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프리카공화국 헌법재판소


국가개요

1. 국명 : 남아프리카공화국(Republic of South Africa)
2. 수도 : 행정수도-프리토리아(Pretoria)
입법수도-케이프타운(Cape Town)
사법수도-블룸폰테인(Bloemfontein)
3. 인구․면적 : 약 5,671만(2018년), 1,219,090㎢(한반도의 5.5배)
4. 공용어 : 영어, 아프리칸스어, 줄루어 등 11개 공용어
5. 1인당 명목 GDP : 6,100달러(2019년)
6. 정부형태 및 의회 : 대통령 중심제, 양원제

1. 명칭 : 남아프리카공화국 헌법재판소
○ Constitutional Court of South Africa
2. 연혁
○ 1993.
○ 1994. 04. 27.
○ 1996. 12. 10.
○ 2004. 03. 21.

임시헌법(민주주의 헌법) 제정
헌법재판소 설립
헌법 제정(1996. 12. 4. 헌법재판소 승인)
헌법재판소 신청사 개소(요하네스버그 헌법의 언덕)

3. 구성
○ 인원 : 헌법재판소장(Chief Justice), 부소장(Deputy Chief Justice)을
포함한 11인의 재판관(Judge)으로 구성
○ 자격 : 남아프리카공화국 국민으로서 법관 임용 자격이 있는 자
○ 임기 : 재판관 임기는 12년으로 중임할 수 없으며, 정년은 7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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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장과 부소장은 사법위원회(Judicial Service Commission)
에서 추천한 후보자 중에서 대통령이 사법위원회 및 각 정당 원내
대표와 협의하여 임명
○ 재판관은 사법위원회에서 추천한 후보자 중에서 대통령이 헌법재판
소장 및 각 정당 원내대표와 협의하여 임명
- 사법위원회는 임명예정자에 3인을 더한 후보자를 추천
- 항상 재판관 중 4인 이상은 임명 당시 법관이었던 사람이어야 함
○ 재판관이 공석 또는 부재중인 경우, 대통령은 법무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헌법재판소장과 협의하여 대리재판관(Acting Judge)을 임명할
수 있음
○ 재판관은 국회의원, 정부관직, 정당의 당원 등의 겸직 금지
4. 권한
○ 헌법재판소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최고 법원으로서, 위헌법률심
판 등 헌법사건(헌법의 해석, 보장, 시행에 관한 사건) 및 기타
일반적인 공공의 중요성을 가진 법적쟁점을 제기하는 사건으로
재판소가 상고를 허가한 사건을 심판.
○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 연방의회가 제정한 법률안과 주(州)의회가 제정한 법률안의 위헌
여부심판
○ 연방의회가 제정한 법률 및 주의회가 제정한 주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 헌법개정의 위헌여부심판
○ 국회와 대통령의 헌법상 의무의 이행에 관한 심판
○ 주헌법의 제정 및 개정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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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심리 및 결정
○ 연방법률안의 위헌여부에 관해서는 대통령, 연방하원의원이, 주법률
안의 위헌여부에 관해서는 주지사, 주의회의원이 헌법이 정한 절차
및 요건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청구
○ 심판청구의 절차는 고등법원이나 대법원의 헌법문제에 관한 결정에
관하여 상고하는 방법과, 헌법상 이해관계인이 직접 청구하는 방법
이 있음
○ 심리 및 결정의 의사정족수는 재판관 8인 이상이나, 일반적으로 모
든 재판관은 사건의 심리에 참여함
○ 헌법재판소는 상고심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증거나 증인 등은 원칙
적으로 원심법원의 기록에 의하여 서면으로 심리
6. 연락처
○ 주 소 : Constitutional Court, Constitution Hill, Braamfontein,
2017, Republic of South Africa
○ 전화번호 : +27 11 359 7400
○ 팩스번호 : +27 11 339 5098
○ 홈페이지 : https://www.concourt.org.za/index.php
※ 출처 : 남아프리카공화국 헌법
남아프리카공화국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외교부 홈페이지
KOTRA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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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4. 작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