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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강  소송요건론 PART 1 
재판을 받기 위한 전제조건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공권력 통제 유형) 

Peter Paul Rubens, The Judgement of Paris 

1636. Oil on canvas, 144.8 cm × 193.71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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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목표

소송요건이란 법원이 판결을 하기 위한 전제입니다. 그러한 전제조건을 갖추지 못하면, 아무리 합리적인 주장을 

하더라도 패소하게 됩니다. 그런데 소송요건은 소송(심판)마다 비슷하면서도 또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소송

요건론에서는 2회에 걸쳐 소송(심판)유형별로 각각의 소송요건을 살필 것입니다. 먼저 PART 1에서는 공권력작

용에 대항한다는 점에서 서로 통하는, 그러나 각자 독특한 개성을 가진 헌법소원과 취소소송의 각 소송요건을 

보겠습니다. 서로 비교, 대조하며 공부하면 분명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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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요건의 의의 
The Importance of Litigation Requirement!

연애에 대해서, 사람의 외모를 운동경기에 비한다면 지역대회 예선에 불과하다. 그 사람의 내

면이야말로 진정한 본선무대라고 할 수 있지. / 즉, 내면을 갈고 닦으라는 것이군요? / 아니, 

지역대회 예선을 통과하지 못하면 본선에는 진출할 수 없다는 거지. - 어느 대화 

승소와 패소 

원 고  승 소  

원고 입장에서 자신의 청구가 받아들여지는 것이 '원고 승소'이며, 그 때의 판결을 '인용'판결이

라 합니다. 

•당연하게도, 피고 입장에서는 패소입니다. 즉, 원고 승소란 '피고 패소'입니다. 

원 고  패 소  

반면 원고 입장에서 결과적으로 자신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 '패소'입니다. 그런데 

그 때의 판결로는 '기각'판결과 '각하'판결 이렇게 2종류가 있습니다. 

1. 기각(dismissal): 증거가 부족하다거나 법적으로 권리가 인정될 수 없거나 하여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는 경우입니다. 쉽게 말해, 내용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청구가 이유 없어 기각

한다'고 표현합니다. 

2. 각하(rejection): 청구한 내용을 판단할 것도 없이 소제기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입니다. 

물론 그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다면 바로잡은 뒤에 내용을 판단하면 되겠지만, 그게 불가능

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내리는 원고 패소 판결이 바로 각하 판결입니다. 쉽게 말해, 형

식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소가 부적법하여 각하한다'고 표현합니다. 

•승소판결 중 인용과 패소판결 중 기각은 모두 소제기 자체는 적법한 때 나오는 결론입니다. 

소송요건의 개념 

의미  

그렇다면 과연 어떤 경우 소제기 자체에 문제가 있다(소가 부적법하다)는 걸까요? 바로 소송요

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입니다. 소송요건(litigation requirement)이란 법원이 판결을 하기 위

한 요건을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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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예를 들어 원고가 도롱뇽이라면 법원이 판결을 할 수가 없는데, 이 말은 이 사건은 소송요건 중 

무언가 갖추지 못한 게 있다는 의미입니다. 

1. '도롱뇽'의 경우 소송요건 중 당사자능력이 없어서 소(신청)가 부적법한 것입니다. 

2. '도롱뇽의 친구들'은 소송요건은 갖추었으나, 입증에 실패해 소(신청)가 이유 없습니다. 

소송요건의 국면 

법 원  

법원은 

1. 재판권과 

2. 관할권(jurisdiction)을 

가져야 합니다. 가령, 미국인과 프랑스인 사이에 중국

에서 발생한 분쟁에 관해 미국인이 엉뚱하게 한국 법원

에 소제기하면 부적법해 각하해야 합니다. 

당 사 자  

당사자들은 

1. 당사자능력(admissibility)과 

2. 당사자적격(standing)을 

가져야 합니다. 앞서 본 도롱뇽 사례가 있겠죠. 

울산지방법원 2004. 4. 8.자 2003카합982 결정

[주문] 1. 신청인 '도롱뇽'의 신청을 각하한다. 2. 신청인 '도롱뇽의 친구들'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신청인들의 주장에 따르면, 신청인 '도롱뇽'은 천성산에 서식하는 도롱뇽 또는 위 도롱뇽을 포함한 자연 

그자체로서, 이 사건 터널 공사로 인한 도롱뇽의 생존환경 및 천성산의 자연환경 파괴를 막기 위하여 자연 내지 

자연물의 고유의 가치의 대변자인 환경단체 '도롱뇽의 친구들'을 그 사법적 담당자로 삼아 이 사건 신청에 이르

게 되었다는 것이다. <생략> 살피건대, <생략> 자연물인 도롱뇽 또는 그를 포함한 자연 그 자체에 대하여는 현

행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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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의 자연파괴를 막는 한

편, 생명을 중시하는 생각을 폭 넓게 전파하여 환경운동·생명운동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다. 

소송요건은 갖추었다.] <생략> 신청인 단체의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그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 할 

것이므로, <생략> 이유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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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판 대상  

심판을 받을 대상(object)이 그 소송에 적합한 것이어야 합니다. 가령, 처분이 아닌 것에 대해 

취소소송(행정소송)을 제기했다면 부적법하여 각하 판결이 나옵니다. 

•심판대상을 '소송의 목적', '소송의 객체', '소송물(matter of lawsuit)'등으로도 부릅니다. 

기타  

법적으로 판결을 받을 필요가 있어야 하는 등 각종 요건들이 또 있습니다. 가령, 영업정지처분

을 받았는데 정해진 기간이 지나 영업정지가 풀렸다면, 이제 그 영업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소소송(행정소송)은 부적법할 수 있습니다. 

분야별 소송요건 
이상은 넓은 의미의 '소송요건'과 판결 유형을 살펴본 것입니다. 그런데 형사소송, 헌법재판 등 

세부적인 소송 유형으로 들어가 보면, 용어와 의미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취

지와 구조는 통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민사 소 송 과  소 송 요 건  

1.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는데 소제기를 했다면, 소제기는 부적법합니다. 

2.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소가 부적법하여 소각하판결을 하게 됩니다. 

형 사 소 송 과  소 송 조 건  

1. 같은 의미입니다만 소송요건 대신 주로 '소송조건(litigation condition)'이라는 용어를 씁

니다. 민사소송의 소제기에 대응되는 것이 형사소송의 공소제기라고 하였습니다. 소송조건

을 갖추지 못하였는데 공소제기를 하였다면, 공소제기가 부적법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

미에서, 소송조건을 공소제기의 유효요건이라고도 부릅니다. 

민사소송법

제219조(변론 없이 하는 소의 각하) 부적법한 소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변론 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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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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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조건을 갖추지 못하면 공소가 부적법하여 공소기각판결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간

통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습니다. 즉 이 때 고소는 소송조건(공소제기의 

유효요건)입니다. 만약 고소가 없는데 검사가 기소했다면, 공소제기가 부적법합니다. 이 때 

내리는 판결이 바로 공소기각이라는 것입니다. 

•형사소송 판결에는 인용, 기각, 각하가 없습니다. 유죄, 무죄, 공소기각 식만 있습니다. 굳

이 대응시키면 인용이 유죄, 기각이 무죄, 각하가 공소기각이라 할 수 있지요. 

행정 소 송 과  소 송 요 건  

1.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는데 소제기를 하면, 소제기는 부적법합니다. 

2.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소가 부적법하여 소각하판결을 하게 됩니다. 

형법

제241조(간통) ① 배우자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 

② 전항의 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단,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 다음 경우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2.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유죄 무죄 공소기각

승패 검사 승소 (피고인 패소) 검사 패소 (피고인 승소)

사유 죄가 인정됨 죄가 인정되지 않음 공소제기가 부적법

소송조건 소송조건 구비 소송조건 불비

행정소송법

제8조(법적용예) ②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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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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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 법 재 판 과  심 판 청 구 요 건  

1.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했는데 청구를 하면, 심판청구는 부적법합니다. 

2. 즉, 심판청구가 부적법하여 심판청구 각하 결정을 하게 됩니다. 

•헌법재판에선 소 대신 심판, 제기 대신 청구, 판결 대신 결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원고 대신 청구인, 피고 대신 피청구인이라 하죠. 실질적인 차이는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

다. 

본안전판단과 본안판단 

본안판 단  

1. 법원(헌법재판소)이 소송요건(소송조

건,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었는지 심사

하는 것을 '본안전판단'이고 합니다. 

2.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소가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피고(피고인, 피청구인)가 항변

하는 것을 '본안전항변'이라 합니다. 

본안전 판 단  

1. 소송요건을 갖춘 것을 전제로, 청구가 이유 있는지(형사의 경우 죄가 있는지) 심사하는 것

을 본안판단이라고 합니다. 

2. 소송요건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청구가 이유 없다는 취지로 피고가 항변하는 것을 '본안에 

관한 항변'이라 합니다. 

•조건을 만족하지 못해 만나기도 전에 거부하는 경우와, 만나본 결과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아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40조(준용규정) ①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

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형사

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고,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의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을 함께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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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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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의의 
소송요건을 두어서 소송요건을 통과한 사건만 본안심사를 한다는 것은 다음 두 가지 의미를 가

집니다. 

당 사 자 에  대 하 여  

1. 당사자에 대해서는 소송요건을 통과하지 못하면 패소하게 된다는 점에서 소제기를 할 때 신

중하라는 메시지를 줍니다. 즉, 소제기, 심판청구가 남용되는 것을 막습니다. 

2. 원래 헌법재판, 행정소송은 다수결 원리에 의해 결정된 사항에 대해 개인이 불복하여 시정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너도나도 제한 없이 모든 사항을 불복할 수 있다면, 정작 필요한 

부분은 뒷전으로 밀리고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법 원 에  대 하 여  

1. 법원에 대해서는 본안심사의 부담을 덜어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판사의 업무부담이 과도하

게 높으면, 중요사안에 집중하기 어려워고, 판결의 공정성 면에서도 문제가 생깁니다. 

•판사들의 업무부담은 지난 30년 동안 50% 가까이 상승하였다는 이야가 있습니다. 

2. 특히 행정소송 중 항고소송, 헌법재판 중 헌법소원의 경우, 정치적인 의미와 파급효과가 커

서, 법원이나 헌법재판소가 본안판단을 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사법기관이 적극적으로 정책판단을 내리는 것이 반드시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이 때 소

송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건에 대해서는 법원이나 헌법재판소가 본안판단을 하지 않아도 됩

니다. 소송요건 단계에서 사건이 '걸러지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소 결  

그러므로 소송요건의 중요성은 공법사건에서 더욱 부각된다고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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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심판청구요건 
Litigation Requirement of Constitutional Complaint!

�� ���� �
	 ��� ��. - Henry de Bracton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의 개념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말미암아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직업의 자유, 재산권, 신체의 자

유 등등)을 침해당한 자가 그 공권력의 위헌인지 여부의 심사를 헌법재판소에 청구하여 구제를 

받는 제도입니다. 

헌법재판소에 관하여 
재판권·관할권이 인정돼야 합니다. 

•법원의 경우 각 지방에 각급법원이 설치되어 있는 것과 달리, 헌법재판소는 1군데에 있습

니다. 따라서 헌법사건으로서 국내사건인 이상, 특별히 재판권이나 관할권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요건은 굳이 살피지 않겠습니다. 

당사자에 관하여 
1. 당사자능력으로서 청구인에게는 청구인능력, 피청구인에게는 피청구인능력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2. 당사자적격으로서 청구인에게는 청구인적격, 피청구인에게는 피청구인적격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3. 청구인이 기본권 제한을 받아야 합니다. 

•헌법소원에서 피청구인이란 공권력작용을 하는 국가기관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법무부장

관', '법원행정처장' 등입니다. 아래에서 볼 심판대상 요건이 충족되는 이상 사실상 피청구

인에 관한 요건도 충족되는 셈이어서, 따로 논할 실익이 크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청구인

에 관한 요건(피청구인능력·피청구인적격)은 굳이 살피지 않겠습니다. 

심판대상에 관하여 
공권력작용임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 '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자격이 있는가?'라는 의미에서, 대상적격의 문제라고도 합니다. 

기타 
그 밖에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였거나, 성질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해석되는 요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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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령, 헌법재판소법은 심판청구에는 시간제한을 두었습니다. 그 기간을 도과한 심판청구

는 부적법합니다. 한편,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없다면 헌법소원제도를 선택한 것이 잘못된 

것이어서 역시 심판청구는 부적법할 것입니다. 

결론 
헌법소원 심판청구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시키지 못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합니다. 실

제로 문제되는 요건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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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너무 어렵

다면, 일단 그 다음에 있는 취소소송 소송요건으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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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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

인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분석  

헌법소원이란 침해된 기본권을 구제하기 위

한 제도이므로, 기본권을 누릴 수 있는 자

만이 심판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심판청

구요건 중 청구인능력(admissibility to a 

requester)은, 청구인이 기본권의 주체인

지 아닌지 하는 문제입니다. 

주 의 사 항  

'기본권(fundamental right)의 주체'와 '권리(private right)의 주체'는 별개입니다. 민법상 권

리나 의무를 가질 수 없더라도, 기본권을 누릴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회를 봅시다. 

1. '단체'로서 종교의 자유 등 기본권을 누리지만, 

2. 법인으로 등기되지 않은 이상 민법상 권리능력은 없습니다. 

교회가 권리의무의 주체는 아니더라도 기본권의 주체는 되기 때문에, 교회의 청구인능력은 인

정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청구 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不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

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

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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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분석 

자 연 인  

자연인(natural person)은 청구인능력이 있습니다. 외국인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 적  단 체  

사적 단체(private association)도 청구인능력이 있습니다. 등기가 되어 법인격이 있든(권리능

력이 있든), 등기되어 있지 않아 법인격이 없든(권리능력이 없든) 마찬가지입니다. 

공 적  기 관  

그러나 공적 기관이나 공적 단체(public association)는 기본권 주체가 아니므로, 청구인능력

이 없습니다. 

•물론 국회의원, 장관, 대통령 등도, 국가기관으로서가 아니라 '개인'으로서는 자신의 기본

권 침해를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2001. 11. 29. 선고 99헌마494 결정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소정의 헌법소원은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만이 청구할 수 있고, 여기서 기본권을 침

해받은 자만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은 곧 기본권의 주체라야만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고 기본권의 

주체가 아닌 자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다.] '국민' 또는 국민과 유사한 지위에 있는 '외국인'은 기본권의 주

체가 될 수 있[다.]

헌법재판소 1995. 7. 21. 선고 92헌마177 결정

청구인협회[한국신문편집인협회]는 언론인들의 협동단체로서 법인격은 없으나, 대표자와 총회가 있고, 단체의 

명칭, 대표의 방법, 총회 운영, 재산의 관리 기타 단체의 중요한 사항이 회칙으로 규정되어 있는 등 사단으로서

의 실체를 가지고 있으므로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기본권의 성질상 자연인에게만 인정될 

수 있는 기본권이 아닌 한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으며, 헌법상의 기본권을 향유하는 범위 내에서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능력도 있다고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 2006. 2. 23. 선고 2004헌바50 결정

기본권 보장규정인 헌법 제2장의 제목이 "국민의 권리와 의무"이고 그 제10조 내지 제39조에서 "모든 국민은 

……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기본권의 보장에 관한 각 헌법규정의 해석상 국민만이 기본

권의 주체라 할 것이고, 공권력의 행사자인 국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 또는 국가조직의 일부나 공법인은 기

본권의 "수범자"이지 기본권의 주체가 아니고 오히려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 내지 실현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지니고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지방자치단체인 청구인은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고 따라서 청구

인의 재산권 침해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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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청구인능력은 문제의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와는 무관합니다. 인정되냐 인정되지 않냐는 청구

인이 무엇인지에 따라 일률적으로(uniformly) 결정됩니다. 

1. 예를 들어 청구인이 국민인 이상, 사건 내용을 묻지 않고 청구인능력은 그냥 인정되는 것입

니다. 

2. 반대로 청구인이 공적 단체라면, 일률적으로 청구인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 청구인적격은 일률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건과의 관련성을 살펴 "이 

사건에서는 청구인적격이 있고, 저 사건에서는 청구인적격이 없다"는 식으로 개별적으로 

말하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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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제한 
Infringement on Fundamental Rights 

권리가 있는 곳에 구제가 있다. - 오래된 법언 

개념 

사례  

전직 대통령인 전두환에게 수여했던 훈장을 치탈하지 않더라도 국민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

는 것은 부적법한데, 그 이유는 청구인에게 기본권 침해(infringement on fundamental 

rights) 여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분석  

어떤 공권력행사가 어떤 이유든 헌법에 위반된다고 가정해도, 그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될 여지

가 없다면, 헌법소원제도를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헌법재판소 1998. 9. 30. 선고 97헌마263 결정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이 위 청구외인들[전두환, 노태우 등]에게 특혜를 베푸는 차별적 대우에 대하여 몹시 불쾌

한 감정을 느끼고 있으므로 이는 곧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른바 12·12 사건 등에 관련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전직대통령 전두환, 노태우 등]에게 수여한 모든 

훈장을 치탈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만으로는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 등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받을 여지

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들로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제68조(청구 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不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

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

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제2강  소송요건론 PART 1                                                                                                       91



유형별 분석 

기 본 권 의  실체  

기본권의 실체(substance)가 없으면, 기본권 제한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기 본 권  침해 의  주 장  

기본권 침해의 주장(assertion)이 있어야 합니다. 청구인이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주장을 하

지도 않는 상황에서,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건 무의미하겠죠. 

기 본 권  침해 의  가능성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probability)이 있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 2009. 5. 28. 선고 2007헌마369 결정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은 '이 사건 연습[한미연합 군사훈련의 일종인 2007년 전시증원연습]이 북한에 대한 선

제적 공격연습으로서 한반도의 전쟁발발 위험을 고조시켜 동북아 및 세계 평화를 위협하므로 청구인들의 평화

적 생존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07. 3.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이유] 청구인들이 평화적 생존권이란 이름으로 주장하고 있는 평화란 헌법의 이념 내지 목적으로서 추상적인 

개념에 지나지 아니하고, 평화적 생존권은 이를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기본권으로서 특별히 새롭게 인정할 필

요성이 있다거나 그 권리내용이 비교적 명확하여 구체적 권리로서의 실질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워 헌법상 보

장된 기본권이라고 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 2006. 2. 23. 선고 2005헌마268 결정

청구인들은 기본권 침해주장 이외에 이 사건 조약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미합중국 군대의 서울역지역으

로부터의 이전에 관한 협정' 등]이 일반 헌법규정(제5조[침략전쟁의 부인], 제60조[국회의 조약에 관한 비준동

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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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서 받아들

일 수 없다.

헌법재판소 2006. 2. 23. 선고 2005헌마268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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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이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됨으로써 재산권을 제한받게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조약들은 평택지역으로 미군부대가 이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을 뿐이므로 이에 의하여 청구인

들의 환경권, 재판절차진술권, 행복추구권, 평등권, 재산권이 바로 침해되는 것이 아니다. 또한 미군부대의 이

전 후에 권리침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권리침해의 우려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장래에 잠재적으

로 나타날 수 있는 것에 불과하다. <생략>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 등 적법요건[심판청구요

건]을 갖추지 못하여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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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1. 여기서의 기본권 침해란, 말 그대로 '주장'이나 '가능성'일 뿐입니다. 

2. 더 나아가 실제로 침해가 있었는지 아닌지(consequence)는 헌법재판소가 나중에 본안판단

을 하면서 결정하게 됩니다. 본안판단이란, 여러 가치들을 저울질하는 겁니다. 본안에서는 

과도한 제한인지, 제한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등을 보는 거죠. 

헌 법 원칙  위 반  주 장  사례  

1. 예를 들어 청구인의 주장이 어떤 공권력행사가 자신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공권력행사가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반"하고 있다는 것이라 합시다. 

2. 기본권 침해의 주장(assertion)이나 가능성(probability)이 없습니다. 그럼 저울질이 필요 

없죠. 

3. 헌법재판소는 본안전판단 결과, 각하결정을 합니다.  

기 본 권  침해  주 장  사례  

1. 그러나 청구인의 주장이 어떤 공권력행사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라 합시다. 

2. 기본권 침해의 주장이나 가능성은 있는 경우입니다. 그럼 저울질이 필요하죠. 

3.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심리를 진행한 결과 실제로는 침해(consequence)가 아니라고 판단했

다고 합시다. 이러한 본안판단 결과, 기각결정을 합니다. 

제한과 침해의 구별 

기 본 권  제 한 의  개념  

1. 기본권 침해의 주장 내지 가능성이 인

정되는 것을 곧 기본권의 '제한'으로 보

셔도 무방합니다. 

2. 기본권 제한이 없다면, 주문은 각하입니다. 

합 리 적 인  기 본 권  제 한  

1. 만약 그렇게 기본권이 제한이 되더라도, 그러한 제한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합시다. 

즉 합헌이라고 합시다. 기본권이 '제한되나 침해는 없다'고 표현합니다. 

2. 기본권이 제한되나 침해가 아니라면, 주문은 기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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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반대로 기본권 제한에 합리적 사유가 없다면,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표현합니다. 

•기본권이 제한되어 나아가 침해에 해당한다면, 주문은 인용입니다. 

!

헌법재판소 2003. 10. 30. 선고 2002헌마518 결정

[주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운전할 때 좌석안전띠를 매야 할 의무를 지우고 이에 위반했을 때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존재한다. [그러나]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제한은 정당한 공익의 실

현을 위하여 필요한 정도의 제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37조 제2항의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어 국민의 일

반적 행동자유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라 할 수 없다.

청구인용 청구기각 심판청구각하

기본권 제한 O X

심판청구 요건 구비 (적법) 불비 (부적법)

기본권 침해 O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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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하는 것은 부적법

한데, 그 이유는 내게 청구인적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분석  

이와 같이 청구인으로서 심판청구를 수행하고 결정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자격을 청구인적격

(standing to sue)이라 합니다. 쉽게 말해 청구인으로서 적합하다는 자격입니다. 이는 기본권 

침해와 청구인 사이에 관련성(relevance)이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청구인적격의 3요소 

자 기 관련성  

자기관련성(own relevance)이란,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어야 한다

는 말입니다. 공권력행사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는 원칙적으로 자기

관련성이 없으므로, 청구인적격이 없습니다. 

제68조(청구 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不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

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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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관련성  

직접관련성(direct relevance)이란, 공권력행사 자체로 기본권이 침해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기본권을 침해받은 것 같아 보이더라도, 사실은 간접적 또는 반사적으로 불이익을 

받은 데 불과하다면, 청구인적격이 없습니다. 직접성이라고도 합니다. 

•만약 심판대상인 공권력행사(A) 외에 다른 공권력행사(B)가 있어야 비로소 기본권침해가 

발생한다면, 공권력행사(A)에 관해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없다는 것이죠. 

현 재 관련성  

현재관련성(present relevance) 문제가 있습니다. 

1. 과거에 기본권 침해가 있었지만 헌법소원심판 청구 당시 이미 침해가 종료된 경우는 현재관

련성이 없습니다. 

2. 반대로 미래에 침해가 있을 수도 있는 잠재적인 경우에도 역시 현재관련성이 없습니다.  

현재성이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현재성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청구인적격이 없습니다. 

유형별 분석 

자 기 관련성  

직접관련성  

헌법재판소 1993. 11. 25. 선고 93헌마81 결정

이 사건 심판청구인 중 청구인 갑은 이 사건 의료사고의 피해자인 을의 아버지일 뿐 의료사고의 직접적인 법률

상의 피해자가 아니므로 결국 청구인 갑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자기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직접 

침해받은 자가 아니며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자기관련성이 없는 자라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 갑의 심

판청구 부분은 심판청구를 할 적격 없는 자의 청구로서 부적법하다.

헌법재판소 1995. 3. 23. 선고 93헌마12 결정

형법 제72조 제1항[A]은 동 규정에 따른 요건이 갖추어지면 법률상 당연히 가석방을 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수형자의 연령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재량적인 행정처분[B]으로써 가석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가석

방제도의 원칙을 정하고 있는 규정에 불과하[다.]

동 규정이 그 자체로서 가석방이라는 구체적인 행정처분을 기다리지 않고 직접 수형자인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

해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기본권침해의 직접관련성이 결여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형법 제72조 제

1항(A)을 심판대상으로 한]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제2강  소송요건론 PART 1                                                                                                       96



현 재 관련성  

요건의 완화 

문 제 점  

1. ① 자기관련성, ② 직접관련성, ③ 현재관련성 요건을 너무 엄격하게 요구하면, 현실적으

로 청구인이 충분히 다퉈볼 만한 사안인데도 본안판단을 하지 않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2. 그래서 예외를 인정한다거나, 넓게 보아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는 등 요건을 완화해서 결국 

본안판단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3. 완화(relaxation)를 예외(exception)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기 관련성  요 건 의  완화  

직접관련성  요 건 의  완화  

헌법재판소 1989. 7. 21. 선고 89헌마12 결정

법률에 대하여 바로 헌법소원을 제기하려면 우선 청구인 스스로가 당해 규정에 관련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당해 

규정에 의해 현재 권리침해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요건으로 하는바, 청구인이 고소 또는 고발을 한 사실은 없고 

단순히 장래 잠재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권리침해의 우려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에 불과하다면 본

인의 관련성과 권리침해의 현재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헌법재판소 2000. 6. 29. 선고 99헌마289 결정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은 모두 직장의료보험조합의 조합원들로서, 국민건강보험법(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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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의료보험조합 자체다. 그러나] 

직장의료보험조합은 공법인으로서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법규정의 실질적인 규율대상이 수

규자인 법인의 지위와 아울러 제3자인 청구인들(직장의료보험조합의 조합원들)의 법적 지위라고 볼 수 있으며, 

법규정이 내포하는 불이익이 수규자의 범위를 넘어 제3자인 청구인들에게도 유사한 정도의 불이익을 가져온다

는 의미에서 거의 동일한 효과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법의 목적 및 실질적인 규율대상, 법규정에서의 제한

이나 금지가 제3자에게 미치는 효과나 진지성의 정도, 규범의 수규자에 의한 헌법소원의 제기가능성 등을 종합

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때, 청구인들[조합원들]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 2003. 7. 24. 선고 2003헌마3 결정

법령[공권력행사 A]의 집행행위[공권력행사 B]를 기다렸다가 그 집행행위에 대한 권리구제절차를 밟을 것을 국

민에게 요구할 수 없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공권력행사 A에 관하여]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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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재 관련성  요 건 의  완화  

!

예컨대, 형법상의 법률조항[A]은 엄밀한 의미에서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넓은 의미의 재량행위(법관의 양형)의 하나인 형법조항의 적용행위[B]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되는 것이지만, 국민에게 그 합헌성이 의심되는 형법조항에 대하여 위반행위를 우

선 범하고 그 적용·집행행위인 법원의 판결을 기다려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것을 요구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집행행위[B]가 재량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법령[A]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 2003. 7. 24. 선고 2003헌마3 결정

헌법재판소 1998. 10. 15. 선고 98헌마168 결정

[사건의 개요] 청구인 이○규는 1998. 10. 17. 15:30 서울 광진구 구의○에 있는 대공원웨딩홀에서 혼인식을 

거행할 예정이고, <생략> 가정의례에관한법률(1993. 12. 27. 법률 제4637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4조는 허례

허식행위의 금지라는 제목으로 <생략> 경조기간 중의 주류 및 음식물 접대를 금지하고 있다. 청구인들은 이 규

정이 청구인들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 내지 직업수행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1998. 5. 29. 이 사건 헌

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이유] 청구인은 예비신랑으로서 비록 현재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지는 않으나, 가정의례에관한법률 제4조 제1

항 제7호의 규정으로 인하여 1998. 10. 17. 결혼식 때에는 하객들에게 주류 및 음식물을 접대할 수 없는 불이

익을 받게 되는 것이 현재 시점에서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현재성의 예외인 경우로서 

적법하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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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작용 1: 공권력행사 
Exertion of Governmental Power by Commission 

권력은 부패한다. 절대권력은 절대부패한다. - John Dalberg-Acton 

개념 

사례  

서울교육대학교총장의 운동장사용신청 거부 때문에 축구연습을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헌법소

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부적법한데, 그 이유는 공권력행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분석  

1. 국민의 권리의무나 법적 지위에 직접 영향을 주는 국가기관의 작용을 공권력작용(exertion 

of governmental power)이라 합니다. 헌법소원은 본디 공권력작용에 대항하는 것이므로, 

애당초 심판대상이 공권력작용이 아니라면 심판청구가 부적법합니다. 

2. 따라서 우리는 '국민의 권리의무나 법적 지위에 영향을 주는가?'를 판단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 2001. 9. 27. 선고 2000헌마260 결정

이 사건 금지결정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서울교육대학교 운동장에서 체육행사를 위한 축구연습을 하지 못했다는 

것만 가지고는 청구인의 권리의무 관계에 영향을 미치거나 법적 지위에 변동을 초래한 공권력행사라고 볼 수 없

고, 뿐만 아니라 청구인에게 서울교육대학교 운동장의 사용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 제68조 제1항 소정의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청구 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不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

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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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권 력행사 의  주 체  

공권력행사의 주체는 국가기관입니다.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있습니다. 

1. 국가기관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공권력작용을 할 수가 없지요. 

2. 여기서의 국가기관이란 물론 대한민국의 국가기관을 말합니다. 

처분 

이 론상  

처분(disposition)은 이론상으로는 일단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권력 행사

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 2013. 5. 30. 선고 2009헌마514 결정

법학전문대학원은 교육기관으로서의 성격과 함께 법조인 양성이라는 국가의 책무를 일부 위임받은 직업교육기

관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는 하나, 이화여자대학교는 사립대학으로서 국가기관이나 공법인, 국립대학교와 

같은 공법상의 영조물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일반적으로 사립대학과 그 학생과의 관계는 사법상의 계약관계이

므로 학교법인 이화학당을 공권력의 주체라거나 그 모집요강을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

헌법재판소 1997. 9. 25. 선고 96헌마159 결정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는 헌법소원의 본질상 대한민국 국가기관의 공권력 작

용을 의미하고 외국이나 국제기관의 공권력 작용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헌법재판소 2013. 5. 30. 선고 2009헌마514 결정

[사안의 개요] 청구인[들]은 2010년에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지원을 하려던 남성들이다. 피청구인 [현 교육부

장관]<생략>은 2008. 9. 1. 피청구인 학교법인 이화학당에게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를 하면서 학교법인 이

화학당이 제출한 입학전형계획 중 여성만을 입학자격요건으로 한 부분을 인정하였고, 학교법인 이화학당은 

2010학년 법학전문대학원 입학모집요강을 발표하면서 여성만을 입학자격요건으로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생

략> 남성인 청구인의 평등권, 직업의 자유 및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주위적으로 ① 교육부장관이 2008. 9. 1. 학교법인 이화학당에게 한 법학

전문대학원 설치인가 중 여성만을 입학자격요건으로 하는 입학전형계획을 인정한 부분(이하 '이 사건 인가처

분'이라 한다) 및 ② 학교법인 이화학당의 2010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모집요강 중 여성만을 입학자격요건으로 

한 부분(이하 '이 사건 모집요강'이라 한다), 예비적으로 ③ 교육부장관이 학교법인 이화학당의 2010학년도 법

학전문대학원 모집요강에서 여성만을 입학자격요건으로 한 부분에 대해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한 부작위(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주문] [1. 이 사건 모집요강 부분과 이 사건 부작위 부분은 각하한다. 2. 이 사건 인가처분 부분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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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상  

1. 그런데 지난 강의에서 배웠듯, 처분은 기본적으로 행정소송(항고소송)의 대상입니다. 

2. 이렇게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

는 것이 제한됩니다. 

•복잡한 논의가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처분은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이긴 하지만, 항고소송

으로 불복하는 것이 원칙이다'라는 정도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행위 

개념  

사실행위(factual act)란 법률상의 효과가 아니라 사실상의 효과만을 가져오는 행위를 말합니다. 

1. 가령 인·허가가 법률적인 행위라면, 

2. 철거, 검열, 인신구속, 시위진압, 권고, 촉구 등은 사실상의 행위입니다. 

이 중 후자가 바로 사실행위입니다. 

종 류  

사실행위는 강제성을 띄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1. 대체로 강제성이 있는 것을 권력적 사실행위, 

2. 강제성이 없는 것을 비권력적 사실행위로 봅니다. 

권 력 적  사실행위  

1. 권력적 사실행위(powerful factual act)로 철거, 검열, 인신구속, 시위진압 등이 있습니다. 

2. 공권력행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2005. 5. 26. 선고 2004헌마49 결정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독일 거주 사회학자로서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에서 입

국한 다음 수사를 받다가 구속되어 2003. 10. 22.경 서울구치소에 수용되었다. 청구인은 2003. 10. 24.경부터 

같은 해 11. 6.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조사실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았는데 그 대부분의 

시간 포승과 수갑으로 신체가 결박된 채 신문을 받았다. 청구인은 2004. 1. 16. 위와 같은 계구사용으로 인해 

신체의 자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등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하여 피청구인의 위 계구사용행위 및 계호근

무준칙 제298조의 각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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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권 력 적  사실행위  

1. 비권력적 사실행위(non-powerful factual act)로 권고, 촉구 등이 있습니다. 

2. 공권력행사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소 결  

사실행위가 공권력행사에 해당하는지는, 결국 권력적이냐 아니냐로 판단합니다. 

법률 

헌 법 소 원  심 판 대상으 로 서 의  법률  

1. 법률(act by assembly)은 국민의 권리의무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칩니다. 

2.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법률헌법소원 또는 법률소원이라 합니다. 

[주문] <생략> 2. 2003. 10. 24.경부터 같은 해 11. 6.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청구인이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조사실에서 피의자신문을 받는 동안 수갑과 포승으로 계속 청구인의 신체를 결박해 둔 피청구인 산하 교도관의 

행위는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서 위헌임을 확인한다.

[이유] 이 사건 계구사용행위는 우월적 지위에서 수용자에게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성격을 가진 권력적 사실행위

로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공권력행사에 해당하고 이 사건 준칙조항에 따른 계호근무자의 위와 같은 

일률적 집행과 결합하여 청구인에게 직접적인 효력을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

헌법재판소 2005. 5. 26. 선고 2004헌마49 결정

헌법재판소 2003. 3. 27. 선고 2002헌마106 결정

피청구인이 2002. 2. 1. 발송한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중지촉구' 공문은 그 형식에 있어서 '안내' 또는 '협조요

청'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며, 또한 그 내용에 있어서도 청구인이 계획하는 행위가 공선법에 위반된다는, 

현재의 법적 상황에 대한 행정청의 의견을 단지 표명하면서, 청구인이 공선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피

청구인이 취할 수 있는 조치를 통고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2002. 2. 1.자 '중지촉구' 공문은 국민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 단순

한 권고적, 비권력적 행위로서,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이 될 수 있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선거

법위반행위에 대한 중지촉구'에 대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헌법재판소 2003. 10. 30. 선고 2002헌마518 결정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2. 7. 21. 좌석안전띠를 착용하지 않고 순천시 조곡동 장대교 앞에서 승용차를 운

전하던 중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범칙금 30,000원의 납부통고를 받고 이를 납부하였다. 청구인은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제48조의2 제1항 및 이를 어겼을 경우에 범칙금을 납부하도록 통고하는 도로교

통법 제118조의 해당부분은 청구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양심의 자유, 헌법 제10조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

한다고 주장하면서 2002. 8. 3.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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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해석 ?  

법률의 해석(interpretation) 문제는 심판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법률 자체를 다퉈야 하지, 법

률 해석을 다퉈서는 안 됩니다. 

헌 법 ?  

한편, 헌법(constitutional law)은 '법률'이 아니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엄밀히 말해 입법부의 입법작용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법규명령 

헌 법 소 원  심 판 대상으 로 서 의  법규명령  

1. 행정입법 중 법규명령(decree or ordinance)은 법규성(enforcement)이 있습니다. 즉, 국

민의 권리의무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칩니다. 

2. 따라서 개념상 공권력작용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법규명령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라고 봅니다. 법률 또는 법규명령을 심판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을 법령헌법소원 또는 

법령소원이라 합니다.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도로교통법<생략>제48조의2 제1항 본문 전단(이하 '의무조항'이라 한다) 및 

이를 어겼을 경우에 범칙금을 납부하도록 통고하는 도로교통법 제118조 본문의 해당부분(이하 '통고처분조

항'이라 한다)<생략>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이[다.]

헌법재판소 2003. 10. 30. 선고 2002헌마518 결정

헌법재판소 1997. 9. 25. 선고 96헌마159 결정

외국 정부에 의하여 구금된 일수가 형법 제57조 제1항 소정의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에 해당하여 본형에 산입되

는지 여부를 알아보는 심판청구는 결국 법률의 해석문제에 관한 구문(求問)으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

는다.]

헌법재판소 1996. 6. 13. 선고 94헌바20 결정

헌법은 그 전체로서 주권자인 국민의 결단 내지 국민적 합의의 결과라고 보아야 할 것으로, 헌법의 개별규정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소정의 공권력 행사의 결과라고 볼 수도 없다.

헌법재판소 2006. 5. 25. 선고 2003헌마715 결정

[사안의 개요] 청구인들은 자신들이 스포츠마사지업을 영위하고자 하나, [보건복지부령인] 안마사에관한규칙 제

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아닌 자는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함

으로써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03. 10. 21.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하였다.

제2강  소송요건론 PART 1                                                                                                     103



대 법 원 의  입 장  

그러나 대법원은 법규명령은 헌법소원 심판대상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 

•공법 입문 제1강: 공법구조론 중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부분을 참조하세요. 

행정규칙 
1. 행정입법 중 행정규칙은 원칙적으로 법규성(enforcement)이 없습니다. 행정규칙(고시, 훈

령, 예규 등)은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입니다. 

2. 따라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3. 그러나 예외적으로 행정규칙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으로서

는 그러한 예외가 있다는 정도만 기억해도 충분합니다. 

조례 
1. 조례(municipal ordinance)도 법규성이 있습니다. 

2.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주문] <생략> 2. 안마사에관한규칙(2000. 6. 16. 보건복지부령 제153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 중 각 "앞을 보지 못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헌법재판소 2006. 5. 25. 선고 2003헌마715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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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적으로 행하는 국적업무에 관한 행정사무의 통일

을 기하고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지침을 정해 주기 위한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다.]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법규적 효력[법규성]은 없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헌법재판소 1995. 4. 20. 선고 92헌마264 결정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치입법권에 근거하여 자주적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한 법규이기 때문에 

조례 자체로 인하여 직접 그리고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그 권리구제의 수단으로서 조례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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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처분 

기 소  처분  개념  

수사의 종결자인 검사는 피의자를 기소(indictment)하는 처분(prosecution disposition)을 내

릴 수도 있습니다. 

•형사법 입문 제1강: 형사구조론 중 "수사와 공판" 부분을 참조하세요. 

불 기 소  처분  개념  

수사의 종결자인 검사는 피의자에 대해 불기소처분(non-prosecution disposition)을 내릴 수

도 있습니다.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1. 혐의없음(being cleared of suspicion): 다시 두 종류로 나뉩니다. ① 피의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한 경우(증거불충분), ② 피의사실이 모두 사실이라 가정하더라도 범죄를 구성

하지 않을 경우(범죄인정안됨). 

2. 죄가안됨(being justified or exempted): 범죄구성요건에는 해당하지만, 무죄 사안이라 

기소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다시 두 종류로 나뉩니다. ① 위법성조각사유 존재로 인한 죄가

안됨, ② 책임조각사유 존재로 인한 죄가안됨. 

3. 공소권없음(being excluded from prosecution): 가령, 공소시효가 완성했다면, 기소할 수 

없습니다. 

4. 기소유예(suspension of prosecution): 형식적으로는 기소할 수는 있는데, 경미한 사안이

라 검사 재량으로 기소하지 않는 겁니다. 

5. 기소중지(stay of prosecution): 피의자가 소재불명이라 기소할 수 없어서 내리는 처분입

니다. 

•형사법 입문 제2강: 구성요건론, 제3강 위법성론, 제4강 책임론을 참조하세요. 

공 법 적  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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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복

해야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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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소  처분 에  대 한  불복  

피해자의 바람대로 된 셈이어서, 주로 피의자가 불복할 수 있는지만 문제됩니다. 

1. 그런데 피의자로서는 자신이 결백하다거나 공소제기절차가 위법하다는 사유가 있더라도, 

형사소송에서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그 결과, 누구든지 기소 자체를 헌법소원으로 다툴 필요는 없습니다. 

혐의 없음  등  처분 에  대 한  불복  

공소권없음·죄가안됨·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봅시다. 피의자의 바람대로 된 셈이어서, 주

로 피해자가 불복할 수 있는지만 문제됩니다. 

1. 만약 피해자가 고소를 했었다면, 검찰항고(prosecutory appeal)를 거쳐 재정신청(appli-

cation for a ruling)이라는 제도를 통해 불복할 수 있습니다. 

2. 예를 들어 청주지방검찰청(district prosecutor's office) 검사 홍길동이 불기소처분을 하

면, 고소인은 일단 대전고등검찰청(high prosecutor's office)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그래

도 기소가 되지 않으면 대전고등법원(high court)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1996. 11. 28. 선고 96헌마256 결정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는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어 구속ㆍ불구속심리의 구체적인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므로 

[검사의 불구속 공소제기는] 헌법소원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검찰청법

제10조(항고 및 재항고) ①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그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또

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검찰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방검찰청 또

는 지청의 검사는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경정(更正)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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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런 별도의 제도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고소한 피해자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정도로 기억하면 됩니다. 

4. 다만, 검찰항고나 재정신청은 고소인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피해자가 당초 고소를 

한 적이 없다면, 이 경우는 피해자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 소 유 예 에  대 한  불복  

피해자·피의자 모두 불복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피해자는 피의자를 처벌할 수 없게 되므로 불만이고, 

피의자는 전과기록처럼 기소유예를 받았다는 기록이 

남기 때문에 불만일 수 있죠. 

1. 피해자가 불복하는 방법은 방금 본 것과 같습니

다. 검찰항고나 재정신청을 통해 기소처분을 받는 거죠. 

2. 반면, 피의자는 검찰항고나 재정신청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피의자가 기소유예 처분에 

불복하는 방법은 바로 헌법소원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60조(재정신청) ①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생략>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

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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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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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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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청장은 지체 없이 담당 

검사를 지정하고 지정받은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 1989. 4. 17. 선고 88헌마3 결정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규정한 공권력의 행사에 포함되는 것이 명백한 이상 이로 

인하여 기본권의 침해가 있는 경우에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헌법재판소 1989. 10. 7. 선고 89헌마56 결정

기소유예처분은 공권력의 행사에 포함되는 것이 명백하므로 이로 인하여 기본권이 침해된 때에는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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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재판 

원칙 :  재 판 소 원 의  금 지  

1. 법원의 재판도 넓게 보면 공권력작용이지만, 헌법소원의 대상에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즉, 

재판헌법소원 또는 재판소원은 금지됩니다.  

2. 만약 그렇게 보지 않으면, 가령 대법원 판결에 불복해 헌법재판소에 그 재판의 취소를 요청

할 수 있게 되어, 사실상 3심제가 4심제로 운영되는 폐단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기소유예처분이란 공소제기함에 충분한 혐의가 있고 소송조건도 구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관이 제반사항

을 고려하여 공소를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분인 것으로 범죄혐의가 없음이 명백한 사안을 놓고 자의적이

고 타협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면 헌법이 금하고 있는 차별적인 공권력의 행사가 되어 그 처분을 받은 자

는 헌법 제11조 소정의 평등권의 침해를 이유로 당연히 소원 적격을 갖게 된[다.]

헌법재판소 1989. 10. 7. 선고 89헌마56 결정

기소 혐의없음 등 기소유예

고소인의 불복 (없음) 검찰항고·재정신청 검찰항고·재정신청

고소 안 한 피해자의 불복 (없음) 헌법소원 헌법소원

피의자의 불복 형사사건 자체 변론 (없음) 헌법소원

헌법재판소법

제68조(청구 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不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

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생략>

헌법재판소 1992. 12. 24. 선고 90헌마158 결정

유죄의 형사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원의 종국적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로서 이에 대하여는 본안전 

제소요건[심판청구요건]을 흠결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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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외  

그러나 법원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했다면, 그러한 재판은 헌법소원심

판의 대상이 됩니다. 다음 사건을 봅시다. 

1. 사건의 개요 

2. 심판의 대상 

3. 주문 

4. 이유 

!

헌법재판소 1997. 12. 24. 선고 96헌마172 결정

청구인은 <생략> 이 사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생략> 상고심에 계속 중인 1995. 11. 30.에, 헌

법재판소는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조항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경우를 그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세액이 그 

본문의 기준시가에 의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까지를 포함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94헌바40, 95헌바13 병합)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대법원은 1996. 4. 9. 헌법재판소의 위 법령조항들에 대한 한정위헌결정에도 불구하고 위 법률조항들이 

헌법상의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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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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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략> 2. 대법원 1996. 4. 9. 선고, 95누11405 판결은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

생략>

헌법재판소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에는 단순위헌결정은 물론, 한정합헌, 한정위헌결정과 헌법불합치결정도 포

함되고 이들은 모두 당연히 기속력을 가진다. <생략> 이 사건 대법원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한정위헌결정을 선고함으로써 이미 부분적으로 그 효력이 상실된 법률조항을 적용한 것으로서 위헌결정

의 기속력에 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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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권 력행사 와  공 권 력 불행사  

1. 공권력작용이 작위(commission)로 나타나면 공권력행사, 

2. 공권력작용이 부작위(omission)로 나타나면 공권력불행사라 합니다. 

공 권 력 불행사 에  대 한  헌 법 소 원  

공권력불행사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가능합니다. 

심 판 청 구  취 지  

1. 공권력행사에 대해서는 취소(revocation)를, 

2. 공권력불행사에 대해서는 위헌확인(confirmation)을 구하는 것입니다. 

입법부작위 

입 법 부 작 위 의  개념  

입법부작위(legislative omissions)란, 쉽게 말해 법을 만들어야 하는데도 

법을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1. (국회)입법부작위: 입법부가 법률을 만들지 않는 겁니다. 

2. 행정입법부작위: 행정부가 행정입법을 하지 않는 겁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청구 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不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

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생략>

제75조(인용결정) ③ <생략> 헌법재판소는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를 취소하거나 그 불행사가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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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류  

1. 진정 입법부작위: 어떤 입법의무가 있다면, 일단 법을 만들여야 하는 건 당연합니다. 이렇

게 하지 않는 걸 진정 입법부작위라 합니다. 입법권의 불행사입니다. 

2. 부진정 입법부작위: 어떤 입법의무가 있다면, 내용적으로도 그 사항을 충분하고 공정하게 

정해 놔야 합니다. 법 자체는 만들었는데, 내용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는 걸 부진정 입법부

작위라 합니다. 결함이 있는 입법권 행사입니다. 

진 정 입 법 부 작 위  경 우  

진정입법부작위는 공권력의 불행사(omission, lack)입니다. 

1. 예를 들어, A가 어떤 보상을 받고 싶은데 관련 법률 자체가 아예 없다

면, 진정입법부작위로서 공권력의 불행사입니다. 

2. 그런데 입법부작위 개념 자체가 '입법의무가 있는데 입법하지 않는 것'이라 했습니다. 뒤집

어 말하면, 입법의무가 없다면 입법부작위가 아닙니다. 

3. 따라서 심판대상이냐 아니냐의 핵심은 입법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러한 입법의무가 

인정되지 않으면, 심판대상 요건 불비입니다. 따라서 기각이 아니라, 각하라는 점을 주의하

세요. 

부 진 정 입 법 부 작 위  경 우  

부진정입법부작위는 공권력의 불행사가 아니라 공권력의 잘못된 행사(commission, fault)입

니다. 

헌법재판소 1996. 10. 4. 선고 94헌마108 결정

넓은 의미의 "입법부작위"에는, ① 입법자가 헌법상 입법의무가 있는 어떤 사항에 관하여 전혀 입법을 하지 아

니함으로써 "입법행위의 흠결(Lücke)이 있는 경우"(즉, 입법권의 불행사)와 ② 입법자가 어떤 사항에 관하여 입

법은 하였으나 그 입법의 내용·범위·절차 등이 당해 사항을 불완전, 불충분 또는 불공정하게 규율함으로써 

"입법행위에 결함(Fehler)이 있는 경우"(즉, 결함이 있는 입법권의 행사)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전자[입법권의 

불행사]를 진정입법부작위, 후자[결함이 있는 입법권의 행사]를 부진정입법부작위라고 부르고 있다.

헌법재판소 1993. 9. 27. 선고 89헌마248 결정

진정입법부작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려면,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하여 법령에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

는데도 입법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또는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

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 점으로도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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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를 들어, A가 어떤 보상을 받고 싶은데 관련 법률에서 B, C에 대한 보

상을 규정한 반면 A에 대한 보상은 규정이 없다면, 부진정입법부작위로

서 공권력의 행사입니다. 입법을 '안 한' 것이 아니라, A에게 보상하지 '

않기로' 입법을 한 셈이기 때문입니다. 

2. 물론, 부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해 헌법소원이 불가능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심판대상과 청구

취지를 정확히 구성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심판대상을 공권력불행사가 아니라 공권

력행사로 해야 합니다. 

행정부작위 

행정 부 작 위 의  개념  

쉽게 말해 행정청이 처분을 해야 하는데 하지 않는 것입니다. 

구 별 개념  

1. 신청에 무응답하는 것이 (진정)행정부작위입니다. 

2. 신청에 대해 그러한 처분을 하지 않겠다고 표명하는 것이 거부처분입니다. 

( 진 정 )행정 부 작 위 의  경 우  

공권력의 '불행사(omission)'입니다. 

1. 입법부작위와 마찬가지로 핵심은 작위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2. 없다면 행정부작위가 아니므로 각하입니다. 

거 부처분 의  경 우  

공권력의 불행사가 아니라 소극적인 '행사(commission)'입니다. 

1. 예를 들어, 어떤 처분을 내려 달라고 신청했는데 거절당했다면, 거부처분으

로서, 공권력의 행사입니다. 

헌법재판소 1996. 11. 28. 선고 93헌마258 결정

이른바 "부진정 부작위"에 해당할 뿐이므로 입법부작위위헌확인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생략> 그렇다면 

입법부작위위헌확인을 구하는 청구인의 이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헌법재판소 1993. 9. 27. 선고 89헌마248 결정

부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하여 재판상 다툴 경우에는 그 입법규정, 즉 이 사건의 경우에는 의료법 부칙 제3항[법

령]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하여 그것이 헌법위반이라는 적극적인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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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물론, 거부처분에 대해 헌법소원이 불가능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심판대상과 청구취지를 

정확히 구성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만약 항고소송이 가능한 사안이라면, 헌법소원 대신 항고소송으로 처리하는 게 옳겠

죠. 그 이유는 아래에서 볼 보충성 요건 때문입니다. 

!

헌법재판소 1993. 5. 10. 선고 93헌마92 결정

청구인[박XX]은 피청구인[충남지방경찰청장]에 대하여 위 망 박OO의 사망을 순직으로 처리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원을 하였다가 피청구인으로부터 1991.7.10. 위 망인에 대한 변사처리는 당연한 처분이라는 회시를 받[았다.]

이 사건 피청구인의 거부처분은 공권력의 행사임이 명백하므로 청구인으로서는 <생략> 공권력의 불행사를 이유

로 부작위위헌확인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이 사건 피청구인의 거부처분은 공권력의 행사임이 명백하므로 청구인으로서는 그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으로 족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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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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적법한데, 그 이

유는 다른 구제수단(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이 있기 때문입니다. 

분석  

1. 이와 같이 다른 구제수단이 있다면 먼저 이를 거쳐야 하고, 

2. 그래도 구제를 받지 못했을 때 비로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헌법소원의 보충성(subsidiarity)이라 합니다. 

취 지  

만약 다른 법률에 있는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면, 원칙적

으로 부적법하여 각하해야 합니다. 이렇게 제한을 건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헌법소원은 기본권침해에 대한 최후의 구제수단입니다. 

2. 보충성 요건이 없다면 헌법소원의 남용 우려가 있습니다. 

제68조(청구 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不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

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

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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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사 건 의  개 요  

주 문  

이 유  

예외 

다른  구 제절차가  없 는  경 우  

다른  구 제절차를  거치는  것 을  기 대 하 기  어려운  경 우  

헌법재판소 2010. 3. 2. 선고 2010헌마49 결정

청구인은 청구외 주식회사 □□텔레콤 및 전·현직 대표이사 남○, 정○재를 특허법위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피청구인[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은 <생략> 불기소처분<생략>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항고 

[등을 거쳐]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 하더라도 다른 법률이 정

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야 비로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청구인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여 그 당부를 다툴 수 있었음에도 그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

충성 요건을 흠결하였다.

헌법재판소 1999. 5. 27. 선고 97헌마137 결정

미결수용자에게 재소자용 의류를 입게 한 행위에 대해 곧바로 청구된 헌법소원에서 보충성의 원칙에 대한 예외

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적극)

행형법 제6조의 청원제도는 그 처리기관이나 절차 및 효력면에서 권리구제절차로서는 불충분하고 우회적인 제

도이므로 헌법소원에 앞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사전구제절차라고 보기는 어[렵다.]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외에 달리 효과적인 구제방법이 없으므로 보충성의 원칙에 대한 예외에 해당한다.

헌법재판소 1995. 12. 8. 선고 91헌마80 결정

이 사건 진압명령은 특정 일시의 특정 집회와 관련된 시위의 진압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심판청구 

당시에 이미 청구인 등에 의하여 그 실행이 완료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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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 진압명령에 대한 행정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다 하여 각하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이와 같은 경우에는 

구제절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권리구제의 기대가능성이 없고 다만 기본권 침해를 당한 자에게 불필요한 우회절

차를 강요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경우로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의 예외의 경우에 해당하여 이 사건 

진압명령에 대한 심판청구부분은 권리구제절차를 밟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적법하다.

헌법재판소 1995. 12. 8. 선고 91헌마80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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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성 
Necessity 

토끼를 발견하고 머리를 돌이켜 사냥개를 시켜도 늦지를 않은 것이고, 양이 달아난 뒤 다시 우

리를 고쳐도 늦질 않다. - from "전국" 

개념 

사례  

이미 폐지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부적법한데, 그 이유는 심판을 할 필

요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분석  

이와 같이 헌법소원을 하는 것이 권리구제에 과연 필요한지 여부를 권리보호의 필요성(neces-

sity)이라고 합니다. 

사례 

관련조 항 ( 현행법 )  

공직선거법

제56조(기탁금) ①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등록신청 시에 후보자 1명마다 다음 각 호의 기탁금을 <생략>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생략> 

2. 국회의원선거는 1천500만원

제2강  소송요건론 PART 1                                                                                                     117



사 건 의  개 요  

주 문  

이 유  

예외 

사 건 의  개 요  

제57조(기탁금의 반환 등) ①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선거일 후 30일 

이내에 기탁자에게 반환한다. 이 경우 반환하지 아니하는 기탁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1.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 

가. <생략>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 전액 

나. 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공직선거법

헌법재판소 2001. 10. 25. 선고 2000헌마377 결정

청구인은 2000. 4. 13. 실시된 제16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기탁금을 내고] 부산광역시 금정구 선거구에 무소속후

보로 출마하였으나, 유효투표총수 110,088표 중 13,249표를 얻고 5명의 후보자 중 2위를 하여 낙선한 자이다. 

청구인은 기탁금반환요건[당시로서는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규정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조항이] <생략>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00. 6. 8. 이 사

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001. 7. 19. 헌법재판소는 <생략> [이미] 위헌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2001. 10. 8. <생략> 개정공선법에

서는 <생략> 지역구국회의원의 경우 기탁금반환요건을 후보자의 득표수가 <생략>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인 때로 완화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이 사건 헌법소원이 제기된 후 심판대상조항이 개정되어 더 이상 청구인에게 적용될 여지가 없게 되었고, 가사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이 선고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결정만으로는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장래효에 비추어 기탁금의 반환 및 선거비용의 보전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주관적 권리구제에 도움을 주기 어려

워 어느모로 보나 청구인의 주관적인 권리구제를 위하여는 본안에 관하여 심판할 이익이 없[다.]

헌법재판소 1992. 1. 28. 선고 91헌마111 결정

청구인이<생략> 유치장에 수감되어 있던 중 <생략> 그의 변호인인 조OO 변호사 및 그의 처 김XX와의 접견을 

동시에 하게 되었는데 그 때 국가안전기획부 직원(수사관) 5인이 접견에 참여하여 가까이서 지켜 보면서 그들의 

대화내용을 듣고 또 이를 기록하기도 하고 만나고 있는 장면을 사진을 찍기도 하므로 변호인이 이에 항의하[였

으나] <생략> 변호인의 요구를 거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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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이 유  

의의 

주 관 적  필 요 성  

1. 주관적 필요성을 주관적 심판청구 이익이라 합니다. 

2. 헌법소원 제도는 개인의 기본권 구제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주관적 권리보호

이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단순히 '필요성'이나 '심판청구 이익'이라 하면 이

것을 의미합니다. 

객관 적  필 요 성  

1. 객관적 필요성을 객관적 심판청구 이익이라 합니다. 

2. 헌법소원 제도는 국가의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권리보호이익이 없더라

도 객관적으로 심판을 청구할 이익이 있는 예외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청구인은 국가안전기획부 수사관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헌법 제12조 제2항이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에게 보장하

고 있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1991. 6. 26.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를 

하였[다.]

헌법재판소 1992. 1. 28. 선고 91헌마111 결정

1. 청구인이 1991.6.14. 17시부터 그날 18시경까지 국가안전기획부 면회실에서, 그의 변호인과 접견할 때 피

청구인 소속직원(수사관)이 참여하여 대화내용을 듣거나 기록한 것은 헌법 제12조 제4항이 규정한 변호인의 조

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위헌임을 확인한다. <생략>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 침해행위가 이미 종료하여서 이를 취소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헌법소원이 주관적 권리구

제에는 별 도움이 안되는 경우라도 그러한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당해분쟁의 해결이 헌법

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경우에는 심

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하여 이미 종료한 침해행위가 위헌이었음을 선언적 의미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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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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

quest)이라 합니다. 

•각종 기간들은 실무상 매우 중요합니다. 

다른 구제절차가 없는 경우 

상황  

앞서 본 보충성 원칙의 예외로서, 곧바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를 봅시다. 

제69조(청구기간) ①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

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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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 적  기간  

1. 원칙: 헌법소원의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심판청구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있는 

날'이란, 공권력행사로 기본권이 침해된 시점을 말합니다. 

2. 예외: 1년을 도과했더라도, 기간도과에 정당한(reasonable) 사유가 있다면 ,심판청구가 가

능합니다. 

주 관 적  기간  

1. 원칙: 헌법소원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해야 합니다. 

2. 예외: 현행법상 위 90일은 불변기간입니다. "따라서" 기간도과가 청구인의 책임 없는

(blameless) 사유로 인한 것이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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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

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헌법재판소 2001. 12. 20. 선고 2001헌마39 결정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이 비록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생략> [현행법상 1년]의 청구기간을 경과하여서 한 

것이라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는 것이 헌법소원제도의 취지와 헌법재판소법 제40

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단서에 부합하는 해석이라 할 것이[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다투는 헌법소원의 심판에 있어서 청구인이 특별한 과실 없이 불기소처분이 있은 사실을 

알지 못하여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헌법재판소법

제40조(준용규정) ①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

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형사

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고, 권한쟁의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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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제173조(소송행위의 추후보완) ①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

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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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변기간 도과 후의 보완을 추후보완(complement), 줄여서 추완이라 합니다. 즉, 책임 없

는 사유로 90일을 도과했다면, 추완심판청구가 허용됩니다. 

정 당 한  사 유 와  책임  없 는  사 유 의  구 별  

1. 책임 없는(blameless) 사유 

2. 정당한(reasonable) 사유 

소 결  

원칙적으로 주관적, 객관적 기간을 모두 충족해야만 비로소 심판청구가 적법합니다. 

다른 구제절차를 거친 경우 

상황  

보충성 원칙 때문에, 원래 다른 구제절차를 거친 다음에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4두9951 판결

여기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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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

재, 지변, 전쟁, 사변 그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보다는 넓은 개념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천

재 기타 피할 수 없는 사정과 같은 객관적 불능의 사유와 이에 준할 수 있는 사유뿐만 아니라 일반적 주의를 다

하여도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는 사유를 포함한[다.]

헌법재판소 2004. 4. 29. 선고 2004헌마93 결정

<생략> 안 날부터 90일 이내의 기간과 <생략>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의 기간을 모두 준수하여야 적법한 청구가 

되는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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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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1. 원칙: 그 구제절차의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2. 예외: 위 30일은 불변기간입니다. "따라서" 기간도과가 청구인의 책임 없는(blameless) 사

유로 인한 것이었다면, 심판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른  구 제절차의  적 법  

다른 구제절차를 거친 것 자체가 적법해야 비로소 위 기간이 의미 있습니다. 

사례 

사 건 의  개 요  

제69조(청구기간) ①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

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 ①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

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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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되어 청구기간 한정의 취지를 몰

각시켜 버릴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구제절차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행정소송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소 각하의 

판결을 받은 경우는 물론, 행정소송사항에 해당하더라도 제소기간 등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소 각

하의 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각하판결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9

조 제1항 단서에 정한 30일의 청구기간을 적용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다.

헌법재판소 2005. 5. 26. 선고 99헌마513 결정

청구인들은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당시 자신들이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에 날인함으로써 만들어진 열 손가락

의 지문정보를 피청구인 경찰청장<생략>이 보관·전산화하고 이를 범죄수사목적에 이용하는 공권력행사로 인

하여 <생략>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1999. 9. 1.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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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이 유  

!

<생략> 2. 위 청구인들의 나머지 심판청구와 청구인 오○익, 같은 홍○만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경찰청장은 <생략> 청구기간이 도과하였다고 주장[한다.] <생략> [그러나] 경찰청장의 보관 등 행위는 위와 같

이 각 보관 또는 전산화한 날 이후 청구인 오○익 등의 헌법소원심판 청구시점까지 계속되고 있었다고 할 것이

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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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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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강제주의 
Mandatory Representatives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의 실현을 사명으로 한다. - from 변호사윤리장전 

개념 
1. 변호사를 쓰지 않은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

한데, 그 이유는 변호사강제주의에 위반했기 때

문입니다. 

2. 이와 같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으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이를 변호

사강제주의(mandatory representatives)라 합

니다. 

의의 

국선대리인제도 

헌 법 소 원 의  경 우  

1. 헌법소원은 반드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써야 하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을 위해 국선대리

인 제도가 있습니다. 

2. 선임절차에 시간이 걸립니다. 청구기간에 특칙이 있습니다. 

제25조(대표자·대리인) ③ 각종 심판절차에서 당사자인 사인(私人)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 수행을 하지 못한다. 다만, 그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헌법재판소 2010. 3. 25. 선고 2008헌마439 결정

변호사 강제주의는 법률지식이 불충분한 당사자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구제를 보장하고, 당사자를 설득하여 승소

의 가망이 없는 헌법재판의 청구를 자제시키며, 헌법재판에서의 주장과 자료를 정리, 개발하고 객관화하는 기능

을 수행함으로써, 재판소와 관계 당사자 모두가 시간, 노력, 비용을 절감하여 헌법재판의 질적 향상을 가져온다.

제70조(국선대리인) 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는 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자력(資力)이 없는 경우

에는 헌법재판소에 국선대리인[court-appointed representative]을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생략>

제70조(국선대리인) ① <생략> 이 경우 제69조에 따른 청구기간은 국선대리인의 선임신청이 있는 날을 기준으

로 정한다.

제2강  소송요건론 PART 1                                                                                                     125



민사 소 송 과 의  비 교  

1. 민사소송은 소송대리인(litigation representative)을 써도 되고 쓰지 않아도 됩니다. 소송

대리인 없이 진행하는 소송을 본인소송이라 합니다. 

2. 대신, 소송대리인을 쓰려면 변호사(attorney-at-law)만을 써야 합니다. 

3. 다만, 소액사건 등에는 가족도 소송대리를 할 수 있는 등 예외가 있습니다.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싶지만 자력이 부족할 경우 소송구조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형 사 소 송 과 의  비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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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인을 선임하고 싶지만 자력이 부족할 경우 국선변호인(court-appointed counsel)제

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128조(구조의 요건) ① 법원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소

송구조(訴訟救助)를 할 수 있다. 다만,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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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 고 소 송  중  대 표 적  유 형  

처분등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그 처분등이 위법한지 여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하여 

구제를 받는 제도입니다. 항고소송 중 대표격입니다. 

헌 법 소 원 과  항 고 소 송 의  비 교  

헌법소원과 항고소송은 모두 어떤 공권력작용에 대해 불복하여 개인을 구제하고 사회의 법질

서를 수호한다는 점에서 통합니다. 

1. 헌법소원은 일반 공권력행사·불행사를 다툽니다. 

2. 항고소송은 처분·부작위를 다툽니다. 

이렇게 다소 차이가 있지만, 결국 처분·부작위도 널리 공권력작용이 구체화된 것입니다. 그러

다 보니, 세부적인 차이는 있지만 소송요건(심판청구요건)의 큰 틀은 같습니다. 요건을 대응하

며 이해하면 좋습니다. 

처분의 4유형 

유 리·불 리 에  따른  구 별  

1. 불리한 것을 침익처분(harm dispostion)이라 합니다. 가령, 영업정지처분이 있습니다. 

2. 유리한 것을 수익처분(benefit disposition)이라 합니다. 가령, 건축허가처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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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행정청이 처분을 거부하는 것을 거부처분이라 합니다. 가령, 건축허가신청의 거부가 

있습니다. 

직접상대방·제 3 자 에  따른  구 별  

1. 처분은 직접 상대방(other party)에게 효과를 미치기도 합니다. 

2. 처분이 제3자(third party)에게 효과를 미치기도 합니다. 

제 1 유 형 :  침익처분 (방어 소 송 )  

1. 갑(other party)에게 침익(harm)처분을 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갑에

게 영업정지처분을 했다고 합시다. 

2. 갑은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를 방어소송(protect litigation)이

라 합니다. 예를 들어, 갑은 영업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소소송을 제

기하려 합니다. 

제 2 유 형 :  수익처분 의  거 부 ( 요 구 소 송 )  

1. 갑(other party)이 자신에게 수익(benefit)처분을 해달라는 신청을 하

였으나 행정청이 거부처분을 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갑의 건축

허가신청에 대해 거부처분을 했다고 합시다. 

2. 갑은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를 요구소송(demand 

litigation)이라 합니다. 예를 들어, 갑은 건축허가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소소송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제 3 유 형 :  침익적  제 3 자 효  처분 ( 제 3 자  방어 소 송 )  

1. 갑에게 어떤 수익처분을 하자 을(third party)에게 불리한 결

과(harm)가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갑에게 건축허

가처분이 나서, 인근 지역에 사는 을의 음용수가 오염될 우려

가 있다고 합시다. 

2. 을은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자 합니다. 제3자 방어소송(third 

party protect litigation)이라 합니다. 

제 4 유 형 :  수익적  제 3 자 효  처분 의  거 부 ( 제 3 자 요 구 소 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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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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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에 갑에 대한 영업취소처분을 요구했으나, 거부했다고 합

시다. 

2. 을은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고자 합니다. 제3자 요구소송

(third party demand litigation)이라 합니다. 

•구별실익이 있습니다. 차차 봅시다. 

법원에 관하여 
재판권·관할권(jurisdiction)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행정소송 사건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법원을 행정법원이라 합니다. 

당사자에 관하여 

구 분  

1. 당사자능력(admissibility)으로서 원고에게는 원고능력, 피고에게는 피고능력이 인정되어

야 합니다. 

2. 당사자적격(standing)으로서 원고에게는 원고적격(standing to sue), 피고에게는 피고적

격(standing to be sued)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3. 원고가 권리 제한을 받아야 합니다. 

참고 사 항  

1. 당사자능력은 민사소송에서 원고가 될 수 있는 사람이나 단체라면 행정소송에서도 인정됩

니다. 따라서 당사자능력은 취소소송에서 특별히 문제되지 않습니다. 

2. 이에 비해 당사자적격은 이론상·실무상 적용범위에 관한 해석이 분분하고, 그에 따라 결

론이 달라지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3. 한편, 원고의 권리 제한 여부는 당사자적격 부분에 녹아 있기 때문에, 따로 살피지는 않겠

습니다. 

침익 효과 수익 효과

처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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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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대상에 관하여 
처분등(disposition, etc.)이어야 합니다. 즉, 처분(disposition) 또는 재결(ruling)이어야 합니다. 

• '소제기의 대상이 될 자격이 있는가?'라는 의미에서, 대상적격의 문제라고도 합니다. 

기타 
그 밖에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였거나, 성질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해석되는 요건들이 있습니다. 

•가령,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행정심판청구 없이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소제기가 부적법합니다. 

결론 
취소소송 소송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시키지 못하면, 그 소제기는 원칙적으로 부적법합니

다. 주로 문제되는 요건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원고적격 [당사자] 

2. 피고적격 [당사자] 

3. 처분등 [심판대상] 

4. 제소기간 [기타] 

5. 행정심판전치 [기타] 

6. 관할 [법원] 

•이제 위의 각 요건들을 분석할 것입

니다. 처음에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

다. 만약 너무 어렵다면, 일단 그 다

음에 있는 권한쟁의 심판청구요건으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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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적격 
Standing to Sue 

개는 쥐를 물어서는 안 된다. - 중국 속담 

개념 

사례  

새만금간척사업에 관해 아무런 관련도 없는 서울 시민이 원고가 되어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것

은 부적법한데, 그 이유는 그에게 원고적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분석  

이와 같이 원고로서 소송을 수행하고 판결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자격을 원고적격(standing 

to sue)이라 합니다. 쉽게 말해 해당 사건의 원고로 적합하다는 자격입니다. 이는 권리 침해와 

원고 사이에 관련성(relevance)이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1. 이론상으로는 처분으로 권리를 침해받는

다는 주장·가능성, 곧 권리의 '제한'이 

있는지 여부의 문제입니다. 

•권리 제한이 정당화되지 않아 위법한 것

을 권리의 실제 '침해'라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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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도 그 처분등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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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정법상으로는, 취소에 관해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의 문제입니다.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곧 사건과의 관련성을 인정받게 됩니다. 

4유형별 구조 

침익처분  

침익처분의 직접상대방으로서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당연히 인정됩니다. 

수익처분 의  거 부  

요구하는 수익처분의 상대방이 될 자라면, 거부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당연 인정됩니다. 

제 3 자 효 를  갖 는  처분  

인근주민이나 경쟁업자에게 원고적격이 인정되는지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처분의 상대방이 아

닌 제3자가 처분의 취소를 구할 때에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1.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 법률상 이익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청구인용 청구기각 소각하

권리 제한 O X

소송요건 구비 (적법) 불비 (부적법)

권리 침해 O X

원고 승패 승소 패소

대법원 1990. 8. 14. 선고 89누7900 판결

이 사건 건물의 4, 5층 일부에 객실을 설비할 수 있도록 숙박업구조변경허가를 함으로써 그곳으로부터 50미터 

내지 700미터 정도의 거리에서 여관을 경영하는 원고들이 받게 될 불이익은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인 불

이익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그것만으로는 원고들에게 위 숙박업구조변경허가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소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두14001 판결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여

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

·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간

접적·추상적 이익이 생기는 경우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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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이 처분의 영향권 범위를 규정한 경우 

전 제상황  

결국 제3자효를 갖는 처분이 문제입니다. 재미난 법리가 있습니다. 

영향권  내 의  주민들  

영향권  밖의  주민들  

처분등이 이미 소멸한 경우 
처분등이 이미 소멸한 경우, 법률상 이익은 인정될 수도,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제3자는, 자신의 환경상 이익이 <생략> [위와 같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임을 입증하여야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두14001 판결

침익 효과 수익 효과

처분의 직접상대방에게
[제1유형] 침익처분 

→ 직접상대방이 방어소송 

     원고적격 O

[제2유형] 수익처분 

→ 직접상대방이 요구소송 

    원고적격 O

제3자에게
[제3유형] 침익적 제3자효 처분 

→ 제3자가 방어소송 

    원고적격 △

[제4유형] 수익적 제3자효 처분 

→ 제3자가 요구소송 

   원고적격 △

그 행정처분의 근거 법규 또는 관련 법규에 그 처분으로써 이루어지는 행위 등 사업으로 인하여 환경상 침해를 

받으리라고 예상되는 영향권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다.]

그 영향권 내의 주민들에 대하여는 당해 처분으로 인하여 직접적이고 중대한 환경피해를 입으리라고 예상할 수 

있고, 이와 같은 환경상의 이익은 주민 개개인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보호되는 직접적·구체적 이익으로서 그들

에 대하여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있는 것으로 사실상 추정되어 법

률상 보호되는 이익으로 인정됨으로써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그 영향권 밖의 주민들은 당해 처분으로 인하여 그 처분 전과 비교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피해를 받거나 받

을 우려가 있다는 자신의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있음을 증명하여야만 법률상 보호되는 이

익으로 인정되어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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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1. 처분을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2. 기본적으로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습니다. 즉, 원고적격이 없습니다. 

예 외  

1. 그러나 이미 소멸한 처분이라도 가령 이를 취소하지 않을 경우 후행처분에 불이익한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2.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즉, 원고적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시행규칙은 원래 당연히 법규성이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한 부분의 법규성에 다툼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법규성이 있든 없든 어쨌든 간에, 현

실적으로 그 기준에 따라 처리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현실적인 면을 고려한 것입니다.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누14978 판결

임기 만료된 지방의회의원이 군의회를 상대로 한 의원제명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군의회 의원

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할 수는 없[다.] <생략>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대법원 2006. 6. 22. 선고 2003두1684 전원합의체 판결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 2］ 2. 개별기준 (11)에서 평가대행자가 업

무정지처분기간 중 신규계약에 의하여 환경영향평가대행업무를 한 경우 1차 위반시 업무정지 6월을, 2차 위반

시 등록취소를 각 명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재적 행정처분의 가중사유나 전제요건에 관한 규정이 법령이 아니라 규칙의 형식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규칙이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는 이상 그 법적 성질이 대외적·일반적 구속력을 갖는 법규명령인지 여부

와는 상관없이, 관할 행정청이나 담당공무원은 이를 준수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들이 그 규칙에 정해진 바에 따

라 행정작용을 할 것이 당연히 예견되고, 그 결과 행정작용의 상대방인 국민으로서는 그 규칙의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부령인 시행규칙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선행처분을 가중사유 또는 전제요건으로 하는 

후행처분을 받을 우려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선행처분을 받은 상대방은 비록 그 처분에서 정한 제재

기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그 처분의 취소소송을 통하여 그러한 불이익을 제거할 권리보호의 필요성이 충분

히 인정된[다. 그러]므로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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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사 건 의  개 요  

영향권  내 의  주민들  

영향권  밖의  주민들  

1.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밖의 주민의 환경상 이익과, 

2. 전원(power supply)개발사업구역 밖의 주민의 재산상 이익 등이 문제됩니다. 

!

대법원 1998. 9. 22. 선고 97누19571 판결

[한국전력공사가] <생략> 양수발전소 1 내지 4호기<생략> 구 환경보전법<생략>상의 환경영향평가를 마치고 <

생략> 1995. 7. 6. 피고[당시 통상산업부장관]로부터 구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생략>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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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획하는 자이[다.]

[③] 원고 21 내지 67[은] 양수발전소건설사업에 관한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안의 주민이[다.]

[④] 원고 68 내지 113[은] 상부댐과 하부댐 소재지 산에서 송이를 채취하는 주민 또는 자연을 찾아 즐기거나 

연구·보전하려는 산악인·생물학자·생태연구가·사진가·일반시민·환경보호단체 등[이다.]

[이 사건 승인처분의] 근거 법률[들]의 규정 취지는 <생략>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직접적이고 중대한 환경피해

를 입으리라고 예상되는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안의 주민들이 전과 비교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침해를 받지 

아니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개별적 이익까지도 이를 보호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주민들이 위 승

인처분과 관련하여 갖고 있는 위와 같은 환경상 이익은 <생략>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안의 주민 개개인에 대하

여 개별적으로 보호되는 직접적·구체적 이익이라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위 사업으로 인하여 직접적이고 중대

한 환경침해를 받게 되리라고 예상되는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안의 주민에게는 위 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

고적격이 있다.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밖의 주민·일반 국민·산악인·사진가·학자·환경보호단체 등의 환경상 이익이나 전

원(電源)개발사업구역 밖의 주민 등의 재산상 이익에 대하여는 위 [1]항의 근거 법률에 이를 그들의 개별적·직

접적·구체적 이익으로 보호하려는 내용 및 취지를 가지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들에게는 위와 같은 

이익 침해를 이유로 전원(電源)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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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O시장으로 삼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건 부적법한

데, 그 이유는 OO시장에게는 피고적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분석  

이와 같이 피고로서 소송을 수행하고 판결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자격을 피고적격(standing to be sued)이라 합니

다. 쉽게 말해 해당 사건의 피고로 적합하다는 자격입니다. 

1. 이는 처분등과 피고 사이에 관련성(relevance)이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2. 실정법상으로는, 처분등을 하였거나 그 권한을 승계받았는지 여부의 문제입니다. 처분등을 

하였거나 처분권한을 승계한 행정청이 곧 사건과의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받습니다. 

구조 

처분 에  대 한  취 소 소 송  

심판대상이 처분이면, 피고적격은 그 처분을 한 행정청, 즉 처분청에 있습니다. 여기서 처분청

이란 외부적으로 그 명의로 행한 행정청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처분권한이 있는지 여부는 상관이 없습니다. 실제 권한이 있는지는 본안판단 단계

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재 결 에  대 한  취 소 소 송  

심판대상이 재결이면, 피고적격은 그 재결을 한 행정청, 즉 재결청에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13조(피고적격) ① 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등[처분 및 재결]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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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위탁 문제 

위임·위탁이  있 을  경 우  

1.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이 있을 때는 공무수탁사인 법리에 따라 외부적으로 수임청(위임을 

받은 기관)·수탁청(위탁을 받은 기관) 자신의 명의로 처분을 하게 됩니다. 

2. 즉, 외부적으로도 수임청·수탁청이 처분청으로서 피고적격을 가집니다. 

•이에 비해, 사실상 해당 행정청(A)의 행위를 보조기관, 담당자 또는 하급행정기관이 처리

하되, 해당 행정청(A)의 명의로 행하는 것을 '내부위임'이라 합니다. 이러한 내부위임은 앞

서 본 위임·위탁과는 차이가 있으므로,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내 부 위임이  있 을  경 우  

1. 내부위임은 위임이 아닙니다. 내부위임의 경우, 일반적으로 위임 받은 기관이 아니라 위임

한 기관(위임청) 명의로 처분을 하게 됩니다. 

2. 곧 외부적으로 위임청이 처분청으로서 피고적격을 가집니다. 

관련  문 제  

1. 그런데 내부위임 사안에서, 착오로 위임 받은 기관(수임청) 명의로 처분을 하는 경우도 있

습니다. 수임청으로서는 처분 권한 없이 처분을 한 셈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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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급행정기관의 장이나 지

방자치단체의 장[B]에게 맡겨 그[B]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위탁"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A]의 권한 중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의 장[B]에게 맡겨 그[B]의 권

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행정소송법

제2조(정의) ②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행정청에는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행정기

관, 공공단체 및 그 기관 또는 사인이 포함된다.

대법원 1991. 10. 8. 선고 91누520 판결

수임관청이 내부위임에 따라 위임관청의 이름으로 행한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의 피고적격(=위

임관청)

구청장이 서울특별시장의 이름으로 한 직위해제 및 파면처분에 대하여 구청장을 피고로 한 소를 각하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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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러나 어쨌든 외부적으로 수임청 명의로 처분을 한 이상, 수임청이 처분청으로서 피고적

격을 가집니다. 

소 결  

어느 경우든, 처분을 외부적으로 그의 명의로 행한 기관이 처분청으로 피고적격을 갖게 된다는 

점은 같습니다. 

예외 

다른  법률에  특 별 한  규정 이  있 는  경 우  

1. 피고적격에 예외를 인정한 특별규정이 있다면 당연히 특별규정에 따릅니다. 즉, 처분청이 

아닌데도 피고적격을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2. 가령, 대통령이 어떤 국가공무원에게 징계처분을 했다고 합시다. 처분청은 대통령입니다. 

그런데도 그 취소소송은 처분청(대통령)이 아니라 소속 장관을 상대로 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1. 2. 22. 선고 90누5641 판결

행정처분을 행할 적법한 권한 있는 상급행정청으로부터 내부위임을 받은데 불과한 하급행정청이 권한 없이 행

정처분을 한 경우에도 실제로 그 처분을 행한 하급행정청[수임청]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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과처분에 대하여 가사 위 사

업소장이 부산직할시로부터 단순히 내부위임만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이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위 금강공

원 관리사업소장을 피고로 하여야 한다.

위임 내부위임

처분청 수임청 위임청 수임청

평가 정상 정상 착오

피고적격 처분청(=수임청) 처분청(=위임청) 처분청(=수임청)

행정소송법

제13조(피고적격) ① 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등[처분 및 재결]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생략>

부산직할시장의 산하기관인 부산직할시 금강공원 관리사업소장이 한 공단사용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가사 위 사

업소장이 부산직할시로부터 단순히 내부위임만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이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위 금강공

원 관리사업소장을 피고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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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후  권 한 이  승계된  경 우  

처분 청·재 결 청 이  없 게  된  때  

사례 

사 건 의  개 요  

한국자산관리공사(Korea Asset Management Corporation; KAMCO)는 부실채권 인수, 정

리 및 기업구조조정, 국유재산관리 및 체납조세정리 등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1962년 설립

된 금융위원회 산하 공법인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16조(행정소송과의 관계) ②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을 다투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대통령의 처분 또

는 부작위의 경우에는 소속 장관<생략>을, <생략> 피고로 한다.

부산직할시장의 산하기관인 부산직할시 금강공원 관리사업소장이 한 공단사용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가사 위 사

업소장이 부산직할시로부터 단순히 내부위임만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이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위 금강공

원 관리사업소장을 피고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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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청에 승계된 때에는 이를 승계한 행정청을 피

고로 한다.

대법원 2000. 11. 14. 선고 99두5481 판결

여기서 '그 처분 등에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때'라고 함은 처분 등이 있은 뒤에 행정기구의 개

혁, 행정주체의 합병·분리 등에 의하여 처분청의 당해 권한이 타 행정청에 승계된 경우뿐만 아니라 처분 등의 

상대방인 사인의 지위나 주소의 변경 등에 의하여 변경 전의 처분 등에 관한 행정청의 관할이 이전된 경우 등을 

말한다.

제13조(피고적격)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청[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이 없게 된 때에는 그 처분등에 관한 

사무가 귀속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피고로 한다.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누1757 판결

[인천]세무서장의 위임에 의하여 성업공사[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한 공매처분에 대하여 <생략> [인천]세무서

장을 상대로 그 공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 제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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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이 유  

결론 

!

원심판결[본안판단으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2심 판결]을 파기한다.<생략> [소각하 사안이다.]

성업공사[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체납압류된 재산을 공매하는 것은 세무서장의 공매권한 위임에 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성업공사[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한 그 공매처분에 대한 취소 등의 항고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는 수임청으로서 실제로 공매를 행한 성업공사[현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피고로 하여야 하고, 위임청인 세

무서장은 피고적격이 없다.

[원고가] 피고 지정을 잘못하여 피고적격이 없는 세무서장을 상대로 그 공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 제기

된 경우, 법원으로서는 석명권을 행사하여 피고를 성업공사[현 한국자산관리공사]로 경정하게 하여 소송을 진행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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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요

청이 처분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분석  

이와 같이 취소를 구하고자 하는 대상 면에서, 심판을 받기 

위해 필요한 자격을 대상적격(reviewability)이라 합니다. 

1. 쉽게 말해 해당 사건의 심판대상으로 적합하다는 자격

입니다. 

2. 실정법상으로는, 심판대상이 '처분등(처분 및 재결)'에 

포함되는지의 문제입니다. 

•심판대상이 재결인 항고소송이 재결소송, 그 중에서도 취소소송이 재결취소소송입니다. 

처분의 4요소 
행정청의 일방적 행위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변동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 처분입니다. 

행정소송법

제19조(취소소송의 대상) 취소소송은 처분등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재결취소소송의 경우에는 재결 자체에 고

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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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

하는 행정작용(이하 "처분"이라 한다) <생략>

제2강  소송요건론 PART 1                                                                                                     141



행정 청 의  행위  

1. 행정청(intendance)의 행위여야 합니다. 

2. 예를 들어, 사립학교 내지 학교법인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이 아니어서, 사립학교 교원의 해

임은 '처분'이 아닙니다. 

개 별·구 체 성  

1. 처분은 개별성·구체성(concreteness)을 갖춰야 합니다. 

2. 이에 비해 법규(regulation)는, 누구에게나 적용된다는 일반성과 어떤 사안이라도 그 요건

에 해당하는 이상 적용된다는 추상성(abstractness)을 갖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법규는 특

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이 될 수 없습니다. 

집행성  

1. 처분은 집행성(execution)을 갖춰야 합니다. 

2. 이에 비해 법규는 향후 행정청의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예정하기에, 일반적으로 법규 스스

로의 집행성은 없습니다. 이 점에서도 원칙적으로 법규는 처분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법규가 처분이 될 수 없다는 말은, '일반적으로(generally)' 법규는 구체성과 집행성을 갖

추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만약 구체성과 집행성을 모두 갖춘 법규가 있다면, 이 때는 예외

적으로 법규라도 처분에 해당할 수 있지요.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누13707 판결

사립학교 교원은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에 의하여 임면되는 것으로서 사립학교 교원과 학교법인의 관

계를 공법상의 권력관계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학교법인의 해임처분을 취소소송의 대상

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학교법인을 상대로 한 불복은 행정소송에 의할 수 없고 민사소

송절차에 의할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2009. 3. 19. 선고 2008구합41328 판결: 확정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사무소 명칭과 소재지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로 인해 지역주민이 <생략> 지방자치단체

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할 수 없고, 위 조례 규정은 일반적·추상적 규정에 

불과하여 지역주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행정처분이 아니어서 항고소송의 대상

이 될 수 없[다.]

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누8003 판결

[만약 어떠한] 조례가 집행행위의 개입 없이도 그 자체로서[집행력을 갖추고]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등[개별성·구체성을 갖추는 등]의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는 경우 그 조례는 항고소

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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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권 력 작 용  

1. 처분은 공권력작용이어야 합니다. 행정청이 우월한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행하는 작용 정도

로 이해하면 됩니다. 

2. 예를 들어, 철거명령 자체가 아니라 자진철거 요청이라면 원칙적으로 우월성·일방성을 인

정하기 어려워, 처분이 될 수 업습니다. 

거부처분의 3요소 
처분을 내려달라는 신청을 행정청이 거부하는 것이 이른바 거부처분입니다. 거부처분도 처분

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거부처분이 '처분'으로 인정받기 위해 다음 3요소가 더 필요합니다. 

희망처분 의  처분 성  

신청을 통해 발급받고자 하는 대상 역시 처분성을 가져야 합니다. 행정청에게 어떤 행위(A)을 

요구했으나 거부(B)되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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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습니다. 

경기 가평군 가평읍 상색국민학교 두밀분교를 폐지하는 내용의 이 사건 조례는 위 두밀분교의 취학아동과의 관

계에서 영조물인 특정의 국민학교를 구체적으로 이용할 이익을 직접적으로 상실하게 하는 것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다.]

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누8003 판결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누8883 판결

구청장이 도시재개발구역내의 건물소유자 갑에게 건물의 자진철거를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고 하더라

도 그 공문의 제목이 지장물철거촉구로 되어 있어서 철거명령이 아님이 분명하고, 행위의 주체면에서 구청장은 

재개발구역내 지장물의 철거를 요구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으며, 공문의 내용도 갑에게 재개발사업에의 협조

를 요청함과 아울러 자발적으로 협조하지 아니하여 법에 따른 강제집행이 행하여짐으로써 갑이 입을지도 모를 

불이익에 대한 안내로 되어 있고 구청장이 위 공문을 발송한 후 갑으로부터 취소요청을 받고 위 공문이 도시재

개발법 제36조의 지장물이전요구나 동 제35조 제2항에 따른 행정대집행법상의 강제철거지시가 아니고 자진철

거의 협조를 요청한 것이라고 회신한 바 있[다.]

이러한 회신내용과 법치행정의 현실 및 일반적인 법의식수준에 비추어 볼 때 외형상 행정처분으로 오인될 염려

가 있는 행정청의 행위가 존재함으로써 상대방이 입게 될 불이익 내지 법적 불안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것이

므로 이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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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

하는 행정작용(이하 "처분"이라 한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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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관계  변동  

거부행위로 인해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변동이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인 처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 청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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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부행

위가 '처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재결취소소송의 심판대상 

문 제 점  

어떤 처분이 행정심판을 거쳤다 합시다. 심판대상으로 다음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1. 행정청의 처분, 

2. 재결청의 재결 

재 결 에  고 유  위 법 이  있 는  경 우  

만약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다면, 재결을 대상으로 하면 됩니다. 

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누1378 판결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된다고 하기 위하여는 국민

이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한다.] 이러

한 권리에 의하지 아니한 국민의 신청[신청권 없는 신청]을 행정청이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거부한 경우에는 이

로 인하여 신청인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그 거부행위를 가리켜 항고소송의 대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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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고, 따라서 행정청이 인접 토지 소유자의 장애물 철거 

요구를 거부한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에 해당될 수 없[다.]

제19조(취소소송의 대상) 취소소송은 처분등[처분 및 재결]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재결취소소송의 경우에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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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결 에  고 유  위 법 이  없 는  경 우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없다면, 재결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원)처분을 대

상으로 합니다.  

1. 예를 들어, 1,000만 원의 과세처분이 행정심판(재결)을 통해 600만 원으로 감액되었다고 

합시다. 

2. 그러나 아직도 불만인 납세자가 취소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재결이 아니라 처

분을 다투어야 합니다. 재결로 인해 납세자는 적어도 종전보다는 유리해졌으므로, 재결 자

체를 다툴 의미가 없으며, 재결 고유의 하자도 없기 때문입니다. 

3. 다만, 이미 1,000만 원의 과세처분은 재결로 인해 효력이 없고, 처분은 600만 원 부분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결론적으로 '600만 원의' '과세처분'을 다투면 됩니다. 

•이렇게 원칙적으로, 재결 대신 (원)처분을 다투게 하는 것을 원처분주의라 합니다. 

예 외  

1. 다만, 어떤 사안은 특별히 처분 대신 재결을 다투게 하기도 합니다. 

2. 예를 들어 심사관의 거절사정(거부처분)에 불복해 특허심판원의 심결(재결)을 거쳤다고 합

시다. 그 결과에도 불복하면, 취소소송으로 거절사정(처분)이 아니라 심결(재결)을 다투어

야 합니다.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누17131 판결

원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재결청이 원처분을 취소하는 형성재결을 한 경우에 그 

원처분의 상대방은 그 재결에 대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고, 이 경우 재결은 원처분과 내용을 달리 하

는 것이어서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원처분에 없는 재결 고유의 위법을 주장하는 것이 된다.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누16901 판결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없는 경우에는 원처분의 당부와는 상관없이 당해 재결취소소송은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누10768 판결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하는 경정처분[재결]은 당초 부과처분과 별개 독립의 과세처분이 아니라 그 실질은 당초 

부과처분의 변경이고 그에 의하여 세액의 일부 취소라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효과를 가져오는 처분이[다.]

[그러]므로, 그 경정결정[재결]으로도 아직 취소되지 아니하고 남아 있는 부분이 위법하다 하여 다투는 경우 항

고소송의 대상은 당초의 부과처분 중 경정결정[재결]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고, 경정결정[재결]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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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처분 대신 재결을 다투게 하는 것을 재결주의라 합니다. 

사례 

사 건 의  개 요  

주 문  

이 유  

특허법

제162조 (심결) ① 심판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결로써 이를 종결한다.

제186조 (심결등에 대한 소) ⑥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소는 심결에 대한 것이 아니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09두23617 판결

피고[서대전세무서장]는 2007. 3. 6. 원고 법률사무소에 출장하여 납세자 권리헌장, 청렴서약서 등을 교부하고 

이 사건 세무조사에 착수하려고 하였으나, 원고의 반발로 조사에 들어가지 못하였다. [원고는] 세무조사는 국민

의 구체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행정청의 공권력적 행위이므로, 이는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처분에 해당[한

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세무조사 등의 취소를 구하는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중 소각하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부과처분을 위한 과세관청의 질문조사권이 행해지는 세무조사결정이 있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세무공무원의 과

세자료 수집을 위한 질문에 대답하고 검사를 수인하여야 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세무조사는 기본적으

로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행하여져야 [한다.] 더욱이 동일한 세

목 및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는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에 의

한 자의적인 세무조사의 위험마저 있으므로 조세공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

지될 필요가 있[다.]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개개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조사 종료 후의 과세처분에 

대하여만 다툴 수 있도록 하는 것보다는 그에 앞서 세무조사결정에 대하여 다툼으로써 분쟁을 조기에 근본적으

로 해결할 수 있[다.]

[이러한] 점 등을 종합하면, 세무조사결정은 납세의무자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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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적법합니다. 그 이유는 제

소기간을 이미 도과했기 때문입니다. 

분석  

어떠한 사안에서 취소소송 제기가 허용되는 기간을 제소기간(period of filing)이라 합니다.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행정심판을 거치는 것이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행정심판 없이 곧바로 취소소송

을 제기하는 경우를 봅시다. 

객관 적  기간  

1. 원칙: 처분등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소제기를 해야 합니다.  

2. 예외: 1년을 도과했더라도, 정당한(reasonable) 사유가 있다면 , 소제기가 가능합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 ②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생략>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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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관 적  기간  

1. 원칙: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제기를 해야 합니다. 

2. 예외: 90일을 도과했더라도, 기간도과를 한 데에 책임이 없다면(blameless), 소제기가 가

능합니다. 추완(complement)소제기죠. 

소 결  

원칙적으로 위 두 기간을 모두 충족해야만 비로소 소제기가 적법합니다.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행정심판을 거치는 것이 필수적이든 임의적이든 간에, 행정심판을 거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 관 적  기간  

1. 원칙: 재결이 있음을 안 날(재결서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제기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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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므로 행정심판법 제

18조 제3항 소정의 심판청구의 제척기간내에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제척기간의 적

용을 배제할 같은 조항 단서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제20조(제소기간) ①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생략>

제20조(제소기간)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제8조(법적용예) ②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민사소송법

제173조(소송행위의 추후보완) ①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

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 <생략>

대법원 1964. 9. 8. 선고 63누196 판결

행정처분의 조기확정을 기하여 당사자가 처분이 있은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소원제기의 최장기간을 

처분이 있은 날로 부터 [현행 1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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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외: 90일을 도과했더라도, 기간도과를 한 데에 책임이 없다면(blameless), 소제기가 가

능합니다. 추완(complement)소제기죠. 

객관 적  기간  

1. 원칙: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소제기를 해야 합니다. 

2. 예외: 1년을 도과했더라도, 기간도과에 정당한(reasonable) 사유가 있다면 , 소제기가 가

능합니다. 

행정 심 판절차의  적 법  

1. 행정심판절차를 거친 것 자체가 적법해야, 비로소 위 기간이 의미 있습니다. 

2. 만약 그렇게 보지 않으면 원고가 일부러 부적법한 행정심판을 계속 거침으로써 부당하게 제

소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제소기간 한정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되어 부당합니다. 

소 결  

역시 원칙적으로 위 객관적, 객관적 기간을 모두 충족해야만 비로소 소제기가 적법합니다. 

제20조(제소기간) ①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 제1

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제20조(제소기간)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제20조(제소기간) ② 취소소송은 <생략>(제1항 단서의 경우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

하지 못한다. <생략>

제20조(제소기간) ② <생략>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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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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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사 건 의  개 요  

주 문  

이 유  

주관적 기간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재결이 있음을 안 날

(= 재결서 정본 송달

일)부터 

사유 있음 안 날부터

최종결정이 있음을 

안 날(= 최종결정 통

지일)부터

90일 90일 90일 30일

예외: 책임 없는 사

유
예외: 책임 없는 사유 예외: 책임 없는 사유 예외: 책임 없는 사유

취소소송 헌법소원

행정심판 없이 행정심판 거친 후 다른 절차 없이 다른 절차 거친 후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두14851 판결

원고는 2002. 5. 2., 용인시 (상세 지번 생략) 소재 주택<생략>으로 이사하고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다. 피

고[용인시장]는 <생략> 원고가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전입신고만 해놓은 위장전입자라고 판단하

고, <생략> 원고에게 <생략> 사실대로 신고하라는 내용을 담은 최고서를 발송하였[다. 그러]나 위 서류가 반송

되자 다시 2004. 3. 3.부터 같은 달 11일까지 주민등록사항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위 기

간 내에 아무런 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2004. 3. 12. 원고의 주민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알고보니] 원고는 소외 1과 함께 <생략> 택시운전기사로 택시 한 대를 번갈아 가면서 교대근무

를 하였는데, 2004년 3월경 형과 형수와의 불화로 인하여 이 사건 주택에서 일시 나와 한진교통 정비사 휴게실

에서 생활하였[을 뿐이었다. 이에 원고는 2004. 9. 21.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제1심) 피고가 2004. 3. 12. 원고에 대하여 한 주민등록직권말소처분을 취소한다.<생략> (제2심) 피고의 항소

를 기각한다.<생략> (제3심) 상고를 기각한다.<생략>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제소기간 기산점인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당사자가 통지, 공고 기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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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에 상대방이 그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볼 수는 없고, 상대방이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에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가 그 처분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다고 인정되는 2004. 6. 28.에 그 처분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되지 아니한 2004. 9. 21.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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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합니다. 

2. 그 이유는 법에서 이 때는 행정소송을 하기 전에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쳐야 한다고 정해 두

었기 때문입니다. 

분석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이전에 먼저 행정심판을 거치는 것을 행정심판전치(prepositive admin-

istrative appeal)라 합니다. 

1. 반드시 거쳐야 할 경우 필수적 행정심판전치라 합니다. 

2. 원고의 선택에 따라 이를 거쳐도 되고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것을 임의적 행정심판전치라 합

니다. 

위 사안은 필수적 행정심판전치 사례입니다. 

의의 
대한민국헌법

제107조 ③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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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임의적 행정심판전치 

개념  

임의적 행정심판전치가 원칙입니다. 

사례  

가령,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1. 이의신청(행정심판청구)을 한 다음,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2. 이의신청 없이 곧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예외: 필수적 행정심판전치 

개념  

그러나 법률에서 필수적 행정심판전치로 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사례  

1. 도로교통법 

행정심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심판 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處分)이나 부작위(不作爲)로 침해

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구제하고, 아울러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행정소송법

제18조(행정심판과의 관계) ①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 <생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4조(소의 제기) ① 이 법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의 소를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한다.

행정소송법

제18조(행정심판과의 관계) ① <생략>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

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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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가공무원법 

4. 국세기본법 

!
!
!

도로교통법

제142조(행정소송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해당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裁決)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국가공무원법

제16조(행정소송과의 관계) ① 제75조에 따른 처분,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不作

爲)에 관한 행정소송은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국세기본법

제5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②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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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함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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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창원세무서장의 처분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부적

법합니다. 

2. 그 이유는 사건이 서울행정법원 관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분석  

여러 법원 사이에서 어느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지 분담한 것을 관할(jurisdiction)이라 합니

다. 위 사안은 창원지방법원 관할 사건이므로, 관할위반이 있는 것이죠. 

심급별 관할 
3심제에서는 심급별 담당법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상소장(항소장·상고장)은 원심법

원에 내는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제1심 관할법원만 정확히 알아도 충분합니다. 

제 1 심  관 할 법 원  

행정법원(administrative court)입니다. 

1. 원칙적으로, 피고가 있는 곳의 행정법원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양천세무서장의 처분과 관

련해서는, 서울행정법원(Seoul Administrative Court)이 관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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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서울 양천구에 서울남부지방법원(Seoul Southern District Court)이 있습니다. 그

러나 행정소송은 더 멀리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행정법원에서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2. 그런데 행정법원은 아직 서울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외의 지역에서는 어쩔 수 없이 지

방법원(district court)에서 합니다. 예를 들어, 제천세무서장의 처분과 관련해서는, 제천시

를 관할하는 청주지방법원(Cheongju District Court) 관할입니다. 

행정소송법

제9조(재판관할) ① 취소소송의 제1심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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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제천시에도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Jecheon Branch of Cheongju District 

Court)"이라는 법원(지원)은 있습니다. 지원(branch court)도 본원(head court)도 모두 

법원(court)이긴 하지만, 지원은 본원의 위성 같은 걸로 생각하면 됩니다. 행정소송은 본

원(head court)에서만 가능합니다. 즉, 더 멀리 청주시에 있는 청주지방법원에서 하게 된

다는 말입니다. 

3. 피고가 중앙행정기관이라면 어떨까요? 피고가 어디에 있는지와 상관 없이, 그냥 서울행정

법원에 관할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종시에 있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처분과 관련해서는, 

서울행정법원 관할입니다. 

•아까 본 것처럼, 피고가 있는 곳의 법원, 즉 세종시를 관할하는 대전지방법원(본원) 관할인 

것도 맞습니다. 원고는 서울행정법원, 대전지방법원 어느 곳에라도 소제기할 수 있습니다. 

4. 부동산 관련 사건은 어떨까요? 이것도 피고가 어디에 있는지와 상관 없이, 부동산이 있는 

곳 법원에도 관할이 있습니다. 

법원조직법 부칙<1994. 7. 27.>

제2조 (행정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행정법원에 관한 사항의 시행당시 행

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 있어서의 행정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은 행정법원이 설치될 때까지 해당 지

방법원본원<생략>이 관할한다.

행정소송법

제9조(재판관할)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고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

는 경우에는 대법원소재지[=서울]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1. 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의 부속기관과 합의제행정기관 또는 그 장 

2. 국가의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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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심  관 할 법 원  

고등법원(high court)입니다. 고등법원은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이렇게만 있습니다. 

1. 예를 들어 서울행정법원의 제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이 담당

합니다. 

2. 또, 청주법원(청주지방법원)의 제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 항소심은 대전고등법원이 

담당합니다. 

제 3 심  관 할 법 원  

대법원(Supreme Court)입니다. 

합 의 부 와  단 독 부  

1. 행정사건은 판사 3인으로 구성된 합의부가 심판합니다. 

2. 예외적으로, 제1심에서는 단독판사가 심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9조(재판관할) ③ 토지의 수용 기타 부동산 또는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등에 대한 취소소송은 그 부동

산 또는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이를 제기할 수 있다.  

법원조직법

제7조(심판권의 행사) ③ 고등법원·특허법원 및 행정법원의 심판권은 판사 3인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이를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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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심이 합의부 사건이든 단독사건이든, 제2심은 고등법원이 담당합니다. 

•이에 비해 민사사건의 경우, 제1심 단독사건은 제2심을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합니다. 

주의하세요. 민사법 입문 제1강: 민사구조론 중 "판결에 대한 불복" 부분을 참조하세요. 

소 결 ( 사례 )  

부동산과도 무관하고 피고가 중앙행정기관 등도 아니라면, 다음과 같습니다. 

관할위반의 효과 

소 제 기 의  적 법  여 부  

소제기가 일단 부적법한 것은 사실입니다.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법 원 의  조치  

그러나 법원이 바로 각하하는 것은 아니고, 사건을 관할이 있는 법원으로 보내줍니다. 이를 이

송(transfer)이라 합니다. 이렇게 사건을 받는 것을 수이송이라 합니다. 

제7조(심판권의 행사) <생략> 다만, 행정법원에 있어서 단독판사가 심판할 것으로 행정법원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의 심판권은 단독판사가 이를 행한다.

제28조(심판권) 고등법원은 다음의 사건을 심판한다. 

1. 지방법원합의부·가정법원합의부 또는 행정법원의 제1심 판결·심판·결정·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

건

서울남부 사건 수원 사건 안산 사건 청주 사건 제천 사건

제1심 서울행정법원 수원지방법원 청주지방법원

제2심(항소심) 서울고등법원 대전고등법원

제3심(상고심) 대법원

행정소송법

제8조(법적용예) ②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민사소송법

제34조(관할위반 또는 재량에 따른 이송) ① 법원은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이를 관할법원에 이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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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사 건 의  개 요  

문 제 점  

판 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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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하여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장이 불승인처분을 하[였다.]

[이에 김OO은 당시로서는 본원인 부산지방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런데 부산지방법원]은 <생략> 위 

사건이 위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1998. 3. 30. 직권으로 위 사건을 [이제는 본원이 된] 울산지

방법원으로 이송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김OO가 이송결정에 불복한 사안이다.]

[울산지방법원에 관할권이 있는지 문제된다.] 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은 "취소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취소소송의 피고가 [협의의] 행정청이 아닌 <생략> 

근로복지공단과 같은 공법인인 경우 주된 사무소[서울]만을 '소재지'로 볼 것인가, 아니면 지역본부 또는 지사 

등의 종된 사무소[울산]도 '소재지'로 볼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

행정소송법에는 이에 관하여 아무 규정이 없으므로 같은 법 제8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민사소송법을 준용하

여야 할 것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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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고, 같은 법 제10

조는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에 대한 소는 그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업무에 관한 것에 한하여 그 소재지

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사건의 토지관할은 기록상 나타난 피고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인 서울[의] <생략> 관할법원인 서울행정법원

과 위 요양승인업무를 처리한 피고 울산지사의 관할법원인 울산지방법원 [모두]에 있[다.] <생략> 따라서 위 사

건이 [부산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다 하여 울산지방법원으로 이송한 원심법원의 결정은 일단 적법하

[다. 다만, 다른 이유로 위법할 수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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