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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기하지 않고 이 책을 완성할 수 있도록

응원하고 격려해 주신 모든 분들께 이 책을 바칩니다.



지영선 (변호사, 전 용인시청 재정법무과 송무팀장)

딱딱한 껍질을 깨고 나온 병아리와 같은 책. 법학서적은 그 속성상 딱

딱하고 지루할 수밖에 없었지만, ≪누워서 읽는 법학≫은 어려운 법이

론을 쉬운 용어와 말하는 듯한 말투로 서술하여 편안한 마음으로 읽을 

수 있다. 다양한 도식으로 이해도를 높이며, 다양한 사례를 법률과 판

례를 통해 제시하는, 살아 움직이는 책이다. 특히 공법 분야는 그 폭

이 너무나도 방대한데, ≪누워서 읽는 법학≫ 공법 편을 통해 공법원

리의 이해를 높이고, 공법영역에 대한 사고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

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김성태 (변호사, GS E&R 법무팀)

법은 일반 도덕관념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누구나 막연하게나마 "법

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점은 쉽게 인식할 수 있으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하여는 선뜻 답을 찾기가 어렵다. 특

히, 공법 분야는 국가를 상대로 하는 것이므로, 국가의 처분이 부당하

다는 의심이 들더라도 "국가를 상대로 승소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꺼려하는 경향이 있다. 다수 서적들은 

"법적으로 무엇이 문제되는가"에 집중한 반면, 이 책은 이 뿐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즉 절차적인 부문 역시 쉽

고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이 책을 법학 전공자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구독하여 "국가를 상대

로 한 내 권리 찾기"에 훌륭한 안내자가 되기를 기대한다.

추천의 글



이보라 (사무관, 산업통상자원부)

복잡한 법률 개념과 이론 등을 "구조화"하여 보여주고 있다. 입문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법 체계의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책.

이화연 (판사, 서울행정법원)

입문자로서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설명하고 또 알아야 할 것만을 설명

한 간결한 책. 앞뒤 뒤적이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내려 읽어가다 보

면 행정소송과 헌법재판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황지영 (변호사, 법무법인 세종)

추상적인 이론과 외국 학설로부터 과감하게 벗어나, 현행 실정법과 그 

적용 원리부터 차근차근 진행한다. 이것이 이 책의 개성이며, 입문서의 

본질에 가장 충실한 부분이다.

이제일 (공인회계사)

좋은 법학 서적은 많다. 그러나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 책은 드물다. 여

기에 바로 이 책의 플러스 알파가 있다.

윤경섭 (법무관, 법무부 통일법무과)

헌법과 행정법을 관통하는 구조, 그 중에서도 특히 "구제절차"를 먼저 

보여주는 것이 공법학의 구체적인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

라는 저자의 판단은 탁월했다. 저명한 교수님의 헌법·행정법 교과서

를 읽다가 덮어버렸거나 강의를 듣다가 포기한 사람이라면 이 책을 먼

저 읽어보길 바란다. 법학서의 패러다임을 바꿔놓았다고 평가할만한 

풍부한 그림과 도표를 통한 친절한 예시가 "그때 내가 그 부분을 공부

하다가 막혔던 이유"를 알려줄 수도 있다. 입문서의 진정한 미덕이 무

엇인지를 알려주는 책.





공법 문제는 인류가 등장한 태초부터 있었지만, 공법이 학문적

으로 나름의 체계를 갖춘 것은 근대국가의 성립 이후로서 그리 

오래 되지 않았습니다. "젊은 법"인 공법은 지금도 발전 단계에 

놓여 있으며, 그 때문에 다른 법분야에 비해 "이것이 소송이 가

능한 사안인가?" 자체에 많은 관심을 두게 됩니다.

공법 사건은 "국가기관의 공권력작용 또는 법"을 "법원과 헌법재

판소가 통제"하는 구조입니다. 공권력작용 근원에는 선거로 뽑

은 대통령과 국회의원이 있는 반면, 사법심사를 하는 법관과 재

판관은 선거로 뽑지 않습니다. 이처럼 "민주적 정당성" 없는 기

관이 오히려 있는 기관을 심판하는 구조에서, 지나친 사법심사

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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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의 공법이란 헌법과 행정법을 의미합니다. 공법사건의 개념과 유형을 살피고, 이

를 전제로 행정소송과 헌법재판의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토지수용, 재건축, 체납처분 등 이론상, 실무상 중요한 개념들을 알고 있어야 하므로, 

이러한 기초개념들도 먼저 살피겠습니다. 

행정소송과 헌법재판의 기본구조에 관하여

공법구조론

Administrative Procedure Outline

제1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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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gène Delacroix
La liberté guidant le peuple (Liberty Leading the People), 1830
Oil on canvas, 260 × 325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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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요건이란 법원이 판결을 하기 위한 전제입니다. 그러한 전제조건을 갖추지 못하

면, 아무리 합리적인 주장을 하더라도 패소하게 됩니다. 그런데 소송요건은 소송(심판)

마다 비슷하면서도 또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소송요건론에서는 2회에 걸쳐 소송(심

판)유형별로 각각의 소송요건을 살필 것입니다. 

먼저 PART 1에서는 공권력작용에 대항한다는 점에서 서로 통하는, 그러나 각자 독특

한 개성을 가진 헌법소원과 취소소송의 각 소송요건을 보겠습니다. 서로 비교, 대조하

며 공부하면 분명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겁니다.

재판을 받기 위한 전제조건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공권력 통제 유형) 

소송요건론

Theory of Litigation Requirement PART 1

PART 1

제2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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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er Paul Rubens
The Judgement of Paris, 1636
Oil on canvas, 144.8 cm × 193.71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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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요건론 PART 2

이어서 PART 2에서는 나머지 소송(심판) 유형의 각 소송요건을 보겠습니다.

PART 1에서는 공권력작용에 국민이 대항해 통제하는 유형을 살폈다면, PART 2에서

는 법률을 통제하는 유형(위헌법률심판, 위헌소원)과, 국가기관끼리 서로 공권력작용

을 통제하는 유형을 살펴보겠습니다. PART 1에서와 마찬가지로 잘 비교, 대조하며 공

부하는 사람이 더 빠르고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재판을 받기 위한 전제조건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나머지 유형)

Theory of Litigation Requirement PART 2

제3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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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cques-Louis David
La Mort de Socrate (The Death of Socrates), 1787
Oil on canvas, 129.5 × 196.2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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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워서 읽는 법학'은 민사법 3권, 형사법 2권, 공법 1권, 이렇게 총 6

권의 시리즈물로, 머리말 역시 공통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따라서 민사

법 편 제1권의 머리말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쓰지 못한 이야

기만을 적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민사법 편 발간 후 책 이름이 왜 "누워서 읽는 법학"이냐는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공모를 하여 조민현 님의 제안을 채

택한 것입니다. 지면을 빌려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법학이란 본래 다양한 등장인물들이 복잡한 법률관계를 가지고 있을 

때 이를 처리하는 기술입니다. 제대로 법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종이, 

칠판, 펜, 도형, 그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종래 교과서들은 반드시 

교수(강사)와 칠판이 있는 강의실, 필기노트가 있는 독서대 앞이나 책

상에서 엉덩이를 붙이고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법학 교과서를 언제, 어디서나, 앉아서도 서서도 누워

서도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서는 줄글로만 되어 있다는 고정관

념을 깨고, 이 책은 본문 내용 자체에 다양한 화살표, 원, 사각형 등 

그림과 그래프를 넣었습니다. 마치 PPT를 사용한 강의 현장에 와 있

는 것과 같이, 눈으로 그림을 따라가며 법률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 것

이 특징입니다.

머리말



아직도 이 책에는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헤밍웨이는 "정말 재미있는 

책을 쓰려면 수많은 강타를 맞아봐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누워서 읽

는 법학'이 더욱 재미있는 책이 되기를 바라며, 독자들의 거침 없는 비

판을 기다립니다.

지 은 이2014. 12. 



일개 법무관의 손에서 책이 나왔습니다.

대상 독자  

이 책은 법학 입문서입니다. 수험법학 차원에서는, 만약 우리나라 법조

인 양성 과정이 끝내 일원화된다면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이 이용할 수 

있고, 사법시험과의 투트랙이 향후 계속된다면 법학전문대학원 학생, 

사법시험 입문자 모두가 이용할 수 있으며, 로스쿨 제도가 없어진다면 

그 때에는 사법시험 입문자가 이용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이 책은 법학에 입문하는 

사람을 위해" 썼기 때문입니다. 이 단순한 말을 어렵게 해야 하는 상황

이 슬픕니다.

욕심일 수는 있겠지만, 더 나아가 고등교육을 받은 모든 사회 구성원들

을 위한 책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 책에는 독자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생활을 하든 직접적

인 이해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내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분쟁은 항상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법은 분쟁 해결의 기준이고, 법학은 

분쟁 해결의 이론입니다. 말하자면, 이 책의 핵심 부분은 교양 있는 현

대 사회인이면 누구나 알아야 하는 내용입니다.

이 책에 관하여



이 책의 장점

세간에 위대한 법학개론서는 많지만, "지금(now)" "이곳의(here)" 당신

에게 도움이 되는 법학개론서를 찾기는 어렵습니다. 계약법의 기초개

념조차 알지 못한 채, 법철학의 추상성에 압도당해 "법학은 너무 철학

적이어서 와닿지 않는다"며 책을 내던지는 광경은 이제 익숙할 지경

입니다. 그러나 만약 누군가 거기까지 공부한 것이라면, 법학의 진수

를 맛보지 못한 정도도 아니고, 아예 법학의 세계로 들어와 보지도 않

은 셈입니다.

그렇다면 도움이 되는 입문서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짧은 시간 내에 법학의 기초를 이해하는 방법일까요? 디자인을 살리

고, 가독성을 높이는 것도 물론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이 책이 거

기에 역점을 두었다고 보신다면 그건 아무래도 겉만 보아서이기 때문

일 겁니다. 본질적인 것은 구조와 순서이며, 바로 거기에 이 책의 매

력이 있습니다.



현재로부터 현재 아닌 때로

시간적 측면에서는, 현재의 법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이해한 다음

에, 연혁(과거)이나 입법론(미래)을 논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우리나라로부터 외국으로

공간적 측면에서는, 우리나라의 법을 알아야, 대륙법 영미법 운운, 외

국법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기본으로부터 응용으로

또한 기본을 알아야 응용을 압니다. 예를 들어, 범인 1명이 1개의 죄

를 범할 때를 이해해야, 범인 1명이 여러 개의 죄를 범하거나 또는 범

인 여러 명이 1개의 죄를 범하는 경우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책에

서 공범론을 맨 마지막에 둔 이유입니다.

평범으로부터 특이로

평범한 것으로부터 특이한 것으로 살피는 것이 가장 이해가 잘 됩니다. 

계약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때 채권자의 권리를 안 뒤, 계약이 비정상적

일 때(흠 있는 계약)를 이해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이 책에서 민법총칙을 민사법 입문의 마지막 부분에 둔 이유입니다. 형

사법 입문에 착오론(범인이 무엇인가를 착각한 특수한 상황의 처리 이

론)을 아예 뺀 것도, 착오가 없는 상황 처리를 아는 것이 먼저이기 때

문입니다.



추상적 개념과 구체적 사례

추상적인 개념과 구체적인 사례는 서로가 서로를 보완하는 관계입니

다. 개념이 없는 사례란 단순열거에 불과하고, 사례가 뒤따르지 않는 

개념이란 "외웠지만 모르는" 것일 뿐입니다. 

가령, "구성요건이란, 형법상 금지 또는 요구되는 행위의 내용을 추상

적·일반적으로 기술해놓은 것"이라고만 하면 도통 의미를 알기 어렵

습니다."살인죄의 구성요건은 사람을 살해하는 것, 강간죄의 구성요건

은 사람을 폭행 또는 협박해서 강제로 성교하는 것" 식으로 사례를 들

어야 비로소 개념을 실질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책에서 거의 예외 없이 개념 바로 밑에 사례를 둔 것은 이 때문입

니다.

개념으로부터 법칙으로

개념을 알아야 법칙을 압니다. 쉬운 것에서 출발해 어려운 것으로라는 

순서이기도 합니다. 이 책에서 전문증거의 개념과 사례를 설명한 뒤, 

비로소 전문법칙을 소개하는 것은 그러한 이유입니다. 

판례로부터 학설로

판례를 알아야 판례 비판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어떠한 사안에서 판례

가 어떻게 설시했는지, 그 판례의 뜻은 무엇인지 등을 이해하는 것이 

제일 우선입니다. 학설은 그 다음 일로 생각해도 좋습니다. 



처음에는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그래도 학설 먼저 보는 게 맞지 않겠

냐"라 오해하고 판례를 뒷전에 두는 초심자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

들도 언젠가는 판례 공부 자체가 쟁점 학습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깨

달을 때가 올 것인데, 그 때는 이미 늦었을지 모릅니다.

거시적 틀과 미시적 내용

거시적 틀을 소개한 뒤, 미시적 내용으로 들어가는 것도 매우 중요한 

기법입니다. 나무만 봐서도 안 되고, 숲만 봐서도 안됩니다. 숲에 나무

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깨달은 다음, 나무부터 보는 것이 가장 효율적

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은 민사, 형사, 공법이라는 3과목으로 나뉘는데, 각각의 제1강

이 민사구조론, 형사구조론, 공법구조론인 것은 바로 그 이유입니다. 

한 마디로, 뒤에 찾아 봤다 앞에 찾아 봤다 하는 일 없이, 처음부터 끝

까지 쭉 읽어나가면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기존 교과서의 서술 순서는 이 책의 순서와 많이 다릅니다. 그것이 잘

못되었다는 말은 전혀 아니고, 오히려 기존 교과서 순서가 정합적일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령 민법 전체에 적용할 일반규칙(법률행위

를 한 사람이 미성년자인 때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법률행위에 흠이 

있을 경우 어떠한가? 등)을 설정(setting)한 뒤, 설정한 그 규칙을 세부

적으로 매매계약, 임대차계약, 소비대차계약 등에 적용(application)하

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정합적인지 여부와 이해가 잘 되는지 여부는 별개라는 것입니

다. 가령, 매매계약, 임대차계약, 소비대차계약의 개념을 모르는데(심

지어 그러한 개념이 존재하는지조차), 그러한 계약의 일반 법칙을 제대

로 이해한다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성년의 정상적 

계약 체결에 관해서 모른다면, 미성년자라는 특수한 상황에서는 무엇

이 다르게 되는지를 어찌 알겠습니까? 

비유하자면, 수학 체계상 "집합과 명제"를 알고 그 다음 "이차방정식"

을 배우는 것이 정합적일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현실적이지 않은 것

은 물론 꼭 바람직하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 집합과 명제 "만" 박사인 

학생들이 많은데, 남의 일이 아닙니다. 시간은 항상 부족합니다. 다른 

것을 모두 잊더라도, 이것만큼은 잊지 마십시오. 시간은 언제나 부족

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일개 법무관의 책이라는 점에서, 법학을 처음 배우는 사

람의 욕구와 눈높이를 이해하고 그 마음을 공감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

다. 위대한 책을 쓰진 못해도, 도움이 되는 책이라면 제가 최고로 자신 

있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리사는 세계 최고의 음식을, 연주자는 

세계 최고의 음악을 제공하겠다는 포부로 살아갑니다. 거만해 보일 수

도 있겠지만, 그 마음으로 이 책을 썼습니다.



용어 및 편집

서술에 관해 언급할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한자 사용에 관하여

漢字는 一切 使用하지 않았습니다. 勿論 漢字는 理解에 便宜를 주는 

面도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는 現實的으로 그 反對로 不便한 

點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漢字 使用이 꼭 必要한 境遇도 드뭅니다. 刑

事法에서 執猶라면 執行猶豫로 알아듣지, 集乳로 알겠습니까? 參考로, 

2001년 이후 制定 및 改正된 法律은 모두 한글입니다.

영어 사용에 관하여

영어는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계약(contract), 민사집행(civil exe-

cution), 전문증거(hearsay evidence) 등 주요 개념에 영어를 병기했습니

다. 두 가지 이유에서입니다.

하나는 개념 이해를 돕는 목적입니다. 예를 들어, "정범과 좁은 의미의 

공범을 합하여 넓은 의미의 공범이라 한다"보다는, "정범(principal)과 

좁은 의미의 공범(accessory)을 합하여 넓은 의미의 공범(accomplice)이

라 한다"라 하는 것이, 정확한 이해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다른 이유는 그 단어를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어 "자유심

증주의는 실체진실 발견을 위한 것"보다는, "자유심증주의는 실체진

실(truth) 발견을 위한 것"이라 썼습니다. 여러 번 실험한 끝에, 두꺼

운 글씨나 글씨체 변형보다는, 영어 병기가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

습니다. 그런데 법률용어는 문맥에 따라 의미나 표현이 다양하며, 나

라마다 법체계가 다르므로 정확한 표기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그 과

정에서 영어사전의 예문을 꼼꼼히 보고 여러 자료를 근거로 고심한 것

이 사실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번역을 기준으로 했

지만, 제가 적당히 의역한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제"는 rescission (rescind) ; revocation (revoke) ; cancella-

tion (cancel) ; withdrawal (with- draw) ; dissolution (dissolve) ; removal 

(remove) ; discharge (discharge) ; elimination (elimi- nate) ; declassifi-

cation (declassify) ; demobilization (demobilize) 등 다양한 표기가 가

능하므로, 어느 하나가 옳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해제"는 계약을 

소급적으로 무효로 만드는 것이고, "해지"는 계약을 장래적으로 무효

로 만드는 것인데, 영미에서는 해제와 해지 구별 없이 termination이라

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소급적 의미를 갖는 "해제"만을 termination

으로 번역하는 것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revocation, 

cancellation 등으로 표기할 수는 없는데, 왜냐하면 이들은 "해제"보다

는 "취소"에 가까운 용어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든 점들을 고려해 해

제를 termination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영어표기는 이해의 편의 및 강조를 위한 것이라는 이상도 이하

도 아니므로, 단지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오역 등이 있다면 

이메일로 알려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한글 표기에 관하여

수동태 표현은 가급적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법률은 국회에서 만든

다"를 "법률은 국회에서 만들어진다"라고 써야만 옳다고 오해하는 사람

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문법이지, 국문법이 아닙니다. 오히

려 이 경우는 수동태 표현이 부적절합니다. 또 예를 들면, "생각된다" 

같은 말도 여러 의미에서 문제가 있는 표현이므로, 쓰지 않았습니다.

필요 없는 일본식 번역투도 최대한 순화했습니다. 예를 들어,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를 "원인에서 자유로운 행위"로 표기했습니다.

한 문장을 최대한 짧게 썼습니다. 본문에서 한 문장이 2줄을 넘어가지 

않도록 노력했습니다. 한 문단도 6줄을 넘지 않도록 노력했습니다. 판

례를 보면, 특히 오래전 판결일수록, 만연체가 많습니다. 여기에는 나

름의 이유가 있긴 하지만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인용할 때 문장을 

끊었습니다.

높임말로 썼습니다. 법학서는 높임말을 쓰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책이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제가 주제 넘게 글을 쓴 것이 부끄러

워서입니다.

판례와 법령 인용에 관하여

판례와 법령은 글상자(box) 안에 두었습니다. 이 때 제가 편집한 부분

도 있지만, 원전에 의미 변화가 없는 수준에서 편집했습니다. 따라서 

본문 내용을 못 믿으시더라도, 글상자 안 내용은 절대적으로 신뢰하시

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 제가 편집한 부분은 [ ] 표시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 "... 피고인의 동의하에 촬영된 나체사진의 존재만으로 피

고인의 인격권과 초상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가사 사진을 

촬영한 제3자가 그 사진을 이용하여 피고인을 공갈할 의도였다고 하더

라도 사진의 촬영이 임의성이 배제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그 사진은 범죄현장의 사진으로서 피고인에 대한 형사소

추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증거로 보이므로, 공익의 실현을 위하여는 

그 사진을 범죄의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하고, ..."라는 판

결이 있습니다.

인용할 때는, "피고인의 동의하에 촬영된 나체사진의 존재만으로 피고

인의 인격권과 초상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가사 사진을 

촬영한 제3자가 그 사진을 이용하여 피고인을 공갈할 의도였다고 하

더라도 사진의 촬영이 임의성이 배제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 사진은 범죄현장의 사진으로서 피고인에 대한 형

사소추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증거[이다. 그러므로] 공익의 실현을 

위하여는 그 사진을 범죄의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한다]"

고 했습니다.

첨부 내용에 관하여

테마마다 서양 명화 하나씩을 넣었습니다. 단지 디자인 때문만은 아니

고, 해당 테마의 내용을 반영하거나 암시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어 

민사 제1강에 있는 그림은 솔로몬의 재판인데, 원고와 피고의 당사자 

대립 구조가 강조되는 그림입니다. 각 그림들이 상징하는 걸 발견하는 

즐거움과 여유도 가지기 바랍니다.



설명에 꼭 필요한 그림도 그려 넣었습니다. Apple KeyNote를 활용했습

니다. 이 작업에는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읽는 사

람 입장에서 감각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꼭 필요

한 작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섹션마다 명언을 하나씩 넣었습니다. 허세 부린 거라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절묘하게 그 섹션 내용과 특징을 암시하는 경어가 많기 때문에 

유용할 것입니다. 비록 제가 개신교 신자이긴 하지만, 책에 성경 구절

을 인용한 것에 기독교 색채를 넣으려는 의도는 없습니다.

Alexander Pushkin, "격언이나 명언이라 하는 것은 잘 이해할 수 없어도 

놀랄 정도로 쓸모 있는 것이다."

소송서류 작성례에 관하여

소장, 답변서, 피의자신문조서, 참고인진술조서, 공소장, 판결서 등 소

송서류는, 입문 단계에서도 개념 정도는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개념을 이해하려면, 최소한의 형식 정도는 알아야 합니다. 백문이불여

일견이므로, 필요한 때마다 본문에 관련 소송서류 작성례를 첨부했습

니다.

제가 실무에서 소송대리 또는 변호했던 사건의 실제 소송서류, 법령이

나 예규 등의 별표, 사법연수원 연습기록 등을 참조해 작성한 것도 있

습니다. 이 때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기타 사건을 특

정할 수 있는 모든 문구는 삭제한 채 첨부했습니다.



현직 동료 판사, 검사, 변호사로부터 서식 및 기재례 검토를 받았기에, 

실제 기록과 거의 같습니다. 다만, 실무 관행상 기재례와 사법연수원 

공식 기재례에 차이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는 교과서적 견지에서 

후자에 따라 작성했습니다.

목차 체계에 관하여

단락 스타일상 목차에 번호를 매기지 않았습니다. 작성자 입장에서는 

번호를 매기는 것이 편리하지만, 독자 입장에서는 읽어나가는데 거슬

리는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찾는 건, 쪽수로 충분합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각 테마마다 목차는 2단계를 넘지 않도록 했습니

다. 사람은 한꺼번에 너무 많은 정보를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목차를 세분화하는 것은 글쓴이 입장에서는 체계적일 수 있겠지만, 독

자에게는 오히려 역효과일 수 있습니다.

목차에는 번호를 넣지 않았지만, 본문 중간 중간에는 번호를 넣었습니

다. 논리적 순서가 있을 때, 요건이나 효과를 열거할 때 등에 번호를 매

기면, 훨씬 이해하기 좋습니다.

저작권에 관하여

지금으로선 이 책은 공개자료입니다. 책이라고는 하지만, PDF 파일입

니다. 이걸로 공부를 하든, 과외를 하든,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사용한

다면 저도 그 자체로 즐겁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먹고 살기 힘

들어지면 영리를 추구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서의 공법이란 헌법과 행정법을 의미합니다. 공법사건의 개념과 유형을 

살피고, 이를 전제로 행정소송과 헌법재판의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목표입

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토지수용, 재건축, 체납처분 등 이론상, 실무상 중요

한 개념들을 알고 있어야 하므로, 이러한 기초개념들도 먼저 살피겠습니다. 

행정소송과 헌법재판의 기본구조에 관하여

공법구조론

Administrative Procedure Outline

제1강

Eugène Delacroix, La liberté guidant le peuple (Liberty Leading the People), 1830, Oil on canvas, 260 × 325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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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사건과 공법사건의 구별
Difference between Civil Case & Public Case

로마를 위한 법은 공법이요, 개인의 이익을 위한 법은 사법이다. 

- Domitius Ulpianus

민사사건

개념 

민사사건(civil case): 개인과 개인 사이에 권리 및 법률관계를 다투는 것

소송
대리인

개인

개인개인

소송
대리인

개인

민사분쟁

VS

구조

1. 당사자가 법적으로는 서로 대등한 지위에 있습니다.

2. 기본적으로 원고(개인) vs 피고(개인) 구조입니다.

3. 각 당사자는 소송대리인으로 변호사를 쓸 수 있습니다.

사례

"계약한 대로 돈을 달라", "등기를 이전해 달라", "내 땅 위 건물을 철거하라", 

"나를 때렸으니 치료비와 위자료를 달라", "잘못 입금된 돈을 반환하라" 등등 

이러한 사법상 권리관계를 민사관계, 그에 관한 소송을 민사소송이라 합니다. 

개인 상호간의 이익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공법사건

개념

공법사건(public case): 국가기관의 공권력행사를 다투는 것 

소송
대리인

국가
기관

개인

개인

소송
대리인

국가 
기관

공법공권력
행사 V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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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1. 국가기관이 우월적 지위에서 어떤 처분을 "내리고", 그 영향을 받는 자가 

이에 "대항하는" 지위에 있습니다.

2. 원고(개인) vs 피고(국가기관) 구조입니다.

3. 역시 각 당사자는 소송대리인으로 변호사를 쓸 수 있습니다(어떤 경우는 

법적으로 반드시 변호사를 써야만 할 때도 있습니다).

이해의 편의상 공법사건 중 가장 대표적인 구조를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로는 위와는 다른 구조도 많습니다. 게다가 민사사건과 공법사건은 실제로 구

별이 모호한 경우가 많죠.

사례

"포항시장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결정을 취소하라",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운

전면허정지처분을 취소하라", "수도를 서울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 법률은 

위헌이다" 등등 

이러한 공법상 권리관계를 공법관계, 그에 관한 소송을 공법소송이라고 합니

다. 공익의 보호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혼재와 구별

하나의 사실관계에서 공법과 민사 모두 문제될 수 있습니다. OO세무서장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는데, 알고 보니 세무서 소속 공무원 A의 서류 위조로 

일어난 사건이었다고 합시다.

1. 공법적으로는 OO세무서장을 상대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

는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원고의 소장 제출을 통한 소제기).

2. 민사적으로는 A를 상대로 위자료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

습니다(역시 원고의 소장 제출을 통한 소제기).

3. 대한민국(국가)를 상대로 잘못 낸 세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도 있습니다(역시 원고의 소장 제출을 통한 소제기). 민사관계인지 공법

관계인지 논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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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의 체계
System of Regulation

세상에는 헌법과 법률이 있다. - 성낙인

법의 분류

공법·사법

1. 사법(private law):사인과 사인 사이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이 사법

입니다. 민법, 상법이 대표적입니다.

2. 공법(public law): 국가와 국가의 권력에 복종하는 사인의 관계를 규율하

는 법이 공법입니다. 헌법, 형법은 물론이고 행정소송법, 민사소송법, 형

사소송법 등 각종 소송법(procedural law)은 모두 공법입니다.

민법은 사법이지만, 민사소송법은 공법입니다. 그러나 모두 민사법입니다. 

민사법·형사법·행정법

민사법

형사법 법

사법

공법
행정법

1. 민사법(civil law): 민사관계를 다루는 법이 민사법입니다. 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등이 있습니다.

2. 형사법(criminal law): 형사관계를 다루는 법이 형사법입니다. 형법, 폭

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군형법, 형사소송법 등이 있습니다.

3. 행정법(administrative law): 공법관계를 다루는 법이 행정법입니다. 행

정절차법,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등이 있습니다. 넓게 보면, 헌법, 헌

법재판소법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민사·형사소송법도 "공법"이긴 하지만, 따로 민사법·형사법 입문에서 배우

기 때문에, 공법 입문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결국 공법 입문에서는 "행정법

과 헌법"을 배웁니다.

구별의 필요성 1: 고유한 법원칙 

각 분야마다 고유한 법원칙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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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 자유의 원칙은 민사법에 적용합니다.

2. 무죄 추정의 원칙은 형사법에 적용합니다.

3. 신뢰보호의 원칙은 행정법에 적용합니다.

이처럼 적용할 법원칙을 결정하기 위해서도 구별이 필요합니다.

구별의 필요성 2: 절차와 관할 

또한 각 분쟁유형마다 소송절차나 관할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1. 민사소송은 개인이 개인을 상대로 지방법원(district court)에 소를 제

기합니다.

2. 형사소송은 검사가 피고인을 상대로 지방법원(district court)에 공소를 

제기합니다.

3. 행정소송은 대체로 개인이 행정청을 상대로 행정법원(administrative 

court)에 소를 제기합니다. 

이처럼 분쟁해결을 위해 어떤 소송절차를 선택할 것인지 결정하기 위해서도 

구별이 필요합니다.

법규의 의의

개념

세상에는 각종 규율(norms)이 있습니다. 법률도 있고, 동아리 회칙도 있고, 

각종 단체의 정관도 있습니다.

1. 규율 중에서 법규성이 있는 것을 법규(regulation)라 합니다.

2. 법규성(enforcement)이란, 국민을 규율하는 대외적 힘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법규란 모든 국민에게 "법"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가령, 식품위생법은 법규이고, OO산악회 회칙은 법규가 아닙니다. 

국회

지방의회 지자체장

대통령 등

법률 

조례 규칙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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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1. 대전제: 모든 법의 대전제로 "헌법"이 있습니다.

2. 국가법: 국회가 만드는 "법률"과 대통령 등이 만드는 "명령"이 있습니다. 

이상을 합쳐서 "법령"이라고 합니다.

3. 자치법: 지방의회가 만드는 "조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만드는 "규칙"

이 있습니다. 이를 합쳐 "자치법규"라 합니다. 자치입법, 자치규정이라

고도 합니다.

4. 국제법: "조약", "국제관습법" 등이 있습니다. 일정한 경우 국내에서도 법

규성을 갖는 법규가 됩니다.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법규

법령

자치법규

헌법

헌법(constitution)은 국가의 기본법으로, 최상위에 있는 규범입니다. 헌법은 

크게 통치구조 부분과 기본권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통치구조 규정

헌법은 우선 국가의 정치조직 구성과 정치 작용의 원칙을 정합니다. 예를 들

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8조 ①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제66조 ④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제101조 ①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②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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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조 ①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

에 관한 심판

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제117조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

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기본권 규정

헌법은 국민의 "기본적 인권(fundamental rights)"과 "의무(duty)"도 규정

합니다.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

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2조 ④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제23조 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제34조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제39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하위법으로의 위임

1. 헌법은 최고법이다 보니, 모든 세부적인 사항까지 일일이 규정하지는 않

습니다. 내용 자체가 굉장히 추상적·포괄적입니다.

2. 왜냐하면 만약 헌법에서 세부사항까지도 일일이 규정해서 가령 '국회의

원은 300인으로 한다'라고 해 놓으면, 국회의원 수를 1명이라도 늘리거

나 줄이기 위해서는 헌법을 개정을 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탄력성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3. 그래서 구체적인 사항은 하위법인 법률(act)에 위임(delegation)을 합

니다.

제8조 ③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

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제23조 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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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⑤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

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제41조 ②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③ 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법률

개념

법률(act)이란, 헌법 바로 밑에 있는 규범이죠. 보통 "~법", "~법률" 식의 이

름을 갖습니다. 민법, 민사소송법, 형법, 형사소송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

에 관한 법률 등은 모두 "법률"입니다.

예를 들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법률입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설공사 등에서 나온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절하게 처리

하고 그 재활용을 촉진하여 국가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국민경제 발전과 공공복

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정주체

법률은 국회가 만듭니다. 다만, 공포는 대통령이 합니다.

대한민국헌법

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제53조 ①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하위법으로의 위임

1. 법률은 헌법보다는 구체적이지만, 여전히 어느 정도의 추상성을 갖고 있

습니다.

2. 즉, 모든 기술적·전문적 사항까지 국회가 '법률(act)'로 규정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빠르게 변하는 사회상을 반영해 수시로 법률을 개정하기

는 어렵고, 폐단도 있습니다.

3. 그래서 국회는 더 구체적·세부적인 내용은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위법에 위임을 하게 됩니다.

법률은 명령에 위임할 수도, 조례에 위임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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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

명령의 개념

1. 원래 행정부에서 만드는 규율을 "행정입법"이라 합니다.

2. 그런데 행정입법 중에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계된 사항을 정하는 규

범도 있습니다. 이처럼 행정입법 중 대외적 법규성(enforcement)이 있

는 것들을 특히 "법규명령"이라 합니다.

3. 법규명령을 짧게 "명령"이라 합니다. 대통령령과 부령이 대표적입니다.

명령의 제정주체

1. 대통령령(presidential decree): 대통령이 만듭니다. 이름을 보통 "~법 

시행령(enforcement decree)"으로 짓습니다. "~에 관한 규정" 식으로 

지을 때도 있습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대통령령입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부령(ordinance of the ministry): 행정각부의 장, 쉽게 말해 장관이 만

듭니다. 이름을 보통 "~법 시행규칙(enforcement rule)"으로 짓습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부령(환경부)입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명령의 분류

상위법으로부터의 위임 여부에 따라 2가지로 나뉩니다.

1. 위임명령(delegation decree, delegation ordinance): 상위법의 위임을 

받고 제정하는 명령입니다. 위임을 받은 법규명령입니다.

상위법

명령

위임

“위임명령”

상위법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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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모법)의 위임을 받아 같은 법 

시행령(위임명령)을 만듭니다. 다시, 같은 법 시행령(모법)의 위임을 받아 같은 

법 시행규칙(위임명령)을 만듭니다.

2. 집행명령(execution decree, execution ordinance): 상위법의 위임을 

받지는 않고, 다만 상위법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명령입니다. 위

임 받지는 않은 법규명령입니다. 

상위법

명령

위임×

“집행명령”

상위법 집행에
필요한 사항

위임명령이든 집행명령이든 간에, 그 내용이 상위법에 위반되어서는 안 됩니

다. 개념상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이 다르다는 것이지, 실제로 양자를 구별하기

는 쉽지 않습니다.

위임명령

법률이 규정한 사항에 관해 국회보다는 대통령이, 대통령보다는 각부의 장관

이 더 전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이 대통령령에 위임하기도, 법률이 부

령에 위임하기도, 대통령령이 부령에 위임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상위법에서 

위임(delegation)한 사항을 제정한 법규명령을 "위임명령"이라 부릅니다. 위

임의 범위 내라면, 하위법이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율할 새로운 사항을 만

들 수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대한민국헌법

제75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제95조 <생략>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

권으로 <생략> 부령을 발할 수 있다.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시행규칙
(환경부령)

모법

모법

위임

위임

위임명령

위임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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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률의 위임에 따른 위임명령인 대통령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① 누구든지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보관 

또는 중간처리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야 한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① 법 제13조에 따른 건설폐기물의 배출, 수집ㆍ운

반, 보관, 중간처리의 기준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건설폐기물은 폐콘크리트ㆍ폐아스팔트콘크리트ㆍ폐목재ㆍ폐합성수지ㆍ폐금속류 

등의 종류별로 재활용가능성, 소각가능성 또는 매립필요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배

출, 수집ㆍ운반, 보관할 것. <생략>

2. 대통령령의 위임에 따른 위임명령인 부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② 제1항에 따른 건설폐기물의 배출, 수집ㆍ운반, 보

관, 중간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건설폐기물의 배출, 수집·운반 등의 구체적인 기준·방법) ②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건설폐기물의 배출, 수집·운반, 보관, 중간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은 

별표 1의2와 같다.

[별표 1의2] 건설폐기물의 배출, 수집·운반, 보관, 중간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제5조 제2항 관련)

2. 보관의 경우: 가. 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보관개시일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생략>

위임명령인 하위법에서 상위법이 위임하지도 않은 사항을 규정하면, 하위법

은 무효입니다.

대법원 1990. 9. 28. 선고 89누2493 판결

법률의 시행령은 모법인 [①] 법률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항이나 [②] 법률이 규정한 범

위내에서 법률을 현실적으로 집행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만을 규정할 수 있을 뿐, 

법률에 의한 위임이 없는 한 법률이 규정한 개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보

충하거나 법률에 규정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규정할 수는 없[다.]

일정한 권리에 관하여 법률이 규정한 존속기간을 뜻하는 제척기간은 권리관계를 조속히 

확장시키기 위하여 권리의 행사에 중대한 제한을 가하는 것이므로, 모법인 법률에 의한 

위임이 없는 한 시행령이 함부로 제척기간을 규정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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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명령

법규명령 중에는 위임명령 말고도 집행명령이란 게 있습니다. 집행명령은 상

위법의 위임 없이 그 집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입니다. 위임이 필요 

없는 대신, 새로운 사항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즉, 이미 정해져 있는 범위에

서 직권으로 간단한 절차를 규정하는 것이죠. 

위임명령 집행명령

상위법의 위임 필요 불필요

새로운 사항 규정 가능 불가능

법규성 ○

1. 집행명령인 대통령령

대한민국헌법

제75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2. 집행명령인 부령

대한민국헌법

제95조 <생략>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

권으로 <생략> 부령을 발할 수 있다.

집행명령은 상위법의 위임이 없어도 유효합니다.

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4두12261 판결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14조, 제1조의3 제1항 제1호는 지방공무

원법 제62조 제2항 본문의 의견을 듣는 절차에 관하여 임용권자가 시·군·구의 5급 이

상 공무원을 직권면직시킬 경우 시·도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

은 법[법률인 지방공무원법]이 직권면직절차에 관하여 위임에 관한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대통령령은 직권면직에 관한 같은 법의 규정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할 수 있[다.]

[위 규정이] 인사권을 침해하지도 않으므로 [대통령령인] 위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

정을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주의: 명령과 행정규칙의 구별

1. 아까 (법규)명령이란, 행정부에서 만드는 규율(행정입법) 중에서 "법규성

(enforcement)"이 있는 것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법규명령은 법규성이 있으므로 "법"입니다. 어떤 행위가 법규명령(시행령, 시행

규칙 등) 규정을 위반했다면, 그 자체로 "위법"한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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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러나 행정입법 중에는 법규성이 없는 것도 있습니다. 바로 "행정규칙"

입니다. 흔히 "~지침", "~예규", "~고시", "~훈령" 같은 이름을 씁니

다. 단지 행정조직 내부의 업무처리 절차나 기준을 정한 데 불과합니다.

건설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 관련 업무처리지침

<생략> (1) 목적 - 본 업무처리지침(이하 '지침'이라 함)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

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건설폐기물의 배출, 수집운반, 보관 및 처

리 등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적정처리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행

정의 일관성 및 신뢰성 등을 확보하고,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에 대한 설계의 일반적인 기

준을 정하여 설계의 합리화와 능률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행정규칙은 법규성이 없으므로 "법"이 아닙니다. 어떤 행위가 행정규칙(지침, 

예규, 고시 등) 규정을 위반했다고 해서, 그 자체로 "위법"한 행위가 되는 건 

아닙니다. 

법규명령

행정규칙

행정입법

법규성○

법규성×

시행령, 시행규칙

지침, 예규, 고시, 훈령

위반시
꼭 "위법"은 아님

위반시
"위법"

소결

1. 법규명령은 제정취지, 제정주체에 따라 여러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제정 장관이 제정

위임에 따라 제정 대통령령인 위임명령 부령인 위임명령

직권으로 제정 대통령령인 집행명령 부령인 집행명령

2. 이러한 대통령령, 부령은 모두 법규성(enforcement)을 가집니다. 즉, 모

든 국민은 법률과 마찬가지로 법 시행령(대통령령), 법 시행규칙(부령)을 

따라야 합니다. 법원 역시 시행령, 시행규칙을 재판규범으로 삼습니다.

예외적으로, 시행규칙 중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한 부분은 법규성이 없

습니다. 지금 자세히 보지는 않겠습니다. 그저 "그러나 예외가 있다"는 정도로

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 법률과 명령을 합쳐서 "법령"이라 부릅니다. 법령도 법규성을 갖는 법규

의 일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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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개념

조례(municipal ordinance)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에 관해 지방의회 의

결을 통해 제정하는 법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등이 있습니다. 보통 "~조례" 식으로 이름을 짓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17조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

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생략>

제정주체

조례는 지방의회에서 제정합니다. 절차상으로는 가령 서울특별시의 조례는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하고, 서울특별시장이 공포합니다.

제26조(조례와 규칙의 제정 절차 등) ① 조례안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되면 의장은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이송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조례안을 이송받으면 20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상위법으로부터의 위임

1. 일반적인 조례는 상위법의 위임이 없어도 충분히 제정할 수 있습니다. 물

론, 아무렇게나 제정해도 된다는 건 아닙니다. 조례 내용이 상위법에 위

반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당연하지요(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 

 

법령

조례

위임 필요 ×자치사무에
관해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생략>

"유보의 원칙" 적용을 받지는 않습니다. 즉, 상위법 "위임"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우위의 원칙" 적용은 받습니다. 즉, 상위법을 "위반"하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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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추29 판결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그 근거 법령 등에 비추어 볼 때 자치사무나 단체위임사무

에 관한 것이라면 이는 자치조례로서 지방자치법 [현행 제22조]가 규정하고 있는 '법령

의 범위 안'이라는 사항적 한계가 적용될 뿐, <생략> 국가법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위임

입법의 한계가 적용될 여지는 없다. [즉, 상위법의 위임이 필요 없다.]

지방자치법 제15조[현행 제22조]에서 말하는 '법령의 범위 안'이라는 의미는 '법령에 위

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이라는 의미로 풀이되는 것[이다.]

2. 그러나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례는 상위법(그 중에서도 법률)의 위임

이 있어야만 비로소 제정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단서). 

 

법령

조례

위임 필요 ○권리제한
의무부과

제22조(조례) <생략>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12. 11. 22. 선고 2010두19270 전원합의체 판결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한 조례의 효력(=

무효)

구 주차장법 제19조의4 제1항 단서 및 구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3호가 일정

한 경우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을 허용하면서 그에 관하여 

조례에 위임하지 않고 있음에도,순천시 주차장 조례 제13조 제2항이 당해 시설물이 소

멸될 때까지 부설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할 수 없도록 규정한 사안에서,위 조례 규정은 법

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다.]

일반 조례 권리제한·의무부과 조례

상위법에 위반? 금지

상위법의 위임? 불필요 필요

법규성 ○

그 밖에도 위임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나중에 차차 배우기로 합시다.

규칙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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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municipal rule)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권한에 관해 제정하는 

법입니다. 가령,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을 들 수 있습니다. 대체로 "~

조례 시행규칙" 식으로 이름짓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17조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

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23조(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물론, 넓은 의미의 '규칙'이란 원래 자치입법 일체를 일컫는 개념입니다. 국회규

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등도 포함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편의상 지방자치단체의 규칙만을 보겠습니다.

제정주체

지방자치단체의 장입니다. 서울특별시규칙은 서울특별시장이 만듭니다.

상위법으로부터 위임

규칙은 조례와는 달리 반드시 상위법(법률, 명령, 또는 조례)의 위임이 있어

야 만들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법 제23조). 

 

법령 or 조례

규칙

위임 필요 ○

제23조(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법률 또는 (법규)명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

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일반 권리제한·의무부과

조례 위임 불필요 위임 필요

규칙 위임 필요 위임 필요

법규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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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조례가 위임을 해서 규칙을 만들게 됩니다.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수도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규성

1. 지방자치단체의 규칙도 법규입니다. 법규성을 갖습니다.

2. 다만, 판례는 지방자치단체의 규칙 중에서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

한 부분만큼은 법규성이 없다고 합니다.

조약

개념

조약(treaty)이란 명칭에 상관 없이 국제법 주체 사이에 문서로 합의한 것을 

말합니다. Visa 협정, 자유무역협정(FTA), 주한 미군 지위 협정(SOFA), 한

일어업협정 등은 모두 조약입니다.

체결주체

우리나라는 대통령입니다.

대한민국헌법

제73조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비준<생략>한다.

1. 체결(conclusion): 조약체결권자는 대통령이지만, 실제로는 대통령으로

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파견되는 외교 사절, 즉 전권위원(plenipotentia-

ry)이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비준(ratification): 전권위원이 체결한 조약을 조약체결권자(대통령)가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것을 비준이라 합니다. 비준까지 받아야 조약이 '

성립'합니다.

국회의 동의

동의가 필요한 조약도 있고, 필요하지 않은 조약도 있습니다.

제60조 ①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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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같이 대체로 중요한 조약은 대체로 국회의 동의

가 필요합니다.

2. 기타 조약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법규성과 효력

조약은 국내에서도 법규성을 갖는 "법규"입니다. 물론, 필요한 절차를 모두 거

쳐 적법해야만 그러한 법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제6조 ①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1.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조약은 국회의 동의까지 있어야 필요한 절차를 모

두 거쳤다고 할 수 있으므로, 국회 동의가 있어야만 국내에서 효력을 인

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인정합니다.

2. 반면, 국회 동의가 필요 없는 조약은, 대통령의 비준으로써 국내법적 효

력이 인정됩니다. 그러면 "대통령령"과 동일한 효력을 인정합니다.

전권위원의 체결 대통령의 비준 국회의 동의 국내법적 효력

국회 동의가 
필요한 조약

내용확정의 요건 성립 요건 효력 요건 법률

국회 동의가 
불필요한 조약

내용확정의 요건 성립 및 효력 요건 (불필요) 대통령령

우열관계

우열관계 설정의 필요성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조약은 모두 법규성(enforcement)을 가집

니다. 따라서 충돌,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상호 우열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법규성이 없는 규범들 간에는 상호 우열관계가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A동

아리 회칙과 B동아리 회칙이 서로 달라 모순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문

제될 것은 전혀 없겠지요.

우열의 근거

A법규가 B법규에 어떤 사항을 위임하거나, A법규의 범위 내에서(A법규에 위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B법규를 제정한다면, 어느 경우든 A법규가 B법규보

다 위에 있다는 뜻입니다.



19제1강  공법구조론

1. 헌법 > 법률(헌법 각 규정들)

제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2.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조약 = 법률(헌법 제6조 제1항)

제6조 ①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 [등은]<생략>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3. 법률 > 대통령령(헌법 제75조)

제75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긴급재정경제명령·긴급명령이라 하여 대통령이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명령을 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가비상사태라는 특수성을 감

안한 것입니다.

제76조 ① 대통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

서 <생략>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생략>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② 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생략> 긴급한 조치가 

필요<생략>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4. 국회의 동의가 불필요한 조약 = 대통령령(헌법 제6조 제1항)

제6조 ①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표된 조약 [등은]<생략>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5. 대통령령 > 부령(헌법 제95조)

제95조 <생략>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

권으로 <생략> 부령을 발할 수 있다.

6. 법령(법률·명령) > 자치법규(헌법 제117조 제1항)

제117조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

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7. 조례 > 규칙(지방자치법 제23조)

제23조(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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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결 

헌
법

법률

대통령령

부령

조례

규칙

명령

자치법규

1. 헌법 > 법률 > 대통령령(시행령) > 부령(시행규칙) > 조례 > 규칙

2. 헌법 > 법령(법률·명령·조약) > 자치법규

위헌과 위법

위헌·위법의 개념

법령 내지 법규 위반을 "위법(illegality)", 헌법 위반을 "위헌(unconstitu-

tionality)"이라고 합니다.

위헌·위법이 되는 사유

1. 법의 명문(written)에 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헌법에서 국

회의원의 수를 200인 이상으로 정했는데, 법률에서 국회의원 수를 180

명으로 정했다면, 위헌인 법률입니다.

2. 법원리(principle)에 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헌법원리로 신

뢰보호(protection of trust)라는 것이 있습니다. 신뢰보호원칙을 침해

하는 법률은 위헌입니다.

명문
규정

법원리
위반

위반

위헌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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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2. 11. 29. 선고 2011헌마786 등 결정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은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사법연수원에 입소하여 2013. 1. 1. 

이후에 사법연수원을 수료할 예정인 사람들인바, 청구인들이 사법연수원에 입소할 당

시의 법원조직법에 의하면 사법연수원의 소정 과정을 마치면 바로 판사임용자격을 취득

할 수 있었으나, 2011. 7. 18. 법원조직법이 개정되어 2013. 1. 1.부터는 사법연수원

의 소정 과정을 마치더라도 바로 판사임용자격을 취득할 수 없고 일정 기간 이상의 법

조경력을 갖추어야 판사로 임용될 수 있게 되었[다.] <생략> 이에 청구인들은 <생략> ['

위]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분 및 제2조가 신뢰보호원칙에 반하

여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1.12. 6. 이 사건 헌법소원심

판을 청구하였다.

[주문] 법원조직법(2011. 7. 18. 법률 제10861호) 부칙 제1조 단서 중 제42조 제2항에 

관한 부분 및 제2조는 2011. 7. 18. 당시 사법연수생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던 자가 사

법연수원을 수료하는 해의 판사 임용에 지원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

[이유] 신뢰보호원칙은 법치국가원리에 근거를 두고 있는 헌법상 원칙으로서, 특정한 법

률에 의하여 발생한 법률관계는 그 법에 따라 파악되고 판단되어야 하고 과거의 사실관

계가 그 뒤에 생긴 새로운 법률의 기준에 따라 판단되지 않는다는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

기 위한 것이다. 법률의 개정시 구법 질서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가 합리적이고도 정당하

며, 법률의 개정으로 야기되는 당사자의 손해가 극심하여 새로운 입법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이 그러한 당사자의 신뢰의 파괴를 정당화할 수 없다면, 그러한 새 입

법은 신뢰보호의 원칙상 허용 될 수 없다. 

이 사건 법원조직법 개정 당시 사법연수생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의 신뢰보호 

차원에서 통상 그들에게 예정된 사법연수원 수료시점에 적어도 한번은 사법연수원 입

소 당시의 신뢰대로 종전 규정과 같은 판사즉시임용의 기회를 부여해야 하는바,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은 이에 어긋나는 한도 내에서 신뢰보호원칙에 반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자세히는 나중에 공부합시다. 일단은, 단순한 "부당"보다 더 심한 잘못을 "위법"

이라 부른다는 정도로 이해하십시오.  

위헌·위법의 국면

1. 공권력행사(exerting governmental power): 모든 공권력행사는 법규

에 위반해서는 안 됩니다. 법규에 위반한 공권력행사는 위법하며, 궁극

적으로는 위헌입니다.

법규

공권력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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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규(regulation): 모든 하위법규는 상위법규에 위반되어서는 안 됩니

다. 상위법규에 위반한 하위법규 역시 위헌·위법입니다.

상위법규

하위법규

통제의 필요성과 그 의의

복잡해 보이지만 결국 위에서 본 모든 체계는 궁극적으로 헌법의 통치질서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1. 공권력통제(control of governmental power): 위헌·위법한 공권력행

사에 대응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2. 규범통제(control of regulation): 위헌·위법한 규범의 효력도 다툴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결론

공법사건의 분쟁 국면

1. 공권력통제 차원: 헌법소원, 취소소송 등

2. 규범통제 차원: 위헌법률심판 등

절차의 2가지 축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들 분쟁을 처리하는 절차는 다음 2가지로 나뉩니다.

1. 헌법사건: 헌법재판절차로 분쟁을 해결. 헌법소원, 위헌법률심판 등

2. 행정사건: 행정구제절차로 분쟁을 해결. 취소소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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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건과 헌법재판
Constitutional Case

자유의 적에게는 자유가 없다 - Louis Antoine de Saint-Just

의의

개념

헌법사건

행정사건
공법사건

1. 국가기관의 공권력행사에 관한 다툼을 공법사건이라 했습니다. 공법사건 

중에서도 특히 헌법소송사항을 헌법사건(constitutional case)이라 합니

다. 헌법사건에 대한 소송을 헌법소송, 그 재판을 헌법재판(constitu-

tional review)이라 합니다.

2. 그렇다면 헌법소송사항 내지 헌법사건이란 무엇일까요? 헌법질서를 수

호하는 재판 사건을 말합니다. 복잡한 논의가 있지만, 일단 "헌법재판소

가 관장하는 사건" 정도로 기억하면 충분합니다.

종류

대한민국헌법

제111조 ①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위헌법률심판]

2. 탄핵의 심판[탄핵심판]

3. 정당의 해산 심판[정당해산심판]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

에 관한 심판[권한쟁의심판]

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헌법소원심판]

제도의 필요성

1. 헌법의 모든 하위법의 내용은 헌법에 위반되어서는 안 됩니다.

2. 또한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등 모든 국가기관은 공권력을 행사할 때 헌

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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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런데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헌법에 부합하는가?"에 관해 국가기관 사

이, 또는 국가기관과 국민 사이에서 의견 차이와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

니다. 이것이 바로 헌법사건입니다.

4. 이를 재판으로 해결하기 위한 제도가 바로 헌법재판입니다.

제도의 의의

1. 일반적인 소송에서는 법률이 있으면 그 법률조항을 반드시 적용해야만 

합니다.

2. 반면, 헌법재판에서는 법률을 위헌으로 판단해 무효로 만들어서 재판에 

적용하지 않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헌법재판은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합니다.

위헌법률심판

개념

1. 민사소송, 형사소송 등 진행 과정에서, 법원 스스로 사건에 적용할 법률

이 위헌이라는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2. 그러면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법률이 위헌인지 판단해 달라"고 합니다.

3.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내리면, 문제의 법률은 무효로 됩니다.

이러한 사건 내지 절차를 위헌법률심판(adjudication on the constitution-

ality of an Act)이라 합니다.

구조

1. 법원의 위헌법률심판 제청(recommendation):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심

판을 청구합니다.

2. 당사자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application for recommendation): 

소송 당사자가 법원에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하여 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

당사자

헌법재판소

(제청신청)

제청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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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제청결정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것일 수도 있습니다(신청에 의한 제

청결정). 또는, 신청과 무관하게 법원이 직권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직권

에 의한 제청결정). 둘 다 가능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41조(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생략>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

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한다.

3.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adjudication): 법원의 제청을 받으면 헌법

재판소가 법률이 위헌인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위헌결정을 할 수도 있고 

기각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사례

1. 사건의 개요

헌법재판소 2000. 4. 27. 선고 98헌가16 결정

청구외 이○선은 서울지방법원에 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공소제기되었

[다(98고단7799)]. 그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교육"의 대표로서, 1995. 12. 

초순경부터 1997. 10. 16.경까지 사이에 피씨(P. C) 통신업체인 천리안, 미래텔에 개설

한 "○○방"을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한 2,415명으로부터 약 374,000,000원을 받고 수

천회에 걸쳐 문제를 내고 질의ㆍ응답하는 방식으로 과외교습을 하고, 1997. 7. 초순경

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사이에 공소외 박○만 등 지도교사로 하여금 교습비를 내고 가

입한 회원의 집을 방문지도하게 하는 방식으로 과외교습을 함으로써 위 법률 제22조 제

1항 제1호, 제3조에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위 법원은 그 소송계속 중 1998. 11. 10. 위 이○선에게 적용될 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

한법률 제22조 제1항 제1호, 제3조에 헌법위반의 의심이 있다고 하여 직권으로 위헌여

부의 심판을 제청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법률조항 및 관련규정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 제3조(과외교습) 누구든지 과외교습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생략>

법 제22조(벌칙)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과외교습을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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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문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3조, 제22조 제1항 제1호(각 1995. 8. 4. 법률 제4964

호로 전문개정된 이후의 것)는 헌법에 위반된다.

4. 이유

법 제3조는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지 못하여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어 국

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므로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국민의 자녀교육권,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다. <생략> 법 제

22조 제1항 제1호는 법 제3조를 위반한 경우 형벌에 처한다는 형벌조항이므로, 처벌의 

전제가 되는 법 제3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면 이에 따라 그 형벌규정인 법 제22조 제1항 

제1호도 역시 위헌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법 제22조 제1항 제1호도 헌법에 반한다.

탄핵심판

개념

1. 원래는 공무원이 위법·위헌적인 행위를 하면 형벌이나 징계를 가하여, 

위법·위헌적 행동을 하는 것을 사전에 막을 수 있습니다.

2. 하지만 대통령, 국무총리 등 특수한 직위에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반

적인 형벌이나 징계가 효과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3. 그 대응책으로, 일정한 절차를 통해 헌법재판소가 재판으로 공무원을 파

면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러한 사건 내지 절차를 탄핵심판(adjudication 

on impeachment)이라 합니다.

구조

1. 국회의 탄핵소추의결(pass motions for request): 국회에서 "헌법재판

소에 탄핵소추를 하기로" 결의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48조(탄핵소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서 헌법

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국회는 헌법 및 국회법에 따라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1.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및 행정각부(行政各部)의 장

4. 그 밖에 법률에서 정한 공무원

2. 소추위원의 탄핵심판청구(request): 탄핵소추의결이 통과되면 소추위원

이 헌법재판소에 탄핵심판청구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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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소추위원) ① 탄핵심판에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추위원이 된다.

② 소추위원은 헌법재판소에 소추의결서의 정본을 제출하여 탄핵심판을 청구하며, 심판

의 변론에서 피청구인을 신문할 수 있다.

3.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adjudication): 국회의 탄핵소추를 받으면 탄핵

할 사안인지 심판합니다. 공직에서 파면하는 탄핵결정을 할 수도 있고, 

기각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소추
위원

공무원
의결

심판청구
심판

헌법재판소

국회

사례

1. 사건의 개요

헌법재판소 2004. 5. 14. 선고 2004헌나1 결정

국회는 2004. 3. 12. 제246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유용태ㆍ홍사덕 의원 외 

157인이 발의한 '대통령(노무현)탄핵소추안'을 상정하여 재적의원 271인 중 193인의 찬

성으로 가결하였다. 소추위원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김기춘은 헌법재판소법 제

49조 제2항에 따라 소추의결서의 정본을 같은 날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여 피청구인에 대

한 탄핵심판을 청구하였다.

탄핵소추사유의 요지 (가) 국법질서 문란 <생략> (나) 권력형 부정부패 <생략> (다) 국

정파탄

2.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이 사건에서 인정되는 대통령의 법위반이 헌법질서에 미치는 효과를 종합하여 본다

면, 대통령의 구체적인 법위반행위에 있어서 헌법질서에 역행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

사를 인정할 수 없[다. 그러므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위협으로 평가될 수 없

다. 따라서 파면결정을 통하여 헌법을 수호하고 손상된 헌법질서를 다시 회복하는 것

이 요청될 정도로, 대통령의 법위반행위가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

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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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대통령에게 부여한 국민의 신임을 임기 중 다시 박탈해야 할 정도로 국민의 신임을 

저버린 경우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 

[그러므로] 대통령에 대한 파면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정당해산심판

머리에

대한민국헌법

제8조 ②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④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

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개념

말 그대로 위헌인 정당을 해산하는 제도입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두 가지 의

미가 있습니다.

1. "정당을 해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헌정당으로부터 국가를 보호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2. 헌법재판소의 심판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정당을 해산할 수 없다"는 점

에서, 정당을 보호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어떤 의미든 간에, 헌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구조

1. 정부의 정당해산심판청구(request):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

판을 청구합니다. 반드시 국무회의(cabinet council)를 거쳐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55조(정당해산심판의 청구)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

는 정부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대한민국헌법

제88조 ①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②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③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고, 국무총리는 부의장이 된다.

제89조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4. 정당해산의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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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심판(adjudication): 정당해산결정을 할 수도 있

고, 기각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제59조(결정의 효력) 정당의 해산을 명하는 결정이 선고된 때에는 그 정당은 해산된다.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집행(execution) 

제60조(결정의 집행) 정당의 해산을 명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가 「정당법」에 따라 집행한다.

 

정부 정당

국무회의

헌법재판소

심판
심판청구

심의 필

가처분

제57조(가처분) 헌법재판소는 정당해산심판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직권 또는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종국결정의 선고시까지 피청구인의 활동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사례

위키백과 "통합진보당해산심판사건" (2014. 11. 27. 12:20 최종수정된 위키문서)

통합진보당해산심판사건(統合進步黨解散審判事件)은 2013[.] 11[.] 5[.] 대한민국 법무

부가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여 [헌]법재판소에서 심

리하는 사건을 말한다. 

2013년 11월 5일 대한민국 국무회의는, 법무부가 긴급 안건으로 상정한 '위헌정당 해

산심판 청구의 건'을 심의·의결했다. 정부가 위헌정당 해산제도에 따라 정당에 대한 해

산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유럽출장 중 전자 결재를 

하였다. 사건번호는 2013헌다1이다. 

<생략> 통합진보당이 '위헌정당'으로 해산될 경우 소속 의원 전체의 자격상실 여부에 관

해서는 어느 법률에도 명시적 규정이 없[다. 그러므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앞으로의 

기준이 될 것으로 보는 견해가 다수이다.

법무부는 통합진보당의 강령이 위헌성을 띤다며 '노동자와 민중이 나라의 주인이 되는 

나라'라는 구절이 국민주권주의에 위반된다고 해석하[였다.] 논란이 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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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쟁의심판

개념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권한이 있다면 

어디까지 미치는지에 관하여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2. 이를 그대로 두면 국가의 기능 마비로 결과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분쟁해결수단을 두어야 합니다.

그 절차가 권한쟁의심판(adjudication on jurisdiction disputes)입니다.

제61조(청구 사유) ①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권한의 유무 또는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때에는 해당 국가기관 또는 지방

자치단체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분쟁 당사자

1. 국가기관 상호간 다툼: 법무부장관 VS 환경부장관

공사는 공공단체이지만, 국가가 아닙니다. 따라서 공사의 기관은 공공단체의 

기관일 뿐, 국가기관이 아닙니다. 이에 비해 법무부장관은 국가기관입니다.

2.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다툼: 국토교통부장관 VS 서울특별시

"대한민국"은 국가,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기관, "서울특별시"는 지방자치단

체, "서울특별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관입니다. 예외가 있는데, 차차 봅시다.

3.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다툼: 서울특별시 VS 수원시

기관

한국철도공사수원시

서울특별시 대한민국

기관 기관

기관기관

기관 기관

기관

구조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쟁의심판청구(request): 청구인(국가

기관·지방자치단체)이 피청구인(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을 상대로 헌

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합니다.

제61조(청구 사유) ①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권한의 유무 또는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때에는 해당 국가기관 또는 지방

자치단체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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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adjudication): 위 청구를 받으면 헌법재판

소는 권한의 유무·범위를 판단합니다. 기본적으로 권한확인, 권한침해

에 관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나아가 피청구인의 처분을 취소하거나 처분

의 무효를 확인할 것인지도 결정하기도 합니다. 

제66조(결정의 내용) ① 헌법재판소는 심판의 대상이 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의 유무 또는 범위에 관하여 판단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헌법재판소는 권한침해의 원인이 된 피청구인의 처분을 취소하거나 

그 무효를 확인할 수 있고, 헌법재판소가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

심판
심판청구

국가기관
/지자체

국가기관
/지자체

사례

1. 사건의 개요

헌법재판소 2010. 12. 28. 선고 2008헌라7 결정

청구인들은 민주당 소속의 제18대 국회의원으로 2008. 12. 18. 및 이 사건 심판청구 당

시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이하 '외통위'라 한다) 위원이다.

청구인들은 <생략> 피청구인 외통위 위원장이 회의장의 출입문이 폐쇄된 상태에서 이 

사건 회의를 개의하여 이 사건 동의안을 외통위에 상정한 행위 및 이 사건 동의안을 법

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한 행위(이하 '이 사건 상정·회부행위'라 한다)로 말미암아 헌

법 및 국회법에 의해 부여된 청구인들의 의안 심의·표결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08. 12. 21. 위 권한침해의 확인 및 이 사건 상정·회부 행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피청구인 외통위 위원장이 <생략> [이 사건 상정·회부행위가] 

청구인들의 이 사건 동의안에 대한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 및 위 상정·회

부행위가 무효인지 여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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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문

<생략> 2. 피청구인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장[의] <생략> [이 사건 상정·회부

행위]는 청구인들의 위 비준동의안 심의권을 침해한 것이다.

3. 청구인들의 피청구인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이 사건 상정·회부

행위]에 관한 무효확인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이유 

이 사건 상정·회부행위는 다수결의 원리, 의사공개의 원칙 및 국회법 제54조, 제75조 

제1항에 위배하여 청구인들의 이 사건 동의안에 대한 심의권을 침해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상정·회부행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청구인들의 심판청구 부분에 대

하여는, <생략> 기각 의견이 재판관 6인의 의견에 달하여 <생략> 기각하여야 [한다.]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개념

1. 원래 국민은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면 우선 일반 소송절차를 통하여 그 권

리를 구제받습니다.

2. 그러나 이러한 방법으로는 충분한 구제가 되지 못하거나 구제방법이 아

예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3. 이 때, 공권력행사로 기본권을 침해받은 개인이 공권력행사를 취소하거

나 위헌임을 확인할 것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권력
행사

국가기관

국민

이러한 사건 내지 절차를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adjudication on a con-

stitutional complaint as relief)이라 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규정한 헌법소원입니다. 현대판 신문고라고도 

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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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1. 당사자의 헌법소원심판 청구(request): 기본권 침해를 받은 개인이 공권

력행사를 한 국가기관을 상대로 해서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합니다.

제68조(청구 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不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

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

할 수 있다.

2.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심판(adjudication): 헌법재판소는 공권력행사가 

위헌인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인용결정을 할 수도 있고 기각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국가기관

대리인

심판청구
심판

헌법재판소

국민

사례

1. 사건의 개요

헌법재판소 2006. 6. 29. 선고 2004헌마826 결정

청구인은 2004. 6. 4.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혐의로 구속되어 <생략> 대구구치소의 

입출소자 대기실에서 그날 함께 수용되는 수용자 22명과 같이 담당교도관으로부터 신입

자교육을 받고 신체검사를 받는 등 입소절차를 거쳐 입소하였다. <생략> 개별적으로 칸

막이가 쳐진 검사실로 이동하여 속옷까지 탈의를 하고 담당교도관이 보는 앞에서 돌아

서서 상체를 숙인 후 양손으로 둔부를 벌려 항문을 보이고 난 후 검사실을 나오는 방법

으로 정밀신체검사(이하 '이 사건 정밀신체검사'라 한다)를 받았다. 그 후 청구인은 <생

략> 이 사건 정밀신체검사[라는 공권력행사]는 헌법 제10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인간으

로서의 존엄과 가치와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

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주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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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유

청구인이 수인하여야 할 모욕감이나 수치심에 비하여 반입금지품을 차단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수용자들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구치소 내의 질서유지 등의 공익이 보다 크[

다(법익 균형성). 그러므로 헌법원리인]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었다고 할 수 없다.

위헌법률심판형 헌법소원심판

개념

1. 소송 당사자가 자기 사건에 적용할 법률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법원

에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였는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는 것은 오직 법원

만 할 수 있으므로, 당사자는 난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2. 이 때 당사자가 그 법률을 다투며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할 길을 열

어두었습니다.

이러한 사건 내지 절차를 위헌법률심판형 헌법소원심판(adjudication on a 

constitutional complaint as the constitutionality of an Act)이라 합니

다. 짧게, 위헌소원(constitutionality complaint)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이 규정한 헌법소원입니다. 

제68조(청구 사유) ② 제41조 제1항에 따른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

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생략>

구조

1. 당사자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application for recommendation): 

소송 당사자가 법원에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하여 달라"

고 요구합니다.

2. 법원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기각결정(dismissal of the applica-

tion): 법원은 "그 법률이 위헌이라는 의심이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

청신청을 기각합니다.

3. 당사자의 헌법소원심판 청구(request): 당사자가 위 기각결정에 불복해

서 이번에는 직접 헌법재판소에 "그 법률이 위헌인지 여부를 판단해 달

라"는 취지로 심판을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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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심판(adjudication): 헌법재판소가 법률이 위헌

인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위헌결정을 할 수도 있고 기각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원

당사자

제청신청 기각

심판청구

심판

성격

위헌소원은 형식과 이름만이 헌법소원일 뿐이지, 구조적으로 실질은 위헌법

률심판입니다.

사례

1. 사건의 개요

헌법재판소 1998. 12. 24. 선고 89헌마214등 결정

청구인[들은] 도시계획법<생략> 제21조 제1항에 따라 <생략>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위에 <생략> 건축물을 건축하여 <생략> 철거대집행계고처분 등을 받고, <생략> 취

소를 구하는 행정소송(89구1928)을 제기하였다. 

위 청구인들은 위 소송계속중 <생략>법원에 법 제21조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주장하

면서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위 신청이 기각되[었다. 그러자 위 청구인들

은] <생략> 이 사건 헌법소원[위헌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헌법재판소 1998. 12. 24. 선고 89헌마214등 결정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도시계획법(1971. 1. 19. 법률 제2291호로 제정되어 1972. 12. 

30. 법률 제2435호로 개정된 것) 제21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여

부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1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존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또는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어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는 도시개발을 제한할 구역(이하 "개발제한구역"이라 한다)의 지정을 도시계획으로 결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안에서는 그 구역지정의 목적에 위배되

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면적의 분할 또는 도시계획사

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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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문

도시계획법<생략> 제21조는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4. 이유

종래의 지목과 토지현황에 의한 이용방법에 따른 토지의 사용도 할 수 없거나 실질적으

로 사용·수익을 전혀 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도 아무런 보상없이 이를 감수하도록 

하고 있는 한, [헌법상 원칙인]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어 당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과

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이는] 헌법에 위반된다.



37제1강  공법구조론

기초 개념
Conceptual Foundations

무언가를 전문용어 없이 일상적인 언어로 설명할 수 없다면, 그것은 당신이 그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증거이다. - Ernest Rutherford 

행정사건

개념

헌법사건

행정사건
공법사건

1. 국가기관의 공권력행사에 관한 다툼을 공법사건이라 했습니다. 공법사건

(public case) 중에서 헌법사건(constitutional case)을 제외한 것을 행

정사건(administrative case)이라 합니다. 

2. 행정사건에서 국민이 공권력행사의 시정이나 손해·손실의 보상을 요구

하는 것을 행정구제(administrative relief)라 부릅니다. 다양합니다만, 

오늘은 대표적인 것 몇 개만 이해하도록 합시다.

의의

헌법사건과 헌법재판에서 본 것과 비슷합니다. 행정구제 역시 헌법질서 아래

에서 다음 2가지를 위해 둔 제도입니다. 이 점을 절대 잊지 마세요.

1. 국민의 권리를 보호

2. 행정의 적법성을 통제

한계

다만, 행정구제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가령, 행정소송만으로는 위헌적인 

법률을 무효로 만들 수 없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행정구제를 넘어 

헌법재판을 통해야 합니다.

심판과 소송

심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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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판절차(appeal procedure)는 행정청에 이의제기를 해 보는 것이라 생

각하면 됩니다. 행정부 스스로 잘못을 해결해 보라는 것으로, 소송이 아

니라 행정절차입니다.

2. 따라서 처분이 꼭 위법한 정도까진 아니더라도, 부당한 정도기만 해도 

심판이 받아들여져 종전의 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처분을 내리도록 할 수

도 있습니다.

3. 심판은 소송에 비하여 비용이 들지 않고, 절차가 간편하고 신속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소송절차

1. 이에 비해 소송절차(litigation procedure)는 행정부 스스로의 해결을 믿

지 않고, 사법부(법원)을 통해 해결하는 것으로, 사법절차입니다.

2.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의 분리라는 권력분립의 원칙상, 행정부의 처분

이 부당하다는 이유만으로는 법원이 임의로 처분을 취소할 수가 없습니

다. 단순히 부당한 정도를 넘어 '위법'에 이르러야만 합니다.

3. 소송은 심판에 비하여 중립적인 기관(법원)이 신중하게 판단한다는 장점

이 있습니다.

심판을 먼저 신청하고 그 결과에 불복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물

론, 처음부터 바로 소송을 제기해도 됩니다. 예외가 있지만, 그건 차차 공부하

기로 하죠.

행정청

머리에

1. 행정청(intendance)이란 처분의 주체입니다.

2. 많은 경우 행정청은 행정소송의 피고(defendant)가 됩니다.

행정청으로는 협의의 행정청과 공무수탁사인이 있습니다.

좁은 의미의 행정청

행정심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행정청"이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

관<생략>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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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운전면허정지처분을 하는 행정청은 "OO경찰청장(국가기관)"입니다.

2. 건축허가거부처분을 하는 행정청은 "XX구청장(지방자치단체의 기관)"

입니다.

여기서 OO경찰청, XX구청, 법무부 자체는 조직이나 부서의 이름일 뿐, 행

정청이 아닙니다. OO경찰청"장", XX구청"장", 법무부"장관"이 행정청인 겁

니다. 주의하세요.

자신이 받아본 공문이나 운전면허증 같은 데 발급명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무수탁사인

1. 협의의 행정청은 아니지만, 좁은 의미의 행정청으로부터 권한을 받아 자

기 이름으로 공권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공무수탁사인

(official-trustee)이라 합니다.

2. 가령, 근로복지공단은 공공단체일 뿐 좁은 의미의 행정청은 아닙니다. 그

러나 법령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부과할 권한이 있어서, 넓은 의미에

서는 행정청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행정청"이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

관, 그 밖에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탁을 받은 공공단

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私人)을 말한다.

공무수탁사인도 넓은 의미의 행정청이므로, 행정소송의 피고가 될 수 있습니

다. 가령, 산재보험료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피고를 근로복지공단으로 

삼을 수 있게 됩니다.

대법원 2006. 2. 23. 자 2005부4 결정

근로복지공단의 이사장으로부터 보험료의 부과 등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지역본

부장이 대리의 취지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지 않고서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을 한 [사안이

다. 이] 경우, 그 부과처분에 대한 항고소송[행정소송의 하나임]의 피고적격이 근로복

지공단에 있[다.]

법인격?

예를 들어, 국토해양부 소관으로 기업에 공사도급을 주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공사대금채무는 누가 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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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청은 기관(organ)이어서 행정청 자체는 권리나 의무를 갖지 않습니

다. 이를 "행정청은 법인격이 없다"고 표현합니다.

2. 국가(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서울특별시)는 법인격이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기관(국토해양부장관)이 채무를 지는 게 아니라, 국가(대한민국)

가 채무를 지는 겁니다.

민사법 입문 제10강: 사람과 법인 중 "법인 제도" 부분을 참조하세요.

당사자?

1. 소송에서는 원고·피고를 당사자라 합니다. 심판에서는 청구인·피청구

인을 당사자라 합니다.

2. 이러한 "당사자"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법인격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법적으로 OO교회, XX종중은 모두 법인격이 없지만, 민사소

송에서 원고나 피고가 될 수 있습니다.

3. 마찬가지로, 행정청은 비록 법인격은 없지만, 그래도 행정소송에서 피고

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처분·재결·부작위

처분

1. 개념: 처분(disposition)이란, 행정청이 법규에 근거해 국민에게 권리를 

설정하거나 의무를 부담시키는 행위입니다.

대법원 2002. 5. 17. 선고 2001두10578 판결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

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상대방 또는 기타 관

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행정소송법이나 행정심판법은 "처분"을 정의합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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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례: 예를 들어 운전면허정지·취소, 영업정지·과징금, 정보공개거

부, 각종 국가시험 불합격 등은 모두 처분에 해당합니다.

3. 의의: 지금 단계에서는 "처분이란 행정소송으로 다툴 만한 대상이다"라

는 정도로 이해하면 충분합니다. 가령 영업정지를 받은 사람은 행정소송

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4. 공권력행사와의 비교: 개념상 헌법소원에서 말하는 공권력행사와 거의 

비슷합니다. 굳이 따지면 공권력행사보다는 범위가 좁다고 합니다.

헌법재판소 1999. 5. 27. 선고 97헌마137등 결정

미결수용자에 대하여 재소자용 의류를 입게 한 행위는 이미 종료된 권력적 사실행위[

이다. 이것은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 그래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인정

되기 어[렵다.]

[권력적 사실행위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외에 달리 효과적인 구제방법이 

없[다(헌법소원심판 청구는 가능하다). 곧 공권력행사에는 해당한다.]

재결

1. 개념: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판결하듯, 행정심판에서 심판기관은 재결

(ruling)을 합니다. 

행정심판법은 재결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재결(裁決)"이란 행정심판의 청구에 대하여 제6조[행정심판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조

항]에 따른 행정심판위원회가 행하는 판단을 말한다.

2. 사례: 예를 들어, 운전면허정지·취소, 면허자격정지·취소, 영업정

지·과징금, 정보공개거부, 각종 국가시험 불합격 등 처분에 대해 행정

심판을 청구했다고 하죠. 그러면 심판기관은 이를 인용하기도 하고, 일부

인용하기도 하고, 기각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결정이 바로 재결입니다.

3. 의의: 재결에 대해서는 다시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게 했습니다. 재결

은 처분 자체는 아니지만 "처분등"에는 포함되며, 처분등은 행정소송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즉, 행정심판을 거쳐 그 결과에 불복하면 행정소

송으로 갈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처분등"이라 함은 <생략>(이하 "처분"이라 한다)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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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처분

판결

처분청 재결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행정소송

행정법원

처분과 재결을 합해 "처분등"이라 합니다. 처분등에서 "등"이 곧 재결이라 생

각하면 됩니다.

본질 행정심판의 대상인가? 행정소송의 대상인가?

공권력행사 처분 ○ ○

공권력행사 거부 처분 ○ ○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처분 ○ ○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 등 × ○

부작위

1. 개념: 쉽게 말해, 행정청이 해야 할 처분인데, 처분을 해 달라는 신청에

도 무응답하는 것을 말합니다.

행정소송법이나 행정심판법은 부작위(omission)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

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2. 사례: 예를 들어 어학원에서 학원법에 따라 교습비를 인상하는 내용의 교

습비 변경등록신청을 했는데, 관할 행정청이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아 어

학원 측이 절차진행을 못하고 있다고 합시다. 이러한 무응답은 부작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비슷하게, 게임물등급위원회가 적법한 등급분류

신청에 대해 등급분류를 하지 않는 것도 부작위에 해당합니다.

3. 의의: 부작위 역시 행정소송으로 다툴 만한 대상이라는 정도로 기억하

십시오.

4. 공권력불행사와의 비교: 공권력의 불행사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나 이

론상으로는 보다 좁은 개념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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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과 재결청

처분청

1. 행정청이 어떤 처분을 내렸을 때 바로 그 행정청을 "처분청(intendance 

of disposition)"이라 부릅니다.

2. 즉, 처분청이란 처분을 내린 주체입니다.

재결청

1. 처분에 대해 불복으로 행정심판이 진행될 때, 이를 심사하여 재결을 내리

게 되는 행정청을 "재결청(intendance of ruling)"이라 부릅니다.

2. 즉, 재결청이란 재결을 내린 주체입니다.

일반적으로는 행정심판위원회가 재결청이 됩니다. 그러나 다른 기관 내지 위원

회가 재결청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기속행위

법규에서 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행정청이 반드시 어떤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

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법의 기계적인 집행으로 하는 처분을 기

속행위라 합니다.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3두12042 판결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단서 제8호의 규정에 의하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필

요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다.] 처분청이 그 취소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가 없음이 그 법문상 명백하[다. 그러므로] 위 법조의 요건에 해당하였음을 

이유로 한 운전면허취소처분에 있어서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의 문제는 생길 수 없다.

재량행위

법규에서 행정청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을 다양하게 설정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1. 과징금을 얼마 부과할 것인지를 행정청의 재량에 맡긴 사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0두6121 판결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것

인지 여부와 만일 과징금을 부과한다면 일정한 범위 안에서 과징금의 부과액수를 얼마

로 정할 것인지에 관하여 재량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공정거래위원회의 법 위반행

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은 재량행위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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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역을 허가할지 말지를 행정청의 재량에 맡긴 사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두12253 판결

장교 등 군인의 전역허가 여부는 전역심사위원회 등 관계 기관에서 원칙적으로 자유재

량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군의 특수성에 비추어 명백한 법규 위반이 없는 이상 군 

당국의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

구별방법 

대법원 2001. 2. 9. 선고 98두17593 판결

행정행위가 그 재량성의 유무 및 범위와 관련하여 이른바 기속행위 내지 기속재량행위와 

재량행위 내지 자유재량행위로 구분된다고 [하자. 이 때] 그 구분은 당해 행위의 근거가 

된 법규의 체재·형식과 그 문언, 당해 행위가 속하는 행정 분야의 주된 목적과 특성, 당

해 행위 자체의 개별적 성질과 유형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토지수용

개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절차에 따라 공익사업으로 개인의 토지 등을 강제

로 취득하는 행위를 토지수용이라고 합니다.

사업인정고시

협의

재결

토지·물건조서
작성

관련 법률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입니다.

수용재결

1. 사업시행자와 토지 소유자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으면, 관할 토지수용

위원회가 보상금 지급을 조건으로 토지에 관한 권리를 사업시행자가 취

득할 수 있게 합니다. 사업시행자가 이렇게 토지를 취득하는 방식이 수

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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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수용을 결정하는 것을 "수용재결"이라 부릅니다.

이름(name)이 "재결"일 뿐입니다. 실제 성질은 "처분"에 해당합니다. 처분이므

로 취소소송 등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원래 "재결(rulling)"이란 말은 어떤 위

원회가 심사를 해서 내리는 결정을 뜻하는 일반명사이기도 합니다. 

이의재결

1.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처분청)의 재결(처분)에 대해서는, 중앙토지수용위

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도 행정부에 다시 심판할 것

을 구하는 셈이므로, 결국 행정심판의 일종입니다.

2. 어쨌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재결청)가 심사 후 내리는 판단을 이의재결

(재결)이라 합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은 명칭도 "재결"이고 성질(nature)도 "재결"

입니다. 재결 역시 "처분등"에 포함되므로, 취소소송 등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수용재결 이의재결

판결

처분청

처분 재결

재결청

행정심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행정소송
행정소송

행정법원

소송으로 불복 

1.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처분청)의 수용재결(처분)에 대해 곧바로 행정소송

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2.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재결청)의 이의재결(재결)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의재결 자체에 잘못이 

있어야 하겠죠.

이의재결

수용재결관할 토지수용위원회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처분청 처분

재결

행정소송
대상

재결청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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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재건축의 개념

1. 재건축(reconstruction)이란 도로, 상하수도, 가스공급시설, 공원, 공용

주차장 같은 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2. 정식명칭은 주택재건축사업입니다.

3. 주택소유자들이 자발적으로 조합을 결성해 새로 주택을 건설하는 것으

로, 상대적으로 민간성격이 큽니다. 쉽게 말해 아파트 재건축이라 보면 

됩니다.

비교: 재개발의 개념

1. 비슷하지만 다른 개념으로 재개발(renewal)이 있습니다. 만약 노후·불

량건축물이 밀집해 있는 것은 물론 그 구역의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

설까지도 불량하다면, 재건축이 아니라 재개발을 시행합니다.

2. 정식명칭은 주택재개발사업입니다.

3. 도시경관 자체를 재정비하는 것으로, 상대적으로 공공성격이 큽니다.

관리처분계획

재건축은 토지 등 소유자가 설립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시행하기도 

합니다. 사업시행자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분양신청을 받고, 그 기간이 끝나

면 분양신청 현황을 토대로 대지나 건축시설을 관리하거나 처분할 계획을 세

웁니다.

사업준비

관리처분계획

사업완료

사업시행

기본계획수립
정비계획수립·정비구역지정

조합 창립총회
조합설립·인가
시공자 선정
사업시행인가

분양공고·분양신청
관리처분계획 수립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주·철거·착공
준공인가
이전고시·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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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러한 계획을 "관리처분계획"이라 합니다.

2. 조합원 총회를 통과해야 하고,

3. 그 다음은 시장·군수의 인가까지 받아야 합니다. 위 인가로써 이제 조

합의 관리처분계획은 "처분"이 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관리처분계획에 관해 위 조합은 공무수탁사인인 행정청으로 볼 수 있습니다.  

관리·

처분계획

시장·군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협의의 행정청
인가

처분

행정소송
대상

공무수탁사인
 

대법원 2009. 9. 17. 선고 2007다2428 전원합의체 판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같은 법 제48조에 따라 수립한 관

리처분계획에 대하여 관할 행정청의 인가·고시까지 있게 되면 관리처분계획은 행정처

분으로서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므로] 총회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하여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항고소송의 방법으로 관리처분계획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여야 [

한다.] *이 사건 피고는 재건축정비사업조합임.

체납처분

개념

체납처분(disposition for failure in tax payment)이란, 쉽게 말해 세금의 

강제집행절차를 말합니다.

부과처분

압류처분

공매처분

독촉·최고

체납절차

개인과 개인 사이의 일반적인 강제집행에 비해 간이하고 신속하게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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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1. 부과처분: 체납처분 이전에 먼저 국세를 부과하는 처분이 있습니다.

2. 독촉·최고: 국세가 납기까지 완납되지 아니하면 독촉과 최고를 합니다.

3. 압류: 그래도 납세의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체납자의 재산을 압

류합니다.

4. 공매: 압류 후에는 공개입찰방식의 공매(public auction)를 통해 국세에 

충당을 하고, 남는 건 환부합니다.

의의

국세부과, 압류, 공매 모두 처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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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과 행정구제
Administrative Case

헌법은 변해도, 행정법은 변하지 않는다. - Otto Mayer

행정사건의 유형

머리에

1. 행정사건의 해결방법으로 크게 심판과 소송이 있습니다.

2. 한편, 행정사건의 분야로는 행정쟁송과 국가보상(주로 국가배상)이 있

습니다.

3. 결과적으로, 행정구제는 일반적으로 행정심판, 행정소송, 국가배상심판, 

국가배상소송, 이렇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행정쟁송 국가배상

심판 행정심판 국가배상심판

소송 행정소송 국가배상소송

행정쟁송제도

행정쟁송이란, 쉽게 말해 행정청의 처분 자체를 다투는 것입니다. 대체로 그 

처분을 취소하라는 식이죠.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이 있습니다.

1. 행정소송은 법원에 제기하는 것입니다. 법원의 판결을 받게 됩니다. 행

정소송 중에는 항고소송이 가장 중요합니다. 항고소송이란 처분, 재결, 

부작위에 대해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행정소송법

제3조(행정소송의 종류) 행정소송은 다음의 네가지로 구분한다.

1. 항고소송: 행정청의 처분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2. 당사자소송: 행정청의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

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

3. 민중소송: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

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

4. 기관소송: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상호간에 있어서의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 이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다만, 헌법재판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되는 소송은 제외한다.

행정소송 중 항고소송은 다시 3가지로 나뉩니다. ① 취소소송, ② 무효등 확인

소송, ③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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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항고소송) 항고소송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취소소송: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

2. 무효등 확인소송: 행정청의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소송

3. 부작위위법확인소송: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

행정쟁송

행정소송

항고
소송

취소소송
무효등

확인소송
부작위위법
확인소송

당사자
소송

민중
소송

기관
소송

행정심판

 

처분등에 대하여 부작위에 대하여

취소·변경을 구함 취소소송 (제도 없음)

확인을 구함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처분강제를 구함 (제도 없음) (제도 없음)

2.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것입니다. 정확히는, 처분을 한 행정청

이나 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법원의 판결 대신 일

반적으로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을 받게 됩니다. 

행정심판법

제3조(행정심판의 대상) ①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행정심판도 다시 3가지로 나뉩니다. ① 취소심판, ② 무효등확인심판, ③ 의

무이행심판이 있습니다. 

제5조(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소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

2. 무효등확인심판: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

3. 의무이행심판: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

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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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쟁송

행정소송 행정심판

취소심판
무효등

확인심판
의무이행

심판

 

처분에 대하여 거부처분·부작위에 대하여

취소·변경을 구함 취소심판 (제도 없음)

확인을 구함 무효등확인심판 (제도 없음)

처분강제를 구함 (제도 없음) 의무이행심판

국가보상제도

행정청의 처분 자체를 취소해달라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한 손해나 

손실을 전보해 달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돈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국가

배상과 손실보상이 있습니다.

1. 국가배상(compensation): 국가의 잘못으로 입은 손해(harm)를 전보해 

주는 것입니다.

2. 손실보상(indemnities): 국가의 행위로 입은 손실(loss)을 전보해 주는 

것입니다.

이 중 국가배상을 주로 보겠습니다.

참고로 국가배상법은 국가 외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다룹니다. 즉, 국가

의 손해배상이든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이든 모두 "국가배상"이라 부릅니다.

국가배상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損害賠償)의 책임과 배상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역시 국가배상에도 소송과 심판이 있습니다.

1. 국가배상소송: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법원(court)의 

판결을 받게 됩니다.

2. 국가배상심판: 행정기관에 배상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정기

관, 즉 배상심의회(compensation council)의 결정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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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을 심판하는 기관을 배상심의회(compensation council)라고 부릅니

다. 그리고 각 지역에 있는 배상심의회가 바로 지구심의회(district compen-

sation council)입니다. 대체로 그 지역 검찰청(prosecutor's office)에 설치

되어 있습니다.  

행정심판

손실보상국가배상

국가배상
소송

국가배상
심판

예를 들어, 주민등록이 서울 양천구로 된 사람이 진주국토관리사무소에서 관

리하는 국도에서 포트홀(pot hole, 움푹 파인 곳) 때문에 자동차 일부가 파손

되는 피해를 입었다고 합시다. 국가가 관리를 잘못했다고 가정합니다.

1. 국가배상심판: 피해자는 서울지구배상심의회(접수는 서울고등검찰청 종

합민원실) 또는 창원지구배상심의회(접수는 창원지방검찰청 종합민원

실)에 배상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국가배상소송: 피해자는 대한민국을 피고로 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또

는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관할구역을 정확히 찾는 법은 차차 배웁시다.

처분의 하자

머리에

어떠한 처분에 잘못이 있다면, 처분은 무효일까요? 단순하게 한 마디로 대답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앞서 본 관리처분계획에 잘못이 있다면, 4가지 

경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1. 부당(unjust)한 처분인 경우

2. 단순위법(illegality)의 처분인 경우

3. 중대명백위법(apparent illegality)의 처분인 경우

4. 처분의 외관조차 없는(non-existence)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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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유효

1. 행정청에게는 나름의 재량이 있습니다. 따라서 처분이 효율적·합리적이

지 않은 정도만으로는 위법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처분이 부당(unfair)

한 정도에 그칠 뿐이죠.

2. 예를 들어, 관리처분계획에 관해 A방법보다 B방법이 더 효율적이라고 

해서, A방법을 택한 처분이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부당할 수는 있

습니다.

3. 부당한 처분이라도, 일단은 유효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만약 처음부터 무

효라고 가정하면, 부당한 처분을 무효로 만드는 제도(취소심판 제도)가 

무의미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유효 무효
취소

행정심판법

제5조(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소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

단순위법: 유효

1. 행정청에게 아무리 재량이 있다고 해도 무한정인 것은 아닙니다. 처분이 

부당한 정도를 넘어 이제 법원칙에 반할 정도라면, 위법합니다. 물론, 그

것만으로는 누구나 알 수 있을 정도로 위법이 명백하다고 보긴 어렵습니

다. 이를 단순위법(normal illegality)이라고 합니다.

2. 예를 들어, 관리처분계획이 평등의 원칙, 신뢰보호 원칙 등에 반한다면 

그 처분은 위법합니다. 그런데 이는 단순위법에 해당합니다. 법원칙에 반

하는지 여부는 사람마다 판단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죠.

대법원 1990. 8. 28. 선고 89누8255 판결

자유재량에 있어서도 그 범위의 넓고 좁은 차이는 있더라도 법령의 규정뿐만 아니라 관

습법 또는 일반적 조리에 의한 일정한 한계가 있는 것으로서 위 한계를 벗어난 재량권

의 행사는 위법하[다.]

대학교 총장인 피고가 해외근무자들의 자녀를 대상으로 한 교육법시행령 제71조의2 제

4항 소정의 특별전형에서 외교관, 공무원의 자녀에 대하여만 획일적으로 과목별 실제 취

득점수에 20%의 가산점을 부여하여 합격사정을 함으로써 실제 취득점수에 의하면 충분

히 합격할 수 있는 원고들에 대하여 불합격처분을 하였다면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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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렇게 위법한 처분이라도, 일단은 유효합니다. 역시 위법한 처분을 무

효로 만드는 제도(취소소송)와의 관계 때문입니다.

행정소송법

제4조(항고소송) 항고소송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취소소송: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

중대명백위법: 당연무효

1. 처분이 위법한 정도가 중대하여 누가 보더라도 명백한 위법인 경우도 있

습니다. 이를 중대위법(critical illegality)이라 합니다.

2. 예를 들어, 재건축에 관한 법령상 사업시행자가 분양신청을 받을 때에는 

분양신청기간이나 부담금내역을 알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절

차를 위반한 채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처분의 

하자는 매우 중대하며, 누가 보더라도 하자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본 하급

심 판결이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09. 12. 4. 선고 2009구합11973 판결

[주문] 피고[조합]가 2008. 6. 13. 관리처분계획에서 수립하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

장이 2008. 12. 31. 인가한 관리처분계획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는 <생략> 위법한 분양신청절차에 기초하여 수립된 중대

한 하자가 있고, 이러한 하자들은 이 사건 동의서와 조합원 분양신청 안내서의 내용 자

체에서 객관적으로 명백하므로 원고들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

건 관리처분계획은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할 것이다.

물론, 이런 경우 단순위법으로 보아 처분이 일단 유효하다는 견해도 있을 것

입니다.

3. 이렇게 위법성이 중대하고 명백하다면, 처분 당시부터 바로 무효입니다. 

이를 당연무효라고 합니다.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두4057 판결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

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고,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

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

비록 무효인 처분이라도, 외형상으로는 처분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

효한 처분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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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의 외관조차 없는 경우: 부존재

1. 처분의 위법 정도가 여태껏 언급한 정도를 뛰어넘는다거나, 처분을 했지

만 처분의 외관조차 갖추지 못한 경우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를 처분

의 부존재(non-existing)라고 합니다.

2. 예를 들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엉뚱하게 대통령이 했다거나, 사인 갑

동이가 했다면, 처분이 '존재한다'라고도 할 수 없겠죠.

3. 이렇게 하자가 가장 심한 경우가 바로 처분의 부존재입니다. 

부당 단순위법 중대명백위법 외관조차 없음

사례 비효율적 처분 법원칙 위반 처분 명시절차 위반 (?) 홍길동의 처분

위법 여부 적법 위법

효력 유무 유효 당연무효 부존재

 

부당
단순
위법

당연
무효 부존재

소결 

유형별로 처분을 다투는 방법이 다릅니다.

1. 부당한 처분에 대해서는 소송이 아니라, 취소심판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2. 단순위법한 처분에 대해서는 취소심판,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3. 중대명백위법의 처분에 대해서는 무효확인심판, 무효확인소송을 제기

합니다.

4. 하자가 극심해 외관조차 없는 정도라면 확인소송인 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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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소송
Litigation for Revocation

잘못된 것에 한번 굴복하면, 또 다른 잘못에 한번 더 굴복하게 된다. - 영국 속담

개념

항고소송 중에서도 다시 가장 대표적인 소송이 취소소송입니다. 처분등(처

분, 재결)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행정청

개인

단순위법 처분등

실무상 행정소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유형이므로,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취지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4두13219 판결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위법한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

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구

제하고자 하는 소송이[다.]

행정소송법

제4조(항고소송) 항고소송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취소소송: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

구조

1. 당사자의 취소소송 제기(suing): 권리 침해를 받은 개인이 처분등을 한 

행정청(처분청)을 상대로 해서 법원에 소제기합니다.

2. 법원의 판결(decision): 법원은 처분등이 위법한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인용판결(취소판결·변경판결)을 할 수도 있고 기각판결을 할 수도 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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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개인

법원

판결
소제기

사례 

사건의 개요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판결

원고의 남편인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생략> C자동차공업(이하 'C자동차공업'

이라 한다)에 기능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정비 및 수리업무를 담당하는 자[다. 망 B는] 

2002. 3. 9. 08:10경 망인 소유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출근하다가 소외 D가 운전하는 

차량에 충격 당하는 교통사고를 당하였[다. 망 B는] 위 사고로 인하여 같은 날 09:20

경 <생략> 사망[했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근로복지공단]에게 유족

보상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02. 4. 23. 망인이 그 소유의 승용

차를 이용하여 출근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

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유족보상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2. 7. 8. [행정심판인]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02. 8. 23.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원고는 다시] 2003. 12.17. [행정

심판인]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는] 2003. 2. 18. [재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내렸다. 원고는 이에 불복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

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주문

(제1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생략> (제2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생략> (제

3심)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근로자가 선택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통상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출·퇴근 중

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

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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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등확인소송
Litigation for Affirmation of Nullity, etc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원래 "무"가 되는 것이 법논리상으론 당연하다.  

- Adolf Julius Merkl

개념

제4조(항고소송) 항고소송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2. 무효등 확인소송: 행정청의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소송

처분등의 효력 유무(유효·무효)와, 존재 여부(존재·부존재)를 확인하는 소

송이므로, 다음 4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1. 유효확인소송,

2. 무효확인소송, 

3. 존재확인소송, 

4. 부존재확인소송이 있습니다. 

주로 무효확인소송이 문제됩니다. 즉, 어떤 처분이 있을 때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그 처분을 다투는 소송입니다.

행정청

개인

중대명백위법/
외관조차 없는

처분등

참고로, 부존재확인소송도 무효등확인소송의 일종입니다. 부존재확인소송과 

이따 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혼동하지 맙시다.

취지

대법원 1969. 12. 9. 선고 66누71 판결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소송이 허용되는 이유는 외형상 행정처분이 존재하고 그 처분의 성

질상 유효한 효력이 지속하는 것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는 것에 대하여 재판에 의하여 

그 효력의 부정을 선언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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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1. 당사자의 무효확인소송 또는 부존재확인소송 제기(suing): 권리 침해를 

받은 개인이 처분등을 한 행정청(처분청)을 상대로 법원에 소제기합니다.

2. 법원의 판결(decision): 법원은 처분등이 무효인지 또는 부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인용판결(무효확인판결·부존재확인판결)을 할 수

도 있고 기각판결을 할 수도 있습니다. 

행정청개인

법원

판결
소제기

사례

사건의 개요

대법원 2012. 2. 16 선고 2010두10907 전원합의체 판결

피고[서초세무서장]는 소외 회사에 대하여 <생략>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으나 소외 회

사가 이를 체납하[했다. 그러자] <생략> [피고는] 원고[를] 최대주주인 소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비속으로서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이 정한 제2차 납

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1997. 10. 22.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

고 원고에게 위 체납 국세 전액<생략>을 납부하도록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

분'이라 한다). 피고는 2005. 10. 11. 당시 체납 중이던 체납액 및 결손액<생략>을 징

수하기 위하여 원고 명의의 별지 목록 기재 예금채권을 각 압류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압류처분'이라 한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위 압류일 전인] 1998. 5. 28. 선고 97헌가13 결정을 통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언[했다. 이에 원고

는] 위 지정처분에 기한 [각] 압류처분은 법률상 근거가 없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이 사

건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다.]

주문

(제1심) 피고가 2005. 10. 1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예금채권에 대한 각 압

류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생략> (제2심)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생략> (

제3심) 상고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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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조세 부과의 근거가 되었던 법률규정이 위헌으로 선언된 경우, 비록 그에 기한 과세처

분이 위헌결정 전에 이루어졌고, 과세처분에 대한 제소기간이 이미 경과하여 조세채권

이 확정되었으며, 조세채권의 집행을 위한 체납처분의 근거규정 자체에 대하여는 따로 

위헌결정이 내려진 바 없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위헌결정 이후에 조세채권의 집행을 

위한 새로운 체납처분에 착수하거나 이를 속행하는 것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고, 나아가 

이러한 위헌결정의 효력에 위배하여 이루어진 체납처분은 그 사유만으로 하자가 중대하

고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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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위법확인소송
Litigation for Affirmation of Illegality of Omission

당신이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면 그 사람을 위해 해줄 수 있는 최소한의 예의는  

희망을 주지 않는 것이다. - 박진영

개념

제4조(항고소송) 항고소송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3. 부작위위법확인소송: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

말 그대로 부작위의 위법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입니다. 어떤 처분을 발급해 

달라고 행정청에 신청을 했는데, 처분도 거부처분도 하지 않고 묵묵부답한다

고 합시다. 그러한 부작위를 다투는 소송입니다. 

행정청

개인

부작위

1. 소송의 대상: 처분등이 아니라, 부작위입니다.

2. 소의 유형: 취소청구가 아니라 확인청구입니다.

취지

만약 거부처분이라도 있으면,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부

처분조차 없다면 취소소송이 안 됩니다. 이 때를 구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법원 1992. 6. 9. 선고 91누11278 판결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행정청이 당사자의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에 기한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신청을 인용하는 적극적 처분 또는 각하하거나 기각하는 

등의 소극적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응답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

니하는 경우에 그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한다. 이로써] 행정청의 응답을 신속

하게 하여 부작위 또는 무응답이라고 하는 소극적인 위법상태를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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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1. 당사자의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제기(suing): 권리 침해를 받은 개인이 부

작위를 한 행정청을 상대로 법원에 소제기합니다.

2. 법원의 판결(decision): 법원은 부작위가 위법한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인용판결(부작위위법확인판결)을 할 수도 있고 기각판결을 할 수도 있

습니다. 

행정청개인

법원

판결
소제기

사례

사건의 개요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8두10560 판결

피고[광주광역시장]는 2004. 3.경 <생략> 원고를 포함한 8명을 지방부이사관 승진후

보자로 하여 <생략> 인사위원회는 원고를 지방부이사관 임용대상자로 사전심의하였

다. 위와 같은 심의결과는 <생략> 광주일보 등 일간지에도 보도되었다. <생략> [그런

데] 2004. 7. 초경 피고[광주광역시장]는 <생략> 원고가 <생략> 업무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생략> 2004. 7. 20. 원고에 대하여 <생략> 대기를 명하였다.

주문

[피고가 원고의 승진임용신청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부작위가 위법

하다는 취지]

이유

4급 공무원이 당해 지방자치단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급 승진대상자로 결정되고 

임용권자가 그 사실을 대내외에 공표까지 하였다[고 하자. 그렇다면] 그 공무원은 승진

임용에 관한 법률상 이익을 가진 자로서 임용권자에 대하여 3급 승진임용을 신청할 조리

상의 권리가 있[다.] 이러한 공무원으로부터 소청심사청구를 통해 승진임용신청을 받은 

행정청으로서는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신청을 인용하는 적극적 처분을 하거나 각하 또는 

기각하는 등의 소극적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응답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행정청이 위와 같은 권리자의 신청에 대해 아무런 적극적 또는 소극적 처분을 

하지 않고 있다면 그러한 행정청의 부작위는 그 자체로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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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심판
Revocation Trial

잘못된 점이 있으면 즉각 시정해야 한다. - Dharmatrata, ≪법구경≫

개념 

행정심판법

제5조(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소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

 

행정청

개인

처분

취지

1. 앞서 본 바대로, 행정청에게는 재심사의 기회를 주고, 개인에게는 권리

를 구제하는 제도입니다.

2. 위법하지는 않으나 부당한 처분에 대해서도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을 기

억하십시오.

구조

1. 당사자의 취소심판 청구(appeal): 권리 침해를 받은 개인이 처분청을 상

대로 행정심판위원회 등에 심판을 청구합니다.

2. 재결청의 재결(ruling): 재결청은 처분이 위법한지, 아니면 위법하지는 

않더라도 부당한지를 판단합니다.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면 인용재

결(취소재결·변경재결·변경명령재결)을 합니다. 물론 신청인의 주장

을 배척하고 기각재결을 할 수도 있습니다.

취소재결, 변경재결, 변경명령재결이 무엇인지는 나중에 공부하기로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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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청

행정청

행정부

재결심판청구

개인

사례 

사건의 개요

병무청 1997. 3. 14.자 96-03783 재결

청구인이 1993. 8. 17. 징병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신체등위 2급의 판정이 나와 피청구

인으로부터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병역처분을 받[았다.]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1996. 7. 22. 색맹이라는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위 병역처분의 변경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피청구인이 1996. 11. 12. 청구인에게 색

각이상(색맹, 색약)은 관계규정에 의한 병역처분변경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부결통보

하였다. [청구인은 불복,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심판을 제기했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청구인이 적·녹색맹이라는 사실은 분명하나 색맹은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 별표 2의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에 해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평가기준에 준한 질

병 또는 심신장애로 적용할 만한 유사한 병명으로도 볼 수가 없고, 또한 색맹은 사회통념

상 군복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정도는 아니라는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병역

처분변경신청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무효등확인심판은 무효등확인소송과 취소심판을 참고해 이해하면 됩니다. 따

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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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이행심판
Trial for Performance of Duty

안 되면 되게 하라. - 육군 특전사

개념 

제5조(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의무이행심판: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

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

 

행정청

개인

단순위법 or 부작위

취지

1. 행정청의 적극적인 행위로부터 권리를 보호하는 행정심판이 취소심판

이라면,

2. 소극적인 행위로부터 권리를 보호하는 행정심판이 바로 의무이행심판

입니다.

구조

1. 당사자의 의무이행심판 청구(appeal): 신청에 대해 거부처분을 받거나 

부작위를 겪은 개인이 행정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위원회 등에 심판을 청

구합니다.

2. 재결청의 재결(ruling): 재결청은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위법한지, 아

니면 위법하지는 않더라도 부당한지를 판단합니다. 인용재결(처분재

결·처분명령재결)을 할 수도 있고 기각재결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역시 처분재결, 처분명령재결은 나중에 공부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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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청

행정청

행정부

재결심판청구

개인

사례 

사건의 개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01-8240 재결

청구인이 2001. 3. 9. 노후차량대체를 이유로 울산광역시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에 화물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신고를 하였고 이에 기하여 2001. 3. 10. 피청구인[울

산광역시장]에게 화물자동차의 신규등록을 신청하였[다.]

[그런데] 피청구인이 2001. 2. 24.자로 <생략> 6인승밴형화물운송업<생략>의 등록을 

잠정적으로 유보하기로 결정·공고[한 사실이 있다. 그래서 피청구인은 2001. 3. 10.] 

청구인이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면허, 등록, 인가 또는 신고내용과 다르게 사업용자동

차로 등록하고자 할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신청을 반려[했다(이하 "이건 거부처분"이

라 한다). 이에] 청구인이 2001. 8. 21. 행정심판청구를 하였다.

주문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2001. 3. 10.자 화물자동차신규등록신청에 대한 등록절차를 이

행하라.

이유

피청구인이 그 거부사유로 들고 있는 자동차관리법 제9조제3호는 <생략> 청구인의 경우

는 신고내용(노후차량의 교체)과 동일하게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이어서 이에 적용될 여

지는 없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위와 같은 이유로 이 건 거부처분을 한 것은 위법·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청구인은 6인승밴형화물운송업 등록유보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로 이 건 거부처

분을 하였으나, 이는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등록거부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이유로 이 건 거부처분을 한 것 또한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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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소송
Party Litigation

사법적 형식에 의한 행정활동도 공익실현을 위한 것이라면 공법적 구속을 받아야 한다. 

- H. J. Wolff

개념

넓은 의미의 당사자소송

법적으로 대등한 당사자 간의 권리관계를 다투는 소송을 널리 당사자소송이

라고 부릅니다.

1. 사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 사법상 당사자소송(party litigation by 

private law)입니다. 이를 민사소송이라 부릅니다.

2.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 공법상 당사자소송(party litigation by 

public law)입니다. 이를 짧게 당사자소송이라 부릅니다.

좁은 의미의 당사자소송

좁은 의미의 당사자소송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을 가리킵니다. 즉, 공법상 법

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을 

당사자소송이라 합니다.

사례

1. 가령, 공무원·지방의회의원·국공립학교학생 등의 신분이나 지위의 확

인을 구하는 소송,

2. 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 등이 있습니다.

유형

처분등이 있는 경우

처분등의 결과로 발생한 법률관계에 관해 분쟁이 생길 경우 당사자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처분등이 있는데 항고소송이 아니라 굳이 당사자소송을 하

게 되는 이유는 잠시 뒤 봅시다.

행정소송법

제3조(행정소송의 종류) 행정소송은 다음의 네가지로 구분한다.

2. 당사자소송: 행정청의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

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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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등이 없는 경우

처음부터 처분등이 없더라도 공법상 법률관계에 분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 때 당사자소송이 가능합니다.

제3조(행정소송의 종류) 행정소송은 다음의 네가지로 구분한다.

2. 당사자소송: 행정청의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

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

대법원 1996.5. 31. 선고 95누10617 판결

전문직공무원인 공중보건의사의 채용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는 일반공무원에 대한 징계

처분과는 달라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인정되지 [않

는다. 오히려]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 관할 도지사가 채용계약 관계의 한쪽 당사자로

서 대등한 지위에서 행하는 의사표시로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므

로] 공중보건의사 채용계약 해지의 의사표시에 대하여는 대등한 당사자간의 소송형식

인 공법상의 당사자소송으로 그 의사표시의 무효확인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는 전제하에서 그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

기할 수는 없다.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의 구별

항고소송의 경우

1. 처분 자체를 다툽니다.

2. 예를 들어, 공익사업과 무관한 토지를 수용했으므로 수용재결이 위법하

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수용재결 자체를 다투는 항고

소송(취소소송)으로 가야 합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행정소송의 제기) ①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제34조에 따른 재

결[수용재결]에 불복할 때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쳤을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생략>

3. 항고소송의 피고는 행정청입니다. 가령, 수용재결의 경우 관할 토지수용

위원회가 피고입니다.

당사자소송의 경우

1. 처분 자체가 아니라 처분으로 인한 법률관계를 다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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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를 들어, 수용 자체는 문제 없지만 수용 보상금이 너무 적다고 합시다. 

수용재결 자체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보상금증액을 요구하는 당사자소

송으로 가야 합니다.

제85조(행정소송의 제기) ② 제1항에 따라 제기하려는 행정소송이 보상금의 증감(增減)

에 관한 소송인 경우 그 소송을 제기하는 자가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일 때에는 사업시

행자를, 사업시행자일 때에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을 각각 피고로 한다.

이런 경우에까지 수용 자체를 취소한다면, 그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3. 당사자소송의 피고는 행정청이 아닙니다. 국가나 공공단체 등이 피고가 

됩니다. 가령, 보상금증액소송의 경우 국가 등이 피고입니다.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누15772 판결

행정청이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도, 그 손실보상

금의 증감에 관한 행정소송은, 그 행정청이 속하는 권리의무의 주체인 국가나 지방공공

단체를 상대로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지, 국가나 지방공공단체의 기관에 불과한 행정청을 

상대로 제기할 수는 없[다. 항고소송이 아니라 당사자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피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으로서 재결에 의하여 토지 등

의 소유권 등의 권리를 취득하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할 의무

를 지는 권리의무의 주체가 아니므로, 이 사건 소송의 적법한 당사자가 될 수 없음이 명

백[하다.]

구별의 어려움

다만,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을 구별하는 것은 실무상 모호할 때가 많습니다.

1. 예를 들어,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

에 관해서는 당사자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2. 12. 24. 선고 92누3335 판결

[현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본문의 규정에서 말하는 광

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의 결정을 거치는 것은 보상금 지급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전치요건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위 보상심의위원회의 결정은 취소소송

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

의위원회를 상대로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그러나] 같은 법에 의거하여 관련자 및 유족들이 갖게 되는 보상 등에 관한 권리는 헌법 

제23조 제3항에 따른 재산권침해에 대한 손실보상청구나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와는 그 성질을 달리하는 것[이다. 즉,] 법률이 특별히 인정하고 있는 공법상의 권리

[이다. 그러므로] 그에 관한 소송은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소정의 당사자소송에 의하

여야 [한다. 이 때] 보상금 등의 지급에 관한 법률관계의 주체는 대한민국이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당사자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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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에 관

해서는 항고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5두16185 전원합의체 판결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생략> 규정들만으로는 바로 법상

의 보상금 등의 지급 대상자가 확정된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

회복 및 보상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을 받아야만 비로소 보상금 등의 지급 대상자

로 확정될 수 있다. 따라서 그와 같은 심의위원회의 결정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

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생략> 심의위원회가 <생략> 보상금 등

의 지급을 기각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신청인은 심의위원회를 상대로 그 결정의 취소

를 구하는 소송[항고소송인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보상금 등의 지급대상자가 될 수 있다.

[법 제17조 제1항 본문은 '결정전치주의'라는 제목 아래 "이 법에 의한 보상금 등의 지

급에 관한 소송은 위원회의 보상금 등의 지급 또는 기각의 결정을 거친 후에 한하여 이

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이] 보상금 등의 지급에 관한 처분의 

취소소송을 제한하거나 또는 심의위원회에 의하여 관련자 등으로 결정되지 아니한 신

청인에게 국가를 상대로 보상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이행소송[당사자소송]을 직접 제기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취지라고 풀이할 수는 없다. [즉, 처분을 직접 다퉈야 하므로 당

사자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5·18민주화운동의 경우 "법령으로 이미" 보상금지급자가 확정된 것인 반면, 

일반적인 민주화운동의 경우 "위원회결정이 있어야" 보상금지급자가 확정된다

는 미묘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두 판례를 비교해 보세요.

민사소송과 당사자소송의 구별

민사소송의 경우

1. 민사법의 원리에 따르는 분쟁입니다.

2. 예를 들어 국가배상책임이 발생했다고 합시다. 가해자가 국가일 뿐 불법

행위를 저지른 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한다는 점은 일반적인 불법

행위와 같습니다.

3. 즉, 민법상 불법행위 법리에 따르게 되므로 민사소송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다202819 전원합의체 판결

민사소송에서 증명의 대상이 된 사실의 확인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처분이 있었던 경우

에도 그 처분에 담긴 사실의 존재를 기초로 하여 국가의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이 제기된 때에는 그 행정처분의 적법성과 내용의 신빙성은 그 소송절차 안에서 다

시 확인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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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소송의 경우

1. 행정법의 원리에 따라 정책적 관점에서 판단하는 분쟁입니다.

2. 민사소송인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민사법원리에 따라 상대

방이 실질적으로 부당한 이득을 취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국가를 상대로 

부가가치세 환급을 구하는 소송에서는 국가가 세액을 실제로 납부받아 

이득을 취했는지 여부는 관계 없습니다.

3. 즉, 조세정책적 관점에 따르게 되므로 당사자소송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2013. 3. 21. 선고 2011다95564 전원합의체 판결

납세의무자에 대한 국가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의무에 대응하는 국가에 대한 납세

의무자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는 민사소송이 아니라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에 규정된 당사자소송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부가가치세법령의 내용, 형식 및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납세의무자에 대한 국가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의무는 그 납세의무자로부터 어느 

과세기간에 과다하게 거래징수된 세액 상당을 국가가 실제로 납부받았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부가가치세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발생[한다.] 그 법적 성질은 정의와 공평의 

관념에서 수익자와 손실자 사이의 재산상태 조정을 위해 인정되는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아니[다. 오히려] 부가가치세법령에 의하여 그 존부나 범위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조세 

정책적 관점에서 특별히 인정되는 공법상 의무라고 봄이 타당하다.

구별의 어려움

그러나 어디까지나 이론적인 구별일 뿐, 실제로 구별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민사소송과 당사자소송의 구별 실익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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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소송
Public Litigation

국민이 통제하지 않으면 어떤 정부도 계속 좋은 일을 할 수 없다.  

- Thomas Jefferson

개념

행정소송법

제3조(행정소송의 종류) 행정소송은 다음의 네가지로 구분한다.

3. 민중소송: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

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

취지

원래 일반적인 행정쟁송은,

1. 개인의 권리구제와

2. 행정의 적법성 통제를 그 취지로 합니다.

민중소송은 그 중 특히 후자가 강조되는 소송유형입니다.

원고적격의 제한

남소를 방지하기 위해, 원고가 될 수 있는 자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제45조(소의 제기) 민중소송 및 기관소송은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률에 정한 자에 한하

여 제기할 수 있다.

사례

예를 들어, 국민투표 과정에서 국가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위

법한 행위를 했다면, 국민은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해 국민투표무효소송을 제

기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72조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

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국민투표법

제92조 (국민투표무효의 소송) 국민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투표인은 투표인 

10만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투표일로부터 20

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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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송
Agency Litigation

국가란, 큰 글씨로 쓴 인간이다. - Plato

개념

기관소송이란, 같은 법주체 내부의 기관 상호간 권한분쟁에 관한 소송입니

다. 일단은 그렇습니다. 

행정소송법

제3조(행정소송의 종류) 행정소송은 다음의 네가지로 구분한다.

4. 기관소송: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상호간에 있어서의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 이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생략>

 

기관

한국철도공사수원시

서울특별시 대한민국

기관 기관

기관기관

기관 기관

기관

공공단체란 국가의 감독 아래 공공의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단체를 말합니다. 

지방자치단체, 한국방송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각종 공사는 공공단체에 속합

니다.

취지

행정기관 상호간 분쟁은 행정권 내부의 협의나 상급기관의 판단에 따라 해결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해결이 불가능한 경우를 대비하여 둔 

소송입니다.

원고적격의 제한

제45조(소의 제기) 민중소송 및 기관소송은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률에 정한 자에 한하

여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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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송과 권한쟁의의 관계

권한쟁의의 종류

원래 권한쟁의는,

1. 국가기관 상호간 분쟁, 

2.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

3.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분쟁을 대상으로 합니다.  

 

기관

한국철도공사수원시

서울특별시 대한민국

기관 기관

기관기관

기관 기관

기관

헌법재판소법

제2조(관장사항) 헌법재판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

(權限爭議)에 관한 심판

중첩 영역

1. 그런데 기관 상호간 분쟁과 권한쟁의에는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

로 국가기관 상호간 분쟁입니다.

2. 권한쟁의든, 기관소송이든 둘 중 하나로 규율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그

래서 이 부분을 권한쟁의로 규율합니다.

3. 결국, 기관 상호간 분쟁 중에서 국가기관 상호간 분쟁을 뺀 것이 바로 기

관소송입니다. 

권한쟁의
기관소송

기관상호간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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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한국철도공사수원시

서울특별시 대한민국

기관 기관

기관기관

기관 기관

기관

×

 

행정소송법

제3조(행정소송의 종류) 행정소송은 다음의 네가지로 구분한다.

4. 기관소송: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상호간에 있어서의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 이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다만, 헌법재판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되는 소송은 제외한다.

소결

결국, 기관소송에는

1.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상호간 분쟁,

2. 공사의 기관 상호간 분쟁 등이 있겠습니다.

구조

1. 공공단체의 기관의 소제기(suing): 원고(공공단체의 기관)이 피고(같은 

공공단체의 기관)을 상대로 법원에 소제기합니다.

개인은 기관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법원의 판결(decision): 위 청구를 받으면 법원은 권한의 유무·범위를 

판단합니다. 기본적으로 권한확인, 권한침해에 관한 결정을 하게 됩니

다. 나아가 피고의 처분을 취소하거나 처분의 무효를 확인할 것인지도 결

정하기도 합니다. 

공공단체의
기관

공공단체의
기관

법원

판결
소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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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준용규정) ① 민중소송 또는 기관소송으로써 처분등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민중소송 또는 기관소송으로써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나 부작위의 위법

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각각 무효등 확인소송 또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사례

사건의 개요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추57 판결

피고[인천광역시의회]가 2001. 5. 28. '도시가스공급안정에관한조례안'<생략>을 의결

하였[다. 그리고] 이를 이송받은 원고[인천광역시장]가 상급관청인 행정자치부장관의 지

시에 의하여 2001. 6. 15. 이 사건 조례안의 [일부가] 도시가스사업법, 지방자치법 등 상

위 법령에 위반된다는 사유로 재의를 요구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2001. 7. 9. 제92회 

제5차 본회의에서 당초 원안과 동일하게 재의결<생략>을 하였다. [이에 인천광역시장은 

인천광역시의회의 위 재의결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대법원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주문

피고가 2001. 7. 5.에 한 '도시가스공급안정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은 그 효력이 

없다. <생략>

이유

[이유]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치사무에 관하여 조례로 제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상위 법

령에 위배할 수는 없고(지방자치법 제15조[현 제22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지방자

치법이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과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에 관하여는 조

례로 이를 침해할 수 없고, 나아가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이 아닌 사항

에 대하여도 그 사무집행에 관한 집행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의 관

련 규정에 위반되어 허용될 수 없다.

시장으로 하여금 가스사업자에 대하여 가스공급계획에 의한 가스공급시설의 미설치 승

인시 일정 규모 이상의 가스공급시설을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가스공급계획을 변경하

도록 하고, 가스공급시설 설치지역의 우선 순위도 민원을 제기한 지역의 주민의 수만으

로 결정하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안이 시장의 집행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법령에 위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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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과 헌법재판소
Supreme Court & Constitutional Court

큰 집이 작은 집을 먹으려 한다. - 이강국 전 헌법재판소장

개념

대법원

1. 대법원(Supreme Court of Korea)는 대한민국의 최고법원입니다.

2.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인의 대법관으로 구성됩니다.

3. 대법원은 민사, 형사, 행정사건의 최종심을 담당합니다.

헌법재판소

1. 헌법재판소(Constitutional Court of Korea)는 헌법에 관한 분쟁을 담

당하는 헌법상 독립기관입니다.

2. 헌법재판소장을 포함하여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됩니다.

3. 헌법재판소는 헌법사건을 담당합니다. 

헌법재판소

대법원

민사사건

형사사건

공법사건
행정사건

헌법사건

의의

비교법·연혁

1. 헌법재판소 없이 공법사건(행정사건과 헌법사건) 모두를 일반 법원에

서 담당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대법원이 모든 사건의 최종심이 됩니다.

2. 우리나라에서도 1962.부터 1987.까지는 헌법재판소가 없었습니다.

헌법적 요구

헌법재판소 1997. 12. 24. 선고 96헌마172 결정

헌법 제107조는 구체적 규범통제절차에서의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권과 명령·규칙·

처분에 대한 위헌심사권을 분리하여 각각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 귀속시킴으로써 헌법

의 수호 및 기본권의 보호가 오로지 헌법재판소만의 과제가 아니라 헌법재판소와 법원

의 공동과제라는 것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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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명령에 대한 통제

문제점

법규명령이 위헌·위법하면 무효인데, 그 심사를 헌법재판소도 할 수 있을

까요?

대법원의 입장

1. 법률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2. 법규명령에 대해서는 법원이,

각각 통제하는 것으로 헌법이 분담했다고 봅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법규

명령의 위헌 여부를 심사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07조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

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②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헌법재판소의 입장

1. 명령·규칙 자체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하여

2.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3. 헌법 제107조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청구 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不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

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

할 수 있다.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

문제점

1. 위헌법률심판에서 헌법재판소가 법률을 단순히 위헌이라고 선언하는 것

이 아니라, "~로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고 선언하는 것을 한정위헌이라

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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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래 위헌결정은 대법원이 따라야 하는데, 한정위헌 결정까지도 따라야 

하는지 문제됩니다.

대법원의 입장

1. 한정위헌 결정에 표현되어 있는 헌법재판소의 법률해석에 관한 견해는 

법률의 의미·내용과 그 적용범위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견해를 일응 표

명한 데 불과하다고 봅니다.

2.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견해 표명은, 법원에 전속되어 있는 법령의 해석·

적용 권한에 대하여 어떠한 영향을 미치거나 기속력도 가질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01조 ①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②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

법률의 해석(interpretation)·적용(application)은 법원의 고유 권한으로, 헌

법재판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입장

1. 헌법재판소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에는 단순위헌결정은 물론 한정위

헌결정 등도 포함되고 이들은 모두 당연히 기속력을 가진다고 봅니다.

2. 즉, 일반 국민은 물론, 모든 국가기관, 특히 법원도 헌법재판소의 한정위

헌결정 내용에 따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위헌결정의 효력) ①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과 그 밖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

단체를 기속(羈束)한다.

법률 해석 자체는 원래 법원의 권한이 맞지만, 그러한 법률 "해석이 헌법에 맞

는지(constitutionality)"는 헌법재판의 대상이라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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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Classification of Case

세종은 한국의 레오나르도 다빈치이다. - Pearl S. Buck

머리에

1. 헌법재판소의 사건번호와

2. 행정사건 법원 사건번호에 관해

3. 중요한 것 몇 개만 알아보겠습니다. 외울 이유는 전혀 없고, 이해만 하

면 충분합니다.

사례

1. 행정사건 사례: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123456 영업정지처분취소

2. 헌법사건 사례: 헌법재판소 2014헌마123 기소유예처분취소

분석

접수년도

"2014"는 사건을 접수한 연도겠죠.

부호문자

1. "구합": 민사법, 형사법 입문 강의를 거쳐 왔다면, 설명을 하지 않더라

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구합"이란 행정합의사건

을 뜻합니다.

2. "헌마": 헌법재판소 사건이니 "헌"이 붙었을 것이고, "마"는 무엇일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헌마"란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사건을 뜻합니다.

진행번호

"123"이나 "123456"은 접수 순서와 관련 있습니다.

1. 행정사건 경우: 맨 끝자리(여기서는 "6")는 대부분의 행정사건에서는 우

리에겐 큰 의미가 없습니다. 나머지 진행번호(여기서는 "12345")는 사건

별 접수순의 일련번호입니다. 즉, 서울행정법원이 2014년에 접수한 행

정합의사건("구합") 중에서 1만 2,345째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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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름

접수
년도

부호
문자

진행
번호

사건
명

서울행정법원 2014

사건
구분

구합

접수
순서

123456 영업정지처분취소

2. 헌법사건 경우: 헌법재판소가 2014년에 접수한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사

건 중 123째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접수
년도

부호
문자

진행
번호

사건
명

헌법재판소 2014

사건
구분

헌마

접수
순서

123 기소유예처분취소

행정사건의 구분

구합(행정 제1심 합의사건)

제1심(ㄱ), 행정소송(ㅜ), 합의사건(합)

행정법원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은 "OO행정법원"에서 하고, 설치되지 않은 지

역은 "OO지방법원"에서 합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판사 3인으로 구성된 합의

부에서 담당합니다.

법원조직법

제7조(심판권의 행사) ③고등법원·특허법원 및 행정법원의 심판권은 판사 3인으로 구

성된 합의부에서 이를 행한다. <생략>

구단(행정 제1심 단독사건)

제1심(ㄱ), 행정소송(ㅜ), 단독사건(단)

행정사건을 단독판사가 담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행정사건을 단

독사건으로 하는 것은 예외적인 현상입니다. 운전면허 관련 처분, 업무상 재해 

관련 처분에 관한 행정사건은 실무상 단독판사 관할로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조직법

제7조(심판권의 행사) ③ <생략> 다만, 행정법원에 있어서 단독판사가 심판할 것으로 행

정법원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의 심판권은 단독판사가 이를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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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행정 제2심사건)

제2심(ㄴ), 행정소송(ㅜ)

항소심은 원래 모두 합의사건이므로, 굳이 '합'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두(행정 제3심사건)

제3심(ㄷ), 행정소송(ㅜ)

현재 일반 행정소송은 3심제로서, 이 사건번호는 대법원 판례에서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고로 예전에 행정소송이 2심제였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때는 행정

사건에 관한 한 대법원이 제2심 사건을 담당했기에, "누"가 고등법원이 아니라 

대법원 사건번호였습니다.

루(행정 최초의 항고사건)

최초의(ㄹ), 항고(루)

ㄱ, ㄴ, ㄷ은 이미 사용해서, ㄹ부터 시작합니다. 또한, 행정사건 관련된 것이

므로 ㅜ를 사용합니다.

무(행정 재항고사건)

다시 재(ㅁ), 항고(무)

부(행정 특별항고사건)

행정소송법

제8조 (법적용예) ②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

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민사소송법

제449조(특별항고) ① 불복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위반이 있거나,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규칙·처분의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여부

에 대한 판단이 부당하다는 것을 이유로 하는 때에만 대법원에 특별항고(特別抗告)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지금 단계에서는 "특별항고라는 것도 있다" 정도로만 아셔도 충분합니다.



83제1강  공법구조론

허(특허 제1심사건)

행정사건 중에서 특허사건은 특별하게 취급합니다. 대전에 있는 특허법원

(Patent Court of Korea)이 특허 제1심 사건을 전담합니다.

후(특허 상고사건)

특허사건은 현재도 2심제입니다. 특허법원 판결에 불복이 있다면, 바로 대법

원에 상고합니다. 즉, 대법원이 특허 제2심 사건을 담당합니다.

특허심판원(특허청 소속)의 심결(결정)에 불복하면 특허법원(제1심)으로, 다시 

특허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면 대법원(제2심)으로 가는 구조입니다. 상식으로 알

아 두시기 바랍니다.

헌법사건의 구분

헌법재판소법

제2조(관장사항) 헌법재판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提請)에 의한 법률의 위헌(違憲) 여부 심판

2. 탄핵(彈劾)의 심판

3. 정당의 해산심판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

(權限爭議)에 관한 심판

5. 헌법소원(憲法訴願)에 관한 심판

헌가(위헌법률심판)

헌나(탄핵심판)

헌다(정당해산심판)

헌라(권한쟁의심판)

헌마(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헌바(위헌법률심판형 헌법소원심판)

참고로 예전에 권리구제형이든 위헌법률심판형이든 간에 모두 사건번호로 "헌

마"를 사용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구분해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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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1. 공권력작용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은 대체로 "~처분취소"인 경우가 많고,

2. 법령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사건은 대체로 "~제#조 제#항 위헌확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명은 말 그대로 사건명일 뿐입니다. 법원이나 헌법재판소가 재판을 통해 "

처분을 취소했다"라거나 "위헌을 확인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원고 패소 판결이 

선고되었더라도, 사건 이름은 여전히 "~처분취소"를 유지합니다.

판례번호

사건번호, 재판번호, 재판례, 판례 개념에 관해서는 민사법 입문 제1강 민사

구조론 중 "사건번호" 부분을 참조하세요.

행정사건 경우 

재판
일자

법원
이름 선고

사건
번호

재판
유형

서울행정법원 2014. 7. 28. 선고 2014가소123456 판결

헌법사건 경우 

재판
일자 선고

사건
번호

재판
유형

헌법재판소 2014. 7. 28. 선고 2014헌마123 결정

몇 가지 특이한 점이 있는데, 역시 지금 단계에서는 참고만 하십시오.

1. 헌법재판소는 "판결"이 아니라 "결정" 방식의 재판을 합니다.

2. 그런데 그 결정을 판결처럼 "선고" 방식으로 내립니다. 따라서 헌법재판

소 결정은 실질적으로 판결이라 이해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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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요건이란 법원이 판결을 하기 위한 전제입니다. 그러한 전제조건을 갖추

지 못하면, 아무리 합리적인 주장을 하더라도 패소하게 됩니다. 그런데 소송

요건은 소송(심판)마다 비슷하면서도 또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소송요건

론에서는 2회에 걸쳐 소송(심판)유형별로 각각의 소송요건을 살필 것입니다. 

먼저 PART 1에서는 공권력작용에 대항한다는 점에서 서로 통하는, 그러나 

각자 독특한 개성을 가진 헌법소원과 취소소송의 각 소송요건을 보겠습니다. 

서로 비교, 대조하며 공부하면 분명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겁니다.

재판을 받기 위한 전제조건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공권력 통제 유형) 

소송요건론

Theory of Litigation Requirement PART 1

제2강

Peter Paul Rubens, The Judgement of Paris, 1636, Oil on canvas, 144.8 cm × 193.71 cm

PART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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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요건의 의의
The Importance of Litigation Requirement

연애에 대해서, 사람의 외모를 운동경기에 비한다면 지역대회 예선에 불과하다. 그 사람의 

내면이야말로 진정한 본선무대라고 할 수 있지. / 즉, 내면을 갈고 닦으라는 것이군요? / 

아니, 지역대회 예선을 통과하지 못하면 본선에는 진출할 수 없다는 거지. - 어느 대화

승소와 패소

원고 승소

원고 입장에서 자신의 청구가 받아들여지는 것이 "원고 승소"입니다. 이것을 

"인용(acceptance)"판결이라 합니다. 정확히는, 청구인용판결입니다.

당연하게도, 피고 입장에서는 패소입니다. 즉, 원고 승소란 피고 패소입니다.

원고 패소

반면 원고 입장에서 결과적으로 자신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 "패

소"입니다. 그런데 원고패소 판결로는 "기각"판결과 "각하"판결 이렇게 2종

류가 있습니다.

1. 기각(dismissal): 증거가 부족한 경우, 또는 법적으로 권리가 인정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쉽게 말해, 내용(content)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청구

가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표현합니다. 정확히는, 청구기각판결입니다.

2. 각하(rejection): 청구한 내용을 판단할 것도 없이, 아예 소제기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입니다. 쉽게 말해, 형식(form)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

소가 부적법하여 각하한다"고 표현합니다. 정확히는, 소각하판결입니다.

인용판결과 기각판결은 모두 소제기 자체는 적법한 때 나오는 결론입니다.

소송요건의 개념

의미

그렇다면 과연 어떤 경우 "소제기 자체에 문제(procedural error)가 있다(소

가 부적법하다)"는 걸까요? 바로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입니다. 소송

요건(litigation requirement)이란, 법원이 판결을 하기 위한 요건입니다. 

사례

예를 들어, 원고가 도롱뇽이라면 법원이 판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원

고가 동롱뇽인 사건은 소송요건 중 무언가 갖추지 못한 게 있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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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04. 4. 8.자 2003카합982 결정

[주문] 1. 신청인 '도롱뇽'의 신청을 각하한다. 2. 신청인 '도롱뇽의 친구들'의 신청을 기

각한다.

[이유] 신청인들의 주장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신청인 '도롱뇽'은 천성산에 서식하는 

도롱뇽 또는 위 도롱뇽을 포함한 자연 그자체[이다. 신청인 '도롱뇽'은] 이 사건 터널 공

사로 인한 도롱뇽의 생존환경 및 천성산의 자연환경 파괴를 막기 위하여 자연 내지 자

연물의 고유의 가치의 대변자인 환경단체 '도롱뇽의 친구들'을 그 사법적 담당자로 삼아 

이 사건 신청에 이르게 되었[다.] 살피건대, <생략> 자연물인 도롱뇽 또는 그를 포함한 

자연 그 자체에 대하여는 현행법의 해석상 그 당사자능력을 인정할 만한 근거를 찾을 수 

없다. 그렇다면, 신청인 도롱뇽의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부적합하다.

['도롱뇽의 친구들'은] 천성산을 비롯한 모든 자연환경과 생태계보존운동을 통해 더 이

상의 자연파괴를 막는 한편, 생명을 중시하는 생각을 폭 넓게 전파하여 환경운동·생

명운동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다. 소송요건은 갖추었다.] <생략> 신청

인 단체의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그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 할 것이므로, 

<생략> 이유없다.

1. "도롱뇽(동물)"의 경우, 소송요건 중 당사자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소(신청)가 부적법한 것입니다. 따라서 "각하"입니다.

2. "도롱뇽의 친구들(환경운동 단체)"의 경우, 소송요건은 갖추었습니다. 그

러나 증명에 실패해 청구(신청)가 이유 없습니다. 따라서 "기각"입니다.

소송요건의 국면

법원

심판
대상

당사자 당사자

기타

법원

법원은

1. 재판권을 가져야 합니다.

2. 관할권(jurisdiction)을 가져야 합니다.

가령, 미국인과 프랑스인 사이에 중국에서 발생한 분쟁에 관해 미국인이 엉뚱

하게 한국 법원에 소제기하면 부적법해 각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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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당사자들은

1. 당사자능력(admissibility)을 가져야 합니다. 도롱뇽 사례에서 보았죠.

2. 당사자적격(standing)도 가져야 합니다.

심판대상

심판을 받을 대상(object)이 그 소송에 적합한 것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취소소송(행정소송)은 어떤 처분을 대상으로 제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처분

도 아닌 것에 대해 제기했다면, 소가 부적법합니다. 각하 판결이 나옵니다.

심판대상을 "소송의 목적", "소송의 객체", "소송물(matter of lawsuit)" 등으

로도 부릅니다.

기타

기타 등등 각종 요건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만 보면,

1. "법적으로 판결을 받을 필요"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영업정지처분

을 받았는데 정해진 기간이 지나 영업정지가 풀렸다면, 이제 그 영업정지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적인 필요성이 없습니다. 이 경우 취소소송(행정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합니다.

2. "법에서 정한 일정한 기간 내" 소제기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건축

불허가처분을 받고 취소소송(행정소송)으로 불복하려면, 불허가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내에 소제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적법합니다.

분야별 소송요건

이상 넓은 의미의 "소송요건"과 판결 유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형사

소송, 헌법재판 등 세부적인 소송 유형으로 들어가 보면, 용어와 의미가 조

금씩 달라집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취지와 구조는 통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민사소송과 소송요건

1.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했는데 소제기를 했다면, 소제기는 부적법합니다.

2.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소가 부적법하여 소각하판결을 하게 됩니다.

민사소송법

제219조(변론 없이 하는 소의 각하) 부적법한 소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변론 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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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용 청구기각 소각하

승패 원소 승소 (피고 패소) 원고 패소 (피고 승소)

사유 청구가 이유 있음 청구가 이유 없음 소가 부적법

소송요건 소송요건 구비 소송요건 불비

형사소송과 소송조건

1. 소송요건 대신 "소송조건(litigation condition)"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소송조건을 갖추지 못하였는데 공소제기를 하였다면, 공소제기가 부적

법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소송조건을 공소제기의 유효요건이

라고도 부릅니다.

형사법 제1강: 형사구조론 중 "공소제기"를 참조하세요.

2. 소송조건을 갖추지 못하면 공소가 부적법하여 공소기각판결을 하게 됩

니다. 예를 들어, 간통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습니다. 

즉 이 때 고소는 소송조건(공소제기의 유효요건)입니다. 만약 고소가 없

는데 검사가 기소했다면, 공소제기가 부적법합니다. 이 때 내리는 판결

이 바로 공소기각이라는 것입니다.

형법

제241조(간통) ① 배우자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

간한 자도 같다.

② 전항의 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단,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

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 다음 경우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2.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형사소송 판결에는 인용, 기각, 각하가 없습니다. "유죄", "무죄", "공소기각" 

식만 있습니다. 굳이 대응시키면 인용이 유죄, 기각이 무죄, 각하가 공소기각

이라 할 수 있지요.

유죄 무죄 공소기각

승패 검사 승소 (피고인 패소) 검사 패소 (피고인 승소)

사유 죄가 인정됨 죄가 인정되지 않음 공소제기가 부적법

소송요건 소송조건 구비 소송조건 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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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과 소송요건

행정소송법

제8조(법적용예) ②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

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는데 소제기를 하면, 소제기는 부적법합니다.

2.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소가 부적법하여 소각하판결을 하게 됩니다.

청구인용 청구기각 소각하

승패 원고 승소 (피고 패소) 원고 패소 (피고 승소)

사유 청구가 이유 있음 청구가 이유 없음 소가 부적법

소송요건 소송요건 구비 소송요건 불비

헌법재판과 심판청구요건

헌법재판소법

제40조(준용규정) ①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

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고, 권한쟁의심

판 및 헌법소원심판의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을 함께 준용한다.

1.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했는데 청구하면, 심판청구는 부적법합니다.

2. 즉, 심판청구가 부적법하여 심판청구 각하 결정을 하게 됩니다.

헌법재판에선 소 대신 "심판", 제기 대신 "청구", 판결 대신 "결정"이라는 용어

를 사용합니다. 또, 원고 대신 청구인, 피고 대신 피청구인이라 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차이는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청구인용 청구기각 심판청구각하

승패 청구인 승소 (피청구인 패소) 청구인 패소 (피청구인 승소)

사유 청구가 이유 있음 청구가 이유 없음 심판청구가 부적법

심판청구요건 심판청구요건 구비 심판청구요건 불비

본안전판단과 본안판단

소송요건 청구이유

각하 기각

인용
○ ○

× ×

본안전판단 본안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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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안전판단

1. 본안전판단 : 법원이 소송요건을 갖추었는지 심사

2. 본안전항변(defense in abatement):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소

가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피고가 항변

본안판단

1. 본안판단: 소송요건을 갖춘 것을 전제로, 청구가 이유 있는지 심사

2. 본안에 관한 항변(defense on the merits): 소송요건이 인정된다 하더

라도 "청구가 이유 없다"는 취지로 피고가 항변

조건을 만족하지 못해 만나기도 전에 거부하는 경우와, 만나본 결과 사람이 마

음에 들지 않아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질적 의의

소송요건을 두어서 소송요건을 통과한 사건만 본안심사를 한다는 것은 다음 

두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당사자에 대하여

1. 당사자에 대해서는 소송요건을 통과하지 못하면 패소하게 된다는 점에서 

소제기를 할 때 신중하라는 메시지를 줍니다. 즉, 소제기, 심판청구가 남

용되는 것을 막습니다.

2. 원래 헌법재판, 행정소송은 다수결 원리에 의해 결정된 사항에 대해 개인

이 불복하여 시정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너도나도 제한 없이 모든 사항

을 불복할 수 있다면, 정작 필요한 부분은 뒷전으로 밀리고 사회적 혼란

만 커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법원에 대하여

1. 법원에 대해서는 본안심사의 부담을 덜어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판사의 

업무부담이 과도하게 높으면, 중요사안에 집중하기 어려워고, 판결의 공

정성 면에서도 문제가 생깁니다.

판사 업무부담은 지난 30년 동안 50% 가까이 상승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2. 특히 행정소송 중 항고소송, 헌법재판 중 헌법소원의 경우, 정치적인 의

미와 파급효과가 커서, 법원이나 헌법재판소가 본안판단을 하는 것에 부

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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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리고 사법기관이 적극적으로 정책판단을 내리는 것도 반드시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국민이 판사를 선거로 뽑지 않기에, 사법부의 민주적 정

당성(democratic legitimacy)은 낮습니다.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건에 대해서는 법원이나 헌법재판소가 본안판단

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소송요건 단계에서 사건이 "걸러지는" 의미가 있다

는 것입니다.

소결

그러므로 공법사건에서는 소송요건 문제가 더욱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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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심판청구요건
Litigation Requirement of Constitutional Complaint

국왕도 하나님과 기본법 아래에 있다. - Henry de Bracton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의 개념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말미암아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직업의 자유, 

재산권, 신체의 자유 등등)을 침해당한 자가 그 공권력의 위헌인지 여부의 심

사를 헌법재판소에 청구하여 구제를 받는 제도입니다.

헌법재판소에 관하여

재판권·관할권이 인정돼야 합니다.

법원은 각 지방마다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한 곳(서울 종로구)에 있습

니다. 따라서 헌법사건으로 국내사건인 이상, 특별히 재판권이나 관할권이 문

제되지는 않습니다. 이 요건은 굳이 살피지 않겠습니다.

당사자에 관하여

1. 당사자능력(admissibility)이 필요합니다. 정확히는, 청구인에게는 청구

인능력, 피청구인에게는 피청구인능력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2. 당사자적격(standing)도 필요합니다. 정확히는, 청구인에게는 청구인적

격, 피청구인에게는 피청구인적격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3. 청구인이 기본권 제한을 받아야 합니다.

헌법소원에서 피청구인이란 공권력작용을 하는 국가기관을 말합니다. 예를 들

어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 등입니다. 아래에서 보겠지만, "심판대상" 요

건을 통과하면, 사실상 피청구인에 관한 요건도 함께 통과하는 셈입니다. 피

청구인에 관한 요건(피청구인능력·피청구인적격)은 굳이 살피지 않겠습니다.

심판대상에 관하여

심판대상(object)은 공권력작용이어야 합니다.

"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자격이 있는가?"라는 의미에서, 대상적격의 문제라고

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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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그 밖에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였거나, 성질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해석되는 

요건이 있습니다.

1. 가령, 헌법재판소법은 심판청구에는 시간제한을 두었습니다. 그 기간을 

도과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합니다.

2. 한편,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없다면 청구인이 헌법소원제도를 선택한 것

은 잘못입니다. 역시 심판청구는 부적법할 것입니다.

결론

헌법소원 심판청구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시키지 못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합니다. 실제로 문제되는 요건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

심판
대상

당사자 당사자

기타

청구인능력
기본권제한
청구인적격

보충성
필요성

청구기간
변호사강제주의

공권력작용

1. 청구인능력(기본권의 주체) [당사자]

2. 기본권의 제한 [당사자]

3. 청구인적격 [당사자]

4. 공권력작용 [심판대상]

5. 보충성 [기타]

6. 필요성 [기타]

7. 청구기간 [기타]

8. 변호사강제주의 [기타]

이제 위의 각 요건들을 분석할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만

약 너무 어렵다면, 일단 그 다음에 있는 취소소송 소송요건으로 넘어가시기 바

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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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능력
Admissibility to Requester

신은 하고 싶은 모든 것을 하고, 인간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한다. 

- Napoléon Bonaparte

개념 

사례

도롱뇽의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이유는 청구인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법원

심판
대상

당사자 당사자

기타

청구인능력

분석

심판청구요건 중 청구인능력(admissibility to a requester)의 문제입니다. 

청구인이 기본권의 주체인지 아닌지 하는 문제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청구 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不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

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

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 2001. 11. 29. 선고 99헌마494 결정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소정의 헌법소원은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만이 청구할 수 있

[다.] 여기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만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은 곧 기본권의 

주체라야만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다.] 기본권의 주체가 아닌 자는 헌법소

원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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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기본권(fundamental right)의 주체"와 "권리(private right)의 주체"는 다

릅니다. 민법상 권리나 의무를 가질 수 없더라도, 기본권을 누릴 수는 있습니

다. 예를 들어, 교회를 봅시다.

1. 단체로서 종교의 자유 등 기본권을 누리지만,

2. 법인으로 등기되지 않은 이상 민법상 권리능력은 없습니다.

교회가 권리의무의 주체는 아니더라도 기본권의 주체는 되기 때문에, 교회의 

청구인능력은 인정됩니다.

유형별 분석

자연인

자연인(natural person)은 청구인능력이 있습니다. 외국인이라도 마찬가지

입니다.

'국민' 또는 국민과 유사한 지위에 있는 '외국인'은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사적 단체

사적 단체(private association)도 청구인능력이 있습니다.

1. 등기가 되어 법인격이 있든(권리능력이 있든),

2. 등기되어 있지 않아 법인격이 없든(권리능력이 없든), 마찬가지입니다.

헌법재판소 1995. 7. 21. 선고 92헌마177 결정

청구인협회[한국신문편집인협회]는 언론인들의 협동단체로서 법인격은 없[다. 그러나] 

대표자와 총회가 있고, 단체의 명칭, 대표의 방법, 총회 운영, 재산의 관리 기타 단체의 

중요한 사항이 회칙으로 규정되어 있는 등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

로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다.]

[권리능력 없는 사단도] 기본권의 성질상 자연인에게만 인정될 수 있는 기본권이 아닌 

한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헌법상의 기본권을 향유하는 범위 내에서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능력도 있다고 할 것이다.

공적 기관

그러나 공적 기관이나 공적 단체(public association)는 기본권 주체가 아니

므로, 청구인능력이 없습니다.



99제2강  소송요건론 PART 1

헌법재판소 2006. 2. 23. 선고 2004헌바50 결정

기본권 보장규정인 헌법 제2장의 제목이 "국민의 권리와 의무"이고 그 제10조 내지 제

39조에서 "모든 국민은 ……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기본

권의 보장에 관한 각 헌법규정의 해석상 국민만이 기본권의 주체[다.]  

공권력의 행사자인 국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 또는 국가조직의 일부나 공법인은 기

본권의 "수범자"이지 기본권의 주체가 아니고 오히려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 내지 실현해

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지니고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지방자치단체인 청구인은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고 따라서 청

구인의 재산권 침해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물론 국회의원, 장관, 대통령 등도, 국가기관으로서가 아니라 "개인(individu-

al)"으로서는 자신의 기본권 침해를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특징

청구인능력은 문제의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와는 무관합니다. 인정되냐 인정

되지 않냐는 청구인이 무엇인지에 따라 일률적으로(uniformly) 결정됩니다.

1. 예를 들어, 청구인이 국민인 이상, 사건 내용을 묻지 않고 청구인능력은 

그냥 인정되는 것입니다.

2. 반대로, 만약 청구인이 공적 단체라면, 일률적으로 청구인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 청구인적격은 일률적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사건과의 관련성을 살

펴 "이 사건에서는 청구인적격이 있고, 저 사건에서는 청구인적격이 없다"는 식

으로 개별적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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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제한
Infringement on Fundamental Rights

권리가 있는 곳에 구제가 있다. - 라틴 법언

개념

사례

전직 대통령인 전두환에게 수여했던 훈장을 치탈하지 않더라도 국민이 헌법

소원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부적법한데, 그 이유는 청구인에게 기본권 침해

(infringement on fundamental rights) 여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 1998. 9. 30. 선고 97헌마263 결정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이 위 청구외인들[전두환, 노태우 등]에게 특혜를 베푸는 차별적 대

우에 대하여 몹시 불쾌한 감정을 느끼고 있으므로 이는 곧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을 침

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른바 12·12 사건 등에 관련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전직대통령 전두환, 노태

우 등]에게 수여한 모든 훈장을 치탈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만으로는 청구인들의 행복추

구권 등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받을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들로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분석

어떤 공권력행사가 어떤 이유든 헌법에 위반된다고 가정해도, 그로 인해 기본

권이 침해될 여지가 없다면, 헌법소원제도를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법원

심판
대상

당사자 당사자

기타

기본권제한

제68조(청구 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不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

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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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분석

기본권의 실체

1. 기본권의 실체(substance)가 없으면, 기본권제한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2. 예를 들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기본권을 내세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할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 2009. 5. 28. 선고 2007헌마369 결정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은 '이 사건 연습[한미연합 군사훈련의 일종인 2007년 전시증원

연습]이 북한에 대한 선제적 공격연습으로서 한반도의 전쟁발발 위험을 고조시켜 동북아 

및 세계 평화를 위협[한다. 그러]므로 청구인들의 평화적 생존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

다. 그러면서 청구인들은] 2007. 3.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이유] 청구인들이 평화적 생존권이란 이름으로 주장하고 있는 평화란 헌법의 이념 내

지 목적으로서 추상적인 개념에 지나지 아니[한다.] 평화적 생존권은 이를 헌법에 열거

되지 아니한 기본권으로서 특별히 새롭게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거나 그 권리내용이 비

교적 명확하여 구체적 권리로서의 실질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평화적 생존

권을]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라고 할 수 없다.

기본권 침해의 주장

1. 기본권 침해의 주장(assertion)이 있어야 합니다. 청구인이 기본권이 침

해되었다는 주장을 하지도 않는 상황에서, 그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건 

무의미하겠죠. 

2. 예를 들어, 헌법원리 훼손만을 이유로 해서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헌법원리가 훼손된 것"과 "기본권이 침해된 것"은 다르다

는 겁니다.

헌법재판소 2006. 2. 23. 선고 2005헌마268 결정

청구인들은 기본권 침해주장 이외에 이 사건 조약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미합중

국 군대의 서울역지역으로부터의 이전에 관한 협정' 등]이 일반 헌법규정(제5조[침략전

쟁의 부인], 제60조[국회의 조약에 관한 비준동의])에 위반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 없이 단순히 일반 헌법규정이나 

헌법원칙에 위반된다는 주장은 기본권침해에 대한 구제라는 헌법소원의 적법요건[심판

청구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

1.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probability)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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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를 들어, 실제로 존재하는 기본권을 내세워 그 침해를 주장한다고 하

더라도,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 없다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

습니다.

청구인들은 미군기지의 대규모 이전에 따라 환경권이 침해될 우려가 높고, 미군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음에도 수사권 및 재판권이 제약되므로 재판절차진술권, 행복추구권, 

평등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고, 주변 토지나 건물이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됨으로써 재산

권을 제한받게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조약들은 평택지역으로 미군부대가 이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을 뿐이

[다. 그러]므로 이에 의하여 청구인들의 환경권, 재판절차진술권, 행복추구권, 평등권, 

재산권이 바로 침해되는 것이 아니다. 또한 미군부대의 이전 후에 권리침해를 받을 우려

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권리침해의 우려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장래에 잠재적으로 나

타날 수 있는 것에 불과하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 등 적법요건[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특징

개요

1. 여기서 기본권 침해란, 말 그대로 "주장"이나 "가능성"일 뿐입니다. 본안

전판단 단계에서 판단합니다.

본안전판단이란, 소송요건(심판청구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겁니

다. 이 단계에서는 기본권 침해 주장이 있는지와 그 가능성만을 본다는 겁니다. 

2. 더 나아가 실제로 침해가 있었는지 아닌지(consequence)는 헌법재판소

가 나중에 본안판단을 하면서 결정하게 됩니다.

본안판단이란, 여러 가치들을 저울질하는 겁니다. 이 단계에서는 본안에서는 

과도한 제한인지, 제한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등을 보는 거죠.

헌법원칙 위반 주장 사례

1. 예를 들어, 청구인의 주장이 어떤 공권력행사가 자신의 재산권을 침해한

다는 것이 아니라, 그 공권력행사가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반"하고 있다

는 것이라 합시다.

2. 기본권 침해의 주장(assertion)이나 가능성(probability)이 없습니다. 그

럼 저울질이 필요 없죠.

3. 헌법재판소는 본안전판단 결과, 각하결정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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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침해 주장 사례

1. 그러나 청구인의 주장이 어떤 공권력행사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

는 것이라 합시다.

2. 기본권 침해의 주장이나 가능성은 있는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저울질이 

필요하죠.

3.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심리를 진행한 결과 실제로는 침해(consequence)

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합시다. 본안판단 결과, 기각결정을 합니다. 

제한과 침해의 구별

기본권 제한의 개념

기본권제한 기본권침해

각하 기각

인용
○ ○

× ×

본안전판단 본안판단

1. 기본권 침해의 주장 내지 가능성이 인정되는 것을 곧 기본권의 '제한'으

로 보셔도 무방합니다.

2. 기본권 제한이 없다면, 주문은 각하입니다.

합리적인 기본권 제한

1. 만약 그렇게 기본권이 제한이 되더라도, 그러한 제한이 합리적인 범위 내

에 있다고 합시다. 즉, 과도한 제한이 아닙니다. 그러면 합헌입니다. 기

본권이 '제한되나 침해는 없다'고 표현합니다.

2. 기본권이 제한되나 침해가 아니라면, 주문은 기각입니다.

헌법재판소 2003. 10. 30. 선고 2002헌마518 결정

[주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운전할 때 좌석안전띠를 매야 할 의무를 지우고 이에 위반했을 때 범칙금을 부과

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존재한다. [그러나] 청구인

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제한은 정당한 공익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정도의 제한에 해

당[한다.] 헌법 제37조 제2항의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어 국민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과

도하게 침해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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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반대로 기본권 제한에 합리적 사유가 없다면,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표

현합니다.

기본권이 제한되어 나아가 침해에 해당한다면, 주문은 인용입니다.

청구인용 청구기각 심판청구각하

기본권 제한 ○ ×

심판청구 요건 구비 (적법) 불비 (부적법)

기본권 침해 ○ ×

청구인 승패 승소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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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적격
Standing to Sue

남에게, 또 남의 일에 대해서 말을 삼가라. - Henry Fielding

개념

사례

친구가 기본권침해를 받았다 해서 내가 청구인이 되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하는 것은 부적법한데, 그 이유는 내게 청구인적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분석

이와 같이 청구인으로서 심판청구를 수행하고 결정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자

격을 청구인적격(standing to sue)이라 합니다. 쉽게 말해 청구인으로서 적

합하다는 자격입니다. 이는 기본권 침해와 청구인 사이에 관련성(relevance)

이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법원

심판
대상

당사자 당사자

기타

청구인적격

 

제68조(청구 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不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

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생략>

청구인적격의 3요소

자기관련성

자기관련성(own relevance)이란, 자기 기본권이 침해돼야 한다는 말입니다.

1. 공권력행사의 상대방은 자기관련성이 있습니다.

2. 공권력행사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는 원칙적으로 자기관련성이 없으므

로, 청구인적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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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관련성

직접관련성(direct relevance)이란, 공권력행사 자체로 기본권이 침해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직접성이라고도 합니다.

1. 그 공권력행사 "때문에" 기본권이 침해됐다면 직접관련성이 있습니다. 

2. 결과적으로 기본권을 침해받은 것 같아 보이더라도, 사실은 간접적 또는 

반사적으로 불이익을 받은 데 불과하다면, 직접관련성이 없습니다. 따라

서 청구인적격이 없습니다.

만약 심판대상인 공권력행사(A) 외에 다른 공권력행사(B)가 있어야 비로소 기

본권침해가 발생한다고 합시다. 그 경우, 공권력행사(A)에 관해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없습니다.

현재관련성

현재관련성(present relevance)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성이라고도 합니다.

1. 그 공권력행사 때문에 지금 현재 기본권 침해를 받고 있다면, 현재관련

성이 있습니다.

2. 과거에 기본권 침해가 있었지만 헌법소원심판 청구 당시 이미 침해가 종

료된 경우 현재관련성이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청구인적격이 없습니다.

3. 반대로 미래에 침해가 있을 수도 있는 잠재적인 경우에도 역시 현재관련

성이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청구인적격이 없습니다.

직접관련성 현재관련성

자기관련성

관련성

유형별 분석

자기관련성

헌법재판소 1993. 11. 25. 선고 93헌마81 결정

이 사건 심판청구인 중 청구인 갑은 이 사건 의료사고의 피해자인 을의 아버지일 뿐 의

료사고의 직접적인 법률상의 피해자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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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청구인 갑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자기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직

접침해받은 자가 아니[다. 청구인 갑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자기관련성이 없

는 자[다.] 

따라서 청구인 갑의 심판청구 부분은 심판청구를 할 적격 없는 자의 청구로서 부적법

하다.

직접관련성

헌법재판소 1995. 3. 23. 선고 93헌마12 결정

형법 제72조 제1항[A]은 동 규정에 따른 요건이 갖추어지면 법률상 당연히 가석방을 하

도록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수형자의 연령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재량적인 행

정처분[B]으로써 가석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가석방제도의 원칙을 정하고 있는 규정

에 불과하[다.]

[위] 규정이 그 자체로서 가석방이라는 구체적인 행정처분을 기다리지 않고 직접 수형

자인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 그러]므로 기본권침해의 직접

관련성이 결여되었[다.] 

따라서 [형법 제72조 제1항(A)을 심판대상으로 한]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

구는 부적법하다.

현재관련성

헌법재판소 1989. 7. 21. 선고 89헌마12 결정

법률에 대하여 바로 헌법소원을 제기하려면 우선 청구인 스스로가 당해 규정에 관련되어

야 할 뿐만 아니라 당해규정에 의해 현재 권리침해를 받아야 한[다.]

[이 사건] 청구인이 고소 또는 고발을 한 사실은 없[다.] 단순히 장래 잠재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권리침해의 우려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본인의 관련성과 권리침해의 현재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요건의 완화

문제점

1. ① 자기관련성, ② 직접관련성, ③ 현재관련성 요건을 너무 엄격하게 요

구하면, 현실적으로 청구인이 충분히 다퉈볼 만한 사안인데도 본안판단

을 하지 않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2. 그래서 예외를 인정한다거나, 넓게 보아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는 등 요건

을 완화해서 결국 본안판단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3. 완화(relaxation)를 예외(exception)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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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관련성 요건의 완화

헌법재판소 2000. 6. 29. 선고 99헌마289 결정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은 모두 직장의료보험조합의 조합원들로서, 국민건강보험법(이

하 "법"이라 한다)이 2000. 7. 1. 시행됨에 따라, <생략> 위 법률조항들에 대하여 1999. 

5.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이유] 국민건강보험법 부칙 제6조 및 제7조의 직접적인 수규자는 법인[인 직장의료보

험조합 자체다. 그러나] 직장의료보험조합은 공법인으로서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

다.] 뿐만 아니라, 법규정의 실질적인 규율대상이 수규자인 법인의 지위와 아울러 제3자

인 청구인들(직장의료보험조합의 조합원들)의 법적 지위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법규정

이 내포하는 불이익이 수규자의 범위를 넘어 제3자인 청구인들에게도 유사한 정도의 불

이익을 가져온다는 의미에서 거의 동일한 효과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법의 목적 및 실질적인 규율대상, 법규정에서의 제한이나 금지가 제3자에

게 미치는 효과나 진지성의 정도, 규범의 수규자에 의한 헌법소원의 제기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때, 청구인들[조합원들]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

직접관련성 요건의 완화

헌법재판소 2003. 7. 24. 선고 2003헌마3 결정

법령[공권력행사 A]의 집행행위[공권력행사 B]를 기다렸다가 그 집행행위에 대한 권리

구제절차를 밟을 것을 국민에게 요구할 수 없는 경우[는 어떠한가? 이런 경우에는] 예외

적으로 [공권력행사 A에 관하여]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될 수 있다.

예컨대, 형법상의 법률조항[A]은 엄밀한 의미에서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국민의 신체

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 넓은 의미의 재량행위(법관의 양형)의 하나인 형법

조항의 적용행위[B]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된

다. 이론적으로는, 법률조항 A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직접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국민에게 그 합헌성이 의심되는 형법조항에 대하여 위반행위를 우

선 범하고 그 적용·집행행위인 법원의 판결을 기다려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것을 요

구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집행행위[B]가 재량행위임에도 불

구하고 법령[A]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있[다.]

현재관련성 요건의 완화

헌법재판소 1998. 10. 15. 선고 98헌마168 결정

[사건의 개요] 청구인 이○규는 1998. 10. 17. 15:30 서울 광진구 구의○에 있는 대공

원웨딩홀에서 혼인식을 거행할 예정이[다.] <생략> 가정의례에관한법률(1993. 12. 27. 

법률 제4637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4조는 허례허식행위의 금지라는 제목으로 <생략> 

경조기간 중의 주류 및 음식물 접대를 금지하고 있다. 청구인들은 이 규정이 청구인들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 내지 직업수행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1998. 5. 29. 이 사

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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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청구인은 예비신랑으로서 비록 현재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가정의례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으로 인하여 1998. 10. 17. 결혼식 때

에는 하객들에게 주류 및 음식물을 접대할 수 없는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이 현재 시점

에서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현재성의 예외인 경우로

서 적법하다. <생략>



110 제2강  소송요건론 PART 1

공권력작용 1: 공권력행사
Exertion of Governmental Power by Commission

권력은 부패한다. 절대권력은 절대부패한다. - John Dalberg-Acton

개념

사례

서울교육대학교총장의 운동장사용신청 거부 때문에 축구연습을 하지 못했다

는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이것은 부적법합니다. 그 이유는 

공권력행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 2001. 9. 27. 선고 2000헌마260 결정

이 사건 금지결정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서울교육대학교 운동장에서 체육행사를 위한 축

구연습을 하지 못했다는 것만 가지고는 청구인의 권리의무 관계에 영향을 미치거나 법적 

지위에 변동을 초래한 공권력행사라고 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청구인에게 서울교육대

학교 운동장의 사용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생략> 없[다. 그

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 제68조 제1항 소정의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그래서] 부적법하다.

분석

1. 국민의 권리의무나 법적 지위에 직접 영향을 주는 국가기관의 작용을 공

권력작용(exertion of governmental power)이라 합니다. 헌법소원은 

본디 공권력작용에 대항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애당초 심판대상이 공권

력작용이 아니라면 심판청구가 부적법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청구 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不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

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생략>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생략>

2. 따라서 "국민의 권리의무나 법적 지위에 영향을 주는가?"를 판단합니다. 

법원

심판
대상

당사자 당사자

기타

공권력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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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행사의 주체

공권력행사의 주체는 국가기관입니다.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있습니다.

1. 국가기관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공권력작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헌법재판소 2013. 5. 30. 선고 2009헌마514 결정

법학전문대학원은 교육기관으로서의 성격과 함께 법조인 양성이라는 국가의 책무를 일

부 위임받은 직업교육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화여자대학

교는 사립대학으로서 국가기관이나 공법인, 국립대학교와 같은 공법상의 영조물에 해

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립대학과 그 학생과의 관계는 사법상의 계약관

계이므로 학교법인 이화학당을 공권력의 주체라거나 그 모집요강을 공권력의 행사라

고 볼 수 없다.

2. 여기서의 국가기관이란 물론 대한민국의 국가기관을 말합니다.

헌법재판소 1997. 9. 25. 선고 96헌마159 결정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는 헌법소원의 본질상 대한민

국 국가기관의 공권력 작용을 의미[한다.] 외국이나 국제기관의 공권력 작용은 이에 포

함되지 아니한[다.]

처분

이론상

처분(disposition)은, 이론상으로는 일단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습

니다. 공권력 행사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 2013. 5. 30. 선고 2009헌마514 결정

[사안의 개요] 청구인[들]은 2010년에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지원을 하려던 남성들이

다. 피청구인 [현 교육부장관]<생략>은 2008. 9. 1. 피청구인 학교법인 이화학당에게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를 하면서 학교법인 이화학당이 제출한 입학전형계획 중 여성

만을 입학자격요건으로 한 부분을 인정하였고, 학교법인 이화학당은 2010학년 법학전

문대학원 입학모집요강을 발표하면서 여성만을 입학자격요건으로 하였다. 이에 청구인

은 <생략> 남성인 청구인의 평등권, 직업의 자유 및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다음 ① ② ③ 부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

하는지 여부이다.

주위적으로 ① 교육부장관이 2008. 9. 1. 학교법인 이화학당에게 한 법학전문대학원 설

치인가 중 여성만을 입학자격요건으로 하는 입학전형계획을 인정한 부분(이하 '이 사건 

인가처분'이라 한다) 및 학교법인 이화학당의 2010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모집요강 중 

여성만을 입학자격요건으로 한 부분(이하 '이 사건 모집요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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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적으로 ③ 교육부장관이 학교법인 이화학당의 2010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모집요

강에서 여성만을 입학자격요건으로 한 부분에 대해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한 부작위(이

하'이 사건 부작위'라 한다)

[주문] [1. 이 사건 모집요강 부분과 이 사건 부작위 부분은 각하한다. 2. 이 사건 인가

처분 부분은 기각한다.]

실제상

1. 그런데 지난 강의에서 배웠듯, 처분은 기본적으로 행정소송(항고소송)

의 대상입니다.

2. 이렇게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헌법소

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제한됩니다.

복잡한 논의가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처분은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이긴 하지

만, 항고소송(행정소송)으로 불복하는 것이 원칙이다" 정도로 기억하세요.

사실행위

개념

사실행위(factual act)란 법률상의 효과가 아니라 사실상의 효과만을 가져오

는 행위를 말합니다.

1. 가령 인·허가가 법률적인 행위라면,

2. 철거, 검열, 인신구속, 시위진압, 권고, 촉구 등은 사실상의 행위입니다.

이 중 후자가 바로 사실행위입니다.

종류

사실행위는 강제성을 띄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1. 대체로 강제성이 있는 것을 권력적 사실행위,

2. 강제성이 없는 것을 비권력적 사실행위로 봅니다.

권력적 사실행위

1. 권력적 사실행위(powerful factual act)로 철거, 검열, 인신구속, 시위

진압 등이 있습니다.

2. 공권력행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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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5. 5. 26. 선고 2004헌마49 결정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독일 거주 사회학자로서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영

장이 발부된 상태에서 입국한 다음 수사를 받다가 구속되어 2003. 10. 22.경 서울구치

소에 수용되었다. 청구인은 2003. 10. 24.경부터 같은 해 11. 6.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

쳐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조사실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았는데 그 대부분의 시간 포승과 수

갑으로 신체가 결박된 채 신문을 받았다. 청구인은 2004. 1. 16. 위와 같은 계구사용으

로 인해 신체의 자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등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하여 피청

구인의 위 계구사용행위 및 계호근무준칙 제298조의 각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헌법소

원심판청구를 하였다.

[주문] <생략> 2. 2003. 10. 24.경부터 같은 해 11. 6.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청구인

이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조사실에서 피의자신문을 받는 동안 수갑과 포승으로 계속 청구

인의 신체를 결박해 둔 피청구인 산하 교도관의 행위는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서 위헌임을 확인한다.

[이유] 이 사건 계구사용행위는 우월적 지위에서 수용자에게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성격

을 가진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공권력행사에 해당하고 이 

사건 준칙조항에 따른 계호근무자의 위와 같은 일률적 집행과 결합하여 청구인에게 직

접적인 효력을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

비권력적 사실행위

1. 비권력적 사실행위(non-powerful factual act)로 권고, 촉구 등이 있

습니다.

2. 공권력행사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헌법재판소 2003. 3. 27. 선고 2002헌마106 결정

피청구인이 2002. 2. 1. 발송한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중지촉구' 공문은 그 형식에 있

어서 '안내' 또는 '협조요청'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며, 또한 그 내용에 있어서도 청

구인이 계획하는 행위가 공선법에 위반된다는, 현재의 법적 상황에 대한 행정청의 의견

을 단지 표명하면서, 청구인이 공선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피청구인이 취할 수 

있는 조치를 통고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2002. 2. 1.자 '중지촉구' 공문은 국민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

를 발생시키지 않는 단순한 권고적, 비권력적 행위로서,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이 될 수 

있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중지촉구'에 대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소결

사실행위가 공권력행사에 해당하는지는, 결국 권력적이냐(powerful) 아니냐

(non-powerful)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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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헌법소원 심판대상으로서의 법률

1. 법률(act by assembly)은 국민의 권리의무·법적지위에 영향을 줍니다.

2.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법률헌법소원", 짧게 "법

률소원"이라 합니다.

헌법재판소 2003. 10. 30. 선고 2002헌마518 결정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2. 7. 21. 좌석안전띠를 착용하지 않고 순천시 조곡동 장대

교 앞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범칙금 30,000원의 납부통고를 

받고 이를 납부하였다. 청구인은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제48조

의2 제1항 및 이를 어겼을 경우에 범칙금을 납부하도록 통고하는 도로교통법 제118조

의 해당부분은 청구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양심의 자유, 헌법 제10조의 기본적 인

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청구인은] 2002. 8. 3.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

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도로교통법<생략>제48조의2 제1항 본문 전단(이하 

'의무조항'이라 한다) 및 이를 어겼을 경우에 범칙금을 납부하도록 통고하는 도로교통

법 제118조 본문의 해당부분(이하 '통고처분조항'이라 한다)<생략>이 헌법에 위반되는

지의 여부이[다.]

법률해석?

법률의 해석(interpretation) 문제는 심판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법률 자체

를 다퉈야 하지, 법률 해석을 다퉈서는 안 됩니다. 법률 해석은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법원이 할 일입니다.

헌법재판소 1997. 9. 25. 선고 96헌마159 결정

외국 정부에 의하여 구금된 일수가 형법 제57조 제1항 소정의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에 

해당하여 본형에 산입되는지 여부를 알아보는 심판청구는 결국 법률의 해석문제에 관한 

구문(求問)으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헌법?

한편, 헌법(constitutional law)은 '법률'이 아니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

이 될 수 없습니다. 엄밀히 말해 입법부의 입법작용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 1996. 6. 13. 선고 94헌바20 결정

헌법은 그 전체로서 주권자인 국민의 결단 내지 국민적 합의의 결과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헌법의 개별규정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소정의 공권력 행사의 결과

라고 볼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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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명령

문제점

1. 행정입법 중 법규명령(decree or ordinance)은 법규성(enforcement)이 

있습니다. 즉, 국민의 권리의무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칩니다.

2. 따라서 개념상 공권력작용에 해당합니다.

3. 그럼, 법규명령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말인가요?

헌법재판소의 입장

헌법재판소는 그렇다고 합니다. 즉, 법규명령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라고 

봅니다. 법률 또는 법규명령을 심판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을 "법령헌법소원", 

짧게 "법령소원"이라 합니다.

헌법재판소 2006. 5. 25. 선고 2003헌마715 결정

[사안의 개요] 청구인들은 자신들이 스포츠마사지업을 영위하고자 하나, [보건복지부

령인] 안마사에관한규칙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아

닌 자는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

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청구인들은] 2003. 10. 21. 헌법소원심판을 청

구하였다.

[주문] <생략> 2. 안마사에관한규칙(2000. 6. 16. 보건복지부령 제153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 중 각 "앞을 보지 못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대법원의 입장

그러나 대법원은 법규명령은 헌법소원 심판대상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

공법 입문 제1강: 공법구조론 중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부분을 참조하세요.

행정규칙

1. 행정입법 중 행정규칙은 원래 법규성(enforcement)이 없습니다. 행정규

칙(고시, 훈령, 예규 등)은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입니다.

2. 따라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 2006. 3. 30. 선고 2003헌마806 결정

이 사건 업무처리지침은 <생략> 중국동포에 대한 국적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법무부예규로 마련된 행정규칙[이다.] 즉, 업무처리지침은 법무부장관이 반복적

으로 행하는 국적업무에 관한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고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지침을 

정해 주기 위한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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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법규적 효력[법규성]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업무처리지침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그러나 예외적으로 행정규칙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습

니다. 지금으로서는 그러한 예외가 있다는 정도만 기억해도 충분합니다.

조례

1. 조례(municipal ordinance)도 법규성이 있습니다.

2.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헌법재판소 1995. 4. 20. 선고 92헌마264 결정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치입법권에 근거하여 자주적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한 법규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 자체로 인하여 직접 그리고 현재 자기의 기본권

을 침해받은 자는 그 권리구제의 수단으로서 조례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검사의 처분

기소 처분 개념

수사의 종결자인 검사는 피의자를 기소(indictment)하는 처분(prosecution 

disposition)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형사법 입문 제1강: 형사구조론 중 "수사와 공판" 부분을 참조하세요.

불기소 처분 개념

수사의 종결자인 검사는 피의자에 대해 불기소처분(non-prosecution dis-

position)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1. 혐의없음(being cleared of suspicion): 다시 두 종류로 나뉩니다. ① 

피의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한 경우(증거불충분), ② 피의사실이 모

두 사실이라 가정하더라도 범죄를 구성하지 않을 경우(범죄인정안됨).

2. 죄가안됨(being justified or exempted): 범죄구성요건에는 해당하지

만, 무죄 사안이라 기소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다시 두 종류로 나뉩니

다. ① 위법성조각사유 존재로 인한 죄가안됨, ② 책임조각사유 존재로 

인한 죄가안됨.

3. 공소권없음(being excluded from prosecution): 가령, 공소시효가 완

성했다면, 기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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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소유예(suspension of prosecution): 기소할 수는 있지만, 경미한 사

안이라 검사 재량으로 기소하지 않는 겁니다.

5. 기소중지(stay of prosecution): 피의자가 소재불명이라 기소할 수 없어

서 내리는 처분입니다.

형사법 입문 제2강: 구성요건론, 제3강 위법성론, 제4강 책임론을 참조하세요.

공법적 의의

1. 검사의 처분은 관련자들의 법적 지위에 커다란 영향을 줍니다.

2. 그래서 일단 공권력작용으로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현행법상 헌법소원을 이용할 수 없고 다른 

제도를 통해서 불복해야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소 처분에 대한 불복

피해자의 바람대로 된 셈이어서, 주로 피의자가 불복할 수 있는지만 문제됩

니다.

1. 그런데 피의자로서는 결백하다거나 공소제기절차가 위법하다는 사유가 

있더라도, 형사소송(공판절차)에서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그 결과, 굳이 기소 자체를 헌법소원으로 다툴 필요는 없습니다.

헌법재판소 1996. 11. 28. 선고 96헌마256 결정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는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어 구속ㆍ불구속심리의 구체적인 사

법적 심사를 받게 되므로 [검사의 불구속 기소는] 헌법소원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혐의없음 등 처분에 대한 불복

공소권없음·죄가안됨·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봅시다. 피의자의 바람대

로 된 셈이어서, 주로 피해자가 불복할 수 있는지만 문제됩니다.

1. 만약 피해자가 고소를 했었다면, 검찰항고(prosecutory appeal)를 거

쳐 재정신청(application for a ruling)이라는 제도를 통해 불복할 수 

있습니다.

2. 예를 들어 청주지방검찰청(district prosecutor's office) 검사 홍길동이 

불기소처분을 하면, 고소인은 일단 대전고등검찰청(high prosecutor's 

office)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기소가 되지 않으면 대전고등법원

(high court)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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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검찰청
항고기각 결정

청주지방검찰청
불기소 처분

대전고등법원
기소or기각 결정

검찰항고

재정신청

 

검찰청법

제10조(항고 및 재항고) ①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그 검

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검

찰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는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

정하면 그 처분을 경정(更正)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60조(재정신청) ①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생략>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

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

법원(이하 "관할 고등법원"이라 한다)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하려면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검찰항고]를 거쳐

야 한다. <생략>

제262조(심리와 결정) ② 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항고의 

절차에 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증거를 조

사할 수 있다.

1. 신청이 법률상의 방식에 위배되거나 이유 없는 때에는 신청을 기각한다.

2. 신청이 이유 있는 때에는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를 결정한다.

⑥ 제2항 제2호의 결정에 따른 재정결정서를 송부받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

청장은 지체 없이 담당검사를 지정하고 지정받은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3. 이런 별도의 제도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고소한 피해자가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정도로 기억하면 됩니다.

4. 다만, 검찰항고나 재정신청은 고소인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피

해자가 당초 고소를 한 적이 없다면, 이 경우는 피해자가 헌법소원심판

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1989. 4. 17. 선고 88헌마3 결정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규정한 공권력의 행사에 포함되

는 것이 명백한 이상 이로 인하여 기본권의 침해가 있는 경우에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

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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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에 대한 불복

피해자·피의자 모두 불복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피해자는 피의자를 처벌

할 수 없게 되므로 불만이고, 피의자는 전과기록처럼 기소유예를 받았다는 기

록이 남기 때문에 불만일 수 있죠.

1. 피해자가 불복하는 방법은 방금 본 것과 같습니다. 검찰항고나 재정신청

을 통해 기소처분을 받는 거죠.

2. 반면, 피의자는 검찰항고나 재정신청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피의자가 

기소유예 처분에 불복하는 방법은 바로 헌법소원입니다.

헌법재판소 1989. 10. 7. 선고 89헌마56 결정

기소유예처분은 공권력의 행사에 포함되는 것이 명백하므로 이로 인하여 기본권이 침해

된 때에는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된다.

기소유예처분이란 공소제기함에 충분한 혐의가 있고 소송조건도 구비되었음에도 불구하

고 검찰관이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공소를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분[이다. 따라서] 

범죄혐의가 없음이 명백한 사안을 놓고 자의적이고 타협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면 

헌법이 금하고 있는 차별적인 공권력의 행사가 [된다.] 그 처분을 받은 자는 헌법 제11

조 소정의 평등권의 침해를 이유로 당연히 소원 적격을 갖게 된[다.]

기소 혐의없음 등 기소유예

고소인 (없음) 검찰항고/재정신청 검찰항고/재정신청

고소 안 한 피해자 (없음) 헌법소원 헌법소원

피의자 공판절차 변론 (없음)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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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재판

원칙: 재판소원의 금지

1. 법원의 재판도 넓게 보면 공권력작용이지만, 헌법소원의 대상에는 제외

되어 있습니다. 즉, 재판헌법소원, 짧게 재판소원은 금지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청구 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不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

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생략>

헌법재판소 1992. 12. 24. 선고 90헌마158 결정

유죄의 형사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원의 종국적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이

다.] 이에 대하여는 본안전제소요건[심판청구요건]을 흠결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2. 만약 그렇게 보지 않으면, 가령 대법원 판결에 불복해 헌법재판소에 그 

재판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게 되어, 사실상 3심제가 4심제로 운영되는 

폐단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제3심 법원 헌법재판소

제2심 법원

제1심 법원

상고

항소

헌법소원?

예외

그러나 법원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했다면, 그러한 재

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다음 사건을 봅시다.

1. 사건의 개요

헌법재판소 1997. 12. 24. 선고 96헌마172 결정

청구인은 <생략> 이 사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생략> 상고심에 계속 중

인 1995. 11. 30.에, 헌법재판소는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조항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경우를 그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세액이 그 본문의 기준시가에 의한 세액을 초과하

는 경우까지를 포함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

정(94헌바40, 95헌바13 병합)을 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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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대법원은 1996. 4. 9. 헌법재판소의 위 법령조항들에 대한 한정위헌결정에도 불

구하고 위 법률조항들이 헌법상의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

하는 유효한 규정이라고 본 끝에 <생략>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95누11405)

을 선고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1996. 5. 6. <생략> 대법원[이] <생략>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생략> 대법원 1996. 4. 9. 선고, 

95누11405 판결의 위헌선언 [등]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96헌마172)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생략> 대법원 1996. 4. 9. 선고, 95누11405 판결(이하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이라 함)[등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의 여부[이다.]

3. 주문

<생략> 2. 대법원 1996. 4. 9. 선고, 95누11405 판결은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

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생략>

4. 이유

헌법재판소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에는 단순위헌결정은 물론, 한정합헌, 한정위헌결정

과 헌법불합치결정도 포함되고 이들은 모두 당연히 기속력을 가진다. <생략> 이 사건 대

법원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한정위헌결정을 선고함으로써 이

미 부분적으로 그 효력이 상실된 법률조항을 적용한 것으로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

하는 재판임이 분명하므로 <생략> 이에 대한 헌법소원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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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작용 2: 공권력불행사
Exertion of Governmental Power by Ommission

무위하면서 다스린 분이 바로 순 임금이다. - 공자

개념

공권력행사와 공권력불행사

1. 공권력작용이 작위(commission)로 나타나면 공권력행사

2. 공권력작용이 부작위(omission)로 나타나면 공권력불행사

공권력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

공권력불행사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가능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청구 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不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

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생략>

심판청구 취지

1. 공권력행사에 대해서는 취소(revocation)를 구하는 것입니다.

2. 공권력불행사에 대해서는 위헌확인(confirmation)을 구하는 것입니다.

제75조(인용결정) ③ <생략> 헌법재판소는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를 

취소하거나 그 불행사가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다.

입법부작위

입법부작위의 개념 

입법부작위(legislative omissions)란, 쉽게 말해 법을 만들어야 하는데도 법

을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1. (국회)입법부작위: 입법부가 법률을 만들지 않는 겁니다.

2. 행정입법부작위: 행정부가 행정입법을 하지 않는 겁니다.

종류

1. 진정 입법부작위: 어떤 입법의무가 있다면, 일단 법을 만들어야 하는 건 

당연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는 걸 진정 입법부작위라 합니다. 입법권의 

불행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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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진정 입법부작위: 어떤 입법의무가 있다면, 내용적으로도 그 사항을 

충분하고 공정하게 정해 놔야 합니다. 법 자체는 만들었는데, 내용적으

로 이렇게 하지 않는 걸 부진정 입법부작위라 합니다. 결함이 있는 입법

권 행사입니다. 

헌법재판소 1996. 10. 4. 선고 94헌마108 결정

넓은 의미의 "입법부작위"에는, ① 입법자가 헌법상 입법의무가 있는 어떤 사항에 관하

여 전혀 입법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입법행위의 흠결(L cke)[(gap)]이 있는 경우"(즉, 

입법권의 불행사)와 ② 입법자가 어떤 사항에 관하여 입법은 하였으나 그 입법의 내용·

범위·절차 등이 당해 사항을 불완전, 불충분 또는 불공정하게 규율함으로써"입법행위

에 결함(Fehler)[(fault)]이 있는 경우"(즉, 결함이 있는 입법권의 행사)가 있는데, 일반

적으로 전자[입법권의 불행사]를 진정입법부작위, 후자[결함이 있는 입법권의 행사]를 

부진정입법부작위라고 부르고 있다.

제대로 입법한 경우

일반적인 입법

진정입법부작위 경우

진정입법부작위는 공권력의 불행사(omission, lack)입니다.

입법권 불행사

1. A가 어떤 보상을 받고 싶은데 관련 법률 자체가 아예 없다면, 진정입법

부작위로서 공권력의 불행사입니다.

2. 그런데 입법부작위 개념 자체가 "입법의무가 있는데도 입법하지 않는 것"

이라 했습니다. 뒤집어 말해, 입법의무 없다면 입법부작위가 아닙니다.

3. 따라서 심판대상이냐 아니냐의 핵심은 입법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러한 입법의무가 인정되지 않으면, 심판대상 요건 불비입니다. 따라서 

기각이 아니라, 각하라는 점을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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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3. 9. 27. 선고 89헌마248 결정

진정입법부작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려면 [다음과 같아야 한다. ①] 헌법에서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법령에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는데도 입법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이

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여야 한다.] 또는 [②]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

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점으로도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부진정입법부작위 경우

부진정입법부작위는 공권력의 불행사가 아니라 공권력의 잘못된 행사(com-

mission, fault)입니다.

결함 있는 입법

1. A가 어떤 보상을 받고 싶은데 관련 법률에서 B, C에 대한 보상은 규정한 

반면 A에 대한 보상은 규정이 없다고 합시다. 이것은 부진정입법부작위

입니다. 즉, 공권력의 불행사가 아니라 행사입니다. 입법을 "안 한" 것이 

아니라, A에게 보상하지 "않기로" 입법을 한 셈이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 1996. 11. 28. 선고 93헌마258 결정

이른바 "부진정 부작위"에 해당할 뿐이므로 입법부작위위헌확인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

니한다. <생략> 그렇다면 입법부작위위헌확인을 구하는 청구인의 이사건 심판청구는 부

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2. 물론, 부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해 아예 헌법소원이 불가능하다는 말은 아

닙니다. 심판대상과 청구취지를 정확히 써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심

판대상을 공권력불행사가 아니라 공권력행사로 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 1993. 9. 27. 선고 89헌마248 결정

부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하여 재판상 다툴 경우에는 그 입법규정, 즉 이 사건의 경우에는 

의료법 부칙 제3항[법령]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하여 그것이 헌법위반이라는 적극적인 헌

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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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작위

행정부작위의 개념

쉽게 말해 행정청이 처분을 해야 하는데 하지 않는 것입니다.

행정권 불행사

구별개념

1. 신청에 무응답하는 것이 (진정)행정부작위입니다.

2. 신청에 대해 "그러한 처분을 하지 않겠다"고 표명하는 것이 거부처분입

니다.

(진정)행정부작위의 경우

공권력의 "불행사(omission)"입니다.

1. 입법부작위와 마찬가지로 핵심은 작위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2. 없다면 행정부작위가 아니므로 각하입니다. 

거부처분의 경우

공권력의 불행사가 아니라 소극적인 "행사(commission)"입니다.

거부 행정

1. 어떤 처분을 내려 달라고 신청했는데 거절당했습니다. 이것은 거부처분

입니다. 공권력의 행사입니다.

헌법재판소 1993. 5. 10. 선고 93헌마92 결정

청구인[박XX]은 피청구인[충남지방경찰청장]에 대하여 위 망 박OO의 사망을 순직으

로 처리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원을 하였[다. 그러나 청구인 박XX는] 피청구인으로부터 

1991.7.10. 위 망인에 대한 변사처리는 당연한 처분이라는 회시를 받[았다.]

이 사건 피청구인의 거부처분은 공권력의 행사임이 명백하므로 청구인으로서는 <생략

> 공권력의 불행사를 이유로 부작위위헌확인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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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물론, 거부처분에 대해 헌법소원이 불가능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심판대

상과 청구취지를 정확히 구성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사건 피청구인의 거부처분은 공권력의 행사임이 명백하므로 청구인으로서는 그 거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으로 족한 것이[다.]

다만 만약 항고소송이 가능한 사안이라면, 헌법소원 대신 항고소송으로 처리하

는 게 옳겠죠. 그 이유는 아래에서 볼 보충성 요건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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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성
Subsidiarity

적을 공격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최후의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 - 손자

개념

사례

운전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부적법합니다. 그 이유는 다른 구제수단(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이 있기 때

문입니다.

분석

1. 이와 같이 다른 구제수단이 있다면 먼저 이를 거쳐야 하고,

2. 그래도 구제를 받지 못하면, 비로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헌법소원의 보충성(subsidiarity)이라 합니다. 

법원

심판
대상

당사자 당사자

기타

보충성

제68조(청구 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不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

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

할 수 있다.

취지

만약 다른 법률에 있는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헌법소원심판을 청

구했다면, 원칙적으로 부적법하여 각하해야 합니다. 이렇게 제한을 건 이유

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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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헌법소원은 기본권침해에 대한 최후의 구제수단입니다.

2. 보충성 요건이 없다면 헌법소원의 남용 우려가 있습니다.

사례

사건의 개요

헌법재판소 2010. 3. 2. 선고 2010헌마49 결정

청구인은 청구외 주식회사 □□텔레콤 및 전·현직 대표이사 남○, 정○재를 특허법위

반 혐의로 고소하였[다. 그러나] 피청구인[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은 <생략> 불기소

처분<생략>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항고 [등을 거쳐] 위 불기소처분으

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한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

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 

하더라도 다른 법률이 정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야 비로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할 수 있다.

청구인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여 그 당부를 다

툴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헌

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였다.

예외

다른 구제절차가 없는 경우

헌법재판소 1999. 5. 27. 선고 97헌마137 결정

미결수용자에게 재소자용 의류를 입게 한 행위에 대해 곧바로 청구된 헌법소원에서 보

충성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적극)

행형법[(현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해당)의] <생략> 청원제도는 

그 처리기관이나 절차 및 효력면에서 권리구제절차로서는 불충분하고 우회적인 제도[이

다.그러]므로 헌법소원에 앞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사전구제절차라고 보기는 어[렵다.]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외에 달리 효과적인 구제방법이 없[다. 그러]므로 보충성의 원

칙에 대한 예외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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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구제절차를 거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헌법재판소 1995. 12. 8. 선고 91헌마80 결정

이 사건 진압명령은 특정 일시의 특정 집회와 관련된 시위의 진압을 내용으로 하는 것

[이다.] 이 사건 심판청구 당시에 이미 청구인 등에 의하여 그 실행이 완료된 것이다.

이 사건 진압명령에 대한 행정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다 하여 각하될 가능성이 매우 크[

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구제절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권리구제의 기대가능성이 없고 다

만 기본권 침해를 당한 자에게 불필요한 우회절차를 강요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따

라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의 예외의 경우에 해당[한다.] 

이 사건 진압명령에 대한 심판청구부분은 권리구제절차를 밟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

도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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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성
Necessity

토끼를 발견하고 머리를 돌이켜 사냥개를 시켜도 늦지를 않은 것이고, 양이 달아난 뒤 

다시 우리를 고쳐도 늦질 않다. - 유향, ≪전국책≫

개념

사례

이미 폐지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부적법합니다. 그 

이유는 심판을 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분석

이와 같이 헌법소원을 하는 것이 권리구제에 과연 필요한지 여부를 권리보호

의 필요성(necessity)이라고 합니다. 

법원

심판
대상

당사자 당사자

기타

필요성

사례

관련조항(현행법)

공직선거법

제56조(기탁금) ①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등록신청 시에 후보자 1명마다 다음 각 

호의 기탁금을 <생략>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생략>

2. 국회의원선거는 1천500만원

제57조(기탁금의 반환 등) ①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

액을 선거일 후 30일 이내에 기탁자에게 반환한다. 이 경우 반환하지 아니하는 기탁금

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1.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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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생략>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 전액

나. 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

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사건의 개요

헌법재판소 2001. 10. 25. 선고 2000헌마377 결정

청구인은 2000. 4. 13. 실시된 제16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기탁금을 내고] 부산광역

시 금정구 선거구에 무소속후보로 출마하였[다. 그러나] 유효투표총수 110,088표 중 

13,249표를 얻고 5명의 후보자 중 2위를 하여 낙선[하였다.]

청구인은 기탁금반환요건[당시로서는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규정한 공

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조항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하

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청구인은] 2000. 6.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2001. 7. 19. 헌법재판소는 <생략> [이미] 위헌결정을 하였[다. 그리고] 이에 따라 

2001. 10. 8. <생략> 개정공선법에서는 <생략> 지역구국회의원의 경우 기탁금반환요

건을 후보자의 득표수가 <생략>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인 때로 완화하는 규

정을 신설하였다.

이 사건 헌법소원이 제기된 후 심판대상조항이 개정되어 더 이상 청구인에게 적용될 여

지가 없게 되었[다. 그리고] 가사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이 선고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결정만으로는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장래효에 비추어 기탁금의 반

환 및 선거비용의 보전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주관적 권리구제에 도움을 주기 어[렵다. 

따라서] 어느모로 보나 청구인의 주관적인 권리구제를 위하여는 본안에 관하여 심판할 

이익이 없[다.]

예외

사건의 개요

헌법재판소 1992. 1. 28. 선고 91헌마111 결정

청구인이<생략> 유치장에 수감되어 있던 중 <생략> 그의 변호인인 조OO 변호사 및 그

의 처 김XX와의 접견을 동시에 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 때 국가안전기획부 직원(수사

관) 5인이 접견에 참여하여 가까이서 지켜 보면서 그들의 대화내용을 듣고 또 이를 기록

하기도 하고 만나고 있는 장면을 사진을 찍기도 하[였다.] 변호인이 이에 항의하[였으나] 

<생략> [위 직원들은] 변호인의 요구를 거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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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국가안전기획부 수사관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헌법 제12조 제2항이 신체구속

을 당한 사람에게 보장하고 있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

다. 청구인은] 1991. 6. 26.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를 하였[다.]

주문

1. 청구인이 1991.6.14. 17시부터 그날 18시경까지 국가안전기획부 면회실에서, 그의 

변호인과 접견할 때 피청구인 소속직원(수사관)이 참여하여 대화내용을 듣거나 기록한 

것은 헌법 제12조 제4항이 규정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위헌

임을 확인한다. <생략>

이유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 침해행위가 이미 종료하여서 이를 취소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헌

법소원이 주관적 권리구제에는 별 도움이 안[된다고 하자.]

[그러한] 경우라도 [①] 그러한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②] 당해분

쟁의 해결이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경우에는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해야 한다. 즉,] 이미 종료

한 침해행위가 위헌이었음을 선언적 의미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의의

주관적 필요성

1. 주관적 필요성을 "주관적 심판청구 이익"이라 합니다.

2. 헌법소원 제도는 개인의 기본권 구제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단순히 '필요

성'이나 '심판청구 이익'이라 하면 이것을 의미합니다.

객관적 필요성

1. 객관적 필요성을 "객관적 심판청구 이익"이라 합니다.

2. 헌법소원 제도는 국가의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권리

보호이익이 없더라도 객관적으로 심판을 청구할 이익이 있는 예외를 인

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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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기간
Period of Quest

기회는 새와 같은 것, 날아가기 전에 꼭 잡아라. - Friedrich Schiller

개념

사례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의 공권력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부적법한데, 그 이유는 청구기간을 도과했기 때문입니다.

분석

이와 같이 어떠한 사안에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허용되는 기간을 청구기간

(period of request)이라 합니다.

각종 기간들은 실무상 매우 중요합니다. 

법원

심판
대상

당사자 당사자

기타

청구기간

다른 구제절차가 없는 경우

상황

보충성 원칙의 예외를 기억해 봅시다. 곧바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할 수도 있

다고 했습니다. 이런 경우를 봅시다.

제69조(청구기간) ①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

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생략>

객관적 기간

1. 원칙: 헌법소원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심판청구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있는 날"이란, 공권력행사로 기본권이 침해된 시점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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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외: 1년을 도과했더라도, 기간도과에 정당한(reasonable) 사유가 있

다면, 심판청구가 가능합니다.

제40조(준용규정) ① <생략>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의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을 

함께 준용한다.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 ②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생략>을 경과하면 이를 제

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헌법재판소 2001. 12. 20. 선고 2001헌마39 결정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이 비록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생략> [현행법상 1년]의 청

구기간을 경과하여서 한 것이라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해야 

한다. 그것이] 헌법소원제도의 취지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행정소

송법 제20조 제2항 단서에 부합하는 해석이라 할 것이[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다투는 헌법소원의 심판에 있어서 청구인이 특별한 과실 없이 불

기소처분이 있은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래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

다. 그런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주관적 기간

1. 원칙: 헌법소원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해

야 합니다.

2. 예외: 현행법상 위 90일은 불변기간입니다. "따라서" 기간도과가 청구

인의 책임 없는(blameless) 사유로 인한 것이었다면, 심판청구가 가능

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40조(준용규정) ①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

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고, 권한쟁의심

판 및 헌법소원심판의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을 함께 준용한다.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 ①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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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173조(소송행위의 추후보완) ①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

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

를 보완할 수 있다. <생략>

불변기간 도과 후의 보완을 "추후보완(complement)", 줄여서 추완이라 합니

다. 즉, 책임 없는 사유로 90일을 도과했다면, 추완심판청구가 허용됩니다.

정당한 사유와 책임 없는 사유의 구별

1. 책임 없는(blameless) 사유

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4두9951 판결

여기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

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말한다.

2. 정당한(reasonable) 사유

헌법재판소 2001. 12. 20. 선고 2001헌마39 결정

여기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청구기간 도과의 원인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지연된 

심판청구를 허용하는 것이 사회통념상으로 보아 상당한 경우를 뜻하는 것[이다.]

민사소송법 제160조(불변기간)의 "당사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나 행정심판법 

제18조 제2항 소정의 "천재, 지변, 전쟁, 사변 그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보다는 넓은 

개념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천재 기타 피할 수 없는 사정과 같은 객관

적 불능의 사유와 이에 준할 수 있는 사유뿐만 아니라 일반적 주의를 다하여도 그 기간

을 준수할 수 없는 사유를 포함한[다.]

소결

원칙적으로 주관적, 객관적 기간을 모두 충족해야만 비로소 심판청구가 적

법합니다.

헌법재판소 2004. 4. 29. 선고 2004헌마93 결정

<생략> 안 날부터 90일 이내의 기간과 <생략>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의 기간을 모두 준

수하여야 적법한 청구가 [된다.] 그 중 어느 하나라도 경과하면 부적법한 청구가 된다.

객관적 기간 주관적 기간

기산점 사유가 있은 날 사유 있음을 안 날

기간 1년 90일

예외 정당한 사유 있는 때 책임 없는 사유 있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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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구제절차를 거친 경우

상황

보충성 원칙 때문에, 원래 다른 구제절차를 거친 다음에 헌법소원심판청구

를 해야 합니다.

제69조(청구기간) ①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

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

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

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기간

1. 원칙: 그 구제절차의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

야 합니다.

2. 예외: 위 30일은 불변기간입니다. "따라서" 기간도과가 청구인의 책임 없

는(blameless) 사유로 인한 것이었다면, 심판청구가 가능합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 ①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

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다른 구제절차의 적법

다른 구제절차를 거친 것 자체가 적법해야 비로소 위 기간이 의미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1993. 7. 29. 선고 91헌마47 결정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는 적법한 구제절차임을 전제로 한다. 그것은 만약 그렇게 

보지 아니하면 청구인이 일부러 부적법한 구제절차를 거침으로써 부당하게 청구기간

을 연장할 수 있게 되어 청구기간 한정의 취지를 몰각시켜 버릴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구제절차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행정소송사항이 아니

라는 이유로 소 각하의 판결을 받은 경우는 물론, 행정소송사항에 해당하더라도 제소기

간 등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소 각하의 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모두 마찬가

지다. 즉,]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각하판결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 정한 30일의 청구기간을 적용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다. [이미 청구

기간이 도과한 것으로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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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사건의 개요

헌법재판소 2005. 5. 26. 선고 99헌마513 결정

청구인들은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당시 자신들이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에 날인함으로

써 만들어진 열 손가락의 지문정보를 피청구인 경찰청장<생략>이 보관·전산화하고 이

를 범죄수사목적에 이용하는 공권력행사로 인하여 <생략>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침

해받았다고 주장[한다. 청구인들은] 1999. 9. 1.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

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주문

<생략> 2. 위 청구인들의 나머지 심판청구와 청구인 오○익, 같은 홍○만의 심판청구

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경찰청장은 <생략> 청구기간이 도과하였다고 주장[한다.] <생략> [그러나] 경찰청장의 

보관 등 행위는 위와 같이 각 보관 또는 전산화한 날 이후 청구인 오○익 등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시점까지 계속되고 있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계속되는 권력적 사실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이 부분 심판청구의 경우 청구기간 도과의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적법하다.]

[그러나] 이 사건 지문날인제도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

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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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강제주의
Mandatory Representatives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의 실현을 사명으로 한다. 

- <변호사윤리장전>

개념

법원

심판
대상

당사자 당사자

기타

변호사강제주의

1. 변호사를 쓰지 않은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한데, 그 이유는 변호사

강제주의에 위반했기 때문입니다.

2. 이와 같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으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이를 변호사강제주의(mandatory representatives)라 

합니다.

제25조(대표자·대리인) ③ 각종 심판절차에서 당사자인 사인(私人)은 변호사를 대리인

으로 선임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 수행을 하지 못한다. 다만, 그가 변호

사의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의의

헌법재판소 2010. 3. 25. 선고 2008헌마439 결정

변호사 강제주의는 법률지식이 불충분한 당사자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구제를 보장[한

다. 그리고] 당사자를 설득하여 승소의 가망이 없는 헌법재판의 청구를 자제시[킨다. 또

한,] 헌법재판에서의 주장과 자료를 정리, 개발하고 객관화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그

리하여] 재판소와 관계 당사자 모두가 시간, 노력, 비용을 절감하여 헌법재판의 질적 향

상을 가져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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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대리인제도

헌법소원의 경우

1. 헌법소원은 반드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써야 하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

을 위해 국선대리인 제도가 있습니다.

제70조(국선대리인) 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는 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자력(資力)이 없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 국선대리인[court-appointed representa-

tive]을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생략>

2. 선임절차에 시간이 걸립니다. 청구기간에 특칙이 있습니다.

제70조(국선대리인) ① <생략> 이 경우 제69조에 따른 청구기간은 국선대리인의 선임

신청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정한다.

민사소송과의 비교

1. 민사소송은 소송대리인(litigation representative)을 써도 되고 쓰지 않

아도 됩니다. 소송대리인 없이 진행하는 소송을 본인소송이라 합니다.

2. 대신, 소송대리인을 쓰려면 변호사(attorney-at-law)만 써야 합니다.

3. 단, 소액사건 등에는 가족도 소송대리를 할 수 있는 등 예외가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싶지만 자력이 부족한 경우를 위해 소

송구조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28조(구조의 요건) ① 법원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소송구조(訴訟救助)를 할 수 있다. 다만,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형사소송과의 비교

1. 형사소송도 변호인(counsel)을 써도 되고 쓰지 않아도 됩니다.

2. 대신, 변호인을 쓰려면 원칙적으로 변호사만 쓸 수 있습니다.

3. 한편, 구속사건 등 일정한 경우에는 반드시 변호인이 있어야 합니다.

형사소송에서는, 변호인을 선임하고 싶지만 자력이 부족한 경우를 위해 국선변

호인(court-appointed counsel)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조(국선변호인) ② 법원은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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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소송 소송요건
Litigation Requirement of Revocation Trial

행정법은 구체화된 헌법이다. - Fritz Werner

취소소송의 개념

항고소송 중 대표적 유형

처분등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그 처분등이 위법한지 여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하여 구제를 받는 제도입니다. 항고소송 중 대표격입니다.

헌법소원과 항고소송의 비교

헌법소원과 항고소송은 모두 어떤 공권력작용에 대해 불복하여 개인을 구제

하고 사회의 법질서를 수호한다는 점에서 통합니다.

1. 헌법소원은 일반 공권력행사·불행사를 다툽니다.

2. 항고소송은 처분·부작위를 다툽니다. 

국가기관 행정청

기본권
주체

권리
주체

공권력행사
공권력불행사

취소
위헌확인

취소
위법확인

처분등
부작위

이렇게 다소 차이가 있지만, 결국 처분·부작위도 널리 공권력작용이 구체화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세부적인 차이는 있지만 소송요건(심판청구요건)

의 큰 틀은 같습니다. 요건을 대응하며 이해하면 좋습니다.

처분의 4유형

유리·불리에 따른 구별

1. 불리한 것을 침익처분(harm dispostion)이라 합니다. 가령, 영업정지

처분이 있습니다.

2. 유리한 것을 수익처분(benefit disposition)이라 합니다. 가령, 건축허

가처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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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행정청이 처분을 거부하는 것을 거부처분이라 합니다. 가령, 건축허가신

청의 거부가 있습니다.

직접상대방·제3자에 따른 구별

1. 처분은 직접 상대방(other party)에게 효과를 미치기도 합니다.

2. 처분이 제3자(third party)에게 효과를 미치기도 합니다.

제1유형: 침익처분(방어소송) 

행정청

갑

침익

"처분 취소"

1. 갑(other party)에게 침익(harm)처분을 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갑에게 영업정지처분을 했다고 합시다.

2. 갑은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를 방어소송(protect litigation)

이라 합니다. 예를 들어, 갑은 영업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소소송

을 제기하려 합니다. 

제2유형: 수익처분의 거부(요구소송)

행정청

갑

수익수익

"거부처분 취소"

1. 갑(other party)이 자신에게 수익(benefit)처분을 해달라는 신청을 하였

으나 행정청이 거부처분을 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갑의 건축허가

신청에 대해 거부처분을 했다고 합시다.

2. 갑은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를 요구소송(demand lit-

igation)이라 합니다. 예를 들어, 갑은 건축허가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

는 취소소송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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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유형: 침익적 제3자효 처분(제3자 방어소송) 

행정청

갑 을

침익

"처분 취소"

1. 갑에게 어떤 수익처분을 하자 을(third party)에게 불리한 결과(harm)

가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갑에게 건축허가처분이 나서, 인근 

지역에 사는 을의 음용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다고 합시다.

2. 을은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자 합니다. 제3자 방어소송(third party 

protect litigation)이라 합니다.

제4유형: 수익적 제3자효 처분의 거부(제3자 요구소송)

행정청

갑 을

수익수익

"거부처분 취소"

1. 을(third party)이 유리한 결과(benefit)를 얻기 위해 갑에 어떤 처분을 

해달라는 신청을 했으나 행정청이 거부를 하는 경우입니다. 가령, 갑의 

퇴폐업소가 불만인 학부모 을이 행정청에 갑에 대한 영업취소처분을 요

구했으나, 거부했다고 합시다. 

2. 을은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고자 합니다. 제3자 요구소송(third party 

demand litigation)이라 합니다.

구별실익이 있습니다. 차차 봅시다.

침익 효과 수익 효과

직접상대방에게
[제1유형] 침익처분

→ 직접상대방이 방어소송

[제2유형] 수익처분

→ 직접상대방이 요구소송

제3자에게
[제3유형] 침익적 제3자효 처분

→ 제3자가 방어소송

[제4유형] 수익적 제3자효 처분

→ 제3자가 요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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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관하여

재판권·관할권(jurisdiction)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행정소송 사건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법원을 행정법원이라 합니다.

당사자에 관하여

구분

1. 당사자능력(admissibility)으로서 원고에게는 원고능력, 피고에게는 피

고능력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2. 당사자적격(standing)으로서 원고에게는 원고적격(standing to sue), 

피고에게는 피고적격(standing to be sued)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3. 원고가 권리 제한을 받아야 합니다.

참고사항

1. 당사자능력은 민사소송에서 원고가 될 수 있는 사람이나 단체라면 행정

소송에서도 인정됩니다. 따라서 당사자능력은 취소소송에서 특별히 문

제되지 않습니다.

2. 이에 비해 당사자적격은 이론상·실무상 적용범위에 관한 해석이 분분하

고, 그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3. 한편, 원고의 권리 제한 여부는 당사자적격 부분에 녹아 있기 때문에, 따

로 살피지는 않겠습니다.

심판대상에 관하여

처분등(disposition, etc.)이어야 합니다. 즉, 처분(disposition) 또는 재결

(ruling)이어야 합니다.

"소제기의 대상이 될 자격이 있는가?"란 의미에서, 대상적격 문제라고 합니다.

기타

그 밖에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였거나, 성질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해석되는 요

건들이 있습니다.

가령,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하는 경우도 있

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행정심판청구 없이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소제기

가 부적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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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취소소송 소송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시키지 못하면, 그 소제기는 원칙적

으로 부적법합니다. 주로 문제되는 요건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

심판
대상

당사자 당사자

기타

제소기간
행전심판전치

관할

처분등

원고적격 피고적격

1. 원고적격 [당사자]

2. 피고적격 [당사자]

3. 처분등 [심판대상]

4. 제소기간 [기타]

5. 행정심판전치 [기타]

6. 관할 [법원]

이제 위의 각 요건들을 분석할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만

약 너무 어렵다면, 일단 그 다음에 있는 권한쟁의 심판청구요건으로 넘어가시

기 바랍니다.



145제2강  소송요건론 PART 1

원고적격
Standing to Sue

개는 쥐를 물어서는 안 된다. - 중국 속담

개념

사례

새만금간척사업에 관해 아무 관련도 없는 서울 시민이 원고가 되어 취소소

송을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합니다. 그 이유는 원고적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분석

이와 같이 원고로서 소송을 수행하고 판결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자격을 원

고적격(standing to sue)이라 합니다. 쉽게 말해 해당 사건의 원고로 적합

하다는 자격입니다. 이는 권리 침해와 원고 사이에 관련성(relevance)이 있

는가의 문제입니다.  

법원

심판
대상

당사자 당사자

기타

원고적격

행정소송법

제12조(원고적격) 취소소송은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처분등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등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

도 그 처분등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또한 같다.

1. 이론상으로는 처분으로 권리를 침해받는다는 주장·가능성, 곧 권리의 '

제한'이 있는지 여부의 문제입니다.

권리제한 권리침해

각하 기각

인용
○ ○

× ×

본안전판단 본안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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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제한이 정당화되지 않아 위법한 것은 권리의 실제 "침해"입니다.

청구인용 청구기각 소각하

권리 제한 ○ ×

소송요건 구비 (적법) 불비 (부적법)

권리 침해 ○ ×

원고 승패 승소 패소

2. 실정법상으로는, 취소에 관해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문제입니다. 법률

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곧 사건과의 관련성을 인정받습니다.

4유형별 구조

침익처분

침익처분의 직접상대방에겐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당연히 인정됩니다.

수익처분의 거부

요구하는 수익처분의 상대방이 될 자라면, 거부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

익이 당연 인정됩니다.

제3자효를 갖는 처분

인근주민이나 경쟁업자에게 원고적격이 인정되는지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처분의 취소를 구할 때에는, 일률적으로 말

할 수 없습니다.

1.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 1990. 8. 14. 선고 89누7900 판결

이 사건 건물의 4, 5층 일부에 객실을 설비할 수 있도록 숙박업구조변경허가[가 나왔다. 

이로써] 그곳으로부터 50미터 내지 700미터 정도의 거리에서 여관을 경영하는 원고들

이 받게 될 불이익[이 있다. 이러한 불이익]은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인 불이익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것만으로는 원고들에게 위 숙박업구조변경허가처분의 무

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소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법률상 이익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두14001 판결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

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

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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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공익보호의 결

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간접적·추상적 이익이 생기는 경우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러한] 제3자는, 자신의 환경상 이익이 <생략> [위와 같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임을 

입증하여야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침익 효과 수익 효과

직접상대방에게

[제1유형] 침익처분

→ 직접상대방이 방어소송

원고적격 ○

[제2유형] 수익처분

→ 직접상대방이 요구소송

원고적격 ○

제3자에게

[제3유형] 침익적 제3자효 처분

→ 제3자가 방어소송

원고적격 △

[제4유형] 수익적 제3자효 처분

→ 제3자가 요구소송

원고적격 △

법령이 처분의 영향권 범위를 규정한 경우

전제상황

결국 제3자효를 갖는 처분이 문제입니다. 재미난 법리가 있습니다.

그 행정처분의 근거 법규 또는 관련 법규에 그 처분으로써 이루어지는 행위 등 사업으로 

인하여 환경상 침해를 받으리라고 예상되는 영향권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

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다.]

영향권 내의 주민들

그 영향권 내의 주민들에 대하여는 당해 처분으로 인하여 직접적이고 중대한 환경피해

를 입으리라고 예상할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환경상의 이익은 주민 개개인에 대

하여 개별적으로 보호되는 직접적·구체적 이익[이다.] 그들에 대하여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있는 것으로 사실상 추정되어 법률

상 보호되는 이익으로 인정[된다. 이]로써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영향권 밖의 주민들

그 영향권 밖의 주민들은 당해 처분으로 인하여 그 처분 전과 비교하여 수인한도를 넘

는 환경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다는 자신의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있음을 증명하여야만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으로 인정되[된다. 그래야] 원고적격

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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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등이 이미 소멸한 경우

처분등이 이미 소멸한 경우, 법률상 이익은 인정될 수도, 인정되지 않을 수

도 있습니다.

원칙

1. 처분을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2. 기본적으로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습니다. 즉, 원고적격이 없

습니다.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누14978 판결

임기 만료된 지방의회의원이 군의회를 상대로 한 의원제명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한다

고 하더라도 군의회 의원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할 수는 없[다.] <생략> 법률상의 이익

이 없[다.]

예외

1. 그러나 이미 소멸한 처분이라도 가령 이를 취소하지 않을 경우 후행처분

에 불이익한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법원 2006. 6. 22. 선고 2003두1684 전원합의체 판결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 2］ 2. 개별기준 

(11)에서 평가대행자가 업무정지처분기간 중 신규계약에 의하여 환경영향평가대행업

무를 한 경우 1차 위반시 업무정지 6월을, 2차 위반시 등록취소를 각 명하는 것으로 규

정하고 있[다.]

2.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즉, 원고적격이 인정

될 수 있습니다.

제재적 행정처분의 가중사유나 전제요건에 관한 규정이 법령이 아니라 규칙의 형식으로 

되어 있다고 하[자. 그렇]더라도, 그러한 규칙이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는 이상 그 법적 

성질이 대외적·일반적 구속력을 갖는 법규명령인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관할 행정청이

나 담당공무원은 이를 준수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이들이 그 규칙에 정해진 바에 따

라 행정작용을 할 것이 당연히 예견[된다. 그리고] 그 결과 행정작용의 상대방인 국민으

로서는 그 규칙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부령인 시행규칙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선행처분을 가중사유 또

는 전제요건으로 하는 후행처분을 받을 우려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경우[라 한다. 그 

경우] 선행처분을 받은 상대방은 비록 그 처분에서 정한 제재기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

도 그 처분의 취소소송을 통하여 그러한 불이익을 제거할 권리보호의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러]므로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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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은 원래 당연히 법규성이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제재적 행정처

분의 기준을 정한 부분의 법규성에 다툼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법규성이 있

든 없든 어쨌든 간에, 현실적으로 그 기준에 따라 처리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러한 현실적인 면을 고려한 것입니다.

사례

사건의 개요

대법원 1998. 9. 22. 선고 97누19571 판결

[한국전력공사가] <생략> 양수발전소 1 내지 4호기<생략> 구 환경보전법<생략>상의 환

경영향평가를 마치고 <생략> 1995. 7. 6. 피고[당시 통상산업부장관]로부터 구 전원개

발에관한특례법<생략>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이하 '이 사

건 승인처분'이라 한다)을 얻[었다.]

[①] 원고 1 내지 4[는] 양수발전소건설사업구역 내에 토지와 주택을 소유한 자이[다.]

[②] 원고 5 내지 20[은] 하부댐 소재지 후천의 하류인 남대천에서 연어 등을 포획하

는 자이[다.]

[③] 원고 21 내지 67[은] 양수발전소건설사업에 관한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안의 주

민이[다.]

[④] 원고 68 내지 113[은] 상부댐과 하부댐 소재지 산에서 송이를 채취하는 주민 또는 

자연을 찾아 즐기거나 연구·보전하려는 산악인·생물학자·생태연구가·사진가·일

반시민·환경보호단체 등[이다.]

영향권 내의 주민들

[이 사건 승인처분의] 근거 법률[들]의 규정 취지는 <생략>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직접적

이고 중대한 환경피해를 입으리라고 예상되는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안의 주민들이 전

과 비교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침해를 받지 아니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

는 개별적 이익까지도 이를 보호하려는 데에 있[다.]

[그러므로,] 주민들이 위 승인처분과 관련하여 갖고 있는 위와 같은 환경상 이익은 <생

략>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안의 주민 개개인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보호되는 직접적·

구체적 이익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 사업으로 인하여 직접적이고 중대한 환경침해를 받게 되리라고 예상되는 환경

영향평가대상지역 안의 주민에게는 위 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

영향권 밖의 주민들

1.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밖의 주민의 환경상 이익과,



150 제2강  소송요건론 PART 1

2. 전원(power supply)개발사업구역 밖의 주민의 재산상 이익 등이 문제

됩니다.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밖의 주민·일반 국민·산악인·사진가·학자·환경보호단체 

등의 환경상 이익이나 전원(電源)개발사업구역 밖의 주민 등의 재산상 이익에 대하여

는 [어떠한가?] 

위 [1]항의 근거 법률에 이를 그들의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으로 보호하려는 내

용 및 취지를 가지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이들에게는 위와 같은 이익 침해를 이유로 전원(電源)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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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적격
Standing to Be Sued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 흘긴다. - 우리 속담

개념 

사례

운전면허정지처분에 대한 불복으로 피고를 OO경찰청장이 아니라 OO시장으

로 삼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건 부적법한데, 그 이유는 OO시장에게는 피고

적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법원

심판
대상

당사자 당사자

기타

피고적격

분석

이와 같이 피고로서 소송을 수행하고 판결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자격을 피

고적격(standing to be sued)이라 합니다. 쉽게 말해 해당 사건의 피고로 적

합하다는 자격입니다.

1. 이는 처분등과 피고 사이에 관련성(relevance)이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2. 실정법상으로는, 처분등을 하였거나 그 권한을 승계받았는지 여부의 문

제입니다. 처분등을 하였거나 처분권한을 승계한 행정청이 곧 사건과의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받습니다.

구조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심판대상이 처분이면, 피고적격은 그 처분을 한 행정청(처분청)에 있습니다. 

여기서 처분청이란 외부적으로 그 명의로 행한 행정청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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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처분권한이 있는지 여부는 상관이 없습니다. 실제 권한이 있는지는 본

안판단 단계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재결에 대한 취소소송

심판대상이 재결이면, 피고적격은 그 재결을 한 행정청(재결청)에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13조(피고적격) ① 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등[처분 및 

재결]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생략>

위임·위탁 문제

위임·위탁이 있을 경우

1.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이 있을 때는 공무수탁사인 법리에 따라 외부적

으로 수임청(위임을 받은 기관)·수탁청(위탁을 받은 기관) 자신의 명의

로 처분을 하게 됩니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임"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A]의 권한 중 일부를 그 보조기관 또는 하

급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B]에게 맡겨 그[B]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

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위탁"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A]의 권한 중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의 장[B]

에게 맡겨 그[B]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외부적으로도 수임청·수탁청이 처분청으로서 피고적격을 가집니다.

행정소송법

제2조(정의) ②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행정청에는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또

는 위탁을 받은 행정기관, 공공단체 및 그 기관 또는 사인이 포함된다.

내부위임이 있을 경우

"사실상" 해당 행정청(A)의 행위를 보조기관, 담당자 또는 하급행정기관이 처

리하되, 해당 행정청(A)의 명의로 행하는 것을 "내부위임"이라 합니다. 이러

한 내부위임은 앞서 본 위임·위탁과는 다릅니다.

1. 내부위임은 위임이 아닙니다. 내부위임의 경우, 일반적으로 위임 받은 기

관이 아니라 위임한 기관(위임청) 명의로 처분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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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곧 외부적으로 위임청이 처분청으로서 피고적격을 가집니다.

대법원 1991. 10. 8. 선고 91누520 판결

수임관청이 내부위임에 따라 위임관청의 이름으로 행한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

는 소송의 피고적격(=위임관청)

구청장이 서울특별시장의 이름으로 한 직위해제 및 파면처분에 대하여 구청장을 피고

로 한 소를 각하[해야 한다.]

관련 문제

1. 그런데 내부위임 사안에서, 착오로 수임청 명의로 처분을 하는 경우도 있

습니다. 수임청으로서는 권한 없이 처분을 한 셈이지요.

2. 그러나 어쨌든 외부적으로 수임청 명의로 처분을 한 이상, 수임청이 처분

청으로서 피고적격을 가집니다.

대법원 1991. 2. 22. 선고 90누5641 판결

행정처분을 행할 적법한 권한 있는 상급행정청으로부터 내부위임을 받은데 불과한 하

급행정청이 권한 없이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도 실제로 그 처분을 행한 하급행정청[수임

청]을 피고로 하여야 할 것이지 그 처분을 행할 적법한 권한 있는 상급행정청[위임청]을 

피고로 할 것이 아니[다.]

부산직할시장의 산하기관인 부산직할시 금강공원 관리사업소장이 한 공단사용료 부과

처분에 대하여 가사 위 사업소장이 부산직할시로부터 단순히 내부위임만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이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위 금강공원 관리사업소장을 피고로 하여야 한다.

소결

어느 경우든, 처분을 외부적으로 그의 명의로 행한 기관이 처분청으로 피고적

격을 갖게 된다는 점은 같습니다.

위임 내부위임

처분청 수임청 위임청 수임청

평가 정상 정상 착오

피고적격 처분청(=수임청) 처분청(=위임청) 처분청(=수임청)

예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1. 피고적격에 예외를 인정한 특별규정이 있다면 당연히 특별규정에 따릅니

다. 즉, 처분청이 아닌데도 피고적격을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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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13조(피고적격) ① 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등[처분 및 

재결]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생략>

2. 가령, 대통령이 어떤 국가공무원에게 징계처분을 했다고 합시다. 처분청

은 대통령입니다. 그런데도 그 취소소송은 처분청(대통령)이 아니라 소

속 장관을 상대로 해야 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16조(행정소송과의 관계) ②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을 다투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의 경우에는 소속 장관<생략>을 <생략> 피고로 한다.

처분 후 권한이 승계된 경우

행정소송법

제13조(피고적격) ① 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다만, 처분등이 있은 뒤에 그 처분등에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

정청에 승계된 때에는 이를 승계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대법원 2000. 11. 14. 선고 99두5481 판결

여기서 '그 처분 등에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때'라고 [의미는 무엇인

가?] 처분 등이 있은 뒤에 행정기구의 개혁, 행정주체의 합병·분리 등에 의하여 처분청

의 당해 권한이 타 행정청에 승계된 경우[를 말한다.] 뿐만 아니라 처분 등의 상대방인 

사인의 지위나 주소의 변경 등에 의하여 변경 전의 처분 등에 관한 행정청의 관할이 이

전된 경우 등[까지도 포함한다.]

처분청·재결청이 없게 된 때

제13조(피고적격)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청[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이 없게 된 때

에는 그 처분등에 관한 사무가 귀속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피고로 한다.

사례

사건의 개요

한국자산관리공사(Korea Asset Management Corporation; KAMCO)는 

부실채권 인수, 정리 및 기업구조조정, 국유재산관리 및 체납조세정리 등 업

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1962년 설립된 금융위원회 산하 공법인입니다.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누1757 판결

[인천]세무서장의 위임에 의하여 성업공사[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한 공매처분에 대하

여 <생략> [인천]세무서장을 상대로 그 공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 제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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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원심판결[본안판단으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2심 판결]을 파기한다.<생략> [소각

하 사안이다.]

이유

성업공사[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체납압류된 재산을 공매하는 것은 세무서장의 공매

권한 위임에 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성업공사[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한 

그 공매처분에 대한 취소 등의 항고소송을 제기[하려면] 수임청으로서 실제로 공매를 

행한 성업공사[현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피고로 하여야 [한다.] 위임청인 세무서장은 피

고적격이 없다.

[원고가] 피고 지정을 잘못하여 피고적격이 없는 세무서장을 상대로 그 공매처분의 취소

를 구하는 소송이 제기[되었다고 하자. 그러면] 법원으로서는 석명권을 행사하여 피고를 

성업공사[현 한국자산관리공사]로 경정하게 하여 소송을 진행하여야 한다.

결론

원칙 특별규정 권한승계 처분청 소멸

피고적격

처분청

(위임→수임청)

(내부위임→위임청)

소속 장관 등 승계청 국가·공공단체

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본문

제13조 

제1항 본문

제13조 

제1항 단서

제1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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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등
Disposition, etc.

누구나 화낼 줄은 안다. 그건 쉬운 일이다. 그러나 꼭 화를 내야 할 올바른 대상에게, 

올바른 정도껏, 올바른 때에, 올바른 목적을 위해, 올바른 방법으로 화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 Aristotle

개념

사례

행정청의 순수한 협조요청에 불복해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한데, 

그 이유는 협조요청이 처분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분석

이와 같이 취소를 구하고자 하는 대상 면에서, 심판을 받기 위해 필요한 자격

을 대상적격(reviewability)이라 합니다.

법원

심판
대상

당사자 당사자

기타

처분등

1. 쉽게 말해 해당 사건의 심판대상으로 적합하다는 자격입니다.

2. 실정법상으로는, 심판대상이 '처분등(처분 및 재결)'에 포함되는지의 문

제입니다.

행정소송법

제19조(취소소송의 대상) 취소소송은 처분등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재결취소소송의 경

우에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심판대상이 재결인 항고소송이 재결소송, 그 중에서도 취소소송이 재결취소소

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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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의 4요소

행정청의 일방적 행위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변동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 처

분입니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략>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하 "처분"이라 한다) <생략>

행정청의 행위

1. 행정청(intendance)의 행위여야 합니다.

2. 예를 들어, 사립학교 내지 학교법인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이 아니어서, 사

립학교 교원의 해임은 "처분"이 아닙니다.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누13707 판결

사립학교 교원은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에 의하여 임면되는 것으로서 사립학교 

교원과 학교법인의 관계를 공법상의 권력관계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사립학교 교원에 대

한 학교법인의 해임처분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으로 볼 수 없고, 따라

서 학교법인을 상대로 한 불복은 행정소송에 의할 수 없고 민사소송절차에 의할 것이다.

개별·구체성

1. 처분은 개별성·구체성(concreteness)을 갖춰야 합니다.

2. 이에 비해 법규(regulation)는, 누구에게나 적용된다는 일반성과 어떤 

사안이라도 그 요건에 해당하는 이상 적용된다는 추상성(abstractness)

을 갖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이 될 

수 없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09. 3. 19. 선고 2008구합41328 판결: 확정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사무소 명칭과 소재지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로 인해 지역주민

이 <생략>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할 수 

없[다.] 위 조례 규정은 일반적·추상적 규정에 불과하여 지역주민의 구체적인 권리·의

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행정처분이 아니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집행성

1. 처분은 집행성(execution)을 갖춰야 합니다.

2. 이에 비해 법규는 향후 행정청의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예정하기에, 일반

적으로 법규 스스로의 집행성은 없습니다. 이 점에서도 원칙적으로 법규

는 처분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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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가 처분이 될 수 없다는 말은, "일반적으로(generally)" 법규는 구체성과 

집행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만약 구체성과 집행성을 모두 갖춘 법규

가 있다면, 이 때는 예외적으로 법규라도 처분에 해당할 수 있지요.

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누8003 판결

[만약 어떠한] 조례가 집행행위의 개입 없이도 그 자체로서 [집행력을 갖추고] 직접 국

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등[개별성·구체성을 갖추는 등]

의 법률상 효과를 발생[한다면 어떠한가? 이] 경우 그 조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경기 가평군 가평읍 상색국민학교 두밀분교를 폐지하는 내용의 이 사건 조례는 위 두밀

분교의 취학아동과의 관계에서 영조물인 특정의 국민학교를 구체적으로 이용할 이익을 

직접적으로 상실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다.]

공권력작용

1. 처분은 공권력작용이어야 합니다. 행정청이 우월한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행하는 작용 정도로 이해하면 됩니다.

2. 예를 들어, 철거명령 자체가 아니라 자진철거 요청이라면 원칙적으로 우

월성·일방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처분이 될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누8883 판결

구청장이 도시재개발구역내의 건물소유자 갑에게 건물의 자진철거를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고 하[자. 그렇]더라도 그 공문의 제목이 지장물철거촉구로 되어 있어서 

철거명령이 아님이 분명하[다. 그리고] 행위의 주체면에서 구청장은 재개발구역내 지장

물의 철거를 요구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 공문의 내용도 갑에게 재개발사업에의 

협조를 요청함과 아울러 자발적으로 협조하지 아니하여 법에 따른 강제집행이 행하여짐

으로써 갑이 입을지도 모를 불이익에 대한 안내로 되어 있[다.] 구청장이 위 공문을 발송

한 후 갑으로부터 취소요청을 받고 ["]위 공문이 도시재개발법 제36조의 지장물이전요

구나 동 제35조 제2항에 따른 행정대집행법상의 강제철거지시가 아니고 자진철거의 협

조를 요청한 것["]이라고 회신[하였다.]

이러한 회신내용과 법치행정의 현실 및 일반적인 법의식수준에 비추어 [보자.] 외형상 

행정처분으로 오인될 염려가 있는 행정청의 행위가 존재함으로써 상대방이 입게 될 불

이익 내지 법적 불안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것이[다. 그러]므로 이를 행정소송의 대상

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거부처분의 3요소

처분을 내려달라는 신청을 행정청이 거부하는 것이 이른바 거부처분입니다. 

거부처분도 처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거부처분이 "처분"으로 인정받기 위

해 다음 3요소가 더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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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략>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하 "처분"이라 한다) <생략>

희망처분의 처분성

신청을 통해 발급받고자 하는 대상 역시 처분성을 가져야 합니다. 행정청에

게 어떤 행위(A)을 요구했으나 거부(B)됐다고 합시다. 다음은 "그 거부"에서 

"그" 부분을 해석한 결과입니다.

1. 만약 어떤 행위(A)가 처분이면 거부(B)도 처분일 수 있지만,

2. 반대로 만약 어떤 행위(A)가 처분이 아니면 거부(B)는 처분이 될 수 없

습니다.

법률관계 변동 

거부행위로 인해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변동이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인 처분

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청권

신청을 한 자에게 "신청권"이 있어야 합니다. 

1. 명시규정이 있든

2. 해석을 통해서든 간에,

어쨌든 신청한 자에게 법적으로 어떤 처분을 요구할 권리(신청권)가 있어야 

비로소 그 거부행위가 "처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누1378 판결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된

다고 하기 위하여는 국민이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

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권리에 의하지 아니한 국민의 신청[신

청권 없는 신청]을 행정청이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거부한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신청인

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그 거부행위를 가리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다.

도시계획법, 건축법, 도로법 등 관계 법령상 주민에게 도로상 장애물의 철거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 근거 법규가 없을 뿐 아니라 조리상 이를 인정할 수도 없[다.] 따

라서 행정청이 인접 토지 소유자의 장애물 철거요구를 거부한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

이 되는 거부처분에 해당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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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관계
변동

신청권

처분을
요구

거부처분

재결취소소송의 심판대상

문제점

어떤 처분이 행정심판을 거쳤다 합시다. 심판대상으로 다음 두 가지를 생각

할 수 있습니다.

1. 행정청의 처분,

2. 재결청의 재결

재결에 고유 위법이 있는 경우

만약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다면, 재결을 대상으로 하면 됩니다.

제19조(취소소송의 대상) 취소소송은 처분등[처분 및 재결]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재

결취소소송의 경우에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누17131 판결

원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재결청이 원처분을 취소하는 형

성재결을 한 경우에 그 원처분의 상대방은 그 재결에 대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고, 이 경우 재결은 원처분과 내용을 달리 하는 것이어서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원처분에 없는 재결 고유의 위법을 주장하는 것이 된다.

재결에 고유 위법이 없는 경우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없다면, 재결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따

라서 (원)처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누16901 판결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없는 경우에는 원처분의 당부와는 상관없이 당해 재결취소

소송은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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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를 들어, 1,000만 원의 과세처분이 행정심판(재결)을 통해 600만 원

으로 감액되었다고 합시다.

2. 그러나 아직도 불만인 납세자가 취소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재결이 아니라 처분을 다투어야 합니다. 재결로 인해 납세자는 적어도 종

전보다는 유리해졌으므로, 재결 자체를 다툴 의미가 없으며, 재결 고유

의 하자도 없기 때문입니다.

3. 다만, 이미 1,000만 원의 과세처분은 재결로 인해 효력이 없고, 처분은 

600만 원 부분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결론적으로 '600만 원의' '과세

처분'을 다투면 됩니다.

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누10768 판결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하는 경정처분[재결]은 당초 부과처분과 별개 독립의 과세처분

이 아니라 그 실질은 당초 부과처분의 변경이[다. 그리]고 그에 의하여 세액의 일부 취소

라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효과를 가져오는 처분이[다.]

[그러]므로, 그 경정결정[재결]으로도 아직 취소되지 아니하고 남아 있는 부분이 위법하

다 하여 다투는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은 당초의 부과처분 중 경정결정[재결]에 의하여 취

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다.] 경정결정[재결]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재결 대신 (원)처분을 다투게 하는 것을 "원처분주의"라 합니다.

예외

1. 다만, 어떤 사안은 특별히 처분 대신 재결을 다투게 하기도 합니다.

2. 예를 들어 심사관의 거절사정(거부처분)에 불복해 특허심판원의 심결(재

결)을 거쳤다고 합시다. 그 결과에도 불복하면, 취소소송으로 거절사정(

처분)이 아니라 심결(재결)을 다투어야 합니다.

특허법

제162조 (심결) ① 심판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결로써 이를 종결

한다.

제186조 (심결등에 대한 소) ⑥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소는 심결에 대한 

것이 아니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

이렇게 처분 대신 재결을 다투게 하는 것을 "재결주의"라 합니다.

사례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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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3. 10. 선고 2009두23617 판결

피고[서대전세무서장]는 2007. 3. 6. 원고 법률사무소에 출장하여 납세자 권리헌장, 청

렴서약서 등을 교부하고 이 사건 세무조사에 착수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원고의 반발로 

조사에 들어가지 못하였다. [원고는] 세무조사는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행정

청의 공권력적 행위이므로, 이는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다. 원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 등의 취소를 구하는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주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중 소각하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

에 환송한다.

이유

부과처분을 위한 과세관청의 질문조사권이 행해지는 세무조사결정이 있는 경우 납세의

무자는 세무공무원의 과세자료 수집을 위한 질문에 대답하고 검사를 수인하여야 할 법

적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세무조사는 기본적으로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위

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행하여져야 [한다.] 더욱이 동일한 세목 및 과세기

간에 대한 재조사는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과

세관청에 의한 자의적인 세무조사의 위험마저 있으므로 조세공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

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될 필요가 있[다.]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개개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조사 종료 후의 과세처분에 대하여만 다툴 수 있도

록 하는 것보다는 그에 앞서 세무조사결정에 대하여 다툼으로써 분쟁을 조기에 근본적

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러한] 점 등을 종합하면, 세무조사결정은 납세의무자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

치는 공권력의 행사에 따른 행정작용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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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기간
Period of Filing

때는 얻기 어렵지만 잃기는 쉽다. - 사마천

개념

사례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의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제기는 원칙적으로 부적법합

니다. 그 이유는 제소기간을 이미 도과했기 때문입니다.

분석

어떠한 사안에서 취소소송 제기가 허용되는 기간을 제소기간(period of fil-

ing)이라 합니다. 

법원

심판
대상

당사자 당사자

기타

제소기간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은 경우

행정심판을 거치는 것이 필수는 아닙니다. 행정심판 없이 곧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를 봅시다.

객관적 기간

1. 원칙: 처분등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소제기를 해야 합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 ②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생략>을 경과하면 이를 제

기하지 못한다.<생략>

2. 예외: 1년을 도과했더라도, 정당한(reasonable) 사유가 있다면, 소제기

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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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제소기간) ② <생략>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법원 1989. 5. 9. 선고 88누5150 판결

행정처분의 직접상대방이 아닌 제3자는 행정처분이 있음을 곧 알 수 없는 처지이[다. 그

러]므로 행정심판법 제18조 제3항 소정의 심판청구의 제척기간내에 처분이 있음을 알았

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제척기간의 적용을 배제할 같은 조항 단서 소정의 정당

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주관적 기간

1. 원칙: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제기를 해야 합니다.

제20조(제소기간) ①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생략>

2. 예외: 90일을 도과했더라도, 기간도과를 한 데에 책임이 없다면(blame-

less), 소제기가 가능합니다. 추완(complement) 소제기죠.

제20조(제소기간)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제8조(법적용예) ②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

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민사소송법

제173조(소송행위의 추후보완) ①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

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

를 보완할 수 있다. <생략>

소결

원칙적으로 위 두 기간을 모두 충족해야만 비로소 소제기가 적법합니다.

대법원 1964. 9. 8. 선고 63누196 판결

행정처분의 조기확정을 기하여 당사자가 처분이 있은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소

원제기의 최장기간을 처분이 있은 날로 부터 [현행 1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행정심판을 거치는 것이 필수적이든 임의적이든 간에, 행정심판을 거치는 경

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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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적 기간

1. 원칙: 재결이 있음을 안 날(재결서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제

기를 해야 합니다.

제20조(제소기간) ①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 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

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2. 예외: 90일을 도과했더라도, 기간도과를 한 데에 책임이 없다면(blame-

less), 소제기가 가능합니다. 추완(complement) 소제기죠.

제20조(제소기간)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객관적 기간

1. 원칙: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소제기를 해야 합니다.

제20조(제소기간) ② 취소소송은 <생략>(제1항 단서의 경우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

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생략>

2. 예외: 1년을 도과했더라도, 기간도과에 정당한(reasonable) 사유가 있

다면, 소제기가 가능합니다.

제20조(제소기간) ② <생략>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행정심판절차의 적법

1. 행정심판절차를 거친 것 자체가 적법해야, 비로소 위 기간이 의미 있습

니다.

2. 만약 그렇게 보지 않으면 원고가 일부러 부적법한 행정심판을 계속 거침

으로써 부당하게 제소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제소기

간 한정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되어 부당합니다.

소결

역시 원칙적으로 위 주관적, 객관적 기간을 모두 충족해야만 비로소 소제기

가 적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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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소송 헌법소원

행정심판 없이 행정심판 거친 후 다른 절차 없이 다른 절차 거친 후

객관적 

기간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재결 

있은 날부터

사유 

있는 날부터

(없음)1년 1년 1년

예외: 

정당한 사유

예외: 

정당한 사유

예외: 

정당한 사유

주관적 

기간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재결이 있음을

안 날부터

(= 재결서 정본 

송달 일부터)

사유 있음을

안 날부터

최종결정 있음을

안 날부터

(= 최종결정 통

지일부터)

90일 90일 90일 30일

예외:

책임 없는 사유

예외:

책임 없는 사유

예외:

책임 없는 사유

예외:

책임 없는 사유

사례

사건의 개요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두14851 판결

원고는 2002. 5. 2., 용인시 (상세 지번 생략) 소재 주택<생략>으로 이사하고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다. 피고[용인시장]는 <생략> 원고가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지 않으면

서 전입신고만 해놓은 위장전입자라고 판단하고, <생략> 원고에게 <생략> 사실대로 신

고하라는 내용을 담은 최고서를 발송하였[다. 그러]나 위 서류가 반송되자 다시 2004. 

3. 3.부터 같은 달 11일까지 주민등록사항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위 기간 내에 아무런 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2004. 3. 12. 원고의 주민등록사항을 직권

으로 말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알고보니] 원고는 소외 1과 함께 <생략> 택시운전기사로 택시 한 대를 

번갈아 가면서 교대근무를 하였는데, 2004년 3월경 형과 형수와의 불화로 인하여 이 사

건 주택에서 일시 나와 한진교통 정비사 휴게실에서 생활하였[을 뿐이었다. 이에 원고는 

2004. 9. 21.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주문

(제1심) 피고가 2004. 3. 12. 원고에 대하여 한 주민등록직권말소처분을 취소한다.<생

략> (제2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생략> (제3심) 상고를 기각한다.<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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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제소기간 기산점인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당

사자가 통지, 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한다.]

특정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주소불명 등의 이유로 송달할 수 없어 관보·공보·게시판·

일간신문 등에 공고한 경우에는 [어떠한가?] 공고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에 상대방이 그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볼 수는 없[다.] 상대방이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

실적으로 안 날에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가 그 처분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다고 인정되는 2004. 6. 28.에 그 처분사실을 알

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되지 아니한 2004. 9. 21. 원고

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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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치
Prepositive Administrative Appeal

1루를 밟지 않고 2루로 가면 주자 아웃. - 야구 규칙

개념

사례

1.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이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취

소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합니다.

2. 그 이유는 법에서 이 때는 행정소송을 하기 전에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쳐

야 한다고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분석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 먼저 행정심판을 거치는 것을 행정심판전치(prep-

ositive administrative appeal)라 합니다. 

법원

심판
대상

당사자 당사자

기타

행정심판전치

1. 반드시 거쳐야 할 경우 필수적 행정심판전치라 합니다.

2. 원고의 선택에 따라 이를 거쳐도 되고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것을 임의적 

행정심판전치라 합니다.

3. 위 사안은 필수적 행정심판전치 사례입니다.

의의

대한민국헌법

제107조 ③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

하되, 사법절차가 준용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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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심판 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處分)이

나 부작위(不作爲)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구제하고, 아울러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칙: 임의적 행정심판전치

개념

임의적 행정심판전치가 원칙입니다.

행정소송법

제18조(행정심판과의 관계) ①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

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 <생략>

사례

가령,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1. 이의신청(행정심판청구)을 한 다음,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2. 이의신청 없이 곧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4조(소의 제기) ① 이 법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의 소를 제기

하고자 할 때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

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한다.

예외: 필수적 행정심판전치

개념

그러나 법률에서 필수적 행정심판전치로 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18조(행정심판과의 관계) ① <생략>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사례

1.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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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142조(행정소송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해당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

정심판의 재결(裁決)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2.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제16조(행정소송과의 관계) ① 제75조에 따른 처분,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

한 처분이나 부작위(不作爲)에 관한 행정소송은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치

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3.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제5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②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

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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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Jurisdiction

적절한 시간과 장소를 떠나면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다. - Jean-FranÇois Millet

개념

사례

창원세무서장의 처분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부적법합니다. 사건이 서울행정법원 관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법원

심판
대상

당사자 당사자

기타

관할

분석

여러 법원 사이에서 어느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지 분담한 것을 관할(ju-

risdiction)이라 합니다. 위 사안은 창원지방법원 관할 사건이므로, 관할위반

이 있는 것이죠.

심급별 관할

3심제에서는 심급별 담당법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상소장(항소장·

상고장)은 원심법원에 내는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제1심 관할법원만 정확히 

알아도 충분합니다.

제1심 관할법원

행정법원(administrative court)입니다.

1. 원칙적으로, 피고가 있는 곳의 행정법원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양천세

무서장의 처분과 관련해서는, 관할법원은 서울행정법원(Seoul Admin-

istrative Court)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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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9조(재판관할) ① 취소소송의 제1심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

으로 한다.

서울 양천구에 서울남부지방법원(Seoul Southern District Court)이 있습니

다. 그러나 행정소송은 더 멀리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행정법원에서 합니다.

2. 그런데 행정법원은 아직 서울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외의 지역에

서는 어쩔 수 없이 지방법원(district court)에서 합니다. 예를 들어, 제

천세무서장의 처분과 관련해서는, 관할법원은 청주지방법원(Cheongju 

District Court)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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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부칙<1994. 7. 27.>

제2조 (행정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행정법원에 관

한 사항의 시행당시 행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 있어서의 행정법원의 권한에 속하

는 사건은 행정법원이 설치될 때까지 해당 지방법원본원<생략>이 관할한다.

제천시에도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Jecheon Branch of Cheongju District 

Court)"이란 법원(지원)은 있습니다. 지원(branch court)도 본원(head court)

도 모두 법원(court)이고, 지원은 본원의 위성 같은 걸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

런데, 행정소송은 본원(head court)에서만 가능합니다. 즉, 더 멀리 청주시에 

있는 청주지방법원까지 가서 하게 됩니다.

3. 피고가 중앙행정기관이라면 어떨까요? 피고가 어디에 있는지와 상관 없

이, 그냥 서울행정법원에 관할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종시에 있는 보

건복지부장관의 처분과 관련해서는, 서울행정법원 관할입니다.

행정소송법

제9조(재판관할)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고에 대

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대법원소재지[=서울]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서울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1. 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의 부속기관과 합의제행정기관 또는 그 장

2. 국가의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장

아까 보았듯, 피고가 있는 곳의 법원, 즉 세종시를 관할하는 대전지방법원(본

원) 관할인 것도 맞습니다. 이 경우 원고는 서울행정법원, 대전지방법원 어느 

곳에라도 소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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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동산 관련 사건은 어떨까요? 이것도 피고가 어디에 있는지와 상관 없

이, 부동산이 있는 곳 법원에도 관할이 있습니다.

제9조(재판관할) ③ 토지의 수용 기타 부동산 또는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등에 

대한 취소소송은 그 부동산 또는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이를 제기할 수 

있다.

제2심 관할법원

고등법원(high court)입니다. 고등법원은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이

렇게 5곳에 있습니다.

1. 예를 들어 서울행정법원의 제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 항소심은 서

울고등법원이 담당합니다.

2. 또, 청주법원(청주지방법원)의 제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 항소심은 

대전고등법원이 담당합니다. 

제3심 관할법원

대법원(Supreme Court)입니다.

합의부와 단독부

1. 행정사건은 판사 3인으로 구성된 합의부가 심판합니다.

법원조직법

제7조(심판권의 행사) ③ 고등법원·특허법원 및 행정법원의 심판권은 판사 3인으로 구

성된 합의부에서 이를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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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외적으로, 제1심에서는 단독판사가 심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7조(심판권의 행사) <생략> 다만, 행정법원에 있어서 단독판사가 심판할 것으로 행정

법원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의 심판권은 단독판사가 이를 행한다.

3. 제1심이 합의부 사건이든 단독사건이든, 제2심(항소심)은 고등법원이 담

당합니다.

제28조(심판권) 고등법원은 다음의 사건을 심판한다.

1. 지방법원합의부·가정법원합의부 또는 행정법원의 제1심 판결·심판·결정·명령

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

그러나 민사사건의 경우, 제1심 단독사건은, 제2심을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합니다. 민사법 입문 제1강: 민사구조론 중 "판결에 대한 불복"을 참조하세요.

소결(사례)

부동산과도 무관하고 피고가 중앙행정기관 등도 아니라면,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남부 사건 수원 법원 안산 법원 청주 법원 제천 법원

제1심 서울행정법원 수원지방법원 청주지방법원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대전고등법원

상고심 대법원

관할위반의 효과

소제기의 적법 여부

소제기가 일단 부적법한 것은 사실입니다.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

입니다.

법원의 조치

그러나 법원이 바로 각하하는 것은 아니고, 사건을 관할이 있는 법원으로 보

내줍니다. 이를 이송(transfer)이라 합니다. 이렇게 사건을 받는 것을 수이

송이라 합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법적용예) ②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

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민사소송법

제34조(관할위반 또는 재량에 따른 이송) ① 법원은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관

할권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이를 관할법원에 이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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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사건의 개요

부산고등법원 1998. 4. 20.자 98루2 결정: 확정

[종래 울산법원은 지원인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이였으나, 1997.경 울산이 광역시로 

되면서 관할 법원도 1998. 3. 1. 본원인 '울산지방법원'으로 승격되었다.

[김OO이 1997.] 3. 29.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에 간경화증, 식도정맥류, 비장종대, 

당뇨병을 상병으로 추가하여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근로복지공

단] 울산지사장이 불승인처분을 하[였다.]

[이에 김OO은 당시로서는 본원인 부산지방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런데 부

산지방법원]은 <생략> 위 사건이 위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1998. 3. 

30. 직권으로 위 사건을 [이제는 본원이 된] 울산지방법원으로 이송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김OO가 이송결정에 불복한 사안이다.]

문제점

[울산지방법원에 관할권이 있는지 문제된다.] 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은 "취소소송의 제

1심 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취

소소송의 피고가 [좁은 의미의] 행정청이 아닌 <생략> 근로복지공단과 같은 공법인인 경

우 주된 사무소[서울]만을 '소재지'로 볼 것인가, 아니면 지역본부 또는 지사 등의 종된 

사무소[울산]도 '소재지'로 볼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

판단

행정소송법에는 이에 관하여 아무 규정이 없으므로 같은 법 제8조 제1항, 제2항에 의하

여 민사소송법을 준용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4조는 "법인 기타 사단 또는 재단의 

보통재판적은 그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에 의하고 사무소와 영업소가 없는 때에는 그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0조는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에 대한 소는 그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업무에 관한 것에 한하여 그 소

재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사건의 토지관할은 기록상 나타난 피고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인 서울[의] <생략> 관

할법원인 서울행정법원과 위 요양승인업무를 처리한 피고 울산지사의 관할법원인 울산

지방법원 [모두]에 있[다.] <생략> 따라서 위 사건이 [부산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

니한다 하여 울산지방법원으로 이송한 원심법원의 결정은 일단 적법하[다. 다만, 다른 

이유로 위법할 수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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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PART 2에서는 나머지 소송(심판) 유형의 각 소송요건을 보겠습니다.

PART 1에서는 공권력작용에 국민이 대항해 통제하는 유형을 살폈다면, 

PART 2에서는 법률을 통제하는 유형(위헌법률심판, 위헌소원)과, 국가기

관끼리 서로 공권력작용을 통제하는 유형을 살펴보겠습니다. PART 1에서

와 마찬가지로 잘 비교, 대조하며 공부하는 사람이 더 빠르고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재판을 받기 위한 전제조건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나머지 유형)

제3강

Jacques-Louis David, La Mort de Socrate (The Death of Socrates), 1787, Oil on canvas, 129.5 × 196.2 cm

소송요건론

Theory of Litigation Requirement PART 2

PART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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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법률심판 심판청구요건
Litigation Requirement of Adjudication on the Constitutionality of Act

헌법과 의회제정법이 상충할 경우 언제나 헌법이 우선한다.  

- John Marshall

위헌법률심판의 개념

1. 법원이 재판을 하는데 적용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의심이 들면,

2.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법률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하여(제청하여),

3.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그 법률을 무효로 만들 수 있는 제도입니다.

헌법재판소에 관하여

재판권·관할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 요건은 굳이 살피지 않겠습니다.

당사자에 관하여

1. 심판청구의 당사자는 제청법원입니다.

2. 법원에서의 소송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서의 심판 당사자가 아닙니다.

위헌법률심판과 위헌소원은 원고 대 피고, 청구인 대 피청구인, 신청인 대 피

신청인 식의 쌍방 대립당사자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즉, 당사자가 일방

만 있다는 점이 특색이죠.

심판대상에 관하여

법률이어야 합니다.

대상적격의 문제입니다.

기타

법률이 위헌인지 여부에 따라 법원에서의 소송결과가 달라져야 합니다. 이를 

재판의 전제성이라 합니다.

결론

실제로 문제되는 요건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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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청능력 [당사자]

2. 제청적격 [당사자] 

3. 법률 [심판대상]

4. 재판의 전제성 [기타]

5. 필요성 [기타]

이제 위의 각 요건들을 분석할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만약 

너무 어렵다면, 일단 그 다음 강의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법원

심판
대상

당사자

기타

재판의 전제성
필요성

법률

제청능력
제청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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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청능력
Admissibility to Recommender

나는 이 학생들에게 10년의 징역을 내리는데 너무나 큰 법과 현실과의 간격을 느낀다. 

- 유병진, ≪재판관의 고민≫

개념

사례

법원에서 재판을 받던 소송당사자의 위헌법률심판청구가 부적법한 것은, 개

인은 위헌심판청구의 제청능력(청구인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분석

즉, 위헌법률심판청구(제청)는 오직 법원(court)만 할 수 있습니다. 즉, 법원

만이 제청능력(admissibility to recommender)을 갖습니다. 

법원

심판
대상

당사자

기타

제청능력

 

헌법재판소법

제41조(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군사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직권 또는 당

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한다.

군사법원의 경우

군사법원의 개념

군사법원(military court, court for Armed Forces)이란, 군인 등의 형사재

판을 담당하는 특별법원입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10조 ①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

② 군사법원의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관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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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제6조(군사법원의 설치) ① 고등군사법원은 국방부에 설치한다.

② 보통군사법원은 <생략> 부대<생략>에 설치한다.

군법무관 제도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거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하여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군미필 남성들은 병역의무 이행으로 3년간 군

법무관(military advocate)으로 복무할 수 있습니다. 군법무관은 다음 등으

로 임명받아서 군사법원 재판에 관여하게 됩니다.

1. 군판사(military judge): 판사에 대응

2. 검찰관(military prosecutor): 검사에 대응

3. 국선변호 전담 군법무관(military attorney): 변호인에 대응

군사법원이 법원인지 여부

원래는 일반적으로 군사법원과 같은 특별법원(special court)은 "법원"이 아

닙니다. 

참고로, 특허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은 특별법원이 아니라 "법원"입니다.

법원조직법

제3조(법원의 종류) ① 법원은 다음의 6종으로 한다.

1. 대법원 / 2. 고등법원 / 3. 특허법원 / 4. 지방법원 / 5. 가정법원 / 6. 행정법원

제청능력 부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위헌법률심판, 위헌소원과 관련해서는 헌법

재판이 가능하도록 "법원"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41조(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군사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직권 또는 당

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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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청적격
Standing to Recommend

각자 자기 할 일만 잘하면 된다던데. - Lewis Carroll,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개념

사례

1. 창원지방법원의 재판에 적용될 A법률에 대해,

2. 오지랖이 넓은 서울남부지방법원 K판사가 위헌이라고 생각해 서울남부

지방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는 것은 부적법합니다.

3.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제청을 할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분석

1. 이와 같이 제청법원으로서 결정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자격을 제청적격

(standing to recommend)이라 합니다. 쉽게 말해 제청법원으로서 적

합하다는 자격입니다.

2. 위 사례에서 창원지방법원은 제청능력과 제청적격 모두 있습니다.

3. 위 사례에서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제청능력은 있지만(법원이므로), 제청

적격은 없습니다. 

법원

심판
대상

당사자

기타

제청적격

제41조(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군사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직권 또는 당

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한다.

판단기준

형식적 판단입니다. 형식적으로 제청법원 당해 사건인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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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Act

입법자들도 인류의 일원이 아니던가? 혹시 그들은 자신들이 나머지 인류보다 

더 좋은 흙으로 빚어졌다고 믿는 것인가? - Fr d ric Bastiat

개념

사례

1. A시행령이 위헌라고 주장하며,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거나 소송 

당사자가 위헌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부적법합니다.

2. 시행령은 위헌법률심판·위헌소원의 심판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분석

1. 위헌법률심판은 말 그대로 법률을 심판대상으로 하고, 위헌소원은 구조

적으로 위헌법률심판의 성격을 가지므로 역시 법률이 심판대상입니다.

2. 따라서 처분, 부작위 등은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법원

심판
대상

당사자

기타

법률

 

제41조(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군사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직권 또는 당

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한다.

법규별 분석

법률

당연히 심판대상입니다. 국회(National Assembly)가 만든 법률을 뜻합니다.

헌법

심판대상이 아닙니다. 헌법(constitution)은 법률보다 상위에 있는 최고규범

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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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

1. 심판대상이 아닙니다. 대통령령(presidential decree), 부령(ordinance 

of the ministry) 같은 행정입법은 법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 1996. 10. 4. 선고 96헌가6 결정

법원의 위헌여부심판제청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에 할 수 있는 것이고, 명령이나 규칙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는 법원 스스로 이를 판

단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위헌여부심판제청 중 국민연금법시행령[대통령령] 제54조 제1항에 

대한 부분은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2. 다만, 대통령의 긴급명령(emergency order)처럼 법률의 효력을 갖는 명

령은 심판대상이 됩니다.

대한민국헌법

제76조 ① 대통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

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

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② 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

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자치법규(조례·규칙)

1. 심판대상이 아닙니다. 조례(municipal ordinance)와 규칙(municipal 

rule)은 법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2. 참고로, 조례·규칙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이나 위헌소원이 불가능해도 괜

찮습니다. 일반 법원의 재판이나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을 통해 다투는 방

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조약

국회 동의를 받은 조약(treaty)도 심판대상입니다. 국회 동의를 받아 적법하

게 체결된 조약은 법률의 효력을 갖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 2001. 9. 27. 선고 2000헌바20 결정

[조약이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은 심판대상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으나, 여기서의 "법률"에는 "조약"이 포함된다고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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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조항 {국제통화기금협정 제9조(지위, 면제 및 특권) 제3항 (사법절차의 면제) 및 

제8항(직원 및 피용자의 면제와 특권), 전문기구의특권과면제에관한협약 제4절, 제19

절(a)}은 각 국회의 동의를 얻어 체결된 것으로서, 헌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국내법적, 

법률적 효력을 가지는 바, 가입국의 재판권 면제에 관한 것이므로 성질상 국내에 바로 

적용될 수 있는 법규범으로서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된다.

헌
법

법률

대통령령

부령

조례

규칙

명령

자치법규

"법률"의 의미

여기서 "법률"이란, 법률 자체를 의미합니다.

법률 자체?

법률(act) 자체는 심판대상입니다.

1. 법률 전체(whole)를 심판대상으로 삼아도 됩니다.

2. 일부 조항(clause)을 심판대상으로 삼아도 됩니다.

법률 해석?

법률의 해석(interpretation)은 심판대상이 아닙니다.

헌법재판소 2001. 4. 26. 선고 98헌바79 결정

청구인들은, <생략> [보안관찰법 제4조 제1항 중 "보안관찰해당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

성이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이유" 부분]을 '보안관찰해당범죄를 다시 범할 개연성'으로 

해석함을 전제로,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의 위헌여부에 대한 심판을 구하고 있다.

결국, 청구인들은 이 사건 [법률조항 부분]을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한 것이라기 보다는 

청구인들이 이해하는, 또는 평가하는 바의 판례의 법률해석 방식을 문제삼아 그 위헌판

단을 구하고자 하되 <생략> 위헌심판청구의 형식을 빌린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와 같은 심판청구는 법률조항 자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헌소원] 

심판청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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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작용?

1. 입법 작용(exertion)은 심판대상이 아닙니다. 즉, 입법행위든 입법부작

위든 모두 심판대상이 아닙니다.

2. 입법작용이 공권력행사·공권력불행사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을 통해 다투면 됩니다.

사례

사건의 개요

헌법재판소 1996. 6. 13. 선고 94헌바20 결정

망 이OO 등 12명은 향토예비군대원으로서 <생략> 동원훈련소집 중 포탄용 폭약폭발사

고로 현장에서 사망하였다.

[유족들인] 청구인들은 <생략>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소<생략>를 제기하

고 같은 법원에 향토예비군대원의 국가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근거조항인 헌법 <생략

> 부분 및 국가배상법 <생략> 부분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위 법

원은 <생략> 위 신청을 기각하였다. 청구인들은 <생략> 이 사건 헌법소원[위헌소원]심

판을 청구하였다.

심판의 대상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헌법 제29조 제2항 중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 부분 및 국가배상

법 제2조 제1항 단서규정 중 '향토예비군대원' 부분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헌법<생략> 제29조 ②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 국가 또는 공공

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국가배상법<생략> 제2조(배상책임) ① <생략> 다만, 군인·<생략> 또는 향토예비군대

원이 전투·훈련 <생략> 관련하거나 <생략> 전사·순직 또는 공상을 입은 경우에 <생

략>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생략>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국가배상법] 

및 민법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보상(indemnities)과 배상(compensation)의 차이에 관해서는, 공법 입문 제1

강: 공법구조론 중 "행정사건과 행정구제" 부분을 참조하세요.

주문

1. 청구인들의 헌법<생략> 제29조 제2항 중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 부분에 대한 심판청

구를 각하한다. 2. 국가배상법<생략>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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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현행법상] 위헌심사의 대상이 되는 규범을 '법률'로 명시하고 있으며, 여기서 '법률'이라

고 함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된 이른바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하므로 헌법의 개

별규정 자체는 헌법소원에 의한 위헌심사의 대상이 아니다.

결론

 헌법 법률 명령 자치법규 조약

자체 × ○ × (예외 있음) × ○

해석 ×

입법작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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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의 전제성
Prerequisite to Trial

영혼에서는 명료함을, 물질세계에서는 실익을 찾아라. - Gottfried Wilhelm Leibniz

개념

사례

1. 법원의 재판에 적용할 A법률이 위헌이든 아니든 간에 재판 결과가 달라

지지 않을 것이라면 위헌법률심판 청구는 부적법합니다.

2. 재판의 전제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분석

이와 같이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담당 법원이 다른 재판을 하게 될 것인

지의 관계를 재판의 전제성(prerequisite to a trial)이라 합니다. 쉽게 말해 

A법률이 위헌이면 재판 결과가 달라질 때,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합니다. 

법원

심판
대상

당사자

기타

재판의 전체성

 

제41조(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군사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직권 또는 당

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한다.

전제성의 요건

사건의 계속

사건이 종결되면 안 되고, 법원에서 계속 중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위헌 여부

에 따라 법원이 다른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해 사건과의 관련성

심판대상법률이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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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내용의 재판

위헌일 때에는 합헌일 때와 다른 재판을 법원이 하게 되어야 합니다.

1. 그런데 주문이 달라지는 경우 "다른 재판"이 이루어진다고 봐야 합니다.

헌법재판소 1992. 12. 24. 선고 92헌가8 결정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라 함은 원칙적으로 제청법원이 심리 중인 당해 사

건의 재판의 결론이나 주문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것[이다.]

2. 나아가 비록 주문은 동일해도 '다른 재판'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경

우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문제된 법률의 위헌여부가 비록 재판의 주문 자체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

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①] 재판의 결론을 이끌어내는 이유를 달리 하는데 관련되어 있

거나 또는 [②]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전혀 달라지는 경우에는 재판

의 전제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구 형사소송법] 제331조 단서규정의 위헌여부에 따라 형사판결의 주문 

성립과 내용 자체가 직접 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만약 위 규정이 위헌으로 법적 효력이 

상실된다면 <생략> 제청법원이 무죄 등의 판결을 선고하게 될 경우에 <생략> [즉, 위헌 

결정이 있으면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가 되며], 이와는 달리 이 단서 규정이 합헌으로 선

언되면 <생략> [피고인이 여전히 구속 상태가 되어] 그 재판의 효력과 관련하여 전혀 다

른 효과를 가져오는 재판이 될 것이다. 따라서<생략> [법원의 주문과 결론은 그대로지

만] 그 재판의 밀접 불가결한 실질적 효력이 달라지는 구속영장의 효력에 관계되는 것이

어서 재판의 내용이나 효력 중에 어느 하나라도 그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전혀 달라지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

사례

사건의 개요

헌법재판소 2005. 3. 31. 선고 2003헌바113 결정

하남시장은, 청구인[주식회사 OO]이 <생략> [하남시의 하천부지를] 무단 점용하였다

는 이유로 [①] 1999. 2. 6. 구 하천법<생략> 제33조 제3항·제4항 <생략> 등의 규정

에 따라 청구인에게 <생략> 부당이득금 [부과 처분을] 하였다. <생략> 그 후 하남시장

은 청구인이 <생략> 위 부당이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②] 2000. 1. 29. <생략> 가

산금 [징수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주식회사 OO]은 2000. 2. 5. 경기도지사에게 위 [②] 2000. 1. 29.자 [가산금] 

징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가 <생략> 위와 같은 징수처분에 대한 

불복은 이의신청의 대상이고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재결을 받[았다.] 

<생략> 각하재결을 받고, [2000.] 7. 25. 하남시장을 상대로 <생략> [① 부당이득금 부

과 처분 및 ② 가산금 징수처분]의 <생략> 취소 [등]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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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소송계속 중 청구인은 법 제33조 제4항[에 대하여] <생략> 위헌제청신청을 하

였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이 <생략> 청구를 각하하면서 위 위헌제청신청도 기각하자, 

청구인은 <생략> 이 사건 [위헌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당해사건의 예상 결과

[①] 제소기간이 경과한 2000. 7. 25. 행정소송이 제기되었거나(1999. 2. 6.자 부과처

분에 대하여), [②] 지방자치법 제131조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행정

심판을 거친 후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재결을 받은 후 행정소송을 제

기[하였다. 즉, 필수적 전치주의 사안에서] 적법한 전심절차를 밟지 않았[다](2000. 1. 

29.자 징수처분에 대하여).

[그 결과 구 하천법 규정이 위헌인지 여부와 상관 없이] <생략> [취소소송이] 부적법하

여 각하[될 사안이다.

2. 위헌소원의 결론

[그러므로 위헌소원에서] <생략>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흠결하여 [심판청구는] 부적법

하다고 할 것이다..]

"당해사건의 부적법 각하"와 "위헌소원 사건의 부적법 각하"를 구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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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성
Necessity

지나간 슬픔에 새 눈물을 낭비하지 마라. - Euripides

개념

사례

법원이 제청을 했는데 소송당사자가 소취하를 해서 법원의 사건이 종결되었

다면, 결과적으로 위헌법률심판이 부적법합니다.

분석

그 이유는 심판을 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후적으로 재판의 

전제성이 소멸할 때, 굳이 심판이 필요한지가 필요성(necessity) 혹은 소의 

이익입니다. 

법원

심판
대상

당사자

기타

필요성

넓게 보면 결국 재판의 전제성 요건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사례

 헌법재판소 2003. 6. 26. 선고 2002헌바3 결정

청구인은 2001. 10. 8. 1개월간의 법무사업무정지처분을 받았고, 그 처분의 취소를 구

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을 하였다. 그런데, 위 

법무사업무정지처분은 위 취소소송의 변론종결 이전인 2001. 11. 7. 기간이 만료되어 

그 효력이 상실되었[다.]

[그러]므로 위 취소소송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와 상관 없이] 소 각하의 판결

을 면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생략> 재판의 전제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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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

헌법재판소 2000. 7. 20. 선고 99헌가7 결정

심리기간 중 사태진행으로 소의 이익이 소멸되었[다. 그렇]더라도 <생략> 제청당시 전

제성이 인정되는 한 예외적으로 객관적인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그 위헌 여

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형집행에 관한 것으로서 국민의 신체의 자유에 관련된 문제이[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아직 헌법재판소에서 해명이 이루어진 바 없[다. 또한,] 많은 피고

인들의 형집행에 있어서 기본권침해가 반복될 것이 명백하[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위

헌여부심판을 하기로 한다.

의의

필요성 요건은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1. 주관적 필요성(주관적 심판청구 이익)

2. 객관적 필요성(객관적 심판청구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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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소원 심판청구요건
Litigation Requirement of ConstitutionalityComplaint

나는 이 나라에서 태어났기에 날 때부터 그런 관습에 젖어 있었지만, 내 생각으로는 

이 관례는 지키는 것보다 도리어 깨뜨리는 편이 훌륭할 것이다 -William Shakespeare

위헌소원의 개념

제도

1.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당사자가 자신에게 적용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

다는 의심이 들면, 그 소송 당사자는 법원에게 헌법재판소로 제청해 줄 

것을 신청(제청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그런데 법원이 그 신청을 기각하는 재판을 할 수도 있습니다.

3. 그러면 이제는 소송 당사자가 헌법소원으로서 직접 헌법재판소에 법률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취지로 심판청구할 수 있습니다.

취지

1. 제청신청기각결정은 법원의 재판입니다. 원래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2.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소송당사자에게 헌법재판의 길을 열어 줄 필요

가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소원 유형을 하나 더 만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에 관하여

재판권·관할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 요건은 굳이 살피지 않겠습니다.

당사자에 관하여

1. 청구인능력은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에서와 같습니다. 가령, 자연인

은 청구인능력이 있습니다.

2. 청구인적격에 관하여, 청구인은 제청신청 기각결정을 받은 자입니다.

3. 이렇게 소송당사자가 심판의 당사자로 되기 때문에, 위헌법률심판과 다

릅니다.

한편, 당사자가 일방만 있다는 점이 특색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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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대상에 관하여

법률이어야 합니다.

대상적격의 문제입니다.

기타

1. 재판의 전제성이 있어야 합니다.

2. 나아가 헌법소원이므로 변호사강제주의, 청구기간 등 요건이 추가로 있

습니다.

결론

실제로 문제되는 요건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법률, 재판의 전제성, 필요성, 변호사강제주의에 관해서는 이미 배웠으므로, 여

기에서는 따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법원

심판
대상

당사자

기타

재판의 전제성
필요성

청구기간
변호사강제주의

법률

청구인적격

1. 청구인적격 [당사자] 

2. 법률 [심판대상]

3. 재판의 전제성 [기타]

4. 필요성 [기타]

5. 청구기간 [기타]

6. 변호사강제주의 [기타]

이제 위의 각 요건들을 분석할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만약 

너무 어렵다면, 일단 그 다음 강의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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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적격
Standing to Request

넘어져야 일어설 수 있다. - 박문영

개념

사례

재판 받는 중인 소송당사자가 법원에 제청신청도 하지 않은 채 바로 헌법재판

소에 위헌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부적법합니다.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분석

1. 이와 같이 청구인으로 심판을 수행하고 결정을 받기 위해 필요한 자격을 

청구인적격(standing to request)이라 합니다. 쉽게 말해 청구인으로 적

합하다는 자격입니다.

2. 위헌소원의 청구인적격은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에서의 청구인적격, 즉 자

기관련성·직접관련성·현재관련성과는 다른 차원입니다. 

법원

심판
대상

당사자

기타

청구인적격

제68조(청구 사유) ② 제41조 제1항[위헌법률심판]에 따른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

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생략>

판단기준

형식적으로 판단합니다. 즉, 제청신청기각결정(dismissal of the applica-

tion)이 있었는지 판단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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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사건의 개요

헌법재판소 1997. 11. 27. 선고 96헌바12 결정

청구인[○라이더 ○○회사]은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토란스시에 본사를 두고 자연건

강보조식품의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위 법인은] <생략> 다단

계판매조직을 관리·운영하여 구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생략>을 위반하였다고 기소

되[었다.]

[청구인은 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재판계속중 [①] 적용법조인 위 법률 제18조 제1

항·제3항, 제26조에 대하여 위 법원에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생략>을 하였[다.] 위 

법원이 <생략> 청구인의 위 제청신청을 기각하자 [① 위 조항들과 ② 개정 후 부칙 제3

항에 대해]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① [개정 전] 구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생략> 제18조 제1항·제3

항, 제26조<생략>, ② [개정 후] 구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생략> 부칙 제3항의 위헌

여부[이다.]

주문

1. <생략> 제18조 제1항·제3항, 제26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생략> 부칙 

제3항에 관한 심판청구부분을 각하한다.

이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위헌소원]은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

을 하여 그 신청이 기각된 때에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첨부된 서울

지방법원 남부지원의 위헌제청신청기각결정<생략>에 의하면 청구인은 구 방문판매등에

관한법률 부칙 제3항에 대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지 않았고 따라서 법원의 기

각결정도 없었[다. 그러]므로 청구인의 [②] 이 부분 심판청구는 그 심판청구요건을 갖

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요건 완화

그러나 청구인적격 요건을 완화하기도 합니다.

기초개념 1: 수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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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떤 사람(A)이 거래 상대(B)에게 돈을 줄 게 있는데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위험하고 귀찮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은행에 예금계좌를 만든 다

음 은행보고 지급하도록 맡길 수가 있는데, 이를 은행에 대한 지급위탁

(payment entrustment)이라 합니다.

2. 그러면 A를 발행인으로 해서 거래 상대(B)에게 증권을 발행하는데 이것

이 바로 수표(check)입니다.

3. 수표소지인(B)이 기간 내에 은행에 수표를 제시하면, 은행은 돈을 지급

합니다.

4. 그런데 만약 발행인(A)의 사업이 망하거나 이런 저런 이유로 해서 위 계

좌에 예금부족(non-sufficient funds)이 생기면, 은행은 돈을 지급하

지 못합니다. 이를 부도라 하며, 그 때의 수표를 부도수표(dishonored 

check)라 합니다.

기초개념 2: 부도수표발행인의 처벌 요건

수표를 소지한 사람이 수표금을 지급받으려면, 수표가 발행된 날부터 10일 내

에 은행에 수표를 제시해야 합니다.

1. 이렇게 지급제시 기간 내에 제시를 했는데 만약 수표가 부도가 났다면, 

발행인을 처벌합니다.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부정수표발행인의 형사책임) ②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수표를 발행한 

후에 예금부족 [등으로] 인하여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표금액의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반대로, 제시기간을 도과한 다음에 제시했다면, 발행인을 처벌하지 않습

니다. 제시기간은 발행일부터 10일입니다.

수표법

제28조(수표의 일람출급성) ② 기재된 발행일이 도래하기 전에 지급을 받기 위하여 제

시된 수표는 그 제시된 날에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29조(지급제시기간) ① 국내에서 발행하고 지급할 수표는 10일 내에 지급을 받기 위

한 제시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생략>의 기간은 수표에 적힌 발행일부터 기산(起算)한다.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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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1. 1. 18. 선고 2000헌바29 결정

청구인은 당좌수표 6매 합계 금 42,625,000원 상당을 부도낸 후 <생략> 부산지방검찰

청 동부지원에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불구속기소되었다. 그런데 위 당좌수표들은 소

위'선일자수표'로 실제 발행일이 수표에 기재된 발행일자보다 2~5개월 가량 앞서는 것

들이며, 수표에 기재된 발행일에 이르러 각 지급제시되었으나 모두 거래정지로 지급되

지 않았다.

위 형사피고사건에서 청구인은 <생략> 선일자수표는 수표에 기재된 발행일이 아닌 실

제의 발행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시되[도록 하는 게 옳을 텐데도, 현행법상으로는 기

재된 발행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시되도록 하고 있으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수표법 제28조 제2항 및 제29조 제1항<생략>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생

략>을 하였[다. 그러나 제청신청이] <생략> 기각되자, <생략> 이 사건 <생략> 헌법소원

(위헌소원)심판을 청구하기에 이르렀다.

심판의 대상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원칙적으로 청구인이 위헌제청신청을 하고 법원에서 기각당한 법

률조항인 수표법<생략>제28조 제2항과 제29조 제1항의 위헌여부가 될 것이[다.]

그러나 <생략> 수표법 제29조 제1항은 국내수표의 지급제시기간은 10일간이라는 것[

이다.] 이것만으로는 청구인이 다투는 선일자수표의 기산일에 관한 아무런 규율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여기에 반드시 기산일에 관한 규정인 같은 조 제4항을 보태어 보아야만 

비로소 의미를 갖게 된다. 즉 수표법 제29조 제4항은 같은 조 제1항을 보충하는 규정으

로서 이 두 규정은 이 사건에서 서로 필연적 연관관계에 있[다.] 

[그러]므로, 비록 묵시적으로나마 선일자수표의 기산일에 관한 법률조항인 같은 조 제4

항에 대하여도 위헌제청신청이 있었고, 그에 대한 법원의 기각결정도 있었다고 못 볼 바 

아니[다. 그러]므로 이를 심판대상에 포함시켜 함께 판단하기로 한다.

주문

청구인의 심판청구 중 수표법 제28조 제2항에 대한 청구를 각하한다. 수표법 제29조 제

1항 및 제4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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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기간
Period of Request

한정되어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인간의 생명이며 시간이다. - ≪탈무드≫

개념

제청신청 기각결정을 받고 1년도 넘게 지나 위헌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부

적법한데, 그 이유는 청구기간(period of request)을 도과했기 때문입니다. 

 

법원

심판
대상

당사자

기타

법률

재판의 전제성
필요성

청구기간
변호사강제주의

 

제69조(청구기간) ②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

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예외?

설령 기간 도과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거나, 청구인에게 과실이 없더라도, 기

간에 관해 예외를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정당한 사유 있는 경우의 예외?

1. 행정소송법 조항에는 정당한 사유 있는 경우의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위헌소원은 위헌법률심판처럼 고유한 헌법재판 유형이어서, 구조

적으로 유추할 만한 행정소송 유형이 없습니다.

3. 따라서 행정소송의 제소기간 규정을 준용할 수 없습니다.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도과한 경우의 예외?

1. 민사소송법 조항에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도과한 경우의 예외를 두

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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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런데 법에서 불변기간이라고 명시한 경우에만 불변기간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그런 명시규정이 없는 이상, 위헌소원에 관해 추완심판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관련문제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의 청구기간 준용?

위헌소원에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의 청구기간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 2001. 4. 26. 선고 99헌바96 결정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에 대하여는 법 제69조가 헌법소원의 종류에 따라 그 기간을 달리 

규정하고 있다. 즉 제1항에서는 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을 규정하고 제

2항에서는 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사

건과 같이 그 청구가 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에 해당하는 이상에는 그 청구기간에 

대하여 법 제69조 제2항이 적용될 뿐이[다. 여기에] 법 제69조 제1항이 적용될 여지는 

전혀 없는 것이다.

제청신청 각하?

제청신청이 이유 없다며 기각된 것이 아니라, 제청신청이 부적법하다고 각하

된 경우는 어떨까요? 이 때에는 마찬가지로 위헌소원의 청구기간 규정을 적

용합니다.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서] <생략> 이 때의 '기각'에는 각하도 포함된[다.]

사례

사건의 개요

청구외 망 이○춘은 <생략> 대통령직선제개헌요구시위에 참가하여 시위를 하던 중 <생

략> 고가도로에서 떨어져 <생략> 사망하였다. 그후 이○춘의 부모형제들인 청구인들은 

<생략>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청구인들은] 부산고등법원<생략>에 항소하는 한편 예산회계법 제96조 제2항이 국가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정하고 있어 <생략> 이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생략>을 하였[다. 그런데 부산고등]법원은 [민법상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될 사안으로 

보고] 1999. 3. 26. <생략> 위헌제청신청사건에 관하여는 <생략> 예산회계법 제96조 

제2항의 위헌 여부는 재판의 전제가 되지 못한다는 이유로 [제청신청에 대해] 각하[결

정]하였다. [이는 1999. 4. 1. 송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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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대법원은 1999. 9. 17. [결론은 부산고등법원과 같은 취지로] 청구인들의 상

고를 기각하면서, [다만 이유는 부산고등법원의 판단과는 달리, <생략> 손해배상청구권

은 [예산회계법상 5년의] 시효완성으로 소멸되었[다고] <생략> 판시하였다. 이에 청구

인들은 예산회계법 제96조 제2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1999. 10. 29. 이 사건 헌

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들은 제청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을 1999. 4. 1. 송달받았고, 이 

사건 헌법소원은 1999. 10. 29. 제기되었으므로 이 소원은 청구기간이 도과한 뒤에 제

기되었음이 명백하여 부적법하다.

다만 ["]당해사건의 원심에서는 대상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하였는데 대법원이 이를 적용

함으로써 청구인들이 그제서야 대상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

다.] 이것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소송행위의 추완이 허용되어야 한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청구인

들이 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어 이 점에 대하여 더 살[펴 보자.] 

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59조 및 제160조에 의하면 법이 불

변기간이라고 규정한 경우에만 이른바 소송행위의 추완이 가능[하다. 그런데] 법 제69

조 제2항에 대하여는 이를 불변기간이라고 규정하는 법규정이 없어서 그 기간의 준수에 

대하여 추완이 허용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설]사 이 청구기간을 불변기간이라 하여 추완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이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160조에 의하여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해태된 소송행위를 추완하여야 하는데 청구인들이 대법원 판결을 송달받은 1999. 

10. 1.로부터 2주일이 지난 같은 달 29일에 이 사건 헌법소원청구를 하였[다.]

[그러]므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바가 그들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를 더 따져볼 것도 없[다. 어차피]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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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쟁의 심판청구요건
Litigation Requirement of Constitutional Jurisdiction Dispute

이것은 정부의 견제와 균형을 위한 것이다. 그런데 이제는 견제만 있고 균형은 없다. 

- Gracie Allen

권한쟁의의 개념

1. 국가기관 상호간이나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또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

체 사이에,

2.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또는 권한이 어디까지 미치는지에 관하여 다툼

이 생겼을 때,

3.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이를 명백히 밝힘으로써,

4. 국가의 기능이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헌법재판소에 관하여

재판권·관할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 요건은 굳이 살피지 않겠습니다.

당사자에 관하여

1. 당사자능력으로서 청구인에게는 청구인능력, 피청구인에게는 피청구인

능력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2. 당사자적격으로서 청구인에게는 청구인적격, 피청구인에게는 피청구인

적격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3. 청구인이 자신의 권한을 제한받는 경우라야 합니다.

문제의 처분 또는 부작위를 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가 피청구인적격을 갖

습니다. 피청구인적격은 따로 살피지 않겠습니다.

심판대상에 관하여

처분 또는 부작위임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대상적격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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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소결

권한쟁의 심판청구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시키지 못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합니다. 실제로 문제되는 요건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

심판
대상

당사자 당사자

기타

필요성
청구기간

처분 무작위

청구인적격
권한의 제한

당사자능력

1. 당사자능력(권한의 주체) [당사자] 

2. 권한의 제한 [당사자]

3. 청구인적격 [당사자]

4. 처분·부작위 [심판대상]

5. 필요성 [기타]

6. 청구기간 [기타]

이제 위의 각 요건들을 분석할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만

약 너무 어렵다면, 일단 그 다음에 있는 위헌법률심판 심판청구요건으로 넘어

가시기 바랍니다.



206 제3강  소송요건론 PART 2

당사자능력
Admissibility to a Requester

국가란 인간이나 다름없다. 왜냐하면 국가도 인간처럼 

가지각색의 성격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Plato

개념

사례

1. 개인 김갑동의 권한쟁의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이유는 청구인능력이 없

기 때문입니다. 

2. 개인 이을동을 상대로 한 권한쟁의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이유는 피청구

인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분석

1. 권한쟁의란 국가기관 등이 침해받은 권한을 회복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2. 애당초 그러한 권한을 부여받은 국가기관 등만이 심판청구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청구인·피청구인이 권한(authority)의 주체로서 권한쟁의심판

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 문제를 당사자능력(admissibility to a litigant)

이라 합니다.

당사자능력은 청구인능력(admissibility to a requester)과 피청구인능력

(admissibility to the requested)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법원

심판
대상

당사자 당사자

기타

당사자능력
 

제61조(청구 사유) ①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권한의 유무 또는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때에는 해당 국가기관 또는 지방

자치단체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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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다음은 서로 구별해야 합니다.

1. "권한(authority)의 주체"

2. "기본권(fundamental right)의 주체"

예를 들어, 개인이나 사적 단체는,

1. 국가기관과 같은 권한은 없으므로, 권한의 주체가 아닙니다.

2. 그러나 기본권을 누립니다. 기본권의 주체입니다. 

관련 규정

헌법

헌법은 권한쟁의의 당사자를 다음과 같이 정했습니다.

1. "국가기관"

2. "지방자치단체"

대한민국헌법

제111조 ①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

에 관한 심판

헌법재판소법

헌법재판소법은 이를 구체화해서 당사자를 다음과 같이 정했습니다.

1. 국가기관: "국회", "정부", "법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2. 지방자치단체: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시", "군", "자

치구" 등

헌법재판소법

제62조(권한쟁의심판의 종류) ① 권한쟁의심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국회, 정부, 법원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2.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권한쟁의심판

    가. 정부와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간의 권한쟁의심판

    나. 정부와 시·군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구(이하 "자치구"라 한다) 간의 권한쟁의심판

3.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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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차이

1. 국가기관을 나열한 것은 예시(example)입니다. 따라서 위 조항에 명시

되어 있지 않은 기관이라도, 국가기관으로 해석(interpretation)되는 이

상 얼마든지 당사자능력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1997. 7. 16. 선고 96헌라2 결정

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에서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의 하나로 '국가기관 상호간, 국

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심판'이라고 규

정하고 있을 뿐[이다.]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국가기관의 종류나 범위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리고] 이에 관하여 특별히 법률로 정하도

록 위임하고 있지도 않다.

따라서 입법자인 국회는 권한쟁의심판의 종류나 당사자를 제한할 입법형성의 자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에서 말하는 국가기관의 의미와 권한

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국가기관의 범위는 결국 헌법해석을 통하여 확정하여

야 할 문제이다.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사이에 위와 같은 각자 권한의 존부 및 범위와 행사를 둘러싸고 

언제나 다툼이 생길 수 있고, 이와 같은 분쟁은 <생략> 각각 별개의 헌법상의 국가기관

으로서의 권한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분쟁이[다.] 국회의원과 국회의장은 <생략> 권한

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생략> 헌법재판소법 제6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도 한정적, 열거적인 조항이 아니라 예시적인 조항으로 해석[해야 한다.]

2. 반면, 지방자치단체를 나열한 것은 입법(legislation)을 통해 당사자를 

한정(limitation)하는 의미입니다. 즉, 법률조항에 지방자치단체로 명시

돼 있어야만 비로소 "지방자치단체"로서의 당사자능력을 가집니다.

헌법재판소 2010. 4. 29. 선고 2009헌라11 결정

헌법은 '국가기관'과는 달리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그 종류를 법률로 정하도록 규

정하고 있고(제117조 제2항), 지방자치법은 위와 같은 헌법의 위임에 따라 지방자치단

체의 종류를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와 시, 군, 구로 정하고 있으며(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은 지방자치법이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감

안하여 권한쟁의심판의 종류를 정하고 있다. 즉, 지방자치법은 헌법의 위임을 받아 지

방자치단체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헌법재판소가 헌법해석을 통하여 권한

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지방자치단체의 범위를 새로이 확정하여야 할 필요가 없다.

[즉,]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2조 제1

항 제3호의 경우에는 이를 예시적으로 해석할 필요성 및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다. [즉, 

한정적, 열거적 조항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인 지방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의회 의원과 그 지방의회의 대표

자인 지방의회 의장 간의 권한쟁의심판은 헌법 및 헌법재판소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

가 관장하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의 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어] 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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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결

국가기관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범위를 법률에 위임했는지 × ○

헌법재판소법 제6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열거의 본질 예시 규정 한정 규정

범위 확정의 문제 헌법 해석 지방자치법 확인

1. 당사자 A가 지방자치단체인지 여부는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정했는지 확인하면 되기 때문에 간단합니다.

2. 그러나 당사자 A가 국가기관인지 여부는 해석(interpretation)의 문제

를 남깁니다.

국가기관 여부의 판단

설치 근거

헌법(constitution)에 의하여 설치되어야 합니다. 

설치 근거로 "법률"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09헌라6 결정

청구인[국가인권위원회]이 수행하는 업무의 헌법적 중요성, 기관의 독립성 등을 고려[하

자.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회가 제정한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의하여 비로소 설립된 청

구인은 국회의 위 법률 개정행위에 의하여 존폐 및 권한범위 등이 좌우[된다. 그러므로 

국가인권위원회는] 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

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결국, 권한쟁의 심판의 당사자능력은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에 한정하여 인정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청구인[국가인권위원회]에게는 

권한쟁의 심판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권한부여 근거

"헌법(constitution)"과 "법률(act)"에 의해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받고 있어

야 합니다.

권한 부여 근거로 "법률"만 있어도 됩니다.

보충성

권한의 다툼을 해결할 수 있는 적당한 기관이나 방법이 없어야 합니다.



210 제3강  소송요건론 PART 2

사례

국가기관으로서의 정부

정부(central government)·정부의 부분기관(central government organ)

을 봅시다.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각부 장관 등은 국가기관으로서 당

사자능력이 있습니다. 참고로, 정부는 다음 2가지로 나뉩니다.

1. 대통령(president)

2. 행정부(administration):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무회의, 행정각부, 감

사원

대한민국헌법

제4장 정부 (제66조~제100조)

 제1절 대통령 (제66조~제85조)

 제2절 행정부 (제86조~제100조)

  제1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제86조~제87조)

  제2관 국무회의 (제88조~제93조)

  제3관 행정각부 (제94조~제96조)

  제4관 감사원 (제97조~제100조)

국가기관으로서의 국회

국회(assembly)·국회의 부분기관(assembly organ)을 봅시다. 국회의원, 

위원회, 국회의장 등도 역시 국가기관으로서 당사자능력이 있습니다.

정당

1. 정당(political party)은 당사자능력이 없습니다. 현재 한국의 정당으로

는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통합진보당, 노동당 등이 있습니다. 정당

이란, 정치적 견해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집단입니

다. 정당은 국가기관도 지방자치단체도 아니므로 권한쟁의심판의 당사

자능력이 없습니다.

2. 참고로, 정당은 정치적 성격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사적 단체로, 기본권

의 주체입니다. 따라서 정당은 헌법소원심판의 당사자능력은 있습니다. 

헌법소원을 통해 기본권과 헌법질서수호를 실현할 수 있으므로, 굳이 권

한쟁의 당사자로 인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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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local government)는 당사자능력이 있습니다. 다음 2가지로 

나뉩니다.

1. 광역(upper level)자치단체: 가령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제

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 등

2. 기초(lower level)자치단체: 가령 종로구, 해운대구, 창원시 등

참고사항

1. 특별시나 광역시 안에 있는 구는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그 중에서도 기초

자치단체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광역자치단체) 안의 종로구(기

초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이러한 구를 자치구(autonomous 

Gu)라 합니다.

2. 일반 시 안에 있는 구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창원시(기

초자치단체) 안의 마산합포구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창

원시 안의 "마산합포구", 전주시 안의 "완산구" 등은 당사자능력이 없습니

다. 이러한 구를 일반구 또는 행정구(non-autonomous Gu)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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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의 제한
Restriction on Authority

나는 만델라에게 인간으로서, 대통령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배우고 있다. 

- Barack Obama

개념

사례

1. 국회의원이 세금을 부과받자 이를 다투기 위해 OO세무서장을 상대로 권

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부적법합니다.

2. 그 이유는 국회의원으로서의 권한 침해가 없기 때문입니다.

분석

이와 같이 비록 청구인에게 청구인능력(당사자능력)이 있더라도,

1. 재산권·공무담임권 등 국민(nation)으로서 갖는 기본권(fundamental 

right) 침해만 주장할 뿐,

2. 국가기관(national institution) 등으로서의 권한(authority) 침해의 주

장 또는 침해가능성이 없다면,

권한쟁의제도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기본권침해는 헌법소원으로 다투고, 권

한침해는 권한쟁의로 다투라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본안전판단으로 "제한" 여부를, 본안판단으로 "침해" 여부를 판

단합니다. 그러나 양자를 혼용해 사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법원

심판
대상

당사자 당사자

기타

권한의 제한

제61조(청구 사유) ② 제1항의 심판청구[권한쟁의심판청구]는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

작위(不作爲)가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였거나 침해

할 현저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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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1. 권한의 침해

헌법재판소 2006. 5. 25. 선고 2005헌라4 결정

권한의 침해'란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한 청구인의 권한침해가 과거에 발생

하였거나 현재까지 지속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2. 침해할 현저한 위험

'현저한 침해의 위험성'이란 아직 침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침해될 개연성이 상당히 높

은 상황을 의미한다.

권한의 근거

1. 헌법이 부여한 권한

2. 법률이 부여한 권한

제61조(청구 사유) ② 제1항의 심판청구[권한쟁의심판청구]는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

작위(不作爲)가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였거나 침해

할 현저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이와는 달리, 당사자능력에서 국가기관 여부의 판단은 설치 근거가 오직 "헌법"

인지로 판단합니다. 혼동하지 마세요.

 설치 근거 권한 근거

심판청구요건 당사자능력 권한의 제한

헌법/법률 오직 헌법 헌법 또는 법률

유형

권한의 실체

권한의 실체(substance)가 없는 경우, 심판청구는 부적법합니다.

1. 사건의 개요

헌법재판소 2009. 5. 28. 선고 2007헌마369 결정

이 사건 고속철도역은 행정구역상 전체 부지 <생략> 약 96%<생략>가 아산시에 위치하

고 있고, 나머지 약 4%<생략>이 천안시에 위치하고 있으나, 지리적으로는 아산시의 중

심권역보다는 천안시의 중심권역에 더 가까이 위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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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 1. 1. 아산시가 발족하면서 이 사건 고속철도역의 명칭을 '아산역'으로 하여야 한

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피청구인[건설교통부장관]은 2003. 11. 20. 아산시의 주민

투표결과를 반영하여 이 사건 고속철도역의 명칭을 "천안아산역(온양온천)"으로 결정<

생략>하였다.

그러자 청구인[아산시]은 2003. 11. 27. 이 사건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권한쟁

의심판을 청구하였다.

2.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3. 이유

지방자치제도의 보장은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자치행정을 일반적으로 보장한다는 것뿐

이[다.] 마치 국가가 영토고권을 가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에게 자신의 관

할구역 내에 속하는 영토·영해·영공을 자유로이 관리하고 관할구역 내의 사람과 물건

을 독점적·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청구인

이 주장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영토고권은 [우리나라] 헌법과 법률상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결정이 청구인의 영토고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은 가지고 있지도 않은 권

한을 침해받았다는 것에 불과하여 본안에 들어가 따져볼 필요가 없다. <생략>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다.]

권한 침해의 주장

권한 침해의 주장(assertion)이 없는 경우, 심판청구는 부적법합니다.

권한 침해의 가능성

권한 침해의 가능성(probability)이 없는 경우, 심판청구는 부적법합니다.

1. 사건의 개요

헌법재판소 2008. 3. 27. 선고 2006헌라1 결정

정부는 <생략> 1995년에서 2011년까지 경남 진해시 <생략>와 부산광역시 강서구[에] 

<생략> 항만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상남도는 <생략> 신항만의 명칭을 '진해 신항'으

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해양수산부장관은 2005. 12. 19. <생략> 무역항

인 '부산항'의 명칭은 그대로 유지하고, 신항만의 공식명칭을 '신항'(영문명칭：Busan 

New Port)으로 하기로 결정하였고<생략>, 이에 따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은 <생략>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고시[를] <생략> 개정·고시하였[다.] 이에 경상남도와 [구] 진해시

는 2006. 1. 13. <생략> [자신들의 관할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위 명칭결정 및 

고시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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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 창원, 진해는 2010. 7. 창원시로 통합되어, 진해는 창원시 진해구로 되었

습니다. 진해구는 자치구가 아니라 행정구라, 이제는 "당사자능력"이 없습니다.

2. 주문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3. 이유

특정 지방자치단체 내에 존재하는 항만구역에 대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이 사용되

고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변경을 위한 별도의 법령 개정 등이 없는 

한(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 그 관할 주체가 변경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특정 지

방자치단체의 일부 구역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사용하는 지정항만의 구역으로 

지정되었다 하여도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을 벗어났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러]므

로,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국 이 사건 명칭결정은 국가 고유의 사무이므로, 그 명칭결정으로 청구인들의 '자치권

의 공간적 범위인 관할구역에 대한 권한'이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현저한 위험이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피청구인 해양수산부장관의 이 사건 명칭결정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청구인들의 청구는 부적법하[다.]

특징

여기서의 권한 침해는, 실제로는 "주장"이나 "가능성"일 뿐입니다. 더 나아가 

실제로 침해가 있었는지 아닌지(consequence)는 헌법재판소가 나중에 본안

판단을 하면서 결정하게 됩니다.

1. 청구인의 주장이 어떤 처분이 자신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처분이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반하고 있다는 것에 그친다고 합시다. 

이 경우 권한 침해의 주장(assertion)이나 가능성(probability)이 없으므

로 위 사례들과 같이 헌법재판소는 본안전판단 결과 각하결정을 합니다.

헌법재판소 2006. 5. 25. 선고 2005헌라4 결정

권한쟁의심판청구의 적법요건[본안 전] 단계에서 요구되는 권한침해의 요건은, 청구인

의 권한이 구체적으로 관련되어 이에 대한 침해가능성이 존재할 경우 충족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만약 청구인의 주장이 어떤 처분이 자신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것이라 합

시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심리를 진행한 결과 실제로는 청구인 주장과 

같은 침해(consequence)가 없다고 판명되었다면, 다른 심판청구요건이 

충족된 이상 본안판단 결과 기각결정을 합니다.

권한의 침해가 실제로 존재하고 위헌 내지 위법한지의 여부는 본안의 결정에서 판단되

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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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의 제한과 권한의 침해

권한 제한이 없는 경우

1. 권한 침해의 주장 또는 가능성이 인정되는 것을 곧 권한의 '제한'으로 보

셔도 무방합니다.

2. 권한제한이 없다면, 주문은 각하입니다.

권한 제한이 있으나 침해는 아닌 경우

1. 그렇게 권한이 제한되는 것이 합리화될 수 있다면, 권한이 '제한되나 침

해는 없다'고 표현합니다.

2. 권한이 제한되나 권한 침해는 아니라면, 주문은 기각입니다. 

권한 침해가 있는 경우

1. 반대로 권한 제한에 합리적 사유가 없다면, 권한이 "침해"된다고 표현합

니다.

2. 권한이 제한되어 나아가 침해에 해당한다면, 주문은 인용입니다.

권한제한 권한침해

각하 기각

인용
○ ○

× ×

본안전판단 본안판단

 청구인용 청구기각 심판청구각하

권한 제한 ○ ×

심판청구요건 구비 (적법) 불비 (부적법)

권한 침해 ○ ×

청구인 승패 승소 패소

사례

사건의 개요

헌법재판소 2005. 12. 22. 선고 2005헌라5 결정

청구인은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 [조전혁]이고, <생략> 청구외 윤○봉 [외 15인]은 

초·중등학교의 교사들로 전교조에 가입한 조합원들이[다.] 청구인 [국회의원 조전혁]이 

<생략> 언론을 통해 [전교조 등] 가입현황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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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이 사건 교사들은 <생략> 이 사건 가입현황을 인터넷 등에 <생략> 공개하는 

것을 금지할 것 [등을] <생략>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생략>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기하

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2010. 4. 15. <생략> [국회의원 조전혁에게] "

이 사건 가입현황을 인터넷 등에 공시하거나 언론 등에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

용의 가처분<생략>을 명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가처분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조전혁]은 2010. 4. 20. <생략> 청구

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생략>에 게시하[였다. 국회의원 조전혁은] 한편, 서울

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가 <생략> 이 사건 가처분을 하여 [국회의원 조전혁]에게 고

지한 행위는 청구인의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권한침해의 

확인 및 이 사건 가처분과 그 결정의 고지 행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권

한쟁의심판을 <생략> 헌법재판소에 청구하였다.

한편, 이 사건 교사들은 이 사건 가처분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조전혁]이 이 사건 가

입현황을 공개한 것에 대응하여 2010. 4.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이 사건 가처분에 대

한 간접강제를 신청하였고,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2010. 4. 27. <생략> 청구

인[국회의원 조전혁]에 대하여 "1. 이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이 사건 가입현황을 인

터넷 등에 공시하거나 언론 등에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2. 만약 위 1항기재 의무를 이

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원 조전혁은 이 사건 교사들]에게 그 의무위반이 있은 날

마다 1일 30,000,000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이하 "이 사건 간접

강제"라 한다)을 하였다. 

그러자 청구인[국회의원 조전혁]은 다시,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가 <생략> 이 사

건 간접강제를 하여 청구인에게 고지한 행위가 청구인의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를 침해

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권한침해의 확인 및 이 사건 간접강제 와 그 결정의 고지행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권한쟁의심판을 추가하[였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특정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언론에 알리는 것과 같은 행위는 헌법과 법

률이 특별히 국회의원에게 부여한 국회의원의 독자적인 권능이라고 할 수 없고 국회의

원 이외의 다른 국가기관은 물론 일반 개인들도 누구든지 할 수 있는 행위로서, 그러한 

행위가 제한된다고 해서 국회의원의 권한이 침해될 가능성은 없다.

이 사건 가처분재판이나 이 사건 간접강제재판에도 불구하고 청구인[국회의원 조전혁]

으로서는 얼마든지 법률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할 수 있고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을 심

의하고 표결할 수 있어 입법에 관한 국회의원의 권한인 법률안 제출권이나 심의·표결

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없으며, 이 사건 가처분재판과 이 사건 간접강제재판은 국정감사 

또는 조사와 관련된 국회의원의 권한에 대해서도 아무런 제한을 가하지 않고 있어, 국정

감사 또는 조사와 관련된 국회의원으로서의 권한이 침해될 가능성 또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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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적격
Standing to Request

당신들이 못하는 말을 내가 대신 해주겠다는 마음으로 이 영화를 찍었다. - 남보라

개념

사례

1. 국회의 권한 침해를 이유로 국회 자체가 아니라 국회의원 A가 청구인이 

되는 것은 부적법합니다.

2. 그 이유는 국회의원 A에게 청구인적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분석

이와 같이 청구인으로서 심판청구를 하고 결정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자격을 

청구인적격(standing to request)이라 합니다. 쉽게 말해 해당 사건의 청구

인으로 적합하다는 자격입니다. 

법원

심판
대상

당사자

기타

청구인적격 당사자

 

제61조(청구 사유) ①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권한의 유무 또는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때에는 해당 국가기관 또는 지방

자치단체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1. 이론상, 권한 침해와 청구인 사이에 법적 관련성(relevance)이 있는가

의 문제입니다.

2. 실무상으로는, 제3자 소송담당을 인정할 것인지의 문제입니다.

제3자 소송담당

제3자 소송담당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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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자 소송담당이란, 원래는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타인을 

위해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것입니다.

2. 제3자가 타인을 대리(representation)하는 것이 아닙니다. 타인 대신 당

사자(litigant)가 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제3자 소송담당에 관해서는 민사법 입문 제9강: 채권의 효력 PART 3 중 "기

초개념" 부분을 참조하세요.

권한쟁의와 제3자 소송담당

어느 국가기관(가령, 국회)의 부분기관(가령, 국회의원)이 그 국가기관(국회)

의 권한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며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쉽게 

말해, 국회의원이 국회를 위해 당사자가 될 수 있겠냐는 겁니다.

1. 부분기관(국회의원)에게 청구인능력은 인정됩니다.

2. 그러나 부분기관(국회의원)에게 청구인적격까지 인정될 것인지가 문제

입니다.

허용 여부

결론부터 말하면, 권한쟁의에서 제3자 소송담당은 허용될 수 없습니다. 즉, 

청구인적격이 없습니다.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11헌라2 결정

권한쟁의심판에 있어 제3자 소송담당을 허용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는 현행법 체계 하에

서 국회의 구성원인 청구인들은 국회의 조약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의 침해를 주장

하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사례

사건의 개요

피청구인[대통령]은 2010. 10. 8. <생략> "전략동맹 2015" 합의문<생략>을 작성하였

다. 청구인들[국회의원 이정희, 조승수]은 <생략> 역대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군에 대한 

작전지휘권과 작전통제권을 국제연합군사령부와 한미연합군사령부<생략>에 이양하는 

조약<생략>을 체결함에 있어 그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았고, 현재의 대통령

인 피청구인이 이러한 조약 체결상의 하자를 치유하기 위하여 그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함에도 제출하지 않고 있는 행위(부작위) [등은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생략> 2011. 4. 7. 이 사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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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 작전통제권(wartime operational control)은 전쟁 발생시 군대의 작전

을 총괄 지휘하고 통제하는 권한입니다. 보통은 전시든 평시든 작전권은 각 국

가가 갖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는 전시 작전권을 한미연합사령부(ROK-

US CFC)에 이양한 상태입니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권한쟁의심판에 있어서의 '제3자 소송담당'은 [어떠한가?] <생략> 국회의 의사가 다수

결에 의하여 결정되었음에도 다수결의 결과에 반대하는 소수의 국회의원에게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다수결의 원리와 의회주의의 본질에 어긋[난다.] 뿐

만 아니라, 국가기관이 기관 내부에서 민주적인 방법으로 토론과 대화에 의하여 기관의 

의사를 결정하려는 노력 대신 모든 문제를 사법적 수단에 의해 해결하려는 방향으로 남

용될 우려도 있다.

따라서 권한쟁의심판에 있어 '제3자 소송담당'을 허용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는 현행법 

체계하에서 국회의 구성원인 청구인들[국가기관의 부분기관인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이 

직접 당사자가 되어] 국회[국가기관]의 조약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의 침해를 주장하

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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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부작위
Disposition & Omission

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대는 이 점을 깊이 생각해야 한다. - Parmenides

개념

사례

1. 기자회견(new conference), 단순한 견해표명 등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부적법합니다.

2. 왜냐하면 단순한 견해표명은 권한쟁의의 심판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분석

1. 이와 같이 취소나 위헌확인을 구하고자 하는 대상 면에서, 심판을 받기 

위해 필요한 자격을 대상적격(reviewability)이라 합니다. 쉽게 말해 해

당 사건의 심판대상으로 적합하다는 자격입니다.

2. 실정법상으로는, 심판대상이 "처분 또는 부작위"에 포함되는지의 문제

입니다. 

법원

심판
대상

당사자 당사자

기타

처분·부작위

 

제61조(청구 사유) ② 제1항의 심판청구는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不作爲)가 헌

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처분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치의 일방적 행위로서 법률관계에 변동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 처분(disposition)입니다. 행정소송에서의 "처분"과 비슷합니다. 

다만, 영역 면에서 범위가 더 넓다고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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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적 중요성이 있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 2005. 12. 22. 선고 2004헌라3 결정

여기서 "처분"이란 법적 중요성을 지닌 것에 한[한다. 그러]므로,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없는 행위는 "처분"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이를 대

상으로 하는 권한쟁의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법률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국회의 많은 절

차를 거쳐야 [한다. 그리고] 법률안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전적으로 헌법상 입법권을 독

점하고 있는 의회의 권한이다. 따라서 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하는 행위는 입법을 위한 하

나의 사전 준비행위에 불과하[다. 그것은] 권한쟁의심판의 독자적 대상이 되기 위한 법

적 중요성을 지닌 행위로 볼 수 없다.

2. 개별행위와 입법행위 모두를 포함합니다.

헌법재판소 2006. 8. 31. 선고 2004헌라2 결정

적법요건으로서의 "처분"에는 개별적 행위뿐만 아니라 규범을 제정하는 행위도 포함[된

다.] 입법영역에서는 법률의 제정행위 및 법률 자체를, 행정영역에서는 법규명령 및 모

든 개별적인 행정적 행위를 포함한다. 이 사건 점용료부과처분은 행정소송법상의 처분

에 해당하므로 처분요건을 충족한다.

부작위

역시 행정소송에서의 "부작위"와 비슷합니다. 가령, 작위의무가 있어야 부작

위라 말할 수 있습니다.

적법요건으로서의 "부작위"는 단순한 사실상의 부작위가 아니고 헌법상 또는 법률상의 

작위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생략>.

청구인[(부산) 강서구]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도로들, 제방, 섬들에 대한 관할권한이 청

구인에게 귀속된다면, 피청구인[구 진해시]은 지방자치법 제5조에 의하여 청구인[(부산) 

강서구]에게 그 사무와 재산을 승계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이 사건 부작위는 부작위요건을 충족한다.

사례

사건의 개요

헌법재판소 2006. 3. 30. 선고 2005헌라1 결정

2004. 11. 4. 피청구인[당시 행정자치부장관]과 법무부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공동명

의로 담화문을 발표하여 <생략> 총파업사태에 대한 대응책을 내놓았다. 



223제3강  소송요건론 PART 2

또 행정자치부[현 안전행정부]는「전공노 총파업관련징계업무처리지침」을 마련하여 

<생략> 울산광역시를 비롯한 각 시·도에 그 내용을 통보하였고, 울산광역시도 2004. 

11. 9. 그 내용을 청구인들을 포함한 산하 기초자치단체에 통보하였다.

청구인들[(울산) 동구, (울산) 북구]은 피청구인[행정자치부장]<생략>의 각 행위는 헌

법과 법령에 의하여 보장되고 있는 청구인들의 <생략> 권한을 침해<생략>하는 것이라

고 주장[한다. 청구인들은] <생략> 이 사건 권한쟁의심판을 2005. 1. 3. 청구하였다.

주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

단순한 업무협조 요청에 불과하[다.] <생략> 통보한 것도 상호 협력의 차원에서 조언·

권고한 것이거나 단순히 '업무연락'을 한 것이[다. 그것을] 각 지방자치단체를 법적으로 

규제하는 강제적·명령적 조치를 취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 <생략> 담화문을 발표한 

것 또한 단지 파업의 대응방침을 천명한 것으로 단순한 견해의 표명[일 뿐이다.] 

이러한 행위들은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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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기간
Period of Request

후회해 봤자 만시지탄이었다. - 박완서, ≪오만과 몽상≫

개념

사례

1.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의 처분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부적법합니다.

2. 그 이유는 청구기간(period of request)을 도과했기 때문입니다.

분석

권한쟁의심판의 경우 다른 구제절차를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청구기

간에 관해서도 처분에 대해 막바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경우만 규정이 있

습니다. 

법원

심판
대상

당사자 당사자

기타

청구기간

 

제63조(청구기간) ① 권한쟁의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심판대상이 처분인 경우

객관적 기간

1. 권한쟁의의 사유가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해야 합니다.

2. 여기서 "있은 날"이란, 처분으로 권한이 침해된 시점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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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적 기간

1. 권한쟁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내에 심판청구를 해야 합니다.

2. 예를 들어, 입법행위에 대한 권한쟁의는 보통 법률의 공포가 있으면 사

유 있음을 알았다고 봅니다.

헌법재판소 2006. 5. 25. 선고 2005헌라4 결정

법률의 제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의 경우, 청구기간은 법률이 공포되거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일반에게 알려진 것으로 간주된 때부터 기산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일정한 법

률안이 법률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의결을 거쳐 관보에 게재·공포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로써 이해당사자 및 국민에게 널리 알려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소결

원칙적으로 위 두 기간을 모두 충족해야만 비로소 심판청구가 적법합니다.

심판대상이 부작위인 경우

청구기간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 2006. 8. 31. 선고 2004헌라2 결정

이 사건 부작위의 경우 현재까지 부작위가 계속됨으로써 청구인 주장의 권한침해상태

가 계속되고 있어 청구기간이 계속 새롭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므로 청구기간도과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주의하세요. 부진정입법부작위에서는 청구기간이 문제됩니다. 왜냐하면, 부진

정입법부작위는 엄밀히 말해 "부작위"가 아니라 "작위"이기 때문입니다.

예외

형식적으로 보면 청구기간을 도과했는데도, 심판청구를 적법하게 보는 예외

가 있습니다.

1. 권한쟁의심판의 청구기간은 모두 불변기간입니다.

제63조(청구기간) ① 권한쟁의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2. 따라서 청구인이 책임질 수 없는(blameless) 사유로 청구기간을 도과했

더라도, 추완(complement)심판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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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사건의 개요

헌법재판소 2006. 5. 25. 선고 2005헌라4 결정

피청구인[국회]은 2005. 1. 1. 본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을 가결·통과시켰[다.] 이 

법률은 2005. 1. 5. <생략> 공포되었다. 이에 청구인들[(서울) 강남구 등]은 위 법률의 

제정으로 <생략> 자신들의 자치재정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한다. 청구인(서울 강남구 

등)들은] 이러한 침해의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권한쟁의심판을 2005. 7. 1. 헌법재판

소에 청구하였다.

주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이 사건 법률 시행일] 2005. 1. 5. 청구인들은 자신들의 권한침해 내지 권한침해의 가

능성을 충분히 예상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이 사건 법률의 시행 이후 도래하는 최초의 납기가 <생략> 종합부동산세의 납

세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개인의 기본권침해 여부를 인식하는 시점이 될 수 있음은 별론

으로 하고, 청구인들의 자치재정권에 대한 권한침해 여부를 인식하는 시점으로 볼 수

는 없다.

그러므로 <생략>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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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성
Necessity

말을 너무 많이 하면 반드시 필요 없는 말이 섞여 나온다. - 인디언 격언

개념

사례

1. 이미 권한침해가 종료됐다면 권한쟁의심판청구가 부적법할 수 있습니다.

2. 그 이유는 심판을 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분석

이와 같이 권한쟁의를 하는 것이 권한 구제에 과연 필요한지 여부를 권리보호

의 필요성(necessity)이라고 합니다. 

법원

심판
대상

당사자 당사자

기타

필요성

사례

사건의 개요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10헌라4 결정

2010. 7. 1. 새로 취임한 [전라북도] 교육감은 <생략> 전임자가 한 [남성고, 군산중앙고

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고시 처분을 취소[A]<생략>하였다. 그러자 피청구인[교

육과학기술부장관]은 2010. 8. 23. 전라북도교육감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취소처분[A]

은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남용한 것이므로 2010. 9. 7.까지 이를 취소하라[B1]는 취

지의 시정명령[등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전라북도]은 피청구인[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 전라북도교육감에 대하여 한 이 사건 [B1] 시정명령은 헌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자치

권 [등]을 침해하는 것으로 무효라며 2010. 9. 13. 이 사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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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로 지정된 각 학교법인이 전라북도교육감을 상대로 이 사건 

각 취소처분 [등을] 구한 소에서, 2010. 11. 23. 이 사건 각 취소처분[A]을 취소[B2]하

는 판결이 선고되고<생략> 2011. 2. 9. [같은 취지로] 확정되었다.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생략> 이 사건 각 시정명령이 청구인의 자치권 [등] 권한을 침해

하는지 여부 및 <이 사건> 이 사건 각 시정명령이 무효인지 여부이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취소처분[A]의 취소[B2] 등을 구하는 소에서 전라북도교육감이 한 위 각 취소처분[A]을 

취소[B2]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러]므로, 이로써 위 각 취소처분[A]의 효력이 소멸

되었[다.] 따라서 이[A]를 시정대상으로 하던 위 각 [B1] 시정명령 또한 그 효력을 상실

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더이상 위 각 시정명령에 따를 법적 의무, 즉 

위 각 취소처분[A]을 시정할 의무나 위 각 시정명령[B1]에 불응할 경우 위 각 취소처분

[A]이 취소[B3]·정지될 위험을 부담하지 않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전라북도]에 대한 권한침해상태가 이미 종료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권리보호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을 인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같은 유형의 침

해행위가 반복될 위험이 있는 사안으로서 헌법적 해명의 필요가 긴요한 경우라고 할 수 

없어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

예외

사건의 개요

헌법재판소 2003. 10. 30. 선고 2002헌라1 결정

청구인[국회의원 김홍신]은 평소 건강보험재정문제와 관련하여 '재정통합'이 올바른 길

이라는 소신을 가지고 있었[다.] 한나라당 지도부는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위

원 중 유일하게 당론에 반대하고 있는 청구인[국회의원 김홍신]을 동 위원회에서 강제

로 사임시켜서라도 당론을 관철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생략> 청구인은 위 위원회에

서 강제 사임되고 위 박혁규 의원이 보임된 후 "건강보험재정분리법안"의 심의·표결

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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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청구인 [국회의원 김홍신]은 2002. 1. 24. 위와 같이 피청구인[국회의장]이 <생략

> [자신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강제 사임시킨 행위로 말미암아 <생략> 심의·표

결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했다. 청구인 국회의원 김홍신은] 그 권한침해의 확인 [등]을 

구하는 이 사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현재의 제16대 국회는 4년 임기중 전반기를 이미 마쳤고, 후반기 들어 2002. 

7.경 새로이 각 상임위원회의 위원배정이 이루어졌으며, 이 때 청구인[국회의원 김홍신]

은 다시 보건복지위원회에 배정되어 현재까지 동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주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그러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권한쟁의심판청구에 의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은 이미 이

루어져 청구인이 주장하는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은 소멸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이 상임위원회 위원의 개선, 즉 사·보임행위는 법률의 근거하에 국

회관행상 빈번하게 행해지고 있고 그 과정에서 당해 위원의 의사에 반하는 사·보임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얼마든지 예상할 수 있[다. 그러]므로 청구인에게 뿐만 아니라 일반

적으로도 다시 반복될 수 있는 사안이[다. 따라서]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있[다. 그러

므로] 이 사건은 [객관적] 심판의 이익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하다.]

[다만, 본안판단 결과 권한침해는 없다.]

의의

주관적 필요성

1. 주관적 필요성을 주관적 심판청구 이익이라 합니다.

2. 권한쟁의심판도 주관적 권한을 구제하는 의미가 있으므로, 주관적 권리

보호이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단순히 "필요성"이나 "심

판청구 이익"이라 하면 이것을 의미합니다.

객관적 필요성

1. 객관적 필요성을 객관적 심판청구 이익이라 합니다.

2. 권한쟁의 제도는 객관적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권리

보호이익이 없더라도 객관적으로 심판을 청구할 이익이 있는 경우를 인

정하는 것입니다.



이 책은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많은 분들의 후원으로 인해 

제작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많은 분

들께서 제목 건의, 내용 수정, 오탈자 교정 등 다양한 방법

으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이에 후원 및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표하고자  

이렇게 감사 명단을 작성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분들과 

함께하는 ≪누워서 읽는 법학≫이 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크라우드펀딩에 참여하신 분들(가나다 순)

강철만 서숙희 이성봉 정준선

(주)신승이앤씨 (남궁은, 금창준, 권효근, 김현기)

비교형량 (김계항, 김태준, 문진영, 황성규)

SKKU GE (조경모, 임종우, 남동렬, 유선중)

김대호 김별다비 김상오  김영민  김용석  김용혁  김정국  냥냥이

노상재  류범선  성영모  손현진  아오잉  안동근  이수주  정영욱 

최동현  한경숙  한주현  Kyu-Yeol

양신혜  석민철  성길제  외 546명

책을 만드는데 참여하신 분들(가나다 순)

강경묵 김동환 김성훈 김영민 손현진 우지원 윤경섭 이강호

강민영 김소정 김영호 김용구 김재학 김평우 심정운 안문경 양희석 

오진주 위재원 유기성 이수경 전은경 조민현 케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