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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안철상 법원행정처장님, 김현 대한변호사협회장님, 강현중 사법정책연구원장님,
고문현 한국헌법학회장님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소중한 시간을 내시어 참석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영하 20도를 오르내리는 매서운 추위가 계속되었습니
다. 오늘은 이런 매서운 추위를 녹일 정도로 뜨거운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헌법규정과 헌법현실이 일치하여 개정이 논의되지 않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국가의 모습이겠
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헌법의 개정이 논의되어야 하는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1987년 10월
29일 9차 개헌이후 우리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분야에 걸쳐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현
재 우리 헌법은 이러한 변화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군사독재의 흔적이 완전히 지워지지 않은 시절에 만들어진 개정 30년이 된 헌법으로는 현재
의 헌법현실을 풀어내지 못합니다. 이제 헌법은 시대의 정신을 반영하는 살아있는 헌법이 되어
야 합니다.
시민들에 의하여 시작된 촛불혁명으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동안 간헐적으로 제기되
던 개헌논의가 본격적으로 점화되었습니다. 국회에서는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발족시켜 헌법개
정이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어떻게 개정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였습니다.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민주적 정당성을 헌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국회가 헌법개정에서 중심
적 역할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의 소망과 다르게 정치논리나 당파적
이해관계 때문에 결실을 맺지 못하고 헌법개정이 표류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더 이상 국민의 열
망인 헌법개정을 미룰 수는 없습니다. 헌법의 전면적 개정이 아니더라도 합의가 이루어지는 범
위 내에서는 하나씩 정리해 나가야 합니다.
오늘 심포지엄은 사법정책연구원, 한국헌법학회, 서울지방변호사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행사입
니다. 결코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지 않는 독립적인 기관들이 우리 헌법개정이 나아가
야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자고 뜻을 모았습니다. 정치중립적이기에 객관적이고 공정한 해답이
나올 것이라 생각됩니다. 당리당략에 따른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에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방
향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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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구조를 헌법에서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도 물론 중요한 사항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실효성있게 헌법에 규정하느냐입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에 있어서는 어떠한 정치적 이해관계가 개입해서도 안됩니다.
따라서 오늘 심포지엄의 제1세션에서 다루는 ‘기본권의 충실한 보장’은 매우 중요한 주제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의 보루로서의 사법제도 역시 헌법의 중요한 구성부분으로서 논의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재판의 독립을 비롯하여 합리적인 사법제도 운영의 최대 수혜자는 국민이 될 것입니다. 오늘 심포지엄의 제2세션의 주제인 사법제
도 역시 결코 미루거나 양보할 수 없는 헌법개정의 중요한 축이라고 할 것입니다.
오늘의 심포지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를 맡아주시는 정재황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님, 송석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 발표를 해주시는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의 박진완 교수님,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황필
규 변호사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장영수 교수님, 법무법인 케이에스앤피의 김상준 변호사님과 토론을 맡아주신 서울지방변호
사회 이은영 변호사님, 조규범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님,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신 김주경 판사님, 국민대 법과대학 정철
교수님,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조소영 교수님, 법무법인 동인의 여운국 변호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강영수 수석연구위원을 비롯한 사법정책연구원의 연구위원님들, 학문적으로 헌법을 연구하는 전문가들이신 한국헌법학회
의 회원님들, 그리고 헌법소송을 비롯하여 헌법실무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원님들과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
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가장 존경하는 법조인이자 정치인인 에이브러햄 링컨 미국 제16대 대통령의 말처럼 이번에는 반드시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헌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러한 헌법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치적 이해관계나 욕심이 없이 오로지 국민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로지 올바른 헌법을 만들고자 하는 열정과 헌신으로 마련된 오늘 심포지엄은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18. 2. 6.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이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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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한국헌법학회 회장 고문현입니다.
헌법은 국가의 틀을 짜는 기본법이자 최고법입니다. 지금 국회에서 국회헌법개정·정치개혁
특별위원회를 발족하여 제10차 헌법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는데 1987년 개헌 이래 30여년 만에
헌법 개정을 시도하는 것이어서 그 의미가 중차대하며 현세대는 역사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헌법 개정에 임하여 골든타임을 놓치는 우를 범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법정책연구원, 서울지방변호사협회와 한국헌법학회가 공동으로 「헌법과
사법의 미래」라는 대주제 하에 제114회 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며 뜻 깊
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귀한 학술대회를 위해 배려하여 주신 강현중 사법정책연구원
장님과 이찬희 서울지방변호사협회장님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공사다망하신 와중에도 축사를 해주시기 위해 자리를 빛내주신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님과 김 현 대한변호사협회장님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9차에 걸친 헌정사를 돌이켜보면 헌법 개정에 대한 충분한 논의 없이 밀실에서 급작스럽게
이루어진 과거의 행태를 지양하고, 이번 제10차 개헌논의는 심도 깊은 연구와 토론 등을 통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헌법학연구의 유구한 역사와 최고권위를 자랑하는
우리 헌법학회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고 봅니다.
30여년 만에 진행되고 있는 개헌논의가 국민들의 주목을 받아 최근의 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개헌에 대한 찬성의견이 77%로 개헌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이렇게 뜨겁게 달아오르는
개헌의 열기가 오늘의 학술대회를 계기로 개헌논의의 활성화에 기폭제가 되어 엄동설한의 추위
도 녹일 정도로 더욱더 뜨거워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한국헌법학회는 지난 12월 21일 한국헌법학회 산하에 ‘헌법개정연구위원회’를 설치하여 정치
권의 당리당략에 빠지지 않고 시대정신을 담은 공정하고도 중립적인 제10차 헌법개정안을 준비
하여 금년 2월 말경 국회, 정부 등 관계기관에 제출하여 헌법학회에 주어진 역사적 책무를 다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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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개최되는 학술대회의 내용 중에서도 참조할만한 가치가 있는 쟁점들은 한국헌법학회 개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학술대회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에 대한 고려
와 미래세대를 포함한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개헌에 대한 공론화의 중요한 장이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신 와중에도 귀한 시간을 할애하여 동참해 주신 발제자, 사회자, 토론자를 비롯한 헌법학회 회원여러분과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많은 귀빈 여러분들께 오늘의 학술대회가 알찬 성과를 거두는 진정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8. 2. 6.
한국헌법학회장

고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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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사법정책연구원장 강현중입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이찬희 회장님, 한국헌법학회의 고문현 회장님, 안철상 법원행정처장님,
김현 대한변호사협회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서울지방
변호사회, 한국헌법학회 및 사법정책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헌법과 사법의 미래" 심포지엄
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987년 6월 항쟁으로 표출된 국민적 열망과 요구를 담아 1987년 10월 29일 전부 개정된 현행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고 대통령 직선제 및 5년 단임제를 도입하는 등 우리나라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발전에 획기적 전환점을 마련하였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30여 년이 흐르는 동안 온 국민의 치열하고 헌신적인 노력으로 인해 현행 헌법은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기본법으로 확고히 자리잡게 되었고, 특히 전 세계에 자랑할
만한 헌법재판의 눈부신 발전을 통하여 현행 헌법은 단순한 이념적 선언이 아니라 국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위상을 확고히 획득하였습니다.
그러나 헌법 개정으로부터 30여 년이 흐르면서 우리나라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 환경은
당시와의 비교가 무색할 정도로 격변하였으며, 지난 30여 년 동안 다양한 정부와 의회 구성을
겪으면서 현행 헌법의 통치구조가 갖는 장점과 단점 역시 국민이 직접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2017년 새로이 출범한 정부는 현행 헌법의 개정을 공약으로 명시적으로 표방한 바 있고,
이에 현재 국회가 헌법개정특별위원회와 자문위원회를 통하여 구체적인 개헌안을 마련하고 있
을 뿐 아니라 여러 학계 및 시민단체에서도 각자의 입장에서 개헌안을 발표하는 등, 헌법 개정에
관한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움직임이 각계각층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법부는 법과 양심에 따라 구체적인 분쟁을 해결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헌법상
가치를 수호해야 할 엄숙한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이러한 사명을 충실히 수행하여야 할 사법
부이기에, 개헌에 관한 법조계, 학계 및 일반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편견 없이 진중히 듣고
숙려하며, 나아가 이를 통하여 과연 신뢰받는 좋은 재판을 구현하기 위한 올바른 사법제도는
어떤 것인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바람직한 헌법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깊이 고민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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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사법정책연구원은 국내 최고의 헌법 학술단체인 한국헌법학회, 그리고 인권보장의 최전선에 있는 서울지
방변호사회와 함께 헌법과 사법의 미래를 고민하고자 오늘의 심포지엄을 기획하였습니다. 『기본권의 충실한 보장』과『우리 사법
의 미래』라는 두 주제를 통하여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기본권 제도, 그리고 기본권의 충실한 보장을 위한 바람직한 사법제도에 관
한 의미 있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모든 전문가께서는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시고 기탄없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심포지엄에 참석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과 흔쾌히 사회, 발표와 토론을 맡아 주신 전문가분들, 그리고 오늘의
심포지엄을 기획하고 준비하신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일정 중에도 청중으로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 2. 6.
사법정책연구원장

강 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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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김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님을 비롯한 내외 귀빈 여러분! 그리고 뜻 깊은 공동학술
대회를 개최하여 주신 사법정책연구원 강현중 원장님, 서울지방변호사회 이찬희 회장님, 한국헌
법학회 고문현 회장님!
오늘 서울지방변호사회, 한국헌법학회, 사법정책연구원이 공동으로 『헌법과 사법의 미래』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과 국가의 기본질서에 관한 국민적 합의를 담은 근본규범입니다. 모든
법률은 바로 근본규범인 헌법을 기반으로 하기에, 헌법의 영향력과 파급력은 실로 깊고 넓다고
할 것입니다.
오로지 헌법에 의하여 그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받으며, 법령의 해석을 통하여 국민의 기본
권 보장이라는 사명을 수행하는 사법부의 입장에서는, 헌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
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국회에서 헌법 개정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이때, 법학자와 법조인
들도 법률전문가이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헌법 개정 논의에 관하여 깊은 관심을 갖고 이를 주
의 깊게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오늘 공동학술대회는 다양한 헌법학적 쟁점에 관하여 깊이 있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헌법학회, 사법부의 미래를 설계하고 인접 학문과의 통섭을 통해 사법부와 사법제도의 미래
를 연구하고 설계해온 사법정책연구원, 그리고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 다양한 활동
을 하고 있는 서울지방변호사회 이 세 기관이 마음을 모아 개최하였다는 점만으로도 매우 의미
있는 일입니다. 오늘 학술대회가 헌법이론적인 관점과 법조실무적인 관점을 아우를 수 있는 자
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오늘 학술대회는 헌법에 관한 최고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헌법 개정의 여러 측면을 살펴
보고 바람직한 헌법 개정 방향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무척이나 소중한 자리가 될 것입니다. 사법
부는 오늘 학술대회를 통하여 헌법 개정에 관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열린 마음으로 귀담
아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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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쪼록 오늘의 학술대회를 통해 제시된 방향이 사법부의 미래에 중요한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자리를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사법정책연구원, 서울지방변호사회, 한국헌법학회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 귀한 시간을 내어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신 여러분들, 특히 발표와 토론 그리고 사회를 맡아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 2. 6.
법원행정처장

안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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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안철상 법원행정처장님, 서울지방변호사회 이찬희 회장님, 사법정책연구원 강현중
원장님, 한국헌법학회 고문현 회장님,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재황 교수님을 비롯한
사회자·발제자·토론자 여러분 그리고 내외귀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헌법과 사법의 미래』 심포지엄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30여년 만에 개헌논의가 한창입니다. 그 중 기본권의 충실한 보호와 사법제도 개선은 개헌
의 주요과제입니다. 특히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는 법원, 국민의 신뢰를 받는 법원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는 사법제도 개헌안의 핵심내용으로 사법평의회 설치
안을 제시했습니다. 사법평의회는 법관 인사와 예산을 비롯해 사법행정 전반을 결정하는 사법
부 최고기관으로서 국회와 대통령이 위원 과반수를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우 정치적인
기구입니다. 우리는 독립운동가 조봉암 사건에서 행정부가 사법에 개입하는 것이 얼마나 부당
한지 이미 보았습니다. 사법평의회 같은 외부세력이 법관의 인사에 간여하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프랑스 인권선언 제16조는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권리의 보장이 확보되지 아니하고,
권력의 분립이 규정되지 아니한 사회는 헌법을 가진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오늘 심포지엄에서
기본권 보장과 사법부의 독립에 역행하지 않는 바람직한 개헌방향이 논의되길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8. 2. 6.
대한변호사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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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재황 교수 │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 서울대학교 법학 학사(1981)
·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1983)
· 프랑스 국립 파리제2대학교 법학 박사(1989)
· 제32대 한국공법학회 회장(2012)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2015~2017)
· 제19대 국회 소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 위원(2014)
· 감사원 감사혁신위원회 위원(2015)
· 대법원 국민사법참여위원회 위원(2014)
·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 위원(2015)
·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위원(2007)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2015)
· 제6대 한국언론법학회 회장(2012)
· 제5대 유럽헌법학회 회장(2011)
· 교육부 국가교육과정정책자문위원회 위원(2015)
· 2018 세계헌법대회 조직위원장(현)
· 세계헌법학회(IACL) 부회장(현)
· 한국법학교수회 수석부회장(현)
· 감사원 정책자문위원회 자문위원(현)
· 한국공법학회 고문(현)
· 한국헌법학회 고문(현)
· 법교육위원회 위원장(현)
·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현)

발표

박진완 교수 │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 경북대 사법학과 졸업(1983~1987)
· 경북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 졸업(1987~1992)
· 경북대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수료(1993~1995)
· 독일 Humboldt Uni. zu Berlin 대학 박사과정 졸업(법학박사) (1996~2000)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Post-Doc (2001~2002)
·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02~현재)
· 독일 하이델베르크 막스 플란크 외국공법 및 국제법 연구소(Max Planck institute for
comparative public law and international law) 초청연구교수 (2007)
· 헌법재판소 헌법 및 헌법재판 발전연구위원회 위원 (2015~2017)
· 헌법재판소 헌법 및 헌법재판제도연구위원회 위원 (2017~현재)
· 한국헌법학회 부회장(2016, 2018~현재)
· 한국비교공법학회 부회장 (2015~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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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필규 변호사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
· 서울대 법학 학사 (1992)
· 국민대 국제법 석사 (2003)
· 서울대 국제법 박사 (2010)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2005년~현재)
· 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국제인권 임상법학 시간강사 (2016년~2018년)
· 대한변협 인권위원회 간사 (2005년~2015년)
· 영국 옥스퍼드대학교 이주정책사회연구소 객원연구원 (2007년)
· 미국 하버드로스쿨 인권프로그램 객원펠로우 (2011년~2012년)
· 이화여자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국제인권 리걸클리닉 겸임교수 (2013년~2015년)
·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 부위원장 (2015년~2018년)
· 세계한인법률가회 공익위원회 위원장 (2012년~2018년)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회 위원장 (2016년~2018년)
· 국가인권위위원회 혁신위원회 위원 (2017년~2018년)
· 미국 샘포드대학 로스쿨 아동법윤리센터 선임펠로우 (2016년~2018년)
· 포티파이라이츠 국제자문위원 (2015년~ 2018년)
· 아태무국적네트워크 자문위원 (2016년~2018년)
· 사법접근권 아시아 컨소시엄 의장 (2011년~2017년)
· 아태난민권리네트워크 의장 (2010년~2012년)

토론

이은영 이사 │ 서울지방변호사회 │
· 전남대학교 경영학부 졸업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법학석사(헌법·통일법 과정)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 법무부 법무실 통일법무과 사무관(2012년~2016년)
· 서울지방변호사회 이사(2017년~현재)
·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위원회·통일법제특별위원회 위원(2017년~현재)
· 북한법연구회 이사(2017년~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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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범 입법조사관│ 국회입법조사처 │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 법학박사(1998년)
· University of Washington School of Law, Visiting Scholar(1998년~2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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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21

SESSION

기본권의 빈틈없는 보장을 위한 헌법이론적 구성

01 | 기본권의 충실한 보장 |

기본권의 빈틈없는 보장을 위한
헌법이론적 구성

박진완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 진 완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I. 서
기본권 이해(Grundrechtsverständnis), 기본권 이론(Grundrechtstheorie)의 과제와
어려움은 헌법학 연구의 핵심적 부분을 형성한다. 기본권 문제를 연구하다 보면, 기본권의
목적(Sinn), 의미(Bedeutung) 그리고 과제(Aufgabe)에 대한 명백한 이해를 발전시킨다.
기본권 이론의 역할은 이와 관련하여 기본권의 독자적 관념(Vorstellung)을 곰곰이 생각하
고, 기존의 기본권에 대한 이해를 개념화하고 정리하는 문제들을 이러한 목적의식(기본권
에 대한 독자적 이해)을 가지고 공식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본권 이론의 역할과 관련된 문제들의 핵심적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① 기본권이 정치적 의사형성과정에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는가?
② 어떠한 자유에 대한 이해(Freiheitsverständnis)가 기본권의 토대를 이루고 있는가
③ 기본권은 실제적 생활관계들(Lebensverhältnisse)의 균등화(Anglechung)를 어느정
도까지 요구하고 있는가?
기본권도그마틱과 기본권 이론의 구별의 착안점은 이러한 기본권 이론 핵심적 내용들에
대한 검토과정에서 기본권의 과제(Aufgabe)와 역할(Leistung)에 정확한 확정에 중점을 두
게 된다 - 이것은 기본권 도그마틱(Grundrechtsdogmatik)의 발전을 초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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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s D. Jarass교수에 의한 기본권 도그마틱(Grundrechtsdogmatik)의 개념적 정의는
기본권 도그마틱이란 기본권 효력(Geltung)에 대한 의도적 적용방향(Anwendungsorientierung)
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에 반해서 기본권 이론의 문제는 기본권에 대한 철학적, 정치적, 비
교법적인 사전문제(Vorfrage)로서 법적용, 기본권 적용에 있어서 기본권 적용과 결부된 문
제점들을 극복하는 방향제시의 근거(Leitlinie) 제공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기본권 도그마
틱의 기본권의 기능에로의 대체이유는 바로 기본권 도그마틱의 한계 때문이다. 왜냐하면
기본권 도그마틱이 최대한도로 모든 기본권에 타당하게 적용될 수 없기 때문이다.
(기본권도그마틱(Grundrechtsdogmatik)이란 가능한 최대로 모든 기본권에 타당해야
한다. 전통적인 기본권도그마틱은 이러한 요구를 잘 충족하지 못했다. 이러한 요구를 충족
하기 위해서 새로운 기본권도그마틱의 중심은 기본권의 기능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Jarass교수는 자신의

논문에서 이러한 입장에서 기본권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 독일의

경우 Jarass교수의 주장처럼 기본권의 기능 중심으로 기본권 도그마틱을 정립하는 시도가
이미 기본권교과서나 수험서에 그대로 기술되고 있다(Hans D. Jarass/Bodo Pieroth,
Grundgesetz ; Bodo Pieroth/Bernhardt Schlink, Grundrechte, Rdnr. 57 ff.).
그러나 또한 부분적으로는 이러한 종래의 논의가 새로운 논의로서 기본권의 기능
(Grundrechtsfunktion)이라는 새로운 형태로 대체되었지만, 이것은 종래의 문제점들을
단지 은폐시킨 것, 즉 종래의 문제점이나 어려움들은 극복한 것은 아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이러한 70년대의 논의들은 어떤 기본권이 서로서로 동시에 다양한
기능들을 가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광범위한 승인을 표현한 “기본권이해의 변천(Wandel
des Grundrechtsverständnis)”을 초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회의가 정당화될 수 있다. 이론(Theorie)과 현실(Praxis)
이 명백히 서로 어긋난다면 어떻게 하는가? 교의적인 작업(die dogmatische Arbeit)이 항
상 기본권에 대한 (사전)이해((Vor-)Verständnis)에 의해서 함께 결정되어 진다면, 현실적
으로 이러한 괴리는 불가능하다. 분석적으로 볼 때 이론의 주제들과 문제제기들(die
Themen und Fragestellungen der Theorie)은 교의(Dogmatik)의 그것과는 분리되어져
야 한다.
기본권의 어떤 부분은 방어권(Abwehrrecht)으로 구성되어 지고, 그와 동시에 연방헌법
재판소에 의하여 인정되어지고, 어떠한 국가적 행위에 대한 보호의무를 인정할 것인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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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문제는 이론적 구성의 문제이다. -그와 반대로 기본권이 도그마틱(Dogmatik)에 의
하여 인정된 효과를 인정할 것인가 여부에 대한 문제는 기본권이론영역의 문제이다, 왜냐
하면 이에 대한 해답은 어떠한 기본권의 과제를 인정할 것인가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II. 주관적 공권과 기본권 보호
독일 공법상의 권리보호는 항상 주관적 공권(subjetives öffentliches Recht) 법개념에
의한 개인적 권리보호가 중심이 되었다. 이러한 개인의 주관적 권리의 침해를 받은 자는
법적인 보호청구권(Anspruch auf Rechtsschutz)을 가진다. 누구든지 자신의 권리가 침해
된 자는 행정법원에 대한 법적인 보호청구권(Anspruch auf Rechtsschutz)을 가진다.
1914년 Ottmar Bühler가 발견한 주관적 공권에 대한 공식(Formel für den Begriff des

subjektiven öffentlichen Rechts)은 이러한 행정법원의 법적실무의 발전을 바탕으로 형
성되었다.
어떤 법원칙은 다음의 세 가지의 경우에만 국민(Untertan)에게 주관적 공권을 발생시
킨다.: 첫째, 그 법원칙이 그 적용에 있어서 행정의 자유재량이 배제된, 강제적 성격
(zwingenden Charakter)을 가지는 경우, 둘째, 단지 공중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닌, 특정
한 개인 또는 인적 범위를 위해, 그들의 개별적 이익을 충족시키기 위한 경우, 그리고 이러
한 개인들의 이익을 위해 그 법원칙을 통해서 행정관청의 특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효력을 가지는 권리를 원용할 수 있는 경우가 그것이다.1) 그런데 당시에 이러한 행정법적
인 주관적 공권 관념의 형성에 독일 헌법에 명문으로 보장된 헌법적 권리로서 기본권은 아
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은 독일의 바이마르 제국 헌법(Weimarer Reichsverfassung)하에서도 크
게 바뀌지 않았다. 모든 주관적 권리의 법적 근거는 항상 행정의 법률적합성 원칙
(Grundsatz der Gesetzmäßigkeit der Verwaltung)이었다. Georg Jellinek는 자신의
유명한 “모든 자유는 단지 법률위반적 강제로부터의 자유이다(Alle Freiheit ist einfach
Freiheit von gesetzwidrigem Zwange)”라는 자신의 문장을 통해서 행정의 법률적합성
1) Ottmar Bühler, Die subjektiven öffentlichen Rechte und ihr Schutz in der deutschen Verwaltungsrechtsprechung,
Stuttgart 1914, S. 21, 이와 관련하여 Georg Jellinek, System der subjektiven öffentlichen Rechte, 2. Aufl. Tübingen
1905, S. 94 ff.; 이에 대해서는 Enders, in: Siegfired Reich (Hrsg.), Festschrift zum 100-jährigen Jubiläum
des Sächsischen Oberverwaltungsgerichts, München 2002, S. 167; Enders, 앞의 논문, S. 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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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을 설명하고 있다.2)
따라서 개인의 권리는 행정의 법률규범에 대한 구속으로부터 도출되고, “이러한 법률규
범의 범위를 넘어서는 관청의 명령의 중단과 폐지(Unterlassung und Aufhebung der
diese Norm überschreitenden obrigkeitlichen Befehle)3)를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상
황에서 행정재판법(Verwaltungsgerichtsgesetze)에서의 행정소송 관련 규정들은 행정법
원에 의하여 이러한 의미로 해석되어졌다.
이에 반해서, 바이마르 시대에도 기본권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이 시
대에서 개인의 국가와 헌법적 관계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법률에 의하여 구체
화된 법률관계 속에서 존재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은 개인에 대한 권리보호를 적대시
하던 국가 사회주의 시대(NS-Zeit)에도 그대로 이어졌다.
이런 가운데, 입법권, 집행권 그리고 사법권에 대한 기본권의 직접적 효력을 규정하고
있는 기본법(Grundgesetz)의 새로운 헌법질서가 도래함으로써, 처음으로 이러한 개인의
주관적 공권을 순수한 개인의 주관적 권리가 되었다. 이러한 기본권의 효력은 전통적인 국
가의 공권력에 대한 방어적 기능을 넘어서 보호, 급부 그리고 절차적 기능까지 확대되었다.
이러한 전통적인 방어적 기능을 넘어서는 기본권 기능들의 확대는 전체적으로 [가치
(Werte)

또는

원리(Prizipien)로서]

기본권의

객관적-법적

영역(objektivechtlichen

Dimension der Grundrechte)에 그 근거를 두고 있고, 전체 법질서 차원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법질서 속에 기본권의 효력을 강화시키는 이러한 헌법화 과정에서 행정법
역시 헌법적 근본결정 그리고 구체적인 헌법으로 변형되었다.
그리고 행정법 관련 사례에 대한 헌법적 해석에 있어서 우리나라나 독일과 같이 헌법재
판소가 설치된 국가에서는 헌법재판소가 최종적 결정권을 가지게 되었다.4) 이와 관련하여
독일연방헌법재판소(BVerfG)는 기본법하에서 새롭게 인정된 개인의 권리주체성
(Rechtssubjektivität)의 존중이 어떠한 형식으로 그리고 어느 정도의 범위까지 주관적-권
리로서의 의미(subjetkiv- rechtliche Bedeutung)를 가지는지에 대해 검토했다.5)
2) Jellinek, 위의 책, S. 103.
3) Jellinek, 위의 책, S. 103; Enders, 앞의 논문, S. 387.
4) Rainer Wahl, Herausforderungen und Antworten: Das Öffentliche Recht der letzten fünf Jahrzehnte,
Berlin 2006. S. 39.
5) Wahl, 위의 책, S. 22; Johannes Masing, in: Wolfgang Hoffmann-Riem/Eberhard Schmidt-A
ßmann/Andreas Voßkuhle, Grundlagen des Verwaltungsrechts, Bd. I, 2. Aufl. 2012. § 7 Rn. 8; Enders, D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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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 독일 연방행정법원(Bundesverwaltungsgericht)은 1950년대에 여전히 중요한
그리고 실질적으로 개인적 권리보호에 치중한 결정을 내렸다. 이와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많이 인용되는, 독일연방행정법원(Bundesverwaltungsgericht)의 결정 당시까지 단지 국
가의 복지혜택의 객체로서만 인정되었던 국가의 자선적 복지행위의 단순한 객체인 사회적
지원 수용자Fürsorgeempfänge)에 대해 독자적인 법률에 의하여 인정되는 청구권을 가지
게 되었던, 1954년의 사회적 지원-결정(Fürsorge-Entscheidung)을 언급할 수 있다.6)
그러나 후에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인간의 존엄과 사회국가 원리가 결합된 개인의 최소
한의 생존보장에 대한 기본권(Grundrecht auf Existenzminimum)을 인정하면서 선풍을
일으켰다.7) 인간다운 최소한의 생존보장 요구권(Anspruch auf ein menschenwürdiges
Existenzminimum)이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판례를 통해 인정되고 있다.8)

Ⅲ. 기본권의 객관적 법적 효력으로서 기본권 보호의무
기본권의 객관적 법적 효력의 핵심적 내용으로서 기본권 보호의무의 법적 근거는 독일
의 경우 “인간의 존엄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은 모든 국가권력의 의무이다.”라고 규정하
고 있는 「독일 기본법」 제1조 제1항 제2문의 보호책임에서 찾을 수 있다.
Andreas Voßkuhle는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1975년의 임신중절(Schwangerschaftsabbruch)
결정 이래로 기본권 보호의무 도그마틱을 계속적으로 발전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어떠한 사례들에서 – 환경법적인 영역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법 영역에서도 보호의무 위반
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9) 독일연방헌법재판소(BVerfG)는 기본권 보호

6)

7)
8)

9)

Menschenwürde in der Verfassungsordnung, 1997. S. 384, 404 ff. (zur Entstehungsgeschichte), 430;
Enders, 앞의 논문, S. 388.
BVerwG, Urt. v. 14.1.1954 – V C 78.54, BVerwGE 1, 159 (160 ff.); Wahl, 앞의 책, S. 26 f. mit Fn.
55; vgl. Friedrich E. Schnapp, BVerwGE 1, 159: Magna Charta des Anspruchs auf das Existenzminimum?,
NZS 2010, 136 ff.
BVerfG, Urt. v. 9.2.2010 – 1 BvL 1/09, 1 BvL 3/09, 1 BvL 4/09, BVerfGE 125, 175; Wahl, 앞의 책,
S. 25.
BVerfG, Beschl. v. 18. 6. 1975, 1 BvL 4/74, BVerfGE 40, 121, 133; Urt. v. 21. 6. 1977 – 1 BvL
14/76, BVerfGE 45, 187, 228; Beschl. v. 29. 5. 1990, 1 BvL 20/84, BVerfGE 82, 60, 85; Beschl.
v. 10. 11. 1998, 2 BvL 42/93, BVerfGE 99, 246, 259; Beschl. v. 8. 6. 2004, 2 BvL 5/00, BVerfGE
110, 412, 433 f.; Urt. v. 7. 6. 2005, 1 BvR 1508/96, BVerfGE 113, 88, 108 f.; Beschl. v. 13. 2. 2008,
2 BvL 1/06, BVerfGE 120, 125 (154); Urt. v. 9. 2. 2010, 1 BvL 1/09, 1 BvL 3/09, 1 BvL 4/09, BVerfGE
125, 175, 222; Urt. v. 18. 7. 2012, 1 BvL 10/10 u. a., NVwZ 2012, 1024, 1029 f.
Voßkuhle, 앞의 논문, S.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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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를 우선적으로 생성 중에 있는 생명보호와 관련하여 발전시켰다.10) 그 후 이러한 기본
권 보호의무의 적용 영역은 다른 법익들과 기본적 침해적 위험 상황들에 대해서 확대되었
다.11) 이와 관련하여 기본권 주체는 사인의 환경침해를 통해 자신의 생명, 건강 또는 재산
에 관한 권리가 침해당하는 것을 소극적으로 감수해서는 안 된다. 일반적 견해에 따르면,
기본권 보호의무는 기본권의 객관적-법적 기능(objektiv-rechtliche Funktion der
Grundrechte)으로부터 도출된다.
기본권 보호의무에서 도출되는 효과적인 기본권 보호의 최소한의 요구조건들이 충족될
수 없다면, 기본권 보호의무는 구체적-개별적 관련 당사자가 국가의 고권적인-개입에 대
한 청구권(Anspruch auf hoheitliches Einschreiten)을 가지는 것을 인정하는 형태로 그
내용이 강화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범위에서는 기본권 보호의무는 다시 주관적 권리로
서의 성격이 인정되는 형식으로 전환된다.12)
구체적인 기본권 보호의무의 실행을 위한 최소한의 전제조건은, 국가의 추상적인 보호
위임(Schutzauftrag)을 보호대상과 관련하여 현실적으로 구체화시키는 위험상태 또는 리
스크 상황(Gefahren oder Risikolage)이다. 기본권 보호의무는 사인에 의한 환경침해적
위험원과 관계없이 기본권의 충분한 위험수준이 상황, 그리고 이를 넘어서서 지진과 화산
폭발 등과 같은 환경손상적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인정된다.13) 충족되면, 기본권 보호
의무는 인정된다. 독일연방헌법재판소(BVerfG)는 단순한 기본권 위험(bloße Grundrechtsgefährdungen)
은 원칙적으로 헌법적으로 중대한 기본권 침해(Grundrechtsbeeinträchtigungen)의 진입
단계에 있다고 보고 있다. 그렇지만 특정한 전제조건의 충족하에서만 단순한 기본권 위험
은 기본권 침해(Grundrechtsverletzungen)와 동일시된다. 법원은 이러한 전제조건들의
10) BVerfG, Urt. v. 25. 2. 1975, 1 BvF 1/74 u. a., BVerfGE 39, 1, 42.
11) vgl. 주로 환경법과 기술법과 관련된 BVerfG, Beschl. v. 8. 12. 1978, 2 BvL 8/77, BVerfGE 49, 89 ff.;
Beschl. v. 20. 12. 1979, 1 BvR 385/77, BVerfGE 53, 30 ff.; Beschl. v. 14. 1. 1981, 1 BvR 612/72,
BVerfGE 56, 54 ff.; Gärditz, 앞의 책, GG Art. 20a Rn. 82.
12) 이에 대한 일반적인 Ernst Wolfgang Böckenförde, Zur Lage der Grundrechtsdogmatik nach 40 Jahren
Grundgesetz, München 1990, S. 44; Matthias Cornils, Die Ausgestaltung der Grundrechte, Tübingen
2005, S. 569 f.; Tobias Gostomyzk, Grundrechte als objektiv-rechtliche Ordnungsidee, JuS 2004,
S. 949, 952 f.; Hans D. Jarass, in: FS 50 Jahre BVerfG, Bd. II, 2001, S. 35, 48 f.; Wolfgang Kahl,
Grundfälle zu Art. 2 I GG, JuS 2008, S. 595, 599; 이에 대해서 비판적인 Herbert Bethge, Grenzen
grundrechtlicher Subjektivierung objektiven Verfassungsrechts, in: Otto Depenheuer/Markus
Heintzen/Matthias Jestaedt/Peter Axer (Hrsg.), Staat im Wort: Festschrift für Josef Isensee, Heidelberg
2007, S. 613 ff.
13) Vgl. Horst Dreier, in: ders., Grundgesetz, Bd. I, 2. Aufl. Tübingen 2004, Vorb. Art. 1 Rn. 101;
Chrstian Hillgruber, Der Schutz des Menschen vor sich selbst, München 1992, S. 147; Murswiek,
앞의 책, S. 108 ff.; Gärditz, 앞의 책, GG Art. 20a Rn.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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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상세한 구체화는 포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이나 시설의 운영이 기본권 침해로 인정되는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위험에 대한 국가의 허용은 헌법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14) 이러한 결론은 한편으
로는 순환논법이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정확하지 않다. 왜냐하면 그러한 종류의 손해발생
상황은 기본권 침해가 될 수 없고, 오히려 이러한 결과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근거지우는
책임인정기준(Zurechnungskriterien)이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15) 그러나 이것은 발생한
손해의 단순한 파생적 결과가 아닌, 오로지 규범적으로 대답될 수 있는 문제이다.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예를 들면, 비행기소음16), 원자력시설의 인가17), 원자력 폐기물
의 최종저장소 그리고 중간저장소의 인가18). 전기공학적 공간의 인가19), 임박한 재앙20),
오존층 파괴21), 차량교통에 의한 산화질소의 방출22), 차량소음23)과 같이 인간에 의해 발
생하는 환경침해에 대한 보호의무상황(Schutzpflichtlage)을 인정했다.24)
경찰법적인 의미에서의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에, 보호의무는 원칙적으로 실행된다. 충
분한 개연성(Wahrscheinlichkeit)을 가지고 있는, 방해받지 않은 인과관계의 귀속이 인정
되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가 이러한 경찰법상의 보호의무의 실행 상황에 해당한다.25) 이와
관련하여 입법자는 자신의 보호의무의 실행을 위하여 행정이 국가의 보호책임을 근거로 하
여 일반적으로 존재하는 결정의 평가영역(Entschließungsermessen)이 영(Null)으로 축
소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에 대해 개입하여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추상적 위험에 대하
14) BVerfG, Beschl. v. 8. 12. 1978, 2 BvL 8/77, BVerfGE 49, 89, 141 f.
15) Gärditz, 앞의 책, GG Art. 20a Rn. 84.
16) BVerfG-K, Beschl. v. 29. 7. 2009, 1 BvR 1606/08, NVwZ 2009, 1494, 1495; Beschl. v. 15. 10.
2009, 1 BvR 3474/08, NVwZ 2009, 1489; Beschl. v. 4. 5. 2011, 1 BvR 1502/08, NVwZ 2011, 991,
993.
17) BVerfG, Beschl. v. 8. 12. 1978, 2 BvL 8/77, BVerfGE 49, 89, 141 ff.
18) BVerfG-K, Beschl. v. 12. 11. 2008, 1 BvR 2456/06, BVerfGK 14, 402, 407, 416 Beschl. v. 10. 11.
2009, 1 BvR 1178/07, BVerfGK 16, 370, 375.
19) BVerfG-K, Beschl. v. 17. 2. 1997, 1 BvR 1658/96, NJW 1997, 2509; Beschl. v. 28. 2. 2002, 1 BvR
1676/01, NJW 2002, 1638 f.; Beschl. v. 24. 1. 2007, 1 BvR 382/05, BVerfGK 10, 208, 211.
20) BVerfG-K, Beschl. v. 18. 2. 2010, 2 BvR 2502/08, NVwZ 2010, 702, 704), bei Ozonbelastung (BVerfG-K,
Beschl. v. 29. 11. 1995, 1 BvR 2203/95, NJW 1996, 651.
21) BVerfG-K, Beschl. v. 29. 11. 1995, 1 BvR 2203/95, NJW 1996, 651.
22) BVerfG-K, Beschl. v. 26. 10. 1995, 1 BvR 1348/95, NJW 1996, 651, 652.
23) BVerfG, Beschl. v. 30. 11. 1984, 1 BvR 1301/84, BVerfGE 79, 174, 202.
24) Gärditz, 앞의 책, GG Art. 20a Rn. 85.
25) 다음을 참조 Erhard Denninger, in: Hans Lisken/Denninger, Handbuch des Polizeirechts, 4. Aufl.,
München 2007, E Rn. 39; Schmidt Knemeyer, Polizei- und Ordnungsrecht, 11. Aufl. München 2007,
Rn. 87; Wolf-Rüdiger Schenke, Polizei- und Ordnungsrecht, 6. Aufl. Heidelberg 2009, Rn.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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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규정한다. 잘 알려진 인가관계 귀속의 전제조건들의 인정을 바탕으로 하여 표준적 위험
단계(maßgebliche Gefährdungsschwelle)가 손해의 범위(Schadensausmaß) 그리고 손
해발생의 개연성(Schadenseintrittswahrscheinlichkeit)의 구성요소들에 의하여 측정된다.
관련 법익이 중요할수록, 손해발생의 개연성은 더욱 더 중요하지 않게 된다[상관형식
(Je-desto-Formel)]. 또한, 임박한 질적인 또는 양적인 법익침해가 존재하는 범위에서는,
리스크에 대한 사전적 대비(Risikovorsorge)가 명령될 수 있다.26) 학문적 또는 기술적 새
로운 발전이 있는 영역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증가된 규범적 규율의 책임이 인정된다.27)
장기적, 거리적, 누적적 효과(Langzeit, Distanz und Summationseffekte)로서 특징
지워지고, 이로 인해 개별화된 방해(Störern)와 손해(Schaden) 사이의 구분이 행해지지
않는, 다양한 인간에 대한 환경침해 발생 상황에 대해서는 위험개념(Gefahrenbegriff)이
아무런 해결책을 제시할 수 없다.28)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손해발생의 개연성이 국가의 기
본권 보호의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원자력법에서 발전된 “가능하면 최선의 위험방어 그리
고 리스크 사전대비의 원칙(Grundsatz der bestmöglichen Gefahrenabwehr und
Risikovorsorge)29)”을 원칙적으로 또한 보호의무 도그마틱의 다른 영역에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다른 영역의 적용 여부는 위험이 임박한 법익의 가치성 그리고 가능한
손해발생의 종류와 범위에 달려있다.30)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위험의 종류 그리고 시간적
근접성, 보호된 법익의 가치성 그리고 인정된 생태적 문제에 대한 입법을 통해서 만들어진
이미 존재하는 규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유동적 개념인 기본권 보호의무를 근거지우고 있
다.31)
지식의 발전으로 인해 인정된 리스크가 반박되거나 어떤 경우이든 입법자의 평가주도권
이 인정되는 사회적으로 적합한 나머지 리스크의 영역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이미 존재
하는 보호의무는 또한 다시 반대로 다시 나중에 인정되지 않게 된다. 그러한 범위에서는
보호규정의 폐지는 설득력이 인정된다.32)
26)
27)
28)
29)
30)
31)
32)

30

예를 들면 BVerfG-K, Beschl. v. 4. 5. 2011, 1 BvR 1502/08, NVwZ 2011, 991, 993.
BVerfG-K, Beschl. v. 18. 2. 2010, 2 BvR 2502/08, NVwZ 2010, 702, 703.
Gärditz, 앞의 책, GG Art. 20a Rn. 86.
BVerfG, Beschl. v. 8. 12. 1978, 2 BvL 8/77, BVerfGE 49, 89, 139.
Gärditz, 앞의 책, GG Art. 20a Rn. 87.
BVerfG-K, Beschl. v. 15. 10. 2009, 1 BvR 3474/08, NVwZ 2009, 1489.
Gärditz, 앞의 책, GG Art. 20a Rn.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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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의무는

단지

우선적으로

입법자에게

부과되는

추상적

행위의무(abstrakte

Handlungspflichten)를 근거지운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추상적 행위의무는 특정한 규정을
제정하거나 환경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특정한 착안적 규정(Regelungsansatz)을 선택하는
구체적 행위의무로 강화될 수 없다. 오히려 입법자는 보호 필요성을 다른 법익과 형량해야
만 하고, 이 과정에서 다양한 법규정에 대한 구상을 선택할 수 있다.
리스크의 절대적인 배제는 인간의 인식능력의 한계를 무시하는 것이고, 헌법적으로 명
백히 요구되지 않은 일반적인 기술사용의 금지를 실질적으로 초래하게 된다.33) 이러한 까
닭에 잔여리스크최소화 요구권(Anspruch auf Restrisikominimierung)은 기본권으로 보
장될 수 없다.34) 그러므로 입법자는 자신의 환경보호 구상에 어떠한 의미를 부여할 것인지
를 결정하고, 이로부터 어떠한 입법적 결론을 이끌어 낼 것인가에 대해서 독자적인 평가를
내려야만 한다.
이와 관련하여 매우 다양한, 부분적으로 분산된 또는 심지어 서로 경합되는 공적인 그
리고 사적인 이익에 대한 조정이 행해지기 때문에35), 입법자에 대해서는 당연히 광범위한
판단여지와 입법형성의 영역(ein weiter Beurteilungs und Gestaltungsspielraum)이 인
정된다.36) 따라서 다음의 경우에 보호의무의 침해가 인정된다.
입법자가 객관화된 환경문제에 대한 고려 과정에서 전적으로 아무런 행위를 하고 있지
않는 경우, 중요한 환경위험에 대해서 충분히 정의가 내려지지 않은, 행해진 처분이 학문
적 인식에 따라 판단해 보면 명백히 적합하지 않거나 행정(경우에 따라서는 행정통제의 영
역에서는 사법)이 환경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는 위임적 권한을 사용할 것이 강한 기본권
침해를 근거로 요청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그러한 범위에서는 이미
당연히 하자 없는 평가권 행사의 요구권(Anspruch auf fehlerfreie Ermessensausübung)
[「독일 행정절차법(VwVfG)」 제40조]이 침해되었다.37)

33) BVerfG, Beschl. v. 8. 12. 1978, 2 BvL 8/77, BVerfGE 49, 89, 143 ff.; BVerfG-K, Beschl. v. 12.
11. 2008, 1 BvR 2456/06, BVerfGK 14, 402, 407 f.; Beschl. v. 10. 11. 2009, 1 BvR 1178/07, BVerfGK
16, 370, 375.
34) BVerfG-K, Beschl. v. 12. 11. 2008, 1 BvR 2456/06, BVerfGK 14, 402, 419.
35) BVerfG-K, Beschl. v. 15. 10. 2009, 1 BvR 3474/08, NVwZ 2009, 1489 f.; Beschl. v. 4. 5. 2011,
1 BvR 1502/08, NVwZ 2011, 991, 993; allgemein BVerfG, Urt. v. 30. 7. 2008, 1 BvR 3262/07 u.
a., BVerfGE 121, 317, 360
36) BVerfG-K, Beschl. v. 15. 10. 2009, 1 BvR 3474/08, NVwZ 2009, 1489 f.; Gärditz, 앞의 책, GG Art.
20a Rn. 89.
37) Gärditz, 앞의 책, GG Art. 20a Rn.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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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입법자의 기본권 보호의무의 실행에 있어서 광범위한 평가영역과 형성영역의 인
정은 위와 같이 헌법적 한계가 설정된다.38)
그 절차가 적합하고, 환경침해로 인하여 발생 가능한 갈등들이 잘 파악되며, 적합한 방
식으로 기본권에 합치되게 처리된다면, 어떤 경우이든 기본권 보호요구는 「독일 기본법 」제
20a조에 상응하게 절차 규정을 통해서 보장된다.39)
중요한 예측과 사실적 기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최소한의 통제는 가능해야만 한다. 그
렇지 않으면 비례성 명령의 사실종속적인 합리성 요구가 공허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40) 이
를 근거로 하여 민주주의 원리에 따른 입법자와 헌법재판소의 권한배분이 다음과 같이 행
해진다. 입법자는 실질적인 합리성의 요구들(Rationalitätsanforderungen)을 단지 매우
조심스럽게(zurückhaltend) 규정하고,41) 헌법재판소는 헌법적으로 근거지워진 요구들에
대하여 충분한 사실적 통제(TatsachenkontrolleP)를 해야만 한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의 권한의 한계설정뿐만 아니라 현재의 학문적 상황에 독자적
판단권한을 가지는 자체적인 입법절차 밖에서의 지식 발생에 근거한 입법자의 입법권에 대
한 인식론적인 한계설정(epistemische Grenzen)의 필요성에 대한 고려가 있어만 한다.42)
「독일 기본법」 제20a조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 판단해 보면 자연과학적인-기술적 지식에
38) 보호의무의 충족 그리고 개별적 사안에서의 보호의무의 헌법적 한계설정과 관련된 광범위한 평가영역, 가치판단영역
그리고 형성영역(weiten Einschätzungs-, Wertungs- und Gestaltungsspielraum)에 대해서는 BVerfG,
Beschl. v. 29. 10. 1987, 2 BvR 624/83 u. a., BVerfGE 77, 170, 214 f.; BVerfG-K, Beschl. v. 26.
10. 1995, 1 BvR 1348/95, NJW 1996, 651, 652; Beschl. v. 29. 11. 1995, 1 BvR 68. EL Februar
201337 Februar 2013 68. EL382203/95, NJW 1996, 651; BVerfG-K, Beschl. v. 17. 2. 1997, 1 BvR
1658/96, NJW 1997, 2509; Beschl. v. 28. 2. 2002, 1 BvR 1676/01, NJW 2002, 1638, 1639; Beschl.
v. 24. 1. 2007, 1 BvR 382/05, BVerfGK 10, 208, 211 f.; Beschl. v. 15. 10. 2009, 1 BvR 3474/08,
NVwZ 2009, 1489, 1490; Beschl. v. 18. 2. 2010, 2 BvR 2502/08, NVwZ 2010, 702, 703; Beschl.
v. 4. 5. 2011, 1 BvR 1502/08, NVwZ 2011, 991, 993 f.; Beschl. v. 23. 1. 2013, 2 BvR 1677/10,
Rdnr. 5; Beschl. v. 23. 1. 2013, 2 BvR 1645/10, Rn. 5; Gärditz, 앞의 책, GG Art. 20a Rn. 90.
39) BVerfG-K, Beschl. v. 15. 10. 2009, 1 BvR 3474/08, NVwZ 2009, 1489; BVerfG-K, Beschl. v. 4.
5. 2011, 1 BvR 1502/08, NVwZ 2011, 991, 993; Gärditz, 앞의 책, GG Art. 20a Rn. 91.
40) Gärditz, Gerichtliche Feststellung genereller Tatsachen (legislative facts) im Öffentlichen Recht, in:
Hans-Ullrich Paeffgen /Martin Böse/Urs Kindhäuser/Stephan Stübinger/Torsten Verrel/Rainer
Zaczyk (Hrsg.), Strafrechtswissenschaft als Analyse und Konstruktion, Festschrift für Ingeborg Puppe
zum 70. Geburtstag, Berlin 2011, S. 1557, 1560 f.; Voßkuhle, in: von Mangoldt/Klein/Starck,
Grundgesetz, 6. Aufl. 2010, Art. 93, Rn. 44; Gärditz, 앞의 책, GG Art. 20a Rn. 92.
41) 이에 대해서 예를 들면 Bernd Grzeszick, Rationalitätsanforderungen an die parlamentarische
Rechtsetzung im demokratischen Rechtsstaat, VVDStRL 71 (2012), S. 49 ff.; Lerke Osterloh,
Folgerichtigkeit – Verfassungsgerichtliche Rationalitätsanforderungen in der Demokratie, in: Bäuerle,
Michael/Dann, Philipp/Wallrabenstein, Astrid (Hrsg.), Demokratie-Perspektiven – Festschrift für
Brun-Otto Bryde zum 70. Geburtstag, Tübingen 2013, S. 429 ff.; 이에 대한 명백한 비판적 입장 Oliver
Lepsius, Erwerbsaufwendungen im Einkommensteuerrecht, JZ 2009, S. 260 ff.
42) Gärditz, 앞의 책, GG Art. 20a Rn.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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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판단 그리고 규범적 결과의 확정에 대한 책임은 우선적으로 입법자에게 있다.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는 학문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인식이 존재하지 않는 복잡한 상
황에서는 법원이 확실하지 않은 학문적 이론을 관철시키지 않을 것을 요구한다. 이것은 학
문적으로 그리고 실무적으로 여전히 이해될 수 없는 미개척 분야에 대해서 타당하게 적용
된다. 이와 관련하여 권력분립적인 체계의 영역 속에서 다양한 인식 가능성들이 고려되어
야만 하는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의 합리적인 인식 가능성을 위한 가능한 최대한의 광범
위한 정보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집행권과 사법권의 경우 양 기관 사이에는 기능과 절차에 따라 서로 다른 인식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학문적인 이론이 존재하는 복잡한 상황에 대한 판단에 대한 집행
권과 사법권 사이의 책임의 분배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43) 법원은 인식 과정의 절차를
재구성하고, 공권력의 주체가 현재의 인식원을 모두 다 검토하고, 리스크 분석을 전문적
평가 과정을 통해서 할 것을 의무지운다.44)
입법자는 학문적 논쟁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결론이 납득 가능하게 보일 수 있도
록, 주의 깊게 확정한 사실적 근거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보호의무를 잘
실행할 수 있다.45)

Ⅳ. 기본권 심사와 기본권의 제한 및 제한의 정당화
기본권 제한(Grundrechtseingriffe)은 한단계 혹은 여러단계로 진행될 수 있다. 한단계
의 기본권 제한으로서 법률을 통한 직접적인 기본권의 제한을 들 수 있다46). 이러한 직접
적인 법률을 통한 기본권 제한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자주 형식적 법률(das formelle
43) BVerfG-K, Beschl. v. 18. 2. 2010, 2 BvR 2502/08, NVwZ 2010, 702, 703; wörtliche Übernahme
durch OVG Münster, Beschl. v. 16. 10. 2012, 16 A 591/11, DVBl. 2012, 1573; ähnlich bereits BVerfG-K,
Beschl. v. 28. 2. 2002, 1 BvR 1676/01, NJW 2002, 1638, 1639; Gärditz, 앞의 책, GG Art. 20a Rn.
92.
44) BVerfG, Beschl. v. 16. 12. 1983, 2 BvR 1160/83 u. a., BVerfGE 66, 39, 61; BVerfG-K, Beschl. v.
18. 2. 2010, 2 BvR 2502/08, NVwZ 2010, 702, 704; OVG Münster, Beschl. v. 16. 10. 2012, Februar
2013 68. EL38 68. EL Februar 20133916 A 591/11, DVBl. 2012, 1573, 1574; Gärditz, 앞의 책, GG
Art. 20a Rn. 93.
45) Gärditz, 앞의 책, GG Art. 20a Rn. 93.
46) Manssen, Grundrechte, § 8 Rn.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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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setz)은 예를 들면 법규명령(Rechtsverordnung), 행정규칙(Satzung) 그리고 행정행위
를 통한 기본권 제한
기본권 심사(Grundrechrtsprüfung)는 다음의 네가지 심사단계를 거치게 된다: ① 기
본권 구성요건(Grundrechtstatbestand), ② 기본권 제한(Grundrechtseingriff), ③ 제한
의 한계(Schranken), ④ (제한의) 한계-한계(Schranken-Schranken)47). 기본권 심사의
첫 번째 단계는 각 기본권의 기본권 구성요건(Grundrechtstatbestand), 보호영역
(Schutzbereich)이 해당되는지 여부가 검토된다48). 두 번째 단계에서는 기본권 제한
(Eingriff in das Grundrecht)이 있는지 여부, 즉 문제가 되는 국가의 처분이 이 구체적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는지 여부의 문제가 제기된다. 이 두 번째 단계 해당성이 인정되면,
기본권 심사의 세 번째 단계에서는 기본권에 대한 한계(Schranken)가 존재하는지 여부 혹
은 어떤 한계가 존재하는지 그리고 기본권의 제한이 그러한 한계의 표현인지 여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단계에서는 기본권의 제한의 한계-한계
(Schranken-Schranken)를 잘 준수했는지 여부, 즉 제한이 기본권 자체 속에 인정된 한
계의 범위 속에 있는 한계로 인정될 수 여부에 대한 심사가 행해진다49).
이 네 번째 단계 해당성이 인정되면, 기본권 제한은 정당화되고, 그렇게 되면 기본권
제한은 기본권 침해(Grundrechtgsverletzung)가 되지 않는다. 이러한 단계적 기본권 심
사는 모든 기본권에 대해서 유효하게 적용된다. 다수의견과 다르게 인간의 존엄과 평등권
에 대한 제한에 대해서도 유효하게 적용된다50).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본권 심사가
내용적으로 보다 세분화된 기본권 심사가 행해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상황에

따라서는

아주

다양한

보호법익(Schutzgüter)

그리고

제한형식

(Beschränkungsformen)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개별적 기본권들은 기본권 주체의 영역에 속하는 특정한 범위 혹은 상황을 보호한다51).
이것은 우리 헌법 제21조의 언론·출판의 자유에서 도출되는 의사표현의 자유 혹은 집회의
개최 등과 행위방식(Verhaltensweise)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또한 기본권의 보호영역
(Schutzbereich)은 어떤 법익(Rechtsgut) 속에 존재한다. 독일기본법 제2조 제2항 제1문
47)
48)
49)
50)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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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hael Kloepfer, Verfassungsrecht, Bd. Ⅱ, München 20̂̂12, § 51 Rn. 2.
Kloepfer, Verfassungsrecht, Bd. Ⅱ,, § 51 Rn. 2.
Kloepfer, Verfassungsrecht, Bd. Ⅱ,, § 51 Rn. 2.
Kloepfer, Verfassungsrecht, Bd. Ⅱ,, § 51 Rn. 4.
Hans D. Jarass/Bodo Pieroth, Grundgesetz, 10. Aufl., München 2009, Vorb. vor Art. 1 Rn. 19; Kloepfer,
Verfassunsgsrecht Ⅱ, § 51 Rn.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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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법익인 생명과 신체적 불훼손성(körperliche Unversehrtheit)을 보호한다. 기본법 제3
조 제2항의 성(Geschlecht)과 같은 기본권 주체의 특별한 상황(Situation) 역시 기본권의
보호영역에 해당한다.
그 외에도 독일 기본법 제19조 제4항을 통한 사법적 구제의 보장 그리고 우리 헌법 제
27조의 재판청구권의 보장에 있어서 중요한 공권력을 통한 주관적 권리의 침해 혹은 독일
기본법 제33조 제2항 혹은 우리 헌법 제25조의 공무담임권의 보장과 관련된 공직에의 지
원과 같은 특정한 상황 역시 기본권의 보호영역으로 인정된다52). 최종적으로 기본권의 보
호영역은 그 기본권의 실질적 내용이 사전에 확정된 것이 아니라, 법질서 혹은 우선적으로
입법자를 통해서 창조되거나 형성되는 규범형성적 기본권(normgepräte Grundrechte)이
있다. 독일 기본법 제14조 제2항 그리고 우리 헌법 제23조 제2항에 의하여 재산권은 당연
히 재산권에 대한 근본적인 헌법적 결정과 사회적 구속성을 존중해야만 하는 입법자에 의
하여 내용과 한계가 확정된다53). 이러한 구분이 헌법적으로 명령되지 않았고, 그 구분에
대하여 다양한 법적 효과가 수반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기본권의 보호영역은 때때로 인
적

보호영역(persönlichen

Schutzbereich)과

실질적

보호영역(sachlichen

Schutzbereich)으로 구분된다. 예컨대 독일인의 권리와 모든 사람의 권리를 구분하는 독
일헌법 하에서는 독일인의 권리로 규정된 기본법 제8조의 집회의 자유의 경우에는 외국인
들은 몇몇 사례들 속에서는 광범위한 기본권의 실질적 보호영역의 해당여부에 대한 심사가
개시되기도 전에, 기본권의 인적 보호영역의 해당성 결여로 인하여 이 기본권을 원용할 수
없다54).
기본권의 인적 보호영역은 기본권 주체성의 문제와 관련성을 가진다. 기본권의 주체로
서는 자연인과 법인이 있다. 자연인은 대한민국국민과 외국인으로 구분된다. 법인은 내국
법인과 외국법인 그리고 공법인과 사법으로 구분된다. 독일 기본법 제19조 제3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기본권이 ‘그 본질적 측면에서(ihrem Wesen nach)’ 법인에게 적용가능한에서
는 법인에 대해서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기본권의 인적 보호영역과 실질적 보호영역의 구분은 적어도 법
인에 대해서는 관철될 수 없다. 왜냐하면 법인의 인적 보호영역 해당성 여부는 기본권이
본질적으로 법인에게 적용가능한 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이 되는 기본권의 실질적 보호영
52) Jarass/Pieroth, Grundgesetz, Vorb. vor Art. 1 Rn. 19;
53) Kloepfer, Verfassunsgsrecht Ⅱ, § 51 Rn. 5.
54) Kloepfer, Verfassunsgsrecht Ⅱ, § 51 Rn.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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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에 대한 검토없이는 결론을 내릴수 없기 때문이다55).
기본권의 보호영역은 현실적 삶의 부분으로서 기본권 규범(Grundrechtsnorm)이 보호
대상으로서 인정하는 범위를 확정한다. 개별적 사례 속에서 기본권의 보호영역은 해석을
통해서 인정된다.

Ⅴ. 기본권 보호의 강화요구로서 기본권의 규정영역(Regelungsbereich)
과 보호영역(Schutzbereich)의 동일화를 위한 기본권 규정의 개정
필요성
용어는 통일적으로 사용되지 않지만 기본권의 규정영역과 보호영역은 부분적으로 구분
된다. 기본권의 규정영역을 통해서 기본권이 보호영역이 아닌, 기본권이 타당하게 적용되
고, 그 속에서 기본권의 보호영역이 확정되는 삶의 영역(Lebensbereich)이 자세히 묘사된
다. 독일 기본법 제8조 제1항 그리고 우리 헌법 제22조 제1항의 결사의 자유의 규정영역
은 모든 집회로 확정된다. 이에 반해서 집회의 자유의 보호영역은 단지 평화적이고 비무장
적인 집회로 한정된다. 물론 이러한 기본권의 규정영역과 보호영역의 구분의 현실적인 법
실무적 유용성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될 수도 있지만, 빈틈없는 보다 정확한 헌법상의 기본
권의 보호를 위해서는 기본권의 규정영역과 보호영역의 동일화가 매우 필요하다.

Ⅵ. 기본권 침해에 대한 사법적 구제
독일 기본법(GG) 제93조 제1항 4a호 그리고 연방헌법재판소법(BVerfGG) 제90조 제1
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은 헌법소원청구인(Beschwerdeführer)이 공권력의 침해행위로 인하
여 자신의 기본권 뿐만 아니라, 독일 기본법 제20조 제4항, 제33조, 제38조, 제101조, 제
103조

그리고

제104조

속에

언급된

권리들

(이른바

기본권과

동일한

권리들

(grundrechtsgleiche Rechte))이 침해된 경우에도 제기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적어도
기본법 제101조 제2문 그리고 제103조 제1항의 기본권과 동일한 권리로서 사법적 권리에
대하여 검토해 본다.

55) Kloepfer, Verfassungsrecht Ⅱ, § 51 Rn.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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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헌법 제27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
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본법 제101조 제1항은 「예외법원
(Ausnahmegerichte)은 허용될 수 없다. 그 누구도 법률이 정한 법관이 아닌 자로부터 재
판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특별한 전문영역(Gerichte für besondere
Sachgebiete)에 대한 법원은 단지 법률에 의해서만 설립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Recht auf gesetzlichen Richter)를 기본권으로서 규
정하고 있다. 우리 헌법 제27조 제1항의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법치국가적인 법적 안정성(rechtsstaatliche Rechtssicherheit)56)과
법치국가적인 객관성, 즉 공평무사성 명령(Objektivitätsgebot)57), 정의실현의 요청의 중
요한 표현이다. 우리 헌법 제27조 제1항은 사법기관의 자의적인 재판으로 인하여 인한 개
인의 권리침해의 위험을 예방해 주는 기능을 한다58). 우리 헌법 제27조는 통일적 기본권
(einheitliches Grundrecht)으로서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고 있다.
우리 헌법 제27조 제1항의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개인에
대하여 단지 법률 (법원조직법 그리고 민사 및 형사소송법과 같은 소송절차법)에 의하여 확
정된, 이와 다른 방식에 의하여 정해진 것이 아닌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의미한
다. 헌법 제27조 제1항은 법관의 권한의 확정과 관련된 법률유보(Gesetzesvorbehalt)를
규정하고 있다. 우리 헌법 제27조 제1항에 의하면 법관의 권한의 확정은 미리 법관의 권한
을 사전에 추상적-일반적으로(abstrakt-generell) 형성하고 있는 형식적 법률(förmliches
Gesetz)에 의하여 행해져야만 한다. 우리 헌법 제27조 제2항은 이 규정 속에 규정된 특별
한 상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있어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헌법해석적으로 헌법 제27조 제1항은 제27조 제1항과 결합적 해석을 통해서, 즉 헌
법 제27조 제1항 그리고 제2항의 해석적 결합을 통해서, 우리 헌법상의 헌법과 법률에 의
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내용을 (단순한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할 권리의 범위를 넘
어서서) 예외법원의 허용금지라는 의미로 확대시키는 해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본다. 왜
냐하면 우리 헌법은 독일 기본법 제101조 제1항과 같은 예외법원의 불허용성을 규정한 헌
법규정이 없기 때문일 뿐만 아니라, 우리 헌법 제27조 제1항은 어떠한 법률적 근거도 없거
나 혹은 설사 법률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권한이 미리 추상적-일반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예외법원에 의한 재판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59). 헌법해석적으로 이러한
56)
57)
58)
59)

BVerfGE
BVerfGE
BVerfGE
BVerfGE

20, 336 (344).
82, 159 (194).
92, 322 (327).
3, 213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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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 근거와 미리 그 권한이 사전에 추상적-일반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예외법원의 설치
금지는 반대로 해석하면 형식적 법률에 근거를 둔다면 특별한 전문영역법원의 설치가 가능
하다는 헌법해석적 결론이 된다. 따라서 우리 헌법 제27조 제1항의 헌법과 법률에 의한 재
판을 받을 권리는 제2항의 해석적 결합적 해석을 통해서 특별한 전문영역법원의 설립을 위
한 법률유보(Gesetzes)를 포함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왜냐하면 특별한 전문영역을
규율하고 있는 법원은 형식적 법률에 의하여 설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헌법상의 재판청구권은 급부권(Leistungsrecht)과 방어권(Abwehrrecht)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급부권으로서 재판청구권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정해진 법관의 제
공으로 기본권의 기능을 확장시키다. 방어권으로서 재판청구권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정
해지지 않은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지 아니할 권리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우리 헌법 제27조 제1항의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서 법관
은 모든 국가에 의하여 임명된 개별적 사례에 대한 결정권한을 가지는 법관을 의미한다.
또한 조직적 통일체(organisatorische Einheit)로서 법원 그리고 재판부(Spruchkörper)
로서 법원은 이에 해당한다60). 이에 해당하는 법관으로는 개별법관(Einzelrichter) 그리고
상급법원,

연방헌법재판소

(ehrenamtliche

Richter),

그리고

유럽법원의

대재판부(Große

합의부(Kollegialgerichte),
Senate)와

명예법관

공동재판부(Gemeinsame

Senate), 주헌법재판소재판관, 상고심법관, 자발적 재판(freiwillige Gerichtsbarkeit)에서
의 법관, 배석판사(Schöffen), 형식적 징계절차에서의 조사위원장(Untersuchungsführer
im förmlichen Disziplinarverfahren), 예심판사(Untersuchungsrichter), 연방헌법재판
소의 사전재판부(Vorprüfungsausschuss des BVerfG), 군사법원의 재판장.그러나 위회의
국정조사위원회 위원과 staatiche Prüfer는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이라함은 모든 측면에서 헌법적 요청에 상응하는 법관을 의미
한다. 우선적으로 우리 헌법 제103조에 의한 재판의 독립성 그리고 헌법 제100조에 근거
한 재판의 공정성의 요청이 이에 해당한다61).
제5장의 법원과 제6장의 헌법재판소를 별도로 규정하면서 헌법 제101조에서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도
60) BVerfGE 17, 294 (298 f.); 40, 356 (361 f.).
61) BVerfGE 3, 377 (381); 60, 175 (214); 82, 286 (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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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우리 헌법상의 재판청구권의 보호영역에 포함된다. 따라서 헌법재판소 재판관도 헌
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해당된다. 독일 기본법 제92조는 「사법권(die rechtsprechende
Gewalt)은 법관에 맡겨져 있다; 사법권은 연방헌법재판소, 이 기본법 속에 규정된 연방법
원들(Bundesgerichte) 그리고 주 법원들(Gerichte der Länder)에 의하여 행사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비록 우리 헌법 제101조에서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들고 있지 않고 있지만,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 속에는 헌법재판소도 포함된 것으로 해석하
는 것이 타당하다.
기본권과 동일한 권리의 주체(Träger grundrechtsgleichen Rechts)는 자연인 혹은 법
인 내지 인적결합체 또한 공법인인지에 관계없이 소송당사자들이다.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소송당사자가 없는 이른바 객관적 절차(objektive
Verfahren)에 대해서도 인정된다62). 청구의 상대방(Gegner)이 존재하지 않는 추상적 규
점통제(abstrakte Normenkontrolle)의 경우에는 청구인(Antragsteller)이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권리(Recht auf den gesetzlichen Richter)의 주체가 된다63).
우리 헌법 제27조 제1항의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기본권인 동시에 법치국가원리의 표현이기 때문에 입법, 행정 및 사법권에 대하여
다음의 의무를 부과한다. 입법자가 법률 속에 법관에 대한 기본적인 추상적-일반적 관할규
정(Zuständigkeitsregeln)을 규정하지 않을 때, 헌법 제27조 제1항의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입법권(Legislative)을 통해서 침해된다. 이러한 법관의
업무와 관련된 관할규정의 확정과 관련하여 독일연방헌법재판소(BVerfG)는 관련규정이 정
확한, 모든 개별적 상황까지 규정할 것을 요구하지 않았다. 따라서 관련규정이 법관의 관
할권을 가능한 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면 충분하다고 보았다64). 이러한 까닭에 위임입
법 속의 위임근거(Ermächtigungsgrundlage) 속에 단지 위임의 내용, 목적 그리고 범위
가 충분히 확정되어 있으면, 위임입법을 통한 법규명령(Rechtsverordnung)에 의한 법관
의 관할권 확정이 행해질 수 있다65).
우리 헌법상의 권력분립의 원리의 근거한 헌법 제101조의 사법권 독립의 원칙에 비추
어 볼 때, 실무적으로 집행권(die Exekutive)을 통한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의 권한 박
62) BVerfGE 40, 356 (361 f.); 82, 286 (296 f.).

63) BVerfGE 82, 286 (296 f.).
64) Vgl. BVerfGE 95, 322 (329 f.),
65) BVerfGE 2, 307 (326), 24, 155 (166); 27, 18 (34 f.); BVerfG-K, NVwZ 1993, S. 1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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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은 행해질 수 없다. 헌법상의 권력분립의 원리 및 권한규정은 집행권이 형식적인 입법권
과 사법권의 권한범위 밖에 있는 행위를 하는 것만 허용한다. 이와 관련하여 집행권을 통
한 법관의 지명과 급여지급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의 권한박탈이 되지 않는다. 왜냐하
면 어떠한 경우이든 집행권은 법관의 선발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지 않기 때문이
다. 또한 집행권이 법원의 업무배분계획의 형성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는 것은 법원조직법
과 같은 법률에 의하여 방지되어 있다.
법관의 권한과 관련된 관할규범(Zuständigkeitsnorm)의 해석과 적용과 관련된 법원의
결정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의 의미에 관련된 지배적인 헌법해석적 원칙으로부터 벗어
나 있다면, 이것은 더 이상 정당화될 수 없는, 즉 자의적인 것(willkürlich)이다66). 법원이
법원조직과 관련된 일반절차법적인 규정을 자의적으로 부정확하게 적용한다면, 즉 이와 관
련된 법원의 결정이 더 이상 납득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거나, 혹은 더 이상 명백한 근거
가 없다면 혹은 법원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의 의미와 적용범위를 근본적으로 잘못이
해하고 있다면, 법원은 헌법 제27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67).
법원의 업무배분계획(Geschäftsverteilungspläne)과 관련하여 법원은 자신의 조직고권
(Organisationshoheit)의 범위 내에서, 법관의 관할권(Zuständigkeit)에 대하여 미리, 즉
업무년도(Geschäftsjahr) 개시 전에 전체업무년도 동안에 완전히 문서로서68) 그리고 객관
적 기준에 의하여 즉 개인이나 개별적 사례에 대한 고려없이69) 규정하여야 한다. 사건은
아무런 고려없이(blindlings) 결정해야만 하는 법관에게 배당되어야만 한다70). 재판장의
재량에 의한 결정(Ermessensentscheidungen)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71).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법률유보에 의한 제한을 받지 않
는다. 그러한 까닭에 단지 헌법내재적인 제한가능성의 관점에서 이 권리에 대한 제한의 헌
법적 정당화가 고려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권 혹은 법익충돌의 형량과정에서
개별적 사례 속에서 이 권리보다 우위에 있는 다른 헌법적 가치가 명백히 드러나지 않는
66) BVerfG NJW 2005, S. 1105, 1106.

67) Vgl. BVerfGE 29, 45 (49); 42, 237 (241); 75, 223 (234 ff.); 76, 93 (96 ff.); 82, 159 (194); 82, 286
(299); 87, 282 (285); BVerfG-K NJW 2002, S. 2859 f/; 2003, S. 281.
68) BVerfGE 95, 322 (328); BGHZ 126. 63 (851).
69) BVerfGE 82, 286 (298); BVerwG NJW 1987, S. 2031; 1988, S. 1339; Maunz, in: Maunz/Dürig, GG,
Art. 101 Rn. 43; Pieroth, in: Jarass/Pieroth, GG, Art. 101 Rn. 14; Kunig, in: v. Münch/Kunig,
GG, Art. 101 Rn. 38.
70) BVerfGE 95, 322 (329).
71) BGHZ 126, 63 (81); BAGE 81, 265 (283); 84, 189 (193 f.); 88, 344 (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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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이 권리에 대한 제한은 바로 이 기본권의 침해가 된다.
우리 헌법 제27조 제5항은 「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
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독일 기본법 제103조는 「모든 사람은 법정에
서 법적인 진술권을 가진다(Vor Gericht hat jedermann Anspruch auf rechtliches
Gehör)」고 규정하고 있다.
법정에서의 법적인 진술권(Anspruch auf rechtliches Gehör)의 보장은 법치국가 원
리72)와 인간의 존엄의 보호73)의 표현이다. 왜냐하면 이 기본권의 주체로서 개인은 법관의
결정의 객체인 동시에, 자신과 관련된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주체로서 절차에 참여해서 이
에 영향을 미치고 그 영향력의 결과를 취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74).이러한 까닭에 이 기본
권은 방어권(Abwehrrecht)인 동시에 참여권(Teilhaberecht)이고 급부권(Leistungsrecht)
이다. 특히 이 기본권은 형사소송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법적인 진술은 소송관
련 당사자가 원칙적으로 사실적 그리고 법적 측면에서의 법원의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사
건에 대하여 진술할 가능성을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소송관련 당사자가 법원의 전문가의 견해와 상대방의 주장의 논거들을 포함한 소송절차
적 자료와 법원이 자신에 대하여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무엇이 문제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완전히 제공되고 있는 경우에만, 이 기본권은 의미있게 보장될 수 있기 때문에75),
이 기본권은 한편으로는 이에 상응하는 소송과 관련된 적절한 정보를 제공받을 정보권
(Informationsrecht)의 보장을 전제로 한다76).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 기본권은 단순한 진술권의 보장의 의미을 넘어선다. 왜냐하면
법원은 소송당사자들의 진술의 내용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고려를 해야만 하기 때문이
다77).
이 기본권의 세가지 측면에서의 보호영역은 다음과 같다:
① 소송당사자는 법정에서의 진술권을 가진다.
72)
73)
74)
75)
76)
77)

BVerfGE 9, 89 (95); 39, 156 (168); 74, 220 (224); 107, 395 (409).
BVerfGE 55, 1 (6); 63, 332 (337); BGHZ 118, 312 (321).
NJW 2003, S. 1926.
Pieroth/Schlink, Rn. 1177.
BVerfGE 55, 95 (99); 86, 133 (144 f.).
BVerfGE 70, 288 (293); Pieroth/Schlink, Rn. 1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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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원은 소송절차적 진술에 대한 청문의 기회를 주어야만 한다 (이것은 법원이 소송
당사자의 주장들을 인식하고, 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③ 소송당사자는 법정에서 무엇이 문제되고 있는지를 알기 위하여 제출된 정보에 대한
정보권(Informationsrecht)을 가진다.
이 권리보호를 위한 재판절차적 보장이 별도로 행해지지 잠정적 처분(voräufige
Maßnahme) 혹은 긴급처분(Eilmaßnahme)의 경우에 이 권리의 보장이 불가능한 경우
에는, 지체없이 이 권리의 보장이 보충되어야만 한다78). 헌법 제27조 제5항의 재판절차
속에서의 진술권 보장이 변호사의 접근권 즉 우리 헌법 제12조 제4항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포함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이 기본권의 보장 내용에 부분적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포함은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 왜냐하면 법적인 소송절차의 어려
움과 난해성 때문에 개별시민은 자신의 권리에 대한 법적인 자문과 조력없이 독자적으로
법정에서의 진술권을 잘 행사할 수 없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헌법 제27조 제5항의
법정에서의 진술권 보장이 헌법 제12조 제4항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포함하는지
여부는 관련 법적인 소송절차의 종류, 의미 그리고 복잡성 여부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
다79).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어떤 경우이든 법치국가원리에서 형사소송절차에서 자신의 신뢰
에 바탕을 둔 변호인(Verteidiger)으로서 변호사에 의하여 변호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도출
하고 있다.

Ⅶ. 결어
기본권 이론과 기본권 도그마틱의 완성과 관련하여 어떤 특정한 이론이라는 것은 어쨋
든 그 당시에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그 이론의 존재근거는 가지고 있다.
기본권이론은 법질서의 어떠한 영역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실정법적인 기본권
의 규율의 다수와 다양성(Vielzahl und Vielseitigkeit grundrechtlicher Aussage)을 근
거로 해서 시작되어 진다. 그와 동시에 기본권이론의 구조적인 복잡성이 나타난다: 기본권
은 구성요건(Tatbestand)과 그에 결합된 법적인 결과의 단순한 도식으로 파악되어 질 수
78) BVerfGE 18, 399 (404).
79) Michael/Morlok, Rn. 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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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 따라서 요약하면 어떤 특정한 기본권의 내용을 형성하는 규범적인 언급의 다발
(Bündel normativer Aussagen)이다(Robert Alexy, Theorie der Grundrechte, 1985,
S. 224 ff.). 그리고 거기에다가, 기본법에 적합한 기본권이론을 발전시키라는 요구가 제기
되어 진다면, 또다른 방법론적인 어려움이 부가되어 진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이미 대안
은 잘못 구성되어 진다: 옳고 정확한 기본권이론의 수는 많지 않다, 따라서 기본권이론의
선택이나 구성을 자의적으로 하는 것은 옳은 태도라고 할 수 없다.
또한 부분적으로는 이러한 종래의 기본권 이론이나 도그마틱에 대한 논의가 새로운 논
의로서 기본권의 기능(Grundrechtsfunktion)이라는 새로운 형태로 대체되었지만, 이것은
종래의 문제점들을 단지 은폐시킨 것, 즉 종래의 문제점이나 어려움들은 극복한 것은 아니
다. 전체적으로 볼 때, 이러한 70년대의 논의들은 어떤 기본권이 서로서로 동시에 다양한
기능들을 가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광범위한 승인을 표현한 “기본권이해의 변천(Wandel
des Grundrechtsverständnis)”을 초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회의가 정당
화될 수 있다. 이론(Theorie)과 현실(Praxis)이 명백히 서로 어긋난다면 어떻게 하는가?
교의적인 작업(die dogmatische Arbeit)이 항상 기본권에 대한 (사전)이해((Vor-)Verständnis)
에 의해서 함께 결정되어 진다면, 현실적으로 이러한 괴리는 불가능하다. 분석적으로 볼
때 이론의 주제들과 문제제기들(die Themen und Fragestellungen der Theorie)은 교의
(Dogmatik)의 그것과는 분리되어져야 한다. 기본권의 어떤 부분은 방어권(Abwehrrecht)
으로 구성되어 지고, 그와 동시에 연방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인정되어지고, 어떠한 국가적
행위에 대한 보호의무를 인정할 것인가 여부의 문제는 이론적 구성의 문제이다. 그와 반대
로 기본권이 도그마틱(Dogmatik)에 의하여 인정된 효과를 인정할 것인가 여부에 대한 문
제는 기본권이론영역의 문제이다, 왜냐하면 이에 대한 해답은 어떠한 기본권의 과제를 인
정할 것인가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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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이주민 기본권 : 기존 논의에 대한 문제제기1)
1. 헌법 제6조 제2항의 “외국인” 규정
현행 헌법(전부개정 1987. 10. 29 헌법 제10호)은 전문, 제1장 총강, 제2장 국민의 권
리와 의무, 제3장 국회, 제4장 정부, 제5장 법원, 제6장 헌법재판소, 제7장 선거관리, 제8
장 지방자치, 제9장 경제, 제10장 헌법개정, 부칙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법률에 대하여
우위에 있는 헌법에서 외국인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는 모든 법률의 입법, 해석 및 운영의
지표가 된다. 헌법 제6조 제2항은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
가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1항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
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2) 헌법재판소도
헌법 제6조 제1항에 대하여는 “헌법 제6조 제1항의 국제법 존중주의는 우리나라가 가입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는 것”이라는 언급을
통하여 그 의미를 재확인하고 있다.3)
* 이 글은 황필규, “이주민 기본권의 재구성”,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재단법인 동천 공편, 이주민법연구, 경인문화사
(2017), 79-153을 수정, 보완한 글이다.
1) 황필규, “한국 이민관련법”, 정기선, 이선미, 황필규, 이민경, 이규용, 한국 이민정책의 이해, 백산서당 (2011),
64-67 참조.
2) 이는 헌법 전문에서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할 것을 표방하고 있는 국제평화주의의 실현의 한
형태로서 국제법질서를 존중하여 최소한 외국인의 지위에 관한 국제법상의 확립된 기준에 의하여 외국인을 보호하겠다
는 국제법 존중의 정신을 담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권영성, 헌법학원론(보정판), 법문사 (2001), 301;
김철수, 헌법학개론(제14전정신판), 박영사 (2002), 230; 허영, 헌법학원론(제4판), 박영사 (2004), 175].
3) 헌법재판소 2001. 4. 26. 선고 99헌가13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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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외국인의 지위를 규정한 헌법 제6조 제2항에 대해 통설적인 견해는 외국인의 기
본권 주체성의 긍정, 부정 여부를 불문하고, 그 ‘국제법과 조약’의 내용을 논하지 않고 ‘상
호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4) 한편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6조 제2항 위
반이 문제된 사건에서 “위 예규는 외국인 산업연수생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의 일부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으로서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하는 것이 아니므로(외국인 일
반 근로자, 연수취업자, 피고용허가자 모두 위 예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헌법 제6조 제
2항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5)고 판시하여

‘국제법과 조약’의 내용을 논하지 않고 있고,

외국인 일반에 대한 차별금지조항으로 해석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다만 외교기관
인근에서의 집회금지가 문제된 사건에서는 헌법 제6조 제2항과 그 내용을 이루는 ‘외교관
계에 관한 빈 협약’ 내용을 근거로 그 집회금지 입법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을 논
함으로써6) ‘국제법과 조약’의 내용을 검토한 사례도 있다.

2. 헌법 제2장 “국민”의 해석
헌법은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으로만 표현하고 있다(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그러
나 헌법재판소는 “기본권의 보장에 관한 각 헌법규정의 해석상” “국민과 유사한 지위에 있
는 외국인은 기본권주체가 될 수 있다.”고 명시하면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은
인간의 권리로서 외국인도 주체가 될 수 있고, 평등권도 인간의 권리로서 참정권 등에 대
한 성질상의 제한 및 상호주의에 따른 제한이 있을 뿐이다.”라고 설시하고 있다.7)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일부 의견은 “우리 헌법 문언상 외국인은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 “국
가와 헌법 그리고 기본권과의 근본적인 관계에 관해서 보더라도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국
민만이 대한민국 헌법상의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외국
인의 기본권 주체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있다.8)
헌법학계의 경우 기본권 보장에 관한 헌법 제2장의 표제가 ‘국민의 권리와 의무’라고 되
어 있으므로 ‘국민’의 권리만을 보장한 것이지 외국인을 포함하여 널리 ‘인간’의 권리까지
실정 헌법상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는 일부 견해9)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성질상 인간의 권
리로 볼 수 있는 기본권은 외국인에게도 보장되어야 하고 그 밖의 기본권은 상호주의에 따
4) 신옥주 외, “외국인의 헌법적 지위 및 권리의 보장을 위한 비교법적 연구”,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 제27권 (2016),
15.
5) 헌법재판소 2007. 8. 30. 2004헌마670 결정.
6)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마111 결정.
7) 헌법재판소 1994. 12. 29. 선고 93헌마120 결정, 헌법재판소 2001. 11. 29. 99헌마494 결정.
8) 헌법재판소 2011. 9. 29. 선고 2007헌마1083등 결정 재판관 김종대의 반대의견(각하의견).
9) 박일경, 신헌법학, 법경출판사 (1990), 199.

46

session 01. 기본권의 충실한 보장

라야 한다는 견해,10) 한국 국민의 동화적 통합을 해치지 않고 외국인들을 한국사회에 동화
시키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견해,11) 외국인의 한국 사회
경제적 공동체 편입 여부를 기준으로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견해,12)
등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을 원칙적으로 인정하는 견해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결국 헌
법의 해석상 외국인도 원칙적으로 기본권의 주체이며 헌법 제11조 평등조항의 차별금지사
유 중에 ‘국적’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13)
헌법학계의 통설은 생존권적 기본권 혹은 사회권적 기본권 등은 국민의 권리로서 외국
인에게 당연히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 즉 ‘기본권성질론’을 취하고 있다.14) 헌법재
판소도 사회권적 기본권의 경우 국민에 대하여만 인정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고,15) 참정
권, 입국의 자유도 ‘국민의 권리’로서 이주민은 이들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설시를
한 바 있다.16) 다만 헌법재판소는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되는 인간의 권리라고 하
더라도, “기본권 주체성의 인정문제와 기본권 제한의 정도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외국인에
게 직장 선택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주체성을 인정한다는 것이 곧바로 이들에게 우리 국민
과 동일한 수준의 직장 선택의 자유가 보장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
다.”고 설시하여 국민과의 차별가능성을 원칙처럼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제한은 외국인근로자의 무분별한 사업장 이동을 제한함으로써 내국인근로자의
고용기회를 보호하고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효율적인 고용관리로 중소기업의 인력수급을 원
활히 하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이라고 하여
그 차별의 정당성을 논하고 있다.17)
10) 권영성, 앞의 책, 301; 김철수, 앞의 책, 285; “자유권․청구권적 기본권도 원칙적으로 외국인에게 인정된다.
다만 자유권도 일정한 경우에 제한될 수 있고, 청구권적 기본권도 원칙적으로 상호주의원칙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그러나 사회권(생존권)과 참정권은 원칙적으로 외국인에게 인정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성낙인, 헌법학(제
12판), 법문사 (2012), 341.
11) 허영, 앞의 책, 176, 234.
12) 전광석, 한국헌법론(제10판), 집헌재 (2015), 232.
13) 황필규, “국제인권기준에 비춰본 미등록 이주민의 인권현실”, 2008 제주인권회의: 시장과 인권 - 생존과 존엄사이,
한국인권재단 (2008. 6. 28. 발표), 345.
14) 권영성, 앞의 책, 304; 김철수, 앞의 책, .287.
15) “근로의 권리가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만이 아니라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도 함께 내포하고 있는바, 후자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자유권적 기본권의 성격도 갖고 있어 건강한 작업환경, 일에 대한
정당한 보수, 합리적인 근로조건의 보장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므로 외국인 근로자라고
하여 이 부분에까지 기본권 주체성을 부인할 수는 없다. 즉 근로의 권리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고용증진을 위한 사회적·경제적 정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사회권적 기본권으로서 국민에 대하여만 인정해야
하지만, 자본주의 경제질서하에서 근로자가 기본적 생활수단을 확보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기 위하여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자유권적 기본권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므로 이러한 경우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그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함이 타당하다.” 헌법재판소 2007. 8. 30. 선고 2004헌마670 전원재판부 결정.
16) 헌법재판소 2011. 9. 29. 선고 2007헌마1083등 결정.
17) 헌법재판소 2011. 9. 29. 선고 2007헌마1083등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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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헌법상 이주민의 기본권
기존 논의를 종합해보면 헌법학계의 통설과 헌법재판소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1) 외국인
의 지위에 관한 유일한 헌법의 명문의 규정인 제6조 제2항을 상호주의로 선험적으로 규정
하여 이를 이주민 기본권 논의에서 배제시키고, 2) 사회권적 기본권은 국민의 권리로서 이
주민은 그 주체가 될 수 없음을 확인하고, 3) 이주민에게 인정되는 기본권조차도 그 제한
에 대하여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18)을 부여하고, 4) 취약한 집단으로서의 이주민
의 특별한 보호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는 입장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의 권리’와 ‘국민의 권리’를 구별하는 기준과 경계가 너무 모호하고,19) 그러
한 획일적인 이분법적 접근이 과연 타당한지 의문이다. 외국인의 기본권주체성 인정의 판
단척도는 좀 더 명확해져야 하고 시대적 변천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20) ‘차별금지와 내
외국인평등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한국이 가입, 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등은 국내법과 동일
한 효력을 가질 뿐만 아니라 이들 조약을 통한 외국인의 인권 보장은 헌법상 명문의 규정
에 의한 요청이라고 볼 수 있다.21) 1948. 7. 1. 헌법 제정 당시 국회 본회의 논의 결과를
보면, 권리․의무의 주체를 모두 ‘국민’으로 규정함으로써 1) 권리․의무의 주체를 모두 ‘국민’
으로 하고 해석상 외국인에게도 인정되는 권리를 확인하면 된다는 주장과 2) ‘국민’이나 ‘인
민’ 모두 국가의 구성원을 지칭하고 외국인의 지위는 일차적으로 국제조약에 의하는 것이
라는 주장 중 하나 혹은 둘 모두가 채택된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22) 1948. 7. 7. 논
의에서는 헌법을 제정하는 데 있어서 외국인의 법적지위를 보장하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
다는 것을 확인했다.23) 결국 헌법 제6조 제2항과 그 내용을 이루는 ‘국제법과 조약’을 이주
민 기본권의 헌법상 명문의 근거이자 해석의 근거로 해석하는 것이 유기적이고 합리적인
해석일 수 있다. 그리고 참정권과 출입국 상의 직접적인 제한 외에는 취업비자 유형에 따
라 취업 업종을 제한하는 것(직업선택의 자유의 제한), 단기관광객의 국민연금가입을 제한
하는 것(사회보장급부청구권의 제한) 등 출입국 관리의 목적에 직접적으로 부합하고 기본
권 제한 없이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는 것이 ‘기본권’ 보장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주민이 처해 있는 취약한 상황에 주목하고 특별한 보호

18)
19)
20)
21)

헌법재판소 2011. 9. 29. 선고 2007헌마1083등 결정.
김수연, “기본권주체로서의 외국인”, 유럽헌법연구 제7호 (2010. 6.), 306.
정광현, 외국인의 기본권주체성, 심인 (2017), 3.
황필규, “외국인 기본법에 관한 의견”,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정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 법무부 (2006. 9.
29. 발표), 199.
22) 제1대국회 제1회 제22차 “국회본회의 속기록”, (1948. 7. 1.) 참조.
23) 제1대국회 제1회 제27차 “국회본회의 속기록”, (1948. 7. 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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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위한 조치를 고려하고 이행하는 것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헌법과 국제인권
법의 취지에 맞다고 보아야 한다.

II. “Living” 헌법과 국제인권법, “Transnational” 접근24)
1. 국제법과 국내법의 이분법에 대하여
가. 문제의식
국내법적 접근과 국제법적 접근의 차이를 인식하고 그 간극을 좁히고 통합적으로 접근
하기 위한 모색이 필요하다. 조약이 헌법-법률-대통령령-국무총리령-부령의 국내법 질서
에서 어떠한 효력을 가지는 규범인가의 문제와 조약이 헌법재판에서 그 재판규범 혹은 해
석기준이 될 수 있는가의 문제는 구별될 필요가 있다.
나. 국내법적 접근과 국제법적 접근의 통합
국제법적으로 국가가 조약에 가입하면 헌법을 포함한 국내법 규정 내용에도 불구하고
조약을 이행할 법적 의무를 지는 반면,25) 국내법적으로는 조약이 헌법에 위배될 수 없
다.26) 따라서 조약 미가입, 가입시 일부조항 유보, 국내 입법시 조약 합치성 심사 등을 통
해 상충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정부나 국회가 이와 관련된 권한을 남
용하거나 의무를 해태하고 그 불이익을 국민 등에게 돌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국내적으로는 헌법 부칙 제5조, “대한국민”27)의 정치적 결단인 헌법의 최고규범성에 비
추어 조약이 일반적으로 법률로서 효력을 갖는다는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헌법-법률-대통
령령-국무총리령-부령의 국내법체계상 헌법과 법률 사이에 중간적 법영역 혹은 가치가 있
다는 것28)은 받아들이기 곤란하다. 또한 헌법 제60조 제1항29)을 근거로 조약의 비준‧체결
24) 황필규, “이주민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자의적 구금 토론 : “Living” 헌법과 국제인권법, “Transnational”
접근을 위하여”, 2015년 인권법학회 학술대회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국내 이행, 인권법학회,
서울대 인권센터 (2015. 12. 19. 발표) 참조.
25)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1980. 1. 27. 대한민국 발효, 제27조 (국내법과 조약의 준수) 어느 당사국도 조약의
불이행에 대한 정당화의 방법으로 그 국내법 규정을 원용해서는 아니 된다.
26) 대한민국헌법 부칙 제5조 이 헌법 시행 당시의 (중략) 조약은 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을 지속한다.
27) 대한민국헌법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중략)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28) 전학선, 국제인권법과 헌법재판, 미국헌법연구 제19권 제1호 (2008), 173.
29) 대한민국헌법 제60조 제1항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
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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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국회의 동의가 없는 경우 법률이 아닌 법규명령의 성격을 갖는다는 것30)도 지극히
형식적인 접근이다. 즉 1)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에 대하여 국회가 동의하지 않은 경우가
아닌 동의권의 단순 불행사의 경우, 그 불이익을 국민 등에게 돌릴 수는 없고, 2)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을 국회의 동의가 없었다는 형식적인 이유로 다
른 국제인권조약과 효력을 달리 평가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3) 조약에 대한 유보 철회는
국회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데, 유보 철회가 있는 경우 전체 조약을 법률적 효력을 갖지만
유보 철회된 조항만 법규명령적 효력을 갖는다는 기이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다. 조약의 이중적 지위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31) 따라서 유엔헌장, 한국이 가입한 유엔인권조약 기타 인권 관련 조약 등과 관련
국제관습법은 국내에서 직접적인 법적 효력을 가진다. 따라서 이러한 국제인권법은 인권과
관련하여 입법, 사법, 행정의 법적 근거가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국내법을 해석하는 기준
이 되거나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다.32) 예컨대 기존 법률 혹은 새로운 법률은 국
제인권법과 배치되지 않도록 심사되고,33) 국제인권법은 구체적인 재판규범으로 적용된다.
행정의 경우 국제인권법은 모든 행정작용의 기초가 될 뿐만 아니라, 행정주체 혹은 공무원
이 이를 어겼을 경우 국가배상,34) 직무유기,35) 성실의무 위반36) 등 민형사상 책임과 법적
징계로 이어지게 된다.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30) 김선택, 다문화사회와 헌법, 헌법학연구 제16권 제2호 (2010), 28.
31) 대한민국헌법 제6조 제1항.
32) 황필규, “국제인권기준에 비추어 본 한국 인권현실: 유엔인권이사회 국가별 인권상황 정례검토 NGO보고서와
정부보고서 초안의 비교․평가를 중심으로”, 2008년 제1차 인권세미나: 국제인권현안과 국제인권법,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법률가위원회 (2008. 3. 22. 발표), 1-2.
33) 대한민국은 유엔인권기구에 제출한 국가보고서에서 지속적으로 유보조항과 관련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내법적
효력을 가지는 국제인권법이 기존 국내법과 배치되지 않으며 새로운 입법 시에도 반드시 기존 인권조약 등과
배치되지 않도록 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음을 강조하여 왔다.
34) 국가배상법 제2조.
35) 형법 제122조.
36) 국가공무원법 제56조.

50

session 01. 기본권의 충실한 보장

평화적 집회에 대한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 및 업무방해죄의 적용
제주지방법원 2016. 2. 18. 선고 2014노589 판결 (업무방해)
“국제적으로도 평화적 집회의 자유 행사에 대하여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와 업무방해죄를 적용하는
것이 대한민국이 가입, 비준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9조37)에 정한 표현의
자유 및 제21조38)에 정한 평화로운 집회의 권리 등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다는 문제가 꾸
준히 제기되고 있는 점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39)”

조약은 비록 국제법적으로는 국가가 조약상 의무 불이행을 지게 되더라도 국내적으로는
법률로서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조약, 특히 국제인권조약의 경
우 헌법의 기본권 조항에 규정된 ‘법률’의 내용을 구성하여 헌법 제12조 제1항,40) 제27조
제1항,41) 제37조 제2항42) 등에서 주로 기본권 구체화적 법률유보의 구체적 내용을 구성하
여 간접적으로 “살아있는” 헌법 해석의 기초가 된다.
조약은 헌법과 직접 상충되지 않는 한, 1) 헌법재판규범성이 인정되는 헌법 전문43)의
37)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990. 7. 10. 대한민국 발효, 제19조 제1항 모든 사람은 간섭받지
아니하고 의견을 가질 권리를 가진다.
제2항 모든 사람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구두, 서면 또는 인쇄, 예술의 형태 또는 스스로
선택하는 기타의 방법을 통하여 국경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접수하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제3항 이 조 제2항에 규정된 권리의 행사에는 특별한 의무와 책임이 따른다. 따라서 그러한 권리의 행사는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그 제한은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또한 다음 사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한정된다.
(a) 타인의 권리 또는 신용의 존중
(b) 국가안보 또는 공공질서 또는 공중보건 또는 도덕의 보호
38)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990. 7. 10. 대한민국 발효, 제21조 평화적인 집회의 권리가 인정된다.
이 권리의 행사에 대하여는 법률에 따라 부과되고, 또한 국가안보 또는 공공의 안전, 공공질서, 공중보건 또는
도덕의 보호 또는 타인의 권리 및 자유의 보호를 위하여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것 이외의 어떠한 제한도 과하여져서는
아니된다.
39) “2013. 6. 7.자 마가렛 세카기야(Magaret Sekaggya)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UN 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Defenders)의 대한민국 주요 인권 논란에 관한 제1차 조사 내용 발표
(http://www.jejus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130290), 2015. 10. 대한민국에 대한 유엔 자유권
규약위원회 심의에서 대한민국이 제출한 국제보고서 관련 주제 목록, 2016. 1. 29.자 유엔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방한 결과 보고서(http://freeassembly.net/news/statement-republic-of-korea-korean/)
등.”
40) 헌법 제12조 제1항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41) 헌법 제27조 제1항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42) 헌법 제37조 제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43) 헌법재판소 1992. 3. 13. 선고 92헌마37등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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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한다는 국제협조주의, 2) 헌법 제6조 제1항44)과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27조 등의 국제법 존중주의,45) 3) 헌법 제10조 후문46)와 헌
법 제37조 제1항47)의 국가의 기본권 확인․보장의무, 열거되지 않은 기본권 보장주의 등을
근거 혹은 매개 규정으로 헌법재판의 재판규범 혹은 해석기준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
다고 보아야 한다.
이처럼 두 가지 다른 성격을 하나의 틀로 규정하는 기존 논의 방식은 불필요한 혼란과
합의될 수 없는 논란의 계속만을 가져왔다. 헌법재판규범 혹은 해석기준으로서의 성격과
위헌심판의 대상인 법률로서의 성격이라는 이중적 지위의 문제는 법원이 법률과 법규명령
을 재판규범으로 삼으면서 동시에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제청권을, 대법원이 명령·규칙 등
의 위헌․위법법률심판권 등을 가지고 있는 점48)에 비추어 보아도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
다. 또한 어떤 법규의 해석기준이 될 수 있는지 여부는, 아무런 법적 구속력 없는 제정 당
시의 논의나 학설 등이 법규의 해석기준이 되는 점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그 기준의
규정 형식이나 법적 구속력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

2. 해석/구체화 없는 국제인권법의 극복
가. 문제의식
국제조약의 법률적 성격으로 인하여 반드시 국제조약을 재판규범으로 적용하여야 하는
법원이나, 국제조약의 이중적 성격으로 인하여 국제조약을 재판규범 혹은 헌법의 해석기준
으로 적용하여야 하는 헌법재판소 모두 국제조약을 실제 적용하는 경우는 극히 선별적이고
제한적이다. 법원이나 헌법재판소가 국제조약을 재판규범으로 적용하거나 해석기준으로 인
용하는 경우에도 국제조약에 대한 충분한 해석을 전제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개별 조항

44) 헌법 제6조 제1항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45) 헌법재판소 1991. 7. 22. 선고 89헌가106 결정. “국제연합(UN)의 “인권에 관한 세계선언”은 법적 구속력을
가진 것은 아니고, 우리나라가 아직 국제노동기구의 정식회원국은 아니기 때문에 이 기구의 제87호 조약 및
제98호 조약이 국내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헌법 제6조 제1항, 위 87호 조약 제15조 제1항, 98호 조약
제8조 제1항 참조), 다년간 국제연합교육과학문학기구의 회원국으로 활동하여 오고 있으며, 국회의 동의를 얻어
국제연합의 인권규약의 대부분을 수락한 체약국으로서 위 각 선언이나 조약 또는 권고에 나타나 있는 국제적
협력의 정신을 존중하여 되도록 그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은 말할 나위도 없다.”
46) 대한민국헌법 제10조 (중략)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47) 대한민국헌법 제37조 제1항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48) 헌법 제107조 제1항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제2항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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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문언 자체만을 언급하는데 그치고 있다. 이는 마치 헌법, 민법, 형법 규정에 대하여 축
적된 학술적 논의나 판례를 모두 무시한 채 그 규정 문언만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것과 유
사한 상황이다. 입법부와 행정부 역시 국제인권법은 추상적인 규정내용만이 입법 및 행정
의 기준이 되고 있다.
나. 조약의 해석 기준49)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이하 ‘비엔나협약’)은 조약의 해석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이
협약 상 조약의 해석과 관련된 규정은 일반적으로 국제관습법의 지위를 인정받고 있다.50)
조약은 원칙적으로 조약문의 문맥 및 조약의 대상과 목적으로 보아 그 조약의 문맥에 부여
되는 통상적 의미에 따라 성실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그 ‘문맥’은 조약 본문, 전문 및 부속
서, 조약체결과 관련하여 당사자들이 작성한 문서 등을 포함한다.51) 이는 문언주의에 입각
한 객관적 해석에 목적론적 해석을 가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문맥의 요소 중 조약의
대상과 목적을 명시적으로 천명하고 있는 전문과 조약 본문은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비엔나협약 제31조 제3항은 조약의 해석에 있어 문맥과 함께 “⒜ 조약의 해석 또는 그
조약규정의 적용에 관한 당사국간의 추후의 합의, ⒝ 조약의 해석에 관한 당사국의 합의를
확정하는 그 조약적용에 있어서의 추후의 관행, ⒞ 당사국간의 관계에 적용될 수 있는 국
제법의 관계규칙” 등이 참작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자료들에 대한 종합, 분
석 및 평가가 조약의 해석을 명확히 하고 구체화하는 데 있어서 실제로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다.

49) 황필규,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상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 법학박사 학위논문, 서울대학교 (2010), 30-37
참조.
50) Malcolm N. Shaw, International Law(6th e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8), 933;
Kasikili/Seduda Island (Botswana v. Namibia), Preliminary Objections, I.C.J. Report, 1996, 803,
para. 812; Territorial Dispute (Libyan Arab Jamahiriya v. Chad), I.C.J. Report, 1994, 6, para. 21;
Arbitral Award of 31 July 1989 (Guinea-Bissau v. Senegal), I.C.J. Report, 1991, 53, para. 69.
51)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1980. 1. 27. 대한민국 발효, 제31조 (해석의 일반원칙) 제1항 조약은 조약문의
문맥 및 조약의 대상과 목적으로 보아 그 조약의 문맥에 부여되는 통상적 의미에 따라 성실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제2항 조약의 해석 목적상 문맥은 조약문에 추가하여 조약의 전문 및 부속서와 함께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조약의 체결에 관련하여 모든 당사국간에 이루어진 그 조약에 관한 협의
⒝ 조약의 체결에 관련하여, 1 또는 그 이상의 당사국이 작성하고 또한 다른 당사국이 그 조약이 관련되는 문서로서
수락한 문서
제3항 문맥과 함께 다음의 것이 참작되어야 한다.
⒜ 조약의 해석 또는 그 조약규정의 적용에 관한 당사국간의 추후의 합의
⒝ 조약의 해석에 관한 당사국의 합의를 확정하는 그 조약적용에 있어서의 추후의 관행
⒞ 당사국간의 관계에 적용될 수 있는 국제법의 관계규칙
제4항 당사국의 특별한 의미를 특정용어에 부여하기로 의도하였음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의미가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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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엔나협약 제32조에 의하면 조약교섭시의 기록 또는 체결 시 사정 등도 조약의 의미를
결정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다.52) 다만 교섭 기록 등에 대한 의존은 조약상의 표현이
그 표현 자체와 드러난 문맥상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을 때 보충적으로 필요한 해석방법이
라고 볼 수 있다.
비엔나협약상의 원칙에 기초한 조약의 해석에 있어서 제31조가 규정하고 있는 다양한
요소들이 위계질서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 즉 제31조 전체는 하나
의 ‘일반원칙’으로서 다양한 요소들이 상호작용을 하는 단일한 통합된 해석 작용을 전제로
한다. 그리고 비록 제32조가 보충적 해석의 수단으로 제31조를 보완하는 성격을 가진 것
은 분명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조약상 표현의 의미를 명료히 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할
수도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53)
한편 조약, 특히 국제인권조약의 해석에 있어 그 적용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맥락이
적극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 “(유럽인권)협약은 살아있는 문헌(living instrument)으
로서 오늘날 상황에 기초하여 해석되어야 한다.”54) “국제조약은 해석 당시에 지배적인 전
체 법체계의 틀 안에서 해석되고 적용”되어야 하고55)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조약은 그 적
용 당시의 이해에 비추어 인권을 부정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어서 안 된다.”56)
다. 유엔인권권고57)의 법적 성격58)
유엔인권권고는 실체적인 측면으로뿐만 아니라 절차적인 측면에서도 국내법적 효력을
52)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1980. 1. 27. 대한민국 발효, 제32조 (해석의 보충적 수단) 제31조의 적용으로부터
나오는 의미를 확인하기 위하여 또는 제31조에 따라 해석하면 다음과 같이 되는 경우에 그 의미를 결정하기
위하여 조약의 교섭 기록 및 그 체결시의 사정을 포함한 해석의 보충 수단에 의존할 수 있다.
(a) 의미가 모호해지거나 또는 애매하게 되는 경우 또는
(b) 명백히 불투명하거나 또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53)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Draft Articles on the Law of Treaties with commentaries”, Yearbook
of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vol. II (1966), 219-220; Ian Brownlie, Principles of Public
International Law(6th e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3), 603-604.
54) Tyrer v. United Kingdom, Application No. 5856/72,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25 April 1978).
55) Legal Consequences for States of the Continued Presence of South Africa in Namibia, I.C.J. Report,
1971, 6.
56) Gabcikovo-Nagymaros Project (Hungary/Slovakia), I.C.J. Report, 1997, 6, paras. 114-115.
57) 유엔인권권고는 유엔총회 및 유엔인권이사회의 결의, 조약기구의 조약에 대한 일반적․추상적 유권해석인 일반논평
(General Comments) 혹은 일반권고(General Recommendations), 개별적․구체적 유권해석인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평가(Concluding Observations), 개인통보에 대한 의견(Views 또는 Opinions), 유엔특별절차의 연례보
고서(Annual Reports), 국가방문 보고서(Mission Reports), 개인통보에 대한 의견(Opinions) 등이 모두 포함되는
개념이다.
58) 황필규, “유엔인권권고 이행 메커니즘 확립 방안”, 제2회 유엔인권권고 분야별 이행사항 점검 심포지엄, 대한변호사협
회, 유엔인권정책센터 (2012. 12. 6. 발표), 151-15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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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는 국제인권법에 근거한다. 유엔인권이사회의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와 특별
절차의 경우, 국내법적 효력을 가지는 유엔헌장 명문의 규정59)과 법적 기구인 유엔총회의
결의 등에 기초하고 있다. 한편 인권조약과 관련된 권고의 경우, 권고의 주체인 조약기구
의 구성과 임무가 조약상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권고가 이루어지는 절
차에 대하여도 명문의 규정60)을 두고 있다. 따라서 국가보고서가 제출되고 유엔인권권고가
이루어지는 절차는 법률에 근거한 법적 절차라고 볼 수 있다. 유엔인권기구의 권고는 그
권고가 실체적․절차적 측면에서 국내에서 법적 구속력을 갖는 국제인권법의 명문의 규정에
근거한다는 점에 비추어 비엔나협약 제31조 제3항상 조약의 해석기준인 “조약의 해석 또는
그 조약규정의 적용에 관한 당사국간의 추후의 합의”이나 “조약의 해석에 관한 당사국의
합의를 확정하는 그 조약적용에 있어서의 추후의 관행”에 해당할 수 있다. 또한 국내법과
명백히 배치되지 않는 한 충분히 존중되고 그 취지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국내적으로
해석․적용되어야 한다.61)
예컨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의 해석에 있어서는 특히 유엔난민기구(이하
‘UNHCR’)의 각종 문헌을 통해서 드러나는 난민협약의 해석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UNHCR의 편람, 지침, 집행이사회(Executive Committee) 결정 등은 1) 난민협약의 명문
의 규정62)상 난민협약의 적용을 감독할 임무가 있는 유엔난민기구가 의사결정구조, 즉 집
행이사회 검토 혹은 결정을 통해 마련하였다는 점, 2) 난민협약 당사국의 법제와 관행에
근거하고, 당사국의 자문과 권고에 기초하여 마련되었다는 점, 3) 그 이행을 위한 활동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당사국의 명시적인 반대의견 표명이 없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비엔나
협약 제31조 제3항에서 이야기하는 “조약의 해석 또는 그 조약규정의 적용에 관한 당사국
간의 추후의 합의” 혹은 “조약의 해석에 관한 당사국의 합의를 확정하는 그 조약적용에 있
어서의 추후의 관행”에 해당할 수 있다. 난민협약은 그 전문에서 UNHCR이 “난민의 보호
에 관하여 정하는 국제협약의 적용을 감독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있
고 협약 제35조는 체약국이 UNHCR의 임무 수행에 있어서 협력하여야 하고, 특히
UNHCR이 난민협약 규정의 적용을 감독하는 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결국 난민협약 자체에서 UNHCR이 난민협약의 이행에 있어서 그 해

59) 국제연합헌장, 1991. 9. 18. 대한민국 발효, 제1조 제3항, 제13조 제1항 (b), 제55조 (c), 제56조, 제62조 제2항,
제68조, 제76조 (c) 등.
60)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990. 7. 10. 대한민국 발효, 제40조,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990. 7. 10. 대한민국 발효, 제16조, 제17조 등.
61) 황필규, “외국인의 인권과 차별금지”, 인권과 정의 제365호 (2007. 1.), 49.
62)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1993. 3. 3. 대한민국 발효,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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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을 포함하여 어느 정도 권한을 부여받고 있음이 명문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UNHCR의 난민협약에 대한 해석은 특별히 존중될 필요가 있다.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
류공영에 이바지함’(헌법 전문)을 목적으로 하는 헌법정신과 법적 구속력이 없더라도 유엔
기구의 “권고에 나타나 있는 국제적 협력의 정신을 존중하여 되도록 그 취지를 살릴 수 있
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헌법재판소의 결정63)에 비추어보면 더더욱 그러하다. 한
편 유엔인권조약과 지역별 인권조약은 비엔나협약 제31조 제3항의 “당사국간의 관계에 적
용될 수 있는 국제법의 관계규칙”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난민협약의 해석과 적용은
이들 조약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유엔난민기구의 난민편람의 법적 성격
서울행정법원 2013. 10. 10. 선고 2013구합13617 판결
(강제되거명령및보호명령취소)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과 1967년 의정서에 의한 난민지위 인정기준 및 절차편람”(이하
“난민편람”이라 한다) 제192항 (vii)호는 “신청자는 … 관할기관에 의하여 그의 신청이 명백히 남용
적인 것이 아니라고 증명되지 않는 한, 심사기간 동안 그 국가에서의 체류가 허용되어야 한다. 또한
상급행정기관이나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고 있는 동안 그 국가에서의 체류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기
술하고 있는데, 난민편람은 국제연합 난민고등판무관사무소(UNHCR, 약칭 “유엔난민기구”) 국제보호
국이 발행한 난민지위인정에 관한 실무지침서로서, 그 전문에서 난민편람이 체약국 정부공무원을 위
한 지침서로 사용되도록 만들어졌다고 기술하고 있으므로 체약국 정부가 난민편람의 내용에 구속되
는 것은 아니지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전문에 따라 유엔난민기구
가 체약국의 난민협약 이행을 감독할 임무를 맡고 있는 점이나, 체약국이 유엔난민기구의 이러한 임
무가 원활히 수행되도록 편의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점(난민협약 제35조 제1항) 등을 고려하면, 체
약국은 난민협약의 해석 및 적용에서 난민편람의 내용을 존중함이 마땅하다.”

유엔인권권고의 수용, 권고의 이행 혹은 이행 노력의 약속은 국제법적으로는 조약에 의
한 의무부담의 의사표시일 수 있다. 유효한 모든 조약은 그 당사국을 구속하며 또한 당사
국에 의하여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한다.64) 어느 당사국도 조약의 불이행에 대한 정당화의
방법으로 그 국내법 규정을 원용해서는 안 된다.65) 한편 이러한 약속은 국내법적으로는 법
적 기관의 권고에 대한 의무부담의 의사표시로서 행정작용의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비록
유엔인권권고 자체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행정상 의사표시에는 신뢰
63) 헌법재판소 1991. 7. 22. 선고 89헌가106 결정.
64)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1980. 1. 27. 대한민국 발효, 제26조.
65)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1980. 1. 27. 대한민국 발효,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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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의 원칙의 적용가능성 등 법적인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유엔인권
권고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등에 반영되는 경우 이는 행정계획의 일부로서의 법적 성질
을 가지게 된다.

3. 국제인권법상 차별금지 원칙, 내외국인평등주의의 수용66)
헌법 제6조 제2항은 명문의 규정 그 자체로 보나 연혁적으로 보나 이주민 기본권에관한
헌법적 근거규정이자 헌법해석의 기초로 보아야 한다. 즉 헌법 제2장의 기본권조항들에서
‘인민’이 아니라 ‘국민’이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야기된 이주민의 기본권 보장상의 결손
을 제헌헌법 제7조 제2항을 도입함으로써 보완하게 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67) 오늘날에
있어 국제공법과 국제사법에서 모두 이주민의 법적 지위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취급되고 있
고, 헌법 제6조 제2항을 통해 이러한 이주민의 법적 지위는 ‘법률상 지위’가 아닌 ‘헌법상
지위’로 고양되었다고 보아야 한다.68) 이러한 해석방법론은 그 기준이 모호한 ‘기본권성질
론’에만 의존하여 선험적으로 이주민의 기본권 주체성을 논하던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헌
법 제6조 제2항과 결합한 국제인권조약상의 실정규정에 대한 해석을 통해 결론의 법적 타
당성과 설득력을 제고시킬 수 있다.69)
오늘날 헌법 제6조 제2항 상 ‘국제법과 조약’의 대부분의 내용을 이루는 국제인권법은
기본적으로 차별금지 원칙, 내외국인평등주의를 그 내용으로 한다. 세계인권선언은 제2조
제1항에서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그 밖에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기타의 지위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구별도 없이, 이 선언
에 제시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70)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자유권규약’)71)과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66) 황필규, “한국의 이주민 법제의 시각과 관련 쟁점”, 조선대학교 법학논총 제16집 제2호 (2009), 3-6 참조.
67) 정광현, 앞의 책, 16.
68) 이종혁, “외국인의 법적 지위에 관한 헌법조항의 연원과 의의: 제헌국회의 논의와 비교헌법적 검토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법학 제55권 제1호 (2014), 560.
69) 정광현, 앞의 책, 69.
70) 헌법재판소는 ‘세계인권선언이 모든 국민과 모든 나라가 달성하여야 할 공통의 기준을 선언하는 의미는 있으나,
그 선언 내용인 각 조항이 보편적인 법적 구속력을 가지거나 국내법적 효력을 갖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라고
하였으나, [헌법재판소 1991. 7. 22. 선고 89헌가106 결정], 세계인권선언 전체가 국제관습법을 구체화한 것인가에
관하여는 논란이 있으나 유엔총회의 결의로 채택된 세계인권선언이 적어도 일부 인권보호 관련 국제관습법상의
국가의무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은 국제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Robert McCorquodale, Martin
Dixon, Cases and Materials on International Law(4th e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3),
182-202]; 국제사법재판소는 Teheran의 인질과 관련된 사건의 의견에서 “세계인권선언에서 선언된 근본원리들”
이 이란에 대하여, 특히 자유의 위법한 박탈 및 고통스런 상황에서의 신체적 제약”을 가하는 경우와 관련하여서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으로 명확히 인용하였다. United States Diplomatic and Consular Staff in Teheran
(United States of America v. Iran), Judgment, I.C.J. Rep. 1980, 42, para. 9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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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약(이하 ‘사회권규약’)72)도 각각 제2조에서 이와 유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즉 대부
분의 국제인권법은 모두 몇몇 예외적인 조항, 예컨대 자유권규약이 제25조에서 참정권의
주체를 “모든 시민”으로 규정한 것 등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을 그 권리의 주체로 함으
로써 국적에 의한 차별을 배제하고 적용상의 상호주의를 부정함으로써 내외국인 평등주의
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인종차별철폐협약’) 제1조 제1항은
“인종차별”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있는데 협약 제1조 제2항은 국민과 외국인을 달리 취급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그러나 이는 차별의 기본적 금지를 훼손함을 방지하
는 방향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즉 세계인권선언, 자유권규약, 그리고 사회권규약에서 규정
되고 인정된 권리와 자유를 어떠한 방식으로든 회피하는 방향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
다.73) 비록 시민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중 참정권과 같은 권리는 국민
에게 한정될 수 있더라도 모든 사람은 원칙적으로 인권을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 당사국
은 국민과 외국인(무국적자 포함)의 평등한 이들 권리의 향유를 국제법이 인정하는 범위까
지 보장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74) 국적이나 출입국자격에 기초한 상이한 취급의 기준이 협
약의 목적에 비추어 합법적 목적에 따르지 않고 적용되거나 이러한 목적의 달성에 비례하
지 않는다면 협약상 이러한 상이한 취급은 차별을 구성할 수 있다.75) 당사국은 인종차별을
금지하는 입법적 보장이 출입국자격과 무관하게 외국인(무국적자 포함)에게 적용되고, 법령
의 적용이 외국인(무국적자 포함)에게 차별적 효과를 가지지 않도록 보장하여야 하고,76)
71) 일반적으로 규약에 규정된 권리는 상호주의나 국적 혹은 무국적상태와 무관하게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 따라서
규약상 각각의 권리가 국민과 외국인간에 차별 없이 적용되어야 함은 일반적인 원칙이다. 외국인은 규약상 보장된
권리와 관련하여 제2조에 규정된 차별금지의 일반적인 요청의 혜택을 누린다. 이 보장은 국민과 외국인 모두에게
같이 적용된다. 예외적으로 규약상 인정된 일부 권리는 명시적으로 국민에게만 적용가능하거나(제25조 참정권),
외국인에게만 적용된다(제13조 추방). UN Human Rights Committee (HRC), CCPR General Comment No.
15: The Position of Aliens Under the Covenant, 11 April 1986, paras. 1-2.
72) 규약은 수록된 권리를 특성상 당사국에 대하여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점진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자국의
가용자원이 허용하는 최대한도까지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제2조 제1항), 이러한 권리의 “점진적”
달성은 국적이나 출입국자격의 차별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UN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CESCR), General Comment No. 14: The Right to the Highest Attainable Standard of Health
(Art. 12 of the Covenant), UN문서 E/C.12/2000/4, 11 August 2000; 또한 규약은 개발도상국은 인권과
국가경제를 고려하여 외국인에게는 규약상의 경제적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3항). 세계은행
등의 기준에 비추어 한국은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될 수 없다는 점에서 이 조항은 별다른 의미를 가질 수 없는데,
이 외에도 “인권과 국가경제를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 제한되는 권리가 “경제적 권리”에 국한된다는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73) UN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CERD), CERD General Recommendation
XXX on Discrimination Against Non Citizens, 1 October 2002, para. 2.
74) CERD, 위의 문서, para. 3.
75) CERD, 위의 문서, para. 4.
76) CERD, 위의 문서, para.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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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정책이 인종, 피부색 또는 민족이나 종족의 기원에 기초한 차별적 효과를 가지지 않
도록 보장하여야 한다.77) 당사국은 비록 취업허가가 없는 외국인(무국적자 포함)에게 일자
리 제공을 거부할 수는 있지만, 모든 사람이 고용관계가 시작되면 그것이 종료될 때까지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포함한 근로와 고용과 관련된 권리를 부여받았음을 인정하여야 한
다.78) 모든 인권조약의 중심에 놓인 차별금지는 국민과 이주민 모두에게 평등한 보호를 제
공하여야 한다.79) 이주민 특히 미등록 이주민의 상황의 악화를 막는 유일한 방법은 이 집
단의 인권을 인정하고 차별금지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80)
또한 차별금지의 원칙은 국제관습법으로서 인정되기도 한다.81) 유엔인권위원회(UN
Human Rights Committee, '자유권위원회')는 “차별금지의 원칙은 법 앞의 평등 및 차별
없는 법의 평등한 보호와 더불어 인권의 보호와 관련된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원칙을 구성
한다.”82)고 밝힌 바 있고, 국제사법재판소도 Barcelona Traction Light and Power Co.
Ltd. 사건에서 “차별금지의 원칙은 특히 인종과 관련된 경우, 오랫동안 국제관습법으로 간
주되어 왔다.”83)고 판시하였으며 South West Africa 사건에서 Tanaka 재판관은 반대의
견을 통해 “평등의 원칙은 유엔헌장의 불가결한 부분으로서 또는 일반국제법의 독립된 연
원으로서 직접 적용이 가능”하며 “인종에 기초한 차별 혹은 분리금지의 규범은 국제관습법
이 되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84)
차별금지의 원칙은 국제관습법일 뿐만 아니라 강행규범(Jus Cogens)85)일 수 있다. 인종차별철폐
위원회는 인종차별금지가 국제법상 강행규범임을 언급한 바 있다.86) 국제법위원회(International
77) CERD, 위의 문서, para. 9.
78) CERD, 위의 문서, para. 35.
79) Office of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OHCHR), Migration and Development: a Human
Rights Approach, High Level Dialogue on International Migration and Development, New York, 14-15
Sept. 2006, para. 2.
80) Gabriela Rodriguez Pizzrro,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rights of migrants, UN문서
E/CN.4/2005/85, 27 Dec. 2005, para. 75.
81) 일부 국가들은 헌법에서 차별금지의 원칙을 불분명하게 규정하거나 이주민과 같은 일부 집단에게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국제관습법에 관한 논의는 특별히 그 의미가 크다.
82) UN Human Rights Committee (HRC), CCPR General Comment No. 18: Non-discrimination, 10 November
1989, para. 1.
83) Barcelona Traction Light and Power Co. Ltd. (Belgium v. Spain), Second Phase Judgment, I.C.J>
Rep. 1970 (Feb. 2).
84) Dissenting Opinion of Judge Tanaka, South West Africa (Ethiopia v. South Africa) (Liberia v. South
Africa), Second Phase Judgment, I.C.J. Rep. 1966 (July 18).
85)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1980. 1. 27. 대한민국 발효, 제53조(일반 국제법의 절대규범(강행규범)과 충돌하는
조약) 조약은 그 체결 당시에 일반 국제법의 절대규범과 충돌하는 경우에 무효이다. 이 협약의 목적상 일반 국제법의
절대 규범은 그 이탈이 허용되지 아니하며 또한 동일한 성질을 가진 일반 국제법의 추후의 규범에 의해서만 변경될
수 있는 규범으로 전체로서의 국제 공동사회가 수락하며 또한 인정하는 규범이다.
86) UN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CERD, Statement on racial discrimination
and measures to combat terrorism, UN문서 A/57/18, Chapter XI (C), 2002, para.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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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Commission)는 일반적인 차별금지가 아닌 인종차별금지가 명확하게 수용되고 인정된 강행규
범임을 지적하고 있는데, 인종차별금지가 강행규범으로 간주된다면 “인권의 이론과 유엔의 원칙”상
성이나 국적 기타 다른 사유에 따른 차별금지가 배제되어야할 이유나 정당화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고 보아야 한다.87) 평등권은 유엔헌장에 규정된 유일한 권리라는 점 외에도 평등과 차별금지는 모든
사람의 고유한 성질과 존엄성이라는 근본적인 관념으로부터 도출되고 평등권의 부정은 개인의 가치
에 존재하는 인권의 기초의 부정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88) 미주인권재판소는 “국내적 국제적 공공
질서의 전체적인 법적 구조가 법 앞의 평등, 법의 평등한 보호 및 차별금지의 원칙에 기초하고 있고
이 원칙은 모든 법에 스며들어 있는 근본적인 원칙이라는 점에서 이는 강행규범에 속한다.”고 판시
하고 있다.89)

4. 헌법 제6조, ‘민족’에 대한 개정 논의 및 평가

현행 헌법 조문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조문시안90)

국가인권위원회 기본권 보장 강화
연구포럼 헌법개정안91)

제6조 ① 헌법에 의하여 체결·

제6조 ① 헌법에 따라 체결되고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력을 가진다.

가진다.

②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

<현행 유지>

② 외국인에게는 국제법과 조약에

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

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위를

장된다.

보장한다.
③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
라 외국국적의 동포를 보호한다.

최근 헌법 개정 논의에서는 헌법 제6조 제1항과 제2항을 유지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
졌다. “국제평화주의 헌법원리의 기초는 국제법존중원칙과 외국인보호의무이며, 오늘날 국
제법 발전의 주요내용은 보편적 가치를 가지는 인권의 국제적 보장으로 이해되고 있는 바,
가입된 조약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를 국내법적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포
87) Bruno Simma, Philip Alston, “The Sources of Human Rights Law: Custom, Jus Cogens and General
Principles”, Australian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 vol. 12, (1988-1989), p.93.
88) Dinah Shelton, “Are There Differentiations among Human Rights? Jus Cogens, Core Human Rights,
Obligations Erga Omnes and Non-Derogability”, UNIDEM Seminar: The Status of International Treaties
on Human Rights, Coimbra, Portugal (7-8 Oct. 2005), http://www.venice.coe.int/docs/2005/CDLUD(2005)020rep-e.asp, (2017. 5. 1. 확인).
89) Inter-American Court of Human Rights, Judicial Conditions and Rights of the Undocumented Migrants,
Advisory Opinion OC-18/03 of September 17, 2003.
90)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보고서 (2018. 1.), 39.
91) 국가인권위원회, 기본권보장 강화 헌법개정안(연구포럼안) 설명자료 (2017. 12.),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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괄적 ․ 적극적으로 확인하는 현행헌법의 원칙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92) 제2항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 기본권 보장 강화 연구포럼(이하 ‘국가인권위 연구포럼’)에서는 현행 지위
가 보장되는 주체로서의 외국인을 규정하는 형식을 국가가 그 지위를 보장하는 의무를 지
는 적극적인 규정 형식으로 수정했다.93)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이하 ‘국회특
위 자문위’)의 경우 제1항에 대해서는 1) 국제조약의 평등성을 강조하기 위해 ‘호혜의 원리’
를 추가하여 양국 간 조약 체결 시 상대국의 조약 효력이 우리와 상이한 경우 호혜의 원리
를 적용하도록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 2) ‘공포’되지 않은 조약도 있으므로 ‘체결된’
조약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 등 소수의견이 있었다.94) 한편 제2항에 대하서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기본권의 주체가 사람으로 바뀌고 제1항이 있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더 이상 필
요 없는 조항이므로 삭제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특별히 삭제할 필요가 없다’
는 의견으로 모아지기도 했다.95) 국가인권위 연구포럼은 제3항을 신설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 외국국적 동포의 보호”를 규정하고 있는 바 “외국 국적 동포는 법적 지위는 외
국인지만 혈연공동체를 기초로 한 우리나라와 내적 문화적 유대관계를 가진 특수한 지위에
있으므로 이를 외국인 중에서도 특별히 보호할 헌법적 가치가 있음”을 그 근거로 하고 있
다.
우선 전술한 바와 같이 헌법 제6조 제1항과 관련하여 국제인권조약이 비록 법률로서 위
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되기는 하지만 개별 헌법 조항을 통해 기본권 구체화적 법률유보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 헌법과 직접 상충되지 않는 한 헌법 전문과 개별 헌법조항을 매개로
헌법재판의 재판규범 혹은 해석기준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또한 헌
법 제6조 제2항은 이주민의 헌법상 지위를 규정한 조항으로 ‘국제법과 조약’은 차별금지 원
칙, 내외국인평등주의를 그 핵심내용으로 한다는 점이 확인될 필요가 있다. ‘호혜의 원리’
는 후술하는 상호주의를 의미하는 것으로 현행 국제인권법상 차별금지 원칙, 내외국인평등
주의에 반한다. ‘외국국적 동포의 보호’를 특별히 헌법에 규정하고자 하는 데에는 외국국적
동포와 다른 외국인에 대하여 차별화된 접근을 하고 있는 현행 법제96)를 사후적으로 정당
화하고 차별금지 원칙 위반 논란을 차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다. 그러나
외국국적 동포에 대한 어느 정도 차별화된 출입국, 체류 정책의 합리성이 인정되더라도 현
92)
93)
94)
95)
96)

국가인권위원회, 위의 책.
국가인권위원회, 위의 책.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앞의 책 43-44.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위의 책 44.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5조(재외동포체류자격의 부여) ①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 안에서
활동하려는 외국국적동포에게 신청에 의하여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외국인의 체류자격(제12조관련) 28의 2. 재외동포(F-4), 31. 방문취업(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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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점에서 민족적 정체성을 강화하는 방향의 헌법 개정이 바람직한지 의문이고, 동포 간에
도 차별화된 접근을 하고 있는 현행 법제97)상 이러한 헌법 규정이 차별금지 원칙 위반 논
란을 해소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현행 헌법 조문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기본권 보장

조문시안98)

강화 연구포럼 헌법개정안99)

자문위원회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
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 조국의 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 평화적 통일과 법치주의에 터 잡
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 은 자유롭고 평등한 민주사회의
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 실현을 기본 사명으로 삼아 …
고 …
제9조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 제9조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 제9조 국가는 전통문화를 계
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 발전과 문화의 창조·진흥 및 문 승·발전시키고 창조적이고 다
하여야 한다.

화적 다양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 양한 문화를 진흥한다.
하여야 한다.

헌법 전문과 관련하여 국회특위 자문위는 “민족주의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동포애’와
‘민족의 단결’ 문구를 삭제하는 조문시안을 내놓았다.100) 또한 제9조와 관련해서는 ‘전통문
화’ 강조로 충분하다고 보아 ‘민족문화’를 삭제하고 문화국가, 특히 다문화사회를 지향한다
는 의미에서 ‘민족문화의 창달’을 ‘문화의 창조·진흥 및 문화적 다양성 확보’로 개정하는
것에 합의했다.101) 국가인권위 연구포럼도 제9조와 관련하여 “탈민족주의라는 세계적 흐름
과 다문화 가정의 증가로 복합사회로 진화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폐쇄적인 민족중심
주의로 오인될 수 있는 ‘민족문화의 창달’은 시대정신에 역행할 수 있고, 꼭 필요한 민족문
화는 전통문화의 개념 속에 포섭되어 보장될 수 있다는 점”에서 ‘민족문화의 창달’을 삭제
97)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외국인의 취업과 체류자격) ③ 별표 1 중 28의2.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 1의 체류자격
구분에 따른 활동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허용되는 취업활동이라도 국내 법령에 따라 일정한 자격이
필요할 때에는 그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단순노무행위를 하는 경우
[별표 1] 외국인의 체류자격(제12조관련) 28의 2. 재외동포(F-4)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단순 노무행위 등 이 영 제23조제3항 각 호에서 규정한 취업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제외한다).
98)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앞의 글 33, 40.
99) 국가인권위원회, 앞의 책 44.
100)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앞의 책 36.
101)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위의 책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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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헌법의 기본원리로 문화국가의 원리를 천명하기 위해서는 문화의 본질적 속성인 창
조성과 다양성이라는 요소를 명문화하여 제시하여 시대변화에 대응”하고자 했다.102)
현행 헌법은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전문),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
다”(헌법 제9조) 등 단일민족성을 표방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었지만, 세계주의적 추세와 다
문화, 다민족사회를 현실로서 받아들이고, 이를 헌법에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103) 국회특위 자문위와 국가인권위 연구포럼의 ‘민족’과 관련된 개정
방향은 국제적 흐름에 발맞춰 미래지향적 다문화 사회를 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III. 이주민의 헌법상 기본권 주체로서의 지위의 제문제104)
1. 외국인을 사회권적 기본권 주체에서 배제하는 이분법에 대하여
가. 문제의식
‘자유권적 기본권 = 외국인을 포함한 인권의 권리’, ‘사회권적 기본권 = 외국인을 제외
한 국민의 권리’라는 이분법이 연혁적으로, 이론적으로, 시대적으로 정당한지를 살펴볼 필
요가 있다.
나. “인간의 권리 v 국민의 권리“ 이분법의 극복
헌법 제정 당시 국회 본회의105)에서 헌법안 제2장 ‘국민의 권리․의무’의 ‘국민’을 외국인
을 포함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인민’으로 바꾸자는 안이 제시된 바 있다. 1) 권리․의무
의 주체를 모두 ‘국민’으로 하고 해석상 외국인에게도 인정되는 권리를 확인하면 된다는 주
장, 2) 모두 ‘인민’으로 규정하고 해석에 의해 국민만의 권리․의무를 파악하면 된다는 주장,
3) 각각의 권리․의무에 관해 ‘국민’ 또는 ‘인민’을 주체로 달리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 4) ‘국
민’이나 ‘인민’ 모두 국가의 구성원을 지칭하고 외국인의 지위는 일차적으로 국제조약에 의
102) 국가인권위원회, 앞의 책 44-45.
103) 황필규, “이주노동자의 인권”, 197-200; 헌법적 관점에서 다문화주의는 접근되어야 하고, [최유, “헌법적 관점에서
바라 본 다문화주의”, 외국인정책 및 다문화에 관한 법제의 동향과 과제, 한국법제연구원 (2007)] 현행 헌법에
있어서 허용되는 다문화주의의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순태, 다문화사회의 도래에 따른 외국인의
출입국 및 거주에 관한 법제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7), 76-91].
104) 황필규, “이주민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자의적 구금 토론 : “Living” 헌법과 국제인권법, “Transnational”
접근을 위하여” 참조.
105) 제1대국회 제1회 제22차 “국회본회의 속기록”, (1948. 7.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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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라는 주장 등 다양한 주장이 제시되었으나 외국인에게 인정되는 권리가 무엇인지
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 그리고 ‘인민’으로 바꾸자는 안은 재적인원 167인, 가 32인, 부
87인 등 과반수로 부결된다.
헌법 제정 후 일부 헌법학자들이 독일의 (구) 헌법이론을 내세워 사회권적 기본권은 국
민의 권리로서 외국인의 그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제시하였고, 그 후 수십
년간 대다수의 헌법학자들이 이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였고 헌법재판소 역시 이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으로 파악된다.106)
그러나 현재 명시적으로는 물론 묵시적으로도 이러한 헌법상 기본권 이분법을 받아들이
고 있는 국가는 거의 없고, 독일의 경우에도 연방헌법재판소 2012. 7. 18 판결에서 헌법
상 인간의 존엄성 규정을 근거로 난민신청자에 대하여 헌법상 사회권적 기본권인 생활보호
급부청구권을 인정한 바와 같이107) 이러한 이분법을 따르고 있지 않고, 외국인의 인권을
포함한 모든 사람의 인권을 규정한 국제인권조약의 경우에도 직접적인 참정권의 불허 가능
성, 출입국상의 통제 가능성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외국인에게도 모든 인권을
보장하고 있다.108) 헌법재판소의 일부견해의 경우 비록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을 부정하
는 입장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이분법은 그 객관적 기준이 불분명하고 구체적인 헌법적 판
단에 있어 그 판단의 순서가 역행되는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109)
106) 자유권적 기본권에 대해서도 헌법의 명문 규정상, 그리고 비교법적 관점에서도 ‘보편적으로 국민에게 유보되고
있는 기본권’, 예컨대 국민의 정치적 활동과 관련된 기본권으로서 집회결사의 자유 등에 대해서는 한국 헌법도
외국인의 기본권주체성을 배제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한수웅, 헌법학(제4판), 법문사 (2014),
386 참고.
107) Zitierung: BVerfG, 1 BvL 10/10 vom 18. 7. 2012, Absatz-Nr 참조.
108)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990. 7. 10. 대한민국 발효, 제13조 합법적으로 이 규약의 당사국의
영역 내에 있는 외국인은, 법률에 따라 이루어진 결정에 의하여서만 그 영역으로부터 추방될 수 있으며, 또한
국가안보상 불가피하게 달리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의 추방에 반대하는 이유를 제시할 수 있고 또한
권한 있는 당국 또는 동 당국에 의하여 특별히 지명된 자에 의하여 자기의 사안이 심사되는 것이 인정되며,
또한 이를 위하여 그 당국 또는 사람 앞에서 다른 사람이 그를 대리하는 것이 인정된다.
제25조 모든 시민은 제2조에 규정하는 어떠한 차별이나 또는 불합리한 제한도 받지 아니하고 다음의 권리 및
기회를 가진다.
(a) 직접 또는 자유로이 선출한 대표자를 통하여 정치에 참여하는 것
(b) 보통, 평등 선거권에 따라 비밀투표에 의하여 행하여지고, 선거인의 의사의 자유로운 표명을 보장하는 진정한
정기적 선거에서 투표하거나 피선되는 것
(c) 일반적인 평등 조건하에 자국의 공무에 취임하는 것.
109) “헌법상 기본권들을 인간으로서의 권리와 국민으로서의 권리로 분류하는 것 자체가 객관성이 없고 명확하지
않은데다가 심지어 하나의 기본권을 내용에 따라 어떤 부분은 인간의 권리고 어떤 부분은 국민의 권리라고
나누기까지 한다면 그 구별기준이 더욱 불명확해진다. 특히 다수의견 중 재판관 5인의 의견은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직업선택의 자유 중 직장 선택의 자유에 관한 것으로서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어 외국인에게도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하나, 헌법상 인정되는 기본권 중 행복추구권과
관련을 맺지 못할 기본권이 과연 무엇인지 알 수 없다. 또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일반적·추상적 자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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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신청자의 생존권 : 독일 헌법재판소 판례
Zitierung - BVerfG, 1 BvL 10-10 vom 18.7.2012, Absatz-Nr. (1 –40)
“기본법 제1조 제1항은 인간의 존엄성의 불가침성을 선언하고 있고, … 이 기본권은 독일에 거주하는
독일인과 외국인들에게 똑같이 적용된다. … 기본법 제1조 제1항에 다른 객관적 의무에 상응하여 개
인적 급부신청권이 도출된다.”
“ 존엄한 최소한의 삶의 보장은 법률적 청구권으로 강제되어야 한다. 도움이 필요한 이는 주관적 권리
로 보장되지 않는 국가 또는 제3자의 자발적 지원에 의존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만일 입법부가 최소
한의 생존의 결정에 관한 헌법적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는다면 법률은 그 부족한 내용의 범위에
서 위헌이다.”
“만일 존엄한 최소한의 삶을 설정함에 있어 입법부는 수혜자의 체류자격을 이유로 차등을 두어서는
안 된다. 입법부가 특정 집단이나 개인의 특성을 반영하기를 원한다면 그러한 차등은 생존에 필요한
급부에 대한 수요가 다른 수요자와 현저히 다르고 그것이 합리적이고 내용적으로 투명한 절차에서 해
당 집단의 실질적 수요에 의해 입증될 수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난민신청자의 생존권 : 서울행정법원 판례
서울행정법원 2013. 10. 10. 선고 2013구합13617 판결
(강제되거명령및보호명령취소)
“피고가 난민신청자인 원고에 대하여 생계지원 없이 난민신청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부터 극히 제한
적으로 체류자격 외 취업활동을 허가하고 난민불인정 결정 후에서는 허가기간을 연장하지 않으면서,
그 허가기간 외에 취업활동을 하였음을 이유로 강제퇴거명령을 한 것은 행정의 획일성과 편의성만을
일방적으로 강조하고 난민신청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은 무시한 조치로서, 이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현저하게 커 위법하다.”
“우리나라 정부는 난민신청자에 대하여 아무런 생계지원을 제공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취업활동을
일체 불허하는 것은 난민신청자의 생존을 난민지원 비정부단체나 자선단체 등의 호의에 전적으로 맡기
는 것이어서 인간의 존엄성을 수호하고 생존권을 보장하여야 할 문명국가의 헌법정신에 어긋난다.”

기본권 주체성의 문제라고 할 것인데, 청구인이 주장하는 권리의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가 그 성질을 검토해
본 후에야 기본권의 주체성 인정 여부가 결정된다는 것은 판단의 순서가 역행되어 부당하다.” 헌법재판소 2011.
9. 29. 선고 2007헌마1083등 결정 재판관 김종대의 반대의견(각하의견); 인권의 권리인지, 국민의 권리인지가
불명확한 기본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외국인에게도 기본권주체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이준일,
헌법학강의(제5판), 홍문사 (2013), 31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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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체는 난민이 야기한 것이 아니며, 난민신청자 전부를 난민이 아닌 것으로 추정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없게 하는 것은 보호의무를 방기하는 것이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헌법재판소의 경우, 기본권 이분법을 고수하면서도 이 틀의 현실부적합성을 “기본권 쪼
개기”로, 예컨대 사회권적 기본권인 근로의 권리를 사회권적 기본권인 국민의 “일할 자리
에 대한 권리”와 자유권적 기본권인 인간의 “일할 환경에 대한 권리”로110) 규정하는 방식
으로 보완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권적 기본권으로 분류되는 직업의 자유 중 직장 선택
의 자유에 대해서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과도 밀접한 관련"을 가지므로 인
간의 권리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111) 그러나 이러한 접근방식은 외국인의 기본
권을 보장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의 접근 방법이라고 보기 어렵다.
우선 사회권적 기본권은 자유와 평등을 실질적으로 향유할 수 있기 위한 조건을 확보해
주는 역할을 하는 바 사회권적 기본권과 자유권적 기본권의 상호불가분성 및 상호의존성과
상호연관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자유행사의 실질적 조건을 형성하지 않아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이 위협받는다면, 이는 결국 인권의 존엄에 반하게 되고, 그로써 판례와 다
수설이 말하는 소위 ‘인간의 권리’인 ‘자유권적 기본권’이 침해되게 된다는 점에 이분법이
가지는 맹점이 있다.112)
또한 위와 같은 이분법은 헌법의 명문의 규정과 이에 근거한 국제법규의 대부분이 차별
금지 혹은 내외국인 평등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검토를 배제한 채 이론적인 접
근만을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특히 ‘상호주의’를 선험적으로 전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적절
하지 못하다.113) 즉, 유엔이나 국제노동기구에서 채택한 국제법규에서 외국인에 대하여 근
로의 권리, 노동3권 등 생존권적 기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음이 명확
110) 헌법재판소 2007. 8. 30. 선고 2004헌마670 결정.
111) “직업의 자유 중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직장 선택의 자유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과도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만큼 단순히 국민의 권리가 아닌 인간의 권리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권리의 성질상 참정권, 사회권적
기본권, 입국의 자유 등과 같이 외국인의 기본권주체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할 수는 없고, 외국인도 제한적으로라도
직장 선택의 자유를 향유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기본권 주체성의 인정문제와 기본권 제한의 정도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외국인에게 직장 선택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주체성을 인정한다는 것이 곧바로 이들에게
우리 국민과 동일한 수준의 직장 선택의 자유가 보장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
2011. 9. 29. 선고 2007헌마1083등 결정.
112) 정광현, 앞의 책, 19.
113) 황필규, “국제인권법과 한국 이주노동자의 인권: 조약에 기초한 유엔인권체제를 중심으로”, 세계이주노동자의
날 기념 토론회: 산업연수제 10년이 남긴 것과 외국인력 제도의 나아갈 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외국인이주
노동자대책협의회, 참여연대 (2004. 12. 16. 발표), 2;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호주의는 적극적으로 외국의
정책을 고려하여 처우를 개선한다는 의미로 해석되어야 하고 기본적 인권과 관련되어 헌법질서상 양보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주의를 고려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순태, 앞의 책, 256-25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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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추세임에 비추어 생존권적 기본권 역시 원칙적으로 자국의 영토 안에 있는 모든 ‘사람’
에게 보장되어야 할 성질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114) 사회권이란, 일반적으로 (최소한
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자신이 속한 사회의 자
원을 배분받을 권리, 자신이 속한 구성원으로서 그 사회에 참여하고 헌신할 권리 등을 포
함하는 개념이다.115) 사회권을 ‘인간존엄유지에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로 이해하는
관점에서, 사회적 기본권 또한 우리 삶의 필수적인 기초로서 인권이므로 외국인에게도 기
본적으로 기본권주체성이 인정되어야 한다.116) 외국인의 사회경제공동체 편입을 전제로 참
정권 등 명백히 외국인에게 인정되기 어려운 기본권을 제외한 모든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
하는 접근도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117)

2. 외국인에 대한 ‘상호보증’, ‘상호주의’라는 헌법적 해석에 대하여
가. 문제의식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는 헌법 제6조 제2
항의 규정의 의미에 대하여 다수의 헌법학자들은 이를 외국인에 대한 상호주의를 규정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바 과연 이러한 해석이 타당한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나. 근거 없는 해석상 ‘상호주의’의 극복
헌법 제정 당시 국회 본회의 속기록118)을 살펴보면 현행 헌법 제6조 제2항119)과 사실
상 동일한 조항을 헌법안에 신설하는 수정동의안이 제안되었다. “헌법을 제정하는 데 있어
서 외국인의 법적지위를 보장하지 않는 것은 밖으로 헌법 체제에 있어서 좋지 못한 그런
점”, 헌법이 세계의 한 법으로 되어가지고 이러한 조항이 없으면 대단히 유감“인 점 등이
근거로 제시되었고, ”국제상 관계로 남의 나라에 우리나라 사람이 살고 있는 이때에 그런
조문이 없다고 하면 남들이 생각하드라도 우리만 생각한다는 웃음을 받을 것“이라는 동의
의견이 있었으나 그 조약의 내용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혹은 들어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다. 재석의원 157인, 가 109인, 부 2인 등으로 수정안이 가결되었다.
114) 김지형, “외국인 근로자의 헌법상 기본권 보장: 현행 산업연수생제도의 위헌성 검토를 중심으로”, 저스티스
제70호 (2002. 12.), 14-15.
115) 강현아, “이주노동자 자녀의 사회권에 대한 논쟁”, 아동과 권리, 제13권 제1호 (2009), 59.
116) 최유, “외국인의 사회권 주체성에 관한 작은 연구”,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제19권 가을호
(2009), 122-131; 권영호, 지성우, 강현철, 사회통합을 위한 다문화가정관련법에 대한 입법평가: “다문화가족지
원법”에 대한 입법평가를 중심으로, 한국법제연구원 (2009), 131.
117) 전광석, “다문화사회와 사회적 기본권 - 헌법적 접근을 위한 시론”, 헌법학연구 제16권 제2호 (2010), 123
참조.
118) 제1대국회 제1회 제27차 “국회본회의 속기록”, (1948. 7. 7.) 참조.
119) 대한민국헌법 제6조 ②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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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항에 대해서도 헌법 제정 후 일부 헌법학자들이 관련 ‘국제법’이나 ‘조약’의 내용에
대한 검토를 전혀 하지 않은 채 이를 ‘상호주의’를 규정한 것으로 해석하였고 그 후 수십
년간 대다수의 헌법학자들이 이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였다. 국제법과 조약은 기본적으로
상호주의에 지배됨을 강조하기도 하고120) 청구권적 기본권의 경우 원칙적으로 상호주의원
칙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시되기도 한다.121) 헌법재판소 역시 외국인의 기본
권주체성의 경우 “상호주의에 따른 제한”이 있다고 설시하여122) 이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
으로 파악된다. 헌법재판소의 일부견해는 헌법 제6조 제2항을 근거로 “외국인의 지위는 상
호주의를 기본으로 해서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헌법의 기본원칙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123)
그러나 외국인의 인권을 포함한 모든 사람의 인권을 규정한 국제인권조약의 경우 거의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을 그 권리의 주체로 함으로써 국적에 의한 차별을 배제하고 적용상
의 상호주의를 부정함으로써 내외국인 평등주의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124) 즉, 이주민
지위와 관련하여 오늘날 국제법이 인정하는 기준은 상호주의 원칙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평
등주의 원칙이다.125)
우선 상호주의를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삼는 접근방식은 외국인
의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될 때 비로소 상호주의에 따른 제한이 논의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부당하다.126) 헌법 제6조 제2항은 국제조약이 외국인의 헌법상 지위와 관련해서도 제6조
제1항 등에 따른 이중적인 지위를 지님을 전제로, 특히 헌법상 기본권 전반에 걸친 일반적

120)
121)
122)
123)

전광석, 앞의 책, 233.
성낙인, 앞의 책, 341.
헌법재판소 1994. 12. 29. 선고 93헌마120 결정, 헌법재판소 2001. 11. 29. 99헌마494 결정.
“헌법 제6조 제2항은,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국제법 존중의 원칙에 입각하여 외국인의 지위에 관한 국제법상의 일반원칙을 우리 법질서가 수용하기
위한 헌법상의 근거조항이며, 오늘날 외국인의 보호에 관하여 국제법적으로 확립된 관례는 상호주의원칙이기
때문에 우리 헌법도 상호주의원칙을 존중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것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적어도 기본권의
주체성을 주장하는 외국인이 속한 국가의 헌법도 우리나라 국민에 대해서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할 경우에만
우리도 그 국가 국민에 대해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해야 할 것인데, 다수의견은 이 사건 청구인이 어느 나라
국민인지 그 나라의 헌법은 우리 국민을 어떻게 처우하는지 묻지 않고 널리 외국인에게도 기본권의 성질에
따라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하겠다는 것인바, 이는 국제관계에서의 상호주의원칙을 취한 우리 헌법에 어긋난다
할 것이다. 우리의 헌법은 대한민국헌법이지 국제헌법이 아니다. 그런데도 우리 헌법의 역사적 배경을 무시하고
과잉 세계화로 나가는 것은 우리 헌법을 지키는 올바른 길이 아니라고 본다.” 헌법재판소 2011. 9. 29. 선고
2007헌마1083등 결정 재판관 김종대의 반대의견(각하의견).
124) UN Human Rights Committee (HRC), CCPR General Comment No. 15: The Position of Aliens Under
the Covenant, 11 April 1986, paras. 1-2 참조.
125) 이종혁, 앞의 글, 524-525.
126) 전광석, 앞의 책, 236-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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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구체화적 법률유보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 그리고 이 특별조항으로 인하여 국내 법
률에 우선하는 특별법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규정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그 규정의 명
문과 헌법 전문 등의 취지상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다.127)

3. 주권에 기초한 출입국 통제의 추상성과 헌법적 함의에 대하여
가. 문제의식
출입국상의 통제 가능성이 모든 기본권 보장에 우선시되는 경향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외국인의 헌법적 지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이고 전향적인 패러다임 변화
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나. 국가주권과 이주통제에 관한 이해128)
유엔인권시스템에서 외국인에 대한 차별금지의 원칙의 유일한 명시적인 예외는 참정권
과 강제추방과 관련된다. 이는 국가들의 영토적 권한, 즉 외국인의 출국과 입국을 통제하
고 국적을 부여할 권한을 묵시적으로 확인하고 있는 것이다. 국적에 대한 권리와 참정권은
국가의 구성원으로서의 지위와 그 국가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와 관련된다. 이런
면에서 이주민의 참정권을 제한하는 것은 일면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주민의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는 어떻게 볼 것인가, 이주민 자신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문제들에 대
한 대표성의 결여는 불가피하게 이들의 근본적인 취약성을 규정한다고 했을 때 이를 어떻
게 볼 것인가, 지방 차원에서의 참정권도 국가주권의 문제인가 등의 문제는 여전히 남는
다.
많은 경우, “이주통제에서의 국가주권”에 관한 주장은 그 개념의 불가분성을 전제로 한
다. 예컨대, “국가는 외국인을 아예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의 권리보다 적
은 권리를 부여할 수도 있고, 제한된 조건 하의 일정한 권리를 부여할 수도 있다.”129)는
주장이 그러하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합리적이지도 않으며, 국제법의 관점에서도 받아
127) 이에 대해서는 조약 및 국제법에 의하여 정해지는 외국인의 지위는 법적 효력을 갖지만, 헌법상의 기본권에
관한 논의를 구속하지는 않으며 따라서 외국인의 법적 지위를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하는
헌법 제6조 제2항은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에 직접 관련된 규정이 아니라는 주장이 있다. 전광석, 『위의 책,
233 참조.
128) 황필규, “한국의 이주민 법제의 시각과 관련 쟁점”, 11-13 참조.
129) Linda S. Bosniak, “Human Rights, State Sovereignty and the Protection of Undocumented Migrants
under the International Migrant Workers’ Convention”, Barbara Bogusz, Ryszard Cholewinski, Adam
Cygan, Erika Szyszczak, eds., Irregular Migration and Human Rights: Theoretical, European and
International Perspectives, Leiden: Martinus Nijhoff Publishers (2004), 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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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기 어렵고, 모든 차별적인 법과 관행을 합리화시키는 데 활용될 수 있다. 국제인권조
약도 국가들의 영토적 권한, 즉 외국인의 출국과 입국을 통제하고 국적을 부여할 권한을
묵시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단순히 입국을 허용하는
것이거나 생산요소 혹은 개발인자를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외국인이 그를 받아
들이는 국가의 관할권 내에 들어오게 되면 원칙적으로 차별금지의 원칙 하에서 국제법 및
국내법제가 보장하는 모든 권리를 그 외국인에게 부여한다는 국가의 주권적 결정을 포함하
는 것이다. 따라서 외국인 수용국의 비용-이익 분석도 처음부터 모든 관련된 권리를 고려
하면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입국, 체포, 구금 및 강제퇴거 상의 절차적 권리는 국가주권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는 법의 지배와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와 같은 근
본적인 권리의 보호의 문제일 뿐이다. 외국영토에 거주하는 이주민의 시민적, 정치적, 경제
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는 그 체류의 기간이나 정규성과 무관하게 그 국가의 영토 혹은
관할권 하의 모든 이의 권리를 차별 없이 증진하고 보호할 국가의 의무와 직접적으로 관련
된다. 따라서 이러한 면에서의 어떠한 제한이나 차별은 국가주권의 문제가 아니며 정당한
목적과 균형성의 심사의 대상이 될 뿐이다.
따라서 “특정 국가의 이민법을 위반하고 그 국가에 입국한다고 하여 인권기준에 입각한
이주민의 근본적인 권리들이 박탈당하지는 않으며 또한 이것이 비정규적 상황에 놓인 이주
민을 보호하여야 할 국가의 의무에 영향이 미치지도 않는다.”130) “고용국가가 한 개 또는
그 이상의 부문에서 국가의 생산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이주노동자들을 고용하여 그들을 착
취하여 고용주에 비해 취약한 그들의 상황을 이용하거나 낮은 임금을 제공하거나 법정에
노동권이 침해되었다고 신고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그들의 노동을 착취하도록 권장하거나
용인해서는 안 된다. 국가가 이민 정책을 포함한 공공정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법 앞
에서의 평등의 원칙과 차별 금지의 원칙을 경시할 수 없다. 이 일반적인 원칙은 항상 존중
되고 보장되어야 하고 이에 반하는 행동 또는 태만은 국제인권협약에 위배되는 것이다
.”131)
“특정 국가의 이민법을 위반하고 그 국가에 입국한다고 하여 인권기준에 입각한 이주민
130) Global Commission on International Migration(GCIM), Migration in a interconnected world: New
directions for action (2005), 55.
131) Inter-American Court of Human Rights, Judicial Conditions and Rights of the Undocumented Migrants,
Advisory Opinion OC-18/03 of September 17,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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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근본적인 권리들이 박탈당하지는 않으며 또한 이것이 비정규적 상황에 놓인 이주민을
보호하여야 할 국가의 의무에 영향이 미치지도 않는다.”132) 결국, 이주통제에서의 국가주
권의 문제는 체류의 허용 (기간 포함), 취업의 허용 (기간, 종류 포함), 비정규 이주민, 그
리고 법이 특정한 경우 정규 이주민의 강제추방 그 자체와만 관련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노동3권
2006누2774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 사건 준비서면 (2006. 12.)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의 일반권고(CERD General Recommendation)에서
도 “당사국은 취업허가가 없는 외국인에게 일자리 제공을 거부할 수는 있지만, 모든 사람이 고용관
계가 시작되면 그것이 종료될 때까지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포함한 근로와 고용과 관련된 권리를 부
여받았음을 인정하여야 한다”라고 유권해석을 내려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근로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
고 있음을 명시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근로자에게 노동과 관련된 인권을 보장하는 근거에 대하여 미주인권재판소는
자신의 권고의견에서 매우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8. 개인의 이민 지위는 이민자로부터 노동과 관련된 인권을 포함한 인권을 누리고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수단이 될 수 없다. 고용관계가 성립되었을 때 이주민은 피고용인
으로서 고용 국가 내에서의 체류의 합법성과 관계없이 인정받고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를 획득한다.
이러한 권리들은 고용관계로부터 발생하는 것이다...... 10. 노동자들은 노동권의 소유하는 자로서 노
동권을 적절하게 행사할 수 있는 수단을 가져야 한다. 불법이주노동자들 역시 고용 국가에서의 다른
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노동권을 가지며, 국가는 노동권이 인정되고 현실에서 부합되는 것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처럼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형성되는 한 출입국관리법상
의 위반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혹은 노노법상의 근로자의 지위를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이들
역시 노노법상의 근로자로서 노동조합의 주체가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라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권리들은 고용관계로부터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132) GCIM, 앞의 문서,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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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이주노동자의 노동3권 : 판례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06. 2. 7. 선고 2005구합18266 판결
“불법체류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상 취업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고 때문에 이들은 장차 적법한 근로관
계가 계속될 것임을 전제로 근로조건의 유지 · 개선과 지위향상을 도모할 법률상 지위에 있는 것으로
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불법체류 근로자들이 … 노동조합가입이 허용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서울고등법원 2007. 2. 1. 선고 2006누6774 판결
“근로 3권의 입법취지에다가 외국인의 지위를 보장한 헌법 제6조, 국적에 따른 근로조건의 차별대우를
금지한 근로기준법 제5조, 조합원에 대하여 이종 등에 의한 차별대우를 금지한 노노법 제9조의 입법취
지 및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단결권 ·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 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 ·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한다는 노노법의 목적을 더하여 보면, 불법체류 외국인이
라 하더라도 …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출입국관리법(은) …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의 고용이라는 사실적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자 하는 것에 불과할 뿐…이다.”

대법원 2015. 6. 25. 선고 2007두4995 판결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란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 등을 받아
생활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특정한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현실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이나 구직 중인 사람을 포함하여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사람도 여기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두8568 판결,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78804 판결,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두2824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출입국관리 법령에서 외국인고용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의 고용이
라는 사실적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자 하는 것뿐이지, 나아가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이 사실상 제공한
근로에 따른 권리나 이미 형성된 근로관계에 있어서 근로자로서의 신분에 따른 노동관계법상의 제반
권리 등의 법률효과까지 금지하려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누12067판
결 등 참조).
따라서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 등을 받아 생활하는 사람은 노
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한, 그러한 근로자가 외국인인지
여부나 취업자격의 유무에 따라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볼 수는 없다.”

헌법재판소는 적어도 ‘인간의 권리’는 “인류보편적인 성격”133)을 지닌 권리이고, 이러한
기본권은 법령에 의한 체류 자격의 합법성 여부에 따라 그 인정여부가 달라지지 않는다고
133) 헌법재판소 2014. 8. 28. 선고 2013헌마359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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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았다.134)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기본권 주체성의 인정문제와 기본권 제한의 정도는 별
개의 문제”이고 이주민의 “직장 선택의 자유”나 “근로의 권리”에 대한 기본권주체성을 인정
한다는 것이 곧바로 국민과 동일한 수준의 자유나 권리가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는 설시를
하고 있다.135)
헌법재판소는 사업장 이동의 제한에 대해서는 “내국인근로자의 고용기회를 보호하고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효율적인 고용관리로 중소기업의 인력수급을 원활히” 하고자 함을 강조하고 있다.136) 그러나
“내국인근로자의 고용기회를 보호”는 이미 사용자의 내국인 구인 의무와 내국인 인력 채용 불가 시
에 고용허가라는 법제를 통해 보장되고 있다.137) 결국 “효율적인 고용관리”라는 편의적인 이유로 사
실상 ‘강제노동’에 이를 수 있고,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른 사용자와 노동자간의 근로계약 체결이
라는 시장경제질서에도 배치되는 상황을 초래하게 된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출국만기보험금의 지급
시기를 출국 후 14일 이내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주노동자의 “불법체류 방지”라는 목적을 강조하
고 있다.138) 그러나 임금과 퇴직금 등 급여에 관한 권리를 노동자의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단지 불법체류의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이를 일괄적으로 출국과 연계시켜 사실상 담보
로 제공하도록 하는 것은 노동자의 기본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태도는 입국의 자유 혹은 출입국 통제와 간접적으로라도 관련된
다른 기본권 제한을 폭넓게 허용하겠다는 취지이고 이주민과 관련된 사안이라면 무엇이든
입국의 자유 쟁점으로 환원시킬 수 있다는 태도로서, 결과적으로 출입국 통제의 관점이 거
의 모든 기본권에 우선하여 이주민의 기본권 보호 전반을 무력화시키게 된다. 결국 이주민
의 체류는 국가의 허락을 ‘조건’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주민이 개인으로서 가지
는 ‘고유한’ 기본권은 없다는 의미가 된다.139) 이주민의 기본권의 문제가 단순히 입출국의
국가주권의 문제로 환원될 수는 없으며, 이주민이 국가의 관할권 내에 있는 한 동등하게
헌법적 보호를 제공받아야 하고,140) 이주민의 기본권 제한은 출입국 관리의 목적에 직접적
으로 부합하고 기본권 제한 없이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야 한다.

134)
135)
136)
137)

헌법재판소 2012. 8. 23. 선고 2008헌마430 결정.
헌법재판소 2011. 9. 29. 선고 2007헌마1083등 결정, 헌법재판소 2016. 3. 31. 선고 2014헌마367 결정.
헌법재판소 2011. 9. 29. 선고 2007헌마1083등 결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내국인 구인 노력) 제1항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자는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이하 "직업안정기관"이라 한다)에 우선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8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제1항 제6조제1항에 따라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한 사용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직업소개를 받고도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138) 헌법재판소 2016. 3. 31. 선고 2014헌마367 결정.
139) 김지혜, “이주민의 기본권: 불평등과 ‘윤리적 영토권’”, 헌법학연구 제22권 제3호 (2016. 9.), 235.
140) 김지혜, 위의 글, 246-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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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주민의 취약성, 인종차별, 인종주의와 외국인혐오주의에 대하여141)
가. 문제의식
이주민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다양한 취약성이 노출되어 있고 이에 대한 특별
한 보호는 국제인권법적 요청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오히려 그 취약성을 강화시키는 방향
으로 흐르기 쉽다. 인종차별, 인종주의나 외국인혐오주의라는 용어는 아직도 한국에서는
생소한 단어다. 그러나 한국의 법제나 관행, 정부의 정책, 일부 법원의 태도를 보면 입법,
행정, 사법 전 영역에 걸쳐 인종차별, 인종주의와 외국인혐오주의는 매우 깊게 뿌리를 내
리고 있고 점점 확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헌법적으로 어떻게 해석되어
야 하고 이러한 방향을 돌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는 국가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과
제일 수밖에 없다.
나. 이주민의 취약성(Vulnerability)142)
‘취약성’ 개념은 국제인권(법)에 관한 논의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용어 중의 하
나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취약성’이 국제인권법상 인정된 개념이라고 볼 수는 없고 또한
그 개념의 정의나 개념요소들에 대해서 명확한 합의가 존재하지도 않는다. 그렇지만 그 국
제인권법상의 정의나 의미를 규명하려는 노력은 꾸준히 있어 왔다. 예컨대, 이주민의 인권
에 관한 정부간 전문가 실무그룹은 ‘취약성’이 국가 혹은 국가간 권력구조에 의하여 개인에
게 부과된 권한 혹은 권력의 부족 혹은 부재(‘lack of empowerment or powerlessness’)
상황으로 이해될 수 있다고 하였다.143) 또한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위원
회(‘사회권위원회’)는 적절한 먹거리에 대한 권리와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취약한 집단”을
“특별한 프로그램을 통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특히 빈곤한 인구의 구성부분”이라고 정의하
였고,144) 일부 학자들 역시 ‘취약성’을 인권의 관점에서 특별한 보호나 관심을 받는 혹은
받아야하는 인구의 구성부분으로 설명하고 있다.145) ‘취약성’의 개념이 국제인권문헌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특히 차별금지의 원칙과 관련하여 여
러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국제인권법상의 개념으로 인정될 필요가 있다.
141) 황필규, “지정토론문”, 서울행정법원 개원 15주년 기념 학술대회: 다문화․국제화 시대의 사회통합과 행정재판,
서울행정법원 (2013. 9. 6. 발표), 115-130 참조.
142) 황필규, “한국의 이주민 법제의 시각과 관련 쟁점”, 7-11 참조.
143) Jorge Bustamante, Working paper of the working group of intergovernmental experts on the human
rights of migrants, UN문서 E/CN.4/AC.46/1998/5, 1998, para. 28.
144) UN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CESCR), General Comment No. 12: The
Right to Adequate Food (Art. 11 of the Covenant), 12 May 1999, para. 13.
145) Alexander H. E. Morawa, “Vulnerability as a Concept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 and Development, vol. 6, No. 2 (June 2003),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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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취약성’의 개념은 차별금지사유와 차별적인 법과 관행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
다. 상당수의 유엔인권조약이 여성, 아동, 소수인종, 고문의 (잠재적) 피해자 등 특정한 취
약 집단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한다. 둘째, 일부 취약 집단에 대한 구별은 엄격한 심사와 차
별의 추정을 수반한다. 예컨대, 성과 같이 국제인권장전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차별금지사
유는 특별한 취약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지속적인 차
별의 역사뿐만 아니라 현 시점에서의 이들 집단의 상황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셋째,
특정집단의 사회적 취약성의 구조적인 성격은 인종차별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를 허용한다. 넷째, 장애인이나 수용자 등 대부분의 취약집단에 대하여 실질
적인 평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보호조치 혹은 절차가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섯째, 차별금지 원칙의 실질적 실현을 위하여,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나 특별한 보호조치
외에도 기존의 권리에서 유래하고 발전되어 온 독립된 권리가 요구되기도 한다. 예컨대 자
유권규약상의 소수민족의 권리(제27조)는 이들의 일반적인 문화, 종교 혹은 언어에 대한
군리와는 명확하게 구별된다. 여섯째, 차별행위를 평가함에 있어서 법익형량은 취약성에
의하여 상당하게 영향을 받게 된다.146) 다양한 사회적 집단의 인권상황을 분석하고 이들
집단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조치들을 마련함에 있어서 ‘취약성’의 개념을 적
극적으로 활용함은 소위 적극적 권리와 소극적 권리의 이분법을 극복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특정 집단의 취약성의 원인과 결과 및 성격에 대한 분석은 취약 집단에
대한 미시적, 거시적 차원에서의 총체적인 접근을 가능하게 해주며 바람직한 권리에 기초
한 포괄적인 접근을 가능하게 해준다.
국제인권법에 의하더라도 이주민의 정치적 대표성의 부재와 상시적인 강제추방의 가능
성은 정당화될 수 있다. 자국에서 떠나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주민의 취약성의 출발점이다.
이것은 문화적 및 언어적 장벽, 거주국의 법과 관행에 대한 무지를 수반한다. 노동자, 여성
혹은 아동으로서 이들은 다중의 차별에 노출되어 있다. 인종주의와 외국인혐오주의와 관련
되거나 이에 의하여 강화되는 사회적 배제와 차별에 의하여 이들의 삶은 더욱 힘들어지고
이들은 종종 거주국의 안보위험의 혐의자 혹은 희생양이 되기도 한다. 결국 차별은 이주민
의 취약성의 기초가 된다. 차별은 성, 인종, 종교 등과 맞물려 더욱 강화되는데 사업장에서
의 근로조건, 사회서비스, 사법제도, 교육, 주거, 건강 및 의사결정과정의 참여 등에의 접
근을 포함한 사회생활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 배제, 불이익 및 침해의 상호강화의 패
턴을 만들어낸다.147) 특히 미등록 이주민의 경우, 비록 이주민의 권리가 국내법에 규정되
146) Alexander H. E. Morawa, The Concept of Non‐Discrimination: An Introductory Comment, Journal
of Ethnopolitics and Minority Issues in Europe, Issue 3/2002 (200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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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는 경우에도 그들의 권리행사의 노력은 그들로 하여금 좀 더 안정된 체류의 박탈 혹
은 강제추방 그리고 출입국과 관련된 처벌에 노출시킨다. 이러한 “보복의 두려움”은 이주
민의 권리행사의 능력과 의지를 체계적이고 제도적으로 방해하는 역할을 한다.148) 따라서
국가는 미등록 상황에 놓인 모든 이주민들이 보복의 두려움 없이 그들의 권리의 침해에 대
한 이의절차를 제기할 수 있도록 효과적이고 접근 가능한 통로들을 마련하여야 한다.149)
유엔 이주민의 인권에 관한 특별보고관은 2006년 유엔인권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근로자가 처할 수 있는 인권 취약성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즉, 미
등록 이주민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인권침해는: 많은 경우에 여성과 아동이 포함된 인신매
매와 밀입국알선의 상황; 국경통제과정에서 발생하는 생명권과 인격권의 침해; 처벌받지
않고 사인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의 침해, 예
컨대 장시간 근로, 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최저임금이하의 임금지급, 가혹하고 위험한 근로
조건 등; 자유와 안전의 권리의 침해와 같은 추방절차에서의 다양한 부적절한 상황, 특히
이주민이 행정적 구금 하에 놓인 경우, 공정한 청문의 자유의 침해, 부적절한 구금조건, 동
반자 없는 아동 등 취약한 사람의 보호의 부족, 부실한 처우 등을 포함한다.150)
다. 이주 관련 법제의 문제점151)
한국의 법제는 전술한 이주민의 취약성을 주목하여 특별한 보호를 고려하기보다는 오히
려 이주민에 대하여 철저한 차별과 배제에 기초하고 있다. 우선 외국인에 대한 기본법이라
고 볼 수 있는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은 제2조 제1호에서 “재한외국인”의 정의를 “대한민국
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로 규정하여 미등록 이주민을 그 개념 정의에서부터 배제하고 있다. 또한 소위 “불
법체류외국인”은 단지 체류자격 있는 이주민에 관한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함에 있어
실태조사가 되어야 할 대상일 뿐이다(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9조 제1항). 결국 ‘재한외국
인처우기본법’은 외국인에 대한 기본법도 아니고, 외국인정책의 ‘총체적, 장기적 접근’의 시
작도 아니다. 본 법은 법무부의 예산과 인력을 확충하기 위한 조직법의 측면이 강하고, 미
등록이주민을 한국에 존재하는 외국인(‘재한외국인’)의 범주에서 배제하고 있고,152) 대부분
147) OHCHR, 앞의 문서, paras. 61-74 참조
148) Linda S. Bosniak, 앞의 글, 323.
149) UN Committee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CMW), Contribution to the High‐Level Dialogue on Migration and Development of the General
Assembly, 2006, para. 15(f).
150) Jorge Bustamante,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human rights of migrants, UN문서
E/CN.4/2006/73, 2006, para. 54.
151) 황필규, “한국의 이주민 법제의 시각과 관련 쟁점”, 13-18 참조.
15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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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조항이 ‘할 수 있다.’로 끝나는 재량적 시혜조치만을 나열하고 있다.
“외국인근로자”의 개념에 있어서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대
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
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고자 하는 사람”이라고 규정하면서도 실제로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포함한 상당수의 이주노동자를 그 개념에서 배제하고 사실상 고용허
가제로 들어온 이주노동자만을 “외국인근로자”의 개념에 포섭시키고 있다.153) 이를 통하여
특히 정부는 미등록 이주민의 노동기본권의 주체성을 부정하려고 하고 있고, 사회보장법제
에서는 명시적, 묵시적으로 이들의 사회적 권리를 철저하게 부정하고 있다.
국내에서 법률차원에서 유일하게 “다문화”와 관련된 정의를 내리고 있는 다문화가족지
원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다문화가족”이란 결혼이민자와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또는 귀화허가를 받은 자와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
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만을 의미한다. 즉, 한국 국민이 포함된 가족만이 다문화가족이 될
수 있고 이주민으로만 구성된 가족은 다문화가족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이주민, 특히
이주노동자의 주요한 체류자격인 기술연수(D-3), 고용허가제 하의 이주노동자들의 비전문
취업(E-9), 대다수 취업 재외동포의 방문취업(H-2) 등은 가족동반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경우 이주민 가족의 존재 가능성 자체가 부정되고 있다.154) 이주민은 한
국인과 결혼하더라도 그의 신분이 바로 한국인이 되지 않는다. 그는 한국 가정으로 편입은
되었으나 한동안 여전히 ‘외국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국제결혼한 이주민이 1년을
산 뒤에는 체류연장 허가를 받아야 하고, 2년을 살고 나서는 국적신청을 통해서만 귀화허
가를 받을 수 있다. 체류연장과 국적신청을 할 때에는 한국인 배우자의 도움이 필수적이
다. 결혼생활이 유지되고 있는데도 한국인 배우자가 의도적으로 체류연장과 국적신청을 돕
지 않는다면 외국인 배우자는 강제퇴거의 위험에 노출된다. 따라서 2년이라는 기간 동안
국제결혼한 이주민의 신분은 매우 불안정적이며, 이와 같은 상황은 때때로 한국인과 외국
인 부부 사이를 위계적인 관계로 자리매김되도록 작용하고 있다.155) 한편 베트남과 필리핀
1. "재한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153) “산업연수생은 … 기술, 기능 또는 지식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하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 근기 68207-1974, 1994. 12. 13. 시행; “산업연수생이 연수라는 명목 하에 사업주의 지시,
감독을 받으면서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수당명목의 금품을 수령하는 등 실질적인 근로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이 보장한 근로기준 중 주요사항을 외국인 산업연수생에 대하여만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를 찾기 어렵다.” 헌법재판소 2007. 8. 30. 선고 2004헌마670 결정.
154)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외국인의 체류자격 28. 동반(F-3): 문화예술(D-1)부터 특정활동(E-7)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로서 배우자가 없는 사람[기술연수(D-3)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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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영리목적 결혼중개업이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는데,156) 한국 정부는 수많은 국제결
혼중개업자들의 현지에서의 위법행위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157)
재외동포에게 출입국과 취업에 있어서 상당한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재외동포의 출입국
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은 이것이 사실상 재중동포와 재러동포 등 일반적으로 그리고 상
대적으로 가난한 국가의 가난한 동포들을 그 적용대상에서 배제함으로써 위헌결정을 받은
바 있다. 현재 이 법이 제2조에서 재외동포를 ‘“재외국민”과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
던 자(대한민국 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등으로 규정하여 형식적으로 모든 재외동포를
이 적용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 법에 의해 주어지는 활동제한
없는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의 경우 “단순노무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을
배제하고 있고(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23조 제3항 제1호), 중국, 러시아 등 이주노동자들
이 들어오는 거의 모든 국가들을 불법체류다발국가로 고시하여 이들 국가의 제외동포의 입
국과 체류에 대해서는 엄격한 자격요건을 강요하고 있는 등(법무부장관 불법체류다발국가
고시) 기본적으로 가난한 재외동포는 재외동포의 출입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상의 혜택
을 받는 재외동포가 될 수 없음을 선언해왔다.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제1조)를 목적으로 하는 행정절차법은 “출입
155) 소라미,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인권 실태와 관련 법적 쟁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07 한국인권보고서
(2008), 413-414.
156) “베트남은 2002년 발표된 68호 명령(Decree No. 68) 제2조에서 국제결혼이 보호됨을 재확인함과 동시에 국제결혼
을 통해 인신매매, 노동착취, 성폭행 기타 착취행위가 금지됨을 명시하고(제1항), 이윤을 목적으로 한 결혼중개를
엄중히 금지하였다(제2항). 필리핀은 1009년 6월 13일 우편주문 신부 금지법(Anti-Mail Order Bride Act)를
제정하여 제2조에서 ① 우편주문방식이나 개인적 소개 방식으로 필리핀 여성과 외국인과의 결혼을 알선할 목적으로
사업체를 설립하거나 사업을 하는 행위, ② 전술한 금지된 행위들을 조장할 목적으로 소책자 등의 선전물을
광고, 출판, 인쇄, 배포하는 행위, ③ 필리핀 여성으로 하여금 영리를 위해 우편주문방식이나 개인소개를 통해
외국인과의 결혼 알선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나 협회의 회원이 되도록 소개, 유혹, 등록, 권유하는 행위 등을
‘불법’으로 선언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6년 이상 8년 이하의 징역 또는 8,000페소 이상 20,000페소
이하의 벌금 부과하도록 규정하였다.” 소라미, 위의 글, 420-421에서 재인용.
157)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외국 현지법령준수 등) ①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외국 현지에서 국제결혼중개
를 하는 경우 이 법, 외국 현지 형사법령 및 행정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외교부장관은 외국 현지에서 국제결혼중
개업자가 이 법, 외국 현지 형사법령 또는 행정법령을 위반한 경우 관련 내용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이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제18조(영업정지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결혼중개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소 폐쇄 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국내결혼중개업자가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거나 1년 이내에 3회 이상 제24호에 해당하는 경우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여야 하며,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제1호·제2호·제23호 또는 제24호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5. 제11조제2항에 따라 외국 현지 형사법령 또는 행정법령을 위반하여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된 경우(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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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제3조 제2항 제9호). 법원도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에 의하면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퇴거명령의 경우에 피고가 원고에게 처분의 이유를 제시하지 아니하
고, 불복방법 등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 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이를 확인하고 있다.158) 결국 이주민은 행정절차에 있어서의 절
차보장, 예컨대 이유부기, 청문, 관련 자료 열람등사 등의 권리가 법적으로 부정되고 있는
것이다.
라. 정부 정책의 문제점
(1) ‘순혈주의’와 정부 정책
법무부는 ‘글로벌 시대를 맞아 순혈주의만 고집하기도 어렵게 되었다’159)고 주장한다.
그러나 소위 ‘글로벌 시대’가 아니더라도 ‘순혈주의’는 존재할 수 없고 존재하지 않았다. ‘순
혈’('pure blood')주의는 나찌 시대에나 볼 수 있었던 용어다. 과거에 ‘우리’가 고집하였다는
‘순혈주의’의 실체는 무엇인가. “역사적으로 한국은 스스로를 단일민족사회로 바라보았다
.”160) “그러나 한국이 민족적 단일성을 강조하는 것은 그 영토 내에 거주하는 다른 민족
집단 간의 이해, 관용, 우의를 증진시키는 데 저해가 될 수 있다. 한국에서 여전히 쓰이고
있는 ‘순혈’과 ‘혼혈’과 같은 용어, 그리고 그러한 용어가 야기할 수 있는 인종우월주의는
한국사회에서 지속적으로 광범위하게 존재한다.”161)
(2) 외국인정책 환경
법무부는 1) 이민자 통합 강화, 2) 치열한 우수인재 유치 경쟁, 3) 비자정책을 통한 관
광객 적극 유치 등을 외국인정책의 세계적 흐름으로 나열하고 있다.162) 그러나 이는 범주
를 달리하는 현상을 기계적으로 조합한 것에 불과하다. 국민에 대한 정책으로 1) 사회 통
합 강화, 2) 우수인재 양성, 3) 소비 진작 등을 나열하는 것만큼이나 어색하다. 외국인정책
의 핵심은 이민자의 사회통합과 사회적 갈등 조정이다. 불완전한 사회 구조 혹은 그 변화
로 인한 사회 갈등의 형성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문제는 정책의 입안․집행자가 갈
158) 서울행정법원 2005. 1. 26. 선고 2004구합28570 판결 참조.
159) 김창석, “외국인정책의 현황과 목표”, 서울행정법원 개원 15주년 기념 학술대회: 다문화․국제화 시대의 사회통합과
행정재판, 서울행정법원 (2013. 9. 6. 발표), 18.
160) Jorge Bustamante,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human rights of migrants: Mission
to the Republic of Korea, UN문서 A/HRC/4/24/Add.2, 14 Mar. 2007, para. 53.
161) UN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CERD), Concluding observations: Republic
of Korea, UN문서 CERD/C/KOR/CO/1, 17 August 2007, para. 11.
162) 김창석, 앞의 글,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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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본질과 현상을 구분하여 정확히 파악하고, 그 조정을 위해 노력하고, 그 과정에서 사
회적 약자로서의 이주민의 목소리를 얼마나 경청하는가이다.
그러나 법무부는 갈등 조정을 이야기하면서도 정책대상에 따른 정책의 차별화와 위계적
분할163)이라는 통제의 기조를 초지일관 유지하고 있다. 즉 “① 결혼이민자 및 재외동포의
동화․차별적 포섭과 전문기술인력의 수용, ② 단순노무인력 및 미등록이주민의 통제․배제로
특징 지워진 국가주의, 배타적 민족주의적 접근”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164)
(3) 외국인정책의 기본방향
법무부는 『2013~2017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의 정책 실패로 인한 사회적 갈등의
표출, 반다문화 정서의 형성 등에 대한 엄정한 평가와 반성,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구
체적인 대안 제시로 나아가기 보다는 반다문화주의, 외국인혐오주의, 인종주의 경향을 국
민의 인식으로 규정하고 이를 정책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의 문제로 접근하고 있다. 이는
필연적으로 사회적 갈등을 더욱더 심화시키고 외국인혐오주의, 인종주의를 확대 재생산하
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즉, 문제는 법무부가 외국인 혐오주의, 인종주의 경향을 통제하고 극복되어야 할 부정
적인 사회현상으로 파악하기 보다는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할 객관적인 ‘국민의 인식’으
로 판단하여 이를 방치하고 오히려 부추기고 있다는 점이다.

외국인정책위원회 - 최근 정책관련 국민의 인식 (2012. 12)165)
* 외국인 범죄, 인종적·문화적 갈등에 대한 우려
- 최근 외국인들의 범죄 및 쓰레기 무단투척, 주취폭력 등 기초사회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이와 관련한 국민의 불만이 증가하는 추세
* 反 다문화현상의 표출 및 외국인에 대한 균형 잡힌 정책 요구
- 일자리 경쟁에서 밀려난 저소득계층, 국제결혼 피해자 등을 중심으로 ‘국민에 대한 역차별’, ‘다문
화 정책 반대’정서가 싹트고 있으며, 다문화가족 편중지원 시책들이 이러한 현상을 가속화
- 최근 이민자에 의해 발생한 살인 사건 등의 영향으로 외국인에 대한 국가의 지원에 반대하는 목

163) 정정훈, “노동 관련 국내법 현황 및 국제기준의 이해”,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이주관련 국내법 현황
및 국제기준 이해 (2009), 13.
164) 황필규, “한국에서의 미등록 이주아동의 교육권”, 미등록 이주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 미등록 이주아동
합법체류보장 촉구연대 (2008. 2. 20. 발표), 1-2.

80

session 01. 기본권의 충실한 보장

소리가 높아지는 한편, 외국인의 질서위반 행위에 대한 국가적 관리가 미흡하다는 비판 제기
*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대한 위기감 증대
- 최근 다양한 문화가 급속히 유입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완전하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적 가치’를 확립하지 못한 이민자 및 이민 2세의 국적취득 등에 따른 정체성 혼란 우려 증가

더욱 심각한 문제는 정부가 단지 이러한 외국인 혐오주의, 인종주의적 경향을 정책에
반영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2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이 이전 정책과 다른 핵심적인
내용으로 이들 경향의 반영을 명시하고 있다는 데 있다. 법무부는 존재한 적이 없는 ‘과거’
외국인에 대한 인권, 다문화 존중 민원편의 제공 등의 가치가 ‘절대시’ 되었던 시점166)과
‘최근’ 국가주권. 국가정체성, 질서와 안전 등의 가치도 중요하다는 국민 인식의 확산을 대
비시키며 외국인 혐오주의에 대한 ‘관용’과 갈등 증폭의 정책 방향을 합리화시키고 있다.

외국인정책위원회 - 「제1차 기본계획」과의 차별성 (2012. 12)167)
● 「제2차 기본계획」은 국민의 다양하고 상반된 요구들을 최대한 반영하여 균형 잡힌 정책 기조 유
지로 안정적인 미래 준비
● 「제2차 기본계획」은 질서와 안전, 이민자의 책임과 기여를 강조하는 국민 인식 반영

법무부는 또한 지역 주민들이 혐오시설로 생각해 반대하거나 반대할 것이라는 이유로
헬기장, 하수처리장이 위치한 주거지역이 아닌 외딴 곳에 난민지원센터의 설치를 진행해왔
고,168)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그 명칭도 ‘출입국’지원센터로 둔갑시켰다. 완공 전 주
민들의 반발이 있자 센터 입소자는 두 단계에 걸쳐 ‘위해성’을 검증한 사람들169)이라며 난
민신청자의 공항 입국심사와 시설 이용 심사를 ‘위해성’ 심사로 둔갑시켰다. 법무부와 경찰
청은 전국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외국인 범죄에 대한 정보를 언론에 제공하고 있고, 대
부분의 경우 범죄율이 아닌 절대수의 증가를 강조하면서 이주민에 대한 경계 심리와 위기
165) 외국인정책위원회, 2013-2017 제2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2. 12.), 18-19.
166) “고용, 혼인, 주거, 교육 및 인간관계를 포함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주노동자와 민족 간 결합을 통하여 출생한
자녀를 포함한 외국인에 대하여 광범위한 사회적 차별이 지속되고 있다.” UN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CERD), Concluding observations: Republic of Korea, UN문서 CERD/C/
KOR/CO/1, 17 August 2007, para. 11.
167) 외국인정책위원회, 앞의 문서, 21.
168) 연합뉴스, “난민인권센터 영종도 ‘난민촌’ 건립 반대”, 네이버뉴스, (2010. 4. 28. 14:55), http://news.naver.com/
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 0003249388.
169)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통하고 협력하는 열린 출입국지원센터 (201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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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을 부추기고 있는데170) 외국인의 범죄율은 내국인의 범죄율의 1/2에 불과하다.171) 이
처럼 의도하건 의도하지 않았건 정부가 나서서 외국인 혐오주의를 조장하는 행태가 벌어지
고 있다.
인터넷상 반다문화 카페들로 대변되는 한국의 반다문화 담론, 외국인혐오주의, 인종주
의는 자본과 민족 문제는 물론이고 종교와 음모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인식공격
과 희생양 만들기, 그리고 협박에 가까운 공포심 유발 등을 통해 자신들의 영역을 구축하
고 있다.172) 개인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가 인종 우월주의적인 사상을 유포
하거나 인종 혐오를 선동하는 행위까지 보호하는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주민을 향한
인종주의적 혐오발언은 정부로부터 그 어떠한 통제를 받지 않고 대중매체와 인터넷에서 더
욱 확산되고 노골적이 되어가고 있다.173) 한국에는 현재 온라인상에 ‘다문화정책 반대 카
페(회원 수 1만여 명)’174)등 反 다문화 카페가 20여 개 개설되어 활동 중이고,175) 가장 영
향력 있는 온라인상 카페 중의 하나인 일간베스트저장소176) 등도 강한 외국인혐오주의 경
향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이주민들과 이주민들의 권리를 옹호하고자 하는 개인과 단체들
에 대하여 무차별적인 온라인상의 공격을 하고 있고, 오프라인으로 그 활동의 범위를 넓혀
나가고 있다.
2012. 10. 20. 한국의 가장 영향력 있는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에 ‘난민법’이 급상승 검
색어 1위에 올랐다. 난민법은 2011. 12.에 국회를 통과하여 2013. 7. 시행 예정이었기 때
문에 갑자기 ‘난민법’이 급상승 검색어가 될 이유가 없었다. 결국 이러한 상황은 외국인 혐
오주의 경향이 강한 온라인 카페 일간베스트저장소가 의도적이고 조직적으로 개입한 결과
였고, 며칠 동안 인터넷과 트위터 등 SNS에 ‘난민은 성범죄자들이다’, ‘난민은 AIDS를 한
국에 퍼뜨린다’ 등의 수만 개의 댓글이 올라왔다. 난민법을 발의한 국회의원, 관련 인권단
체들에 대한 욕설과 협박성 글들도 상당수 존재했다. 최근 들어서는 이주민 혹은 난민에
대하여 우호적인 기사가 나오기만 하면 이들 외국인 혐오주의 단체들이 조직적으로 부정적
170) 연합뉴스, “외국인 범죄자 3년여간 8만8천여명”, (2012. 9. 26. 14:09), http://news.naver.com/main/
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5838898.
171) 2008년 기준으로 외국인이 전체 한국내 인구의 2.34%를 차지하지만 외국인 범죄는 전체 한국내 범죄의 1%에
불과하다. 임준태, 외국인 범죄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IOM이민정책연구원 (2010), 31.
172) 강진구, “한국사회의 반다문화 담론 고찰 : 인터넷 공간을 중심으로”,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인문과학연구
제32집 (2012. 3.), 5-34.
173) UN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CERD), Concluding observations: Republic
of Korea, UN문서 CERD/C/KOR/CO/15-16, 31 August 2012, para. 10.
174) http://cafe.daum.net/dacultureNO/, (2017. 5. 1. 확인).
175) 외국인정책위원회, 앞의 문서, 18.
176) http://www.ilbe.com/, (2017. 5. 1.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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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댓글을 다는 것을 파악된다. 이들은 또한 국회에 발의된 차별금지법에 대하여 차별금지
사유 중 ‘인종’, ‘출신국가’, ‘국적’ 등을 배제하는 운동을 펼치고 있다.
이처럼 외국에서도 그 예를 찾아보기 힘든, 무차별적이고 폭력적으로 확대 강화되고 있
는 반 다문화 경향에 대하여 법무부는 ‘외국인범죄 피해자 등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반
다문화 현상 등 외국인관리에 대한 국민적 우려 해소’라는 ‘새로운’ 정책 방향으로 응답하고
있다. 상당 부분 법무부의 정책 실패로 기인하는 외국인 혐오주의와 인종주의라는 파괴적
인 경향의 발호에 대해 그 어떠한 정책 마련이나 대응 조치 없이 피해자격인 이주민을 갈
등의 주범, 갈등유발자로 낙인찍고 이들에 대한 억압과 통제를 통해 갈등을 ‘해소’하려는
기이한 행보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국가주의적 ‘새로운’ 정책 방향이 외국인 혐오
주의와 인종주의의 발호를 더더욱 부추길 것이라는 점은 자명하다.
(4) ‘사회통합적 관점’
법무부는 그동안의 ‘통합정책’의 실패의 원인을 ‘다문화 정책’, ‘다문화주의’에서 찾고 있
다. 문화다양성 정책 때문에 ‘정책 간의 혼선, 부처 간 정책의 중복, 예산 비효율화’의 부작
용을 낳았다고 주장한다. 법무부는 ‘다문화 현상’과 ‘다문화 정책’이 혼동된 점, ‘다문화정책’
에 대한 사회적 논의나 국민적 합의 없었던 점 등을 지적하면서 ‘다문화 정책’을 ‘다문화가
족에 대한 지원정책’ 혹은 ‘인종이나 문화의 차이 등으로 인한 차별 금지’ 정도로 인식한다.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 무분별한 ‘다문화 정책’이 ‘국가 정체성’, ‘공동가치’의 훼손에 대
한 국민적 우려를 낳았다고 주장한다. 법무부는 또한 사회통합을 ‘대한민국의 헌법정신, 기
초법질서를 존중하는 외국인을 우리사회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국적
제도, 영주제도, 사회통합프로그램 등이 이와 관련된다고 언급한다.177)
그동안 정부가 표방하였던 ‘다문화정책’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다문화정책이 아니었다.
국민재생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신매매성 국제결혼까지도 사실상 방치하면서 어쩔
수 없이 국민의 가족이 된 이들에 대한 경우에 따라서는 과도한 시혜적 조치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이들을 동화시키려고 했던 것이 기존 ‘다문화정책’의 본질이다. 결국 인권 방치
와 시혜적 조치가 혼합된 국가주의적, 민족주의적 결혼이주민 동화정책이 ‘다문화정책’과
동일시되었던 것이다. 그렇다고 다문화정책이 법무부가 이야기하는 ‘인종이나 문화의 차이
등으로 인한 차별 금지’만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다문화정책의 핵심은 다양한 문화가 상
존하게 되는 과정과 그 상존에서 야기될 수 있는 인권 침해,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각
177) 김창석, 앞의 글, 2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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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독립된 사회 주체로서 공존할 수 있는 사회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인 것이다. 법무부
가 이야기하는 ‘국가 정체성’, ‘공동가치’의 훼손은 본래의 의미의 다문화주의와는 상관이
없으며, 이는 사회통제 강화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법무부의 구실에 불과하다.
‘대한민국의 헌법정신 존중’은 중요하다. 그러나 법무부가 헌법 제6조 제2항으로 대표되
는 관련 헌법 규정과 관련 조약 및 권고 등을 출발점으로 하여 외국인정책을 수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 법무부가 이야기하는 ‘대한민국의 헌법정신 존중’이 무엇인가. 결국 법무부의
통합정책 ‘법질서 존중’으로 포장된 강화된 통제정책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법무부는 또한 통합정책의 핵심 제도로 국적제도, 영주제도, 사회통합프로그램 등을 들
고 있는데 이 제도들은 귀화(예정)자, 영주권(예정)자만을 위한 제도이고 그 대상은 주로
소위 ‘우수인력’과 결혼이주민이다. 그리고 그 제도의 개선 방향은 ‘우수인력’에 대해서는
다양한 특혜와 선택권을, 결혼이주민에 대해서는 강화된 통제를 예정하고 있다. 결국 법무
부는 외국인정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통합정책에서 미등록이주민뿐만 아니라 이
주민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를 그 대상에서 사실상 배제하고, ‘우수 인력’을
제외한 모든 외국인에 대한 통제강화를 ‘통합정책’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배제와 통
제의 관점’이 법무부의 ‘사회통합적 관점’이다.

마. 법원 태도의 문제점
이민정책은 ‘대의정치의 밖에 존재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국가주권’을 기초로
한다. 문제는 이것이 이민정책에서 외국인을 바라보는 시각, 법관의 양심178)에서 구체적으
로 어떤 내용을 띠게 되는가이다. 1) ‘출입국관리=주권의 문제’로 바라보면서 기본권에 대
한 출입국관리의 우위 및 행정청의 광범위한 재량권을 인정할 것인가, 아니면 2) 출입국관
리를 주권의 문제와 동일시하지 않으면서 출입국관리와 무관한 기본권 존중을 인정하고 행
정청의 재량권 행사의 한계를 명확하게 하고자 할 것인가.
1) 이주민을 ‘우리의 것’을 가져가는 혹은 가져가려고 하는 ‘타자’로 볼 것인가, 아니면
2) 차별금지원칙이 관철되어야 하는 취약성에 노출된 사회적 약자로 볼 것인가. 이민정책
이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특히 난민사건의 경우 충분한 증거 없이 장래의
가능성을 판단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법관의 가치관이 결정인 역할을 한다. 유사한 민주화
활동을 한 미얀마 난민신청자들에 대한 대비되는 아래 두 판례는 이러한 가치관의 차이를
178) 대한민국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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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명하게 드러내주고 있다.

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 사건 (청구인용 사례)
서울행정법원 2006. 2. 3. 선고 2005구합20993 판결
“비록 위 원고들이 미얀마 군사정부의 박해를 피해 대한민국에 입국한 것이 아니라 산업연수 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위 원고들이 2000. 5. 16. 이 사건 난민인정신청을 할 당시에는
NLD-LA 한국지부에서 지도적인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반정부시위에 참가한 회수도
3 내지 5회에 불과하였던 사정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가 위 원고들의 이 사건 난민인정신청일로부
터 이 사건 각 처분일까지 약 5년간 난민인정여부에 대한 결정을 보류하는 동안 위 원고들이
NLD-LA 한국지부의 회원으로서 미얀마 군사정부의 민주세력에 대한 정치적 탄압을 국제사회에 알
림으로써 미얀마인들의 인권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계속하여 온 점,
위 원고들이 미얀마대사관 앞에서 군사정권타도 등의 슬로건을 외치며 반정부시위를 할 당시 미얀마
대사관원이 위 원고들의 활동을 비디오로 촬영하기도 한 점, 위 원고들과 정치적 활동을 함께 하였
던 NLD-LA 한국지부의 회원 약 21명 중 8명(일본국에서 인정된 1명 포함)이 모두 난민지위를 인정
받은 점, 미얀마 군사정부가 2002년 당시에는 일시적으로 아웅산 수지를 가택연금에서 해제하고 유
화적인 조치를 취하기도 하였으나 2003년 이래로 NLD의 정치활동을 탄압하고 그 지도자뿐만 아니
라 일반 당원의 경우에도 정치범으로 감금을 하여 오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원고들은 NLD-LA 한국지부의 회원으로서 대한민국에서의 적극적으로 반정부활동을 계속해 온
것에 의해 미얀마 정부로부터 위와 같은 활동이 파악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위 원고들은
이미 인정 된 난민과 결합하거나 거주국에서 정치적 의견을 표명하는 자신의 행동 결과로서 대한민
국 현지에서 체제 중 난민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편람 제96항 참조).“

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 사건 (청구기각 사례)
서울행정법원 2009. 8. 13. 선고 2009구합10277 판결
“(나) 미얀마에서 반정부활동을 하였다는 원고들은 미얀마 정부로부터 본인들 이름으로 된 여권을 정
상적으로 발급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다) 원고들은 이른바 ‘체재 중 난민’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박해받을 우려가 있는 사유로 주로 버
마행동의 대한민국 내 반정부활동을 들고 잇다. 그런데 위 단체는 당초 주한 미얀마대사관이 여
권 재발급시 부과하는 수수료 경감 등을 주된 목적으로 결성되었고 그 규모나 활동수준도 미미
한 편이며 미얀마 본국에 있는 반정부단체나 민주국민연맹과는 아무런 연계도 없다(원고들은
버마행동이 2005년경부터 반정부 무장단체에 매달 미화 400달러 정도를 후원하고 있다고 주
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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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버마행동의 일반회원인 원고들이 2~3개월에 1 차례 정도 1인 시위를 하거나 매월 수차례 행사
에 참석하는 등의 소극적인 활동을 한 사실만으로 미얀마 정부가 주목할 만한 반정부 정치활동
을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더구나 원고 8은 2005. 6.경 위 단체를 탈퇴하였다). 또한, 원고
들이 참여하는 미얀마공동체는 친목단체에 불과하고 특별히 정치적 활동을 하는 단체로는 보이
지 않는다.
(마) 원고들은 경제적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여러 해 동안 경제적 활동에만 주력하다가 대
한민국 정부의 불법체류자 단속이 강화된 이후에서야 이 사건 난민신청을 하였다.
(바) 버마행동은 원고들이 이 사건 난민신청을 할 무렵부터 당초 결성목적과는 다른 여러 가지 활동
을 시작하였는데 주로 미얀마 대사관 앞에서 집회를 열거나 1인 시위를 계속적으로 진행시키는
등 시위자들의 얼굴을 노출시키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사) 원고들이 가입하여 활동한 버마행동의 결성시기와 목적, 조직원의 수와 활동내역 추이 등에 비
추어 원고들은 미얀마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공포를 느껴 이 사건 난민신청을
한 것이라기보다는 불법체류자로서 본국에 송환되면 더 이상 대한민국 내에서의 경제적 활동이
곤란해질 것이라는 염려에서 이 사건 난민신청을 한 것으로 추단된다.”

또한 앞서 언급한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노동3권 관련 서울행정법원의 2005구합18266
판결 판시내용은 이주민을 바라보는 태도의 몇 가지 심각한 문제를 드러내주고 있다. 첫
째, 근로자의 근로3권의 보장에 단지 국가기관 등의 형식적인 행정작용이 개입된다는 이유
만으로 이를 부정하는 것은 전혀 그 취지와 법리를 달리하는 기본권의 영역과 특수한 행정
작용인 출입국관리를 혼동하는 것이고,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근로자의 기본권 문제를 출입
국관리라는 행정작용에 종속시켜서 파악하는 위험한 발상이다. 둘째, 근로자의 근로3권은
실질적 근로관계로부터 도출되는 근로자성과 사용자와의 관계에서의 사회적 약자성에서 도
출되는 것인데, 2005구합18266 판결의 논리로 일관한다면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근로자는
그 근로자성이 매 찰나 긍정과 부정을 반복하는 것이거나, 단속 혹은 강제퇴거를 정지조건
부로 하는 근로자성을 가진다는 기이한 결론이 도출되게 된다. 기본권의 행사라는 것은 당
연하게도 “장래”를 전제로 하는 것인데 그 “장래성”을 부정하는 것은 결국 그 권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셋째, 근로3권은 개인이자 경제적 약자로서의 근로
자에게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부여된 기본권으로 경제적 강자인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의미
를 가지는 권리이고 이를 통하여 비로소 노사관계에 있어서 실질적 평등이 실현되게 되는
것인데, 출입국관리법이 미등록 이주민의 취업과 한국인의 그 고용의 행위의 위법성을 동
일하게 평가하면서도 개인이자 경제적 약자의 위치에 있는 이주민의 노사관계에서의 권리
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국가가 나서서 사인간의 차별 혹은 불평등을 조장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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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의 현실 인식과 이민정책의 방향이 법관의 양심과 법관의 행정청의 재량권의 범
위 판단에 어느 정도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그것이 법무부의 이민정
책이든지, 편견과 선입견이 녹아 있는 언론의 보도이든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상태에서 관성으로 유지되어 온 기존 판례의 영향이든지, 헌법상 법관의 양심
은 그것을 넘어서야 한다.

5. 이주민 기본권 관련 개헌 논의 및 평가
현행 헌법 조문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기본권 보장 강화

자문위원회 조문시안

연구포럼 헌법개정안

제2장 기본권과 의무

제2장 기본적 인권과 의무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개정안에서 '사람‘이 기본권 주체인 경우]
제10조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국가의 보장 의무
제11조 생명권 조항 신설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제11조 생명권과 사형제도 폐지 신설

제12조 신체와 정신의 온전성에 대한 제12조 신체의 온전성에 관한 권리
권리 신설

신설
제13조 고문, 인신매매, 강제노동의
금지 개정 및 신설

제34조 ⑥
제11조

제13조 위험으로부터의 안전권 조항
신설

제14조 안전에 대한 권리 신설

제14조 평등원칙 조항의 확대 : 차별 제15조 평등 : 차별금지사유로 인종,
금지사유로 인종, 언어 등 명시

언어 등 명시

제15조 성평등 조항 강화

제32조 혼인과 가족생활

제34조 ④

제16조 아동의 권리 조항 신설

제31조 ①

제34조 ④

제17조 노인의 권리 조항 신설

제31조 ②

제32조 ④, 제34조
③, 제36조 ①

제34조 ⑤

제18조 장애를 가진 사람의 권리 조항
신설
제19조 자유롭게 행동할 조항 신설

제31조 ③
제16조 일반적 행동 자유권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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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①
제17조, 제18조
제16조
제19조

제20조 신체의 자유

제17조 제1항 신체의 자유

제21조 사생활의 자유와 통신의 비밀 제19조 사생화의 자유 및 비밀침해금지,
보장

통신의 자유 및 통신비밀의 침해금지

제22조 주거의 자유

제20조 주거의 자유

제25조 사상의 자유의 신설, 양심의
자유

제22조 사상과 양심의 자유

제20조

제26조 종교의 자유, 종교와 정치 분리 제23조 종교의 자유

제22조

제27조 학문과 예술의 자유
제28조 알 권리, 정보접근권 등 정보
권리 조항 신설

제21조

제29조 표현의 자유 강화

제24조 학문과 예술의 자유
제25조 알 권리와 개인정보보호
제26조 언론과 출판의 자유

제33조 ⑤ 문화생활을 누릴 권리 신설 제33조 문화생활권 신설
제31조

제34조 교육권과 학습권

제34조 교육을 받을 권리

제33조

제36조 노동3권 강화

제37조 노동3권

제37조 환경권 강화, 생명체 존중을
제35조

위한 규정 신설

제124조

제38조 소비자의 권리 신설

제38조 환경권
제35조 소비자의 권리

제42조 공정하고 적법한 행정요구권 제45조 적법․공정한 행정요구권과
제26조
제12조

신설

법률구조신청권

제43조 청원권 강화

제44조 청원권

제44조 적법절차원칙, 변호인의 조력
을 받을 권리 등

제13조

제45조 죄형법정주의 등

제27조

제46조 재판받을 권리

제28조

제47조 형사보상청구권

제17조 신체의 자유, 적법절차원리 등
제18조 이중처벌 금지, 연좌제 금지 등
제46조 재판을 받을 권리
제47조 재판에 관한 권리
제48조 형사보상청구권

제50조 ② 모든 자유와 권리는 질서유 제50조 ②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
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 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
제37조 제2항

우에 한하여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따 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 제
라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 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
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 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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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서 '국민‘이 기본권 주체인 경우 (의견대립의 경우 포함)]
제23조

제21조 ①, ②

제23조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 제21조 ①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유를 가진다.
제30조 모든 국민은 집회와 결사의 자유
를 가지며, 이에 대한 허가는 금지된다.

자유를 가진다.
제27조 모든 국민은 평화로운 집회와
결사의 자유가 있으면 이에 대한 허가
는 금지된다.

제15조 … 직업선 제31조 모든 국민은 직업의 자유를 가 제28조 모든 국민은 직업의 자유가
택의 자유 …

진다.

제23조, 제13조 ② 제32조 재산권 보장

있다.
제32조 재산권의 보장
제30조 ① 모든 사람은 인간다운 생활
을 할 권리가 있다. 국가는 법률이 정
하는 바에 따라 기본소득에 관한 시책
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3조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
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질병·장애·노령·실
업·사망·출산 등으로 발생하는 사회
적 위험으로부터 적절한 생활을 유지할
제34조, 제35조 ③,
제36조 ③

수 있도록 소득보장과 사회서비스를 포
함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③ 모든 국민은 적절한 보건의료서비
스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으며, 국가는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
야 한다.
④ 모든 국민은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를 증진
하여야 한다.
③ 모든 사람은 사회보장제도, 사회복
지제도 등에 관한 고지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④ 국가는 여성의 복지와 권익을 향상
시키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
여야 한다.
⑤ 장애·질병·노령 또는 그 밖의 사유
로 생활 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로 정
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⑥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거생활의 안정을 위한 적정한 주거
정책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39조 모든 사람은 건강한 삶을 누릴
권리가 있다. 질병 예방과 보건의료 체
계의 향상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법률로 정한다.

제34조 ②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제31조 ②

자녀에게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제32조

제34조 ② 모든 사람은 자신이 보호하
는 자녀에게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
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기 있다. 의무
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제35조 ① 모든 사람은 일할 권리를 제36조 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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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진다. …

있으며, …

제24조, 제13조 ② 제39조 선거권
제25조

제40조 공무담임권

제40조 참정권
제43조 참정권 소급입법금지
제42조 공무담임권

제41조 직접민주제(국민방안, 투표, 소 제41조 국민투표권, 국민발안권, 국회
환) 신설

의원소환권 신설

제48조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제49조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로 정하는 바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로 정하는 바
제29조

에 따라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에 따라 국가나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 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제49조 ①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제49조 ①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 및 정신적 피해를 받은 국 생명·신체·재산 및 정신적 피해를
민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로 받은 국민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0조

부터 구조 및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 국가로부터 구조 및 보호를 받을 권리
진다.

를 가진다.

② 제1항의 법률은 피해자의 인권을 ② 제1항의 법률은 피해자의 인권을
존중하도록 정하여야 한다.

존중하도록 정하여야 한다.

제50조 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
제37조 ①항, 제13
조 ②

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제50조 ① 모든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아니한다.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않

③ 참정권과 재산권은 소급입법에 의 는다.
하여 부당하게 제한되지 아니 한다.

제38조

[의견 대립] 제51조 납세의무

제52조 납세의 의무

제39조

제52조 병역의무

제53조 국방의 의무

[개정안의 난민의 보호와 망명권]
제24조 ① 국가는 국제법과 법률에 제21조 ② 망명권은 국제법을 존중하
따라 난민을 보호한다.

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된다.

② 정치적으로 박해받는 자는 망명권 ③ 국가는 국제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
을 가진다.

에 따라 난민을 보호한다.

국회특위 자문위는 기본권의 주체를 원칙적으로 ‘모든 사람’으로 개정하고 다만 권리의
성격상 ‘국민’으로 한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국민’으로 하기로 하였다. 세계화가 진전된
현실에서 이주민의 인권문제를 입법정책이나 국제법, 조약에만 의존할 수 없으며,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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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의 범위를 공동체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으로 확장하는 것이 국제적 위상에도 맞는
다는 것이다.179) 사회의 통합과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평등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평등권 조항 관련해서는 ‘인종’, ‘언어’ 등이 명시적인 차별금지사유로 규정됐
다.180) 국가인권위 연구포럼도 유사한 접근을 하고 있다.181) 국회특위 자문위와 국가인권
위 연구포럼 모두 사상과 양심의 자유 등 대부분의 자유권적 기본권, 문화생활권 등 일부
사회권적 기본권에 대하여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의 인정하고 있다. 또한 두 가지 안 모
두 난민의 보호와 망명권을 헌법규정으로 신설하고 있다.
한편 국회특위 자문위와 국가인권위 연구포럼은 거주·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
유, 직업의 자유, 재산권, 선거권, 공무담임권, 국민투표권, 국민발안권, 국회의원소환권,
공공부조청구권, 국가배상청구권, 범죄피해자구조·보호청구권,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의 주체로 ‘국민’을 명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국회특위 자문위는 인간다운생활을 할 권리,
사회보장급부청구권, 건강권, 쾌적한 주거생활권, 자녀교육의무,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기본권의 주체로 ‘국민’을 명시하고 있고, 국가인권위 연구포럼은 근로의 권리 주체로 ‘국
민’을 명시하고 있다.
우선 참정권의 불허 가능성, 출입국상의 통제 가능성과 관련된 내용 외에 기본권의 주
체를 ‘국민’과 ‘사람’으로 구분하여 규정하는 방식이 과연 타당한지 의문이다. 현행 헌법상
‘국민’으로 규정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외국인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었고, 실제 제안된 안을 보면 기존 헌법재판소의 결정례와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들
이 존재한다. 예컨대 국회특위 자문위와 국가인권위 연구포럼가 모두 외국인의 기본권 주
체성을 배제하고 있는 직업의 자유와 관련해서 헌법재판소는 “직업의 자유 중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직장 선택의 자유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과도 밀접한 관련을 가지
는 만큼 단순히 국민의 권리가 아닌 인간의 권리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외국인도 제한적으
로라도 직장 선택의 자유를 향유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182) 국가인
권위 연구포럼이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을 배제하고 있는 근로의 권리와 관련해서 헌법재
판소는 “헌법상 근로의 권리는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만이 아니라 ‘일할 환경에 관한 권
리’도 의미하는데,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권리로서 외국인에게도 인정되며, 건강한 작업환경, 일에 대한 정당한 보수, 합리적인 근로
179)
180)
181)
182)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앞의 책 48.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위의 책 48.
국가인권위원회, 앞의 책 46, 58.
헌법재판소 2011. 9. 29. 선고 2007헌마1083, 2009헌마230·352(병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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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의 보장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한다.”고 판시하고 있다.183)
이주민에 대한 출입국 통제 가능성이 곧바로 거주·이전의 자유의 기본권 주체성 부정
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다. 국민에 대하여 출국금지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국민에게 헌
법상 거주·이전의 자유를 부정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다. 집회·결사의 자유, 재산권
등 마찬가지다. 어떤 집단에 대하여 기본권 제한의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이 그 집단의
기본권 주체성을 부정하는 것을 의미할 수 없고, 이는 헌법상 일반적 법률유보(헌법 제37
조 제2항)나 별도의 개별적 법률유보(출입국 관리와 관련된 별도의 규정)에 의한 제한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맞다. 전술한 바와 같이 출입국 통제의 관점이 이주민의
기본권을 배제하거나 그 보호 전반을 무력화시키는 방향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되고 이주민
에 대한 기본권 제한은 출입국 관리의 목적에 직접적으로 부합하고 기본권 제한 없이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될 필요가 있다.
외국인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 범죄피해자구조·보호청구권 배제는 전술한 상호주의적
접근을 기초로 하고 있다. 관련 법률인 국가배상법은 제7조에서 “이 법은 외국인이 피해자
인 경우에는 상호의 보증이 있는 때에 한하여 적용한다.”184)고 규정하고 범죄피해자보호법
은 제23조에서 “이 법은 외국인이 구조피해자이거나 유족인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상호보
증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국가의 손

해배상과 타인의 범죄로 인한 생명, 신체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구조에 있어서 상호주의를
취하고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이미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니는 국제법과 배치되거나
심지어는 헌법의 정신과 명문의 규정에도 반한다고 볼 수 있는 헌법의 상호주의적 해석은
극복되어야 하고 관련 법률의 상호주의 규정들도 삭제되거나 개정될 필요가 있다. 상호주
의는 자유권규약 제9조 제1항과 제5항의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 제2조 평등권,
제26조 법 앞의 평등 등을 침해하는 것이고 자유권규약 제2조 제3항의 국가의 구제조치
보장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며, 인종차별철폐협약 제1조, 제5조, 제6조에도 정면으로 배치된
다.185)

183) 헌법재판소 2016. 3. 31. 선고 2014헌마367 결정.
184) “중화민국 민법 제188조, 제192조, 제197조에 외국인도 중화민국을 상대로 피용인의 직무집행시의 불법행위에
인한 재산상 및 정신상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중화민국과 우리나라 사이에 국가배상법 본조에
이른바 외국인이 피해자인 경우에 상호의 보증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 대법원 1968. 12. 3. 선고 68다1929
판결.
185) 이에 더하여 상호주의는 조약체결을 유도하기 위한 외교상 원칙이고 그 압력의 객체는 국가인데 상호주의의
적용 결과로 외국인 개인이 희생되는 것은 개인은 목적이지 수단이 될 수 없다는 의미에서 헌법상 인간의 존엄과
조화될 수 없다는 의견이 있다. 전광석, 앞의 책, 23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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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다운 생활을 할 권리,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등과 관련하여 국회특위 자문위의 다
수 의견은 그 주체를 “사회권적 기본권이라는 점을 중시하여 ‘국민’으로 하여야”하고 외국
인에 대해서는 법률을 통해 확대하면 된다는 견해였다. 우선 이러한 접근 우선 국회특위
자문위가 제14조에서 차별금지사유에 ‘인종’, ‘언어’ 등을 포함시키고 제15조부터 제18조까
지 국민과 외국인을 구분하지 않고 성평등, 아동, 노인, 장애인에 대한 특별한 보호의 필요
성을 헌법상 규정을 명시하고자 한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 성평등, 아동, 노인, 장애인에
대한 특별한 보호는 기본적으로 사회권적 기본권의 영역과 직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더 근본적으로는 국회특위 자문위와 국가인권위 연구포럼이 아직까지도 전술한 ‘자유권적
기본권 = 외국인을 포함한 인권의 권리’, ‘사회권적 기본권 = 외국인을 제외한 국민의 권
리’라는 이분법의 틀을 상당 부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 대부분의 사회권적
기본권이 배제된 ‘인간다운 생활을 권리’,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존재하기 어렵다.
개정안의 난민 보호와 망명권 관련 조항과 관련해서는, 1) 한국은 한국에서의 박해를
피해 중국으로 갔던 난민들이 만든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헌법 전문)을 이어받았다는
점, 2) 한국전쟁 당시 유엔 공식 난민지원기구인 유엔한국재건기구(UHKRA : 1950년
-1960년)가 한국의 존립을 도왔다는 점, 3) 국제적인 보호를 받은 난민 출신 김대중 전
대통령이 국가 지도자로서 한국을 이끌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한국은 국제적 난민 보호의
혜택을 가장 많이 누려온 국가이기 때문에 난민 보호를 헌법에 규정할 충분한 역사적 근거
가 있다. 특히 비록 아시아 최초의 난민법이라는 관련 법제가 존재하지만 전혀 충분하지
않은 난민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서는 이에 대한 헌법 규정이 실질적인 의미를 가
질 수도 있다. 다만 국회특위 자문위가 망명권과 관련하여 ‘정치적 박해’에만 한정하고 있
는 것은 난민 혹은 망명권과 관련된 국제적 기준과 논의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다.

IV. 이주민 기본권의 재구성을 위하여
헌법 제6조 제2항이라는 외국인의 지위에 관한 명문의 규정은 도외시한 채 그 기준도
모호하고 현실적합성도 떨어지는 ‘기본권성질론’의 이분법, 상호주의, 출입국 통제 환원론
등 이주민 기본권을 배제하는 논리들이 너무도 오랜 시간 헌법을 지배해왔다. 차별금지와
내외국인평등주의, 취약한 집단의 특별한 보호의 관점에서 이주민의 기본권은 재구성되고
재해석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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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론에서 나아가 기본권 주체성은 헌법에서 이를 분명하게 명문으로 확인할 수 있도
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참정권이나 입국의 자유 등과 관련하여서는 그 기본권의 주
체를 원칙적으로 ‘국민’으로 규정할 수도 있겠지만, 다른 여타 권리에 관하여는 ‘모든 사람’
을 그 기본권의 주체로 규정함이 타당하다. 또한 헌법 제11조 평등권 조항의 차별금지대상
에 현재 시점에서 그 권리 보호의 특별히 요구된다고 판단되는 장애 등 다른 사회적 소수
자 범주와 함께 인종, 민족, 국적 등을 명문으로 규정하여 이들 범주와 관련된 인권 보호를
강조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사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국회 등에서도 헌법 전문에 세
계주의적 성격의 가미, 헌법 제11조에 출생, 인종, 언어 등 차별금지사유의 추가, 다문화
현상에 대처하기 위하여 외국인의 기본권주체성의 명시, 지방선거에서의 외국인 선거권 인
정규정, 다문화가정 및 아동의 보호규정 등의 필요성이 논해져왔고,186) 국회특위 자문위와
국가인권위 연구포럼의 헌법개정안이 기존 논의를 발전시킨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기존의 잘못된 접근방식을 유지한 채 부분적인 변화만을 꽤하는 것은 문제를 회피
하는 것일 수 있고,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위험성도 있다. 이주민의 헌법상의 지위와
관련된 규정 정비로 기존 기본권 이분법, 상호주의, 출입국 통제 환원론이라는 잘못된 접
근방식을 극복하여야 하고, 전반적인 관련 법령의 정비가 함께 뒤따라야 한다.
한 사회는 그 사회가 배제하는 것에 의해 규정된다. 가난과 싸울 의사나 능력이 없는
권력은 가난한 자와 싸운다. 갈등을 해결하고 그 과정에서 힘없는 이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들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 권력은 갈등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힘없는 이들을 갈등유발자
로 낙인찍는다. 인종차별, 인종주의, 외국인혐오주의, 불관용의 흐름이 점점 더 힘을 얻어
가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에 대한 새로운 정의의 헌법적 결단과 정책적 결단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186) 미래한국헌법연구회, 대한민국 헌법의 바람직한 개헌방향에 관한 연구 (2008), http://ebook.assembly.go.kr/
ebooklnk/research/pdf/research63182658.pdf, (2017. 5. 1. 확인); 헌법연구자문위원회, 헌법개정자문위원
회 결과보고서 (2009), 23,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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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표에 대한 토론문
제1세션 : 기본권의 충실한 보장

이은영 (서울지방변호사회 이사, 변호사)

이 은 영 서울지방변호사회 이사 (변호사)

1. 들어가며
황필규 변호사님, 박진완 교수님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소중한 제언 감사드립니다. 이
하에서는 황필규 변호사님의 발제문을 중심으로, 제가 공감했던 내용을 요약하고 질의사항
과 간략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 기본권 주체에 관한 논의
○ 발제문 <헌법과 국제인권법, 그리고 이주민 기본권> 요약
- 기본권 주체를 ‘국민’에서 ‘모든 사람’으로 개정(다만 참정권이나 입국의 자유 등
관련하여서는 원칙적으로 ‘국민’으로 규정할 수도 있을 것)
- 헌법 제11조 평등권 조항의 차별금지대상에 인종, 민족, 국적 등을 명문으로 규정
* 국회개정특별위원회 자문보고서(2018-01): 인종, 언어, 장애, 연령, 지역, 고용
형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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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의 권리’와 ‘국민의 권리’의 구분, 자유권적 기본권은 인간의 권리, 사회권적
기본권은 국민의 권리라는 이분법 비판
- 사회권적 기본권은 자유와 평등을 실질적으로 향유할 수 있기 위한 조건을 확보
해주는 것으로, 사회권적 기본권과 자유권적 기본권의 상호불가분성에 주목
- 사회권을 ‘인간존엄유지에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로 이해하는 관점에서, 사
회적 기본권 또한 외국인에게도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
- 국회개정특별위원회 자문보고서(2018-01): 기본권의 주체를 원칙적으로 ‘모든 사
람’으로 개정. 다만 권리의 성격상 ‘국민’으로 한정하여야 하는 경우 ‘국민’으로 함
* ‘국민’의 권리: 거주·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직업의 자유, 재산권, 선
거권, 공무담임권, 국민투표권, 국민발안권, 국회의원소환권, 공공부조청구권,
국가배상청구권, 범죄피해자구조·보호청구권
* 국회특위 자문위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건강·보건
권, 주거권, 문화생활을 누릴 권리,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기본권의 주체로
‘국민’을 명시, 국가인권위 연구포럼은 근로의 권리 주체로 ‘국민’을 명시
- 직업의 자유(직장선택의 자유), 근로의 권리(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는 현행 헌법
의 해석상으로도 외국인에게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례 존재
- 어떤 집단에 대하여 기본권 제한의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이 그 집단의 기본권
주체성을 부정하는 것을 의미할 수 없고, 헌법상 일반적 법률유보나 별도의 개별
적 법률유보에 의한 제한으로 해결
- 한 사회는 그 사회가 배제하는 것에 의해 규정, “우리”에 대한 새로운 정의의 헌
법적·정책적 결단 필요
○ 질의사항
- 발제자께서는 인간의 권리와 국민의 권리의 이분법에 대해 비판하고 계시면서도,
참정권, 입국의 자유 등 권리는 ‘국민’의 권리로 규정할 수 있다고 밝히고 계신데
‘국민’의 권리로 규정할 수 있는 기본권으로는 어떠한 것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 사회적 기본권도 외국인에게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에 따를 때,
예상되는 우려로는 어떠한 것들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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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토론자의 견해
기본권 주체에 관해서는 현행 헌법으로 보호할 수 없는 사각지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입니다. 황필규 변호사님께서 발표하신 이주민 즉, 대한민국 영토 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논의의 핵심은 외국인에게도 사회적 기본권의
주체성을 인정할 것인가 여부입니다. 자유권의 진정한 보장을 위해서는 자유권과 불가분관
계에 있는 사회권 역시 보장되어야 한다는 견해에 깊이 공감합니다. 그러나 개정안에 신설
되는 사회적 기본권(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건강·보건권, 주거
권, 문화생활을 누릴 권리 등)의 내용도 아직 정리되어 있지 않고, 그것이 자유권과 얼마만
큼의 불가분성 내지는 연관성을 갖는지, 외국인에게 주체성을 인정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서는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회적 기본권에 관한 헌법 개정
과 관련하여서는 먼저, 현재 인정되고 있는 사회적 기본권과 신설 기본권의 내용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현행 헌법상 ‘국민’의 권리로 되어 있는 사회적 기본권에 관
하여 보장 수준의 관점에서 먼저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기본권의 내용 중
에서 현재 헌법상 권리가 아닌 법률상 권리로서 보호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에 대한 보
장 수준부터 격상하는 것이 순서이고 기본권의 충실한 보장이라는 취지에 부합한다고 생각
합니다.
여기에 더하여, 저는 북한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 주민, 그리고 북한을 이탈하여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서도 함께 고민해보고 싶습니다. 그동안 헌법 제3조
영토 조항을 근거로 북한 지역도 우리 영토이고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해석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규범적 차원에서의 영토와 국민으로의 인정과는 달리, 실제 우리
나라가 북한 지역에 주권을 행사하거나,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외교
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분단국가의 구성원인 남북한의
특수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장차 통일을 대비하여, 또한 현재 북한
주민에 대한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리 헌법과 국적법에서
먼저 국민에 관한 정의를 내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지하듯이, 우리 헌법은
“국민에 관한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국적법에서는 “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
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로 규정하여, 대한민국 국적법 제정 전 또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전에 이미 출생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가 어떠한 기준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지
에 관해 아무런 경과규정 또는 정의규정을 두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1948년 5월 11일
남조선과도정부 법률 제11호로 제정되었던 「국적에 관한 임시조례」에서 최초의 국민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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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고, 이 임시조례는 제헌헌법 제100조에 의해 포괄승계되었으므로 최초 국민에 관한
입법상 흠결은 해결되었다고 보는 견해가 있고 대법원도 같은 입장입니다. 참고로, 북한
국적법은 제정시부터 “공화국창건이전에 조선의 국적을 소유하였던 조선인과 그의 자녀로
서 ‘본 법 공포시까지(1차 개정시 삭제)’ 그 국적을 포기하지 않은 자”가 최초의 북한 국적
자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남북한 국적의 저촉문제를 비롯해 통일로 나아가는 과
정에서 논란의 여지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국적법에 최초의 국민이 누구인가에 대한 정의규정을 두거나 헌법 전문 또는 헌법 제
2조의 국적 조항에 명시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104

session 01. 기본권의 충실한 보장

SESSION

01 | 기본권의 충실한 보장 |

토 론 문

- 헌법과 사법의 미래 심포지엄 : 제1세션 기본권의 충실한 보장 -

주제발표에 대한 토론문

제1세션 : 기본권의 충실한 보장
조 규 범 (법학박사/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조 규 범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법학박사)

I. 들어가며
기본권은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가지는 헌법상 권리이다. 기본권은 개인의 권익구제의
근거가 됨과 동시에 국가권력을 구성하는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 등의 정당성의 근거 내
지 형성 지침으로 기능한다. 현행 헌법은 제10조에서 제37조까지 국민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고 제38조와 제39조가 국민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의 기본권의 충실한 보장을
위한 논의는 이 편제가 체계적이지 못하고 산만하게 열거되어 있어 기본권 규정을 체계적
으로 재정비하자는 논의가 주를 이루어 왔을 뿐, 오늘 심포지엄에서의 발제와 같이 헌법과
국제인권법에서의 기본권의 지위나 기본권의 기능과 효력 및 기본권 심사와 같이 본질적인
개념에 대한 철학적이고 이론적인 접근은 많지 않았던 것 같다. 이러한 기본권이 과연 국
민들의 입장에서 논의되어 왔는지에 대한 통찰이 필요한 시점에 오늘의 심포지엄은 대단히
중요하고 가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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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의 헌법체제는 이제 30여 년의 세월이 흘러 새로운 시대정신과 변화된 사회를
투영하고자 하는 국민적 요청에 직면하게 되었다. 특히 대통령 탄핵을 이끌어낸 촛불혁명
은 권력구조가 편중되고 기본권 보장이 미흡한 현행 헌법체제를 시대적 상황에 맞도록 개
정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주민의 헌법상의 지위를 이분법, 상호주의, 출입국 통제 환원
론 등 기본권을 배제하는 논리에 대한 비판과 함께 기본권의 주체성을 ‘모든 사람’으로 확
대하여 헌법에서 이를 분명하게 하자는 황필규 변호사님의 견해와 기본권의 기능과 효력
및 기본권 심사에 대하여 발제를 해주신 박진완 교수님의 견해에 대체로 공감한다. 여기서
는 약간 다른 관점에서 국회에서의 기본권의 충실화를 위한 실무적인 개헌 논의를 정리하
여 쟁점이 되는 사항을 소개하고, 향후 기본권의 충실한 보장을 위한 헌법개정의 방향에
대하여 첨언하는 형식으로 토론에 임하고자 한다.

II. 국회에서의 기본권 강화를 위한 개헌 논의
국회에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개헌 요청에 부응하기 위하여 2009년과 2014년
각각 국회의장 자문기구를 통한 헌법개정안의 연구결과와 2017년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
회 자문위원회의 개헌안을 도출하면서 논의를 지속해 오고 있다. 이제 2018년 1월 그동안
운영된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 특별위원회’라는 명칭으로 변
경하면서 그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

1. 제18대 국회 헌법연구 자문위원회 연구 결과
제18대 국회에서의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헌법연구 자문위원회’는 기본권 체계와 관련하

여 기본권의 배열순서를 현행 ‘청구권적 기본권 – 사회적 기본권’의 순서를 ‘사회적 기본권

– 청구권적 기본권’으로 변경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사회적 기본권 중 가장 앞에
편제하도록 하는 안을 제시하였다.1)
기본권 총론에서는 기본권 주체인 자연인을 인간의 권리와 국민의 권리를 구분하여 규
정하는 제1안과 현행을 유지하자는 제2안으로 나누고, 법인의 기본권 주체성을 명시하도록
하였다. 기본권 보장에서는 권리남용이 기본권 보장을 위축할 수 있으므로 권리남용금지를
명시하지 않도록 하였다.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으로 모든 기본적 인권이 입법·행정·사
1) 헌법연구 자문위원회, 헌법연구 자문위원회 결과보고서(요약본), 대한민국국회, 2009, p.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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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고, 대사인적 효력 관련 규정은 해석을 통하여 해결되므로 별도
로 두지 않기로 하였다.2)
기존의 기본권 규정에서는 평등권의 경우 차별금지 사유를 최대한 예시하기 위해 출생,
인종, 연령, 언어, 정치적 신조, 신체적 조건이나 정신적 장애를 추가 예시하여 평등권을
강화하고, 남녀평등에 관한 국가의 의무조항을 신설하는 등 국가의 적극적 평등실현 의무
를 규정하는 안을 제시하였다.3) 적법절차원리를 모든 공권력 작용에 대한 헌법의 기본원리
로 확장하여 규정하고, 영장제도의 경우 ‘검사의 신청’을 삭제하자는 안과 현행을 유지하자
는 안을 제시하였다. 형사피의자의 경우에도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보완하고 ‘직
업선택의 자유’를 ‘직업의 자유’로 규정하였다. 언론·출판의 자유를 집회·결사의 자유와
분리하여 표현의자유로 규정하고, 언론·출판의 자유 제한 규정은 삭제하는 안을 제시하였
다. 집회의 자유를 언론·출판의 자유와 분리하여 규정하되, 집회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한계는 명시하지 않도록 하였다. 지적재산권 보호에 관한 일반적 규정을 신설하고, 재산권
제한에 대한 보상에 대하여 보상규정 없는 법률에 의한 재산권 제한을 금지하는 제1안과
보상규정 없는 법률에 의한 재산권의 제한은 허용되지 않도록 하되, 보상이 불필요한 공용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입법자에게 재량을 줄 수 있는 표현으로 구체화하는 안을 제시하
였다. 일반국민의 경우 전시나 비상계엄 시에만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도록 하고, 군인 등
에 대한 ‘이중배상’ 금지조항을 삭제하였다. 공무원의 노동3권에서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인정하되, 단체행동권은 제한하였다. 국가의 보호를 받는 ‘신체장애자’를 ‘장애인’으로 변경
하고 국방의 의무와 납세의 의무를 제외한 헌법상의 의무규정을 삭제하였다.4)
제18대 국회 헌법연구 자문위원회에서 새롭게 추가할 기본권으로 제안된 사항으로는 생
명권 조항 신설, 신체의 자유와 별도로 안전에 대한 권리 신설, 사상의 자유의 명문화, 알
권리와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정보접근권을 신설, 소비자의 권리에 대한 명문조항을 국가목
표조항의 형식으로 신설, 정치적 망명권(비호청구권) 조항 신설, 출산·양육을 위한 권리와
그 보장을 위한 국가목표조항을 명시, 아동의 권리 증진을 위한 국가목표규정을 명시, 공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교육 진흥을 국가목표조항으로 규정하는 것 등이다.5)

2)
3)
4)
5)

앞의
앞의
앞의
앞의

주,
주,
주,
주,

pp.29-30.
p.32.
pp.32-38.
pp.3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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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9대 국회 헌법개정 자문위원회 연구 결과
제19대 국회에서의 ‘국회 헌법개정 자문위원회’는 기본권의 편제를 인간의 존엄과 가치
(제1절), 평등(제2절), 자유권(제3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제4절), 참정권(제5절), 사
법절차에 관한 권리(제6절), 권리의 제한과 그 한계(제7절) 및 기본 의무(제8절)로 구분하
는 안을 제시하면서 기본권의 주체는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하고 개별 기본권의 성질을
고려하여 일부 권리만 ‘국민’으로 한정하였다.6)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평등 분야에서는 현행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등의 내
용을 유지하고 법 앞의 평등에 ‘어떠한 이유로도 모든 영역에서 부당한 차별의 금지’를 규
정하고 국가의 부당한 차별 개선의무를 신설하여 평등의 의미를 확장하는 안을 제시하였
다.7)
자유권 일반원칙으로서 ‘자유롭게 행동할 권리’를 자유권 서두에 규정하여 일반적 행동
자유권의 근거조항을 명시하였다. ‘통신의 비밀’ 보장을 ‘통신의 자유와 비밀’ 보장으로, ‘양
심의 자유’를 ‘사상과 양심의 자유’로, ‘종교의 자유’를 ‘신앙과 종교의 자유’로, ‘언론·출판
의 자유’를 ‘표현의 자유’로, ‘직업선택의 자유’를 ‘직업의 자유’로 하여 자유권을 확대하고자
하였다.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로 조를 구
분하여 규정하였고, ‘집회·결사의 자유’는 일반적 법률유보가 아니라 공공의 안녕·질서
위해가 명백 또는 현저하거나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는 경우에만 법률로 제한 가능하도
록 개별적 법률유보를 규정하였다. 언론매체의 자유, 다원성, 다양성 존중을 헌법에 명시하
되, 언론·출판의 피해자는 배상 이외의 ‘정정’까지 요구할 수 있음도 명시하도록 하였다.8)
참정권에서는 국가의 청원 심사의무를 ‘수리·심사·통지’ 의무로 구체화하고, 필수공익
기관 근로자 단체행동권 제한근거를 두며, 형사피의자에게도 국선변호인 선임의무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일반국민은 전시 또는 비상계엄에서도 내란, 외환, 일정한 군사상 중죄
외에는 군사재판을 받지 아니하도록 엄격히 제한하였고, 비상계엄에서의 군사재판 단심 근
거조항을 삭제하였다. 그 밖에 재판진술권과 범죄피해자 보호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군인·
경찰공무원 등의 이중배상금지조항을 삭제하였다. 권리의 제한과 한계에서는 헌법에 열거
되지 아니한 자유·권리 경시금지, 일반적 법률유보, 참정권·재산권의 부당한 소급제한
6) 국회 헌법개정 자문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Ⅰ, 대한민국국회, 2014, p.48.
7) 앞의 주, p.49.
8) 앞의 주, p.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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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를 묶어서 하나의 절로 편성하였다.9)
제19대 국회 헌법개정 자문위원회에서는 새로운 기본권을 국제적 수준으로 확대 보완하
고자 하였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는 생명권, 신체와 정신의 온전성, 위험으로부터 안전
할 권리를 추가하였다. 평등에서는 인종, 언어에 의한 차별대우금지, 차별개선의 국가노력,
모든 영역에서의 성평등의 보장, 임신·출산·양육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 어린이와 청소
년의 차별금지, 노인의 권리의 차별금지, 장애인의 차별금지를 새로이 규정하였다. 자유권
에서는 자유롭게 행동할 권리, 망명권, 정보기본권을 신설하고, 사회권에서는 사회보장제
도 등을 고지 받을 권리, 국가의 주거안정 노력의무, 문화생활향유권, 국가의 직업교육·민
주시민교육·사회교육 진흥의무, 소비자의 권리, 보건권, 의사자 유가족의 근로기회 우선
부여 등을 신설하였다. 참정권에서는 국민투표권과 공정·적법한 행정요구권을 신설하였
다. 사법절차에서는 수사·재판의 불구속 원칙과 부당한 지시·간섭 금지 규정을 신설하면
서 검사의 중대한 범죄혐의 인정 시 불기소할 수 없음을 헌법에 명시하였다.10)

3. 제20대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연구 결과
현재 제20대 국회에서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에서는 기본권 체계 부분에
서 현재의 장의 제목인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기본권과 의무’로 변경하고, 기본권의 주체
를 ‘모든 사람’으로 개정하되 권리의 성격상 ‘국민’으로 한정하여야 하는 경우는 ‘국민’으로
하는 안을 제시하였다.11)
기존 기본권 규정에서는 현재의 차별금지사유인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에 ‘인종, 언
어, 장애, 연령, 지역, 고용형태 등’을 추가하고, 국가의 실질적 평등 실현 및 현존하는 차
별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 의무를 명시하였다. 국가의 성평등 보장 영역을 ‘고용, 노동,
복지, 재정’ 등으로 명시하고, 국가의 선출직·임명직 공직 진출에서의 남녀의 동등한 참여
촉진 의무 및 직업적·사회적 지위에 대한 남녀의 동등한 참여기회 보장 의무를 명시하는
안을 제시하였다. 혼인 및 가족생활의 주체를 양성에서 ‘개인’으로 전환하여 규정하고 자녀
의 출산·양육을 지원할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였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
니한다는 현재의 규정을 사생활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양심의 자유’를 ‘사상과 양심의 자
유’로 하여 사상의 자유를 추가하였다. ‘언론·출판의 자유’를 ‘표현의 자유’로 변경하고, ‘집
9) 앞의 주, pp.51-52.
10) 앞의 주, pp.50-52.
11)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보고서, 대한민국국회, 2018, p.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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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와 대체복무를 추가하였고, 국가인권위원회의 헌법기관화를 명시하는 안을 제시하였
다.17)

III. 기본권의 충실한 보장을 위한 헌법개정 방향
헌법은 기본권 보장을 통한 인간존엄의 구현을 국가창설의 목적으로 하는 동시에 통치
구조는 이러한 목적을 위한 수단이다. 따라서 헌법개정 논의의 기본방향은 기본권 강화와
헌법의 규범력 확보에 초점을 두어야 있다.
기본적 인권에 대한 해석과 적용이 수월하고 헌법체계의 논리성과 완결성을 보강하기
위하여 기본권 장의 편제와 변화된 헌법현실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보다 적극적인 인권구현을 위한 기본권 규정의 체계화, 기본권 실현을 위
한 국가의무의 현실화, 그리고 새로운 기본권 추가가 중점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헌법개정은 민의를 최대한 수렴하여 촛불로 일어난 국민주권의 의지를 승화
시켜 낼 수 있는 개헌안, 즉 촛불민주주의(candle democracy)의 완성체가 되는 개헌안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민의가 수렴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의 논의나 전문가들만의 논의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와 각계각층의 의견을 반영하는 충분한 논의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다
양한 경로를 통한 사전 의견 수렴, 현재 조항의 문제점 분석과 대안 논의, 외국의 모범 사
례 분석을 통한 시사점 반영 등을 통한 개헌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기본권의 보다 충실한 보장을 위한 헌법개정을 위하여 2017년 1
월부터 12월까지 ‘기본권보장 강화 연구포럼’(위원장 정재황)을 가동하여 통치구조를 제외
한 기본권 강화에만 초점을 맞춘 헌법개정안18)을 마련하여 국회에 의견을 송부하였다. 인
권보장의 전담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안을 준비하는 과정이므로 인권위의 소
임을 고려하여 최대한의 기본권을 중심으로 개정안이 작성되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
기본권보장 강화 연구포럼의 헌법개정안의 내용을 소개하면서 향후 헌법개정의 방향을 제
16) 앞의 주, p.120.
17) 앞의 주, pp.121-124.
18) 기본권 강화 연구포럼 위원 7명과 관련 학회장 및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등으로 구성된 추진기획단 17명으로
구성되어 총 18회의 연구포럼 회의와 2회에 걸친 추진기획단 회의,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 보고와 공개토론회
개최, 대국민 의견수렴 실시, 국가인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회 자문, 기본권 보장 강화 헌법개정(안) 연석회의,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립국어원 감수 등의 작업을 거쳐 헌법개정안이 마련되었다. 국가인권위원회, 기본권보장
강화 헌법개정안(연구포럼안) 설명자료, 2017.12., pp.3-4.

헌법과 사법의 미래

회·결사의 자유’를 별도의 조항으로 규정하였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허가 및 검열을 금지
하도록 규정하고 표현의 자유에 대하 시설기준을 삭제하였으며, ‘직업선택의 자유’는 ‘직업
의 자유’로 확대하였다.12)
사회권 분야에서는 현재와 같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규정하면서 사회보장을 받
을 권리, 건강/보건권, 주거권, 문화생활을 누릴 권리를 규정하였다. 교육권은 평생학습권
을 명시하고 국가의 교육과정 질 제고 및 형평성 노력 의무와 교육진흥의무의 범위를 확대
하면서 대학자치를 별도의 항으로 독립하여 규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현재 헌법상 ‘근
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근로의 권리’를 ‘일할 권리’로 변경하면서 국가의 고용안정 정책
시행 의무와 무기·직접고용 원칙과 적정임금 보장, 최저임금제 시행 및 동일가치노동 동
일임금을 명시하였다. 환경권 조항은 공유권 및 향유권으로서 환경권의 특성을 추가하고
동물을 비롯한 자연보호에 대한 사회책임을 도입하였으며, ‘소비자보호운동’을 ‘소비자운동’
으로 변경하였다.13)
참정권 분야에서는 청원 주체와 방법을 확대하고 청원에 대한 심사의무뿐만 아니라 그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할 의무를 규정하였다.14)
사법절차 분야에서는 현재의 영장신청의 주체인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를 삭제하자는
것이 다수의견이었고,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모든 사법절차로 확대하며 국선변호인
을 선정하는 대상을 ‘형사피고인’에서 ‘형사피의자 또는 피고인’으로 확대하였다. 말살 목적
의 집단살해 및 공권력에 의한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배제하고, ‘법관’에 의하
여 재판을 받을 권리를 ‘법원’에 의하도록 변경하였다.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군
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등이 국가배상에서
제외되는 규정을 삭제하였다. 범죄피해자의 국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범죄피
해자의 구조청구권의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범죄피해자구조 청구권에 관한 법률은 피해자의
인권을 존중하도록 방향성을 명시하였다.15)
기본권 제한과 관련하여 헌법상 기본권 제한사유에서 ‘국가안전보장’을 삭제하고, 기본
권 제한에 적법절차 규정을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16) 병역의무에는 양심적 집총거부
12)
13)
1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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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와 대체복무를 추가하였고, 국가인권위원회의 헌법기관화를 명시하는 안을 제시하였
다.17)

III. 기본권의 충실한 보장을 위한 헌법개정 방향
헌법은 기본권 보장을 통한 인간존엄의 구현을 국가창설의 목적으로 하는 동시에 통치
구조는 이러한 목적을 위한 수단이다. 따라서 헌법개정 논의의 기본방향은 기본권 강화와
헌법의 규범력 확보에 초점을 두어야 있다.
기본적 인권에 대한 해석과 적용이 수월하고 헌법체계의 논리성과 완결성을 보강하기
위하여 기본권 장의 편제와 변화된 헌법현실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보다 적극적인 인권구현을 위한 기본권 규정의 체계화, 기본권 실현을 위
한 국가의무의 현실화, 그리고 새로운 기본권 추가가 중점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헌법개정은 민의를 최대한 수렴하여 촛불로 일어난 국민주권의 의지를 승화
시켜 낼 수 있는 개헌안, 즉 촛불민주주의(candle democracy)의 완성체가 되는 개헌안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민의가 수렴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의 논의나 전문가들만의 논의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와 각계각층의 의견을 반영하는 충분한 논의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다
양한 경로를 통한 사전 의견 수렴, 현재 조항의 문제점 분석과 대안 논의, 외국의 모범 사
례 분석을 통한 시사점 반영 등을 통한 개헌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기본권의 보다 충실한 보장을 위한 헌법개정을 위하여 2017년 1
월부터 12월까지 ‘기본권보장 강화 연구포럼’(위원장 정재황)을 가동하여 통치구조를 제외
한 기본권 강화에만 초점을 맞춘 헌법개정안18)을 마련하여 국회에 의견을 송부하였다. 인
권보장의 전담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안을 준비하는 과정이므로 인권위의 소
임을 고려하여 최대한의 기본권을 중심으로 개정안이 작성되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
기본권보장 강화 연구포럼의 헌법개정안의 내용을 소개하면서 향후 헌법개정의 방향을 제
16) 앞의 주, p.120.
17) 앞의 주, pp.121-124.
18) 기본권 강화 연구포럼 위원 7명과 관련 학회장 및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등으로 구성된 추진기획단 17명으로
구성되어 총 18회의 연구포럼 회의와 2회에 걸친 추진기획단 회의,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 보고와 공개토론회
개최, 대국민 의견수렴 실시, 국가인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회 자문, 기본권 보장 강화 헌법개정(안) 연석회의,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립국어원 감수 등의 작업을 거쳐 헌법개정안이 마련되었다. 국가인권위원회, 기본권보장
강화 헌법개정안(연구포럼안) 설명자료, 2017.12., pp.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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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기본권의 충실한 보장을 위한 헌법개정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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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기본권 장의 편제와 변화된 헌법현실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보다 적극적인 인권구현을 위한 기본권 규정의 체계화, 기본권 실현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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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기본권 강화 연구포럼 위원 7명과 관련 학회장 및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등으로 구성된 추진기획단 17명으로
구성되어 총 18회의 연구포럼 회의와 2회에 걸친 추진기획단 회의,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 보고와 공개토론회
개최, 대국민 의견수렴 실시, 국가인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회 자문, 기본권 보장 강화 헌법개정(안) 연석회의,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립국어원 감수 등의 작업을 거쳐 헌법개정안이 마련되었다. 국가인권위원회, 기본권보장
강화 헌법개정안(연구포럼안) 설명자료, 2017.12., pp.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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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하고자 한다.
기본권 체계와 관련하여서는 현재의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기본적 인권과 의무’로 변
경하고, 그 안에 인간의 존엄과 가치, 평등, 자유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참정권, 청
구권, 권리의 제한과 의무의 순서로 조문을 배열하였다.
기본권 총강에서 대한민국의 민주공화국으로서의 성격에 인권국가로서의 지향성을 강조
하고 모든 권력은 국민을 위하여 행사됨을 재확인하는 규정을 제안하였다. 또한 대한민국
국민의 자녀 출생 시 자녀취득 규정, 공무원의 직의 정치적 이용금지, 정당운영 자금보조,
해산정당 소속 국회의원직 상실 등의 규정도 총강에 포함하였다.19)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는 기본권 주체를 모든 ‘국민’에서 모든 ‘사람’으로 확대하였고,
생명권과 사형제도를 폐지하도록 제안하였다. 또한 신체의 온전에 관한 권리 신설, 고문,
인신매매, 강제노동 금지, 안전에 대한 권리를 신설하였다. 평등권에는 차별금지사유로 성
별, 종교, 인종, 언어, 출신지역, 장애, 나이, 성적 지향, 학력, 사상, 정치적 의견, 사회적
신분을 예시적으로 명시하였다.20)
자유권에서는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망명권, 난민보호조항을 신설하였다. 현행 ‘양심의
자유’를 ‘사상과 양심의 자유’로 확대하고 종교의 자유 외에 신앙의 자유를 명문화하였다.
대학의 자치 보장 규정을 신설하고 모든 사람의 알 권리, 자신의 정보를 보호받을 권리와
그 처리를 결정할 권리를 규정하였다.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이에 대한 허가나 검
열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언론·출판이 아동·청소년의 권리나 타인의 명예 침해 금지
조항을 규정하였다. 집회와 결사의 자유 조문을 분리하여 이에 대한 허가 금지를 제안하였
다.21)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는 기본소득, 사회보장제도를 고지받을 권리, 주거생활안정
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고, 어린이와 청소년 보호와 배려와 존중을 받을 권리, 노인의 자
립생활영위에 관한 권리, 장애인의 자립생활영위에 관한 권리 등을 규정하였다. 존엄과 평
등에 기초한 가족 구성권, 자녀에 대한 부모의 우선적 보육 양육권을 추가하였고, 교육의
공공성과 다원성 규정을 추가하였다. 교원의 신분보장과 교육의 재정확보에 관한 사항을
19) 앞의 주, pp.22-45.
20) 앞의 주, pp.46-64.
21) 앞의 주, pp.6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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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였다. 소비자의 권리를 신설하고 처저임금제와 여성근로 부당차별
금지 규정과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규정하였
다. 환경보전의무 내용에 지속가능발전의 원칙과 동물보호에 관한 내용도 추가하였고, 건
강권이 기본권임을 명확히 하였다.22)
참정권에는 국민투표권, 법률안발안권, 국회의원심사권을 신설하였고, 청구권에 공정하
고 적법한 행정요구권, 불구속 수사 원칙, 중요한 범죄혐의 인정시 불기소 처분 금지, 일반
국민의 군사재판 받는 범위를 제시하는 규정을 제안하였다. 권리의 제한과 의무에는 군인
의 인권 침해 금지와 양심적 병역거부권 규정을 신설하였다.23)
지방자치 및 경제 조항 역시 기본권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보충성 원칙에 입각
한 지방분권 규정, 기업의 인권존중 경영에 관한 규정을 두었다. 국가가 인공지능 등 새로
운 과학기술의 발전이 기본권 보장에 부합하도록 지원·계도하도록 개정하는 규정과 국가
가 과학기술이 미래지향적 국가혁신체계를 구축하고 인적자원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의
무를 부여하는 조항을 신설하였다.24) 마지막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의 핵심적 직무내용과 그
설치근거를 헌법규정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25)

22)
23)
24)
25)

앞의
앞의
앞의
앞의

주,
주,
주,
주,

pp.102-128.
pp.128-171.
pp.172-176.
pp.177-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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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주 경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판사)

먼저, 기본권의 충실한 보장과 관련한 발제를 통하여 소중한 배움의 기회를 주신 발제
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발제자분들의 발제에 적극 동감하면서 몇 가지 간략하게,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나 의문
점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지정토론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1. 지정토론에 앞서: 개헌과 국민의 기본권 강화
현행 헌법은 1987. 10. 29. 제9차 헌법개정의 산물이다. 올해로 만 30세가 넘은 최장
수 대한민국헌법이며, 우리 헌정사에서 가장 성공적인 헌법으로도 평가받는다. 그럼에도
헌법개정과 관련된 제안이나 논의는 정치적인 이유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헌법은
잘못이 없다’, ‘헌법은 억울하다’는 등의 표현이 이를 대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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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헌법에 대한 개헌논의는 정치권에서 촉발되었고, 자연스레 개헌대상도 대통령 4년
중임제·의원내각제·이원집정부제 등과 같은 정부형태나 통치구조에 집중되고 있다. 하지
만, 헌법개정은 헌법의 규범적 기능을 높여 헌법을 ‘살아 있는 헌법’으로 작동하게 하는 수
단이며, 헌법의 가장 중요한 규범적 기능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다. 정부형태나 통치구조
도 어디까지나 기본권실현의 수단적 의미와 기능을 갖는다.
따라서 개헌 논의의 핵심과 목표는 어디까지나 국민의 기본권 강화에 있으며, 기본권과
관련된 개헌대상이 정부형태나 통치구조에 수반하여 부수적으로 논의되거나, 정치적 이해
관계에 따라 유리한 정부형태를 취하는 대가로 양보할 수 있는 정치적 타협의 대상이 되어
서는 안 된다.

2. 황필규 변호사님 발제(기본권의 충실한 보장 – 헌법과 국제인권법, 그리고 이주민
의 기본권)에 대하여
가.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을 부정한 헌법재판소의 일부 의견 또는 일부 견해
발제문은 헌법재판소의 ‘일부 의견(제3면)’또는 ‘일부 견해(제20면)’로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 등 위헌확인 사건1)에서 재판관 김종대의 반대의견을
소개하고 있다.
해당 반대의견의 내용은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을 부정하고, 그 결과 헌법재판소법 제
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위 반대의견은 재판관 1인의 독자적 의견으로서, 이후 긴급보호 및 보호명령 집행행위 등
위헌확인 사건에서 단 한번 동일한 재판관이 자신의 이전 반대의견을 그대로 원용한 것에
불과한, 단발적인 의견일 뿐이다.2)
물론 헌법재판소의 반대의견이 때로는 사회공동체의 가치관 변화, 현실에서의 적용실태
또는 세계적인 추이 등을 고려하여 이후 적절한 시점에 다수의견인 법정의견으로 되는 경
우3)도 있다. 하지만, 위 사건의 반대의견이 제시하고 있는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을 부정
한 논리적 근거나 예외적 기본권 주체성 인정기준의 모호성,4) 세계화의 추세 등에 비추어,
1) 헌재 2011. 9. 29. 2007헌마1083등.
2) 헌재 2012. 8. 23. 2008헌마430.
3) 대표적인 예로는 간통죄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헌재 2015. 2. 26. 2009헌바17등), 혼인빙자간음죄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헌재 2009. 11. 26. 2008헌바58등) 등이 있다.
4) 반대의견은, 우리나라에 입국하여 상당기간 거주해 오면서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생활을 계속해 온 자는 사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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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반대의견이 법정의견으로 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 보인다.
따라서 발제문이 재판관 1인의 단발적 반대의견을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을 부정한 헌
법재판소의 일부 의견으로 반복적으로 소개하는 것은 마치 헌법재판소가 ‘특정 사건’이나
‘특정 영역’에서는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을 일관되게 부정하고 있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
가 있다.
나. 사회권적 기본권 ‘쪼개기’
발제문(22면)은, 헌법재판소가 기본권 이분법을 고수하면서도 해당 틀의 부적합성을 ‘기
본권 쪼개기’의 방식으로 보완한다고 하면서, 그 근거로서 근로의 권리를 ‘일할 자리에 대
한 권리’와 ‘일할 환경에 대한 권리’로 규정하는 방식5)을 지적하고 있다.
우선, 특정 기본권을 사회권적 기본권 내지 자유권적 기본권이라고 규정한 후, 사회권
적 기본권 내지 자유권적 기본권의 일반적인 내용과 효력의 틀을 그대로 원용하는 형식은
바람직하지 않다. 동일한 기본권이라 하더라도 그 내용은 매우 다양하므로 사회권적 기본
권의 추상적·일반적 이론을 특정한 기본권이 사회권적 기본권에 속한다고 하여 여기에 일
의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구체적인 사건을 전제로 하는 헌법소송의 실효성을 매우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사회권적 기본권으로서의 근로의 권리도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그 성격이 달리 규명되어야 한다.
우리 헌법이 규정하는 근로의 권리(제32조)의 내용은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와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이다. 여기서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는 구체적 권리성을 가지는 것과 구
체적 권리성을 가지지 못하는 것들이 혼재되어 있는 복합적 성질의 권리이고,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는 합리적인 작업환경의 보장을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 권리성을 가진다. 게다가
우리 헌법 제32조 제3항은 근로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즉, 근로의 권리가 넓은 의미의 사회권적 기본권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그 내
용에 따라 ‘구체적 권리성’의 인정여부는 달라진다.
헌법재판소가 자유권적 기본권과 사회권적 기본권을 구별하고, 주관적 공권성의 유무와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 인정 여부를 연관 짓는 판단구조를 비판하는 발제자의 지적에는
국민으로 취급해 예외적으로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고 한다.
5) 헌재 2007. 8. 30. 2004헌마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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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감하지만, 사회권적 기본권을 구성하는 개별적인 내용에 따라 성격을 달리 규명하고, 이
에 따라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을 확대하고자 하는 시도를 ‘기본권 쪼개기’로 표현하는 것
이 바람직한 것인지는 의문이다.
다. 기본권주체를 ‘국민’과 ‘사람’으로 구분하여 규정하는 개헌안
헌법상 기본권주체를 ‘국민’과 ‘사람’으로 구분하여 규정하는 방식6)의 개헌안은 2016.
12. 29.부터 2017. 12. 31.까지 활동한 제20대 국회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뿐만 아니
라, 2008년부터 2009년까지 활동하였던 제18대 국회 국회의장 헌법연구 자문위원회와
2014년에 활동하였던 제19대 국회 국회의장 헌법개정 자문위원회의 개헌논의에서도 일관
되게 제안된 것이다.7) 외국의 입법례를 참조하더라도 기본권주체를 기본권 별로 달리 규정
하고 있는 국가(예컨대, 독일, 스위스 등)가 있다.
발제문(48면)은, 현행 헌법상 ‘국민’으로 규정된 것이라도 외국인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
석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고, 실제 제안된 개헌안이 기존 헌법재판소의 결정례와도 정면
으로 배치되는 내용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근거로 위와 같은 구분 방식이 타당한지 의문을
제기한다.
기본적으로 위와 같은 구분방식은 ‘자연권’과 ‘실정권’의 구별을 전제로 하는데, ‘자연권’
과 ‘실정권’의 구별은 상대적이므로 어느 기본권은 자연권이어서 ‘사람’으로 하고 어느 기본
권은 실정권이어서 ‘국민’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은 다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와 같
은 구분방식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에 대하여는 지정토론자 역시 의문을 제기한다.
하지만, 위와 같은 구분방식이 완전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영토 내에 거주하
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에게도 사람으로서 향유할 기본권은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적어도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합의가 가능한 부분까지는 기본권 주체성
을 ‘사람’으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만약 국민적 공감대의 부족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개헌 당시 ‘국민’으로 규정될 수

6) 현행 헌법 제11조 제1항 제2문, 제12조 제1항 제2문, 제4항, 제5항, 제6항 등도 기본권주체를 ‘누구든지’라고
규정하여 ‘모든 국민’이라고 규정된 다른 기본권과 구별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7) 2016년 대화문화아카데미의 개헌안도 기본권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하고, 개별 기본권의 성질을 고려하여
일부 권리만 ‘국민’으로 한정하는 개헌안을 제시한바 있다[헌법개정 조문별 참고자료(Ⅰ), 국회사무처 (2017.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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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에 없었던 기본권이라고 하더라도, 합의 당시에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의 발생 등으로 외
국인에게도 해당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헌법소송을
담당하는 사법기관이 합리적인 헌법해석을 통하여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함으로써
기본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할 수 있다.8)
따라서 현행 헌법을 전제로 하더라도 ‘국민’으로 규정된 기본권에 외국인을 포함하는 것
으로 해석할 수 있음을 논거로 위와 같은 구분방식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에는 동
의하기 어렵다.
덧붙여, 발제문은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나 국가인권위원회 연구포럼이 직
업의 자유의 외국인 주체성을 배제하고 있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결정례와도 정면으로 배치
된다고 지적한다. 아래에서 이와 관련한 몇 가지 의문점을 제기한다.
먼저,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나 국가인권위원회 연구포럼이 제안한 개헌안
이 기본권주체를 ‘국민’으로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직업의 자유에서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을 배제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다. 직업의 자유 영역에서 외국인에 대한 헌법
적 보호가 필요하다면, 비록 헌법상 직업의 자유의 기본권주체를 ‘국민’으로 규정하고 있더
라도 합리적 헌법해석과 적용을 통하여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할 여지는 충분히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직업의 자유 영역에서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 인정 여부에 관한 헌법재판소
의 입장이다. 헌법재판소는 의료인의 면허된 의료행위 이외의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
고 있는 의료법 제27조 등 위헌확인 사건9)에서, 직업의 자유에서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
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판시하였다.

“헌법에서 인정하는 직업의 자유는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에게 인정되는 기본권이지, 외국인에
게 인정되는 기본권은 아니다. 국가 정책에 따라 정부의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정부가 허가한 범위
내에서 소득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외국인이 국내에서 누리는 직업의 자유는 법률 이전에 헌

8)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는 기본권의 주체를 ‘사람’으로 규정하는 경우에 법인의 기본권 주체성 여부가
문제될 수 있지만, 이는 해석론으로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
회 보고서,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2018. 1.), 48].
9) 헌재 2014. 8. 28. 2013헌마359. 해당 사건의 청구인은 대한민국 국민이었다가 현재 미국국적을 가진 외국국적동포로
서 미국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다가 재외동포(F-4) 사증을 발급받아 대한민국에서 침술치료를 하려는 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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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의해서 부여된 기본권이라고 할 수는 없고, 법률에 따른 정부의 허가에 의해 비로소 발생하는
권리이다. 헌법재판소의 결정례 중에는 외국인이 대한민국 법률에 따른 허가를 받아 국내에서 일정
한 직업을 수행함으로써 근로관계가 형성된 경우, 그 직업은 그 외국인의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
족시키는 방편이 되고 또한 개성신장의 바탕이 된다는 점에서 외국인은 그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함
에 있어서 국가의 방해를 받지 않고 자유로운 선택과 결정을 할 자유가 있고 그러한 범위에서 제한
적으로 직업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주체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헌재 2011. 9. 29. 2007헌
마1083등 참조).10) 하지만, 이는 이미 근로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제한적으로 인
정한 것에 불과하다. 그러한 근로관계가 형성되기 전단계인 특정한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는
국가정책에 따라 법률로써 외국인에게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이지 헌법상 기본권에서 유래되는 것
은 아니다(헌재 2014. 8. 28. 2013헌마359).”

즉, 헌법재판소는 직업의 자유에서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을 원칙적으로 부정하면서,
이미 근로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외국인의 기본
권 주체성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개헌안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하면서 발제문이 들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결정11)은 예외적인 결정이다. 이는 오히려 직업의 자유의 기본권주체를
‘국민’으로 규정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외국인에 대한 기본권 보호의 필요상황에서,
원용될 수 있는 합리적 헌법해석의 예가 될 수 있다.
라. 위헌심사기준과 개헌
현행 헌법에 대한 개정논의는 과거와 다른 법적·제도적 변화를 전제로 한다. 헌법재판
소는 현행 헌법12)에 의하여 수립되었고, 헌법재판소가 축적한 기본권 관련 판례와 위헌심
사기준 등은 개헌 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필수적 요소이다.
헌법재판은 헌법의 규범적 효력을 지키기 위한 헌법의 실현작용이며, 개헌 역시 헌법의
규범력을 높이는 기능을 한다. 헌법재판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바탕이 될 때 헌법해석만으
로도 헌법의 규범력을 충분히 유지할 수 있는 영역과 그렇지 못한 영역을 구분하여 개헌이
필요한 영역을 확정할 수 있다.
즉, 헌법재판에 대한 종합적 고려는 개헌의 폭과 깊이를 정하는 매우 중요한 전제가 된
10) 해당 사건의 청구인들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고용허가를 받아 우리나라에 입국한 자들이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은 외국인근로자는 자신이 근로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을 3회
초과하여 변경하는 것을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사업장 변경이 모두 외국인근로자에게 귀책사유 없는 사유만으로
이루어진 경우 1회에 한하여 추가로 변경을 허용하고 있다. 청구인들은 모두 3회 사업장 변경을 하였고, 이후
해고, 계약해지(경영상 해고) 등으로 퇴사처리되었다.
11) 헌재 2011. 9. 29. 2007헌마1083등.
12) 1960년 헌법에서 헌법재판소제도를 채택한바 있지만, 당시 헌법재판소는 1961. 5. 16. 군사쿠데타에 의하여
헌법의 효력이 정지되어 실제 구성되지는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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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중에서도 법률 등의 위헌여부나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의 기본권 침해여부를 판단
하는 수단인 위헌심사기준은 개헌과정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헌법재판의 핵심적인 부
분이다.
발제문(49면)은,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의 다수의견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등과 관련하여 그 주체를 ‘국민’으로 한 것은, 제14조의 차별
금지사유에 ‘인종’, ‘언어’ 등을 포함시키고 제15조 내지 제18조에서 국민과 외국인을 구분
하지 않고 성평등, 아동, 노인, 장애인에 대한 특별한 보호의 필요성을 헌법상 명시한 취지
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의 개헌안 제14조는 현행 헌법 제11조를 개정한 것
이고, 현행 헌법 제11조는 평등권 내지 평등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평등권 침해여부 내지
평등원칙 위배여부는, 원칙적으로 자의금지원칙에 의한 완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되, 헌법
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거나 차별적 취급으로 인하여 관련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 초래되면 비례의 원칙에 의한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한다.
‘인종, 언어, 성평등, 아동, 노인, 장애인 등’이 개헌안 제14조 내지 제18조에서 차별금
지사유 내지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영역으로 새로이 명시적으로 규정되면, 이는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가 된다. 따라서 평등권 침해나 평등원칙 위배에 대한
심사에서 엄격한 비례의 원칙이 적용되고 이들에 대한 기본권 보호는 결과적으로 강화된
다.
나아가, 입법자가 ‘아동,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우호적 취급을 함으로써 이에 속하지
않은 자의 기본권이 중대하게 제한되는 경우에도, 이들에 대한 차별적인 우대가 헌법에 명
시된다면13), 기본권이 중대하게 제한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완화된 비례의 원칙이 적용됨
으로써 결과적으로 이들에 대한 기본권 보호는 두터워지게 된다.14)
따라서 개헌안에서 인종, 언어, 성평등, 아동, 노인 장애인 등을 차별금지사유에 포함시
키거나 명시적인 특별 보호 대상으로 삼은 것은, 평등권 침해나 평등원칙 위배여부를 판단
13)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의 개헌안에는 아동,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차별적인 우대까지 명시적으로
명령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개헌안 제16조 제1항은 “아동은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아동과 관련한 모든 공적·사적 조치는 아동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아동의 이익에
대한 우선적 고려를 헌법적으로 명령하고 있다.
14) 헌재 2001. 2. 22. 2000헌마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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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위헌심사기준의 적용에서 이들의 기본권을 더욱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또한 평
등권은 독자적인 보호범위를 갖지 않지만, 사회권적 기본권을 포함한 모든 기본권 실현의
방법적 기초가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사회권적 기본권의 기본권주체를 ‘국민’으로 규
정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외국인의 기본권 보호의 불완전함을 보충하는 역할과 기능을
하게 되므로, 개헌안의 위와 같은 규정방식이 발제문이 지적하는 것처럼 서로 저촉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지정토론을 마치며
기본권 관련 개헌논의에서 현행 기본권 조항을 개선하고자 하는 시도와 더불어 다양한
사회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새로운 기본권의 신설도 핵심 의제로 되어 있다. 새로운 기본권
으로 논의되는 것은, 생명권, 안전권, 망명권, 정보기본권,15) 어린이·청소년·노인·장애
인의 권리, 건강권, 소비자의 권리, 사상의 자유 등이다.
새로운 기본권의 신설에 대한 논의는 위험사회·정보화 사회 등과 같은 사회적 변화나
인권보장의 국제화·세계화 추세를 반영함으로써 기본권보장에 흠결이 없도록 함과 동시에
우리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정상적인 개헌과정에서 당연히 고려되어
야 할 바람직한 논의이다.
한편, 개헌은 개헌 필요성에서 출발하며, 새로운 기본권 신설과 관련한 개헌 필요성은
현행 헌법의 공백이나 불완전함 또는 중요한 사회적 변화에 대처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현행 헌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기본권은 기존의 헌법 규정이나 헌법 원리 등을 직
접적 혹은 간접적 근거로 하여 학계나 헌법재판을 담당하는 사법기관에 의하여 도출되었
고, 이는 현재까지 현행 헌법의 공백이나 불완전함을 보충하는 역할을 하였다.
예컨대, 생명권은 선험적이고 자연법적인 권리로서 헌법에 규정된 모든 기본권의 전제
로서 기능하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으로16), 정보기본권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헌법 제17
조) 및 표현의 자유(헌법 제21조) 등을 종합하여, 건강권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헌법 제10
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헌법 제34조),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헌법 제35조)
등을 근거로 인정된다.
새로운 기본권의 명문화는 일반 국민으로 하여금 이를 뚜렷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는
15) 정보기본권의 내용에는 알권리,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정보문화향유권 등이 있다.
16) 헌재 1996. 11. 28. 95헌바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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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에서 바람직한 경우도 있지만, 그러한 명료화가 오히려 경직성과 부적응성 또는 체계
부조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견해도 경청하여야 한다.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의 개헌안은 생명권을 새로이 규정하면서(제11조 제
1항), 사형을 폐지하고 있다(제11조 제2항). 현행 헌법의 해석으로도 인정되는 생명권을
개헌과정에서 새로이 규정하면서, 이와 모순되는 사형제도17)를 폐지한 것으로 보인다. 해
석상 인정되어 온 생명권의 명문화와는 달리 사형제도의 존폐는 사회적 공감대를 확인하는
공론화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할 필요가 있다. 개헌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생명권의 명문
화보다는 사형을 폐지할 것인지의 여부가 오히려 더 큰 헌법적 쟁점이 될 수 있다.
헌법은 규율대상을 추상화하여 법제화하는 근본규범이다. 헌법이 모든 사안을 망라하여
규율하는 것은 아니며, 그러한 방식의 규율이 바람직하지도 않다. 헌법은 유동성·추상
성·개방성·미완성성 등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정치적·사회적 변화의 양상에도
불구하고 헌법의 규범적 효력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행 기본권 조항의 개선이나 새로운 기본권의 신설에서 지나치게 구체적이거나
망라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장래의 유동적인 사회현실에 대응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헌법의
규범력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
우리 공동체의 모든 중요한 문제가 헌법문제로 될 수는 없다. 법률문제는 입법권의 고
유한 규율대상 영역으로 남겨 두어야 한다. 물론, 헌법문제와 법률문제를 구별하는 것은
명확하지 않고 이는 헌법학의 중요한 과제이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 사회가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헌법의 기능과 관련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일시에 해결하는 방법으로 개헌
이 이용되는 것은 경계하여야 한다.

17)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사형제도에 대하여 합헌으로 결정한바 있다(대법원 1987. 9. 8. 선고 87도1458 판결;
헌재 1996. 11. 28. 95헌바1; 헌재 2010. 2. 25. 2008헌가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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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특위 자문위원회 사법부분과의 사법평의회 설치 및 전관예우 금지조항 도입 제안을 중심으로- 개헌특위 자문위원회 사법부 분과의 사법평의회 설치 및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장영수
전관예우 금지조항 도입 제안을 중심으로 -

장 영 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Ⅰ. 서: 최근의 사법개혁 논의와 사법평의회 제안을 둘러싼 논란
제10차 개헌이 가시화되고 있다. 역대 최장수 헌법인 현행헌법에 대해 개헌논의가 시작
된 것은 이미 오래 전부터이지만,1) 2017년 국회에 개헌특위가 구성되어 활동하면서 2018
년 제10차 개헌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과거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태이다.2)
헌법은 국가질서 전반에 관한 기본법이며, 헌법을 바꾼다는 것은 국가질서의 근간이 바
뀌는 것이기 때문에 그 파급효가 엄청나게 클 수밖에 없다. 더욱이 현재 우리는 30년만의
개헌을 목전에 두고 있으며, 30년 동안 누적된 사회현실의 변화를 반영하려는 요구들이 각
계각층에서 분출되고 있기 때문에 개헌의 쟁점들 또한 매우 방대하고 복잡하다.3)
1) 1987년 헌법에 대한 개헌논의는 이미 김영삼, 김대중 정부 당시의 내각제 개헌론에서 시작되었지만, 정치권에서
개헌논의가 본격화된 것은 2007년 노무현 대통령에 의해 이른바 원포인트 개헌이 적극적으로 주장된 이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헌법학계에서의 헌법개정논의는 그보다 일찍부터 시작되었다. 예컨대 2006년 한국공법학회와
한국헌법학회에서는 학회 차원에서 헌법개정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한국공법학회 헌법개정안 연구보고서와
헌법개정연구보고서라는 결과보고서를 각기 출간한 바 있었다.
2) 2007년 노무현 대통령이 원포인트 개헌에 대한 정치권의 반대를 수용하면서 제18대 국회에서는 국회 주도로 개헌할
것을 각 정당지도자들과 약속하였고, 이에 따라 제18대 국회에서는 헌법연구자문위원회를 국회의장 산하에 설치하여
헌법개정을 준비하였으나 국제금융위기의 발생으로 좌초되었다. 제19대 국회에서도 헌법개정 자문위원회를 국회의장
산하에 설치하여 개헌을 준비하였으나 구체적인 개헌작업으로 연결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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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정치권의 이견, 특히 여야 간의 권력구조에 대한 이견 때문에 과연 언제, 그리고
어떤 내용으로 개헌이 될 것인지는 아직도 유동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 개헌 자체가 불발
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4) 그러므로 개헌에 의해 직접 영향을 받는 국가기관들의 입장
에서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 놓고 개헌의 방향과 파급효에 대해 검토하는 것도 필요하
다.5)
특히 사법에 대해서는 개헌특위 자문위원회 사법부분과에서 사법평의회의 설치라는 새
로운 안을 제시함에 따라 안팎으로 논란이 뜨겁다. 한편으로는 진정한 사법개혁을 위해서
는 이런 정도의 혁신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6)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의 사법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제안이라는 평가7)도 있다.
개헌특위 자문위원회 내에서의 사법평의회 제안에 대해서는 사법부 분과 내에서도 이견
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안이 설령 우리의 사법현실에 맞지 않는 것이라 하더라도 상당
한 반응을 불러올 수 있었던 배경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특히 국민들의 사법개혁에
대한 요구가 왜, 그리고 어느 정도로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전
제되어야 한다.
이하에서는 사법평의회 제안이 대한민국의 사법개혁을 위해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 있
을지를 보다 정확하게 평가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먼저 사법의 본질에 비추어 사법개혁
의 방향을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검토(Ⅱ)함으로써 평가의 기준을 먼저 정립할 필
요가 있다. 그 바탕 위에서 사법평의회 제안의 개요를 정리하면서 문제점을 지적(Ⅲ)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개헌과 관련한 올바른 사법개혁논의를 위해서 헌법에서 규정해야 할
사항과 법률로 규정할 사항들을 구분하는 가운데 대법원 및 대법원장의 권한에 대한 개헌
의 필요성과 방향(Ⅳ), 사법개혁과 전관예우(Ⅴ) 문제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3) 30년 만에 헌법이 개정된다는 것이 그 다음 개헌은 다시 30년이 지난 후에 비로소 가능할 것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사회의 각계각층에서는 이번 기회를 놓치면 언제 개헌의 기회가 올지 모른다는 위기의식까지
가지고 관련 조항의 개헌에 영향을 미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4) 현재 정부-여당은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치르는 것을, 자유한국당은 연말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는 것을 각기 주장하고 있으나 2018년 개헌 자체에 대해서는 -적어도 아직까지는- 큰 이견을 보이지 않고
있다.
5) 일부 국가기관(예컨대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의 경우 개헌 시안에서 그 근거조항이 삭제되는가 하면, 감사원의
경우 대통령 소속에서 분리시켜 독립기관화 하는 등의 중대한 변화가 제안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관련 국가기관들에서
도 충분한 사전적 준비가 필요해지고 있다.
6) 한상희, 사법행정의 개혁 -촛불집회 이후의 사법개혁의 방향성을 중심으로-, 법원개혁의 좌표찾기: 법원의 민주화와
법원행정처 개혁을 중심으로(2017.6.27. 참여연대⋅민변⋅인권법학회⋅국회의원 노회찬, 정성호, 박주민, 이용주
공동주최 토론회 자료집), 41-83쪽 참조.
7) http://www.fnnews.com/news/20170717170714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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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검토를 통하여 사법의 본질에 충실한 사법개혁 및 이를 위한 기초로서의 헌법개
정을 통한 사법부 조직의 정비가 어떤 기준에 따라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논의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Ⅱ. 사법의 본질과 사법개혁의 방향성
1. 사법의 본질로서의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의 독립
사법의 본질은 공정한 재판이다.8)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사법은 국민의 신
뢰를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법치의 중심축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 그렇
기 때문에 재판의 공정성 확보는 사법의 알파(α)이자 오메가(Ω)라 할 수 있다.
재판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첫 단추는 사법의 독립이다. 어느 누구에게도 종속되지 않
는 사법의 독립을 통해서만 사법의 중립성이 확보될 수 있고, 사법의 중립성을 통해서만
사법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기 때문이다.9) 그런 의미에서 사법의 독립과 사법
의 공정성을 동일시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러나 사법의 독립은 사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필요조건일 뿐이지 충분조건은 아니
다.10) 그렇기 때문에 사법의 독립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사법의 공정성에 문제가 생기는 것
이 명백하지만, 사법의 독립성이 확보된 경우에 항시 사법의 공정성까지 확보되는 것은 아
니다. 예컨대 정치적 외압으로 인해 사법의 독립성이 침해된 경우 재판의 공정성은 함께
훼손되지만,11) 그러한 외압이 없는 경우라 해서 재판의 공정성이 100% 확보되는 것은 아
8) 사법은 재판작용을 말한다. 그러나 공정하지 않은 재판은 민주적 법치국가의 사법이라 할 수 없다. 민주적 법치국가의
핵심가치인 인권보장을 위해서는 여러 요소들이 필요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공정한
재판을 통해 구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그로 인하여 사법을 법치의, 인권보장의 최후보루라고
지칭하는 것이다.
9) 이에 관하여는 장영수, 헌법학, 2017, 1046쪽 참조.
10) 사법부독립과 사법민주화를 대립관계 속에 놓고 어느 쪽이 중요한지를 따지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양자택일을
통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사법부독립과 사법민주화가 모두 재판의 공정성을 위해 필요한 것이며,
오히려 양자의 합리적 조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사법부독립과 사법민주화는 각기 공정한 재판을
위한 필요조건일 수 있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이에 관하여는 장영수, 사법개혁, 사법민주화와
사법부독립의 사이에서, 유럽헌법연구 제24호(2017.8), 263-289쪽 참조.
11) 과거 권위주의 정부 하에서의 조봉암 사건이나 인혁당 사건 등은 수십 년이 지나고 민주화가 이루어진 이후에야
재심판결을 통해 무죄가 인정될 수 있었다. 조봉암 사건에 관하여는 권대복, 진보당. 당의 활동과 사건관계
자료집, 1985; 오유석, 진실화해위, 진보당 조봉암 사건 진실규명 결정의 의의와 한계 -올바른 과거청산의
시각에서-, 황해문화 통권 제57호(2007), 361-369쪽 참조. 그리고 인혁당 사건에 관하여는 이재승, 인혁당재건위
사건과 재심의 법적 평가, 역사와 책임 제9호(2016.2), 115-153쪽; 허일태, 인혁당재건위사건과 사법살인, 동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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닌 것이다.
민주화 이후에는 신영철 대법관 사건12)처럼 정치적 외압보다는 법원 내부에서의 압력이
문제되는가 하면, 부러진 화살 사건13)처럼 법관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림으로 인하여 재
판의 공정성이 문제되는 경우도 있었다. 최근에는 법조계 전반에서 전관예우14)에 대한 의
혹이 매우 심각하게 제기됨에 따라 사법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되었던
것도 있었다.15)
이렇게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약해지면 사법개혁의 요구가 강해진다. 제10차 개
헌을 목전에 두고 있는 현시점에서 사법개혁의 요구가 나오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
해될 수 있다. 특히 개헌특위 자문위원회에서 기존의 사법제도를 혁신적으로 변경하는 사
법평의회 제안이 나온 것도 이러한 사법개혁의 요구를 배경으로 한 것이라 볼 수 있다.

2.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사법개혁의 필요성
1987년의 민주화 이후 국가기관들의 변화는 매우 컸지만, 국민들의 국가기관들에 대한
기대치는 그보다 더 높아졌다. 그로 인하여 국민들의 국가기관들에 대한 불신과 불만은 오
히려 커지고 있는 아이러니가 발생하고 있으며, 심지어 과거 군사독재시절보다 더 나쁘다
는 직접적인 표현까지도 드물지 않게 사용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사법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불만은 과거 어느 때보다 높을 정도이다. 그렇
다고 현재의 사법부가 군사정권 하에서의 사법부에 비해 인적 구성이나 물적 시설, 절차의

학 제40호(2007.8), 105-125쪽 참조.
12) 신영철 대법관 사건에 관하여는 송호창, 신영철 대법관과 사법개혁, 황해문화 통권 제63호(2009.6), 233-243쪽
참조.
13) 부러진 화살 사건에 관하여는 서형, 부러진 화살 : 대한민국 사법부를 향해 석궁을 쏘다, 2012 참조.
14) 전관예우 문제에 관하여는 서보학, 법조비리 근절방안 모색 -전관예우 방지를 중심으로-, 경희법학 제51권 제4호
(2016.12), 233-260쪽; 송인호, 전관예우 해결 방안에 관한 입법적 고찰 -개업제한과 취업심사확대, 변호사단체의
역할 강화를 중심으로-, 홍익법학 제14권 제2호(2013.6), 413-437쪽; 신평, 전관예우의 근절책, 경북대 법학논고
제43집(2013.8), 1-28쪽; 이국운, 한국 사회에서 법조계 전관예우의 원인과 대책, 서울법학 제25권 제2호(2017.8)
1-39쪽; 한상희, 헌법문제로서의 전관예우 방지, 헌법학연구 제17권 제4호 (2011.12), 91-134쪽 참조.
15) 오히려 민주화 이후 사법에 대한 불신이 더욱 커졌다는 것은 권위주의의 장막이 거두어지면서 사법의 민낯이
드러났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지만, 사법부 또한 과도기를 겪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사안의 심각성으로 볼
때, 최근 문제되고 있는 사건들은 과거에 비할 바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의 공정성 문제가 더욱 뜨겁게
제기되고 있는 것은 상대적 불공정성의 문제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사법의 공정성이 국민의 요구 내지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 다른 국가기관의 공정성 개선에 비해 사법부의 경우 개선효과가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사법부의 오만한 자세가 국민의 불신과 불만의 주된 원인인 것이다. 이에 관하여는 장영수,
앞의 글(주 10), 269쪽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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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성 등에서 나빠진 점은 없으며, 오히려 괄목할만한 성장을 보였다고 평가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높아진 것은 세 가지 원인에 기인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첫째, 사법비리 내지 법조비리가 반복되고, 그에 대한 언론보도가 국민들의 눈길을 끌
게 되면서 국민들의 사법불신이 심화되는 측면이 있다. 특히 전관예우 등과 관련한 사법비
리가 문제될 때마다 사법개혁의 요구가 더욱 강하게 대두되는 것은 그동안 법조비리가 문
제될 때마다 미봉책으로 일관했던 탓이 크다.16)
둘째, 사법부의 오만한 태도가 사법개혁의 목소리를 높이는 촉매제가 되는 측면도 있
다. 민주화 이후 국가기관들이나 공공단체들의 대국민 서비스는 눈에 띠게 개선되었다. 그
런데 유독 법원에서는 아직도 권위적인 태도가 계속 문제되고 있으며,17) 심지어 일부 판사
들의 막말18)이 문제된 사례들도 적지 않아 국민의 사법에 대한 불신을 확산시킨 것이다.
셋째, 일부 판사들의 일탈행동이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였다. 과거 판
사에 대한 국민의 인식은 성직자에 준하는 것이었지만, 최근 법조인들의 불법과 비리뿐만
아니라 지하철 몰카 등 상식 밖의 행동을 하는 판사들로 인해 국민들의 인식이 나빠지고
신뢰가 훼손된 것이다.19)
그러나 국민들의 사법불신은 이러한 개별적 요소들의 상승작용으로 인해 매우 심각한
상태로 발전했다. 그렇기 때문에 사법개혁의 문제는 이러한 개별적 문제들의 해결로 -물론
그런 개별적 문제의 해결이 간단하다는 것은 결코 아니지만- 한정시켜서는 안 된다. 이미
16) 1999년 대전 법조비리 이래로 수많은 법조비리 사건이 발생했을 때마다 관련자의 사표수리 정도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였고, 문제 발생의 원인을 제거하려는 노력은 부족하였다는 점이 계속 지적되었다. 예컨대 떡값 관행 등이
해결되지 못하자 부정청탁금지법(이른바 김영란법)이 제정되어 -법원의 뇌물죄 인정에서의 대가성 유무에 대한
판단과 무관하게- 일정 액수 이상의 금품수수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입법적 조치가 도입된 것도 법원의 소극적인
태도와 무관하지 않다.
17) 이에 관하여는 임자운, 사법 불신과 권위주의(http://www.newscham.net/news/view.php? board=jinbo_
media_23&nid=65471 최종방문 2017.7.2.);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 19971030022002
(최종방문 2017.7.2.);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 201601201151521&code=
940301 (최종방문 2017.7.2.) 참조.
18) http://www.hankookilbo.com/v/7e096356c1fa4271b5cd5f370a692d10(최종방문 2017.7. 2.); http://
news.joins.com/article/21139760 (최종방문 2017.7.2.); http://en.seoul.co.kr/ news/newsView.
php?id= 20160121500019 (최종방문 2017.7.2.) 참조. 판사들의 막말 문제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이에 관하여는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의 이름으로 말하다 – 국가인권위원회 10년 결정례 100선,
2011, 64쪽 이하 참조.
19) 물론 이러한 불법과 비리 등은 극소수 판사들에 의해 행해졌을 뿐이지만, 국민들은 판사들도 그럴 수 있다는
것 자체를 충격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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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의 사법불신의 뿌리가 깊어졌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대증요법이 아닌, 보다 근본적
인 문제들까지 해결할 수 있는 사법개혁만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시킬 수 있을 것이기 때문
이다.20)

3. 사법개혁과 사법부의 독립, 무엇이 우선인가?
최근 개헌논의 과정에서 사법개혁과 관련한 사법조직의 개편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
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즉, 사법조직의 획기적인 개편을 통해서 보다 근본적인
사법개혁을 성공시킬 때 비로소 국민의 사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사법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아니라 사법개혁의 방법에 있다. 사법
개혁을 위해 재판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필수적 전제인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한다면, 이는
개선이 아닌 개악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개헌특위 자문위원회의 사법부분과
에서 제시한 사법평의회 도입방안이 많은 논란을 낳고 있는 것도 바로 그러한 방법의 타당
성에 대한 이견에서 비롯된 것이다.
민주화 이후의 사법개혁은 사법부 내부의 동력에 의해 추진된 경우보다는 외부의 압력
에 의해 추진된 경우가 더 많았다. 특히 정치권을 중심으로 사법개혁이 추진되는 것과 관
련하여 사법부 내에서는 사법부독립의 침해라는 주장도 제기된 바가 적지 않았다.21) 그렇
다면 과연 사법부의 자율적 개혁이 아닌 타의에 의한 개혁, 정치권에 의한 개혁은 사법부
독립의 침해라고 보아야 할 것인가?
그렇게 보기는 힘들 것이다. 엄밀하게 따지면 사법부독립은 사법의 본질이 아니라 본질
을 확보하기 위한 전제 내지 수단이기 때문이다. 즉,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건
내지 수단으로서 사법부독립이 요청되는 것이지, 사법부독립 자체가 목적은 아닌 것이
다.22) 따라서 사법개혁에 관한 사법부의 입장을 충분히 존중되어야 하지만, 주권자인 국민
의 사법개혁에 대한 요청에 우선하지 못한다. 더욱이 사법부의 기득권이 존중되어야 하는
20) 이에 관하여는 장영수, 앞의 글(주 10), 267쪽 이하 참조.
21) 예컨대 노무현 정부에서의 사법개혁에 대해서는 법원뿐만 아니라 변협 등 법조계 중심의 사법개혁이 안고 있는
한계에 대해서도 지적되고 있다. 이에 관하여는 신평, 한국의 사법개혁, 2009, 297쪽 이하; 이국운, 사법서비스
공급자위원회의 한계 -노무현 정부의 사법개혁에 대한 분석과 평가-, 공법학연구 제8권 제2호(2007.5), 37-66쪽
참조. 노무현 정부의 사법개혁과 관련하여 검찰의 저항을 강조하는 견해로는 한상희, 사법개혁, 좌절과 실패의
역사 -사법개혁에 대한 평가와 과제-, 민주법학 제50호(2012.11), 271-303(288이하)쪽 참조.
22) 권력분립원칙 및 이를 기초로 한 사법부의 독립은 공정한 재판을 통한 국민의 인권보장을 궁극적 목적으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반하는 사법은 정당성을 주장할 수 없으며, 사법부의 독립 또한 그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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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아니다.23)
이와는 반대로 사법부독립을 사법개혁의 방해물로 여기는 경우도 있다.24) 그렇다면 사
법개혁 내지 사법민주화는 항상 사법부독립에 우선해야 하는 것일까? 일각에서는 사법비리
로 인해 개혁의 대상이 된 사법부가 사법부독립을 주장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라고 말한
다.25) 그러나 사법비리의 근절을 위해 사법개혁을 한다면서 재판의 공정성을 침해할 수 있
는 제도들을 도입한다면 어떻게 될까?
물론 재판의 공정성 침해를 의도하는 사법개혁은 없겠지만, 의도와 무관하게 그런 결과
를 야기할 가능성이 적지 않은 제안들은 최근에도 계속되고 있다. 예컨대 법관선거제26)를
도입할 경우 과연 재판의 공정성이 강화될 수 있을까?27) 또한 개헌특위 자문위원회 사법
부분과에서 발표된 사법평의회28)가 재판의 공정성확보에 도움이 될 것인지도 의문이다. 법
관인사와 대법관 후보자 추천, 사법정책의 수립 등 막강한 권한을 갖는 사법평의회가 법원
외부에 설치된다는 것은 사법부독립과 관련하여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사법부독립의 요청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사법부의 의사에 반하는 사법개혁이 곧 사
법부독립의 침해라고 볼 것도 아니다. 그러나 사법개혁의 결과가 사법부독립의 침해로 나
타나서는 안 될 것이다.29) 그것은 재판의 공정성 강화라는 사법개혁의 목표에서 오히려 멀
23) 그러므로 공정한 재판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크게 대두될 때, 사법부독립을 이유로 재판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사법개혁을 거부할 수는 없다. 이는 사법의 본질에 반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오히려 사법개혁과 사법부독립은
같은 목적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때로는 사법개혁을 통해 사법부독립을 강화하는 것이 재판의 공정성
확보의 첩경일 수도 있다. 이에 관하여는 장영수, 앞의 글(주 10), 280쪽 이하 참조.
24) 과거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에서의 사법개혁은 사법부의 강한 반대로 이해 용두사미 내지 절반의 성공으로
끝났다는 평가들이 나오는 것도 이런 시각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에 관하여는 한상희, 사법개혁, 좌절과 실패의
역사 -사법개혁에 대한 평가와 과제-, 민주법학 제50호(2012.11), 271-303(281이하)쪽 참조.
25)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1/23/2010012300044.html 최종방문 2017.7.3.). 이
용훈 전 대법원장이 “사법권 독립은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제1 조건"이며 "국민의 신뢰 없이 사법권 독립을
외치는 것은 독선”이라고 말한 것(http://www.chosun.com/ site/data/html_dir/2009/04/21/
2009042101417.html 최종방문 2017.7.3)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될 수 있다.
26) 법관선거제에 관하여는 김명식, 사법권독립과 민주주의의 조화 -미국의 州법관선거제도에 대한 찬반논쟁을 중심으로
-, 미국헌법연구 제22권 제2호(2011.8), 1-28쪽; 최선⋅이지문, 법관 선임제에 대한 비판적 검토: 사법권 독립과
민주적 정당성을 중심으로, 연세대 동서연구 제26권 제2호(2014), 143-168(154이하)쪽; 최유경, 법조일원주의
법관임용방식으로서의 법관선거제도 -미국 주(州)법관선거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중심으로-, 홍익법학 제15권
제1호(2014), 411-446쪽 참조.
27) 대학총장 직선제도 사실상 실패로 끝난 상황에서 법관선거제가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는 기대하기 어렵다. 일반국민이
법관을 선출한다는 것은 –그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 등을 고려할 때-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법관들이
선거를 통해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선출하는 것도 법원 내에 계파를 낳고, 선거운동을 낳고, 불필요한 갈등을
양산하게 될 우려가 매우 큰 것이다.
28) 이에 관하여는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19204 (최종방문
2017.7.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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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Ⅲ. 사법평의회 제안의 개요와 문제점
1. 사법평의회의 구성방식
개헌특위 자문위원회의 사법부분과에서 제안한 사법평의회는 프랑스 등의 제도를 모델
로 한 것이다. 이 제도는 법원 외부에 강력한 권한을 갖는 사법평의회30)를 구성하고, 사법
평의회로 하여금 법원인사를 비롯한 법원의 중요한 정책들을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사법비
리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개헌특위 자문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사법부분과에서 제안한 사법평의회는 16인의 위
원으로 구성된다. 8인은 국회에서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하고, 2인은 대
통령이 지명하며, 6인은 법관회의에서 선출한다. 그리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의 임기는 6년이고, 연임할 수 없으며, 법관직의 겸직이나 정당가입 등이 금지된다.
또한 퇴임 후 대법관이 되는 것도 금지된다.31) 이러한 사법평의회 제안의 취지는 다음과
같이 설명되고 있다:32)

● 현행 대법원장은 제왕적 대법원장으로 평가되고 있음. 대법원장이 최고 사법권의 수장이자 사법행
정권의 수장이라는 이중적 지위를 향유하고 있어서 권력독점 현상, 법관관료화 현상이 발생하고

29) 사법부의 의사에 반하는 사법개혁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첫째, 주권자인 국민의 요구에 따른 것이며, 둘째, 개혁의
결과 사법의 공정성 및 그 전제로서의 사법부독립이 개선될 경우에는 그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조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정당성을 주장하기 어려운 것이다.
30) ‘사법평의회’라는 명칭과 관련하여 ‘평의회’ 개념은 합의성, 숙의성 및 민주성을 표현하기에 적당하며, ‘사법행정위원
회’라는 명칭은 행정부의 위원회라는 왜곡된 인상을 줄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관하여는 국회헌법개정특별위
원회 자문위원회,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보고서, 2017, 385쪽 참조.
31)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보고서, 2017, 384쪽: 조문시안
제110조의2
③ 사법평의회는 국회에서 재적의원 5분의3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하는 8인, 대통령이 지명하는 2인, 법률이
정하는 법관회의에서 선출하는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⑤ 위원은 법관을 겸직할 수 없고,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위원은 퇴임 후 대법관이 될 수
없다.
⑥ 위원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⑦ 사법평의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32)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보고서, 2017, 38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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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법관들은 대법원장의 인사권 눈치를 보면서 사법권 행사에 실질적 위협을 받고 있음. 현행
대법원장제도는 사법권 독립을 오히려 심각하게 해치고 있음.
● 법관인사권 등 사법행정권을 분리, 독립하여 중립적인 헌법기관으로서의 사법평의회로 하여금 이
를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사법권력 독점, 법관관료화 현상을 해소함.

이와 관련하여 사법평의회제도 신설은 사법부내 권력분립을 성취하는 것이며, 사법부
권력은 대법원, 헌법재판소, 사법평의회로 3분 정립된다고 기술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제
도를 통해 대법원 및 대법원장은 최고사법권 행사에 전념하도록 하며, 하급심에서의 전관
비리를 현저히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33)
그러나 개헌특위 자문위원회 사법부분과 내에서도 사법평의회 신설에 대한 반대의견들
이 제시되었다.
조정찬 위원은 사법평의회 내에서 국회 선출 위원들이 반수를 점하는데, 결국 위원 선
출에 있어서 원내 정당들의 몫을 인정하는 결과가 되고, 이는 국회의원들이나 정파의 비장
이 법관인사 등에 반영될 소지가 크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사법행정사무를 사법평의회
가 담당하는 것도 호선에 의해 선출되는 위원장이 사무기구를 장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적절치 않다는 주장을 논거로 반대의견을 제시하였다.34)
권오창 위원은 개정시안과 같은 방식의 사법평의회를 구성할 경우 -국회와 대통령이
선출하는 위원들은 정치적 영향력 하에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법원이 정치적 영향을 받
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로 인하여 재판의 독립이 흔들릴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
렇게 정치적으로 구성된 사법평의회가 법관 인사 전반에 관여하는 것은 법관의 지위 내지
신분이 정치세력에 의해 흔들릴 수밖에 없으며, 나아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영장전담판사
등과 같은 주요 보직은 여야 나눠먹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표시하였다.35)
여운국 위원도 사법평의회에 대해 반대하면서 정치권이 다수(16인 중 10인)를 점하는
사법평의회에 법관에 대한 임명⋅파면권를 포함한 사법행정권을 부여하는 것은 사법권독립
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것으로서 유신헌법 쪽으로 회귀하는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법관인사
권을 사법평의회에 부여할 경우 사법의 정치화가 가속화될 것이며, 사법부의 위상이 더욱
33)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보고서, 2017, 385쪽.
34)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보고서, 2017, 388쪽 이하.
35)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보고서, 2017, 391쪽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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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아짐으로 인하여 삼권분립의 형해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36)

2. 사법평의회의 권한
개헌특위 자문위원회 사법부분과의 개정시안에 따르면 사법평의회의 권한은 법관의 임
용, 전보 내지 징계, 법원의 예산 및 사법정책수립 기타 법률이 정하는 사법행정사무이며,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37)
이는 사실상 재판을 제외한 모든 중요한 사항은 사법평의회에서 결정한다는 것과 다르
지 않다. 인사, 재정, 정책, 행정사무를 모두 사법평의회의 권한으로 한다는 것은 판사들은
사법평의회에서 만들어 놓은 조건을 그대로 수용하면서 재판에만 전념하라는 것을 의미하
는 것이다. 그런데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재판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올바른 방
향인지가 문제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권한을 부여한 취지에 대해 개헌특위 자문위원회 사법부분과 보고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 사법평의회는 법관인사권을 포함한 사법행정 권한 전반을 관장함.
● 법관인사권의 경우, 1. 대법관의 선출, 2. 일반 법관의 임용, 전보 및 징계에 관한 권한을 관장함.
● 대법관 선출 권한에는 사법평의회 재적위원 5분의 3이상의 찬성에 의한 가중다수결 및 국회 동의
권에 의한 견제장치를 둠.
● ‘일반 법관 전보’권한은 ‘각 법원에서의 법관의 사무분담 및 사건 배당’권한과 엄격히 구분됨. 후자
의 사법행정권은 개개 법원 내부의 권한임(UN 사법부의 독립에 관한 기본원칙 제14조). 위 권한
은 사법평의회가 아니라 각 법원의 판사회의가 자율적으로 행사하여야 함.
● ‘일반 법관의 징계’에 관한 사항은 별도 항목에서 논의됨.
● ‘일반 법관의 승진’은 헌법규정의 내용에서 제외하였음. 법관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법관의 승진제
도를 두지 않을 것을 권장함.
● 사법평의회가 행사하는 사법행정권과 개개 법원이 행사하는 사법행정권의 구분은 입법적 규율에
의함. 현행 법원조직법 및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에 의한 규율을 통하여 비교적 쉽
게 구분될 것임.
36)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보고서, 2017, 393쪽 이하.
37)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보고서, 2017, 384쪽: 조문시안
제110조의2
① 법관의 임용, 전보 내지 징계, 법원의 예산 및 사법정책 수립 기타 법률이 정하는 사법행정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법평의회를 둔다.
② 사법평의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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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평의회는 전국적 통일성이 필요한 사법행정 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게 될 것임. 현행 법원
조직법 제19조에서 법원행정처 권한으로 규정되어 있는 ‘회계⋅시설⋅통계⋅송무(訟務)⋅등기⋅
가족관계등록⋅공탁⋅집행관⋅법무사⋅법령조사 및 사법제도연구에 관한 사무’에 관한 권한, 사법
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양형위원회 등에 관련된 권한 중 입법적
으로 규정하는 일부 또는 전부의 권한을 행사하게 될 것임.
● 사건의 접수처리⋅참여⋅기록 및 문서의 작성처리와 기록⋅부책의 보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현행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을 통하여 규율되는 사항은 개개 법원의 사법행정권한임.
● 대법원규칙제정권을 사법평의회로 이관함으로써, 사법정책 수립 및 구현을 전문화할 수 있도록 함.

이에 대해 권오창 위원은 대법원장⋅법원행정처가 가지고 있는 사법행정권한을 적절히
분산하지 않고 사법평의회에 그대로 넘기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법원규칙까지도 대법관회
의가 아닌 사법평의회가 제⋅개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은 종래 법원행정처가 가지
는 권한보다 큰 것이며, 개헌의 시대정신인 분권에 거스르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38)
그러나 사법평의회 안에 반대하는 사법부분과의 위원들 중에서 권오창 위원 이외에는
권한의 크기에 대해서 직접적인 비판을 표시하지 않고 있다. 그것은 사법평의회의 구성 자
체에 대해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명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권한에 대해서까지 추가적인 비판
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지 못한 탓도 있겠지만, 사법평의회의 권한 문제의 심각성은 결코
구성 방식의 문제보다 가볍지 않다는 점은 간과되지 말아야 할 것이다.

3. 사법평의회에 대한 비판
사법평의회 제안이 공개되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이 매우 날카롭게 전개되었다. 그런 논
란 속에서 사법평의회의 문제점에 대한 비판은 대부분 -개헌특위 자문위원회 사법부분과
내에서의 반대의견들처럼 - 사법부독립에 대한 침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물론 사법부독
립의 침해가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사법평의회 도입에 대한 비판은 보다 넓은
시각에서 정리될 필요가 있다.
첫째, 사법평의회 제도의 현실적합성 자체에 대해 비판되어야 한다. 일부 유럽 국가들
에서 이용되고 있다는 주장만으로 그 정당성 내지 적실성이 인정될 수는 없으며, 유럽과는
다른 우리의 사법현실에 과연 적합한 것인지가 문제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39) 예컨대 판
38)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보고서, 392쪽.
39) 유럽 국가들에서 사법부 독립은 나라에 따라서 매우 상이한 역사를 갖고 있다. 예컨대 법의 지배를 가장 먼저
발전시켰던 영국은 EU의 요구에 따라 2009년 대법원을 설립하기 이전에는 상원의 법관귀족들이 최고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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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토호세력화를 우려하여 수도권과 그 밖의 지역을 나누어 주기적으로 임지를 바꾸고
있는 현행 제도 하에서 판사들의 인사를 사법평의회의 권한으로 한다는 것이 유럽 국가들
과는 얼마나 다른 파급효를 갖게 되는지가 고려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사법평의회의 구성방식이 정치권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할 수 있는 것이어서 사법
부의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는 매우 심각하다. 16인의 위원을 국회에서 8
인, 대통령이 2인, 법원에서 2인을 선출한다는 것은 사법평의회의 구성과 활동에 정치권의
영향력이 매우 강력해짐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40) 결국 법원에서도 정치권의 눈치를 더 많
이 보아야 하는 상황을 초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 사법평의회의 권한이 지나치게 방대한 반면에 이에 대한 통제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권한의 오남용에 대해 무방비라는 문제가 지적될 수 있다.41) 과연 사법평의회
위원들은 - 개정시안에서 규정한 것처럼 사법평의회 위원들은 대법관이 될 수 없도록 하는
것만으로 - 모두가 사심 없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권한을 행사할 것이라고 신뢰할 수 있
을지는 매우 의문스럽다.
그 밖에도 사법평의회 위원들의 전문성 확보 및 16인이라는 적지 않은 위원들의 협의
및 결정 절차의 문제,42) 사법평의회가 법원과 어떻게 호흡을 맞출 것인지의 문제, 사법행
정 전반을 담당하는 사법평의회 산하의 사무조직은 어떻게 구성할 것이며, 기존의 사법행
정 담당기구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 등의 문제들도 무수히 많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들은 본질의 문제라기보다는 운용과정의 기술적 문제들로서 - 비록
시간과 비용이 상당히 소요될 것은 분명하지만 - 해결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
기 때문에 여기서 더 이상 깊이 들어가 문제를 제기하지는 않고자 한다. 하지만 이런 문제
들의 해결과 관련하여서도 비례성 판단이 요구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기능을 했고, 나름의 긍정적 평가를 받기도 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영국의 제도를 추종할 수는 없는 것이다.
40) 이렇게 구성된 사법평의회는 -독립성 확보를 위해 국회 밖에 설치하면서도 국회에서 추천한 위원들로 구성되어
그 위원들이 여당과 야당의 입장을 대변하였던- 선거구획정위원회처럼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41) 예컨대 대법원장, 대법관을 비롯한 판사들은 탄핵소추의 대상이지만, 사법평의회 위원들에 대해서는 그런 통제도
도입되지 않고 있다. 또한 탄핵소추의 대상으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통제의 실효성이 확보되기 어려우며,
사법평의회가 잘못된 결정을 내릴 경우에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외부적 통제가 존재하기 어려운 구조인 것이
문제이다.
42) 의결권을 갖는 대부분의 중요 국가기관들이 9인 또는 7인 정도로 구성되는 것도 이러한 의결절차의 효율성을
고려한 것이다. 사법평의회제도를 채택한 유럽 일부 국가들의 경우 위원의 숫자가 많다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도
위원의 숫자가 많아야 한다는 직접적인 논거는 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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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대법원 및 대법원장의 권한에 대한 개헌의 필요성과 방향
1. 이른바 제왕적 대법원장에 대한 비판과 그 파급효
최근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표현을 패러디하여 ‘제왕적 대법원장’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
하고 있다.43) ‘제왕적 국회의장’이나 ‘제왕적 헌법재판소장’이라는 말은 듣기 어려운 것을
보면, 대법원장이 적어도 국회의장이나 헌법재판소장에 비해서는 제왕적 지위에 있다는 점
이 많은 공감을 얻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대법원장이 - 법원조직 내에서 - 제왕과 같이 군림하는 지위에 있다고 평가되는 것은 주
로 두 가지 요인에 기초한 것이다. 하나는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의 관계가 수평적 관계가
아닌 수직적 관계라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 특히 법관들의 인사에
관한 권한을 장악하고 있음으로 인하여 대법원장과 일반법관들의 관계 또한 수직적 관계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헌법과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대법원장이 법원 전체를 지배하지는 못한다. 사법부 독립
의 원칙에 따라 모든 법관은 재판상 독립이 인정되며, 대법원장이라 하더라도 재판에 관여
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법관의 인사에 대한 권한을 이용하여 사실상 대법원장이 법원 전
체를 지배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은 사법행정권을 대법원장과 함께 행사하는 대법관
회의 및 법원행정처가 대법원장의 수족이 되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다.
대법관회의가 대법원장에 대한 통제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은 -법원 내부에서의 서열문
화44)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되지만- 대법관들이 대법원장의 임명제청에 의
해 선임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45) 최근 대법관추천위원회에 의해 대법원장의
임명제청권이 제약되는 점도 있으나, 대법원장이 최종 결정권을 행사한다는 점은 달라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43) 예컨대 곽노현, 대법원장의 제왕적 권력, 이대로 좋은가 - 진행 중인 사법 파동의 경위와 의의, 그리고 전망,
가톨릭 평론 제11호(2017.9), 88-101쪽 참조.
44) 법원 내부에 서열문화에 관하여는 김도현, 한국 법관의 커리어 패턴 분석, 법과사회 제31권(2006.12), 165-186쪽
참조.
45) 이 점에서 대법원장의 지위와 헌법재판소장의 지위가 비교될 수 있다. 대법원장은 대법관들의 임명을 좌우하는
상위의 지위인 반면에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관 중에서 선출되는 지위이며, 이른바 그들 중의 하나(one of
them)인 것이다.
또한 국무위원에 대한 임명제청권을 갖는 국무총리가 장관들에 대해 제왕적 지위를 갖지 못하는 것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국무총리의 임명제청은 사실상 대통령의 의중에 따른 형식적 제청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제왕적 대통령을
보좌하는 국무총리가 또 다른 제왕적 지위를 갖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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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의 인사에 관한 권한은 법원조직법 제17조와 제19조, 제25조의2에 따라 대법관회
의와 법원행정처 및 법관인사위원회의 권한에 속한다. 판사의 임명 및 연임에 관한 사항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46) 그밖의 법원의 인사 등에 관한 사항은 법원행정처와
법관인사위원회의 소관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대법관회
의가 사실상 대법원장의 영향력 하에 있을 뿐만 아니라 법원행정처도 대법원장에 의해 사
실상 장악되고 있고,47) 법관인사위원회의 구성에도 대법원장의 영향력이 강하게 작용48)하
는 상황에서는 법관의 인사 또한 대법원장의 영향력 하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처럼 대법원장이 제왕적 지위에 있을 경우에는 사법부의 독립에 대한 침해 우려가 높
아질 뿐만 아니라, 사법의 관료화 문제도 심각해진다. 따라서 제10차 개헌에서 이러한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요청된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49) 사법평의회 제안에 반
대하는 것이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증요법
으로서의 사법개혁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사법개혁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서는 제왕적 대법원장의 문제를 해소하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2.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관계의 조정 및 대법관회의의 위상 강화
사법평의회와 같은 외부 기관이 법원의 인사와 재정, 사법정책과 사법행정을 결정하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을 심각하게 훼손시킬 수 있다. 그렇다고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를 유지
시키는 가운데 국민을 납득시키는 사법개혁을 추진하는 것도 어렵다. 그렇다면 사법부 내
부에서의 역할 조정 내지 위상 변화를 통해 대법원장의 지위를 더 이상 제왕적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대법원장 및 대법관의 임명방식을 개선하는 것이다.50) 대
46) 법원조직법 제17조(대법관회의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법관회의의 의결을 거친다.
1. 판사의 임명 및 연임에 대한 동의
2. …… (이하 생략)
47) 법원조직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대법원장은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며, 사법행정사무에 관하여 관계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이러한 대법원장의 권한 행사를 보조하는 역할을 하며, 법원행정처
장을 비롯한 법원행정처 인사도 대법원장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그 영향력은 절대적이다.
48) 법원조직법 제25조의2에 의해 구성되는 법관인사위원회는 대법원에 설치되며, 법관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한다. 그런데 위원의 임명권이 대법원장에게 있기 때문에 법관인사위원회 또한 대법원장의 영향력 하에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49) 즉, 사법개혁의 필요성 자체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기 어려우나 어떤 방법과 내용으로 사법개혁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것이다.
50) 이에 관하여는 장영수, 대법관 선임방식의 헌법적 의미와 개선방향, 고대법대 100주년 기념논문집(2005),
21-39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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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령이 대법원장 및 대법관을 임명하는 것은 -비록 행정부 수반의 지위가 아닌 국가원수
의 지위에서 행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삼권분립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미국처럼 연방대법관이 종신직이고, 대통령이 임기 중에 연방대법관을 한 명도 임명할 기
회가 없는 경우도 드물지 않은 국가와는 사정이 다른 것이다.
가장 바람직한 개선방향은 대법원장 및 대법관의 임명에 대해 대통령의 권한을 형식화
하는 것이다. 국회의장의 경우처럼 법관들의 선거에 의해 대법원장 및 대법관을 선출하는
방식은 법원의 정치화를 야기할 우려가 적지 않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으며, 독립된 추천
위원회에서 추천하고,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이 가장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51) 그동안 개헌을 통한 사법부 구성의 변화와 관련하여 이러한 주장들이 가장 많은
선호를 보이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될 수 있다.52)
이러한 선임방식의 변화를 통해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 현재의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
판관의 관계와 유사하게- 일정한 대등성을 확보할 경우에는 대법관회의의 역할 내지 위상
이 크게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53) 대법관의 숫자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에 따라서 대법
관회의의 운영방식 등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대법관회의가 사법정책 및 사법행정의 실질
적인 의결기구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해야 한다는 점은 달라지지 않는다. 또한
고등법원에서 대법관회의에 대표자를 파견하여 -의결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의
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3. 법관 인사의 중요성과 그 객관성⋅합리성 보장 방안
사법개혁과 관련하여 끊임없이 제기되는 쟁점의 하나가 법관인사의 객관성⋅합리성의
확보이다.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는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이 법원 내외의 영향력으로부터
독립되어야 하는데, 법관 인사의 객관성은 개별 재판에 대해 법원 내부에서의 영향력이 미
치지 않도록 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다.
그동안 사법부 내에서 인사상 불이익에 대해서는 각종 의혹들이 제기되었다. 대법원의
입장에 반하는 이른바 소신 판결을 한 판사가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았다는 주장이나, 특정
한 연구모임에 소속한 판사들에 대해 탈퇴 압력 등이 가해졌다는 주장54) 등이 나왔고, 최
51) 이러한 선출방식은 한편으로는 대통령과 국회의 관여를 통해 민주성을 확보하되, 다른 한편으로는 독립된 추천위원회
를 통해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52) 최근 국민주권회의나 대화문화아카데미 등의 시민단체에서 마련한 개헌안에서도 이러한 내용이 제안되고 있다.
53) 즉, 대법관회의를 대법원장이 일방적으로 주도하지 못하게 되면, 다양한 변화가 나타날 수 있으며, 법원조직법을
개정하여 대법원장의 권한을 일부 축소하고 대법관회의의 권한을 확대할 경우에는 더욱 그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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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에는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 사건55)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라는 말도 있듯이 어떠한 공적 기구에서도 인사의 중요성은 예
외가 아니지만, 법관 인사의 문제는 법관의 독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는 곧 재판
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침으로 인하여 사법에 대한 신뢰와도 직결된다. 그렇기 때문에 법관
인사의 객관성과 합리성 보장은 법원 내에서 스스로 만족하는 선이 아니라, 국민들이 납득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 것이다.
법관 인사의 개선에 있어서는 단기적인 대책과 중장기적인 대책이 구분되어야 한다. 있
다. 단기적으로는 법관 인사에 법원 내외의 영향력이 작용한다는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 우
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법관 인사의 기준과 절차를 투명하게 하고,
당사자는 물론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도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
다.56)
그리고 중장기적인 법관 인사 개선방안으로는 법관의 승진제도 및 순환보직을 점차 줄
여나가는 것이 필요하다.57) 이를 통해 한편으로는 법관들의 전문성을 높이고,58) 다른 한편
으로는 법관의 인사에 법원 내외의 영향력이 미칠 수 있는 가능성 자체를 차단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이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법관들이 지역의 토호들과 유착되지 않도록 하는
통제장치의 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59)

54) 우리법연구회 또는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의 판사들이 억압을 받았다는 주장은 오래 전부터 제기되었다.
55) 판사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하여는 최근까지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관하여는 http: //news.chosun.com/
site/data/html_dir/2018/01/22/2018012202134.html (최종방문 2018. 1.20); http://news.khan.co.kr/
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1222245005&cod e=940301 (최종방문 2018.1.20) 참조.
56) 반면에 이를 일반국민들에게 공개하는 문제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57) 법관의 승진제도와 순환보직이 인사권자들이 법관을 통제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재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58) 특히 민사부와 형사부, 행정법원, 특허법원 등을 순환하면서 재판하는 것은 전문성의 제고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은 이미 오래 전부터 있었다.
59) 이러한 전제를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당장 법관인사제도를 변경하는 것은 사법에 대한 더 큰 불신을 야기할
수도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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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사법개혁과 전관예우
1. 전관예우에 대한 조문 시안과 그 배경
개헌특위 자문위원회의 사법부분과에서 사법평의회와 더불어 가장 비중 있게 제안한 것
이 전관예우의 금지에 관한 헌법조문의 신설이다.

제106조 ③ 퇴직 대법관 및 법관의 변호사 업무수행에 관하여는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
※ 제112조 ④ 퇴직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변호사 업무 등에 관하여는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

전관예우의 문제점, 특히 법조계의 전관예우가 국민의 사법불신에 얼마나 심각한 영향
을 미치고 있는지를 고려할 때, 전관예우의 금지를 위해 퇴직 대법관 등에 대하여 변호사
업무의 수행을 제한하는 것도 가능한 대안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를 헌법에 명
시하는 방법으로, 그것도 개헌특위 자문위원회 사법부분과의 조문 시안과 같은 내용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는 의문이다.
이러한 조문 시안의 취지는 다음과 같이 설명되고 있다.
● 퇴직 법관의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변호사 업무수행을 제한, 금지하는 입법이 제안되는 경우, 직업
의 자유권 침해라는 위헌성 시비가 늘 제기되었고, 이로 인하여 관련 입법이 지체, 변형 내지 저지
되어 왔음.
● 전관비리를 강력하게 통제하고, 사법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자 함.
● 법관의 전관예우 금지 입법에 대한 헌법적 근거를 명시하여, 위헌성 시비를 차단함.

이러한 다수의견에 대하여 여운국 위원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입법이며, 법관인사
이원화 제도 등을 통해 법관들이 평생 긍지를 가지고 법관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함으로
써, 전관이 아예 발생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제도를 정비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
였다.60) 그밖에 조정찬 위원은 제도의 도입 자체에는 찬성하지만 대법원장, 검찰, 헌법연
구관 등에 대해서도 함께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61)

60)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보고서, 2017, 407쪽.
61)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보고서, 2017, 40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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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 의견이 3:3으로 팽팽하게 대립하였던 사법평의회 제도의 도입과 달리 전관예우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는 찬성의견이 압도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며, 그 이유는 법조계의 전관
예우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이 크게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개헌특위 자문위원회 사법부분과에서는 전관비리의 폐해는 퇴직 법관에 한정된 문제는 아
니나, 사법권 독립성이 특히 중요한 헌법상 가치라는 관점에서, 전관 법관에 대한 특별 규
정을 두는데 다수 위원이 동의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62)

2. 전관예우금지의 노력과 그 성과
전관예우 문제가 대두된 것은 이미 오래 전부터이다. 좋은 의미로 사용되는 예우라는
말이 전관에 대한 비정상적인, 불법적인 배려를 전관예우로 지칭함에 따라 그 의미가 변질
될 정도로 전관예우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부정적이다. 특히 최근의 진경준, 홍만표, 우
병우 등 법조계 인사들의 비리와 관련한 전관예우 의혹과 세월호 사건과 관련한 관피아 의
혹 등은 전관예우 문제를 가장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할 국가적 과제의 하나로 만들어 높았
다.
그동안 전관예우 문제의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제안들, 다각적인 노력들이 있었다. 전관
예우 문제는 사실상 현관들이 자신의 미래를 위해 보험을 드는 것이라는 인식 하에 이를
차단하기 위해서 전관과 현관의 접촉을 강력하게 통제하는 방안63)이 제안되었는가 하면,
평생법관제나 평생검사제를 도입하자는 주장,64) 심지어 판검사로 재직하던 법조인들의 변
호사 개업을 금지하자는 주장65)까지도 나온 바 있다.66) 법원에서도 전관예우의 해결을 위
해 변호사들의 판사실 출입을 제한하는가 하면,67) 연고관계가 있는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
62)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보고서, 2017, 407쪽. 이와 더불어
개헌특위 자문위원회 사법부분과에서는 공무원제도에 관한 헌법 제7조 내지 직업의 자유에 관한 제15조에서
퇴직 대법관 및 법관뿐만 아니라, 퇴직 공무원 전반의 전관비리에 대한 규제 내지 금지를 위한 헌법적 근거조항을
둘 필요에 대하여 검토를 요망한다고 기술함으로써 개헌특위 자문위원회 총강⋅기본권분과에 대해서 전관예우
문제의 포괄적 규정의 도입을 촉구하였다.
63) 서보학, 법조비리 근절방안 모색 -전관예우 방지를 중심으로-, 경희법학 제51권 제4호(2016.12), 233-260(251이
하)쪽.
64) 서보학, 앞의 글(주 64), 240쪽 이하.
65) 서보학, 앞의 글(주 64), 238쪽 이하; 송인호, 전관예우 해결 방안에 관한 입법적 고찰 -개업제한과 취업심사확대,
변호사단체의 역할 강화를 중심으로-, 홍익법학 제14권 제2호(2013.6), 413-437(422이하)쪽. 이와 관련하여
대부분의 학자들은 고위직 법관 등의 개업제한을 제안하는 반면에 대한변호사협회에서는 모든 판검사의 개업제한까
지 주장한 바 있다. 이에 관하여는 http://news1.kr/articles/?2696206 (최종방문 2018.1.20).
66) 그밖에 공수처의 설치,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등도 전관예우의 방지를 위한 대안으로 제시하는 견해로는 서보학,
앞의 글(주 64), 244쪽 이하 참조. 개업제한, 취업심사제도 확대, 변호사단체를 통한 통제를 주장하는 견해로는
송인호, 앞의 글(주 66), 419쪽 이하 법관 인사제도의 개선, 사법과정의 투명성, 객관성 제고, 법공동체의 확장을
통한 자율감시의 강화 등을 주장하는 견해로는 한상희, 헌법문제로서의 전관예우 방지, 헌법학연구 제17권 제4호
(2011.12), 91-134(123이하)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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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사건배당을 하지 않는68) 등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이제 전관예우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공식적인 주장에도 불구하고 대다
수 국민들은 여전히 전관예우가 존재한다고 믿고 있으며,69) 이른바 전관변호사들의 몸값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70) 더욱이 전직 판검사에 대한 법원의 솜방망이 판결71)
의혹은 전관예우에 대한 불신, 나아가 사법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결국 그동안의 전관예우 문제의 해결 노력이 성공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고, 그
에 따라 전관예우 문제는 현재진행형의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어떤 사회에서도 공직자들
의 인적 관계가 공직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는 나타나고 있지만, 우리나라 공직사회의
전관예우 문제는 서구의 선진국에 비해 그 정도가 매우 심각하다. 특히 법조계의 전관예우
에 대해서 다른 공직의 전관예우에 비해 더욱 민감하게 느끼는 것은 재판의 공정성과 직결
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라 할 것이다.

3. 전관예우금지를 헌법에 명시해야 할 것인가?
전관예우 문제의 해결을 위한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관예우에 대한 국민들은 우
려는 여전히 크며, 전관예우 금지를 위한 헌법규정 도입까지 논의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제 전관예우 문제는 일부 법조인의 일탈행위 수준이 아니라 국가의 근본을 바로잡는 문
제로까지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과연 전관예우금지에 관한 헌법규정을 둠으로써
얻는 것은 무엇이고, 잃는 것은 무엇인가?
최근 개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수많은 시민단체들과 이익단체들, 심지어 공공기
관들조차 헌법개정에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반영시켜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그
중에는 합리적인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적지 않다. 국민참여개헌이 이러한 모든
요구를 수용하는 것이 될 수는 없으며, 어떤 것이 헌법에 규정되어야 할 사항이며, 또 어떤
것은 법률로 규정하는 것으로 충분한지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헌법은 국가질서의 근간을 정하고 있는 기본법이며, 최고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에
67) 2007년을 전후로 전국의 법원에서 변호사의 판사실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 밖에서의 만남까지 통제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 실효성의 문제는 계속 제기되고 있다.

68) https://blog.naver.com/lawyerksu/220756000299 (최종방문 2018.1.20).

69) 최근 박정화 대법관 인사청문회에서 전관예우가 없다는 답변에 대해 의원들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납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전관예우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70) 다만, 최근에는 전관변호사들의 몸값이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보도도 있다. 이에 관하여는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7090566711 (최종방문 2018.1.20).
71) 최근 진경준 전검사장에 대한 법원의 일부 무죄판결 등에 대해 국민은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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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한다는 것은 그에 상응하는 중요성과 안정성을 전제한다. 실질적 의미의 헌법에 속하
지 않는 것들은 헌법에 규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72) 실질적 의미의 헌법에 속하는 것
이라 하더라도 시대적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것들73)은 법률로 규정
함으로써 개정을 용이하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전관예우의 금지가 과연 헌법적 중요성을 갖는 사항인가에 대한 평가는 엇갈릴 수 있
다. 헌법 제46조에서 국회의원의 의무로서 청렴의 의무, 국익우선의 의무, 이권개입금지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는 것74)처럼 전관예우의 금지를 법관의 의무로 명시하는 것은 -최근
전관예우 문제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사법불신의 중대한 원인이 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헌법적 중요성을 갖는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선언적 규정이 갖는 실효성의 한
계를 생각할 때 굳이 헌법에 명시하는 것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볼 수도 있다.75)
또한 전관예우의 금지에 관한 규정이 -개헌특위 자문위원회의 사법부분과에서 기본권

⋅총강분과에 (법관만이 아니라) 전관예우 금지에 관한 포괄적 규정의 도입을 촉구한 것에
서 나타나듯이- 사법부와 관련해서만 규정되는 것도 논란의 소지가 있으며, 법관 인사제도
의 개혁 등을 통해 전관예우의 문제가 서구 선진국의 수준으로 감소한 이후에도 이런 헌법
조항을 계속 존치시켜야 할 것인지도 문제이다.
이런 여러 가지 관점에서의 고려를 종합할 때, 전관예우의 문제가 헌법에 꼭 규정되어
야 할 사항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오히려 법률의 차원에서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안
을 마련하는 것이 헌법에 추상적인 원칙 하나를 삽입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할 것으로 보인
다.

72) 과거 바이마르헌법의 풍치조항이나, 스위스헌법의 도축조항처럼 실질적 의미의 헌법에 속하지 않는 규정들이
포함된 예도 있으나, 결국 개정을 통해 삭제되었고, 제3공화국헌법과 유신헌법에서 5⋅16쿠데다를 군사혁명으로
미화하는 문구를 헌법전문에 담고 있었지만, 그 역시 오래 지속되지 못했다.
73) 예컨대 정당제도, 선거제도, 국회를 비롯한 정부와 법원, 헌법재판소 등 국가기관의 구성 및 권한에 관한 사항은
실질적 의미의 헌법에 해당된다는 점에 이견이 없지만, 헌법에서는 가장 근간이 되는 사항만을 정하고, 구체적인
사항을 정당법, 공직선거법, 국회법, 정부조직법, 법원조직법, 헌법재판소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러한
탄력성의 요청 때문이다.
74) 이 조항은 1948년 제헌헌법에는 없었다. 1972년 유신헌법 제81조에서 국회의원의 지위와 특권의 남용 금지에
관한 규정이 도입되었고, 1980년 제5공화국헌법 제82조에서 현재와 같은 규정으로 개정되었던 것이다.
75) 1972년 유신헌법에 비해 1980년 제5공화국헌법에서는 기본권조항들을 대거 확장하였다. 그런데 신설된 조항들의
대부분은 형사소송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던 것을 헌법에 규정했을 뿐, 제도 자체가 새롭게 도입된 것은 거의
없었다. 그리고 이러한 형식적인 헌법에의 삽입을 통해 기본권보장이 실질적으로 강화되었던 것은 아니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전관예우의 금지를 법률이 아닌 헌법에 규정한다고 해서 그 실효성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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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사법의 민주성 확보와 사법 포퓰리즘의 경계선에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모두 국민의 인권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양자는 강조점
의 차이가 있으며, 양자의 역할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국가질서 전체가 혼란에
빠지게 된다. 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가 포퓰리즘이라 할 수 있다.
포퓰리즘은 국민 대중의 지지를 근거로 기존의 규범이나 체제를 무시하거나 쉽게 변경
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포퓰리즘을 대중적 인기에 영합하는 것으로 부정적인 평가
를 내리는 견해76)가 있는가 하면, 포퓰리즘의 전면적 긍정까지는 아니더라도 현대사회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또 하나의 시도로 평가하는 견해77)도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포퓰리즘이 대중적 지지를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근본가치에 대
해 명확한 입장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류 역사는 다수의 결정이 잘못된
경우를 드물지 않게 보여주었으며, 이러한 오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하여 다수결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근본가치에 대한 깊은 성찰을 하게 되었다.
그 결과 다수결의 정당성이 갖는 의미와 한계, 그리고 소수자의 보호가 과거와는 다른
의미를 갖게 되었는데, 포퓰리즘은 이러한 숙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향이 큰 것이다. 그
러므로 민주주의의 이름 하에 포퓰리즘을 추종할 경우에는 법치와의 충돌이 가장 심각한
문제로 등장하게 된다. 포퓰리즘이 한편으로는 인민주권을 내세우면서 민주주의의 실질화
를 지향하는 양상을 보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다수의 힘을 앞세워 기존의 절차와 규범을
무시하고 파괴하려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이다.
법치는 다수의 횡포로부터 소수자를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 인권이 제대로 보호되고 있
는지의 여부는 권력자 및 그 추종자들의 인권이 아닌 사회적 약자, 소수자의 인권이 제대
로 보호되고 있는지의 여부에서 확인된다는 점에서 법치를 통한 인권보장은 포퓰리즘과 충
돌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법치의 중요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위헌법률심판이
다. 다수의 지지를 받아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모여서 다시금 다수결로 제정한 법률
76) 김우택, ｢라틴 아메리카의 경제적 포퓰리즘 : 정치경제학적 접근｣, 디지털 시대의 민주주의와 포퓰리즘(2004),
167-189쪽; 김일영, ｢민주화, 신자유주의적 포퓰리즘, 그리고 한국 :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을 중심으로｣,
디지털 시대의 민주주의와 포퓰리즘(2004), 190-224쪽; 서병훈, ｢포퓰리즘과 민주주의 : 플라톤의 딜레마｣,
디지털 시대의 민주주의와 포퓰리즘(2004), 225-255쪽.
77) 홍윤기, ｢포퓰리즘과 민주주의 : 한국사회의 포퓰리즘 담론과 민주주의 내실화 과정을 중심으로｣, 디지털 시대의
민주주의와 포퓰리즘(2004), 284-3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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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헌법적 가치에 반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무효화시킬 수 있는 것이
다.
그러므로 법치는 포퓰리즘의 위협으로부터 민주주의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방어기재이
다. 그런데 법치의 보루인 사법이 포퓰리즘에 빠질 경우, 법치 자체와 무장해제될 수밖에
없다. 이번 개헌특위 자문위원회 사법부분과에서 제안한 사법평의회나 전관예우에 관한 조
항을 헌법에 신설하는 것에 대해 우려가 큰 것은 바로 이러한 사법 포퓰리즘의 색채가 강
하게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사법의 민주화가 중요한 헌법적 가치라는 점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것이
재판의 공정성이라는 사법의 본질에 우선하는 것이라 볼 수는 없으며, 더욱이 사법의 민주
화라는 이름으로 사법 포퓰리즘이 득세하게 될 경우에는 사법의 기능 약화, 나아가 국가작
용의 객관적 기준의 상실까지도 야기될 수 있다. 이러한 우려 때문에 사법평의회의 도입에
반대하고, 전관예우금지조항의 신설에 우려를 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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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에 따른 독립 심판의 본질과 기능
대한민국 헌법상 “법관”은 재판받을 국민의 권리 보장(헌법 제27조)에 있어서 핵심적
역할을 하는 헌법 기관이다. 법관이 이런 재판을 하기 위한 준칙은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의할 것이다(헌법 제103조). 하지만 현실의 재판에서 법규범의 해석과 사실판단에 있어서
는 상당한 “열린 공간”이 존재한다. 그 때문에 법관에게는 사건의 해결에 있어서 재량의 여
지가 주어져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법관이 내리는 어떤 결론도 외형상 형식적으로 규범에 따른 것이라는 이유 하나
만으로는 모두 정당시될 수는 없다. 이 대목에서 헌법은, 법관은 심판을 함에 있어서 헌법
과 법률에 의하되 추가로 “양심”에 따를 것을 요청한다. 여기서 말하는 양심은 비겁한 타
협, 자의나 즉흥, 변덕, 졸속에 따른 속단, 고정관념과 편견에 매몰된 판단 같은 심적 상태
와는 거리를 가진 반대 측 정신세계를 일컫는 말이다. 이 “양심”이라는 말에는 어쩌면 神만
이 알고 있는 사건의 실체적 진실과 승복 가능한 정의로운 결론을 얻기 위한 과정에서 겪
게 될 심각한 심적 갈등과 고심을 상정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강고히 견지해야 할 중립적
이면서도 공정, 청렴한 전문가 직업 윤리적 결단이 배경에 깔려있는 것이다. 그리고 심지
어는 자기 자신과의 처절한 투쟁을 통한 자기 극복도 불사해야 하는 용기를 때론 필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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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고민하는 인간의 연약함은 때때로 이 고민을 중단하거나 피하고 싶고 누구에겐
가 의지하고픈 충동을 갖게 된다. 이 대목을 기다렸다는 듯이 그렇기 때문에 헌법은 여기
서 그치지 않고 끝에 한 가지를 더 요구한다. 이처럼 인간적인 심적 곤궁과 유혹을 느끼는
때에도 헌법은 반드시 “독립”하여 심판할 것을 원한다. 재판 현장에서 같이 보고, 느끼고
기록검토를 공유한 재판부원이 아닌 한, 어느 누구와도 상의를 하거나 결론을 구걸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만일 이 독립 심판의 규칙을 어기고 재판에 관여하지 않은 제3자의 의
견을 최종 판단에 개입시킨다면, 또는 당해 재판 자체와는 동떨어진, 재판 외적인 정보에
의존하는 판단을 한다면, 이는 재판의 오염을 초래하는 일로서 위법, 위헌적 처사가 된다.
비록 그처럼 오염된 결론이 더 정의에 가깝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하물며 당해 사건에
서 어떤 결론이 더 정의에 근접한 것인지를 누가 어떻게 판정해 줄 것인지도 알 수 없는
노릇일 터에는 더욱 그러하다.
이러한 헌법적 요청을 의아해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다. 학자가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갖게 되는 학문적 고충과 논쟁거리들은 널리 학문 공동체의 심사를 거치면서 정리되어 간
다. 다만 자신의 판단에 기초가 된 데이터를 가감 없이 제공하여 재검증을 받을 열린 태세
를 갖추는 것이 긴요하다. 정치가가 한정된 자원을 두고 배분을 위한 정쟁을 벌일 때도 같
은 과정을 거칠 수 있다. 반대파의 의견일지라도 이를 무시하지 않고 널리 다수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구하면서 절충점을 찾아가다 보면 서로 다른 의견도 조화로운 결론에 수렴될
수 있다.
하지만 재판은 그 본질상 학문이나 정치의 장처럼 공개된 더 넓은 현장에서 광범위한
중지, 중론을 모을 수 없도록 되어있다. 그것은 법적 분쟁에 대하여 재판이 갖는 특수성에
서 기인하는 면이 있다고 하겠다. 극심한 이해의 대립 속에서 예민해져 있는 재판 당사자
의 입장에서는 재판 외적인 정보를 가지고 판단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당사자에게 예측 가
능성을 허무는 일이고 이는 판단 결과에 좀처럼 승복하지 못하게 되는 요인이 된다. 기실
당해 사건 담당 법관이 아닌 그 어느 제3자도(사건 당사자를 제외하고는) 이 사건에 관한
한 심리를 직접 담당한 법관보다 더 많은, 더 우량한 직접적 정보를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건 내용을 직접 심리를 통하여 알지 못하는 자가 더 정의로운 결론을 내릴 수는 없을 것
이라는 관념이 이 독립 재판의 준칙에 깔려있는 것이다. 그 때문에 이러한 독립된 심증 형
성 과정과 절차는 외적 정보의 오염을 차단함과 동시에 자기 자신의 내적 편견도 극복해내
기 위하여 매우 신중하면서도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는 다소간의 비효율을 감수해야 한다.
특히나 현재 재판의 전형적 모습인 대립 당사자적 구조를 취하는 소송절차에서는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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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을 치러야 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다. 이 때문에 절차적 정의를 지키는 것이 무엇보
다도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법관은 특정 분야에 특화되지 않은 세상만사를 두루 다 다루어
야 하는 제너럴리스트다. 하지만 법관은 심리절차를 운영의 묘로 조화롭게 이끌어 나아가
스스로 최우량 정보를 확보하는 기법을 통달해야 한다는 점에서, 판단과 의사결정 분야에
있어서는 최고로 숙달된 전문가의 전형적 모델이 되어야 한다.
그 때문에 재판절차를 거치기 이전의 상태와 그 절차를 완결된 상태에서의 판단은 질적
인 취급을 달리하는 것이다. “선입견, 편견”을 영어 단어로는 “prejudice"라고 표현된다.
즉 ”judicial process“를 거치기 이전인, 즉 prejudicial 상태에서 갖는 생각이 바로 (유해
한) 편견이라고 한다면, 그러한 편견을 극복하기 위한 사법과정은 어떤 내용으로 채워져야
할 것인지 능히 짐작이 간다.
헌법은, 법관의 정의로운 판단은, 단지 법규범의 원칙에 따라 심판을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심리과정에서의 인간적 고뇌와 한계를 내적으로는 “양심”이라는 축으로 지
탱·보강하면서, 외적으로는 판단과 결단에서의 외로움을 “독립”이라는 축으로 극복하여
스스로를 판단의 유일무이한 주체로 삼을 것을 필요불가결한 요건으로 상정하고 있다고 하
겠다.
그러하므로 양심에 의거하지 않거나 또는 독립성을 상실하여 오염된 판단을 하는 것은
좋은 재판으로 평가될 수 없다는 것이 헌법적 결단인 성 싶다. 그렇기 때문에 사법적 판단
과 의사결정에 관한 헌법 구조 속에서는 특히나 독립성을 상실하여 재판 외적인 요인
(extra-legal factor)이 일부라도 개재된 판단은 그 궁극적 내용 여하를 떠나 좋은 재판의
요건을 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 맥락에서 재판의 독립은 좋은 재판을 위한 수단임과
아울러, 그 재판이 헌법적으로 상정하고 있는 좋은 재판이 되기 위한, 중요한 필요충분적
인 조건의 하나로 평가되어야 온당하다고 본다.
그렇다면 법치주의 하에서 양심에 따른 독립심판은 그 요건만 충족되면 반드시 언제나
좋은 재판, 공정한 재판, 정의로운 재판으로 직결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일은,
그러나 성급하다. 우리는 구체적인 사건에서 무엇이 좋은 재판인지 선험적으로 미리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유일하게 관념하고 인지할 수 있는 것은 그 결론에 이르는 방식과
절차뿐이다. 그 때문에 이 질문에 대하여 답을 바로 하지 못한다고 해서 양심에 따른 독립
심판이 그저 수단적 가치에 불과하다고 평가 절하해 버리는 것은 교각살우의 우를 범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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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라고 생각한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독립 심판의 가치를 중시할 때, 이 독립성을 유효하게 유지, 증진시
킬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법관의 독립, 법원의 독립, 사법의 독립, 사법행정의 독립 등 세
부 항목 목록들이 순차적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이 발표자의 소견이다.

사법조직 독립의 실질 가치
대한민국 헌법 제101조는 법원에 부여된 권한인 사법권의 귀속 주체와 법원의 물적 조
직, 법관의 자격을 언명한다.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사법권의 구체적 행사는
법원의 구성원인 법관의 재판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사법권의 행사를 위한 법원의 조직과
운영, 법관의 인사관리 등 행정사무를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규율이 필요하다. 헌법 제102
조 제2항은 그래서 대법원과 각급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하도록 한다. 나아가 대법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헌법 제108조).
이들 제도들은 민주주의의 삼권분립적 헌법 체제 속에서 사법부의 자율과 독립을 보장
해주는 것을 대전제로 한다.1) 민주주의는 단기적 효율성의 측면에서 다소 손해가 있는 듯
보이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 인류가 창안해 낸 여러 정치질서 중에서 가장 강력한 정치이
념으로 살아남았음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민주주의의 힘은 결국 주권자 국민의 창의와
자율적 책임의식에 근거한다. 그 때문에 민주주의적 정치이념을 가진 국가가 그렇지 않은
다른 국가와 대비하여 비교우위의 경쟁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민주주의의 중요
한 특징적 요소는 바로 삼권분립이다. 한 부문 국가권력의 전횡을 상호 견제와 감시를 통
하여 억제하고자 한 것이다. 민주 체제에서의 사법권력은 역사적으로 볼 때 가장 뒤늦게
분화된 권력이다. 그 분화는 소수의 절대권력자들의 전횡에 대하여 대다수 시민을 보호하
기 위하여, 혹은 다수파의 지배논리에 대하여 소수파를 아울러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
진되었다.
사법권력의 분립은 일견 국가권력의 결집을 저해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 면에서 권
력 비효율적 제도인 것 같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한 국가사회 내부의 다양한 가치관의 보
1) 이 부분 이하 논의의 전게는 김상준 외 2인, 대한민국 사법 60주년 기념 학술심포지엄 사법제도 편 주제발표,
사법부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상), 43면 이하의 내용을 재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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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그에 따른 자율성과 책임성 높은 민주국가의 강건성 유지, 민주사회의 수호능력 증진
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역설적으로 국가 경쟁력 강화라고 하는 권력 친화적 존재의의가 있
는 것이다. 사법부가 제 기능을 하고 있는 사회는 그래서 강한 사회인 것이다. 사법부의 건
강성을 유지․발전시키는 일은 우리 국가사회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 긴요한 일이다.
이 대목에서 반드시 미시적 시각에서 고려해야 할 것이 있다. 즉 소수파 보호, 다양한
가치관의 제시는 전체 조직으로서의 사법부가 마치 법원동일체 원칙처럼 똘똘 뭉쳐서 늘
이루어내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주목해 보아야 한다. 물론 사안에 따라서는 최고 정책법원
의 결단에 의하여 정책적 의견이 선행적으로 정리되는 일도 있겠다. 하지만 그 최종 결론
에 이르는 과정에서의 다양한 견해가 우선 개개의 법원, 법관에 의한 양심적 독립 심판들
의 축적을 거치면서 제시되고 후일 최고 법원에 의하여 최종 정리되는 것이 순로이자 자연
스러운 모습이다. 일견 이런 과정은 다소 혼란스러워 보일수도 있을 것이다.2) 그러나 그렇
게 다양한 견해의 분립을 통하여 상호 검증과 재검증을 거치는 한편으로, 소수파의 목소리
가 자연스럽게 전체 의견의 결집 과정을 거치면서 경청, 반영될 여지가 남겨져 있고 그 과
정에서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숙고가 뒤따르게 된다. 사법권력 분립제도 운
영의 궁극적 묘미는 개개의 재판, 개별 법관들의 --양심에 따른 독립 심판을 요건으로 한
-- 다양한 반역적 판단 속에 소수파의 “숨 쉴 통로”를 마련해 두는 지점에서 찾아야 한다.
그러므로 민주정치제도로서의 사법기능의 분화를 통한 견제와 균형은 헌법적 국가조직체제
의 큰 틀에서는 입법부, 행정부에 대응하는 사법부라고 하는 기관이 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실제적인 기능은 어디까지나 개별 법원(재판부) 구성원인 법관이 개인적인 고충과 희생
속에서 구체적으로 감당되어질 것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 맥락 속에서 견주어 볼 때, 법관의 개별 재판 독립의 문제는 사법부 조직의 독립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헌법 제도를 논의하는 장면에서도 그 제도적 보장을 실효성 있게 운영
할 수 있는 키워드로 이해되어야 한다. 만일 형해화된 권력분립 구조 아래 사법권력의 핵
심부가 의회나 행정부 권력에 의하여 좌지우지되는 것이 다반사인 체제 속에서 개개 재판
의 다양한 의견제시를 불온시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인 주류를 이루고 있다면, 다소 발칙해
2) 혹자는 판사마다 제각각 다른 결론을 제시하는 것이 사법 불신을 초래하는 원인이라고 비난하기도 한다. 그래서
하나의 통일된 결론을 유도하기 위하여 사법판단의 과정을 거치지도 않은 상태에서도 지침을 미리 만들고는, 판사들은
여기에 따라야 할 것을 강요하기도 했고, 심지어는 이러한 지침을 어기는 판사를 사찰하고 제재를 가하는 어처구니없는
시도가 종종 있어왔다. 앞으로도 그런 시도가 전무하다고 단정할 수 있을 것인지는 주저된다. 이런 설익은 지침은
때로는 소수파를 탄압하는 독재 권력이, 때로는 변덕스러운 사법당국의 최고책임자가, 심지어는 성난 군중의 함성을
등에 엎은 주류 여론, 언론이 주도하여 만들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언제나 머쓱할 정도로 실패했고 그
폐해와 위험성이 얼마나 많았던 것인지는 사법역사가 잘 증명한다.

발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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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 수도 있을 개별 재판의 위대한 반역을 통하여 궁극에는 일구어낼 민주사회의 건강미
는 찾아보기 어렵게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때문에 비록 사법권력이 비록 선출된 권력은
아니지만 사법부의 헌법적 존립 정당성을 갖는 것은 소수파의 의견도 짐짓 반영3)될 수 있
는, 개별 법관들에게 “양심에 따른 독립 심판”의 다양성과 자율성이 주어져 있다는 점에서
찾아야 할 것이고, 이 맥락에서 사법부와 사법조직의 독립 문제도 헌법 제103조가 천명하
는 독립심판의 원칙을 촉진하는 제도로서 의미있는 효능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 대목에서 심포지엄의 쟁점이 되기도 한 문제를 놓고 궁리하던 끝에 질문 거리가 생
겼다.

옛날 옛적 동화 속 어느 나라에 평소 제왕적 전횡의 기질이 있었던 법관이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사법부 최고 수장에 올랐다. 그에 추종하는 신하 그룹에는 아부꾼들만 득실거렸다. 그 수장의 변덕
스러운 심기를 거스르는 판결을 미리 막기 위하여 허다한, 말도 되지 않는 재판예규와 준칙을 시류
에 맞추어 시시때때로 만들고, 그에 따를 것을 법관들에게 요구하며, 이에 반항하는 법관들에게 불
이익을 가하는 정책을 일삼았단다. 그 때문에 비록 소수파이기는 하나 정당한 목소리를 내는 국민
들과 소통의 문제가 발생했다. 이 동화 나라 사법부는 물론이고 그 나라는 그래서 큰 신뢰와 존립
의 위기를 맞이했다. 우리는 이 동화 속 나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한 가지 선택을 할 수 있도
록 해결책을 고르라는 질문을 던진다.
[해결책1] 재판의 헌법적 본질과 사법 독립의 실존적 가치를 이해하는 사람을 사법부 수장으로 잘
골라서 그로 하여금 그런 시도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방도
[해결책2] 누가 수장이 되어도 다 마찬가지일 것이니 아예 헌법을 고쳐 수장의 권한을 빼앗는 대신
다수파가 득세하고 있는 의회와 정부 사람들이 위주가 된 일단의 사람들로 하여금 그 권
한을 맡도록 하는 방도

이 질문을 던졌더니 다시 이 선택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문 두 가지가 되돌아왔다.

[의문1] 선택지를 무심코 보면 [해결책1] 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손쉬운 방도인 것 같기는 한데, 정
말 그 나라에 사는 법관들은 재판의 헌법적 본질과 사법 독립의 실존적 가치를 이해하다가
도 누구든 수장만 되면 제왕적 전횡을 일삼는 사람으로 돌변하기는 하는 것인가요?
[의문2] 위 [의문1]에 대한 대답이 정말 그렇다면, 과연 다수파가 득세하고 있는 의회와 정부 사람
들이 위주가 된 일단의 사람들이 수장의 권한을 대행하면서도 소수파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자 하는 반역적 법관들을 그냥 놓아두는 아량 좋은 사람들인지는 또 어떻게 아나요?

3) 임지봉, 사법권의 독립: 미국과 우리의 비교를 중심으로, 사법개혁과 세계의 사법제도 I, 대법원 사법제도비교연구회
(2004), 9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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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의 자율성 문제
현재 대한민국 사법부는 관료 사법의 타파가 화두로 대두한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위
기 극복을 위한 길을 어디서 찾아야 할 것인지는 아직 그림이 잘 그려지지 않는 듯하다.
이럴 때 이웃 일본의 사법 역사 에피소드 읽기는 타산지석의 교훈을 얻는다는 측면에서 유
익해 보인다. 맥아더는 전후 일본 군국주의의 한 축이었던 관료 사법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관료 사법의 폐단은 군국주의를 온존케 하는 맹아였다. 이 패전국을 건전한 국제 질
서 속에서 자유민주주의국가로 재건시키는 데 중요한 축을 이루는 것이 사법개혁의 목표였
다. 맥아더 일본 사법개혁의 핵심은 ① 사법행정의 행정부로부터의 독립, ② 사법행정 의
사결정의 민주화를 위한 재판관회의의 신설, ③ 사법관료 배출의 온상이었던 career
system을 폐지하고 일정한 경력 이상의 법조인만을 재판관으로 임명하는 재판관 임용제도
의 개선 등이었다.
최우선적으로 손을 봐야 할 곳은 법원행정이었다. 행정부의 손에 맡겨져 있었던 법원행
정을 떼 내어 최고재판소 산하에 사무총국을 설립하고 이 기구로 하여금 법원의 살림을 맡
도록 했다. 군국주의 일본의 사법부가 권력에 맹종하면서 제 기능을 다 하지 못한 통로를
차단하고자 했던 것이다. 사법부의 인사, 예산 문제를 법원이 독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가는 사법부 독립의 수준을 알아보는 바로미터 중 하나다.4) 미국 연방법원의 법원행정이
행정부로부터 독립한 것은 1939년이었다.5) 여기에서 미국 연방법원이 예산, 회계, 재무
사무 등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었던 계기가 마련됐다.6) 맥아더는 이런 미국의 새로운 경험
4)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Human Rights in the Administration
of Justice: A Manual on Human Rights for Judges, Prosecutors and Lawyers(2003), 120 참조. 이에
대한 번역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실, 국제인권법과 사법, 국제인권법연구회(2014), 149 참조. 세계 인권선언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제10조, 시민적ㆍ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제14조 제1항 등에서 상정하고 있는 “법원의 독립”에는 기관의 독립
(Institutional Independence)과 사법행정의 독립(Independence as to administrative matters)이 포함되을
천명하고 있다. 최소한 법원 스스로 자기 고유의 행정과 일반적으로 법원 운영에 관한 문제를 다룰 수 있어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Tobin, R. W. (2004). Creating the judicial branch: The unfinished reform. iUniverse. p.53
6) 연방법원행정처는 연방사법회의의 감독과 지시를 받아 연방사법회의에서 결정된 사법행정 사항을 집행하는 기능을
한다. 대표적인 기능으로는 ① 연방사법회의 결정사항을 실행하며, 연방사법회의 위원회에 회의 기획, 일정 관리,
보고서 작성과 배포, 프로젝트 및 건의사항 개발을 지원하는 직원을 제공 ② 연방법원의 시니어 판사, 파산법원
판사, 치안판사(magistrate judge)를 포함한 약 2,000명 이상의 법관들에 대한 지원 ③ 중요 행정업무(인사,
경리, 급여)에 관련된 중앙관리서비스 제공 ④ 사법부 인사관리시스템의 실행과 평등고용프로그램(인종, 성별,
등)의 운영 감독 ⑤ 지역 예산운영에 관련된 예산지침의 개발과 예산 운영과 실행 ⑥ 처리사건 예상, 업무량 분석,
프로그램 교체에 대한 평가와 각 법원의 요구사항을 기준으로 한 자원 필요사항의 선정 ⑦ 입법과 관련하여 사법부에
대한 조언: 입법부과 사법부간의 연결점으로 활동 ⑦ 법원업무상황에 관한 자세한 통계의 수집과 분석 ⑧ 사법부의
홍보담당, 언론, 입법부와 국민들의 의문에 대한 대응 ⑨ 법원업무에 대한 새로운 방식 개발과 법원 직원들이
프로그램 실행과 운영의 개선을 위한 활동에 대한 지원 ⑩ 전산시스템와 기술의 개발 ⑪ 연방건물관리국(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과 합동하여 사법부의 시설과 활용공간의 건설과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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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일본에 이식하고자 한 것이었다.
그러나 전후 새롭게 출발한 일본 사무총국은 이러한 맥아더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움직
였다. 전쟁 전 사법 관료들이 고스란히 사무총국의 요직을 독차지하여 종전과 마찬가지의
관료제 사법을 온존, 발전시켰다. 조직은 독립됐지만 사람이 바뀌지 않은 것이다. 사무총국
의 전횡은 전쟁전보다 더 치밀하고 교묘해졌다. 그 사이 사무총국의 관료적 재판간섭에 반
대한 청법회 소속 판사들을 철저하게 탄압했다. 한편 재판관회의 역시 형해화된 채 실질적
인 의사결정 기구로서의 제 기능을 하지 못해왔다. 재판관 임용에 있어서도 10년 경력 제
한 임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교묘하게 판사보 제도를 도입해, 종전과 동일한 도제식 재판관
양성의 길을 온존시켰다. 이제는 마치 재판관 동일체의 원칙이라도 있는 듯이 하나의 몸으
로 움직이고 있는, 창백하게 굳어버린 일본 법원의 일면을 볼 때마다 숨이 막혀온다. 오늘
날 일본 법원이 “절망의 재판소”7)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데에는 이런 역사적 연유가 있다.
일본의 전례를 보면서, 사법관료화의 폐해 문제로 몸살을 알아온 우리의 법원도 남의
일 같지 않다는 느낌이 강하게 든다. 법원행정처의 비대화, 권력기관화, 엘리트 법관만에
의한 사법의 지배, 법원 경영 전문성 문제 등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되었다. 판사회의는 사
법파동과 같은 분란이 생길 때마다 실질적 기능의 회복 조치가 거론되었지만, 공염불에 그
친 것 같이 보인다. 소수 엘리트주의에 입각한 법관인사정책은 늘 과중한 업무부담 속에서
판사들을 허덕이게 만들고 있다. 예산편성과 재판관련 법 개정에 관한 자율권이 완전히 확
보되지 못하기 때문에 법원행정 담당자들은 늘 관련 행정부, 입법부의 심기를 살펴야 하는
어려움에 처해 있다. 그리고 언제부터인가 국회의 국정감사장에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기
획법관들이 들어와 개별, 구체적인 재판의 문제점을 놓고 추궁하는 질문에 답변을 준비해
야 하는 일들이 일상화, 당연시 되고 있다.
법원행정은 사법부의 주력 비즈니스인 재판사무 그 자체를 후방에서 지원하여 재판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인적, 물적 조력을 하는 것을 주된 임무로 한다. 그리고 조직으
로서의 법원 시스템은 재판 외적인 환경에서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을 수도 있는 개개의 법
관 재판 독립을 위해 외풍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러나 이런 사법 시스템에서 외
부 환경에 접점 구실을 하는 사법행정 담당자들이 이런 본연의 외풍막이를 하지 못하고 경
우에 따라서는 이런 외풍의 집중적 전달 통로로 기능을 하는 면이 없는 것은 아닌지 우려
되는 부분도 있다.
7) 세기 히로시, 절망의 재판소, 사과나무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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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사법행정은 그 본연의 모습을 어떤 방식으로 갖추어나가야 할 것인지 중지를 모아
야 할 시점에 이른 것이다. 사법부 파국이 초래된 지금, 어느 새 법원행정을 정치권 추천
인사들이 관여하는 사법평의회에서 맡겨야 한다는 헌법 개정안까지 나오게 됐다. 이 모든
일은 법원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한 데에서 자초한 위기다.

회한과 미래 전망
지금부터 10년 전, 발표자는 사법 60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 사법부의 미래 전망에 관
하여 다음과 같은 발제를 했다. 놀라운 일은, 그 10년 전에 우리 사법부가 처한 상황에서
단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한 연유로 하여, 지금 이 시점에서도 여전히 미래 전망은 동일한
말을 반복해도 그리 어긋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더 서글픈 일은 그 때 발표에서 혹시
잘못되면 어쩌지 하는 불길한 예감이 있었는데, 그런 불길한 생각이 어쩌면 현실화되었음
을 알게 되었다는 점이다. 미래를 다시 재조명하고 지난 시절에 대한 반성을 위하여 관련
부분을 재인용하는 것으로 이 발표를 마치고자 한다.

● 우리에게는 과거 권력에 의한 사법부의 장악, 법원 굴절의 아픈 역사가 있다. 최근 20년 들어
우리 사회의 민주화의 진통과정과 성숙을 거치면서 사법이 정치권력에 예속되거나 사법권의 독
립에 침해가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는 상당히 줄어들었다고 보인다. 그러나 반드시 앞으로도 이
러한 좋은 세월이 영구히 지속될 것이라는 보장은 반드시 없을 것이다.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
는 고도의 독립성은 민주화의 물결에 힘입은 외부적 정치환경과 지형의 변화에 의하여 주어진
것이라는 지적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사법부의 과거에 대한 반성의 노력이 ‘그때의 상황으로는
누구든 어쩔 수 없지 않았는가?’라는 논리 앞에서 순치되는 일 역시 우려할 만하다. 과거의 역
사를 돌아보고 교훈을 얻고자 하는 일은 미래에 반복될지도 모를 그러한 과거의 어두운 잘못을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당대의 왜곡된 논리로는 타당하다고 강변할 수 있었던
일도 반드시 후일 역사의 재점검에 의해 심판을 받고야 만다는 경계의 지표를 훗날을 대비하여
미리 세워둘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의 사법부가 국민적 지지와 신뢰 속에서 튼튼하게 성
장하기 위해서는 아픈 과거의 그늘진 곳들을 역사의 시각으로 재조명해 보아야 한다.
● 역사는 발전할 것이라는 우리의 미래 전망은 대단히 소중한 일이다. 그러나 그 발전은 단선적인
발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언제든 역사발전은 일정한 진보와 퇴보의 사이클 순환 속에서
고민스러운 흔들림을 보이며 이루어져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언제라도 기회가 있다면 사
법의 침해 현상은 다시 나타날 수 있다. 그 침범은 종전과는 다르게 더욱 조직적이면서도 세련
된 형태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미래 사법의 역사 중에도 이러한 침해 앞에서 커다란 위기를 맞
이할 때도 올 수 있다는 전망을 무조건적 비관론으로 치부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사법의 독립
이 다른 권력의 전횡에 대응하여 국가의 경쟁력을 유지․보존하는 수단적 가치로 자리매김 되도
록 국민적 공감을 얻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민주사회와 사법부의 건강성 유지는 변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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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근본 가치라는 것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러한 가치의 보존을 위하여
새로운 침범이 오더라도 사법이 흔들리지 않을 항구적인 시스템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일이
필요하다. 바로 민주사회의 유지와 관련된 사법제도의 미래전망 작업이 여기에 해당될 것이다.
● 오늘날, 그리고 미래의 사법제도는 그래서 민주사회의 이상을 유지․보존하는 방향에서 운영되도
록 설계되어야 한다. 다양한 다원적 가치의 공존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그 다원적 자유 공간에서
서로 절제를 하여 상호 공존을 도모하는 사려와 품격을 높이고 포용성을 증진시키는 데 봉사하
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불가불 생길 수 있는 사회적 갈등에 합리적인 조정자로서 기능 하도
록 지혜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 사법시스템은 사회 공동체 구성원들 상호 간은 물론이고 국가
사회의 유관 시스템 상호 간에도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미리 갖추어 둘 필요가 있다. 그
래서 국민사법참여와 같은 제도적 보장은 헌법적 뒷받침 속에서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국민과
소통할 수 있고, 국민의 합리적 의사가 사법절차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일은 우리 헌법에 매우 합치하는 조치이다. 또한 사법부의 고립은 아무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다. 법조제도 속에서 긴밀한 기능을 하는 검찰, 변호사 단체의 협조를 이끌어 내는 일도 매우
긴요하다. 또한 언론의 사법감시기능을 더욱 강화시킬 수 있도록 모든 사법절차가 투명하게 가
시화될 것이 요망된다. 국민이 사법제도의 운영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그 평가결과가 선한 방
향으로 피드백될 수 있도록 소통의 장치를 더욱 강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미래 사법
제도, 사법부 구성원들에게 공생적 민주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덕목이자 갖추어야 할 역
량이 될 것이다. 그때 비로소 사법은 그 존립의 근거를 국민으로부터 추인받게 될 것이다.
● 민주성의 확보는 사법제도가 민주사회의 존립을 위하여 필요한 덕목일뿐더러 사법제도의 내적
구성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필요한 가치가 된다. 사법제도가 내적으로 비민주적 성격을 갖는
한에서는 그 사법제도를 운영한 결과 창출되는 역무의 외부적 성격 역시 민주성을 두루 갖추기
에 부족할지 모른다. 따라서 사법부의 내부적 인적․물적 조직 역시 다양성을 용인하고 변화에
적응하는 유연성을 갖출 것을 요한다. 사법제도 운영자, 법원의 구성원들의 내적 의사소통의 원
활,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참여 기회의 확대, 조직 내 복지기능의 강화 이 모든 것은 사법부 민주
화를 촉진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사법제도의 내적, 외적 구조에 관한 설계를 이러한 민주화
의 방향에서 고려하는 일은 바로 사법부와 그 제도의 미래 생존 전략이 될 것이라고 감히 전망
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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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 발제를 해주신 장영수 교수님과 김상준 변호사님께 감사드리면서 이 두 분 발표
문에 대해 토론을 하게 되는 기회를 주신 주최측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두 발제
자의 발표문은 어찌보면 무거워 보이지만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적 가치를 지지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논의의 가치가 상당한 주제라고 할 것입니다. 이하에서는 두 분의
발표문을 오가면서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들에 대한 토론자의 생각을 더해가면서 토론 나아
가 약간의 질문성 문제제기를 하고자 합니다.

1. 법발견 작용의 특징과 사법권의 독립
우리 헌법의 기본정신을 한 마디로 말한다면 ‘자유민주주의’라고 말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유민주주의가 무엇이냐고 또 묻는다면 ‘자의적이고 폭력적인 지배가 아닌 법치주
의 전통에 따른 지배’라고 하면서 법치주의의 핵심가치가 또 무엇이냐고 질문하면 ‘권력의
분립, 사법권의 독립’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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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자의 표현대로 사법의 독립이라는 표현을 유독 사법부에 대해서만 사용하고 있는
이유는 사법이 가진 그 특성이 법발견 과정이고 이는 고도로 전문적 훈련을 받은 법관의
영역이라는 점에서 다른 정부의 영역과는 다른 특징을 반영한 것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
다. 법발견은 근대법이 지닌 독자성과 합리성, 그리고 예측가능성을 법률가들이 수행하는
과정을 통해 발견한다는 점에서 전문성이 요구되는 고도의 지적과정임을 보여줍니다.
사법작용은 최고 의사결정권자에 의해 결정된 사항을 효율성을 기초로 집행하는 행정부
의 공무원의 집행과정과는 다르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그런 점에서 사법은 상당히 비효율
성을 내포한다는 김상준 변호사님의 지적은 적확한 것입니다.
더 실감나게 미합중국 헌법의 기초자들의 표현에 의하면 입법은 ‘돈과 권력이 거래되는’
고상하게 말하면 ‘한정된 자원이 권위적으로 배분되는(D. Eastern) 과정’이지만 사법은 입
법자가 만든 법을 합리적으로 해석하거나 그 흠결을 보충하고 자연적 정의의 관점에서 그
효력까지 검토하는 지극히 정적인 과정이라는 점에서 다른 성격의 사람들이 담당하는 업무
라는 추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법은 다른 권력과 달리 독립되어야 이런 종류의 사변적이고 정적인 작업을
전문성을 기반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법의 독립은 법치주의에서 최종적인 보루라
는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1) 입법자의 실수는 수정의 기회가 있지만 사법작용의 실수는
돌이키기 어렵다는 점은 이런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 비효율적인 사법의 기능
이처럼 정적이고 나아가 적극적으로 사회변화를 이끌기에는 민주적 정당성의 한계를 지
닌 사법 나아가 일사불란하지 못하게 움직여야 하는 사법의 비효율성을 헌법이 감수한 이
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질문이지만 가끔 잊혀지는 질문이기도 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김변호
사님은 정확히 지적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장영수 교수님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구분에서도 이점은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정치과정은 다수의 지배과정이
고 여기서 소외될 수 있는 소수의 이익 나아가 정치적으로 대표되지 못하는 이들의 인권을
1) 이 점에서 사법의 독립이 사법의 공정이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라는 지적도 동의하지만 사법의 독립은
사법작용이 지닌 특성에서 연유하는 고유한 특징이라는 점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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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켜주는 역할을 사법이 하기 때문이라고 답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장교수님이 지적하시는 포플리즘의 광풍 역시 사실은 다수지배의 광풍이고 다수의 이익
이 소수의 이익을 무시할 수 있는 것은 민주주의 원리에 근거를 두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민주주의의 부작용을 막아 소수의 주장을 보존시켜 사회의 다양성을 유지하여 인간정신의
자유와 창의를 촉진하는 체제야말로 건강하고 지속적인 사회발전을 이끌 수 있음은 역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점 역시 김변호사님의 표현에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3. 법원의 독립이 아닌 법관의 독립
그런데 현행 헌법은 사법의 독립을 ‘법원의 독립’이 아닌 ‘법관의 독립’을 통해 이루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 점 역시 가끔 자주 잊혀지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기능적 통
일체로서 법원이라는 조직을 통해 사법작용 즉 재판의 독립을 이룰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실제 법원 심판의 독립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중국과 북한헌법의 사법규정을 보면 이런
방식도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은 사법작용이 지닌 법발견 작용의 특징을 법원조직을 통해 달성하고
자 한다고 이해되지만 실상은 그렇게 운영되지 못함을 보여줍니다. 중요한 사건의 경우 법
원 내의 ‘재판위원회’ 혹은 ‘심판위원회’라는 법원장이 운영하는 회의체에서 내리는 결정에
따라 판결을 함으로써 결국은 법원 내부의 관료제적 특징이 고스란히 판결과정을 지배하게
되는 결과에 이르고 맙니다. 이는 결국 민주적 통제라는 명분을 통해 사법작용이 지배적인
정치세력(당)의 지배하에 들어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이는 자유민주주
의 하에서 사법작용인 법발견의 독자성과 합리성과는 거리가 먼 지극히 정치적 결정이 되
어 버립니다.
그런데 우리 헌법은 분명히 법원의 독립이 아닌 법관의 독립을 통해 사법권의 독립을
달성한다는 ‘헌법적 전략’을 구사하고 있으며 이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공통적인 특징입니
다. 이는 오늘 발제자들이 심도 있게 논증하고 있는 사법행정이나 사법평의회와 관련하여
중요한 시사점을 보여준다고 할 것입니다.

4. 사법의 민주적 통제 : 사법평의회의 제안에 대한 검토
개헌특위 자문위원회 사법분과에서 제안한 ‘사법평의회’가 법관인사권을 포함한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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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을 결정하도록 하는 방안은 우리 헌법이 채택한 법관의 독립심판 기능을 약화할 가능
성이 높아 보입니다. 물론 현재의 대법원장이 행사하는 사법행정권의 부작용을 제거하여
오히려 법관의 독립을 보장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역사적으로 사법의 독립은 사법 외부
의 적극적인 민주적 자극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율적인 사법을 보장함으로써
달성됨을 보여줍니다. 민주적 통제만을 강조하는 입장은 권력의 분립과 사법의 독립을 혼
동한 것으로 사법을 견제와 통제에 의해 제기능을 갖게 하겠다는 것으로 일반적인 권력분
립원리로 사법을 이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보았듯이, 사법은 권력의 분립을 넘어 사법의 독립을 통해 제 기능을 발휘하는 것
이고 사법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사법의 자율성을 보강하는 방향으로 갈 때 더욱 잘 작동
한다는 것을 살피지 못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런 관점에서 장영수 교수님이 적합하게 지적하듯이 현재의 대법원장 임명방식을 수정
하여 국회나 시민사회의 입장을 반영하는 구도로 바꾸는 것이 사법의 본질에 부합하는 것
입니다. 즉 대통령이든 국회이든 이들이 선출 또는 지명한 위원으로 구성된 사법평의회 같
은 조직이 직접 사법행정권을 행사하는 경우 정치권력이 직접 사법부를 통제하는 것으로
이는 사법작용의 특징과 어울리는 않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5. 법원내부의 민주화 : 관료 사법의 극복
오히려 법원 외부의 간섭구조를 만들기 보다는 법원 내부의 민주화를 이루는 방안이 현
행 헌법 전략인 법관의 독립방식에 부합한다고 여겨집니다. 법원 조직 내부를 수평화하고
승진을 전제로 하는 직급을 더 단순화하여 개별 법관이 법인식과 발견 작용에 전념하도록
하는 방향이 헌법에 합치하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법부에 관료화가 심하다는 지적은
개별 법관의 독립성이 약화되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법관의
독립과는 상치되는 것입니다. 법원의 관료화는 법원의 독립방식을 채택한 국가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지 법관의 독립을 채택한 나라에서는 나타나서는 안 되는 현상일 것입니다.
이럴 경우 염려하는 ‘개별 법관의 위대한 반역’은2) 상소제도를 통해 균형점을 찾을 수 있다
는 점에서 상급법원의 선례에 의해 일사분란하게 기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재판은 헌법이 요
구하는 법관의 독립재판과는 조화하기 어렵다는 것이 토론자의 생각입니다. 그런 점에서
양형위원회가 일정하게 양형인자를 통해 판결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것은 좋지만 개별 법
2) 현재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의 경우 이를 ‘위대한 반역’이라고 보는 것이 토론자의 입장인데 김변호사님은 어떤
다른 예를 가지고 있으신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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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의 사실에 기초한 법인식과 법발견을 억제하는 쪽으로 기여한다면 이는 헌법의 법관독립
에 반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6. 전관예우의 문제의 헌법에 대한 검토
전관예우가 있다는 말은 경험적 사실에 기초한 주장이라 여겨지지만 이를 실제 사례에
서 입증하기는 어렵다는 면에서 다루기 어려운 주제임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가정적 전제
에서 출발하는데 역시 법관의 독립을 방해하는 요소라는 점에서 반헌법적인 현상임에는 분
명합니다. 이런 반헌법적인 현상이 일상화된다든지 그 피해가 심하다면 헌법이 보장하는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현상으로 보아 헌법에 담을 수 있다는 주장이 있고 그것 역시 가
능하다는 생각입니다. 이 점에서 장영수 교수님과 입장과는 다르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형
식적 헌법과 실질적 헌법을 구분하는 것은 현실의 헌법에는 실질적 헌법이 아닌 사항도 규
정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스위스 헌법을 보면 알프스를 통과하는 방법을 연방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알프스를 관통하는 터널이나 고속도로가 아닌 우회하는 철도
를 통해 통행하도록 하고 이를 주입법을 통해 변경하지 못하도록 연방헌법에 규정하고 있
는 것입니다. 스위스 인들에게는 알프스가 자신들의 삶의 중요한 터전이고 이를 소중히 보
존하여 미래세대에게 물려주겠다는 의지를 헌법에서 확인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헌법적 사항과 법률적 사항이 분명히 구분되어 규정되면 바람직할 수 있지만 현실세계의
헌법규정은 그 정치공동체의 사회계약이 표현된 것이라는 점에서 계약자유의 원칙상 내용
결정의 자유도 있다는 점을 상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장교수님이 지적하는 형사소송법상
의 규정들이 헌법 제11조에 대거 들어와서 ‘형사소송의 헌법화’현상이 발생한 것은 인신의
자유를 소홀히 했던 수사관행을 제거하기 위해 형사소송에 대한 입법자의 입법권을 헌법이
제한한 것으로 이는 상당히 신체의 자유를 증진시켰고 헌법적 형사소송법을 지향하게 하였
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전관예우라는 현상이 사법에 있고 그런 현상이 법관의 독립심판작용을
심하게 훼손한다면 헌법에 자세히 규정하여 전관예우를 규제할 수 있게 하는 것도 헌법적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7. 소통하는 사법의 길
끝으로 법관의 독립심판은 어떻게 헌법적으로 통제되는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김변호
사님이 지적하였듯이 법관이 자신의 주관적 세계관을 독립심판권을 통해 실현하는 것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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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은 분명해 보입니다. 지극이 사실과 밀착하여 규범의 한계 내에서 고뇌하는 과정을 헌법
은 ‘양심’으로 표현하였고 이 과정은 토론자가 앞서 표현했던 법인식과 법발견 과정이기도
할 것입니다. 법관의 이런 능력은 사법부 내부의 사법행정작용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나아
가 입법자가 법관의 독립심판 작용을 제한하는 절차법의 규정들을 통해 제한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우리 헌법은 자백의 영역에서는 법관의 자유심증을 제한하여 자백보강법칙을 요구
하고 있다는 점은 그 예라고 할 것입니다. 일정한 영역에서 소비자나 환경피해자를 위해
입증책임을 전환한다든지 법관의 석명권의 행사를 특정 사안에서는 그 적극성을 촉진한다
는 등의 방향으로 입법권이 행사될 수 있고 이는 민주적 입법부가 절차법의 규정을 통해
충분히 규율할 수 있는, 법관의 독립심판권의 헌법적 제한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
법원의 양형기준 역시 이 한도 내에서 정당화될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결국 이런 재판절
차에서의 적극적이고 친절한 소통을 통해 국민과의 거리를 좁혀 사법의 민주성을 회복하는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session 02. 우리 사법의 미래

SESSION

02 | 우리 사법의 미래 |

토론문

「헌법과 사법의 미래」와 관련 개헌논의에 대한 小見

주제발표에 대한 토론문

「헌법과 사법의 미래」와 관련 개헌논의에 대한 小見조소영(부산대 법전원 교수)

조 소 영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촛불집회에서 보여준 국민의 민심이 기화제가 된 최근의 일련의 정치개혁 필요성에 대
한 공감대는 새로운 헌법을 등장하게 할만한 실제적 배경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
나 반드시 개헌이 정치개혁을 위한 적절한 수단인가에 대해서조차 여전히 의문을 제기하는
견해들이 있고1), 개헌론자들의 경우에도 개헌의 대상이나 범위, 시기에 대한 합의적 공감
대를 이루어 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헌논의의 현실적 문제점들은 상존한다. 때문에
이러한 현실적 난맥상에 대해서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를 헌법 탓으로 돌리고 개헌으로 이
난국을 타개하자고 이구동성으로 주장하지만 실제로 어떤 문제가 헌법의 문제인지, 올바른
대안이 헌법을 바꾸는 것이어야만 하는지에 대해 꼼꼼히 성찰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
에 이러한 상황이 초래되었다는 비판2)도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87년 헌법체제를 개정함
에 있어서 무엇이, 왜, 어떻게 개선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헌법의 규범적 특성은 물
론이고 헌법의 의의, 그리고 국민의 뜻을 살펴서 헌법제정권력으로서의 국민의 합의적 공
감대를 만들어 내야만 한다. 즉 개헌의 필요성의 가장 바탕에 국민이 존재하듯이 개헌의
구체적 방향과 내용 정립에도 항상 국민을 위한 개헌인가를 평가기준으로 해야 한다.
1) 김종철, 헌법개정론의 원인진단과 개정방안의 실효성에 대한 소고-헌법연구자문위원회의 보고서를 중심으로, 법과사
회 제38호(2010); 송기춘, 헌법개정 논의에 붙여: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헌법학연구 제16권
제2호(2010); 박찬권, 제20대 국회 개헌논의의 헌법적 정당성에 관한 비판적 고찰, 헌법학연구 제23권 제3호(2017)
등 참조
2) 김종철, 헌법개정의 정치학: 87년 체제의 평가와 헌법개정의 조건 및 방향, 법과사회 제55호(2017), 17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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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2월 36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발족되었고, 소속 위원들
은 다시 두 개의 소위원회로 나뉘어 기본권 관련 위원회와 통치구조 관련 위원회로 각각
활동했었다3). 개헌특위는 개헌의 중요의제를 7개의 영역으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11개의
대주제로 분류해서 제시하였는데4), 그 중 열 번째 개정주제가 사법부 독립과 기본권 보장
을 위한 사법부 구성방식 개선(대법원장, 대법관, 법관,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 검찰총
장의 선임방식을 개선)5)내용이었다. 이번 개헌논의에서 사법부와 관련한 개선의 목적과 방
향이 사법부 독립과 기본권 보장이라는 것을 - 그들이 의식을 한 것이건 아니건 간에, 또는
그 구체적인 내용의 적실성 여부와는 상관없이 - 볼 수 있다. 이처럼 개헌의 목적은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하고 당연히 사법부 관련 개헌논의 또한 국민이 그 중심에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사법의 본질과 기능적 특성ㆍ법관의 고유한 소명과 관련한 두 분 발제자의 말씀은
간과해서는 안될 중요한 맥락에 대한 재고의 기회를 제공해 주셨다고 하겠다.
사법기능은 국가의 통치기능 중에서도 합법성이 가장 중요시되는 기능이고, 일체의 정
치적인 고려나 합목적성의 판단으로부터 해방되어야 하는 정치적인 무풍지대의 국가작용이
라고 보아야 한다. 때문에 사법기능을 담당하는 사법부의 독립 확보는 헌법적인 소명이라
고 할 것이다. 다만 사법부의 독립을 헌법적으로 보장하고 제도화해야 하는 것은 사법부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사법부의 기능이 국민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에 기인한 것
이라는 점은 오도되어서는 안된다. 그러므로 사법개혁의 중심적 기준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기 위한 방향과 방법으로 구체화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한편 사법개
혁의 필요성을 인정한다고 할지라도 현재의 다수의 논의 속에서 제시되고 있는 방안들 속
에서 경시되고 있는 위험성과 오류가능성에 대해서도 숙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가인 김병로 선생님의 취임사에서 사법종사자들이 갖추어야 하는 두가지 자세로 강조6)하
셨던 ‘높은 윤리성’과 ‘전문성’이 이제는 바뀌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 의문인 것이
다.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사법종사자들이 구비해야 하는 자세가 여전히 이
두 가지라면, 현재의 사법개혁에서 주장되고 있는 여러 내용들은 법관의 윤리성을 확보하
기 위해 자칫 법관의 전문성 마저도 침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고민해 보아야 하기 때문
이다.

3)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홈페이지(www.n-opinion.kr)
4) http://www.n-opinion.kr/?page_id=138
5) <주요 검토대상>으로 1)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구성방식 개선, 2) 대법원장의 인사권 제한, 3) 헌법재판관 자격제한
완화, 4) 평시 군사법원 폐지 및 비상계엄 시 일부 군사재판 단심규정 폐지 방안, 5) 검찰총장 인사추천위원회
및 검사장 주민직선제 도입방안 등이 있다.
6) 한인섭, 가인 김병로, 박영사(2017), 472-47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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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특위 자문위 사법부분과 보고서에서 개정안으로 제시한 사법평의회 설치안은 개혁
의도와는 달리 오히려 사법부 조직의 옥상옥으로 역기능화할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질 수 있
다는 점에서 재고되어야 한다. 이전에도 헌법개정과 관련된 연구위원회나 자문위원회가 활
동했었고, 사법부와 관련된 헌법적 개선을 위해 법원조직, 특히 법관인사문제의 개선을 논
의한 바 있었다. 법관인사회의, 대법관추천회의 등 여러 논의들이 있었지만, 궁극적으로 그
러한 제도 도입 논의는 항상 정치적 무풍지대의 유지라는 필요성과 그들만의 리그의 부작
용 폐지라는 필요성을 조화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성안하지 못했다. 인사행정권의 보유는 본질적으로 조직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16인의 위원 중 10인의 위원을 국회와 대통령에게 선출할 수 있도록 한다
는 것은 사법부 독립의 헌법적 의의와 조화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물론 그 위원
들의 자격을 관련법률에서 다시 어떻게 제한하는가에 따라 운영상의 해결을 도모해 볼 여
지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조직에 대한 근본적인 구성권의 외부화
는 헌법원론적으로 검토되어야만 한다고 생각된다. 사법부의 구성과 정권과의 견련성을 배
제하기 위해 대법관의 수를 헌법에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있었던 것을 생각해 보면,
이른바 court-packing-plan의 교훈은 사법부 구성과 관련된 제도 개선에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또한 일부의 비판이나 이견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헌법에 규정되어야 할 사
항과 법률에 규정될 사항은 구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모든 것을 헌법에 담
아내는 것을 허용해서도 허용할 수도 없다는 의견을 말해 보고자 한다. 헌법개정의 긴요한
필요성이 곧바로 제한 없는 개헌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헌법개정에는 일정한
한계점이 있음을 잊어서는 안된다. 헌법은 사회공동체가 하나로 뭉쳐가기 위한 가치질서로
서의 생활수단을 뜻하기 때문에, 헌법개정은 동화적 통합을 촉진시킬 수 있는 범위 내에
서, 그리고 헌법의 규범적 효력을 유지해 가는데 불가피한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헌법개정의 한계 여부에 대해서는 개헌이 논의되는 역사적 시점
에 있어서의 시대사상·정치이념 내지 생활감각 등이 중요한 판단기준이 된다7). 물론 이러
한 판단기준은 주관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도 있고 합의점에 이를 수도 없을 만큼의 다
수의 다양한 저마다의 내용들이 제시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의견들은 국민들
의 토론과 공유 과정에서 반드시 개정해야 할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합의를 이루어야만
하는 것이고, 개헌논의 과정에서 시대사상·정치이념 내지 생활감각에 대한 Konsens 자체
7) 허 영, 한국헌법론, 박영사(2017), 6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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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형성되지 않아서 심각한 의견의 대립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오히려 개헌에 필요한
Konsens 그 자체가 결핍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생각건대, 이번 개헌은 그동
안의 헌법현실의 변화와 국민의 변화된 가치의식과 헌법제도에 대한 평가기준의 변화를 반
영하여야 하고 그동안 현행헌법의 운용과정에서 헌법규정으로 인하여 제기된 문제들을 고
려하여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또한 이번 개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헌법이 어느 정도
의 내용을 담아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장래의 다수자에 의한 정책결정에 맡겨놓아야
할 사항까지 헌법에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사실상 현실에서 실현되기 어려운 장밋
빛 구상을 헌법에 담는 것도 헌법의 규범력을 약화시키는 것이라는 점이 헌법개정에서 고
려되어야만 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8). 따라서 전관예우의 극단적인 부작용과 현
실적 개선필요성만으로 관련 내용을 직접 헌법에 규정화하는 것에는 반대의 생각을 갖는
다.
현재 상황에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상대적으로도 절대적으로도 크게 떨어져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국민의 불신을 없애기 위한 개선적 논의 중 하나가 국민의 재판
참여제도를 제도화하는 것이었는데, 이러한 제시안들의 많은 부분은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이 결국은 법원의 전문성에 대한 불신으로까지 이어져 있음을 배경으로 한다고 할 수
있다. 현행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에게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규정이 현실적으로 관료적인 법관
집단에 의한 독점적 재판권의 근거가 됨으로써 국민의 재판청구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
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재판참여와 관련한 배심제나 참심제 도입에 대한 위헌시비를
뒷받침해주고 있다고 주장하는 의견들이 개정안으로 제시된 바가 있다(개헌특위 자문위원
회 기본권총강분과보고서 내용). 그리고 이 규정을 ‘모든 사람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원
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내용으로 개정할 것을 다수의견으로
내놓았다. 하지만 배심제나 참심제 도입 여부와 관련한 헌법적 검토는 다시 신중하게 전개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과는 별론으로, 이러한 개정내용에 대해서는 재고가 필요하
다. 현행 헌법 제27조 제1항을 ‘법원’에 의한 재판 받을 권리로 할 경우 법률로 법관이 아
닌 사람들만으로 재판부를 구성하는 법원을 설치하는 것도 가능하게 되어 인권보장이라는
관점에서 심히 우려스러운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이 제일 중요한 이유이다9). 즉 독
8) 김문현, 헌법개정의 기본방향, 공법연구 제34집 제4호 제2권(2006), 49~82면
9) 다만 국민참여재판 도입의 필요성이 인정하는 전제 하에, 소수의견은 다음과 같은 수정내용을 제시하였음.
제27조 제1항은 현행헌법 규정대로 유지하되, 제101조 제1항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규정을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 법원은 법관으로 구성하되, 배심제 또는 참심제 등의 형태로 국민이 참여할 수 있다.”로
개정하는 의견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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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적이고 전문적인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기본권보호를 위한 헌법적 장치이고
민주사회 법치의 근본원리에 속하므로 이를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
관’의 보장은 사법의 독립성과 중립성의 보장에 기여하는 중요한 규정으로 이해10)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10) 한수웅, 헌법학, 법문사(2016), 90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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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는 말
교육을 국가의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 하는데, 한 국가의 헌법 또한 그에 못지않은
중요성이 있다 할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상 ‘사법’ 부분에 관하여 보면, 사법권독립은 국민
의 인권보장의 주춧돌이고, 공정하고 효율적인 사법시스템은 국가 경쟁력 향상의 원동력이
라 할 수 있다.
우리사법의 백년지대계를 설계한다면, 당연히 사법권독립을 강화하고 공정하고 효율적
인 사법시스템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것이 국제적인 표준에 맞는 개헌 방
향이라 할 것이다. 즉 시민적 및 정치권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4조(1)은 “형사적 혐의
에 대한 판결 또는 민사적 권리와 의무에 대한 판결을 위하여 모든 사람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권한 있는 독립적이고 공평한 법원에서 공정하고 공개적인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
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 사법분과는 대한민국 헌법 제5장 법원 및 제6장 헌법재판소
부분, 즉 ‘사법’ 부분에 관하여 개헌특위의 자문요청에 응하여 자문의견을 내놓았고, 개헌
안도 마련하여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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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바람직한 사법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자문위원들은 현행 헌법 조항 중 개정
할 부분을 발굴하여 국회 개헌특위에 좋은 자문을 제공하려 노력하였다. 다만 그 과정에
사법평의회 도입 주장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다른 중요한 쟁점들이 좀 더 심도 있게 논의
되지 못한 측면은 아쉬운 점이었다.

사법평의회 안의 문제점 등
전관예우 철폐, 국민의 사법제도 불신 해소책 마련 등 국민의 숙원사항에 대하여 이의
를 제기할 사람은 없다. 사법평의회 개헌안은 전관예우를 철폐하고, 국민의 사법제도 불신
을 해소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제기되었다. 특히 사법평의회안을 보면, “OECD의 '한눈에
보는 정부 2015' 보고서에 따르면, 사법제도에 대한 우리 국민의 신뢰도는 OECD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라는 점(27％, 2014년 기준)”이 강조되어 있다. 그러나 좀 더 신중히 들여다
보면, 우선 위 통계에서 ‘사법제도’란 법원, 헌법재판소, 검찰, 경찰, 교정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임을 유의해야 하고, 그 통계의 근거도 모호하다. 또한 사실은 대법관, 일반법관 임명
권 등 사법행정권을 어디에 귀속시킬지의 문제는 전관예우 문제나 사법제도에 대한 불신의
문제와는 전혀 차원을 달리하는 것이다.
사법행정권을 정부·여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이 장악한다고 하여 전관예우가 없어질
리가 없고, 사법제도에 대한 불신이 개선될 수는 없는 것이다. 법관이 평생 근무하지 않고
중도에 사직하는 분위기가 남아 있는 한 전관이 양산될 것이고, 전관예우 시비도 계속될
수밖에 없다. 정치권이 사법평의회를 매개로 법관인사 등 사법행정에 깊숙이 관여할 수 있
는 발판을 마련해주는 경우 사법불신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우리 헌정사상 유신헌법 당시 대통령이 법관의 파면과 임용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했고, 그 결과 사법권독립이 심대하게 침해되어 1975. 4. 인혁당 재건위 관련자 8명이 법
원의 판결에 의하여 억울한 죽음을 당하는 등 비극들이 벌어진 바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정치권이 다수(16인 중 10인)를 점하는 사법평의회에 법관에 대한 임명·파면권을 포함한
사법행정권을 부여하는 것은 사법권독립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것으로서 유신헌법 쪽으로
회귀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법관인사권을 사법평의회에 부여할 경우, 사법의 정치화가 가속화될 것임이 명약관화하
다. 즉 사법평의회가 국회에서 선출하는 위원이 과반수를 점하게 됨으로써 국회의 의사가

178

session 02. 우리 사법의 미래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국회는 3/5 이상의 찬성으로 위원을 선출한다고 하는데, 이는
소수파의 의사도 반영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결국은 국회 소수파를 포함한 각 정파가
사법평의회를 안분하게 될 것이고, 이들은 사법평의회의 운영에 있어 각자의 몫을 서로 인
정하는 나눠먹기식 운영으로 흐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사법평의회가 모든 법
관의 인사와 재판배정을 담당하게 할 경우 국회가 선출한 위원들을 통하여 국회의원들이나
정파의 입장이 여과 없이 법관인사와 재판배정에 반영될 소지가 다분하다.
특히 3권 중 사법부의 위상이 가장 낮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로 나뉘어져 입법부나 집
행부를 견제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사법평의회를 만들어 대법원의 권한을 다시 나눈다
면, 3권분립의 형해화를 가져올 것이다.
결국 사법평의회 구성에 있어 정치권이 사법평의회의 다수를 점하게 되면, 정당이 추천
한 인사들이 사법평의회 위원이 될 것이고, 법관들이 정당에 줄을 대기 위해 로비를 하는
폐해가 거의 시스템화될 것으로 보인다. 법관이 되고자 하는 인사, 현직 법관 들이 정당을
매개로 사법평의회 위원들에게 청탁을 하게 될 것이고, 법관들이 더 이상 정치적으로 중립
적이지 않는 상황이 도래할 것인데, 이는 사법권독립의 근간을 흔들어서 현행보다 훨씬 심
각한 문제점들을 노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법권독립 보장1 - 법관추천회의 제도
현행 사법 시스템에 대한 중요한 비판의 요지는 대법원장에게 법관 인사권 등 사법행정
권이 집중되어 있어 문제라는 것이다. 이 쟁점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3공화국 헌법에서와
같은 법관추천회의 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법관추천회의는 1심, 2심,
3심 각 법관회의에서 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표들이 과반수를 점하되, 대통령, 국회, 변호
사협회도 일부 위원 지명권을 행사하여, 법관추천회의가 균형잡힌 시각을 가지고 인사권
등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법권독립 강화에 부합한다 할 것이다. 사법행정권 중
대법원장·대법관·법관 인사권(임명, 전보 등 포함) 부분만 ‘법관추천회의’가 갖도록 하고,
기타 사법행정사무는 대법원장 및 고등법원장이 분점(국가 전체적 사무는 대법원장, 권역
별 사무는 고등법원장이 행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사법권독립 보장2 – 법관 정년제 도입, 법관인사이원화 제도
법관의 임기가 10년이고 재임용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아는 국민은 많지 않다. 국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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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표준으로는 법관의 정년이 보장되지 않고 재임용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그만큼 사법권
독립 수준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헌헌법 당시 법관의 임기를 10년으로 정하여 재임용
을 받도록 한 것은, 과거 일제에 협조했던 관료 출신 법관들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것이
었는데,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고 굳이 재임용제도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지도 의문이다.
따라서 “법관은 정년까지 근무하며 정년은 법률로 정한다.”는 방향으로 헌법을 개정할 필
요성이 있다. 다만 법관에 대한 정년제를 도입하는 경우, 징계제도를 강화하여 비리를 저
지른 법관이 중징계를 받고, 심한 경우 탄핵을 당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의 경우에도 정년까지 근무도록 함으로써, 정권이
바뀌는 경우에도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이 국가의 균형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고
려할 필요가 있다.
사법개혁의 가장 중요한 화두의 하나가 전관예우 방지라면, 대부분의 법관이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 즉 법관인사이원화 제도 등을 통해, 법관
들이 애당초 각 심급별로 임용되어 평생 긍지를 가지고 법관으로 근무하다가 정년퇴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관이 아예 발생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제도를 정비함이 타당할 것이
다.

효율적인 재판 시스템 구축 – 소송 절차 등에 관한 법률안 제출권
재판시스템이 사회변천에 적절히 대응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효율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대법원이 소송에 관한 절차 및 사법행정사무에 한하여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할 권
한을 갖도록 함으로써 더욱 공정하고 효율적인 사법시스템은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
다. 법원의 업무와 관련된 입법이 법원의 적극적인 참여하에 이루어짐으로써 해당 입법의
합목적성을 달성하여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맺는 말 – 질문 사항
재판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첫 단추는 사법의 독립이지만, 사법의 독립성이 확보된 경
우에 항시 사법의 공정성까지 확보되는 것은 아니라는 장영수 교수님의 의견에 공감합니
다. 사법권독립은 법관들의 권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공정한 재판을 받
을 권리 보장’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약해지면,
그것이 곧 사법개혁 요구로 분출된다 할 수 있는데, 헌법개정의 차원에서 국민의 신뢰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써 평소 구상하고 계신 것이 있으시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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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02. 우리 사법의 미래

김상준 변호사님은 사법권력의 분립은 다양한 가치관의 보호, 민주사회의 수호능력 증
진 등 측면에서 국가 경쟁력 강화라는 의의가 있고, 사법부의 건강성을 유지·발전시키는
일은 우리 국가사회의 미래 발전을 위해 긴요하다고 보고 계십니다. 결국 사법부의 건강성
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은 일본식 사법관료화의 폐해라 할 것인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헌
법적 장치를 마련한다면 어떤 것이 있을지에 관하여 의견을 주셨으면 합니다.

토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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