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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비스 사용 

1.1. 서비스 Key 발급 및 활용 

가. 서비스 Key발급(인증신청 및 발급) 

(1) 활용자 

헌법재판소 OpenAPI 페이지(http://openapi.ccourt.go.kr) 접속후 아이디/비밀번호 사용하여 로그인

한다. 

 

사용하고자하는 공유자원 API 목록을 조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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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한 API에 대한 개발계정 활용신청정보를 입력하여 개발계정을 신청한다. 

 

API에 대한 개발계정 신청 내역을 조회한다. 

 

 

개발 계정 신청이 승인 되었을 경우 인증키를 발급받을수 있으며 인증키가 없을 경우 인증키 발급 

버튼이 나타나며, 인증키가 발급되어 있을 경우에는 인증키 재발급 버튼이 보인다. 버튼을 클릭하

게 되면 인증키가 발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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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서비스 인증키 활용 

(1) REST 방식의 인증키 활용 

http://openapi.ccourt.go.kr/openapi/services/IncidentInfoSvc/getIncdntTotalInfo?eventNo=2011%ED%97%

8C%EB%A7%88131&ServiceKey=인증키 

(2) SOAP 방식의 인증키 활용 

요청 메시지 

http://openapi.ccourt.go.kr/openapi/services/IncidentInfoSvc/getIncdntTotalInfo?eventNo=2011%ED%97%8C%EB%A7%88131&ServiceKey
http://openapi.ccourt.go.kr/openapi/services/IncidentInfoSvc/getIncdntTotalInfo?eventNo=2011%ED%97%8C%EB%A7%88131&Service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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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ml version="1.0" encoding="UTF-8"?> 

<soapenv:Envelopexmlns:soapenv="http://schemas.xmlsoap.org/soap/envelope/" 

xmlns:head="http://apache.org/headers" xmlns:soap="http://soap.open.pp.acrc/"> 

<soapenv:Header> 

<head:ComMsgHeader> 

<ServiceKey> 인증키</ServiceKey> 

</head:ComMsgHeader> 

</soapenv:Header> 

<soapenv:Body> 

<soap:getOpenProposalList> 

<OpenPropListRequest> 

<nowPageNo>1</nowPageNo> 

<pageMg>2</pageMg> 

< region>5%EC%9B%9420101101</ region> 

<regTo>20101130</regTo> 

</OpenPropListRequest> 

</soap:getOpenProposalList> 

</soapenv:Body> 

</soapenv:Envel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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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비스 목록 

순번 서비스 ID 서비스명(국문) 서비스명(영문) 

1 SC-OA-18-01 사건정보 서비스 IncidentInfoSvc 

2 SC-OA-18-02 최근 선고/변론사건 서비스 RecentDecsnInfoSvc 

3 SC-OA-18-02 사건통계정보 서비스 IncidentStatsSvc 

4 SC-OA-18-03 법령정보 서비스 OrdinanceInfoSvc 

5 SC-OA-18-04 판례정보 서비스 PrecedentInfoSvc 

6 SC-OA-18-05 판례검색 서비스 PrecedentSearchSvc 

※ 오퍼레이션 목록은 각각의 서비스 명세에 표기 

3.  서비스 명세 

3.1. 사건정보 서비스 

가. 서비스 개요 

서비스 정보 

서비스 ID SC-OA-18-01 

서비스명(국문) 사건정보 서비스 

서비스명(영문) IncidentInfoSvc 

서비스 설명 사건정보를 조회한다. 

서비스 보안 

서비스 인증/권한 
[] 서비스 Key[ ] 인증서 (GPKI) 

[] Basic (ID/PW) [ ] 없음 [ ]WS-Security 

메시지 레벨 암호화 [ ] 전자서명 [ ] 암호화 [] 없음 

전송 레벨 암호화 [ ] SSL   [ ] 없음 

적용 기술 

수준 

인터페이스 표준 

[ ] SOAP 1.2 

(RPC-Encoded, Document Literal, Document Literal Wrapped) 

[ ] REST (GET, POST, PUT, DELETE) 

[ ] RSS 1.0 [ ] RSS 2.0 [ ] Atom 1.0 [ ] 기타 

교환 데이터 표준 [ ] XML[ ] JSON[ ]MIME[ ] MTOM 

서비스 URL 
개발환경 http://개발서버/  

운영환경 http://운영서버/  

서비스 

WADL 

개발환경 http://개발서버/  

운영환경 http://운영서버/ 

서비스 배포 

정보 

서비스 버전  

유효일자  배포 일자  



 

- 8 - 

OpenAPI 활용가이드 

서비스 이력  

메시지 교환 유형 
[ ] Request-Response [ ] Publish-Subscribe 

[ ] Fire-and-Forgot  [ ] Notification 

메시지 로깅 수준 성공 [] Header [ ] Body 실패 [ ] Header[ ] Body 

사용 제약 사항 (비고)  

 

나. 오퍼레이션 목록 

 

 

(1) [오퍼레이션 명칭] 사건기본 정보 조회 

오퍼레이션 

정보 

오퍼레이션 번호 1 오퍼레이션명(국문) 사건기본 정보 조회 

오퍼레이션 유형 조회 오퍼레이션명(영문) getIncdntBasisInfo 

오퍼레이션 설명 사건 기본 정보를 조회하는 기능 제공 

Call Back URL N/A 

최대 메시지 사이즈 [   bytes] 

평균 응답 시간 [   ms] 초당 최대 트랜잭션 [   tps] 

 

① 요청 메시지 명세 

항목명(영문) 항목명(국문) 항목크기 항목구분 샘플데이터 항목설명 

eventNm 사건명 50 1 
국선대리인

선임 
필수항목 

endRsta 종국결과 100 0   

일

련

번

호 

서비스명(국

문) 
오퍼레이션명(영문) 오퍼레이션명(국문) 

1 

사건정보 

getIncdntBasisInfo 사건기본 정보 조회 

2 getRefreeeTrgetPrvsnInfo 심판대상 조문정보 조회 

3 getIncdntTotalInfo 사건상세 전체 정보 조회 

4 getIncdntDetailInfo 사건상세 간략 정보 조회 

5 getRelateInfo 사건별 관련자 정보 조회 

6 getRealmMrgIncdntInfo 사건별 병합사건 정보 조회 

7 getRealmDelvyInfo 사건별 진행 정보 조회 

8 getMyIncdntSearchInfo 나의사건 검색 정보 조회 

9 getLawordIncdntSearchInfo 법령사건 검색 정보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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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qDate 접수일자 8 0 20130621  

※ 항목구분 : 필수(1), 옵션(0), 1건 이상 복수건(1..n), 0건 또는 복수건(0..n) 

 

② 응답 메시지 명세 

항목명(영문) 항목명(국문) 항목크기 항목구분 샘플데이터 항목설명 

inqDate 접수일자 8 1 20130621  

eventNo 사건번호 15 1 2013헌사463  

eventNm 사건명 
2000 1 

국선대리인선

임신청 

 

reqLaw 제청법원 100 0   

lawSuit 당해소송사건 200 0   

endDate 종국일자 8 0 20130716  

endRsta 종국결과 100 0 기각  

※ 항목구분 : 필수(1), 옵션(0), 1건 이상 복수건(1..n), 0건 또는 복수건(0..n) 

 

③ 요청 / 응답 메시지 예제 

REST(URI) 

http://openapi.ccourt.go.kr/openapi/services/IncidentInfoSvc/getIncdntBasisInfo?ServiceKey=서비스키

&eventNm=국선대리인선임 

응답 메시지 

<response> 

 <header> 

  <resultCode>00</resultCode> 

  <resultMsg>NORMAL SERVICE.</resultMsg> 

 </header> 

 <body> 

  <items> 

   <item> 

    <inqDate>20131113</inqDate> 

    <eventNo>2013헌사947</eventNo> 

    <eventNm>국선대리인선임신청</eventNm> 

    <reqLaw /> 

    <lawSuit /> 

    <endDate>20131217</endDate> 



 

- 10 - 

OpenAPI 활용가이드 

    <endRsta>기각</endRsta> 

   </item> 

   <item> 

    <inqDate>20131113</inqDate> 

    <eventNo>2013헌사946</eventNo> 

    <eventNm>국선대리인선임신청</eventNm> 

    <reqLaw /> 

    <lawSuit /> 

    <endDate>20131203</endDate> 

    <endRsta>기각</endRsta> 

   </item> 

  </items> 

  <numOfRows>10</numOfRows> 

  <pageNo>1</pageNo> 

  <totalCount>11307</totalCount> 

 </body> 

</response> 

 

(2) [오퍼레이션 명칭] 심판대상조문 정보 조회 

오퍼레이션 

정보 

오퍼레이션 번호 2 오퍼레이션명(국문) 심판대상조문 정보 조회 

오퍼레이션 유형  오퍼레이션명(영문) getRefreeeTrgetPrvsnInfo 

오퍼레이션 설명 심판대상조문 정보를 조회하는 기능 제공 

Call Back URL N/A 

최대 메시지 사이즈 [   bytes] 

평균 응답 시간 [   ms] 초당 최대 트랜잭션 [   tps] 

 

① 요청 메시지 명세 

항목명(영문) 항목명(국문) 항목크기 항목구분 샘플데이터 항목설명 

eventNo 사건번호 9 1 
2011헌마

131 
필수항목 

provision 조 40 0 29  

provision2 의 40 0   

clause 항 40 0   

item 호 40 0   

subItem 목 1000 0   

endRsta 종국결과 100 0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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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구분 : 필수(1), 옵션(0), 1건 이상 복수건(1..n), 0건 또는 복수건(0..n) 

 

② 응답 메시지 명세 

항목명(영문) 항목명(국문) 항목크기 항목구분 샘플데이터 항목설명 

eventNo 사건번호 15 1 2011헌마131  

lawSeq 법령사건일련번호 9 1 1  

dataTp 자료구분 1 0 1  

lawNm 법령명 400 0 변호사법  

provision 조 40 0 29  

provision2 의 40 0   

clause 항 40 0   

item 호 40 0   

subItem 목 40 0   

etc 기타 

2000 

0 (2008. 3. 28. 

법률 제8991

호로 개정된 

것) 

 

lawNumTp 법령구분 1 0   

frLawNum 시작공포번호 9 0   

toLawNum 종료공포번호 9 0   

frLawDate 시작공포일자 12 0   

toLawDate 종료공포일자 12 0   

etc1 기타사항 2000 0   

endRst 종국코드 8 0 73  

endRsta 종국결과 100 0 기각  

remark 비고 2000 0   

chgDate 수정일 10 0 20130704  

※ 항목구분 : 필수(1), 옵션(0), 1건 이상 복수건(1..n), 0건 또는 복수건(0..n) 

 

③ 요청 / 응답 메시지 예제 

REST(URI) 

http://openapi.ccourt.go.kr/openapi/services/IncidentInfoSvc/getRefreeeTrgetPrvsnInfo?ServiceKey=서비

스키&eventNo=2011헌마131&provision=29 

응답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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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e> 

 <header> 

  <resultCode>00</resultCode> 

  <resultMsg>NORMAL SERVICE.</resultMsg> 

 </header> 

 <body> 

  <items> 

   <item> 

    <eventNo>2011헌마131</eventNo> 

    <lawSeq>1</lawSeq> 

    <dataTp>1</dataTp> 

    <lawNm>변호사법</lawNm> 

    <provision>29</provision> 

    <provision2 /> 

    <clause /> 

    <item /> 

    <subItem /> 

    <etc> (2008. 3. 28. 법률 제8991호로 개정된 것)</etc> 

    <lawNumTp /> 

    <frLawNum /> 

    <toLawNum /> 

    <frLawDate /> 

    <toLawDate /> 

    <etc1 /> 

    <endRst>73</endRst> 

    <endRsta>기각</endRsta> 

    <remark /> 

<chgDate>20130704</chgDate> 

   </item> 

  </items> 

  <numOfRows>10</numOfRows> 

  <pageNo>1</pageNo> 

  <totalCount>1</totalCount> 

 </body> 

</respo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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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오퍼레이션 명칭] 사건상세 전체 정보 조회 

오퍼레이션 

정보 

오퍼레이션 번호 3 오퍼레이션명(국문) 
사건상세 전체 정보 

조회 

오퍼레이션 유형  오퍼레이션명(영문) getIncdntTotalInfo 

오퍼레이션 설명 사건상세 전체 정보를 조회하는 기능 제공 

Call Back URL N/A 

최대 메시지 사이즈 [   bytes] 

평균 응답 시간 [   ms] 초당 최대 트랜잭션 [   tps] 

 

① 요청 메시지 명세 

항목명(영문) 항목명(국문) 항목크기 항목구분 샘플데이터 항목설명 

eventNo 사건번호 15 0/1 2009헌라8 

사건번호 개별 검색 

or 

타입별 기간 검색 

type 검색타입 10 

0/1 

 

inq: 접수일 

end: 종국일 

adj: 선고기일 

upd: 수정일 

fromDate 요청시작일자 8  yyyyMMdd 

toDate 요청종료일자 8  yyyyMMdd 

※ 항목구분 : 필수(1), 옵션(0), 1건 이상 복수건(1..n), 0건 또는 복수건(0..n) 

 

② 응답 메시지 명세 

항목명(영문) 항목명(국문) 
항목

크기 

항목

구분 
샘플데이터 

항목설

명 

eventNo 사건번호 15 1 2009헌라8  

eventNm 사건명 1000 1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등 간의 권한쟁의  

inqDate 접수일자 8 0 20090723  

reqLaw 제청법원 100 0   

laqSuit 당해소송사건 200 0   

dList 청구인목록  0..n   

 demdNm 청구인 100 0 ***  

dsList 대리인목록  0..n   

 demdNmSub 대리인 100 0 김정진  

odList 피청구인목록  0..n   

 othDemdNm 피청구인 100 0 이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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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sList 피청구대리인목

록 
 

0..n 
 

 

 othDemdSub 피청구대리인 100 0 법무법인 위너스  

inquirRsta 지정부결과 100 0   

endDate 종국일자 8 0 20091029  

endRsta 종국결과 100 0 인용(권한침해),기각,각하  

adjuDate 선고기일 8 0 20091029  

chgDate 수정일 8 0 20090723  

dscsList 변론기일목록  0..n   

 dscsDate 변론기일 10 0 20090910  

annexList 병합사건목록  0..n   

 mrgNms 병합사건번호 200 0 2009헌라8,2009헌라9,2009헌라10(병합)  

prvsnList 심판사건대상조

문목록 
 

0..n 
 

 

 lawSeq 법령사건일련번

호 
9 1  

 

 dataTp 자료구분 1 0   

 lawNm 법령명 400 0   

 provision 조 40 0   

 provision2 의 40 0   

 clause 항 40 0   

 item 호 40 0   

 subItem 목 40 0   

 etc 기타 2000 0   

 lawNumTp 법령구분 1 0   

 frLawNum 시작공포번호 9 0   

 toLawNum 종료공포번호 9 0   

 frLawDate 시작공포일자 12 0   

 toLawDate 종료공포일자 12 0   

 etc1 기타사항 2000 0   

 inquirRsta 사전심사결과 100 0   

 lawArtiClent 결정주문 2000 0   

dlvList 송달목록  0..n   

 postDate 날짜 8 0 20090724  

 postNm 문서명 100 0 접수통지(송달)  

 postDesc 수신자 400 0 이해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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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List 관련사건목록  0..n   

 preEno 관련사건번호 15 0 2009헌사408  

dtmPpXml 결정문 원문링

크 
200 

0 http://search.ccourt.go.kr 

/cm/fileDownload.do?fileId=xml 

&fileNm=df2009r8.xml&fileCid=010500 

&filePath=/2/010500/2009/10 

 

dtmPpHp 결정문 홈페이

지링크 
200 

0 http://search.ccourt.go.kr 

/ths/pr/ths_pr0103_P1.do? 

eventNo=2009헌라8 

&pubFlag=2&cId=010500 

 

dtmPpApi 결정문 API링크 

200 

 http://openapi.ccourt.go.kr 

/openapi/services 

/PrecedentSearchSvc 

/getPrcdntDetailInfo? 

eventNum=26957&panreType=01 

 

pdntList 판례집목록  0..n   

 pdnt 판례집 200 0 판례집 제 21권 14~93  

 pdntXml 판례집 원문링

크 
200 

0 http://search.ccourt.go.kr 

/cm/fileDownload.do?fileId=xml 

&fileNm=p2009r8.xml&fileCid=010300 

&filePath=/0/010300/21/2 

 

 pdntHp 판례집 홈페이

지링크 
200 

0 http://search.ccourt.go.kr 

/ths/pr/ths_pr0103_P1.do?eventNo=2009

헌라8 

&pubFlag=0&cId=010300&seq=0 

 

 pdntApi 판례집 API링크 

 

 http://openapi.ccourt.go.kr 

/openapi/services 

/PrecedentSearchSvc 

/getPrcdntDetailInfo? 

eventNum=26957&panreType=03 

 

pdntGstList 판례요지목록  0..n   

 pdntGst 판례요지 
200 

0 헌법편1>제3장국회>제40조(국회의입법

권)>【국회의원의 심의, 표결권】 

 

ogList 공보목록  0..n   

 og 공보 200 0 공보 제 157권 1873~1911  

 ogXml 공보 원문링크 200  http://search.ccourt.go.kr  

http://search.ccourt.go.kr/
http://search.ccourt.go.kr/
http://openapi.ccourt.go.kr/
http://openapi.c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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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fileDownload.do?fileId=xml 

&fileNm=g2009r8.xml&fileCid=010200 

&filePath=/0/010200/200/157 

 ogHp 공보 홈페이지

링크 
200 

 http://search.ccourt.go.kr 

/ths/pr/ths_pr0103_P1.do?eventNo=2009

헌라8 

&pubFlag=0&cId=010200&seq=0 

 

 ogApi 공보 API링크 

 

 http://openapi.ccourt.go.kr 

/openapi/services 

/PrecedentSearchSvc 

/getPrcdntDetailInfo? 

eventNum=26957&panreType=02 

 

dtmXpn 결정해설 200 0   

dtmGst 결정요지 CLOB 0   

※ 항목구분 : 필수(1), 옵션(0), 1건 이상 복수건(1..n), 0건 또는 복수건(0..n) 

③ 요청 / 응답 메시지 예제 

REST(URI) 

http://openapi.ccourt.go.kr/openapi/services/IncidentInfoSvc/getIncdntTotalInfo?ServiceKey=서비스키

&eventNo=2009헌라8 

응답 메시지 

<response> 

 <header> 

  <resultCode>00</resultCode> 

  <resultMsg>NORMAL SERVICE.</resultMsg> 

 </header> 

 <body> 

  <items> 

   <item> 

    <eventNo>2009헌라8</eventNo> 

    <eventNm>국회의원과 국회의장 등 간의 권한쟁의</eventNm> 

    <inqDate>20090723</inqDate> 

    <reqLaw /> 

    <lawSuit /> 

    <dList> 

http://openapi.c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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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mdNm>***</demdNm> 

    </dList> 

    <dsList> 

     <demdNmSub>김정진</demdNmSub> 

    </dsList> 

    <odList> 

     <othDemdNm>국회의장 외 1</othDemdNm> 

    </odList> 

    <odsList> 

     <othDemdSub>법무법인 바른</othDemdSub> 

    </odsList> 

    <inquirRsta /> 

    <endDate>20091029</endDate> 

    <endRsta>인용(권한침해),기각,각하</endRsta> 

    <adjuDate>20091029</adjuDate> 

       <chgDate>20090723</chgDate> 

    <dscsList> 

     <dscsDate>20090910</dscsDate> 

    </dscsList> 

    <dscsList> 

     <dscsDate>20090929</dscsDate> 

    </dscsList> 

    <annexList> 

     <mrgNms>2009헌라8,2009헌라9,2009헌라10(병합)</mrgNms> 

    </annexList> 

 <prvsnList> 

  <lawSeq></lawSeq> 

  <dataTp></dataTp> 

  <lawNm></lawNm> 

  <provision></provision> 

  <provision2></provision2> 

  <clause></clause> 

  <item></item> 

  <subItem></subItem> 

  <etc></etc> 

  <lawNumTp></lawNumTp> 

  <frLawNum></frLawN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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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LawNum></toLawNum> 

  <frLawDate></frLawDate> 

  <toLawDate></toLawDate> 

  <etc1></etc1> 

  <endRsta></endRsta> 

  <lawArtiClent></lawArtiClent> 

      </prvsnList> 

    <dlvList> 

     <postDate>20091026</postDate> 

     <postNm>기타</postNm> 

     <postDesc>이해관계자</postDesc> 

    </dlvList> 

    <relateList> 

     <preEno>2009헌사408</preEno> 

    </relateList> 

<dtmPpXml> 

 <![CDATA[       

http://search.ccourt.go.kr/cm/fileDownload.do?fileId=xml&fileNm=df2011m131.xml&fileCid=

010500&filePath=/2/010500/2013/05 

      ]]> 

    </dtmPpXml> 

    <dtmPpHp> 

      <![CDATA[ 

      http://search.ccourt.go.kr/ths/pr/ths_pr0103_P1.do?eventNo=2011헌마

131&pubFlag=2&cId=010500 

      ]]> 

    </dtmPpHp> 

    <dtmPpApi> 

      <![CDATA[     

 http://openapi.ccourt.go.kr/openapi/services/PrecedentSearchSvc/getPrcdntDetailInfo?eventNum=317

26&panreType=01 

      ]]> 

    </dtmPpApi> 

<pdntList> 

      <pdnt>판례집 제 25권 367~377</pdnt> 

      <pdntXml> 

        <![C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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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earch.ccourt.go.kr/cm/fileDownload.do?fileId=xml&fileNm=p2011m131.xml&fileCid=010300&fi

lePath=/0/010300/25/1 

        ]]> 

      </pdntXml> 

      <pdntHp> 

        <![CDATA[ 

        http://search.ccourt.go.kr/ths/pr/ths_pr0103_P1.do?eventNo=2011헌마

131&pubFlag=0&cId=010300&seq=0 

        ]]> 

      </pdntHp> 

      <pdntApi> 

        <![CDATA[       

 http://openapi.ccourt.go.kr/openapi/services/PrecedentSearchSvc/getPrcdntDetailInfo?eventNum=317

26&panreType=03 

        ]]> 

      </pdntApi> 

    </pdntList>      

    <pdntGstList> 

      <pdntGst> </pdntGst> 

    </pdntGstList> 

    <ogList> 

      <og>공보 제 200권 676~680</og> 

      <ogXml> 

        <![CDATA[

 http://search.ccourt.go.kr/cm/fileDownload.do?fileId=xml&fileNm=g2011m131.xml&fileCid=010200&fi

lePath=/0/010200/300/200 

        ]]> 

      </ogXml> 

      <ogHp> 

        <![CDATA[ 

        http://search.ccourt.go.kr/ths/pr/ths_pr0103_P1.do?eventNo=2011헌마

131&pubFlag=0&cId=010200&seq=0 

        ]]> 

      </ogHp> 

      <ogApi> 

        <![CDATA[       

 http://openapi.ccourt.go.kr/openapi/services/PrecedentSearchSvc/getPrcdntDetailInfo?eventNum=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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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panreType=02 

        ]]> 

      </ogApi> 

    </ogList> 

    <dtmXpn> 

    </dtmXpn> 

    <dtmGst> 

    </dtmGst> 

   </item> 

  </items> 

  <numOfRows>10</numOfRows> 

  <pageNo>1</pageNo> 

  <totalCount>1</totalCount> 

 </body> 

</response> 

 

(4) [오퍼레이션 명칭] 사건상세 간략 정보 조회 

오퍼레이션 

정보 

오퍼레이션 번호 4 오퍼레이션명(국문) 
사건상세 간략 정보 

조회 

오퍼레이션 유형  오퍼레이션명(영문) getIncdntDetailInfo 

오퍼레이션 설명 사건상세 간략 정보를 조회하는 기능 제공 

Call Back URL N/A 

최대 메시지 사이즈 [   bytes] 

평균 응답 시간 [   ms] 초당 최대 트랜잭션 [   tps] 

 

① 요청 메시지 명세 

항목명(영문) 항목명(국문) 항목크기 항목구분 샘플데이터 항목설명 

eventNo 사건번호 15 1 2009헌라8 필수항목 

※ 항목구분 : 필수(1), 옵션(0), 1건 이상 복수건(1..n), 0건 또는 복수건(0..n) 

 

② 응답 메시지 명세 

항목명(영문) 항목명(국문) 
항목

크기 

항목구

분 
샘플데이터 

항목설

명 

eventNo 사건번호 15 1 2009헌라8  

eventNm 사건명 
2000 1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등 간의 권한쟁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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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qDate  접수일자 8 0 20090723  

reqLaw 제청법원 100 0   

laqSuit 당해소송사건 200 0   

inquirRsta 지정부결과 100 0   

endDate 종국일자 8 0 20091029  

endRsta 종국결과 100 0 인용(권한침해),기각,각하  

adjuDate 선고기일 8 0 20091029  

chgDate 수정일 8 0 20090723  

dtmPpXml 결정문 원문링

크 

200 

0 http://search.ccourt.go.kr 

/cm/fileDownload.do?fileId=xml 

&fileNm=df2009r8.xml&fileCid=01050

0 

&filePath=/2/010500/2009/10 

 

dtmPpHp 결정문 홈페이

지링크 
200 

0 http://search.ccourt.go.kr 

/ths/pr/ths_pr0103_P1.do? 

eventNo=2009헌라8 

&pubFlag=2&cId=010500 

 

dtmPpApi 결정문 API링크 

200 

 http://openapi.ccourt.go.kr 

/openapi/services 

/PrecedentSearchSvc 

/getPrcdntDetailInfo? 

eventNum=26957&panreType=01 

 

pdntList 판례집목록  0..n   

 pdnt 판례집 200 0 판례집 제 21권 14~93  

 pdntXml 판례집 원문 

 

 http://search.ccourt.go.kr 

/cm/fileDownload.do?fileId=xml 

&fileNm=p2009r8.xml&fileCid=01030

0 

&filePath=/0/010300/21/2 

 

 pdntApi 판례집 API링크 

 

 http://openapi.ccourt.go.kr 

/openapi/services 

/PrecedentSearchSvc 

/getPrcdntDetailInfo? 

eventNum=26957&panreType=03 

 

pdntGstList 판례요지목록  0..n   

 pdntGst 판례요지 200 0 헌법편1>제3장국회>제40조(국회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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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권)>【국회의원의 심의, 표결권】 

ogList 공보목록  0..n   

 og 공보 200 0 공보 제 157권 1873~1911  

 ogXml 공보 원문 

 

 http://search.ccourt.go.kr 

/cm/fileDownload.do?fileId=xml 

&fileNm=g2009r8.xml&fileCid=01020

0 

&filePath=/0/010200/200/157 

 

 ogApi 공보 API링크 

 

 http://openapi.ccourt.go.kr 

/openapi/services 

/PrecedentSearchSvc 

/getPrcdntDetailInfo? 

eventNum=26957&panreType=02 

 

dtmXpn 결정해설 200 0   

dtmGst 결정요지 CLO

B 

0 
 

 

※ 항목구분 : 필수(1), 옵션(0), 1건 이상 복수건(1..n), 0건 또는 복수건(0..n) 

③ 요청 / 응답 메시지 예제 

REST(URI) 

http://openapi.ccourt.go.kr/openapi/services/IncidentInfoSvc/getIncdntDetailInfo?ServiceKey=서비스키

&eventNo=2009헌라8 

응답 메시지 

<response> 

 <header> 

  <resultCode>00</resultCode> 

  <resultMsg>NORMAL SERVICE.</resultMsg> 

 </header> 

 <body> 

  <items> 

   <item> 

    <eventNo>2009헌라8</eventNo> 

    <eventNm>국회의원과 국회의장 등 간의 권한쟁의</eventNm> 

    <inqDate>20090723</inqDate> 

    <reqLa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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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wSuit />     

    <inquirRsta /> 

    <endDate>20091029</endDate> 

    <endRsta>인용(권한침해),기각,각하</endRsta> 

    <adjuDate>20091029</adjuDate> 

       <chgDate>20090723</chgDate> 

<dtmPpXml> 

 <![CDATA[       

http://search.ccourt.go.kr/cm/fileDownload.do?fileId=xml&fileNm=df2011m131.xml&fileCid=

010500&filePath=/2/010500/2013/05 

      ]]> 

    </dtmPpXml> 

    <dtmPpHp> 

      <![CDATA[ 

      http://search.ccourt.go.kr/ths/pr/ths_pr0103_P1.do?eventNo=2011헌마

131&pubFlag=2&cId=010500 

      ]]> 

    </dtmPpHp> 

    <dtmPpApi> 

      <![CDATA[     

 http://openapi.ccourt.go.kr/openapi/services/PrecedentSearchSvc/getPrcdntDetailInfo?eventNum=317

26&panreType=01 

      ]]> 

    </dtmPpApi> 

<pdntList> 

      <pdnt>판례집 제 25권 367~377</pdnt> 

      <pdntXml> 

        <![CDATA[       

 http://search.ccourt.go.kr/cm/fileDownload.do?fileId=xml&fileNm=p2011m131.xml&fileCid=010300&fi

lePath=/0/010300/25/1 

        ]]> 

      </pdntXml> 

      <pdntHp> 

        <![CDATA[ 

        http://search.ccourt.go.kr/ths/pr/ths_pr0103_P1.do?eventNo=2011헌마

131&pubFlag=0&cId=010300&seq=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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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ntHp> 

      <pdntApi> 

        <![CDATA[       

 http://openapi.ccourt.go.kr/openapi/services/PrecedentSearchSvc/getPrcdntDetailInfo?eventNum=317

26&panreType=03 

        ]]> 

      </pdntApi> 

    </pdntList>      

    <pdntGstList> 

      <pdntGst> </pdntGst> 

    </pdntGstList> 

    <ogList> 

      <og>공보 제 200권 676~680</og> 

      <ogXml> 

        <![CDATA[

 http://search.ccourt.go.kr/cm/fileDownload.do?fileId=xml&fileNm=g2011m131.xml&fileCid=010200&fi

lePath=/0/010200/300/200 

        ]]> 

      </ogXml> 

      <ogHp> 

        <![CDATA[ 

        http://search.ccourt.go.kr/ths/pr/ths_pr0103_P1.do?eventNo=2011헌마

131&pubFlag=0&cId=010200&seq=0 

        ]]> 

      </ogHp> 

      <ogApi> 

        <![CDATA[       

 http://openapi.ccourt.go.kr/openapi/services/PrecedentSearchSvc/getPrcdntDetailInfo?eventNum=317

26&panreType=02 

        ]]> 

      </ogApi> 

    </ogList> 

    <dtmXpn> 

    </dtmXpn> 

    <dtmGst> 

    </dtmGst>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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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s> 

  <numOfRows>10</numOfRows> 

  <pageNo>1</pageNo> 

  <totalCount>1</totalCount> 

 </body> 

</response> 

 

(5) [오퍼레이션 명칭] 사건별 관련자 정보 조회 

오퍼레이션 

정보 

오퍼레이션 번호 5 오퍼레이션명(국문) 
사건별 관련자 정보 

조회 

오퍼레이션 유형  오퍼레이션명(영문) getRelateInfo 

오퍼레이션 설명 사건별 관련자 정보를 조회하는 기능 제공 

Call Back URL N/A 

최대 메시지 사이즈 [   bytes] 

평균 응답 시간 [   ms] 초당 최대 트랜잭션 [   tps] 

 

① 요청 메시지 명세 

항목명(영문) 항목명(국문) 항목크기 항목구분 샘플데이터 항목설명 

eventNo 사건번호 15 1 2009헌라8 필수항목 

※ 항목구분 : 필수(1), 옵션(0), 1건 이상 복수건(1..n), 0건 또는 복수건(0..n) 

 

② 응답 메시지 명세 

항목명(영문) 항목명(국문) 항목크기 항목구분 샘플데이터 항목설명 

eventNo 사건번호 15 1 2009헌라8  

eventRelate 사건관계 100 0 피청구인  

eventRelateNm 성명 15 0 국회의장 외 1  

※ 항목구분 : 필수(1), 옵션(0), 1건 이상 복수건(1..n), 0건 또는 복수건(0..n) 

③ 요청 / 응답 메시지 예제 

REST(URI) 

http://openapi.ccourt.go.kr/openapi/services/IncidentInfoSvc/getRelateInfo?ServiceKey=서비스키

&eventNo=2009헌라8 

응답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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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e> 

 <header> 

  <resultCode>00</resultCode> 

  <resultMsg>NORMAL SERVICE.</resultMsg> 

 </header> 

 <body> 

  <items> 

   <item> 

    <eventNo>2009헌라8</eventNo> 

    <eventRelate>청구인</eventRelate> 

    <eventRelateNm>***</eventRelateNm> 

   </item> 

   <item> 

    <eventNo>2009헌라8</eventNo> 

    <eventRelate>피청구인</eventRelate> 

    <eventRelateNm>국회의장 외 1</eventRelateNm> 

   </item> 

   <item> 

    <eventNo>2009헌라8</eventNo> 

    <eventRelate>피청구대리인</eventRelate> 

    <eventRelateNm>법무법인 바른</eventRelateNm> 

   </item> 

  </items> 

  <numOfRows>10</numOfRows> 

  <pageNo>1</pageNo> 

  <totalCount>[6]</totalCount> 

 </body> 

</response> 

 

(6) [오퍼레이션 명칭] 사건별 병합사건 정보 조회 

오퍼레이션 

정보 

오퍼레이션 번호 6 오퍼레이션명(국문) 
사건별 병합사건 정보 

조회 

오퍼레이션 유형  오퍼레이션명(영문) getRealmMrgIncdntInfo 

오퍼레이션 설명 사건별 볍합사건 정보를 조회하는 기능 제공 

Call Back URL N/A 

최대 메시지 사이즈 [   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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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응답 시간 [   ms] 초당 최대 트랜잭션 [   tps] 

 

① 요청 메시지 명세 

항목명(영문) 항목명(국문) 항목크기 항목구분 샘플데이터 항목설명 

eventNo 사건번호 15 1 2009헌라8 필수항목 

※ 항목구분 : 필수(1), 옵션(0), 1건 이상 복수건(1..n), 0건 또는 복수건(0..n) 

 

② 응답 메시지 명세 

항목명(영문) 항목명(국문) 항목크기 항목구분 샘플데이터 항목설명 

mrgSn 병합순번 10 1 2425  

ctgry 피병합사건번호 100 0 2009헌라8  

description 설명 2000 0   

refNum 참조번호 10 0 0  

mrgDate 병합일자 8 0 20090914  

mrgNms 병합사건명들 
4000 

0 2009헌라8,2009헌라

9,2009헌라10(병합) 

 

※ 항목구분 : 필수(1), 옵션(0), 1건 이상 복수건(1..n), 0건 또는 복수건(0..n) 

③ 요청 / 응답 메시지 예제 

REST(URI) 

http://openapi.ccourt.go.kr/openapi/services/IncidentInfoSvc/getRealmMrgIncdntInfo?ServiceKey=서비

스키&eventNo=2009헌라8 

응답 메시지 

<response> 

 <header> 

  <resultCode>00</resultCode> 

  <resultMsg>OK</resultMsg> 

 </header> 

 <body> 

  <items>    

    <item> 

     <mrgSn>2425</mrgSn> 

     <ctgry>2009헌라8</ctgry> 

     <description></description> 

     <refNum>0</refN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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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rgDate>20090914</mrgDate> 

     <mrgNms>2009헌라8,2009헌라9,2009헌라10(병합)</mrgNms> 

    </item>    

  </items> 

   <numOfRows>10</numOfRows> 

   <pageNo>1</pageNo> 

   <totalCount>1</totalCount> 

 </body> 

</response> 

 

(7) [오퍼레이션 명칭] 사건별 진행 정보 조회 

오퍼레이션 

정보 

오퍼레이션 번호 7 오퍼레이션명(국문) 
사건별 진행 정보 조

회 

오퍼레이션 유형  오퍼레이션명(영문) getRealmDelvyInfo 

오퍼레이션 설명 사건별 진행 정보를 조회하는 기능 제공 

Call Back URL N/A 

최대 메시지 사이즈 [   bytes] 

평균 응답 시간 [   ms] 초당 최대 트랜잭션 [   tps] 

 

① 요청 메시지 명세 

항목명(영문) 항목명(국문) 항목크기 항목구분 샘플데이터 항목설명 

eventNo 사건번호 15 1 
2010헌바

232 
필수항목 

※ 항목구분 : 필수(1), 옵션(0), 1건 이상 복수건(1..n), 0건 또는 복수건(0..n) 

 

② 응답 메시지 명세 

항목명(영문) 항목명(국문) 항목크기 항목구분 샘플데이터 항목설명 

eventNm 사건명 

100 1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 

제1항 위헌

소원 

 

stateCd 상태코드 10 0 STAT005  

stateNm 진행상태 10 0 종국결정  

regList 사건진행목록    사건진행내역 

 regDate 진행날짜 10 0   

 regConts 진행내용 10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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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구분 : 필수(1), 옵션(0), 1건 이상 복수건(1..n), 0건 또는 복수건(0..n) 

③ 요청 / 응답 메시지 예제 

REST(URI) 

http://openapi.ccourt.go.kr/openapi/services/IncidentInfoSvc/getRealmDelvyInfo?ServiceKey=서비스키

&eventNo=2010헌바232 

응답 메시지 

<response> 

 <header> 

  <resultCode>00</resultCode> 

  <resultMsg>NORMAL SERVICE.</resultMsg> 

 </header> 

 <body> 

  <items> 

   <item> 

    <rnum>공직선거법 제265조의2 제1항 위헌소원</rnum> 

    <statusCd>STAT005</statusCd> 

    <statusNm>종국결정</statusNm> 

   </item> 

   <regList> 

    <regDate>20100616</regDate> 

    <regConts>사건접수</regConts> 

   </regList> 

   <regList> 

    <regDate>20100630</regDate> 

    <regConts>[청구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에게 심판회부통지(송달) 발신</regConts> 

   </regList> 

   <regList> 

    <regDate>20100702</regDate> 

    <regConts>[기타]에게 심판회부통지(송달) 발신</regConts> 

   </regList> 

   <regList> 

    <regDate>20100702</regDate> 

    <regConts>[이해관계자]에게 심판회부통지(송달) 발신</regConts> 

   </reg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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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gList> 

    <regDate>20110428</regDate> 

    <regConts>사건종국</regConts> 

   </regList> 

  </items> 

  <eventNo>2010헌바232</eventNo> 

  <numOfRows>10</numOfRows> 

  <pageNo>1</pageNo> 

  <totalCount>11</totalCount> 

 </body> 

</response> 

 

(8) [오퍼레이션 명칭] 나의사건 검색 정보 조회 

오퍼레이션 

정보 

오퍼레이션 번호 8 오퍼레이션명(국문) 
나의사건 검색정보 조

회 

오퍼레이션 유형  오퍼레이션명(영문) getMyIncdntSearchInfo 

오퍼레이션 설명 나의사건 검색 정보를 조회하는 기능 제공 

Call Back URL N/A 

최대 메시지 사이즈 [   bytes] 

평균 응답 시간 [   ms] 초당 최대 트랜잭션 [   tps] 

 

① 요청 메시지 명세 

항목명(영문) 항목명(국문) 항목크기 항목구분 샘플데이터 항목설명 

eventNo 사건번호 15 1 2010헌바232  

demdNm 대표청구인명 100 1 ***  

※ 항목구분 : 필수(1), 옵션(0), 1건 이상 복수건(1..n), 0건 또는 복수건(0..n) 

 

② 응답 메시지 명세 

항목명(영문) 항목명(국문) 항목크기 항목구분 샘플데이터 항목설명 

inqDate 접수일자 8 0 2010.06.16  

eventNo 사건번호 15 1 2010헌바232  

eventNm 사건명 

1000 1 

공직선거법 제

265조의2 제1항 

위헌소원 

 

demdNm 청구인 100 0 ***  

demdNmSub 청구인대리 100 0 법무법인 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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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hDemdNm 피청구인 100 0   

othDemdSub 피청구인대리인 100 0   

inquirRsta 지정부결과 
100 

0 심판회부

(2010.06.29) 

 

endDate 종국일자 8 0 2011.04.28  

endRsta 종국결과 8 0 합헌  

※ 항목구분 : 필수(1), 옵션(0), 1건 이상 복수건(1..n), 0건 또는 복수건(0..n) 

③ 요청 / 응답 메시지 예제 

REST(URI) 

http://openapi.ccourt.go.kr/openapi/services/IncidentInfoSvc/getMyIncdntSearchInfo?ServiceKey=서비스

키&eventNo=2010헌바232&demdNm=*** 

응답 메시지 

<response> 

 <header> 

  <resultCode>00</resultCode> 

  <resultMsg>NORMAL SERVICE.</resultMsg> 

 </header> 

 <body> 

  <items> 

   <item> 

    <inqDate>2010.06.16</inqDate> 

    <eventNo>2010헌바232</eventNo> 

    <eventNm>공직선거법 제265조의2 제1항 위헌소원</eventNm> 

    <demdNm>***</demdNm> 

    <demdNmSub>법무법인 세아</demdNmSub> 

    <othDemdNm /> 

    <othDemdSub /> 

    <inquirRsta>심판회부(2010.06.29)</inquirRsta> 

    <endDate>2011.04.28</endDate> 

    <endRsta>합헌</endRsta> 

   </item> 

  </items> 

  <numOfRows>10</numOfRows> 

  <pageNo>1</page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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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talCount>1</totalCount> 

 </body> 

</response> 

 

(9) [오퍼레이션 명칭] 법령사건 검색 정보 조회 

오퍼레이션 

정보 

오퍼레이션 번호 9 오퍼레이션명(국문) 법령사건 검색 정보 조회 

오퍼레이션 유형  오퍼레이션명(영문) getLawordIncdntSearchInfo 

오퍼레이션 설명 법령사건 검색 정보를 조회하는 기능 제공 

Call Back URL N/A 

최대 메시지 사이즈 [   bytes] 

평균 응답 시간 [   ms] 초당 최대 트랜잭션 [   tps] 

 

① 요청 메시지 명세 

항목명(영문) 항목명(국문) 항목크기 항목구분 샘플데이터 항목설명 

provision 조 40 0   

provision2 의 40 0   

caluse 항 40 0   

item 호 40 0   

subItem 목 40 0   

eventNm 사건명 2000 1 관세법 제282조  

reqLaw 위헌제청법원 200 0   

lawSuit 당해소송사건 200 0   

endRsta 종국결과 8 0   

※ 항목구분 : 필수(1), 옵션(0), 1건 이상 복수건(1..n), 0건 또는 복수건(0..n) 

 

② 응답 메시지 명세 

항목명(영문) 항목명(국문) 항목크기 항목구분 샘플데이터 항목설명 

eventNo 사건번호 15 1 2012헌바85  

eventNm 사건명 

2000 1 

구 관세법 제269

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소 

 

refreeePrvsn 심판대상조문 100 0 제282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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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Law 제청법원 200 0 대법원  

lawSuit 당해소송사건 200 0 2011도5013  

endDate 종국일자 8 0 2013.10.24  

endRsta 종국결과 8 0 합헌  

※ 항목구분 : 필수(1), 옵션(0), 1건 이상 복수건(1..n), 0건 또는 복수건(0..n) 

③ 요청 / 응답 메시지 예제 

REST(URI) 

http://openapi.ccourt.go.kr/openapi/services/IncidentInfoSvc/getLawordIncdntSearchInfo?ServiceKey=서

비스키&eventNm=관세법 

응답 메시지 

<response> 

 <header> 

  <resultCode>00</resultCode> 

  <resultMsg>NORMAL SERVICE.</resultMsg> 

 </header> 

 <body> 

  <items> 

   <item> 

    <eventNo>2012헌바85</eventNo> 

    <eventNm>구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소원</eventNm> 

    <refreeePrvsn>제282조 제4항</refreeePrvsn> 

    <reqLaw>대법원</reqLaw> 

    <lawSuit>2011도5013</lawSuit> 

    <endDate>2013.10.24</endDate> 

    <endRsta>합헌</endRsta> 

   </item> 

   <item> 

    <eventNo>2012헌바85</eventNo> 

    <eventNm>구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소원</eventNm> 

    <refreeePrvsn>제282조 제3항</refreeePrvsn> 

    <reqLaw>대법원</reqLaw> 

    <lawSuit>2011도5013</lawSuit> 

    <endDate>2013.10.24</endDate> 

    <endRsta>합헌</endRs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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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eventNo>2010헌바363</eventNo> 

    <eventNm>관세법 제269조 제2항 등 위헌소원</eventNm> 

    <refreeePrvsn>제269조 제2항 제2호</refreeePrvsn> 

    <reqLaw>대법원</reqLaw> 

    <lawSuit>2008도8081</lawSuit> 

    <endDate>2012.04.24</endDate> 

    <endRsta>합헌</endRsta> 

   </item> 

  </items> 

  <numOfRows>10</numOfRows> 

  <pageNo>1</pageNo> 

  <totalCount>49</totalCount> 

 </body> 

</response> 

 

 

 

3.2. 최근 선고/변론사건 서비스 

가. 서비스 개요 

서비스 정보 

서비스 ID SC-OA-18-02 

서비스명(국문) 최근 선고/변론사건 서비스 

서비스명(영문) RecentDecsnInfoSvc 

서비스 설명 최근 선고/변론사건 정보를 조회한다. 

서비스 보안 

서비스 인증/권한 
[] 서비스 Key[ ] 인증서 (GPKI) 

[] Basic (ID/PW) [ ] 없음 [ ]WS-Security 

메시지 레벨 암호화 [ ] 전자서명 [ ] 암호화 [] 없음 

전송 레벨 암호화 [ ] SSL   [ ] 없음 

적용 기술 

수준 

인터페이스 표준 

[ ] SOAP 1.2 

(RPC-Encoded, Document Literal, Document Literal Wrapped) 

[ ] REST (GET, POST, PUT, DELETE) 

[ ] RSS 1.0 [ ] RSS 2.0 [ ] Atom 1.0 [ ] 기타 

교환 데이터 표준 [ ] XML[ ] JSON[ ]MIME[ ] MT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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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URL 
개발환경 http://개발서버/  

운영환경 http://운영서버/  

서비스 

WADL 

개발환경 http://개발서버/  

운영환경 http://운영서버/ 

서비스 배포 

정보 

서비스 버전  

유효일자  배포 일자  

서비스 이력  

메시지 교환 유형 
[ ] Request-Response [ ] Publish-Subscribe 

[ ] Fire-and-Forgot  [ ] Notification 

메시지 로깅 수준 성공 [ ] Header [ ] Body 실패 [ ] Header[ ] Body 

사용 제약 사항 (비고)  

 

나. 오퍼레이션 목록 

 

(1) [오퍼레이션 명칭] 선고/변론일정 정보 조회 

오퍼레이션 

정보 

오퍼레이션 번호 1 오퍼레이션명(국문) 
선고/변론일정 정보 조

회 

오퍼레이션 유형 조회 오퍼레이션명(영문) getAdjuSchdulInfo 

오퍼레이션 설명 선고/변론일정 정보를 조회하는 기능 제공 

Call Back URL N/A 

최대 메시지 사이즈 [   bytes] 

평균 응답 시간 [   ms] 초당 최대 트랜잭션 [   tps] 

 

일

련

번

호 

서비스명(국

문) 
오퍼레이션명(영문) 오퍼레이션명(국문) 

1 

최근 선고/

변론사건 

getAdjuSchdulInfo 선고/변론일정 정보 조회 

2 getAdjuListInfo 선고목록 정보 조회 

3 getRecentMainDecsnInfo 최근주요결정 목록 정보 조회 

4 getDecsnOutlineDetailInfo 최근주요결정 상세 정보 조회 

5 getDscsListInfo 변론목록 정보 조회 

6 getMainDecsnSchdulInfo 주요변론일정 목록 정보 조회 

7 getDscsGuidanceDetailInfo 주요변론일정 상세 정보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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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요청 메시지 명세 

항목명(영문) 항목명(국문) 항목크기 항목구분 샘플데이터 항목설명 

code 선고/변론구분 1 1 1 1: 선고   2: 변론 

year 년 4 1 2013  

month 월 2 0 10  

※ 항목구분 : 필수(1), 옵션(0), 1건 이상 복수건(1..n), 0건 또는 복수건(0..n) 

 

② 응답 메시지 명세 

항목명(영문) 항목명(국문) 항목크기 항목구분 샘플데이터 항목설명 

year 년 4 1 2013  

month 월 2 1 10  

day 일 2 1 24  

time 시 4 1 14:00  

※ 항목구분 : 필수(1), 옵션(0), 1건 이상 복수건(1..n), 0건 또는 복수건(0..n) 

③ 요청 / 응답 메시지 예제 

REST(URI) 

http://openapi.ccourt.go.kr/openapi/services/RecentDecsnInfoSvc/getAdjuSchdulInfo?ServiceKey=서비스

키&code=1&year=2013&month=10 

응답 메시지 

<response> 

 <header> 

  <resultCode>00</resultCode> 

  <resultMsg>NORMAL SERVICE.</resultMsg> 

 </header> 

 <body> 

  <items> 

   <item> 

    <year>2013</year> 

    <month>10</month> 

    <day>24</day> 

    <time>14:00</time> 

   </item> 

   <item> 

    <year>2013</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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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nth>10</month> 

    <day>24</day> 

    <time>14:30</time> 

   </item> 

  </items> 

  <numOfRows>10</numOfRows> 

  <pageNo>1</pageNo> 

  <totalCount>2</totalCount> 

 </body> 

</response> 

 

(2) [오퍼레이션 명칭] 선고목록 정보 조회 

오퍼레이션 

정보 

오퍼레이션 번호 2 오퍼레이션명(국문) 선고목록 정보 조회 

오퍼레이션 유형 조회 오퍼레이션명(영문) getAdjuListInfo 

오퍼레이션 설명 선고목록 정보를 조회하는 기능 제공 

Call Back URL N/A 

최대 메시지 사이즈 [   bytes] 

평균 응답 시간 [   ms] 초당 최대 트랜잭션 [   tps] 

 

① 요청 메시지 명세 

항목명(영문) 항목명(국문) 항목크기 항목구분 샘플데이터 항목설명 

adjudgeDate 선고년/월 8 
0/1 

20130530 선고년/월, 선고시간 

or 

검색시작일자, 검색

종료일자 

(필수) 

adjudgeTime 선고시간 8 1400 

searchStart 검색시작일자 8 

0/1 

20130501 

searchEnd 검색종료일자 8 20130630 

※ 항목구분 : 필수(1), 옵션(0), 1건 이상 복수건(1..n), 0건 또는 복수건(0..n) 

 

② 응답 메시지 명세 

항목명(영문) 항목명(국문) 
항목

크기 

항목

구분 
샘플데이터 항목설명 

eventNo 사건번호 15 1 2009헌마514  

eventNm 사건명 
200 1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중 입학전형

계획위헌확인 등 

 

reqLaw 제청법원 100 0   

demdNmSub 대리인 100 0 국선대리인 전용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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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hDemdNm 피청구인 100 0 교육과학기술부장관  

adjuDate 기일 8 0 2013.05.30 14:00  

endRsta 결과 10 0 기각,각하  

decsnOutlineLink 결정요약(링크) 

1000 

0 http://www.ccourt.go.kr/cckhome/comn 

/event/eventSearchTotalInfo.do? 

changeEventNo=2009헌마

514&viewType=3&searchType=1 

 

dtmPpLink 공보게재판례

(링크) 
1000 0 

http://www.ccourt.go.kr/cckhome/comn 

/event/eventSearchTotalInfo.do? 

changeEventNo=2009헌마

514&viewType=4&searchType=1 

 

chgDate 수정일 10 0 20130612  

※ 항목구분 : 필수(1), 옵션(0), 1건 이상 복수건(1..n), 0건 또는 복수건(0..n) 

③ 요청 / 응답 메시지 예제 

REST(URI) 

http://openapi.ccourt.go.kr/openapi/services/RecentDecsnInfoSvc/getAdjuListInfo?ServiceKey=서비스키

&adjudgeDate=20130530&adjudgeTime=1400 

응답 메시지 

<response> 

 <header> 

  <resultCode>00</resultCode> 

  <resultMsg>OK</resultMsg> 

 </header> 

 <body> 

  <items>    

    <item> 

     <eventNo>2009헌마514</eventNo> 

     <eventNm>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중 입학전형계획위헌확인 등</eventNm> 

     <reqLaw></reqLaw> 

     <demdNmSub>국선대리인 전용우</demdNmSub> 

     <othDemdNm>교육과학기술부장관</othDemdNm> 

     <adjuDate>2013.05.30 14:00</adjuDate> 

     <endRsta>기각,각하</endRsta> 

     <decsnOutline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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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http://www.ccourt.go.kr/cckhome/comn/event/eventSearchTotalInfo.do?changeEventNo=2009헌마

514&viewType=3&searchType=1 

       ]]>       

     </decsnOutlineLink> 

     <dtmPpLink>       

       <![CDATA[       

 http://www.ccourt.go.kr/cckhome/comn/event/eventSearchTotalInfo.do?changeEventNo=2009헌마

514&viewType=4&searchType=1 

       ]]>       

     </dtmPpLink> 

     <chgDate>20130612</chgDate> 

    </item>    

    <item> 

     <eventNo>2010헌마136</eventNo> 

     <eventNm>약사법제31조 제8항 등위헌확인</eventNm> 

     <reqLaw></reqLaw> 

     <demdNmSub>법무법인 광장</demdNmSub> 

     <othDemdNm></othDemdNm> 

     <adjuDate>2013.05.30 14:00</adjuDate> 

     <endRsta>기각,각하</endRsta> 

     <decsnOutlineLink>       

       <![CDATA[       

 http://www.ccourt.go.kr/cckhome/comn/event/eventSearchTotalInfo.do?changeEventNo=2010헌마

136&viewType=3&searchType=1 

       ]]>       

     </decsnOutlineLink> 

     <dtmPpLink>       

       <![CDATA[      

 http://www.ccourt.go.kr/cckhome/comn/event/eventSearchTotalInfo.do?changeEventNo=2010헌마

136&viewType=4&searchType=1 

       ]]>       

     </dtmPpLink> 

     <chgDate>20130611</chgDate> 

    </item>     

  </items> 

   <numOfRows>10</numOfR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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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geNo>1</pageNo> 

   <totalCount>37</totalCount> 

 </body> 

</response> 

 

(3) [오퍼레이션 명칭] 최근주요결정 목록 정보 조회 

오퍼레이션 

정보 

오퍼레이션 번호 3 오퍼레이션명(국문) 
최근주요결정 목록 정보 

조회 

오퍼레이션 유형 조회 오퍼레이션명(영문) getRecentMainDecsnInfo 

오퍼레이션 설명 최근주요결정 정보를 조회하는 기능 제공 

Call Back URL N/A 

최대 메시지 사이즈 [   bytes] 

평균 응답 시간 [   ms] 초당 최대 트랜잭션 [   tps] 

 

① 요청 메시지 명세 

항목명(영문) 항목명(국문) 항목크기 항목구분 샘플데이터 항목설명 

adjudgeDate 선고일 8 0/1 20130829 선고일 

or 

검색시작일자, 검색

종료일자 

(필수) 

searchStart 검색시작일자 8  

0/1 

20130501 

searchEnd 검색종료일자 8 20130630 

endResult 종국결과 100 0   

※ 항목구분 : 필수(1), 옵션(0), 1건 이상 복수건(1..n), 0건 또는 복수건(0..n) 

 

② 응답 메시지 명세 

항목명(영문) 항목명(국문) 항목크기 항목구분 샘플데이터 항목설명 

eventNo 사건번호 15 1 2011헌가19  

eventNm 사건명 
200 1 

약사법 제95조 제1항 

제8호 위헌제청 

 

adjuDate 선고일자 8 1 2013-08-29  

endResult 종국결과 100 0 합헌  

mainSeq 메인일련번호 10 1 132  

seqNo 주요사건일련번호 10 1 1  

regDate 등록일 10 0 20130829  

chgDate 수정일 10 0 20130829  

※ 항목구분 : 필수(1), 옵션(0), 1건 이상 복수건(1..n), 0건 또는 복수건(0..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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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요청 / 응답 메시지 예제 

REST(URI) 

http://openapi.ccourt.go.kr/openapi/services/RecentDecsnInfoSvc/getRecentMainDecsnInfo?ServiceKey=

서비스키&schAdjuDate=20130829 

응답 메시지 

<response> 

 <header> 

  <resultCode>00</resultCode> 

  <resultMsg>NORMAL SERVICE.</resultMsg> 

 </header> 

 <body> 

  <items> 

   <item> 

    <eventNo>2011헌가19</eventNo> 

    <eventNm>약사법 제95조 제1항 제8호 위헌제청</eventNm> 

    <adjuDate>2013-08-29</adjuDate> 

    <endRsta>합헌</endRsta> 

    <mainSeq>132</mainSeq> 

    <seqNo>1</seqNo> 

<regDate>20130829</regDate> 

<chgDate>20130829</chgDate> 

   </item> 

   <item> 

    <eventNo>2013헌마165</eventNo> 

    <eventNm>기소유예처분취소</eventNm> 

    <adjuDate>2013-08-29</adjuDate> 

    <endRsta>각하</endRsta> 

    <mainSeq>132</mainSeq> 

    <seqNo>22</seqNo> 

<regDate>20130829</regDate> 

<chgDate>20130829</chgDate> 

   </item> 

   <item> 

    <eventNo>2012헌마326</event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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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entNm>동시계표 투표함 수 무제한 허용 위헌확인</eventNm> 

    <adjuDate>2013-08-29</adjuDate> 

    <endRsta>기각</endRsta> 

    <mainSeq>132</mainSeq> 

    <seqNo>14</seqNo> 

<regDate>20130829</regDate> 

<chgDate>20130829</chgDate> 

   </item> 

  </items> 

  <numOfRows>10</numOfRows> 

  <pageNo>1</pageNo> 

  <totalCount>23</totalCount> 

 </body> 

</response> 

 

(4) [오퍼레이션 명칭] 최근주요결정 상세 정보 조회 

오퍼레이션 

정보 

오퍼레이션 번호 4 오퍼레이션명(국문) 
최근주요결정 상세 정보 

조회 

오퍼레이션 유형 조회 오퍼레이션명(영문) getDecsnOutlineDetailInfo 

오퍼레이션 설명 최근주요결정 상세정보를 조회하는 기능 제공 

Call Back URL N/A 

최대 메시지 사이즈 [   bytes] 

평균 응답 시간 [   ms] 초당 최대 트랜잭션 [   tps] 

 

① 요청 메시지 명세 

항목명(영문) 항목명(국문) 항목크기 항목구분 샘플데이터 항목설명 

mainSeq 메인일련번호 10 1 132  

seqNo 주요사건일련번호 10 1 1  

※ 항목구분 : 필수(1), 옵션(0), 1건 이상 복수건(1..n), 0건 또는 복수건(0..n) 

 

② 응답 메시지 명세 

항목명(영문) 항목명(국문) 항목크기 항목구분 샘플데이터 항목설명 

eventNo 사건번호 15 1 2011헌가19  

eventNm 사건명 
200 1 

약사법 제95조 제1항 

제8호 위헌제청 

 

adjuDate 선고날짜 8 0 201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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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dRsta 종국결과 100 0 합헌  

decsnOutline 결정요약문 CLOB 0   

regDate 등록일 10 0 20130829  

chgDate 수정일 10 0 20130829  

※ 항목구분 : 필수(1), 옵션(0), 1건 이상 복수건(1..n), 0건 또는 복수건(0..n) 

③ 요청 / 응답 메시지 예제 

REST(URI) 

http://openapi.ccourt.go.kr/openapi/services/RecentDecsnInfoSvc/getDecsnOutlineDetailInfo?ServiceKey

=서비스키&mainSeq=132&seqNo=1 

응답 메시지 

<response> 

 <header> 

  <resultCode>00</resultCode> 

  <resultMsg>OK</resultMsg> 

 </header> 

 <body> 

  <items> 

   <item> 

    <eventNo>2011헌가19</eventNo> 

    <eventNm>약사법 제95조 제1항 제8호 위헌제청</eventNm> 

    <adjuDate>20130829</adjuDate>     

    <endRsta>합헌</endRsta> 

    <decsnOutline> 

헌법재판소는 2013년 8월 29일 재판관 4인(합헌) : 5인(위헌)의 의견으로,…… 

      </decsnOutline> 

<regDate>20130829</regDate> 

<chgDate>20130829</chgDate> 

   </item> 

  </items> 

  <numOfRows>10</numOfRows> 

  <pageNo>1</pageNo> 

  <totalCount>1</totalCount> 

 </body> 

</respo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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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오퍼레이션 명칭] 변론목록 정보 조회 

오퍼레이션 

정보 

오퍼레이션 번호 5 오퍼레이션명(국문) 변록목록 정보 조회 

오퍼레이션 유형 조회 오퍼레이션명(영문) getDscsListInfo 

오퍼레이션 설명 변론목록 정보를 조회하는 기능 제공 

Call Back URL N/A 

최대 메시지 사이즈 [   bytes] 

평균 응답 시간 [   ms] 초당 최대 트랜잭션 [   tps] 

 

① 요청 메시지 명세 

항목명(영문) 항목명(국문) 항목크기 항목구분 샘플데이터 항목설명 

regDate 변론년/월 8 
0/1 

20130509 변론년/월, 변론시간  

or 

검색시작일자, 검색

종료일자 

(필수) 

regTime 변론시간 8 1400 

searchStart 검색시작일자 8 

0/1 

20130501 

searchEnd 검색종료일자 8 20130730 

※ 항목구분 : 필수(1), 옵션(0), 1건 이상 복수건(1..n), 0건 또는 복수건(0..n) 

 

② 응답 메시지 명세 

항목명(영문) 항목명(국문) 
항목

크기 

항목

구분 
샘플데이터 항목설명 

eventNo 사건번호 15 1 2012헌라1  

eventNm 사건명 
200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서울특별시교육

감 간의 권한쟁의 

 

reqLaw 제청법원 100 0   

demdNmSub 대리인 100 0 법무법인 주원  

othDemdNm 피청구인 100 0 서울특별시교육감  

adjuDate 기일 8 0 2013.05.09 14:00  

etc 비고 200 0   

decsnOutlineLink 결정요약(링크) 

1000 

0 http://www.ccourt.go.kr/cckhome/comn 

/event/eventSearchTotalInfo.do? 

changeEventNo=2012헌라

1&viewType=3&searchType=1 

 

dtmPpLink 결정문(링크) 

1000 

0 http://www.ccourt.go.kr/cckhome/comn 

/event/eventSearchTotalInfo.do? 

changeEventNo=2012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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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viewType=4&searchType=1 

chgDate 수정일 10 0 20131004  

※ 항목구분 : 필수(1), 옵션(0), 1건 이상 복수건(1..n), 0건 또는 복수건(0..n) 

③ 요청 / 응답 메시지 예제 

REST(URI) 

http://openapi.ccourt.go.kr/openapi/services/RecentDecsnInfoSvc/getDscsListInfo?ServiceKey=서비스키

&regDate=20130509&regTime=1400 

응답 메시지 

<response> 

 <header> 

  <resultCode>00</resultCode> 

  <resultMsg>OK</resultMsg> 

 </header> 

 <body> 

  <items> 

   <item> 

    <rnum>1</rnum> 

    <eventNo>2012헌라1</eventNo> 

    <eventNm>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서울특별시교육감 간의 권한쟁의</eventNm> 

    <reqLaw /> 

    <demdNmSub>법무법인 주원</demdNmSub> 

    <othDemdNm>서울특별시교육감</othDemdNm> 

    <adjuDate>2013.05.09 14:00</adjuDate> 

    <etc /> 

    <decsnOutlineLink> 

<![CDATA[ 

http://www.ccourt.go.kr/cckhome/comn/event/eventSearchTotalInfo.do?changeEventNo=2012헌라

1&viewType=3&searchType=1 

]]> 

    </decsnOutlineLink> 

    <dtmPpLink> 

<![CDATA[ 

http://www.ccourt.go.kr/cckhome/comn/event/eventSearchTotalInfo.do?changeEventNo=2012헌라

1&viewType=4&searchTyp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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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tmPpLink> 

   </item> 

  </items> 

  <numOfRows>10</numOfRows> 

  <pageNo>1</pageNo> 

  <totalCount>1</totalCount> 

 </body> 

</response> 

 

(6) [오퍼레이션 명칭] 주요변론일정 목록 정보 조회 

오퍼레이션 

정보 

오퍼레이션 번호 6 오퍼레이션명(국문) 
주요변론일정 목록 정보 

조회 

오퍼레이션 유형 조회 오퍼레이션명(영문) getMainDecsnSchdulInfo 

오퍼레이션 설명 주요변론일정 목록 정보를 조회하는 기능 제공 

Call Back URL N/A 

최대 메시지 사이즈 [   bytes] 

평균 응답 시간 [   ms] 초당 최대 트랜잭션 [   tps] 

 

① 요청 메시지 명세 

항목명(영문) 항목명(국문) 항목크기 항목구분 샘플데이터 항목설명 

      

※ 항목구분 : 필수(1), 옵션(0), 1건 이상 복수건(1..n), 0건 또는 복수건(0..n) 

 

② 응답 메시지 명세 

항목명(영문) 항목명(국문) 
항목크

기 

항목구

분 
샘플데이터 항목설명 

seqNo 일련번호 8 1 53  

gubun 구분 20 0 2013/하반기  

eventNo 사건번호 15 0 2012헌마38  

eventNm 사건명 
200 

0 담배사업법 위헌확인(담배

사업법 사건) 

 

dscsDate 변론일자 10 0 2013-10-10  

regDate 등록일 10 0 20131008  

chgDate 수정일 1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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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구분 : 필수(1), 옵션(0), 1건 이상 복수건(1..n), 0건 또는 복수건(0..n) 

③ 요청 / 응답 메시지 예제 

REST(URI) 

http://openapi.ccourt.go.kr/openapi/services/RecentDecsnInfoSvc/getMainDecsnSchdulInfo?ServiceKey=

서비스키 

응답 메시지 

<response> 

 <header> 

  <resultCode>00</resultCode> 

  <resultMsg>OK</resultMsg> 

 </header> 

 <body> 

  <items>  

    <item> 

     <seqNo>57</seqNo> 

     <gubun>2013/하반기</gubun> 

     <eventNo>2012헌마325</eventNo> 

     <eventNm>공직선거법 제25조 제2항 별표1 위헌확인(국회의원 지역구선거구 획정 사

건)</eventNm> 

     <dscsDate>20130913</dscsDate>  

     <regDate>20130910</regDate> 

     <chgDate></chgDate>      

    </item>    

    <item> 

     <seqNo>56</seqNo> 

     <gubun>2013/하반기</gubun> 

     <eventNo>2011헌마156</eventNo> 

     <eventNm>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제1항 위헌확인 

등(디엔에이법률 사건)</eventNm> 

     <dscsDate>20130711</dscsDate>  

     <regDate>20130709</regDate> 

     <chgDate>20130711</chgDate>      

    </item>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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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qNo>55</seqNo> 

     <gubun>2013/하반기</gubun> 

     <eventNo>2010헌바474</eventNo> 

     <eventNm>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위헌소원(파견근로자 고용간주 

규정 사건)</eventNm> 

     <dscsDate>20130613</dscsDate>  

     <regDate>20130611</regDate> 

     <chgDate>20130620</chgDate>      

    </item>    

  </items> 

   <numOfRows>10</numOfRows> 

   <pageNo>1</pageNo> 

   <totalCount>64</totalCount> 

 </body> 

</response> 

 

 

(7) [오퍼레이션 명칭] 주요변론일정 상세 정보 조회 

오퍼레이션 

정보 

오퍼레이션 번호 7 오퍼레이션명(국문) 
주요변론일정 상세 정보 

조회 

오퍼레이션 유형 조회 오퍼레이션명(영문) getDscsGuidanceDetailInfo 

오퍼레이션 설명 주요변론일정 상세 정보를 조회하는 기능 제공 

Call Back URL N/A 

최대 메시지 사이즈 [   bytes] 

평균 응답 시간 [   ms] 초당 최대 트랜잭션 [   tps] 

 

① 요청 메시지 명세 

항목명(영문) 항목명(국문) 항목크기 항목구분 샘플데이터 항목설명 

seqNo 일련번호 8 1 53  

※ 항목구분 : 필수(1), 옵션(0), 1건 이상 복수건(1..n), 0건 또는 복수건(0..n) 

 

② 응답 메시지 명세 

항목명(영문) 
항목명(국

문) 

항목

크기 

항

목

구

분 

샘플데이터 항목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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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qNo 일련번호 8 1 53  

eventNo 사건번호 15 0 2012헌라1  

eventNm 사건명 

200 

0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서울특별시교육감 간의 

권한쟁의(교육감 조례안 재의요구 철회 권한

쟁의 사건) 

 

dscsDate 변론일정 8 0 20130509  

content 내용 CLOB 0 교육감 조례안 재의요구 철회 권한쟁의 사건  

regDate 등록일 10 0 20130419  

chgDate 수정일 10 0 20130507  

fileList 첨부파일

리스트 
 

0..n 
 

 

 atchFileNm 파일명 200 0 2012헌라1.pdf  

 atchFileLink 파일링크

정보 
500 

0 http://www.ccourt.go.kr/cckhome/cmmn 

/downloadAttachFile.do?classCode=BYUNRON 

&classSeq=53&attachSeq=1& 

&attachSaveName=1367893360819.pdf 

 

※ 항목구분 : 필수(1), 옵션(0), 1건 이상 복수건(1..n), 0건 또는 복수건(0..n) 

③ 요청 / 응답 메시지 예제 

REST(URI) 

http://openapi.ccourt.go.kr/openapi/services/RecentDecsnInfoSvc/getDscsGuidanceDetailInfo?ServiceKey

=서비스키&seqNo=42 

응답 메시지 

<response> 

 <header> 

  <resultCode>00</resultCode> 

  <resultMsg>OK</resultMsg> 

 </header> 

 <body> 

  <items>    

    <item> 

     <seqNo>42</seqNo> 

     <eventNo>2009헌라3</eventNo> 

     <eventNm>인천광역시 중구와 인천광역시 등 간의 권한쟁의 사건 등(인천 송도매립지 권한쟁

의 사건)</event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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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scsDate>20110414</dscsDate> 

     <content>인천 송도매립지 권한쟁의 사건</content> 

     <regDate>20110127</regDate> 

     <chgDate>20110412</chgDate>  

    </item>  

    <fileList> 

     <atchFileNm>2009헌라3·4·5.pdf</atchFileNm> 

     <atchFileLink> 

     <![CDATA[     

 http://www.ccourt.go.kr/cckhome/cmmn/downloadAttachFile.do?classCode=BYUNRON&classSeq=42&

attachSeq=1&&attachSaveName=1302568658785.pdf 

     ]]> 

     </atchFileLink> 

    </fileList>    

  </items> 

   <numOfRows>10</numOfRows> 

   <pageNo>1</pageNo> 

   <totalCount>1</totalCount> 

 </body> 

</response> 

 

 

3.3. 사건통계 정보 서비스 

가. 서비스 개요 

서비스 정보 

서비스 ID SC-OA-18-03 

서비스명(국문) 사건통계 정보 서비스 

서비스명(영문) IncidentStatsSvc 

서비스 설명 사건통계 정보를 조회한다. 

서비스 보안 

서비스 인증/권한 
[] 서비스 Key[ ] 인증서 (GPKI) 

[] Basic (ID/PW) [ ] 없음 [ ]WS-Security 

메시지 레벨 암호화 [ ] 전자서명 [ ] 암호화 [] 없음 

전송 레벨 암호화 [ ] SSL   [ ] 없음 

적용 기술 인터페이스 표준 [ ] SOAP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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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 (RPC-Encoded, Document Literal, Document Literal Wrapped) 

[ ] REST (GET, POST, PUT, DELETE) 

[ ] RSS 1.0 [ ] RSS 2.0 [ ] Atom 1.0 [ ] 기타 

교환 데이터 표준 [ ] XML[ ] JSON[ ]MIME[ ] MTOM 

서비스 URL 
개발환경 http://개발서버/  

운영환경 http://운영서버/  

서비스 

WADL 

개발환경 http://개발서버/  

운영환경 http://운영서버/ 

서비스 배포 

정보 

서비스 버전  

유효일자  배포 일자  

서비스 이력  

메시지 교환 유형 
[ ] Request-Response [ ] Publish-Subscribe 

[ ] Fire-and-Forgot  [ ] Notification 

메시지 로깅 수준 성공 [ ] Header [ ] Body 실패 [ ] Header[ ] Body 

사용 제약 사항 (비고)  

 

나. 오퍼레이션 목록 

 

(1) [오퍼레이션 명칭] 심판사건 총괄표 정보 조회 

오퍼레이 오퍼레이션 번호 1 오퍼레이션명(국문) 심판사건 총괄표 정보 조회 

일

련

번

호 

서비스명(국

문) 
오퍼레이션명(영문) 오퍼레이션명(국문) 

1 

사건통계 

정보 

getRefreeeIncdntSmrizeTableInfo 심판사건 총괄표 정보 조회 

2 getRefreeeIncdntAcmtlTableInfo 심판사건 누계표 정보 조회 

3 
getRqestCauseCstlnRefreeeIncdntAcmtlTable 청구원인별헌법소원심판사건누

계표 정보 조회 

4 
getCstlnRefreeeIncdntRjectResnSttusTable 헌법소원심판사건의각하사유별

현황(지정재판부) 정보 조회 

5 getVioconstitDecsnLawSttusInfo 위헌결정법률현황 정보 조회 

6 
getVioconstitQotatDecsnRefreeeIncdntInfo 미개정 법령현황 위헌결정 정보 

조회 

7 
getCnstitDscrdRefreeeIncdntInfo 미개정 법령현황 헌법불합치 결

정 정보 조회 



 

- 52 - 

OpenAPI 활용가이드 

션 정보 오퍼레이션 유형 조회 오퍼레이션명(영문) getRefreeeIncdntSmrizeTableInfo 

오퍼레이션 설명 심판사건 총괄표 정보를 조회하는 기능 제공 

Call Back URL N/A 

최대 메시지 사이

즈 
[   bytes] 

평균 응답 시간 [   ms] 
초당 최대 트랜잭

션 
[   tps] 

 

① 요청 메시지 명세 

항목명(영문) 항목명(국문) 항목크기 항목구분 샘플데이터 항목설명 

year 년 4 1 2013  

month 월 2 1 10  

※ 항목구분 : 필수(1), 옵션(0), 1건 이상 복수건(1..n), 0건 또는 복수건(0..n) 

 

② 응답 메시지 명세 

항목명(영문) 항목명(국문) 항목크기 항목구분 샘플데이터 항목설명 

statMenu1 구분 1 20 0 10월  

tcount 건수 20 0 1  

eventNoB 구분값(사건유형) 

10 0 헌가 

헌가: 위헌법률 

헌나: 탄핵 

헌다: 정당해산 

헌라: 권한쟁의 

헌마: 헌법소원 

§68① 

헌바: 헌법소원§68② 

 

XX: 줄바꿈표시 

※ 항목구분 : 필수(1), 옵션(0), 1건 이상 복수건(1..n), 0건 또는 복수(0..n) 

③ 요청 / 응답 메시지 예제 

REST(URI) 

http://openapi.ccourt.go.kr/openapi/services/IncidentStatsSvc/getRefreeeIncdntSmrizeTableInfo?ServiceK

ey=서비스키&year=2013&month=10 

응답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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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e> 

 <header> 

  <resultCode>00</resultCode> 

  <resultMsg>OK</resultMsg> 

 </header> 

 <body> 

  <items> 

   <statMenu1>10월</statMenu1> 

   <item> 

    <tcount>78</tcount> 

    <eventNoB>헌마</eventNoB> 

   </item> 

   <item> 

    <tcount>35</tcount> 

    <eventNoB>헌바</eventNoB> 

   </item> 

   <item> 

    <tcount>1</tcount> 

    <eventNoB>헌가</eventNoB> 

   </item> 

   <item> 

    <tcount>0</tcount> 

    <eventNoB>XX</eventNoB> 

   </item> 

   <item1> 

    <tcount>0</tcount> 

    <eventNoB>XX</eventNoB> 

   </item1> 

  </items> 

  <numOfRows>10</numOfRows> 

  <pageNo>1</pageNo> 

  <totalCount>1</totalCount> 

 </body> 

</response> 

 

(2) [오퍼레이션 명칭] 심판사건 누계표 정보 조회 

오퍼레이 오퍼레이션 번호 2 오퍼레이션명(국문) 심판사건 누계표 정보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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션 정보 오퍼레이션 유형 조회 오퍼레이션명(영문) getRefreeeIncdntAcmtlTableInfo 

오퍼레이션 설명 심판사건 누계표 정보를 조회하는 기능 제공 

Call Back URL N/A 

최대 메시지 사이

즈 
[   bytes] 

평균 응답 시간 [   ms] 초당 최대 트랜잭션 [   tps] 

 

① 요청 메시지 명세 

항목명(영문) 항목명(국문) 항목크기 항목구분 샘플데이터 항목설명 

year 년 4 1 2013  

month 월 2 1 10  

※ 항목구분 : 필수(1), 옵션(0), 1건 이상 복수건(1..n), 0건 또는 복수건(0..n) 

 

② 응답 메시지 명세 

항목명(영문) 항목명(국문) 항목크기 항목구분 샘플데이터 항목설명 

tcount 건수 20 0 821  

eventNoB 구분값(사건유형) 

10 0 헌가 

헌가: 위헌법률 

헌나: 탄핵 

헌다: 정당해산 

헌라: 권한쟁의 

헌마: 헌법소원 

§68① 

헌바: 헌법소원 

§68② 

 

XX: 줄바꿈표시 

※ 항목구분 : 필수(1), 옵션(0), 1건 이상 복수건(1..n), 0건 또는 복수건(0..n) 

③ 요청 / 응답 메시지 예제 

REST(URI) 

http://openapi.ccourt.go.kr/openapi/services/IncidentStatsSvc/getRefreeeIncdntAcmtlTableInfo?ServiceKe

y=서비스키&year=2013&month=10 

응답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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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e> 

 <header> 

  <resultCode>00</resultCode> 

  <resultMsg>OK</resultMsg> 

 </header> 

 <body> 

  <items> 

   <item> 

    <tcount>19428</tcount> 

    <eventNoB>헌마</eventNoB> 

   </item> 

   <item> 

    <tcount>81</tcount> 

    <eventNoB>헌라</eventNoB> 

   </item> 

   <item> 

    <tcount>1788</tcount> 

    <eventNoB>헌바</eventNoB> 

   </item> 

   <item> 

    <tcount>0</tcount> 

    <eventNoB>XX</eventNoB> 

   </item> 

  </items> 

  <numOfRows>10</numOfRows> 

  <pageNo>1</pageNo> 

  <totalCount>1</totalCount> 

 </body> 

</response> 

 

(3) [오퍼레이션 명칭] 청구원인별헌법소원심판사건누계표 정보 조회 

오퍼레

이션 

정보 

오퍼레이션 번호 3 
오퍼레이션명(국

문) 

청구원인별헌법소원심판사건누계표 정보 조

회 

오퍼레이션 유형 조회 
오퍼레이션명(영

문) 
getRqestCauseCstlnRefreeeIncdntAcmtlTable 

오퍼레이션 설명 청구원인별헌법소원심판사건누계표정보를 조회하는 기능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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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l Back URL N/A 

최대 메시지 사

이즈 
[   bytes] 

평균 응답 시간 [   ms] 
초당 최대 트랜

잭션 
[   tps] 

 

① 요청 메시지 명세 

항목명(영문) 항목명(국문) 항목크기 항목구분 샘플데이터 항목설명 

year 년 4 1 2013  

month 월 2 1 10  

※ 항목구분 : 필수(1), 옵션(0), 1건 이상 복수건(1..n), 0건 또는 복수건(0..n) 

 

② 응답 메시지 명세 

항목명(영문) 항목명(국문) 항목크기 항목구분 샘플데이터 항목설명 

tcount 건수 20 0 46  

eventNoB 구분값 

10 0 65(69) 

65(69): 입법권(법률) 

65(71): 입법권(부작위) 

65(72): 입법권(결의.절차등) 

66(77): 행정권(행정처분등) 

66(78): 행정권(부작위) 

66(79): 행정권(불기소처분) 

66(80): 행정권(행정입법) 

66(81): 행정권(자치입법) 

67(87): 사법권(재판) 

67(88): 사법권(부작위) 

67(89): 사법권(재판이외의 

 처분) 

67(90): 사법권(사법입법) 

68(68): 기타 

XX: 줄바꿈표시 

※ 항목구분 : 필수(1), 옵션(0), 1건 이상 복수건(1..n), 0건 또는 복수건(0..n) 

③ 요청 / 응답 메시지 예제 

REST(U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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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openapi.ccourt.go.kr/openapi/services/IncidentStatsSvc/getRqestCauseCstlnRefreeeIncdntAcmtlTa

ble?ServiceKey=서비스키&year=2013&month=10 

응답 메시지 

<response> 

 <header> 

  <resultCode>00</resultCode> 

  <resultMsg>OK</resultMsg> 

 </header> 

 <body> 

  <items> 

   <item> 

    <tcount>63</tcount> 

    <eventNoB>65(69)</eventNoB> 

   </item> 

   <item> 

    <tcount>2</tcount> 

    <eventNoB>66(77)</eventNoB> 

   </item> 

   <item> 

    <tcount>9</tcount> 

    <eventNoB>66(80)</eventNoB> 

   </item> 

   <item> 

    <tcount>7</tcount> 

    <eventNoB>67(87)</eventNoB> 

   </item> 

   <item> 

    <tcount>0</tcount> 

    <eventNoB>XX</eventNoB> 

   </item> 

  </items> 

  <numOfRows>10</numOfRows> 

  <pageNo>1</pageNo> 

  <totalCount>1</totalC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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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dy> 

</response> 

 

(4) [오퍼레이션 명칭] 헌법소원심판사건의각하사유별현황(지정재판부) 정보 조회 

오퍼레

이션 

정보 

오퍼레이션 번호 4 
오퍼레이션명(국

문) 

헌법소원심판사건의각하사유별현황(지정

재판부) 정보 조회 

오퍼레이션 유형 조회 
오퍼레이션명(영

문) 
getCstlnRefreeeIncdntRjectResnSttusTable 

오퍼레이션 설명 
헌법소원심판사건의각하사유별현황(지정재판부) 정보를 조회하는 기능 제

공 

Call Back URL N/A 

최대 메시지 사

이즈 
[   bytes] 

평균 응답 시간 [   ms] 
초당 최대 트랜

잭션 
[   tps] 

 

① 요청 메시지 명세 

항목명(영문) 항목명(국문) 항목크기 항목구분 샘플데이터 항목설명 

year 년 4 1 2013 

각하는 2001년 1월1

일이후의 데이터만 

산출 

month 월 2 1 10  

※ 항목구분 : 필수(1), 옵션(0), 1건 이상 복수건(1..n), 0건 또는 복수건(0..n) 

 

② 응답 메시지 명세 

항목명(영문) 항목명(국문) 항목크기 항목구분 샘플데이터 항목설명 

tcount 건수 10 0 60  

eventNoB 구분값 

10 0 헌마 

헌마: §68① 

헌바: §68② 

XX: 줄바꿈표시 

※ 항목구분 : 필수(1), 옵션(0), 1건 이상 복수건(1..n), 0건 또는 복수건(0..n) 

③ 요청 / 응답 메시지 예제 

REST(U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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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openapi.ccourt.go.kr/openapi/services/IncidentStatsSvc/getCstlnRefreeeIncdntRjectResnSttusTable

?ServiceKey=서비스키&year=2013&month=10 

응답 메시지 

<response> 

 <header> 

  <resultCode>00</resultCode> 

  <resultMsg>OK</resultMsg> 

 </header> 

 <body> 

  <items> 

   <item> 

    <tcount>60</tcount> 

    <eventNoB>헌마</eventNoB> 

   </item> 

   <item> 

    <tcount>1</tcount> 

    <eventNoB>헌바</eventNoB> 

   </item> 

   <item> 

    <tcount>4856</tcount> 

    <eventNoB>헌마</eventNoB> 

   </item> 

   <item> 

    <tcount>1633</tcount> 

    <eventNoB>헌바</eventNoB> 

   </item> 

   <item> 

    <tcount>0</tcount> 

    <eventNoB>XX</eventNoB> 

   </item> 

  </items> 

  <numOfRows>10</numOfRows> 

  <pageNo>1</pageNo> 

  <totalCount>1</totalC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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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dy> 

</response> 

 

(5) [오퍼레이션 명칭] 위헌결정법률현황 정보 조회 

오퍼레이

션 정보 

오퍼레이션 번호 5 오퍼레이션명(국문) 위헌결정법률현황 정보 조회 

오퍼레이션 유형 조회 오퍼레이션명(영문) getVioconstitDecsnLawSttusInfo 

오퍼레이션 설명 위헌결정법률현황정보를 조회하는 기능 제공 

Call Back URL N/A 

최대 메시지 사이

즈 
[   bytes] 

평균 응답 시간 [   ms] 초당 최대 트랜잭션 [   tps] 

 

① 요청 메시지 명세 

항목명(영문) 항목명(국문) 항목크기 항목구분 샘플데이터 항목설명 

year 년 4 1 2013  

month 월 2 1 10  

※ 항목구분 : 필수(1), 옵션(0), 1건 이상 복수건(1..n), 0건 또는 복수건(0..n) 

 

② 응답 메시지 명세 

항목명(영문) 항목명(국문) 항목크기 항목구분 샘플데이터 항목설명 

lawNm 법률명 

100 1 

1980년해직공무원의

보상등에관한특별조

치법 제2조 제1항 제

2호 

 

eventNo 사건번호 15 1 91헌가2  

endDate 결정일자 8 0 1992.11.12  

endRsta 결정결과 100 0 한정위헌  

precdntBook 판례집 권수 100 0 젠4권  

precdntPage 판례집 면수 100 0 713  

※ 항목구분 : 필수(1), 옵션(0), 1건 이상 복수건(1..n), 0건 또는 복수건(0..n) 

③ 요청 / 응답 메시지 예제 

REST(U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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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openapi.ccourt.go.kr/openapi/services/IncidentStatsSvc/getVioconstitDecsnLawSttusInfo?ServiceK

ey=서비스키&year=2013&month=10 

응답 메시지 

<response> 

 <header> 

  <resultCode>00</resultCode> 

  <resultMsg>OK</resultMsg> 

 </header> 

 <body> 

  <items> 

   <item> 

    <rnum>1</rnum> 

    <lawNm> 

<![CDATA[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 ]]> 

    </lawNm> 

    <eventNo>91헌가2</eventNo> 

    <endDate>19921112</endDate> 

    <endRsta>한정위헌</endRsta> 

    <precdntBook>제4권</precdntBook> 

    <precdntPage>713</precdntPage> 

   </item> 

   <item> 

    <rnum>2</rnum> 

    <lawNm> 

<![CDATA[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2004. 1. 20. 법률 제7105호로 개정된 것) 제22조 제1항, 제2항 

]]> 

    </lawNm> 

    <eventNo>2004헌마675</eventNo> 

    <endDate>20060223</endDate> 

    <endRsta>헌법불합치</endRsta> 

    <precdntBook>제18권 1집(상)</precdntBook> 

    <precdntPage>269~297</precdntPage>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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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rnum>10</rnum> 

    <lawNm> 

<![CDAT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 12. 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고, 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

기 전의 것) 제28조 제5항 본문의 “사업시행자” 중 제8조 제3항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

유자가 시행하는 경우 “정관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분 

]]> 

    </lawNm> 

    <eventNo>2010헌바1</eventNo> 

    <endDate>20120424</endDate> 

    <endRsta>위헌</endRsta> 

    <precdntBook>제24권 1집(하)</precdntBook> 

    <precdntPage>38</precdntPage> 

   </item> 

  </items> 

  <numOfRows>10</numOfRows> 

  <pageNo>1</pageNo> 

  <totalCount>527</totalCount> 

 </body> 

</response> 

 

(6) [오퍼레이션 명칭] 미개정 법령현황 위헌결정 정보 조회 

오퍼레

이션 

정보 

오퍼레이션 번호 6 
오퍼레이션명(국

문) 
미개정 법령현황 위헌결정 정보 조회 

오퍼레이션 유형 조회 
오퍼레이션명(영

문) 
getVioconstitQotatDecsnRefreeeIncdntInfo 

오퍼레이션 설명 미개정 법령현황 위헌결정 정보를 조회하는 기능 제공 

Call Back URL N/A 

최대 메시지 사

이즈 
[   bytes] 

평균 응답 시간 [   ms] 
초당 최대 트랜

잭션 
[   tps] 

 

① 요청 메시지 명세 

항목명(영문) 항목명(국문) 항목크기 항목구분 샘플데이터 항목설명 



 

- 63 - 

OpenAPI 활용가이드 

section 구분 10 0 law 

law: 법령 

eventno: 사건번호 

office: 소관부처 

searchValue 검색어 100 0 고용  

※ 항목구분 : 필수(1), 옵션(0), 1건 이상 복수건(1..n), 0건 또는 복수건(0..n) 

 

② 응답 메시지 명세 

항목명(영문) 
항목명(국

문) 

항목

크기 

항목

구분 
샘플데이터 항목설명 

lawNm 법령 100 1 고용보호법  

article 조항 

1000 1 

제35조 제1항(2007. 5. 11. 법률 제8429

호로 개정되고, 2008. 12. 31. 법률 제

9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eventNo 사건번호 15 1 2011헌바390  

decsnDate 결정일자 8 0 2013.08.29  

decsnOutlineLink 결정요지(링

크) 
500 

0 http://www.ccourt.go.kr/cckhome/comn 

/event/eventSearchTotalInfo.do? 

changeEventNo=2011헌바

390&viewType=3&searchType=1 

 

dtmPpLink 결정문(링

크) 
500 

0 http://www.ccourt.go.kr/cckhome/comn 

/event/eventSearchTotalInfo.do? 

changeEventNo=2011헌바

390&viewType=4&searchType=1 

 

office 소관부처 100 0 고용노동부  

regDate 등록일 10 0 20130905  

※ 항목구분 : 필수(1), 옵션(0), 1건 이상 복수건(1..n), 0건 또는 복수건(0..n) 

③ 요청 / 응답 메시지 예제 

REST(URI) 

http://openapi.ccourt.go.kr/openapi/services/IncidentStatsSvc/getVioconstitQotatDecsnRefreeeIncdntInf

o?ServiceKey=서비스키&section=법령&searchValue=고용 

응답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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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e> 

 <header> 

  <resultCode>00</resultCode> 

  <resultMsg>OK</resultMsg> 

 </header> 

 <body> 

  <items> 

   <item> 

    <lawNm>고용보험법</lawNm> 

    <article> 

     제35조 제1항(2007. 5. 11. 법률 제8429호로 개정되고, 2008. 12. 31. 법률 제9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article> 

    <eventNo>2011헌바390</eventNo> 

    <decsnDate>2013.08.29</decsnDate> 

    <decsnOutlineLink> 

<![CDATA[ 

http://www.ccourt.go.kr/cckhome/comn/event/eventSearchTotalInfo.do?changeEventNo=2011헌바

390&viewType=3&searchType=1 

]]> 

    </decsnOutlineLink> 

    <dtmPpLink> 

<![CDATA[ 

http://www.ccourt.go.kr/cckhome/comn/event/eventSearchTotalInfo.do?changeEventNo=2011헌바

390&viewType=3&searchType=1 

]]> 

</dtmPpLink> 

<office 고용노동부</office> 

<regDate>20130905</regDate> 

   </item> 

  </items> 

  <numOfRows>10</numOfRows> 

  <pageNo>1</pageNo> 

  <totalCount>1</totalCount> 

 </body> 

</respo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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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오퍼레이션 명칭] 미개정 법령현황 헌법불합치 결정 정보 조회 

오퍼레이

션 정보 

오퍼레이션 번호 1 오퍼레이션명(국문) 
미개정 법령현황 헌법불합치 결

정 정보 조회 

오퍼레이션 유형 조회 오퍼레이션명(영문) getCnstitDscrdRefreeeIncdntInfo 

오퍼레이션 설명 미개정 법령현황 헌법불합치 결정 정보를 조회하는 기능 제공 

Call Back URL N/A 

최대 메시지 사이

즈 
[   bytes] 

평균 응답 시간 [   ms] 초당 최대 트랜잭션 [   tps] 

 

① 요청 메시지 명세 

항목명(영문) 항목명(국문) 항목크기 항목구분 샘플데이터 항목설명 

section 구분 10 0 office 

law: 법령 

eventno: 사건번호 

office: 소관부처 

searchValue 검색어 100 0 법무부  

※ 항목구분 : 필수(1), 옵션(0), 1건 이상 복수건(1..n), 0건 또는 복수건(0..n) 

 

② 응답 메시지 명세 

항목명(영문) 항목명(국문) 
항목

크기 

항목

구분 
샘플데이터 항목설명 

lawNm 법령 100 1 통신비밀보호법  

article 조항 

1000 1 

제6조 제7항 단서 중 전기통신에 관한 

‘통신제한조치기간의 연장’에 관한 부분

(2001. 12. 29. 법률 제6546호로 개정된 

것) 

 

eventNo 사건번호 15 1 2009헌가30  

decsnDate 결정일자 8 0 2010.12.28  

decsnOutlineLink 결정요지(링

크) 
500 

0 http://www.ccourt.go.kr/cckhome/comn 

/event/eventSearchTotalInfo.do? 

changeEventNo=2009헌가

30&viewType=3&searchType=1 

 

office 소관부처 100 0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  

progress 입법기한 15 0 경과  

passDate 연월일 15 0 201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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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Date 등록일 10 0 20110923  

※ 항목구분 : 필수(1), 옵션(0), 1건 이상 복수건(1..n), 0건 또는 복수건(0..n) 

③ 요청 / 응답 메시지 예제 

REST(URI) 

http://openapi.ccourt.go.kr/openapi/services/IncidentStatsSvc/getCnstitDscrdRefreeeIncdntInfo?ServiceK

ey=서비스키&section=office&searchValue=법무부 

응답 메시지 

<response> 

 <header> 

  <resultCode>00</resultCode> 

  <resultMsg>OK</resultMsg> 

 </header> 

 <body> 

  <items> 

   <item> 

    <lawNm>통신비밀보호법</lawNm> 

    <article> 

     제6조 제7항 단서 중 전기통신에 관한 ‘통신제한조치기간의 연장’에 관한 부분(2001. 12. 29. 

법률 제6546호로 

     개정된 것) 

    </article> 

    <eventNo>2009헌가30</eventNo> 

    <decsnDate>2010.12.28</decsnDate> 

    <decsnOutlineLink> 

<![CDATA[ 

http://www.ccourt.go.kr/cckhome/comn/event/eventSearchTotalInfo.do?changeEventNo=2009헌가

30&viewType=3&searchType=1 

]]> 

    </decsnOutlineLink> 

    <office>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office> 

    <progress>경과</progress> 

    <passDate>20111231</passDate> 

<regDate>20110923</regDate>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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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lawNm>형사소송법</lawNm> 

    <article>제482조 제2항(2004. 10. 16. 법률 제7225호로 개정된 것)</article> 

    <eventNo>2008헌가13,2009헌가5(병합)</eventNo> 

    <decsnDate>2009.12.29</decsnDate> 

    <decsnOutlineLink> 

<![CDATA[ 

http://www.ccourt.go.kr/cckhome/comn/event/eventSearchTotalInfo.do?changeEventNo=2008헌가

13&viewType=3&searchType=1 

]]> 

    </decsnOutlineLink> 

    <office>법무부</office> 

    <progress /> 

    <passDate /> 

<regDate>20110930</regDate> 

   </item> 

   <item> 

    <lawNm>형사소송법</lawNm> 

    <article>제482조 제1항(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된 것)</article> 

    <eventNo>2008헌가13,2009헌가5(병합)</eventNo> 

    <decsnDate>2009.12.29</decsnDate> 

    <decsnOutlineLink> 

<![CDATA[ 

http://www.ccourt.go.kr/cckhome/comn/event/eventSearchTotalInfo.do?changeEventNo=2008헌가

13&viewType=3&searchType=1 

]]> 

    </decsnOutlineLink> 

    <office>법무부</office> 

    <progress /> 

    <passDate /> 

<regDate>20110930</regDate> 

   </item> 

   <item> 

    <lawNm>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lawNm> 

    <article>제58조 제4항(2008. 10. 29. 대통령령 제21095호로 개정된 것)</article> 

    <eventNo>2011헌마122</eventNo> 

    <decsnDate>2013.08.29</decsn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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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csnOutlineLink> 

<![CDATA[ 

http://www.ccourt.go.kr/cckhome/comn/event/eventSearchTotalInfo.do?changeEventNo=2011헌마

122&viewType=3&searchType=1 

]]> 

    </decsnOutlineLink> 

    <office>법무부</office> 

    <progress /> 

    <passDate>20140731</passDate> 

<regDate>20130905</regDate> 

   </item> 

  </items> 

  <numOfRows>10</numOfRows> 

  <pageNo>1</pageNo> 

  <totalCount>4</totalCount> 

 </body> 

</response> 

 

 

 

3.4. 법령정보 서비스 

가. 서비스 개요 

서비스 정보 

서비스 ID SC-OA-18-04 

서비스명(국문) 법령정보 서비스 

서비스명(영문) OrdinanceInfoSvc 

서비스 설명 법령정보를 조회한다. 

서비스 보안 

서비스 인증/권한 
[] 서비스 Key[ ] 인증서 (GPKI) 

[] Basic (ID/PW) [ ] 없음 [ ]WS-Security 

메시지 레벨 암호화 [ ] 전자서명 [ ] 암호화 [] 없음 

전송 레벨 암호화 [ ] SSL   [ ] 없음 

적용 기술 

수준 
인터페이스 표준 

[ ] SOAP 1.2 

(RPC-Encoded, Document Literal, Document Literal Wrapped) 

[ ] REST (GET, POST, PUT, DELETE) 

[ ] RSS 1.0 [ ] RSS 2.0 [ ] Atom 1.0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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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 데이터 표준 [ ] XML[ ] JSON[ ]MIME[ ] MTOM 

서비스 URL 
개발환경 http://개발서버/  

운영환경 http://운영서버/  

서비스 

WADL 

개발환경 http://개발서버/  

운영환경 http://운영서버/ 

서비스 배포 

정보 

서비스 버전  

유효일자  배포 일자  

서비스 이력  

메시지 교환 유형 
[ ] Request-Response [ ] Publish-Subscribe 

[ ] Fire-and-Forgot  [ ] Notification 

메시지 로깅 수준 성공 [ ] Header [ ] Body 실패 [ ] Header[ ] Body 

사용 제약 사항 (비고)  

 

나. 오퍼레이션 목록 

 

(1) [오퍼레이션 명칭] 법령목록 정보 조회 

오퍼레이션 

정보 

오퍼레이션 번호 1 오퍼레이션명(국문) 법령목록 정보 조회 

오퍼레이션 유형 조회 오퍼레이션명(영문) getLawordInfo 

오퍼레이션 설명 법령 정보를 조회하는 기능 제공 

Call Back URL N/A 

최대 메시지 사이즈 [   bytes] 

평균 응답 시간 [   ms] 초당 최대 트랜잭션 [   tps] 

 

① 요청 메시지 명세 

항목명(영문) 항목명(국문) 항목크기 항목구분 
샘플데이

터 
항목설명 

gubun 

법령종류 

2 1 15 

최근개정법령-규칙내규(15) 

법령-헌법(21) 

법령-헌법재판소법(22) 

일

련

번

호 

서비스명(국

문) 
오퍼레이션명(영문) 오퍼레이션명(국문) 

1 
법령정보 

getLawordInfo 법령목록 정보 조회 

2 getLawordDetailInfo 법령상세 정보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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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헌법재판소내규(23) 

법령-헌법재판소규칙(24) 

gubunSub 
심판사무규칙

여부 
20 0 Y Y or N(null) 

title 법령명 100 0   

regDate 등록일 10 0 20110708 yyyyMMdd 

※ 항목구분 : 필수(1), 옵션(0), 1건 이상 복수건(1..n), 0건 또는 복수건(0..n) 

 

② 응답 메시지 명세 

항목명(영문) 항목명(국문) 항목크기 항목구분 샘플데이터 항목설명 

boardId 법령일련번호 9 1 121  

lawType 법령종류 
30 1 

최근개정법령 규칙

·내규 

 

title 법령명 

400 1 

[규칙]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일부개

정규칙 

 

revDate 제개정일 50 0 2011.07.08.  

regDate 등록일 10 0 20110708  

※ 항목구분 : 필수(1), 옵션(0), 1건 이상 복수건(1..n), 0건 또는 복수건(0..n) 

③ 요청 / 응답 메시지 예제 

REST(URI) 

http://openapi.ccourt.go.kr/openapi/services/OrdinanceInfoSvc/getLawordInfo?ServiceKey=서비스키

&gubun=15&title=헌법 

응답 메시지 

<response> 

 <header> 

  <resultCode>00</resultCode> 

  <resultMsg>OK</resultMsg> 

 </header> 

 <body> 

  <items> 

   <item> 

    <boardId>242</boardId> 

    <lawType>최근개정법령 규칙·내규</law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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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내규]헌법재판소 사건의 배당에 관한 내규 일부개정내규</title> 

    <revDate>2013.10.17</revDate> 

<regDate>20131025</regDate> 

   </item> 

   <item> 

    <boardId>239</boardId> 

    <lawType>최근개정법령 규칙·내규</lawType> 

    <title>[규칙]헌법연구관 등의 근무성적평정규칙 일부개정규칙</title> 

    <revDate>2013.09.25</revDate> 

<regDate>20130926</regDate> 

   </item> 

   <item> 

    <boardId>228</boardId> 

    <lawType>최근개정법령 규칙·내규</lawType> 

    <title>[규칙]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title> 

    <revDate>2013.06.18</revDate> 

<regDate>20130625</regDate> 

   </item> 

  </items> 

  <numOfRows>10</numOfRows> 

  <pageNo>1</pageNo> 

  <totalCount>109</totalCount> 

 </body> 

</response> 

 

(2) [오퍼레이션 명칭] 법령상세 정보 조회 

오퍼레이션 

정보 

오퍼레이션 번호 2 오퍼레이션명(국문) 법령상세 정보 조회 

오퍼레이션 유형 조회 오퍼레이션명(영문) getLawordDetailInfo 

오퍼레이션 설명 법령상세 정보를 조회하는 기능 제공 

Call Back URL N/A 

최대 메시지 사이즈 [   bytes] 

평균 응답 시간 [   ms] 초당 최대 트랜잭션 [   tps] 

 

① 요청 메시지 명세 

항목명(영문) 항목명(국문) 항목크기 항목구분 샘플데이터 항목설명 

gubun 법령종류 2 1 15 최근개정법령-규칙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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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15) 

법령-헌법(21) 

법령-헌법재판소법

(22) 

법령-헌법재판소내규

(23) 

법령-헌법재판소규칙

(24) 

boardId 법령일련번호 9 1 239  

※ 항목구분 : 필수(1), 옵션(0), 1건 이상 복수건(1..n), 0건 또는 복수건(0..n) 

 

② 응답 메시지 명세 

항목명(영문) 항목명(국문) 
항목

크기 

항목

구분 
샘플데이터 

항목설

명 

lawType 법령종류 30 1 최근개정법령 규칙·내규  

title 법령명 
400 1 

[규칙]헌법연구관 등의 근무성적평정규칙 

일부개정규칙 

 

fileNm 파일명 
100 0 

헌법연구관_등의_근무성적평정규칙_일부개

정규칙.hwp 

 

fileLink 파일링크주소 

500 

0 http://www.ccourt.go.kr/cckhome/cmmn 

/cmsDownAttachFile.do?searchFileId=5279 

&tnsFileName=20130926095126649.hwp 

 

content 내용 CLOB 0   

regDate 등록일 10 0 20130926  

※ 항목구분 : 필수(1), 옵션(0), 1건 이상 복수건(1..n), 0건 또는 복수건(0..n) 

③ 요청 / 응답 메시지 예제 

REST(URI) 

http://openapi.ccourt.go.kr/openapi/services/OrdinanceInfoSvc/getLawordDetailInfo?ServiceKey=서비스

키&gubun=15&boardId=239 

응답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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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e> 

 <header> 

  <resultCode>00</resultCode> 

  <resultMsg>OK</resultMsg> 

 </header> 

 <body> 

  <items> 

   <item> 

    <lawType>최근개정법령 규칙·내규</lawType> 

    <title>[규칙]헌법연구관 등의 근무성적평정규칙 일부개정규칙</title> 

    <fileNm>헌법연구관_등의_근무성적평정규칙_일부개정규칙.hwp</fileNm> 

    <fileLink> 

<![CDATA[ 

http://www.ccourt.go.kr/cckhome/cmmn/cmsDownAttachFile.do?searchFileId=5279&tnsFileName=2013

0926095126649.hwp 

]]> 

</fileLink> 

<regDate>20130926</regDate> 

    <content> 

<![CDATA[ 

헌법재판소규칙 제311호 헌법연구관 등의 근무성적평정규칙 일부개정규칙 헌법연구관 등의…….. 

 ]]> 

    </content> 

   </item> 

  </items> 

  <numOfRows>10</numOfRows> 

  <pageNo>1</pageNo> 

  <totalCount>1</totalCount> 

 </body> 

</response> 

 

 

3.5. 판례정보 서비스 

가. 서비스 개요 

서비스 정보 서비스 ID SC-OA-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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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명(국문) 판례정보 서비스 

서비스명(영문) PrecedentInfoSvc 

서비스 설명 판례정보를 조회한다. 

서비스 보안 

서비스 인증/권한 
[] 서비스 Key[ ] 인증서 (GPKI) 

[] Basic (ID/PW) [ ] 없음 [ ]WS-Security 

메시지 레벨 암호화 [ ] 전자서명 [ ] 암호화 [] 없음 

전송 레벨 암호화 [ ] SSL   [ ] 없음 

적용 기술 

수준 

인터페이스 표준 

[ ] SOAP 1.2 

(RPC-Encoded, Document Literal, Document Literal Wrapped) 

[ ] REST (GET, POST, PUT, DELETE) 

[ ] RSS 1.0 [ ] RSS 2.0 [ ] Atom 1.0 [ ] 기타 

교환 데이터 표준 [ ] XML[ ] JSON[ ]MIME[ ] MTOM 

서비스 URL 
개발환경 http://개발서버/  

운영환경 http://운영서버/  

서비스 

WADL 

개발환경 http://개발서버/  

운영환경 http://운영서버/ 

서비스 배포 

정보 

서비스 버전  

유효일자  배포 일자  

서비스 이력  

메시지 교환 유형 
[ ] Request-Response [ ] Publish-Subscribe 

[ ] Fire-and-Forgot  [ ] Notification 

메시지 로깅 수준 성공 [ ] Header [ ] Body 실패 [ ] Header[ ] Body 

사용 제약 사항 (비고)  

 

나. 오퍼레이션 목록 

 

일

련

번

호 

서비스명(국

문) 
오퍼레이션명(영문) 오퍼레이션명(국문) 

1 

판례정보 

getOcprPrcdntInfo 공보판례 정보 조회 

2 getRealmMainPrcdntSearchInfo 분야별주요판례 목록 정보 조회 

3 getRealmMainPrcdntDetailInfo 분야별주요판례 상세 정보 조회  

4 getPblctLtrtrePdicalInfo 발간문헌 정보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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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퍼레이션 명칭] 공보판례 정보 조회 

오퍼레이션 

정보 

오퍼레이션 번호 1 오퍼레이션명(국문) 공보판례 정보 조회 

오퍼레이션 유형 조회 오퍼레이션명(영문) getOcprPrcdntInfo 

오퍼레이션 설명 공보판례 정보를 조회하는 기능 제공 

Call Back URL N/A 

최대 메시지 사이즈 [   bytes] 

평균 응답 시간 [   ms] 초당 최대 트랜잭션 [   tps] 

 

① 요청 메시지 명세 

항목명(영문) 항목명(국문) 항목크기 항목구분 샘플데이터 항목설명 

section 
검색구분(공보,

선고년월) 
10 0 1 1:공보, 2:선고년월 

searchValue 검색 100 0 제204호 제204호 or 201312 

chgDate 수정일 10 0  yyyyMMdd 

※ 항목구분 : 필수(1), 옵션(0), 1건 이상 복수건(1..n), 0건 또는 복수건(0..n) 

 

② 응답 메시지 명세 

항목명(영문) 항목명(국문) 

항

목

크

기 

항

목

구

분 

샘플데이터 
항목설

명 

title 공보(호수) 400 1 헌법재판소 공보 제204호  

exeCnt 수록판례 10 0 27  

adjudgeYm 선고년월 6 0 201309  

atchNm hwp파일명 
100 

0 
헌법재판소 공보 제204호.zip 

한글파

일 

atchFilePath hwp파일링크

주소 
255 

0 http://www.ccourt.go.kr/cckhome/ 

cmmn/downloadAttachFile.do? 

classCode=PUBLIC&classSeq=145&attachSeq=1 

&attachSaveName=1385950812192.zip 

 

atchNm2 pdf파일명 100 0 헌법재판소 공보 제204호.PDF pdf파일 

atchFilePath2 pdf파일링크

주소 
255 

0 http://www.ccourt.go.kr/cckhome/ 

cmmn/downloadAttachFile.do? 

classCode=PUBLIC&classSeq=145&attachSeq=2 

&attachSaveName=1383207925761.PDF 

 

regDate 등록일 10 0 201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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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gDate 수정일 10 0   

※ 항목구분 : 필수(1), 옵션(0), 1건 이상 복수건(1..n), 0건 또는 복수건(0..n) 

③ 요청 / 응답 메시지 예제 

REST(URI) 

http://openapi.ccourt.go.kr/openapi/services/PrecedentInfoSvc/getOcprPrcdntInfo?ServiceKey=서비스키 

&section=1&searchValue=제204호 

http://openapi.ccourt.go.kr/openapi/services/PrecedentInfoSvc/getOcprPrcdntInfo?ServiceKey=서비스키 

&section=2&searchValue=201309 

http://openapi.ccourt.go.kr/openapi/services/PrecedentInfoSvc/getOcprPrcdntInfo?ServiceKey=서비스키

&chgDate=20141001 

응답 메시지 

<response> 

 <header> 

  <resultCode>00</resultCode> 

  <resultMsg>OK</resultMsg> 

 </header> 

 <body> 

  <items> 

   <item> 

     <title>헌법재판소 공보 제204호</title> 

     <exeCnt>27</exeCnt> 

     <adjudgeYm>201309</adjudgeYm> 

     <atchNm>헌법재판소 공보 제204호.zip</atchNm> 

     <atchFilePath>   

<![CDATA[ 

http://www.ccourt.go.kr/cckhome/cmmn/downloadAttachFile.do?classCode=PUBLIC&classSeq=

145&attachSeq=1&attachSaveName=1385950812192.zip       

       ]]>   

     </atchFilePath> 

     <atchNm2>헌법재판소 공보 제204호.PDF</atchNm2> 

     <atchFilePath2>   

      <![CDATA[  

 http://www.ccourt.go.kr/cckhome/cmmn/downloadAttachFile.do?classCode=PUBLIC&classSeq=145&at

tachSeq=2&attachSaveName=1383207925761.PDF       

      ]]>   

     </atchFilePath2> 

     <regDate>20131031</reg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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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gDate></chgDate> 

</item>    

   <item> 

    <title>헌법재판소 공보 제195호</title> 

    <exeCnt>34</exeCnt> 

    <adjudgeYm>201212</adjudgeYm> 

    <atchNm>헌법재판소공보 제195호.zip</atchNm> 

    <atchFilePath> 

<![CDATA[ 

 http://www.ccourt.go.kr/cckhome/cmmn/downloadAttachFile.do?classCode=PUBLIC&classSeq=136&at

tachSeq=1&attachSaveName=1360739912035.zip       

 ]]> 

</atchFilePath> 

    <atchNm2>헌법재판소공보 제195호.pdf</atchNm2> 

    <atchFilePath2> 

<![CDATA[ 

 http://www.ccourt.go.kr/cckhome/cmmn/downloadAttachFile.do?classCode=PUBLIC&classSeq=136&at

tachSeq=2&attachSaveName=1360739912062.pdf       

 ]]> 

</atchFilePath2> 

<regDate>20130204</regDate> 

      <chgDate></chgDate> 

   </item> 

  </items> 

  <numOfRows>10</numOfRows> 

  <pageNo>1</pageNo> 

  <totalCount>145</totalCount> 

 </body> 

</response> 

 

(2) [오퍼레이션 명칭] 분야별주요판례 목록 정보 조회 

오퍼레이

션 정보 

오퍼레이션 번호 2 오퍼레이션명(국문) 
분야별주요판례 목록 정보 조

회 

오퍼레이션 유형 조회 오퍼레이션명(영문) getRealmMainPrcdntSearchInfo 

오퍼레이션 설명 분야별주요판례 목록 정보를 조회하는 기능 제공 

Call Back URL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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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메시지 사이즈 [   bytes] 

평균 응답 시간 [   ms] 초당 최대 트랜잭션 [   tps] 

 

① 요청 메시지 명세 

항목명(영문) 항목명(국문) 항목크기 항목구분 샘플데이터 항목설명 

searchCode 

분류 

5 0 1 

1: 정치·선거관계에관한결정 

3: 언론등정신적자유에관한결

정 

4: 경제·재산권·조세관계에관한

결정 

5: 가족·노동등사회관계에관한

결정 

6: 절차적기본권및형사관계에

관한결정 

7: 헌법위원회및대법원헌법판

례 

gubun 
검색구분(제

목,결정문) 
100 0   

searchValue 검색어 100 0   

chgDate 수정일 10 0  yyyyMMdd 

※ 항목구분 : 필수(1), 옵션(0), 1건 이상 복수건(1..n), 0건 또는 복수건(0..n) 

 

② 응답 메시지 명세 

항목명(영문) 항목명(국문) 항목크기 항목구분 샘플데이터 항목설명 

seq 일련번호 10 1 399  

title 제목 
100 1 

공직선거법 제232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eventNo 관련일련번호 10 0 2012헌바47  

classNm 클래스명 
100 0 

정치 · 선거관계에 관

한 결정 

 

regDate 등록일 10 0 20130417  

chgDate 수정일 10 0 20131205  

※ 항목구분 : 필수(1), 옵션(0), 1건 이상 복수건(1..n), 0건 또는 복수건(0..n) 

③ 요청 / 응답 메시지 예제 

REST(U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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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openapi.ccourt.go.kr/openapi/services/PrecedentInfoSvc/getRealmMainPrcdntSearchInfo?ServiceK

ey=서비스키&searchCode=1 

응답 메시지 

<response> 

 <header> 

  <resultCode>00</resultCode> 

  <resultMsg>OK</resultMsg> 

 </header> 

 <body> 

  <items> 

   <item> 

     <seq>399</seq> 

     <title>공직선거법 제232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title> 

     <eventNo>2012헌바47</eventNo> 

     <classNm>정치 · 선거관계에 관한 결정</classNm> 

     <regDate>20130417</regDate> 

     <chgDate>20131205</chgDate> 

    </item>    

    <item> 

     <seq>395</seq> 

     <title>법원조직법 부칙 제1조 등 위헌확인</title> 

     <eventNo>2011헌마786, 2012헌마188(병합)</eventNo> 

     <classNm>정치 · 선거관계에 관한 결정</classNm> 

     <regDate>20130417</regDate> 

     <chgDate>20131205</chgDate> 

    </item>    

<item> 

<seq>348</seq> 

   <title>단체와 관련된 자금의 정치자금 기부 금지 사건</title> 

   <eventNo>2008헌바89</eventNo> 

<classNm>정치 · 선거관계에 관한 결정</classNm> 

   <regDate>20120424</regDate> 

<chgDate>20130702</chgDate>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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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s> 

  <numOfRows>10</numOfRows> 

  <pageNo>1</pageNo> 

  <totalCount>82</totalCount> 

 </body> 

</response> 

 

(3) [오퍼레이션 명칭] 분야별주요판례 상세 정보 조회 

오퍼레이

션 정보 

오퍼레이션 번호 3 오퍼레이션명(국문) 
분야별주요판례 상세 정보 조

회 

오퍼레이션 유형 조회 오퍼레이션명(영문) getRealmMainPrcdntDetailInfo 

오퍼레이션 설명 분야별주요판례상세 정보를 조회하는 기능 제공 

Call Back URL N/A 

최대 메시지 사이즈 [   bytes] 

평균 응답 시간 [   ms] 초당 최대 트랜잭션 [   tps] 

 

① 요청 메시지 명세 

항목명(영문) 항목명(국문) 항목크기 항목구분 샘플데이터 항목설명 

seq 일련번호 10 1 365  

※ 항목구분 : 필수(1), 옵션(0), 1건 이상 복수건(1..n), 0건 또는 복수건(0..n) 

 

② 응답 메시지 명세 

항목명(영문) 항목명(국문) 
항목

크기 

항목구

분 
샘플데이터 

항목설

명 

nick 별칭 
2000 1 

접근매체 양도 금지 및 그 위반행위자 

처벌에 관한 사건 

 

code 분류코드 10 1 4  

eventNo 사건번호 15 1 2010헌바115  

eventNm 사건명 
100 1 

접근매체 양도 금지 및 그 위반행위자 

처벌에 관한 사건 

 

adjudgeDt 선고일자 8 0 20110728  

exeBook 판례집 30 0 23-2  

atchNm 결정문파일명 100 0 2010헌바115.hwp  

atchFilePath 결정문파일링크 
255 

0 http://www.ccourt.go.kr/cckhome/ 

cmmn/downloadAttachFile.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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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Code=EXECLSS&classSeq=365 

&attachSeq=1 

&attachSaveName=1335316996027.hwp 

content 결정문내용 CLOB 0   

regDate 등록일 10 0 20120425  

chgDate 수정일 10 0 20120502  

※ 항목구분 : 필수(1), 옵션(0), 1건 이상 복수건(1..n), 0건 또는 복수건(0..n) 

③ 요청 / 응답 메시지 예제 

REST(URI) 

http://openapi.ccourt.go.kr/openapi/services/PrecedentInfoSvc/getRealmMainPrcdntDetailInfo?ServiceKe

y=서비스키&seq=365 

응답 메시지 

<response> 

 <header> 

  <resultCode>00</resultCode> 

  <resultMsg>OK</resultMsg> 

 </header> 

 <body> 

  <items> 

   <item> 

    <nick>접근매체 양도 금지 및 그 위반행위자 처벌에 관한 사건</nick> 

    <code>4</code> 

    <eventNo>2010헌바115</eventNo> 

    <eventNm>접근매체 양도 금지 및 그 위반행위자 처벌에 관한 사건</eventNm> 

    <adjudgeDt>20110728</adjudgeDt> 

    <exeBook>23-2</exeBook> 

    <atchNm>2010헌바115.hwp</atchNm> 

    <atchFilePath> 

<![CDATA[ 

http://www.ccourt.go.kr/cckhome/cmmn/downloadAttachFile.do?classCode=EXECLSS&classSeq=3

65&attachSeq=1&attachSaveName=1335316996027.hwp 

]]> 

</atchFilePath> 

    <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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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접근매체 양도 금지 및 그 위반행위자 처벌에 관한 사건 헌재 2011. 7. 28. 2010헌바115 구 전자금융거

래법 제49조 제5항 제1호 등….. 

]]> 

    </content> 

<regDate>20120425</regDate> 

 <chgDate>20120502</chgDate> 

   </item> 

  </items> 

 </body> 

</response> 

 

(4) [오퍼레이션 명칭] 발간문헌 정보 조회 

오퍼레이션 

정보 

오퍼레이션 번호 4 오퍼레이션명(국문) 발간문헌 정보 조회 

오퍼레이션 유형 조회 오퍼레이션명(영문) getPblctLtrtrePdicalInfo 

오퍼레이션 설명 발간문헌 정보를 조회하는 기능 제공 

Call Back URL N/A 

최대 메시지 사이즈 [   bytes] 

평균 응답 시간 [   ms] 초당 최대 트랜잭션 [   tps] 

 

① 요청 메시지 명세 

항목명(영문) 항목명(국문) 항목크기 항목구분 샘플데이터 항목설명 

searchCode 
분류 

1 1 a 
a. 연속간행물 

b. 단행본 

      

※ 항목구분 : 필수(1), 옵션(0), 1건 이상 복수건(1..n), 0건 또는 복수건(0..n) 

 

② 응답 메시지 명세 

항목명(영문) 항목명(국문) 
항목크

기 
항목구분 샘플데이터 항목설명 

sign 서명 100 1 헌법재판소판례집  

pubFreq 간행빈도 100 0 반년간 연속간행물 

pubDate 권·연차사항 100 0 제1권(1989년)~ 연속간행물 

bookImg 책이미지링크주소 

255 

0 http://www.ccourt.go.kr/

cckhome/cmmn/downlo

adAttachFile.do?classC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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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ITE&classSeq=8&att

achSeq=2&attachSaveN

ame=20140228204421_x

jbkmmibvivmdec.gif 

pubYear 발행연도 4 0  단행본 

page 쪽수 100 0  단행본 

content 내용 

2000 

0 판례의 체계적인 축적을 

위해 매월 선고사건 중 

주요사건의 결정문을

&lt;br /&gt; 상·하반기로 

나누어 수록 

 

pageLink 페이지링크 255 0   

regDate 등록일 10 0 20090913  

orgLink 원문링크 255 0  단행본 

bookList 연속간행물원문리스트  0..n  연속간행물 

 fileNm 파일명 100 0 1권  

 fileLink 파일링크주소 255 

0 

http://www.ccourt.go.kr/

cckhome/cmmn/downlo

adAttachFile.do?classCod

e=LITE&classSeq=79&at

tachSeq=1&attachSaveN

ame=1282183542399.pd

f 

 

※ 항목구분 : 필수(1), 옵션(0), 1건 이상 복수건(1..n), 0건 또는 복수건(0..n) 

③ 요청 / 응답 메시지 예제 

REST(URI) 

http://openapi.ccourt.go.kr/openapi/services/PrecedentInfoSvc/getPblctLtrtrePdicalInfo?ServiceKey=서비

스키&searchCode=a 

응답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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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e> 

 <header> 

  <resultCode>00</resultCode> 

  <resultMsg>OK</resultMsg> 

 </header> 

 <body> 

  <items> 

   <item> 

    <sign>헌법재판소판례집</sign> 

    <pubFreq>반년간</pubFreq> 

    <pubDate>제1권(1989년)~</pubDate> 

    <bookImg> 

<![CDATA[ 

http://www.ccourt.go.kr/cckhome/cmmn/downloadAttachFile.do?classCode=LITE&classSeq=8&att

achSeq=2&attachSaveName=20140228204421_xjbkmmibvivmdec.gif       

]]> 

</bookImg> 

    <content> 

     <![CDATA[ 

     판례의 체계적인 축적을 위해 매월 선고사건 중 주요사건의 결정문을&lt;br /&gt; 상·하반기로 

나누어 수록 

     ]]> 

    </content> 

    <pageLink></pageLink> 

<regDate>20090913</regDate> 

   </item> 

   <bookList> 

     <fileNm>1권</fileNm> 

     <fileLink>        

  <![CDATA[  

 http://www.ccourt.go.kr/cckhome/cmmn/downloadAttachFile.do?classCode=LITE&classSeq=79&attach

Seq=1&attachSaveName=1282183542399.pdf       

  ]]>        

     </fileLink> 

</bookList> 

<bookList> 

     <fileNm>2권</file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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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leLink>        

  <![CDATA[  

 http://www.ccourt.go.kr/cckhome/cmmn/downloadAttachFile.do?classCode=LITE&classSeq=80&attach

Seq=1&attachSaveName=1282183556439.pdf       

  ]]>        

     </fileLink> 

</bookList>   

   <item> 

    <sign>헌법재판소결정해설집</sign> 

    <pubFreq>연간</pubFreq> 

    <pubDate>2002년~</pubDate> 

    <bookImg> 

<![CDATA[ 

http://www.ccourt.go.kr/cckhome/cmmn/downloadAttachFile.do?classCode=LITE&classSeq=12&attachS

eq=2&attachSaveName=20140228204659_yjwpvywlqnalngj.gif 

]]> 

</bookImg> 

    <content> 

    <![CDATA[ 선고된 결정에 대한 전·현직 헌법연구관들의 해설 ]]> 

    </content> 

    <pageLink /> 

<regDate>20090913</regDate> 

   </item> 

<bookList> 

     <fileNm>1집(2002)</fileNm> 

     <fileLink>   

  <![CDATA[  

 http://www.ccourt.go.kr/cckhome/cmmn/downloadAttachFile.do?classCode=LITE&classSeq=61&attach

Seq=1&attachSaveName=kj01.pdf       

  ]]>   

     </fileLink> 

</bookList> 

  </items> 

  <numOfRows>10</numOfRows> 

  <pageNo>1</pageNo> 

  <totalCount>7</totalCount> 

 </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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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e> 

 

 

 

3.6. 판례검색 서비스 

가. 서비스 개요 

서비스 정보 

서비스 ID SC-OA-18-06 

서비스명(국문) 판례검색 서비스 

서비스명(영문) PrecedentSearchSvc 

서비스 설명 판례정보를 조회한다. 

서비스 보안 

서비스 인증/권한 
[] 서비스 Key[ ] 인증서 (GPKI) 

[] Basic (ID/PW) [ ] 없음 [ ]WS-Security 

메시지 레벨 암호화 [ ] 전자서명 [ ] 암호화 [] 없음 

전송 레벨 암호화 [ ] SSL   [ ] 없음 

적용 기술 

수준 

인터페이스 표준 

[ ] SOAP 1.2 

(RPC-Encoded, Document Literal, Document Literal Wrapped) 

[ ] REST (GET, POST, PUT, DELETE) 

[ ] RSS 1.0 [ ] RSS 2.0 [ ] Atom 1.0 [ ] 기타 

교환 데이터 표준 [ ] XML[ ] JSON[ ]MIME[ ] MTOM 

서비스 URL 
개발환경 http://개발서버/  

운영환경 http://운영서버/  

서비스 

WADL 

개발환경 http://개발서버/  

운영환경 http://운영서버/ 

서비스 배포 

정보 

서비스 버전  

유효일자  배포 일자  

서비스 이력  

메시지 교환 유형 
[ ] Request-Response [ ] Publish-Subscribe 

[ ] Fire-and-Forgot  [ ] Not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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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시지 로깅 수준 성공 [ ] Header [ ] Body 실패 [ ] Header[ ] Body 

사용 제약 사항 (비고)  

 

나. 오퍼레이션 목록 

 

(1) [오퍼레이션 명칭] 판례검색 목록 정보 조회 

오퍼레이션 

정보 

오퍼레이션 번호 1 오퍼레이션명(국문) 
판례검색 목록 정보 조

회 

오퍼레이션 유형 조회 오퍼레이션명(영문) getPrcdntSearchInfo 

오퍼레이션 설명 판례검색 목록 정보를 조회하는 기능 제공 

Call Back URL N/A 

최대 메시지 사이즈 [   bytes] 

평균 응답 시간 [   ms] 초당 최대 트랜잭션 [   tps] 

 

① 요청 메시지 명세 

항목명(영문) 항목명(국문) 항목크기 항목구분 샘플데이터 항목설명 

searchValue 검색어 CLOB 0 위헌  

panreType 

판례유형 

2 0 02 

01 : 결정문 

02 : 공보판례 

03 : 판례 

04 : 영문판례 

eventNo 
사건번호 

400 0 2010헌마1 
절대적으로 일치해

야함 

일

련

번

호 

서비스명(국

문) 
오퍼레이션명(영문) 오퍼레이션명(국문) 

1 

판례정보 

getPrcdntSearchInfo 판례검색 목록 정보 조회 

2 getPrcdntDetailInfo 판례검색 상세 정보 조회 

3 getPblctLtrtreSearchInfo 발간문헌 검색 목록 정보 조회 

4 getPblctLtrtreDetailInfo 발간문헌 검색 상세 정보 조회 

5 getOcprOutlineSearchInfo 
판례요지집 검색 목록 정보 조

회 

6 getOcprOutlineDetailInfo 
판례요지집 검색 상세 정보 조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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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ntNm 사건명 400 0   

adjObtTxt 심판대상조문 100 0 2 해당 단어로 검색 

eventType 

사건유형 

100 0  

선택 [헌가,헌나,헌

다,헌라,헌마,헌바,헌

사,헌아] 

jgdmtCort 
재판부 

100 0 전원재판부 
선택 [전원재판부, 

지정재판부] 

rstResult 

종국결과 

20 0 위헌 

선택 [위헌, 헌법불

합치, 한정위헌, 한정

합헌, 인용, 합헌, 기

각, 각하, 기타] 

decisionGst 결정요지 CLOB 0 위헌 해당 단어로 검색 

pansiMatt 판시사항 CLOB 0 합헌 해당 단어로 검색 

type 

기간검색타입 

4 0 rsta 

inq: 접수일자 

rsta: 종국일자 

reg: api등록일 

chg: api수정일 

fromDate 검색시작일자 8 0 20120101  

toDate 검색종료일자 8 0 20140101  

※ 항목구분 : 필수(1), 옵션(0), 1건 이상 복수건(1..n), 0건 또는 복수건(0..n) 

 

② 응답 메시지 명세 

항목명(영문) 항목명(국문) 항목크기 항목구분 샘플데이터 항목설명 

eventNum 판례번호 10 1 33604  

eventNo 사건번호 400 1 2011헌마724  

eventNm 사건명 400 1 독립유공자  

engEventNo 영문사건번호 20 0 2009Hun-Ma  

engEventName 영문사건명 400 0 Prohibition  

panreType 판례유형 02 1 02  

volumInfo 권 10 0 205  

seriesInfo 집 10 0   

pages 쪽 40 0 1498~1501  

jgdmtCort 재판부 100 0 전원재판부  

rstaRsta 종국결과 20 0 헌법불합치  

rstaDate 종국일자 8 0 20131024  

apiRegDate api등록일 8 0 201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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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iChgDate api수정일 8 0 20130301  

※ 항목구분 : 필수(1), 옵션(0), 1건 이상 복수건(1..n), 0건 또는 복수건(0..n) 

③ 요청 / 응답 메시지 예제 

REST(URI) 

http://openapi.ccourt.go.kr/openapi/services/PrecedentSearchSvc/getPrcdntSearchInfo?ServiceKey=서비

스키&panreType=02 

응답 메시지 

<response> 

 <header> 

  <resultCode>00</resultCode> 

  <resultMsg>OK</resultMsg> 

 </header> 

 <body> 

  <items>    

    <item> 

     <eventNum>39665</eventNum> 

     <eventNo>2014헌마7</eventNo> 

     <eventNm>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등 위헌확인  </eventNm> 

     <engEventNo></engEventNo> 

     <engEventName></engEventName> 

     <panreType>02</panreType> 

     <volumeInfo>209</volumeInfo> 

     <seriesInfo>0</seriesInfo> 

     <pages>490~496</pages> 

     <jgdmtCort>전원재판부</jgdmtCort> 

     <rstaRsta>기각</rstaRsta> 

     <rstaDate>20140227</rstaDate> 

     <apiRegDate>20140428</apiRegDate> 

     <apiChgDate></apiChgDate> 

    </item>    

    <item> 

     <eventNum>38085</eventNum> 

     <eventNo>2013헌바178</eventNo> 

     <eventNm>가사소송법 제28조 위헌소원  </event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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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gEventNo></engEventNo> 

     <engEventName></engEventName> 

     <panreType>02</panreType> 

     <volumeInfo>209</volumeInfo> 

     <seriesInfo>0</seriesInfo> 

     <pages>481~486</pages> 

     <jgdmtCort>전원재판부</jgdmtCort> 

     <rstaRsta>합헌</rstaRsta> 

     <rstaDate>20140227</rstaDate> 

     <apiRegDate>20140428</apiRegDate> 

     <apiChgDate></apiChgDate> 

    </item>    

    <item> 

     <eventNum>31295</eventNum> 

     <eventNo>2010헌바483</eventNo> 

     <eventNm>광업법  제44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eventNm> 

     <engEventNo></engEventNo> 

     <engEventName></engEventName> 

     <panreType>02</panreType> 

     <volumeInfo>209</volumeInfo> 

     <seriesInfo>0</seriesInfo> 

     <pages>447~452</pages> 

     <jgdmtCort>전원재판부</jgdmtCort> 

     <rstaRsta>합헌</rstaRsta> 

     <rstaDate>20140227</rstaDate> 

     <apiRegDate>20140428</apiRegDate> 

     <apiChgDate></apiChgDate> 

    </item>    

  </items> 

   <numOfRows>10</numOfRows> 

   <pageNo>1</pageNo> 

   <totalCount>[971]</totalCount> 

 </body> 

</respo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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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오퍼레이션 명칭] 판례검색 상세 정보 조회 

오퍼레이션 

정보 

오퍼레이션 번호 2 오퍼레이션명(국문) 
판례검색 상세 정보 조

회 

오퍼레이션 유형 조회 오퍼레이션명(영문) getPrcdntDetailInfo 

오퍼레이션 설명 판례검색 상세 정보를 조회하는 기능 제공 

Call Back URL N/A 

최대 메시지 사이즈 [   bytes] 

평균 응답 시간 [   ms] 초당 최대 트랜잭션 [   tps] 

 

① 요청 메시지 명세 

항목명(영문) 항목명(국문) 항목크기 항목구분 샘플데이터 항목설명 

eventNum 사건일련번호 10 1 9018  

panreType 판례유형 2 1 02  

※ 항목구분 : 필수(1), 옵션(0), 1건 이상 복수건(1..n), 0건 또는 복수건(0..n) 

 

② 응답 메시지 명세 

항목명(영문) 항목명(국문) 항목크기 
항목구

분 
샘플데이터 항목설명 

panreTitle 판례제목 300 1 민사소송법 공보/판례집 

panreInfo 판례정보 300 1 (2012.2.23 

pansiMatt 판시사항 CLOB 0 확정판결의 

decisionGst 결정요지 
CLOB 

0 헌법재판소

는 

adjobtTxt 심판대상조문 CLOB 0 민사소송법 

refrnPrvsn 참조조문 
CLOB 

0 헌법 제27

조 

refrnPrcdnt 참조판례 
CLOB 0 

헌재 

2010.11 

event 사건/당사자 2000 0   

eventCol1 제청법원/청구인

/신청인 
2000 

0 
 

공보/판례집 

eventCol2 제청신청인/피청

구인 
2000 

0 
 

eventCol3 당해사건/보조참

가인/보안사건/

재심대상결정 

200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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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ntCol4 선고일/결정일 2000 0  

orderr 주문 CLOB 0  결정문/공보/판례집 

reason 이유 CLOB 0  

jgdmtNm 재판장 2000 0  

enclsr 별지 CLOB 0  

xmlContent xml내용 CLOB 0  결정문/영문판례 

eventNum 판례번호 10 1 9018  

panreType 판례유형 02 1 02  

eventNo 사건번호 
400 1 

2002헌마

478 

 

eventNm 사건명 

400 1 

접견불허처

분 등 위헌

확인 

 

engEventNo 영문사건번호 20 0  
영문판례 

engEventName 영문사건명 400 0  

volumInfo 권 22 0 205 

공보/판례집/영문판례 seriesInfo 집 22 0 0 

pages 쪽 40 0 1498~1501 

eventCtgry 카테고리 100 0   

jgdmtCort 재판부 100 0   

rstaRsta 종국결과 20 0 위헌,기각  

rstaDate 종국일자 8 0 20041216  

eventType 사건유형 100 0 헌마 공보/판례집/영문판례 

wrtInfo 수록정보 100 0  공보/판례집/영문판례 

apiRegDate 등록일 8 1 20120408  

apiChgDate 수정일 8 0   

※ 항목구분 : 필수(1), 옵션(0), 1건 이상 복수건(1..n), 0건 또는 복수건(0..n) 

③ 요청 / 응답 메시지 예제 

REST(URI) 

http://openapi.ccourt.go.kr/openapi/services/PrecedentSearchSvc/getPrcdntDetailInfo?ServiceKey=서비

스키&eventNum=9018&panreType=02 

응답 메시지 



 

- 93 - 

OpenAPI 활용가이드 

<response> 

 <header> 

  <resultCode>00</resultCode> 

  <resultMsg>OK</resultMsg> 

 </header> 

 <body> 

  <items>    

    <item> 

     <panreTitle>접견불허처분등위헌확인</panreTitle> 

     <panreInfo>(2004.12.16.2002헌마478전원재판부)</panreInfo> 

     <pansiMatt>가. 수형자에 대한 기본권 제한의 한계...</pansiMatt> 

     <decisionGst>가.수형자의 기본권 제한에 대한 구체적인 한계는 ...</decisionGst> 

     <adjObtTxt></adjObtTxt> 

     <refrnPrvsn>헌법 제10조, 제12조, 제27조 

행형법 제18조, 제18조의2 

</refrnPrvsn> 

     <refrnPrcdnt>가. 헌재 1999.  5. 27. 97헌마137등, 판례집 11-1. 653, 662 

헌재 2002.  7. 18. 2000헌마327, 판례집 14-2, 54, 63 

헌재 2003. 12. 18. 2001헌마163, 판례집 15-2하, 562, 562 

나. 헌재 1998.  8. 27. 96헌마398, 판례집 10-2, 416, 428 

라. 헌재 1998.  8. 27. 96헌마398, 판례집 10-2, 416, 430 

</refrnPrcdnt> 

     <event>청 구 인 김○형 

대리인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이상희 외 3인 

피청구인 안양교도소장 

</event> 

     <eventCol1>청구인| 김○형</eventCol1> 

     <eventCol2>피청구인| 안양교도소장</eventCol2> 

     <eventCol3></eventCol3> 

     <eventCol4></eventCol4> 

     <orderr>1.행형법시행령(2000. 3. 28. 대통령령 제16759호로 개정된 것)...</orderr> 

     <reason>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reason> 

     <jgdmtNm>재판장,윤영철,김영일,권성,김효종,김경일,주심,송인준,주선회,전효숙,이상경

</jgdmtNm> 

     <enclsr></enclsr> 

     <xmlContent></xml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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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entNum>9018</eventNum> 

     <panreType>02</panreType> 

     <eventNo>2002헌마478</eventNo> 

     <eventNm>접견불허처분 등 위헌확인  </eventNm> 

     <engEventNo></engEventNo> 

     <engEventName></engEventName> 

     <volumeInfo>100</volumeInfo> 

     <seriesInfo>0</seriesInfo> 

     <pages>93~102</pages> 

     <eventCtgry></eventCtgry> 

     <jgdmtCort>전원재판부</jgdmtCort> 

     <rstaRsta>위헌,기각</rstaRsta> 

     <rstaDate>20041216</rstaDate> 

     <eventType>헌마</eventType> 

     <wrtInfo></wrtInfo> 

     <apiRegDate>20140428</apiRegDate> 

     <apiChgDate></apiChgDate>  

    </item>    

  </items> 

 </body> 

</response> 

 

(3) [오퍼레이션 명칭] 발간문헌 검색 목록 정보 조회 

오퍼레이션 

정보 

오퍼레이션 번호 3 오퍼레이션명(국문) 
발간문헌 검색 목록 조

회 

오퍼레이션 유형 조회 오퍼레이션명(영문) getPblctLtrtreSearchInfo 

오퍼레이션 설명 발간문헌 검색 목록 정보를 조회하는 기능 제공 

Call Back URL N/A 

최대 메시지 사이즈 [   bytes] 

평균 응답 시간 [   ms] 초당 최대 트랜잭션 [   tps] 

 

① 요청 메시지 명세 

항목명(영문) 항목명(국문) 항목크기 항목구분 샘플데이터 항목설명 

searchValue 검색어 100 0   

eventNo 사건번호 15 0   

title 제목/서명 10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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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Reporter 저자 100 0   

publisher 발간문헌 100 0  출판사 

bookSection 발간자료 100 0  문헌종류 

fromDate 검색시작일자 8 0 20110102  

toDate 검색종료일자 8 0 20110201  

※ 항목구분 : 필수(1), 옵션(0), 1건 이상 복수건(1..n), 0건 또는 복수건(0..n) 

 

② 응답 메시지 명세 

항목명(영문) 항목명(국문) 항목크기 항목구분 샘플데이터 항목설명 

bookInfoSeq 문헌일련번호 10 1 11243  

title 제목 
400 

0 제3장 심판사

무 

 

bookSection 문헌종류 50 0 실무제요  

volumnInfo 권 22 0 2003  

seriesInfo 집 22 0   

pageInfo 쪽 10 0   

publisher 출판사 100 0 헌법재판소  

bookReporter 저자 50 0 헌법재판소  

pressDate 출판일자 8 0 20030610  

apiRegDate api등록일 8 0 20131209  

apiChgDate api수정일 8 0 20131210  

※ 항목구분 : 필수(1), 옵션(0), 1건 이상 복수건(1..n), 0건 또는 복수건(0..n) 

③ 요청 / 응답 메시지 예제 

REST(URI) 

http://openapi.ccourt.go.kr/openapi/services/PrecedentSearchSvc/getPblctLtrtreSearchInfo?ServiceKey=

서비스키 

응답 메시지 

<response> 

 <header> 

  <resultCode>00</resultCode> 

  <resultMsg>OK</resultMsg> 

 </header> 

 <body> 

  <i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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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bookInfoSeq>11280</bookInfoSeq> 

     <title>선거권 및 피선거권의 보장과 발전</title> 

     <bookSection>헌법논총</bookSection> 

     <volumeInfo></volumeInfo> 

     <seriesInfo>19</seriesInfo> 

     <pageInfo>685-740</pageInfo> 

     <publisher>헌법재판소</publisher> 

     <bookReporter>정태호</bookReporter> 

     <pressDate>2008</pressDate> 

     <apiRegDate>20140428</apiRegDate> 

     <apiChgDate></apiChgDate> 

    </item>    

    <item> 

     <bookInfoSeq>11243</bookInfoSeq> 

     <title>제3장 심판사무</title> 

     <bookSection>실무제요</bookSection> 

     <volumeInfo>2003</volumeInfo> 

     <seriesInfo></seriesInfo> 

     <pageInfo></pageInfo> 

     <publisher>헌법재판소</publisher> 

     <bookReporter>헌법재판소</bookReporter> 

     <pressDate>2003</pressDate> 

     <apiRegDate>20140428</apiRegDate> 

     <apiChgDate></apiChgDate> 

    </item>    

    <item> 

     <bookInfoSeq>11181</bookInfoSeq> 

     <title>독일헌법소송법</title> 

     <bookSection>특수헌법재판연구용역</bookSection> 

     <volumeInfo>2010</volumeInfo> 

     <seriesInfo></seriesInfo> 

     <pageInfo></pageInfo> 

     <publisher>헌법재판소</publisher> 

     <bookReporter>Hillgruber,Goos</bookReporter> 

     <pressDate>2010</pressDate> 

     <apiRegDate>20140428</apiReg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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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iChgDate></apiChgDate> 

    </item>    

  </items> 

   <numOfRows>10</numOfRows> 

   <pageNo>1</pageNo> 

   <totalCount>660</totalCount> 

 </body> 

</response> 

 

(4) [오퍼레이션 명칭] 발간문헌 검색 상세 정보 조회 

오퍼레이션 

정보 

오퍼레이션 번호 4 오퍼레이션명(국문) 
발간문헌 검색 상세 조

회 

오퍼레이션 유형 조회 오퍼레이션명(영문) getPblctLtrtreDetailInfo 

오퍼레이션 설명 발간문헌 검색 상세 정보를 조회하는 기능 제공 

Call Back URL N/A 

최대 메시지 사이즈 [   bytes] 

평균 응답 시간 [   ms] 초당 최대 트랜잭션 [   tps] 

 

① 요청 메시지 명세 

항목명(영문) 항목명(국문) 항목크기 항목구분 샘플데이터 항목설명 

bookInfoSeq 문헌일련번호 10 1 11243  

※ 항목구분 : 필수(1), 옵션(0), 1건 이상 복수건(1..n), 0건 또는 복수건(0..n) 

 

② 응답 메시지 명세 

항목명(영문) 항목명(국문) 항목크기 항목구분 샘플데이터 항목설명 

bookInfoSeq 문헌일련번호 10 1 11243  

bookReporter 저자 50 1 헌법재판소  

title 제목 400 1 제3장 심판사무  

bookSection 문헌종류 50 1 실무제요  

volumnInfo 권 22 0 2003  

seriesInfo 시리즈 22 1   

publisher 출판사 100 1 헌법재판소  

pressDate 출판일자 8 1 2003  

startPage 시작페이지 5 1   

xmlContent xml내용 CLOB 1 <?xml version  

apiRegDate 등록일 8 1 201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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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iChgDate 수정일 8 0   

※ 항목구분 : 필수(1), 옵션(0), 1건 이상 복수건(1..n), 0건 또는 복수건(0..n) 

③ 요청 / 응답 메시지 예제 

REST(URI) 

http://openapi.ccourt.go.kr/openapi/services/PrecedentSearchSvc/getPblctLtrtreDetailInfo?ServiceKey=

서비스키&bookInfoSeq=11243 

응답 메시지 

<response> 

 <header> 

  <resultCode>00</resultCode> 

  <resultMsg>OK</resultMsg> 

 </header> 

 <body> 

  <items>    

    <item> 

     <bookInfoSeq>11243</bookInfoSeq> 

     <bookReporter>헌법재판소</bookReporter> 

     <title>제3장 심판사무</title> 

     <bookSection>실무제요</bookSection> 

     <volumeInfo>2003</volumeInfo> 

     <seriesInfo></seriesInfo> 

     <publisher>헌법재판소</publisher> 

     <pressDate>2003</pressDate> 

     <startPage></startPage> 

     <xmlContent><?xml version="1.0" encoding="UTF-8"?> <?xml-stylesheet type="text/xsl" 

href="xArticleEx.xsl"?> <article> <docinfo width="594" height="840"> </docinfo> <front id="id1"> 

<titlegrp> <title> </title> </titlegrp> <authgrp/> </front> <body> <page cpnum="1" dpnum="1" 

colnum="1" ep="1"> <p id="id2" halign="3" gubun=""> <char style="0" size="16.0" color="#000000" 

marginL="0" marginR="0">제3장&#160; 심판사무</char> </p> <p id="id3" halign="1" gubun=""> 

<char style="0" size="12.0" color="#000000" marginL="0" marginR="0">제1절&#160; 문&#160; 서

</char> </p>… 

</xmlContent> 

     <apiRegDate>20140428</apiRegDate> 

     <apiChgDate></apiChg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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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s> 

 </body> 

</response> 

 

(5) [오퍼레이션 명칭] 판례요지집 검색 목록 조회 

오퍼레이션 

정보 

오퍼레이션 번호 5 오퍼레이션명(국문) 
판례요지집 검색 목록 조

회 

오퍼레이션 유형 조회 오퍼레이션명(영문) getOcprOutlineSearchInfo 

오퍼레이션 설명 판례요지집 검색 목록 정보를 조회하는 기능 제공 

Call Back URL N/A 

최대 메시지 사이즈 [   bytes] 

평균 응답 시간 [   ms] 초당 최대 트랜잭션 [   tps] 

 

① 요청 메시지 명세 

항목명(영문) 항목명(국문) 항목크기 항목구분 샘플데이터 항목설명 

searchValue 검색어 100 0   

eventNo 사건번호 15 0   

title 제목 100 0   

regDate 등록일 8 0  yyyyMMdd 

※ 항목구분 : 필수(1), 옵션(0), 1건 이상 복수건(1..n), 0건 또는 복수건(0..n) 

 

② 응답 메시지 명세 

항목명(영문) 항목명(국문) 항목크기 항목구분 샘플데이터 항목설명 

prcdntNo 판례번호 15 1 17065  

title 제목 
100 

0 #185 ‘정당한 보상’의 

의미 

 

cntntpth 판례경로 

500 

0 헌법편1>제2장국민의

권리와의무>제23조(재

산권)>제3항(공용침해

와정당한보상) 

 

regDate 등록일 8 0 20131210  

chgDate 수정일 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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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구분 : 필수(1), 옵션(0), 1건 이상 복수건(1..n), 0건 또는 복수건(0..n) 

③ 요청 / 응답 메시지 예제 

REST(URI) 

http://openapi.ccourt.go.kr/openapi/services/PrecedentSearchSvc/getOcprOutlineSearchInfo?ServiceKey

=서비스키 

응답 메시지 

<response> 

 <header> 

  <resultCode>00</resultCode> 

  <resultMsg>OK</resultMsg> 

 </header> 

 <body> 

  <items>    

    <item> 

     <prcdntNo>17065</prcdntNo> 

     <title>#185 ‘정당한 보상’의 의미</title> 

     <cntntpth>헌법편1&gt;제2장국민의권리와의무&gt;제23조(재산권)&gt;제3항(공용침해와정당한

보상)</cntntpth> 

     <regDate>20131210</regDate> 

     <chgDate></chgDate> 

    </item>    

    <item> 

     <prcdntNo>17064</prcdntNo> 

     <title>#185 ‘정당한 보상’의 의미</title> 

     <cntntpth>헌법편1&gt;제2장국민의권리와의무&gt;제23조(재산권)&gt;제3항(공용침해와정당한

보상)</cntntpth> 

     <regDate>20131210</regDate> 

     <chgDate></chgDate> 

    </item> 

    <item> 

     <prcdntNo>17056</prcdntNo> 

     <title>#77-96  13세 미만 아동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구강, 항문 등 신체 내부에 성기

를 넣는 행위를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2항 제1호</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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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ntntpth>헌법편1&gt;제2장국민의권리와의무&gt;제37조(기타자유와권리의존중,자유와권리의

제한과한계)&gt;제2항(비례의원칙과본질적내용의침해금지)&gt;【비례의원칙또는과잉금지의원칙】&gt;[법

정형과비례의원칙]</cntntpth> 

     <regDate>20131205</regDate> 

     <chgDate></chgDate> 

    </item>    

  </items> 

   <numOfRows>10</numOfRows> 

   <pageNo>1</pageNo> 

   <totalCount>6936</totalCount> 

 </body> 

</response> 

 

(6) [오퍼레이션 명칭] 판례요지집 검색 상세 정보 조회 

오퍼레이션 

정보 

오퍼레이션 번호 6 오퍼레이션명(국문) 
판례요지집 검색 상세 

정보 조회 

오퍼레이션 유형 조회 오퍼레이션명(영문) getOcprOutlineDetailInfo 

오퍼레이션 설명 판례요지집 검색 상세 정보를 조회하는 기능 제공 

Call Back URL N/A 

최대 메시지 사이즈 [   bytes] 

평균 응답 시간 [   ms] 초당 최대 트랜잭션 [   tps] 

 

① 요청 메시지 명세 

항목명(영문) 항목명(국문) 항목크기 항목구분 샘플데이터 항목설명 

prcdntNo 판례번호 15 1 14927  

※ 항목구분 : 필수(1), 옵션(0), 1건 이상 복수건(1..n), 0건 또는 복수건(0..n) 

 

② 응답 메시지 명세 

항목명(영문) 항목명(국문) 항목크기 항목구분 샘플데이터 항목설명 

prcdntNo 판례번호 15 1 14927  

title 제목 
100 

0 #157-32 기본권 침해 

가능성 

 

content 내용 

CLOB 

0 "군법무관수당을 월봉

급액의 40퍼센트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제

한한 ‘공무원수당 등

 



 

- 102 - 

OpenAPI 활용가이드 

에 관한 규정’ 제14조

의3 및 군법무관의 직

급보조비에 관하여 따

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 

cntntpth 판례경로 

500 0 

헌법재판소법편>제4

장특별심판절차>제5

절헌법소원심판>제68

조(청구사유)>제1항(헌

법소원심판청구의요

건)>【기본권 침해 가

능성】 

 

regDate 등록일 8 0 20131126  

chgDate 수정일 8 0   

※ 항목구분 : 필수(1), 옵션(0), 1건 이상 복수건(1..n), 0건 또는 복수건(0..n) 

③ 요청 / 응답 메시지 예제 

REST(URI) 

http://openapi.ccourt.go.kr/openapi/services/PrecedentSearchSvc/getOcprOutlineDetailInfo?ServiceKey=

서비스키&prcdntNo=14927 

응답 메시지 

<response> 

 <header> 

  <resultCode>00</resultCode> 

  <resultMsg>OK</resultMsg> 

 </header> 

 <body> 

  <items>    

    <item> 

     <prcdntNo>14927</prcdntNo> 

     <title>#157-32 기본권 침해 가능성 </title> 

     <content>&#034;군법무관수당을 월봉급액의 40퍼센트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제한한 ‘공무

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3 및 군법무관의 직급보조비에 관하여 따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계급

별 군인의 직급보조비만 지급하도록 한 수당규정 제18조의6 및 수당규정 제14조의3의 위임에 따라 구

체적인 지급대상 및 지급액을 정한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제4조는 군법무관의 봉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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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보수를 법관 및 검사의 예에 준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대통령령을 제정하지 아니하는 입법부

작위가 위헌임을 확인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군법무관임용법 제6조에서 명하고 있는 행정입법의 

부작위상태가 위헌임을 확인함에 따라 그 위헌 상태를 해소하기 위하여 도입한 군법무관수당제도를 

규정한 것으로서, 군법무관임용법 제6조에 의하여 이미 상당한 수준의 보수에 대한 청구권을 가지는 

것으로 보아야 할 청구인들로서는 위 조항들이 규정하고 있는 군법무관수당에 의하여도 군법무관의 

보수가 군법무관임용법 제6조가 예정하고 있는 법관 등의 예에 준하는 상당한 수준에 이르지 못할 경

우에는 여전히 재산권을 침해받는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들에 대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다.&#034; 헌재 2008. 5. 29. 2006헌마170, 판례집 20-1하, 232, 245-246 </content> 

     <cntntpth>헌법재판소법편&gt;제4장특별심판절차&gt;제5절헌법소원심판&gt;제68조(청구사

유)&gt;제1항(헌법소원심판청구의요건)&gt;【기본권 침해 가능성】</cntntpth> 

     <regDate>20131126</regDate> 

     <chgDate></chgDate> 

    </item>    

  </items> 

 </body> 

</respon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