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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나는 위치

소리 내는 방법     
입 술 혀 끝 센입천장 여린입천장 목 청

무성음

파열음

예사소리 ㅂ ㄷ ㄱ

된소리 ㅃ ㄸ ㄲ
거센소리 ㅍ ㅌ ㅋ

파찰음

예사소리 ㅈ
된소리 ㅉ

거센소리 ㅊ

마찰음
예사소리 ㅅ

ㅎ
된소리 ㅆ

유성음
비 음 ㅁ ㄴ ㅇ
유 음 ㄹ

1. 언어와 국어

1. 언어란 뜻이 있는 음성이다.

2. 언어의 기능: ①표현적 기능 ②표출적 기능 ③지령적 기능 ④친교적 기능 등

3. 언어의 특성: ① 이원성 ② 기호성 ③ 자의성 ④ 사회성 ⑤ 역사성 ⑥ 창조성 ⑦ 체계성 ⑧ 분절성 ⑨ 규

칙성

4. 국어의 종류: ① 형태상-교착어(첨가어) ② 계통상-알타이어족 ③ 문자상-표음문자

5. 국어의 특성

 (1) 음운적 특성: ① ‘자음+모음+자음’으로 음절을 이룸 ② 주로 파열음 계열이 3중 체계(예사소리-된소리-

거센소리) ③ 음의 길이를 통한 의미의 변별 ④ 첫소리에 자음이 1개만 옴 ④ 음상의 차이로 인한 어감의 

변화 및 의미의 분화

 (2) 어휘적 특성: ① 한자어 많음 ② 존비어 발달 ③ 음성 상징어 발달 ④ 감각어 발달

 (3) 통사적 특성: ① 조사와 어미가 발달 ② ‘주어+목적어+서술어’ 어순 ③ ‘수식어+피숙어’ 어순 ④ 높임법 

발달 ⑤ 한 문장에서 주어가 둘 이상 가능 ⑥ 주어와 조사 생략 잦음

2. 말소리: 음운론

1. 음운: 소리의 최소 단위

2. 국어의 음운 개수: 40개(자음 19개, 모음 21개)

3. 음운: 분절 음운(=음소), 초분절 음운(=운소=음의 길이) 

4. 국어 자음의 체계

5. 국어 모음의 체계 (단모음 10개)

혀의 앞뒤

입술모양

혀의 높낮이

전설모음 후설모음

평순 원순 평순 원순

고모음 ㅣ ㅟ ㅡ ㅜ

중모음 ㅔ ㅚ ㅓ ㅗ

저모음 ㅐ ㅏ

국어 ➤ 정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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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음운의 변동

① 교체(交替): 한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현상. ‘대치(代置)’라고도 한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 비음화, 

유음화, 구개음화, 모음동화, 된소리되기)

② 축약(縮約): 둘 이상의 음운이나 음절이 하나의 음운으로 줄어드는 현상. (자음 축약, 모음 축약)

③ 탈락(脫落): 두 음운 중 어느 하나가 사라지는 현상. (자음 탈락, 모음 탈락)

④ 첨가(添加): 형태소가 합성될 때 그 사이에 별도의 음운이 덧붙는 현상. (사잇소리 현상, ‘ㄴ’ 첨가 등)

3. 단어의 형성: 형태론

(1) 형태소: 의미의 최소 단위

구분 종류 정의 예) 나는 학교에 간다. 

자립성 

유무에 

따라

자립 형태소
홀로 자립해서 쓰일 수 있는 형태소(명사, 대명사, 

수사, 관형사, 부사, 감탄사)
나/ 학교

의존 형태소

홀로는 쓰일 수 없고 다른 형태소에 의존하여 쓰이

는 형태소(용언의 어간과 어미, 선어말 어미, 어말 

어미, 조사, 접사)

는/ 에/ 가-/ -ㄴ-/ -다 

의미 

여부에 

따라

실질 형태소
실질적 의미를 갖고 구체적 대상이나 상태․동작 등

을 표시하는 형태소(자립 형태소, 용언의 어간)
나/ 학교/ 가-

형식 형태소
실질 형태소에 붙어 문법적 관계나 형식적 의미를 

더해 주는 형태소(조사, 접사, 어미)
는/ 에/ -ㄴ-/ -다

(2) 단어: ① 자립성의 최소 단위 ② 조사(자립성이 없지만 단어로 인정)

① 단일어: 하나의 실질 형태소나 어근으로 이루어진 단어이다.

 ㉠ 어근 하나로 형성된 경우: 예) 시나브로, 도시락, 에누리, 빨래, 바다, 매우 등

 ㉡ 단순한 ‘어간+어미’의 활용형으로 형성된 경우: 높다, 가다, 보다 등

② 복합어: 둘 이상의 형태소가 결합된 단어이다. 

 ㉠ 합성어: 실질 형태소(어근)+실질 형태소(어근)

  예) 건널목, 검붉다, 부나비, 큰집, 덮밥, 얕보다, 한두, 좋아하다, 장맛비, 깡충깡충 등

 ㉡ 파생어: (실질 형태소+형식 형태소) 접두사+어근, 어근+접미사

  예) 풋사과, 개살구, 군식구, 날짐승, 사랑하다, 자랑스럽다, 먹이다, 잡히다, 적극적 등

③ 합성어의 형성 방법

 ㉠ 통사적 합성어:  예) 힘들다, 본받다, 앞서다, 떠오르다, 알아보다, 산짐승, 먹을거리 등

 ㉡ 비통사적 합성어: 예) 덮밥, 늦더위, 접칼, 검푸르다, 굶주리다, 흔들바위, 부슬비, 독서(讀書), 등산(登山) 

등

4. 단어의 갈래: 품사론

(1) 품사의 분류 기준: 형태, 기능, 의미

형태 기능 의미

불변어

체언

명사

대명사

수사

수식언
관형사

부사

독립언 감탄사

관계언
조사

가변어

(서술격조사)

용언
동사

형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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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명사: 보통 명사, 고유 명사, 자립 명사, 의존 명사

2. 대명사: 인칭 대명사, 지시 대명사

3. 수사: 양수사, 서수사

4. 관형사: 성상 관형사, 수 관형사, 지시 관형사

5. 부사: 성상 부사, 지시 부사, 양태 부사, 접속 부사

6. 동사: 활용하며, 움직임이나 작용을 나타내는 말.   

7. 형용사: ① 활용하며,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말 ② 현재형, 명령형, 청유형, 관형사형 ‘-ㄴ’이 올 수 없

음.

8. 조사: 격조사, 보조사, 접속조사

9. 감탄사: 예) 아이고, 어머나, 네, 거시기 등

<참고> 품사의 통용에 주의할 것: 경우에 따라 조사와 의존명사, 조사와 어미, 수사와 관형사, 대명사와 관형

사, 동사와 형용사 등이 가능함.

(2) 용언의 활용

 ① 본용언과 본용언: 예) 먹고 갔다, 들고 가셨다, 젊어 보이다 등

 ② 본용언과 보조용언: 예) 먹고 있다, 먹어 버리다, 자고 나다, 가 보다 등

(3) 불규칙 활용

 ① 어간의 불규칙 활용: ‘ㄷ’, ‘ㅂ’, ‘ㅅ’, ‘르’, ‘ㅜ’ 불규칙

 ② 어미의 불규칙 활용: ‘여’, ‘러’, ‘너라’, ‘ㅗ’ 불규칙

 ③ 어간과 어미 모두 불규칙 활용: ‘ㅎ’ 불규칙

(4) 어미의 종류: 어말 어미(종결어미, 연결어미, 전성어미), 선어말 어미

5. 의미와 의미 관계: 의미론

1. 의미의 종류 ① 중심 의미와 주변 의미 ② 외연적 의미와 내포적 의미

2. 의미의 사용 ① 중의적 표현(구조적, 어휘적 중의성) ②  관용적 표현 ③ 잉여적 표현

3. 단어들의 의미 관계 ① 동의 관계 ② 유의 관계 ③ 하의 관계 ④ 반의 관계(반대 관계, 모순 관계) ⑤ 동음

이의 관계 ⑥ 다의 관계  

4. 의미 변화의 유형 ① 의미의 확장 예) 임금, 얼굴, 세수  ② 의미의 축소 예) 놈, 계집, 얼굴, 짐승  ③ 의

미의 이동 예) 어리다, 어엿브다, 인정(人情), 방송(放送)

6. 문장의 확장: 통사론

1. 문장 성분(7성분)

(1) ① 주성분: 주어, 목적어, 보어, 서술어 / ② 부속성분: 관형어, 부사어 / ③ 독립성분: 독립어

(2) 문장 성분 파악 방법: 보조사나 조사가 생략된 경우는 격조사로 바꿀 것.

(3) 서술어의 자릿수: 한 자리 서술어, 두 자리 서술어, 세 자리 서술어

2. 문장의 짜임새

(1) 홑문장: 주어와 서술어가 하나인 경우

(2) 겹문장: 주어와 서술어가 두 개 이상인 경우

 ① 안은문장: 명사절, 관형절, 부사절, 서술절, 인용절

 ② 이어진문장: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종속적으로 이어진문장 

3. 문법적 표현

(1) 시간 표현

① 시제 구분: 절대적 시제, 상대적 시제  ② 시제의 종류: 과거 시제, 현재 시제, 미래 시제  ③ 동작상: 완료

상, 진행상, 예정상 

(2) 문장의 종결: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청유문, 감탄문

(3) 부정 표현: ① ‘안’ 부정문  ② ‘못’ 부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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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동 표현과 피동 표현

 ① 사동 표현: ㉠ 통사적 사동(=하게 하다=시키다)  ㉡ 사동사를 사용한 사동(=이, 히, 리, 기, 우, 구, 추) 

<참고> 목적어가 있으면 99% 사동임.

 ② 피동 표현: ㉠ 통사적 피동(=되다=당하다=~어지다)  ㉡ 통사적 피동(=이, 히, 리, 기)

(5) 높임 표현

 ① 주체 높임: ㉠ 께서 ~ ‘-시-’  ㉡ 압존법(주체 높임의 제약)

 ② 상대 높임: ㉠ 격식체(하십시오체, 하오체, 하게체, 해라체)  ㉡ 비격식체(해요체, 해체)  

 ③ 객체 높임: ㉠ 목적어나 부사어의 대상을 높임.  ㉡ 특정 단어(주다-드리다, 묻다-여쭈다, 보다-뵙다, 데

리다-모시다)를 통해 실현됨.

7. 한글 맞춤법(핵심 조항)

제1항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항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한다. 

제3항  외래어는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적는다.

제4항  한글 자모의 수는 스물넉 자로 하고, 그 순서와 이름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붙임 1] 위의 자모로써 적을 수 없는 소리는 두 개 이상의 자모를 어울러서 적되, 그 순서와 이름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붙임 2] 사전에 올릴 적의 자모 순서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자음 ㄱ ㄲ ㄴ ㄷ ㄸ ㄹ ㅁ ㅂ ㅃ ㅅ ㅆ ㅇ ㅈ ㅉ ㅊ ㅋ ㅌ ㅍ ㅎ

모음 ㅏ ㅐ ㅑ ㅒ ㅓ ㅔ ㅕ ㅖ ㅗ ㅘ ㅙ ㅚ ㅛ ㅜ ㅝ ㅞ ㅟ ㅠ ㅡ ㅢ ㅣ

제5항  한 단어 안에서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는 다음 음절의 첫소리를 된소리로 적는다.

제6항  ‘ㄷ,ㅌ’ 받침 뒤에 종속적 관계를 가진 ‘-이(-)’나 ‘-히-’가 올 적에는 그 ‘ㄷ,ㅌ’이 ‘ㅈ,ㅊ’으로 소리나

더라도 ‘ㄷ,ㅌ’으로 적는다.

제7항  ‘ㄷ’ 소리로 나는 받침 중에서 ‘ㄷ’으로 적을 근거가 없는 것은 ‘ㅅ’으로 적는다.

제8항  ‘계, 례, 몌, 폐, 혜’의 ‘ㅖ’는 ‘ㅔ’로 소리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ㅖ’로 적는다.

제9항 ‘의’나,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ㅢ’는 ‘ㅣ’로 소리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ㅢ’로 적는다.

제10항  한자음 ‘녀, 뇨, 뉴, 니’가 단어 첫머리에 올 적에는 두음 법칙에 따라 ‘여, 요, 유, 이’로 적는다.

[붙임 1] 단어의 첫머리 이외의 경우에는 본음대로 적는다.

[붙임 2]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가 붙어서 된 말이나 합성어에서, 뒷말의 첫소리가 ‘ㄴ’소리로 나더라도 두음 

법칙에 따라 적는다.

[붙임 3] 둘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진 고유 명사를 붙여 쓰는 경우에도 붙임2에 준하여 적는다.

제11항  한자음 ‘랴, 려, 례, 료, 류, 리’가 단어의 첫머리에 올 적에는 두음법칙에 따라 ‘야, 여, 예, 요, 유, 

이’로 적는다.

다만, 모음이나 ‘ㄴ’ 받침 뒤에 이어지는 ‘렬’, ‘률’은 ‘열’, ‘율’로 적는다.

제14항  체언은 조사와 구별하여 적는다.

제15항  용언의 어간과 어미는 구별하여 적는다.

[붙임 2] 종결형에서 사용되는 어미 ‘-오’는 ‘요’로 소리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그 원형을 밝혀 ‘오’로 적는다.

[붙임 3] 연결형에서 사용되는 ‘이요’는 ‘이요’로 적는다.

제17항  어미 뒤에 덧붙는 조사 ‘-요’는 ‘-요’로 적는다.

제19항  어간에 ‘-이’나 ‘-음/-ㅁ’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과 ‘-이’나 ‘-히’가 붙어서 부사로 된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제21항  명사나 혹은 용언의 어간 뒤에 자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서 된 말은 그 명사나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제27항  둘 이상의 단어가 어울리거나 접두사가 붙어서 이루어진 말은 각각 그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제30항 사이시옷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받치어 찍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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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순 우리말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

(1)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것  예) 고랫재, 나룻배, 냇가, 선짓국 

(2) 뒷말의 첫소리 ‘ㄴ, ㅁ’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나는 것  예) 아랫니, 잇몸, 냇물

(3)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ㄴㄴ’소리가 덧나는 것  예) 뒷윷, 베갯잇, 깻잎

2. 순 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

(1)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것  예) 귓병, 사잣밥, 전셋집

(2) 뒷말의 첫소리 ‘ㄴ, ㅁ’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나는 것  예) 제삿날, 훗날, 양칫물

(3)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ㄴㄴ’소리가 덧나는 것  예) 가욋일, 예삿일, 훗일

3. 두 음절로 된 다음 한자어  곳간(庫間), 셋방(貰房), 숫자(數字), 찻간(車間), 툇간(退間), 횟수(回數)

제31항  두 말이 어울릴 적에 ‘ㅂ’ 소리나 ‘ㅎ’ 소리가 덧나는 것은 소리대로 적는다.

 예) 입때, 접때, 좁쌀, 햅쌀 / 머리카락, 살코기, 수컷, 수탉, 안팎

제33항  체언과 조사가 어울려 줄어지는 경우에는 준 대로 적는다. 

제39항  어미 ‘-지’ 뒤에 ‘않-’이 어울려 ‘-잖-’이 될 적과 ‘-하지’ 뒤에 ‘않-’이 어울려 ‘찮-’이 될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예) 그렇지 않은(=그렇잖은), 적지 않은(=적잖은) / 만만하지 않다(=만만찮다), 변변하지 않다(=

변변찮다)

제40항  어간의 끝음절 ‘하’의 ‘ㅏ’가 줄고 ‘ㅎ’이 다음 음절의 첫소리와 어울려 거센소리로 될 적에는 거센소

리로 적는다.  예) 간편하게(=간편케), 다정하다(=다정타)

[붙임 2] 어간의 끝음절 ‘하’가 아주 줄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예) 거북하지(=거북지), 생각하다 못해(=생각

다 못해), 생각하건대(=생각건대), 깨끗하지(=깨끗지), 넉넉하지(=넉넉지)

제41항  조사는 그 앞말에 붙여 쓴다.

예) 학교에서만이라도, 여기서부터입니다, 들어가기는커녕, 옵니다그려, "알았다."라고

제42항 의존 명사는 띄어 쓴다.

예) 먹을 만큼 먹어라, 아는 이를 만났다, 네가 뜻한 바를 알겠다, 그가 떠난 지가 오래다.

<참고> 10大 특수 어미(‘-ㄹ지, -ㄹ지라도, -ㄹ지언정, -ㄹ게, -ㄹ걸, -ㄹ수록, -ㄹ뿐더러, -ㄹ밖에,  -ㄹ망

정, -ㄹ쏘냐’ 등)와 복합어(합성어, 파생어)는 항상 붙여 쓴다.

제43항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띄어 쓴다. 예) 한 개, 옷 한 벌, 조기 한 손 

다만, 순서를 나타내는 경우나 숫자와 어울리어 쓰이는 경우에는 붙여 쓸 수 있다.

예) 제일 과(O)=제일과(△)=제1 과(△), 육 층(O)=육층(△)=6층(△)

제44항  수를 적을 적에는 ‘만(萬)’ 단위로 띄어 쓴다.

예) 십이억 삼천사백오십육만 칠천팔백구십팔=12억 3456만 7898.

제45항  두 말을 이어 주거나 열거할 적에 쓰이는 다음의 말들은 띄어 쓴다.

예) 국장 겸 과장, 열 내지 스물, 책상, 걸상 등이 있다.

제46항  단음절로 된 단어가 연이어 나타날 적에는 붙여 쓸 수 있다.

예) 좀 더 큰 것(O)=좀더 큰것(△), 한 잎 두 잎(O)=한잎 두잎(△)

제47항  보조 용언은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붙여 씀도 허용한다.

예) 불이 꺼져 간다(O)=불이 꺼져간다(△), 막아 내다(O)=막아내다(△), 비가 올 성싶다(O)=비가 올성싶다(△)

다만, 앞말에 조사가 붙거나 앞말이 합성 동사인 경우, 그리고 중간에 조사가 들어갈 적에는 그 뒤에 오는 보

조 용언은 띄어 쓴다.

예) 책을 읽어도 보고, 떠내려가 버렸다, 잘난 체를 한다.

제48항  성과 이름, 성과 호 등은 붙여 쓰고, 이에 덧붙는 호칭어, 관직명 등은 띄어 쓴다.

예) 충무공 이순신 장군.

제49항  성명 이외의 고유 명사는 단어별로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단위별로 띄어 쓸 수 있다.

제50항  전문 용어는 단어별로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붙여 쓸 수 있다.

제51항  부사의 끝음절이 분명히 ‘이’로만 나는 것은 ‘-이’로 적고, ‘히’로만 나거나 ‘이’나 ‘히’로 나는 것은 ‘-

히’로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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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로만 나는 것  예) 가붓이, 따뜻이, 가까이, 번번이 / 기웃이, 버젓이, 번듯이, 지긋이 / 가벼이 / 곰곰이, 오뚝

이 

2. ‘히’로만 나는 것  예) 급히, 작히, 엄격히, 정확히

3. ‘이, 히’로 나는 것  예) 솔직히, 소홀히, 슬슬히, 꼼꼼히, 열심히

<예외> ‘-하다’가 붙지만 ‘-이’로 적는 경우  예) 깊숙이, 촉촉이, 축축이, 고즈넉이, 나지막이, 끔찍이 등

제52항 한자어에서 본음으로도 나고 속음으로도 나는 것은 각각 그 소리에 따라 적는다.

제56항  ‘-더라, -던’과 ‘-든지’는 다음과 같이 적는다. ① 지난 일을 나타내는 어미는 ‘-더라, -던’으로 적는다.  

② 물건이나 일의 내용을 가리지 아니하는 뜻을 나타내는 조사와 어미는 ‘(-)든지’로 적는다.

제57항  다음 말들은 각각 구별하여 적는다.

 1) 가름/갈음, 2) 거름/걸음, 3) 거치다/걷히다, 4) 걷잡다/겉잡다, 5) 그러므로(그러니까)/그럼으로(써)(그렇게 

하는 것으로) 6) 노름/놀음(놀이), 7) 느리다/늘이다/늘리다, 8) 다리다/달이다, 9) 다치다/닫히다/닫치다, 10) 

마치다/맞히다, 11) 목거리/목걸이, 12) 바치다/받치다/받히다/밭치다, 13) 반드시/반듯이, 14) 부딪치다/부딪

히다, 15) 부치다/붙이다, 16) 시키다/식히다, 17) 아름/알음/앎, 18) 안치다/앉히다, 19) 어름/얼음, 20) 이따

가/있다가, 21) 저리다/절이다, 22) 조리다/졸이다, 23) 주리다/줄이다, 24) 하노라고/하느라고, 25) -느니보다

(어미)/-는 이보다(의존 명사), 26) -(으)리만큼(어미)/-(으)ㄹ 이만큼(의존 명사), 27) -(으)러(목적)/-(으)려

(의도), 28) -(으)로서(자격)/-(으)로써(수단), 29) -(으)므로(어미)/(-ㅁ, -음)으로(써)(조사)

<부록> 문장부호(2014년 개정된 내용 중심)

□ 마침표(.)

ㅇ 용언의 명사형이나 명사로 끝나는 문장, 직접 인용한 문장의 끝에는 마침표를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쓰지 않는 것을 허용함.

(예)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몸과 마음을 다하여 애를 씀. (ㅇ)/씀 (ㅇ)

     그는 “지금 바로 떠나자. (ㅇ)/떠나자 (ㅇ)”라고 말하며 서둘러 짐을 챙겼다.

 ㅇ 아라비아 숫자만으로 연월일을 표시할 때 마침표를 모두 씀. ‘일(日)’을 나타내는 마침표를 반드시 써야 

함. (예) 2014년 10월 27일 - 2014. 10. 27. (ㅇ)/2014. 10. 27 (×)

 ㅇ 특정한 의미가 있는 날을 표시할 때 월과 일을 나타내는 아라비아 숫자 사이에는 마침표를 쓰거나 가운뎃

점을 쓸 수 있음. (예) 3.1 운동 (ㅇ)/3․1 운동 (ㅇ)

□ 물음표(?)

 ㅇ 모르거나 불확실한 내용임을 나타낼 때 물음표를 씀.

(예) 모르는 경우: 최치원(857~?)은 통일 신라 말기에 이름을 떨쳤던 학자이자 문장가이다.

□ 쉼표(,)

 ㅇ 문장 중간에 끼어든 어구의 앞뒤에는 쉼표를 쓰거나 줄표를 쓸 수 있음.

 (예) 나는, 솔직히 말하면, 그 말이 별로 탐탁지 않아.

      나는 ― 솔직히 말하면 ― 그 말이 별로 탐탁지 않아.

 ㅇ 열거할 어구들을 생략할 때 사용하는 줄임표 앞에는 쉼표를 쓰지 않음.

 (예) 광역시: 광주, 대구, 대전…… (ㅇ) / 광주, 대구, 대전, …… (×)

□ 가운뎃점(․)
 ㅇ 짝을 이루는 어구들 사이, 또는 공통 성분을 줄여서 하나의 어구로 묶을 때는 가운뎃점을 쓰거나 쉼표를 

쓸 수 있음.

 (예) 하천 수질의 조사ㆍ분석 (ㅇ) / 하천 수질의 조사, 분석 (ㅇ)

      상ㆍ중ㆍ하위권 (ㅇ) / 상, 중, 하위권 (ㅇ)

□ 중괄호({ })와 대괄호([ ])

 ㅇ 열거된 항목 중 어느 하나가 자유롭게 선택될 수 있음을 보일 때는 중괄호를 씀.

 (예) 아이들이 모두 학교{에, 로, 까지} 갔어요.

 ㅇ 원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이나 논평 등을 덧붙일 때는 대괄호를 씀.

  (예) 그런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다.[원문에는 ‘업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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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낫표(｢ ｣, 『 』)와 화살괄호(< >, ≪ ≫)

 ㅇ 소제목, 그림이나 노래와 같은 예술 작품의 제목, 상호, 법률, 규정 등을 나타낼 때는 홑낫표나 홑화살괄

호를 쓰는 것이 원칙이며 작은따옴표를 대신 쓸 수 있음.

 (예) ｢한강｣은 (ㅇ)/<한강>은 (ㅇ)/‘한강’은 (ㅇ) 사진집 ≪아름다운 땅≫에 실린 작품이다.

 ㅇ 책의 제목이나 신문 이름 등을 나타낼 때는 겹낫표나 겹화살괄호를 쓰는 것이 원칙이며 큰따옴표를 대신 

쓸 수 있음.

 (예) 『훈민정음』은 (ㅇ)/≪훈민정음≫은 (ㅇ)/“훈민정음”은 (ㅇ) 1997년에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으로 지

정되었다.

□ 줄표(—)

 ㅇ 제목 다음에 표시하는 부제의 앞뒤에는 줄표를 쓰되, 뒤에 오는 줄표는 생략할 수 있음. (예) ‘환경 보호 

— 숲 가꾸기 —’라는 (ㅇ) / ‘환경 보호 — 숲 가꾸기’라는 (ㅇ) 제목으로 글짓기를 했다.

□ 붙임표(-)와 물결표(~)

 ㅇ 기간이나 거리 또는 범위를 나타낼 때는 물결표 또는 붙임표를 씀.

 (예) 9월 15일~9월 25일 (ㅇ)/9월 15일-9월 25일 (ㅇ)

□ 줄임표(……)

 ㅇ 줄임표는 점을 가운데에 찍는 대신 아래쪽에 찍을 수도 있으며, 여섯 점을 찍는 대신 세 점을 찍을 수도 

있음.

8. 표준어 규정

(1) 표준어 사정 원칙

제1부의 1장 1항에서는 “표준어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총

칙을 두고 있다. 이것은 표준어가 계층성, 보편성, 시대성, 지역성을 모두 포괄한 것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2

장에서는 발음 변화에 따른 표준어 규정을 두고 있고, 3장에서는 어휘 선택의 변화에 따른 표준어 규정을 두

고 있다. 단어에 따라서는 복수 표준어를 인정하는 것도 있다. 

(2) 표준 발음법

제1장에서는 표준 발음법은 표준어의 실제 발음을 따르되 국어의 전통성과 합리성을 고려한다는 총칙을 명시

하고 있다. 제2장에서는 국어의 자음과 모음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단모음 ‘ㅚ’와 ‘ㅟ’에 대하여 이중모음으

로 발음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제3장은 음의 길이에 대한 규정으로서 장음에 대해 설명하고 있

다. 국어의 장음은 첫음절에서만 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합성어의 경우 분명히 긴소리로 발음되는 

것에 한해서 둘째 음절 이하에서도 장음을 인정하고 있다. 제4장은 받침의 발음에 관한 것이다. ㄱ,ㄴ,ㄷ,ㄹ,

ㅁ,ㅂ,ㅇ의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겹받침에 대한 규칙을 담고 있다. 제5장은 음의 동화 현상인 구개음화, 비음

화, 유음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며, 제6장에서는 경음화(된소리 현상)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7

장에서는 음의 첨가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다.

9. 외래어 표기법

제1항 외래어는 국어의 현용 24자모만으로 적는다.

제2항 외래어의 1음운은 원칙적으로 1기호로 적는다.

제3항 외래어의 받침에는 ‘ㄱ, ㄴ, ㄹ, ㅁ, ㅂ, ㅅ, ㅇ’ 만을 쓴다.

제4항 파열음 표기에는 된소리를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항 이미 굳어진 외래어는 관용을 존중하되, 그 범위와 용례는 따로 정한다.

10. 로마자 표기법

(1) 국어의 로마자 표기는 국어의 표준 발음법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로마자 이외의 부호는 되도록 사용하지 않는다.

(3) 음운 변화가 일어날 때에는 변화의 결과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적는다.



국어

- 10 -

양성 모음 음성 모음 중성 모음

기본자(基本字) ㆍ ㅡ ㅣ

초출자(初出字) ㅗ, ㅏ ㅜ, ㅓ

재출자(再出字) ㅛ, ㅑ ㅠ, ㅕ

기본자 가획자 이체자

아음(牙音, 어금닛소리) ㄱ ㅋ ㆁ

설음(舌音, 혓소리) ㄴ ㄷ, ㅌ ㄹ

순음(脣音, 입술소리) ㅁ ㅂ, ㅍ

치음(齒音, 잇소리) ㅅ ㅈ, ㅊ ㅿ

후음(喉音, 목구멍소리) ㅇ ㆆ, ㅎ

(4) 체언에서 ‘ㄱ, ㄷ, ㅂ’ 뒤에 ‘ㅎ’이 따를 때에는 ‘ㅎ’을 밝혀 적는다.

(5) 발음상 혼동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음절 사이에 붙임표(-)를 쓸 수 있다. 

(6) 고유 명사는 첫 글자를 대문자로 적는다.

(7) 인명은 성과 이름의 순서로 띄어 쓴다. 이름은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음절 사이에 붙임표(-)를 쓰

는 것을 허용한다.

(8) ‘도, 시, 군, 구, 읍, 면, 리, 동’의 행정 구역 단위와 ‘가’는 각각 ‘do, si, gun, gu, eup, myeon, ri, dong, 

ga’로 적고, 그 앞에는 붙임표(-)를 넣는다. 붙임표(-)앞뒤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화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

다.

(9) 자연 지물명, 문화재명, 인공 축조물명은 붙임표(-) 없이 붙여 쓴다.

[붙임] ① ‘ㅢ’는 ‘ㅣ’로 소리 나더라도 ‘ui’로 적는다. ② ‘ㄱ, ㄷ, ㅂ’은 모음 앞에서는 ‘ｇ, ｄ, ｂ’로, 자음 앞

이나 어말에서는 ‘ｋ, ｔ, p’로 적는다. ③ ‘ㄹ’은 모음 앞에서는 ‘ｒ’로, 자음 앞이나 어말에서는 ‘ｌ’로 적는다. 

단, ‘ㄹㄹ’은 ‘ll’로 적는다. ④ 된소리되기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11. 훈민정음(訓民正音)

훈민정음은 세종 25년에 창제되고 세종 28년(1446)에 반포되었다. 초성 17자와 중성 11자를 합하여 총 28자

로 이루어져 있다. 

(1) 초성

(2) 중성

(3) 종성

원문 : 終聲 復用初聲(종성 부용초성)

언해 : 乃냉終ㄱ소리 다시 첫소리 니라

(4) 문자의 운용법

① 이어쓰기(연서법, 連書法): ‘ㅸ, ㆄ, ㅹ, ㅱ’을 설명한 것으로, 순음 아래에 ‘ㅇ’을 이어서 순경음을 만들어 

쓸 수 있다는 규정이다. 

② 나란히쓰기(병서법, 竝書法): 초성이나 종성에서 두 개 이상의 자모를 합하여 쓸 수 있다는 규정이다. 합용

병서와 각자병서가 있다.

③ 붙여쓰기(부서법, 附書法): 자음에 모음을 어떻게 붙여쓸지에 대한 규정이다. 하서법과 우서법이 있다.

④ 음절 이루기(성음법, 成音法): 초성과 중성이 합해져야만 음절을 이룰 수 있다는 규정이다. 

⑤ 방점찍기(가점법, 加點法): 소리의 높낮이를 나타내기 위해 점을 찍어 표시한다는 규정이다. 

(5) 훈민정음 언해 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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世‧솅宗御‧製졩訓‧훈民민正‧졍音
 나·랏:말 ·미中 ·國귁에달·아文문字 ·와·로서르 ·디아·니 · ·이런젼· ·로

어·린百姓·이니르·고·져··배이·셔·도 · :내제· ·들시·러펴·디:몯 ·노·미하·

니·라·내·이·爲윙· ·야:어엿·비너·겨·새·로·스·믈여·듧字·· ·노·니:사:마·

다:·:수·니·겨·날·로··메便뼌安·킈·고·져·미니·라

① 주제: 훈민정음 창제의 취지

② 3대 정신: 자주 정신, 애민 정신, 실용 정신

(6) 용비어천가(龍飛御天歌) (일부)

海東(해동) 六龍(육룡)이 샤 일마다 天福(천복)이시니

古聖(고성)이 同符(동부)시니                                              <제1장>

해동의 여섯 용이 나시어 일마다 하늘의 복을 받으신다. 중국의 옛 성왕과 딱 들어맞으

신다. 

불휘 기픈 남 매 아니 뮐 곶 됴코 여름 하니

미 기픈 므른 래 아니 그츨 내히 이러 바래 가니                 <제2장>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움직이지 아니하므로, 꽃이 좋고 열매가 많다. 샘이 깊은 물

은 가뭄에 그치지 아니하므로, 내가 이루어져 바다에 간다.  

千世(천세) 우희 미리 定(정)샨 漢水北(한수북)에 累仁開國(누인개국)샤 卜年(복년)이 

업스시니

聖神(성신)이 니샤도 敬天勤民(경천근민)샤 더욱 구드시리다

님금하 아쇼셔 洛水(낙수)예 山行(산행) 가이셔 하나빌 미드니가        <제125장>

천 년 전에 미리 (도읍지로) 정하신 한강 북쪽 땅에 인덕을 쌓아 개국하시어 점지에 받

은 왕조의 운수가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자 신손이 대를 이으셔도 하늘을 공경하고 

백성을 다스림에 있어 부지런히 힘쓰셔야, (국권이) 더욱 견고하실 것입니다. 후대 임금

이시여, 아소서, (하나라 태강왕이) 낙수에 사냥하러 가 있어 (백일이 되도록 돌아오지 

않자, 드디어 폐위를 당하였으니, 태강왕은) 할아버지만을 믿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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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ammar Essence 

1. 모든 문장은 동사를 중심으로 생각하라. 

2. 주어-동사의 수일치를 확인하라.

3. belong, lie, complain, consist, resort, suffer, happen, occur, lean, live, disappear 등은 자동사이다. 

명사 목적어를 가지거나, 수동태, 과거분사를 쓸 수 없다. 

4. look, smell, taste, feel, sound는 2형식으로 자주 쓰이는 동사이다. 다음에 부사만 나오면 틀린 것이다.

5. affect [influence], answer, discuss, emphasize, approach, reach, resemble, seat, stand “참다”, 

survive "살아남다, ..보다 오래 살다“, visit 다음에 전치사가 나오면 틀린 것이다. 

6. explain, announce, suggest는 사람 목적어를 쓸 수 없다. 

7. inform, notify, remind, convince, assure는 사람 목적어를 써야 한다.

8. rid, rob, deprive, relieve A of B ‘A에게서 B를’ 

9. 과거분사 robbed의 주어는 사람이다.

10. ask, allow, expect, enable, force, require 다음에 ‘목적어 to R’으로 이어진다.

11. call, elect는 5형식으로 목적어 뒤에 목적격 보어로 명사가 잘 나온다. 

12. hope는 hope that-은 되지만 hope O to-는 틀린 것이다.

13. want는 want O to-는 되지만 want that-은 틀린 것이다. 

14. 다음 동사가 나오면 서로 바꾸어 생각하라.

      affect ↔ effect   

      fall-fell-fallen vi. 떨어지다 ↔ fell-felled-felled vt. 베어 넘어뜨리다

      lie-lay-lain-lying vi. ↔ lay-laid-laid-laying vt. ↔ lie-lied-lied-lying vi.

      rise-rose-risen vi. ↔ raise-raised-raised vt.

      say (to me) that ↔ told me that

      stand ↔ be situated  be located : be placed

      take 가져가다 ↔ bring 가져오다 ↔ fetch 가서 가져오다

      borrow  from 빌리다 ↔ lend to 빌려주다

15. prevent, keep, prohibit은 ‘목적어 from -ing'를 확인하라.

16. forbid O to-를 확인하라. 

17. 시간 어구나 순서를 나타내는 말(since, before, after, already.. )가 있을 때 시제를 확인하라.

18. 과거형, have PP, had PP, be PP, 조동사 have PP 등의 형태가 올바르게 쓰였는지 확인하라. 

19. yesterday, last week, then, two days ago, just now, in 1999, When-?, 

20. 시간, 조건의 부사절 안에서는 (when, before, until, if) : 미래의 will을 사용 못한다. 

21. 진행형을 만들지 않는 동사: belong to, resemble, become, consist of, lie in

22. 조동사는 의미와 시제의 문제이다.

23. should have PP, ought to have PP, need not have PP는 반대의 내용까지 포함한다.

영어 ➤ 김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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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요구, 주장, 제안, 명령의 내용에는 당위의 (should)를 확인하라.

25. have to는 추측의 의미로 사용되지 못한다.

26. suggest (to me) that (should) 형태를 확인하고, 당위의 의미(-해야 한다)의 의미가 없을 때에는 that 절

에서 should를 사용하지 않는다.

27. do you think, be like 앞에는 how가 아니라 what을 써야 한다.

28. 조동사의 과거형과 if S V 가 같이 있다면 가정법을 확인하라.

l I wish S V, would that S V, would rather S V의 동사 자리에도 가정법 동사를 확인하라.

l as if S V와 as though S V의 동사 자리에도 가정법 동사를 확인하라.

l 가정법은 시제의 문제이다. 시간 어구에 유의하라.

l 조동사, have 동사, be 동사가 문두에 나올 때 ‘조주연’ 도치구문을 확인하라.

l 주어가 없는 문장일 때 ‘부동주’도치와 ‘형동주’도치를 확인하라

29. 동사, to R, Ving 뒤에 목적어가 없을 때 수동태를 의심하라.

30. Ving나 pp가 명사를 수식할 때에는 수식을 받는 명사 입장에서 능동, 수동을 확인하라.

31. 2형식에서 주어의 입장에서 5형식은 목적어의 입장에서 확인하라.

32. 태를 혼동하는 말들에 조심하라.

I.      a. 감정 동사: surprise, amaze, astonish, astound, startle (놀라게 하다),

II.                   amuse, excite, annoy, irritate, please, satisfy, bore, 

III.                  confuse, disappoint, excite, tire

IV.     b. assure, convince, remind, promote

V.      c. face = be faced with, possess = be possessed of, oppose = be opposed to Ving, consist=be 

composed of

33. to R이 나오면 Ving를 생각하라.

     a. be busy (in)-ing, keep (on) -ing, have a hard time -ing, 

        have no difficulty -ing, spend O (in) -ing, waste O (on) -ing 

34. to R을 목적어로 취하는 동사: agree, ask, demand, hope, plan, refuse, want, choose, threaten, 

manage

35. Ving를 목적어로 취하는 동사: admit, allow, avoid, consider, deny, finish, imagine, put off, 

postpone, suggest

36. remember, forget, regret, try, stop이 나오면 뒤에 to-와 –ing를 의미로 확인하라.

37. 부정사, 분사, 전치사+-ing형이 문장 앞에 있으면 주어 일치를 확인하라.

38. 사물 want, need, deserve Ving 혹은 to be PP

39. difficult, hard, easy, pleasant, convenient: ① 사람주어 ② 부정사의 목적어를 확인하라.

40. forgive, appreciate 뒤의 동명사의 의미상 (S)를 확인하라.

41. be opposed to, look forward to, devote oneself to, with a view to 등등 to 다음에 Ving를 써야 하

는 경우를 확인하라.

42. 동사가 두 개면 접속사 역할을 하는 말이 필요하다.

43. and, but, or가 문법 문제에 있으면 ‘문맥’으로 병치를 확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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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both A and B, either A or B, neither A nor B, not A but B, not only A but also B가 나왔을 때 확

인 사항

    a. 상관어구가 연결이 돼야 한다. 

    b. A와 B는 같은 형태/품사 여야 한다. 

    c. 위 숙어가 주어일 때 both A and B는 복수 취급이고 나머지는 B에 맞춘 동사를 쓴다. 

    d. Not only가 문두에 있을 때 Nor가 neither 없이 혼자 있을 때 ‘조주연’도치를 써야 한다.

45. lest: ① (should) 원형이 쓰였는가? ② not이 없는가?

46. unless: ① 미래의 will이 없는가? ② not이 없는가?

47. no ~ but 은 ‘~을 제외하고’, ‘~을 하지 않는’라는 의미이다.

48. anything but(=never), nothing but(=only) 

49. 접속사 뒤에 형용사나 부사만 있을 때에는 주어일치를 확인하라.

50. 모든 접속사 중에서 (who, whom, which, what, N that) 뒤에만 명사가 한 개 생략된 불완전한 문장이 

나올 수 있다.

51. ‘주격 관계 대명사+동사’, ‘주격 관계 대명사 (삽입절)+동사’의 경우에 수일치를 확인하라.

52. 관계대명사 대신에 선행사를(what은 직접) 넣어 관계대명사 절의 구조를 확인하라

53. 접속사 that은 4개를 구분해야 한다. 선행사가 없는 that, 선행사가 있는 that, 추상명사 뒤에 that, 

so/such ~ that

54. 접속사 역할을 하면서 앞 문장의 형용사를 받을 수 있는 관계사는 ,which이다.

55. ‘명사 명사 동사’로 이어질 때는 관계대명사 목적격의 생략을 착상하라.

56. As is often the case with him은 외워라.

57. 복합관계대명사의 격은 관계사 절 안에서, 수는 단수 취급한다.

58. 관계사구문에서 삽입절을 확인하라.

59. that은 절을 연결할 때 접속사, 관계대명사, 관계부사로 사용된다.

60. Be it ever so humble, such as it is ‘누추하지만’은 외워라.

61. as[not so]-as, 비교급 [rather]-than의 상관어구를 확인한다.

62. more 비교급, most 최상급 안됨: more better, most formidablest (×)

63. as ~ as, 비교 ~ than, be like, unlike, be similar to, be different from 등도 비교 대상의 일치가 이

루어 져야 한다.

64. as[so] ~ as 사이에 정확한 형태가 되었는지 확인하라.

65. as, than, so 이하의 주어-동사 관계, 대동사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라.

66. ‘A whale is no more a fish than a horse is.’, ‘A whale is not a fish any more than a horse is.’ 

‘말이 물고기가 아닌 것처럼 고래도 물고기가 아니다. 

67. ‘A whale is no less a mammal than a horse is.’ 말이 포유류인 것처럼 고래도 포유류이다. 

68. 명사는 수의 문제이다. 따라서 수와 양의 어구를 조심해야 한다.

     a. 단수를 가리c키는 말: each, every, single, one, a

     b. 복수를 가리키는 말: both, many, few, a few, several, various, one of

     c. 양을 가리키는 말: much, amount, little, a little, less, amount of, deal of

69. 셀 수 없는 명사 furniture, homework, information, evidence, advice, clothing,  baggage=luggage, 

news, produce(농산물), -s가 붙으면 틀린 것이다.

70. fish, salmon, trout, deer, swine, sheep, aircraft는 단복 동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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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means, series, species는 단복 동형이다.

72. -s 형태가 되어 의미가 달라지는 명사를 유의하라.

    a. 분화복수: put on airs 잘난 체하다, arms trade 무기 거래, take pains 수고하다, 

                customs officer 세관원, goods train 화물열차, with a flying colors 의기양양하게 

    b. 상호복수: be on good terms with, shake hands with, make friends with, change cars,

                take turns 교대하다, exchange seats, cross swords with 

73. 학문 이름(economics, politics), 시간, 거리, 금액, 무게 ~s 질병 이름(measles, diabetes)은 단수 취급한

다.

74. 대명사는 격과 수의 문제이다. 격: 문장 구조 속에서 b. 수: 해석상 가리키는 명사에서

75. two, twins, A and B, 짝의 신체 부분(eye, foot)이 나왔을 때 확인할 점

     ① the 비교급               ② between : 

     ③ one-the other 대칭       ④ either나 both 사용

76. 전치사+재귀대명사

     by oneself(홀로), beside oneself(제정신이 아닌), in itself(본래), for oneself

     (혼자 힘으로), of oneself(저절로), have to oneself(독차지하다)

     between ourselves (비밀로 하는 이야기인데)

77. 신체 부분 표시의 the 

     hit him on the head  머리를 때리다 =hit his head

     seize me by the sleeve  옷소매를 잡다 =seize my sleeve

     look me in the face   얼굴을 쳐다보다 =look at my face

78. 구조상 형용사가 들어갈 자리인지, 부사가 들어갈 자리인지 결정한다.

      good-well, clear-cleary, rapid-rapidly, quick-quickly, swift-swiftly; fastly는 없다

79. 올바른 의미의 형용사나 부사 형태인지 확인한다.

   주의할 형용사, 부사

     beneficial 유익한              beneficent 인정 많은

     confident 자신하는            confidential 비밀의

     momentary  순간의           momentous 중요한

     industrial 산업의              industrious 근면한

     desirable 바람직한            desirous 바라는

     sensible 분별력 있는          sensitive 민감한 

     ingenious 재주 있는           ingenuous 순진한

     imaginative 상상력이 풍부한  imaginary 상상의, 가공의

     intelligible 알기 쉬운          intelligent 총명한

                                  intellectual 지적인

     literal 문자(그대로)의          literate 읽고 쓸 수 있는

                                  literary 문학의

     numerable, innumerable, numerous, numberless 수많은

     respectable 존경할만한        respectful 존경심을 갖고 있는   

     respective 각각의             respecting -에 관하여

     valuable 귀중한               invaluable, priceless 매우 귀중한

     valueless 무가치한

     high 높이  highly 매우

     late 늦게                   lately 최근에

     pretty 꽤                   prettily 예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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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속사 전치사 기타

양보
although / even though / even 

if

despite / in spite of / with all / for 

all / in the face of / 

notwithstanding

nevertheless 부

however 형/부 S V

        

이유
because / since / now than / 

seeing that

because of / due to / on account 

of / owing to

for전 N 

   접 S V (문두불가)

기간 while during

~따르면 according as according to

~ 처럼 as like as 전 N (~로서)
unless without

80. so, as, too가 나오면 상관 어구를 찾고, 다음 형태를 확인하라.

   a. so [as, too] 형용사 (a) (명사)

   b. so [as, too] 부사 

81. some, any, no, every 앞에 형용사가 나올 수 없다.

82. almost는 부사이고 most는 형용사 이다.

83. ‘most of 명사’를 사용하지 말라→‘most of the 명사’ 혹은 ‘most 명사’

84. 전치사: 올바른 형태인가? Despite of(×)

85. 접속사-전치사를 구별하라. 

   

86. 전치사 다음에는 동명사가 원칙이다.

87. by는 완료의 의미일 때 till은 계속의 의미일 때 사용하라.

88. beside ~옆 에, besides ~이외에도 구별하라.

89. A number of (많은) 복수명사 복수동사 

90. The number of (~의 숫자) 복수명사 단수동사

91. one of 복수명사 단수동사, each of 복수 명사 단수동사

92. Many a 단수명사 단수동사 

93. A total of 복수명사 단수동사 

94. 이중부정을 사용하지 말라: not, no + hardly(×)



   

영어

- 17 -

▶ 막판 어휘 체크

abide by; (=keep, be faithful to) 지키다 

above all; (=more than anything else) 무엇보다도 

according to; (=on the authority of) ~에 의하면 

add to; (=increase) 증가시키다 

all but; (=almost) 거의 

allow for; (=take into account)을 고려하다 

answer for; (=be responsible for) 책임지다 

apply for; (=ask to be given) 지원하다 

apply to; (=concern, fit) 적용되다 

apply oneself to; (=give all one's energy to) ~에 전념하다 

as a matter of fact; (=in fact) 사실 

as a rule; (=usually, on the whole) 통상, 대체로 

at hand; (=near) 가까이 

at (long) last; (=in the end) 드디어 

at least; (=not less than, at any rate) 적어도, 어쨌든 

at one's wit's end; (=not knowing what to say or do) 어찌할 바를 몰라 

be well off; (=be rich) 유복하다 -> be better off 

be absorbed in; (=be interested very much in) ~에 열중하다 

be accustomed to; (=be used to) ~에 익숙하다 

be bound to; (=be certain to, be obliged to) 틀림없이 ~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 

due to; (=owing to) ~때문에 

be equal to; (=have ability for) ~을 감당할 능력 있다 

be good at; (=be a good hand at) ~에 능란하다 

be poor at; (=be a poor hand at) ~에 서툴다 

be in accord with; (=be in agreement with) ~와 일치하다 

be in charge of; (=be responsible for) ~을 책임지다 

be in the way; (=cause inconvenience) ~에 방해되다 

be inclined to; (=be disposed to) ~하고 싶은 기분이다 

be up to; (=be occupied, be one's duty) ~을 꾸미다,~의 의무다 

bear in mind; (=remember, learn by heart) 기억하다 

behind the times; (=out of date) 시대에 뒤떨어진 

break out; (=occur suddenly) 갑자기 발생하다 

bring about; (=cause to happen) 발생시키다, 야기하다 

bring home to; (=cause one to realize) ~을 절실히 느끼게 하다 

bring up; (=educate, rear) 교육하다, 양육하다 

burst into; (=begin suddenly) 갑자기 시작하다 

by accident; (=by chance, accidentally) 우연히 

by all means; (=at all costs, certainly) 어떤 일이 있어도

by the way; (=incidentally) 그런데 

call down; (=reprimand, scold) 꾸짖다 

call for; (=demand, require) 요구하다 

call off; (=cancel) 취소하다 

care for(or to); (=like, look after) 좋아하다, 돌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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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ry on; (=continue, manage) 계속하다, 경영하다 

carry out; (=accomplish, execute) 수행하다 

catch up with; (=overtake, come up with) ~을 따라가다 

come by; (=obtain, visit) 획득하다, 방문하다 

come to; (=recover) 의식을 회복하다 

consist in; (=lie in) 놓여 있다 

consist of; (=be composed of, be made up of) 구성되다 

cope with; (=manage successfully, be equal to) 대처하다 

correspond to; (=be similar to) 비등하다, 일치하다 

correspond with; (=exchange letters) 서신 교환을 하다 

cut a fine figure; (=make a fine appearance) 보기 좋다 

cut in; (=interrupt) 방해하다, 끼어들다 

deal with; (=treat) 다루다, 취급하다 

depend on; (=rely on) 의지하다 

deprive A of B; (=take away B from A) A로부터 B를 빼앗다 

devote oneself to; (=give oneself to) 헌신하다 

distinguish A from B; (=distinguish between A and B) A와 B를 구별하다 

do away with; (=abolish, get rid of, destroy) 제거하다, 죽이다 

do + 사람 + good; (=help or benefit him) ~에게 이익이 되다 

do justice to=do one justice; (=treat fairly) 공평히 평가하다 

de well to; (=had better) ~하는 게 좋다 

do without; (=manage without, dispense with) 없이 지내다 

drop in; (=visit casually) 우연히 방문하다 

dwell on; (=speak or write a lot about, think) 곰곰이 생각하다, 상술하다 

end in; (=result in) 결과 ~이 되다 

be engaged in; (=be busy with, take park in) 종사하다 

ever since; (=from then till now) 그 이후 죽 

exert oneself; (=make an effort) 노력하다 

fall back on; (=depend on, have recourse to) ~에 의지하다 

familiar with + 사물; (=having a good knowledge) ~을 잘 아는 

familiar to + 사람; (=well known to) ~에게 잘 알려져있는 

find fault with; (=criticize) ~을 비난하다 

for all; (=in spite of) 불구하고 

for fear (that) should~; (=lest ... should~) ~하지 않도록 

for the sake of; (=for the benefit of) ~을 위하여 

live from hand to mouth; (=keep the wolf from the door) 겨우 굶주림을 면하다 

get in touch with; (=communicate with) ~과 접촉하다 

get on in the world; (=succeed in life) 출세하다 

get over; (=recover from, overcome, tide over) 회복하다, 극복하다 

get through; (=finish) 끝마치다 

give away; (=give freely, distribute, disclose) 남에게 주다, 분배하다, 폭로하다 

give birth to; (=bear, produce) 낳다, 생산하다 

give in; (=hand in, surrender, collapse) 제출하다, 굴복하다 

give vent to; (=give free expression to) 감정을 쏟다 

give way; (=retreat, break down, abandon oneself to) 물러서다, 무너지다, 참다못해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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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 over; (=repeat, examine) 반복하다, 검사하다 

go through; (=suffer or experience, pass through) (고통을)겪다, 경험하다, 통과하다 

hand over; (=give control of) 넘겨주다, 양도하다 

hold good; (=remain valid, be effective) 유효하다 

ill at ease; (=uncomfortable) 불안한 

in a word; (=briefly, to sum up) 간단히 말해서 

on behalf of; (=as the representative of) ~을 대표하여 

in case of; (=in the event to) ~의 경우에 

in force; (=in effect) 유효한 

in spite of; (=notwithstanding, for all) ~에도 불구하고 

in terms of; (=by means of, if converted in, from the standpoint of) 

~에 의하여, ~으로 환산하면, ~의 견지에서 

in token of; (=as evidence of) ~의 증거로, ~의 표시 

know better than to; (=be not so foolish as to) ~할 만큼 바보는 아니다 

lay claim to; (=demand as one's due) ~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다 

lay up; (=lay by, lay aside) 저축하다 

learn ~ by heart; (=memorize) 암기하다 

let on; (=reveal) 비밀을 누설하다 

let go of; (=release) 해방하다, (쥐고 있던 것을) 놓다 

look back upon(or at, on); (=view in retrospect) 회상하다 

make(or pull) a face; (=grimace) 얼굴을 찡그리다 

make a fool of; (=make an ass of, scoff) 조롱하다 

make a fortune; (=earn great wealth) 돈을 모으다 

make believe; (=pretend) ~체하다 

make both ends meet; (=live within one's income) 수지 균형을 맞추다 

make good; (=succeed, compensate for, accomplish) 성공하다, 보상하다, 수행하다 

make sense; (=be sensible, be reasonable) 이치에 닿다 

make the best of; (=use well) 잘 이용하다 

make up; (=end a quarrel, invent to deceive) 화해하다, 조작하다, 화장하다 

make up for; (=compensate for, atone for) 보충하다, 보상하다 

make up one's mind; (=determine) 결심하다 

make use of; (=use well) ~을 잘 이용하다 

not to say; (=and almost, or perhaps even) 거의 비슷한 

out of date; (=old-fashioned) 구식의 

up to date; (=modern) 최신식의 

out of order; (=not in working condition) 고장난 

out of place; (=not in the right place, unsuitable) 제자리에 놓이지 않은, 부적당한 

beyond (all) question; (=without doubt) 틀림없이 

out of the question; (=impossible) 불가능한 

pass through; (=experience, undergo) 경험하다, 겪다 

pay attention to; (=take note of) ~에 주의하다 

put an end to; (=cause to end, stop) ~을 끝내다 

put by; (=put aside, save) 저축하다 

put through; (=carry out, connect) 성취하다, 연결하다 

put together; (=assemble) 결합시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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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t up with; (=endure, bear, tolerate, stand) 참다 

read between the lines; (=look for meaning not actually expire) 언외의 뜻을 읽다 

rain cats and dogs; (=rain heavily) 억수같이 비오다 

refrain from; (=abstain from) ~을 삼가다 

second to none; (=not surpassed, the best) 최고의 

see off; (=accompany until one goes away) 전송하다 

see to it that; (=take care, make sure) ~에 주의하다, ~하도록 하다 

set store by; (=think much of) ~을 중히 여기다 

succeed in; (=have success in) 성공하다 

succeed to; (=become an heir to) 계승하다, 상속하다 

take down; (=bring down, write down) 내리다, 적다 

ten to one; (=very probably) 아마

There/Here are 복수명사is 단수명사 

think better of; (=reconsider and give up) 재고하다 

to and fro; (=backwards and forwards) 앞뒤로 

to the letter; (=faithfully, literally) 충실히, 글자 그대로 

to the point; (=relevant, to the purpose) 적절한, 요령 있는 

turn down; (=reject) 거절하다 

yield to; (=give way to) 굴복하다 

zealous for; (=eager for) ~을 열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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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고구려 백 제 신 라 가 야

건국
∙졸본 ⇨ 국내성 천도(유리왕),
 정복 국가로 발전
∙유이민(부여계：지배층)
 ＋토착민(압록강 유역)

∙유이민(고구려계：지배층)
 ＋토착민(한강 유역)

∙한 군현과 항쟁
∙토착민(경주 지역-지배층)
＋유이민

∙중앙 집권화 늦음.
∙주요 집단의 독자적 세력 기반 유

지
∙박․석․김씨 교대로 왕위 차지

∙낙동강 하류 변한 지역
－철기 문화를 토대로 농업 생산력↑
∙중앙 집권 국가로 발전 못함.

1C 말
~
2C

태조왕
∙계루부(고씨) 왕위 세습
∙부족제적 5부 정비
∙활발한 정복 활동 ⇨ 책성 순

수
∙동옥저․갈사국 복속
고국천왕 (을파소 등용)
∙행정적 5부 개편(부족제 
해체)
∙왕위 부자 상속제 확립
∙진대법 실시

거서간 신령한 대
인

│
차차웅 제사장
│

이사금 연장자
│

마립간 대수장
 

전기 가야 동맹
(3C 금관가야 중심－김수로왕 건국)
∙농경 문화 발달과 철 생산으로 

경제적 발전(낙랑, 왜의 규슈 를 
연결하는 중계 무역)

∙백제와 신라의 팽창으로 약화(4C)
∙광개토대왕의 공격으로 약화

 ⇨ 중심 세력 해체, 
 낙동강 서안으로 축소

3C

동천왕
∙서안평 공격 ⇨ 위의 역습
∙오와 통교(위 견제)

중천왕
∙관나 부인 제거
∙왕비족
－명림씨․우씨․연씨 세력↑

고이왕
∙좌장 설치
∙관등제 정비－6좌평/16관등
∙공복 제정(자․비․청)
∙남당 설치
∙범장지법 제정
∙한강 유역 장악
∙중국 문물 수용

4C

미천왕 (중국：5호 16국 혼
란기)

∙낙랑 멸망(313)
∙대방 멸망(314)
고국원왕
∙전연의 침입
∙백제 근초고왕의 침입(전사)
소수림왕
∙불교 공인(372)－전진(순도)
∙태학 설립(372)
∙율령 반포(373)

근초고왕
∙왕위 부자 상속제 확립(초고

왕계)
∙마한 정복(남해안 차지)
∙고구려와 대결

 ⇨ 황해도 진출, 고국원왕 전
사

∙금관가야에 지배권 행사
∙요서, 산둥, 규슈(칠지도) 진

출
∙아직기․왕인

 ⇨일본에 유교문화 전파
∙<서기> 편찬(고흥)

침류왕
∙불교 수용(384)－동진(마라난

타)

내물 마립간
∙마립간 사용
∙김씨 왕위 세습권 확립
∙광개토대왕의 지원으로 왜구 격퇴

(호우명 그릇) ⇨ 고구려의 내정 간
섭

∙낙동강 동안 지역 영향 확대

광개토대왕
∙백제 공격(한강 유역 북부)
∙신라에 침입한 왜구 격퇴

(한반도 남부에 영향력 행사)
∙만주 장악, 대규모 정복 사업
∙영락 연호 사용

장수왕
∙남진 정책－평양 천도(427),

한강 유역 점령(475)
(죽령~남양만 이북 확보－중
원 고구려비)

∙남북조 견제
∙흥안령 산맥 진출(지두우족 

5C
｜
삼
국
항
쟁
1
기
︵고
구

비유왕
∙나․제 동맹 결성(433)

개로왕

눌지 마립간
∙나․제 동맹 결성(433)
∙고구려 간섭 배제

후기 가야 연맹
∙5C 후반 고령 대가야 중심

자비 마립간
∙수도의 방리명 확정

1. 고대 국가의 발전

한국
사 ➤ 윤승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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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
의 
전
성
︶

분할 점령, 거란 압력↑)
∙중국과 대등한 지위

문자명왕
∙최대 영토(부여 소멸)

∙북위에 국서 보냄.
∙한강 유역 상실(전사)

문주왕
∙웅진 천도
∙왕권 약화, 귀족 세력의 국정 

장악
동성왕

∙신라와 혼인 동맹 ⇨ 고구려
에 대항

∙북위 격퇴(요서)

∙백제 구원 실패

소지 마립간
∙백제와 혼인 동맹
∙우역 설치, 관도 수리
∙왕경에 시사 설치

6C

구 분 고구려 백 제 신 라 가 야

6C
｜
삼
국
항
쟁
2
기

*정치적 혼란
∙안장왕, 안원왕 이후 왕권 
약화
∙귀족 연합 정치(대대로)

양원왕
∙대대로의 위상 강화
∙돌궐과 대립(서북지역 군사력 

집중)
⇨ 한강 유역 상실

∙신라와 밀약 체결
⇨ 나․제 동맹 결렬(553)

중흥기 비약적 발전기
무령왕

∙지방에 22담로 설치
(왕족 파견 ⇨ 지방 통제 강
화)

∙양과 교류
－양직공도, 영동대장군(작
호),
  무령왕릉(벽돌무덤)

∙고구려, 말갈 격퇴

성왕
∙사비 천도(538)
∙남부여 국호
∙6좌평, 16관등 재정비
∙22부(중앙 관청)와 5방(지

방)
∙승려 등용, 불교 진흥(율종/

겸익),
일본에 불교 전래(노리사치
계)

∙중국 남조와 활발한 교류
∙한강 유역 일시 회복(신라의 

배반으로 관산성에서 전사)
⇩

  나․제 동맹 결렬(553)
위덕왕

∙왕흥사 창건(창왕명 청동 사
리함)
 이설 존재

∙능산리 절터(창왕명 석조 사
리감)

∙아좌태자 일본 파견
(쇼토쿠 태자의 스승)

지증왕
∙신라 국호, 왕호(마립간 ⇨ 왕) 사

용
∙지방 행정 구역 정비(주/군․현)
∙우경 실시
∙우산국 정복(울릉도)
∙순장 금지(⇨ 새로운 상복법 제정)
∙아시촌 소경 설치
∙동시․동시전 설치

법흥왕
∙율령 반포
∙병부 설치
∙공복 제정(자․비․청․황)
∙상대등 설치(왕권 강화)
∙대가야와 혼인 동맹(이뇌왕)
∙금관가야 정복 
∙골품제 정비
∙독자적 연호 사용(건원)
∙불교 공인

(이차돈 순교 ⇨ 백률사석당)
진흥왕

∙화랑도 개편(국가적 조직)
∙품주(후에 집사부)설치
∙<국사> 편찬
∙황룡사 창건
∙팔관회․백좌강회 개최
∙영토 확장
┌한강 유역 확보
├함경도 지역 진출
├대가야 정복
└순수비, 단양적성비

∙고립 탈피 위해 신라와 결혼 동
맹
(대가야)

∙금관가야：법흥왕 때 병합
∙대가야：백제 성왕과 연합,

관산성 전투 패배
 ⇨ 진흥왕 때 병합

한강 유역 확보 의미
∙경제적 기반 강화
∙전략 거점 확보
∙중국과 교섭(당항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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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고구려 백 제 신 라

7C

영양왕
∙<신집> 5권 편찬(660)
∙요서지역 선제 공격, 4차례 전쟁
⇨ 국력 약화

∙온달의 아단성 공격 ⇨ 한강 유역 탈환 
실패

∙혜자, 담징, 법정 일본에 파견
영류왕

∙당과 형식적 우호관계 유지
∙도교 수용
∙천리장성 축조 시작
∙연개소문 제거 시도, 실패 ⇨ 사망

보장왕
∙연개소문의 실권 장악
－도교 진흥 ⇨ 불교세력 반발(보덕, 백
제 망명)
－신라의 화친 제안(김춘추)
  ⇨ 연개소문의 한강 유역 반환 요구로 
실패

∙당의 1차 침입(안시성 전투), 2차 침입 
격퇴

∙연개소문 사후, 나당 연합군의 공격으로 
평양성 함락 ⇨ 고구려 멸망

무왕
∙익산 천도 시도

 ⇨ 왕궁평성․제석사․미륵사 건축
∙관륵 등을 일본에 파견

의자왕
∙고구려와 화친을 맺고 신라 견제
∙신라 공격(642)
⇨ 윤충의 대야성을 비롯한 40여 성 정복, 
   당항성(대당교통로) 공격

∙나․당 연합군의 공격으로 사비성 함락
⇨ 백제 멸망(660)

진평왕
∙독자적인 연호 사용(건복)
∙백제의 침입－아막성, 가잠성, 모산성 등
∙고구려의 침입－아단성(온달), 북한산성 등
∙수와 조공 외교 성립
⇨ 수에 고구려 침공 요청(원광의 걸사표)

선덕여왕
∙불교 진흥
⇨ 분황사․영묘사․황룡사 9층 목탑 건립

∙첨성대 설치
∙독자적 연호 사용(인평, 634)
∙고구려의 당항성 공격, 백제의 대야성 침공
⇨ 고구려와의 제휴 시도, 실패(김춘추, 642)

진덕여왕
∙비담 처형(⇦ 비담의 난)
∙적극적 한화 정책
⇨ 중국식 복제 채용, 정조하례세 실시, 
   품주 개편(집사부․중시 설치)

∙오언태평송(당의 태평성대를 칭송)
∙연호 ‘태화’ ⇨ 중국식 연호 ‘영휘’ 사용
∙당에 군사적 지원 요청 ⇨ 나․당 동맹 결성

2. 7세기 각국의 항쟁과 분열

3. 신라 중대의 주요 왕들

무열왕
∙최초의 진골 출신의 왕
∙무열왕 직계자손의 왕위 계승 시작, 갈문왕 제도 폐지
∙집사부 시중 세력 강화 ⇨ 상대등 세력 약화
∙사정부 설치(659)

문무왕

∙삼국 통일 완성(나․당 전쟁 승리)
∙북원경(678)과 금관경(680) 설치 ⇨ 5소경제의 기틀 마련
∙기병 중심의 5주서 설치
∙형률을 관장하는 우이방부 설치(또 다른 형률 관장 기구인 좌이방부는 진덕여왕 시기 설치)
∙부석사, 사천왕사 창건
∙외사정 파견(감찰 강화, 673)

신문왕

∙정치 세력 재편：김흠돌의 반란을 계기로 귀족 세력 숙청
∙중앙 정치 기구(14부)와 군사 제도(9서당 10정) 정비
∙지방 행정 조직 완비(9주 5소경)
∙달구벌 천도 계획 실패
∙문무 관리에게 관료전 지급, 녹읍 폐지
∙유교 정치 이념 강조(국학 설립)
∙감은사 창건
∙오묘제 실시 ⇨ 태조대왕(미추이사금), 진지왕, 문흥대왕(용춘), 무열왕, 문무왕

성덕왕
∙711년 <백관잠>을 지어 관리를 훈계하고 덕목 제시
∙722년 8월 백성에게 정전 지급
∙731년 일본이 300여 척의 병선으로 신라를 공격하다가 대패
∙733년 발해를 공격하다가 폭설과 발 해의 반격으로 실패
∙중국 유현의 국학 봉안(공자 + ∂, 717)

경덕왕
∙월봉 혁파, 녹읍 부활
∙적극적 한화(漢化)정책으로 군현의 명칭과 중앙 관부의 관직명을 중국식으로 개편(757)
∙국학을 태학감으로 전환, 유교 교육 강화
∙불국사와 석굴암 창건, 성덕대왕신종 주조 시작 ⇨ 신라 문화의 황금기

혜공왕
∙5묘제 제도화 ⇨ 미추 이사금(중앙에 배치), 무열왕과 문무왕(세세불훼지종：삼국 통일의 공덕을 인정하여 고정불변), 성덕왕, 경덕왕
∙대공의 난(767, 96각간의 난)으로 왕권 약화
∙김지정 의 난(780)이 일어나자 상대등 김양상과 김경신이 토벌하였으며, 난 중에 피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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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
(재위기간) 정 치 대외 관계 경 제 사 회 문 화

태조(918∼943)

∙호족 통합 정책-정략 결혼, 공신 책봉, 
사성 제도, 본관제 실시

∙호족 통제-사심관 제도, 기인 제도
∙관제 정비-9등급제, 

⇨ (통일 이후)16등급
∙서경 중시
∙훈요 10조 제시
∙<정계>, <계백료서> 편찬

∙거란에 강경책
 (만부교 사건)

∙국경 확장
 (청천강~영흥만)

∙발해 유민 수용

∙역분전 분급 (940)
∙취민유도 

-조세 1/10세로 감
면

∙시전 설치(개경)

∙흑창 설치 ∙숭불 정책
-흥국사⋅법왕사⋅왕
륜사 건립, 
－연등회․팔관회 개
최

∙풍수지리설
－개태사(후백제 멸망 
기념)

∙교육-학보로 기금 마
련

∙구요당 창건(924) ⇨
초제 시행

혜종(~945)
∙왕규의 난

정종(~949)
∙공신과 호족 세력 강성
∙서경 천도 계획 추진, 실패

∙광군사 설치 
 ⇨ 거란 견제

광종 ∙족내혼 ∙친송배요 정책 ∙주현공부법 ∙제위보 설치(962) ∙승과 제도, 

4. 신라 하대의 주요 왕들

선덕왕
(김양상)

∙김지정의 난을 진압하고 혜공왕이 시해되자 즉위(내물 10세손)
∙국왕의 근시(近侍) 조직을 통할하는 업무를 담당한 어룡성을 개편하여 왕권 강화 시도
∙황해도 평산에 패강진 설치 ⇨ 군정(軍政) 방식으로 통치

원성왕
(김경신)

∙무열계인 김주원과의 왕위 다툼에서 승리하여 즉위(내물 12세손)
∙독서삼품과 설치
∙9주의 장관인 총관을 도독으로 개편

헌덕왕
∙김헌창의 난(822)：김주원의 아들인 김헌창이 국호를 ‘장안’, 연호를 ‘경운’으로 정하고 난을 일으켰으나 실패
∙김범문의 난(825)：한산에서 김헌창의 아들 김범문 이 도적 수신과 손을 잡고 난을 일으켰으나 실패(무열왕의 직계 ⇨ 6두품으로 강

등)
흥덕왕 ∙사치 금지령 반포(골품제에 의한 신분적 차별 강화)

∙청해진(완도, 장보고), 당성진(당은군) 설치

진성여왕
∙국고 고갈로 조세 독촉 ⇨ 원종․애노의 난(889), 적고적의 난(896)
∙견훤과 궁예의 성장(국토가 경주 일대로 한정)
∙최치원의 시무 10조 제시 ⇨ 실패 
∙삼대목(향가집) 편찬

5. 발해

무왕(제2대, 
재위

719∼737)

∙‘인안’이라는 독자적 연호 사용
∙고구려의 옛 영역 회복(만주 대부분과 연해주, 주변 여러 부족 복속)
∙흑수부 말갈 공격 시도 ⇨ 대문예 망명
∙당 공격(요서, 산둥) ⇨ 등주 자사 위준 사망
∙일본도 개설(727) ⇨ 일본에 보낸 국서에 대외적으로 고구려를 계승한 국가임을 천명

문왕(제3대,
재위

737∼793)

∙‘대흥보력금륜성법대왕(大興寶曆金輪聖法大王)’이라는 존호 사용
∙연호：대흥 → 보력(774) → 대흥(7년쯤 후)
∙천도：중경 → 상경 → 동경으로 이동(성왕 시기 상경으로 재천도)
∙친당 정책 ⇨ 당은 문왕을 발해군왕에서 발해국왕으로 올려 책봉
∙3성 6부제 시행
∙신라도 개설, 
∙일본도 활성화, 고려 국왕과 천손(天孫)임을 표방

선왕(제10대,
재위

818∼830)
∙대야발(대조영의 동생)의 후손,
∙발해의 중흥기 성립, 발해 문화의 절정기(고구려 문화+당 문화) ⇨ 선왕 이후 ‘해동성국’ 칭호
∙지방 행정 조직 정비：5경 15부 62주 완성

애왕
(14대 또는 15대)∙거란의 침략으로 멸망

6. 고려 통치체제의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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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5)

∙노비안검법 실시(949)
∙과거 제도 시행(958)
∙공복 제도 도입(960), 

공신 및 호족 숙청
∙내제외왕 체제

-칭제건원
  (왕호:황제 / 연호:광덕, 준풍), 
－개경을 황도, 서경을 서도로 승격

－송의 연호 사용
－거란 견제

∙사원전 지급 왕사⋅국사 제도 실시
∙귀법사 건립(균여)
∙천태학 장려 시도

경종(~981)
∙보수 반동 정치 ⇨ 혼란 ∙시정 전시과 실시

 (976)

성종(~997)

∙2성 6부제 완성, 중추원․삼사 설치
∙도병마사⋅식목도감 설치

(독자적 기구)
∙문․무산계 제도 시행
∙최승로의 시무책(5대조 적정평) 
 ⇨ 12목 설치(지방관 파견),

  연등회⋅팔관회 폐지
∙3경 설치, 비서성(개경), 

수서원(서경) 설치
∙향리제 실시
∙군사-6위(중앙), 병농일치제(지방)
∙분사 제도(서경 우대) 정비
∙유교적 통치 이념 확립
－국자감 설치
－12목에 박사 파견(987)
－과거제 정비, 문신월과법 시행

∙시무책(중앙 5품 이상)
 -김심언의 봉사(封事)

∙거란 1차 침입
(993, 소손녕) 
⇨ 서희의 담판 
   (강동 6주 획
득) 
⇨ 국경 확장
   (압록강)

∙재면법 실시
∙화폐 발행

-건원중보
 (996, 최초의 화폐)

∙권농 정책
 -농번기 잡역 금

∙의창 설치
∙상평창 설치

 (개경, 서경, 12목)
∙노비환천법

목종(~1009)
∙강조의 정변 ⇨ 시해 ∙개정 전시과 실시

 (998)

현종
(~1031)

∙지방 행정 제도 정비
-3경 4도호부 8목(5도/양계/경기)

∙향리직 정비
∙주현공거법 실시 

 -향리 자제의 과거 허용

∙거란2차 침입
(1010) 
⇨ 2군 창설

∙거란 3차 침입
 (1018, 소배압) 
⇨ 강감찬 귀주 대
첩
⇨ 나성 축조, 
   감목양마법 실
시

∙주창수렴법 실시
∙면군급고법 실시

∙초조대장경 조판 
⇨ 1037년(선종) 완성

∙<7대 실록> 편찬
∙불교 진흥
－연등회⋅팔관회 부
활
－현화사 창건

덕종(~1034)
∙국자감시 설치(1031)
∙천리장성 축조 시작(1033)

∙전시과 개정(1034)
-내용미상

정종(~1046)

∙천리장성 완성(1044) ∙노비종모법 제정
 (1039, 천자수모법)

∙장자상속법 제정
 (1046)

문종(~1083)

∙남경 설치
∙경기제 확대

∙송과의 국교 재개 ∙공음전 지급
∙재면법·답험손실법 

정비
∙전품제 규정(1054)
∙경정 전시과 실시,

녹봉제 정비(1076)

∙동⋅서 대비원 정비
(1049)

∙삼복제(삼심제), 
삼원신수법 실시
(1062)

∙기인선상법 제정
(1077)

∙고려 문화의 황금기
∙9재 학당 개설(최충) 

 ⇨ 사학 12도 융성
∙흥왕사 창건
∙<가락국기> 편찬

선종
(1083~1094)

∙교장도감 설치(흥왕
사) 
⇨ 교장 간행

∙국청사 창건
헌종(~1095)

∙이자의의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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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1105)

∙남경 중시(남경개창도감), 
기자사 설립

∙여진 정벌(윤관)
 ⇨ 별무반 설치

∙주전도감 설치(의천)
⇨ 은병, 해동통보, 
삼한통보, 동국통보 
등 제작

∙의천, 해동 천태종 창
시(1097)

∙승선(僧選) 실시
(1099)

∙서적포 설치 ⇨ 관학 
진흥

예종(~1122)

∙관학 진흥
－7재 개설
  [경사6학+무학재(강예재)]
－양현고 설립
－청연각⋅보문각 설치

∙임시지방관(감무) 파견

∙여진 정벌 
⇨ 동북 9성 설치
⇨ 여진의 완전 복
종을 조건으로 동
북 9성 반환(1109)

∙구제도감 설치
(1109)
⇨ 진제도감(충목왕)
⇨ 진제색(우왕)

∙혜민국 설치(1112)

∙대성악 수용 ⇨ 아악
으로 발전

∙도이장가(悼二將歌) 
∙도교 장려 ⇨ 복원궁 

건립
∙<속편년통재> 편찬

(1116)

인종(~1146)

∙학식 제정(식목도감)
⇨ 경사 6학 정비(무학재 폐지)

∙이자겸의 난 진압
∙서경천도론 대두(묘청)

-대화궁 건립, 서경 순행
∙묘청의 난 ⇨ 김부식이 평정

∙향교 교육 강화
－향교(향학) 설치

∙<삼국사기> 편찬
(1145, 김부식)

의종(~1170)
∙환관 정치의 폐해
∙무신정변(1170)

명종(~1197)

∙무신 정치에 대한 불만 ⇨ 민란 발생
∙무신 정권의 교체

-이의방 ⇨ 정중부 ⇨ 경대승 
 ⇨ 이의민 ⇨ 최충헌(봉사 10조)

∙최충헌에 의해 폐위

∙지배층의 난
-교종 승려의 난
 (귀법사, 흥왕사 
등)
－김보당의 난
(1173)
－조위총의 난
(1174)

∙농민 봉기
-서계 민란
－망이⋅망소이의 
난
－김사미⋅효심의 
난

∙<동명왕편> 편찬
(1192)

신종(~1204)
∙최충헌의 1인 독재 체제 구축 ∙만적의 난(1198)

∙이비의 난(경주의 
난, 1202)

희종(~1211)

∙왕권 회복 노력-최충헌 제거 시도, 실
패 ⇨ 폐위

∙최충헌의 절대 권력 강화
-진강후에 봉하고 흥녕부 설치
－교정도감 설치(교정별감에 임명)

고종(~1259)

∙최우 집권(1219)
-정방·서방·야별초 설치
－도방을 내외도방으로 개편

∙최항 집권(1249)
-몽골 5⋅6차 침입 ⇨ 강경책

∙최의 집권(1257)
-몽골에 대한 지속적 항전 주장 
 ⇨ 피살(1258)

∙무오정변(1258)
-유경, 김준 등이 최의 제거

∙최의 사후, 몽골과 강화 성립

∙강동의 역(1219) ⇨몽골과 형제 관계 수립
⇨ 저고여의 횡포(1221)⇨ 저고여 피살
(1225)

∙몽골 1차 침입(1231, 살리타)
 ⇨ 귀주성 전투(박서), 강화 천도, 마별초 
설치,
    대장경 제작

∙몽골 2차 침입(1232, 살리타) 
⇨ 처인성 전투(김윤후)에서 살리타 피살
⇨ 초조대장경⋅교장 소실

∙몽골 3차 침입 (1235, 탕구)
⇨ 재조 대장경 조판, 
   황룡사⋅황룡사 9층 목탑 소실

∙몽골 5차 침입(1253) 
⇨ 충실도감 설치, 
   김윤후의 항전 ⇨ 국왕 출륙

∙최광수의 난(1217)
∙이연년 형제의 난

 (1237)
∙구급도감 설치

(1258)

∙<해동고승전> 편찬
(1215)

∙<상정고금예문> 편찬 
(1234) ⇨ 최초의 금속 

활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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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6차 침입 (1254~1259, 4회) 
⇨ 최대 피해

원종(~1274)

∙무신들의 출륙 거부
∙친몽 정책 ⇨ 출배도감 설치
∙김준 집권-몽골에 대항 
⇨ 원종의 명을 받은 임연에게 피살

∙임연, 임유무 집권-환도 계획 저지
∙임유무 피살 후 무신 정권 종말, 

개경 환도(1270)

∙삼별초의 저항
-진도 항쟁
  ⇨여⋅몽 연합군
의 
    진도 정벌
  ⇨ 제주 항쟁

∙녹과전 지급(1271)
∙전민변정도감 설치

 ⇨ 1288⋅1301⋅
 1352⋅1366⋅1381
 ⋅1388년에 각각
 설치 및 폐지

충렬왕(1274~1308)

∙원의 정치적 간섭 
  -일본 원정에 동원(정동행성 설치)
  -영토 상실

 (쌍성총관부, 동녕부, 탐라총관부)
  -관제 격하：왕실 호칭 격하, 

2성 ⇨ 첨의부,
6부 ⇨ 4사

∙내정 간섭
-정동행성의 내정 간섭 기구화
－만호부⋅순마소⋅다루가치 설치
－ 독로화 파견, 심양왕 제도 실시

∙동녕부 수복, 탐라총관부 수복
∙개혁 정책-전민변정도감 복설

∙쇄은 주조 ∙막대한 조공 징발 
-금, 은, 베, 인삼,
  약재 등

∙응방 설치
∙공녀 요구(결혼도감)
∙몽골풍 유행

-몽골어, 변발 등
∙일천즉천의 적용

(1298)
∙육작제 시행

(납속보관제)

∙문묘 건립, 대성전 중
건

∙섬학전 시행
∙<삼국유사>(1281, 일

연),
<고금록>(1284, 박인
량), 
<제왕운기>(1287, 이
승휴) 편찬

충선왕(1298 / 1308
~1313)

∙정방 폐지 ⇨ 한림원에 편입
∙사림원 설치
∙조비 무고 사건
⇨ 즉위년에 강제 폐위, 
   충렬왕 복위

∙충렬왕 사후 복위(1308)
∙만권당 설치(1314)

∙소금 전매제 실시 
⇨ 의염창(1309)

∙농무사 파견

충숙왕(1313~1330 /1332~1339)

∙사심관 제도 폐지 ∙찰리변위도감 설치
∙화자거집전민추고도

감 설치

충혜왕(1330~1332/1339~1344)

∙과거제 정비
∙고려인의 귀환 요구

∙소은병 통용

충목왕(1344~1348)

∙정치도감 설치 ∙진휼도감 설치 ∙<편년강목> 증수
∙실록 편찬

(충렬왕⋅충선왕⋅충
숙왕)

충정왕(1348~1351)
∙왜구의 침입 ∙<농상집요> 소개(이

암)

공민왕(1351
~1374)

∙정방 혁파, 전민변정도감 설치, 
몽골풍 폐지, 기자 봉사(奉祀) 
⇨ 권문세족의 반발로 제대로 시행하
기 어려움

∙반원 정책-친원파 숙청, 
정동행성 이문소 혁파

∙왕권 강화 정책-관제 복구, 
 충용위 설치, 자제위 설치

∙홍건적의 침입, 흥왕사의 변 
⇨ 신흥 무인 세력 성장

∙신돈의 개혁
-전민변정도감 정비
－성균관 중영 및 과거제 정비
－평양 천도설 제기
－내재추제의 신설
－순자제 도입, 군사력 통제 강화

∙신진 사대부의 대두

∙원⋅명 교체기 
⇨ 반원 자주 정책

∙쌍성총관부 회복
 (1334)

∙동녕부 공격(1369)
∙왜구의 침입

∙목화씨 전래
 (1364, 문익점)

∙성균관 복구
∙유학부와 기술학부 분

리
∙<사략> 편찬(1357, 

이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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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왕(~1388)

∙요동 정벌 단행
∙위화도 회군 ⇨ 우왕 폐위

∙왜구 정벌 
-홍산 대첩(1376, 최영) 
-진포 싸움 (1380, 나세⋅최무선)
-황산 대첩(1380,  이성계)
-관음포 대첩 (1383, 정지)

∙대마도 정벌(1389, 박위)

∙직지심체요절 간행
(1377, 흥덕사)
⇨ 현존 세계 최고(最
古)

∙화통도감 설치 
⇨ 화약⋅화포 제작
⇨ 왜구 격퇴(최무선)

창왕(~1389)
∙폐가 입진의 논리로 폐위

공양왕(~1392)
∙과전법 공포(1391)
∙저화 발행

(최초의 지폐)

왕
(재위기간) 정 치 대외 관계 경 제 사 회 문 화

태조
(1392~1398)

∙국호-조선(1393)
∙한양 천도(1394)
∙도평의사사 중심의 정국 운영
∙10위, 시위패, 의흥삼군부 설치

∙대명 관계
 -고명⋅금인 문제, 표전문제, 

요동 수복 운동의 전개, 종계변무 문제
∙노비변정도감 설치

 ⇨ 노비 해방
∙정도전의 저서

-<조선경국전>, <경
제문감> 

∙<경제 6전> 편찬
∙도첩제 실시

정종(~1400)

∙제1차 왕자의 난 ⇨ 정종의 즉위
∙승정원 신설
∙개경 천도, 분경금지법 제정
∙군⋅정 분리

-사병 혁파, 도평의사사 
⇨ 의정부, 중추원 ⇨ 삼군부

∙집현전 설치 
⇨ <향약제생집성방> 편찬

∙제2차 왕자의 난 
⇨ 정안대군(방원) 세자 책봉

∙대명 관계-조공 외
교(자주적 실리 외
교)

태종(~1418)

∙관제 개혁
-도평의사사 폐지
－사간원의 독립
－신문고 설치
－사법⋅경찰권 강화
－속아문 제도, 6조의 각 조마다 3
개의 속사 설치

∙6조 직계제 실시
∙군사 제도-사병 혁파, 승추부 설치, 

삼군진무소 설치, 12사 설치
∙공신과 외척 제거
∙유향소 폐지, 8도 체제 확립

∙여진 정책-강계부
⋅여연군 설치(강
경책), 무역소 설치
(회유책)

∙호패법과 인보법 실
시

∙양전 사업, 
사원전 몰수

∙저화의 법화 지정
(1401) ⇨ 사섬서 설
치

∙포화제 시행(1403)
⇨ 저화제 복귀
(1410)

∙서얼차대법 제정
∙노비종부법 적용
∙동⋅서 대비원 
⇨ 동⋅서 활인원
   (태종, 1414) 
⇨ 활인서
   (세조, 1466)

∙<동국사략> 편찬
∙<혼일강리역대국도지

도>, 
<팔도도> 제작

∙주자소 설치 ⇨ 계미
자 주조

세종(~1450)

∙유교 정치 문화 확립
-집현전 육성, 유교적 의례 실천

∙의정부 서사제 실시
∙훈민정음 창제
∙국토 확장-4군 6진 개척 

 ⇨압록강~두만강 유역 국경 확보
∙사민 정책 실시 ⇨ 변방 지배 강화

∙여진 정책
-4군(최윤덕) 
  6진(김종서) 설
치

∙일본과의 관계
 -강경책：쓰시마 

정벌
 (1419, 이종무)

 -회유책：3포 개항
 (1426, 부산포, 염
포, 
  제포), 계해약조 
  체결(1443)

∙국용전제 실시
 (단일 재정 시도)

∙공법상정소, 
전제상정소 설치

 ⇨ 연분 9등법, 
  전분 6등법
  (수등이척제)

∙외역전 폐지(1445)
∙요역-계전법
∙<농사직설> 편찬 

 ⇨ 견종법
∙조선통보 유통

(1423)

∙금부삼복법 제정
∙원악향리처벌법, 

부민고소금지법 제정
∙노비종모법 원칙, 

종부법 예외 적용

∙<용비어천가>, <월인
천강지곡>, <정간
보>, <석보상절>, 
<향약집성방> 등 편
찬

∙<칠정산> 내⋅외편 
편찬

∙측우기, 자격루, 앙부
일구 개발
(장영실)

∙잡과십학 제정
∙경자자, 갑인자 주조

문종(~1452)
∙세종대의 정치 체제 계승
∙군제 개편

∙사창제 실시
(문종 1년

∙<동국병감>, <고려
사>,

7. 조선 통치 체제와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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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군 12사 ⇨ 5사로 개편   ~성종 1년 폐지) <고려사절요> 등 편
찬

단종(~1455)
∙계유정난 ⇨ 수양대군에게 양위
∙이징옥의 난(1453)

세조(~1468)

∙6조 직계제 실시, 원상제 설치
∙사육신 사건 ⇨ 집현전, 경연 폐지
∙군사 제도

-보법 실시, 5위⋅진관 체제 확립
∙<경국대전> 편찬 착수
∙이시애의 난(1468)

∙여진 정책(북방 개
척)

 -경진북정
 (1460, 신숙주)

 -정해서정
 (1467,남이⋅강
순)

∙팔방통보 주조, 및 
유통 시도
(화살촉, 유엽전)

∙직전법 실시
∙상평창 설치
∙경시서 
⇨ 평시서로 개칭

∙일천즉천 법제화
∙혜민국 
⇨ 혜민서(1466)

∙원각사(원각사지 10층 
석탑) 창건

∙간경도감 설치 
 ⇨ 한글 불경 간행

∙소격전 ⇨ 소격서로 
개칭

∙<동국지도> 제작
예종

(~1469)
∙세조비 윤씨 수렴청정, 

원상 주도 ⇨ 왕권 약화

성종(~1494)

∙홍문관 설치, 경연 활성화
∙<경국대전> 완성
∙독서당 설치
∙김종직 일파의 신진 사림 세력 등용

∙요역-팔결출일부제 
시행

∙관수관급제 실시
∙척불 정책 ⇨ 도첩제 

폐지
∙<악학궤범>, <동국통

감>
<삼국사절요>, <동문
선>
<동국여지승람> 편찬

연산군(~1506)
∙무오사화(1498)
∙갑자사화(1504) 

∙소격서 폐지

중종(~1544)

∙훈구파 견제
∙기묘사화(1519)
∙비변사 설치

∙대일 관계
 -삼포 왜란(1510)

 ⇨ 국교 단절
 -임신약조 체결

(1512) 
 -사량진 왜변

(1544)
 ⇨ 국교 단절

∙진휼청 설치 ∙향약 전국적 실시 ∙소격서 부활 ⇨ 폐지
(1518) 
⇨ 복원(1522) 
⇨ 임란 이후 최종 폐
지

∙<동국사략> 편찬

인종
(~1545)

∙현량과 복구

명종
(~1567)

∙문정왕후의 수렴청정 ⇨ 을사사화
∙비변사의 상설 기구화

∙정미약조 체결
(1547)

∙을묘왜변(1555) 
 ⇨ 국교 단절

∙직전법 폐지, 
녹봉제 실시(1556)

∙<구황촬요> 간행
∙선⋅교 양종의 부활, 

승과 실시, 도첩제 부
활

선조(~1608)
∙훈련도감 설치
∙속오군 체제 완성

∙임진왜란
(1592~1598)

∙수미법 시행
(유성룡, 1594)

 ⇨ 1595년 폐지
∙<기자지>, <기자실

기> 편찬
∙‘훈련도감자’ 주조(목

활자)

광해군(~1623)
∙창덕궁 준공, 경덕궁⋅인경궁 중건
∙북인의 정권 독점
∙폐모살제 사건 ⇨ 인조반정

∙기유약조 체결
(1609)

∙중립외교 ⇨ 친명
친금의 양면 외교

∙대동법 실시(경기도) 
⇨ 선혜청 설치

∙5대 사고 정비
∙<동국지리지> 제작

인조(~1649)

∙서인의 정권 장악
∙산림의 대두
∙어영청⋅총융청⋅수어청 설치

∙정묘호란(1627)
∙병자호란

∙영정법 실시(1635)
∙작부제 시행
∙금난전권의 부여
∙팔분체 조선통보,

상평통보 주조(상평
청)

∙이괄의 난(1624) ∙시헌력 도입

효종(~1659)
∙북벌의 추진

(서인：금군 기병 전환, 어영청 강화)
∙양척동일법 시행

(1653)
∙<농가집성> 편찬

(신속)
현종(~1674)

∙기해예송 ⇨ 서인의 정권 장악
∙갑인예송 ⇨ 남인의 정권 장악

숙종(~1720)
∙남인의 병권 장악
∙북벌 추진, 도체찰사부 설치
∙경신환국(1680)⇨남인 퇴출, 서인 

분열(송시열의 노론, 윤증의 소론)

∙대동법 전국 실시
(잉류지역 제외)

∙박세당 <색경>,
홍만선<산림경제> 

∙만동묘 창건(1704)
∙대보단 건립(1704)
∙이이⋅성혼의 문묘종

사(우율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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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위영 설치(1682)
∙기사환국(1689) ⇨ 남인 집권
∙갑술환국(1694) ⇨ 노⋅소론 집권
∙정유독대(1717)

편찬
∙상평통보 법화로 채

택

경종(~1724)
∙신축옥사 ⇨ 소론 집권
∙임인옥사(목호룡의 고변⋅삼급수설)
⇨ 소론 집권

영조(~1776)

∙을사처분(1724)
∙정미환국⋅탕평교서(1727) 
⇨ 소론 등용

∙이인좌의 난(1728)
∙기유처분(1729), 경신처분(1740),

신유대훈(1741)
∙을해옥사(나주 괘서 사건, 1755)
∙임오화변 ⇨ 사도세자 사망
∙완론 탕평 

 ⇨ 전랑권⋅한림회천권 혁파, 
서원 철폐, 산림과 공론의 부정,
탕평과 시행, 동색금혼패 부착, 
기로과 설치 

∙훈련도감⋅금위영⋅어영청 
3군문 도성 방위 체제 구축

∙균역법 실시(1750)
∙은결 색출
∙제언 수축 장려
∙고구마 수입(1763)

∙노비종모법 실시
∙악형 폐지, 

 삼복법 시행
∙신문고 부활, 상언과 

격쟁 활성화
∙서얼통청법 시행

 (1772)
∙금주령과 사치 금지

∙호락논쟁
∙<동국문헌비고>,<속

대전>, 
<속오례의>, <속병장
도설>, 
<무원록> 편찬

∙ < 택 리 지 > , < 산 경
표>,<동국지도> 제작

∙‘임진자’ 주조(금속 활
자)

정조
(~1800)

∙척신 세력 제거
∙홍국영의 세도
∙준론 탕평 ⇨ 시파⋅벽파 등용

(시파 득세, 채제공 독상체제)
∙영남만인소 ⇨ 시파와 벽파 대립
∙문체반정(1792) ⇨ 문학 발전 저해
∙화성 건설
∙규장각 설치, 초계문신제 시행
∙산림무용론⋅군주도통론
∙장용영 설치(1793)
∙전랑 자대권, 통청권 혁파
∙서얼 등용

∙박지원<과농소초>,
 박제가<북학의> 편

찬
∙신해통공 시행

(1791)
⇨ 금난전권 폐지

∙장인 등록제 폐지
∙제언절목 반포 
⇨ 보, 방죽, 저수지 
등 수리시설의 축조 
및 정비

∙노비추쇄관 혁파
(1778)

∙고공법(1783) 제정
∙진산사건 
⇨ 신해박해(1791)

∙수령 권한 강화 
⇨ 향약 주관

∙안정복 <동사강목>, 
유득공 <발해고>, 
이긍익 <연려실기술> 
편찬

∙<고금도서집성> 수입
∙편찬 사업
  - <증보동국문헌비

고>,
<대전통편>,<무예
도보통지>,
<동문휘고>, <규장
각지>,
<탁지지>, <추관
지>,
<춘관지>, <홍문관
지>,
<일성록> 등 

∙천세력 개발 
순조(~1834)

∙장용영 혁파, 훈련도감 정상화
∙안동 김씨의 세도

∙삼정 문란 ∙신유박해(1801)
∙공노비 해방(1801)
∙홍경래의 난(1811)

∙<만기요람> 편찬
(1808)

∙<아방강역고> 제작

헌종(~1849)

∙풍양 조씨의 세도 ∙오가작통법 실시
⇨ 김대건 처형
(1846)

∙기해박해(1839)
∙병오박해(1846)

철종(~1863)

∙안동 김씨의 세도 ∙삼정이정청 설치 
⇨ 삼정이정절목 편
찬

∙신해허통(1851)
∙임술 농민 봉기

 (1862)
∙중인의 대규모 소청 

운동, 실패

∙<대동여지도>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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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출 판례 목차별 정리

제1장 헌법전문과 헌법의 기본원리

1.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 비준 등 위헌확인(99헌마139)(2010지방직7급, 2007년 법원직

(하),2007국회직8급, 2012지방직7급, 2014 국회직 8급, 2014국가직 7급, 2015 법원직)

 (1)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은 우리나라 정부가 일본 정부와의 사이에서 어업에 관해 체결

ㆍ공포한 조약으로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그 체결행위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2) 헌법전문에 기재된 3,1정신은 우리나라 헌법의 연혁적ㆍ이념적 기초로서 헌법이나 법률의 해석기준으로 작

용한다고 할 수 있지만, 그에 기하여 곧바로 국민의 개별적 기본권성을 도출해낼 수는 없다. 따라서 헌법소원의 

대상인 헌법상 기본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영토조항만을 근거로 하여 독자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러나 영토에 관한 권리를 영토권이

라 구성하여 기본권의 하나로 구성하는 것은 가능하다.

 (4) 합의의사록은 조약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국회에 상정하지 아니한 것이 국회의 의결권과 국민의 

정치적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제2장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구성요소

제3장 대한민국의 기본질서

1. 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단, 국민이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거나 법적 상태가 불확

실하고 혼란스러워 보호할 만한 신뢰의 이익이 적은 경우와 소급입법에 의한 당사자의 손실이 없거나 아주 경

미한 경우, 그리고 신뢰보호의 요청에 우선하는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소급입법을 정당화하는 경우 등

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97헌바38). (2008 국회직 8급, 2010 지방직(하) 7급, 2012 법원직, 2012법무사, 

2012국가직7급) (2015 국회직 8급)

2. 과거의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소급입법의 태양에는 이미 과거에 완성된 사실·법률관계

를 규율의 대상으로 하는 진정소급효의 입법과 이미 과거에 시작하였으나 아직 완성되지 아니하고 진행과정에 

있는 사실·법률관계를 규율의 대상으로 하는 부진정소급효의 입법이 있다. 헌법 제13조 제2항이 금하고 있는 

소급입법은 이 중에서 전자, 즉 진정소급효를 가지는 법률만을 의미하므로 후자, 즉 부진정소급효의 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다만 부진정소급효를 가지는 입법에 있어서도 소급효를 요구하는 공익상의 사유와 신뢰

보호의 요청 사이의 비교형량 과정에서 신뢰보호의 관점이 입법자의 형성권에 제한을 가하게 된다. (헌재 

2008. 10. 30. 2005헌마222 등)(2014국가직 7급, 2014법원직, 2012법무사, 2012지방직7급) (2015 국회직 

8급)

3. 축협중앙회의 해산 및 새로 설립되는 농협중앙회로의 통합 등을 규정하고 있는 농업협동조합법 (99헌마

553) (2015 국회직 8급)(2015 법무사)(2013 법원직)(2013 국회직 8급)(2012 지방직 7급)(2016 서울시 7급)

(1) 축협중앙회는 공법인성과 사법인성을 겸유한 특수한 법인으로서 이 사건에서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

다. 

(2) 우리나라 헌법상의 경제질서는 사유재산제를 바탕으로 하고 자유경쟁을 존중하는 자유시장경제질서를 기

헌법 ➤ 정인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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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으로 하면서도 이에 수반되는 갖가지 모순을 제거하고 사회복지·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적 규제와 

조정을 용인하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다.

(3) 헌법 제123조 제5항은 국가에게 “농ㆍ어민의 자조조직을 육성할 의무”와 “자조조직의 자율적 활동과 발전

을 보장할 의무”를 아울러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국가의 의무는 자조조직이 제대로 활동하고 기능하는 시기

에는 그 조직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후자의 소극적 의무를 다하면 된다고 할 수 있지만, 그 조직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향후의 전망도 불확실한 경우라면 단순히 그 조직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에 그쳐서는 

아니 되고, 적극적으로 이를 육성하여야 할 전자의 의무까지도 수행하여야 한다. 

(4) 기존의 축협중앙회를 해산하여 신설되는 농협중앙회에 합병토록 하고 신설 농협중앙회가 기존축협중앙회

의 자산ㆍ조직 및 직원을 승계하도록 규정한 위 농업협동조합법 부칙 제2조 제2호, 제6조, 제7조 제1항, 제2

항, 제10조, 제11조는 입법재량권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4. 사립학교교원의 근로3권에 대한 위헌법률심판(89헌가106) (2012국가직7급) (2008국가직7급) (2012 법원직, 2014 국

회직 8급)(2015서울시 7급)

⑴ ‘인권에 관한 세계선언’은 보편적인 법적 구속력을 가지거나 국제법적 효력을 갖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 

⑵ 위 선언의 실효성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마련된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1990.6.13. 조약 

1006호, 이른바 A규약)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1990.6.13. 조약 1007호, 이른바 B규약)은 조약에 

해당하지만, 가입 당시 유보한 결사의 권리조항은 직접적으로 국내법적 효력을 가지는 것도 아니다. 

⑶ ‘교원의지위에관한권고’는 직접적으로 국내법적인 효력을 가지는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 

5. 마라케쉬협정도 적법하게 체결되어 공포된 조약이므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새로운 범

죄를 구성하거나 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가중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국내법에 의하여 형사처벌을 가중한 것과 같은 효

력을 갖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마라케쉬협정에 의하여 관세법위반자의 처벌이 가중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법률에 

의하지 아니한 형사처벌이라거나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지 아니한 형사처벌이라고 할 수 없다(헌재 1998.11.26, 97헌바

65). (2012 국회8급)(2012 국가직 7급)(2010 국회직 8급)(2007 국회직 8급, 2014국가직 7급, 2014 국회직 8급)(2015

서울시 7급)

제4장 기본권 총론

1. 구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2호 나목 등 위헌소원(95헌바48) (2010법원직)(2007법원직(상))(2009 국가직 7

급)(2014 국회직 8급)(2015서울시 7급)

⑴ 직업공무원제는 헌법이 보장하는 제도적 보장 중의 하나이다.

⑵ 제도적 보장은 객관적 제도를 헌법에 규정하여 당해 제도의 본질을 유지하려는 것으로서 헌법제정권자가 특히 중

요하고도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고 헌법적으로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국가제도를 헌법에 규정함으로써 장래

의 법발전, 법형성의 방침과 범주를 미리 규율하려는데 있다. 기본권 보장은 ‘최대한 보장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임에 반

하여, 제도적 보장은 ‘최소보장의 원칙’이 적용된다.

⑶ 입법자는 ‘최소보장의 원칙’이 적용되는 제도적 보장에 대하여 폭넓은 입법형성의 자유를 가지므로 동장을 신분보

장의 적용을 받지 않은 특수경력직 공무원 중 별정직 공무원의 범주에 넣었다 하여 바로 그 법률조항을 위헌이라고 할 

수는 없다.

2. 영화인협회의 기본권 주체성(90헌마56) (2013국가직7급)(2007법원직(상))(2010국회직8급)(2011지방직(하)7

급)(2008지방직(상)7급)

⑴ 본래 자연인에게 적용되는 기본권규정이라도 언론·출판의 자유, 재산권의 보장 등과 같이 성질상 법인이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을 당연히 법인에게도 적용하여야 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법인도 사단법인·재단법인 또는 영리법인·비영리

법인을 가리지 아니하고 위 한계 내에서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

다. 

⑵ 법인 아닌 사단·재단이라고 하더라도 대표자의 정함이 있고 독립된 사회적 조직체로서 활동하는 때에는 성질상 법

인이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을 침해당하게 되면 그의 이름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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⑶ 청구인 ○○협회 감독위원회(이하 ‘감독위원회’라고 줄여 쓴다)는 영화인협회로부터 독립된 별개의 단체가 아니고, 

영화인협회의 내부에 설치된 8개의 분과위원회 가운데 하나에 지나지 아니하며, 달리 단체로서의 실체를 갖추어 당사자 

능력이 인정되는 법인 아닌 사단으로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감독위원회는 그 이름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능력이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감독위원회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할 것 

없이 부적법하다. 

⑷ 단체는 특별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소원심판제도가 가진 기능에 미루어 원칙적으로 단체 자신의 기본

권을 직접 침해당한 경우에만 그의 이름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 구성원을 위하여 또는 구성원을 

대신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초기배아는 수정이 된 배아라는 점에서 형성 중인 생명의 첫걸음을 떼었다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나 아직 

모체에 착상되거나 원시선이 나타나지 않은 이상 현재의 자연과학적 인식 수준에서 독립된 인간과 배아 간의 

개체적 연속성을 확정하기 어렵다고 봄이 일반적이라는 점, 배아의 경우 현재의 과학기술 수준에서 모태 속에

서 수용될 때 비로소 독립적인 인간으로의 성장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 수정 후 착상 전의 배아가 인

간으로 인식된다거나 그와 같이 취급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사회적 승인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하기 어렵다(2005헌마346).(2013 국가직7급)(2011 국가직 7

급)(2011 지방직(하) 7급)(2013법원직)(2014 국회직 8급) (2014지방직7급)(2015서울시 7급)(2015 법무

사)(2016국회직8급)(2016 법무사) 

4.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제7조(흡연권 제한) 위헌확인(2012국회직8급) (2003헌마457) (2007법원직(하)) 
(2011 국가직 7급) (2010 지방직(하) 7급) (2014국가직 7급) (2015 국회직 8급)

⑴ 흡연권의 헌법적 근거는 헌법 제17조(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헌법 제10조에서 찾을 수 있다.

⑵ 혐연권의 헌법적 근거는 헌법 제17조(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헌법 제10조 그리고 건강권과 생명권에서 찾을 수 

있다.

⑶ 혐연권이 흡연권보다 상위의 기본권이므로 상위기본권우선의 원칙에 따라 흡연권은 혐연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 

인정되어야 한다.

5. 헌법 제37조 제2항은 기본권제한에 관한 일반적 법률유보조항이라고 할 수 있는데 법률유보의 원칙은 ‘법률에 의한 

규율’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근거한 규율’을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권의 제한에는 법률의 근거가 필요할 

뿐이고 기본권 제한의 형식이 반드시 법률의 형식일 필요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비록 그렇다 하더라도, 헌법 제75조는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

령을 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위임입법의 근거를 마련함과 아울러 위임입법의 범위와 한계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대통령령으로 면회의 횟수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에 관한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고 그 위임은 구체적으로 범

위를 정하여 위임하는 것이 아니면 안 된다. 이 사건 시행령규정이 미결수용자의 면회횟수를 매주 2회로 제한하고 있는 

것은 법률의 위임 없이 접견교통권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37조 제2항 및 제75조에 위반된다(헌재 2003. 11. 27. 

2002헌마193). (2010 국회직 8급)(2007 법무사)(2008 국회직 8급) (2015 법원직)(2015서울시 7급)

제5장 대한민국의 기본제도와 참정권적 기본권

1. 정당의 법적 지위는 적어도 그 소유재산의 귀속관계에 있어서는 법인격 없는 사단(社團)으로 보아야 하고, 

중앙당과 지구당과의 복합적 구조에 비추어 정당의 지구당은 단순한 중앙당의 하부조직이 아니라 어는 정도의 

독자성을 가진 단체로서 역시 법인격 없는 사단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92헌마262).(2012법무

사)(2007법원직(하))(2009 법무사)(2015 법원직)(2015 법무사)

2. 통합진보당 해산 (헌재 2014. 12. 19. 2013헌다1) )(2015서울시 7급)(2015 법무사)(2016 법원직)(2016 법무사)
(1) 민주노동당의 목적이나 활동 그 자체가 이 사건의 심판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2) 대통령의 직무상 해외 순방 중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루어진 정당해산심판청구서 제출안에 

대한 의결은 위법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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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당해산심판절차에는 헌법재판소법과 헌법재판소 심판규칙, 그리고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이 적용된다. 

(4) 정당해산심판제도는 정부의 일방적인 행정처분에 의해 진보적 야당이 등록취소되어 사라지고 말았던 우리 

현대사에 대한 반성의 산물로서 제3차 헌법 개정을 통해 헌법에 도입된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 제도는 

발생사적 측면에서 정당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로서의 성격이 부각된다. 그러나 한편 이 제도로 인해서, 정당

활동의 자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헌법적 한계 역시 설정된다.  

(5) 정치적 비판자들을 탄압하기 위한 용도로 남용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정당해산심판제도는 매우 엄격하

고 제한적으로 운용되어야 한다. ‘의심스러울 때에는 자유를 우선시하는(in dubio pro libertate)’ 근대 입헌주의

의 원칙은 정당해산심판제도에서도 여전히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6) 정당해산의 사유 

 ① ‘정당의 목적’이란, 어떤 정당이 추구하는 정치적 방향이나 지향점 혹은 현실 속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정

치적 계획 등을 통칭한다. 이는 주로 정당의 공식적인 강령이나 당헌의 내용을 통해 드러나겠지만, 그밖에 정

당대표나 주요 당직자 등의 공식적 발언, 정당의 기관지나 선전자료와 같은 간행물, 정당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일정한 영향력을 가지거나 정당의 이념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당원들의 행위 등도 정당의 목적을 파악하는 데

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만약 정당의 진정한 목적이 숨겨진 상태라면 이 경우에는 강령 이외의 자료를 통해 진

정한 목적을 파악해야 한다. 

 한편 ‘정당의 활동’이란, 정당 기관의 행위나 주요 정당관계자, 당원 등의 행위로서 그 정당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 활동 일반을 의미한다.  

 ② 헌법 제8조 제4항이 의미하는 ‘민주적 기본질서’는, 개인의 자율적 이성을 신뢰하고 모든 정치적 견해들

이 각각 상대적 진리성과 합리성을 지닌다고 전제하는 다원적 세계관에 입각한 것으로서, 모든 폭력적·자의적 

지배를 배제하고, 다수를 존중하면서도 소수를 배려하는 민주적 의사결정과 자유·평등을 기본원리로 하여 구

성되고 운영되는 정치적 질서를 말하며, 구체적으로는 국민주권의 원리,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제도, 

복수정당제도 등이 현행 헌법상 주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다. 

 ③ 헌법 제8조 제4항은 정당해산심판의 사유를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민주적 기본질서의 ‘위배’란,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단순한 위반이나 저촉

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사회의 불가결한 요소인 정당의 존립을 제약해야 할 만큼 그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우리 사회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하여 실질적인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성을 초래하는 경우

를 가리킨다.  

 ④ 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지 않는 한 정당은 각자가 옳다고 믿는 다양한 스펙트럼의 이념적인 지향을 자

유롭게 추구할 수 있다. 오늘날 정당은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추구하는 정당에서부터 공산주의 이념을 추구하

는 정당에 이르기까지 그 이념적 지향점이 매우 다양하므로, 어떤 정당이 특정 이념을 표방한다 하더라도 그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의 내용들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 한 그 특정 이념의 표방 그 자체만

으로 곧바로 위헌적인 정당으로 볼 수는 없다. 정당해산 여부를 결정하는 문제는 결국 그 정당이 표방하는 정

치적 이념이 무엇인지가 아니라 그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⑤ 강제적 정당해산은 헌법상 핵심적인 정치적 기본권인 정당활동의 자유에 대한 근본적 제한이므로, 헌법재

판소는 이에 관한 결정을 할 때 헌법 제37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비례원칙을 준수해야만 한다. 따라서 헌

법 제8조 제4항의 명문규정상 요건이 구비된 경우에도 해당 정당의 위헌적 문제성을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대

안적 수단이 없고, 정당해산결정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사회적 이익이 정당해산결정으로 인해 초래되는 정당

활동 자유 제한으로 인한 불이익과 민주주의 사회에 대한 중대한 제약이라는 사회적 불이익을 초과할 수 있을 

정도로 큰 경우에 한하여 정당해산결정이 헌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

(6) 남북이 대립되어 있는 현재 한반도의 상황과 무관하지 않은 이 사건에서 우리는 입헌주의의 보편적 원리

에 더하여, 우리 사회가 처해 있는 여러 현실적 측면들, 대한민국의 특수한 역사적 상황 그리고 우리 국민들

이 공유하는 고유한 인식과 법 감정들의 존재를 동시에 숙고할 수밖에 없다.  

(7) 피청구인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지 여부 : 피청구인 주도세력의 강령상 목표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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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적으로 폭력에 의하여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이를 기초로 통일을 통하여 최종적으로는 사회주의를 

실현하는 것이다. 그리고 피청구인의 진정한 목적과 활동은 1차적으로 폭력에 의하여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

하고 최종적으로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와 같은 진정한 목적이나 그에 기초한 활동은 우리 사회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해 실질

적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성을 초래하였다고 판단되므로,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 

(8) 피청구인에 대한 해산결정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가해지는 위험성을 실효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부득이한 

해법으로서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9) 정당해산심판제도의 본질은 그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정당을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과정에서 미리 배제함으로써 국민을 보호하고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다. 어떠한 정당을 엄격한 요건 

아래 위헌정당으로 판단하여 해산을 명하는 것은 헌법을 수호한다는 방어적 민주주의 관점에서 비롯되는 것이

고, 이러한 비상상황에서는 국회의원의 국민대표성은 부득이 희생될 수밖에 없다. 헌법재판소의 해산결정으로 

정당이 해산되는 경우에 그 정당 소속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는지에 대하여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정당

해산심판제도의 본질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정당을 정치적 의사형성과정에서 배제함으로써 국민을 보

호하는 데에 있는데 해산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을 상실시키지 않는 경우 정당해산결정의 실효성을 확보

할 수 없게 되므로, 이러한 정당해산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결정이 있는 경우 

그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은 당선 방식을 불문하고 모두 상실되어야 한다. 

3. 지역구 후보자에 대한 투표를 정당별로 합산하여 비례대표의석을 배분하는 것(1인1표제)은 선거권을 침해하고 직접
선거의 원칙과 평등선거의 원칙에 위배된다(2000헌마91 등). (법원직 2010. 3)(법원직 2008. 3)(2012국회직8급)(2010 국회직 8

급)(2008 지방직(하) 7급)(2015 국회직 8급)(2014국가직 7급)(2016국회직8급)
⑴ 공직선거법은 이른바 1인1표제를 채택하여 유권자에게 별도의 정당투표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지역구선거에서 

표출된 유권자의 의사를 그대로 정당에 대한 지지의사로 의제하여 비례대표의석을 배분토록 하고 있는바, 이러한 비례대

표제 방식에 의하면, 유권자가 지역구후보자나 그가 속한 정당 중 어느 일방만을 지지할 경우 지역구후보자 개인을 기준

으로 투표하든, 정당을 기준으로 투표하든 어느 경우에나 자신의 진정한 의사는 반영시킬 수 없으며, 후보자든 정당이든 

절반의 선택권을 박탈당할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신생정당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어 기존의 세

력정당에 대한 국민의 실제 지지도를 초과하여 그 세력정당에 의석을 배분하여 주게 되는바, 이는 선거에 있어 국민의 의

사를 제대로 반영하고, 국민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보장할 것 등을 요구하는 민주주의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

⑵ 직접선거는 의원의 선출뿐만 아니라 정당의 의석획득도 선거권자의 의사에 따라 직접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비례대표의원의 선거는 지역구의원의 선거와는 별도의 선거이므로 이에 관한 유권자의 별도의 의사표시, 즉 정당명부에 

대한 별도의 투표가 있어야 함에도 현행제도는 정당명부에 대한 투표가 따로 없으므로 결국 비례대표의원의 선출에 있

어서는 정당의 명부작성행위가 최종적·결정적인 의의를 지니게 되고, 선거권자들의 투표행위로써 비례대표의원의 선출을 

직접·결정적으로 좌우할 수 없으므로 직접선거의 원칙에 위배된다. 그러나 고정명부식 정당명부제도가 위헌인 것은 아니

다.

⑶ 현행 1인1표제하에서의 비례대표의석배분방식에서, 지역구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지역구의원의 선출에 기여함과 아울

러 그가 속한 정당의 비례대표의원의 선출에도 기여하는 2중의 가치를 지니게 되는데 반하여, 무소속후보자에 대한 투

표는 그 무소속후보자의 선출에만 기여할 뿐 비례대표의원의 선출에는 전혀 기여하지 못하므로 투표가치의 불평등이 발

생하는바,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이 자신의 지역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무소속후보자에게 투표하는 

유권자들로서는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투표가치의 불평등을 강요당하게 되는바, 이는 합리적 이유 없이 무소속 후보자에

게 투표하는 유권자를 차별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평등선거의 원칙에 위배된다. 

4. 자치구·시·군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은 인구비례의 원칙과 자치구·시·군의회의원의 지역대표성 및 인구의 도시집중으로 

인한 농어촌 간의 극심한 인구편차 등 여러 요소를 합리적으로 참작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선거구 간 인구편차는 

해당 선거구의 의원 1인당 인구수가 해당 선거구가 속한 자치구·시·군의회의원 1인당 평균인구수로부터 상하 60%의 편

차(이 경우 상한 인구수와 하한 인구수의 비율은 4：1) 내에 있으면 허용된다 할 것이다(2010헌마401).(2014법원

직)(2012 법원직)(2009 법무사)(2008 지방직(하) 7급) (2014지방직7급)

5. 지방자치법 제15조, 제9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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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에 한하는 것이고, 국가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는 원칙적으로 자치조례의 제정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할 것이고, 

다만 기관위임사무에 있어서도 그에 관한 개별법령에서 일정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경우에

는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개별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이른바 위임조례를 정할 수 있다. (99추

85 판결) (2013년 법원직) (2014법무사)(2016 서울시 7급)(2015년 지방직 7급)(2016 법무사)

6. 주민투표법 입법부작위 위헌확인(2000헌마735)(법원직 2011. 3)(2009 국가직 7급)(법원직 2008. 3)(2009 국회직)(2007 국

회직 8급) (2015 국회직 8급) (2014지방직7급)

⑴ 헌법 제117조 및 제118조가 보장하고 있는 본질적인 내용은 자치단체의 보장, 자치기능의 보장 및 자치사무의 보

장으로 어디까지나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으로 헌법은 지역 주민들이 자신들이 선출한 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를 통

하여 자치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대의제 또는 대표제 지방자치를 보장하고 있을 뿐이지 주민투표에 대하여는 어떠한 규

정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우리의 지방자치법이 비록 주민에게 주민투표권(제13조의2)과 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권

(제13조의3) 및 감사청구권(제13조의4)를 부여함으로써 주민이 지방자치사무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고 있

다 하더라도 이러한 제도는 어디까지나 입법자의 결단에 의하여 채택된 것일 뿐, 헌법이 이러한 제도의 도입을 보장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⑵ 지방자치법 제13조의2가 주민투표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면서, 주민투표에 관련된 구체적 절차와 사항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하였다고 하더라도 주민투표에 관련된 구체적인 절차와 사항에 대하여 입법하여야 할 헌법상 의무가 

국회에게 발생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⑶ 우리 헌법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 ‘선거권’과 ‘공무담임권’ 및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과 헌법 개정에 대한 

‘국민투표권’만을 헌법상의 참정권으로 보장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13조의2에서 규정한 주민투표권은 그 성질상 

선거권, 공무담임권, 국민투표권과 전혀 다른 것이어서 이를 법률이 보장하는 참정권이라고 할 수 있을지언정 헌법이 보

장하는 참정권이라고 할 수는 없다.

7. 국민투표의 본질상 ‘대표자에 대한 신임’은 국민투표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우리 헌법에서 대표자의 선출

과 그에 대한 신임은 단지 선거의 형태로써 이루어져야 한다. 대통령이 이미 지난 선거를 통하여 획득한 자신

에 대한 신임을 국민투표의 형식으로 재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헌법 제72조의 국민투표제를 헌법이 허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위헌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대통령은 헌법상 국민에게 자신에 대한 신임을 국민투표의 형식

으로 물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특정 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이면서 이에 자신의 신임을 결부시키는 대통령의 

행위도 위헌적인 행위로서 헌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재신임을 국민투표의 형태로 묻고자 하는 것은 헌법 제72조에 의하여 부여받은 국민

투표부의권을 위헌적으로 행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민투표제도를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정치적 도구로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헌법적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물론, 대통령이 위헌적인 재신임 국

민투표를 단지 제안만 하였을 뿐 강행하지는 않았으나,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 재신임 국민투표를 국민들에게 

제안한 것은 그 자체로서 헌법 제72조에 반하는 것으로 헌법을 실현하고 수호해야 할 대통령의 의무를 위반

한 것이다(헌재 2004.5.14, 2004헌나1). (2012국가직7급)(2008 지방직(하) 7급)(2011 지방직(하) 7급)(2015

서울시 7급)(2016국회직8급)(2016 법원직)

제6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행복추구권

1.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모든 행위를 할 자유와 행위를 하지 않을 자유로 가치 있는 행동만 그 보호영역으로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그 보호영역에는 개인의 생활방식과 취미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며, 여기에는 위험한 스포츠를 즐길 권리와 

같은 위험한 생활방식으로 살아갈 권리도 포함되므로, 좌석안전띠를 매지 않을 자유도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서 

나오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보호영역에 속한다.

 자동차 운전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 범칙금을 납부하도록 통고하는 것은,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험과 장애를 방지ㆍ제거하고 사회적 부담을 줄여 교통질서를 유지하고 사회공동체의 

상호이익을 보호하는 공공복리를 위한 것으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운전자의 불이익은 약간의 답답함이라는 경미한 

부담이고 좌석안전띠 미착용으로 부담하는 범칙금이 소액인데 비하여 좌석안전띠 착용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은 동승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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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롯한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인 비용을 줄여 사회공동체의 이익을 증진하는 것이므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침해되는 청구인의 좌석안전띠를 매지 않을 자유라는 사익보다 크며, 제도의 연혁과 현황을 종

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게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헌재 2003.10.30, 

2002헌마518). (2010 국회직 8급)(2010 지방직(하) 7급)(2011 국가직 7급)(2015서울시 7급)(2015년 지방직 7급)(2016
국회직8급)

제7장 평등권

제8장 자유권적 기본권

1. 적법절차의 원칙은 단순히 입법권의 유보제한이라는 한정적인 의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가작용을 

지배하는 독자적인 헌법의 기본원리로서 해석되어야 할 원칙이라는 점에서 입법권의 유보적 한계를 선언하는 

과잉입법금지의 원칙과는 구별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헌법조항에 규정된 형사절차상의 제한된 범위 내에서

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작용으로서 기본권제한과 관련되든 관련되지 않든 모든 입법작용 및 행정작용에

도 광범위하게 적용된다. 그리고 이는 형식적인 절차뿐만 아니라 실체적 법률내용이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는 실질적 의미로 확대 해석하고 있으며, 우리 헌법재판소의 판례에서도 이 적법절차의 원칙은 

법률의 위헌여부에 관한 심사기준으로서 그 적용대상을 형사소송절차에 국한하지 않고 모든 국가작용 특히 입

법작용 전반에 대하여 문제된 법률의 실체적 내용이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으로 적용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헌재 1992.12.24, 92헌가8). (2012지방직7급) (2015 법원직) (2014 국회직 8급) 

(2015 법무사)(2013 국가직7급)(2016 서울시 7급)

2. 자발적 협조가 필수적인 지문채취, 음주측정, 소변채취 등은 영장이 필요한 강제처분이 아니므로 영장주의

가 적용 안 된다(96헌가11, 2002헌가17, 2005헌마227).(2008 법무사)(2008 국가직 7급)(2008 국회직 8급) 

(2014법무사)(2015 국회직 8급)(2016 서울시 7급)

3. 형사절차가 종료되어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수형자는 원칙적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따라서 형사절차가 종료되어 교정시설에 수용중인 수형자는 원칙적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따라서 교도소장이 수형자의 서신을 검열한 행위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

한 것이 아니다.(96헌마398). (2012 지방직 7급)(2013년 법원직)(법원직 2010. 3)(2009 국회직 8급)(2009 지방

직(하) 7급)(2015 법무사) )(2015서울시 7급)

4.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변호인과의 자유로운 접견교통권에 그치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 변호인을 통

하여 수사서류를 포함한 소송관계 서류를 열람ㆍ등사하고 이에 대한 검토결과를 토대로 공격과 방어의 준비를 

할 수 있는 권리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변호인의 수사기록 열람ㆍ등사에 대한 지나친 제한은 결국 

피고인에게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헌재 1997.11.27, 94헌마60).(2012 지방

직 7급)(2013년 법원직 기출)(2012 법무사)(2009 국회직 8급)(2016 법무사)

5.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이나 사사(私事)의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한다. (2008헌마

324)(2014법원직)(2013년법원직)(2012국가직7급)(2012법무사)(2012국회8급)(2011법무사)(2016 서울시 7

급)(2016 법원직)

6. 자동차 운전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 범칙금을 납부하도록 통고하는 것(2002헌마
518)(2012국회직)(법원직 2009. 3)(2012 법원직)(2008 국회직 8급)(2007 법무사)(2015 법무사)

⑴ 자동차 운전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 범칙금을 납부하도록 통고하는 것은 일반적 행동

자유권을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게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⑵ 일반 교통에 사용되고 있는 도로 위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는 더 이상 개인적인 내밀한 영역에서의 행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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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므로, 운전할 때 운전자가 좌석안전띠를 착용할 의무는 청구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 할 수 없

다. 

⑶ 제재를 받지 않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좌석안전띠를 매었다 하여 청구인이 내면적으로 구축한 인간양심이 왜곡·

굴절되고 청구인의 인격적인 존재가치가 허물어진다고 할 수는 없어 양심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운전 

중 운전자가 좌석안전띠를 착용할 의무는 청구인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7. 지문날인제도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99헌마

513).(2013년 법원직)(2012 국가직7급)(법원직 2009. 3)(2008 국회직 8급)(2010 법무사)

8.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주민등록법(헌재 2015. 12. 23. 2013헌바68, 2014헌마

449(병합)) (2016 법원직)(2016국회직8급)(2016 서울시 7급)(2016 법무사)

(1) 주민등록번호는 모든 국민에게 일련의 숫자 형태로 부여되는 고유한 번호로서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

는 정보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이다.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국가가 주민등록번호를 부여·관리·이용하면서 그 변

경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음으로써 주민등록번호 불법 유출 등을 원인으로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고자 

하는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있다.

(2) 주민등록번호는 단순한 개인식별번호에서 더 나아가 표준식별번호로 기능함으로써, 개인에 관한 정보가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구축되고 그 번호를 통해 또 다른 개인정보와 연결되어 결과적으로 개인정보를 통합

하는 연결자(key data)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점은 개인에 대한 통합관리의 위험성을 높이고, 종국적으로

는 개인을 인격체로서가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국가의 관리대상으로 전락시킬 위험성이 있으므로 주민등록번

호의 관리나 이용에 대한 제한의 필요성이 크다.

(3) 비록 국가가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정보통신망법 등의 입법을 통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와 수집·이용을 제

한하고, 주민등록번호의 유출이나 오·남용을 예방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는 하나, 여전히 관련 법령 등에 

의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거나 수집·이용할 수 있는 경우가 적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미 주민등록번호

가 유출되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수 있는 피해 등에 대해서는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위

와 같은 입법조치 이전에 이미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경우도 상당수 존재하므로, 위와 같은 조치만으로는 국

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충분한 보호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4) 개별적인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허용하더라도 변경 전 주민등록번호와의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여 활용한다

면 개인식별기능 및 본인 동일성 증명기능에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고, 일정한 요건 하에 객관성과 공정

성을 갖춘 기관의 심사를 거쳐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면 주민등록번호 변경절차를 악용하려는 시도를 차단할 

수 있으며, 사회적으로 큰 혼란을 불러일으키지도 않을 것이다. 따라서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한 규정을 두

고 있지 않은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죄로 유죄가 확정된 자는 신

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규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중 관련 부분은 헌

법에 위반되지 않지만, 등록대상자의 등록정보를 20년 동안 보존·관리하도록 규정한 같은 법률 제45조 제1항

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 (헌재 2015.07.30. 2014헌마340) (2015 국가직 7급)(2015 국가직 7급)(2016국회

직8급)(2016 법무사)

10. 도시계획법 제21조에 대한 위헌소원(89헌마214)(2013 지방직 7급)(2012국가직7급)(2009 국가직 7급)(2008 국회

직 8급)(2011 국회직 8급)

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으로 인한 개발가능성의 소멸과 그에 따른 지가의 하락이나 지가상승률의 상대적 감소는 토지

소유자가 감수해야 하는 사회적 제약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자신의 토지를 장래에 건축이나 개발목적으

로 사용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능성이나 신뢰 및 이에 따른 지가상승의 기회는 원칙적으로 재산권의 보호범위에 속하

지 않는다. 구역지정 당시의 상태대로 토지를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이상, 구역지정에 따른 단순한 토지이용의 제한

은 원칙적으로 재산권에 내재하는 사회적 제약의 범주를 넘지 않는다. 

⑵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여 그 안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등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도시계획법 제21조는 헌법 제

23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토지재산권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일반ㆍ추상적으로 확정하는 규정으로서 재산권을 형성하는 

규정인 동시에 공익적 요청에 따른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을 구체화하는 규정인바, 토지재산권은 강한 사회성, 공공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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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니고 있어 이에 대하여는 다른 재산권에 비하여 보다 강한 제한과 의무를 부과할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다른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과 마찬가지로 비례성원칙을 준수하여야 하고,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인 사용ㆍ수익권과 처분권을 

부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도시계획법 제21조에 의한 재산권의 제한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원칙적으로 지정 당시의 지목과 토

지현황에 의한 이용방법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한, 재산권에 내재하는 사회적 제약을 비례의 원칙에 합치하게 합헌적으

로 구체화한 것이라고 할 것이나, 종래의 지목과 토지현황에 의한 이용방법에 따른 토지의 사용도 할 수 없거나 실질적

으로 사용·수익을 전혀 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도 아무런 보상 없이 이를 감수하도록 하고 있는 한,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어 당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

11. 사업자단체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행위가 있을 때 공정거래위원회가 당해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법위반
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도록 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2001헌바43)(법원직 2011. 3)(2010 

법무사)(2011 국가직 7급)(법원직 2010. 3)(법원직 2007. 9)(법원직 2008. 3) (2015서울시 7급)

⑴ 헌법 제19조에서 보호하는 양심은 법률해석에 관하여 여러 견해가 갈리는 경우처럼 다소의 가치관련성을 가진다

고 하더라도 개인의 인격형성과는 관계가 없는 사사로운 사유나 의견 등은 그 보호대상이 아니다. 공정거래법에 위반하

였는지 여부에 있어서도 각 개인의 소신에 따라 어느 정도의 가치판단이 개입될 수 있는 소지가 있고 그 한도에서 다소

의 윤리적 도덕적 관련성을 가질 수도 있겠으나, 이러한 법률판단의 문제는 개인의 인격형성과는 무관하므로 헌법 제19

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양심의 영역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⑵ 사업자단체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행위가 있을 때 공정거래위원회가 당해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법위

반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도록 한 법률조항은 ‘법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로서도 

입법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나아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여 공표하라는 

의미의 이 사건 ‘법위반 사실의 공표’ 부분은 수단의 적합성 및 침해의 최소성 원칙과 법익균형성의 원칙을 지키지 아니

한 것이어서, 과잉입법금지원칙에 위반하여 행위자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 및 명예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이라 할 것이

다.

⑶ 공정거래위원회의 법위반사실의 공표명령은 공소제기조차 되지 아니하고 단지 고발만 이루어진 수사의 초기단계에

서 아직 법원의 유무죄에 대한 판단이 가려지지 아니하였는데도 관련 행위자를 유죄로 추정하는 불이익한 처분이 된다. 

따라서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

12. 내용상 단순히 국법질서나 헌법체제를 준수하겠다는 취지의 서약을 할 것을 요구하는 이 사건 준법서약은 국민이 부

담하는 일반적 의무를 장래를 향하여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며, 어떠한 가정적 혹은 실제적 상황하에서 특정의 사유(思

惟)를 하거나 특별한 행동을 할 것을 새로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준법서약은 어떤 구체적이거나 적극

적인 내용을 담지 않은 채 단순한 헌법적 의무의 확인·서약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양심의 영역을 건드리는 것이 아니

다(98헌마425). (2010 지방직(하) 7급) (2011 국가직 7급) (법원직 2010. 3)(법원직 2008. 3) (2009 법무사) (2015서울시 7

급)

13. ‘알권리’는 표현의 자유와 표리일체의 관계에 있으며, 자유권적 성질과 청구권적 성질을 공유하는 것이다

(헌재 1991.5.13, 90헌마133).(2008 국회직 8급)(2015 법원직)(2015 법원직)(2014법무사)(2014 국회직 8

급)(2016국회직8급)

14. 헌법 제21조 제2항에서 규정한 검열 금지의 원칙은 모든 형태의 사전적인 규제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의사표현의 발표 여부가 오로지 행정권의 허가에 달려있는 사전심사만을 금지하는 것을 뜻하므로, 이 사

건 법률조항에 의한 방영금지가처분은 행정권에 의한 사전심사나 금지처분이 아니라 개별 당사자 간의 분쟁에 

관하여 사법부가 사법절차에 의하여 심리, 결정하는 것이어서 헌법에서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하지 아니한

다(헌재 2001.8.30, 2000헌바36).(2014법원직)(2013 지방직 7급)(2010 지방직(하) 7급)(2008 국회직 8급) 

(2015서울시 7급)(2016 법원직)

15. 선거기간 중 인터넷실명제실시(헌재 2010.2.25, 2008헌마324). (2013 법원직) (2011 법무사) (2015 법원
직)(2014법무사)(2015년 지방직 7급)(2015년 지방직 7급)(2016 법원직)
 (1) 정보통신망의 발달로 선거기간 중 인터넷언론사의 선거와 관련한 게시판·대화방 등도 정치적 의사를 형성·전파하는 

매체로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의사의 표현·전파의 형식의 하나로 인정되고 언론·출판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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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헌법 제2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는, 전통적으로는 사상 또는 의견의 자유로운 표명(발표의 자유)과 그

것을 전파할 자유(전달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개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며 국

민주권을 실현하는데 필수불가결한 것이고,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등의 정신적인 자유를 외부적

으로 표현하는 자유이다. 이러한 ‘자유로운’ 표명과 전파의 자유에는 자신의 신원을 누구에게도 밝히지 아니한 채 익명 

또는 가명으로 자신의 사상이나 견해를 표명하고 전파할 익명표현의 자유도 그 보호영역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3) 인터넷언론사의 공개된 게시판·대화방에서 스스로의 의사에 의하여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글을 

게시하는 행위가 양심의 자유나 사생활 비밀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는 영역이라고 할 수 없다. 

제9장 생존권적 기본권

 

1. 과외금지(98헌가16) (법원직 2011. 3)(2012 법원직)(2009 국가직 7급)(2011 국회직 8급)(2009 지방직(하) 7급)(2014

법원직)(2014국가직 7급)(2016국회직8급)
⑴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권’은 비록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아니하지만, 이는 모든 인간이 누리는 불가침

의 인권으로서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하는 헌법 제36조 제1항,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10조 및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는 헌법 제37조 제1항에서 나오는 중요한 기본권

이다.

⑵ 부모의 자녀교육권은 다른 기본권과는 달리, 기본권의 주체인 부모의 자기결정권이라는 의미에서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보호와 인격발현을 위하여 부여되는 기본권이다.

(3) 헌법 제3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교육을 받을 권리’란, 모든 국민에게 저마다의 능력에 따른 교육이 가능하도록 그에 필요한 

설비와 제도를 마련해야 할 국가의 과제와 아울러 이를 넘어 사회적ㆍ경제적 약자도 능력에 따른 실질적 평등교육을 받

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을 실현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뜻한다. 특히 같은 조 제6항은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

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함으로써 학교교육에 관

한 국가의 권한과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은 국가에게 학교제도를 통한 교육을 시행하도록 위임하였고, 이로써 

국가는 학교제도에 관한 포괄적인 규율권한과 자녀에 대한 학교교육의 책임을 부여받았다.

(4) 자녀의 양육과 교육에 있어서 부모의 교육권은 교육의 모든 영역에서 존중되어야 하며, 다만 학교교육에 관한 한, 

국가는 헌법 제31조에 의하여 부모의 교육권으로부터 원칙적으로 독립된 독자적인 교육권한을 부여받음으로써 부모의 

교육권과 함께 자녀의 교육을 담당하지만, 학교 밖의 교육영역에서는 원칙적으로 부모의 교육권이 우위를 차지한다. 

(5) 과외금지를 규정한 법률조항은 피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6) 헌법 제31조의 ‘교육을 받을 권리’의 보장을 통하여 교육영역에서의 기회균등을 이룩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헌법 제31조의 ‘능력에 따라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는 국가에 의한 교육제도의 정비ㆍ개선 

외에도 의무교육의 도입 및 확대, 교육비의 보조나 학자금의 융자 등 교육영역에서의 사회적 급부의 확대와 

같은 국가의 적극적인 활동을 통하여 사인간의 출발기회에서의 불평등을 완화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규정한 

것이다. 그러나 위 조항은 교육의 모든 영역, 특히 학교교육 밖에서의 사적인 교육영역에까지 균등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개인이 별도로 교육을 시키거나 받는 행위를 국가가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부여하

는 수권규범이 아니다.

2. 고교평준화지역에서 일반계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학생을 교육감이 학교군별로 추첨에 의하여 배정 (2005헌마514) 
(법원직 2010. 3)(2007 법무사)(2010 지방직(하) 7급)(2009 지방직(하) 7급)(2016 법무사) 

⑴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권은 비록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아니하지만,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하는 헌법 

제36조 제1항,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10조 및 헌법 제37조 제1항에서 나오는 중요한 기본권이며, 이러한 부모의 

자녀교육권이 학교영역에서는 자녀의 교육진로에 관한 결정권 내지는 자녀가 다닐 학교를 선택하는 권리로 구체화된다. 

⑵ 교육감 추첨에 의한 입학전형에서는 학교분포와 통학거리 등을 고려하여 학생들을 인근 학교에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보편적인 방법이며,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서는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

기 위하여 선복수지원·후추첨방식과 같은 여러 보완책을 두고 있으므로, 일반계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학생을 교육감이 학교

군별로 추첨에 의하여 배정하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4조 제2항이 거주지에 의하여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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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제한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교과서검인정제도 (89헌마88).(2013 지방직 7급)(2014법원직)(2012 법원직)(2009 국가직 7급)(2008 국회직 8급)(2016 
법무사)
(1) 교사의 수업권이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느냐에 대하여서는 이를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가 많으며, 

설사 헌법상 보장되고 있는 학문의 자유 또는 교육을 받을 권리의 규정에서 교사의 수업권이 파생되는 것으로 해석하여 

기본권에 준하는 것으로 간주하더라도 수업권을 내세워 수학권을 침해할 수는 없으며 국민의 수학권의 보장을 위하여 

교사의 수업권은 일정범위 내에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2) 교과서제도는 국가가 직접 편찬하였거나 여러 가지 도서 중에서 교육목적과 지침에 비추어 각급 학교의 교과서로서 

적정하다고 검·인정한 것만을 교과용도서로 하려는 취지일 뿐, 그 기준에 합당하지 않은 도서의 출판 자체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출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4. 근로의 권리가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만이 아니라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도 함께 내포하고 있는바, 후자

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자유권적 기본권의 성격도 갖고 있어 건강한 작업환경, 일에 

대한 정당한 보수, 합리적인 근로조건의 보장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므로 외국인 

근로자라고 하여 이 부분에까지 기본권 주체성을 부인할 수는 없다. 즉, 근로의 권리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고용증진을 위한 사회적·경제적 정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사회권적 기본권으로서 국민에 

대하여만 인정해야 하지만, 자본주의 경제질서하에서 근로자가 기본적 생활수단을 확보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기 위하여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자유권적 기본권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므로 이

러한 경우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그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함이 타당하다(2004헌마670).(법원직 2011. 3)(2008 

국가직 7급)(2014법무사)(2015 국가직 7급)(2016국회직8급)

5. 근로3권은 ‘사회적 보호기능을 담당하는 자유권’ 또는 ‘사회권적 성격을 띤 자유권’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

러한 근로3권은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적 제도와 법규범을 마련하여야 할 의무

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근로3권의 성격은 국가가 단지 근로자의 단결권을 존중하고 부당한 

침해를 하지 아니함을 의미한다(헌재 1998.2.27, 94헌바13). (2014법원직)(법원직 2010. 3)(2012 국회8

급)(2011 법무사)(법원직 2007. 9)(2014 서울시 7급)

6.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의 경우에 단체협약을 매개로 한 조직강제(유니
언숍 협정의 체결)를 용인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조항에 대한 위헌소원(2002헌바95)(2012국회직8급)
(법원직 2010. 3)(2008 국가직 7급)(2011 법무사)(2014법무사)(2014 서울시 7급)

⑴ 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단결권은 단결할 자유만을 가리킬 뿐이고,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 이른바 소극

적 단결권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결성하지 아니할 자유나 노동조합에 가입을 강제당하지 아니할 자

유, 그리고 가입한 노동조합을 탈퇴할 자유는 근로자에게 보장된 단결권의 내용에 포섭되는 권리로서가 아니라 헌법 제10조

의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 또는 제21조 제1항의 결사의 자유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⑵ 근로자의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와 노동조합의 적극적 단결권(조직강제권)이 충돌하게 되나, 근로자에게 보장되는 

적극적 단결권이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보다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고, 노동조합의 조직강제권도 이른바 자유권을 수정하

는 의미의 생존권(사회권)적 성격을 함께 가지는 만큼 근로자 개인의 자유권에 비하여 보다 특별한 가치로 보장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노동조합의 적극적 단결권은 근로자 개인의 단결하지 않을 자유보다 중시된다고 할 것이고, 또 노동조합

에게 위와 같은 조직강제권을 부여한다고 하여 이를 근로자의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

로 단정할 수는 없다. 

⑶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단체협약을 매개로 하여 특정 노동조합에의 가입을 강제함으로써 근로자의 단결선택권과 노동

조합의 집단적 단결권(조직강제권)이 충돌하는 측면이 있으나, 이러한 조직강제를 적법·유효하게 할 수 있는 노동조합의 

범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지배적 노동조합의 권한남용으로부터 개별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는 등 전체

적으로 상충되는 두 기본권 사이에 합리적인 조화를 이루고 있고 그 제한에 있어서도 적정한 비례관계를 유지하고 있으

며, 또 근로자의 단결선택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도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의 단결권을 보장한 헌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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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않는다.

⑷ 노동조합의 조직강제는 조직의 유지·강화를 통하여 단일하고 결집된 교섭능력을 증진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근

로자 전체의 지위향상에 기여하고, 특히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일정한 지배적 노동조합에게만 단체협약을 매개로 한 조직

강제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데다가 소수노조에게까지 이를 허용할 경우 자칫 반조합의사를 가진 사용자에 의하여 

다수 근로자의 단결권을 탄압하는 도구로 악용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이 지배적 노동조합 

및 그 조합원에 비하여 소수노조 및 그에 가입하였거나 가입하려고 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한 차별적 취급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7.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
를 보장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을 스스로 결정하고 형성할 수 있는 자유를 
기본권으로서 보장하고, 혼인과 가족에 대한 제도를 보장한다.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에 관련되는 공법 및 사

법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헌법원리 내지 원칙규범으로서의 성격도 가지는데, 이는 적극적으로는 적절한 조치를 

통해서 혼인과 가족을 지원하고 제삼자에 의한 침해 앞에서 혼인과 가족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과제를 포함하며, 소극적

으로는 불이익을 야기하는 제한조치를 통해서 혼인과 가족을 차별하는 것을 금지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포함한다.

 부부의 자산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함으로써 누진율에 따른 추가적인 조세부담을 안기는 소득세법 제61조 제1항은 자산

소득합산과세의 대상이 되는 혼인한 부부를 혼인하지 않은 부부나 독신자에 비하여 차별 취급하는 것이므로 헌법상 정

당화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된다(2001헌바82).(2012국회직8급)(법원직 2011. 3)(2012 법원직) 

(2008 법무사) (법원직 2008. 3) (2015 법원직) (2014법무사)(2016 법무사)

8. 호주제(2001헌가9) (법원직 2011. 3)(2008 법무사)(2014지방직7급)(2014법무사)(2016 법무사)
(1) 헌법 전문과 헌법 제9조에서 말하는 ‘전통’, ‘전통문화’란 역사성과 시대성을 띤 개념으로서 헌법의 가치질서, 인류의 

보편가치, 정의와 인도정신 등을 고려하여 오늘날의 의미로 포착하여야 하며, 가족제도에 관한 전통·전통문화란 적어도 

그것이 가족제도에 관한 헌법이념인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에 반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한계가 도출되므로, 전

래의 어떤 가족제도가 헌법 제36조 제1항이 요구하는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에 반한다면 헌법 제9조를 근거로 그 헌법

적 정당성을 주장할 수는 없다. 

(2) 헌법은 국가사회의 최고규범이므로 가족제도가 비록 역사적·사회적 산물이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하더라도 헌법의 
우위로부터 벗어날 수 없으며, 가족법이 헌법이념의 실현에 장애를 초래하고, 헌법규범과 현실과의 괴리를 고착시키는데 
일조하고 있다면 그러한 가족법은 수정되어야 한다.
(3) 우리 헌법은 제정 당시부터 특별히 혼인의 남녀동권을 헌법적 혼인질서의 기초로 선언함으로써 우리 사회 전래의 가
부장적인 봉건적 혼인질서를 더 이상 용인하지 않겠다는 헌법적 결단을 표현하였으며, 현행 헌법에 이르러 양성평등과 
개인의 존엄은 혼인과 가족제도에 관한 최고의 가치규범으로 확고히 자리잡았다.
(4) 호주제는 성역할에 관한 고정관념에 기초한 차별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남녀를 차별하는 제도이고, 개인을 가족 내

에서 존엄한 인격체로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가의 유지와 계승을 위한 도구적 존재로 취급하기 때문에 헌법 제36조 제1

항에 부합하지 않는다. 

제10장 청구권적 기본권

1. 헌법이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규정하였다고 하여 대법원이 곧바로 모든 사건을 상고심으로서 관할하여야 

한다는 결론이 당연히 도출되는 것은 아니며,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사건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건에 대하여 대법원을 구성하는 법관에 의한 균등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의미한다거나 또는 상고심재판을 받을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99헌마461).(2014법원

직)(법원직 2009. 3)(2010 국회직 8급)(2007 국회직 8급)(법원직 2008. 3)(2007 법무사)(2008 법무사) (2014국가

직 7급)(2015 법무사)

2. 재심청구권은 헌법 제27조에서 규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할 수 없고, 어떤 사유를 재

심사유로 정하여 재심을 허용할 것인가는 입법자가 확정판결에 대한 법적 안정성, 재판의 신속․적정성, 법원의 

업무부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입법정책의 문제이기 때문에 재심사유를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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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2003헌바105). (2014

법원직)(2010 국회직 8급) (2015 국회직 8급)(2015 법무사)

3. 우리 헌법상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직업법관에 의한 재판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가 헌법 제2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호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9.11.26, 2008헌바12). (2012 법원직)(2011 국회직 8급)(2010 국회직 8

급)(2010 법무사) (2015 국회직 8급) (2015 법원직)(2015 법무사)

4. 현역병의 군대 입대 전 범죄에 대한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규정하고 있는 군사법원법 조항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
다(2008헌바162) (2012 법원직)(2010 법무사)(2014국가직 7급)(2016국회직8급)(2016 법무사)

제11장 국민의 기본의무

제12장 통치구조의 원리와 형태

제13장 입법부

1.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 방청허가불허 위헌확인, 국회상임위원회 방청불허행위 위헌확인 등(98헌마
443) (2014법원직)(2007 국회직 8급)(2011 국가직 7급)(2010 국가직 7급)(2009 국가직 7급)(2010 국회직 8급) (2015 
국회직 8급)(2016국회직8급)

⑴ 헌법 제50조 제1항은 “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라고 하여 의사공개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단순한 행정

적 회의를 제외하고 국회의 헌법적 기능과 관련된 모든 회의는 원칙적으로 국민에게 공개되어야 함을 천명한 것으로서, 

의사공개원칙의 헌법적 의미, 오늘날 국회기능의 중점이 본회의에서 위원회로 옮겨져 위원회중심주의로 운영되고 있는 

점, 국회법 제75조 제1항 및 제71조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본회의든 위원회의 회의든 국회의 회의는 원칙적으로 공개되

어야 하고, 원하는 모든 국민은 원칙적으로 그 회의를 방청할 수 있다. 

⑵ 의사공개의 원칙 및 알권리 역시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헌법유보 조항인 헌법 제21조 제4항과 일반적 법률유보 

조항인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음은 물론이며, 알권리에서 파생되는 일반적 정보공개청구권 역시 마

찬가지이다. 헌법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의사공개의 원칙에 대하여 예외를 둔 것은 의사공개의 원

칙 및 알권리에 대한 헌법유보에 해당한다. 동항 단서에서는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 회의 비공개의 경우에 그 

비공개 사유에 대하여는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아니하여 의사의 공개 여부에 관한 국회의 재량을 인정하고 있다.

(3) 국회법 제55조 제1항은 위원회의 공개원칙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위원장이라고 하여 아무런 제한 없이 임의로 방

청불허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회의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방청을 불허할 수 있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풀이되며, 이와 같이 이해하는 한, 위 조항은 헌법에 규정된 의사공개의 원칙에 저촉되지 않으면서도 국민의 

방청의 자유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 간에 적절한 조화를 꾀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조

항이라 할 수 없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계수조정소위원회는 예산의 각 장·관·항의 조정과 예산액 등의 수치를 종합적으로 조정·정

리하는 소위원회로서, 예산심의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많은 국가기관과 당사자들에게 계수조정 과정을 

공개하기는 곤란하다는 점과, 계수조정소위원회를 비공개로 진행하는 것이 국회의 확립된 관행이라는 점을 들어 방청을 

불허한 것이고, 한편 절차적으로도 계수조정소위원회를 비공개로 함에 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실질적인 

합의 내지 찬성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위원회 방청불허행위를 헌법이 설정한 국회 의사자율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헌적인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 

(5) 피청구인들은 의원들의 국정감사활동에 대한 시민연대의 평가기준의 공정성에 대한 검증절차가 없었고, 모니터 

요원들의 전문성이 부족하며, 평가의 언론공표로 의원들의 정치적 평판 내지 명예에 대한 심각한 훼손의 우려가 있어 청

구인들의 방청을 허용할 경우 원활한 국정감사의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보아 전면적으로 또는 조건부로 방청을 불허하였

는바, 원만한 회의진행 등 회의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방청을 금지할 필요성이 있었는지에 관하여는 국회의 자율적 판단

을 존중하여야 하는 것인즉, 피청구인들이 위와 같은 사유를 들어 방청을 불허한 것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하여야 할 정도

로 명백히 이유 없는 자의적인 것이라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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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장 대통령과 행정부

1. 대통령의 기본권주체성과 선거중립의무 (헌재 2008.1.17, 2007헌마700). (2012 법무사)(2010 국가직 7급) 

(2009 지방직(하) 7급) (2014법무사)(2015 법무사)

(1) 대통령은 소속 정당을 위하여 정당활동을 할 수 있는 사인으로서의 지위와 국민 모두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익실현의 의무가 있는 헌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동시에 갖는데 최소한 전자의 지위와 관련하여는 기본권 주

체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2) 정무직 공무원의 정치운동을 허용하는 국가공무원법의 규정에 대하여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규정한 공직선

거법의 규정은 선거영역에서 특별법의 지위에 있다.

(3) 선거활동에 관하여 대통령의 정치활동의 자유와 선거중립의무가 충돌하는 경우에는 후자가 강조되고 우선

되어야 한다. 이에 반하여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은 공무원의 선거관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지 않

고, 국회의원은 국회의 구성원임과 동시에 정당소속원으로서 선거에 직접 참여하는 당사자가 될 수도 있고, 

복수정당제나 자유선거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정책홍보 등 광범위한 선거운동의 주체가 될 필요도 있으므

로 선거에서의 중립성을 요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결국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이 대통령과 달리 선거

중립의무를 규정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은 합리적인 차별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법률조

항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제15장 사법부

1. 헌법은 대통령에게 다른 나라와의 외교관계에 대한 권한과 함께 선전포고와 강화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

여하고 있고(제73조)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군을 통수하는 권한을 부여하면서도(제74조 제1항) 

선전포고 및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의 경우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제60조 제2항) 대통령의 국군통수권 

행사에 신중을 기하게 함으로써 자의적인 전쟁수행이나 해외파병을 방지하도록 하고 있다. 이라크전쟁이 국제

규범에 어긋나는 침략전쟁인지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은 대의기관인 대통령과 국회의 몫이고, 성질상 한정된 자

료만을 가지고 있는 우리 재판소가 판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이며, 우리 재판소의 판단이 대통

령과 국회의 그것보다 더 옳다거나 정확하다고 단정짓기 어려움은 물론 재판결과에 대하여 국민들의 신뢰를 

확보하기도 어렵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사건 파병결정(이라크파병결정)은 대통령이 파병의 정당성뿐만 

아니라 북한 핵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한 동맹국과의 관계, 우리나라의 안보문제, 국내외 정치관계 등 국익

과 관련한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파병부대의 성격과 규모, 파병기간을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자문을 거쳐 

결정한 것으로, 그 후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얻음으로써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적 정당

성을 확보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파견결정은 그 성격상 국방 및 외교에 관련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문제로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지켜 이루어진 것임이 명백하므로, 대통령과 국회의 판

단은 존중되어야 하고 헌법재판소가 사법적 기준만으로 이를 심판하는 것은 자제되어야 한다(2003헌마814). 

(2012국가직7급)(2008 지방직(하) 7급) (2008 국회직 8급)(2014 서울시 7급)(2015 법무사)

제16장 헌법재판소

1. 헌법재판소법은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같은 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절차에서도 가처분의 필요

성이 있을 수 있고 또 이를 허용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가처분이 허용된다. 

 가처분의 요건은 헌법소원심판에서 다투어지는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의 현상을 그대로 유지시킴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어야 한다는 것과 그 효력을 정지시켜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어야 한다는 것 등

이 된다. 따라서 본안심판이 부적법하거나 이유없음이 명백하지 않는 한, 위와 같은 가처분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

면, 가처분을 인용한 뒤 종국결정에서 청구가 기각되었을 때 발생하게 될 불이익과 가처분을 기각한 뒤 청구가 인용되었

을 때 발생하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후자가 전자보다 큰 경우에, 가처분을 인용할 수 있다. (헌재 2000.12.08, 

2000헌사471). (2011 지방직(하) 7급)(2010 법무사)(법원직 2007. 9) (2010 국가직 7급)(2008 지방직(하) 7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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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폐지된 법률도 그 위헌여부가 관련 소송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어 있다면 당연히 위헌심판의 대상이 된다

(92헌가18). (2010 법무사)(법원직 2008. 3)(2015 법원직) (2014 국회직 8급)(2016국회직8급)

3. 대통령(노무현) 탄핵(2004헌나1) (2010 국가직 7급)(2008 법무사)(2011 지방직(하) 7급)(법원직 2007. 9) 
(2014국가직 7급) (2014 국회직 8급)(2015 국가직 7급)(2016국회직8급)

⑴ 적법절차의 원칙은 국가기관이 국민과의 관계에서 공권력을 행사할 때 적용되는 원칙이기 때문에 탄핵소추절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⑵ 헌법재판소는 소추의결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소추사유를 판단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⑶ 탄핵소추의결서에서 그 위반을 주장하는 ‘법규정의 판단’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원칙적으로 구속을 받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그 위반을 주장한 법규정 외에 다른 관련 법규정에 근거하여 탄핵의 원인이 된 사실관계를 판단할 수 있다. 

⑷  헌법 제65조에 규정된 탄핵사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직무집행에 있어서’의 ‘직무’란, 법제상 소관 직무에 속하는 
고유 업무 및 통념상 이와 관련된 업무를 말한다. 따라서 직무상의 행위란, 법령·조례 또는 행정관행·관례에 의하여 그 
지위의 성질상 필요로 하거나 수반되는 모든 행위나 활동을 의미한다. 헌법은 탄핵사유를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한 때”
로 규정하고 있는데, ‘헌법’에는 명문의 헌법규정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형성되어 확립된 불문헌법도 
포함된다. ‘법률’이란 단지 형식적 의미의 법률 및 그와 등등한 효력을 가지는 국제조약,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등
을 의미한다.
⑸  국회의 견해를 수용하지 않은 행위, 국회에 대한 비하 발언, 당선 후 취임시까지의 기간에 이루어진 대통령의 행위, 

불성실한 직무수행과 경솔한 국정운영으로 인한 정국의 혼란 및 경제파탄 등은 탄핵사유가 아니다.

⑹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 발언은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법 위반결정에 대한 

대통령의 행위와 대통령의 재신임 국민투표 제안행위는 헌법수호의무에 위반하였다. 그러나 ‘법위반의 중대성’이 인정되

지 않기 때문에 탄핵을 기각한다.

4. 권한쟁의심판에서 국가기관의 부분 기관이 자신의 이름으로 소속기관의 권한을 주장할 수 있는 ‘제3자 소

송담당’을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다. 따라서 국회의원이 국회의 권한을 권한쟁의심판에서 주

장할 수 없다.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은 국회의 대내적인 관계에서 행사되고 침해될 수 있을 뿐 다른 국가기

관과의 대외적인 관계에서는 침해될 수 없는 것이므로, 국회의원들 상호간 또는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사이와 

같이 국회 내부적으로만 직접적인 법적 연관성을 발생시킬 수 있을 뿐이고 대통령 등 국회 이외의 국가기관과 

사이에서는 권한침해의 직접적인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청구인인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 

없이 조약을 체결·비준하였다 하더라도 국회의원인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될 가능성은 없다(2005헌라

8). (2014법원직)(2013 국가직7급)(2012국회직8급)(법원직 2011. 3)(2016국회직8급)(2016국회직8급)

5. 헌법제29조제2항등위헌소원(94헌바20) (2011년법원직)(2010년법원직)(2010국가직7급)(법원직 2008. 3)(법원

직 2009. 3)(2008 국회직 8급)

(1) 헌법(憲法) 제111조 제1항 제1호, 제5호 및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41조 제1항, 제68조 제2항은 

위헌심사의 대상이 되는 규범을‘법률’로 명시하고 있으며, 여기서‘법률’이라고 함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된 

이른바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하므로 헌법의 개별규정 자체는 헌법소원에 의한 위헌심사의 대상이 아니

다.

(2) 이념적·논리적으로는 헌법규범상호 간의 우열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때 인정되는 헌

법규범상호 간의 우열은 추상적 가치규범의 구체화에 따른 것으로서 헌법의 통일적 해석에 있어서는 유용할 

것이지만, 그것이 헌법의 어느 특정규정이 다른 규정의 효력을 전면적으로 부인할 수 있을 정도의 개별적 헌

법규정 상호간에 효력 상의 차등을 의미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더욱이 헌법 개정의 한계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헌법의 개정을 법률의 개정과는 달리 국민투표에 의하여 이를 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헌법 

제130조 제2항) 현행의 우리 헌법상으로는 과연 어떤 규정이 헌법핵 내지는 헌법제정규범으로서 상위규범이

고 어떤 규정이 단순한 헌법개정규범으로서 하위규범인지를 구별하는 것이 가능하지 아니하며, 달리 헌법의 

각 개별규정 사이에 그 효력 상의 차이를 인정하여야 할 아무런 근거도 찾을 수 없다. 헌법제정권과 헌법개정

권의 구별론이나 헌법개정한계론은 그 자체로서의 이론적 타당성 여부와 상관없이 우리 헌법재판소가 헌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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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규정에 대하여 위헌심사를 할 수 있다는 논거로 원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나아가 헌법은 그 전체로서 

주권자인 국민의 결단 내지 국민적 합의의 결과라고 보아야 할 것으로, 헌법의 개별규정을 헌법재판소법 제68

조 제 1항 소정의 공권력 행사의 결과라고 볼 수도 없다.

(3)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가 향토예비군대원에 대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회보장적 보상제도

를 전제로 이중보상으로 인한 일반인들과의 불균형을 제거하고 국가재정의 지출을 절감하기 위하여 임무수행 

중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개별 항토예비군대원의 국가배상청구권을 금지하고 있는 데에는 그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상당성 및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이 인정되어 기본권제한규정으로서 헌법상 요청되는 과잉금지

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그 자체로서 평등의 원리에 반한다거나 향토예비군대원의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위헌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제17장 헌법개정, 헌법해석, 헌법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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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리기 쉬운 경제학 지문

미시 경제학

문1. 소득이 증가하면 거래량이 증가하고, 가격은 상승한다. 

정답: (X)

문2. ㈜맥심이 자산의 커피 가격을 인상하면 또 ㈜맥스월의 커피 가격도 상승한다.  

정답: (O)

문3. 수요곡선이 우하향하고, 공급 곡선이 우상향하면 항상 안정적인 균형이 달성된다. 

정답: (X)

문4. 거미집모형에서 수요곡선 기울기의 절대값이 공급곡선 기울기보다 큰 값을 가지면 균형이 존재하지 않

는다. 

정답: (X)

문5.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1보다 작을 때 가격은 상승하면 소비자의 지출은 감소한다. 

정답: (X)

문6. 가격이 6% 하락할 때 지출이 3% 증가하였다면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0.5이다.

정답: (X)

문7. 최저임금이 균형임금보다 높은 수준에서 결정하면 임금상승에 의해 모든 노동자들의 후생이 증가한다.

정답: (X)

문8. 물품세의 세율이 상승하면 조세수입은 증가한다. 

정답: (X)

문9. 조세를 부과하면 항상 초과부담이 발생한다. 

정답: (X)

문10.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완전비탄력적이라면 모든 세금은 수요자가 부담하고,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완전

탄력적이라면 모든 세금은 공급자가 부담한다.

정답: (O)

문11. 선호가 동일한 동일인의 무차별 곡선은 어떤 경우에도 교차해서는 안 된다. 

정답: (O)

문12. 두 재화만 존재할 때 두 재화의 한계효용이 일치할 때 소비선택을 하면 효용이 극대화된다. 

정답: (X)

문13. 재의 한계대체율이 재의 상대가격보다 작은 값을 갖는다면 재의 소비를 늘리고, 재의 소비를 

줄이면 효용이 증가한다. 

정답: (X)

경제학 ➤ 양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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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4. 두 재화가 완전 보완관계여서 L자 형 무차별곡선을 가질 때 소비자의 한계대체율은 존재하지 않는다. 

정답: (X)

문15. 두 재화가 완전대체재라면 두 재화 사이의 한계대체율이 항상 일정한 값을 갖는다. 

정답: (O)

문16. 무차별 곡선이 원점에 대해 볼록하면 구석해(corner solution)이 나타나지 않는다. 

정답: (X)

문17. 소득-소비곡선이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라면 두 재화의 소득탄력성은 모두   의 값을 갖는다.

정답: (O)

문18. X재의 가격-소비곡선(price consumption curve)이 수평이라면 재의 가격탄력성은 항상 1의 값을 

갖는다. 

정답: (O)

문19. 기펜재의 보상수요곡선의 기울기가 양(+)의 값을 갖는다. 

정답: (X)

문20. 완전보완재의 보상수요곡선은 수직이다. 

정답: (O)

문21. 통상수요곡선은 항상 보상수요곡선보다 완만한 기울기를 갖는다. 

정답: (X)

문22. 라스파이레스 수량지수가 1보다 작은 값을 가지면 기준 시점에 비해 측정 시정의 후생이 확실히 증가

하였다. 

정답: (X)

문23. 파쉐 가격지수가 1보다 큰 값을 갖는다면 측정 시점의 소비계획이 기준시점의 소비계획보다 현시선호

한다고 할 수 있다. 

정답: (X)

문24. 저소득계층에게 현금으로 생계비를 지원하는 것보다 생필품을 직접 지급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바람직

할 수 있다. 

정답: (O)

문25. 노동의 한계생산성이 자본의 한계생산성보다 작다면 노동 투입을 줄이고 자본투입을 늘리는 것이 유리

하다.

정답: (X)

문26. 단기 생산에서 노동의 한계생산성이 체감하면 노동의 평균생산성 역시 체감한다. 

정답: (X)

문27. 임금과 자본임대료가 일정할 때 노동과 자본이 각각     일 때 생산량이   단위이고, 

노동과 자본이    일 때 생산량이   단위라면 장기평균비용곡선은 항상 우하향 한다. 

정답: (O)

문28. 생산함수가   라면 요소의 대체탄력성은 2이고, 2차 동차생산함수이다. 

정답: (X)

문29. 장기 평균비용곡선과 장기 한계비용곡선은 각각 단기 평균비용곡선과 단기 한계비용곡선의 포락선이다.

정답: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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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30. 노동의 평균생산성이 체감하면 단기 평균비용은 체증한다.

정답: (X)

문31. 완전경쟁 기업은 가격 수용자이므로   에서 생산량을 결정하면 이윤이 극대화된다.

정답: (X)

문32. 완전경쟁시장의 기업은 진입장벽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항상 초과이윤을 얻지 못한다. 

정답: (X)

문33. 단기에 완전경쟁시장에서 개별 기업이 생산을 하고 있다면 개별 기업이 직면하는 가격은 평균비용

보다 크거나 같은 값을 갖는다.

정답: (X)

문34. 완정경쟁 기업에게 10%의 이윤세를 부과하면 장기와 단기 모두 생산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정답: (O)

문35. 완전경쟁시장의 장기 공급곡선은 항상 우상향한다.

정답: (X)

문36. 독점 기업은 가격 결정자로 자유롭게 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정답: (X)

문37. 1급 가격차별을 실시하면 사회적 잉여가 극대화되므로 최적의 자원배분이 달성된다. 

정답: (X)

문38. 독점 기업이 이윤극대화를 위해 이부가격제를 시행할 때 소비자 잉여만큼 가입비로 부과하면 소비자들

은 거래를 거부할 것이다. 

정답: (X)

문39. 완전정보 하에서 정부가 독점 기업에게 한계비용 가격설정을 통해 가격을 규제하면 항상 효율적인 자

원배분이 달성된다. 

정답: (X)

문40. 독점적 경쟁 기업은 차별화에 의해 독점적 지배력을 가지므로 장기에도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다. 

정답: (X)

문41. 독점적 경쟁 기업의 한계수입은 가격보다 작은 값을 가지므로 자중손실이 발생하여 완전경쟁에 비해 

후생수준이 낮다. 

정답: (X)

문42. 카르텔은 항상 협정을 위반하는 기업이 존재하므로 카르텔이 결성될 수 없다. 

정답: (X)

문43. 전략형 게임(Strategic Form Game)에서 우월전략이란 자신의 보수가 가장 큰 전략을 의미한다. 

정답: (X)

문44. 순차적 게임에서 후행 경기자가 신뢰할 수 없는 전략을 선택할 것이라고 선행 경기자를 협박하는 것은 

유효하지 않다. 

정답: (O)

문45. 내쉬균형이 비효율적이라면 내쉬균형은 불안정한 균형이다. 

정답: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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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46. 대체효과보다 소득효과가 크기만 하면 후방굴절형 노동공급곡선은 나타난다. 

정답: (X)

문47. 임금이 상승하면 노동의 상대적 분배몫이 증가한다. 

정답: (X)

문48. 균등분배가 이뤄진다면 지니계수는 1의 값을 갖는다. 

정답: (X)

문49. 빈곤율이란 절대빈곤에 관점에서 측정한 빈곤인구의 비율이다. 

정답: (X)

문50. 파레토효율은 자원배분의 효율성과 공평성을 평가하는 기준이다. 

정답: (X)

문51. 생산가능곡선 상에서 재화를 생산한 후 소비자들에게 한계 대체율이 같아지도록 배분하면 항상 사회적 

파레토 효율이 달성된다. 

정답: (X)

문52. 공리주의 사회후생함수에서 소득분배가 개선되면 사회후생이 증가한다. 

정답: (X)

문53. 평등주의 사회후생함수에서 효용수준이 낮은 사람의 효용이 사회후생에 미치는 영향력이 작다고 가정

한다. 

정답: (X)

문54. 효용가능경계(utility possibility frontier)는 효율성과 공평성이 만족되는 자원배분을 나타내고 있다. 

정답: (X)

문55. 여러 시장 중 한 시장이 독점 시장이라면 일반균형이 달성되지 못한다. 

정답: (X)

문56. 차선이론이란 다양한 시장실패요인이 존재하고, 모든 시장 실패요인을 한꺼번에 치유할 수 없을 때 치

유 가능한 시장실패요인을 우선적으로 치유하는 것이 차선이라는 것을 보여준 이론이다. 

정답: (X)

문57. 외부비경제가 존재하면 사회적 후생손실이 발생하지만 외부경제가 존재하면 사회후생이 증가한다. 

정답: (X)

문58. 코즈 정리가 성립한다면 소유권을 가진 주체는 협상 전에 비해 많은 이득을 얻지만 소유권을 갖지 못

한 주체는 협상 전에 비해 손해를 보게 된다. 

정답: (X)

문59. 외부성에 따른 피해 및 이득에 대한 정보가 명확할수록 코즈 정리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다. 

정답: (O)

문60. 공공재에 대한 구성원들의 총편익이 총비용보다 크다면 공공재를 공급할 유인이 존재한다. 

정답: (O)

문61. 공유자원의 비극이 발생하는 것은 소유권 부재에 따른 비경합성 때문이다.

정답: (X)

문62. 정부가 공공재를 공급하면 무임승차가 나타나지 않으므로 효율적인 수준에서 공공재가 공급된다. 

정답: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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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63. 역선택이란 계약 당사자가 어떤 태도를 취할지 알 수 없어 계약이 체계되지 못하는 현상이다. 

정답: (X)

문64. 거래 당사자 모두 완전한 정보를 가져도 역선택은 나타날 수 있다.

정답: (X)

거시경제학

문1. 3년 전에 생산된 자동차를 올해 대여해주고 대여비를 받았다면 자동차 대여비는 올해 GDP에 포함된다. 

정답: (O)

문2. 수출된 자동차 부품은 중간재에 해당하므로 국내총생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X)

문3. 상대적으로 수출재의 가격에 비해 수입재의 가격이 하락하면 국내총소득(GDI)는 증가한다. 

정답: (O)

문4. GDP 디플레이터가 상승하면 측정년도의 국민소득이 기준년도에 비해 증가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답: (X)

문5. 생애주기가설에 따르면 개인의 평생소비는 평생소득과 일치하지만 효용이 극대화되지는 않는다. 

정답: (X)

문6. 경제 주체들이 합리적으로 소비를 결정해도 미래소득을 확실하게 알 수 없다면 현재소득에 의존하는 소

비를 한다. 

정답: (X)

문7. 법인세율을 인하해도 투자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정답: (X)

문8. 이자율이 하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가 감소하는 현상이 관찰되었다면 이는 투자와 이자율 사이에 

정(+)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정답: (X)

문9. 이자율이 임계이자율 아래로 하락하면 미래에 이자율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한 경제 주체들은 화폐보유

를 줄인다. 

정답: (X)

문10. 신화폐수량설에 따르면 채권 이자율이 상승하면 투기적 화폐수요는 감소한다. 

정답: (X)

문11. 프리드만의 신화폐수량설에 따르면 채권이자율이 상승하면 유통속도가 빨라져 화폐수요의 이자율 탄력

성은 탄력적이다. 

정답: (X)

문12. 토빈은 포트폴리오 이론은 케인즈의 거래적 화폐수요이론을 현대적으로 발전시킨 이론이다. 

정답: (X)

문13. 공개시장조작을 통한 통화량 조절은 자본이 부족한 개발도상국에서 주로 사용하는 정책수단이다. 

정답: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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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4. 투자의 이자율 탄력성이 탄력적일수록 LM곡선은 완만한 기울기를 갖는다. 

정답: (X)

문15. 케인즈 학파의 IS-LM 모형에서 정부가 정부지출을 증가시키면 이자율이 상승하여 투자가 감소하는 구

축효과에 의해 소득이 감소하므로 IS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한다. 

정답: (X)

문16. 증가된 정부지출만큼 조세를 부과하면 IS곡선은 이동하지 않는다. 

정답: (X)

문17. 폐쇄경제에서 정부가 정부지출 증가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공채를 발행하면 채권가격이 하락

하므로 기업의 자본조달이 용이해져 투자가 증가한다. 

정답: (X)

문18. 완전한 자본시장에서 경제주체들이 합리적 기대를 통해 경제를 예측하고, 합리적 의사결정할 때 100억

원의 세금을 감면하고, 부족한 재원을 공채로 조달하면 총수요는 증가하지 않는다.

정답: (O)

문19. 완전한 자본시장에서 경제주체들이 합리적 기대를 통해 경제를 예측하고, 합리적 의사결정할 때 100억

원의 정부지출을 증가시키고, 부족한 재원을 공채로 조달하면 총수요는 증가하지 않는다.

정답: (X)

문20. 경제가 유동성 함정 상태에 놓인 경우 확대통화정책을 시행하면 이자율이 매우 낮은 상태이므로 큰 폭

의 투자 증가를 유도할 수 있다. 

정답: (X)

문21. 합리적 기대에 의해 물가를 예측한다면 총공급 곡선은 수직이다. 

정답: (X)

문22. 합리적 기대에 의해 물가를 예측한다면 정보가 많을수록 총공급곡선은 완만한 기울기를 가질 것이다.

정답: (X)

문23.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증가시키는 확대 통화정책을 실시할 때 경제 주체들이 합리적 기대를 통해 물가

를 예측하면 산출량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물가만 상승하는 정책무력성 명제가 성립한다. 

정답: (X)

문24.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율을 낮추는 통화정책을 시행할 때 정부정책에 대한 민간의 신뢰도가 높을수록 

목표 달성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감소한다. 

정답: (O)

문25. 누진소득세제 하에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인플레이션에 연동하여 임금이 상승해도 임금소득자의 세

후 소득은 감소할 수 있다. 

정답: (O)

문26. 수요견인(demand pull)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면 인플레이션과 더불어 항상 소득이 증가한다. 

정답: (X)

문27. 나이가 많아 일할 능력이 없는 사람은 노동불가능 인구에 해당되므로 실업추계에서 제외한다. 

정답: (X)

문28. 실업률은 노동가능인구에 대한 실업자의 비율로 측정한다. 

정답: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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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29. 실망노동자란 근로조건에 실망하여 구직을 포기한 노동자이다. 

정답: (X)

문30. 확장적 총수요 관리정책을 시행하면 구조적 실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정답: (X)

문31. 균형 실업률은 완전고용 상태에서의 실업률을 의미하므로 항상 0이다. 

정답: (X)

문32. 화폐환상이 존재하면 실업률은 항상 자연실업률보다 높다. 

정답: (X)

문33. 필립스는 이론적 고찰을 통해 실업률과 인플레이션 사이의 상충관계가 존재하는 필립스 곡선을 도출하

였다. 

정답: (X)

문34. 경제 주체들이 물가를 완전 예측한다면 필립스 곡선은 자연실업률에서 수직이다. 

정답: (O)

문35. 인플레이션율이 기대인플레이션율보다 높다면 실업률은 자연실업률보다 높아진다. 

정답: (X)

문36. 합리적 기대가설에 따르면 경제주체들이 정부를 신뢰할수록 확장적 정책에 의한 실업률 감소는 커진다. 

정답: (X)

문37. 물가와 임금에 대한 정보가 완전하다면 이력현상은 나타나지 않는다. 

정답: (X)

문38. 통화주의학파는 재정정책에 비해 통화정책이 총수요 조정에 더 효과적이므로 적극적인 통화정책을 주

장하였다. 

정답: (X)

문39. 새고전학파는 정부가 정책을 알리지 않거나 경제 주체들이 정부를 신뢰하지 않으면 총수요관리정책의 

효과가 나타나므로 경기 안정화 정책이 효과적이라고 주장하였다. 

정답: (X)

문40. 새케인즈 학파는 경제 주체들이 합리적이지 않아 현실적으로 가격경직성이 존재하므로 경기안정화정책

이 유효할 수 있음을 주장했다. 

정답: (X)

문41. 공급중시학파는 세율을 인하하면 개인의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여 총수요가 증가하므로 효과적인 정책

이라고 주장하였다. 

정답: (X)

문42. 새케인즈학파는 합리적 기대에 기반하여 정책무력성 명제를 주장하였다. 

정답: (X)

문43. 경기 자동안정화 장치가 갖춰진 국가에서는 자동안정화 장치를 이용하여 정책을 시행하면 정책효과를 

높일 수 있다. 

정답: (X)

문44. 신고전학파 성장모형에서 기술진보는 기업의 이윤극대화의 결과로 이뤄진다. 

정답: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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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45. 신고전학파 성장모형에서 황금률(golden rule)이란 성장률이 극대화하는 조건이다. 

정답: (X)

문46. 신고전학파 성장모형(솔로우모형)에서 저축률이 높은 나라일수록 균제 상태에서 성장률이 높아진다.

정답: (X)

문47. 내생적 성장이론에 따르면 후진국들이 자본과 노동을 집중적으로 투입하면 빠른 성장이 가능함을 보여

준다. 

정답: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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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 의미의 행정과 실질적 의미의 행정
구 분 형식적 의미의 입법 형식적 의미의 행정 형식적 의미의 사법

실질적 의미의 입법 법률제정 ∙행정입법제정
∙조례제정 대법원규칙제정

실질적 의미의 행정 국회사무총장의 
소속직원 임명

∙징계
∙취소․철회
∙공무원 임명
∙대법관 임명
∙예산편성

∙징발
∙조세부과
∙허가
∙대집행

∙일반법관 임명
∙등기사무

실질적 의미의 사법 의원징계
∙행정심판 재결  
∙징계의결
∙검사의 공소제기
∙통고처분

재판

통치행위 인정여부
인정(통상 사법심사 부정) 부정(통상 사법심사 긍정)

∙국회의원 징계
∙대통령의 외교, 선전포고, 군사에 

관한 행위 사면
∙법률안 거부권
∙계엄선포행위
∙국무총리․국무위원 임명

∙남북정상회담 개최
∙이라크 파병
∙수도이전(사법심사 ○)
∙긴급재정경제명령(사법심사 ○)
∙군사시설 보호구역 설정, 변경

∙지방의원 징계
∙대통령 선거
∙전시증원연습결정
∙행정규칙 제정
∙군사반란을 위한 비상계엄 확대

∙국회의 소속 공무원 임명
∙대북송금
∙계엄 집행
∙조약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구 분 공법관계 사법관계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    
∙귀속재산 불하
∙징발재산 정리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국립중앙의료원 사용․수익

∙국유임야 대부․매각  
∙국유재산 불하

∙체비지매각           
∙일반재산 관리

특별행정법
∙공공조합          
∙입찰참가자격 제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급여에 관한 결정
∙국․공립도서관 이용관계
∙국가나 지자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공공조합의 급여관계
∙공사․공단의 근무관계
∙종합유선방송위원회 소속 직원의 근로관계
∙한국인 직원의료보험조합

계 약

∙예술단원 채용관계
∙국방홍보원장 채용
∙공중보건의 채용
∙수도료의 부과징수․단수처분

∙전화가입계약       
∙시의 물품구입
∙협의취득           
∙창덕궁 안내원 채용계약
∙사립학교 교원관계 －학위수여는 공법관계
∙공기업이용관계(철도, 버스 등)
∙국․공립병원이용(임의이용) －강제입원은 공법관계

기 타
∙하천법상 손실보상   
∙진료비지급청구권
∙공무수탁사인의 행위  
∙공물의 이용․관리

∙국가인권위의 성희롱 시정
조치

∙국립대학생의 징계
∙감염병 환자 강제 입원 
∙학위수여

∙일반 손실보상        
∙손해배상
∙환매권              
∙결과제거청구권
∙입찰보증금 국가귀속  

∙청사에 대한 건축도급계약02 관세사 
∙사립대학생의 징계    
∙국․공립병원 이용관계
∙사립대학교의 등록금 징수

행정법총론 ➤ 박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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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기간
1. 원칙：5년

국가의 국민에 대한 금전채권의 경우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에 대한 금전채권의 경우－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2. 예 외

① 공법상 특별규정
② 민법상 특별규정
예산회계법 제71조는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것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동법상의 타 법률에 민법도 포함하되 5년보다 짧은 기간의 경우에 한한다(대판 1967.7.4, 67다751). 

5년
∙국세․지방세․관세징수권
∙세금 과오납 환급청구권
∙부당이득반환청구권

∙과태료징수의 소멸시효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급여청구권
∙징발보상청구권

3년
∙공무원의 보수청구권
∙공무원연금법상의 단기급여청구권
∙공무원 징계권(단, 금품의 향응, 수수, 공금의 유용, 횡령의 경우는 5년)

형식과 실질이 다른 경우 법규성을 인정한 판례 정리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법령보충규칙)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상의 처분기준(대통령령)
∙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 종별에 따른 과징금처분기준

(대통령령)
∙국민건강보험법 업무정지처분 및 과징금부과처분의 

기준(대통령령)
∙제재적 처분기준이 아닌 계획기준인 시외버스운송사

업의 사업계획변경 기준 등에 관한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재산제세 사무처리규정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주유소 등록요건에 관한 고시
∙식품제조영업허가기준에 관한 고시
∙전라남도 주유소 등록요건에 관한 고시
∙공장입지의 기준
∙개별토지가격 협동조사지침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에 관한 

정보통신부 고시
∙수입선다변화품목의 지정 등에 관한 

상공부 고시

∙노인복지사업지침
∙주류도매면허제도 개선업무처리지침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허가기준 고시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거래행위예방을 

위한 사업자준수사항 고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의 형식으로 정한 

의료보험진료수가기준
∙협의취득의 보상액 산정기준

행정계획의 처분성 인정 여부에 관한 판례 정리
처분성 인정 처분성 부정

∙도시계획법상 도시관리계획
∙택지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택지개발계획승인
∙택지개발촉진법상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도시재개발법상 관리처분계획
∙환지예정지 지정과 환지처분

∙택지개발촉진법상의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의 택지공급방법결정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 환지계획
∙도시기본계획법상 도시기본계획

허가와 예외적 승인
허 가 예외적 승인

∙기부금품모집허가(대판 1999.7.23, 99두3690)
∙대중음식점 영업허가(대판 1993.5.27, 93누2216)
∙일반주점 영업허가(대판 2000.3.24, 97누12532)
∙위생접객업허가(대판 1995.7.28, 94누13497)
∙건축허가(대판 1995.12.12, 95누9051)
∙광천음료수제조업허가(대판 1993.2.12,92누5959)
∙자동차운전면허 07 서울시 9급
∙의사면허 05 경북 9급
∙화약제조허가 05 대구 7급

∙개발제한구역 내의 건축물의 용도변경허가(대판 2001.2.9, 98두17593)
∙산림법에 의한 형질변경허가(대판 1998.9.25, 97누19564)
∙프로판가스 충전업허가(대판 1987.11.10, 87누462)
∙입목벌채(대판 2001.11.30, 2001두5866)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대판 1997.3.14, 96누16698)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상 총포 등 소지허가(대판 1993.5.14, 92도2179)
∙관광지조성사업시행 허가(대판 2001.7.27, 99두8589)
∙치료목적의 아편사용
∙카지노업허가
∙멸종위기종 및 가공품에 관한 용도변경(대판 2011.1.27, 2010두2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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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특허·인가
구 분 허 가 특 허 인 가
개 념 일반적․상대적 금지를 해제 특정인에 대해 포괄적 법률관계 설정 법률적 행위를 보충하여 완성

공통점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의사표시를 전제
∙실정법상 면허․특허․허가 등으로 혼용
∙쌍방적 행정행위
∙불요식

성 질 명령적 / 기속 형성적 / 재량 형성적 / 재량, 기속

출원 여부
∙출원 없이도 가능
∙수정허가
∙선원주의

∙반드시 출원요
∙수정특허 불가

∙반드시 출원요
∙수정인가 불가

상대방 불특정 다수 가능 특정인 특정인

대 상 ∙사실행위
∙법률행위

∙사실행위
∙법률행위

법률행위

적법요건 ∙적법요건
∙무허가 유효

∙유효요건
∙무특허 무효

∙유효요건
∙무인가 무효

구체적인 예

∙건축허가
∙운전면허
∙의사면허
∙통금해제
∙양조업면허

∙광업허가
∙어업면허
∙귀화허가
∙공기업특허
∙공물사용권특허
∙자동차운수사업면허
∙도로점용허가
∙공유수면매립면허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사립대설립인가
∙공법인설립인가
∙토지거래허가
∙하천사용권양도인가
∙수도공급규정인가

공증의 처분성 

처분성 인정
∙지목변경신청 반려
∙토지분할신청의 거부
∙건축물용도변경신청 반려
∙건축물대장상 작성신청의 거부

처분성 부정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등재
∙가옥대장에 등재
∙멸실된 지적공부 복구․기재사항의 변경
∙인감증명
∙관리대장에서 무허가건물 삭제

법정부관 
부담의 예

∙자동차검사증의 유효기간∙광업권의 존속기간
∙ 수렵면허기간∙ 공무원의 조건부 임용
∙ 식품제조업 허가기준∙ 인감증명유효기간 
∙ 2종 보통 운전면허

부담의 예
부담의 예

∙도로․하천 점용시 점용료 부과∙영업허가시 수수료 납부
∙유흥음식점 허가시 심야영업 금지∙영업허가시 시설의무 부과
∙위생설비의무 부과∙주택사업계획승인시 도로의 기부채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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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와 취소
구 분 무효사유

주 체

∙임용결격공무원의 행위
∙결격사유 있는 자가 합의제 구성원으로 참가하여 의결정

족수가 구성된 경우 
∙의결정족수가 미달된 상태에서 의장단 선출
∙경찰서장에게 위임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경찰관이 자신

의 명의로 한 경우 

∙무권한자의 행위
∙필요적 협력 결여
∙권한 외의 행위

의사, 행위 무능력
∙의사무능력
∙금치산자․한정치산자인 공무원의 행위
∙18세 이상인 경우 － 유효

내 용
∙내용이 불명확
∙내용이 실현불가능
∙효력규정 위반행위

절 차
∙상대방의 필수적 신청을 결여
∙징계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공무원 징계
∙동의 없이 행한 행정행위

형 식 ∙법률상 요구하는 문서 ∙서명․날인 결여

구 분 취소사유

주 체 ∙필요적 자문 결여 
∙사기․강박․착오

∙부정행위         
∙단순 권한 초과

내 용 ∙단순 공익 위반 ∙선량한 풍속 위반

절 차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금지행위
∙관계 도지사의 협의 없이 행한 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처분
∙토지소유자에게 통지를 하지 아니한 국토교통부장관의 택지개발계획승인
∙청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영업소 폐쇄명령, 약종상허가취소

형 식 경미한 형식상의 하자
하자의 승계를 긍정하거나 부정한 예 

구 분 하자의 승계 긍정 하자의 승계 부정
대집행 ∙대집행의 계고․통지․실행․비용징수

∙암매장분묘 개장명령과 계고처분
건물철거명령과 대집행계고처분

조 세
∙조세징수에서 독촉․압류․매각․충당
∙독촉과 가산금․중가산금 징수처분
∙무효인 조례와 지방세부과처분

∙과세처분과 체납처분
∙토지등급설정과 과세처분
∙지방의회의 의안의결과 지방세부과처분

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결정과 과세처분 ∙표준공시지가결정과 개별공시 지가결정
∙표준공시지가결정과 조세부과 처분

수 용
기준지가고시처분과 토지수용처분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과 택지계획승인

∙택지개발계획승인(사업인정)과 수용재결처분 
∙도시관리계획결정과 수용재결처분

기 타

∙귀속재산 임대처분과 매각처분
∙한지의사시험자격인정과 한지 의사면허처분
∙안경사시험 합격취소와 안경사 면허취소처분

∙직위해제처분과 면직처분
∙수강거부처분과 수료처분(수료 이후에도 수강거부는 가능)
∙변상판정과 변상명령(감사원/소속장관)
∙도시계획시설변경과 사업계획 승인처분
∙보충역편입처분과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허가와 사업개시신고반려처분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인가처분과 환지청산금부과처분

행정법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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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상 계약

공법상 계약
∙임의적 공용부담
∙계약직 공무원의 채용계약 
∙별정우체국장의 지정

∙도로․하천의 경비부담에 관한 협의
∙공공단체 상호간 사무위탁
∙공중보건의 채용

사법상 계약 ∙협의취득계약 
∙도로건설도급 계약 ∙창덕궁안내원 채용

행정행위 ∙지방의원 징계
∙행정청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재개발조합인가

기 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하는 행위(합동행위)
∙재개발조합설립(합동행위) ∙행려병자보호(사무관리)

사실행위의 처분성 
처분성 긍정 처분성 부정

∙단수처분
∙교도소이송처분

∙서신검열
∙국제그룹해체지시

∙훈격재심사계획이 없다는 회신
∙택지공급방법 결정행위
∙급수공사비 납부통지

∙추첨단계에서 신청자격유무 심사
∙해운관청이 퇴직금 지급지시

절차법상 제외사유 

이유제시의 예외 ⓐ 신청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 ⓑ 단순․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전통지의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04 국가직 9급 법령 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청문
ⓐ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법령 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
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하게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당사자가 의견
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입법예고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②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③ 법령의 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
는 경우, 06 선관위 9급 ④ 단순한 표현․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⑤ 예
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행정예고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사항, ② 많은 국민의 이해가 상충되는 사항, ③ 많은 국민에게 불편이나 부담을 주는 사항, ④ 그 
밖에 널리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정책․제도 및 계획을 수립․시행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예고로 인하여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예고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일반법과 개별법(수험용)
종류 규정

행정계획 행정절차법 X, 개별법 O 
형량명령 일반법 X , 개별법 X 
공정력 명문규정 X , 간접 근거 O 
대집행 행정대집행법

강제징수 국세징수법
직접강제 X, 개별법

이행강제금 X, 개별법
과징금 일반법 X , 개별법 O 

명단공표 국세기본법
관허사업제한 국세징수법

손해배상 일반법 O 
손실보상 일반법 X , 개별법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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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보
비공개 공 개

∙국정원 급여정보
∙보안관찰 관련 통계자료
∙징벌위원회 회의록 중 심사․의결부분
∙공직자윤리법상의 등록의무자 사안에서 고지거부자의 인적사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회의록 인적사항
∙문제은행방식 의사 시험문제
∙공표 전 도시공원위원회의 회의록
∙지자체 업무추진비 항목별 집행내역 및 개인정보
∙사법시험 제2차 시험 채점결과
∙황우석 교수 논문조작사건 편집원본 테이프
∙한국형 다목적 헬기 도입 감사결과

∙교육공무원 근무성적평정결과
∙대학수학능력시험 원 데이터
∙징벌위원회 회의록 중 문답사안, 징벌절차
∙공직자윤리법상의 등록의무자가 제출한 재산등록사항
∙수용자자비부담물품의 판매수익
∙임야조사서와 토지조사부
∙공표 후 도시공원위원회의 회의록
∙형사확정기록
∙사법시험 제2차 시험 답안지
∙주택조합의 사업수익성 검토자료
∙대한주택공사의 아파트 분양원가

직접강제
직접강제의 대상

영업장 또는 사업장의 폐쇄(식품위생법 제79조), 외국인의 강제퇴거(출입국관리법 제46조), 무등록학원 폐쇄(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
습에 관한 법률 제19조), 실력에 의한 예방접종, 집회군중에 대한 강제해산

즉시강제

대물적 강제

경찰관직무집행법 무기 등 물건의 임시영치 

개별법
∙도로교통법상 교통장애물 제거(견인 등)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상 불법게임물 폐기
∙소방기본법상 물건의 파기 등의 강제처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 응급부담
∙자연재해대책법상 물건의 제거․사용 

대인적 강제
경찰관직무집행법 ∙보호조치  ∙장구 및 무기사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강제격리

대가택 강제 경찰관직무집행법 위험방지를 위한 가택출입과 수색
조세범처벌절차법 수색

직무관련성 
인 정 부 정

∙무장공비출현
∙유람선 운행 제한
∙교도소 내의 폭력행위
∙학군단 후보생들의 구타로 인한 사망
∙트랙터 위험발생 방지조치
∙윤락업소 화재사건
∙탈주군인
∙수사 중 고문
∙출장 후 복귀 중 사고
∙이삿짐 운반
∙학군단 장례식
∙훈계 중 사망
∙직무관련 수뢰
∙사격훈련 중 꿩 사냥
∙검사의 결정적 무죄증거 미제출

∙포경수술
∙가솔린 불법처분
∙정신질환
∙에이즈 후속조치
∙남총련 폭행 사망사건
∙휴식 중 비둘기 사냥
∙군병원 입원 중이던 사병의 탈영
∙공용외출 중 꿩 사냥
∙휴가 중 폭행
∙출근 중 사고
∙결혼식 참석
∙압류 중 절도
∙잉어사냥

행정법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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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과 행정소송 
구 분 행정심판 행정소송 
기 능 행정부 스스로 통제 국민의 권리구제
대 상 위법․부당도 포함 위법행위만
성 질 준사법 사법
심 리 구술 또는 서면 구술

제소기간 90일 / 180일 90일 / 1년
공 개 비공개 원칙 공개 원칙

임시처분 ○ ×
의무이행심판 ○ ×

직접처분 ○ 간접 강제
대통령의 처분 × ○

원고적격 
인 정 부 정

⦁연탄공장
⦁LPG충전소
⦁공설화장장
⦁광산 개발

⦁환경영향평가내(밖인 경우는 피해 입증)
⦁도로의 폐지에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이웃주민
⦁토지소유자의 문화재보호구역지정 해제
⦁취수원

⦁상수원보호구역 인근주민
⦁환경정책기본법
⦁비무장지대의 환경보호이익
⦁환경영향평가 밖

⦁일반시민의 도로이용관계
⦁문화재보호구역 지정으로 문화재

를 향유할 수 있는 지역주민
⦁개발제한구역해제에서 제외된 토

지소유자

소의 이익 
구 분 인 정 부 정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파면처분 후에 당연퇴직된 경우 파면을 다툼
⦁대학입학고사 불합격처분 취소 이후 입학시기 지남
⦁징병 후에 통지처분 현역입영 취소
⦁지방의회의원 제명의결 후 임기만료
⦁수형자의 영치품에 대한 사용 불허가 후 수형자가 다

른 교도소로 이송된 경우 

⦁대집행 실행완료
⦁입영취소 소송 중 자진입대
⦁상병에서 예비역편입
⦁건축공사가 사실심 변론종결일 전에 완료된 경우 

처분 등의
효력 소멸 

⦁임원취임승인의 취소처분 후 임기만료
⦁집행정지
⦁봉급 관련
⦁직위해제 후 복직발령

⦁집행정지 없는 경우
⦁기간만료
⦁철거된 경우
⦁재반려처분

기 타

가중적 제재처분이 법률에 있는 경우 부령인 시행규칙 
또는 자치단체의 규칙

행정규칙

⦁퇴학처분을 받은 후 검정고시 합격 
⦁징계에 대한 사면 후 파면취소 
⦁공장건물 멸실 후에 등록취소

⦁원자력부지사전가처분이 발령된 경우 사전승인처분을 
다툴 이익

⦁불합격 이후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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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적격
구 분 처분 행정청

위 임 외부 수임청
내부 표시

대 리 현명 ○ 피대리청
현명 × 대리청

승 계 승계청 존재 승계청
승계청 부존재 국가

대통령 소속장관
입법부, 사법부 행정장 법원행정처장, 국회사무총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합의제행정청 원칙 위원회
위원장 노동, 해양

조 례 원칙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 교육감

필요적 전치주의의 예 

1. 조세소송(국세만 해당, 지방세는 임의적)
2. 관세법 04 국가직 7급
3.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교원의 경우 사립의 경우에는 소청심사를 거치는 것이 임의적이나, 국공립의 경우 행정심판전치는 필수적이다)
4. 도로교통법상 면허취소정지처분 
5. 지방자치법상 사용료 등에 대한 불복

재결주의 
노동위원회, 특허, 감사원 / 토지수용은 원처분주의 

거부의 처분성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 긍정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 부정

∙서울교육대학 상근강사의 정규교원 임용신청(교수재임용 ○ / 후
보자 1인 ○ / 단순 응시자 ×)

∙검사임용 거부처분
∙구 주택개발촉진법상 이주대책에 따른 특별분양신청
∙실용신안권자 중 1인인 원고가 한 소멸등록된 실용신안권의 회

복신청
∙사회단체등록 거부는 처분(요건충족시)

∙재개발구역 분할 및 사업계획변경신청 반려처분
∙당연퇴직 공무원의 복직신청
∙산림훼손허가

행정법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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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등확인소송의 준용규정(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강사전제)
준용되는 취소소송규정 준용되지 않는 취소소송규정

∙재판관할 (제9조)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및 병합 (제10조) 
∙피고적격 (제13조)
∙피고경정 (제14조)
∙공동소송 (제15조)
∙제3자의 소송참가 (제16조)
∙행정청의 소송참가 (제17조)
∙취소소송의 대상 (제19조) 
∙소의 변경(제21조)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제22조)
∙집행정지 (제23조) 
∙집행정지의 취소 (제24조) 
∙행정심판기록의 제출명령 (제25조)
∙직권심리 (제26조)
∙취소판결 등의 효력 (제29조)
∙취소판결 등의 기속력 (제30조)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 (제31조)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의 효력 (제33조)

∙행정심판전치주의 (제18조)
∙제소기간 (제20조)
∙사정판결 (제28조)
∙간접강제 (제34조)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준용규정(행정소송법 제38조 제2항)(집사선처)
준용되는 취소소송규정 준용되지 않는 취소소송규정

∙재판관할 (제9조)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및 병합 (제10조) 
∙피고적격 (제13조)
∙피고경정 (제14조)
∙공동소송 (제15조)
∙제3자의 소송참가 (제16조)
∙행정청의 소송참가 (제17조)
∙행정심판과의 관계 (제18조)
∙취소소송의 대상 (제19조) 
∙제소기간 (제20조)

∙소의 변경 (제21조)
∙행정심판기록의 제출명령 (제25조)
∙직권심리 (제26조)
∙재량처분의 취소 (제27조)
∙취소판결 등의 효력 (제29조)
∙취소판결 등의 기속력 (제30조)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 (제31조)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의 효력 (제33조)
∙거부처분취소판결의 간접강제 (제34조)

∙집행정지 (제23조)
∙선결문제 (제11조)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제22조)
∙사정판결 (제28조)
∙사정판결의 경우 피고의 소송비용부담규정 (제

32조) 

당사자소송으로 본 사례

판례가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본 사례

∙석탄가격안정지원금 청구(대판 1997.5.30, 95다28960)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상금청구소송(대판 1992.12.24, 92누3335)
∙구 토지수용법 제75조의2의 보상금증감청구소송(대판 1991.11.26, 91누285)

판례가 민사소송으로 
본 사례

∙부당이득반환청구
∙징발보상청구

당사자소송의 준용 규정(행정소송법 제44조)
준용되는 취소소송규정 준용되지 않는 취소소송규정

∙재판관할 (제9조)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및 병합 (제10조) 
∙피고경정 (제14조)
∙공동소송 (제15조)
∙제3자의 소송참가 (제16조)
∙행정청의 소송참가 (제17조)
∙소의 변경 (제21조)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제22조)
∙행정심판기록의 제출명령 (제25조)
∙직권심리 (제26조)
∙취소판결 등의 기속력 (제30조 제1항만 준용)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의 효력 (제33조)

∙행정심판전치주의 (제18조)
∙취소소송의 대상 (제19조) 
∙제소기간 (제20조)
∙집행정지 (제23조) 
∙집행정지의 취소 (제24조) 
∙사정판결 (제28조)
∙취소판결 등의 효력 (제29조)
∙취소판결 등의 기속력 [제30조 제2항(재처분의무)은 준용규정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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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이라는 자원에 기반을 둔 수단 

㉡ ‘권위’에 기반을 둔 수단

㉢ ‘자금’에 기반을 둔 수단 

㉣ ‘정보’에 기반을 둔 수단

① 바우처는 효율성 측면에서 해당 서비스 시장이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경쟁을 도입해 공급자를 다양화할 수 있는 도구로서 복지 분야

에서 많이 도입되고 있다.

② 전자바우처는 경쟁의 도입을 통해 전반적인 효율성을 높이며 관리 업무, 정산 업무, 보고 업무 등에서 행정비용을 절감하는 효과

가 있다. 하지만 간접적인 수단으로서 그 관리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 

③ 민간위탁은 정당성이나 정치적 지지 측면에서만 직접적인 수단에 비해 나은 것으로 평가된다. 

④ 민간위탁은 공공부문에 시장주의적 관리개혁이라는 이념이 유행하면서 도입됐다. 그런데 효율성 측면에서 민간위탁이 실제 비용 

절감 효과가 있는지, 계약을 관리함에 따라 추가적으로 비용 증가가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다. 

⑤ 민간위탁 사업보다 더 간접적인 형태로 수행되는 경우가 있는데, 바우처가 이에 해당한다.

1. 자원을 기준으로 한 행정수단(정책수단)의 분류 

① 공공문제 해결을 위해 동원하는 ‘자원’이 무엇인가를 기준으로 유형화 

② 조직기반 수단은 대표적으로 정부조직, 공기업, 시장조직, 가족․지역사회 등이 있다. 여기에는 정부조직의 개편이나 정

부와 민간조직과의 계약(아웃소싱)도 포함될 수 있다. 

③ 행정수단의 주요 특징과 연결하여 다시 분류하면, 정부조직과 조직개편은 정부가 직접 제공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

며, 대개 강제성이 높은 수단이다. 

④ 반면 시장조직, 가족․지역사회, 계약은 간접적이며 민간의 자발적 협력이 필요한 수단이다.

2. 직접성이 낮은 행정수단(정책수단)을 선택하는 이유

정부는 왜 재화와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지 않고 제3자에게 그러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수단을 선택하는가? 효과성, 형

평성, 관리가능성 측면에서 직접성이 높은 수단이 우월함에도 불구하고 왜 민간위탁과 같은 간접적인 수단을 선택하는가?

  

3. 규제개혁의 단계(OECD)
① 규제 완화(deregulation) : 절차와 구비서류의 간소화, 규제순응비용의 감소 및 규제 폐지를 통한 규제 총량의 감소 
② 규제품질관리(regulatory quality management) : 규제 완화를 통해 총량적 규제관리가 이뤄지고 난 후 개별 규제의 질

적 관리에 초점을 두는 단계
③ 규제관리(regulatory management) : 총량적 개혁이나 개별 규제의 질 문제에만 국한하지 않고 한 국가의 전반적인 규

제 체계까지 관심을 갖는 단계 

4. 「국민생각함」: 국민참여 플랫폼

국민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제안에 대해 토론, 투표, 평가할 수 있는 온라인 국민참여 플랫폼

5. 협력적 정책갈등 상황

규범이 행위자 간의 상호작용 규칙을 안정적으로 제공해 상호작용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강한 유인의 제공을 통해 행위

자들의 정책순응 동기를 유발한다. 이런 상황에서는 정책 대상 집단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고 협력적 상호작용을 통해 

정책갈등이 관리되어 순조롭게 정책이 진행될 수 있다.

행정학개론 ➤ 김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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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가치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와 애국심, 책임성, 청렴성 등 

6. 적극적(active) 정책갈등 상황 

유인이 강하고 규범이 약하거나 없는 상황이다. 정책목표의 실행을 위한 강한 유인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행위자들은 자기 
이익의 극대화와 정책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 최소화를 위한 기회주의적 행동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7. 환경분석 : SWOT

① 환경분석 과정은 조직 외부의 환경과 조직 내부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과정이다. 
② 조직 외부 환경분석 : 조직을 둘러싼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기술적 변화를 확인하고 주요 이해관계자를 확인한다. 
③ 조직 내부 환경분석 : 조직 내부 자원의 흐름, 업무 처리 과정, 조직문화, 업무 처리 능력 등을 확인한다. 이들 환경분

석 과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활용되는 기법이 SWOT 분석이다.  

8. 의무지출

재정지출 중 법률에 따라 지출의무가 발생하고 법령에 따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법정지출 및 이자지출을 말

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재량지출

재정지출에서 의무지출을 제외한 지출을 말한다.

10.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의 비교

11. 장기 재정전망

국가재정법 시행령[시행 2015.7.1.] [대통령령, 2015.6.30., 타법개정]

제2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재정법」에 따른 재정운용계획(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 당해 회계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재정운용계획에 관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공청회 또는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장기 재정전망을 할 때에는 40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을 대상으로 적어도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12. 공직 동기(public service motivation: PSM)

① 공직 동기(PSM)는 많은 학자에 의해 경험적으로 증명된 동기 요인으로 공공 부문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동기 요인이 기본적으로 민

간 부문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동기 요인과 다르다는 데서 출발하며, 이러한 공직 동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공직에 들어와서 더 

일을 열심히 잘 한다는 내용이다.

② 공직 동기 요인은 크게 네 가지 차원으로 다시 나뉠 수 있는데, 정책결정에 대한 매력(attraction to policy making), 공익에 대한 몰

입도(commitment to public interests), 열정(compassion), 희생정신(sacrifice)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Perry & Wise, 1970; 

Perry,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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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우리나라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체계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은 성과주의 예산제도, 프로그램 예산제도, 발생주의 회계제도, 총액배분․자율편성 및 재

정활동의 성과관리제도 도입에 의해 실현이 가능해졌다.

14. 2016년도 성인지 예산사업

① 43개 중앙관서의 장이 제출한 332개로 예산 전체규모는 27조 7,602억원이다. 2015년도와 비교할 때, 중

앙관서의 수가 1개 증가, 사업 수는 11개가 감소하였으며, 예산규모는 1조 5,163억원(5.8%) 증가하였다.

② 세부적으로 성인지 예산사업이 있는 중앙관서의 수는 2015년도에 제외된 헌법재판소 및 국민안전처가 추

가되고 해양경찰청이 제외되어 43개 기관으로 1개 기관이 증가하였다.

③ 성인지 예산사업의 수는 전년 대비 11개 사업이 감소되었는데 재정지출 효율화 및 보조사업 감축에 따른 

사업종료 ․ 통폐합으로 24개 사업이 추가되고 35개 사업이 제외되었다.

15. 조세특례 심층평가제도

조세특례 심층평가제도는 조세지출에 성과관리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조세지출의 정비 및 질적 개선을 도모하

려는 시도라는 데 의의가 있다.

16. 국고보조금 제도

①「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국가 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

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재원을 교부하는 제도이다.

② 국고보조금은 보조금 이외에 부담금, 교부금, 조성비, 장려비, 위탁금 등의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다. 

③ 이러한 명칭은 개별 실정법상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은 아니며, 실무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로서 보조금을 지

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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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우리나라 국가재정운용계획

① 2004년 최초로 수립된 이후 2007년부터는 새로 제정된 국가재정법에 따라 국회에 제출되고 있다. 

② 2014년에는 국가재정법 개정에 따라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제출하던 것을 100일 전으로 10일 앞당겨

서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제출하였으며, 2015년은 회계연도 개시 110일전까지, 2016년 이후부

터는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까지 제출할 계획이다.

18. 국고금(「국고금 관리법」제2조 )

국고금이란 국민경제 활동의 3대 주체(가계, 기업, 정부) 중 하나인 정부가 공공행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조달하고 운용하는 일체의 현금을 말한다.

① 법령 또는 계약 등에 따라 국가의 세입으로 납입되거나 기금에 납입된 모든 현금 및 현금과 같은 가치를 가지는 것

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 

② 「지방세법」에 따라 국가가 징수한 지방소비세를 지방세입으로 납입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보유한 현금 등 

③ 재정증권의 발행 또는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일시차입에 의하여 조달된 현금 등 

④ 국고금의 운용 목적으로 취득한 금융자산

조세에는 중앙정부가 국민으로부터 징수하는 세금인 ‘국세’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으로부터 징수하는 세

금인 ‘지방세’가 있는데, 국고금에는 국세만 포함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나 

공과금(전기요금, 전화요금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19. 조세의 장점 

첫째, 이자 부담이 없으며 부채관리와 관련된 재원관리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둘째, 납세자인 국민들은 정부지출을 통제하고 성과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강하게 요구할 수 있다. 
셋째, 현 세대의 의사결정에 대한 재정 부담이 미래세대로 전가되지 않는다. 
넷째, 장기적으로 차입보다 비용이 저렴하다.

20. 수익자부담금의 장점 

첫째, 수익자부담금은 시장기구와 유사한 메커니즘을 통해 공공서비스의 최적 수준을 결정할 수 있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
고할 수 있다. 

둘째, 형평성 측면에서, 수익자부담금은 부담과 편익의 공평한 배분을 보장할 수 있다. 공공재의 직접 편익에 대해 조세를 
부과하면 이용하지 않는 사람은 비용만 부담하고 편익을 받지 못해 불공평하다는 것이다. 

셋째, 공공재의 공급과 수익 관계가 분명하고 부담의 용도가 확실하면 수익자 부담이 정당화될 수 있다.

21. 우리나라 재정의 조세부담율

① 국세와 지방세를 포함한 조세부담률은 2012년 말 기준으로 19.6%이며 주요 국가들과 비교해 낮은 수준

②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 (중앙정부로부터 이전재원과 세외수입이 많아) 지방세 비중이 36% 정도

22. 현재 우리나라 재정의 특징

① 정부지출 부문에서는 사회복지비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② 지난 20여 년 동안 중앙정부의 일반회계에서는 두 차례에 걸친 재정 운선순위에 변화가 있었는데, 1990년대 말 IMF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국방비의 비중이 낮아진 대신 사회개발비의 비중이 증가했다. 
③ 2000년대 후부터는 사회개발비와 경제개발비의 비중 변화가 있었다.

23. 예산의 기능 

(1) 공공재원 배분과 정치 과정으로서 예산          (2) 사회경제적 정책 수단으로서 예산
(3) 성과관리 수단으로서 예산                      (4) 회계책임 수단으로서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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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예산제도에서의 네 가지 지향 가치 

(1) 통제 지향     (2) 관리 지향      (3) 기획 지향      (4) 결과 지향

25. 한국의 예산개혁과 지향 가치의 변화

① 경제 개발과 함께 근대 행정학 및 행정체제를 미국에서 도입한 이후부터 미국의 예산제도 개편 조치들은 시차를 두거

나 혹은 동시적으로 우리나라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② 기획재정부가 운용하는 성과관리제도는 GPRA을 모델로 설계됐고, PART의 재정사업 관리 방식은 2006년도부터 실시

한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의 기본 모델이다.

26. 부처맞춤형 충원시스템

부처맞춤형 충원시스템은 2009년부터 도입됐으며, 수습사무관(임용예정자) 중에서 각 부처에서 필요로 하는 자를 직접 선

택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27. 한국의 균형인사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여성공무원 인사관리, 대체인력뱅크 운영, 장애인공무원 인사관리, 이공계공무원 인사관리, 지방인재

채용목표제, 지역인재추천채용제(지역인재 7급 견습직원, 지역인재 9급 견습직원), 저소득층 공무원 채용 

28. 역량기반 교육훈련제도(competency-based curriculum)
역량기반 교육훈련제도는 전통적 교육훈련의 한계를 극복하고, 역량진단을 통한 문제 해결 및 현실 적용성을 제고하기 위

한 방안으로 도입되고 있다. 역량기반 교육훈련제도는 특정 업무 수행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성과로부터 출발하며, 역량

은 이러한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 등의 행동 특성을 의미한다. 역량기반 교육훈련의 대표적인 방

식으로 멘토링이나 학습조직, 액션 러닝, 워크아웃 등이 활용되고 있다.

29. 보이지 않는 세금

규제가 초래하는 사회적 비용은 경시되는 경우가 많다. 규제의 비용이 세금에 비해 가시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규제를 보
이지 않은 세금으로 규정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그러나 규제도 세금처럼 일반 국민들에 비용을 부과한다. 

30. 전략적 기획 

전략적 기획은 급변하는 환경 변화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조직 내부의 현황을 종합적으로 진단해 조직의 비전과 미션을 
구체화하고 우선순위가 높은 핵심적인 실행 대안을 선택하는 과정을 거쳐 실천가능성이 높은 기획을 실현하는 것을 말한
다.

31. 지방재정에서 주요 분권재정지표

① 재정자립도 :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세입에서 지방세외 세외수입의 합계인 자주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② 재정자주도 : 일반회계 세입에서 자주재원과 지방교부세를 합한 일반재원의 비중으로 생계급여 등 사회복지 분야에서 

차등보조율 적용 지자체를 선정할 때 사용된다.  
③ 재정력지수 : 지방교부세제도에서 규정되어 있는 '기준재정수요액' 대비 '기준재정수입액'의 비율이다. 

32. 포괄보조

일반재원으로 운영되는 지방교부세와 특정 재원으로 지원되는 국고보조금 사이에 두 가지 재원의 특성을 절충하는 형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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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보조'제도가 있다. 다양한 형태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지자체에 대해 보조금의 총량을 설정하고, 한도 내에서 지자체가 

재량으로 사업을 수행하도록 포괄적으로 재원을 교부한다. 

33.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시행 2016.1.25.] [2015.7.24., 타법개정]

제30조(지역발전특별회계의 설치) 지역별 특성과 비교우위에 따른 지역의 특화 발전을 지원하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발전특별회계(이하 "회계"

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1조(회계의 관리ㆍ운용) ① 회계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관리·운용한다.

② 회계의 예산은 중앙행정기관의 조직별로 구분할 수 있다.

제32조(계정의 구분) 회계는 생활기반계정, 경제발전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 구

분한다. 

제40조(포괄보조금의 지원) ① 정부는 제34조제2항에 따른 생활기반계정의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시·도 및 시·군·구별로 세출예산의 용도를 포괄적으로 정한 보조금(포괄보조금)으로 

편성하여 지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부가 포괄보조금으로 편성한 사업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예산을 교부할 때

에는 해당 사업 내에 수개의 세부내역을 구분하여서는 아니 된다. 

34. 지방교부세법[시행 2015.7.1.] [2014.12.31., 일부개정]

제3조(교부세의 종류) 지방교부세(이하 "교부세"라 한다)의 종류는 보통교부세·특별교부세·부동산교부세 및 

소방안전교부세로 구분한다.

제9조의4(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 안전관리 강

화 등을 위하여 소방안전교부세를 지방자치단체에 전액 교부하여야 한다.

제15조(보통교부세의 보고) 행정자치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보통교부세의 배분기준, 배

분내용, 집행실적, 그 밖에 보통교부세의 운영에 필요한 주요 사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

다. 

35.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 2016.9.28.] [법률 제13278호, 2015.3.27., 제정]   ※ 김영란

법

36. 우리나라 기금

① 기금은 1961년에 종전의 ‘재정법’을 대체하여 새로이 제정된 ‘예산회계법’에 의해 처음으로 도입되었으며, 

현행 국가재정법 제5조에서 “국가는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로써 설치하고 세입세출예산외로 운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② 정부의 재정활동은 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성된 예산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나 특정한 분야의 사

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하거나 사업추진에 있어 탄력적인 집행이 필요한 경우에 

예산과는 별도로 기금을 설치․운용할 필요성이 발생한다.

37. 재정사업 성과평가제도의 변천

○ 건전재정기조 정착 및 재정운용 효율화를 위하여 성과목표관리, 자율평가, 심층평가 3단계의 재정 성과관

리제도 실시(국가재정법 제8조 등)

○ 재정개혁의 일환으로 성과목표관리제도(2003년),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2005년), 심층평가제도(2005년)를 단계

적으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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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국채의 종류

국채는 국가가 공공목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거나 이미 발행된 국채의 상환을 위해 발행하는 채권으로서, 

현재 국고채권, 외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국민주택채권 등 3종의 국채가 발행되고 있다. 

39. OECD 조세 분류체계에 따른 우리나라 국세분류

40. 현재 우리나라 공무원 인재개발 _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 2016.1.1.] [2015.12.29., 일부개정]

제3조(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① 인사혁신처장 소속으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을 두고, 원장은 정무직(政務職)으로 한다.  

②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훈련

가. 5급 이상 공무원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나.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또는 경력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채용후보자

다. 그 밖에 외국공무원 등 인사혁신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행정학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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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연구·개발·평가

가. 공직가치·리더십 등 시대변화에 맞는 국가공무원 인재상 정립

나. 공무원 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과정

다. 공무원의 자기개발 학습을 위한 기반 마련

3. 국내외 공공·민간 교육훈련·연구 기관 등과의 교류·협력

41. 인재개발의 구분

① 인재개발은 기본교육훈련ᆞ전문교육훈련ᆞ기타교육훈련 및 자기개발 학습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교육훈련은 신규채용후보자 또는 신규채용자, 승진임용예정자(승진시험 합격자 및 승진심사 통과자를 말한

다. 이하 같다) 또는 승진된 사람이 공무원으로서 필요한 공직가치를 확립하고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훈련으로 한다.  

③ 전문교육훈련은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할 직무분야에 필요한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훈

련으로 한다.  

④ 기타교육훈련은 제2항 및 제3항의 교육훈련에 속하지 아니하는 교육훈련으로서 소속기관의 장의 명에 따

른 교육훈련으로 한다.  

⑤ 자기개발 학습은 공무원이 직무를 창의적으로 수행하고 공직의 전문성과 미래지향적 역량을 갖추기 위하여 

스스로 하는 학습ㆍ연구활동으로 한다.  

42. 현재 우리나라 공무원의 자기개발 의무 및 행정기관의 지원

① 공무원은 자기개발 학습을 통하여 직무를 창의적으로 수행하고 공직의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인재개발계획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자기개발계획 수립·실천과 직무역량 향상을 위한 연

구모임 활동 및 경력개발 등을 위한 교육훈련을 지원하여야 한다.

43. 질병관리본부

보건복지부장관의 소관사무 중 감염병 및 각종 질병에 관한 방역·조사·검역·시험·연구 및 장기이식관리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질병관리본부를 둔다. 

44. 결산보고서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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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정민원 : 법령·훈령·예규·고시·자치법규 등(이하 "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정한 일정 요건에 따라 인가·허가·승

인·특허·면허 등을 신청하거나 장부·대장 등에 등록·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

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

2) 질의민원 : 법령·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민원

3) 건의민원 :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

4) 기타민원 : 법정민원, 질의민원, 건의민원 및 고충민원 외에 행정기관에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요건 등에 대한 상

담·설명을 요구하거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에 대하여 알리는 등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

45. 민원의 종류

"민원"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

가. 일반민원

나. 고충민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고충민원

다. "복합민원"이란 하나의 민원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관계법령 등에 따라 여러 관계 기관(민원과 관련된 단

체·협회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관계 부서의 인가·허가·승인·추천·협의 또는 확인 등을 거쳐 처리되는 법정민원

을 말한다.

라. "다수인관련민원"이란 5세대(世帶) 이상의 공동이해와 관련되어 5명 이상이 연명으로 제출하는 민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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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회계요약 
1. 정부회계의 의의

정부조직의 재정활동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거래를 측정ㆍ인식ㆍ보고하는 회계조직이다.

*재무보고의 목적

국가가 공공회계책임을 적절히 이행하였는지를 평가하는데 필요한 정보 제공

⑴ 국가의 재정상태 및 그 변동과 재정운영결과에 관한 정보

⑵ 국가사업의 목적을 능률적, 효과적으로 달성하였는지에 관한 정보

⑶ 예산과 그 밖에 관련 법규의 준수에 관한 정보

2. 재정활동

정부조직(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 공공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경제적 활동

⑴ 예산에 기초한다.

⑵ 법률에 의하여 통제된다.

3. 정부회계의 특징

⑴ 재정(public finance)을 회계의 대상으로 하는 비영리회계이다.

⑵ 기금회계기법을 사용하며, 다수의 회계실체가 존재한다.

⑶ 법률에 기초한 예산에 의하여 통제된다.

⑷ 소유권개념(자본주지분)이 존재하지 않는다.(자본×→순자산)

 * 정부회계와 기업회계의 비교

구 분 정부회계 기업회계

목 적 공공의 이익(공적 서비스 제공) 기업의 이익(투자자의 이익 극대화)

재무상태
자산 = 부채+순자산

순자산의 소유권개념 부재

자산 = 부채+자본

자본은 주주(자본주)의 소유권

당기순이익
순이익이 중요하지 않음

수익과 비용의 비합리적인 대응

순이익이 중요함

수익과 비용의 합리적인 대응

정보이용자 국민(정부와 간접적인 관련성)
투자자, 대여자, 기타의 채권자 등

(기업과 직접적인 관련성 있음)

법적통제 직접적인 통제와 관리 상법, 외감법 등에 의하여 간접적인 통제

4. 회계실체 : 법률이나 예산에 의하여 설정된 회계단위

⑴ 일반회계 :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세입ㆍ세출회계

⑵ 특별회계 ① 기업특별회계(정부의 기업형 사업운영회계)

               우편사업특별회계, 우체국예금특별회계, 양곡특별회계, 조달특별회계 등

            ② 기타특별회계(특정세입으로 특정세출에 충당하는 회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교통시설특별회계, 환경개선특별회계 등

회계
학 ➤ 허홍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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⑶ 기금 : 세입ㆍ세출에 의지하지 않고 운영되는 자금(국민체육진흥기금, 청소년육성기금, 복권기금, 공무

원연금기금, 군인연금기금, 국민연금기금, 신용보증기금 등

5. 보고실체

⑴ 국가통합보고실체 ð 기회재정부장관

⑵ 개별보고실체 :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

6. 일반원칙

국가의 회계처리는 복식부기·발생주의 방식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⑴ 신뢰성 : 회계처리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⑵ 명료성 : 재무제표의 양식, 과목 및 회계용어는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⑶ 충분성 : 중요한 회계방침, 회계처리기준, 과목 및 금액에 관하여는 그 내용을 재무제표에 충분히 표시

하여야 한다.

⑷ 계속성 : 회계처리에 관한 기준 및 추정(推定)은 기간별 비교가 가능하도록 기간마다 계속하여 적용하

고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⑸ 중요성 : 회계처리와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계정과목과 금액은 그 중요성에 따라 실용적인 방법으로 결

정하여야 한다.

⑹ 실질우선 : 회계처리는 거래 사실과 경제적 실질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7. 재무제표와 부속서류

   ⑴ 재무제표 :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 및 주석

   ⑵ 부속서류 : 필수보충정보, 부속명세서

   *지방자치단체 :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현금흐름표, 순자산변동표, 주석, 필수보충정보 및 부속명세서

[재무제표작성원칙]

① 재무제표는 해당 회계연도분과 직전 회계연도분을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한다.

②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되는 두 회계연도의 재무제표는 계속성의 원칙에 따라 작성하며, 「국가회계법」

에 따른 적용 범위, 회계정책 또는 이 규칙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주석으로 공시한다.

③ 재무제표의 과목은 해당 항목의 중요성에 따라 별도의 과목으로 표시하거나 다른 과목으로 통합하여 표

시할 수 있다.

④ 재무제표를 통합하여 작성할 경우 내부거래는 상계하여 작성한다.

8. 재정상태표

⑴ 재정상태표 작성기준

 ① 유동성배열 :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이 높은 항목부터 배열한다. 이 경우 유동성이란 현금으로 전환되

기 쉬운 정도를 말한다.

 ② 총액표시 : 자산, 부채 및 순자산은 총액으로 표시한다. 이 경우 자산 항목과 부채 또는 순자산 항목을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재정상태표에서 제외해서는 아니 된다.

⑵ 자산

 ① 의의 :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현재 국가회계실체가 소유 또는 통제하고 있는 자원으로서, 미래

에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거나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경제적 효익을 창출하거나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이다.

 ② 자산의 인식

가. 자산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등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거나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경제적 효익을 창출하거나 창출에 기여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가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

을 때에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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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하여 정부가 영구히 보존하여야 할 자산으로서 역사적, 자연적, 문화적, 

교육적 및 예술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갖는 자산(유산자산)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그 종류

와 현황 등을 필수보충정보로 공시한다.

다. 국가안보와 관련된 자산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할 수 있다.(중앙 관

서의 장은 해당 자산의 종류, 취득시기 및 관리현황 등을 별도의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자산의 분류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사회기반시설, 무형자산, 기타비유동자산

   가. 일반유형자산 :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집기ㆍ비품, 차량운반구, 전비품(군사장비), 건설중인

일반유형자산 등

   나. 사회기반시설 : 도로, 철도, 항만, 댐, 공항, 기타 사회기반시설(상수도를 포함한다) 및 건설 중인 사

회기반시설 등

   *지방자치단체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국고금의 회계처리

1. 국고금 : 국가의 세입으로 납입되거나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하는 기금에 납입된 현금 및 현금성자

산과 한국은행국가예금, 국고예금 등을 말한다. 

2. 재무제표 표시 : 국고금은 국고통일주의에 따라 중앙관서의 재무제표에는 국고금항목이 별도로 구

분 표시되지 않고, 국가의 재정상태표에만 표시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기업특별회계와 중앙관서의 장

이 관리하는 기금의 경우에는 소관 중앙관서의 재정상태표에 표시된다.

3. 국고금의 회계처리

 ⑴ 소득세 수납

  ① 국세청 : (차) 국고이전지출 ×××    (대) 소득세수입 ×××

  ② 국고금 : (차) 한국은행국가예금 ××× (대) 국고이전수입 ×××

 ⑵ 세출예산지출 : 교육부가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얻어 ○○학교의 건축자금 대여

  ① 국고금 : (차) 세출예산지출액 ××× (대) 한국은행국가예금 ×××

  ② 교육부 : (차) 장기대여금 ××× (대) 국고수입 ×××

⑶ 부채 

 ① 의의 : 부채는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국가회계실체가 부담하는 의무로서, 그 이행을 위하여 미

래에 자원의 유출 또는 사용이 예상되는 현재의 의무를 말한다.

 ② 부채의 인식

가. 부채는 국가회계실체가 부담하는 현재의 의무 중 향후 그 이행을 위하여 지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한다.

나. 국가안보와 관련된 부채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부채로 인식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부채의 종류, 취득시기 및 관리현황 등을 별도의 장부에 기록해야 한다.

 ③ 부채의 분류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장기충당부채 및 기타 비유동부채

⑷ 순자산

① 의의 : 순자산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을 말하며, 기본순자산, 적립금 및 잉여금, 순자산조정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순자산은 순자산에서 적립금 및 잉여금과 순자산조정을 뺀 금액으로 표시한다.

③ 적립금 및 잉여금은 임의적립금, 전기이월결손금·잉여금, 재정운영결과 등을 표시한다.

④ 순자산조정은 투자증권평가손익, 파생상품평가손익 및 기타 순자산의 증감 등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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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 기능과 용도를 기준으로 고정순자산, 특정순자산 및 일반순자산으로 분류한다.

             o 고정순자산 :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및 무형자산의 투자액에서 그 시

설의 투자재원을 마련할 목적으로 조달한 장기차입금 및 지방채증권 등을 

뺀 금액

             o 특정순자산 : 채무상환 목적이나 적립성기금의 원금과 같이 그 사용목적이 특정되어 있는 

재원과 관련된 순자산

             o 일반순자산 : 고정순자산과 특정순자산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9. 재정운영표

⑴ 의의 : 재정운영표는 회계연도 동안 수행한 정책 또는 사업의 원가와 재정운영에 따른 원가의 회수명세 

등을 포함한 재정운영결과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를 말한다.

⑵ 중앙관서의 재정운영표

① 프로그램순원가, 재정운영순원가, 재정운영결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② 프로그램순원가 =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하여 투입한 원가 합계

   (+) 다른 프로그램으로부터 배부받은 원가

   (-) 다른 프로그램에 배부한 원가

   (-) 프로그램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익 

③ 재정운영순원가 = 프로그램순원가

(+) 관리운영비(기관운영비, 기관의 정책이나 사업, 활동 지원비용)

(+) 비배분비용(프로그램과 직접 관련 없는 비용)

(-) 비배분수익(프로그램과 직접 관련 없는 수익)

④ 재정운영의 결과 = 재정운영순원가-비교환수익

⑶ 국가의 재정운영표 : 중앙관서 또는 기금의 재정운영표를 통합하여 작성한다.

① 재정운영표 : 내부거래를 제거하여 작성하되 재정운영순원가, 비교환수익 등 및 재정운영결과로 구분

하여 표시한다.

② 재정운영순원가: 각 중앙관서별로 구분하여 표시

③ 재정운영결과: 재정운영순원가에서 비교환수익 등을 빼서 표시

⑷ 재정운영표작성기준 : 발생주의

재정운영표의 모든 수익과 비용은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거래나 사실이 발생한 기간에 표시한다.

10. 수익과 비용

⑴ 수익 : 

  ① 의의 : 국가의 재정활동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발생하거나,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법령에 따라 납부의무가 발생한 금품의 수납 또는 자발적인 기부금 수령 등에 따라 발생하는 

순자산의 증가를 말한다.

  

교환수익 재화나 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발생하는 수익

비교환수익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발생하는 국세, 부담금, 기부금, 무상이전 및 제재금 등의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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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수익 수익창출 활동이 끝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에 인식한다.

비교환수익

해당 수익에 대한 청구권이 발생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에 

인식한다.

1. 신고·납부하는 방식의 국세: 납세의무자가 세액을 자진신고하는 때에 수익으로 인식

2. 정부가 부과하는 방식의 국세: 국가가 고지하는 때에 수익으로 인식

3. 원천징수하는 국세: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한 금액을 신고·납부하는 때에 수익

으로 인식

4. 연부연납(年賦延納) 또는 분납이 가능한 국세: 징수할 세금이 확정된 때에 그 

납부할 세액 전체를 수익으로 인식

5. 부담금수익, 기부금수익, 무상이전수입, 제재금수익 등: 청구권 등이 확정된 때

에 그 확정된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 다만, 제재금수익 중 벌금, 과료, 범칙금 

또는 몰수품으로서 청구권이 확정된 때나 몰수품을 몰수한 때에 그 금액을 확

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벌금, 과료 또는 범칙금이 납부되거나 몰수품이 처분된 

때에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다.

③ 수익인식기준

    

⑵ 비용

① 의의 : 국가의 재정활동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여 발생하거나,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발생하는 자원 유출이나 사용 등에 따른 순자산의 감소를 말한다.

② 비용의 인식기준

가. 재화나 용역의 제공 등 국가재정활동 수행을 위하여 자산이 감소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

할 수 있을 때 또는 법령 등에 따라 지출에 대한 의무가 존재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에 비용으로 인식

나. 과거에 자산으로 인식한 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이 감소 또는 소멸하거나 자원의 지출 없이 부채

가 발생 또는 증가한 것이 명백한 때에 비용으로 인식

11. 순자산변동표

⑴ 의의 : 회계연도 동안 순자산의 변동명세를 표시하는 재무제표를 말한다.

⑵ 중앙관서 또는 기금의 순자산변동표 : 기초순자산, 재정운영결과, 재원의 조달 및 이전, 조정항목, 기말

순자산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⑶ 국가의 순자산변동표 : 중앙관서 또는 기금의 순자산변동표를 통합하여 기초순자산, 재정운영결과, 조정

항목, 기말순자산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12. 결산

⑴ 결산의 수행

① 중앙관서결산보고서 작성 : 중앙관서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그 소관에 속하는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을 통합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결산보고서 작성 : 기금관리주체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에 관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소관 중앙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가결산보고서 작성 : 기획재정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중앙관서결산보고서를 통합하여 국가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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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국가회계기준 지방자치회계기준

1. 목적

국가의 재정활동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거래 등을 발

생 사실에 따라 복식부기 방식으로 회계처리하는 데

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 보고의 통일

성과 객관성을 확보함으로써 정보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투명성과 공

공 책임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회계실체

“국가회계실체”란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으로

서 중앙관서별로 구분된 것
“회계실체”란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단위를 말하

며,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개별 회계실체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으로서 재무제표를 작

성하는 최소 단위를 말한다.

나. 유형별 회계실체

개별 회계실체를 그 성격이나 특성에 따라 유형별

로 구분한 것으로서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

금회계 및 지방공기업특별회계로 구분한다.

*활동의 성격에 따라 행정형회계실체와 기업형회

계실체로 구분

다. 통합 회계실체

유형별 회계실체의 재무제표를 모두 통합하여 재

무제표를 작성하는 단위로서 지방자치단체

3. 일반원칙
①신뢰성 ②명료성 ③충분성 ④계속성

⑤중요성 ⑥경제적 실질원칙
국가회계기준과 동일

4. 재무제표와

   부속서류

⑴ 재무제표 :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

표, 주석

⑵ 부속서류 : 필수보충정보와 부속명세서

재무제표 :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현금흐름표, 

순자산변동표, 주석, 필수보충정보, 부속명세서

5. 자산의 분류

①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사회기반시

설,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자산

②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하여 정부가 영구히 

보존하여야 할 자산으로서 역사적, 자연적, 문화적, 

교육적 및 예술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갖는 자산(이하 

“유산자산”이라 한다)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

하고 그 종류와 현황 등을 필수보충정보로 공시한다.

③ 국가안보와 관련된 자산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

의하여 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자산의 종류, 취득시기 

및 관리현황 등을 별도의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①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

설, 사회기반시설, 기타 비유동자산

② 문화재, 예술작품, 역사적 문건 및 자연자원은 자

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필수보충정보의 관리책임

자산으로 보고한다.

⑵ 결산보고서의 구성

① 결산 개요

② 세입세출결산

③ 재무제표

　　가. 재정상태표

　　나. 재정운영표

　　다. 순자산변동표

    라. 주석

④ 성과보고서

13. 국가회계기준과 지방자치단체회계기준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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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부채의 분류

①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장기충당부채, 기타 비

유동부채

② 국가안보와 관련된 부채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

의하여 부채로 인식하지 아니할 수 있다.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

7. 순자산

① 기본순자산 : 순자산에서 적립금과 및 잉여금과 

순자산조정을 뺀 금액

② 적립금 및 잉여금 : 임의적립금, 전기이월결손금

ㆍ잉여금, 재정운영결과 등

③ 순자산조정 : 투자증권평가손익, 파생상품평가손

익 및 기타 순자산의 증감 등

① 고정순자산　：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

회기반시설 및 무형자산의 투자액에서 그 시설의 투

자재원을 마련할 목적으로 조달한 장기차입금 및 지

방채증권 등을 뺀 금액

② 특정순자산　： 채무상환 목적이나 적립성기금의 원금과 

같이 그 사용목적이 특정되어 있는 재원과 관련된 순자산

③ 일반순자산　： 고정순자산과 특정순자산을 제외

한 나머지 금액

8. 재정운영표

재정운영표

① 프로그램순원가 :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하여 

투입한 원가 합계에서 다른 프로그램으로부터 배부

받은 원가를 더하고, 다른 프로그램에 배부한 원가

는 빼며, 프로그램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익 등을 

빼서 표시한다.

② 재정운영순원가 : 프로그램순원가에 관리운영비

와 비배분비용을 더하고, 비배분수익을 차감하여 

표시한다.

③ 재정운영결과 : 재정운영순원가에서 비교환수익 

등을 빼서 표시한다.

재정운영표

① 사업순원가 : 총원가(사업수행을 위하여 투입한 

원가)에서 사업수익을 뺀 금액

② 재정운영순원가 : 사업순원가에서 관리운영비와 

비배분비용을 더하고, 비배분수익을 뺀 금액

③ 재정운영결과 : 재정운영순원가에서 일반수익을 

뺀 금액

9. 수익

① 교환수익 : 재화나 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발생

하는 수익으로서, 수익창출 활동이 끝나고 그 금액

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에 인식한다.

② 비교환수익 :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발생하는 

국세, 부담금, 기부금, 무상이전 및 제재금 등의 수

익으로서, 해당 수익에 대한 청구권이 발생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에 인식한다.

1. 신고·납부하는 방식의 국세：납세의무자가 세
액을 자진신고하는 때에 수익으로 인식

2. 정부가 부과하는 방식의 국세：국가가 고지하
는 때에 수익으로 인식

3. 원천징수하는 국세：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
수한 금액을 신고·납부하는 때에 수익으로 인식

4. 연부연납(年賦延納) 또는 분납이 가능한 국
세：징수할 세금이 확정된 때에 그 납부할 세
액 전체를 수익으로 인식

5. 부담금수익, 기부금수익, 무상이전수입 등：청
구권이 확정된 때에 그 확정된 금액을 수익으
로 인식

① 자산증가 또는 부채감소로인 순자산증가(관리전

환이나 기부채납에 의한 순자산증가는 수익에 포함

하지 않는다.)

1. 교환거래로 생긴 수익은 재화나 서비스 제공의 
반대급부로 생긴 사용료, 수수료 등으로서 수익
창출활동이 끝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
할 수 있을 때에 인식한다.

2. 비교환거래로 생긴 수익은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생기는 지방세, 보조금, 기부금 등으로서 
해당수익에 대한 청구권이 발생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에 인식한다.

10. 비용

① 비용은 국가의 재정활동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

역을 제공하여 발생하거나,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

이 발생하는 자원 유출이나 사용 등에 따른 순자산

의 감소를 말한다.

① 비용은 자산의 감소나 부채의 증가를 초래하는 회

계연도 동안의 거래로 생긴 순자산의 감소를 말한

다. 다만, 관리전환 등으로 생긴 순자산의 감소는 

비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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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비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인식한다.

1. 재화나 용역의 제공 등 국가재정활동 수행을 
위하여 자산이 감소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 또는 법령 등에 따라 지출에 
대한 의무가 존재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에 비용으로 인식

2. 과거에 자산으로 인식한 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이 감소 또는 소멸하거나 자원의 지출 없
이 부채가 발생 또는 증가한 것이 명백한 때에 
비용으로 인식

② 비용은 다음과 같이 인식한다.

1. 교환거래에 따르는 비용은 반대급부로 발생하
는 급여, 지급수수료, 임차료, 수선유지비 등으
로서 대가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민간부문이나 
다른 공공부문으로부터 재화와 서비스의 제공
이 끝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
을 때에 인식한다.

2. 비교환거래에 의한 비용은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발생하는 보조금, 기부금 등으로서 가치
의 이전에 대한 의무가 존재하고 그 금액을 합
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에 인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