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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문〉

신행정수도후속대책특별법의 위헌성 여부에 관한 연구*

1)

崔 大 權**

Ⅰ. 머리말

이 은 금년(2005년) 3월 2일 국회에서 통과된 제2의 행정도시특별법(신행정

수도후속대책을위한연기․공주행정복합도시건설을위한특별법, 이하 단순히 제2의 

입법)의 위헌성 여부를 분석․검토하려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이 문

제를 문제중심접근방법(topical approach)1)으로 다루어 보려는 것이 또 하나의 목

적이라 할 수 있다. 그리하여 (법)체계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고 문제를 심층

적, 체계적으로 풀려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려고 한다. 문제 그 자체의 심층적 이

해를 위하여 우리는 무엇이 문제인지, 문제가 어떻게 놓여 있는지, 어떻게 구성

되어 있는지, 어떠한 측면이나 요소가 있는지, 다른 측면이나 요인들과는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등을 살피지 않을 수 없다. 요컨대 문제를 파악하고 문제를 풀

려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므로 문제의 심층적 이해를 위하여 법학적 탐구 못지아니하게 사회과학적 

접근이 불가피하다고 믿는다. 그리하여야 문제가 가지는 우리나라 정치․경제․

사회․문화의 全體的 文脈 속에서 가지는 의미 내지 모습을 놓고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이다.2) 그러한 만큼, 문제의 법이 형식논리적(문리해석)으로 헌법에 합

치하느냐 어떠냐의 시각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이 법이 어떠한 사실관계의 

* 이 논문은 서울대학교 법학발전재단 출연 법학연구소 기금의 2005학년도 연구지원비
의 보조를 받았음.

** 서울大學校 名譽敎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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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 大 權 [서울대학교 法學 제46권 제3호 : 201∼226202

理解를 전제로 하거나 상정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사실관계의 이해를 전제

로 하거나 상정하여 어떠한 성과나 효과 등 무엇을 노리고 있는지, 등의 사실관

계를 파악하여 이 사실관계를 놓고 이 사실관계를 내용 내지 전제로 하는 문제

의 법률이 헌법에 합치하느냐 어떠냐의 점을 파악하는 일이 중요하게 된다. 지난

번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이하 제1의 입법)에 대한 위헌결정의 경우 

이 입법이 내건 “균형발전”(법 제1조)은 실은 명분에 불과하고 실질은 수도를 옮

기려고 한 것이었다고 파악한 것이 헌법재판소의 태도 다. 수도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제1의 입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의 제2의 입법과 관련하여서도 이 입법이 전제 내지 상정하고 있는 이러

한 사실관계의 파악을 바탕으로 하여 (헌)법학적 접근을 시도하려는 것이 또 하

나의 목적이다. 그러므로 제2의 입법이 내용으로 하는 사실관계가 제1의 입법의 

그것과 실질을 같이 하는 것이냐(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이냐) 하는 질문이 대단히 

중요하다. 제1의 입법과 제2의 입법을 놓고 조문별로 대조하여 보면, 제1의 입법

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문에서 언급한 수도에 관한 정의에서 대통령과 6

개 행정부처를 제외하고 있다는 점 이외에는(제1의 입법에는 대통령 및 6개 행

정부처의 구체적 언급이 없다), 그리고 부수적인 비본질적 절차 조항의 첨가 이

외에는, 기막힐 정도로 동일하기 때문이다. 그것도 제2의 입법은 제1의 입법에 

대한 위헌결정이 선고된 이후 불과 3․4개월 만에 제1의 입법 조문에 약간의 변

형을 가한 후 위헌결정을 받은 “신행정수도후속대책”으로서 제정․공포된 입법이

기 때문이다. 가령, 실질이 동일하지 아니하다고 할지라도, 제2의 입법이 전제 내

지 내용으로 하는 사실관계가 수도의 중요한 부분(대통령과 6개 행정부처를 제외

한 전부, 즉 수도의 실질)을 연기․공주로 옮기려는 것인 만큼 이러한 것을 내용

으로 하는 입법이 헌법적으로 옳으냐, 헌법에 합치하느냐의 문제가 제기된다. 그

러므로 제1의 입법에 대한 위헌결정에서 언급한 수도개념에서 대통령․6개 부처

를 제외하 으니까 위헌이 아니게 된다는 단순한 형식논리의 문제에 그치게 되

는 것이 결코 아니다.

그러한 만큼 제1 및 제2 입법의 위헌성 논의에서 合理性(rationality) 논거가 중

요하게 등장하게 된다. 왜냐하면 이들 입법이 그 내용으로 내지 실질로 하고 있

는 수도이전이 우리나라 역사발전의 이 단계에서 헌법적 가치나 목적․수단의 

관점에서 과연 합리적이냐의 질문을 제기하기에 충분하고, 그리고 그 합리성이 

크게 의문시 되는 입법이라면 그러한 입법 즉 불합리한 입법이라면 어떻게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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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정당성을 지닐 수 있을 것인가의 질문을 제기하기에 족하기 때문이다. 합리성 

논거는 우리 헌법상 제37조 제2항의 기제를 통하여 헌법적 정당성의 논거로 전

환된다고 생각한다. 헌법 제37조 제2항 기제의 작용에 의하여 합리성을 결하는 

법률은 그것이 자의의 행사이며 헌법적 정당성을 결하는 법률로 판단될 수밖에 

없게 된다고 생각한다. 합리성의 논거에서 출발하여 헌법적 정당성의 논의로 이

어지는 이곳에서의 접근방법은 이를테면 사회학적 법학(sociological juris-

prudence)의 그것이라 할만하다.

이러한 접근방법에 따라 접근하면, 제2의 입법은 이전의 제1의 입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내린 위헌결정을 번복 내지 이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代替立法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기에 충분하리만큼 두 입법 사이에서 실질적 동일성

을 발견해 낼 수 있다. 만약 그러하다면 이 입법은, 첫째로 일종의 脫法行爲를 

구성하는 것이 아닌가, 나아가 둘째로 이 입법은 헌법재판소 결정의 羈束力(헌법

재판소법 제47조 제1항 참조)을 정면으로 부인하고 나오는 입법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제기케 하기에 충분하다. 만약 제2의 입법이 과연 그러하다면 이것은 우

리나라의 헌법재판소에 대한 무력화 입법이자 헌법재판제도에 대한 도전이 아닐 

수 없으며, 그것은 나아가 바로 우리나라 입헌주의의 존립이 걸린 문제가 된다고 

생각한다. 물론 국회가 입법권을 가지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헌법재판제도

와 관련하여 국회의 입법권은 어디까지 미치는 것이냐, 국회는 헌법재판제도에 

의하여 제약받지 아니하는 입법권을 가지는 것이냐, 아니면 어떠한 때에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입법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등의 문제를 또한 제기한다. 이러한 

문제는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제도, 입헌주의, 나아가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앞으로

의 향방을 가늠하기에 충분한 중대한 문제인 만큼 우리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

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러나 제2의 입법이 제1의 입법의 사실관계와 실질이 동일한 입법이 아니라

고 하더라도 제2의 입법이 노리는 사실적 전제 내지 목표나 내용을 지니는 법률

(즉 제2의 입법)이 헌법에 위배되느냐 여부의 문제가 여전히 남는 것이다. 제2의 

입법이 제1의 입법과 그 실질이 동일하지 아니하여 대체입법이냐의 문제(탈법행

위․기속력의 문제)를 제기치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전제하거나 목표 내

지 내용으로 하는 사실관계가 그자체로 대단히 불합리하다면 그것은 헌법적 정

당성 결여의 문제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 하는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이다. 사실 

위의 탈법행위의 문제라든지 헌법재판소 결정의 기속력의 문제, 그리고 합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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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를 갖춘 입법이냐의 문제는 입법에 따르는 전문적․과학적인 연구․검토와 

국민의 의사를 반 하는 신중한 입법절차를 거쳤더라면 충분이 걸러지고 혹은 

극복될 수 있는 문제일 수 있지 않았겠나 하는 의미에서 立法 上의 適法節次의 

문제를 또한 제기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문제중심의 접근의 결과 제2의 행정도

시특별법은 위헌이라고 판단하기에 충분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고 생각한다.

Ⅱ. 脫法行爲의 法理

첫째로, 제2의 행정도시특별법(신행정수도후속대책을위한연기․공주지역행정중

심복합도시건설을위한특별법)이 위헌인 근거는 무엇보다도 脫法行爲 禁止의 法

理3)에 의하여서이다. 법이 금지하는 바를 실질을 그대로 둔 채 이름을 바꾸어 

행한다고 하여 금하는 바를 벗어날 수는 없다는 이치 때문이다. 그러한 법리의 

대표적 예는 정당법에도 규정되어 있다(정당법 제42조, 43조). 자유민주질서의 전

복을 목표로 하는 정당(예컨대 공산혁명을 꾀하는 공산당)은 헌법재판소에 제소

하여 그 해산결정을 받아낼 수 있다. 그러한 경우에는 해산결정을 받은 정당을 

대체하는 정당의 설립도 불가능하다고 정당법은 규정하고 있다. 실질은 그대로 

둔 채 이름만 바꾸어 다시 그 정당을 재건할 수 있다고 한다면 헌법재판소의 결

정에 따라 위헌정당을 해산할 수 있게 하는 제도 자체의 의미는 없어지기 때문

이다. 압류를 당한 재산을 다른 이름을 붙여 빼돌릴 수 없는 것도 같은 법리 때

문이다. 문제의 이 법도 그 이름(법명)을 약간 더 길게 붙여 다른 법인 것으로 

보이게 만들었을 뿐 이미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2004.10.21. 2004헌마554․566)

을 내린 바 있는 제1의 행정도시특별법(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을 그 

실질적(위헌결정의 핵심부분) 동일성을 유지한 채 이를 대체하는 탈법적인 입법

행위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제2의 행정도시특별법은 위헌이라고 판단

된다.

우선 제2 행정수도특별법의 법명에서 두 입법사이의 실질적 동일성을 유지하

려는 입법자의 의도를 분명히 발견할 수 있다. 첫째로 제2 입법의 법명의 “신행

정수도후속대책을위한연기․공주… ” 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신행정수도”

는 제1의 입법의 법명에 나오는 새 수도의 공식 명칭이며, 그리고 그 신행정수도

3) 法文社 간행 法律學辭典의 “탈법행위”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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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후속대책”을 위한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으며, “연기․공주”는 공지하다시

피 제1의 입법에서 지목한 “대전광역시․충청북도 및 충청남도”의 충청권에서 

제1의 입법의 (위헌결정 전) 시행과정에서 확정한 신수도의 예정지 다. 그리고 

제2의 입법에서 신수도를 “행정복합도시”라고 명명하 을 뿐이다. 그리고는 두 

입법 사이에 그 실질이 바뀐 것이 무엇이 있는지가 의문인 것이다. 이 두 입법을 

조문별로 대조한 항목별 비교표4)를 보면 제2의 입법에서 시행 상 필요한 부수적

인 몇 가지 절차적 조항(제2입법의 제4조, 제6조, 제11조 2항, 제16조 2항, 제28

조, 제38조, 제39조, 제40조, 제41조, 제51조, 제60∼제63조, 경과조치인 부칙 제3

조 및 제4조 등)을 새로 삽입한 이외에 양 입법은 그 항별이나 조문들이 문자 

그대로 동일하거나 거의 동일하다. 특히 양 입법의 목적조항인 제1조의 규정을 

대조하여 보면 “…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의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

로 한다”고 한 목표의 설정이 전적으로 동일함을 알 수 있다. 두 입법은 이 같은 

동일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약간의 비본질적인 변형을 가하 을 뿐 그 실질

이 동일한 입법임을 그 명칭에서나 내용에서도 규지할 수 있다. 즉 제2의 입법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선언한 바 제1의 입법을 실질적으로 그대로 답습한, 그

리하여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정면으로 치고 나온 입법임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제2의 입법이 제1의 입법에 가한 변형 가운데 이전 대상 중앙기관 중 통일부, 

외교통상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여성부를 명시적으로 제외한 제16조 제

2항이 눈에 띈다. 문제의 관건은 이 조항으로 인하여 제2의 입법이 제1의 입법

과 실질을 달리하는 별개의 입법이 되는 것인가의 질문이다. 결론적으로 이야기

하면 몇 개의 부서를 연기․공주 지역으로 이전하려는 신행정수도에서 제외하

다고 하여 그것이 제1 및 제2의 입법 사이의 실질적 동일성을 부인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즉 의도하는 “신행정수도”가 신행정수도가 아닌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헌법 제86조 제2항)하는 지위에 있

는 국무총리가 신행정수도로 옮기게 되어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

히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국무총리의 지위에 주목하여 그러한 지위의 국무총리

가 옮겨가게 되어있다는 사실을 놓고 위의 양 입법의 실질적 동일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혹시 대통령의 상징성은 몰라도 양 입법 사이의 

4) 전기성, 신행정수도 후속대책 법․제도의 타당성 검토 ― 법률 내용과 국회 입법과정
을 중심으로,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5.5, 18-19면 참조.



崔 大 權 [서울대학교 法學 제46권 제3호 : 201∼226206

행정수도의 실질의 동일성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닐까? 더구나 제1의 입법에서는 

“헌법기관”을 거론하고 있지만 명시적으로 대통령을 언급하고 있지는 아니하

다. 그리고 제2의 입법에서는 “헌법기관”이라는 표현을 피하고 그리고 대통령을 

이전대상 기관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아무튼 국무총리에 관한 헌법조항(제86조)을 놓고, ① 대통령이 중심이고 국무

총리는 대통령의 “보좌”기관에 불과하다는 해석 및 실행(practice)과 ②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권한과 지위에 주목하여 2원집정제 정부형태의 

수상의 권한과 지위에 비견되는 실권있는 국무총리도 가능하고 혹은 바람직하다

는 해석과 실행을 상정할 수 있다.5) 그리고 지금 현 정부에서는 이 후자②의 권

한과 지위를 가지는 국무총리(소위 분권형)를 실행하고 있다. 이러한 후자의 권

한과 지위를 가지는 국무총리를 상정하는 경우에는 더욱이 양 입법사이의 실질

적 동일성을 추론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만큼 외교․국

방부 등 몇 개 행정부서의 제외가 국무총리의 기능적인 원활한 통할을 어느 정

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언정 행정각부에 대한 전반적인 통할 권

한과 기능이 신행정수도로 이전하게 되어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다고 생

각하게 만든다. 만약 전자①의 권한과 지위를 가지는 국무총리를 전제로 한다고 

하는 경우에도 행정이 국가의 중심이 되는 전세계적인 그리고 우리나라의 “집행

권의 확대․강화경향”6)을 감안할 때, 한편으로는 상징으로서의 대통령이 서울에 

남을 뿐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한 행정의 실질이 연기․공주로 옮겨가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할 수 있고, 다른 한편 국정운 을 위하여 대통령과 국무총리 사이의 

바람직한 긴 한 의사소통관계를 어렵게 만드는 (후술하는 바) 제2 입법의 불합

리성을 부각시킬 뿐이라고 할 수 있다.

나아가 제1의 입법에 대한 위헌결정의 결정이유에서 “수도”와 관련하여 언급

한 바를 염두에 두고 정부 및 국회 관계자들은 제2의 법률과 관련하여 언론이나 

회견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옮기려는 것은 “행정도시”이고 나아가 이에 “대통

령을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법 제2조 제1호). 그러나 대

통령을 이전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입법자의 뜻이라고 하더라도 결정이유에서 傍

論(obiter dictum)으로 언급하 을 뿐인 대통령(․입법부) 등 이러한 몇 가지를 제

외시켰다고 하여 두 법률이 목적하는바 실질의 동일성을 달리하는 법률인지는 

5) 崔大權, 憲法學講義, 서울: 博英社, 2001, 340-341면 참조.
6) 權寧星, 憲法學原論, 보정판, 서울: 法文社, 2002, 76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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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술하는 바와 같이 커다란 의문이다. 예컨대 제2의 행정도시특별법이, 화가 난 

충청도민의 민심을 충족시키려고 애를 쓴, 즉 입법의 실질적 동질성을 유지하려

고 노력(이것이 법해석의 원리에서 중요하게 작용하는 立法意思이다)한 입법임은,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그 법률의 명칭이나 제1조의 목적조항을 포함하여 제1

의 입법을 베끼다시피 한 제2 입법의 조항들에서,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바이다. 그러므로 문제의 관건은 어디까지나 방론으로 언급한 대통령(․국회) 등 

몇 가지 기관의 제외가 두 입법의 실질적 동일성을 부인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

용할 수 있느냐, 결정이유에서 언급한 것이 입법의 이러한 실질적 동일성 판단에 

얼마나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인일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제

2의 입법에서 이전대상에서 제외시킨 대통령(․국회) 등의 기관은 그야말로 제1

의 입법의 위헌결정과정에서 어디까지나 하나의 방론으로 언급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며, 따라서 두 입법의 실질적 동일성 판단에 결정적으로 중요하게 작용하

는 요인으로 볼 수 없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설사 대통령 등 몇 기관을 제외하

다 하더라도 옮겨가려고 하는 부분들이 그자체로서 얼마든지 (헌법재판소 결정

문에서 문제 삼았던) 헌법적으로 중요한 사항(헌법사항)일 수 있으며 실제로 그

러하기 때문이다.

Ⅲ. 羈束力의 法理

둘째로, 제2의 행정도시특별법은 헌법재판소결정의 羈束力을 명문으로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1항의 법리에 근거하여서 위헌이라고 판단된다. 말할 것

도 없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사법부는 물론(1997.12.24. 96헌마172등) 입법부도 

구속하는 효력을 가진다. 그러므로 입법부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판단한 바

를 곧바로 번복하는 입법을 행할 수 없다. 다른 국가기관의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존중은 헌법이 구상하고 있는 헌법재판제도의 불가분의 한 부분이다. 만약 

이러한 헌법의 구도가 전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입헌주의는 실

종하게 된다. 그리하여 그것은 우리나라 법치주의의 기초를 파괴하는 것이 된다

고 믿는다. 그러므로 위헌결정을 받은 제1의 입법의 실질과 동일한 입법의사와 

내용을 지닌 제2의 입법은 만약 그것이 위헌․무효라고 하지 아니하면 제2의 입

법은 우리나라의 입헌주의의 기초를 허무는 결과가 된다.

혹시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기속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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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형식논리적으로 일응 법률적 효력을 가질 뿐인 기속력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리하여 법률 개폐의 권한을 가지는 국회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번복하는 대체입법도 제정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이미 지적

한 바와 같이, 헌법재판제도가 우리나라 헌법이 구상하고 있는 헌법제도인 만큼 

그 결정의 효력이 헌법적 효력을 가져야 하리라는 점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

러한 만큼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은 이러한 분명한 사실을 입법적으

로 분명하게 규정․선언한 것에 불과하다. 그렇지 아니하다면 입법에 의하여 헌

법재판소의 결정이 기속적 효력을 가지지 못하는 것으로, 그리하여 헌법재판제도

를 무기력한 제도로, 만들 수 있다는 이론도 전개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국회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곧 바로 번복하는 입

법(대체입법)을 행할 수 없다. 그러므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정면으로 어긋

나는 국회의 입법은 위헌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제1의 행정

도시특별법에 대한 위헌결정의 旣判力에 의거하여 이러한 입법에 대하여 역시 

위헌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는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제2의 입

법이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위헌으로 판정을 받은 제1의 입법을 실질적으로 대체

하는 입법이라고 판단하는 만큼 헌법재판소는 제2의 입법에 대하여 역시 위헌결

정을 행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한다.

이곳에서 우리는 국회가 가지는 입법권과 법규창조적 효력을 가지는 헌법재판

소의 기속력의 상호관계를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 이 양자의 관계에서 論理的으

로, ① 국회는 헌법이 부여하는 광범위한 입법(재량)권(헌법 제40조)을 가지며 따

라서 국회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무시하거나 번복하는 대체입법도 행할 수 

있다는 입장과 ② 국회의 입법(재량)권은 헌법재판소 결정의 기속력에 의하여 한

계 지워진 입법권을 가질 뿐이라는 입장이 가능할 것이다. 다만 전자①의 입장이 

헌법의 立憲主義的 構圖 즉 헌법재판제도의 구도와 양립할 수 없는 입장임은 이

미 지적한 바이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다른 국가기관도 존중하여야 한다는 후

자②의 입장을 견지한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 결정의 기속력이 국회의 입법권

을 구히 제한할 수 있고 그리하여 국회는 위헌결정의 대상이 되었던 입법의 

주제에 관하여는 구히 새 입법을 행할 수 없게 된다는 그러한 입장을 견지할 

수는 없을 것이다. 헌법상 국회의 입법(재량)권도 또한 존중되어야 하기 때문이

다. 그러므로 국회가 가지는 입법재량권과 관련하여 위의 헌법재판소결정의 기속

력이 미래를 향하여 어디까지 그 효력이 미치느냐, 국회는 어떠한 경우에 위헌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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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대상이 되었던 입법의 주제에 대하여 정당하게 그 입법권한을 행할 수 있

느냐의 점이 헌법적으로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헌법상 헌법재판소 결정의 기속력도 그리고 국회의 입법권도 존중되어야 하는 

만큼 이 양자가 조화되는 점에서 그 해결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그리

고 그 조화의 점③은 아마도 위헌결정의 대상이 되었던 입법사항의 전제 내지 

내용이 되는 사실관계의 중대한 변경이 일어났다고 함과 같은, 즉 중대한 事情變

更이 일어났다고 함과 같은, 正當한 理由 내지 根據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위헌결

정의 대상이 되었던 입법을 대체하는 입법도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라고 

생각한다.7) 그리하여 입법의 전제 내지 내용이 되는 사실관계 등 여러 사정이 

크게 바뀌었다고 함과 같은 경우에는 외형적으로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충돌하는 

것으로 보이는 입법이라도 국회는 그러한 입법을 정당하게 행할 수 있다고 생각

한다. 그것은 사정이 달라진 별개의 사항을 그 전제나 내용으로 하는 입법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은 입법부의 입법재량권에 속하는 사항일 것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헌법재판소결정의 기속력이 미래의 입법을 전적으로 봉쇄하거

나 저지할 수 있는 효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입법의 전제 

내지 내용이 되는 중대한 사실관계가 바뀌지 아니하 는데도, 그리하여 헌법재판

소의 위헌결정의 기속력을 극복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치 아니함에도 불구

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충돌하는 입법의 제정을 행한 것이라면 그것은 입법

재량권을 벗어나는 위헌의 행위라고 판단하여야 합리적이다.

위헌의 판정을 받은 제1의 행정도시특별법의 제정 이래 문제가 되는 제2의 행

정도시특별법의 제정을 헌법적으로 정당화할만한 사정의 변경은 전혀 없었다. 제

2의 입법은, 위헌결정을 받은 제1의 입법에 약간의 손질을 가하 을 뿐, 그 입법

의 전제가 되거나 내용이 되는 사실관계가 전적으로 동일한 입법이다. 그렇다면 

7) 독일의 소위 십자가 결정 및 그 반복(대체)입법과 관련하여, Peter Lerche, 
“Bundesverfassungsgericht und Gesetzgeber,” 公法硏究, 第25輯 第1號, 177-196면, 특히 
185면 및 197-213면, 특히 204면에 실린 이 논문의 정연주 번역문 “연방헌법재판소와 
입법자”; 김성수,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특

별법의 법적 문제점에 대한 소고”, 제3회 지역균형발전 정책포럼, 신행정수도 후속대
안의 법적 타당성과 국정효율성에 관한 토론회,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5.3.11, 69-87
면, 특히 75-77면; 李聖煥, 憲法裁判所決定의 效力에 관한 硏究, 1994년 서울대학교 
법학박사학위논문, 108-110면; 그리고 Donald P. Kommers, The Constitutional 
Jurisprudence of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1997), 472-482면, 특히 482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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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의 변경이 없는 상황을 전제나 내용으로 한 위에 위헌결정을 받은 제1의 입

법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제2의 입법의 제정은 역시 헌법에 반하는 입법이라 판

단할 수 있다. 그러므로 문제의 핵심은,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제2의 입법이 

위헌결정을 받은 제1의 입법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항을 규정한 대체입법(즉 위

헌결정을 회피하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이냐 별개의 입법(새로운 입법)이냐, 만

약 동일 입법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입법(대체입법)을 정당

화할만한 사유가 달리 존재하느냐 등의 질문이 중요하게 된다고 판단된다. 그러

므로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에서 방론으로 언급하 을 뿐인 대통령과 그리고 6개 

부서를 옮겨가기로 한 기구의 범위에서 제외한 것이 제2의 입법을 제1의 입법과

는 별개의 입법으로 만들 수 있느냐, 제1 입법과의 동일성에도 불구하고 제2의 

입법을 헌법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 사유일 수 있겠느냐 하는 질문이 중요하게 

된다. 제1 및 제2의 입법의 전제 내지 내용이 되는 중대한 사실관계의 변경이 

없었고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에서 방론으로 언급하 을 뿐인 대통령과 그

리고 6개부서의 있고 없음의 차이가 이 두 입법을 헌법적으로 의미심장하게 각

기 별개의 입법으로 만들기에 충분한 정당한 사유일 수는 없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그러면 무엇이 위헌결정을 받은 제1 입법의 實質的 內容이 되느냐의 점이 결

정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그것은 아마도 다음의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고 

판단된다. 즉 우리나라의 수도인 서울의 문제는 나라의 정치․경제․사회․문화

의 중심부에 관한 사항인 만큼 그것은 불문이든 성문이든 헌법의 핵심적 사항의 

하나이며 따라서 이러한 사항의 변경은 이를 정당화할만한 충분하고 정당한 이

유가 있어야 하는 법이고 과연 그러한지의 판단은 헌법의 개정(이나 제정)의 방

법으로 국민의 뜻에 따라 행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점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법문에 명시적으로 6개의 중앙부서 및 대통령을 제외하고 행정도시의 이전을 내

용으로 하여 제정한 제2의 입법이 제1의 입법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항(헌법사

항)을 규정하고 있는 입법인가, 그리하여 방금 위에 든 제1의 입법에 대한 위헌

결정의 핵심적 사항을 회피하고 있는가, 그러하지 아니하는가의 판단이 요구된

다. 즉 제2의 입법에서 이전(연기․공주로의 행정수도 이전)키로 한 국가기관들

과 이에 부수하는 사항들이 상대적으로 중요치 아니하는 것들이어서 그 합리성 

판단을 굳이 주권적 국민의 결정에 맡겨야 할 사항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인지, 아

니면 주권적 국민의 판단에 맡겨야 할 만큼 중요하고 핵심적인 사항(헌법사항)인



2005. 9.]  신행정수도후속대책특별법의 위헌성 여부에 관한 연구 211

지 여부의 판단을 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위에서 제2의 입법이 위헌결정을 받은 제1의 입법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항

을 규정한 대체입법임을 조금 다른 시각(즉 입법명칭, 입법의사, 입법내용 등의 

시각)에서 보여주었거니와, 우리의 생각으로는 제2의 입법은 정치적 修辭에 관계

없이 제1의 입법에 대한 위의 위헌결정의 핵심적 사항을 규정의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제2의 입법이 그러한 규모, 그만한 비중을 가지는 국가기관의 

(연기․공주로의) 이전 및 이에 따르게 마련인 전국가적 사항의 변경을 요구하는 

내용의 입법이라면 단순한 행정복합도시라는 이름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제1의 

입법의 대체입법에 지나지 아니한다고 생각되는 까닭이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수

도의 핵심적 요소라 할까 정부의 핵심적 기능을 제1의 입법 시행과정에서 확정

된 연기․공주지역에 그대로 옮겨 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제2의 

입법이 위헌결정을 받은 제1 입법의 대체입법(실질적 동일성을 가지는 입법)임에

도 불구하고 제2의 입법을 정당화할만한 사정의 변경이 위헌결정 이후 없었다, 

그리고 대통령 등 몇 기관의 제외도 제2 입법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유일 수 없

다는 것이 또한 우리의 판단이다. 제1의 입법 이후 제2의 입법을 정당화할만한 

사정의 변경도 없었고 달리 제2의 입법을 정당화할만한 사유를 도무지 발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제2의 입법은 제1 입법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판력 

및 기속력에 근거하여 위헌의 판단을 면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Ⅳ. 合理性의 法理

셋째로, 위 제2의 입법이 위헌인 근거는 合理性의 法理에 의하여서이다.8) 설사 

제1의 입법과 제2의 입법 사이에 실질적 동일성을 발견할 수 없다 (별개의 입법

이다, 그리하여 위의 탈법행위의 법리 및 기속력․기판력의 법리가 타당치 아니

한다)고 하더라도, 제2의 입법이 전제로 하거나 목표나 내용으로 하는 사실관계 

그 자체가 대단히 불합리하다면, 합리성을 결하는 제2의 입법은 헌법적 정당성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즉 합리성을 결하는 입법은 그 자체로, “악법도 법이다”

는 극단적 법실증주의의 명제에 서지 않는 한, 위법(위헌)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대단히 크기 때문이다.9) 지난번 행정수도이전 특별법이 위헌결정을 받게 된 이

8) 崔大權, “憲法學 方法論의 문제 ― 그 合理性 摸索을 위한 談論”, 서울대학교 法學, 
제43권 제1호, 42-80면, 특히 64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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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가운데 하나로 헌법재판소가 명시적으로 적시하지는 아니하 지만 합리성의 

논거가 핵심적인 요소로 거기에 들어 있다고 믿는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의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중심부에 놓여 있는 600년 된 도읍지 서울을 옮기려

면 대단히 중요한 합리적 이유가 거기에 있어야 하는데(그 때문에 국론의 분열이 

심하 다) 그러한 합리적 이유가 없었다, 그리고 과연 그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

는지의 판단은 몇 사람의 정치인들의 판단이 아니라 주권적 국민의 판단(헌법개

정)에 맡겨야 마땅하다는 생각도 명문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아니하지만 재판관들

의 사유의 핵심적 내용을 형성하고 있었다고 판단하는 까닭이다. 그리하여 제2의 

행정수도특별법은 중대한 합리성의 잣대로도 위헌이라고 판정되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도 국회의 입법은 합리성의 논거에서도 위헌판정을 받을 수 있고 또 

그래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예컨대 DNA검사법이 널리 쓰이고 있는데

도 불구하고 가령 혈액형검사를 통해 친자확인을 하여야 한다는 국회입법이 제

정되었다고 가정하자. 그러한 경우에 그 입법은 합헌일 수 없다. 그 이유는 그 

법이 명백히 합리성을 결하고 있기 때문이다. 합리성을 결하는 법은 자의(恣意)

의 권력행사에 지나지 않으며 자의의 권력행사는 위헌결정의 근거가 된다. 미국

에서 거의 신성시하고 있는 Brown v. Board of Education판결10)은 합리성의 잣

대가 아니고는 위헌결정이 나올 수 없는 판결이다.11) 이 결정에서 위헌 결정을 

받은 “separate but equal”이라는 헌법원리는 (사회)과학적으로 판단한 합리성 논

거에 바탕을 두지 아니하고는 도저히 위헌결정이 나올 수 없는 판례헌법원리이

기 때문이다. 즉 separate but equal의 판례헌법이 흑인에 대한 조직적 차별조치

의 진실(즉 헌법적 불합리성)을 정당화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공립학교에

서 흑백인 분리조치(separate)를 취하더라도 평등(equal)하기만 하면 형식적 법논

리로는 ｢법 앞의 평등｣ 조항에 반한다고 도저히 말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9) 합리성과 헌법적 정당성이 전적으로 동일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헌법적 정당
성을 지니는 법이 불합리한 법일 수는 없다. 이론상 헌법적 정당성이 없다는 판단에
는 합리성이 없다는 판단과 함께 정의의 원칙이라든지 법의 효력의 문제도 작용할 

수 있다. 다만 불합리한 법은 거의 대부분이 헌법적 정당성이 없는 법이라고 할 수 
있다. 위에 인용한 崔大權, “憲法學 方法論의 문제”, 67-68면 참조.

10) Brown v. Board of Education, 347 U.S. 483(1954).
11) Paul L. Rosen, The Supreme Court and Social Science (Urbana: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197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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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은 先例拘束의 原則이 지배하는 미국법제도 하에서 60여년간이나 지켜왔던 

연방대법원의 선판례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사실 그 때까지 separate but equal체제는 합헌적 조치로 판정받아 왔던 것이

다. 그러나 그 체제는 평등이라는 합헌의 외형 뒤에서 흑인 아동들에게 2등 국민

으로서의 열등의식을 조직적으로 심어주어온 실질적으로 불평등한, 대단히 불합

리한 교육체제 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특히 이 사건판결문의 주 11을 주목

할 필요가 있다. 이곳에서는 사회과학자들의 연구결과가 인용되고 있다. 그리하

여 이 판결의 위헌결정은 separate but equal의 헌법원리를 선언한 Plessy v. 

Ferguson판결12)의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에서 일어난 사정변경 때문이 아니고(흑

인 불평등은 오히려 그대로 다) 평등의 외형 밑에 숨겨진 불평등한 현실에 비추

어 본 separate but equal헌법원리의 불합리성 때문이었다. 이러한 원리는 우리나

라의 헌법인식에도 그대로 타당하다고 믿는다. 제1의 입법에서와 마찬가지로 국

회다수결에 의하여 통과된 제2 입법의 합헌성의 외형 뒤에 숨겨진 실질적 수도

이전에 따르거나 전제로 하는 사실관계의 엄청난 불합리성은 제2의 입법을 도저

히 합헌으로 판정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고 생각된다. 위 첫째의 탈법행위 법리

와 둘째의 기판력․기속력의 논거를 떠나 (그리고 가령 제1의 입법과 제2의 입

법 사이에 실질적 동일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제2 입법의 전제가 되거나 예정하

는 입법적 사실관계의 이러한 불합리성만으로도 제2의 입법은 위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문제가 되는 입법(제2의 입법)의 전제가 되거나 그것이 예정하고 있는 사실관

계(진실)에 비추어 본 입법(제2의 입법)의 불합리성은 우리나라 헌법의 해석상으

로는 헌법 제37조 제2항의 기제를 통하여 작용한다고 생각한다.13) 즉 기본권을 

12) Plessy v. Ferguson, 163 U.S. 537(1896).
13) (구)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2005년 3월 31일의 위헌결정

(2003헌가20)은 헌법 제37조 제2항의 기제를 통하여 작용한 합리성의 논거에 근거하
여 헌법적 정당성을 판단한 결정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합리성의 논거에서 헌법적 정
당성 여부를 추출해 낸 결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합리성의 논거에서 대단히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결정의 대상이 된 입법의 학교용지확보의 목표
는 아주 정당화되는 입법 목표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입법이 택한 조치는 입
주자에게 그 비용을 부과시키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의무교육․국가부담이라고 하는 

헌법의 원칙에 비추어 불합리한 조치라 할 수 있고, 설사 합리성이 인정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인정되는 합리성에 비추어 불합리의 정도가 지나치다(비례원칙 위
반)는 판단을 할 수 있고, 이러한 합리성의 근거에서 헌법적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
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루고 있는 제2 입법과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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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하는 법률(우리의 경우에는 제2의 입법)이 예정하거나 전제로 하는 사실(연

기․공주로의 실질적 수도이전의 합리성 여부)에 비추어 이 법에서 판단하는 기

본권 침해의 공공(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의 필요성(이곳에서는 지역

균형발전의 필요성)을 정당화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판단 구조를 지니게 될 것이

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제2의 입법이 헌법 제37조 제2항의 요건 상 국가안전보

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必要하고 不得이한 最小限의 기본권 침해

를 규정하고 있는 입법이냐의 판단이 필요하고, 이러한 각 요소의 판단에 사회과

학적으로 파악한 사실관계의 합리성이 결정적으로 작용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러

한 사실관계의 합리성논거(진실)에 바탕을 두어 신행정수도를 연기․공주로 옮기

는 입법(제2의 입법)이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과연 필

요한 입법이냐, (효과가 더 큰 또는 비용이 더 적게 드는) 다른 대안이 없는 부

득이한 것이냐, 국민의 기본권에 가하는 침해나 제한이 최소한의 것이냐와 같은 

헌법 제37조 제2항의 요건 합치의 판단을 행할 때 우리는 헌법 제37조 제2항의 

판단을 좀더 과학적 사유의 기초위에 올려놓게 된다. 이러한 사유과정에서 예컨

대 법이 전제 또는 예상하는 사실관계가 합리성을 결하고 있다는 경우에는 국민

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입법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게 만들고 혹은 

과잉의 침해 내지 비례에 어긋나는 침해 내지 제한으로 파악케 만들 것이다. 그

러므로 합리성 논거에 따른 이러한 접근은 헌법 제37조 제2항의 판단을 종전의 

주관적 확신이나 주먹구구에 바탕을 두는 판단으로부터 좀더 과학적 합리성에 

바탕을 두는 판단으로 만든다고 믿는다.

사실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률의 전제사실이나 예정사실에 관한 사회과학적 인

식에 바탕을 두지 아니한 헌법 제37조 제2항의 요건 합치여부판단은 주관적 확

신에 바탕을 둔 판단 내지 주먹구구에 흐를 가능성을 크게 만든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판단자가 결론을 미리 내 놓고 꿰어 맞추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이외에 

다른 논거가 없기 때문이다. 합리성의 논거는 헌법 제37조 제2항의 요건 충족의 

판단을 과학적 사유의 바탕 위에 올려놓고 할 수 있게 만든다. 즉 이러한 (합리

성)이유 때문에 또는 저러한 근거 때문에 공공의 필요성이 있다 혹은 없다, 부득

이한 조치이다 아니다,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 아니다, 혹은 과잉의 침해이다 

아니다고 단언할 수 있게 만든다. 결국 헌법 제37조 제2항의 판단구조상 기본권 

의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은 헌법적 합리성 논거에 바탕을 둔 헌법적 정당성 판단

의 점에서 대단히 유사한 구조를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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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의 필요성 판단에, 대안이 있는지 여부의 보충성원리에, 과잉금지의 원리나 

비례원칙에, 경우에 따라서는 기본권의 본질적 침해 여부의 판단에, 침해법률이 

예정하거나 전제로 하는 이러한 사실관계의 합리성 여부가 작용하게 된다고 생

각한다. 그리하여 이러한 사실관계가 과학적으로 불합리하다면 불합리한 입법조

치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사실관계의 합리성 여부나 정도에 따

라 기본권을 침해하는 입법(제2의 입법)은 이것이 목표로 하는 이익(효과)에 비

추어 과잉금지의 원리에 반하거나 비례의 원칙에 반하거나 기본권에 대한 본질

적 내용을 침해하는 입법으로 판단됨을 의미하게 될 것이다.

문제가 되는 제2의 입법과 관련하여 이 입법이 취하는 바 전국에 걸친 국민의 

기본권(헌법 제130조상의 국민투표권, 제37조 제1항 상의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

한 납세자의 권리, 제23조 제1항의 재산권, 제11조 제1항의 평등권, 제14조의 거

주이전의 자유, 제15조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 침해의 조치(실질적 수도이전)를 

통하여 달성하려는 이 입법이 목표로 하는 실질적 내용(“행정복합도시” 건설)이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명분(목표)과 아무런 논리적 관련성이 없다면, 그리고 가령 

실질적 내용이 지역균형발전과 논리적 관련성을 지닌다고 하더라도 침해의 정도

에 비추어 지역균형발전의 목표 실현의 효과가 거의 없거나 대단히 미미하다고 

한다면, 이 입법은 불합리한 조치로 광범위하게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그러

한 의미에서 대단히 불합리한 입법이라 할 수 있다. 불합리한 조치로 국민의 기

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하는(그러한 의미에서 불합리한) 입법을 헌법적으로 정당

화할 수는 없다. 그러한 의미에서 제2의 입법은 아래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불

합리한 사실관계를 예정하거나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과학적으로 불합

리한 입법이며 따라서 헌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믿는다.

그러면 입법의 합리성 여부 판단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합리성 판단은 우리가 

신봉하는 價値나 우리가 설정한 目標에 비추어 행한다. 삼단논법은 가치합리성을 

담보하는 장치이다. 가령 독도를 목숨을 걸고라도 지키려고 하는 것은 토보전

이라는 목표에 비추어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지난번 신행정수도특별법이 위헌인 

이유의 하나는 우리가 신봉하는 헌법(수도에 관한 관습헌법 등 불문헌법 포함)에 

비추어 합리적이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즉 그 입법에서 추구하려 한 지역균형발

전의 목표가 헌법(국민주권, 기본권 보장, 입헌주의 등)을 초월하는 목표일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첫째로 그 입법(제1의 입법)이 예정하고 있는 사실관계를 

검토한 결과 그것은 이름이 지역균형발전이었지 실은 수도이전을 목표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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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음은 이미 지적 한 바이다. 둘째로 가령 실질적 수도이전이 아니라고 하더라

도 특정의 1지역인 연기․공주지역에 행정복합도시를 건설하는 것이 제2의 입법

이 그 목표로 내건 “지역균형발전”과 어떠한 과학적․논리적 관련성이 있는지 

의문이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역균형발전의 입법목적 실현의 효과는 대단히 미미

하리라 생각된다. 왜냐하면 지역균형발전은 전국의 지역균형발전을 목표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 셋째로 예컨대 국민소득 2만 불 또는 3만 불을 달성하려는 

경제성장을 목표로 한다고 할 때에는 선택과 집중이 요구된다는 의미에서 “지역

균형발전”이 반드시 바람직한 목표인지도 과학적으로는 우리가 따져 물을 수 있

다고 생각한다. 다만 서울이 이상 비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 전국적인 

지역균형발전을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에 이의를 다는 사람이 많지 않

다는 의미에서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목표(헌법 제119조 제2항, 제122조 및 제123

조 제2항 등 참조)는 합리적인 목표(즉 헌법 제37조 제2항 상의 공공의 필요성)

라고 일응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역균형발전이 아무리 훌륭한 목표라 

하더라도 이름만 조금 바꾸었을 뿐 실은 이번(제2의 입법)에도 제1의 입법에서와 

마찬가지로 실질적으로는 수도이전을 예정하고 있거나 목적하고 있는 것이 아닌

가, 가령 수도이전 자체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수도의 핵심부분의 하나에 해당하

는, 대통령․6개 부처 제외한, 행정부(“행정복합도시”)를 이전하는 것이 문제라고 

함은 이미 위에서 거론한 바이다.

넷째로, 제2의 입법에서는 실질적인 수도이전을 예정 내지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진정으로 균형발전을 목표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 목표(지역균형발전)를 

달성하기 위하여 채택하는 조치(수도이전 또는 “행정복합도시” 건설에 따르는 국

민의 기본권 침해의 조치)는, 우선 ① 헌법이 추구하는 가치 및 목표에 비추어 

그 헌법적 합리성 및 정당성이 판단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② 이 목표(지역균형

발전)를 달성하는 수단으로서 적합(목적․수단 적합성)하다고 하여야 합리적이라

고 할 수 있다. 헌법이 천명하는 가치 및 목표에는 국민주권의 원리, 기본권의 

보장 및 안보와 통일의 실현도 포함되어 있음은 물론이다. 그럼으로 우선 ① 연

기․공주로의 행정수도이전에는 헌법개정이나 적어도 국민투표로 국민의 의사를 

물어야 하는 것은 아니냐, 연기․공주로의 행정수도이전이 북핵문제․휴전선을 

사이에 둔 군사적 남북대치관계에 비추어 대한민국의 안보에 적합하냐, 그리고 

헌법이 추구하는 통일(제4조 등)을 위하여 적합하며 통일 후의 대한민국의 (행정)

수도로 적합하냐, 그때 가서 다시 정해야 하느냐의 점에서 헌법적 합리성과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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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지닐 수 있느냐 등의 판단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번의 특별법안은 

이러한 점에 비추어 헌법적 합리성․정당성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다는 것이 우

리의 생각이다. 그렇다면 특정의 1지역인 연기․공주로의 행정수도이전특별법(제

2의 입법)은 헌법적으로 합리성과 정당성을 결하고 있는 조치(수단)로 지역균형

발전의 목표를 달성하려는 것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② 지역균형발전이 헌법적 합리성․정당성을 지닌 목표라고 하더라

도 연기․공주로의 행정수도이전(즉 수단)이 과연 지역균형발전과 합리적․과학

적 연계관계(목적․수단 적합성)를 가지고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과연 제2의 입법

이 합리적이라 판단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14) 무엇보다도 먼저 제1의 입법 및 

제2의 입법과 관련하여 “지역균형발전”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의 定義 

문제 자체가 불분명하다는 점부터 지적되어야 한다.15) 만약 지역균형발전이 서울

과 여타 지역 간의 소득 격차, 발전의 격차가 문제라면 소득분배정책, 도․농간 

소득격차해소정책, 농어촌 등 낙후지역개발정책 등이 문제되어야지(헌법 제119조 

제2항 “균형있는 국가경제 … 적정한 소득의 분배 … ” 참조) 연기․공주로의 행

정수도 이전과 무슨 목적․수단 관계가 있다는 것인가? 또 서울의 과 이 문제

라면 무엇이 과 인지도 의문이지만 과 이라 하더라도 서울의 과 이 그 자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에 유리한지 불리한지도 불분명하

다. 나아가 상식적으로 이해한 지역균형발전이 행정부서의 이전 등에 의하여 달

성될 수 있는 그러한 것(행정부서의 서울집중의 해소)이라면, 지금 진행되고 있

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의 경우처럼, 전국의 낙후지역에 중앙행정기구들을 골고

루 나누어 주는 것이 오히려 지역균형발전에 더 적합할지도 모른다. 다만 여러 

지역에 행정부서를 나누어 주는 이러한 중앙행정부서의 지방이전이 행정능률제

14) 서울에서 정부 중요부서를 연기․공주 지역에 이전하여 건설하는 소위 행정복합도시

는 옮겨가는 충청남도에만 파급효과가 있지 그 이외의 지역에는 거의 없다는 과학적 

연구결과가 나와 있다. 이것은 신행정수도의 이전으로 지역균형발달의 효과를 볼 수 
없음을 의미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의 정책효과 분석, (서울: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5.5.20.), 1-27면에 실린 지해명,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이 지역간 균형발전에 미
치는 효과” 참조. 그리고 그 29-47면에 실린 김순관,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로 인한 
교통 향 분석”도 참조. 그리고; 수도이전반대국민연합․자유지식인선언이 2005.6.20. 
주최한 수도분할의 문제와 대응전략에 관한 정책토론회 발표 논문으로 21-44면에 실
린 김선웅, “지역간 균형 발전과 수도 이전” 참조.

15) 황명찬, “수도이전을 반대하는 이유”, 최상철, 지금 왜 수도이전인가!, (서울: 화산문
화, 2004), 105-125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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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국가경제발전에 적합하냐 아니냐의 합리성 문제를 동반하고 있음은 물론이

다. 요컨대 연기․공주로의 행정수도 이전이 지역균형발전과 어떠한 목적․수단

의 적합성(즉 합리성)을 가지고 있는지 강한 의문이 든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

다. 지역균형발전과 행정수도의 연기․공주로의 이전 사이에 도대체 어떠한 상관

관계가 있다는 것인가? 그 지역(충청권)의 표를 겨냥하고 부동산 가격을 부추기

는 효과 이외에는.

또 연기․공주로의 행정수도이전으로 어느 정도의 지역균형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꼭 연기․공주로의 행정수도이전에 의하여서만 달성

될 수 있는 효과이냐의 점에서도 의문이 제기된다. 예컨대 충청도 보다 지역적으

로 더 낙후된 강원도, 이를테면 원주지역으로의 행정수도이전은 어떠하냐? 가령 

충청도지역이라 하더라도 청주나 충주로 이전하는 것은 안 되는 것이냐? 연기․

공주로의 행정수도이전 등 이러한 의미의 행정수도 이전은, 국가정부기능의 분산

에 따르는 비능률의 문제를 떠나서라도, 그 자체로 또 하나의 집중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냐?

또 중앙행정부서의 지방이전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 지역균형발전을 달성할 수 

있는 대안들도 얼마든지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즉 위의 不得이하냐의 요건 

충족여부의 판단에도 의문이 있다). 헌법 제119조 제2항, 제122조 및 제123조 제

2항들로부터 합리적으로 도출해 낼 수 있는 지역균형발전은 오히려 全國的 次元

의 지역균형발전을 의미하지 특정(충청도)지역으로 행정수도를 옮김으로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지역균형발전은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예컨대 정치권에서 거론하고 

있는 “거점도시육성”방안도 전국적 차원의 지역균형발전을 목표로 하는 그러한 

대안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서울에 있는 것을 빼앗아서 한 지역

에 줌으로써 지역균형발전을 이룩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서울과 같은 국제적 도

시(거점도시)를 전국적으로 여러 개 만드는 것이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더 합리

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의미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는 집중

적․지속적 투자와 노력이 필요함은 물론이다. 나아가 이러한 목표달성을 위하여

는 중앙정부가 거머쥐고 있는 중앙정부의 權限과 財源을 과감하게 지방으로 이

전하는 조치가 뒤 따라야 하리라 판단된다. 그리고 이러한 의미의 지역균형발전

과 연기․공주로의 행정수도 이전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가운데 어느 것이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효율성과 효과성의 손익계산의 비교를 통하여 더 합리적인지 

판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는 연기․공주로의 행정도시이전이 지역균형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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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하여 다른 대안이 없는 부득이한 것이라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 그 비교

의 결과 효율성과 효과성이 더 크다고 할 수 없다면 또는 부득이 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면 연기․공주로의 행정수도 이전(이에 의한 국민의 기본권의 침해)은 

결코 합리적일 수 없고 따라서 헌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

이처럼 연기․공주로의 행정수도이전은, 충청도의 민심을 잡기 위한 실질적인 

수도이전이라는 목표 이외에, 문제의 법(제2의 입법)이 목표로 천명하고 있는 

“지역균형발전”과는 아무런 목적․수단의 적합성 즉 합리성을 지니지 못하고 있

다.16) 왜냐하면 여타 지역으로의 이전이나 거점도시육성과 같은 다른 대안들 보

다 연기․공주로의 이전이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더 합리적이라 판단할 수 없

다면 정치적 근거 이외에는 합리적인 근거는 없다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결론적

으로 제2의 입법이 예정하는 연기․공주로의 행정수도이전조치(이에 따르게 마련

인 전국적인 국민의 여러 기본권의 침해조치)는 헌법적 합리성․정당성을 缺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입법이 천명하는 지역균형발전의 실현(헌법 제37조 제2항

의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수단의 적합성․합리성을 거의 전적으로 缺하고 

있다. 그것은 헌법 제37조 제2항 상의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과잉의 입법조치로 

판단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이상에서 전개한 이러한 합리성의 논거에서도 

제2의 입법은 위헌이다.

Ⅴ. 節次法的 法理

마지막 넷째로, 어느 입법의 위헌여부는, 그리고 이번 특별법안의 위헌여부는 

“헌법이란 무엇이냐? 헌법이란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憲法的 確信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憲法哲學적 명제에 비추어서도 판단되어야 한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일시적인 정치적 이해를 떠나 중립․독립적인 역사적 시각에서 냉철하게 국민의 

헌법적 확신의 소재를 파악하여 헌법적 판단을 한다. 행정수도 이전과 같은 나라

의 명운이 걸린 중대한 사안은 국민의 뜻 즉 헌법개정을 통하여 하라는 것이 또

한 지난번 위헌결정의 의미이다. 만약 근래에 제기되고 있는 골수 친일파 재산의 

16) 정치인들의 개인적인 정치적 이득 이외에 나라 전체의 시각에서 바라본 과학적 “합리
주의(rationalism)의 정책 패러다임으로는 전혀 설명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위
에 인용한 수도분할의 문제와 대응전략에 관한 정책토론회의 발표논문인 김선웅, “지
역간 균형 발전과 수도 이전” 21-44면 참조. 인용부분은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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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귀속 입법이 그것이 소급입법임에도 불구하고 합헌일 수 있다면 그것은 국

민의 헌법적 확신 내지 역사적 사명이랄까 신념에 근거하여서만이 가능할 수 있

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이번 특별법안이 택한 입법조치가 합헌일 수 있다면 그것이 국민의 

헌법적 확신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1

의 입법에 대한 위헌결정을 통하여 헌법재판소가 명시한 것은 나라의 정체성 내

지 운명이 걸린 이 같은 중대한 안건의 처리는 (헌법개정을 통하여) 국민의 의사

를 타진하여 행하라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제2의 입법은, 그것이 정치적 야합이

나 정치적 편의에 따른 졸속 입법에 의하여서가 아니고, 헌법개정에 의하여서라

든지, (예컨대 헌법 제72조의) 국민투표를 통하여 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받았다

든지, 최소한 국회의 재적의원 3분지 2 이상과 같은 압도적 다수의 지지에 따라 

통과되었다든지 기타 적어도 국민참여 등의 여러 방법을 통하여 국민의 지지와 

헌법적 확신에 바탕을 두어 제정되었다는 節次的 證據를 보여 줄 수 있어야 한

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신중한 논의와 심의 및 절차를 거쳐 이러한 국민의 헌

법적 확신에 기초하여 제정하 다는 절차적 증거를 보여줌이 없이 이번 특별법

(제2의 입법)의 조치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합헌결정을 얻어내기는 힘

들 것이라고 판단한다. 우선 무엇보다도 제1의 입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

정(2004.10.21.) 이후 불과 3, 4 개월 만에 제1 입법으로부터 명칭과 내용에 약간

의 변경을 가한 다음에 제1의 입법과 거의 같은 제2의 입법을 의원입법으로 제

안하여(2005.2.5.) 불과 한 달도 채 안 된 시점(2005.3.2.)에서 필요한 절차나 심

의도 충분히 거치지 아니한 채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이것은 사안이 중대한 법안

이라면 통상의 입법절차에서도 요구되는 신중한 전문적 논의와 심의 및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정치적 야합에 따라 졸속으로 법안이 처리되었음을 의미한다.17)

물론 국회입법과정상 의원입법도 가능하다. 그러나 사안이 불과 몇 달 전에 위

헌결정을 받은 사안이 아닌가? 중요한 안건의 전문적인 심의․검토는 통상적으

로 전문인력으로 채워진 행정부가 행하며 그렇게 심의․검토를 거친 법안은 정

부의 발의로 국회에 제안된다. 그 과정에서 행정부에서 발의하는 입법안은 입법

안예고제도를 통하여 여론수렴 등 국민의 입법에 대한 참여를 이끌어 낸다. 의원

17) 앞에 인용한 전기성, 신행정수도 후속대책 법․제도적 타당성 검토, 49면 이하, 60면 
이하 및 87면 이하의 부록 중 국회심사보고서,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중 관련
부분,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중 관련부분 및 본회의 회의록 중 관련 부분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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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로 이루어진 문제의 제2의 입법은 이러한 절차나 과정을 생략하 음을 의미

한다. 국의회에서는 각료가 아닌 의원의 의원입법은 정부의 정책으로 다루어지

고 있지 아니한 중요치 아니한 법안에 대하여서만 가능하다는 비교제도적 자

료18)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국회법이 규정한 입법안예고절차(제82조

의2)도 밟지 않았음은 물론이다(국회규칙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다). 아무튼 제2

의 입법과 관련하여 국회심의과정에서 2005.2.16.의 후속대책위원회의 전문가의

견청취 및 2002.2.22.의 건설교통위원회의 전문가 초청공청회가 있었던 것은 사

실이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으로 신중한 심의․토론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하나

의 요식행위로 치룬 행사 음은 의사록 등을 열람하면 충분히 알 수 있다. 그리

고 제2 입법의 위헌성 검토를 목표로 하 던 법제사법위윈회의 공청회는 열리지

도 못한 채 심야에 의장의 직권으로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재석의원수

로는 과반수를 훨씬 넘는 숫자이나 재적의원수로는 과반수를 간신히 넘은 수의 

찬성으로 국회를 통과하 던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야당의원들의 격렬한 

항의에도 불구하고 강행 통과되었던 것이다.

나아가 문제의 제2 입법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면 國土基本法에 바탕을 둔 

國土綜合計劃에 따라 이루어졌어야 한다. 헌법은 제120조 제2항에서 “국토와 자

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근거하여 국토기본법이 제정되었으며, 

이 법에 따라 20년 단위로 수립되는 국토종합계획이 만들어져서 우리나라의 모

든 국토관리․균형발전 등은 이 국토종합계획에 따라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그

리하여 국토기본법 제8조에 의하면 국토종합계획은 다른 법이 마련한 계획 보다 

우선하며 그 기본이 된다고 하고 있다. 그렇다면 정부주요기구를 연기․공주로 

옮기는, 실질적인 수도이전인, “행정복합도시건설”은 국토종합계획을 그 실현에 

걸맞게 조정․재수립하여 국토종합계획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어야 한다. 마침 

2005년은 5년마다 정비하도록 하는 해이기도 하다(법 제19조). 그런대 제1의 입

법은 물론 제2의 입법은 우리나라 정부가 수십 년 동안이나 나라 안의 모든 국

토관리․균형발전을 위하여 지켜 온 국토종합계획을 전적으로 무시하고 있다. 이

18) John Alder, Constitutional and Administrative Law (London: MacMillan, 1989), 152- 
153면; S.H. Bailey and M.J. Gunn, The Modern English Legal System, 2nd ed. 
(London: Sweet and Maxwell, 1991), 245-246면; David R. Miers and Alan C. Page, 
Legislation (London: Sweet and Maxwell, 1982), 131-135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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렇게 하고서야 나라의 기본이 서며 국법이 지켜지겠는가? 제2 입법의 제7조의 

규정만으로 충분치 아니함은 분명하다. 이러한 사정 또한 제2의 입법이 국민의사

의 반 을 포함하는 신중한 심의․토론의 과정 없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보여준

다.

기본적으로 입법절차는 한편으로는 국민의 의사를 잘 파악하여 입법에 잘 반

할 수 있게 하는 장치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입법을 신중한 검토와 논의를 거

쳐 행하게 하는, 요컨대 신중한 입법을 위한 장치라고 할 수 있다. 긴급조치의 

예(헌법 제76조)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긴급을 요하는 부득이하거나 불가피한 상황

이 개재되어 있다고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정상적인 입법과정과 절차를 거쳐 입

법이 이루어져야함은 헌법적 요청(立法上의 適法節次 要請)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제2의 입법은, 특히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를 증명

할 수 있지 아니하는 한, 그 입법과정에서 통상의 입법과정에서 보여 주어야 할 

국민여론수렴과 신중한 심의․토론 과정도 결한 채 여․야간의 정치적 야합에 

의하여 졸속으로 통과된 입법임에 틀림없다. 통상의 입법이라고 하더라도 특히 

사안이 중대한 것이라면 당연히 거쳐야 할 입법과정을 (제1의 입법은 물론) 제2

의 입법도 거치지 아니하고, 그리고 신속한 처리를 정당화하는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통과된 것이다. 하물며 헌법적 사항을 담고 있는 입법의 경우에는 말

할 것도 없이 더욱 그러하지 않겠는가? 그러므로 제2의 입법은 절차적 근거(立法

의 due process of law 適法節次的 根據)에서도 위헌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된다.

Ⅵ. 맺는말

문제중심접근방법에 따라 결국 이상의 네 가지 헌법적 근거, 즉 탈법행위의 법

리에 근거하여, 헌법재판소 결정의 기속력에 근거하여, 합리성의 논거에 따라, 그

리고 입법상의 적법절차라는 헌법적 절차법적 요청의 논거에 근거하여 이번 행

정수도 대체입법은 합헌의 판단을 얻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된다. 제1의 행정

수도입법에 대한 위헌결정이 내려진지 불과 3․4개월 만에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서 언급된 대통령과 그리고 6개 부처를 제외하고는 (지역균형발전의) 목적조항을 

포함하여 제1의 입법의 조항들을 거의 그대로 살린 제2의 행정수도(“행정복합도

시”)이전법을 국회가 통상의 입법절차도 생략하여 졸속으로 단순 과반수의 표결

로 통과시켰다. 이 제2의 입법은 그 제목부터 위헌결정을 받은 “신행수도후속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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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입법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제1의 입법에 대한 신속한 대체입법이라 할 수 

있다. 그러한 만큼 제2의 입법은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에 대한 탈법행위이자 헌법

재판소결정의 기속력에 대한 도전을 의미할 수 있다. 설사 제2의 입법이 제1의 

입법과 별개의 입법이라고 하더라도 제2의 입법이 노리는 실질적 목표가 행정수

도(“행정복합도시”)를 연기․공주지역에 이전하려는 것인 만큼 그 자체로 사회과

학적 의미에서 대단히 불합리한 입법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또 목표조항에서 거

론하고 있는 지역균형발전과 특정지역인 연기․공주로의 행정도시 이전은 아무

런 논리적․과학적 상관관계도 없다. 그리고 그렇게 불합리한 입법이라면 헌법 

제37조 제2항의 요건들(공공의 필요성, 부득이성, 비례의 원칙 등)을 충족시킬 수

는 없다. 더구나 제2의 입법은 행정수도의 이전이라는 국가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입법임에도 불구하고 통상의 입법절차에서도 따르는 신중한 검토와 논의 및 심

의도 결한 입법상의 적법절차에 반하는 졸속 입법이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제2의 

입법은 위헌이라고 판단된다.

그러한 만큼 가장 좋은 방법은 정면돌파를 하라는 것이다. 즉 헌법에 그러한 

명문규정을 두어(헌법개정을 통하여 예컨대 “행정수도는 공주․연기군에 둔다”는 

규정을 헌법에 둠으로써) 그렇게 하라는 것이다. 그렇지 아니한 위의 제2의 입법

은 위헌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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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CONSTITUTIONALITY OF THE 

SECOND CAPITAL RELOCATION ACT
19)

Dai-Kwon Choi*

The capital relocation legislation enacted with a simple majority vote by the 

National Assembly in January 2004 was declared as unconstitutional by the 

Constitutional Court in October 2004 on the ground of its having violated the 

unwritten(“customary constitutional law”) part on the nation's capital of the 

Constitution which required an amendment to relocate capital as interpreted by 

the Court. Another, albeit a little down sized, capital relocation legislation(called 

Special Act for the Construction of Administrative Complex Town as Follow-Up 

Measures for Capital Relocation) was enacted equally with a simple majority 

vote by the National Assembly in March 2005 only in the space of three or 

four months following the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in which the first 

capital relocation legislation was held unconstitutional. The second legislation 

retains almost all the provisions of the first legislation intact with few changes 

including President and 6 designated ministries being exempted from relocation 

and with addition of a few supplementary provisions. Upon constitutional 

complaint, this second legislation was also put to constitutional scrutiny by the 

Constitutional Court recently.

A study is conducted on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second legislation. As a 

result, an argument is made here to suggest that the second legislation is also 

unconstitutional on the following four grounds. Firstly, the second legislation in 

its contents is substantially identical to the first legislation that was held 

unconstitutional in that it purports to relocate the substance of capital to the 

particularly designated area that was already ascertained as the site for new 

* Professor Emeritus, Seoul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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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ital under the first legislation. Consequently, the second legislation amounts to 

an action of evasion to what is made null and void by the Constitutional Court, 

unless it is found to be substantially varied from the first legislation. Secondly, 

the second legislation also defeats the binding effect of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on all the state organs including the National Assembly as well as 

citizens (Constitutional Act Article 47 Section 1), unless it is substantially 

different from the first legislation or unless there exist justifiable grounds for 

legislating a substantially identical matter. No justifiable grounds such as changed 

circumstances are found for the second legislation following the first legislation.

Thirdly, the second legislation lacks social scientific rationality to justify itself. 

Jurisprudentially, rationality grounds work through the mechanism of Constitution 

Article 37 Section 2 which provides for variables to constitutionally justify a 

statute or statutory provision that restricts constitutional rights or freedoms such 

as balancing test and others. A statute or statutory provision found irrational 

cannot be constitutionally justified, particularly when it restricts constitutional 

rights and freedoms of the citizens. No social scientific rational grounds can be 

found for relocation of capital to a particular locality(Yonki-Konju area) at this 

point of Korean historical,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s. Capital 

relocation at this point of time is in fact vastly irrational, particularly in 

consideration of the national division, future national unification, pending nuclear 

issues involving North Korea, further economic developments, and others. 

Especially relocation of capital, whether the entire capital envisioned in the first 

legislation or “administrative complex town” involving the substantial part of 

capital in the second one, to a particularly designated locality has nothing to do 

with the legislatively avowed purpose of “balanced developments” in the statute 

or will have minimal effects toward the legislative purpose if there are, except 

for the political effects of wooing voters' mind in that particular locality for the 

governmental candidates at the next national elections.

Fourthly, the second legislation violated legislative due process constitutionally 

required of even in any legislation, particularly because it is an extremely 

important piece of legislation involving capital relocation. Most of all, it is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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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stily enacted legislation for a short period of time spent, having skipped a 

number of important legislative processes such as the procedure designed for 

enlisting wide-ranging public opinions and hearings at the judiciary committee of 

the National Assembly. Such a hastily and imprudently enacted legislation cannot 

withstand the constitutional scrutiny in terms of constitutionally commanded 

legislative due proces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