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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헌법재 소는 2009년 2월 26일 2005헌마764, 2008헌마118(병합) 사건에서 교통사

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  업무상 과실 는 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

로 말미암아 피해자로 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

에 한 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에 공

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한 부분이 재 상 차진술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반된다고 선고하 다. 이는 헌법재 소가 종 의 동종의 사건에 한 결정

을 변경한 것이다. 헌법재 소의 이 결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선고일인 2009년 2월 

26일부터 발생하는 교통사고 사건에 하여는 헌법에 반된다고 선고된  법률조

항이 용되지 않게 되었다.
  헌법재 소는 이 사건에서 재 차진술권의 침해 여부에 하여 과잉제한 지의 

원칙의 내용인 피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을 반하 다고 시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입법형성의 자유 는 입법재량을 벗어난 것이라는 것을 논증하지 

못한 상태에서 헌이라고 선언하 다. 한, 평등권 침해 여부에 있어서도 설득력 

있는 논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이 사건을 평등권 문제로 악하고, 평등권 심사기

으로서 엄격한 심사기 을 용하여 헌이라고 단하 다. 헌법재 소는, 국회

가 민주주의에 따라 제정한 법률이 입법형성의 자유의 역을 넘어 헌법의 궤도를 

벗어났다는 것을 극 으로 증명하 을 때에만 이에 개입하여 교정할 수 있고, 그 

헌법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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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의 제기

헌법재 소 원재 부는 2009년 2월 26일 2005헌마764, 2008헌마118(병합)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헌확인 사건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2003. 

5. 29. 법률 제6891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1항 본문  업무상 과실 는 

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로 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한 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에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한 부분이 헌법에 반

된다고 선고하 다. 이는 헌법재 소가 종  舊교통사고처리특례법(1984. 8. 4. 

법률 제3744호로 개정되고, 1997. 8. 30. 법률 제5480호로 개정되기 이 의 것) 

제4조 제1항이 헌법에 반되지 아니한다고 시한 1997. 1. 16. 90헌마110 등 

결정에 하여 이 사건 결정과 되는 범  내에서 이를 변경한 것이었다.1)

이 사건 결정에 따라서 헌법에 반된다고 선고된  법률조항은 2009년 2월 

26일부터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한, 이 사건 결정에 따른 교통사고 가해자

에 한 처벌범 는 향후 교통사고 피해자가 상해에 이르게 된 경우(형법 제

258조 제1항  제2항 참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한 형사소추기   법원의 

법해석  사실 계에의 용에 따라 구체화될 것으로 상된다. 헌법재 소는 

이 결정에 하여 우리나라의 교통사고율이 매우 높다는 실인식에 기 하여, 

교통사고 가해자가 종합보험 등에 가입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

서조항(이하 ‘단서조항’이라 한다)에 해당하지 않더라고 피해자가 상해에 이르

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반죄로 처벌될 수 있음을 밝힌 것으로 평

가하 다.2)

헌법재 소의 이 결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선고일인 2009년 2월 26일부터 발

생하는 교통사고 사건에 하여는 헌법에 반된다고 선고된  법률조항이 

용되지 않게 되었다.3) 그러나 상해의 기 , 의사의 진단서 발부의 투명성, 경

1) 종전의 90헌마110 사건에서는 위헌의견이 5명, 합헌의견이 4명으로 합헌결정되었으나, 
이번 사건에서는 위헌의견이 7명, 합헌의견이 2명으로 위헌결정되었다.

2) 2009년 2월 26일자 헌법재판소 보도자료. 
3) 대검찰청은 2009년 2월 27일 중상해의 기준과 업무처리침을 제시하고 형벌불소급의 

원칙을 고려하여 2009년 2월 26일 14시 36분으로 기점으로 그 이후 발생한 교통사고
에 이를 적용하기로 하였다. 대검찰청이 제시한 중상해의 기준과 업무처리지침은 중
상해 여부 등에 대해서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처리하고, 치료가 끝나기 전에 중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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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의 수사인력 증원, 보험료 인상 등 다양한 안이 문제 으로 제기되었다. 한

편, 법무부는 2009년 3월 9일 단서조항에 “형법 제258조 제1항 는 제2항의 

상해를 입은 경우”를 추가키로 하는 내용을 입법 고하 다. 이 에서는 헌법재

소의 이 사건 결정에 있어서 그 논증과정을 심으로 비 인 입장에서 분석

하고, 헌법재 과 기본권제한에 한 헌법이론  문제 을 제기하고자 한다.

 

2. 헌법재판소 결정 요지

가.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1) 사건의 개요

청구인 A는 2004. 9. 5., 청구인 B, C는 2007. 12.경 각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

자들로서 뇌손상 등 교통사고 후유증을 앓고 있는 자들인바, 검사가 이 사건 법

률조항에 따라 가해운 자에 하여 공소권없음 결정을 하자,  법률규정이 국

가의 기본권보호의무에 한 과소보호 지 원칙에 배되고, 청구인들의 평등권 

 재 차진술권을 침해하 다고 주장하면서 2008. 1.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

을 청구하 다.

(2) 심 의 상

이 사건 심 상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제4조  제126조 내

지 제128조, 육운진흥법 제8조 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6조의 규정에 의

하여 보험 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제3조 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당해 차의 운 자에 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

라 한다)는 규정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 는지 여부이다.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치료 종료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으나, “주요장기, 중대한 손상, 중요부분, 중증의 정신장애” 등 불명확
한 부분이 상존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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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청구인들의 주장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1) 청구인들의 주장

가해운 자의 과실 여부나 피해자에 한 상해 여부를 나 지 아니하고 일

률 으로 교통사고를 낸 운 자의 행 가 단서조항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가해차

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기만 하면 공소제기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에 있어서 과소보호 지의 원칙을 반하고, 청구인의 평

등권을 침해한 것이며, 형사피해자로서 재 차에서의 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다.

(2) 서울 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의견 요지(법무부장 의 의견도 체로 같음)

(가) 헌법재 소는 이미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평등원칙  과잉 지원칙에 배

되지 아니하고,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에 배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선고한 바 있고, 이 사건 헌법소원심 청구는  사건에 한 재

심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나) 교통과실범에 있어서 일정 과실범에 하여 형벌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곧 국가보호의무 반이라고 볼 수 없으며, 이는 범죄의 유

형화에 따른 불가피한 결과일 뿐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고, 형사

피해자의 재 차진술권은 검사의 공소제기 자체를 지하는 데 정당한 

목 이 있다고 평가하는 이상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재 차진술권을 부

당하게 침해한다고 평가할 수 없다. 

다.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1) 자기 련성, 재성, 직 성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단서조항에 해당되는 사고가 아닌 한 가해자가 종합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에는 공소제기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 가해운 자에 하

여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졌고, 이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재량의 여지없이 기

계 으로 용된 결과이므로, 청구인들에 하여 자기 련성과 기본권 침해의 

재성, 직 성이 모두 인정된다.

(2) 권리보호이익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비록 형벌에 한 것이기는 하지만 불처벌의 특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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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한 것이어서 헌결정의 소 효를 인정할 경우하는 것은 법  안정성

과 이미 면책받은 가해자의 신뢰보호의 이익을 크게 해치게 되므로 그 

규정취지에 반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 하여 헌선언을 하더

라도 가해자인 피의자들에 한 불기소처분을 취소하고 그들을 처벌할 수

는 없어 이 사건 심 청구는 주 인 권리보호이익을 결여하고 있다.

(나) 그러나 헌법소원은 개인의 주  권리구제 기능뿐 아니라 객 인 헌법

질서의 보장기능도 수행하기 때문에 이 사건 법률조항에 하여 헌성이 

엿보이는 경우에도 주  권리보호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헌법  해명을 

하지 아니한다면 향후 교통사고 피해자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고, 

헌 인 법률조항에 의한 불기소처분이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헌법재

소로서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하여 외 으로 심 을 할 이익 내지는 

필요성이 인정된다.

라. 본안에 대한 판단

(1) 재 상 차진술권의 침해 여부

◌ 교통사고 피해자가 업무상 과실 는 한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 극)

교통사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사고발생 경 , 피해자의 특이성

(노약자 등)과 사고발생에 련된 피해자의 과실 유무  정도 등을 살펴 가해자

에 하여 정식기소 이외에도 약식기소 는 기소유  등 다양한 처분이 가능하

고 정식기소된 경우에는 피해자의 재 차진술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여야 함

에도,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가해차량이 종합보험 등에 가입하 다는 이유로 단

서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한 무조건 면책되도록 한 것은 기본권침해의 최소성에 

반된다. 한편, 우리나라 교통사고율이 OECD 회원국에 비하여 매우 높고, 교통

사고를 야기한 차량이 종합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차량의 운

자에 하여 공소제기를 하지 못하도록 한 입법례는 선진 각국의 사례에서 찾

아보기 힘들다. 한편, 가해 운 자는 자칫 사소한 교통법규 반을 수롭지 않게 

생각하여 안 운 에 한 주의의무를 해태하기 쉽고,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에도 보험  지  등 사고처리는 보험사에 맡기고 피해자의 

실질  피해회복에 성실히 임하지 않는 풍조가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재 차진술권의 행사가 근본 으로 쇄된 것은 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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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의 신속한 처리 는 과자의 양산 방지라는 공익을 하여  피해자의 

사익이 히 경시된 것이므로 법익의 균형성을 반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 지의 원칙에 반된다.

◌ 교통사고 피해자가 업무상 과실 는 한 과실로 인하여 상해가 아닌 

상해를 입은 경우(소극)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 제정목 인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도모하려는 공익과 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침해되는 

피해자의 재 차진술권과 비교할 때 상당한 정도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 한, 

단서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부분 가해 운 자의 주의의무

태만에 한 비난가능성이 높지 아니하고, 경미한 교통사고 피의자에 하여는 

비형벌화하려는 세계 인 추세 등에 비추어도 목 의 정당성, 방법의 성, 피

해의 최소성, 이익의 균형성을 갖추었으므로 과잉 지의 원칙에 반되지 않는다.

(2) 평등권 침해 여부

◌ 교통사고 피해자가 업무상 과실 는 한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 극)

단서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와 단서조항에 해

당하는 교통사고의 상해 피해자  사망사고의 피해자 사이의 차별문제는 기

본권 행사에 있어서 한 제한을 구성하기 때문에 엄격한 심사기 에 의하여 

단한다. 단서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피해자

는, 자신에게 발생한 교통사고의 유형이 단서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형사재 에서의 진술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어, 역시 우연

하게도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교통사고를 당한 상해 피해자가 재 차진술권

을 행사하게 되는 것과 비교할 때 합리 인 이유 없이 차별취 을 당한 것이다. 

한,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는 그 결과의 불법성이 사망사고 보다 결코 작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와 달리 상해를 

입은 경우 가해 운 자를 기소하지 않음으로써 그 피해자의 재 차진술권을 

제한하는 것 한 합리 인 이유가 없는 차별취 이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상

해 피해자의 재 차진술권 행사를 사고 련자들의 주의의무의 반 정도  

결과의 불법성의 크기 등에 계없이, 사고유형이 단서조항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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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으로 달리 취 하는 것이므로 그 차별의 정도에 정한 균형 계를 이루고 있

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단서조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교

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 교통사고 피해자가 업무상 과실 는 한 과실로 인하여 상해가 아닌 

상해를 입은 경우(소극)

업무상 과실 는 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상해가 아닌 

상해의 결과만을 야기한 경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재 차진술권의 행사에 

있어 상해 피해자와 비교하여 달리 취 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므

로 피해자 보호  가해운 자의 처벌에 있어서 평등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3) 기본권보호의무 반 여부(소극)

국가의 신체와 생명에 한 보호의무는 교통과실범의 경우 발생한 침해에 

한 사후처벌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우선 으로 운 면허취득에 한 법규 등 

반 인 교통 련법규의 정비, 운 자와 일반국민에 한 지속 인 계몽과 교육, 

교통안 에 한 시설의 유지  확충, 교통사고 피해자에 한 보상제도 등 여

러 가지 사 ․사후  조치를 함께 취함으로써 이행되고, 이 경우 형벌은 국가

가 취할 수 있는 유효 한 수많은 수단 의 하나일 뿐이지, 결코 형벌까지 동

원해야만 보호법익을 유효 하게 보호할 수 있다는 의미의 최종 인 유일한 

수단이 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의 반 여

부에 한 심사기 인 과소보호 지의 원칙에 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마. 결론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반된다.

바. 반대의견(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민형기)

(1) 헌법재 소는 90헌마110 사건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 는바, 그 결론은 정당하고 이를 변경하여야 할 사정이

나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그 결정 이유를 이 사건에서도 원

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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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사건 법률조항은, 가해 운 자가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정도의 한 

주의의무를 반하지 아니하는 한 종합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입법목 을 달성하기 한 한 수단이다. 

다수의견과 같이 가해 운 자에 하여 공소를 제기하여 처벌할 수 있는 

범 를 확 한다면 종합보험 등에 가입하여 객 인 손해의 담보가 정

되어 있는데도 피해자가 처벌을 빌미로 좀 더 많은 배상을 받기 하여 

가해 운 자를 압박하는 등  다른 크고 작은 폐해가 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은 가해 운

자에 한 형사처벌을 통하여서가 아니라 민사 인 수단과 방법으로, 특히 

종합보험 등에 의하여 손해를 담보함으로써 해결되도록 함이 바람직한데, 

교통사고 가해자에 한 형사처벌의 범 를 확 하려는 것은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을 분리하여 후자를 강조하는 시 인 조류에 거스르는 조치가 

아닌지 의문이 든다.

(3) 다수의견에 따르면, 상해인지 여부를 명백히 단하기 어렵고, 교통사고

로 인한 상해 정도는 운 자의 과실 정도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

의 나이, 성별, 부상부 , 신체  특이성 등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달라질 

수 있는 것이므로, 법 용의 측 가능성과 통일성을 확보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한, 피해자의 재 차진술권은 피의자가 이미 공소제기된 것을 

제로 하는 것으로서 검사의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교통사고 

사건의 피해자는 재 차진술권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수사기

에 공소제기를 요구할 수는 없는 것이다.

3. 결정에 대한 분석

가.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1) 자기 련성, 재성, 직 성

헌법재 소는 이 사건에 있어서 입법작용을 통하여 제정된 법률인 이 사건 법

률조항을 헌법소원의 상으로 삼고 있다.4) 그런데, 이 사건은 검사의 불기소처

4) 90헌마110 사건에서는 검사의 불기소처분과 이 사건 법률조항을 헌법소원의 심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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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이라는 개별  처분을 매개로 이루어지고, 이는 교통사고 가해자를 상 로 행

한 처분이며 직 으로 청구인들을 상 로 행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헌법소원

의 요건으로서 재성에 하여는 기본권의 침해우려가 실 으로 발생하 음

이 명백하므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으나, 자기 련성과 직 성에 하여 

그 요건을 구비하 는지에 하여는 보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헌법재 소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졌고, 이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재량의 

여지없이 기계 으로 용된 결과이므로, 청구인들에 하여 자기 련성과 기본

권 침해의 재성, 직 성이 모두 인정된다.”고 간단하게 설시하 다.5) 

이는 헌법재 소가 그 동안 수차례에 걸쳐 자기 련성에 하여는 “원칙 으

로 공권력의 행사 는 불행사의 직 인 상 만이 이에 해당하지만, 제3자라고 

하더라도 공권력 작용이 그 제3자의 기본권을 직 이고 법 으로 침해하고 있

는 경우에는 그 제3자에게 자기 련성이 인정된다.”고,6) 직 성에 하여는 “

외 으로 집행행 가 존재하는 경우라도 그 집행행 를 상으로 하는 구제 차

가 없거나 구제 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권리구제의 기 가능성이 없고, 다만 기

본권침해를 당한 청구인에게 불필요한 우회 차를 강요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경우 등으로서 법률에 한 제 련성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법

률을 헌법소원의 직  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7) 확인하 으므로 이 사건에서 

반복하여 설시하는 것을 피한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 소의 이러한 태도에 하여는 재 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고려한 것으

로 이해될 수 있고 그 결론에 있어서는 비 할 이 없다. 그러나 헌법재 소가 

스스로 밝히고 있듯이 헌법소원은 주권  권리구제 기능뿐만 아니라 객  헌

법질서의 보장기능을 수행하므로 사건당사자를 설득하고 헌법규범의 의미를 명

확하게 선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와 같이 원칙에 한 외를 인

정할 경우에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최소한의 논증과정을 설시하는 것이 바람직

으로 인정하고,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 이번 사건에서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심판대상으로 인정하지 않
았다(전원일치). 

5) 90헌마110 사건에서는 “이 사건 법률조항을 재량의 여지없이 기계적으로 적용하여 위 
각 불기소처분을 한 것이므로, 결국 청구인들은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말미암아 직접 
헌법 제27조 제5항 소정의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에서의 진술권을 현재 침해받았다고 
할 것이다.”고 판시하여 조금은 더 자세하게 설시하였다(전원일치).

6) 헌재 1993. 3. 11. 91헌마233 등.
7) 헌재 1992. 4. 14. 90헌마8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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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고 단된다.8)

(2) 권리보호이익

헌법재 소는 권리보호이익에 하여는 자기 련성, 직 성, 재성의 요건과

는 달리 외 으로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는 사유를 보다 자세하게 설시하고 

있다. 즉, 이 사건에서는 주  권리보호의 이익이 결여되어 있으나, “주  권

리보호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헌법  해명을 하지 아니한다면, 향후 교통사고 피

해자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고, 헌 인 법률조항에 의한 불기소처분이 반

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외 으로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된다고 설시하 다. 헌법

재 소는 그 동안 권리보호이익에 하여 “주  권리구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그러한 침해행 가 앞으로도 반복될 험이 있거나 당해 분쟁의 해결

이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그 해명이 헌법 으로 

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고 

시하여 왔다.9) 헌법재 소는 이 사건에서는 “향후 교통사고 피해자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고, 헌 인 법률조항에 의한 불기소처분이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

로”라고 설시하고 있어 그 외사유로서는 “침해행 가 앞으로 반복될 험이 

있어서 그 해명이 헌법 으로 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한 듯하다.10)

헌법재 소가 이와 같이 권리보호이익에 하여 자세하게 설시한 것은 90헌마

110 사건의 결정을 변경하기 한 고려에서 그 해명이 헌법 으로 한 의미

를 가진다는 것을 강조하기 한 것이라는 추측도 가능하다. 즉, 헌법재 소는 

그 동안 권리보호이익을 외 으로 인정하는 사건에서 “침해반복의 험성이 

여 히 존재하고 이에 하여는 아직 헌법  해명이 이루어진 바 없어 이에 

8) 법률적으로 동일하게 판단되는 사건들이라고 하더라도 개별적 사건으로는 동일한 것
이 하나도 없으므로 해당 사건이 그와 같은 법률적 평가에 이르게 된다는 점에 대해
서는 최소한 설시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9) 헌재 1992. 1. 128. 91헌마111 등.
10) 90헌마110 사건에서는 이 외에도 “교통사고 가해자는 그에게 유리한 위 법률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이나 위헌여부확인심판의 제청신청도 할 리 없으며, 법원이 직권으로 위
헌법률심판제청을 하는 경우도 기대하기 어려워져 결국 앞으로는 위 법률조항에 의한 
위헌적 불기소처분을 방지할 수 있는 길은 영영 없게 되어”를 추가하고 있다(전원일
치). 이는 “침해행위가 반복될 위험이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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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해명의 필요성이 있는”,11) “앞으로도 반복될 가능성이 높고,  반려행 의 

법  성격과 효과에 하여 아직 법원의 확립된 해석도 없다.”12)고 설시한 이 

있다. 이러한 태도에 따르면 법률 으로 동일 는 동종이라고 평가되는 사건에 

하여 헌법  해명이 있거나 법원의 확립된 해석이 있는 경우에는 권리보호이

익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에는 약 12

년  헌법재 소에서 동종의 사건에 하여 헌법  해명을 하 으므로 권리보

호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석될 수도 있다.13) 헌법재 소는 동종의 사건에 

하여 헌법  해명을 하 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에 하여 헌결

정하기 하여 부득이 례변경을 해야 하므로 헌법  해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특별히 강조할 필요성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90헌마110 사건에서도 이 사

건과 마찬가지로 헌법소원의 요건으로서 자기 련성, 직 성, 재성에 하여는 

간략히 설시하면서 권리보호이익에 하여는 비교  자세하게 설시하고 있는 

에 비추어 와 같은 추측은 성 한 것이라고 단된다. 다만, 헌법재 소가 그 

헌법  해명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사유에 하여 헌법재 소가 밝히고 있는 종

래의 태도에 해서는 보다 조심스럽게 근할 필요가 있다. 즉, 권리보호이익을 

단함에 있어서 장래 반복의 험성을 이유로 권리보호이익을 외 으로 인정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아직 헌법  해명이 이루어진 바 없이” 는 “아

직 법원의 확립된 해석도 없다.”는 것은 헌법해석의 특수성(헌법의 개방성과 역

사성)에 비추어 례변경의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으므로 당연히 권리보호이익의 

외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 부분은 권리보호이익의 요건에서 제외하

는 것이 타당하다고 단된다.14)

11) 헌재 2005. 3. 31. 2003헌마87.
12) 헌재 2008. 5. 29. 2007헌마712.
13) 그 동안 검찰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법원에서 위헌

법률심판을 청구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법원의 확립된 해석이 있었다고 할 
수는 없다.

14) 이명웅 헌법연구관은 권리보호이익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는 기본권 침해의 반복 위험
성과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을 구분하여 보며, ‘헌법적 해명이 없었으므로’ 권리보호이
익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과 ‘종전의 헌법적 해명이 잘못되었으므로’ 다시 헌법적 해명
을 하기 위하여 권리보호이익의 예외를 인정한다는 것은 애초부터 병립가능한 것이라
고 하였다(지정토론문의 해당 부분을 요약하였음). 필자는 위 의견에 찬성하며, 헌법재
판소가 일반적으로 밝히고 있는 권리보호이익의 예외사유에 있어서 종전에 이미 헌법
적 해명을 하였으나 이를 변경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그와 같은 이유에서 ‘헌법적 해
명이 없었으므로’ 부분은 권리보호이익을 판단하는 요건으로 인정하기에는 부적당하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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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안에 관한 판단 

(1) 재 차진술권 침해 여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재 차진술권을 침해하 는지 여부를 분석하

기 해서는 먼  헌법상 기본권으로서의 형사피해자의 재 차진술권의 개념

을 명확히 할 것이 요구된다. 헌법 제27조 제5항은 “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 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행헌법에서 신설한 것으로서 본질 으로 보편성을 가지는 자연권으로 당연히 

헌법에 규정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창설한 기본권으로서 국가 공동체의 

역사성과 특수성에 의하여 기본권목록에 포함된 것이라고 하겠다. 형사피해자의 

재 차진술권은 이를 법률에서 정할 수도 있는 성질의 것이지만 헌법이 기본

권으로 보장하고 있어 이를 침해하는 행 는 법률에 반되는 것이 아니라 헌법

에 반되는 것이다.15) 헌법은 형사피해자의 재 차진술권의 구체 인 내용에 

하여는 법률에 임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에서는 형사피해자의 재

차진술권을 구체화하고 있으므로 그 요건, 상, 차, 효과 등 규범  의미

는 헌법규정과 형사소송법을 통일 이고 조화 으로 해석함으로써 명확하게 도

출될 수 있다.16) 

형사피해자의 재 차진술권이란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당해 사건의 재

차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입은 피해의 내용과 사건에 하여 의견을 진

술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17) 재 차진술권의 법  성격과 효력에 하여

는 우리 형사소송법제도는 기소독 주의와 기소편의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 헌

법과 형사소송법이 당해 사건의 재 차를 제로 하여 규정하고 있는 , 법원

이 범죄피해자 등의 신청이 있는 때에 이를 인정하는 , 피해자 등의 신청이 있

더라도 진술할 필요성과 공 차의 지연을 고려하여 법원이 인정하지 않거나 

제한할 수 있는 , 피해자의 진술을 증인신문의 차에 의하여 진행하는  등

로 그 부분을 권리보호이익의 요건에서 제외하자는 취지이다.
15) 정종섭, 헌법학원론, 박영사, 2009, 276면.
16) 이러한 의미에서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의 규정은 이른바 기본권형성적 법률유보에 

해당하고, 재판절차진술권을 어떠한 내용으로 구체화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입법형성의 자유가 부여되고 있으며, 다만 그것이 재량의 범위를 넘어 명백히 불합리
한 경우에 비로소 위헌의 문제가 생긴다고 할 것이다(헌재 2003. 9. 25. 2002헌마533). 

17)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9, 611면 ; 정종섭, 앞의 책, 707면 ; 계희열, 헌법학

(中), 박영사, 2007, 649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헌확인 결정에 한 비  분석 / 李孝元   665

에 비추어 검사가 당해 사건을 기소함으로써 재 차가 진행된 경우에 비로소 

인정되는 권리라고 악할 수도 있다.18) 

그러나 헌법재 소는 재 차진술권을 독립된 기본권으로 보장한 취지에 

하여 “피해자 등에 의한 사인소추를 면 배제하고 형사소추권을 검사에게 독

시키고 있는 행 기소독 주의의 형사소송체계 아래에서 형사피해자로 하여  

당해 사건의 형사재 차에 참여할 수 있는 청문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형사

사법의 차  정성을 확보하기 한 것이므로”,19) “  규정의 취지는 법 이 

형사재 을 함에 있어서 피해자의 진술을 청취하여 하고 공평한 재 을 하

여야 한다는 것을 뜻할 뿐만 아니라 이에 더 나아가 형사피해자에게 법 으로 

하여  한 형벌권을 행사하여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사법 차  기본권을 

보장해  극  입장에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하게 행사되지 못하거나 자의 으로 행사된 경우에는 형사피해자는 헌법 제

27조 제5항에 규정된 와 같은 기본권의 침해와 아울러 제11조에 정한 평등권

을 침해했다고 주장할 수 있다 할 것이다.”고 시하 다.20) 이때 형사사법의 

차  정성을 확보하는 것에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의하여 피해자가 재 정에

서 진술할 기회가 박탈당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해석된다. 한,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제2항은 피해자등의 재 차진술의 내용으로 “피해의 

정도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한 의견, 그 밖에 당해 사건에 한 의견을 진

술할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단순히 증인으로서의 지 를 넘어서 극 인 진술

권을 보장하고 있다.21) 나아가 형사소송법에서 피해자의 정보권을 보호하기 하

여 피해자에 하여 검사의 처분결과를 통지하도록 하고(제259조의2), 피해자에

게 공 기록열람․등사권을 인정하며(제294조의4), 피해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하여 공 차와 수사 차에 신뢰 계에 있는 자를 동석할 수 있게 하고 있는 

것(제163조의2)도 범죄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22) 이

18) 이 사건에 있어서 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민형기의 반대의견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
사장 및 법무무장관의 의견도 동일한 취지이다.

19) 헌재 2002. 10. 31. 2002헌마43. 이외에도 헌법이 이를 기본권으로 신설한 이론적 근
거는 피해자의 증언을 청취함으로써 진실발견에 최선을 다하고, 피해자의 피해상황을 
직접 확인함으로써 국가구조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하며, 당해 사건에 관한 피
해자의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유무죄와 양형의 판단에 참고하자는 것 등을 들고 있기
도 하다(권영성, 앞의 책, 611면).

20) 헌재 1989. 4. 17. 88헌마3.
21) 신동운, 형사소송법, 법문사, 2006, 643면도 동일한 취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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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의미에서 행 헌법이 헌법 제30조의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과 함께 형사피

해자의 재 차진술권을 인정한 것은 범죄피해자를 단순히 재 차에 있어서 

심리의 상이나 증인으로서 출두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를 방어하고 주장하기 한 극 인 진술권으로 특별히 보장하여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23) 

헌법재 소는 이 사건에서 교통사고 피해자가 업무상 과실 는 한 과실

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재 차진술권과 련하여 과잉 지원칙을 

용하여24) 이 사건 법률조항의 목 의 정당성과 수단의 성은 인정하면서 

피해의 최소침해성과 법익의 균형성을 반하고 있다고 단하 다.25) 

첫째, 피해의 최소침해성에 하여 살펴보면, 헌법재 소는 교통사고에 하여 

다양한 처분이 가능함에도 종합보험 등에 가입되었다는 이유로 단서조항에 해당

하지 않는 한 무조건 면책되도록 한 것은 최소침해성에 반되었다고 설시하

다. 최소침해성이란 기본권 제한의 수단 는 방법이 다수인 경우에 기본권 제한

의 목 을 같이 실 할 수 있으면, 그 가운데서 기본권을 최소로 제한하는 수

단이나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헌법재 소가 최소침해성의 

반을 선언하려면 입법목 을 달성하기 하여 다양한 수단과 방법이 존재한다

는 , 그리고 그 가운데 이 사건 법률조항의 용으로 인하여 재 차진술권이 

22) 범죄피해자보호법은 제2조(기본이념)에서 “① 범죄피해자는 범죄피해 상황에서 조속히 
벗어나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②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평
온은 보호되어야 한다. ③범죄피해자는 당해 사건과 관련하여 각종 법적 절차에 참여
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여 범죄피해자에 대하여 적극적인 참여권을 인정하고 있다.

23) 김철수, 학설 례 헌법학(상), 2008, 1300-1301면.
24)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에서 재판절차진술권의 침해 여부에 대하여 과잉제한금지원칙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재판소가 재판청구권의 침해 여부에 대하여 “헌법 제27조 
제1항이 규정하는 법률에 의한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입법자에 의한 재판
청구권의 구체적 형성이 불가피하므로 입법자의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인정되는 하나, 
그러한 입법을 함에 있어서는 비록 완화된 의미에서일지언정 헌법 제37조 제2항의 비
례의 원칙은 준수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에 비추어 기본권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비교할 수 있다.

25) 한편, 90헌마110 사건의 합헌의견은 “특례법이 달성하려는 입법목적, 즉 법적 안정성, 
법의 신속하고 통일적인 적용, 범죄인의 균등한 처벌 등의 측면에 비추어 정당화된다
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제한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
단하였고, 90헌마110 사건의 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황도연의 위헌의견은 “중과실로 
중상해를 유발한 경우”에 재판절차진술권을 전혀 행사할 수 없도록 한 것은 법익형량
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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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되는 것 이외에 기본권을 덜 제한하는 수단 는 방법이 있다는 을 극

으로 입증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때 주의할 것은 여러 수단이나 방법 가운데 

어떠한 것이 기본권의 침해를 최소화하는지를 객 으로 측정할 수 있고, 그럼

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입법을 함에 있어서 그 최소한의 것이 아닌 수단과 방법

을 채택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침해성을 반하 다고 단할 수 있

다는 것이다.26) 최소침해성을 단함에 있어서는 그 입법의 목 달성을 한 

하여 필요한 침해의 정도에 하여는 그 형량이 쉽지 아니하여 원칙 으로는 기

본권 제한의 수단이나 방법의 선택은 국회의 입법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 에 비추어 보면, 헌법재 소는 국회가 이 사건 법률조항을 

입법함에 있어서 이 규정을 통하여 재 차진술권을 제한하는 방법 이외에 입

법목 을 달성하기 한 다른 유효하고도 한 수단이나 방법이 있음에도 불

구하고 그 수단이나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이 명백하다는 을 논증하

어야 했다. 이러한 측면에서 헌법재 소의 이 사건 결정에 하여 “기본권의 구

체화와 련해서는 기본권의 주체, 보호 역, 행사방법 등에 하여 입법자가 구

체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주체, 즉 인  용범 와 련해서는 늘 배제되는 

집단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어떠한 한 개인이 용범 에서 배제된 것 자체만 

가지고서 과잉 지 반 여부를 단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보호 역과 

련해서는 입법자가 보호하고자 하는 생활 역의 범 가 명백하게 유명무실하여 

거의 실질 내용이 없는 정도라고 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닌 한, 보호 역과 련하

여 쉽게 헌의 결론을 내기는 힘들 것이다.“는 분석한 것은 재 차진술권의 

침해 여부를 단하는 기 에 한 시사 을 제공한다고 하겠다.27) 

둘째, 법익의 균형성에 하여 살펴보면, 헌법재 소는 1) 이와 같은 입법례는 

선진 각국의 사례에서 찾아보기 힘들고, 2) 안 운 에 한 주의의무를 해태하

기 쉽고, 3) 피해자의 실질  피해회복에 성실히 임하지 않는 풍조가 있음을 부

인할 수 없다는 것을 근거로 하여 교통사고의 신속한 처리 는 과자의 양산 

방지라는 공익을 하여 피해자의 사익이 히 경시된 것이므로 법익의 균형

26) 헌법재판소에 이와 관련하여 “가장 합리적이며 효율적인 수단을 선택하여야 하는 것
은 아니고 적어도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수단의 선택이 아니라면 반드시 피
해최소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다.”고 판단하였다(헌재 2004. 12. 16. 2002헌마
478).

27) 방승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의 위헌여부 심사기준, 법률신문 2009. 3. 26.
자(제3733호) 제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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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반하 다고 단하 다. 법익의 균형성이란 그 입법에 의하여 보호하려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을 비교형량할 때 보호되는 공익이 더 커야한다는 원칙을 

의미한다.28) 헌법재 소가 이 사건에서 법익의 균형성 반을 선언하기 해서는 

이 사건에서 입법목 의 정당성과 수단의 성을 인정하고 있는 이상 청구인

의 사익인 재 차진술권의 제한이 구체 으로 어떠한 피해를 어느 정도 입게 

되는지를 명확히 하고, 공익이 사익인  피해에 비하여 동등하거나 작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한다. 그러나 헌법재 소가 제시하는 근거는 법익의 균형성에 한 

입증자료로는 충분하지 않다. 즉, 선진 각국의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이 

피해자의 사익이 공익보다 크다는 것을 담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두말할 필

요가 없는 것이고, 안 운 에 한 주의의무를 해태하기 쉽고, 피해자의 실질  

피해회복에 성실히 임하지 않는 풍조가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는 것만으로는 피

해자의 재 차진술권을 제한함으로써 받게 되는 불이익이 공익에 비하여 크거

나 동등하다는 것을 입증하기에는 히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특히, 법정형의 

종류와 범 의 선택은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 으로 고려하여 입법자가 결정할 

사항으로서 범 한 입법재량 내지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어야 할 분야라는 

을 고려하면,29) 법익의 균형성을 반하 다고 선언하기 해서는 입법재량의 한

계를 벗어난 것이라는 것을 극 으로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헌법재 소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업무상 과실 는 한 과실로 인하

여 상해가 아닌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목 의 정당성, 방

법의 성, 피해의 최소성, 이익의 균형성을 갖추었으므로 과잉 지의 원칙 내

지 비례의 원칙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단하 다. 그러나 헌법재 소는 법익의 

균형성에 하여는 아무런 논증과정이 없이 “상당한 정도 균형을 유지하고 있으

며”라고 결론짓고, 나머지 요건에 하여도 이를 구분하지 않고 상해의 경우와 

차이 으로 1) 부분 가해 운 자의 주의의무 태만에 한 비난가능성이 높지 

아니하고, 2) 경미한 교통사고 피의자에 하여는 비형벌화하려는 세계 인 추세 

등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이 부분에 하여는 헌법재 소가 합헌결정을 하

으므로 헌에 한 입증책임의 원리에 비추어 형식 으로는 별다른 문제 이 

없으나 내용 으로는 상해가 아닌 경우를 상해의 경우와는 달리 단하는 

실질 인 이유에 하여 설득력 있는 근거를 제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증

28) 헌재 1992. 12. 24. 92헌가8 등.
29) 헌재 2007. 11. 29. 2005헌가10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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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 않은 개연성만 그 이유로 제시한 것은 상해의 경우에 한 헌결정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고 단된다.

(2) 평등권 침해 여부

헌법재 소는 평등권 침해 여부에 하여도 상해의 경우에는 이 사건 법률

조항이 재 차진술권이 행사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기본권 행사

에 있어서 한 제한을 래하므로 엄격한 심사기 을 용한다고 단하 다. 

헌법재 소는 이를 제로 1) 교통사고의 유형이 단서조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라

는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차별취 하는 것(단서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와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

의 차별)과 그 결과의 불법성이 사망사고보다 결코 작다고 단정할 수 없는데 사

망한 경우와 차별취 하는 것(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와 단서조

항에 해당하지 않는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의 차별)은 합리성이 없으며, 

2) 사고 련자들의 주의의무 반정도  결과의 불법성의 크기 등에 계없이 

사고유형이 단서조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만으로 달리 취 하는 것은 그 차별의 

정도에 정한 균형 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단하

다.

첫째, 이 사건이 평등권의 문제인지 여부에 하여 살펴본다. 헌법상 기본권으

로서의 평등권은 국가가 “본질 으로 동일한 것은 평등하게, 상이한 것은 불평등

하게” 우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가치  개성신장을 도모하고 정의를 실 하

는 원리이다.30) 따라서 본질 으로 동일한 비교 상을 서로 다르게 취 하는 것

을 제로 하는 것이며, 본질 으로 동일한 비교 상이 아닌 경우에는 서로 동등

하게 취 하는지 여부와 무 하게 평등권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때 본질

으로 동일한 비교 상인지 여부는 련 헌법규정과 당해 법률규정의 의미와 

목 에 의하여 단된다고 하겠다.31) 헌법재 소는 이 사건을 “단서조항에 해당

30) 정종섭, 앞의 책, 379면 ; 권영성, 앞의 책, 387면 ;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08, 
335면. 한편 계희열, 앞의 책, 232면은 평등은 둘 이상의 대상들이 일정한 비교의 관
점에서 볼 때 비록 여전히 서로 구별되는 표지들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 비교의 
관점을 구성하는 표지들에 있어서 서로 일치하는 관계를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관계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에서는 비교대상들의 특징적인 표식들을 추
출하여 비교하는 관점이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게 된다.

31)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09, 4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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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는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와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교통사고의 

상해 피해자  사망사고의 피해자 사이의 차별문제”로 악하고 있다. 이는 

구체 으로 1) 단서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와 단

서조항에 해당하는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차별문제와 2) 교통사고

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와 단서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교통사고로 상

해를 입은 경우의 차별문제로 구분할 수 있다. 이때 자의 차별문제는 교통사고

를 당한 피해자들이라는 에서는 동일하고, 가해자의 교통사고 유형이 단서조항

에 반되었는지 여부는 그 피해자가 임의로 선택할 수 없는 역에 속한다는 

을 고려할 때 이 경우에는 본질 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후자의 차별문제는, 피해자의 생명이 박탈되는 사망의 경우와 추상 인 

기 으로서 그 해당여부가 불명확하고 다양하게 단될 수 있는 상해의 경우

는 원칙 으로 본질 으로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특히, 이러한 경

우에 발생하는 실 이고 직 인 차별은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한 경우에 그 

부모 등 유족에 한 재 차진술권과 교통사고를 당해 상해를 입은 경우에 

그 피해자에 한 재 차진술권의 행사와 제한이므로 이 양자를 본질 으로 

동일한 비교 상으로 삼을 수가 없는 것이다.32) 따라서 헌법재 소가 상해 결

과의 불법성이 사망사고보다 결코 작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후자의 

차별문제를 평등권의 문제로 단한 것은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에 한 

개연성만 고려한 것이며, 헌법재 소도 그 차별  취 으로 인하여 제한되는 것

이 재 차진술권이라는 을 인정하면서도 그 차별의 본질  성격을 간과한 

것이라고 하겠다.33)

둘째, 이 사건에 하여 평등권의 심사기 으로서 엄격한 심사기 을 용하는 

것에 하여 살펴본다. 평등권 침해 여부에 하여는 원칙 으로 합리  심사기

이 용되는데, 이는 입법형성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면서 본질 으로 동일한 

32) 헌법재판소는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의 부모를 헌법상 재판절차진술권이 보장되는 
형사피해자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다(헌재 2002. 10. 31. 2002헌마453).

33) 헌법재판소는 “신상공개가 되는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규정한 법률조항의 의미와 목
적은 성인이 대가관계를 이용하여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는 등의 행위로 인하여 야기
되는 피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려는데 있는 것이고, 이에 비추어 볼 때 청소년 대상 
성범죄와 그 밖의 일반 범죄는 서로 비교집단을 이루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려우며, 나아가 그러한 구분기준이 특별히 자의적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헌재 2003. 6. 26. 2002헌가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헌확인 결정에 한 비  분석 / 李孝元   671

비교 상에 하여 다르게 취 하는 차별이 존재할 경우에 그 차별에 합리  이

유가 있는지 여부를 단하는 것이다. 한편, 엄격한 심사기 은 비례성 원칙에 따

른 심사로서 헌법에서 특히 평등을 요구하는 경우나 차별  취 으로 인하여 

련 기본권에 한 한 제한을 래할 경우에 입법형성권이 축소되어 이때에는 

정당한 차별목 ⋅ 합성⋅불가피성 는 필요성⋅법익균형성이 인정되는지를 기

으로 단하는 것이다.34) 엄격한 심사를 한다는 것은 단지 차별의 합리  이유

의 유무만을 확인하는 정도를 넘어 차별의 이유와 차별 간의 상 계에 해서, 

즉 비교 상 간의 사실상의 차이의 성질  비  는 입법목 의 비 과 차별의 

정도에 정한 균형 계가 이루어져 있는지에 해서도 심사함을 의미한다.35) 

헌법재 소는 이 사건에 하여 헌법이 직  차별의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되는 

기 이나 차별을 특히 지하는 역을 제시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지만, 기본

권에 한 한 제한을 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하 다. 즉, 헌법재 소

는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 은 다른 모든 기본권의 제가 되며, 인간의 존엄성

에 직결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운 자의 기소여부에 따라 피해자의 재

차진술권이 행사될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된다는 것을 이유로 엄격한 심사

기 을 용하 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차별  취 으로 인하여 직

으로 제한되는 련 기본권은 재 차진술권이며, 비록 차  기본권으로서 국

민의 생명⋅신체의 안 이나 인간의 존엄성을 간 으로 보호하는 기능을 하지

만 국민의 생명 등을 직 인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36) 다만, 이 사건 

법률조항이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에 단서조항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

는 기계 으로 가해자에 하여 불기소처분을 함으로써 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재 차진술권을 원천 으로 쇄하고 있다는 에서는 일응 기본권에 한 

34) 헌재 1999. 12. 23. 98헌마363 등. 평등권의 심사기준으로서 미국과 독일의 이론에 대
하여는 성낙인, 앞의 책, 414-415면 ; 정종섭, 앞의 책, 386-393면. 

35) 헌재 2007. 5. 31. 2006헌바49.
36) 90헌마110 사건에서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조승형의 위헌의견은 중과

실로 중상해를 유발한 교통사고의 일부에 대해 단서조항을 이유로 형사처벌의 대상에
서 제외시키는 것은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에 관한 기본권에 대한 차별적 대우
로서 그에 대한 평등권의 심사기준으로서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위헌이라고 판
단하였다. 90헌마110 사건의 위 위헌의견은 “중과실로 중상해를 유발한 경우”에 “피해
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에 관한 기본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이 사건의 다수의
견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상해를 유발한 경우에 “재판절차진술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는 평등권의 심사기준의 설정과 평가방법에 관한 중대한 차이
점을 초래하므로 양자를 동일하게 평가할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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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제한을 래한 경우라고 볼 여지는 있다. 그러나 기본권의 한 제한인지 

여부는 해당 기본권의 본질과 성격, 구체 인 내용은 물론, 그 제한으로 인하여 

발생하게 되는 불이익의 범 와 정도 등을 종합 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피

해자의 재 차진술권은 사법 차  기본권으로서 그 구체 인 내용은 사법  

단의 상이 되는 범죄의 유형과 태양에 따라서 결정되므로 그 기본권을 제한

하는 것 자체가 한 제한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한, 만약 교통사고로 상해

를 입은 피해자에게도 재 차진술권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검사가 가해

자를 기소하여 재 차를 진행하 을 경우에 한하여 실 으로 행사할 수 있

는데, 검사가 반드시 정식기소하는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형사소송법도 재

차진술권의 요건⋅ 상⋅ 차를 제한 으로 인정하고 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재 차진술권을 제한하는 것이 기본권의 한 제한이라고 인정

하기는 어렵다.37) 특히, 재 차진술권은 교통사고로 상해가 아닌 상해를 입

은 경우에도 동일한 정도, 즉 원천 으로 쇄되고 있는데, 헌법재 소는 이에 

하여는 아래에서 검토하는 바와 같이 엄격한 심사기 이 아닌 합리  심사기

을 용함으로써 기본권에 한 한 제한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38) 이러

한 태도는 오직 피해의 정도 는 결과의 불법성만을 기 으로 기본권의 한 

제한이냐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어서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단된다. 

요컨 , 헌법재 소는 이 사건에 있어서 상해를 입은 경우를 상해가 아닌 

상해를 입은 경우와는 구별하여 엄격한 심사기 을 용하기 해서는 재 차

진술권에 한 제한을 래하는 사유를 구체 이고 설득력 있게 제시하 어야 

할 것이다. 그 지 않는 한, 이 사건에 있어서도 엄격한 심사기 이 아니라 합리

 심사기 이 용되어야 할 것이며, 90헌마110 사건의 단과 같이 이 사건 

37) 90헌마110 사건에서 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황도연의 위헌의견은 “중과실로 중상해를 
유발할 경우”에 그 일부에 대해 단서조항을 이유로 “재판절차진술권”을 불평등하게 취
급하는 것에 대하여 합리적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다. 

38) 이명웅 헌법연구관은 이 경우에도 합리적 심사기준이 아닌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하
였다고 판단하였다(지정토론문이 해당 부분을 요약하였음). 그러나 헌법재판소 결정문
에서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밝히
면서도 중상해가 아닌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 평등권위
반에 대한 심사기준으로서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할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그 사유
를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하므로 그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고 있는 이상, 합리적 심사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
한 것이라면 이를 명확하게 밝혔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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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조항은 합리 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차별취 이라고 단하 어야 할 것

이다.

셋째, 설사 이 사건에서 평등권에 한 엄격한 심사기 을 용한다고 하더라

도 헌법재 소는 차별의 이유와 차별 간의 상 계에 해서, 즉 비교 상 간의 

사실상의 차이의 성질  비  는 입법목 의 비 과 차별의 정도에 정한 

균형 계가 이루어져 있는지에 하여 심사하여야 할 것인데, 재 차진술권의 

침해 여부에서도 검토하 듯이 이에 한 논증이 박약하다는 문제 이 있다. 즉, 

헌법재 소는 “ 상해 피해자의 재 차진술권 행사를 사고 련자들의 주의의무

의 반 정도  결과의 불법성의 크기 등에 계없이, 사고유형이 단서조항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만으로 달리 취 하는 것이므로 그 차별의 정도에 정한 균

형 계를 이루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시하 다. 그러나 이 사건 법률조항

은 사고 련자들의 주의의무의 반정도를 단서조항의 형식으로 고려한 것이며, 

헌법재 소가 상해가 아닌 상해를 입은 경우에 합리  심사기 을 용하여 

정한 균형 계를 고려하지 않는 것과 비교할 때, 이는 그 결과의 불법성의 크

기만을 기 으로 평가한 것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정한 균형 계를 이루지 

못하고 있음을 구체 으로 입증하 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헌법재 소는 교통사고를 당해 상해를 입은 경우와 상해가 아닌 상

해를 입은 경우에도 이들을 본질 으로 동일한 것으로 단하고 그 불평등한 취

에 해서는 합리  심사기 을 용하여 재 차진술권에 한 침해 여부의 

단을 원용하면서 “달리 취 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단하 다.

(3) 기본권보호의무 침해 여부

헌법재 소는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에 하여 과소보호 지의 원칙을 기 으

로 그 반여부를 엄격히 제한하여 단하여야 한다고 제하고, 이 사건 법률조

항에 하여 국가가 일정한 교통사고범죄에 하여 형벌권을 행사하지 않음으로

써 도로교통의 반 인 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하고 유효하게 

보호하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든지, 아니면 국가가 취한 재의 제반조

치가 명백하게 부 합하거나 부족하여 그 보호의무를 명백히 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단하 다.39) 이는 헌법재 소가 그 동안 반복하여 밝힌 국가의 

39) 90헌마110 사건의 합헌의견은 이 사건 다수의견과 동일한 취지이나, 90헌마110 사건



674   서울 학교 法學 제50권 제2호 (2009. 6.)

기본권보호의무와 그 기 에 따른 것으로 기본권보호의무는 주로 사인인 제3자

에 의한 개인이 생명이나 신체의 훼손에서 문제되는데, 이는 타인에 의하여 개인

의 신체나 생명 등 법익이 국가의 보호의무 없이는 무력화될 정도의 상황에서만 

용하고 있는 것에 부합하는 것이다.40) 이 부분에 한 헌법재 소의 단은 헌

법재 소의 역할과 기능을 권력분립과 민주주의 원칙에서 히 악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 반대의견

이 사건에 한 재  조 , 재  민형기의 반 의견은 90헌마110 사건

을 원용하면서 추가 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 에 운 자가 한 과

실을 범하지 않은 경우 형사처벌의 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려는 요한 

의도도 포함시키고 그 수단의 성이 인정된다고 하 다. 이에 하여는 다수

의견도 수단의 성을 인정하고 있어 그에 한 보충의견으로 단된다.41) 한

편, 재 차진술권의 법  성격과 효력에 하여는 앞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이

는 법률상의 권리가 아니라 헌법상 인정되는 극 인 기본권이지만, 재 차진

술권을 근거로 하여 직  수사기 에 공소제기를 요구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

라고 할 것이다.

반 의견은 다수의견의 주장과 같이 공소제기의 범 를 확 하여 재 차진

술권을 인정하더라도 그 입법목 인 피해의 신속한 회복이 담보되는 것이 아니

며, 오히려 법 용의 측가능성과 통일성을 확보하기 어렵게 되는 부작용이 우

려된다고 주장하 다. 이는 재 차진술권의 제한에 있어서 과잉제한 지의 원

칙(특히,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  평등권의 심사기 의 용에 있어

서 고려해야 할 구체 인 인자로서 다수의견의 논증을 하게 비 한 것으로 

단된다.

 

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조승형의 위헌의견은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
한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에 있어서 과소보호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다.

40) 헌재 1997. 1. 16. 90헌마100, 2007. 7. 31. 2006헌마711 등.
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1조는 입법목적으로 “…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반대의견이 제
시하는 목적은 “국민의 편익을 증진함”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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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이 사건에 한 헌법재 소의 결정은 재 차진술권에 한 제한의 요건과 

한계, 그리고 평등권의 심사기 을 충실하게 논증하지 못한 상태에서 90헌마110 

사건의 결정을 변경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에 하여 헌결정을 한 것이라고 

단된다. 즉, 재 차진술권의 침해 여부에 있어서 과잉제한 지의 원칙의 내용

인 피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을 반하 다고 시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법

률조항이 입법형성의 자유 는 입법재량을 벗어난 것이라는 것을 논증하지 못

한 상태에서 헌이라고 선언하 다. 한, 평등권 침해 여부에 있어서도 설득력 

있는 논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이 사건을 평등권 문제로 악하고, 평등권 심사

기 으로서 엄격한 심사기 을 용하여 헌이라고 선언한 문제 이 있다.

헌법재 소는 이 사건에서 약 12년 의 90헌마110 사건의 결정을 변경하면서 

재 차진술권의 침해 여부에 하여는 례를 변경하게 된 아무런 이유에 

한 설명도 없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에 반된다

고 단하 고, 평등권의 침해 여부에 하여는 그 사유로 “90헌마110 사건의 

결정 이후에 변화된 례에 따라 엄격한 심사기 에 의하여 단하기로 한다.”고 

제시하고 헌으로 단하 다. 재 차진술권에 한 단에서는 헌법재 소의 

결정의 논리 개의 불충분성 이외에 종  결정을 변경할 만한 필요성을 제시할 

법 실의 변화도 찾아볼 수가 없다.42) 한, 평등권에 한 단에서도 90헌마

42) 헌법재판소 보도자료는 이 결정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교통사고율이 매우 높다는 현
실인식에 기초하여”라고 밝히고 있어 이를 법현실의 변화로 평가할 수도 있으나, 결정
문에서는 2002년 OECD 국가별 교통사고 발생건수를 비교하고 있을 뿐이어서 종전 
결정을 변경할 입법사실로 보기 어려우며, 이에 대하여는 90헌마110 사건의 결정문에
서도 교통사고가 급증한 원인의 하나로 위 특례법 시행으로 인한 운전자의 안전의식
의 해이를 들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를 법현실의 변화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가산점 부여에 관한 사건에서 국가유공자의 
가족이 공무원시험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실증적으로 제시하여 그 변화된 상황을 판례
변경의 중요한 이유로 제시한 것과 비교된다(헌재 2006. 2. 23. 2004헌마675). 한편, 
헌법재판소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4항 제1호, 제2호에 대한 위
헌사건에서 해당 법률조항에 대하여 2005. 6. 30.에는 과잉금지원칙의 위반이 아니라
고 판단하였다가(다수의견 8명과 반대의견 1명) 10개월이 지난 2006. 4. 27.에는 아무
런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나 설명도 없이 동일한 법률조항에 대하여 과잉금지원칙에 
위반이라고 판단한 것(전원일치로 판단하였고, 헌법재판관은 1명만 바뀐 상태였음)과
도 비교된다(2006. 6. 30. 2004헌바4⋅2005헌바44(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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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사건의 결정 이후인 1999. 12. 23. 98헌마363 사건에서 비로소 엄격한 심사

기 을 본격 으로 용한 것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에 있어서 종

과 달리  변화된 례에 따라 엄격한 심사기 이 용되어야 하는 이유를 설

득력 있게 제시하지 못하 다. 그 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에 하여는 주권자인 

국민의 민주  정당성을 직 으로 부여받은 의기 인 국회가 개인의 자유와 

권리, 공동체의 유지와 발 , 실과 법제도의 상 계를 종합 으로 고려하여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서 선택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에서 설시한 이유로 

헌이라고 단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하겠다.43) 

헌법재 소는 헌법이 보호하는 국민의 기본권과 핵심  가치를 수호하는 최후

의 보장자로서 그 역할과 기능을 극 으로 수행하여야 할 헌법  사명을 가지

고 있다. 헌법재 의 본질은 헌법 으로 가장 바람직한 상황을 구체 으로 형성

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지배로 표상되는 민주주의에 의하여 헌법  가치가 침

해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헌법재 도, 한민국 헌법이 의민주

주의(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하면서도 그 험성을 보완하기 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자유주의)를 그 내용으로 수용하고, 입헌주의(법치주의)를 그 형식으로 채택

하고 있다는 기본원리의 바탕에서 이해되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헌법재 소는, 

국회가 의민주주의에 의하여 제정한 법률이 입법형성의 자유의 역을 넘어 헌

법의 궤도를 벗어났다는 것을 극 으로 증명하 을 때에만 개입하여 교정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 한하여 그 헌법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투고일 2009. 5. 29   심사완료일 2009. 6. 15   게재확정일 2009. 6. 16  

43) 김기표 검사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위헌의견에 반대하면서,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에 대하여 위헌의견이라고 하더라도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기존에 종합보험 가입
을 이유로 처벌받지 않던 행위가 종합보험 가입 여부에 상관없이 처벌을 받을 처지에 
놓이게 되어 법적 혼란을 초래하므로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법적 안정성을 고려하여 
헌법불합치결정 등으로 그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지정토론의 해
당 부분을 요약하였음). 위 의견에 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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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tudy on the Constitutional Judicial Decision on the Article 4 
Clause 1 of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Settlement 

of Traffic Accidents”

Hyo-won Lee*

44)

On February 26th, 2009, the Constitutional Court announced the Article 4 Clause 
1 of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settlement of traffic accidents” to be 
against the constitutional law. It is prescribed in the Article 4 Clause 1 of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settlement of traffic accidents” that due to traffic of 
vehicles, a driver who commits a crime by inflicting bodily injury through 
occupational or gross negligence of the crimes relating to traffic accidents, in case 
where a vehicle which has caused a traffic accident, is covered by insurance or 
mutual aid association, shall not be prosecuted. This judicial decision made a 
change of its interpretation in the same kind of constitutional suit, in which the 
Constitutional Court announced that the Article 4 Clause 1 of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settlement of traffic accidents” was in accord with the constitutional 
law.

The Constitutional Court announced relating to the right to make a statement 
during the proceeding of the trial of the case involved that this Clause was against 
the principle of the minimum of damage and balance of the benefit and protection 
of the law, which form the principle of excessive restriction prohibition. The 
Constitutional Court announced relating to the right to equality that this Clause was 
against the constitutional law under strict scrutiny standards. However, The 
Constitutional Court can be criticized because it could not demonstrate how this 
Clause was made beyond legislative discretion of the National Assembly.

Key words: the Article 4 Clause 1 of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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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tlement of traffic accidents”, gross injury, benefit and protection 
of the right, right to make a statement during the proceeding of the 
trial of the case involved, right to equality, responsibility for 
protection of fundamental righ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