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지대 때문에 소송청구를 포기?

인지(印紙)제도와 

재판청구권

일시 | 2015년 10월 27일(화) 오후 2시

장소 | 국회도서관 4층 입법조차처 대회의실

공동주최 | 손잡고,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민변 사법위원

회, 변재일 국회의원, 서기호 국회의원, 은수미 국회의원,

이상민 법사위원장, 이종걸 원내대표, 이춘석 국회의원,

전해철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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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14:00 개회 황승흠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

각 국회의원 인 사 말

14:20발표1 현행 인지(印紙)제도의 문제점

김종철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4:40발표2 경제적 약자인 노동자에게 소송비용 폭탄

송영섭 변호사, 민주노총 금속노조 법률원

14:55발표3 행정소송에 있어 현행 인지 규정의 문제점

허진민 변호사,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

15:10 휴식

15:15 토론 김제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재일 국회의원,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재 변호사

박주민 변호사

심  경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총괄 심의관

최영승 현대차 노동자

16:35 폐회 황승흠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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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잡고와 노란봉투

손잡고(대표 : 조은, 고광헌, 이수호, 조국)는 ‘손배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을 잡고’의 

줄임말입니다.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고,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가압류가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행동하는 시민모임입니다. 손잡고는 아름다운재단, 주간지 

‘시사IN’과 함께 노란봉투캠페인을 진행합니다. 

회사가 주는 ‘노란봉투’, 누군가에겐 평범한 일상을 책임지는 ‘월급봉투’이지만 또 다

른 누군가에겐 삶을 포기하도록 하는 ‘해고봉투’입니다. 2014년, 시민들이 따뜻한 마

음을 모아 ‘노란봉투’에 ‘희망’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노란봉투캠페인>의 ‘노란봉투’

는 노동자를 두 번 죽이는 21세기 야만 ‘손배폭탄’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는 희망

의 노란봉투입니다. 쌍용자동차 노조가 파업을 벌였다는 이유로 회사와 국가가 노동

조합과 조합원에게 청구한 47억의 손배폭탄, 이 소식을 들은 주간지 <시사인>의 독

자 배춘환 주부가 4만7천원씩 10만 명이 마음을 모아보자고 제안했습니다. 한 주부

의 제안에서 출발한 <노란봉투캠페인>은 이효리, 노엄촘스키 등의 유명인사들의 참

여에 힘입어 총 111일동안 4만7547명의 시민이 참여해 14억7천여만원을 모금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노동’을 주제로 한 시민모금캠페인 사상 전례 없는 대규모시민모금캠

페인으로 우리는 시민과 노동이 하나가 된 순간을 경험했습니다. 

손잡고는 시민이 모아 준 ‘희망’으로 ‘노동권’을 지키기 위한 활동을 합니다. ‘손배폭

탄’에 생계를 위협받는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위협하는 기

형적인 법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입법활동 및 법제도개선활동을 합니다.

<인지제도와 재판청구권 토론회>

“인지제도와 재판청구권”토론회는 ‘노란봉투캠페인’ 법제도개선활동의 일환입니다. 현

행 인지제도는 소송목적의 가액이 증가할수록, 심급이 올라갈수록 그 액수가 증가(항

소심 1.5배, 상고심 2배)하게 되어있어 경제력이 없는 국민들의 재판청구권 행사를 

가로막는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노동쟁의행위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

상청구소송의 경우 △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범위가 현저히 좁고, △노동자

가 현실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 청구되고 그에 따른 판결이 선고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노동자측에서는 인지대 납부의 부담 때문에 항소나 상고를 하지 못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5년 민주노총 집계로 노동자 및 노동조합에 가해진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1,3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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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에 달합니다. 전국 총 22개 사업장이 손배가압류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수

천억의 손배가압류 청구금액 뒤에 가려진 소송비용 또한 노동자가 부담하기에 너무

나 큰 금액이라는 것입니다. 2015년 9월 16일 노란봉투캠페인의 상징이 된 쌍용자동

차의 47억 손배청구소송 가운데 회사가 청구한 33억원에 대한 손배청구 2심소송 선

고가 있었습니다. ‘정리해고를 사유로 한 파업’을 불법으로 간주하는 현 노동법은 노

동자들의 노동3권을 온전히 보장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2심에서 패소한 쌍용

차 노동자들은 수십억의 손해배상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법원에 상고를 해야 

하지만, 상고를 위해 당장 필요한 인지대만 2,400만원입니다. 

이는 비단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는 

2010년에 벌인 파업만해도 총 7건의 손배청구소송이 제기됐고, 이로인해 1억여원에 

달하는 인지대를 납부했습니다. KEC지회 역시 조합원 88명에 대해 회사가 청구한 

156억원의 손배소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 패소할 경우 7천여만원의 인지대를 내

야만 항소가 가능합니다. 거액의 손배청구금액을 두고 노동자들은 거액의 손배청구액

에 따른 인지대에 대한 걱정과 부담도 함께 떠안아야 합니다.

민사소송을 포함한 소송에서 과도한 인지대를 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재판청구권의 행사를 제한하게 되고, 남소방지를 고려한 인지제도의 입법취지

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인지대는 기본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받는 데 필요한 일종의 

수수료의 성격이 강하므로 가능한 낮은 금액으로 책정해 국민의 재판청구권 행사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 OECD 국가들의 경우, 소 제기를 위한 법정 비용 등을 소가

와 무관하게 일정액으로 하거나 그 상한액을 규정함으로써, 비용 때문에 재판청구권 

행사가 제한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현행 인지제도 전반에 대한 개괄적 검토 △ 인지대가 재판청구

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는 사례에 대한 분석과 검토, △ 인지제도의 개선을 통한 재

판청구권 보장 방안 등에 관한 전문가의 의견과 입법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공동주최 : 손잡고,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사법위원회, 변재일 국회의원,

은수미 국회의원, 이상민 법사위원장,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서기호 국회의원, 이춘

석 국회의원, 전해철 국회의원(국회의원 가나다 순)

* “인지제도와 재판청구권” 토론회는 아름다운재단 ‘노란봉투캠페인’을 통해 지원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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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사 말

KTX 창밖을 스쳐가는 금빛 들판을 보며 어느 덧 결실의 계절, 가을이 우리 곁에 다

가왔음을 느낍니다. 지난 1년을 땀과 정성으로 농토를 일군 농부에게, 가을은 올해도 

어김없이 풍성한 수확의 기쁨을 안겨줍니다. 더할 것도 덜할 것도 없이 뿌린 대로 

돌려주는 계절의 법칙을 보며, 자연의 정직함에 새삼 감탄하게 됩니다.

모든 노동자들이 땀 흘려 일한 만큼 정직한 대가와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는 것이 순

리임에도, 지난한 투쟁과 소송을 통해야만 이런 당연한 권리들을 찾을 수 있는 현실

이 참담하기만 합니다.

노동자들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과 가압류처분, 그리고 노동 3권의 행사를 지나치

게 제약하는 법적 제도적 문제들에 대해 국정감사를 통해 여러 차례 지적해 온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여전히 노동자를 탄압하고 기업에 우호적인 정책을 유지하

고 있으며, 사법부 역시 계속해서 이 같은 정부 기조에 부응하는 판례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현대차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판결을 이끌어 낸 최병승 노동자의 10년에 걸친 소

송 역정은, 현재 우리 사회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처한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OECD조차 노동기본권의 후퇴를 걱정할 만큼 노동후진국으로 전락할 위기에 놓인 

한국의 적나라한 민낯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헌법이 천명하고 있는 ‘노동 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우리나라

가 노동선진국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저 역시 이 

시대의 정치에 몸담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무거운 책임감과 사안의 엄중함을 다시 

한 번 가슴깊이 새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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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애써 주신 <손잡고>,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그리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회>를 비롯한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15년 10월

국회의원  이 춘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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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사 말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국회의원 서기호입니다.

우리 헌법 제27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법관에 의하여 법률

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하여 재판청구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재판청구권은 다른 기본권의 ‘보장’과 ‘관철’에 기여하는 매우 중요한 절차

적 기본권입니다. 

이러한 재판청구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

는 절차가 마련되는 것으로 족하지 않고, 그 절차에 대한 용이한 접근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인지제도 역시 국민의 ‘재판절차에 대한 접근성’ 등 재판청구권 강화의 관점에서 그 

개선점이 논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행 인지제도는 소송목적의 가액이 증가할수록, 심급이 올라갈수록 인지액수가 증가

하게 되어 있어 경제력이 없는 국민의 재판청구권 행사를 가로막는 장애물로 작용하

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인지대는 기본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받는 데 필요한 일

종의 수수료의 성격이 강하므로 가능한 한 국민의 재판청구권 행사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인지액수 증가를 통한 남소방지를 최우선적

으로 고려하는 방향으로만 제도화되어 온 문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인지제도가 경제력이 없는 대다수의 서민들에게 재판절차 참여를 어렵게 

하는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그에 반해 경제력이 충분한 사람들에겐 사실상 남소

방지책으로 기능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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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노동분쟁은 단일 파업사건으로 수백명, 수천명이 징계를 받게 되므로 법적 쟁송

이 집단적 성격을 갖게 되므로 인지대 역시 어마어마한 금액에 이르게 됩니다. 징계

가 부당하다고 생각해도 인지대 때문에 소송을 포기하는 근로자들이 많고, 1심에서 

패소할 경우 상소심에서는 인지대가 더 비싸기 때문에 상소를 포기하는 사례 역시 

빈번 하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파업에 따른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높은 인지대는 경제적 강자인 사용자의 불필요한 소제기를 억제하는 기능

은 하지 못하는 반면, 피소된 근로자들이 1심에서 억울하게 패소해도 인지대 부담 

때문에 상소를 할 수 없게 하는 매우 불합리한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경제적 약자의 재판청구권 보장보다는 남소방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현행 인지

제도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법원행정처가 2009. 11. 발행한 정책연구용역인 

｢민사소송비용제도의 정비 방안 연구｣에서도 ‘소송목적의 값에 따른 차등적 정액제 

및 상한제’가 제안된바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가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합리적 인지제도를 

마련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5. 10. 27.

국회의원 서 기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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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1

현행 인지(印紙)제도의 문제점 : 헌법원리와 

재판청구권을 중심으로  

김종철� /� 연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Ⅰ. 문제의 제기

「민사소송 등 인지법」(이하 ‘인지법’) 제1조는 “민사소송절차, 행정소송절차, 그 밖

에 법원에서의 소송절차 또는 비송사건절차에서 소장(訴狀)이나 신청서 또는 신청의 

취지를 적은 조서”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지(印紙) 붙이거나 혹은 그에 갈음

하는 금액을 납부하도록 하여 재판유상주의(裁判有償主義)를 채택하고 있다. 재판을 

받는 개인에게 소송비용을 전가하는 재판유상주의는 사법정의의 실현을 개인의 경제

적 상황에 따라 유동적인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

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적 한계를 준수하여야 한다. 

현행 인지법은 재판유상주의 가운데 소송목적의 값(이하 ‘소가’)에 인지를 연동시키

는 제도를 채택하여 소가가 증가할수록 인지액도 올라가도록 정하는 한편 심급이 올

라갈수록 인지액도 배가(항소장에는 통상인지액의 1.5배, 상고장에는 2배)되도록 함

으로써 경제력이 없는 국민들의 재판청구권 행사를 과도하게 제한하여 헌법적 한계

의 준수여부에 대한 의혹을 살 수 있는 위험한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이 위험은 경

제의 규모가 확대되고 사회현상이 더욱 다변화되고 복잡하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더

욱 커지고 있다. 세계 10대 무역대국으로 성장하였고 1인당 소득수준이 3만달러에 

육박하는 경제사회구조속에서 다양한 사회적 갈등을 공정하게 해소할 수 있는 사법

제도를 구축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의 핵심적인 기반임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인지액이 사실상 사법제도를 활용하는데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는 인지제도는 입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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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민주체제를 표방하는 민주공화국의 헌법정신에 비추어 엄격한 비판적 검토가 필

요하다.

특히 인지액의 고액화 구조는 특히 근대사회의 자본주의적 발전이 초래하고 있는 현

대적 사회갈등이 담고 있는 특성을 간과함으로써 현대법의 발전에 걸맞지 않은 후진

적 재판제도로 귀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또다른 차원에서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 자

유방임적 경제체제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과 같은 사회양극화현상을 심화시켜 사회통

합을 저해하고 정치공동체의 안정성을 훼손할 구조적 위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

회경제적 주체들에게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여 최소한 시민적 자유와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조건을 마련할 책무를 국가에게 부여하는 것이 현대민주국가의 

일반적 경향이다. 우리 헌법의 경우에도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국가의 노력의무를 명

시적으로 확인하여 사회국가 혹은 복지국가원리를 헌법의 기본원리로 삼는 한편 근

로의 권리와 근로자의 노동3권을 헌법상의 기본적 인권으로 보장하는 민주복지국가

를 지향하고 있다1).

 민주복지국가의 헌법은 다양한 사회갈등 가운데 노사갈등의 경우 일반 민사적 갈등

과 다른 차원에서 접근하도록 국가에게 요구하고 있으며 재판제도 또한 이러한 현대

민주국가적 가치지향을 반영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심화되고 잇는 노사갈등의 국면

은 인지법의 재판유상주의가 이러한 헌법적 요청을 효과적으로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심각한 의문을 품게하고 있다. 예컨대, 노동쟁의행위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경우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 자체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방편으로 악

용될 소지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반대로 노측의 소송제기는 인지액의 부담으로 

인하여 정당한 재판청구가 장애를 받는 불합리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헌법원리상 사법권의 본질과 기능, 재판청구권의 헌법원리상 의

의를 헌법해석론과 비교헌법사적 차원에서 점검하고 그 토대위에서 현행 인지제도의 

문제점을 다각도로 검토하면서 그 대안의 방향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사실 

헌법재판소는 이 법률조항에 대하여 여러 차례 심사의 기회를 가졌으나 모두 합헌결

정2)

1) 김종철, “헌법과 양극화에 대한 법적 대응”, 법과사회 제31호(2005), 19쪽. 헌법재판소도 헌법 제119조 제2항의 

해석에서 이 점을 다음과 같이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이는 헌법이 이미 많은 문제점과 모순을 노정한 자유방

임적 시장경제를 지향(指向)하지 않고 아울러 전체주의국가의 계획통제경제도 지양(止揚)하면서 국민 모두가 

호혜공영(互惠共榮)하는 실질적인 사회정의가 보장되는 국가, 환언하면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이라든가 시장메카

니즘의 자동조절기능이라는 골격은 유지하면서 근로대중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소득의 

재분배, 투자의 유도·조정, 실업자 구제 내지 완전고용, 광범한 사회보장을 책임있게 시행하는 국가 즉 민주복

지국가(民主福祉國家)의 이상을 추구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헌재 1989.12.22. 88헌가13, 판례집 1, 357,

376-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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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내림으로써 이 법률조항이 안고 있는 입법적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제

공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 글에서는 이 결정의 문제점, 특히 그 위헌심사기준을 집중

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인지제도 개선방향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게 될 것이다.

II. 민주공화국 헌법에서 재판청구권의 본질과 의의 - 헌법원리와 

비교헌법사적 측면을 중심으로

1. 헌법원리로서의 법치주의의 의의와 재판청구권

법치주의(rule of law)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거나 공익실현을 위한 국가권

력의 발동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하여야 한다는 민주공화

국 헌법의 기본원리이다. 이 원리가 효과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국민대표기관인 

의회가 민주적 정당성을 구비하여 구성되어야 하고, 법률은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가 

충분히 수렴되어 민주적으로 제정되어야 하며, 정치공동체의 근본규범인 헌법적 한계

를 준수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범위내에서 제정되어야 한다. 이

러한 법치주의의 실현을 위해 필요한 국가권력의 조직은 한 국가권력이 우월적 지위

에서 독재적 권력행사가 가능하지 않도록 권력이 기능적으로 분립되고 이 권력간 견

제와 균형관계가 형성되어야 한다(권력분립 및 견제와 균형의 원칙). 특히 인류역사

상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과 그 집행은 법치주의의 이상에도 불구하고 

자의적으로 불합리하게 행사되는 경향을 가져왔기 때문에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위치

에서 법의 정신에 입각하여 법적 정의를 구현하는 사법권의 중요성이 날로 강화되어 

왔다. 입법은 물론 행정으로부터 독립되어 법이 무엇인지를 확정하고 자유와 권리의 

구체적 내용을 확정하여 혹 침해가 발행한 경우 구제를 제공하여 권리실현이 이루어

지도록 하는 사법절차의 정비는 국가가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

인하고 보장하기 위한 핵심기제이다. 20세기 중반이후 민주주의와 더불어 기본적 인

권의 시대가 명실상부하게 도래하고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거나 헌법에 반하는 법률 

자체를 무효화하는 위헌법률심사제나 헌법소원 등 헌법재판제도가 전세계적으로 확

대된 것이 그 살아있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한국 헌법도 1948년 헌법이래 위헌법률심사제를 두는 한편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

2) 예컨대, 헌재 2015. 6. 25. 2014헌바61, 판례집 27-1하, 461; 헌재 2011. 8. 30. 2010헌바427, 판례집 23-2상, 353;

헌재 1996. 10. 4. 95헌가1, 판례집 8-2, 258; 헌재 1994. 2. 24. 93헌바10, 판례집 6-1,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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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여야 할 헌법상 의무하에 

법률에 따른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현행 헌법 제103조 및 제27조). 독

립된 사법기관에 의하여 공정하고도 신속한 재판을 통하여 법적 분쟁을 해소하여 법

적 권리를 보장받는 것을 기본적 인권으로 삼아 개인에게 헌법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합리적인 권리보장장치가 없다면 권리의 선언 자체는 무의미한 것으로 전락할 수밖

에 없기 때문이며 부수적으로는 정치공동체에서 국가권력을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적

으로 통제하는 민주적 의미를 동시에 가지는 것이다. 따라서 재판청구권은 민주공화

국에서 법치주의를 실현하고 민주공화질서를 안정화시키는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2. 재판청구권의 비교헌법사적 의의 - 마그나 카르타 800주년과 재판청구권

올해는 법의 지배 혹은 국가권력에 대한 법적 통제의 새로운 기원을 연 것으로 평가

되는 마그나 카르타(Magna Carta), 즉 영국의 ‘대헌장’이 제정된 지 800주년이 되는 

해이다. 마그나 카르타는 1215년 런던근교 윈저(Windsor) 인근 목초지인 러니미드

(Runnymede)라는 곳에서 군주인 존왕(King John)과 그 지배를 받는 봉건영주

(barons)간에 맺어진 협정이다.3) 애초 봉건계약의 형식과 실질을 가졌던 마그나 카

르타가 오늘날 입헌주의 혹은 법치주의의 원조로 칭송받는 것은 마그나 카르타의 핵

심내용이 국가권력은 법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1215년 마그나 카르타 제39조4)는 “모든 자유민은 국법이나 동등한 신분을 가진 자

의 합법적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나 감금, 재산과 권리의 박탈, 유죄선고를 

받거나 추방당하는 등 모든 형태의 지위의 박탈을 당하지 아니하며, 또한 누구도 직

3) 사실 이 문서가 처음부터 마그나 카르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중세시기 군주가 지배의 편

의를 확보하기 위해 문서로 피지배자들에게 일종의 권리확약을 해주던 것이 카르타(Carta)였고 1215년의 협정

도 그런 형식을 가진 것이다. 그런데 1215년의 카르타 서약이후 존왕이 사망하고 후세인 헨리3세가 즉위하면

서 1217년에 1215년 카르타에 더하여 추가로 삼림헌장(the Charter of the Forest)을 덧붙여 두 개의 헌장을 선

포하면서 1215년 카르타를 삼림헌장과 구별하기 위해 마그나 카르타로 명명하기 시작하였다.“The Spirit of

Magna Carta Continues to Resonate in Modern Law”, 119 L. Q. Rev. 227 (2003), p.227 참조.

4) 원래 마그나 카르타는 조문화되지 않고 나열식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16세기 문헌사가들이 재편집하면서 조

문을 달면서 오늘날은 이해의 편의를 위해 이 조문화된 편집본에 기초하여 마그나 카르타의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이다. 실제로 마그나 카르타가 영국의 성문법에 편입된 것은 1297년인데 이 입법화된 편집

본은 1225년 승인된 마그나 카르타에 기초한 것이었고, 1225년 마그나 카르타는 1215년 마그나 카르타의 일부 

내용을 삭제하는 등 수정한 것이었고 조문화하면서 일부 내용을 통합하기도 하여 조문명이 다르다. 유명한 제

39조의 경우 제40조와 통합되어 1225년본에는 제29장으로 표시되어 있다. Sir Ivor Jennings, Magna Charta and

Its Influence in the World Today, Central Office of Information(1965), pp.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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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혹은 타인을 사주하여 폭력으로 자유민을 강박할 수 없다.”5)고 규정하여 법치주

의 원리의 원조로 이해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 조항에서 “동등한 신분을 가진 자의 

합법적 재판”은 오늘날 배심재판으로 발전되었고, 국가권력발동의 근거로 “국법”(the 

law of the land)상 근거를 요청하는 조항은 영미법국가에서 법치주의의 구체적 실

현원리로 발전한 적법절차의 원리(due process of law)로 발전하였다.6) 

한편 1215년 마그나 카르타는 단순히 일반원칙으로 법에 의한 통치를 선언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 위반시의 구제책을 보장함으로써 그 실질성을 담보하고 있다. 

우선 제40조에서 “누구에게도 권리와 정의를 양도하거나 부인되거나 지연되지 아니

한다”7)고 선언하는 한편 그 제45조에서는 “법관, 경관, 보안관 혹은 집달관은 국법

에 정통하고 이를 잘 준수할 수 있는 자로 임명하여야 한다.”8)고 규정하여 국법에 

의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고 있으며 이 공정하고 신속

한 사법에 대한 접근권(the right to access to justice)이야말로 마그나 카르타가 현

대법의 핵심원리로서의 의의를 인정받게 하는 주요한 요소로 평가되는 전거가 된

다.9) 또다른 보장책은 제61조에서 25인의 귀족평의원을 선출하여 마그나 카르타의 

준수를 감독하고 군주가 이를 어길 경우 군주의 부동산과 동산을 몰수하는 등 상응

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마그나 카르타가 실질적으로 시행될 수 있

도록 제도화하는 시도였다.

마그나 카르타는 그 봉건계약으로서의 성격 때문에 일정한 한계를 가지지만 절대화

될 수 있는 국가권력의 법적 한계를 설정하는 한편 그 구체적 보장책으로 사법적, 

민주적 통제의 방식을 문서화하였다는 점에 그 혁명적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 특히 

권리와 정의의 구현을 위해 사법적 보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각인시키고 있

다는 점에서 법치국가에서 재판청구권이 가지는 의미를 확인할 수 있다.

5) 라틴어로 된 원문의 영어번역은 다음과 같다:“No free man shall be seized or imprisoned, or stripped of his

rights or possessions, or outlawed or exiled, or deprived of his standing in any other way, nor will we

proceed with force against him, or send others to do so, except by the lawful judgment of his equals or

by the law of the land.”

6) 김종철, “미국의 헌법해석논쟁 - 적법절차조항을 그 예로 -”, 서울대학교 법학석사학위논문, 1990 참조.

7) “To no one will we sell, to no one will we deny or delay right or justice."

8) "We will not make justices, constables, sheriffs or bailiffs who do not know the law of the land and mean

to observe it well."

9) Lord Irvine of Lairg, 앞의 논문, p.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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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헌법원리로서의 복지국가원리의 의의와 재판청구권

한국 헌법은 복지국가원리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헌재가 “헌법의 전문, 사회적 기본권의 보장(헌법 제31조 내지 제36조), 경제 영역에

서 적극적으로 계획하고 유도하고 재분배하여야 할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는 경제에 

관한 조항(헌법 제119조 제2항 이하) 등”10)이 사회국가원리 혹은 복지국가원리가 구

체화된 예시적 표현임을 확인하고 있다. 나아가 헌재는 “실질적인 자유와 평등을 아

울러 달성하려는 것”11)을 헌법의 근본이념으로 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이처럼 “실질적” 자유와 평등을 달성하기 위한 복지국가원리는 “생활적 사회보장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데 필수적인 법률적 이해와 이에 수반되는 법률서비스의 효과적

인 지원”을 전제로 요청하게 된다.12) 이때 법률서비스는 통상 “법적 문제에 처하거

나 발생할 것이 예견되는 자에게 제공하는 법적 조력”13)을 의미하지만 그 핵심이 재

판절차에의 효과적인 접근권의 보장임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만일 경제사회적 이유

로 법률서비스에의 접근권, 특히 재판에의 접근이 방해를 받는다면 단순히 법치주의

가 위협받을 뿐만 아니라 복지주의 또한 심각한 위험에 처하게 될 수 있다. 한국 헌

법은 개인의 경제활동상의 결과에 따라 경제사회적 지위가 결정되는 자유시장경제질

서를 채택하면서도 복지국가원리에 따라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전제를 이루는 인간

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물적, 제도적 조건을 구비할 의무를 국가에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민주복지국가’의 이념14)에 따라 법치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요소인 재

판청구권의 경우에도 경제적 요인으로 불충실하게 보장되지 않도록 다양한 법률구조

제도를 통한 법률복지를 확충하는 것이 요청된다.15) 그런데 이러한 법률복지에 따른 

재판청구권의 실질적 보장은 재판청구권 자체가 경제적 이유로 방기되지 않도록 하

10) 헌재 2002. 12. 18 선고 2002헌마52;헌재 2004. 10. 28 선고 2002헌마328.

11) 헌재 1998. 5. 28 선고 96헌가4등.

12) 김종철, “법률복지개념의 헌법적 정당화와 발전방안 - 법률구조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시론”, 법과 사회 제

43호(2012), 53쪽.

13) 황승흠, “법률구조 서비스의 전달체계의 재구성”, 대한법률구조공단 창립 25주년 기념심포지엄 자료집(

2012.9.6) 참조.

14) 헌재 1989. 12. 22 선고 88헌가13, 88헌가13, 판례집 1, 357, 376-377.

15)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구조는 법률복지의 핵심적인 기초이며, 현대민주국가에서는 이를 더 실질적

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대안적 분쟁해결절차나 일반적 법률관계의 형성과정에서도 확충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함

으로써 법률복지수준을 향상시킬 필요성에 대한 시론적 검토로는 김종철, 앞의 논문(법률복지개념의 헌법적 

정당화), 55-66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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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지 법률복지의 존재를 이유로 재판청구권의 행사를 경제적 

조건하에 제한하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발상이다. 예컨대, 자유시장경제질서상 재판

절차의 기본적 수요를 초과하는 특별한 목적의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당사자부담으

로 하더라도 기본적 수요에 상응하는 제도접근비용을 당사자에게 실비수준을 초과하

여 과도하게 부담시키는 것은 법치주의의 기본정신은 물론 실질적 평등을 요구하는 

복지국가원리에도 배치되는 것이다.16)

Ⅲ. 재판청구권의 내용과 위헌심사기준 - 인지법 헌재결정의 

경우를 중심으로

1. 재판청구권의 내용

법적 권리를 보호하여 법치주의를 구현하기 위해 인정되는 재판청구권은 형식적으로 

재판과 같은 절차를 마련해 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사법절차의 실질이 권리보호

에 실질적으로 효과적이어야 한다. 이처럼 효과적 권리구제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최

소한 세 가지 보장내용을 갖추어야한다: 첫째로 권리구제절차가 개설될 것, 둘째로 

권리구제절차에 대한 용이한 접근이 보장될 것, 셋째로 권리구제절차가 공정하고 신

속하며 원칙적으로 공개적이어야 할 것.17) 이하에서 각각의 경우의 의미를 이 글의 

범위내에서 차례로 간략히 살펴본다.

(1) 효과적인 재판절차의 제공

16) 헌재는 법률구조의 사회보장적 성격을 확인하고 있다: “실제 재판청구권을 행사하는 데에는 사법서비스를 제

공받는 대가로서 일정한 소송비용의 부담이 따르며, 특히 민사소송의 경우 소송물가액에 따른 인지대, 송달비

용, 증거조사비용 등 적지 않은 소송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소송비용을 부담할 자력이 없는 자가 소송비용

의 모든 부담을 져야 한다면 형식적으로는 재판청구권이 보장되어 있어도 사실상으로는 권리구제의 길이 닫히

게 될 우려가 있다. 그리하여 소송비용을 지출할만한 여력이 없는 자에게도 민사소송에서 기회균등을 보장하

려는 사회정책적인 제도로서 소송상의 구제제도를 두게 되었다. 따라서, 소송상 구조 제도는 직접적으로는 헌

법 제27조에서 규정하는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간접적으로는 헌법 제34조에서 규정하는 인간다

운 생활을 할 권리 및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에게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르는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보장

해 주는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법률구조의 사회보장적 성격을 간접적, 보충적인 것으로만 바라보고 있

는 문제점에 대한 비판적 평가가 있을 수 있다. 이에 대하여는 김종철, 앞의 논문, 57쪽 참조.

17) 한수웅, 헌법학, 법문사, 2011, 85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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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청구권은 재판이라는 국가적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적극적 측면과 헌법과 법률

이 정한 법관이 아닌 자에 의한 재판이나 법률에 의하지 아니한 재판을 받지 아니하

는 소극적 측면을 아울러 가지고 있다.18) 국가는 국민의 법적 분쟁의 해결을 원하는 

사안에 대하여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구체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해야 하며, 

국민이 재판청구권을 보장받는 실질적 의미는 이러한 효과적 제도적 환경이 충실히 

마련됨을 전제로 한다. 이렇듯 재판청구권은 기본적으로 입법자가 재판절차를 구체적

으로 형성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또한 이때 재판은 사실확정과 법률의 해석적용을 

본질로 하므로, 재판청구권은 “법관에 의하여 사실적 측면과 법률적 측면의 적어도 

한 차례의 심리검토의 기회는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19)

그러나 재판청구권이 입법자의 형성에 의존하는 절차적 권리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곧 입법자의 형성권이 무제한적이라는 것일 수는 없고 재판청구권이 법치주의의 핵

심적 요소인 점을 감안할 때 국민의 권리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사법절차는 보장되어

야 한다. 즉, 최소한 한 번의 사실심과 법률심이 보장되어야 하며 이런 최소한의 절

차를 보장하지 아니하는 입법권의 행사는 헌법적 한계를 일탈하여 재판청구권을 침

해하는 것이 된다.

(2) 접근의 용이성

최소한의 재판절차를 개설하였다 하더라도 그 재판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과

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면 사법절차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지 못하여 결국 효과적인 권

리구제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어떤 재판절차를 구체적으로 제도화할 것인

지에 대하여 입법자는 폭넓은 형성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일단 제도화된 재판에의 

접근은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보장하여야 한다. 만일 재판절차에의 접근을 다른 공익

적 고려사항에 의하여 제한한다면 이러한 제한은 효과적인 법적 권리의 구제라는 재

판청구권의 본질을 고려할 때 매우 높은 수준의 공익적 필요성을 구비하여야 할 것

이다. 예컨대 이 글에서 문제삼고 있는 과도한 인지첨부에 의하여 재판절차에의 접근

에 경제적 장애를 설정하는 경우가 그러한 엄격한 요건을 준수하여야 할 것이다. 이

때 엄격한 요건은 재판에 대한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지 아니면 항소와 같은 기본적

인 재판절차에 더하여 추가적인 구제에의 접근을 통제하는지에 따라 적용여부가 달

라지게 될 것이다.

18) 헌재 1998. 5. 28. 96헌바4, 판례집 10-1, 610, 618.

19) 헌재 1992. 6. 26. 90헌바25, 판례집 4, 343, 349-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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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재판절차가 개설되고 접근이 용이하게 보장되더라도 재판내용 자체가 공정하지 못하

거나 불합리하게 지연된다면 효과적인 권리구제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재판청구권

의 실질적 보장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요구하게 된다. 우선 헌법 

제27조 제3항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명문으로 보장함으로써 이러한 요구를 

명시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공정한 재판에 대하여는 명시적인 언급이 없는데, 

헌재는 공정한 재판의 요청은 재판청구권 자체와 헌법 제27조 제3항 후문에서 형사

상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라는 표현을 통해 예시적으로 확인된 가치로 해석함으로써 

이를 헌법해석을 통해 해결하고 있다: “재판청구권은 재판절차를 규율하는 법률과 

재판에서 적용될 실체적 법률이 모두 합헌적이어야 한다는 의미에서의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뿐만 아니라, 비밀재판을 배제하고 일반 국민의 감시하에서 심리와 

판결을 받음으로써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고 있다. 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속에는 신속하고 공개된 법정의 법관의 면전에서 모든 증거자료가 

조사ㆍ진술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공격ㆍ방어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는 재판, 

즉 원칙적으로 당사자주의와 구두변론주의가 보장되어 당사자가 공소사실에 대한 답

변과 입증 및 반증하는 등 공격ㆍ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는 재판을 받을 권리가 포

함되어 있다.”20)

2. 재판청구권의 위헌심사기준

(1) 재판청구권 관련 위헌심사기준의 의의

헌법원리상 민주공화국에서 효과적인 권리보장을 위한 핵심적 인권인 재판청구권이 

보호내용으로 하는 재판제도의 구축, 접근의 용이성 확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의 

효과적인 실현은 우선적으로 입법을 통해 확보되어야 한다. 입법이 효과적인 권리구

제를 위한 수준의 재판청구권을 구체화하지 못한다면 헌법이 설정한 기본권 보장의

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못한 것이 되어 그 정도가 심한 경우 헌법위반으로 그 법적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따라서 재판청구권의 효과적 실현을 

위해 어떤 수준의 입법이 필요한지에 대한 위헌심사기준을 명확히 확립할 필요가 있

다.

20) 헌재 1994. 4. 28. 93헌바26, 판례집 6-1, 348, 355; 1996. 12. 26. 94헌바1, 판례집 8-2, 808, 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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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헌재의 태도

헌재의 재판청구권 관련 위헌심사기준은 자유권 관련 위헌심사기준과는 달리 과잉금

지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는 경향을 보인다. 한편으로는 재판청구권은 실체적인 

법적 권리의 보장을 위한 절차를 구체적이고도 효과적으로 구축할 것을 요구하는 것

이 본질인 절차적 청구권으로서 국가, 즉 입법권의 형성을 전제로 하는 기본권이므로 

“제도적 보장의 성격이 강”하다고 전제하면서, 바로 이러한 특성 때문에 재판청구권 

관련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도 “합리성원칙 내지 자의금지원칙”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선언한 결정례21)가 있는가하면, “완화된 의미에서 일지언정 헌법 제37조 제2

항의 비례의 원칙은 준수되어야 한다”는 결정례22)도 있다. 

이 글이 검토대상으로 하는 인지법의 소가연동형 인지제도나 심급별 인지대 상향제

에 대한 2015. 6. 25. 2014헌바61결정에서는 이런 위헌심사기준상의 혼동이 그 결론

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23) 이 결정에서 헌재의 법정의견은 다음과 같

이 판시하고 있다: “인지제도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특정 개인을 위한 역무에 대

한 수수료의 성질을 가짐과 아울러 성공가능성이 없는 소송 및 법원 업무의 효율성 

저하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바, 민사소송법상 자력이 부족한 자를 위한 소송

구조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점, 민사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최종적으로 부담하

게 되는 점, 다종․다양한 소송사건을 계량화․표준화하여 인지액의 상한을 규정하기는 

용이하지 아니한 점,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는 소송목적의 값이 증가할수록 첩

부할 인지의 비율을 낮추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인지첩부조항이 재판청

구권을 침해하거나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24) 7인 헌법재판관이 참여

한 법정의견은 재판청구권 침해와 평등원칙 위배를 심사하는 기준에 대하여 구체적

인 언급은 생략하면서 인지제도의 목적과 수단이 합리적인 이유로 정당화될 수 있는 

지, 즉 현저하게 불합리하거나 자의적인 것은 아닌지를 기준으로 삼는 자의금지원칙

을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 결정의 소수의견인 2인 재판관의 반대의견은 “소송물 가액과 소송에 투입

21) 예컨대, 헌재 2005. 5. 26. 2003헌가7, 판례집 17-1, 558, 567.

22) 헌재 2001. 6. 28. 2000헌바77, 판례집 13-1, 1358, 1371.

23) 이 결정보다 앞서 심급별 소가 배수제를 도입한 인지법 제2조 제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사건에 대한 헌재 

2011. 8. 30. 2010헌바427 결정에서는 통상의 과잉금지원칙을 적용하면서도 합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

24) 헌재 2015. 6. 25. 2014헌바61, 판례집 27-1하, 461, 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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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시간·비용은 결코 단순 비례관계에 있지 아니하고, 소송비용은 실질적으로는 소

송물 가액보다 소송의 내용에 따라 결정되며, 국가가 개별 사건에 투입하는 비용 및 

남소 방지라는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적정 금액의 인지액 상한을 정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기본권 침해를 줄일 수 있는 인지 상한제도 등 보완책을 두

지 않고 소송물 가액에 단순 비례하는 인지를 붙이도록 강제”하는 것은 “과잉금지원

칙에 위배”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았다.25)  

법정의견과 반대의견의 차이는 법정의견이 명확히 심사기준을 특정하지 아니하였음

에도 불구하고 매우 완화된 심사기준인 자의금지원칙을 취한 반면 반대의견이 과잉

금지원칙을 채택하여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적 수단을 채택하지 아니한 점을 

재판청구권 침해의 원인으로 판단하였다는 차이를 보여준다.

(3) 검토

학설 가운데에도 인지제 합헌결정의 법정의견과 같이 재판청구권의 위헌심사기준은 

자의금지원칙에 의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없지 않다. 예컨대, 한수웅 교수는 재판청구

권이 특정한 생활영역이나 법익을 ‘실체적’ 보호범위로 하는 자유권과는 본질을 달리

하여 법익형량을 위해 필요한 실체적 근거인 보장내용을 제공하지 않는 ‘형식적’ 보

장내용을 가진 기본권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과잉금지원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

니하며 재판청구권 관련 법률이 “합리적 이유로 정당화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심사

하는 자의금지원칙을 위헌심사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본다.26)

그러나 이런 견해에는 찬성하기 힘들다. 재판청구권이 국가권력의 구체적 형성을 필

요로 하는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제도형성에 관한 광범

위한 재량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일단 기본적인 재판절차를 구축한 이상 이 재판

에의 접근성을 구체화함에 있어서는 이 청구권이 효과적으로 구현되지 아니한다면 

모든 기본권 보장체계를 비롯하여 법치주의 실현이 불완전해진다는 점에서 엄격한 

보장이 필요하고 불합리한 차별에 의해 효과적인 권리구제의 차등이 발생하지 않도

록 최선을 다할 의무가 국가에 부과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검토대상이 되

는 인지대의 경우와 같이 기본적 재판제도가 구축된 토대위에 재판청구의 가능성을 

오로지 경제적 요인을 기준으로 삼는 입법의 경우는 자유권과 마찬가지로 일차적으

로 형성된 보호범위를 확정할 수 있기 때문에 과잉금지원칙의 적용이 가능하다. 즉 

자유권의 경우에도 형식적 심사에 그치기 쉬운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

25) 헌재 2015. 6. 25. 2014헌바61, 판례집 27-1하, 461, 461 및 470.

26) 한수웅, 앞의 책, 881-882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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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별론으로 하고 재판청구권을 적게 제한하는 대안을 찾는 과잉금지원칙의 침해최

소성요건이나 기본권 제한의 사익침해적 효과와 추구하는 공익의 비중을 교량하는 

법익균형성 요건에 대한 실질적 판단이 가능하다.

예컨대, 인지제 합헌결정의 경우 반대의견에서 제시된 것과 같이 인지제의 상한제를 

도입하거나 미국의 경우와 같이 정액제를 도입하는 방식으로 덜 침해적인 대안을 모

색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 또한, 남소방지의 공익적 효과에 비하여 행여나 있을 

수 있는 억울한 재판청구권 상실의 법익교량도 불가능하지 않다. 특히 법정의견은 소

송구조제도나 인지대면제제도, 역진적 소가연동제가 소가연동형 인지제도의 합리성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주장하지만 이런 보완적 제도로 보완되지 못하여 과도하게 재판

청구권을 침해하는 예외적 경우가 유형적으로 구별될 수 있다면 경제적 이유로 합리

적이지 아니한 차별을 입법적으로 강제함으로써 재판청구권을 침해할 위험성을 내포

하고 있는 것이고 이에 대해 침해최소성이나 법익균형성 심사를 적용하는 것이 충분

히 가능하다. 

대표적으로 노사쟁의사건은 필연적으로 엄청난 소가의 손해배상소송이 제기될 개연

성이 있는데 소가연동형 인지제도는 사실상 경제적 능력이 있는 사측의 재판청구권

은 온전히 보장하는 반면 경제적 약자일 가능성이 많은 노측의 재판청구권은 약화시

키는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27) 혹은 손해배상소송의 유형중에 국가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소송의 경우는 기본권 보장의무를 본질로 하는 국가가 불법행위를 저

지른 경우로서 동등한 지위에 있는 개인간의 손해배상소송과는 본질을 달리함에도 

소가에 일률적으로 연동되는 인지를 첩부하도록 하는 것은 명백히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여 차별적으로 재판청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유형화할 수 있다.28) 인지법관련 

헌재결정의 법정의견은 “인지 첩부는 청구원인과는 무관하게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일률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이 사건 인지첩부조항이 국가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소송을 구하는 경우에도 소장에 인지를 첩부하도록 규정하였다고 하여 본질

적으로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특별한 논증

없이 단정하고 있으나 바로 청구원인이나 청구취지상 특성에 따른 다양한 유형에 대

한 고려없이 일률적으로 경제적 자력을 기준으로 재판접근권을 통제하는 입법은 합

리성이 없는 차별을 통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일 수 있다.29) 

27) 예컨대, 송영섭, “경제적 약자인 노동자에게 소송비용 폭탄”, 손잡고/참여연대공익법센터 등 공동주최 재판청

구권 행사를 제한하는 인지(印紙)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2015.10.27) 사례발표문 참조.

28) 예컨대, 허진민, “행정소송에 있어 현행 인지 규정의 문제점”, 손잡고/참여연대공익법센터 등 공동주최 재판

청구권 행사를 제한하는 인지(印紙)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2015.10.27) 사례발표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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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입법자는 이처럼 경제적 이유에 기한 불합리한 재판청구권 침해가 발생할 위험

성을 방지하기 위해 인지제도 자체에 경제적 능력의 다소에 따라 재판청구권의 행사

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세하게 입법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헌재는 이처

럼 입법의무를 게을리한 재판청구권 제한입법에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을 인정하는 완

화된 위헌심사기준을 적용하여 면죄부를 줄 것이 아니라 효과적인 권리구제에 철저

할 수 있도록 엄격한 위헌심사기준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IV. 인지법상 인지제도와 재판청구권 - 그 입법정책적 문제점과 

대안의 모색을 중심으로

1. 재판규범과 행위규범의 구별

앞서 재판청구권의 위헌심사기준을 통해 현행 인지제도가 위헌의 의심을 강하게 내

재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헌재가 근래까지 이미 여러 차례 합헌으로 결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위헌론은 당장 현실적 효과를 가지기 힘들다. 재판청구권의 보장

이라는 국가의 규범적 의무는 국가기관별로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주어진 기능에 따

라 다른 차원으로 실현된다. 입법권자는 재판청구권에 관한 인지제도를 형성할 때 최

대한 합리적인 제도를 구현하기 위해 다양한 대안들을 모색하는 방식으로 헌법적 의

무를 수행하는 반면 헌법재판권을 가진 헌재는 헌법이 인정한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준수하였는지를 심사하는 방식으로 헌법의무를 이행한다. 따라서 입법형성권의 한계

를 준수하였다고 하고 그 제도가 재판청구권을 최적의 상태로 구현한 것으로 볼 수

는 없다. 따라서 설령 재판청구권을 침해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입법정책적 차원

에서 더 개선된 차원으로 인지제가 개혁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있는 것이다.

2. 헌법원리에 비추어 본 소가연동형 인지제의 정책론적 문제점

29) 한편 심금별 소가 배수제를 도입한 인지법 제2조 제1항 등의 경우, 입법자의 재판제도 형성권을 활용하여 상

소허가제와 같이 상소의 대상과 범위를 실체적으로 선별하는 등 이미 재판청구권을 보장받은 사건에 대한 남

소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자력유무라는 수단을 내세워 상소를 제한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이나 법

익의 균형성, 혹은 차별의 합리성을 충족하기 힘들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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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지대 소가연동제의 문제점 - 재판유상주의와 남소방지의 예외적·부수적 

성격을 중심으로

인지대 관련 헌재 결정례의 법정의견은 인지대의 본질을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특

정 개인을 위하여 행하는 역무에 대한 반대급부”인 수수료인 동시에 그 입법목적을 

“불필요하고 성공가능성이 없는 소송을 방지하고 남소에 따른 법원의 과중한 업무 

부담에서 오는 법원 업무의 양질성과 효율성 저하의 방지”로 보고 있다. 국가재정이 

제한적이며 국가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 또한 특정 개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는 경

우 수익자부담의 원칙을 부분적으로 적용하여 공공서비스 운영의 합리성과 적정성을 

확보하는 것은 일견 국가로서 충분히 추구할 수 있는 공익이다. 특히 무분별한 남소

는 사법서비스가 정작 중요한 법질서확립을 위해 집중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법치

주의에 역행할 수 있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러나 권리남

용의 우려 때문에 정작 민주공화국의 사법체제가 효과적으로 보장해야 할 재판청구

권을 경제적 자력의 유무에 의존시키는 정책은 헌법원리적 차원에서 매우 제한적으

로만 인정되어야 한다. 즉 재판유상제도와 남소방지는 법치주의의 본질적 요소를 이

루는 재판청구권과 동등한 가치를 가지는 것일 수 없고 재판청구권의 오남용에 대한 

대응적 장치로서 예외적 목적에 해당하는 것이다. 특히 근대입헌주의의 법원칙이 “의

심스러울 때는 자유를 우선”(in dubio pro libertate)하도록 하여, 예컨대 형사사건에

서 아홉명의 유죄인을 풀어주는 한이 있더라도 한명의 무죄인을 유죄로 섣불리 단정

하는 잘못을 회피하기 위하여 국가권력의 행사에 엄격한 절차적 한계를 설정하는 것

과 마찬가지로, 남소방지라는 목적은 정당한 권리의 효율적 구제라는 목적에 부수적

인 것으로 오로지 명백히 남소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예외

적 목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만에 하나 경제적 이유만으로 정당한 권리자의 

권리구제가 위협받을 수 있는 경우를 초래하는 경우 남소방지라는 입법목적은 그 헌

법적 한계를 벗어나는 정당성을 상실한 목적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입법목적적 한계는 실제로는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채택되는 수단의 적합

성에 대한 취사선택에 있어 중대한 한계로 작용한다. 예컨대, 사법서비스에 대한 수

수료는 소가외에도 소송물의 성격과 종류에 따라 그 ‘공공적’ 성격을 고려하여 다양

하게 책정되어야 하며 유형화될 수 있는 개별적 특성을 전혀 무시하는 일률적 제도

를 ‘과도한 부담’과 결부시켜 추구되어서는 안된다. 또한 ‘경제적 이유’에 기초한 남

소방지는 재판의 결과 확정되어야 할 권리의 유무를 사전에 경제적 자력유무에 의해 

결정되도록 한다는 점에서 법치주의의 본질에 대한 위험을 내재하고 있는 것으로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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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하여 함부로 채택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아가 남소방지의 목적이라면 진입

장벽을 통해 출구를 봉쇄하기 보다는 재판결과 남소의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경제적 

부담을 강제하는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재판절차의 특수성에 부합하는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2) 심급제에 연동된 인지대상향제의 문제점

재판청구권은 최소한 한 차례의 사실적 판단과 법률적 판단을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법관을 통해 구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점에서 항소 및 상고와 같은 상소

의 경우 반드시 보장되어야 할 재판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런 차원에서 심급제의 경

우 일정한 조건하에 상소를 제한할 필요성이 제1심과는 달리 더 강하게 요청된다고 

볼 수 있다. 즉 상소의 경우 남소방지의 목적이 더 강하게 요청되는 상황일 수 있다. 

그러나 입법목적상 정당성이 보다 강화된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상소제도가 구축된 

이상 그 접근권을 경제적 이유만에 의존하여 규제하는 수단은 최대한 회피되어야 할 

것이다. 사건의 종류와 성격, 상소심법원의 헌법 및 법률상 지위와 역할에 따른 객관

적이고 중립적 사유에 기초하여 상소를 제한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소가에 연동된 

인지대를 더욱 상향하여 상소를 제한하는 것은 재판청구권의 본질과 조화되기 힘들

다. 특히 인지대 상한제와 같은 합리적 대안을 통해 남소를 통제할 수 있는 가능성

이 있음에도 아무런 상한을 두지 않아 경제력에 따라 상소여부를 고려하도록 하는 

것은 그 형성의 재량을 벗어난 수단을 채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인지대 상한제

를 둘 경우 남소방지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판단은 재판제도가 권리구제를 위

해 존재하는 것인지 권리구제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존재하는지의 문제에 있어 후

자에 무게중심을 두는 접근으로 법치주의나 복지국가의 원리에 부합하는 접근법이라

고 하기 힘들다.

(3) 노동소송 및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의 인지대를 동일하게 처리하는 방식의 

문제점

현대민주공화국의 헌법원리는 개인적 자유주의(individual liberalism)에 기초하면서도 

복잡다단화되고 거대규모의 경제사회관계가 확대되고 있는 현실속에서 집단주의

(collectivism)적 경제사회관계를 법질서에 대규모로 수용하고 있다. 근대입헌주의 헌

법에서 불법시 혹은 무시되던 노동조합이나 정당이 헌법적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격

상된 것30)이 이러한 변화의 대표적 증거이다. 법영역에서도 노동법과 같은 사회법이 

30) 헌법 제8조 정당조항과 헌법 제33조 근로3권의 보장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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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의 법영역으로 발전하고 행정소송이나 헌법재판이 특화된 공법소송으로 독자적 

발전을 하게 된 것 또한 이런 추세를 보여준다. 그러나 현행 인지제도는 이러한 법

영역과 법률관계의 독자적 발전에 대한 고려없이 순수히 수평적인 개인간의 관계에 

기초한 사익의 해결을 추구하는 민사소송의 경우를 기준으로 남소방지방안을 접근함

으로써 민주복지국가를 지향하는 헌법정신에도 맞지 않는 시대착오적인 접근을 보여

주고 있다. 입헌주의의 기본정신에 따라 헌법의 가치를 중심으로 법률을 제정하고 해

석·적용하기보다 미시적 정책목적에 매몰되어 정작 중요한 헌법적 가치를 소홀히 하

고 재판청구권과 같은 민주공화국체제의 핵심적 인권을 소홀하게 취급할 수 있는 정

책을 수립하게 되는 것이다.

3. 인지제도의 개혁 방향

현행 인지법상 소가와 심급에 연동된 인지제도는 헌법원리적 차원에서 재판청구권을 

효과적으로 보장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여주고 있으므로 그 문제점을 치유하는 대안

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수수료방식에 기초한 재판유상주의 자체를 전면적으로 폐지하기보다 헌법정신에 부

합하는 수준으로 인지대를 책정하고 인지대면제제도나 다양한 법률구조 등 법률복지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설계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미국과 같이 인지대 정액제도 고

려해 볼 만하나 제한된 조건속에서 남소방지효과를 최소한으로도 인정하고 기존제도

와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소가연동제를 두되 인지대상한제를 두는 방법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14. 2. 6. 변재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

정법률안(제9283호)>이 기본적으로 바람직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 법률안은 인지대의 상한액을 3백만원으로 제한하고 항소장과 상고장에도 제1심과 

동일한 인지대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31)

한편 노동사건과 행정사건의 경우 헌법원리적 차원에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부분적 

재판무상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며, 개별소송의 특성에 따라 사법

서비스의 비효율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한 인지제도 감액 및 면제제도를 확

대할 여지가 충분하다.

31)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의원 대표발의) 제2조, 제3조, 제11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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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입헌적 민주공화국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기초하여 국가에게 개인이 가지는 불가

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기본적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국가는 이 의무에 따라 

민주공화국 국민의 자유과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법질서를 형성하고 유지하

여야 한다. 특히 법치주의와 복지국가의 원리는 인권보장의 핵심기제인 재판청구권이 

실질적이고도 효과적으로 구현되도록 요청하고 있으며, 특히 현대사회의 경제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재판유상주의를 채택하더라도 경제적 자력의 유

무에 따라 재판청구권의 실질적 보장이 위협받지 않도록 사법제도를 구축할 의무를 

특별히 요청하고 있다. 이런 헌법원리적 차원에서 볼 때 오로지 경제적 이유를 근거

로 한 남소방지목적으로 무제한의 인지제를 부담시키고 사법접근권의 불합리한 차별

을 조장하고 있는 현행 인지제도상 소가 및 심급연동제는 위헌성이 크고 하루빨리 

시정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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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발제� 1

경제적 약자인 노동자에게 소송비용 폭탄

송영섭� /�민주노총�금속노조�법률원,�변호사

Ⅰ.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개정(대법원 규칙)의 문제점

가. 인지대 

구 규칙 제18조의2(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재산권상의 소 등) 재산권상의 소로서 

그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것과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의 소가는 2,000

만100원으로 한다. 다만, 제15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5조의2, 제17조의2, 제18

조에 정한 소송의 소가는 5,000만100원으로 한다.

개정 규칙(2014. 10. 1. 시행)

제18조의2(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재산권상의 소 등) 재산권상의 소로서 그 소가

를 산출할 수 없는 것과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의 소가는 5천만 원으로 

한다. 다만, 제15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5조의2, 제17조의2, 제18조에 정한 소

송의 소가는 1억 원으로 한다. 

행정소송에서 부당해고(징계, 전보 등 포함), 부당노동행위 등 노동권 소송은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것으로 취급된다. 민사소송에서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비재산권을 목

적으로 하는 소송으로 취급되는데, 종전 2000만 100원에서 5000만원으로 무려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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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인상되었고, 이는 법원에 납부해야 할 인지액이 2.5배 인상되는 결과가 되었다.

[사례 1. 철도노조 직위해제 사건]

- 전국철도노동조합(이하 ‘철도노조’라 함)은 2005년 단체교섭시 주 5일 근무제의 

실시, 인력충원을 통한 노동조건 개선(신규 사업 진출과 주 5일제 실시에 따른 필요

인원 보강 요구), 철도의 공공성 강화(노동안전 및 승객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철도를 

위한 요구 사항,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을 주요한 요구로 하여 단체

교섭을 진행하였으나 교섭 결렬.

- 2006. 3. 1. 01:00 파업에 돌입하고 같은 달 2일 10:30을 기하여 산개파업(散開
罷業-몇 명씩 조를 이루어 여행이나 지역을 돌아다니는 파업형태)으로 전환한 후 파

업을 진행하였으며, 같은 달 4일 파업을 종료하고 업무에 복귀.

- 한국철도공사는 파업참가 조합원 총 2,730명에 대하여 2006. 3. 1.부터 같은 해 

3. 28. 사이에 3일 내지 76일간에 걸쳐 직위해제처분.

- 법적 다툼(직위해제 무효확인 소송, 부당직위해제 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노

동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인지대

- 지방노동위원회는 각 지노위 별로 직위해제처분의 효력에 대하여 성패가 엇갈림. 

인지대 종전 개정후

1심 1인 95,000원 1인 230,000원

2심 1인 142,500원 1인 345,000원

3심 1인 190,000원 1인 460,000원

심급
종전 개정후

소가 인지대 소가 인지대

1심

54,600,273,000

원

191,655,900원

136,500,000,000원

478,305,000원

2심 287,483,900원 717,457,500원

3심 383,311,900원 956,6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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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노동위원회는 부당한 직위해제처분으로 판정.

- 한국철도공사 행정소송 제기, 서울행정법원(2007구합17564)은 위 직위해제처분에 

대하여 ‘직위해제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절차상의 흠결도 인

정되므로 부당한 직위해제처분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결.

- 한국철도공사는 행정소송 제기 시 소가 20,000,100원 기준으로 인지대 95,000원 

납부하였음. 소제기 당시 기준으로 인지대 191,655,900원 대상이나 법원은 보정명령

을 하지 않고 심리함. 과도한 인지대 납부기준으로 말미암아 소제기 시 인지대 미납

하고 법원에서도 보정명령을 하지 않은 편법이 동원된 것임. 

- 만약,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노동자들이 패소한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납

부해야 할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에 따른 인지대는 무려 478,305,000원에 이른다는 

점에서 인지대 폭탄으로 사실상 재판을 청구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됨. 재판청구권의 

행사여부가 오로지 법원의 선의 내지는 편법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

나. 패소시 변호사 보수부담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바로 이 ‘소가’는 나중에 노동자가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에 부담하게 될 수도 있는 소송비용 산정 기준이 된다. 변호사 보수 산입 기준

이 되고, 인지대로 위와 같이 늘어난다. 

노동사건의 경우에 실제 증거가 사용자에 편재되어 있는 점, 사용자에 비해 법률전문

가의 조력을 받는데 어려움이 따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억울해서 소송했지만 패소할 

위험부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법원은 소송비용을 패소한 당사자에게 전적으로 

부담시키고 있다. 

민사소송법 제98조(소송비용부담의 원칙)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제99조(원칙에 대한 예외) 법원은 사정에 따라 승소한 당사자로 하여금 그 권리

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하지 아니한 행위로 말미암은 소송비용 또는 상대방

의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한 행위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의 전부나 일부

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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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109조(변호사의 보수와 소송비용) ①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

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소

송비용으로 인정한다.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제3조(산입할 보수의 기준)

①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또

는 지급할 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별표의 기

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별표의 기준에 따른 금액이 30만원에 미치지 못하

는 때에는 이를 30만원으로 한다.

[별표]

소가 1,000만원까지 부분 : 8%

소가 1,000만원을 초과하여 2,000만원까지 부분 : 7%

[8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1,000만원) x ] 

소가 2,000만원을 초과하여 3,000만원까지 부분 : 6% 

[15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2,000만원) x ]

소가 3,000만원을 초과하여 5,000만원까지 부분 : 5%

[21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3,000만원) x ]

소가 5,000만원을 초과하여 7,000만원까지 부분 : 4%

[31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5,000만원) x ]

소가 7,000만원을 초과하여 1억원까지 부분 : 3%

[39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7,000만원) x ]

소가 1억원을 초과하여 2억원까지 부분 : 2%

[48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1억원) x ]

소가 2억원을 초과하여 5억원까지 부분 : 1%

[68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2억원) x ]

소가 5억원을 초과하는 부분 : 0.5%

[980만원+ (소송목적의 값 - 5억원)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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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혹 소송비용을 물어주어야 하는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었다. 결국 이

는 경제적 약자인 노동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대법원은 

이러한 부분에 대한 사전 고려나 의견수렴이 없이 규칙을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패소시 부담하는 변호사 보수 종전 개정후

1심 1,500,006원 3,100,000원

2심 1,500,006원 3,100,000원

3심 1,500,006원 3,100,000원

[사례 2. 정리해고 관련 징계사건]

- ○○노동조합은 2010. 3. 19.부터 2010년 단체협약 체결 위한 교섭 진행하였으나 

교섭결렬. 2010년 5월말 찬반투표, 노동쟁의조정절차 거쳐 쟁의행위에 돌입함. 2010. 

12. 24.까지 26회에 걸쳐 교섭 진행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함.

- 2011. 1. 14.부터 2010년 단협, 2011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진행하였으나 교섭결렬. 2011년 6월말 쟁의행위 찬반투표, 노동쟁의조정절차 거쳐 

쟁의행위에 돌입.

- 회사는 2011. 7. 29. 경영상 이유에 따른 정리해고 계획통보.

- 노동조합은 2010. 7.경부터 부분파업을 해오다가 2011. 11. 4. 전면파업 돌입.

- 회사는 2011. 11. 7. 근로자 54명(조합원 53명, 비조합원 1명)에 대한 정리해고 

처분을 함.

- 2012. 9. 14. 파업종료 및 현장복귀. 회사는 파업참가 조합원 29명에 대하여 무단

결근 등을 이유로 각 정직 90일의 징계처분을 함.

- 지방노동위원회 29명 전원에 대하여 정당한 징계로 판정.

- 중앙노동위원회 29명 전원에 대하여 부당한 징계로 판정(일부 징계사유 불인정 및 

징계양정 과다).

- 위 사건에서의 인지대 및 패소시 부담하는 변호사 보수는 아래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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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소시 부담하는 변호사 보수 종전 개정후

1심 10,200,000원 14,550,000원

2심 10,200,000원 14,550,000원

3심 10,200,000원 14,550,000원

위 사건 정리해고가 단체교섭대상이 되는지, 정리해고에 대한 반대를 목적으로 하는 

쟁의행위가 적법한지가 소송상 쟁점사항이다. 영국, 프랑스, 일본 등 OECD 국가들 

대부분이 정리해고에 대항하기 위한 파업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른다면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위 징계처분은 효력이 없다.

대법원은 “정리해고나 사업조직의 통폐합 등 기업의 구조조정의 실시 여부는 경영주

체의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판시가 있는 반면, 춘천지방법원 1999. 10. 7. 선고 98노1147 판결에

서는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에 있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유무는 사용자가 

우선 판단할 사항이나 경영사항이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

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은 단체협약의 대상사항이 되는바,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은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데다가 실업자인 근로자는 근로제공을 전제로 한 

임금을 받을 수 없고 근로제공을 통하여 참다운 인격의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자신의 

인격을 실현시킬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사용자와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종업원인 

근로자에 비하여 실업자인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가 열악하다 할 것이어서 경

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에 관한 사항은 단체협약의 대상이 되고, 정리해고에 관한 

심급
종전 개정후

소가 인지대 소가 인지대

1심

580,002,900원

2,375,000원

1,450,000,000원

5,630,000원

2심 3,562,500원 8,445,000원

3심 4,750,000원 11,26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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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분쟁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쟁의행위의 대상이 된다”라고 판시한 바 있

고, 학계에서도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 

파업에 따른 무노동무임금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노동자들이 다툼이 

있는 쟁점사항에 대한 재판청구를 위해 소요되는 인지대만 1~3심에 25,335,000원이

다. 패소시 부담하게 될 변호사 보수 1~3심 43,650,000원까지 고려하면, 인지대와 

변호사보수로 약 7천만원 가량을 부담할 여력이 없는 노동자들은 억울해도 재판을 

청구할 엄두를 내지 못하게 된다.

Ⅱ. 막대한 파업 손해배상과 인지대 폭탄

가. 파업에 대한 기울어진 법의 추(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는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

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하여 쟁의행위에 대한 민사면책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노동

자들의 파업에 대하여 수십, 수백억원의 손해배상이 청구되고 법원에 의하여 판결로

서 인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노조법에서 손해배상에 대한 면책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쟁의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가 일상화된 이유는 대법원이 

노조법 제3조의 면책대상이 되는 쟁의행위를 협소하게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다32828, 32835 판결

"민사상 그 배상책임이 면제되는 손해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

우에 국한된다고 풀이하여야 할 것이고, 정당성이 없는 쟁의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

하고 이로 말미암아 손해를 입은 사용자는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다8377판결

“근로자의 행위가 정당한 쟁의행위라고 하기 위해서는 우선 ① 그 주체가 단체교섭

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② 또 단체교섭과 관련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목적이 정당하여야 하며, ③ 그 시기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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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령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여야 하며, 그 시기와 절차가 법령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여야 할 뿐 아니라, ④ 그 방법과 태양에 있어서 폭력이나 파

괴행위를 수반하는 등 그 밖에 반사회성을 띤 행위가 아닌 정당한 범위 내의 것이어

야 한다.”

쟁의행위는 ‘정당한’ 경우에 한하여 손해배상의 면책 대상이 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쟁의행위는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가. 1953년 노동쟁의조정법 제정경위를 보면 

그렇다고 보기 어렵다. 소관 상임위인 사회보건위원회가당초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사용자는 정당한 쟁의행위에 의하여 손해를 받었을 경우에도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에 대하여 손해를 청구할 수 없다.’라고 성안한 것에 대하여 수정안 1 ‘사용자는 정

당한 쟁의기간 중에 발생한 쟁의단체의 일체 쟁의비를 부담하며 휴업 중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수정안 2 ‘제12조 중 정당한 쟁의행위...「정당한」을 삭제하고...

경우에도 「도」을 삭제할 것’이 논의되었고, 결국 원안은 대안반영으로 폐기되고 

1953. 3. 8. 법률 제279호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제한)는 “사

용자는 쟁의행위에 의하여 손해를 받었을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배

상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었다. 그 이후 1963년 개정으로 ‘이 법에 의한’이

라는 문구가 추가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으나, 쟁의행위에 대한 형사면책 규정32)은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 적용된다”라고 한 반면, 민사면책 규정은 “...이 법에 의한 

쟁의행위..”라고 되어 있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본다. 

더욱이 문제인 것은 쟁의행위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 그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손해

에 대한 배상을 인정하면서도, 정작 쟁의행위 정당성 판단기준을 매우 엄격하게 해석

하고 있다는 점이다. 쟁의행위 정당성 4요건에 대한 법원의 해석기준을 보면 소위 

‘우리나라에서 합법파업을 하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을 뀌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는 말이 실감이 날 정도이다. 

먼저 쟁의 주체에 대하여 법원은 노동조합으로서의 실질적 요건과 설립신고라는 형

식적 요건을 모두 갖춘 법내노조에 한하여 주체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노동조합이 아

닌 일시적 쟁의단이나 비노조 파업에 대하여는 정당성을 부정하고 있다. 기존노조 있

32)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조(정당행위) 형법 제20조의 규정은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쟁의행위 

기타의 행위로서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 적용된다. 다만, 어떠한 경

우에도 폭력이나 파괴행위는 정당한 행위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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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비조합원이 일시적 쟁의단을 꾸려 쟁의행위를 한 경우 노조가 어용인 상황에서 

조합원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때와 같이 조직체의 구성경위, 조합원들의 

의사의 대표기관성, 교섭과정과 사용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정당성을 

판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상 신고된 노조인지 여부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 

쟁의 목적에 대하여 법원은 정리해고 실시, 또는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파업을 불법으

로 보고 있다.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2도5577 판결은 ‘정리해고나 사업조직

의 통폐합, 공기업의 민영화 등 기업의 구조조정의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에 의한 고

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순한 의도로 추진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이 실질적으로 그 실시 자체를 반대하기 위하

여 쟁의행위에 나아간다면, 비록 그 실시로 인하여 근로자들의 지위나 근로조건의 변

경이 필연적으로 수반된다 하더라도 그 쟁의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정리해고나 사업조직의 통폐합 등 기업의 구조조정의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의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는 원칙적으로 단체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법리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진행된 구조조정과정에

서 대법원이 판시한 것이다. 2000년대 초반에 대법원은 ‘구조조정의 실시 권한은 경

영권에 속한다’는 추상적인 판시를 하다가 2003년 한국가스공사 사건에서 이른바 경

영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그에 대항하는 파업권의 행사를 전면 부정하는 

법리를 선택하였고, 이러한 판례의 기조는 현재도 유지되고 있다. 1997년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고안된 법리가 IMF 외환위기가 종료된 지 오랜 세월이 지난 현

재까지도 여전히 유효하게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 노동권의 현주소를 보여

주는 것이다. 

오히려 외환위기 이전의 대법원 판결은 이른바 경영사항에 대항한 파업의 정당성을 

일률적으로 부정하지는 않았다. 즉 운수업체의 승무․배차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한편

으로는 사용자의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으로서 사용자의 경영권을 근본적으로 제약하는 것은 

아니므로 단체협약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였고,33) 파업을 함에 있어 특정인의 퇴

진을 요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부차적인 것에 불과하고 그 주된 목적은 조합원의 

33) 대법원 1994. 8. 26. 선고 93누899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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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의 개선 요구에 있다고도 볼 수 있으면 이는 단체교섭사항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34) 이와 같이 대법원은 사안의 특수성이 있는 사안을 제외하고는, 파업의 

목적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인사사항에 관한 것은 근로조건과의 관련성이 인정되

는 경우 단체교섭사항으로 인정하였으며, 단체교섭 과정에서 회사로서는 수용할 수 

없는 요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체교섭의 단계에서 조정할 문제이지 노동조

합 측으로부터 과다한 요구가 있었다고 하여 곧바로 그 파업의 목적이 부당하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35)

정리해고에 대한 현재 대법원 판결은 노사간 단체교섭의 실태에 부합하지 않는다. 단

체교섭은 교섭 초기부터 파업 시까지 일관된 모습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교섭 

초기에 ‘구조조정을 반대한다’는 요구사항을 제시하더라도, 이것이 파업 때까지 유지

되는 경우는 드물다고 할 수 있다. 노사간의 요구는 교섭 과정에서 조정되고 타협되

기 때문이다. 설령 헌법 해석상 경영권을 기본권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구조

조정 과정에서 “경영권과 노동3권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 이를 조화시키는 한계”는 

양자를 비교교량하여 그 적정선을 찾아야 한다. 헌법은 노동3권을 헌법상 기본권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노사 당사자 어느 한쪽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기준을 마련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런데 대법원은 외환위기 극복과정

에서 경영권과 노동3권이 충돌하는 그 상황에서 “기업의 경제상의 창의와 투자의욕

을 훼손시키지 않고 오히려 이를 증진시키며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

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하면서 구조조정 국면에서 파업권을 전면 부정하였다. 이것은 

사회적 복지국가를 헌법 원리로 삼고 있는 우리 법체계에 어긋난다. 

정리해고 파업을 무조건 불법시하는 것은 인원 삭감을 위주로 구조조정 작업을 실시

하는 기업, 그리고 그 과정에서 노동조합의 힘을 약화시키려는 기업을 보호하는 부작

용을 초래하게 된다. 예컨대 구조조정에 대항하는 파업이 목적에서 정당할 수 있다는 

판례 법리 하에서는 인원 삭감 위주로 구조조정을 하려는 기업이나 인원을 유지한 

채 다른 구조조정 수단을 찾는 기업 모두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에 응해야 한다. 이 

경우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 입을 수 있는 불이익은 사용자 쪽이 

부담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기업들은 가능한 한 인원 삭감이 수반되지 않는 구

조조정 작업을 선택하게 된다. 그런데, 현재 대법원 해석대로 라면 경제적으로 합리

34)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다34523 판결

35)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누520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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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기업은 인원 삭감 위주의 구조조정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경우 기업은 노동조합과의 관계에서 우위에 서게 되고, 설령 노

동조합이 파업을 하더라도 불법 파업을 이유삼아 노동조합 조합원들에 대하여 징계 

등의 불이익을 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인원 삭감 위주로 구조조정을 하는 기

업이 치를 비용을, 그렇지 않은 기업이 치를 비용에 비해 현저히 감소시키고, 결과적

으로 기업에 대해 인원 삭감 위주의 구조조정을 방조하는 부당한 결과에 이른다는 

점에서 구조조정에 대항하는 쟁의행위에 대하여 쟁의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것이 

노동3권을 규정한 헌법정신에 부합하고 현실적으로도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 파업 손해배상 청구 현황

기울어진 법의 추는 노동자들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의 급증을 가지고 왔다. 

2015년 1월 기준 민주노총 사업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25~30개 사업장의 손해배상 

청구액이 자그마치 125,108,700,325원이다. 노동조합의 조합비 통장, 개별 노동자들

의 통장, 급여 가압류 액만 최소한 179억원을 넘어서고 있다.  

2003년 두산중공업 배달호 열사가 사망할 당시, 두산중공업은 노조간부들을 상대로 

65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조합원들의 재산과 임금을 가압류했다. “두산이 해

도 너무한다. 해고자 18명, 징계자 90명 정도. 재산가압류, 급여가압류, 노동조합 말

살 악랄한 정책에 우리가 여기서 밀려난다면 전사원의 고용은 보장받지 못할 것이

다...(중략)...동지들이여 끝까지 투쟁해서 승리해주기 바란다. 불쌍한 해고자들 꼭 복

조직별
청구금액

지연이자 포함

변제 및 압류종결분 

제외

손배 청구 금액손배청구액 가압류액

금속 82,765,269,462  4,127,220,000 82,765,269,462 82,709,269,462

공공  22,700,000,000 11,600,000,000 22,700,000,000 22,700,000,000

언론 19,510,220,000 2,200,000,000 19,510,220,000 19,510,220,000

총연맹 133,210,863 200,836,909 52,200,000 

계 125,108,700,325 17,927,220,000 125,176,326,371 124,971,689,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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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바란다. 나는 항상 우리 민주광장에서 지켜 볼 것이다. 내가 없더라도 우리가족 

보살펴 주기 바란다. 미안합니다” (배달호 열사 유서)라며 온몸을 바쳐 손해배상의 

악랄함을 세상에 알린지 12년이 흘렀건만, 손해배상이라는 올가미는 더욱더 노동자

들의 목을 조여오고 있다. 

한진중공업은 필리핀 수빅 공장을 지을 때만 해도 “해외공장 관련 특별단체교섭 합

의서”를 작성하여 국내공장 노동자들의 고용보장을 약속하였지만 결국 수주 물량을 

이유로 정리해고를 단행하였다. 임단협에 대한 교섭결렬 상태에 있던 노동조합은 임

단협 체결, 정리해고 반대를 위한 쟁의행위에 돌입하였고 회사는 파업을 이유로 158

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최강서 열사는 “나는 회사를 증오한다. 자본 아니 가

진자들의 횡포에 졌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심장이 터지는 것 같다. 내가 못

가진 것이 한이 된다. 태어나 듣지도 보지도 못한 돈 159억”이라는 유서를 남기고 

자결하였다. 1심에서 인정된 59억원이라는 손해배상금은 지금도 지회 노동자들의 어

깨를 짓누르고 있다. 

하루아침에 2,646명이 정리해고 당한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에 대하여 회사는 파업을 

이유로 10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국가는 산업은행 앞에서 시위중이던 조합원

들과 충돌한 경찰 120명의 치료비, 장비손상·운영 및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조합원 

등 104명에게 위자료 2억원을 포함한 손해배상 42억, 가압류 8억 9천만원을 청구했

다. 메리츠화재는 점거 당시 건물화재 및 재고자산 손실을 이유로 보험 구상금 110

억원을 청구했다. 수십, 수백억원이라는 돈은 7년 넘게 해고자로 길거리에서, 대한문

에서, 굴뚝에서 ‘해고는 살인이다’라고 외치는 노동자들, 2009년 정리해고 이후 28명

의 동료와 가족들의 죽음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해고노동자들에게 또 다른 희생자

를 내 놓으라고 요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대법원의 불법파견 판결에 따라 법을 이행하라고 요구한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

자들은 파업을 이유로 해서 무려 213억원의 배상청구를 당하였다. 쌍용자동차 정리

해고로 인한 스물세분의 희생자에 더해 한진중공업 최강서 열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

었다는 소식을 접한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 전 조직부장이었던 이운남 열

사가 그 다음날인 2012년 12월 22일 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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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에 있는 금속노조 DKC지회의 경우 회사가 파업과 업무방해로 인해 총 500억원

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26억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부동산과 채권 등을 가

압류했다. 이에 조합탈퇴를 거부하는 조합원의 개인 임금 중 50%를 공제하고 지급

하였다. 하지만 실제 공제해가는 임금은 50%가 넘는데 회사는 2, 3, 4인 가족 등으

로 차등을 두어 최소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임금을 전부 가져갔다. 결국 피해 조합

원들은 자녀 학원비 중단은 물론 퇴직금 중간정산 및 보험대출을 받았으며 지부차원

의 재정사업으로도 모자라 조합원 배우자들은 아르바이트로 생계비를 충당할 수밖에 

없었다. 

유성기업 아산과 영동지회의 경우 회사가 파업을 이유로 청구한 57억 5천만원의 손

해배상 외에도 국가는 유성기업아산지회 홍종인 지회장 및 조합원 3명에게 집회 과

정에서 발생한 경찰피해를 이유로 1억 1천여만원의 손해배상과 1천 1백여만원의 가

압류를 걸었다. 결국 이 같은 압류금액은 해고자의 경우는 퇴직금 정산금에서, 비해

고자는 월급에서 공제해 가져갔다. 유성기업 회사는 파업참가 조합원에 대해 각종 징

계 남발, 손배청구, 아파트 등 부동산을 가압류하기도 했는데 회사측 기업노조로 넘

어가면 손해배상 대상자에게 제외시켜 주고 징계도 약화시킨다는 제안을 했다. 재판 

과정에서 회사는 이 같은 13명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철회 의사를 밝혔는데 이에 지

회가 강력히 항의하자 다시 번복하기도 하였다.36)

다. 고액의 인지대로 인한 재판청구권 침해 

노동자들은 천문학적인 손해배상 청구와 더불어 고액의 인지대로 말미암아 재판청구

권까지 침해받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전체 손해배상 청구액 1,300억원을 기준으로 

하면 항소심 인지대는 6억 8천만원, 상고심 인지대는 9억원이다(수개의 사건으로 진

행되므로 1심 판결결과에 따라 더 커질 수도 있고 더 작아질 수 있다). 자본의 입장

에서야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에 제출하는 인지대가 큰 부담이 아닐 수 있으나, 열

악한 노동법 현실에서 자신들의 정당성을 법원을 통해 입증받아야 하는 노동자들의 

처지에서는 재판을 받기 위해 필수적으로 지급해야만 하는 고액의 인지대 또한 넘어

야 할 큰 벽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36) DKC, 유성기업 사례는 2013. 1. 23.자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문제점 및 개산방안 토론회’ 자료집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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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3.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손해배상 사건]

-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4367 판결에서, 원고 회사의 사내하청업체 소속

으로 회사에서 자동차 생산업무를 수행해 온 근로자에 대하여 그 실질 근로관계가 

파견근로관계이고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판단.

- 대법원 판결 이후 울산, 전주, 아산공장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불법파견 정규직화

의 요구를 하였고,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가입해 있는 전국금속노동조합은 주식회사 

현대자동차에 대하여 불법파견 정규직화 특별교섭을 요구.

- 주식회사 현대자동차는 노동관계법상 사용자성을 부정하면서 금속노조의 교섭에 

불응.

- 불법파견 정규직화 요구가 주요현안이던 2010. 10. 14. 울산 시트공장에서 시트1

부 동성기업과 시트2부 대성산업의 폐업공고.

- 대성산업의 폐업은 철회되었지만, 동성기업은 11. 14.부로 폐업이 결정.

- 동성기업의 뒤를 이어 들어온 업체인 청문기업의 대표는 기존 동성기업에 소속된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하여 ‘노조를 탈퇴할 경우 청문기업에서 고용계약을 그대로 

승계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11. 14.부로 폐업 해고된다’라고 협박하면서 새로 근

로계약서를 체결할 것을 강요.

- 동성기업의 근로자들은 이와같은 부당한 요구를 거부하면서 11. 14.부로 업체가 

폐업되더라도 계속하여 기존 방식대로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하겠다고 함.

- 주식회사 현대자동차는 11. 11.경부터 시트1공장 정문에 자바라문을 설치하고 공

장내부 곳곳에 콘크리트 장벽을 설치하는 등 출입통제를 위한 조치.

- 비정규직 지회는 11. 12. 긴급쟁의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11. 15. 전 조합원 2시

간 잔업거부와 시트부에 대한 2시간 부분파업지침을 내리고, 동성기업 사태에 대한 

항의표시로 시트공장 앞 출퇴근시간대 집회를 진행.

- 11. 15. 새벽 5시 30분경 비정규직 근로자 약 30여명은 근무를 하기 위하여 시트 

1공장에 들어갔는바, 사측관리자들이 출입문을 통제하는 바람에 피치 못하게 담을 

넘어 공장안으로 들어감.

- 현장에 들어갔던 비정규직 근로자 30여명은 들어간지 40여분만에 수 백명에 이르

는 원청 관리자들과 용역경비들에 의해 소화기, 소화전, 철재프레임, 볼트, 너트 등으

로 무자비한 폭행을 당한 후 모두 끌려나와 경찰에 인계됨. 머리가 깨지고 입술과 

얼굴이 찢어져 피를 흘리면서 끌려나오고, 실신하여 사지가 들려서 나오는 조합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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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음.

- 오전 8시경 시트공장 밖 집회장소에서 수많은 조합원들이 몰려들어 항의집회.

- 비정규직 지회는 15일 오후 전면파업을 선언하고, 그 파업과정에서 울산 1공장 

CTS공정의 대체인력투입을 저지하던 조합원들이 사측관리자들에 밀리자 CTS공정을 

점거하였고, 그때부터 25일간 쟁의행위 진행.

회사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을 이유로 아래와 같은 수건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

기하였고 총 금액은 무려 213억원에 이른다. 

번

호
사건번호 피고

청구

액

1심 

인용액

항소심 

인지대

상고심 

인지대

(예상)

1

부산고등법원 

2014나8394

(울산지방법원 

2010가합8552)

박경원외 

322명

[1공장 

파업]

70억

원
70억원

37,582,500

원

50,110,000

원

2

부산고등법원 

2014나1119

(울산지방법원 

2010가합8156)

비정규지회

외 18명

[1공장 

파업]

90억

원
90억원

48,082,500

원

64,110,000

원

3
울산지방법원 

2013가합8096

권우상외 

41명

[1공장 

파업]

11억5

천만원

1심 

재판중

4

부산고등법원 

2014나536

(울산지방법원 

2010가합8224)

이진환외 

12명

[2공장 

파업]

10억

원

362,66

1,256

원

2,258,400

원
3,011,290원

5

부산고등법원 

2014나819

(울산지방법원 

2010가합8200)

허성관외 

27명

10억

원

37,498

,679원
260,600원 347,400원

6
부산고등법원 

2013나9475

최병승외 

26명

20억

원
20억원

11,332,500

원

15,110,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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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법원인 울산지법은 2010가합8552 사건에서 하청 노조 조합원들이 위력으로 공

장을 점거하여 생산라인 가동을 전면 중단시킨 것으로서 법질서의 기본원칙에 반하

는 폭력의 행사에까지 나아간 것이므로,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를 넘어선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불법쟁의행위로 인하여 노동조합이나 근로자가 그 배

상책임을 지는 배상액의 범위는 불법쟁의행위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모든 손해(대

법원 1994. 3. 25. 선고 93다32828, 32835 판결)를 배상하여 한다고 하고, 제조업체

에 있어서 불법휴무로 인하여 조업을 하지 못함으로써 그 업체가 입는 손해로는, 조

업중단으로 제품을 생산하지 못함으로써 생산할 수 있었던 제품의 판매로 얻을 수 

있는 매출이익을 얻지 못한 손해와 조합중단의 여부와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지출되

는 비용(차임, 제세공과금, 감가상각비, 보험료 등)을 무용하게 지출함으로써 입은 손

해를 들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측에서는 불법휴무로 인하여 일정

량의 제품을 생산을 하지 못하였다는 점뿐만 아니라, 생산되었을 제품이 판매될 수 

있다는 점까지 입증하여야 할 것이지만, 판매가격이 생산원가에 미달하는 소위 적자

제품이라거나 조업중단 당시 불황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장기간에 걸쳐 

당해 제품이 판매될 가능성이 없다거나, 당해 제품에 결함 내지는 하자가 있어서 판

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의 간접반증이 없는 한, 당해 제

품이 생산되었다면 그 후 판매되어 당해 업체가 이로 인한 매출이익을 얻고 또 그 

생산에 지출된 고정비용을 매출원가의 일부로 회수할 수 있다고 추정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1993. 12. 10. 선고 93다24735 판결)고 하였다. 

울산공장 1공장의 생산라인 가동이 2010. 11. 15. 13:00경부터 336시간 동안 중단되

었고, 1공장에서 2010년 지출된 고정비 총액이 4,381억원, 1공장 2010년 가동계획시

(울산지방법원 

2010가합8446)

[1공장 

파업]

7

부산고등법원 

2013나9246

(울산지방법원 

2010가합8613)

전태곤외 

3명

[시트사업

부 파업]

2억원
26,457

,751원
186,000원 248,100원

계 7건
466명(중복

포함)

213억

5천만

원

99,702,500

원

132,936,79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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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총 3,964.58시간, 따라서 손해액은 4,381억원 ÷ 3,964.58시간 × 336시간 = 

371억원으로 인정하였다. 생산자재, 장비 등 기타 손실액으로 약 3억원 인정(일부는 

증거부족)하고, 사측의 교섭거부, 피해가 큰 것은 공장의 생산설비가 대규모인 것에

서 기인한 측면이 있는 점, 고정비 중에서 순수한 고정비로서의 성격뿐 아니라 변동

비 등 다른 비용의 성격을 겸하는 비용도 포함되어 있는 점 등 참작하여 원고 회사

가 입은 손해의 70%로 책임제한하였다. 결국 손해배상액은 262억원이고, 그 중 70

억 청구하므로 전액 인정(울산지방법원 2010가합8552 판결)하였다. 

부산고등법원 2014나8394(울산지방법원 2010가합8552) 사건과 부산고등법원 2014

나1119(울산지방법원 2010가합8156) 사건, 부산고등법원 2013나9475(울산지방법원 

2010가합8446)은 모두 동일한 1공장 점거파업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이고, 세 

사건의 피고들은 부진정연대책임의 관계에 있다. 세 사건이 하나의 사건으로 제기되

었을 경우에는 항소심 인지대를 한차례 납부하였을 것이나, 회사가 피고를 달리하여 

세 사건으로 소송제기한 나머지 피고측은 삼중으로 항소심 인지대를 납부해야 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당장 항소심 판결을 받기 위해서 약 1억원 가까운 인지대를 지

급해야 하는 상황에서 항소포기까지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항소를 포기하면 

당장 손해배상금이 강제집행 들어오게 되는 상황에서 노동자들의 선택지는 많지 않

았다. 현재 주요사건들은 부산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에 있다.   

[사례 4.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손해배상 사건]

- 1962. 12. 6. 설립 ⇒ 1986. 3. 쌍용그룹이 인수 ⇒ 1998. 1. 대우그룹이 인수 ⇒ 

1999. 8. 워크아웃 ⇒ 2000. 4. 대우그룹에서 분리 ⇒ 2005. 1. 상하이차가 인수.

- 쌍용자동차가 중국 국영 자동차회사인 상하이 자동차에 매각될 당시부터 자동차업

계에서는 소위 “먹튀”가능성에 대하여 경고해왔고 노동계도 상하이차가 구체적인 투

자계획 없이 서둘러 인수하는 것이 기술 빼가기가 주목적이라는 지적.

- 채권단과 정부는 이러한 논란을 무시하고 헐값 매각 논란까지 불러일으키며 결국 

쌍용자동차를 상하이차에 매각.

- 상하이차는 인수 이후 쌍용자동차의 기술을 지속적으로 빼내어 갔고, 나중에는 아

예 전산망과 기술연구소를 통합하여 시스템 전체를 복사해감(2009년 11월 11일에는 

국책사업으로 선정되어 국고(60억)의 지원을 받은 쌍용자동차의 디젤 하이브리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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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유출한 혐의로 쌍용차 종합기술연구소 직원 7명이 기소).

- 2009. 1. 9. 기업회생절차 개시신청, 2. 6. 회생절차개시결정.

- 2009. 3. 31. 관리인, 삼정KPMG 경영정상화방안 회생법원에 제출. 

- 총 2,646명=2,319(기능직)+327(사무직), 전 직원의 37%, 기능직의 45.5%.

- 노동조합은 2009. 5. 31.부터 8. 6.까지(77일) 위법한 옥쇄파업.

- 2009. 6. 8. 희망퇴직 등 실시 후 남은 980명 정리해고 실시.

- 2009. 8. 6. 노사합의 : 무급휴직, 희망퇴직 등으로 최종적으로 165명이 정리해고.

- 해고무효확인소송 : 서울고등법원 2014. 2. 7. 선고 2012나14427판결 원고승, 대

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다20875판결 파기환송, 현재 파기환송심 진행 중.

- 회사는 금속노조를 피고로 하여 2010가합5252사건(청구액 100억원) 청구, 쌍차지

부, 쌍차지부 간부, 금속노조 간부 및 개인 등 140여명을 피고로 하여 2009가합

2325,2707,3021(병합)사건(청구액 50억원) 청구함. 

- 2013. 11. 29. 1심 법원, 55억 1,900만원을 손해액으로 인정한 후, ① 계산방식에

서의 오차, ② 사건이 발생한 경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 40%를 감

경하여 최종 33억 1,140만원을 인정함.

- 대한민국 및 경찰들은 노동조합 파업 진압과정의 피해를 주장하면서 2009가합

3151사건으로 16억 7천만원 가량 손해배상 청구함. 

번

호
사건번호 피고 청구액

1심 

인용

액

항소심 

인지대

상고심 

인지대

1

서울고등법원 

2014나15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5252)

금속노

조

100억

원

3,311,

400,0

00원

18,217,350

원

24,289,800

원

(예상)

2

서울고등법원 

2014나243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2325,27

07,3021(병합)

쌍용자

동차지

부 외 

139명

50억원

3,311,

400,0

00원

18,217,350

원

24,289,800

원

3
서울고등법원 

2014나1487

쌍용자

동차지

16억 

7천만

1,410,

990,6

8,240,200

원

10,986,9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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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가 제기한 서울고등법원 2014나1517과 서울고등법원 2014나2435 사건은 피

고만 다를 뿐 동일한 원인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이고 두 사건의 피고들은 부진

정연대책임 관계에 있음.

- 두 사건이 하나의 사건으로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항소심 인지대를 한차례 납부하

였을 것이나, 회사가 피고를 달리하여 두 사건으로 소송제기한 나머지 피고측은 이중

으로 항소심 인지대를 납부해야 했음.

라. 손해발생 여부에 대한 문제

노동사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 뿐만아니라 손해발생 

및 그 규모에 대하여도 다툼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 

자동차 생산회사의 노동자들이 생산라인별로 30분에서 1시간 가량 짧은 시간동안 파

업을 진행하였다고 하자. 예를 들어 회사가 소송에서 주장하는 손해배상 규모는 “1

공장 11라인을 48분간 정지시켜 총 42대 5억 6천만원의 생산손실을 발생시켰고, 4

공장 41라인을 26분간 정지시켜 총 13대 3억 2천만원의 생산손실을 발생시켰고, 3

공장 32라인을 점거하는 등으로 63분간 정지시켜 총 36대 5억 6천만원의 생산손실

을 발생시켰다.”는 식이다. 회사의 산정방식은 파업한 시간동안 생산되지 못한 차량 

대수에다 각 차량의 판매가격을 곱한 것이다. 한 개 라인이 한 시간 정도 정지된 것

에 대한 손해가 5억 6천만원이므로 만약 1개 생산라인이 하루 24시간 파업을 하였

다면 산술적으로 따져도 130억원 이상이 나온다. 단 하루 1개 라인을 세운 경우 130

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니 실로 엄청난 금액이다. 

과연 파업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되었는지는 찬찬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먼저 회사

가 손해로 주장하는 것은 근로자들이 완성된 자동차를 손괴하여 못쓰게 만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파업으로 라인이 잠시 정지되어 생산이 잠시 지연된 것 뿐이다. 즉, 사

건 쟁의행위로 인하여 자동차의 생산이 잠시 지연된 것일 뿐, 그 이후 초과근로 및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3151)

부 외 

103명
원 90원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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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 등을 통해 필요한 생산물량에 대한 작업이 이루어져 회사에서 필요한 생산

물량이 모두 확보된다. 파업으로 1시간 가량 자동차 생산이 지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회사가 납품 지연을 했다고 볼 수 없다. 설령 납품 지연이 있었다고 해도 

그로 인해 회사가 고객에게 배상책임을 진 사실이 없다면 회사에 손해가 없다. 이 

경우 생산 지연으로 인해 회사가 입은 손해는 없다고 봄이 합리적인 것이다. 

또한 부분적인 파업으로 생산이 잠시 지연된 물품은 영원히 생산을 하지 못하는 것

이 아니다. 회사와 노동조합은 요구되는 생산물량을 완수하기 위하여 정규근로 이외

에 초과근로,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매 시기마다 합의를 하여 필요한 자동차를 생산

하고 있다. 더욱이 라인정지 시간이 불과 48분(1공장), 26분(4공장), 63분(3공장)에 

불과한 경우에는 약간의 초과근로만을 통해서 충분히 필요한 생산량이 확보된다는 

점에서 그로 인한 실제 손해는 없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매출액 손해의 입증의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 사용자측은 고정비 손해를 청구하고 있

는데, 이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37)은 “비록 생산량의 감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매출

량의 감소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면 매출이익의 손해가 있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매출이익의 감소로 인한 손해발생의 가능성이 없는 경우라면 결과적

으로 고정비지출로 인한 손해도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하였으

나, 기준 대법원의 입장38)은 판매가격이 생산원가에 미달하는 소위 적자제품이라거

나 조업중단 당시 불황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장기간에 걸쳐 당해 제품이 

판매될 가능성이 없다거나, 당해 제품에 결함 내지는 하자가 있어서 판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의 간접반증이 없는 한, 당해 제품이 생산되었

다면 그 후 판매되어 당해업체가 이로 인한 매출이익을 얻고 또 그 생산에 지출된 

고정비용을 매출원가의 일부로 회수할 수 있다고 추정함이 상당할 것이다.“라고 하여 

고정비 손해 전부를 손해배상으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고정비 전체를 파업손해로 추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파업 종료 후 회사는 자

동차 공급물량에 비추어 초과근로가 필요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그 결과 초과근

로가 필요하지는 않다고 판단하였다면 그 자체로 생산지연에 따른 손실은 없는 것이

다. 자동차 공급물량이 이미 충분히 확보되어 있거나 주문량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

37) 서울고등법원 1993. 4. 14. 선고 92나52285 판결

38) 대법원 1993. 12. 10. 선고 93다2473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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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파업으로 인한 생산지연에도 불구하고 공급이 밀린 생산물량이 없다는 것이기 때

문이다. 한편, 회사는 자동차 공급물량을 확인하고 파업시간에 해당하는 초과근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노동조합과 초과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합의를 통해 부족한 생

산물량을 보충한다. 이 경우 파업으로 인해 부족해진 물량을 생산하기 위해 발생한 

손해란 초과근로에 따라 지급된 인건비가 해당될 수 있다. 다만, 파업참여자에게 무

노동 무임금으로 인건비가 지급되지 않으므로 미지급된 인건비 액수, 쟁의행위 불참 

근로자에게 휴업수당 등으로 인건비의 일부만 지급된 경우 감액된 액수 만큼은 손해

액 산정시 공제되어야 한다. 그 이외에 고정비 요소로서 차임, 제세공과금, 감가상각

비, 보험료 등은 원래 지출되는 비용이 그대로 지출된 것일 뿐임으로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결국 파업으로 잠시 생산이 지연되었으나 생산물량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거나 주문

량이 적어 추가생산의 필요성이 없다면 손해도 없는 것이고, 추가생산의 필요성이 있

어 초과근로를 통해 지연된 생산물량을 보충하였다면 물량을 추가로 보충하기 위하

여 지급된 인건비 만큼 손해가 발생된 것일 뿐, 초과근로를 해서 물량을 보충하건 

아니면 파업을 하지 않고 정상근무를 해서 생산을 하건 동일하게 소요되는 차임, 제

세공과금, 감가상각비, 보험료 등 고정비는 손해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

고,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파업사건에서 울산지방법원은 이 모두를 손해로 인정하였

다. 현재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파업손해배상 사건 항소심인 부산고등법원에서는 손해

액 및 고정비 손해발생여부에 대한 전문가 감정 등이 진행 중에 있다. 

 
Ⅲ. 노동사건에서 바라본 인지제도의 문제점

가. 동일·유사한 쟁점의 징계사건에 대한 인지대 인하기준 마련

노사관계는 사용자와 근로자들의 집단적인 관계이므로 노동분쟁은 일반적인 쟁송과 

달리 집단성을 띈다. 하나의 파업사건에 대한 징계로 인하여 수백 명, 수천 명이 대

기발령과 직위해제, 징계처분을 받기도 한다. 

한국철도공사는 과거 파업참여를 이유로 한 직위해제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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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 철도민영화 반대파업을 이유로 또다시 철도노조 조

합원 4,213명에 대하여 대규모 직위해제처분을 하였다. 현행 기준에 따를 때 4,213

명의 조합원들이 직위해제처분과 징계처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1심 법원에 

납부해야 할 인지대는 {(50,000,000원 × 2개(처분 개수) × 4,213명) × 0.0035} + 

555,000원 = 1,475,105,000원이다. 만약 1심에서 패소하기라도 한다면 항소심 인지

대는 1.5배인 2,212,657,500원이고, 상고심은 2배인 2,950,210,000원이다. 

과도한 인지대로 말미암아 노동자들은 대규모 인사 및 징계처분에 대하여 비용납부

의무가 없는 노동위원회 제도를 이용하나, 중앙노동위원회 판정 이후 행정소송 제기

에서는 길이 막힐 수밖에 없다. 따라서 중노위 판정에 불복하더라도 대부분 소송을 

포기하거나 그 중 몇 명만이 소송을 제기하여 법정 판단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하게 

된다. 그러한 경우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대다수의 노동자들은 당해 사건에 대한 권

리구제를 받지 못한다. 

동일·유사한 쟁점의 사건에 대한 법원의 재판업무의 양과 시간이 당사자 수에 따라 

비례하지 않고, 오히려 당사자수와는 관계없이 해당 쟁점의 내용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에서 단순히 징계처분을 받은 당사자의 수 및 징계처분의 수만을 기준으로 인지대

를 산정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기준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나. 동일한 청구원인을 이유로 한 수개의 소송에서의 인지대 인하기준 마련

하나의 쟁의행위를 이유로 다수의 당사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각 피

고들은 부진정연대책임에 따라 각자가 전부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되

고 있다. 따라서 회사로서는 다수 당사자들에 대하여 하나의 소송으로 제기할 수도 

있고, 피고별로 나누어 전체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사건을 수개로 

나누어 청구하는 경우 1심 소제기 시에 회사로서도 각 사건별 인지대 부담이 있지

만, 경제적인 강자의 지위에 있는 회사가 인지대 부담을 감수하고 수개의 사건으로 

소제기 하는 경우 피소당한 노동자들은 항소심이나 상고심 청구 시 부담해야 할 인

지대 부담으로 말미암아 상급법원 대한 재판청구 자체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실제로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파업 손해배상 사건,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손해배상 사

건에서 회사는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피고들을 달리하여 수개의 사건을 청구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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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들은 각각의 사건에 대한 항소를 위해 사건별로 인지대를 부담하게 되었다.

현행과 같이 부진정연대책임 관계에 있는 사건에 대하여 회사가 소송을 제기하는 방

식에 따라 전체 피고들이 부담하는 인지대 액수가 천차만별로 달라지게 되는 것은 

회사로 하여금 노동자들에 대한 경제적 압박을 목적으로 피고만 나누어 동일한 소송

을 수차례 진행하는 남소의 우려까지 있다는 점에서 동일한 청구원인을 이유로 한 

수개의 소송에서 피소된 노동자들에 대한 인지대 인하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다. 인지대 기준의 상한선 설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액이 과거와 달리 천정부지로 오르게 된 원인은 파업참여

자의 행위양상이 달라져서 라기보다는 오늘날 산업설비가 대규모이고 각 공정이 유

기적으로 연관되어 있어 하나의 업무중단으로 말미암아 연속된 공정의 작업수행이 

어려워지는 데서 기인된 측면이 강하다. 한편, 천문학적인 손해배상금으로 인해 노동

조합 활동 뿐만 아니라 존립 자체가 위태롭게 되고 있으며, 노동자들은 경제적인 생

활고와 가족관계, 사회관계의 붕괴로 말미암아 죽음으로까지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

다. 

특히 노동사건에 있어 각 심급별로 충분히 다른 판단이 가능하다는 점을 염두에 두

어야 한다. 노동권은 선험적으로 주워진 것이거나 고정된 어떤 것이 아니다. 역사가 

변화발전함에 따라 과거 처벌과 금지의 대상이었던 노동자들의 단결이 권리로서 승

인되었다. 노동자 권리 확장을 위한 노동자들의 끊임없는 노력과 활동, 보다 올바른 

노동권의 발견을 위한 법해석가들의 시도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오늘날 헌

법에 노동3권을 규정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노동자들의 노동3권의 구체적인 모습

은 국회의 입법과 사법부의 법해석으로 시시각각 변화되고 구체화되고 있다. 쟁의행

위의 정당성에 대한 판단,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을 인정한 오늘의 판결이 결코 만고

불변의 진리일 수는 없으며, 내일 어떠한 판결이 내려질 것인가에 대하여 예단할 수

는 없다.  

노동사건에 대한 손해배상 사건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최소한 노동자들이 법

원에 낼 인지대가 없어 자신들의 주장의 정당성을 펼칠 기회조차 상실하는 일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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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야 한다는 것이다. 인지대 합헌주장의 주요한 논거로 제시되는 ‘남소의 우려’는 적

어도 노동사건에 대하여는 인정되기 어렵다. 노동사건의 주요한 쟁점인 쟁의행위의 

정당성, 징계사건에서의 ‘정당한 이유’, 정리해고의 합법성 여부에 대한 다툼에 대하

여 노동자들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불필요하고 성공가능성이 없는 소송’을 남발하

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노동3권의 구체화하고 현실화시키는 과정이며 노동자의 

새로운 권리를 발견하는 과정이다. 높은 인지대는 노동자들에게 법원의 문턱을 높게 

할 뿐 경제적 강자인 사용자의 불필요한 소제기를 억제하는 기능은 거의 없으며, 사

용자의 소제기로 말미암아 피소된 노동자들의 상소권만 제약할 뿐이다.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고, 영국 입법례와 같이 우리나

라에서도 노동조합 규모에 따라 파업 손해배상 청구액의 상한선을 설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고, 실제로 입법안으로까지 성안되어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에 있다. 인지

대도 청구금액 내지 원심판결 금액에 비례하여 무한대로 산정되도록 하고 있는 현행 

제도는 경제적 약자인 노동자들의 재판청구권 내지 상소권에 대한 제약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우표 값이 비싸서 우편제도를 활용하지 못한다면 우편제도의 존재의 의의가 

없는 것처럼, 남소 우려 등 여하한의 이유를 붙이더라도 높은 인지대로 인해 재판청

구를 하지 못할 정도에 이르렀다면 사법제도가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경제적으로 궁핍의 상황에 놓인 해고자, 노동자들도 사법제도를 통한 노동권 

실현의지를 박탈시키지 않을 정도의 합리적인 인지대 상한의 설정이 필요하다. 

라. 법원의 소송비용 재판 관행의 개선

민사소송법 제98조는 소송비용부담의 원칙으로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

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동법 제99조는 위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법원은 사정에 

따라 승소한 당사자로 하여금 그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하지 아니한 행위

로 말미암은 소송비용 또는 상대방의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한 행위로 말

미암은 소송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98조 원칙만 적용하는 경향이 있다. 즉 패

소자에게 전적으로 소송비용을 부담시킨다. 그러나 패소한 노동자, 서민도 나름 자신

의 주장을 펴면서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만한 사건이 많은데, 그럴 경우에도 전적으로 

패소자에게 전액부담을 시킨다면 결국 경제적으로 열위의 지위에 있는 국민들의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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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청구권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민소법 제99조의 적극

적인 해석과 적용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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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발제� 2

행정소송에 있어 현행 인지 규정의 문제점  

허진민� /� 법무법인�이공,�참여연대�공익법센터�운영위원,�변호사

Ⅰ. 행정소송의 목적과 소송비용의 부담

1. 재판을 받을 권리와 행정소송

헌법 제27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하여 기본권으로서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고 있습니

다. 침해된 자유와 권리가 효과적으로 구제되지 못한다면 기본권의 규정은 무의미하

므로, 무엇보다도 침해된 자유와 권리의 구제수단이자 분쟁해결수단이라는 점에서 재

판청구권이 갖는 의미는 법치국가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재판청구권의 주된 내용인 재판을 받을 권리는 단순히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공정한 재판, 신속하

고 경제적인 재판, 재판절차상의 공정성을 확보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즉, 재판청구권은 공정하고 효율적인 사법제도가 정비되어야만 그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습니다. 

한편 재판을 받을 권리는 재판의 유형에 따라 분류하기도 하는데, 행정법규의 적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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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하여 위법하게 권리를 침해당한 자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행정재판을 

받을 권리를 갖습니다.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행정소송법 제1조). 행정소송의 주된 기능

은 국민의 공법상 권리구제와 적법한 행정작용의 통제인데, 위법한 행정권의 발동이 

법원을 통하여 사후적으로 시정됨으로 인해 실질적인 법치주의를 구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한편 행정소송은 공법상의 분쟁을 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사

인간의 분쟁을 대상으로 하는 민사소송과 구별되며, 공법상 분쟁 중 헌법소송사항을 

제외한 분쟁을 그 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헌법소송과 구별됩니다. 

2. 행정소송의 소송비용 부담

소송비용은 당사자 등이 소송 기타 절차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원에 납부하는 재판비

용(인지, 예납금 등)과 당사자가 소송수행을 위해 제3자에게 지출한 당사자비용(변호

사 비용 등)으로 나누어집니다.    

행정소송법은 행정소송의 소송비용에 대하여 직접 규정을 하지 않고 있으며39), 행정

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소송의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 제98조 이하의 규정에 따라 사법제도를 이용하는 

당사자와 소송관계인에게 그 비용을 부담시키는, 즉 수익자부담의 원칙이 적용되어 

재판유상주의에 따라 패소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한편 재판유상주의를 채택하는 실질

적인 근거는 남소방지의 필요성 때문입니다40).     

헌법재판소도 “재판의 인지제도는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국가가 행하는 역무에 

대한 반대급부인 수수료의 성질을 가지고, 남소를 방지하여 법원업무의 양질성과 효

율성의 저하를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소송수수료를 어떠한 형태로 어느 정도로 

39) 다만 행정소송법 제32조에서 사정판결로 기각되거나 행정청이 처분 등을 취소 또는 변경함으로 인하여 청구

가 각하 또는 기각된 경우에는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예외적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40) 한국민사소송법학회, 민사소송비용제도의 정비 방안 연구, 2009, 4-5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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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인가는 입법자의 광범위한 재량영역에 속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헌법재판

소ﾠ2011. 8. 30.ﾠ선고ﾠ2010헌바427 결정 등).  

그러므로 인지는 소송제도를 이용하는 당사자에게 국가가 제공하는 재판 절차상의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시키는 사법수수료이며, 부차적으로 남소방지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Ⅱ. 행정소송의 인지 규정과 변천

1. 행정소송의 인지 규정

행정소송법은 1951. 8. 24. 제정 당시부터 현재까지 행정소송에 첨부되는 인지에 대

한 규정을 두지 않고,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는 규정을 두어, 민사소송등 인지법, 민사

소송등 인지규칙(민사소송인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인지를 산출하도록 규율하여 왔

습니다. 

행정소송의 인지는 소송 목적물 가액(소가)에 따라 일정한 비율을 정하여 산출하며

(민사소송등 인지법 제2조), 행정소송에서의 소가는 민사소송과는 달리 사물관할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인지액을 산출하는 기준으로서만 기능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등 인지규칙 제6조에 따라 소가는 원고가 청구취지로써 구하는 

범위내에서 원고의 입장에서 보아 전부 승소할 경우에 직접 받게 될 경제적 이익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금액으로 정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므로 소가는 원고의 주

관적 감정이나 개인적 사정을 떠나서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반사적 이익과 같은 간접

이익은 고려되지 않으며, 소의 유형이나 사건의 복잡성, 재판의 난이도와도 관계가 

없습니다.41) 

행정소송의 인지는 1991. 11. 23. 대법원규칙 제1179호로 민사소송등 인지규칙이 제

정되기 전까지는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에 대하여는 정액제 형태42)로, 재산

41) 서울행정법원, 행정재판실무편람(II), 2002, 14-15쪽 참조

42) 정액제란 소가에 관계없이 정액화된 인지액을 의미하는데, 비재산권에 관한 소송의 경우 소가를 정액화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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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의 경우 정율제 또는 역진제 형태를 취하다가, 민사소송등 

인지규칙을 제정하면서 제17조에서 행정소송의 소송물을 세분화하여, ① 조세 기타 

공법상의 금전·유가증권 또는 물건의 납부를 명한 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

는 소송에 있어서는, 그 청구가 인용됨으로써 원고가 납부의무를 면하게 되거나 환급

받게 될 금전, 유가증권 또는 물건의 가액의 3분의 1을 소가로, 체납처분취소의 소에 

있어서는 체납처분의 근거가 된 세액을 한도로 한 목적물건의 가액의 3분의 1을 소

가로 정하여 역진제를 적용하되, 금전·유가증권 또는 물건의 가액이나 세액 또는 목

적물건의 가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가를 30억원으로 보는 소송가상한

제, ② 금전지급청구의 소에 있어서는 청구금액을 소가로 산정하여 소가에 따른 역진

제, ③ ①, ②항 이외의 소송은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으로 보아 소가를 

5,000만원으로 간주하는 정액제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한편 행정소송을 제기한 당사자가 인지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장 각하명령

을 받게 됩니다. 

2. 행정소송 인지 규정의 변천

행정소송의 인지 규정은 민사소송등 인지법, 민사소송등 인지규칙(민사소송인지에 관

한 규칙)의 제‧개정에 따라 변화되어왔으나, 관련 법령의 개정 이유에는 인지액 산출 

규정의 개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으나, 경제 여건 변화에 따라 인지

액을 상향한 것으로 보입니다.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소송의 경우, 그 소가를 100만 100원(1975. 12. 31. 

대법원규칙 제595호로 개정된 민사소송인지에 관한 규칙 제2조), 200만 100원(1980. 

1. 14. 대법원규칙 제708호로 개정된 민사소송인지에 관한 규칙 제2조), 500만 100

원(1983. 7. 9. 대법원규칙 제846호로 개정된 민사소송인지에 관한 규칙43) 제2조), 

1000만 100원(1990. 12. 31. 법률 제4299호로 전부개정된 민사소송등 인지법 제2조 

제4항), 2,000만 100원(2001. 4. 26. 대법원규칙 제1702호로 개정된 민사소송등 인

지법 제18조의 2)으로 변경되었다가, 현재는 5,000만원(2014. 7. 1. 대법원규칙 제

2541호로 개정된 민사소송등 인지법 제18조의 2)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지액을 산출하므로, 일종의정액제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43) 민사소송등 인지규칙이 1991. 11. 23. 제정되면서, 민사소송인지에 관한 규칙은 폐지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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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소송의 경우, 민사소송등 인지법 제2조에서 소가에 

연동한 역진제를 취하다가, 1990. 12. 31. 법률 제4299호로 전부개정44)된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1항에서 소가에 따른 정율제를 취하였다가, 1997. 12. 13. 법률 

제5428호로 개정45)되면서 다시 소가에 연동한 역진제를 취하고 있습니다.

조세 기타 공법상의 금전·유가증권 또는 물건의 납부를 명한 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과 체납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 소송의 경우 1991. 11. 

23. 민사소송등 인지규칙이 제정되면서 소가에 따른 역진제와 소가상한제를 결합한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한편 현재 행정소송의 인지액을 산정하는 기준인 소가 산정 방법은 금전 지급을 구

하는 행정소송을 제외하고는 모두 대법원 규칙에 위임되어 있어 법률 개정 없이 대

법원의 규칙 개정으로 가능합니다.   

Ⅲ. 행정소송 인지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의견

1. 재판무상주의의 도입 필요성

행정소송의 현행 인지제도는 민사소송의 인지 규정을 준용함으로 인해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의 성격과 기능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사법제도를 이용함으로 인해 부담하는 

수수료를 거의 동일한 방식으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소송은 국가가 우월적 지위에서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권리를 

침해당한 국민이 국가를 상대로 자신의 권리를 구제받기 위한 것으로, 대등한 사인간

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민사소송과는 그 성격을 달리합니다. 또한 행정소송은 개인

의 주관적 권리 구제만이 아니라 권력분립의 원칙에 따라 위법한 행정권의 발동을 

44) 개정이유는 인지액의 계산방법을 단순화하기 위해 정율제로 변경한 것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45) 개정이유는 정율제로 인해 인지액의 부담이 무겁다는 국민들의 불만과 재판을 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하기 

위하여 역진제로 변경한 것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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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을 통해 통제하고, 사후적으로 시정하여 법치행정을 완성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자는 헌법과 법률에 따른 자신의 권리가 침해당하였다고 판단

될 경우, 행정소송을 통하여 위법하게 침해된 자신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한 것으로, 

민사소송처럼 소송을 통하여 사인간의 분쟁 조정을 통해 개인적 이익을 실현하는 것

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더구나 국가는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의무를 지는 점에서 자신의 침해된 

기본권을 구제받기 위한 절차인 행정재판을 받을 권리는 민사재판을 받을 권리보다 

두텁게 보호되어야 합니다. 즉, 국가의 법집행은 개인의 지위고하, 경제적 능력과는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 과정에서 자신의 권리를 침해당한 개인이 경제적으

로 인지를 부담할 수 없어 재판을 받지 못한다면 실질적 법치국가원리에 반할뿐만 

아니라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이처럼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의 차이를 감안하여, 프랑스는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

하기 위해 행정소송의 제소수수료를 무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46), 우리나라도 동일

한 공법상의 분쟁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송의 경우 헌법재판소법에서 소송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재판 무상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행정소송의 목적과 기능, 행정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측

면에서 행정소송은 성격을 달리하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할 것이 아니라 행정

소송법에서 소송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어 재판무상주의를 도입해야 할 것

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행정소송의 남소방지를 위해서는 재판 결과 남용적 제소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

후적으로 재판비용을 추가적으로 부담시키는 방법 등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

각됩니다.

2. 행정소송의 인지액 산정 방법의 일원화 필요성

인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가 산정은 민사소송등 인지규칙 제6조에 따라 원고가 

46) 한국민사소송법학회, 앞의 책, 20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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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로써 구하는 범위내에서 원고의 입장에서 보아 전부 승소할 경우에 직접 받

게 될 경제적 이익을 객관적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행정소송의 경우에도 청구취지에 따라 금전적으로 계산이 가능한 경우(예를 들면 토

지수용에서 손실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청구, 조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 

등)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행정소송의 소송물은 행정처분의 위법성 일반으로 동일함

에도 금전적으로 계산이 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소가 산정을 달리할 합리적인 이유

가 없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소송에서의 소가는 단순히 인지액을 산출하는 기준

에 불과하여 소가에 따라 사물관할이 정하여지는 민사소송처럼 일정액 이상의 경우 

합의부에서 재판을 함에 따라 비용이 더 발생할 가능성도 없으며, 행정소송의 경우 

소송물이 동일하므로 소가의 다액과 업무의 증가와는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

다할 것입니다. 또한 현행 행정소송의 인지 산정방법은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울정도로 소가 산정의 방법이 복잡하여 자신이 부담해야 할 소송의 인

지액도 예측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행정소송의 소가 산정은 행정소송의 청구 취지에 따라 달리할 것이 아니라 

정액제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 현행 인지액의 감액 필요성

인지는 기본적으로 사법수수료이므로, 재판제도를 이용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만을 부

담하게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요비용 중 얼마를 이용자에게 부담시킬 것인가는 입

법정책의 문제이나, 행정소송은 법집행 과정에서 자신의 권리를 침해당한 국민의 권

리구제의 최종적 수단이자 국가가 독점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점, 행정소송의 성격상 

행정소송의 재판비용은 공공재성격이 매우 강한 점, 현행 인지액 산정방법은 소의 유

형이나 사건의 복잡성, 재판의 난이도와도 관계없이 책정되어 있는 점, 인지액을 과

다하게 책정함으로 인해 경제적 약자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재판청

구권을 폭넓게 보장할 필요가 있는 점. 행정소송의 비재산적 청구권의 인지액 산정 

기준인 소가의 변천 과정만 보더라도 소가 증액의 합리적 기준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현행 행정소송의 인지액은 인하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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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1

인지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김�제�완 / 고려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 발제자들이 지적한 우리나라 인지제도의 공통적 문제점은, 과도한 인지대가 헌법

적 권리인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임. 이와 

같은 문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함. 다만 문제는 합리적이고 헌법합치적인 개선방

안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어야 하는지에 있음. 토론자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개선방안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첫째, 수익자부담주의와 무상주의의 적절한 조화가 필요함.

- 재판업무도 국가의 공공서비스의 하나이므로, 수익자부담주의와 무상주의의 적절

한 조화가 필요함. 수익자부담주의만을 따를 경우, 사법작용의 공공성이 퇴색하고 

특히 경제적 약자의 재판청구권이 형해화할 우려가 있음. 

  <예시> 공익소송의 수익자는 누구인가?

- 반면, 무상주의만을 따를 경우, 국가예산의 낭비와 남소를 방지하지 못하는 문제

점이 있음.

  <예시> 재판청구권이 보편적 복지의 대상인가?

- 사견으로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기본으로 하되, 재판 당사자 및 사건의 성격 등 

주관적 객관적 성격을 고려하여, 당사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재판부가 인지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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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하거나 면제하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함. 현재로서는 인지대 자체는 그대로 부

과하는 상황에서 소송구조제도 등을 통하여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려 하고 있으나, 

이는 종국적인 해결이 될 수 없음.

  <예시> 소송구조를 받았지만 패소한 경우, 인지대를 기준으로 산정된 변호사보수 

등 소송비용은 결국 패소자가 부담

○ 둘째, 소가 일변도에서 벗어나 인지대 산정기준의 다양화 및 합리화가 필요함

- 우리나라는 인지대 산정의 기준은 지나치게 소가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합

리적이지 않음. 이는 수익자부담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고, 국가가 제공하는 서

비스의 양이나 질과도 직접적이고 비례적인 관계가 없음. 

  <예시> 청구금액에 0이 한 개 더 붙는다고 법원의 업무가 가중되는가?

  <예시> 10억을 청구하여 패소한 원고가 1억을 청구하여 패소한 원고보다 10배의 

수익을 받은 것인가?  

- 사견으로는, 소가를 기준으로 하되, 소가 이외에도 사건의 난이도와 공익적 성격, 

당사자의 경제력 등을 인지대 산정시 반영요소로 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

요하다. 이 경우, 인지대는 기본인지대와 소가에 의한 부분 및 사건의 난이도와 

공익적 성격, 당사자의 경제력 등을 고려하여 재판부가 재량으로 정하는 부분 등 

3개의 구성요소로 나뉠 수 있을 것이며, 특히 세 개의 구성요소는 각각 상한과 하

한을 둘 수 있을 것임. 

  <예시> 총인지대 = 기본인지대(정액) + 소가를 반영한 부분(한도 설정) + 재판부

가 재량으로 정하는 부분(한도 설정)

- 또는 기본인지대와 소가를 반영한 부분(한도 설정)에 대해 재판부가 재량으로 증

액 또는 감액(한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음.

  <예시> 총인지대 = 기본인지대(정액) + 소가를 반영한 부분(한도 설정) x 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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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재량으로 증감할 수 있는 비율(20% ~ 500%)

○ 셋째, 인지대의 선납제에 대한 재고가 필요함.

- 사회적 취약계층의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공익소송을 활성화하기 위

해서는 인지대의 일부 예납 및 후납 정산제 또는 중간납부 정산제를 도입할 필요

가 있음. 이는 특히 승소가능성이 높은 사건임에도 인지대의 부담 때문에 재판을 

청구하기 어려운 사건의 경우에 실효성이 크며,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재판부가 

재량으로 인지대를 증감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경우,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예시> 제소시에는 기본인지대만 납부하도록 하고, 판결의 선고시 소송비용에 관

한 재판에서 정산 인지대의 액수 및 부담 부분을 포함하는 방안. 

  <예시> 제소시에는 기본인지대만 납부하도록 하고, 재판중에 사안의 난이도 등이 

비교적 분명해 진 상황에서 재판부가 인지대 중간납부 정산을 명하는 방안.

○ 남소 및 남상소와의 관계

- 남소 및 남상소를 방지하는 것도 재판제도의 운용상 중요한 정책중의 하나임을 부

인할 수 없으나, 이를 인지대를 통하여 실현하려는 것은 적절한 정책수단이라고 

할 수 없음. 이에 관하여는 재판외 분쟁해결제도(dispute resolution)의 활성화, 상

소이유의 제한 등 다른 적절한 정책수단을 활용해야.  

  <예시> 인지대 때문에 소를 제기하지 못하거나 상소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한다면, 그 사회가 바람직한 법치주의 사회라고 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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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2

몇 가지 사례로 본 인지대의 문제점

박주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변호사

1. 집회 등 표현의 자유 영역

민주주의는 1인 1표, 즉 각 개인의 정치적 힘을 동일하게 인정하는 것에 기반한 것

이어서 가장 공평한 정치체제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누구든지 국민을 설득하면 제

한된 기간 동안이지만 정치적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공평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공평한 체제가 유지되고 작동하려면 정치적인 의사표현의 기회

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정치적, 경제적 힘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

에게는 정치적 의사표현의 기회가 널리 보장되고, 그 외 사람에게는 그렇지 못할 경

우 위와 같은 정치체제는 작동할 수 없는 것이다. 특히, 경제적인 힘이 강한 사람들

이 경제적인 힘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발언기회까지 보다 많이 장악하게 된다면 사실

상 중세의 귀족사회와 다를 바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정치적 표현의 기회가 공평하게 보장되고 있을까? 정치적 

표현수단 중 집회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많은 

정치적 표현수단 중 왜 집회를 기준으로 보느냐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

가 ‘우리나라가 대의제를 선택하고 있는 이상 선거 이외에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라고 꼽을 정도로 그 중요성이 크고, 특히 정치적 표현수단 

중 없는 사람들을 위한 수단으로 가장 널리 인정되어 오고 있는 만큼 집회에 대한 

공평한 기회는 정치적 표현의 기회가 공평하게 보장되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기준이 



인지(印紙)제도와 재판청구권- 63 -

될 만하다고 본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근래에 들어 집회라는 표현수단은 점점 비싸

지고 있다. 집회를 한 번 하려면 법원까지 가야하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

다. 

동희오토 노조의 경우 회사 측에서 고용한 10명이 넘는 용역들이 24시간 2교대로 

집회신고를 하여 집회장소를 선점하고, 경찰은 ‘장소가 이미 선점되었다’는 이유로 

집시법 제8조를 들어 기계적으로 금지통고를 하여 왔기에 결국 행정법원에 집회를 

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다. 동희오토 노조의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노숙을 하면서까지 집회신고를 하려고도 해 봤지만 고가에 고용된 사람들과 승

부하기가 만만치 않았기 때문이다(아래 사진은 2010.5.13. 동희오토 노조 소속 노동

자들이 회사에서 고용한 용역들의 방해를 뚫고 집회신고를 하기 위하여 해당 경찰서 

앞에서 노숙하고 있는 모습이다).  

위와 같은 소송제기 덕분인지, 아니면 ‘돈으로 집회를 사는 것을 비호한다’는 등 지

속적으로 악화되는 여론 탓인지 담당경찰서는 소송 제기 후 얼마 안지나 일주일의 

절반은 문제의 장소에서 동희오토 노조가 집회를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타협안을 

내놓았다. 결과가 좋은 것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법원에 소송을 내기까지 동희오토노

동자들이 들인 비용과 시간을 생각하면 너무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단순히 동희오토 노조에 대해서만 발생했던 것이 아니다. 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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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대기업들은 자신들의 사옥 앞에서 열리는 집회, 특히 자신들에 대해 문제제기하

는 집회에 대해서는 비슷한 방식의 방어방법을 사용하고 있어 노조가 집회 한 번 하

려면 법원까지 가야하는 상황들이 속출하고 있다. 법원을 통하는 해결방법은 당연히 

비용이 든다. 아무리 마음 착한 변호사를 만나 무료변론 혜택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인지대와 송달료는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자의적 혹은 불평등한 집회금지통고를 

법원에서 다투려면 207,000원의 인지대가 든다. 적다고 할 수 있지만 장기파업 사업

장이나 장기투쟁현장(대규모 국책사업이 진행되어 그 건설이 현장이 되어 버린 마을

의 투쟁)에서는 집회가 정기적, 주기적이며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에 매번의 집회를 

법원의 판단을 통해 보장받으려면 막대한 비용이 들게 된다.

이렇게 집회가 비싸지는 것은 집회를 매개로 한 정치적 의사표현이 비싸지는 것이고 

결국 민주주의의 이념과 달리 경제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소수의 사람들에게 보다 

더 많은 정치적 힘을 부여하게 되는 것이다. 한마디로 민주주의도 비싸지게 되는 것

이다. 이렇게 되면 그 피해는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그리고 제일 크

게 돌아가게 된다. 있는 사람들이야 다른 정치적 수단을 찾으면 되고, 꼭 집회를 하

여야 한다면 사람을 사서 24시간 줄 서서 신고하게 하거나 아니면 손쉽게 법원을 찾

아 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를 고쳐 집회가 쉽게 금지되지 않게 하

거나 혹은 소수자, 약자의 집회가 상대적으로 더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

할 것이다. 만약 이것이 가능하지 않다면 소수자와 약자가 자신의 집회의 권리를 보

장받기 위하여 법원에 찾아갈 때 넘어야 할 문턱이라도 낮추어주는 것이 필요할 것

이다. 

2. 대규모국책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인권보호

현재 우리나라는 공공사업을 둘러싼 갈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전원개발촉진법, 원자력

사업법, 공유수면매립법 또는 고속철도법과 같은 개별법상 나름대로의 장치를 갖추고 

있다. 개별 법상 예방제도는 1)다른 법령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수렴했으면 해당 법

령의 의견수렴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전원개발촉진법(제5조의2)

이나 2)해당 법 자체에는 별다른 의견수렴절차를 규정하지 않고 있으나 환경영향평

가법이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으로 정하고 있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공유수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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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및매립에관한법률과 같이 결국 환경영향평가법 상 환경영향평가제도에 의한 주민

의견수렴으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다. 

한편, 이러한 환경영향평가제도가 시행된 지 30년이 넘은 만큼 제도가 한국의 환경

에 맞게 잘 정착했을 것이라 예상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즉, 현재 

많은 개발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갈등이 유발되고 

있는 것이다. 그 중 일부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했으나 동식물상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아 공사가 중단되거나 법적 분쟁에 이른 경우이거나 주민과의 갈등을 빚는 대부분

은 주민 의견수렴 절차인 설명회 등을 거치지 않았거나 형식적으로만 거친 경우이

다47).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는 설명회나 공청회를 통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고 평

가서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을 규정하면서 의견수렴에 대한 근간을 정하고 있

다. 그러나 실제적인 반영에 대하여는 강제하지 않는다. 오히려 제3항에서는 예외적

인 경우 설명회나 공청회를 생략할 수 있게 만들어 사업자에게 다른 유인을 제공한

다.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제3항과 시행령 제18조에 따르면 i) 설명회가 주민 등이 

개최를 방해하는 등의 사유로 개최되지 못하거나 개최되었더라도 정상적으로 진행되

지 못한 경우, ii) 공청회가 주민 등이 개최를 방해하는 등의 사유로 2회 이상 개최

되지 못하거나 개최되었더라도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 설명회나 공청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 언론에 공고를 내고 중앙정부정보통신

망 또는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 설명자료를 게시만 하면 주민의견수렴을 위

한 모든 절차를 이행한 것이 된다. 물론 “주민에게 해당사업에 대한 설명을 하거나 

의견을 듣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이에 대해 보고하거나 

입증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 따라서 주민의 반대로 의견수렴절차가 무산된 경우 사

업자는 이에 대해 신문에 1회 공고하고 서면으로 의견수렴하기만 하면 주민 의견 수

렴에 대한 법적 절차는 모두 지킨 것이 된다.48) 주민들이 공사에 반대하고 있고, 사

업자가 주민들의 의사를 실질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많은 비용이 든다고 판단하면, 사

업자는 주민의견수렴절차의 본래 목적을 이루었는지 따지기 보다는 형식적인 요건만

을 충족하려 할 것이다. 이를 통해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근본적 문제의식 중 하나였던 

주민참여는 쉽게 형식적 행사로 변질되게 된다. 

이런 문제를 실제로 볼 수 있는 사례가 바로 밀양 송전탑 반대 투쟁이다. 밀양송전

47) 이혜인, 홍준형,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 분석: 국책사업 관련 분쟁사례를 중심으로”, 2012년 한국 행정

학회 하계학술대회, 제6쪽

48) 이혜인, 홍준형, 앞의 글, 제10쪽



� � 2015. 10. 27 - 66 -

탑은 2000년 8월 설비계획이 확정되고 환경영향평가 등을 받는 등 부지 선정이 되

었다. 2004년 3월부터 2005년 3월까지의 1년 사이에 경과지에 대한 측량 완료, 철탑 

자재 운반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2006년 9월 사업승인을 받아 2009년 9월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었다. 이 과정에서 2005년 8월 밀양시 경과지 면별 주민설명회가 개최

됨으로써 5개면 주민들이 송전탑 건설에 대해 최초로 인식하게 되었다. 한국전력은 

“부지 선정과 관련해 지난 2005년경 밀양에서도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으며 당시 제기

된 주민의견 중 수렴 가능한 부분은 충분히 반영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공공 

국책사업이라고는 하지만, 이미 2000년부터 계획이 되었고 추진되었던 일을 그 해당

지역 주민들은 몇 년이 지난 2005년에야 그 사실을 알게 된 것부터가 문제로 지적되

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위 설명회에 참석한 인원은 단장면 50명, 상동면 38명, 부북

면 10명, 청도면 32명 등 밀양시 총인구 117,732명의 0.1%에 해당하고, 송전선로가 

통과하는 5개 면의 인구 21,069명을 기준으로 봐도 0.6%에 불과한 정도였다49). 이 

정도의 주민참여로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되었다고 할 수 없음은 당연하다. 

이렇게 대규모국책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사전에 갈등을 예방할 수 수단이 없다보니 

사업지의 주민들은 사업이 추진된 후 각종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을 통해 권리보장을 

시도하게 된다. 그런데 이런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은 모두 인지대를 포함한 비용을 요

구한다. 

밀양의 경우 역시 ‘밀양 주민 300명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사업계

획변경 승인 취소소송’ 등 다양한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중 송전탑 건설 공사를 위

해 운항하였던 헬기의 소음 등에 의한 피해를 배상받기 위한 소송도 있었다. 이 소

송의 경우 93명의 밀양 주민이 원고로 참여하였는데 대부분 연로하고 몇 년째 송전

탑 건설 반대 투쟁에 참여하느라 주업인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도 없는 상태라 원래 

생각했던 1인당 청구금액으로 소송을 진행할 경우 그 인지대를 담당하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청구금액을 줄일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그리고 일부 원고의 경우는 자력

이 부족해서 인지대를 소송구조 받기도 하였다고 한다.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대규모 국책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갈등의 사전예방제도가 우

리나라에는 발달해있지 않기에 사후적으로 각종 소송을 제기하여 권리보장을 시도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러나 이런 소송의 경우 모두 인지대를 포함한 비용을 요구하게 

49) 제316회 국회(임시회) 한국전력 서면답변서, 김제남 의원실, 2013.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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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대규모 국책사업이 벌어지는 현장은 수년간 지속적으로 투쟁을 하게 되기에 경

제적 여건은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럴 경우 소송을 통한 권리보장

을 받으려 해도 일반적으로 보았을 때 적어보였던 인지대의 부담도 작지 않게 될 수 

있다. 

3. 결론

장기파업을 하는 사람들이나 오랜 기간 지속되는 대규모 국책사업 현장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 투쟁의 지속성, 삶의 수단과 기반의 붕괴(해고, 파업 혹은 삶의 터전인 

논밭의 수용 등)로 인해 극도로 곤궁한 생활을 하게 된다. 이들이 자신의 권리를 보

장받기 위하여 쓸 수 있는 얼마 없는 수단 중에 가장 사회통합적인 방법이 바로 법

원을 이용하는 것일 것이다. 그러나 이들이 겪고 있는 곤궁함은 그 길을 완전히 차

단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전면적 불법투쟁이나 혹

은 사회로부터의 완전한 도태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비참한 결말을 바라지 않는다

면 이들이 법원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보다 쉽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원의 문턱들

을 낮추어 가야 할 것이다. 그 중 어찌 보면 가장 쉬운 것 하나가 바로 인지대를 낮

추어 주거나 면해주는 것이다. 보다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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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3

노동자에게 노동3권은 있는가?

최병승� /현대차노동자

대한민국 헌법은 노동자에게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강성노조부터 어용

노조까지 한국 사회에서 노동3권을 완전히 보장 받는 노동조합은 거의 없는 것 같

다. 아무리 생각하고, 찾아봐도 노동3권을 거침없이 행사하는 곳을 한 곳을 발견할 

수 없다. 대한민국 헌법 33조는 이렇게 적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33조 

①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②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③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

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헌법정신은 왜 현실에서 구현되지 않을까?

노동자가 단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넘어야할 산이 많다. 가장 중요한 것은 노동조

합을 설립할 동지들을 찾는 것이다. 왜? 노동조합을 만들자고 공개적으로 말하고 다

니면 회사에게 찍히고, 얼토당토 없는 이유로 가차 없이 해고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노동조합을 만드는 일은 비밀리에 진행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노동조합을 함께 만들 노동자가 있다하더라도 그 다음은 더 어렵다. 공개적

으로 노동조합 가입을 선전하는 순간 회사는 탄압을 시작한다.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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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유, 협박하기 때문이다. 초기에 해고당하면 그냥 장기전이 된다. 당연히 행정소송

비용 또는 초기 설립보고대회 등으로 인한 업무방해 형사고발에 따른 형사소송비용, 

업무방해 손해배상으로 인한 민사소송비용 등 삼중의 소송비용도 감당해야 한다.

그래도 어찌어찌하려 노동조합을 유지한다 하더라도 그 다음 단계인 단체교섭권을 

보장받기는 더 어렵다. 노동조합이 단체교섭 요청을 하기 위해 많은 시간이 걸린다. 

바로 교섭절차 단일화 때문이다. 자본은 노동조합을 회유하지 못하면, 복수노조를 설

립하고 조합원을 빼간다. 창조컨설팅 사건에서 확인할 수 있듯 대부분 사업장에서 복

수노조는 자본 기획에 의해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 과정을 통해 자본은 노동자

를 회유하여 회사가 주도하는 노동조합에 과반수이상을 가입시키고, 대표교섭권을 확

보한 후 교섭을 진행한다. 이에 반발하며 민주노조가 집단행동을 조직하면, 불법파업

으로 몰아 징계해고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민주노조를 파괴한다. 교섭창구 단일화을 

노동조합 탄압 수단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

우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2개 이상의 노동조합 조합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교섭대표기구를 포함한다. 이

하 같다)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기한 

내에 사용자가 이 조에서 정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②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절차(이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라 한다)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 내에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기한내에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지 못하고 제1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2개 이상의 노동

조합이 위임 또는 연합 등의 방법으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가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된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

동조합은 공동으로 교섭대표단(이하 이 조에서 "공동교섭대표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사용자와 교섭하여야 한

다. 이 때 공동교섭대표단에 참여할 수 있는 노동조합은 그 조합원 수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

합의 전체 조합원 100분의 10 이상인 노동조합으로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공동교섭대표단의 구성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에 노동위원회는 해당 노동조합의 신청에 따라 

조합원 비율을 고려하여 이를 결정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함에 있어 교섭요구 사실, 조합원 수 등에 대

한 이의가 있는 때에는 노동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조합의 신청을 받아 그 이의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다.

⑦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및 효력은 제69조와 제70조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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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노동조합의 교섭요구ㆍ참여 방법,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 기준 등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와 교섭비용 증가 방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어찌저찌 교섭권까지 확보했다 하더라도 그 다음인 단체행동권을 인정받는 것은 더 

힘들다. 왜냐하면 이제부터는 정권이 개입하기 때문이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은 쟁의를 하기 위한 절차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5조 (조정의 전치)

①노동관계 당사자는 노동쟁의가 발생한 때에는 어느 일방이 이를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쟁의행위는 제5장제2절 내지 제4절의 규정에 의한 조정절차(제61조의2의 규정에 따른 조정종료 결정 후의 조

정절차를 제외한다)를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 다만,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조정이 종료

되지 아니하거나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중재재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런데도 노동부는 법에도 없는 행정지도로 단체행동권을 제약한다. 하지만 대법원은 

조정을 거친 쟁의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5조의 조정전치에 관한 규정의 취지는 분쟁을 사전 조정하여 쟁의행위 발생을 회

피하는 기회를 주려는 데에 있는 것이지 쟁의행위 자체를 금지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쟁의행위가 조

정전치의 규정에 따라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무조건 정당성이 결여된 쟁의행위라고 볼 것이 아니고, 

그 위반행위로 말리암아 사회·경제적 안정이나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예기치 않은 혼란이나 손해를 끼치는 등 부

당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살펴서 그 정당성 유무를 가려 형사상 죄책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 1999도4812]

대법원은 법적 절차를 밟아서 조정기간이 끝난 파업은 정당하고, 그 위반행위에 대해

서는 법원 판결 등을 통해 그 위법함을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판결이 

나도 노동부 태도(행정지침)는 변하지 않았다. 아직도 살아있는 노동부 행정지침은 

조합원을 위축시키기에 충분하다. 즉, 조정절차를 거친 파업을 불법으로 판단하려면 

또 다른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무슨 파업만하면 언론부터 

시작하여, 정부, 회사가 ‘불법’을 입에 달고 있다. 노조법상 불법 기준이 없으니 업무

방해, 집시법, 폭처법 등을 들이밀어 지도부를 사전 구속시키고, 쟁의행위의 4요건(주

체, 목적, 절차, 방법)을 짜 맞추기 한다. 쟁의행위 기간 중에 수많은 노동자가 구속

되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9조(근로자의 구속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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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에는 현행범 외에는 이 법 위반을 이유로 구속되지 아니한다.

쟁의행위 기간이 끝나고 위법인지를 따지면 됨에도, 공권력은 사실상 파업과 동시에 

형사적 책임을 묻는다. 자본가가 노조법 위반으로 고소고발 하지 않았고, 공권력도 

노조법 위반이 아니라 업무방해와 집시법 위반으로 구속하는 것이라 주장하더라도 

‘파업’기간 노동자 신변이 보호받지 못했다는 점에서 쟁의해위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 것은 동일하다. 설사 이것이 노조법 위반에 국한 된 것이라 주장하더라도 ‘파

업’만 하면 고소고발하는 업무방해죄로 구속하을 촉구하는 자본과 이를 수용하는 정

부는 많은 문제가 있다. 대법원이 이렇게 판결했기 때문이다.

쟁의행위로서의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고, 전후 사정과 경위 등에 비추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우러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으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비로소 

그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가 위력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 2007도482 업

무방해]

즉, 조정기간을 거친다는 것은 노동조합이 ‘쟁의’를 하겠다는 의사표시이며, 이 기간

이 끝나면 언제든지 ‘쟁의’에 들어갈 수 있음을 통보한 것이다. 당연히 사용자는 조

정기간 쟁의에 대비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조정기간에도 이러한 조취를 취하지 않은 

것은 노동조합 책임이 아니라 자본(회사) 책임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자본(회사)가 잘

못한 것을 노동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는가? 더 이상한  것은 파업

을 하면 자본(회사)가 할 수 없는 일에는 관대하다는 것이다. 노조법은 쟁의행위 기

간 채용, 도급, 하도급을 줄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 (사용자의 채용제한) 

①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

는 대체할 수 없다.

②사용자는 쟁의행위기간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없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필수공익사업의 사용자가 쟁의행위 기간 중에 한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하거나 그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주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제3항의 경우 사용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 파업참가자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채용 

또는 대체하거나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있다. 이 경우 파업참가자 수의 산정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런데 대부분의 파업 사업장에는 대체인력을 투입한다. 자본은 노동조합의 폭력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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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점거농성 등을 유도하고, 이를 근거로 형사처벌과 손배청구를 반복한다. 만일 이

러한 불법행위를 즉각적으로 근절할 수 있다면, 43조를 위반한 사용자는 반드시 구

속한다고 한다면 많은 사업장에서 노사문제는 줄어들 것이다.

또 자본(회사)는 위법상과 상관없이 막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쟁의가 합법인지 

불법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자신들의 쟁의에 대한 조치를 준비하지 않은 것을 노동자

에게 전가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손해배상 청구까지 하니 이건 정말 귀가 찰 노릇이

다. 노조법에 이렇게 적혀있는데도 말이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조 (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최소한 법이 형평성을 가지려면, 아니 불법이 예상되어 진다는 판단에서 누군가를 처

벌해야 한다면 약자인 노동자가 보호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 아니면 최소한 법에 잣

대는 동일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자본(회사) 불법은 용인하고, 노동자에게는 

억지를 부르니 이게 상식적인 모습인가? 이런 횡포로 인해 노동자들은 돈이 없어 소

송을 포기하고, 지속적인 손배압박에 투쟁을 포기하는 사례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도 자치하면 손배가압류로 투쟁을 포기할지 모르는 상황에 

놓여있다. 2010년 25일간 파업을 했다는 이유로 213억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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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현대차비정규직지회 25일 파업 관련 손해배상소송 현황

소제기일/1심선

고
1/2심사건번호 인원 청구액 1심 선고액 항소/상고 인지대

1

2011.8.29.

/ 1 심 

2013.12.19

부산고법 2014나1119

(울산지법 2010가합

8156)

지회외 18명

(1공장 파업)
90억 90억

48,082,500원(항소)

64,110,000원(상고)

2
2011.8.29.

/1심 2013.12.5

부산고법 2014나819

(울산지법 2010가합

8200)

허성관외27명

(3공장 파업)
 10억 3천7백만원

260,600원 (항소)

343,000원 (상고)

3

2011.8.9.

/ 1 심 

2013.11.28

부산고법 2014나536

(울산지법 2010가합

8224)

이진환외12명

(2공장 파업)
10억 3억6천만원

2,252,400원 (항소)

3,011,290원 (상고)

4

2011.8.9.

/ 1 심 

2013.11.18

부산고법 2013나9475

(울산지법2010가합8446)

최병승외26명

(1공장 파업)
20억 20억

11,332,500원(항소)

15,110,000원(상고)

5

2011.8.9.

/ 1 심 

2013.10.10

부산고법 2013나9246

(울산지법 2010가합

8613)

전태곤외3명

(시트1부 파업)
2억 2천6백만원

186,000원 (항소)

347,400원 (상고)

6

2010.12.7.

/ 1 심 

2013.10.23

부산고법 2014나8394

(울산지법 2010가합

8552)

박경원외 

322명

(1공장 파업)

 70억 70억
37,582,500원(항소)

50,110,000원(상고)

7 2013.11.12 울산지법 2013가합8096
권우상외 41명

(1공장 파업)

11억5천만

원

계 7건
466명(중복포

함)

213억5천만

원

184억2천3

백

99,702,500 (항소)

132,936,790 (상고)

재판부는 사측 입장을 100% 수용해서 청구액과 1심 선고액이 동일하다. 또한 현대

자동차는 공소시효를 3일 남겨두고 41명을 추가로 손배청구했다. 현대차비정규직지

회 투쟁을 멈추지 않자 계소적인 손배가압류 압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회사측은 교섭

대상이 아닌 현대차를 상대로 한 교섭은 불법이며, 현대차를 상대로 한 파업도 불법

이라고 했다. 하지만 법원은 아산지회 조합원을 상대로 하청업체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현대차 사내하청노동자의 실질적 사용자가 현대자동차”이기 때문에 

하청업체가 제기한 손해배상을 모두 기각했다. 그렇다면 사실상 현대차가 주장한 불

법시비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2013년 지속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은 현대차비정규직노동자 투쟁을 꺾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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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13년 현대차비정규직지회파업 관련 손해배상소송 현황

소제기일 1심 사건번호 인원 현대차 청구액 1심확정액 항소 인지대

8 2012.8.16 2012가합5823 지회외 4명
146,290,081

원
960,240

9 2012.8.27 2012가합6246 지회외 33명 10억 6,082,500

10 2012.12.12 2012가합9634 지회외 21명 2억 1,282,500

11 2012.12.18 2012가합9795 지회외 26명 2억 1,282,500

12 2012.12.26
2012가합1001

6
지회외 25명

101,191,803

원
689,650

13 2013.7.23 2013가합5202 신승철외 9명 2억 1,282,500

14 2013.8.9
2013가단2300

5
오성호외 64명 46,249,522원 319,684

15 2013.8.1 2013가합5523 강성용외 16명
157,274,067

원
1,026,144

계 1,893,731,406 12,925,718

위 상황을 종합해보면 노동자에게 헌법이 정한 노동3권은 실현되지 않았다. 모든 것

을 감수할 때 단결하고, 교섭하고, 투쟁할 수 있다. 선배들이 왜 악법은 투쟁으로 깨

트려야 한다고 말했는지 알 듯하다. 

한 가지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언론 반응이다. 노동조합이 파업만 하면 ‘집단이기

주의’라고 비난한다. 자신들 밥그릇만 챙긴다고 말한다. 하지만 노동조합이 사회적 

문제(공공성 확대, 비정규직 문제, 노동개악 저지 등)와 관련하여 파업을 하겠다고 

하면 ‘불법파업’으로 매도한다. 소위 정치파업(사회적 문제)은 불법이니까 하지 말라

고 하고, 임단협 투쟁은 ‘집단이기주의’라고 매도하면 노동조합보고 도대체 뭘 하라

는 것인가? 가만히 있으라는 것인가? 차라리 노동조합을 없애자고 말해야 하는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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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4

현행 인지제도의 문제점

박민재� /�변호사,�법무법인�청림

「민사소송 등 인지법」,「민사소송 등 인지규칙」은 민사소송절차, 행정소송절차 등

에 인지를 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 인지제도의 취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

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특정 개인을 위한 역무에 대한 수수료의 성질을 가짐과 

동시에 성공가능성이 없는 소송 및 법원 업무의 효율성 저하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하고 있다”고 설시하고 있다(헌법재판소 2015. 6. 25. 선고 2014헌바61결정).

 그런데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에서까지 개인에게 소송비

용을 부담시키고, 소송목적의 값에 비례하여 인지액을 납부하도록 하는 등 현행 인지

제도는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고 개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현행 인지제도가 재판청구권의 침해하는지 여부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근거한, 기

본권 제한의 한계로서의 과잉금지원칙을 그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본다.

사법작용은 국가의 권능이며 원칙적으로는 국가가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하지만, 재판

기능이 배제성이 있는 준공공재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소송구조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재판에 소요되는 직접 비용의 일부를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당사자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것 자체를 위헌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현행 인지제도는 너무 계산이 복잡하고, 인지대 외에 별도로 송달료까지 납부

하여야 하며, 소송물가액에 단순비례하여 인지액을 첩부하고, 1심, 2심, 3심의 인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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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을 누진적으로 비례하여 정하고 있으며,  상한을 두지 않고 있지 아니하다. 그런

데 소송물가액과 사건에 투입되는 인력 및 시간이 정비례하지 않으며, 현행 제도에 

의하면, 이론적으로는 심지어 단일 사건의 인지액이 재판을 담당하는 인원 전체의 연

봉을 초과하는 결과까지도 초래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인지액의 상한 설정이 필요하며 

인지액을 소송목적의 값에 정비례하여 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2심과 

3심이 1심보다 더 인력 및 시간이 더 소요된다고 볼 이유가 없다. 

사법연감에 의하면, 민사본안사건 처리기간은 2014년의 경우, 1심 합의부는 8.4월, 

단독은 4.1월, 2심은 고법 9.5월, 지법 4.2월, 3심은 5.2월이며 평균심리기간은 계속 

증가추세에 있다. 그러나  2심의 경우 소송기록이 접수된 후,  첫 재판기일까지 상당

기간이 걸리고, 재판일 사이의 간격도 1심보다 더 길고, 또한  재판 횟수도 더 적고, 

증거조사도 더 적게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2심의 경우, 1심보다 1.5배의 인지

를 첨부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더욱이 상고심은 재판이 열리지 않고, 증거조사 

등도 이루어지 않으며 심리기간이 짧다는 점을 고려하면 1심보다 2배의 인지액을 납

부한다는 것은 지나치다고 본다. 

따라서 민사 본안의 경우, 송달료를 포함하되, 소송물가액의 구간별로 인지액을 정액

화하며, 1심, 2심, 3심 구분없이 동일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부동산에 관한 

소송물가액 등의 산정방법도 공시지가의 1/2이 아니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할 필

요가 있다. 

행정소송의 경우, 행정소송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는 것은 문

제가 있다. 국민이  국가기관 등을 상대로 국가기관의 권력작용의 위법 여부를 다투

는 것은 행정의 적법성을 회복하고 자신의 침해된 권리를 구제받고자 하는 것으로써 

사인간의 이익 다툼이라 할 수 있는 민사소송의 경우와는 차원이 다르다. 오히려 형

사소송과 가깝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행정소송의 경우는 무상을 원칙으로 하되, 

기본적으로 송달료 정도의 인지액을 납부하게 하고, 남소 방지를 위하여 패소하는 당

사자가 변호사비용을 부담하는 선에서 권리 구제를 원하는 국민들의 부담을 줄여줄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 외에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소송구조제도를 확대하고 소송보험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국민들이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재판청구권의 행사를 망설이고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무엇보다 국민들이 소송일변도의 분쟁해결에서 벗어나, 다양한 대체적 분쟁해결 수단

을 이용할 수 있도록 ADR 제도의 정비, 홍보 등을 할 필요가 있다. 또한 ADR에 

대한 유인으로써,  법원이나 변호사회 등의 조정을 거친 경우에는 인지액을 과감하게 

감액해 줄 필요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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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5

‘인지제도와 재판청구권’지정토론문

심�경 /지방법원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사법지원총괄심의관

인지제도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특정 개인을 위하여 행하는 역무에 대한 반대급부

로서의 수수료의 성질을 가짐과 아울러 불필요하고 성공가능성이 없는 소송을 방지

하고 남소에 따른 법원의 과중한 업무 부담에서 오는 법원 업무의 양질성과 효율성 

저하를 방지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한편 인지대를 어떠한 형태로 어느 정도로 

정할 것인가는 재판제도의 구조와 완비 정도, 인지제도의 연혁, 재판제도를 이용하는 

국민의 법의식, 국가의 경제여건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민의 

권리보호와 소송제도의 적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입법자가 법률로 정할 

성질의 것입니다.50) 

이번 토론회가 앞으로 국회에서 위와 같은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인지제

도를 설계하는 데에 커다란 보탬이 되기를 바라며, 발표자들께서 말씀하신 몇 가지 

사항을 중심으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나라 현재 인지액의 절대 수준이 과다한지 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 1인당 

국민총소득과 국내총생산의 증가, 소비자물가지수의 상승 등 사회경제적 여건이 급변

하고 있으므로, 현행 인지액의 체계가 적정한지 여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

기는 하지만,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소수수료가 소송목적의 값에 연동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일본 및 독일의 제1심 제소수수료 수준을 명목금액, 

소득수준 또는 구매력까지 감안하여 비교해 보았을 때, 우리나라의 현재 인지액 수준

이 결코 과다한 편이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51)  

50)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10헌바427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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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제소수수료가 뚜렷한 근거를 가지고 책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의 수준이 적정한지를 따지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일

이라 할 것이고, 나아가 현재의 체계가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점에 비추어 

급격한 체계 변화를 가져오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명목상 제소수수료 수준 비교]

(단위: 원)

소가 우리나라 독일 일본

1천만 5만 60만 9만

2천만 9만5천 97만 16만

1억 45만5천 245만 51만

10억 405만5천 1,636만 325만
주: 환율은 2012년 3월 16일 기준 환율인 €1=1,471.64원과 ¥1=13.44원. 금액은 만원 단위로 

반올림

[1인당 GDP를 고려한 제소수수료 수준 비교]

(단위: %)

소가 우리나라 독일 일본

1천만 100 639.6 93.4

2천만 100 544.2 87.4

1억 100 287.0 58.1

10억 100 215.0 41.6

주: IMF의 2011년 명목 GDP 추정치를 이용하여 계산

51) 한국개발연구원(KDI)ㆍ한국법경제학회, 소송비용 체계 및 재판 불복 사유와 관련한 민사소송제도 개선에 관

한 사법정책연구(2012. 5.), 104~106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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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력 반영 1인당 GDP를 고려한 제소수수료 수준 비교]

(단위: %)

소가 우리나라 독일 일본

1천만 100 1004.4 166.3

2천만 100 854.7 155.6

1억 100 450.7 103.6

10억 100 337.7 74.1

주: IMF의 2011년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

다음으로 소를 제기할 때 첩부해야 하는 인지대의 상한을 설정하는 방안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변재일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

안에서는 경제적 능력이 없는 국민의 재판청구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인

지액의 상한을 300만 원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에 대하여는 다음

과 같은 이유로 다소 조심스런 접근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첫째, 소송목적의 값이 큰 민사소송일수록 그 권리관계가 복잡하고 이로 인하여 소송

당사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며 이에 따라 소송도 장기간에 걸쳐 신중하게 진행되는 

것이 보통이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소송목적의 값이 클수록 오히려 많은 비용이 

들게 되어 소송목적의 값이 적은 소송에 비하여 고액의 인지대를 부담하게 하는 것

이 타당할 것입니다.52) 게다가 소송목적의 값이 고액인 경우 소송당사자가 지나치게 

많은 인지액을 부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송목적의 값이 증가할수록 첩부하

여야 하는 인지의 비율이 줄어들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소송당사자의 재판청구권이 

필요 이상으로 제한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둘째, 실제 소송에서 소송목적의 값 대비 인지액의 규모나 소송비용 중 인지액이 차

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고, 인지액보다는 변호사비용과 같은 당사자비용의 영향이 크

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컨대 제1심 민사사건에서 소송목적의 값이 

52) 또한 경제적인 부담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것이다. 예컨대 200억 원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다투는 

사건에서 1억 원의 인지대는, 1억 원의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사건에 있어서 와는 달리, 전체의 소의 이익 중 

일부에 불과한 것이므로 그 정도의 비용은 소송당사자가 충분히 감내할 수 있고 소송당사자들도 그 정도의 재

산을 운영할 정도의 재력이 있다고 추정된다. 헌법재판소 1996. 10. 4. 선고 95헌가1,4 전원재판부 결정 중 2.

나. 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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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6,250,000원인 경우 인지액은 300만 원으로서 그 비중이 0.4%에 불과한 반면, 소

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는 10,981,250원으로서 그 비중이 1.4%나 됩니다.

셋째, 인지대가 소제기 등 당사자의 의사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실증

적인 데이터도 없는 상황에서 그에 대한 적정한 수준이나 상한을 설정하는 것은 매

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국민이 일반적으로 부담하기가 어려운 첩부 인지액이 어느 

정도인지는 구체적인 소송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일률적으로 확정하는 것도 곤

란합니다.

넷째, 현행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소송목적의 값이 7억 

3,625만 원인 경우에 비로소 인지액이 300만 원이 되는데, 최근 4년간 제1심 민사본

안사건 가운데 소송목적의 값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사건이 2012년 11,682건(1.12%), 

2013년 12,014건(1.10%), 2014년 11,257건(0.99%)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하면,53) 

300만 원의 인지액 상한제 도입을 주장하면서 현행 인지제도가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주장이 과연 양립 가능한 것인지 다소 의문입니다. 

다섯째, 민사소송비용의 최종적인 부담자는 원고가 아니라 해당 소송에서 패소하는 

자이므로, 원고가 정당하고 합목적적인 소송을 제기한다면 당연히 그에 따른 비용은 

모두 회수할 수 있고, 민사소송법상의 소송구조제도는 아무리 인지액이 다액이라도 

패소할 것이 명백한 경우가 아닌 한 자력이 부족한 자에 대하여는 소송상의 구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54) 정당한 원고로서는 고액의 인지대를 선납하는 부담이 있다고 

하더라도 소송자체를 주저하거나 포기하지는 아니할 것입니다.

여섯째, 공법관계의 쟁송인 행정소송에서 채택된 소송목적의 값 상한제(30억 원)의 

경우, 행정소송의 1차적 목적은 위법한 행정처분을 재판절차를 통하여 시정한다는 

데 있고, 그로 인해 원고가 받는 경제적 이익은 부수적인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음

53) 법원행정처, 2015 사법연감, 614쪽 참조.

54) 민사소송법은 법원이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자에 대하여는 그 신청과 소명에 의하여 패소할 

것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심급에서 소송상의 구조를 할 수 있게 하고(제128조), 이에 따라 소송상의 

구조를 받는 자는 인지대 등 재판비용의 납입이 유예되므로(제129조 제1항), 소장의 인지액이 소송을 제기하고

자 하는 당사자의 자력으로는 부담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액인 경우에는 그 당사자가 패소할 것이 명백하여 

소송의 실질적 이익이 없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소장에 인지를 붙이지 아니하고도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두고 있다.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10헌바427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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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반영한 것입니다.55)

이어서 상소제기 시에도 인지액을 증액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에 관하여 살펴보겠습

니다. 변재일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경제력 없는 국민의 재판청구권 행사를 가로막는 장애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항소장

과 상고장에도 제1심 소장과 동일한 금액의 인지를 붙이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에 대하여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다소 조심스런 접근이 필요한 것이 아닌

가 생각됩니다.

첫째, 상소인은 제1심의 원고에 비하여 이미 소송절차상 보장된 공격방어방법을 이

용하여 법원의 재판을 한 번 받은 자로서 다시 국가의 소송 역무를 제공받는 자이므

로, 심급이 올라갈수록 인지액이 커지는 것에는 일응 타당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

다.56)

둘째, 위와 같은 제1심의 원고와 상소인 사이의 실질적인 차이에 근거하여 제1심 소

장과 항소장ㆍ상고장에 붙여야 할 인지액에 차등을 두어 단계적으로 인지액을 인상

하는 것은, 인지대가 단순히 국가의 역무에 비례한 비용으로서의 성질만을 가지는 것

만이 아니라 남상소에 따른 법원의 국민권리 보호기능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는 기

능을 아울러 가지고 있음에 따른 자연스런 귀결입니다. 따라서 각 심급별로 모두 동

일한 인지액을 첩부하도록 하는 것은 상소의 남발을 초래하여 국민의 권리구제가 지

연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셋째, 재심은 확정된 종국판결에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그 

55)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면 소가가 고액인 경우에는 그에 비례하여 소장 등에 첩부해야 할 인지가액도 그만

큼 많아지지만 이는 현행법이 비례제를 채택하는 데 따르는 불가피한 현상일 뿐만 아니라 소가가 커지면 일

반적으로 소송도 장기간에 걸쳐 신중하게 진행되는 등 소송수행에 따르는 법원의 비용도 증가하게 되고 소를 

통하여 제소자가 잠재적으로 확보하게 될 사익도 또한 그만큼 비례하여 커지는 것이므로 공법관계의 쟁송인 

행정소송의 경우에 채택된 소가상한제도(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7조 제1호, 제2호 참조)를 민사소송에서도 

채택할 것인가의 여부는 원칙적으로 입법재량사항이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국민이 일반적으로 부담하기가 어

려운 인지첩부액이 어느 정도인지는 구체적인 소송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획정하기가 곤란한 만큼 

소가가 고액인 소송을 제기하는 이들에게는 경험칙상 그만큼 경제적 능력도 있다는 것을 전제로 소가상한제

도가 없는 비례제를 채택한 것이 필요이상으로 재판청구권을 제한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헌법재판소 1996.

10. 4. 선고 95헌가1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56)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10헌바427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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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의 취소와 이미 종결되었던 사건의 재심판을 구하는 비상의 불복신청방법으로서, 

그와 같은 중대한 하자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법적 안정성을 후퇴시키고 

구체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므로, 판결에 대한 불복방법의 하나인 점

에서는 상소와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지만, 상소와는 달리 재심은 확정판결에 대한 

불복방법이고, 확정판결에 대한 법적 안정성의 요청은 미확정판결에 대한 그것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상소보다 더 예외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

다.57) 따라서 재심을 청구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재심의 대상이 된 재판의 심급과 관

계없이 제1심과 동일한 인지를 붙이도록 하는 것은 더더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고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발표자들께서 현행 인지제도의 대하여 지적하신 문제점들은 소송비용의 

패소자 부담 원칙의 예외58)에 대한 합리적 기준 정비와 그 적절한 활용,59) 공익소송 

등의 활성화를 위한 소송비용 부담제도의 개선방안 마련60) 등을 통하여 일부나마 해

소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지정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

니다.

57) 헌법재판소 2009. 10. 29. 선고 2008헌바101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58) 현행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소송비용은 패소자부담이 원칙이고(제98조 참조), 다만 법원은 사정에 따라 승소

한 당사자로 하여금 그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하지 아니한 행위로 말미암은 소송비용, 상대방의 권

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한 행위로 말미암은 소송비용 또는 자신의 귀책사유 있는 소송 지연으로 말미암

은 소송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고(제99조, 100조 참조), 일부패소의 경우에도 사정에 따라 한

쪽 당사자에게 소송비용의 전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제101조 참조).

59) 예컨대, ①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약금 약정에서 정한 손해배상 예정액을 청구하였는데, ② 법원이 부당하

게 과다하다고 보아 이를 30%로 감액한 경우, 법원이 피고의 허위ㆍ과장 광고로 인하여 수분양자인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는 이 사건 아파트 인근에 근린공원이 있을 경우의 아파트 시가와 그 일부에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고 공원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태대로의 아파트 시가의 차액이라고 할 것인데, 그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입증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하므로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수액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의 손해는 이 사건 아파트 분양대금의 3%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

였는데, 원고는 유사 판례 등을 참조하여 이 사건 아파트 분양대금의 10%를 손해배상으로 청구한 경우 등에

서 원고에게 승소비율에 따라 소송비용의 70%를 부담시키는 것이 과연 적정한 것이지 문제될 수 있다.

60) 공익소송이란 소송을 통해서 약자 및 소수자의 권익보호, 국가권력으로부터 침해된 시민의 권리구제 등을 통

해 불합리한 사회제도를 개선하고, 국가권력의 남용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되는 사건에 관한 소송을 말하는데,

사회 일각에서는 공익소송을 제기한 경우 원고가 패소하더라도 공익소송의 활성화를 위하여 소송비용을 부담

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 즉 편면적 소송비용 부담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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