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9

〈논문〉

大學의 自治(自律)와 國立大學 總長選擧
*

― 憲裁 2005헌마1047事件을 중심으로 ―

1)2)成 樂 寅
**

Ⅰ. 序 說

21세기 한국사회에서의 폐를 해소하고자 하는 노력은 교육부문에도 외가 

될 수 없다. 이에 그간 교육제도의 병폐를 시정하고 새로운 세기를 맞이하여 

변하는 시  흐름에 부응하는 교육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우리 앞에 다가온 

실문제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하지만 그간 교육개 은 사회 반에 깔려 있는 

폐를 해소하고자 하는 차원에서의 거시 인 개 에 치 한 나머지 안문제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게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21세기 통일한국

의 과업을 주도 으로 이끌어 나갈 국가 인 인재를 양성하여야 할 학에서의 

교육의 질과 제도의 개 은 가장 시 한 문제라고 아니할 수 없다.

오늘날 한국의 학사회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학이 명실상부한 학문

의 당으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데 있다. 그간 권 주의시 를 마감

하는 과정에서 학은 국가사회의 민주화를 한 상징  존재로 부각되어 왔다. 

그러나 이제 국가사회의 민주화가 속히 진행되는 과정에서 여 히 민주화라는 

아젠다에 얽매여 미래를 향한 설계에 학이 능동 으로 작동되고 있지 못한 측

면 한 부인할 수 없다. 아직도 법 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한총련 문제도 따지

고 보면 시 의 변화에 학의 주된 구성원인 학생들이 능동 으로 처하지 

못하고 구시 인 개 의 방법과 행동을 채택함으로써 야기된 측면을 부인할 

수 없다. 학의  다른 주체인 학교경 을 맡고 있는 측과 교수사회도 이제 새

 * 이 논문은 서울대학교 법학발전재단 출연 법학연구소기금의 2007학년도 학술연구비의 

지원을 받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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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운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때가 되었다. 그간 한국사회의 격한 변화에도 불구

하고 기득권 확보식의 안이한 발상에 안주하여 왔던 학사회도 이제 새로운 세

기에 불어 닥친 개 의 불길을 외면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학사회의 개 은 그러나 청이나 기업에서의 개 과 같은 형식으로 

달성될 수는 없다. 학이라는 최고의 지성의 당이자 학문의 당에서 시류에 

편승한 갖가지 행태가 만연할 경우 그것은 자칫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교육의 

자주성⋅ 문성⋅정치  립성  학의 자율성(제31조 제4항)을 훼손할 소지

가 있다. 한 헌법 제22조 제1항에서 보장하고 있는 학문의 본원  당인 

학의 자치  학문의 자유가 제 로 한국사회에 정립되고 있는지를 심각하게 자

문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민주화과정에서 교수재임용, 학총장선임, 국공립 학의 법인화, 사립

학의 이사회 구성  학입시제도 등이 표 인 안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이 

가운데 교수재임용문제는 그간 헌법재 소와 법원의 향 인 례를 통하여 

그 문제 이 상당부분 해소되는 방향으로 입법  보완이 이루어졌다.1) 물론 아

직까지 이 문제가 완결 으로 해결된 단계는 아니다. 국⋅공립 학의 법인화와 

사립 학의 이사회구성 등에 한 문제는 헌법  틀 아래서 법 인 논쟁이 지속

되고 있는 사항이기도 하다. 학입시제도의 개 에 한 논의도 여 히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소  3불정책2)에 하여는 정부와 학 사이에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국립 학의 총장선임문제와 련하여서는 그간 민주화 이후에 국립 학뿐만 

아니라 사립 학까지도 총장직선제 인 경향을 보여  바 있다. 그러나 총장직선

제에 하여 많은 비 이 제기됨에 따라 새로운 총장선출방식이 다각도로 논의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2005년에 개정된 교육공무원법에서는 국립 학 총장

선거와 련된 일련의 규정을 새로이 채택한 바 있다. 특히 총장직선제를 실시할 

경우에는 선거 리 원회의 탁 리라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바, 이에 

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하에서는 먼  학의 자치의 본질을 살펴보고 이

어서 총장선거와 련된 행법의 문제 을 헌법  시각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1) 성낙인, 헌법학 제7판, 법문사, 2007, 417-418, 604면; 성낙인, 헌법연습, 법문사, 2000, 

510-524면 참조.

 

2) 3불정책이란 정부가 제시한 대학입시에 있어 고교등급제, 본고사, 기여입학제를 금지

하는 정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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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憲法上 保障되고 있는 大學의 自由(自治)

1. 學問의 自由의 大限保障

우리 헌법 제22조에서는 학문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지만, 사실 학문의 자유가 

인류역사에서 보장되기 시작한 것은 그간 많은 고난과 투쟁을 통하여 이룩되었

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학문의 자유는 모든 국민이 리는 것이기는 하나 

기본 인 주체는 말할 것도 없이 학에서 연구하고 강의하는 학교수여야 함

은 그 어느 구도 부정하지 못할 명제이기도 하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학문의 

자유의 가장 좁은 의미는 바로 교수의 연구의 자유와 교수(講學)의 자유를 지칭

하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연구와 교수(敎授)가 자유로운 분 기에서 제 로 한

국사회에서 실천되고 있는지 나아가서 이러한 연구의 자유와 교수의 자유를 제

도 으로 보장할 수 있는 법과 제도가 제 로 정비되어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2. 大學의 自由와 大學의 自治

헌법 제31조 제4항에서는 학의 자율이라는 명문의 조항을 두고 있고 그것은 

학의 자치를 의미한다는 데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헌법재 소도 이는 학문

의 자유의 보장수단으로서 학에 부여된 헌법상 특권으로 시하고 있다.

“헌법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한 학문의 자유 등의 보호는 개인의 인권으로서의 

학문의 자유 뿐만 아니라 특히 학에서 학문연구의 자유⋅연구활동의 자유⋅

교수의 자유 등도 보장하는 취지이다. 이와 같은 학에서의 학문의 자유에 

한 보장을 담보하기 하여는 학의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헌법 제31조 

제4항도 “교육의 자주성⋅ 문성⋅정치  립성  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규정하여 교육의 자주성⋅ 학의 자율성을 보

장하고 있는데, 이는 학에 한 공권력 등 외부세력의 간섭을 배제하고 학

구성원 자신이 학을 자주 으로 운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인으로 하여

 연구와 교육을 자유롭게 하여 진리탐구와 지도  인격의 도야(陶冶)라는 

학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한 것이며, 교육의 자주성이나 

학의 자율성은 헌법 제22조 제1항이 보장하고 있는 학문의 자유의 확실한 

보장수단으로 꼭 필요한 것으로서 이는 학에게 부여된 헌법상의 기본권이다. 

여기서 학의 자율은 학시설의 리⋅운 만이 아니라 반 인 것이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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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므로 연구와 교육의 내용, 그 방법과 상, 교과과정의 편성, 학생의 선발과 

형  특히 교원의 임면에 한 사항도 자율의 범 에 속한다(헌재 1992. 10. 

1. 92헌마68등, 례집 4, 659, 670 참조).”3)

“헌법 제31조 제4항은 “교육의 자주성⋅ 문성⋅정치  립성  학의 자율

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라고 규정하여 교육의 자주성⋅

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는데 이는 학에 한 공권력 등 외부세력의 간섭

을 배제하고 학구성원 자신이 학을 자주 으로 운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인으로 하여  연구와 교육을 자유롭게 하여 진리탐구와 지도  인격의 도

야(陶冶)라는 학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한 것이며, 교육

의 자주성이나 학의 자율성은 헌법 제22조 제1항이 보장하고 있는 학문의 

자유의 확실한 보장수단으로 꼭 필요한 것으로서 이는 학에게 부여된 헌법상

의 기본권이다. 따라서 국립 학인 서울 학교는 다른 국가기  내지 행정기

과는 달리 공권력의 행사자의 지 와 함께 기본권의 주체라는 도 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여기서 학의 자율은 학시설의 리⋅운 만이 아니라 학

사 리 등 반 인 것이라야 하므로 연구와 교육의 내용, 그 방법과 그 상, 

교과과정의 편성, 학생의 선발, 학생의 형도 자율의 범 에 속해야 하고 따라

서 입학시험제도도 자주 으로 마련될 수 있어야 한다.”4)

학의 자치의 핵심  내용은 교수인사의 자치, 연구교육의 내용  방법의 자

치, 학생자치, 시설 리의 자치, 산 리의 자치 등이다. 이  학자치의 핵심

은 역시 교수의 자치, 즉 교수의 신분에 한 인사의 자치와 연구와 교육의 자치

라 아니할 수 없다.5) 흔히 학의 3주체를 교수⋅학생⋅직원으로 보고 있다. 이 

 이들의 계를 단순한 수의 등 계로 이해하여 동일시하는 잘못된 사고도 

있을 수 있으나 학의 핵심 인 주체는 아무래도 교수일 수밖에 없다. 독일과 

랑스에서도 1960년  학이 심각한 몸살을 앓아 왔고 마침내 1968년 학원소

 

3) 헌재 1998.7.16. 96헌바33⋅66⋅68, 97헌바2⋅34⋅80, 98헌바39(병합)), 사립학교법 제

53조의2 제2항 위헌소원 등,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 위헌소원 등, 사립학교법 제

53조의2 제3항 위헌소원,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 위헌소원(합헌,각하), 례집 

제10권 2집, 116-158면.

 

4) 헌재 1992.10.1. 92헌마68⋅76(병합), 1994학년도 신입생선발입시안에 대한 헌법소원

(기각), 례집 제4권, 659-707면.

 

5) 이시우, “대학의 자치와 대학구성원의 참여권”, 공법연구 제25집 제3호, 한국공법학회, 

1997, 198-2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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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사태에까지 이른바 있다. 그 이후 정부에서는 학에 한 기본 인 틀을 법과 

제도로 정비하는 작업을 수행하기에 이르 다. 이와 련하여 학생들의 목소리가 

상 으로 강조되기도 하 지만 여 히 학의 3주체간의 계는 원칙 으로 

교수  연구자에게 우월성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정립되어 왔다. 즉 총장선거를 

비롯한 일련의 학에서의 최고의사결정과정에서 어도 과반수이상의 비율을 

학의 교수  연구자들에게 할애되도록 법제화되어 있음은 이를 반증하는 것

이기도 하다.

3. 敎授의 自治와 敎授 의 自治

학의 자치의 주체로서의 교수는 그들 각자가 독자 으로 학문공동체의 주체

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하는 부분과 집단으로서의 교수들의 자치공동체인 교수회

의 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하는 부분으로 나 어 살펴 볼 수 있다.

사실 학의 자치의 한 내용으로서의 교수의 자치  자유는 교수의 연구와 

강의의 자유  자치를 의미한다. 그런데 이를 보장하기 하여서는 교수의 연구

와 강의가 학문의 자유라는 분 기 속에서 형성될 수 있는 기  여건이 마련

되어야 한다. 즉 교수의 신분의 안정이 우선 으로 요구된다. 하지만 종래 헌법

재 소조차도 교수재임용제도를 단순한 사법상 계약으로 치부하는 결정6)을 내림

에 따라 이의 근본 인 재정립이 요구되었다. 이에 따라 헌법재 소와 법원은 

교수재임용제도가 갖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마침내 실질 으로 례를 변경하여 

비록 교수재임용제도 자체는 합헌 인 제도라 할지라도 교수재임용제도는 단순

히 사법상 계약의 법리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재임용과정에서 엄격한 법

차의 수를 요구하기에 이르 다.7) 이와 같은 새로운 례의 흐름에 부응하여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에서 교수재임용 련 규정의 폭 인 개정이 단행

 

6) 헌재 1993.5.13. 91헌마190, 교수재임용추천거부 등에 대한 헌법소원(기각), 례집 제5

권 1집, 312-338면.

 

7) 헌재 1998.7.16. 96헌바33⋅66⋅68, 97헌바2⋅34⋅80, 98헌바39(병합), 사립학교법 제

53조의2 제2항 위헌소원 등,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 위헌소원 등, 사립학교법 제

53조의2 제3항 위헌소원,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 위헌소원(합헌,각하), 례집 

제10권 2집, 116-115면; 헌재 2003.2.27. 2000헌바26,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 

위헌소원(헌법불합치), 례집 15권 1집 176-195면; 헌재 2003.12.18. 2002헌바14.32(병

합),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9조 제1항 등 위헌소원(구 사립학교법 제53조

의2 제3항)(헌법불합치), 례집 15권 2집 466-486면; 대판(전원합의체) 2004.4.22. 

2000두7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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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그것은 교수재임용제도의 합리화를 통하여 학의 자유를 구 하고자 함

에 있다. 즉 교원재임용과 련하여 학칙에 정하는 사유에 기 한 학인사 원

회의 심의를 거치고, 재임용거부시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고, 당사자는 

교원소청심사 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38)과 사

립학교법 제53조의29)에서 명시하고 있다.

 

8) 第11條의3(契約制 任用등) 

①大學의 敎員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勤務期間⋅給與⋅勤務條件, 業績 및 

成果約定등 契約條件을 정하여 任用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교원의 임용권자는 당해 교원의 임용기간이 만료되

는 때에는 임용기간 만료일 4월전까지 임용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과 재임용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당해 교원에게 통지(문서에 의한 통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

다)하여야 한다.<신설 2005.1.27>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교원이 재임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임용 심의를 임용권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신설 2005. 

1.27>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임용 심의를 신청받은 임용권자는 대학인사위원회의 재임용 

심의를 거쳐 당해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임용기간 만료일 2

월전까지 당해 교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교원을 재임용하지 아니하기

로 결정한 때에는 재임용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와 재임용 거부사유를 명시하여 통지

하여야 한다.<신설 2005.1.27>

⑤대학인사위원회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심의함

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이 정하는 사

유에 근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과정에서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교원에

게 지정된 기일에 대학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에 의한 의견제

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신설 2005.1.27> 

1. 학생교육에 관한 사항

2. 학문연구에 관한 사항

3.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

⑥재임용이 거부된 교원이 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처

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신설 2005.1.27>[본조신설 1999.1.29]

 

9) 第53條의2(學校의 長이 아닌 敎員의 任免) 

①各級學校의 敎員은 당해 學校法人 또는 私立學校經營者가 任免하되, 다음 各號의 1

에 의하여야 한다.<개정 1990.4.7>

1. 學校法人 및 法人인 私立學校經營者가 設置⋅經營하는 私立學校의 敎員의 任免은 

당해 學校의 長의 提請으로 理事會의 議決을 거쳐야 한다.

2. 私人인 私立學校經營者가 設置⋅經營하는 私立學校의 敎員의 任免은 당해 學校의 

長의 提請에 의하여 행하여야 한다.

②大學敎育機關의 敎員의 任免權은 당해 學校法人의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교

의 장에게 委任할 수 있다.<개정 1990.4.7, 2005.12.29>

③大學敎育機關의 敎員은 定款이 정하는 바에 따라 勤務期間⋅給與⋅勤務條件, 業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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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한편 교수들은 학문공동체 내에서 공동체의 주체로서 능동 으로 공동체

인 논제와 아젠다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바로 이와 같은 이유로 민주화 이

후에 교수회의 조직과 구성이 일반화되어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학문공동체의 

의사결정구조에도 교수회가 극 으로 개입하게 되었다.

“헌법재 소는 학의 자율성은 헌법 제22조 제1항이 보장하고 있는 학문의 자

유의 확실한 보장수단으로 꼭 필요한 것으로서 학에게 부여된 헌법상의 기본

권으로 보고 있다(1992. 10. 1. 92헌마68등, 례집 4, 659, 670). 그러나 학의 

자치의 주체를 기본 으로 학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교수나 교수회의 주체성

이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고, 가령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학의 장에 한 

계에서는 교수나 교수회가 주체가 될 수 있고, 한 국가에 의한 침해에 있

및 成果約定등 契約條件을 정하여 任用할 수 있다. 이 경우 勤務期間에 관하여는 國⋅

公立大學의 敎員에게 적용되는 관련規定을 準用한다.<개정 1999.8.31>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교원의 임면권자는 당해 교원의 임용기간이 만료되

는 때에는 임용기간 만료일 4월전까지 임용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과 재임용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당해 교원에게 통지(문서에 의한 통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

다)하여야 한다.<개정 2005.1.27>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교원이 재임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임용 심의를 임면권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신설 2005. 

1.27>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재임용 심의를 신청받은 임면권자는 제53조의3의 규정에 의한 

교원인사위원회의 재임용 심의를 거쳐 당해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임용기간 만료일 2월전까지 당해 교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교

원을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재임용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와 재임용 

거부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05.1.27>

⑦교원인사위원회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심의함

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이 정하는 사

유에 근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과정에서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교원에

게 지정된 기일에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에 의한 의견제

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신설 2005.1.27>

1. 학생교육에 관한 사항

2. 학문연구에 관한 사항

3.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

⑧재임용이 거부된 교원이 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7조의 규정에 의

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신설 2005.1.27>

⑨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에 의하도록 하며, 공개전형에 

있어서 담당할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요건과 공개전형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05.12.29>[전문개정 19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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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는 학 자체 외에도 학 구성원이 자율성을 갖는 경우도 있을 것이므

로 문제되는 경우에 따라서 학, 교수, 교수회 모두가 단독, 혹은 첩 으로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10)

하지만 교수회의 역할과 기능은 매우 제한 으로 인정되고 있을 뿐이며, 그것

마  교수회가 법  기구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갖는 데에는 일정한 한계를 갖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국립 학에는 평의원회를 두어서 학의회 역할을 기 하고 

있지만 실 으로 그러한 기 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11) 그것은 아마도 학

이 학문공동체이기 때문에 교수 개개인은 각기 강의와 연구에 념하다보니 이

와 같은 공동체 인 과제와 련하여서는 학행정당국이 극 으로 잘 해 주

기를 바라는 선의(bonne foi)에 기 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는 원천 으로 

교수회와 평의원회를 구성하는 교수 개개인은 학행정당국자들과는 달리 상근

직이 아니라 비상근직이라는 한계로부터 비롯되는 것이기도 하다. 결국 민주화된 

오늘날에도 교수회나 평의원회의 역할과 기능은 학의 요문제를 직  태클하

기보다는 학행정의 책임을 지는 총장선거에 주도 으로 여함으로써 학행

정과 련된 최소한의 역할을 다하는 방향으로 정립되어 왔다.

Ⅲ. 國立大學 總長選任制度의 現況

1. 民主化 以前의 大學總長任用制度

1987년 소  민주화 이  단계에서 국립 학의 총장은 통령이 임명하 고, 

사립 학의 총장은 재단이사회에서 임명하 다. 따라서 어도 한국에서 학 총

장 임명에 한 한 국립 학은 정부, 사립 학은 재단의 고유권한으로 인식되었

고  실 으로도 그 게 작동되었다.

즉 그간 국립 학총장임명제도의 변천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즉 1953년 4

월 18에 제정된 교육공무원법(법률 제285호) 제8조 제1항에서는 국립 학의 장은 

교수회의 추천을 받아 문교부장 의 제청으로 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었고, 

10) 헌재 2006.4.27. 2005헌마1047,1048,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4항 등 위헌확인(제6항, 

제7항, 제24조의2 및 제24조의3)(기각), 례집 18권 1집, 601-621면.
11) 신현직, “교수자치회 소고”, 교육법과 교육기본권, 청년사, 2003, 227-24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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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개정된 교육공무원법(1963. 12. 5. 법률 제1463호) 제25조에서는 ‘교수회의 

동의’ 없이 문교부장 의 제청으로 통령이 임명하도록 하여 1963년 12월 5일

부터 1991년 3월 8일까지는 정부에서 직  임용하 다. 

2. 民主化 以後의 變化된 大學總長選任制度

그런데 1987년 6월항쟁이라는 고비를 넘기면서 통령 직선제로 상징되는 새

로운 제6공화국헌법이 제정됨과 동시에 그간 우리 사회를 지배하여 온 권 주의

시 를 청산하고자 하는 일련의 운동이 개되었으며, 그 장은 정치계뿐만 아

니라 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역에서 일반화되어 가고 있다.

학총장선임문제도 외는 아니었다.12) 국립 학뿐 아니라 사립 학에서도 

1987년 이후 통령직선제의 바람은 학총장직선제로 불어 왔다. 통령직선제

가 지고지선의 명제가 아니듯이 학총장직선제 한 당  명제는 아니지만 

그간 총장선임문제와 련된 폐를 해소하겠다는 학인의 의지는 학총장직

선제의 바람을 불어 넣게 되었다. 사실 1987년 민주항쟁의 화두 던 통령직선

제는 직선제 그 자체가 바로 나라의 민주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도 

통령직선제를 통하여 1972년 유신헌법 이후 빼앗겼던 국민주권을 되찾는다는 

시 정신의 반 이라 할 수 있다. 돌이켜 보면 1952년 통령직선제는 집권여당

의 강압에 의한 개헌이었다면 이제 1987년 통령직선제는 집권여당의 반 에도 

불구하고 국민  열망이 반 된 개헌이었다는 에서 동일한 제도를 두고서 야

기될 수 있는 상반된 평가를 단 으로 보여주는 한국민주화 과정의 한 에피소드

로 볼 수 있다.

학총장직선제도 통령직선제와 유사한 선상에서 이해될 수 있다. 국립 학 

12) 그간 총장선거제도는 여러 가지 유형으로 다변화되어 왔다. 대체로 임명제(완전임명제, 

하향식절충제, 상향식절충제), 직선제(교황선출방식, 후보등록방식, 추천위원회구성방

식), 절충제(교수직원별도선출, 교수직원합동선출, 상향식 절충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

다. 그간 한국에서 대학총장선출과 관련된 연구와 논의도 상당히 진행되어 왔다. 대표

적인 연구로는 강원근, “한국의 대학총장선출규정에 관한 연구”, 교육행정연구 제15권 

제2호, 한국교육행정학회, 1997, 80-112면; 구병림 외(정우현, 이무근, 이현청, 강희돈), 

우리나라 학의 총장선출제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고등교육연구소, 1995, 144면; 박

재윤 외(서범석, 강병운, 이향철, 양창환), 국립 학의 총장선출제도 개선을 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정책연구과제 2005-지정-44, 2006, 167면; 표시열 외(김명수, 임도빈, 

한승희), “대학총장 선임방법에 관한 국제비교 연구”, 고등교육연구 제11권 제1호, 한

국고등교육학회, 2000, 25-5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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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의 통령에 의한 일방  임명, 사립 학 총장의 사립 학 재단에 의한 일방

 임명에 한 반작용으로 제기된 총장직선제는 한 동안 무나 당연한 명제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학사회마  선거열풍으로 인하여 교수들이 학문에 념

하기 보다는 소  캠퍼스 폴리틱에 휘둘려서는 학문공동체의 발 에 도움이 되

지 않는다는 비 여론 한 무시할 수 없는 수 에 이르고 있다. 이에 상당수 사

립 학들에서는 이미 총장직선제가 실질 으로 퇴색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한 국립 학에서의 총장직선제도 여러 가지 비  속에 새로운 변화의 모습을 추

구하고 있는 에 있다.

3. 總長直選制: 法的 制度 아닌 事實上(de facto) 具現

지난 20년간 실시되어 온 국립 학이나 사립 학에서의 총장직선제는 법 으

로 엄격히 담보되어 있는 사항이 아니라 사실상 학인들의 뜻을 담아 실시하고 

있는 사실  상에 불과하다.

그런데 헌법재 소의 시에 의하면 1987년 학 민주화, 자율화조치의 향

으로 그 이후 학에서는 학총장후보자를 교수의 직 선거에 의하여 선출하게 

되었고, 1991년 3월 8일에 교육공무원법(1991. 3. 8. 법률 제4347호) 제24조의 개

정과 1991년 8월 8일에 교육공무원임용령(1991. 8. 8. 통령령 제13448호) 제12

조의3 제4항 개정을 통해 총장은 당해 학의 추천을 받아 교육부장 의 제청으

로 통령이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총장후보자의 직선제선출의 법  근거가 마련

되었고, 부분의 국⋅공립 학에서 직선제에 의한 후보자선출방식을 채택하 다

라고 하여 직선제의 법  근거로서 당해 학의 추천을 들고 있다.13)

그러나 이 조항은 총장직선제의 법  근거라기보다는 당해 학의 추천을 받

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당해 학에서 후보자를 천거하는 과정에서 직선제를 채

택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를 총장직선제의 직 인 근거조항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만 이를 근거로 총장직선제가 사실상 시행되고 있다는 에서 

총장직선제의 법  근거로 보는 것 같으나 역으로 총장간선제를 시행하더라도 

어도 학의 추천을 받는 한 이 조항이 그 로 유효함에는 변함이 없다.

더구나 사립 학 총장직선제와 련하여서는 교육공무원법과 같은 간 인 

근거규정조차 없는 실정이다. 즉 사립학교법 제53조 제1항에서는 “각 학교의 장

13) 헌재 2006.4.27. 2005헌마1047,1048,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4항 등 위헌확인(제6항, 

제7항, 제24조의2 및 제24조의3)(기각), 례집 18권 1집, 601-6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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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당해 학교를 설치⋅경 하는 학교법인 는 사립학교경 자가 임면한다”라고 

규정할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립 학에서도 1987년 이후 총장직선제가 일

반 으로 시행되어 오다가 근래 상당히 변화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총장직선제가 엄격한 법  근거에 의하여 실시되기 보다는 사실상 

시행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통령직선제와 달리 가 총장직선의 주체가 

될 것이냐에 한 논의도 취약한 상태에서 우선 교수들만의 총장직선제가 기

에 일반화되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직원⋅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최근에는 부

분의 학에서 직원과 학생들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다.

문제는 이와 같이 총장직선제가 사실상 실시되고 있는데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헌법재 소와 법원이라는 최고사법기 이 총장직선제의 주체로서의 학교수에 

한 단을 으로 달리하고 있다는 은 흥미롭다. 즉 헌법재 소가 국립

학 총장선거와 련하여 교수들의 헌법상 기본권주체성을 인정14)하고 있는 반면

에, 법원은 사립 학 총장선거와 련하여 교수들의 기본권주체성을 부인하고 

있는 것 같다. 즉 법원은 “총장선임권은 사립학교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

하여 학교법인에게 부여되어 있는 것이고 달리 법률 는 당해 법인 정 의 규

정에 의하여 교수들에게 총장선임권 는 그 참여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이상, 

헌법상의 학문의 자유나 학의 자율성 내지 학의 자치만을 근거로 교수들이 

사립 학의 총장선임에 실질 으로 여할 수 있는 지 에 있다거나 학교법인의 

총장선임행 를 다툴 확인의 이익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15)고 시한 바 있다. 

이 사건 법원 결에 하여 제기된 사립학교법 제53조 제1항의 헌여부에 

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헌법재 소의 다수의견은 재 의 제성이 없다는 이유

로 각하16)함으로써 사실상 사립 학 교수의 총장선거에 한 기본권주체성을 부

인한 바 있다. 이에 하여 소수의견은 “교수의 학문의 자유와 학의 자치권  

사립 학교수의 평등권은 그 어느 것이나 요하며 사립학교법 제53조 제1항의 

헌여부에 한 헌법  해명은 그 어느 경우보다 요하다”는 반 의견을 제시

하고 있다.

생각건  헌법재 소의 96헌바51결정과 법원의 95다26971 결은 사립학교법 

14) 헌재 앞의 결정.
15) 대판 1996.5.31. 95다26971.
16) 헌재 1997.7.16. 96헌바51, 사립학교법 제53조 제1항 위헌소원 등(각하), 례집 제9권 

2집, 59-7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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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제1항을 문리 으로 해석하여 실 으로 시행되고 있는 사실상 총장직

선제를 무시하고 있다는 에서 실문제를 외면한 법실증주의  단이라는 비

을 면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앞에서 논 한 바와 같이 국립 학에서의 총장

직선제도 사실상 구 되고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헌법재 소는 2005헌마1047

결정에서 교육공무원법과 동시행령의 총장임명 련 규정을 다소 견강부회하여 

총장직선제의 법  근거로 삼고 있다. 하지만 이들 규정은 직 인 총장직선제

의 근거규정이 될 수 없음에 비추어 본다면 이 결정에서 헌법재 소는 사실상 

시행되고 있는 총장직선제를 법 으로 인정하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논의선상에서 교육공무원법을 원칙 으로 용하고 

있는 사립학교법의 기본틀에 비추어 본다면 굳이 사립 학교수들의 총장선거와 

련된 기본권주체성을 부인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사립학교법 제55조에서 “사

립학교의 교원의 복무에 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한 규정을 용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합헌이라고 시한 헌법재 소의 89헌가106결정17)에 

비추어 보아도 헌법재 소는 사립 학 총장선거와 련된 사립 학 교수의 기본

권주체성을 극 으로 단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4. 2005년 敎育公務員法의 改正과 總長選任制度

(1) 교육공무원법상 총장임용 차

2005년 교육공무원법의 개정에 따라 이제 국립 학의 총장은 다음과 같은 

차와 방법에 의하여 임용된다.18) 

17) 헌재 1991.7.22. 89헌가106, 사립학교법 제55조 제58조 제1항 제4호에 관한 위헌심판

(합헌), 례집 제3권, 387-483면.
18) 제24조(대학의 장의 임용) ① 대학(공립대학을 제외한다. 이하 제27조까지 같다)의 장

은 당해 대학의 추천을 받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 새로

이 설립되는 대학의 장을 임용하거나 대학의 장의 명칭변경으로 인하여 학장으로 재

직중인 자를 당해 대학의 총장으로, 총장으로 재직중인 자를 당해 대학의 학장으로 그 

임기중에 임용하는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

② 제1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대학의 장을 임용제청하고

자 할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③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대학의 장의 임용추천을 위하여 대학에 대학의장임용추

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④ 위원회는 해당 대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대학의 장 후보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1. 위원회에서의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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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회에서의 선정 는 해당 학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차에 따른 선정

(제24조 제3항 제1호  제2호).

2. 학의장임용추천 원회의 임용추천( 원회의 구성⋅운  등에 한 사항은 

통령령으로 정하되, 원의 일정비율 이상은 여성으로 한다(제24조 제7항)).

3. 교육인 자원부장 의 임용제청(인사 원회의 자문)(제제24조 제1항, 제2항)

4. 통령의 임용(제24조 제1항).

외 : 학의 장 임기만료 후 3월 이내에 해당 학이 학의 장 후보자를 추

천하자 아니하는 경우 해당 학의 장은 교육인 자원부장 의 제청으로 통

령이 임용한다(제24조 제6항).

(2) 학에서의 총장후보자선거

이와 같은 교육공무원법에 근거하여 각 국립 학에서는 교수 의회 는 평의

원회의 주도하에 교육공무원임용령19)에 규정된 총장임명추천 원회를 구성하여 

2. 해당 대학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른 선정

⑤ 대학의 교원으로 재직중에 당해 대학의 장으로 임용된 자가 제28조 제1호의 임기

를 마친 경우에는 제2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학의 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에 대학의 장 임용직전의 교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⑥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장 임기만료 후 3월 이내에 해당 대학이 대학의 

장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대학의 장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제청으

로 대통령이 임용한다.

⑦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은 여성으로 한다.
19) 교육공무원임용령(1991. 8. 8. 대통령령 제13448호로 개정된 것) 제12조의3(총장⋅학장

임명추천위원회) ① 총장 또는 학장의 임명추천을 하기 위하여 대학에 총장⋅학장임명

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당해 대학이 정하는 바에 따라 10인 이상 5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

되, 위원은 당해 대학의 부교수이상의 교원으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는 당해 대학 외의 인사를 위원으로 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는 당해 대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총장 또

는 학장후보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1. 위원회에서의 직접 선정

2. 당해 대학교원의 합의된 의사에 따른 선정

⑤위원회는 총장 또는 학장후보자를 선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선정결과를 당해 대

학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해 대학의 장이 정한다.

⑦ 위원회는 위원회가 추천한 총장 또는 학장후보자가 총장 또는 학장으로 임명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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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총장직선제를 자율 으로 실시하여 왔다.

그러나 2005년에 개정된 교육공무원법의 핵심 인 내용은 이와 같은 차 인 

규정에 있다기보다는 총장직선제를 실시할 경우에 선거운동의 제한과 선거 리

원회에로의 선거 리사무의 탁규정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들 규정은 학의 자치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는 총장선거를 일반선거와 

동일시하고 있다는 비 에 직면하고 있다.

Ⅳ. 國立大學 總長選擧  任用에 련된 敎育公務員法에 한 

憲法訴願(헌재 2005헌마1047등)

1. 憲法訴願의 提起

2005년 교육공무원법의 개정에 따라 국립 학총장선거  임용과 련된 규정

은 헌성 논란에 휩싸이게 되었고, 결국 련 국립 학교수 의회 는 학평

의원회가 당해 규정에 하여 헌법재 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게 되었다. 그러나 

헌법재 소는 이 모든 규정들에 하여 원일치의 합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 

사건 련 헌법재 소의 결정은 특히 총장선거에 있어서 선거운동의 제한에 

한 규정을 일반 선거운동과 마찬가지로 규정함으로 인하여 사실상 학의 자치

에 한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는 결과를 래하게 되었다. 

2. 憲法裁判所의 判斷

헌법재 소의 단을 논 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헌법소원을 한 법요건의 구비

이 사건에서 헌법재 소는 교수 의회  교수평의원회의 기본권주체성을 인

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 련성, 직 성 등 헌법소원제기의 법요건을 인

정함으로써 교육인 자원부장 의 의견을 배척하고 있다는 에서 정 으로 

평가할 수 있다.

날까지 존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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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본권주체성  기본권성: 청구인들은 학의 자치의 주체로서 학의 장 

후보자 선출에 참여할 권리가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권리가 학의 자치에 포

함되는 헌법상의 기본권인지 그 성격이 문제된다. 헌법재 소는 학의 자율성

은 헌법 제22조 제1항이 보장하고 있는 학문의 자유의 확실한 보장수단으로 

꼭 필요한 것으로서 학에게 부여된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보고 있다(1992. 10. 

1. 92헌마68등, 례집 4, 659, 670). 그러나 학의 자치의 주체를 기본 으로 

학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교수나 교수회의 주체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

고, 가령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학의 장에 한 계에서는 교수나 교수회

가 주체가 될 수 있고, 한 국가에 의한 침해에 있어서는 학 자체 외에도 

학 구성원이 자율성을 갖는 경우도 있을 것이므로 문제되는 경우에 따라서 

학, 교수, 교수회 모두가 단독, 혹은 첩 으로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아가 통 으로 학자치는 학문활동을 수행하는 교수들로 구성

된 교수회가 려오는 것이었고, 행법상 국립 학의 장 임명권은 통령에게 

있으나, 1990년  이후 국립 학에서 총장 후보자에 한 직 선거방식이 도입

된 이래 거의 부분 학 구성원들이 추천하는 후보자 에서 학의 장을 임

명하여 옴으로써 통령이 학총장을 임명함에 있어 학교원들의 의사를 존

하여 온 을 고려하면, 청구인들에게 학총장 후보자 선출에 참여할 권리

가 있고 이 권리는 학의 자치의 본질 인 내용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결

국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인정할 수 있다.

나. 자기 련성: 이 사건 법률조항의 수범자는 직 으로는 학이나 학의장

임용추천 원회(이하 ‘ 원회’라고 한다)이긴 하나,  각 규정이 학이 총장 

후보자를 선출하는 차나 방법에 일정한 제한을 가함으로써 근본 으로 교수

들이나 교수회의 학의 장 후보자선정에 여할 기본권을 제약하고 있고, 

원회에는 교수들이 구성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각 법규정의 목   실질

인 규율 상, 법규정에서의 제한이나 지가 제3자에게 미치는 효과나 진지

성의 정도, 규범의 수규자에 의한 헌법소원의 제기가능성 등을 종합 으로 고

려하여 단할 때,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직 이고 법 으로 침해당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들의 자기 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직 성: 청구인들 소속 학에서는 총장 후보자 선출에 하여 이미 직

선거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그 선출방식에 하여 학별로 새로운 결정을 

하라는 취지는 아니므로 직 선거와 련된 조항들은 모두 직 성이 인정되며, 

다만 법 제24조 제6항의 경우에는 통령이 학의 장을 임용하는 구체 인 

집행행 를 통해서 기본권이 제약되는 측면이 있으나 학구성원들이 이를 직

 다툴 수 있는 방법이 명확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이는 구제 차가 없거나 

권리구제의 기 가능성이 없는 경우로 보아 직 성을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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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기타 법요건: 한편, 이미 임명후보자 선출선거를 실시한 학 소속의 청

구인들의 경우에 권리보호이익이 문제될 수 있으나, 그 경우 새로 임명된 총장

의 임기만료 후에는 다시 총장후보자를 선출하는 차가 필요하므로 그 선거의 

실시 여부에 상 없이 권리보호이익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외 재성요건 등 

법요건을 모두 갖추었다.20)

(2)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4항: 총장선거에서 직선과 간선의 가능성 모두 인정

련규정: ④ 원회는 해당 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의 방법에 의하여 학의 장 후보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1. 원회에서의 선정, 

2. 해당 학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차에 따른 선정

헌법재 소 결정: (가) 청구인들은 해당 학 교원의 합의가 존재하지 않거나 

혹은 련 탁선거 리규칙(2005. 10. 28. 선거 리 원회규칙 제247호)에서 

정한 기간 내에 합의를 도출할 수 없다면 총장선거의 방식으로 ‘ 원회에서의 

선정’을 택하지 않을 수 없고, 원회에서의 선정에 하여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는 에서  조항이 학의 장 후보자 선정을 간선제에 의하도록 강요하

여 학의 자율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나) 원회에서의 선정은 직 선출의 방식에 비하여 시에 신속하게 그리고 

다양한 후보군을 상으로 탄력 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장 이 있

으므로 학이 총장후보자 선출과 련하여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로 규

정될 필요가 있는 , 직선제에 의하는 경우 법 제24조의3에 의하여 그 선거

리를 선거 리 원회에 탁하여야 하고 통상 후보자 선출을 한 선거는 총장 

임기만료 의 일정한 시 에서 실시되어야 하므로 직 선거 실시 여부에 한 

결정이나 선거 리 원회에 한 선거 리 탁이  선거실시시  이 에 미

리 이루어져야만 하고 따라서 직 선거방식의 결정과 련하여서는 일정한 시

간상의 제한 설정이 불가피한 에 비추어  규정의 목 의 정당성은 인정된다.

(다) 그리고 원회에서의 선정은 원칙 인 방식이 아닌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선택 이거나 혹은 실제로는 보충 인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는 , 학의 장 

후보자 선정과 련하여 학에게 반드시 직 선출 방식을 보장하여야 하는 것

은 아니며, 다만 학교원들의 합의된 방식으로 그 선출방식을 정할 수 있는 

20) 헌재 2006.4.27. 2005헌마1047,1048,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4항 등 위헌확인(제6항, 

제7항, 제24조의2 및 제24조의3)(기각), 례집 18권 1집, 601-6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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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를 제공하면 족하다고 할 것인데,  규정은 학의 장 후보자 선정을 

원회에서 할 것인지, 아니면 교원의 합의된 방식에 의할 것인지를 학에서 우

선 으로 결정하도록 하여 이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는 , 한 이 규정은 개

정  교육공무원임용령(1991. 8. 8. 통령령 제13448호로 개정되고, 2005. 9. 

14. 통령령 제19043호로 개정되기 의 것) 제12조의3 제4항과 동일한 내용

으로서 청구인들이 속한 각 학은 개정   시행령에 근거하여 직선제의 방

식으로 학의 장 후보자를 선출해 온 을 고려하면, 이 의 시행령의 내용을 

그 로 담고 있는  법률규정이 학에게 총장 후보자 선출에 있어서 새로운 

제한을 추가하거나 가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규정이 매우 자의 인 

것으로서 합리 인 입법한계를 일탈하 거나 학의 자율의 본질 인 부분을 

침해하 다고 볼 수 없다.21)

제24조 제4항에서는 학의 장 임용추천 원회에서의 선정을 명시 으로 인

정함으로써 학총장선출에 있어서 간 선거의 방식이 가능함을 명시 으로 인

정하고 있다. 그러나 학총장선거 직선제가 명의 이상 이고 당 인 명

제가 아니라는 에서 이 규정을 헌이라고 볼 수 없다는 헌법재 소의 결정은 

정당하다고 본다.22) 다만 제2호에 의한 선거가 사실상 직선을 의미하고 그 경우 

선거 리 원회의 탁을 의미한다면 후술하는 문제 을 야기할 소지가 있다. 즉 

후술하는 규정과의 연계상 직선제를 실시할 경우에는 반드시 총장선거 리업무

를 선거 리 원회에 탁하여야 한다는 에서 이 규정은 헌의 소지를 안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 자체만을 두고서 헌성을 주장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즉 

선거 리 탁규정과 종합 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안이다.

(3)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6항: 임기만료에 따른 외규정

련규정: ⑥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의 장 임기만료 후 3월 이내에 

해당 학이 학의 장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학의 장은 교

육인 자원부장 의 제청으로 통령이 임용한다.

21) 헌재 앞의 결정.
22) 이에 대하여 이 규정은 대학의 장 선출에 대한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한 것이라고 비

판하는 견해도 있다. 조홍석, “교육공무원법의 위헌성과 헌법소원”, 앙법학 제7집 제

4호, 중앙대 법학연구소, 15-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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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 소 결정: (가) 국립 학에서 총장 후보자 선정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

우에는 인사나 재정 등 학운 에 한 여러 결정이 시에 이루어질 수 없어 

학행정의 공백이나 차질이 상되고 이에 따라 교수⋅부교수 제청 정자나 

임강사⋅조교 등의 임용 정자들의 학문의 자유는 물론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 등이 침해받게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한  규정은 목

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나) 그리고 국립 학에서 총장이 임명되지 못하는 경우에 통령이 교육인

자원부장 의 제청으로 총장을 임용하는 것은 그 공백상태를 해결하기 한 

한 수단이며 이 경우 임시  지 를 갖는 총장을 임용하는 일시 인 임용형

태를 취할 것인지 아니면 통상의 총장지 를 갖는 정식의 임용형태를 취할 것

인지는 입법자의 재량사항에 속한 것으로 볼 수 있는 , 한 총장 임기만료 

후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만 통령이 의 권한을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학

에게 그 총장후보자의 선출에 한 자율권을 행사할 충분한 기간과 기회를 제

공하고 있는 , 학의 자율도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존 하여 가능한 한 

이를 침해하여서는 안되며, 학이 총장의 임기만료 후에도 만연히 학의 장 

후보자를 선출하지 아니한 채 국가가 여하는 것을 배제해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합리 인 학의 자율의 범 라고 볼 수 없는 , 국립 학의 총장은 구

성원의 표로서의 성격 외에도 국가행정 청의 장으로서의 성격도 겸하고 있

으므로 국립 학의 총장 미임명으로 인한 국가행정의 공백이나 불안정상태를 

막을 긴 한 필요가 있는  등을 고려할 때  규정이 매우 자의 인 것으로

서 합리 인 입법한계를 일탈하 거나 학의 자율의 본질 인 부분을 침해하

다고 볼 수 없다.23)

총장의 임기만료 후 3월이 경과하 음에도 불구하고 후임 총장후보자를 추천

하지 못할 경우에는 교육인 자원부장 이 일방 으로 제청할 수 있도록 한 것

은 외 인 상황에 응한 법한 규정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총장 임기

가 4년이라는 비교  장기인 에 비추어 보더라고 3월 이내에 후임자를 추천하

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정부에서 일방 으로 총장을 임명할 수 있다는 것은 

학의 자율이나 자치의 본질  내용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학문공동체로서의 

학의 자율과 자치를 최 한 존 하는 여유가 있어야 한다. 총장공백이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총장직무 행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일방

으로 개입하는 것은 학의 자율과 자치 능력을 과소평가함으로써 헌법 제37

23) 헌재 앞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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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제2항에서 요구되는 비례의 원칙(과잉 지의 원칙)에도 어 난 규정이라 아니

할 수 없다. 

(4) 교육공무원법 제24조의2 제4항: 학총장 선거운동의 희화화

련규정: 제24조의2(선거운동의 제한) ① 구든지 자기 는 특정인을 학의 

장 후보자로 당선되거나 당선되도록 는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할 목 으로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 를 할 수 없다.

1.선거인(선거인명부 작성 에는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한

다)에게 학의 장 후보자 선거일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물품⋅향응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의 표시 는 

약속을 하는 행

2. 학의 장 후보자 선거에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거나 후보자가 된 것

을 사퇴하게 할 목 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나 후보자에게 제1호에 규정

된 행 를 하는 행

3.제1호 는 제2호에 규정된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  는 그 제공을 요구하거나 알선하는 행

② 구든지 학의 장 후보자 선거와 련하여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하

게 하는 행  는 특정장소에 모이도록 하거나 하게 하는 행 를 할 수 없다.

③ 구든지 학의 장 후보자 선거와 련하여 연설⋅벽보  그 밖의 방법으

로 허 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할 수 없다.

④ 구든지 학의 장 후보자 선정 선거와 련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외의 

행 를 할 수 없다.

1. 선 벽보의 부착

2. 선거공보의 배부

3. 소형인쇄물의 배부

4. 합동연설회 는 공개토론회의 개최

5. 화⋅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지지호소

헌법재 소 결정: (가)  규정은 학의 장 후보자 선출과정에서의 과도한 선

거운동을 제한함으로써 선거운동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것을 목 으로 

하는 에서 그 입법목 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나) 그리고  규정에서 허용한 선거운동방법이 입후보자들의 의사를 달하

거나 선거권자가 입후보자에 한 정보를 얻는데 매우 제한 이어서 불충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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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는 볼 수 없으며, 여기에서 허용한 선거운동방법은 과열⋅혼탁 선거의 

염려가 비교  은 공정한 선거운동 방법인 , 헌법 제41조 제1항과 제67조 

제1항에서 국민의 보통, 평등, 직 , 비  선거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국민의 표기 을 선출하는 선거 차에 한 원칙으로서 학의 장 후보자가 

비록 학구성원들의 표자의 의미를 갖고 있으나 이는 총장 후보자에 불과하

고 국민의 표기 으로 볼 수 없어 의 원칙이 직  용된다고 보기 어렵

고, 가령 용된다고 하더라도  규정의 내용이 와 같은 선거원칙을 실질

으로 해친다고 볼 수 없는 , 공직선거법(제57조의3 제1항)과 지방교육자치에 

한 법률(제78조)에 의하면, 정당에서 공직선거후보자를 추천하기 한 당내선

거와 지방교육자치제도에 따른 교육 원  교육감선거와 련하여서도 허용된 

선거방법 외의 선거운동은 지하고 있는  등에 비추어 볼 때  규정이 매

우 자의 인 것으로서 합리 인 입법한계를 일탈하 거나 학의 자율의 본질

인 부분을 침해하 다고 볼 수 없다.24)

헌법재 소가 시한 바와 같이 무릇 선거에는 부정과 혼탁이 따르게 마련이

다. 바로 그러한  때문에 학문의 당이요 최고 지성의 당인 학에서의 선

거 한 부정과 혼탁 양상이 없으리라고 볼 수는 없다. 이에 총장선거가 실시되

면 그에 한 최소한의 제한을 가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실시되도록 

법  뒷받침을 가하는 것은 일응 타당해 보인다. 헌법재 소도 바로 그런 에서 

입법목 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이 규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학

총장선거를 일반사회의 선거와 동일시하는 우를 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헌법재 소는 공직선거법이나 지방교육자치에 한 법률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법 련규정의 헌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시하고 있다. 이러한 사고야말로 

학의 자치에 기 한 학총장선거의 특수성을 외면한 단이라 아니할 수 없다.

구체 으로 살펴본다면 제24조의2 제2항, 제3항, 제4항의 내용은 굳이 학의 

자치를 시하지 아니하더라도 학사회에 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규정이라

고 보아야 한다.

즉 제1항 제1호 180일 부터의 일정한 행 제한에 한 규정은 공직선거법상

의 규정을 원용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학총장선거의 특성상 180일 에 어

떠한 인사가 후보자가 될 것인지 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을 염두에 둔다

면 이 규정의 실효성이나 실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24) 헌재 앞의 결정.



2007. 3.] 大學의 自治(自律)와 國立大學 總長選擧 149

한 호별방문 지는 비록 공직선거법에서도 이를 명시 으로 지하고 있지

만 선거의 본질에 비추어 후보자가 선거인을 직  하는 가장 본원 인 방법

을 지한다는 에서 이에 하여 여 히 헌성 논란이 불식되지 않고 있다.25) 

한국에서도 호별방문을 통한 품수수 등 법 인 선거부정 양태가 사라질 즈

음이면 호별방문은 언젠가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학사회의 특성상 후

보자는 교수연구실의 방문 이외에는 선거인을 할 수 있는 유효 한 수단

이 없다는 을 감안한다면 공직선거법상의 호별방문 지의 법리가 학의 총장

선거에 있어서도 동조 제2항과 같이 그 로 유지되어야 하는 것인지에 한 의

문을 지울 수 없다. 

제4항 각호에서 선거운동의 방법으로 제시되고 있는 사항 에서도 컨  제

1호의 선 벽보의 부착 같은 방법은 일반시 의 선거운동이 아닌 학총장선거

에서 그 타당성과 실성이 있는지 검토되어야 할 사안이다.

그간 여러 차례의 총장직선제를 통하여 각 학들 나름 로의 룰을 형성하여 

그에 기 하여 총장선거가 무리없이 진행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교육공무원법

이 공직선거법에 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부가함으로써 동법은 각 학의 특수

성과 자율성을 해한다는 비 을 받을 수밖에 없다. 각 학의 특성에 기 하여 

총장선거에 하여 정립된 독자 인 자치규범을 존 하는 것이 바로 학의 자

율과 자치를 최 한 존 하는 헌법이념과 부합되는 길이다. 학 내부의 문제를 

해결하기 한 학의 자치규범 정립은 학의 자유 내지 학문의 자유의 본질  

내용으로 보아야 한다.26)

(5) 교육공무원법 제24조의3 제1항(선  탁): 학의 자율성 훼손 

련규정: 제24조의3( 학의 장 후보자 추천을 한 선거사무의 탁) ① 학

의 장 후보자를 추천함에 있어서 제24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해당 학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차에 따라 직 선거에 의하는 경우 해당 학은 선거

리에 하여 그 소재지를 할하는「선거 리 원회법」에 의한 구⋅시⋅군

선거 리 원회(이하 “구⋅시⋅군선거 리 원회”라 한다)에 탁하여야 한다.

② 앙선거 리 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시⋅군선거 리 원회가 

25) 성낙인, 헌법연습, 146-149면 참조.
26) 이경운, “국공립대학 운영체제의 개선과 자율성 확보”, 공법연구 제28집 제4-2호, 한국

공법학회, 200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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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의 장 후보자 추천 선거를 수탁⋅ 리함에 있어서 후보자 등록, 선거기간, 선

거운동, 선거비용, 투표, 개표 등 필요한 사항에 하여「선거 리 원회법」제

3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앙선거 리 원회규칙으로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인 자원부장 과 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인 자원부장 은 

각 학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시⋅군선거 리 원회가 학의 장 후보자 추천 

선거를 수탁⋅ 리하는 경우 이 법의 반행 에 한 단속  조사, 지, 경

고 등에 하여는「공직선거  선거부정방지법」제272조의2 「선거 리 원

회법」제14조의2의 규정을 용한다.

④ 학의 장 후보자 추천을 한 선거 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해 학이 부

담하게 할 수 있다.

헌법재 소 결정: (가) 학의 장 후보자 선정을 한 직 선거 과정에서 과열

⋅혼탁된 선거운동의 부작용을 막고 장기 으로 공정한 선거 리를 통하여 

학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한 것으로 목 의 정당성은 인정된다.

(나) 그리고 국가의 산과 공무원이라는 인 조직에 의하여 운용되는 국립

학에서 선거 리를 공정하게 하기 하여 립  기구인 선거 리 원회에 선

거 리를 탁하는 것은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한 한 방법인 , 선

거 리 원회에 탁하는 경우는 학의 장 후보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차에 따라 직 선거에 의하는 경우로 한정되어 있는 , 선거

에 한 모든 사항을 선거 리 원회에 탁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 리만을 

탁하는 것이고 그 외 선거권, 피선거권, 선출방식 등은 여 히 학이 자율 으

로 정할 수 있는 , 앙선거 리 원회에서  선거 리와 련한 규칙을 제

정하고자 하는 경우 학들은 교육인 자원부장 을 통하여 그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교육공무원법 제24조의3 제2항), 선거 리 원회는 공공단체의 직

선거와 련하여 조합원이 직  투표로 선출하는 조합장선거(농업 동조합법 

제51조 제4항)와 교육 원  교육감선거(지방교육자치에 한 법률 제51조 제

1항)의 경우에도 그 선거사무를 리하고 있는 을 고려하면,  규정이 매우 

자의 인 것으로서 합리 인 입법한계를 일탈하 거나 학의 자율의 본질 인 

부분을 침해하 다고 볼 수 없다.27)

학총장 직선제 실시에 따른 선거 리 원회에 선거 리 탁에 한 법규정

27) 헌재 앞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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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하여 공정하고 립  선거 리 문 국가기 인 선거 리 원회가 리함

이 타당하다는 헌법재 소의 결정은 그 변에 선거의 공정성이라는 잣 에 얽

매여 있음을 엿볼 수 있다. 하지만 국립 학총장선거가 직선제로 실시될 경우에 

학구성원들의 총의에 따라 이미 20년 가까이 실시되어 왔고  그에 기 하여 

학민주화에 나름 로 기여하여 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로이 법규범의 틀 속으로 선거제도를 몰입시키는 것 자체가 학의 자치라는 

에서 한 입법태도라고 보기 어렵다.

더구나 이미 국립 학 총장선거와 련된 법규정들을 살펴 본 바 로 국립

학 총장선거란 일반 인 의미에서의 선거와는 구별된다는 을 유념하여야 한다. 

즉 선거란 표를 선출하는 행 인데 일반 으로 선거라 함은 그 선거결과에 따

른 법  효과를 동반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총장선거의 경우에는 후보자 그것도 

복수의 후보자를 추천하기 한 차에 불과하지 총장선거 그 자체가 일정한 법

 효과 즉 당선이라는 법  효과를 동반하지 아니한다. 바로 그러한 에서 공

직선거법상의 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의원 선거와 구별되어야 

한다. 한 헌법재 소가 시한 바와 같이 농 조합장 선거에서도 선거 리 원

회가 탁 리하고 있다. 이 경우 농 조합장은 선거와 동시에 선거결과에 따라 

농 조합장으로 당선된다는 에서 공직선거법상의 공직선거의 경우와 동일한 

법  효과를 동반한다. 하지만 총장선거의 경우 총장후보자로 교육인 자원부에 

추천될 수 있는 후보자를 선출하 다는 사실에 불과하다. 헌법재 소는 실 으

로 직선제에 의하여 당선된 자가 부분 사실상 총장으로 임용되었다는 사실을 

시하고 있지만 이는 법 인 문제가 아니라 그야말로 사실상(de facto)의 문제에 

불과한 것이라는 을 유념하여야 한다. 그간에도 직선후보자가 여러 가지 이유

로 총장으로 임용되지 못한 사례가 있었던 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6) 포 임입법 지의 원칙 반 여부 등: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7항

련규정: ⑦ 원회의 구성⋅운  등에 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령령으로 

정하되, 원의 일정비율 이상은 여성으로 한다.

헌법재 소 결정: (1) 헌법 제75조는 임입법의 근거조문임과 동시에 그 범

와 한계를 제시하고 있는바, 여기서 “법률에서 구체 인 범 를 정하여 임받

은 사항”이란 법률에 이미 통령령으로 규정될 내용  범 의 기본사항이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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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구라도 당해 법률로부터 통령령에 규정될 내용

의 강을 측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하고, 여기에서의 측가능성의 유무는 

당해 특정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단할 것은 아니고 련법조항 체를 유기

⋅체계 으로 종합 단하여야 하며 각 상법률의 성질에 따라 구체 ⋅개별

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그리고 처벌법규나 조세법규 등 국민의 기본권을 직

으로 제한하거나 침해할 소지가 있는 법규에서는 구체성⋅명확성의 요구가 

강화되어 그 임의 요건과 범 가 일반 인 부행정법규의 경우보다 더 엄격

하게 제한 으로 규정되어야 하는 반면에, 규율 상이 다양하거나 수시로 변화

하는 성질의 것일 때에는 임의 구체성⋅명확성의 요건이 완화되어야 할 것이

다(헌재 1994. 6. 30. 93헌가15등, 례집 6-1, 576, 585; 헌재 1996. 8. 29. 95헌

바36, 례집 8-2, 90, 99; 헌재 1997. 9. 25. 96헌바18등, 례집 9-2, 357, 

370-371). 그리고 상법률이 형성법률인 경우 헌성 단은 기본권 제한의 한

계 규정인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과잉 지 내지 비례의 원칙의 용을 받

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형성법률이 그 재량의 한계인 자유민주주의 등 헌법상

의 기본원리를 지키면서 련 기본권이나 객 가치질서의 보장에 기여하는지 

여부에 따라 단된다(헌재 2003. 12. 18. 2002헌바49, 례집 15-2하, 502).

(2) 구 교육공무원법(2005. 5. 31. 법률 제7537호로 개정되기 의 것) 제24조 

제3항은 “제1항 본문 규정에 의한 학의 장 추천에 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조항에 근거하여 구 교육공무원임용

령(2005. 9. 14. 통령령 제19043호로 개정되기 의 것) 제12조의3 제1항은 

“ 학의 장의 임용추천을 하기 하여 학에 학의장임용추천 원회를 둔다”

고 규정하여 통령령으로 학의장임용추천 원회의 설치 근거규정을 두었다. 

그 후 법률 제7537호로 개정된 이 사건 교육공무원법은  원회의 설치근거

를 제24조 제3항으로 두면서 제7항에서 일정 비율의 여성 구성에 한 부분만

을 정하고 나머지 구성  운 에 한 사항을 통령령으로 임하 다.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의3 제1항은 “법 제2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의

장임용추천 원회는 당해 학이 정하는 바에 따라 10인 이상 50인 이하의 

원으로 구성하되, 원은 당해 학의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한다. 다만,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 외의 인사를 원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

고 있다.

(3) 법 제24조 제7항은 원회의 구성, 운  등에 하여 구체 인 임의 범

를 정하지 아니하고 시행령에 임하 으나, 이 원회는 학의 장 후보자를 

추천하기 한 원회임은 목 상 명백하고, 한 원회는 학의 모든 구성

원이 아닌 해당 학 교원을 심으로 구성될 것임을 알 수 있어 그 강의 

내용을 측할 수 있고, 각 학마다 규모나 지역 등의 사정에 따라 탄력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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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원수나 원자격을 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어 구성과 운  등에 한 사항

을 시행령에 임하여야 할 합리 인 이유가 있으므로 임입법의 한계를 일탈

하 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의 연 과 련규정의 내용에 기 하여 볼 때, 

원회는 해당 학이 학의 장 후보자 추천권한을 행사하기 한 것으로서 

 규정은 청구인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이라기보다는 추천권행사를 한 

형성  법률규정에 가깝다고 볼 수 있고,  규정은 교수들이나 특히 여성 원

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어 청구인들의 기본권이나 학의 자율을 증진시키는 

측면도 있으므로  규정이 학자치의 본질을 침해한다거나, 교육제도 법정주

의에 반하여 헌이라고 보기도 어렵다.28)

이 건 규정과 련된 사항은 헌법재 소의 기존 결정과 연 하여 살펴 보건  

헌이라고 단하기는 어려워 보인다.29) 다만 원회의 구성에 한 일응의 가

이드라인은 법률에 제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도 본다. 하지만 실 으로 이와 

같은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원회 구성을 옥죄는 결과를 

래할 우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섣불리 단할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 원회

의 여성 참여 비율 한 법률에 명시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안의 하나가 될 수 

있다.

Ⅴ. 大學의 自治와 2005헌마1047사건의 違憲 審査基準

1. 憲法裁判所의 論證과 結論

소결: 그 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들(법 제24조 제7항 제외)이 청구인들의 학

의 장 선출에 참여할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공복리를 하

여 필요한 권리를 제한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합리 인 입법한계 내의 

규정들이라고 할 것이므로 과잉 지의 원칙에 반하여 학의 자율을 침해하

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30)

기타 기본권 침해 여부: 청구인들은 이 사건 심 상 규정들이 청구인들의 학

문의 자유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보건 , 헌법 제22조 제1항에서 규

28) 헌재 앞의 결정.
29) 성낙인, 헌법학, 937-938면 참조.
30) 헌재 앞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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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학문의 자유 등의 보호는 개인의 인권으로서의 학문의 자유 뿐만 아니라 

특히 학에서 학문연구의 자유⋅연구활동의 자유⋅교수의 자유 등도 보장하는 

취지이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국립 학의 장 후보자 선정과 련된 

내용일뿐 청구인들의 연구⋅활동내용이나 방식을 규율하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

인들의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31)

학의 자율과 헌 심사기 : 헌법 제31조 제4항은 “교육의 자주성⋅ 문성⋅

정치  립성  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라고 

규정하여 교육의 자주성⋅ 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는데 이는 학에 한 

공권력 등 외부세력의 간섭을 배제하고 학구성원 자신이 학을 자주 으로 

운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인으로 하여  연구와 교육을 자유롭게 하여 

진리탐구와 지도  인격의 도야라는 학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한 것이며, 교육의 자주성이나 학의 자율성은 헌법 제22조 제1항이 

보장하고 있는 학문의 자유의 확실한 보장수단으로 꼭 필요한 것으로서 이는 

학에게 부여된 헌법상의 기본권이다(헌재 1992. 10. 1. 92헌마68등, 례집 4, 

659, 670).

그러나 학의 자율도 헌법상의 기본권이므로 기본권제한의 일반  법률유보의 

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제한될 수 있고, 학의 자율의 구체

인 내용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되며, 한 국가는 헌법 제31조 

제6항에 따라 모든 학교제도의 조직, 계획, 운 , 감독에 한 포 인 권한 

즉, 학교제도에 한 반 인 형성권과 규율권을 부여받았다고 할 수 있고, 다

만 그 규율의 정도는 그 시 의 사정과 각  학교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교육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한 궁극 으로는 입법권자의 형성의 자

유에 속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헌재 1991. 7. 22. 89헌가106, 례집 3, 387, 

416-417; 헌재 2000. 4. 27. 98헌가16등, 례집 12-1, 427, 449). 따라서 이 사

건 법률조항이 학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헌 여부는 입법

자가 기본권을 제한함에 있어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합리 인 입법한계를 

벗어나 자의 으로 그 본질  내용을 침해하 는지 여부에 따라 단되어야 할 

것이고(헌재 2001. 1. 18. 99헌바63, 례집 13-1, 60, 70 참조), 다만 법 제24조 

제7항에 하여는 포 임입법 지의 원칙 등이 그 심사기 이 될 것이다.

31) 헌재 앞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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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綜合 評釋

헌법재 소는 국립 학 총장선거와 련된 교육공무원법 조항을 총체 으로 

합헌 으로 시하고 있다. 그 개별 인 문제 은 앞에서 시한 바와 같다. 무

엇보다도 본질 인 부분은 헌법재 소가 이 사건 단에서 모두에 제기하고 있

는 “ 학의 자율과 헌심사 기 ”이다. 본고에서 이 부분을 의도 으로 맨 마지

막 부분에 시하고 있는 것은 개별 인 련 규정의 합헌성과 헌성이라는 단

편 인 논의의 문제가 아니라 보다 본질 인 부분은 헌법재 소가 보는 학의 

자율, 학의 자치, 교수의 자치, 교수회의 자치의 한 단면을 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이다.

확실히 헌법재 소는 학의 자율과 헌 심사기 의 앞부분에서 헌법 제22조 

제1항  제31조 제4항에 기 한 학의 특수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그러나” 이하 부분에 이르면 앞에서 논하 던 

학의 자율이라는 명제는 하나의 형식 인 구호에 불과해져 버린다는 의혹을 지

울 수 없다. 학의 자율을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거한 기본권제한의 일반원칙

에 거하여 그 제한 가능성을 쉽게 단하여 버린다는 에서 학의 자유가 

갖는 특수성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 학이라는 학문  공동체

에서는 일반사회에서 형성되고 제한될 수 없는 많은 사안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학문공동체의 특수성을 최 한 반 할 수 있게끔 국가  개입은 최소

화되어야 한다. 국가  개입이 국가사회일반에서 이루어지는 것과 동일한 방향으

로 나아간다면 학의 자율성이 궁극 으로 침해될 수밖에 없다는 을 거듭 유

념하여야 한다.

지성의 당인 학의 자정능력을 국가사회가 신뢰하지 못하거나, 역으로 국가

사회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정도의 자정능력을 학이 갖추지 못할 때에, 그 사

회에서 학문공동체로서의 학의 상과 좌표는 추락할 수밖에 없다. 바로 그런 

에서 학의 자율문제를 일반 인 비례의 원칙문제로 환원해 버리는 듯한 헌

법재 소의 결정은 비 의 소지를 안고 있다. 일 이 헌법재 소와 법원은 앞

에서 시한 바와 같이 교수재임용문제를 계약당사자의 문제로만 치부하여 많은 

학인들이 홍역을 치룬 후에야 비로소 법 차를 강조하여 마침내 련 입법

 정비를 가져 온 례를 상기한다면, 이 건 총장선거에 한 국가기 의 직

개입에 하여도 최소한의 안 장치를 갖추도록 권고하 어야 할 것이다.

오늘날 자유민주주의는 곧 사회의 다원성을 수용하는 다원  민주주의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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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면 학사회가 갖고 있는 학문공동체로서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그에 기 하

여 학문공동체를 이끌어 갈 수장으로서의 학총장 선임문제는 학의 자율성에 

맡겨 두는 것이 다원  민주주의를 학사회에 구 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국립

학이라고 하지만 각 학이 그 규모나 학문  지향성에 있어서 같지 아니하다

면 그 공동체에 합한 모델에 기 하여 총장선임문제도 이에 걸맞게 학 자체

의 행 규범을 정립하여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가에서 법치주의라는 이름하

에 획일 으로 학사회에 개입하는 한 학사회의 자율성과 자정능력의 제고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

지난 20년간 국의 학에서 총장직선제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나름 로의 자

치규범을 정리하여 왔다. 이와 같은 자치규범은 매 선거 때마다 보정을 거듭하여 

나름 로 각 학의 특성에 걸맞는 규범으로 정립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국가의 직 인 개입이라는 잣 를 가하는 것은 학문  자치공동체의 

성숙에 도움이 되지 아니한다.

Ⅵ. 結 論

민주화 이후에 학총장선거와 련된 논의가 그치지 아니하고 있다. 그 사이 

약 20년간 실시되어 왔던 학총장직선제는 학민주화에 상당한 기여를 하 음

에도 불구하고 직선제가 안고 있는 부정 인 요인을 극복하지 못하 다는 비난

을 동시에 받아 왔다. 학총장 직선제만이 이상 인 제도라고 주장할 수도 없고 

 그럴만한 정당성도 없다. 하지만 어느 제도이든 간에 그 제도의 시행에는 시

정신이 반 되었다는 을 무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학총장직선제가 법과 제

도로서 정립된 것이 아니라 통령직선제라는 시  화두와 함께하여 사실상 

실시되었다는 은 이를 잘 반증하고 있다.

하지만 총장직선제도 많은 비 을 받고 있다. 이제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이상

인 제도인지를 다함께 논의할 공론의 장을 마련하여야 할 때가 되었다. 이미 

사립 학에서는 나름 로의 거틀에 기 하여 총장직선제를 보완하고 있다. 국

립 학 총장선임문제도 학인의 지에 기 하여 모색되어야 한다. 하지만 기왕

에 정립된 총장직선제를 지속하려 한다면 우선 교육공무원법 련 조항들에 

한 정 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헌법재 소의 합헌결정 이후에 더 이상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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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한 논의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은 아쉬운 일이다. 헌법재 소가 합헌이

라고 결정하 다고 하여 법규범 자체가 이상 이라고는 할 수 없다. 오히려 헌법

재 소가 입법재량의 역으로 남겨 둔 많은 사항들은 사회  공론과정을 거쳐

서 새로운 입법으로 환생할 수 있다는 을 유념한다면 총장선거와 련된 문제

는 반드시 학인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재정립되어야만 한다.

앞으로도 학에 련된 입법정책은 바로 학의 자정능력을 제고하는 방향으

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학이 자정능력을 상실하는 사회란 그 사회의 총체 인 

자정능력의 결여로 귀결될 것이기 때문이다. 

주제어: 학의 자유, 학의 자치, 국립 학, 총장선거



成 樂 寅 [서울 학교 法學 제48권 제1호 : 129～159158

<Résumé>

L’autonomie de l’université et le problème de la loi en 

vigueur à l’égard de la nomination du président

32)Nak In Sung
*

L’université coréenne était avant tout un symbole de la lutte contre la 

dictature militaire mais, elle ne produisait pas de résultats concluants dans le 

cadre de l’enseignement et des activités de recherche.

Alors, pour résoudre cet état de fait, le système d’éducation a beaucoup été 

réformé.

Or, on a reproché à ces tentatives d’avoir contribué à occulter un problème 

pratique relatif à la valeur éducative et à l’institution même de l’enseignement.

Dans ce contexte, notre étude a pour but de clarifier, du point de vue du 

droit constitutionnel, l’étendue de l’autonomie de l’université et le problème de la 

loi en vigueur à l’égard de la nomination du président.

Tout d’abord, selon la décision de la Cour constitutionnelle, l’autonomie de 

l’université est une sorte de privilège constitutionnel garantissant la liberté de 

l’enseignement; celle-ci comprenant l’autonomie du professeur, celle des contenus, 

et celle des méthodes d’enseignement etc.

Quant à la nomination du président, un grand changement a succédé au 

mouvement de démocratisation de juin 1987. Avant cette date, c’était le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qui détenait le pouvoir de nommer le président des universités 

nationales. Pour les universités privées, c’était le conseil d’administration d’une 

fondation privée. Après juin 1987, sous l’influence de la Constitution de 1987, la 

nomination du président a été remplacée par de facto un système électoral.

En 2005, la loi concernant les fonctionnaires de l’éducation a été révisée. 

 * Professeur du droit public à la faculté du droit de l’Université nationale de Sé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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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s, la loi ainsi révisée devait être la cible de la critique, car elle a assimilé 

une élection du président de l’université nationale à une élection ordinaire. En 

outre, la décision de la Cour constitutionnelle sur la loi concernant les 

fonctionnaires de l’éducation(en particulier, Hunjae 2006.4.27. 2005hunma1047dun) 

a été aussi l’objet de critiques, dans la mesure où elle jugeait l’autonomie de 

l’université simplement par le test de proportionnalité.

En conclusion, à l’égard de la nomination du président de l’université 

nationale, une réforme plus raisonnée serait souhaitable. Pour ce faire, un 

réexamen de la loi sur les fonctionnaires de l’éducation est nécessaire.

Key words: l’autonomie de l’université, l’université nationale, l’élection du 

président des université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