 권력분립 및 통제·법치주의·기본권보장 등의 제원리를 주
민의 직접적인 관심과 참여 속에서 구현시킬 수 있어 바로 자율과 책임을 중시하는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부합
되는 것이므로 국민(주민)의 자치의식과 참여의식이 제고된다면 권력분립원리가 지방자치차원에서도 실현을
가져다 줄 수 있을 뿐 아니라(지방분권) 지방의 개성 및 특징과 다양성을 국가전체의 발전으로 승화시킬 수 있
고, 나아가 헌법상 보장되고 있는 선거권·공무담임권(피선거권) 등 국민의 기본권의 신장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제도이다.”헌재 1995. 5. 25 선고, 91헌마67, 판례집 제7권 1집, 722, 744-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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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상호간의 견제와 균형, 그리고 이를 통한 국민 기본권의 보장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
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정부 간에 권한을 분배하는 것은, 양 권력이 상호 견제와
감시를 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공권력 행사의 투명성과 이를 통한 국민 기본권의 보장에
기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일응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지방자치법제의
현실상 중앙정부의 지방자치에 대한 감시와 통제제도는 법적으로 다양하게 갖추어진 데
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중앙정부의 정책결정에 대한 참여나 의견제시 가능성은 매우 열
악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상태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중앙정부에 대한 견제와 통제기능
을 기대하기는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 점은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된다.30)

(3) 주민의 기본권실현기능과 사회국가원리 실현기능
지방자치를 통해서 주민들은 지방정치에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된
다. 가령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의회의 선거권이나 피선거권의 행사, 주민투표31)에의 참여,
청문회, 공청회, 각종 독립위원회에의 참여,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정책결정 과
정에서의 주민의 여론형성이나 정책집행과정에 대한 감시 등을 통한 다양한 참여를 통해
서 주민들은 헌법상 보장되는 여러 가지 민주주의적 기본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32)
또한 지방자치제도를 통해서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주민들을 위한 최소한의 사
회기반시설의 구축 등, 골고루 잘 살기 위한 여러 가지 전제조건들을 갖추지 않을 수 없
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그 지역주민은 간접적으로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
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결국 지방자치제도는 이러한 의미에서 사회국가원리의 실현
기능도 동시에 수행하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0) 김해룡 외, 지방분권제도의 실질적 구현을 위한 법제정비에 관한 연구, 전국시도지사협의회, 2008, 89면
이하.
31) 헌법재판소는 주민투표권 행사를 위한 요건으로 주민등록을 요구함으로써 국내거소신고만 할 수 있고
민등록을 할 수 없는 국내거주 재외국민에 대하여 주민투표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주민투표법(2004.
29. 법률 제7124호로 제정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다) 중“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에 관한 부분은 국내거주 재외국민의
등권을 침해한다고 본 바 있다. 헌재 2007. 6. 28 선고, 2004헌마643, 판례집 제19권 1집, 843.
32) 방승주, 앞의 논문(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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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헌법상 지방자치제도의 연혁33)
제헌헌법(1948. 7. 17)은 제8장 지방자치에서“제96조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내
에서 그 자치에 관한 행정사무와 국가가 위임한 행정사무를 처리하며 재산을 관리한다.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제97조 지방자
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써 정한다. 지방자치단체에는 각각 의회를 둔
다. 지방의회의 조직, 권한과 의원의 선거는 법률로써 정한다.”
고 규정하였다. 1949년에
는 지방자치법까지 제정되었으나, 6.25의 발발로 그 시행이 지연되다가 1952년에 비로
소 최초의 지방의회가 구성되었다. 제2공화국에서는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제의 실시를 시도하였지만, 1961년에 군사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군사정부에
의하여 지방의회가 해산되고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이 실시되어 그에 저촉되는 지방
자치법의 효력은 정지되었다.34)
이러한 제헌헌법의 내용은 거의 그대로35) 유지되다가 현행헌법과 같은 문언으로 개정
된 것은 1962. 12. 26. 헌법이며,“제5절 지방자치 제109조 ①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
정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제110조 ①지방자치단체에는 의
회를 둔다. ②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
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는 내용으로 현행헌법 제8장과
그 내용이 같다. 위 내용을 보면 과거 헌법은 지방자치단체에게 법령의 범위 내에서 자치
사무와 위임사무처리권 및 재산관리권 그리고 자치입법권을 부여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비하여 1962년 헌법부터는 자치사무와 위임사무의 구별이 없이“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
로 단일화되었으며,“법령의 범위 안에서”
라고 하는 수식어는 단지 자치입법권
만을 수식하고 있을 뿐이다. 다시 말해서“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처리권”
과 재산관리권
은 헌법이 직접 보장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법령의 범위 안에서”
라고 하는 수식어의 위치가 이와 같이 바뀐 것은 지방자치권을 헌법

33) 이
 하 방승주, 앞의 논문(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 81-82면에서 역사적 해석 부분을 전재함.
그 밖에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발전과정에 대하여는 정하중, 앞의 책, 69면 이하 참조할 것.
34) 권영성, 앞의 책, 240.
35) 다
 만 4.19 혁명 이후 개정된 1960년 개정헌법에서는 제97조에“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은 법률로
써 정하되 적어도 시, 읍, 면의 장은 그 주민이 직접 이를 선거한다.<신설 1960.6.15>”
라는 조항이 제2문
으로 삽입되었다.

법원 등에 관한 장 (제101조부터 제130조까지)

401

제
8
장
지
방
자
치

적으로 강화하고자 한 시도가 아니었나 추측된다.36)
1972년 유신헌법은 그 부칙에서 지방의회의 구성을 조국이 통일되는 때까지 유예하였
으며, 또한 제5공화국헌법 부칙에서는 지방의회의 구성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감안하여 순차적으로 하되 그 구성시기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였다. 1987년 헌법에
이르러서 이러한 유예조항들이 삭제되고, 1991년에 지방의회선거가 실시되었으며, 지방
자치단체장 선거의 실시는 1995년 6월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실시되어, 이때부터 지방자
치시대는 본격화되었다.

Ⅲ.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헌법적 보장의 내용
헌법재판소는 지방자치의 본질적 내용은 자치단체의 보장, 자치기능의 보장 및 자치사
무의 보장이고(헌재 1994. 12. 29. 94헌마201, 판례집 6-2, 510, 522), 우리 헌법상
자치단체의 보장은 단체자치와 주민자치를 포괄한다고 한다.37) 헌법 제117조와 제118조
가 보장하고 있는 지방자치제도의 헌법적 보장 내용은 자치단체의 보장, 자치권한의 보
장, 자치사무의 보장, 주관적인 법적 지위의 보장으로 나누어서 살펴 볼 수 있다.

1. 자치단체의 보장
(1) 자치단체보장의 의미
우선 우리 헌법은 제117조와 제118조에서 지방자치단체와 그리고 그 의결기구로서 지
방의회를 보장하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 헌법이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존속을 보장하는지

36) 당시 헌법개정을 위한 헌법심의위원회 전문위원회의록(대한민국국회, 헌법개정심의록 제1집, 1967)을 보면 지
방자치를 강화하기 위한 문언을 삽입하고자 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가령“지방자치를 더 중요시한다는 무엇
을 넣어야 됩니다.”
(강병두 위원, 92면),“용어상 지방자치를 어떻게 강화하느냐....”
(강병두 위원, 95면),“현
행 헌법보다 지방자치를 강화할 것인가?”
(96면). 다만 부칙 제7조에서“③ 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지방의회의
구성시기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고 함으로써 지방의회 구성시기를 법률에 위임하였으며, 제3공화국의회는
지방의회선거법 등을 마련하지 않음으로써 무의회지방자치 상태가 계속되었던 것은 본문 규정과는 달리 지방
자치제도가 매우 취약하게 실현되고 있었음을 말해 준다.
37) 헌재 2006. 2. 23 선고, 2005헌마403, 판례집 제18권 1집 상, 320, 334. 동지 판례 헌재 1994. 12. 29 선고,
94헌마201, 판례집 제6권 2집, 510, 522; 헌재 2001. 6. 28 선고, 2000헌마735, 판례집 제13권 1집, 1431,
1438; 헌재 2006. 3. 30 선고, 2003헌라2, 공보 제114호, 523; 같은 설명으로 허영, 앞의 책, 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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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가 논란이 될 수 있으며, 이를 긍정하는 견해도 주장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를 보장한다고 하는 말은 개별 지방자치단체 자체의 존속을 보장한다고 하는 의미는 아니
며38), 지방자치제도의 단위라고 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는 제도의 존재를 보장한
다고 하는 의미로 새겨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 헌법은 지방자치제도 그 자체를 보장하고
있는 것이지, 개별 지방자치단체를 보장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법률로 정하고 있는 것(제117조 제2항)도 역시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대한 변경
가능성을 전제로 한 것이다. 만일 지방자치단체 자체의 존속을 보장한다고 한다면, 한번
구성된 지방자치단체는 더 이상 폐지할 수 없게 될 것이기 때문에,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가 극도로 축소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통·폐합함에 있어서는 전술
하였듯이 그와 같은 개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공익이 훨씬 커야 한다고 하는 공익원리
와, 지방자치단체의회의 동의나 주민투표를 거쳐야 한다고 하는 청문원리를 준수하지 않
으면 안된다.39)

(2)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과 기본권과의 관계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은 관련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기본권의 제한을 초래할
수 있다. 이 점을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폐지·병합은 법률로써 할 수 있도록 규
정하였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고 병합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있으나, 지방자
치단체의 이러한 폐지·병합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의 침해문제와 더불어 그 주민의 헌
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침해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예컨대 자치단체의 폐지·병합에 있어
서 그 절차상 필요한 적법절차로서 그 주민이 폐지·병합과 관련한 자기의 이해관계에 관
하여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공권력의 행사에 있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청문
권이 침해될 수도 있다. 특히 지방자치법 제4조 제2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폐지·병합에
는 그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게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동법 제13조의2는 주민투표를 실

38) 헌재 2006. 4. 27 선고, 2005헌마1190, 판례집 제18권 1집 상, 652, 652-653: 헌법상 지방자치제도보장의
핵심영역 내지 본질적 부분이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존속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며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자치행
정을 일반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므로, 현행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중층구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로서 특별시·
광역시 및 도와 함께 시·군 및 구를 계속하여 존속하도록 할지 여부는 결국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의 범위에 들
어가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같은 이유로 일정구역에 한하여 당해 지역 내의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을 모두 폐
지하여 중층구조를 단층화하는 것 역시 입법자의 선택범위에 들어가는 것이다.
39) 이에 관하여는 방승주, 앞의 논문(행정구역개편론의 헌법적 검토), 1-4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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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폐지·병합에 관한 의견개진을 명문으로 보장하
고 있으므로 이러한 절차에 있어 적법절차의 한 내용인 청문권의 침해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때로는 지방자치단체의 폐지·병합에 있어 그 주민을 타지방자치단체와 차별하여
헌법 제11조에서 보장한 평등권침해문제도 생길 수 있다. 또한 자치단체가 폐지·병합됨
으로써 헌법 제24조 및 제25조에 보장된 그 주민의 참정권 내지 공무담임권이 침해될 수
도 있다. 법률조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단체가 폐지되는 경우 이러한 주민의 기본권들의
침해는 별도의 집행행위의 매개를 거치지 않고 직접 그 법률조항의 시행에 의하여 발생할
40)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우선 지방자치단체의 폐지·병합이
지방의회나 주민투표에 의하여 부결된 경우, 국회는 그러한 결정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하
였는데, 그렇다면 행정구역개편에 대한 지방의회의 부결이나 주민투표의 법적 효력은 어
떠한 것인가? 그리고 행정구역의 통·폐합이 가져다 주는 공익이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이나 손해보다 더 커야 한다고 하는 소위 공익원리에 따라 입법자가 이익형량을 하였
다 하더라도, 추후에 통·폐합으로 인하여 오히려 입법자가 추구하던 예산절감이나 주민
에 대한 편익증진 등 전체적인 공익이 달성되지 못한 경우에는 입법자의 판단이 잘못되었
다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잘못된 사실판단에 입각한 행정구역개편은 취소대상이 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만일 입법자가 공익에 대한 형량을 명백하게 잘못한 것이 입증된
다면 헌법재판소가 사후 심판청구가 있는 경우에 행정구역개편에 관한 법률 자체를 위헌
선언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41)

2. 자치권한의 보장
헌법이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보장하는 자치권한(헌법직접적 권한)의 내용은 자치행정
권, 자치재정권, 자치입법권으로 나눌 수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제118조 제2항), 이러한 위임에 따라 법률상 보장

40) 헌재 1995. 3. 23 선고, 94헌마175, 판례집 제7권 1집, 438, 448-449; 헌재 1994. 12. 29 선고, 94헌마
201, 판례집 제6권 2집, 510, 523.
41) 가령 그러한 사례로서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1992. 5. 12. 니더작센주 행정구역개편환원법에 대한 위헌무효
결정을 들 수 있다. BVerfGE 86, 90. 이 판례에 대한 소개로는 방승주, 앞의 논문(행정구역개편론의 헌법적 검
토), 2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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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는 권한(법률적 권한)이 있다.42)

(1) 헌법직접적 권한
(가)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처리권(자치행정권)
먼저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가 무엇인지가 문제된다. 일단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에 속한 주민의 복리와 관련되는 사무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라고 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는, 우선 주민이 생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물건과 시설의
제공과 관련한 사무라고 할 수 있다. 가령 전기, 수도, 가스의 공급을 비롯하여, 상·하수
도, 생활 쓰레기의 배출 등 주민이 생존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생활수단과 시설의
공급 및 처리와 관련된 사무를 들 수 있다.
또한 주민의 건강증진, 체력단련, 여가, 문화 등 건강하고 즐겁게 생활하기 위하여 필
요한 모든 복지와 관련된 시설의 건설과 유지 및 관리 등의 사무 역시 주민의 복리에 관
한 사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주민의 사적인 생활과 각종 직업생활을 위
하여 필요한 행정서비스의 제공 역시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43)
다만 문제는 한 지역의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은 동시에 보다 광역의 지방자치단체
의 주민이기도 하면서 최종적으로는 대한민국의 국민이기도 하다. 그리하여 한 지역의 주
민의 복리는 동시에 보다 광역의 주민, 나아가서는 전체 국민의 복리와도 관련될 수 있
다. 가령 광역의 도시계획이나 도로의 건설, 그 밖의 사회간접자본의 구축 등은 가장 작
은 단위의 기초자치단체 주민만의 복리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며, 그 규모에 따라서는 광
역자치단체 주민이나 전체 국민의 복리와 관련된 사무일 수 있다.44)

42) 방승주, 앞의 논문(지방자치법제의 헌법적 접근), 35-47.
43) 지방자치법 제9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의 예시로서,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
한 사무,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3. 농림·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4.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6. 지역민방위 및 소
방에 관한 사무 등을 들고 있다.
44) 방승주, 앞의 논문(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 83면. 지방자치법 제11조는 국가사무에 해당되어 원
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할 수 없는 사무로서 1. 외교, 국방, 사법(사법), 국세 등 국가의 존립에 필요한
사무, 2. 물가정책, 금융정책, 수출입정책 등 전국적으로 통일적 처리를 요하는 사무, 3. 농산물·임산물·축
산물·수산물 및 양곡의 수급조절과 수출입 등 전국적 규모의 사무, 4. 국가종합경제개발계획, 국가하천, 국유
림, 국토종합개발계획, 지정항만, 고속국도·일반국도, 국립공원 등 전국적 규모나 이와 비슷한 규모의 사무,
5. 근로기준, 측량단위 등 전국적으로 기준을 통일하고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사무, 6. 우편, 철도 등 전
국적 규모나 이와 비슷한 규모의 사무, 7.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검사·시험·연구, 항공관리, 기상행정, 원자
력개발 등 지방자치단체의 기술과 재정능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사무를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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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어떠한 지역의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라 하더라도 그것이 항상 그 지방자치
단체의 배타적 관할사항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며, 오히려 그 사무의 규모나 성격상 광
역지방자치단체나 또는 국가의 사무가 될 수 있다.
그렇지만 어떠한 사무가 그 지역의 주민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어서, 그 지역성이 크
면 클수록,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의 배타성은 더 높아진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아무튼 우리 헌법은 독일 기본법 제28조 제2항 제1문과 같이 전권한성을 명문화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지역의 주민의 복리 및 복지와 관련된 모든 사무는 원칙적으로 그 지
방자치단체의 관할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어떠한 사무가 하위단위의 능력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하
위단위의 관할에 속하는 것으로 보고, 그에게 우선적 관할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보
충성의 원칙이다. 이러한 원칙상 광역지방자치단체나 국가는 원칙적으로 하위단위가 처
리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개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나) 재산관리권(자치재정권)
다음으로 헌법 제11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을 관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
다. 재산을 관리한다고 하는 말은 이미 지방자치단체에게 귀속된, 귀속되고 있는, 뿐만
아니라 앞으로 귀속될 모든 적극적 및 소극적 재산, 즉 재정 전반에 대하여 관리하는 것
을 의미한다. 따라서 공법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에 속해 있는 청사와 소속 토지와 같은
부동산을 비롯해서, 시설물과 그 시설물의 유지와 보수를 위한 모든 장비, 다른 공·사 법
인들이나 사인간의 계약과 관련된 채권·채무, 특정한 자금운용을 위한 기금의 설치(지방
자치법 제142조) 등의 모든 재산관계들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리하에 들어간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이와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를 위하여 필요한 모든 재산적 가치 있는 공·사법
상의 권리를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권이라고 본다면, 이러한 재산권을 행사하고 관리하는
책임이 지방자치단체에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더 나아가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스스로를 유지하고 관리하며 자치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세원을 발굴하고, 주민들에 대하여 과
세를 할 수 있을 것인지, 즉 소위 조세고권45)도 이러한 재산관리권에 포함될 것인지 여부

45) 허영, 앞의 책, 803-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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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문제될 수 있다.46) 현행 지방세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정하는 바에 의하
여 지방세로서 보통세와 목적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제2조),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지
방세의 세목,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 기타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서는 이 법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조례로써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조). 따
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이와 같이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조세고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으나, 가령 중요한 세목이 법률상 국세로 분류되고, 지방세의 세원은 국세에 비
할 경우에 세수격차가 많이 나고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된다.47)
사실상 지방자치를 위해서 소요되는 비용을 자치단체가 스스로 충당할 수 없어서 국가
의 재정에 의존48)하게 되면, 국가나 상급지방자치단체에 종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진
정한 자치가 이루어지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지방자치가 제대로 실현
되기 위해서는 조례에 의한 신세목신설권49)을 인정하자고 한다든가, 지방세의 경우 법률
유보 대신 조례유보가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지방세조례주의론50)이 주장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조세고권의 경우는 직접적으로 주민들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주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위는 우리 헌법 제37조
제2항과 헌법 제59조에 따라서 법률에 의하거나 법률에 근거가 있지 않으면 안된다.51)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은 반드시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행정입법까
지 포함하는 실질적 의미의 법률이라고 하는 점은 대체로 인정되고 있으나, 과연 이 법률
개념에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는 자치에 관한 규정, 즉 조례도 포함될 것인지 여부에 대
해서는 논란이 되고 있다.
아무튼 헌법 제37조 제2항이나 제59조를 근거로 지방자치단체가 조세를 부과할 권한
은 최소한 법률에 그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헌법 제117조가 지방자치를 헌법
적으로 보장하는 취지를 고려할 때, 입법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독립, 즉 자주재정

46)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를 면제하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할 때 내무부장관의 사전허가를 얻도록 한 것에 대하여 헌
법재판소는 합헌으로 본 바 있다. 헌재 1998. 4. 30 선고, 96헌바62, 판례집 제10권 1집, 380.
47) 현재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약 80:20이 유지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방승주, 앞의 논문(지방자치법제
의 헌법적 접근), 46면과 그곳의 인용자료 참조; 김해룡 외, 앞의 연구보고서, 160.
48) 김해룡 외, 앞의 연구보고서, 171.
49) 김해룡 외, 앞의 연구보고서, 184.
50) 조성규, 조세법률주의하에서 지방세조례주의의 허용성, 행정법연구 제19호(2007. 12), 17-46.
51) 방승주, 앞의 논문(지방자치법제의 헌법적 접근), 31-6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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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한 지방자치가 가능하도록 국가에 귀속되는 세원을 적극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이
양해야 할 뿐만 아니라, 지방재정조정에 관한 제도를 제대로 마련해야 할 의무가 있다.
현재의 지방교부금제도만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 측면에서 중앙정부에 지나치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지방교부세의 경우 아예 처음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으로 이양하는 등 획기적 조치가 있지 않으면 안된다고 지적52)되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다)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 제정권(자치입법권)
다음으로 헌법 제117조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
정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여기에서 법령의 범위 안에서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자
치에 관한 규정, 즉 조례제정권의 범위와 한계는 어디까지인지가 문제될 수 있다.
1)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가)‘법령’
의 의미
헌법은 법령과 법률을 분명히 구분하고 있다. 가령 헌법 제114조 제6항은“중앙선거관
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선거관리·국민투표관리 또는 정당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
정할 수 있으며,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다.
헌법제(개)정자가 법령과 법률을 구분하고 있다면 법령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우선 법령에는 헌법이 포함된다. 모든 국가기관을 비롯해서 지방자치단체와
그 기관 역시 최고효력을 가지는 헌법에 구속되고, 그에 위반되어서는 안된다고 하는 것
은 당연하다.53) 다음으로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은 물론, 법규명령이 법령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54) 나아가 행정기관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지는 행정명령이나 행정

52) 김해룡 외, 앞의 연구보고서, 184면 이하.
53) 방승주, 앞의 논문(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 96.
54) 서울시 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4조 제1항·제2항 및 제16조 제3항이
헌법 제117조, 제118조 및 지방자치법 제15조, 제82조 및 제83조에서 보장된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을
제한하고, 주민의 참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1996. 10. 17.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지방의회는 헌법소원의 청구적격이 없다고 하는
이유로 각하된 바 있었다. 헌재 1998. 3. 26 선고, 96헌마345, 판례집 제10권 1집, 295, 296-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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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은 법규명령이 아니므로 법령에 일단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지만, 이러한 행정
명령이 상위의 법규명령과 더불어서 대외적 효력을 가지는 경우에는 법규명령의 일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법령의 개념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55) 헌법
재판소 역시 이와 같은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56)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가 가지는 자치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은 헌법과 법
률, 그리고 법규명령의 범위 안에서이다.
나)‘범위 안에서’
의 의미
그리고“법령의 범위 안에서”
라고 하는 말은“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라고 하는 말과 다르다. 헌법이 만일“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라고 하는
의미를 표하고자 하는 의도하였다면, 그러한 표현을 직접 사용하면 되었을 것임에도, 그
러한 표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서“법령의 범위 안에서”
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였다면,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보다는 더 넓은 의미를 포함하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그 의미는 무엇일까가 문제되는데, 이는“법령이 위임하는 범위 안에
서”
라고 하는 추가적 의미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법령의 범위 안에서”
라고 하는 말은 법령이 위임을 한 경우에는“법령이 위임
하는 범위 안에서”
, 그리고 법령의 위임이 없는 경우에는“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
위 안에서”
라고 하는 말로 새길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위에서도 잠깐 언급되었듯이,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권을 제한하는 조례는 최소한 법률에 근거가 있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이러한 기본권제한에 있어서 법률유보원칙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법령의 범위 안에서의 의미는 법령의 우위와 법률유보의 원칙57)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하는 결론이 나온다.

55) 동지, 홍정선, 앞의 책, 295.
56) 헌
 재 2002. 10. 31 선고, 2001헌라1, 판례집 제14권 2집, 362, 371; 헌재 2002. 10. 31 선고, 2002헌
라2, 판례집 제14권 2집, 378, 379.
57) 동지, 정종섭, 앞의 책, 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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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령의 우위
58)
우선“법령의 범위 안에서”
라고 하는 말은“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나 또는“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라고 하는 의미로서 법령의 우위59)를 나
타내 주는 말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일단 법령에 저촉되거나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법령의 위임이 없다 하더라도 광범위하게 자치입법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위에서도 언급하였듯이 기본권의 제한을 초래하는 자치입법권의 경우에는 법률
의 위임이 있지 않으면 안된다.
② 법률유보
지방자치의회 역시 주민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이므로 그러한 의원들로 구
성된 지방의회는 나름대로 지역적인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60) 그리
하여 나름대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자치입법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그 지역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주민을 비롯하여 기업 등 그 지역 주민이
아닌 국민들이 통행을 하고, 기업 및 직업활동을 수행하고, 투자를 하는 등 여러 가지 기
본권행사를 할 수 있는데, 그들의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전체 국민에 의하
여 직접 선출된 국회에 의하여 제정된 법률에 근거가 있지 않으면 안된다.61) 따라서 이러
한 의미에서 기본권을 제한하는 자치입법권의 행사를 위해서는 법률적 근거를 필요로 한
다고 할 수 있고, 현행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는 이를 확인하고 있을 뿐이므로 헌법적으
로 문제될 것이 없다.62)
헌법재판소는 보도상 시설물 영업행위를 하기 위한 허가의 요건과 범위를 규정하는 구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2007. 11. 1. 조례 제4581호로 개정
되고, 2008. 7. 30. 조례 제46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4항과 제5항에 대하여

58)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추51 판결.
59) 동지, 양건, 앞의 책, 1112면; 정종섭, 앞의 책, 953.
60) 방승주, 앞의 논문(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 92-95.
61) 동지, 성낙인, 앞의 책, 1095면. 이에 반하여 조례 역시 법률과 마찬가지로 민주국가적인 법률유보의 원
칙을 만족시킨다고 보면서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기본권제한은 반드시 법률의 유보가 없이도 조례로서도
가능하다고 보는 견해로, 이기우, 부담적 조례와 법률유보에 관한 비판적 검토, 헌법학연구 제13권 제3호
(2007. 9), 353-389, 375.
62) 방승주, 앞의 논문(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 97면과 각주 172)에서 인용된 문헌들 참조. 그
밖에 양건, 앞의 책, 1113면; 정종섭, 앞의 책, 824면; 장태주, 앞의 책, 1021면; 정하중, 앞의 책, 100
면; 대법원 1995. 6. 30 선고, 93추83 판결.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추25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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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도로점용 갱신을 통하여 시설물 영업을 계속하고자 하는 청구인들에 대한 의무부과
내지 권리제한적 사항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하면서 이러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는
법령의 위임 내지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63)
③ 의회유보
의회유보란 가령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되는 내용과 같이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입법사
항은 형식적 의미의 입법자가 직접 제정한 법률로 하여야 한다는 원칙으로, 법률유보가
행정입법으로의 위임가능성을 포함한 개념인 데 반하여, 의회유보 내지 의회입법원칙은
행정입법으로의 위임금지를 뜻하는 개념이다.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1항이 지방자치단체가“법령의 범위 안에서”자치입법권을 행
사할 수 있다고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치입법권과 관련되는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내
용 내지 지방자치제도의 핵심영역과 관련된 내용들은 형식적인 입법자인 국회가 법률로
제정하지 않으면 안된다.64)
이러한 의회유보의 원칙은 국회가 입법의무를 등한시하고 자신이 담당해야 할 입법사
항을 행정부로 지나치게 넘기는 경우에, 이를 방지하고 그럼으로써 행정입법의 남용으로
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마찬가지 차원에서, 국회가 지방자치제도의 핵심내용을 보장하고 지방자치의 이념을
실현하는 대신, 그에 관한 입법사항을 과도하게 행정입법으로 위임하는 경우에, 지방자치
단체의 자치권한이 침해될 수 있는 소지가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현
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제도와 관련된 입법사항은 형식적인 의미의 입법자인
국회가 직접 제정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는 논리가 나올 수 있는 것이다.
결국 의회유보 사상은 자치입법권을 행정입법으로부터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하기도 하
는 것이다.65)

63) 헌
 재 2008. 12. 26 선고, 2007헌마1422, 판례집 제20권 2집 하, 910, 923; 헌재 2008. 12. 26 선고,
2007헌마1387, 판례집 제20권 2집 하, 882, 901.
64) 권
 영성, 앞의 책, 247면: 홍정선, 앞의 책, 318면. 이에 반하여 의회유보의 원칙(본질사항유보설이나 중
요사항유보설)은 적어도 지방의회가 제정한 조례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로 이기우, 앞
의 논문, 376.
65) 방승주, 앞의 논문(지방자치법제의 헌법적 접근), 31-6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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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위임입법의 한계
다음으로 국회는 일정한 입법사항에 대하여 행정입법으로 제정하도록 위임할 수 있지
만(헌법 제75조),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 국회는 위임입법을 지
나치게 포괄적으로 하게 되면, 이것 역시 의회유보 내지 의회입법의 원칙에 위반될 수 있
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지방주민에 의하여 민주적으로 정당화된 입법자인 지
방의회가 제정하는 규범이므로, 이에 대한 위임에 있어서는 행정입법으로 위임하는 경우
에 비하여 좀 더 포괄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헌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으며, 오히려 그
와 같이 해야만 자치입법권이 보다 더 넓게 보장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66) 헌법재판소
역시「조례의 제정권자인 지방의회는 선거를 통해서 그 지역적인 민주적 정당성을 지니
고 있는 주민의 대표기관이고, 헌법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포괄적인 자치권을 보장하고
있는 취지로 볼 때 조례제정권에 대한 지나친 제약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법규명령에 대한 법률의 위임과 같이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할
필요가 없으며 포괄적인 것으로 족하다고 할 것이다」
라고 판시한 바 있다.67)

66) 동지, 정종섭, 앞의 책, 955.
67) 헌재 1995. 4. 20 선고, 92헌마264, 판례집 제7권 1집, 564, 572; 헌재 2004. 9. 23 선고, 2002헌바
76, 판례집 제16권 2집 상, 501, 507; 헌재 2008. 12. 26 선고, 2007헌마1422, 판례집 제20권 2집 하,
910, 922. 한편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 규정하도록 한 도
로법 제43조 제2항 중‘기타 도로’
에 관한 부분(이하‘이 사건 법률조항’
이라 한다)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헌법재판소의 다수견해에 반
대하여,“이 사건 법률조항은 지방자치에 관한 헌법원리에 의한 심사가 요구되는 조항으로서 위임입법의
한계에 관한 일반적인 심사기준과 헌법이론만으로 위헌 여부를 심사할 수는 없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
법권을 보장한 헌법원리에 따라 심사하여야 하며, 그러한 심사에 의할 경우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 제
117조 제1항에 위반된다”
고 보는 의견(재판관 김종대)도 있었다. 헌재 2007. 12. 27 선고, 2004헌바98,
판례집 제19권 2집, 725, 733. 한편‘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의 범위를 조례에서 정하도록 하는
것이 위임입법의 법리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이 사건 법률 제58조 제1항에서
는 노동운동을 하면 형사처벌을 받는 공무원과 그렇지 않은 공무원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고, 같은 조 제2
항에서 형사처벌에서 제외되는 공무원을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바, 이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각각의 지방
자치단체의 특수한 사정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법률에서 일일이 정하는 것은 곤란한 일이므로 미리 법률로
써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한편,‘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은 앞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그 의미가 명확하여 달리 해석될 여지가 없어 하위법령에서 원래의 취
지와 다른 규정을 둘 수는 없음이 명백하고, 이 사건 법률 제58조 제2항에서 위임하는 사항은 사실상 노
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범위’
임이 분명하다”
고 하는 이유로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았다. 헌법재판소 2005. 10. 27 선고, 2004헌바96, 판례집 제17권 2집, 238, 25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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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치에 관한 규정
“자치에 관한 규정”
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주민과 그 지역의 자치를 위하여 제정
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가)“자치”
의 의미
“자치”
는“자기 스스로 다스리는 것”
을 의미한다.68) 보통 자치를 말할 경우는 일정한
인적 집단들이 국가나 외부기관의 지시나 명령을 받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관심사에 대하
여 자신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또한 결정한 사항을 집행하는 것을 일컬으며, 이러한
자치는 우리 헌법이 도처에서 보장하는 민주주의의 가장 기초적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의 자치 내지 자율에 관하여는 우리 헌법이 여러 군데에서 규정하고 있
다. 가령“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전문), 대학의 자율성(헌법 제31조 제4항),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율적 활동보장(헌법 제123조 제5항) 등이 그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명문의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헌법이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는 각종의 집단적 자유(가령 결사
의 자유, 단결의 자유, 정당의 자유)는 단체를 설립하고 단체활동을 할 수 있는 자유를 보
장하는 것인데, 그러한 범위 내에서 그 구성원들은 자신들의 이해관계와 관심사에 대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나)“자치에 관한 규정”
의 의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지역을 중심으로 결성된 주민의 자치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다
만 그 설립 자체가 주민 스스로 임의로 이루어지기 보다는 지방자치법이라고 하는 공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그 영역이 설정되고 또한 자치단체의 조직이 구성되며, 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경우는 당연히 그 지방자치단체 소속 주민이 된다고 하는 점이
다르다. 아무튼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도“자치”
를 행사한다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국가나 상급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외부기관의 지시나 명령으로부터 자유롭게 그 지
역과 주민의 복리와 관련된 사무에 대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우선 국가나 상급지방자치단체의 지시나 명령과 상관없이, 주민 복리에 관한 사무
에 관하여 자율적으로 규율하고 적용할 규범이라고 한다면 우선적으로“자치에 관한 규
정”
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68) 방승주, 앞의 논문(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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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과 관련된 영역사단(Gebietskörperschaft)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국가의 하부 행정단위69)로서의 기능도 수행한다. 따라서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
일정한 국가사무를 위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도록 할 수 있으며, 아무리 국민 전체
의 이익과 관련한 국가적 사무라 하더라도 그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시행은 지역적 특색에
맞게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는 것이 민주주의적 관점에서 더 바람직스럽
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의미에서 위임사무가 존재할 수 있다. 이러한 위임사무
에 대해서도 결국 각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재량의 범위 내에서 그러한 사
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관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을 것인데, 그
러한 의미에서 위임사무에 대하여도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만일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이 개입될 여지가 없는 순수한
국가적 사무를 하부행정단위로서의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여 처리하게 하는 경우에 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규정할 여지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러한 사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가 그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
이다.
그리고 자치에 관한 규정에는 지방자치단체 의회가 제정하는 조례(지방자치법 제22조,
제26조)와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정하는 규칙(지방자치법 제23조)이 있다. 조례와 규칙간
에 있어서는 조례가 규칙보다 상위규범이라고 할 수 있고,70) 또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조
례와 규칙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규칙에 우선한다(제24조).
3) 특히 조례에 대하여
가) 조례의 의의
조례란 지방의회가 법정의 절차를 거쳐 제정하는 자치입법의 한 형식71)이라고 할 수 있
다. 지방자치법 제22조는“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
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69) Schmitt-Aßmann, Perspektiven der Selbstverwaltung der Landkreise, DVBl. 1996, S. 533 ff(536).
70) 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누4615 판결. 홍정선, 앞의 책, 289.
71) 홍정선, 앞의 책, 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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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지방자치법은 그 내용이 무엇이든간에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규범으로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형식적 측면에서 일
단 지방의회가 제정한 모든 규범은 조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조례로서 규정할
수 있는 사항은 헌법과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되어야 하고,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72)
이와 관련하여 내용적으로 국가의 위임사무에 관한 내용도 조례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인
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나,73) 일단 헌법상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가령 국가가 법령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일정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도록 위임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위임사항에 대하여 조례로
서 규정하여야 하고 또한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국가가 국가적 사무를
과도하게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거나 아니면 사무만 위임하고 그 처리를 위한 경비의 지
원은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과중이나 재정적 부담으로 자신의 고유사무를 제대로
처리할 수 없게 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74)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헌법 제117조 제1항과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의하면 지방자
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자치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나 이 때 사무
란 지방자치법 제9조 제1항에서 말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
자치단체에 속하게 된 단체위임사무를 가리키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것은 원칙적으로 이러한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에 한한다. 그러므로 국가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는 원칙적으로 자치조례의 제정범위에 속하
지 않는다 할 것이고, 다만 개별법령에서 일정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경우에는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개별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이른바 위임
조례를 정할 수 있다. 그리고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
무가 자치사무인지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에 관한 법
령의 규정 형식과 취지를 우선 고려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 외에도 그 사무의 성질이 전국
적으로 통일적 처리가 요구되는 사무인지 여부나 그에 관한 경비부담과 최종적인 책임귀

72) 성낙인, 앞의 책, 1096.
73) 홍정선, 앞의 책, 290.
74) 전광석, 한국헌법론, 법문사, 2009, 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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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의 주체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
추57 판결 참조)」
고 판시하고 있다.75)
나) 조례의 법적 성격
조례는 지방주민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구성된 지방의회에 의하여 규정된 규범이라 하더라
도 국가의 권력분립적 차원에서 보면 행정영역에 속하는 것이지, 이것이 결코 입법작용이라
고 할 수는 없다.76)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역시 지방자치단체의 입법활동은 여러 가지 관점에
서 입법적 성격을 띠고 있는 것과 상관없이 권력분립의 체계에서 볼 때 행정영역에 속한다는
점을 확인77)한 바 있다.78) 조례는 결국 일종의 행정입법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79)
다음으로 조례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입법인지 아니면 국가로부터 전래된 입법인지 여
부가 우리나라에서는 논란이 되고 있다.80) 이러한 논란은 지방자치권이 시원적 권력인가 아
니면 파생된 권력인가에 대한 이해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인데, 우리 헌법상 지방자치
권은 지방자치의 제도사적 측면에서 보거나, 헌법해석론적으로 보거나 시원적 권력으로 인
정할 수 있는 여지는 거의 없으며, 전술한 바와 같이 이미 이것은 진부한 논쟁에 불과하다고
본다.81)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은 헌법 제117조가“법령의 범위 안에서”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도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취지를 볼 때, 조례가 지방자치
단체의 고유한 입법이라고 할 수는 없고, 국가가 허용한 자치의 한계 내에서 행할 수 있는,
국가로부터 파생(전래)된 자율적 입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75)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추34 판결【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76) 동지, 홍정선, 앞의 책, 295면. 전광석, 앞의 책, 621면; 조성규, 조례의 제정과정에 대한 법적 검토, 지방자
치법연구 제7권 제1호(2007. 3), 69면 이하(74); Herbert Bethge, Parlamentsvorbehalt und Rechtssatzvorbehalt
für die Kommunalverwaltung, NVwZ 1983, S. 577 ff.(580). 이에 대한 문제제기로, 이기우, 앞의 논문, 353389(378).
77) BVerfGE 65, 283 (289).
78) Jörn Ipsen, JZ 1990, S. 791.
79) Vogelgesang/Lübking/Ulbrich, Kommunale Selbstverwaltung, Berlin 2005, S. 119. 동지, 조성규, 앞의 논문(조례의
제정과정에 대한 법적 검토), 74면:“다만 그 민주적 정당성으로부터 조례는 일반적 행정입법과는 달리, 오히
려 법률에 준하는 속성을 가지게 되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우리 대법원은“조례가 집행행위의 개
입 없이도,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법률상 효과를 발
생하는 경우 그 조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누8003 판결.
80) 가령, 홍정선, 앞의 책, 293면 이하.
81) I. 3. (2) 지방자치제도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는 방승주, 앞의 논문(지방자치법제의 헌법적 접근), 31면 이하
(32면, 각주 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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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조례의 유형
조례의 유형에는 우선 대내외적 효력 여하에 따라서, 지방자치주민이나 그 밖에 토지소
유자, 기업체나 시설 이용자 등에게 대외적 효력을 가지는 일반적·추상적 규율로서의 조
례, 토지구획이나 건설계획 등의 계획을 담은 계획적·프로그램적 성격의 조례, 지방자치
단체의 예산계획을 담은 예산조례, 지방자치단체 조직 등에 관한 조례와 같이 자치단체
내부적 효력만을 가지는 조례로 나누어 볼 수 있다.82)
그리고 조례제정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량 여부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율
적으로 규정한 임의조례(freiwillige Satzungen)와 국가가 조례로 정할 것을 의무로 하고
있는 의무조례(Pflichtsatzungen)로 나눌 수 있다. 임의조례란 제정여부가 지방자치단체
의 정책적인 재량에 놓여 있는 조례를 말하며, 의무조례란 지방자치단체가 반드시 제정해
야 할 의무를 지는 조례를 말한다.83)
또한 국가의 위임 여부에 따라서 위임조례와 자치조례로 나눌 수 있다. 위임조례란 조
례제정의 근거가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위임되어 있는 경우이며, 자치조례란 지방의회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제정하는 조례를 말한다.84)
라) 조례의 적용범위와 효력
조례의 장소적 적용범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내에서라고 할 수 있다.85) 그리고
인적 적용범위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자연인)과 법인,86) 그리고 그 지역의 토지와 시
설 등을 이용하거나 그 지역을 방문하는 다른 지역 주민과 법인 및 외국인도 포함될 수 있
을 것이다.
법령상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약을 통하여 체결한 조례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범위를 넘어서서 효력을 미칠 수도 있을 것이다.87)
별다른 규정이 없는 한, 조례는 시행과 더불어서 폐지되기 전까지 효력을 가지며, 효력기
간에 관한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 기간의 경과와 더불어서 효력을 상실하고, 그 밖에 조

82) Hartmut Maurer, DÖV 1993, S. 184 ff.(186); Vogelgesang/Lübking/Ulbrich, aaO, S. 123.
83) Vogelgesang/Lübking/Ulbrich, aaO, S. 124. 홍정선, 앞의 책, 292.
84) 홍정선, 앞의 책, 292.
85) 홍정선, 앞의 책, 333.
86) 홍정선, 앞의 책, 334.
87) 홍정선, 앞의 책, 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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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의 효력에 반하는 상위규범의 제정이나 조례의 무효를 확인하는 법원의 판결이 있을 경
우 그 효력은 상실된다.88)
마) 조례제정의 헌법상의 의무
헌법재판소는 일정한 경우에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여야 할 헌법상의 의무가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제정하지 않은 부작위에 대하여 위헌선언을 한 바 있다.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2항은‘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의 구체적인 범위를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범위를 정하는 조례가 제정되어야 비로소 지방공무
원 중에서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받게 되는 공무원이 구체적으로 확정
된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단체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의‘사실
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에 해당하는 지방공무원이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
을 원만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그 구체적인 범위를 조례로 제정할 헌법
상 의무를 부담하며, 지방공무원법 제58조가‘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에 대하여
단체행동권을 포함한 근로3권을 인정하더라도 업무 수행에 큰 지장이 없고 국민에 대한
영향이 크지 아니하다는 입법자의 판단에 기초하여 제정된 이상, 해당 조례의 제정을 미
89)
루어야 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도 없다」

바) 조례와 규칙에 대한 통제
조례와 규칙에 대한 통제로서는 합헌성통제와 합법성 통제가 있다. 만일 조례와 규칙에
의하여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만일 조례가 처분적 성격이 있는 것으로 법원이 항고소송의 대상성을 인정
한다면90), 보충성의 원칙상 그러한 조례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각하될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유효하게 헌법재판소에서 다툴 수 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가 제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고
(지방자치법 제26조 제3항),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대법
원에 제소할 수 있다(제107조, 제172조 제3항). 그리고 시·군·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도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하여서는 안된다(제24조).

88) 홍정선, 앞의 책, 334.
89) 헌재 2009. 7. 30 선고, 2006헌마358, 공보 제154호, 1524, 1525.
90) 가령 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누800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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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치입법권의 한계에 관한 대법원 판례91)
헌법 제117조 제1항과 지방자치법 제15조9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
서 그 사무에 관하여 자치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이 때 사무란 지방자치법 제9조 제1항
에서 말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게 된 단체
위임사무를 가리키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것은 원칙적으로 이
러한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에 한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다. 즉 국가사무가 지방자
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기관의 지위에서
수행하는 사무일 뿐 지방자치단체 자체의 사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원칙적으로 자치조례
의 제정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이다.93)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기관위임
사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에 관한 법령의 규정 형식과 취지를 우선 고
려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 외에도 그 사무의 성질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요구되는
사무인지 여부나 그에 관한 경비부담과 최종적인 책임귀속의 주체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다.94)
한편 대법원은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치사무에 관하여 조례로 제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
도 상위 법령에 위배할 수는 없고(지자법 제15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지방자치법이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과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에 관하여는 조례로 이를
침해할 수 없으며, 나아가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도 그 사무집행에 관한 집행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의 관련규정에 위
반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한다.95)
그리고 조례가 규율하는 특정사항에 관하여 그것을 규율하는 국가의 법령이 이미 존재
하는 경우에도 조례가 법령과 별도의 목적에 기하여 규율함을 의도하는 것으로서 그 적용
에 의하여 법령의 규정이 의도하는 목적과 효과를 전혀 저해하는 바가 없는 때, 또는 양
자가 동일한 목적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국가의 법령이 반드시 그 규정에 의하여
전국에 걸쳐 일률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규율하려는 취지가 아니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

91) 이하는 방승주, 앞의 논문(지방자치법제의 헌법적 접근), 31-64면, 39면 이하의“② 자치입법권의 한계에 관
한 대법원 판례”
의 앞부분을 그대로 옮김. 나머지 구체적 사례는 위 문헌 참조할 것.
92) 현행 제22조(이하 마찬가지).
93)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추57 판결.
94)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추57 판결.
95)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추5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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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 실정에 맞게 별도로 규율하는 것을 용인하는 취지라고 해석되는 때에는 그 조례가
국가의 법령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라고96) 하고 있다.
(2) 법률적 권한
헌법 제118조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위임에 따라 지방자치법을 비롯한 많은 법률들이 지방자치단
체의 권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권한은 지역고권97), 조직고권, 인사고권, 계
획고권, 조세고권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98)

3. 자치사무의 보장
우리 헌법은 자치사무와 관련하여“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
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어
떠한 사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이 점이 과거 헌법(건국헌법과 제2공화국 헌법)이 고유사무와 위임사무를 구별하
던 것과 다른 점이다.99)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에 해당하는 자치사무 내지 고유사무와,
또한 단체위임사무100), 즉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임된 사무(지
방자치법 제9조 제1항), 그리고 기관위임사무, 즉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방자치

96)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추244 판결.
97) 헌법재판소는 지방자치단체의 영토고권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지방자치제도의 보장은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자치행정을 일반적으로 보장한다는 것뿐이고, 마치 국가가 영토고권을 가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방
자치단체에게 자신의 관할구역 내에 속하는 영토·영해·영공을 자유로이 관리하고 관할구역 내의 사람과
물건을 독점적·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어 있다고 할 수는 없다.”헌재 2006. 3. 30 선
고, 2003헌라2, 공보 제114호, 523, 525.
98)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홍정선, 앞의 책, 52면 이하; 장태주, 앞의 책, 1014면 이하; 류지태, 앞의 책,
679면; 방승주, 앞의 논문(지방자치법제의 헌법적 접근), 43-47.
99) 방승주, 앞의 논문(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 89.
100) 대
 표적인 단체위임사무로서 국세징수법에 의한 시·군의 국세징수사무, 하천법에 의한 국유하천의 점용
료 등의 징수사무(하천법 제38조 제2항), 시·군의 도세징수사무(지방세법 제53조), 전염병예방법에 의
한 예방접종사무,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소운영, 논총진흥법에 의한 농촌지도소운영, 국민기초생활보
장법에 의한 생활보호사무 등이 있다고 한다. 홍성방, 앞의 책, 765면; 박균성, 앞의 책, 111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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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에게 위임된 사무로 나누어 볼 수 있다(지방자치법 제102조).101) 단체장이 기관위임사
무를 처리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위로서가 아니라, 국가행정기관으로서의 지위에
서 이를 행하는 것이다. 기관위임사무는 개별법령에 의하여 그 위임이 정해지는 경우도 있지
만,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이 그에 관한 일반적 근거규정을 두고 있다.102) 이러
한 사무들 중 어디에 속하느냐에 따라서 지방의회의 관여여부, 국가감독의 정도, 경비부담,
조례제정권 등에 있어서 각각 차이가 날 수 있다.103) 단체위임사무의 경비는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상급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며, 기관위임사무의 경비는 원칙적으로 국가(상급지방자치
단체)가 전담한다.104) 단체위임사무와 기관위임사무의 구별은 쉽지 않기 때문에 입법론상 기
관위임사무를 폐지하고 국가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할 때에는 단체위임사무로 위임하도
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되고 있다.105)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역과 관련한 주민들의 이해관계와 복리에 관한 사무에 대하여 자신의
능력이 닿는 한 포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비록 독일 기본법과 같
이“전권한성의 원칙”
이 명문화되어 있지 아니하다 하더라도, 이러한“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
무”
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포괄성을 띠고 있는 데서 볼 수 있듯이 우리 헌법 역시 주민의 복
리에 관한 사무는 일단 지방자치단체의 포괄적인 권한사항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106)
다음으로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는 동시에 보다 광역의 상급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나 또
는 전체 국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일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일정한 사무에 대하여는 광역자치단
체나 국가와의 관할이 중복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
치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볼 때, 작은 단위의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할 수 있는 사무를 광역지
방자치단체나 국가가 처리하여서는 안되고, 가장 작은 단위인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도
록 하여야 한다고 하는 것이 소위 보충성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
별법 제6조는 사무배분의 원칙을 규정하면서 이러한 원칙을 잘 반영하고 있다.
또한 전술한 바와 같이“자치”
가 진정한 의미의“자치”
가 되려면, 자신의 관심사와 이해관
계에 대하여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지 않으면 안되는데, 바로 이것을“자기
책임성의 원칙”
이라고 한다. 이러한 자기책임성의 원칙 역시 독일 기본법과는 달리 우리 헌법

101) 양건, 앞의 책, 1110.
102) 박균성, 앞의 책, 111.
103) 양건, 앞의 책, 1110.
104) 홍성방, 앞의 책, 765.
105) 박균성, 앞의 책, 111, 115.
106) 홍정선, 앞의 책,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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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지방자치”
라고 하는 개념으로부터 도출되는 원리로서
우리 헌법에 역시 내포되어 있는 원리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헌법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와 기능에 대하여 예시적
으로 규정하고 있으며(제9조), 또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간의 사무배분(제
10조) 및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해서는 안되는 국가사무(제11조)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다.

4. 주관적인 법적 지위의 보장
끝으로 헌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기관이나 타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권한을 침해받
을 경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헌법 제111조).
또한 행정소송법상 지방자치단체가 항고소송의 원고적격이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는 학계에서 논란이 있지만, 지방자치단체 역시 항고소송의 원고적격이 될 수 있다고 보
는 입장107)에 따르면, 행정소송 역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침해될 경우에 이를 구제할
수 있는 권리구제절차가 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한을 부당하게 침해함으로써, 이로 인하여 지역 주
민이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될 경우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108) 반면 지방자
치단체는 공법인이기 때문에 기본권주체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따라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109)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제한하는 법률이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당사자로서 지방자치단체는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할 수 있을 것
이며, 결국 법원의 위헌제청에 의하여 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심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침해를 구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권리구제절차를 헌법이
보장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헌법은 지방자치단체에게 주관적인 법적 지위를 보장하고 있
다고 할 수 있다.

107) 이에 대하여는 방승주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을 위한 헌법개정의 방향, 지방자치법연구 제9권 제2호(2009.
6), 3-30면, 각주 61)과 62)의 문헌과 판례 참조할 것. 그 밖에 박균성, 앞의 책, 54.
108) 헌재 1995. 3. 23 선고, 94헌마175, 판례집 제7권 1집, 438, 448-449; 헌재 1994. 12. 29 선고, 94헌마
201, 판례집 제6권 2집, 510, 523.
109) 가령 헌재 2006. 2. 23 선고, 2004헌바50, 판례집 제18권 1집 상, 170.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6조 위헌
소원. 이에 반하여 헌법소원청구능력을 인정하는 견해로, 장태주, 앞의 책, 993면; 정하중, 앞의 책,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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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
지방자치제도가 전면적으로 실시된 지 언 15년이 넘는 시점에, 아직까지 지방분권의
관점에서 지방자치제도가 제대로 활성화되지 않았다고 하는 진단과 함께, 단순히 지방자
치법 등 법률상의 개선 차원을 넘어서, 헌법을 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헌법개정
론도 다양하게 주장되어 왔다.110)
그러한 내용들 가운데 주요한 사항을 들면, 1.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명시 필요성, 2.
전권한성, 자기책임성, 보충성 등 명시 필요성, 3. 지방세조례주의 및 자치입법과 관련
조례유보조항의 신설 필요성, 4. 지방자치헌법소원제도의 도입 필요성, 5. 선거의 원칙
명문화 필요성, 6. 조직구성권한의 조례유보조항 신설 필요성, 7. 지방분권형 국가이념
의 삽입 필요성, 8. 주민주권이념의 명문화 필요성, 9. 주민참여에 관한 헌법적 근거규정
의 도입 필요성, 10. 지방자치단체 협의회 등의 법률안 제출권 도입 필요성, 11. 지방자
치 관련 국회입법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개입가능성 도입 필요성, 12. 감사제도와 관
련한 명문화 필요성 등이 그것이다.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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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18조
방승주
제118조
①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②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
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I. 헌법 제118조의 의의와 연혁
1. 헌법 제118조의 의의
헌법 제117조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헌법적으로 보장하며,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종
류를 법률로 위임하고 있는 규정인 데 반하여, 헌법 제118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1)
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의회를 헌법적으로 보장하고, 구체적으로 지방의회의 조직과 그
권한, 지방의회의원선거와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2)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
체장의 선임방법과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할 것을 위
임하고 있는 규정이다.
현행 헌법 제118조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건국 헌법 제97조의 의미에 대하여 유진
오 박사는 그의 「헌법해의」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본조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에는 각각 의회를 둘 것을 규정하였는데, 그것은 지방자치
단체는 반드시 의결기관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일 지방의회가 의결권을 가지

1) 김철수, 헌법학신론, 박영사, 2009, 1285면; 권영성, 앞의 책, 242면;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09,
1092.
2) 김철수, 앞의 책(헌법학신론), 1285면; 권영성, 앞의 책, 242면; 성낙인, 앞의 책, 1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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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아니하고 다만 국가의 행정기관인 지사, 시장 등의 자문에 응할 뿐이라면 그것은 완전
한 의미의 지방자치라 할 수 없다. 지방자치는 지방적 사항에 관하여서는 법률의 범위 내
에서 지방민이 선거한 지방민의 대표로서 조직된 지방의회가 완전한 의결권을 가짐으로
3)
써 비로소 달성되는 것이다.”

“본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써 정할 것을 규정하
였는데 그것은 지방자치라는 것은 지방적 사항에 관하여는 행정부의 간섭을 배제하고 법
률의 범위 내에서 지방민의 자치로써 처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하므
로 지방자치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법률로써 정하여야 한다. 만일 대통령령으로써 지방자
4)
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면 그것은 지방자치의 본의에 위배되는 것이다”

“본조 제3항은 지방의회의 조직, 권한과 의원의 선거는 법률로써 정할 것을 규정하였는
데, 그것은 첫째로는 이러한 것을 대통령령으로써 정할 수 없음을 명시하기 위한 것이며,
둘째로는 지방자치라 하더라도 각 지방단체가 비등사항에 관하여 각각 자의로 규정을 함
으로써 우리나라가 지나친 지방분권으로 흐르는 것을 방지하고 그것을 국가의 법률로써
일정하고자 하기 위한 것이다. 그것은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제정독일과 같이 다수한 독립
국가가 모여서 형성한 연방이 아니고 단일 민족으로 구성된 단일국가이기 때문에 지방자
5)
치를 인정하면서도 고도의 국가적 통일을 유지하여야 하겠기 때문이다.”

제헌헌법 초안마련에 기여한 유진오 박사는 결국 두 가지 점을 강조하고 있다고 보인
다. 첫째, 시장이나 도지사 등의 자문기관이 아닌 의결기관으로서의 지방의회의 설치, 둘
째, 지방의회의 조직, 권한, 의원선거 등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
통령령이 아니라 반드시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하는데 그 이유는 아무리 지방자치라 하더
라도 전국적인 통일성을 기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이다.
이 가운데 첫 번째 강조점은 이제 당연한 사항이 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두 번째,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들을 반드시 법률로
써만 규정하고 대통령령에 위임해서는 안되는지의 문제가 제기된다. 이는 의회유보를 강
조한 것으로 보이나, 헌법이“법률로”정한다고 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법률개념에는 행
정입법이나 조례로의 위임가능성을 포함한 실질적 법률로 이해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

3) 유진오, 헌법해의, 명세당, 1949, 202.
4) 유진오, 앞의 책, 201.
5) 유진오, 앞의 책, 202(오늘날 춤범에 따라 필자가 약간 교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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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 때문이다. 다만 어떠한 사항은 반드시 법률로 규정하고 어떠한 사항은 행정입법으로
위임해도 되는가 하는 점이다. 이 문제는 획일적으로 답할 수는 없고,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되는 사항이나 지방자치의 본질적인 문제는 반드시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
률로 하여야 하지만 나머지 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나 또는 조례로 위임해도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 구체적인 문제는 항목을 달리하여 다루기로 한다.

2. 헌법 제118조의 연혁
건국헌법 제97조에서는“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써 정한다.
지방자치단체에는 각각 의회를 둔다. 지방의회의 조직, 권한과 의원의 선거는 법률로써
정한다.”
고 규정하였으며, 이 조항은 제3차 개정헌법 때까지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제2공화국 헌법인 제4차 개정헌법 제97조에서는“①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
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써 정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은 법률로써 정하
되 적어도 시, 읍, 면의 장은 그 주민이 직접 이를 선거한다.<신설 1960.6.15> ③지방자
치단체에는 각각 의회를 둔다. ④지방의회의 조직, 권한과 의원의 선거는 법률로써 정한
다.”
고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에 관한 법률위임 규정이 처음으로 도입
되었으며, 동시에 적어도 도·시, 읍, 면의 장에 대해서는 주민에 의한 직접선거를 헌법적
으로 보장하도록 함으로써, 민주적 관점에서 보다 진전된 지방자치제도를 보장하고자 하
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제6차 헌법개정(1962. 12. 26)에 의하여 개정된 제3공화국 헌법 제110조에서
현행 헌법과 같은 규정을 두게 되었다. 즉“①지방자치단체에는 의회를 둔다. ②지방의
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한편 부칙 제7조 제3항에“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지방의회의 구성시기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고 규정함으로써, 지방의회의 구성시기
를 입법자에게 위임하였으나 지방선거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제7차 헌법개정(1972. 12. 27)에 의하여 개정된 유신헌법은 부칙 제10조에서
“이 헌법에 의한 지방의회는 조국통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구성하지 아니한다.”
고 규정함
으로써, 통일되기 전까지 사실상 지방자치제도를 실시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였다.6)

6) 김철수, 헌법학개론, 박영사, 2007,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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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제8차 헌법개정(1980. 10. 27)에 의하여 개정된 제5공화국 헌법 부칙 제10조에
서는“이 헌법에 의한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감안하여 순차적으로 구
성하되, 그 구성시기는 법률로 정한다.”
고 함으로써, 다시 구성시기를 입법자에게 위임하
였으나 제5공화국 헌법당시에도 지방의회는 구성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현행 헌법인 제9차 개정헌법은 지방의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아무런 부칙을 두
지 않았으며, 제118조의 규정에 따라 1991년 지방의회의 선거를 실시하여 지방의회를
구성하였고 1995년에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동시에 이루어져 이때부
터 지방자치시대가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제118조의 헌법개정의 전체 과정을 살펴보면, 제2공화국 헌법 당시가 지방자치단체장
의 직접선거까지 보장하는 등 가장 강력하게 지방자치기구를 민주적으로 구성하고자 하
였고, 오히려 현행 헌법은 제3공화국 헌법에서 구성된 내용을 변함없이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Ⅱ. 지방의회의 헌법적 보장
제118조는 지방의회를 둘 것을 헌법적으로 명령하고 있으며, 나아가 지방의회의 조직,
권한, 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
로 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지방의회란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으로서 주민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합의제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7)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두는 목적은 지역 주민들로 하여금 자신들을 대신하여 자치와
관련한 의정을 담당할 수 있는 대표를 선출하여 지방의 자치행정을 자율적으로 그리고 효
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인구규모를 보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도 수만 내지 수십만8)에
달한다. 이러한 정도의 인구규모에서는 아무리 지방자치행정이라 하더라도 주민들이 자

7) 권영성, 앞의 책, 243.
8) 서
 울의 경우 2008년을 기준으로 가장 인구가 많은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송파구로서 339,700명이며, 가장
적은 구는 중구로서 65,252명이다. 통계청 시군구별주민등록인구 참조. http://www.kosis.kr/planstic/
stat_region/city_index.jsp (2009. 11. 3.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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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사무에 대하여 일일이 직접 결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효율적인 지방자치를 가
능하게 하려면 주민들의 의사를 대변할 수 있는 대의제에 의한 의사결정방법이 필수적이
라고 할 수 있다. 우리 헌법은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 지방의회를 두도록 헌법적으로 보장
하고 있는 것이다.

Ⅲ. 지방의회의 조직과 권한
1. 지방의회의 조직
(1) 지방의회의 조직의 개관
지방의회의 조직이란 지방의회를 어떻게 구성할 것이며, 지방의회 산하 기구들을 어떻
게 둘 것인가에 관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우선 지방의회의 경우도 국회구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단원제로 할 것인가 양원제로
할 것인가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나, 지방자치의 경우 주민으로 구성된 의회가 구성되
어 자치입법기관으로 기능한다 하더라도 국가의 권력분립구조에서 본다면 전술한 바와
같이 행정기능에 속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9) 지방의회를 양원제로 구성하여 이원적으
로 운영하는 것은 행정의 효율성의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지방의회를 구성함에 있어서도 주민에 의한 직접 선거에 의해서 선출된 의원
으로만 구성할 것인지 아니면, 비례대표제를 통한 정당명부에 의한 의원도 포함시킬 것인
지가 문제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현행 공직선거법은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
치단체 의원선거에 비례대표선거까지 포함시키고 있다(공직선거법 제22조 제4항; 제23
조 제3항).
그리고 지방의회를 구성한 후 구체적으로 그 기구를 어떻게 둘 것인지에 관하여 정하여
야 한다. 즉 의장을 어떻게 선출할 것인지, 그리고 부의장을 몇 명을 둘 것이며, 어떻게 선
출할 것인지, 지방의회의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심의절차를 거칠 것인지, 지방
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상임위원회를 둘 것인지, 둔다면 어떠한 위원회를 어느 정도의 규모

9) Herbert Bethge, Parlamentsvorbehalt und Rechtssatzvorbehalt für die Kommunalverwaltung, NVwZ 1983, S. 577
ff.(580); 홍정선, 신 지방자치법, 박영사, 2009,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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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둘 것인지 등의 문제가 모두 지방의회의 조직에 관한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국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지방의회 내에 교섭단체를 둘 것인지 여부도
중요한 문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는 지방자치선거에서 중앙정당이 역할을 하게 할
것인지 여부의 문제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것이다. 지방자치법에서는 원내교섭
단체에 관한 규정이 없으나, 조례에 따라서는 이에 관한 규정을 둔 사례도 있다.10)

(2)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의 조직
(가) 지방의회의 구성과 임기
지방의회의원은 주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다(제31조). 지방
의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제32조).
(나) 의장과 부의장
지방의회의 조직으로서 우선 의장과 부의장이 있다. 지방의회는 의원 중에서 시·도의
경우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을,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며 임기는 2년이다(제48조).
(다) 위원회(제56조)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위원회의 종류는 소관 의안
과 청원 등을 심사·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처리하기 위
한 특별위원회 두 가지로 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제56조).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제57조).
(라) 전문위원
위원회에는 위원장과 위원의 자치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원이 아닌 전문지식을
가진 위원(이하“전문위원”
이라 한다)을 둔다(제59조).
(마) 사무기구와 직원
시·도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처를 둘 수 있으
며, 사무처에는 사무처장과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원을 두도록 하고 있다(제90조).

10) 홍정선, 앞의 책, 247면 - 서울특별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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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방의회의 권한
(1) 지방의회의 권한 개관
다음으로 지방의회의 권한은 지방의회가 지방자치사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일을 할 수
있게 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우선 헌법 제117조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자치에 관한 규정의 제정권한은 지방의회가 행
사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다음으로 지방의회가 지방행정을 직접 담당하게 할 것인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장을
별도로 선출하여 그에게 행정업무를 담당시킬 것인지가 문제될 수 있다. 헌법 제118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선임방법에 대하여는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헌법은 지방자치단체
와 관련하여“선임방법”
이라고 규정함으로써, 지방의원을 선거로 뽑도록 명문화한 것과
다른 규정을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하여“선임”
이라고 하는 용어를 선택한 헌법
의 취지를 고려할 때, 지방의회가 가령 지방자치단체장을 지방의원 가운데서 선출하는 방
법을 생각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지방의회 의장이 지방자치단체장을 겸임하게 하는 방
법이 있을 수 있으며, 또는 지방의회 의장과 별도로 지방자치단체장을 의원 가운데서 의
원들이 선출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로 하여금 지방자치행정까지 관장하도록 하지는 않
고 주민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단체장이 지방자치행정을 관장하도록 하고 있다. 즉
특별시에 특별시장, 광역시에 광역시장, 도와 특별자치도에 도지사를 두고, 시에 시장,
군에 군수, 자치구에 구청장을 두도록 하고 있다(제93조).
결국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인 단체장에 대하여 감독하고 통제하는 권한을 가져야 할 것
이며, 또한 단체장이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주민대표기관으로서 이를 수용할 것인지 아
니면 삭감할 것인지 결정하고, 또한 단체장이 제출한 결산에 대하여 이를 사후적으로 통
제하는 등의 권한을 가지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2)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의 권한
(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지방의회는 1.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7. 대통령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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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
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11)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
한 사항,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한다. 그리고 이
러한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제39조).
(나) 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도에서는 10일의 범위에
서,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7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
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제41조).
(다) 출석·답변 요구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답변하
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출석·답
변하게 할 수 있다(제42조).
(라) 지방의회규칙 제정권
지방의회는 내부운영에 관하여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제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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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할 수 있다(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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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지방의회의원의 선거
1. 지방의회의원선거의 의의
헌법 제118조는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선거를 하도록 헌법적으로 명령하고 있다. 선

11) 헌
 법재판소는 지방의회에 청원을 하고자 할 때에 반드시 지방의회 의원의 소개를 얻도록 한 것은 청원권
의 과도한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헌재 1999. 11. 25 선고, 97헌마54, 판례집 제11권 2집,
583.

법원 등에 관한 장 (제101조부터 제130조까지)

433

거란 주민이 그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다수결의 원칙에 입각하여 다수의 후보들 가운
데서 그들의 대표를 선출하는 행위를 의미한다.12)

2. 선거의 원칙13)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선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헌법 제118조가 그 최소한
의 요건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법률로 위임을 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의원선거나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선거의 원칙은 지방의회의
원 선거에서도 역시 준수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그 이유와 근거는 지방자치제도가 가
지는 민주주의 실현기능에 있다고 할 수 있다.14) 헌법이 지방자치제도를 보장하는 이유
는 지역적 사무에 대하여 주민이 직접 처리하게 함으로써 풀뿌리민주주의의 이념을 실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이념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선 주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것부터 민주적인 선거원칙에 따라서 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따라서 헌법상
명문의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입법자는 지방의원의 선거에 관한 제도를 구체화함에 있어
서는 이러한 민주적 선거의 원칙, 즉 보통, 평등, 직접, 비밀(지방자치법 제31조), 자유선
거의 원칙에 따르지 않으면 안된다.15)

(1) 보통선거의 원칙
(가) 의의
지방의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보통선거의 원칙이란 일정한 선거연령에 해당하는 주
민이라면 누구나 다 지방의회의원의 선거에 참여하거나 후보로 나설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보통선거는 제한선거16)에 대립된 개념으로서 재산의 다과, 사회적 신분, 경제

12)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09, 799면 이하.
13) 이에 대하여는 방승주, 헌법 제41조, 헌법 주석서 III - 국회·정부에 관한 장(제40조부터 100조까지), 법
제처, 2008. 12, 67-100(70-84).
14) 이에 대하여는 방승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 - 지방자치의 헌법적 보장의 내용과 한계를 중
심으로, 공법연구 제35집 제1호(2006. 10), 55-119(77).
15) 방승주, 재외국민 선거권제한의 위헌여부, 헌법학연구 제13권 제2호(2007. 6), 305-349, 318 각주 22).
16) 성낙인, 앞의 책,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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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능력과 상관없이 그 지역의 주민이라면 누구나 다 그 지방선거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17)
이와 관련하여 재외국민들을 지방선거에서 배제하는 것이 보통선거의 원칙에 위반되
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그러나 지방선거의 경우 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지역
의 현안들에 대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처리하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비
록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지방선거에 참여할
수 없게 한다 하더라도 보통선거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재외동
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에 거소신고를 필하고 국내에 거주하
는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국내의 일정한 지방에 거주하는 것이 입증될 수 있으므로, 그 지
역의 지방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헌법재판소는 국
내에 거주하는 재외국민들에게도 주민등록을 요구함으로써 지방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국내거주 재외국민들의 평등권과 지방의회 의원선거권, 그리고 피선거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한 바 있다.18)
(나) 헌법재판소 판례
이와 관련 헌법재판소는 지방공사의 직원이 지방의회의원직을 겸할 수 없도록 한다 하
더라도 이는 공공복리를 위한 필요성이 인정되고 겸직금지로 인하여 공무담임권이나 평
등권, 또는 직업선택의 자유 등 기본권이 제한된다 하여도 이때에 얻는 이익은 지방공사
의 직원들이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말미암아 지방의회의원직과 지방공사의 직원의 직 중
에서 어느 한 쪽을 선택해야 함으로써 잃는 이익과 비교 형량하여 볼 때 결코 적다고 할
수 없어 헌법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19)
한편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35조 제1항 제7호에서는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
축산업협동조합·농지개량조합·산림조합·엽연초생산협동조합·인삼협동조합의 조합장이
지방의회의원의 입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의회의원의 임기만료일전 90일까지
그 직에서 해임되어야 하고(다만 동법 부칙 제2조에 의하면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실시하는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선거일 공고일로부터 5일 이내에 그 직에서 해임되어야 한
다고 규정하였다), 지방자치법 제33조 제1항 제6호에 의하면 지방의회의원은 농업협동조

17) 방승주, 앞의 논문(재외국민 선거권제한의 위헌여부), 309면 이하.
18) 헌재 2007. 6. 28 선고, 2004헌마644, 2005헌마360(병합), 판례집 제19권 1집, 859, 882-884.
19) 헌재 2004. 12. 16 선고, 2002헌마333, 판례집 제16권 2집 하, 515, 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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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등의 조합장의 직을 겸할 수 없게 되어 있었는데, 이는 국민의 참정권을 제한함에 있어
서 합리성이 없는 차별대우라고 하면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20) 그리고 헌법
재판소는 정부투자기관의 경영에 관한 결정이나 집행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는 직원을 임원이나 집행간부들과 마찬가지로 취급하여 지방의회
의원직에 입후보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구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35조 제1항 제6호
의 입후보 제한규정은, 정부투자기관의 직원이라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청구인들을 차별하는 것이어서 헌법 제11조의 평등원칙에 위배되고, 헌법 제37조
제2항의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서 청구인들의 기본권인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헌법에 위반된다(한정위헌)고 보았다.21)
이에 반하여“선거범으로서 5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후 6년을 경과하지 아
니한 자”
에 대하여 지방의회의원의 피선거권을 정지하도록 규정한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12조 제3호는 위헌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보았다.22)
또한 헌법재판소는 지방의회의원 후보자의 기탁금제도와 관련하여 「기탁금의 금액은
필요한 최소한도의 공영비용부담금에 성실성 담보와 과열방지를 위한 약간의 금액이 가
산된 범위에 있어서만 헌법상 그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는 극도액(極度額)이라고 할 것이
다. 그러한 관점에서 볼 때, 시·도의회의원 후보자에 대한 700만원의 기탁금 규정은 무
자력계층의 지방의회진출을 사실상 봉쇄하고 그 때문에 유권자도 자신이 선출하고 싶은
자를 선출할 수 없게 될 소지가 있어 이는 헌법이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는 선거권·공
무담임권·평등권 등을 침해하고 있는 것이며, 아울러 국민주권주의 및 자유민주주의라는
헌법의 최고 이념에도 합치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23)

(2) 평등선거의 원칙
(가) 의의
평등선거의 원칙은 유권자 누구에게나 동일한 수의 표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하는 소위
계산가치의 평등과, 의석배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동일한 가치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20) 헌재 1991. 3. 11 선고, 90헌마28, 판례집 제3권, 63, 63-64.
21) 헌재 1995. 5. 25 선고, 91헌마67, 판례집 제7권 1집, 722, 750.
22) 헌재 1993. 7. 29 선고, 93헌마23, 판례집 제5권 2집, 221, 228.
23) 헌재 1991. 3. 11 선고, 91헌마21, 판례집 제3권, 91,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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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결과가치의 평등을 내용으로 하는 원칙이다.24)
유권자 누구에게나 동일한 수의 표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하는 계산가치의 평등의 문제
는 누구에게나 1표 또는 2표(지역구선거와 비례대표선거)를 동일하게 부여하면 해결되지
만, 결과가치의 평등의 문제는 간단하지 아니하다. 특히 선거구간의 인구편차가 지나치게
큰 경우에는 큰 선거구의 유권자는 작은 선거구의 유권자보다 투표의 가치가 덜할 수 있
기 때문에, 평등선거의 원칙에 위반될 수 있다.
(나) 헌법재판소 판례
이와 관련하여 우리 헌법재판소는 지방선거의 경우 의원 1인당 평균인구수 상하 60%
인구편차(상한인구수와 하한인구수의 비율 4:1) 이내일 경우에는 평등선거의 원칙에 위
반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어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상하인구수 3:1의 비율25)을 기준으로
하는 것 보다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26)
또한 선거구획정과 관련하여 입법자가 가지는 형성의 자유와 입법시 주의해야 할 사항
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다. 「우리 헌법 제118조 제2항은“지방
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고 규정함으로써 지방의회의원 선거제도와 선거
구 획정에 관한 구체적인 결정을 국회에 맡기고 있다. 즉 국회는 지방의회의원 선거구를
획정함에 있어서 투표가치 평등의 원칙을 고려한 선거구간의 인구의 균형뿐만 아니라, 우
리나라의 행정구역, 지세, 교통사정, 생활권 내지 역사적, 전통적 일체감 등 여러 가지 정
책적·기술적 요소를 고려할 수 있는 폭넓은 입법형성의 자유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27)
또한 기초의회의원을 선출할 때에 의원 1인당 인구수가 나타내는 투표가치의 평등보다
읍·면의 개수나 지역대표성을 더 중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헌법상 지방자치제도의 취지
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라고 하고 있다.28)

24) 계희열, 헌법학(상), 박영사, 2005, 310면; 성낙인, 앞의 책, 146면; 허영, 앞의 책, 742.
25) 가
 령 헌재 2001. 10. 25 선고, 2000헌마92, 판례집 제13권 2집, 50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별표1]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위헌확인.
26) 헌
 재 2007. 3. 29 선고, 2005헌마985, 판례집 제19권 1집, 287; 헌재 2009. 3. 26 선고, 2006헌마
240, 공보 제150호, 705, 712; 헌재 2009. 3. 26 선고, 2006헌마67, 공보 제150호, 661 668. 경상북
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별표] 위헌확인.
27) 헌재 2009. 3. 26 선고, 2006헌마240, 공보 제150호, 705, 711.
28) 헌재 2009. 3. 26 선고, 2006헌마203, 공보 제150호, 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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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지방의회의원이 국회의원선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입후보할 경우 선거
일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3조 제
1항 제1호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본 바 있다.29)

(3) 직접선거
직접선거의 원칙이란 주민의 선거에 의하여 주민대표자가 직접 결정되어야 한다는 원
칙이다. 즉 유권자와 대표자결정의 중간 단계에 제3의 기관의 의사가 개입되어서는 안된
다고 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1인 1표에 의한 전국구 비례대표제 선거
의 경우 직접선거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시 한 바 있다.30) 그 후 입법자는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비례대표제 선거의 경우 정당명부에 대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1인 2표제를 도
입하였으며, 이는 지방선거(광역지방자치단체 의원선거)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공직
선거법 제13조 제1항 제2호, 제20조 제2항).

(4) 비밀선거
비밀선거의 원칙이란 유권자가 어느 후보를 선출하였는지 선출하는지 그리고 선출할
것인지에 대하여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밝히지 않고 비밀리에 선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만일 누구를 뽑을 것인지 또는 뽑을 예정인지를 밝힐 것을 강요당하게 된다
면, 자유로운 의사로 대표자를 선출할 수 없다. 그러므로 비밀선거는 자유선거를 보장하
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31)
다만 보통선거를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선거의 비밀이 침해될 수도
있다. 그러나 선거의 비밀이 지켜질 수 없다 하더라도 유권자로서 선거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한다면, 이러한 보통선거권이 비밀선거권보다 우월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기 때문
에, 비밀선거가 지켜질 수 없다고 하는 이유로 선거권행사를 제한하는 것은 주객이 전도
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러한 의미에서 장기간 원양에서 체류할 수밖에 없는 원양선

29) 헌재 1998. 4. 30 선고, 97헌마100, 판례집 제10권 1집, 480.
30) 헌재 2001. 7. 19 선고, 2000헌마91, 판례집 제13권 2집, 77.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46조 제2
항 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6조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89조 위헌
확인.
31) 계희열, 앞의 책(헌법학(상)), 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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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들에 대하여 팩시밀리 등을 통한 선상부재자투표제도를 도입하지 아니하는 것은 원양
선원들에 대한 보통선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하는 헌법재판소 판례 역시 타당하다고
본다.32)
이러한 법리를 지방선거에도 적용해 본다면, 지방선거에 있어서도 원양선원들의 경우
는 팩시밀리 등을 통해서 지방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며, 이
러한 부재자투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밀선거의 원칙에 대한 침해의 경우는 예외적
으로 허용할 수 있는 경우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5) 자유선거
자유선거의 원칙은 선거에 참여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리고 참여한다면 누구를 뽑을
것인지를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언
급하였듯이 비밀선거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서 제3자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서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대로 대표를 뽑는 것이 보장될 때에 자유선거가 실현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자유선거는 선거운동의 자유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33)
지방선거의 경우에도 유권자는 어떠한 후보를 대표자로 뽑을 것인지를 자신의 의사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3. 지방의원선거에 있어서 정당이 개입하게 할 것인지 여부와 그 범위
지방의원선거에 있어서 과연 후보자에게 정당추천을 허용할 것인가의 문제가 제기된
34)

다.

이 문제에 관하여 우리 헌법은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지방선거

에 있어서 정당추천을 허용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
가 부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35)

32) 헌재 2007. 6. 28 선고, 2005헌마772, 판례집 제19권 1집, 899.
33) 이에 관하여는 방승주, 앞의 헌법 주석서 III(헌법 제41조), 81-85.
34) 이
 에 관한 논의에 대하여는 방승주, 지방자치법제의 헌법적 접근, 지방자치법연구 제6권 제2호(2006.
12), 31-64(51-53)면. 정당개입의 필요성을 긍정하는 견해로 허영, 앞의 책, 807-808면; 성낙인, 앞의
책, 1101면; 원칙적 긍정설의 입장으로, 양건, 헌법강의, 법문사, 2009, 1101.
35) 이
 문제는 법리적 문제라고 하기 보다는 법정책적 선택의 문제라고 보는 견해로 정만희, 지방선거와 정당
참여에 관한 헌법적 고찰, 공법연구 제33집 제1호(2004. 11),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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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에 있어서 정당공천제를 반대하는 논거로는 주로 기초지방자치선거와 관련하
여 지적되어 왔는데, 첫째, 국회의원이나 원외지구당위원장이 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을 장
악할 가능성, 둘째, 개인적 능력이나 정치적 소신과 상관없이 공천헌금에 따라 후보자를
공천할 가능성, 셋째, 지방선거가 인물이나 정책대결보다는 중앙정치적 이슈에 좌우될 수
있는 가능성, 넷째, 지방자치가 중앙정치에 예속될 가능성 등이 있어, 이로 인하여 전체
적으로 지역주민에 의한 근거리·밀착형 지방자치의 이념과 본질이 퇴색될 수 있다는 점
을 들 수 있다.
이에 반하여 정당공천제를 찬성하는 논거로는 첫째, 지방자치에 있어서도 정당이 정치
적 의사형성의 매개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 둘째, 정치지망생으로 하여금 지방선거
를 통하여 중앙정치무대에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줄 수 있는 가능성, 셋째, 지방
자치가 가치중립적인 정책집행으로서의 지방행정이 아니라, 가치배분을 결정하는 지방
정치이므로 지방차원에서도 정당정치를 통한 대의민주주의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으며, 헌법재판소 역시 기초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배제조항을 합
헌으로 보았던 과거의 판례36)를 변경하여 위헌37)으로 판단한 바 있다.
그러나 기초지방자치단체 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정당의 영향력을 배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지역현안에 대하여 그 지역주민들이 직접 처리하게 함으로써, 주민근접 행정을
도모하는 지방자치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기초지방자치단체 의원선거에까지 중앙정당
이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는 경우, 오히려 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성을 살리지 못한 채, 지
방행정이 중앙정당에 의하여 획일화될 수도 있다.38) 물론 헌법재판소의 위 위헌결정에서
전개된 논거들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 부분이 있지만, 중앙정당이 지방선거에 있어서의 공

36) 헌재 1999. 11. 25 선고, 99헌바28, 판례집 제11권 2집, 543.
37) 헌법재판소는 지방의회의원 후보자로 하여금 정당표방을 금지하고 있는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
84조의 규율내용이 과연 지방분권 및 지방의 자율성 확보라는 목적의 달성에 실효성이 있는지도 매우 의
심스러우며, 또한, 위 조항은 정당표방을 제한함에 있어서 예컨대 파급력이 큰 선전벽보·선거공보·소형
인쇄물·현수막 등 특정한 표방수단이나 방법에 한정하여 규제하지 않고 일체의 표방행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므로, 기본권의 제한을 최소화해야 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위 조
항은 지방자치 본래의 취지 구현이라는 입법목적의 달성에 기여하는 효과가 매우 불확실하거나 미미한 데
비하여 위 조항으로 인해 기본권이 제한되는 정도는 현저하다고 하면서 지방의회의원 후보자의 정치적 표
현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았다. 헌재 2003. 1. 30 선고, 2001헌가4, 판례집 제15권 1집,
7, 17-19.
38) 정당의 참여를 허용하는 것은 정당의 활동 여하에 따라 자칫하면 지역적 문제를 자율적으로, 그리고 지역
주민의 의사와 이익에 부합되도록 처리한다는 지방자치제도의 근본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야기할 수도 있
다고 지적하면서도, 정당참여를 배제하는 것보다는 정당의 민주화와 지방정당의 형성 등을 통하여 해결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로는 장영수, 헌법학 제2판, 홍문사, 2007, 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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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권까지 사실상 좌우하는 현재의 지방선거 현실을 염두에 둔다면, 지방자치 차원에서의
정당정치와 이를 통한 대의민주주의의 구현이라고 하는 이상실현의 과제는 어느 정도 속
도조절이 필요한 것 아닌가 생각된다. 요컨대 기초지방자치단체 의원선거의 경우에는 정
당추천을 배제하고, 중앙정당정치와 별개로 순수한 지역살림을 책임질 지역대표들에 의
해서 주민들에게 근접한 근거리 지방자치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생
각된다.39)
다만 광역지방자치단체 의회의 경우에는 그 규모가 상당히 크고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력 내지는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고 하는 차원에서 정당정치를 허용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Ⅴ.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임방법
1.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임”
(1)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임의 의의와 방법
헌법 제118조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임방법을 법률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선임”
은 선거와는 다른 의미라고 할 수 있다. 선임은 선출하여 임명한다고 하는 뜻을 내포하므
로, 반드시 국민에 의한 직접선거가 아니라, 중앙정부에 의한 선임, 지방의회에 의한 선
임 등 여러 가지 선출과 함께 임명가능성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각각의 가
능성에 대하여 헌법적 관점에서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앙정부에 의한 임명방법이다. 이는 과거에 시장이나 도지사 등을 대통령이 임
명하던 사례와 마찬가지로, 지방자치가 국가행정의 지방조직의 일부로서만 이해되고 진
정한 의미의 지방자치가 실시되지 않던 시절에 사용되어 왔던 방식으로서, 지방자치의 민
주주의의 실현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볼 때, 받아들일 수 없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중

39) 동
 지, 한국지방자치법학회 대국회·대정부 건의문, 지방자치법연구 제1권 제2호(2001), 298면; 정만희,
앞의 논문, 9면; 류지태, 지방자치와 직접민주제, 법제, 2006. 6, 5-19, 48면; 신봉기, 기초단체장 정당
공천제와 단체장 후원회제의 법적 검토, 지방자치법연구 제5권 제1호(2005. 6), 143-173(159)면; 방승
주, 앞의 논문(지방자치법제의 헌법적 접근), 31-64(5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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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정부가 임명한 후, 지방의회가 동의하는 방법40)도 있을 수 있으나, 자치단체장에 대한
직접선거실시가 이미 전통으로 확립되어 가고 있는 현실에서 볼 때, 민주적 정당성이 덜
한 방법을 택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
둘째, 지방의회에 의한 임명방법이다. 가령 지방의회에서 자치단체장을 선출하여 임명
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는 마치 대통령을 국회에서 임명하는 것과
같은 간선제41)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장도 역시 주민의 대표자로서 자치
행정의 집행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민주선거의 원칙상 단체장
역시 주민에 의한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할 때, 민주주의이념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자치단체장을 지방의회가 선출하게 되면, 자치단체장에 대한 직접선거의 원
칙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지방의회에 의한 선임 역시 민주선
거의 원칙상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집행을 의원내각제 형식42)으로 운
영하는 차원에서라면, 지방의회가 단체장을 임명하는 방식도 민주적 방식이 아니라고 말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셋째, 그렇다면 남는 것은 주민에 의한 직접선거에 의한 방법 밖에 없다. 우리 지방자
치법 역시 자치단체장을 주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하도록 규정하
고 있다(제94조). 자치단체장 선거에 있어서도 보통·평등·직접·비밀·자유선거라고 하
는 민주적인 선거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다.

(2) 지방자차단체장에 대한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기본권인지 여부
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선거권이나 피선거권이 과연 헌법상의 기본권43)
인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헌법 제118조가 지방의회의원의 경우에 선거를 하도록 명
시하고 있는 데 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에는“선임”
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고 있기
때문이다.
구 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1990. 12. 31. 법률 제4310호) 부칙 제2조 제2항에서는 그
법률에 의한 최초의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는 1992. 6. 30. 이내에 실시한다고 규정

40) 홍정선, 지방자치단체 계층구조 개편의 공법적 문제, 지방자치법연구 제9권 제1호(2009. 3), 39-61(50).
41) 단체장 간선제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견해로, 성낙인, 앞의 책, 1102.
42) 김철수, 앞의 책(헌법학개론), 1502면; 홍정선, 앞의 논문, 51면; 성낙인, 앞의 책, 1089.
43)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보는 견해로 김철수, 앞의 책(헌법학개론),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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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바 있었으며, 구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제정 1990. 12. 31. 법률 제4312호, 폐지
1994. 3. 16. 법률 제4739호) 제95조 제3항 및 부칙 제6조에서는 그 법률에 의한 최초
의 단체장선거의 선거일은 대통령이 선거일 전 18일까지 공고한다고 규정하였음에도 불
구하고, 대통령이 위 규정들에 의한 공고 마감일에 해당하는 1992년 6월 12일이 지나도
록 단체장선거의 선거일을 공고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된 바 있었으
나 헌법재판소는 권리보호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44)
이와 관련하여 다수의견은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심판청구를 각하였으나, 재판관 조규
광과 김진우는 단체장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법률에 의하여 보장되는 법률상의 권리에 불
과하다고 본 데 반하여, 재판관 변정수와 김양균은 이를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으로 본
바 있다.45)
한편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음을 이유로 재외국민들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한
관련규정들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헌법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해서는‘선임방법’
이라고 표현함으로써 지방의원의‘선거’
와는 구
별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권을 헌법상 기본권이라 단정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권을 법률상의 권리로 본다 할지라도, 비교집단 상호간
에 차별이 존재할 경우에 헌법상 기본권인 평등권 심사까지 배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지
방선거권에 대한 제한은 지방의원의 경우이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경우이든 모두 헌법
상의 기본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한다.」46)
헌법재판소가 위 결정에서 밝히고 있듯이 헌법은 지방자치단체장과 관련해서는“선임”
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선거”
라고 하는 용어를 쓰고 있는 지방자치의회
의원의 경우와는 분명히 구별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자치단체장에 대한 선거권
과 피선거권이 반드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라고 단정하기는 힘들고 법률상의 권리라
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47) 다만 그렇다고 하여 자치단체장 선임과 관련하여

44) 헌
 재 1994. 8. 31 선고, 92헌마126, 판례집 제6권 2집, 176; 헌재 1994. 8. 31 선고, 92헌마184. 이에
대하여 ⅰ) 사건심리의 지나친 지연으로 인한 국민 권리보호의 적실성 상실, ⅱ) 기본권보호의 범위에 대
한 지나친 축소, ⅲ) 헌법소원의 청구가능성에 대한 과도한 제한을 초래한다고 하는 비판적 견해로는 성낙
인, 앞의 책, 1088.
45) 위 판례집 제6권 2집, 176, 178-179.
46) 헌재 2007. 6. 28 선고, 2004헌마644, 판례집 제19권 1집, 859, 882.
47) 동지, 양건, 앞의 책, 572면; 정종섭, 헌법학원론, 박영사, 2009, 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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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와 같이 정부의 임명제로 회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48) 이러한 방법은 불문의
헌법원리49)라고 할 수 있는 민주선거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지방
의회가 선출하는 방법의 경우를 생각할 수 있을 것인데 이것이 완전히 금지된다고 할 수
는 없으나, 단체장의 경우에도 주민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하는 것이 민주주의 이념에
더욱 부합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50)

2. 선거의 원칙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있어서도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의 원칙(지방자치법 제94
조)과 자유선거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개별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보통선거의 원칙
일정한 선거연령에 달한 모든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할 뿐
만 아니라, 스스로 단체장의 후보로 나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후보로 출마하기 위해서는 60일 이상 그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을 요하는 현행 공직선거법 제16조 제3항은 역시 지방의회의원
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지방자치제도의 취지상 합헌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51) 1994년 공
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6조 제3항에서는 이 기간을 90일52)로 정하였으며, 1998. 4.
30. 법률 제5537호로 개정된 법 제16조 제3항에서부터 이 기간은 60일로 단축된 바 있다.
다만 이 조항이 지방선거에서 피선거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60일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국내에 거소신고를 하고 거주를 증명할 수 있는 재외국민들
도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그들의
지방선거 참여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확인한 바 있다.53)

48) 동지, 계희열, 헌법학(중), 박영사, 2007, 606면; 권영성, 앞의 책, 592.
49) 방승주, 앞의 논문(재외국민 선거권제한의 위헌여부), 305-349(318)면, 각주 22).
50) 방승주, 앞의 논문(재외국민 선거권제한의 위헌여부), 305-349(316-318)면; 헌재 2004헌마644. 공직
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제15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사건에 대한 참고인 방승주의 견해, 헌법재판자료집
제13집(2007. 12), 133-191(142-144).
51) 헌재 2004. 12. 16 선고, 2004헌마376, 판례집 제16권 2집 하, 598.
52) 합헌결정으로 헌재 1996. 6. 26 선고, 96헌마200, 판례집 제8권 1집, 550.
53) 헌재 2007. 6. 28 선고, 2004헌마644, 2005헌마360(병합), 판례집 제19권 1집, 859, 88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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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장의 재임을 3기로 제한하는 것(지방자치법 제95조)은 다른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와 비교하여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장
기집권으로 인한 지역발전저해 방지와 유능한 인사의 자치단체 장 진출확대의 목적상 정
당화될 수 있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54)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임기중에 그 직을 사퇴하여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의
회의원선거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다고 하는 공직선거및선거
부정방지법 제53조 제3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피선거권을 과도하
게 제한하여 민주주의실현에 부정적 효과를 미친다고 보았다.55) 이러한 위헌결정 후에 지
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선거구역에
서 실시되는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선거의 선거일 전 180
일까지 그 직을 사퇴하도록 한 동법 제53조 제3항 역시 평등의 원칙과 공무담임권을 침
해한다고 하며 위헌선언을 하였다.56)

(2) 평등선거의 원칙
단체장 선거에 있어서도 역시 평등선거의 원칙은 적용된다. 즉 단체장의 선거에 있어서
평등선거의 원칙은 지역주민이면 누구에게나 한 표씩 행사할 수 있게 하는, 계산가치의
평등에 그 본질이 있다고 하겠다.
다만 자신이 뽑은 후보자가 단체장으로 당선되지 못하였을 경우, 사표로 되는 문제가
발생하지만 이것은 다수대표제에 따라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보
아야 할 것이다. 지방의회의원선거와는 달리 이러한 사표를 방지하기 위하여 비례대표제
를 도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결국 단체장 선거에 있어서 평등선거의 문제는
계산가치의 평등의 문제로 귀착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 직접선거의 원칙
직접선거의 원칙은 전술한 바와 같이 유권자의 투표로 바로 누가 단체장이 될 것인지가

54) 헌
 재 2006. 2. 23 선고, 2005헌마403, 판례집 제18권 1집 상, 320. 이에 대하여 위헌으로 보는 견해로
는 오준근, 지방자치단체장의 3기연임 제한제도에 관한 공법적 검토, 지방자치법연구 제5권 제1호(2005.
6), 121-142.
55) 헌
 재 1999. 5. 27 선고, 98헌마214, 판례집 제11권 1집, 675.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3조 제3항
등 위헌확인.
56) 헌재 2003. 9. 25 선고, 2003헌마106, 판례집 제15권 2집 상, 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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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되어야 함을 요구하는 것이다. 즉, 지방의회에서 단체장을 뽑게 되면, 지역주민들이
직접 단체장을 뽑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일종의 간선제이며 이는 직접선거의 원칙에 반
할 수 있다.

(4) 비밀선거의 원칙과 자유선거의 원칙
비밀선거와 자유선거의 원칙에 대하여는 지방의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설명한 것이 그
대로 적용된다.

3. 자치단체장 선거에 있어서 정당이 개입하게 할 것인지 여부와 그 범위57)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에게 정당추천을 허용할 것인가의 문제가 논란
이 되고 있다. 그러나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지역사무에 대하여 주민이 직접 또는
그 대표에 의하여 간접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지역살림을 스스로 책임지게 하는 데 그 의
의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정당의 추천이 배제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즉 중앙정당의 입김이 기초지방자치에까지 미
치도록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역 현안에 대하여 중앙정당의 지배와 상관없이 주민 스
스로가 자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당의 공천을 받지 아니하고, 지역주
민들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는 지역 주민이 대표로 선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에는 정당추천을 허용하게 함으로써, 중앙정치와 지방정치간
의 수직적 권력분립과 통제가 가능하게 한다고 하는 의미에서 보면 바람직스러울 수 있다.

4. 헌법개정 사항
오늘날 지방자치단체장을 과거와 같이 정부가 임명하게 한다든가, 또는 지방의회에서
선임하게 하는 것은 민주주의적 관점에서 바람직스럽지 않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역시 자
치단체장을 선거를 통하여 선출하도록 하고 있다.

57) 위 IV. 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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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하여“선임”
이라고 하는 표현을“선거”
로 바꾸고 지방선거
와 관련해서도 민주선거의 원칙을 명문화하는 것58)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Ⅵ.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1.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제118조는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법률로 정하도록
입법자에게 위임하고 있다.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는 지방의회의 조직과 권한, 그리고
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임방법 외에 기타 지방자치단체 내부의 조직, 예산, 회계,
감사, 기타 재정운영, 공공사업,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협력 등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를
위하여 필요한 모든 사항을 포함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며 여기에는 교육자치에 관한 문
제도 포함된다.

2. 지방자치법상 규율내용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지방자치법 규
정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은 예를 들 수 있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제1장 제2절)이다. 여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구역을 변경하거나 폐치·분합할
때의 사무와 재산의 승계,59) 사무소의 소재지, 시·읍의 설치기준 등이 규정되어 있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사무(제1장 제3절)의 절에서는 사무처리의 기본원칙, 지

58) 방승주,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을 위한 헌법개정의 방향, 지방자치법연구 제9권 제2호(2009. 6), 3-30(24).
59) 헌
 법재판소는 지방자치단체인 청구인의 불법점유를 이유로 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에서 청구인의 점유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승계가 아니라 청구인 스스로의 사실상 지배를 이유로 하여 인정되는 경우 지
방자치단체 간의 사무와 재산의 승계에 관하여 규정한 구 지방자치법 제5조 제1항(이하‘이 사건 법률조
항’
이라 한다)은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헌재 2008. 1. 15 선고, 2007헌바145, 판례집 제
20권 1집 상,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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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배분기준, 국가사무의 처리제한 등
이 규정되어 있다.
셋째 주민(제2장)의 장에서는 주민의 자격, 권리, 주민투표, 조례의 제정과 개폐청구,60)
감사청구, 주민소송, 손해배상금 등 지불청구, 변상명령 등, 주민소환,61) 주민의무가 규
정되어 있다.
넷째, 조례와 규칙(제3장)의 장에서는 조례와 규칙제정권, 조례와 규칙의 입법한계, 지
방자치단체를 신설하거나 격을 변경할 때의 조례·규칙의 시행, 조례와 규칙의 제정 절
차, 조례위반에 대한 과태료, 조례와 규칙에 대한 제정과 개폐에 대한 보고의무가 규정되
어 있다.
다섯째, 집행기관(제6장)의 장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위, 권한, 지방의회와의 관
계, 보조기관,62) 소속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 등이 규정
되어 있다.
여섯째, 재무(제7장)의 장에서는 재정운영의 기본원칙, 예산과 결산, 수입과 지출, 재
산 및 공공시설, 지방재정운영에 관한 별도의 법률제정문제, 지방공기업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다.
일곱째,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제8장)의 장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과 분쟁
조정, 행정협의회, 지방자치단체조합,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협의체 등이 규정되어 있다.

60) 헌법재판소는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에 관한 주민의 조례제정청구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각하하도록 한
구 지방자치법 제13조의3 제1항 제1호 및 제6항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또한 지방자치의 제도
적 보장에 반하는지 않는다고 한 바 있다. 헌재 2009. 7. 30 선고, 2007헌바75, 공보 제154호, 1466.
61) 헌법재판소는 주민소환제도에 관하여 하남시장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주민소환투표의 구체적인 요
건을 설정하는 데 있어 입법자의 재량이 매우 크고, 이 청구요건이 너무 낮아 남용될 위험이 클 정도로 자
의적이라고 볼 수 없으며, 법 제7조 제3항과 법 시행령 제2조가 특정 지역 주민의 의사에 따라 청구가 편
파적이고 부당하게 이루어질 위험성을 방지하여 주민들의 전체 의사가 어느 정도 고루 반영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
다. 헌재 2009. 3. 26 선고, 2007헌마843, 공보 제150호, 738, 739.
62) 헌법재판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부단체장으로 하여금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한 지방자치법 제101조의2 제1항 제3호(이하‘이 사건 법률규정’
이라 한다)의 입법목적은, 금
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형이 확정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그 직무에서 배제함으로써
주민의 신뢰회복, 직무의 전념성 확보, 행정의 안정성과 효율성 제고, 주민의 복리와 지방행정의 원활한
운영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입법목적은 입법자가 추구할 수 있는
헌법상의 정당한 공익이라 할 것이고 이를 실현하는데 있어서 이 사건 권한대행제도는 매우 효과적인 수
단이 된다고 할 것이다』고 하면서 권한대행제도(현행 제111조 제1항 제2호)를 합헌으로 본 바 있다. 헌
재 2005. 5. 26 선고, 2002헌마699, 판례집 제17권 1집, 734.

헌법주석서 Ⅳ

448

여덟째, 국가의 지도·감독(제9장)의 장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지도와 지
원, 국가사무나 시·도사무 처리의 지도·감독,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조
정, 위법·부당한 명령·처분의 시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직무이행명령, 지방자치
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63) 지방의회 의결의 재의와 제소 등이 규정되어 있다.
아홉째, 서울특별시 등 대도시와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특례(제10장)의 장에서는 대도
시와 특별자치도에 대한 특례가 규정되어 있다.

3.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상 규율내용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기술·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교육자치64)에 관한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의결기관으로서 시·도의회 내에 교육위원회, 집행기관으로서 교육
감을 두고 있다(제4조, 제18조). 교육위원회위원은 과거에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전원
으로 구성65)된 선거인단에서 선임하였으나,66) 주민직선제로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제8
조, 제22조).67) 교육자치에 관한 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지방자치법에 대하여 특

63) 이
 와 관련 헌법재판소는 서울특별시의 거의 모든 자치사무를 감사대상으로 하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자치사무가
어떤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밝히지 아니한 채 개시한 행정안전부장관 등의 합동감사는 구 지방자치법 제158
조 단서 규정상의 감사개시요건을 전혀 충족하지 못하여 헌법 및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부여된 지방자치권을 침해
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헌재 2009. 5. 28 선고, 2006헌라6, 공보 제152호, 1050.
64) 헌법재판소는 지방교육자치에 대하여“지방교육자치는 지방자치권 행사의 일환으로 보장되는 것으로서 중앙권
력에 대한 지방적 자치로서의 속성을 지니고 있지만, 동시에 그것은 헌법 제31조 제4항이 보장하고 있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므로 정치권력에 대한 문화적 자치로서의 속성도 아울러 지
니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이중의 자치’
의 요청으로 말미암아 지방교육자치의 민주적 정당성 요청은 어느 정도
제한이 불가피하게 되고, 결국 지방교육자치는‘민주주의·지방자치·교육자주’
라고 하는 세 가지의 헌법적 가치
를 골고루 만족시킬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이다(헌재 2008. 6. 26 선고, 2007헌마1175, 판례집 제20권 1집 하,
460, 464-465 참조)”
고 강조하고 있다. 헌재 2009. 9. 24 선고, 2007헌마117, 공보 제156호, 1766, 1769.
65) 헌법재판소는 교육위원 및 교육감의 선거인단을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률
조항은 주민들의 선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헌재 2002. 3. 28 선고, 2000헌마283, 판례집 제14권 1
집, 211. 한편 국·공립학교와는 달리 사립학교의 경우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를 임의적인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구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4조의2 제2항은 학부모의 교육참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헌재
1999. 3. 25 선고, 97헌마130, 판례집 제11권 1집, 233.
66) 성낙인, 앞의 책, 1094.
67) 헌법재판소는 교육위원의 선거에 있어서 선거공보의 발행·배포와 소견발표회의 개최 이외에 일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구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5조의4 및 이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
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같은 법 제53조는 청구인의 평등권·언론의 자유·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
았다. 헌재 2000. 3. 30 선고, 99헌바113, 판례집 제12권 1집, 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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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규정이 없
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이 준용된다(제3조).
교육위원회는 시·도의회의원과 제10조제2항68)의 규정에 따른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
경력을 가진 자로서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별도로 선출된 의원(이하“교육의원”
이라 한다)
으로 구성하되, 교육의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한다(제5조 제1항).69) 교육의원은 주민
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한다(제8조).70) 교육위원회는 당해 시·도의 교
육·학예에 관하여 마치 지방의회와 같은 권한을 가지고 여러 가지 사항을 심사, 의결한
다(제11조).
한편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서 임기 4년의 교육감 역시 주민의 보통·
평등·직접·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하지만, 교육감선거에 있어서는 정당71)이 후보자를 추
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제18조, 제21조, 제22조), 교육·학예에 관한 집행기관의 정
치적 중립유지를 위한 목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72) 교육의원과 교육감에 대하여는
겸직금지조항을 두고 있으며(제9조, 제23조),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하여 합헌으로 보고

68) 이와 관련하여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은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10년 이상 있을
것을 요구하여 교육감에 비하여 기간적으로 가중된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교육위원회가 교육의원
으로만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시·도의회 의원이 거의 절반 정도의 비율로 참여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교
육위원회의 원활한 운영 및 교육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지나치게 과중
한 제한이라 보기 어려우며, 또한 교육감이 되고자 하는 사람에게 5년 이상의 교육경력이나 교육공무원으
로서 교육행정경력을 쌓았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이 요구하는 자격기준을 충족하여, 학문적으로나 실체적으로 교육에 관한 식견을 갖추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교육전문가가 교육행정을 총괄하는 교육감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교육에 관
한 헌법적 요청에 부합한다고 하는 것이 헌법재판소 입장이다. 헌법재판소 2009. 9. 24 선고, 2007헌마
117, 공보 제156호, 1766, 1771.
69) 헌법재판소는 지방교육위원선거에서 다수득표자 중 교육경력자가 선출인원의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득표율에 관계없이 경력자 중 다수득표자 순으로 선출인원의 2분의 1까지 우선 당선시킨다는 지방교육자
치에관한법률 제115조 제2항이 비경력자인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지 여부에 대하여 5인
의 재판관이 위헌으로 판단하였으나 위헌정족수 부족으로 기각된 바 있다. 헌재 2003. 3. 27 선고, 2002
헌마573, 판례집 제15권 1집, 319.
70) 일부 선거구에서 시와 군이 하나의 선거구에 속하도록 정해진 전라북도 지역 교육위원 선거구획정은 교
육위원 선거에서의 투표가치의 평등을 침해하거나 교육의 자주성과 지방자치제도를 보장하는 헌법정신에
반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로 헌재 2002. 8. 29 선고, 2002헌마4, 판례집 제14권 2집, 233.
71) 헌법재판소는 교육감 후보자 자격에 관하여 후보자 등록신청개시일부터 과거 2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
닌 자로 규정하고 있는‘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24조 제1항은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이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헌재 2008. 6. 26 선고, 2007헌마1175, 판례집 제20권 1집 하, 460.
72) 사전선거운동을 처벌하고 있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58조 제2항 제1호 중“각종 인쇄물을 사용하
여 선거운동을 한 자”부분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하여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
았다. 헌재 2006. 2. 23 선고, 2003헌바84, 판례집 제18권 1집 상, 110.

헌법주석서 Ⅳ

450

있다.73) 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하여 조례안, 예산안, 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
항 및 교육규칙의 제정에 관한 사항 등을 관장한다(제20조).

4. 기타 지방자치에 관한 법률
그 밖에도 지방자치를 구체화하고 있는 법률로서는 지방공무원법, 지방공기업법, 서울
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방재정법, 지방세법, 지방교부세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법,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주민투표법, 주민소환에 관한 법
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지
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육성
법 등이 있다.
또한 도로법, 하천법 등에도 지방자치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74)

Ⅶ. 헌법 제118조 제2항의 법률유보(“법률로 정한다”)의 의미
제
8
장

1. 법률유보와 의회유보
다음으로 제118조 제2항은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하고 있다.
여기에서“법률로 정한다”
고 하는 것의 의미가 문제된다.
우선 여기에서 말하는“법률”
은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 의미의 법률, 즉 행정입법과 조례까지 포함되는 것인지가 문제될 수 있다.

73) 지
 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은 별도로 교육위원 정수의 2분의 1 이상과 집행기관인 교육감의 자격을 일정기
간 이상 교육 관련 경력이 있는 자로 제한하여(동법 제8조, 제32조 제2항)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이 충분
히 보장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법 제9조 제1항 제2호가 교육위원과 초·중등학교 교원의 겸직을 금
지하였다고 하여도 그것만으로 교육의 전문성을 보장한 헌법 제31조 제4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헌
재 1993. 7. 29 선고, 91헌마69, 판례집 제5권 2집, 145.
74) 박균성, 앞의 책,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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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헌법제정자가 제1항에서의“법령”
과는 달리“법률”
이라고 하는 용어를 쓴 것으로
볼 때, 제2항에서의 법률은 원칙적으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
다. 그렇다면 국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 및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
에 관한 것은 반드시 법률로만 규정하여야 하고, 더 이상 행정입법이나 조례로 위임할 수
는 없는 것인지의 문제가 제기된다. 즉 다시 말하면 어느 범위까지가 의회에 유보된 사항
인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이 문제는 일반적인 의회유보의 법리, 다시 말하면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입법사항은 반드시 의회가 결정하여야 하며, 나머지 비본질적인 사항은 행정입
법이나, 조례로 위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75)
그렇다면 무엇이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사항인가의 기준인가가 문제될 것이다. 여기에
관해서는 가령‘그것을 빼버리면 그 제도의 구조나 형태가 바뀔 정도로 그 제도와 밀착된
사항’
이 바로 제도의 본질적 요소라고 주장하는 제도밀착기준설,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입
법적 제한사항을 제외하고도 아직 지방자치라고 평가할 만한 요소가 남아 있느냐를 판단
기준으로 삼는 공제설,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역사나 발전과정에 비추어 마땅히 있어야 할
지방자치의 표현형태에 따라 판단하고자 하는 제도사적 판단설 등이 제시되고 있으나,76)
구체적인 경우에 이러한 기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도,77)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해
야 할 것이다.
즉 우선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되는 것은 중요한 입법사항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특
히 지방세와 같이 주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효과가 있는 사항의 경우에는 반드시 조세법
률주의(제59조)에 따라서 법률에 그 과세대상과 세율 등 과세요건에 관하여 명확하게 규
정하여야 하며, 나머지 사항에 대하여는 조례로 위임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한 형벌을 위임할 경우에도 법률에 명확한 근거가 있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그리고 지방
자치단체 관할 구역 내의 일정한 시설에 대한 이용의 허가나 기업활동에 대한 허가의 문
제는 당사자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나, 직업선택의 자유 등에 대한 제한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법률에 그 근거가 있어야 할 것이며, 그러한 위임을 받아 조례가 규정하는 형식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일단 지방자치제도와 관련하여 법률로 정하도록 하는 것은 유진오78) 박사의 해설과도
같이 사실상 행정입법으로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도 목적이

75) 양건, 앞의 책, 1109.
76) 이에 관하여는 허영, 앞의 책, 797면; 이기우, 지방자치이론, 학현사, 1996, 132면 이하; 정하중, 앞의
책, 67면 이하; 류지태, 행정법신론, 신영사, 2000, 653.
77) 허영, 앞의 책, 797면; 동지, 정종섭, 앞의 책, 948면; 홍성방, 헌법학, 현암사, 2009, 760.
78) 유진오, 앞의 책,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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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볼 수 있다. 지방자치의 핵심적 제도에 관한 내용을 국회가 직접 규정하지 아니하
고, 행정입법으로 위임하는 것은, 헌법 제118조 제2항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서 그 한계가 문제되는데, 결국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를 구성하기 위한 선
거에서부터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지방자치 전반에 관한 문제를 일단 국회가 법률로 제정
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이 경우에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는 지방자치에 대한 헌법적 보장의 취지를 고려할 때, 이와 관
련한 내용중 조례로 위임할 수 있는 것은 조례로 위임해도 좋을 것이나, 행정입법으로 위
임하는 것은 오히려 지방자치권한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할 것이다. 즉
지방자치에 대한 행정적 제한은 그것이 충분한 법률적 근거를 결한 경우, 그리고 그 전제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나 또는 행정적 조치가 수권의 목적을 넘어서는 경우에는 더 이
상 법률의 유보에 포함되지 않으며 따라서 위헌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79)
그 밖에 지방자치의 핵심영역이 아니라 주변영역80)이라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과 운영에 관한 사항이라면, 이것을 행정입법으로 위임하는 것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되
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만 허용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법률로 규정하거나 바
로 조례로 위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제도는 제도보장이기 때문에 입법자에게 넓은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고, 또한 입법자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위
“최소한 보장”
의 원칙에 따라서 심사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례이다.81)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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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방승주, 앞의 논문(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98.
80) 독
 일 연방헌법재판소 역시 입법자의 자치권형성의 한계를 자치보장의 핵심영역으로부터 끌어내고 있으면서도
이것이 지방자치단체에게 아무런 효과적인 보호를 가져다 주지 못하자 다른 한편으로 핵심영역보장의 전단계,
즉 자치보장의 주변영역에서도 역시 법적 효과를 전개한다고 보고 있다. BVerfGE 79, 127 (147 ff.). 자세한
것은 방승주, 앞의 논문(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62.
81) 그
 런데 지방자치제도는 제도적 보장의 하나로서(헌재 1994. 4. 28 선고, 91헌바15등, 판례집 제6권 1집,
317, 339; 헌재 1998. 4. 30 선고, 96헌바62, 판례집 제10권 1집, 380, 384)「제도적 보장은 객관적 제도
를 헌법에 규정하여 당해 제도의 본질을 유지하려는 것으로서, 헌법제정권자가 특히 중요하고도 가치가 있다
고 인정되고 헌법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국가제도를 헌법에 규정함으로써 장래의 법발전, 법
형성의 방침과 범주를 미리 규율하려는 데 있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제도적 보장은 주관적 권리가 아닌 객관
적 법규범이라는 점에서 기본권과 구별되기는 하지만 헌법에 의하여 일정한 제도가 보장되면 입법자는 그 제
도를 설정하고 유지할 입법의무를 지게 될 뿐만 아니라 헌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법률로써 이를 폐지할
수 없고, 비록 내용을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는 없다. 그러나 기본권의 보장은 …
(중략) … ‘최대한 보장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임에 반하여, 제도적 보장은 기본권 보장의 경우와는 달리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입법자에게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과 형태의 형성권을 폭넓
게 인정한다는 의미에서 ‘최소한 보장의 원칙’이 적용」된다(헌재 1997. 4. 24 선고, 95헌바48, 판례집 제
9권 1집, 435, 444-445). 헌재 2006. 2. 23 선고, 2005헌마403, 판례집 제18권 1집 상, 320, 334-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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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자치제도와 관련한 입법사항은 헌법이 법률로 정하도록 하였으므로, 입법자는 원칙적
으로 넓은 형성의 자유82)를 가진다고 할 수 있으나, 지방자치의 헌법적 성격이 단순히 제
도보장으로서의 의미법자가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그리고 사회국가이념
을 각각 실현하기 위하여 헌법이 광범위하게 보장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구체적 개
별적으로는 자치권침해여부에 관한 심사에 단체서 헌법재판소는 자치권의 중요성에 따라
서 통제의 강도83)를 조절할 수 있 원칙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비례의 원칙에 입각한 엄격
한 심사를 하여야 할 필요도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할 것이다.84)
그러므로 헌법 제118조 제2항에서“법률로 정한다”
고 하는 법률유보 내지 의회유보의
원칙은 결국 한편으로는 지방자치제도와 관련한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의회가 직접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행정부에 의한 처분으로부터 지방자치를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도
분명 있음을 주의해야 할 것이다.85)
요컨대 여기에서 법률로 정한다고 하는 법률유보 내지 의회유보 원칙은 지역주민의 기
본권과 관련되는 사항, 그리고 지방자치제도와 관련하여 본질적이고도 중요한 사항은 형
식적 의미의 법률로 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2. 명확성의 원칙과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
한편 의회유보의 원칙은 동시에 어떠한 법률조항이 지나치게 불명확하거나 과도하게
광범위한 내용이 아니라,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내용을 담을 것을 요구한다.
즉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 지방의회의 조직과 권한, 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
의 선임방법 등에 관한 지방자치제도 전반에 관한 규정은 가능한 한 명확하게 규정을 하
여야만 하고, 또한 일정한 입법사항을 조례로 위임할 경우에도 역시 어떠한 입법사항을
어떠한 범위 내에서 위임하는지 위임의 범위와 한계가 명확하여야 할 것이다.

82) 정종섭, 앞의 책, 948.
83) 이에 대하여는 방승주, 헌법재판소의 입법자에 대한 통제의 범위와 강도, 공법연구 제37집 제2호(2008.
12), 113-171.
84) 방승주, 앞의 논문(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 100, 110.
85) 방승주, 앞의 논문(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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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조례로 지방자치제도와 관련한 사항을 위임하는 경우에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
칙(헌법 제75조)이 적용될 것인가의 문제가 논란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헌법 제75조의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할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는 헌법적 기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에서도 지적하였듯이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되거나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적이
고도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의회가 아닌 국회가 직접 결정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
헌법 제118조 제2항의 취지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지방자치제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하고, 또한 조례로 위임을 하는 경우에도 지나
치게 포괄적으로 위임을 하여서는 안된다고 하는 법리가 나올 수 있다.
다만 행정입법으로 위임하는 경우와는 달리 지방의회 역시 그 지역 주민에 의하여 민주
적으로 정당화된 기관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일정한 입법사항에 대하여 조례로 위임할
경우에 그 위임의 명확성의 정도는 행정입법으로 위임할 경우보다는 덜 엄격하게 요구된
다고 하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례86)이다.

3. 헌법재판소 판례
헌법 제118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 지방의회의 조직과 권한, 지방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와 관련한 사항에 대한 문제와 관련하여 국회가 직접 규정하지 아니
하고 행정입법으로 위임한 것이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어 결과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
치권한을 침해한 것은 아닌지 여부에 대한 문제는 헌법재판소 판례에서 찾아보기 힘들다.
다만 일정한 사항을 조례로 위임한 경우에 그러한 법률적 규정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
탈한 것이 아닌지 여부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한 바 있다. 가령‘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의 범위를 조례에서 정하도록 하는 것은 위임입법의 법리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 그것이다.87)
한편 명확성의 원칙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4항의 기간(즉,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결정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기간이 종료된 날로
부터 60일 이내에 ... 관할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고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131

86) 헌재 1995. 4. 30 선고, 92헌마264, 판례집 제7권 제1집, 564, 572.
87) 헌재 2005. 10. 27 선고, 2003헌바50, 판례집 제17권 2집, 238, 260-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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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제5항 전단은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이의신청인이 제소기간에 관하여 명료하게 파악
할 수 없을 정도로 그 규정이 모호하고 불완전하며 오해의 소지가 많으므로 법치주의의
파생인 불변기간 명확성의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헌법 제27조 제1항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위헌규정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88)
그에 반하여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되면 공무담임권을 제한하면서도, 선거범죄
와 그 밖의 죄가 병합되어 재판받게 된 경우, 선거범죄에 대해 따로 그 형을 분리하여 선
고하는 등의 규정을 두지 아니 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64조(이하‘이 사건 법률
조항’
이라 한다.)는 명확성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다.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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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19조
전광석

제119조
①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
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I. 기본이념 · 연혁 · 헌법례
1. 기본이념
우리 헌법은 처음부터, 즉 1948년 헌법부터 경제에 관한 독자적인 장(제6장)을 두고 규
율하는 특징이 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역사적 및 헌법질서적 사고의 결과였다.1) 첫째,
역사적으로 보면 1948년 헌법은 국가형성의 근본규범으로 제정되었다. 그런데 식민지로
부터 해방하여 최초의 민족국가를 형성함에 있어서 새로운 국가는 자유공동체이어야 할
뿐 아니라 이미 식민지시대에 노정된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극복하고 사회통합을 도모하
여야 했다. 둘째, 이러한 과제는 헌법에 이중적으로 표현되었다. 즉 헌법은 한편으로는
자유권적 기본권 뿐 아니라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여 개인과 국가의 관계를 규율하였고,

1) 헌법 일반의 과제에 대해서는 전광석, 한국헌법론(법문사, 2009), 35면 이하; Dieter Grimm,
“Entstehungsvoraussetzungen der Verfassung”
, Dieter Grimm, Die Zukunft der Verfassung
(Suhrkamp, 1991), 37면 이하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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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한편 사회적 기본권이 실현되기 위하여 필요한 거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규정을 두
었다. 사회적 기본권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경제 및 시장 자체에 사회적 배려의 책임을 부
과할 수 있어야 했다. 이와 같이 오늘날 복지국가원리를 헌법의 기본원리로 이해하는 헌
법적 구조는 이미 1948년 확립되었다.2) 그리고 이는 우리 헌법의 정체성에 해당하는 특
징을 이루게 되었다.3) 다만 경제질서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는 전체적 혹은 부분적으로 개
정논의가 이루어져 왔다.4)
헌법의 경제조항이 어떠한 질서적 사고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는가는 논의가 필요한 문
제이다. 경제질서 자체를 규율하는 목적을 갖는가, 아니면 사회질서를 규율하는 데에 보
다 1차적이고, 중요한 목적을 갖는가 하는 질문도 제기된다. 아래에서 다루겠지만 헌법
제119조는 그 구조 및 성격에 비추어 보면, 그 동안 헌법의 변화,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이해방법에도 불구하고 경제에 사회적 책임을 반영하는 목적을 갖는다.5) 역설적으로 보
면 이러한 헌법의 태도는 헌법이 경제질서로서 자본주의시장경제를 전제하였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었다. 이는 헌법 제119조 제1항, 그리고 경제과정에서 소유와 운영에 적용되
는 기본권인 재산권 및 직업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다는 데에서 알 수 있다. 또한 원칙적
으로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헌법 제126조 역시 자본주의를 전제로 한 규정이다.
위와 같은 기본적인 경제질서에 대한 명확한 결정에도 불구하고 헌법 제119조는 특히
그 제2항과 관련하여 경제에 대한 규제와 조정의 가능성과 필요성이 이미 헌법 제119조
제1항에 내포되어 있는지, 아니면 원칙과 예외규정으로 제1항은 자본주의시장경제질서
를, 그리고 제2항은 이에 대한 예외적인 규제와 조정의 근거로서 기능하는가에 대해서는
제
9
장

2) 우
 리 헌법에서 복지국가원리의 이해방법에 대해서는 전광석,“헌법재판소가 바라 본 복지국가원리”
, 공법
연구 제34집 제4호(2006), 221면 이하 참조.
3) 실
 제 사회적 기본권은 그 동안의 헌법 개정 및 개정논의에 있어서 그 존속 여부가 진지하게 의심되었던 적
은 없다. 이에 대해서는 예컨대 한병호,“사회적 기본권에 관한 헌법개정의 검토”
, 헌법학연구 제12권 제4
호(2006), 321면 이하 참조.
4) 이에 대해서는 아래 I.2.(1) 및 V 참조.
5) 이
 에 대해서는 예컨대 김철수, 학설·판례 헌법학(박영사, 2008), 309면 참조. 이밖에 헌재결 2003.11.27,
2001헌바35, 15-2(하), 222면 이하; 2004.10.28, 99헌바91, 16-2, 128면 이하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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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있다.6) 또 보다 근본적으로 헌법 제119조 제2항이 독자적인 의미를 갖는가, 아니
면 독자적인 의미가 없기 때문에 폐지되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 역시 제기된다. 이들 문제
들에 접근함에 있어서 경제조항의 연혁은 일정한 단서를 제공한다.

2. 연혁 및 헌법례
(1) 연 혁
1948년 헌법은 경제의 장을 독자적으로 두고 있었다(제6장). 전체적으로 보면 당시 헌
법은 현행 헌법보다 강력하게 경제의 사회적 책임을 구상하였다. 이는 헌법전체 구조적으
로 보면 자유와 평등에 비해서 공공복리에 우선적 지위를 부여한 조항이 이미 총강에 편
제되어 있었던 태도에도 반영되어 있다(제5조).7) 1948년 헌법은 직업의 자유를 보장하는
독자적인 규정도 없었다. 헌법 제84조는 경제질서의 목표로서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
족할 수 있게 하는 사회정의의 실현과 국민경제의 발전을 제시하고, 개인의 경제상의 자
유는 이러한 한계 내에서 보장되도록 하였다. 결국 개인의 자유보다 사회통합, 그리고 사
회적 배려를 경제질서의 우선적 목표로서 제시하였다. 바꾸어 말하면“경제”
라는 장의 제
목에도 불구하고 실제에 있어서는 사회적 배려 및 사회통합이 경제질서를 지배하는 이념
이었다. 제87조는 국영 혹은 공영의 범위를 광범위하게 설정하였다. 즉“중요한 운수, 통
신, 금융, 보험, 전기, 수리, 수도, 가스 및 공공성을 가진 기업을 국영 혹은 공영으로 한
다”
. 같은 맥락에서 대외무역을 국가의 통제 하에 두었다. 사영기업에 있어서 근로자의
이익분배균점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였다(제18조). 이와 같이 어느 정도 사회주의적, 그
리고 통제경제적 성격을 갖는 경제질서는 헌법 제88조와의 관계에서 설명을 필요로 한
다. 이에 의하면 국방상 또는 국민생활상 긴절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영기업을 국유 또
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또는 그 경영을 통제·관리할 수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전제한 조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1948년 헌법에는 사회주의적·통제경제적
요소와 자본주의 시장경제적 요소, 그리고 규범적 요소와 사실적 요소가 혼재되어 있으면

6) 이 논의에 대해서는 아래 IV.2.(2).3) 참조.
7) 1948년 헌법 제5조;“대한민국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자유, 평등과 창의
를 존중하고 보장하며 공공복리의 향상을 위하여 이를 보호하고 조정하는 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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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실질적으로는 외형적으로 보이는만큼 경제질서의 성격이 뚜렷하지는 않았다.8)
1948년 헌법의 경제질서에 대해서는 제정 당시, 그리고 이후에도 통제경제적 색채가
강하다는 비판이 가해졌다.9) 이에 1954년 일부 개정이 이루어졌다. 국영 혹은 공영의 범
위를 광범하게 규정하고 있던 제87조 제1항은 삭제되었다. 국영 혹은 공영의 형식적 요
건으로 법률이 필요하도록 하고, 실체적 요건으로는 국영 혹은 공영이 예외적으로만 허용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대외무역은 여전히 국가의 통제 하에 두었지만 이러한 통
제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함으로써 형식적 요건을 새로이 추가하였다. 1954년
헌법 개정의 핵심은 기존 헌법 제87조 제1항을 삭제한 것이었다. 외형적으로 보면 이는
소유형태에 관한 사회주의적 특성을 배제하였다는 의미를 갖는다.10) 실제 헌법 개정의 이
유로서 이 점, 즉 國有國營의 원칙에서 私有私營의 원칙으로의 전환을 명확히 하였다.11)
그러나 실질적으로 보면 1948년 헌법의 해당 규정은 헌법규범으로서의 성격이 약했으며
오히려 기존의 사실관계를 유지하는 의미가 보다 강했다.12) 그렇기 때문에 1954년 헌법
개정을 통하여 헌법규범이 변화하였지만 헌법이 예정하는 경제질서가 전환되었다고 평가
하는 것은 무리이다.
1960년 헌법 개정에서 경제질서에 관한 변화는 없었다. 1962년 개정 헌법은 경제질서
의 구조에 중요한 변화를 가하였다. 비교적 뚜렷하게 경제질서의 독자성 및 자본주의 시
장경제를 전면에 내세웠다. 총강 중 자유와 평등에 비해서 공공복리를 우선하였던 제5조
는 삭제되었다.13) 경제질서에 관한 기본규정인 제111조는 1948년 헌법에 비해서 경제질

8) 당
 시 헌법의 경제질서를 규범적으로 보아“사회혁명적 요소”
를 담고 있다는 입장이 있었는가 하면,“사회혁
명적 요소”
와는 관계없으며, 오히려“경제질서의 현상유지적 확정”
일 뿐이라고 이해하는 입장도 있었다. 전
자의 입장으로는 한태연,“제헌헌법의 신화”
, 동아법학 제6호(1988), 65면 이하 참조, 후자의 입장으로는
유진오, 헌법기초회고록(일조각, 1980), 30면 참조. 1948년 헌법의 경제질서의 혼란에 대해서는 예컨대
권영설,“국가와 경제; 경제질서의 헌법적 기초”
, 공법연구 제16집(1988), 26면 참조.
9) 이
 에 관한 헌법제정회의에서의 논의에 대해서는 전광석,“제헌의회의 헌법구상”
, 법학연구 제15권 제4호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5), 58면 이하 참조. 예컨대 무역에 관한 국가의 통제에 관한 논의에 대해서
는 헌정사자료 제1집, 헌법제정회의록(제헌의회)(국회도서관, 1967), 215면 이하 참조. 유진오의 회고에
의하면 미군정 사법부의 법률고문 프랭켈(Ernst Fraenkel)은 무역에 대한 국가의 통제가 자유경제를 위협
하는 표현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고 한다. 최종고, 한국의 서양법수용사(박영사, 1982), 257면 참조.
10) 1
 954년 헌법 개정에 관한 분석으로는 정상우,“1954년 헌법개정의 성격에 관한 비판적 고찰”
, 법사학연
구 제28집(2003), 239면 이하 참조.
11) 헌법개정회의록(제3대 국회)(국회도서관, 1968), 9면 참조.
12) 위 각주 8 참조.
13) 위 각주 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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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원칙을 재조정하였다. 즉 동조 제1항에서“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고 명시하여 자유경제의 기본원칙이 우선적으로
선언되었다. 그러나 동조 제2항에서는“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
시키는 사회정의의 실현과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경제
에 대한 규제와 조정을 한다”
고 하여 경제질서가 국민의 생활수요를 보장하는 목표를 가
지며, 이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는 태도는 계속 유지되었다. 이
로써 두 조항이 원칙과 예외의 관계에 있는가, 병렬적인 경제질서의 목표인가, 아니면 동
일한 사고의 틀에 포섭되는가 하는 문제를 남겼다.14) 대외무역에 있어서 국가의 기능은
역시 이중적이다. 즉 한편으로는 대외무역을 육성하였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를 규제·
조정하였다(제116조).
1972년 헌법에서는 기본적으로 제3공화국 헌법과 유사한 경제조항들을 두어 경제질서
에 관한 한 변화가 없었다. 이에 비해 1980년 헌법은 독과점의 폐단을 적절히 규제·조정
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120조 제3항). 시장 자체에 시장의 기능을 저해하는 요소가 내포
되어 있다는 점을 주목한 규정이다. 이로써 1980년 헌법은 1962년 헌법에 비해서는 좀
더 명확하게 경제질서가 독자적인 규율대상임을 암시하였다. 이 규정은 경제질서에 사회
적 책임을 부과하는 의미보다는 경제질서가 기능하기 위한 내재적인 조건에 해당하기 때
문이다. 또한 소비자보호운동을 새로이 규정하였다(제125조). 이 규정은 이후 경쟁질서
가 기능하기 위한 시장경제에 내재적인 조치인가, 소비자보호를 위한 사회적 배려인가,
또 이로써 소비자운동을 기본권으로서 보장한 것인가의 문제에 대한 논의를 일으켰다.15)
1987년 헌법은 경제질서에 대한 이해방법을 재검토하는 계기가 되었다. 1948년 이래
헌법이 제기했던 경제질서의 사회적 목표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 즉 경제질서가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하는 목표를 갖는다는 규정은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경
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의 목표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로 구체화되었다. 균형 있는 국민경

14) 이에 대해서는 아래 IV.2.(2).3) 참조.
15) 이들 논의에 대해서는 예컨대 성낙인, 헌법학(법문사, 2009), 267면 이하; 장영수, 헌법학개론(홍문사,
2008), 785면 이하 등 참조, 이밖에 소비자보호를 공정경쟁보장의 시각에서 보는 입장으로는 헌재결
1996.12.26, 96헌가18, 8-2, 680면 이하 참조. 공정경쟁보다는 기업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이해하는 문헌은 이준일, 헌법학강의(홍문사, 2008), 708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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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의 성장과 안정, 적정한 소득의 분배 유지,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 방지, 경제주
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가 그것이다(제119조 제2항). 이로써 헌법 제119조는
순수한 경제질서에 관한 규정인가, 아니면 여전히 경제의 사회적 책임을 전제로 하는 규
정인가, 혹은 경제질서의 목표로서 제시되어 있는 세부적인 규정들에 대한 분석을 통하
여 헌법의 경제질서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필요한가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특히 위 네 가
지 경제질서의 목표는 후술하듯이 동일한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질서에 내재적인 경
우와 외재적인 경우를 함께 포함하고 있다.16) 그만큼 경제질서의 이해에 있어서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1987년 헌법의 이러한 변화가 그 동안 주목받지 못했
었던 것은 이례적이라 할 수 있다.

(2) 헌법례
오늘날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과
제를 갖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다.17) 위에서 언급했듯이 이에 기여하는 헌법의 기재가
사회적 기본권과 경제질서이다. 그러나 경제질서에 관한 한 우리 헌법과 같이 독자적인
장을 두고 규율하는 헌법례는 드물다. 스페인 헌법과 포르투갈 헌법이 경제 및 재정에 관
하여 각각 독자적인 장을 두고 규율하고 있는 정도이다(스페인 헌법 제128조 이하, 포르
투갈 헌법 제93조 이하). 1948년 헌법의 경제의 장, 그 중 특히 제84조의 직접적인 典範
은 1919년 독일의 바이마르헌법이었다.18) 다만 바이마르헌법과 우리 헌법은 편제에 있어
서는 차이가 있었다. 우리 헌법은 기본권과 경제질서를 별도의 장에서 규율하였다. 이에
비해서 바이마르헌법은“경제생활(Das Wirtschaftsleben)”
을 독자적인 장에서 규율하고
여기에서 경제적 생활영역에 적용되는 기본권과 객관적 질서를 동시에 규율하였다.19)

16) 아래 IV.2.(2).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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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사
 회적 과제에 대한 다양한 헌법례에 대해서는 Hans F. Zacher, “Das soziale Staatsziel”, Josef Isensee/Paul
Kirchhof(편), Handbuch des Staatsrechts Bd.I(C.F.Müller, 1987), 1054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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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바
 이마르헌법 제151조;“경제생활의 질서는 모든 국민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목표를 가지
며 이를 위하여 정의의 원칙을 존중하여야 한다. 개인의 경제적 자유는 이 한계 내에서 보장된다”
.
19) 위
 에서 1948년 헌법에 직업의 자유가 결여되어 있다는 언급을 하였다. 그런데 바이마르헌법도 직업의 자
유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었다. 다만 바이마르헌법은 영업의 자유 및 계약의 자유를 보장하여 우리 헌
법에 비해서 경제적 영역에 적용되는 기본권의 종류가 풍부하였다. 바이마르헌법은 직업의 자유를 의도적
으로 배제하였다. 특정한 직업의 접근 자체를 기본권으로 보호하지는 않겠다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예컨대 Christoph Gusy, Die Weimarer Reichsverfassung(Mohr Siebeck, 1997), 348
면 이하 참조. 반면 우리 헌법의 제정과정에서는 이 문제가 논의 조차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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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9년 제정된 독일 헌법은 바이마르헌법의 전례를 따르지는 않았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관점이 작용하였다. 첫째, 당시 분단 상태에서, 그리고 통일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
서 독일의 사회경제적 정체성에 해당하는 경제질서에 대한 결정은 통일 후 세대에 유보되
어야 한다.20) 1949년 헌법이 이를 결정하는 것은 후세대에 헌법적 부담을 안긴다는 사고
이다. 둘째, 보다 근본적으로 경제질서를 헌법적으로 결정하는 규범적 의미에 의문이 제기
되었다. 즉 경제질서는 기본권의 규범적인 틀의 범위 내에서 입법적 결정을 통하여 형성된
다고 판단하였다.21) 비교헌법적으로 보더라도 이러한 규범적 특징이 있기 때문에 경제질서
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헌법적 규정을 두지 않는 반면, 재정문제에 관해서는 독자적인 장
을 두어 규정하는 것이 보다 일반적이다. 연방국가에서는 특히, 그리고 연방국가가 아니더
라도 지방자치의 차원에서 재정의 분담과 분배는 지역의 균형발전, 그리고 국민의 권리의
무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22) 셋째, 당시 독일은 분단상황 뿐 아니라 패전
후 서방3대국의 실질적인 영향력 하에 있었다. 이에 정치질서의 문제는 주어진 국제정치적
환경에서 민주주의, 연방국가 등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지만 국민의 생활에 직접적
인 영향을 주는 사회경제질서는 국제정치적 환경이 극복된 후 자유로운 국민적 결정에 유
보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지배하였다.23)
우리에게 헌법제정 및 학설형성에 있어 중요한 영향을 주었던 독일의 예는 일정한 시사를
한다. 특히 위 두 번째 논리가 그러하다. 이 논리는 헌법이 경제질서의 구체적이고 적극적
인 지침을 부여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경제질서는 헌법과 더불어 이에 관한 입법적
결정을 동시에 고려할 때 비로소 이해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24) 이때 입법적 결정에 경제관
련 기본권과 함께 경제질서에 관한 헌법 규정이 중요한 규범적 기준이 되는 것은 물론이다.

20) 이
 에 대해서는 Werner Weber, “Die verfassungsrechtlichen Grenzen sozialstaatlicher Forderungen”, Der
Staat(1965), 413면 이하 참조.
21) 이
 에 대해서는 Rainer Schmidt, “Staatliche Verantwortung für die Wirtschaft”, Josef Isensee/Paul
Kirchhof(편), Handbuch des Staatsrechts Bd.III(C.F.Müller, 1996), 1147면 이하 참조.
22) 우
 리 헌법도 1948년 경제의 장(제6장)과 함께 재정에 관한 장(제7장)을 독자적으로 두었으니 이러한 편제
는 1962년 헌법부터 더 이상 채택되지 않았다. 이 점과 관련된 헌법개정논의에 대해서는 이덕연(대표집
필),“재정·경제조항”
, 헌법학연구 제12권 제2호(2006), 25면 이하 참조.
23) 당
 시 서방 승전국은 독일에 수립될 새로운 헌법질서를 이른바 Frankfurter Dokumente를 통하여 제시하
였다. 이에 대해서는 Christian Friedrich Menge, Deutsche Verfassungsgeschichte der Neuzeit (C.F.Müller,
1986), 203면 이하 참조.
24) 이는 경제헌법의 개념에 대한 이해방법에 영향을 미친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 II.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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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 징
우리 헌법에서 경제질서에 관한 규정의 연혁 및 개정상황을 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발견된다. 1948년 헌법에서 제84조를 중심으로 한 경제질서는 기본적으로는 경제에 사
회적 과제를 부과하는 데에 중점이 있었다.25) 1954년 헌법 개정은 이러한 기본이념에
일정한 변화를 예고하였다. 즉 경제질서 그 자체가 독자적인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다.
1954년 헌법 개정의 취지는 그 실질적인 평가는 별론으로 하고라도 경제질서를 어느 정
도 자유화하는 데에 있었기 때문이다.26) 이 점이 경제에 부과되었던 사회적 과제에 어떠
한 영향을 미치는가는 당시 헌법 개정의 관심이 아니었다. 또 이러한 경향이 이후 헌법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었는가는 불분명하다. 그러나 외형적으로 보면 경제질서가 우리
헌법에서 독자화되는 경향이 명확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암시되었다. 1962년 헌법은
경제적 자율과 자유를 독자적인 항으로 편제하였다.27) 또 경제·과학심의회를 두어 국민
경제의 발전과 이를 위한 과학진흥에 관련된 정책수립을 자문하도록 하였다(제118조 제1
항). 이는 1948년 헌법제정과정에서 논의되었지만 실제 법제화되지는 못했던 국민경제회
의와 비교된다. 그러나 경제·과학심의회는 국민경제회의와는 제도적 목적을 달리한다.28)
즉 후자가 기본적으로 경제의 사회적 과제를 투입하기 위한 조직법적 조치였다면 전자의
경우 이러한 특징은 사라지고 순수 경제목적의 조직법적 성격을 띠었다.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1962년 헌법은 여전히 사회적 과제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었고 이러한 태도는 이후 헌법에서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29)
위와 같은 발전에서 보면 우리 헌법은 한편으로는 경제질서 그 자체를 독자적인 체계로
인식하면서, 다른 한편 여기에 사회적 과제를 부과하여 경제질서와 사회질서의 상호작용
속에서 헌법질서가 형성될 것을 예정하는 특징을 띠고 있다. 1948년 이래 우리 헌법의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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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같은 견해로는 양 건, 헌법강의(법문사, 2009), 176면 참조.
26) 위 각주 13 참조.
27) 이
 에 기초하여 1962년 헌법에 와서 기존의 경제질서의 구상이 완전히 전환되었다는 평가를 하는 문헌으
로는 양건(각주 25), 176면 참조.
28) 국민경제회의의 구상에 대해서는 유진오(각주 8), 54면 이하 참조.
29) 따
 라서 위 각주 27에서의 견해와는 달리 1962년 헌법이 경제질서에 관한 전환적 계기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이와 같은 입장으로는 예컨대 이덕연,“경제선진화와 (경제)헌법의 효용”
, 공법연구 제36집 제4호
(2008), 69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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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적 질서구조는 이미 언급했듯이 1987년 헌법에 와서야 두드러진 외형적 변화를 겪
는다. 이와 같이 연혁적으로 형성된 특징, 그리고 헌법개정을 통하여 이루어진 변화는 그
이해방법에 따라 경제질서에 대한 해석론 및 정책론, 즉 개정 혹은 폐지론에 중요한 논증
요소로 작용한다.30) 이에 대해서는 후술하기로 한다.

Ⅱ. 전체 헌법구조 속에서의 경제질서
1. 경제헌법
헌법이 경제질서에 관한 완결된 체계를 제시하는가, 그리고 이에 기초하여 경제질서 그
자체 및 경제질서에 관한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지침이 획득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이 제
기될 수 있다. 이른바 경제헌법의 용어례에는 이러한 시도가 내포되어 있다.31) 이론적으
로 보면 이러한 시도는 세 가지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첫째, 헌법 제6장 경제의 장
에 규율된 규범의 총체를 경제헌법으로 이해하는 방법이다(가장 좁은 의미의 경제헌법).
그러나 경제에 관한 제6장이 그 자체로 질서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며 기본권 및 다른 헌
법질서와 상호관계 속에서 규범력을 갖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이해방법은 이론적
인 유용성이 없다. 둘째, 경제에 관한 제6장을 비롯하여 제23조 재산권, 제15조 직업선
택의 자유, 그리고 제14조 거주이전의 자유 등 이른바 경제적 기본권들이 함께 경제헌법
을 구성한다고 이해하는 방법이다(좁은 의미의 경제헌법). 이것이 가장 일반적인 경제헌
법에 대한 이해방법이다.32) 이러한 이해방법은 경제질서에 대한 헌법의 정태적 구상을 이
해하는 데에는 유용하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했듯이 전체헌법질서와의 관련성이 고려될
수 없다는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셋째, 경제질서에 사회적 과제가 내재해 있다고 이해하
는 경우에는 경제질서(그리고 사회질서)는 각종 사회적 기본권들이 재산권, 직업의 자유

30) 아래 IV.2.(2).3) 참조.
31) 이에 대해서는 양건(각주 25), 176면 참조. 독일에서 경제헌법의 다양한 개념이해방법에 대해서는 Hans
D. Jarass, Wirtschaftsverfassungsrecht und Wirtschaftsverwaltungsrecht(Metzner, 1984), 76면 이하; Hans
F. Zacher, “Aufgaben einer Theorie der Wirtschaftsverfassung, Wirtschaftsordnung und Rechtsordnung”,
Festschrift für Franz Böhm(Mohr, 1965), 63면 이하 참조.
32) 예컨대 김형성,“경제헌법과 경제간섭의 한계”
, 공법연구 제21집(1993), 234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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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경제적 기본권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형성되며, 그 결과 이들 기본권들 역시 경제헌법
을 구성한다고 보아야 한다(넓은 의미의 경제헌법). 또 이들 기본권이 민주주의적 의사결
정구조 속에서 실현된다는 점 역시 고려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이해방법에 따르면 모든
헌법의 기본원리, 그리고 거의 모든 헌법규정들이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경제헌법을 구
성한다. 이는 경제헌법의 외연이 하나의 체계를 형성한다고 볼 수 없을 만큼 확대된다는
문제점을 갖는다. 이밖에 유형화된 경제체계를 중심으로 헌법의 관련 규정을 평성하고 이
를 경제헌법으로 이해하려는 시도가 있다.33) 그러나 이는 헌법이 특정 경제체계를 선택한
경우에 한하여 이루어질 수 있는 경제헌법에 대한 이해방법이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헌법
이 이러한 결정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러한 이해방법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헌법의 경제질서에 관한 규정은 이미 암시되었듯이 완결된 구상이라고 볼 수 없다. 이
는 필연적으로 입법적 및 행정적 결정을 통하여 구체화된다.34) 그리고 이 과정에서 헌법
은 적극적인 형성기준으로서, 혹은 소극적인 통제기준으로 기능한다. 그렇기 때문에 경
제질서의 규범적 윤곽은 경제에 관한 장에 규율되어 있는 조항들을 중심으로 보면 헌법의
기본원리 및 기본권 등을 포함한 전체 헌법구조 속에서,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 모든
헌법적 기준들과 경제질서에 관한 입법적 결정과의 관계를 함께 고려했을 때 비로소 이해
될 수 있다. 이러한 넓은 의미의 경제헌법을 서술하는 것이 이 글의 과제는 아니다. 아래
에서는 헌법 제119조가 헌법의 기본원리 및 기본권과 상호작용하면서 실현된다는 점을
살펴본 후 제119조 자체에 대한 규범적 분석을 하기로 한다.

2. 헌법질서와 경제질서-정치 및 사회질서와의 관계
거시질서로서 경제질서는 민주주의적 결정의 대상이다. 민주주의는 국민주권주의를 이
념적 기초로 하고, 이때 국민은 이념적 통일체로서 전체 국민을 말한다. 자본과 노동, 그
리고 토지와 같은 경제질서의 요소에 대한 결정에 있어서 일방 당사자에게 편향된 경제질

33) 독
 일의 경우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를 중심으로 헌법의 재편성하고 이를 경제헌법으로 이해하는 방법이 한
예이다. 이에 대해서는 Hans Carl Nipperdey, Soziale Marktwirtschaft und Grundgesetz(Heymann,
1961), 44면 참조.
34) 경제규제와 조정에 있어서 행정적 결정의 가능성과 한계에 대해서는 김형성(각주 32), 239면 이하 참조.

법원 등에 관한 장 (제101조부터 제130조까지)

469

제
9
장
경
제

서의 형성은 민주주의와 조화될 수 없다. 따라서 예컨대 경제운용의 주요 당사자인 노동
과 자본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직 및 절차법적 기재를 조성하는 경우 이는 다른 국
민집단과 대등한 관계에 있는 당사자의 의견을 참고하기 위한 절차이지 이러한 절차의 결
과 형성된 의견이 규범적 효력을 가질 수는 없다.35) 아래에서 설명하겠지만 헌법 제119
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경제의 민주화의 목표가 위와 같은 일반민주주의의 내용을 의
미하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경제의 민주화라는 목표는 선언적 의미를 가질 뿐이다.36)
경제질서와 사회질서의 상호관계는 헌법이 제시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연
혁적으로 보면 경제질서는 사회질서에 기여하는 목적으로 헌법에 수용되었다.37) 그러나
이후 경제질서는 사회질서와 어느 정도 독자성을 갖는 것으로 변화를 겪었다.38) 그렇다고
재산권 및 직업의 자유 등 기본권이 보장되고 있기 때문에 경제질서가 포괄적으로 사회질
서에 종속되는 관계라고 볼 수는 없다. 자본과 노동, 성장과 분배, 분배와 재분배의 대립
관계에서 어느 일방에 헌법적 우위가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39) 따라서 사회적 배려
를 위하여 경제질서 그 자체에, 그리고 경제운용의 당사자 간의 관계에 국가가 개입하는
경우 이는 한편으로는 경제질서의 독자성을 기준으로,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당사자의
기본권을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40)

3. 경제질서와 기본권
경제질서와 기본권은 서로 자극하고 또 구속하면서 실현된다. 경제질서는 시장의 기능
을 유지하거나 경제의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제와 조정을 요청한다.

35) 이
 러한 국가의 사회화 현상 및 문제점에 대해서는 전광석(각주 1), 97면; Dieter Grimm, “Der Wandel
der Staatsaufgaben und die Krise des Rechtsstaats”, Dieter Grimm(편), Wachsende Staatsaufgabe-sinkende
Steuerungsfähigkeit des Rechts (Nomos, 1990), 291면 이하 등 참조.
36) 아래 IV.3.(4) 참조.
37) 이에 관한 바이마르헌법 제정과정에서의 논의에 대해서는 Christoph Gusy(각주 19), 349면 이하, 참조.
38) 위 I.2.(1) 참조.
39) 자본과 노동의 관계는 1948년 헌법제정회의에서 첨예하여 대립하였다. 특히 당시 제18조 제2항 사영기
업에서의 근로자의 이익분배균점권은 가장 첨예한 논쟁의 장이었다. 전광석(각주 9), 36면 이하; 황승흠,
“제헌헌법상의 근로자의 이익균점권의 헌법화과정에 관한 연구”
, 공법연구 제31집 제2호(2002), 302면
이하 등 참조. 분배와 재분배의 헌법적 구조에 대해서는 전광석,“사회보장의 소득재분배구조에 대한 헌
법적 접근”
, 전광석, 사회보장법학(한림대 출판부, 1993), 53면 이하 참조.
40) 헌재결 1996.12.26, 96헌가18, 8-2, 680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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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다른 한편 이러한 질서의 기반 위에서야 비로소 개인의 기본권이 실현될 수 있다
는 점에서 보면 이러한 조치들은 기본권을 형성하는 의미를 갖는다.41) 재산권과 직업의
자유가 갖는 사회적 기속성은 기본권을 형성하는 입법자에게 넓은 형성공간을 부여한다.
예컨대 직업의 자유는 자유로운 경쟁구조 속에서 비로소 실현되며, 따라서 국가는 공정경
쟁질서를 형성할 과제와 권한을 갖는다.42) 다른 한편 경제질서는 개인과 국가와의 관계에
대해서 헌법이 제시하는 기준인 기본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규제와 조정을 위한 국가작용
은 계약의 자유, 재산권, 직업의 자유 등을 제한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기
본권은 경제질서를 형성하는 입법권에 한계로서 작용하며, 경제입법은 기본권 제한의 근
거이며 한계조항인 헌법 제37조 제2항을 기준으로 평가되어야 한다.43) 예컨대 헌법상의
경제질서가 사영기업의 국유 혹은 공유의 가능성을 부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재
산권은 적용되어야 하며, 따라서 이 경우 보상이 따라야 한다.44)

Ⅲ. 경제질서의 유형
1. 분류기준과 유형, 설명능력의 한계
경제질서는 자본의 소유형태 및 운용관계를 기준으로 자본주의시장경제와 사회주의계
획경제로 분류된다. 이밖에 자본주의계획경제가 있을 수 있다. 개발독재시대의 우리 경제
질서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45) 이에 비해서 사회주의시장경제는 기본적으로는
모순이다. 자본의 독자성이 없다면 시장에 의한 경제운용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46) 이

41) 경
 제질서의 기본권형성적 기능에 대해서는 이덕연,“한국헌법의 경제적 좌표-시장(기업)규제의 범위와
한계”
, 공법연구 제33집 제2호(2005), 21면 이하 참조.
42) 직업의 자유의 사회적 기속성에 대해서는 예컨대 전광석(각주 1), 324면 참조.
43) 이
 점에 대해서는 예컨대 김형성(각주 32), 242면 이하; 김성수,“헌법상 경제조항에 대한 개정론”
, 공법
연구 제34집 제4호 제2권(2006), 194면 이하 참조.
44)이에 대해서는 예컨대 김철수(각주 5), 317면; 정종섭, 헌법학원론(박영사, 2009), 223면 이하 참조.
45) 독
 일의 경우 나치시대 경제질서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평가되고 있다. Hans D. Jarass(각주 31), 47면 및
51면 이하 참조.
46) 중
 국이 여기에 해당하는 예이다. 중국은 1993년 헌법 개정을 통하여 제15조“국가는 사회주의시장경제를
실행한다”
는 규정을 도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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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실제 시장경제가 운영된다 하더라도 시장의 자율성은 국가의 처분에 종속되어 있다
는 점에서 불안정한 시장경제일 수밖에 없다.
위와 같은 경제질서의 분류는 헌법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목적에 어느 정도 기여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기도 하다. 첫째, 위와 같은 분류는 이론적으로 보면 경제
질서의 실체를 유형화하기 위한 가설이며, 순수한 형태로 나타나지는 않는다. 따라서 이
를 기초로 헌법의 경제질서에 관한 규범적 기초를 획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47) 경제질서
의 규범적 기초는 경제질서의 유형에서 연역적으로 도출되기 보다는 헌법의 규정들로부
터 귀납적으로 형성된다.48) 둘째, 경제질서를 헌법에 편입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규제와
조정을 통하여 사회통합, 그리고 사회적 배려를 목적으로 한다. 그런데 사회통합 및 사회
적 배려는 경제질서에 내재해 있는 목표는 아니며, 헌법정책적 결정의 대상이다.49) 그런
데 기존의 경제질서에 대한 분류는 경제질서와 사회질서 사이의 관련성을 보여주지 못한
다는 한계가 있다. 예컨대 규제와 조정의 강도가 사회통합 및 사회적 배려와 항상 비례의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다. 규제와 조정이 경제성장 그 자체를 위한 목표로 할 수 있기 때
문이다. 위에서 언급한 자본주의계획경제가 대표적인 예이다. 경제질서유형론은 이와 같
은 한계 때문에 규범력 있는 특정경제질서를 확정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는 없지만 규범적
범주를 이해하는 데에는 유용하다.

2. 자본주의시장경제
자본주의시장경제에서 자본은 사인이 소유한다. 이는 재산권에 의하여 보호되며, 또 제
도로서 보장된다.50) 자본의 독자성 역시 보장된다. 따라서 자본에 어느 정도 사회적 기속
성이 있더라도 헌법의 목적, 혹은 다른 개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산권이 종속되는 것은
자본주의와 조화될 수 없다. 자본과 노동과의 관계가 대표적인 예이다. 이미 언급했듯이

47) 위 각주 33 참조.
48) 같은 경해로는 예컨대 한수웅,“한국헌법상의 경제질서”
, 계희열박사화갑기념논문집(박영사, 1995), 188
면 이하 참조.
49) 아래 IV.2.(2).2).b) 참조.
50) 아래 각주 7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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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민주주의의 문제이기도 하다.51) 재화, 서비스 등의 생산과 유통, 그리고 소비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국가의 간여가 인정되지 않고, 이들 경제과정은 시장기재에 의하여
실현된다. 계약의 자유, 직업의 자유, 영업의 자유 등이 이를 지지하는 기본권이다. 시
장에서 기능하는‘보이지 않는 손’
에 의하여 공급과 수요가 균형을 이루며, 이러한 균
형점에서 적정 가격이 형성된다고 가정한다. 일부 국가에서는 복지의 문제도 시장에
서의 효율성을 기준으로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자율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이해한
다.52) 이러한 유형에서는 국가의 직접적인 개입을 통한 복지생산에 대한 강한 불신이
존재한다.53)
자본주의시장경제는 개인의 경제적 자유와 자율을 보장하고, 이는 경제적 동기를 자
극하여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기여를 하였다. 그러나 자유와 자율이 실현되는 공간을
확보할 수 없는 주변집단이 나타나는 현상이 수반되었다. 이는 시장의 운용에 있어서
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유형의 문제를 낳았다. 첫째, 시장 자체의 기능의 문제이다.
자본이 독자성을 가지면서 자본의 증식이라는 자기목적이 지배하게 되었다. 시장에서
의 공급과 수요가 균형을 이루며, 균형점에서 적정가격이 형성된다는 가설은 처음부터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었다. 또한 시장은 인위적으로 조작되기도 하였다. 즉 자본의 증
식을 위하여 공급 측면에서 시장이 조정되었다. 독과점이 여기에 해당하는 예이다. 둘
째, 시장이 개인의 생활수요를 충족하는 기능과 관련된 문제이다. 시장에서는 가격구
조를 기초로 하여 공급이 이루어지며, 따라서 생활에 필요한 공공재가 적정한 가격으
로 안정적으로 공급될 것이 보장되지는 않았다. 보다 근본적으로 살펴보면 자본주의시
장경제에서는 노동력을 상품화하여 얻어지는 현금소득이 시장에서 교환의 기초가 되
는데, 노동력을 상품화할 수 없는 경우 시장에서 생활수요를 충족할 수 없는 주변집단
제
9
장

51) 위
 II.2. 참조. 여기에서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상호 존속조건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예컨대 성경륭,“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변증법적 관계: 자본주의 체제의 변혁가능성 모색 ”
,사
회비평 제6호(1991), 120면 이하 참조.
52) 이
 에 대해서는 에컨대 Franz-Xaver Kaufmann/Hans Günter Krüsselberg(편), Markt, Staat und Solidarität bei
Adam Smith (Campus, 1984) 참조.
53) 이러한 유형의 국가에서 복지생산의 특징에 대해서는 전광석,“복지국가의 기원-복지국가개편논의의 유
형화를 위한 기초”
, 법학연구 19권 2호(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09), 47면 이하 참조, 미국이 이에 해
당하는 대표적인 국가이다. 이에 대해서는 Martin Seeleib, Betriebliche Sozialpolitik oder mehr Staat? Das
Modell USA revisited (Zentrum für Sozialpolitik-Arbeitspapier, 12/200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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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출현하게 되었다.54)
위와 같은 문제들은 함께 작용하여 자본과 노동의 새로운 계급문제를 발생시켰다. 이러
한 새로운 문제에 대한 대응은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났다. 체제전환적 대응에 해당하는 사
회주의계획경제로의 이행과 체제유지적 대응에 해당하는 혼합경제질서의 형성이 그것이
다. 이러한 역사의 전개 속에서 다시 한번 헌법상 경제질서의 사회질서적 관련성을 확인
할 수 있다.

3. 사회주의계획경제
사회주의계획경제는 자본의 사유화 및 시장에 의한 운용 그 자체에 사회문제가 기원한
다고 본다. 따라서 생산수단을 국가가 보유하여 이미 생산과정에서 충실하게 사회적 배려
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논리이다.55) 또 국가가 정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재화를 생산·분
배할 때 개인의 수요가 충실히 보호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체제에서 모든 개인은 공
동체의 생산에 기여할 의무를 지며, 객관적으로 보면 완전고용이 실현되어야 한다. 그리
고 국가는 계획수립 및 집행의 능력을 보유하여야 한다. 재산권 및 직업의 자유 등 경제
적 기본권은 이러한 경제의 공동체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부수적인 위상을 가질 뿐이
다. 또한 직업의 자유보다는 노동의 권리가 우선적 위상을 갖는다. 노동의 권리는 완전고
용이라는 객관적 목적에 구속되며 그 결과 노동의 권리는 노동의 의무로부터 자유로울 수

54) 노
 동자문제, 빈곤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독일과 영국에서 나타나는 각각의 예에 대해서는 예컨대
Robert Pinker, “Armut. Sozialpolitik, Soziologie. Der englische Weg von der industriellen Revolution
zum modernen Wohlfahrtsstaat(1830 bis 1950)”; Ekkart Pankoke/Christoph Sachsse, “Armutsdiskurs und
Wohlfahrtsforschung. Zum deutschen weg in die industrielle Moderne”, 위 두 논문은 모두 Stephan Leibfried/
Wolfgang Voges(편), Armut im modernen Wohlfahrtsstaat (Westdeutscher Verlag, 1992), 124면 이하 및 149
면 이하 참조.
55) 북한 헌법은 제20조에서“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서 생산수단은 국가와 사회 협동단체가 소유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1조에서“국가소유는 전체 인민의 소유이다. 국가소유권의 대상에는 제한이 없다.
나라의 모든 자연부원, 철도, 항공, 운수, 체신 기관과 중요 공장, 기업소, 항만, 은행은 국가만이 소유한
다. 국가는 나라의 경제발전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국가소유를 우선적으로 보호하며 장성시킨다”
고규
정하여 이 점을 명백히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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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56) 이러한 체제에서는 복지생산을 위한 독자적인 체계가 운영될 필요는 없었다. 국
가가 기본권적 통제를 받지 않고 생산 및 분배를 지배하고 있으므로 이미 분배과정에서
충실한 사회적 배려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본주의시장경제질서 혹은 혼합경제질서에
서는 사회적 배려를 위하여 분배와 재분배의 기능이 분화되어야 할 필연성이 있는 반면
사회주의계획경제질서에서는 이러한 필연성이 없다.57)
위와 같은 사회주의계획경제의 논리와 현실은 순차적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나타
냈다. 1970년대 이후 전 세계적으로 나타난 경제성장의 한계는 국가에 의한 고용창출능
력에도 한계로 작용하였다.58) 그 결과 사회주의계획경제에서도 노동의 권리, 그리고 완
전고용이 갖는 규범적 우위는 사회주의경제의 다른 가치를 희생시키지 않고는 실현될
수 없었다. 예컨대 통계적으로는 완전고용이 실현되어 있지만 실제 생산현장에서는 유
휴노동력이 존재하는 현실을 가져왔다(이른바 기업내 실업의 문제(innerbetriebliche
Arbeitslosigkeit). 이는 생산성과 경쟁력, 그리고 그 결과 경제성장이 지체되는 원인이
되었다. 노동자의 실질임금 및 복지생산이 저하되면서 이는 경제질서 자체에 대한 극복하
기 어려운 도전적 요소로서 작용하였다.59) 결국 사회주의계획경제는 1980년대 동구권에
서의 민주화 운동, 그리고 1990년대 이후 동서독 통일과 소비에트연방의 해체 등을 겪으
면서 역사의 실험을 끝냈다. 아직 이를 유지하는 거의 유일한 예가 북한, 즉 조선민주주
의인민공화국이다.

56) 이
 를 보여 주는 대표적인 예가 모든 시민의 노동에 대한 확고한 권리와 의무를 명시한 통일 전 동독 헌법
제24조였다. 또한 여기에서는 노동의 권리가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주의적 재산권, 생산과정에 대한 계획
과 지도 등을 통해서 비로소 실현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1948년 우리 헌법도 노동의 권리와 의무가
통일체를 이루어 규정된 바 있다. 그 결과 노동의 의무의 법적 성격에 대한 논의를 필요로 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전광석,“노동의 권리의 실현구조-헌법의 변천과 이론의 형성 및 전개”
, 허영박사화갑기념논문
집(박영사, 1997), 439면 이하 참조.
57) 사
 회주의국가에서의 복지생산구조에 대해서는 Franz-Xaver Kaufmann, Variante des Wohlfahrtsstaats
(Suhrkamp, 2003), 54면 이하; Hans F. Zacher, “Sozialpolitik in den sozialistischen Ländern Osteuropas”,
Jahrbuch für Ostrecht (1982), 331면 이하 등 참조.
58) 이
 점에 대해서는 예컨대 Peter Flora(편), Growth to Limits. The Western Welfare States since World War II,
vols 4(Walter de Gruyter, 1986); Fritz W. Scharf, “The Viability of advanced welfare states in the international
economy Vulnerabilities and options”, Stephan Leibfried(편), Welfare State Futures(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1), 123면 이하 등 참조.
59) 예
 컨대 통일 전 동독에서 복지생산의 문제에 대해서는 전광석,“동서독 통일과 사회보장법”
, 전광석, 사
회보장법학(한림대 출판부, 1993), 292면 이하; Gerhard A. Ritter, Der Preis der deutschen Einheit :die
Wiedervereinigung und die Krise des Sozialstaats (C.H.Beck, 2007), 104면 이하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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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혼합경제질서
(1) 일반론
자본주의시장경제질서의 문제를 기존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경제질서에 사회적 과제를
부과하는 방법을 통하여 극복하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이 방법은 두 가지 차원에서 시도
되었다. 첫째, 자연적, 즉 국가의 개입이 없는 자본주의시장경제에서 나타나는 주변집단
에게 실질적인 자유를 향유하기 위하여 필요한 생활의 기초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의 적
극적인 사회적 배려가 필요하였다. 이를 위하여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였다. 여기에는
한편으로는 사회적 배려의 과제가,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적 기본권을 상대화하는
기능이 부과되었다. 둘째, 자본주의시장경제의 문제점이 체제내재적으로 존재한다는 사
실이 인식되었다. 즉 시장은 그것이 기능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제조건을 보호하는 국가작
용에 어느 정도 의존한다. 따라서 시장에 대한 규제와 조정은 시장의 기능 자체를 위하여
필요하다는 것이다.

(2) 예;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혼합경제질서는 자본주의시장경제질서와 사회주의계획경제질서의 중간에 존재하며
어느 요소를 보다 많이 선택하는가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60) 사회적 시장경
제가 여기에 해당하는 하나의 예이다.61) 이는 1950년대 독일에서 질서자유주의(Ordo
Liberalismus)의 경제이념에 기초하여 형성되었다.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는 경쟁을 통한
시장의 효율성, 그리고 개인의 경제적 자유를 보장하는 과제를 갖는다. 그리고 이러한 범
위 내에서 국가의 경제에 대한 개입을 허용한다. 국가는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독과점을
규제하고, 경제성장과 완전고용을 배려하며, 가격안정과 경기조정을 위한 조치를 취한
다. 1960년대 말 독일의 경제안정화법(Stabilitäts- und Wachstumsgesetz)은 바로 이러한 사
회적 시장경제의 이념을 반영하여 경제성장과 물가안정, 무역의 균형과 완전고용을 경제
정책의 목표로 제시하였다(법 제1조). 국가가 경제에 관한 구조조정을 위하여 개입할 수

60) 혼합경제의 다양한 유형에 대해서는 김형성(각주 32), 236면 이하; 이덕연(각주 29), 69면 이하; Hans D.
Jarass(각주 31), 50면 이하 참조.
61) 사
 회적 시장경제질서에 대해서는 예컨대 Hans Carl Nipperdey(각주 33); Hans F. Zacher, “Sozialrecht und
soziale Marktwirtschaft”, Hans F. Zacher, Abhandlungen zum Sozialrecht (C.F.Müller, 1993), 166면 이하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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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만 이는 부분적·일시적이며, 국가가 지속적으로 경제질서를 형성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는 없다. 국가의 경제에 대한 개입에 있어서 보충성의 원칙이 엄격하게 적용된다. 사회
적 배려는 기본적으로 시장에 적합한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국가는 복
지생산에 있어서 시장조정이 아닌 현금이전의 재분배방법을 우선시한다.

Ⅳ. 우리 헌법상의 경제질서
1. 혼합경제질서·개방경제질서
우리 헌법은 기본적으로 자본주의시장경제질서를 채택하고 있다. 이는 헌법 제119조
제1항, 제10조에서 도출되는 계약의 자유62),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 제23조 재산권,
그리고 원칙적으로 사영기업을 국영 혹은 공영으로 전환할 수 없고, 또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도록 하는 제126조에서 도출된다. 그러나 우리 헌법이 순수한 형태의 자본
주의시장경제질서를 예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제119조 제2항이 경제 자체를 위하여,
또 사회적 고려에서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부분적으로 국가의 직접 생산기능을 인정하는 방법으로, 또 국가가 경제에 개입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다만 이러한 경제질서에 관한 헌법규정으로부터 국가의 규제와 조
정의 영역, 내용 및 방법 등에 대한 지침이 직접 도출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헌법이 자본
주의시장경제질서와 사회주의계획경제질서 사이의 다양한 경제질서의 유형 중 특정한 유
형을 선택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63)
근본적으로 보면 헌법이 특정한 유형의 경제질서를 법제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경제질서는 경쟁구조와 가격구조, 그리고 분배와 재분배 및 경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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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헌재결 1991.6.3, 89헌마204, 3, 269면 이하 참조.
63) 예
 컨대 독일 헌법에서 초기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를 헌법의 경제질서로 이해하는 견해가 있었다. 이에 대
해서는 예컨대 Hans Carl Nipperdey(각주 33), 40면 참조. 그러나 독일의 연방헌법재판소는 이미 일찍
이 사회적 시장경제질서가 독일 헌법이 예정하는 경제질서의 하나의 유형이 될 수는 있지만 독일 헌법은
기본적으로 경제질서에 대해서 개방적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BVerfGE 4,7(17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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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대한 구상을 형성요소로 하고 있는데 이를 헌법에 법제화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64)
이러한 다양한 구성요소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질 수 없거니와 일정 시점에 이러한
합의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는 필연적으로 가변적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를 헌법에 고정시키는 것은 헌법의 정치안정적 기능과 정치개방적 기능을 모두 저해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65)
결국 헌법은 경제질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윤곽을 제시할 뿐이다. 첫째, 사회적 고려
와 시장기능 자체를 위한 배려에 무관심한 극단적인 형태의 경제질서나 국가가 생산을 독
점하고 시장을 인정하지 않거나 지배하는 다른 한 극단의 경제질서는 우리 헌법과 조화될
수 없다. 둘째,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경제질서는 기본권과 상호작용 속에서 실현된다. 따
라서 경제질서의 목표가 기본권적 기준을 위반하여 실현될 수는 없다.66)
우리 헌법상의 경제질서를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
해이다.67) 헌법재판소 역시 이러한 입장에 있다.68) 그러나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사회
적 시장경제질서는 특정한 경제이념의 산물이며, 특정한 질서요소들을 내포하고 있다. 그
런데 우리 헌법이 이러한 내용을 헌법적 질서에 포섭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사회
적 시장경제질서가 예정하는 산업구조조정의 범위 및 강도가 우리 헌법에서 도출되는 것
은 아니며, 또 복지생산의 방법론으로 시장 자체에 사회적 과제를 부여하기보다 현금이전
의 방법을 우선하여야 한다는 명제가 도출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우리 헌법상의 경
제질서를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69) 굳이 말하자면 우리 헌법상의
경제질서는 혼합경제에 해당한다. 그리고 경제 및 사회정책적 결정에 있어서 어떠한 요소
들을, 어떠한 정도로 선택할 것인가는 입법적 결정에 유보되어 있다는 점에서 혼합경제질

64) 이에 관한 독일의 경험과 논의에 대해서는 I.2.(2) 참조.
65) 헌법의 이러한 정치적 기능에 대해서는 예컨대 전광석,“건국헌법의 사회경제질서구상”
, 미래학회(편), 제
헌과 건국(나남, 2009) 참조.
66) 위 III.3. 참조.
67) 예컨대 김철수(각주 5), 310면; 권영성, 헌법학원론(법문사, 2009), 165면 이하; 성낙인(각주 15), 254
면 이하; 장영수(각주 15), 387면; 허영, 한국헌법론(박영사, 2009), 160면 이하 등 참조.
68) 예컨대 헌재결 1989.5.28, 96헌가4, 10-1, 522면; 1996.4.25, 92헌바47, 8-1, 380면; 2001.2.22,
99헌마365면; 2001.6.28, 2001헌마132, 13-1, 1456면 등 참조.
69) 같은 견해로는 양 건(각주 25), 179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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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범주 내에서 경제질서를 개방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 헌법은 사회정의의 실현
외에 사회조정적이고 계획적인 시장경제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며 따라서 사회주의계획
경제에 보다 중점이 있는 경제질서를 예정하고 있다는 견해도 있는데, 이는 헌법에 충실
한 이해방법은 아니다.70)
우리 헌법이 개방적인 경제질서를 예정하고 있다면 사실 위에서 언급한 경제질서의 유
형에 관한 논의는 헌법의 이해에 있어서는 실익이 거의 없다. 혼합경제질서에 포섭될 수
있는 구체적인 질서유형이 대단히 다양하며, 또 각각의 유형이 규범적 기준으로 기능할
정도로 명확한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71) 이보다는 우리 헌법이 제시하는 개별적인 경제
적 목표에 대한 입법적 형성가능성과 그 한계를 살펴보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72)

2. 자유와 자율, 그리고 규제와 조정
(1) 자본주의시장경제질서의 요소
자본주의시장경제에서 생산재는 기본적으로 사인이 소유한다. 헌법 제23조 재산권이
이를 보장하며, 동시에 사유재산제를 보장한다.73) 헌법 제126조는 사영기업을 국영 혹은
공영으로 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즉 사영기업의 국영 혹은 공영화는 국방상 국
민경제상 긴절한 필요가 있으며, 법률이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 그리고 이 경우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74) 사영기업의 경영을 통제 혹은 관리하는 것도 엄격한 조건 하
에서만 가능하다.75)

70) 이러한 이해방법으로는 예컨대 김형성(각주 32), 237면 참조.
71) 같
 은 취지의 견해로는 한수웅(각주 48), 188면 이하 참조. 혼합경제의 다양한 유형에 대해서는 이덕연(각
주 29) 참조.
72) 같은 취지로는 장영수(각주 15), 386면 참조.
73) 헌
 재결 1989.12.12, 88헌가13, 1, 368면; 1990.4.2, 89헌가113, 2, 49면; 1997.8.21, 94헌바19등(병
합), 9-2, 243면 등 참조.
74) 위 각주 44 참조.
75) 국
 영 혹은 공영의 의미, 그리고 사영기업에 대한 통제 또는 관리의 의미의 대해서는 헌재결 1993.7.29,
89헌마31, 5-2, 115면 이하; 1998.10.29, 97헌마345, 10-2, 635면 이하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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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시장경제질서에서 재화 및 서비스의 유통은 시장을 매개로 하여 이루어진다.
시장에서는 경쟁이 보장되어야 하며, 이는 계약의 자유, 직업의 자유 등을 기초로 실현된
다. 공정경쟁질서 하에서 개인에게는 자신이 원하는 직업영역에 진입하여 활동하는 자유
가 보장되어야 한다. 이는 다음과 같은 경쟁질서에 관한, 그리고 국가의 생산활동과 관련
된 요청을 한다. 첫째, 헌법상의 경제질서의 목표들이 공정경쟁질서를 훼손하는 형태로
실현될 수는 없다. 헌법 제123조 제2항 및 제3항의 지역경제의 육성과 중소기업의 보호
가 대표적인 예이다. 이러한 목표는 지역경제 및 중소기업을 재정적 및 기술적으로 지원
하여 경쟁력을 제고하는 형태로 이루어져야 하며, 결코 이들에게 경쟁을 면제하는 특혜적
조치를 통하여 실현되어서는 안 된다.76) 둘째, 국가의 생산활동은 기본적으로는 개인이
해당 직업에 진입하는 데에 장애가 된다. 따라서 국가의 직접생산활동은 이를 정당화 하
는 사유가 존재하여야 한다. 더욱이 국가가 해당 생산활동을 법적으로 독점하는 것은 엄
격한 기준에 따른 헌법적 심사를 필요로 한다.77) 여기에는 사실상의 독점이지만 실질적으
로는 법적 독점과 마찬가지의 효과를 갖는 경우도 포함된다. 다만 이러한 생산활동의 공
간을 보호하는 헌법의 요청이 절대적이며, 그 결과 이른바 보충성의 원리가 헌법의 원칙
으로서 경제영역을 지배하는가, 아니면 경제질서와 사회질서의 긴장관계 속에서 개인과
국가의 기능 분담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는 논의가 필요한 쟁점이다.78)

(2) 규제와 조정
1) 역사 재론
자본주의시장경제질서는 원칙적으로 사인이 자본을 보유하며, 생산과 분배는 시장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경제질서를 말한다. 그러나 자본주의시장경제에도 그 자체에 내재
적으로, 그리고 기능상의 한계로 인하여 국가의 역할을 예정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보면
1948년 헌법에서부터 1972년 헌법까지의 경제질서는 주로 시장의 기능상의 한계에 주목
하였다. 즉 경제질서는 개인의 기본적인 생활수요를 보장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는 것이
다. 그러나 1980년 헌법에서는 시장의 내재적인 한계에 주목하고 이에 대한 처방을 헌법
이 직접 제시하는 변화가 있었다. 즉 경제질서의 목표로서 독과점에 대한 규제가 등장하

76) 헌재결 1996.12.26, 96헌가18, 8-2, 196면 이하 참조, 이에 대해서 자세히는 아래 IV.3.(3) 참조.
77) 이에 대해서는 전광석(각주 1), 326면 이하 참조.
78) 아래 각주 83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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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1987년 헌법에 와서 시장의 기능상의 한계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은 사라졌다. 그
대신 시장의 내재적인 한계에 대한 처방이 보다 구체화되었으며, 그밖에 분석을 필요로
하는 구체적인 목표들이 추가로 제시되었다. 그 결과 헌법이 어떠한 목적에서 국가의 역
할을 예정하고 있는가에 대한 보다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게 되었다.
2) 시장의 내재적 한계와 기능상의 한계
a) 내재적 한계
시장경제는 자유로운 경쟁을 통하여 경제의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그런데 여기에
는 경쟁을 제한하여 이익을 최대화하려는 시장왜곡의 가능성이 항상 잠재해 있다. 따라서
국가는 처음부터 이를 규제하여 시장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는 과제를 갖는다.79) 이
러한 시각에서 보면 헌법 제119조 제2항에 제시된 경제의 목표 중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
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국가의 규제와 조정은 이미 제119조 제1항에서 선언된 자본주
의시장경제질서에 내포되어 있는 국가의 과제라고 할 수 있다.80) 즉 제119조 제1항과 제
2항의 관계가 원칙과 예외의 관계가 아니라, 제1항의 경제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조건을
제2항이 제시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 보면 경제에 관한 규제정책은
규제와 무규제의 어느 하나에 헌법적 필연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81) 오히려 정책영역에
따라 세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
b) 기능상의 한계
헌법 제119조는 한편으로는 경제질서 그 자체에 관한 헌법적 요청이며, 또 다른 한편
으로는 경제에 사회적 책임을 부과하는 규정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경제의 사회적 책임

79) 이
 러한 규제가 시장내재적이라는 점은 시장에 대한 행정적 규제가 확립되기 전 이미 시장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일종의 경찰법적 조치가 취해졌다는 역사로부터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Rainer Schmidt(각주
21), 1142면 참조.
80) 같
 은 취지의 견해로는 이부하,
“헌법상 경제질서와 재산권보장”
, 공법학연구 제7권 제3호(2006), 27
면 이하; 정종섭(각주 44), 219면 등 참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도 이러한 시각은 나타난다. 헌재결
1996.4.25, 92헌바47, 8-1, 380면 이하; 2001.2.22, 99헌마365, 13-1, 316면 이하; 2003.2.27,
2002헌바4, 15-1, 205면 이하 참조. 예컨대 이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설시 내용을 보면,“… 국가가 아무
런 관여를 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공정한 경제질서가 깨어지고 경제주체간의 부조화가 일어나게 되어 헌법
상의 경제질서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 ”
. 일반경제적인 시각에서 이러한 견해로는 장하준, 이종태·
황혜선(역), 국가의 역할: 우리 모두를 위한 발전과 진보의 경제학(부키, 2006), 120면 이하 참조.
81) 무규제정책을 헌법에 우호적인 출발점으로 보는 시각으로는 이덕연(각주 41), 28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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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헌법적 요청이 필요한 이유는 자본주의시장경제에 사회적 배려를 통한 사회통합
의 과제가 내재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82)
시장은 한편으로는 국가의 개입이 없이 시장의 당사자들에게 자율적인 결정권이 보장
되어야 하는 장(forum)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시장은 개인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환과 소비가 이루어지는 장이기도 하다. 이 점을 현행 헌법은 명시적으로 표현
하고 있지는 않다.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사회정의의 실현을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의 목적으로 제시하였던 이전 헌법과 구별된다. 그러나 그렇더
라도 우리 헌법은 사회적 기본권과 경제질서에 관한 장을 두어 사회통합을 헌법의 과제로
선언하고 있다.83) 따라서 우리 헌법은 소비의 장인 시장에 사회적 과제를 부과하고 있다
고 보아야 한다. 경제성장, 소득분배 및 경제의 민주화에 관한 목표들 역시 이러한 시장
의 기능적 한계를 고려한 규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 1948년 이래 우리 헌법의 경제질
서와 우리 헌법이 당시 典範으로 삼았던 1919년 독일의 바이마르헌법의 경제질서에 관한
규정은 경제질서에 사회적 과제를 부과하는 데 의미가 있었다.84)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경제질서와 관련하여 조문의 배치 및 표현을 중시하여 제119조 제1항과 제2항의 관
계를 원칙과 예외로 보는 시각, 그리고 보충성의 원칙을 헌법의 원칙으로 보는 시각 등은
이러한 경제질서에 관한 기원 및 헌법의 전체구도에 충실한 이해방법이 아니다.85)
보다 넓은 시각에서 사회통합의 국가과제를 중심으로 보면, 다음과 같은 경우 생산과
분배에 있어서 어느 정도 국가의 개입이 요청되고 또 정당화되며, 이를 시장에 맡기는 것
은 적합하지 않다. 이러한 경우에는 경제질서의 원칙과 예외의 논리도, 또 보충성의 원칙
도 적용될 수 없다.86) 첫째, 민주주의원리, 법치국가원리, 복지국가원리 등 헌법의 기본
원리가 기능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공재의 공급이다. 아동양육, 교육 등이 여기에 해당하
는 대표적인 예이다. 둘째,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공급되기를 기대할 수 없는 공공재이다.

82) 위 각주 53 참조.
83) 이에 대해서는 전광석,“헌법과 국민통합”
, 법제연구 제30호(한국법제연구원, 2006), 1면 이하 참조.
84) 같은 취지로는 한수웅(각주 48), 190면 이하 참조. 바이마르헌법의 예에 대해서는 위 각주 18 및 37 참조.
85) 보충성의 원칙을 헌법의 원칙으로 제시하는 문헌으로는 권영성(각주 67), 178면; 양건(각주 25), 178면;
장영수(각주 15), 384면 및 388면 등 참조.
86) 이
 에 대해서는 예컨대 전광석,“사회변화와 헌법과제로서의 복지국가의 실현”
, 공법연구 제31집 제1호
(2002), 75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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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사회기반시설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셋째,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이 시장에서 형성
되는데, 이를 필요로 하는 자가 가격을 감당할 경제적 능력이 없어 수요가 충족될 수 없
는 경우이다. 사회보장급여가 여기에 해당한다.
3) 성격; 원칙과 예외의 관계인가?
헌법 제119조 제2항에서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으로 표현되어 있는 국가의 개입
은 제1항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성격을 갖는가? 이에 대한 대표적인 이해방법은 헌법 제
119조 제2항은 제1항과의 관계에서 일차적 원리와 이차적 원리의 관계, 혹은 원칙에 대
한 예외의 관계에 있다는 것이다.87) 그러나 헌법 제119조 제2항을 위와 같이 이해하는
것은 시장의 내재적 한계, 그리고 헌법상 경제질서의 존재의미를 고려하면 적합한 이해
방법은 아니다.88) 또한 원칙과 예외에 대한 이해가 피상적이어서 경제질서에 대한 이해
에 있어 어떠한 실익이 있는지도 현재까지의 논의의 수준에서 보면 불분명하다.89) 그리
고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배려와 통합의 필요성이 있는 한, 그리고 이에 관한 경제질서
의 차원에서 혹은 기본권보호의 차원에서 정당성이 있는 한, 국가의 개입이 원칙에 대한
예외라든가 혹은 보충성의 원칙을 극복하기 위한 논리가 필요하다고 할 수는 없다.
헌법 제34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시장의 기능적 한계를 보여주는 좋은 예이
다. 질병은 대표적인 사회적 위험으로서 국가는 이를 보호해야 하는 과제를 갖는다.90)
이를 보호하는 제도로 사회보험을 채택한 경우 이는 필연적으로 보험분야에서 사회보
험과 민간보험이 경합하는 결과를 낳는다. 그런데 이때 민간보험이 원칙이고, 사회보험
은 예외적으로 정당성을 갖는다는 보충성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할 수는 없다. 또는 시
장의 기재에 의하여 질병을 극복하는 방법론이 1차적 원리이고, 사회보험과 같이 국가
의 개입에 의한 보호는 부차적인 질서구상이라고 할 수도 없다. 오히려 이러한 기능분
담에 대해서 헌법은 개방적이며, 따라서 이는 사회정책적 고려에 따른 입법적 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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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이러한 견해로는 양건(각주 25), 180면 이하; 이덕연(각주 29), 66면 이하; 이부하(각주 80), 37면 이하 참조.
88) 같은 취지로는 김형성(각주 32), 238면 참조.
89) 예
 컨대 우리 헌법이 계획의 합리성에 대한 불신을 전제로 하며, 따라서 이는 엄격한 요건 하에 용인될 수
있다는 논리가 있다. 이덕연(각주 41), 14면 참조. 그러나 이때 어떠한 내용과 종류의 계획인가의 여부에
따라 경제질서에서 평가는 전혀 달라진다. 규제와 무규제 증 후자가 헌법에 우호적인 경제질서의 출발점
이라는 주장도 지나치게 단순하다. 위 각주 81 참조. 이밖에 아래 각주 103 참조.
90) 헌재결 2003.12.18, 2002헌바1, 15-2(하), 457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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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이라고 보아야 한다.91)
1980년 헌법 이래 우리 헌법은 시장의 내재적 한계를 (재)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의 개입 가능성을 두었다. 시장의 지배력과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한다는 경제목표가 여
기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는 시장의 기능을 위한 내재적 전제조건이기 때문에 이러한 국가
개입을 시장에 대한 예외라고 한다든가 혹은 이차적 원리라고 성격을 부여하는 것은 시장과
시장의 기능을 위한 전제조건을 별개의 문제로 분리하는 결과가 된다.92) 이 밖의 경제질서
의 목표, 즉 균형있는 경제성장과 안정, 적정한 소득분배 및 경제의 민주화의 요청에 대해서
는 달리 볼 여지는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질서의 목표들 역시 모두 경제질서의 구상만을
갖는 것은 아니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사회적 배려 및 사회통합의 목적에 기여하는 성격
이 있다. 따라서 이들 경제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규제와 조정이 원칙에 대한 예외라고 할 수
는 없다. 이에 대해서는 후술하기로 한다.93)
우리 헌법과 같은 경제질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독일의 경우에도 경제헌법에
관한 논의가 있으며, 경제활동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개입 없는 원칙에 대한 예외에 해당한
다는 견해가 있다.94) 그러나 이러한 입장을 우리 헌법의 이해에 있어서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위와 같은 견해는 국가의 경제활동이 허용 되는가의 여부의 질문을 둘러싼 논의이다.
그러나 경제질서가 사회적 과제를 부과하기 위한 목적을 갖는다는 논리를 중심으로 보면,
즉 말을 바꾸어 하면 전체헌법질서의 맥락에서 보면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이 독일 헌법
의 사회국가(Sozialstaat)를 실현하는데 있어서 필연적인 방법론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려하
면 원칙과 예외의 관계에 관한 위와 같은 견해는 독일 헌법에서도 타당할 수 없다.95)

91) 복
 지생산에 있어서 국가와 사회의 기능분담에 대해서는 예컨대 Winfried Boecken(편), Öffentliche und
private Sicherung gegen soziale Risiken(Nomos, 2000); Hans F. Zacher/Francis Kessler, “Die Rolle der
öffentlichen Verwaltung und der privaten Träger in der sozialen Sicherheit”, Zeitschrift für ausländisches und
internationales Arbeits- und Sozialrecht(1990), 97면 이하 등 참조.
92) 같은 취지에서 헌법 제119조 제1항과 제2항은 원칙과 예외의 관계로 이해될 수 없으며 서로 내적연관관
계에 있는 목표설정규정으로 이해하는 견해로는 한수웅(각주 48), 191면 이하 참조.
93) 아래 IV.3.(2).(3).(4) 참조.
94) 예컨대 Michael Ronellenfisch, “Wirtschaftliche Betätigung des Staates”, Josef Isensee/Paul Kirchhof(편),
Handbuch des Staatsrechts Bd.III(1996), 1196면 이하 참조.
95) 이
 러한 견해로는 예컨대 Hans D. Jarass(각주 31), 80면 이하 참조. 이밖에 BVerfGE 18, 316(327); 30,
292(322)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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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규제와 조정의 목표와 내용
(1) 국민경제의 성장과 안정, 균형있는 경제의 발전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과 안정은 1차적으로는 경제질서 그 자체의 목표이다. 그런
데 경제성장 및 안정의 목표는 기본적으로 시장의 과제라는 점을 고려하면, 헌법이 성장
과 안정의 목표를 제시한 것은 시장에 대해서 국가가 독자적인 기능을 갖는다는 의미를
내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이라는 경제질서의 목표에는 국가의
독자적인 기능이 좀 더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다. 이러한 경제질서의 목표는 2차적으로는
사회적 배려 및 사회통합이 실현되는 경제적 기반이다.96) 안정적인 경제성장은 사회적 분
배를 위한 유리한 환경이 된다. 또한 지역간, 산업간, 그리고 계층 간의 균형있는 경제성
장은 적절한 소득분배의 장이 조성되는 효과가 있다.
헌법은 국민경제의 성장과 안정을 위하여 헌법 자체에 예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우
리나라는 무역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경제성장을 위하여 무역육성이 중요하다는 인식 하
에 국가는 무역을 육성하여야 하며, 또 무역에 대한 규제 및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헌법 제125조). 균형있는 경제발전에 관해서는 비교적 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협소한
국토에서 생산 및 생활기반으로서 국토를 균형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국토의 개발과 보
존을 위하여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헌법 제112조)97). 낙후된 지역 및 산업
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성장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농어촌, 중소기업, 지역
경제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헌법 제123조). 국가는 보조금이나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하
여 이들 지역 및 산업이 시장경쟁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98) 또한 국가는 이들
지역 및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농수산물의 경우 수급균형
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수익을 증진하여야 한다. 이러한 발
전을 위한 사업을 중소기업, 농어민 등이 스스로 선도할 수 있도록 자조조직을 육성·보
호하여야 한다.99) 지역경제의 육성은 지역 간의 경제적 불균형을 축소시키는 과제를 가질

96) 이
 점에 대해서는 Hans F. Zacher, “Das soziale Staatsziel”, Josef Isensee/Paul Kirchhof(편), Handbuch des
Staatsrechts Bd.II(C.F.Müller, 2004), 699면 이하 참조.
97) 헌재결 1989.12.22, 88헌마13, 1, 372면 이하 참조.
98) 헌재결 1996.12.26, 96헌가18, 8-2, 697면 이하 참조.
99) 이 점에 대해서는 헌재결 2000.6.1, 99헌마553, 12-1, 712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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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 아니라 농어촌의 이주현상과 대도시로의 인구집중을 방지하여 전국적으로 균형있는
경제·사회 및 문화적 발전을 추구하는 효과가 있다.100)

(2) 적정한 소득의 분배
소득분배는 경제정책의 목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회정책적 목표이기도 하다. 경제
정책적으로 보았을 때 개인의 소득능력에 상응하여 시장에서 분배가 이루어져야 한다. 사
회정책적인 시각에서는 소득의 분배에 있어서 어느 정도 사회적 관점이 배려되어야 한다.
즉 재화 및 서비스의 공급과 수요상황이 소득분배의 유일한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며, 오
늘날 개인의 처한 사회적 상황이 소득분배에 고려되어야 한다. 시장의 불균형 혹은 개인
의 사회적 문제가 어느 정도 시장에서 기원한다는 점에서 보면, 적정한 소득분배의 목표
는 단순히 시장에 내재해 있는 원칙을 선언한 데에 그치지 않고, 헌법이 시장운용의 결과
발생한 문제를 주목하여, 시장에 외재적인 과제, 즉 복지국가적 과제를 부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헌법이 시장에 사회적 과제를 부여한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 예컨
대 개인의 사회적 위험을 보호하기 위하여 결과적으로 소득재분배가 이루어지는 것은 헌
법이 예정하고 있는 경제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이를 위한 대표적인 입법적 수단이 사회
보장법과 세법이다.101) 다만 소득의 재분배 그 자체가 목적이라거나 혹은 소득분배가 의
미를 상실한 정도로 소득의 재분배가 이루어지는 것은 시장을 통한 소득분배를 부인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국가작용이라고 할 수 없다.

(3)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 방지
시장의 지배를 완화하고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는 과제는 시장에 내재해 있는 전형
적인 국가의 경제질서적 과제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공정경쟁질서를 보호하는 목표를
갖는다.102) 이를 위하여 독과점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며, 또 정당성을 갖는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이 대표적인 입법이다. 공정거래법은 공정한 거래
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열거하여 금지하고 있으며, 부당내부거래가 이에 해당

100) 헌재결 1996.12.26, 96헌가18, 8-2, 697면 이하 참조.
101) 이
 에 대해서는 예컨대 전광석(각주 39), 53면 이하; 전광석,“사회보장법과 세법의 상관관계”
, 공법연구
제32집 제1호(2003), 220면 이하 등 참조. 이밖에 헌재결 1994.7.29, 92헌바49등(병합), 6-2, 95면
이하; 1999.11.25, 98헌마55, 11-2, 612면 이하 등 참조.
102) 헌재결 1996.12.26, 96헌가18, 8-2, 695면 이하; 2002.7.18, 2001헌마605, 14-2, 97면 이하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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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대표적인 예이다.103) 이를 사전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서 기업의 지배구조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으며, 금융과 산업의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시키기 위한 조치가 정
당성을 갖는다.104)
경제질서에 관한 헌법의 다른 규정들도 위와 같은 관점에 따라 이해하여야 한다. 예
컨대 위에서 언급한 바 있는 중소기업의 보호·육성의 과제는 중소기업에 대한 재정적·
행정적 및 기술적 지원을 통하여 중소기업이 시장에서 대기업과의 관계에서 경쟁능력을
갖도록 하는 내용을 갖는다. 결코 중소기업을 경쟁으로부터 보호하는 목표를 갖는 것은
아니다.105) 이는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의 목표가 시장에 내재하는 한계를 극복하
고 시장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중소기업 등 사회적 약자의 보호 그 자체는 시
장에 내재적인 목표가 아니라고 이해하고 있는 결과이다.

(4)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
우리 헌법의 구조에서 시장은 국가와 구분되는 영역이다. 다만 시장 그 자체의 기능을
위하여, 그리고 사회적 관점에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점에서 보면
우리 헌법이 경제질서의 목표로서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민주화를 제시하고 있는
것은 이례적이다. 경제의 민주화의 목표를 일반적인 민주주의의 구조 속에서 이해하려
는 시도가 있다.106) 이러한 입장에서는 경제의 민주화는 정치의 민주화와 함께 헌법원리
를 구성한다고 한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경제의 민주화는 경제질서에 영향을 미치는 자
조조직 혹은 기업경영에의 참여를 요청한다고 이해한다.107) 보다 실체법적 내용으로 분
권적 결정구조 및 분배의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는 실익이 있다는 입장도 있다.108) 그러
나 경제의 민주화를 일반민주주의원리를 경제영역으로 확대한 것으로 이해하는 이러한
입장은 국가와 시장의 구분을 헌법 및 경제질서의 출발점으로 하는 우리의 헌법구조와
조화될 수 없다. 첫째, 시장의 민주화는 시장에서 당사자로 참여하는 개인의 기본권을
제
9
장

103) 헌재결 2003.7.24, 2001헌가25, 15-2(상), 9면 이하 참조.
104) 이
 들 쟁점에 대해서는 예컨대 이원우,“변화하는 금융환경 하에서 금융감독체계개선을 위한 법적 과제”
,
공법연구 제33집 제2호(2005), 50면 이하; 전광석,“금융보험회사 의결권 제한에 대한 헌법적 평가”
,
헌법판례연구 제7집(2005), 365면 이하 등 참조.
105) 헌재결 1996.12.26, 96헌가18, 8-2, 696면 이하; 2002.5.30, 2000헌마81, 14-1, 541면 이하 등 참조.
106) 이
 러한 입장으로는 김종철,“헌법과 양극화에 대한 법적 대응”
, 법과 사회 제31호(2006), 23면 이하; 성
낙인(각주 15), 258면; 장영수(각주 15), 383면 등 참조.
107) 이러한 입장으로는 김종철(각주 106), 참조.
108) 이러한 입장으로는 장영수(각주 10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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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화하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109) 둘째, 이러한 요청은 해당 조직이 기본권이 적용
되는 생활영역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관련 기본권, 대표적으로는 재산권 및 직업의 자유와
긴장관계에 있으며, 따라서 이러한 법치국가원리를 희생하지 않고는 실현될 수 없다. 셋
째, 우리 헌법의 경제질서에서 국가에게 부여된 규제와 조정의 권한은 기본적으로는 국민
경제적 거시질서를 그 대상으로 예정한 것이다. 미시적인 경영에 개입하는 경우 이는 기
본권과 직접적인 긴장관계가 발생하기 때문이다.110) 경제의 민주화가 실체법적으로 분배
의 실질적 평등을 요청한다는 견해도 헌법구조에 충실하지 않다. 이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복지국가원리의 과제이기 때문이다.
경제의 민주화의 목표를 좀 더 경제질서에 특유하게 이해하려는 입장도 있다. 이에 따
르면 경제의 민주화는 특히 국가의 중립성과 노사 간의 균형관계의 확립의 필요성과 당
위성을 표현한 것으로 이해한다.111) 혹은 경제영역 전반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그리고 사
업자와 소비자 간에 의사결정권의 집중을 완화하는 요청으로 이해한다.112) 전자의 목표는
부분적으로 헌법 제33조 노동 3권을 통하여 실현된다. 헌법 제33조는 노동과 자본의 균
형을 실현하고, 그 과정에서 국가에게는 중립성의 과제를 부과하기 때문이다.113) 다만 헌
법 제33조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근로자에게 사용자와 대등한 협상력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을 갖는다. 따라서 경제정책 혹은 기업내부의사결정에 있어서 노동자의 의사결
정권 혹은 의사결정에의 참여권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경제의 민주화의 목표
가 국가의 중립성, 노사관계의 균형성을 요구한다는 이해방법은 더욱 모호해진다. 또 구
체적으로 이를 제도화하는 방법이 아직은 제시되고 있지 않고 있다.114)

109) 같은 견해로는 한수웅(각주 48), 178면 이하 참조.
110) 이
 러한 이유에서 독일의 헌법재판소는 공동결정법이 근로의 경영참가로 인하여 사용자의 경영결정권을
무력화하지 않는 범위에서 합헌이라는 결정을 한 바 있다. BVerfGE 50, 290면 이하 참조. 이밖에 이 문
제에 대해서는 Peter Badura, Paritätische Mitbestimmung und Verfassung(C.H.Beck, 1985) 참조.
111) 예컨대 이덕연(각주 41) 16면 참조.
112) 예컨대 양건(각주 25), 183면 참조.
113) 이에 대해서는 전광석(각주 1), 373면 이하 참조.
114) 이
 미 언급했듯이 1919년 바이마르헌법이 국민경제위원회를 두어 경제영역에서의 민주화를 시도하였으
나 그러한 역사적 실험은 아무런 성과가 없었다. 이에 대해서는 Christoph Gusy(각주 19), 364면 이하 참조.
또 1948년 우리 헌법제정과정에서 국민경제회의의 구상이 있었으나 최종적으로 헌법에 제도화 되지는 않았
다. 또 당시 이에 대한 구상은 국민경제회의를 내각의 자문기관으로 한다는 것이었다. 그만큼 실효성을 갖고
기능할 수 없는 제도였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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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경제의 민주화의 요청은 규범적인 의미가 있다면 이는 선언적이며, 그 자체로 독
자적인 의미를 갖지는 못한다. 경제주체 간의 상호의사소통을 통하여 기업운영의 투명성과
공개성을 요구하는 정도의 수사적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한다.115)

V. 경제헌법 개정론
헌법 제119조 제2항의 기능과 관련하여서는 부분적으로 그 존재의미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논의의 방향이 있다. 첫째, 자유시장경제의 실현을
위하여 제119조 제2항이 폐지되어야 한다는 견해이다.116) 그러나 우리 헌법이 결코 자유시
장경제를 경제질서로서 제시한 것이 아니다.117) 따라서 이러한 주장은 전혀 별개의 차원에
서 논의되어야 할 문제이다. 둘째, 경제질서에 관한 규정들은 경제질서 그 자체를 규율대상
으로 하여야 하는데, 제119조 제2항은 사회정책적 배려를 위한 규정이기 때문에 삭제되어
야 한다는 견해이다.118) 그러나 역설적으로 보면 이 견해는 헌법 제119조가 순수한 경제질
서에 관한 규정이 아니라 사회정책적 배려를 담은 규정이라는 점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셈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견해는 경제질서에 관한 헌법 규정이 기원적, 그리고 헌법구조적
으로 사회적 배려와 사회통합을 실현하는 의도를 가졌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다. 셋째, 위에
서 언급했듯이 헌법 제37조 제2항이 헌법 제119조 제2항의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후자
의 존재의미가 없다는 견해이다. 여기에는 제119조 제2항의 존재를 통하여 결과적으로 무
분별한 규제와 조정을 정당화하는 효과가 발생하여 왔다는 비판이 포함되어 있다.119) 그러
나 헌법 제119조 제2항의 존재를 통하여 경제 및 사회정책입법에 있어서 공공복리의 주요
한 예시가 이루어지는 효과가 있다. 이는 실제로 우리 헌법재판소의 태도이기도 하다.120)

115) 헌
 법재판소 역시 뚜렷한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다. 다만 다음과 같은 모호한 설시가 발견된다.“
‘경제의
민주화’
의 이념이 경제영역에서의 국가행위의 한계를 설정하고 청구인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헌법규범이
아니라 개인의 경제적 자유에 대한 제한을 정당화하는 근거규범…”
, 헌재결 2003.11.27, 2001헌바35,
15-2(하), 239면; 2004.10.28, 99헌바91, 16-2(하), 129면 등 참조.
116) 이
 에 대해서는 예컨대 김정호,“헌법 경제조항과 사회적 기본권에 관한 법경제학적 분석”
, 헌법학연구
제10권 제1호(2004), 113면 이하 참조.
117) 위 IV.1. 참조.
118) 이
 에 대해서는 김성수,“경제질서와 재산권 보장에 관한 헌재결정의 평가와 전망”
, 공법연구 제33집 제4
호(2005), 143면 이하 및 173면 참조.
119) 이 점을 지적하는 견해로는 이덕연(각주 41), 18면 이하; 정종섭(각주 44), 220면 등 참조.
120) 헌재결 1996.12.26, 96헌가18, 8-2, 692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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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다른 법률과는 달리 규범적 의미 뿐 아니라 상징적 의미로도 자기 존재를 나타내
고 실현한다. 헌법 제119조 제2항의 존재의미는 규범적으로는 시장의 내재적 한계, 시장의
사회적 과제, 그리고 복지국가원리의 규범적 기초로서 기능한다는 데에 있다. 다른 한편 헌
법 제199조 제2항은 헌법의 사회적 과제를 상징하는의미를 갖기도 한다. 따라서 제119조
제2항이 삭제되는 경우 입게 되는 헌법의 상징성의 손실 역시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Ⅵ. 관련문헌
1. 국내문헌
(1) 단행본
권영성, 헌법학원론(법문사, 2009).
김철수, 학설·판례 헌법학(박영사, 2008).
성낙인, 헌법학(법문사, 2009).
양 건, 헌법강의(법문사, 2009).
유진오, 헌법기초회고록(일조각, 1980).
이준일, 헌법학강의(홍문사, 2008).
장영수, 헌법학개론(홍문사, 2008).
장하준, 국가의 역할: 우리 모두를 위한 발전과 진보의 경제학(서울: 부키, 2006).
전광석, 한국헌법론(법문사, 2009).
정종섭, 헌법학원론(박영사, 2009).
최종고, 한국의 서양법수용사(박영사, 1982).
허 영, 한국헌법론(박영사, 2009).
헌법제정회의록(제헌의회)(국회도서관, 1967).
헌법개정회의록(제3대 국회)(국회도서관, 1968).

(2) 논 문
권영설,“국가와 경제; 경제질서의 헌법적 기초”
, 공법연구 제16집(1988).
김성수,“경제질서와

재산권 보장에 관한 헌재결정의 평가와 전망”
, 공법연구 제33집
제4호(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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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__,“헌법상 경제조항에 대한 개정론”
, 공법연구 제36집 제4호(2006).
김정호,“헌법

경제조항과 사회적 기본권에 관한 법경제학적 분석”
, 헌법학연구 제10
권 제1호(2004).
김종철,“헌법과 양극화에 대한 법적 대응”
, 법과 사회 제31호(2006)
김형성,“경제헌법과 경제간섭의 한계”
, 공법연구 제21집(1993).
성경륭,“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변증법적 관계: 자본주의의 변혁가능성 모색”
, 사회비
평 제6호1993).
이덕연,“경제선진화와 (경제)헌법의 효용”
, 공법연구 제36집 제4호(2008).
_____, “한국헌법의

경제적 좌표-시장(기업)규제의 범위와 한계”
, 공법연구 제33집
제2호(2005).
_____, (대표집필),“재정·경제조항”
, 헌법학연구 제12권 제2호(2006).
이부하,“헌법상 경제질서와 재산권보장”
, 공법학연구 제7권 제3호(2006).
전광석,“건국헌법의 사회경제질서구상”
, 미래학회(편), 제헌과 건국 (2009)
_____, “동서독 통일과 사회보장법 ”
, 전광석, 사회보장법학(한림대 출판부, 1993).
_____, “복지국가의

기원-복지국가개편논의의 유형화를 위한 기초”
, 법학연구 19권
2호(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09).
_____,“사회변화와

헌법과제로서의 복지국가의 실현”
, 공법연구 제31집 제1호(2002).
“사회보장법과 세법의 상관관계”
, 공법연구 제32집 제1호(2003).
_____,“사회보장의

소득재분배구조에 대한 헌법적 접근”
, 전광석, 사회보장법학(한림
대 출판부, 1993).
_____,“제헌의회의 헌법구상”
, 법학연구 제15권 제4호(연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5).
_____, “헌법과 국민통합”
, 법제연구 제30호(한국법제연구원, 2006).
_____, “헌법재판소가 바라 본 복지국가원리”
, 공법연구 제34집 제4호(2006).
정상우,“1954년 헌법개정의 성격에 관한 비판적 고찰”
, 법사학연구 제28집(2003).
한병호,“사회적 기본권에 관한 헌법개정의 검토”
, 헌법학연구 제12권 제4호 (2006).
한수웅,“한국헌법상의 경제질서”
, 계희열박사화갑기념논문집(박영사, 1995).
한태연,“제헌헌법의 신화”
, 동아법학 제6호(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1988).
황승흠,“제헌헌법상의

근로자의 이익균점권의 헌법화과정에 관한 연구”
, 공법연구 제
31집 제2호(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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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국문헌
Christian Friedrich Menge, Deutsche Verfassungsgeschichte der Neuzeit (C.F.Müller, 1986).
Franz-Xaver Kaufmann/Hans Günter Krüsselberg(편), Markt, Staat und Solidarität bei
Adam Smith (Campus, 1984).
Franz-Xaver Kaufmann, Variante des Wohlfahrtsstaats (Suhrkamp, 2003).
Gerhard A. Ritter, Der Preis der deutschen Einheit :die Wiedervereinigung und die Krise des
Sozialstaats (C.H.Beck, 2007).
Hans Carl Nipperdey, Soziale Marktwirtschaft und Grundgesetz (Heymann, 1965).
Hans D Jarass, Wirtschaftsverfassungsrecht und wirtschaftsverwaltungsrecht (Metzner,
1984).
Martin Seeleib, Betriebliche Sozialpolitik oder mehr Staat? Das Modell USA revisited
(Zentrum für Sozialpolitik-Arbeitspapier, 12/2002).
Dieter Grimm, “Entstehungsvoraussetzungen der Verfassung”, Dieter Grimm, Die Zukunft
der Verfassung (Suhrkamp, 1991).
________, “Der Wandel der Staatsaufgaben und die Krise desRechtsstaats”,Dieter
Grimm(편), Wachsende Staatsaufgabe-sinkende teuerungsfähigkeit des Rechts
(Nomos, 1990).
Ekkart Pankoke/Christoph Sachsse, “Armutsdiskurs und Wohlfahrtsforschung.Zum
deutschen weg in die industrielle Moderne”, Stephan Leibfried/Wolfgang
Voges(편), Armut im modernen Wohlfahrtsstaat (Westdeutscher Verlag, 1992).
Hans F. Zacher, “Das soziale Staatsziel”, Josef Isensee/Paul Kirchhof(편), Handbuch des
Staatsrechts Bd.(C.F.Müller, 1987).
_________, “Aufgaben einer Theorie der Wirtschaftsverfassung, Wirtschaftsordnung und
Rechtsordnung”, Festschrift für Franz Böhm(Mohr, 1965).
_________, “Sozialrecht und soziale Marktwirtschaft”, Hans F. Zacher, Abhandlungen zum
Sozialrecht (C.F.Müller, 1993).
_________, “Sozialpolitik in den sozialistischen Ländern Osteuropas”, Jahrbuch für Ostrecht
(Institut für Ostrecht, 1982).
Robert Pinker, “Armut. Sozialpolitik, Soziologie. Der englische Weg von der industriellen
Revolution zum modernen Wohlfahrtsstaat(1830bis 1950)”, Stephan Leibfried/
Wolfgang Voges(편), Armut im modernen Wohlfahrtsstaat (Westdeutscher Verlag,
1992).
Werner Weber, “Die verfassungsrechtlichen Grenzen sozialstaatlicher Forderungen”, Der
Staat(Duncker &Humblot, 1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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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20조

김종철

제120조
①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수산자원·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채취·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
②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

Ⅰ. 기본개념과 입헌취지
1. 국토와 자원에 대한 국가의 보호책무
헌법은 경제질서에 관한 기본원칙을 밝힌 제119조를 통하여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경제질서의 기본으로 하면서도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과 안
정, 적정한 소득분배,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방지, 경제주제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
의 민주화를 위하여 국가의 경제에 대한 규제와 조정을 허용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
러한 경제질서와 국가와의 관계에 대한 헌법의 태도를‘사회적 시장경제질서’
라고 명명하
면서 경제활동에 대한 국가의 개입가능성을‘보충적’
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
다.1) 이처럼 경제질서에 관한 기본원칙을 구체화하기 위한 원칙 혹은 방법에 대하여 헌법
제120조 내지 제126조가 선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120조는 경제질서의 원칙조항인

1) 헌재 1996. 4. 25. 92헌바47, 판례집 8-1, 370, 380; 1998. 5. 28. 96헌가4등, 판례집 10-1, 522,
533-534; 헌재 2001. 6. 28. 2001헌마132, 판례집 13-1, 1441,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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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조 바로 다음에 위치하면서 경제의 핵심요소를 이루는 국토와 자원에 대한 국가의
보호책무를 밝히고 있다.
경제에 있어 국토와 자원의 중요성은 각별하다. 국토는 국가의 공간적 요소를 구성2)하
며 국민생활의 기초가 되는 공간3)이라는 공적 의미를 가짐과 동시에 국민생활 가운데 경
제활동의 기초요소4)가 되는 토지로서 재산권의 대상으로서의 사적 의미를 가진다. 특히
재산권의 대상으로서의 국토와 자원의 사적의미와 관련하여 국토의 균형있는 개발과 이
용은 경제질서의 기본원칙인 개인과 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실현하는 기반인 동시에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경제의 민주화를 위한 전제가 된다.
국토와 자원에 대한 국가의 특별한 보호의무를 국가적 자원의 국유화 내지는 사회화원
칙을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느냐, 만일 그 원칙을 채택한다고 했을 때 그 의미는 무엇인
지를 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 헌법이 국토와 자원에 대한 사회화원칙을 채택하였
는지의 여부는 우리 헌법의 헌법사와 비교법적인 사례인 독일기본법의 규정형식으로부터
시사를 받을 수 있다.
아래 2의 연혁에서 보듯 제헌헌법은 자원의 국유화원칙을 선언하고 있었다. 그러나
1954년 제2차 개정헌법 이후 국유화라는 표현은 삭제하였으나 자원에 대한 특허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독일 기본법 제15조는“토지, 자연자원 및 생산수단은 사회화를 목
적으로 보상의 종류와 범위를 정한 법률에 의해서 공유재산 또는 다른 형태의 공동관리경
제로 옮겨질 수 있다. 보상에 관하여는 제14조 제3항 3문과 4문5)이 준용된다”
고 규정함
으로써 토지와 자원에 대한 사회화 원칙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다.
우리 헌법이 경제민주화와 같은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의 근거규정을 두고 있을 뿐만 아
니라 제9장의 경제헌법규정 전반이 경제활동에 대한 다양한 공익적 목적을 위해 국가의

2) 헌법 제3조.
3) 헌재는 토지의 공적 성격을 인정하고 있다:“토지는 자손 만대로 함께 살아가야 할 생활터전으로서, 그 공
공성 등의 특성에 비추어 시장경제의 원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고, 다른 재산권의 경우보다 더욱 강하
게 사회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관철할 것이 요구된다”
(헌재 1998. 6. 25. 95헌바35등, 판례집 10-1, 771,
798). 헌법 제122조는 국토가“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
이기 때문에 국토의“효율적이고 균형 있
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국가가 법치주의의 원칙에 따라“필요한 제한과 의무”
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4) 헌법 제122조에서 국토가“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
이라고 한 의미는 토지가 개인의 생산 및 생활
의 기반이 됨을 전제하는 것이다.
5) 이 규정은 공용수용에 대한 보상규정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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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와 조정권을 인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국토와 자원에 대한 특별한 선제적 조치의 필요
성을 헌법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독일기본법상의 사회화의
의미를 우리 헌법에서 부인할 이유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6) 다만 사회화의 의미가 계획
경제의 전면적 도입과 같은 국민경제 전반에 대한 완전한 사회화를 의미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고 특정 재산에 대한 사회화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7) 현행 헌법은 자유민주
적 기본질서를 핵심질서로 할 뿐만아니라 재산권을 기본적 인권으로 보장하고 있고 경제
질서의 기본원칙을 자유시장경제주의에 두고 있으며 국가의 경제영역에 대한 지위는 보
충적 지위8)에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한편 국토와 자원은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국민경제의 기반을 이룬다는 점에서 국가
형성의 중요한 요소를 형성하므로 외국이나 외국인의 개발이나 이용이 전면적으로 자유
로울 수 없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국가의 국토와 자원에 대한 보호의무는
국민과 외국인의 구별을 가능하게 하는 헌법적 근거로 작용한다.

2. 국가의 국토와 자원에 대한 계획 수립 등 규제 및 조정권
국토와 자원이 국가의 요소를 형성하는 공적 요소임과 동시에 국민경제의 균형개발과
이용에 핵심적인 관건이 되므로 공동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국가는 그 자유로운 개발과 이
용이 가질 수 있는 폐해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국토와 자원의
개발과 이용에 대한 규제와 조정의 기초를 확정할 수 있는 헌법적 지위를 헌법명문규정으
로 보장받는다.
국가의 국토와 자원에 대한 계획은 헌법 제123조 제1항의 농어촌개발을 위한 계획과 더
불어 경제헌법상 국가의 계획권에 대한 구체적 규정의 하나이다. 이러한 계획수립권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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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
 회화의 의미에 대하여는 한태연, 헌법학, 법문사, 1977, 684이하;민경식, 서독기본법에 있어서의 사회
화에 관한 연구, 서울대 법학박사학위논문, 1987 참조.
7) 김철수 외, 주석헌법 헌법, 법원사 1995, 671.
8) 헌
 재는 경제영역에서의 국가의 보충적 지위를 다음과 같이 확인하고 있다:“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는 각 개
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그 자유와 창의를 최대한으로 존중해 주는 것을 그 이상으로 하고 있는 만큼 기본권
주체의 활동은 일차적으로 그들의 자결권과 자율성에 입각하여 보장되어야 하고 국가는 예외적으로 꼭 필
요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보충하는 정도로만 개입할 수 있고, 이러한 헌법상의 보충의 원리가 국민의 경제
생활영역에도 적용됨은 물론이므로 사적자치의 존중이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 극히 존중되어야 할 대원칙
임은 부인할 수 없다”
(헌재 1989. 12. 22. 88헌가13, 판례집 1, 357, 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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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제질서와 대비되는 계획경제질서의 계획과는 구별되는 부분적 경제계획을 의미한다.9)

Ⅱ. 연혁
1948년 제헌헌법이후 국토와 자원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와 계획수립권과 관련한 헌
법규정의 변천을 조문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헌법 제120조 연혁]
제85조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 수산자원, 수력과 경제상 이

제헌헌법

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국유로 한다. 공공필요에 의하여

(1948.07.17)

일정한 기간 그 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하거나 또는 특허
를 취소함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한다

제2차개정헌법
(1954.11.29)

제7차개정헌법
(1972.12.27)

제85조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수산자원·수력과 경제상 이
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
한 기간 그 채취·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
제117조 ① (제2차 제85조와 같음)
②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
형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한 계획을 수립한다.
제120조 ①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수산자원·수력과 경제상

제9차개정헌법
(1987.10.29)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
정한 기간 그 채취·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
②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
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

위 표에서 보듯 제헌헌법은 광물 등 자원의 국유화 원칙을 선언하고 있었으며 제2차 개
정헌법에서 국유화라는 표현을 삭제하였으나 자원의 채취·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원칙을

9) 김철수외, 주석헌법 헌법, 법원사 1995, 672.

헌법주석서 Ⅳ

496

계속 유지함으로써 자원의 사회화 원칙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1972년
제7차개정헌법에서는 국토와 자원에 대한 국가보호의무와 국가의 국토와 자원의 개발 및
이용에 대한 계획수립권 규정을 신설하여 현행 헌법에 이르고 있다. 현행 제9차 헌법은
국가의 계획 수립권과 관련하여“필요한”
이라는 표현을 삽입하여 해석상 국가의 계획 수
립권의 내용적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개정을 하였다. 이러한 해석의 규범
적 의미에 대한 검토는 아래 5 이하에서 상론한다.

Ⅲ. 입헌례와 비교법적 의의
국토와 자원에 대한 국가보호나 사회화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는 OECD 소속 국가로는
독일, 그리스, 아일랜드, 멕시코, 스페인, 스위스, 터키, 오스트리아가 있다. 독일기본법
제15조는“토지 자연자원 및 생산수단은 사회화를 목적으로 보상의 종류와 범위를 정한
법률에 의해서 공유재산 또는 다른 형태의 공동관리경제로 옮겨질 수 있다. 보상에 관하
여는 제14조 제3항 3문과 4문이 준용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스 헌법은 재산권과 관
련한 제18조 제1항과 제2항에서 광산, 채석장, 동굴, 고고학적인 매장물(archaeological
treasures), 광천수(mineral water), 유수와 지하와 지하수 및 일반적인 천연 지하자원
의 소유와 처분에 관한 사항 등 자원과 사주(shoals) 및 대호수의 소유, 개발, 관리 및 그
배수를 통하여 개간된 토지의 처분에 대하여는 특별법적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아일
랜드 헌법 제10조는 수력 등 자연자원, 광물등 자원과 국토의 국유화 원칙을 선언하고 있
다. 이탈리아 헌법 제44조는 토지의 합리적 이용과 개발을 위한 국가의 법률제정권을 통
해 토지재산권이 다른 재산권과 구별되는 특수한 재산권적 지위에 있음을 명문화하고 있
다. 스위스 연방헌법 제76조와 제77조는 수자원과 삼림자원에 대한 특별한 보호권을 연
방정부에 부여하고 있다. 터키 헌법 제168조도 자연력과 자연자원의 국유화원칙을 규정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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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다른 조문과의 체계적 관계
제120조는 경제질서의 기본원칙을 천명한 제119조에 뒤이어 규정된 경제와 관련된 첫
번째 조문이다. 그 의미는 사유재산제도를 중심으로 자유시장경제질서를 근간으로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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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경제민주화등을 위하여 국가의 조정과 규정을 헌법적으로 보장하는 혼합경제질서하
에서 사유재산제와 그에 대한 국가의 규제역할간의 경계를 설정함에 있어 기준을 설정하
는 것이다. 국민경제의 기초가 되는 국토와 자원에 관한 일종의 사회화원칙을 선언하고
있는 것으로 이 조항의 규범적 의미를 새기는 것은 이러한 의미가 있다.
이 조항외에도 경제요소의 사회화를 반영하고 있는 조문은 국토 중에서도 농업의 토대
가 되는 농지의 경자유전 원칙을 밝히고 있는 제121조가 있다. 자본력만으로 농지를 임
의로 소유할 수 없음을 밝힘으로써 사유재산제도에 대한 중대한 헌법적 한계를 설정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국토균형개발과 보전의 법률유보원칙을 규정하고 국가가 그에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명문화한 것은 토지소유권의 특수성과 토지의 공개념을
우회적으로 확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제120조 내지 제122조는 국토의 사회화
원칙을 분명히 확인함으로써 자유시장경제질서하에서 국가의 규제와 조정권을 폭넓게 인
정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의 규범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비슷한 취지에서 국토와 자원에 국한되지는 않지만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의 긴절할
필요가 있을 때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제126조도 경제영역에서 사회화원칙의 근거로 기능한다는 점에서
제120조와 맥을 같이하는 규정이다.
다만 이러한 경제영역의 사회화는 어디까지나 보충적 차원에서 천명되는 것이며 사유
재산제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계획경제을 원칙으로 하는 경제질서를 정당화하는 것으로
확대해석되어서는 안된다.

Ⅴ. 규범적 내용, 개념과 원리에 대한 판례 및 학설
1. 입법
제120조에 근거하여 국토의 균형있는 개발과 그 이용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에 관
하여 구체화하는 법률은「국토기본법」
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 있다.10)
2003년“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지향하여야 할 이념과 기
본방향을 명시하고, 국토계획의 수립과 이의 체계적인 실천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

10) 이외에도「국가균형발전특별법」
,「지방분권특별법」등 특별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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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여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기존의「국토건설종합계획법」
을 폐지하고 이

를 보완·발전시킨 것이
「국토기본법」
이다. 이 법은 국토관리의 기본이념을“국토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있음”
을 명시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국토계획 및 정책을 수립·집행
하는 때에는 국토의 균형발전, 경쟁력있는 국토여건의 조성, 환경친화적 국토관리를 지
향하도록 하고 있다.12) 이 법은 매5년마다 국토종합계획의 실천성과와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국토종합계획을 재검토·정비하도록 하고, 도종합계획·시군종합계획·
지역계획 및 부문별계획이 서로 상충되거나 국토종합계획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토계획의 효율적인 추진
을 도모하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다.13)
2003년 제정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은 종래 국토를 도시지역과 비도시
지역으로 구분하여 각각을 규율하는「도시계획법」
,「국토이용관리법」
으로 이원화되어 운
용하던 것을 통합한 법률이다. 도시화로 인하여 비도시지역에도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
계획기법을 도입하여 난개발의 방지와 환경친화적인 국토이용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이
법률의 입법취지이다.
이 법 제4조는 제120조의 입헌취지를 반영하여 국토개발이용계획의 이념을“국토는 자
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하여”아래 표의 각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이용 및 관리되어야 하는 것
으로 제시하고 있다.
1. 국민생활과 경제활동에 필요한 토지 및 각종 시설물의 효율적 이용과 원활한 공급
2. 자연환경 및 경관의 보전과 훼손된 자연환경 및 경관의 개선 및 복원
3. 교통·수자원·에너지 등 국민생활에 필요한 각종 기초서비스의 제공
4. 주거 등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의 향상
5. 지역의 정체성과 문화유산의 보전
6. 지역간 협력 및 균형발전을 통한 공동번영의 추구
7. 지역경제의 발전 및 지역간·지역내 적정한 기능배분을 통한 사회적 비용의 최소화

11) 법 제정 취지문.
12) 법 제2조 내지 제5조.
13) 법 제18조 내지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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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국토를 도시·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등 4개 용도지역으로 설정14)하고,
도시지역은 물론 비도시지역에 대하여도 종합적인 계획인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
획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계획에 따라 개발이 이루어지는「선계획 후개발」
의 국토이
용체계를 구축하고 있다.15) 도시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에 부합되게
입안하도록 하고, 도시와 농촌·산촌·어촌 지역의 도시관리계획은 해당 지역의 인구밀
도, 토지이용의 특성, 주변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등화되게 입안하도록 하여
용도별 국토이용계획의 차별화를 규정하고 있다.16)
특히 이 법은“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 및 집행, 합리적 토지
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에 대하여는 5년 이내의 기간
을 정하여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17)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위 토지
거래허가제를 도입하고 있다.18)

2. 규범적 내용과 관련한 판례 및 학설 등
(1) 광물 등 자원의 개발 및 이용등에 있어서의 특허의 의미
광물 등 자원의 공공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자원의 개발과 이용의 효율성을 고려
할 때 민간에 의한 자원등의 채취·개발 또는 그 이용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
다. 따라서 자원 등은 원칙적으로 민간개발이 금지되나 예외적으로 특별한 지위를 국민
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인에게 허용할 수 있음을 헌법화한
것이다.

14) 법 제6조.
15) 법 제18조 및 제24조.
16) 법 제25조.
17) 법 제117조.
18) 헌재는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 3 제1항 등에 대한 위헌심판에서 토지거래허가제가 합헌임을 선언한
바 있다:
“사유재산제도의 부정이 아니라 그 제한의 한 형태이고 토지의 투기적 거래의 억제를 위하여 그
처분을 제한함은 부득이한 것이므로 재산권의 본질적인 침해가 아니며, 헌법상의 경제조항에도 위배되지
아니하고 현재의 상황에서 이러한 제한수단의 선택이 헌법상의 비례의 원칙이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
된다고 할 수도 없다”
(헌재 1989.12.22, 88헌가13, 판례집 제1권, 357, 357-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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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획수립의 필요성과 헌법 제37조 제2항과의 관계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법률유보원칙을 선언하면서 그 방
법론적 한계로“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현행 헌법에
서 국토와 자원의 개발 및 이용계획 수립은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
가 있다. 이러한 해석의 가능성은 헌법 제119조 제2항상의 경제민주화를 위한 국가의 경
제영역 개입권을 해석함에 있어서 헌재의 공식입장과 연계성을 가질 수 있다. 헌재는 제
119조 제2항의 경제민주화규정의 규범적 의미를“경제영역에서 정의로운 사회질서를 형
성하기 위하여 추구할 수 있는 국가목표로서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국가행위를 정당
19)
화하는 헌법규범”
으로 이해함으로써 제37조 제2항의 확인규정정도로 보고 있다. 이런

해석론에 따르면 그 하위규정인 제120조 제2항의 국토 및 자원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계획수립권도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제한의 효과를 가지는 경우에 제37조 제2항으로부터
파생되는 과잉금지의 원칙 등에 의해 그 제한의 한계가 설정되는 것이며 계획수립에서의
“필요성”
의 원칙은 이러한 과잉금지 원칙의 확인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게 된다.
그러나 헌재와 다수설이 취하는 견해에 대하여, 헌법 제119조 제2항이 기본권제한의
한계규정인 제37조 제2항과는 별개의 독자적 의미를 가진다는 해석론의 연장선에서 제
120조상의 계획수립에서의 필요성원칙은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과는 다른 독자
적 의미를 가진다는 해석론도 가능하다. 헌법 제119조 제2항과 그 이후의 각종 경제관련
국가의 개입과 조정권을 특별한 경제영역에서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는 취지상 제37조 제
2항에서 파생되는 원칙의 확인이라기보다 국토 및 자원 관련 계획수립의 특수성에 비추
어 필요성의 인정여부에 대해서는 국가의 광범위한 형성권이 인정된다는 의미로 새길 수
있는 여지도 있다. 즉 과잉금지원칙상의 필요성요소가 국가의 권한의 한계를 설정하는 의
미가 있다면 제120조상의 필요성은 국토와 자원의 균형 있는 개발과 이용에 관한한 국가
의 선제적 형성권이 인정된다는 정반대의 의미로 새길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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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
자유시장경제론자들은 헌법 제119조 제2항과 그 이하의 각종 경제조항들이 자유시장

19) 헌재 2004. 10. 28. 99헌바91, 판례집 16-2하, 104, 128-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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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질서를 훼손하는 국가작용을 무분별하게 정당화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삭제를 주
장하기도 한다. 반면 사회적 시장경제나 혼합경제론에 우호적인 헌법해석론은 오히려 현
행 규정을 더욱 강화하여 토지공개념과 관련한 규정을 더욱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을 제기
하기도 한다. 그 당부는 결국 개헌권자인 국민이 판단하고 결정할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Ⅶ. 관련문헌
김철수 외, 주석헌법 헌법, 법원사, 1995.
민경식, 서독기본법에 있어서의 사회화에 관한 연구, 서울대 법학박사학위논문, 1987.
한태연, 헌법학, 법문사, 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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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21조
김종철

제121조
①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②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Ⅰ. 기본개념과 입헌취지
1. 농지경자유전의 원칙과 소작제도의 금지
농지는 국토 중 국민경제상 농업활동의 근거가 되는 특별한 생산요소이다. 농지를 통한
농업활동으로 말미암아 국민의 식생활의 기초가 마련되고 농업과 국민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이 가능하다. 그러나 산업화와 도시화를 수반하는 근대화이전의 농업중심의 사회에
서 농지는 사회적 계급화의 주요한 기준이자 수단이었고 봉건적 신분지배는 농지의 소작
제를 근간으로 하는 것이었다. 또한 소작제는 신분적 지배를 넘어 경제적 수탈을 통해 인
간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할 수도 있는 반사회성을 함축하고 있었고, 일제시대와 같은 식
민시대에는 압제적인 정치적 지배의 사회적 표현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게 된다. 따라서 식
민지배로부터의 해방과 사회적 신분관계의 철폐를 표방하는 자유민주체제를 구축함에 있
어 농지소유권문제와 소작제도는 핵심적인 현안이 되었다.
1948년 헌법은 농지의 소유권을 농민에게 한정하였고 제5차개정헌법인 1962년 헌법
이 헌법 명문으로 소작제의 금지를 규정한 것도 이러한 역사적 사회적 현실을 반영한 것
이다. 현행 헌법상 경자유전원칙과 소작제 금지는 이러한 제헌헌법이후 지속된 헌법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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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자의 농지에 대한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가치결단을 반영한 것이다. 다만 현행 헌법은
경자유전이라는 표현을 헌정사상 처음으로 사용하고 이를 원칙규정으로 표현하는 한편
그 원칙의 수범자로 국가를 특정하고 있다. 즉 경자유전을 현실화할 의무가 국가에게 부
과되어 있다. 또한 현행 헌법은 법률유보사항으로 규정되어 왔던 소작제도의 금지를 전면
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현행 헌법이 경자유전의 원칙을 명시화한 입헌취지와 관련하여 농지법은“국민경제의
1)
균형 있는 발전”
과“국토 환경 보전”
을 제시하고 있다.2)

2.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의 제한적 허용
경자유전의 원칙과 소작제도금지라는 헌법적 결단에도 불구하고 자유시장경제질서하
에서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해서는 경자유전의 원칙에 대한 예
외를 허용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적 요청이 있다. 사실 경자유전과 소작제도의 엄격한 관
철은 농업의 대자본화를 방해할 수도 있어 국민경제의 발전을 고려한다면 일정한 예외하
에 경자유전의 원칙을 완화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현행 헌법은 이러한 현실적 요청을 반
영하여 민주주의의 원칙에 따라 법률이 그 불가피한 사정을 인정하는 경우 농지의 임대차
와 위탁경영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Ⅱ. 연혁
제헌헌법은 농지의 농민분배원칙을 채택하면서 그 방법, 소유의 한도, 소유권의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였다. 표현상 경자유전의 원칙을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실
질적으로 농지를 농민에게 분배하는 농지개혁의 헌법적 결단을 명문화하고 있다는 점에
서 현행 헌법상의 경자유전 원칙과 맥을 같이한다고 할 것이다. 반면 제5차개정헌법은 소
작제도의 금지라는 방식으로 경자유전원칙을 계승하였으나 현행 헌법인 제9차개정헌법

1) 국민경제의 균형발전과 농민보호 외에 헌법 제35조상의 환경권과 연계지어 헌법 제121조를 해석하는 견해
로는 김진곤, 경자유전의 원칙과 소작제도금지의 헌법적 함의, 토지공법연구 제8집(2007), 119.
2) 농지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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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소작제의 금지외에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되도록 노력할 국가의 의무를 추가적으로
명문화하였다. 특히 소작제의 금지는 원래 법률유보사항이었으나 제9차 개정헌법부터 절
대적 금지제도가 되었다.
제86조 농지는 농민에게 분배하며 그 분배의 방법, 소유의 한도, 소

제헌헌법
(1948.07.17)

유권의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써 정한다.
제89조 제85조 내지 제88조에 의하여 특허를 취소하거나 권리를 수
용 사용 또는 제한하는 때에는 제15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
한다
제86조 (제정헌법과 같음)

제2차개정헌법

제89조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수용하거나 전조의 규정에

(1954.11.29)

의하여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할 때에는 제15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차개정헌법
(1962.12.26)

제113조 농
 지의 소작제도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지된다.
제122조 농지의 소작제도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지된다.

제8차개정헌법

다만,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한

(1980.10.27)

임대차 및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
다.
제121조 ①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

제9차개정헌법
(1987.10.29)

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②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
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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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입헌례와 비교법적 의의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할 의무를 국가에 부과하거나 소작제도 자체를 절대적으로 금
지하는 헌법규정을 둔 입법례는 드물다. 스위스 헌법 제109조처럼 토지임대차의 경우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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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한 국가적 규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일반조항을 두거나 이탈리아 헌법 제44조의 경우처
럼 토지이용과 관련한 국가규제의 가능성을 두거나 중소규모의 농장에 대한 육성의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을 뿐이다. 우리와 비슷한 효과의 경자유전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로는 타이완 헌법이 있다. 타이완 헌법 제143조 제1항은 토지의 공유화 원칙을 선언
하면서 법률에 의해 토지의 사유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3) 또한 같은 조 제4항은 토지의
분배와 조정에 있어 자작농이나 토지를 스스로 이용하는 자를 원칙적으로 우대하는 규정
을 두고 있다. 그러나 타이완의 경우 토지의 사유가 예외로 인정되고 있다는 점에서 경자
유전 원칙의 의미가 동일하다고는 할 수 없다.
한편 농지의 임대차나 위탁경영 등 이용과 관련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로는 그리스
헌법을 들 수 있다. 그리스 헌법 제18조 제4항은“경작효과(to improving efficiency of
their cultivation)를 향상시키기 위한 농지의 재조정과 농지의 과도한 분할을 피하고 분
할된 소규모의 소유지에 대한 재편성(regrouping)의 촉진을 위한 조치의 시행을 특별법
으로 정한 절차에 따라 인정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Ⅳ. 다른 조문과의 관계
경자유전의 원칙과 소작제의 금지를 규정한 제121조는 자유시장경제질서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다양한 공익적 목적을 위해 국가의 규제와 조정을 헌법적으로 승인하는 경제질
서에 관한 원칙규정인 제119조를 구체화하는 특별규정이다. 경제질서의 요소인 국토 중
농업에 사용되는 농지에 관한 국가의 특별한 의무를 부여함과 동시에 소작제도라는 특수
한 재산소유 및 운용의 방법을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농지와 관련된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정하는 헌법 제23조 제1항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 조항에 우월하는 헌법유보적 재산권의 내용에 대한 제한 혹은 한계를
설정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4)
한편 제120조 및 제122조에서 국토의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나 국토의 균형개발을 위한 국가의 제한 및 의무부과권한의 소극적 한계를

3) 타
 이완 경제헌법의 기본원칙을 선언한 제142조에서도 토지소유의 균등화원칙(equlalization of land
ownership)을 제시하고 있다.
4) 이런 기조의 해석론은 한태연, 헌법학, 법문사, 1977, 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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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하는 것이다. 즉 농지인 한 국가의 제한설정권한마저도 제120조의 구속을 받아 이에
저촉되는 방향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제120조 제2항은 법률유보에 의한 농지
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을 허용하고 있는 바 일정범위에서 국가의 입법형성권에 의한 경자
유전원칙의 예외가 허용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그 원칙규정인 제120조 제1항의
취지를 무력화할 수 있을 정도의 농지임대차와 위탁경영을 허용하는 것은 제120조 전체
의 조화적 해석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헌법 제123조 제1항은 농업 및 어업의 보호와 육성을 위한 농·어촌종합개발과 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농지의 활용과 관련
한 경자유전원칙등에 대한 고려도 이러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데 주요한 지침이 된
다. 그리고 헌법 제123조 제5항에서 농·어민의 자조조직을 육성하고 그 자율성을 보장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경자유전원칙과 소작제의 금지는 국민경제의 주체로서의 농민
의 지위를 확보하는 의미를 가지므로 자조조직 육성의 전제가 되는 헌법규정이 된다. 따
라서 자조조직의 자율성을 법률로 제한하는 경우에도 제121조는 헌법적 한계를 구성하는
것이며 입법자는 이에 구속된다.

Ⅴ. 규범적 내용, 개념과 원리에 대한 판례 및 학설
1. 입법
제121조에 근거하여 농지법이 제정되어 있다. 농지법은 입법권을 통해 헌법 제121조
를 구체화한 법률이므로 헌법의 규범적 의미를 실질화하는 대표적인 규범이 된다.
제
9
장

(1) 농지에 관한 기본이념
농지법 제3조는 농지에 관한 기본이념을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밝히고 있다. 첫째 농
지의 공공성과 그에 따른 권리행사의 특별한 제한이다. 농지법 제3조 제1항은“농지는 국
민에게 식량을 공급하고 국토 환경을 보전하는 데에 필요한 기반이며 농업과 국민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한정된 귀중한 자원이므로 소중히 보전되어야 하고 공공
복리에 적합하게 관리되어야 하며, 농지에 관한 권리의 행사에는 필요한 제한과 의무가
따른다”
고 규정하고 있다. 둘째 투기금지원칙이다. 농지법 제3조 제2항은“농지는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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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유·이용되어야 하며,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2) 경자유전 원칙의 실현의무의 구체적 내용
농지법 제6조 제1항은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다만 농지법 제6조 제2항이 정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비농인
의 농지소유를 한정적으로 인정한다. 농지법 제6조 제4항은 이 법률규정외의 경자유전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지 않음을 명문화하고 있다. 농지법 제6조 제2항이 경자유전원칙의
예외롤 인정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2.「초·중등교육법」

및「고등교육법」
에 따른 학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공
공단체·농업연구기관·농업생산자단체 또는 종묘나 그 밖의 농업 기자재 생산자
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험지·연구지·실습지 또는 종묘생산
지로 쓰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
하는 경우
3. 주말·체험영농(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
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고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4. 상속[상속인에게 한 유증(유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
유하는 경우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자가 이농(이농)한 후에도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계속 소유하는 경우
6. 제13조제1항에 따라 담보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
률」제3조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등이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
된 저당권자로부터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7.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의제)
되는 인가·허가·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농지
전용신고를 한 자가 그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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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제34조제2항에 따른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9.「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24조제2항에 따른 농지의 개발사업지구
에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천5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나「농어촌
정비법」제84조제3항에 따른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나.「농어촌정비법」

제16조·제40조·제58조·제68조 또는 제86조에 따라 농지를 취
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다.「공유수면매립법」

에 따라 매립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라. 토지수용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마.「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등의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시행자 등이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한편 농지법 제8조는 헌법 제121조 제2항에서 허용한 바와 같이 농지의 위탁경영이 가
능한 경우를 열거하고 있다.「병역법」
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 3개월 이상 국외 여
행 중인 경우, 농업법인이 청산 중인 경우, 질병·취학·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자경할 수 없는 경우, 농지법 제17조에 따른 농지이용증진
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위탁경영하는 경우, 농업인이 자기 노동력이 부족하여 농작업의 일
부를 위탁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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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규범적 내용과 관련한 판례 및 학설 등
경자유전의 원칙과 농지임대차 및 위탁경영의 예외적 허용은 자작농의 확보와 국토 및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헌법적 결단이지만 경제구도가 고도화되어 산업화
와 도시화가 급속도로 진행됨에 따라 실질적으로 실현하기 힘든 원칙이 되고 있다.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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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고 일부 학자들은 폐지론5)을 주장하기도 하고 또 다른 차원에서 헌법변천이론을 내세
워 그 규범적 의미의 축소6)를 주장한다. 이런 주장에 대해 경자유전의 원칙이 현행 헌법
에서 특별히 헌법화한 것은 농지의 투기화를 방지하려는 헌법적 결단이 반영된 것이므로
헌법변천론과 개정론은 근거가 약하다는 유력한 반론이 제기되어 있다.7)
한편 제121조와 제23조간의 관계가 논란이 된다. 일부에서는 농지에 관한한 제121조
에 의하여 제23조의 적용을 받지 않는 예외적 재산권이라는 주장이 있다.8) 이에 대해 농
지법 등 농지와 관련한 법률이 제23조 제1항에서 규정한 농지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정
하는 법률로 보아야 한다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9) 어떤 경우이든 헌법 제121조가 명문
으로 존재하는 한 경자유전의 원칙과 소작제 금지를 유명무실화할 수 있는 입법은 허용되
지 않는다고 새겨야 한다.10)

Ⅵ.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
세계화된 국제질서와 고도화된 산업질서를 이유로 경자유전의 원칙은 부적합하여 폐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농업이 산업의 기초를 형성하던 시기에 비하여 농업자본의
영세화를 막고 대규모농업경영을 통해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해야 할 실익을 고려한 주
장이다.11) 그러나 경제주체간의 조화와 농어민 자조조직의 보호를 추구하는 현행 헌법의
경제질서에 관한 기본정신을 고려하고 고질적인 부동산투기의 사회적 해악이 심대한 현
실을 고려할 때 법률에 의한 예외적 위탁경영과 임대차를 허용하는 방법를 활용할 경우
현재처럼 경자유전의 원칙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반론도 제기되어 있다.

5) 정종섭, 헌법학원론, 박영사, 2009, 224.
6) 김욱, 헌법상‘경자유전’
의 과도기적 소유원칙, 그 발전적 이행을 위하여, 공법연구 제28-3호(2000), 232.
7) 이종수, 앞의 논문, 13; 김진곤. 앞의 논문, 114.
8) 한태연, 앞의 책, 688
9) 이종수, 앞의 논문, 15. 이 해석론은 헌법 제121조를 제23조의 특별규정으로 이해하는 경향을 가진 헌재의
결정례(헌재 1989.12.22, 88헌가13, 판례집 제1권, 372-373)와 조화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
10) 김철수 외, 주석헌법 헌법, 법원사, 1995, 674-675; 김진곤, 앞의 논문, 110.
11) 정종섭, 앞의 책, 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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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관련문헌
김 욱, 헌법상‘경자유전’
의 과도기적 소유원칙, 그 발전적 이행을 위하여, 공법연구 제
28-3호(2000).
김진곤, 경자유전의 원칙과 소작제도금지의 헌법적 함의, 토지공법연구 제8집(2007).
김철수 외, 주석헌법 헌법, 법원사, 1995.
이종수, 한국헌법상‘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
과 한계, 토지법학 제24-2호(2008).
정종섭, 헌법학원론, 박영사, 2009.
한태연, 헌법학, 법문사, 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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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22조
홍완식

제122조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
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Ⅰ. 기본개념과 입헌취지
헌법 제122조는 제12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지를 제외한 국토 일반에 대한 규정으
로서, 일면으로는 국가에‘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 개발과 보전’
을 위한 입법의
무를 부과하는 동시에, 타면으로는 토지의 재산권에 대한 특별한 제한규정으로서의 의미
를 지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토지재산권에 대한 특별한 제한규정이라는 의미에서, 헌법
제122조는 재산권의 보장에 관한 일반조항인 헌법 제23조에 대한 특별규정을 의미한다
고 볼 수 있다.1)
헌법 제23조에 의하여 재산권의 보장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재산권의 행사가
사회적 연관성과 사회적 기능을 가지면 가질수록 입법자는 재산권에 대하여 보다 광범위
한 제한을 가할 수 있고 그러한 재산권을 제한하는 입법은 정당화된다. 특히, 토지는 생
산이나 대체가 불가능하여 공급이 제한되어 있고 우리나라의 가용토지면적이 인구에 비
하여 절대적으로 부족한 반면에 모든 국민이 생산 및 생활의 기반으로서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에 의존하고 있는 정황을 고려하면, 토지는 국민경제의 관점에서나 그 사회적 기능에
있어서 다른 재산권에 비해 보다 강하게 공동체의 이익을 관철할 것이 요구된다. 또한 헌

1) 한태연, 한국헌법에 있어서의 재산권의 보장(II) - 이른바 토지공개념에 관한 입법을 계기로-, 고시연구,
1990. 4, 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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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22조는 재산권행사의 사회적 의무성을 강조하는 것에 더하여“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
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고 규정함으로
써 토지재산권에 대한 한층 더 강한 규제의 필요성과 그에 관한 입법자의 광범위한 형성
권을 표현하고 있다.2)
우리 헌법은 제23조에서 토지재산권을 포함한 재산권보장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을 두
고 있음에도 불구하고,‘국토’
라는 표현으로‘국가적인 관점에서 토지에 관한 특별규정’
을 두고 있다. 이는 일반적인 재산권보장에 관한 규정에 더하여 토지재산권의 특별한 특
성과 입법자가 토지에 관한 입법을 하는 경우에 입법형성의 범위를 특별히 고려할 수 있
다는 헌법입법자의 헌법적 의지로 읽을 수 있다. 즉, 우리 헌법질서상 토지재산권은“토
지소유자가 이용 가능한 모든 용도로 토지를 자유로이 최대한 사용할 권리나 가장 경제
3)
적 또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입법자

는 이 조항을 헌법적 근거로 하여 중요한 공익상의 이유와 토지가 가진 특성에 따라 토지
를 일정용도로 사용하는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즉, 토지재산권의
강한 사회성 내지는 공공성으로 말미암아 이에 대하여는 다른 재산권에 비하여 보다 강한
제한과 의무가 부과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토지재산권에 대한 제한과 의무의 범위 등
을 두고 많은 이견과 해석상의 차이가 발생한다. 우리 입법정책상 토지공개념 논쟁이 그
것이다.
현대 국가에 있어서 조세의 유도적·형성적 기능의 도출은“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
을
기하도록 한 헌법 전문(前文),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를 보장한
제34조 제1항, 국가로 하여금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한 제119조 제2
항과 함께,“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국가로 하여금 필
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도록 한 제122조 등에 의하여 그 헌법적 정당성이 뒷받침
되고 있다.4)

2) 헌재 1989. 12. 22. 88헌가13; 헌재 2003. 4. 24. 99헌바110등; 헌재 2008. 4. 24, 2005헌바43 등 참조.
3) 헌재 2008. 4. 24, 2005헌바43.
4) 헌재 1994. 7. 29. 92헌바49,5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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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혁
우리 헌법에 있어서 농지(農地)와 산지(山地)는 택지(宅地) 등과 구별되어 사회화 또는
준사회화의 대상으로 규정되어 왔다. 제헌헌법 제86조에서“농지는 농민에게 분배하며
그 분배의 방법, 소유의 한도, 소유권의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써 정한다.”
고 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다.5) 1962년 제5차 개헌을 통하여, 당시 헌법 제114조는“국가는 농지와 산지
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
할 수 있다.”
고 규정하였다. 이 규정은 그 이전의 헌법 규정과는 달리‘농지’
와 더불어‘산
지’
에 관한 규정을 둔 것이 특징이다. 이에 관한 사항은 1972년 제7차 개헌에서 헌법 제
119조에 규정되었다. 당시 헌법 제119조는“국가는 농지와 산지 기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고 규정되었다. 이전까지의‘농지’
와‘산지’
와 더불어‘기타 국토’
에 관하여
도 규정하게 되었다. 1980년 제8차 개헌을 통하여 헌법 제123조는“국가는 농지와 산지
기타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
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고 하여, 이전 헌법 제119조의 내용에
약간의 수정을 가한 채로 규정되었다. 1987년 제9차 개헌을 통하여 현행 제122조에서는
종래의 규정에서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
라는 표현을“농지와
산지 기타”
라는 부분을 삭제하고 뒤의 국토를 수식 내지 강조하여“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
라고 하였다.6) 그리하여 현행규정은“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고 하고 있다. 이러한
현행헌법 제122조의 규정이“농지, 산지와 아울러 그 밖의 국토도 특별규제의 대상으로
규제되고 있다.”
는 점에서, 이 규정은“유신헌법 제119조의 상속을 의미한다”
고 하는 견
해도 있다.7)

5) 이 규정을 헌법적 근거로 하여 농지개혁법이 제정되었고, 이러한 법률을 통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을 반영한
농지개혁이 시행되었다.
6) 김효전, 신헌법의 경제조항 주석, 고시계, 1988. 3, 80.
7) 한
 태연, 한국헌법에 있어서의 재산권의 보장(II) -이른바 토지공개념에 관한 입법을 계기로-, 고시연구,
1990. 4, 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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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입헌례와 비교법적 의의
토지공개념을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나라로는 중화민국, 이탈리아, 터키, 스페인, 이
란 등이 있는데, 중화민국은 경제조항에 토지소유권의 평균화와 국토가 국민 전체에 속함
을 명시하고 있다.8) 이탈리아 헌법의 경우 토지의 합리적 이용을 확보하고 정당한 사회관
계를 확보하기 위하여 법률로써 사유토지에 대하여 의무와 제한을 과하고 지역에 따라 사
유면적의 한도를 정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있다. 스페인 헌법은 국가가 투기를 억제하
고 전체이익에 따라 토지의 사용을 규제해야 할 것을 밝히고 있다.9)

Ⅳ. 다른 조문과의 체계적 관계
이 규정은 재산권보장에 관한 일반규정인 헌법 제23조에 대한 특별규정을 의미하는 것
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이 조항에서 규정되어 있는‘국토의 보전’등은 헌법 제120조 제2
항의 국토의 개발과 이용을 위한 국가의 계획과 체계적인 관계를 지니고 있으며, 또한 제
35조 제1항의 환경보전을 위한 국가와 국민의 의무와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다.

Ⅴ. 규범적 내용, 개념과 원리에 대한 판례 및 학설
1. 규범적 내용
한정된 국토를 시장기능에만 맡겨둘 때 정적한 가격이 형성되거나 자유롭고 합리적으
로 거래되는 것을 기대할 수 어렵기 때문에, 국가로 하여금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보존을 위하여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관한 주요 현
행법률은‘국토기본법’
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
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을 위한 법률’등이대표적인 것이지만, 이
러한 법률 이외에도 토지를 포함한 부동산에 관련된 법령은 다수이다.

8) 중화민국헌법 제143조“중화민국 영토 내의 토지는 국민전체에 속한다.”
9) 헌법연구반 보고서, 헌법심의자료, 법제처, 1980, 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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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조에서의 토지(국토)에 관한 의무는 헌법 제23조 제2항의 재산권 행사의 공공복
리적합의무의 구체적인 예시로 보는 견해도 있다. 재산권 행사의 의무는 토지를 적극적
으로 이용·개발할 의무, 재산권을 남용하지 아니할 의무 등이 있는데, 헌법은 특히 국토
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법률로써 개간을 명하고 토지소유권과 묘지의 면적 등을 법률
로써 제한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10) 더 나아가 헌법 제122조가 특별히 토지에
관련하여 토지공개념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평가11)는 물론이고, 보다 명백하게는 제122
조는“법치주의에 입각한 재산권의 사회적 구속성을 명시하여 토지공개념의 헌법적 근거
12)
를 제시하고 있다”
는 견해도 있다. 토지공개념에 대한 개념정의는 다양하지만, 대체로

토지공개념이라 함은 토지의 기능과 적성 및 위치 등에 따라 공공복리를 위하여 효율적으
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에 의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적절한 규제가 가해
질 수 있다거나, 토지의 개인적 소유권은 인정하되 그 이용을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규제
하여야 한다는 뜻을 의미13)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헌법재판소도“토지소유권은 이제
더 이상 절대적인 것일 수가 없었고 공공의 이익 내지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의무를
부담하거나 제약을 수반하는 것으로 변화되었으며, 토지소유권은 신성불가침의 것이 아
니고 실정법상의 여러 의무와 제약을 감내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으로 되었으니 이것이 이
14)
른바,“토지공개념 이론”
인 것이다.”
라고 하고 있다. 이러한 토지공개념은 법률상의 용

어는 아니지만 지가상승과 부동산투기 등으로 인한 폐단을 차단하기 위한 정책의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는 구상 또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2. 토지공개념과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토지공개념을 반영하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토지초
과이득세법 등이 제정된 이후, 이들 법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및 헌법불합치결정
등으로 인하여 토지공개념의 입법적 실현은 한계에 부딪히게 되었다. 이들 대표적인 토지

10) 김효전, 신헌법의 경제조항 주석, 고시계, 1988. 3, 81.
11) 최희수, 부동산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의 경향, 부동산법학, 제8집, 2003, 8.
12) 김
 명용, 참여정부의 토지공개념정책에 대한 공법적 평가와 향후방향, 공법연구, 제34집 제3호, 2006. 2. 146.
13) 토지공개념연구위원회, 토지공개념연구위원회 연구보고서, 1989, 5.
14) 헌재 1989. 12. 22, 88헌가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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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념 3대 입법 중에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은 몇차례의 개정을 거쳐 아직도 유효
하지만,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법은 1994년 7월 29일에 헌법불합치결정
을 받았고,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은 1999년 4월 29일에 위헌결정을 받았다. 토지초
과이득세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토초세법상 여러 과세기간에 걸쳐 장기간 토지를 보
유하는 경우, 전체 보유기간 동안의 지가의 변동상황에 대처함에 있어서는 아무런 보충규
정도 두고 있지 않은 결과 장기간에 걸쳐 지가의 앙등과 하락이 반복되는 경우에 최초 과
세기간 개시일의 지가와 비교할 때는 아무런 토지초과이득이 없는 경우에도, 그 과세기간
에 대한 토초세를 부담하지 않을 수 없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게 되고, 이는 토
초세 과세로 인하여 원본 자체가 잠식되는 경우로서, 수득세(收得稅)인 토초세의 본질에
도 반함으로써 헌법 제23조가 정하고 있는 사유재산권보장 취지에 위반”
된다는 점과“토
초세는 그 계측의 객관성 보장이 심히 어려운 미실현이득을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는 관계
로 토초세 세율을 현행법과 같이 고율로 하는 경우에는 자칫 가공이득(架空利得)에 대한
과세가 되어 원본잠식으로 인한 재산권침해의 우려가 있고, 또한 적어도 토초세와 같은
이득에 대한 조세에 있어서는, 조세의 수직적 공평을 이루어 소득수준이 다른 국민들 사
이의 실질적인 평등을 도모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토초세는 어느 의미에서 양도소득세의
예납적 성격을 띠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토초세의 세율체계를 단일비례세로 한 것은
소득이 많은 납세자와 소득이 적은 납세자 사이의 실질적인 평등을 저해”
한다는 이유 등
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또한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에 대하여 헌법재
판소는“재산권은 개인이 각자의 인생관과 능력에 따라 자신의 생활을 형성하도록 물질
적·경제적 조건을 보장해 주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서, 재산권의 보장은 자유실현의 물질
적 바탕을 의미하고, 특히 택지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 개인의 주거로서, 그의 행
복을 추구할 권리와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실현하는 장소로 사용되는 것이라는 점
을 고려할 때, 소유상한을 지나치게 낮게 책정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실현의 범위를 지나
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소유목적이나 택지의 기능에 따른 예외를 전혀 인정
하지 아니한 채 일률적으로 200평으로 소유상한을 제한함으로써, 어떠한 경우에도, 어느
누구라도, 200평을 초과하는 택지를 취득할 수 없게 한 것은, 적정한 택지공급이라고 하
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도를 넘는 과도한 제한으로서, 헌법상의 재산권
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다.”
는 이유 등으로 위헌 결정하였다. 이러한 대표
적인 토지공개념 관련 입법에 대한 헌재의 위헌결정 등을 계기로 하여 후술하는 바와 같
이 토지공개념의 입법에의 반영도는 약화되었고, 입법을 통한 토지정책에의 국가의 개입
과 관여는 이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약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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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개념 관련 입법에 대해서는 전술한 3개입법의 제정 이전부터 위헌성 여부에 관
한 찬반논쟁이 있어왔지만, 기존의 재산제도가 장래의 입법까지를 구속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존의 재산질서를 부인하거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 한, 재산권의
개념에 집착하여 공법적 규제를 가하는 법률을 위헌으로 까지 볼 수 없다는 구상15)이 토
지공개념 관련법의 제정을 가능케 하였고, 이러한 토지공개념 관련법의 정도와 범위 등에
관한 판단이 역시 토지공개념 관련법의 위헌·헌법불합치결정이나 법률의 폐지를 역시 가
능케 하였다고도 할 수 있다.

3. 토지공개념 관련 입법
전술한 바와 같이 토지공개념을 실현하는 입법으로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택지
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토지초과이득세법 등이 1989년 12월 30일에 제정·시행되었으
며, 이들 3개의 법률을 토지공개념 3대입법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러나 이들 토지공개
념을 실현하기 위한 법률들은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헌법불합치나 위헌으로 결정되거나,
국회에 의하여 개정 또는 폐지되었다.
토지초과이득세법은 1989년 제정시 제안이유로서“토지의 지가가 각종 개발사업이나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정상지가를 초과하여 상승한 경우 그 소유자가 얻는 초과지가상승
이익의 일정분을 보유단계에서 토지초과이득세로 환수함으로써 현행 양도소득세가 실현
된 개발이익만을 과제대상으로 함에 따른 개발이익환수제도로서의 한계성을 보완하고,
지가상승으로 얻은 불로자본이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여 경제·사회의 공정성과 형평성
16)
을 높이며, 지가안정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1998년 동법의 폐지법률안을 제안하면서“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 및 이중과세
등의 이유로 위헌소원 및 소송 등 많은 불복청구로 납세자와 심한 조세마찰을 야기하였
고,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으로 법률의 시행이 일시 중단됨으로써 법 자체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성이 낮아졌으며, 과세대상인 유휴토지의 판정 등에 관한 형평성 시비로 인
해 행정부담이 가중되었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있음. 따라서 토지허가제와 부동산실명제

15) 유해웅, 토지공법론, 제6판, 삼영사, 2008, 131.
16) 정부, 토지초과이득세법안 제안이유, 1989.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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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실시, 토지종합전산망의 가동 등 부동산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
고, 전국의 지가도 계속 하향·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이 법률안의 취지대
17)
로 토지초과이득세법을 폐지하는 것이 합당”
하다는 이유가 대세가 되어, 토지초과이득

세법은 폐지되었다.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은 제정시 입법배경으로서“토지정책의 기조가 사회정의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토지로부터 발생되는 불평등 요인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이 최근 우리국민의 일반적인 인식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토지문제
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모순을 시정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도시지역에서 택지를 소
유할 수 있는 한계를 정함으로써 소유편중 현상을 완화하여 투기적 이익의 사유화를 방지
하고 모든 국민의 주거용 토지에 대한 기본수요를 충족시켜 국민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
18)
하고자 하는 이 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생각됨.”
이라고 하면서, 택지소유상

한 제도가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시킬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와 함께 토지이용의 효율
성 저해나 제도도입으로 인환 행정수요 등의 부작용적 요인이 있기는 하지만, 행정적인
보완대책을 전제로 하여 법률이 제정되어야 함을 밝히고 있다. 법률제정 이후 약 10년이
지나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받게 되었으며, 동 법률의 폐지에 관하여 국회에서 심의
를 하면서도 그 폐지배경으로서 다음과 같은 점을 검토하였다. 즉,“그동안 시장경제원리
의 제한과 경제주체의 자율성 저해 등의 문제가 제기되어 왔으며, 특히 최근의 어려운 경
제여건 하에서 택지의 초과소유부담금은 개인·기업 등 택지소유자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
시키고 있는 실정인 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택지거래를 활성화시킴으로써 경제적
19)
어려움의 극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을 폐지”

하게 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또한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는 법률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국회의 대체토론 요지를 보면,“이 법을 폐지하는 것은 토지공개념의 후퇴를 의
미한다고 보는데?”
라는 국회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에서는“이 법이 폐지되더
라도 지가공시제, 부동산실명제, 종합토지세 등의 공개념 관련 제도는 존치되므로 토지공
20)
개념제도의 기조는 그대로 유지되는 것임”
이라는 답변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럼에도 불

17)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토지초과이득세법폐지법률안 심사보고서, 1998. 12, 3.
18) 국회 건설위원회,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안 심사보고서, 1989. 12, 5-6.
19) 정부,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폐지법률안 제안이유. 1998. 7, 1.
20)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심사보고서, 1998.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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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고, 토지공개념을 반영한 대표적인 법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과 위
헌결정과 그 이후의 입법추세를 보면, 토지거래와 관련하여 시장개념의 강화와 토지공개
념의 약화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3개 법률만이 토지공개념을 법제화한 것은 아
니며, 각종 세제관련법률 및 기타 부동산 관련 법률도 이러한 토지공개념에 의하여 다양
한 영향을 받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은“소위‘토지공개념’관련 법률들은 그 동안 헌법재
판소의 위헌결정, 헌법불합치 결정 등으로 인하여 상당부분 그 기초를 상실해 왔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토지공개념이라는 기본적인 잣대는 그대로 유지하려는 일련의 입
21)
법적 노력이 계속되어 왔다.”
는 평가와 맥락을 같이하는 것이다. 2000년대 이후에도 참

여정부에서 토지공개념과 유사한‘부동산공개념’
이라는 것이 등장하여 관련 법제에 영향
을 미치기도 하였으나, 그 개념이 모호하고 관련 입법에 관한 사항은 다분히 논쟁적이었
다. 이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제의 근거법률이 마련되는 등 새로운 부동산정책이 일부 법
제화되기도 하였지만, 정부의 부동산정책이나 국회 다수당의 입법정책의 변화, 헌법재판
소의 결정 등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헌법의 해석이나 법률의 입법과정에서 토지공개념은
약화되고 관련 입법은 대폭 수정되었다.

Ⅵ.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
토지(국토)와 관련한 이 조문에 대하여는 1980년의 헌법연구반 보고서에서“유한한 토
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그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서상(叙上)한 토지의 공개념이 헌
22)
법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는 평가가 있다. 이는 토지재산권에 대하여

는 일반적인 재산권과 별도의 규정을 두는 것과 토지의 유한성과 공공성에 입각한 헌법정
책과 입법정책이 정도와 범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 헌법논의와 입법논의에서 항상 논란
이 되어 왔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헌법 제122조의 규범내용을 실현시키기 위한 다수의 법
령이 있다는 점은 전술한 바와 같지만, 입법정책적으로는 5년마다 선출되는 대통령이 구
성하는 정부나 4년마다 선출되는 국회의 다수당에 의한 정책적 필요에 따라 체계성 없이

21) 성낙인, 재산권보장과 토지공개념 실천법제, 행정법연구, 제18호, 2007. 8, 501.
22) 헌법연구반 보고서, 헌법심의자료, 법제처, 1980, 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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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개정되는 법률들의 체계성이 강화될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하고,23) 또한 현재 다수
의 법률로 분산되어 있는 토지관계법률들이 국토이용·관리·보전에 관한 기본법의 제정
을 통하여 정비될 필요성이 강조되기도 한다.

Ⅶ. 관련문헌
계희열/성낙인/김형성, 통일헌법상의 경제질서, 국회사무처, 2001.
김명용, 참여정부의 토지공개념정책에 대한 공법적 평가와 향후방향, 공법연구, 제34
집 제3호, 2006. 2.
김철수 외, 주석헌법, 법원사, 1996.
김효전, 신헌법의 경제조항 주석, 고시계, 1988. 3.
성낙인, 재산권보장과 토지공개념 실천법제, 행정법연구, 제18호, 2007. 8.
유해웅, 토지공법론, 제6판, 삼영사, 2008.
유해웅, 토지법제론, 제4판, 부연사, 2008.
헌법연구반 보고서, 헌법심의자료, 법제처, 1980.
최희수, 부동산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의 경향, 부동산법학, 제8집, 2003.
홍완식, 토지법제에 대한 입법론적 고찰, 토지공법연구, 제35집, 2007.

제
9
장
경
제

23) 상세는 홍완식, 토지법제에 대한 입법론적 고찰, 토지공법연구, 제35집, 200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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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23조
홍완식

제123조
① 국가는 농업 및 어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농·어촌종합개발과 그 지원
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③ 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
⑤ 국가는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

Ⅰ. 기본개념과 입헌취지
이 규정은 현대산업사회에서 열악한 지위에 있는 농업·어업·중소기업의 보호·육성과
동 산업에 종사하는 농민·어민·중소기업인을 보호하고, 또한 지역간 경제의 불균형으로
야기되는 경제적 불균형의 시정을 위한 국가적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1) 일정 지역이나 직
역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나 보호는 차별적 대우에 해당하여 평등원칙위반이나 평등권침해
의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으나, 제123조는 헌법정책적 차원에서 헌법에 명시적으로 낙후된
지역이나 산업·직역을 배려하고자 하는 헌법적 의지를 천명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도“헌법 제123조는 농수산업정책, 지역적 경제촉진과 중소기업정책의 필
요성을 구체적으로 강조함으로써, 지역 간의 경제적 차이를 조정하고, 국민경제적 이유에

1)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09, 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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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일정 경제부문이 변화한 시장조건에 적응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거나 또는 경쟁에서의
상이한 조건을 수정하기 위하여, 경제적으로 낙후한 지역이나 일정 경제부문을 지원할 국
가의 과제를 규정하고 있다. 즉 국가가 보조금이나 세제상의 혜택 등을 통하여 시장의 형
성과정에 지역적으로 또는 경제부문별로 관여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경쟁이 국가의 지원
조치에 의하여 조정된 새로운 기초 위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헌법 제123조
2)
의 목적이다.”
라고 하여 헌법 제123조를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Ⅱ. 연혁
1962년 제5차 개헌에서 헌법 제115조에 규정되었다. 당시 헌법 제115조는“국가는 농
민·어민과 중소기업자의 자조를 기반으로 하는 협동조합을 육성하고 그 정치적 중립성
을 보장한다.”
고 규정되었다. 1972년 제7차 개헌을 통하여 2개의 항으로 분리되었는데,
제120조에서“①국가는 농민·어민의 자조를 기반으로 하는 농어촌개발을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며, 지역사회의 균형있는 발전을 기한다. ②농민·어민과 중소기업자의 자조조직은
육성된다.”
고 규정되었다. 1980년 제8차 개헌을 통하여 항목이 새로이 추가되었다. 이를
통하여 제124조는“①국가는 농민·어민의 자조를 기반으로 하는 농어촌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며, 지역사회의 균형있는 발전을 기한다. ②국가는 중소기업의 사
업활동을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③국가는 농민·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하
여야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한다.”
고 규정되었다. 1987년의 제9차 개헌을 통해
서, 현행 헌법에는 2개의 항목이 다시금 추가되어 제123조는 현재와 같이 5개의 항으로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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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23조는 현대산업사회에서 열악한 지위에 있는 산업, 즉, 농업·어업·중소기업
의 보호·육성과 그에 종사하는 국민을 보호함과 아울러 지역간 경제의 불균형으로 야기

2) 헌재 1996. 12. 26. 96헌가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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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국민수혜의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국가적 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이것은 곧 경제
민주화를 위한 불가결한 시대적 요청이므로 종래 헌법보다 보다 상세히 설명하고 있는 점
이 현행 헌법규정의 특성3)으로서 지적되고 있다. 헌법차원에서 농어민에 대한 국가의 보
호 또는 우선개발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나라로는 중화민국, 스페인, 그리스, 캐나다, 이
탈리아 등을 들 수 있다.4)

Ⅳ. 다른 조문과의 체계적 관계
제119조 제2항에서의‘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
의 실현방안의 하나는
현대산업사회에서의 경제적 약자인 농어민과 대기업에 비하여 경제적 세력이 약한 중소
기업의 보호와 육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헌법 제123조는 국가에 의한 농
어업과 농어업에 종사하는 농어민의 보호와 육성, 중소기업의 보호와 육성 등을 규정하고
있다고 해석되어질 수 있다.

Ⅴ. 규범적 내용, 개념과 원리에 대한 판례 및 학설
1. 농업과 어업의 보호·육성
농업을 국가의 기반산업으로 하던 시대를 거친 국가에서는 대개 농업의 영세와 및 낙후
가 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국가적 지원에 힘쓰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상황
에 처해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현대 산업사회에서 소외되고 있는 농업과 어업의 보호와
육성을 통하여 공업과 농어업의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헌법적 의지를 규정하고 있다.

3) 성낙인, §123, 주석헌법, 679.
4) 헌법연구반 보고서, 헌법심의자료, 법제처, 1980, 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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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
헌법재판소도 자도소주구입명령제도와 지역경제육성과의 관계를 밝히면서, 헌법 제
123조가 규정하고 있는 지역경제육성의 목적은 일차적으로 지역 간의 경제적 불균형의
축소에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특히 농업과 수산업에 의존하는 지역이 지역적 경제구
조에 있어서 심한 불균형을 나타내기 때문에, 헌법 제123조 제1, 4, 5항에서 경제력이
일반적으로 전국 평균 이하인 농어촌 지역과 농·어업 경제부문에 대하여 보호·육성하여
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동 조항이 목적으로 하고 있는“국가지역정책은 농·어촌
의 이주현상과 대도시에로의 지나친 인구집중을 방지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인구분산을
이루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경제성장과 안정이라는 경제적 목표를 달성하는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균형 있는 경제, 사회, 문화적 관계를 형성하는 사회정책적 목
5)
표를 촉진토록 하는데 있다.”
는 해석을 추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

는 입법자가 개인의 기본권침해를 정당화하는 입법목적으로서의 지역경제를 주장하기 위
하여는 문제되는 지역의 현존하는 경제적 낙후성이라든지 아니면 특정 입법조치를 취하
지 않을 경우 발생할 지역간의 심한 경제적 불균형과 같은 납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합
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즉, 전국 각도에 균등하게 하나씩
의 소주제조기업을 존속케 하려는 주세법에서는 수정되어야 할 구체적인 지역간의 차이
를 확인할 수 없고, 따라서 1도1소주제조업체의 존속유지와 지역경제의 육성간에 상관관
계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자도조수구입제도를 통한“지역경제의 육성”
은 기본권의 침해
를 정당화할 수 있는 공익으로 고려하기 어렵다는 점을 밝힌바 있다.
헌법재판소는 구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에 의해 내수면어업에 준용되는 수산업법 제81
조 제1항에서 정한 면허어업 유효기간 연장불허시의 보상규정이 재산권과 평등권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바 있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들은 면허어업의 시설규모, 그 가
액 및 시설용도의 비대체성(非代替性) 등에 비추어 면허기간이 연장되지 않는 경우에 보
상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그 어업권자의 생활기반을 상실하게 함으로써, 헌법이 지
향하는 어업의 보호·육성 및 어민의 권익보호에 역행하는 것이고, 또 이들 면허어업, 특
히 유효기간이 긴 양식어업 등의 경우에는 그것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비추어 볼

5) 헌재 1996. 12. 26. 96헌가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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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지역경제의 육성에도 역행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보상규정은 어업의 보
호·육성 및 어민의 권익보호와 지역경제육성에 관한 헌법규정(헌법 제123조)에도 위배
된다는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양식어업면허의 유효기간은 양식어업
의 시설과 경영에 투자되는 자금규모, 생산기간, 한편으로는 수면의 효율적 활용, 관련되
는 제반공익 및 이해관계인들의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해지고, 한편 생활용수
의 수질보전과 같은 공익은 그 비중이 매우 크고, 공공용 내수면에서의 어업면허에 관해
서는 이러한 사유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불허의 가능성이 항상 내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
는 점, 이와 같은 사유로 연장을 불허할 경우 보상을 해주어야 할 법적 당위성이 없고, 한
편 이를 보상해 준다면, 일시에 많은 재원이 필요하다. 또한 양식어업면허를 받은 자들은
최장 10년에 이르는 기간동안 내수면을 배타적,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혜택을 누렸고, 한
편으로 개정 법에 따르면 기존 면허기간 동안의 권리행사는 보장되도록 되어 있다. 이와
같은 점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보상규정이 헌법 제123조에 위배된다고는 할 수 없다
고 판단하였다.6)

3. 중소기업의 보호·육성
우리 헌법은 제123조 제3항에서 중소기업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 때문에 중
소기업의 보호와 육성을 국가경제정책적 목표로서 명시적으로 규정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 조항은 대기업과의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중소기업의 지원을 통하여 경쟁에서
의 불리함을 조정하고, 가능하면 균등한 경쟁조건을 형성함으로써 대기업과의 경쟁을 가
능하게 해야 할 국가의 과제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전술한 자도소주구입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주세법 사례는 대기업에 대한 중
소기업보호문제에 관한 논점도 지니고 있다. 헌법재판소는“중소기업은 생산과 고용의
증대에 기여하고 대기업보다 경기의 영향을 작게 받으며, 수요의 변화에 적절히 대처하고
새로운 기술의 개발을 기대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분업과 기업 간의 경쟁을 촉진함
으로써 전체국민경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하여 자금력,
기술수준, 경영능력 등에 있어서 열세하기 때문에 자력으로는 경영의 합리화와 경쟁력의

6) 헌재 2001. 3. 21. 99헌바81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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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상을 도모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우리 헌법은 중소기업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중
요성 때문에‘중소기업의 보호’
를 국가경제정책적 목표로 명문화하고, 대기업과의 경쟁에
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중소기업의 지원을 통하여 경쟁에서의 불리함을 조정하고, 가능하
면 균등한 경쟁조건을 형성함으로써 대기업과의 경쟁을 가능하게 해야 할 국가의 과제를
부과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보호는 넓은 의미의 경쟁정책의 한 측면을 의미하므로, 중소
기업의 보호는 원칙적으로 경쟁질서의 범주 내에서 경쟁질서의 확립을 통하여 이루어져
7)
야 한다.”
는 점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보호는 넓은 의미의 경쟁정책의 한 측

면을 의미하므로 중소기업의 보호는 원칙적으로 경쟁질서의 범주내에서 경쟁질서의 확립
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중소기업의 보호란 공익이 자유경쟁질서안에서 발생하는 불
리함을 국가의 지원으로 보완하여 경쟁을 유지하고 촉진시키려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구입명령제도는 이러한 공익을 실현하기에 적합한 수단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여 결국 구
입명령제도를 위헌으로 판단하였다.

4. 농·어민의 이익보호
농어민의 이익보호는 현행헌법에서 신설된 항이다. 본항의 취지는 농어민이 감당하여
야 하는 경제적 불이익을 국가경제정책적 차원에서 시정함으로써 긍극적으로는 농어민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질서의 건전화를 도모함으로써 최종적인 농수산
물 소비자인 전체국민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조항이다.8) 이 조항은 제1항에 규정되어 있
는 국가의 농어업 보호육성의 연장선상에서 농업과 어업에 종사하는 농어민의 이익보호
를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5.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 육성
우리 헌법은 제123조 제5항에서“국가는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하여
야 하며,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
는 규정을 둠으로써, 국가에 농어민과 중소

7) 헌재 1996. 12. 26. 96헌가18.
8) 성낙인, §123, 주석헌법, 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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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자발적 협동조합을 육성할 의무가 있음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이
규정은 농어민의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의 자조조직인 협동조합 등을 국가가 적극
보호·육성하여야 한다는 의지를 천명하고 있는 규정이다. 과거 농어민의 자조조직이 흔
히 정치적 이용의 대상으로 되어 왔던 점을 상기하여 종래 헌법에서는 중소기업의 자조조
직과 더불어‘정치적 중립성을 보장’
한다고 규정하였으나, 이를 보다 합리적인 표현으로
에
수정하여‘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
한다는 문구를 두고 있다.9) 여기서의‘자조조직’
는 농업, 어업, 중소기업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축산업과 기타 각종 산업도 해당한다.
자조조직은 헌법상의 결사의 자유와 영업의 자유 등에 의하여 보호되므로, 국가가 통제할
수 없다.10)
헌법재판소는“우리 헌법상의 경제질서는 사유재산제를 바탕으로 하고 자유경쟁을 존
중하는 자유시장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이에 수반되는 갖가지 모순을 제거하고
사회복지·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적 규제와 조정을 용인하는 사회적 시장경제
질서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다. 즉, 절대적 개인주의·자유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자본주의
사회에 있어서는 계약자유의 미명 아래‘있는 자, 가진 자’
의 착취에 의하여 경제적인 지
배종속관계가 성립하고 경쟁이 왜곡되게 되어 결국에는 빈부의 격차가 현격해지고, 사회
계층간의 분화와 대립갈등이 첨예화하는 사태에 이르게 됨에 따라 이를 대폭 수정하여 실
질적인 자유와 공정을 확보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도록 하였는바, 이러한
절대적 개인주의·자유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초기 자본주의의 모순 속에서 소비자·농어
민·중소기업자 등 경제적 종속자 내지는 약자가 그들의 경제적 생존권을 확보하고 사회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결성한 자조조직이 협동조합”
임을 밝히고 있다.11)
구체적으로는 축산업협동조합법 제99조 제2항이 기존의 조합과 구역을 같이하는 경우 신
설 조합의 설립을 제한하는 것은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동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하였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국가의“농·어민의 자조조직을 육성할 의무”
와“자조조직의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할 의무”
의 범위에 관하여 밝힌 바 있다. 즉,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

9) 계희열/성낙인/김형성, 통일헌법상의 경제질서, 국회사무처, 2001, 62.
10) 정종섭, 헌법학원론, 박영사, 2009, 225.
11) 헌재 1996. 4. 25. 92헌바47; 헌재 2000. 6. 1. 99헌마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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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조직 육성의무는“자조조직이 제대로 활동하고 기능하는 시기에는 그 조직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후자의 소극적 의무를 다하면 된다고 할 수 있지만, 그 조직이 제
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향후의 전망도 불확실한 경우라면 단순히 그 조직의 자율성을 보장
하는 것에 그쳐서는 아니 되고, 적극적으로 이를 육성하여야 할 전자의 의무까지도 수행
12)
하여야 한다.”
는 것이다. 이는 국가의 자조조직육성의무가 보충성원칙13)에 토대를 두어

야 하는 것이라는 점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해당 단체의 자율성 행사에 의한 자
조조직의 육성이 우선하는 것이고, 이러한 자율성이 발휘되지 못할 경우에 비로소 국가의
자조조직육성이 보충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Ⅵ.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
제123조만이 아니라 헌법에 경제조항을 두는 것이 불필요하므로, 헌법개정시에 경제조
항 전체를 삭제하자는 의견이 있고, 경제조항을 보다 체계적으로 정리·정비하자는 의견
도 있다. 또한 개정이나 삭제를 전제로 경제조항에 손을 대는 것은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과 같이 헌법개정논의를 이념적 논쟁으로 촉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헌법상의
경제조항을 그대로 존치하자는 의견도 있다. 문구를 조정하는 정도의 개정을 제안하는 의
견도 물론 있다. 즉, 각항의 문맥은‘국가는 ... 한다’라는 구조를 지니고 있는데,‘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를 추가하자는 제안도 있다.14)

Ⅶ. 관련문헌
김효전, 신헌법의 경제조항 주석, 고시계, 1988. 3.
헌법연구반 보고서, 헌법심의자료, 법제처, 1980.
김철수외, 주석헌법, 법원사, 1996.
계희열/성낙인/김형성, 통일헌법상의 경제질서, 국회사무처, 2001.
헌법개정연구, 2006 헌법개정연구위원회 최종보고서, 한국헌법학회, 2006.

12) 헌재 2000. 6. 1. 99헌마553.
13) 상
 세는 홍완식, 입법의 원칙에 관한 연구, 법제, 법제처, 2006. 2; 홍완식, 헌법과 사회보장법에 있어서의
보충성의 원칙, 2006. 2 참조.
14) 헌법개정연구, 2006 헌법개정연구위원회 최종보고서, 한국헌법학회, 2006,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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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24조
정극원
제124조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
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

Ⅰ. 기본개념과 입헌취지
헌법 제124조에는“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124조는 소비자와 소비자의 권리라는 두 가지의 개념을 전제로 하고 있다. 소비자라 함
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소비생활 또는 생산활동을 위하여 사용(이용)하는
자를 말하며(소비자기본법 제2조 제1항), 소비자의 권리라 함은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정한 가격으로 양질의 상품 또는 용역을 적절한 유통구조를 통해 적절한 시기에
이기 때문에
구입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1) 인간은 누구나“스스로가 주인공”
공동체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행위의 주체가 된다. 마찬가지로 인간은 누구나 사회적·
경제적 생활의 영역에 있어서도 필요한 물질적 및 문화적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상품을 구
매하거나 소비하는데 있어서 주체가 된다. 이러한 소비자권리의 보장의 직접적 근거가 되
는 것이 바로 헌법 제124조이다.2) 소비자권리의 보장을 기본권으로까지 강화하고 있는 세
계적인 추세에도 불구하고 우리 헌법이 소비자권리의 보장에 대하여 기본권규범이 아닌
경제조항에 의한 규정형식을 통하여 보장하고 있는 이유는 소비자권리의 보장이 현대 산
업사회의 고도화와 함께 발생한 경제적 측면의 문제라는 사실적인 이유도 있다.

1) 판례:“소비자는 물품 및 용역의 구입·사용에 있어서 거래의 상대방, 구입장소, 가격, 거래조건 등을 자유
로이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헌재 1996. 12. 26. 96헌가18.
2) 이를 흔히 소비자기본권이라고도 한다. 그러나 헌법체계에 있어서의 소비자권리의 보장은 기본권규범에 위
치하는 것이 아니라 제9장 경제의 장에 위치하고 있는 특색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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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사회는 대량생산·대량유통·대량소비를 특징으로 한다. 상품생산조직의 대형
화와 대량생산을 통한 상품유통구조의 거대화는 생산비의 절감과 이윤추구에 대한 경쟁
력의 강화를 유발하여 소비자는 일정한 상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되어
생활의 양적 향상을 누리게 되었다. 그러나 대량소비의 체계에서 상품생산자·유통업자는
점점 거대한 조직으로 성장하게 되지만 소비자는 스스로 생산을 조절할 수 있는 기회조차
박탈당하게 되어 점차 종속적인 구조에 빠지게 되었다. 즉, 현대 산업경제구조 하에서의
소비자는 정보, 기술조작, 생산자의 부담전가, 조직화된 시장지배력 등의 요인에 의하여
거대자본과 생산자의 지배하에 놓이게 된 것이다. 이러한 소비자문제는 과거의 개인간의
상품거래에 의하여 발생하는 품질·가격 등의 개인적 문제가 아니라 생산자와 소비자 사
이의 불평등한 지위의 심화라는 구조적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생산자와 소비자의 대
칭성, 등질성 및 평등의 파괴는 인간다운 생활을 지향하는 현대 사회국가적 헌법에 있어
서 심각한 사회문제화가 되었다.3) 소비자의 권리가 헌법에 규정된 취지는 인간생존의 기
본문제가 되는 이와 같은 소비자의 권리를 기본권의 하나로서 보장하려는 데에 있다. 그
러나 헌법 제124조 후단에는“……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
라고 규정
방식에 의하여 소비자권리의 보장을 입법위임에 맡겨놓고 있다. 이러한 입법위임에 의하
여 처음으로 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되었고,4) 다른 여러 소비자보호관계법령의 제정과 정

3) 자
 유주의와 개인주의를 사상적 배경으로 하여 18세기 말에 성립한 근대 입헌주의적 헌법은 인간을 봉건적·신분적
구속으로부터 해방하고 국민의 행동의 자유와 평등의 실현을 위하여 두 가지 방향의 민주주의원리를 정립하고 있었
다. 그 첫째가 국민주권사상에 입각한 권력분립과 인권의 보장을 내실로 하는 정치적 자유주의이며, 그 둘째가 자유
방임주의적 시장경제를 기축으로 하는 경제적 자유주의이다. 정치적 자유주의는 국민이 직접 국가의사를 전반적·최
종적으로 결정하게 하는 것으로서 오늘날에 와서도 민주주의원리의 근간이 되고 있다. 그러나 경제적 자유주의는 극
복할 수 없는 빈부의 격차와 봉합할 수 없는 노사간의 갈등을 노정하게 되어 헌정국가, 권력분립, 인간의 존엄성 및
개인의 자유를 방기하게 만들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등장한 헌법이 바로 현대 사회국가적 헌법이다. 1919년의
Weimar헌법을 효시로 하여 성립한 현대 사회국가적 헌법은 경제적 자유주의가 노정하게 된 구조적 폐단을 극복하기
위하여 수정자본주의를 채택하기에 이르렀다. 경제적 영역에서 수정자본주의를 중심내용으로 하는 현대 사회국가적
헌법은 시장의 제반 규제에서 배분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가 시장질서에 적극적으로 개입·간섭·통제·조정
을 가하게 되었으며, 추상적인 권리주체 이외에 사회인으로서 인간생존에 대한 구체적인 인권보장을 강화하였다. 이
러한 인권보장의 강화는 처음에 근로자나 기타 빈곤자 및 생활무능력자의 권리보장에서 출발하여 점차 소비자의 권
리보장 및 환경권의 보장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소비자의 권리의 보장은 현대 사회국가적 헌법에 와서야 비로소 체계
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4) 현
 행 헌법 제124조는 1980년 10월 27일 제5공화국 헌법 제125조를 그대로 이은 것이다. 그러나 소비자보호법의
1980년 1월 4일에 제정되어 1982년부터 시행되었다. 따라서 엄밀한 의미에서 소비자보호법의 제정은 입법위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1980년의 소비자보호법은 전체적인 구성이 체계적이지 못한 점, 선언적 규정이 대부분이었
고 다른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소비자보호법이 배제되도록 하여 실효성이 없는 점, 피해구제절차가 미흡한 점
등이 지적을 받았다(이기수, 경제법, 세창출판사, 2000, 341). 이에 따라 1986년 12월 31일에 전면개정이 이루어졌
다. 이 1986년의 소비자보호법은 입법위임에 근거한 소비자권리의 보장을 구체화한 법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소비
자보호법은 2006. 9. 27 소비자기본법의 제정에 흡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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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및 최근의 소비자보호법을 전면 개정한 소비자기본법(2006. 9. 27)을 제정하여 소비
자권리의 구체적 보장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5) 소비자기본법 제1조에는“이 법은 소
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와
의 책무, 소비자단체의 역할 등을 규정하여 소비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
함을 목적”
으로 하여, ① 물품 등에 인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로부터 보호받
을 권리 ② 물품 등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③ 물품 등
을 선택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구입장소, 거래 및 거래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
④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⑤ 피해에
대하여 신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정한 보상을 받을 권리 ⑥ 소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⑦ 소비자단체를 조직하고 활동할 수 있는 권리 ⑧ 안전하고 쾌적한 소
비생활환경에서 소비할 권리 등(법 제4조) 8가지 구체적인 권리를 명시하여 소비자권리
의 법적 근거를 확고히 하고 있다. 소비자기본법은 소비자주권6)의 구현이라는 점에서는
높이 평가되고 있는 것이지만, 소비자보호방법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소비자
‘권리’
보다는
소비자
‘보호’
에 중점을 두고 있는 점이 문제가 된다고 하겠다. 소비자권리의 구현을 위하
여 새롭게 등장한 법원칙이 바로 무과실책임주의이다. 무과실책임주의는 생산조직의 기

5) 소비자기본법 이외에도 소비자보호관련법을 1) 위해의 방지를 위한 법률, 2) 계량·표시·규격의 적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법률, 3) 계약관계의 적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법률, 4) 적정한 가격의 유지를 위한 법률, 5)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의 확보를 위한 법률로 나누어 개관하면 다음과 같다. 1) 위해의 방지를 위한 법률
로서는 식품위생법, 위생사등에관한법률, 약사법, 종묘관리법, 농약관리법, 농산물검사법, 축산물위생관리
법, 품질경영촉진법,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조물책임법 등이 있으며, 2) 계량·표시·규격의 적정화를 도모
하기 위한 법률로서는 계량법, 물가안정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상표법, 공업표준화법 등이 있으며, 3) 계약
관계의 적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법률로서는 약관규제법, 할부거래법, 방문판매법, 보험업법, 증권거래법,
상품권법, 전기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 등이 있으며, 4) 적정한 가격의 유지를 위한 법률로서는 물가안정
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농산물가격유지법, 양곡관리법, 농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등이 있으며, 5)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의 확보를 위한 법률로서는 부정경쟁방지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등이
있다.
6) 소
 비자주권(consumer sovereigny)이란 소비자가 사업자들로 하여금 그가 원하는 상품이나 용역을 그
가 원하는 조건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권오승, 소비자보호법, 법문사, 1997, 5). 이러
한 소비자주권은 미국에서 등장한 이론이다. 19세기 말과 20세기 초까지는 미국의 소비자보호법의 지배적
인 원리는“Caveat Emptor”
원리(구매자가 스스로 검사하고 판단하고 시험하여야 한다는 원리)였다. 그러
나 이 원리는 대등한 당사자간의 거래에서는 적합하였지만, 강력한 사업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소비자보호
에 적합하지 않게 되었고, 1965년 거대기업체인 GM자동차의 결함을 고발하여 벌거벗은 왕의 호위병이 되
었던 Ralph Nader는 그의 저서
「Unsafe at Any Speed(어떠한 속도로도 안전하지 못하다)」
라는 저서를 통
하여 소비자보호를 주창하게 되었다. 이에 미국의 소비자보호법은 Caveat Emptor원리 대신에 소비자주권
론을 도입하게 되었다. 소비자주권이론에 따르면 시장이 진정한 경쟁, 완전한 정보, 최소한도의 정부간섭이
라는 세 요소에 의하여 특징지어질 때 시장은 소비자의 이익이 최대한이 되도록 운용된다는 것이다(이기수,
전게서, 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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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화·대규모화·위험화 하게 됨에 따라 기업활동을 통하여 이익을 얻는 사용자는 그 활동
에 수반되는 손해에 대해서도 과실여부를 불문하고 그 상대방에게 보상하여야 한다는 것
을 말한다. 우리의 경우 이러한 무과실책임주의 원칙을 근거로 하는 제조물책임법이 급기
야 2000년 1월 1일 제정되어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제조
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소비자는 제조업자의 고의·과
실의 입증에 관계없이 그 손해에 대하여 제조업자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
게 되었다. 이는 소비자권리의 실현에 있어서 진일보한 입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러나 소비자가 갖는 이러한 구체적인 권리의 특징은 국가의 보호·지원의 방법에 의한 사
업자에 대한 소비자의 지위와 권리의 강화를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이므로, 소비자,
사업자, 국가의 3각 관계에서 국가의 역할을 공제하여 버리고 난 후에도 소비자에게 남는
권리가 있을 수 있겠는가하는 의문에 직면하게 된다. 소비자의 권리가 헌법상의 기본권으
로서의 보장되고 있다하더라도 이러한 구조도식에서는 국가에 대한 권능제한규범으로서
의 의미는 거의 없고 오직 국가를 통한 권리의 실현이라는 국가에 의존적인 권리로서 규
범화되어 있게 되어 이러한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다.7)

Ⅱ. 연혁
현대 산업기술의 고도화가 자져다준 물질적 풍요와 편의의 혜택은 인간생활의 양적 향
상을 가져다주었지만, 사업자에 대한 소비자의 구조적인 종속적 관계의 도식에서 소비자
보호의 문제가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었다.8) 이러한 문제의 헌법적 해결을 위한 헌법규
범화에 있어서 논란이 있었는데, ① 소비자보호를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로서 파악하여 경
제적 약자에 대한 국민의 경제활동과 거래에 있어서의 경제적 불이익을 방지하려는 견해
와, ② 경제의 장에 독점규제와 더불어 소비자보호를 규정하려는 견해의 대립이 있었다.9)

제
9
장
경
제

7) 이에 대해서는 정극원, 헌법체계상 소비자권리의 보장, 공법연구 31집 제3호(2003. 3) 298.
8)소비자의권리를 최초로 선언한 것은 1962년에 케네디(J. F. Kennedy) 대통령이 의회에 보낸「소비자의 권
리보호에 관한 특별교서」
이었다. 소비자권리의 구체적인 규범내용들은 주로 소비자와 사업자의 구조적 도
식에서 국가가 행정적인 시책·규제 등을 통하여 한편으로는 원자적 개인으로서의 소비자보호를 직접 강화
하는 것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거대조직으로서의 사업자의 권리에 대한 국가의 간섭과 통제를 통하여
간접으로 그 권리를 보장하는 방법으로 정립되어 있다.
9)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09, 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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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논란을 거치고서 1980년 10월 27일에 개정된 제5공화국 헌법 제125조(현행 헌
법 제124조)에 드디어 소비자보호조항을 기본권보장의 장이 아닌 경제의 장에 신설하게
되었다. 그 당시에는 소비자의 권리를 아직 새로운 인권으로 인식하려는 것보다는 경제질
서의 영역에서 파악하려는 의견이 더 지배적이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동 규범
의 존재위치와 의미표현에 나타난 바에 의하면 의한 소비자권리의 보장은 기본권규범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되지만, 그 보장내용에 있어서는 기본권이라 할 것이
다. 전통적 이론에서 볼 때, 소비자는 어떤 권리의 주체로서가 아니라 반사적 이익의 주
체로서 보호되고 있었기 때문에 소비자권리를 고유한 의미에 있어서 권리라고 하는데 의
문이 있었으며, 단지 기업에 대한 요구의 기준을 나타내는 것이었다.10) 그러나 현대사회
에 와서는 인간의 존엄성존중에 대한 인식의 변화 및 경제질서에 있어서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공정한 소득의 재분배와 경제민주화의 헌법적 요청을 실현하기 위하여 새
로운 경제질서를 헌법에 직접 규정하게 되었다. 즉, 경제적 자유주의에 내재하는 본질적
인 위기의 현재화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경제적 자유주의에 대한 수정을 가하거나
국가의 경제에 대한 간섭주의를 채택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경제질서에 대한 국가의 개
입이 나중에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로 개념화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소비자권리는 인간
의 생존보장을 위한 기본적인 권리로서의 의미를 부여받게 되었다.11)

10) 吳世煌, 現代消費者經濟論, 泉文堂(東京), 1979, 40.
11) 경제질서(Wirtschaftsordnung)라는 개념은 Walter Eucken을 비롯한 독일의 프라이부르크학파가 자신
들의 신자유주의(Neo-Liberalismus) 경제체제의 모델을 설명하기 위하여 처음 사용하였다. Eucken에
의하면 현실적으로 수많은 경제체제의 유형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은 특정한 경제적 법칙성에 의해 특징 지
워지는 두 개의 순수한 이념형의 경제질서로 환원될 수 있는데, 그 하나가 자유로운 경쟁과 시장기구를 요
소로 하는 시장경제질서이고 다른 하나는 생산수단의 국유화와 국가의 계획, 조정에 의해 운영되는 계획
경제질서이다(정지승, 경제법과 헌법, 경제법의 제문제, 재판자료 제87집, 법원도서관, 2000, 148.). 독
일에서의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의 개념은 이러한 프라이부르크학파에서 유래하고 있는데, 원래 출발 당시
에는 경제에 관한 국가의 관여행위를 독과점을 방지하여 경쟁체제를 유지하는 것에 한정하고 나머지의 경
제과정은 가격 및 시장기구에 맡겨져야 한다는데 중점이 두어졌다는 것이다(김성수, 독점규제와 법치주
의, 경제행정과 법치주의(한국공법학회·전국경제인연합회 제91회 공동학술대회 발표자료), 2000, 66.).
그러나 헌법상에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의 개념이 성립된 것은 1954년 Nipperdey에 의해서이다(이에 대해
서는 정극원, 헌법질서에 의한 기본권제한, 공법연구, 제30집 제2호(2001), 258.).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는 흔히 인간적 해결이 발견되어야 할 자유, 정의, 연대의 가치를 표현하기 위한 변화하는 기술로 정의되
고 있는데(Armack, Fortschreibung der sozialenn Marktwirtschaft, in: Festschrift f. Franz Bohm
zum 80. Geburtstag, 1975, S. 455), 소비자권리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의 개념이 등장하기 이전인 수
정자본주의 하에서도 벌써 권리의 형태를 갖추고 있었지만 그 헌법적 보장은 이러한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하에서 구체적인 권리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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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입헌례와 비교법적 의의
소비자의 권리를 기본권으로서 보장하고 있는 헌법의 예로서는 1996년의 멕시코헌법
제28조, 1980년의 터키헌법 제172조, 1991년의 스위스헌법 제69조2, 1992년의 스페
인헌법 제51조, 1997년의 포르투갈헌법 제60조 등이 있다. 특히 스페인헌법 제51조 제1
항에는“공권력은 소비자 및 이용자의 안전·건강 및 적법한 경제이익을 효율적인 절차로
보호하기 위하여 이러한 자를 옹호하고 보호한다.”제2항에“공권력은 소비자 및 이용자
의 정보 및 교육을 장려하고 그 조직을 강화하고 또한 법률이 정한 조건으로 이러한 자에
게 영향을 주는 문제에 관하여 이러한 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제3항에“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범위내에서 법률은 국내의 거래 및 상품의 인가제도를 규율한다”
라고 규
정하여 헌법상의 보장되는 소비자의 권리를 마치 규범구체화법률에서 처럼 보다 구체적
이고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는 점과 현대형인권의 보장으로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할 것이다. 즉 현행 스페인헌법은 1978년 12월 6일 프랑코정권이 몰락한
후 국민투표에 의하여 확정되고 그 해 12월 29일에 발효한 민주적 헌법이라 할 것이다.
소비자의 권리는 그 당시에 있어서는 현대형인권을 보장하려는 획기적인 경향의 반영에
의하여 기본권으로서 규정되게 된 것이다.

Ⅳ. 다른 조문과의 체계적 관계
소비자의 권리는 기본권의 장이 아닌 경제의 장에서 보장하고 있다는 점과 소비자의 권
리 그 자체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보호를 위한“운동”
의 보장으로 규정되어 있다
는 점에서 다른 조문과의 체계적 관계의 정립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헌법 제124조에 소
비자의 권리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그 규정위치 때문에 헌법상의 다른 기본권규
정을 통하여도 소비자권리를 도출하려고 하는 것이다. 때문에 소비자의 권리의 규범내용
을 어떻게 확정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
즉 소비자의 권리는 헌법 제10조를 이념적 근거규정으로 하며, 제124조를 부분적인 직접
적인 근거규정으로 하며, 제37조 제1항을 보완적 근거규정으로 하면서, 제23조(재산권보
장), 제34조제1항(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제6항(국가의 재해예방과 위험으로부터 국
민의 보호의무), 제26조(청원권), 제30조(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등을 간접적 근거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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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하여 보장된다고 한다.12) 또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제10조), 그리고 인
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론된다거나,13)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제10조, 제34조 뿐만 아니라 제35조(보건권) 및 제124조를 근거로 한다거나14) 직업의 자
유(제15조)로부터 파생하는 권리로서 소비자권리 중 자기결정권은 행복추구권(제10조)에
서 파생한다고 본다.15) 즉 소비자의 권리는 복합적 권리로서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여
러 조항에서 그 헌법적 근거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16) 문제는 헌법 제124조라는 소비자
의 권리에 대한 직접적인 헌법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상의 다른 기본권규정에서
그 근거를 정립하려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다. 즉 소비자의 권리의 보장을 그 직접규정에
서 찾아야 하는 것이며, 직접규정의 규범내용의 구체화를 통하여 권리의 내용을 강화하여
야 한다는 것이다. 헌법 제124조에 명백히 소비자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헌법상의
다른 기본권규정에서 근거를 찾는 것은 그 직접규정인 제124조의 존재의의를 무의미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본권으로서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제10조), 직업의
자유(제15조), 재산권보장(제23조), 청원권(제26조),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제30조), 인
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제34조) 및 보건권(제35조) 등은 그 자체의 고유한 규범영역을 가
지고 있는 것으로서 소비자의 권리는 부수적으로 보장되는 것이지 이러한 기본권에 근거
해서 소비자의 권리의 보장을 도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Ⅴ. 규범적 내용, 개념과 원리에 대한 판례 및 학설
1. 제도보장과 소비자권리의 보장
헌법상으로 보장되고 있는 소비자권리의 구체적 실현은 제도보장을 통하여 강화될 수
있다. 소비자보호운동이 하나의 제도보장이라는 헌법상 표현에 충실한 한정적·특정적 해

12)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9, 580.
13)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09, 268.
14) 박수혁, 우리나라 소비자보호법제의 개선방향, 헌법학연구, 제3집(1997), 36.
15) 강경근, 헌법, 법문사, 2002, 540.
16)윤명선, 헌법학, 대명출판사, 2000, 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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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을 통하여서가 아니라 오직 권리로서 국민의 소비자보호권의 보장으로 보려는 견해도
제기될 수 있지만, 헌법상의 소비자보호운동은 소비자권리로서의 이익보호라기보다는 하
나의 객관적 법질서의 보장으로서 제도보장으로 파악되고 있다.17) 제도보장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 개개인의 자유와 권리의 신장에 기여하거나 또는 그 전제가 되는 역사적 전
통을 지니고 있는 기존의 제도를 헌법적으로 보장하여 헌법질서 내에서 기본권보장과 같
은 강화된 효력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18) 제도보장의 형태로서 소비자권리가
구체화 될 경우(예를 들어 사회보장제도처럼)에는 객관적 법규범으로서의 그 법적 구속력
은 매우 강력하게 된다.19) 제도보장의 일차적인 목적은 국가권력, 특히 입법자의 침해로
부터 객관적 제도의 헌법적 보장에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궁극적 목적은 기본권보장의 강
화에 있다. 그러므로 국민 개개인은 제도보장의 침해로 인한 개인의 권리·이익이 손상되
는 경우에는 당연히 사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20)
소비자의 권리를 제도보장으로서 보장하는 것은 헌법상의 사회국가성(Sozialstaatlichkeit)
에 이미 내포되어 있는 소비자보호제도의 현재적 실현상태를 입법자의 침해행위로부터
보장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 경우 헌법상의 어떤 제도의 현재적 실현상태의 보장을 전제
로 소비자권리를 보장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소비자권리의 보장은 현대 사회국가적 헌법
에서 채택된 수정자본주의 또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에 의하여 대두되었다. 소비자권리
를 이러한 사회적 시장경제라는 제도보장에 포함시키게 되는 경우21)에 소비자권리의 보
장은 하나의 객관적 법질서로서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를 내용적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헌법상에 명문으로 직접 소비자보호운동권이라 규정하고 있
으므로 소비자권리의 보장을 위한 제도보장의 근거는 바로 소비자보호운동으로 이해하여

17)성낙인, 전게서, 269.
18) 정극원, 제도보장론의 성립과 현대적 전개, 헌법학연구, 제4집 제3호(1998), 242.
19) 비
 록 전통적으로 형성된 현존의 제도의 현상(Status quo) 그 자체가 아니라 다만 그 본질·중핵만이 보
장될 뿐일지라도 제도는 입법·행정·사법의 모든 국가권력의 침해로부터 보장된다. 제도보장은 헌법
원칙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헌법해석·법률해석에 있어서도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가치결단적 원칙규
범(Wertentscheidende Grundsatznorm)으로서의 의미도 가진다. Brunner, Die Problematik der sozialen
Grundrechte, in: Recht und Staat, Heft 404/405(1971), S. 10.
20) 예
 컨대, 제도적 보장으로서의 직업공무원제는 사적 계약에 근거하여 국가가 기본적이고 필요불가결한 공
무원을 고용하지 않으면 침해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제도적 보장의 침해뿐만 아니라 궁극
적으로는 국민의 공무담임권도 침해하게 된다.
21) 이
 처럼 사회적 시장경제를 제도보장의 범위에 포함시키려는 견해가 대두되고 있다. Dürig, in: MaunzDürig(Hrsg.), Grundgesetz Kommentar, Bd. III, 1994, Art 65a(1969), Rdnr.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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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입법자는 소비자보호운동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그 실현으로서
의 사회적 형성에 대하여서는 폭넓은 재량권을 가질 수 있을 것이지만 그 제도의 존속 및
본질적 내용까지는 침해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제도보장으로서의 소비자권리의 보장
은 소비자, 사업자, 국가의 3각 구조(Dreiecksverhältnis)에서 보다 명확하게 파악되어 진
다. 소비자문제의 발생에 대해서는 국가(정부)의 책임이고, 소비자에게는 권리의 보장으
로 나타나며, 사업자에게는 의무로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헌법상에 규정된 자유권적 기본
권은 그 성립에서 보는 것처럼 국가에 대한 자유로운 기본권행사의 보장으로서 기능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권의 효력은 국가에만 미치는 것으로 실행되는 것이지만, 이와 같은 3
각 구조의 소비자권리는 제3자적 효력을 발생시킨다.22) 이와 같은 제3자적 효력의 입법
화가 바로 현행 소비자기본법인 것이다.

2. 입법위임과 소비자권리의 보장
소비자의 권리는 그 구조도식에서 보는 것처럼 구체적인 권리로서 보장되기 위해서는
법적 보호의 허용여부이전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국가행위를 필요로 한다.23) 소비자권
리가 헌법적으로 실효성24)을 확보하기 위하여서는 우선 그 권리가 규범체계에서 직접적
용가능성이 인정되어야만 한다. 새로운 인권으로서의 소비자의 권리의 경우에는 특히 그
법적 효력의 직접성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적 효력의 직접성이란 입법적 매개
행위로부터의 규범력의 독립성을 의미하는데, 이는 추론가능한 법규와 법률조항으로서
헌법원리에 비로소 농축되게 되는 그러한 변형행위로부터의 독립성을 의미한다.25) 소비
자권리의 보장에 대한 법적 효력의 직접성이 인정될 수 있겠는가하는 문제는 소비자권리
에 대한 헌법규범의 존재 및 입법에 헌법이념의 구체화법률26)을 전제로 한다. 일반적으로

22) 소비자권리는 그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방어할 수 있는 주관적인 공권인 동시에 경제사회질서를 구성하는
객관적 법질서라고 하는 이중적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서 대사인적 효력도 지닌다거나 또는 그 상대방으로
서의 사업자를 개념상 필연적인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인 간에도 적용됨은 물론이다. 따라서 소비자
권리의 제3자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23) Vgl. Böckenförde, Die sozialen Grundrechte im Verfassungsfüge, in: Böckenförde /Jekewitz/Ramm, Soziale
Grundrechte, 1981, S. 10.
24) Vgl. Benz, Die Kodifikation der Sozialrechte, 1973, S. 159.
25) Benz, a.a.O., S. 111.
26) 헌법의 소비자보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기본법으로 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되어 있는데, 이를 헌법이념의
구체화법률이라 한다. 성낙인, 전게서,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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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범의 구체화는 규범의 문맥 이외에 그 규정과 관련되는 구체적 생활관계의 특수성들을
그 구체화절차에 끌어들임으로서 가능하다.27) 이러한 방법에 의하여 소비자권리의 헌법
적 실현을 구체적으로 보장하려는 장치가 바로 헌법위임28) 또는 입법위임이다. 입법위임
(Gesetzgebungsaufträge)이란 입법적으로 행해져야 할 여러 가지 내용의 것으로서 헌법에
포함되어 있는 그러한 입법자에 대한 지시를 의미한다.29) 헌법은 입법위임에 의하여 입법
자에게 일정한 국가적 과제를 이행하게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입법위임은 국가목
적규정과 관련성을 가지게 된다. 입법위임이 헌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이유는 헌
법에 속하는 규범이 이미 위임을 예견하거나 또는 헌법제정자가 상세하게 규정할 수 없는
법질서의 구성부분의 새로운 형성이 예견된다는데 있다.30) 따라서 입법위임은 아주 특수
한 규범에 지향된 세밀한 내용이라는 특성이 있으며, 그것은 일반적으로 원칙적인 문제에
관련되는 것이 아니라, 종종 제한적인 의미만을 가지고 있는 집행적 헌법보완(ausfürende
Verfassungsergänzung)이나 입법적 변경에 관련되는 것이다. 국가목적규정이 국가적 사회
형성을 포함하고 있는데 반해, 입법위임의 특성은 오로지 입법자에게만 관련되는 것이지
만 아주 세밀한 내용에 관하여 입법자에게 위임에 따른 실행의무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목적규정의 경우보다는 강력한 법적 구속력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입법위임과 국가
목적규정사이에 엄격한 경계를 긋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31) 입법위임의 형태로 소비
자의 권리가 구체화 될 경우에 입법자는 입법위임에 포함되어 있는 국가적 과제의 내용을
입법적으로 구체화하여야 하는 의무를 진다. 주로 입법위임은 사회형성적 입법에 대하여

27) Hesse, Grundzüge des Verfassungsrechts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20. Aufl. 1999, S. 18.
28) 헌
 법위임은 엄격한 의미에서 입법위임의 상위개념으로서 입법·행정·사법의 모든 국가권력에 대한 구속
적인 지시로 이해된다(Lücke, Soziale Grundrechte als Staatszielbestimmungen und Gesetzgebungsauftrage,
AöR, Bd. 107(1982) S. 26). 베켄푀르데에 따르면 헌법위임은 그 위임 속에 규정된 목적 또는 프로그램
의 실현을 위하여 적당한 조치로서 활동하도록 하는 입법·행정의 국가기관에 대한 객관적 법으로서의 업
무부과라 한다(Böckenförde, a.a.O., S. 14). 헌법위임은 헌법규범 또는 국가조직과는 달리 스스로 실행할
수 없는 권리를 설립하는 것으로서 국가조직과 입법자에게 당해 과제를 실행하게 하는 근거이다(MaunzZippelius, Deutsces Staatsrecht, 28. Aufl. 1991, S. 42). 따라서 소비자권리의 헌법적 실현형태로서의 헌법위
임은 대체로 입법위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Lücke, a.a.O., S. 26 ). 여기에서는 입법위임에 의한
소비자권리의 보장에 대하여 고찰하게 된다.
29) Lücke, a.a.O., S. 22.
30) S
 cheuner, Die Fraktion der Grundrechte im Sozialstaat, Die Grundrechte als Richtlinie und Rahmen der
Staatstätigkeit, DöV(1971), Heft 15/16, S. 334.
31) L erche, das Bundesverfassungsgericht und die Verfassungsdirektiven zu den nicht erfüllten
Gesetzgebungsauftägen, AöR, Bd. 90(1965), S. 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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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적 정당성을 부여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국가적 과제의 내용을 구체화
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입법위임의 이행여부 및 그 시기는 입법자의
임의적 판단에 맡겨져 있지 않고 오히려 입법자가 적절한 기한 내에 입법위임을 이행하여
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헌법침해가 발생한다.32) 끊임없이 변화하는 사회상태·경
제상태에 적응하면서 현재의 가능한 범위에서 소비자권리의 보장을 확보하도록 입법자에
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에서 입법위임은 소비자권리의 구체적 보장의 중요한 헌법
적 장치가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불완전하게 이행하는
경우에도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로 말미암아 그 사법적 심사가능성이 미비하고 헌법재판
소도 단지 입법화된 법률이 헌법적인 원칙들과 국민의 기본권을 존중하고 있는지에 관한
합헌성여부에 관한 통제만 가능하기 때문에33) 입법위임에 의한 소비자권리의 헌법적 실
현에는 불가피하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3. 소비자보호운동권
헌법 제124조에는 명문으로 소비자보호운동권을 규정하고 있다.34) 소비자기본법 제4
조의 7에는‘소비자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
할 수 있는 권리’
를 규정하여 소비자보호운동권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다. 소비자보호
운동권이라 함은 소비자를 조직화하여 단체를 결성하고 이를 통하여 소비자보호를 위한
단체적 행동을 취하거나 또는 행정이나 재판에 참가하는 권리라 할 수 있다.35) 소비자권
리의 회복·확립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권은 생산자와 소비자의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
기 위한 소비자주의(consumerism)에 근거한다. 즉 소비자가 상품의 구매 및 소비과정에

32) V
 gl. Bleckmann, StaatsrechtII - Die Grundrechte, 3. Aufl. 1989, S. 271 ; Maunz-Zippelius,
a.a.O., S. 42 ; Wildhaber, Soziale Grundrechte, in: Der Staat als Aufgabe, Gedankenschrift f.
Max Imboden, 1972, S. 388. 그러나 입법위임에는 그 기한에 구애됨이 없는 입법시기의 자유도 포함된
다고 보는 경우도 있다. 이에 대해서는 박영도, 입법심사의 체계와 방법론, 한국법제연구원, 1996, 158.
33) Stern, Das Staatsrecht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Bd. III/1, 1988. S. 1306.
34) 이는 헌법상 소비자보호의 보장이 아니라, 소비자보호
‘운동’
의 보장이라는 것이다. 소비자개념을 무엇으
로 보든간에 모든 국민이 최종적 소비자의 입장에 처해 있는 경제구조 아래에서 소비자보호를 위한 운동
의 전개가 소비자보호를 위한 행동전략의 가장 본질적인 것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소비자보호운동은 소
비자보호를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며, 소비자보호가 그 목적이어야 한다. 따라서 소비자보호운동의
보장규정은 너무 좁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성낙인, 전게서, 269.
35) 양건, 소비자보호와 광고, 삼영사, 1981,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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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발생하는 생산자 또는 공급자로부터 부당한 지배와 횡포를 배제하고 소비자이익을 수
호하여 소비자유를 실현하려고 하는 소비자 스스로에 의한 개인적 또는 집단적 사회운동
이다.36) 소비자보호운동권은 소비자의 권리의식에 바탕을 두어 개인 또는 단체가 거래관
계에서 야기되는 소비자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사회운동을 의미
한다. 소비자기본법에 의하여 하나의 권리로서 구체화되어 보호되고 있는 여러 가지의 소
비자권리의 내용들은 이러한 소비자보호운동권을 매개로 하여 강화되기 때문에 소비자의
권리에는 운동으로서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 모든 국민이 최종적인 소비자의 입장
에 처해 있는 현대 산업경제구조 아래서 소비자보호를 위한 이러한 소비자보호운동의 전
개가 소비자보호를 위한 행동전략의 가장 본질적인 것이 된다.37) 소비자보호운동권을 통
하여 소비자는 단순한 상품이나 정보의 구매자로서가 아니라 주체로서의 지위를 누리게
될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하여 집단적으로 행동하여 스스로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실현할
수 있게 된다.38) 소비자보호운동권은 집단성을 개념본질로 하는 것으로서 소비자가 집단
적으로 상품의 생산자나 사업자에 대한 의견의 반영 및 피해에 대한 구체적 권리를 요구
하거나 정부에 의한 소비자보호시책이 미비하거나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경우에 집단적으로 정부에 대한 권리요구권이 포함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소비자보호운
동권은 소비자보호청구권이라 불려지기도 하며,39) 소비자보호시책을 펴야 하는 소비자행
정의 전제가 되기도 하고 그 결과가 되는 것이다.40) 우리의 소비자기본법은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는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하여 법령의 정비·조직의 정비,
운영개선 등을 하여야 하며(법 제4조),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 권익과 관련된 행
정조직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게 하고 있다(동법 제7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가 불만이나 피해가 신속·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관련 기
구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동법 제16조). 재정경제부장관은 소비자정
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동법 제21조). 소비자의 권익증진 및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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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v. Hippel, Verbraucherschutz, 2. Aufl. 1979, S. 22.
37) 성낙인, 전게서, 269.
38) 영
 국에서의 소비자보호운동의 예를 보면, 영국의 소비자보호운동의 시작은 로치더일공장개척조합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주된 목적은 가입자를 위한 이익추구에 있었으나 유통과정에서의 일용품의 품질이 나
쁘거나 물건값이 고가인 것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정주환, 한국경제법, 세창출판사,
1997, 270). 그 후 협동조합도매연합회가 발족하여 소비자협동조합운동을 확산하여 나갔고 산업 및 저축
조합법 개정을 통하여 소비자운동을 확산하여 나갔다(이기수, 전게서, 339).
39) 최대권, 헌법학강의, 박영사, 1998, 193.
40) 野村秀和, 消費者問題と消費者行政, 法律文化史, 197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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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생활의 향상에 관한 기본적인 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설치
한다(동법 제23조).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소비자보호단체는 육성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등록소비자단체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동법 제32조). 소비자권익증진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한국소비자원을 설립한다(동법 제33조). 소비자단체는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
다(동법 제70조). 문제는 소비자보호운동의 전개를 위한 불가결의 전제요건은 소비자의
자발적인 조직화에 있다고 할 것이다. 이를 통한 사회적 힘의 형성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소비자 스스로가 권리의식의 형성이 없거나 소비자단체를 구성하여 스스로의 권리확보를
위한 노력이 없다면 소비자보호운동권은 공허한 권리가 되고 말 것이다.41)

4. 판례와 학설
소비자권리의 보장은 공동체 내에서의 상호간의 대결, 경쟁관계에서 경제적 권력을 가
진 기업에 의한 인권의 침해를 방지하려는 것이다. 즉, 소비자권리의 보장은 집단세력화
에 의한 위협과 방해로부터 점차 더 약화되어 가고 있는 소비자로서의 개개인의 권리를
헌법적으로 보장함으로서 개인의 책임과 능력을 초월하는 경제적 피해에 대처하려는 것
이다. 그러므로 소비자의 권리가 보장되기 위한 우선적 전제는 독과점기업의 횡포나 일방
독주가 시정되어 경쟁적 시장기구가 유지되도록 공정거래를 위한 제반 조치가 강구되어
야 한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주세법 제38조의 7 등에 대한 위헌소송에서“소비자는 물품
및 용역의 구입·사용에 있어서 거래의 상대방, 구입장소, 가격, 거래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소비자가 시장기능을 통하여 생산의 종류, 양과 방향을 결정하는
소비자주권의 사고와 바탕을 이루는 자유시장경제에서는 경쟁이 약화되면 될수록 소비자
는 그의 욕구를 보다 유리하게 시장에서 충족시킬 수 있고, 자신의 구매결정을 통하여 경
쟁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경쟁은 또한 소비자보호의 포기할 수 없는 중요구
성부분이다.”
라고 판시하여42) 경쟁의 기능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경쟁이 하나의 국가

41) 소비자들이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대항하여 그들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해서는 우선 스스로 조직화하
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소비자는 장소적으로도 분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서로 연계성이 없기 때문에
이를 조직화하기가 대단히 어려우며, 그 결과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소비자의 조직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권오승, 전게서, 26.
42) 헌재 1996. 12. 26, 96헌가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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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질서로서 자리 매겨지고 나아가 국가의 이념적 기초와 내재적 관련을 맺게 될 때에는
경쟁이 보호되어야 하는 의미가 현대의 복지국가적 성격에 따라서 생존권의 영역으로까
지 확대되고, 이에 상응하는 자유주의이념을 넘어서 복지국가적 이념이 경쟁의 기초로서
새롭게 도입되게 되는 것이다.43) 경쟁의 유지를 통해서 보호되어야 할 법익은 제1차적으
로는 개인의 자유이지만, 그 저변에 깔려있는 모든 이익주체와 여러 가지의 가치가 평가
의 대상이 됨으로서 순수한 자유주의 모델로서 경쟁은 더 이상 기능하지 않게 된다.44) 국
가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사회상태·경제상태에 있어서 소비자권리를 능동적이고 적절하
게 실현시켜야 하는 것이다. 국가의 개입을 통한 소비자권리의 보장의 궁극적 지향점은
생산과 소비가 소위 소비자의 투표(Plebscite des Consommatenrs)에 의하여 결정되는
구조를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이다.45)
소비자의 권리에 법적 성격에 대하여서는 여러 학설의 대립이 있다. 자유권적 기본권이
라고 보는 견해,46) 사회적 기본권이라고 보는 견해,47) 일부분은 경제적 자유권이고 일부
분은 생존권으로 보는 견해48) 및 총합적 기본권으로 보는 견해49) 등의 대립이 있다. 소비
자의 권리는 한편으로는 국가의 간섭 없이 상품 또는 용역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
리라는 점에서 자유권적 성격을 가지며,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적 약자인 소비자가 국가에
대하여 보호를 청구한다는 점에서 청구권적 성격을 병유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러나 소비자권리는 헌법상의 경제적 자유권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그 본질은 어디까지
나 사회적 기본권의 성격에서 구해야 한다고 본다. 그 이유는 소비자권리는 자연인으로서

43) Rittner, Wettbewerbs- und Kartellrecht, 5. Aufl. 1995, S. 104ff.
44) 권오승, 전게서, 30.
45) Duverger, Institutions politiques et Droit Constitutionel I, 1973, p. 227.
46) 이
 견해에 의하면 소비자권리는 시민적 자유를 기점으로 한 권리를 포함하고 있고 그 중요성을 강조한 것
으로서 그 중에서도 선택의 자유 또는 거래주체로서의 소비자가 경제적 이익의 침해로부터 자유에 주안점
을 두고 있다.
47) 최
 대권, 전게서, 193, 또는 고도의 독과점화 되어 시장기능이 실패한 현대경제사회에서 소비자권리의 근
본성격은 경제적 약자로서 종속적 지위에 있는 소비자의 구조적 피해로부터 그 이익을 보호하는데 있으므
로 소비자권리는 살아있는 생활인으로서의 생존권적 의미를 지닌다는 것이다. 양건, 전게서, 98.
48) 이
 는 흔히 복합적 기본권설이라고도 불려진다. 즉, 이 견해에 따르면 소비자권리는 재산권의 보장을 받는
주체로 경제적인 이익인 가격·품질·위해 등에 있어서 자유를 보장받는 경제적 자유권의 성격을 가지는
반면, 경제적 약자로서의 인간다운 생활을 누리기 위해 국가의 적극적인 간섭을 요구하는 사회적 기본권
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므로 복합적 성격의 기본권이라고 보는 것이다. 권영성, 전게서, 580 ; 윤명
선, 전게서, 570.
49) 이
 견해는 소비자권리를 단순한 성격의 권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경제적
자유권, 청구권적 기본권, 생존권적 기본권을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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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과 생활에 직접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공동체의 생활자로서의 지위에서 착안
하여 요청되는 생존권이념에 근거한 권리이기 때문이다. 또한 소비자권리는 인간으로서
의 권리실현을 방해하는 소극적 상태의 배제를 구하는 권리이기보다는 국가에 대하여 적
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인간생존의 권리이기 때문이다.

Ⅵ.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
헌법에서의 소비자권리의 보장에 있어서의 문제점은 첫째, 기본권편에 규정되어 있지 않
다는 점,50) 둘째, 자유권적 기본권의 일반적 성격인 국가에 대한 권능제한규범으로서의 의
미는 거의 없고 오직 국가를 통한 권리의 실현에 의존적인 권리로서 규범화되어 있다는 것
이다. 소비자의 권리는 소비자와 그 상대방으로서 사업자 사이의 대칭성을 개념 필연적인
전제로 한다. 소비자권리의 구체적인 규범내용들은 주로 소비자와 사업자의 구조적 도식에
서 국가가 행정적인 시책·규제 등을 통하여 한편으로는 원자적 개인으로서의 소비자보호
를 직접 강화하는 것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거대조직으로서의 사업자의 권리에 대한
국가의 간섭과 통제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그 권리를 보장하는 방법으로 정립되어 있다. 즉
소비자의 권리는 소비자, 사업자, 국가의 3각 관계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소
비자, 사업자, 국가의 3각 관계에서 국가의 역할을 공제하여 버리고 난 후에도 소비자에게
남는 권리가 있을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헌법상의 기본권으로서의
소비자권리의 보장은 국가에 대한 권능제한규범으로서의 의미는 거의 없고 오직 국가를 통
한 권리의 실현에 의존적인 권리로서 규범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약한 보장을 해결
하기 위하여서는 소비자의 권리를 헌법상의 기본권편에 규정하여“소비자의 권리는 보장된
다.”
라는 규정형식을 취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규정형식을 취하여야만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
로서가 아니라‘권리’
로서 보장하게 되는 것이다. 현대사회에서의 소비자권리의 적실
성에 비추어 볼 때, 인간의 존엄성존중의 실현으로서의 헌법상의 여러 규정에 의하여 소비
자권리를 도출할 것이 아니라 기본권의 목록에 이를 직접 포섭하거나 규범화하여 헌법 자
체에서 확정된 규범내용을 가질 수 있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50) 기본권편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그것도‘소비자의 권리’
라고 명시되지도 아니한 것을 기본권이라 부르
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개인적으로는 독일헌법학의 예에서 보듯이 기본권편 이외의 다
른 곳에 어떤 권리가 규정되어 있다면 그것을‘기본권유사적 권리’
(gurndrerechtsähnliche Recht)로 부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홍성방, 헌법학, 현암사, 2005, 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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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25조
김종서

제125조
국가는 대외무역을 육성하며, 이를 규제·조정할 수 있다.

I. 기본개념과 입헌취지
헌법 제125조는“국가는 대외무역을 육성하며, 이를 규제·조정할 수 있다”
고 규정하
여, 대외무역에 관한 국가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이 국토의 협소함, 자
원의 부족 등의 객관적 상황에 비추어 경제적 발전을 위해서는 대외무역에 의존할 수밖에
없음을 인식했던 결과로 규정된 것으로 보인다.
먼저 대외무역을 사인의 자유에 맡기기보다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육성하도록 하고 있
다. 이는 경제에 관하여 국가의 육성·노력 의무를 규정한 제123조 등과는 달리“육성하
며”
라는 방식으로 규정함으로써 대외무역의 육성이 국가의 경제활동에 있어서 기본적 방
향임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제126조는 대외무역에 대한 국가의 규제·조정권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
라의 경제가 아직 충분한 대외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으므로 대외무역을 자유방
임하면 국내경제에 타격이 클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국가가 일정한 개입을 하도록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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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혁
대외무역에 관한 우리 헌법의 규정은 1948년 헌법에서부터 발견된다. 이처럼 우리 헌

1) 김철수, 학설·판례 헌법학(상), 박영사, 2008, 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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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헌법제정 당시부터 대외무역에 관한 규정을 둔 것은 대외무역의 중요성을 일찍부터
인식했던 결과가 아닐까 짐작된다.2)
1948년 헌법 제87조 제2항은“대외무역은 국가의 통제하에 둔다”
고 규정하였다. 1948
년 헌법이 이처럼 대외무역을 국가의 통제하에 두게 된 것은 각인의 경제상의 자유 역시
“사회정의의 실현과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
이라는 한계내에서만 보장된다고 하였던
제84조와 동일한 맥락에 서 있었다.
이러한 태도는“대외무역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통제하에 둔다”
고한제
2차 개정헌법(제87조)에서도 마찬가지였으나, 1963년의 제5차 개정헌법이“국가는 대외
무역을 육성하며 이를 규제·조정할 수 있다”
고 규정함으로써(제116조) 현행 헌법에 이르
게 되었다. 제5차 개정헌법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문구상의 변화를 두고 자유무역체제로
의 전환을 의미한다고 보는 견해도 있으나,3) 그보다는“사회정의의 실현과 균형있는 국
민경제의 발전”
이“각인의 경제상 자유”
보다 우선함을 밝혔던 1948년 헌법의 경제원칙이
1963년 헌법에서“개인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
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사회정의의 실현과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
을 위한 규제·조정을 할 수 있다고 하는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취해진 문구 수정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한
다. 왜냐 하면 1963년 헌법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된 경제발전이 대외무역을 중심으로 이
루어졌지만 그 주체의 측면에서 본다면 여전히 국가가 수출드라이브 정책을 주도했기 때
문이다. 그러므로 1963년 헌법 이후로도 여전히 완전한 자유무역체제로의 전환은 이루어
지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Ⅲ. 입법례와 비교법적 의의
세계 각국의 헌법들을 살펴 보면, 경제질서나 경제에 대한 규제에 관한 규정을 헌법에
두고 있는 경우도 흔하지 않지만,4) 특히 대외무역에 관한 구체적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2) 1948년 헌법은 물론 헌법의 제정을 위한 여러 초안들에서도 대외무역에 대한 내용들이 발견된다는 점도 이
를 뒷받침해 준다. 김철수, 입법자료교재 헌법(증보판), 박영사, 1985, 23-37.
3) 성낙인, 헌법학(제9판), 법문사, 2009, 269.
4) 헌법에 경제질서에 대한 조항을 별도로 두고 있는 나라로는 이태리, 스페인, 브라질, 그리이스 등이 있다.
이들 나라의 경제헌법에 대해서는 김철수(주 2), 555-56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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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발견하기 어렵다. 대부분의 헌법들이 경제생활에 대한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규정하고
있지만, 그런 경우에도 대외무역에 대한 규정을 두는 예는 없어 보인다.

Ⅳ. 다른 조문과의 체계적 관계
경제질서에 관한 우리 헌법의 원칙규정인 제119조는 제1항에서 자유시장경제의 원칙
을 선언하면서도 제2항에서 경제민주화를 위한 국가의 규제·조정을 규정하고 있는데, 대
외무역에 관한 제125조의 규정은 제119조 제2항과 동일한 맥락에서 규정된 것으로 보아
야 할 것이다. 즉 대외무역에 대한 육성 및 규제·조정 규정은 자유시장경제에 대한 수정
을 의미하는 예외조항으로 이해되고 있다.5)

V. 규범적 내용, 개념과 원리에 대한 판례 및 학설
제125조에서“규제·조정”
이라 함은 국가가 일정한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의 범위 내
에서 사인에게 무역활동을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6) 이를 위한 법률로 대외무역법이 있다.
그러나 제125조의“규제·조정”
의 의미를 이와 같이 파악하는 데 대한 비판적 견해 역
시 존재한다. 즉 규제·조정의 의미가 위와 같이 이해되어서는 안되며 자유무역체제로의
완전한 이행을 천명해야 한다는 입헌론도 제기된다고 한다.
그러나 앞서 보았듯이 연혁적으로도 자유무역체제로의 전환으로 이해하기는 어려울뿐
더러 자유무역체제란 전 세계적으로 보아도 아직 그 규범적 틀이 확립되지 않았다는 점,
무역은 단순히 사인(사기업) 간의 거래에 머물지 않고 국가 사이의 경제시스템의 교류라
는 측면을 아울러 가지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위와 같은 입헌론의 타당성에 의문을 가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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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9, 169.
6) 김철수(주 1), 317; 홍성방, 헌법학(개정6판), 현암사, 2009,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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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26조
김종서

제126조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
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

I. 기본개념과 입헌취지
우리 경제헌법은 기본적으로 사유재산제도에 입각하고 있으나 우리 헌법의 사유재산 보
장은 프랑스 인권선언이나 근대 입헌주의적 헌법의 규정처럼 소유권의 신성불가침성을 인
정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사회적 정의의 요청에 따른 재산권의 사회화·상대화의 경향
을 따르고 있다. 사유재산에 대한 이러한 제한은 헌법 제23조에서 규정되고 있으나 경제조
항에서도 여러 차례 규정되고 있는바 여기에서 논하는 사영기업의 국·공유화에 대한 규정
역시 재산권의 사회화·상대화 경향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라고 할 수 있다.1)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사회화란 전체 국가경제에 관한 완전한 사회화가 아니라 특정 재산에 대한 사회화
를 의미한다. 국가경제 전체의 사회화는 바로 사회주의적 사회화를 의미하기 때문이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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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혁
사영기업의 국·공유화와 관련한 헌법의 태도는 상당한 변화를 겪어 왔다.

1)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9, 167; 김철수, 학설·판례 헌법학(상), 박영사, 2008, 315.
2) 성낙인, 헌법학(제9판), 법문사, 2009, 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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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1948년 헌법은“중요한 운수, 통신, 금융, 보험, 전기, 수리, 수도, 가스 및 공공
성을 가진 기업은 국영 또는 공영으로 한다. 공공필요에 의하여 사영을 특허하거나 또는
그 특허를 취소함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한다”
고 하여 중요기업의 국영 및 공영
의 원칙을 정하는 한편(제87조), 사영기업의 국·공유화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었다(제88
조). 이는 1948년 헌법이 경제에 관해서 국가의 강한 통제를 인정하고 있던 결과였는데,
제87조는 1963년의 제2차 개정헌법에서 곧바로 삭제되었다. 따라서 제2차 개정헌법 이
래 헌법상 국영기업이나 공영기업에 관한 직접적 근거규정은 사라지게 되었다.3)
제2차 개정헌법은 사영기업의 국·공유화에 관하여“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
요로 인하여 법률로써 특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
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
고 규정함으로써 이후로는 현행 헌법과 거의
동일한 규정이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국·공유화나 경영통제관리의 절차에 있어서는 1948년 헌법과 제2차 개정헌법,
그리고 현행 헌법이 미묘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우선 1948년 헌법 제89조는“제85조
내지 제88조에 의하여 특허를 취소하거나 권리를 수용, 사용 또는 제한하는 때에는 제15
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사영기업의 국·공유화는 물
론 경영의 통제·관리의 경우에도 보상규정이 준용된다고 본 듯하다.
반면 1954년의 제2차 개정헌법 제89조는“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수용하거나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할 때에는 제15조 제3항의 규정
을 준용한다”
고 규정하였다. 즉 제2차 개정헌법은 1948년 헌법과는 달리 제15조 제3항
의 준용, 즉 법률에 의한 상당한 보상이 준용되는 경우를 사영기업의 국·공유화의 경우
에 국한하고 사영기업의 경영 통제·관리의 경우에는 보상규정의 준용이 배제되는 것처럼
규정하였다.
이러한 태도는 1963년 제5차 개정헌법 이후 다시 변경되어 현행 헌법에 이르기까지 아
예 보상에 관한 규정의 준용 조항이 삭제되는 방식으로 정리되었다.
이와 같은 사영기업의 국·공유화나 경영의 통제·관리의 경우에 보상규정의 준용 여부
에 대한 규정의 변화가 일어난 까닭은 자료로도 남아 있지 않다.

3) 김철수(주 1), 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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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입법례와 비교법적 의의
현대 자본주의경제질서에서 사회화이념은 바이마르헌법이나 미국의 뉴딜정책시대에
나타난 공공복지와 국민이익의 이념에서 찾을 수 있지만,4) 사영기업의 국·공유화에 관한
내용을 헌법에 직접 규정한 예는 흔하지 않다. 엘살바도르헌법, 이집트헌법, 필리핀헌법,
터어키헌법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5)

Ⅳ. 다른 조문과의 체계적 관계
1. 기본권 조항과의 관계
사영기업의 국·공유화 등에 관한 제126조의 규정은 우선 헌법 제23조에서 정한 재산
권보장 원칙의 예외에 해당하면서 동시에 재산권의 제한과 보상에 관한 제23조 제3항 중
사영기업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사영기업의 경영
에 대한 통제·관리는 헌법 제15조에서 보장하는 기업의 영업의 자유에 대한 예외 규정으
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처럼 사영기업의 국·공유화나 경영의 통제·관리는 재산
권이나 영업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의미한다면, 이러한 조치들이 기본권 제한의 일반원칙
과 한계를 정한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심사를 통과해야만 정당화될 수 있는지가 문
제될 수 있다.
국제그룹의 해체와 관련한 헌법재판소 결정에서는 국제그룹의 해체에 이르도록 한 공
권력의 행사에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합헌적인 법률의 부재를 핵심적인 위헌요소로 보
아 위헌결정을 선고하였다.6) 따라서 이 결정 자체에서는 법률에 의하여 사기업의 국·공
유화나 경영의 통제·관리가 이루어질 경우 제126조에서 정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의 판단과는 별도로 기본권 제한에 관한 제37조 제2항에 의한 심사가 요구되는지는 분명
히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기본권의 제한은 법률로써만 가능하다는 제37조 제2항의 문

4) 성낙인(주 2), 260.
5) 김철수, 입법자료교재 헌법(증보판), 박영사, 1985, 560-562.
6) 1993. 7. 29, 89헌마31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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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를 생각하면 사영기업의 국·공유화 등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다고 하더라
도 당해 법률의 기본권 침해성 여부에 대해서는 여전히 제37조 제2항에 의한 판단이 요
구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사영기업의 국·공유화에 대한 헌법의 직접적 근거규정
이 존재하는만큼 제126조가 규정하는“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
가 인정되고
국·공유화 등을 규정하는 법률이 현저히 법치국가원리 등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라면 일
반적인 재산권 제한 법률보다는 완화된 심사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은 있다고 보아야 할 것
이다.

2. 경제조항과의 관계
다음으로 헌법 제119조 이하의 경제조항과의 관계를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119조 제1항은 우리 헌정 사상 처음으로 기업의 자유를 보장한 규정이다. 이
는 기업에 대한 제도보장이며 국가에 의한 개입을 금지한 것이다.7) 이에 비추어 본다면
제126조에서 사영기업의 국·공유화나 경영의 통제·관리를 규정한 것은 기업의 자유에
대한 예외를 규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 제119조 제2항은 경제의 민주화를 위한 국가의 규제·조정권을 규정하고 있는
데, 사영기업의 국·공유화를 이러한 규제·조정권의 한 예라고 볼 수 있을 것인지가 문제
될 수 있다. 그러나 제119조 제2항의 규제·조정의 사유와 제126조의 사영기업 국·공유
화의 사유를 비교해 봤을 때 국·공유화나 경영의 통제·관리를 제119조 제2항 소정의 규
제·조정의 범주에 포함시키기는 곤란해 보인다. 그러나 별도의 헌법규정으로 규정되어
있는 이상 이러한 논의는 실익이 없다.
셋째, 헌법 제9장의 다른 조항과 관련해서는 제120조가 중요한 국가자원에 대한 국유
화 내지 사회화의 원칙규범이라면, 제126조는 헌법상 사영기업의 국유화·사회화에 관한
구체화 규범이다.8)

7) 헌법재판소 역시 기업의 자유 원리에서 사영기업의 경영권에 대한 불간섭을 강조하고 있다. 헌재 1993. 7.
29, 89헌마31; 2006. 6. 29, 2005헌마165·314·555·807, 2005헌가3 병합.
8) 성낙인(주 2), 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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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규범적 내용, 개념과 원리에 대한 판례 및 학설
제126조는 사영기업의 국유화 또는 공유화와 그 경영의 통제 또는 관리를 동일한 선상
에서 다루고 있다. 전자가 소유통제라면 후자는 운영통제를 의미한다.

1. 국·공유화의 의미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26조의 의미에 관하여“…‘사영기업의 국유 또는 공유로의 이
전’
은 일반적으로 공법적 수단에 의하여 사기업에 대한 소유권을 국가나 기타 공법인에 귀
속시키고 사회정책적·국민경제적 목표를 실현할 수 있도록 그 재산권의 내용을 변형하는
것”
이라고 밝힌 바 있다.9) 즉 국·공유화란 소유권 보유주체의 변경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2. 국·공유화 등의 사유
사영기업을 국·공유화하거나 경영을 통제·관리할 수 있기 위해서는 국방상 또는 국민
경제상 긴절한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는 국가측에서는 국·공유화의 사유이지만 기업측
에서는 국·공유화 대상기업의 기준이 되기도 한다.10)
제126조에서 말하는“국방상 … 긴절한 필요”
란 당해 사영기업을 국·공유화하지 않고
서는 도저히 국방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엄격히 해석하여야 한다.11)
또한“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
란 당해 사영기업을 국·공유화하지 않고서는 국민경제의
정상적인 운용이 곤란한 경우를 말한다.12) 하지만 사영기업을 국·공유화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기업의 국민화로 유도하는 것이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보다 유익할 것이라
고 하면서,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에 의하여 국·공유화될 수 있는 기업은 그 예를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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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헌재 1998.10.29, 97헌마345.
10) 성낙인(주 2), 261.
11) 성
 낙인(주 2), 261; 홍성방, 헌법학(개정6판), 현암사, 2009, 1033. 특히 성낙인은 오늘날 무기는 어느
특정 기업에서 전제품이 생산된다기보다는 분업이나 협업체제를 통하여 생산되기 때문에 거의 모든 기업
이 국방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될 수밖에 없다고 한다.
12) 홍성방(주 11),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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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극히 힘들다는 견해도 있다.13) 여기서 말하는 기업의 국민화는 기업이 한 개인의 순
수한 사적 소유의 대상으로서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전체국민이 참여하고 공유하는 쪽으
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14)
그러나 기업의 윤리성과 사회적 책임을 통한 기업의 국민화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그
것이 곧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에 의하여 국·공유화될 수 있는 기업이 거의 없을 것이라
는 논리의 근거가 되지는 못한다. 예컨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1조 제2항에
서 규정하는 필수공익사업의 경우 국민경제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는 국·공유화의 필요성
이 강하게 제기될 수도 있을 것이다. 대부분의 기업이 사영기업이어서 큰 문제가 없다면
국·공유화의 필요성 역시 낮아지겠지만 사영기업이 윤리성과 책임성을 다하지 못한 결과
국민경제에 돌이킬 수 없는 폐해를 끼치는 경우라면 국·공유화의 필요성은 매우 높아질
수 있다. 최근의 세계적인 금융위기에 직면하여 자유시장경제를 표방해 왔던 여러 선진국
들이 은행 등의 사실상 국·공유화로 회귀하고 있음은 좋은 예일 것이다.

3. 국·공유화의 방식
국·공유화나 경영의 통제·관리는 모두 법률로써 행해져야 한다. 즉“국방상 또는 국민
경제상 긴절한 필요”
라는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개개의 특정한 기업을 대상으로 한 국·공
유화는 허용되지 않으며 법률에 의한 일반적 조치로써 행해져야 하고 그 결과 국·공유화
의 대상은 특정한 기업이 아니라 특종의 기업군이 아니면 안되게 된다.15) 그러나 현재로
서는 사영기업의 국·공유화 등에 관한 일반법규는 없다.16)
이처럼 헌법이 사영기업의 국·공유화 또는 경영의 통제·관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자본주의의 원칙상 사유권을 존중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17)

13) 성낙인(주 2), 262.
14) 성낙인(주 2), 263.
15) 전력, 철도, 제철 등을 그 예로 들고 있다. 성낙인(주 2), 262; 홍성방(주 11), 1033.
16) 김철수(주 1), 318.
17) 헌법재판소가 국제그룹 해체에 대하여 헌법 제126조 위반이라고 한 핵심적 이유도 법률적 근거 없이 사영
기업의 경영권에 개입하여 그 힘으로 이를 제3자에게 이전시키기 위한 공권력의 행사였다는 것이었다. 헌
재 1993. 7. 29. 89헌마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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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공유화의 한계
국·공유화는 특정 기업에 한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종류에 속하는 일련의 기업군이어
야 한다. 예상이 가능한 국·공유화 기업군으로는 전력, 철도, 제철 등을 들 수 있다. 그
러나 우리 헌법이“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하고 있는
이상, 사영기업의 국·공유화는 다른 모든 수단, 예컨대 경제민주화를 위한 제119조 제2
항에 입각한 규제와 조정을 통해서도“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
를 제거하지
못했을 경우에 최후의 수단으로 채택되어야 할 것이다.

5. 경영의 통제·관리
사기업의“경영에 대한 통제 또는 관리”
라 함은 비록 기업에 대한 소유권의 보유주체에
대한 변경은 이루어지지 않지만 사기업 경영에 대한 국가의 광범위하고 강력한 감독과 통
제 또는 관리의 체계를 의미한다.18) 기업의 국·공유화가 완전한 영구적 사회화라면, 사영
기업에 대한 경영의 통제 또는 관리는 불완전한 일시적 사회화라 할 수 있다.19) 경영의 통
제·관리를‘준사회화’
라고 하기도 한다.20)
기업의 소유권은 그대로 사인에게 맡겨 둔 채 기업의 경영을 국가가 통제 또는 관리하
는 것은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중대한 국가적 구속인 만큼 국·공유화 못지않게 엄격한 해
석이 요망된다는 견해가 있다.21)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완전한 영구적 사회화를 의미
하는 국·공유화와는 달리 경영의 통제·관리는 불완전한 일시적 사회화를 의미한다는 분
명한 차이가 있으므로 양자를 완전히 동일한 차원에서 논할 수는 없을 것이다. 오히려 경
영의 통제·관리는 그 사유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국·공유화를 위해서 요구되는 것
보다는 다소 완화된 기준이 적용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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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국·공유화 등과 보상
1948년 헌법과는 달리 현행 헌법은 사영기업을 국·공유화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관리

18) 헌재 1998.10.29, 97헌마345.
19) 성낙인(주 2), 263.
20) 홍성방(주 11), 1033.
21) 성낙인(주 2), 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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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경우에 국가가 보상을 해야 하는지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이에
관해서는 제23조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는 데 학자들의 견해가 일치하
고 있다.22) 그것은 국·공유화는 소유권의 보유주체의 변경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제23조
제3항에서 말하는 재산권의‘수용’
에 해당하고, 경영의 통제·관리는 재산권의‘사용 또는
제한’
에 해당한다고 보기 때문인 것 같다. 그러나 제2차 개정헌법 제89조가“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할 때”
에만 보상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했던 점에 비추어보면 국·
공유화와 경영의 통제·관리의 경우 모두 보상규정이 준용될 수 있는지는 분명치 않다.

Ⅵ.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
헌법에 경제조항을 따로 둘 필요가 없다는 전제에서 출발하여 국·공유화 규정 자체를
재산권보장의 규정에 함께 정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23) 그러나 이
견해가 전제하는 것과는 달리 경제민주화조항 등 경제조항을 그대로 둔다는 관점에서는24)
1948년 헌법처럼 이 경우에 제23조 제3항에 따르는 보상을 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함
으로써 제23조와 제126조의 충돌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한다.

Ⅶ. 관련문헌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9.
김철수, 입법자료교재 헌법(증보판), 박영사, 1985.
김철수, 학설·판례 헌법학(상), 박영사, 2008.
성낙인, 헌법학(제9판), 법문사, 2009.
정종섭, 헌법학원론(제2판), 박영사, 2007.
홍성방, 헌법학(개정6판), 현암사, 2009.

22) 김철수(주 1), 317; 성낙인(주 2), 261; 정종섭, 헌법학원론(제2판), 박영사, 2007, 201; 홍성방(주 11), 1033.
23) 정종섭(주 22), 201. 먼저 헌법에 경제조항에 정하고 있는 내용 가운데 기본원리와 기본원칙은 총강으로
옮기고 나머지 내용은 해당 기본권 조항으로 옮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다.
24) 경제민주화 조항의 삭제 여부는 최근 제기되고 있는 개헌논의의 핵심적 부분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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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27조
김일환

제127조
① 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국가표준제도를 확립한다.
③ 대통령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Ⅰ. 기본개념과 입헌취지
1. 과학기술의 개념
본래 과학과 기술은 분리된 개념이었다. 과학은 어떤 일이 왜 그렇게 되는가 하는 원인
과 결과를 규명하는 체계적 지식이며, 기술은 어떻게 일을 수행하는가에 관한 지식으로
정의된다. 과학은 체계성, 방법성, 증거성, 객관성을 지닌 인간사회의 지식체계로서 고
집, 권위, 직관 등에 의한 주관적인 신념체계와 구별되며, 자연과학, 사회과학, 인문과학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과학기술이라고 할 때의 과학은 자연과학을 의미한다. 기술이란
문제를 인식·파악하고 문제대상을 원하는대로 전환시킬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그러나 과학과 기술은 16세기 이후 근대과학혁명을 거치면서 융합되기 시작하였다.1)
18세기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과학기술은 사회변동을 일으키는 인자로 작용하게 되었다.
산업자본과 결합된 과학기술은 20세기 중반을 넘어서면서 크게 성장하여 20세기 후반의
후기산업사회를 여는데 결정적 기여를 했다. 과학기술은 인류의 사고와 생활방식의 패러

1) 김국현, 과학기술과 윤리, 정림사, 200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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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다. 자연과 인간을 지배하는 능력을 갖춘 과학기술은 그의
연구개발에 갈수록 천문학적으로 증대되는 자본과 인력을 흡입하고 있다.2)

2. 과학기술 발전의 중요성
과학기술 발전의 주요한 구성요인으로는 진리에 대한 탐구, 경제적 부의 추구, 공익 증
진 등을 들 수 있다. 본래 과학은 원인과 결과를 규명하는 체계적 지식을 탐구하는 것이
고 이는 바로 진리에 대한 탐구가 근본적인 원동력이 된다. 그리고 그러한 탐구를 실용성
있게 적용하는 것이 바로 기술이다. 많은 사람들은 경제적 가치에 기여하는 측면에서의
실용성에 특히 주목하였다. 과학기술 발전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인 산업혁명 역시 경제
발전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역사적 사건이다. 과학기술의 진보는 산업발전을 수반하였
고, 이는 경제적 측면에서 부의 증대 현상을 가져왔다. 한편 과학기술은 공익의 증진과도
관련이 있다. 과학기술의 발전은 군사기술의 발전을 수반하여 국방력을 강화시키고 식량
난, 자연재해, 보건, 교통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을 제공해왔다.
과학기술의 중요성은 오늘날에도 변함이 없다. 세계 경제가 혁신 경제로 이행함에 따
라, 국민 경제에서 차지하는 과학기술 및 연구개발 부문의 경제성장 기여도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경향은 국내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강해
지고 있어, 과학기술 발전이 국가경쟁력 강화의 핵심으로 대두되고 있다. 기업 경영에 있
어서도 기술을 중심으로 한‘혁신역량’
이 기업 활동 및 경쟁력 유지의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다. 또한 과학기술은 경제적 측면에서의 국가 경쟁력 등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
라, 국민 삶의 질, 국가 안보, 행정 효율성 등 국가 운영 및 국민 생활에 중요한 역할을 과
거보다 더욱 큰 비중으로 수행하고 있다.3)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출생에서부터 신체적 성장, 교육, 건강과 쾌적한 생활
환경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영역에서 첨단과학기술에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과
학기술은 인간생활의 핵심적 요소가 되었다.4) 특히 오늘날 지식정보사회의 발전은 인간생

2) 김명재, "과학기술과 학문의 자유", 헌법학연구 11-4(2005), 155.
3) (주)인터젠, 과학기술정책의 향후 과제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발전방향,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연구용
역, 2008, 4.
4) 김일환,“첨단과학기술사회에서 헌법의 역할과 기능에 관한 시론적 고찰”
, 토지공법연구 37-2(2007), 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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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에서 과학기술이 차지하는 비중을 절대적으로 증대시켰다. 오늘날 세계화와 더불어 닥
쳐온 무한경쟁시대에 학문, 특히 첨단과학기술 분야에서의 국제경쟁력을 갖춘다는 것은
국가와 그의 국민의 생존조건이 되었다. 오늘날 모든 국가가 자국의 과학기술수준을 향상
시키려고 사활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5) 선진국들은 과학기술 수준이 월등한 것으로 나
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과학기술 수준의 격차를 활용하여 국가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6)

3. 과학기술 발전을 헌법에 규정하는 의의와 한계
1) 의의
국가적으로 과학기술 발전을 지원하는 경우는 많으나 그러한 국가들이 모두 헌법에서
과학기술 발전에 관한 내용을 직접적으로 규정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과학기술 발전을 국
가의 책무로서 헌법에 명시하는 것은 전 세계적인 보편적 현상이라기보다는 그 나라 특유
의 여건이 반영된 산물임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헌법상 규정으로 과학기술 발전에 대한 지원을 명시하는 것은 하루빨
리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고자 하는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과학기술의 중요성과 필요성
을 특별히 역설하고 규범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산업화의 출발이 늦었기
때문에 과학기술 발전에 상당한 역점을 두어 정책을 추진하였으며, 국민들도 과학기술 발
전의 중요성에 대하여 인식하게 되었다.

2) 한계
아래에서 설명되는 것처럼 외국의 입헌례와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와 중국은 산업화의
출발이 늦었고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사회적 여건이 미약하였기 때문에 헌법제정자들이
국가가 적극적으로 과학기술의 발전을 이끌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본
다. 특히 우리나라 헌법의 경우 과학기술은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주요 요소 중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경제성장의 주요 수단으로서 과학기술 발전을 천명하고 추진해 왔으
며, 현재 과학기술 발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헌법 제127조가 제9장‘경제’
편에서 규
정된 것 역시 이와 무관하지 않다.

5) 김명재(주 2), 155.
6) (주)인터젠(주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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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127은 경제질서에 관하여 규정한 헌법 제9장에 포함되어 있다. 특히 우리나라
는 비교적 늦게 시작한 산업화에 대한 일종의 만회수단으로서 과학기술의 발전을 강조해
왔으며, 이에 따라 경제성장의 수단으로서 과학기술의 발전을 바라보는 시각이 상당수 있
었으며, 헌법 §127은 헌법 제9장‘경제’
에 규정된 것은 그러한 시각의 연장선상에 있다
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과학기술의 발전 및 과학기술·정보통신 관련 국가의 역할과 기
능을 경제분야로 한정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인터넷 혁명 이후 정보사회 패러다임은
“인프라 중심, 기술 중심, 정부 주도”
에서“지식·정보 중심, 활용 중심, 민관 협력”
으로
변화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정부 주도의 정보화촉진, 산업육성, 물리적 인프
라 구축에 치중하여 변화된 정보화 패러다임의 수용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으므로‘정보화
의 촉진’시대에서‘지식정보의 활용’시대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물론 과학기술분야
나 정보통신분야에서 그동안 제정된 촉진법, 진흥법 등의 명칭으로 불리는 법률의 경우
자연발생적이고 점진적인 발전을 기다리기 보다는 법이라는 강력한 추진력을 통해 인위
적으로 해당 분야를 장려하여 발전시키려는 목적을 가진다. 따라서 제한된 기간 내에 낙
후된 해당 분야를 급속히 발전시키기에 좋은 수단이기는 하나, 촉진하고자 하는 목표가
달성되면 존재의의가 사라지게 되는 한시법적 성격을 가질 수도 있다. 게다가 한국식 성
장우선주의에 의하여 그동안 정보나 과학기술관련 법률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육성”
법,“―진흥”
법,“―촉진”
법이었지 국가사회 전체를 조감하고 이끄는 법률들을 만들지 못
한 면도 있었다.7) 과학기술이나 정보통신분야의 법제도들을 분석해 보면 결국 성장과 경
제위주의 과학기술발전을 도모해온 헌법이 뒤에 버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Ⅱ. 연혁
1. 1962년 제5차 개정 헌법
1962년 제5차 개정 헌법 §118 Ⅰ은“국민경제의 발전과 이를 위한 과학진흥에 관련
되는 중요한 정책수립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7) 일환,“지식정보사회 관련 기본법제의 개정방향과 내용에 관한 연구”
, 성균관법학 21-1(2009), 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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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과학심의회의를 둔다.”
고 하였고, §118 Ⅱ는“경제·과학심의회의는 대통령이 주
재한다.”
고 하였으며, 동조 제3항은“경제·과학심의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고 하였다.
제5차 개정 헌법은 헌법에서 과학기술발전에 관한 내용을 최초로 규정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다만 국가의 과학기술발전 의무를 직접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으며, 단
지 자문기구의 설립규정을 통하여 과학기술 발전 의무를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정도에 그
쳤다. 자문기구에 대하여는 경제·과학심의회의라는 명칭을 명시하고, 임의적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이는 사실상 헌법기구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으며, 오늘날의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에 비하여 오히려 그 위상이 높았다고 본
다. 한편 국민경제의 발전과 과학진흥을 목적과 수단의 관계로 서술하였다.

2. 1969년 제6차 개정 헌법
제6차 개헌이 부분개정에 그쳤기 때문에 1969년 제6차 개정 헌법의 과학기술 관련 규
정은 제5차 개정 헌법과 조문번호와 내용이 동일하다.

3. 1972년 제7차 개정 헌법
제7차 개정 헌법 §123 Ⅰ은“국민경제의 발전과 이를 위한 과학기술은 창달·진흥되
어야 한다.”
고 하였고, §123 Ⅱ는“대통령은 경제·과학기술의 창달·진흥을 위하여 필
요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고 하였다.
제7차 개정 헌법은 국가의 과학기술의 진흥·창달 의무를 직접적으로 명시하여 이전의
태도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반면에 자문기구의 명칭을 명시하지 않았고, 임의적 설치로
변동되어 자문기구의 위상은 오히려 낮아졌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국민경제의 발전과 과
학기술의 진흥·창달은 여전히 목적과 수단의 관계로 서술하였다.

4. 1980년 제8차 개정 헌법
1980년 제8차 개정 헌법 §128 Ⅰ은“국가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고 과학기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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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달·진흥하여야 한다.”
고 하였고, §128 Ⅱ는“국가는 국가표준제도를 확립한다.”
고하
였으며, §128 Ⅲ은“대통령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고 하였다.
제8차 개정 헌법은 국가가 국가표준제도를 확립할 것을 헌법상 명시하였는데, 이는 기
존에는 없던 새로운 내용이다. 그리고 이전과는 다르게 국민경제의 발전과 과학기술 진
흥·창달을 목적과 수단의 관계로 서술하지 않고 병렬적인 관계로 서술하였다. 자문기구
는 이전과 동일하게 임의적 설치기구로 하였다.

5. 1987년 제9차 개정 헌법
현행 헌법인 1987년 제9차 개정 헌법 §127 Ⅰ은“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고 하였고, §127 Ⅱ는“국
가는 국가표준제도를 확립한다.”
고 하였으며, §127 Ⅲ은“대통령은 제1항의 목적을 달
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고 하였다.
제9차 개정 헌법은 과거에‘과학기술의 창달·진흥’
이라고 표현한 부분을‘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
로 바꾸었으며, 국민경제의 발전과 과학기술의 혁신을 다시
목적과 수단의 관계로 서술하고 있다. 한편 국가표준제도와 자문기구에 관한 내용은 기존
과 동일하게 유지하였다.

Ⅲ. 입헌례와 비교법적 의의
1. 외국의 입헌례
가. 미국
미국 헌법 §1 Ⅷ ⅷ은“연방의회에 부여된 권한 중 하나로 저작자와 발명자에게 그
들의 저술과 발명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를 일정 기간 확보하여 과학과 유용한 기술의
발달을 촉진시킨다.”
고 하여 저작자와 발명가의 권리 보장을 통하여 과학기술 발전을
지원한다.
미국 헌법은 과학기술 발전에 관한 직접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견해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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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8)‘과학과 유용한 기술의 발달 촉진’
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과학기술 발전에
관한 직접적인 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다만 국가가 과학기술 발전을 앞장서서 독려하기보
다는 연구자의 권리 보장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곧 과학기술 발전에 대
한 직접적인 규정은 있으나 그 지원의 내용은 우리나라와 다르다.

나. 독일
독일 기본법 §91b Ⅰ 1문은“연방과 주는 다음과 같은 사항의 증진이 국가적 중요성
이 있는 경우 상호 협력할 것을 합의할 수 있다.”
고 하고, 그러한 사항으로 고등교육기관
이외의 연구시설과 연구계획,9) 고등교육기관의 과학 프로젝트 및 연구,10) 대규모 과학시
설을 포함한 고등교육기관의 시설11) 등을 들고 있다. 그리고 §91b Ⅰ 2문은“제1항 제2
호에 의한 협정은 모든 주의 동의를 요한다.”
고 한다.
이는 연구시설과 연구개발을 언급하기는 하지만, 본래의 입헌 취지는 과학기술의 발전
의 촉진 및 지원이 아니라 연방과 주의 권한 배분과 협력인 규정이다. 다만 간접적으로
과학기술 발전에 대한 지원을 규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 일본
일본 헌법 §23은“학문의 자유는 보장한다.”
고 규정한다. 한편 §25 Ⅰ은“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문회적인 최저한도의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갖는다.”
고 규정하고, §25 Ⅱ은“국
가는 모든 생활 국면에 대하여 사회 보지, 사회 보장 및 공중위생의 향상과 증진에 노력해
야 한다.”
고 규정한다. 과학기술의 발전, 연구개발 등을 언급하는 규정은 찾을 수 없다.
이와 같이 일본 헌법은 과학기술과 직접 관계된 규정은 두지 않고 국민의 권리 및 의무
를 선언하는 규정들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과학기술 연구개발을 조장한다.12)

라. 중국
중국 헌법 §20은“국가는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의 발전을 촉진하고, 과학기술 지식을 전
파하며, 기술적 발견과 조사 및 과학 연구에서의 성과를 권장하고 포상한다.”
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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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홍동희, 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공법적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12.
9) 독기본법 §91b Ⅰ ⅰ
10) 독기본법 §91b Ⅰ ⅱ
11) 독기본법 §91b Ⅰ ⅲ
12) 홍동희(주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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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헌법은 과학 발전 촉진, 과학기술 지식을 전파, 연구개발의 독려 및 포상 등의 주체
를 국가로 명시하고 있다. 이는 국가의 과학기술 발전 의무를 직접적으로 명시한 것이다.

2. 의의 및 시사점
외국의 입헌례를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로 유형화할 수 있다. 첫째, 우리나라와 같이
국가가 적극적으로 과학기술 발전의 방향을 제시하고 이끌어가는 역할을 담당한다는 의
무를 직접적으로 명시하는 형태이다. 위에 소개한 입헌례 중 중국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
다. 둘째, 과학기술 발전의 의무가 규정되어 있으나, 국가가 직접적으로 방향제시를 하기
보다는 연구개발자의 권리 보장을 통하여 과학기술의 발전을 뒷받침하고, 구체적인 방향
은 개별 연구개발자들의 활동을 통하여 형성되는 형태이다. 위에 소개한 입헌례 중 미국
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셋째, 과학기술의 발전에 대한 직접적인 규정을 두지 않고 다
른 규정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과학기술의 발전에 대한 지원을 밝히는 형태이다. 위에 소
개한 입헌례 중 독일과 일본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특히 일본의 경우는 과학기술의 발
전에 대한 지원이 매우 간접적으로 언급되었다고 할 수 있다.
헌법이란 해당 국가의 전통과 현실을 반영한 역사적 산물이라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위
와 같은 유형의 등장 이유는 수긍할 만하다. 우리나라와 중국은 산업화의 출발이 늦었고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사회적 여건이 미약하였기 때문에 헌법제정자들이 국가가 적극적
으로 과학기술의 발전을 이끌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본다. 미국의 경
우는 헌법 제정 당시에는 오늘날과 달리 국력이 미약한 신생국이었기 때문에 과학기술의
발전을 촉진할 필요성이 있었으나, 미국 특유의 자유주의적 특성상 국가가 적극적으로 앞
에서 이끌어나가기보다는 개별 연구개발자의 권리 보장에 주력하는 형태가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독일과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헌법을 새로 제정하였고, 이 당시에는
이미 산업화를 경험한 후이기 때문에 굳이 과학기술의 발전에 대한 직접적인 규정을 헌법
에 명시할 필요성이 크지 않았다고 본다.

Ⅳ. 다른 조문과의 체계적 관계
1. 과학기술의 발전과 경제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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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127은 경제질서에 관하여 규정한 헌법 제9장에 포함되어 있다. 특히 우리나라
는 비교적 늦게 시작한 산업화에 대한 일종의 만회수단으로서 과학기술의 발전을 강조해
왔으며, 이에 따라 경제성장의 수단으로서 과학기술의 발전을 바라보는 시각이 상당수 있
었으며, 헌법 §127은 헌법 제9장‘경제’
에 규정된 것은 그러한 시각의 연장선상에 있다
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헌법에서 규정하는 과학기술 발전은 일차적으로는 경제에 관한 문
제로 보아야 하며, 헌법 §127은 헌법상의 경제 관련 조항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13)
과학기술 발전은 산업 및 공공부문에서 시장실패가 존재하는 영역에 대한 개입뿐만 아
니라 국민 삶의 질적인 수준 및 국가위상을 제고하는 수단으로서 기능한다. 따라서 과학
기술의 발전은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규정한 헌법 §119 Ⅱ와 관련성을 가진다.
한편 과학기술 발전은 다양한 자원 개발 및 탐사 기술을 개발하는 수단적 기능을 제공
한다. 과학기술의 발전은 자원의 개발과 이용을 촉진한다는 점에서 자원의 개발과 이용을
규정한 헌법 §120과 관련성을 가진다.
과학기술 발전은 농림어업분야 연구개발, 지방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중소기
업 지원을 위한 연구개발 등의 수단적 기능을 제공한다. 따라서 농어업 및 중소기업 보
호·육성을 규정한 헌법 §123과 관련성을 가진다.
자유무역협정(FTA)와 관련하여 과학기술 연구사업의 국가간 상호개방에 대한 규제 및
조정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점에서 과학기술의 발전은 대외무역 육성과 규제·조정을
규정한 헌법 §125와 관련성을 지닌다.

2. 과학기술의 발전과 기본권
가. 관련 기본권의 검토
과학기술의 발전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학문의 자유, 환경권, 보건권 등 헌법상 보장
되는 여러 기본권 중 여러 가지와 관련이 있다. 이들 기본권들은 과학기술의 발전을 촉진
시키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기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과학기술의 발전에 대한
제한사유로서 작용하기도 한다. 국가는 헌법상 법치국가원칙 및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13) 헌법상 규정하는 경제질서와 과학기술 발전의 관계에 관하여 자세한 내용은 홍동희(주9), 10-1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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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근거하여 당연히 통제되지 못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기술이나 실험으로부터 나오는 위
험으로부터 시민과 사회를 보호할 책임을 지고 있다.
과학기술의 발전은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실현하는 수단
을 확보하는 방편이라는 점에서 헌법 §10이 의미를 지닌다. 곧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
장하고 개개인의 행복추구를 실현하도록 하기 위한 수단을 확보할 목적으로 과학기술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 반대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과학기술의 발전을 규제하는 측면
도 있다. 헌법은 국가공동체의 객관적 가치질서를 규정하고 보호하는 체계이기 때문에 헌
법상 보장된 객관적 가치규범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반하는 연구개발 및 이용의 자유는
한계 지워진다.14)
정보사회에서 사생활의 비밀과 통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의 개발이라는 점에
서 헌법 §17과 §18이 의미를 지닌다. 오늘날 정보사회의 발달에 따라 사생활의 비밀과
통신의 비밀이 침해될 가능성이 증대되었으며, 그로 인한 피해는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
을 정도로 엄청나다.15) 현재 세계 각국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예외가 아니다.
과학기술 연구개발을 위해서는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하는 학문과 예술의 자유가 전
제되어야 하고, 과학기술 연구개발에서 발생한 연구정보, 특허 등 지적재산권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제를 운영하여야 한다는 측면에서 §22가 의미를 지닌다.16)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한 지원체계로서 헌법은 과학기술을 습득하고 개선하고 응용하기 위한 연구개
발행위를 학문에 포함시켜 연구개발의 자유를 보장하고, 과학기술자의 연구개발행위의
소산이 갖는 경제적 가치를 지식재산권으로서 보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도 의료기사법
시행령 §2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사건에서“헌법 제22조 제2항은…과학기술자의 특별보
호를 명시하고 있으나 이는 과학·기술의 자유롭고 창조적인 연구개발을 촉진하여 이론과
실제 양면에 있어서 그 연구와 소산(所産)을 보호함으로써 문화창달을 제고하려는 데 그
17)
목적이 있는 것”
이라고 판시함으로써 이점을 인정하고 있다.18)

14) 김명재(주 2), 159.
15) 김
 일환,“첨단과학기술사회에서 통신비밀의 헌법상 보호범위와 제한에 관한 고찰”
, 헌법학연구 101(2004), 313.
16) 홍동희(주 9), 12.
17) 헌결, 1993. 11. 25. 92헌마87, 헌판집 5-2, 477.
18) 김명재(주 2), 158-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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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국민의 최저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의 증
진에 노력할 의무를 지며,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
력하여야 하는 바, 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과제를 추진하여 새로운 기술개발을 수행하
고 이는 결국 국민경제의 향상 및 재해예방과 안전을 도모하는데 필요 불가결하다는 측면
에서는 §34가 의미를 가진다.19)
과학기술 연구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환경기술 개발과 건설 및 건축기술 개발을 수행하
고 있고 이는 결국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과 주거생활을 보장하는데 기여한다는 측
면에서는 §35가 의미를 가진다.20) 한편 환경을 해칠 가능성이 있는 연구개발은 환경권
에 근거하여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환경권은 과학기술 발전의 제한과도 관련이 있다.
국민의 보건권과 보건보호의 국가적 책무는 과학기술, 특히 의학분야의 발전이 뒷받침
되어야 실현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는 헌법 §36조가 의미를 가진다. 반대로 무분별한 인
체실험과 같이 보건권을 침해할 수 있는 연구개발은 보건권에 근거하여 제한될 수 있다.

나. 첨단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국민의 기본권보장 강화
(1) 사전적(事前的)·절차적 보호의 강화
법치국가와 기본권보호의 출발점은 바로“절차적 정의”
이다. 곧 국가는 모든 관련자들
에게 그들의 사정과 의견을 주장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들을 보장한 이후에 어
떤 결정을 내려야만 한다. 결국 이러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를 통하여 국가는 국가권력
행사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특히 오늘날 기본권보호경향은 최대한 기본권을 보호하
자는 것인데, 이러한 경향중 하나가 바로 기본권을 절차보장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따라서
오늘날 기본권과 조직, 절차를 연결하는 것이 기본권의 실현과 보장을 위하여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므로 과학기술사회·정보사회에서 개인의 기본권보호는 물론 국가권
력행사의 정당성을 위해서도 실체적 기본권은 절차영역에서부터 보호되어야만 한다.
물론 지금까지 전통적인 기본권보호제도에서는 국가의 공권력작용으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에 재산상 손해를 전보해 주거나 당해 행정작용을 취소, 변경해 주는
사후적 구제제도가 핵심이었다. 그러나 원자력발전소나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개
인의 사적인 정보를 저장, 전달할 수 있는 정보처리기술이 등장하는 과학기술사회, 정보

19) 홍동희(주 9), 12.
20) 홍동희(주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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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에서 이러한 전통적인 사후구제제도로는 개인의 권리를 충분히 보호할 수 없다. 오히
려 과학기술사회, 정보사회에서는 국가의 공권력작용으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침해가 발
생하기 이전에 처음부터 위법하거나 부당한 공권력작용이 행하여지지 아니하도록 예방하
는 사전적·절차적 제도를 통한 권리보호가 훨씬 더 효율적이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사전
적 구제제도가 사후적 구제제도를 보완, 보충하는 역할을 맡고 있으나 앞으로는 그 중요
성이 사후적(事後的) 구제제도에 준할 만큼 중요한 몫을 차지할 것이다.21)
(2) 주관적 기본권보호의 확대
이미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오늘날 기본권의 발전은 기본권보호의 강한 확대를 통하여
특징 지워진다. 이러한 경향 중 하나가 바로 기본권을 절차보장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따
라서 기본권과 조직, 절차를 연결하는 것이 기본권의 실현과 보장을 위하여 아주 중요한
일반적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모든 관련자들이 자기의 견해와 법적 관점을 피력할 수 있
는 공정한 기회들이 절차 속에서 보장되어야만 한다. 그런데 절차들을 통한 기본권보호
의 확대는 두 가지 방향 속에서 행해진다 : 기본권제한개념의 확대를 통하여, 그리고 다
음으로 객관법적 측면으로서 기본권의 이해를 통하여. 이에 따라서 첨단과학기술과 관련
하여 헌법상 보장된 실체적인 기본권이나 일반적 원칙들로 되돌아가기 이전에, 언제나 절
차적 기본권이 해당하는지가 우선 심사되어야만 한다. 이것이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만 절
차법적 요구들이 실체적 기본권들로부터 발전될 수 있다. 또한 절차적 기본권들이 실체적
인 기본권들로부터 또한 파생될 수 있다. 결국 그 효율적인 보장을 위하여 기본권들은 우
선 행정조직 및 그 절차들 영역에서 보장되어야만 한다. 이를 넘어서서 새롭게 인식되는
기본권들의 객관법적 측면을 통하여 국가기구가 기본권실현을 위하여 중요한 그러한 영
역들에서 절차들과 조직들을 규정해야만 한다는 것이 또한 요구된다.
(3) 기본권제한개념의 확대에 따른 보호강화22)
이미 설명한 것처럼 첨단과학기술사회·정보사회에서 국가를 통한 기본권제한의 행태
가 과거의 잣대로는 판단하기 힘들만큼 달라지고 있다. 우선 국가를 통한 어떤 과학기술
의 사용으로 인하여 한 국가의 국민들에게만 영향을 주지 않을 정도로 파급효과가 엄청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정보기술의 사용이나 개인정보의 전달, 처리 등은 해당 관

21) 김일환,“첨단과학기술사회에서 효율적인 기본권보호에 관한 예비적 고찰”
, 헌법학연구 8-3(2002), 82.
22) 김일환, 기본권의 제한과 침해의 구별필요성에 관한 고찰, 공법연구 27-2(1999), 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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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자들이 이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하거나 안다 하더라도 이러한 국가작용을 통하여 자신
의 기본권이‘제한’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따라서 과학기술사회에서 기본권제한의 의미
파악 및 그 기능에 관한 인식은 이러한 사회에서 국가가 어떠한 역할과 기능을 맡아야만
하고, 국민의 기본권이 어떻게 보호되어야만 하는지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이다.
따라서 검증되지 않은 과학기술의 성급한 적용을 억제하고 인간우호적인 첨단과학기술
을 국가가 도입하도록 통제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헌법상 기본권
‘제한’
의 의의와 기능을
충분히 인식하고 새로운 과학기술의 도입에 따른 새로운 기본권제한유형에 맞게 기본권
제한개념 또한 확대되어져야만 한다. 왜냐하면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들이 우리에게 이
미 익숙한 특정한 위험으로부터 뿐만이 아니라 입법, 사법, 행정을 포함한 모든 국가작용
으로부터 나오는 다양한 간섭들로부터도 보호되어야 한다면 어떤 국가조치가 기본권제
한에 해당하는지는 국가작용의 형태(좁은 제한개념)가 아니라 기본권보호이익과 관련되
는 국가작용의 영향(결과)(넓은 제한개념)이 결정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국가를 통
한 새로운 과학기술의 도입이나 적용에 대한“기본권제한”
심사를 통한 통제는 바로 이러
한 기술이 헌법의 틀 속에서 국민의 기본권 등을 침해하지 않는지를 검토하는 것으로서,
결국 이러한 통제작용은‘헌법친화적’
인 과학기술사회의 첫 걸음에 해당한다.23)

Ⅴ. 개념과 원리에 대한 판례 및 학설
1. 과학기술의 혁신과 진흥 및 인력의 개발
헌법 §127 Ⅰ은‘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궁극적으로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이루

제
9
장

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과학기술의 발전이 반드시 경제적인 이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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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조문의 문언해석에 충실한 입장에서 해석하면

으로 중요한 것은 아니며, 다각적인 이유에서 중요성이 강조된다는 점은 앞에서 이미 살
펴보았다.

23) 김일환, 정보사회에서 기본권제한개념의 확대필요성에 관한 고찰, 헌법학연구 9-3(2003),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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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정보사회의 본격적인 도래를 예견하고 정보의 개발을 명시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
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인력의 개발을 헌법에 명시한 것은 그에 따른 교육시스템의 개혁과
연구개발 예산의 증액이 국가적인 의무임을 나타낸 것이다. 과학기술 인력의 양성을 위하
여 교육시스템의 개혁과 연구개발 예산의 증가가 반드시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24)
헌법상 규정된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구체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하
여 저작권법, 발명진흥법, 특허법, 국가기술자격법, 과학기술기본법, 생명공학육성법, 기
술개발촉진법, 나노기술개발촉진법,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 국가
정보화기본법, 과학교육진흥법, 한국과학재단법 등 여러 법률이 제정되어 현재 발효 중에
있으며, 이 중에서 기본법의 역할을 하는 법률은 과학기술기본법이다.25) 과학기술기본법

24) D
 aryl E. Chubin·Willie Pearson Jr., "Policy for science, people for science", Technology in science 24, 2002,

151.

25) 기
 본법이라는 것은 학문상의 용어라기보다는 법제실무상 통용되는 개념으로서, 현재 우리나라에서도“○○기본법”
이라는 특별한 명칭이 붙어있는 법률이 대단히 많다. 기본법형식의 법률은 일반적인 법규범의 형식과 달리 규율내
용이 개괄적이고 조망적인 경우에 많이 채용된다. 기본법은 어떤 분야의 정책의 기본적인 방향을 정하고 관련정책
의 체계화를 도모하려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 곧 당해분야에서 정책목표 내지 정책이념을 제시하고 정책내용으로서
목표·이념 등을 실현하기 위한 시책 내지 기본적인 항목을 열거하는 한편 당해분야의 정책의 책정 내지 조정에 관
한 특별기구를 설치하는 것 등을 기본적인 내용으로 한다. 기본법형식은 일종의 계획법 내지 프로그램법이며, 어떤
분야의 정책을 개괄적으로 선언하고 그 정책실시에 따른 관계자의 책무 등을 선언함으로써 관계정책의 체계화를 도
모한다. 또한 이러한 성격과 기능을 담당하는 기본법은 그곳에 열거된 정책이 법률로서 정하여야 할 사항을 포함하
는 경우에도 그것을 스스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법률(실시법 내지 집행법)로서 정책의 구체적 사항을 규정
한다. 따라서 기본법은 실시법 내지 집행법과의 관계에서 입법의 내용에의 구속 및 현실로 입법된 규정의 해석·적
용의 관계상 관계 법령에 대하여 실제상 지도적·우월적·강령적·헌장적인 기능을 거두고 있으며, 실시법 내지 집
행법의 내용은 당연히 기본법의 목적과 취지 및 내용에 적합할 것이 요구된다. 규율내용이 광범위한 사항에 걸쳐
추상적·포괄적 내지 탄력적인 내용만을 선언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기본법형식이 타당하며, 이 경우 기본법은
각 분야에서 국가의 책무, 취하여야 할 정책의 목표, 시책의 안목, 법제상·재정상의 조치 등을 규정하는 한편, 기
본법을 실시 또는 시행하기 위하여 또는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법률의 제정·개폐를 예정하는 내용을 담게 된
다. 그러나 일단 기본법이 제정된 이상 기본법과 관계되는 다른 법률들을 제정할 때는 당연히 기본법의 입법목적이
나 기본이념을 존중하지 않으면 안 되며, 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구체화하는데 충실하게 제정·개정되어져
야 할 것이다.(입법학 용어해설집, 한국법제연구원, 2002, 48)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입법체계에서“기본법”
이라는 명칭이 붙은 법률 중에는 3가지 유형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첫째, 당해 분야에서 국가의 기본적인 정책
방향이나 계획수립의 근거로서 기능하는 기본법이 있다. 교육기본법은 전형적으로 이 유형에 속한다고 하겠다. 교
육기본법은 교육영역의 기본이념과 지향하는 가치를 선언하고, 그 실현을 위한 국가의 노력의무를 추상적으로 선언
하고 있는 법률이다. 따라서 구체적인 행정권한을 수권하고 집행하는 조항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교육 관
계 개별 법률들에 대한 하나의 해석지침으로서 기능할 수 있다. 둘째, 당해 분야의 각 개별입법에서 기본적이고 공
통되는 개념이나 사항을 규정하고 공통되는 권리구제절차나 권리구제기관을 설립하기 위한 근거법률로서 기능하는
기본법이 있다. 국세기본법이 이 유형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이 기본법에서도 구체적인 행정권한의 수권이나 집행
에 관한 조항을 원칙적으로 포함하지 않는다. 셋째, 사실상 일반법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본법이 있다. 당해 분야를
일반적으로 규율하기 위하여 행정권한을 수권하고 그 위반에 대해 행정제재나 형사제재를 규정하는 등 집행법제의
내용을 담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이 여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이 유형의 기본법에서는 국가의 정
책방향이나 계획수립의 근거조항 또는 조직설립의 근거조항 등이 함께 포함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유형의
기본법은“기본법”
이라기보다는“일반법”
의 성격이 강하고, 따라서“기본법”
이라는 명칭을 오용한다는 느낌을 준
다.(이인호, 개인정보감독기구 및 권리구제방안에 관한 연구, 2004, 한국전산원, 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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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국가적 차원의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총괄규범으로서의 성격과 개별 과학기술관련 법
령의 일반법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종합적인 취지의 법률이라고 할 수 있다.26)

가.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정책 추진 의무와 과학기술인의 윤리
국가는 과학기술혁신과 이를 통한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추
진하고,27)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방과학기술진흥시책
을 세우고 추진할 의무가 있다.28) 이를 위하여 정부는 과학기술의 혁신이 국가발전의 중
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이에 필요한 자원
을 최대한 동원·활용하도록 노력하고,29) 정책형성 및 정책집행의 과학화와 전자화를 촉
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30) 한편, 과학기술인은 경제와 사
회의 발전을 위하여 과학기술의 역할이 매우 크다는 점을 인식하고 자신의 능력과 창의력
을 발휘하여 이 법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고 과학기술의 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31)

나.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수립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발전에 관한 중·장기 정책
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과학기술기본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32) 이를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과학기술관련 계획과 시책
등을 종합하여 기본계획을 세우며,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33)

다. 과학기술 연구개발의 추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맡은 분야에 대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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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이경희,“과학기술법연구의 회고와 전망”
, 과학기술법연구 11-2(2006), 42.
27) 과학기술기본법 §4 Ⅰ
28) 과학기술기본법 §4 Ⅱ
29) 과학기술기본법 §5 Ⅰ
30) 과학기술기본법 §5 Ⅱ
31) 과학기술기본법 §4 Ⅲ
32) 과학기술기본법 §7 Ⅰ
33) 과학기술기본법 §7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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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그 지원시책을 세워 추진하여야 한다.34)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매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며,35) 다만 국방분야는 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36)
정부는 기초과학을 진흥시키기 위하여 대학과 정부가 출연하는 연구기관의 연구를 활성
화하고 안정적인 연구비를 지원하는 등 종합적인 지원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하며,

37)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내의 기초과학연구진흥협의회가 기초과학연구 투자에 관한 분석과
정책방향 등을 심의한다.38)

라. 과학기술 투자 및 인력자원 확충
정부는 과학기술발전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마련하기 위
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하며,39)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과학기술의 진흥과 과학기술문화
의 창달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진흥기금을 설치한다.40) 한편 정부는 창
의력 있고 다양한 재능을 가진 과학기술인력자원을 양성·개발하고 과학기술인의 활동여
건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며,41) 여성 과학기술인의 양성 및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여성 과학기술인에 대한 지원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42)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과학영재의 발굴 및 육성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43)

마. 과학기술기반 강화 및 혁신환경 조성
정부는 과학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지식·정보의 생산·유통·관리 및 활용을
촉진하고,44) 연구개발시설·장비 등의 증대 및 현대화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45)

34) 과학기술기본법 §11 Ⅰ
35) 과학기술기본법 §12 Ⅰ
36) 과학기술기본법 §11 Ⅱ
37) 과학기술기본법 §15.
38) 과학기술기본법 §15의2.
39) 과학기술기본법 §21 Ⅰ
40) 과학기술기본법 §22 Ⅰ
41) 과학기술기본법 §23.
42) 과학기술기본법 §24.
43) 과학기술기본법 §25.
44) 과학기술기본법 §26 Ⅰ
45) 과학기술기본법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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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과학기술에 관한 국가표준분
류체계를 세우고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를 만들어 시행하여야 한다.46) 또한 정부는 과
학기술문화활동 및 창의적 인재육성을 담당하는 기관 및 단체,47) 정부출연연구기관,48) 과
학기술의 진흥과 학술활동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49)를 육성·지
원하여야 한다.

2. 국가표준제도의 확립
헌법 §127 Ⅱ는‘국가는 국가표준제도를 확립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국가표준
제도 확립이 국가의 필수적인 책무임을 규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가표준제도의
확립을 위하여 각종 시책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법제상, 재정상, 그 밖에 필요한 행정상
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50)
국가표준제도의 확립을 구체적으로 실현시키는 법률은 국가표준기본법, 산업표준화법
등이 있다. 국가표준기준법은 국가표준제도의 기본법적인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으며,
헌법상 규정된 국가표준제도가 구체화되는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잘 보여주는 법
률이다.

가. 국가표준제도의 의의
국가표준이란‘국가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정확성, 합리성 및 국제성 제고를 위하여 국
가에서 통일적으로 준용하는 과학적·기술적 공공기준’
을 의미한다.51) 국가표준제도란 과
학기술분야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국가 전체에 걸쳐 통일적으로 준용하는 과학적·기
술적 공공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대상분야가 과
학기술 분야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제시하는 기준의 성격이 과학적·기술적이어야 한다
는 점에서 과학기술의 발전과 관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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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과학기술기본법 §27 Ⅰ
47) 과학기술기본법 §30 Ⅰ
48) 과학기술기본법 §32 Ⅰ
49) 과학기술기본법 §33 Ⅰ
50) 국가표준기본법 §4.
51) 국가표준기본법 §3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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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가표준기본계획 및 시행계계획의 수립과 시행
정부는 국가표준제도의 확립 등을 위하여 국가표준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52) 지식경제부장관은 관련 중앙행정기관별 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하여 국가표준심의
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표준기본계획을 확정한다.53)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표준기본계
획에 따라 매년 국가표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54)

다. 각종 국가표준의 제정 및 보급
정부는 국가교정제도를 확립하여야 하며,55) 표준물질56)의 개발과 생산을 장려하고 인증
하여 이를 보급하여야 한다.57) 또한 정부는 산업과학기술과 정보화 사회에 필요한 참조표
준58)을 제정·평가하고 이를 보급하여야 하며,59) 국제적 기준 및 규범과 조화를 이루는 법
정계량60)제도를 확립하고 발전시켜야 한다.61) 그리고 정부는 산업표준62)을 제정하고 이를
보급하여야 한다.63)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측정표준64)체계를 확립하고 그 유지·발전
을 위하여 국가측정표준 확립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65), 지식경제부 장관은 중앙행정기

52) 국가표준기본법 §7 Ⅰ
53) 국가표준기본법 §7.
54) 국가표준기본법 §8 Ⅰ
55) 국가표준기본법 §14 Ⅰ
56) 표준물질이란‘장치의 교정, 측정방법의 평가 또는 물질의 물성값을 부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특성치가
충분히 균질하고 잘 설정된 재료 또는 물질’
이다.
57) 국가표준기본법 §15 Ⅰ
58) 참조표준이란‘측정데이터 및 정보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과학적으로 분석·평가하여 공인된 것으로서 국
가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널리 지속적으로 사용되거나 반복사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물리화학적 상수, 물
성값, 과학기술적 통계’
이다.
59) 국가표준기본법 §16 Ⅰ
60) 법정계량이란‘정부가 법령에 따라 정하는 상거래 및 증명용 계량’
이다.
61) 국가표준기본법 §17 Ⅰ
62) 산업표준이란‘광공업품의 종류, 형상, 품질, 생산방법, 시험·검사·측정방법 및 산업활동과 관련된 서비
스의 제공방법·절차 등을 통일하고, 단순화하기 위한 기준’
이다.
63) 국가표준기본법 §18 Ⅰ
64) 측정표준이란‘산업 및 과학기술 분야에서 물상상태(物象狀態)의 양의 측정단위 또는 특정량의 값을 정의
하고, 현시(顯示)하며, 보존 및 재현하기 위한 기준으로 사용되는 물적척도, 측정기기, 표준물질, 측정방
법 또는 측정체계’
이다.
65) 국가표준기본법 §19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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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의 국가측정표준 확립사업을 지원한다.66)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은 국가측정표준 대표기
관의 역할을 수행한다.67)

라. 국가표준체계의 운영 및 관리
정부는 산업표준, 정보·통신표준, 환경기준, 보건 및 안전기준 등이 국제표준과 조화
를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68) 지식경제부장관은 국가표준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며 국
민에게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69)
정부는 적합성평가70)체제의 인정 및 인증사업을 추진하고 적합성평가절차를 국제가이
드 및 국제표준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71) 이를 위하여 산업표준의 제정
및 보급, 제품인증체제 구축, 시험·검사기관 인정, 교정기관의 인정, 품질경영체제 및 환
경경영체제 인증, 표준 및 적합성평가에 대한 국제상호인정, 민간단체의 규격 및 기준에
대한 승인 등을 추진하여 왔다.72) 또한 2011년부터는 설계평가, 시험·검사 및 공장심사
의 요소를 인증단계와 사후관리단계로 구분하여 유형별로 체계화·공식화한 심사모듈에
따라 제품을 심사하여 인증하는 표준인증심사제73)와 안전·보건·환경·품질 등 분야별 인
증마크를 국가적으로 단일화하는 국가통합인증마크74)가 도입될 예정이다.

3.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헌법 §127 Ⅲ은‘대통령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한 자문기구의 구성을 헌법상 명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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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국가표준기본법 §19조 Ⅱ
67) 국가표준기본법 §13 Ⅰ
68) 국가표준기본법 §20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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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국가표준기본법 §20조 Ⅲ.
70) 적
 합성평가란‘제품, 서비스, 공정, 체제 등이 표준, 제품규격, 기술규정 등에서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는
지를 평가하는 것’
이다.
71) 국가표준기본법 §21Ⅰ
72) 국가표준기본법 §21조 Ⅱ
73) 국가표준기본법 §22의2.
74) 국가표준기본법 §22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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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한 자문기구의 구성을 실현하기 위한 근거법률로서‘국가교
육과학기술자문회의법’
이 있으며, 이에 따라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가 운영되고 있다.

가. 의의 및 법적 성격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는 교육·인재정책 및 과학기술분야 중장기 정책방향 설정과
주요정책에 대한 대통령 자문기능을 수행하는 자문기구의 일종이다. 헌법상 관련 규정은
있지만 구체적인 기구 명칭이 명시되지는 않았고 필수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지는 않
다. 따라서 헌법기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나. 연혁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는 1989년 과학기술자문회의라는 명칭으로 탄생하였다. 최초
에는 한시적으로 운영되었으나, 1991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이 제정됨으로써 상설기구
로 변화하였고, 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으로 하였다.
2004년 위원장을 의장으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대통령이 의장이 되는 것으로 개편함에 따
라 과거에 비하여 위상이 강화되었고, 2008년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어 확대·개편되었다.

다. 목적 및 기능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는 교육·인재정책의 방향, 과학기술의 혁신 등에 관한 대통
령의 자문에 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75) 이를 통하여 궁극적으로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을 실현하는데 기여한다.
자문 대상은 중장기 교육·인재정책의 방향에 관한 사항, 교육·인재정책 분야의 제도
개선 및 주요 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국가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위
한 과학기술 발전전략 및 주요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국가과학기술 분야의 제도 개선 및
정책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교육·인재정책 및 과학기술 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하여 대통령이 부의하는 사항 등이다.76) 이를 통하여 교육 및 과학기술정책의 중
장기 발전방향을 제시하여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정책방향을 도출하고, 교육과학기술정책
관련 주요 정책과제 및 대안을 제시하며, 기존 국정과제 외 임기 중 추진해야 할 중요과

75)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법 §1.
76)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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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를 발굴 및 논의하고,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그 성과를 평가하는 역
할을 수행한다.
또한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공공
단체, 그 밖의 기관·단체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77)

라. 구성체계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는 의장 1인, 부의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
성한다. 자문회의의 의장은 대통령이 되고, 부의장은 의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위원
은 교육·인재정책 및 과학기술 분야에 관하여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의장이 위촉
한다.78)
의장은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의 회의를 소집·주재한다. 회의는 위원 전원으로 구
성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
장은 필요한 경우 부의장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부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 중 1인을 지명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79)
한편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교육·인재정책
및 과학기술 분야에서 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분야별회의를 둘 수 있다. 분야
별회의의 위원은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80)

Ⅵ.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
1. 관련 규정의 개정 필요성
국가적으로 과학기술 발전을 지원하는 경우는 많으나 그러한 국가들이 모두 헌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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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발전에 관한 내용을 직접적으로 규정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과학기술 발전을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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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법 §7.
78)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법 §3.
79)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법 §4.
80)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법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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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의 책무로서 헌법에 명시하는 것은 전 세계적인 보편적 현상이라기보다는 그 나라 특유
의 여건이 반영된 산물임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헌법상 규정으로 과학기술 발전
에 대한 지원을 명시하는 것은 하루빨리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고자 하는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과학기술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특별히 역설하고 규범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 헌법의 경우 과학기술은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주요 요소 중 하나이기 때문
에 우리나라는 경제성장의 주요 수단으로서 과학기술 발전을 천명하고 추진해 왔으며, 현
재 과학기술 발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헌법 제127조가 제9장‘경제’
편에서 규정된
것 역시 이와 무관하지 않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과학기술의 발전 및 과학기술·정보통신 관련 국가의 역할과 기능
을 경제분야로 한정해서는 안 된다.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과학기술이나 정보통신분야의
법제도들을 분석해 보면 결국 성장과 경제위주의 과학기술발전을 도모해온 헌법이 뒤에
버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제는 경제적 관점에서 과학기술이나 정보통신의 촉
진에 관심을 기울였던 헌법규정을 범국가적 과학기술사회의 비전을 제시하고, 관련 주요
정책 및 전략을 발굴 및 계획수립의 근간이 되도록 바꿀 필요가 있다.

2. 개정원칙과 방향 : 첨단과학기술사회에서 헌법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재성찰
가. 국가의 역할과 과학기술 발전의 특징
국가가 경제발전을 이룩하며 국제사회에서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가, 특
히 행정은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촉진시키고자 노력하여야 한다. 학문적·기술적 발전의
성취는 중요한 국가과제로서 이러한 임무는 정치적·경제적 이유에 근거하여 주장될 뿐
만 아니라 헌법 자체에서도 도출되는 명령이기도 하다. 따라서 민주법치국가에서 행정권
을 비롯한 국가기관은 과학기술정책을 집행할 때 과학기술의 발명자나 이용자가 선택한
기술을 가능한 한 존중하고 사회 내에서 자유스러운 연구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는 환경
을 만들어 주어야만 한다.81) 그러나 동시에 이러한 과학기술 및 학문의 발전으로부터 어
떤 위험이 초래될 수 있는 한 이를 방지해야할 책임 또한 국가에게 있다. 다시 말해서 헌
법상 법치국가원칙 및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에 근거하여 당연히 통제되지 못하거나 통
제할 수 없는 기술이나 실험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시민과 사회를 보

81) 김선택, 생명공학시대에 있어서 학문연구의 자유, 헌법논총 12(2001),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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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할 책임을 국가는 지고 있다.82) 이렇게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만 하는 헌법상 의무
때문에 제3자(사적 영역)를 통한 과학기술발전과 이용을 국가가 책임질 수 없다고 주장해
서는 안 된다. 또한 과학기술관련정책은 다원적·국제적 해결방안에 근거하여 종합적이고
입체적으로 접근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오늘날 전개되는 과학기술의 첨단화 현상은 그 공
간적·지리적·조직적 경계가 없고, 따라서 경계영역의 설정을 전제로 하고 있는 현재의
접근방식으로는 해결하기 곤란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새로
운 과학기술의 발전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면서 동시에 그 과학기술의 발전이 사회구성원
을 보호하도록 해야 하는 과제를 갖고 있으며, 아울러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정책의 방
향설정 또한 고려해야만 한다.

나. 과학기술의 발전에 대한 헌법적 지침과 틀의 제시:‘헌법친화적인’과학기술사회
구축의 필요성
과학기술의 발전이 개인과 사회를 과거의 억압과 굴레로부터 해방시킬 수도 있으나 오
히려 이러한 발전을 막을 수도 있고 새로운 위협을 만들 수도 있다. 그렇다면 여기서 과
학기술의‘헌법친화성’
이 새롭게 대두된다 : 결국 국제법을 포함한 국내법이 국제질서는
물론 개개 국가질서와 사회적, 정치적 과정의 발전을 위한 규범적 틀이라고 할 때 결국
과학기술의 헌법친화성이란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한 사회의 변화가 헌법에 규정된 목표
와 조화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말한다. 그렇다면 헌법조화성을 심사할 수 있기 위한 척도
가 우선 제시되어야만 하는데 이러한 척도로는 개인의 자유보장, 첨단과학기술의 발전에
관련자의 적극적 참여와 사회·정치적 통제 등이 언급될 수 있다. 따라서 미래의 과학기
술발전이 개인의 권리발현 및 법에 규정된 목표실현을 가능하게 하면 할수록 더욱 더 헌
법친화적이다. 그러므로 과학기술의 헌법친화성심사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자연과학적,
기술적 시스템이 아니라 언제나 사회에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과학기술시스템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을 인식해야만 한다. 곧 이는 헌법이 달라진 사회환경에 어떻게 반응해야만 하
는가를 연구하는 게 아니라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헌법에 규정된 목표를 구체화하기 위하
여 이러한 과학기술시스템에 헌법이 어떻게 대처해야만 하는지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헌

82) 과
 학기술의 특징은 본질합치적으로 어떤 법학적·규범적 당위척도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인과관계
지향적 관계를 제시한다는 데에 있다. 따라서 이러한 과학기술이 법학적·법률적 명령과 결합하는 경우에
만 비로소 규범적 당위척도가 된다. 또한 법과 기술간 긴장관계는 법제정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법적용 측
면에서도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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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통한 인간친화적이고 법친화적인 기술형성은 무엇보다도 과학기술의 발전과 이용에
관한 윤곽조건이 헌법을 통하여 설정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이는 개인의 자유영역
및 민주적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국가 및 사회권력의 제한과 통제를 효율화하기 위하여 과
학기술이 사용되어야만 하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과학기술사회에서 개인을 효율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기술시스템을 계획하고 결정하는 단계에서부터 헌법규범, 국
민의 기본권보호 등이 고려되어야만 한다.

다. 첨단과학기술사회에서 국가권력의 효율적 통제의 필요성
(1) 보장책임의 인정: 첨단과학기술사회에서 헌법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재정립83)
이와 관련하여 첨단과학기술에서 국가에게 새로운 책임 및 권한이 부여되는 바, 이는
헌법 및 이에 근거하는 공법이 핵심적 역할과 기능을 여전히 계속해서 담당해야만 한다는
것을 뜻한다 : 헌법을 통하여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어떤 특정한 과학기술을 규율하거
나 정보통신분야의 발전잠재성을 억제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과학기술발전의 구
조적 윤곽과 그 조건들이 밝혀져야만 한다. 이러한 인식에 근거하여 헌법상 윤곽들을 그
려본다면 우선 첨단과학기술사회에서도 국민의 기본권보호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곧 첨단과학기술사회에서 개인이 국가의 객체나 수단으로 전락되지 않기 위해서는 개인
의 사생활이 적극적으로 보호되어야만 할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개인의 자율과 자유를
보장하는 여러 기본권들을 통하여‘국가의 투명성’또한 담보할 수 있어야만 한다. 다음으
로 첨단과학기술사회에서 헌법 및 국가에 대해서는 질적으로 새로운 책임이 등장한다. 곧
과거와는 달리 이러한 사회에서는 국가와 헌법에게 더욱 더 강력하게 개인의 자유와 권리
가 성립하고 행사되기 위한 전제조건들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게 요구된다. 이에 따라서
과학기술사회에서는 국가의 역할과 기능이 국가의 직접적인“이행책임”및 이에 따라 발
생하는“결과책임”
으로부터 이제는“헌법친화적 과학기술의 발전”
을 위한 기능과 작용을
가능하게 하는“보장책임”
으로 옮겨간다. 이제 국가는“인간친화적인 과학기술사회의 틀
(윤곽)”
에 관한 조건들을 보장하고, 이 속에서 개인의 자유로운 행위들이 가능하도록 하
기 위한 구조들을 설정해야만 하는 것이다.

83) 김일환, 헌법상 새로운 정보질서확립을 위한 서설적 고찰, 헌법학연구 7-1(2001), 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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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새로운 권력분립원칙의 제시 필요성
예를 들어 첨단과학기술사회, 정보사회에서 왜 사생활자유가 더 침해될 가능성이 높은
지는 이러한 기술의 발전이 인간에 대하여 갖고 있는 위험성에 관한 토론을 배경으로 해
서만 이해할 수 있다. 과거에 국가는 자신이 독점하고 있는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거나 행
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통하여 국가권력을 효율적으로 행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오늘
날 국가는 이러한 물리적 폭력대신에 급부제공 및 정보조사와 처리라는 새로운 수단들을
더 애용하고 있다. 바로 그러하기 때문에 새롭게 발전하는 과학·정보통신기술의 위험성
이 존재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물리적 폭력과는 달리 이러한 기술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개인은 그들이 감시 받고 있다거나 통제되고 있다는 것을 쉽게 또는 전혀 인식할 수 없기
때문이다.84) 결국 컴퓨터의 등장이후에 ① 자동정보처리와 ② 정보의 끊임없는 연결을 통
하여 국가가 모든 개인정보에 대하여 알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증가하였다. 곧
현실적으로 컴퓨터를 통하여 정보파악과 수집이 손쉽게 되고 이러한 기술의 발전으로 인
하여 정보처리가 언제든, 어디서든 가능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조사된 정보를 통하여 종
전과는 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정보가 만들어 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관간에 정
보교환이 한결 쉬워졌으며 한 기관의 정보를 다른 기관이 직접적으로 호출할 수도 있고,
모든 입력된 정보는 무수히 많은 기관들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결국 전자정보
처리의 도움을 받아 정보는 무제한적으로 입력·연결될 수 있으므로 국가는 개인을 손쉽
고 광범위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서 시민은 단순히 정보객체로 떨어져서 공
적 의사형성과정에 자유로이 참여하지 못하게 되고, 민주적 의견형성 또한 어려워지거나
왜곡 될 수도 있다. 게다가 전자정보처리의 도입으로 공공행정의 전통적 구조가 근본적으
로 바뀔 수도 있다. 다시 말하자면 이렇게 첨단과학기술·정보사회에서 개인이 국가의 객
체로 되는 것을 가장 우려하는 이유는 바로 모든 개인에 관한 정보를 담을 수 있는 중앙
정보은행이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하기에 그렇다. 그렇다면 바로 정보사회에서는 이 중
앙정보은행을 다루고 통제하는 사람이 권력의 핵심에 있게 되므로, 입법·사법·행정간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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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할 수도 있다. 결국 정보시스템 및 통신시스템이 제공하는 새롭게 달라진 조건들 하에
서 국가적인 (정보)권력분립, 입법부와 행정부간 관계, 새로운 권력강화 및 이동의 문제

84) 김일환, 정보자기결정권의 헌법상 근거와 보호에 관한 연구, 공법연구 29-3(2001),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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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심각하게 제기된다. 특히 입법부와 행정부간 권력균형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가능성이
많이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한 연구가 지금 시급히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3) 첨단과학기술사회에서 입법부의 역할과 기능강화
헌법이 구체적 국가질서와 사회적, 정치적 과정의 발전을 위한 규범적 틀이라고 할 때
결국 헌법친화성이란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한 사회의 변화가 헌법에 규정된 목표와 조화
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검증되지 않은 과학기술의 성급한 적용보다는 사
회, 연구단체, 국가기관을 통한 조심스러운 검토 및 이를 거친 기술발전이 요구되며 과학
기술의 적용은 무엇보다도 헌법우위사상에 따라 민주적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결국 이에 관한 법적 전제조건을 만들고 여러 이해관계를 형량할 일차적 과제가 입법자에
게 속한다. 일차적으로 입법자가 모든 법적, 기술적, 경제적, 환경적 상황을 고려하여 어
떤 위험이 불가피하며 국민이 이를 수인할 수 있는 것인지를 결정하고 그 안전기준을 확
인해야만 한다. 다만 과학기술이 본래 갖고 있는 특성상 헌법친화성기준을 가능한 한 이
미 기술연구와 그 발전단계에서부터 미리 검토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과학기술이란 급
격하게 변하고 그 영향을 쉽게 파악할 수 없기에 입법자를 통한 예방적 기술형성, 과학기
술시스템의 법제화, 사회적, 법적 영향의 사전적 검토가 거의 통제할 수 없는 사후의 이
용금지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입법자를 통한 헌법친화적 기술형성은
무엇보다도 과학기술의 발전과 이용에 관한 윤곽조건을 설정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이는 개인의 자유영역 및 민주적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국가 및 사회권력의 제한과 통제를
효율화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이 사용되어야만 하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새로운 과학기술
의 적용이 국민의 기본권실현을 위협한다면 국가는 이를 허용할 것이 아니라 간섭하면서
통제해야만 한다.
(4) 과학기술의 발전에 대한 다양한 통제와 평가시스템의 구축85)
따라서 검증되지 않은 과학기술의 성급한 적용을 억제하고 인간우호적인 첨단과학기술
을 국가가 도입하도록 통제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이러한 연구가 새로운 첨단과학기술의
발전이나 도입을 방해하려는 것이 아님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한다. 국가와 개인을 통한
새로운 과학기술의 도입이나 적용에 대한 법적 통제는 바로 이러한 기술이 법이란 틀 속

85) 성재호·김민호·김일환, 법친화적 과학기술사회의 구축을 위한 법제정비방향에 관한 고찰, 법조 2004-3,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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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개인의 권리와 자유 등을 침해하지 않는지를 검토하는 것으로서, 결국 이러한 통제
작용은“법친화적”
인 첨단과학기술사회의 첫 걸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과학기술의 발
전에 따른 법적 영향과 평가를 분석하고 통제하는 다양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법제 정비가
동시에 이루어져야만 한다.
(5) 첨단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국민의 기본권보장 강화
첨단과학기술사회에서 개인을 효율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과학기술시스템
을 계획하고 결정하는 단계에서부터 법규범, 개인의 자유와 권리보호 등이 고려되어야만
한다. 왜냐하면 법적 테두리 속에서 과학기술의 도입에 관한 사전적 절차통제가 이루어지
지 않은 상황 하에서 이러한 기술들이 시행되고 작동된 후에 국가기관을 통한 사후통제나
개인의 몇몇 사후적 권리를 통한 효과적인 대응은 처음부터 불가능하다는 것이 바로 과학
기술사회의 특징이기 때문이다.
라. 결
헌법 §127 Ⅰ은‘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여,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 곧 과학기
술의 발전을 국민경제의 발전이라는 목표를 이루는 수단으로서 규정하는 구조를 보인다.
그러나 과학기술의 발전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단지 경제적인 측면에서만 중요성을
가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과학기술의 발전과 국민경제의 발전은 목적과 수단의 관계가
아니라 대등하고 병렬적인 관계라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적어도 과학기술 및 지식정보
사회에서 국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신설해야 하고, 새로 신설되는 규정은
경제발전이라는 시각보다는 국가사회 전체를 아우를 수 있도록 규정되어야만 한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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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28조
장영수

제128조
①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Ⅰ. 헌법개정의 개념과 경성헌법의 의미
1. 헌법개정의 개념
헌법의 개정은 헌법의 기본적 동일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헌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헌
법의 일부조항을 의식적으로 수정, 삭제 또는 보충함으로써 헌법의 형식이나 내용에 변경
을 가져오는 행위를 말한다.1)
이러한 헌법의 개정은 항상 헌법의 제정을 전제로 한다. 단순히 헌법이 먼저 만들어진
후에야 비로소 그것을 고치는 것이 가능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헌법의 개정에 관련된 모든
문제가 헌법제정에 의해 만들어진 틀 안에서 움직여야 한다는 의미에서 그러하다. 즉 헌
법개정의 개념 자체가 제정을 전제하고 있을 뿐 아니라, 헌법개정의 의의와 기능, 방식과
절차가 모두 헌법제정 및 그를 통해 정해진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며, 나아가 헌법개정의

1) 헌법의 기본적 동일성의 유지라 함은 헌법제정에 의해 만들어진 기본틀, 즉 헌법의 기본이념과 원리, 핵심
적인 제도들이 유지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고, 헌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른다는 것은 헌법변천을 비롯한
여러 유형의 헌법변동과 구별되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헌법의 일부조항을 수정, 삭제 또는 보충한다고 한
것은 헌법개정의 가능한 양태를 설명한 것이고, 헌법의 형식이나 내용에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라는 말도 같
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그리고 의식적으로 행해진다는 것을 강조한 것은 헌법변천과의 구별을 보다
확실하게 하려는 의도로 이해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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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까지도 헌법의 제정 및 그 한계를 전제하는 것이다.
헌법의 제정이란 곧 성문(成文)의 헌법전(憲法典)을 만드는 것이다. 근대 입헌주의의
발전은 성문헌법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고, 성문의 헌법전에 특별한 비중을 두었다. 그
결과 헌법은 다른 법규범(특히 법률)과는 다른 특별한 지위에 있기 때문에 함부로 그 내
용이나 형식에 손댈 수 없다는 의미에서 대부분의 성문헌법은 경성헌법으로 만들어진다.
이처럼 대부분의 성문헌법이 경성헌법의 형태를 취하는 것은 헌법의 안정성과 헌법에
대한 존중을 확보하기 위해서이다.
헌법은 국가질서의 형성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하고 있는 기본법일 뿐만 아니라 법질서
의 근간을 담고 있는 최고법이기도 하다. 따라서 헌법규범의 변화가 미치는 파급효는 그
규범의 직접적인 규율영역에 한정되는 하위법들과는 달리 법질서 전반에 미치며, 결국 헌
법규범의 변화는 법적 안정성을 근본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헌법규범도 현실의 변화에 따라 바뀌어야 할 필요성을 부인할
수 없다. 현실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규정을 무조건 고수하는 것은 헌법에 대
한 존중 내지 헌법의 규범력을 강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화시키게 될 것이다.
따라서 헌법개정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헌법 스스로가 일정한 절차에 따른 개정의 가능
성을 열어 놓기는 하지만, 그 개정의 요건과 절차를 일반 법률과 비교될 수 없이 까다롭
게 함으로써 헌법이 가볍게 개정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경성헌법인 것이다.2) 이러한 경
성헌법의 의미는 헌법의 안정성과 헌법에 대한 존중을 유지하면서 상황의 변천에 따른 헌
법개정의 필요성을 최대한 조화시키는 데 있다.

2. 헌법개정의 방식과 절차
(1) 헌법개정의 형식: 부분개정과 전면개정
헌법개정의 형식은 부분개정과 전면개정의 두 가지로 나뉘어진다. 기존 조문의 위치를
그대로 유지하는 가운데 기존의 헌법전에 일부조항을 추가함으로써 제23조 뒤에 제23조

2) 또
 한 헌법이 쉽게 바뀔 수 있는 것으로 인식된다면 그 헌법에 맞춰 개인이나 세력의 행동양식을 결정하기보
다는 오히려 각기 자기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헌법을 바꿔 버리려는 생각이 먼저 떠오르기 쉽다. 그러나 헌
법에 의해 일단 정해진 것은 불변이며, 그 구속력이 계속 유지된다는 인식이 지배적일 경우에는 개인이나
집단의 이해관계에 맞도록 헌법을 바꾸려는 생각보다는 헌법에 부합되는 행동을 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그
렇기 때문에 헌법의 존중을 위해서도 헌법개정은 예외적으로만 인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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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2, 제23조의3 등의 형식으로 삽입되거나 제24조 다음에 제25조를 삭제하여 바로 제26
조로 넘어가게 하는 경우는 전자에 해당되며, 헌법조문의 전체 순서를 다시 조정하여 제1
조부터 순차적으로 다음 조문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후자에 해당된다.
이러한 부분개정과 전면개정은 개정의 양이나 질에 반드시 비례하는 것은 아니다. 예컨
대 제3차 개헌은 헌법의 전반에 대한 획기적인 개정이었으나3) 그 형식은 부분개정의 형
식을 취하였던 것이다. 결국 부분개정과 전면개정의 구별은 어디까지나 개정의 형식에 따
른 구별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로 인하여 내용상의 차이가 발생되는 것은 아니다.4)

(2) 헌법개정절차의 유형과 장단점
1) 헌법개정의 방식과 절차에 관한 헌법제정자의 결정
시원성과 자율성을 갖는 헌법제정권력과는 달리 헌법개정권력은 헌법제정에 의해 만들
어진 기본틀 안에서만 허용된다. 따라서 헌법의 개정은 그 내용면에서 헌법의 기본적 동
일성을 침해하지 않아야 할 뿐만 아니라 개정의 방식과 절차도 헌법 스스로가 정해 놓은
바에 따라야 한다. 만일 헌법개정의 형식을 취하면서도 헌법이 정한 방식과 절차를 벗어
날 경우에는 헌법의 침해가 될 것이다.
물론 헌법이 헌법개정에 관하여 어떤 절차를 두어야 하는지에 대한 제한은 없다. 아예
법률과 동일한 절차에 의해 헌법이 개정되도록 함으로써 연성헌법이 되도록 할 수도 있
고, 혹은 의회에서 헌법개정을 하도록 하되, 일반법률의 경우와는 달리 가중다수를 요구
하는 경우도 있다. 그밖에 특별기관을 거치게 하는 것도 가능하고, 국민투표를 거치도록
요구하거나 여러 절차를 차례로 밟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또한 연방국가
의 경우에는 연방을 구성하는 주(州)의 일정수가 동의하여야 헌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요
구하기도 한다.
이러한 다양한 헌법개정의 방법들은 나름의 장단점들을 가지고 있다.

3) 1960년 헌법이 과연 헌법의 개정인지, 아니면 헌법개정의 형식을 취한 사실상의 헌법제정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4) 만일 전면개정이라는 것이 헌법내용의 전체적 개정이라면 그것은 이미 기본적 동일성의 유지라는 헌법개정
의 본질에 반하는 것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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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회의 의결을 통한 헌법개정
의회의 의결을 통한 헌법개정은 다시금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질 수 있다. 하나는 단
순다수에 의 수 있다는 점,5) 그리고 단순한 찬반의 결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국민의 의사
가 정확하게 반영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된다.
3) 헌법개정시 특별기관의 동의를 요구하는 경우
의회 또는 국민투표를 통하여 혹은 양자의 결합을 통하여 헌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하
는 예들이 대부분이지만, 헌법개정시 그 밖의 특별기관의 동의를 요구하는 예들도 드물지
않다.
예컨대 미국이나 독일과 같은 연방국가의 경우에는 헌법개정시 연방을 구성하는 주(州)
들의 동의를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밖에 1972년의 이른바 유신헌법에서는 통일주
체국민회의의 의결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3. 헌법개정과 헌법변동의 구별
(1) 헌법변동의 의의와 유형
헌법의 개정은 헌법규범과 헌법현실의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하여 헌법전 자체에 변경
을 가하는 행위이다. 그러나 헌법의 안정성과 헌법에 대한 존중이라는 요청 때문에 헌법
의 개정은 매우 제한적으로만 인정되며, 그 때문에 헌법개정에 대해서는 일반법률과는 다
른 엄격한 요건과 절차가 요구된다.
하지만 이렇게 헌법의 개정이 예외적으로만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헌법개정의 방법을
통하지 않은 헌법내용의 변화가 발생되기도 하며, 또 간혹 헌법개정의 방법을 이용하기는
했지만, 그 실질은 헌법개정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되기도 한다. 이런 경우를 총
칭하여 헌법변동이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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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
 러한 문제점은 국민투표에 의한 헌법개정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직접민주제 전반에 대해 우려되고 있는
점이기도 하다. 실제로 우리 헌법사상 가장 비민주적 헌법이었던 1972년 헌법도 국민투표에서 압도적 다수
의 지지를 받아 통과되었던 점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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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변동은 다시금 헌법에 가해진 변경의 내용이나 방식에 따라 “헌법의 파괴
7)
(Verfassungsvernichtung)”6),“헌법의 폐제(Verfassungsbeseitigung)”
,“헌법의 침해
8)
9))
(Verfassungsdurchbrechung)”
,“헌법의 정지(Verfassungssuspension)”
,“헌법의 변
10)
천(Verfassungswandlung)”
등으로 나뉘어진다.11)

이러한 헌법변동은 헌법해석의 변화를 통한 헌법변천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정상적인 헌
법의 효력에 장애가 발생된 경우들이다. 따라서 그러한 문제들은 헌법제정의 문제 내지 헌
법보호의 문제와 직접 연결되는 경우는 많아도 헌법개정과 연결되는 경우는 찾기 어렵다.
하지만 합헌적으로 이루어지는 헌법변천은 헌법개정과 직결되는 문제로서 주목을 요한다.

(2) 헌법변천의 의의와 유형
헌법변천이란 헌법개정의 절차에 따른 헌법조문의 변화는 없지만 헌법의 의미내용이
실질적으로 변화되는 경우를 말한다. 즉 헌법조문은 바뀌지 않았지만 그 조문에 따라 형
성되는 헌법현실은 바뀌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
헌법도 다른 법규범과 마찬가지로 현실을 일정한 방향으로 이끌어가려는 당위(규범)이
며, 따라서 헌법의 조문 하나 하나는 현실에 대한 일정한 요청을 담고 있다. 그러나 헌법
조문에 담겨있는 규범적 요청은 구체적인 경우 하나 하나를 예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6) 헌법의 파괴란 기존헌법을 없애고 또 그 바탕에 있는 헌법제정권력의 담당자까지도 (예컨대 군주국가의 헌
법에서 민주국가의 헌법으로) 변경되는 경우를 말한다. 혁명에 의한 경우는 물론 형식상 헌법개정의 절차를
이용하는 경우라도 실질적으로는 헌법의 파괴가 될 수 있다. 이것은 기존헌법의 입장에서는 헌법의 파괴가
되지만 새로운 헌법의 입장에서는 헌법의 제정이 될 수 있다.
7) 헌법의 폐제란 기존의 헌법전을 배제하되 헌법제정권력의 주체는 바뀌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정변이나 쿠
데타에 의한 헌법의 교체가 이에 해당될 수 있다.
8) 헌법의 폐제란 기존의 헌법전을 배제하되 헌법제정권력의 주체는 바뀌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정변이나 쿠
데타에 의한 헌법의 교체가 이에 해당될 수 있다.
9) 헌법의 침해란 위헌임을 알면서 의도적으로 특정한 헌법조항에 반하는 명령이나 조치를 취함으로써 헌법을
무시하고 헌법의 규범력을 훼손하는 경우를 말한다. 의도적인 행위라는 점에서 위헌성에 대한 의식이 없는
단순한 헌법위반(위헌적 행위)과 구별된다.
10) 헌법의 정지란 헌법의 특정조항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중단시키는 것으로서 합헌적 헌법정지와 위헌적 헌
법정지가 있다. 그 중 헌법에 정한 절차(예컨대 국가긴급권의 발동)에 따라 행해지는 합헌적인 경우는 별
문제가 없으나 위헌적 헌법정지의 경우는 역시 정상적인 헌법의 효력에 대한 큰 장애가 될 것이다.
11) 헌
 법의 변천은 개정절차에 따른 헌법조문의 변화는 없지만 헌법의 의미내용이 실질적으로 변동하는 경우
를 말한다. 이러한 헌법의 변천은 주로 헌법해석의 변천에 의해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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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인 이념과 방향만을 제시하는 추상적인 것이 대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헌법
조문 하에서도 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헌법현실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즉 헌
법의 개정 없이도, 또한 헌법조문을 무시하는 경우가 아니라 충분히 존중하는 경우에도
헌법의 해석이 달라짐에 따라 헌법의 변천은 발생될 수 있다는 것이다.
헌법의 해석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진다.12) 따라서 헌법의 변천도 다양한 형태로 나
타날 수 있다. 그러한 헌법의 변천을 몇 가지의 유형으로 나누어 보려는 시도들은 많았지
만, 그러한 구별이 현실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보기는 어렵다.13) 오히려 헌법의 변천에서
실질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은 그 헌법변천이 올바른 헌법해석의 한계 내에 머물러
있는 것인지의 여부라고 할 수 있다. 즉 정상적인 헌법해석을 통한 헌법의 변천인지, 아
니면 잘못된 헌법해석을 통해 야기된 헌법변천인지가 헌법적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14)

(3) 헌법변천의 한계와 헌법개정의 필요성
헌법변천의 가능성과 필요성은 헌법의 성격으로부터 나온다. 헌법이 모든 규율대상에
관하여 세세한 내용까지 규정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헌법조문은 불가피하게 추상
적·개방적인 것이 되며, 그 결과 헌법의 해석에-다른 법규범과는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
로 - 넓은 여지가 주어지며, 해석의 변화 또한 폭넓게 인정되는 것이다.

12) 직
 접 헌법조문의 의미를 밝히는 학문적 활동 또는 법관의 판결만이 아니라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
지는 모든 국가기관의 활동이 헌법을 나름으로 이해하여 구체화시키는 것이라는 점에서 헌법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 나아가 모든 국민의 활동까지도 헌법해석으로 이해하는 견해도 있다.
13)예컨대 권영성, 헌법학원론, 2009, 59쪽에서는 헌법의 변천이 그 동기에 따라 헌법해석에 의한 변천, 헌
법관행에 의한 변천, 헌법의 흠결보완에 의한 변천으로 구분되며, 그 성질에 따라 적극적인 변천과 소극적
인 변천으로 구분된다고 한다. 그러나 오늘날 헌법관행 및 헌법의 흠결보완도 해석의 일부로 파악될 수 있
다는 점을 생각하면 동기에 의한 구분은 사실상 어려워진다. 더욱이 동기에 의한 구분이건 성질에 따른 구
분이건 그 구분의 실익이 없다는 점 때문에 이러한 구분이 과연 어떤 헌법적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에 대
해 의문이 제기되는 것이다.
14) 예
 컨대 1962년 헌법은 지방자치에 관한 헌법규정을 두고 있었으나 국회에서 지방자치법을 제정하지 않음
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는 사실상 실시되지 못했다는 점을 우리 헌법사에서 나타나는 헌법변천의 예로 드는
경우가 많다. 헌법의 규정은 그대로 둔 채 헌법의 현실은 원래 의도와는 다르게 흘러가 버렸다는 점에서
이를 헌법변천이라고 보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또한 국회의 입법지연이라는 부작위도 일종의 헌법해석으
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헌법해석을 통한 헌법변천이라는 기본조건도 충족된다. 그러나 이 경우에 실질적으
로 문제되는 것은 그와 같은 국회의 부작위가 정당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위헌이었는지, 위헌의 경우에는
어떠한 대응이 가능하고 필요한지에 대한 검토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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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해석의 변화를 통하여 헌법의 내용이 변화되는 것은 헌법에 의해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 허용되는 것이며, 어느 정도까지는 요구되는 것이기도 하다. 헌법의 개정이 예외
적으로만 인정되는 상황에서 헌법조문의 해석까지도 경직될 경우에는 그 헌법현실의 변
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통로가 극도로 좁아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의 변화에
대응하는 헌법규범의 변화 내지는 (헌법을 정점으로 하는) 법규범의 변화15)가 가능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헌법해석의 변화 및 이를 통한 헌법의 변천이 인정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헌법변천에도 일정한 한계는 당연히 인정되어야 한다. 헌법변천이 인정
되는 근거가 헌법개정의 곤란성 및 그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헌법규범의 탄력성 확보에
있는 반면에 이러한 탄력성이 지나치게 확대되어 헌법개정을 어렵게 만든 취지(경성헌법
성!)가 망각되어서는 안 될 것이기 때문이다. 즉 헌법해석의 변화 내지 이를 통한 헌법의
변천은 어디까지나 헌법의 안정성과 헌법에 대한 존중을 위협하지 않는 범위 내에 머물러
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헌법변천의 한계는 헌법해석의 한계로부터 나온다. 헌법조문이 아무리 추상적
이고 다의적이라 할지라도 아무 내용이나 임의로 도출해 낼 수는 없으며, 해석이 해석으
로 남아 있기 위해서는(즉 해석자가 입법자가 아닌 해석자로 남아 있기 위해서는) 헌법조
문의 정상적인 해석을 통해 더이상 새로운 내용을 도출할 수 없을 때 그 한계를 인정하여
야 한다. 이러한 경우 우리는 헌법변천을 통해 현실의 변화를 수용하려고 하기보다는 헌
법개정의 가능성과 필요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야 한다.16)

15) 모든 법규범은 헌법에 그 존립의 근거와 한계를 두고 있으며, 법률의 제정과 개정, 폐지도 앞서 말한 의미
에서 (입법자에 의한) 헌법해석에 해당된다. 만일 헌법에 대한 해석의 변화가 전면적으로 부정된다면, 헌
법에 맞추어 한번 제정된 법률은 절대로 개정될 수도, 폐지될 수도 없으며, 좀 더 극단적으로 생각한다면
새로운 법률의 제정까지도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도출될 수 있다.
16) 이런 맥락에서 헷세는“헌법의 변천은 조문 그 자체가 아니라 - 그것은 변경되지 않은 채로 있고 - 헌법
규범 내용의 구체화와 관련된다. 헌법규범 내용의 구체화는 특히 많은 헌법규정의 광위성과 개방성에 비
추어 볼 때, 그 전제된 사정이 변화하였을 때에는 상이한 결론에 이를 수 있고, 그러한 한에 있어서‘변천’
을 야기한다. 헌법개정의 문제는 헌법변천의 가능성이 끝나는 곳에서 시작된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에
관하여는 헷세(계희열 역), 독일헌법원론, 2001, 22쪽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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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헌법 제128조의 연혁
1. 제1공화국 당시의 헌법개정안의 발의에 관한 규정
(1) 제헌헌법 규정의 특징과 그 취지
제헌헌법 第98條
① 憲法改正의 提案은 大統領 또는 國會의 在籍議員 3分之 1 以上의 贊成으로써 한다.
1948년의 제헌헌법은‘제9장 헌법개정’
에서 헌법개정의 발의요건 및 의결방식 등에 관
하여 제98조 하나의 조문을 두고 있었다. 5개의 항으로 이루어진 제헌헌법 제98조에서
제1항이 현행헌법 제128조에 해당되는 내용을 담고 있었으며, 그 내용은 헌법개정의 발의
권을 대통령 또는 국회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에게 부여하는 것이었다.
제헌헌법에서 이러한 규정을 두게 된 것은 헌법개정이 법률개정과는 달라야 한다는 생각
에서 비롯된 것이며, 헌법개정의 발의요건 또한 법률안의 발의요건보다 엄격한 정족수를
요구하는 것이다.17) 그러나 단원제 의회를 채택하고 있다는 점으로 인하여 양원제 국가에
비하여 헌법개정이 용이할 수 있다는 점이 당시에도 인식되고 있었으며, 헌법개정의 엄격
성에 대한 요청에 못지 않게 건국 초기의 다양한 변화가능성을 수용하기 위하여 헌법개정
을 너무 곤란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도 이와 같은 발의요건에 반영되고 있었다.18)

(2) 제1차 개헌에 의한 헌법개정 발의요건의 변경
1952년 제1차 개정헌법(발췌개헌) 第98條
① 憲法改正의 提案은 大統領, 民議院의 在籍議員 3分之 1 以上 또는 參議院의 在籍議
員 3分之 2 以上의 贊成으로써 한다.

17) 이에 관하여는 유진오, 헌법해의, 1949, 203쪽 이하 참조.
18) 제
 헌헌법의 기초자인 유진오 박사는“우리나라는 지금 처음으로 헌법을 제정하여 민주정치를 앞으로 확립
하여야 할 단계에 처해 있는 것이므로 너무 헌법의 개정을 곤란하게 하면 헌법의 운용 도중에 실제적 필요
에 의하야 그를 개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어도 그것을 합법적으로 개정하지 못하고 부득이 헌법파괴와 같
은 불상사가 일어나지 아니할 것을 단언할 수 없으므로 현하의 우리나라의 국정으로서는 헌법개정을 너무
곤란하게 하는 것보다는 이 정도의 유연성을 부여하는 것이 차라리 시의에 적합하다 할 것이다.”
라고 설명
하고 있다.(헌법해의, 1949, 20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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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2년의 제1차 헌법개정은 대통령 직선제를 주장하였던 자유당 정부의 의사를 관철
시키기 위한 것이었지만, 그동안 야당이 주장하였던 양원제도 함께 도입하는 것이었으
며,19) 그로 인하여 헌법개정의 발의요건도 변경될 수밖에 없었다.
주목되는 것은 제헌헌법 당시에 헌법개정의 발의요건을 대통령 또는 국회 재적의원 3
분의 1로 정하였던 것을 제1차 헌법개정을 통하여 참의원의 경우에는 3분의 2 이상으로
강화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새로이 구성된 참의원이 민의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약한 지
위를 가지게 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규정의 하나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3) 제2차 개헌에 의한 헌법개정 한계에 관한 명문 규정의 도입
1954년 제2차 개정헌법(사사오입개헌) 第98條
① 憲法改正의 提案은 大統領, 民議院 또는 參議院의 在籍議員 3分之 1 以上 또는 民議
院議員選擧權者 50萬人 以上의 贊成으로써 한다.
⑥ 第1條, 第2條와 第7條의2의 規定은 改廢할 수 없다.
1954년의 제2차 헌법개정은 의결정족수에 미달하여 부결된 것으로 선포되었던 헌법개
정을 사사오입이라는 억지논리를 동원하여 다시금 가결된 것으로 번복하였던 점에서 절
차상 하자가 클 뿐만 아니라, 내용적으로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만 3선의 제한을 배제하
여 장기집권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다.
1954년 헌법은 헌법개정의 발의와 관련하여 제52년의 제1차개헌에서 민의원과 참의원
의 발의요건을 각기 달리했던 것을 변경하여 양 기관이 모두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
성으로 헌법개정을 발의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다. 이는 헌법개정안이 확정되기 위해서는
양원 모두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데, 발의요건에서부터 참의원에
대해서만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요구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
인다.
또한 선거권자 50만 이상의 찬성으로 헌법개정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한 것도 독특한 점
이다. 제헌헌법 당시에는 헌법개정안을 확정하는데에도 국민투표를 도입하지 않았으며,
이와 관련하여 직접민주제의 오남용에 대한 우려까지도 고려되고 있었는데 반하여 1954

19) 제1차 헌법개정은 이미 부결되었던 여당의 개헌안과 야당의 개헌안의 일부 내용들을 발췌한 새로운 개헌
안을 헌법이 정한 공고절차 등을 무시한 채 표결에 붙였고, 6·25전쟁 중의 상황에서 무장군인들이 지키
는 가운데 표결이 강행되는 등의 절차적 하자로 인하여 많은 문제를 야기했으며, 그로 인하여 발췌개헌
이라는 명예스럽지 못한 별칭을 가지고 있다. 제1차 헌법개정의 경과에 관하여는 송우, 한국헌법개정사,
1980, 79쪽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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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헌법에서는 헌법개정안의 확정에는 국민투표를 도입하지 않고 국회의 의결로써 하도
록 하면서도 헌법개정안의 발의에는 국민발안의 방식을 도입하고 있는 것이다.
1954년 제2차 헌법개정의 또 한 가지 특징은 제98조에 제6항을 추가하여 헌법 제1
조,20) 제2조,21) 제7조의222)의 규정을 개폐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이른바 헌법개정한계
에 관한 명문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헌법 제1조와 제2조의 내용이 헌법개정의 한계
밖에 있다는 점은 널리 인정되고 있다. 하지만 제7조의2가 이론상 헌법개정의 한계 밖에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밖에 헌법개정의 한계에 속하는 것
으로 주장될 수 있는 규정들을 언급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2. 제2공화국 헌법과 헌법개정안의 발의
제2공화국 헌법에서는 기존의 헌법에서‘제9장 헌법개정’
으로 되어 있던 것을‘제12장
헌법개정’
으로 변경한 이외에 헌법개정을 규정하고 있었던 제89조 규정의 변경은 없었다.

3. 제3공화국 헌법
제3공화국 헌법 第119條
① 憲法改正의 提案은 國會의 在籍議員 3分의 1 以上 또는 國會議員選擧權者 50萬人
以上의 贊成으로써 한다.
1962년 12월 26일 개정되어 1963년 12월 17일부터 시행되었던 제3공화국 헌법은
5·16 군사쿠데타에 의해 만들어진 군사정부의 민정이양 과정에서 적지 않은 우여곡절을

20) 1954년 헌법 제1조: 大韓民國은 民主共和國이다.
21) 1954년 헌법 제2조: 大韓民國의 主權은 國民에게 있고 모든 權力은 國民으로부터 나온다.
22) 1954년 헌법 제7조의2:
①大
 韓民國의 主權의 制約 또는 領土의 變更을 가져올 國家安危에 關한 重大事項은 國會의 可決을 거친 後에 國
民投票에 付하여 民議院議員選擧權者 3分之 2 以上의 投票와 有效投票 3分之 2 以上의 贊成을얻어야 한다.
②前
 項의 國民投票의 發議는 國會의 可決이 있은 後 1個月 以內에 民議院議員選擧權者 50萬人 以上의 贊成으로
써 한다.
③ 國民投票에서 贊成을 얻지 못할 때에는 第1項의 國會의 可決事項은 遡及하여 效力을 喪失한다.
④ 國民投票의 節次에 關한 事項은 法律로써 定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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겪으며 시행되었다.23)
그러나 제3공화국 헌법의 헌법개정 발의요건에 관한 규정은 기존의 규정에서 크게 변화
되지 않았다. 양원제 국회가 단원제로 환원됨에 따라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
로 발의하도록 한 것도 실질적으로 변화된 점은 없으며, 국회의원선거권자 50만인 이상의
찬성으로 헌법개정안의 발의할 수 있도록 한 것도 그러하다. 다만 대통령의 헌법개정발의
권이 삭제된 것이 실질적인 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다. 하나는 헌법개정의 과정에서는 국민의 일차적 대표
자인 국회가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생각에 기초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다른 하
나는 어차피 대통령이 여당을 장악하고 있을 것이므로 굳이 대통령의 이름으로 헌법개정을
발의하지 않더라도 실질적인 차이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고려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24)
어찌 되었건 제3공화국 헌법상의 헌법개정 발의요건은 상당히 합리화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4. 제4공화국 헌법과 제5공화국 헌법상의 규정
(1) 제4공화국 헌법상의 헌법개정 발의요건
제4공화국 헌법 第124條
① 憲法의 改正은 大統領 또는 國會在籍議員 過半數의 發議로 提案된다.
흔히 유신헌법이라 일컬어지는 제4공화국 헌법은 모든 국가권력이 대통령에게 집중되
도록 하는 독재적 헌법이었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을 통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도록

23) 여타의 헌법개정과는 달리 부칙 제1조 제1항에서“이 헌법은 이 헌법에 의한 국회가 처음으로 집회한 날
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헌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률의 제정과 이 헌법에 의한 대통령·국회의
원의 선거 기타 준비는 이 헌법시행전에 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었던 것과 부칙 제2조에서“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선거 및 최초의 국회의 집회는 이 헌법의 공포일로부터 1년이내에 한
다. 이에 의하여 선거된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는 최초의 국회의 집회일로부터 개시되고 1967년 6월
30일에 종료된다.”
고 규정하고 있었던 점을 보더라도 새 헌법의 시행을 가급적 늦추려는 의도가 역력하게
드러나고 있다.
24) 이와 관련하여 문홍주, 한국헌법, 1965, 141쪽에서는 대통령의 헌법개정안 발의권 삭제와 관련하여“일
반의 민주주의국가의 예에 따라 대통령의 헌법개정안 제안권을 삭제하였다.”
고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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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묘하게 짜여져 있는 헌법이었다. 대통령을 국민이 직선하는 것이 아니라 통일주체국민
회의에 의하여 간선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민에 의한 통제를 벗어나고 있었을 뿐만 아니
라, 대통령의 권력행사에 대하여 입법부나 사법부의 통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도록 만들었
기 때문이다.
이러한 대통령에 대한 권력집중 및 대통령에 대한 통제의 원천적 봉쇄를 위한 규정의
하나가 유신헌법의 헌법개정조항이었다. 과거와는 달리 헌법개정의 절차를 이원화하여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개정안은 국민투표로써 최종확정하도록 하되, 국회가 발의한 헌법
개정안은 대통령이 장악하고 있는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최종확정하도록 함으로써 대통
령의 의사에 반하는 헌법개정안이 관철될 수 있는 가능성 자체를 제도적으로 봉쇄하고 있
는 것이다.
제4공화국 헌법의 제124조 제1항은 국회의 헌법개정안 발의요건을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에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강화시킨 점 이외에는 제헌헌법의 규정과 유사한 점
이 많다. 하지만 유신헌법의 헌법개정절차 전반을 살펴보면, 헌법개정을 통해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시키거나 통제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의도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다.
제3공화국 헌법에서는 헌법개정발의권자에서 배제되었던 대통령이 다시금 발의권자로
등장한 것도 그와 같은 의도에 따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2) 제5공화국 헌법상의 헌법개정 발의요건 및 개정의 효력제한규정
제5공화국 헌법 第129條
① 憲法改正은 大統領 또는 國會在籍議員 過半數의 發議로 提案된다.
② 大統領의 任期延長 또는 重任變更을 위한 憲法改正은 그 憲法改正提案 당시의 大統
領에 대하여는 效力이 없다.
1979년 10·26사태에 의하여 박정희가 암살되면서 유신체제가 붕괴되었으나, 1980년
신군부의 집권으로 인하여 군사독재는 계속되었고, 그 결과 1980년의 제5공화국 헌법에
서도 대통령을 간선하게 하는 등 많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지속되었다.
그러나 통일주체국민회의가 해체되는 등 유신체제의 중요부분이 붕괴되면서 헌법개정
절차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나타나게 되었으며, 이는 제5공화국 헌법 제129조 제1항이
그 문언상 제4공화국 헌법과 문언상 다른 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헌법개정의 전체적 절
차 및 방식이 달라지면서 그 의미 또한 달라지는 부분이 적지 않았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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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제5공화국 헌법 제129조 제2항에서“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
법개정”
에 대해서“그 헌법개정제안 당시의 대통령”
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도록 규정한 것
도 매우 특별한 것이었다. 당시 10·26에 의하여 대통령이 피살되었던 것과 관련하여 저
항권을 명문화하자는 주장까지 나오던 상황에서 헌법 제129조 제2항이 등장함으로써 장
기집권을 위한 헌법개정을 효과적으로 막는 방안이 등장하였던 것이다.

Ⅲ. 헌법개정의 발의권자와 그 의미
1. 국회의 국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와 헌법개정발의권
국회에 헌법개정의 발의권이 인정되는 것은 국회가 국민의 일차적 대표자로서 국민의
사를 수렴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국회는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된 국민의 대표기관이다. 비록 국회가 유일한 대표기관
은 아니지만, 국회는 국민의 일차적 대표기관으로서 다른 어떤 국가기관보다도 국민과 밀
접한 관계에 있는 것이다. 국회를 국민의 일차적 대표기관이라고 부르는 것은 국회가 집
단적 대표로서 다른 국가기관과는 달리 국민의 다양한 의사를 직접 수렴하는 위치에 있으
며, 그로 인하여 국회의 의사가 국민의 의사에 가장 근접한 것으로 취급되기 때문이다.25)
물론 국회가 국민의 의사를 수렴한다고 해서, 국민의 의사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다. 대
표관계의 본질로부터 나오는 자유위임의 원칙26)에 따라 국회는 (다른 모든 국가기관과 마
찬가지로) 국민의 의사에 직접 기속되지는 않는 것이다. 하지만 자유위임의 원칙에도 불
구하고 국회가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의사를 가장 직접적으
로 대변한다는 점은 널리 인정된다. 그것은 다른 국가기관과 비교할 때, 그래도 구성과
활동에서 국민의 의사가 가장 많이 반영되고 있는 (또는 반영될 가능성이 높은) 국가기관
이 국회이기 때문이다.

25) 역사적으로도 의회가 군주세력, 귀족세력에 대립하는 시민세력의 대변자 역할을 해왔을 뿐만 아니라 현재
에도 국회는 국민의사에 가장 충실한(또는 충실할 수 있는) 국가기관으로 지칭되는 것이다.
26) 자유위임에 관하여는 장영수, 헌법학, 2009, 160쪽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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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국회의 활동에 있어서 대부분의 의안이 소수 국회의원에 의한 발의권이 인정되
는 것27)과는 달리 헌법개정안의 발의에는 재적의원 과반수가 요구되고 있다. 이는 헌법개
정안의 발의가 소수당의 정치적 공격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막고 헌법의 안정성을 확
보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2.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와 헌법개정발의권
역대 헌법을 살펴보면 국회의 헌법개정안 발의권이 - 비록 그 정족수의 변동이 있기는
하였지만 - 항시 인정되었던 것과는 달리 대통령의 헌법개정 발의권은 인정된 경우도 있
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이는 대통령의 역할 내지 위상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즉, 대통령을 국가원수로서 중립적인 역할을 하면서 국정운영의 기본틀의 변경에 관한 제
안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는가 하면, 대통령이 집행부의 수반으로서 행
사하는 강력한 권한에 더하여 헌법개정의 발의권까지 부여하는 것은 지나친 권력집중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있었던 것이다.
헌행헌법 하에서도 대통령에게 헌법개정의 발의권이 주어진 것은 지나친 권한집중이
될 수 있으므로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대통령도 국민에 의해 선출된
국민의 대표자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권력분립의 체계상 대통령에게 집행기능의 영역을
벗어난 권한이 지나치게 많이 부여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28)

27) 예컨대 법률안의 발의를 포함한 의안의 발의에는 국회의원 10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국회법 제79조 (의안의 발의 또는 제출):
① 의원은 10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
② 의안을 발의하는 의원은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소정의 찬성자와 연서하여 이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의
 원이 법률안을 발의하는 때에는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하되, 당해 법률안에 대하여 그 제명의 부제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한다. 다만, 발의의원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의원 1인을 명시하여야 한다.
④의
 원이 발의한 법률안중 국회에서 의결된 제정법률안 또는 전부개정법률안을 공표 또는 홍보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률안의 부제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

28) 대
 통령의 헌법개정안 발의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헌법상 규정(헌법 제89조 제3호)되고 있으나,
국무회의의 심의가 대통령의 권한행사에 대한 효과적 통제수단이 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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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국 헌법 규정과의 비교
미국의 경우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헌법개정안의 발의에 대해서는 상하 양원에
의한 헌법개정안의 발의만을 인정하고 있으며, 대통령의 헌법개정안 발의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헌법개정안의 발의를 위해서는 각 원의 3분의 2가 개정의 필요성을 인
정하거나 연방을 구성하는 주들의 3분의 2 이상의 주의회의 요청이 있어야 한다.29)
이와는 달리 이원정부제를 채택하고 있는 프랑스는 대통령과 의회가 공동으로 헌법개
정의 발의권을 갖는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30) 대통령에 대하여 특별한 지위를 인정하고

29) 미국 연방헌법 제5조:
연방의회는 각원의 의원의 3분의 2가 본헌법에 대한 개정의 필요성을 인정할 때에는 헌법개정을 발의하여야 하
며, 또는, 각주 중 3분의 2 이상의 주의회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개정 발의를 위한 헌법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어느 경우에 있어서나 개정은 연방의회가 제의하는 비준의 두 방법 중의 어느 하나에 따라, 4분의 3의 주의 주
의회에 의하여 비준되거나, 또는 4분의 3의 주의 주헌법회의에 의하여 비준되는 때에는 사실상 본헌법의 일부로
서 효력을 발생한다. 다만, 1808년 이전에 이루어지는 개정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제1조 제9절 제1항 및 제4항에
변경을 가져올 수 없다. 어느 주도 그 주의 동의 없이는 상원에서의 동등한 투표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The
Congress, whenever two thirds of both houses shall deem it necessary, shall propose amendments to this Constitution, or,
on the application of the legislatures of two thirds of the several states, shall call a convention for proposing amendments,
which, in either case, shall be valid to all intents and purposes, as part of this Constitution, when ratified by the legislatures
of three fourths of the several states, or by conventions in three fourths thereof, as the one or the other mode of ratific ation
may be proposed by the Congress; provided that no amendment which may be made prior to the year one thousand eight
hundred and eight shall in any manner affect the first and fourth clauses in the ninth section of the first article; and that no
state, without its consent, shall be deprived of its equal suffrage in the Senate.).
30) 프랑스 헌법 제89조:
① 헌법개정안의 발의는 총리의 제안에 따라 대통령이 하거나 국회에서 한다.
② 정부제출 또는 의원발의 헌법개정안은 동일한 내용으로 양원에서 제42조 3항에 규정된 기한 내에 검토되고 표
결되어야 한다. 국민투표에서 승인되면 헌법개정이 확정된다.
③ 단, 대통령이 헌법개정안을 양원합동회의(Congrès)에 제출할 것을 결정하면 이에 대한 국민투표는 시행되지 아
니한다. 이 경우에 개정안은 유효투표의 5분의 3 이상을 획득해야 가결된다. 하원의 의장단이 양원합동회의의
의장단이 된다.
④ 영토의 보전을 침해하는 개정절차는 일체 착수· 추진될 수 없다.
⑤ 정부의 공화제는 개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① L’initiative de la révision de la Constitution appartient concurremment au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sur
proposition du Premier ministre et aux membres du Parlement.
② Le projet ou la proposition de révision doit être examiné dans les conditions de délai fixées au troisième alinéa de
l’article 42 et voté par les deux assemblées en termes identiques. La révision est définitive après avoir été approuvée
par référendum.
③ Toutefois, le projet de révision n’est pas présenté au référendum lorsque le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décide de
le soumettre au Parlement convoqué en Congrès ; dans ce cas, le projet de révision n’est approuvé que s’il réunit la
majorité des trois cinquièmes des suffrages exprimés. Le Bureau du Congrès est celui de l’Assemblée nationale.
④ Aucune procédure de révision ne peut être engagée ou poursuivie lorsqu’il est porté atteinte à l’intégrité du territoire.
⑤ La forme républicaine du Gouvernement ne peut faire l’objet d’une ré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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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프랑스헌법의 특성이 헌법개정의 발의권에도 반영된 것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독일의 경우에는 의회의 입법절차를 통해서 헌법을
개정하되 양원에서 모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구하는 가중된 다수결을 적용하고 있
으며, 대통령의 헌법개정발의권은 인정되지 않고 있다.31) 다만, 의원내각제의 특성상 내
각이 의회의 헌법개정절차에 관여하는 것은 가능하다.

Ⅳ. 헌법개정의 효력 제한 규정과 그 의미
1. 헌법개정을 통한 집권 연장의 역사와 그에 대한 반성
우리나라의 헌법은 1948년 제정된 이해 현재까지 9차에 걸친 개정을 겪었다. 그러나
1960년 4·19 혁명의 결과로 탄생되었던 제2공화국 헌법과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
물인 현행헌법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헌법이 대통령의 집권 연장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
었던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31) 독일기본법 제79조:
①기
 본법은 기본법의 문구를 명시적으로 변경 또는 보완하는 법률에 의해서만 개정될 수 있다. 강화조약
이나 강화조약의 준비 또는 점령군에 의한 규율의 해체에 관한 국제조약의 경우에 기본법의 규정이 조
약의 체결 및 발효와 충돌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항에 국한되는 기본법 문
구의 보완으로 충분하다.
② 기본법을 개정하는 법률은 연방의회와 연방참사원에서 각각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연
 방국가적 구조 및 입법에 대한 주의 참여, 그리고 기본법 제1조와 제20조에 규정된 기본원칙에 저촉
되는 기본법의 개정은 허용되지 않는다.
(① D
 as Grundgesetz kann nur durch ein Gesetz geändert werden, das den Wortlaut des Grundgesetzes
ausdrücklich ändert oder ergänzt. Bei völkerrechtlichen Verträgen, die eine Friedensregelung, die
Vorbereitung einer Friedensregelung oder den Abbau einer besatzungsrechtlichen Ordnung zum
Gegenstand haben oder der Verteidigung der Bundesrepublik zu dienen bestimmt sind, genügt zur
Klarstellung, daß die Bestimmungen des Grundgesetzes dem Abschluß und dem Inkraftsetzen der
Verträge nicht entgegenstehen, eine Ergänzung des Wortlautes des Grundgesetzes, die sich auf diese
Klarstellung beschränkt.
② Ein solches Gesetz bedarf der Zustimmung von zwei Dritteln der Mitglieder des Bundestages und zwei
Dritteln der Stimmen des Bundesrates.
③ E ine Änderung dieses Grundgesetzes, durch welche die Gliederung des Bundes in Länder, die
grundsätzliche Mitwirkung der Länder bei der Gesetzgebung oder die in den Artikeln 1 und 20
niedergelegten Grundsätze berührt werden, ist unzuläss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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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1954년의 제2차 개정헌법이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 3선 제한을 철폐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는가 하면, 1969년의 제6차 개정헌법이 다시금 대통령의 3선이 가능하도록 했
고, 이어서 1972년의 유신헌법에서는 아예 장기집권에 대한 제한규정을 없애버렸던 것은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이러한 역사적 경험으로 인하여 1980년 제8차 개정헌법에서는 대통령의 임기를 7년
단임으로 규정하였으며, 1987년 제9차 개정헌법에서는 이를 다시금 5년 단임으로 변경
함으로써 장기집권의 문제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헌법규정을 개정
함으로써 장기집권을 시도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존재하였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안의 하나로서 1980년 헌법에서 최초로 도입된 것이 현행헌법의
제128조 제2항에 해당되는 헌법개정의 효력제한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헌법개정 자
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개정된 헌법의 내용이 개정 당시의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위한 임기연장 내지 중임제한의 변경을 시도하지 않도록 한
것이다.

2. 헌법 제128조 제2항의 성격에 대한 학설의 대립
헌법 제128조 제2항에서“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
법개정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고 규정한 것을 헌법개정의 한계에
관한 명문규정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논란이 있다.
이 규정은 집권의 장기화를 위한 헌법개정이 많았던 우리 헌법사에 대한 반성에서 비롯
된 것으로서 이를 위한 헌법개정을 막는 효과를 가져온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 규정은
헌법개정 자체를 금지한 것이 아니라 개정은 가능하게 하되 그 효력만을 제한하고 있는 것32)
이므로 헌법개정의 한계에 관한 조항이라기보다는 헌법개정의 효력을 제한하는 규정이라

32) 이 규정은 우리의 정치현실을 반영해서 만들어진 특수한 규정이고, 우리의 정치현실이 선진화될 때까지
집권의 장기화를 막아주는 한시적 효과를 기대하고 만들어진 것이다. 만일 이 규정이 대통령의 임기 또는
중임에 대한 개정의 전면적 금지를 규정한 것이었다면, 오히려 이 규정 자체가 불합리한 규정이라는 비판
을 받아 개정의 대상이 되었을 가능성도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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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33)
제2차 개정헌법에서 도입되었던 헌법개정의 한계에 관한 규정이 이후의 헌법개정에 의
하여 삭제되고, 현재에는 헌법개정의 한계에 관한 조항이 더이상 존재하지 않고 있음을
상기할 때, 현행헌법 제128조 제2항은 헌법개정의 금지가 야기할 수 있는 문제점을 회피
하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심사숙고를 통해 만들어진 조항이라고 평가될 수 있
을 것이다.

3. 헌법 제128조 제2항의 역사적 기능에 대한 평가
최근 헌법개정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가 점차 활발해지고 있지만, 현행헌법은 역대 최장
수 헌법일 뿐만 아니라 가장 성공적인 헌법으로 평가되고 있다. 비록 부분적인 문제점은
적지 않지만, 국민의 의사를 최대한 수용하면서 여야 합의를 통해 만들어진 헌법으로서
민주주의의 진전에 나름의 역할을 했던 것이다.
이처럼 현행헌법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 중의 하나는 20년이 넘는 기
간 동안 헌법개정 없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었다는 점을 들 수 있으며, 이는 현행헌
법 제128조 제2항의 규정이 효과적으로 작용했던 것과 무관하지 않다. 즉, 그동안에도
대통령의 임기를 5년 단임에서 4년 중임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이 심심치 않게 제기
되었지만, 대부분의 대통령들이 자신이 수혜자가 될 수 없고, 오히려 후임 대통령만이 수
혜자가 될 수 있는 헌법개정에 대해 적극성을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물론 헌법 제128조 제2항의 힘만으로 현행헌법이 역대 최장수 헌법으로 자리매김될 수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적어도 현행헌법 제128조 제2항의 규정이 적지 않은 역할을
했던 점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33) 이
 와 관련하여 김선택교수(집권연장목적의 헌법개정제안 봉쇄조항. - 헌법 제128조 제2항의 해석 -, 서
정호교수 정년기념논문집, 1996, 47-71쪽)는 헌법 제128조 제2항이 헌법 제70조의 대통령단임제를 수
호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특정한 내용의 헌법개정, 즉 현재의 집권자가 집권연장을 위해 헌법 제70조를
개정하는 내용의 헌법개정을 제안 단계에서부터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이라는 의미에서 실정법적 개정
한계조항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 제128조 제2항의 실질적 기능이 집권연장목적의 헌법개정을
막는 데 있다고 할지라도 개정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법적 의미를 개정한계조항으로 해
석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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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헌법개정의 한계
1. 헌법개정의 성격과 한계
비록 헌법 제128조 제2항을 헌법개정의 한계에 관한 규정으로 보지 않는 견해가 지배
적이라 할지라도, 현행헌법의 해석상 헌법개정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 견해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렇게 헌법개정에도 일정한 한계를 인정하는 견해가 지배적인 이유는 헌법개정이 헌
법의 제정을 전제로 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삭제·보완하는 것이며, 기존 헌법의 큰 틀
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즉, 이러한 틀
을 벗어날 경우에는 사실상 헌법의 개정이 아니라 헌법이 제정이 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
다.34) 더구나 헌법제정(내지 헌법제정권력)에 대해서도 일정한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널리
인정되고 있는 오늘날, 헌법개정에 대해서 한계를 인정하는 것은 당연시될 수 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근거에서 헌법개정에 대하여 한계를 인정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경우 헌법개정의 구체적 한계는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의 여지가 많이 남아있다.35)
이러한 문제들은 헌법개정의 한계가 헌법이론상 어떤 근거에서 어디까지 그어지는지를 먼저
밝힌 후, 이를 실정헌법상의 한계와 연결시켜 이해함으로써 답해질 수 있을 것이다.

2. 헌법개정의 헌법이론상의 한계
(1) 법실증주의의 헌법개정한계 부인론
헌법이론상 헌법개정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오늘날의 통설이지만 법실증주의는 헌법
개정의 한계를 부인한다. 법실증주의 헌법이론은 오로지 실정법만을 법적 고찰의 대상으

34) 이미 헌법개정의 개념 자체에서부터 「헌법의 기본적 동일성의 유지」를 중요한 징표로 삼고 있는 점은 이
런 의미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35) 예
 컨대 헌법 스스로가 헌법개정의 한계에 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각기
복잡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전자의 경우에는 명문규정에 의한 한계 이외에 헌법이론상의 한계도 아울
러 인정되는지, 만일 그렇다면 명문규정에 의한 한계와 헌법이론상의 한계는 어떤 관계에 놓이게 되는지
등의 문제가 제기되는가 하면, 후자의 경우에는 헌법이론상의 한계가 명문의 헌법규정 없이 과연 어떻게
구체화되고, 실정헌법적 근거를 찾을 수 있는지가 주로 문제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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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할 뿐이고, 그 내용(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전혀 묻지 않는다. 따라서 법실증주의의 입
장에서는 어떤 내용의 헌법개정은 허용되고, 또 어떤 내용의 헌법개정은 허용되지 않는다
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다.36)
이러한 법실증주의의 헌법개정 무한계론은 결과적으로 헌법개정자는 어떤 내용을 헌법
에 담아도 상관이 없다는 것으로 귀결된다. 헌법개정의 내용을 결정하는 것은 정치과정이
고, 이를 통제하는 것은 법학의 과제가 아니라는 것이다.37) 법실증주의는 객관성과 학문
성을 내세우며 일체의 가치판단을 법학의 영역에서 배제하려 한 것이다.
그러나 법실증주의의 몰가치성은 법이 규범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만드
는 결과를 낳았으며, 그로 인하여 독재의 정당화에 악용되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
이다.

(2) 결단주의의 헌법개정한계 인정론
헌법제정에 대해서는 법실증주의와 마찬가지로 한계를 인정하지 않던 결단주의도 헌법
개정에 대해서는 한계를 인정하는 태도를 보인다.
결단주의가 헌법개정권력에 대해서는 특별히 한계를 인정하는 것은 헌법제정권력이 미
치는 범위와 헌법개정권력이 미치는 범위가 같을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헌법제정권
력은 절대적이고 무제한적 권력이기 때문에, 헌법제정권력의 행사를 통해 만들어진 헌법
(Verfassung)은 헌법제정권력자의 의지에 따라 어떤 내용도 담을 수 있지만, 헌법개정권
력의 행사에 의해 만들어진 헌법률(Verfassungsgesetz)은 헌법제정자의 근본결단을 대
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단주의의 경우에도 과연 헌법제정권력자의 근본결단에 속하는 것이 무엇이냐
는 문제와 헌법제정권력자까지도 구속하는 초월적 규범의 존재와 구속력을 인정하지 않
는 데에 따르는 문제가 있지만, 적어도 헌법제정과 헌법개정의 차이를 명확히 하는 데에
는 큰 기여를 하였다고 평가된다.

36) 심
 지어 명문의 규정으로 헌법개정의 한계를 선언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한계규정부터 먼저 개정한 후
에 다시 개정하면 된다는 주장을 펴기도 한다.
37) 옐
 리네크(Georg Jellinek)는 이를 완성된 사실의 이론 내지 사실의 규범력 이론으로 정당화시키기도 하였
다. 그러나 그러한 이론과 상관없이 법실증주의는 본질적으로 법규범의 내용적 가치를 도외시하고 규범의
형식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결론이 나오는 것은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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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합론의 헌법개정한계 인정론
통합론에 기초한 헌법이론은 무엇보다 가치관련성을 강조하는 점에서 기존의 헌법이
론과 근본적인 차이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스멘트 자신이 헌법개정 및 그 한계의 문제에
대하여 명백한 입장을 표명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후대의 통합론자들 사이에 있어서 헌
법개정 및 그 한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었다.
콘라드 헷세를 중심으로 한 다수의 견해는 헌법개정의 한계를 논함에 있어서도 - 결단
주의가 그러하듯이 헌법제정권력과 헌법개정권력의 차이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 헌
법의 중심가치가 무엇인지를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이런 맥락에서 헷세는 헌
법개정이란 역사적 변천 속에서 헌법의 계속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역사적·구
체적 질서의 동일성을 상실시키는 모든 헌법개정은 금지된다고 보았다.

3. 헌법개정의 실정헌법상의 한계
대부분의 헌법들은 개정의 절차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을 뿐, 개정의 한계에 대해 명시
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헌법개정의 한계에 관한 논의는 앞서 정리된 헌법이론적 기초
에 따라 전개되었다. 그러나 몇몇 헌법의 경우에는 헌법 스스로가 개정되어서는 안 될 조
항들을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개정의 한계에 관한 명문의 헌법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 의미를 해석하고, 적용
범위를 확정하는 것이 매우 어렵고도 중요한 문제가 된다. 예컨대 독일 기본법 제79조 제
3항은 헌법개정의 한계에 대하여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다.38) 이런 규정은 헌법제정자 스
스로가 헌법의 중심규정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밝혀주는 것이기 때문에 헌
법개정자를 구속하는 효력을 갖는 것으로 인정된다.
하지만 헌법의 명문규정에 의해 개정의 한계가 일부 명시되더라도 그것이 헌법개정의
한계 전부를 밝혀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앞서 설명된 헌법이론적 한계는 여전히 중요한

38) 독일 기본법 제79조 제3항:“연방을 각 주(州)로 분할하여 편성하는 것, 입법에 있어서 주(州)의 원칙적인
협력 또는 제1조와 제20조에 규정된 원칙들에 저촉되는 기본법 개정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한국의 1954년의 제2차 개정헌법 제98조 제6항에서는“제1조, 제2조와 제7조의2 규정은 개폐할 수
없다”
는 규정을 두고 있었다. 그러나 이 경우 헌법제정자가 아닌 헌법개정자에 의해 도입된 한계였다는 점
으로 인하여 그 성격의 이해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 논란의 여지가 있었으며, 1962년 헌법에 의해 이 규정
은 삭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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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를 갖는다. 그리고 만일 헌법개정에 대한 헌법이론상의 한계와 실정헌법상의 한계가
상충되는 경우가 있다면, 그것은 어떠한 부분에서 상충되는지를 먼저 판단하여야 한다.

4. 현행헌법상의 헌법개정의 한계
이와 같은 헌법개정의 한계에 관한 이론을 현행헌법에 적용시켜 보면, 헌법의 민주적
기초에 관한 부분과 법의 일반원칙에 관한 규정들은 헌법제정의 한계로도 인정되는 것으
로서 당연히 헌법개정의 한계가 된다. 그밖에 헌법의 기본적 동일성을 구성하는 요소, 예
컨대 기본권의 보장, 권력분립원칙에 따른 국가기관의 구성 등도 헌법개정의 한계로 인정
되어야 함이 명백하다.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은 정부형태에 관한 헌법규정이 헌법개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
는가 하는 문제이다. 그동안 많은 학자들은 민주주의의 틀 안에서 정부형태가 바뀌는 것,
예컨대 대통령제에서 의원내각제로 바뀌는 것은 국가 자체의 동일성을 파괴하는 것은 아
니라는 관점에서 정부형태를 헌법개정의 한계 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견해가 많았다. 그
러나 정부형태의 변화는 단순한 몇 개 헌법규정의 변화가 아니라 국가조직의 전체적인 변
혁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것이 국가질서 전체에 미치는 파급효를 생각할 때, 이는 개정의
한계 밖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5. 헌법개정의 한계를 넘어선 헌법개정과 그에 대한 대응방안
헌법개정은 - 헌법의 제정과는 달리 - 헌법에 의해 정해진 절차에 따라 행해질 뿐만 아
니라, 그 내용에 있어서도 일정한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다. 즉 헌법의 기본이념과 기본원
리, 기타 헌법의 기본구조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즉 헌법의 기본적 동일성을 침해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헌법이 개정될 수 있으며, 헌법개정의 결과가 이를 벗어날 경
우에는 더이상 헌법개정이라 볼 수 없게 되는 것이다.39)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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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39) 이
 러한 헌법의 변동은 형식상 헌법개정의 절차에 따른 경우라 해도 그 실질은 더 이상 헌법개정이라 할 수
없고, 오히려 기존헌법의 입장에서 보면 헌법의 파괴 또는 폐제, 새로운 헌법의 입장에서 보면 헌법의 제
정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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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형식은 헌법개정이지만 그 실질은 헌법의 제정에 해당된다고 볼 경우에는 헌법
개정의 한계만을 문제삼을 것이 아니라 헌법제정의 한계도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다. 비
록 헌법의 개정으로서 정당하지 않은(즉 그 한계를 넘어선) 것이라 할지라도 실질적인 헌
법의 제정으로서는 정당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한 헌법제정으로서의 정당성 여부는 헌법
제정의 한계를 넘어선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 헌법의 경우, 1962년 헌법 이래로는 국민투표를 통하여 헌법개정의 정당성
을 확인하는 절차가 현행헌법에 이르기까지 반복되어 왔다.40) 이처럼 헌법개정안의 확정
에 국민투표를 거치도록 할 경우에는 - 국민이 헌법제정권자이자 동시에 헌법개정권자이
기 때문에 - 헌법의 제정과 개정이 더욱 구별하기 어려워진다. 또 헌법의 제정과 개정을
구별할 실익도 사실상 크지 않게 된다.
지난 60여년 동안 9차에 걸친 헌법의 개정이 있었고, 그 가운데 몇 차례는 정부형태가
바뀌는 등 국가조직의 기본틀이 변화되었던 중대한 변화를 야기하였기 때문에 사실상의
헌법제정이라고 부르고, 이를 기준으로 공화국을 나누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헌법개정
이 - 헌법제정의 한계까지도 일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 헌법의 기본적 동일성을 깨뜨린
것이기 때문에 위헌이고 무효라고 주장하는 견해는 찾기 어렵다. 주권자인 국민의 동의를
통해 국가조직의 기본틀을 변화시키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였다고 생각되기 때문
이다.
하지만 문제되는 헌법개정이 - 아무리 국민투표에 의해 정당성을 확보했다고 할지라도
- 헌법제정의 한계까지도 벗어나는 것이라면, 그것은 결코 정당화되지 못한다. 이러한 시
도는 헌법상의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막아야 할 것이며, 설령 그러한 시도가 성공한 경우
에도 국민의 저항권 행사를 통한 저지가 가능하고 또 필요할 것이다.

40) 1972년 헌법 제124조는 헌법개정의 절차를 이원화하여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개정안에 대해서는 국민투
표에 붙이되, 국회의원이 발의한 헌법개정안에 대해서는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였다. 그러
나 이른바 제4공화국이 붕괴되고 1980년 헌법이 새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는 당시 대통령이었던 최규하
씨의 이름으로 헌법개정안을 발의하고 이에 대한 국민투표를 통해 개정안을 확정하는 절차를 거침으로써
결국 국민투표를 벗어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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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
현행헌법 제128조는 헌법개정의 발의요건 및 헌법개정의 효력제한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다. 이러한 헌법 제128조 자체를 다시금 개정의 대상으로 삼을 것인지의 여부는 두 가
지 각도로 나누어서 검토될 수 있다.
먼저 현행헌법 제128조의 규정 형식과 관련하여 이를 제129조 및 제130조와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 현행헌법은 헌법개정에 관한 조항을 3개로 나누어서 제128조
에서는 발의요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제129조에서는 헌법개정안의 공고에 관한
규정은 그리고 제130조에서는 헌법개정안의 확정 및 공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헌법개정에 관한 조항을 절차진행순서에 따라서 나누어 놓는 것이 적절
할 것인지는 의문이다. 오히려 제헌헌법 당시처럼 하나의 조문 안에서 헌법개정의 절차
전체를 규율하고, 현행헌법의 제128조 제2항을 하나의 조문으로 독립시키는 방안도 고려
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현행헌법 제128조의 규정 내용과 관련하여서는 대통령의 헌법개정발의권을 삭
제하는 것을 검토해볼 수 있다. 현행헌법상의 대통령은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일컬
어질 정도로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대통령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수단은 찾아
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에게 헌법개정발의권까지 부여하는 것이 적
절하다고 보기는 힘들 것이다.
하지만 이는 대통령제 정부형태의 존치를 전제한 것이기 때문에, 만일 헌법개정을 통하
여 정부형태 자체가 변경될 경우에는 현행헌법 제128조의 의미와 구조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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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29조
장영수

제129조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Ⅰ. 헌법개정의 절차와 공고기간의 의미
현행헌법 제128조 이하의 규정에 따르면 헌법개정의 절차는 다섯 단계를 거치게 된다.
첫째, 헌법개정안의 제안이 있어야 한다.1)
둘째, 제안된 헌법개정안이 일정 기간(현행헌법상으로는 20일 이상) 공고되어야 한다.
셋째, 국회 내에서 헌법개정안에 대한 표결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표결에 있어서는 재
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2)
넷째, 국회의 의결을 통과한 헌법개정안은 국회의 의결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
여서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3)
다섯째, 국민투표를 통과한 헌법개정안은 확정되며, 대통령이 이를 공포한 이후 새로운
헌법이 발효된다.
현행헌법 제128조 제1항에서 헌법개정안의 제한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는 반면에 제
129조는 두 번째 단계인 헌법개정안의 공고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다.
헌법개정에 대하여 이와 같은 공고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헌법개정안의 내용을 국
민이 충분히 확인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표출하여 헌법개정안이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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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에 관하여는 헌법 제128조 제1항의 주석 참조.
2) 이에 관하여는 헌법 제130조 제1항의 주석 참조.
3) 이에 관하여는 헌법 제130조 제2항의 주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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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성을 얻을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4) 그러므로 헌법개정안이 확정
되어 공고된 이후 표결에 이르기 이전 단계에서 일정한 공고기간을 갖는 것은 헌법개정
안에 대한 국민적 의사결정을 위해 필요한 것이며, 이를 위해 적어도 20일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이다.
또한 공고된 개정안의 내용이 수정될 경우에는 공고기간의 의미가 상실되므로 새로운
공고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다.

Ⅱ. 헌법 제129조의 연혁
1. 제1공화국 당시의 헌법개정안의 공고기간에 관한 규정
제헌헌법 第98條
② 憲法改正의 提議는 大統領이 이를 公告하여야 한다.
③ 前項의 公告期間은 30日 以上으로 한다.
제헌헌법은 제98조 제2항과 제3항에서 헌법개정안이 제의된 경우 이를 대통령이 공고
하도록 하였으며, 그 공고기간은 30일 이상으로 규정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제헌헌법의 기초자인 유진오 박사는“법률의 개정에는 하등 공고의 필요
가 없는데 반하여 헌법개정은 대통령이 이를 공고하여야 하며, 또 그 공고기간은 30일 이
상이어야 한다. 이와 같은 상당한 장기의 공고기간을 두게 한 것은 대통령이나 국회의 다
수당이 국민의 여론을 물을 사이도 없이 창졸간에 헌법을 개정하는 폐해를 방지하고 헌법
의 개정이 제안되면 이를 일반에게 공고하여 넓이 국민의 여론을 듣고자 한 것이다.”
라고
설명하였다.5)

4) 대부분의 경우 이미 개정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그 내용이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지고, 또 그 내용에
대한 국민의 찬반까지도 상당부분 확인될 수 있겠지만, 최종적으로 성안된 헌법개정안을 가지고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는 것은 역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5) 유진오, 헌법해의, 1949, 203쪽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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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을 위해서는 국민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헌법개정안의 공고가
필요하다는 인식은 제헌헌법 당시부터도 명확하였으며, 더구나 당시에는 헌법개정안의
확정에 국민투표를 거치지 않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했다는 점이 이로부터 명백
해진다.
이러한 제헌헌법 제98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차 개헌 및 제2차 개헌에서 변동
없이 유지되었다.

2. 제2공화국 헌법과 헌법개정안의 공고기간
제2공화국 헌법에서는 기존의 헌법에서‘제9장 헌법개정’
으로 되어 있던 것을‘제12장
헌법개정’
으로 변경한 이외에 헌법개정을 규정하고 있었던 제89조 규정의 변경은 없었다.

3. 제3공화국 헌법의 규정
제3공화국 헌법 第119條
② 提案된 憲法改正案은 大統領이 30日以上의 期間 이를 公告하여야 한다.
기존의 헌법개정과는 달리 전문개정의 형식을 취하였던 제3공화국 헌법에서도 헌법개
정안의 공공기관에 관하여 내용상의 변화는 없었다. 단지 과거와는 달리 2개의 항으로 나
누어져 있던 것을 하나의 조항으로 합하여 표현상의 변화가 약간 있었을 뿐이다.

4. 제4공화국 헌법과 제5공화국 헌법상의 공고기간
(1) 제4공화국 헌법(유신헌법)상의 공고기간
제4공화국 헌법 第125條
① 國會에 提案된 憲法改正案은 20日 以上의 期間 이를 公告하여야 하며, 公告된 날로
부터 60日 以內에 議決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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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공화국 헌법 第126條
① 大統領이 提案한 憲法改正案은 20日 以上의 期間 이를 公告하여야 하며, 公告된 날
로부터 60日 以內에 國民投票에 붙여야 한다.
흔히 유신헌법이라 일컬어지는 제4공화국 헌법은 헌법개정의 방식을 이원화시키고 있
었다. 즉, 국회에 의하여 헌법개정이 발의될 경우에는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헌법개정안
을 확정하도록 하였던 반면에 대통령이 헌법개정을 발의할 경우에는 국민투표에 의하여
이를 확정하도록 하였던 것이다.6)
이러한 기묘한 구조 속에서 헌법개정의 공고기간 또한 변화되었다. 국회에서 발의된 헌
법개정안과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개정안 모두 30일 이상 공고하도록 하였던 과거의 헌법
과는 달리 20일 이상의 기간 동안 공고하도록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유신헌법상의 헌법개정방식 자체의 불합리성은 차지하고, 이러한 공고기간의
감축이 특별한 문제를 야기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매스미디어를 통한 정보전달 속
도의 개선은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 여론이 과거보다 짧은 시간에 형성될 수 있도록 하
고 있을 뿐만 아니라, 헌법개정의 문제는 개정안이 공식적으로 발의된 때부터 비로소 국
민에게 알려지는 것이 아니라 준비과정 내지 논의과정에서부터 국민들에게 공개되고므로
이에 대한 여론을 형성할 시간적 여유는 충분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7)

(2) 제5공화국 헌법상의 공고기간
제5공화국 헌법 第130條
提案된 憲法改正案은 大統領이 20日 以上의 期間 이를 公告하여야 한다.
1979년 10·26사태에 의하여 유신체제가 붕괴된 이후, 이른바 신군부의 집권에 의하
여 탄생되었던 1980년의 제5공화국 헌법은 유신체제의 독재적 요소를 일부 완화시켰으

6) 제4공화국 헌법 제124조:
① 憲法의 改正은 大統領 또는 國會在籍議員 過半數의 發議로 提案된다.
②大
 統領이 提案한 憲法改正案은 國民投票로 確定되며, 國會議員이 提案한 憲法改正案은 國會의 議決을
거쳐 統一主體國民會議의 議決로 確定된다.
③ 憲法改正이 確定되면 大統領은 즉시 이를 公布하여야 한다.
7) 유신헌법의 경우에는 여론을 형성할 시간적 여유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여론이 올바르게 반영될
가능성이 더 큰 문제였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헌법개정절차를 이원화시킨 의도와도 무관하지 않다. 이에
관하여는 헌법 제128조의 주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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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헌법개정과 관련하여서도 이원적 절차를 단일화하고, 헌법개정의 효력제한규정을 두
는 등의 변화를 가져왔다.8)
그러나 헌법개정안의 공고기간에 있어서는 유신헌법과 마찬가지로 20일 이상의 기간
동안 공고하도록 하였으며, 이는 정보통신기술의 지속적인 발전 및 이를 통한 국민 여론
의 형성이 과거보다 오히려 더 용이해졌음을 고려할 때, 자연스러운 것으로 평가될 수 있
을 것이다.

Ⅲ. 헌법개정안의 공고기간의 의미와 그 적정성
1. 민주주의의 요청과 입법절차의 투명성에 대한 요청
오늘날 민주주의라는 대원칙을 부정하는 헌법은 찾아보기 어려우며, 우리 헌법도 민주
주의와 법치주의를 헌법질서를 형성하는 기본원리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떤 방식으로 구체화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끊임없는 논란이 계
속되고 있다.9)
이러한 견해의 대립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헌법상의 민주주의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국
민주권에 기초하여 국민의 자유와 평등을 실현시키기 위한 여러 제도들이 요청된다는 점
에 큰 이견이 없으며, 특히 국가권력행사의 객관성과 공정성 및 이를 위한 전제로서의 투
명성 확보에 많은 관심이 기울여지고 있다.
물론 모든 국가작용이 투명하게 공개되기는 어려울 수 있으며, 특히 국가기밀 또는 수
사기밀 등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한 비공개는 당연히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반면에 국가
작용의 기준과 원칙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며, 이러한 기준을 설정하는 과정인 입법절
차에 대해서도 투명성이 요청되는 것이다.
헌법개정의 경우에도 개정안의 내용에 대한 논의에서부터 최종 확정에 이르기까지의
전체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이를 통하여 국민이 국가질서의 근간을 바꿀 수 있는 헌
제
10
장

8) 이에 관하여는 헌법 제128조의 주석 참조.
9) 이에 관하여는 장영수, 헌법학, 2009, 144쪽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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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개정(안)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그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형성하며, 나아가 적절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인정된다.

2. 법률안의 경우와 헌법개정안의 비교
법률안과 헌법개정안을 비교할 경우 그 법적 효력 및 파급효 등에 있어서 헌법개정안이
법률안을 압도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헌법개정이 자주 이루어지지 못하는 반면 입법은 상
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법률안의 경우에도 절차적 투명성의 요청은 매우 크다
고 할 수 있다.
헌법개정안의 경우와 달리 법률안의 경우에는 공고기간에 대한 구속력있는 일반규정이
없다. 과거 1983년 5월 21일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법령안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에 의
하여 일정한 요건 하에 법령안의 사전예고제도가 도입된 바 있으며,10) 이 경우에도 20일
이상의 기간 예고하도록 한 바 있다.11) 그러나 1995년 8월 10일자로 이 규정이 폐지되었
으며, 행정절차법 제41조12) 이하에서 행정상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들을 두고 있다. 또한

10) 법령안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3조 (입법예고):
①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법률·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으로서 국민의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법
령을 제정 또는 개정(폐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입법안의 제안을 주관하는
원·부·처·청(이하 "법령안 주관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에 있어서는
소속 원·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예고하여야 한다.1. 학사제도2. 공중위생3. 환경보전4. 농지 기타 토
지제도5. 국토계획 및 도시계획6. 건축7. 도로교통8. 행정심판9. 국가시험10. 기타 다수국민의 일상생
활과 관련되는 중요분야의 사항
② 입법예고는 당해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입법내용의 성질 기타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예고하기가 곤란한 경우, 상위법령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것인 경우 또는 예고함이 공익
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법제처장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령으로서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한 법령안의 심사요청을 받은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권고하거나 당해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청에 있어서는 그 소속 원·부의 장을 포함한다)과의 협의를 거쳐 직접 예고할 수
있다.
11) 법령안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5조 (예고기간):
입법예고기간은 예고시에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
12) 행정절차법 제41조 (행정상 입법예고)
①법
 령 등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이하 "입법"이라 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은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2.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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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에서도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13) 그러나 의무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로 입법예고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지는 않다.
결국 헌법개정안이 필수적으로 사전공고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과는 달리 법률안의 경우
에는 그 내용 및 제안주체에 따라 사전공고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3. 외국 헌법 규정과의 비교
미국헌법은 제5조14)에서 헌법개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공고기간에 관한 명문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3. 상위 법령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4. 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5. 입법내용의 성질 그 밖의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삭제
③법
 제처장은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한 법령안의 심사요청을 받은 경우에 입법예고를 함이 적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행정청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권고하거나 직접 예고할 수 있다.
④ 입법예고의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3) 국회법 제82조의2 (입법예고):
①위
 원회는 심사대상인 법률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주요내용등을 국회공보등에 게재하여 입법예고 할 수 있
다. 다만, 폐회중에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예고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법예고를 할 때에는 의장에게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입법예고의 방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14) 미
 국 연방헌법 제5조:
연방의회는 각원의 의원의 3분의 2가 본헌법에 대한 개정의 필요성을 인정할 때에는 헌법개정을 발의하
여야 하며, 또는, 각주 중 3분의 2 이상의 주의회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개정 발의를 위한 헌법회의를 소
집하여야 한다. 어느 경우에 있어서나 개정은 연방의회가 제의하는 비준의 두 방법 중의 어느 하나에 따
라, 4분의 3의 주의 주의회에 의하여 비준되거나, 또는 4분의 3의 주의 주헌법회의에 의하여 비준되는 때
에는 사실상 본헌법의 일부로서 효력을 발생한다. 다만, 1808년 이전에 이루어지는 개정은 어떠한 방법
으로도 제1조 제9절 제1항 및 제4항에 변경을 가져올 수 없다. 어느 주도 그 주의 동의 없이는 상원에서
의 동등한 투표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The Congress, whenever two thirds of both houses shall deem
it necessary, shall propose amendments to this Constitution, or, on the application of the legislatures of two
thirds of the several states, shall call a convention for proposing amendments, which, in either case, shall be
valid to all intents and purposes, as part of this Constitution, when ratified by the legislatures of three fourths
of the several states, or by conventions in three fourths thereof, as the one or the other mode of ratific ation
may be proposed by the Congress; provided that no amendment which may be made prior to the year one
thousand eight hundred and eight shall in any manner affect the first and fourth clauses in the ninth section of
the first article; and that no state, without its consent, shall be deprived of its equal suffrage in the Sen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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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프랑스헌법은 제89조15)에서 헌법개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역시 공고기간
에 관한 명문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독일기본법은 제79조16)에서 기본법의 개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공고기간에 관
한 명문을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 점은 다르지 않다.

15) 프랑스헌법 제89조:
① 헌법개정안의 발의는 총리의 제안에 따라 대통령이 하거나 국회에서 한다.
②정
 부제출 또는 의원발의 헌법개정안은 동일한 내용으로 양원에서 제42조 3항에 규정된 기한 내에 검토되고
표결되어야 한다. 국민투표에서 승인되면 헌법개정이 확정된다.
③단
 , 대통령이 헌법개정안을 양원합동회의(Congrès)에 제출할 것을 결정하면 이에 대한 국민투표는 시행되지
아니한다. 이 경우에 개정안은 유효투표의 5분의 3 이상을 획득해야 가결된다. 하원의 의장단이 양원합동회
의의 의장단이 된다.
④ 영토의 보전을 침해하는 개정절차는 일체 착수· 추진될 수 없다.
⑤ 정부의 공화제는 개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① L’initiative de la révision de la Constitution appartient concurremment au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sur proposition du Premier ministre et aux membres du Parlement.

②L
 e projet ou la proposition de révision doit être examiné dans les conditions de délai fixées au troisième

alinéa de l’article 42 et voté par les deux assemblées en termes identiques. La révision est définitive
après avoir été approuvée par référendum.

③T
 outefois, le projet de révision n’est pas présenté au référendum lorsque le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décide de le soumettre au Parlement convoqué en Congrès ; dans ce cas, le projet de révision n’est
approuvé que s’il réunit la majorité des trois cinquièmes des suffrages exprimés. Le Bureau du Congrès
est celui de l’Assemblée nationale.

④ Aucune procédure de révision ne peut être engagée ou poursuivie lorsqu’il est porté atteinte à l’intégrité

du territoire.

⑤ La forme républicaine du Gouvernement ne peut faire l’objet d’une révision.)

16) 독일기본법 제79조:
①기
 본법은 기본법의 문구를 명시적으로 변경 또는 보완하는 법률에 의해서만 개정될 수 있다. 강화조약이나 강
화조약의 준비 또는 점령군에 의한 규율의 해체에 관한 국제조약의 경우에 기본법의 규정이 조약의 체결 및
발효와 충돌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항에 국한되는 기본법 문구의 보완으로 충분
하다.
② 기본법을 개정하는 법률은 연방의회와 연방참사원에서 각각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연
 방국가적 구조 및 입법에 대한 주의 참여, 그리고 기본법 제1조와 제20조에 규정된 기본원칙에 저촉되는
기본법의 개정은 허용되지 않는다.
(① Das Grundgesetz kann nur durch ein Gesetz geändert werden, das den Wortlaut des Grundgesetzes

ausdrücklich ändert oder ergänzt. Bei völkerrechtlichen Verträgen, die eine Friedensregelung, die
Vorbereitung einer Friedensregelung oder den Abbau einer besatzungsrechtlichen Ordnung zum
Gegenstand haben oder der Verteidigung der Bundesrepublik zu dienen bestimmt sind, genügt zur
Klarstellung, daß die Bestimmungen des Grundgesetzes dem Abschluß und dem Inkraftsetzen der
Verträge nicht entgegenstehen, eine Ergänzung des Wortlautes des Grundgesetzes, die sich auf diese
Klarstellung beschrän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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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일본헌법도 제96조17)에서 헌법개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공고기간에 대
해서는 명문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이처럼 외국 헌법에서 공고기간에 관한 명문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상황에 맞춰 합리적
인 기간에 헌법개정이 진행될 것에 대한 신뢰에 기초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제1차 개헌이나 제2차 개헌의 경우처럼 절차적 위헌인 헌법개정이 사실상 관철
된 경험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일반적 신뢰를 무조건 전제하는 것
보다는 명문규정을 두어 절차의 오남용 위험성을 차단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라 생각된다.

4. 공고기간의 적정성에 대한 판단
1948년의 제헌헌법 당시에는 공고기간을 30일 이상으로 정하고 있었는데, 1972년 제
4공화국 헌법 이래로 현행헌법에 이르기까지 공공기간을 20일 이상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과연 20일 이상의 공고기간이 적정한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이미 제헌헌법의 기초자인 유진오 박사가 밝혔듯이 공고기간을 명문화한 것은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다. 국민투표에 의하여 헌법개정안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

②E
 in solches Gesetz bedarf der Zustimmung von zwei Dritteln der Mitglieder des Bundestages und zwei

Dritteln der Stimmen des Bundesrates.

③E
 ine Änderung dieses Grundgesetzes, durch welche die Gliederung des Bundes in Länder, die

grundsätzliche Mitwirkung der Länder bei der Gesetzgebung oder die in den Artikeln 1 und 20
niedergelegten Grundsätze berührt werden, ist unzulässig.)

17) 일본헌법 제96조:
①이
 헌법의 개정은, 각 의원의 총 의원의 삼분의 이 이상의 찬성으로, 국회가 이것을 발의하고, 국민에게 제안
해 그 승인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승인에는, 특별의 국민투표 내지는 국회가 정하는 선거 때 있어서 투표
자 과반수의 찬성을 필요로 한다.
②헌
 법개정에 대해서 전항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천황은 국민의 이름으로 이 헌법과 일체를 이루는 것으로
서, 즉시 이것을 공포한다.
(① この憲法の改正は、各議院の総議員の３分の２以上の賛成で、国会が、これを発議し、国民に提案
してその承認を経なければならない。この承認には、特別の国民投票又は国会の定める選挙の際行
はれる投票において、その過半数の賛成を必要とする。
②憲
 法改正について前項の承認を経たときは、天皇は、国民の名で、この憲法と一体を成すものとし
て、直ちにこれを公布す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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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의결만으로 헌법개정을 확정할 수 있었던 당시의 헌법에서 이러한 국민 여론의 수렴
을 중요시하였다면, 헌법개정안이 국민투표에 의해 최종적으로 확정되도록 하고 있는 현
행헌법에서는 국민 여론의 수렴이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공고기간이 장기가 되어야만 국민 여론이 제대로 수렴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헌
법개정안이 밀실에서 만들어져서 어느날 갑가지 발의된다면 모를까,18) 헌법개정안을 마
련하는 과정에서의 논의까지도 국민에게 공개되는 것을 전제로 할 때에는 공고기간의 의
미는 상대적으로 축소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헌법개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의 투명한 공개, 그리고 현대적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을 활용한 정보의 원활한 유통을 전제로 과거의 30일 이상에서 20일 이상으로 공고
기간을 단축시킨 것은 적정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Ⅳ.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
현행헌법 제129조는 헌법개정안의 공고기간에 관한 규정이다.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외국의 입법례에서는 공고기간을 명시한 헌법을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나 우리의 헌정사
적 경험에 기초하여 이 규정을 존치하는 것은 나름의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고기간을 30일 이상에서 20일 이상으로 단축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도 오늘날의
변화된 상황을 고려할 때 나름의 합리성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오히려 공고기
간의 단축을 고려해 볼 수도 있지만, 지나치게 짧은 공고기간은 공고기간으로서의 의미를
갖지 못한다는 점을 생각할 때, 현재의 20일 이상이라는 조건은 비교적 적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현행헌법 제129조의 개정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규정형식의 측면에서는 현행헌법과 같이 헌법개정에 관한 조항을 제128조, 제129
조, 제130조의 3개 조문으로 나누어 놓는 것이 합리적일 것인지, 아니면 이를 하나의 조
문으로 묶고 헌법개정의 효력을 제한하는 제128조 제2항을 분리시키는 것이 더 합리적일
것인지에 대해서는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18) 물론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진 헌법개정안이 민주적 정당성을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국민투표를 통과
하여 관철될 가능성도 지극히 낮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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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30조
장영수

제130조
①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②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
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 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Ⅰ. 헌법개정안의 확정절차와 공포의 의미
헌법개정안이 정상적으로 제안되어 공고기간을 거천 이후에는 헌법개정안에 대한 찬
반의 투표를 거쳐서 이를 확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최종적으로 확정된 이후에는 공포를
거쳐서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20일 이상 공고된 헌법개정안은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통과된다(헌법 제130조 제1항). 현행헌
법이 국민투표에 의한 헌법개정안의 확정이라는 절차를 두고 있으면서도 헌법개정안에
대해서 국회의 의결을 먼저 거치도록 하는 것은 국회 내 소수파의 보호를 위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소수파는 재적과반수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헌법개정안을 발의할 수
는 없지만, 재적 3분의 1 이상의 수를 확보하기만 하면 헌법개정을 저지할 수는 있다.1)

1) 이를 일컬어 「저지소수」라 부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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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국회의 다수파라 할지라도 소수파가 반대하는 헌법개정을 강행하기는 매우 어렵
게 되는 것이다.2)
헌법개정안이 국회의 의결을 통과한 경우에는 그 의결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
여야 하며, 국민투표에서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
으면, 그 헌법개정안은 새로운 헌법으로 확정된다(헌법 제130조 제2항, 제3항 전단). 현
행헌법이 국회의 재적의원 3분의 2의 찬성이라는 엄격한 요건을 헌법개정안에 대하여 부
과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국민투표를 거쳐서 비로소 확정되도록 한 것의 의미는 두 가
지 측면에서 볼 수 있다.
첫째, 국민이 직접 투표하여 찬성함으로써 국회 또는 대통령의 발의와 국회내 다수의
의결에 대하여 국민적 지지 내지 정당성을 부여해 주는 것이다.
둘째, 만약 정치적 세력들의 담합에 의해 국민이 원하지 않는 헌법개정이 추진될 경우
이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국민투표를 통하여 헌법개정안의 통과 여부가 결정되면 대통령은 이를 즉시 공포하여
야 한다(헌법 제130조 제3항 후단). 그러나 헌법개정의 발효시기에 관해서는 헌법상 명
문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논란이 있다.
현행헌법과 같이 부칙에서 그 발효시기를 확정한 경우3)에는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
은 경우 발효시기를 대통령이 국민투표의 결과를 공포한 시점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법
률의 발효에 관한 헌법 제53조 제7항을 유추하여 20일이 경과한 후로 보아야 할 것인지
가 문제되는 것이다. 이에 관하여는 학설의 대립이 있지만, 부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공포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된다고 보는 것보다는 일정한 유예기간을 갖고 준비할 수
있도록 인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2) 비
 록 민주주의가 다수결이라고는 하지만, 다수의 독선과 횡포가 문제되는 경우도 적지 않으며, 그러한 다수
의 독선이 적어도 국가질서의 기초인 헌법에는 미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헌법개정안에 대하
여는 국회의 3분의 2의 다수를 얻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이다.
3) 현
 행헌법은 1987년 10월 9일 국민투표에 의해 확정되었지만, 부칙 제1조에 따라 1988년 2월 25일 발효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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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헌법 제130조의 연혁
1. 제1공화국 당시의 헌법개정안의 확정절차에 관한 규정
(1) 제헌헌법의 규정과 그 의미
제헌헌법 第98條
④ 憲法改正의 議決은 國會에서 在籍議員 3分之 2 以上의 贊成으로써 한다.
⑤ 憲法改正이 議決된 때에는 大統領은 卽時 公布한다.
제헌헌법은 제98조 제4항과 제5항에서 헌법개정안을 확정하는 방식 및 그 결과의 공표
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었다. 즉, 국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서 헌법
개정안이 확정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헌법개정이 의결된 경우에는 대통령이 이를 즉시
공포하도록 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제헌헌법의 기초자인 유진오 박사는“보통 법률의 개정은 국회의 재석
의원(재적의원이 아니다)의 과반수의 의결로써 행할 수 있는데 반하여 헌법개정의 의결은
재적의원(재석의원이 아니다)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점에 있어서 헌법개정의 절차를 보통 법률의 개정절차보다 곤란하게 한 것은
헌법은 국가의 기본조직을 정하는 법이며, 모든 법률의 법률이므로 그것을 개정함에 있어
서는 특히 순중을 기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헌법개정도 입법권의 일작용이므로 그
의결의 순서는 보통 법률과 같이 삼독회를 거쳐야 함은 물론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다.4)
물론 당시의 헌법개정은 국회의 의결로써 확정되고, 국민투표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
서 현재와 크게 다르지만, 국회의 의결에서 가중다수를 요구하고 있는 취지를 설명함에
있어서는 현재의 헌법개정안 확정방식과도 통하는 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제헌헌법 제98조 제5항의 공포절차와 관련하여 유진오 박사는“헌법 제40조에 대
한 예외로서 헌법개정에 대하여는 대통령은 거부권을 가지지 아니하였음을 명시하기 위
한 규정이다. 그러나 본항의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일 대통령이 그것을 공포하지
않을 때에는 법률과 같이 헌법개정안이 대통령에게 이송된 후 15일을 지나면 당연히 학

4) 유진오, 헌법해의, 1949,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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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또 그의 시행기일은 개정안에서 그를 정하는 것이 원칙
이겠으나 만일 그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률과 같이 공포일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
로써 효력을 발생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다.5)
이러한 유진오 박사의 설명을 통해 당시 우리나라가 민주주의를 처음 시행하면서 발생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고려하여 헌법개정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들을 두고 있
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제1차 개헌에 의한 헌법개정안 확정절차의 변경
1952년 제1차 개정헌법(발췌개헌) 第98條
④ 憲法改正의 議決은 兩院에서 各各 그 在籍議員 3分之 2 以上의 贊成으로써 한다.
⑤ 憲法改正이 議決된 때에는 大統領은 卽時 公布한다.
1952년의 제1차 개헌은 종래 국회에서 간선으로 선출하던 대통령을 국민이 직선을 통
하여 선출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을 핵심적 내용으로 하고 있지만, 그밖에도 양원제의
도입과 같은 중요한 개정을 포함하고 있었다.
특히 양원제의 도입은 헌법개정의 확정과 관련해서도 영향을 미쳤다. 제1차 개정헌법
제98조 제4항에서는 헌법개정안 확정에 관하여 종래 국회의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
성을 요하던 것을 양원에서 각각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하는 것으로 변경한
것이다.
이러한 변경은 헌법개정의 확정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꾼 것이라기보다는 기존의 방식을
새로이 도입된 양원제의 틀에 그대로 적용시킨 것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확
정된 개정헌법의 공포에 관한 규정에는 변화가 없었다.

2. 제2공화국 헌법과 헌법개정안의 확정 및 공포
제2공화국 헌법에서는 기존의 헌법에서‘제9장 헌법개정’
으로 되어 있던 것을‘제12장
헌법개정’
으로 변경한 이외에 헌법개정을 규정하고 있었던 제89조 규정의 변경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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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유진오, 헌법해의, 1949,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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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3공화국 헌법상 헌법개정안의 확정 및 공포
제3공화국 헌법 第120條
① 國會는 憲法改正案이 公告된 날로부터 60日 以內에 이를 議決하여야 한다.
② 憲法改正案에 대한 國會의 議決은 在籍議員 3分의 2以上의 贊成을 얻어야 한다.
제3공화국 헌법 第121條
① 憲法改正案은 國會가 議決한 後 60日 以內에 國民投票에 붙여 國會議員 選擧權者
過半數의 投票와 投票者 過半數의 贊成을 얻어야 한다.
② 憲法改正案이 前項의 贊成을 얻은 때에는 憲法改正은 確定되며 大統領은 즉시 이를
公布하여야 한다.
1962년의 제3공화국 헌법은 헌법개정안의 확정방식에 관하여 큰 변화를 가져왔다. 종
래 국회의 의결만으로 확정되도록 하였던 것을 국회의 의결 이외에 국민투표를 거쳐서 최
종적으로 확정되도록 한 것이다. 반면에 확정된 헌법개정안의 공고에 관하여는 변화된 것
이 없었다.
그밖에 국회가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도록 한 것이나, 국
회가 의결한 후 60일 이내에 국민투표를 실시하도록 한 것도 새로운 변화이지만, 그 의미
와 비중은 국민투표절차의 도입에 비할 바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국민투표를 통한 헌법개정의 확정을 명시한 가장 큰 이유는 5·16 군사쿠데타
를 통하여 집권하였던 군부세력의 정당성 확보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쿠데타로 집권
한 이후 군사정부를 통하여 만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권력을 행사하던 군부세력은 국가재
건비상조치법 등을 통하여 기존의 헌법을 사실상 무력화시켰으며,6) 민정이양 과정에서도

6) 국가재건비상조치법은 비록 법률의 형식을 취하고 있었지만, 그 내용은 헌법의 중요 내용들을 제한 내지 정
지시키는 것이었으며, 이로 인하여 법률이 헌법을 통제하는 기괴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었다. 국가재건비상
조치법 제3조는“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기본적 권리는 혁명과업수행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보
장된다”
고 규정하고 있었고, 제9조는“헌법에 규정된 국회의 권한은 국가재건최고회의가 이를 행한다”
고
명시하였다. 제12조 이하에서는 국가재건최고회의가 사실상 내각을 지배함을 규정하였고, 제17조 이하에
서는 사법에 대한 광범위한 관여를 규정하였다. 그리고 제24조는“헌법의 규정 중 이 비상조치법에 저촉되
는 규정은 이 비상조치법에 의한다.”
고 규정함으로써 사실상 스스로를 헌법보다 상위의 규정으로 자리매김
하였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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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헌법에 따른 헌법개정의 방식을 취하는 대신에 국민투표를 거쳐서 헌법을 개정하
였다.7) 이와 같은 자기정당화의 과정을 공식화시키기 위해서라도 헌법개정에는 국민투표
를 거쳐도록 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헌법개정에 국민투표를 요구한 것은 우리나라의 민주화 내지 국민
들의 민주의식 함양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과거 제1차 개헌이나
제2차 개헌이 그 절차와 내용에 있어 헌법에 반하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무관
심 속에 사실상 관철될 수 있었던 것과는 달리 국민투표를 통해 헌법개정이 확정될 경우
에는 국민이 불합리한 헌법개정을 저지할 수 있거나, 적어도 그러한 문제에 대한 책임의
식을 공유하게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한 주권의식의 함양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
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8)

4. 제4공화국과 제5공화국의 헌법개정안 확정방식
(1) 제4공화국 헌법상의 헌법개정안 확정방식
제4공화국 헌법 第124條
② 大統領이 提案한 憲法改正案은 國民投票로 確定되며, 國會議員이 提案한 憲法改正
案은 國會의 議決을 거쳐 統一主體國民會議의 議決로 確定된다.
③ 憲法改正이 確定되면 大統領은 즉시 이를 公布하여야 한다.
제4공화국 헌법 第125條
② 憲法改正案에 대한 國會의 議決은 在籍議員 3分의 2 以上의 贊成을 얻어야 한다.
③ 第2項의 議決을 거친 憲法改正案은 지체없이 統一主體國民會議에 廻付되고 그 議決
로 憲法改正이 確定된다. 統一主體國民會議에 廻付된 憲法改正案은 廻付된 날로부터 20
日以內에 議決되어야 한다.

7) 제5차 헌법개정의 경과에 관하여는 송우, 한국헌법개정사, 1980, 197쪽 이하 참조.
8) 이
 와 관련하여 문홍주, 한국헌법, 1965, 143쪽에서는 헌법개정의 국민투표와 관련하여“이렇게 함으로써
집권자가 자의적으로 헌법을 개정하던 과거 이정권시대의 쓰라린 경험을 되풀이 하지 않게 하고, 국민주권
국가에 있어서의 국민의 지위가 보다 더 강화되고 직접민주정의 하나인 국민표결제가 채택된 것”
이라고 말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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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공화국 헌법 第126條
① 大統領이 提案한 憲法改正案은 20日以上의 期間 이를 公告하여야 하며, 公告된 날
로부터 60日以內에 國民投票에 붙여야 한다.
② 國民投票에 붙여진 憲法改正案은 國會議員選擧權者 過半數의 投票와 投票者 過半數
의 贊成을 얻어 憲法改正이 確定된다.
흔히 유신헌법이라 일컬어지는 제4공화국 헌법은 헌법개정안을 확정하는 방식을 이원
화하고 있었다. 즉, 헌법개정안의 발의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헌법개정안을 각기 다른 방
식으로 확정하도록 규정하였던 것이다.
국회에서 헌법개정안이 발의된 경우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제125
조 제2항)을 얻은 이후에 다시금 통일주체국민회의에 회부(제125조 제3항)되어 과반수의
찬성을 얻도록 한 반면에,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개정안의 경우에는 직접 국민투표를 통하
여 확정(제126조 제1항, 제2항)될 수 있도록 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이원적 절차의 의미는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으나, 가장 큰 의미는 대통령의 의
사에 반하는 헌법개정을 차단하는데 있다고 볼 수 있다. 대통령이 헌법개정안을 발의한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국민투표에 붙여도 상관이 없지만, 국회에서 헌법개정을
시도할 경우에도 대통령이 장악하고 있는 통일주체국민회의를 통하여 이를 저지할 수 있
도록 만든 것이다.9)

(2) 제5공화국 헌법상의 헌법개정안 확정방식
제5공화국 헌법 第131條
① 國會는 憲法改正案이 公告된 날로부터 60日以內에 議決하여야 하며, 國會의 議決은
在籍議員 3分의 2以上의 贊成을 얻어야 한다.
② 憲法改正案은 國會가 議決한 後 30日以內에 國民投票에 붙여 國會議員選擧權者 過
半數의 投票와 投票者 過半數의 贊成을 얻어야 한다.
③ 憲法改正案이 第2項의 贊成을 얻은 때에는 憲法改正은 確定되며, 大統領은 즉시 이
를 公布하여야 한다.

9) 이와 관련하여 한태연, 헌법학, 1978, 132쪽에서는“이론적으로 볼 때 국민투표로써 제정되거나 개정된 헌
법은 최종적으로 국민투표로써 확정케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
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
나 이와 동시에“국회의 의결을 거친 개헌안을 통일주체국민회의에 의하여 확정케 할 때에는, 이 겨우에 있
어서의 통일주체국민회의는 국민의 최종적 대표를 의미하게 된다.”
고 설명하였다.

헌법주석서 Ⅳ

632

1979년 10·26사태에 의하여 유신체제가 붕괴되고 제5공화국 헌법이 만들어지면서 헌
법개정에 관한 규정들도 새로운 변화를 겪게 되었다. 특히 헌법개정의 방식을 이원화시켰
던 것이 단일화되었으며, 헌법개정의 효력제한규정이 도입되었던 것은 매우 의미 있는 변
화라고 할 수 있다.10)
제5공화국 헌법은 국회에서 발의된 헌법개정안과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개정안을 구별
하지 않고 모두 국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도록 정하고 있었으며, 국회
의 의결을 거친 이후에는 국민투표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확정되도록 하였다. 이는 유신헌
법 당시의 이원적 절차가 안고 있던 문제점을 인정하고 이를 개선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
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새로운 것이라기보다는 제3공화국 당시의 헌법개정방식으로
환원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밖에 확정된 헌법개정안의 공포에 관한 규정은 기존의 헌법과 달라지지 않았다.

Ⅲ.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회의 의결
1. 헌법개정안을 국회가 발의한 경우의 의미
국회는 입법기관이며, 제1차적 국민대표기관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의사를 수렴
하여 국가의사를 민주적으로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는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국회가 법률의 형식으로 입법을 할 경우뿐만 아니라 헌법개정에 있어서도 주도적인 역할
을 해야 한다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런데 헌법개정안을 국회의원들의 재적과반수의 찬성으로 발의한 경우에 이를 다시금
국회에서 의결하도록 하는 의미는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발의요건과 의결요건의 차이에
서 확인될 수 있을 것이다. 비록 헌법개정안의 발의에도 재적과반수라는 상당히 강화된
요건을 요구하고 있지만, 의결을 위해서는 재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라는 훨씬 가중된
요건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가중다수의 요구는 역으로 생각하면 3분의 1 이상의 숫자를 가진 야당이 다수
여당의 헌법개정의도를 저지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즉, 국가질서의 근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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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이에 관하여는 헌법 제128조의 주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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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하는 헌법개정을 위해서는 광범위한 합의가 존재하여야 하며, 단순히 다수라는 이유
만으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11)

2. 헌법개정안을 대통령이 발의한 경우의 의미
헌법개정안을 대통령이 발의한 경우에도 국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
어야 한다. 이러한 절차는 과거 유신헌법에서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개정안에 대해 국회의
의결 없이 곧바로 국민투표에 붙여서 최종확정하던 것과 대조적이다.
만일 헌법개정안이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확정될 수 있다면, 국회(특히 야당)의
입지는 매우 취약해질 수 있다. 한편으로는 국회가 국민의 일차적 대표기관으로서 민의를
수렴하는 역할을 하여야 한다는 요청이 사실상 크게 약화될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국
회의 다수의사와 무관하게 대통령의 주도에 의하여 국가질서의 근간이 변경될 수 있다는
사실 자체도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헌법개정안을 대통령이 발의하는 경우에도 국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것
은 필요하다. 또한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개정안에 대해서만 국회의 의결정족수를 완화시
키는 것도 합리적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하는 것이다.

3. 외국 헌법의 규정
헌법개정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는 헌법들은 헌법개정안의 제안에 관한 규정들
과 더불어 이를 확정하는 방식에 관한 규정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미국헌법의 경우에는 헌법개정을 위한 발의요건을 상원 또는 하원 의원의 3분의 2 이
상의 찬성, 또는 각주 중 3분의 2 이상의 주의회의 찬성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의결요건
은 이보다 강화되고 있다. 즉, 4분의 3 이상의 주의회에 의하여 비준되거나 4분의 3 이상

11) 예컨대 51:49의 근소한 차이로 헌법개정을 밀어붙일 수 있게 될 경우에는 다수관계가 변화될 때마다 헌법
개정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최고규범으로서 헌법에 요구되는 안정성을 매우 심
하게 훼손시킬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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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주헌법회의에 의하여 비준되어야 하는 것이다.12)
프랑스헌법은 헌법개정을 위하여 정부 또는 의원이 발의한 헌법개정안이 양원에서 각
기 표결을 거쳐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후 국민투표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확
정되도록 하였다. 다만, 대통령이 헌법개정안을 양원합동회의(Congrès)에 제출할 것을 결
정하면 이에 대한 국민투표는 시행되지 않으며, 이 경우에 개정안은 유효투표의 5분의 3
이상을 획득해야 가결된다.13)

12) 미국 연방헌법 제5조:
연방의회는 각원의 의원의 3분의 2가 본헌법에 대한 개정의 필요성을 인정할 때에는 헌법개정을 발의하
여야 하며, 또는, 각주 중 3분의 2 이상의 주의회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개정 발의를 위한 헌법회의를 소
집하여야 한다. 어느 경우에 있어서나 개정은 연방의회가 제의하는 비준의 두 방법 중의 어느 하나에 따
라, 4분의 3의 주의 주의회에 의하여 비준되거나, 또는 4분의 3의 주의 주헌법회의에 의하여 비준되는 때
에는 사실상 본헌법의 일부로서 효력을 발생한다. 다만, 1808년 이전에 이루어지는 개정은 어떠한 방법
으로도 제1조 제9절 제1항 및 제4항에 변경을 가져올 수 없다. 어느 주도 그 주의 동의 없이는 상원에서
의 동등한 투표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The Congress, whenever two thirds of both houses shall deem
it necessary, shall propose amendments to this Constitution, or, on the application of the legislatures of two
thirds of the several states, shall call a convention for proposing amendments, which, in either case, shall be
valid to all intents and purposes, as part of this Constitution, when ratified by the legislatures of three fourths
of the several states, or by conventions in three fourths thereof, as the one or the other mode of ratific ation
may be proposed by the Congress; provided that no amendment which may be made prior to the year one
thousand eight hundred and eight shall in any manner affect the first and fourth clauses in the ninth section of
the first article; and that no state, without its consent, shall be deprived of its equal suffrage in the Senate.)
13) 프랑스헌법 제89조:
① 헌법개정안의 발의는 총리의 제안에 따라 대통령이 하거나 국회에서 한다.
② 정부제출 또는 의원발의 헌법개정안은 동일한 내용으로 양원에서 제42조 3항에 규정된 기한 내에 검토되고 표결
되어야 한다. 국민투표에서 승인되면 헌법개정이 확정된다.
③ 단, 대통령이 헌법개정안을 양원합동회의(Congrès)에 제출할 것을 결정하면 이에 대한 국민투표는 시행되지 아니
한다. 이 경우에 개정안은 유효투표의 5분의 3 이상을 획득해야 가결된다. 하원의 의장단이 양원합동회의의 의장
단이 된다.
④ 영토의 보전을 침해하는 개정절차는 일체 착수·추진될 수 없다.
⑤ 정부의 공화제는 개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① L’initiative de la révision de la Constitution appartient concurremment au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sur proposition
du Premier ministre et aux membres du Parlement.
② Le projet ou la proposition de révision doit être examiné dans les conditions de délai fixées au troisième alinéa de
l’article 42 et voté par les deux assemblées en termes identiques. La révision est définitive après avoir été approuvée
par référendum.
③ Toutefois, le projet de révision n’est pas présenté au référendum lorsque le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décide de le
soumettre au Parlement convoqué en Congrès ; dans ce cas, le projet de révision n’est approuvé que s’il réunit la
majorité des trois cinquièmes des suffrages exprimés. Le Bureau du Congrès est celui de l’Assemblée nationale.
④ Aucune procédure de révision ne peut être engagée ou poursuivie lorsqu’il est porté atteinte à l’intégrité du territoire.
⑤ La forme républicaine du Gouvernement ne peut faire l’objet d’une ré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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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기본법은 기본법의 개정을 위하여 상하 양원에서 각기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
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국민투표를 필요하지 않다.14)
일본헌법은 상하 양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헌법개정안을 발의하고, 이에 대하
여 국민투표를 거쳐서 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15)

4. 저지소수의 역할과 그 한계
각국의 헌법규정에서 볼 수 있듯이 헌법개정안을 확정하는 방식은 서로 다르다. 그러나

14) 독일기본법 제79조:
① 기본법은 기본법의 문구를 명시적으로 변경 또는 보완하는 법률에 의해서만 개정될 수 있다. 강화조약이나 강화
조약의 준비 또는 점령군에 의한 규율의 해체에 관한 국제조약의 경우에 기본법의 규정이 조약의 체결 및 발효와
충돌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항에 국한되는 기본법 문구의 보완으로 충분하다.
② 기본법을 개정하는 법률은 연방의회와 연방참사원에서 각각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연방국가적 구조 및 입법에 대한 주의 참여, 그리고 기본법 제1조와 제20조에 규정된 기본원칙에 저촉되는 기본
법의 개정은 허용되지 않는다.
(① Das Grundgesetz kann nur durch ein Gesetz geändert werden, das den Wortlaut des Grundgesetzes ausdrücklich
ändert oder ergänzt. Bei völkerrechtlichen Verträgen, die eine Friedensregelung, die Vorbereitung einer
Friedensregelung oder den Abbau einer besatzungsrechtlichen Ordnung zum Gegenstand haben oder der Verteidigung
der Bundesrepublik zu dienen bestimmt sind, genügt zur Klarstellung, daß die Bestimmungen des Grundgesetzes
dem Abschluß und dem Inkraftsetzen der Verträge nicht entgegenstehen, eine Ergänzung des Wortlautes des
Grundgesetzes, die sich auf diese Klarstellung beschränkt.
② Ein solches Gesetz bedarf der Zustimmung von zwei Dritteln der Mitglieder des Bundestages und zwei Dritteln der
Stimmen des Bundesrates.
③ Eine Änderung dieses Grundgesetzes, durch welche die Gliederung des Bundes in Länder, die grundsätzliche
Mitwirkung der Länder bei der Gesetzgebung oder die in den Artikeln 1 und 20 niedergelegten Grundsätze berührt
werden, ist unzulässig.)

15) 일본헌법 제96조:
①이
 헌법의 개정은, 각 의원의 총 의원의 삼분의 이 이상의 찬성으로, 국회가 이것을 발의하고, 국민에게 제안
해 그 승인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승인에는, 특별의 국민투표 내지는 국회가 정하는 선거 때 있어서 투표
자 과반수의 찬성을 필요로 한다.
②헌
 법개정에 대해서 전항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천황은 국민의 이름으로 이 헌법과 일체를 이루는 것으로
서, 즉시 이것을 공포한다.
(① この憲法の改正は、各議院の総議員の３分の２以上の賛成で、国会が、これを発議し、国民に提案
してその承認を経なければならない。この承認には、特別の国民投票又は国会の定める選挙の際行はれ
る投票において、その過半数の賛成を必要とする。
② 憲法改正について前項の承認を経たときは、天皇は、国民の名で、この憲法と一体を成すものとし
て、直ちにこれを公布す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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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지 공통점으로 들 수 있는 것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헌법개정에 관한 의회의 의결이
단순다수(과반수)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는 것이다. 이는 곧 대부분의 국가에
서 경성헌법을 채택하고 있는 것과 맞물려서 헌법개정의 의결정족수를 일반법률의 의결
정족수보다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도 이해된다.
그러나 헌법개정에 관한 의회의 의결에 가중다수를 요구하는 현실적 의미는 앞서 언급
되었던 저지소수의 확보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다. 즉, 다수의 독재 내지 횡포를 막고
소수자의 권익을 지킬 수 있기 위해 적어도 헌법의 개정과 같은 중대사안에 있어서는 소
수자의 주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가중다수를 요구하는 것이다.
물론 3분의 1 미만의 소수야당은 독자적으로 헌법개정을 저지할 수 없다. 그러나 소수
야당들의 연합을 통해서라도 3분의 1 이상의 반대의견을 결집할 경우에는 헌법개정을 막
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한 소수자의 권익 보호는 헌법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라는 가
중다수를 요구하는 이유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항상 다수의 독재, 다수의 횡포만이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수의 부당
한 발목잡기가 문제될 수도 있다. 특히 저지소수의 기준을 3분의 1이 아니라 5분의 1,
10분의 1로 낮추게 될 경우에는 그러한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
행헌법은 가중다수의 요건을 3분의 2로 한정하면서 다수의 횡포와 소수의 발목잡기를 동
시에 견제할 수 있는 균형점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Ⅳ. 헌법개정안의 확정을 위한 국민투표
1. 국민투표의 의미와 현행헌법상 국민투표의 유형
국민투표란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해서 국민이 직접 그 정책결정에 참여하여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는 제도를 말한다. 따라서 국민투표권은 이러한 국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
는 권리라고 할 수 있다.
국민투표의 긍정적인 측면은 역시 대의제의 보완이라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비록 국
민에 의해 선출된 대표자가 국민을 대신하여 국가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정당성을 부여받
았다고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대표자가 독자적으로 결정하기에 적절치 못한 중대한 사
안이 있을 수 있다. 그러한 경우에 국민의 의사를 직접 확인하고, 최종적 결정을 국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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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맡기는 것이 민주주의 요청에 더욱 부합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16)
반면에 국민투표의 부정적인 측면은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첫째, 국민의 직접적 의사
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사안이 복잡할 경우에는 그에 대한 국민의사를 수렴하는 것 자체
가 결코 간단하지 않으며, 자칫하면 국민의 의사가 왜곡될 우려가 있다.17) 둘째, 정치적
후진국의 경우 국민투표가 정치적 선동에 쉽게 영향받을 수 있으며, 독재정권의 정당화를
위하여 남용되는 경향도 적지 않다.18)
현행헌법상으로 국민투표가 인정되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헌법 제130조 제
2항에 따라 헌법개정안의 확정을 위해 국민투표를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헌법 제72
조에 따라 국가의 중요정책에 대해 대통령이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이다.

2. 헌법개정안 확정에 있어서 국민투표가 갖는 의미
현행헌법 제130조 제2항이 헌법개정안에 대하여 국민투표를 실시하도록 하는 것은 헌
법개정에 대한 최종적인 정당성을 국민에게서 구함으로써 헌법의 근원적인 정당성이 국
민에게 있음을 다시금 확인하는 의미를 갖는다.
물론 이러한 국민투표도 과거 유신헌법 등과 마찬가지로 독재의 정당화에 이용될 우려
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현행헌법상의 헌법개정절차에 따르면 국민투표 이전에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의 찬성을 먼저 얻어야 하기 때문에, 이를 통과한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
민투표가 단순히 정치적 소수파를 억압하거나 독재를 정당화하는 데 이용될 가능성은 상
당히 축소되었다고 평가될 수 있다.
따라서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는 그 헌법개정에 국민의 의사를 반영한다는 현실
적인 의미보다는 헌법개정에 대한 국민의 직접적 관여를 제도화함으로써 헌법개정의 민

16) 이런 맥락에서 국민투표권이 올바르게 행사될 경우에는 정당성의 강화를 통해 대의제의 한계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평가된다.
17) 전문적인 지식이나 훈련, 정보 등이 부족한 국민이 투표를 통하여 올바른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희박한 상
태에서 주어진 문제에 대한 가부의 결정만 하는 것으로서는 올바른 정당화작용이 어렵다는 것이다.
18) 우리의 경우 최악의 독재적 헌법으로 지칭되는 유신헌법도 국민투표에서 90%가 넘는 지지를 받았던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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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헌법질서의 민주성과 국민의 민주의식을 고양시키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19)

3. 헌법개정안 확정을 위한 국민투표의 순기능과 역기능
미국 헌법이나 독일 기본법 등의 예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헌법개정에 국민투
표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며, 국민투표 없이 헌법개정이 가능한 국가들도 상당히 많
다. 그것은 국민투표에 의하여 헌법개정안을 확정하도록 할 경우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
만, 부정적인 측면도 없지 않기 때문이다.
헌법개정안의 확정을 위해 국민투표를 거치도록 하는 방식의 장점은 무엇보다 민주성
의 강화에 있다. 반면에 단점으로는 헌법개정의 곤란성이 더욱 커진다는 점과 국민의식수
준이 높지 않을 경우에는 선전과 선동에 의하여 국민투표의 결과가 좌우될 수 있다는 위
험성이 지적된다. 실제로 국민 다수의 지지에 의해 나치가 집권하였던 경험을 가지고 있
는 독일에서는 직접민주제적 요소에 대해서 매우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으며, 영토의
변경 등과 같은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국민투표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또한 독일의
경우 - 비록 가중다수를 요구하기는 하지만 - 국민투표 없이 여야의 합의로써 헌법개정
이 가능하기 때문에 헌법 전체의 구조와 성격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개정 이외에 1-2개
조문의 변경을 위해서도 비교적 손쉽게 헌법을 개정할 수 있다는 점을 국민투표가 없는
제도의 장점으로 꼽기도 한다.
반면에 우리의 경우에는 집권자가 임기의 연장 내지 독재화를 위해 헌법개정을 추진하
였던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하여(적어도 그에 대한 우려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정치권에서 헌법개정 전체 과정을 결정하는 것보다는 국민이 이를 감
시·통제하여 최종단계에서 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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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물
 론 정치권의 담합에 의한 헌법개정이 시도될 경우 이를 억제하는 의미도 가질 수 있다. 헌법개정절차상
국민투표가 갖는 의미에 대해서는 「제1권 제1부 제3장 제2절 Ⅲ. 4. 국민투표에 의한 헌법개정안의 확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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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
현행헌법 제130조는 헌법개정안의 확정방식 및 공포에 관한 규정이다. 외국의 헌법들
과의 비교를 통해 확인될 수 있는 것처럼 각국의 사정 내지 정치문화에 따라 헌법개정의
방식은 상당한 차이를 가지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현행헌법상의 헌법개정안 확정방
식이 절대불변의 진리처럼 여겨질 필요는 없다.
그러나 단순히 새로운 실험을 위해서 헌법을 개정한다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일이며,
현행의 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있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이러
한 문제점을 이를 확실하게 개선함과 동시에 다른 부작용이 크지 않은 대안이 제시되어
국민적 지지를 얻게 될 때 비로소 헌법의 개정이 정당화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현행헌법 제130조 제1항과 제2항에 의한 헌법개정안의 확정방식을 바꾸
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판단된다. 비록 절대적으로 타당한 제도는 아니지만, 우리의
현실에 비추어서 그보다 더 합리적인 제도는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현행헌법 제130조 제3항에서 규정되고 있는 공포에 관한 사항도 현재까지 특별히
문제된 바 없으므로 굳이 헌법개정이 필요한 조항은 아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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