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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AACC) 연구사무국에서 2019년에 발간한 두 번째
연구자료집 「Constitutional Review at AACC Members」의 국문 번역서입니다.
이 두 번째 연구는 AACC 회원기관의 핵심적인 기능인 위헌심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위헌심사에 있어 AACC 회원기관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밝혀냄으로써
AACC 회원기관의 다양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동시에, 다양성 속에서 어떻게 건설적인
논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에 관한 몇 가지 답을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첫 번째
연구자료집인 「Jurisdictions and Organization of AACC Members」(2018 발간),
「AACC 회원기관의 관할과 조직」(2019 발간)과 더불어 이 책의 출간을 통해 AACC
연구사무국은 맡은 사명을 한 걸음 더 충실히 이행하고, 나아가 AACC 회원기관들은
상호 교류와 이해를 증진함으로써 한층 더 가까워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1장 서론은 연구의 배경 및 AACC 회원기관의 위헌심사에 대한 개괄적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2장에서는 위헌심사의 유형과 위헌심사 대상이 되는 법규범 등
AACC 회원기관의 위헌심사를 몇 가지 측면에서 비교표로 제시하였습니다. 제3장
은 AACC의 각 회원기관이 작성한 현황자료로, 각 회원기관이 수행하는 위헌심사
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책자 발간이 가능하도록 도움을 준 AACC 회원기관과 AACC 연구사무국 직
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특히, 위헌심사라는 주제에 대해 AACC 회원기관
의 다양한 특성에 맞게 연구를 체계적으로 진행한 AACC 연구사무국 직원들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앞으로도 AACC 회원기관과 AACC 연구사무국의 보다 긴밀한
협력을 고대하며, AACC 연구사무국의 경험과 연구 역량이 더욱 강화되어 AACC
회원기관과 국내외 학계에 더 많이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AACC 연구사무국 사무총장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박 종 문

축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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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CC 연구사무국은 2018년 첫 번째 연구 성과물인 ‘AACC 회원기관의 관할과
조직’의 발간에 이어, 올해에는 두 번째로 ‘AACC 회원기관의 위헌심사’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 한 해 동안 AACC 회원기관과 AACC 연구사무국이 함께 노
력하여 이러한 결실을 맺게 된 것을 축하합니다.
이 책에는 ‘AACC 회원기관의 위헌심사’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조사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위헌심사는 헌법재판기관의 본질적 기능으로서, AACC 회원기관의 위헌
심사에 대한 이해는 아시아 헌법 및 헌법재판 전반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는데 기여
할 것입니다. 특히, 이 책은 금년 6월에 개최한 AACC 연구사무국 제2차 재판관
국제회의와 그 후 AACC 회원기관들이 제출한 자료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연구 성과물
이기에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인도와 몰디브가 회원으로 가입하여 회원기관이 18개로 늘었습니다.
AACC 회원기관의 확대는 아시아지역에서 인권을 보장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향상하기 위한 우리 공동의 목표에 더 한층 다가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번 연구
성과물 발간도 이러한 AACC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 책이 AACC 회원기관과 아시아의 헌법재판에 대해 관심이 있는 모든 분들에게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다시 한 번 연구 성과물 발간을
위해 힘써주신 AACC 회원기관과 AACC 연구사무국에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드
립니다.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장
유 남 석

1 2019년 발간된 “Constitutional Review at AACC Members”에 실린 축사를 번역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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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재, 19개 AACC 회원기관 중, 아프가니스탄과 타지키스탄(현황자료 미제출), 인도와 몰디브(2019년
11월 신규 회원가입), 방글라데시(2020년 8월 신규 회원가입)의 현황자료는 수록되지 않았다.

제1장
서론:
아시아 위헌심사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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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아시아 위헌심사 개요
1. 연구 주제로서의 위헌심사
제1장에서는 AACC 연구사무국의 두 번째 연구 자료집의 내용을 간략히 개관하고자
한다.3 AACC 연구사무국의 2019년 연구는 2018년 연구를 기반으로 한다. 전년도에
AACC 회원기관의 관할과 조직에 관해 광범위하게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2019년에
는 사법권(judicial power)에 초점을 맞춰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번 연구의 목표는
AACC 회원기관의 위헌심사 권한에 관한 더욱 상세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다. 모든
헌법재판기관은 여러 형태로 이러한 권한을 행사한다. 이 권한이 위헌심사라고 명시적
으로 불리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AACC 회원기관은 특정 형태의 헌법 감독
(constitutional oversight) 기능을 갖는다.
“위헌심사(constitutional review)”라는 용어를 이해하는 다양한 관점4을 고려하여,
AACC 연구사무국은 2019년 연구 수행을 위해 비교적 광범위한 정의를 채택했다. 그
러나 “위헌심사”에 대한 최광의의 정의를 채택하지는 않았는데, 이는 AACC 회원기관
의 모든 형태의 관할권을 포괄하는 것과 거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포괄적
인 성격의 연구는 현 단계에서 AACC 연구사무국이 지향하는 목표가 아니다. 우리는
향후 순차적으로 AACC 회원기관의 특정 헌법적 권한을 비교법적 관점에서 연구하거나,
특정 기본권 보호를 포함한 위헌심사의 특정 사안을 연구하고자 한다.
이 책자는 특정 규범과 공권력 행사에 대한 합헌성을 심사하기 위해 정부 기관이나
개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AACC 회원기관에 제소한 청구에 관해 집중적으로 살
펴본다. 물론 엄밀한 의미에서 위헌심사라는 주제가 헌법소원과 같은 헌법재판기관의
일부 다른 권한과 분리될 수 없는 중복이 있는 경우, 관련 부분을 언급해 두었다. 본
3 AACC 연구사무국은 AACC 회원기관과 학계의 공통 관심사를 주제로 한 연구 자료집을 매년 발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AACC 연구사무국은 모든 AACC 회원기관이 AACC 연구사무국 주최 연례 국제회의에
참가하고 본 연구 자료집에 소속 기관의 자료를 제공할 것을 적극 권하고 있지만, 연구 자료집 발간
직전에 AACC회원으로 가입한 신규 회원기관 등 일부 회원기관은 연구·조사 자료집에 참여하지 못했다.
AACC 연구사무국은 현황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AACC 회원기관의 경우에도 모든 AAAC 회원기관의
주요 정보를 자료집 비교표 부분에 수록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AACC 연구사무국과 소관 업무에
대한 자세한 소개는 작년도 연구 자료집, AACC SRD (ed.), Jurisdictions and Organization of
AACC Members (AACC SRD /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2018), 2-10, 제1장 서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자료는 AACC 연구사무국 공식 웹사이트(http://www.aaccsrd.org/en/main.do)의
발간자료 섹션에서 이용할 수 있다.
4 “위헌심사”에 관한 다양한 정의의 예는 제1장 서론의 마지막 부분에 열거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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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자의 목적상 ‘위헌심사’라는 용어는 ‘재판소나 이에 준하는 기관이 규범이나 공권력
행사의 합헌성을 결정하는 절차로서,

일반적으로 헌법소원과 같은 특별관할권

(extraordinary jurisdiction)은 제외된다’고 정의한다.5
AACC 연구사무국은 이 주제에 관한 유용한 연구 자료집을 만들기 위해 먼저 설문서
(questionnaire)를 작성하여 2019년 초에 모든 AACC 회원기관에 발송하였다. 설문
서에는 위헌심사의 유형, 대상, 적법요건 및 재판적격성, 위헌심사 기준, 결정의 유형
및 효과 등의 주제에 따라 분류된 약 100개의 질문이 수록되어 있었다.
위헌심사 유형에서 다루어진 주요 질문은 AACC 회원기관의 위헌심사 제도가 집중형인
지 분산형인지, 추상적 및/또는 구체적 규범통제를 수행하는지, 사전적(ex ante)인지
사후적(ex post)인지 혹은 두 가지를 결합한 방식인지 여부이다. 이러한 여러 범주들이
결합하여 매우 구체적인 위헌심사 제도를 구성할 수 있다. AACC 회원기관 중에는 분산형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면서도 특정 문제는 최고법원에서만 다루는 혼합적 요소를 띄는
기관이 존재한다. 일부 기관의 경우 추상적 규범통제와 구체적 규범통제를 모두 수행한다.
또한 위헌심사는 보통 사후적 심사인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헌법 개정이나 국제조약과
같은 특정 규범에 대해서는 사전적 심사를 적용하는 기관도 있다. 그러므로 위헌심사
유형은 나라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고유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어떤 유형의 규범과 공권력 행사가 위헌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도 나라마다 다를
수 있다. 법률은 대개 위헌심사의 대상이다. 반면, 의회 결의와 같은 입법부의 다른
행위도 위헌심사의 대상이 될까? 또한 헌법 개정에 대해서도 언제나 위헌심사를 수행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만약 개헌이 위헌심사의 대상이라면, 헌법 개정의 절차적 측
면과 실체적 측면의 심사 적격(reviewability)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 긴급조치에 대해
어느 정도까지 심사할 수 있는지는 또 다른 쟁점이다. 정부의 업무는 법률 외에도 다
양한 위임 입법과 행정규칙을 바탕으로 수행된다. 헌법재판소나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심사할 수 있는 행정규칙의 범위 역시 나라마다 다를 수 있다.
위헌심사 과정에서 적법요건 및 재판적격성과 관련하여 다양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는 한편으로 위헌심사를 수행하는 재판소나 이에 준하는 기관에 지나치게 많은 위
헌심사 청구가 제기되지 않도록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권력분립 원칙이나 권력 균형
원칙을 존중하는 것은 특히 재판적격성에 대한 문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5 개인이 헌법재판을 제기할 수 있는 중요한 형식인 헌법소원은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한 연구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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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심사 과정에서, 헌법재판소와 이에 준하는 기관은 다양한 해석 방법과 기준을 활
용한다. 기본권 제한의 합헌성 여부를 검토할 때 잘 알려진 방법의 하나로 비례의 원
칙이 사용된다. 이 원칙은 기관에 따라 다른 형식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또한 위헌심
사 과정에서 재판관들은 해석과 재판을 위해 국제법 규범과 원칙을 활용하기도 하고
외국 헌법재판소와 이에 준하는 기관의 판례를 통해 유용한 통찰력을 얻기도 한다.
효력과 구제조치에 대해서는 AACC 회원기관 별로 다양한 방법을 선택하고 있다. 합
헌과 위헌이라는 명백한 판결 외에도, 일부 기관에서는 한정합헌·한정위헌 결정을 내
리기도 한다. 또 다른 유형의 결정은 종종 입법부에서 대상 법률을 적절히 변경해야
하는 시한을 명시한 헌법불합치 결정이다. 이와 같은 여러 유형의 결정을 통해 입법자
는 권력분립, 법적 안정성의 요구 그리고 헌법 기관들의 권한 등 근본적인 문제를 고
려하여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가장 적절히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2. AACC 회원기관의 위헌심사
아래 단락에서는 AACC 회원기관들의 위헌심사 경향을 설명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
3장 AACC 회원기관 현황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AACC 회원기관은 현재 대부분
집중형 방식의 위헌심사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분산형 또는 혼합형 제도는 말레이시
아, 파키스탄, 필리핀과 같은 소수의 AACC 회원기관에서만 확인된다. 분산형 제도를
채택한 국가의 회원기관은 대개 구체적 규범통제만 수행하는 반면, 집중형 제도를 채
택한 국가의 회원기관은 추상적 규범통제와 구체적 규범통제 모두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집중형 심사제도를 채택한 AACC 회원기관 대다수가 이에 해당한다. 하지만,
집중형 위헌심사 제도를 운영하는 AACC 회원기관 가운데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추
상적 규범통제를 수행하지 않는다. 또한 사후적 심사는 모든 AACC 회원기관에서 활
용하는 방식이며, 상당수의 AACC 회원기관은 사전적 심사도 수행한다. 그러나 사전
적 심사 대상은 때때로 비준을 앞둔 국제조약이나 헌법 개정안으로 제한될 수 있으며,
법안 초안이 항상 심사대상에 포함되지는 않는다.
여러 AACC 회원기관에서는 제정 법률에 대한 심사 외에도 의회 결의를 심사한다. 이
와 대조적으로, AACC 회원기관 중 절반 정도만이 헌법개정에 관해 심사하며, 그 중
일부는 절차적 측면에 대해서만 심사한다. 행정규칙이 심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대개 다른 최고심급 법원과의 관계에 따라, 또한 이 사안에서 헌법재판기관과 일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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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부가 어떤 식으로 업무를 분담하고 있는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도 한다. 그러나
기본권에 관한 한, 헌법재판기관이 최종 결정권을 가져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 국
제조약의 경우 국내법으로 수용되는 사례가 다수이므로 많은 AACC 회원기관은 비준
된 국제조약에 대해 위헌심사를 수행할 수 있다.
AACC 회원기관 중 3분의 2 이상은 개인이 어떤 형태로든 위헌심사를 청구할 수 있
도록 허용한다. 분산형 위헌심사 제도 하에서 운영되는 AACC 회원기관에서는 개인의
직접 청구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제도에서는 위헌심사가 일반 법원 체제에서의 소송의
일부로 취급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건 또는 쟁송(case of controversy)이 없다면
위헌심사가 수행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반면, 집중형 심사제도에서의 위헌심사는
대개 추상적인 성격을 지니며, 위헌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국가기관이 구체적으로 명
시되어 있다. 이는 보통 주요 국가기관이나 의회 내 소수집단이며, 때때로 개인이 포
함될 수도 있다. 집중형 심사제도를 운용하나 개인의 직접 청구를 허용하지 않는
AACC 회원기관도 있다. 다른 일부 회원기관에서는 개인의 위헌심사 청구를 폭넓게
인정한다. 특히 헌법소원과 같은 추가적인 보완 수단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가 이에 해
당한다. 물론 많은 AACC 회원기관은 옴부즈맨 또는 일반 법원을 통한 구체적 위헌심
사 방식을 통해 개인이 간접적으로 위헌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일반 법원의
제청을 통해 개인이 간접적으로 위헌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구체적 규범
통제 제도는 대다수 AACC 회원기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심사기준은 광범위한 연구 주제로, 이 연구자료집에서 AACC 회원기관이 활용하는 모
든 위헌심사 기준을 다루지는 않는다. 여기서 우리는 비례성 원칙, 국제법과 외국법의
활용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많은 AACC 회원기관은 어떤 형태로든 비례성 심사를 활
용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를 칭할 때 비교 형량(balancing test)이라는 용어를 사용
하기도 한다. 하지만, 몽골과 같이 현재 비례성 심사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고 명시적
으로 밝힌 곳도 있다. 대부분의 AACC 회원기관은 헌법 판단을 내리는 과정에서 국제
법과 외국법을 참고하기도 한다. 이는 AACC 회원기관 중 비준된 국제조약과 국제법
의 강행규범을 국내 법체계의 필수 요소로 취급하는 나라의 경우 특히 그렇다. 외국법
을 참고하는 것 역시 심사 과정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으며, 특히 사전 조사 과
정에서 유용하게 이용된다.
다양한 유형의 결정과 구제조치가 가능한지 여부는 AACC 회원기관이 채택한 심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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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 분산형 보통법(common law) 심사제도나 혼합형 심사제도
는 대개 인권 보호를 위해 특정 영장(writ) 발부권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
어, 필리핀에는 4개 유형의 영장 - 암파로(amparo), 인신보호(habeas corpus), 정보
보호(habeas data), 자연보호(kalikasan) - 이 있으며, 파키스탄 대법원은 인권침해
주장과 관련하여 사법구제를 제공할 수 있는 특별관할권이 있다. 집중형 위헌심사 제
도의 경우 일부 AACC 회원기관은 한정합헌·한정위헌 결정이나 법률 개정 시한을 명
시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합헌 결정이나 위헌 결정만을 내릴 수
있는 AACC 회원기관도 일부 있다.

3. 위헌심사와 향후 연구
다양한 회원기관으로 구성된 AACC를 대상으로 하는 비교법적 연구·조사는 매우 복잡
한 작업이다. 본 책자에서는 각 AACC 회원기관이 직접 작성한 자료를 통해 AACC
회원기관이 수행하는 위헌심사에 대해 개관할 수 있다(제3장). 서론(제1장)과 세 개의
비교표(제2장)는 제3장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향후 핵심적인 공통 주제를 중
심으로 더욱 심도 있는 연구가 이루어지길 수 있기를 바란다. 이 연구 자료집 발간을
위해 설문서를 통해 수집된 정보는 향후 연구 주제를 찾는 데 있어 매우 귀중하게 활
용될 수 있을 것이다. 올해 AACC 회원기관의 위헌심사 설문서에 수록된 주요 표제
중 일부를 바탕으로 후속 연구 가능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구적격 및 재판적격과 관련해서는 헌법재판에 대한 개인의 접근성이 흥미로운 연구
주제이다. 헌법재판은 국가기관 간의 권한 문제에서 개인의 기본권 보호에 중점을 두
는 문제로 발전해 왔다. 따라서 AACC 회원기관에서 개인이 위헌심사에 어느 정도
직·간접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지 분류하고 조사하는 것은 중요한 연구 분야가 될 것
이다. 이 책자 제2장의 표 3에서는 개인의 직접 청구제도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개괄적
내용이 나와있다. 향후 AACC 연구사무국은 AACC 회원기관에 제기할 수 있는 모든
유형의 청구를 세분화하여 개인과 국가기관별로 구분하고 직접 또는 간접 청구로 분
류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헌법소원과 같은 특정 관할권에 관한 연구와
필연적으로 연계될 것이다. AACC 회원기관에서 헌법재판에 대한 개인의 접근 권한이
광범위하거나 좁은 이유를 연구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다.
심사기준 관련해서는 AACC 회원기관에서 적용되는 비례성 심사나 그에 준하는 심사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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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연구 분야가 될 수 있다. 일부 AACC 회원기관의 경우 비례성 심사를 자주 사용하는
반면, 또 다른 일부 AACC 회원기관에서는 비례성 심사에 상응하는 심사 기준을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심사기준 간의 주된 차이를 확인하고 차이가 나타나
는 이유를 조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현재 비례성 심사를 하지 않는 AACC 회원기관
도 있다. 따라서 비교법적 연구에는 비례성 심사나 기타 이와 매우 유사한 심사기준을 적용
하지 않는 상황에서 AACC 회원기관이 기본권 제한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한계를 설정하고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을지가 포함될 것이다.
심사기준과 관련하여 고려해볼 수 있는 또 다른 잠재적 연구 분야는 국제인권조약이
AACC 회원기관의 헌법재판에서 담당하는 역할을 조사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유엔
인권조약이 국내법에 통합된 정도, 국내법으로 통합되는 방식, 사법부가 위헌심사에서
관련 국제규범을 적용하는 정도 등이 있다.

4. 용어 해설
본 연구 자료집에 사용된 몇 가지 주요 용어를 간략히 정의하면서 서론을 마치고자 한다.

추상적 규범통제, 집중형 심사, 구체적 규범통제, 위헌심사, 분산형 심사, 사전적 심사,
사후적 심사, 혼합형 심사

아래 제시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용어의 의미와 예시가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의 이해
를 도울 수 있기를 바란다.

추상적 규범통제(Abstract review)
일반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도 합헌성 문제를 심사할 수 있다. 따라서 구체적
사건을 떠나서 추상적으로 위헌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집중형 심사(Centralized review)
합헌성에 대한 통제는 보통 일반법원과 별도로 운영되는 전문 기관이 수행한다. 이를
중앙집중형 심사(concentrated review)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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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규범통제(Concrete review)
일반법원에 제기된 소송의 맥락 속에서 합헌성 문제에 대해 심사한다. 따라서 해당
문제는 ‘추상적’이어서는 안 되며 일반법원의 ‘구체적’인 사법분쟁과 관련이 있어야 한다.

위헌심사(Constitutional review)
‘위헌심사’라는 용어는 여러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다음은 비교헌법학계에서 사용되는
‘위헌심사’에 관한 최광의로부터 최협의에 이르는 정의의 여섯 가지 예시이다. 이는
관련된 모든 정의를 포괄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위헌심사’의 의미를 논함에 있어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다. 위헌심사에 관한 가장 광의의 정의는 합헌성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일반적인 권한을 말한다. 가장 협의의 정의는 의회 제정법의
합헌성에 관해 결정할 수 있는 사법기관의 구체적 권한이다. 본 연구 자료집에서
사용된 ‘위헌심사’의 정의는 아래 2번과 3번에 제시되어 있는 개념과 유사하다.
1) “넓은 의미에서 위헌심사란 자신의 행동이나 다른 행위자의 행동이 헌법 및
기타 헌법적 지위를 갖거나 헌법적 역할을 수행하는 다른 문헌이나 원칙에
합치하는지 평가하는 과정을 말한다. 좁은 의미에서 위헌심사는 합헌성
평가를 수행하는 주체에게, 다른 국가기관의 행위가 헌법 기준과 합치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낼 수 있는 권한이 있어서 헌법 문제에 관한 해당 기관의
입장을 다른 국가 기관에 법적으로 강요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Maartje
de Visser, Constitutional Review in Europe, A Comparative Analysis,
Hart Publishing 2014, p. 2)
2) “헌법이 구속력을 가지도록 의도되었다면, 어떤 행위나 결정이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결정하고, 이러한 일이 발생할 경우 특정 구제책을 제공하여
헌법을 강제할 수단이 있어야 한다. 이 과정을 ‘위헌심사’라고 한다.”
(Andrew Harding, ‘The Fundamentals of Constitutional Courts',

International IDEA Constitution Brief, April 2017, https://www.
idea.int/publications/catalogue/fundamentals-constitutional-co
urts, p. 1)
3) “위헌심사 - 법관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통상적인 입법 또는 행정
행위를 무효로 할 수 있는 사법기관의 권한으로 정의한다...”(Georg
Vanberg, The Politics of Constitutional Review in Germa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5, 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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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률의 합헌성을 판단할 권한을 법원/재판소(courts)에 부여하는 관행은
여러 용어로 기술된다. 미국에서는 이러한 관행을 사법심사라고 하며, 이는
다른 보통법 제도에서 행정처분 심사를 칭하는 용어이다. 많은 대륙법계
국가의 경우 이 관행은 합헌성에 대한 사법적 통제(judicial control of
constitutionality)로 알려져 있다. 나는 이 관행을 말할 때 위헌심사라는
용어를

사용한다.”(Mark

Tushnet,

Advanced

Introduction

to

Comparative Constitutional Law, Edward Elgar 2018, second
edition, p. 49, FN 1)
5) “...위헌심사는 법을 해석하고 헌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법률 조항의
효력을 중지시킬 수 있는 법원/재판소(courts)의 권한으로 이해할 수
있다...”(Rainer Grote, ‘Judicial Review', in Max Planck Encyclopedia

of Comparative Constitutional Law, Oxford Constitutional Law,
http://oxcon.ouplaw.com/home/mpeccol, para. 3)
6) “위헌법률 심사(constitutional judicial review)라고도 하는 합헌성에
대한 사법적 통제는 법원/재판소(court)에서 의회가 제정한 법률의
합헌성을 심사하는 것이다.” (Albert HY Chen and Miguel Poiares
Maduro, ‘The judiciary and constitutional review', in Mark
Tushnet, Thomas Fleiner and Cheryl Saunders (eds.), Routledge

Handbook of Constitutional Law, Routledge 2013, p. 97)
분산형 심사(Decentralized review)
합헌성에 대한 통제는 일반법원이 행사하며 일반적으로 모든 법원이 수행할 수 있다.
이를 분산 심사(diffuse review)라고도 한다.

사전적 심사(Ex ante review)
법률안(legislative bill), 아직 입법부의 비준을 받지 못한 국제조약 또는 헌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와 같이 법규범(legal norm)이 제정되기 전에 심사가 이루어진다.

사후적 심사(Ex post review)
법률, 비준된 국제조약 또는 이미 시행된 헌법 개정과 같이 법규범이 제정된 후 심사가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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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형 심사제(Hybrid systems of review)
보통 집중형 또는 분산형 위헌심사 개념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 위헌심사 제도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때로는 일반적으로 집중형 또는 분산형으로 분류되는 위헌심사 제도에서도
일부 혼합적 요소가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혼합형 제도나 혼합적 요소는 특정 위헌심사
제도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역사적 경험이나 의도적인 결정의 산물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수십 년 동안 많은 실험이 있었다. 이러한 실험을
통해 위헌심사의 ‘역사적’ 모형이 특별한 지역적 필요와 전통에 적용되고, ‘역사적 모형’이
새로운 ‘혼합형’ 심사 기관 및 구조에 통합되는 모습이 나타났다. ‘역사적’ 위헌심사
제도뿐만 아니라 새로운 위헌심사 제도가 계속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 국가의
위헌심사 제도를 말할 때 특정한 기본적 위헌심사 유형이나 원래의 위헌심사 유형을
언급하는 것은 이제 매우 적절하지 않다.”(Rainer Grote, ‘Judicial Review', in Max

Planck Encyclopedia of Comparative Constitutional Law, Oxford Constitutional Law,
http://oxcon.ouplaw.com/home/mpeccol, para. 6)

제2장
AACC 회원기관:
비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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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심사유형
AACC 회원기관
아프가니스탄7
아제르바이잔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대한민국
키르기즈
말레이시아
몽골
미얀마
파키스탄
필리핀
러시아
타지키스탄
태국
터키
우즈베키스탄

집중형 심사

분산형 심사

예
예
예
예
예9
예
아니오
예
예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예11
아니오
아니오
혼합형13

아니오
예
예
예
예
예

예15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추상적
규범통제
예
예
예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예
예
아니오
예
예
예
예
예

구체적
규범통제
예
예
아니오
예
예
예
예
예
예
예14
예
예
예
예
예
아니오

사전적 심사6

사후적 심사

예
예8
아니오
예
아니오
예10
아니오
예12
아니오
아니오
예16
예17
예18
예
아니오
예19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6 아직 비준되지 않은 국제조약이나 헌법 개정안에만 적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일부 AACC
회원기관의 경우 입법 초안에도 적용된다.
7 헌법위원회에 해당하는 아프가니스탄 헌법이행감독위원회(Independent Commission for Overseeing
the Implementation of Constitution of Afghanistan, ICOIC)는 주요 측면에서 헌법재판소 또는
통상적으로 이에 준하는 기관과 다르다. ICOIC의 주요 기능에는 국가기관에서 요청할 경우 헌법 해석에
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것이 포함된다. 헌법적 감독 권한은 아프가니스탄 대법원과 일부 공통점이
있다. 본 책자에 수록된 아프가니스탄 관련 정보는 ICOIC에 관한 것으로, 이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
ICOIC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ACC 연구사무국 웹사이트(http://www.aaccsrd.org/en/main.do)
발간자료 섹션에 있는 AACC SRD (ed.), Jurisdictions and Organization of AACC Members (AACC
SRD /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2018), 22-31에서 확인할 수 있다.
8 국가 간 조약(interstate agreement)에 적용된다.
9 단, 행정명령 심사 권한은 대한민국 대법원에 있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현황자료 II.H.에서
확인할 수 있다.
10 키르기즈에 아직 발효되지 않은 국제조약뿐만 아니라 헌법개정에 관한 법률 초안에도 적용된다.
11 일반적으로 헌법 관련 사건을 심리할 수 있는 관할권은 고등법원, 항소법원, 연방법원과 같은 상급법원에만
있다.
12 국제조약에 적용할 수 있다.
13 위헌심사 목적상 파키스탄 사법제도가 집중형 사법제도인지 분산형 사법제도인지 구분하기는 어렵다.
고등법원과 파키스탄 대법원은 헌법 기준에 관하여 모든 입법 기구나 행정처분의 합헌성을 심사할 권한이
있다. 또한, 헌법 제203-C조에 따라 설립된 연방 샤리아법원(Federal Shariat Court)은 법률이 이슬람교의
명령에 위배되는지 판단할 권한이 있다. 따라서 파키스탄 사법제도를 혼합형 모형으로 볼 수도 있다.
자세한 내용은 파키스탄 현황자료의 I.A., I.B., II.B. 및 V.A.에서 확인할 수 있다.
14 파키스탄 고등법원은 헌법 관할(헌법 제199조)에 따라 위헌심사가 제기된 경우에만 구체적 심사를
수행할 수 있다.
15 하급법원, 항소법원, 대법원 모두 위헌임을 이유로 해당 규범을 무효로 할 수 있다. 필리핀 헌법 제8장
제1조에는 “사법권에는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고 강제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실질적 분쟁을 해결하는

법원의 의무와 정부부처나 기관에서 관할권의 흠결이나 과잉에 이르는 심각한 재량권 남용이 있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법원의 의무가 포함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16
17
18
19

헌법 개정안의 경우(단, 절차적 성격의 문제인 경우에 한함)
국제조약에 적용된다.
국제조약에 적용된다.
헌법적 법률 및 국제조약에 적용된다.

비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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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심사대상
AACC 회원기관
아프가니스탄22
아제르바이잔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대한민국
키르기즈
말레이시아
몽골
미얀마
파키스탄
필리핀
러시아
타지키스탄
태국
터키
우즈베키스탄

법률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의회 의결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26
아니오
예
아니오
아니오
예
예30
예33
예35
아니오36
예

헌법 개정안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예29
아니오31
예
예
예37
아니오

행정명령
아니오
예
아니오
예23
아니오24
예
예
예28
예
예
예
예
예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긴급명령20
아니오
예
예
예
예25
아니오27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예
예32
아니오
예
아니오38
예

국제조약21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아니오
예
예
예
예34
예
아니오39
예

20 긴급명령은 행정명령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으며 각국의 위헌심사 제도에서는 행정명령이 위헌심사
대상에 속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21 국제조약은 입법을 통해 국내법에 통합된다는 점에서 위헌심사 대상에 속하는 경우가 많으며, 위헌법률
심사는 보통 위헌심사의 핵심 과업이다.
22 헌법위원회에 해당하는 아프가니스탄의 헌법이행감독위원회(ICOIC)는 주요 측면에서 헌법재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과 다르다. 자세한 내용은 표 1의 아프가니스탄 각주에서 확인할 수 있다.
23 행정명령이 국가기관의 규범적 법령(normative legal act)으로 간주되는 경우
24 행정명령 심사 권한은 대한민국 대법원에 있다. 헌법재판소 역할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현황자료 II.H.에서 확인할 수 있다.
25 긴급명령은 법률과 동일한 법적 효력이 있기 때문에 위헌심사 대상에 속한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현황자료 II.C.에서 확인할 수 있다.
26 의회 의결은 규범적 법령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위헌심사 대상에 속한다.
27 키르기즈의 법 제도에는 긴급조치와 같은 법규범이 존재하지 않는다. 자세한 내용은 키르기즈 현황자료
II.A.에서 확인할 수 있다.
28 일반적으로 행정명령 심사는 행정법원이 관할한다. 헌법재판소 역할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몽골 현황자료
II.C.에서 확인할 수 있다.
29 헌법 개정안의 경우(단, 절차적 성격의 문제인 경우에 한함)
30 의회 의결이 법규범으로 확립되는 경우
31 헌법재판소는 개정할 수 없는 핵심 헌법 조항에 대해 시행에 앞서 헌법 개정안을 검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이러한 검증은 헌법재판소가 법률상 필요한 권한을 부여 받은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 문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러시아 현황자료 II.A.에서 확인할 수 있다.
32 이러한 긴급명령에 대해 다른 규범적 법령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추상적 위헌심사가 적용될 수 있다.
33 규범적 법령으로 간주되는 경우
34 아직 발효되지 않은 조약
35 특정 상황에 따라 적용. 태국 현황자료 II.A. 참조
36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 관해서는 터키 현황자료 II.A. 참조
37 헌법 개정의 절차적 문제와 관련된 경우에만 해당
38 과거 헌법재판소는 긴급명령에 대해 위헌심사를 수행했다. 그러나 터키 헌법재판소는 최근 헌법
제148조에 따라 긴급명령에 대한 위헌심사를 거부하는 것으로 판례법을 변경했다(출처: AACC
SRD 설문서에 대한 터키 답변). 현재 긴급명령의 심사대상 적격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는 터키
현황자료 II.B.에서 확인할 수 있다.
39 추상적 규범통제 심사대상에 관한 상세 정보는 터키 현황자료 II.A.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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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개인의 직접 청구
AACC 회원기관
아프가니스탄41

개인의 직접 청구

개인의 직접 청구를 규정한 조항 예시40

아니오

-

아제르바이잔

예

헌법 제130조 제(V)항

인도네시아

예

헌법재판소법 제51조 제(1)항

카자흐스탄

아니오

-

대한민국

예

헌법재판소법 제68조

키르기즈

예

헌법 제97조 제(7)항

말레이시아

예

1995년 연방법원규칙 제31조~제39조

몽골

예

헌법 제66조 제(1)항

미얀마

아니오

-

파키스탄

예

헌법 제184조 제(3)항

필리핀

예

헌법 제VIII장 제5조 제(1)항 및 제(2)항

러시아

예

헌법 제125조 제(4)항

타지키스탄

예

헌법재판소에 관한 헌법적 법률 제40조

태국

예

헌법 제213조

터키

아니오42

-

아니오

-

우즈베키스탄

40 넓은 의미에서 개인의 위헌심사 청구는 때때로 별도의 특정 관할권의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정보는 관련 법률 조항을 통해 확인하기 바란다. 예를 들어, 일부 집중형 심사제도에서는 헌법소원으로
부르는 별도의 관할이 존재할 수 있다. 분산형 심사제도에서는 헌법소원이 대개 일반법원에서 수행되는
소송을 통해 다루어지므로 개인이 위헌심사를 직접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다.
41 아프가니스탄 헌법이행감독위원회(ICOIC)는 주요 측면에서 헌법재판소 또는 통상적으로 이에 준하는
기관과 다르다. 자세한 내용은 표 1의 아프가니스탄 각주에서 확인할 수 있다.
42 개인은 위헌심사를 청구할 수 없으나 인권침해 구제를 위한 청구는 가능하다(터키 헌법 제148조 참조).

제3장
AACC 회원기관:
위헌심사 현황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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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제르바이잔
헌법재판소
요약
아제르바이잔에서는 헌법재판소가 합헌성 통제(control of constitutionality) 기능을
수행한다. 위헌심사 절차는 국가 기관이나 개인의 청구로 시작될 수 있으며, 법률과
의회 결의에도 적용될 수 있다.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헌법과 법률 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인권위원장(Commissioner for Human Rights)은 인권과 자유를 침해하는
입법기관의 규범적 법령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헌법소원 청구의
당사자적격은 광범위하게 인정되며, 시민, 외국인, 무국적자, 법인이 모두 포함된다.
특정 기간 내 모든 구제절차를 완료할 것을 요구하는 등 절차적 제한이 있다. 주요
심사기준으로는 명확성의 원칙, 헌법 우위의 원칙, 비례의 원칙 등이 있다. 아제르바이잔은
유럽평의회 회원국이므로 유럽인권재판소의 관할에 속하며, 유럽인권재판소의 판례를
고려한다. 위헌심사 과정에서 외국법을 참조하도록 명시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규정한
법률 조항은 없지만, 아제르바이잔 헌법재판소는 때때로 다른 국가의 입법례(legislative
experience)와 외국 헌법재판 기관의 판례법을 고려한다.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
으로 구성되며, 헌법 또는 관련 법률 조항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은 경우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의 결정은 재판관 5명 과반수의 찬성으로 채택된다. 반대의견은 헌법재판소의
결정문과 함께 공표된다. 합헌성과 해석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대세적 효력을
가지며 이는 헌법재판소의 심사 대상인 당해 사건뿐만 아니라, 법 적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유사 사건에도 적용된다.

개요
I. 심사 유형
II. 심사 대상
III. 적법요건 및 재판적격성
IV. 심사 기준
V. 결정의 유형 및 효과

1. 아제르바이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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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심사 유형
A. 배경
1995년 국민투표 결과 채택된 아제르바이잔 헌법은 아제르바이잔 영토에서 최고의
법적 강제력을 갖는다. 아제르바이잔 헌법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간의 권력분립이
이루어진 대통령 중심제를 규정하고 있다.
아제르바이잔의 법제(legislative system)는 다음과 같은 규범적 법령(normative legal
acts)으로 구성된다.
- 헌법
- 국민투표로 채택된 법률
- 법률
- 명령(decree)
- 아제르바이잔 내각(Cabinet of Ministers)의 결의
- 중앙행정기관의 규범적 조치
- 아제르바이잔 입법 체계의 필수 부분을 구성하는 아제르바이잔이 당사국인
국제조약
아제르바이잔 헌법재판소는 아제르바이잔 헌법에 따라 헌법재판소 관할 사안을 다루는
최고헌법재판기구이다. 헌법재판소는 조직, 재무 또는 기타 활동 등에 있어서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지방자치단체, 법인과 자연인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기관이다. 헌법재판소의 기본
목적은 아제르바이잔 헌법의 최고 우위성을 보장하고 개인의 기본권과 자유를 보호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1998년 7월 14일 설립되었다. 헌법재판소 활동은 1995년 11월 12일
채택된 아제르바이잔 헌법(2002년 8월 24일 실시된 국민투표 결과 채택된 개정안 포함),
아제르바이잔이 당사국인 국가 간 조약, 2003년 12월 23일 채택된 헌법재판소법, 그리고
기타 법률, 헌법재판소 절차 규칙에 근거한다.
헌법 제86조, 제88조, 제102조, 제103조, 제104조, 제107조, 제130조, 제153조,
제154조는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기능은
아제르바이잔 헌법의 최고 우위성 원칙과 독립, 합의, 공개 원칙에 근거한다.
아제르바이잔 헌법 제130조 제1항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다.
동 헌법 조항에 따라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대통령의 제청으로 의회가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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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심사 구조
아제르바이잔에서 위헌심사는 아제르바이잔 헌법재판소의 권한이다. 아제르바이잔
헌법재판소는 아제르바이잔 헌법재판소법 제1조에 따라 헌법적 관할 사안을 다루는
최고헌법재판기구이다. 헌법재판소의 기본적인 목표는 아제르바이잔 헌법의 최고
우위성을 보장하고 개인의 기본권과 자유를 보호하는 것이다.
누구든지 또는 어떠한 이유, 영향, 위협, 간섭이 있든지 간에 헌법재판 절차에 대한
직간접적인 제한과 법정모독은 용인되지 않으며 아제르바이잔 법률에 따라 형사책임을
지게 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아제르바이잔에서 위헌심사는 헌법재판소만이 수행한다.
그러나 재판을 진행하는 법원이 헌법에 위배되는 규범적 법령을 발견하면, 재판 절차를
중단하고 헌법재판소에 논란이 되는 법령에 대한 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1998년 이후, 아제르바이잔 대통령, 의회(Milli Majlis), 장관, 대법원, 검찰청, 나히체반
자치공화국 최고위원회(Ali Majlis)는 법률, 결정, 기타 규범적 법령이 아제르바이잔
헌법 및 법률에 합치하는지 여부 및 그 해석을 헌법재판소에 요청할 수 있다.
2002년 이후, 개정된 헌법에 따라 아제르바이잔 인권위원장(옴부즈만)은 입법기관과
집행기관의 규범적 법령, 그리고 사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조치에 대한 심사를
헌법재판소에 청구할 권리가 있다.
헌법재판소는 시행된 규범적 법령, 헌법 제130조 또는 헌법의 별도 조항에 규정된 기타
행위, 정부 간 합의(intergovernmental agreements)(사후적) 및 국가 간 합의(interstate
agreements)(사전적)의 합헌성을 심사할 권한이 있다.

Ⅱ. 심사 대상
A. 법규범
아제르바이잔 헌법재판소는 아제르바이잔 대통령, 의회, 장관, 대법원, 검찰청, 나히체반
자치공화국 최고위원회의 청구 시 아제르바이잔 헌법에 따라 아제르바이잔 법률과 의회
결의를 심사한다.
개인과 법인은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는 정부의 입법조치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은 인권과 자유의 이행과 관련된 아제르바이잔의 헌법과 법률의 해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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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제르바이잔 헌법재판소에 청구할 수 있다.
아제르바이잔 인권위원장(옴부즈만)은 인권과 자유를 침해하는 입법기관의 규범적 법령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청구할 수 있다.

B. 기타 공권력 행사
아제르바이잔의 규범적 법령(normative legal acts)에 관한 헌법적 법률 제3조 제3항
제1호에 따르면, 아제르바이잔 의회의 결의는 규범적 법령이 아니다. 그러나 헌법 제130조
제III항 제1호에 따라, 아제르바이잔 헌법재판소는 의회 결의가 아제르바이잔 헌법과
합치하는지 확인할 권한이 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아제르바이잔 대통령, 의회,
내각, 대법원, 검찰청, 나히체반 자치공화국 최고위원회가 헌법재판소에 청구할 수 있다.
입법기관과 집행기관의 규범적 법령 및 사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조치로 자신의 권리와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자는 해당 인권과 자유에 대한 침해를 구제받기 위해
아제르바이잔 헌법 제130조 제III항 제1호~제7호에 규정된 사항을 심사하는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할 수 있다.
아제르바이잔 헌법 제130조 제III항 제4호에 규정된 사항에 대한 청구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헌법재판소에서 심리할 수 있다.
- 법원이 적용했어야 할 규범적 법령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 법원이 적용하지 말았어야 할 규범적 법령을 적용한 경우
- 법원이 규범적 법령을 적절히 해석하지 않은 경우
아제르바이잔 헌법재판소법 제34조 제2항에 규정된 사항의 경우, 아제르바이잔 대법원이
심리한 사건의 사실조사(examination of facts)는 인정되지 않는다. 다음의 경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 최종심급 법원(아제르바이잔 대법원)의 판결의 효력이 발생한 때로부터
6개월 이내에 모든 구제절차를 완료한 후
-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이 침해된 때로부터 3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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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제르바이잔 헌법 제148조 제II항에 따라, 국제조약은 아제르바이잔의 법 체제(legislative
system)에 포함되는 법률에 해당한다. 아제르바이잔이 당사국인 국제조약은 아제르바이잔
법제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
아제르바이잔 헌법 제151조는 아제르바이잔 법체제의 규범적 법령(아제르바이잔 헌법
및 국민투표에 의해 채택된 법률 제외)과 아제르바이잔이 당사국인 국제조약이 상충하는
경우, 국제조약이 우선 적용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Ⅲ. 적법요건 및 재판적격성
A. 적법요건
아제르바이잔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헌법재판 절차에서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법률대리인에 의해 대표될 수 있다.
아제르바이잔 헌법재판소법 제34조 제4항에 따르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as a rule) 헌법재판소에 청구할 수 있다.
- 최종심급 법원(아제르바이잔 대법원)의 판결의 효력이 발생한 때로부터
6개월 이내에 모든 구제절차를 완료한 후
-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이 침해된 때부터 3개월 이내

위에 언급된 아제르바이잔 헌법재판소법 제34조 제4항의 “원칙적으로”라는 문구는
예외가 존재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제기된 사안이 인권과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인 경우에는 해당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
개인은 헌법재판 절차에서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 따라서 아제르바이잔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헌법재판 절차에서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법률
대리인이 대표할 수 있다.
아제르바이잔 헌법 제69조에 따라, 법률 또는 아제르바이잔이 당사국인 국제조약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은 한, 아제르바이잔에 체류하는 외국인과 무국적자는 아제르바이잔
국민과 동일하게 모든 권리를 향유하고 모든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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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아제르바이잔 헌법 제130조에 따르면, 입법기관과 집행기관의
규범적 법령, 지방자치단체와 사법기관의 조치로 권리와 자유를 침해 받은 자는 누구나
인권과 자유에 대한 침해를 구제받기 위해 법률에 규정된 바에 따라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할 권리가 있다.
“누구나”에는 국민과 외국인, 무국적자, 개인과 법인이 모두 포함된다.

B. 재판적격성
헌법재판 개시 사유는 아제르바이잔 헌법재판소법 제31조에 명시되어 있다. 동 조항에
따르면 재판소는 권한 있는 자에게서 질의서, 요청서, 청구서를 송달 받은 경우에만
헌법재판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청구서는 헌법과 아제르바이잔 헌법재판소법에 규정된
요건을 엄격히 준수하여 제출해야 하며, 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사건은 헌법재판소에
청구할 수 없다. 위헌심사절차에서는 특정 조치가 헌법과 법률의 위계와 일치하는지
확인하거나 또는 법률 행위에 대한 해석이 요구될 수 있다.
헌법재판소가 자체 재량으로 재판을 시작할 권한이 없다는 점 또한 유의해야 한다.
국가기관이 권고 의견(advisory opinion)을 요청한 경우 헌법재판소는 해당 기관에
법적 강제력이 없는 권고임을 명시한 서신을 통해 답변한다.

Ⅳ. 심사 기준
A. 헌법재판의 주요 기준
아제르바이잔 헌법 제71조에 따르면,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는 헌법에 명시된 인간과
시민의 권리와 자유를 준수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다.
인간과 시민의 권리 및 자유의 행사는 매우 한정된 상황에서만 제한될 수 있다. 모든
사람의 권리와 자유는 현행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사유에 따라 또한 타인의 권리 및 자유에
의해 제한된다. 권리와 자유에 대한 제한은 국가가 기대하는 결과에 비례해야 한다.
아제르바이잔 헌법재판소법 제4조에 따르면, 헌법재판소 활동은 아제르바이잔 헌법의
최고 우위성 원칙뿐 아니라 독립, 합의, 공개라는 원칙에 근거한다. 법의 지배는 헌법재판
활동의 일반적인 원칙인 동시에 헌법재판 절차의 원칙이다. 이는 법률에 따라 헌법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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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를 진행하고, 아제르바이잔 헌법재판소와 헌법재판 절차의 참여자들이 법률의
우위성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법의 지배의 원칙은 아제르바이잔 헌법이 국가의 기본법으로서 최고의 법적 강제력을
지니고 있음을 인정하고 보장하는 헌법적 절차 속에서 실현된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헌법에 공식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다양한
가치의 논거를 제시했는데, 중요한 공적 관계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적 안정성,
공법의 일관성, 공익과 사익 간의 균형, 절차적 경제성 등이다. 이들 원칙 가운데 하나는
법적 명확성의 원칙이다.

B. 국제법 및 외국법의 적용
아제르바이잔 헌법재판소법 제2조에 따르면, 헌법재판소 활동의 법적 근거는 아제르바이잔
헌법, 아제르바이잔이 당사국인 국제조약, 헌법재판소법, 기타 법률 및 헌법재판소
내규이다.
더욱이 2006년 1월 19일자 “아제르바이잔의 사법제도 현대화 관련 법률 적용과
아제르바이잔의 일부 입법조치 개정 및 추가에 관한” 아제르바이잔 대통령 명령은
아제르바이잔 법원이 유럽인권재판소의 판례법을 연구하고 사법 실무에서 이를
고려하도록 권고했다.
위헌심사 과정에서 외국법을 참고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또는 묵시적으로 승인하는
헌법 조항이나 법률 조항은 없다. 그러나 아제르바이잔 헌법재판소는 다양한 사건을
심리할 때 외국 헌법재판 기관의 판례법을 고려한다. 헌법재판소가 국가 행위에 대한
헌법상의 의미를 해석하는 한편 외국법원의 관행을 언급하며 판결의 추가 논거를 제시한
사건이 다수 존재한다. 이는 법원 판결의 직접적인 근거로 사용되지는 않지만, 결정의
도출 과정에서 규정의 내용을 명확히 하는 데 기여하거나 그 과정에서 판결을 보강하는
역할을 한다. 이밖에도, 헌법재판소는 판결에서 해당 쟁점에 대해 외국 법률은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에 관한 사례를 자주 소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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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정의 유형 및 효과
A. 판결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의 결정은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회의에서 채택되며, 본안 심사
결과 내려진 헌법재판소의 결론을 포함한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헌법재판에서는
단 하나의 최종 판결만을 내린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헌법재판관 심의실(deliberation room)에서 채택된다. 아제르바이잔
헌법과 아제르바이잔 헌법재판소법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은 경우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의
결정은 재판관 과반수 5명의 찬성으로 채택된다.
아제르바이잔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법재판소 결정문의 근거 진술 또는 결론에
동의하지 않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서면으로 반대의견을 낼 수 있다. 재판관의 반대의견은
헌법재판소의 결정문과 함께 공표된다.

B. 법적 효력 및 시행
아제르바이잔 헌법 제130조 제IX항에 따라 아제르바이잔 헌법재판소는 관할에 속하는
사안에 대해 판결을 내려야 한다. 아제르바이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아제르바이잔 영토
전역에 효력을 미친다.
합헌성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해석에 관한 결정은 헌법재판소의 심사 대상이었던
특정 사건뿐만 아니라, 법 적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유사 사건에도 적용된다.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해석은 모든 정부 부처, 모든 대표, 행정기관 및 사법기관을 기속한다.
추상적 규범통제(abstract control)는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 경우 대세효 (erga
omnes)를 미치며 법률을 무효로 한다. 특정 법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또는 위헌
결정은 기속력 있는 법적 사실(legal fact of prejudicial value)이다. 입법자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이러한 효과 때문에 위헌 선언된 규제적 법률과 일치하는 내용의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가 어떠한 규제적 법률 조항이 헌법과 합치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립하면
법원이 여타 법률에 규정된 유사 조항을 적용할 수 없게 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한편,
헌법재판소가 어떠한 사법 조치(judicial act)의 합헌 또는 위헌 여부를 확정하면, 이러한
상황은 해당 사건을 심리한 법원과 다른 사건을 심리하는 법원 모두에 효력을 미친다.
법률의 집행에 있어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통해 확립한 법해석과 다르게 해당 법규범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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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
요약
인도네시아는 집중형 위헌법률심사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위헌법률심사는 헌법재판소
에서 수행하며, 인도네시아의 위헌심사는 추상적 규범통제이다. 따라서 현 제도상
헌법재판소는 구체적 규범통제를 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는 위헌심사를 통해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사하며, 법률보다 위계가 낮은 규정의 적법성에 관한 문제는 대법원이
관할한다. 헌법재판소법 제51조 제1항에 따르면, 개인, 관습법 공동체, 공공 또는 민간
법인, 국가기관이 법률에 의해 헌법상의 권리 또는 권한을 침해받은 경우 위헌법률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심사기준에서는 비례성 원칙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는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은 합당한 목적을 지녀야 하고,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해당 법률이
필수적이며, 이에 따른 기본권 제한은 해당 법률이 달성하고자 하는 이익에 비례해야
함을 의미한다.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는 다수의 위헌심사 결정에서 국제법, 특히
인권규범(human rights instruments)을 참조했다. 국제법에 대한 참조는 헌법재판소
결정 이유의 주요 논거로 사용되지 않으나, 국민의 헌법적 권리 보호를 옹호하는 추가
논거를 제공하고, 아직 헌법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을 수 있는 기본권을 고려하는
데 사용된다. 헌법재판소는 위헌심사에서 다양한 유형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예를
들어, 청구에 대해 각하(unacceptable), 위헌(unconstitutional), 무효(void), 권한
없음(unauthorized) 판결을 내릴 수 있다. 결정의 효력은 또한 법률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라는 권고문을 발표하거나, 법률 개정 시한을 정하거나, 시한을 정해 특정한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하거나, 입법부에 새로운 법률안을 입안하도록 명령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개요
I. 심사 유형
II. 심사 대상
III. 적법요건 및 재판적격성
IV. 심사 기준
V. 결정의 유형 및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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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심사 유형
A. 배경
1. 인도네시아 위헌심사의 연혁
이론적으로, 헌법재판소의 개념은 1919년에 오스트리아의 법학자 한스 켈젠(1881~1973)에
의해 처음 도입되었다. 켈젠은 입법기관 이외의 기관이 입법부가 결정한 사항의 위헌 여부를
심사하고, 해당 기관이 입법부가 결정한 사항을 위헌으로 결정할 경우 그 적용을 중단시키는
임무를 맡아야 법률의 헌법적 이행을 효과적으로 보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헌법재판소로 불리는 특별기구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
1945년 헌법이 제정된 역사를 자세히 살펴보면 한스 켈젠의 사법심사 구상은 무함마드
야민(Muhammad Yamin)이 독립준비위원회(Committee for the Preparation of
Independence, BPUPK) 회의에서 전달한 제안과 같은 맥락인 것으로 보인다. 야민은
위헌심사를 수행할 권한과 다름없는 “법률을 비교(compare laws)”하는 권한을
대법원(Balai Agung)에 부여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소에포모(Soepomo, 인도네시아
초대 법무부 장관)는 (i) 제정 중인 헌법에서 채택된 기본 개념은 권력분립(separation
of powers)의 개념이 아니라 권력분배(distribution of powers)의 개념이며, 그 밖에도
(ii) 판사의 임무는 법률 심사가 아닌 법률 적용이고, (iii) 판사의 법률 심사 권한은
인도네시아 상하원 합동회의인 국민평의회(Majelis Permusyawatan Rakiat, MPR)의
최고 우위성 개념과 모순된다고 주장하며 무함마드 야민의 제안을 반박했다. 결국 1945년
헌법에서는 야민의 제안이었던 법률 합헌성에 대한 사법심사 구상이 채택되지 않았다.
승인을 받지 못했지만, 야민의 구상은 인도네시아 헌법 입안자들이 당시 매우 진보적인
사상을 지니고 있었다는 방증이다.
인도네시아의 헌법재판소 설립 구상은 개혁 시기(1999년~2002년)에 단행된 1945년
헌법의 개정에 발맞춰 점차 힘을 얻다가 2001년 절정에 이르렀다. 같은 해 인도네시아
국민평의회에서 이루어진 1945년 헌법 개정에서는 1945년 헌법의 제3차 개정헌법
제24조 제2항과 제24C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 설립안이 채택되었다.
이후 인도네시아 정부는 앞서 언급한 헌법상의 권한을 구체화하고, 후속조치를 마련하고자
하원(Dewan Perwakilan Rakyat, DPR, 국민대표회의)과 함께 헌법재판소법 초안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얼마간의 논의 끝에 정부와 하원이 마침내 법률 초안에 대해
상호 합의에 이르렀고, 2003년 8월 13일 하원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같은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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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은 메가와티 수카르노푸트리(Megawati Soekarnoputri)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공포되었으며, 헌법재판소에 관한 2003년 법률 제24호로 명명되었다.
2003년 법률 제24호를 기점으로 하원, 대통령, 대법원의 세 국가기관은 국가권력 간
균형 원칙에 따라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선출했다. 이들 국가기관이 각자 내부 절차에
따라 선정 단계를 거친 뒤, 대통령에게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될 후보자를 각 3명씩
지명했다.
2. 위헌심사와 기본권 보호
1945년 헌법 제24C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심판, 1945년
인도네시아 헌법에 따라 권한을 부여 받은 국가기관 간의 권한쟁의심판, 정당해산심판,
총선 결과에 대한 선거소송, 그리고 대통령과 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대통령 및/또는
부통령이 국가반역죄나 부패, 뇌물 수수, 기타 중대한 범죄행위, 부정행위 등의 위법을
저질렀거나 1945년 인도네시아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 및/또는 부통령의 자격 조건에
더 이상 부합하지 않는다는 하원의 의견에 따른 심판)에 대한 관할권이 있다.
헌법재판소의 중요한 권한 중 하나는 위헌법률심사를 수행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이 권한을 통해 기본적 민주질서 확립, 법치, 기본권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해 왔으며,
헌법재판 판결을 통해 인도네시아의 헌법 체계를 강화해왔다.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가
기념비적인 결정을 통해 이룩한 업적은 아래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위헌심사 사건 결정(2003년~2018년 12월)

115건, 9%
취하(Withdrawn) (115건)

259건, 22%

각하(Dismissed) (375건)
권한 없음(Unauthorized) (9건)

375건, 31%

무효(Void) (21건)
기각(Denied) (420건)

420건, 35%

인용(Granted) (259건)

9건, 1%
21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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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설립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처리되는 위헌심사 사건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는 인도네시아 국민이 1945년 헌법이 보장하는 헌법적 권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 맥락에서 위헌심사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더욱 보장하기 위해
고안된 법적 메커니즘의 하나이다.

B. 심사 구조
1. 위헌심사 유형
위헌심사 수행 권한은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에 부여된 중요한 권한이다. 인도네시아에서의
위헌심사는 유럽형 또는 집중형 심사 제도를 따른다.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는 추상적
형태의 위헌심사만을 수행할 수 있고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위헌 여부를 심사할 수 없다.
2. 형식적 요건 및 실체적 내용에 관한 위헌심사
위헌심사는 형식적 요건에 관한 위헌심사와 및 실체적 내용에 관한 위헌심사의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 형식적 요건에 관한 위헌심사는 법률이 입법 절차와 과정을
준수하여 입안 또는 승인되었는지 심사한다. 실체적 내용에 관한 위헌심사는 법률의
실체적 내용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심사한다.
형식적 요건에 관한 위헌심사 청구서에는, 해당 법률이 헌법에 명시된 법률 제정 조항을
준수하지 않고 제정되었으며 법적 구속력을 지니고 있지 않음을 설명하여야 한다.
한편, 실체적 내용에 관한 위헌심사 청구서에는 해당 법률의 편, 조, 및/또는 항의
실체적 내용이 인도네시아 헌법에 위배되며, 해당 법률의 편, 조, 및/또는 항의 실체적
내용이 법적 구속력을 지니고 있지 않음을 기술해야 한다. 형식적 요건 및 실체적
내용에 관한 위헌심사 청구인은 헌법적 권리 및/또는 권한을 청구서에 명확히 기재할
의무가 있다.

Ⅱ. 심사 대상
A. 법규범
1. 법률 위계 및 사법심사제도
인도네시아의 법률의 종류와 위계는 1945년 헌법, 국민평의회(MPR) 결정, 법률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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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대체 정부 규정(임시 긴급조치), 정부 규정, 대통령 규정, 광역자치단체 규정 및
기초자치단체 규정으로 구성된다. 각 법률은 최고 수준부터 최저 수준까지의 위계 구조
순으로 법적 강제력을 지닌다. 아래의 그림은 인도네시아 법규의 위계를 나타낸다.
사법심사 제도와 관련하여 인도네시아는 두 가지 독립된 메커니즘을 적용한다. 첫 번째
메커니즘은 헌법재판소가 대통령과 하원이 제정한 법률의 합헌성만을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 메커니즘은 대법원만이 법률보다 위계가 낮은 규정의 적법성을
심사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러한 규정으로는 정부 규정, 대통령 규정, 광역자치단체
규정 및 기초자치단체 규정이 있다.
대법원이 수행하는 법률 하위 규정에 대한 적법성 심사의 경우, 헌법재판소가 해당
심사의 기초가 되는 법률을 심사 중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해당
심사를 중단해야 한다.
인도네시아 법률과 규정의 위계

2. 위헌심사 대상
1945년 헌법 제24C조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1심이자 최종심이며, 법률이 1945년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종국적이다. 동 조항은 헌법재판소가
1945년 헌법에 대한 법률의 합헌성을 심사할 권한만을 지닌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2. 인도네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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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재판소에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을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51조 제(1)항에 따르면, “청구인은 특정 법률의 시행으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권리 및/또는 권한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당사자로, a) 인도네시아
국적을 지닌 개인, b)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통일 인도네시아(Unitary State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원칙과 사회 발전에 부합하는 단일성과 전통을 지닌
현존하는 ‘관습법 공동체(customary law community group)’, c) 공법인 또는
사법인, d) 국가기관이다.” 그리고 제51조 제(2)항에 따르면, “청구인은 제(1)항에 따른
자신의 헌법적 권리 및/또는 권한을 청구서에 명확히 설명할 의무가 있다.”
당사자적격에 대한 판단은 제56조 제(1)항 - 청구인 및/또는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가
제50조 및 제51조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헌법재판소는 해당 사건이
대해 심리 부적격(inadmissible)을 선언해야 한다 - 및 제(2)항 - 청구가 타당한
(reasonable) 경우 헌법재판소는 심리 적격(admissible)을 선언해야 한다 - 에 규정되어
있다.
청구인 또는 청구서가 동법 제51조에 규정된 당사자적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헌법재판소가 심리 부적격을 선언할 수 있다. 단, 제56조 제(2)항에 따라 청구인의
청구가 합당한 근거가 있다고 확인한 경우 헌법재판소는 심리 적격을 선언해야 한다.

B. 기타 공권력 행사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 또는 공권력 행사(act of public authority)에
대한 헌법소원에 관하여 관할권이 없다.

Ⅲ. 적법요건 및 재판적격성
A. 적법요건 및 절차법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9명 전원이 출석한 전원재판부에서 사건을 심리·심사하고 결정을
내린다. 단, 특별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장의 주재로 재판관 7명이 심리한다.
헌법재판소장이 전원재판부의 심리를 주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 부소장이
주재한다. 헌법재판소장과 부소장이 모두 주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 구성원
중에서 호선한 임시 재판장이 전원재판부 심리를 주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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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전원재판부 심리에 앞서 재판관 3명 이상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를 두어
사전심리를 진행하고, 그 검토 결과를 전원재판부에서 심의하여 결정을 내릴 수 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공개 법정에서 선고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무효가 되고 법적 효력을 상실한다.
1) 위헌심사 제청
위헌법률 심사를 수행함에 있어, 청구인은 특정 법률의 시행으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권리 및/또는 권한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당사자이어야 한다. 인도네시아 헌법
재판소의 절차법은 헌법재판소에 관한 2003년 제24호법에 대한 개정 법률인 2011년
제8호법에 규정되어 있다. 첫 단계는 청구서 또는 신청서 제출부터 시작되며, 위헌심사
청구 요건은 다음 조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29조: (1) 청구서는 청구인이나 대리인이 인도네시아어로 작성하여 헌법
재판소에 제출해야 한다. (2) 청구서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이나 대리인이
사본 12부에 서명해야 한다.



제30조: 청구서에는 위헌법률심사임이 명확히 기술되어야 한다.



제31조: (1) 청구서에는 최소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a. 청구인
이름 및 주소, b. 제30조 규정에 따른 청구의 근거가 되는 소송물(subject
matter)에 대한 설명, c. 청구하는 결정에 관한 내용. (2) 제(1)항에 따른 청구인의
청구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와 같이 제출되어야 한다.

2) 청구서 등록 및 심리 일정 수립
위헌심사 절차법에 따른 다음 단계는 청구서 등록 및 심리 일정 수립이다. 이 단계는
다음 조항에 설명되어 있다.


제32조: (1) 헌법재판소 레지스트라(Registrar)는 제출된 각 청구서를 검토하여
제29조 및 제31조의 요건을 준수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2) 제(1)항의 요건이
완전히 기재되지 않은 경우, 해당 청구인은 상기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였다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근무일 이내에 해당 청구서를 보완할 수 있다. (3)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청구서는 사건 등록부(Registry of Constitutional
Cases)에 기재하고 해당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발급한다. (4) 제(2)항에 명시된
기한 내에 청구서 작성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헌법재판소 레지스트라는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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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서가 헌법사건 등록부에 등록되지 않았음을 기재한 증서를 발급해야 하며,
해당 청구인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청구 서류를 반환해야 한다.


제33조: 사건 등록부에는 특히 사건번호, 청구사건 파일의 접수일, 청구인 이름,
해당 사건의 주요 쟁점을 포함한 행정 요건의 완비 여부를 명시해야 한다.



제33A조: (1) 헌법재판소는 청구서가 사건 등록부에 등록된 때로부터 7근무일
이내에 하원과 대통령에게 청구서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2) 제(1)항의 사본
제출은 수령증 발급으로 증명되어야 한다.



제34조: (1) 헌법재판소는 해당 청구서가 등록부에 기재된 날로부터 14근무일
이내에 첫 심리일을 지정해야 한다. (2) 청구인, 피청구인 및 기타 이해관계인은
제(1)항에 따라 결정된 심리일에 대한 고지를 받아야 하며, 심리일은 공고되어야
한다. (3) 제(2)항에 따른 공고는 전용 공고 게시판 및/또는 인쇄매체나 전자
매체 게시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4)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심리일
공고는 심리일 전 5근무일 이내에 분쟁 당사자들에게 전달되었어야 한다.



제35조: (1)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검토가 시작되기에 앞서 또는 도중에 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 (1a) 청구인이 제(1)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청구를 취하한 경우,
헌법재판소 레지스트라는 청구등록 취소 증명을 발급해야 하며, 해당 청구인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청구 서류를 반환해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취하할 경우
동일한 청구를 다시 제기할 수 없다.

3) 증거방법
청구인은 또한 청구서에 증거를 첨부해야 하며, 증거방법에는 a) 문서 또는 서면 증거,
b) 증언, c) 전문가 진술, d) 관련 당사자 진술, e) 지표, f) 광학 기기 또는 유사한
장치를 통해 전자적으로 발언되거나 수신되거나 저장된 정보 형식의 기타 증거 방법이
있다. 증거의 획득은 적법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심리에서 해당 증거방법의 인정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헌법재판소는 증거
간의 관련성을 검토하여 제시된 증거를 평가해야 한다.
4) 사전심사
헌법재판소는 본안 심사에 착수하기에 앞서 청구 내용의 완전성(completeness)과
명확성(clarity)에 대해 심사해야 한다. 심사 과정에서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에게 14일의
기간 내에 청구서 작성을 완료하거나 보정할 것을 권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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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제기한 사건에 대한 심리 절차를 수행한다. 심리는 재판부의
평의 과정을 제외하고는 일반에 공개되며, 심리에는 a) 청구 건의 주요 쟁점 검토, b)
서면 증거 검토, c) 분쟁 당사자의 진술 청취, d) 증언 청취, e) 전문가 진술 청취, f)
관련 당사자 진술 청취, g) 일련의 자료, 정보, 행동, 상황 및/또는 사건이 지표로 활용될
수 있는 다른 증거 수단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에 관한 검토 및 광학기기 또는 유사한
장치를 통해 전자적으로 발언, 전송, 수신되거나 저장된 정보 형태의 기타 증거 검토가
포함되어야 한다.
5) 헌법재판소 심리(Hearing)
헌법재판소 심리는 지정재판부, 재판관 심의회의(RPH), 전원재판부의 3가지 유형으로
진행된다. 첫째, 지정재판부는 사전심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배정된 헌법재판관 3명으로
구성되며, 청구인의 당사자적격 및 청구의 실체적 내용을 심사한다. 둘째, 재판관
심의회의는 비공개 비밀회의로 헌법재판관과 레지스트라만 참석할 수 있다. 셋째,
전원재판부는 7명 이상의 헌법재판관이 출석하여 심리하며, 심리 조사 또는 결정 사안은
일반에 공개된다. 심리 조사에는 청구인의 의견 청취, 증인, 전문가, 관련 당사자의
진술 청취, 증거자료 검토 등이 포함된다.
법정 심리는 일반에 공개되며, 심리에는 a) 청구 건의 주요 쟁점 검토, b) 서면 증거
검토, c) 분쟁 당사자의 진술 청취, d) 증언 청취, e) 전문가 진술 청취, f) 관련 당사자
진술 청취, g) 일련의 자료, 정보, 행동, 상황 및/또는 사건이 지표로 활용될 수 있는
다른 증거 수단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에 관한 검토 및 전자적으로 발언, 전송, 수신되거나
저장된 정보 형태의 기타 증거 검토가 포함되어야 한다.
6) 결정
재판 절차가 완료되면 헌법재판소는 일반에 공개되는 심리에서 사건에 대해 결정하며,
이 결정은 증거와 재판관의 확고한 신념에 따라 1945년 헌법을 고려하여야 한다. 청구
인용 결정은 최소한 2가지 증거 방법을 바탕으로 내려져야 한다. 헌법재판소 결정은 심리에서
확인된 사실관계와 해당 판결의 기초가 되는 법적 검토를 포함해야 한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회의에서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심의를 거친 후 결정을 내려야 한다.
각 헌법재판관은 재판부 심의 시 해당 청구에 관한 결정 이유나 의견을 서면으로 전달해야
한다. 심리·심사·결정에 참여한 재판관들은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서명해야 한다.
헌법재판소 결정은 일반에 공개하는 전원재판부 심리에서 선고된 시점부터 영구적인
법적 강제력을 지닌다. 마지막으로, 헌법재판소는 판결문 발표일로부터 7근무일 이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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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문 사본을 관련 당사자에게 송달할 의무가 있다.

B. 재판적격성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법은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에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적격을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51조 제(1)항에 따르면, “청구인은 특정 법률의 시행으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권리 및/또는 권한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당사자로, a) 인도네시아
국적을 지닌 개인, b)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통일 인도네시아 원칙과 사회 발전에
부합하는 단일성과 전통을 지닌 ‘관습법 공동체’, c) 공공 또는 민간 법인체, d)
국가기관이다.” 그리고 제51조 제(2)항에 따르면, “청구인은 제(1)항의 의도에 따라 자신의
헌법적 권리 및/또는 권한을 청구서에 명확히 설명할 의무가 있다.”
당사자적격에 대한 판단은 헌법재판소에 관한 2003년 법률 제24호 제56조 제(1)항
및 제56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다. 제56조 제(1)항은 “청구인 및/또는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가 제50조 및 제51조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헌법재판소는 해당
사건에 대해 심리 부적격을 선언해야 한다”이며, 제(2)항은 “청구가 타당한 경우
헌법재판소는 심리 적격을 선언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 또는 청구서가 동법 제51조에 규정된 당사자적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헌법재판소가 심리 부적격을 선언할 수 있다. 단, 제56조 제(2)항에 따라 청구인의 청구가
합당한 근거가 있다고 확인한 경우 헌법재판소는 심리 적격을 선언해야 한다.

Ⅳ. 심사 기준
A. 헌법 재판의 주요 기준
1945년 헌법 제28J조에는 “(1) 모든 사람은 공동체, 민족, 국가라는 삶의 질서 안에서
타인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2)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향유함에 있어서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자유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하며, 민주적인 사회의 도덕적 판단,
종교적 가치, 안전, 공공질서에 맞는 공정한 요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법률에 규정된
제한을 따라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과 관련된 No. 065/PUU-II/2004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불소급
원칙을 넘어서는(overriding of the principle of non-retroactivity) 판단도 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언제든지 어떠한 한계도 없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34

AACC 회원기관의 위헌심사

1945년 헌법 제28J조 제(2)항은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자유에 대한 인정과 존중 및 민주
적인 사회의 도덕적 판단, 종교적 가치, 안전, 공공질서에 맞는 공정한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경우에만 불소급 원칙이 번복될 수 있다는 한계를 분명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1945년 헌법 제28J조 제(2)항은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자유에 대한 인정과 존중 및
민주적인 사회의 도덕적 판단, 종교적 가치, 안전, 공공질서에 맞는 공정한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에 따라서만 제한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조항은
기본권은 엄격한 조건 하에서만 제한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비례하는 방식에 의하여야
한다는 비례성 원칙에 따라 적용할 수 있다.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은 목적 달성을 위한 노력으로 적합(a proper effort
for accomplishing a purpose)하여야 함



이러한 권리를 제한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은 법적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
(required to achieve legal purpose)하여야 함



기본권에 대한 제한은 해당 법률이 보호하는 법익에 비례하거나 균형을 이루어야
(proportional or balance to the benefits guaranteed by such law) 함

B. 국제법과 외국법의 활용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는 다수의 위헌심사 결정에서 국제법, 특히 인권규범을 참조했다.
국제인권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심사 결정에서 몇 가지 유용한 역할을 한다. 재판관들은
국제인권법을 논거를 뒷받침하는 부가적 참고자료로 사용한다. 그뿐만 아니라,
국제인권법은 헌법재판소가 기본권을 보장된 권리이자 헌법적으로 보호되는 권리라고
확인한 몇 가지 결정에서도 참조되었다. 자주 언급되는 국제인권법 규범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CCPR)과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CESCR)이다.
헌법재판소는, 의회 의석수에 관한 결정(No. 130/PUU-VII/2009 결정) 및 재임 중인
공직자가 연임을 노리고 출마하는 경우와 다른 지역의 공직에 출마하는 경우의 요건을
다르게 하는 정책에 관한 결정(No. 55/PUU-XIV/2016 결정)에서 다음과 같이 서술했다.
그러한 정책들은 원고의 헌법적 권리, 특히 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와 차별적인 대우를
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이의가 제기되었다. 헌법재판소는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견해나 그 밖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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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기타의 신분에 의한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모든 사람의 권리를 보호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조에 따라 차별을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인도네시아 해외 근로자 사건(No. 028-029/PUU-IV/2006 결정)에서, 청구인들은 심사
대상 법령이 최소 21세 이상인 해외 인도네시아인 근로자들에 대해서만 다양한 보호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차별적인 법령이라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 과반수 재판관은 결국
이 청구를 기각(reject)했다. 하지만, 무엇이 헌법상의 차별에 해당하는지 결정함에 있어
대다수 재판관은 1999년 인권법 제1조 제(3)항을 제시했으며,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에
정의된 차별의 정의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조에 명시된 차별의
정의와 유사하다고 언급했다. 그런 다음 헌법재판소는 연령에 따라 달리 대우하는 것이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례로 유럽공동체 이사회 지침(European Community
Council Directive)을 언급했다.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국제법적 논거는 결정 이유의 주요 논거로는 사용되지 않지만,
(1) 국민의 헌법적 권리의 보호를 위한 추가 논거를 제공하고, (2) 아직 헌법에 포함되지
않은 기본권을 고려하는 데 사용된다.

Ⅴ. 결정의 유형 및 효과
A. 결정의 유형
사건별 의사결정 과정은 비공개 비밀회의인 재판관 심의회의(RPH)를 통해 진행된다.
이 회의에는 헌법재판관과 레지스트라만 참석할 수 있다. 이 회의에서 깊고 상세한
논의를 거쳐 헌법재판소 결정이 이루어진다. 이 회의에는 7명 이상의 재판관이 참석해야
한다.
사건은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단, 회의에서 과반수 투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회의의 의장(chairperson)에게 최종 결정권이 있다. 만장일치 결론이 도출되지
않은 경우, 재판관들은 반대 의견을 작성할 수 있으며 이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마지막
부분에 반드시 수록되어야 한다.
헌법재판소가 내릴 수 있는 결정의 유형으로는 헌법불합치(constitutional nonconformity),
한정위헌(conditional unconstitutional), 한정합헌(conditional constitutional),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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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합헌 결정 등이 있다. 결정 유형 및 사건 통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각하(unacceptable): 헌법재판소가 청구인 및/또는 청구가 헌법재판소법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할 경우 내리는 결정이다.



위헌(unconstitutional): 위헌법률 심사에 대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가 청구를
받아들여 특정 법률(일부 또는 전체)이 위헌이라고 선언하는 결정이다. 한정합헌
결정과 한정위헌 결정이 이에 포함된다.



무효(void): 청구인이 청구를 제기하고 재판 출석을 적합하게 요청 받은 후 심리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헌법재판소는 해당 청구를 “무효”로 선언한다.



권한 없음(unauthorized): 위헌법률 심사 사건에서 헌법재판소가 해당 청구를
심사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내리는 결정이다. 예를 들어, 사법심사가 아닌
의회의 심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임시 결정(provisional decision): 총선 결과 및/또는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분쟁 사건에서 내려지는 결정이다. 이 결정은 중앙선거위원회(General Election
Commission)가 발표한 개표 오류가 단순한 행정착오를 넘어서는 요인으로
발생한 경우 내려진다. 일반적으로 헌법재판소는 중앙선거위원회에 재개표를
수행할 것을 명령하며 심지어는 재선거를 실시하도록 명령할 수도 있다. 이러한
명령에 따른 결과는 최종 결정을 받기 위해 헌법재판소로 제출되어야 한다. 이러한
유형의 결정은 권한쟁의 사건에도 적용된다.

B. 결정의 기속력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종국적이며 모든 국가기관을 기속한다. 실제로 헌법재판소가 여러
차례에 걸쳐 입법부에 권고안을 제시한 바 있으며, 다음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입법부에
권고안을 제시했던 예다.
a. 개정 또는 신법 제정에 대한 권고


No. 001-021-022/PUU-I/2003 결정: 1945년 헌법 제33조에 부합하는
새로운 전기법안을 마련할 것을 입법부에 권고한다.



No. 005/PU-IV/2006 결정: 헌법재판소는 하원(DPR) 및 대통령에게 사법
위원회법의 흠결을 없애는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실제로, 하원과
대통령 또한 완벽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2. 인도네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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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법률 개정 시한 설정


No. 54/PUU-VI/2008 결정: 담배 소비세(tobacco excise duty)를 확보하기
위해 2007년 법률 제39호의 제66A조 제(1)항을 개정하여 국가예산(APBN)
중 담배 생산 지방에 대한 담배 소비세 배분이 2010회계연도 이내에 이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No. 32/PUU-XI/2013 결정: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2년 6개월은 해당 법률을
완전히 정비하기에 충분한 시간이다.

c. 판결 이행 기한 설정


No. 012-016-019/PUU-IV/2006 결정: 입법부는 1945년 헌법과 합치
하도록 부패근절위원회법을 즉시 수정하고 부패 사건 전담 법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 입법부가 3년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부패근절 위원회법
제53조는 더 이상 법적 효력이 없다.



No. 13/PUU-VI/2008 결정: 헌법재판소는 의회가 늦어도 2009회계연도까지
국가예산(APBN)의 최소한 20%를 교육 분야에 제공할 헌법적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다.

d. 입법부에 새 법률 입안 요건을 명시


No. 115/PUU-VII/2009 결정: 이 결정에서 입법부는 입법 심사(legislative
review)에 주도적으로 나서도록 권고되었다.



No. 25/PUU-XII/2014 결정: 금융감독청 운영비용을 위한 정부 예산 사용은
정해진 기한 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기한 설정은 운영비용 평가 당국의
권한이다.



No. 5/PUU-V/2007 결정: 이 결정은 개인이 정당이나 정당연합을 거치지
않고도 지역 단체장과 부단체장으로 출마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입법자들 스스로 이룩해 온 새로운 발전 방향에 부합하도록 지방정부법을 수정할
것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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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카자흐스탄
헌법위원회
요약
카자흐스탄 헌법위원회는 카자흐스탄 영토 전역에서 헌법의 최고 우위성을 보장할 수
있는 독점적 권한을 가진 준사법기구이다. 헌법위원회는 추상적 규범통제와 구체적
규범통제를 모두 행사하며, 사전적 심사와 사후적 심사를 모두 실시한다. 위헌심사는
국가기관만이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개인은 일반법원을 통한 구체적 위헌심사 과정을
통해 간접적으로만 청구할 수 있다. 헌법 개정 법률을 포함한 광범위한 법규범과 행위에
대해 위헌심사를 할 수 있다. 카자흐스탄은 헌법 제4조 제3항에 국가가 비준한 국제조약이
국내법에 우선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국제조약에 특별한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다. 헌법
제8조는 국제법 원칙과 규범을 존중할 것을 명령하고 있으며, 이는 입법 과정에서
국제규범을 고려한다는 의미이다. 헌법위원회는 유엔, 유럽인권재판소, 기타 국제
인권기구를 비롯한 국제기구 및 국제체제의 관련 관행과 외국의 판례를 연구한다. 이러한
분석 자료는 청구 심사 시 보조자료로 사용되어 왔다. 헌법위원회는 규범의 위헌 여부를
결정하고 입법기관에 권고 의견을 전달한다. 헌법위원회는 헌법 규범에 대한 유권해석
(official interpretation)을 통해 법률의 실체적 의미와 이해에 관한 법적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며, 헌법위원회의 법적 입장은 헌법의 구성요소로 간주되어 왔다. 결정은
명령, 보고서 또는 메시지의 형식을 지닌다. 헌법위원회의 모든 결정은 일반적으로
카자흐스탄 영토 전역에 걸쳐 기속력을 지니며 종국적이고 항소할 수 없다.

개요
I. 심사 유형
II. 심사 대상
III. 적법요건 및 재판적격성
IV. 심사 기준
V. 결정의 유형 및 효과

3. 카자흐스탄

39

I. 심사 유형
A. 배경
카자흐스탄의 법체계는 로마-게르만 법계(대륙법계)에 속한다. 이 법계에 속한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카자흐스탄의 법체계는 다음의 특징을 지닌다.
- 최고의 법적 강제력을 지닌 규범인 성문 헌법의 존재
- 법 분과(branch of law)에 따라 나뉠 뿐만 아니라, 공법 및 사법으로
나뉨
- 절차법과 실체법의 주요 부분의 법전화(codification)를 특징으로 함
- 주된 법의 연원(source of law)으로 법률 채택
- 법률은 법전으로 편찬되는 특징을 지님
- 법률의 합헌성에 대한 통제 수립
- 법률과 기타 사항의 연원이 되는 단일 위계 체계의 존재
1991년 12월 16일에 제정된 ‘카자흐스탄 국가 독립에 관한’ 카자흐스탄 헌법적
법률(constitutional law)은 카자흐스탄 헌법재판소를 최고 헌법수호 기구로 규정했다.
이 기구는 1992년 7월 2일 최고위원회(Supreme Council)에 의해 결정되었으며, 이후
카자흐스탄 헌법재판소법과 헌법재판절차법이 채택되고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 10명이
선출되면서 정식으로 법적 효력을 가지게 되었다.
1995년 8월 30일 카자흐스탄 헌법에 관한 국민투표 결과 카자흐스탄 헌법위원회가
설립되었다. 헌법위원회는 사법체계에 속해 있지 않은 기구로, 카자흐스탄 영토 전역에
걸쳐 국가의 기본법인 카자흐스탄 헌법의 최고 우위성을 보장하는 국가기구이다.
헌법위원회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헌법위원회 위원장과 위원 2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상원(Senate)과 하원(Mazhilis)이 각각 2명의 위원을 임명한다. 헌법위원회
위원의 절반은 3년마다 교체된다. 또한, 전직 대통령들은 헌법위원회의 종신 위원이
된다.
헌법위원회는 1995년 헌법에 근거하여 1996년 2월에 만들어졌다.
헌법위원회의 조직과 활동의 법적 근거는 헌법과 1995년 12월 29일자 ‘카자흐스탄
헌법위원회에 관한’ 헌법적 법률 제2737호이다. 헌법상의 지위에 따라 헌법위원회는

40

AACC 회원기관의 위헌심사

국가기관, 단체, 공무원 및 국민으로부터 독립된 별개의 기구로서 오직 헌법만을 따르며,
정치적 동기나 그 밖의 다른 동기에 따라 권한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B. 심사 구조
카자흐스탄에서는 집중형 헌법적 통제만이 시행되고 있으며, 이는 준사법기구인
카자흐스탄 헌법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다.
헌법위원회는 카자흐스탄 영토 전역에 걸쳐 국가의 기본법인 카자흐스탄 공화국 헌법의
최고 우위성을 보장하는 유일한 국가기구이다. ‘카자흐스탄 국가 독립에 관한’ 카자흐스탄
헌법적 법률 제1조에 따르면, 카자흐스탄 영토 전역에서 카자흐스탄 헌법의 최고 우위성을
보장하는 국가기구의 지위를 가진 헌법위원회는 국가기관, 단체, 공무원과 국민으로부터
독립된 별개의 기구로서 오직 헌법만을 따르고, 정치적 동기나 그 밖의 다른 동기에
따라 권한을 행사해서는 안 되며, 헌법과 이 헌법적 법률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고, 법원이나
다른 국가기관이 관할하는 사안에 대한 규명 또는 심사를 자제해야 한다.
헌법 제72조에 따르면,
1. 헌법위원회는 공화국의 대통령, 상원의장, 하원의장, 의회의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총리의 제청에 의하여 다음 사항을 실시한다.
1)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의 실시나 국민투표 실시의 정확성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 그에 관한 결정
2) 의회에서 채택된 법률이 대통령의 서명을 받기 전에 그 합헌성에 관한 심사
2-1) 의회와 각 원(Chambers)에서 채택된 결의의 합헌성에 관한 심사
3) 국제조약이 비준되기 전 그 합헌성에 관한 심사
4) 헌법 규범에 대한 유권해석
5) 헌법 제47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결정
2. 헌법위원회는 헌법 제78조에 명시된 사건에 대한 법원의 제청 및 헌법 제44조
제10-1항에 규정된 사건에 대한 대통령의 제청을 심사한다.

헌법위원회는 추상적 규범통제와 구체적 규범통제를 실시한다. 카자흐스탄은 추상적
형태의 헌법적 통제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헌법 제72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카자흐스탄 대통령, 의회 상원의장, 의회 하원의장,

3. 카자흐스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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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재적의원의 5분의 1 이상, 국무총리가 제청할 경우 헌법위원회는 대통령 서명
전 의회가 제정한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
구체적 규범통제는 법원의 제청에 따라 수행한다. 헌법 제78조는 법원이 적용 대상이
되는 법률이나 기타 법규(regulatory legal act)에 의해 개인과 시민의 권리와 자유가
침해된다고 판단할 경우, 법원은 소송절차를 중단하고 헌법위원회에 해당 법률의
위헌심사를 제청하도록 적시하고 있다.
헌법위원회는 사전적 통제와 사후적 통제를 수행한다.
사전적 통제 - 헌법위원회는 공화국의 대통령, 상원의장, 하원의장, 의회 재적의원의
5분의 1 이상, 총리의 제청에 의하여 의회에서 채택된 법률이 대통령의 서명을 받기
전에 그 합헌성에 관한 심사, 의회와 각 원에서 채택된 결의의 합헌성에 관한 심사,
국제조약이 비준되기 전 그 합헌성에 관한 심사 등을 수행해야 한다.
사후적 통제 - 대통령이나 법원이 제청하는 경우 제정법이나 기타 법규의 위헌 여부를
심사한다.

Ⅱ. 심사 대상
A. 법규범
카자흐스탄 법규법 제10조(규범적 법령의 위계)에 따라 카자흐스탄 헌법이 가장 높은
법적 강제력을 지닌다.
카자흐스탄 헌법을 제외한 규범적 법령의 법적 강제력은 다음 순서를 따른다.
1) 헌법의 개정 및 보완에 관한 법률
2) 헌법적 법률43
3) 카자흐스탄 코드(codes)
4) 카자흐스탄 통일 법전, 법률
5) 의회 및 상·하원의 규범적 결의
6) 법규범의 효력을 지닌 대통령령
7) 법규범의 효력을 지닌 정부 결의
43

헌법적 법률의 법적 지위는 일반법보다 높지만 헌법보다는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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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카자흐스탄 장관 및 기타 중앙 국가기관장의 규범적 법령, 카자흐스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카자흐스탄 예산 집행 통제를 위한 회계위원회,
카자흐스탄 중앙은행 및 기타 주 정부 기관의 규범적 법령
9) 중앙 국가기관 부서장의 규범적 법령
10) 지방의회(maslikhat)의 규범적 결정, 지방행정기구(akimat)의 규범적
결정, 지방자치단체장(akim)의 규범적 결정, 감사위원회의 규범적 결정

하위에 있는 규범적 법령은 상위의 규범적 법령에 모순되어서는 안 된다.

규범적 법령의 위계에 있어, 파생적 유형의 규범적 법령이 차지하는 위치는 해당 법령이
파생되는 주 규범적 법령의 위치에 따라 결정된다.
카자흐스탄 국가안보회의 의장의 행위, 카자흐스탄 헌법위원회와 대법원의 규범적
결의(normative resolution)는 규범적 법령의 위계에 포함되지 않는다.
앞서 언급한 모든 규범적 법령에 대해 헌법적 통제가 수행되어 왔다.

B. 기타 공권력 행사
법적 구속력이 없는 공권력 행사는 위헌심사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카자흐스탄 헌법 제76조 제3항에 따르면, 법원의 결정, 선고 및 기타 판결은 카자흐스탄
영토 전역에 걸쳐 구속력이 있다. 그것들은 법의 연원(source of law)이 아니며,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위헌심사를 수행할 수 없다. 대법원의 규범적 결의(normative
resolution)는 법의 연원에 해당한다.
대통령 조기 사퇴 및 해임 절차 준수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위헌심사가 수행될 수
있다.

3. 카자흐스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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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적법요건 및 재판적격성
A. 적법요건
헌법위원회에 대한 청구 형식과 내용은 ‘카자흐스탄 헌법위원회에 관한’ 헌법적
법률 제22조에 규정되어 있다.
1. 심사청구는 헌법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2. 청구서에는 다음 사항을 작성해야 한다.
1) 헌법위원회의 명칭
2) 청구인 이름, 소재지, 주소 및 기타 적절한 정보
3) 청구인 측 대리인의 이름, 주소, 기타 정보 및 권한(단, 직책에 따라 대리하는
자는 제외됨)
4) 대통령 및 의회 의원 선거와 국민투표에 실시 과정에서의 정확성 문제를
제기하는 것일 경우, 해당 선거 및 국민투표와 관련된 법률에 서명하거나
공표한 공무원과 국가기관의 명칭, 소재지, 주소
5)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 청구인 경우 법률의 명칭과 제정일
5-1) 의회와 상·하원 결정에 대한 위헌심사 청구인 경우 의회와 상·하원 결정의
명칭과 채택일
6) 국제조약에 대한 위헌심사 청구인 경우, 카자흐스탄이나 그 공식기구를
대표하여 국제조약에 서명한 공무원의 이름, 서명일 및 서명 장소
7) 유권해석에 대한 청구인 경우 해당 헌법 조항
8) 법원이 법률이나 기타 법규가 헌법에 규정된 개인과 시민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하여 위헌심사를 제청한 사건의 경우, 해당 법규에
서명하거나 공표한 공무원과 국가 기관의 명칭, 소재지 및 주소, 해당 법률이나
기타 법규의 명칭, 번호, 제정일, 공표 출처 및 그 밖에 세부사항
9) 헌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의회가 구성할 위원회의 명칭과 위원 및 그
보고서, 대통령의 조기 해임 사안의 의회 심의와 관련된 법률의 명칭, 제정일
및 내용
10) 대통령 해임 사안을 발의한 의원 수, 의회 상·하원 투표 결과, 대통령에
대해 제기된 고발의 수사 결과에 관한 정보, 제기된 고발의 실체적 내용에
관한 대법원 보고서 관련 정보, 대통령 해임 사안의 의회 심의와 관련된
법률의 명칭, 제정일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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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청구의 주요 내용(essence)
12) 청구의 근거가 되며 실체적 내용을 제시하는 기타 법률, 상황 및 증거
13) 헌법위원회로 청구할 권한을 부여한 헌법 및 이 헌법적 법률의 조항
14) 부속 문서 목록
3. 청구는 적절한 개인에 의해 서명되어야 하며 법원의 제청은 해당 법원장에
의해 서명되어야 한다.
4. 청구에는 다음 문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1) 개인 자격의 청구인이 참조한 법률 조문의 사본
2) 대리인 권한에 관한 문서(단, 직책에 따라 대리하는 자는 제외됨)
3) 청구서 및 부속서류 사본 10부
5. 헌법재판 절차에서 다른 언어는 카자흐어와 러시아어로 번역되어야 한다.
헌법위원회에 청구 시 정부의 수수료(state fee)는 부과되지 않는다.

B. 재판적격성
일반적으로, 청구서가 올바르게 작성되었고 청구 대상이 적절한 경우, 헌법위원회는
심의를 받아들인다.
카자흐스탄 헌법위원회에 관한 헌법적 법률 제25조에 따라, 헌법위원회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청구를 기각하고 청구서를 반환해야 한다.
1) 청구서가 이 헌법적 법률에 규정된 청구 형식과 내용을 따르지 않았거나
부적절한 대상에 대해 청구를 제기한 경우
2) 청구 대상이 헌법위원회 관할에 속하지 않는 경우
3) 청구서에서 제기된 사안의 헌법적 적법성(constitutional legitimacy)에
대해 헌법위원회가 이미 심사했으며, 헌법위원회의 결정이 유효한 경우
4) 청구서에서 제기된 사안이 헌법에 의해 해결되지 않는 경우
5) 헌법적 적법성에 이의가 제기된 법률이 폐지되거나 무효가 된 경우

3. 카자흐스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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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심사 기준
A. 헌법 재판의 주요 기준
헌법위원회는 이론적으로 발전된 헌법 원칙을 적용한다. 이는 인권, 민주주의, 민족
및 국가 주권, 국내법과 국제법의 상관관계, 헌법 이론과 헌법 개정 이론, 의회주의
제도, 사법제도, 검찰 감독, 지방정부 등의 문제를 다룬다.
이러한 원칙들을 일일이 나열하기란 불가능하다. 이는 앞서 언급한 기관의 본질적 사항을
명확히 밝히고, 특정한 사회·법률적(socio-legal) 상황에 맞게 조정될 수 있도록 돕는다.
일반적으로 위헌심사는 항상 법률 원칙과 긴밀한 관련성이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러한 기관은 대부분 대표적인 법학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B. 국제법과 외국법의 활용
헌법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국제조약, 기타 국가의 약속은 국가의 법으로써 기능한다.
카자흐스탄은 헌법 제4조 제3항에서 국가가 비준한 국제조약이 국내법에 우선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비준된 국제조약에 특별한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카자흐스탄은 헌법 제8조에 따라 국제법의 원칙과 규범을 존중해야 하며, 이는
국내법을 제정할 때 이러한 원칙과 규범을 고려하고자 함을 뜻한다.
헌법위원회는 유엔, 유럽인권재판소, 기타 국제인권기구를 비롯한 국제기구의 관행을
면밀히 연구한다. 이러한 분석 자료는 청구 심사 시 보조적인 자료로 사용되고 있다.
각 청구와 관련해, 헌법위원회는 다양한 외국의 경험을 연구해 왔다. 카자흐스탄
헌법위원회는 모든 청구를 심사할 때 청구 대상과 관련해 외국의 헌법 통제기관
(constitutional control body)의 경험과 결정을 검토한다.

Ⅴ. 결정의 유형 및 효과
A. 판결
헌법위원회는 일반적으로 법률의 위헌 여부를 결정한다. 헌법위원회는 위헌 여부를 결정할
때 때때로 입법부에 권고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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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 헌법위원회의 모든 권고는 규정된 시한 내에 모두 시행되어 왔다. 카자흐스탄
헌법위원회에 관한 헌법적 법률 제40조 제3항에 따라, 헌법위원회 결정에 포함된 법률
의 완전성에 관한 권고와 제안은 권한 있는 국가기관과 공무원의 의무적 검토를 거쳐야
하며, 해당 국가기관과 공무원은 이 결정을 받아들이는 경우 헌법위원회에 의무적으로
통지해야 한다.
헌법위원회는 헌법 규범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린 결정을 통해 법률의 실체적 의미와
이해에 관한 법적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다. 헌법위원회의 법적 입장은 헌법의
구성요소로 간주되어 왔다.
헌법위원회 결정은 1) 카자흐스탄 현행 법률의 일부를 구성하는 규제 명령을 비롯한
명령 2) 보고서 3) 메시지의 형태를 띈다.
헌법위원회의 결정 유형은 카자흐스탄 헌법위원회에 관한 헌법적 법률 제32조에 규정
되어 있다.

B. 법적 효력 및 시행
헌법위원회의 모든 결정은 일반적으로 카자흐스탄 영토 전역에 걸쳐 기속력을 지니며
종국적이고 항소할 수 없다. 카자흐스탄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된 법률과
국제조약은 서명되거나 비준 및 시행되지 않는다. 법률이 헌법에 합치되는 것으로 결정될
경우 서명 기한이 재개된다. 카자흐스탄의 국제조약이 헌법과 합치하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 비준 절차가 재개된다.
카자흐스탄 헌법 제91조 제2항의 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선언된 카자흐스탄
헌법의 개정 및 추가는 국민투표에 회부되거나 의회에 상정되지 않을 것이다.
헌법에 명시된 개인과 시민의 권리와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 및 기타 법규범을 비롯해
위헌 결정이 내려진 법률 및 기타 법규범은 그 법적 효력을 상실하며 적용할 수 없다.
이러한 법률이나 기타 법규범에 근거하여 법원 및 기타 법적용 기관이 내린 결정은
집행될 수 없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관련 선거구(지역행정 단위)에 대해 내린 결정에 따라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 것으로 공인된 대통령 선거는 무효로 인정되어야 한다. 대통령 선거가
헌법에 합치하는 것으로 공인된 경우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등록 절차가 진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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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관련 지역행정 단위 및 선거구에 대해 내린 결정에 따라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 것으로 공인된 상원의원 선거와 하원의원 선거는 무효로 인정되어야
한다. 상원의원 선거와 하원의원 선거가 헌법에 합치하는 것으로 결정된 경우 선출된
의원에 대한 등록 절차가 진행되어야 한다.
중앙국민투표관리위원회가 관련 투표구역(지역행정 단위)에 대해 내린 결정에 따라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 것으로 공인된 국민투표 결과는 무효로 인정되어야 한다.
국민투표가 헌법에 합치하는 것으로 결정된 경우 국민투표 결과 집계를 재개해야 한다.
헌법 제4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회가 조기 해임 결정이나 대통령 탄핵에 대한
최종 결정을 채택하기 전, 의회가 헌법에 의해 정립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보고서가
나오는 경우 대통령 조기 해임 또는 대통령 탄핵에 관한 사안에 대한 심의는 종료된다.
헌법상 절차를 준수하였다는 보고서가 나오는 경우 대통령 조기 해임 또는 대통령 탄핵에
관한 사안에 대한 심리는 지속된다.
헌법위원회의 최종 결정은 채택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카자흐스탄 영토 전역에
구속력을 미치며 종국적이고 항소할 수 없다.
법원의 선고가 집행된 경우 법원은 새로 발견된 정황에 따라 기존 법원의 명령을 변경할
수 있다. 헌법위원회가 법원이 사법행위에서 적용한 법률이나 기타 규범적 법령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경우 해당 사법행위를 수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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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요약
위헌법률심사 권한은 대한민국 헌법 제107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다. 헌법재판소는 구체적
규범통제 방식의 위헌심사를 수행하며, 이는 일반법원의 제청에 따라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심사할 권한이 있음을 의미한다. 위헌법률심판은 법원이 직권으로 제청하거나
사법 분쟁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법원의 결정으로 제청될 수 있다. 국가기관의 규범과
행위 또한 개인이 청구하는 헌법소원의 심사 대상이 된다. 현 제도상 법률에 대한 추상적
규범통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위헌심사는 주로 법률에 대한 심사에 초점을 맞추지만,
법률과 동등한 효력을 지닌 국제조약과 같은 다른 규범에도 적용될 수 있다. 헌법 제107조
제2항에 따라 행정명령의 합헌성은 대법원이 결정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해당
행정명령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규정된 헌법소원
절차를 통해 행정명령의 합헌성을 결정할 수 있다. 비례성 심사는 기본권 제한에 관한
재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헌법 제6조 제1항은 적법하게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일부 헌법재판소 판례는
국제법을 참조하고 있다. 여기에는 국제인권조약이 포함된다. 비록 외국법은 그 자체로
법원(source of law)으로 기능하지는 않으나, 헌법재판소는 논증에 외국법을 참조하기도
한다. 헌법재판소는 합헌·위헌 결정 외에 한정합헌, 한정위헌, 헌법불합치 등 변형결정을
내리기도 한다.

개요
I. 심사 유형
II. 심사 대상
III. 적법요건 및 재판적격성
IV. 심사 기준
V. 결정의 유형 및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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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심사 유형
A. 위헌법률심판제도의 연혁
1948년 8월 15일 정부 수립 당시 위헌법률심판은 ‘헌법위원회’에서 관할하도록
정하였는데(제헌헌법 제81조 제2항), 대법관 5명과 국회의원 5명으로 위원을 구성하여
입법부와 사법부 간 외적 균형을 형성하도록 하였고, 그 심판대상을 법률로 정함으로써
‘규범통제’라는 제도의 본질을 구현하기 위한 틀을 구축하였다.
이후 군사정권 시기에 위헌법률심판의 관할이 대법원(제3공화국), 헌법위원회(제4,
5공화국) 등으로 여러 차례 변경되면서 헌법의 규범력 확보와 규범통제라는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다소 어려움을 겪었으나, 1987년 개헌과 1988년 헌법재판소법 제정을
통해 독립된 헌법재판소를 설립함으로써 위헌법률심판제도의 본질에 부합하는
헌법재판을 안정적으로 수행해 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B. 위헌법률심판의 구조
1) 위헌법률심판제도의 특징
현재 위헌법률심판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헌법 제107조 제1항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고 정하여 법원에 위헌제청권을 부여하고 있고, 위헌법률심판의 관할을
헌법재판소로 정하여 헌법재판소에 법률의 폐기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헌법 제111조는, 제1항 제1호에서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을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정하여 이를 재차 확인하고 있다.
한국의 위헌법률심판제도는 해당 법률의 위헌성이 개별소송의 선결문제가 되는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구체적 규범통제제도라 할 수 있고, 법원의 제청에 따라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을 개별소송절차에서 분리한 후 헌법재판소에서 별도로 심사하도록
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집중형 규범통제제도라 할 수 있는데, 법률이 제정, 공포된 이후
그 적용과정에서 위헌성을 판단한다는 점에서는 필연적으로 사후적 규범통제의 성격도
갖고 있다.
2) 위헌법률심판과 규범통제형 헌법소원
한국의 위헌법률심판제도를 보다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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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형사, 가사, 행정 등 개별사건을 담당하는 법원과 군사법원에서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하도록 하되, 해당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도 할 수 있도록 정한바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서는 당사자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될 경우 당사자가 헌법재판소에 직접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헌법소원 또한 편제상으로는 헌법소원에 해당하나 헌법재판소는 그 성격을
위헌법률심판과 동일한 ‘규범통제형 헌법소원’으로 보고 있다(헌재 1997. 7. 16.
96헌바36등).

C. 위헌법률심판제도의 성과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1988. 9. 1. ~ 2019. 3. 31.)

한정합헌(7건, 1%)

한정위헌(18건, 2%)

헌법불합치

사건접수 총계(967건)

(77건, 8%)

사건처리 총계(921건)
합헌, 각하 등(536건)
위헌

합헌, 각하 등

(283건, 30%)

(536건, 59%)

위헌(283건)
헌법불합치(77건)
한정위헌(18건)
한정합헌(7건)

헌법재판소가 설립된 1988. 9. 1.부터 2019. 3. 31.까지 30년 간 총 967건의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이 접수되어 그 중 283건은 위헌으로 선고되었고, 77건은
헌법불합치 선고를 받았으며, 한정위헌 18건, 한정합헌 7건이 각 선고되었으며, 지난
30년 간 양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어 왔다.
헌법재판소는 첫 위헌결정 사건인 헌재 1989. 1. 25. 88헌가7 사건에서 국가를 상대로
가집행 선고를 할 수 없도록 하였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조항에 대하여 평등원칙
위반을 이유로 위헌결정을 하였는데, 최초의 위헌결정이 국가우위적 사고방식과 국가편의적

4. 대한민국

51

제도 및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것이었다는 점, 규범통제라는 위헌법률심판제도의 본질에
충실한 결정이었다는 점에서 헌법의 규범력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였다.
헌법재판소는 남계 혈통을 중심으로 가족집단을 구성하고 이를 대대로 영속시키도록
하는 한국의 호주제도에 대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다(헌재
2005. 2. 3. 2001헌가9등). 또한 야간 옥외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고 있던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제반 규정이 헌법이 보장한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다(헌재 2009. 9. 24. 2008헌가25등, 헌재 2014. 3. 27.
2010헌가2등). 영화에 대한 사전 심의제를 정하고 있던 영화법 규정에 관하여 헌법
제21조 제2항의 검열금지원칙 위반으로 위헌 결정을 하였다(헌재 1996. 10. 4.
93헌가13등). 과외교습을 금지하고 있는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규정에 대하여
부모의 교육권, 자녀의 인격발현권 침해 등을 근거로 위헌 결정을 하였다(헌재 2000.
4. 27. 98헌가16등).
헌법재판소는 30여년간의 역사 속에서 수사 및 형사절차, 언론, 집회절차, 사회관습,
교육제도 등을 규율하는 다수의 법률에 내재되어 있는 반헌법적, 국가우위적 사고에
대하여 법원의 위헌제청에 따라 지속적으로 위헌결정을 하였는데, 개선입법에 따라
기존 제도와 관행에 변화를 가져오도록 함으로써 한국사회의 민주주의의 공고화와
인권신장에 큰 역할을 하였다.
한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범통제형 헌법소원 또한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의 위헌법률심판과 상호보완적으로 운용되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어왔는데, 1988.
9. 1.부터 2019. 3. 31.까지의 처리건수 총 6791건 중 246건이 위헌으로 선고되었고,
헌법불합치 102건, 한정위헌 32건 및 한정합헌 21건이 선고된 바 있다. 다만 법원에서
그 위헌성에 대해 진지하게 숙고한 끝에 심판제청이 이루어지는 위헌법률심판사건에
비하면, 규범통제형 헌법소원 사건은 위헌으로 선고되는 비율이 상당히 낮다.

Ⅱ. 심사 대상
A. 위헌법률 심사 대상
제헌헌법(1948년 7월 17일 제정)은 위헌심사 대상을 ‘법률’로 정하고,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대법원이 심사하도록 정하였다(제헌헌법
제8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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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한국의 위헌법률심판제도는 그 유형과 위헌심사 대상 등에 관한 기본적인 틀을
현재까지 유지해 오고 있다. 1988. 8. 5. 헌법재판소법 제정 당시 새로 도입했던
제68조 제2항의 규범통제형 헌법소원도 ‘법률’을 그 위헌심사대상으로 하고 있다.
위헌법률심판제도 내에 추상적 규범통제절차(독일 등)·위법명령 심사제도(오스트리아)를
두거나 명문으로 ‘법률적 효력을 갖는 것’을 심사대상에 포함(스페인)시켰던 국가들을
살펴보면, 의회가 제정한 법률뿐만 아니라 법률의 효력을 갖는 규범 전반에 걸쳐
위헌법률심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다. 한국에서는 헌법의 해석을 통해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 법규범’을 심사대상인 ‘법률’의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실질적으로 헌법의 규범력을 확보해 오고 있다.

B. 법률
1) 헌법 제40조의 해석과 ‘법률’의 개념: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률
헌법 제40조는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률’은 원칙적으로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다.
위헌법률심판제도 내에 추상적 규범통제 또는 사전적 규범통제절차를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은 한국에서 구체적 규범통제를 통한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률은 시행되어
효력이 발생한 법률로 국한되며, ① 국회 의결 전, ② 의결 후 공포 전, ③ 공포 후 시행
전 법률은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이미 위헌결정이 선고되어 효력을
상실한 법률도 심판대상에서 제외된다(헌재 1989. 9. 29. 89헌가86등).
2)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법규범”의 범위
위헌법률심판의 본질이 규범통제인 점을 고려하여 헌법재판소는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 법규범’을 그 심사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는데, 규범의 대외적·형식적 명칭보다는
그 실질에 있어 법률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처럼 일정한 규범이 위헌법률심판 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
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률’인지 여부는 그 제정 형식이나 명칭이 아니라 그 규범의
효력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헌법이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한 긴급재정경제명령(제76조 제1항) 및 긴급명령(제76조 제2항)은 물론, 헌법상
형식적 의미의 법률은 아니지만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제6조)의 위헌 여부의 심사권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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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에 전속된다고 보아야 한다.”(헌재 2013. 3. 21. 2010헌바132등)

C. 긴급명령
대한민국 헌법 제76조는, 제1항에서 대통령이 발하는 긴급재정경제명령을, 제2항에서
긴급명령을 각 규정하면서 그에 대해 법률의 효력을 부여하고 있는데, 위헌법률심판의
본질이 규범통제인 점을 고려하여 법률의 효력을 갖는 대통령의 긴급명령은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유신헌법 제53조에 근거하여
발령된 대통령 긴급조치 제1호 등을 다룬 헌재 2013. 3. 21. 2010헌바132 결정에서,
대통령 긴급조치를 ‘형식적 의미의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으로 보아 그 판단의
대상으로 포함시킨 바 있다.
“헌법 제107조 제1항, 제2항은 법원의 재판에 적용되는 규범의 위헌 여부를 심사할
때, ‘법률’의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법률의 하위 규범인 ‘명령·규칙 또는 처분’
등의 위헌 또는 위법 여부는 대법원이 그 심사권한을 갖는 것으로 권한을 분배하고
있다. 이 조항에 규정된 ‘법률’인지 여부는 그 제정 형식이나 명칭이 아니라 규범의
효력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법률’에는 국회의 의결을 거친 이른바 형식적
의미의 법률은 물론이고 그 밖에 조약 등 ‘형식적 의미의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규범들도 모두 포함된다. 따라서 최소한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이 사건
긴급조치들의 위헌 여부 심사권한도 헌법재판소에 전속한다.”(헌재 2013. 3. 21.
2010헌바132등)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이 행사하는 국가긴급권이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됨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긴급권을 명시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했던 구 헌법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 기인하고 있다.
“유신헌법 제53조 제4항은 ‘긴급조치는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비록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하여 행해지는 국가긴급권의
행사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이러한 사법심사 배제조항은 근대입헌주의에 대한 중대한
예외가 될 뿐 아니라 기본권보장 규정이나 위헌법률심판제도에 관한 규정 등 다른 헌법
조항들과 정면으로 모순·충돌되는 점, 현행헌법에서는 그 반성적 견지에서 긴급재정
경제명령·긴급명령에 관한 규정(제76조)에서 사법심사 배제 규정을 삭제하여 제소금지
조항을 승계하지 아니한 점 및 긴급조치의 위헌 여부는 원칙적으로 현행헌법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유신헌법 제53조 제4항 규정의 적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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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제되고, 모든 국민은 현행헌법에 따라 이 사건 긴급조치들의 위헌성을 다툴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헌재 2013. 3. 21. 2010헌바132등)

D. 국제조약
헌법재판소는 주한미군으로 하여금 대한민국 내 시설과 구역을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는
‘대한민국과 미국 간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근거한 협정’의 위헌성을 다룬 헌재 1999.
4. 29. 97헌가14 결정에서, 실질적 관점에서 그 내용과 효력에 따라 위 협정이 조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바 있다.
“이 사건 조약은 그 명칭이 ‘협정’으로 되어 있어 국회의 관여 없이 체결되는 행정협정
처럼 보이기도 하나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외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것이고,
국가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내용과 입법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조약으로 취급되어야 한다.”(헌재 1999. 4. 29. 97헌가14)
또한, 헌법재판소는 국제통화기금 임직원의 공적행위에 대하여 재판권을 면제하도록
정하고 있는 국제통화기금조약 제9조 제3항 등의 위헌성을 다룬 헌재 2001. 9. 27.
2000헌바20 결정에서, 이러한 조약은 그 실질이 국내법적, 법률적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국내에 바로 적용될 수 있으므로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하였다.

E. 관습법
관습법을 긴급명령 또는 조약과 같이 ‘법률적 효력을 갖는 규범’으로 보아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으로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는 위헌법률심판의 본질이 국회에 대한
통제에 있는지, 아니면 실질적 법치주의의 실현을 위하여 법률적 효력을 갖는
법규범들에 대해 포괄적 통제를 하는데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법률적 효력을
갖는 조약이나 국가긴급권의 행사는 동의권, 승인권 등을 통해 국회가 직·간접적으로
그 성립에 관여할 수 있는 반면, 관습법의 경우에는 국회가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고
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민법 시행 이전에 호주가 사망한 경우 딸에게 재산분배청구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던 구 관습법을 다룬 사건에서 위헌법률심판의 본질이
규범통제에 있음을 분명히 함과 동시에,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규범으로서 조약,
긴급명령 등을 그 실질에 따라 판단한 점에 비추어 관습법 또한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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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조약 등을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헌법을
최고규범으로 하는 법질서의 통일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합헌적인 법률에 의한 재판을 가능하게 하여 궁극적으로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관습법은 민법 시행 이전에 상속을 규율하는 법률이 없는
상황에서 재산상속에 관하여 적용된 규범으로서 비록 형식적 의미의 법률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는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갖는 것이므로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된다.”(헌재
2013. 2. 28. 2009헌바129)

F. 입법부작위
입법부작위는 진정입법부작위와 부진정입법부작위로 나뉘어진다. ‘진정입법부작위’란
입법자에게 입법의무가 있음에도 전혀 입법을 하지 아니한 ‘법률의 부존재’를 의미한다.
‘부진정입법부작위’란 입법자에 의해 이미 제정되었으나 그 법률의 내용, 범위, 절차
등의 사항이 불완전하거나 불충분하여 입법행위에 결함이 있는 것을 의미한다.
‘진정입법부작위’의 경우, 이를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으로 하여 다투는 것은 그
자체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헌법재판소는 구 토지수용법 제45조 제2항을 다룬 헌재
2007. 12. 27. 2005헌가9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법 제41조에 의한 법원의 위헌제청은
법률이나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다투는 제도이므로 법률의
부존재, 즉 입법부작위를 그 심판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는 위헌법률심판과 그 실질이 동일한 규범통제형 헌법소원에서도
동일하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부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하여는, 법률이 불완전·불충분하게 규정
되었음을 근거로 법률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취지로 이해될 경우에는 그 법률이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것을 요건으로 허용될 수 있다고 판시함으로써(헌재
2004. 1. 29. 2002헌바36등), 위헌법률심판을 통해 이의 위헌성을 판단하고 있다.

G. 헌법개정
위헌법률심판의 본질인 ‘규범통제’는 심사대상이 되는 규범과 심사기준이 되는 규범
간 그 지위와 효력에 있어서 차등이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군인 등에 대한 국가배상청구를 제한하고 있는 헌법 제29조 제2항과 관련하여 헌재
1995. 12. 28. 95헌바3 결정에서 다음과 같이 판시한 바 있다. “우리 헌법의 각 개별규정
가운데 무엇이 헌법제정규정이고 무엇이 헌법개정규정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가능하지

56

AACC 회원기관의 위헌심사

아니할 뿐 아니라, 각 개별규정에 그 효력상의 차이를 인정하여야 할 형식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으므로 헌법의 개별 규정은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다만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 이후 사회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개별 헌법규정의 위헌성을
판단할 필요성이 점진적으로 대두되어 왔다. 헌법재판소는 유신헌법 제53조에 근거한
긴급조치의 위헌성을 다룬 결정(헌재 2013. 3. 21. 2010헌바132등)에서 유신헌법
제53조를 심판대상에서 배제하면서도 결정 이유에서 간접적으로 이의 위헌성을
판단하였다. 또한 헌법 제29조 제2항에 근거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위헌성을
다룬 최근의 결정(헌재 2018. 5. 31. 2013헌바22)에서는 헌법 제29조 제2항을
심판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결정 이유에서 위 헌법규정의 주요입법목적이 사실상
소멸하였음을 근거로 개헌을 통한 이의 개정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입법론으로는, 헌법 제29조 제1항이 규정한 국가배상청구권은 피해를 입은 국민이면
누구나 다 향유할 수 있는 기본권으로서 그 국민의 신분에 따라 차별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인 점, 이 사건 헌법조항이 군인 등을 일반국민, 좀 더 좁게는 일반공무원과도
차별 대우하는 입법목적은 대체로 국가의 재정사정이 그 주요 이유였다고 보여지는데,
이 사건 헌법조항이 신설되었던 1972년으로부터 46여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는 당시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국가재정이 나아졌으므로 주요 입법목적이 이제는 소멸되었다고
볼 수 있다는 점, 공익상 목적에서 군인 등의 국가배상청구권에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다면 기본권의 일반유보조항인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법률로써 제한할 수도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다음에
있을 헌법개정시에는 이 사건 헌법조항의 존치여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해 두기로 한다.”(헌재 2018. 5. 31. 2013헌바22)

H. 행정명령
1) 헌법 107조 제2항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입장
헌법 제107조 제2항은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라고 정하여 이의
위헌성을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판단하도록 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다수의 결정에서 이를 존중하고 있다. 예를 들면,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대한 법원의 위헌제청신청(헌재 1996. 10. 3. 96헌가6)에 관하여,
“법원의 위헌여부심판제청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할 수 있는 것이고, 명령이나 규칙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는 법원 스스로 이를 판단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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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위헌여부심판제청 중 국민연금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대한
부분은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2)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는 위헌심사대상에서 제외된다. 헌법재판소는 헌재 1998.
10. 15. 96헌바77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범통제형 헌법소원의
위헌심사대상은 각 개별사건에서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인데,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는 ‘법률’이 아니므로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Ⅲ. 적법요건 및 재판적격성
A. 적법요건 및 절차적 요건
1) 위헌법률심판 관련 절차적 요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군사법원을 포함)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한다(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한국의 위헌법률심판제도는 민사·형사·가사·행정 등 개별 사건을 매개로 하여 그
심판절차가 개시된다는 점에서 구체적 규범통제제도에 해당된다. 개별사건의 재판을
맡은 법원에서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위헌 심판을 제청함으로써
본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개별사건의 재판을 맡고 있는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5항에서는 반드시 대법원을
경유하도록 하고 있는데, 별도로 대법원에 명시적인 제청심사권을 부여하지는 않고 있다.
위헌법률심판제청은 서면으로 하도록 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법 제43조에서는
제청법원, 사건 및 당사자,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률과 그 이유 등을 필수적
기재사항으로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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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규범 통제형 헌법소원과 절차적 요건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본문).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4항에서는 당사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당사자가 항고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는데, 개별사건의 재판을 맡고
있는 법원이 당사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할 경우(각하되는 경우도 포함, 헌재
1999. 12. 23. 98헌바33등) 같은 법 제68조 제2항에서는 당사자가 헌법재판소에 직접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그 성격을 위헌법률심판과 동일한 ‘규범통제형 헌법소원’으로 보고
있다(헌재 1997. 7. 16. 96헌바36등). 다만 편제상으로는 헌법소원에 해당하므로 이에
따른 절차적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헌법재판소법은 제25조 제3항에서 당사자가
사인인 경우 필요적으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도록 하고 있으며(당사자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선택사항), 같은 법 제70조 제1항은 당사자가 변호사를
선임할 자력이 없는 경우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에서는 위헌심판제청신청 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청구하도록 정하고 있다.

B. 청구인 적격(Locus standi) 및 재판적격성
1) 위헌법률심사를 제청할 수 있는 주체는 누구인가?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서는 위헌법률심판의 청구인을 개별사건의 재판을 맡고
있는 법원으로 한정하고 있다. 군사법원은 이에 포함되나(헌재 2011. 3. 31. 2008헌가21등)
법원조직법 및 군사법원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원 외에 사설 중재재판소나 외국 법원은
이를 청구할 수 없다.
개별사건의 당사자가 해당 재판을 맡고 있는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하는 경우, 위 당사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직접 규범통제형 헌법소원을 제기함으로써 청구인이 될 수 있다. 개별사건의 적법한
당사자인 경우, 사인뿐만 아니라 법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도 청구인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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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률의 위헌성에 대한 의심의 정도
구체적 규범통제형 위헌법률심판제도는 기본적으로 개별사건을 맡고 있는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전제로 하는데, 헌법재판소법 제43조에서는 위헌법률심판제청서에
해당법률이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제청의 밑바탕이 되는 ‘법률의 위헌성’에 관하여 개별사건 담당 법원이 사전에 완벽하게
판단하기는 어려운데, 이에 대한 최소한의 판단조차 요구하지 아니할 경우 남소의 우려가
있고, 판단기준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할 경우 위헌법률심판제도가 형해화될 위험성이
있어 적정한 수준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헌법재판소는 이와 관련하여 1993. 12. 23. 선고 93헌가2 결정에서 다음과 같이 그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는 경우, 헌법 제107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43조 등의 규정취지는 법원은 문제되는 법률조항이 담당법관
스스로의 법적 견해에 의하여 단순한 의심을 넘어선 합리적인 위헌의 의심이 있으면
위헌여부심판을 제청을 하라는 취지이고, 헌법재판소로서는 제청법원의 이 고유판단을
될 수 있는 대로 존중하여 제청신청을 받아들여 헌법판단을 하는 것이다.”(헌재 1993.
12. 23. 선고 93헌가2)
3) 구체적 규범통제와 “재판의 전제성”
법원에 의한 법규범의 적용을 계기로 법규범의 위헌성을 심사하고 있는 한국에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서 위헌법률심판의 적격요건으로 ‘법률이 헌법에 위반
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를 정하고 있다. 해당 법률의 위헌성이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것은, 해당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구체적
쟁송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불가결한 선결문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헌법재판소는 1992. 12. 24. 92헌가8 사건에서 위헌법률심판의 적격요건이 되는 ‘재판의
전제성’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세부요건으로 나누어 판단한 이래, 지금까지 이를 유지해
오고 있다.
“재판의 전제성이라 함은, 첫째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어야 하고, 둘째
위헌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과 관련하여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셋째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을 담당한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1992. 12. 24. 92헌가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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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재판의 전제성이란 법률의 위헌여부를 판단해야 할 ‘필요성’에 관한 심사인데,
법원에 1차적인 위헌제청권을 부여하고 있는 한국에서는 개별사건을 맡고 있는 법원이
당사자들의 주장, 제출된 증거 및 기타 사건 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먼저
판단하게 되는바, 헌법재판소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의 심사 과정에서 가급적 제청법원의
법률적 견해를 존중하고 있다(헌재 2012. 12. 27. 2011헌가5등).
헌법재판소는 재판의 전제성에 관한 제청법원의 견해가 명백하게 유지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고 있다(헌재 2013. 7. 25. 2012헌가1등).
한편 재판의 전제성은 위헌법률심판과 그 성격을 같이 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범통제형 헌법소원에도 동일하게 요구되고 있다(헌재 1993. 7. 29. 90헌바35등).
4) “재판의 전제성”에서 “재판”의 범위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서 정한 재판의 전제성을 심사함에 있어서 ‘재판’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그 형식 여하와 본안에 관한 재판인지 또는 소송절차에 관한 재판인지를
불문한다. 따라서 판결, 결정, 명령 등 모든 형식의 재판이 포함되고, 심급을 종국적으로
종결시키는 종국재판뿐만 아니라 중간재판도 포함된다.
중간재판이란 체포, 구속, 압수수색영장, 구속적부심사청구, 구속기간갱신, 보석허가,
증거채부결정에 관한 재판 등을 일컫는데, 중간재판 또한 실질적인 사법작용의 결과이므로
‘재판의 전제성’을 심사함에 있어서 재판에 해당된다(헌재 2001. 6. 28. 99헌가14등).
5) “재판의 전제성”의 세부요건
(i)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일 것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중이어야 한다는 것은,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의 경우
심판제청 당시는 물론, 헌법재판소의 위헌여부 결정 시 까지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중이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헌법재판소법 제42조는 법원이 법률의 위헌여부에 관한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한 때,
해당사건은 헌법재판소의 위헌여부 결정 시 까지 정지됨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당사자가
사건을 취하하지 아니하는 한 본 요건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해당사건이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해당사건이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부적법함이 명백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 보고 있다(헌재 1992. 8. 19. 92헌바36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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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범통제형 헌법소원의 경우, ‘해당사건 정지 원칙’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42조는 적용되지 아니하는바 헌법재판소의 위헌여부 결정 전
해당사건이 종결될 가능성이 높은데, 헌법재판소는 규범통제형 헌법소원의 경우 최소한
당사자가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는 시점에는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ii) 위헌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될 것
어떤 법률규정이 위헌의 의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당해사건에 적용되지 않는다면
재판의 전제성 요건은 충족되지 않는다.
다만 위헌법률심판제청의 대상이 된 법률이 개별사건에 실제로 적용되는지 여부는 결국
법률해석에 관한 문제로서, 헌법재판소는 개별사건 재판을 맡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되
관련 법률규정의 체계적인 해석을 통하여 그 적용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예를 들면,
개별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이 제정·공포된 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 해석이 하나로 귀일되지
아니한 경우(헌재 2002. 4. 25. 2001헌가27)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 사건 법률 제2조 제3호 및 제8조 제1항의 ‘청소년이용음란물’이 실제인물인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의미하고 단지 만화로 청소년을 음란하게 묘사한 당해사건의
공소사실을 규율할 수 없다고 본다면 위 각 규정은 당해사건에 적용될 수 없어 일응
재판의 전제성을 부인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나, 아직 법원에 의하여 그 해석이 확립된
바 없어 당해 형사사건에의 적용 여부가 불명인 상태에서 검사가 그 적용을 주장하며
공소장에 적용법조로 적시하였고, 법원도 적용가능성을 전제로 재판의 전제성을 긍정하여
죄형법정주의 위반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여 온 이상,
헌법재판소로서는 그 법령을 해석하여 이에 대한 판단을 하여야 하고 법원은 그 판단을
전제로 당해사건을 재판하게 되는 것이므로, 위 각 규정은 그 해석에 의하여 당해
형사사건에의 적용 여부가 결정된다는 측면에서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하여야 한다.”(헌재
2002. 4. 25. 2001헌가27)
(iii)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개별사건의 재판을 맡은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일 것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제청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란, 재판의
주문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와 주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도 재판의 내용이나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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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문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란, 심판대상이 된 해당법률의 해당 조문이 헌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대세적으로 효력을 상실함으로써 개별사건의 주문이 달라지는 경우뿐만
아니라, 해당법률에서 심판대상이 되는 특정 내용을 제외하고 불충분하게 입법을 한
점이 헌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개선입법에 따라 개별사건의 주문이 달라지는
경우도 포함한다(헌재 2003. 4. 24. 99헌바110등).
“이 사건 각 헌법소원의 당해사건들은 국립공원지정처분을 원인으로 하여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실보상청구와 부당이득반환·손해배상청구 사건인바,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국립공원지정처분으로 말미암은 청구인들의 손실 또는 손해는
“보상규정을 결여하여 위헌인” 이 사건 법률조항에 근거했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고,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 또는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개선입법에 의하여 당해사건에서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있다.”(헌재 2003. 4. 24. 99헌바110등)
② ‘주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도 재판의 내용이나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란, 심판대상이 된 해당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개별사건의 주문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판결의 실질적 효력에 차이를 가져오는 경우 등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형사소송법 제331조는 “무죄, 면소, 형의 면제, 형의 선고유예, 형의 집행유예,
공소시각 또는 벌금이나 과료를 과하는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구속영장은 효력을 잃는다.
단 검사로부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의견진술이 있는 사건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판결 주문의 내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더라도 그 판결의 실질적 효력에
차이가 있게 되므로, 재판의 전제가 되어 위헌법률심판제청의 적법요건으로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다(헌재 1992. 12. 24. 92헌가8등).
“이러한 경우 법 제331조 단서규정의 위헌여부에 따라 형사판결의 주문 성립과 내용
자체가 직접 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만약 위 규정이 위헌으로 법적 효력이 상실된다면
이 법 제331조 본문의 규정이 적용되어 제청법원이 무죄 등의 판결을 선고하게 될
경우에 그 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구속영장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재판의 효력을 가지게
되며, 이와는 달리 이 단서 규정이 합헌으로 선언되면 검사로부터 피고인들에 대하여
징역 장기 10년의 구형이 있는 위 피고사건에 있어서 개별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의
판결만으로는 구속영장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효력을 갖지 못하게 되는 결과로 인하여
그 재판의 효력과 관련하여 전혀 다른 효과를 가져오는 재판이 될 것이다.”(헌재 1992.
12. 24. 92헌가8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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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통치행위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구체적 규범통제형 위헌법률심판제도를 두고 있는
한국에서, 통치행위가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되는지 또는 위헌법률심판의 재판 적격성이
있는지 헌법재판소가 전면적으로 검토한 선례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사건에서 통치행위의 개념을
인정하되, 국민의 기본권침해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한 바 있다.
①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을 통치행위로 인정하였으나,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관련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심사를 진행하였다.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은
국가긴급권의 일종으로서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하여 발동되는 행위이고 그 결단을
존중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행위라는 의미에서 이른바 통치행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으나, 통치행위를 포함하여 모든 국가작용은 국민의 기본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한계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고, 헌법재판소는 헌법의 수호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사명으로 하는 국가기관이므로 비록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하여 행해지는
국가작용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된다.”(헌재 1996. 2. 29. 93헌마186)
② 국군 이라크 파병결정의 경우, 통치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심사를 자제
하였다. “이 사건 파견결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 즉 국가안보에 보탬이 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국민과 국익에 이로운 것이 될 것인지 여부 및 이른바 이라크전쟁이
국제규범에 어긋나는 침략전쟁인지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은 대의기관인 대통령과 국회의
몫이고, 성질상 한정된 자료만을 가지고 있는 우리 재판소가 판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이며, 우리 재판소의 판단이 대통령과 국회의 그것보다 더 옳다거나
정확하다고 단정 짓기 어려움은 물론 재판결과에 대하여 국민들의 신뢰를 확보하기도
어렵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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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심사 기준
A. 대한민국의 비례성 심사
1) 과잉금지원칙의 헌법적 근거

대한민국 헌법
제37조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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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제37조 제2항은 법률유보의 원칙(‘국민의 자유는 법률로써 제한’), 과잉금지원칙
(‘…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본질적 내용의 침해금지(‘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등 자유권을 제한함에 있어서 준수해야 하는 일련의 중요한 원칙들을 규정하고
있다. 이로써 헌법은 입법자에게 자유권의 제한을 허용하면서도 자유권의 제한을
정당화해야 의무를 명시적으로 부과하고 있다.
자유권의 제한은 공공복리 등의 법익이 다른 방법으로는 달성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며, 이 경우에도 자유권의 제한은 최소한의 정도에 그쳐야 한다. 즉 자유권을
제한하는 법률이 헌법적으로 정당화되는지를 심사하는 기준은 ‘기본권이 공익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것 이상으로 과잉으로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과잉금지원칙’
이다.
2) 과잉금지원칙의 발전
헌법재판소는 1988년 출범 초기부터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내용으로 하는 과잉금지원칙을 헌법상의 원칙으로 적용 및 확립하였다.
헌법재판소는 88헌가13 결정에서 “헌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은 기본권 제한 입법의
수권규정인 성질과 아울러 기본권 제한 입법의 한계규정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판시하였다. 헌법실무에서는 수단적합성ㆍ침해최소성에 대한 단계적 판단이 아닌 종합적
판단을 수행하고 법익균형성에 해당하는 판단은 주요하게 다루지 않았다.
이후 89헌가95 결정에서 과잉금지원칙의 개념을 명시적으로 서술하였다. 침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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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성을 ‘입법권자가 선택한 기본권 제한의 조치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설사
적절하다 할지라도 보다 완화된 형태나 방법을 모색함으로써 기본권의 제한은 필요한
최소한도로 그치도록 하여야’ 하는 것으로, 법익의 균형성을 ‘그 입법에 의하여 보호하려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을 비교형량할 때 보호되는 공익이 더 커야’하는 것으로 각각
규정하였다. 또한 과잉금지원칙은 법치국가원리에서 당연히 도출되는 것으로서 헌법
제37조 제2항을 근거로 하고 있다고 판시하였다.
포괄적인 판단에서 단계적 판단구조로 나아가게 된 것은 92헌바29 결정에서 처음
등장하였다. 위 결정에서는 전형적인 침해의 최소성 심사를 적절하게 수행하였다.
헌법실무에서는 침해의 최소성 심사에서 기본권 제한의 적정성을 판단함으로써 이 단계를
가장 중요하게 보았다. 법익의 균형성 심사에서는 공익의 중대하고 긴절한 측면만이
설시되고 있고 형량은 ‘보호되는 공익과 제한되는 기본권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심사방식은 이후 헌법재판소 결정문의 구조적 특징으로 확립되어 왔다. 침해의
최소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대안의 존부와 그 대안의 동등한 효과 판단을 하는 것 외에도
‘필요 최소한도로’ 침해하는 수단인지에 대한 판단을 포함하고 있다. 침해의 최소성
심사에서 필요이상의 과도한 기본권 제한이 발생했는지 여부를 심사함으로써 실질적인
논증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3) 과잉금지원칙의 내용
(i) 목적의 정당성
목적의 정당성이란 기본권을 제한함으로써 문제되고 있는 당해 법률이 헌법 및 법률의
체계상 정당한 목적을 추구하는지, 즉 입법자가 추구하는 목적이 헌법적으로 허용되는지
심사하는 것이다. 헌법실무에서는 입법자가 추구하는 입법목적을 헌법 제37조 제2항이
예정하고 있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 중 어느 하나에 귀속시키거나
헌법 다른 규정에서 명시적으로 표현된 공익에 귀속시킴으로써 그 근거를 확인한다.
이로써 구체적인 입법목적이 헌법의 가치결정에 위반되는지를 심사한다.
헌법재판소는 이른바 ‘자도소주 구입명령제도’ 사건인 96헌가18 결정에서 입법자가
추구하여야 할 입법목적으로 경제질서 상의 ‘공익’과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정한
‘공공복리’를 확인하였다. 문제되는 당해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언급된 주관적
입법목적(“주세보전”, “물류량증가와 교통량체증의 방지”) 외에도 고려될 수 있는 객관적
입법목적(“독과점 규제”, “지역경제의 육성”, “중소기업의 보호”)이 수단을 정당화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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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지를 판단하였다.
한편, 헌법재판실무에서는 입법자의 포괄적인 입법권한을 존중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매우 이례적으로 이른바
‘동성동본금혼제도’ 사건인 95헌가6등 결정에서 입법목적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하였다. 즉 “그 입법목적이 이제는 혼인에 관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사회질서’나 ‘공공복리’에 해당될 수 없다는 점에서 헌법 제37조 제2항에도 위반된다”고
판시함으로써 동성동본금혼을 정한 민법 제809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다.
(ii) 수단의 적합성
수단의 적합성이란 입법자가 선택한 수단은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하고 촉진하기에
적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입법자는 입법목적을 설정하고 장래에 대한 예측판단에 근거하여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법률을 정한다. 이때 예측판단은 본질적으로
불확실성을 내재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로서는 입법자가 선택한 수단이 의도한 효과를
발생하여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심사하는 것이 규범적인 가치 판단이라기보다는
미래에 대한 예측에 기초한 경험적 판단의 문제에 가깝다. 이에 입법자의 예측판단을
어느 정도로 심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헌법재판소는 입법자의 예측판단 권한을 입법형성권의 중요한 부분으로 간주하여
입법자의 판단재량을 존중하는 입장이다. 제한되는 자유영역의 의미와 중요성을 고려하여
그에 따른 기본권제한의 효과를 심사한다. ‘적합한 수단’인지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입법자가 선택한 수단이 목적을 달성하기에 최상의 또는 최적의 이상적인 수단일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입법자가 선택한 수단이 목적달성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다면,
이로써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된다.
헌법재판소는 입법자가 선택한 수단이 입법목적의 달성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 바가
있다면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되므로, 이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부인된다. 최근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인 2011헌바379등 결정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병역종류조항’이 “국가안전보장이라는 헌법적
법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병역종류조항은 그러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다”고 판시함으로써 일단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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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침해의 최소성
침해의 최소성이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에 동등하게 적합한 여러 수단 중에서 개인의
자유를 가장 적게 제한하는 수단을 선택해야 한다는 요청이다. 입법자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들을 ‘기본권 제한의 강도’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면, 우선적으로 기본권을 최소한으로 침해하는 수단을 택할 것을 요한다.
가령 ① 임의적 규정과 필요적 규정, ② 예외를 두는 규율(부분적 금지)과 예외를 두지
않는 규율(전면적 금지), ③ 기본권 행사의 방법에 관한 규정과 기본권 행사의 여부에
관한 규정 등 양자의 공존이 가능하다면 전자를 선택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침해의
최소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입법자가 선택한 수단’에 대한 대안을 발견하고 제시한다.
즉 위 ①~③의 예시에서 후자가 문제되는 법률인 경우 ‘전자가 존재할 수 있음’과 ‘전자를
통하여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을 논증함으로써 후자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하였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인 2011헌바379등 결정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병역종류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는지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 (1) 대체복무제를 도입이 우리나라의 국방력에 미치는
영향, (2) 대체복무제를 도입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병역의무의 형평성 문제, (3)
한반도의 특수한 안보상황에 대한 고려 등을 종합적으로 논증함으로써 위 조항이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고 판시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이른바 ‘낙태죄’ 사건인 2017헌바127 결정에서 국가가 태아의 생명 보호를
위해 확정적으로 만들어 놓은 ‘자기낙태죄 조항’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인지 여부를 심사하였다. (1) 임신기간 전체의
모든 낙태에 대한 전면적ㆍ일률적 금지, (2)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에 기한 임신종결
여부 결정의 특성, (3) 생명의 발달단계와 자기결정권의 행사를 고려한 법적 보호 수단
및 정도, (4) 임신한 여성과 태아의 특별한 관계를 고려할 때의 생명보호수단, (5)
자기낙태죄 조항의 실효성, (6) 형법적 제재 및 이에 따른 형벌의 위하의 한계와 문제점,
(7) 사회적ㆍ경제적 사유로 인한 낙태갈등 상황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논증하였다.
이로써 모자보건법이 정한 일정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태아의 발달단계 혹은 독자적
생존능력과 무관하게 임신기간 전체를 통틀어 모든 낙태를 전면적ㆍ일률적으로
금지함으로써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있는 자기낙태죄 조항은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불가피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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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법익의 균형성
법익의 균형성이란 적합하고 필요한 수단이 초래하는 기본권 제한의 정도는 추구하는
목적(공익)의 중요성이나 비중과 적정한 비례관계에 놓여야 한다는 요청이다. 이
심사단계에서 비로소 수단과 목적이 상호연관관계에 놓이게 됨으로써 법익형량이
이루어지고, 협의의 의미로서의 비례성 심사가 이루어진다.
헌법재판소는 ‘협의의 의미로서의 비례성 심사’를 ‘법익의 균형성’이라고 표현한다.
구체적으로는 “그 입법에 의하여 보호하려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을 비교형량할 때
보호되는 공익이 더 커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 심사는 과잉금지원칙의 본질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 단계에서는 입법목적 그 자체가 스스로 고려의 대상이 됨으로써
목적의 비중과 기본권 제한을 비교형량하여 심사하기 때문이다. 입법목적이 어떠한
비중이나 의미를 지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법익의 균형성 심사에 이르러서 각 개별자유권의 특수한 내용을
심사한다. 개별적 사례의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입법적 수단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달성되는 공익적 효과와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구체적인 제한의 효과를 비교한다. 이때
기본권의 제한효과가 클수록 기본권의 제한을 통해서 실현하려는 목적은 더욱 중대할
것을 요하므로, 기본권의 제한을 더욱 엄격히 심사한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인 2011헌바379등 결정에서
‘병역종류조항’은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더라도 공익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점, 반면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아니함으로써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감수하여야 하는
불이익은 심대한 점,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보다 이들에게 대체복무제를
부과하는 것이 넓은 의미의 국가안보와 공익 실현에 오히려 더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조항은 법익의 균형성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이른바 ‘낙태죄’ 사건인 2017헌바127 결정에서 ‘자기낙태죄 조항’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도를 넘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법익의 균형성 원칙도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라고 판시하였다.
4) 소결
헌법재판소는 비례성 심사를 ‘과잉금지원칙’이라는 명칭으로 발전시켰다. 문제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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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의 구성요소인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중에서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은 곧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법률조항이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다음
요건에 대한 심사는 사실상 불필요하다(단계적 심사구조). 그럼에도 특정 요건의 위반을
확인한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다음 요건의 위반여부를 보완적으로 판단함으로써 논증의
완성도를 높이고 있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2011헌바379등), ‘낙태죄’ 사건
(2017헌바127) 등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 임신한 여성 등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데
의미 있는 결정을 남겼다. 특히 입법자에 대하여, 헌법적 가치가 서로 충돌하는 경우
입법자는 두 가치를 양립시킬 수 있는 조화점을 최대한 모색해야 하고, 그것이 불가능해
부득이 어느 하나의 헌법적 가치를 후퇴시킬 수밖에 없는 경우에도 그 목적에 비례하는
범위 내에 그칠 것을 요청하였다.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37조 제2항의 비례원칙은 단순히 기본권제한의
일반원칙에 그치지 않고 모든 국가작용은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행사되어야 한다는 국가작용의 한계를 선언한 것이므로, 문제되는 법률조항이
위헌인지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 그 심사기준은 과잉금지원칙에 의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이로써 헌법재판소에서의 비례성 심사는 확고한 위헌심사기준으로 발전하고
있다.

B. 기타 심사기준
1) 평등원칙
평등권 제한 입법의 위헌심사는 다음의 두 단계로 이루어진다. 먼저,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을 다르게 취급하고 있는가(차별취급의 존재)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진 다음, 그
차별취급이 헌법적으로 정당화되는가(차별취급에 대한 정당화 사유의 유무)에 대한
심사를 수행한다. 자의금지원칙은 입법자에게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자의적으로 같게 취급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 원칙에 따른 심사는
단지 ‘차별의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는지’의 여부만을 심사한다.
한편,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나 차별적 취급으로 인하여 관련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게 된다면 입법형성권은 축소되어 보다 엄격한
심사척도로서 비례원칙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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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뢰보호원칙
신뢰보호의 원칙은 법치국가원리에 근거를 두고 있는 헌법상의 원칙이다. 국민이 어떤
법률이나 제도가 장래에도 그대로 존속될 것이라는 합리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하여
일정한 법적 지위를 형성한 경우, 국가는 그와 같은 법적 지위와 관련된 법규나 제도의
개폐에 있어서 법치국가의 원칙에 따라 국민의 신뢰를 최대한 보호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여야 한다.
신뢰보호원칙의 위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첫째, 보호가치 있는 신뢰이익이
존재하는가, 둘째, 과거에 발생한 생활관계를 현재의 법으로 규율함으로써 달성되는
공익이 무엇인가, 셋째, 개인의 신뢰이익과 공익상의 이익을 비교 형량하여 어떠한 법익이
우위를 차지하는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3) 법률유보원칙
법률유보원칙 또한 법치국가원리에 근거를 두고 있는 헌법상의 원칙이다. 행정에 의한
기본권의 제한은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치국가적 법률유보원칙이란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제한은 입법자에게 유보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늘날 법률유보원칙은 단순히 행정작용이 법률에 근거를 두기만 하면 충분한 것이
아니라, 국가공동체와 그 구성원에게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영역, 특히 국민의
기본권실현에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는 행정에 맡길 것이 아니라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
스스로 그 본질적 사항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요구까지 내포하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4) 포괄위임금지원칙
국회가 법률을 통해 행정기관에게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는
그 행정기관이 법규범을 만들 권한을 갖게 된다. 대통령은 대통령령을(헌법 제75조),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총리령 또는 부령을(헌법 제95조) 각 발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법률이 그 내용을 아무런 구체적인 기준이나 범위를 정함이 없이 이를 하위법령인
대통령령에 백지위임하고 있는 경우, 이와 같은 위임입법은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률로써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헌법 제37조 제2항과 위임입법의 한계를 규정한 헌법 제75조에 위반된다고 판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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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국제법 적용
1) 헌법적 근거
우리는 헌법 제6조 제1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법질서를 존중하고 준수하겠다는 헌법의
의지를 표명하였다. 헌법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우리 헌법은 오로지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만이 국내법으로 수용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6조 ①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제60조 ①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제66조 ①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제73조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한다.

2) 조약의 국내법 수용
헌법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조약’이란 국제법의 주체 간에 국제법상의 일정한 권리·의무에 관하여 문서로써
합의하는 것을 말한다. ‘헌법에 의하여’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절차, 즉 헌법상의
권한규범과 절차규범에 따라 조약이 체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로써 조약의
체결·공포절차는 합헌적일 것을 요한다.
헌법은 조약체결의 절차와 관련하여, 헌법 제66조 제1항, 제73조에서 조약의
체결·비준권을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헌법 제60조 제1항에서는 중요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써 헌법은 외교행위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집행부에 권한을 귀속시키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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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제한된 통제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즉 헌법이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경우 집행부는
조약체결과 관련하여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헌법 제60조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얻은 조약은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은 조약은 법률보다 하위규범의 효력을 갖는다.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비준되는 조약은 헌법 규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으로 볼 수 없으므로 국내법적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조약은
헌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공포되어야만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헌법재판소는 이른바 ‘한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미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사건인 97헌가14 결정에서 그 명칭이 ‘협정’으로 되어 있더라도 외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것이고 국가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내용과 입법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조약’으로 취급되어야 하며, 법률적 효력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다.
3)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의 국내법 수용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헌법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조약과는 달리 특별한 수용절차 없이 직접 국내법으로 편입된다.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란 국제사회의 대다수의 국가에 의하여 승인되어 보편적인 효력을 가지는
국제법규를 말한다. 보편적인 국제관습법(UN 헌장, ICJ 규정, 제노사이드 방지 협약,
외교관 대우에 관한 일반원칙, 포로에 관한 제네바 협정,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등)을 의미한다.
헌법재판소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특히 국제관습법을 포함하여 국제법에 대한
존중의사를 반복적으로 판시하였다. 다만 그 적용에 있어서의 현실적인 한계에 대해서도
판시하였다.
4) 헌법재판소 결정례
헌법재판소는 공무원의 단결권을 포함한 노동3권이 문제된 이른바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사건인 2003헌바50등의 결정에서 국제노동기구(ILO)의 협약과 세계 인권 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UDHR)],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ICESCR)],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ICCPR)], 권고 및 지침 등은 위헌심사기준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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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병역종류조항이 문제된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인 2011헌바379등 결정에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ICCPR)]’ 및 권고 등 국제인권규범에 비추어 본 양심적 병역거부를 설시하였다.

D. 외국법 적용
외국법은 그 자체로는 법원(法源)으로서 기능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종종
외국입법례를 참조하는 수준에서 활용 및 논증하기도 한다. 주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 등 보편적 가치로서의 인권이 문제되는 사안에서 그러하다. 이는
국제사회의 입법 수준을 수용함으로써 수준 높은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국가가 태아의 생명 보호를 위해 확정적으로 만들어 놓은 ‘자기낙태죄
조항’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인지 문제된 이른바 ‘낙태죄’
사건인 2017헌바127 결정에서 북미, 유럽, 호주, 뉴질랜드, 일본 등 외국입법례를
비교함으로써 논증하였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배우자 있는 자가 배우자 아닌 자와 상간한 경우 이들을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 ‘간통죄 조항’이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보장을 침해하고 있는 것인지 문제된 이른바 ‘간통죄’ 사건인 2009헌바17등 결정에서
덴마크, 스웨덴, 일본, 독일, 프랑스, 스페인, 스위스, 아르헨티나, 오스트리아, 미국의
일부 주 등 외국입법례를 비교함으로써 논증하였다.
그 밖에도 헌법재판소는 형사소송법상 즉시항고 제기기간과 관련하여 3일이 지나치게
짧아 형사재판에 대한 당사자의 재판청구권이 침해되는지 문제된 이른바 ‘형사소송법상
즉시항고 제기기간 3일 제한’ 사건인 2015헌바77등 결정에서 미국, 독일, 프랑스 등
외국입법례를 비교함으로써 논증하였다.

Ⅴ. 결정의 유형 및 효과
A. 결정의 유형
우리나라 헌법재판소가 택하는 결정의 유형은 크게 적법요건이 불비한 경우에 내리는
각하결정과 본안판단에 나아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합헌․위헌결정,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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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불합치, 한정합헌․한정위헌 등 변형결정으로 분류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45조는
“헌법재판소는 제청된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만을 결정한다. 다만, 법률 조항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해당 법률 전부를 시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전부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변형결정의 근거가 법률 문언상
명확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헌법재판소는 결정을 통하여 변형결정을 인정하고
있다(헌재 1990. 6. 25. 90헌가11, 헌재 1991. 3. 11. 91헌마21).
헌법재판소는 위헌이냐 합헌이냐의 결정 외에 한정합헌․한정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등
중간영역의 주문 형식을 채택하는 것은 헌법을 최고법규로 하는 통일적인 법질서의
형성을 위하여 필요할 뿐 아니라, 입법부가 제정한 법률을 위헌이라고 하여 전면폐기하기
보다는 그 효력을 가급적 유지하는 것이 권력분립의 정신에 합치하고 민주주의적
입법기능을 최대한 존중하는 것이며, 그것은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입법형성권을 가지는
국회의 정직성․성실성․전문성에 대한 예우이고 배려라고 할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헌재
1991. 3. 11. 91헌마21 참조). 이처럼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민주적인
입법기능을 최대한 존중하고 권력분립 정신에 합치될 수 있도록 변형결정이라는 주문
형태를 도입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할 수 있다.

B. 한정합헌 및 한정위헌
1) 한정합헌·한정위헌 결정의 의미
한정합헌결정은 심판대상이 된 법률이나 법률조항의 다양한 해석․적용가능성 중에서 위헌인
해석․적용가능성을 배제하고 합헌적인 내용으로 축소 한정하여 해석․적용함으로써 그
의미로서만 해당 법률의 효력을 유지하게 하는 결정유형이고, 한정위헌결정은 심판대상이
된 법률이나 법률조항의 다양한 해석․적용가능성 중에서 특정 해석․적용가능성의 위헌성을
확인하는 결정유형이다. 헌법재판소는 한정합헌결정과 한정위헌결정은 서로 표리관계에
있는 것이어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2) 한정합헌·한정위헌의 예
한정합헌 결정의 예로는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등의 활동을 찬양․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였거나,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
문서 기타 표현물을 소지․반포한 자를 처벌하는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및 제5항에
관하여, 위 조항은 각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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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를 줄 경우에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해석 하에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사건 등이 있다(헌재 1990. 4. 2. 89헌가113).
한정위헌 결정의 예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사건(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이 있다.
다만 한정합헌 결정은 2002. 4. 25. 선고한 99헌바27등 사건 이후로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한정위헌 결정에 관해서만 살펴보기로 한다.

3) 한정위헌 결정의 기속력
헌법재판소는 한정위헌결정이 단순히 법률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적용함에 있어 그 법률의
의미와 내용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대한 위헌성심사의 결과로서 헌법이 정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에 속하는 위헌심사의 한 유형이며, 한정위헌결정을 헌법재판소의
결정유형에서 배제해야 한다면 헌법재판소는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에 대한 존중과
헌법재판소의 사법적 자제를 포기하게 되는 것이므로,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보았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C. 헌법불합치
1) 헌법불합치 결정의 의의
헌법불합치 결정은 위헌성이 인정되는 법률이라 하더라도 위헌결정을 하는 경우 입법자의
형성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법적 공백 또는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예외적으로 위헌결정을 피하고 심판대상 규범의 위헌성만을 확인하는
결정 유형으로, 심판대상 법규범의 즉각적인 실효로 인한 부작용으로부터 중대한 공익이
손상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중점이 있는 잠정적용 헌법불합치 결정과 단순위헌결정으로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가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중점이 있는 적용중지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분화되었다.
2) 헌법불합치 결정의 이유
헌법재판소는 ① 수혜적 법률에 있어서 법률이 규정하는 혜택 그 자체가 위헌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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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다른 법익과의 교량과정에서 혜택의 범위가 문제되는 경우 단순위헌결정을 한다면
현재 존재하는 혜택을 전부 제거하게 되므로 헌법불합치결정이 정당화되고(헌재 1997.
8. 21. 94헌바19등), ② 법적 안정성의 관점에서 법치국가적으로 용인하기 어려운 법적
공백과 그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입법자가 합헌적인 방향으로 법률을 개선할
때까지 일정 기간 동안 존속케 할 필요가 있으며(헌재 1999. 10. 21. 97헌바26), ③
심판대상인 법률조항의 합헌 부분과 위헌 부분의 경계가 불분명하여 헌법재판소의
단순위헌결정으로는 이를 적절하게 구분하여 대처하기 어렵고, 다른 한편으로는
권력분립원칙과 민주주의원리의 관점에서 입법자에게 위헌적인 상태를 제거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입법자의 형성권을 존중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할 수 있다(헌재 2002. 5. 30. 2000헌마81)고 판단한 바 있다.
3) 헌법불합치결정의 기속력
헌법불합치결정은 위헌결정의 일종이므로, 기속력을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통하여 위헌적 법률을 제거함으로써 스스로 합헌적 상태를
실현할 수 없고 위헌적 상태의 제거는 입법자가 해야 하는 경우 헌법재판소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므로, 헌법불합치결정은 위헌적 상태를 조속한 시일 내에 제거해야
할 입법개선의무를 수반한다.
적용중지 헌법불합치결정이 선언된 법률조항은 그 적용이 금지된다. 이는 법치국가적
요청의 당연한 귀결로서, 헌법재판소가 어떠한 결정유형으로 법률의 위헌성을 확인하였든
간에 모든 국가기관은 위헌법률의 적용과 집행을 통하여 스스로 위헌적 국가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헌재 2010. 7. 29. 2008헌가15등). 다만 위헌결정을 통하여 법률조항을
법질서에서 제거하는 것이 법적 공백이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는
잠정적용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의 시점과 개정 법률의 발효시점 사이의
기간 동안 위헌법률의 잠정적인 적용을 명할 수도 있으며(헌재 2013. 7. 25.
2011헌가32등), 이 경우 위헌법률인 구법이 잠정적으로 적용된다.
4) 입법개선의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헌법불합치결정은 입법자의 입법개선의무를 수반하나,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면서 법률의 개정시한을 명시하였음에도 그 시한이 준수되지 않은
결정도 있다. 예를 들어 헌법재판소는 2009. 9. 24. 선고한 2008헌가25 결정에서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의 옥외집회(야간옥외집회)를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일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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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을 갖춘 경우 관할 경찰관서장이 허용할 수 있도록 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조항에 관하여 2010. 6. 30.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고 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는데, 개정시한까지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위 조항은
그 다음날 효력을 상실하였다(헌재 2009. 9. 24. 2008헌가25). 또한 헌법재판소는
2014. 7. 24. 선고한 2009헌마256등 결정에서 재외선거인의 국민투표권을 제한한
국민투표법 조항에 관하여 국민투표권을 추상적 위험 내지 선거기술상의 사유로 배제하는
것은 헌법이 부여한 참정권을 사실상 박탈한 것과 다름없다고 판시하면서도, 위 조항은
2015.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의 개선입법이 이루어질 때까지 잠정적으로 적용한다고
판단하였으나, 아직 법률이 개정되지 않고 있다.

D. 입법 촉구
입법 촉구란 헌법재판소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면서 다만
입법 내용에 대하여 권고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입법에 대한 권고는 결정 주문에 표시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문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이유라고 볼 수도 없을 것이므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유에 대한 기속력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기속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결정에서 입법자에게 개선을
권고하거나 입법정책적 방향을 언급한 경우는 상당수 존재한다.
헌법재판소는 사형제도와 관련하여 2010. 2. 25. 선고한 2008헌가23 결정에서 “입법자는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사형제 전반에 걸친 문제점을 개선하고 필요한 경우 문제가
되는 법률이나 법률조항을 폐지하는 등의 노력을 게을리 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라거나
“사형제도의 폐지 또는 유지의 문제는 향후 입법자에 의한 입법의 개폐 여부에 의하여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고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는 2018. 5. 31. 선고한 2013헌바22등 결정에서, 국가배상청구권과
관련하여 이중배상금지를 규정한 헌법 조항에 대하여 “주요 입법목적이 소멸되었다고도
볼 수 있으므로 다음에 있을 헌법 개정시에는 위 헌법조항의 존치여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판시함으로써, 헌법 개정에 관하여 의견을 표명하기도 하였다.

E. 가처분
헌법재판에서 가처분은 헌법재판소 본안결정의 실효성 및 집행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본안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본안사건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는 법적․사실적 상태를
잠정적으로 정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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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을 인용하기 위해서는 ① 가처분을 발하지 아니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어야 하고, ② 그 효력을 정지시켜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어야 하며,
③ 본안심판이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아야 하고, ④ 가처분을 인용한
뒤 종국결정에서 청구가 기각되었을 때 발생하게 될 불이익과 가처분을 기각한 뒤 청구가
인용되었을 때 발생하게 될 불이익에 대한 비교형량을 하여 후자의 불이익이 전자의
불이익보다 커야 한다(헌재 2006. 2. 23. 2005헌사754).
헌법재판소에서 가처분을 인용한 결정의 예로는 ① 군사법원법에 따라 재판을 받는
미결수용자의 면회횟수를 매주 2회로 제한한 군행형법시행령 조항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을
인용한 사건(헌재 2002. 4. 25. 2002헌사129), ② 입국불허결정을 받은 외국인이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인신보호청구의 소 등을 제기한 후 그 소송수행을
위하여 변호인접견신청을 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피신청인으로 하여금
변호인접견을 허가하도록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을 인용한 사건(헌재 2014.
6. 5. 2014헌사592), ③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와 일반고등학교를 동시 선발하도록 하면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지원한 학생에게는 후기 일반고등학교에 대한 중복 지원을 금지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조항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을 인용한 사건(헌재 2018. 6. 28.
2018헌사213)등이 있다.
가처분결정이 선고되면 피신청인에 의한 별도의 행위 없이 본안사건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가처분결정의 내용대로 법률관계가 형성된다. 가처분결정은 당해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피신청인을 기속하므로 피신청인은 동일한 내용의 새로운 처분을 할 수 없다.
또한 가처분결정은 모든 국가기관을 기속하며, 주문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본안사건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기속력을 가진다.

F. 결정의 기속력
1) 기속력의 의의 및 법적 근거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1항은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과 그 밖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고 규정하고, 이 규정은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을 인용할
경우에도 준용된다(제75조 제6항).
헌법재판소 결정에 기속력을 부여하는 것은 헌법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다른 국가기관이 따르지 않는다면 헌법의 우위는 실효적으로 보장될
수 없으므로, 다른 국가기관은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존중하고 이를 실현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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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으로 행동할 필요가 있다. 기속력은 헌법재판소가 그 기능과 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모든 국가기관을 기속한다는 점에서 헌법재판의 중요한 특징이다.
2) 기속력의 내용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모든 국가기관은 헌법재판소의 구체적인 결정에 따라야 하고,
장래에 어떤 처분이나 조치를 할 때에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고 실현하는 방향으로
행동하여야 하므로, 만약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되었다면 이를 더 이상 적용해서는
안 된다. 또한 모든 국가기관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 문제된 심판대상 뿐만 아니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안에서 결정의 취지에 저촉되는 행위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이 중 특히 문제되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률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법률을 입법기관이 다시 입법하는 것이 금지되는지에 관한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시각장애인에 대하여만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규칙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하였음에도 다시 이를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실제로 반복입법이 문제된 사건에서,
입법자인 국회에 위헌결정의 기속력이 미치는지 여부 및 결정이유에까지 기속력을
인정할지 여부 등에 관하여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나, 설령 결정이유에까지
기속력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 이유에 대하여 적어도 위헌결정의 정족수인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헌재 2008. 10. 30. 2006헌마1098).
3) 결정유형에 따른 기속력
① 위헌결정의 경우,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은 별도의 절차 없이 효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그 법률을 더 이상 적용해서는 안 되고, 그에 근거한 어떤 행위도 할 수 없다. 따라서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후속행위를 속행하는 것은 기속력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고, 그 사유만으로도 당연무효이다(대법원 2012. 2. 16. 선고 2010도10907
판결). 또한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위헌이 선고된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은
더 이상 위헌여부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에 대한 제청이므로 부적법하다(헌재
1994. 8. 31. 91헌가1).
② 합헌결정의 경우 기속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합헌으로 선언된 법률에 대한 위헌제청을 적법한 것으로 보고 있고(예를 들어
간통죄의 경우 이미 합헌선언을 하였음에도 이후 3번에 걸쳐 다시 합헌결정을 한 후
위헌결정을 선고하였다), 합헌으로 결정한 법률조항에 대하여 판례를 변경하여 위헌결정
또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한 예도 앞서 언급한 간통죄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비롯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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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 존재한다.
③ 변형결정의 경우 모든 변형결정의 기속력을 인정하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4) 결정의 일반적 구속력
법규범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일반국민에게도 그 효력을 미친다. 이를 일반적
구속력 또는 법규적 효력이라 하며,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구속하며, 국가기관뿐만 아니라 일반사인에게도 기속력이 확장된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은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간접적으로나마 일반적 구속력에 대한 법적
근거를 두고 있고, 헌법재판소 또한 최근 결정에서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은
일반적 기속력과 대세적․법규적 효력을 가진다. 즉 법규범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소송 당사자나 국가기관 이외의 일반 사인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고
판시함으로써(헌재 2012. 12. 27. 2012헌바60), 일반적 구속력의 개념을 인정하였다.

G. 장래효와 소급효
1) 원칙적 장래효와 예외적 소급효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은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해당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대하여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여 원칙적으로는 장래에 효력을 상실하나,
예외적으로 형벌에 관한 규정은 실질적 정의의 관점에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고
본다. 입법자는 장래효를 인정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더 높이 평가하는 방안을
선택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구체적 타당성이나 평등의 원칙이 완벽히 실현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헌법상 법치주의원칙의 내용인 법적 안정성 내지 신뢰보호의 원칙에 의하여
정당화된다(헌재 1993. 5. 13. 92헌가10등). 다만 구체적 타당성을 심히 저해할 수
있는 형벌조항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소급효를 인정하려는 것이다.
2) 예외적 소급의 범위
(i) 법정 소급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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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면 위헌결정 전에 형벌조항의 구성요건이 이미 충족되었다 하더라도 더 이상
그 형벌조항을 적용하여 소추나 유죄판결을 할 수 없고,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 다만 이는 실체적인 형벌조항에 한정되고
형사소송절차에 관한 절차법적인 법률조항인 경우에는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다(헌재
1992. 12. 24. 92헌가8).
다만 헌법재판소가 기존에 합헌결정을 하였다가 시대 상황, 국민의 법 감정 등
사정변경으로 위헌결정을 한 경우 종전의 합헌결정에 관계없이 제정 시점까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지 않도록, 헌법재판소법 개정으로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소급효를 제한하는
규정을 추가하였다. 위 규정이 적용된 예로는 간통죄를 규정한 형법 제241조에 대한
위헌결정(헌재 2015. 2. 26. 2009헌바17등)으로 인해 위 조항이 마지막으로
합헌결정(2007헌가17등)이 있었던 2008. 10. 30.의 다음 날인 2008. 10. 31.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것을 들 수 있다.
(ii) 해석에 의한 소급효
형벌조항 이외의 법률조항의 경우에도 헌법재판소는 ① 구체적 규범통제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에 법률조항의 위헌결정을 위한 계기를 부여한 사건이나
위헌결정이 있기 전 같은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을
하였거나 법원에 위헌제청신청을 한 사건, 위헌제청을 하지는 않았지만 당해 법률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의 경우 예외적으로 소급효를 인정하고,
② 당사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구체적 타당성의 요청이 현저한 반면, 소급효를 인정하여도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없고 소급효의 부인이 오히려 정의와 형평 등 헌법적
이념에 심히 배치되는 때에도 예외적으로 소급효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본다(헌재 1993.
5. 13. 92헌가10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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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키르기즈
대법원 헌법재판부
요약
대법원 헌법재판부(Constitutional Chamber of the Supreme Court, 이하 헌법
재판부)44는 추상적 위헌심사를 수행한다. 하지만, 일반 관할법원이 판결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나 기타 법규범의 합헌성에 의문이 있을 때는 헌법재판부에 제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해당 법원에서의 소송절차는 헌법재판부에서 답변이 있을 때까지 일시적으로
정지된다. 헌법재판부는 법률과 규정을 비롯한 규범적 법령에 대해 사후적 심사를
수행한다. 사전적 심사는 키르기즈가 당사국인 발효되기 전의 국제조약과 헌법 개정을
위한 법률안에 대해 수행된다. 헌법재판에 적용되는 핵심 원칙으로는 비례성, 합리적
자제(reasonable restraint), 법적 명확성, 법치주의 등의 원칙이 있다. 헌법 제6조
제3항(Article 6 part 3)에 따르면 확립된 법적 절차에 따라 발효된 키르기즈가 당사국인
국제조약과 보편적으로 승인된 국제법 원칙 및 규범은 키르기즈 법체계를 구성한다.
따라서 헌법재판부가 국제법 규범을 참조해야 한다고 명시한 헌법 규정은 없으나, 판결을
내릴 때 보편적으로 승인된 국제법 원칙 및 규범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한다. 또한 외국법에
대한 참조가 의무적인 것은 아니지만, 헌법재판부는 위헌심사 발전에 대한 새로운 동향과
혁신적인 접근방법을 파악하기 위해 외국의 경험을 살펴보는 것에 높은 가치를 두고
있다. 재판관의 반대의견은 사건자료에 첨부되며, 헌법재판부의 결정이 실리는 간행물에
함께 게재된다. 헌법재판부의 행위는 판결(judgments), 선고(pronouncements),
결의(resolutions), 결정(rulings)으로 분류할 수 있다.

44

-

-

[편집자 주] ‘대법원 헌법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점을 감안하여 ‘헌법재판소’로 번역되기도 한다.
위헌법률심판 등 헌법재판소의 전형적인 권한 행사
키르기즈 대법원은 민･형사･행정사건을 관할하는 최고심급의 사법기구인 대법원(Supreme Court)과
헌법재판을 통해 독립적으로 헌법을 감독하는 헌법재판부(Constitutional Chamber of the Supreme
Court)로 구성
대법원은 전원합의체(plenum), 형사부(panel), 민사부, 행정･경제부로 구성되며, ‘부’를 Chamber가
아닌 Panel로 칭함
헌법재판을 담당하는 재판관은 15년 이상의 법조경력, 대법관은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자격요건으로 함
헌법재판부의 구성 및 절차는 헌법적 법률(Constitutional Law)에, 법원(대법원 포함)의 구성 및 절차는
법률에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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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심사 유형
A. 배경
키르기즈의 법체계는 여러 법원(sources of law) 중에서도 법치주의 원칙에 기초하는
점에서 대륙법에 기반하고 있다. 규범적 법령이 우월한 지위를 갖고 있으며, 규범적
법령에 적시된 법적 기준은 체계적이고 이론적인 실체와 법적 기원을 가지고 있다.
키르기즈의 법률은 헌법을 필두로 분명한 위계에 따라 구성된다. 키르기즈의 헌법은
최고의 법적 강제력을 지닌 국가 기본법으로 직접적인 효력을 가지며, 성문화된 현행
법률 및 규정을 비롯해 모든 법규범의 원천이다(헌법 제6조 제1항 및 제6조 제2항).
키르기즈의 규범적 법령은 그 유형과 관계없이 해당 법률이나 규정을 내릴 수 있도록
승인한 규범 기관에 의해 해석(설명)된다. 다른 측면으로는 성격상 법률에 포함되고
일반적으로 구속력이 있지만, 법률에 대한 유권해석은 수반하지 않는 사법행위가 있다.
사법행위를 통해 법 집행 당국으로 기능하는 사법부는 행정심판이나 헌법재판을 통해
무효 또는 위헌을 선언하여 규범 행위나 법적 행위의 효력을 무효로 할 수 있다. 사법당국은
이러한 사법권을 보유하나 국가 권력분립이라는 헌법적 원칙에 따라 입법자 대신 규칙을
제정할 수는 없다. 위헌심사를 수행하는 기관인 헌법재판부(헌법 제97조 제1항)는
일반법원(courts of general jurisdiction)과 분리되어 있으며, 헌법적 통제를 다루는
유일한 기관이다.
헌법 수호를 위한 제도를 구축하려는 노력은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연방(소련 연방)의
붕괴와 키르기즈 독립 이전의 “페레스트로이카(perestroika)” 시대부터 시작되었다.
1989년 9월 23일 자 “키르기즈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헌법 변경 및 개정에 관한
키르기즈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Kyrgyz SSR) 법률”에 따라 헌법 감독 기관, 즉
키르기즈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헌법감독위원회가 창설되었다. 헌법감독위원회의
주요 목표는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이 만든 법규를 키르기즈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헌법에 합치시키고, 키르기즈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영토 내 거주민의 헌법상 권리를
보호하며 소련 연방의 민주적 기틀을 다지는 것이었다. 헌법감독위원회는 키르기즈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최고 소비에트 평의회(Supreme Soviet)가 10년 임기로
선출한 위원장, 부위원장 및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정치와 법률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위원을 선출했다. 이후 1990년 4월 14일자 키르기즈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헌법 감독에 관한 키르기즈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법률에서는 키르기즈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헌법감독위원회의 기본 원칙, 권한 및 절차를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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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12월 14일 자 “키르기즈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의 국가권력 및 통치기구의
제도 개편과 키르기즈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헌법 변경 및 개정의 도입에 관한
키르기즈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의 법률”에 따라 합헌성 보장을 강화하기 위하여
1990년 헌법감독위원회를 폐지하고 구소련 연방국 최초로 헌법 감독 기능을 할 최고
사법기구인 키르기즈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헌법재판소(Constitutional Court)를
설립하였다.
키르기즈가 1991년 8월 주권을 선포하고 1993년 5월 5일 신헌법을 채택하면서 키르기즈
헌법재판소(Constitutional Court of the Kyrgyz Republic)는 명실공히 사법부 최고의
헌법수호 기구가 되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반하는 법률과 기타 법규범의 위헌성
확인 권한, 헌법의 범위와 집행 및 해석에 대한 분쟁 해결 권한, 키르기즈 대통령 선거의
합법성과 키르기즈 대통령 탄핵, 헌법재판소･대법원･고등중재법원 소속 법관의 해임
및 키르기즈 헌법 변경･개정 등에 대한 의견 제시 권한을 보유했다. 키르기즈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헌법재판소법뿐만 아니라 헌법에도 헌법재판소의 구성, 권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었다. 대통령 제청에 따라 의회(Jogorku Kenesh)는 헌법재판소장, 부소장
2명 및 재판관 7명을 15년 임기로 선출했다.
뒤이어 키르기즈에서 사회정치 및 법 영역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2010년 4월 7일 국민투표를
통해 신헌법이 채택되었고, 이에 따라 의회제 강화와 국가기관 재편을 골자로 하는 정부
형태의 변화가 이루어졌다. 헌법재판소는 키르기즈 대법원 헌법재판부(Constitutional
Chamber of the Supreme Court of the Kyrgyz Republic, 이하 “헌법재판부”)로
변경되었다.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독립적으로 헌법 감독을 수행하는 최고의 사법기구인
헌법재판부는 독립 기관이며, 키르기즈 헌법, 키르기즈 헌법재판부에 관한 헌법적
법률(Constitutional Law) 및 헌법재판부 절차규칙의 적용을 받는다. 재판관선정위원회
(Council for Selection of Judges, 사법 자치형 독립 합의체)의 제안을 바탕으로 대통령이
제청한 후 의회는 7년의 임기로 헌법재판부 재판관을 선출한다. 일반적인 사유로 동일한
재판관이 다시 선출될 경우 임기는 최장 70세(정년퇴임 연령)까지이다. 헌법재판부는
헌법재판부장(President), 헌법재판부부장(Vice-President), 재판관(Judges) 9명 등 총
11명의

헌법재판관으로

구성되며,

헌법재판부장,

헌법재판부부장,

서기재판관

(Judge-Secretary)은 헌법재판관 중에서 3년 임기로 선출한다(헌법 제97조 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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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심사구조
키르기즈의 위헌심사는 전문 기관에서 수행한다. 헌법재판부는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독립적으로 헌법 감독을 수행하는 최고의 사법기구이다. 헌법재판부는 독립 기구로서
일반법원과 별도로 운영되어 키르기즈가 집중형 헌법재판제도를 취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위헌심사 제도는 1993년 헌법재판소 창설 이후 그리고 2010년 현 헌법재판부로
소관 기관이 변경된 이후에도 계속 유지되어 왔다. 집중형 제도는 키르기즈에서 도입된
이후 변경되지 않은 유일한 위헌심사 형식이다. 헌법재판부는 부여된 권한에 따라 헌법에
위배되는 법률이나 기타 법규를 위헌으로 선언하고, 키르기즈를 당사국으로 하여 체결된
발효되기 전의 국제조약에 대한 위헌심사를 수행하며, 헌법개정안의 위헌성을 심사한다.
헌법재판부는 법률문제만을 판결한다. 법률이나 기타 법규범이 헌법상 인정되는 권리와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하는 자는 누구든지 해당 법률이나 기타 법규에 대해 위헌심사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헌법 제97조 제7항). 헌법 제101조는 법원은 헌법에 위배되는
법규범(legal and regulatory act)을 적용할 권리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에서의
사건 심리 중 판결의 토대가 되는 법률 또는 기타 법규범의 합헌성에 문제가 제기되는
경우, 법원은 헌법재판부에 위헌심사를 제청해야 한다. 헌법에 위배되는 법률과 기타
법규범에 대해서는 오직 헌법재판부만이 위헌을 선언할 수 있다.
헌법재판부는 광범위한 대상에 적용할 수 있고 구체적인 사건과 관련 없는 법규범이나
별도 규범에 대해 헌법재판(constitutional proceeding)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추상적 위헌심사를 수행한다. 헌법 제97조 제7항은 상고나 일반법원에서의 재판과 같은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국민이 직접 위헌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헌심사기구의 새로운 활동 형태를 규정한 키르기즈 헌법(1993)이 채택된 이후 이러한
유형의 위헌심사가 수행되었다. 법률과 기타 법규범에 대한 위헌심사 청구권은 1) 법률
또는 기타 법규범이 헌법에서 인정하는 자신들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한다고 생각하는
사인 또는 법인, 2) 의회, 3) 의회의 정파(faction), 4) 대통령, 5) 정부, 6) 국무총리,
7) 판사, 8) 지방자치단체, 9) 검찰총장, 10) 옴부즈맨 등의 주체에게 부여한다. 추상적
규범통제의 결과, 헌법 제97조 제10항은 위헌으로 선언된 법률 조항에 근거한 법원의
판결은 권리와 자유를 침해당한 국민이 소를 제기하여 구체적 사건에서 해당 판결을
내렸던 법원이 이를 수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적 통제는 헌법재판부에
의해서만 수행되지만, 일반법원이 재판에서 사건을 심리하는 중 판결의 토대가 되는
법률 또는 기타 법규범의 합헌성에 문제가 제기되는 경우, 해당 법원은 헌법재판부에
위헌심사를 제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헌법재판부에서 쟁점이 해결될 때까지 일반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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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는 중단된다. 따라서 헌법재판부는 추상적 규범통제 권한 외에도 흔히 구체적
규범통제로 지칭되는 형태의 통제를 수행할 권한이 있다. 이 경우 판사는 해당 재판의
유형과 관계없이 직접 헌법재판부에 제청할 권리가 있으며, 하급심 판사는 일반적인
관할권을 가진 고등법원에 예비 심의(preliminary consideration)를 신청하지 않는다.
헌법재판부는 키르기즈에서 위헌심사를 수행하는 유일한 기관이다. 헌법재판부는 두
번째 권한인 발효되기 전의 국제조약에 대한 위헌심사와 세 번째 권한인 헌법개정안에
대한 위헌심사를 통해 사전적 규범통제를 수행한다. 헌법재판부는 헌법에 위배되는 경우
법률과 법규범을 위헌으로 선포할 수 있는 첫 번째 권한을 이행할 때 사후적 위헌심사를
수행한다.
1993년 헌법통제기구 수립 이후 두 가지 유형의 위헌심사가 수행되고 있다. 이와 동시에
2010년 신헌법 채택 이후 키르기즈가 당사국으로 체결했으나 발효되기 전의 국제조약에
대해 견해를 제시하는 문제에 대한 사전적 통제를 수행하고 있다. 현행 법률과 헌법개정에
관한 법률안 또는 법률에 따라 비준･발효되기 전의 국제조약은 그 합헌성에 문제가
제기될 경우 위헌심사를 받게 된다.

Ⅱ. 심사 대상
A. 법규범
헌법재판부는 판결(2014년 1월 15일, 2015년 9월 2일)을 통해 규범적 법령은 법률에
정한 순서에 따라 권한을 부여받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권한의 범위내에서
채택한 성문법(written legal act)으로서, 의무적인 행위규칙이 포함되며, 불특정 숫자의
사람을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사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다. 규범적 법령은 국가가
제정하거나 승인한 규범으로 일반적 법적 구속력을 가지며, 보편적인 특성을 갖고 있어
특정 개인에 대한 것이 아니고 반복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의도한 것이고, 공식적으로
규정된 것이며, 국가에 의해 강제로 집행된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각 규범적 법령은
헌법을 준수해야 하며, 법적 강제력이 우월한 규범적 법령과 모순되지 않아야 한다.
모든 법규범은 시행에 앞서 공표되어야 한다(헌법 제6조 제2항 및 제6조 제4항).
키르기즈 규범적 법령에서 헌법은 최고의 법적 강제력과 직접적인 효력을 가지며, 헌법적
법률(constitutional laws),45 법률, 기타 헌법을 근거로 채택된 규범적 법령 순으로
45 헌법적

법률의 법적 지위는 일반법보다 높지만 헌법보다는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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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가 형성된다(헌법 제6조 제1항 및 제6조 제2항). 규범적 법령은 법률과 규정
(국가기관이나 공무원의 행정적·법적 규범)으로 나눌 수 있으며, 그 특수성은 키르기즈
규범적 법령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규제된다. 규범적 법령은 법적 강제력 측면에서 헌법,
헌법개정법률, 헌법적 법률, 법률(Law), 법규(Code), 대통령령, 의회 결의(Jogorku
Kenesh), 정부의 명령, 국립은행법, 중앙선거위원회 및 국민투표위원회에 관한 법률,
규범권한의 위임과 관련하여 공표되는 국가기관의 법령, 지방의회의 법규범 순으로 위계가
형성된다(헌법 제6조 제1항). 위에 열거한 모든 형태의 규범적 법령은 헌법에 위배될
경우 법률과 기타 법규범을 위헌으로 선언할 수 있는 헌법재판부의 첫 번째 권한에
따라 헌법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한편, 키르기즈 법률에는 긴급명령을 발할 권한이
부여된 전문 상설기구가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2010년 4월 7일 키르기즈에서 발생한
사회적·정치적 사건의 결과로 모든 국가권력이 임시정부로 이양되었으며, 임시정부는
존속 기간 중 긴급명령을 내렸다. 헌법재판부는 이러한 개별 명령에 대해 심사한 후
2014년 7월 11일 판결을 통해 임시정부가 내린 명령은 헌법재판부나 기타 법원의 사법
심사 대상에 속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부는 세 번째 권한인 헌법개정법률안에 대한 위헌심사를 수행하여 해당 헌법
개정법률안이 헌법에 합치하는지를 결정하며, 인간과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 및 그에
대한 제한 조항의 허용 가능성, 헌법 제114조46의 원칙 및 민주주의, 법치주의 세속국가
원칙과 합치하는지 여부에 대해 선고한다(헌법재판부에 관한 헌법적 법률 제19조 제3항).
이 조항은 해당 헌법개정법률안을 채택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의회가 지정한 날짜에
헌법 개정에 대한 국민투표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적의원 3분의 2의 발의로도
헌법개정법률안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의회는 헌법개정안에 대해 3회에 걸쳐
심의하며, 각 심의가 종료되면 잠시 심의를 중단한 후 2개월 후에 재개한다. 3회에
걸친 심의가 종료된 후 의회가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할 경우 헌법개정안이 채택된다.
채택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동시에 헌법 제3장, 제4장, 제5장,
제6장, 제7장, 제8장47에 대한 개정 가능성과 관련된 조항은 2020년 9월 1일 시행되며,
이러한 변경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나 유권자 30만 명의 발의로 의회에서 채택될
수 있다. 국가 비상사태나 계엄령이 선포된 기간에는 현행 헌법개정안을 채택할 수
없으며, 이 규정은 “불변 조항”으로 적용된다(헌법 제114조 4항). 국가 비상사태나
계엄령이 선포된 기간에는 헌법적 법률과 국경을 변경하는 법률을 채택할 수 없다(헌법

46
47

[편집자주] 헌법 제114조는 헌법개정절차에 대한 규정임
[편집자주] 키르기즈 헌법은 장, 절, 조로 구성되며, 제3장은 대통령, 제4장은 입법부, 제5장은 행정부,
제6장은 사법부, 제7장은 기타 국가기관, 제8장은 지방자치정부에 대한 조항들로 구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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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 제6항). 이 문제에 관한 위헌심사는 아직 청구되지 않았다.

B. 기타 공권력 행사
헌법재판부는 위에서 설명한 형태와 본질을 가진 규범적 법령으로서 법적 구속력을
지닌 규범의 위헌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이는 헌법에 위배되는 법률과 기타 법규범에
대해 위헌을 선언할 수 있는 헌법재판부의 첫 번째 권한에 해당한다. 기타 국가기관의
행위는 비록 법률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규범성이나 규범적 법령의 특징이 결여되어
있어 위헌심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헌법과 헌법재판부에 관한 헌법적 법률은
헌법재판부의 권한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소속
공무원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범위를 넘어 권한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부는
헌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해당 범위를 넘어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키르기즈 법원의 판결은 법적 행위(legal act)로 지위를 인정받고 사건의 실제 상황을
서술하며 구속력이 있다는 점에서 법의 연원으로 인정되지만, 법적 성질상 법 제정의
효력을 지니는 규범적 법령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키르기즈 법체계의 특수성은 이 문제에
있어서 선례구속의 원칙을 배제한다. 동시에, 위헌으로 선언된 법률 조항에 근거한 판결은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당한 국민이 소를 제기하여 구체적 사건에서 해당 판결을
내렸던 법원에서 이를 수정하여야 한다.
헌법재판부의 두 번째 권한은 키르기즈가 당사국으로 체결했으나 발효되기 전의
국제조약의 위헌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다. 이 권한은 2010년 신헌법에 의해 도입되었으나,
이에 대한 헌법재판은 아직 수행되지 않았다. 헌법 제6조 제3항은 국제조약의 지위를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키르기즈를 당사국으로 하여 수립된 법적 절차에 따라
발효된 국제조약과 보편적으로 승인된 국제법 원칙 및 규범은 키르기즈 법체계를 구성한다.
국제조약의 적용 절차와 조건 및 보편적으로 승인된 국제법 원칙 및 규범은 법률로 정한다.
키르기즈 국제조약에 관한 법률은 키르기즈가 국제법 규범과 키르기즈 규범적 법령에
따라 키르기즈가 체결한 국제조약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부는
국제법의 조치와 적용에 대한 개념을 발전시킨 의견(2016년 10월 11일)에서 당사국들은
의무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약속은 이행되어야 한다, pacta sunt servanda)에 따라
기존 발효된 국제조약을 자발적으로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각 국가는 체결된
국제조약을 이행하고 자체적으로 감시할 책임이 있다.

5. 키르기즈

89

Ⅲ. 적법요건 및 재판적격성
A. 적법요건
키르기즈 헌법재판부에 관한 헌법적 법률은 헌법재판부로 제청되는 청구를 받아들일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여러 절차적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헌법재판부에 관한 헌법적
법률 제4장, 제5장, 제6장, 제7장, 제8장). 헌법재판부는 제청된 청구를 1) 재판관이
헌법재판부에 관한 헌법적 법률에 따라 규율되는 헌법재판을 통해 심의하는 사건, 2)
국민의 심의 순서에 관한 법률(Law on the Order of Consideration of Citizens)에
따라 재판관의 심의가 요구되지 않는 사안으로 헌법재판부 내부 조직에서 심의하는
사건으로 구분한다. 헌법재판청구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헌법재판청구는
헌법재판부장이 조직한 지정재판부(Panel of Judges)로 전달되는데, 지정재판부를
구성하는 재판관 중에서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주심재판관(Judge-Rapporteur)이
결정된다. 재판관 협의체(Board of Judges)는 위헌심사 청구가 등록된 날로부터 근무일
기준 30일 이내에 해당 청구를 받아들일 것인지 심의한 후 결정을 내려야 한다. 재판관
협의체는 관할권, 사건 해결의 한계, 청구 대상, 헌법재판부가 사건을 심의해야 하는
이유와 근거, 청구 일반 요건, 청구서 부속서류 등의 요건을 기준으로 적법요건을
심사한다(헌법재판부에 관한 헌법적 법률, 18조-28조).
헌법재판부는 세 가지 유형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에 대해서만 위헌심사를 수행할 수
있다. 헌법재판부는 법률문제만을 규명하고 결정하며, 청구서에 제시된 주장과 가정에
구속되지 않는다. 당사자적격 원칙에 따라, 헌법 통제기관에 청구할 수 있는 주체는
개인 및 법인, 판사 및 정부 기관, 공무원이다(I. B. 참조). 청구 주체는 일반법원이나
기타 기관에서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직접 또는 대리인(최대 3인)을 통해 헌법
재판부에 청구할 권리가 있다. 그와 동시에 키르기즈의 외국인과 무국적자는 법률 또는
키르기즈가 당사자인 국제조약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키르기즈 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누리고 동등한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법률이나 기타 법규범이 헌법상 인정되는 권리와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하는 자는 누구든지 해당 법률이나 기타 법규에 대해 위헌심사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헌법 제19조 제1항 및 제97조 제7항). 헌법재판부에 대한 청구는
청구기한에 제한이 없으며, 수수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위헌심사청구 주체에 따라 청구는
개인과 법인의 청구서, 판사의 제청서, 국가기관과 공무원의 진술서로 구별된다.
위헌심사청구 이유는 헌법재판부에 관한 헌법적 법률에서 정한 일반적 요건에 따라
청구서, 제청서 또는 진술서에 명시되어야 한다. 위헌심사청구의 근거에서는 법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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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의 합치 여부의 불확실성, 기타 규범적 법령, 키르기즈가 당사국으로 체결했으나
발효되기 전의 국제 조약 또는 헌법개정안이 헌법적 차원에서 불확실성이 있음을 밝혀야
한다. 헌법재판부는 1) 심사가 청구된 법규범의 위헌 여부를 심의하여 법률 조항의 내용,
법규범의 형식, 채택, 서명, 공표 및 발효 절차가 헌법과 합치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고,
2) 헌법개정안에 대해 결정을 선고할 때는 해당 헌법 개정안이 인간과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 및 그에 대한 제한 조항의 허용 가능성, 법치주의에 근거한 민주주의와 세속국가
원칙, 헌법 제114조에 규정된 헌법 개정 절차와 합치하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일반적인 청구서는 서면 작성 요건, 서명 요건, 청구서 언어 요건(국가기관 또는 공무원)
및 청구 양식에 관한 요건을 준수하여 작성해야 한다. 청구서에는 1) 헌법재판부의 명칭,
2) 청구인의 직책, 주소 및 기타 관련 정보, 3) 직무상의 대리인이 아닌 경우 청구인
측 대리인의 직책, 주소, 기타 관련 정보와 대리 권한, 4) 위헌 심사 대상 법규범에 서명하고
공표한 국가기관과 공무원의 직책과 주소, 5) 헌법재판부 청구권을 규정한 헌법 조항과
현행 헌법적 법률 조항, 6) 당사자가 위헌심사를 청구하는 근거가 된 상황과 해당 당사자가
제시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 7) 정확한 설명, 번호, 채택일, 공표 출처 및 위헌 심사를
청구하는 법규범의 기타 요건, 8) 현행 헌법적 법률에 명시된 위헌 청구 심사의 구체적인
근거, 9) 해당 사안에 대한 청구인의 의견 및 헌법의 관련 규범을 언급한 법률적 입증,
10) 헌법재판부에 대한 청구를 각 의견서(presentment), 제청서(motion) 또는
청구서(request) 형태로 제출, 11) 첨부된 문서의 목록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위헌심사
청구서에는 1) 청구 당사자가 그 전체에 대해 또는 일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법규범
조문의 사본, 2) 직무상의 대리인이 아닌 경우 대리인 자격을 확인하는 위임장 또는 그
밖의 문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청구서에는 헌법재판부 법정에 소환할 대상자
명단과 대상자의 주소, 기타 문서 및 자료 등이 첨부될 수 있다.
위 사항 외에도, 지정재판부는 1) 헌법재판부가 이미 청구 대상의 위헌 여부를 심사했고,
헌법재판부의 행위가 현재 유효한 경우, 2) 합헌성에 의문이 제기된 행위가 취소되거나
소멸한 경우 위헌심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청구서와 첨부 서류의 검증 업무는 지정재판부를 구성하는 재판관 중 한 명에게 맡긴다.
위헌심사 청구에 대한 수락 여부는 지정재판부 과반수 재판관의 찬성으로 결정된다.
위헌심사 청구를 수락한 경우, 검증을 맡은 재판관(주심재판관)은 2개월 이내에 재판이
열릴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위헌심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 청구인에게
청구서를 반환해야 한다. 당사자는 위헌심사 청구에 대한 기각이나 각하 결정에 대해
헌법재판부에 항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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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재판적격성
헌법재판부에 관한 헌법적 법률의 상기 모든 요건을 준수하는 것은 헌법재판청구 인용을
위한 근거가 된다. 상기 사항을 참조한다.

Ⅳ. 심사 기준
A. 헌법재판의 주요 기준
헌법재판부는 첫 번째 권한인 심사 대상 규범적 법령의 합헌성을 심사함에 있어 1)
규정의 내용, 2) 규범적 법령의 형태, 3) 채택, 서명, 공표, 시행의 절차가 헌법과 합치하는지
판단한다. 이 권한에 따른 주요 청구권자는 국민이다. 헌법재판부는 특정한 헌법적
·법률적·국제적 원칙을 사용하여 심사 대상 법률의 규범 내용을 공개하며, 그 구체적인
특징은 아래에서 언급하기로 한다. 키르기즈는 주권국가, 민주국가, 세속국가, 단일국가,
사회국가이다. 키르기즈는 영토에 대해 완전한 국가권력을 향유하고 대내외 정책을
독자적으로 시행하며(헌법 제1조), 법치주의 확립과 인권과 자유의 확실한 보장을
도모한다. 기본적인 인권과 자유는 양도할 수 없으며 태어날 때부터 각 개인의 것이다.
인권과 자유는 키르기즈의 최고 가치이다. 인권과 자유는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
모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소속 공무원 활동의 의미와 내용을 규정한다(헌법 제16조
제1항). 국민이 헌법재판부에 신청할 수 있는 인권과 시민권 및 자유의 완전한 목록은
헌법 제2장에 규정되어 있다. 헌법재판부는 심사 대상 법률이 국민의 헌법상 특정 권리와
자유를 제한하는지에 관한 문제와 관련해 법규범에 대한 위헌심사를 수행할 때 이러한
제한이 비례적인지 그리고 헌법적 가치를 준수하는지를 특별히 유의하여 검토한다. 헌법
제20조(제2항)는 국가안보, 공공질서, 공공보건 및 풍속 보호, 타인의 권리 및 자유의
보호를 위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인간과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제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또한 이러한 제한은 병역 또는 국가 복무의 구체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도입될 수 있다.
헌법은 가해진 제한이 구체적인 목적에 비례해야 함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헌법재판부는 독립성의 원칙, 합의에 기반한 사건 검토, 헌법재판 공개, 구두 심리,
헌법재판에서 사용되는 언어, 간단명료한 사건 검토, 변론주의 및 당사자 간 평등성
등의 기준에 따라 헌법재판을 수행한다(헌법재판부에 관한 헌법적 법률, 제11조~제17조).
헌법재판부 결정의 논의를 살펴보면 특정한 방법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현재 헌법재판부의 관행과 결정 논리를 분석해보면 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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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리적 추론을 위해 여러 법률적 도구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예로는,
1) 인간과 국민의 권리와 자유에 대한 제한이 용인될 수 있는 기준을 규정하는 비례성
원칙(공공기관의 조치는 법률에 명시된 바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정당한 목적을
추구하고 이 목적에 적합하고 필수적이며 인권을 최소한으로 제한하여 이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비례적인 조치여야 하며, 목적 달성의 중요성과 권리 제한으로 개인에게
가해지는 부담 사이에 공평한 균형이 이루어진 것이어야 한다는 원칙), 2) 합리적 자제의
원칙, 3) 법적 명확성의 원칙, 4) 법치주의의 원칙 등이 있으나, 여기에 열거된 원칙
외에도 다른 여러 법률적 도구가 사용된다. 헌법재판부는 결정 제시에 사용되는 법률적
방법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다. 헌법재판부에 대한 청구는 헌법재판부 행정기구의 직원을
포함해 등록 이후 여러 단계의 검증을 거치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또한, 전문분석국은
청구가 접수되면 상세 분석보고서(detailed analytical note)를 작성해 헌법재판을
준비한다. 상세 분석보고서는 규범에 대한 상세한 분석을 포함하며 사실상 중간 통제의
역할을 한다. 이 분석보고서의 결론은 체계적이고 분석적으로 재판관을 지원하는 여러
방법의 하나로서, 결정문 초안을 작성할 때 중요한 쟁점의 본질을 이해하도록 돕는다.
이 분석보고서는 심사 대상 조항의 입법 이력, 기타 규범적 법령과 관련된 사용 범위,
헌법의 규범적 가치를 기준으로 인간과 국민의 권리에 대한 제한이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인지에 관한 분석, 국제법과의 관계 등을 간략히 제시한다.

B. 국제법과 외국법의 적용
키르기즈를 당사국으로 하여 수립된 법적 절차에 따라 발효된 국제조약과 보편적으로
승인된 국제법 원칙 및 규범은 키르기즈 법체계를 구성한다(헌법 제6조 제3항). 이를
위해, 헌법재판부는 개인, 사회, 국가의 합리적인 이익 균형이라는 관점에서 국내법
규범을 심사하며, 이때 헌법적 원칙뿐만 아니라 국제법 규범과의 연계성을 고려한다.
키르기즈 헌법에는 국제법 규범 참조에 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 키르기즈 공화국은
세계 공동체의 일부로서 보편적으로 인정된 국제법 원칙과 규범을 준수하고 인권 보호를
비롯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법적·민주적 기준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헌법재판부는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를 침해하는 사건을 심리할 때는 국제법
규범을 결정문에 인용한다. 헌법재판부 결정을 분석해보면 법률적 입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세계인권선언(UDHR),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ESCR), 사법 행위에 관한 방갈로르 원칙
(Bangalore Principles of Judicial Conduct) 등과 같은 국제법 규범 규정이 가장
자주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동시에, 헌법재판부는 특정 국제조약들을 언급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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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국제조약의 조항을 국내법 규범과 연관시킨다.
키르기즈는 주권국가로서 헌법에 외국법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참고할 수 있다는
규범을 포함하지 않는다. 동시에 키르기즈는 보편적이고 정의로운 평화, 상호 호혜적인
협력, 세계 문제와 지역 문제의 평화적 해결(헌법 제1조 제1항 및 제14조 제4항)과
우호적인 국제관계 발전을 도모한다. 물론 외국법, 국제 관행과 다른 국가의 경험은
키르기즈가 위헌심사를 수행함에 있어 위헌심사 발전에 대한 새로운 동향과 혁신적인
접근방법을 파악하고 심사 방법과 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토대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가 있다.

Ⅴ. 결정의 유형 및 효과
A. 판결
첫 번째 권한의 경우, 헌법재판부는 합의를 바탕으로 하는 심리 결과에 따라 판결문을
채택해야 하며, 헌법재판부의 결정문은 헌법재판부장과 재판관의 서명을 받아 키르기즈
공화국의 이름으로 선고되어야 한다(헌법재판부에 관한 헌법적 법률 제46조 제2항 및
제46조 제3항). 헌법재판부의 행동에 동의하지 않거나 헌법재판부에서 심리된 사건
본안에 대한 판결 또는 선고에 찬성했지만 일부 다른 사안에 대한 표결에서 소수 재판관에
속하거나 선고 이유에서 소수 의견을 가진 재판관은 서면 반대의견을 제출할 권리가
있다(헌법재판부에 관한 헌법적 법률 제49조). 재판관의 반대의견은 사건자료에 첨부되며,
헌법재판부의 결정이 실리는 간행물에 함께 게재된다. 한편, 여러 재판관이 헌법재판부
판결에 대해 공통의 반대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이들의 반대의견을 하나의 문서로
작성하고 반대의견을 제시한 각 재판관의 서명을 받는다.
다양한 유형의 결정(행동)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는 키르기즈 헌법재판부에 관한
헌법적 법률이다. 헌법재판부에 관한 헌법적 법률 제46조는 헌법재판부가 판결
(judgments), 선고(의견/최종 판단), 결의, 결정의 형태로 행동을 채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판결(결정, decisions)은 첫 번째 권한, 즉 헌법에 위배되는 법률과 기타 법규범에
대해 위헌을 선언할 권한에 따라 내려지며, 선고(pronouncements)는 두 번째 권한과
세 번째 권한, 즉 키르기즈에서 발효되기 전의 국제조약의 합헌성과 의회의 헌법
개정법률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권한에 따라 내려진다. 헌법재판부가 그 밖의 행동을
채택할 때는 결의(resolution) 또는 개별적 결정이나 절차적 결정(protocolary ruling)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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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와 동시에 헌법재판부의 최종 판결, 선고, 결의(항소가 제기된
지정재판부의 결정에 근거하여 발표)는 종국적이며 항소할 수 없다. 헌법재판부에 관한
헌법적 법률 제29조는 헌법재판부가 헌법재판이 받아들여진 청구를 심리해야 하고 청구를
받아들인 날로부터 5개월 내에 해당 사안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부장의 결정에 따라 이 기간은 한 달 더 연장될 수 있다. 반면, 지정재판부의
결정에 대해서는 이의 제기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다.
심사 대상 규범에 대한 판결이나 선고를 분석해보면 헌법재판부는 조건부로 위헌 또는
합헌 결정을 내릴 뿐만 아니라 “일부(한정)” 합헌 또는 위헌 결정 또한 내리는 것으로
나타난다. 헌법불합치 결정은 입법자의 입법 재량을 존중하고자 하는 취지의 결정이다.
법률을 즉각적으로 무효화하면 법적 공백과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헌법불합치 결정은 법률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경우 내려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헌법재판부는 실제로 심사 대상 각 법규범에 불확실성, 부정확성,
내부적 불일치, 내용의 불명료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고려해, 전반적으로 제정된 법률의
합헌성을 인정하는 동시에 그 개별 조항에 대해 해당 법률의 명백한 의미를 밝히는
법적 입장을 형성했으며, 이러한 헌법재판부의 법적 입장은 법률 제정과 법 집행 과정에서
고려되고 적용되어야 한다. 이 경우뿐만 아니라 심사 대상 법규범이 구체적인 문제와
관련하여 헌법에 위배되지 않으나 다른 경우에는 헌법에 위배되는 경우, 헌법재판부는
심사 대상 법규범의 일부 위헌(합헌)을 결정해야 한다(한정합헌). 한정위헌 또는 한정합헌
결정을 내리는 주요 기준은 심사 대상 법규범의 법적 공백, 법적 명확성 결여, 부정확성,
내부적 불일치, 내용의 불명료성이다. 헌법재판부는 인간과 국민의 권리와 자유에 관한
헌법 조항과 헌법 및 법률 규정의 완전성과 명료성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 메커니즘의
개발 필요성을 기준으로 이러한 결정을 내리며, 결정문에서 법적 공백, 법적 명확성
결여, 내부적 불일치를 식별하고 입법기관이 이러한 법률을 폐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다. 이러한 예로는 헌법재판부가 키르기즈 대통령의 활동 보장에 관한 법률의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한 사건이 있다. 심사 대상 법률 조항은 키르기즈 대통령의
명예와 존엄을 해치는 정보가 유포되었고 다른 기소 조치를 통해 필요한 결과를 얻지
못한 경우 키르기즈 검찰총장은 키르기즈 대통령의 명예와 존엄을 보호하기 위해 대통령을
대신하여 법원에 기소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했다. 이 경우 검찰총장은 대통령의 적법한
대리인으로 인정된다. 헌법재판부는 2018년 10월 17일 결정에서 심사 대상 법률이
키르기즈 대통령의 동의 없이 대통령의 명예와 존엄을 보호하고 검찰총장이 정신적
피해액을 결정하는 것을 허용하는 한 이 법률 조항은 헌법 제16조 제3항(법과 법원
앞에 모두가 평등하다)과 합치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5. 키르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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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부 구성(2013년) 이후 2019년 3월 6일까지 88건의 판결과 1건의 선고가
채택되었는데, 그중 37건의 판결에는 키르기즈 법률을 개정 및 보완하기 위해 입법기관에
제시한 지침이 수록되어 있다. 현재 25건의 판결이 집행됐고, 1건의 판결은 헌법 개정과
관련해 폐지되었고, 11건의 판결이 집행 중이다.
판례:
1. 2013년 10월 31일 결정은 의회에 키르기즈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법률 제42조와
제48조를 즉시 수정하고 조문을 추가하라고 지시했다. 의회 의원들은 이 법률 조항의
초안을 발의했고, 2014년 6월 19일 의회에서 채택되었으며, 2014년 7월 17일
대통령의 서명을 받았다.
2. 2018년 9월 19일 결정은 정부에 결정 사유에 명시된 법적 입장을 근거로 내부
행정기구의 직원 해고 절차와 관련된 기존 규정의 변경에 착수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이 결정을 이행하기 위해 2019년 1월 29일 결의 제30호를 채택했다.

B. 법적 효력 및 시행
헌법재판부가 법률이나 기타 규범적 법령 또는 그 일부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하는
경우, 관련 국가기관과 그 소속 공무원은 이에 따라 그들 스스로 채택했거나 위헌 결정된
상기 법령에 기초한 규범적 법령을 헌법과 헌법재판부의 결정에 합치시킬 의무가 있다.
다만, 법원의 판결(judicial acts)은 제외된다. 위헌으로 결정된 법규범에 대한 조정이나
취소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헌법과 헌법재판부의 결정이 직접 적용된다(헌법 제97조
제9항, 헌법재판부에 관한 헌법적 법률 제51조 제3항).
따라서 헌법재판부의 판결은 법의 연원이 되고 어느 정도는 “긍정적 입법자(positive
legislator)”로서 기능하지만, 입법자나 다른 입법기구를 대체하지는 않는다. 헌법재판부의
결정은 종국적이고 항소할 수 없으며, 모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공공단체,
사인 및 법인에 기속력을 미치고 키르기즈 영토 전역에서 시행되어야 한다. 위헌으로
선언된 법률 또는 기타 법규범에 근거한 판결은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당한 국민이
소를 제기하여 구체적 사건에서 해당 판결을 내렸던 법원에서 이를 수정하여야
한다(헌법재판부에 관한 헌법적 법률 제51조 제2항 및 제51조 제4항). 헌법재판부가
판결 유형으로 내린 모든 결정은 모두에 대해 적용되는 대세효(erga omnes)를 가지며,
결의 또는 개별적 결정이나 절차적 결정의 형태로 내려진 결정은 사건의 당사자만을
기속하는 당사자효(inter partes)를 가진다. 헌법재판부에 관한 헌법적 법률 제52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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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르면, 헌법재판부의 판결과 선고는 당사자와 심사 대상 법규범을 제정한 국가기관,
공무원에게 송부되어야 하고, 국가권력기관의 공식 간행물과 “키르기즈 헌법재판부
판례공보”에 게재하고 필요한 경우 다른 간행물에도 게재해야 한다. 헌법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헌법적 법률, 법규(code) 또는 법률(law)의 전체 또는 일부가 헌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명되거나, 헌법재판부의 결정이 법적 공백을 해결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
경우, 정부는 헌법재판부가 공식 웹사이트에 결정문을 공표한 후 4개월 이내에 해당
결정에 따라 헌법적 법률안이나 법률안을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의회는 이러한
법안(헌법적 법률 초안이나 법률 초안)에 특별한 우선순위를 두어 심의한다. 헌법재판부의
결정에 따른 법률 초안은 입법자가 발의할 수 있다. 의회는 정부에서 마무리 단계에
있는 법안에 특별한 우선순위를 두어 심의한다. 법률에 따라 입법권을 가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헌법재판부가 공식 웹사이트에 결정문을 공표한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법규범을 폐지하거나, 새로운 법규범을 채택하거나, 위헌으로 결정된 부분을 변경한다.
헌법재판부 결정을 집행하지 않거나 부적절하게 집행하거나 집행을 방해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헌법재판부의 결정에 개입할 경우 법률에 따라 책임을 지게 된다. 헌법재판부
결정의 집행에 대한 검토를 분석할 경우, 헌법재판부의 결정으로 규범적 법령의 오류가
제도적으로 해소되고, 입법 활동과 법집행 활동에 대한 명확한 헌법적 기준이 수립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헌법재판부의 판결 및 선고는 선언과 함께 효력이 발생하며, 그 밖의 결정은 서명과
함께 효력이 발생한다(헌법재판부에 관한 헌법적 법률 제51조 제1항). 그와 동시에
위헌으로 선언된 법률 또는 기타 규범적 법령에 근거한 판결은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당한 국민이 소를 제기하여 구체적 사건에서 해당 판결을 내렸던 법원에서 이를
수정한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헌법재판부의 판결은 소급효를 가진다. 헌법재판부의 결정이
실제 발효되기까지 지연된 사례가 종종 있었다. 2019년 1월 16일 결정을 예로 들면,
헌법재판부는 국가 수수료 납부에서 법적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2019년 4월 16일부터
해당 규범이 헌법에 위배되어 효력을 잃게 됨을 인정하고, 명시된 기한 내에 국가 수수료에
관한 법규를 적절히 변경하도록 정부에 지시했다.

6. 말레이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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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말레이시아
연방법원
요약
말레이시아는 보통법계(common law jurisdiction) 국가로 상급법원(superior courts)이
합헌성에 관한 문제를 모두 판결할 수 있다. 말레이시아의 상급법원은 고등법원(High
Courts), 항소법원(Court of Appeal), 연방법원(Federal Court)이다. 따라서 말레이시아는
분산형 위헌심사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위헌심사 제도에서 고등법원이 가장 자주
심사하는 합헌성 문제는 연방헌법 제128조 제2항에 따른 위헌심사이다. 고등법원의 결정은
항소법원에 상고할 수 있으며, 그런 후에 연방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일반법원에 제기된
소송에서 의회 제정법의 합헌성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 말레이시아 법원은
구체적·사후적 위헌심사를 실시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법원이나 그 밖의 어떤 기관도
헌법개정(constitutional amendments)의 합헌성을 검토할 묵시적 또는 명시적 권한이
없다. 공공기관이 행사한 행정규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다. 국제조약은 의회에서 법률로
제정될 경우 말레이시아에서 법적 효력을 갖는다. 이 경우, 국제조약은 의회 제정법의
형태로 제정된 경우에만 위헌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말레이시아 법원은 위헌심사 수행
시 특정 상황에서 일종의 비례성 심사를 수행한다. 위헌심사 수행 중 국제법에 대한 참고는
국제법이 국내법으로 수용된 경우에만 가능하다. 외국법은 위헌심사 과정에서 외국법이
지역 법률로서 동일한 주제의 조항을 가진 경우 지역 법률(local legislation)의 해석
지침으로만 참고한다. 위헌심사에서는 합헌이나 위헌의 결정만이 선고된다. 사법적
구제(judicial remedy)는 목적에 따라 손해배상(damages), 원상회복(restitution), 강제적
구제, 선언적 구제 등 4가지 기본 유형으로 구분된다.

개요
I. 심사 유형
II. 심사 대상
III. 적법요건 및 재판적격성
IV. 심사 기준
V. 결정의 유형 및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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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심사 유형
A. 배경
말레이시아 법체계는 보통법을 바탕으로 한다. 고등법원, 항소법원, 연방법원으로 구성된
말레이시아의 상급법원은 1957년 연방헌법과 이후 헌법 개정에 의해 설립되었다. 세
법원 모두 합헌성 문제에 대해 판결을 내릴 수 있다. 말레이시아는 분산형 위헌심사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는 합헌성 통제가 일반 사법기관에 의해 행사되고 법원에
의해 실시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B. 심사구조
말레이시아 사법기관은 분산형 위헌심사 제도를 운영한다. 일반적으로 상급법원, 즉
고등법원, 항소법원, 연방법원만이 헌법 관련 사건을 심리할 권한을 보유한다.
말레이시아의 분산형 위헌심사 제도를 살펴보면, 고등법원이 가장 자주 심사하는 합헌성
문제는 연방헌법 제128조 제2항에 따른 위헌심사이다. 고등법원의 결정은 항소법원과
연방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말레이시아의 최고법원은 말레이시아 연방법원이다.
위헌심사에 관한 연방법원의 관할은 말레이시아 연방헌법 (i) 제128조 제1항 제a호
및 제b호와 (ii) 제128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다.

“연방법원의 관할
제128조 (2) 말레이시아 연방법원의 심급 관할(appellate jurisdiction)을 해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원에서의 소송에서 본 헌법 규정의 효력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는
경우 말레이시아 연방법원은 해당 문제를 결정하고, 그 결정에 따라 해당 사건이
처리되도록 다른 법원에 이송할 수 있는 관할권(해당 관할권의 행사를 규율하는
법원규칙을 조건으로)을 갖는다.
1964년 법원법 제30조, 제84조 및 제85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하급법원에 의한 헌법적 문제(constitutional question) 이송
제30조 (1) 하급법원의 소송에서 헌법 규정의 효력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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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원의 장(presiding officer of the court)은 절차를 중지할 수 있으며,
해당 소송의 기록을 고등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제30조 (2) 본 조에 따라 고등법원으로 이송된 소송 기록은 고등법원 판사가 심사하며,
헌법 규정의 효력에 관한 문제를 결정하는 것이 소송 해결에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해당 판사는 이 소송이 애초 고등법원의 원심 관할(original jurisdiction)로
제기된 것처럼 제84조에 따라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
제30조 (3) 제1항 및 제2항은 헌법 제128조 제2항의 목적을 위한 법원규칙으로
간주한다.
1964년 법원법 제30조 제2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1964년 법원법 제84조 및
제85조는 고등법원이 헌법 규정의 효력에 관한 문제를 이송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고등법원에 의한 헌법적 문제의 이송
제84조 (1) 고등법원의 소송에서 헌법 규정의 효력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는 경우,
해당 소송을 심리하는 판사는 이 문제에 대한 연방법원의 결정을 기다리는 동안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제84조 (2) 판사는 자체 재량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본 조에 따른
절차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러한 절차중지명령은 제기된 문제와 관련한
연방법원의 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결정될 필요가 있는지 그리고 신속하고 경제적인
소송의 최종 결정에 필요한지를 고려하여 판사가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소송 단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제84조 (3) 본 조에 따라 절차중지명령이 내려진 경우, 판사는 헌법의 효력에 관한
문제를 자신의 견해가 포함된 특별사건의 형식으로 그리고 가능한 한 해당 질문을
긍정 또는 부정으로 답변할 수 있는 형식으로 기재해야 한다.
제84조 (4) 판사가 본 조에 따라 특별사건 양식서를 기재한 경우, 해당 문제는
연방법원 법원규칙에 따라 연방법원으로 이송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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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법원에서의 소송
제85조 (1) 제84조에 따라 특별사건이 연방법원으로 이송된 경우, 연방법원은
연방법원 법원규칙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고 연방법원에 대한 상고와 동일한 방식으로
사건을 심리하고 결정해야 한다.
제85조 (2) 연방법원이 본 조에 따라 특별사건을 결정한 경우, 기재된 해당 사건의
소송절차가 계류 중인 고등법원은 연방법원의 판결과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송을
진행하고 해결해야 한다.
1995년 연방법원규칙 제31조, 제32조, 제33조는 1964년 법원법 제30조와
제84조에 규정된 내용을 그대로 따른다.

하급법원에 의한 이송
제31조 (1) 고등법원보다 심급이 낮은 하급법원의 소송에서 헌법 규정의 효력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는 경우, 해당 법원의 장((presiding officer of such Court)은
즉각 절차를 중지해야 하며, 해당 소송의 기록을 고등법원 사무처장(Registrar
of the High Court)에게 이송해야 한다.
제31조 (2) 본 규칙에 따라 소송 기록을 이송 받았을 시, 고등법원 사무처장은
해당 소송 기록을 고등법원의 판사에게 이첩해야 한다.
제31조 (3) 본 규칙에 언급된 소송 기록을 심사함에 있어 판사가 헌법 규정의 효력에
관한 문제를 결정하는 것이 소송 해결에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해당 판사는
이 소송이 애초 고등법원의 원심 관할로 제기된 것처럼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
고등법원에 의한 이송
제32조 (1) 고등법원의 소송에서 헌법 규정의 효력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는 경우,
해당 소송을 심리하는 판사는 이 문제에 대한 연방법원의 결정을 기다리는 동안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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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2) 판사는 자체 재량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본 규정에 따른
절차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러한 절차중지명령은 제기된 문제와 관련한
연방법원의 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결정될 필요가 있는지 그리고 신속하고 경제적인
소송의 최종 결정에 필요한지를 고려하여 판사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소송
단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특별사건
제33조 (1) 본 규칙 제32조에 따라 절차중지명령이 내려진 경우, 판사는 연방법원의
의견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견해가 포함된 특별사건의 형식으로 헌법의 효력에
관한 문제를 기재해야 한다.
제33조 (2) 제기된 문제는 긍정 또는 부정으로 답변할 수 있는 형식으로 기재되어야
한다.
제33조 (3) 본 규칙에 따른 모든 특별사건은 단락을 나누어서 작성해야 하고, 해당
사실관계를 간결하게 진술해야 하며, 연방법원이 그에 따라 제기된 질문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문서를 포함해야 하고, 판사에 의해 서명되어야 한다.”
그러나 기존 판례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연방헌법의 총체적인 구조는 연방법과 주법의
합헌성에 대해 고등법원이 심사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고등법원은 해당 문제를
심리할 권한이 있다”(Gerald Fernandez v Attorney General, Malaysia (1970) 1
LNS 27; (1970) 1 MLJ 262 at 264).
이 의견은 Gin Poh Holdings Sdn Bhd v The Government of the State of Penang
& Ors 사건(2018)(4 CLJ at 17, Federal Court)에서 인용된다. 또한, 연방법원은
“1964년 법원법 제84조가 고등법원이 헌법 규정의 효력에 관한 문제를 연방법원에
이송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고등법원은 해당 문제를 이송할 의무가 없으며 자체
재량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Gin Poh at 17). Mark Koding v PP(1982)(2
MLJ 120 at 123-124) 사건에서, 연방법원은 “둘째, 우리는 학식있는 판사가 이 문제를
우리에게 회부하는 대신 제기된 헌법적 질문을 자체 재량으로 판단하고(해당 판사는
그러한 권한이 있다. Fernandez v Attorney General (1970) 1 MLJ 262, 264),
이 사건을 어느 쪽으로든 결정하는 편이 더 나았을 것이라는 의견을 밝힌다. 만일 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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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재량으로 결정한 후 본 법원으로 상고가 제기되었다면, 전체 사안이 두 단계로
나누어 처리되었을 것이다. 이 문제를 어느 쪽으로든 결정하지 않은 채 본 법원으로
이송함에 따라, 만약 피고의 혐의에 관한 결정에 대해 상고가 제기될 경우, 이 사안은
본 법원으로 다시 제기될 것이고, 따라서 법원법 제48조 제2항의 문구대로 본 소송의
신속한 진행 및 경제적인 최종 결정에 도움을 주는 대신 네 단계를 거쳐 처리되어 지연과
추가 비용을 발생시킬 것이다.”
연방법원이 가장 자주 심사하는 합헌성 문제는 배타적인 원심 관할을 가진 연방헌법
제128조 제1항 제a호 및 제b호에 따른 위헌심사 관련 사건이다.

“연방법원의 관할
제128조 (1) 연방법원은 관할권 행사를 규정한 법원규칙에 따라 다른 법원에 대해
배타적으로 다음 사항에 대해 결정할 권한을 갖는다.
(a) 국회 또는 주 의회가 제정한 법률이 국회 또는 주 의회가 법률을 제정할
권한이 없는 사항에 관한 것임을 이유로 무효인지 여부
(b) 주와 주 간 또는 연방과 주 간에 발생한 분쟁
연방의 최고법(Supreme Law)
제4조 (3) 국회 또는 주 의회가 제정한 법률 효력은 해당 법률이 국회 또는 경우에
따라 주 의회가 법률을 제정할 권한이 없는 사항과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다는
이유로 이의가 제기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당 법률이 전단에 정한 이유로
무효라고 선언하는 소송 또는 다음에 정하는 소송의 경우를 제외한다.
(a) 국회가 제정한 법률인 경우, 말레이시아 연방과 하나 이상의 주 사이의 소송
(b) 주 의회가 제정한 법률인 경우, 말레이시아 연방과 해당 주 간의 소송
제4조 (4) 제3항에 언급된 이유로 법률 무효를 선언하는 소송(제3항 제a호 또는
제b호에 해당하는 소송은 제외됨)은 연방법원 판사의 허가 없이 제기되어서는 안

6. 말레이시아

103

된다. 말레이시아 연방은 해당 소송의 당사자가 될 자격이 있고, 제3항 제a호 또는
제b호와 동일한 목적으로 제기된 소송의 당사자가 되거나 될 수 있는 주(State)도
이와 같다.
말레이시아 법원은 구체적 위헌심사를 실시하며, 이는 일반법원에 제기된 소송에서 의회
제정법의 합헌성 검토가 이루어진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문제는 ‘추상적’이지 않으며
‘구체적’ 사건과 관련이 있어야 한다. 사건의 각 당사자(정부[주/연방] 및 개인)는 구체적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말레이시아 법원은 사후적 위헌심사를 실시하며, 이는 현행 의회 제정법에 대해서만
심사를 하며 아직 제정되지 않은 법에 대해서는 심사를 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 점은
헌법적 문제가 제기된 경우 법원의 절차를 다루는 1964년 법원법 제30조, 제84조,
제85조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 헌법적 문제가 하급법원에서 고등법원으로 이송된
사건의 판사는 헌법 규정의 효력에 관한 문제를 결정하는 것이 소송 해결에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제84조에 따라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

Ⅱ. 심사 대상
A. 법규범
말레이시아 연방의 입법권은 의회에 있으며, 의회는 국왕(양 디-페르투안 아공, Yang
di-Pertuan Agong) 및 상원(Dewan Negara)과 하원(Dewan Rakyat)의 양원
(Majlis)으로 구성된다. 관련 연방헌법 조항은 다음과 같다.
말레이시아 연방 및 주 법률의 사물 관할

제74조 (1) 다른 조가 부여하는 입법권을 해하지 않고서, 국회는 말레이시아 연방
관할목록(Federal List) 또는 공동관할목록(Concurrent List)(즉, 부속서 9에
명시된 제1목록 또는 제3목록)에 열거된 사항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수 있다.
제74조 (2) 다른 조가 부여하는 입법권을 해하지 않고서, 주 의회는 주 관할목록(State
List)(즉, 부속서 9에 명시된 제2목록)에 열거된 사항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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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3) 본 조가 부여하는 입법권은 본 헌법이 특정 사항에 대해 부과하는 조건
또는 제한에 따라 행사할 수 있다.
제74조 (4) 부속서 9에서 명시한 목록에 열거된 사항을 기술함에 있어서 일반적
표현 및 특별한 표현이 사용되는 경우에는 전자의 일반성은 후자에 의해 제한되는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특정 경우에 주를 대신한 국회의 입법권

제76조 (1) 국회는 다음 경우에 한해 주 관할목록에 열거된 사항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수 있다.
(a) 말레이시아 연방과 다른 국가 간의 조약, 협정 또는 협약, 또는 말레이시아

연방이 구성원인 국제기구의 결정을 시행하기 위한 경우
(b) 2개 이상의 주 법률의 통일성을 촉진하기 위한 경우
(c) 주 입법부(Legislative Assembly)가 요청하는 경우

제76조 (2) 제1항 제a호에 따라 이슬람 율법 또는 말레이시아인의 관습의 문제에
관한 법률 또는 사바주(States of Sabah) 및 사라왁주(States of Sarawak)의 토착법
또는 관습의 문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서는 안 되며 동 조항에 따른 법률의 법안은
관련된 주 정부와 협의하기 전에는 국회의 각 원에 상정해서는 안 된다.
제76조 (3) 제4항의 규정을 조건으로, 제1항 제b호 또는 제c호에 따라 제정된
법률은 주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따라 채택될 때까지는 해당 주에서 시행할 수
없고, 말레이시아 연방 법률이 아니라 주 법률로 간주해야 하며, 그에 따라 해당
주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따라 개정 또는 폐지될 수 있다.
제76조 (4) 국회는 법률 및 정책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에 한해 토지보유,
지주와 소작인의 관계, 토지에 관한 권리증서의 등록, 토지의 양도, 토지에 관한
저당, 임대 및 요금, 지역권 및 기타 토지에 관한 권리와 이익, 토지의 강제수용,
토지의 평가, 지방정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수 있다. 제1항 제b호 및 제3항은
해당 사항에 관한 법률에 대해 적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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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A조 (1) 말레이시아 연방 관할목록에 열거된 사항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국회의
권한은, 국회가 부과하는 조건 또는 제한에 따라 모든 주 의회 또는 그 일부가
해당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권한을
포함한다.
제76A조 (2) 제75조의 규정과 관계없이, 제1항에 언급된 바에 따라 국회법(Act
of Parliament)이 부여한 권한으로 제정된 주 법률은 해당 국회법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해당 국회법 이전에 통과된 말레이시아 연방 법률을 (해당 주와 관련해)
개정 또는 폐지할 수 있다.
제76A조 (3) 주 의회가 국회법에 따라 잠정적으로 법률을 제정할 권한을 부여받은
사항은 제79조, 제80조 및 제82조의 목적상, 해당 주에 대해서는 공동관할목록에
열거된 사항과 동일하게 취급된다.
헌법 개정은 연방헌법 제159조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헌법의 개정
제159조 (1) 본 조의 다음 규정 및 제161e조 규정을 조건으로, 본 헌법의 규정은
말레이시아 연방 법률로 개정할 수 있다.
제159조 (2) (삭제)
제159조 (3) 헌법 개정 법안(본 항의 규정에 포함되지 않는 개정은 제외됨)과 제10조
제4항에 따라 의결된 법률을 개정하는 법안은 제2차 및 제3차 독회에서 국회 각
원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를 받지 않는 한 해당 원에서 의결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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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조 (4) 다음 명시된 개정은 제3항의 규정에서 제외된다.
(a) 부속서 2 제III부, 부속서 6 또는 부속서 7에 대한 개정
(b) 제74조 및 제76조 이외에, 본 헌법 규정이 국회에 부여한 입법권의 행사에
따른 것이거나 그 결과로서 이루어진 개정
(bb) 제161e조의 규정을 조건으로, 주의 말레이시아 연방 편입, 주 간의
통합(association with the States)에 관한 개정 또는 이미 통합되었거나
편입된 주에 대한 본 헌법의 적용에 관한 개정
(c) 제a호에 따른 개정 결과에 따른 개정
제159조 (5) 제10조 제4항, 동 조항에 따라 의결된 법률, 제III부의 규정, 제38조,
제63조 제4항, 제70조, 제71조 제1항, 제72조 제4항, 제152조 또는 제153조,
또는 본 조항을 개정하는 법률은 통치자회의(Conference of Rulers)의 동의 없이
의결할 수 없다.
제159조 (6) 본 조에서 “개정”은 추가 및 폐지를 포함한다. 본 조 및 제2조 제(a)호에서
“주”는 모든 영토를 포함한다.”
말레이시아 연방헌법 제159조에 명시된 바에 따라, 제161E조는 다음의 규정을 두고
있다.

“사바주 및 사라왁주의 헌법적 지위에 대한 보호
제161E조 (1) 말레이시아법의 의결 이후에는 사바주 또는 사라왁주의 말레이시아
연방 편입과 관련된 헌법 개정은 제159조 제4항 제bb호에 따라 본 조 제3항의
규정에서 제외되어서는 안 되며, 사바주 또는 사라왁주에 대한 헌법의 적용에 관한
모든 변경은 그 변경이 헌법에 따라 해당 주의 지위를 말라야주의 지위와 같게
하거나 이를 흡수하는 경우가 아닌 한 제외되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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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E조 (2) 헌법 개정이 다음 사항과 관련하여 헌법의 운용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사바주 또는 사라왁주의 양 디페르투아 네게리(Yang di-Pertua Negeri)48
또는 관련된 각 사바주 및 사라왁주의 양 디페르투아 네게리가 동의하지 않는 한
헌법을 개정할 수 없다.
(a) 해당 주와의 관련성을 이유로 한 말레이시아의 날(Malaysia Day) 이전에
출생한 자의 시민권에 대한 권리 및 (말레이시아의 날에 시행된 헌법에 의하여
달리 정한 경우는 제외하고) 해당 주에서 출생하거나 거주하는 자와
말라야주에서 출생하거나 거주하는 자의 시민권과 다른 자의 시민권에 대한
동등한 취급
(b) 사바주 및 사라왁주 고등법원의 구성 및 관할권, 동 법원 판사의 임명,
해임 및 직무 정지
(c) 주 의회가 법률을 제정할 수 있는(또는 국회가 법률을 제정할 수 없는)
사항, 해당 사항에 대한 주의 행정권, (그와 관련된 경우에 한해) 말레이시아
연방과 주 간의 재정협약
(d) 주의 종교, 주 또는 국회에서의 언어의 사용 및 주의 토착민에 대한 특별대우
(e) 1970년 8월 말 이전에 소집된 국회에서 말레이시아의 날에 말레이시아
연방을 구성하는 다른 주에 배정된 합계에 비례하여, 말레이시아의 날에 해당
주에 배정된 수 이상의 하원의원의 해당 주에 대한 배정
제161E조 (3) 사바주 또는 사라왁주에 배정된 하원의원 수와 관련된 헌법의 운용에
영향을 미치는 헌법 개정은 제1항의 목적상, 해당 주의 지위와 말라야주의 지위를
같게 만들거나 흡수하는 것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제161E조 (4) 사바주 또는 사라왁주에 대한 방문 및 해당 주에서의 거주와 그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말레이시아 연방 법률이 사바주 또는 사라왁주의 정부에 부여한
권리 및 권한과 관련하여(동 법률이 말레이시아의 날 이전에 의결되었는지 여부와
48

[편집자주] 주의 수반(head of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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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없음), 제2항은 동 법률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법률이 헌법에
구현되고 해당 권리 및 권한이 제2항 제a호~제e호에 규정된 사항에 포함된 것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
제161E조 (5) 본 조에서 “개정”은 추가 및 폐지를 포함한다.”
말레이시아 법원이나 그 밖의 기관은 헌법 개정의 합헌성을 검토할 묵시적 또는 명시적
권한이 없다.
공공기관이 행사한 행정규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다.
1964년 법원법 부속서 1은 고등법원에 “헌법 제II부에서 부여한 권리나 그 일부의 집행을
위해 또는 기타의 목적을 위해 모든 사람이나 기관에 대해 인신보호영장(habeas corpus),
직무집행영장, 금지영장, 권한심문영장 및 사건이송명령 또는 그 밖의 영장을 포함하는
지시, 명령을 내리거나 위임할 권한”을 부여한다.

“2012년 법원규칙 명령 제53호
사법심사 신청
사법심사 신청(O. 53, r. 1)
제1조 (1) 본 명령은 1964년 법원법 부속서 제1항에 명시된 구제를 구하는 모든
신청과 해당 항에 명시된 목적을 규율한다.
(2) 본 명령은 1950년 특별구제법[법률 제137호] 제2부 제VIII장 규정을 적용한다.
신청(O. 53, r. 2)
제2조 (1) 1964년 법원법 부속서 제1항에 명시된 구제(인신보호명령 신청은 제외)
신청은 제109호 서식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2) 사법심사 신청은 동일한 주제에 관한 것이거나 그와 관련이 있는 경우 선언
청구를 포함한 모든 유형의 구제를 구할 수 있으며, 이러한 구제는 공동으로 또는
동일 신청에 포함된 대안으로 구할 수 있다.
(3) 사법심사 신청을 심리할 때 법원은 신청인이 청구한 구제에 한정하여 심리를
수행하지 않으며, 신청을 각하하거나 금지명령(order of injunction) 또는 금전적
보상을 포함해 모든 유형의 명령을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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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은 1956년 정부소송법[법률 제359호] 제29절
(section) 및 1950년 특별구제법 제54절(section)의 규정에 따라 행사되어야 한다.
(4) 공공기관의 결정에 의해 부정적 영향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신청할 권리가 있다.
허가(O. 53, r. 3)
제3조 (1) 이 명령에 따른 신청은 본 규칙에 의거하여 허가 신청이 승인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할 수 없다.
(2) 허가 신청은 반드시 일방 당사자에 의해(ex parte) 재판관실의 판사(Judge
in Chambers)에게 제출되어야 하며, 신청인의 이름과 설명, 신청인이 구하는 구제의
내용(relief sought) 및 그 근거를 적시한 진술서(statement)와 신청인이 믿는
사실을 입증하는 선서진술서(affidavits)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한다.
(3) 신청인은 심리일 3일 전까지 법무장관실(Attorney General's Chambers)에
허가 신청에 대해 통지해야 하며, 이때 동시에 진술서와 선서진술서(affidavit)의
사본을 법무장관실에 제출해야 한다.
(4) 판사는 허가를 승인할 때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비용과 보증 제공에 관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5) 본 규칙에 따른 허가 승인은 판사의 명확한 지시가 없는 한 해당 소송절차를
정지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6) 사법심사 신청은 어떠한 경우에도 신청 사유가 처음 발생한 날 또는 그 결정이
신청인에게 최초로 전달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7) 법원은 신청을 접수한 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규칙 제4조 제1항에
명시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8) 기간 연장 신청은 모든 피청구인에게 송달되어야 하며, 당사자 간(inter partes)
심리로 수행되어야 한다.

110

AACC 회원기관의 위헌심사

통지(O. 53, r. 4)
제4조 (1) 본 규칙에 따라 허가가 승인된 경우, 신청인은 해당 허가 승인 후 14일
이내에 제110호 서식에 따른 통지를 접수해야 한다.
(2) 신청인은 제110호 서식의 봉인된 사본을 개봉한 후, 제110호 서식에 명시된
심리일 14일 전까지 해당 신청으로 직접 영향을 받는 모든 자에게 제110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의 사본과 이를 뒷받침하는 진술서 및 선서진술서의 사본을 송달해야 한다.
손해배상(O. 53, r. 5)
제5조 (1)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은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사법심사 신청에
대해 손해배상을 결정할 수 있다.
(a) 신청인이 규칙 3에 따른 허가 신청을 뒷받침하는 진술서에서 해당 신청과 관련된
문제로 발생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b) 신청서 제출 시점에 만약 신청인에 의해 시작된 소송에서 청구가 이루어졌더라면
신청인이 손해배상을 받았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법원이 판단하는 경우.
(2) 규칙 12의 명령 18은 소장(pleading)에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진술서에 적용된다.
증거개시(discovery) 등(O. 53, r. 6)
제6조 허가 승인을 받은 사법심사 신청의 모든 당사자는 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명령 24에 따라 문서의 증거개시 및 증거조사를 수행할 것을 신청할 수 있으며,
명령 26에 따라 질문서(interrogatories) 관련 절차를 진행하거나 명령 38에 따라
신청서를 지지하거나 반대하여 접수된 모든 선서진술서의 증인(deponent)에 대해
반대심문을 수행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수정(O. 53, r. 7)
제7조 (1) 판사는 진술서 수정을 허가할 수 있고, 신청의 상대 당사자의
선서진술서에서 새롭게 제기된 문제에 관한 것일 경우, 추가 선서진술서를
사용하도록 허가할 수 있으며, 진술서를 수정하거나 추가 선서진술서를 사용하고자
하는 신청인은 즉시 해당 의도와 수정한 진술서를 상대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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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의 모든 당사자는 자신이 심리에서 사용할 것이라고 제시한 선서진술서의
사본을 상대 당사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기타 심리에 참여할 수 있는 자(O. 53, r. 8)
제8조 (1) 사법심사 신청에 대한 심리를 개최할 때, 해당 신청에 반대하여 심리에
참여하고자 하며 판사가 심리에 참여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한 자는 해당 사안의
소장을 송달 받지 않았음에도 재판을 받을 수 있다.
(2) 사법심사를 신청하여 이에 따라 해당 사건에서 사건이송명령이 내려질 경우,
이 명령은 해당 소송을 즉시 각하하고 고등법원으로 이송하도록 지시해야 한다.
명령 파기 불가(O. 53, r. 9)
제9조 판사가 내린 명령의 파기 신청은 인정되지 않으며, 결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항소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간단히 말해, 고등법원은 논란이 되고 있는 정책과 규칙의 합법성과 일반적 적용 가능성을
검토한다. 기본적으로, 공공기관이 정책과 규칙에 따라 내린 결정이 연방헌법 제II부
제5조~제13조에 따라 부여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 고등법원에 사법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헌법 제II부는 기본적 자유에 관한 사항(제5조 개인의 자유, 제6조
노예제도 및 강제노동의 금지, 제7조 형법의 소급금지 및 일사부재리 원칙, 제8조 평등,
제9조 추방의 금지 및 이동의 자유, 제10조 언론,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제11조 종교의
자유, 제12조 교육에 관한 권리, 제13조 재산권)에 관해 명시하고 있다.
고등법원의 모든 사법심사 결정은 항소법원과 연방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비상사태선포 권한은 국왕(양 디-페르투안 아공)에게 있다. 이 권한은 말레이시아
연방헌법 제150조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비상사태의 선포
제150조 (1) 국왕(양 디-페르투안 아공)은 말레이시아 연방 또는 그 일부의 안보,
경제생활 또는 공공질서를 위협하는 심각한 비상사태가 존재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효력을 발하도록 선언하여 비상사태선포를 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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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항에 따른 비상사태선포는 국왕이 말레이시아 연방 또는 그 일부의 안보,
경제생활 또는 공공질서를 위협하는 사건의 발생이 임박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사건이 실제로 발생하기 전 발할 수 있다.
(2A) 본 조에 따른 권한은 제1항에 따라 국왕이 이미 발한 선포가 존재하는지
여부 및 해당 선포가 시행되고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다른 이유로 또는 다른
상황에서 다른 선포를 할 권한을 포함한다.
(2B) 국회 양원이 동시에 회기 중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상사태선포가 시행되고
있는 동안 언제든지 국왕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 특정 상황이
존재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황에 따라 필요한 법령을 공포할 수 있다.
(2C) 제2B항에 따라 공포된 법령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갖고,
제3항에 따라 취소 또는 무효가 되거나 제7항에 따라 실효되지 않는 한, 계속하여
효력이 유지된다. 제2B항에 따라 법령을 공포할 수 있는 국왕의 권한은 국회의
각 원이 따라야 하는 입법절차나 기타 절차, 또는 필요한 득표수와 관계없이 국회가
법률을 제정할 권한을 갖는 사항에 대해 행사할 수 있다.
(3) 비상사태선포 및 제2B항에 따라 공포된 법령은 국회의 양원에 제출되어야 하고,
조기에 취소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원이 해당 선포 또는 법령을 무효로 하는
결의를 채택한 경우 그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해당 법률에 따라 이미 행한 사항
또는 제1항에 따라 새로운 선포를 하거나 제2B항에 따라 법령을 공포할 수 있는
국왕의 권한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4) 비상사태선포가 효력을 갖는 동안 말레이시아 연방의 행정권은 본 헌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 입법권에 속하는 사항 및 주 정부 또는 그 공무원 또는
기관에 대한 지시에 대해서도 효력을 미친다.
(5) 제6A항의 규정을 조건으로, 비상사태선포가 효력을 갖는 동안에는 국회는 본
헌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비상사태를 이유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과 관련하여
법률을 제정할 수 있다. 제79조는 해당 법률의 법안 또는 그에 대한 개정안에는
적용할 수 없으며, 법률의 의결에 대한 동의 또는 그에 관한 협의를 요구하거나
그 의결 또는 국왕의 동의를 위한 법안의 제출 이후 법률의 시행을 제한하는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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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이나 성문법의 규정에도 적용할 수 없다.
(6) 제6A항의 규정을 조건으로, 본 조에 따라 공포된 법령의 규정과 비상사태선포가
효력을 갖는 동안 의결되고 국회가 비상사태를 이유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제정한
법률규정은 본 헌법규정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무효로 되지 않는다.
(6A) 제5항은 이슬람법률 또는 말레이시아인 관습의 문제 또는 사바주 또는
사라왁주의 원주민법률 또는 관습의 문제에 관한 국회의 권한에는 적용되어서는
안 되며, 제6항은 이러한 문제 또는 종교, 시민권 또는 언어에 관한 본 헌법규정에
저촉되는 규정을 유효로 하지 않는다.
(7) 비상사태선포가 효력을 상실하는 날로부터 6개월의 기간이 만료할 시 해당
선포가 효력을 갖는 동안 제정된 법률이 해당 선포에 따라 공포된 법령과 본 조가
없었다면 유효하게 제정될 수 없었던 경우 이러한 법률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해당 기간의 만료 전에 하였거나 하지 않은 행위는 제외된다.
(8) 본 헌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a) 제1항 및 제2B항에 언급된 국왕의 판단은 최종적이고 확정적이며, 어떠한
이유로도 법원에서 다투거나 이의를 제기해서는 안 된다.
(b) 법원은 그 형식 및 이유와 관계없이 다음에 정하는 사항의 법적 효력에 관한
신청, 이의제기 또는 소송을 처리하거나 결정할 권한이 없다.
(i) 제1항에 따른 선포 또는 제1항에 명시된 취지로 해당 선포에서 한 선언
(ii) 해당 선포의 지속적인 운영
(iii) 제2B항에 따라 공포된 모든 법령
(iv) 해당 법령의 효력 지속
(9) 본 조의 목적상, 국회의 양원은 각원의 의원이 각각 소집되어 해당 원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해 회기 중에 있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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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기타 공권력 행사
공공기관의 행위와 판결은 법적 구속력 있는 규범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위헌심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회 결의는 법률이 아니므로 위헌심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제조약의 경우, 말레이시아의 국제법 적용 관행은 일반적으로 영국의 관행과 같다.
즉, 행정부는 조약 체결 권한이 있고, 의회는 국내적 효력을 부여할 권한이 있다. 따라서
말레이시아에서 조약이 발효되기 위해서는 의회 입법이 요구된다. 말레이시아 연방헌법은
국제법의 지위나 국제법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을 담고 있지 않다. 그러나 연방헌법에는
말레이시아의 조약 체결 권한에 관한 특정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다시 말해, 행정부가
조약을 비준할 경우 해당 조약은 국제법에 따라 정부에 대해 구속력이 있지만, 입법부가
조약을 발효시키는 법을 통과시키지 않는 한 국내적으로는 아무런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한다.
말레이시아는 협상을 통해 조약을 체결하며, 국제조약 체제에 대한 준수는 연방헌법
제74조 및 제80조에 규정된 헌법적 조약체결 권한에 전제를 두고 있다. 연방헌법 제80조
제1항은 말레이시아 연방의 행정권이 국회에 입법권이 있는 모든 사항으로 확대된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74조 제1항은 국회의 입법권이 연방헌법 부속서 9의 말레이시아 연방
관할목록 또는 공동관할목록에 열거된 사항까지 확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방 관할목록 항목 1에서는 다른 국가와의 조약, 협정 및 협약을 포함한 말레이시아의
대외 문제와 관련된 사항과 말레이시아가 다른 국가와 외교 관계를 수립하는 모든 사항이
포함된다.
따라서 국제조약은 의회에서 법률로 제정될 경우 말레이시아에서 법적 효력을 갖는다.
이 경우, 국제조약은 의회 제정법의 형태로 제정된 경우에만 위헌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Ⅲ. 적법요건 및 재판적격성
A. 적법요건
1995년 연방법원 규칙 제86조는 연방법원에 위헌심사 신청서를 제출할 때 연방법원에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규정한다. 1995년 연방법원 규칙 제36조에 따르면, 연방헌법 1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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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에 의한 위헌심사 신청은 모든 면에서 연방법원에 대한 상고로 간주한다. 이에
따라 상고통지서 제출 시 수수료가 부과된다. 한편, 제128조 제1항 제a호 및 제b호에
의한 위헌심사를 신청하려면 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청구서 제출에 수수료가
부과될 것이다. 수수료 액수는 1995년 연방법원 규칙 부속서 2에 규정되어 있다.
법률이나 법원 규칙에 명시된 사항은 아니나 위헌심사를 신청할 때는 일반적으로 법률
대리인이 필요하다. 위헌심사에서 일반적으로 제기되는 쟁점이 복잡하고 이는 국가
최고재판소(연방법원)나 그 밖의 상급법원(고등법원 및 항고법원)에서 심리되기 때문에
위헌심사를 신청할 때는 일반적으로 법률 대리인이 필요하다.
1964년 법원법 제30조와 제84조 및 1995년 연방법원 규칙 제31조, 제32조, 제33조에
명시된 바에 따라 연방헌법 제128조 제2항에 따른 연방법원으로의 위헌심사 이송 절차를
이행할 때, 1995년 연방법원 규칙 제34조와 제35조는 위헌심사 신청 기한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특별사건 송달
제34조 (1) 규칙 제33조에 명시된 특별사건은 원고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제34조 (2) 형사소송과 관련하여 법무장관은 원고로 간주되어야 하며 피고는 원고가
아닌 당사자로 간주되어야 한다.
특별사건 접수
제35조 (1) 원고는 특별사건을 송달받은 후 14일 이내 또는 연방법원이 이보다
긴 기간으로 허용하는 기한 내에 해당 특별사건을 쿠알라룸푸르 연방법원
사무처(Registry of the Federal Court at Kuala Lumpur)에 필요한 만큼의
사본과 함께 접수해야 한다.
제35조 (2) 원고는 특별사건을 접수할 때 소송절차의 다른 모든 당사자에게
특별사건의 사본을 송달해야 한다.”
1995년 연방법원 규칙 제35조 또한 “연방법원이 이보다 긴 기간으로 허용하는 기한
내에”라고 명시된 기한의 예외사항을 규정한다.
1964년 법원법 제84조 및 제85조와 이를 따라 규정한 1995년 연방법원 규칙 제31조,
제32조, 제33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고등법원 판사는 위헌심사 신청서에 이의가 제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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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 당해 사건의 판결에 대해 적용되어야 하고 이의가 제기된 법률의 합헌성이 당해
사건을 재판하는 법원의 판결 내용에 영향을 미친다는 판단에 따라 연방법원에 이송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해야 한다.
1995년 연방법원 규칙 제34조와 제35조에 따르면, 고등법원 판사는 위헌심사 신청서가
당해 사건의 원고와 법무장관 중 어느 당사자에 의해 연방법원에 접수되어야 하는 지
결정해야 한다.
개인(시민, 비 시민 또는 무국적자)은 하급법원 또는 고등법원에 제소된 사건에서 원고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고등법원이 하급법원 또는 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인 사건의 원고가
위헌심사를 신청하도록 허용하는 한 위헌심사 청구에는 제한이 없다.
하급법원 또는 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인 사건이 공익소송이고 해당 공익소송의 원고가
당사자적격 심사를 통과한 경우, 그리고 고등법원이 위헌심사 신청이 해당 진행 중인
공익 소송의 원고에 의해 제청되도록 허용한 경우, 위헌심사 청구에는 제한이 없다.

B. 재판적격성
1964년 법원법 제84조 및 제85조와 이를 따라 규정한 1995년 연방법원 규칙 제31조, 제32조,
제33조는 위헌심사 신청이 구체적인 사건과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왕은 본 헌법 규정의 효력에 관한 문제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문제를 말레이시아 연방법원에 회부할 수 있고, 말레이시아 연방법원은
회부된 문제에 대한 의견을 공개법정에서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한 연방헌법 제130조에
따라 연방법원은 자문 관할을 갖는다.

Ⅳ. 심사 기준
A. 헌법재판의 주요 기준
위헌심사를 수행할 때, 말레이시아 법원은 특정 상황에서 비례성 검사를 수행한다. Public
Prosecutor v Azmi bin Sharom (2015) MLJU 594 사건에서, 연방법원은 판결문에서
위헌심사 사건에서의 비례성 심사에 대해 언급했다. 연방법원은 다음의 두 가지 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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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해야 한다.
(i) 1948년 선동방지법 제4조 제1항이 연방헌법 제10조 제2항에 위배되며, 따라서
연방헌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무효가 되는지 여부
(ii) 1948년 선동방지법이 연방헌법에 따라 유효하고 집행 가능한 법인지 여부
연방법원은 판결문 41~44단락에서 비례성 심사에 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41] 본 법원은 시바라사 라샤(Sivarasa Rasiah) 사건에서도 문제의 법률이
헌법과 합치하는지 결정하는 과정에서 비례성 심사를 논의했다.
비례성 심사는 연방헌법 제8조 제1항에 수용된 평등 조항에서 나온 것이다.
시바라사 라샤 사건의 학식있는 판사는 이 문제에 대한 대표적 판례인
Nyambirai v National Social Security Authority [1996] 1 LRC64
사건에서 그루바이(Gubbay) 수석판사의 판시 사항을 고려했으며, 이는 Elloy
de Freitas v Permanent Secretary of Ministry of Agriculture, Fisheries,
Lands and Housing & Ors [1998] UKPC 30 사건에서 추밀원(Privy
Council)의 승인을 받았다. 이 사건에서 클라이드 의장(Lord Clyde)은 다음과
같이 서술했다.
제한이 자의적이거나 과도한 것인지를 결정하면서 그루바이 수석판사는 (i)
입법목적이 기본권 제한을 정당화하기에 충분히 중요한지 여부, (ii)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해당 제한과 합리적으로 연결되는지 여부, 그리고 (iii)
권리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 사용되는 수단이 해당 목적을 달성하는 데 꼭
필요한 것인지 여부를 법원이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판사들은 관련 기준에 대한 이 세 가지 분석을 받아들여 적용한다.
[42] 앞서 33단락에서 인용한 구절에서, Dr. Mohd Nasir Hashim 사건의
항소법원은 비례성 원칙/심사를 설명했다. 간략히 말해, 이 사건의 학식있는
판사는 입법조치나 행정처분이 객관적으로 공정해야 할 뿐만 아니라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과 비례해야 한다고 말했다.
[43] 이 점에서, 우리는 시바라사 라샤 사건에서 헌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입법부가 가하는 제한에도 한계가 있다고 밝힌 학식있는 판사의 의견에
동의한다. 즉, 헌법 제10조 제2항에 의거하여 공포된 법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비례성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본 법원의 견해로는 비례성 심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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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논의한 Pung Chen Choon 사건에서 제시한 심사와도 일맥상통한다.
이에 따라, 우리는 이제 선동방지법 제4조 제1항이 비례성 기준을 충족하는지
검토할 것이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조항이 동법 제3조 제1항 제a호~제f호에
규정된 “선동적 경향”을 띤 행동, 표현 또는 출판물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다.
이 사안에서 선동방지법 제4조 제(1)항에 의해 부과된 제한이 연방헌법 제10조
제2항 제a호에 열거된 대상 및 목적과 지나치게 괴리되거나 이와 충분한
관련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는 점에서, 이러한 본 법원의 견해는 연방헌법
제10조 제2항 제a호 및 제10조 제4항과 합치한다. 그뿐만 아니라, 이는 같은
법 제3조 제2항에 규정된 여러 예외가 적용되므로 이는 전면적인 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률에 명시된 바와 같이, 통치자가 내린 특정 조치가 잘못된
판단임을 알리거나 정부와 법에 의하여 수립된 헌법의 오류 및 흠결을 지적하는
것은 선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면밀한 분석을 통해, 본 법원은 선동방지법
제4조 제1항에서 가한 제한이 연방헌법 제10조 제2조 제a호의 영역에 속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동의한다.
[44] 그 결과, 선동방지법 제4조 제1항은 헌법 제10조 제2항 제a호에 위배되지
않는다. 따라서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본 법원의 답변은 부정적이다.”
연방법원은 Bar Council Malaysia v Tun Dato' Seri Arifin bin Zakaria & Ors
(Persatuan Peguam-Peguam Muslim Malaysia, pencelah) 사건과 이후 또 다른
사건([2018], MLJU 1288)의 위헌심사에서도 “이론적 헌법 문제(Constitutional
Questions rendered academic)” 검사를 적용했다. 그 내용은 판결문 48~58단락에
서술되어 있다.

“이론적 헌법 문제
[48] 이 청구에서 제기된 일련의 질문은 그 질문이 제기될 당시 공법과 관련해
매우 중요한 법의 관점에 관한 것이다. R v Secretary of State for the
Home Department ex p Salem사건 판례의 10항에서 법원은 “이처럼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돌려보내는 것은 옳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모든 민사소송에 대한 최우선 목표에도 위배되는 것으로 여겨진다”고 서술했다.
같은 맥락에서 당사자 간 쟁점에서 더 이상 일반적인 공적 중요성이 사라졌다는
상황 변화를 이유로 법원이 상고하지 않는 법치주의나 관행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로 보인다”(See The UK White Book 9A-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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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19).
[49] 그렇다면 일반 원칙은 무엇인가?
법원은 이론적 질문에 답변하지 않는 것이 기본원칙이다. 대표적인 판례는
Sun Life Assurance Co. of Canada v Jervis 사건([1944] AC 111 at
113-114)이다. 비스카운트 시몬(Viscount Simon) 대법관(Lord Chancellor)은
다음과 같이 서술했다.
“어려운 점은 항소법원이 항소인에게 제시한 조건이 항소인이 승소하든
패소하든 피항소인과 전혀 관계가 없는 문제라는 점이다. 피항소인은
어느 경우든 정확히 같은 위치에 있을 것이다. 항소심이 어떻게 결정되든
피항소인은 이미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을 확보한 상황이므로 그는 다툴
대상이 없다. 이 사건에서 어떤 식으로든 피항소인에게 영향이 미칠 수
없는 이론적 질문을 결정하는 데 시간을 할애할 경우, 나는 본 법원이
부여받은 항소 심리 권한을 부적절하게 행사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만약 본 법원이 그렇게 행동한다면, 이는 본 법원에서 심리를 받는
당사자들 사이의 기존 쟁점(lis)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항소인이
당사자들 간 위치의 변화 없이 자신에게 유리한 결정이 내려지기를 바라는
법적 난제에 관한 법원의 견해를 표명하는 것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50] Ainsbury v Millington 사건([1987] 1 All ER 929 at 930-931)에서,
하위치(Harwich) 법원의 브리지 판사(Lord Bridge)는 다음과 같이 판시했다.
“본 사건에서 어느 당사자도 항소 결과에 대해 실익을 가지고 있지 않다.
분쟁의 본안인 재산의 공동소유권(joint tenancy) 문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본 법원이 판사와 항소법원의 관할 축소가 잘못된
결정이었다고 생각할지라도 현재로서는 이 관점을 집행하도록 만들 수
있는 명령이 없을 것이다. 말레이시아 사법제도의 기본적인 특징은 법원이
자신에게 제기된 당사자들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다. 말레이시아
법원은 해결되어야 하는 분쟁이 없는 상황에서 추상적인 질문에 대해
선고하지 않는다. 어떤 것이 ‘우호적인 행동(friendly actions)’인지와
관련하여 그리고 특별히 기준 사례를 위해 제기된 소송과 관련하여 여러
사항을 고려해야 할 수 있다. 본 사건은 이 두 가지 유형 중 어느 하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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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분쟁 중인 다른 모든 문제가 해결된 상황에서는
비용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에 한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51] 이 견해는 말레이시아에서 확립된 법적 입장이다(Datuk Syed Kechik
bin Syed Mohamed and Anor v Board of Trustees of the Sabah Foundation
& Ors [1997] 1 MLJ 257 사건을 참조). ‘이론적(academic)’이라는 용어에
대해서는 Metramac Corp Sdn Bhd (formerly known as Syarikat TerataiSdn
Bhd) v Fauziah Holdings Sdn Bhd 사건([2006] 4 MLJ 113 at [9])에 잘
설명되어 있다. 어거스틴 폴(Augustine Paul) 연방법원판사(FCJ)는 다음과 같이
서술했다.
“따라서 상고가 이론적인 것인지 결정하기 위해 적용하는 이론적 헌법
문제 검사는 당사자들에게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실질적 논쟁이
있는 문제가 존재하는지 판단하는 것이다. 만약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긍정이라면, 이 상소가 이론적인 문제에 관한 것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52] 이러한 기본 입장은 헌법적 문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Bhewa &
another v Government of Mauritius & Another 사건([1992] Lexis
Citation 3959)에서 추밀원은 모리셔스(Mauritius)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를
거부했다. 이 문제는 이의가 제기된 법률의 효력이 이후 다른 법률에 의해
번복되었으므로 이론적인 문제가 되었다. 심리 당일 추밀원이 주목한 새 법률에
비추어 볼 때 항소인 측 변호인은 “항소를 뒷받침하는 실질적인 주장을 제시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상황에서 추밀원은 “이미
해결된 것이나 비용에 대해 본 항소심에서 명령을 내리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53] 본 법원에 제시된 질문은 이것이다. 두 번째 피항소인과 세 번째 피항소인이
소송에서 제외됨에 따라 재판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고, 이러한
후속 사건의 결과로 기존 제기된 질문에 내포되었던 진정한 쟁점이 흐려지게
되었다.
[54] 기존 제기된 불법성이 이후 벌어진 사건으로 사라졌다는 점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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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분쟁의 대상, 즉 판사가 각 직위를 유지하는 것이 헌법과 합치하는가에
관한 문제(두 번째 피항소인과 세 번째 피항소인)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이 문제는 후속 사건에 의해 대체되었다. 그렇다면 해결해야 할 분쟁은 어떤
것인가?
[55] 위헌심사의 결과는 당사자들의 입장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어떤 명령이 내려지더라도 그 문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해, 본 법원이 명령할 수 있는 구제책 가운데 해당 임명의 위헌 여부에
관한 항소인의 견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제책은 존재하지 않는다.
[56] 청구인, 법정조언자(amicus curiae), 소송참가인(intervener)은 이
사건에서 제기된 질문이 소익을 상실하지 않은(not moot) “실질적인(live)”
문제로 본 법원의 판단이 필요한 문제라며 해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57] 법원이 이론적이거나 가설적으로 될 수 있는 사건을 심리하는 것이 드문
경우는 아니지만, 이러한 재량 행사는 자제해야 한다.
[58] 기존 판례에 따르면, 이러한 사건에서는 법원의 재량이 신중하게
행사되어야 하므로 법원이 행사할 수 있는 재량의 폭이 좁아진다.”

B. 국제법과 외국법의 적용
항소법원이 Air Asia Bhd v Rafizah Shima Bt Mohamed Aris([2014] 5 MLJ 318)
사건에서 내린 결정에는 말레이시아에서 국제법이나 조약이 차지하는 위치가 간결히
설명되어 있다. 항소법원은 다음과 같이 서술했다.

“말레이시아의 국제법 적용 관행은 일반적으로 영국의 관행과 같다. 즉, 행정부는
조약 체결 권한이 있고, 의회는 국내적 효력을 부여할 권한이 있다. 따라서
말레이시아에서 조약이 발효되기 위해서는 의회 입법이 요구된다. 말레이시아
연방헌법은 국제법의 지위나 국제법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을 담고 있지 않다.
...요약하자면, 말레이시아에서는 조약이 법률로 수용된 경우에만 국내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비준만으로는 조약 조항에 국내법(municipal law)의 효력을 부여하지
못한다.”
“본 법원이 검토한 바에 따르면,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EDAW)은 지역 법률로
제정되지 않았으므로 말레이시아에서 법률의 효력을 지니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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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말레이시아에서 위헌심사 과정에서 국제법을 참고할 수 있는 상황은 국제법이
지역 법률로 제정된 경우로 한정된다.
현재로서는 위헌심사에서 1989년 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과 2006년 장애인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만을 참고할 수 있다. 두 협약은 각각 2001년 아동법과 2008년
장애인법이라는 지역 법률로 제정되었다.
위헌심사 과정에서 외국법을 참고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또는 묵시적으로 승인하는
헌법 조항이나 법률 조항은 없다.
외국법은 위헌심사 과정에서 외국법이 지역 법률로서 동일한 주제의 조항을 가진 경우
지역 법률의 해석 지침으로만 참고한다.

Ⅴ. 결정의 유형 및 효과
A. 판결
사건 결정은 공동 의견/결정 또는 다수 결정(majority decision)과 반대 결정(dissenting
decision)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말레이시아의 법원은 보충의견(concurring opinion)과 반대의견(dissenting opinion)을
제시할 수 있다. 보충의견은 다수 결정 또는 반대 결정과 의견을 같이한다는 의미일
수 있다. 보충의견과 반대의견은 구체적인 사건의 해석에 관한 표현과 결론으로, 한
명 이상의 판사가 결정 이유에서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등의 경우와 같은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또한 향후 상황이 달라질 경우 이 의견을 준거로 할 수 있으므로 다수
의견이 바뀔 가능성을 시사한다.
법원은 합헌이나 위헌 결정만을 내릴 수 있다. 한정위헌 결정은 내릴 수 없다.
재판 또는 심리 후 내려진 판결에서 승인되었거나 당사자 간 동의(합의)했거나 법률에
따라 자동으로 적용되는 경우 법원은 구제를 명령할 수 있다. 일부 구제는 특정 행위를
이행하거나 금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원래 “형평(equity)”이라는 용어로 언급된),
어떤 구제는 신체적 피해 또는 계약 위반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손해배상금
지급을 요구하기도 하며, 또 어떤 구제는 법원이 당사자의 권리를 선언하고 이 권리를
존중하도록 요구하기도 한다. 판사는 재산의 조사, 보고 또는 관리를 담당할

6. 말레이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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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자(referee), 감독관(master), 재산관리인(receiver) 임명과 같은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외적 구제(extraordinary remedy)”를 명령할 수 있다. “잠정구제
(provisional remedy)”는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문제를 현재 상태로 유지하거나
해당 구제가 효과가 있는지 판단하기 위한 임시적 해결책이다.
어떤 구제를 신청하는지에 따라 법원은 구체적인 법적 구제를 명령할 수 있다.
사법적 구제는 목적에 따라 손해배상, 원상회복, 강제적 구제, 선언적 구제 등 4가지
기본 유형으로 구분된다. 손해배상 구제는 일반적으로 피해 당사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유형의 손해배상은 보통 보상적 손해배상(Compensatory
Damages)으로 알려져 있다. 손해배상금은 원고의 손실이나 고통에 대한 금전적
보상이다. 일반적으로 몇 센트 또는 1달러의 금액을 수여하는 명목적 손해배상(Nominal
damages)은 비록 실질적인 손해를 입지는 않았더라도 원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이다.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s)의 기초가 되는 이론은 원고에게
보상하기보다는 억제 또는 징벌을 위해 피고에게 부과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원상회복
구제수단은 원고가 권리를 침해받기 전의 지위로 원고를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다.
원상회복은 일반적으로 피고의 부당 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원고의 손실 대신 피고의
이익으로 금액을 산정한다. 원상회복 구제수단은 금전적 회복이나 재산의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 강압적 구제란 피고가 원고에 어떤 조치를 이행하거나 하지 않도록 강제하는
법원의 명령이다. 법정모독에 대해 즉석에서 처벌할 수 있는 권한(Contempt power)에
따라 행사하는 금지명령은 강압적 구제의 한 유형이다. 강압적 구제 명령을 내릴 때,
법원은 피고에게 특정 방식으로 행동하거나 행동하지 말 것을 명령한다. 피고가 고의로
법원의 명령을 무시하는 경우, 해당 피고는 수감되거나 벌금형을 받거나 기타 방식으로
법정모독죄를 처벌받게 된다. 특정이행(Specific Performance) 명령은 피고가 계약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피고에게 해당 계약의 일부를 이행할 것을 명령한다. 특정이행
명령은 계약 대상이 고유한 경우에만 내려질 수 있다. 선언적 구제는 해당 사건에서
적용되는 법률이 무엇인지, 법률의 의미가 무엇인지, 혹은 해당 법률이 헌법과
합치하는지를 원고에게 알려주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할 때 내려진다. 이러한
유형으로 내려지는 구제의 주요 목적은 구체적인 상황에서 개인의 권리를 결정하기
위한 것이다.

B. 법적 효력 및 시행
말레이시아 법원의 모든 결정은 법적 기속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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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심사의 모든 결정은 사건의 당사자만을 기속하는 당사자효로 국한되지 않는다. 모든
결정은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대세효를 가진다.
2012년 말레이시아 법원 규칙에는 판결 집행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 파산, 해산, 경매,
압류매각영장, 수감(committal) 등 다양한 집행 방법이 사용된다. 1964년 법원법 부속서
제1항은 고등법원에 “헌법 제II부에서 부여한 권리나 그 일부의 집행을 위해 또는 기타의
목적을 위해 모든 사람이나 기관에 대해 인신보호영장, 직무집행영장, 금지영장,
권한심문영장 및 사건이송명령 또는 그 밖의 영장을 포함하는 지시, 명령을 내리거나
위임할 권한”을 부여한다.
말레이시아 법원의 판결은 오직 장래효만을 갖는다. 판결의 장래효는 판결일부터
시작된다. 연방법원은 Ling Peek Hoe & Anor v Ding Siew Ching 사건과 또 다른
상고 사건([2017] 5 MLJ 385)에서 “따라서 법원의 선고가 내려진 법률은 향후 일어나는
사건에만 적용되며, 폐지는 해당 법률을 신뢰했던 사람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으므로
종국 판결이 내려진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중요한 것은 미래의 사건에
대해 효력이 있고 이미 종국 결정이 내려진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실제로
과거 대법원은 Public Prosecutor v Dato' Yap Peng 사건([1987] 2 MLJ 311)에서
이와 유사한 맥락으로 판시한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선례변경 장래효의 원칙(doctrine
of prospective overruling)을 적용하면서 “해당 문제에 대한 본 법원의 판결일 이전
해당 형법 조항에 따라 내려진 모든 유죄판결 또는 무죄판결이 그대로 유지되고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본 법원의 선고가 소급효를 갖지 않아야 한다”며
이러한 적용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7. 몽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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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몽골
헌법재판소
요약
몽골의 위헌심사는 집중형 심사제도이며, 추상적 규범통제와 구체적 규범통제를 모두
실시한다. 특정 국가기관뿐만 아니라 개인도 직접 위헌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일반법원에서 진행 중인 소송에서 적용되는 법규범에 대한 위헌심사를 대법원을 통해
헌법재판소에 제청할 수 있다. 사전적 심사와 사후적 심사가 모두 가능하다. 국제조약에는
사전적 검토가 적용된다. 의회 법률과 결의는 물론 법률 형식의 헌법개정안도 위헌심사
대상이다. 행정처분(administrative act)은 행정법원의 관할에 속한다. 그러나 일부
사건에서 헌법재판소가 일반 법률뿐만 아니라 헌법에 어긋나는 것으로 여겨진 행정처분을
심사한 사례가 있다. 대통령 긴급명령은 위헌심사의 대상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아직
헌법재판소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다. 몽골이 당사자인 국제조약은 비준이나 가입 시
국내법적 효력이 발생하므로 위헌심사의 대상이 된다. 일반법원의 판결은 헌법재판소의
위헌심사 대상에 속하지 않는다. 국제법의 경우 국제조약, 협정, 약정 및 권고를 인용하여
인권 규정을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이 되는 상황 등에서 위헌심사 판결에 활용되고 있다.
국제법과 외국법은 위헌심사 과정에서 직접 사용되지는 않으나 법적 준거로 기능하거나
이론적 해석에 유용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에서 적용되는 원칙은 엄격심사기준(strict
scrutiny), 중간심사기준(intermediate scrutiny), 합리성심사기준(rational basis
scrutiny), 합리성 테스트(reasonableness test) 등이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판결
(judgement), 종국결정(resolution), 확인(certification) 등의 형태로 내려질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합헌과 위헌 결정 외에도 한정위헌 또는 한정합헌 결정을 내린다.

개요
I. 심사 유형
II. 심사 대상
III. 적법요건 및 재판적격성
IV. 심사 기준
V. 결정의 유형 및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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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심사 유형
A. 역사
1992년 채택된 새 헌법49의 역사적 업적 중 하나는 몽골 헌법재판소50(Constitutional
Tsets)를 설립하여 그 권한을 강화한 것이었다. 그러나 몽골의 헌법재판소 설립은 아무런
준비 없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국내적·국제적 법률 및 문화에 관한 연구를 바탕으로
추진되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의 역사가 풍부한 여러 국가에서 설립되어 있다.
아마도 유럽 각국에 수많은 헌법재판소가 설립된 시기에 몽골의 헌법재판소가
설립되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이 필수적인 기관을 설립해야 할 정당한 이유가 된다
하겠다.
몽골 헌법재판소는 재산에 대한 시민적 권리, 고용과 직업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
사상과 의견의 자유, 정치적 권리와 자유, 개인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에 대해 수많은 결정을 내린 공로를 널리 인정받고 있다. 이러한
결정이 특별한 이유는 주로 추상적 규범통제(심사)를 통한 공익 실현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몽골은 집중형 위헌심사를 실시하며 헌법재판소가 위헌심사를 수행한다. 합헌성에 관한
문제는 몽골 헌법재판소에 최종 결정권이 있다. 몽골 헌법재판소는 일반법원과 분리된
독자적인 헌법재판 기관이다. 몽골은 집중형 위헌심사 제도를 채택하여 1992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1924년, 1940년, 1960년 헌법에 따르면, 의회와 그 지도자들은 위헌심사를 시행할
수 있었지만, 학자들은 이 제도가 효과적이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이들 헌법은 민주주의적
헌법이 아니었다.
일반법원의 최고심급 법원은 몽골 대법원이다. 몽골 대법원은 위헌심사를 수행하지
않는다. 그러나 대법원은 헌법적 심사 관할의 틀 안에서 헌법재판소로 제청할 권한을
갖고 있다.
과거 몽골 헌법재판소는 집중형, 혼합형 또는 기타 유형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위헌심사
제도를 채택하지 않았으며, 이는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몽골은 집중형 위헌심사 제도를 두고 있지만, 혼합형 제도의 일부 요소 또한 갖고 있다.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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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일반 법원이 적용한 법률이나 법규범이 헌법에 위배되는 경우 청구인은 대법원에
항소할 수 있으며, 대법원이 이를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헌법재판소에 위헌심사를 제청할
수 있다.
일반 법원(모든 법원 또는 판사)에서 법률이나 법규범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할 경우
대법원에 위헌심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대법원이 이를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헌법재판소에
위헌심사를 제청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대법원의 제청에 따라 심사한 후 해당 법률이나
법규범이 위헌인 경우 이를 무효화한다.
헌법재판소 설립 이후 추상적 심사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몽골 헌법재판소는 집중형
위헌심사 제도를 채택하여 추상적 규범통제를 실시하고 있다. 추상적 규범통제는 몽골
헌법재판소 설립 이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몽골 시민, 몽골 영토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외국 시민과 무국적자, 의회, 대통령,
국무총리, 대법원, 검찰총장은 헌법재판소에 추상적 규범통제를 청구할 수 있다.51
사인의 추상적 위헌심사 청구 자격과 관련하여, 사인은 추상적 위헌심사를 청구할 때
구체적인 상황이 요구되지 않는다. 1명의 재판관이 국민의 위헌심사 청구서를 바탕으로
위헌 여부에 대한 분쟁(dispute)에 착수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이를 검토하며, 해당
재판관의 검토 결과에 이의가 제기될 경우 3명의 재판관이 이를 검토해야 한다.
몽골 헌법은 헌법재판소에서 검토할 수 있는 위헌 여부에 대한 분쟁을 목적이나 심사
유형별로 규정해 두었으며, 헌법소원은 이러한 분쟁에 언급되어 있지 않다. 즉, 몽골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을 심사하지 않는다. 그러나 국민이 기본권이나 관련 사안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청구서를 제출하는 경우도 있다.

Ⅱ. 심사 대상
A. 법률 및 의회 의결
몽골의 시민(몽골 시민, 외국 시민, 몽골 영토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무국적자), 의회,
대통령, 국무총리, 대법원, 검찰총장은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를 헌법
재판소에 청구, 통지하거나 제청할 수 있다.
몽골 헌법재판소는 사전적 위헌심사와 사후적 위헌심사를 수행한다. 국제조약에 대해서는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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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적 심사를 할 수 있다.
의회는 헌법재판소 회기 중 의회 제정법의 위헌 여부에 관한 분쟁 심사 및 해결 절차에
분쟁당사자로 참여한다. 예를 들어, 헌법재판소는 의회가 분쟁 심사 절차에 참여할 수권
대리인(authorized representative)을 임명하고(의회의장은 일반적으로 의원을
대표자로 임명함) 의회의 입장을 설명하도록 요구한다. 법정 회기 중 의회의 수권 대리인은
의회의 입장을 옹호하는 발언을 하며, 관련 법률이 헌법에 합치하는 근거를 설명하고
청구인의 주장에 자유롭게 이의를 제기한다.
의회 결의는 위헌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몽골의 시민(몽골 시민, 외국 시민, 몽골
영토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무국적자), 의회, 대통령, 국무총리, 대법원, 검찰총장은
의회가 채택한 결의에 대한 위헌심사를 몽골 헌법재판소에 청구 또는 제청할 수 있다.

B. 헌법개정안
몽골의 헌법 개정 절차는 몽골 헌법 제68조에 기술되어 있다. 몽골 헌법 제68조는
“헌법개정안은 입법권을 향유하는 기관과 공무원에 의해 발의되어야 하며 헌법재판소에
의해 몽골 의회(The State Great Hural)로 제출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는 의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승인될 경우
실시될 수 있다.
헌법개정안은 의회 재적의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채택해야 한다. 의회 재적의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 확보에 두 차례 실패한 헌법개정안은 다음 총선 후 새 의회가
구성될 때까지 심의할 수 없다. 의회는 총선까지 6개월 미만의 기간이 남은 경우 헌법
개정에 착수할 수 없다. 헌법 개정 절차는 법률에 정한 바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52
다음 헌법 조항은 개정할 수 없다. 몽골 헌법 개정에 관한 법률 제5조(제5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몽골 헌법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1항~제3항, 제6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9조 제2항, 제10조 제1항과 제2항, 제12조 제1항, 제14조, 제15조,
제68조, 제69조는 개정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헌법개정안의 위헌 여부를 심사할 권한이 주어진 기관과 관련해, 몽골은 2010년 처음으로
헌법 개정 절차에 관한 법률을 채택했다. 이 법률에 명시된 바와 같이, 헌법은 법률에
의해서만 개정할 수 있다. 이 법률은 헌법재판소의 심사 대상에 속하므로 이 관점에서
볼 때 헌법재판소가 헌법개정안을 심사한다.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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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의 시민(몽골 시민, 외국 시민, 몽골 영토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무국적자)은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를 요청하는 청구서(petition)나 정보(information)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수 있으며, 의회, 대통령, 국무총리, 대법원, 검찰총장은 헌법재판소에 위헌심사를 제청할
수 있다. 헌법개정안의 위헌 여부에 관한 문제 역시 헌법재판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실제로 일부 사건에서는 헌법개정안에 대해 위헌 선언이 내려졌다. 예를 들어 2000년
몽골 헌법재판소는 1999년 헌법개정안 승인 과정에서 의회가 절차적 오류를 범했음을
근거로 해당 헌법개정안을 위헌으로 선언했다.53

C. 행정명령
몽골에서 행정처분은 행정법원의 관할에 속한다. 그러나 행정처분이 일반 법률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에 위배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가 분쟁을 검토한
경우도 있었다. 행정처분은 위헌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특히 의회의 결의, 대통령령,
정부의 부령에 따라 결정된 행정규칙은 위헌심사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54
국가기관 간 권한쟁의 해결에 관한 규정은 없다.
몽골 헌법재판소법에는 국가기관 간 권한쟁의 문제가 몽골 헌법재판소의 관할에
속하는지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관련 기관(몽골 의회, 대통령,
총리, 대법원, 검찰총장)은 각자 주어진 권한 내에서 관할 당국이 내린 법률행위(legal
act)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여 이 문제를 다툴 수 있다.

D. 긴급명령
몽골 의회는 다음 사항에 대해 독점적 권한을 가지며 이러한 권한에 따라 특별한 상황에서
몽골 전체 또는 일부 지역에 대한 국가 비상사태 또는 계엄령 선포를 결정하고 대통령이
이러한 취지로 발한 명령을 승인하거나 무효화한다. 몽골 의회는 아래의 예외적인
상황에서 이로 인해 발생한 사태를 해결하고 몽골 거주민의 삶과 사회를 일상으로
복귀시키기 위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관련 규정은 몽골 헌법 제25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다.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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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몽골 영토 전체 또는 일부 지역에서 자연재해 또는 몽골 거주민의 생명, 건강,
안녕, 안전을 직접 위협하거나 위협할 수 있는 기타 예기치 않은 위험
2) 국가기관이 법적 한계 내에서 헌법 질서와 합법적 사회제도의 존립을 위협하는
단체 또는 집단의 조직적, 폭력적, 불법적 행위로 발생한 공공 혼란(public
disorders)에 대응할 수 없는 경우
몽골 의회는 몽골 영토 전체 또는 일부 지역에서 공공 혼란으로 인해 무력충돌(armed
conflict)이 발생하거나 실질적인 무력충돌의 위협이 초래되는 경우 또는 외국의
무력침략(armed aggression)이 있거나 실질적인 무력침략 위협이 있는 경우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몽골 헌법 제25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몽골 의회는 몽골의 국내외 정책과 관련된 모든 사안을 직권으로(at its
initiative) 고려할 수 있으며, 다음 사안을 독점적 권한 범위 내에서 결정한다.
18) 본 조 제2항과 제3항에 명시된 특별한 상황에서 몽골 전체 또는 일부
지역에 국가 비상사태 또는 계엄령을 선포하고, 대통령이 이러한 취지로
발한 명령을 승인하거나 무효로 한다.
2. 몽골 의회는 아래의 예외적인 상황에서 이로 인해 발생한 사태를 해결하고
몽골 거주민의 삶과 사회를 일상으로 복귀시키기 위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2) 국가기관이 법적 한계 내에서 헌법 질서와 합법적 사회제도의 존립을
위협하는 단체 또는 집단의 조직적, 폭력적, 불법적 행위로 발생한 공공
혼란에 대응할 수 없는 경우
3. 몽골 의회는 몽골 영토 전체 또는 일부 지역에서 공공 혼란으로 인해 무력충돌이
발생하거나 실질적인 무력충돌의 위협이 초래되는 경우 또는 외세의 무력침략이
있거나 실질적인 무력침략 위협이 있는 경우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다.
몽골 의회는 사태의 긴급성에 따라 대통령의 국가 비상사태 명령을 승인하거나 무효화할
권한을 행사한다. 몽골 의회는 국가 비상사태 및 계엄령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관련
규칙과 절차는 이 법률에 따라 결정된다.
몽골 헌법 제19조 제2항은 “국가 비상사태나 전쟁이 일어난 경우 헌법과 기타 법률에
규정된 인권과 자유는 오직 법률에 의해 제한된다. 해당 법률은 생명권, 사상, 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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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의 자유, 고문 및 비인도적이고 잔혹한 대우(inhuman and cruel treatment)를
받지 않을 권리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가 비상사태 결정은 위헌심사의 대상이며 헌법재판소는 사태의 긴급성에 따라 사안을
심사하고 해결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 문제에 대한 결정이 내려진 적은 없다.

E. 국제조약
몽골은 자국이 당사국인 국제조약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헌법 제10조 제2항).
몽골 법체계 위계에서 국제조약은 최고 권한을 행사하는 법률행위로 간주한다.
헌법 10조 제3항에 따르면 “몽골이 당사국인 국제조약은 비준 또는 가입에 관한 법률
발효 시 국내법적 효력이 발생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몽골이 당사국인 국제조약은 비준 또는 가입에 관한 법률 발효 시 국내법적 효력이
발생한다(헌법 제10조 제3항).
국제조약은 위헌심사 대상에 속한다. 의회가 비준하거나 가입한 몽골의 국제조약과
양자조약은 위헌심사 대상이다.

F. 기타 위헌심사 대상
일반법원의 판결은 헌법재판소의 위헌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Ⅲ. 적법요건 및 재판적격성
A. 적법요건 및 절차적 요건
헌법재판소는 반드시 법률대리인을 통해 위헌심사를 청구할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특히 시민은 헌법재판소에 청구서 제출 시 변호사나 법률대리인을 선임한다. 그러나
국가기관이나 고위공직자가 위헌심사를 제청할 때는 해당 분쟁의 헌법재판소 심사 절차를
위해 권한을 부여받은 대리인을 선임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법적 승인서나 정식
결정서를 제출해야 한다.
시민은 모든 헌법적 문제에 관해 헌법재판소에 청구할 권리가 있다. 헌법재판소에
청구하기 전 다른 법원이나 기관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시민의 청구서 및 통지서 관련
규칙에 따라 재판관 1인은 위헌 여부를 결정한 후, 직권으로 위헌심사 절차를 시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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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의 초기 심사를 수행한다. 해당 재판관이 헌법적 분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으나 시민이 이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세 명의 재판관(3인 재판부)이
최종결정을 내린다.

B. 청구인 적격
몽골 시민, 외국 시민, 몽골 영토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무국적자, 의회, 대통령, 국무총리,
대법원, 검찰총장은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를 헌법재판소에 청구하거나
제청할 수 있다. 몽골 헌법재판소 절차법 제20조의 규정은 다음과 같은 일반 요건을
두고 있다.
제20조. 헌법재판소에 대한 청구서, 통지서, 제청서 제출
1. 시민, 국가기관 및 공무원은 다음 각 사항을 수록한 청구서, 통지서, 제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1/ 이름, 거주지 주소, 연락 방법
2/ 수권 대리인 또는 변호인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의 이름, 주소, 직위
및 기타 필요한 정보
3/ 헌법에 위배된다고 여기는 법률의 제정일, 법률 번호, 헌법을 위반한
공무원의 이름, 주소 및 행위
4/ 청구 이유, 기타 정황 및 증거
5/ 분쟁 사안에 대한 청구인의 입장 진술
6/ 헌법재판소가 해결해야 할 청구 내용
7/ 헌법재판소 청구의 정당한 근거가 되는 헌법 및 본 법률의 조항
(articles, sections and provisions)
8/ 첨부 서류, 관련인 명단과 현재 주소
2. 분쟁 심사 및 해결 절차에서 청구서, 통지서 또는 제청서 작성자를 수권대리인이
대표하는 경우 위임장, 몽골어 이외의 언어로 작성된 경우 첨부 문서의 번역본이
필수문서로 포함된다.
3. 헌법재판소는 익명으로 작성된 청구서, 통지서, 제청서를 접수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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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직접 헌법재판소에 청구할 수 있다. 위헌심사를 청구하는 개인이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요건은 없다. 그러나 개인은 법률대리인과 변호사의 도움을 받고자
할 수 있으며 변호사인 경우 직접 변론할 수 있다.
몽골 시민, 외국 시민 또는 몽골 영토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무국적자는 몽골
헌법재판소에 위헌심사 청구서와 통지서를 제출할 권리가 있으며, 이러한 권리에 관해
규정한 제한이나 기준은 없다.
위헌심사를 적용할 수 있는 공익소송의 경우, 몽골 헌법재판소에 공익 보호에 관한
소송을 회부할 수 있다.

C. 사건성 및 분쟁성 요건
몽골의 위헌심사는 반드시 사건성 혹은 분쟁성(cases or controversies)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D. 통치행위 법리
헌법재판소는 법원에서 정당성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정치 조직, 단체, 법적 제한이
없는 공직자에 대한 판단이나 오직 국가 정책과 관련된 정치적 결정에 관한 심사를
자제하도록 하는 법률에 따라 판결을 내리고 이를 준수해야 한다. 이와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아직 없다.

Ⅳ. 심사 기준
A. 국제법 활용
국제법 활용을 간접적으로 허용하는 규정은 몽골 헌법과 헌법재판소 절차에 관한 법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몽골 헌법재판소가 국제법을 가장 많이 참고하는 상황과 유형을 살펴보면, 우선 몽골이
체결한 국제조약의 가입 및 비준 법률이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활용될 수 있으며,
국제조약을 인용한 사건도 일부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인권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해 국제조약, 협정, 약정, 권고 등을 인용할 수 있다.
아직까지 헌법 해석과 위헌심사에서 국제법을 활용하는 것의 장점과 한계를 논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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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은 아직 없다. 즉, 국제법은 직접 활용되고 있지 않다. 그러나 몽골 헌법재판소로
제출된 청구서와 통지서를 검토하거나 헌법재판 사건과 논쟁에 대해 검토할 때는
국제법이나 기타 외국법, 헌법재판소의 결정, 법적 준거, 이론적 해석과 비교하여 교차
검토를 수행해야 한다. 이러한 검토 결과는 분쟁 해결을 심사하는 재판부에 제출되어야
한다.

B. 비례성 심사
몽골 헌법재판소는 특정 상황의 경우 위헌심사에서 비례성 심사 형태를 취하지 않는다.
그러나 간혹 재판연구원(law clerk)은 헌법재판소 회기가 열리기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에게 관련 연구 결과를 발표한다.
몽골 헌법재판소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비례성 심사의 여러 단계를 간략히
설명한 특정 판례는 찾아볼 수 없다. 몽골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사법적 활동(judicial
activity) 범위 내에서 헌법상 분쟁 심사에 관한 관련 세부요건과 방법이 있다.

C. 기타 심사기준
사법적 존중(judicial deference)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포함한 사법적 의사결정뿐만
아니라 판례법이나 법제 동향의 판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와 관련된 사건은
매우 많고 판결에 대한 판사의 개인적 견해는 공개되지 않는 사항이므로 구체적인 사건을
설명하기 어렵다.
실제적 조화의 원칙(practical concordance), 엄격심사기준(strict scrutiny), 중간심사기준
(intermediate scrutiny), 합리성심사기준(rational basis scrutiny), 합리성 테스트
(reasonableness test), 명백한 불합리성 테스트(manifest unreasonableness test) 등의
원칙과 이와 유사한 요소가 구체적인 분쟁에 따라 수행되는 경우가 있다.
다음은 몽골 헌법재판소에 관한 법률에 정의된 구체적인 규칙의 일부이다.
몽골 헌법재판소에서는 시민이 헌법에 따라 발생하는 어떤 헌법상 사안에 대해서도
청구할 수 있으며, 이에 앞서 반드시 다른 법원의 명령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몽골 헌법재판소는 시민이 제출한 청구서와 통지서에 따라 또는 의회, 대통령, 국무총리,
대법원, 검찰총장의 제청에 따라 직권으로 위헌 여부를 검토한다. 분쟁해결절차(dispute
resolution process)는 법률 규정에 따라 임명된 헌법재판소 구성원이 집행하며, 3인
지정재판부(small bench 3-member in session), 5인 지정 재판부(medium be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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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member in session), 재판관 7~9명으로 구성된 전원재판부(full bench)를 둔다.
헌법재판소에 제출된 청구서, 통지서, 제청서에 따른 헌법재판 개시/미개시 결정 관련
헌법재판소 재판관/재판부의 결정에 관한 이의 제기는 3인 재판부에서 심리한다. 분쟁
해결을 위해 헌법재판소 회의(Constitutional Court session)에서 검토하는 모든 사안의
1차 결정은 5인 지정재판부에서 내려져야 한다. 전원재판부는 의회에서 부결된
헌법재판소 판결의 재심 사건, 새로운 상황 발생에 따른 이미 해결된 분쟁에 대한 재심
사건, 혹은 고위 공무원의 헌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하여 종국결정을 내린다. 전원재판부는
사임 또는 해임 사유를 검토하고 결정을 내리며, 헌법재판소 과반수 재판관이 제청하는
재심 사건에 대해서도 종국결정을 내린다.

Ⅴ. 결정의 유형 및 효과
A. 반대의견과 보충의견
헌법재판소는 공동으로 결정을 내리며, 공동결정에는 분쟁에 대한 판결 또는
종국결정(resolution)과 심리 연기, 증거 수집,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절차적 의견과
관련해 당사자들이 헌법재판소 심리 중 제출한 요청에 대한 결정 등이 포함된다.
보충의견 제출에 관한 구체적인 법률 조항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보충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해야 할 것이다. 몽골 헌법재판소는
반대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보충의견과 반대의견은 법적 강제력이 없다.

B. 일반적인 결정 유형
헌법재판소의 결정 유형으로는 합헌/위헌, 한정합헌/한정위헌, 각하(refusal), 기각
(dismissal), 사건 재심, 다른 법원 등에서 사건을 해결할 수 없는 경우 관할권 결정
등이 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판결, 종국결정 또는 확인의 형태로 내려진다.
3인 지정재판부55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헌법재판 미개시 결정에 대한 청구인의 이의

55

[편집자 주] 원문에는 “Middle bench” 즉 5인 재판부로 적혀있으나, 몽골 헌법재판소에 문의한 결과
3인 재판부가 맞는 것으로 확인하여 정정함. 몽골 헌법재판소의 위헌심사는 1인 재판관의 심사 개시
여부 결정으로 시작되며, 1인 재판관이 심사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청구인은 이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의 신청시 3인 재판부에서 헌법재판 적격성 여부를 다시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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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을 검토한 후, 해당 사안에 대한 헌법재판의 적격성 여부에 대하여 결정한다. 또한
5인 지정재판부와 전원재판부는 분쟁을 심사하고 결정한다.
헌법재판소는 법률, 명령, 의회, 대통령 및 정부의 기타 결정, 몽골이 당사국인 국제조약,
국민투표 및 선거에 관한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 위헌 여부를 심사한 후 판결을
내린다. 의회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심의한다. 헌법재판소 판결이 의회에서 부결될
경우 헌법재판소는 처음부터 재판관 전원재판부를 구성하여 전체 분쟁에 대해 재검토한
뒤 종국결정(final resolution)을 내린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의회의장, 의회의원, 국무총리, 정부, 대법원장, 검찰총장의
헌법위반 행위를 검토하고 판결을 내린다. 이러한 유형의 판결은 종국결정으로 간주한다.
몽골 헌법재판소에 관한 법률에는 어떤 유형의 분쟁을 해결하며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가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 형식이 자세히 명시되어 있다.

C. 일반적인 법적 효력 및 시행
구체적으로 당사자효만을 갖는 유형의 결정은 내려지지 않는다. 대개의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은 대세효를 가지며 법적 준거가 되는 판례법이 된다.
5인 지정재판부와 전원재판부를 구성해 해결한 분쟁의 결정은 대세효를 갖는다.
헌법 및 헌법재판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선고된 즉시 발효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법률에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집행과 관련된 조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일부 상황에서 헌법재판소 결정이 완전히 집행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D. 한정합헌/한정위헌 결정
헌법재판소는 소수의 사건에서 이 유형의 결정을 내렸다. 2018년 헌법재판소는 의회의원
재선거 공표에 관한 의회 결정을 심사했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을 심사한 뒤 결정문에서
“의회선거법의 재선거 관련 공천 조항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며 시민의 피선거권을
제한한다. 따라서 의회선거법을 개정하지 않은 채 직접 재선거를 공표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의회선거법을 개정하지 않은 채 재선거를 공표한 것이
헌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았다. 일부에서는 이러한 유형의 결정을 한정위헌으로
지칭한다.
이러한 유형의 결정에서 분쟁의 본질과 이유는 분쟁과 간접적으로 논리적 관련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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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즉, 전제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거나 법률 등에 법적 공백이 있는 상황에서는 한정위헌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결정문에서 조건이 충족될 경우 헌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거나 헌법 위반 상태가 사라진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명시할
수 있다.

E. 헌법불합치 결정 및 기한
헌법재판소는 법정 기한(judicial deadline)을 명시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
그러나 위헌 결정에 덧붙여서 심사대상 법률의 효력 정지 및 무효에 관한 법정 기한을
명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위헌 결정에서 사법부 조직개편 기한으로 6개월이 명시된
사례가 있다.

F. 입법 촉구
규범이 헌법에 합치하는 것으로 간주했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관련 규범을 변경하라는
권고가 포함된 결정이 내려진 경우도 있다.
기존 판례를 살펴보면, 제안의 성격을 가진 입법촉구가 강제 집행될 가능성은 작지만,
법률 효력의 중지 또는 무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의 입법촉구는 더 효과적으로
준수되는 경향이 있다.

G. 장래효 및 소급효 결정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선고된 즉시 발효되고 시행되어야 한다.56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소급효를 갖지 않는다. 그러나 형사사건과·경범죄사건(misdemeanor case)
에서는 피고의 지위가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일반법원이 해당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

56

몽골 헌법 제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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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미얀마
헌법재판소
요약
미얀마는 보통법 체계에 기초하고 있지만, 집중형 위헌심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Constitutional Tribunal)가 법률(statutes)과 행정조치의 위헌여부를
심사하고 헌법상 권한쟁의 심판을 수행한다. 미얀마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종국적이며
결정적이다. 헌법재판소는 사후적, 추상적 심사를 수행할 수 있으며 여러 국가기관이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구체적 위헌심사는 사법 분쟁과정에서 일반 법원의 제청을
통해 가능하다. 미얀마의 위헌심사는 규범통제의 한 형태이기 때문에 의회 의결은
위헌심사의 대상이 아니다. 헌법은 헌법재판소에 헌법 개정에 대한 심사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미얀마 시민들은 헌법재판소가 아닌 대법원에 기본권 보호 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 위헌심사의 경우 청구인이 국제법에 기초하여 논증을 하는 경우에는 국제법의
강행규범이 고려된다. 그러나 국제법은 이행법이 먼저 제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자동으로
국내법의 일부로 간주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는 다수결로 결정 또는 판결을 채택하고
재판관 과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견 또는 해석을 낸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반대의견을
낼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그 내용은 비밀로 유지되고 기록된다. 합헌 또는 위헌 결정을
낼 수 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참조를 위해 관보에 게재되고 선례로 관리된다.
일반적으로 위헌결정은 장래효를 갖고 위헌으로 선언된 법률이나 법조항은 결정일부터
자동으로 그 효력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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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위헌심사
위헌심사는 헌법재판소 또는 이에 준하는 헌법기관이 입법부가 제정한 법률 및 행정부의
조치가 헌법과 합치하는 지 여부를 심사하는 권한을 말한다. 이는 헌법의 중요한 특성
중 하나이며 전 세계 대부분 헌법에서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기능이다. 일부 학계에서는
위헌심사를 사법권의 초석으로 본다. 위헌심사는 헌법의 중요 요소이다. 위헌심사는
모든 분야 및 국가 기관의 자의성, 억압성, 권력의 오·남용 행사를 금지한다. 위헌심사는
모든 국가 기관 또는 공무원이 제한된 권한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거나 법체계 내에서
권한을 행사하도록 심사함으로써 민주주의 및 민주주의 원칙을 유지시킨다. 위헌심사의
주된 목적은 헌법의 우월성을 유지하고 시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며 헌법과 합치되지
않는 법률을 폐지하는 것이다.
위헌심사가 국가 3부(府)에서 수용되고 실행될 수 있는지 평가하는 것은 중요하다.
행정부가 법의 감시에서 광범위한 자유를 가질 때 독재적 성향은 관리하기가 어려워진다.

I. 심사 유형
A. 배경
미얀마는 1886년부터 1947년까지 대영제국의 식민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영국의 법체계,
법, 규칙이 미얀마의 법체계에 큰 영향을 미쳤다. 미얀마는 과거 영국의 다른 식민지들과
마찬가지로 보통법체계를 기초로 한다.
독립 후 1947년 9월 24일 구 버마(미얀마) 헌법이 제헌의회(Constituent Assembly)에
의해 초안이 작성되고 채택되었다. 1948년 1월 4일, 1947년 첫 번째 버마 헌법이
제정되고 공포되었다.
위헌심사는 1947년 구 버마 헌법 제151조에 따라 대법원이 수행했다. 제151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1) 대통령은 법률의 본질이나 공적인 중요성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면 해당 문제의 심사를 위해 대법원에
이를 회부할 수 있고 대법원은 적절한 심리를 거친 후 이에 대해 대통령에게
보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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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건 심리에 참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동의로 공개 법정에서 선고된 의견을
따르는 것을 제외하고 본 조에 따라 어떠한 보고도 하지 않아야 한다.
단 본 조항에 그 어떤 것도 다수의견에 동의하지 않은 재판관이 반대의견을
내는 것을 막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상기 조항에 따라 헌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대통령은 해당 문제를 공식적으로 회부하여
최고 사법기관인 대법원의 법적 의견을 구할 수 있었다.
대법원은 정확한 사법기능을 이행하고 헌법과 합치되는 사법 업무를 수행하도록 추가적인
권한을 부여받았다. 법원 판결이 현행법과 합치하지 않는 경우 대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어떤 사건을 접수한 때에 해당 판결을 개정 및 수정할 권한이 있었다. 따라서 대법원은
1947년 헌법 제153조에 따라 미얀마 전역의 모든 법원을 감독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제153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의회는 대법원이 보다 효과적으로 헌법에 따라 부여된 관할을 행사하기 위해
필수적이거나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대법원에 본 헌법의 조항에
위배되지 않는 추가적인 권한을 부여하기 위하여 법을 제정할 수 있다.”
특히, 1947년 헌법 제25조는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당했을 때 시민이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이 조항에 따라 영장을 신청할 권리가 인정되었다.
1947년 헌법 제25조는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1) 이 장에 의해 부여받은 권리의 보장을 위해 적절한 소송절차에 따라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권리가 보장된다.
(2) 다른 법원에 부여된 권리를 저해함이 없이 대법원은 이 장에서 보장된
권리 보호를 위해 인신보호영장, 직무집행영장, 금지영장, 심문영장 및
사건이송명령 지시를 내릴 권한이 있다.
(3) 이러한 구제수단을 집행할 권리는 전시, 침입, 반란, 소요 또는 중대한
긴급 상황이거나 공공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가 아닌 한 정지되지 않는다.
미얀마는 과거 1947년 헌법 제25조, 제151조 및 제153조에 따라 분산형 위헌 심사를
수행했으며, 대법원이 헌법을 해석하는 권한, 헌법상 분쟁에 대한 결정 권한, 법률의
위헌여부에 대한 심판 권한을 부여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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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2년 3월 2일 혁명정부 정권이 들어섰을 때 1947년 헌법은 시행되지 않았다. 1974년
1월 3일 미얀마 사회주의 공화국 헌법(1974년)이 채택되었다.
사회주의 헌법 제200조 및 제201조에 따라 연방의회(하원)이 위헌심사를 수행했다.
1974년 헌법 제200조 및 제201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a) 본 헌법에 포함된 표현을 해석할 때 버마 혁명평의회(The Revolutionary
Council of the Union of Burma)에서 공포된 해석법을 참조한다.
(b) 상기 (a)항에 언급된 법에 포함된 표현의 개정 및 추가적인 해석은 하원
에서만 할 수 있다.
(c) 본 헌법에 따라 국가 평의회(Council of State),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
행위의 유효성은 하원에서만 결정될 수 있다.57
하원은 필요할 경우 본 헌법에 대한 해석을 때때로 발표할 수 있다.58
헌법 해석권한은 하원에 있지만 해석의 범위가 해석법의 적용에만 한정되어 있으므로
그 기능은 그리 중요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판결은 없었다.
현행 헌법인 2008년 미얀마 연방공화국 헌법은 2008년 5월 29일 채택되었다.
헌법재판소는 분리된 독립기관으로 미얀마 역사상 처음으로 2011년 3월 30일
설립되었다. 그 권한과 조직 구조는 헌법에 의해 규율된다. 헌법 제336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국가평화발전평의회에 의해 2010년 10월 28일 헌법재판소법이 제정되었다.
이후 해당 법은 연방의회에 의해 2013년 3월 21일과 2014년 11월 5일 각각 법
제4/2013호, 법 제46/2014호로 개정되었다.
헌법 제46조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헌법조항을 해석하고, 연방(Union) 의회, 지방(Region)
의회, 주(State) 의회의 제정 법률 및 연방, 지방, 주, 자치구역(Self-Administered Areas)의
정부 기능이 헌법에 일치하는지 여부를 심사하며, 연방정부와 지방정부 간, 연방정부와
주 정부간, 지방 정부 상호간, 주 정부 상호간, 지방･주 정부와 자치구역 간, 자치구역
상호 간에 발생한 헌법 관련 분쟁을 심판하고, 헌법에서 규정된 기타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헌법재판소의 관할은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행정당국 조치의 위헌여부 심판, 헌법상
분쟁 심판으로 요약할 수 있다.
57
58

1974년 미얀마 사회주의 공화국 헌법 제200조
상기 헌법 제20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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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심사구조
미얀마는 2011년부터, 2008년 헌법 제46조에 따라 집중형 위헌심사를 수행해왔다.
현행 헌법은 헌법재판소에 관할을 부여하고 있다.
미얀마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장을 포함하여 9명으로 구성된다.59 대통령은 대통령,
하원의장, 상원의장이 각각 3명씩 지명한 총 9명의 후보자 명단을 하원에 동의를 위해
제출하여야 하고, 9명의 재판관 중 1명은 하원의 동의를 얻어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된다.60
헌법재판소는 위헌여부와 관련하여 최종 결정 권한을 갖는다. 2008년 헌법 제324조는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미얀마 헌법재판소의 결정(resolution)은 최종적이고
종국적이다.”

The President of the Union Vs Dr. Aye Maung and 23 Representatives of
the Amyotha Hluttaw (National Parliament) 61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법 제21조
제f항 및 민사소송법 명령 XLVII에 따라 검찰총장은 헌법재판소에 사건 제2/2011호

Dr. Aye Maung and 22 Representatives Vs The Republic of the Union of Myanmar
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는 재판소의 결정은 헌법 제324조 및 헌법재판소법 제23조에 따라 최종적이고
종국적이기 때문에 검찰총장은 이미 내려진 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미얀마는 2008년 헌법 제322조 제b항에 따라 연방의회, 지방의회, 주의회 또는 소수종족
자치관구(Self-Administered

Division)

및

자치구(Self-Administered

Zone)

최고권력기구에서 제정한 법률의 위헌여부에 대하여 추상적 사후 심사를 수행한다.
2008년 헌법 제325조에서 규정된 바에 따라, 추상적 위헌심사를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주체는 다음과 같다.

59
60
61

2008년 미얀마 연방공화국 헌법 제320조
2008년 미얀마 연방공화국 헌법 제321조
신청(Submission) 제2/2012호 미얀마 헌법재판소 판결, 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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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대통령
(b) 연방의회 의장
(c) 하원의장
(d) 상원의장
(e) 연방 대법원장
(f) 연방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2008년 헌법 제326조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해석, 결정, 의견을 구하고자 하는 경우
규정된 절차에 따라 추상적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주체는 다음과 같다.
(a) 지방(Region) 또는 주(State) 수석장관(Chief Minister)
(b) 지방 또는 주 의회 의장
(c) 자치관구(Self-Administered Division) 또는
자치구(Self-Administered Zone) 최고권력기구의 장
(d) 하원 또는 상원 전체의 10%이상의 의원
구체적 심사 청구는 해당 사건을 다루는 일반법원이 직권으로 할 수 있다. 2008년
헌법 제323조는 다음과 같이 명시한다.
“법원의 사건 심리과정에서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또는 합치되는지
여부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고, 헌법재판소가 해당 분쟁에 대해 결정을 내린
적이 없는 경우, 해당 법원은 재판을 중단하고 규정된 절차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그 의견을 제출하고 결정을 받아야 한다. 해당 분쟁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모든 사건에 적용된다.”

Ⅱ. 심사 대상
A. 법규범
헌법 제322조 제a항은 헌법재판소에 헌법 해석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의회 법(laws)
및 법률(statutes)은 보통 모든 유형의 위헌심사 대상이다. 헌법 제322조 제b항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연방의회와 주 또는 지방의회가 제정한 법의 위헌여부에 대해 사후 심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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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
2016년 U Sai Than Naing 상원의원 및 22명 의원은 청구(Submission) 제1/2016호
에서 “대통령이 저명한 법학자(eminent jurist)라고 판단한 자”라고 명시한 헌법재판소
법관의 자격요건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들은 헌법 제321조에 따라 대통령이 선택한
세 명의 재판관에만 해당 조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한 해석을 요청했다.
사건의 주요 사안은 다음과 같다.
(a) 본 사건에서 연방의회를 피청구인으로 보는 것이 법률에 합치되는지 여부
(b) 연방의회에서 결정되고 승인된 행위(actions)에 대한 해석이 법률에 합치
되는지 여부와 헌법재판소가 의회 의결에 대한 관할이 있는지 여부
(c) 헌법 제333조 제d항 제ⅳ호와 관련된 헌법재판소법의 추가 개정 및 확대가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가 입법부의 제정 법률과 행정부의 행위 또는 조치의 위헌여부에
대하여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판시했다. 입법부의 행위 또는 조치에 대하여
위헌심사를 수행할 권한은 부여받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나아가 연방의회의 행위 및
결정은 재판소의 권한 밖에 있는 것으로 판시했다.
헌법재판소는 또한 헌법재판소법 제4조 제b항에 규정된 본래의 재판부 구성을 변경
및 확대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보고 청구를 기각했다.

Dr. Aye Maung and 22 representatives vs The Republic of the Union of
Myanmar62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위헌 판결을 내리며 지방 또는 주 대표에 대한
보수·수당 및 훈장에 관한 법(Law Relating to Emoluments, Allowances and Insignia
of the Region or State Level Persons)의 단서조항을 철폐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262조 제a항 제iv호 및 제262조 제e항에서 “국가민족부 장관(Minister of National
Races Affairs)”이라는 용어를 해당 “지방 또는 주 장관(Minister of the Region or
State)”으로 정의하고 있는지에 대해 주목했다. 헌법 제262조 제g항 제ⅱ호는 대통령이
지방 또는 주 장관인 의회 의원에게 국가 민족과 관련한 업무 수행 임무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당해 조항이 국가민족사무 장관과 기타 지방 또는
주 장관에게 차별 없이 동등한 지위를 부여하고 있음이 분명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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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법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판결 이후 연방의회는 2013년 3월 8일 동 법을
개정했다. 이 개정에 따라 국가민족부 장관과 기타 지방 또는 주 장관은 차별 없이
동등한 지위를 갖게 되었다.
Aye Maung 박사와 23명의 상원의원이 청구한 제1/2015호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헌법(2008) 개정안 승인을 위한 국민투표법 제11조 제a항 조항이 임시 신분증을 소지한
자에게 투표권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바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많은 국가는 자국의 필요 및 국가 상황에 따라 위헌심사 제도를 만들고 발전시켜왔다.
심사권한의 유형 및 범위는 국가마다 다를 수 있다. 위헌심사 권한은 법치주의를
실현시키며, 행정부의 행위가 헌법에 맞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일부 헌법은
넓은 범위의 심사권한을 부여한다.
니제르, 세네갈, 남아프리카에서 헌법재판소는 헌법개정안의 합헌성에 대한 심사권한을
갖지만 이러한 권한이 없는 헌법재판소도 있다. 인도, 방글라데시 등 일부 국가에서는
분산형 위헌심사를 수행하며 해당 대법원은 헌법개정안의 위헌여부에 대한 심사권한을
갖는다. 미얀마 헌법은 헌법재판소에 헌법개정안 심사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
의회 의결 역시 미얀마에서 위헌심사의 대상이 아니다. 위헌 심사는 규범 통제의 한
형태이고 다양한 분야의 의회 의결은 해당 체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신청 제5/2014호 사건에서 U Aung Kyi Nyunt 및 상원의원 26명은 상원선거 비례대표제
도입의 위헌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했다.
헌법재판소는 먼저 상원선거에 비례대표제 도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 아직 제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둘째, 하원 및 연방의회에서 해당 결정이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
의회 절차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으며 의원 다수 표결에 부치기 위해 다양한 논의 및
절차를 거쳐야 한다. 재판소는 법의 위헌여부에 대해 심사할 권한을 갖지만 아직 제정되지
않은 법안에 대한 권한은 없다.
상기의 이유로 헌법재판소는 해당 사건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청구할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해당 사건은 재판부의 관할을 넘어선다.

B. 기타 공권력 행사
헌법재판제도는 권력의 남용으로부터 시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헌법에
보장된 권리는 공권력의 강제적인 명령 또는 강요 행위 또는 권한 남용에 의한 침해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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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보호된다. 2008년 헌법 제322조 제c항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연방, 지방, 주,
자치구역 행정당국의 조치를 심사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The Chief Justice of the Union vs Ministry of Home Affairs63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따라 미얀마의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은 분리되어 행사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사법권이 법원과 판사에게 부여되는 것임은 헌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헌법재판소는 사법권의 행사는 헌법에 의해 위임을 받은 판사들에게만
허용되므로 내무부의 일반 행정부처 공무원들에게 사법권을 부여하는 것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헌법재판소 및 이에 준하는 헌법기관은 또한 국가기관 상호 간, 국가와 지방 정부 간,
지방정부 상호 간 권한 쟁의에 대한 심사 관할을 갖는다. 미얀마 헌법재판소는 신청
제3/2012호 The Speaker of the Mon State Hluttaw vs The Republic of the

Union of Myanmar 사건에서 연방의회는 헌법 제96조에 따라 연방 입법 목록 스케줄
1(Schedule 1 of the Union Legislative List)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야에 대하여
법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이와 유사하게 지방 또는 주 의회도 헌법 제188조에
따라 지방 또는 주 입법목록 스케줄 2에서 규정된 분야에 대하여 법을 제정할 수 있다.
따라서 몬(Mon)주 의회가 몬 주의 전체 또는 일부 지역에 대해 개발위원회법
(Development Committees Law)을 제정할 권리 행사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다고
판시하였다.
긴급 상황에서 대통령은 관련 지방, 주 또는 자치구역 행정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행정권한을 적절한 기관 또는 개인에게 위임할 수 있다. 대통령은 집행 사안에 대해
한정된 입법권한을 행사할 수 있지만 그 입법권한을 상기 언급된 기관 또는 개인에게
위임할 수 없다.
대통령 및 부통령의 탄핵소송에 대한 심리 권한은 위헌심사의 독특한 권한이다. 일부
국가에서는 헌법재판소 및 이에 준하는 헌법기관에 위헌심사를 통한 탄핵절차 심리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 미얀마 헌법재판소는 어떠한 종류의 탄핵절차에 대한 관할도 없다.
일부 헌법에서는 총선 결과 및 정당 해산에 대한 심사권한을 허용한다. 또한 유권자에게
해당 지역 의원을 임기 만료 전에 소환할 수 있도록 규정한 헌법도 있다. 소환절차는
의회의원이 해당 지역구를 대표하고 자신이 선출된 해당 지역구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개념과 관련이 있다. 한편 일부 헌법에서는 헌법심사기관에 선거 관련 분쟁 권한을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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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하는 경우도 있다.
미얀마 헌법재판소는 선거나 정당해산과 관련된 사건에 개입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는
연방선거위원회 권한을 저해함이 없이 헌법 제322조에 따른 헌법심사권한을 행사한다.
카친(Kachin)주에서의 리수(Lisu)족 및 라완(Rawan)족 국가민족장관의 임명과 샨
(Shan)주에서의 리수족 국가민족장관의 임명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한

제1/2014호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동 청구가 재판부의 관할을 넘어선다고 판시했으며,
재판부가 개입할 입장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헌법소원을 통한 사법구제는 매우 효과적인 기본권 및 자유 보장 수단이다. 개인의
권리 회복 권한을 부여받은 단일 법원을 통해 헌법상 권리를 수호하는 국가도 있고
공권력의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개인에게 개인청원절차를 제공하는 국가도 있는
등 국가마다 방법은 다양하다.
요약하자면 법, 규정, 국제조약, 행정 행위에 대한 개인청원 및 헌법에서 보장한 기본권을
침해한 사법적 결정에 대한 청원이 있을 수 있다. 행정기관 및 사법행위의 부작위 또한
개인청원의 대상이 된다.
개인 헌법소원 청구권의 효용성에 대한 헌법상 근거는 효과적인 기본권 보장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 개인의 기본권은 행정당국 또는 국가기관에 의한 침해로부터 효과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
미얀마 헌법재판소는 개인의 헌법소원 청구권은 행정부의 위헌적 행위를 막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가치와 권리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본다.
미얀마 2008년 헌법 제377조에 따라 모든 미얀마 시민은 헌법에 의해 부여받은 개인의
기본권 보호를 위하여 대법원에 영장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Ⅲ. 적법요건 및 재판적격성
A. 적법요건
2008년 헌법 제325조 및 제326조에 언급된 주체가 심판을 청구한 경우 재판부는 해당
신청을 수리한다. 헌법재판소장은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심사기구(Scrutiny Body)를
구성한다. 심사기구는 각자 다른 국가기관(대통령, 하원의장, 상원의장)에 의해 임명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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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심사기구는 헌법재판소법 제18조에 따른 신청을 심사한다.
헌법재판소법 제19조에 따라 심사기구는 다음의 역할을 수행한다.
(a) 관련사실 및 유효문서, 서류가 명확히 완전하게 첨부되어 있는지 여부를
심사한다. 이러한 심사과정에서 서류가 불충분하게 첨부될 경우 규정 기간
내에 재송부하도록 요청한다. 해당 심판청구가 적법한 절차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해당 신청이 각하될 수 있다.
(b) 피청구인 또는 이해관계인, 이해관계 부서 또는 기관에 청구 신청서 사본을
송부하여 규정된 기한 내에 관련 사실, 문서 및 서류를 제출할 권리를
부여한다.
(c) 청구서류 자격요건이 충족된 경우 사건 심리를 위해 전원재판부에 자료를
제출한다.
헌법재판소장을 포함한 모든 재판관은 사건 심리에 참여하여 결정을 내려야 한다. 다른
임무 또는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장을 포함한 최소
6명이 참석하면 심리를 열 수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21조에 따라 심리절차 수행과정에서 심리일과 시간은 사전에 공고되어야
하고, 재판소장 또는 재판소장이 배정한 재판관은 준비서면에서 해당 청구의 주요 쟁점을
낭독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청구와 관련된 이해관계인의 변론을 들어야 한다. 또,
재판부가 국가 기밀 또는 국가 안보에 해롭다고 결정하지 않는 한 공개법정에서 심리를
진행하고 기술 전문가를 초정하여 그 의견과 조언을 구할 수 있으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청구 완료를 해야 한다. 청구와 관련된 헌법재판 내용은 기록되며 헌법재판소장
또는 재판소장이 지정한 재판관이 기록에 서명한다.
일반 법원에서 법의 위헌여부가 문제가 되는 경우 해당 사건을 중단하고 사건의 논의를
위해 대법원을 거쳐 헌법재판소에 회부하여야 한다.
심판 청구가 수리되기 위해서는 (a) 실제 사건 또는 행위의 원인이 발생해야 하며 (b)
해당 사건이 적법한 권한이 있는 주체에 의해 청구되어야 하며 (c) 합헌성 문제가 발생해야
한다.

8. 미얀마

149

B. 재판 적격성
헌법재판소는 사법 심판 없이 법률 또는 행위의 위헌여부에 대해 다른 기관에 조언을
제공할 수 없다. 법적 의견은 구속력이 없는 위헌심사의 한 형태이기 때문에 재판부는
정치적 시도 또는 다른 개입에 의해 그 공정성을 잃지 않기 위해 엄격히 그 입장을
고수한다.

Ⅳ. 심사 기준
A. 헌법재판의 주요 기준
주된 법적 근거는 미얀마 헌법, 헌법재판소법 및 기타 관련 현행법이다. 그러나 기본
기준(basic standard) 또한 헌법심사의 근거가 되며, 이는 법적 또는 실체적 문제로 초래된
결과 또는 부정적 영향이 있었는지 여부, 해당 법이 기본 규범(norms) 및 국내가치에
부합하는지 여부, 해당 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필요한지 여부, 또는 해당 사건이
기능적 균형(functional balance)의 관점에서 재판적격성을 갖췄는지 여부 등이다.

B. 국제법과 외국법의 활용
국제법의 지위는 헌법마다 다르게 다루어진다. 국내 재판 규범에 인용되는 기준도
국가마다 다르다.
헌법과 법은 한 국가의 역사, 문화, 정치적 투쟁의 산물이기 때문에 국가마다 고유한
체계와 기준이 있다. 하지만 헌법적 가치와 원칙을 도출하는 것이 자동적으로 보편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 보편적 헌법 가치가 한 국가의 헌법과 합치되지
않는 경우 해당 국가의 헌법재판기관은 해당 문제의 조화를 위해 재판을 통해 해석에
그러한 가치를 포함할 수 있다.
만약 국제인권규범과 연관된 경우 자국의 국내법이 헌법에 합치되는지 여부를 반드시
심사하여야 한다. 헌법재판과정에서 국제규범을 암묵적으로 고려하거나 참조하는
국가들이 많다.
국제법이 헌법심사에서 유일한 결정 요소는 아니다. 국제법은 재판과정에서 참고할
규범으로 언급된다. 국제법 및 조약에 대한 검토는 다음 사항에 기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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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국제법의 핵심 원칙이 헌법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b) 비준된 국제협정에 따른 의무가 헌법과 합치되도록 한다.
(c) 헌법상 개념이 때로는 국제적인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참조될 수 있다.
국제법의 강행규범은 해당 청구가 이를 바탕으로 논증을 할 때 검토된다. 국내 고유의
규범을 유지하면서 민주적 가치 및 규범에 합치하는 국제규범을 검토한다. 미얀마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국제법 원칙을 충분히 고려하며 강행규범 및 핵심원칙을 항상 준수
한다. 미얀마는 국제관습법으로 간주되는 조약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나 이는 자동으로
국내법의 일부로 간주되지 않는다. 국내법으로 수용되기 위해서는 이행법을 제정해야 한다.

Ⅴ. 결정의 유형 및 효과
A. 판결
헌법재판소는 해석(interpretation), 의견(opinion), 또는 결정(decision)에 대한 심리
후에는 가능한 신속하게 사건을 종료하여야 한다. 해석, 의견 및 결정을 내리기 전 선고일을
미리 공고하여야 하고, 재판관 절반 이상의 동의를 받아 해석 또는 의견을 내리며,
헌법재판소장을 포함하여 절반 이상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 결정을 내린다.64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37조 제a항에 따라 분쟁 해결을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및 증거법 관련 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준용 원칙을 적용한다.
헌법재판소법 제34조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검찰총장이 법정
조언자(amicus curiae)로 참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재판소는 증언 및 의견을 구하기
위해 관련인 또는 기관을 소환할 수 있다. 재판소 내부에서 진행된 평의(deliberation)를
제외하고 모든 사안은 공개된다.
참여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낼 권리가 있으나 해당 내용은 기록되고 기밀로 유지된다.
헌법재판소는 다수 결정 또는 판결을 채택한다.
보충의견과 반대의견은 헌법적 해석 또는 결정이 하나 이상의 방식과 결론으로 표현된
것으로서 이는 고도의 개방성, 추상성 및 투명성 등과 같은 헌법의 특징에서 비롯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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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의견 또는 반대 의견의 결정이유는 논리적이고 비판적인 사고에 기반하여 평가되어야
하며 모든 재판관이 검토해야 한다. 다시 말해 별개 의견은 좋은 판결을 도출하는데
일정 부분 기여해야 한다. 합헌 또는 위헌 결정을 내릴 수 있다.

B. 법적 효력 및 시행
헌법 제324조 및 헌법재판소법 제24조는 헌법재판소 결정은 종국적이며 결정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12조 제g항에 따라 법원에서 제청한 사건에 대한 결정은
모든 유사 사건에 적용된다. 이는 당사자의 제소권 또는 수정권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헌법재판소법 제35조는 헌법재판소에서 내린 결정은 관보에 게재되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결정은 기속력이 있으며 참조를 위해 공개되고 선례로 관리된다.
모든 유형의 위헌결정은 대세효를 갖는다. 일반적으로 위헌결정은 장래효를 갖고 위헌인
법률이나 법조항은 결정일부터 자동으로 그 효력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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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파키스탄
대법원
요약
파키스탄 고등법원 및 대법원은 입법 또는 행정행위의 위헌여부를 심사하는 권한을
갖는다. 또한 연방 샤리아 법원은 법이 이슬람 율법에 합치되는지 결정하는 권한을
갖는다. 따라서 파키스탄이 보통법 체계를 운영하지만 파키스탄의 위헌심사제도는
혼합형이라고 부를 수 있다. 파키스탄 고등법원은 헌법재판 관할에 해당하는 문제가
제기되는 경우에만 구체적 규범통제를 실시할 수 있다. 대법원은 국가 최고심급 법원이며
구체적 규범통제 및 추상적 규범통제를 수행할 권한을 갖는다. 대법원 및 기타 고등법원은
사후적 위헌심사를 실시한다. 위헌 심사는 모든 법규범에 적용될 수 있다. 제정 법률
외에도 위임입법 및 모든 행정규칙 심사할 권한을 갖는다. 헌법에서 명시적으로 사법부에
헌법 개정 심사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는 않지만 대법원은 의회가 마련한 개헌안을
절차적･실체적 이유로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입장을 밝혔다. 긴급명령도
위헌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상급 법원은 헌법조항을 확인하고 이행하는 본연의
의무를 지며 단지 의문이 제기된 행위가 정치성을 띈다고 해서 헌법이 부여한 의무
수행을 자제하지 않는다. 위헌심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법원은 종종 비례성 심사를
수행한다. 위헌 심사사건에서 국제조약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며 다른 보통법 국가의
상급법원 판례 또한 참고한다. 보충의견 및 반대 의견이 허용된다.

개요
I. 심사 유형
II. 심사 대상
III. 적법요건 및 재판적격성
IV. 심사 기준
V. 결정의 유형 및 효과

9. 파키스탄

153

I. 심사 유형
A. 배경
파키스탄은 영국 모델을 따라 보통법 관할권으로 발전했다. 의회제 민주주의 국가로
연방(federal), 주(provincial), 지역(local) 차원의 입법기관이 존재한다. 이러한
입법기관이 새로운 법을 제정하면 사법부가 재판과정에서 법을 해석하고 적용한다.
고등법원, 연방 샤리아 법원, 대법원의 판결(선례)은 선례구속의 원칙(doctrine of stare
decisis)에 따라 이후 발생한 사건에 적용된다.
파키스탄 대법원은 1956년 헌법에 의거해 설립되었다. 1937년에 설립된 인도 연방법원의
후신으로 1948년에 세워진 연방법원을 승계하였다. 1956년 설립 이래 대법원의 명칭과
관할은 1973년 헌법65을 비롯한 후속 법률문서에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1956년 헌법은
대법원을 카라치(Karachi) 및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정하는 기타 장소에
설치한다고 규정하였다. 대법원은 처음에는 카라치에 있었지만 이후 라호르(Lahore)로
이전하여 고등법원 청사에 위치하였다. 1973년 헌법은 대법원의 상주 소재지를
이슬라마바드(Islamabad)로 정했다.66 대법원은 1974년 라호르에서 라왈핀디(Rawalpindi)
로 이전했다. 1993년 12월 31일, 대법원 청사는 이슬라마바드의 새 건물로 이전하였다.
대법원은 4개 주에 분원(branch registry)을 두고 있다. 대법원 재판부는 본원과 분원을
교대로 돌며 사건을 처리한다. 파키스탄 대법원은 국가 최고의 상고법원이며 종심법원
이다. 대법원은 헌법과 법의 최종 결정기관이다. 대법원의 판결과 명령은 국가의 모든
법원을 기속한다. 파키스탄 전역의 행정기관과 사법기관은 대법원을 지원하여야 한다.
헌법은 대법원의 구성, 관할, 권한, 기능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헌법은
국가 권력의 세 축인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간 조화와 균형을 유지하는 특별한 책임을
대법원에 부여하고 있다. 시간이 지나면서 대법원의 중요성은 커졌고 법치주의를 강화하고
시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헌법은 국가의 기본법이다. 대법원은 헌법의 수호자로서 기본법을 보존하고 보호하며
수호하여야 한다. 파키스탄은 법체계의 상당 부분을 영국에서 가져왔다. 식민국가
통치자가 의회 민주주의를 이식한 역사적인 경험과 다른 보통법 국가에서 가져온 지혜가
어우러져 헌법제정자들은 성문 헌법을 가진 의회제 공화국을 설립했다.

65
66

1973년 파키스탄 이슬람공화국 헌법 제175조 제1항
1973년 파키스탄 이슬람공화국 헌법 제18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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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심사구조
파키스탄은 연방 공화국이다. 그러나 같은 법원이 연방법뿐만 아니라 주법도 집행한다.
따라서 파키스탄의 사법체계를 집중형 또는 분산형 위헌심사제도로 분류하기 어렵다.
고등법원 및 대법원은 헌법을 바탕으로 어떠한 의회 입법 또는 행정 행위의 위헌여부도
심사할 권한이 있다. 또한 연방 샤리아 법원은 헌법 제203-C조에 따라 법의 이슬람
율법 합치 여부를 결정할 권한을 갖는다. 따라서 파키스탄의 제도는 혼합형 모델로
부를 수 있다.
흥미로운 점은 파키스탄의 고등법원은 헌법적 관할에 있는 사건이 제기될 때만 구체적
심사를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이다(헌법 제199조). 파키스탄 대법원은 국가 최고법원이다.
대법원은 구체적 규범통제 또는 추상적 규범통제를 수행할 권한을 갖는다. 대법원은
또한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안에 대해 직권(Suo Motu) 관할을 가지며 헌법을 기준으로
어떠한 의회 제정법도 심사할 수 있고 헌법의 권한을 넘어선다고(ultra vires, 월권행위)
선언할 수 있다.
파키스탄 대법원과 기타 상급법원은 사후적 위헌심사를 수행한다.

Ⅱ. 심사 대상
A. 법규범(Legal norms)
파키스탄에서 구속력을 갖는 법규범은 전체 법체계를 포함한다.67 파키스탄 헌법은 국가의
최고법이다.68 모든 국가 기관의 권한이 헌법에서 나온다. 헌법은 입법부에 입법권한을
부여한다. 의회는 헌법을 개정할 수 있으며69 일반 법안을 통과시키고 (일부 제한을
두고) 입법 권한을 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70 구속력을 갖는 법규범의 위계는 헌법이
가장 높고, 그 후 일반 제정 법률, 위임 입법 순으로 이뤄진다. 모든 법규범은 위헌심사
대상이다.
일반 제정 법률을 통과시키는 것 외에도 의회는 헌법을 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파키스탄은 경성헌법을 채택하고 있다. 헌법을 개정하는 절차와 일반 법안을 통과시키는
67
68
69
70

1973년 파키스탄 이슬람 공화국 헌법 제4조 및 제5조
1973년 파키스탄 이슬람 공화국 헌법 제141조 내지 제144조
1973년 파키스탄 이슬람 공화국 헌법 제238조 및 제239조
Pakistan Defence Officers Housing Authority v. Mrs. Itrat Sajjad Khan and others (2017 SCMR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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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에 차이가 있다. 파키스탄 의회는 양원제이다. 헌법 제239조에 따라 상원과 하원
모두 헌법개정안을 발의 할 수 있다. 헌법개정안은 양원 모두에서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통과된다. 그 후 개정안은 대통령에게 제출되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의 경계를 변경하는 법안도 해당 주 의회 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주의 경계 변경과 관련된 사안을 제외하고 헌법을 개정할 수 있는 의회의 권한에는
명시적인 제한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키스탄은 성문 헌법을 채택하고 있고 의회는
헌법의 창조물이다.71 따라서 파키스탄 의회는 완전히 자주적인 권한을 갖지는 않는다.
District Bar Association Rawalpindi & others (PLD 2015 대법원 401) 사건에서
대법원은 헌법을 개정하는 의회의 권한에는 암묵적인 한계가 존재하고 의회는 헌법의
핵심적인 특징을 실질적으로 변경, 철폐 또는 폐지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헌법 제238조 및 제239조에서 사용된 “개정”이라는 용어는 제한된 의미를 갖는다고
밝히고 있다. 개정이 헌법 또는 헌법의 핵심적인 특징을 철폐, 폐지하거나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수정 또는 개선하는 효과를 갖는 한 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 없다. 헌법의 핵심적인 특징은 민주주의, 연방주의, 이슬람 법조항과 결합된 의회내각제
정부, 사법부의 독립, 기본권, 평등, 정의 및 공정행위(Fair Play), 파키스탄의 평등한
시민이자 소수자인 소수자의 권리 보호 및 보장 등으로 정의할 수 있다. 헌법의 핵심적인
특징을 개정하는 의회의 권한에 암묵적인 한계가 있다고 해서 의회가 그러한 특징에
대해 금단의 열매와 같이 개정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 의회가 헌법의
핵심적인 특징을 철폐 또는 폐지하거나 실질적으로 변경하여 그 본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상, 법률상 금지되어 있다.
헌법이 사법부에 헌법 개정안을 심사할 명시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는 않지만 District
Bar Association Rawalpindi & others v. Federation of Pakistan & others (PLD
2015 대법원 401) 사건에서 대법원은 헌법에 따라 의회가 마련한 개정안을 심사할
수 있는 관할권은 대법원에게 귀속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의회의 개정 권한이
암묵적인 한계를 벗어났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이 권한을 행사한다. 그러나 대법원은
그 개정안의 정확성이나 그 효율성/효용이 아니라 그 위헌 여부만을 판단할 수 있다.
누구나 헌법 개정안의 위헌 여부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 절차적 또는 실체적 사안,
또는 두 사안 모두에 대한 위헌 심사를 수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법원은 의회가 헌법
개정안 통과에 필요한 절차적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또한 의회가
헌법 개정안을 통해 헌법의 핵심적인 특징을 침해했는지 여부와 같은 실체적인 문제를
심사할 수 있다. 파키스탄에서 아직 위헌으로 선언된 헌법개정안은 없었다. 또한 의회법과
71

1973년 파키스탄 이슬람 공화국 헌법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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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부부처 규칙, 위임입법 또는 결정을 포함한 모든 행정 규칙 및 조치는 위헌여부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상급법원은 행정행위(executive actions), 행정정책, 위임입법
및 법에 따른 하위규정의 위헌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내각 의결(cabinet resolution)은
일부 행정 행위가 수반되지 않는 한 내각의 특정 의도를 표현한 것에 불과하고 일반적으로
위헌심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연방정부의 행정 권한은 대통령의 이름으로 행사되고72
대통령이 내린 명령(decree)은 위헌심사대상이다. 파키스탄에서 헌법은 최고법이고
행정부는 헌법에서 규정된 권력 분립 제도를 위반할 수 없다. 사법부는 이와 관련된
그 어떠한 위반행위도 견제할 수 있다. 상급법원만이 행정 규칙의 위헌여부를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이와 관련된 사건은 아직 없었다.
헌법 제10편(Part)은 제232조 내지 제237조에서 국가의 긴급 상황과 관련된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대통령은 세 가지 상황 - 국가의 안보가 외부세력의 침략 또는 국내
소요로 위협받고 있을 때, 주에서 헌법제도가 작동하지 않을 때, 국가 또는 그 일부의
재정 안정성이 위협받을 때 긴급명령을 선포할 수 있다.73 주정부의 권한을 넘어선
국내소요로 인하여 긴급명령을 선포하는 경우 주의회의 의결이 있거나 연방 상·하원
모두에 긴급명령 선포(proclamation)안이 제출되어야 한다. 비상사태 기간 동안 연방
의회의 입법 권한과 연방정부의 행정 권한은 주 단위로 확대된다. 긴급명령은 상·하원
모두에 제출되어야 하고 양원의 승인이 없으면 두 달 후 그 효력을 상실한다. 상·하원
전체 과반수가 반대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경우에도 그 효력을 상실한다. 대통령은
긴급명령 시행기간 동안 기본권을 정지시킬 수 있지만 그러한 명령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74 파키스탄 헌법은 자의적인 권한의 행사를 막기 위해 긴급명령 권한 행사에
일부 제한을 두고 있다. 긴급명령을 선포하는 행정부의 권한은 의회의 감독을 통해
견제된다. 긴급명령은 상·하원의 승인이 없으면 두 달 후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의회는
이에 대한 결의안을 통과시켜 긴급명령 시행에 반대할 수 있다. 비상사태 기간 동안
행정 및 입법 권한은 주단위로 확대되나 고등법원의 사법 권한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특정 주에 헌법 제도가 작동되지 않거나 재정 안정성에 위협이 발생하여 발동된 긴급명령은
한 번에 두 달 이상 그 효력을 유지할 수 없고 연장되더라도 한 번에 최대 6개월까지로
한정된다. 비상사태 기간 동안 기본권을 제한하는 모든 행위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정부의 통제 범위를 넘어선 국내소요로 인한 긴급명령이 선포된 경우 연방정부의
권력 행사로부터 주 정부를 보호하기 위해 10일 내에 주 의회의 의결 또는 연방 상·하원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 헌법 제236조 제2항은 그 어떤 법원도 긴급명령의 유효성 또는
72
73
74

1973년 파키스탄 이슬람 공화국 헌법 제90조
1973년 파키스탄 이슬람 공화국 헌법 제232조, 제234조, 제235조
1973년 파키스탄 이슬람 공화국 헌법 제2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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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편(제10편)에 따른 명령의 효력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abir Shah v. Federation of Pakistan (PLD 1994 대법원
738)사건에서 대법원은 의문이 제기된 행위 또는 조치가 헌법의 사법심사배제조항
(ouster clause)에 의해 보호되었다고 하더라도 다음의 세 가지 분류, 즉, 권한 없이
이루어진 조치일 경우, 정식 사법 절차를 따를 수 없는 경우(coram non judice),
악의(mala fides)가 있는 경우 상급 법원은 개입할 수 있는 관할권을 갖는다고 판결했다.
Farooq Ahmad Khan Leghari v. Federation of Pakistan (PLD 1999 대법원
57)사건에서 대법원은 긴급명령의 유효성에 대한 법원의 심사를 금지한 헌법 제236조
제2항은 권한 없이 이루어진 조치이거나, 정식 사법절차를 따를 수 없거나, 악의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대법원은 이후 어느 때나 긴급명령의 지속여부를 심사/
재심사할 관할권을 갖는다고 재확인한 바 있다.
긴급명령은 위헌심사의 대상에 속할 수 있다. 긴급명령의 위헌여부가 검토된 사례가
있었다. 북서변경(North West Frontier)주에서 헌법 제234조에 따라 파키스탄 대통령이
1994년 2월 25일 선언한 긴급명령 선포에 이의를 제기하는 헌법 제184조 제3항과
관련된 직접 청원서가 헌법 제17조에 따라 제출되었다. Sabir Shah v. Federation
of Pakistan (PLD 1994 대법원 738)사건에서 대법원은, 수석장관(Chief Minister)
및 그 내각이 비상사태 공포기간이 만료되면 그 직책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선언한 대통령의
긴급명령은 헌법 제234조에 따라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7대
2로 판결했다.
펀자브 주의 전 수석장관은 1973년 파키스탄 이슬람공화국 헌법 제199조에 따라 청원서를
제출하였다. 그는 파키스탄 대통령이 1995년 9월 5일 1973년 파키스탄 이슬람 공화국
헌법 제234조에 의거해 발령한 긴급명령, 1995년 9월 12일 오후 두시에 그에 대하여
신임투표를 하도록 한 1995년 9월 11일자 주지사 명령 및 그 후에 이뤄진 펀자브
주의 새로운 수석장관 선거/임명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Manzoor Ahmad Wattoo
v. Federation of Pakistan (PLD 1997 Lahore 38)사건에서 라호르 고등법원은 의문이
제기된 1995년 9월 5일자 긴급명령 포고, 헌법 제130조 제5항에 의거하여 1995년
9월 11일 통과된 주지사 명령, 청원인의 파면 및 이와 관련하여 통과된 명령 및 새로운
수석장관 선거가 합법적인 권한이 없으며 법적 효력이 없다고 판결하며 청원을
받아들였다.
Farooq Ahmad Khan Leghari v. Federation of Pakistan (PLD 1999 대법원
57)사건에서는 헌법 제232조 제1항에 의거하여 대통령이 1998년 5월 28일 내린 긴급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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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헌법 제233조 제2항에 의거하여 1998년 5월 28일 명령의 시행을 통해 모든 기본권
보장을 정지한 것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되었다. 헌법 제184조 제3항에 따른
헌법소원(constitutional petition)이 인정되었다. 대법원은 제출된 자료를 보면 일견
파키스탄 대통령이 헌법 제232조 제1항에 의거하여 발령한 긴급명령 선포가 적법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법원은 정부가 헌법 제15조 내지 제19조 및 제24조에
반하여 어떠한 법을 제정하거나 행정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승인한 헌법 제233조
제1항에 규정된 선포의 효력과 (요건에 제한을 두고 있는) 헌법 제10조, 제23조, 제25조의
문구를 감안할 때 헌법 제 233조 제2항에 따라 기본권 보장을 정지한 명령은 적법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Jalal Mehmood Shah v. Federation of Pakistan (PLD 1999 대법원 395)사건에서
대통령의 긴급명령 선포는 권한의 흠결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헌법 제232조
제2항 제c호에 따른 명령으로 연방정부가 헌법 제53조 제3항과 제54조 제3항을 정지한
것은 주 의회의 입법권한을 넘어선 명령이므로 무효이고 어떠한 법적 효력도 없다고
선언했다. Zafar Ali Shah v. Pervez Musharraf (PLD 2000 대법원 869) 사건에서
대법원은 1999넌 10월 12일 긴급사태 포고는 특정한 조건하에 그 효력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Sindh High Court Bar Association v. Federation of Pakistan
(PLD 2009 대법원 879) 사건에서 2007년 11원 3일 선언한 긴급명령은 위헌으로
결정되었다. 긴급명령은 위헌심사의 대상임이 확립되었으며 상급 법원은 긴급명령이
권한 없이 이루어졌는지, 정식 사법절차를 따를 수 없는지, 악의가 있는지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파키스탄의 모든 개인(정치 조직 또는 법인)은 일부 조치가 파키스탄 헌법에 위반됨을
근거로 사법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의회법의 위헌여부는 대법원 및 고등법원이 심사한다.
그러나 파키스탄의 헌법제도 및 법의 역사적 배경을 고려하면, 의회는 스스로 제정한
법령을 해석하고 선언법(declaratory Act)을 제정하여 그러한 해석이 효력을 갖도록
할 권한 또한 갖고 있기 때문에, 통상적인 법률에 따른 부정확한 해석에 기반하여 내려진
법원의 판결을 사실상 무효화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직 이러한 사건이 실제로
제기되지는 않았지만, The State v. Bashir Ahmad (PLD 1976 대법원 390)사건에서
대법원은 선언법의 목적은 사법적 오류로 여겨지는 사항을 제거하기 위한 것임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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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여부 심사를 수행할 때 파키스탄 법원이 준수하는 규범
파키스탄 상급법원은 위헌여부 심사를 수행할 때 따르는 특정 규범을 채택하고
발전시켜왔다. 그 규범의 일부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i) 제정 법률(legislation)은 헌법에 합치되는 것으로 추정한다. 입법부는
현저한 차이점(intelligible differentia)을 기본 바탕으로 법의 대상과
합리적으로 연계되는 분류(classification)를 설정할 권한을 갖는다. 해당
법률을 헌법과 조화되도록 해석할 수 있으면 이를 위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법원은 되도록 법률의 합헌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결정하므로
법원은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을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75
(ii) 제정법이 헌법적 원칙을 명백히 위반했음을 입증하는 책임은 그 합헌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자에 있으며76 의문을 제기하는 자는 법률의 합헌성 추정
원칙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이 불공정하고 부당하며 불합리하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iii) 법원은 위헌을 이유로 한 법의 무효 또는 월권 선언을 자제할 것이다.
법원은 법률을 위헌으로 선언하기보다는 합헌성을 인정하는 해석을
받아들일 것이다.77 법을 위헌으로 선언하는 것은 법원에서 선택하는
마지막 수단 중의 하나이다.
(iv) 법률(statute)은 해당 법률의 무효성이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서는 정도가
아닌 한 절대 위헌으로 선언해서는 안 된다. 합리적인 의심은 법률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해결되어야 한다.78

75

76
77
78

Province of East Pakistan v. Sirajul Haq Patwari (PLD 1966 대법원 854), Mehreen Zaibun
Nisa v. Land Commissioner (PLD 1975 대법원 397), Ellahi Cotton Mills Limited v. Federation
of Pakistan (PLD 1997 대법원 582)
Pakistan Muslim League (Q) v. Chief Executive of Pakistan (PLD 2002 대법원 994)
Pakistan through Chairman FBR & others v. Hazrat Hussain & otheres (2018 SCP 1168)
Lahore Development Authority through D.G. and others v. Ms. Imrana Tiwana and Others
(2015 SCMR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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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사건을 다른 근거 또는 더 좁은 근거로 판단할 수 있는 경우 법원은 이
사건의 합헌여부 판단을 피한다.79
(vi) 법원은 사건의 판결에 필요한 수준을 넘어선 합헌성 문제를 판결하지
않는다.80
(vii) 법원은 법률이 헌법의 조문을 위반하지 않는 한 헌법의 정신을 위반한다는
근거로 해당 법을 위헌으로 선언하지 않는다.81
(viii) 법원은 법률의 타당성 또는 신중성(prudence)을 고려하지 않고 오직
그 합헌성 여부만 고려한다.82
(ix) 법원은 공화 또는 민주정부 원칙이 헌법 상 입법침해(legislative
encroachment)의 범위를 넘어서지 않는 한 이 원칙에 기초한 법률을
폐지하지 않는다.83
(x) 입법부에 악의(mala fides)가 있다고 여겨지지 않는다.84
법률의 위헌 판단 근거
파키스탄 상급법원은 다음의 근거로 법률조항의 위헌을 선언할 수 있다.
(ⅰ) 해당 법이 헌법 제1편에 명시된 기본권과 합치하지 않는 경우85
(ⅱ) 헌법이 정한 권력 분립에 따라 관련 입법기관에 부여되지 않은 주제에
대해 법이 제정된 경우86
79
80
81
82
83
84
85
86

Kaneez Fatima v. Wali Muhammad (PLD 1993 대법원 901)
Lahore Development Authority through D.G. and others v. Ms. Imrana Tiwana and Others
(2015 SCMR 1739)
Messrs Sui Southern Gas Company Ltd. And Others v. Federation Of Pakistan and Others
(2018 SCMR 802)
Pakistan Lawyers Forum v. Federation of Pakistan (PLD 2005 대법원 219)
Messrs Sui Southern Gas Company Ltd. And Others v. Federation Of Pakistan and Others
(2018 SCMR 802)
All Pakistan Newspaers Society v. Federation of Pakistan (PLD 2012 대법원 1)
1973년 파키스탄 이슬람 공화국 헌법 제8조
1973년 파키스탄 이슬람 공화국 헌법 제1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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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법률이 입법부의 권한에 한계를 정한 헌법상 강제 조항에 위반되는 경우87
(ⅳ) 주법이 주의 경계를 넘어서 작동하고자 할 때 그러한 범위 내에서는
효력이 없다.
(ⅴ) 해당 입법부가 헌법에 의해 부여된 핵심적 입법 기능을 수행하지 않았거나
해당 권한을 다른 기관에 과도하게 위임한 경우88

B. 기타 공권력 행사
공권력 행사는 위헌심사 대상이다. 그러나 의회 의결은 단지 의회 대다수의 의지를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 의회 의결은 일반적으로 다른 입법 또는 행정 행위가 수반되지
않는 한 법적 효력을 갖지 않는다. 따라서 위헌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의결이
긴급명령 발동과 같은 일부 행위로 이어지는 경우 법원이 그 위헌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하지만 그 경우에도 위헌심사의 대상은 행정 행위의 위헌 여부이다.
선례구속의 원칙은 파키스탄 법체계의 기본 원칙이다. 상급법원의 결정은 하급법원을
기속하며 향후 따라야 할 선례가 된다. 최고 법원, 즉 대법원의 결정은 국가의 모든
법원을 기속한다.89 이와 마찬가지로 연방 샤리아 법원의 결정은 고등법원 및 그 하위법원을
기속하며90 고등법원의 결정은 그 하위법원을 기속한다.91 이러한 결정은 중요한 법원이며
판례법(judge made law)은 파키스탄 법체계의 중요한 부분을 구성한다.
파키스탄은 국제법과 관련하여 전통적으로 이원론 국가(dualist state)로 운영된다.
이원론은 국내법과 국제법을 별도의 법체계로 인식하여 국제법이 입법행위에 의해
국내법에 수용된 경우에만 일치되는 것으로 본다. 파키스탄에서 국제조약이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려면 입법 또는 행정 행위를 통한 이행이 필요하다. 조약의 조항이
입법을 통해 국가의 정식 법령으로 수용되지 않은 경우 기존 법을 변경하는 효력을
갖지 않는다. 즉, 특정 조약에 따라 부여된 소위 조약상 권리(treaty rights)는 실현될
수 없고, 법원은 그러한 권리를 실현할 권한이 없다. 파키스탄 헌법 제175조 제2항은
“법원은 법 또는 헌법에 의해 또는 그에 따라 부여받지 않은 어떠한 관할권도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파키스탄이 당사국인 국제조약의 조항은 해당 조항이 입법을
87
88
89
90
91

1973년 파키스탄
Reference No.2
1973년 파키스탄
1973년 파키스탄
1973년 파키스탄

이슬람 공화국 헌법 제8조 및 제5편 제1장
of 2005 by the President of Pakistan (PLD 2005 대법원 873)
이슬람 공화국 헌법 제189조
이슬람 공화국 헌법 제203-GG조
이슬람 공화국 헌법 제20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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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파키스탄 국내법으로 유효하게 수용되지 않는 한 파키스탄 법의 일부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개념이 확립되었다.
국제조약은 법전에 유효하게 수용된 후에야 파키스탄에서 적용가능하다. 헌법은 국제
조약, 협정 등과 관련된 사안을 연방 입법부의 입법 권한 내에 두고 있다.92 부속서4
연방입법목록에서 관련된 부분은 제3항 및 제32항 - 대외관계; 교육･문화 약정(pact)
및 협정 등 다른 국가와의 조약 및 협정의 이행; 범죄자 및 피의자를 파키스탄 외의
정부에 인도하는 것을 포함한 송환, 국제 조약, 협약 및 협정, 국제 중재 – 에 나와
있다. 조약이 입법을 통해 법의 형태를 갖추면 파키스탄에서 합법적으로 적용가능하다.
또한 파키스탄의 모든 법은 상급법원에서 그 위헌 여부에 대해 심사할 수 있다. 따라서
국제조약이 형식적으로 법적 외관을 갖추면 파키스탄의 헌법 재판기관(constitutional
courts)에서 그 위헌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파키스탄에서 국제조약 그 자체는 효력을
갖지 못한다. 국제조약은 의회에서 법률로 제정되면 법적 구속력(enforceability)을
갖는다. 법원이 조약의 위헌여부를 심사할 때 실질적으로 그 조약에 구속력을 부여한
법률의 위헌여부를 심사하게 되며 파키스탄의 법률의 위헌여부를 심사하는 상급법원의
권한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없다.
성문헌법에 따라 설립된 제한적 정부(limited government) 내의 모든 부처는 규정된
활동범위 내에서 활동하며 상급법원은 규정된 헌법 상 한계가 위반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입법 또는 행정 행위를 심사할 수 있다.

Ⅲ. 적법요건 및 재판적격성
A. 적법요건
헌법 제199조와 헌법 제184조에 의거하여 각각 고등법원과 대법원에서 특정 조치의
위헌여부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해당 법원의 규칙에 따라 그러한 소제기에
필요한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위헌심사를 신청할 때 법적대리인이 있을 필요는 없다.
위헌심사 청구 시한은 없다. 입법 또는 행정 조치에 대해 불만이 있는 그 누구나 위헌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인이 직접 위헌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외국인(non-citizens) 및
무국적자는 파키스탄 헌법에 따라 자신에게 본래 주어진 일부 기본권93을 행사할 권한을
92
93

1973년 파키스탄 이슬람 공화국 헌법 제70조 제4항 및 부속서 4
1973년 파키스탄 이슬람 공화국 헌법 제9조 내지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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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는다. 이들 또한 법의 보호 대상이다.94 특정 입법 및 행정 조치에 의해 그러한 기본권이
침해되어 헌법에 위반되면 이들은 그러한 조치에 대한 사법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시간이 지나면서 소제기 범위는 기본권의 성격 및 그 범위에 대한 파키스탄 법원의
진보적인 해석으로 인해 대폭 확대되어왔다. 더 이상 개인적 사건에 국한되지 않고
공익을 위한 소도 제기할 수 있다. Benazir Bhutto v. Federation of Pakistan (PLD
1988 대법원 416) 사건에서 대법원은 “제184조 제3항의 조문은 개방적으로
(open-ended)으로 규정되어 있다. 해당 조항은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상이 누구인지, 어떠한 소송절차에 따라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또는
개인이 침해받은 기본권의 보장에 국한되어야 하는 것인지 단체 또는 집단이 침해받은
권리의 보장까지 확대되는지 여부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다”고 판결했다.
위헌심사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청구인 적격 외에 일부 절차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예를 들어 청구인은 다른 적절한 구제수단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며 일부 구제수단이
있을 경우 유효하지 않다. 그러한 경우 청구인의 행위가 중요하고 법원이 청구인의
선의를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사건의 성격에 따라 적법요건을 심사할 때 비합리적인
지연으로 인해 상대 당사자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법원은 권리행사의 태만(laches)을
검토할 수 있다. 또한 파키스탄 대법원에 직접 위헌심사를 청구한 경우 청구인은 해당
사건이 기본권의 실현과 관련하여 공적으로 중요한 사안과 연관되어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95 앞서 언급한 사항이 위헌심사 청구의 적법요건을 심사할 때 법원이 검토하는
절차적 고려사항이다.
공익소송은 파키스탄 위헌심사의 중요한 부분을 구성한다. 공익소송의 존재 의의는 기존의
법적, 기술적, 절차적 제약을 극복하고 개인적 장애 또는 결함(personal deficiency)이나
사회, 경제적 박탈 또는 국가 탄압으로 인해 법원에 소를 제기하지 못한 특정 개인,
계층 또는 지역사회에 정의, 특히 사회적 정의를 제공하는데 있다. 공공 의식이 있는
시민은 공익에 의거하여, 사회적 이익이나 일반 시민의 안녕을 위해, 또는 공익을
위하여(pro bono publico) 소를 제기했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위헌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공익 소송의 합헌성은 헌법 제184조 제3항 및 제199조에 기반을 둔다. 공익소송의
사안은 보통 국가적 탄압, 정부의 불법행위, 행정 일탈, 빈곤층과 소외계층에 대한 착취
및 그들의 합법적 권리 부정과 관련되어 있다. 공익 소송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건인
Watan Party v. Federation of Pakistan(PLD 2006 대법원 697) 사건에서, 대법원은
파키스탄 제철공장의 민영화 협정 체결 과정이 무효이며 법적 효력이 없다고 선언하였다.
94
95

1973년 파키스탄 이슬람 공화국 헌법 제4조
1973년 파키스탄 이슬람 공화국 헌법 제184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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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 대법원은 때때로 기본권의 보장과 관련된 공익 상 중요한 사안에 대해 직권으로
위헌심사를 수행한다. Habib Ullah Energy Limited v. WAPDA (PLD 2014 대법원
47)사건에서 공익소송과 관련하여 대법원의 기본권 보장과 관련한 사법심사 관할은
자의성 또는 편파를 막기 위한 목적이며 더 큰 공익을 위해 행사되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라호르 운하 확장 공사를 위한 벌목 사건에 대한 판결(2011 SCMR 1743)에서
결과적으로는 공공신탁이론(doctrine of public trust)이 침해되지 않았다고 판결했으나
직권으로 이 사건을 인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심사 권한은 정책결정에 대한
항고가 아니기 때문에 법원의 결정은 정책 결정권자 (decision-maker)의 결정을 대체할
수 없다는 법 원칙이 확립되어 있다. 정책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개입은 자의성,
위법성(illegality), 비합리성(irrationality), 절차적 하자(procedural impropriety)가 있거나
악의에 의해 행해지는 경우에 허용된다.

B. 재판적격성
상급법원은 법원에 제기된 모든 사안에 대한 위헌여부에 대해 심사할 수 있다. 위헌심사가
사건 또는 분쟁과 관련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 분쟁에서 행위
권한(vires of an action) 문제가 제기된다. 위헌심사 청구 요건으로 국가 기관의 자문
의견(advisory opinion)은 필요하지 않다.
통치행위의 적용가능성과 관련된 파키스탄 판례는 한정적이다. 이에 대한 사례로는 헌법
제62조 제f항에 따라 총리의 자격 박탈을 청구하는 헌법 소원이 청구된 바가 있는데,
그 사유는 하원에서 거짓 증언을 했으며 현명하지 않고, 정의롭지 않고, 낭비하고, 정직하지
못했다는 이유와 헌법 제63조 (g)항에 따라 파키스탄 군대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조롱했다는 것이었다. 라호르 고등법원 재판관(Judge-in-Chambers)들은 이 사건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의 영역에 속한다고 판단했고 해당 법원
재판부(Division bench)의 항소심에서 그 결정은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키스탄 대법원은 이 사안에 대해 다른 견해를 제시했다. 해당
결정에 대한 항소는 소의 이익이 없으나 Ishaq Khan Khawani v. Mian Muhammad
Nawaz Sharif (PLD 2015 대법원 275)사건에서 대법원은 해당 청구가 “통치행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여 소를 계속할 수 없다는(non-maintainability) 이유로 위헌심사
청구가 각하되어야 할 것은 아니며 법원에 제기된 문제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데 헌법의
특정 조항에 대한 해석 또는 적용이 필요한 경우 법원은 의문이 제기된 행위 또는 문제가
정치성을 띈다고 해도 해당 사건에 대해 재판을 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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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으로 파키스탄 법원은 통치행위에 대해 결정할 때 제기된 문제가 헌법의 해석에
관한 것인지 또는 피청구인의 행위가 헌법을 위반했는지 여부 및 만약 그렇다면 해당
행위가 피청구인에게 어떠한 후속적 영향을 미쳤는지 검토한다. 문제가 된 행위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이 입증될 경우 해당 행위가 정치성을 띈다고 해서 법원이 이에 대한
개입을 못하는 것은 아니다. 상급법원은 법원에 제기된 사건에 대한 부속권한
(appurtenant power)과 함께 헌법조항을 확인하고 이행하는 본연의 의무를 갖는다고
보고 이 의무는 헌법의 명시적 조항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법원은 단지 의문이 제기된
행위가 정치성을 띈다고 해서 헌법이 부여한 의무 수행을 자제하지 않는다.
대법원은 최근 판결에서 파키스탄 법체계에서의 통치행위의 지위에 대해 상술한 바
있다. District Bar Association Rawalpindi & others v. Federation of Pakistan
& others (PLD 2015 대법원 401) 사건에서 대법원은 다수 의견에서 법의 해석에
관한 한 해당 사안은 정치성을 가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법원의 관할이라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통치행위는 헌법 조항으로 수용된 바와 같이 삼권 분립에 기반하고 있다고
보았다. 헌법을 해석하고 헌법에 따른 행정부와 입법부의 한계를 식별하고 그러한 한계를
집행하는 사법 권한과 관련된 사안은 법원의 독점적인 관할이다. 그러한 권한을 행사하는
데 있어 법원은 제기된 사안이 정치적 양상 또는 함의를 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관할을
포기하지 않는다.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법원은 이 사건이 정치성을 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사건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포기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원은 통치행위의
적용에 대해 추가 입장을 밝히며 심사 대상이 입법부의 입법 권한임을 고려하여 해석을
통해 입법부의 권한이 규정되면 입법권한을 어떻게 행사하고 입법을 통해 어떠한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하는지 결정하는 것은 입법부의 특권에 속하며 입법 행위가 헌법조항과
합치되는 한 법원은 개입할 수 없으며 이는 통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사법 해석 권한의 한계 내에서 헌법에 어긋나지 않으며 정치성을 띈 입법부
또는 행정부의 행위는 법원에서 개입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다.
파키스탄 법원은 사안이 법의 해석과 관련되면 해당 사안이 정치성을 띈다는 이유만으로
개입을 자제하지 않아야 한다고 통치행위의 적용에 한계를 두었다. Watan Party v.
Federation of Pakistan (PLD 2012 대법원 292) 사건에서 대법원은 미국 주재 파키스탄
대사가 미국 정치군사사령부에 파키스탄의 국내정치에 대한 개입을 요청하는 메모를
작성한 것에 관한 헌법소원을 심리하면서, 정부의 외교정책에 대한 행위는 대체로
통치행위에 해당하지만 해당 위헌심사 청구가 법원에 국가의 외교정책에 대한 수정을
요청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정부에게 지시를 내리도록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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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그 공무원들이 어떠한 계획이 있었는지 진실에 대한 알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는
것이었으며 이는 통치행위의 대상이 아니므로 사법심사의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District Bar Association & others. v. Federation of Pakistan & others (PLD
2015 대법원 401) 사건에서 대법원은 다수의견을 통해 헌법을 해석하고 헌법에 따른
행정부와 입법부의 한계를 식별하며 그러한 한계를 시행하는 사법 권한과 관련된 사안은
법원의 독점적 관할이며 그러한 권한을 행사하는 데 있어 법원은 제기된 사안이 정치적
양상을 띤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관할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Ⅳ. 심사 기준
A. 위헌심사의 주요 기준
파키스탄 상급법원은 조치 또는 행위의 위헌여부를 심사할 때 제한심사(limited review)
또는 표준심사(standard review)를 수행한다.
제한심사는 조치의 합법성 심사에 한정된다. 법원은 해당조치의 정확성, 효율성 또는
효용성에 대해 자세히 검토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District Bar Association & others
v. Federation of Pakistan & others (PLD 2015 대법원 401)사건에서 대법원은
헌법 개정안과 군사 법원 설립에 대한 의회법의 권한에 대해 심사할 때 심사 대상을
해당 법의 적법성에 한정하여 헌법 제70조에 따라 의회는 파키스탄의 국방과 관련된
사안에 대한 법을 제정할 권한을 가진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제한심사를 수행할 때
모든 파키스탄 국민이 법의 보호를 향유하고 법에 따라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조항96을 고려한다.
표준심사는 이의가 제기된 조치에 대한 광범위한 심사를 말한다. 헌법에서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되는 사안을 다룰 때 법원은 보통 이러한 형태의 사법심사를
수행한다. 파키스탄 헌법은 기본권에 위배되는 법은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다.97 법원은
해당 조치가 헌법 제2편 제1장에서 규정된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심사한다.
법원은 표준 위헌심사를 수행할 때 비례성 심사를 사용하곤 한다. 비례성은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통해 정부기관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과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선택한 수단 간의 관계를 심사하는 기준이다. DG Cement Company Limited
96
97

1973년 파키스탄 이슬람 공화국 헌법 제4조
1973년 파키스탄 이슬람 공화국 헌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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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Federation of Pakistan (PLD 2013 Lahore 693) 사건에서 라호르 고등법원은
비례성 심사를 제정법의 위헌여부를 심사하는 기준으로 선언했다. 법원은 비례성이 4가지
요소, 즉, 목적의 정당성, 합리적 관련성, 수단의 필요성, 정당한 목적을 달성함으로써
얻는 이익과 헌법적 권리에 끼친 피해 사이의 적정한 관계로 구성된다고 보았다. Sabir
Iqbal v. Cantonment Board Peshawar (PLD 2019 대법원 189) 사건에서 대법원은
해당 행위를 심사하며 비례성 심사를 상세히 기술했다. 인권을 침해하여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지 못한 행위는 위법한 행위라는 점에서부터 출발했다. 불합리성은 두 가지 비례성
요소를 포함한다. 즉, 관련 고려사항을 비교 형량 할 때 양자 간 균형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과 지나치게 기본권을 제약하는 결정을 금지한다는 점이다. 첫 번째 요소와
관련하여 비례성 기준은 의사 결정권자가 공정한 균형을 유지할 것을 요구한다. 이 기준에
따라 법원은 해당 결정과 관련해서 명백히 어느 한쪽에 치우친 고려를 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두 번째 요소와 관련하여 법원은 청구인의 권리 또는 이익과 관련하여 지나친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를 고려한다. 체계를 갖춘 심사에서는 좀 더 정교한 형태로 비례성
기준이 적용된다. 법원은 먼저 문제가 된 조치가 정해진 목적을 달성하는데 적합한지(적합성
심사) 여부를 검토한다. 여기서 적합성은 수단과 목적 간 “합리적 관련성”의 개념을
포함한다. 다음 단계로 해당 조치가 필요한지 덜 제한적이거나 덜 부담되는 수단이 사용될
수 있었는지 여부를 질문한다(수단의 필요성 – 해당 권리 또는 이익의 최소한의 침해를
요구). 법원은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과 해당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한 수단 간 합리적
관련성이 없을 경우 또는 행정기관 또는 하급 법원이 부과한 처벌이 관련 위법행위에
비해 지나친 경우 재량적 권한의 행사를 무효로 한다.
파키스탄 법원은 때로 의견을 제시할 권한이 있어도 해당 결정이 행정부 또는 입법부의
권한 범위에 가깝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행정부나 입법부의 의견을
따른다. 입법자 결정에 대한 사법적 존중(judicial deference)은 파키스탄의 판례법에
일정 역할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상급법원의 재판관 임명 절차를 변경하는 헌법
제175-A조의 효력에 대하여 위헌심사 청구가 있었는데, 그 사유는 이러한 헌법 개정이
사법부의 독립 등 헌법의 핵심적인 특징을 훼손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Nadeem Ahmad
v. Federation of Pakistan (PLD 2010 대법원 1165)사건에서 대법원은 사건의 본안
및 제기된 논거에 대한 대법원 스스로의 의견은 드러내지 않았고, 상급법원 재판관
임명절차에 대한 현행 대법원 명령(Order of the Supreme Court)과 관련하여 대법원이
제기한 우려/단서와 견해/권고를 고려해서 의회가 헌법 제175-A조를 재검토하도록
의회에 의사결정을 맡겼다. 또, 대법원은 그 시점까지 이와 관련하여 제기된 모든 사안에
대해 언급하며 향후 모든 청구에 대한 결정에서 제175-A조는 사법부 독립을 뒷받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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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헌법 조항들과 합치되는 방식으로 사법심사에서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같이 법원은 일반적으로 법조항을 위반하거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 정책 문제에
개입하지 않는다. Government of Khyber Pakhtunkhaw v. Hayat Hussain (2016
SCMR 1021) 사건에서 승진 자격기준(eligibility criteria)은 행정부의 독점적인 영역에
속하고 정부의 정책결정에 해당하는 행정 사항이며 그러한 사안에 대한 법원의 개입은
정당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서로 상충되는 법조항을 해결하기 위한 실제적 조화의 원칙은 파키스탄 사법부의 법해석
과정에서 활용된다. Waqar Zafar Bakhtawari v. Haji Mazhar Hussain Shah (PLD
2018 대법원 81) 사건에서 대법원은 상충되는 조항을 조화시킬 필요성을 인식하였는데,
법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그 성격 상 독립적인 특정 법 조항은 특히 동법의 다른 독립적인
조항들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부차적이고 불필요한 것으로 취급될 수 없고 그렇게
취급되어서도 안 된다는 사실이 확립되었다고 보았다. 오히려, 상충된다고 주장되는
조항들이 조화롭게 모두 준수되도록 가능한 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합목적적이고
조화로운 해석의 원칙을 준수해야한다고 하였다. 마찬가지로 Combined Investment
Private Limited v. Wali Bhai (PLD 2016 대법원 730) 사건에서 대법원은 일부 모호성이
존재하고 법령에서 정의된 단어의 진정한 취지 및 의미를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 상호
파괴적이거나 상충되는 결론을 피하기 위해 조화로운 해석 원칙이 적용된다고 언급했다.
이를 위한 적절한 방법 중 하나는 특정 단어의 정의를 같은 법령에 있는 다른 관련 단어의
정의와 함께 연관지어 파악하는 것이다. 그래도 모호성이 제거되지 않는다면 법령 전체를
통해 해당 법의 정신에 합치되는 실질적이고 올바른 정의의 의미를 찾는다.
파키스탄 법원은 일부 사례에서 합리성을 사법심사의 기준으로 활용한다. Doctor Akhtar
Hassan Khan v. Federation of Pakistan (2012 SCMR 455) 사건에서 파키스탄
대법원은 집행 또는 행정 행위의 사법심사 기준으로 합리성을 거듭 언급하였는데, 사법심사
통제의 대상이 되는 행정 행위에 대한 판단근거로는 불법성(의사 결정권자는 그 의사결정
권한을 규율하는 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에 효력을 부여해야 한다), 불합리성, 즉 웬즈베리
불합리성(Wednesbury unreasonableness)과 절차적 하자가 포함된다. National
Commission on Status of Women v. Government of Pakistan (PLD 2019 대법원
218)의 계급입법(class legislation) 사건에서 대법원은 어떤 법률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으로 유형을 구분하는 경우에만 그러한 분류가 허용되며, 분류를 할 때 어떤 하나의
합리성 기준이 적용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해당 분류/구분을 하게 된 근거를 보여주는
현저한 차이점(intelligible differentia)이 있다면 그러한 분류는 정당성이 인정되며,
해당 분류를 통해 추구하는 목적과 합리적인 연관성이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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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국제법과 외국법의 활용
위헌심사 과정에 국제법 참조를 명시적으로 승인하는 헌법 및 법 조항은 없다. 그러나
헌법의 실질적 부분을 구성하는 헌법의 전문은98 파키스탄 국민이 국제 평화 및 발전과
인류의 행복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밝히고 있다. 또한 국제평화 및
안보 증진, 모든 국가 간 선의 및 우호적 관계 조성, 평화적인 수단을 통한 국제 분쟁해결
증진은 헌법에 명시된 정책 원칙에 포함되어 있다.99 또한 연방의회는 헌법에 따라 국제
조약, 협약, 협정 및 국제 중재에 대해 법을 제정하는 권한을 부여받았다.100 이 모든
것이 헌법 제정자가 문명사회와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에 중요성을 부여했음을
보여준다. 게다가 입법부는 많은 국제 협약 및 조약을 국가 법전의 일부로 수용하였다.
이러한 사항을 바탕으로 법원은 때로 법 해석과정에서 국제법 원칙을 고려한다. 파키스탄
상급법원은 대체로 타당성을 얻고 논거를 강화하기 위해 국제법을 언급한다. 또한
국제기구 회원국으로써 국가의 의무도 고려한다. 대부분 법원은 인권, 노동법, 기후
변화 등과 관련된 조항을 해석할 때 국제법 원칙을 활용한다. Iftikhar Ali v. District
Police Officer Nankana Sahib (2009 YLR 1971) 사건에서 라호르 고등법원은
인신보호 청원 심사과정에서 파키스탄 헌법 상 보장된 기본권의 명백하고 예상치
못한(abrupt) 위반뿐만 아니라 여러 UN 국제조약에 따라 모든 개인에게 주어진 인권의
심각한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Peerano Khan v. State (2014 YLR 1331) 사건에서
Sindh 고등법원은 국제법 상 형사 소송에서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보장에 대해
언급했다. Haji Lal Muhammad v. Federation of Pakistan (PLD 2014 Peshawar
199) 사건에서 Peshawar 고등법원은 국제법이 국내법과 직접 충돌하지 않는 한 국내
법원은 그로 인해 발생한 사안의 심사에 국제법을 적용하고 존중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Mst. Rukhsana Bibi v. Government of Pakistan (PLD 2016 Lahore 857)사건에서
라호르 고등법원은 청원인의 차별금지 소원을 인정할 때 인권 보호와 관련된 다양한
국제 조약에 대해 논의했다. Imrana Tiwana v. Province of Punjab (PLD 2015
Lahore 522) 공익 소송 사건에서 라호르 고등법원은 환경보존에 대한 국제 조약을
참조했다. 대법원은 직권으로 교회에 대한 폭탄테러 공격 및 소수민족에게 행해진 기타
차별적 관행에 대해 인지하고 2014년 S.M.C. No. 1 사건에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바탕으로 소수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획기적인 판결을 내렸다. 파키스탄
상급법원은 헌법의 해석과 위헌심사에서 국제법 원칙을 논의한다. 상급법원은 때때로

1973년 파키스탄 이슬람 공화국 헌법 제2A조
1973년 파키스탄 이슬람 공화국 헌법 제2편 제2장
100 1973년 파키스탄 이슬람 공화국 헌법 제70조 제4항 및 부속서 4
98
99

170

AACC 회원기관의 위헌심사

인권사건을 다룰 때 국제 조약, 협약, 규약을 참조한다.
위헌심사 과정에서 외국법의 참조를 허용하는 헌법 또는 법조항은 없다. Muhammad
Ramzan (Deceased) v. Nasreen Firdous (PLD 2016 대법원 174) 사건에서 대법원은
다른 국가의 사법 체계 및 법을 상호 존중하고 인정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헌법의 해석과 위헌심사에서 외국법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장점과 한계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한 사건은 아직 없었다. 그러나 파키스탄 법원은 헌법을 해석할 때 영국, 미국,
인도 등 기타 보통법 관할 국가 상급법원의 판례를 종종 참조하며 이는 그러한 국가에서
발전된 판례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Ⅴ. 결정의 유형 및 효과
A. 판결
파키스탄 대법원은 재판부(Bench)로 구성된다.101 모든 재판관은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낼 수 있다. 다수 의견이 판결로 채택된다. 전원일치 의견(consensus) 또는 다수 의견이
있을 수 있다. 다수 의견과는 다른 의견을 가진 재판관은 반대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또한 재판관은 다른 재판관의 의견에 동의하고 그에 대한 추가 의견을 낼 수 있다.
이러한 체계에는 변화가 없다.
보충의견을 낼 때 재판관은 다른 재판관의 의견에 단순히 동의하거나 다른 재판관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그에 대한 추가 의견을 낼 수 있다. 이 추가 의견은 다수 의견과
다른 논증에 기반하며 이 의견은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반대 의견은 학술적인
가치만 있고 구속력은 갖지 않는다.
보충 및 반대 의견을 허용하는 이유는 모든 재판관은 동료이며 독립적으로 심판 대상에
대해 의견을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재판관의 독립성에 핵심적인 부분으로 재판관은
심판 대상에 대해 자신의 독립적인 의견을 작성할 때 동료 재판관의 논증을 포함하여
어떠한 요소에도 방해받지 않아야 한다.
파키스탄 대법원의 관할은 헌법 제184조 내지 제188조 및 제212조에 따라 부여된다.
사안의 위헌여부를 심판하는 것 외에도 법원은 다음 형태의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101

1980년 대법원규칙 Part I, Order 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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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원은 연방정부와 주 정부 또는 주 정부 상호 간에 발생한 분쟁에 대한
선언적 판결을 내릴 권한을 갖는다.102
2) 파키스탄 헌법에 의한 기본권 보장과 관련하여 공익상 중대한 문제가
결부되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대법원은 기본권의 보장을 위한 적절한
명령을 내릴 권한을 갖는다.103
3) 대법원은 고등법원, 연방 샤리아 법원, 민사항소법원(Services Appellate
Tribunals)의 판결, 결정, 최종 명령, 선고에 대한 상고를 심리하고 결정할
권한을 가진다. 특정 사건에서 권리와 관련한 문제로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할 수 있으며, 그 외의 경우는 대법원이 상고 신청을 사전 승인할
때에 한해 심리가 진행된다.104
4) 대법원은 자문 관할을 갖는다. 대통령이 공익상 중요하다고 여기는 법
문제에 대해 대법원 의견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대통령은 당해 문제를 대법원에 회부하여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105
5) 대법원은 법원에 계류 중인 소송 또는 사안에서 완전한 정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지시, 명령,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106
6) 대법원은 법에 따라 자체 판결을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107
7) 대법원은 당해 사건이 공익상 중요한 법의 실체적인 질문과 관련 있을
경우 행정 법원 또는 재판소(tribunal)의 판결, 결정, 최종 명령, 선고에
대한 상고를 심리할 수 있는 관할을 갖는다.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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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유형의 판결에 대한 법적 근거는 제정 법률에 있다. 대법원은 헌법에 의해 부여된
관할을 바탕으로 이러한 판결을 내린다.
파키스탄 상급법원은 한정 합헌 결정을 내릴 수 있다. 한정 위헌 결정은 특정 조치의
전체가 아닌 그 일부가 위헌인 경우나 법조항의 성격 및 범위에 있어 일부 위헌적 요소가
있는 것으로 보일 때 내려진다. Mehram Ali v. Federation of Pakistan (PLD 1998
대법원 1445) 사건에서 대법원은 1997년 테러방지법의 효력에 대해 심사하고 한정
위헌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은 해당 법 전체가 위헌이라고 선언한 것이 아니라 일부
조항이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넘었다고 판단했다. 법정에서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피고인의
궐석재판을 규정한 동법 제19조 제10항 제b호는 헌법 제10조를 위반하여 무효로
선언되었다. 또한 법원은 해당 법의 일부 조항이 일정 부분 무효라고 보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개정을 요구했다. 예를 들어 법원은 제5조 제2항 제i호에서 테러 행위를 방지하는
임무를 맡은 경찰관, 군인, 민병대 군인이 테러 행위를 저지르거나 테러 행위를 계획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한 사람에게 총격을 당하지 않았음에도 발포를 하거나 발포
명령을 내리도록 승인한 부분은 무효라고 하였다. 또, 제40조와 관련하여 현재의 형태는
유효하지 않으며 해당 조항을 적절히 개정하여 제8조에 위반되는 자료 또는 기록이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건물에 들어가기 전에 관련 경찰관, 군인 또는 민병대 군인은
그렇게 의심하는 이유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수색을 실시하기에 앞서 관계인 또는 건물에
그 사유서 사본을 송달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동법 제24조, 제25조, 제27조,
제28조, 제30조, 제37조 역시 현재의 형태로는 유효하지 않다고 보았는데, 사법부 독립의
개념과 헌법 제175조 및 제203조에 위반되기 때문이며, 상고법원(Appellate Tribunal)
대신에 고등법원(High Court)에 상고 권한을 부여하고 “상고 법원” 대신에 “고등
법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결했다. 또한 동 법 제26조는
치안총감(Deputy Superintendent of Police) 계급 이상의 경찰관에 의해 기록된 자백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형태로는 유효하지 않으며 헌법 제13조 제b항
및 제25조를 위반하므로 “치안총감 계급 이상의 경찰관에 의해”라는 용어를
“치안판사(Judicial Magistrate)”로 바꾸어 적절히 개정해야 한다고 하였다. 부속서에
언급된 위반행위는 당해 법령의 제6조, 제7조, 제8조에서 언급된 대상과 관련이 있어야
하며, 동 법 제35조는 현재 형태로는 사법부의 독립 원칙에 어긋나고 헌법 제175조
및 제203조를 위반하기 때문에 유효하지 않고, 따라서 규범을 정하는 권한은 고등법원에
귀속되고 정부는 제정된 법을 통지하도록 적절히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당해
법 제14조는 사법부 독립 원칙과 합치되게 특별법원 재판관의 임기를 보장하도록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정부는 해당 법을 개정하고 대법원이 권고한 수정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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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반(反) 테러령(ordinance)에 반영했다.
파키스탄 상급법원은 개정 시한과 함께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릴 수 있다. 제정 헌법
제175조에 따르면 사법부는 헌법이 1973년 8월 14일 효력을 갖게 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점진적으로 행정부와 분리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1976년 (제5차 개정) 헌법에
따라 해당 기간은 5년으로 연장된 후 1973년 헌법 부활 명령(the Revival of the
Constitution 1973 Order) (P.0.14 of 1985)에 따라 다시 14년으로 연장되었다.
따라서 사법부가 행정부와 분리되는 기간이 수차례 연장되어 1987년 8월 14일까지
연장되었다. 그러나 연장된 기간까지도 해당 규정이 시행되지 않았고 헌법상 의무가
발효되지 않았기 때문에 파키스탄 변호사 위원회 일부 위원은 Sindh 고등법원에 이러한
불이행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고 적절한 지시를 내려줄 것을 요청하는 두 건의 헌법
소원을 제기했다. 해당 헌법 조항을 위반했기 때문에 1989년 4월 24일 판결된 Sharaf
Faridi v. Federation of Pakistan (PLD 1989 Karachi 404) 사건에서 해당 청구가
인정되었으며 법원은 사법부가 6개월 내에 행정부로부터 독립되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 사안은 대법원으로 올라가서 Government of Sindh v. Sharaf Faridi (PLD 1994
대법원 105) 사건에서 해당 조치 최종시한을 1996년 1월 24일로 정했다. 대법원은
1996년 1월 24일 재심 청원(review petition)에 대한 명령을 통해 해당 기한을 1996년
3월 23일로 연장하고 해당 기한까지 사법부가 행정부로부터 분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추가 연장 요청은 고려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 결과 적절한 법 개정을 통해
사법부는 행정부에서 분리되었고 시한을 준수했다.
주어진 기한 내에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해당 법은 자동으로 그 효력을 잃는다.
대통령 및 주지사가 공포한 명령(ordinance)은 각각 120일,109 90일110의 기한 내에
의회 및 주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07년 11월 3일 전에 대통령 또는 주지사가
공포한 명령은 2007년 임시헌법령 제1호에 의해 영속성(permanence)을 부여받았으며
2007년 11월 3일부터 2007년 12월 15일까지 대통령 또는 주지사가 내린 명령 또한
영속성이 부여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언급된 임시헌법령은 Sindh High Court
Bar Association v. Federation of Pakistan (PLD 2009 대법원 879) 사건에서
위헌으로 선언되었으며 앞서 언급된 명령이 그 영속성을 잃었으므로 법원은 각각 헌법
제89조 및 제128조에 따른 대통령령에 대한 120일, 주지사 명령에 대한 90일의 기한이
판결일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법에 따라 의회 또는 해당 주 의회에 당해 명령을
제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러한 대통령령의 예로 국가화해명령
109
110

1973년 파키스탄 이슬람 공화국 헌법 제89조
1973년 파키스탄 이슬람 공화국 헌법 제1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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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al Reconciliation Ordinance)의 시한이 준수되지 않았다. 해당 명령은 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했고 120일의 기한이 지난 후 그 효력을 잃었다.
법원은 항상 삼권분립의 체계를 고려한다. 모든 추정은 헌법에 합치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진다. 법원은 다른 국가 기관 영역에 대한 개입으로 간주되는 판결을 피한다.
그러나 특정 조치 또는 그 일부가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면 법원은
정부에 그러한 조치 또는 그 일부를 헌법에 맞게 개정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Government
of Balochistan through Additional Chief Secretary v. Azizullah Memon (PLD
1993 대법원 341) 사건에서 형법 (특별조항) 명령(Ⅱ, 1968년)의 특정 조항에 대한
소가 제기되었고 법원은 Balochistan 고등법원의 판결을 인용하면서 헌법 상 의무에
따라 정부에 사법부를 행정부에서 분리하기 위해 필요한 입법 개정을 지시했다.
마찬가지로 Al-Jehad Trust through Habibul Wahab Al-Khairi Advocate and
9 others v. Federation of Pakistan through Secretary, Ministry of Kashmir
Affairs, Islamabad (1999 SCMR 1379) 사건에서 법원은 정부에 6개월 내에 사법부를
행정부로부터 분리하도록 입법적, 행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했다. Khan Asfandyar
Wali and others v. Federation of Pakistan through Cabinet Division, Islamabad
and others (PLD 2001 대법원 607) 사건에서 법원은 연방정부에게 적절한
입법(legislative instrument)을 공포하도록 지시했다. Province of Sindh through
Chief Secretary and others v. M.Q.M. through Deputy Convener and others
(PLD 2014 대법원 531) 사건에서 법원은 법 개정에 해당하는 판결을 자제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법 또는 특정 조항이 헌법 조항과 합치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면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넘었다고 선언하고 정부에 해당 법을 헌법에 합치되게
개정하도록 적절한 지시를 내릴 수 있다. 즉, 입법부 및 행정부의 영역에 대한 개입을
의식적으로 자제하기 위해서 단순 위헌결정 대신 헌법 불합치결정을 내리게 된다.
파키스탄의 상급법원이 내리는 경고는 진지하게 검토되고 준수된다. Nadeem Ahmad v.
Federation of Pakistan (PLD 2010 대법원 1165) 사건에서 대법원은 상급법원
재판관의 임명 절차를 변경하는 헌법 개정안에 대한 사건 심리에서 위헌여부에 대한
분명한 결정은 피하고 의회에 최종 결정을 맡겨 재검토를 위한 대법원의 우려와 권고를
입법자에게 전달했다. 비록 해당 사건은 경고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해당 사안이
계속 계류되었으며 최종 판결은 최고법원이 내린다는 사실은 경고의 효력을 가졌음을
보여준다. 의회는 대법원의 의견을 참고하여 대법원의 우려를 덜기 위해 다른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다른 사건에서 정부는 처음에는 행정부로부터의 사법부 분리 이행을
지체하다가 Government of Sindh v. Sharaf Faradi (PLD 1994 대법원 105) 사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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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려진 지시와 재심 명령(review order)에서 내려진 경고에 따라 해당 지시를 이행해야
했다.
헌법 제184조 제3항에 따라 파키스탄 대법원은 기본권 보장에 관한 중요한 공익적
사안에 대해 추가적인 원심 관할을 갖는다. 헌법 제184조 제3항은 “제2편 제1장에서
부여한 기본권 보장과 관련하여 공익상 중대한 문제가 결부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법원은 제199조 규정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동 조항에 언급된 성격의 명령을 내릴
권한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199조는 고등법원은 법에 규정된 다른 적절한
구제수단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피해를 입은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법원의 관할 지역
내에서 연방, 주 또는 지역정부와 연관된 기능을 수행하는 자가 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또는 법에서 요구하는 행위를 하도록 명령을 내리거나, 법원의
관할 지역 내에서 연방, 주 또는 지역정부와 관련된 기능을 수행하는 자에 의해 행해진
행위 또는 소송이 합법적 권한이 없이 행해졌으므로 법적 효력이 없다고 선언하는 명령을
하거나, 개인의 청구에 따라 법원의 관할 내에 구금 중인 자를 법원으로 송환하여 합법적
권한 없이 또는 불법적인 방식으로 구금되지 않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명령을 내리거나,
법원 관할 지역 내에 있는 공직에 진출하고자 하거나 공직에 있는 자에게 법의 어떠한
권한에 따라 해당 직책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지 증명하도록 요구하거나,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정부가 헌법 제2편 제1장에서 부여한 기본권을 적절히 보장하기 위해 법원의
관할 지역 내에서 또는 관할과 관련하여 권한을 행사하거나 기능을 수행하도록 명령하는
것을 포함하여 개인 또는 기관(authority)에 그러한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따라서 대법원은
헌법 제184조 제3항에 따른 관할을 행사할 때 헌법 제 199조에 언급된 성격의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사건이송영장, 직무집행영장, 금지영장, 권한심문영장, 인신보호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기본권 보장을 위해 대법원과 고등법원이 행사하는 영장 관할은 재량적이
아니라 의무적이다. 그러나 고등법원의 ‘그 외 목적상’ 영장 관할은 재량적이다. 이
외에도 대법원은 법원에 계류 중인 소송 또는 사안에서 완전한 정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지시(direction), 명령(order) 또는 결정(decree)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111

B. 법적 효력 및 시행
법리를 결정하지 않는 판결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 사물, 권리 또는 지위에 대한 판결과는
달리 특정 개인에 대한 판결은 당사자효만 갖는다. 권한 있는 법원이 특정 사물 또는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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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의 지위에 대해 선고한 판결은 해당 재산에 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모든 사람에게
구속력을 갖는다.
대법원은 자체적으로 판결의 집행을 명령하거나 다른 기관에게 판결의 집행을 위임할
수 있으며 헌법 제190조에 따라 파키스탄 전역의 모든 행정기관과 사법기관은 대법원을
지원하여야 한다. 파키스탄은 한 유형의 법원만 있고 헌법 재판을 담당하는 기관과
일반 사법부 간 구분이 없다.
판결은 보통 장래효를 갖는다. Medical & Dental Council v. Muhammad Fahad
Malik (2018 SCMR 1956) 사건에서 대법원은 달리 선고되지 않는 한 장래효가
적용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장래효 결정은 법원에서 달리 선고되지 않는 한 판결
선고일부터 효력을 갖는다. Muhammad Yousaf v. Chief Settlement &
Rehabilitation Commissioner (PLD 1968 대법원 101) 사건에서 대법원은 판결이
선고되면 판결일부터 대법원 이하 모든 법원과 모든 행정기관 및 준 사법기관은 헌법에
의거하여 제기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정한 해당 규칙을 적용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판결에 소급효가 적용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중요한 위헌 심사 사건인 Sindh High
Court Bar Association vs Federation of Pakistan and others (PLD 2009 대법원
879) 사건에서 대법원은 대통령이 여러 차례 추가 헌법적 문서를 통해 헌법을 정지하고
개정하기 위해 2007년 11원 3일부터 2007년 12월 16일까지 해왔던 행위에 대해
위헌이고 무효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는다고 판결했으며 (이 기간 동안 임무 수행이
허용되지 않은) 합법적인 대법원장과의 협의 없이 2007년 11월 3일부터 2009년 3월
22일까지 이뤄진 상급법원 재판관 임명은 위헌이고 무효이며 법적 효력이 없다고
판결했다. 해당 판결은 2009년 7월 31일에 선고되었고 2007년 11월 3일 이후의 추가적인
헌법 문서에 따라 사임된 파키스탄 대법원장 및 대법원 재판관, 고등법원장 및 고등법원
재판관은 그들의 재임용 또는 복직과 관련한 공고와 관련 없이 해당 재판관직 임기가
종료되지 않았던 것으로 판결했다. 파키스탄 대법원장직은 다른 재판관이 해당 직위에
취임한 2007년 11월 3일에 공석이 아니었고 해당 재판관의 파키스탄 대법원장 임명은
위헌이고 원천무효이며 법적 효력이 없으나 그가 수행한 행정·재정적 행위 또는 해당
직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의 앞에서 한 선서는 보호된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그는
합법적인 파키스탄 대법원장이 아니었으므로 2007년 11월 3일부터 2009년 3월
22일(양일 포함)까지 대법원장 임기를 수행하는 동안 그와의 협의를 통해 이뤄진 파키스탄
대법원 재판관, 고등법원장 및 고등법원 재판관 임명은 위헌이고 원천무효이며 법적
효력이 없으며 해당 임명자는 즉시 임기가 종료된다고 판결했다. 2009년 7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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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된 해당 판결은 상기 언급된 몇 가지 예외사항을 제외하고 2007년 11월 3일부터
발효되었다.
Doctor Mobashir Hassan v. Federation of Pakistan (PLD 2010 대법원 265)
사건에서 2009년 12월 16일 대법원은 2007년 11월 5일 대통령이 공포한 국가화해명령이
원천 무효라고 판결했다. 또한 법원은 해당 법에 따라 이뤄진 행위는 법에 따른 것이
아니며 피의자에게 유리한 석방 및 무죄 판결을 포함하여 2007년 10월 5일 해당 법
공포일 이후 해당 법에 따라 취해진 모든 조치 및 행위, 당국에 의해 통과된 명령, 법원에
의해 통과된 명령은 법률상으로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법적 효력이 없는 것으로 판결했다.
위헌이라 명명된 해당 조치는 원칙적으로 하자가 있으며 위헌이기 때문에 상기 언급된
두 판결은 소급효가 적용되었다.

178

AACC 회원기관의 위헌심사

10. 필리핀
대법원
요약
필리핀 사법제도는 제정법, 판례, 관습을 법원(法源)으로 하는 혼합형 제도로 관습법,
로마 시민법(Roman civil law), 영미법계 보통법(Anglo-American common law)이
혼합되어 있다. 따라서 필리핀의 위헌심사는 사법심사의 형태로 실시된다. 대법원은
최종 상고법원이다. 사법심사는 행정부와 입법부 행위의 타당성과 합헌성을 판단하기
위해 법원에 부여한 권한이다. 의회 제정법과 더불어 의회 의결이나 행정규칙도
사법심사의 대상이다. 필리핀 대법원은 국제조약의 합헌성이나 유효성을 검토할 권한도
보유하고 있다. 사법심사 사건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사법권 행사를 요청한 실제 사건이나
쟁송(controversy)과 관련이 있어야 한다. 필리핀 대법원의 비례성 심사는 법익의
균형성(principle of the balancing of interests)을 기준으로 하는 형태를 취한다.
필리핀 법원의 판결은 국제법을 다양한 방식으로 참고해왔다. 대법원은 다수의 판결에서
헌법 해석과 심사를 위해 국제법을 활용할 방안을 논의했다. 대법원은 대법관의
반대의견과 보충의견을 허용한다. 대법원은 판결과는 별개로 규칙 제정권이 있다. 이
권한에 따라 대법원은 헌법상의 권리를 보호하고 집행하는 규칙을 공포할 수 있다.
암파로 영장, 정보보호영장, 자연보호영장, 인신보호영장은 대법원 규칙 제정권에 따라
발부되는 영장이다. 이들 영장은 각 영장의 특정 요소가 존재하는 경우에만 발부할
수 있다. 판결(judicial decision)은 사건에서 승소한 당사자가 집행영장을 신청할 경우
집행된다. 집행영장이 승인되면 승소 당사자가 획득한 권리에 대한 판결이 집행된다.
대법원은 또한 하급법원에 영장 발부를 명령할 수 있다. 헌법을 적용하거나 해석하는
판결은 필리핀 법률의 일부로 간주한다.

개요
I. 심사 유형
II. 심사 대상
III. 적법요건 및 재판적격성
IV. 심사 기준
V. 결정의 유형 및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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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심사 유형
A. 배경
필리핀 법체계는 관습법, 로마법(대륙법)과 영미법(보통법) 제도가 혼합된 것으로 적절히
설명할 수 있다. 이 특별한 법체계는 14세기 이슬람교 말레이인(Muslim Malays)의
이민과 이후 스페인과 미국의 식민통치의 결과로 생성된 것이다.
따라서 필리핀은 순수한 대륙법 국가나 보통법 국가로 분류되기보다는 혼합형 또는
‘혼성(hybrid)’ 법체계를 갖춘 것으로 여겨진다. 필리핀은 법률, 판례, 관습을 법원
(法源)으로 한다. 필리핀은 대륙법체계(civil law system) 국가처럼 법령에만 의존하는
대신 보통법체계(common law system) 국가처럼 법원의 판례도 중요시한다.
필리핀 민법 제8장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법률이나 헌법을 적용하거나 해석하는 판결은 필리핀 법체계의 일부를
구성한다.
이에 따라, 필리핀의 위헌심사는 사법심사의 형태로 실시된다. 사법심사는 행정부와
입법부 행위의 정당성과 합헌성을 판단하기 위해 법원에 부여한 권한이다.

B. 심사구조
필리핀 헌법은 사법부에 독점적 사법심사 권한을 부여한다. Lopez v. Roxas 사건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사법심사는 법원(courts of justice)이 강제할 수 있고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는 권한 또는 이러한 권리 침해에 대한 잘못을 바로잡는
권한으로 정의된다.
필리핀 헌법 제8장 제1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사법권에는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고 강제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실질적
분쟁을 해결하는 법원의 의무와 정부부처나 기관에서 관할권의 흠결이나
과잉에 이르는 심각한 재량권 남용이 있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법원의 의무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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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심사 청구가 적법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음 요소를 충족해야 한다.
(1) 실제 사건 또는 쟁송(actual case or controversy)이 있어야 한다.
(2) 합헌성에 대한 문제는 정당한 당사자(proper party)가 제기해야 한다.
(3) 헌법상 문제는 가능한 한 조속히 제기되어야 한다.
(4) 헌법상 문제의 결정은 사건 본안 결정에 필수적인 것이어야 한다.
당사자가 이러한 사건에서 청구인적격(locus standi)을 갖기 위해서는 이 사건에
직접적이고 상당한 이해관계가 있어서 집행 시 직접적인 피해를 입거나 향후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위험이 있어야 한다. 국민은 다음의 상황에서 헌법상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1) 이른바 정부의 위법행위(allegedly illegal conduct of government)로
인해 당사자가 직접적으로 어떤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거나 이러한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
(2) 피해는 문제가 된 행위로 인한 것이다.
(3) 피해는 유리한 판결을 받을 경우 구제될 수 있다.
헌법상의 문제는 가능한 한 조속히 제기되어야 한다. 따라서 헌법상 문제가 소장
(pleadings)에서 제기되지 않을 경우 재판에서 심의할 수 없으며, 재판에서 심의되지
않을 경우, 상소심에서도 심의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이 일반 규칙에는 다음과 같은 예외가 적용된다.
(1) 형사사건에서는 법원의 재량에 따라 언제든지 헌법상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2) 민사사건에서는 사건 본안의 결정에 필요한 경우 어느 단계에서든 헌법상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3) 금반언 원칙(estoppel)이 적용되는 때를 제외하고 모든 사건에서는 법원의
관할권과 관련된 경우 어느 단계에서든 헌법적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대법원의 결정은 승소 당사자가 집행영장을 제출할 때 집행될 수 있다. 집행영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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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당사자가 획득한 판결을 강제 집행하는 법원 명령이다. 대법원은 또한 하급법원에
영장 발부를 명령할 수 있다. 법원규칙 제39호(Rule 39)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제6조 신청 또는 독자적 소송에 의한 집행 - 최종 집행적 판결이나 명령은
발효일로부터 5년 이내에 이루어진 신청에 따라 집행될 수 있다. 이러한 기간이
경과한 경우, 소멸시효(statute of limitations)에 따라 금지되기 전까지는,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집행할 수 있다. 집행력이 회복된 판결 (revived
judgement) 또한 발효일로부터 5년 이내 신청하거나 그 기간을 경과한 경우
소멸시효 전까지 소송을 제기하여 집행할 수 있다(6a).
제7조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의 집행 -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집행이 승인되거나 강제될 수 있다.
(a) 판결 채권자(judgment obligee)가 사망한 경우, 유언집행자(executor),
관리인(administrator) 또는 승계인(successor in interest)의 신청에 따라
집행한다.
(b) 판결 채무자(judgment obligor)가 사망한 경우, 판결이 부동산(real
property) 또는 동산(personal property)의 회복 또는 그에 대한 담보권
집행(enforcement of a lien)을 위한 것이라면 그 유언집행자, 관리인 또는
승계인에 대해 집행한다.
(c) 판결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인의 재산에 대해 실제로 압류 집행이
이루어진 후, 판결에 따른 채무 이행을 위해 해당 재산을 매각할 수 있으며,
매각을 실시한 공무원은 매각 후 남은 잉여금을 해당 유언집행자 또는
관리인에게 상세히 보고한다(7a).
제8조 집행영장 발부, 양식 및 내용 - 집행영장은 (1) 영장 신청을 허가한
법원에서 필리핀 공화국(Republic of the Philippines)의 이름으로 발부
하여야 하고, (2) 법원명, 사건 번호 및 제목, 대상 판결 또는 명령의 처분
내용을 명시해야 하며, (3) 담당 집행관이나 그 밖의 적절한 공무원에게 영장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아래 규정된 방법으로 집행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a) 판결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집행영장인 경우, 이자를 포함하여 해당 판결
채무자의 부동산이나 동산에 대해 판결을 이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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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판결 채무자의 유산 관리인(personal representatives), 상속권자(heirs),
부동산 유산 수령인(devisees), 동산 유산 수령인(legatees), 임차인(tenants)
또는 수탁자(trustees)가 보유 중인 부동산이나 동산에 대한 집행영장인 경우,
이자를 포함하여 해당 판결 채무자의 부동산이나 동산에 대해 판결을 이행한다.
(c) 해당 사항을 명시한 부동산이나 동산을 매각하여 그 수익금(proceed)을
판결에 따라 처리하도록 한 집행영장의 경우, 그 실물 부분이 집행영장에
설명되어야 한다.
(d) 부동산이나 동산의 소유권 이전을 위한 집행영장인 경우, 해당 영장에
명시된 재산의 소유권을 적격 당사자에게 인도하고, 판결이 내려진 당사자의
동산을 사용해 판결에 포함된 모든 비용, 손해배상, 임차료 또는 수익을
지급하며, 충분한 동산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에 대해 동일 사항을
집행한다.
(e) 모든 경우에 집행영장은 판결에 따른 주채무(principal obligation) 외에,
영장 발부 일자에 지불해야 할 이자, 비용, 손해배상, 임차료 또는 수익 등에
대한 금액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집행영장 신청서에는
신청인이 받고자 하는 전술한 구제금액을 명시해야 한다(8a).
제9조 금전 판결의 집행, 집행 방법 (a) 요구 시 즉시 지급 - 집행관(officer)은 집행영장에 기재된 전체 금액과
모든 적법한 수수료(lawful fee)를 즉시 지급할 것을 판결 채무자에게 요구하여
금전 판결을 집행한다. 판결 채무자는 합당한 영수증을 받고 판결채무
(judgment debt) 금액을 판결 채권자나 또는 지급 장소에 참석한 그의 수권
대리인에게 현금, 판결 채권자 앞으로 발행된 은행 보증수표(certified bank
check), 또는 후자가 수락할 수 있는 다른 지급 방식을 이용해 직접 지급해야
한다. 적법한 수수료는 합당한 영수증을 받고 집행관(executing sheriff)에게
인도해야 하며, 집행관은 당일 내에 영장을 발부한 법원 서기(clerk of
court)에게 해당 금액을 인계해야 한다.
판결 채권자 또는 그 수권 대리인이 지급 장소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 판결
채무자는 상기 언급된 판결채무를 집행관에게 지급해야 한다. 후자는 인도
당일 자신이 보유하게 된 모든 금액을 영장을 발부한 법원 서기에게 인계하거나,
그렇게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근 지역법원(Regional Trial Court)에서 가장
가까운 정부예탁은행(government depository bank)의 신탁계좌(fiduciary
account)에 예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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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해당 법원의 서기는 해당 집행영장을 발부한 법원의 계좌로 예탁금을
송금해야 하며, 그런 다음 집행영장을 발부한 법원의 서기는 해당 예탁금을
판결 채권자에게 지급하여 판결을 이행한다. 초과액(excess)이 있는 경우 판결
채무자에게 전달하고, 법원 서기는 법률에 규정된 바에 따라 처분할 수 있도록
적법한 수수료를 보관한다. 어떤 경우에도 집행관은 자신 앞으로 발행된 수표로
지급할 것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b) 압류에 의한 이행 - 판결 채무자가 판결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현금,
은행 보증수표, 판결 채무자가 수락할 수 있는 지급 방식으로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집행관은 판결의 이행을 위해 유상 처분이 가능하면서 집행 면제대상이
아닌 모든 종류와 성격의 판결 채무자 재산을 압류해야 하며, 이때 판결
채무자에게 재산 전체 또는 그 일부 중 압류 대상 재산을 즉시 결정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해야 한다. 판결 채무자가 이러한 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집행관은 가장 먼저 동산을 압류해야 하며, 해당 동산 압류로 판결이
완전히 이행되지 않을 경우 부동산을 압류해야 한다.
집행관은 압류된 판결 채무자의 동산이나 부동산 가운데 판결 채무를 이행하는
데 충분한 재산만을 매각해야 한다.
판결 채무자가 판결 채무와 적법한 수수료를 납부하기에 충분한 만큼보다 더
많은 재산을 보유한 경우, 해당 판결 채무자는 판결 채무와 적법한 수수료를
납부하기에 충분한 만큼의 동산 또는 부동산만을 매각해야 한다.
부동산, 주식, 채무, 채권과 기타 동산 또는 부동산이나 동산에 대한 모든
이자는 압류영장(writ of attachment)에 따라 유사한 방식과 효력으로 압류할
수 있다.
(c) 채무 및 채권의 압류 - 집행관은 은행 예금, 금융 이자, 로열티, 수수료
및 제3자의 소유 또는 통제 중에 있어 직접 인도할 수 없는 기타 동산을
포함해 판결 채무자에게 지급하기로 예정된 채무 및 기타 채권을 압류할 수
있다. 압류는 그러한 채무를 지고 있는 자에게 통지하거나, 판결 채무자가
받을 권리가 있는 채권 보유 또는 관리 중인 자에게 통지하여 이루어진다.
채권 압류는 판결 채무와 모든 적법한 수수료를 납부하기에 충분한 금액에
대해서만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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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채무자는 압류 통지서(notice of garnishment)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판결 채무자가 판결 금액을 이행하기에 충분한 자금 또는 채권이
있는지 여부를 명시한 서면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만약 충분한
자금 또는 채권이 없을 경우, 해당 보고서는 제3채무자가 판결 채무자에 보유한
채무나 채권을 명시해야 한다. 현금으로 또는 판결 채권자 앞으로 발행된
은행 보증수표로 마련한 채권 압류 금액은 법원에 직접 납부해야 하는 적법한
수수료를 제외하고, 해당 제3채무자에게 해당 지급을 요구하는 통지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10일(근무일) 이내에 판결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되어야 한다.
판결을 이행하기에 충분한 예탁금 또는 채권을 보유한 제3채무자가 2명
이상인 경우, 판결 채무자는 가능한 경우 해당 금액의 지급 의무를 지게 될
한 명 또는 복수의 제3채무자를 지정할 권리가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판결 채권자가 지정해야 한다.
집행관은 판결 채권자에 대한 지급과 관련하여 제a항에 따른 해당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8a, 15a).
제10조 특정 행위를 위한 판결 집행 (a) 양도, 양도 증서 인도 또는 기타 소유권 귀속과 같은 특정 행위 - 판결이
당사자에게 토지나 동산을 양도하거나 양도 증서나 기타 문서를 인도하거나
혹은 이와 관련된 기타 특정 행위를 수행하도록 명령하고, 당사자가 소정의
기간 내에 이 명령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불응 당사자의 비용으로
법원이 임명한 다른 자가 이를 수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법원 명령에
따른 행위가 완료되었을 시 이는 당사자가 수행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부동산이나 동산이 필리핀 내에 소재한 경우, 법원은 해당 재산의 양도를
명령하는 대신 법원 명령을 통해 한 당사자의 소유권을 박탈하여 다른
당사자에게 귀속할 수 있으며, 이 명령은 적법한 양식으로 집행된 양도의
효력을 가진다(10a).
(b) 부동산 또는 동산의 매각 - 부동산 또는 동산의 매각에 대한 판결인 경우,
판결에 명시된 재산을 매각하여, 그 수익금을 판결에 명시된 대로
처리한다(8[c]a).
(c) 부동산의 인도 또는 반환 - 집행관은 부동산의 인도 또는 반환 판결이
내려진 자와 해당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모든 자에게 3일(근무일)
이내에 해당 부동산에서 원만하게 퇴거할 것을 요구하여 판결 채권자가 그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에 불응할 경우, 집행관은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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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경찰관(peace officer)의 적절한 조력을 받아 그리고 소유권 회복에
합리적으로 필요한 수단을 통해 해당 부동산 점유인을 모두 퇴거시키고 판결
채권자가 해당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한다. 판결에 따라 지급판정된
모든 비용, 손해배상, 임차료 또는 수익은 금전 판결과 동일한 방법으로
이행되어야 한다(13a).
(d) 집행대상 재산의 개량물(improvements) 제거 - 집행대상 재산에 판결
채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건설하거나 설치한 개량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집행관은 해당 개량물을 파괴, 철거 또는 제거할 수 없다. 단, 판결 채권자의
신청으로 법원에서 심리한 후 법원이 명시한 합리적인 기한 내에 판결 채무자가
해당 개량물을 제거하지 않아 법원이 특별 명령을 발부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14a).
(e) 동산 인도 - 동산 인도에 대한 판결인 경우, 집행관은 해당 동산의 소유권을
확보한 후 해당 권리 보유자에게 동산의 소유권을 인도하고, 판결에 명시된
바에 따라 금전 판결을 이행해야 한다(8a).
제11조 특별판결의 집행 - 판결이 직전 2개 조항에서 언급된 행위 이외의
다른 행위를 이행하도록 요구할 경우, 판결등본을 집행영장에 첨부하여
집행관에 송달해야 하며, 집행관은 해당 판결이 내려진 당사자 또는 해당
판결이나 법률에 따라 이행이 요구되는 기타 모든 자에 대해 법원의 판결을
이행해야 한다. 해당 판결의 당사자나 이행이 요구되는 자가 판결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법원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다(9a).

Ⅱ. 심사 대상
A. 법규범
Francisco vs. House of Representatives 사건은 위헌심사의 당사자적격(standing)에
관한 문제를 심의했다. 검토 대상 질문 중 하나는 제12대 의회가 채택한 탄핵규칙 (Rules
on Impeachment) 제5조(Rule V)의 제15항과 제16항이 헌법 제11조 제3항에 반하는
위헌 규정인지에 관한 문제였다.
대법원은 “쟁송 결과에 대해 직접적 이해관계(personal stake)가 있다고 주장하는

당사자로서, 법원이 어려운 헌법적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상당히 결정적인 쟁점을
분명하게 하는 구체적인 대립당사자성(concrete adverseness)이 확실시 되는” 당사자는

186

AACC 회원기관의 위헌심사

당사자적격을 가진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모든 유형의 당사자적격 요건을 세밀히 설명하며 다음과 같이 설시했다.
“당사자적격은 헌법의 특별한 관심사이다. 일부 사건에서 법의 운영
(operation of a law)이나 공권력 작용(official action)에 의해 개인적으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아니라, 관련 시민이나 납세자 또는 유권자가 공익을
위해 실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위헌심사를 수행하는 것은 바로 사법부다. 사법부는 동등한 주요 3부 중 하나로서
다른 여러 권한 중에서도 입법부 행위의 위헌 여부를 심사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Tañada
v. Cuenco 사건에서, 대법원은 헌법에 따라 의회에 독점적인 입법권이 부여되었으나
이로 인해 의회 행위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법원의 권한이 약화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헌법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명령하고 있으므로 이는 오로지 사법부에 부여된 권한이다.
그러나 헌법 개정은 별개의 문제이다. 헌법은 기본적인 헌법 개정 절차를 명시하고
있지만, 대법원은 절차적 성격의 문제에 대해서만 헌법 개정안의 합헌성을 심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헌법제정회의(constitutional convention) 소집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전적으로 의회의 재량이다. 이 문제에서 대법원이 심사할 수 있는 유일한 사안은
헌법제정회의 소집 방식이 헌법에 합치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개헌 의회(constituent assembly)의 헌법 개정안의 경우에는 해당
개정안이 제안된 방식에 대해서만 사법심사를 수행할 수 있다. 대법원은 헌법 개정안의

본질적인 내용(substance)에 대해서는 위헌 여부를 심사할 수 없다. 이는 개헌 의회의
식견(wisdom)에 맡겨진 문제이기 때문이다.
발의를 통해 헌법을 개정하려는 시도를 금지시킨 Santiago v. Commission on
Elections 사건의 경우 대법원은 헌법 개정 방법을 규정한 법률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PIRMA v. Commission on Elections 사건에서도 같은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은
PIRMA v. Commission on Elections 사건에서 600만 유권자가 발의한 것으로 주장된
헌법개정안에 따라 피청구 기관이 헌법 개정 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한 헌법소원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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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기타 공권력 행사
의회 의결은 일반적으로 헌법심사 대상에 속한다. 대법원은 Bondoc v. Pineda 사건에서
의회 의원을 하원 선거법원(House Electoral Tribunal)의 구성원으로 지명한 조치를
취소하고 선출을 철회한 하원 의결이 헌법 제6조 제17항에 위배된다며 해당 하원 의결을
무효로 선언했다.
또한 대법원은 Abubakar vs. House of Representatives Electoral Tribunal 사건에서
선거법원의 관할권 흠결 또는 과잉에 이르는 심각한 재량권 남용(grave abuse of
discretion)이 있는 상황에서만 대법원이 의회 의결에 대해 심사할 권한을 발동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여기서 심각한 재량권 남용이라 함은 관할권 흠결에 해당하는
변덕스럽고 즉흥적인 판단, 또는 격앙된 감정이나 개인적 적대감에서 기인한 자의적이고
전제적인 권한 행사를 의미한다. 심각한 재량권 남용은 법률에 따른 의무 수행을
회피하거나 거부하는 것에 해당할 정도로 명백하고 중대해야 한다.
그 뿐만 아니라, 행정규칙 역시 법원의 사법심사 대상에 속할 수 있는 또 다른 사안이다.
필리핀 헌법은 대법원에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고 강제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실질적
분쟁을 해결하고, 정부 부처나 기관에서 관할권의 흠결 또는 과잉에 이르는 심각한
재량권 남용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심각한 재량권
남용 혐의가 있는 경우 행정규칙에 대한 사법심사가 허용된다.
하지만, Pascual v. Provincial Board 사건은 대법원의 행정규칙 심사 권한에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 사건 결정문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법률이 행정심판 또는 행정구제 절차를 수행할 수 있다고 명시한 경우,
사법조치(judicial action)를 개시하기 전에 해당 명시된 절차를 거쳐야 한다.”
따라서 모든 행정구제 절차를 거친 후에만 사법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원칙
또한 예외가 적용된다.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모든 행정구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며 즉시 사법심사를 받을 수 있다.
1) 순수한 법률문제와 관련된 경우
2) 행정구제(administrative remedy)의 이용 가능성에 대해 심각한 의문이
있는 경우
3) 거쳐야 할 단계가 형식상의 문제(matters of form)에 불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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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행정구제가 독점적인 성격의 구제가 아니며 단지 사법구제에 누적되거나
이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5) 사법개입(judicial intervention)의 긴급함을 보여주는 상황이 있는 경우
6) 이 원칙이 분명하고 신속하며 적절한 구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7) 모든 구제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는 요건이 가혹하고 명백히 불합리한 요건에
불과한 경우
8) 행정구제가 단지 임의적 또는 자발적인 것으로서 사법절차 개시의
전제조건이 아닌 경우
9) 이 원칙을 적용할 경우 막대하고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며, 법원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만 이러한 손해를 방지할 수 있는 경우
10) 행정기관의 규칙 제정 또는 준입법 기능(quasi-legislative functions)과
관련된 경우
11) 행정기관에 대해 금반언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
12) 자격을 갖춘 정치단체의 강령
13) 쟁송 대상이 토지소송에서의 사유지인 경우
14) 적법절차 위반
15) 청구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합리한 지연 또는 공공기관의 부작위가 있는 경우
16) 행정처분이 관할권 흠결 또는 과잉에 이르는 명백한 불법행위인 경우
17) 행정구제 신청이 청구 무효에 해당할 경우
18) 법률에 규정된 행정규칙이 없는 경우
19) 모든 행정구제 절차 완료 여부를 고려하는 것이 권리보호이익이 없는
경우(moot)
20) 관련 청구가 사소한 사안인 경우
21) 관련 공익이 중대한 경우
22) 권한개시요구절차(quo warranto proceeding)인 경우
23) 법률에 다른 심사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 경우

Ⅲ. 적법요건 및 재판적격성
A. 적법요건
대법원 규칙 제141호 제1조는 소송 또는 절차를 개시하는 소장(pleading) 또는 신청서를
접수할 때 규정된 소정의 수수료를 전액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사건을
제기할 때는 반드시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도록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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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 부제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위헌심사 청구가 적법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음
요소를 충족해야 한다.
(1) 실제 사건 또는 쟁송이 있어야 한다.
(2) 합헌성에 대한 문제는 정당한 당사자가 제기해야 한다.
(3) 헌법상 문제는 가능한 한 조속히 제기되어야 한다.
(4) 헌법상 문제의 결정은 사건 본안 결정에 필수적인 것이어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당사자는 집행 시 직접적인 피해를 입거나 향후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만큼 해당 사건에 상당한 직접적(personal) 이해관계가 있어야 한다. 국민은 다음의
상황에서 헌법상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1) 이른바 정부의 위법행위(allegedly illegal conduct)로 인해 당사자가
직접적으로 어떤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거나 이러한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
(2) 피해는 문제가 된 행위로 인한 것이다.
(3) 피해는 유리한 판결을 받을 경우 구제될 수 있다.
시민과 납세자는 원고 자격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공적 소송(public suits)에서 원고는 일반 대중을 대표하여 공적 권리(public right)를
주장한다. 원고는 다른 사람과 다르지 않은 수준으로 영향을 받은 개인일 수 있으며,
제3자(stranger), 시민 또는 납세자 자격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원고는 자신이
사법적 보호(judicial protection)를 받을 자격이 있고 그가 주장하는 공적 권리에 충분한
이해관계가 있음을 적절히 입증해야 한다.
납세자 소송의 경우, 납세자 자격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는 공적 자금의 불법적인
지출을 막는 데 충분한 이해관계가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납세자는 공적 자금이
불법적으로 지출되었거나 불법적 목적에 사용되었거나 기타 헌법에 위배되는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 사용되었음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납세자는 또한 이 사건에 상당한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으며, 집행 결과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거나 혹은 향후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거나, 이 사건의 판결에 의해 이익
또는 피해가 발생할 입장이거나, 소송을 이용할 권리가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Public Inter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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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ter, Inc., et al. vs. Vicente Q. Roxas, etal.).
청구인은 해당 문제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른바 정부의 위법행위(alleged
illegal act)로 인해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받을 위협이 있어야 하므로
외국인(non-citizen)이나 무국적자는 사법심사를 신청할 수 없다.
그 밖에도, 개인이 직간접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단체는 구성원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당사자적격을 부여 받을 수 있으며, 지방정부단위(local
government unit)는 자신의 이익과 다른 지방정부단위의 이익을 보호하거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B. 재판적격성
위헌심사 청구가 적법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실제 사건 또는 쟁송과 관련이 있어야
한다. 다시 반복하자면, 사법심사의 요소는 다음과 같다.
(1) 사법권 행사가 필요한 실제 사건 또는 쟁송이 있어야 한다.
(2) 해당 행위에 이의를 제기하는 자는 대상 행위 또는 권한 행사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적격을 가져야 한다. 달리 말해, 해당 집행의
결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거나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상당한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어야 한다.
(3) 헌법상의 문제는 가능한 한 조속히 제기되어야 한다.
(4) 헌법상 문제의 결정은 사건 본안 결정에 필요한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대법원은 정치적 성격의 사건, 특히 정치 문제와 관련된 사건에 관여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경우가 있다. Tanada v. Cuenco 사건에서는 정치 문제를 “헌법에 따라 국민이
주권자 자격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문제나 정부 주요 3부 중 입법부나 집행부에 완전한
재량권이 위임된 사항과 관련된 문제”로 정의한다.
Almario v. Alba 사건에서, 대법원은 헌법개정안에 관한 문제가 “필요성, 편의성 또는
타당성”을 다룬다면, 이는 본질적으로 정치적인 문제라고 판결했다. 또한 대법원은
Ocampo v. Enriquez 사건에서 페르디난드 마르코스(Ferdinand Marcos) 전 대통령의
유해를 필리핀 국립묘지(Libingan ng mga Bayani)에 안장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를
정치적 문제로 판단했다.
그러나 법원이 정치 문제 법리에 예외를 둔 사건도 있다. Integrated Bar of the
Philippines v. Zamora 사건에서 대법원은 정치 문제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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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권 행사와 관련해 심각한 재량권 남용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가 배제되지는
않는다는 기존 결정을 다시 확인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대통령이 불법적인 폭력을
방지하고 진압하기 위해 군대 동원권을 행사한 것이 심각한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판결을 내렸다.

Ⅳ. 심사 기준
A. 헌법재판의 주요 기준
필리핀 대법원의 비례성 심사는 법익의 균형성 원칙의 형태를 취한다. 비례성 심사는
법원이 한 편으로 법률이 추구하는 공익, 그리고 다른 한 편으로는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비교형량해야 함을 의미한다. 법원은 어느 것에 더 큰 비중을 두어야 할 것인지
결정할 임무를 맡고 있다.
대법원은 보석권(right to bail)과 관련해 필리핀 국민의 이익과 홍콩과 체결한
국제협약상의 요건을 비교 형량한 사건 등에서 비례성 심사를 적용했다.
Government of Hong Kong v. Olalia 사건의 경우, 후안 안토니오 무뇨즈(Juan
Antonio Muñoz)는 홍콩에서 수배된 후 필리핀에서 체포되었다. 그는 보석을 신청했지만
처음에는 거절당했다. 결국, 오랄리아(Olalia) 판사는 재심 끝에 보석 신청을 허가했다.
대법원에 상고허가 신청서(petition for certiorari)가 제출되었고, 대법원은 보석 신청을
허가한 판사의 결정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범죄인 인도(extradition)가 형사절차가 아니라 행정절차라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기존 판례에서 보석이 형사절차에만 적용된다고 판결한 적이 있었으나, 이
사건에서는 인권보호를 위한 국제법과 관련해 필리핀이 준수해야 하는 다양한 조약상의
의무를 반영하기 위해 기존 입장을 수정했다.
이러한 권리 가운데는 자유권(right to liberty)도 있다. 필리핀의 범죄인 인도법은
범죄인에 보석을 제공하는 규정이 없지만, 보석 신청을 금지하지도 않는다. 범죄인 인도
절차는 고유한(sui generis) 특징과 행정적 성격을 지니지만, 형사절차의 모든 특징
또한 담고 있다. 범죄인 인도 절차에 따라 송환될 가능성이 있는 범죄인은 구금 및
체포될 수 있다.
따라서 필리핀은 홍콩에 대한 범죄인 인도 의무를 존중해야 하지만, 필리핀 헌법뿐만
아니라 필리핀이 당사국인 여러 국제협약에서 보장하는 권리인 무뇨즈의 생명권, 자유권,
적법절차에 대한 권리를 훼손해서도 안 된다. 따라서 무뇨즈는 도주 우려가 없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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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백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clear and convincing evidence)로 입증하는 한 보석을
받을 권리가 있다.

B. 국제법과 외국법의 적용
논의한 바와 같이, 수용이론(doctrine of incorporation)에 따라 필리핀은 ‘보편적으로
승인된 국제법 원칙’을 따른다. 이러한 법률은 국제협약이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한다는
계약충실 원칙(pacta sunt servanda)에 따라 필리핀 법률의 일부로 인정된다.
따라서 조약은 단순한 도덕적 의무일 뿐만 아니라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 필리핀 헌법
제2장 제2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국가정책의 실현수단으로서 전쟁을 부인하며, 보편적으로 승인된 국제법의
원칙을 국내법의 일부로 채택하고 평화, 평등, 정의, 자유, 협력 정책 및 모든
국가와의 우호 정책을 고수한다.
판결에서는 국제법을 다양하게 참고하고 있다. 이러한 판결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유엔 해양법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Magallona v. Ermita - 제3차 유엔 해양법협약(UNCLOS III)을 준수하여 RA
9522(필리핀 군도기선법)는 필리핀의 군도기선(archipelagic baseline)을
조정하고 인근 영토의 기선제도(baseline regime)를 분류했다. 이는 당시 제2차
유엔 해양법협약(UNCLOS II)을 따랐던 기존 기선법률인 RA 3046을 개정한
법률이다.
새 법률은 필리핀의 수역과 육지의 비율, 기선의 길이와 윤곽을 규정한다. 새
법률은 1개의 기선을 단축하고, 필리핀 군도 주변의 일부 기점 위치를
최적화하였으며, 칼라야안 군도(Kalayaan Group of Islands)와 스카버러
암초(Scarborough Shoal)를 자체 수역을 생성하는 섬제도(regimes of
islands)로 분류했다.
청구인은 이 법률이 필리핀 영토를 축소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위헌심사를
청구했다.
대법원은 이 법률이 헌법과 합치한다고 보았다. RA 9522는 제3차 유엔
해양법협약을 준수하여 필리핀 해역과 대륙붕의 경계를 획정한다. 이 법률은
필리핀 영토의 경계를 기술하지 않는다. 제3차 유엔 해양법협약은 필리핀 영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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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시키지 않으며 해역에서의 해상 사용 권한을 규제하는 다자간 조약이다.
제3차 유엔 해양법협약은 당사국들이 조약에 기반한 권리를 행사할 해양공간과
해저 구역의 범위를 나머지 국제사회에 통보한다.
RA 9522와 제3차 유엔 해양법협약은 헌법의 내수(internal water) 경계 규정과
모순되지 않는다. 청구인들은 이 법률이 내수를 군도수역으로 전환함으로써
무해통항권(right of innocent passage)을 적용 받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필리핀은 여전히 제3차 유엔 해양법협약에 따라 이 수역의 주권을 행사한다.
필리핀 정부의 정치적 부(府), 즉 행정부와 입법부는 헌법상 권한(constitutional
power)의 합법적인 행사를 통해 군도수역 내 항로를 지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무해통항과 해로 통항을 규제할 수 있다. 국내법이 제정되지 않은 경우, 제3차
유엔 해양법협약의 국제법규범은 조약상의 제한과 권리 행사 조건을 따르는 것을
전제로 영해나 군도수역에 대해 무해통항권을 부여한다.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Central Bank Employees Association v. BSP - 신중앙은행법(New Central
Bank Act) 제2장 제15조 마지막 단서조항은 효력이 없는 “계급입법(class
legislation)”이므로 헌법에 위배된다. 대법원은 국제법상 “평등(equality)”의
의미를 검토한 후 이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이 국제법을 따르고 있으며 국제법과
일치한다고 판결했다.



Enrile vs. Sandiganbayan - 후안 폰스 엔릴레(Juan Ponce Enrile) 상원의원은
우선개발원조기금(Priority Development Assistance Fund, PDAF)의 예산
전용 및 남용에 연루되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횡령(plunder)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 사건은 엔릴레 의원이 신청한 보석 및 재심 청구를 기각한 반부패법원
(Sandiganbayan)의 결정을 무효로 선언해달라는 상고허가 신청 사건이다.
상고허가 신청서에서 제기한 근거는 첫째, 검찰은 엔릴레 의원이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무기징역(reclusion perpetua)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확정적으로 입증하지 못했고, 둘째, 검찰은 엔릴레 의원의 유죄를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으며, 셋째, 엔릴레 의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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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Echegaray vs. Secretary of Justice -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사형제 법안이
헌법과 합치하며 국제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타타드(Tatad)
상원의원이 사형제 법안이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서명국
(signatory)으로서 전 세계적인 사형제 폐지를 지지하는 필리핀의 국제적 약속을
위반했다고 주장하자 에레라(Herrera) 상원의원은 유엔에서는 주제 사안이 서로
다른 위원회로 제출되어 총회(plenary session)에서 심의할 것인지에 대해
의결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총회에서 승인되지 않는 한 유엔의 선언은 서명국에 구속력이 없음을 명확히
밝혔다.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은 위원회 수준에서 합의된 것이므로
필리핀에 대해 철회 불가능한 구속력을 갖는다고 간주할 수 없다.

필리핀 법률의 여러 법령에서는 국제법과 외국법에 대한 언급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예로는 다음의 법률 등이 있다.
형법 관련 법률
개정형법 제2장
적용 범위 - 이 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조약 및 법률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법의 규정은 영공, 내수 및 영해를 포함한 필리핀 군도 내에서뿐만 아니라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할권 밖의 영역에서도 효력이 발생한다.
1. 필리핀의 선박 또는 항공기에 탑승하여 죄를 범한 자
2. 필리핀 제도의 주화나 지폐 또는 필리핀 제도 정부가 발행한 채권 및 증권을
주조하거나 위조한자
3. 위 제2호의 채권 또는 증권을 필리핀 제도로 들여온 행위와 관련하여 책임이
있는 자
4.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죄를 범한 공무원이나 공직자 또는
5. 이 법 제2권 제1편에 규정된 국가 안보와 국제법에 반하는 죄를 범한 자
인간안보법
외국에서 범죄 행위를 범한 경우라 하더라도, 필리핀에서는 다음의 경우 개인을 기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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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 안에서 테러 범죄를 저지르거나 공모하거나 모의한 경우
- 국민 신분이나 민족성을 범행의 한 요인으로 하여 필리핀 국민이나 필리핀
혈통자에 대해 범죄를 저지른 경우
- 필리핀 정부에 대해 직접 범행한 경우
RA 9851
다음의 경우 역외 관할권(extra-territorial jurisdiction)을 규정한다.
- 피고가 필리핀인 경우
- 시민권 및 거주지와 관계없이 피고가 필리핀에 있는 경우
- 피고가 필리핀 국민을 상대로 해당 범죄를 저지른 경우
민법 관련 법률
가족법 제26장

제1조 필리핀 밖에서 거행되었으며 해당 결혼식이 거행된 국가에서 발효 중인
법률에 따라 유효한 모든 결혼은 제35조 제1항, 제4항, 제5항 및 제6항, 제36조,
제37조 및 제38조에서 금지한 결혼을 제외하고 필리핀에서도 유효하다.

제2조 필리핀 국민과 외국인의 결혼이 유효하게 거행되고, 그 이후 이혼하게 되어
외국인 배우자가 외국에서 재혼할 자격이 있는 경우, 필리핀 배우자는 필리핀
법률에 따라 재혼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민법 제14장
필리핀 영토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모든 사람은 국제 공법의 원칙과 조약 규정에
따라 형법과 공공 안보 및 안전 관련 법률상의 형법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민법 제15장

제15장 가족의 권리와 의무, 또는 개인의 지위, 조건, 법적 자격과 관련된 법률은
필리핀 국민은 물론 해외에 거주하는 필리핀 시민에게도 구속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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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 제16장

제1조 동산뿐만 아니라 부동산은 해당 재산이 규정된 국가의 법률이 적용된다.
제2조 단, 유언 상속과 비유언 상속 모두의 경우에서 상속 순위, 상속권의 규모
및 유언장 조항의 본질적 타당성과 관련하여서는 상속 재산의 성격과 해당 재산이
위치한 국가와 관계없이 상속 대상자가 속한 국가의 국내법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대법원은 다수의 판결에서 헌법 해석과 검토를 위해 국제법을 활용할 방안을 논의했다.
대법원은 Poe-Llamanzares vs. COMELEC 사건에서,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다.
“요약하자면, 국적 결정 문제에 관한 모든 국제법 협약과 문서는 그들이 자초하지
않은 불운으로 고통을 겪는 보호받지 못하는 계층의 곤경을 다루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우리가 스스로를 문명국이자 국제사회의 일원이라고 자처한다면 우리는
국제법 적용에 대해 제한적인 입장을 취해서는 안 될 것이다.”
대법원은 또한 Razon v. Tagitis 사건에서 필리핀이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All Persons
from Enforced Disappearance)”에 서명하거나 비준하지 않았음을 언급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이 협약에 명시된 강제실종에 대한 금지 조항이 “보편적으로 승인된
국제법의 원칙”으로서 구속력을 가진다고 판결했다. 비록 이 협약은 16개 국가만
비준하였고 최소 20개 국가의 비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아직 발효하지 않았지만
국제법에서 보편적으로 승인되는 원칙으로서 금지되는 것이라고 선언했다는 점에서
Razon v. Tagitis 사건 또한 주목할 만하다.

Ⅴ. 결정의 유형 및 효과
A. 판결
대법원은 전원재판부 또는 대법관 3인, 5인 또는 7인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결정을
내린다. 대법관 3인 또는 5인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결정을 내리려면 대법관 3인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같은 맥락에서, 지정재판부는 이미 다른 지정재판부가 판결한

10. 필리핀

197

사건을 검토할 수 없으며, 지정재판부 중 하나의 결정을 파기하기 위해 전원재판부에서
이송명령을 발부할 수도 없다.
대법원은 대법관의 반대의견과 보충의견을 허용한다. 반대의견과 보충의견은 구체적인
법적 효력이 없으며, 대법관들이 다수 의견에 동조하거나 반대하는 근거를 설명하는
역할을 한다. 반대의견과 보충의견은 또한 미래의 판결을 위한 참고사항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의견에 설시된 논점과 주장이 미래의 결정과 법률에서 고려될
수 있다.
대법원은 판결과는 별개로 규칙 제정권이 있다. 이 권한에 따라 대법원은 헌법상의
권리를 보호하고 집행하는 규칙을 공포할 수 있다. 암파로 영장, 정보보호영장,
자연보호영장, 인신보호영장은 대법원 규칙 제정권에 따라 발부되는 영장이다.
암파로 영장(The Writ of Amparo)
암파로 영장은 공무원, 공직자 또는 사인, 민간단체의 위법행위나 부작위로
인해 생명, 자유, 안전에 대한 권리를 침해 또는 위협받고 있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
정보보호영장(The Writ of Habeas Data)
정보보호영장은 피해 당사자 개인, 가족, 가정 및 통신에 관한 자료나 정보의
축적, 수집 또는 저장에 관여하는 공무원, 공직자 또는 사인, 민간단체의
위법행위나 부작위로 인해 생명, 자유 또는 안전과 관련된 사생활권을 침해
받거나 침해 위협이 있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
자연보호영장(The Writ of Kalikasan)
자연보호영장은 공무원, 공직자 또는 사인, 민간단체의 위법행위나 부작위로
인해 2개 이상의 시·도에서 주민의 생명, 건강 또는 재산을 침해할 정도의
환경 피해가 발생할 경우, 조화롭고 건강한 생태계에 대한 헌법적 권리를
침해 받거나 침해 위협이 있는 자를 대신하여 자연인 또는 법인, 법률에 따라
승인된 단체, 사람들로 구성된 조직, 비정부기구 또는 정부 기관이 인가하거나
정부 기관에 등록된 공익 단체가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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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보호영장(The Writ of Habeas Corpus)
인신보호영장은 법원 명령의 위력을 지닌 소환 영장이다. 인신보호영장은
구류자의 감호인(custodian) 앞으로 신청되며, 해당 구류자를 법정으로 데려올
것을 명령한다. 감호인은 자신의 권한을 입증할 증거도 제시해야 하며, 법원은
감호인이 개인을 구류할 합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것이다.
법원이 감호인에게 권한이 없다고 판단하면 해당 개인은 구류에서 석방되어야
한다.
이들 영장은 각 영장의 특정 구성요소가 존재하는 경우에만 발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암파로 영장은 개인의 생명, 자유 또는 안전에 대한 권리가 실질적으로 위협받거나
침해된 경우에만 발부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대법원은 영장을
심사할 수 없다.

B. 법적 효력 및 시행
법원 판결 가운데 기속력을 갖지 않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유형이 있다. 특히 재판
관할권이 없는 법원의 판결은 무효로 간주되며 따라서 법적 기속력을 갖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법원의 결정이 기속력을 갖기 위해서는 필리핀 헌법뿐만 아니라 대법원
규칙 및 대법원의 관련 회람/명령에서도 결정 형식과 절차, 그리고 실체적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당사자효만 미치는 결정도 있지만, 당사자효 절차는 특허와 상표에 관한 사건만을
심리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엄밀하게 말해 판결은 사건의 승소 당사자가 집행영장을 청구할
때 강제 집행된다. 집행영장은 승소 당사자가 획득한 소유권에 대한 판결을 강제 집행하는
법원 명령이다. 대법원은 또한 하급법원에 영장 발부를 명령할 수 있다. 법원규칙
제39호(Rule 39)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제6조 신청 또는 독자적 소송에 의한 집행 - 최종 집행적 판결이나 명령은
발효일로부터 5년 이내에 이루어진 신청에 따라 집행될 수 있다. 이러한 기간이
경과한 경우, 그리고 소멸시효에 따라 금지되기 전까지는,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집행할 수 있다. 집행력이 회복된 판결(revived judgement) 또한
발효일로부터 5년 이내 신청하거나 그 기간을 경과한 경우 소멸시효 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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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제기하여 집행할 수 있다(6a).
제7조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의 집행 -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집행이 승인되거나 강제될 수 있다.
(a) 판결 채권자가 사망한 경우, 유언집행자, 관리인 또는 승계인의 신청에
따라 집행한다.
(b) 판결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판결이 부동산 또는 동산의 회복 또는 그에
대한 담보권 집행을 위한 것이라면 그 유언집행자, 관리인 또는 승계인에
대해 집행한다.
(c) 판결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인의 재산에 대해 실제로 압류 집행이
이루어진 후, 판결에 따른 채무 이행을 위해 해당 재산을 매각할 수 있으며,
매각을 실시한 공무원은 매각 후 남은 잉여금을 해당 유언집행자 또는
관리인에게 상세히 보고한다(7a).
제8조 집행영장 발부, 양식 및 내용 - 집행영장은 (1) 영장 신청을 허가한 법원에서
필리핀 공화국(Republic of the Philippines)의 이름으로 발부하여야 하고,
(2) 법원명, 사건 번호 및 제목, 대상 판결 또는 명령의 처분 내용을 명시해야
하며, (3) 담당 집행관이나 그 밖의 적절한 공무원에게 영장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아래 규정된 방법으로 집행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a) 판결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집행영장인 경우, 이자를 포함하여 해당 판결
채무자의 부동산이나 동산에 대해 판결을 이행한다.
(b) 판결 채무자의 유산 관리인, 상속권자, 부동산 유산 수령인, 동산 유산 수령인,
임차인 또는 수탁자가 보유 중인 부동산이나 동산에 대한 집행영장인 경우,
이자를 포함하여 해당 판결 채무자의 부동산이나 동산에 대해 판결을 이행한다.
(c) 해당 사항을 명시한 부동산이나 동산을 매각하여 그 수익금을 판결에
따라 처리하도록 한 집행영장의 경우, 그 실물 부분이 집행영장에 설명되어야
한다.
(d) 부동산이나 동산의 소유권 이전을 위한 집행영장인 경우, 해당 영장에
명시된 재산의 소유권을 적격 당사자에게 인도하고, 판결이 내려진 당사자의
동산을 사용해 판결에 포함된 모든 비용, 손해배상, 임차료 또는 수익을
지급하며, 충분한 동산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에 대해 동일 사항을
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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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모든 경우에 집행영장은 판결에 따른 주채무 외에, 영장 발부 일자에
지불해야 할 이자, 비용, 손해배상, 임차료 또는 수익 등에 대한 금액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집행영장 신청서에는 신청인이 받고자
하는 전술한 구제금액을 명시해야 한다(8a).
제9조 금전 판결의 집행, 집행 방법 (a) 요구 시 즉시 지급 - 집행관은 집행영장에 기재된 전체 금액과 모든 적법한
수수료를 즉시 지급할 것을 판결 채무자에게 요구하여 금전 판결을 집행한다.
판결 채무자는 합당한 영수증을 받고 판결채무 금액을 판결 채권자나 또는
지급 장소에 참석한 그의 수권 대리인에게 현금, 판결 채권자 앞으로 발행된
은행 보증수표(certified bank check), 또는 후자가 수락할 수 있는 다른
지급 방식을 이용해 직접 지급해야 한다. 적법한 수수료는 합당한 영수증을
받고 집행관에게 인도해야 하며, 집행관은 당일 내에 영장을 발부한 법원
서기에게 해당 금액을 인계해야 한다.
판결 채권자 또는 그 수권 대리인이 지급 장소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 판결
채무자는 상기 언급된 판결채무를 집행관에게 지급해야 한다. 후자는 인도
당일 자신이 보유하게 된 모든 금액을 영장을 발부한 법원 서기에게 인계하거나,
그렇게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근 지역법원에서 가장 가까운 정부예탁은행의
신탁계좌에 예탁해야 한다.
그 후 해당 법원의 서기는 해당 집행영장을 발부한 법원의 계좌로 예탁금을
송금해야 하며, 그런 다음 집행영장을 발부한 법원의 서기는 해당 예탁금을
판결 채권자에게 지급하여 판결을 이행한다. 초과액이 있는 경우 판결
채무자에게 전달하고, 법원 서기는 법률에 규정된 바에 따라 처분할 수 있도록
적법한 수수료를 보관한다. 어떤 경우에도 집행관은 자신 앞으로 발행된 수표로
지급할 것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b) 압류에 의한 이행 - 판결 채무자가 판결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현금,
은행 보증수표, 판결 채무자가 수락할 수 있는 지급 방식으로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집행관은 판결의 이행을 위해 유상 처분이 가능하면서 집행 면제대상이
아닌 모든 종류와 성격의 판결 채무자 재산을 압류해야 하며, 이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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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에게 재산 전체 또는 그 일부 중 압류 대상 재산을 즉시 결정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해야 한다. 판결 채무자가 이러한 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집행관은 가장 먼저 동산을 압류해야 하며, 해당 동산 압류로 판결이
완전히 이행되지 않을 경우 부동산을 압류해야 한다.
집행관은 압류된 판결 채무자의 동산이나 부동산 가운데 판결 채무를 이행하는
데 충분한 재산만을 매각해야 한다.
판결 채무자가 판결 채무와 적법한 수수료를 납부하기에 충분한 만큼보다
더 많은 재산을 보유한 경우, 해당 판결 채무자는 판결 채무와 적법한 수수료를
납부하기에 충분한 만큼의 동산 또는 부동산만을 매각해야 한다.
부동산, 주식, 채무, 채권과 기타 동산 또는 부동산이나 동산에 대한 모든
이자는 압류영장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식과 효력으로 압류할 수 있다.
(c) 채무 및 채권의 압류 - 집행관은 은행 예금, 금융 이자, 로열티, 수수료
및 제3자의 소유 또는 통제 하에 직접 인도할 수 없는 기타 동산을 포함해
판결 채무자에게 지급하기로 예정된 채무와 기타 채권을 압류할 수 있다. 압류는
그러한 채무를 지고 있는 자에게 통지하거나, 판결 채무자가 받을 권리가 있는
채권을 보유 또는 관리 중인 자에게 통지하여 이루어진다. 압류는 판결 채무와
모든 적법한 수수료를 납부하기에 충분한 금액에 대해서만 이루어져야 한다.
제3채무자는 압류 통지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판결 채무자가
판결 금액을 이행하기에 충분한 자금 또는 채권이 있는지 여부를 명시한 서면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만약 충분한 자금 또는 채권이 없을 경우,
해당 보고서는 제3채무자가 판결 의무자에 보유한 채무나 채권을 명시해야
한다. 현금으로 또는 판결 채권자 앞으로 발행된 은행 보증수표로 마련한
채권 압류 금액은 법원에 직접 납부해야 하는 적법한 수수료를 제외하고,
해당 제3채무자에게 해당 지급을 요구하는 통지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10일(근무일) 이내에 판결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되어야 한다.
판결을 이행하기에 충분한 예탁금 또는 채권을 보유한 제3채무자가 2명 이상인
경우, 판결 채무자는 가능한 경우 해당 금액의 지급 의무를 지게 될 한 명
또는 복수의 제3채무자를 지정할 권리가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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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지정해야 한다.
집행관은 판결 채권자에 대한 지급과 관련하여 제a항에 따른 해당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8a, 15a).
제10조 특정 행위를 위한 판결 집행 (a) 양도, 양도 증서 인도 또는 기타 소유권 귀속과 같은 특정 행위 - 판결이
당사자에게 토지나 동산을 양도하거나 양도 증서나 기타 문서를 인도하거나
혹은 이와 관련된 기타 특정 행위를 수행하도록 명령하고, 당사자가 소정의
기간 내에 이 명령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불응 당사자의 비용으로
법원이 임명한 다른 자가 이를 수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법원 명령에
따른 행위가 완료되었을 시 이는 당사자가 수행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부동산이나 동산이 필리핀 내에 소재한 경우, 법원은 해당 재산의 양도를
명령하는 대신 법원 명령을 통해 한 당사자의 소유권을 박탈하여 다른
당사자에게 귀속할 수 있으며, 이 명령은 적법한 양식으로 집행된 양도의
효력을 가진다(10a).
(b) 부동산 또는 동산의 매각 - 부동산 또는 동산의 매각에 대한 판결인 경우,
판결에 명시된 재산을 매각하여, 그 수익금을 판결에 명시된 대로
처리한다(8[c]a).
(c) 부동산의 인도 또는 반환 - 집행관은 부동산의 인도 또는 반환 판결이
내려진 자와 해당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모든 자에게 3일(근무일)
이내에 해당 부동산에서 원만하게 퇴거할 것을 요구하여 판결 채권자가 그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에 불응할 경우, 집행관은 필요한
경우 경찰관의 적절한 조력을 받아 그리고 소유권 회복에 합리적으로 필요한
수단을 통해 해당 부동산 점유인을 모두 퇴거시키고 판결 채권자가 해당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한다. 판결에 따라 지급판정된 모든 비용, 손해배상,
임차료 또는 수익은 금전 판결과 동일한 방법으로 이행되어야 한다(13a).
(d) 집행대상 재산의 개량물 제거 - 집행대상 재산에 판결 채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건설하거나 설치한 개량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집행관은 해당
개량물을 파괴, 철거 또는 제거할 수 없다. 단, 판결 채권자의 신청으로 법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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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한 후 법원이 명시한 합리적인 기한 내에 판결 채무자가 해당 개량물을
제거하지 않아 법원이 특별 명령을 발부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14a).
(e) 동산 인도 - 동산 인도에 대한 판결인 경우, 집행관은 해당 동산의 소유권을
확보한 후 해당 권리 보유자에게 동산의 소유권을 인도하고, 판결에 명시된
바에 따라 금전 판결을 이행해야 한다(8a).
제11조 특별판결의 집행 - 판결이 직전 2개 조항에서 언급된 행위 이외의
다른 행위를 이행하도록 요구할 경우, 판결등본을 집행영장에 첨부하여
집행관에 송달해야 하며, 집행관은 해당 판결이 내려진 당사자 또는 해당
판결이나 법률에 따라 이행이 요구되는 기타 모든 자에 대해 법원의 판결을
이행해야 한다. 해당 판결의 당사자나 이행이 요구되는 자가 판결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법원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다(9a).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헌법을 적용하거나 해석하는 판결은 필리핀 법률의 일부로
간주한다. 일반적으로 대법원의 판결은 장래효를 가진다. 이에 관한 내용은 Co v. CA
사건에 다음과 같이 서술되어 있다.
“대법원이 기존 법리상의 원칙을 번복하고 다른 견해를 채택할 때, 새로운
원칙은 해당 시점 이후에 대해 적용되어야 하며, 기존 원칙에 의존해 이를
신뢰하여 행동했던 당사자에게 적용해서는 안 된다. 특히 형법의 구성과 적용에
있어서, 사회적 지침으로서 행위의 처벌에 대한 합리적 예측이 필요한 경우에
더욱 그러하다.
[…]
민법 제8조 “법률이나 헌법을 적용하거나 해석하는 판결은 필리핀 법체계의
일부를 구성한다.” 본 법원의 결정은 필리핀 법률의 일부를 구성하나,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법률은 소급 효력을 갖지 않는다”고 규정한 민법 제4조
역시 대법원의 판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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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의 장래효에 관한 일반 원칙에는 다음과 같은 예외가 있다.
(1) 법률 자체에 소급성을 규정한 경우(단, 법률 제정 전 행위가 완료되었으며
행위를 행할 당시에는 범죄에 해당하지 않았던 행위를 형사상의 범죄로
규정하는 것과 같은 소급입법(ex post facto law)은 어떤 상황에서도
할 수 없음)
(2) 법률이 본질적으로 구제적 성격을 지닌 경우로서, 절차 규칙(rules of
procedure)에서 확정된 권리가 없을 때
(3) 법령이 본질적으로 형벌적 성격을 지닌 경우(단, 피고/기결수에 유리한
법으로, 후자가 개정 형법에 정의된 상습범(habitual delinquent)이 아닌
경우)
(4) 법률이 비상사태와 관련된 것으로 정부의 경찰권에 의해 정당화되는 경우
(5) 법률이 교정적 성격을 지닌 경우(단, 확정된 권리를 해치거나 종국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6) 실질적 권리(substantive right)를 처음으로 선언할 경우(단, 확정된 권리를
해치지 않는 경우)
People v. Valdez의 사건에서, 피고는 살인과 불법 총기류 소지의 두 가지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고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범행 시기는 1995년 10월이었다. 항소의
계속 중, 의회에서 법률 R.A. 제8294호가 제정되어 1997년 6월에 발효되었다. 개정된
법률에 따라 불법 총기 소지 또는 사용은 각각 따로 기소할 수 없으며 하나의 범죄로
처벌해야 했다. 대법원은 법률 R.A. 제8294호가 피고에게 유리한 규정이므로 이 사건에서
소급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따라서 피고는 살인에 대해서만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불법 총기 소지는 단지 가중사유(aggravating circumstance)로 다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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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러시아
헌법재판소
요약
러시아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대한 유권 해석을 내리고 법률, 규범적 법령(normative
acts) 및 기타 위헌심사 대상에 속하는 문제에 대해 판결할 단독 권한이 있는 기관이다.
추상적 규범통제는 일부 국가기관에서 제기할 수 있다. 구체적 규범통제는 보통 개별
헌법소원이나 심리 중인 구체적인 사건에서 적용 대상 법률의 합헌성 확인을 요청하는
법원의 제청과 관련이 있다. 추상적 규범통제와 구체적 규범통제는 모두 사후적 심사로
수행된다. 하지만, 국제조약의 경우에는 조약 발효 전 위헌 여부를 심사하는 사전적
위헌심사가 수행된다. 법규범 위계에 속한 법률행위는 대부분 위헌심사 대상이다.
헌법재판소는 개정이 불가능한 헌법의 핵심조항을 기준으로 헌법 개정안이 발효되기
전 이에 대한 잠정적 검증을 시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는 헌법재판소가
헌법개정안 심사에 필수적인 권한을 법률에 의해 부여받은 경우에만 가능할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오직 법률문제에 대해서만 판결을 내리나, 일반적으로 정치적 함의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사건 심의를 자제하지는 않는다. 그보다도 위헌심사 신청 기각은 법률에
규정된 권한의 범위와 직접적 관련이 있다. 비례성 원칙 및 시민의 권리와 국가의 개입
간의 균형에 대한 결정은 헌법재판소의 업무 중 중요한 부분이다. 비준된 국제조약은
국내 법체계의 중요한 일부를 구성하므로 헌법재판소는 판결문에서 관련 국제 문서를
참조할 수 있다. 외국법과 외국법원의 실무 관행도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유에서 참조할
수 있다. 헌법재판관은 보충의견 및/또는 반대의견을 제시할 권한이 있으며, 이러한
의견은 헌법재판소 판결이나 결정에 첨부된다.

개요
I. 심사 유형
II. 심사 대상
III. 적법요건 및 재판적격성
IV. 심사 기준
V. 결정의 유형 및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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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심사 유형
A. 배경
러시아의 법체계는 대륙법에 바탕을 둔 것으로 널리 평가 받고 있다. 러시아 법체계의
근간은 1993년 12월 12일 국민투표로 채택된 러시아 연방헌법(이하 “헌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헌법은 민주주의, 인간과 시민의 권리, 자유 분야에서 이루어진 당시의 주요
성과를 담고 있다.
러시아 헌법은 1980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 초반 동안 이루어진 민주주의 개혁의
결과로 제정되었다. 러시아 헌법은, 1991년 11월 22일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연방(USSR) 최고위원회 결의 제1920-I호에 의해 비준된 인권 및 시민의 권리와
자유 선언(Declaration of Human and Civil Rights and Freedoms)과 같은 기본
문서나 헌법 채택에 앞서 논의되었던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의 1978년
헌법에 대한 개정안 등에 반영된 일련의 기본적인 인권 및 시민의 권리를 포함하고
있다.
러시아의 법체계는 주로 헌법과 연방법으로 구성되지만, 법률의 합법성이나 해석을
제시하는 법원의 결정 또한 러시아 법체계의 중요한 구성요소이다. 이러한 법원 결정에는
주로 러시아 연방대법원 전원합의체(Plenum) 판례(일반법원과 상사법원으로 제기된
일반적인 법 집행 사안을 다룸)와 러시아 연방 헌법재판소의 판례(판결 및 결정)가
포함된다. 헌법재판소는 법률 전체 또는 일부를 위헌으로 선언하고 헌법재판소의 의무에
속하는 헌법 해석을 발전시키며 이를 통해 입법 절차와 법원 실무 발전에 기여한다.
전통적으로 러시아 연방 헌법재판소(이하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첫 업무 회의를
개최한 1991년 10월 30일이 헌법재판소 창설일로 간주된다. 역사를 살펴보면, 헌법
준수를 감독하는 특별기구를 창설하자는 구상은 훨씬 이전부터 논의되었다. 이 구상은
미하일 고르바초프(Mikhail Gorbachev) 초대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대통령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헌법감독위원회(Committee of Constitutional
Supervision, 이하 “CCS”) 창설 제안에서 비롯되었으며, 1988년 12월 1일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연방 헌법 제125조 개정으로 법제화되었다. 헌법감독위원회에는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연방의 제정법 및 입법안, 검찰총장 및 구소련의 최고 국가
결정자(Supreme State Arbiter)의 법적 행위, 기타 규범적 행위의 합헌성을 감독할
권한이 부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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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 12월 헌법감독위원회는 자발적으로 해체되었다. 활동 기간(1990년 5월~1991년
12월) 중 헌법감독위원회는 23건의 결정을 내렸으며, 그 중 재량적 신분등록 절차와
사전공표 없이 실시한 규범 시행에 대해 헌법에 위배된다고 선언한 결정 등은 현재까지도
의미가 크다.
헌법재판소 창설은 1990년 12월 15일 통과된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
(Russian SFSR) 헌법 개정안에서 처음 언급되었다. 제2대 러시아 인민대표회의(Second
Russian Congress of People's Deputies)에서 승인된 이 헌법 개정안은 러시아
헌법재판소 구성을 의회에 맡기는 한편, 운영에 관해서는 별도의 법률로 명시하도록
규정했다. 이 법률은 1991년 7월 12일 제5대 의회에 와서야 승인되었다. 헌법재판소
첫 심리는 1992년 1월 14일에 열렸다. 그 후, 약 2년 동안 운영된 후 대통령에 의해
헌법재판소의 활동이 중단되었다.
1993년 12월 12일 국민투표를 통해 러시아 헌법이 채택되었다. 새 헌법 제125조는
헌법재판소 운영에 관한 새로운 법체계를 확립했다.
헌법재판소의 업무에 관한 기존 법률과 비교해 보면 몇 가지 변화가 있었다. 새 법률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더 이상 자체 결정으로 사건을 심리하거나 정당이나 특정 관료에
대한 위헌심사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규범만을 심사하며
구체적인 청구가 제기될 때에만 심사할 수 있게 되었다. 재판관 수도 15명에서 19명으로
증가했다.
1994년 6월 24일 러시아 하원(State Duma)은 헌법재판소의 구조와 운영을 규율하는
새로운 법률인 “러시아 연방 헌법재판소에 관한” 헌법적 법률(이하 “헌법재판소법”)을
채택했다. 7월 12일 입법안이 연방상원(Federation Council)에 의해 승인되었다. 이
법률은 7월 21일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 7월 23일 공표되었다.
그 뒤로 헌법재판소법은 여러 차례에 걸쳐 중요한 변경이 이루어졌다.
2001년 1월, 상원이 임명하는 재판관의 임기가 12년에서 15년으로 연장되었다. 2005년
3월,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하여 재판관 고정임기 제도를 폐지했다. 새 법률 조항은
재판관으로 임명된 날부터 70세까지 재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07년에는 헌법재판의 법적 체계에 더 많은 변화가 이루어졌다. 헌법재판소 소재지를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제115조는 헌법재판소가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소재하도록 개정
되었다. 이 개정안은 2007년 2월 5일에 발효되어 2008년 5월 21일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역사적 상원 건물 단지로 헌법재판소 소재지가 이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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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6월에는 헌법재판소법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추가 개정이 이루어졌다.
의회는 헌법재판소장과 부소장의 임명에 관한 새로운 절차를 제정하여 2인의 헌법재판소
부소장을 두도록 규정한 후 기존 서기재판관(Judge-Secretary)이 담당하던 업무를
헌법재판소 제2 부소장이 맡도록 했다. 이때부터 헌법재판소장과 2인의 부소장은 대통령의
제청으로 상원이 임명하게 되었으며, 임기는 6년으로 하고 연임이 가능하게 되었다.
2010년 11월 헌법재판소법을 대폭 변경하는 개정안이 채택되었다. 기본적으로 헌법
개정안은 헌법재판 절차의 개선과 관련된 사안에 중점을 두었다. 특히 헌법재판소는
특정 상황에서 심리 없이 사건을 결정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다양한
유형의 사건에서 심리 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되어 권리와 자유에 대한 침해로부터
러시아 국민을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
2014년에는 헌법재판소의 권한이 확대되어, 러시아 국민투표에 회부된 사안의 위헌
여부를 심사하고, 인권 및 자유의 보호를 위하여 국가 간 기구(inter-State body)가
판단하는 국제법적 행위와 러시아 법률 간의 충돌을 해결할 권한이 부여되었다. 2010년과
2014년의 법률 개정은 또한 시민과 시민단체에 헌법소원 청구 권한을 부여하는 문제
등 러시아 헌법재판소 활동의 절차적 문제에 대한 법적 규제에 영향을 미쳤다.
2015년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재판소에 새로운 권한을 부여하여 (권한 있는 국가기관의 요청에
따라) 국제인권기구의 판결이 헌법상 집행 가능한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이는 헌법상
최후의 수단으로서 예외적인 경우에만 결정될 수 있으며, 헌법 규범에 위배되는 조약 조항과
관련된 초국가적 유권해석에 대한 일종의 자위권(self-defence)으로 인식되고 있다.

B. 심사구조
러시아 헌법재판소는 집중형 위헌심사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러시아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유일한 기관이다(이 권한은 헌법 제125조
제5항에 언급되어 있으며 헌법재판소법 제3조, 제105조, 제106조에서 상술됨). 러시아
헌법재판소는 또한 법률, 규범 및 기타 위헌심사 대상의 합헌성에 대해 판결할 권한을
가진 유일한 기관이다.
러시아의 헌법 감독은 집중형 심사제도이지만, 러시아 연방의 일부 구성주체는 (공화국
또는 지방과 같은 러시아 연방 구성주체로서의 지위에 따라) 자체 헌법재판소나
헌장재판소(Charter Court)를 두고 있다.112 이러한 재판소는 각자의 헌법이나 헌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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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12월 31일 연방헌법 제27조 “러시아 사법체계에 관한” 법률 No. 1-FK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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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으로 해당 연방 구성주체(지방)의 법률을 감독하므로 특정 연방 구성주체에 대해서만
기속력을 미치는 감독 권한을 갖고 있다. 각 연방주체의 헌법재판소 또는 헌장재판소
상호 간 또는 이들과 러시아 헌법재판소 사이에는 특정한 위계질서가 수립되어 있지
않지만, 실무적 측면에서 이들 재판소는 흔히 러시아 헌법재판소의 법적 입장에 기초하여
결정을 내린다. 헌법재판소 또는 헌장재판소 창설과 이에 대한 예산 배정은 러시아
연방 구성주체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며 현재 그 수가 16개에 불과하다.
헌법재판소법의 규정에 따라 러시아 헌법재판소는 연방법과 기타 규범에 대해 추상적
위헌심사와 구체적 위헌심사를 모두 수행한다.
추상적 규범통제는 러시아 대통령, 상원, 하원(State Duma), 상원 또는 하원 재적의원의
1/5, 정부, 대법원, 러시아 연방 구성주체의 입법기관과 행정기관으로 한정된 특별 주체의
제청으로 시작될 수 있다. 이 유형의 적법요건은 헌법재판소법에 명시되어 있다.
구체적 규범통제는 보통 개별 헌법소원이나 심리 중인 구체적인 사건에서 적용 대상
법률의 합헌성 확인을 요청하는 법원의 제청과 관련이 있다(후자는 위에서 간략히 언급함).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된 법률에 의해 권리와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모든 시민과
시민단체, 연방법에 명시된 다른 기관 및 개인(외국인과 무국적자 포함)은 개별적(집단적)
헌법소원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일반법원(상사법원)은 어떤 경우든 사건을 심리하면서 특정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러시아
연방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결론에 도달할 때에는 헌법재판소에 당해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를 제청해야 한다.
추상적 규범통제와 구체적 규범통제는 모두 사후적 심사로 수행된다. 그러나 국제 조약의
경우에는 조약 발효 전 위헌심사를 수행하는 사전적 심사를 실시한다. 이는 국제조약이
발효된 후 러시아는 이를 성실히 이행할 국제적 의무가 있다는 논리를 바탕으로 한다.
따라서 러시아의 모든 국제조약은 헌법과 합치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Ⅱ. 심사 대상
A. 법규범
러시아 법체계에서 연방 차원의 기속력을 갖는 법규범 위계는 다음 표와 같이 간단히
나타낼 수 있다. 그렇지만 일부 구성요소의 정확한 지위에 관해서는 항상 이견의 여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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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을 유의해야 한다(즉, 러시아 연방의 헌법적 법률은113 국제조약보다 더 강력한 법적
강제력을 갖는다거나114 연방하원의 사면법이 연방법 등과 동등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음).

러시아 연방 헌법(Constitution)
연방 헌법적 법률

보편적으로 승인된 국제법의 원칙과 규범,

(Federal Constitutional laws)

러시아 연방의 국제조약

러시아 연방 법전(Codes), 연방법(Federal laws)
대통령, 정부, 하원 및 상원의 규범적 법령
(Normative acts of the President of the Russian Federation (Decrees),
of the Government of the Russian Federation (Regulations),
the State Duma and the Federation Council)
기타 규칙(bylaws): 연방 행정기관 및 공무원 등의 규칙과 규정(rules and regulations)

위 표에 제시된 규범의 대부분은 다양한 절차에서 위헌심사를 받게 될 수 있다.
당연히 헌법 자체는 위헌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헌법 개정안의 위헌심사 가능성에 대해 논의한 사건이 있다. 1995년 10월 31일 No.
12-P 판결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헌법에 따라 헌법 개정 법률은 연방 헌법적 법률의
채택에 관해 규정한 절차에 따라 채택되지만, 개정 법률 자체는 매우 두드러진 특징을
지니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개정 법률에 대하여 위헌을 청구한 사건에서 이 경우
위헌심사는 러시아 헌법 조항에 대한 심사에 해당하며 이는 헌법재판소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 영역이라고 판결했다(2009년 7월 16일 No. 922-O-O).
하원의원의 제청에 따라 진행된 2014년 7월 17일 No. 1567-O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헌법 개정 법률 조항에 대한 위헌심사로 해당 법률 조항의

113

114

러시아 법체계에서 러시아 연방의 헌법적 법률(Federal Constitutional laws)은 연방법(Federal
laws)보다 더 강력한 법적 강제력을 가진다. 헌법적 법률의 지위는 일부 유럽국가의 기본법(Organic
laws)과 유사하다. 헌법 조항에 언급된 특정 사항에 대해 러시아 연방의 헌법적 법률을 제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예를 들어 러시아 헌법 제126조는 헌법재판소의 권한 및 구성과 활동에 관한 절차를 러시아
연방의 헌법적 법률에 따라 제정하도록 규정한다. 모든 헌법 개정안 또한 연방 헌법적 법률의 형태로
채택된다.
러시아 헌법 제15조(제4항)는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국제법의 원칙과 규범 및 러시아 연방이 체결한
국제조약은 러시아 연방 법체계의 일부를 구성한다. 국제조약이 법률이 정하고 있는 것 이외의 규정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국제조약의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관행에 따르면
헌법은 국제조약과 국제법 규범보다 높은 지위를 가진다. 따라서 헌법 본문에 언급된 러시아 연방의
헌법적 법률은 일반적인 연방법과 국제조약보다 법적 강제력 측면에서 헌법에 더 가까운 효력을 지니며,
일반적인 연방법과 국제조약보다 더 높은 지위를 갖는다고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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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이 상실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이 조항들은 이미 헌법에 포함되었으며,
헌법은 규범적으로 자기 모순적일 수 없고 헌법재판소가 심사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는, 헌법 개정안이 변경될 수 없는 헌법의 핵심 조항들과
충돌하는지에 대해 그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검증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러한
검증은 법률에서 헌법재판소에 필수적인 권한을 부여한 경우에만 가능할 것이다.
반면, 연방법과 연방 법전(연방법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채택되지만 핵심적인 입법 분야를
체계적으로 규율함)에 대해서는 개별 헌법소원에 대한 심사를 비롯해서 추상적 위헌심사와
구체적 위헌심사가 실시되고 있다.
대통령령과 정부규정은 헌법재판소법 제84조~제87조에 따라 추상적 위헌심사 대상에
속하며, 그 밖의 국가권력 기구의 법률 제정 및 상호 간의 협정 또한 추상적 위헌심사
대상에 속한다. 러시아 대통령, 상원, 하원, 상원 또는 하원 재적의원의 1/5, 정부, 대법원,
러시아 연방 구성주체의 입법기관과 행정기관은 이 사안에 대한 위헌심사를 헌법재판소에
제청할 권한이 있다.
대통령령 가운데 대통령 긴급조치에 대한 심사를 규율하는 특별한 절차는 수립되어
있지 않다. 대통령 긴급조치는 다른 법규범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위헌심사가 수행되는
심사대상이 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긴급조치에 대한 위헌심사를 수행한 바 있다.
예를 들어, 1995년 7월 31일 헌법재판소 No. 10-P 판결에서는 “체첸 공화국의 영토에
관한 헌법적 합법성 및 법과 질서 회복 조치에 관한” 1994년 11월 30일자 러시아
대통령령 제2137호, “체첸 공화국의 영토와 오세티아-인구시 분쟁 지역에서의
불법무장단체 활동을 중단시키기 위한 조치에 관한” 1994년 12월 9일자 러시아 대통령령
제2166호, 국가 안전, 러시아 연방의 영토적 완전성, 법치주의, 시민의 권리와 자유의
보장 및 체첸 공화국 영토와 북 코카서스 인접 지역에서의 불법무장단체의 무장 해제에
관한 1994년 12월 9일자 러시아 연방정부 결의 제1360호, 러시아 군사교리(Military
Doctrine)의 주요 규정에 관한 1993년 11월 2일자 러시아 대통령령 제1833호의 위헌성
심사가 수행된 바 있다.
행정규칙의 합헌성은 (합법성과는 달리) 오직 헌법재판소만이 결정할 수 있다. 합법성
심사(즉, 행정규칙이 헌법을 제외한 법체계 위계상의 상위 규범과 합치하는지 여부)는
법률에 해당 권한이 언급되어 있을 경우 일반법원에서 실시할 수 있다(1998년 6월 16일
No. 19-P 판결). 일반법원과 상사법원의 관련 권한과 심사 절차는 현재 2015년에 채택된
러시아 연방 행정절차법에 수립되어 있다. 이들 법원은 심리 중인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되거나 적용되어야 하는 법률에 위헌 소지가 있음을 발견할 경우 해당 절차를 중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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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법률 심사를 헌법재판소에 제청해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3장 제102조~제104조).
헌법재판소 판례뿐만 아니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에서도 이들 절차의 차이가 명확히
규명되어 있다.
예를 들어, 헌법재판소는 1998년 6월 16일 No. 19-P 판결에서 규범의 합법성과 합헌성에
관한 결정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의 권한과 일반법원의 권한을 규율하는 일부 헌법
조항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렸다. 헌법에 따라 오로지 헌법재판소에서만 합헌성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대상으로 헌법재판소가 강조한 것은 연방법, 러시아 대통령 및 상원,
하원, 정부의 규범, 러시아 연방 국가권력 기구가 관할하는 사안 및 러시아 연방 국가권력
기구와 러시아 연방 구성주체의 국가권력 기구가 공동으로 관할하는 사안에 관해 제정된
러시아 연방 구성주체의 헌법(헌장)과 기타 규범이다. 이러한 문제는 일반법원이나
상사법원에서 결정될 수 없다. 이와 동시에 헌법재판소는 일반법원이나 상사법원이
연방법이나 러시아 연방 구성주체의 법률이 헌법과 합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러한 법률을 적용할 수 없으며 해당 법률의 위헌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헌법재판소에 위헌심사를 제청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위헌성이 제기된 법률의 적용을
피해 법원이 직접 헌법을 적용하여 해당 제기된 사건을 해결하더라도 이러한 제청 의무가
존재한다.
규범에 대한 위헌심사와 관련된 법원 관행에 관한 2018년 12월 25일 러시아 연방대법원
전원합의체 No. 50 판결에서도 사건을 결정하기 위해 합헌성 판단이 전제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러시아 대통령이나 연방정부가 정한 규범의 합법성에 대해 법원이 판결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마찬가지로, 러시아 연방 구성주체의 헌법(헌장)에 대한 심사도
합헌성 판단과 긴밀히 관련된 경우에는 그 합법성에 대해 법원이 결정할 수 없고, 러시아
연방 구성주체의 기타 규범의 합헌성 역시 법원이 결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

B. 기타 공권력 행사
헌법재판소에 부여된 광범위한 권한은 헌법(제125조)과 헌법재판소법(제3조)에 열거되어
있다. 특히 헌법재판소는 (앞서 언급한 심사대상 외에도) 다음 사항을 심사할 수 있다.
- 러시아 연방 구성주체가 제정한 공화국 헌법, 헌장 및 법률과 기타 법규범
- 러시아 연방 국가권력 기구와 러시아 연방 구성주체의 국가권력 기구 사이에
체결된 협약 및 러시아 연방 구성주체의 국가권력 기구 상호 간에 체결된 협약
- 러시아 연방의 국민투표 개최를 규율하는 연방헌법에 따라 국민투표에 회부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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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다른 권한으로는 헌법에 대한 유권해석, 개별 헌법소원 심사, 연방 국가권력
기구와 러시아 연방 구성주체의 국가권력 기구 사이의 분쟁 및 러시아 연방 구성주체의
국가권력 기구 상호 간의 분쟁에 대한 권한쟁의심사, 러시아 연방에 내려진 국제인권기구
판결의 집행 가능성에 대한 결정, 상원의 제청에 따라 반역죄나 중범죄에 대하여 제기된
탄핵 절차가 규정대로 준수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선언적 판결(declaratory judgment)
채택 등이 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3조에 따라 법률문제에 대해서만 판결해야 한다. 따라서
위헌심사 범위는 일반적으로 개별 법률행위(지급결정, 기각 등)는 포함하지 않으나 규범적
법률행위는 모두 포함한다. 이러한 예로는 국회 결의에 의해 채택된 사면법 등이 있다.
헌법재판소는 2001년 7월 5일 No. 11-P 판결에서 2000년 5월 26일자 사면법
(1941년~1945년 위대한 조국 전쟁 승리 55주년 기념일에 즈음하여 해당 범죄의 심각성을
불문하고 훈장을 수여 받은 자에 대해 복역이나 소추를 면제하는 법률)과 2000년 6월
28일자 사면법(이미 사면이 이루어진 자를 제외하고, 심각한 범죄나 특히 심각한 범죄를
범한 자의 경우에는 이미 부여된 사면이 더 이상 적용될 수 없음을 규정한 법률)의
합헌성을 심사했다.
헌법재판소는 의회가 사면 대상과 사면 행위를 결정할 때는 해당 사면이 다른 사람의
권리나 법률을 침해하지 않도록 보장하고 법체계와 공공 안보(public security)를 훼손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미 부여된 사면 조건을 변경하는 조치로 인해 사면
대상자의 상황이 악화하는 결과가 발생할 경우 이러한 조치를 제정해서는 안 된다.
개별 판결이든 법 집행에 관한 판결이든 관계없이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
직접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에 명시된 설명 또한 마찬가지이다.
그렇지만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여러 면에서 법원 실무에 영향을 미친다.
첫째, 헌법재판소가 규범의 위헌성을 인정한 경우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위헌으로
확인된 법률이나 개별 조항에 근거한 법원과 기타 기관의 결정은 집행할 수 없으며,
연방법에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가 실시되어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79조). 이
규정은 특정 법률의 헌법적 의미를 밝힌 경우와 의문이 제기된 법률을 잘못 해석하여
청구인의 사건을 결정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에 대한 근거와 절차는 절차
법규에도 포함되어 있다(아래 V. B. 참조).
둘째, 법원과 그 밖의 법 집행 기관은 의문이 제기된 규범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내린
법적 입장과 해석을 따를 의무가 있다. 러시아 연방대법원을 비롯해 일반(상사) 관할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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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진 고등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위헌심사를 청구한 자 이외의 다른 청구인에 대해서도
이러한 의무가 준수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헌법재판소는 간혹 판결 이후 새로운 법률이 제정될 때까지 해당 법률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명확히 밝히는 경우가 있다. 헌법재판소의 지침은 새 법률이
제정될 때까지 법 집행 기관과 법원에 의무적으로 적용된다(아래 “심사효력” 절 참조).
러시아가 체결한 국제조약은 위헌심사 대상 가운데 특별한 주제이다. 앞서 언급한 대로
국제조약의 경우에는 사전적 위헌심사만이 실시된다. 국제조약은 비준에 관한 법률안이
하원에서 심의되기 전, 혹은 하원에서 통과된 후 상원의 승인을 받기 전(헌법 제106조에
따르면, 하원이 제정한 국제조약 비준에 관한 법률은 상원의 의무적 심의 대상에 속함),
그리고 의회에서 채택된 후 대통령이 해당 법률에 서명하기 전 위헌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러시아 연방이 체결하였으나 발효가 보류 중인 국제조약에 대해 러시아 헌법재판소에
위헌심사를 제청할 권한은 러시아 대통령, 상원, 하원, 상원 또는 하원 재적의원의 1/5,
정부, 대법원, 러시아 연방 구성주체의 입법기관과 행정기관에 부여되어 있다.
예를 들어, 1999년 2월 12일 하원의원 157명은 1997년 5월 31일 서명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우호, 협력, 동반자 조약의 특정 조항에 대한 위헌심사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이들은 조약 비준을 지지하지 않은 야당 의원이었다. 헌법재판
기구로 위헌심사가 청구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999년 2월 17일 상원은 하원에서
채택된 비준에 관한 법률을 승인했다. 1999년 3월 2일 대통령은 비준 법률에 서명
하였고, 4월 1일에는 비준서가 교환되었다(이 날짜를 조약 발효일로 간주함). 그 결과,
1999년 4월 29일, 러시아 헌법재판소는 (조약 비준 절차를 정지시키고 본안에 대한
헌법적 분쟁을 심리하기 위해 자신에 부여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No. 62-O 결정을 통해 이 사건에 대한 심리를 중단했다. 이와 비슷한 상황이 2012년에도
있었다. 헌법재판소는 2012년 7월 9일 러시아 연방의 세계무역기구를 설립하는 마라케시
협정(Marrakesh Agreement) 가입에 관한 국제협약의 합헌성을 심사한 No. 17-P
결정에서 국제협약과 관련하여 러시아 연방이 결정한 정치적 방편(political expediency)
에 대해 판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제인권기구(유럽인권재판소)의 행위와 관련된 구체적인 절차가 아래 “국제법과
외국법의 활용” 절에 논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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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적법요건 및 재판적격성
A. 적법요건
적법요건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의 절차 유형에 따라 다른 기준이 적용된다.
일반적으로 적법요건과 관련해서는 1) 해당 청구서가 헌법재판소 관할에 속하는지 여부,
2) 해당 청구서가 법률에 명시된 형식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3) 해당 청구서가 적절한
기관이나 개인이 청구한 것인지 여부, 4) 헌법재판소가 청구서에서 제기한 사안과 동일한
사안에 관해 내린 유효한 판결이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심사가 이루어진다.
법원은 어떤 경우든 사건을 심리하면서 특정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러시아 연방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결론에 도달할 때에는 헌법재판소에 당해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를
제청해야 한다.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된 법률에 의해 권리와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모든 시민,
시민단체와 연방법에 명시된 다른 기관 및 개인은 헌법상의 권리와 자유의 침해에 대해
개별적 또는 집단적 헌법소원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법률에 의해 헌법상의 권리와 자유가
침해되었음을 근거로 청구한 개별 헌법소원은 1) 해당 법률이 시민의 헌법적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고, 2) 구체적인 사건에 해당 법률이 적용되어 법원에서 심리가 완료되었으며, 법원이
해당 사건에 대해 판결한 후 1년이 지나기 전에 헌법재판소로 청구되어야 받아들여진다.
이 경우, 시민 및 시민단체, 법인, 외국인, 무국적자는 개별적 헌법소원을 (공동 청구인과
함께) 헌법재판소에 청구할 권리가 있다. 헌법재판소가 인권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헌법재판소법을 해석하여 외국인과 무국적자에게도 공동 청구인과 함께 헌법소원
청구할 권한을 부여했다(1998년 2월 17일 No. 17 6-P 판결, 2007년 3월 1일 No. 333-O-P
판결 등). 시민은 모든 문제에 대해 위헌심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외국인(무국적자 포함)은
정치적 권리를 제외한 모든 문제에 대해 위헌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개별 헌법소원은 구체적 위헌심사를 통해서만 검토할 수 있으므로 이 유형의 소송에서는

민중소송(actio popularis) 절차가 확립되어 있지 않다. 일부 형식의 공익소송에서는
법률에 의해 권리가 침해된 시민의 이익을 위해 옴부즈맨 제도나 검찰총장을 통해
헌법소원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지만, 이러한 신청 역시 구체적 규범통제를 전제로 한다.
거의 모든 유형의 헌법소원 절차에서 공익은 헌법에 위배되는 규범을 법체계에서 제거하는
형태로 달성된다.
개별 헌법소원을 청구하려면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러시아 헌법재판소는 시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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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해야 하는 국가 수수료를 면제하거나 물질적 여건(material standing)을 고려하여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본 보고서에 언급된 “위헌심사”라는 용어는 주로 헌법재판소의 추상적 규범통제를
의미한다. 위헌심사 청구인이 그 위헌성 때문에 법률을 집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거나
러시아 헌법에 합치하지 않음을 근거로 적용 및 집행을 거부한 연방 국가권력 기관,
연방 구성주체의 최고국가기구 또는 그 공무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률을 집행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또는 러시아의 규범이나 조약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인권과
자유가 침해되었으며 해당 위반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규범이나 조약을 개정할 필요성이
입증된 상황에서 국가 간 기구가 인권과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공식 채택한 결정에
반해 해당 규범이나 조약을 집행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헌법재판소는 해당
위헌심사의 적격성을 인정한다.
국가권력 기구의 법률 및 상호 간의 협약에 대한 위헌심사를 헌법재판소에 제청할 권한은
러시아 대통령, 상원, 하원, 상원 또는 하원 재적의원의 1/5, 정부, 대법원, 러시아 연방
구성주체의 입법기관과 행정기관에 부여되어 있다.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된 법률에 의해 시민의 권리와 자유가 침해된 경우, 러시아
검찰총장은 해당 시민의 헌법상 권리와 자유의 침해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청구할 수
있다. 러시아 인권위원장(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또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된 법률에 의해 권리와 자유가 침해된 시민의 헌법상 권리와 자유의 침해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청구할 수 있다.
러시아 법률에 따른 특정 주체는 헌법재판소 청구 시 수수료가 면제된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세법 제333.23조). 예컨대, 법원과 대통령에 대해 이러한 면제가 적용된다
(권한쟁의심사의 당사자가 아닐 경우).
일반적으로 위헌심사 청구 시 반드시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도록 요구하는 규정은
없으나, 국가기관의 장이나 특별 지정 대리인 등 직무상의 대리인 혹은 변호사나 법학
학위 보유자는 당사자를 대표할 수 있다. 법률 대리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 정부, 상원,
하원, 법무부는 의문이 제기된 모든 법률 채택에 참여하므로 헌법재판소에 각자의 상임
전권대표를 두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모든 유형의 위헌심사는 특정 규범, 문서 또는 문제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청구인의 진정한 믿음을 전제로 한다. 유일한 예외는 상원의 제청에 따라 대통령의
반역죄나 중범죄에 대하여 제기된 탄핵 절차가 규정대로 준수되었는지에 대한 선언적
판결이다. 이는 대통령 탄핵에서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절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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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재판적격성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은 러시아 헌법재판소가 법률문제에 대해서만 판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러시아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 절차를 수행할 때 사실관계 확정 및 조사가 다른
법원이나 다른 기관의 관할에 속할 경우에는 이를 자제해야 한다.
이 규정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다수의 판례에서 정치적·경제적 정당성 분석이 헌법재판소
관할을 벗어나는 문제임을 시사하며 본안 심리 청구를 거부한 바 있다(2016년 9월
27일 No. 2153-O 결정, 2015년 9월 29일 No. 2250-O 결정, 2014년 9월 18일
No. 1872-O 결정 등).
헌법재판소가 발전시킨 여러 의사결정 원칙 중에서도 합리적(헌법적) 자제(reasonable
self-restraint) 원칙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원칙은 권력분립을 보장하고 국가 법체계
안정성을 수호하는 헌법재판소의 특별한 역할과 관련이 있다. 헌법재판소가 자신에게
부여된 권한의 한계를 규정하며 특정 규범을 위헌으로 선언하는 것을 자제하거나 미래의
법률 개정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내리는 것을 자제하는 일부 사건에서 이 원칙이 적용된다.
보통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함의가 크다는 이유만으로는 사건 심의를 자제하지 않는다.
청구 기각 사유는 법률에 규정된 헌법재판소 관할 범위를 근거로 한다. 따라서 연금
수급 연령(pension age) 변경에 대해 제기한 청구를 기각한 최근 결정(2019년 4월
2일 No. 854-O 결정)은 입법자가 결정한 해당 사안의 경제적·정치적 타당성을 심사할
관할권이 없다는 점을 결정 이유로 제시한다. 이와 달리, 2018년 12월 6일 No. 44-P
판결의 경우 헌법재판소는 엄격한 법적 관점을 적용하며 필연적으로 정치적 영역에
속하는 러시아 연방의 두 구성주체 사이의 경계 변경 사안에 대해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가 앞서 언급한 자제의 원칙(principle of self-restraint)을 적용할 때 일반적으로
심리 청구를 받아들이는 것 자체를 거부하지는 않으므로, 이 상황은 통치행위(political
question doctrine)나 사법 자제의 원칙(judicial deterrence doctrine)과는 상당히
다르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사건에서 국가 법체계 안정성의 수호자 역할을 한다.
헌법적 자제 원칙이 적용된 예는 2008년 11월 27일 No. 11-P 판결에서 찾을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 판결에서 연금협약(annuity agreement) 및 종신부동산 계약(life
estate agreement)에 따른 지급금 산정 문제를 심리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계약에
따라 연금 또는 임대료를 받는 시민은 각자의 삶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 해당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많은 시민에게 이러한 임대료는 유일한 수입원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헌법재판소는 100루블의 “기본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임대료 계산 방식이 임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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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자의 사회적 권리 보장을 훼손한다고 판결했다. 그뿐만 아니라, 최저임금법 제5조
2부는 물가연동제에 따른 임대료(연금) 지급금 검토를 허용하지 않는다. 이러한 검토는
재산권과 계약의 자유에 부당한 제한을 가할 수 있다. 이러한 심리 결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는 헌법적 자제의 원칙을 고수하며 해당 사건의 지급금 산정을 위한 기본
금액의 정의를 직접 정의할 수 없다고 판결한 후, 판례를 통해 발전해온 법적 관점과
일치하고 사회적 공정성과 인도주의 원칙을 충족하는 실체적 영역에서 입법자가 새로운
법규를 채택해야 하는 기한을 확정했다.
이 원칙이 적용된 또 다른 예는 2011년 12월 21일 No. 30-P 판결에서 찾을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 판결에서 형사사건 심리 목적상 민사, 상사 또는 행정소송에서 내려진
판결의 배제효(preclusive effect)를 확립한 형사소송법 제90조가 헌법과 합치하는지
여부를 심사했다. 헌법재판소는 시행 중인 법률 규정에 몇 가지 흠결이 있음을 확인했지만,
사법당국이 법규범을 잘못 해석하여 시민의 권리를 침해한 당해 사건에서 해당 법규범을
위헌으로 선언할 경우(즉, 법체계에서 완전히 제외됨) 법체계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법 집행에 차질이 발생할 것이라고 판결했다. 헌법재판소는 이의가 제기된 규범에
대한 해석의 불확실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헌법에 부합하는 해석을 발전시켜 모두에게
의무적으로 적용함으로써 규범이 헌법과 합치하도록 보장했다.

Ⅳ. 심사 기준
A. 헌법재판의 주요 기준
러시아 헌법은 직간접적으로 여러 핵심 원칙을 확립해 두었으며, 헌법재판소는 이를
명확히 설명하고 보호하는 업무를 맡는다. 이러한 원칙 중에는 모든 입법 활동과 법
집행 활동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원칙도 있고(법적 명확성, 법률적 평등,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법적 보호, 법치주의, 법률 및 국가 행위에 대한 시민의 신뢰 보호, 개별화된 책임
등의 원칙), 법률 또는 법 집행 활동의 특정 영역(근로의 자유, 경제활동의 자유, 사인
간 거래의 안정성, 예산제도의 예산 자율성 등의 원칙)에 적용되는 원칙도 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사건 심리 시 적용 가능한 헌법상 원칙을 식별하고, 법률이 이러한
원칙과 일치하는지, 또는 관련 원칙을 준수하는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 확인한다.115
115

헌법재판소 판결에서 식별된 헌법상 원칙을 위반한 사례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러시아어로 제공되는
“(2013년~2015년 헌법재판소 판결을 바탕으로 한) 헌법적 측면에서의 규범 수립 활동 개선” 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http://www.ksrf.ru/ru/Info/Maintenance/Informationks/Pages/AspectsKS_2015.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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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실은 헌법재판소의 기본 심리 원칙 중 하나로 활용 중인 비례성(균형성) 원칙을
명확히 설명한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비례성” 또는 “균형성”이라는 용어는 헌법재판소 판례에서 널리 사용되며, 여러 법적
입장에 대해 자세히 기술되었다. 많은 판례 중에서도 1995년 4월 25일 No. 3-P 판결과
1997년 12월 23일 No. 21-P 판결을 대표 판례로 꼽을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들
판결에서 러시아 입법자가 사회적 관계를 규율할 때는 평등성, 공정성, 균형성이라는
헌법적 원칙을 따라야 하며, 이러한 원칙에 따라 법규의 공식적 확실성, 명확성, 일관성,
각 부(府) 법률에 포함된 관련 법규범 사이의 상호 일관성, 사용된 법적 수단의 적절성,
합리적 충분성 및 비례성 등에 대한 요건이 도출된다고 지적했다. 입법자가 채택한
특정 권리를 구체적으로 실현할 때는 이 권리에 반영된 사회적 목표와 이익의 효과적인
달성을 위한 조건을 확립해야 하며, 또한 시민이 자신의 행위나 행동을 규범적
규제(normative regulation)에 일치시키고 이러한 행동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결과를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위한 조건을 확립해야 한다. 법적 규제(legal regulation)의 명확성
결여와 비일관성(inconsistency)은 자의적인 법적 규제로 이어져 평등성과 법치주의가
훼손될 뿐만 아니라 사법적 구제의 약화를 비롯해 개인의 권리, 자유, 정당한 이익 보호에
대한 보장이 약화할 수 있다.
비례성 원칙은 또한 특정 법규범이 러시아 헌법과 합치하는지에 대한 문제를 결정하는
특별한 분석 방법을 함축하고 있다. 비례성 심사는 적법성(권리 제한이 법률에 규정된
것인지 여부), 정당한 목적(권리 제한이 헌법상 권리 제한이 정당화되는 목표 중 하나에
해당하는지), 필요성(이러한 금지가 최소한의 권리 제한인지 여부), 협의의 비례성(권리
제한이 비례적인지 여부)의 네 가지 요소를 포함한다.
널리 사용되는 비례성 원칙에 대한 설명은 간혹 판결문에 포함되기도 하며, 이러한
예로는 유럽인권재판소의 판결을 들 수 있다. 러시아 헌법재판소의 판결에서는 형식적
측면에서 볼 때 비교적 덜 엄격한 접근법을 확인할 수 있으나, 실체적 측면에서 볼
때 러시아 헌법재판소는 제한의 비례성(균형성)이라는 유사한 분석을 수행한다. 예를
들어, 2016년 2월 15일 No. 3-P 판결문을 살펴보면, 러시아 헌법재판소는 입법자가
적용한 제한조치에 대해 비례성 분석을 실시했으며 특히 입법 목적, 제한의 적절성,
공익과 사익의 균형을 중심으로 검토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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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방 입법자는 특정 법률관계의 성격과 사회적 중요성을 고려할 때 필수적인
경우 [민사소송 절차에 적용 가능한] 소멸시효(prescription period) 관련
기본원칙에 관해 예외규정을 정할 권한이 있다. 즉, 입법자는 주어진 재량에
따라 구체적인 법적 규제 목적과 관련하여 소멸시효를 수립, 변경, 폐지할 권한이
있으며, 필수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시에는 소멸시효를 다르게 정할 권한도
보유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입법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실제로 시민의 권리를
보호할 가능성을 높이고 민사 법률관계를 맺는 사인의 법적 지위에 대한 안정성,
명확성,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소멸시효의 만료 순서, 시작 시기, 종료
시기를 결정할 권한이 있다.
- <...> 법적으로 평등한 민사 법률관계 참여자의 의무를 변경하는 법률에 소급효를
부여하는 문제는 관련 법적 규제의 균형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고, 한 당사자에
대해 기존 보장된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동시에 다른 당사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변호할 능력을 약화시키지 않는 세심한 접근법이 요구된다<...>
- <...> 기존 법적 규제에 대한 변경으로 시민의 법적 지위에 일부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경우 이러한 변경 조치는 법률 및 국가 행위에 대한 시민의 신뢰 보호
원칙을 엄격하게 준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즉, 이러한 변경 조치는 법적 규제에서
합리적인 안정성을 확보하고 법규범 체계를 자의적으로 변경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법률 개정에 따른 적응 기간이 필요한 경우 시민에게 변경사항에 적응할
수 있는 경과 기간(interim period)을 두어야 한다.
“러시아 민법 제1편 제1절 제4관 및 제5관과 제3편 제1153조의 개정에 관한”
연방법의 공표일을 살펴보면, 연방 입법자는 침해 주장이 제기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변경된 규칙에 적응할 수 있도록 민사 법률관계 참여자에 4개월 미만의
경과 기간을 제공했다.
이 기간은 채권자가 새로운 규칙에 적응하고 새로운 민법 규정이 발효되기 전에
권리를 행사하는 한편 법률이나 계약에 따라 수립될 수 있는 이행 의무 조건을
준수하기에 충분한 기간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시민의 권리에 대한 국가 간섭 문제에서 비례성 원칙과 균형성 판단은 헌법재판소의
업무의 중요한 부분이다.

B. 국제법과 외국법의 활용
러시아 헌법 제15조(제4항)는 “국제법상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원칙과 규범 및 러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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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이 체결한 국제조약은 러시아 연방 법체계의 일부를 구성한다. 국제조약이 법률이
정하고 있는 것 이외의 규정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국제조약의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러시아 법원(헌법재판소 포함)은 국제법 규범을 참고하는 판결을
내리기도 한다.
헌법재판소 결정 이유서는 다음 문서에 대한 참조를 포함하기도 한다.
- 국제연합, 그 기구 및 기관의 행위(국제연합 헌장, 세계인권선언, 국제연합의
후원으로 체결된 협약 및 그 의정서,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인권위원회
(Commission on Human Rights) 결의, 인권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
(comments)과 견해, 유네스코(UNESCO) 권고 등 포함)
- 러시아 연방이 당사국이거나 보편적으로 승인된 국제법 원칙과 규범이 수록된
지역적 조약 및 국제조약(1988년 유럽지방자치헌장(European Charter of
Local Self-Government of 1988), 1949년 국제인도법에 관한 제네바 협약
및 추가 의정서(Geneva Conventions on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of 1949 and Additional Protocols) 등)
- 역사적 문서(1945년~1949년 기간 중 독일의 점령법이나 점령지 관할을 바탕으로
채택된 법률 등), 러시아가 가입하지 않은 국제기구의 행위(예: 사형 폐지를
위한 미주인권협약 의정서), 국제회의 문서
-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호를 위한 협약(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이하 “유럽인권협약”으로
약칭) 및 유럽인권재판소(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판례는
헌법재판소 관행에서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러시아는 1998년 유럽인권협약을
비준했다. 유럽인권협약 제46조 제1항에 의거하여 제정된 1998년 3월 3일 연방법
제54-FZ호에 따라, 이들 법률이 러시아에서 공표된 후 러시아가 해당 법률 조항을
침해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경우 러시아는 그 사실 자체로(ipso facto) 그리고
특별한 합의 없이 협약상의 의무로써 유럽인권협약 및 그 의정서를 해석하고
적용하는 문제에 대한 관할권이 유럽인권재판소에 있음을 인정한다.
러시아 헌법재판소는 국제법의 법적 강제력에 대해 검토를 수행하면서 러시아 헌법의
법적 강제력과 비교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검토를 수행한 후 러시아 영토
내에서 러시아 헌법의 최고우월성을 확인하는 몇 가지 법적 입장을 발전시켰으며 헌법
조항의 관점에서 국제인권기구가 내린 결정(판결)의 집행 가능성을 판단할 권한이
헌법재판소에 있다는 이론을 발전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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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013년 12월 6일 No. 27-P 판결에서 기존 헌법재판소가 헌법과 합치하는
것으로 인정한 법률 조항을 근거로 유럽인권재판소가 유럽인권협약 위반 사실을 확인한
경우, 국내 법원은 유럽인권재판소 결정에 따라 심사할 의무가 있으며, 헌법과 합치하는
방식으로 유럽인권재판소 판결을 집행할 방법을 식별하기 위해 이러한 의무가
헌법재판소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후, 헌법재판소는 하원의원이 공동으로 제청한 문제에 대한 2015년 7월 14일 No.
21-P 판결을 통해 몇 가지 중요한 법적 입장을 발전시켰으며, 이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국제조약(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호를 위한 협약 관련 판결)은 러시아 영토
내에서 최고우월성을 갖는 러시아 헌법을 폐지하지 않으며, 헌법의 최고우월성을
인정하는 조건으로 이행되어야 한다.
- 서로 다른 법체계 사이에서는 대화를 통해서만 적절한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유럽연합 법질서와 러시아 헌법상 법질서 간의 상호 작용은 어느 하나의
법질서가 우월한 종속관계(subordination)를 바탕으로 할 수 없다.
- 비준된

국제조약과

러시아

헌법

사이에는

모순이

발생하지

않지만,

유럽인권재판소가 조약을 광범위하게 해석할 경우 이러한 모순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비준 시 이해한 사항과 다른 새로운 의미의 조약에 귀속되는 결과로
이어진다.
-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헌법 조항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일
때는 국제의무에서 예외적으로 이탈할 수 있다.
- 헌법재판소는 조약상 국제의무의 이탈 및 해당 범위에 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이 판결에 기초하여 개정된 2015년 헌법재판소법에서는 헌법재판소에 새로운 권한을
부여해 (권한 있는 국가기관의 요청에 따라) 국제인권기구의 판결이 헌법상 집행 가능한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이는 헌법상 최후의 수단으로서 예외적인 경우에만
결정될 수 있으며, 헌법 규범에 위배되는 조약 조항과 관련된 초국가적 유권해석에
대한 일종의 자위권(self-defence)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절차는
유럽인권재판소가 Anchugov and Gladkov 사건(수감자에 대한 헌법상 투표 금지
관련 사건)과 OAO “Neftyanaya kompamiya Yukos” 사건(청구 기업의 대규모 탈세
관련 사건)에 대해 내린 두 판결에 대해서만 적용되었다. 관련 절차가 실제로 적용되었다는
점은 그러한 경우가 아무리 제한적이라 하더라도 헌법재판소가 “문제의 소지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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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인권재판소 판결 집행과 관련해 헌법적으로 수용 가능하고 정당한 타협점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음을 입증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헌법재판소는 언제든지
필요한 대화를 계속할 방법을 모색한다.
외국법과 외국 법원의 실무 관행(헌법통제기구의 판례 포함) 또한 헌법재판소가 결정
이유를 제시할 때 참조할 수 있다. 법과 실무 관행의 비교분석은 법체계 발전의 공통
추세를 확인하고, 헌법재판소의 법적 입장에 대한 추가적인 논거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헌법재판소는 2015년 7월 14일 No. 21-P 판결에서 유럽인권재판소의
판결과 비교하여 러시아 헌법의 법적 효력을 검토할 때 독일연방 헌법재판소, 이탈리아
및 오스트리아의 연방 헌법재판소, 영국 대법원의 판례를 인용했다.
대부분 헌법재판소 결정에서는 구체적인 판례법을 인용하는 대신 여러 국가에서 확인한
관련 실무 관행을 간단히 언급한다. 이 경우, 판결문 작성 과정에서 헌법재판소에 제기된
특정 사안과 관련된 외국의 관행을 대상으로 종종 특별연구가 수행되기도 한다.

Ⅴ. 결정의 유형 및 효과
A. 판결
헌법재판소가 채택할 수 있는 판결 유형은 러시아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 규정되어
있다. 위헌심사 관련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종국 판결은 판결(Judgement, 헌법
재판소에 제기된 모든 문제의 종국 본안 판결), 선언적 판결(Declaratory Judgment,
대통령의 반역죄나 중범죄에 대하여 제기된 탄핵 절차가 규정대로 준수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제청의 본안 결정), 결정(기타 헌법재판소의 판결, 헌법재판소가 위헌심사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음을 선고한 결정)의 형태로 내려진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는 표결에
참여한 모든 재판관이 서명한다.
판결은 공개 심리 후 채택되는 판결과 서면 절차 후 채택되는 판결의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진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에 따라 법규범의 합헌성 문제가 기존의
판결 또는 결정에 포함된 법적 입장을 바탕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결론 내릴 수도 있다.
이러한 사건에서 청구서는 기각되지 않지만, 공개 심리를 수행하지 않은 채 판결이
내려진다. 이는 절차적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여겨질 수 있으나, 공개
심리가 수행되지 않는 경우에도 헌법재판소법은 당사자가 관련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여 본질적으로 동일한 절차를 보장한다. 헌법재판소 판례법이 충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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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립되어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하여 해당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법적 입장이
이미 밝혀진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이러한 유형의 판결이 곧 헌법재판소의 판결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예: 2018년 47건의 판결 가운데 10건만이 공개 심리 이후
내려진 것이고 나머지 37건은 제47조의 절차에 따라 내려짐).
헌법재판소 판결의 본질적 내용은 의문이 제기된 법률이 확립된 헌법조항 위반(비 위반)
유형 중 어떤 것에 해당하는 지에 따라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아래 “법적 효과 및
집행” 절 참조).116
헌법재판소가 내리는 결정의 종류도 매우 다양하다. 일반적으로 결정은 헌법재판소법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청구서를 각하할 때 내려진다. 그렇지만, 때때로 이러한
결정에서는 헌법재판소가 과거 비슷한 사건의 판결에서 밝힌 법적 입장이 확대되기도
한다(예를 들어, 2012년 3월 22일 No. 613-O-O 결정 참조). 이 유형의 결정은
헌법재판소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헌법상 관습으로 여겨진다. 그뿐만
아니라, 일부 결정에서는 심리 부적격을 이유로 청구서를 각하하면서도 일반법원에 대한
지침으로 기능하는 중요한 법적 입장을 밝히기도 한다(예를 들어, 유명인의 사생활 침해
문제에 대한 2019년 2월 2일 No. 274-O 결정 참조).
헌법재판소법 제78조에 따라 모든 헌법재판소 판결(판결, 선언적 판결, 결정)은 러시아
연방의 관련 국가기관과 그 구성주체의 공식 정기간행물(official periodical) 및
헌법재판소 판례공보(Bulletin)와 필요한 경우 기타 정기간행물에 공식 게재된다. 실제로
헌법재판소의 모든 판결과 결정은 pravo.gov.ru의 공식 인터넷 포털의 법률 정보란과
Russian Gazette(모든 판결과 결정이 수록되지는 않음)뿐만 아니라 Consultant-Plus나
Garant와 같은 모든 법률 참조 시스템 및 헌법재판소 공식 홈페이지에도 게재된다.
헌법재판관은 보충의견 및/또는 반대의견을 제시할 권한이 있으며, 이러한 의견은
헌법재판소 판결 또는 결정 본문에 첨부되어 헌법재판소 판례공보에 게재되고 법률
참조 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이용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법에 “의견(opinion)”으로
적시된 보충의견은 헌법재판소에서 심의한 문제의 본안 판결이나 선언적 판결에
동의하지만 다른 문제에 대한 표결에서 또는 다른 판결의 이유에서 소수의견을 제시하는
재판관이 제출한다. 재판관이 결정의 실질적 내용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경우, 사건
본안에 대한 심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의견”을 제출한다. 다수
116

헌법재판소가 판결로 인한 법적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활용한 방법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V.D. 조르킨
“러시아 헌법재판소: 원칙과 실무: 논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В.Д. Зорькин «Конституционный
Суд России: доктрина и практика: монография] - .M.Norma, 2017. - pp. 352
– 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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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이 채택한 사건 본안에 대한 판결의 실질적인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보충의견과 반대의견은 헌법재판소에서 전통적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구체적인 법적 효력은 없으나 학자와 언론의 관심을 받게 될 수 있다.
이러한 의견을 허용하는 이유는 헌법재판소 내 다양한 의견을 보장하고 헌법재판소
판결 이유에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이다.

B. 법적 효력 및 시행
헌법재판소법은 법률 조항이 위헌으로 판명될 경우 그 후속 조치의 수행방안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관련 조항은 다음과 같다.
« 제79조 결정의 법적 효력
<…>
위헌으로 확인된 법률이나 개별 조항은 무효가 되며, 아직 발효되지 않았으며
러시아 헌법과 합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러시아의 국제조약은 발효 및
이행되어서는 안 된다. 러시아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위헌으로 확인된 법률이나
개별 조항에 근거한 법원과 기타 기관의 결정은 집행할 수 없으며, 연방법에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가 실시되어야 한다.
규범적 법령이 러시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그 전체 또는 일부가 위헌으로
확인되거나, 러시아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발생한 법규 공백을 해소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규범적 법령을 제정한 국가기관 또는 공무원은 위헌으로 확인된
규범을 폐지하거나 그 일부가 위헌으로 확인된 규범적 법령에 대해 시정이 필요한
부분을 개정하는 등 새 규범적 법령의 제정을 고려해야 한다. 새로운 규범이 제정될
때까지 러시아 헌법이 직접 적용되어야 한다.
법 적용 기관은, 법률 적용 관행에 따라 귀속되는 규범적 법령 또는 그 개별 조항의
의미가 러시아 헌법과 합치하는지에 대한 러시아 헌법재판소의 입장, 즉 시민의
헌법상 권리 및 자유의 침해에 대해 헌법소원이 제기된 경우 해당 사건에 적용된
법률의 합헌성에 대한 판결 또는 법원의 제청에 따라 특정한 사건에 적용되어야
할 법률의 합헌성에 대한 판결에 표현된 러시아 헌법재판소의 입장을 러시아 헌법
재판소의 해당 판결이 발효되는 시점부터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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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 러시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법률 및 규범적 법령이 러시아 헌법과
합치되도록 하여야 할 국가기관 및 공무원의 의무
규범적 법령이 러시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그 전체 또는 일부가 위헌으로
확인되거나, 러시아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발생한 법규 공백을 해소할 필요가
있는 경우,
1) 러시아 정부는 러시아 헌법재판소 결정이 공표된 후 3개월 이내에 연방 헌법적
법률 초안, 연방법 초안, 여러 관련 법률의 초안 또는 그 일부가 위헌으로 확인된
법률을 개정하는 법률 초안을 하원에 상정해야 한다. 하원은 이러한 초안에
대해 특별 심의를 수행해야 한다.
2) 러시아 대통령과 정부는 러시아 헌법재판소 결정이 공표된 후 2개월 이내에
대통령, 정부의 각 규범적 법령을 폐지하고, 새 규범적 법령을 제정하거나 일부
위헌으로 확인된 규범적 법령에 대한 개정안을 상정해야 한다.
3) 러시아 연방 구성주체의 국가권력 입법부(의회)는 러시아 헌법재판소 결정이
공표된 후 6개월 이내에 러시아 연방 구성주체의 헌법(헌장)에 대한 개정안을
상정하거나, 위헌으로 확인된 러시아 연방 구성주체의 법률을 폐지하거나,
러시아 연방 구성주체의 새 법률 혹은 여러 관련 법률을 제정하거나, 그 일부가
위헌으로 확인된 법률에 대한 개정안을 상정해야 한다. 러시아 연방 구성주체의
최고책임자(러시아 연방 구성주체의 국가권력 최고집행기관의 장)는 러시아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공표된 후 2개월 이내에 각 법률 초안을 러시아 연방
구성주체의 국가권력 입법부(의회)에 상정해야 한다. 러시아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공표된 후 6개월의 기간이 만료되었을 시 러시아 연방 구성주체의
국가권력 입법부(의회)가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관련해 본 항에 명시된 조치를
채택하지 못한 경우. 연방법에 규정된 책임 규칙을 적용해야 한다.
4) 러시아 연방 구성주체의 최고책임자(러시아 연방 구성주체의 국가권력 최고
집행기관의 장)는 러시아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공표된 후 2개월 이내에 위헌으로
확인된 규범적 법령을 폐지하고 새 규범적 법령을 제정하거나 그 일부가
위헌이라고 확인된 규범적 법령에 대한 개정안을 상정해야 한다. 러시아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공표된 후 2개월의 기간이 만료되었을 시 러시아 연방
구성주체의 최고책임자(러시아 연방 구성주체의 국가권력 최고집행기관의 장)가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관련해 본 항에 명시된 조치를 채택하지 못한 경우. 연방법에
규정된 책임 규칙을 적용해야 한다.
5) 연방 국가권력 기관, 연방 국가권력 기관과 러시아 연방 구성주체의 국가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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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간 또는 러시아 연방 구성주체의 국가권력 기관 상호 간에 조약을 체결한
러시아 연방 구성주체의 국가권력 기관은 러시아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공표된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조약을 개정하거나 파기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제기된 사건의 구체적인 성격을 고려하여 판결 집행에 관한 특별 지시를
내릴 수 있다.
법률이 위헌으로 판단될 경우, 판결문에 명시된 해당 법률 조항이나 그 일부는 마치
제정되지 않았던 것과 같이 효력을 상실한다. 헌법재판소는 관련 법률의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117 판결문에 명시된 해석에 따라 헌법 조항을 직접 적용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거나(예를 들어, 2007년 7월 10일 No. 9-P 판결, 2000년 6월 27일 No. 11-P
판결 참조), 판결에 따라 제정되어야 하는 법률의 헌법적 요건을 규정하거나(예를 들어,
2008년 4월 14일 No. 7-P 판결, 2008년 1월 31일 No. 2-P 판결 참조), 기존 법률을
참조하거나(예를 들어, 2006년 10월 3일 No. 471-O 결정 참조), 법률을 개정하는
대신 문제가 제기된 법률의 합헌적 해석을 명시하거나(예를 들어, 2003년 4월 24일
No. 7-P 판결, 2019년 1월 21일 No. 6-P 판결 참조), 새로운 법률이 제정될 때까지
임시 조항으로 기능할 규칙이나 기준을 수립하는 한편 입법자에게 새로운 규정을 준비하여
제정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예를 들어, 2019년 1월 18일 No. 5-P 판결, 2018년 12월
19일 No. 45-P 판결 참조).
대체로 헌법재판소는 관련된 헌법적 원칙이 확실히 준수될 수 있는 방식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경우 문제가 제기된 법률 조항을 위헌으로 선언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법률에 대한 다양한 해석은 관련 결정의 파기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합헌적
해석은 (법원을 포함해) 실무에서 행해지는 법률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배제한다. 이는
또한 법률의 안정성에 기여하여 전반적인 법체계를 뒷받침한다. 법률의 일부만을 위헌으로
확인하거나 한정위헌(헌법재판소가 밝힌 범위 내에서 합헌)으로 확인하는 방식은 위헌
쟁점 사유가 (법률 자체에 대한 문제가 아닌) 법원 실무상의 문제이거나 헌법 조항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는 해석을 포함해 해당 법률을 여러 측면에서 해석할 수 있는 경우 선택한다.
한편, 헌법재판소가 해석을 내리더라도 법률상의 결함을 바로잡을 수 없는 경우에는
드물긴 하나 새로운 법률을 채택할 기한을 명시하고 문제가 되는 법률이 당분간 시행될
수 있는 기간을 확정하기도 한다(예를 들어, 2002년 3월 14일 No. 6-P 판결, 2005년
117

헌법재판소는 법률 조항의 위헌성을 확인한 경우라 하더라도 법적 공백을 고려해 판결 집행 시 해당
법률 조항이 법적 효력을 잃지 않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법률 조항에 대해서는 개정 또는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예를 들어, 2019년 6월 13일 No. 23-P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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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4일 No. 8-P 판결 참조).
문제가 되는 법률을 합헌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도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권리를 더 확실히
보장할 법률 개정의 필요성 또는 가능성을 지적할 수 있다. 그러한 권고에서는 보통
추가 입법조치가 가능한 여러 방법 중 하나를 언급한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권고를
따를 것인지 여부는 입법자의 재량에 속하는 사안이다. 그렇지만 대개 입법자는
헌법재판소의 권고를 충분히 고려한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2014년 11월 11일 No.
28-P 판결에서 형사소송 개시 거부와 관련된 사건에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입법자는 비합리적으로 지연된 사법절차에 대한 보상신청 조건을 명확히 규정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입법자는 헌법재판소의 권고를 따르기로 결정했고 2016년에 해당
법률의 개정안을 채택했다.
절차법에는 헌법재판소로 제기된 구체적인 사건에서 청구인의 상황 구제와 관련된 특별
규정이 제정되어 있다. 이 규정은 헌법재판소가 법률의 위헌성을 확인한 결정이 재심의
근거가 될 것이라고 예정한다(형사소송법 제413조, 민사소송법 제392조, 중재소송법
제311조, 행정소송법 제350조). 헌법재판소는 구체적인 청구인의 사건을 고려해 특별
판결집행 명령을 내릴 수도 있다. 헌법재판소가 해당 법률을 합헌으로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의 사건에 대해 재심할 것을 명령할 수도 있으며(헌법재판소가 청구인의
사건에서 법원이 채택한 법률 해석과 다르게 적용되는 의무적 법률 해석을 명시한 경우,
예를 들어 2019년 6월 25일 No. 25-P 판결 참조), 헌법재판소의 지침에 따라 새 법률이
제정된 후 청구인의 사건에 대해 재심할 것을 명령할 수도 있다(예를 들어, 2019년
1월 17일 No. 4-P 판결 참조).
러시아 헌법재판소 결정의 미집행, 부적절한 집행 또는 집행 방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자는
연방법에 따라 책임을 지게 된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법률과 법원 실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결국 위헌으로 확인된 법률 조항의 폐지 또는 개정으로 이어진다.
정부(법무부를 통해)와 헌법재판소(판결 미집행 시 법적 책임을 강제할 권한은 없음)는
판결 집행이 적절히 이루어지는지 감독한다.

12. 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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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태국
헌법재판소
요약
대륙법체계를 채택한 태국은 집중형 위헌심사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태국 헌법재판소는
추상적 규범통제와 구체적 규범통제, 그리고 사전적 심사와 사후적 심사를 모두 실시하는
전문법원이다. 옴부즈맨(Ombudsman)을 비롯한 특정 국가기관은 추상적 위헌심사를
제청할 수 있다. 개인은 옴부즈맨 제도를 통해 위헌심사에 간접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구체적 규범통제는 법원이 직권으로 청구하거나 일반법원에서 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의
당사자가 청구할 수 있다. 의회 제정법, 특정 시국에서의 의회 의결, 헌법 개정안, 긴급
명령은 모두 위헌심사의 대상이다. 헌법에는 명시적으로 또는 묵시적으로 개정이 금지된
내용이 있으므로 헌법 개정안은 위헌심사의 대상이 된다. 법안이 헌법에 위배되거나
헌법과 합치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사전적 심사가 수행되며, 헌법재판소가 이
사안에 대해 최종적인 결정을 내린다. 이는 입법부의 의사규칙 초안(draft rules of
procedure)에도 적용된다. 국제조약과 관련해 태국은 이원론적 체계(dualist system)를
운용한다. 따라서 국제조약은 법률로 제정될 경우에만 효력을 갖게 되고, 따라서
위헌심사의 대상이 된다. 의회의 국제조약 승인 절차 중 헌법재판소로 위헌심사가 제청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에 일종의 비례성 심사를 적용한다. 인권 문제와 관련된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흔히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참고한다.
헌법재판소는 합헌 또는 위헌 결정을 내린다. 다른 절차에서는 구체적인 법적 구제를
비롯한 다양한 유형의 판결이 내려지기도 한다.

개요
I. 심사 유형
II. 심사 대상
III. 적법요건 및 재판적격성
IV. 심사 기준
V. 결정의 유형 및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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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심사 유형
A. 배경
태국은 대륙법체계를 채택하였으며 헌법은 태국의 최고법이다. 태국 헌법재판소는 전문
법원으로서, 일반법원(Courts of Justice), 행정법원(Administrative Court), 군사
법원(Military Court)과 구별되는 별도의 관할권을 갖는 사법기관이며 “헌법재판소”
라는 명칭이 부여되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사건이라고도 알려져 있는 위헌법률 심사
업무를 담당한다. 태국 헌법재판소는 1997년부터 임무를 수행해 왔다. 이는 1997년(불력
2540년) 태국 헌법이 국민의 권리와 자유의 증진 및 보호, 통치 과정에의 국민 참여,
국가권력 행사에 대한 감독,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정치구조로의 개선 등을 목표로
국가 행정의 원칙이 되는 기본 규칙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B. 심사유형
보통 대륙법체계 국가는 헌법재판소, 헌법위원회 또는 특별재판소 등 일반법원과 분리된
특정 기관을 설립해 집중형 위헌심사 제도를 운용하는데, 태국도 이러한 국가에 속한다.
태국 헌법재판소는 1997년 이래로 1997년(불력 2540년) 태국 헌법에 따라 헌법 문제에
관한 최종 결정권을 행사해왔다.
집중형 제도에서 위헌심사는 추상적 규범통제 또는 구체적 규범통제의 형태로 실시될
수 있다. 태국은 두 유형의 규범통제를 모두 시행한다. 추상적 규범통제는 1997년부터,
구체적 규범통제는 1946년부터 실시되었다.
1997년 이래 태국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따라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해 추상적･사전적 위헌심사를 실시해왔다. 추상적 규범통제는 옴부즈맨, 하원의원,
상원의원, 국회의원, 총리가 청구할 수 있다(2017년(불력 2560년) 태국 헌법 제148조).
또한 헌법에 보장된 권리나 자유를 침해 받은 사람은 옴부즈맨을 통해(2018년(불력
2561년) 헌법재판소 심사절차에 관한 기본법 제46조 및 제48조) 헌법소원을 청구하여
해당 행위가 헌법에 위배되거나 불합치하는지 여부에 대해 심사를 받을 권리가
있다(2017년(불력 2560년) 태국 헌법 제213조).
구체적 규범통제 또한 1946년(1946년(불력 2489년) 태국 헌법 제88조) 이래 현재까지
운용되는 제도로, 그 목적은 위헌심사를 수행할 의무와 권한을 가진 헌법재판소 또는
기관(헌법위원회)이 ‘견제와 균형’ 체제를 확립하도록 하는 것이다. 구체적 규범통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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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또는 사건의 당사자가 청구할 수 있다(2017년 (불력 2560년) 태국 헌법 제212조).
구체적 규범통제 청구 절차에서 법원은 관련 기관에 위헌심사를 직접 제청할 수도 있다.
2017년(불력 2560년) 태국 헌법 제212조에 따르면, 법률 조항이 헌법 제5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며, 해당 법률 조항과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없을 경우,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심사를 구하는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해당 법원은 위헌법률 심사 기간
동안 재판을 속행하지만,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판결을 유예해야 한다.

Ⅱ. 심사 대상
A. 법규범
의회 제정법
의회 제정법에 대한 위헌법률 심사는 총리, 하원의원, 상원의원 또는 상하원 재적의원
총수의 1/10 이상으로 구성된 양원 의원(2017년(불력 2560년) 태국 헌법 제148조),
일반법원, 행정법원, 군사법원 및 모든 사건의 당사자(2017년(불력 2560년) 태국 헌법
제212조), 옴부즈맨(2017년(불력 2560년) 태국 헌법 제231조 제1항)이 청구할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의회 제정법에 대한 심사는 사전적 심사와 사후적 심사의
형태로 수행된다. 사전적 심사를 제청할 수 있는 기관은 총리, 하원의원, 상원의원 또는
양원의 의원들이며, 사후적 심사를 제청할 수 있는 기관은 일반법원, 행정법원, 군사법원,
옴부즈맨이다.
의회 의결
의회의 의결 또한 아래의 세 가지 상황에서 위헌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1. 법안의 위헌심사
2017년(불력 2560년) 태국 헌법 제148조 제1문에 따라 “제81조에 명시된 국왕의 서명을
받기 위해 총리 앞으로 법안을 제출하기에 앞서,
(1) 하원의원, 상원의원 또는 상하원 재적의원 총수의 1/10 이상으로 구성된
양원 의원이 해당 법안의 규정이 헌법에 위배 또는 저촉되거나 헌법 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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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하여 제정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각각 하원의장, 상원의장 또는
국회의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고, 관련 의견을 수리한 의장은 결정을 위해
그러한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송부함과 동시에 이를 지체 없이 총리에게
통지해야 한다.
(2) 총리가 해당 법안의 규정이 헌법에 위배 또는 저촉되거나 헌법 규정에
반하여 제정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결정을 위해 그러한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송부함과 동시에 이를 지체 없이 하원의장과 상원의장에
통지해야 한다.”
2. 입법부의 의사규칙 초안이 헌법에 위배되거나 불합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결정
제149조에 따라 “하원, 상원 또는 국회에서 승인된 하원의 의사규칙 초안, 상원의 의사규칙
초안 또는 국회의 의사규칙 초안에 대해서도 관보(Government Gazette)에 게재하기
전 제148조의 규정을 준용해야(mutatis mutandis) 한다.”
3. 하원의원, 상원의원 또는 위원회 위원이 세출 예산의 사용(use of the appropriations)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행위에 대한 결정
제144조 제2문 및 제3문에 따라, “하원, 상원 또는 위원회의 심의 시 하원의원, 상원의원
또는 위원회 위원이 세출 예산 사용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모든
제안, 발의 제출 또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상하원 각각에서 재적의원 총수의 1/10 이상으로 구성된 하원의원 또는 상원의원이
본 제2문의 규정이 위반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결정을 위해 그러한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송부해야 하며, 헌법재판소는 해당 의견을 수령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헌법재판소가 제2문의 규정이 위반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해당 제안, 발의 제출
또는 행위는 효력을 상실한다. 하원의원 또는 상원의원이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내린 날로부터 그 자격을 상실하며, 피선거권 또한 박탈된다.
각료회의(Council of Ministers)에서 이러한 행위를 하거나 승인한 경우 혹은 해당
행위를 알고 있으면서도 중지를 명령하지 않은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내린
날로부터 각료회의를 구성하는 모든 장관은 그 직을 상실하고, 결의안 통과 시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 공석이 된 장관직에 출마할 권리 또한 박탈된다.
이를 위반한 자는 이자를 포함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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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개정안
2017년(불력 2560년) 태국 헌법 제256조는 다음과 같이 헌법 개정 절차를 명시하고
있다.
(1) 개정 발의안(motion for amendment)은 각료회의, 하원 재적의원 총수의
1/5 이상으로 구성된 하원의원, 상하원 재적의원 총수의 1/5 이상으로
구성된 양원의원, 또는 법안 공공 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권자 5만
명 이상이 제출하여야 한다.
(2) 개정 발의안은 헌법 개정안의 형식으로 국회에 제출되어야 하며, 국회는
헌법 개정안에 대해 3회의 독회를 거쳐야 한다.
(3) 원칙 채택을 위한 1차 독회에서는 기명(roll call) 공개 투표 방식으로
표결하며 양원 재적의원 총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승인된다. 단, 이
표결에서는 상원 재적의원 총수의 1/3 이상을 구성하는 상원의원이
찬성해야 한다.
(4) 조항의 축조(section-by-section) 심의를 위한 2차 독회에서는 표결은
다수결로 결정하되 국민이 발의한 헌법 개정안의 경우에는 발의안
서명인들에게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5) 2차 독회 종료 후, 독회 절차를 15일간 잠정적으로 중단하며, 동 기간의
종료 후 국회는 3차 독회를 진행해야 한다.
(6) 최종단계인 3차 독회에서는 기명 공개 투표 방식으로 표결하고 헌법 공포는
양원 재적의원 총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승인되며, 단 이 때 총리, 하원
의장 또는 하원 부의장을 배출하지 않은 모든 정당 소속 하원의원의 20%
이상이 찬성하여야 하고, 아울러 상원 재적의원 총수의 1/3 이상이
찬성하여야 한다.
(7) 제6항에 따른 승인 결의가 완료되면 15일 후 국왕의 재가를 위해 헌법
개정안을 제출해야 하며, 제81조 규정을 준용해야 한다.
(8) 헌법 개정안이 제1장 총칙(General Provisions), 제2장 국왕, 제15장
헌법 개정에 대한 변경이거나, 헌법상 직책을 맡는 자의 자격요건 및
금지요건과 관련된 사안, 법원 또는 독립기관의 의무와 권한에 관한 사안
또는 법원이나 독립기관이 그 의무나 권한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사안인
경우, 제7항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국민투표법에 따라 국민투표를
진행해야 하며, 국민투표의 결과로 헌법 개정안이 승인될 경우, 제7항에

234

AACC 회원기관의 위헌심사

따라 후속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9) 제7항에 따라 국왕의 재가를 위해 총리가 국왕에게 보고하기에 앞서,
하원의원, 상원의원 또는 상하원 재적의원 총수의 1/10 이상으로 구성된
양원 의원은 제7항에 따른 헌법 개정안이 제255조에 반하거나 제8항에
규정된 사항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담은 공동 청원서에 서명하여 자신이
소속된 각 원의 의장 또는 국회의장에게 해당 공동 청원서를 제출할 권한이
있다. 해당 청원서를 접수한 각 원의 의장은 해당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청원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헌법재판소에서 청원서가 심의되는 동안 총리는
국왕의 재가를 위한 헌법 개정안 제출을 보류할 수 있다.”
하지만, 헌법에는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개정할 수 없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2017년(불력 2560년) 태국 헌법 제255조는 “국왕을 국가원수로 하는 민주주의 통치
체제를 변경하거나 국가의 형태를 변경하는 것에 해당하는 헌법 개정은 금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두 건의 판례가 있다.
(1) 헌법재판소 판결 제15-18/2556호(2013년 11월 20일): 헌법재판소는
상원의원 구성 조항 관련 태국 헌법개정안(제XX호)(불력 XXXX년) 및
타인을 대신하여 행해진 본인 확인과 헌법 개정 발의에 대한 투표가
2007년(불력 2550년) 태국 헌법의 기본 원칙과 취지에 본질적으로 반하여
동 헌법상 허용되지 않으며, 따라서 헌법 제68조 제1문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2) 헌법재판소 판결 제1/2557호(2014년 1월 8일):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동의가 없어도 국가의 경제와 사회 보장에 광범위한 영향을 초래하거나,
무역, 투자, 국가 예산에 상당한 국제적 의무를 발생시키는, 국가 간 또는
국제기구와 조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행정부의 권한을 확대한 헌법
개정안이 헌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2007년(불력
2550년) 태국 헌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개인이나 단체에 국가
통치권을 부여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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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명령
긴급명령 발동 조건은 2017년(불력 2560년) 태국 헌법 제172조 제1문과 제2문에 규정되어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국왕은 국가 안전보장, 공공 안전, 국가 경제안보를 위해 또는
공공의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갖는 긴급명령을 발동할 수 있다.
제1문에 따른 긴급명령 발동은 각료회의가 불가피한 비상사태로 긴급하게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내려질 수 있다.”
긴급명령 발동 절차는 제173조에서 확인할 수 있다. 헌법 제173조에 따르면, “하원
또는 상원에서 긴급명령를 승인하기 전, 상하원 각각 재적의원 총수의 1/5 이상으로
구성된 하원의원 또는 상원의원은 자신이 소속된 원의 의장에게 해당 긴급명령이 제172조
제1문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출할 권한이 있으며, 해당 원의 의장은 수령일로부터
3일 이내에 결정을 위해 그러한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송부해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통지될 때까지 해당 긴급명령에 대한 심의는 보류되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해당 사안을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을 내리고, 해당 의견을
송부한 원의 의장에게 결정을 통지해야 한다.
헌법재판소가 긴급명령의 내용이 제172조 제1문과 합치하지 않는다고 결정할 경우,
해당 긴급명령은 당연 무효(ab initio)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는다.
긴급명령이 제172조 제1문과 합치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헌법재판소 재적
재판관 총수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내려져야 한다.”
긴급명령에 대해 위헌심사가 수행된 사례로는 다음과 같은 판례가 있다.
헌법재판소 판결 제5-7/2555호(2012년 2월 22일): 이 사건에서는 수자원관리체계
설치 및 태국의 미래 건설을 위한 국공채 모집 권한을 재무부에 부여한 2012년(불력
2555년) 긴급명령과 금융기관개발기금 지원을 위해 재무부가 조성한 국공채의
구조조정에 관한 2012년(불력 2555년) 긴급조치가 2007년(불력 2550년) 태국 헌법
제184조 제1문 및 제2문과 합치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헌법재판소는 수자원관리체계 설치 및 태국의 미래 건설을 위한 국공채 모집 권한을
재무부에 부여한 2012년(불력 2555년) 긴급명령과 금융기관개발기금 지원을 위해
재무부가 조성한 국공채의 구조조정에 관한 2012년(불력 2555년) 긴급명령이 국가의
경제안보를 보존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2007년(불력 2550년) 태국 헌법 제184조
제1문 및 제2문에 따른 불가피한 비상사태의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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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기타 법규범
국제조약
국제조약은 태국 법체계에서 “이원론적” 헌법적 지위와 법적 지위를 가진다. 다시 말해,
태국에서는 국제조약의 적용과 관련해 “이원론적”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예컨대,
1984년(불력 2527년) 외교 특권 및 면제에 관한 법률은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Vienna Convention on Diplomatic Relations) 가입에 따라 제정된 법률이다.
그러나 국제조약은 2017년(불력 2560년) 태국 헌법 제178조 제2문, 제3문, 제5문에
따라 위헌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들 조항에 따르면, “태국 영토 또는 조약이나
국제법에 따라 태국이 주권이나 관할권을 갖는 외부 영토를 변경하는 조약 또는 그
시행을 위해 법률 제정이 필요한 조약 및 태국의 경제, 사회, 교역 상 안보 또는 투자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타 조약은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회는
해당 사항을 송부 받은 후 60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해야 한다. 국회가 해당 기간 내에
심의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국회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제2문의 태국 경제, 사회, 교역상 안보 또는 투자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타 조약에는 자유무역협정, 관세동맹협정, 천연자원 활용 승인 조약, 천연자원에 대한
태국의 권리 전체 또는 일부를 상실시키는 조약 또는 법률에 명시된 다른 조약이 있다.
어떤 조약이 제2문과 제3문에 해당하는 사안인지 의문이 제기될 경우, 각료회의는 이
문제에 대한 결정을 내려줄 것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해당 제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국제조약 관련 판례로는 다음이 있다. 헌법재판소 판결 제11/2542호(1999년 5월 25일):
국회의장은 태국 정부가 국제통화기금(IMF)에 보낸 기술적·재정적 지원 요청 서한이
1997년(불력 2540년) 태국 헌법 제224조 제2문에 따라 국회의 승인이 필요한 조약에
해당하는지 결정을 내려줄 것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했다.
헌법재판소는 태국 정부가 국제통화기금(IMF)에 보낸 기술적·재정적 지원 요청 서한이
1997년(불력 2540년) 태국 헌법 제224조 제2문에 따라 국회의 승인이 필요한 조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이 서한은 1997년(불력 2540년) 태국 헌법
제224조 제2문에 따라 요구되는 국회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었다.
헌법재판소 판결 제6-7/2551호(2008년 7월 8일): 상원의장과 하원의장은 2008년(불력
2551년) 6월 18일자 태국-캄보디아 공동성명(Joint Communiqué)이 2007년(불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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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0년) 태국 헌법 제190조에 따라 국회의 승인이 필요한 서면 협정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결정을 요청하는 상원의원과 하원의원의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송부했다.
헌법재판소는 2008년(불력 2551년) 6월 18일 자 태국-캄보디아 공동성명이 태국 영토의
변경을 초래할 수 있으며 태국 사회의 안보에도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므로 2007년(불력
2550년) 태국 헌법 제190조 제2문에 따라 국회의 승인이 필요한 서면 협정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기타 규범 또는 법률
2018년(불력 2561년) 헌법재판소 심사절차에 관한 기본법 제7조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의무와 권한에 따라 사건을 심사한다.
(2) 하원, 상원, 국회, 각료회의 또는 독립기관의 의무와 권한에 관한 분쟁
심사
(3) 국왕을 국가원수로 하는 민주주의 통치 체제를 전복하려는 행위를
중단시키기 위한 청구의 심사
(4) 헌법 제5장 국가의 의무에 규정된 이익을 주장하며 국민 또는
지역사회가 국가기관을 상대로 청구한 심사
(5) 하원의원 또는 상원의원의 자격 종료에 관한 심사
(6) 과거 철회된 법안의 원칙과 같거나 유사한 원칙을 수록한 법안 제출에
관한 심사
(9) 각료의 자격 종료에 관한 심사
(13) 헌법, 기본법 또는 헌법재판소의 관할에 속하는 기타 법률에 규정된
기타 심사

Ⅲ. 적법요건 및 재판적격성
A. 적법요건
위헌심사 청구서 제출 시 수수료를 부과하지는 않으며, 청구인은 모든 심사절차를 직접
수행하거나 또는 변호인이나 제3자가 청구인을 대신해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심사절차를
진행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청구인의 위임을 받은 자는 법적 연령을 충족해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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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자를 대리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2018년(불력 2561년)
헌법재판소 심사절차에 관한 기본법 제42조 제4항).
또한 헌법재판소에 위헌심사를 청구할 때는 제출 기한을 준수해야 한다. 2018년(불력
2561년) 헌법재판소 심사절차에 관한 기본법 제46조에 따르면, 직접적으로 권리와 자유를
침해 받아 고충이나 손해를 겪게 되었거나 권리나 자유의 침해로 인해 고충이나 손해의
발생이 불가피한 개인은, 권리나 자유의 침해가 발생했음을 알게 된 날 혹은 알게 된
것으로 추정되는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옴부즈맨에 청구서를 제출해야 하며, 옴부즈맨은
헌법재판소에 해당 청구서를 제청할 것인지 심사해야 한다. 단, 권리나 자유의 침해가
지속되는 경우, 해당 권리나 자유의 침해가 계속 이어지는 한 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옴부즈맨이 해당 청구를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지 않았거나 제청 기한이 만료된 경우,
옴부즈맨의 의견 통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또는 해당 기한의 만료일에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에 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태국 헌법재판소로 직접 청구하는 개인의 헌법소원을 제외하고 적법요건에 대해서는
두 가지 절차기준이 있다. 즉, 일반법원의 제청과 옴부즈맨을 통한 청구가 이에 해당한다.
일반법원의 제청과 관련하여, 2017년(불력 2560년) 태국 헌법 제212조는 법률 조항을
사건에 적용할 시 동 조항이 헌법 제5조의 규정에 명시된 사항에 해당하고 아직 해당
법률 조항과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없다고 법원이 판단하거나, 또는 당사자가
상기의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법원은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거나
불합치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옴부즈맨을 통한 청구와 관련하여, 2017년(불력 2560년) 태국 헌법 제231조에 따르면
옴부즈맨이 법률 조항의 합헌성에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이 사안을
헌법재판소에 송부할 수 있고, 헌법재판소로 송부할 때는 해당 사안에 대한 의견을
첨부해야 하며, 헌법재판소는 지체 없이 사안을 심리하고 결정을 내려야 한다.

B. 청구인 적격
2017년(불력 2560년) 태국 헌법 제213조 및 헌법재판소 심사절차에 관한 기본법
제46조는 위헌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에 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직접적으로 권리와 자유를 침해 받아 고충이나 손해를 겪게 되었거나 권리나 자유의
침해로 인해 고충이나 손해의 발생이 불가피한 개인은 2018년(불력 2561년) 헌법재판소
심사절차에 관한 기본법 제7조 제11항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심사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헌법소원 청구서는 권리나 자유의 침해가 발생했음을 알게 된 날 혹은 알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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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추정되는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옴부즈맨에게 먼저 제출해야 한다. 단, 권리나
자유의 침해가 지속되는 경우, 해당 권리나 자유의 침해가 계속 이어지는 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48조 제1문 및 제2문의 규정을 준용한다. 청구서는 옴부즈맨의 의견
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또는 옴부즈맨이 해당 청구를 제48조 제2문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청 기한의 만료일에 헌법재판소에
제출되어야 한다.
제42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제1문에 따른 청구서 제출 시 청구인은 권리나 자유를
직접적으로 침해한다고 주장하는 행위 및 권리나 자유가 침해 받은 방식을 청구서에
분명하게 명시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제1문에 따른 청구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요하는 사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헌법소원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제47조에 따라 심사가 금지된 사건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심사 청구에 대한 각하
명령을 내려야 한다.”
2018년(불력 2561년) 헌법재판소 심사절차에 관한 기본법 제47조에 따르면, “제46조에
따른 청구권 행사는 국가기관, 공무원 또는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에 의한 권리나
자유의 침해와 관련이 있어야 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1) 정부 행위
(2) 헌법 또는 기본법에 헌법재판 청구를 할 수 있는 특정한 심판청구
절차 또는 특정 청구자격이 규정된 경우
(3) 법률에 특정 단계나 절차가 규정되어 있으며 해당 단계나 절차를 아직
완료하지 않은 경우
(4) 다른 법원에서 재판 중인 사안 또는 다른 법원에서 종국 판결이나
명령이 내려진 사안
(5) 헌법 제192조에 따른 위원회의 행위
(6) 일반법원, 행정법원, 군사법원의 사법위원회(Judicial Commission)의
인사행정과 관련된 소송 및 군율과 관련된 소송

2018년(불력 2561년) 헌법재판소 심사절차에 관한 기본법 제48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헌법에 보장된 권리나 자유를 침해 받은 개인이 헌법에
위배되거나 불합치하는 법률 조항으로 인해 해당 침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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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맨에 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옴부즈맨은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견과 함께 해당 청구서를 법원에 송부할 것인지 심사해야 한다.
옴부즈맨은 해당 기간 종료 후 1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옴부즈맨이 제1문에 따라 청구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또는 제1문에 따른 기간 내에
청구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권리가 침해된 개인은 헌법재판소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
권리나 자유를 침해 받은 개인이 해당 행위가 헌법에 위배되거나 불합치한다는 결정을
구하는 청구를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1문 및 제2문의 규정을 준용한다.”

Ⅳ. 심사 기준
A. 헌법재판의 주요 기준
비례성 심사
태국 헌법재판소는 일종의 비례성 심사를 활용한다. 예를 들어, 헌법재판소 판결
제2/2562호(2019년 2월 27일)의 주요 쟁점은 책임 및 처벌 조항을 비롯한 형사
사법절차에 관한 입헌군주제하의 민주개혁평의회(Council for Democratic Reform
under Constitutional Monarchy) 성명 제25호(2006년 9월 29일)가 2017년(불력
2560년) 태국 헌법 제3조, 제26조, 제28조 제1문, 제29조 제4문에 위배되거나
불합치하는지 여부였다.
헌법재판소는 책임 및 처벌 조항을 비롯한 형사 사법절차에 관한 입헌군주제하의
민주개혁평의회 성명 제25호(2006년 9월 29일)가 해당 성명의 제2문에서 검사, 사건
담당관 또는 조사관이 명령한 지문, 손바닥, 발바닥 날인을 거부한 피고를 처벌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명시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러한 피고는 6개월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바트 이하의 벌금형 또는 양자를 병과한다. 이 조항은 쿠데타 기간 중 국가 평화와
안보에 필연적인 영향을 미치는 범죄를 방지하고 억제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2017년(불력 2560년) 태국 헌법은 생명과 신체에 대한 권리와 자유를 명시한 제28조
제1문을 비롯하여 국민의 권리와 자유에 관한 여러 조항을 담고 있다. 헌법 제29조
제4문에 따라 개인이 재판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도록 강요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들은 형사절차에서 개인의 기본권과 자유를 보호한다. 그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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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3조 제2문에 따라 국가기관의 행위는 헌법과 법률 그리고 법치주의와 부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해악의 원칙(principle of harm)을 고려할 때 이
성명에서 금지하는 행위는 6개월의 징역형으로 처벌할 만큼 국가 평화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행위가 아니었다. 태국 형법 제368조 제1문에 따르면 형사 사법절차에서 합리적인
행동방침 없이 공무원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10일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바트
이하의 벌금형 또는 양자를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공무원이 강구할 수
있는 다른 법적 조치가 현재 수립되어 있다.
헌법재판소는 책임 및 처벌 조항을 비롯한 형사 사법절차에 관한 입헌군주제하의
민주개혁평의회 성명 제25호(2006년 9월 29일)가 2017년(불력 2560년) 태국 헌법
제3조 제2문, 제26조 제1문, 제28조 제1문에 위배되거나 합치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사법적 존중(Judicial deference)
모든 기관과 위원회는 헌법재판소의 사법적 존중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이에 관한 판례로는
헌법재판소 판결 제6/2559호(2016년 9월 28일)가 있다. 헌법제정위원회(Constitutional
Drafting Committee)는 헌법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요청했는데, 그 쟁점은 2016년(불력
2559년) 개정헌법(제2호)에 의해 개정된 2014년(불력 2557년) 태국 (임시) 헌법 제39/1조
제12문과 2015년(불력 2558년) 개정헌법(제1호)에 의해 개정된 2014년(불력 2557년)
태국 (임시) 헌법 제37/1조에 따라 실시된 국민투표 결과와 헌법 개정안의 관련 조항들이
일치하는지 여부에 대한 것이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제정위원회가 개정한 제272조 조항이 국민투표 결과와 일치하지
않으며 헌법제정위원회는 헌법재판소가 다음과 같이 결정한 대로 헌법 개정안을 수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1) 총리 후보자 지명 철회 요청 권한은 재적 국회의원 총수의 과반수 국회
의원에게 있다.
(2) 헌법 개정안 제272조 제1문 및 제2문에 따른 기간과 해당 기간이 시작되는
시점은 “본 헌법에 따라 초대 국회가 수립된 후 5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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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국제법과 외국법의 활용
태국 헌법재판소는 인권 사안과 관련된 사건에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종종 참고한다. 이와 관련된 판례로는 헌법재판소 판결 제12/2555호 (2012년 3월
28일)가 있다. 이 사건의 쟁점은 2002년(불력 2545년) 직접 판매·직접 마케팅법 제54조
가 2007년(불력 2550년) 태국 헌법 제30조, 제39조 제2문, 제40조 제5항에 위배되거나
불합치하는지 여부였다.
헌법재판소는 2002년(불력 2545년) 직접 판매·직접 마케팅법 제54조 규정 가운데 법인
운영을 책임지는 대표이사, 관리자 또는 담당자가 법인의 범죄 행위에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법인에게 부과된 형사적 제재에 대한 공동책임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는
부분만이 헌법 제39조 제1문에 위배되거나 불합치한다고 판결했다. 따라서 이 조항은
헌법 제6조에 따라 효력을 상실했다. 해당 조항이 헌법의 다른 조항에 위배되거나
불합치하는지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판결을 내릴 필요가 없었다.
헌법재판소 판결 제4/2556호(2013년 3월 13일)의 쟁점은 1992년(불력 2535년)
형사사법공조법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41조가 2007년(불력 2550년)
태국 헌법 제3조 제2문, 제29조, 제40조 제2항, 제3항, 제4항, 제7항에 위배되거나
불합치하는지 여부였다.
헌법재판소는 1992년(불력 2535년) 형사사법공조법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41조가 헌법 제3조 제2문, 제29조, 제40조 제2항, 제3항, 제4항, 제7항에 위배되거나
불합치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1992년(불력 2535년) 형사사법공조법 제41조와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이 증거 확보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 절차, 과정을 명시하지
않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 조항에 따라 외국법원에서의 원고 측 심문을 통해 확보한
증거가 피고에 대해 구속력을 발휘하게 되었다. 피고는 이러한 증거를 열람 또는
인지하거나 해당 증거에 대한 방어를 충분히 준비할 기회가 없었다. 이 법률 조항은
본인의 출석 하에 재판을 받을 권리, 직접 또는 본인이 선임하는 자의 법적 조력을
통하여 변호할 권리, 본인에게 불리한 증인을 심문할 권리, 본인에게 불리한 증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본인을 위한 증인을 출석시키도록 하고 또한 심문 받도록 할 권리를
명시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4조 제3항과 부합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1992년(불력 2535년) 형사사법공조법 제41조가 헌법 제3조 제2문,
제29조, 제40조 제2항, 제3항, 제4항, 제7항에 위배되거나 불합치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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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정의 유형 및 효과
A. 판결
태국 헌법재판소는 합헌 또는 위헌 판결 외에도 다른 유형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이러한 결정 유형에는 ‘행위 자체는 위헌이나 정당 해산을 초래하지는 않음’, ‘법률
규정이 부분적으로 위배되거나 불합치’, ‘파면’, ‘미파면’, ‘해산’, ‘미해산’, ‘각하’, ‘국회
승인을 요하지 않음’ 등이 있다.
또한, 구체적인 법적 구제조치도 있는바, 2017년(불력 2560년) 태국 헌법 제82조 제2문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소송이 제기된 하원의원 또는 상원의원의 자격 종료를 결정하여
의무 이행이 중단된 날을 기해 의원면직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판결이 내려진
의원이 면직 전 수행한 활동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B. 법적 효력 및 시행
헌법재판소 판결의 시행과 관련하여 2018년(불력 2561년) 헌법재판소 심사절차에 관한
기본법 제74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헌법 규정의 적용을 전제로 헌법재판소
판결을 집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는 판결 집행에 관한 집행명령을 판결문에
포함할 권한이 있다. 헌법재판소는 판결문 발표 이후의 날짜로 시행일을 정할 수 있으며,
필요하거나 적절한 범위 내에서 각 사건에 합당한 시행 조건이나 조치를 정할 수 있다.
준수 의무가 있는 단체, 국가기관 또는 개인은 헌법재판소 판결 후 30일 이내 또는
헌법재판소가 정한 기간 내에 헌법재판소 집행명령의 준수 여부 또는 장애 요소를
보고하여야 한다. 전술한 사항은 헌법재판소 규칙에 규정된 규칙, 절차 및 사건 유형에
따라 적용해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2018년(불력 2561년) 헌법재판소 심사절차에 관한 기본법 제76조 제
1문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판결일을 기해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헌법재판소 판결이 장래효만 갖는 것은 아니다. 헌법재판소 판결을 집행할 필요가 있을
경우, 헌법재판소는 판결 집행에 관한 집행명령을 판결문에 포함할 권한이 있다.
헌법재판소는 판결문 발표 이후의 날짜로 시행일을 정할 수 있으며, 필요하거나 적절한
범위 내에서 각 사건에 합당한 시행 조건이나 조치를 정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 판결은 판결일 전후로 기속력을 미친다. 예를 들어, 2017년(불력 2560년)
태국 헌법 제82조 제1문 및 제2문은 “상하원 각 재적의원 총수의 1/10 이상으로 구성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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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의원 또는 상원의원은 제101조 제3항, 제5항, 제6항, 제7항, 제8항, 제9항, 제10항,
제12항 또는 제111조 제3항, 제4항, 제5항, 제7항에 따라 해당 원의 소속의원의 자격이
종료되었음을 주장하는 청구를 각 원의 의장에게 제출할 권한이 있으며, 해당 청구를
수리한 의장은 해당 의원의 자격이 종료되었는지에 대한 결정을 위해 이를 헌법재판소에
송부해야 한다.
동 사안에 대한 심리 요청 접수 시, 해당 의원에 대해 제기된 자격 종료 청구에 합당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내릴 때까지 해당 의원이
의무 이행을 중단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내리면, 해당 결정의 첫
번째 단락에 따라 이 청구를 수리한 해당 원의 의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헌법재판소가
소송이 제기된 하원의원 또는 상원의원의 자격이 종료된 것으로 결정할 경우, 의무
이행이 중단된 날을 기해 의원면직이 확정되나, 이는 판결이 내려진 의원이 면직 전
수행한 활동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017년(불력 2560년) 태국 헌법 제173조 제3문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긴급조치의
내용이 제172조 제1문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결정할 경우, 해당 긴급조치는 당연 무효(ab

initio)이며 법적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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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터키
헌법재판소
요약
터키는 1961년 이래로 추상적 규범통제와 구체적 규범통제가 모두 실시되는 집중형
방식의 사후적 위헌심사 제도를 운용해왔다. 헌법재판소는 법규범에 대한 위헌심사와
헌법소원심사의 형태로 권한을 행사한다. 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 심사 사안에 대해 독점적
권한을 보유하며, 이에 대해 내린 결정은 사법부, 행정부, 입법부 및 모든 공공기관에
대해 기속력을 미친다. 법률뿐 아니라 헌법개정안 또한 위헌심사 대상에 속한다. 그러나
헌법개정안의 위헌성 여부는 절차적 문제에 대해서만 심사할 수 있으며 헌법개정안의
실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심사할 수 없다. 대통령, 최다석 보유 정당들, 일정 정족수를
충족하는 의원 단체 등 추상적 위헌심사 절차를 시작할 수 있는 국가기관이 정해져
있다. 구체적 규범통제는 일반법원에서만 제청할 수 있다. 비례성 심사는 헌법재판의
중요한 원칙으로, 터키 헌법재판소는 네 가지 유형의 비례성 심사를 적용한다. 국제법은
적절한 경우 보조적 규범(supportive norm)으로 참조된다. 유럽평의회 회원국인 터키는
유럽인권협약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며, 유럽인권재판소의 관할권이 적용된다. 따라서
유럽인권협약은 터키의 위헌심사 제도에서 특별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0년
도입된 헌법소원절차와 관련해 특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2012년 첫 번째 헌법소원이
청구되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에서 외국법이나 다른 국가의 판례법을 비교법적
연구의 일부로 참고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합헌결정과 위헌결정 외에도 판례법을 통해
한정합헌의 개념을 발전시켰다. 보충의견과 반대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요
I. 심사 유형
II. 심사 대상
III. 적법요건 및 재판적격성
IV. 심사 기준
V. 결정의 유형 및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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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심사 유형
A. 배경
터키는 1961년 헌법에서 유럽식 모델의 사후적 심사에 바탕을 둔 헌법재판제도를
채택했다. 1961년 헌법에 따라 규범에 대한 추상적 및 구체적 규범통제 권한을 갖는
헌법재판소가 설립되었다. 1982년 헌법은 소폭 변경되었으나 대체로 기존의 위헌심사
체제를 유지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기본원칙을 해석하고 헌법 질서에 관한 주요 쟁점을 다루면서 지난
50년 동안 위헌심사를 통해 폭넓은 판례법을 구축해왔다. 이를 통해 헌법재판소는 견제와
균형 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2010년 헌법 개정으로 터키의 법체계에 개인의 헌법소원제도가 도입되었다. 헌법
제148조에 새로운 조항을 추가하여 공권력에 의해 헌법과 유럽인권협약의 공동 보호
대상인 기본권과 자유를 침해 받았다고 생각하는 자는 누구든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구조 또한 상당히 변경되어
재판관 수는 11명에서 17명으로 늘어났고, 재판관의 임기는 12년으로 제한됐다.
헌법재판소는 2012년 9월 23일부터 헌법소원을 접수하기 시작했다. 이 헌법 개정은
기본권과 자유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터키에 중요한 진전을 가져다주었다.
2017년 최근 헌법 개정에 따라, 정부형태는 의원내각제에서 대통령제로 전환되었으며,
대통령령에 대한 위헌심사를 포함하는 것으로 헌법재판소의 권한이 확대되었다.
대통령령(행정부 명령)은 추상적·구체적 규범 통제의 대상이다. 2017년 헌법개정안에
따른 군사법원 폐지 이후 군사법원이 더 이상 재판관을 지명하지 않으므로 현재 헌법재판소
재판관 수는 15명으로 축소됐다.

B. 심사구조
터키의 헌법재판제도는 집중형·사후적 위헌심사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추상적･구체적
규범통제가 실시되고 있다.
터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50조 및 제152조에 따라 법률과 대통령령의 위헌 여부를
심사할 독자적 권한을 갖는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제153조에 따라 사법부, 행정부,
입법부 및 공공기관과 시민에 대해 기속력을 미친다.
헌법재판소의 권한은 위헌심사와 인권 문제에 대한 재판으로 한정되며, 일반 법률 사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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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상고 심리를 다루는 최고 법원은 아니다. 일반법원은 구체적 규범통제를 통해
헌법재판소에 위헌심사를 제청할 수 있다.
구체적 규범통제 절차는 헌법 제152조에 규정되어 있다. 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이 해당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을 위헌으로 판단하거나 어느 한 당사자가 제기한 위헌성 주장을
심각한 사안으로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안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해야 하며, 해당 법원은
사건 심리를 중단해야 한다. 헌법재판소에서 수행하는 구체적 규범통제는 다음과 같은
주요 특징을 지닌다.


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은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의 위헌성에 관한 문제를 직권
또는 당사자의 제청신청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위헌심사를 제청할 수 있다.



법원이 위헌심사 제청신청을 수락하지 않는 경우, 해당 사안은 1심 법원의
종국 판결이 내려진 이후에만 상고심(appellate review)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법률의 실질적 내용과 관련된 경우에만 제청할 수 있다. 구체적 규범통제
절차에서는 법률의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위헌심사를 제청할 수 없다.



하급법원은 5개월 동안 심리를 중단해야 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5개월 후에도 해당 사안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경우, 하급법원은
현행 법률에 따라 판결을 내려야 한다.



10년 금지규정: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제청을 받은 법률 조항의 위헌성 심사에서
이를 본안 기각하는 경우, (판례법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각 후 10년
이내에 같은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법률 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

법원이 심리 중인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 조항에 대해 구체적 규범통제를 요청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법률이 단지 당해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사건 심리 진행이나 해결에 직접 적용 가능한 법률이어야 한다. 일부 경우
하급법원에서는 조항 전체 또는 그 일부 항에 대해 위헌심사를 제기하나 이러한 조항이나
그 일부 항에 포함되어 있는 하나의 문장 혹은 규정만이 “적용가능한 조항”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터키 헌법재판소는 심사 대상을 적용가능한 해당 조항 부분으로 한정하여
위헌심사를 수행한다.
추상적 규범통제 절차를 간략히 설명하면, 대통령, 의회 최대 의석수를 지닌 두 정당,
의회 재적의원 총수의 1/5(120석) 이상을 구성하는 의원은 심사대상 법률 또는 대통령령이
관보에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터키 헌법재판소에 위헌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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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심사 대상
A. 법규범
헌법은 기속력을 지닌 법규범의 위계에서 최상위 법이다. 헌법의 하위에 있는 법규범의
위계는 적법하게 비준된 국제조약/법률/대통령령, 부칙조항(bylaws), 행정조례/규칙의
순서를 따른다.
헌법 제148조에 따라 헌법개정안은 그 형식에 대해서만 위헌심사를 수행할 수 있으며
실질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위헌 여부를 심사할 수 없다. 형식에 대한 위헌심사는 발의 및
표결에 필요한 과반수 득표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나 신속절차(expedited procedure) 에서의
토론 금지사항이 준수되었는지 여부로 제한된다.
적법하게 비준된 국제조약 또한 헌법 제90조에 따라 위헌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국제조약을 비준하는 법률이 추상적 규범통제를 통해 헌법재판소에 제기될 수 있다.
실무적으로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사안에서 정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비준 법률 내용에
대한 실체적 심사를 자제한다.
법률과 대통령령에 대한 위헌심사는 추상적･구체적 규범통제의 형태로 실시된다.
그러나 행정조례/규칙은 행정법원의 사법심사 대상에 속하며, 헌법재판소에 위헌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 기속력을 지닌 법규범의 위계에 따라 행정조례/규칙은 반드시 법률을
준수해야 하며, 행정법원은 법률 준수 여부를 기준으로 행정조례/규칙을 심사한다.
의회 의결이 원칙적으로는 위헌심사 대상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 또한 유의해야 한다.
그러나 의회의사규칙과 관련되거나 의사규칙을 개정하는 의결은 헌법재판소의 위헌심사
대상에 속한다. 또한, 헌법 제84조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의원의 면책 특권이
박탈되거나 의원자격 상실 결정이 내려지면, 해당 의원이나 다른 의원은 의회 본회의
의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 결정이 헌법, 법률 또는 의회의사규칙에 위배됨을 근거로
헌법재판소에 결정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B. 기타 공권력 행사
일반적으로 터키 헌법재판소는 법규범의 위헌심사와 헌법소원에 대한 위헌심사라는
두 가지 유형을 중심으로 권한을 행사한다. 위헌법률 심사의 경우 법률과 대통령령
이외의 공권력 행사는 헌법재판소 위헌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반면, 헌법소원
심사의 경우 개인은 공공기관의 작위/조치 또는 부작위에 의한 기본권 침해를 근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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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개인의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추상적
사안을 근거로 제소할 권리가 주어지지 않으며 청구인은 이의를 제기한 공공기관의
작위 또는 부작위에 의해 개인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음을 입증해야 한다.
헌법소원을 제기하려면 통상적인 권리구제절차를 모두 경료하여야 한다.
법원의 판결은 원칙적으로 해당 사건에만 효력을 미치며 관습법 국가와는 달리 선례
구속의 효과(stare decisis effect)를 가지거나 선례로서 구속력을 지니지 않는다. 그러나
파기원(Court of Cassation)과 최고행정법원(Council of State)과 같은 항소법원의
특정 결정은 모든 법원에 법적 기속력을 미친다. 민사부/형사부나 행정부/조세부의
전원재판부가 일부 원칙적인 사건(certain cases of principle)에 대해 내리는 결정은
해당 법원에서 선례로서 구속력을 지닌다.
일반법원 판결의 상고심은 파기원에서 수행하며, 행정법원 판결의 상고심은
최고행정법원에서 수행한다. 헌법재판소는 법원 판결에 대해 심사할 권한이 없다.
헌법재판소는 구체적 규범통제에서 사건의 사실관계를 규명하거나 조사하지 않으며,
문제가 제기된 법률 조항만을 심사한다. 헌법재판소는 문제가 제기된 법규범의 합헌
또는 위헌 결정만을 내리며, 사건 본안에 대해서는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헌법소원의 경우 헌법재판소는 법률문제나 사실관계에 대한 실체적 심사에 관여하지
않으며 기본적인 인권과 관련된 사건인 경우에만 법원의 판결을 검토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판결에 충분한 결정 이유가 제시되지 않을 경우 헌법재판소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어 법적 분쟁이 종료되지 않았다고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법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에 따라 결정 이유를 충분히 제시해야 한다.

Ⅲ. 적법요건 및 재판적격성
A. 적법요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통령, 의회 최대 의석수를 가진 두 정당, 의회 재적의원 총수의
1/5(120석) 이상을 구성하는 의원은 심사대상 법률이나 대통령령이 관보에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터키 헌법재판소에 위헌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먼저 헌법소원 청구인이 당사자적격을 충족하는지, 60일 기한 요건을 준수했는지 여부,
청구 이유를 명시했는지 여부 등의 절차적 요건에 대해 사전심사(preliminary review)를
수행한다. 청구서에서는 청구이유를 명시해야 하며, 이를 제시하지 않은 청구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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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청구에 구속될 뿐 청구이유에 구속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법원이 법률 조항 X를 위헌으로 선언할 것을 제청한 경우 헌법재판소는 이 법률
조항을 변경하거나 확대할 수 없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청구서에 제시되지 않은 다른
헌법 조항에 따라 이 법률 조항을 심사하여 무효화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또 다른
위헌 사유를 제시할 수 있다. 평등 원칙 위반으로 법률 조항의 위헌 무효를 청구했다
하더라도 헌법재판소는 이 법률 조항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기준으로 심사한
후 이를 근거로 무효화할 수 있다.
구체적 규범통제에 적용되는 필수 요건으로는 제청법원이 사건을 심리할 수 있는 적법한
관할권이 있어야 하고, 문제가 제기된 규정이 해당 사건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해당 규정이 청구일 전 10년 이내에 헌법재판소에서 본안 기각된 적이 없어야
한다는 요건 등이 있다. 법원의 제청 결정에는 반드시 제청 사유가 포함되어야 한다.
10년 금지규정은 헌법 제152조에 명시된 요건이다. 헌법재판소가 위헌법률 심사 청구를
본안 기각할 경우 해당 기각 결정이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같은 법률
조항에 대해서는 위헌법률 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10년 기간 중 헌법재판소에서
본안 기각된 적이 있는 법률 조항에 대한 위헌심사를 청구하더라도 이는 사전심사에서
각하될 것이다.
10년 금지규정을 정한 이유는 법원의 업무량을 줄이기 위해서이다. 법률 조항에 대해
본안 심사를 수행한 후 합헌결정이 내려졌다면 헌법상 근거나 헌법 조항이 다르더라도
반복적인 위헌심사는 무의미한 심리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10년 금지규정은 또한
헌법재판소 판례의 일관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사회적·법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10년이
흐른 후 헌법적 문제를 재검토할 수 있는 유연성을 부여한다.
법원이 동일한 법률 조항에 대해 여러 차례(반복) 청구를 제청할 수 없다는 점 또한
유의해야 한다. 법원이 위헌법률 심사를 제청했고 이 법원에 제소된 다른 사건에도 동일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 해당 법원은 최초 청구에 대해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다른 사건의 심리 역시 중단해야 한다. 반복 청구는 사전심사 단계에서 절차상의 이유로
각하될 것이다. 다만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동일한 법률 조항에 대해 여러 법원에서
중복으로 청구한 경우 모든 청구가 하나의 사건으로 병합 심리되어 판결이 내려진다.

B. 재판적격성
일부 규범은 헌법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심사대상에서 제외된다. 헌법 제90조에 따르면,
적법하게 비준된 국제조약은 헌법재판소의 심사대상에서 제외된다. 마찬가지로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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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8조 제1항은 “비상사태나 전쟁 시에 발한 대통령령은 그 형식이나 내용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고 명시한다.
또한, 개혁법을 헌법과 모순 관계에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 없다. 헌법 제174조에 따르면,

“터키 사회를 현대적인 문명 수준보다 발전시키고 터키의 세속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국민투표를 통한 헌법 채택일 현재 시행 중인 아래 명시된 개혁법과
관련하여 어떠한 헌법 조항도 개혁법을 헌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이해하거나 해석할
수 없다.
1. 교육제도 통합에 관한 1924년(터키력 1340년) 3월 3일 법률 제430호
2. 모자 착용에 관한 1925년(터키력 1341년) 11월 25일 법률 제671호
3. 데르비시 사원과 무덤의 폐쇄, 무덤관리국 폐지 및 특정 직책의 폐지 및 금지에
관한 1925년(터키력 1341년) 11월 30일 법률 제677호
4. 1926년 2월 17일 터키 민법 제743호 및 동법 제110조에 따라 채택된 관할 공무원의
참석 하에 혼인이 성립되는 민법상 결혼의 원칙
5. 국제 숫자 채택에 관한 1928년 5월 20일 법률 제1288호
6. 터키어 알파벳 채택과 적용에 관한 1928년 11월 1일 법률 제1353호
7. 에펜디(Efendi), 베이(Bey) 또는 파샤(Pasha)를 비롯한 직책과 직함의 폐지에
관한 1934년 11월 26일 법률 제2590호 및 특정 의복 착용 금지에 관한 1934년
12월 3일 법률 제2596호”
또한 Ⅱ.A에서 자세히 설명한 바와 같이 헌법 제85조 및 제148조 제1항에 명시된 세
가지 예외사항 외에도 의회 결의는 헌법재판소의 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Ⅳ. 심사 기준
A. 헌법재판의 주요 기준
법치주의 원칙과 기본권 제한 기준은 헌법재판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헌법 제2조는
여러 원칙 중에서도 법치주의, 더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법의 상태(state of law)” 원칙을
담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위헌심사의 중요한 요소인 이 원칙에 광범위한 의미를 부여한다.
헌법재판소는 이 원칙에 “법적 안정성(legal security)”과 “법적 명확성(legal certainty)”
등의 세부 원칙을 아우르는 “합법성(legality)” 원칙이 포함된 것으로 해석한다. 법률은
공익 목적으로 제정되어야 하며, 개인적이거나 개별적인 목적으로 제정되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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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법률은 일반 시민의 눈높이에서 볼 때 충분히 확실하고 명확하며 예측 가능해야
한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법률이 단지 법령의 형식으로 제정된 사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이와 더불어 법의 상태 원칙에 관한 판례에서 정의된 실질적인 질적(substantive
quality)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것으로 본다.
실제로 “합법성” 원칙 역시 기본권 제한 기준을 명시한 헌법 제13조의 구체적 맥락
안에서 적용된다. 헌법 제13조에는 “기본권과 자유는 법률에 의해서만 관련 헌법 조항에

명시된 사유와 일치하는 범위 내에서 제한할 수 있고, 그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이러한 제한은 헌법 조문과 정신, 사회와 세속주의 공화국의 민주 질서 및 비례성
원칙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법률에 의해서만 제한될 수 있다...”고
명시된 기준을 적용할 때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2조에서 의미하는 합법성 관련 판례법을
참조하고, 엄격한 질적 심사(quality test)를 실시한다. 사실, 이는 위헌심사 사건과
인권 관련 재판 사이의 상호작용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아래 설명한 매우 유명한

트위터(Twitter) 사건은 합법성 원칙의 적용과 이처럼 중대한 사건에서 합법성 원칙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지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다.
E. 2015/76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인터넷 서비스를 규율하는 법률 제5651호의 법률
조항을 심사했다. 이 법률 제8조 4항은 정보통신부(Information Technology Agency,
ITA-인터넷 집행기관)가 자살,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 마약 밀수, 음란물, 성매매,
도박을 조장하는 범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합리적으로 간주되는 인터넷 페이지/콘텐츠에
대한 접근을 직권으로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라 정보통신부는
인터넷 음란물을 이유로 인기 높은 소셜미디어 사이트인 트위터에 대한 인터넷 접속을
차단했다. 알려진 바와 같이, 트위터는 매우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소셜미디어 네트워크
사이트이지만, 일부에서는 이를 음란물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정보통신부는 지방선거 직전 몰래 녹음된 고위 공직자의 통화 내용이 트위터에 공개된
상황에서 이 결정을 내렸다. 정부는 해당 개인의 사생활 침해를 근거로 불법적으로
몰래 녹음된 통화 내용을 트위터에서 삭제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이 녹음 내용이 대부분
조작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요구가 거절된 이후 트위터를 비롯한 일부 인기 있는
소셜미디어 사이트에 대해 날 선 정치적 비판이 제기되었고, 이와 관련해 열띤 논쟁이
진행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집행기관(ITA)은 인터넷 음란물 콘텐츠를 이유로
위에서 언급한 법률 조항에 따라 트위터 접속을 금지했다.
터키 변호사협회(Turkish Bar Union)와 일부 개인은 자신들이 웹사이트의 적극적인
사용자이며 이 행정조치로 악영향을 받았다며 트위터를 금지한 행정조치(executive

13. 터키

253

action)를 행정법원에 제소했다. 행정법원은 인기 있는 소셜미디어 사이트 접속을 차단한
조치가 보편적 인권, 헌법, 유럽인권협약과 합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당 행정조치를
취소했다.
ITA는 행정법원의 판결이 내려지자 최고행정법원에 항소했다. 최고행정법원은
상고심에서 인터넷이 기본권과 자유를 행사하는 데 매우 중요하고 인터넷 접속을 차단하는
조치가 헌법 제22조에 명시되어 있는 통신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사건 심리를
중단시킨 후 상기 법률 조항을 무효화할 것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는 위헌심사 시, 위헌심사 청구에 구속될 뿐 청구
이유에 구속되지는 않는다. 이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22조 외에도 제13조 및
제26조를 기준으로 문제가 제기된 법률 조항을 심사했다.
헌법 제13조는 인권 제한 기준을 명시한다. 제22조는 통신의 자유와 비밀을 보장한다.
이 조항은 국가안보, 공공질서, 범죄예방, 공중보건 및 공중도덕의 보호, 타인의 권리와
자유의 보호를 근거로 하는 법원의 결정이 있지 않는 한 개인의 통신을 차단하거나
감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긴급한 상황에서 이 결정은 관할 공공기관에 의해
내려질 수 있지만 24시간 이내에 법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6조는 발언, 글, 사진 또는 기타 매체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개별적 또는 집단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 이러한 자유에는 공공당국의 간섭 없이 정보나 사상을
제공받거나 전달할 자유가 포함된다. 제26조 제2항은 이러한 자유가 국가안보, 공공질서,
국가와 국가 영토 및 국민과의 불가분의 완전성 보호, 범죄예방, 권리 보호, 타인의
사생활 등을 목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고 명시한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3조, 제22조, 제26조에 따라 심사대상 법률 조항을 검토했다.
헌법재판소는 판결문에서 우선 통신의 자유에 대한 법관의 승인이라는 맥락에서 이
문제를 다루었다. 헌법재판소는 인터넷이 전통적 통신수단에 비해 점점 더 선호되고
널리 사용되는 수단으로서 통신의 자유가 보장되는 영역이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인터넷은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되거나 범죄를 조장하는 목적으로 사용될 여지가 있어
전화나 전신과 같은 기존 통신수단과는 분명히 다르므로, 인터넷상의 모든 내용이 통신의
자유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하였다.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통신수단의 성격을 갖는(또는 통신이 주 목적인) 인터넷 콘텐츠
및 애플리케이션은 통신의 자유에 의해 보장된다. 그러나 오직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되거나 범죄를 조장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인터넷 콘텐츠에 대해서까지 통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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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행정기관이 오직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되거나
범죄를 조장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콘텐츠에 대하여 법관의 승인 없이 직권으로 인터넷
접근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위헌성이 없다.
반면, 개인의 통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에 대하여 법관의 승인을 요구하는 보호
장치는

소셜미디어와

같이

대중과의

소통을

주

목적으로

하는

웹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에도 적용되는데, 여기에 범죄 콘텐츠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다시 말해, 통신수단으로 제작된 웹사이트 및 애플리케이션이 범죄성
콘텐츠를 포함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법관의
승인이라는 헌법적 보호 장치가 요구된다. 이러한 시각에서 법관의 승인 없이 대중매체나
웹사이트 및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접속을 차단할 권한을 전기통신부에 부여한 것은
헌법 제22조에 위배된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인터넷이 정보와 사상을 전달, 전파 및 수신하고 논평, 의견, 비판을
공유하는 데 널리 사용되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표현의 자유와도 직접 관련이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통신의 자유뿐만 아니라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서도 심사대상
조항을 면밀히 검토했다.
헌법 제22조 및 제26조에 의해 보호받는 통신 및 표현의 자유는 동 조항에 명시된
사유에 한해서만 제한될 수 있으나, 이 역시 헌법 제13조에 규정된 요건을 준수하는
한도 내에서만 인정된다. 범죄예방은 제22조 및 제26조 모두에 제한 사유로 열거되어
있으므로, 심사대상 조항은 제22조 및 제26조의 기준을 충족한다.
그런 다음 헌법재판소는 기본권과 자유는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에 의해서만 제한될 수 있고, 사회의 민주 질서 및 비례성 원칙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는 헌법 제13조에 따라 검토했다. 헌법재판소는 제13조 제1항의 첫 번째 원칙인
“합법성”을 기준으로 심사대상 조항을 면밀히 심사했다.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법률 규정은 형식적 측면은 물론 실질적 측면에서도 합법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단순히 의회에서 법률이 제정되었다는 사실은 합법성 요건을 충족하기에
충분하지 않으며, 해당 법률 규정은 법적 명확성과 같은 실질적 요소 또한 충족해야
한다. 헌법재판소가 여러 판결에서 판시한 바와 같이 법률은 명확성 원칙에 따라 명확하고
정확하며 이해 가능하고 공정하여 개인과 행정기관 모두에게 주저함이나 의구심을
불러일으키지 않는 것이어야 하며, 공공당국이 자의적 행동이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 법률은 공무원과 개인 모두가 그 내용과 결과를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명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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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대상 조항은 단순히 전기통신부 장관이 인터넷 음란물을 근거로 인터넷 콘텐츠에
대한 접근 차단을 직권으로 명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직권 명령이 오직 특정
범죄 콘텐츠, 부분이나 페이지로 제한되는 것인지 혹은 웹사이트 전체에 미치는 것인지,
또는 단계적으로 접근이 차단되는 것인지, 즉 관련 웹페이지나 특정 콘텐츠를 먼저
차단하고 만약 기술적 이유로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 전체 웹사이트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행정기관은 본 조항에 의거하여 그
범위와 한계의 제한 없이 인터넷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었다. 다시
말해, 정보통신부가 전체 웹사이트에 대한 접근 차단 권한을 부여받았는지 또는 특정
범죄 콘텐츠에 대한 접근 차단 권한을 부여 받았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았다. 따라서
심사대상 조항은 “법적 명확성” 원칙을 충족하지 못했다.
헌법재판소는 트위터 접속을 차단하는 행정조치의 근거가 된 심사대상 조항이 명확성
및 정확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기본권과 자유가 “법률에 의해서만” 제한될
수 있도록 한 헌법 제13조의 헌법적 보호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합법성”의 원칙이 결정적인 기준이 된 이 사건은 근본적인 법규범(legal precepts)의
중요성뿐만 아니라 법규범을 단순한 법적 형식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실제로 헌법재판소는 이 원칙을 위헌심사에서 상당히 자주 참조한다. 법률은
먼저 확실성, 예측 가능성, 공정성의 객관적이고 실질적인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를
충족하는 경우에만 “법률”로 간주될 것이고 인권 제한에 관한 제13조의 첫 번째 원칙을
충족할 것이다.
또한 심사대상 조항이 일부 범죄 콘텐츠를 이유로 행정부에 웹사이트 전체를 차단하도록
명시적으로 승인했다면, 해당 조항은 비례성 원칙에 따라 면밀히 검토되었을 것이고,
아마도 비례성 원칙을 충족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에도 유의해야 한다. 비례성 원칙에
따라, 덜 엄격한 조치를 적용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행정부는 더 엄격한 제한을 가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대중적인 소셜미디어 웹사이트에 대한 접속을 금지하는
조치는 민주주의 사회의 요구와 모순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
결국 헌법재판소는 해당 법률 조항이 법적 명확성 원칙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헌법 제13조,
제22조, 제26조에 반한다며 무효를 선언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본권 제한 기준은 제13조에 명시되어 있다. 제13조에 따른
심사 기준 중 하나인 비례성 기준은 권리 제한 사건의 심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헌법재판소는 비례성을 바탕으로 네 가지 위헌심사 기준(four-pronged test)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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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한다. 이 네 가지 기준은 법률이나 행위는 정당한 목적에 근거해야 하며, 수단은
정당한 목적을 실현하는 데 적합해야 하며, 수단은 필수적이어야 하며(엄격한 조치 대신
덜 제한적인 수단을 선택해야 함), 공익과 해당 권리 제한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비례성 심사를 적용해 지방항소법원이 내린 최초의 유죄 판결에 대해
항소심 구제를 청구할 수 없도록 금지한 법률 제5271호 형사소송법 제286조가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호하는 헌법 제36조에 위배된다며 무효를 선언했다.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이 판시했다. 헌법 제36조가 보호하는 판결에 대한 사법심사 요청 권리는 결코 제한될
수 없는 절대적 권리는 분명 아니다. 이 권리는 국가에 부과된 의무뿐만 아니라 헌법의
다른 조항에 명시된 권리와 자유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 그러나 이 권리를 제한하는
법적 방안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해서는 안 되며 헌법에 규정된 제한 사유를
준수해야 하며 비례적인 것이어야 한다.
1심 법원의 관할에 속하며 2년 이하의 징역형 및 법원의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와 관련해 항소법원이 내린 어떠한 유형의 결정에 대해서도 항소할 수 없도록 한
심사대상 조항의 취지는 합리적인 시간 내에 소송절차가 종결되도록 보장하고 절차적
경제성의 원칙을 준수하기 위한 것이다.
자유를 제한하는 판결은 심사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유죄를
선고하는 일부 판결은 실제로 피고에게 공무담임권을 포함한 특정한 권리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그러나 경범죄에 대한 유죄 선고의 궁극적인 본질은 판결에
대해 사법심사를 요청할 권리와 비례하는 제한으로 간주될 수 있다. 그렇지만 자유를
제한하는 형벌로 처벌될 수 있는 범죄는 경범죄라고 말할 수 없다.
합리적인 시간 내에 소송절차를 종결하고 절차적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징역형이 포함된 유죄판결에 대해 사법심사를 받을 수 없도록 한 조치는 분명히 피고에게
과도한 부담을 가할 것이다. 합리적인 시간 내에 재판을 받을 권리와 절차적 경제성의
원칙은 자유를 제약하는 유죄 판결에 대한 심사를 통해 얻을 개인의 이익보다 크지
않다.
이에 따라, 자유에 대한 제한을 가하면서도 최초의 유죄 판결에 대해 항소법원에서
심사받을 기회를 박탈한 것은 판결에 대해 사법심사를 요구할 권리에 과도한 제한을
초래한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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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국제법과 외국법의 활용
헌법은 헌법재판에서 구속력을 지닌 유일한 법의 연원이다. 그렇지만 헌법재판소는 적절한
경우 국제법을 보조적 규범으로 참조한다. 실제로 헌법과 국제문서의 기본원칙과 권리는
구조상 큰 차이가 없으며, 어떤 경우에는 헌법에서 국제법을 참조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헌법 제15조는 전쟁, 동원, 비상사태 상황에서는 국제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한 기본권과 자유의 행사를 일부 또는 완전히 중단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다른 예로, 헌법 제16조는 외국인의 기본권과 자유가 국제법과 양립할 수 있는 법률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국제법을 고려해야 하는 구체적인 상황
외에도 헌법재판소는 국제법의 원칙과 국제법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헌법 제2조를
해석하고 “법의 상태” 원칙에 따라 이를 참조한다. 그렇지만 가장 중대한 사건을 판결할
때는 헌법 조항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그러나 터키 법체계에서 유럽인권협약이 다소 다른 성격의 지위를 갖고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헌법 제148조는 개별 헌법소원의 물적 관할권(ratione

materiae)을 헌법과 유럽인권협약의 공동 보호를 받는 권리와 자유로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유럽인권협약과 유럽인권재판소의 판례를 고려하여 헌법상의
권리와 자유의 범위를 결정한다. 위헌심사와 헌법소원에 대한 관할은 분리되어 있고
서로 구별되지만, 헌법소원에서 결정된 권리 기반 판례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심사에서
권리와 자유에 유리한 영향을 미친다.
헌법재판소는 판결에서 외국법이나 다른 국가의 판례법을 비교법적 연구의 일부로
참고하고 있다.

Ⅴ. 결정의 유형 및 효과
A. 판결
헌법재판소는 위헌임이 확인된 경우 심사대상 법률 조항을 위헌으로 선언할 수 있다.
법률이 헌법과 합치할 경우 해당 사건은 기각된다. 혹은 그 대신 헌법재판소가 심사대상
법률을 특정 시각에서 해석한 후 이 해석에 근거하여 합헌을 선언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대안적 결정은 “한정합헌”으로 불리는 헌법재판소의 판례법에 의해 발전된 것이다.
다수의견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된다. 판결에는 보충의견과 반대의견이 첨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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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다수의견에만 법적 효력이 부여된다.
위헌심사가 수행 중인 법률의 법적 이행을 중단하는 법적 장치가 수립되어 있다.
헌법재판소는 명백히 위헌적인 성격을 지니며 시행 시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법 집행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이 두 조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소송 당사자가 요청하지 않을 경우 정지 명령을 내릴 수 없다.
집행 정지는 헌법이나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통해 확립된
개념이다. 헌법재판소는 집행 정지를 규율하는 행정법에서 이 개념을 도출하며 위헌심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집행 정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는 법률을 무효화할
수 있는 고유 권한에 집행 정지에 대한 권한이 묵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으며, 헌법이나
기타 법률에는 헌법재판소가 집행 정지 명령을 내리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조항이 없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헌법재판소는 집행 정지 요청 시 강력한 이유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므로
실제 집행 정지 명령을 내리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이와 관련하여 또 다른 절차적 규칙을 살펴볼 수 있다. 의회가 본안 심사를 위해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법률을 개정하거나 폐지할 경우 헌법재판소는 해당 사건에
대해 “이유 없음(no ground to make decision)”의 결정을 내린다. 다시 말해
헌법재판소는 본안에 대해 어떠한 결정도 내리지 않은 채 사건을 각하한다. 다만, 개정
또는 폐지된 법률 원안이 법원에서 심리 중인 특정 분쟁에 적용될 경우, 위헌심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 경우를 제외하면 헌법재판소는 이 문제에서 엄격한 입장을 고수하며,
경미한 법률 개정이라 하더라도 사건을 각하한다.

B. 법적 효력 및 시행
법규범이 위헌으로 선언된 경우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법적 효력이 정지된다. 위헌결정은
반드시 그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필요한 경우 위헌결정의 효력 발생일을
1년까지 연기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위헌결정은 소급효를 갖지 않는다. 다만 형사처벌 관련 법령의 위헌결정은
헌법 제38조 규정에 의거하여 헌법재판소의 판례법에 따른 소급효를 갖는다.
헌법 제153조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종국적이다. 위헌결정은 서면으로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채 공표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는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전체 또는 특정 조항을 무효로 하는 과정에서
입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으며, 새로운 집행으로 이어지는 결정을 내려서는

13. 터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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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된다.
법률, 대통령령 또는 터키 의회의 의회의사규칙 또는 그 조항은 위헌결정이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헌법재판소는 필요한 경우 위헌결정의 효력 발생일을
정할 수 있다. 그 기간은 해당 결정이 관보에 공고된 날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위헌결정이 효력을 갖는 날짜가 연기되는 경우, 터키 의회는 위헌결정에 따른 법적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작성된 법안을 우선해서 심의하고 결정한다. 위헌결정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는 결정은 관보에 즉시 공고되며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행정당국 및 자연인과 법인을 기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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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우즈베키스탄
헌법재판소
요약
우즈베키스탄은 1995년 헌법재판소 창설 이래 집중형 방식의 추상적 위헌심사 제도를
운용해왔다. 위헌심사는 보통 사후적 심사의 형태로 수행된다. 그러나 헌법적 법률과
국제조약이라는 두 가지 규범에 대해서는 사전적 심사를 수행할 수 있다. 개인은
헌법재판소에 직접 위헌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 대신 일정한 국가기관만이 헌법재판소에
직접 위헌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국가기관으로는 의회, 대통령, 옴부즈맨, 의원
단체, 대법원이 있다. 심사대상 규범의 예로는 의회의 제정법 및 결의, 긴급조치,
국제조약을 들 수 있다. 헌법 전문에는 보편적으로 승인된 국제법 규범의 우선순위가
규정되어 있다. 거의 모든 법률과 법규범에는 우즈베키스탄이 체결한 국제조약의 우월성을
명시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이를 고려해 우즈베키스탄 헌법재판소는 논증에서
우즈베키스탄이 체결한 국제조약의 조항을 참조한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재판관의
공개 투표로 채택된다. 재판부의 재판장(Presiding Judge)이 마지막 한 표를 행사하며,
재판관은 투표 시 기권할 수 없고 반드시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 찬성과 반대가 동수인
경우 재판장에게 결정권이 있다. 반대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특별의견으로 작성되어
헌법재판소 회의 기록에 첨부된다. 헌법재판소 결정은 공표 시 효력이 발생하며,
종국적이고 항소할 수 없다.

개요
I. 심사 유형
II. 심사 대상
III. 적법요건 및 재판적격성
IV. 심사 기준
V. 결정의 유형 및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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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심사 유형
A. 배경
1992년 12월 8일 제12대 우즈베키스탄 최고위원회(Supreme Council) 제11차
회기에서 독립 우즈베키스탄 헌법이 제정되었다.
헌법은 주권 민주공화국인 우즈베키스탄 공화국이 국민의 총의를 나타내며 국민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고, 국가기관과 공직자는 사회와 시민에게 책임을 지며, 국민이 국가권력의
유일한 원천임을 규정했다.
헌법은 국가권력, 인권과 국민의 권리, 자유와 의무, 사회의 사회적·경제적 기초, 국가의
행정구역 구분, 국가권력 최고기구의 법적 지위 등의 기본 원칙을 규정했다.
헌법은 우즈베키스탄 공화국에서 우즈베키스탄 헌법과 법률이 절대적인 최고우월성을
갖는다고 규정한다. 국가, 국가기관, 공무원, 공공단체, 시민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행동한다. 헌법의 어떤 조항도 우즈베키스탄의 권리와 이익에 해가 되는 방식으로 해석할
수 없다. 법률이나 그 밖의 다른 법률 행위는 헌법의 규범과 원칙을 거스를 수 없다.
헌법의 최고우월성을 보장하고 국가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우즈베키스탄 헌법재판소가 창설되었다.
1995년 8월 30일 “우즈베키스탄 헌법재판소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같은 해 12월
22일 우즈베키스탄 의회(Oliy Majlis)에서 헌법재판관이 선출되었다.
2017년 5월 23일 “우즈베키스탄 헌법재판소에 관한” 헌법적 법률(Constitutional
Law)이 새로 제정되었다.
2017년 8월 24일 우즈베키스탄 의회 상원은 대통령의 추천을 받아 헌법재판소의 새
재판관을 선출했다.

B. 심사구조
우즈베키스탄 헌법재판소는 위헌심사를 수행할 독점적 권한을 갖는다.
우즈베키스탄 헌법재판소는 입법부와 집행부의 행위에 관한 사건을 심리하는 상설
사법기관이다.
우즈베키스탄 헌법재판소는 추상적 규범통제만을 실시한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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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실관계 규명 및 조사가 다른 법원이나
다른 기관의 권한에 해당하는 모든 경우 이러한 사실관계 규명 및 조사 수행을 자제한다.
헌법재판소는 두 경우를 제외하고 사후적 위헌심사를 실시한다. 헌법적 법률(constitutional
laws)과 국제조약 비준에 관한 법률과 같은 두 유형의 법률은 효력이 발생하기 전, 즉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이 공포하기 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심사가 수행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 우즈베키스탄의 법률, 의회 상하원 의결, 대통령령, 대통령 의결 및 명령, 정부의
의결, 지방자치단체의 결정, 국가 간 조약 및 기타 우즈베키스탄 공화국의 의무가
헌법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이 서명하기에 앞서, 우즈베키스탄의 헌법적 법률 및
국제조약 비준에 관한 우즈베키스탄 법률의 위헌 여부를 결정한다.
- 카라칼파크스탄 공화국(Republic of Karakalpakstan) 헌법이 우즈베키스탄
헌법을 준수하는지, 그리고 카라칼파크스탄 공화국의 법률이 우즈베키스탄
법률을 준수하는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한다.
- 우즈베키스탄 헌법과 법률에 대한 해석을 제공한다.
- 특정 사건에 적용되는 규범적 법령이 우즈베키스탄 헌법과 합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법원에서 우즈베키스탄 대법원을 거쳐 송부한 청구를 검토한다.
- 매년 우즈베키스탄 의회 상하원과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에게 헌법재판 결과
전반에 따른 국가의 합헌성 상태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 헌법과 우즈베키스탄 법률이 부여한 그 밖의 권한을 행사한다.

Ⅱ. 심사 대상
A. 법규범
“규범적 법령(Normative-Legal Acts)”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규범적 법령은 일반적인
기속력을 갖는 국가 규정으로서 규범적 법령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를 목적으로 이
법률에 따라 채택된 공식문서로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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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범적 법령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 우즈베키스탄 헌법
- 우즈베키스탄 법률
- 우즈베키스탄 의회 본회의 의결
- 우즈베키스탄 대통령령 및 의결
- 우즈베키스탄 내각(Cabinet of Ministers)의 결정
- 정부 부처, 국가위원회(State Committee) 및 정부 부서의 명령 및 규칙
- 지방자치단체의 결정
헌법재판소는 우즈베키스탄의 법률, 우즈베키스탄 의회 본회의 의결, 우즈베키스탄
대통령령 및 의결, 우즈베키스탄 내각의 결정, 지방자치단체의 결정 등에 대해서만 심사할
수 있다.
상기 법규범은 위헌심사가 제기되는 경우 심리할 수 있다. 우즈베키스탄 헌법재판소에 관한
헌법적 법률 제25조에 따르면, 다음 기관은 헌법재판소에 청구서를 제출할 권리가 있다.
- 우즈베키스탄 의회 상하원
-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 우즈베키스탄 내각
- 우즈베키스탄 의회 인권위원장(옴부즈맨)
- 카라칼파크스탄 공화국 최고위원회(Zhokargy Kenes)
- 하원의원 단체 - 우즈베키스탄 하원(Legislative Chamber) 재적의원 총수의
4분의 1 이상
- 상원의원 단체 - 우즈베키스탄 상원의원 재적의원 총수의 4분의 1 이상
- 우즈베키스탄 대법원
- 우즈베키스탄 검찰총장
그 밖에도, 헌법재판관 3명 이상의 발의를 통해 헌법재판소 심리 안건을 제출할 수
있다.

B. 기타 공권력 행사
일반법원의 결정은 위헌심사 대상에 속하지 않는다. 개인은 법원 판결에 대해 위헌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 현재까지는 법원 판결에 대해 위헌심사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분쟁이 제기되지 않았다. 그 밖의 다른 규범이나 행위는 우즈베키스탄 헌법재판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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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Ⅲ. 적법요건 및 재판적격성
A. 헌법재판소 결정 채택
헌법재판소는 위헌 여부 심사 시 실제로 합헌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된 사안에 대해서만
결정을 내린다.
규범적 법령에 대한 위헌심사를 할 때, 헌법재판소는 심리를 요청한 안건에서 언급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심사대상 법규범을 바탕으로 하는 다른 법규범이나 심사대상 조항과
동일한 내용을 담은 다른 조항에 대해서도 결정을 내릴 수 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공개투표를 통해 확정한다.
재판관은 투표 시 기권할 수 없고 반드시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
헌법재판소 결정은 재판관 회의(session)에 참석한 재판관 가운데 과반수의 찬성을 통해
결정한다. 찬성과 반대가 동수인 경우 재판장에게 결정권이 있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재판관은 서면으로 반대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반대의견은 헌법재판소 회의 기록에 첨부된다.
국제조약과 법규범의 합헌성에 대한 본안 사건에서 헌법재판소의 종국결정은 결의라고
지칭한다. 헌법재판소는 이 결의를 우즈베키스탄 공화국의 이름으로 공표한다.
그 외 사건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의견 또는 다른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헌법재판소의 결의, 의견 및 기타 결정은 언론에 공표된다.
헌법재판소 결정은 공표 시 효력이 발생한다.
헌법재판소 결정은 종국적이고 항소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다음의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재검토할 수 있다.
- 헌법재판소 결정 당시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중요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 결정의 근거가 되었던 헌법 규범이 개정된 경우
- 규정된 헌법재판 절차를 위반하여 결정된 사실을 헌법재판소가 인정하는 경우

14. 우즈베키스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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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위헌심사 청구 관련 요건
합의제 기관(collegial bodies)은 법률에 규정된 절차를 통해 내린 결정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심사를 청구해야 한다. 현행 절차규칙 제26조에 명시된 공무원이
헌법재판소 심사를 청구할 경우 해당 청구는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관련 공무원은
해당 청구서에 서명해야 한다. 헌법재판관 발의에 의한 제청은 해당 재판관이 서명한
발의 제청의 형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헌법재판소 심사 청구에 관한 결정서 또는 청구서는 다음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 심사대상 법령의 정확한 명칭, 참조 번호, 제정일, 출처 및 기타 자료
- 헌법재판소가 이 문제를 심리할 수 있는 근거 규정
- 우즈베키스탄 헌법의 관련 규범에 근거한 심사대상 법령 및 법적 정당성에 대한
의견
- 직권으로 청구하는 사건을 제외하고, 청구인 및 청구인의 권한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
- 첨부 문서 목록

C. 심사 청구 첨부 자료
헌법재판소로 제출하는 결정서 또는 청구서에는 다음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 심사대상 법령의 본문 또는 해석대상 우즈베키스탄 법규범의 본문
- 직권으로 청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위임장 또는 청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그 밖의 서류
- 공식 국가 언어 이외의 언어로 작성된 모든 문서 및 기타 자료의 공식 국가
언어 번역본
- 헌법재판소에 심사 청구 자격이 없는 개인 또는 법인이 심사를 청구한 경우
해당 청구서 사본
법정 소환 신청이 이루어진 증인, 사건과 무관한 전문가(experts) 및 전문 기술자
(specialists)118의 명단과 그 밖의 서류 및 자료를 청구서에 첨부할 수 있다.

118

[편집자주] 우즈베키스탄 헌법재판소에 관한 헌법적 법률(2021. 1. 13. 하원 채택, 2021. 3. 12.
상원 승인) 제44조 전문가(experts)의 권리와 의무 및 제45조 전문기술자(specialists)의 권리와
의무 참고

266

AACC 회원기관의 위헌심사

D. 사전심사
헌법재판소 심사 청구에 관한 결정서 또는 청구서는 헌법재판소 절차규칙에 따라
의무적으로 등록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1명 또는 복수의 재판관을 지정하여 접수된
결정서나 청구서가 법률 및 현행 규칙에 명시된 요건을 준수하는지 여부에 대해
사전심사를 수행하고 사건 심리 준비에 착수하도록 한다.
해당 업무를 완료한 재판관은 사전심사 결과 및 사건 심리 준비상황에 대해
헌법재판소장에게 보고한다.
헌법재판소장은 사건 심리 준비상황에 대해 재판관의 의견을 들은 후 헌법재판관
회의를 소집하여 사건 심리 여부를 결정한다.

E. 본안 심사 회부
헌법재판소의 본안 심사 회부 결정에는 헌법재판 개시일, 해당 사건의 담당 재판관
지정, 심리 절차 및 기타 사건 심리 준비와 관련된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헌법재판 참가자에게 3일 이내에 결정된 사항을 통지해야 한다.

F. 본안 심사 거부 결정
헌법재판소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심리를 거부한다.
- 헌법재판소의 결정 권한을 벗어난 사안
- 권한이 없는 정부 기관이나 공무원이 청구한 사안
- 헌법재판소 결정의 재심을 기다리는 사건을 제외하고 헌법재판소가 과거 결정을
내렸으며 해당 결정이 아직 유효한 사안
헌법재판소는 사건 심리 거부에 관한 결정을 내린다.

G. 심사 청구 철회
헌법재판소에 청구된 사안은 헌법재판소 심리가 시작되기 전 철회할 수 있다. 사안을
철회할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재판 절차를 중단한다.

14. 우즈베키스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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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사건 병합 및 분리
헌법재판소에 청구된 사안은 원칙적으로 별개의 절차로 심리한다.
사건을 종합적이고 완전하며 객관적으로 심리하기 위해 헌법재판소는 사건을 병합
및/또는 분리할 권한이 있다.

Ⅳ. 심사 기준
A. 헌법재판의 주요 기준
헌법이나 법률에는 헌법재판 기준이 수립되어 있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원칙적으로 사건 심리를 수행할 때 적용 가능한 헌법상 원칙을 확인하고,
심사대상 법률에 대해 이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B. 국제법과 외국법의 활용
헌법 전문은 우즈베키스탄 국민이 보편적으로 승인된 국제법 규범의 우월성을 인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법률과 법규범에는 우즈베키스탄이 체결한
국제조약의 우월성을 명시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이를 고려해 우즈베키스탄
헌법재판소는 논증에서 우즈베키스탄이 체결한 국제조약의 조항을 참조한다.

Ⅴ. 결정의 유형 및 효과
A. 판결
헌법재판소는 국제조약과 법규범의 합헌성에 관한 본안 심사를 통해 판결을 내린다.
헌법재판소는 이 판결을 우즈베키스탄 공화국의 이름으로 채택한다. 일부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의견의 형식으로 결정을 공표하거나 다른 형식으로 공표하기도 한다.
헌법재판소는 재판의 절차적 사안에 대해서는 의결을 채택한다. 헌법재판소는 사건 심리
시 비공개 심의를 통해 결정을 내린다. 사건 검토에 참여한 헌법재판관만이 심의에
참여할 수 있다. 헌법재판관은 심의 과정에서 심사 대상 사건에 대해 자유롭게 입장을
개진하고 각 재판관에게 입장을 명확히 밝히도록 요청할 권리가 있다. 재판관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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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진 기간과 의견의 수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이 없다. 심의가 종료되면 재판관 회의에서
재판장은 제안된 결정에 대해 표결을 진행한다. 헌법재판소 결정은 공개투표로 채택된다.
표결은 기명 투표 방식으로 진행된다. 재판장이 가장 마지막으로 투표한다. 재판관은
투표 시 기권할 수 없고 반드시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 헌법재판소 결정은 재판관 회의에
참석한 재판관 가운데 과반수의 찬성을 통해 결정한다. 찬성과 반대가 동수인 경우
재판장에게 결정권이 있다. 재판관은 심의 내용과 표결 결과를 공개할 수 없다. 본안
사건은 관련 자료를 접수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된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재판관은 서면으로 반대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반대의견은 헌법재판소 회의 기록에 첨부된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원칙적으로 서문, 사건 개요, 결정 이유, 주문 부분으로 구성된다.
헌법재판소의 판결, 의견 및 기타 결정은 언론에 공표된다. 우즈베키스탄 헌법재판소
결정의 공식 발행처는 “우즈베키스탄 법령집(Compilation of Legislation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신문 “칼크 소지(Khalk Sozi)”, “나로드노에 슬로보
(Narodnoe Slovo)” 및 “우즈베키스탄 헌법재판소 판례공보”이다.

B. 법적 효력 및 시행
헌법재판소 결정은 공표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헌법재판소 결정은 종국적이고 항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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