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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보도자료] 사회적 약자 공익소송 위축시키는 「민사소송법」 98조, 109조 ‘패소자 

부담주의’ 헌법소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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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공익소송 위축시키는 「민사소송법」 98조, 

109조 ‘패소자 부담주의’ 헌법소원 제기 

사회적 힘의 우열, 공익성 등 고려 없는 일률적·기계적 적용은 

재판청구권, 평등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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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의 소송비용 부담의 원칙과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98조 및 

제109조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심판대상인 민사소송법 제98조 및 

제109조는 패소자 소송비용 부담주의를 규정하는 법률조항들입니다. 이 조항들은 

공익소송의 사회적 의미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이고 기계적으로 패소자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공익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는 심각한 경제적 곤궁에 

빠지고, 사회전체적으로는 공익소송 제기가 위축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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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번 헌법소원의 원인이 된 사건 역시 청구인의 개인적·재산적 이익과 무관한 

공익소송입니다. 수사기관은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이하, ‘SKT’)에 청구인의 

통신자료를 요구하며 7개의 ‘통신자료제공요청서’를 보냈습니다. 이에 청구인과 

인권·시민단체, 언론노동조합 등은 수사기관이 SKT에 보낸 통신자료제공요청서를 

공개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이 소송은 수사기관의 수사권 남용을 제한하고 

개인정보보호의 저변을 넓히기 위한 공익적인 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수사기관이 작성해 송부한 통신자료제공요청서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패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29937, 서울고등법원 2016나2077392, 대법원 2017다232402 등). 그 

결과 청구인은 정당한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약 1,000만 원에 이르는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대기업인 SKT에는 매우 소액에 불과하겠지만, 

청구인에게는 2~3개월의 월급에 해당하는 매우 큰 금액입니다. 

3. SKT가 청구인에게 소송비용 확정청구를 하자, 법원은 SKT의 청구를 형식적으로 

인용하였습니다. 청구인은 사건의 공익성에 대한 진지한 고려와 소송비용 감면을 

요청하였으나 이는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청구인이 항고하였지만 항고 

법원은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비용법, 민사소송 등 인지법,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비용규칙,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변호사보수규칙 등 소송비용액을 

직·간접적으로 규율하는 제반규정들과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모두 살펴보아도, 

이를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신청인이 주장하는 이른바 

‘공익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한 당사자에 대한 소송비용 부담액 경감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0. 8. 25. 자 2020라20388 결정). 

대법원이 청구인의 재항고를 기각함에 따라 위 결정은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청구인의 재항고 과정에서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도 특별한 이유를 설시하지 

않고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민사소송법 제98조 및 제109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4. 청구인의 대리인단은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소송의 성격 및 원, 피고 사이 힘의 

우열을 간과한 민사소송법 제98조 및 제109조가 당사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는 

http://www.peoplepower21.org/PublicLaw/1665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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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 지적하였습니다. ① 헌법재판소가 이미 인정하였듯이, 패소 당사자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킬 경우 일반국민은 패소 시 소송비용 상환을 염려하여 소송제도의 

이용을 꺼리게 될 위험이 있으며, ② 기존 민사소송법 제98조 및 제109조가 규정하고 

있는 예외는 원, 피고 사이 힘의 우열이 있는 갑을 관계, 다중의 확산이익이 있는 

공익소송에 대해서는 보완장치가 될 수 없고, ③ 민사소송법 제109조 등은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을 뿐 소송비용 면제, 감액의 

근거가 되지 못하며, ④ 소송비용 확정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제도나 소송구조제도가 

있다 하더라도 실무에서 법원은 소송비용확정결정 절차를 기계적으로 심사하는 데 

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5. 대리인단은 민사소송법 제98조 및 제109조 등은 대등한 당사자를 전제로 하고 있을 

뿐 당사자 간 힘의 우열이 명백한 경우 열악한 지위에 있는 당사자를 보호하는 예외를 

두고 있지 않아 평등원칙에 어긋난다는 점 또한 지적하였습니다. 나아가 대리인단은 

미국, 영국, 캐나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여러 나라에서도 공익소송 활성화를 

위하여 공익소송에 대한 소송비용을 완화하는 구체적인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는 

비교법적 분석도 제시하였습니다. 

6. 그간 우리 사회에는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장과 공익소송 활성화를 위하여 공익소송 

비용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꾸준히 형성되어 왔습니다. 64개 시민단체와 

개인이 2018년 9월 대법원에 “공익인권소송 패소 시 과중한 소송비용 부담 개선 요구 

의견서”를 공동으로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역시 「공익소송 

패소자부담, 공평한가?」라는 토론회를 통해 공익소송 패소 시 소송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개선안을 발표하였습니다. 특히 대법원은 2018년 시민단체와의 

간담회에서 공익소송 비용 경감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으며,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또한 2020년 2월 공익소송 패소당사자의 소송비용을 

필요적으로 감면하는 규정을 마련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회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소송의 공익성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패소자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현행 소송비용 제도는 전면적으로 개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PublicLaw&search_target=title_content&search_keyword=%EC%86%8C%EC%86%A1%EB%B9%84%EC%9A%A9+%EC%9D%98%EA%B2%AC%EC%84%9C&document_srl=1659478&listStyle=list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PublicLaw&search_target=title_content&search_keyword=%EC%86%8C%EC%86%A1%EB%B9%84%EC%9A%A9+%EC%9D%98%EA%B2%AC%EC%84%9C&document_srl=1659478&listStyle=list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PublicLaw&search_target=title_content&search_keyword=%EC%86%8C%EC%86%A1%EB%B9%84%EC%9A%A9+%EC%9D%98%EA%B2%AC%EC%84%9C&document_srl=1659478&listStyle=list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PublicLaw&search_target=title_content&search_keyword=%EA%B3%B5%ED%8F%89%ED%95%9C%EA%B0%80&document_srl=1677089&listStyle=list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PublicLaw&search_target=title_content&search_keyword=%EA%B3%B5%ED%8F%89%ED%95%9C%EA%B0%80&document_srl=1677089&listStyle=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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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우리 단체들은 이번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통해 정당한 문제를 제기한 당사자가 과도한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부정의가 시정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나아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통해 부당한 현행 소송비용제도가 개선되어 더 많은 시민이 

소송비용에 대한 두려움 없이 사법절차를 자유로이 이용하고, 공익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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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소원 청구서 

https://drive.google.com/file/d/1GrpzsvShrNSXDrnJgLAnVghWG6jvCHHA/view?usp=shar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