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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문〉

韓國의 民主化에 있어서 憲法裁判所와 權力 統制
―1988년부터 1998년까지―*

1)

鄭 宗 燮**

Ⅰ. 序論

한국의 민주화의 과정은 大統領制라는 정부형태 아래에서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집권세력의 변경에 따른 국가와 사회의 역에 변화가 발생하면서 진행되

고 있다. 한국의 민주화가 朴正熙 政府에서 全斗煥 政府로 이어지는 軍部勢力의 

집권을 청산하고 보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강화하는 것을 의미한다면, 이러한 

민주화는 전두환 정부 이후 盧泰愚 政府를 거치면서 그 전환기의 기미를 보이기 

시작하여 이어서 1993년에 등장한 金泳三 政府와 이에 이어 1998년에 등장한 金

大中 政府를 거치면서 진행되는 역사의 전개를 의미한다고 하여도 지나친 것은 

아니다. 아직까지 朋黨의 성질을 띠고 있는 정당을 매개로 한 행정부와 입법부간
의 권력 통합 현상과 정치판이 이른바 ‘兩金(=金泳三, 金大中)’을 둘러싼 前近代的

이고 非民主的인 세력들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는 양상은 박정희 정부이래 크

게 변화하지 못하고 있어 권위주의적 속성을 제대로 청산하지 못하고 있지만, 국

민의 기본권의 점진적인 신장과 국가권력 통제에 대한 인식의 증대로 인하여 완

만하게 민주화는 진행되고 있다. 여전히 대통령의 권한이 국정의 중심에서 막강

한 힘을 행사하고, 행정부에는 부통령을 두지 않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국무총리
제도를 두는 대통령으로의 강력한 권력집중이 ‘權威主義的 大統領制’인 ‘大統領中

心主義制’ 또는 ‘大統領主義制’를 노정하고 있어 한국에서 立憲民主主義를 실현하

* 이 은 韓國과 日本國의 法學者에 의한 兩國의 법에 대한 比較硏究의 韓․日

공동프로젝트의 한 주제로 작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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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자 하는 관점에서는 민주화는 현재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이러한 민주화로의 변화 과정에는 많은 因子들이 작용하여 역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민주화가 규범적으로 憲法國家(Verfassungsstaat) 또는 立憲主義(constitu-

tionalism)의 실현이라는 의미를 가진다고 볼 때, 그 중에서 헌법재판소가 어느 정

도로 한국의 민주화에 기여하 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자못 중요하다고 할 것이

다. 현재 한국의 憲法裁判所制度는 1987年 憲法에서 채택한 것인데, 이것은 1987
년 6월에 극에 달한 전두환 정부에 대한 국민의 ‘民主化抗爭’의 결과 획득한 것

이다. 따라서 이런 역사의 변화기에서 등장한 헌법재판소가 한국의 민주화에 어

느 정도로 기여하 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은 한국의 민주화의 현장을 이해

하는 측면에서도 필요하지만 헌법재판의 기능을 확인한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

미를 가진다. 이미 나의 다른 논문에서 거론하 듯이 憲法裁判이 民主化에 어느 

정도로 기여하 는가를 측정함에 있어서는 憲法裁判所 裁判官의 充員 實態, 國
會․行政府․法院 등 國家機關에 대한 權力統制의 實際, 基本權의 實現 程度 등 

여러 관점에서 분석하는 것이 가능한데,1) 기본권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는 이미 

“韓國의 民主化에 있어서 憲法裁判所와 基本權의 實現”(脚註 1)이라는 에서 살

펴보았으므로 여기서는 권력통제라는 측면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통상 헌법재판은 권력통제의 기능을 가진다고 본다.2) 이것은 헌법재판을 통하

여 국가권력, 즉 立法權力, 行政權力, 裁判權力 등이 헌법이 보장하는 가치와 원
리들을 침해하지 못하게 하는 기능이고, 이러한 국가권력들이 상위 규범인 헌법

에 저촉되는 것을 없애는 것이지만, 헌법재판을 헌법재판권력의 작용이라고 보면 

이런 憲法裁判權力과 나머지 國家權力들간의 관계를 권력통제의 범주에 포함시

켜 볼 수도 있다고 할 것이다. 헌법재판이 지니고 있는 정치적인 성질을 고려하

면 헌법재판권력의 행사를 순전히 合法性의 보장이라는 면에 한정하여 볼 것이 

아니라 관찰하는 지점에 따라 권력통제의 관점에서 관찰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런데 헌법재판을 권력통제라는 관점에서 관찰할 때 유의할 것은, 헌법재판

이란 실정 헌법에 의거한 국가권력의 행사의 합헌성의 통제이므로 헌법재판소

의 意志에 큰 비중을 두고 논할 수 없다는 점이다. 아무리 헌법재판소가 다른 

1) 鄭宗燮, ｢韓國의 民主化에 있어서 憲法裁判所와 基本權의 實現｣, 서울대학교 法
學 통권 112호(제40권 3호), 228쪽; 鄭宗燮, ｢韓國の民主化過程における憲法裁判所と基
本權の實現｣, 立命館法學 第266號(1999年 第4號), 154쪽.

2) 許營, 憲法理論과 憲法(서울: 博英社, 1995/2000), 1050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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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권력의 행사에 대하여 위헌이라고 하면서 통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법리

상 합헌인 경우에는 달리 다른 결론을 내지 못하며, 반대로 국가권력의 행사에 

대해 합헌이라고 하여 정당화하고 싶다고 해도 헌법의 적용상 위헌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의 意志의 强弱과 무관하게 위헌이라고 선고하여야 하는 것이다. 따

라서 헌법재판이 가지는 권력통제의 기능을 측정할 때 다른 국가권력간의 권력

통제와 달리 헌법재판소의 의지에만 초점을 맞추어 접근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

다. 그러나 국가권력의 위헌적인 행사가 존재할 때, 이에 대해 헌법의 정확한 

해석을 통하여 위헌이라고 선언하여 그 효력을 없애는 행위에는 현실에서 재판

관들의 의지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헌법재판소 재판

관들이 얼마나 적극적인 자세를 지니는가 하는 것에 따라 차이가 난다. 국가기

관의 권력 행사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의 재판을 할 때 해당 국가기관이 예

민한 반응을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현실에서 헌법재판권력이 작동하는 것은 단

순히 합헌성의 문제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힘의 작용이 존재한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특히 헌법상의 過剩禁止原則(=比例原則)을 적용하여 기본

권을 침해하는 국가권력의 행사에 대해 위헌이라고 선언하는 경우에는 현실적

으로 헌법재판소의 憲法守護의 意志와 權力統制에 대한 의지가 다른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강하게 작용할 여지가 크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서 1988년부터 1998까지 10년 간 헌법재판소가 행한 재
판 중 한국의 민주화에서 국가권력의 남용을 통제하면서 민주화에 기여한 것이 

얼마나 되는가를 살펴보기로 한다. 10년의 기간을 정한 것은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 헌법재판소가 출범하여 10년을 넘기면서 그간 10년간 헌법재판소

의 功過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기간의 설정은 이미 발표한 “韓

國의 民主化에 있어서 憲法裁判所와 基本權의 實現”이라는 논문에서 설정한 기

간과 동일하게 하여 헌법재판소가 한국의 민주화에 기여한 정도를 기본권의 실

현과 권력통제라는 두 측면에서 분석해보고 하는 구상 때문이기도 하다.

헌법재판을 통하여 국가권력을 통제하는 것은 독재와 권위주의통치에서 강화

된 국가의 우월적 지위를 상대화시키고 이에 비례하여 국민의 지위를 복원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국가의 불합리한 우월적 지위는 제거되

고, 국가도 어디까지나 국민의 행복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확립해간다. 1989년 헌법재판소는 “國家를 相對로 하는 財産權의 請求에 
관하여는 假執行의 宣告를 할 수 없다”고 정한 ‘訴訟促進등에관한特例法’의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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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규정에 대하여 위헌이라고 결정하 는데,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에서 이런 법

률의 규정은 국가가 원고가 되어 얻은 승소판결에는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반

드시 가집행의 선고를 하게 하면서 국민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얻어낸 

승소판결에는 아무리 확신있는 판결이라고 할지라도 가집행의 선고를 할 수 없

게 하여 국민의 재산권과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장에 있어 소송당사자

를 차별하여 국가를 우대하는 것이라고 판시하 다.3) 헌법재판소가 출범한 후 
첫 사건에서 국가의 우월적인 지위에 대해 위헌이라고 한 이 결정은 국가에 대

한 국민의 인식을 바꿔놓는데 크게 기여하 을 뿐 아니라, 국가의 불합리한 우

월적 지위를 헌법재판을 통하여 교정할 수 있다는 것도 보여주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론상으로는 다소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헌법재판소는 1991년 “국

가는 私的 去來에 있어서도 자연인이나 법인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으므로 평등

권에 규율된다고 볼 수 없다는 정부의 주장은 헌법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데에

서 비롯되며, 이에 기초하여 國有財産 중 雜種財産에 대하여까지 時效取得의 대

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하여 잡종재산에 대한 시효취

득금지를 정한 규정에 대해 위헌이라고 하 다.4) 이와 달리 1994년 憲法裁判所

는 국가에게 印紙貼付義務를 免除하고 있는 법률에 대해서는 합헌이라고 하

다.5)

헌법재판소는 재판을 통하여 국가가 불합리하게 우월적 지위를 가지는 것은 

제거하여 갔는데, 이러한 것은 민주화에서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시각이다. 

권력통제도 이런 국가의 불합리한 우월적 지위에 대해 시비를 하고 그 모순을 

제거하는 것에서 가능해진다. 아무튼 헌법재판에 의한 국가권력의 통제는 입법

권력, 행정권력, 재판권력에 대한 통제로 나누어 보되, 한국의 민주화에서는 대

통령의 독재적 지위 또는 우월적 지위가 문제되었고, 이를 뒷받침해온 軍, 國家

情報機關, 檢察, 矯導所 등이 특히 문제가 되므로 이를 각각 부각시켜 따로 살
펴보기로 한다.

3) 憲法裁判所 1989. 1. 25.-88헌가7 [憲] 1, 1쪽 이하.
4) 憲法裁判所 1991. 5. 13.-89헌가97 [憲] 3, 202쪽 이하. 같은 취지의 판례로는 

憲法裁判所 1992. 10. 1.-92헌가6, 7(병합)[憲] 4, 585쪽 이하.
5) 憲法裁判所 1994. 2. 24.-91헌가3 [憲] 6-1, 21쪽 이하; 憲法裁判所 1996. 8. 

29.-93헌바57 [憲] 8-2, 46쪽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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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憲法裁判에 의한 權力 統制

1. 國會에 대한 統制

(1) 法律의 違憲性 統制

법률의 위헌성에 대한 통제는 立法權力에 대한 통제이다. 법률이 헌법에서 보

장하고 있는 기본권을 침해하 든, 헌법의 원리나 원칙 등에 위반되었든 국가의 
최고법인 헌법에 위반하여 입법권력이 행사된 것은 통제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점에서 헌법재판은 입법권력의 남용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통제 수단이다.

헌법재판소가 1988년부터 1998년까지 법률 또는 법률규정에 대해 위헌을 선

고한 사건은 總 184件(違憲: 111件, 憲法不合致: 42件, 限定違憲: 31件)이다(限定合憲 

16件은 이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법률에 대해 위헌으로 선고한 건수의 多少에 따

라 민주화의 進陟이 비례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법률에 대한 위헌심판에서 위헌
으로 결정한 건수가 많은 것은 헌법재판소가 적극적이었다고 평가할 수도 있지

만, 위헌인 법률의 규정이 많다는 것을 말해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

국의 민주화에서 1988년 헌법재판소제도가 출범하기 전까지 법률에 대해 위헌

으로 선고한 사건이 극히 微微하 던 점과 비교하여 1998년까지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이 총 184건에 달한다는 것은 입법권력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통제가 

보다 적극적으로 행해져왔다고 평가할 수는 있다(헌법재판소의 사건처리 기본적인 

통계는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http://www.ccourt.go.kr/intro/i3.html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것은 국회로 하여금 입법에서 보다 신중하고 헌법에 합치되게 하도록 

하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할 수 있다. 실제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위헌심판으로 

인하여 국회에서 법률을 制定하거나 改正할 때 위헌논쟁을 하거나 위헌성문제

를 事前에 점검하는 것이 일상화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2) 法律案의 變則 處理

독재와 권위주의시기에 국회는 대통령이 중심이 된 행정부의 ‘侍女’나 ‘擧手

機’ 또는 ‘通法府’에 지나지 않는 지위로 전락하여 있었는데, 그러한 전락한 지

위가 가장 상징적으로 나타난 것이 법률안의 변칙 처리이다. 즉 정당하고 합법
적인 절차를 가지지 않고 국회내의 강력한 반대 세력이 있음에도 다수의 힘만

을 믿고 갑자기 집권세력끼리만 모여 회의를 연 후 ‘날치기’로 법안을 통과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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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수법이다. 이런 법률안의 통과는 대부분이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여당 국회

의원(이들은 대부분이 대통령의 추종자이고 與黨 黨首인 대통령의 국회의원 후보 공천

권에 의해 그의 손아귀에 장악되어 있다)에 의해 자행되었다.

수없이 반복되는 이런 법률안의 변칙 처리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장이 

야당의원들에게 본회의 개의일시를 국회법에 규정된 대로 적법하게 통지하지 

않음으로써 그들이 본회의에 출석할 기회를 잃게 되었고, 그 결과 법률안의 심
의 표결과정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다면 이로써 야당의원들의 헌법에 의하여 

부여된 법률안 심의 표결의 권한이 침해된 것”이라는 취지의 결정을 하 다.6) 

(3) 立法不作爲

국회의 입법권력은 입법의무가 있음에도 입법을 하지 않거나 입법을 하 으나 

불완전하게 하여 해당 국민의 평등권을 침해하거나 여타 기본권을 침해하는 수가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이런 입법부작위에 대해서도 위헌을 선고하 다. 헌법재판

소는 立法不作爲를 眞正立法不作爲와 不眞正立法不作爲로 나누어 다루고 있다.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해 위헌 선고를 한 것은 드문데, 헌법재판소는 1994년 

朝鮮鐵道株式의 보상금청구사건에, “입법자가 입법의무를 지고 있다고 하여서 
그 불이행의 모든 경우가 바로 헌법을 위반한 경우라고는 단정할 수 없다. 즉 

입법자에게는 형성의 자유 또는 입법재량이 인정되므로 입법의 시기 역시 입법

자가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음이 원칙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입법자는 헌법에

서 구체적으로 위임받은 입법을 거부하거나 恣意的으로 입법을 지연시킬 수는 

없는 것이므로, 가령 입법자가 입법을 하지 않기로 결의하거나 상당한 기간 내

에 입법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법재량의 한계를 넘는 것이 된다. 따라서 입법
부작위는 이와 같이 입법재량의 한계를 넘는 경우에 한하여 위헌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私設鐵道會社의 재산 수용에 대한 보상절차규정을 두고 

있던 軍政法令이 폐지됨으로써 그 재산 수용에 대한 보상절차에 관한 법률이 

없게 되어 사설철도회사의 재산관계권리자 중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것으로 확

정된 損失報償請求權을 가진 자와 그 청구권을 승계 취득한 청구인이 국가로부

터 보상을 받을 길이 없게 되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후 30여 년이 지나
도록 그 보상을 위한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은 입법자의 형성

6) 憲法裁判所 1997. 7. 16.-96헌라2 [憲] 7-2, 154쪽 이하(특히 151쪽, 17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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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자유를 고려하더라도 그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

서 이 사건 입법부작위는 입법자가 헌법에서 위임받은 손실보상에 관한 法律制

定義務를 자의적으로 방치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사설철도회사 재산관계권리자 

중 그의 손실보상청구권이 확정된 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기에 이르 으므로 위

헌이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 다.7) 不眞正立法不作爲는 이미 존재하는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으로 다루어진다.
과거에는 平等權 또는 平等原則이 立法權을 구속하지 않는다는 견해가 있었

으나, 오늘날 기본권의 보장원리에 따를 때 이런 견해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

다. 뿐만 아니라 입법권의 행사에서 입법의무를 위반하여 입법을 하지 않는 부

작위의 경우에도 기본권의 침해가 있으면 위헌이 되고, 이런 권력의 남용은 당

연히 헌법재판에 의해 통제된다. 立憲主義國家에서는 立法權力도 하나의 國家權

力으로 그 위에 존재하는 헌법의 통제를 받을 수밖에 없다. ‘議會主權’의 이데올
로기도 基本權에 구속되고 憲法에 복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입헌주의 또

는 헌법국가의 법적 효과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런 국회의 입법부작위에 대해서

도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왔다. 독재와 권위주의하에서는 국회 역시 집권세력에 

의해 장악되어 있고, 이런 국회는 독재와 권위주의통치에 협조하여왔다. 특히 

입법부작위에 대한 통제는 보다 세련된 憲法國家로 나아가는 길이고 국가의 민

주화에 있어서 가장 예민한 부분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취한 적
극적인 자세는 한국의 민주화를 보다 세련되게 하는데 기여하 다고 할 수 있

다. 다만 법률에 대한 위헌여부심판도 그렇지만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

판도 民主主義와 法治主義가 서로 緊張狀態를 형성하는 지점이므로 司法國家로 

傾倒되는 것은 민주화의 관점에서 항상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2. 軍에 대한 統制

한국에서 군에 대한 통제는 일반 국가권력에 대한 통제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군사권력이 행정권력에 속하여 군에 대한 통제는 행정부에 대한 통제로 이해될 

수 있으나 한국에서는 따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군의 정치적 중립은 헌법에서 

보장하여 왔지만, 1961년 5월 16일 군사쿠데타 이후 연속으로 전개된 朴正熙 政

府, 全斗煥 政府, 盧泰愚 政府의 통치기간에서는 집권세력의 지지기반이 군부세

7) 憲法裁判所 1994. 12. 29.-89헌마2 [憲] 6-2, 395쪽 이하(특히 413쪽 이하).



鄭 宗 燮 [서울대학교 法學 제42권 제1호: 61∼10668

력이었고 보면 군에 대한 권력통제는 한국의 민주화에서 각별한 의미를 가진다. 

군부세력이 국가의 중심세력으로 등장하 던 이 시기에는 병사들의 인권침해와 

같은 병 내의 불법행위들이나 將校 및 士兵의 人事, 武器 導入, 國防豫算 등 財

政, 兵役 등에서의 군의 不正腐敗에 대한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군

대 내의 사법기관은 군부세력에게 장악되어 있어서 제 기능을 할 수 없었다.

군대 행정과 군 내부의 행위는 광범하게 군사기 로 지정하여 일반 국민들로

부터 차단시켰고, 군대 내의 인권 침해행위도 군 사법기관이 恣意로 처리하여도 

이에 대한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軍搜査機關, 情報機關에 의한 인

권 침해에 대해서는 軍檢察機關과 軍事法院이 이를 통제하여야 하는데, 한국의 

군사재판제도는 군검찰관과 군사법원이 병 내에서 사법적 독립성을 확보하기 

어렵게 되어 있었다. 기본적으로 師團이상의 部隊長의 指揮權에 종속되어 있었

고, 군검찰관이나 군판사들에 대해서는 군수사기관과 정보기관 등으로부터 여러 
형태의 압력이 행해졌다.

(1) 兵營內의 氣合行爲

憲法裁判所는 1988년 9월 19일 업무를 시작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軍隊內
의 인권 침해행위에 대해 결정을 하게 되었다. 사건은 1988년 8월 陸軍 步兵部

隊에서 훈련도중 상급자인 下士가 氣合行爲로 ‘先着順 驅步’를 命하 으나 兵長

인 청구인이 이에 불복한 것에 발단이 되었다. 이 사건에서는 하급자가 불복하

자 上級者들이 合勢하여 이들을 毆打하고 이에 동료 병장들도 가세하여 양측간

에 싸움이 발생하 다. 이 사건으로 싸움에 합류한 병장들 중 한 사람인 청구인

은 군검찰에서 입건된 후 抗命罪는 인정되었으나 起訴猶豫로 처리되었고, 나머
지는 기소되어 普通軍事法院과 高等軍事法院에서 無罪로 선고되었다. 이에 기소

유예처분을 받은 청구인이 무죄인 자신에게 군검찰관이 유죄를 전제로 하여 기

소유예의 처분을 한 것은 위헌이라고 하여 憲法訴願審判을 청구하 다.8)

이에 憲法裁判所는 1989년 10월 27일 “憲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人間으로

서의 尊嚴과 價値를 가지며 幸福을 追求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

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
고, 大統領令인 軍人服務規律 제34조, 제35조에 의하면 군인은 職權을 濫用하거

8) 憲法裁判所 1989. 10. 27.-89헌마56 [憲] 1, 309쪽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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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私的 制裁를 가하여서는 안 되도록 하 는바, 이와 같은 기본적 인권 보장의 

헌법정신과 군인복무규율상의 규정에 입각하여 군인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고 

군의 특수사정만 내세워 합리화하여 오던 前近代的 毆打의 弊習을 止揚함으로

써 군을 민주화 내지 근대화하여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군의 새로운 위상정립의 

의지로서 일찍이 구타 및 가혹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1979. 陸軍一般命令 제37

호가 발하여 졌고, 앞서 본 바와 같이 1985. 9. 4.에도 陸軍參謀總長이 毆打 根
絶 종합대책을 세우고 육군 일반명령 제37호 毆打行爲 嚴禁 修正 補完 내용 및 

얼차려 수정 보완 내용의 규정을 만들어 이를 준수할 것을 隷下 部隊에 명령하

고 1985년, 1987년에는 위 내용을 毆打指針書라는 팜플렛에 담아 초급장교용으

로 각 예하부대에 하달하여 거듭 이를 준수토록 한 것이다. 그렇다면 인간으로

서의 존엄과 가치존중의 헌법정신과 군인복무규율상의 규정은 且置하고라도, 구

타와 가혹행위 근절을 통한 군의 민주화를 위한 군 내부의 훈령이라고 볼 위 

관계규정에 비추어 일견 보아도 군기율을 근본적으로 어긴 위법한 無權限의 명

령이고 실질적인 苛酷行爲를 검찰관이 단순히 軍上司의 명령이라는 이유만으로 

항명죄의 객체인 정당한 명령으로 단정한 끝에 항명죄까지 성립한다고 보고(징

계사유의 해당 여부는 별론일 것이다) 이 사건 처분에 이르 으니 적어도 恣意禁止

의 原則을 위배한 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에 대한 평등권이 침해되었음에 틀

림없으며 이에 의하여 부당하게 幸福追求權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다”라고 군
검찰관의 기소유예처분을 取消하 다.9)

이 결정은 당시에는 획기적인 것이었다. 군대 내의 불법행위나 위법행위에 대

하여 司法的 판단을 한 것은 종래 군 내부의 행위에 대해서는 민간에서 거론조

차 할 수 없었을 만큼 터부시되어온 일종의 “聖域”을 깬 것이었다. 헌법재판소 

출범이 초기에 헌법재판소의 활동에 대한 懷疑的인 시각과 다른 국가기관의 牽

制가 심한 시기에 이런 결정을 한 것은 대단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었다. 그 당시 
시점이 盧泰愚 政府가 출범한 초기 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제는 군이 한국 사회

에서 더 이상 “聖域”이 될 수 없고, 군대 내에서 병사들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행

위는 헌법재판소에 의해 통제가 된다는 것을 국민에게 선언한 의미도 가지는 것

이었다. 이제 軍은 더 이상 권력통제의 列外로 존재할 수 없게 되었다.

9) 憲法裁判所(註 8), 320쪽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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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軍事機密의 範圍

1989년 6월 國會議員 秘書官으로 활동하던 자들이 재직 중에 군사2급 비  

문서인 “國防業務報告” 등을 부당한 방법으로 蒐集하고 이를 漏泄하 다는 이

유로 서울刑事地方法院에 起訴되었다. 그러자 이들이 자기들의 公訴事實에 대한 
적용법조인 軍事機密保護法 제6조, 제7조, 제10조의 違憲與否에 대하여 同 法院

에 違憲法律審判의 提請을 申請하 고, 同 法院은 그 신청을 理由있다고 받아들

여 同年 10月 憲法裁判所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위 법률

조항의 위헌여부에 대한 審判을 提請하 다.10)

이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軍事機密保護法(1972. 12. 26. 법률 제2387호) 제6

조, 제7조, 제10조는 同法 제2조 제1항의 군사상의 기 이 非公知의 사실로서 

適法節次에 따라 軍事機密로서의 標識를 갖추고 그 漏泄이 국가의 安全保障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볼만큼의 實質價値를 지닌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해석 하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라는 축소해석의 

결정을 하 다.11) 軍事機密保護法 제6조는 군사상의 기 을 부당한 방법으로 探

知하거나 蒐集한 자는 10년 이하의 懲役이나 禁錮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었고, 

제7조는 군사상의 기 을 탐지하거나 수집한 자가 이를 他人에게 漏泄한 때에

는 1년 이상의 有期懲役이나 有期禁錮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었다. 제10조는 우

연히 군사상의 기 을 知得하거나 占有한 자가 이를 타인에게 누설한 때에는 5

년 이하의 懲役이나 禁錮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었다.

이 결정은 종래까지 군사기 이라는 이유로 국민들의 알 권리가 제한되었던 

것을 완화시키고 군 내부의 사정에 대해 언급조차 하지 못하던 분위기를 바꾸

는데 크게 기여하 다. 이제는 국회가 恣意로 軍事機密을 정할 수도 없을 뿐 아
니라 군대 내의 情報라고 하여 모든 것이 군사기 로 正當化될 수는 없게 되었

다. 이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신중한 자세를 보여 限定合憲의 解釋을 하 지

만, 그 메시지는 종래 광범하게 군사기 로 指定하던 것이 잘못된 것이며, 국민

들의 알 권리를 제한하는데도 한계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준 것이었다. 이것

은 국민의 기본권의 伸張이라는 점에서뿐만 아니라 군사권력에 대한 통제로서

도 큰 의미를 가지는 것이며, 종래 無所不爲이던 軍의 “聖域”으로서의 지위가 

10) 憲法裁判所 1992. 2. 25.-89헌가104 [憲] 4, 64쪽 이하(특히 71쪽 이하).
11) 憲法裁判所(註 10), 71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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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괴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 것이었다. 당시는 盧泰愚 정부가 終了되기 1년 전

인 때이므로 군부세력의 힘이 약화되어 가던 때이지만 헌법재판소의 이 결정은 

군부세력에 대한 통제로서 큰 의미를 가지는 것이었다. 이 결정은 형식에서는 

법률에 대한 통제이기 때문에 立法權力에 대한 통제라고 보이나 국회가 사실상 

군세력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는 執權勢力에 종속되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헌

법재판소의 이 결정은 군의 세력을 약화시키는데 기여하 다고 평가할 수 있다.
군부세력에서 文民政府인 金泳三 政府가 출범한 年末인 1993년 12월 27일 

국회는 군사기 의 개념을 상당히 축소하여 군사기 보호법을 全面 改正하 고, 

여기서 국민의 알권리를 신장시키기 위하여 ‘軍事機密公開要請權’도 新設하 다.

3. 國家安全企劃部에 대한 統制

國家安全企劃部는 국가정보기관으로 1961년 5월 군사쿠데타 이후에 中央情報

部라는 이름으로 설치되었다. 중앙정보부는 朴正熙 정부와 全斗煥 정부에서 獨
裁와 權威主義統治의 最前方 親衛隊로 역할을 하 다. 反政府 人士에 대한 탄압

이 주된 국내업무이었고, 따라서 군부세력이 통치하 던 과거에는 군부(군내부에

도 군정보기관이 있었는데, 이런 군정보기관도 비 리에 민간인에 대해 사찰을 하 다)

와 정보부의 양축이 집권세력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통치수단이었다. 이런 중앙

정보부는 그 이후 국가안전기획부로 명칭이 변경되고, 金大中 政府가 출범한 후

에 다시 國家情報院으로 명칭을 변경하 다.
아무튼 한국의 민주화에서는 독재와 권위주의통치의 중요한 중심축이었던 국

가안전기획부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 고, 政權의 守護가 아니라 國家의 守護라

는, 국가정보기관이 가지는 본래의 역할과 기능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것이 필요

하 다. 국가안전기획부는 독재와 권위주의통치하에서 反政府 人士에 대한 탄압

으로 搜査權을 행사하 는데, 이런 과정에서 국민들의 기본권 침해는 다반사로 

발생하 다. 국가안전기획부에서의 불법적인 수사는 당시 ‘人權辯護士’들의 주된 
공격의 대상이었는데, 그것은 국가안전기획부가 가지는 無所不爲의 막강한 힘에 

아무도 대항할 수 없었고, 權威主義統治의 상징이었기도 했기 때문이다.

(1) 辯護人 接見의 妨害

독재와 권위주의시대에 국가안전기획부는 정보의 수집과 국가기관 및 민간인

에 대한 査察에 머문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政治事件’과 ‘時局事件(=反政府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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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政府批判事件)’의 수사를 전담하듯이 하 다. 그리고 이런 사건은 대부분 容共

事件으로 성격을 규정지어 反政府가 아닌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반대하거나 전복

하는 反體制事件으로 처리하 다. 당시의 이런 시국사건 중 어떤 것이 용공사건

이고 어떤 것이 반정부사건인지는 지금도 계속 밝혀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1989년 8월 3일 국가안전기획부에 의하여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구속되어 수

사를 받는 被疑者에 대하여 접견신청을 한 변호사들에게 국가안전기획부가 接

見을 不許한 사건이 발생하 다. 변호인들은 同日 서울형사지방법원에 接見不許

處分의 取消를 구하는 準抗告를 하 고, 同 法院은 다음날 이 접견불허처분을 

取消하는 결정을 하 다. 그리하여 위 변호인들 同月 5일 법원의 결정문을 소지

하고 위 청구인들에 대한 접견신청을 하 으나 그 접견은 이루어지지 아니하

고, 同月 7일 다시 법원의 決定文을 소지하고 국가안전기획부장에게 동일한 내

용의 접견신청을 하 으나 그 접견도 이루어지지 아니하 다.12)

이러한 사건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 사건으로 청구되었는데, 1991년 7

월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은 이미 법원에 의해 접견불허처분이 취소되었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의 權利保護利益이 없다고 하여 却下하 다.13) 그러나 3인의 재판

관은 위헌 확인을 해야 할 審判利益이 존재한다고 보았다. 헌법재판소장도 이런 

의견에 가담하 다.14) 1991년 이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피의자나 피고인이 가

지는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지만 변호인이 가지는 

피의자나 피고인과의 접견교통권은 형사소송법이 정하는 법률상의 권리에 지나

지 않는다는 판단을 하 다.15)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却下 決定은 국가안전기획

부의 권력 남용에 대해 제대로 통제를 하지 못한 것이었고, 헌법상의 接見交通

權 保障의 의미를 약화시키는 것이었다. 盧泰愚 政府 당시의 일이다.

1991년 6월 13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사건으로 국가안전기획부에 의하여 

구속된 피의자가 同月 14日 17時부터 그 날 18時 頃까지 국가안전기획부 면회
실에서 그의 변호인인 변호사와 그의 처와의 접견을 동시에 하게 되었는데, 그 

때 국가안전기획부 수사관 5인이 접견에 참여하여 이들을 가까이 지켜보면서 

그들의 대화내용을 듣고 또 이를 기록하기도 하고 만나고 있는 장면을 사진을 

12) 憲法裁判所 1991. 7. 8.-89헌마181 [憲] 3, 356쪽 이하(특히 361쪽 이하) 참조.
13) 憲法裁判所(註 12), 361쪽 참조.
14) 憲法裁判所(註 12), 368쪽 이하 참조.
15) 憲法裁判所(註 12), 368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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찍기도 한 사건이 발생하 다. 이에 변호인이 항의하고 변호인과 피의자의 접견

은 비 이 보장되어야 하니 청구인과 변호인이 따로 만날 수 있도록 해 줄 것

과 대화내용의 기록이나 사진촬 을 하지 말 것을 요구하 으나 수사관들은 

“무슨 말이든지 마음놓고 하라”고 말하면서 변호인의 요구를 거절하 다.16)

이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1992년 1월 國家安全企劃部의 수사관이 구속된 

수감자의 변호인 접견시에 참여하거나 변호인과의 對話를 聽取하거나 記錄하는 

행위에 대해 違憲이라고 결정하 다.17)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에서 변호인의 접

견교통권에 대하여 상세하게 논하면서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에 대하여 변호인

의 충분한 조력을 받게 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신체구속을 당한 사

람이 변호인과 충분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만 할 것이므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필수적 내용은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과 변호인과의 접견교

통일 것이다. 변호인은 접견을 통하여 구속된 피의자, 피고인의 상태를 파악하
여 그에 따른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하고, 피의사실이나 공소사실의 의미를 설명

해 주고 그에 관한 피의자․피고인의 의견을 듣고 대책을 의논하며, 피의자나 

피고인 진술의 방법, 정도, 시기, 내용 등에 대하여 변호인으로서의 의견을 말하

고 지도도 하고, 진술거부권이나 서명날인거부권의 중요성과 유효 적절한 행사

방법을 가르치고 그것들의 유효 적절한 행사에 의하여 억울한 죄를 면할 수 있

다는 것을 인식시켜야 하며, 수사기관에 의한 自白强要, 詐術, 誘導, 拷問 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 이에 대한 대응방법을 가르쳐 虛僞自白을 하지 않도

록 권고하고, 피의자로부터 수사관의 부당한 조사(誘導, 脅迫, 利益供與, 暴力 등) 

유무를 수시로 확인해야 하며, 피의자나 피고인의 不安, 絶望, 苦悶, 虛勢 등을 

발견하면 그 감정의 동요에 따라 격려하여 용기를 주거나 慰問하거나 忠告하여

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일은 구속된 자와 변호인의 대화내용에 대하여 비

이 완전히 보장되고 어떠한 제한, 향, 압력 또는 부당한 간섭 없이 자유롭
게 대화할 수 있는 접견을 통하여서만 가능하고 이러한 자유로운 접견은 구속

된 자와 변호인의 접견에 교도관이나 수사관 등 관계공무원의 참여가 없어야 

가능할 것이다. 만약 관계공무원이 가까이서 감시하면서 대화내용을 듣거나 錄

取하거나 또는 사진을 찍는 등 불안한 분위기를 조성한다면 변호인의 이러한 

16) 憲法裁判所 1992. 1. 28.-91헌마111 [憲] 4, 51쪽 이하(특히 54쪽 이하).
17) 憲法裁判所(註 16), 54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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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은 방해될 수밖에 없고 이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나 진술거부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한 헌법정신에 크게 반하는 일이다. 공소제기를 잘못하거나 誤

判 등에 의한 寃罪는 구속된 피의자, 피고인과 변호인의 자유로운 접견교통에 

의하여 사전에 예방될 수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이 변호인과의 자유로운 접견

은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에게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가장 중요

한 내용이어서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 등 어떠한 명분으로도 제한

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고 판시하 다.18)

이러한 것은 1991년 헌법재판소가 보 던 태도와는 사뭇 다른 것이었는데, 

워낙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이 침해가 명백하 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노태우 정

부의 말기에 가면서 한국 사회에는 민주화의 분위기가 강해지고 국가안전기획

부의 폭력적 힘은 약화되어 갔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헌법재판소는 민주

화의 진행에 따라 집권세력을 버티고 있는 기반권력에 대해서도 권력통제의 힘

을 점차 확대시켜갔다고 평가할 수 있다.

1993년 2월 김 삼 정부가 출범한 이후 1995년 1월 5일 行刑法의 해당 조항

은 “未決收容者와 辯護人(辯護人이 되려고 하는 자를 포함한다)과의 接見에는 

矯導官이 參與하거나 그 내용을 聽取 또는 綠取하지 못한다. 다만, 보이는 거리

에서 收容者를 監視할 수 있다”라고 개정되었다.

(2) 國家安全企劃部의 所屬

국가안전기획부에 대한 국민의 저항은 이 기관이 다른 국가권력에 의해 통제

를 거의 받지 않는 기관이라는 점에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모습이 설치에 있어

서 정상적인 행정부내의 조직으로 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었다. 국가안전기획부
라는 단행법을 만들어 이 기관을 대통령의 직속기관으로 두었는데, 이런 조직상

의 일탈이 위헌이라고 비판을 받았다.

1994년 4월 헌법재판소는, 이 문제가 정식으로 심판의 대상이 된 사건에서, 

憲法 제86조 제2항은 그 위치와 내용으로 보아 國務總理의 憲法상 주된 지위가 

大統領의 補佐機關이라는 것과 그 補佐機關인 지위에서 行政에 관하여 대통령

의 命을 받아 行政各部를 統轄할 수 있다는 것을 규정한 것일 뿐, 국가의 公權
力을 집행하는 행정부의 조직은 헌법상 예외적으로 열거되어 있거나 그 성질상 

18) 憲法裁判所(註 16), 59쪽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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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直屬機關으로 설치할 수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국무총리의 統轄

을 받아야 하며, 그 통할을 받지 않은 행정기관은 법률에 의하더라도 이를 설치

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하고, 憲法 제94조, 제95조 등의 規定

趣旨에 비추어 政府의 구성단위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집행하는 모든 

中央政府機關이 곧 헌법 제86조 제2항 소정의 “行政各部”라고 볼 수도 없다고 

하 다. 헌법재판소는 여기서 국가가 정보기관을 大統領直屬으로 하느냐 여부는 
기본적으로 立法政策의 역에 속하는 것으로서 당해 國家의 憲法理念에 違背

되지 않는 한 위헌이라 할 수 없는 것인데, 國家安全企劃部法은 그 목적, 직무

범위, 통제방법 등의 관점에서 憲法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國務總理의 管轄을 받지 않는 大統領直屬機關인 국가안전

기획부의 설치근거와 직무범위 등을 정한 行政組織法 제14조와 國家安全企劃部

法 제4조 및 제6조의 규정은 憲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하 다.19)

이 사건에서는 재판관 3인의 별도의견이 있었는데, 별도의견은, 情報機關으로

부터 搜査權을 분리시키는 것이 반드시 헌법적 指示라고까지 할 수는 없으나 

정보기관이 수사권까지 가지는 것은 바람직스러운 것은 아니므로 그 수사권은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할 뿐만 아니라 그 權限의 濫用을 막을 수 있는 적절

한 牽制裝置가 마련되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판대상규정은 국가

안전기획부를 대통령 소속 하에 두어 國務委員 아닌 자를 그 長에 補할 수 있

게 함으로써 國會의 국가안전기획부에 대한 견제기능을 현저히 약화시킨 데다

가 改正 전의 舊 國家安全企劃部法은 국회의 관여를 여러 가지로 제한하는 특

례규정을 두고 국가안전기획부로 하여금 그 본래의 직무내용에 비추어 과도한 

수사권을 부여하는 등 법상 實效性 있는 견제장치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

대상규정은 舊 國家安全企劃部法을 논리적 전제로 하는 한 憲法體系不調和 상

태에 있었다고 하 다. 당시 헌법재판소장도 이런 별도의견에 가담하 다.20)

재판관중 1인은, 국가안전기획부는 행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執行)하는 

中央政府機關이므로 성질상 국무총리의 統轄하에 두어야 할 “行政各部”에 속하

는 것이 명백하므로, 국가안전기획부를 행정각부에 넣지 않고 대통령의 直屬하

에 두어 국무총리의 指揮, 監督을 받지 않도록 한 政府組織法 제14조 제1항은 

19) 憲法裁判所 1994. 4. 28.-89헌마221 [憲] 6-1, 239쪽 이하(특히 259쪽 이하) 참조.
20) 憲法裁判所(註 19), 266쪽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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憲法 제86조 제2한 및 제94조에 위반된다는 반대의견을 내었다.21) 재판관 9인

중 8인은 위헌은 아니라고 보았지만 위헌이라는 1인을 포함하여 4인 재판관은 

국가안전기획부의 조직상의 문제점을 지적하 다.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지적은 국가안전기획부의 존재에 합헌성을 부여한 것이

어서 일단 확인 도장을 찍어준 것이기도 하지만, 재판관 9인중 4인의 재판관은 

현재와 같은 조직상의 일탈이 정상적인 국가조직의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

다는 지적을 하여 국가안전기획부의 조직이 문제가 있다는 점을 부각시킨 점에

서는 권력통제의 효과를 얻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안전기획부가 가지는 

통치상의 편리함으로 인하여 金泳三 政府에서도 이러한 지위를 그대로 온존시

켰고, 현재 金大中 政府에서도 이를 그대로 온존시키고 있다. 김대중 정부에서 

국가정보원은 과거보다는 힘이 약화되었지만 기본적으로 김대중 정부도 국가정

보원, 검찰, 국세청 등에 강하게 의존하고 있는 權威主義統治의 양상을 드러내
고 있어 이 문제가 해결될 기미를 찾기는 어렵다.

4. 檢察에 대한 統制

(1) 檢事의 不起訴處分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통제의 방법으로 헌법소원심판제도가 활용되는 것

은 國家刑罰權의 통제라는 전체 시스템에서 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 모든 사건

에 대해 裁定申請을 할 수 있게 하거나 起訴强制主義 또는 檢察審査會制度 등

의 방식으로 불기소처분을 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22) 그러나 현재 起訴便宜主

義를 취하고 있고 재정신청의 대상이 극도로 한정되어있는 상황에서 검사의 불

기소처분에 대한 통제는 빈 공간을 메우는 제도로서 기능을 가지고 있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하고 취소한 경우 검찰은 이 

사건을 재수사하는 것으로 족한가 아니면 의무적으로 기소를 하여야 하는가를 

두고 견해가 갈라져 있다. 검찰측은 재수사하는 것을 족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法務部의 통계에 의할 때,23) 1988년부터 1998년까지 사이에 憲法裁判所가 不

21) 憲法裁判所(註 19), 270쪽 이하 참조.
22) 자세한 것은 鄭宗燮, ｢檢事의 不起訴處分에 대한 憲法訴願審判制度｣, 人權과 正

義 제237호(1996년 5월호), 8쪽 이하를 보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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起訴處分에 대한 憲法訴願審判을 한 건수는 총 1,196건이고, 이 가운데 이유가 

있다고 認容하여 불기소처분을 취소한 것은 총 62건으로 전체의 5.3%를 차지한

다. 이 62건 가운데 검찰이 재수사하여 처리한 사건은 총 58건인데, 여기서 기

소한 사건은 21건으로 총 처리건수의 36.2%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헌법재판소

가 인용한 62건의 사건에 대해 검찰에서 처리한 내용은 아래의 <표 1>에서 보

는 것과 같다. 憲法裁判所의 통계에 의하면 법무부의 통계와 차이를 보이는데, 
1998년까지 헌법재판소가 불기소처분에 대해 인용한 건수는 63건으로 되어 있

다. 1988년부터 1998년까지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불기소처분의 건수와 연도별 

그에 대한 처리 내용은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다.

헌법소원심판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통제의 방법으로 적합한 것은 아

님에도, 불기소처분에 통제제도가 미비한 현실에서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

판의 방법으로 청구해오는 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원래 憲法訴願審判制度는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과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이 주된 내용을 이루는

데,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憲法裁判所法이 금지하고 있고, 불기소처분에 

대한 통제장치를 충분하지 않아 한국에서는 헌법소원심판제도의 주된 내용이 

不起訴處分에 대한 헌법소원심판과 法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으로 나타나고 있

다.

<표 1> 1988. 9. 1.-1998. 12. 31.사이 認容事件의 處理

認容

處理

未濟
計 起訴 無嫌疑 公訴權無 罪안됨 起訴猶豫 參考人

中止等

(100)
62

(93.5)
58

(100)

21
(36.2)

28
(48.3)

3
(5.2)

1
(1.7)

3
(5.2)

2
(3.4)

(6.5)
4

* 이 통계는 법무부에 확인하여 작성한 것임.
** 인용사건에 대해 검찰이 당해 연도에 처리하는 것이 아니므로 연도별 통계는 별 의미가 없음.

23) 이 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무부의 통계는 필자가 개인적으로 확인하여 집계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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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1988. 9. 1.-1998. 12. 31.사이 不起訴處分 事件의 接受 및 處理

區分

年度

接受

處理

未濟
合計

決定
取下

計 取消 棄却 却下 其他

1988 8 3 1 1 2 5
1989 128 100 97 2 16 79 3 33
1990 135 114 110 4 47 59 4 54
1991 141 107 105 3 39 63 2 88
1992 159 162 156 5 97 53 1 6 85
1993 158 152 144 7 84 53 8 91
1994 178 138 131 2 78 51 7 131
1995 283 265 257 6 137 114 8 149
1996 261 265 264 12 139 113 1 145
1997 251 259 259 14 160 85 137
1998 309 302 299 8 184 107 3 144
合計 2,011 1,867 1,823 63 981 778 1 44

* 이 통계는 1999. 10. 1. 시행한 헌법재판소 통계 내규에 따른 재분류에 근거한 것임

(2) 搜査記錄의 閱覽

1994년 3월 國家保安法違反罪로 拘束 起訴된 자의 변론준비를 위하여 피고인

의 변호인인 변호사가 검사에게 그가 보관중인 수사기록일체에 대한 열람․등

사신청을 하 으나 검사가 국가기 의 누설이나 증거인멸, 증인협박, 사생활침
해의 우려 등 정당한 사유를 밝히지 아니한 채 이를 전부 거부한 사건이 발생

하 는데,24) 이 사건에서 1997년 11월 헌법재판소는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등

사권은 헌법상 피고인에게 보장된 신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라고 하여25) 검찰의 수사기록 열

람․등사의 거부에 대하여 제동을 걸었다. 이 사건에서 헌법재판소장을 포함한 

2인의 재판관은 수사기록의 열람․등사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반대의견을 내었다.26)

법이론적으로는 논란은 있을 수 있으나, 이 결정은 종래 검찰이 수사와 공소

절차에서 우월적 지위를 유지하던 것이 점차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종래

에는 무엇이든 검찰의 수중에 들어가면 국민은 알 수 없는 상태에 있었으나 기

24) 憲法裁判所 1997. 11. 27.-94헌마60 [憲] 9-2, 675쪽 이하.
25) 憲法裁判所(註 24), 693쪽 이하.
26) 憲法裁判所(註 24), 704쪽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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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된 후 증거조사전이라도 피고인은 검찰과 대등한 지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검

사의 수중에 있는 기록을 열람하고 등사할 수 있게 되었다. 1991년 確定된 刑

事裁判記錄의 閱覽과 謄寫를 해당 사건의 피고인이었던 자와 국민의 알권리 보

호에 의해 인정된다고 한 헌법재판소의 결정27)이 있은 후 6년 뒤에 있은 결정

인데, 형사사법절차에서의 刑事司法情報의 公開라는 관점에서도 음미해볼 면이 

있고,28) 이런 공개는 民主化의 한 특징이기도 하다. 이런 점에서 보면 헌법재판
소의 이런 일련의 결정은 國家가 保有한 情報의 공개를 통하여 국가권력을 통

제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지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檢察保存事務規則(1993. 12. 10. 개정, 법무 제378호)에서는 不起訴事件, 

陳情․內査事件記錄 등 檢事의 處分으로 完結된 사건기록 중 本人이 제출한 증

거서류의 전부나 일부에 대해 閱覽․謄寫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 다. 이후 

이런 열람이나 등사의 거부행위에 대해서는 行政訴訟으로 다툴 수 있게 되어 

憲法訴願審判으로는 다툴 수 없게 되었다. 憲法裁判所도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

다(예컨대 憲法裁判所 1998. 2. 27.-94헌마77 [憲] 10-1, 163쪽 이하; 憲法裁判所 1998. 

2. 27.-97헌마101 [憲] 10-1, 199쪽 이하) 1998년 4월 다시 개정된 위 檢察保存事務

規則은, 1) 被疑者이었던 자, 2) 被告人이었던 자와 피고인이었던 法人의 대표자 

및 刑事訴訟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特別代理人의 辯護人․법정대리인․배우

자․直系親族․兄弟姉妹․戶主, 3) 告訴人․告發人․被害者, 4) 參考人 또는 證
人으로 진술한 자는 不起訴事件記錄, 陳情․內査事件記錄 등 검사의 처분으로 

완결된 사건기록 중 본인의 陳述이 記載된 서류에 대하여는 閱覽을, 본인이 提

出한 證據書類에 대하여는 閱覽․謄寫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5. 大統領에 대한 統制

(1) 權力的 事實行爲

전두환 정부 당시인 1985년 국제그룹의 해체사건이 발생하 다. 이 조치는 

재무부장관이 대통령에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 1985년 2월 7일 국제그룹을 

해체키로 기본방침을 정하고 同月 11日 그 인수업체를 정하는 한편, 이의 실행

27) 憲法裁判所 1991. 5. 13.-90헌마133 [憲] 3, 234쪽 이하.
28) 平川宗信, ｢刑事司法情報の保存と公開の法的わく組み｣, 刑法雜誌 第38卷 第3號

(1999. 4.), 44쪽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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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하여 제일은행장 등에 지시하여 同月 13日부터 국제그룹계열사에 대한 은

행자금관리에 착수하게 하고 그룹 창업자에게 처분위임장 등으로 계열사의 처

분권을 위임받게 하며 재무부장관이 만든 보도자료에 의거하여 同月 21日 제일

은행의 이름으로 해체를 언론에 발표하게 하는 등 일련의 행위로 이루어졌는데, 

헌법재판소는 이런 일련의 공권력의 행사는 창업자의 기업활동의 자유와 평등

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위헌임을 확인한다고 판시하 다.29)

이 사건은 김 삼 정부 출범한 후 과거 전두환 정부가 강제적으로 국제그룹

을 해체한 행위를 뒤집는 것으로 정치적으로 의미가 상당히 큰 것이었지만 권

력통제의 관점에서 보면 사실적 권력행위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의 위헌성 심

사가 가능하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헌법재판소는 

이와 관련하여 “재무부장관이 제일은행장에 대하여 한 국제그룹의 解體準備着

手指示와 言論發表指示는 상급관청의 하급관청에 대한 지시가 아님은 물론 동 

은행에 대한 任意的 協力을 기대하여 행하는 非權力的 勸告․助言 등의 단순한 

行政指導로서의 限界를 넘어선 것이고, 이와 같은 公權力의 介入은 주거래 은행

으로 하여금 公權力에 順應하여 제3자 引受式의 국제그룹 해체라는 결과를 事

實上 실현시키는 行爲라고 할 것으로, 이와 같은 유형의 행위는 형식적으로는 

私法人인 주거래은행의 행위 다는 점에서 行政行爲는 될 수 없더라도 그 실질

이 公權力의 힘으로 財閥企業의 解體라는 사태변동을 일으키는 경우인 점에서 

일종의 權力的 事實行爲로서 憲法訴願의 대상이 되는 公權力의 行使에 해당한

다”라고 판시하 다.30)

(2) 緊急措置權

경기도 포천군에 소재한 私有地에 대해 대한민국은 1977년 ‘國家保衛에 관한 

特別措置法’ 제5조 제4항과 그 법률조항에 의하여 발하여진 ‘國家保衛에 관한 

特別措置法 제5조 제4항에 의한 動員對象地域內의 土地의 收用․使用에 관한 

特別措置令’(1971. 12. 31. 大統領令 제5912호, 최후 개정 1991. 8. 5. 大統領令 

제13447호) 제29조에 의하여 이를 수용하고 1979년 12월 3일 대한민국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 다. 이에 소유자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

29) 憲法裁判所 1993. 7. 29.-89헌마31 [憲] 5-2, 87쪽 이하.
30) 憲法裁判所(註 29), 105쪽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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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구소송을 제기하 으나 패소하자 항소를 하고, 그 항소심에서 토지수용의 

근거법률인 특별조치법 제5조 제4항에 관하여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

으며, 이것이 당해 법원에 의하여 받아들여져서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 심판의 

대상으로 되었다. 위 특별조치법은 朴正熙 政府에서 제정되어 全斗煥 政府가 출

범한 1981년 12월 17일 이미 폐지된 것이지만 헌법재판소는 예외적으로 폐지된 

법률에 대한 위헌여부 심판을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심판하 다.31)

이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特別措置法은 憲法的인 國家緊急權을 大統領에게 

부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는 헌법을 부정하고 파괴하는 反立憲主義, 反法治主

義의 위헌법률이고, 國家緊急權 發動(非常事態宣布)의 조건을 규정한 위 特別措

置法 제2조의 “國家安全保障에 대한 중대한 위협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사회

의 안녕질서를 유지하여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신속한 事態對備措置를 취할 

필요가 있을 경우”라는 규정내용은 너무 추상적이고 광범위한 개념으로 되어 
있어 濫用․惡用의 소지가 매우 크므로 基本權 制限法律 특히 刑罰法規의 明確

性의 원칙에 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國會에 의한 事後統制裝置도 全無하다

는 점에서 非常事態宣布에 관한 위 特別措置法 제2조는 위헌․무효이고, 이 사

건 심판대상 法律條項을 포함하여 非常事態宣布가 합헌․유효인 것을 전제로 

하여서만 합헌․유효가 될 수 있는 위 特別措置法의 그 밖의 규정은 모두 위헌

이라고 판시하 다.32) 나아가 헌법재판소는, 特別措置法 제5조 제4항은 “大統領
은 動員對象地域내의 토지 및 시설의 使用과 收用에 대한 特別措置를 할 수 있

다. 이에 대한 補償은 徵發法에 준하되 그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

정하여 補償을 徵發法에 준하도록 하고 있을 뿐 土地收用․使用의 요건과 범위 

및 한계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조차도 규정하지 않은 채 포괄적으로 대통령

령에 위임하고 있어, 재산권 제한을 법률로써 하도록 규정한 憲法 제23조 제3

항 및 위임입법의 한계를 규정한 憲法 제75조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하고, 또 
徵發法에 의한 補償은 使用에 대한 補償이므로 特別措置法에 의한 土地收用의 

경우에 補償基準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徵發法의 규정대로 과세표준을 기

준으로 補償을 한다면 이는 正當한 補償이 될 수도 없어 特別措置法 제5조 제4

항은 위헌이라고 하 다.33)

31) 憲法裁判所 1994. 6. 30.-92헌가18 [憲] 6-1, 557쪽 이하.
32) 憲法裁判所(註 31), 569쪽 이하.
33) 憲法裁判所(註 31), 570쪽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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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은 비록 事後의 결정이지만 과거와 같은 대통령의 긴급조치권은 헌법

에 위반되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 다는 의미가 있다. 과거 박정희 독재의 

시기에 대부분이 대통령의 긴급조치권에 의해 권력의 남용이 저질러진 것을 고

려하면, 헌법재판소의 이 결정은 앞으로 다시 이런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권력남

용이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확실하게 밝힌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

진다. 헌법재판소가 이런 결정을 한 것에는 당시 김 삼 정부의 출범으로 민주

화가 한국 사회의 주된 이슈 던 점이 하나의 배경으로 작용하 다고 보인다.

(3) 金融實名制 實施를 위한 緊急命令

한국 사회에서 금융실명제는 정치적 경제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

었다. 정치적으로 보면 정치부패를 방지하는 강력한 수단이고 경제적으로는 모

든 경제 활동을 투명하게 건전한 자본주의 경제질서를 확립하는데 있다. 이 조

치는 김 삼정부 출범이후 계속 국민의 요구를 받아온 것인데, 김 삼 대통령은 

개혁의 일환으로 취임한 후 약 6개월 뒤인 1993년 8월 12일 대통령의 긴급명

령(憲法 제76조 제1항)인 ‘금융실명거래및비 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1993. 

8. 13. 대통령긴급재정경제명령 제16호)을 發하여 금융실명제를 실시하 다. 이 
긴급명령은 동일 20:00부터 시행되었고 同月 19일 국회의 승인을 받았다.

이런 조치에 대하여 국민중의 한 사람이 이런 긴급명령은 헌법 제76조 제1항

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갑자기 이런 명령을 발한 것은 금융실명제와 관련

하여 정부에 청원할 권리를 원천적으로 침해하고 자기 소유 주식 11株의 시가

가 하락함으로써 재산권도 침해한 것이라고 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 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에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배척하 지만, 헌법이론적로는 
매우 중요한 판단을 하 다.34)

이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종래의 統治行爲論에 대한 견해를 분명히 하 다. 

헌법재판소는 “통치행위란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한 국가행위로서 사법적 심

사의 대상으로 삼기에 적절하지 못한 행위라고 일반적으로 정의되고 있는바, 이 

사건 긴급명령이 통치행위로서 헌법재판소의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는지에 관하

여 살피건대,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한 행위로서 그 결단을 존중하여야 할 필
요성이 있는 행위라는 의미에서 이른바 통치행위의 개념을 인정할 수 있고, 대

34) 憲法裁判所 1996. 2. 29.-93헌마186 [憲] 8-1, 111쪽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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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은 중대한 재정 경제상의 위기에 처하여 국회의 집회

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

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발동되는 일종의 국가긴급권으로서 대통령이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고 가급적 그 결단이 존중되어야 할 것임은 법무부장관의 

의견과 같다. 그러나 이른바 통치행위를 포함하여 모든 국가작용은 국민의 기본

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한계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고, 헌
법재판소는 헌법의 수호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사명으로 하는 국가기관이므

로 비록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하여 행해지는 국가작용이라고 할지라도 그것

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헌법재판소의 심판대

상이 될 수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긴급재정경제명령은 법률의 효력을 갖는 것

이므로 마땅히 헌법에 기속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긴급명령이 통치

행위이므로 헌법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법무부장관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판시하 다.35)

이런 것은 종래 한국 정치에서 대통령의 越權行爲는 모두 統治行爲로 치부되

어 오던 것에 대한 강력한 제동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었다. 박정희 정부의 독재

와 그 이후의 권위주의통치에서 대통령의 憲法無視的인 행위가 통치행위라는 

이름으로 정당화시켜온 惡習에 대해 鐵槌를 내린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김

삼 정부의 민주화의 분위기에서 있은 헌법재판소의 이 결정은 대통령의 권력

에 대한 통제에 있어서 헌법재판소가 가지는 역할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금융실명제에 관한 대통령의 긴급재정명령은 그 후 金融實名去來및秘密保

障에관한法律(1997. 12. 31. 법률 제5493호)에 의해 폐지되고, 금융실명거래에 관

한 내용이 후퇴한 이 법률이 시행되고 있다.

(4) 國務總理署理의 任命

대한민국의 대통령제는 미합중국의 대통령제와 달리 대통령이 존재하면서도 

부통령이 존재하지 않는 기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내각에는 행정각부 장관

이외에 국무총리가 존재하는데,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1순위의 

자이며, 대통령의 命을 받아 행정각부를 統轄한다. 그런데 국무총리는 국회의 
同意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회에서 동의를 얻지 못하면 대통령은 다른 

35) 憲法裁判所(註 34), 1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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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지명하여 다시 국회의 동의를 얻어 국무총리를 임명한다.

과거 독재와 권위주의통치에서는 대통령은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국회의 

동의를 얻기도 전에 ‘國務總理署理’라는 虛無職에 임명하여(법적으로 보면 이 단계

에 있는 자는 국무총리 후보자로 대통령에 의해 지명된 상태에 있다) 그로 하여금 국

무총리의 업무를 보게 하고, 事後 그가 장악하고 있는 국회로 하여금 認准하는 

방식을 취하 다. 권력분립에 따라 분립된 국가권력이 사실상 막강한 지위에 있
는 대통령에 집중되고, 국회는 대통령의 추종세력들에 의해 장악되어 있었기 때

문에 국무총리의 임명에서 不同意하여 대통령의 의지를 霧散시킨 경우는 없다. 

과거 이승만 정부에서는 5건, 박정희 정부에서는 1건, 전두환 정부에서는 8건, 

노태우 정부에서는 4건이 있었다.36) 그러나 ‘國務總理署理’의 임명행위는 대통령

의 無所不爲의 지위에서 자행된 위헌적 행위여서 그 동안 이에 대한 비판은 끊

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민주화를 기치로 내건 金泳三 정부에서는 헌법의 규정
대로 事前에 국회의 동의를 얻어 국무총리를 임명하 고, 종래 자행되어온 ‘國

務總理署理’의 弊端을 一掃하 다. 그런데 1998년 2월 김대중 정부가 출범하면

서 김종필 자유민주연합 총재를 국무총리에 임명했을 때 국회의 다수인 야당의 

반대에 직면하게 되었는데, 이때 김대중 대통령은 김종필을 과거와 같이 ‘국무

총리서리’에 임명하 다. 이것은 대통령선거에서 김대중 후보가 단독으로 당선

되기 어렵다고 보이자 김종필로 하여금 후보로 나오지 않고 지지해주면 당선 

후 ‘共同政府’를 구성하겠고, 공동정부에서는 ‘金大中 大統領-金鍾泌 國務總理’로 

하여 서로 半半의 持分을 가지고 정부를 운 한다는 이른바 ‘DJP합의’에 따른 

구상이었다. 이러한 것은 국회의 동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사자간에 합의가 

될 수 없는 것인데, 당사자들은 이런 합의를 하여 그에 따라 국정을 강행한 것

이다.

이 문제가 權限爭議審判事件으로 헌법재판소에 청구되었는데,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9인중 5인의 不適法却下의 意見, 3인의 違憲意見, 1인의 合憲意見으로 

갈리어 결국 각하의 결정을 하 다.37) 각하의 의견은 종래의 헌법이론에서 볼 

수 없는 것을 이유로 들었는데,38) 결국 헌법재판소는 신임 대통령의 위헌적인 

36) 자세한 것은 鄭宗燮, 憲法判例硏究 1(서울: 철학과현실사, 1998/1999), 267쪽 이
하를 보기 바람.

37) 憲法裁判所 1998. 7. 14.-98헌라1 [憲] 10-2, 1쪽 이하.
38) 자세한 것은 憲法裁判所(註 37), 15쪽 이하; 鄭宗燮(註 36), 288쪽 이하를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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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에 대해 판단을 회피하는 결과를 초래하 다. 이런 행위는 그 동안 반복되

어 왔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이때 위헌선언을 했어야 했다. 그 후유증은 그 다

음에 발생하 다. 2000년 5월 19일 朴泰俊 국무총리가 부동산의 名義信託등의 

문제로 국무총리직에서 辭任을 하는 사태가 발생하 다. 즉 국무총리의 闕位가 

발생하 다. 이에 정부에서는 政府組織法 제22조와 제26조에 따라 財政經濟部 

長官으로 하여금 국무총리의 직무를 대행하게 하 다. 이런 職務代行은 정부조
직법상의 대행 요건이 갖추어지면 정부조직법의 해당 규정에 의해 바로 대행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인데, 이에 따라 당시 재정경제부장관이 국무총리의 직무를 

대행하 다. 그런데 이런 국무총리 직무대행의 상태로 국정이 수행되던 중 5월 

22일 김대중 대통령은 2000년 4월 13일의 총선을 앞두고 결별했던 자유민주연

합의 김종필 세력과 다시 共助狀態를 만든다는 정치적 계산으로 자유민주연합

의 李漢東 總裁를 국무총리로 지명하여 23일 국회에 임명동의를 요청하 다. 한
편 23일에는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이한동에게 ‘국무총리서리’ 임명장을 수여하

면서 그를 ‘國務總理署理’에 임명하는 행위를 하 다. 23일 당일 이한동은 國務

總理署理 就任式을 행하고 국무총리의 업무를 시작하 다. 이런 상태는 아직 이

헌재 장관에 의한 국무총리 직무대행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는 상태여서 합법적

인 국무총리 직무대행 상태와 虛無職인 국무총리서리의 위법한 국무총리 직무 

수행의 상태가 공존하는 사태가 발생하 다. 1998년 7월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의 ‘국무총리서리’ 임명행위에 대해 위헌 결정을 하 더라면 이런 사태를 방지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런 점을 보면, 김대중 정부가 아직도 권위주의통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한국의 대통령제는 여전히 ‘帝王的 大統領

制’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39) 이런 부분에서는 헌법재판소는 권

력통제의 역할을 방기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執權勢力에 직접 향을 줄 수 있는 사건에서 헌법재판소가 얼마나 충실하게 

권력통제의 기능을 수행하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계속 관찰하는 것이 필요하

다. 헌법재판소의 구성 방법을 보면 재판관 9인중 대통령이 3인을 직접 선정하

여 임명하고, 국회에서 3인을 선출하고 대법원장이 3인을 지명하는데, 한국적 

바람.
39)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예컨대 閔京植, ｢우리나라 大統領制의 現實과 展望｣, 

憲法學硏究 第4輯 第2號(1998), 188쪽 이하; 鄭宗燮, ｢韓國 憲法上 大統領制의 課題｣, 
憲法學硏究 第5輯 第1號(1999. 5.), 9쪽 이하를 보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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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서 과연 대법원장이 대통령이나 집권세력에게 부담이 되는 인물을 자유

롭게 선정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고, 국회의 여당은 대통령이 점지하는 인물을 

선출할 것이기 때문에 재판관의 임기가 현직 대통령의 재임 중에 종료하는 경

우에는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수중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헌법재

판소 재판관은 連任이 가능하기 때문에 재판관중에 연임하려고 하는 사람의 경

우에는 집권세력의 눈치를 볼 가능성이 높다. 헌법재판소가 가지는 정치적 중립
성과 권력통제의 기능에 비추어 보면 현재 憲法裁判所의 構成方法은 문제가 있

다고 본다.

6. 行政府에 대한 統制

(1) 委任立法

憲法-法律-命令-規則의 位階로 구성된 實定法 構造를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는 

위임입법에 대한 통제는 중요하다. 법률에서 행정입법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

을 방지하는 동시에 行政立法에 의한 議會立法의 침해를 방지하고, 법률에서 위

임한 범위를 벗어나 행정 편의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

는 것은 權力統制의 또 다른 중요한 기능이다. 이것은 국회의 입법권력에 대한 

통제인 동시 행정권력에 대한 통제를 의미한다. 독재나 권위주의통치에서는 입
법부를 無力化시키고 동시에 행정입법을 통하여 자의적인 권력을 행사하는 일

이 非一非再하다. 이런 행정입법의 남용에 있어서는 행정입법의 위헌성 심사의 

시스템만 무력화시켜 놓으면 집권자는 一般 行政處分, 統治行爲, 行政立法 등을 

도구로 삼아 자기 의도대로 통치를 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도 이와 크게 다르

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이런 법률의 위임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분명한 기

준을 제시하면서 그에 대한 통제를 해왔다.40) 행정입법이 직접 기본권을 침해하

40) 1988년부터 1998년까지 이에 해당하는 판례로는 다음의 것이 있다. 憲法裁判所 
1991. 2. 11.-90헌가27 [憲] 3, 11쪽 이하; 憲法裁判所 1991. 7. 8.-91헌가4 [憲] 3, 336
쪽 이하; 憲法裁判所 1992. 11. 12.-89헌마88 [憲] 4, 739쪽 이하; 憲法裁判所 1993. 5. 
13.-92헌마80 [憲] 5-1, 365쪽 이하; 憲法裁判所 1994. 6. 30.-93헌가15․16․17(병합) 
[憲] 6-1, 576쪽 이하; 憲法裁判所 1994. 7. 29.-93헌가12 [憲] 6-2, 53쪽 이하; 憲法裁判
所 1995. 4. 20.-92헌마264․279(병합) [憲] 7-1, 564쪽 이하; 憲法裁判所 1995. 5. 
25.-91헌바20 [憲] 7-1, 615쪽 이하; 憲法裁判所 1995. 7. 21.-94헌마125 [憲] 7-2, 155쪽 
이하; 憲法裁判所 1995. 9. 28.-93헌바50 [憲] 7-2, 297쪽 이하; 憲法裁判所 1995. 10. 
26.-93헌바62 [憲] 7-2, 419쪽 이하; 憲法裁判所 1995. 10. 26.-94헌마242 [憲] 7-2, 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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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심판으로 다툴 수 있다고 하 다.41) 民主化가 진행되면서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시스템도 점차 자리를 잡아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42)

쪽 이하; 憲法裁判所 1995. 10. 26.-94헌바7․8(병합) [憲] 7-2, 434쪽 이하; 憲法裁判所 
1995. 11. 30.-94헌바40,95헌바13(병합) [憲] 7-2, 616쪽 이하; 憲法裁判所 1995. 11. 
30.-91헌바1․2․3․4,92헌바17․37,94헌바34․44․45․48,95헌바12․17(병합) [憲] 7-2, 
562쪽 이하; 憲法裁判所 1995. 11. 30.-93헌바32 [憲] 7-2, 598쪽 이하; 憲法裁判所 
1996. 2. 29.-94헌마13 [憲] 8-1, 126쪽 이하; 憲法裁判所 1996. 2. 29.-94헌마213 [憲] 
8-1, 147쪽 이하; 憲法裁判所 1996. 3. 28.-94헌바42 [憲] 8-1, 199쪽 이하; 憲法裁判所 
1996. 6. 26.-93헌바2 [憲] 8-1, 525쪽 이하; 憲法裁判所 1996. 8. 29.-95헌바36 [憲] 8-2, 
90쪽 이하; 憲法裁判所 1996. 8. 26.-94헌마113 [憲] 8-2, 141쪽 이하; 憲法裁判所 1996. 
10. 31.-93헌바14 [憲] 8-2, 422쪽 이하; 憲法裁判所 1997. 2. 20.-95헌바27 [憲] 9-1, 
156쪽 이하; 憲法裁判所 1997. 4. 24.-95헌바48 [憲] 9-1, 435쪽 이하; 憲法裁判所 1997. 
4. 24.-95헌마273 [憲] 9-1, 487쪽 이하; 憲法裁判所 1997. 5. 29.-94헌바22 [憲] 9-1, 
529쪽 이하; 憲法裁判所 1997. 9. 25.-96헌가16 [憲] 9-2, 312쪽 이하; 憲法裁判所 1997. 
10. 30.-95헌바7 [憲] 9-2, 437쪽 이하; 憲法裁判所 1997. 10. 30.-96헌바92,97헌바25․
32(병합) [憲] 9-2, 478쪽 이하; 憲法裁判所 1997. 11. 27.-96헌바12 [憲] 9-2, 607쪽 이
하; 憲法裁判所 1997. 12. 24.-95헌마390 [憲] 9-2, 817쪽 이하; 憲法裁判所 1998. 2. 
27.-95헌바59 [憲] 10-1, 103쪽 이하; 憲法裁判所 1998. 3. 26.-96헌바57 [憲] 10-1, 255
쪽 이하; 憲法裁判所 1998. 4. 30.-95헌바55 [憲] 10-1, 356쪽 이하; 憲法裁判所 1998. 
4. 30.-96헌바78 [憲] 10-1, 394쪽 이하; 憲法裁判所 1998. 5. 28.-96헌가1 [憲] 10-1, 
509쪽 이하; 憲法裁判所 1998. 5. 28.-95헌바18 [憲] 10-1, 583쪽 이하 ; 憲法裁判所 
1998. 5. 28.-97헌가13 [憲] 10-1, 570쪽 이하; 憲法裁判所 1998. 6. 25.-95헌바35,97헌바
81,98헌바5․10 [憲] 10-1, 771쪽 이하; 憲法裁判所 1998. 7. 16.-96헌바33․66․68,97헌
바2․34․80,98헌바39(병합) [憲] 10-2, 116쪽 이하; 憲法裁判所 1998. 7. 16.-96헌바
52,97헌바40,97헌바52․53․86․87,98헌바23(병합) [憲] 10-2, 172쪽 이하; 憲法裁判所 
1998. 11. 26.-97헌바31 [憲] 10-2, 650쪽 이하.

41) 예컨대 憲法裁判所 1990. 9. 3.-90헌마13 [憲] 2, 298쪽 이하; 憲法裁判所 1990. 
10. 15.-89헌마178 [憲] 2, 365쪽 이하; 憲法裁判所 1992. 6. 26.-91헌마25 [憲] 4, 444
쪽 이하; 憲法裁判所 1997. 6. 26.-94헌마52 [憲] 9-1, 659쪽 이하.

42)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를 제도화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실현이라는 점에서 중요
하다. 行政立法 대한 통제는 合憲性의 확보뿐만 아니라 헌법 제40조가 정하는 國會立
法原則을 보다 실질화할 수 있고, 행정입법에서 있어서 ‘部處利己主義’ 또는 ‘行政便宜
主義’를 방지하여 행정부로 하여금 법률의 내용에 충실한 집행을 할 수 있게 한다. 이
런 행정입법의 통제에 관한 방안의 하나로 國會法에 행정입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내에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국회상임위원회가 이를 검토하여 
母法에 위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합한 시정을 ‘요청’(=요구)하게 하는 장치를 마련하
자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국회제도개혁위원회, ｢국회제도 및 운 에 관한 개혁안의 건

의｣(1998. 11.), 124쪽 이하 참조. 2000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 國會法(개정 2000. 2. 
16. 법률 제6266호)은, 대통령령 등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효율적인 통제를 위하여 
상임위원회가 대통령령 등을 검토하여 당해 대통령령 등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通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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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법률에서 행정입법에 명령하고 있는 내용이 있음

에도 법률이 지시한 내용을 시행하기 위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하지 않는 

일이다. 이런 行政立法의 不作爲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일정한 판단을 하 다. 

1998년 헌법재판소는 齒科專門醫 資格試驗制度를 醫療法에서 정하고 있음에도 

이 시험의 시행을 위한 施行規則의 개정이 20년 이상 동안 없었던 行政立法不

作爲에 대하여 違憲이라고 판시하 다.43) 이 사건에서 憲法裁判所는 “특히 행정
명령의 제정 또는 개정의 遲滯가 위법으로 되어 그에 대한 법적 통제가 가능하

기 위하여는 첫째, 행정청에게 시행명령을 制定(改正)할 법적 의무가 있어야 하

고, 둘째,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셋째, 명령제정(개정)권이 행사되

지 않아야 한다. 이 사건에 있어서 保健福祉部長官의 作爲義務는 醫療法 및 위 

규정에 의한 위임에 의하여 부여된 것이고 헌법의 明文規定에 의하여 부여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삼권분립의 원칙, 법치행정의 원칙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는 우리 헌법 하에서 행정권의 행정입법 등 법집행의무는 헌법적 의무라고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행정입법이나 처분의 개입 없이도 법률이 집행될 수 있

거나 법률의 시행여부나 시행시기까지 행정권에 위임된 경우는 別論으로 하고, 

이 사건과 같이 치과전문의제도의 실시를 법률 및 대통령령이 규정하고 있고 

그 실시를 위하여 시행규칙의 개정 등이 행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정권이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행정입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권에 의하여 입

법권이 침해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건복지부장관에게는 헌법에서 

유래하는 행정입법의 작위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 다.44)

한국의 민주화는 헹정입법에 있어서도 이런 불합리한 시스템을 타파하고 정

상적인 法治主義의 구조를 마련하는 일이다.45) 이런 점에서 헌법재판소가 개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었다(國會法 제98조의 2). 과거에는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
장치가 아예 없었는데, 1991년 1월 13일에 개정한 國會法 제98조의 2에는 “中央行政機
關의 長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및 훈령․예규․고시 등 행정규칙이 제정 또는 개정된 때에는 

7일 이내에 이를 국회에 송부하여야 한다”고 하는 것만 정하고 있었다. 민주화가 진행
됨에 따라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장치가 발전되어 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43) 憲法裁判所 1998. 7. 16.-96헌마246 [憲] 10-2, 283쪽 이하.
44) 憲法裁判所(註 43), 305쪽 이하.
45) 立法權의 委任과 行政立法의 統制 方案에 대한 논의는 朴英道, 委任立法에 관

한 硏究(서울: 한국법제연구원, 1999), 429쪽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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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에서 委任立法의 限界를 정하고,46) 행정입법의 위헌성에 대해 심판을 한 것

은 한국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발전에 크게 공헌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2) 矯導所

교도행정은 그 중심 역이 監獄의 문제에 있다. 독재와 권위주의통치는 감옥

을 강력한 통치수단으로 하나로 이용한다. 집권세력에 대항하는 세력에 대해 강

력하게 억압하는 장치가 감옥이기도 하다. 이러한 감옥의 문제는 교도행정으로 

나타나는데, 교도행정의 문제는 기본권의 문제인 동시에 권력의 폭력적 행사에 

대한 통제의 문제이기도 하다.

헌법재판소는 未決收容者의 기본권과 관련하여, 1992년에 辯護人 接見에 교
도관 등이 참여하는 것을 위에서 본 것과 같이 위헌이라고 하 고,47) 1995년에

는 書信의 檢閱에 대하여 “미결수용자에 대한 서신검열이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통신의 비 을 보호하려는 헌법정신에 따라 그 검열은 합리적인 방법으로 운용

되어야 하고 검열에 의한 서신 수발의 불허는 엄격한 기준에 의하여야 하며 또 

서신내용의 비 은 엄수되어야 할 것”이라고 하여 그 제한의 한계를 명확히 하

고, 미결수용자의 서신 중 변호인과의 서신은 다른 서신에 비하여 특별한 보

46) 위임입법의 한계에 대해 憲法裁判所는 최근에 “헌법은 법치주의를 그 기본원리
의 하나로 하고 있으며, 법치주의는 행정작용에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법률의 근거가 
요청된다는 법률유보를 그 핵심적 내용의 하나로 하고 있다. 그런데 오늘날 法律留保原
則은 단순히 행정작용이 법률에 근거를 두기만 하면 충분한 것이 아니라, 국가공동체와 
그 구성원에게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역, 특히 국민의 기본권실현에 관련
된 역에 있어서는 행정에 맡길 것이 아니라 국민의 代表者인 立法者 스스로 그 本質

的 事項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요구까지 내포하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한다(이른
바 議會留保原則). 그리고 행정작용이 미치는 범위가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으며, 그 
내용도 복잡․다양하게 전개되는 것이 현대 행정의 양상임을 고려할 때, 형식상 법률상
의 근거를 갖출 것을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국가작용과 국민생활의 기본적이고도 중요

한 요소마저 행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인바, 이러한 결과는 國家
意思의 根本的 決定權한이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있다고 하는 議會民主主義의 原

理에 배치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입법자가 형식적 법률로 스스로 규율하여야 하는 그
러한 사항이 어떤 것인가는 일률적으로 劃定할 수 없고, 具體的 事例에서 관련된 이익 
내지 가치의 중요성, 규제 내지 침해의 정도와 방법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할 
수 있을 뿐이나, 적어도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자유나 권리를 제한할 때에는 그 제한의 
本質的인 사항에 관한 한 입법자가 법률로써 스스로 규율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
하여 일반원리를 제시하 다. 憲法裁判所 1999. 5. 27.-98헌바70 [憲] 11-1, 643쪽 이하.

47) 憲法裁判所 1992. 1. 28.-91헌마111 [憲] 4, 51쪽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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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 다.48) 1997년에는 無罪 등 判決 宣告 후 意

思에 反하여 矯導所로 연행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무죄 등 판결 선고 후 석방

대상 피고인이 교도소에서 지급한 각종 지급품의 회수, 수용시의 휴대금품 또는 

수용 중 領置된 금품의 반환 내지 환급문제 때문에 임의로 矯導官과 교도소에 

同行하는 것은 無妨하나 피고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의사에 반하여 교도소로 

連行하는 것은 憲法 제12조의 규정에 비추어 도저히 허용될 수 없는 것”으로 
위헌이라고 하 다.49)

1998년 憲法裁判所는, 미결수용자가 自費로 구독하는 日刊新聞의 기사의 일

부를 拘置所長이 삭제하는 행위에 대해 “구금되고 있는 상태 및 구금시설의 상

황상 그러한 신문구독은 無限定 인정될 수는 없고 구독할 신문 종류의 제한 등

과 같은 합리적인 범위내의 제한은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의 수용자(미결수용자 및 受刑者)는 다른 나라의 경우와는 달리 국가의 예산․
재정상의 문제와 수용시설 관리인력의 부족으로 전국 수용시설에 평균정원을 

훨씬 넘어선 인원이 수용되고 있고, 근무 교도관의 수도 극히 부족한 실정이다. 

… 삭제된 일정 기사들은 敎化상 또는 拘禁目的에 특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사, 조직범죄 등 수용자 관련 범죄기사 던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삭제행

위는 구치소 내 질서유지와 보안을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신문기사 중 

脫走에 관한 사항이나 集團斷食, 煽動 등 구치소 내 단체생활의 질서를 교란하
는 내용이 청구인과 같은 미결수용자에게 전달될 때 同調斷食이나 선동 등 수

용의 내부질서와 규율을 해하는 상황이 전개될 수 있고, 이는 수용자가 과 하

게 수용되어 있는 현 구치소의 실정과 과소한 교도인력을 볼 때 구치소내의 질

서유지와 보안을 극히 어렵게 할 우려가 있는 것이다(과거에 빈번하게 타 구치소 

수용자들이 동조농성 및 단식 등을 행함으로서 所內 내부질서를 해하고 부족한 수용시

설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던 사례들을 보더라도 그러하다). 한편 
이 사건 신문기사의 삭제 내용도 위에서 말한 범위 내에 그치고 있을 뿐 신문

기사 중 주요기사 대부분이 삭제된 바 없음이 인정되므로 이는 수용질서를 위

한 청구인의 알 권리에 대한 최소한의 제한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로서 침해되

는 청구인에 대한 수용질서와 관련되는 위 기사들에 대한 정보획득의 방해와 

48) 憲法裁判所 1995. 7. 21.-92헌마144 [憲] 7-2, 94쪽 이하(특히 105쪽).
49) 憲法裁判所 1997. 12. 24.-95헌마247 [憲] 9-2, 806쪽 이하(특히 8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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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한 기사 삭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구치소의 질서유지와 보안에 대한 공익

을 비교할 때 결코 청구인의 알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

다”라고 하여 해당 사건에서는 합헌의 결정을 하 으나, 미결수용자가 自費로 

신문을 구독하는 것은 알 권리의 행사이므로 국가는 원칙적으로 이를 제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최대한 보장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판시하 다.50)

이 에서 논의의 대상으로 삼는 시간적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1999년 
憲法裁判所는, 拘置所長이 미결수용자에 대해 在所者用 衣類를 着用하게 하는 

조치에 대하여 구치소 등 施設內에서 착용하게 하는 경우는 합헌이지만, 搜査나 

裁判을 받기 의해 시설 밖으로 나가는 경우에 동 의류를 착용하게 하는 것은 

人格權, 幸福追求權, 公正한 裁判을 받을 權利를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라고 

결정하 다.51)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일련의 위헌심판을 통하여 미결수용자의 기본권을 보장

하는데 기여하 을 뿐 아니라 교도행정의 권력적 행위에 대하여 통제를 가하

다. 독재와 권위주의통치에서 신체의 구금이 강력한 통치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이에 따라 교도소, 구치소 등 수감시설에서 수감자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이 

일상화되었고 그 결과 이 부분은 “人權의 死角地帶”로 되었는데, 헌법재판소의 

이런 결정은 강압적인 국가권력의 행사에 대한 강력한 통제로서 기능을 하 다. 

이러한 것은 한국 사회에서의 민주화의 진척과 흐름을 같이 한 인상도 주지만, 
헌법재판소가 적극적으로 교도행정의 권력에 대한 통제를 제대로 함으로써 획

득한 요소도 있다. 한국의 민주화 과정에서 교도행정과 수감자의 기본권의 보장

에서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고, 특히 1988년 이후의 “矯正의 自由化”는 

그 이전과 비교하여 큰 발전을 가져왔다고 평가되고 있다.52) 이런 수감자의 기

본권 보장의 진전과 교도행정의 민주화와 자유화에 있어서 헌법재판소의 적극

적인 결정은 적지 않은 기여를 하 다고 평가할 수 있다.53)

50) 憲法裁判所 1998. 10. 29.-98헌마4 [憲] 10-2, 637쪽 이하(특히 647쪽 이하).
51) 憲法裁判所 1999. 5. 27.-97헌마137, 98헌마5(병합) [憲] 11-1, 653쪽 이하(특히 

664쪽 이하) 참조.
52) 예컨대 韓寅燮, ｢韓國 矯正의 딜레마와 당면과제｣, 서울대학교 法學 통권 110

호(1999. 5.), 313쪽 이하 참조.
53) 예컨대 韓寅燮도 헌법재판소의 寄與에 대하여 적극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韓

寅燮(註 52), 317쪽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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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法院에 대한 統制

憲法裁判所가 가지는 권력통제의 기능은 일반 법원의 재판권력에 대해서도 

행해진다. 憲法裁判所法은 제68조 제1항에서 憲法訴願審判制度를 두면서도 법원

의 재판은 제외하 기 때문에 재판에 대해서는 직접 통제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그러나 법원이 재판을 불합리하게 遲延하는 행위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된

다. 법원의 사법권력에 대한 통제는 재판행위에 하는 것이 아니라 司法行政이나 

司法立法에 대해서도 행해진다.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권력에 대해 통제를 했을 
때 초기에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사이에 강한 대립과 갈등이 존재하 으나 그 

이후 다소 누그러졌다. 그러나 권력통제에 따르는 긴장과 갈등은 여전히 존재한

다. 이것은 권력통제에서 당연히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다.

(1) 大法院規則

헌법재판소는 출범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大法院規則에 대해 위헌 결정을 

하 다. 1990년 10월 헌법재판소는 대법원규칙인 “法務士法施行規則 제3조 제1

항은 法院行政處長이 法務士를 보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法務士試驗을 

실시하지 아니해도 된다는 것으로서 上位法인 法務士法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모든 국민에게 부여된 法務士 資格取得의 機會를 下位法인 施行規則으로 박탈

한 것이어서 平等權과 職業選擇의 自由를 侵害한 것이다”라고 판시하 다.54) 이 

당시 이 결정이 대법원은 대법원규칙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반발하 으나 학계는 헌법재판소의 견해가 타당하다고 하 다.

(2) 謝罪廣告命令

民法은 不法行爲에 대한 권리구제방법으로는 金錢賠償을 원칙으로 하나(民法 

제750조, 제763조, 제394조), 예외적으로 민법 제764조는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금

전배상에 갈음하여 또는 이와 함께 침해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原狀回復的 

救濟를 인정하여,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名譽回復에 적당한 처분을 

命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었는데, 종래 법원은 제764조에서 말하는 처분의 대
표적 것이 패소자에 대한 사죄광고게재명령으로 해석하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

한 당사자에게 謝罪廣告揭載를 命하 다. 그런데 憲法裁判所는 1991년 이러한 

54) 憲法裁判所 1990. 10. 15.-89헌마178 [憲] 2, 365쪽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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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명령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 다. 이 결정에 대해서는 이론상 

논란이 있으나 권력통제의 관점에서 보면 법원의 재판행위에 대한 통제이기도 

하다.55)

(3) 確定된 刑事裁判記錄의 閱覽 

1991년 憲法裁判所는 확정된 형사재판기록에 대한 열람과 등사를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 위헌이라는 결정을 하 다.56) 한국에서는 확정된 형사재판기록을 

檢察廳에서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거부행위에 대해 위헌 결정을 한 것

은 檢察의 行政權力에 대한 통제라는 의미를 가지지만, 그 본질에서 보면 법원

이 행한 형사재판을 확정된 후에 공개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것은 법원의 재판

권 행사에 대한 통제이고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종래 법

원이 행한 재판에 대해서는 上訴節次나 再審節次이외에는 기본적으로 是非할 

수 없다는 인식이 팽배했으나, 이제 법원도 재판을 잘 했는지 아니면 잘못했는

지 일반적으로 평가받아야 하는 상태에 이르 다.

헌법재판소의 이 결정이후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檢察保存事務規則 제

20조 제1항에서는 피고인, 刑事訴訟規則 제26조 제1항의 소송관계인, 청구사유
를 疏明한 고소인․고발인․피해자는 재판확정기록의 전부나 일부에 대하여 열

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 다.57) 이 규칙의 개정으로 인하여 이후 이

런 열람이나 등사의 거부행위에 대해서는 行政訴訟으로 다툴 수 있게 되었다. 

1998년 4월 4일에 다시 개정된 檢察保存事務規則은 제20조에서 1) 피고인이었

던 자, 2) 피고인이었던 법인의 대표자 및 형사소송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특

별대리인, 3) 1)과 2)의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호주
는 재판확정기록의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 다. 또 고소인, 고발

인 또는 피해자는 청구하는 사유를 소명하여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서류에 대

하여는 열람을, 본인이 제출한 서류와 實況調査書․診斷書․鑑定書 등 非陳述書

類에 대하여는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55) 憲法裁判所 1991. 4. 1.-89헌마160 [憲] 3, 149쪽 이하.
56) 憲法裁判所 1991. 5. 13.-90헌마133 [憲] 3, 234쪽 이하.
57) 1996년 3월 당시의 검찰보존사무규칙이 지닌 문제점에 대하여 지적한 나의  

｢確定된 刑事裁判記錄을 閱覽․謄寫할 權利와 그 限界｣는 鄭宗燮, 憲法判例硏究 1(註 
36), 145쪽에 실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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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한 자는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서류에 대하여는 열람을, 본인이 제출한 서

류에 대하여는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 다. 국민의 기본권과 그 

제한에 대한 사항을 法務部令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위에서 본 행정입법에 대

한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비추어보더라도 위헌일 소지가 많다. 법률로 정하여야 

할 것이다. 광범한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은 지금도 여전하다. 司法 情報의 公開

라는 점에서 볼 때 확정된 형사재판기록만이 아니라 모든 종류의 확정된 재판

기록의 열람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본다.

(4) 裁判에 대한 憲法訴願審判

제2기 헌법재판소라고 할 수 있는 金容俊 憲法裁判所 時期에 남긴 판례 중 
‘빛나는 판례’로서 눈에 띄는 것 중의 하나가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에 대한 판단이다.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문제는 헌법재판소가 출

범한 후 줄곧 문제가 되어왔던 것이다. 종래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심판의 대

상에서 제외한 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1항의 해당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 는데, 1997년 12월 憲法裁判所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

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은 현행 법 아래

에서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하고,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大法院의 

判決을 取消하 다.58) 이 결정에서 憲法裁判所는 “법원은 기본권을 보호하고 관

철하는 일차적인 주체이다. 모든 국가권력이 헌법의 구속을 받듯이 사법부도 헌

법의 일부인 기본권의 구속을 받고, 따라서 법원은 그의 재판작용에서 기본권을 

존중하고 준수해야 한다. 법원이 기본권의 구속을 받기 때문에 법원이 행정청이

나 하급심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를 제거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라고 판

58) 憲法裁判所 1997. 12. 24.-96헌마172․173(병합) [憲] 9-2, 842쪽 이하. 이 사건
에서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11조 제1항 제5호가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
판’이라고 규정한 뜻은 결국 헌법이 입법자에게 공권력작용으로 인하여 헌법상의 권리
를 침해받은 자가 그 권리를 구제 받기 위한 주관적 권리구제절차를 우리의 사법체계, 
헌법재판의 역사, 법률문화와 정치적․사회적 현황 등을 고려하여 헌법의 이념과 현실
에 맞게 구체적인 입법을 통하여 구현하게끔 위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헌법
소원은 언제나 ‘법원의 재판에 대한 소원’을 그 심판의 대상에 포함하여야만 비로소 헌
법소원제도의 본질에 부합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主文에서 “헌법재판소
법 제68조 제1항 본문의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
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도 내에서, 헌법재
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표시하 다. 同 判例集, 848쪽 이하, 85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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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 다.59)

이 결정은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금지할 때 발생하는 모순을 

일부 해결하 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고, 法院의 裁判權力에 대한 통제에 있어서 

一步 前進한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다.

(5) 法院에 대한 限定合憲․限定違憲決定의 羈束力

법률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일반 법원이 가지는 범위가 어떠하며, 헌법재판

소의 판단은 일반 법원을 어느 범위에서 羈束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이

를 두고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事態가 발생하 다. 먼저 대

법원이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의 효력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취하고 있는 

입장을 공격하 다. 대법원은 1996년 4월 구체적 사건에 있어서 당해 법률 또

는 법률조항의 의미․내용과 적용범위가 어떠한 것인지를 정하는 권한 곧 법령

의 해석․적용 권한은 바로 사법권의 본질적 내용을 이루는 것으로서, 전적으로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법원에 전속한다고 하고, 한정위헌 결정에 표현되

어 있는 헌법재판소의 법률해석에 관한 견해는 법률의 의미․내용과 그 적용범

위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견해를 一應 표명한데 불과하여 이와 같이 법원에 전

속되어 있는 법령의 해석․적용 권한에 대하여 어떠한 향을 미치거나 羈束力

도 가질 수 없다고 판시하 다.60) 이에 헌법재판소는 1997년 12월 헌법재판소

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에는 단순위헌결정, 한정합헌, 한정위헌결정, 헌법불합

치결정도 포함되고, 이들은 모두 당연히 기속력을 가진다고 판시하 다. 그리고 

이런 기속력을 부정하고 재판을 한 대법원의 판결을 취소하 다.61)

법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모든 국가기관에 대해 羈束力을 가진

다. 憲法裁判所法 제47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내용이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變形決定을 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이 논란이 되는데, 헌법재판소는 변형결

정도 이런 기속력을 가진다고 하 다. 이런 효력의 문제는 본질적으로 헌법소송

이론의 문제이지만 권력통제의 면에서 보면 헌법재판소가 가지는 법원의 재판

권력에 대한 통제로서 가지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다. 아무튼 한국에는 이 문제

59) 憲法裁判所(註 58), 856쪽.
60) 大法院 1996. 4. 9.-95누11405 <法公> 1996上, 1442쪽.
61) 憲法裁判所(註 58), 86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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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놓고 憲法裁判所와 大法院이 砲煙彈雨의 한판 戰爭(?)을 치른 후의 화약 냄

새와 연기가 남아있다.

8. 地方自治團體에 대한 統制

지방자치가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하나의 방법이지만, 여기서도 권력작용은 있

게 마련이고 따라서 지방자치에서도 권력통제는 필요하다. 지방자치권력에 대한 

통제중 대표적인 것이 지방의회가 제정하는 조례에 대한 통제이다.
1994년 12월 헌법재판소는 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1항에서 말하는 “公權力”

에는 立法作用이 포함되며, 입법작용에는 形式的 意味의 법률을 제정하는 행위

뿐 아니라 法規命令․規則을 제정하는 행위도 포함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

하는 條例도 不特定 多數人에 대해 拘束力을 가지는 법규이므로 條例制定行爲

도 입법작용의 일종이라고 보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 다.62)

1995년 憲法裁判所는, 市가 成人이 출입하는 業所 안을 제외한 市全域에 대
해 담배自販機를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미 설치한 담배자판기를 철거하도

록 하는 市條例에 대해 憲法訴願審判을 하면서,63) “조례의 제정권자인 지방의회

는 선거를 통해서 그 지역적인 민주적 정당성을 지니고 있는 주민의 대표기관

이고, 헌법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포괄적인 자치권을 보장하고 있는 취지로 볼 

때, 條例制定權에 대한 지나친 제약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법규명령에 대한 법률의 위임과 같이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할 필요가 없으며 포괄적인 것으로 족하다”고 판시하 다.64) 이러한 헌법재판소

의 태도를 보건대, 조례에 대한 통제는 法規命令에 대한 통제보다 느슨한 수준

을 유지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자동판매기를 통한 담배

판매는 구입자가 누구인지를 분별하는 것이 곤란하여 청소년의 담배구입을 막

기 어렵고, 또 그 특성상 판매자와 對面하지 않는 匿名性, 非露出性으로 인하여 

靑少年으로 하여금 심리적으로 담배구입을 용이하게 하고, 晝夜를 불문하고 언
제라도 담배구입을 가능하게 하며, 청소년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됨으

로써 청소년에 대한 吸煙誘發效果도 매우 크므로,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자판

62) 憲法裁判所 1994. 12. 29. 92헌마216 [憲] 6-2, 451쪽 이하.
63) 憲法裁判所 1995. 4. 20.-92헌마264․279(병합) [憲] 7-1, 564쪽 이하.
64) 憲法裁判所(註 63), 57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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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설치의 제한은 반드시 필요하고, 이로 인하여 담배소매인의 職業遂行의 自由

가 다소 제한되더라도 法益衡量의 원리상 감수되어야 할 것이라고 하 다.65) 또 

기존의 담배자동판매기를 條例 施行日부터 3개월 이내에 撤去하도록 한 條例의 

해당 규정에 대해서는 이 사건 條例의 施行日 전까지 계속되었던 자판기의 설

치․사용에 대하여는 규율하는 바가 없고, 將來에 향하여 자판기의 존치․사용

을 규제할 뿐이므로 그 규정의 法的 效果가 시행일 이전의 시점에까지 미친다

고 할 수가 없어 憲法 제13조 제2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遡及立法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 다.66)

9. 過去 淸算

한국에서는 민주화의 과정에 과거 독재와 권위주의통치를 행하면서 저지른 

不法行爲와 違法行爲에 대한 法的 審判이라는 과거청산의 문제가 가로놓여 있

었다. 과거 청산의 과제에는 그 문제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이고 법치국가적인 
본질의 문제이외에 각 政治勢力이 각자 계산하는 것이 복잡하게 얽혀있다(이런 

점에서 과거청산을 적극 주장하는 세력도 진정 민주화를 위해서가 아니라 정치판에서의 

主導權을 장악하고 집권하기 위한 계산도 깔려 있다고 보는 것이다. 과거 청산에 대한 

정치학적인 분석에서는 이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이러한 과거청산은 한편으로 과거 힘을 가졌던 세력이 溫存하고 있어 그러한 

향권 내에 들어있는 권력에 대해 어떠한 통제를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다. 특히 집권세력이 과거청산에 대해 소극적이거나 부정적으로 권한을 행사

할 때 헌법재판소가 어느 정도로 관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한

국에서는 이 문제가 검찰권력과 헌법재판소간의 태도 문제로 나타났다.

(1) 12․12 事件

1979년 12월 12일 全斗煥 軍部勢力의 등장을 가져온 ‘12․12사건’과 관련하

여 김 삼 정부 출범 직후 이 사건에서 피해를 입은 鄭昇和 大將 등 22명의 將

軍들이 1993년 7월 19일 全斗煥, 盧泰愚 등 12․12사건 主導 人物 34명에 대

해 內亂罪, 叛亂罪 등으로 처벌하여 달라고 告訴하 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

65) 憲法裁判所(註 63), 573쪽 이하 참조.
66) 憲法裁判所(註 63), 576쪽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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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검찰청 검사는 1994년 10월 29일 위 고소사건을 포함한 8건의 고소․고발

사건의 피고소인 및 피고발인들에 대하여 “嫌疑없음”, “起訴猶豫” 또는 “公訴權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 다. 이에 고소인들은 위 불기소처분 중 전두환에 대

한 “혐의없음” 및 “기소유예” 처분에 불복하여 檢察廳法의 규정에 따라 抗告 

및 再抗告를 하 으나 1994년 11월 모두 이유 없다고 棄却되었다. 고소인들은 

이런 불기소처분은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로서 범죄피해자인 청구인들의 헌법

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 다는 이유로 1994년 11월 24일 헌법소원심판청구

를 하 다.67)

이런 것은 김 삼 정부에서 검찰은 12․12사건에 대해 판단하기를 일정 부분

에 대해서는 혐의 없거나 公訴時效의 滿了로 공소권이 없다고 판단하고 혐의가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소유예처분을 함으로써 어느 누구도 법적인 처벌

을 하지 않겠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런 상태에서 헌법재판소에 검찰의 처분의 
잘잘못을 가려달라는 요구가 제기된 것이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12․12 

事件의 처리에 있어 충실한 過去淸算과 將來에 대한 警告, 正義의 回復과 國民

들의 法感情의 充足 등 起訴事由가 갖는 의미도 중대하지만 이 사건을 둘러싼 

社會的 對立과 葛藤의 長期化 또한 가볍다고만 단정할 수 없고, 양자간의 價値

의 優劣이 객관적으로 明白하다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가치의 우열이 명백하

지 아니한 상반되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두 가지 참작사유 중에서 檢事가 그 어

느 한 쪽을 선택하고 다른 사정도 참작하여 起訴猶豫處分을 하 다고 하여 그

것이 刑事訴訟法 제247조 제1항에 규정된 起訴便宜主義가 예정하고 있는 裁量

의 範圍를 벗어난 것으로서 憲法裁判所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인 결정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여 검찰의 손을 들어 주었다.68) 그 이후 국민들의 강력한 항의

로 12․12사건이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된 점을 감안할 때,69) 헌법재판소의 

67) 자세한 것은 憲法裁判所 1995. 1. 20.-94헌마246 [憲] 7-1, 15쪽 이하를 보기 바
람.

68) 憲法裁判所(註 67), 62쪽 참조.
69) 12․12사건에 대한 1997년 4월의 대법원 판결은 우리 사회에서 성공한 쿠데타

는 처벌될 수 있는가 하는 논의에 법적인 종지부를 찍었다. 大法院 1997. 4. 17.-96도
3376(全員合議體 判決) [大] 45-1, 1쪽 이하. 여기서 大法院은 “우리나라는 制憲憲法의 
제정을 통하여 국민주권주의, 자유민주주의, 국민의 기본권보장, 법치주의 등을 국가의 
근본이념 및 기본원리로 하는 헌법질서를 수립한 이래 여러 차례에 걸친 헌법개정이 

있었으나, 지금까지 한결같이 위 헌법질서를 그대로 유지하여 오고 있는 터이므로, 軍
事叛亂과 內亂을 통하여 폭력으로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의 權能行使를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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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판단은 극히 정치적인 계산을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고, 검찰권력에 

대한 통제에서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 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12․12사건을 처리하는데 

중요한 판단을 하 는데, 憲法 제84조의 해석과 관련하여 檢察이 전두환 등의 

軍刑法上의 叛亂罪 등은 공소시효가 1994년 12월 12일에 완성되었다고 한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001년 이후에 완성되는 것이라고 하 다.70) 憲法裁判所는 
憲法 제84조를 해석하면서 대통령의 재직중 형사상 訴追할 수 없는 범죄에 대

한 公訴時效의 進行은 停止된다고 판시하 다.71) 이런 점을 보면 헌법재판소는 

검찰의 기소유예에 대해서는 용인하면서, 공소시효가 만료되었다고 한 부분은 

여전히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결국 국민의 여론의 향방에 검찰이 

기존의 판단을 취소하고 기소하면 재판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인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헌법재판소가 과거청산에 소극적인 입장
을 가졌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결국 검찰은 국민의 비판여론에 몰려 

기존의 판단을 스스로 취소하고 기소를 하 다.

(2) 5․18 事件

과거청산에서 또 하나 해결하여야 할 사건은 1980년 광주에서 발생한 ‘5․18

상 불가능하게 하고 정권을 장악한 후 국민투표를 거쳐 헌법을 개정하고 개정된 헌법

에 따라 국가를 통치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그 군사반란과 내란을 통하여 새로운 법질

서를 수립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우리나라의 헌법질서 아래에서는 헌법에 정한 
민주적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暴力에 의하여 헌법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

거나 政權을 掌握하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容認될 수 없는 것이다”라고 하고, 따라
서 그 군사반란과 내란행위는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인정하 다. 同 判例集, 14쪽 
이하. 이에 대해서는 대법관 박만호의 반대의견이 있었다.

70) 憲法裁判所(註 67), 43쪽 이하(특히 44쪽, 51쪽).
71) 이 부분에 대해 憲法裁判所는 “공소시효제도나 공소시효정지제도의 본질에 비

추어 보면, 비록 헌법 제84조에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 헌법이나 형사소
송법 등의 법률에 대통령의 재직중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고 명백히 규정되어 있

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위 헌법규정의 근본취지를 대통령의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할 
수 없는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진행은 정지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원칙일 것이

다. 즉 위 헌법규정은 바로 공소시효진행의 소극적 사유가 되는 국가의 소추권행사의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하므로, 대통령의 재직중에는 공소시효의 진행이 당연히 정지되
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하 다. 憲法裁判所(註 67), 4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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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다. 5․18사건에 대해서는 그 피해자들이 김 삼 정부에 들어 1994년 5

월 13일 서울지방검찰청에 內亂, 內亂目的 殺人 등의 죄로 고소․고발을 하 는

데, 검찰은 이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1년 이상 시간을 끌다가 1995년 7월 18

일 ‘公訴權없음’이라는 결정을 하 다. 이에 피해자들은 항고와 재항고를 하 으

나 모두 棄却당하고, 1995년 10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 다.72) 

당시 이런 검찰의 불기소처분은 기본적으로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을 근거로 내세웠는데,73) 이에 대해서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었다.74)

이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청구인들의 취하를 기다려 1995년 11월 29일 

청구인들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취하하자 12월 15일 심판절차가 종료되었다고 

하여 ‘審判終了宣言’이라는 새로운 主文을 考案하여 선고하 다.75) 이에 대해서

는 헌법소원심판의 이중적 성격상 본안판단을 하여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4인의 

재판관이 내었다. 9인중 5:4로 이런 주문이 나간 것이다. 이점에 있어서는 헌법
재판소가 자기의 역할을 스스로 회피한 것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76) 결국 

이 사건은 5․18사건 起訴促求運動이라는 汎國民的 抵抗에 부닥쳐,77) 검찰은 

기존의 결정을 취소하고 기소하 고, 대법원은, 5․18내란 행위자들이 1980년 5

월 17일 24:00를 기하여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등 헌법기관인 대통령, 

국무위원들에 대하여 강압을 가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에 항의하기 위하여 일어

난 광주시민들의 시위는 國憲을 紊亂하게 하는 내란행위가 아니라 憲政秩序를 

守護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 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난폭하게 진압함으로써, 대

72) 憲法裁判所 1995. 12. 15. 95헌마221․233․297(병합) [憲] 7-2, 697쪽 이하.
73) 1995년 7월 18일 서울지방검찰청/국방부 검찰부가 발표한 ‘5․18 관련 사건 수

사결과 발표문’ 참조. 이 발표문은 朴恩正/韓寅燮(엮음), ｢5․18, 법적 책임과 역사적 책
임｣(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95), 225쪽 이하에 실려 있다.

74) 沈憲燮, ｢법철학․혁명․쿠데타: 검찰의 5․18불기소처분을 계기로｣, 朴恩正/韓
寅燮(註 73), 40쪽 이하; 오병선, ｢5․18 불기소 조치의 법리에 대한 법철학적 검토｣, 
같은 책, 66쪽 이하; 許營, ｢5․18 불기소처분의 헌법이론적 문제점｣, 같은 책, 83쪽 이
하; 韓寅燮, ｢정치군부의 내란행위와 ‘성공한 쿠데타론’의 반법치성: 형사법적 검토를 중
심으로｣, 같은 책, 102쪽 이하 참조.

75) 憲法裁判所(註 72), 702쪽, 747쪽 이하.
76) 이 결정에 대한 비판으로는 許營, ｢5․18關聯事件의 不起訴處分에 대한 憲法訴

願의 取下와 憲法訴願節次의 終了決定｣, 憲法判例硏究會(編), 憲法判例硏究(1)(서울: 博
英社, 1999), 327쪽 이하 참조.

77) 이에 관하여는 예컨대 朴恩正, ｢법․힘․저항: 5․18,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朴恩正/韓寅燮(註 73), 16쪽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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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령과 국무위원들에 대하여 보다 강한 위협을 가하여 그들을 畏怖하게 하 다

면, 그 示威鎭壓行爲는 내란행위자들이 헌법기관인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을 강압

하여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國憲紊亂에 해당한다

고 판시하 다.78) 결과적으로 보건대 헌법재판소는 검찰의 이런 불기소처분에 

대해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 다고 할 수 있다. 아무튼 12․12사건과 5․18사건

으로 나타난 과거청산의 문제는 우여곡절을 거쳐 대법원의 판단을 받기에 이르

는데,79) 이런 과정에서 나타난 검찰의 태도에 대한 통제에서는 헌법재판소가 

크게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지는 않았다고 보인다. 물론 전체적으로 볼 때, 헌법

재판소가 검찰과 같이 과거청산에 부정적인 자세를 취한 것은 아니지만,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취할 수 있는 단계에서 그렇지 못한 점이 아쉽다.

Ⅲ. 結論

한국에서는 국가권력이 기본적으로 4權으로 분립되어 있다. 憲法裁判權力, 立

法權力, 行政權力, 司法權力이 그것이다. 법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권력분립은 이러한 권력간에 얼마나 충실한 통제가 이루어지느냐 하는데 있다. 

권력분립원칙에서 요구되는 국가권력의 기능적 배분은 오늘날 상당한 수준에서 

안정적인 상태를 확보하 으므로 가장 큰 비중을 가지는 것은 권력간의 상호 

통제라고 할 수 있다.
民主化라는 정치적 또는 일상적인 의미 속에는 공동체내의 주민의 권리의 보

장과 실현 그리고 民主主義化와 함께 法治主義化, 立憲主義化라는 의미도 포함

되므로 한 사회와 국가의 민주화에서는 이 모든 면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필요

하다. 이런 점에서 한국의 민주화를 살펴봄에 있어서 권력통제를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다. 이 은 이런 관점에서 한국의 민주화에서 헌법재판소가 어느 정도 

권력통제의 기능을 수행하 는가 하는 점을 살펴보았다.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대한 위헌심판에 있어서는 과거와 비교하여 刮目할만

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다. 1972年 憲法 즉 朴正熙의 長期 執權을 가능

78) 大法院(註 69), 33쪽.
79) 과거청산과 관련한 이 재판들에 대한 분석으로는 韓寅燮, 한국형사법과 법의 

지배(서울: 한울아카데미, 1998), 115쪽 이하, 155쪽 이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12.12, 5.18 판결 평석집(서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199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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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만든 ‘維新憲法’ 이후에는 현행 1987年 憲法이 憲法裁判所制度를 마련할 

때까지 단 한 건의 위헌심판도 없었다. 이러한 점과 비교하면 헌법재판소가 10

년간 이루어낸 성과는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권위주의통치에서 관행

처럼 자행되어온 국회에서의 법률안에 대한 ‘날치기 處理’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한 것은 立法節次上의 合憲性 요구가 국회의 자율적인 범위내의 것

이 아님을 분명히 하 다. 나아가 국회의 입법부작위에 대한 위헌심판도 가능하
다고 하고, 不眞正立法不作爲에 대해서는 물론 眞正立法不作爲에 대해서까지 위

헌으로 심판하 는데, 이로써 입법권력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통제는 거의 완벽

한 구조를 형성하 다고 할 수 있다. 권위주의시대에 권력의 집중으로 말미암아 

국회 역시 집권자의 手中에 掌握되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국회가 제정하거나 

개정한 법률과 입법부작위에 대해 위헌이라고 宣告한 것은 헌법재판소가 자기

의 역할을 상당한 수준으로 수행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가 아직 군부세력의 향력이 남아있었던 분위기에서 군과 관련된 

행위들에 대해 위헌이라고 결정한 것은 이른바 ‘特別權力關係’로 합리화시켜온 

軍隊도 헌법에 기속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 다. 이런 점은 법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만 민주화라는 관점에서 보아도 정치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

다. 헌법재판소의 이런 판단은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성역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 준 것이다. 이런 흐름은 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역이라고 
强辯되어온 이른바 ‘統治行爲’에 대해서도 헌법에 羈束된다는 결정으로 이어져 

권위주의 청산에서 반드시 필요한 통치 역에서의 ‘聖域 허물기’ 작업을 상당한 

수준으로 수행하 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한국에서의 독재와 권위주의통치는 대통령이 다른 권력에 비하여 우월적 지

위를 가지는 ‘變質된 大統領制’ 또는 ‘大統領中心主義制’와 접한 연관을 가지

고 전개되었는데(그간 9차례의 헌법개정이 대부분 政府形態와 統治構造의 변경을 중심

으로 행해진 것도 이런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런 대통령의 우월적인 지위는 헌

법상의 권한에서도 정해둔 것이지만 현실에서는 대통령에 의해 장악된 군, 검

찰, 국가정보기관, 법원 등의 강제력에 의해 뒷받침되었다. 따라서 이런 권력기

구의 권력 남용에 대한 통제는 민주화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인데, 헌법재

판소는 그 동안 이러한 권력기구에 대해 통제를 수행하여 왔다. 국가안전기획부

의 기본권 침해행위에 대해 위헌으로 선언하고, 검찰의 不起訴處分權에 대해 상
당한 통제를 하 다. 이와 관련하여 사건의 성격상 권력의 핵심부와 직접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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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하지 못한 태도를 보이기도 하 지만 전체적으로 보

면 사회의 민주화의 진척에 상당히 步幅을 맞추면서 자기의 역할을 수행하 다

고 할 수 있다. 나아가 확정된 형사재판기록의 열람이나 수사기록의 열람을 인

정한 것은 과거 폐쇄적이고 國家優越的인 시대와 비교하면 상당히 진전된 모습

을 보여준 것이었다.

行政立法에 대한 통제는 행정의 비중이 높아지는 현대 국가에서 더 중요해지

고 있다. 그간 헌법재판소는 委任立法과 行政立法에 대해 상당한 수준으로 통제

를 하여 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교도소에 대한 통제는 인권의 향상과 교도소의 

발전을 괄목할만한 수준으로 끌어올리는데 많은 기여를 하 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종래 권력통제에서 거의 無風地帶에 있었던 법원에 대해서도 여러 면에

서 통제의 역할을 수행하려고 노력하 다고 보인다. 대법원과 갈등을 하면서도 

헌법재판소가 부분적이지만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인정한 판례를 낸 것

은 큰 성과라고 할 것이다. 앞으로 憲法裁判所法을 개정하여 재판에 대한 헌법

소원심판을 적극 인정하는 것이 필요한데, 헌법재판소의 이런 결정은 재판에 대

한 헌법소원심판이 중요하다는 점을 제시한 것으로도 가치가 있다고 할 것이다. 

條例에 대한 통제는 앞으로 지방자치가 전향적으로 전개될수록 더욱 중요한 과

제로 부각될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조례에 대한 통제를 한 것은 적절하다고 할 

것이다. 조례에 대한 통제는 권한쟁의심판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권리와 권
한을 정해주는 일과 함께 지방자치의 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도 하다. 헌

법재판소가 이룬 이런 성과를 10년이라는 기간에 비추어보면 단기간에 확보한 

상당한 수준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지난 10년이 상당히 力動的이었던 한국의 

역사적인 상황이 있기는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을 통하여 국가권력을 

통제하는 역할을 상당한 수준에서 수행하 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국무총리서리의 임명행위나 12․12사건과 5․18사건에서 보인 헌법재
판소의 태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대통령제의 권력 핵심인 대통령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자세를 유지하 다. 특히 현직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

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는 판단을 하지 않으려는 인상을 주었다. 이런 점은 앞

으로 헌법재판소가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지난 10년 동안 헌법재판소가 국가의 다른 권력기관으로부터 好意的인 인상

을 받지 못한 분위기 속에서도 이런 성과를 거두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절대적
인 기준에서는 후한 점수를 주기 어렵지만 상황에 비춘 상대적인 기준에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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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좋은 점수를 주어도 크게 잘못된 것이라고 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런 상대적 

기준이 앞으로도 유효할 수는 없다. 이제는 한국에서도 상당한 수준으로 민주화

가 진행되고 있고, 직접적인 危害와 국가의 폭력이 과거와 같이 심한 정도는 아

니므로 헌법재판소가 핵심부의 권력 남용이나 위헌적 행위에 대해 몸을 사리면 

더 이상 존재의의를 유지할 수 없게 된다. 아직도 한국은 權威主義統治에서 벗

어나지 못하고 있고, 국가권력의 남용은 상당한 수준으로 자행되고 있다. ‘날치
기 처리’가 완전히 불식되지도 않았고, 정치인이나 국민에 대한 盜聽과 監聽의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수준에 있다. 정치권도 대통령을 頂點으로 하여 경직된 

의사소통구조를 가지고 있고, 대통령의 우월적인 지위와 향력은 과거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헌법재판소가 수행하여야 할 과제

는 여전히 많이 남아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1988년부터 1998년까지 기간 동

안 한국의 민주화 과정에서 헌법재판소가 권력통제를 통하여 민주화에 어느 정

도로 기여하 는가를 평가하는 것은 말 그대로 ‘中間評價’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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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Democratization of South Korea and Power Control by the 
Constitutional Court

80)

Jong-Sup Chong*

This article aims at evaluating the degree of Constitutional Court's 
contribution in the realization of its power control for the first 

decade(1988-1998). It is a serial work to my earlier article, “The Demo-

cratization of South Korea and the Contribut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1988-1998”(Seoul Law Journal Vol. 40 No. 3), where I analysed how 

much the Court contributed in the realization of people's constitutional rights 

for the same period. It is important to review how sufficiently the Court 
controled each subdivision of the powers: the legislative power, military 

power, National Information Agency, public prosecution, presidential actions, 

administrative actions, judiciary, local autonomy in public power control.

In judicial review, the Court declared about 150 legislative acts 

unconstitutional. In doing so, the Court reviewed the process of legislation, 

reduced the range of military secrets. Most characteristically, the Court 
reviewed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nolle prosequi decisions of the 

prosecution. The Court declared 63 decisions unconstitutional for the 

infringement of the constitutional rights. It might seem unnatural for the Court 

to control the non-prosecutorial power through the constitutional litigation 

process. However the Court can efficiently controls the non-prosecutorial 

power through the constitutional litigation process. Of course, this kind of 
control is exceptional. The Court also reviewed the Presidential actions and 

administrative decisions. Normally these kinds of action are controlled by the 

ordinary court with administrative litigation process. 

* Professor of Law, Seoul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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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r the Korean system, the Constitutional Court is not legally empowered 

to review the constitutionality of decisions of the ordinary court. Controversy 

has been flourished on this issue. The Constitutional Court declared that it can 

review the decisions of the regular judiciary in cases related with the issues 

which had been declared unconstitutional by the Constitutional Court itself. 

This decision, however, did not the resolve the issue and it is still open for 
continued debat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