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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강  소송요건론 PART 2 
재판을 받기 위한 전제조건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나머지 유형) 

Jacques-Louis David, La Mort de Socrate (The Death of Socrates) 

1787. Oil on canvas, 129.5 × 196.2 cm 

!

!

강의목표

이어서 PART 2에서는 나머지 소송(심판) 유형의 각 소송요건을 보겠습니다. PART 1에서는 공권력작용에 국민

이 대항해 통제하는 유형을 살폈다면, PART2에서는 법률을 통제하는 유형(위헌법률심판, 위헌소원)과, 국가기

관끼리 서로 공권력작용을 통제하는 유형을 살펴보겠습니다. PART 1에서와 마찬가지로 잘 비교, 대조하며 공

부하는 사람이 더 빠르고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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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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이 재판을 하는데 적용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의심이 들면, 법원이 헌법재판소에게 

법률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하여(제청하여),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그 법률을 무효로 

만들 수 있는 제도입니다. 

헌법재판소에 관하여 
재판권·관할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 요건은 굳이 살피지 않겠습니다. 

당사자에 관하여 
3. 심판청구의 당사자는 제청법원입니다. 

4. 법원에서의 소송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서의 심판 당사자가 아닙니다. 

•위헌법률심판과 위헌소원은 원고 대 피고, 청구인 대 피청구인, 신청인 대 피신청인 식의 

쌍방 대립당사자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즉, 당사자가 일방만 있다는 점이 특색이죠.

!
심판대상에 관하여 
법률이어야 합니다. 

•대상적격의 문제입니다. 

기타 
법률이 위헌인지 여부에 따라 법원에서의 소송결과가 달라져야 합니다. 이를 재판의 전제성이

라 합니다. 

결론 
실제로 문제되는 요건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제청능력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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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청적격 [당사자] 

3. 법률 [심판대상] 

4. 재판의 전제성 [기타] 

5. 필요성 [기타] 

•이제 위의 각 요건들을 분석할 것입니

다. 처음에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만

약 너무 어렵다면, 일단 그 다음 강의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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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청능력 
Admissibility to Recommender 

나는 이 학생들에게 10년의 징역을 내리는데 너무나 큰 법과 현실과의 간격을 느낀다. - from 

"재판관의 고민" 

개념 

사례  

법원에서 재판을 받던 소송당사자의 위헌법률심판청구가 부적법한 것은, 개인은 위헌심판청구

의 제청능력(청구인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분 석  

즉, 위헌법률심판청구(제청)는 오직 법원(court)만 할 수 있습니다. 즉, 법원만이 제청능력

(admissibility to recommender)을 갖습니다. 

군사법원의 경우 

군사 법 원 의  개 념  

군사법원(military court, court for Armed Forces)이란, 군인 등의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특

별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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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

헌 여부 심판을 제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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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법 무 관  제 도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거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하여 변호사시

험에 합격한 군미필 남성들은 병역의무 이행으로 3년간 군법무관(법무과 장교)으로 복무할 수 

있습니다. 군법무관은, 

1. 군판사(판사에 대응) 

2. 검찰관(검사에 대응) 

3. 국선변호 전담 군법무관(변호인에 대응) 등으로 임명받고 

군사법원 재판에 관여하게 됩니다. 

군사 법 원 이  법 원 인 지  여 부  

원래는 일반적으로 군사법원과 같은 특별법원(special court)은 '법원'이 아닙니다. 

제 청 능 력  부 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위헌법률심판, 위헌소원과 관련해서는 헌법재판이 가능하도록 

'법원'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

대한민국헌법

제110조 ①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 

② 군사법원의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관할한다.

군사법원법

제6조(군사법원의 설치) ① 고등군사법원은 국방부에 설치한다. 

② 보통군사법원은 <생략> 부대<생략>에 설치한다.

법원조직법

제3조(법원의 종류) ① 법원은 다음의 6종으로 한다. 

1. 대법원 / 2. 고등법원 / 3. 특허법원 / 4. 지방법원 / 5. 가정법원 / 6. 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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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

헌 여부 심판을 제청한다.

제3강  소송요건론 PART 2                                                                                                     164



제청적격 
Standing to Recommend 

각자 자기 할 일만 잘하면 된다던데. - from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개념 

사례  

1. 창원지방법원의 재판에 적용될 A법률에 대해, 

2. 오지랖이 넓은 서울남부지방법원 K판사가 위헌이라고 생각해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위헌법

률심판을 제청하는 것은 부적법합니다. 

3.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제청을 할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분 석  

1. 이와 같이 제청법원으로서 결정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자격을 제청적격(standing to rec-

ommend)이라 합니다. 쉽게 말해 제청법원으로서 적합하다는 자격입니다. 

2. 위 사례에서 창원지방법원은 제청능력과 제청적격 모두 있습니다. 

3. 위 사례에서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제청능력은 있지만(법원이므로), 제청적격은 없습니다. 

판단기준 
형식적으로 판단합니다. 즉, 형식적으로 제청법원의 당해 사건인지 여부로 판단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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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

헌 여부 심판을 제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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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Act 

입법자들도 인류의 일원이 아니던가? 혹시 그들은 자신들이 나머지 인류보다 더 좋은 흙으로 

빚어졌다고 믿는 것인가? - Frédéric Bastiat 

개념 

사례  

1. A시행령이 위헌라고 주장하며,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거나 소송 당사자가 위헌소

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부적법합니다. 

2. 시행령은 위헌법률심판·위헌소원의 심판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분 석  

1. 위헌법률심판은 말 그대로 법률을 심판대상으로 하고, 위헌소원은 구조적으로 위헌법률심

판의 성격을 가지므로 역시 법률이 심판대상입니다. 

2. 따라서 처분, 부작위 등은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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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

헌 여부 심판을 제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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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별 분석 

법 률  

당연히 심판대상입니다. 국회(National 

Assembly)가 만든 법률을 의미합니다. 

헌 법  

심판대상이 아닙니다. 헌법(constitution)

은 법률보다 상위에 있는 최고규범이기 때

문입니다. 

명령  

1. 원칙적으로 심판대상이 아닙니다. 대통령령(presidential decree), 부령(ordinance of the 

ministry) 같은 행정입법은 법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2. 다만, 대통령의 긴급명령(emergency order)처럼 법률의 효력을 갖는 명령은 심판대상이 

됩니다. 

자치법규 ( 조례·규칙 )  

1. 심판대상이 아닙니다. 조례(municipal ordinance)·규칙(municipal rule)은 법률이 아니

기 때문입니다. 

2. 참고로, 조례·규칙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이나 위헌소원이 불가능해도 괜찮습니다. 일반 법

원의 재판이나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을 통해 다투는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 1996. 10. 4. 선고 96헌가6 결정

법원의 위헌여부심판제청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할 수 있는 것이고, 명

령이나 규칙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는 법원 스스로 이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위헌여부심판제청 중 국민연금법시행령[대통령령] 제54조 제1항에 대한 부분은 법률이 아

닌 대통령령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대한민국헌법

제76조 ① 대통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

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② 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

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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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약  

조약(treaty)도 심판대상입니다. 적법하게 체결된 조약은 법률의 효력을 갖기 때문입니다. 

'법률'의 의미 
여기서 '법률'이란, 법률 자체를 의미합니다. 

법 률  자체 ?  

법률(act) 자체는 심판대상입니다. 

1. 법률 전체(whole)를 심판대상으로 삼든, 

2. 일부 조항(clause)을 심판대상으로 삼든, 상관 없습니다. 

법 률  해 석 ?  

법률의 해석(interpretation)은 심판대상이 아닙니다. 

입 법  작 용 ?  

1. 입법 작용(exertion)은 심판대상이 아닙니다. 즉, 입법행위든 입법부작위든 모두 심판대상

이 아닙니다. 

헌법재판소 2001. 9. 27. 선고 2000헌바20 결정

조약이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은 심판대상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으

나, 여기서의 "법률"에는 "조약"이 포함된다고 볼 것이다.

이 사건 조항 {국제통화기금협정 제9조(지위, 면제 및 특권) 제3항 (사법절차의 면제) 및 제8항(직원 및 피용자

의 면제와 특권), 전문기구의특권과면제에관한협약 제4절, 제19절(a)}은 각 국회의 동의를 얻어 체결된 것으로

서, 헌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국내법적, 법률적 효력을 가지는 바, 가입국의 재판권 면제에 관한 것이므로 성질

상 국내에 바로 적용될 수 있는 법규범으로서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된다.

헌법재판소 2001. 4. 26. 선고 98헌바79 결정

청구인들은, <생략> [보안관찰법 제4조 제1항 중 "보안관찰해당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할 충분

한 이유" 부분]을 '보안관찰해당범죄를 다시 범할 개연성'으로 해석함을 전제로,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의 위헌

여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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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헌판단을 구하고자 하되 <생략> 위헌심판청구의 형

식을 빌린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심판청구는 법률조항 자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

므로 [위헌소원] 심판청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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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법작용이 공권력행사·공권력불행사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권리구제형 헌법소

원을 통해 다투면 됩니다. 

사례 

사 건 의  개 요  

심 판 의  대 상  

•보상(indemnities)와 배상(compensation)의 차이에 관해서는, 공법 입문 제1강: 공법구

조론 중 "행정사건과 행정구제" 부분을 참조하세요. 

주문  

이 유  

헌법재판소 1996. 6. 13. 선고 94헌바20 결정

망 이OO 등 12명은 향토예비군대원으로서 <생략> 동원훈련소집 중 포탄용 폭약폭발사고로 현장에서 사망하였

다.

[유족들인] 청구인들은 <생략>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소<생략>를 제기하고 같은 법원에 향토예비군

대원의 국가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근거조항인 헌법 <생략> 부분 및 국가배상법 <생략> 부분에 대한 위헌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생략> 위 신청을 기각하였다. 청구인들은 <생략> 이 사건 헌법소원[위헌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헌법 제29조 제2항 중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 부분 및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규

정 중 '향토예비군대원' 부분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헌법<생략> 제29조 ②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

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

상은 청구할 수 없다.

국가배상법<생략> 제2조(배상책임) ① <생략> 다만, 군인·<생략> 또는 향토예비군대원이 전투·훈련 <생략> 

관련하거나 <생략> 전사·순직 또는 공상을 입은 경우에 <생략>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생략> 보상을 지

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국가배상법] 및 민법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1. 청구인들의 헌법<생략> 제29조 제2항 중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국

가배상법<생략>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현행법상] 위헌심사의 대상이 되는 규범을 '법률'로 명시하고 있으며, 여기서 '법률'이라고 함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된 이른바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하므로 헌법의 개별규정 자체는 헌법소원에 의한 위헌심사의 대

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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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

헌법 법률 명령 자치법규 조약

자체 X O X (예외 있음) X O

해석 X

입법작용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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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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면 

위헌법률심판 청구는 부적법합니다. 

2. 재판의 전제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분 석  

이와 같이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담당 법원이 다른 재판을 하게 될 것인지의 관계를 재판의 

전제성(prerequisite to a trial)이라 합니다. 쉽게 말해 A법률이 위헌이면 재판 결과가 달라질 

때,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합니다. 

전제성의 요건 

사 건 의  계속  

사건이 종결되면 안 되고, 법원에서 계속 중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위헌 여부에 따라 법원이 다

른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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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

헌 여부 심판을 제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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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해 사 건 과 의  관련성  

심판대상법률이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다른  내 용 의  재 판  

위헌일 때에는 합헌일 때와 다른 재판을 법원이 하게 되어야 합니다. 

1. 그런데 주문이 달라지는 경우 '다른 재판'이 이루어진다고 봐야 합니다. 

2. 나아가 비록 주문은 동일해도 '다른 재판'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례 

사 건 의  개 요  

헌법재판소 1992. 12. 24. 선고 92헌가8 결정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라 함은 원칙적으로 제청법원이 심리 중인 당해 사건의 재판의 결론이나 주

문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문제된 법률의 위헌여부가 비록 재판의 주문 자체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①] 재판의 결론을 이끌어내는 이유를 달리 하는데 관련되어 있거나 또는 [②]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

적 의미가 전혀 달라지는 경우에는 재판의 전제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구 형사소송법] 제331조 단서규정의 위헌여부에 따라 형사판결의 주문 성립과 내용 자체가 직

접 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만약 위 규정이 위헌으로 법적 효력이 상실된다면 <생략> 제청법원이 무죄 등의 판

결을 선고하게 될 경우에 <생략> [즉, 위헌 결정이 있으면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가 되며], 이와는 달리 이 단서 

규정이 합헌으로 선언되면 <생략> [피고인이 여전히 구속 상태가 되어] 그 재판의 효력과 관련하여 전혀 다른 

효과를 가져오는 재판이 될 것이다. 따라서<생략> [법원의 주문과 결론은 그대로지만] 그 재판의 밀접 불가결한 

실질적 효력이 달라지는 구속영장의 효력에 관계되는 것이어서 재판의 내용이나 효력 중에 어느 하나라도 그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전혀 달라지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

헌법재판소 2005. 3. 31. 선고 2003헌바113 결정

하남시장은, 청구인[주식회사 OO]이 <생략> [하남시의 하천부지를] 무단 점용하였다는 이유로 [①] 1999. 2. 

6. 구 하천법<생략> 제33조 제3항·제4항 <생략> 등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생략> 부당이득금 [부과 처분

을] 하였다. <생략> 그 후 하남시장은 청구인이 <생략> 위 부당이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②] 2000. 1. 29. 

<생략> 가산금 [징수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주식회사 OO]은 2000. 2. 5. 경기도지사에게 위 [②] 2000. 1. 29.자 [가산금] 징수처분의 취소를 구하

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가 <생략> 위와 같은 징수처분에 대한 불복은 이의신청의 대상이고 행정심판의 대상

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재결을 받[았다.] <생략> 각하재결을 받고, [2000.] 7. 25. 하남시장을 상대로 <생략> 

[① 부당이득금 부과 처분 및 ② 가산금 징수처분]의 <생략> 취소 [등]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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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이 유  

1. 당해사건의 예상 결과 

2. 위헌소원의 결론 

•당해사건의 부적법 각하와, 위헌소원 사건의 부적법 각하를 구별하세요. 

!

[항소심] 소송계속 중 청구인은 법 제33조 제4항[에 대하여] <생략> 위헌제청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항소심 법

원]이 <생략> 청구를 각하하면서 위 위헌제청신청도 기각하자, 청구인은 <생략> 이 사건 [위헌소원]심판을 청구

하였다.

헌법재판소 2005. 3. 31. 선고 2003헌바113 결정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①] 제소기간이 경과한 2000. 7. 25. 행정소송이 제기되었거나(1999. 2. 6.자 부과처분에 대하여), [②] 지방

자치법 제131조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거친 후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

유로 각하재결을 받은 후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어서 [필수적 전치주의 사안에서] 적법한 전심절차를 밟지 않

았[다](2000. 1. 29.자 징수처분에 대하여).

[그 결과 구 하천법 규정이 위헌인지 여부와 상관 없이] <생략> [취소소송이] 부적법하여 각하[될 사안이다.

[그러므로 위헌소원에서] <생략>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흠결하여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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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성 
Necessity 

지나간 슬픔에 새 눈물을 낭비하지 마라. - Euripides 

개념 

사례  

법원이 제청을 했는데 소송당사자가 소취하를 해서 법원의 사건이 종결되었다면, 결과적으로 

위헌법률심판이 부적법합니다. 

분 석  

그 이유는 심판을 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후적으로 재판의 전제성이 소멸할 

때, 굳이 심판이 필요한지가 필요성(necessity) 혹은 소의 이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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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을 하였다. 그런데, 위 법무사업무정지처분은 위 취소소송의 변론종결 이

전인 2001. 11. 7. 기간이 만료되어 그 효력이 상실되었[다.]

[그러]므로 위 취소소송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와 상관 없이] 소 각하의 판결을 면할 수 없게 되었

[다.]

따라서 <생략> 재판의 전제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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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 

의의 
필요성 요건은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1. 주관적 필요성(주관적 심판청구 이익) 

2. 객관적 필요성(객관적 심판청구 이익) 

헌법재판소 2000. 7. 20. 선고 99헌가7 결정

심리기간 중 사태진행으로 소의 이익이 소멸되었더라도 <생략> 제청당시 전제성이 인정되는 한 예외적으로 객

관적인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그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형집행에 관한 것으로서 국민의 신체의 자유에 관련된 문제이고, 이에 대하여 아직 헌법재

판소에서 해명이 이루어진 바 없으며, 많은 피고인들의 형집행에 있어서 기본권침해가 반복될 것이 명백하므로 

이에 대한 위헌여부심판을 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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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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도  

1.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당사자가 자신에게 적용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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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단

해 달라는 취지로 심판청구할 수 있습니다. 

취지  

1. 제청신청기각결정은 법원의 재판입니다. 원래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2.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소송당사자에게 헌법재판의 길을 열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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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인은 청구인능력이 있

습니다. 

2. 청구인적격에 관하여, 청구인은 제청신청 기각결정을 받은 자입니다. 

3. 이렇게 소송당사자가 심판의 당사자로 되기 때문에, 위헌법률심판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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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습니다. 

결론 
실제로 문제되는 요건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청구인적격 [당사자] 

2. 법률 [심판대상] 

3. 재판의 전제성 [기타] 

4. 필요성 [기타] 

5. 청구기간 [기타] 

6. 변호사강제주의 [기타] 

•이제 위의 각 요건들을 분석할 것

입니다. 처음에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만약 너무 어렵다면, 일단 그 다음 강의로 넘어

가시기 바랍니다. 

•법률, 재판의 전제성, 필요성, 변호사강제주의에 관해서는 이미 배웠으므로, 여기에서는 

따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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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적격 
Standing to Request 

넘어져야 일어설 수 있다. - 박문영 

개념 

사례  

재판을 받는 중인 소송당사자가 법원에 제청신청도 하지 않은 채 바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원

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부적법합니다.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분 석  

1. 이와 같이 청구인으로 심판을 수행하고 결정을 받기 위해 필요한 자격을 청구인적격

(standing to request)이라 합니다. 쉽게 말해 청구인으로 적합하다는 자격입니다. 

2. 위헌소원의 청구인적격은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에서의 청구인적격, 즉 자기관련성·직접관

련성·현재관련성과는 다른 차원입니다. 

판단기준 
형식적으로 판단합니다. 즉, 제청신청기각결정(dismissal of the application)이 있었는지 판

단하면 됩니다. 

제68조(청구 사유) ② 제41조 제1항[위헌법률심판]에 따른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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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건 의  개 요  

심 판 의  대 상  

주문  

이 유  

요건 완화 
그러나 청구인적격 요건을 완화하기도 합니다. 

기초개 념  1 :  수표  제 도  

1. 어떤 사람(A)이 거래 상대(B)에게 돈을 줄 게 있는데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위험하고 귀

찮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은행에 예금계좌를 만든 다음 은행보고 지급하도록 맡길 수가 있

는데, 이를 은행에 대한 지급위탁(payment entrustment)이라 합니다. 

2. 그러면 A를 발행인으로 해서 거래 상대(B)에게 증권을 발행하는데 이것이 바로 수표

(check)입니다. 

헌법재판소 1997. 11. 27. 선고 96헌바12 결정

청구인[○라이더 ○○회사]은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토란스시에 본사를 두고 자연건강보조식품의 제조 및 판

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생략> 다단계판매조직을 관리·운영하여 구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생략

>을 위반하였다고 기소되[었다.]

[청구인은 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재판계속중 [①] 적용법조인 위 법률 제18조 제1항·제3항, 제26조에 대하

여 위 법원에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생략>을 하였[다.] 위 법원이 <생략> 청구인의 위 제청신청을 기각하자 

[① 위 조항들과 ② 개정 후 부칙 제3항에 대해]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이 사건 심판대상은 ① [개정 전] 구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생략> 제18조 제1항·제3항, 제26조<생략>, ② 

[개정 후] 구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생략> 부칙 제3항의 위헌여부[이다.]

1. <생략> 제18조 제1항·제3항, 제26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생략> 부칙 제3항에 관한 심판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위헌소원]은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여 그 신청이 기각된 

때에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인데 기록에 첨부된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의 위헌제청신청기각결정<생략>에 의하면 

청구인은 구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부칙 제3항에 대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지 않았고 따라서 법원의 

기각결정도 없었으므로 청구인의 [②] 이 부분 심판청구는 그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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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표소지인(B)이 기간 내에 은행에 수표를 제시하면 은행은 돈을 지급합니다. 

4. 그런데 만약 발행인(A)의 사업이 망하거나 이런 저런 이유로 해서 위 계좌에 예금부족(non-

sufficient funds)이 생기면, 은행은 돈을 지급하지 못합니다. 이를 부도라 하며, 그 때의 

수표를 부도수표(dishonored check)라 합니다. 

기초개 념  2 :  부 도 수표발행인 의  처벌  요 건  

수표를 소지한 사람이 수표금을 지급받으려면, 수표가 발행된 날부터 10일 내에 은행에 수표를 

제시해야 합니다. 

1. 이렇게 지급제시 기간 내에 제시를 했는데 만약 수표가 부도가 났다면, 발행인을 처벌합니

다. 

2. 반대로, 제시기간을 도과한 다음에 제시했다면, 발행인을 처벌하지 않습니다. 제시기간은 

발행일부터 10일입니다. 

사 건 의  개 요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부정수표발행인의 형사책임) ②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수표를 발행한 후에 예금부족 [등으로] 

인하여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표금액의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수표법

제28조(수표의 일람출급성) ② 기재된 발행일이 도래하기 전에 지급을 받기 위하여 제시된 수표는 그 제시된 날

에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29조(지급제시기간) ① 국내에서 발행하고 지급할 수표는 10일 내에 지급을 받기 위한 제시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생략>의 기간은 수표에 적힌 발행일부터 기산(起算)한다.

헌법재판소 2001. 1. 18. 선고 2000헌바29 결정

청구인은 당좌수표 6매 합계 금 42,625,000원 상당을 부도낸 후 <생략>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원에 부정수표

단속법위반죄로 불구속기소되었다. 그런데 위 당좌수표들은 소위 '선일자수표'로 실제 발행일이 수표에 기재된 

발행일자보다 2~5개월 가량 앞서는 것들이며, 수표에 기재된 발행일에 이르러 각 지급제시되었으나 모두 거래

정지로 지급되지 않았다.

위 형사피고사건에서 청구인은 <생략> 선일자수표는 수표에 기재된 발행일이 아닌 실제의 발행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시되[도록 하는 게 옳을 텐데도, 현행법상으로는 기재된 발행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시되도록 하고 

있으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수표법 제28조 제2항 및 제29조 제1항<생략>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생략>을 하였으나, <생략> 

기각되자, <생략> 이 사건 <생략> 헌법소원(위헌소원)심판을 청구하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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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판 의  대 상  

주문  

!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원칙적으로 청구인이 위헌제청신청을 하고 법원에서 기각당한 법률조항인 수표법<생략>

제28조 제2항과 제29조 제1항의 위헌여부가 될 것이[다.]

그러나 <생략> 수표법 제29조 제1항은 국내수표의 지급제시기간은 10일간이라는 것으로, 이것만으로는 청구인

이 다투는 선일자수표의 기산일에 관한 아무런 규율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여기에 반드시 기산일에 관한 규정

인 같은 조 제4항을 보태어 보아야만 비로소 의미를 갖게 된다. 즉 수표법 제29조 제4항은 같은 조 제1항을 보

충하는 규정으로서 이 두 규정은 이 사건에서 서로 필연적 연관관계에 있[다. 그러]므로, 비록 묵시적으로나마 

선일자수표의 기산일에 관한 법률조항인 같은 조 제4항에 대하여도 위헌제청신청이 있었고, 그에 대한 법원의 

기각결정도 있었다고 못 볼 바 아니[다. 그러]므로 이를 심판대상에 포함시켜 함께 판단하기로 한다.

청구인의 심판청구 중 수표법 제28조 제2항에 대한 청구를 각하한다. 수표법 제29조 제1항 및 제4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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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기간 
Period of Request 

한정되어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인간의 생명이며 시간이다. - from "탈무드" 

개념 
제청신청 기각결정을 받고 1년도 넘게 지나 위헌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부적법한데, 그 이

유는 청구기간(period of request)을 도과했기 때문입니다. 

예외? 
설령 기간 도과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거나, 청구인에게 과실이 없더라도, 기간에 관해 예외를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정 당 한  사 유  있 는  경 우 의  예외 ?  

1. 행정소송법 조항에는 정당한 사유 있는 경우의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위헌소원은 위헌법률심판처럼 고유한 헌법재판 유형이어서, 구조적으로 유추할 만

한 행정소송 유형이 없습니다. 

3. 따라서 행정소송의 제소기간 규정을 준용할 수 없습니다. 

책임질  수  없는  사 유 로  도 과 한  경 우 의  예외 ?  

1. 민사소송법 조항에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도과한 경우의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제69조(청구기간) ②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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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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 리 구 제 형  헌 법 소 원 의  청 구 기 간  준용 ?  

위헌소원에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의 청구기간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 청 신 청  각 하 ?  

제청신청이 이유 없다며 기각된 것이 아니라, 제청신청이 부적법하다고 각하된 경우는 어떨까

요? 이 때에는 마찬가지로 위헌소원의 청구기간 규정을 적용합니다. 

사례 

사 건 의  개 요  

헌법재판소 2001. 4. 26. 선고 99헌바96 결정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에 대하여는 법 제69조가 헌법소원의 종류에 따라 그 기간을 달리 규정하고 있다. 즉 제1

항에서는 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을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의 청

구기간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과 같이 그 청구가 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에 해당하는 이상에

는 그 청구기간에 대하여 법 제69조 제2항이 적용될 뿐이고 법 제69조 제1항이 적용될 여지는 전혀 없는 것이

다.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서] <생략> 이 때의 '기각'에는 각하도 포함된[다.]

청구외 망 이○춘은 <생략> 대통령직선제개헌요구시위에 참가하여 시위를 하던 중 <생략> 고가도로에서 떨어

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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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멸시효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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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하

였다. [이는 1999. 4. 1. 송달되었다.]

[그런데] 대법원은 1999. 9. 17. [결론은 부산고등법원과 같은 취지로] 청구인들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다만 

이유는 부산고등법원의 판단과는 달리, <생략> 손해배상청구권은 [예산회계법상 5년의] 시효완성으로 소멸되었

[다고] <생략> 판시하였다. 이에 청구인들은 예산회계법 제96조 제2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1999. 10.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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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이 유  

!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들은 제청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을 1999. 4. 1. 송달받았고, 이 사건 헌법소원은 1999. 

10. 29. 제기되었으므로 이 소원은 청구기간이 도과한 뒤에 제기되었음이 명백하여 부적법하다.

다만 당해사건의 원심에서는 대상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하였는데 대법원이 이를 적용함으로써 청구인들이 그제

서야 대상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

여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여 소송행위의 추완이 허용되어야 한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청구인

들이 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어 이 점에 대하여 더 살피건대 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

159조 및 제160조에 의하면 법이 불변기간이라고 규정한 경우에만 이른바 소송행위의 추완이 가능한 것인데 

법 제69조 제2항에 대하여는 이를 불변기간이라고 규정하는 법규정이 없어서 그 기간의 준수에 대하여 추완이 

허용되지 않을뿐만 아니라, 가사 이 청구기간을 불변기간이라 하여 추완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이 때에는 민사

소송법 제160조에 의하여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내에 해태된 소송행위를 추완하여야 

하는데 청구인들이 대법원 판결을 송달받은 1999. 10. 1.로부터 2주일이 지난 같은 달 29일에 이 사건 헌법소

원청구를 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바가 그들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더 따져볼 

것도 없이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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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쟁의 심판청구요건 
Litigation Requirement of Constitutional Jurisdiction Dispute!

권력은 부패한다. 절대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 John Emerich Edward Dalberg-Acton 

권한쟁의의 개념 
1. 국가기관 상호간이나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또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2.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또는 권한이 어디까지 미치는지에 관하여 다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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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청구인능력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2. 당사자적격으로서 청구인에게는 청구인적격, 피청구인에게는 피청구인적격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3. 청구인이 자신의 권한을 제한받는 경우라야 합니다. 

•문제의 처분 또는 부작위를 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가 피청구인적격을 갖습니다. 피청

구인적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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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

제로 문제되는 요건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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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

입니다. 처음에는 어려울 수도 있

습니다. 만약 너무 어렵다면, 일단 

그 다음에 있는 위헌법률심판 심판청구요건으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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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능력 
Admissibility to a Requester 

국가란 인간이나 다름없다. 왜냐하면 국가도 인간처럼 가지각색의 성격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

문이다. -Plato 

개념 

사례  

1. 개인 김갑동의 권한쟁의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이유는 청구인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2. 개인 이을동을 상대로 한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이유는 피청구인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분 석  

권한쟁의란 헌법상 국가기관 등이 침해받은 권한을 회복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애당초 그러한 

권한을 부여받은 국가기관 등만이 심판청구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청구인·피청구인이 권한(authority)의 주체로서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 문제

를 당사자능력(admissibility to a litigant)이라 합니다. 

•당사자능력은 청구인능력(admissibility to a requester)과 피청구인능력(admissibility 

to the requested)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 '권한(authority)의 주체'와 '기본권(fundamental right)의 주체'는 구별해야 합니다. 예

를 들어 개인이나 사적 단체는 기본권을 누리지만, 국가기관과 같은 권한은 없습니다. 

제61조(청구 사유) ①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권한의 유무 또

는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때에는 해당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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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규정 

헌 법  

헌법은 당사자를 다음과 같이 정했습니다. 

1. '국가기관' 

2. '지방자치단체' 

헌 법 재 판 소 법  

헌법재판소법은 이를 구체화해서 당사자를 다음과 같이 정했습니다. 

1. 국가기관: '국회', '정부', '법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2. 지방자치단체: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시', '군', '자치구' 등 

국 가 기 관 과  지 방 자치단체의  차이  

1. 국가기관을 나열한 것은 예시(example)입니다. 따라서 위 조항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기관

이라도, 국가기관으로 해석(interpretation)되는 이상 얼마든지 당사자능력이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11조 ①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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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1997. 7. 16. 선고 96헌라2 결정

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에서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의 하나로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심판'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있

는 국가기관의 종류나 범위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이에 관하여 특별히 법률로 정하도록 위

임하고 있지도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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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반면, 지방자치단체를 나열한 것은 입법(legislation)을 통해 당사자를 한정(limitation)하

는 의미입니다. 즉, 법률조항에 지방자치단체로 명시되어 있어야만 비로소 '지방자치단체'

로서의 당사자능력을 가집니다. 

소 결  

1. 당사자 A가 지방자치단체인지 여부는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정했는지 확인하면 

되기 때문에 간단합니다. 

2. 그러나 당사자 A가 국가기관인지 여부는 해석(interpretation)의 문제를 남깁니다. 

따라서 입법자인 국회는 권한쟁의심판의 종류나 당사자를 제한할 입법형성의 자유가 있다고 할 수 없고, 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에서 말하는 국가기관의 의미와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국가기관의 범위는 

결국 헌법해석을 통하여 확정하여야 할 문제이다.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사이에 위와 같은 각자 권한의 존부 및 범위와 행사를 둘러싸고 언제나 다툼이 생길 수 있

고, 이와 같은 분쟁은 <생략> 각각 별개의 헌법상의 국가기관으로서의 권한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분쟁이라고 

할 것[이다.] <생략> 국회의원과 국회의장은 <생략>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생략> 헌법재판소법 제6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도 한정적, 열거적인 조항이 아니라 예시적인 조항으로 해석

[해야 한다.]

헌법재판소 1997. 7. 16. 선고 96헌라2 결정

헌법재판소 2010. 4. 29. 선고 2009헌라11 결정

헌법은 '국가기관'과는 달리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그 종류를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제117조 제2

항), 지방자치법은 위와 같은 헌법의 위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와 시, 

군, 구로 정하고 있으며(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은 지방자치법이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의 종류를 감안하여 권한쟁의심판의 종류를 정하고 있다. 즉, 지방자치법은 헌법의 위임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헌법재판소가 헌법해석을 통하여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될 지방자치단체

의 범위를 새로이 확정하여야 할 필요가 없다.

[즉,]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2조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이

를 예시적으로 해석할 필요성 및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다. [즉, 한정적, 열거적 조항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인 지방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의회 의원과 그 지방의회의 대표자인 지방의회 의장 간의 

권한쟁의심판은 헌법 및 헌법재판소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의 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어] 부적법하다.

국가기관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범위를 법률에 위임했는지 X O

헌법재판소법 제6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열거의 본질 예시 규정 한정 규정

범위 확정의 문제 헌법 해석 지방자치법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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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 여부의 판단 

설치  근거  

헌법(constitution)에 의하여 설치되어야 합니다. 

•설치된 근거로 법률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권 한 부 여  근거  

헌법(constitution)과 법률(act)에 의하여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받고 있어야 합니다. 

•권한이 부여된 근거로 법률도 될 수 있습니다. 

보 충 성  

권한의 다툼을 해결할 수 있는 적당한 기관이나 방법이 없어야 합니다. 

사례 

국 가 기 관 으 로 서 의  정 부  

정부(central government)·정부의 부분기관(central government organ)을 봅시다. 대통

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각부 장관 등은 국가기관으로서 당사자능력이 있습니다. 참고로, 정

부는 다음 2가지로 나뉩니다. 

1. 대통령(president) 

2. 행정부(administration):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무회의, 행정각부, 감사원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09헌라6 결정

청구인[국가인권위원회]이 수행하는 업무의 헌법적 중요성, 기관의 독립성 등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국회가 

제정한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의하여 비로소 설립된 청구인은 국회의 위 법률 개정행위에 의하여 존폐 및 권한범

위 등이 좌우되므로 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

다. 결국, 권한쟁의 심판의 당사자능력은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에 한정하여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므

로,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청구인[국가인권위원회]에게는 권한쟁의 심판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대한민국헌법

제4장 정부 (제66조~제100조)

 제1절 대통령 (제66조~제85조)

 제2절 행정부 (제86조~제1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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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가 기 관 으 로 서 의  국 회  

국회(assembly)·국회의 부분기관(assembly organ)을 봅시다. 국회의원, 위원회, 국회의장 

등도 역시 국가기관으로서 당사자능력이 있습니다. 

정 당  

1. 정당(political party)은 당사자능력이 없습니다. 현재 한국의 정당으로는 새누리당, 민주통

합당, 통합진보당, 진보신당 연대회의 등이 있습니다. 정당이란, 정치적 견해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집단입니다. 정당은 국가기관도 지방자치단체도 아니므로 권

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이 없습니다. 

2. 참고로, 정당은 정치적 성격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사적 단체로, 기본권의 주체입니다. 따

라서 정당은 헌법소원심판의 당사자능력은 있습니다. 헌법소원을 통해 기본권과 헌법질서

수호를 실현할 수 있으므로, 굳이 권한쟁의 당사자로 인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 방 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local government)는 당사자능력이 있습니다. 다음 2가지로 나뉩니다. 

1. 광역(upper level)자치단체: 가령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세

종특별자치시 등 

2. 기초(lower level)자치단체: 가령 종로구, 해운대구, 창원시 등 

참고 사 항  

1. 특별시나 광역시 안에 있는 구는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그 중에서도 기초자치단체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광역자치단체) 안의 종로구(기초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이러한 구를 자치구(autonomous Gu)라 합니다. 

2. 일반 시 안에 있는 구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창원시(기초자치단체) 안의 

마산합포구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창원시 안의 '마산합포구', 전주시 안의 '

  제1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제86조~제87조)

  제2관 국무회의 (제88조~제93조)

  제3관 행정각부 (제94조~제96조)

  제4관 감사원 (제97조~제100조)

대한민국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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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산구' 등은 당사자능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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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한쟁의심판을 청구

하는 것은 부적법합니다. 

2. 그 이유는 국회의원으로서의 권한 침해가 없기 때문입니다. 

분 석  

이와 같이 비록 청구인에게 청구인능력(당사자능력)이 있더라도, 

1. 재산권·공무담임권 등 국민(nation)으로서의 기본권(fundamental right) 침해만 주장할 

뿐, 

2. 국가기관(national institution) 등으로서의 권한(authority) 침해의 주장 또는 침해가능성

이 없다면, 

권한쟁의제도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기본권침해는 헌법소원으로 다투고, 권한침해는 권한쟁

의로 다투라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본안전판단으로 "제한" 여부를, 본안판단으로 "침해"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러나 양자를 혼용해 사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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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형  

1. 권한의 침해 

2. 침해할 현저한 위험 

권한의 근거 
1. 헌법이 부여한 권한 

2. 법률이 부여한 권한 

•이와는 달리, 당사자능력에서 국가기관 여부의 판단은 설치 근거가 오직 '헌법'인지로 판단

합니다. 혼동하지 마세요. 

유형 

권 한 의  실체  

권한의 실체(substance)가 없는 경우, 심판청구는 부적법합니다. 

1. 사건의 개요 

제61조(청구 사유) ② 제1항의 심판청구[권한쟁의심판청구]는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不作爲)가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 2006. 5. 25. 선고 2005헌라4 결정

권한의 침해'란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한 청구인의 권한침해가 과거에 발생하였거나 현재까지 지속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현저한 침해의 위험성'이란 아직 침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침해될 개연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을 의미한다.

제61조(청구 사유) ② 제1항의 심판청구[권한쟁의심판청구]는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不作爲)가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설치 근거 권한 근거

심판청구요건 당사자능력 권한의 제한

헌법/법률 오직 헌법 헌법 또는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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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문 

3. 이유 

권 한  침해 의  주장  

권한 침해의 주장(assertion)이 없는 경우, 심판청구는 부적법합니다. 

권 한  침해 의  가 능 성  

권한 침해의 가능성(probability)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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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하고 있고, 나머지 약 4%<

생략>이 천안시에 위치하고 있으나, 지리적으로는 아산시의 중심권역보다는 천안시의 중심권역에 더 가까이 위

치하고 있다. 1995. 1. 1. 아산시가 발족하면서 이 사건 고속철도역의 명칭을 '아산역'으로 하여야 한다는 문제

가 제기[되었다.] 피청구인[건설교통부장관]은 2003. 11. 20. 아산시의 주민투표결과를 반영하여 이 사건 고속

철도역의 명칭을 "천안아산역(온양온천)"으로 결정<생략>하였다.

그러자 청구인[아산시]은 2003. 11. 27. 이 사건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였다.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지방자치제도의 보장은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자치행정을 일반적으로 보장한다는 것뿐이고, 마치 국가가 영토고

권을 가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에게 자신의 관할구역 내에 속하는 영토·영해·영공을 자유로이 관

리하고 관할구역 내의 사람과 물건을 독점적·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어 있다고 할 수는 없

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영토고권은 [우리나라] 헌법과 법률상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결정이 청구인의 영토고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은 가지고 있지도 않은 권한을 침해받았다는 것에 

불과하여 본안에 들어가 따져볼 필요가 없다. <생략>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다.]

헌법재판소 2008. 3. 27. 선고 2006헌라1 결정

정부는 <생략> 1995년에서 2011년까지 경남 진해시 <생략>와 부산광역시 강서구[에] <생략> 항만공사를 진행

하고 있[다.] 경상남도는 <생략> 신항만의 명칭을 '진해 신항'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해양수산부

장관은 2005. 12. 19. <생략> 무역항인 '부산항'의 명칭은 그대로 유지하고, 신항만의 공식명칭을 '신항'(영문명

칭：Busan New Port)으로 하기로 결정하였고<생략>, 이에 따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은 <생략> 부산지방해

양수산청 고시[를] <생략> 개정·고시하였[다.] 이에 경상남도와 [구] 진해시는 2006. 1. 13. <생략> [자신들의 

관할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위 명칭결정 및 고시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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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마산시, 창원시, 진해시는 2010. 7. 창원시로 통합되어, 진해는 이제 창원시 진해

구로 되었습니다. 진해구는 자치구가 아니라 행정구(일반구)라서, 지금은 당사자능력이 없

습니다. 

2. 주문 

3. 이유 

!
특징 
여기서의 권한 침해는, 실제로는 '주장'이나 '가능성'일 뿐입니다. 더 나아가 실제로 침해가 있

었는지 아닌지(consequence)는 헌법재판소가 나중에 본안판단을 하면서 결정하게 됩니다. 

1. 예를 들어 청구인의 주장이 어떤 처분이 자신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처분이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반하고 있다는 것에 그친다고 합시다. 이 경우 권한 침해의 주장(as-

sertion)이나 가능성(probability)이 없으므로 위 사례들과 같이 헌법재판소는 본안전판단 

결과 각하결정을 합니다. 

2. 만약 청구인의 주장이 어떤 처분이 자신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것이라 합시다. 그런데 헌법

재판소가 심리를 진행한 결과 실제로는 청구인 주장과 같은 침해(consequence)가 없다고 

판명되었다면, 다른 심판청구요건이 충족된 이상 본안판단 결과 기각결정을 합니다.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특정 지방자치단체 내에 존재하는 항만구역에 대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이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해

당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변경을 위한 별도의 법령 개정 등이 없는 한(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 그 관할 주체가 

변경되지 않을 뿐 아니라,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일부 구역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사용하는 지정항만의 

구역으로 지정되었다 하여도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을 벗어났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주장

은 이유 없다. 결국 이 사건 명칭결정은 국가 고유의 사무이므로, 그 명칭결정으로 청구인들의 '자치권의 공간적 

범위인 관할구역에 대한 권한'이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현저한 위험이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피청구인 해양

수산부장관의 이 사건 명칭결정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청구인들의 청구는 부적법하[다.]

헌법재판소 2006. 5. 25. 선고 2005헌라4 결정

권한쟁의심판청구의 적법요건[본안 전] 단계에서 요구되는 권한침해의 요건은, 청구인의 권한이 구체적으로 관

련되어 이에 대한 침해가능성이 존재할 경우 충족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권한의 침해가 실제로 존재하고 위헌 내지 위법한지의 여부는 본안의 결정에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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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의 제한과 권한의 침해 

권 한  제 한 이  없는  경 우  

1. 권한 침해의 주장 또는 가능성이 인정되는 것을 곧 권한의 '제한'으로 보셔도 무방합니다. 

2. 권한제한이 없다면, 주문은 각하입니다. 

권 한  제 한 이  있 으 나  침해 는  아닌  경 우  

1. 그렇게 권한이 제한되는 것이 합리화될 수 있다면, 권한이 '제한되나 침해는 없다'고 표현합

니다. 

2. 권한이 제한되나 권한 침해는 아니라면, 주문은 기각입니다. 

권 한  침해 가  있 는  경 우  

1. 반대로 권한 제한에 합리적 사

유가 없다면, 권한이 '침해'된다

고 표현합니다. 

2. 권한이 제한되어 나아가 침해에 

해당한다면, 주문은 인용입니다.

!
청구인용 청구기각 심판청구각하

권한 제한 O X

심판청구요건 구비 (적법) 불비 (부적법)

권한 침해 O X

청구인 승패 승소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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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사 건 의  개 요  

3. 주문 

4. 이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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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히자, 이 사건 교사들은 <생략> 이 사건 가입현황을 인터넷 등에 <생략> 공개하는 

것을 금지할 것 [등을] <생략>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생략>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기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2010. 4. 15. <생략> [국회의원 조전혁에게] "이 사건 가입현황을 인터넷 등에 공시하거나 언론 

등에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의 가처분<생략>을 명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가처분에도 불구하고, [국

회의원 조전혁]은 2010. 4. 20. <생략> 청구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생략>에 게시하는 한편, 서울남부

지방법원 제51민사부가 <생략> 이 사건 가처분을 하여 [국회의원 조전혁]에게 고지한 행위는 청구인의 국회의

원으로서의 직무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권한침해의 확인 및 이 사건 가처분과 그 결정의 고지 행위의 무

효확인을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권한쟁의심판을 <생략> 헌법재판소에 청구하였다.

한편, 이 사건 교사들은 이 사건 가처분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조전혁]이 이 사건 가입현황을 공개한 것에 대

응하여 2010. 4.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이 사건 가처분에 대한 간접강제를 신청하였고, 서울남부지방법원 제

51민사부는 2010. 4. 27. <생략> 청구인[국회의원 조전혁]에 대하여 "1. 이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이 사건 

가입현황을 인터넷 등에 공시하거나 언론 등에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2. 만약 위 1항기재 의무를 이행하지 아

니할 때에는 [국회의원 조전혁은 이 사건 교사들]에게 그 의무위반이 있은 날마다 1일 30,000,000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이하 "이 사건 간접강제"라 한다)을 하였다. 그러자 청구인[국회의원 조전혁]은 

다시,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가 <생략> 이 사건 간접강제를 하여 청구인에게 고지한 행위가 청구인의 국

회의원으로서의 직무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권한침해의 확인 및 이 사건 간접강제 와 그 결정의 고지행

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권한쟁의심판을 추가하[였다.]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특정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언론에 알리는 것과 같은 행위는 헌법과 법률이 특별히 국회의원에

게 부여한 국회의원의 독자적인 권능이라고 할 수 없고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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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할 수 있고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을 심의하고 표결할 수 있어 입법에 관한 국회의원의 

권한인 법률안 제출권이나 심의·표결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없으며, 이 사건 가처분재판과 이 사건 간접강제재

판은 국정감사 또는 조사와 관련된 국회의원의 권한에 대해서도 아무런 제한을 가하지 않고 있어, 국정감사 또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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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적법

합니다. 

2. 그 이유는 국회의원 A에게 청구인적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분 석  

이와 같이 청구인으로서 심판청구를 하고 결정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자격을 청구인적격

(standing to request)이라 합니다. 쉽게 말해 해당 사건의 청구인으로 적합하다는 자격입니

다. 

1. 이론상, 권한 침해와 청구인 사이에 법적 관련성(relevance)이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2. 실무상으로는, 제3자 소송담당을 인정할 것인지의 문제입니다. 

제61조(청구 사유) ①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권한의 유무 또

는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때에는 해당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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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소송담당 

제 3 자  소 송담당 의  개 념  

1. 제3자 소송담당이란, 원래는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타인을 위해 소송의 당사

자가 되는 것입니다. 

2. 제3자가 타인을 대리(representation)하는 것이 아닙니다. 타인 대신 당사자(litigant)가 

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제3자 소송담당에 관해서는 민사법 입문 제9강: 채권의 효력 PART 3 중 "기초개념" 부분

을 참조하세요. 

권 한쟁의 와  제 3 자  소 송담당  

어느 국가기관(가령, 국회)의 부분기관(가령, 국회의원)이 그 국가기관(국회)의 권한이 침해됐

다고 주장하며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쉽게 말해, 국회의원이 국회를 위해 당사

자가 될 수 있겠냐는 겁니다. 

1. 부분기관(국회의원)에게 청구인능력은 인정됩니다. 

2. 그러나 부분기관(국회의원)에게 청구인적격까지 인정될 것인지가 문제입니다. 

허용  여 부  

결론부터 말하면, 권한쟁의에서 제3자 소송담당은 허용될 수 없습니다. 즉, 청구인적격이 없습

니다. 

사례 

사 건 의  개 요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11헌라2 결정

권한쟁의심판에 있어 제3자 소송담당을 허용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는 현행법 체계 하에서 국회의 구성원인 청

구인들은 국회의 조약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의 침해를 주장하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피청구인[대통령]은 2010. 10. 8. <생략> "전략동맹 2015" 합의문<생략>을 작성하였다. 청구인들[국회의원 이

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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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인 피청구인이 이러한 조약 체결상의 하자를 치유하기 위하여 그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야 함에도 제출하지 않고 있는 행위(부작위) [등은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생략> 2011. 4. 7. 이 사건 권

한쟁의심판을 청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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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 작전통제권(wartime operational control)은 전쟁 발생시 군대의 작전을 총괄 지휘

하고 통제하는 권한입니다. 보통은 전시든 평시든 작전권은 각 국가가 갖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는 전시 작전권을 한미연합사령부(ROK-US CFC)에 이양한 상태입니다. 

3. 주문 

4. 이유 

!
!
!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권한쟁의심판에 있어서의 '제3자 소송담당'은, <생략> 국회의 의사가 다수결에 의하여 결정되었음에도 다수결의 

결과에 반대하는 소수의 국회의원에게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다수결의 원리와 의회주의의 

본질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국가기관이 기관 내부에서 민주적인 방법으로 토론과 대화에 의하여 기관의 의사를 

결정하려는 노력 대신 모든 문제를 사법적 수단에 의해 해결하려는 방향으로 남용될 우려도 있다.

따라서 권한쟁의심판에 있어 '제3자 소송담당'을 허용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는 현행법 체계하에서 국회의 구성

원인 청구인들[국가기관의 부분기관인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이 직접 당사자가 되어] 국회[국가기관]의 조약 체

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의 침해를 주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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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적법합니다. 

2. 그 이유는 단순한 견해표명은 권한쟁의의 심판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분 석  

1. 이와 같이 취소나 위헌확인을 구하고자 하는 대상 면에서, 심판을 받기 위해 필요한 자격을 

대상적격(reviewability)이라 합니다. 쉽게 말해 해당 사건의 심판대상으로 적합하다는 자

격입니다. 

2. 실정법상으로는, 심판대상이 '처분 또는 부작위'에 포함되는지의 문제입니다. 

처분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치의 일방적 행위로서 법률관계에 변동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 처분

(disposition)입니다. 행정소송에서의 '처분'과 비슷합니다. 다만, 영역 면에서 범위가 더 넓다

고 보면 됩니다. 

제61조(청구 사유) ② 제1항의 심판청구는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不作爲)가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

여받은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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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적 중요성이 있어야 합니다. 

2. 개별행위와 입법행위 모두를 포함합니다. 

부작위 
역시 행정소송에서의 '부작위'와 비슷합니다. 가령, 작위의무가 있어야 부작위라 말할 수 있습

니다. 

사례 

사 건 의  개 요  

헌법재판소 2005. 12. 22. 선고 2004헌라3 결정

여기서 "처분"이란 법적 중요성을 지닌 것에 한하므로,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없는 행위는 "처분"이라 할 수 없어 이를 대상으로 하는 권한쟁의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법률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국회의 많은 절차를 거쳐야 하고, 법률

안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전적으로 헌법상 입법권을 독점하고 있는 의회의 권한이다. 따라서 정부가 법률안을 제

출하는 행위는 입법을 위한 하나의 사전 준비행위에 불과하고, 권한쟁의심판의 독자적 대상이 되기 위한 법적 

중요성을 지닌 행위로 볼 수 없다.

헌법재판소 2006. 8. 31. 선고 2004헌라2 결정

적법요건으로서의 "처분"에는 개별적 행위뿐만 아니라 규범을 제정하는 행위도 포함되며, 입법영역에서는 법률

의 제정행위 및 법률 자체를, 행정영역에서는 법규명령 및 모든 개별적인 행정적 행위를 포함한다. 이 사건 점

용료부과처분은 행정소송법상의 처분에 해당하므로 처분요건을 충족한다.

적법요건으로서의 "부작위"는 단순한 사실상의 부작위가 아니고 헌법상 또는 법률상의 작위의무가 있는데도 불

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생략>.

청구인[(부산) 강서구]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도로들, 제방, 섬들에 대한 관할권한이 청구인에게 귀속된다면, 

피청구인[구 진해시]은 지방자치법 제5조에 의하여 청구인[(부산) 강서구]에게 그 사무와 재산을 승계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이 사건 부작위는 부작위요건을 충족한다.

헌법재판소 2006. 3. 30. 선고 2005헌라1 결정

2004. 11. 4. 피청구인[당시 행정자치부장관]과 법무부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공동명의로 담화문을 발표하여 

<생략> 총파업사태에 대한 대응책을 내놓았다. <생략> 또 행정자치부는「전공노 총파업관련징계업무처리지

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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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과 법령에 의하여 보장되

고 있는 청구인들의 <생략> 권한을 침해<생략>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생략> 이 사건 권한쟁의심판을 

2005. 1. 3. 청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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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이 유  

!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단순한 업무협조 요청에 불과하고, <생략> 통보한 것도 상호 협력의 차원에서 조언·권고한 것이거나 단순히 

'업무연락'을 한 것이지, 각 지방자치단체를 법적으로 규제하는 강제적·명령적 조치를 취한 것이라 보기 어려

우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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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rom "오만과 몽상" 

개념 

사례  

1.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의 처분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부적법합니다. 

2. 그 이유는 청구기간(period of request)을 도과했기 때문입니다. 

분 석  

권한쟁의심판의 경우 다른 구제절차를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청구기간에 관해서도 처

분에 대해 막바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경우만 규정이 있습니다. 

심판대상이 처분인 경우 

객관 적  기 간  

권한쟁의의 사유가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있는 날'이란, 

처분으로 권한이 침해된 시점을 말합니다. 

제63조(청구기간) ① 권한쟁의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80

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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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적  기 간  

권한쟁의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입법행

위에 대한 권한쟁의는 보통 법률의 공포가 있으면 사유 있음을 알았다고 봅니다. 

소 결  

원칙적으로 위 두 기간을 모두 충족해야만 비로소 심판청구가 적법합니다. 

심판대상이 부작위인 경우 

예외 
형식적으로 보면 청구기간을 도과했는데도, 심판청구를 적법하게 보는 예외가 있습니다. 즉, 

권한쟁의심판의 청구기간은 모두 불변기간입니다. 따라서 청구인이 책임질 수 없는(blame-

less) 사유로 청구기간을 도과했더라도, 추완(complement)심판청구가 가능합니다. 

사례 

사 건 의  개 요  

헌법재판소 2006. 5. 25. 선고 2005헌라4 결정

법률의 제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의 경우, 청구기간은 법률이 공포되거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일반에게 알려

진 것으로 간주된 때부터 기산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일정한 법률안이 법률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의결을 

거쳐 관보에 게재·공포되어야 하고, 이로써 이해당사자 및 국민에게 널리 알려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 2006. 8. 31. 선고 2004헌라2 결정

이 사건 부작위의 경우 현재까지 부작위가 계속됨으로써 청구인 주장의 권한침해상태가 계속되고 있어 청구기

간이 계속 새롭게 진행되고 있으므로 청구기간도과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제63조(청구기간) ① 권한쟁의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80

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헌법재판소 2006. 5. 25. 선고 2005헌라4 결정

피청구인[국회]은 2005. 1. 1. 본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을 가결·통과시켰으며, 이 법률은 2005. 1. 5. <생

략> 공포되었다. 이에 청구인들[(서울) 강남구 등]은 위 법률의 제정으로 <생략> 자신들의 자치재정권이 침해되

었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침해의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권한쟁의심판을 2005. 7. 1. 헌법재판소에 청구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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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이 유  

!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사건 법률 시행일] 2005. 1. 5. 청구인들은 자신들의 권한침해 내지 권한침해의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했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이 사건 법률의 시행 이후 도래하는 최초의 납기가 <생략>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개인의 기본권침해 여부를 인식하는 시점이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들의 자치재정권에 대한 권한침

해 여부를 인식하는 시점으로 볼 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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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료되었다면 권한쟁의심판청구가 부적법할 수 있습니다. 

2. 그 이유는 심판을 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분 석  

이와 같이 권한쟁의를 하는 것이 권한 구제에 과연 필요한지 여부를 권리보호의 필요성(ne-

cessity)이라고 합니다. 

사례 

사 건 의  개 요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10헌라4 결정

2010. 7. 1. 새로 취임한 [전라북도] 교육감은 <생략> 전임자가 한 [남성고, 군산중앙고의] 자율형 사립고등학

교 지정·고시 처분을 취소[A]<생략>하였다. 그러자 피청구인[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2010. 8. 23. 전라북도

교육감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취소처분[A]은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남용한 것이므로 2010. 9. 7.까지 이를 취

소하라[B1]는 취지의 시정명령[등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전라북도]은 피청구인[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전라

북도교육감에 대하여 한 이 사건 [B1] 시정명령은 헌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등]을 침해하는 것으로 무효

라며 2010. 9. 13. 이 사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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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판 의  대 상  

주문  

이 유  

예외 

사 건 의  개 요  

[한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로 지정된 각 학교법인이 전라북도교육감을 상대로 이 사건 각 취소처분 [등을] 구

한 소에서, 2010. 11. 23. 이 사건 각 취소처분[A]을 취소[B2]하는 판결이 선고되고<생략> 2011. 2. 9. [같은 

취지로] 확정되었다.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10헌라4 결정

이 사건 심판대상은, <생략> 이 사건 각 시정명령이 청구인의 자치권 [등] 권한을 침해하는지 여부 및 <이 사건

> 이 사건 각 시정명령이 무효인지 여부이다.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취소처분[A]의 취소[B2] 등을 구하는 소에서 전라북도교육감이 한 위 각 취소처분[A]을 취소[B2]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로써 위 각 취소처분[A]의 효력이 소멸되었고, 따라서 이[A]를 시정대상으로 하던 위 각 

[B1] 시정명령 또한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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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

소[B3]·정지될 위험을 부담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전라북도]에 대한 권한침해상태

가 이미 종료한 경우에 해당하여 권리보호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 <생략>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

이익을 인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같은 유형의 침해행위가 반복될 위험이 있는 사안으로서 헌법적 해명의 필요

가 긴요한 경우라고 할 수 없어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 2003. 10. 30. 선고 2002헌라1 결정

청구인[국회의원 김홍신]은 평소 건강보험재정문제와 관련하여 '재정통합'이 올바른 길이라는 소신을 가지고 있

었는바, 한나라당 지도부는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위원 중 유일하게 당론에 반대하고 있는 청구인[국회

의원 김홍신]을 동 위원회에서 강제로 사임시켜서라도 당론을 관철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생략> 청구인은 

위 위원회에서 강제 사임되고 위 박혁규 의원이 보임된 후 "건강보험재정분리법안"의 심의·표결이 이루어졌다. 

이에 청구인 [국회의원 김홍신]은 2002. 1. 24. 위와 같이 피청구인[국회의장]이 <생략> [자신을] 국회 보건복

지위원회에서 강제 사임시킨 행위로 말미암아 <생략> 심의·표결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권한침해의 

확인 [등]을 구하는 이 사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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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이 유  

의의 

주관 적  필 요 성  

1. 주관적 필요성을 주관적 심판청구 이익이라 합니다. 

2. 권한쟁의심판도 주관적 권한을 구제하는 의미가 있으므로,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단순히 '필요성'이나 '심판청구 이익'이라 하면 이것을 의미합니

다. 

객관 적  필 요 성  

1. 객관적 필요성을 객관적 심판청구 이익이라 합니다. 

2. 권한쟁의 제도는 객관적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권리보호이익이 없더라

도 객관적으로 심판을 청구할 이익이 있는 경우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의 제16대 국회는 4년 임기중 전반기를 이미 마쳤고, 후반기 들어 2002. 7.경 새로이 각 상임위원

회의 위원배정이 이루어졌으며, 이 때 청구인[국회의원 김홍신]은 다시 보건복지위원회에 배정되어 현재까지 동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2003. 10. 30. 선고 2002헌라1 결정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권한쟁의심판청구에 의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은 이미 이루어져 청구인이 주장

하는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은 소멸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이 상임위원회 위원의 개선, 즉 사·보임행위는 법률의 근거하에 국회관행상 빈번하게 행해

지고 있고 그 과정에서 당해 위원의 의사에 반하는 사·보임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얼마든지 예상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도 다시 반복될 수 있는 사안이어서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이 사

건은 [객관적] 심판의 이익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하다.]

[다만, 본안판단 결과 권한침해는 없다.]

제3강  소송요건론 PART 2                                                                                                     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