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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미국의 헌법률심  기제를 설명하기 한 핵심  요소이자 특징은 심사의 강도

에 차등을 둔 ‘이 (二重) 기 (double standard approach)’의 개념, 그리고 이를 정

교화한 다층 (多層的) 심사기  체계(multi-level system of scrutiny)이다. 최소한의 

낮은 심사기 인 합리성심사기 (rationality review; rational-basis scrutiny), 강화된 

심사기 인 엄격심사기 (strict scrutiny), 그리고 그 간 강도의 도  심사기  

혹은 간심사기 (intermediate scrutiny)으로 분류되는, 심사의 강도에 따라 차별화

된 헌심사기 의 정립의 역사와 용의 실제를 이해하는 것은 오늘날 미국의 

헌심사제도 그리고 미국 헌법상의 기본권 보장을 이해하기 해 필수 이다. 
  이  기  방식을 기본으로 한 다층  심사기  체계는 1930년 의 뉴딜(New 
Deal) 시기를 거치면서 정립되어 1970년  후반에서 1980년  반에 걸쳐 그 활용

과 정교화에 있어 정 에 이르 으며, 그 후에는 법원 내외에서 헌심사기 으로서

의 이  기  방식의 문제  내지 결함에 한 비 이 제기되고 이를 극복하기 

한 시도가 모색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특히 1980년  반 이후에는 이  기

 방식의 경직성에서 벗어나 보다 유연하고 실질 인 헌성 심사를 가능하게 하

는 심사기 의 모색 노력이 미연방 법원의 례에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표 의 자유  실체  법 차의 역 등에서 상 으로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

으며, 평등 보호의 역에서는 이  기  방식이 가장 원형 로 유지되고 있으나 

역시 개선이 모색되고 있다. 이 에서는 미국의 헌심 에서의 헌심사의 기 으

로서의 이  기 과 이를 정교화한 다층  심사기 의 정립과정, 이  기  방식의 

문제  내지 결함, 나아가 이에 해 제시된 개선의 움직임을 분석함으로써, 미국의 

헌심사기 을 체계 으로 이해하고, 우리에게 주는 시사 을 생각해 본다.

주제어: 미연방 법원의 헌심사기 , 이  기  방식, 다층  헌심사기  체계, 
합리성심사, 엄격심사, 도  심사( 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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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序: 연구의 주제와 범위

이 은 미국의 헌심 에서의 헌심사기 으로서의 ‘이  기 ’과 이를 정

교화한 ‘다층  심사기 ’ 체계의 정립 과정과 제도  결함, 그리고 이에 해 

제시된 개선의 움직임을 분석한 이다. 주지하다시피 오늘날 미국의 헌법률심

 기제의 핵심  요소이자 특징은 심사의 강도에 차등을 둔 ‘이 (二重) 기

(double standard)’의 개념, 그리고 이를 정교화한 ‘다층 (多層的) 심사기  체계

(multi-level system of scrutiny)’이다.1) 최소한의 심사기 인 합리성심사기 (ra-

tionality review; rational-basis scrutiny), 보다 높은 강도의 심사기 인 엄격심사

기 (strict scrutiny), 그리고 그 간 강도의 도  내지 간심사기 (inter-

mediate scrutiny)으로 분류되는, 심사의 강도에 따라 차별화된 헌심사기 의 정

립의 과정과 용의 실제를 이해하는 것은 오늘날 미국의 헌심사제도 그리고 

미국 헌법상의 기본권 보장을 이해함에 있어 필수 이다. 

미국의 헌심사기 으로서의 ‘이  기 ’ 혹은 ‘다층  심사기 ’의 체계는2) 

상 으로 근래에 정립되었다.3) 1930년  미국 공황기 루즈벨트(Franklin D. 

1) 이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는 Kathleen M. Sullivan, Gerald Gunther 공저, 
CONSTITUTIONAL LAW  (제16판) (Foundation Press, 2007), 601면 이하, 특히 601면
-637면; Gerald Gunther, “The Supreme Court, 1971 Term - Foreword: In Search of 
Evolving Doctrine on a Changing Court: A Model for a Newer Equal Protection,” 86 
HARVARD LAW REVIEW  1, 8면 (1972); 정종섭, 헌법학원론(제3판) (박영사, 2008), 
388면-389면; 이상윤, 미법(개정판) (박영사, 2003) 199면-200면; 김형남, “미국 연방
대법원의 사법심사 기준,” 미국헌법연구 제12호 (2001) 참조. 미국의 사법심사의 제도
적 역사와 의의 및 기능에 대한 연구로서는 김형남, “미국 법원에서의 사법심사절차
에 관한 분석,” 공법연구 제27집 제3호 (1999); 김형남, “미국 사법심사제도의 재조
명,” 경성법학 제12호 (2003) 참조.

2) 이하 이 글에서는 이중 기준 체계와 이를 기본으로 하여 이후 중간심사기준을 가미한 
다층적 혹은 다중 기준 체계를 통칭하여 ‘이중 기준’ 체계라고 한다.

3) 미국의 위헌심사기준으로서의 이중 기준의 역사적 기원과 정립 배경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서 Laurence Tribe, AMERICAN CONSTITUTIONAL LAW , 450면-455면 (West 
Publishing Co., 1999); Arthur E. Sutherland, CONSTITUTIONALISM IN AMERICA: 
ORIGIN AND EVOLUTION OF ITS FUNDAMENTAL IDEAS, 481면-501면 (Blaisdell 
Publishing Co., 1965); Leo Pfeffer, THIS HONORABLE COURT: A HISTORY OF 
THE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312면-321면 (Beacon Press, 
1965) 참조. 특히 합리성심사기준에 관한 심층적 분석으로서 양건, “위헌법률심사와 
‘최소한의 합리성’의 기준 -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 고시계 (1990.7.) 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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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osevelt) 정부하의 뉴딜 입법에 해 미연방 법원은 일련의 헌 결을 하

고, 이에 해 다방면으로부터 비 과 공세가 따랐다. 이러한 맥락에서 헌법률

심사권의 정당성 자체에 한 공격에 직면하게 되자 미연방 법원은 입법부와 

행정부의 결정과 행 에 해 이를 ‘극도로 존 (extreme deference)’하는 입장으

로 선회하 고,4) 이에 헌법률심 에서 법률의 합헌성 추정을 깨기 해서는 

입법이 명백하게 비합리 임을 보일 것이 요구되게 되었다.5) 이러한 기 은 이

후 원칙 ⋅기본 인 헌심사기 으로서 최소한의 심사기 (minimal scrutiny) 

는 ‘합리성심사기 (rational-basis scrutiny; rationality review)’이라고 불리게 되

었다.6)

법률의 합헌성을 추정하는 것을 헌법률심 에서 ‘합리성’을 심사기 으로 삼

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이러한 표 은 미연방 법원의 기 례에도 등장한 바 

있으며,7) 이러한 에서는 미연방 법원은 뉴딜 시기 이 에도 헌심 에서 ‘합

리성’을 심사의 기 으로 사용하 다고 하겠다. 그러나 뉴딜 시기 이 에는 미연

방 법원의 헌법률심 의 논리 개과정에서 법률의 합헌성 추정이라는 개념이 

사용된 경우 체로 실질  단 원리로서가 아니라 수사  차원에서 거론되었

을 뿐이다.8) 이에 비해 뉴딜 시기를 거친 후에는 미연방 법원의 헌법률심

에서 법률의 합헌성 추정이 단순한 수사에 머무르지 않고 실질 인 심사기 으

로 사용되기 시작하 다.9)

4) 예를 들어, Williamson v. Lee Optical Co., 348 U.S. 483 (1955); Dennis v. United States, 
341 U.S. 494 (1951) 참조.

5) 이는 곧 법률의 위헌성을 주장하는 자는 당해 입법이 정부의 어떠한 정당한 목적과도 
전혀 무관함을 입증해야 하는 책임을 부담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이 시기의 연방대
법원의 위헌심사기준을 상세히 설명한 것으로 Jeffrey M. Shaman, “The Rule of 
Reasonableness in Constitutional Adjudication: Toward the End of Irresponsible 
Judicial Review and the Establishment of a Viable Theory of the Equal Protection 
Clause,” 2 HASTINGS CONSTITUTIONAL LAW QUARTERLY 153, 163면-166면 
(1975) 참조. 

6) 최소한의 낮은 위헌심사기준으로서의 합리성심사기준의 정립과정에 관한 일반적 설명
으로서는 Sullivan, Gunther 공저, 위 각주1)의 CONSTITUTIONAL LAW , 472면-479면; 
Gunther, 위 각주1)의 “A Model for a Newer Equal Protection,” 8면 참조.

7) 예를 들어, 19세기 초의 Fletcher v. Peck, 10 U.S.(6 Cranch.) 87, 128면 (1810)에도 
이러한 표현이 등장한다.

8) Willard Hurst, “Review and the Distribution of National Powers,” (Edmond Cahn편, 
SUPREME COURT AND SUPREME LAW (Indiana University Press, 1954) 140면 이
하에 게재), 156면.

9) Laurence Tribe, 위 각주3)의 AMERICAN CONSTITUTIONAL LAW , 450면-45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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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성 심사의 실질  기 으로서의 ‘합헌성의 추정’은 곧 입법부와 행정부의 

행 에 해 ‘높은 정도의 헌법  존 ’을 부여함을 의미하며, 따라서 이를 극복

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오래지 않아 미연방 법원은 이 듯 높은 헌법  존 이 

모든 상황과 모든 사안에 합한 것은 아니라는 문제의식에 직면하 고, 특히 일

정 역에서는 이러한 낮은 강도의 심사기 이 기본권의 최 한 보장에 미흡하

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역의 에는 표 의 자유를 포함한 헌법에 

명시 으로 열거된 기본권,10) 사생활의 비 과 자유와 같이 헌법에 명시되지는 

않았으나 핵심 인 기본권,11) 인종과 같이 헌의 개연성이 한 분류기

(invidious suspect classification)에 기 한 정부의 행 12) 등이 포함된다. 이에 미

연방 법원은 이러한 경우 입법 등 쟁 이 된 정부 행 의 헌성을 심사함에 

있어 보다 엄격한 혹은 보다 높은 강도의 심사기 을 용하기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엄격심사(strict scrutiny)’에서는 정부의 행 가 합헌으로 추

정되지 않으며, 당해 행 가 한 국가 이익(“compelling state interest”)의 달성

에 필수불가결한 수단임이(“necessarily related”) 입증되는 경우에만 합헌으로 

정된다.13)

1950년 와 1960년 를(Warren Court, 1953-1969) 거치면서 합리성심사와 엄

격심사는 격하게 구별되었으며, 엄격심사기 의 용은 곧 당해 헌심 에서 

헌의 결론을, 합헌성 심사기 의 용은 곧 당해 헌심 에서 심사의 부재 즉 

합헌의 결론을 의미하게 되었다.14) 이후 Warren Court를 승계한 Burger Court 

(1969-1986)는 엄격심사기 의 완화된 형태로서 합리성심사기 과 엄격심사기

의 간 강도의 심사기 인 제3의 심사기 을 도입한다.15) 이러한 도  내지 

간심사기 (intermediate scrutiny)하에서는, 심사 상인 정부의 행 가 요한 

정부의 이익(“important governmental interest”)에 실질 으로 련되어 있으면

10) West Virginia State Board of Education v. Barnette, 319 U.S. 624 (1943); Schneider 
v. State, 308 U.S. 147 (1939) 참조.

11) Roe v. Wade, 410 U.S. 113 (1971); Griswold v. Connecticut, 381 U.S. 479 (1965); 
Skinner v. Oklahoma, 316 U.S. 535 (1942) 참조.

12) Loving v. Virginia, 388 U.S. 1 (1967); Brown v. Board of Education, 347 U.S. 483 
(1954) 참조.

13) Tribe, 위 각주3)의 AMERICAN CONSTITUTIONAL LAW , 1000면-1002면 참조.
14) Gunther, 위 각주1)의 “A Model for a Newer Equal Protection,” 8면.
15) Central Hudson Gas v. Public Service Commission, 447 U.S. 557 (1980); Reed v. 

Reed, 404 U.S. 71 (197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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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stantially related”) 이를 합헌으로 단한다.16) 이러한 간심사기 은 평등

권을 제한하는 입법에서 입법부가 사용한 분류의 기 을 평가하기 해 고안되

었으며,17) 성(性)차별과 서차별에서처럼18) 헌의 개연성이 있는 기 (suspect 

classification)과 유사한 특징을 갖는 기 이 분류의 기 으로 사용된 경우 당해 

정부의 행 (입법)의 합헌성을 단하는 데 사용되어 왔다. 간심사기 은 근래

에는 다른 형태의 표 에 비해 보호의 필요성이 상 으로 낮다고 보는 상업  

언론(commercial speech)의 경우,19) 는 표 에 한 제한이 사상과 이념의 내

용과 무 한 경우의 표 의 자유 련 사안 등에서도 사용되고 있다.20)

즉, 오늘날의 미국의 헌법률심 에서는 이와 같이 각각 정해진 역에서 작

동하는 세 가지 강도의 심사기 이 원칙 으로 용된다. 이러한 이  기   

이에 기 한 다층  헌심사기  체계가 가장 정교하게 발달되고 사용되어 온 

역은 평등 보호 조항의 역이다.21) 미연방 법원은 특히 1950년 에서 1980

년 에 걸쳐 평등 보호 조항의 역에서 지속 으로 이  기  체계에 기 한 3

개 강도의 헌심사기 을 정교하게 가다듬었다.22)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이  기

에 기 한 다층  헌심사기  체계가 공고하게 정립되었으며,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체계의 정립과 함께 헌심사기 으로서의 결함을 보이게 되었다. 이

 기  체계의 정교화가 정 에 이른 1980년  이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이  

기  체계의 근본  문제 이 학계와 법원에서 지속 으로 지 되고 논의되어 

왔으며, 미연방 법원 이하 미국의 각  법원은 헌심사에 있어 이  기 에 기

한 다층  심사기  체계를 변형하여 용하거나 우회하거나 그 안을 제시

하는 등의 다양한 시도를 해 왔다. 이러한 경향은 특히 표 의 자유, 종교의 자

16) 위 각주15)의 판례 참조.
17) 이러한 과정은 Erwin Chemerinsky, CONSTITUTIONAL LAW: PRINCIPLES AND 

POLICIES (제3판) (Aspen Publishers, 2006)의 제9장(Chapter 9)(667면-789면)에 자세하
게 설명되어 있다.

18) Craig v. Boren, 429 U.S. 190 (1976); Reed v. Reed, 404 U.S. 71 (1971) 참조.
19) Central Hudson Gas v. Public Service Commission, 447 U.S. 557 (1980); Ohralik v. 

Ohio State Bar Association, 436 U.S. 447 (1978) 참조.
20) Heffron v. International Society for Krishna Consciousness, Inc., 452 U.S. 640 (1981) 

참조.
21) Sullivan, Gunther 공저, 위 각주1)의 CONSTITUTIONAL LAW , 601면-862면; Tribe, 위 

각주3)의 AMERICAN CONSTITUTIONAL LAW , 1000면; Gunther, 위 각주1)의 “A 
Model for a Newer Equal Protection,” 8면 참조.

22) Gunther, 위 각주1)의 “A Model for a Newer Equal Protection,” 8면-10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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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실체  법 차 역에서 상 으로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미약하기

는 하나 평등 보호의 역에서도 이러한 시도가 보인다.23)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검토하고 분석하는 것은 우리의 헌심사기 을 연구해

가는 데 있어서도 장기  에서 의미 있는 시사 을 제공해 다. 이하 이 

의 본문에서는 미국의 헌심 에서의 헌심사기 으로서의 이  기 과 이를 

정교화한 다층  심사기  체계의 정립과정  그 제도  결함, 나아가 이에 

해 제시된 개선의 움직임을 분석하여, 미국의 헌심사기 을 체계 으로 이해하

고 그 시사 을 생각하는 계기로 삼도록 한다.

II. 미국의 위헌심사기준으로서의 ‘이중 기준(Double Standard)’ 
체계: 정립의 역사와 과정

 

1. 1900년에서 1935년의 시기 (“Lochner Era”)

미연방 법원은 1880년  이 까지는 실체  법 차 개념을 배척하 으며, 

미연방헌법 개정5조와 개정14조의 법 차조항에 의한 보호는 차  권리에만 

미친다고 해석하 다.24) 그러다가 1880년 에 이르러 실체  법 차에 한 

미연방 법원의 입장이 변화하기 시작하 으며, 1887년의 Mugler v. Kansas25)

결에서 미연방 법원은 합한 경우에는 미연방헌법 개정14조의 법 차조항下

에 주(州) 법률의 실체  합리성을 심사할 수 있다고 시하 다.26) 나아가 미연

방 법원은 1897년의 Allgeyer v. Louisiana27) 결과 1905년의 Lochner v. New 

23) 이 글의 II-3 참조.
24) Davidson v. New Orleans, 96 U.S. 97, 105 (1877); Munn v. Illinois, 94 U.S. 113, 134 

(1877) 참조.
25) 123 U.S. 623 (1887).
26) Mugler v. Kansas, 123 U.S. 623, 661 (1887) (“The courts are ... under a solemn duty 

... to look at the substance of things, whenever they enter upon the inquiry whether 
the legislature has transcended the limits of its authority. If, therefore, a statute 
purporting to have been enacted to protect the public health, the public morals, or the 
public safety, has no real or substantial relation to those objects, or is a palpable 
invasion of rights secured by the fundamental law, it is the duty of the courts to so 
adjudge, and thereby give effect to the Constitution.”).

27) 165 U.S. 578 (1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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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rk28) 결에서, 미연방헌법 개정14조의 법 차조항이 정부의 정당하지 못한 

제한으로부터 실체  권리를 보호하며, 이 때 이러한 권리는 헌법상 명문규정에 

명시되어 있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고 시하 다.29) 의 Allgeyer와 Lochner  

이후 같은 취지로 시한 일련의 결에서 미연방 법원은 실체  법 차의 

개념을 주로 비합리 인 정부의 규제로부터 경제  자유를 보호하기 해 사용

하 다.30)

이후 20세기 를 지나면서 미연방 법원은 차차 경제  자유 이외의 기본권

의 보호를 해서도 실체  법 차 개념을 사용하기 시작하 는데, 1923년의 

Meyer v. Nebraska31) 결과 1925년의 Pierce v. Society of Sisters32) 결은 그 

표  이다. 의 두 결에서 미연방 법원은 미연방헌법 개정14조의 “자유

(liberty)”를 의로 해석하여, 명시 으로 열거되지 않은 정신  자유  어도 

일부는 ‘미연방헌법의 법 차조항이 정부의 정당하지 못한 침해로부터 보호하

고자 하는 자유의 개념’에 포섭된다고 시하 다.33)

이러한 Lochner시기에 실체  법 차 사안에서 용한 헌성 심사의 기

을 미연방 법원은 스스로 “합리성심사기 (rational-basis scrutiny)”이라고 지칭했

다.34) 학자들은 이 시기 미연방 법원이 용한 합리성심사기 은 오늘날의 3개 

28) 198 U.S. 45 (1905).
29) Allgeyer, 588면; Lochner, 53면.
30) 예를 들어, Adkins v. Children’s Hospital, 261 U.S. 525, 558-559 (1923) (여성의 근로

에 대해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Washington D.C.의 법률을 미연방헌법 개정5조의 적법
절차조항을 적용하여 위헌으로 판시); Morehead v. New York ex rel. Tipaldo, 298 
U.S. 587, 611 (1936) (여성의 근로에 대해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New York주의 법률
을 미연방헌법 개정14조의 적법절차조항을 적용하여 위헌으로 판시) 참조.

31) 262 U.S. 390 (1923).
32) 268 U.S. 510 (1925).
33) Meyer v. Nebraska, 262 U.S. 390, 399-400 (1923) (“Liberty denotes not merely 

freedom from bodily restraint but also the right of the individual ... generally to enjoy 
those privileges long recognized at common law as essential to the orderly pursuit of 
happiness by free men.”) 참조.

34) Lochner판결에서 미연방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질문을 한다: “Is this [law] a fair, 
reasonable, and appropriate exercise of the police power ... or is it an unreasonable, 
unnecessary, and arbitrary interference with the right of the individual to his personal 
liberty, or to enter into those contracts in relation to labor which may seem to him 
appropriate or necessary for the support of himself and his family?” Lochner v. New 
York, 198 U.S. 45, 56 (1905). Coppage v. Kansas판결(236 U.S. 1, 14 (1915)) 등 경
제적 자유에 대한 정부 규제의 위헌성을 심사한 이 시기의 다른 판결에도 유사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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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체계 하에서 미연방 법원이 사용하는 합리성심사기 에 비하면 보다 엄격

한 기 이었다고 평가하고 있다.35) 요한 은, Lochner시기 미연방 법원은 

헌심 의 사안에서 련된 기본권이 경제 ⋅사회  자유이든 그 지 않든 모든 

실체  법 차 사안에서 동일한 하나의 심사기 을 사용했다는 이다. 를 

들어, 실체  법 차 조항 하에서 경제  자유 이외의 자유권을 심사 상으로 

한 Meyer 결과 Society of Sisters 결에서, 미연방 법원은 심 상인 정부의 

행 를 경제  자유에 한 제한의 사안에서와 동일한 강도의 합리성심사기 을 

용하여 그 헌성을 단하 다.36)

미연방 법원이 Lochner시기에 헌심사의 기 으로서 ‘이  기 ’ 방식을 취

하지 않았다는 은 미연방헌법 개정1조의 표 의 자유 사안에서 보다 분명히 

나타난다. 를 들어, 1925년의 Gitlow v. New York37) 결에서, 미연방 법원은 

심 상인 주(州) 법률을 합헌이라고 시하면서, 이 법률이 “주(州) 경찰권의 

자의 이거나 비합리 인 행사로서 이러한 법률에 의한 언론과 출 의 자유의 

제한이 정당화될 수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합헌이라고 시하 다.38) 미연방

법원의 1920년 의 표 의 자유 련 결에서는 헌심사의 기 에 해 체

로 이와 유사하게 언 하고 있다.39) 이 듯 Lochner시기 미연방 법원은 심사 강

도의 에서 차등 인 헌심사기 을 용하지 않았으며, 이 은 개정1조의 

표 의 자유와 같이 연방헌법상 명시되어 있는 정신  자유를 내용으로 하는 기

본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다. 즉, 20세기 까지 미연방 법원은 련된 기본

권의 성격 내지 유형에 따라 심사강도를 달리하는 이  기  내지 다층  기

의 체계를 용하지 않았고,40) 1930년 의 ‘사법 명’기에 이르러 비로소 헌심

사기 으로서 ‘이  기 ’의 개념이 등장하여 체계화되었다.

 

현이 등장한다.
35) 예를 들면, Sullivan, Gunther 공저, 위 각주1)의 CONSTITUTIONAL LAW , 448면 참조.
36) Meyer v. Nebraska, 262 U.S. 390, 399 (1923) (“The problem for our determination is 

whether the statute as construed and applied unreasonably infringes the liberty 
guaranteed to the plaintiff in error by the Fourteenth Amendment.”).

37) 268 U.S. 652 (1925).
38) Gitlow v. New York, 268 U.S. 652, 670 (1925).
39) Fiske v. Kansas, 274 U.S. 380, 387 (1927); Whitney v. California, 274 U.S. 357, 372 

(1927) 참조.
40) Sullivan, Gunther 공저, 위 각주1)의 CONSTITUTIONAL LAW , 444면-45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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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935년에서 1960년의 시기41)

1934년의 Nebbia v. New York42) 결과 1937년의 West Coast Hotel Co. v. 

Parrish43) 결 이후 미연방 법원은 경제  자유에 한 실체  법 차하에서

의 극  사법심사 기조에서 후퇴하 다.  두 사안에서 미연방 법원은 각각 

가격과 임 이라는 계약 계에서의 가장 기본 인 요소들을 규제하는 주(州) 법

률을 합헌으로 시했다. 이 두 사안에서 미연방 법원은 경제  자유를 제한하

는 정부의 행 에 해 기존의 합리성심사기 을 지속 으로 용한다고 표명했

으나, 실제 용한 심사의 강도는 하게 약화되어, 입법의 목 과 수단 양자 

모두에 해 입법부의 결정과 선택을 존 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환하 음을 

볼 수 있다.

이후 1940년 와 1950년 에 걸쳐 경제  자유 역에서의 입법에 한 미연

방 법원의 헌심사는 거의 심사의 부재로 일컬어질 만큼 그 기 이 완화되었

다. 1941년의 Olsen v. Nebraska44) 결과 1955년의 Williamson v. Lee Optical 

Co.45) 결은 이러한 경향을 명확히 보여주는 바, 이 두 결에서 미연방 법원은 

정부가 추구하는 합리  목 과 목 -수단간 합리  계 양자 모두를 추론을 통

해 가정해 낸 후,46) 나아가 심사 상이 된 정부의 행 에 의해 제한되는 기본권

의 요성을 평가 하하 다.47) 이 듯 완화된 심사기 은 곧 심사 상인 입법이 

거의 으로 합헌 정을 받음을 의미한다. 실제 1937년 이후 경제  자유에 

한 정부의 제한 입법이 실체  법 차를 근거로 헌 결정된 사례는 없다.48)

41) 이 시기 미연방대법원의 위헌심사기준에 관한 심층적 논의에 관해서는 David P. 
Currie, “The Constitution in the Supreme Court: The Preferred-Position Debate, 
1941-1946,” 37 CATHOLIC UNIVERSITY LAW REVIEW  39 (1987) 참조.

42) 291 U.S. 502 (1934).
43) 300 U.S. 379 (1937).
44) 313 U.S. 236 (1941).
45) 348 U.S. 483 (1955).
46) Williamson v. Lee Optical Co.판결(348 U.S. 483 (1955))에서의 미연방대법원의 다수의

견은 완화된 (혹은 낮은 강도의) 위헌심사기준으로서의 합리성심사기준의 전형을 보여
준다. 입법 목적의 정당성을 논하는 과정에서 “[t]he legislature might have concluded” 
등의 표현이 등장하며 (Id., 487면), 목적-수단간의 합리적 상관관계를 논하는 과정에서
는 “It is enough that there is an evil at hand for correction, and that it might be 
thought that the particular legislative measure was a rational way to correct it.”(Id., 
488면)이라고 판시하였다.

47) Lincoln Federal Labor Union v. Northwestern Iron & Metal Co., 335 U.S. 525, 
536-537 (194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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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미연방 법원은 경제  자유에 한 규제에 있어 헌심사의 기

을 완화시켜 감과 동시에 경제  자유 이외의 기본권에 한 헌심사의 기 은 

차 강화시켜갔다. 이러한 경향을 보여주는 표 인 례로는 미연방 법원의 

1938년의 United States v. Carolene Products Co.49) 결을 들 수 있으며, 특히 

결문  스톤(Stone) 법 의 각주 4번은 이 을 분명하게 보여 다.  결

의 각주 4번에서 스톤 법 은 일반론으로서 “통상 인 상업  거래를 규제하는 

입법은, 입증된 사실 혹은 이에 하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당해 입법이 입법자

의 지식과 경험에 의해 합리  근거를 가진다는 추정이 배제되지 않는 한, 헌

이 아니다”라고 서술한 후,50) 이에 이어, 다만 입법이 헌법이 지하는 특정의 

사항에 련된 경우에는 그러한 법률의 합헌성은 엄격한 잣 하에서만 추정되며, 

그러한 입법의 로서 (ㄱ) 미연방헌법 개정1조 내지 개정10조가 보장하는 기본

권을 제한하는 입법, (ㄴ) 바람직하지 못한 법률을 개정할 통상의 정치과정 자체

를 억압하는 입법, 그리고 (ㄷ) 특정 종교 혹은 소수 인종 등을 상으로 이러한 

소수자의 권리를 편 으로 제한하고 소수자 보호를 해 작동해야 할 통상의 

정치과정의 운용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입법을 제시하고, 이러한 입법에 해서는 

헌심사에 있어 보다 높은 심사의 기 을 용해야 한다고 하 다.51) Carolene 

Products 결에서의 스톤 법 의 결문, 그리고 특히 각주 4번은, 통상 인 상

업  거래를 규제하는 입법에 해서는 완화된 심사기 을,52) 그리고 미연방헌법

의 ‘Bill of Rights’에서 보장하는 기본권,53) 정치과정에의 근에 한 기본권, 

연방헌법 개정14조의 평등보호조항  개정5조와 개정14조의 법 차조항이 보

장하는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에 해서는 강화된 혹은 보다 엄격한

(“more exacting” 는 “more searching”)54) 심사기 을 용한다는 ‘이  기 ’ 

48) Sullivan, Gunther 공저, 위 각주1)의 CONSTITUTIONAL LAW , 462면. 
49) 304 U.S. 144 (1938).
50) Id., 152면. 
51) Id., 152면-153면 (“There may be narrower scope for operation of the presumption of 

constitutionality when legislation appears on its face to be within a specific prohibition 
of the Constitution, such as those of the first ten amendments, which are deemed 
equally specific when held to be embraced within the Fourteenth Amendment ....”).

52) Id., 152면.
53) 여기에는 미연방헌법 개정1조-개정10조에 열거된 기본권 뿐 아니라 열거되지 않은 기

본권도 해당된다.
54) 304 U.S. 144, 152-153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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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의 등장을 보여 다.55) 

이러한 배경하에 미연방 법원은 특히 1953년 워 (Earl Warren)의 법원장 

취임 이후 헌심사의 ‘이  기 ’을 확고하게 정립해 갔다. 즉, 특정의 분류 기

을 사용하는 차별  입법 는 특정의 정신  자유를 제한하는 입법의 경우에

는 강화된 심사기 (heightened scrutiny)을, 그리고 이외의 입법에 해서는 입법

부의 결정과 선택을 존 하는 완화된 심사기 으로서의 합리성심사기 (rational- 

basis scrutiny)을 용하 다. 1960년 와 1970년  에 걸쳐 미연방 법원은 이

러한 이  기  체계를 공고히 정립하 고, 이 시기에 이  기  체계의 정교화 

작업도 최고조에 이르 으며,56) 이에 이  기 은 이 시기  그 이후 미국 

헌법률심사의 핵심  요소이자 특징이 되었다.

3. 1980년대와 1990년대를 거쳐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1970년  후반 이후 1980년  에 이르자 미연방 법원의 이  기  방식에 

해 법원 내외에서 비 이 제기되기 시작했으며, 이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다

양한 개선 노력  안 제시와 함께 보다 유연한 하나의 합리성심사기 (unified 

rational-basis test)으로 회귀하려는 움직임도 일응 나타나고 있다.57) 이하에서는 

55) 관련하여, 미연방대법원이 특정의 정신적 자유를 경제적⋅사회적 자유에 비해 더 근본
적인(“more fundamental”) 것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Carolene Products판결보다 1년 앞
선 Palko v. Connecticut판결(302 U.S. 319 (1937))에 나타난 바 있다.

56) 예를 들어, (ㄱ) 표현의 자유의 영역에서는 Tinker v. Des Moines Independent 
Community School District, 393 U.S. 503, 511 (1969); Brown v. Louisiana, 383 U.S. 
131, 142 (1966); (ㄴ) 실체적 적법절차의 영역에서는 Roe v. Wade, 410 U.S. 113, 
162-166 (1973); Griswold v. Connecticut, 381 U.S. 479, 485 (1965); (ㄷ) 평등보호
(“new equal protection”) 영역에서는 Kramer v. Union Free School District No. 15, 
395 U.S. 621, 626-627 (1969) (“An infringement on voting rights is to receive close 
scrutiny.”); Shapiro v. Thompson, 394 U.S. 618, 634 (1969) (“A compelling 
governmental interest must exist to restrict the right of a party to move their 
residence.”) 참조.

57) 예를 들어, (ㄱ) 표현의 자유의 영역에서는 United States v. Kokinda, 497 U.S. 720, 
727 (1990) (“Regulation of speech activity where the government has not dedicated its 
property to First Amendment activity is examined only for reasonableness.”); Cornelius 
v. NAACP Legal Defense & Education Fund, Inc., 473 U.S. 788, 808 (1985) (“[T]he 
government’s decision to restrict access to a nonpublic forum need only be 
reasonable.”); (ㄴ) 실체적 적법절차의 영역에서는 Planned Parenthood v. Casey, 112 
S.Ct. 2791, 2820-2821 (1992) (“[A] state measure designed to encourage childbirth will 
be upheld if reasonably related to a state goal.”); Bowers v. Hardwick, 478 U.S. 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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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향을 표 의 자유, 실체  법 차, 평등보호의 각 역별로 간략하게 

분석해 본다. 

(1) 표 의 자유

1960년 와 1970년   미연방 법원의 례를 보면 표 의 자유 사안에서 

제기되는 복잡다기한 쟁 들을 논하기 해 일정한 개념  틀을 마련하기 해 

분투하 음을 알 수 있다.58) 이러한 과정에서 ‘유형화’ 혹은 ‘범주 구별’의 방식

(categorization approach)이 두되어, 표 의 내용에 따라 특정 유형 혹은 범주에 

속하는 표 은 미연방헌법 개정1조에 의해 보호되는 표 에서 배제하거나

(“unprotected speech”) 헌법  보호의 정도가 약하다는(“less protected or not 

wholly protected speech”) 법리가 정립되었다. 이를 헌심사의 에서 보면, 

헌심 에서는, 어떤 유형의 표 이 “개정1조의 헌법  보호의 역 밖”의 표

으로 범주화되면 그러한 유형의 표 을 규제하는 입법의 헌성 심사에서는 합

리성심사기 을 용하고, “헌법  보호의 정도가 약한” 표 의 범주에 속하는 

표 을 규제하는 입법의 헌성 심사에서는 간 강도의 심사기 을 용한다는 

것이다.59) 

이러한 이론구성에 따르면 미연방 법원이 개정1조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표

의 유형을 확 해 간다면 이  기  체계하에서 개정1조에 근거하여 강화된 

심사기 의 보호를 받는 표 은 그만큼 어들게 되며, 이는 곧 이  기  체계

가 그만큼 잠식됨을 의미한다. 그러나 개정1조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표 으로 

분류된 표 의 종류는 1982년의 New York v. Ferber60) 결에서 미성년자 음란물

(child pornography)이 추가된 이후 더 증가하지 않고 유지되고 있다. 앞으로도 

191-192 (1986) 참조. (ㄷ) 평등보호 영역에서는 이러한 추세가 가장 덜 분명하지만, 
엄격심사기준의 확장을 지양하려는 움직임은 Lindsey v. Normet, 405 U.S. 56, 73-74 
(1972) (“[T]he right to adequate housing is not subject to strict scrutiny.”); Dandridge 
v. Williams, 397 U.S. 471, 485 (1970) (“[C]lassifications in the area of economic and 
social welfare programs must only have some ‘reasonable basis.’)에서 볼 수 있다.

58) 이 점에 관한 심층적인 설명으로서는 G. Sidney Buchanan, “Toward a Unified Theory 
of Governmental Power to Regulate Protected Speech,” 18 CONNECTICUT LAW 
REVIEW  531 (1986) (특히 532면의 각주 3번) 참조.

59) 음란물(obscenity)에 관한 Miller v. California, 413 U.S. 15, 23-24 (1975), 명예훼손
(libel)에 관한 Gertz v. Robert Welch, Inc., 418 U.S. 323, 341-343 (1974) 및 New 
York Times v. Sullivan, 376 U.S. 254, 279-280 (1964) 참조.

60) 458 U.S. 747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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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1조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유형의 표 이 작하게 확 될 가능성은 단히 

낮다. 향후 표 의 자유 역에서 이  기  체계가 변형 내지 회피된다면 이는 

오히려 아래에서 논의하는 ‘포럼 법리(forum analysis)’에 의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61)

미연방 법원은 1939년의 Hague v. CIO62) 결에서 “ 통  공  포럼

(traditional public forum)”의 개념을 최 로 사용한 이후 표 에 한 정부 규제

의 합헌성을 단함에 있어 표 행 가 행하여지는 장소 혹은 시설이 핵심  요

소의 하나가 된다는 법리를 취하고 있다. 1960년 와 1970년 의 포럼 법리하에

서는 공  포럼(public forum)에서의 표 행  내지 표 행 를 한 공  포럼

에의 근성을 제한하는 입법에 해 어떠한 강도의 기 이 용되는지가 명확

하지 않았으며, 이 시기 미연방 법원의 표 의 자유 역에서의 헌심사 기

은 이  기  체계에 큰 향을 주지 않았다. 이후 1970년  반을 지나 1980

년 와 1990년 를 거치면서 미연방 법원은 공  포럼 법리를 정교하게 가다듬

은 바, 오늘날 미연방 법원은 공  포럼을 “ 통  공  포럼(traditional public 

forum),” “정부에 의해 지정된 공  포럼(designated public forum; public forum 

created by government designation),” 그리고 “비(非)포럼(nonpublic forum 혹은 

public non-forum)”으로 세분하여,63) 표 의 자유를 시하는 입장에서 개인의 표

행 를 해 그 장소 는 시설의 성질에 따라 사용가능성 여부를 법리 으로 

정해 국가기 의 자의 인 사용 지를 견제하는 입장에 있다.

이러한 오늘날의 포럼 법리하에서는, 포럼의 유형 지정이 곧 당해 포럼에서의 

표 행 를 제한하는 입법의 헌성 심사에서 용되는 기 을 결정한다. 일반

으로, 통  공  포럼에서의 표 행 에 한 규제에는 강화된 심사기 이 

용되어, 내용에 근거한 제한일 때에는 엄격심사기 이,64) 내용 립 인 제한일 

때에는 도  혹은 간심사기 이 용된다.65) 반면 비(非)포럼에서의 표 행

에 한 규제에는 원칙 으로 합리성심사기 이 용된다.66) 마지막으로, 지정

61) 미국의 포럼 법리에 관한 상세한 설명은 박용상, 표 의 자유 (현암사, 2003), 204면
-220면 참조.

62) 397 U.S. 496 (1939).
63) Cornelius v. NAACP Legal Defense & Education Fund, 473 U.S. 788, 805 (1985).
64) Boos v. Barry, 485 U.S. 312, 321-322 (1988) 참조.
65) Perry Educational Association v. Perry Local Educators’ Association, 460 U.S. 37 

(1983) 참조.
66) 위 각주 63)의 Cornelius, 78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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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공  포럼에서의 표 행 에 한 규제에는, 에 의한 차별  제한

(viewpoint discrimination)의 외를 제외하면, 통  공  포럼에서와 동일한 심

사기 이 용된다.67)

표 의 자유의 역에서 헌심사 기 으로서의 이  기  는 이에 기 한 

다층  기 에서 벗어나 일원화된 합리성심사기 을 용하고자 한다면, 미연방

법원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아래와 같은 세 가지가 있을 것이다. 첫째는 

통  공  포럼의 범 를 축소하는 방법, 둘째는 통  공  포럼  지정된 공

 포럼에서의 표 행 를 제한하는 입법에 해 높은 심사기 을 용하면서도 

실질 으로 각 단계별 심사의 강도를 완화하는 방법, 그리고 셋째는 지정된 공  

포럼의 범 를 축소하는 방법이다. 실제 미연방 법원은 1980년 와 1990년 에 

걸쳐 이 세 가지 방법을 모두 사용해 왔다. 그 결과 이제 비(非)포럼으로 분류된 

공간에서는 내용에 근거하여 표 을 제한하는 입법이 합리성심사기 에 의해 합

헌으로 시될 여지가 있으며, 이로써 표 의 자유 역에서 이  기  체계는 

상당한 정도 변형되었다. 시 에서도 헌심사의 이  기  체계는 표 의 자

유 역에서도 원칙으로서 유지되고 있으나, 와 같은 미연방 법원의 움직임으

로 인해 어느 정도의 구조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2) 실체  법 차

실체  법 차의 역에서는 보다 유연한 일원화된 합리성심사기 을 용

하려고 하는 미연방 법원의 시도가 상 으로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움직임은 미연방 법원이 Griswold v. Connecticut68) 결과 Roe 

v. Wade69) 결을 통해 인정한 라이버시권과 련하여 가장 뚜렷이 나타난다. 

1980년  이후 미연방 법원은 라이버시권의 확 를 지양하 을 뿐 아니라70) 

미연방 법원이 1960년 와 1970년 에 정의한 바의 라이버시권의 범 를 일

응 축소시켜 왔다.71) 재의 미연방 법원은 라이버시권에 해 헌심사기

67) 위 각주 65)의 Perry Educational Association, 46면.
68) 381 U.S. 479 (1965).
69) 410 U.S. 113 (1973).
70) 예를 들어, Bowers v. Hardwick, 478 U.S. 186, 190-191 (1986) 참조. 이 점에 관한 심

층적 논의는 G. Sidney Buchanan, "The Right of Privacy: Past, Present, and Future," 
16 OHIO NORTHERN UNIVERSITY LAW REVIEW  403, 422-446 (1989) 참조.

71) 예를 들어, Planned Parenthood v. Casey판결(112 S.Ct. 2791 (1992))에서, Rehnqu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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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어 일 된 명확한 입장을 보이고 있지는 않으나,72) 체로 Rehnquist Court

의 추세를 따라가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이  기  방식에 한 미연방 법원 

스스로의 비 과 이 역에서의 경직된 이  기  체계 용의 회피를 통해 보

다 유연하고 실질 인 심사기 을 지향하는 재의 미연방 법원의 움직임을 보

여 다고 하겠다. 이 에 해서는 이하 본문의 다른 부분에서 보다 상세히 논

의한다.

(3) 평등보호

미연방 법원의 례를 통해 헌심사기 으로서의 이  기  체계가 가장 원

형 로 유지되고 있는 역은 평등보호의 역이다.73) 1960년 와 1970년  

에 미연방 법원은 일련의 평등보호 사안에서 헌심사의 기 을 강화시켰다.74) 

그 결과, 정부가 헌의 개연성이 있는 분류기 (“suspect or quasi-suspect 

classification”)을 사용한 경우, 그리고 정부의 행 가 (  suspect classification의 

사용 여부와 무 하게) 특정의 본질  기본권(“fundamental right or interest”)을 

Court는 낙태의 문제를 프라이버시권이 아닌 자유권(“liberty”)으로서 논증을 하며, 이
러한 자유권은 관련된 공익과 비교형량되어야 한다고 한다. Id., 2881면. 이 점에 있어 
Cruzan v. Director, Missouri Department of Health판결(497 U.S. 261, 278 (1990))도 
참조할 것.

72) Cruzan v. Director, Missouri Department of Health, 497 U.S. 261, 281-282 (1990) 
(“[T]he choice between life and death is deeply personal decision of obvious and 
overwhelming finality, ... and ... Missouri may legitimately seek to safeguard the 
personal element of this choice through the imposition of heightened evidentiary 
requirements.”; “Missouri has permissibly sought to advance these interests through the 
adoption of a ‘clear and convincing’ standard of proof to govern termination of life 
support proceedings”). 이는 “rational-basis scrutiny with a stronger bite”의 예이다. 또 
다른 프라이버시권 판결인 Moore v. City of East Cleveland판결(431 U.S. 494, 499 
(1977))을 보면, 미연방대법원이 위헌법률심판에서의 심사기준으로서 “rational-basis 
review with a bite”와 중간심사기준간을 오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73) 평등보호 영역에서의 미국 위헌심사기준으로서의 이중 기준 체계의 정립과정과 현주
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Erwin Chemerinsky, CONSTITUTIONAL LAW: PRINCIPLES 
AND POLICIES (제3판) (Aspen Publishers, 2006)의 제9장(Chapter 9)(667면-789면) 참
조. 평등보호에 관한 미연방대법원의 태도와 평등보호를 위한 미국의 사법심사기준에 
관한 국내의 연구로서 나달숙, “미국헌법상 평등보호를 위한 사법심사,” 법학연구 제
20권 (2005) 참조.

74) 이 점에 관해서는 Sullivan, Gunther 공저, 위 각주1)의 CONSTITUTIONAL LAW , 601
면-608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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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하게 침해한 경우에는 엄격심사기 이 용된다는 법리가 정립되었다.75)  

첫째, 미연방 법원은 Warren Court와 Burger Court를 거치면서 평등보호 역

에서 입법에서 사용한 분류의 기 에 따라 강화된 심사기 을 용하는 법리를 

정립하 는데, 강화된 심사기 의 용을 요하는 분류기 으로 시한 것으로는 

인종(race),76) 국 (national origin)77) 그리고 일정한 경우 이민 혹은 귀화 여부

(alienage)78)가 있다. 즉, 이러한 기 에 의해 분류하여 차등  처우를 하는 입법

의 경우 그 합헌성의 심사에는 엄격심사기 이 용된다.79) 나아가 Burger Court

는 강화된 심사기 의 용을 요하는 헌의 개연성이 있는 분류기 에 (準)하

는 분류기 을 선별하여 정립하 는데, 성별(gender)과80) 서구별(illegitimacy)

이81) 그 이다. 이러한 기 에 의해 분류하여 차등  처우를 하는 입법의 경우 

그 합헌성의 심사에는 간심사기 이 용된다.

한편, 같은 시기 미연방 법원은 평등보호의 역에서 제한되는 기본권이 특정

의 본질  기본권인 경우 강화된 심사기 을 용하는 법리를 정립하 다.82) 

1960년 에 Warren Court는 이러한 소  신(新)평등보호(“new equal protection”) 

법리하에 주간(州間) 이동의 자유,83) 정치과정에의 평등한 근권,84) 그리고 형사

사건에서 사법 차에의 평등한 근권85)을 엄격심사기 의 용을 요하는 본질

 기본권으로 시하 다. 이후 Burger Court와 Rehnquist Court는 평등보호 

역에서 엄격심사를 요하는 Warren Court의 리스트에 새로운 분류기  혹은 새로

운 기본권을 추가한 바 없으며, 평등보호 역에서의 강화된 심사기  법리는 

체로 1970년  반 이후 오늘날까지 큰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평등보호 역에서도 합리성심사기 에 해서는 근래 들어 미연방

법원의 결에 법리상 어느 정도의 혼선이 나타나고 있다. 실체  법 차상 경

75) Id.
76) Loving v. Virginia, 388 U.S. 1, 11 (1967).
77) Graham v. Richardson, 403 U.S. 365, 371-372 (1971).
78) Id., 372면.
79) 위 각주76)의 Loving v. Virginia, 11면 참조.
80) Califano v. Webster, 430 U.S. 313, 316-317 (1977) 참조.
81) Mathews v. Lucas, 427 U.S. 495 (1976).
82) Sullivan, Gunther 공저, 위 각주1)의 CONSTITUTIONAL LAW , 603면-604면. 
83) Shapiro v. Thompson, 394 U.S. 618, 638 (1969).
84) Kramer v. Union Free School District, 395 U.S. 621, 626-627 (1969).
85) Douglas v. California, 372 U.S. 353, 355-358 (1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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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자유에 해서는, 일정 기 에 따라 분류를 하여, 경제활동에의 진입이나 

직업의 선택과 같은 경제  자유에 한 차등  처우를 하는 입법에 해서는 

평등보호조항하에 합리성심사기 을 용한다.86) 한 식품의 유통이나 교통의 

흐름과 같은 건강, 안 , 공공복리 등에 향을 미치는 경우의 평등보호 사안에

서는 련 입법의 헌성 심사에서 역시 합리성심사기 을 용한다.87) 다만 오

늘날 미연방 법원은 일정한 경우 평등보호 역에서 합리성심사기 을 용하

면서도 일응 강화된 합리성심사기 을 용하기도 하여, 합리성심사기 을 용

하는 사안 내에서도 심사기 을 강도에 따라 차등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88)

III. 미국의 위헌심사기준 체계로서의 ‘이중 기준(Double Standard)’ 
체계에 대한 비판과 미연방대법원의 대안 모색 노력

1. 이중 기준 내지 다층적 심사기준 체계의 위헌심사기준으로서의 결

함 및 이에 대한 비판

와 같은 정립 과정을 거친 미국의 헌심사기 으로서의 이  기   이에 

기 한 다층  헌심사기  체계에 해서는 그 개념과 체계의 도입 기부터 

법원 내외에서 비 이 있어 왔으며, 미연방 법원의 법   일부도 공개 으

로 비 의 입장을 취한 바 있다. 표 으로 마샬(Marshall) 법 은 간심사기

의 도입 이 부터 1970년 의 일련의 례에서 반 의견을 통해 이  기  방

식에 한 비 을 제기해 왔다.89) 마샬 법 은 이  기  체계는 헌심사의 논

증과 단의 과정을 지나치게 단순화한 것으로서 실제의 헌심사에서의 논증과 

86) Williamson v. Lee Optical Inc., 348 U.S. 483 (1955) 참조.
87) Massachusetts Board of Retirement v. Murgia, 427 U.S. 307, 314-318 (1976) 참조.
88) 입법부에 대해 높은 정도의 존중을 보이는 예로서 FCC v. Beach Communications, 

Inc., 113 S.Ct. 2096 (1993) 참조. 한편, “rational-basis scrutiny with bite”로 일컬어지
는 다소 강화된 합리성심사기준을 적용한 예로서 City of Mesquite v. Aladdin’s Castel, 
Inc.판결(455 U.S. 283 (1982))(“[G]overnment’s rational goal must be identified, and 
the means used by government must, at least in some instances, bear a fair and 
substantial relation to the goal pursued.”)이 있다.  

89) 예를 들어, Massachusetts Board of Retirement v. Murgia, 427 U.S. 307, 318-321 
(1976); San Antonio Independent School District v. Rodriguez, 411 U.S. 1, 98-99 
(1974)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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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을 정확하게 반 하지 못한다고 주장하 다.90) 즉, 마샬 법 은, 미연방 법

원의 선례상 헌법률심 에 용된 심사기 을 분석해 보면 헌심사의 기  

혹은 심사의 강도는 련된 이익의 상  요성에 따라 유동 이며(“sliding 

scale”),91) 따라서 이를 심사기 의 강도 내지 엄격성에 따라 두 등  혹은 세 등

으로 나 는 것은 지나친 단순화라고 하 다.92) 나아가 마샬 법 은 이  기

 체계는 경직화된(“rigidified”) 체계로서,93) 아래의 두 가지 에서 헌심사에

서의 한 헌법  분석을 해한다고 하 다. 첫째, 이  기  체계는 심사기

의 강도별 등 이라는, 구체  사안의 본안과는 직  련되지 않은 추상  

상에 질문의 을 맞춤으로써, 구체  헌심  사안에서의 헌법  논증과 분

석의 방향을 오도한다. 둘째, 이  기  체계는 용될 심사기 을 작동시키기 

해 “본질  기본권(fundamental right)” 는 “ 헌의 개연성이 있는 분류기

(suspect classification)” 등 사 (事前的)으로 유형화된 개념정의를 사용함으로

써, 구체  헌심  사안에서 직 이고 실질 인 헌법  논의와 분석을 불가

능하게 한다.94)

이러한 비 에 기 하여 제도  개선을 모색한 례의 표  로서는 미연

방 법원이 간심사기 을 도입한 직후인 1972년에 마샬 법 이 다수의견을 

집필한 Chicago Police Department v. Mosley95) 결을 볼 수 있다. 이 결에서 

마샬 법 은 이  기  체계를 체할 안으로서 보다 유연한 일원화된 심사

기 의 도입을 제안하 다. Mosley 결의 다수의견에서 마샬 법 은 모든 평등

90) Id.
91) 이러한 개념하에서는 개별 사안에 적용되는 심사의 강도 혹은 심사기준은 심사대상인 

정부의 행위 혹은 입법의 권리 제한의 심각성(invidiousness)의 정도, 그리고 정부의 행
위 혹은 입법에 의해 영향을 받는 개인의 권리와 공익간의 상대적 중요성에 따라 구
체적 사안에서의 위헌심사의 기준 혹은 강도가 결정된다.

92) San Antonio Independent School District v. Rodriguez, 411 U.S. 1, 98-99 (1974).
93) 위 각주89)의 판례 참조.
94) Dandridge v. Williams, 397 U.S. 471, 519 (1970); Richardson v. Belcher, 404 U.S. 

78, 90-91 (1971) 참조. 이후 이중 기준 체계의 결함을 수정⋅보완하기 위해 제3의 심
사기준으로서 위 두 단계의 중간 강도의 중간심사기준이 도입되었으나, 마샬대법관이 
지적한 이중 기준 체계의 근본적 문제점이 이로써 해결된 것은 아니며, 마샬대법관은 
이후에도 일련의 반대의견과 개별의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이중 기준 체계에 비판
적 입장을 취하였다. Plyler v. Doe, 457 U.S. 202, 231 (1982); Massachusetts Board of 
Retirement v. Murgia, 427 U.S. 307, 318-321 (1976); San Antonio Independent School 
District v. Rodriguez, 411 U.S. 1, 98-99 (1974).

95) 408 U.S. 92 (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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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사안에 공통되는 핵심  질문은 심사 상이 된 정부의 행 에 의해 하

게 증진되는 타당한 공익이 있는지의 여부라고 시했다.96) 이 질문은 모든 헌

심사 사안에서 필요한 논의의 핵심을 망라하는 것으로서, 이  기  체계에서의 

각 단계 혹은 강도의 심사기 에 공히 주어진 질문이기도 하다.97) 그러나 Mosley

기 의 사용은 단기간에 그쳤으며, 미연방 법원의 다수는 헌심사기 을 일원

화하는 것보다 간 심사기 을 정교화하는 방법을 선호하 다.98) 

이  기  체계의 헌심사기 으로서의 문제  내지 결함으로 이제까지 미국

의 학계와 실무에서 지 된 바를 분석해 보면, 아래와 같다.

(1) 경직성

이  기  체계의 가장 큰 문제 으로 비 되어 온 은 이러한 체계가 갖는 

경직성이다.99) 이  기  체계하에서의 법률의 헌성 단은, 당해 사안의 구체

 사실 계와 련법에서 출발한 실질  분석의 이 에, 미리 정해져있는 세 지

  어느 한 곳이 지정되고 이 지 에서 합헌성 분석이 시작된다는 경직성을 

갖는다. 이는 심사 상인 정부의 행  혹은 입법의 합헌성이 당해 사안에 용되

는 심사기 의 종류에 의해 이미 결정되는 결과를 래한다. 즉, 합리성심사기

이 용되면 심사 상인 법률은 거의 자동 으로 합헌 정을 받게 되며, 엄격심

96) Chicago Police Department v. Mosley, 408 U.S. 92, 95 (“[T]he crucial question in all 
equal protection cases is whether there is an appropriate governmental interest suitably 
furthered by the government regulation in question.”).

97) 이점에서 (헌)법적 이익형량의 구조와 그 정당화에 관한 체계적⋅심층적 고찰로서 김
도균, “법적 이익형량의 구조와 정당화 문제,” 서울 학교 법학 제48권 제2호 (2007) 
참조.

98) 그러나 이후의 중간심사기준의 진화에도 불구하고 미연방대법원 내에서도 이중 기준 
체계에 대한 비판은 증대되어 갔으며, 중간심사기준의 정확한 내용이 최초로 서술되었
다고 할 수 있는 1976년의 Craig v. Boren판결(429 U.S. 190, 197 (1976))에서도 렌퀴
스트(Rehnquist)대법관과 스티븐스(Stevens)대법관은 이중 기준 체계에 대한 비판을 표
명했다. 렌퀴스트대법관은 반대의견에서 문리해석에 충실한 입장에서 평등보호조항이 
중간심사기준의 용어를 담고 있지 않음을 지적하였고, 나아가 미연방대법원은 중간심
사기준 도입 이전의 이중 기준 하에서도 이미 난항을 겪었으며 또 하나의 새로운 기
준이 도입되면 어려움은 오히려 증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Id., 220면-221면). 스티븐스
대법관은 개별의견에서 위헌심사의 이중 기준은 하나의 평등보호조항이 존재하는 것
과 양립될 수 없으며, 이중 기준 체계가 위헌심사에서 혼란을 초래한다고 경계하였다
(Id., 211면-212면).

99) Gunther, 위 각주1)의 “A Model for A Newer Equal Protection,” 8면-12면 (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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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이 용되면 심사 상인 법률은 거의 자동 으로 헌 정을 받게 된다. 

이러한 이  기  체계의 경직성의 문제 은 합리성심사기 에 련하여 가장 

분명히 나타난다. 합리성심사기 은 실질 으로는 심사의 부재를 의미하므로, 경

직된 체계하에서는 비합리 인 입법을 합헌으로 단하거나 는 합리성심사기

을 변형하여 그러한 입법을 헌으로 단하는 결과가 래될 우려가 있다. 이

 기  체계상 합리성심사기 이 용되는 사안에서 실제 이러한 문제가 있는 

경우 미연방 법원은 부분 자의 선택을 해 왔다. 다만 이러한 일부의 사안에

서 후자의 선택을 한 경우에는 이 의 앞부분에서 보았듯이100) 합리성심사기

을 보다 강화하여 변형시켜 용하고 있다. 

이  기  체계의 경직성의 문제는 이  기  체계가 이와 같은 경직성을 갖

지 않았다면 미연방 법원이 합리성심사기 과 엄격심사기 의 정립 이후 사후

으로 간심사기 을 고안하여 도입할 필요 자체가 없었을 것이라는 에서 

가장 분명히 볼 수 있다. 간심사기 의 도입으로 인해 일부 유형의 사안들이 

경직된 합리성심사기 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다고 하겠으나, 간심사기 의 도

입이 지속 으로 합리성심사기 의 용을 받는 사안들에까지 유연성을 부여하

는 것은 아니다. 한 합리성심사기 에 어느 정도의 유연성이 부여되더라도 이

로써 미연방 법원이 이  기  체계하에서 체로서 유연성과 선택의 여지를 

부여받는 것은 아니다. 오늘날 심사기 의 변형 용  우회의 상은 합리성심

사기 하에서 뿐 아니라 각 강도별 심사기 하에서 반 으로 나타나고 있으

며,101) 이는 합리성심사기  뿐 아닌 이  기  체계 반의 경직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2) 헌심사에서 법원의 실질 이고 직 인 (헌)법  분석을 해함

이  기  체계의  다른 결함이자 문제 은 이러한 체계가 질문의 을 

구체  사안의 본안과는 거리가 먼 추상화된 단계의 일반화된 개념에 맞춤으로

써 헌심사에 필요한 직 이고 실질 인 (헌)법  분석을 해한다는 이다. 

이  기  체계 하에서는 심사에서의 이 용될 심사기 의 선택에 필요한 

분류기 , 이익, 심사의 강도 등 일반화된 추상  개념에 맞추어지기 때문에, 구

체  사안에서의 구체  사실 계와 분쟁의 내용, 법  쟁 에 한 분석이 상

100) 위 II-3, 특히 각주 72)와 88) 및 이에 해당하는 본문 참조.
101) 위 II-3 참조.



미국의 헌심사기 으로서의 ‘이  기 (二重 基準) (Double Standard)’ / 李瑀渶   439

으로 경시될 수 있다.

더욱이 이  기  체계는 헌법  이익형량 과정에 유형화된 범주(categori-

zation) 개념의 도입을 래함으로써 (헌)법  분석을 해할 우려가 있다. 모든 

헌법재 에서는 그 구체 인 실  구조와 무 하게 공익과 사익간의 형량

(balancing) 혹은 상  평가(comparative evaluation)가 필수 이다.102) 즉, 모든 

헌법재  사안에서 핵심이 되는 쟁 은 정부가 규제를 통해 추구하는 이익이 그

로 인해 제한되는 사인의 이익을 능가할 만큼 충분히 요한가라는 것이다. 이러

한 헌법  이익형량은 사법심사 혹은 헌심 의 제도가 존재하는 한 그와 같은 

헌법재 에서 필수 인 요소이자 과정이며, 이  기  체계 하에서도 이러한 헌

법  이익형량은 당연한 요소이자 과정이다. 그러나 이  기  체계 하에서는 각

각의 기 이 ‘핵심  기본권,’ ‘ 헌의 개연성이 있는 분류기 ’과 같은 추상  

개념에 의존하고 있어서, 이러한 헌법  이익형량에서 이익의 분석과 평가가 사

(事前的)으로 유형화된 범주를 통해 걸러진다. 따라서 범주화된 이익형량

(categorial or definitional balancing)이라는 결과가 래된다.103)

이러한 ‘범주화된 이익형량’은 헌법재 을 통해 제기되는 복잡다양한 이익을 

평가하기에 합하고 충분한 기  혹은 을 제시해  수는 없을 것이다. 범주

화된 이익형량은 이  기  체계 하에서 용되는 심사기 의 종류에 따라 구체

 사안에서의 결론이 사 (事前的)으로 결정되어버리는 성향을 더욱 증폭시킴

으로써 이  기  체계의 경직성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 즉, 정부와 사인의 이

102) Kenneth L. Karst, “Legislative Facts in Constitutional Litigation,” 1960 SUPREME 
COURT REVIEW  75, 75-80; Arthur S. Miller, Ronald F. Howell 공저, “The Myth of 
Neutrality in Constitutional Adjudication,” 27 UNIVERSITY OF CHICAGO LAW 
REVIEW  661 (1960); Jeffrey M. Shaman, “The Constitution, the Supreme Court, and 
Creativity,” 9 HASTINGS CONSTITUTIONAL LAW QUARTERLY 257 (1982) 참조. 김
도균, 위 각주 97)의 논문도 참조.

103) 이중 기준 체계를 작동시키는 ‘사전적으로 유형화된 범주’들은 일반화된 추상적 개념
들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전적 유형별 범주 개념의 사용은 구체적 사안에서의 본안에 
대한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헌법적 분석을 희석시킬 우려가 있다. 예를 들면, 평등보
호의 맥락에서 특정 기준에 의한 분류(classifications)는 suspect, almost suspect, 
non-suspect의 셋 중 하나로 구별되고, 정부가 추구하는 목적은 compelling, important, 
valid 또는 invalid 중 하나로 판단되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가 선택한 
수단은 necessary, substantial, rational 또는 irrational 중 하나이다. 이와 같은 범주화
된 사고(categorical thinking)는 구체적 사안에 관련된 이익의 분석을 당해 사안 이전
에 미리 유형화된 범주의 구별에 따라 그 중 하나에 해당시키도록 요구하게 된다. 이 
점에 관해서는 위 각주 97)의 논문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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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을 일반화된 추상  범주별로 구분함으로써 구체  사안에서의 구체  이익의 

성격과 의의가 사 (事前的)으로 결정되어, 이에 한 직 ⋅구체 ⋅실질  

분석이 희석될 우려가 있다. 

(3) 내  일 성의 결여

한 이  기  체계에 해서는 이  기  체계 하에서 사용되는 사 (事

前的)으로 유형화된 범주들이 체로서의 이  기  체계에 내  안정성 내지 일

성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 이 제기되어 왔다. 이  기  체계의 내  

일 성의 결여를 보여주는 로 시되는 것으로서는 이  기  체계 하에서의 

“근본  혹은 핵심  이익(fundamental interest)”의 개념을 들 수 있다.104) 이  

기  체계의 정립 기에는 미연방 법원은 법원이 그 사회  요성이 단히 

크다고 단한 바의 이익을 “근본  혹은 핵심  이익”이라고 보았다.105) 이러한 

104) 또 다른 중요한 예로서 “suspect classification” 개념의 예를 보면, 이중 기준 체계 정
립의 초기에 미연방대법원은 “suspect classification”을 “discrete and insular 
minorit[y]”를 차별하는 분류로 정의하였으나(United States v. Carolene Products Co., 
304 U.S. 144, 153면 각주 4번 (1938)), 이후에는 “those subjected to such a history 
of purposeful unequal treatment, or relegated to such a position of political 
powerlessness as to command extraordinary protection from the majoritarian political 
process”에 대한 차별적 분류라고 정의하기도 하였고(Massachusetts Board of 
Retirement v. Murgia, 427 U.S. 307, 313 (1976)), “a badge or stigma of inferiority”
라고 판시하기도 하였다(Brown v. Board of Education, 347 U.S. 483, 494 (1954)). 이
러한 정의 하에 미연방대법원은 인종(race)(Loving v. Virginia, 388 U.S. 1 (1969); 
Brown v. Board of Education, 347 U.S. 483 (1954)), 국적(national origin)(Korematsu 
v. United States, 323 U.S. 214 (1944)), 이민 혹은 귀화의 신분(alienage)(Nyquist v. 
Mauclet, 432 U.S. 1 (1977); In re Griffiths, 413 U.S. 717 (1973)) 등에 의한 분류를 
“suspect classification”이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미연방대법원 스스로가 내린 
“suspect classification”의 정의에 부합하는데도 불구하고 “suspect classification”으로 
취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Frontiero v. Richardson판결(411 U.S. 677 
(1973))의 다수의견(plurality)의 분석상 성별(gender)은 미연방대법원 판례상의 “suspect 
classification”의 정의에 부합함에도 불구하고 5/9의 과반을 설득하지 못했고, 다른 한
편 정신병력(mental illness)에 기초한 분류의 경우에는(Schweiker v. Wilson, 450 U.S. 
221 (1981) 참조) “suspect classification”으로의 분석과 판단의 기회 자체를 회피하여, 
이에 대해서는 가장 낮은 강도의 심사인 합리성심사기준이 적용된다. 이러한 판례들
은 이중 기준 체계의 내적 일관성의 결여를 보여준다고 하겠다.

105) Kramer v. Union Free School District No.15, 395 U.S. 621 (1969); Harpaer v. 
Virginia Board of Election, 383 U.S. 663 (1966); Griswold v. Connecticut, 381 U.S. 
479 (1965); Douglas v. California, 372 U.S. 353 (1963); Griffin v. Illinois, 351 U.S. 
12 (1956); Skinner v. Oklahoma, 316 U.S. 535 (1942)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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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에 해서는 미연방 법원이 헌법  사항을 단함에 있어 자연법  입장에 

귀의한다는 비 이 곧 가해져 온 바,106)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미연방 법원의 

“근본  혹은 핵심  이익”의 단은 상당한 주 성을 띠고 있고 일 성이 결여

된 측면이 있다. 단 인 로, 미연방 법원은 비교고찰의 에서 이를 설명함

이 없이 라이버시권은 근본 이고 핵심 인 권리라고 시하고 있으나107) 재

산권은 그 게 보고 있지 않다.108) 헌법재 에서 궁극  가치 단은 불가피한 

것이라고 하겠으나, 미연방 법원 내에서도 이러한 주 성에 해서는 곧 문제

의식이 제기되어 왔다. 

1973년 미연방 법원은 이러한 “근본  혹은 핵심  권리 는 이익”의 개념

을 제한 으로 시하여, 미연방헌법 본문에 의해 명시  혹은 묵시 으로 보장

된 권리와 이익만이 근본  혹은 핵심  권리 는 이익이라는 입장을 취했

다.109) 이러한 정의는 이 의 정의에 비해 상 으로 더 객 이기는 하지만 

주 성이 으로 배제된 정의는 아니다. 왜냐하면 헌법이 어떠한 권리 는 이

익을 묵시 으로 보장하는지는, 그리고 심지어 때로는 헌법이 어떠한 권리 는 

이익을 명시 으로 보장하는지도, 불변의 사항이 아니라 가변  해석과 단의 

여지가 있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연방 법원의 근본  혹은 핵심  권

리 는 이익의 정의는 여 히 일 성이 결여되어 있다. 를 들어, 주(州)의 공

직선거에서의 투표권,110) 주간(州間) 이동의 권리111)  확 가족을 이루어 살 권

리112) 등은 미연방 법원의 개념정의상 이러한 근본  혹은 핵심  권리 는 

이익에 해당하지만, 주거를 보장받을 권리,113)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권리114) 

등은 이러한 근본  혹은 핵심  권리 는 이익에 해당한다고 시된 바 없다.

106) Kenneth L. Karst, “Invidious Discrimination: Justice Douglas and the Return of the 
‘Natural-Law-Due-Process Formula,’” 16 UCLA LAW REVIEW  716 (1969).

107) Griswold v. Connecticut, 381 U.S. 479 (1965); Skinner v. Oklahoma, 316 U.S. 535 
(1942) 참조. 

108) Flemming v. Nestor, 363 U.S. 603 (1960) 참조.
109) San Antonio Independent School District v. Rodriguez, 411 U.S. 1, 33-34 (1973) 참조.
110) Harper v. Virginia Board of Elections, 383 U.S. 663 (1966) 참조. 
111) Memorial Hospital v. Maricopa County, 415 U.S. 250 (1974); Shapiro v. Thompson, 

394 U.S. 618 (1969) 참조.
112) Moore v. City of East Cleveland, 431 U.S. 494 (1977) 참조.
113) Lindsey v. Normet, 405 U.S. 56 (1972) 참조.
114) Dandridge v. Williams, 397 U.S. 471, 519-521 (1970) (Marshall, J., dissenting) 참조.



442   서울 학교 法學 제50권 제1호 (2009. 3.)

2. 위헌심사기준 체계로서의 ‘이중 기준(Double Standard)’ 체계에 

대한 미연방대법원의 개선 및 대안 모색의 노력과 현주소

에서 본 바와 같이 헌심사의 이  기  방식 내지 다층  심사기  체계

에 해서는 미연방 법원 내외부에서 경직성, 직 ⋅실질 인 법  분석의 제

약, 그리고 내  일 성의 결여의 면에서 비 이 제기되어 왔으며, 근래 실제의 

헌심 에서 미연방 법원은 이  기  체계로부터 벗어나거나 이  기  체계

하의 각 기 을 변형 용하는 시도를 상당 정도 보이고 있다. 우선 간심사기

의 도입 자체가 이  기  체계 보완 노력의 일환에서 이루어진 구조 인 변

화 으나, 간심사기 을 도입함으로써 이  기  체계를 보완⋅개선하여 이  

기  체계의 배척을 막는다는 목 은 도입 직후의 단기간을 제외하면 충분히 달

성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이 은 간심사기 의 도입 이후에도 이  기  체

계의 우회 시도 혹은 이  기  체계하 개별 기 의 변형 용의 는  증

가되었다는 것에서 알 수 있다.

그 표 인 로서 극  평등실 조치를 합헌결정한 1980년의 Fullilove v. 

Klutznick115) 결을 들 수 있는데, 버거(Warren Burger) 법원장이 집필한 다수의

견(plurality)을 보면 본안 단에 있어 이  기  체계하의 어느 하나의 심사기

을 선택하여 용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116) 한 퀴스트(Rehnquist) 법

이 집필한 1981년의 Rostker v. Goldberg117) 결의 다수의견도 이  기  체계하

의 헌심사기 의 용을 배척한 이다. 이 결에서는 남성에게만 징집을 

한 등록의무를 부과한 연방 법률의 합헌성을 심사하 는데, 미연방 법원은 다층

 심사기  체계하에서 군 련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연방 법률은 합리성심사

기 의 용을 받는 반면 성별을 분류기 으로 하여 차등  처우를 하는 입법은 

간심사기 의 용을 받는 난 에 직면하 다. 다수의견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신 이  기  체계하에서의 각 심사기 이 결론을 사후 으로 정당화하기 

해 이용되는 추상  개념이라고 비 하면서, 이  기  체계하의 기 의 용을 

회피하 다.118) 한 1982년의 Plyler v. Doe119) 결을 보면, 이 사안에서 미연방

115) 448 U.S. 448 (1980).
116) Id., 492면.
117) 453 U.S. 57 (1981).
118) Id., 59면, 64면-70면.
119) 457 U.S. 202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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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이  기  체계하의 정립된 심사기  의 하나가 아닌 보다 포 이

고 유연한 기 을 용했음을 알 수 있다. 불법체류자의 자녀에 한 무상공교육

을 한 주(州) 법률을 헌으로 시한 이 결의 다수의견은, 심 상인 주

(州) 법률은 선 례상 엄격심사기  는 간심사기 의 강화된 심사기 이 

용되는 유형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간심사기 에 하는 강도의 심사기 이 이

에 합한 심사기 이라고 시하면서, 당해 입법에서 사용된 분류기 의 헌의 

개연성, 그리고 련된 개인의 기본권과 공익의 상  요성에 따라 당해 입법

의 헌성을 심사했다.120)

에서 언 한 Fullilove, Rostker 그리고 Plyler 결은 이  기  체계에서 벗

어나려는 미연방 법원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로 평가되고 있다. 한 이외에도 

보다 덜 진 인 이  기  탈피의 방법으로서 미연방 법원이 사용한 가 있

는 바의 방식 내지 기술을 보면, 첫째, 합리성심사기 을 강화하는 방식, 둘째, 

간심사기 을 완화하는 방식, 그리고 셋째, 엄격심사기 의 용의 외를 확

시키는 방식 등의 다양한 방식이 있다.121) 이하에서는 이러한 각각의 방식을 

실제 례의 를 통해서 보도록 한다.

(1) 합리성심사기 의 강화

이  기  체계 하에서 가장 심사강도가 낮은 심사기 인 합리성심사기 을 

강화하는 방법은 미연방 법원이 정부가 입법을 통해 추구하는 목 에 해 통

상 부여하는 존 (deference)의 정도를 축소하는 것이다. 미연방 법원은 1973년

의 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 v. Moreno122) 결에서 이러한 기술을 

사용했는데, 이 결은 미연방 법원이 합리성심사기 의 용을 표방하면서도 

헌 결을 한 단히 드문   하나이다.123) 이 사안에서 심사 상이었던 법

률은 수 권자의 동거인이더라도 일정 범  내 친족이 아닌 자에게는 식권수

자의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취지의 법률(Food Stamp Act)이었다.124) 미연방 법

원은 입법사(立法史) 혹은 입법과정상의 기록을 통해 본 입법의 취지가 친족 아

120) Id., 218면-224면.
121) 미연방대법원의 위헌심사기준의 근래의 변화 동향에 대한 국내의 연구로서 김형남, 

“최근 미국 사법심사기준의 변화와 경향,” 경성법학 제15집 제2호 (2006) 참조.
122) 413 U.S. 528 (1973).
123) Zobel v. Williams, 457 U.S. 55 (1982)도 참조할 것.
124) 413 U.S. 528, 529 (1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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닌 자들의 동거를 지양하기 함이며 이러한 입법목 은 정당한 입법목 이 될 

수 없다고 시하 다.125) 이는 미연방 법원이 합리성심사기 하에서 통상 입법 

동기를 심사함이 없이 추론을 통해 입법 목 을 가정하고 그 정당성을 인정하는 

것과는 조 이다.126) 정부가 입법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  즉 입법목 을 보다 

비 인 에서 실질 으로 심사함으로써 이 사안에서 미연방 법원은 합리

성심사기 의 심사 강도를 높인 바 있다.

이외에도 합리성심사기 을 강화하는  다른 방법은 입법목 을 달성하기 

해 채택한 수단에 한 존 의 정도를 통상보다 낮추는 것이다. 일반 으로 미연

방 법원이 합리성심사기 을 용함에 있어서는 입법목 의 달성을 해 채택

된 입법  수단이 상당히 범 한 것이든(overinclusive) 제한 ⋅배제 인 것이

든(underinclusive) 이를 수인하여 목 -수단간의 합리  연 성을 인정한다.127) 

그러나 1980년  이후의 일련의 결에서 미연방 법원은 합리성심사기 하에서 

목 -수단간의 합리  연 성을 심사함에 있어 지나치게 범 한 수단과 지나치

게 제한 ⋅배제 인 수단의 목 과의 합리  상 성을 배척함으로써, 실질 으

로 합리성심사기 의 심사 강도를 높인 바 있다.128) 의 사례들은 합리성심사기

을 용하더라도 심사 상인 정부의 행 의 목  는 수단 어느 하나에 해 

통상 부여되는 것보다 존 의 정도를 낮춤으로써 합리성심사기 의 심사강도를 

강화할 수 있음을 보여 다.

(2) 간심사기 의 완화

와 같은 합리성심사기 의 변형 추세와 동시에 미연방 법원은 1981년의 

Michael M. v. Superior Court129)사안에서는 간심사기 의 심사 강도를 완화하

는 시도를 한 바 있다. 이 사안에서 미연방 법원은 남성만을 처벌하는 주(州)의 

의제강간(statutory rape) 법률이 사용한 성별 기  분류의 합헌성을 심사하 다. 

이 결에서 다수의견(plurality)은 간심사기 을 용하 으나, 핵심  쟁 이

었던 성별 기  분류와 미성년자 임신 방지라는 입법목  사이의 상 계의 분

석에 직면하여 심사기 의 날이 무뎌지게 되었다. 이 사안에서 심사 상 입법의 

125) Id., 534면-535면.
126) 예를 들어, Minnesota v. Clover Leaf Creamery Co., 449 U.S. 456 (1981) 참조.
127) Id.
128) Logan v. Zimmerman Brush Co., 455 U.S. 422 (1982).
129) 450 U.S. 464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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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성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성(性) 립 인 의제강간 처벌 입법도 입법목 인 

미성년자 임신 방지에 마찬가지로 효과 인 수단이 되므로 심사 상 입법인 여

성불처벌의 의제강간 조항은 지나치게 배제 이라고 주장하 다.130) 이 결의 

다수(plurality)는 간심사기 에서 통상 수인하는 배제  입법보다 더 배제 인 

입법을 허용함으로써 간심사기 을 완화하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평가된다.

(3) 엄격심사기  용의 외의 확

다른 한편, 엄격심사기 이 용되는 상에 외를 더 많이 인정하게 되면 엄

격심사기 의 용 상 내지 용 역이 축소되고 엄격심사기 으로부터 그만큼 

더 벗어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방식 역시 미연방 법원이 실제 사용한 바 있으

며, 이와 같은 외의 한 로서 주간(州間) 이동의 권리를 들 수 있다. 1969년

의 Shapiro v. Thompson131) 결을 필두로 하여 미연방 법원은 주간(州間) 이동

의 권리는 미연방헌법이 묵시 으로 보장하는 기본권의 하나라는 입장을 취해 

왔다.132) 그 다면 이러한 권리를 제한하는 주내(州內) 거주기간 요건의 합헌성은 

엄격심사기 을 용하여 심사해야 한다.133) 이와 같은 엄격심사기 하에 미연방

법원은 일련의 사안에서 사회보장혜택 수 자격,134) 투표권135) 는 무상의료

서비스 수 자격을136) 제한하는 주내(州內) 거주기간 요건을 헌으로 시하

다. 그러나 동시에 미연방 법원은 주립 학이 당해 주(州)의 주민(州民)이 아닌 

자에게 주민보다 높은 액수의 등록 을 부과하는 것은 헌이 아니라고 시했

으며,137) 나아가 Memorial Hospital v. Maricopa County138) 결에서는 주간(州間) 

이동을 형사 으로 제한하지 않는 주내(州內) 거주기간 요건은 엄격심사기 의 

용 상이 아니라고 시한 바도 있다.139) 즉, 이와 같이 미연방 법원은 일련

의 련 례에서 주내(州內) 거주 요건에 한 엄격심사기 의 용에 있어 상

130) Id., 473면.
131) 394 U.S. 618 (1969).
132) Memorial Hospital v. Maricopa County, 415 U.S. 250 (1974).
133) Id.
134) Shapiro v. Thompson, 394 U.S. 618 (1969).
135) Dunn v. Blumstein, 405 U.S. 330 (1972).
136) Memorial Hospital v. Maricopa County, 415 U.S. 250 (1974).
137) Starns v. Malkerson, 401 U.S. 985 (1971). 
138) 415 U.S. 250 (1974).
139) Id., 258면-25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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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한 외를 인정할 여지를 보이고 있다.140) 이와 같은 엄격심사기  용의 

외의 확 는 미연방 법원이 이  기  체계의 경직화를 우려하고 그 경직화된 

용에서 벗어나고자 함을 보여주는  하나의 라고 할 수 있다.

IV. 맺음말: 위헌심사기준으로서의 ‘이중 기준(Double Standard)’ 
체계에 관한 미국의 경험이 주는 시사점

이상에서 본 바, 오늘날 미국의 헌심사의 기 은 ‘이  기 ’ 방식을 기본으

로 하여 합리성심사기 , 엄격심사기 , 간심사기 으로 구성된 ‘다층  심사기

 체계’로 설명될 수 있으나, 이  기  방식이 가질 수 있는 경직성에서 벗어

나 보다 유연하고 실질 인 헌심사의 기 을 모색하기 한 법원 내외의 다양

한 노력과 시도도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뉴딜 시기의 긴 한 헌법  정치 

상황에서 비롯된 이  기  방식의 헌심사기  체계는 시  필요성에 부응

하는 개념   방법론  가치를 십분 발휘하 다고 하겠으나, 거시  에서 

볼 때 그 정 기에도 헌법재 에 일 되게 충분한 설득력을 가진 정치한 이론  

틀을 제공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헌법률심사의 기 으로서 이  기  체계

는 구조  경직성으로 인해 구체  사안의 심사 상에 한 직 ⋅실질  심

사 신 분석과 논리의 개를 사 으로 유형화된 경로에 따라 구성하게 유도

함으로써 헌법  분석과 논증을 희석시킬 우려가 있다. 이러한 결함으로 말미암

아 미연방 법원은 이  기  체계를 유지하면서 문제 있는 입법을 합헌 정하

거나 는 그러한 결론을 회피하기 해 논리  설득력을 희생하는 경우도 있었

으며, 이러한 경우 경직된 이  기  체계는 미연방 법원의 일 성 있고 체계

인 헌법  이론구성  법리제시의 능력을 제약해 온 이 있다. 

140) 관련하여, Sosna v. Iowa판결(419 U.S. 393, 404 (1975))(주간(州間) 이동 권리가 관련
되었으나 합리성심사기준을 적용함)도 참조할 것. 이후 미연방대법원이 Sosna법리를 
따르지 않고 또 다른 차원에서 엄격심사기준의 적용의 예외를 창설한 예로, 부양자녀
를 고의로 유기한 부모를 형사처벌하는 주(州) 법률의 합헌성을 심사한 1981년의 
Jones v. Helms판결(452 U.S. 412 (1981))을 들 수 있다. Jones판결은 미연방대법원이 
엄격심사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의 예외를 찾아내고 이러한 예외를 확대해 감으로써 
엄격심사기준 나아가 이중 기준 체계에서 탈피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여주는 또 다
른 예라고 하겠다(Id., 412면-413면, 420면, 4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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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  체계의 등장 이래 이제까지 간심사기 의 도입을 포함하여 끊임

없이 이  기  체계 하에서의 구조  변화를 추구하고 개별 심사기 을 변형시

키는 시도가 있었음에도, 이러한 시도는 이  기  체계가 갖는 근본 인 문제  

내지 결함을 해결하지는 못하 고, 근래 특히 1980년  이후 변형 내지 우회의 

경향이 지속되고 있다.141) 본문에서 보았듯이 일부 연방 법 의 경우 이  기  

체계의 문제 을 반 의견 등을 통해 명시 으로 비 하기도 하 으며, 이  기

 방식을 우회하거나 이  기  체계하의 기존의 기 을 변형하여 용하는 미

연방 법원의 결례가 근래 차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헌심 의 이  

기  체계에 한 개선안 내지 안 모색의 로서 표 인 것으로는 본문에서 

논한 바 마샬(Marshall) 법 이 주창했던 보다 포 이고 유연한 심사기 을 

들 수 있다. 즉, 이는 이  기  체계하에서의 각각의 심사기 을, 마샬 법 이 

Mosley 결에서 제시했던 바와 같이, 모든 경우의 헌심사에서 ‘심사 상이 된 

정부의 행 에 의해 하게 증진되는 타당한 공익이 있는지의 여부’를 묻는 포

인 기 을 용함을 말한다.142) 

이  기  방식이 그러하듯이, 이러한 포  심사기  체계도 결국 련된 공

익과 사익의 단과 그 상  평가를 한 틀을 제시한다. 그러나 심사기 에서 

심사강도에 따른 등 의 개념을 제거하고 나면 특정 정부 행 의 합헌성 단이 

특정 사안에 용된 심사기 의 유형에 따라 결정되는 경직성은 소거되므로, 이

러한 심사기 은 행의 이  기  체계가 갖는 경직성을 극복할 수 있다. 그

다면 이  기  체계를 유지하면서도 설득력 있는 결론을 얻기 해 정형화된 

심사기 을 변형 용하거나 우회할 필요가 없어지게 된다. 즉, 심사기 의 심사

강도별 등  구별이 없어진다면 Fullilove v. Klutznick143) 결이나 Rostker v. 

Goldberg144) 결에서처럼 미연방 법원이 이  기  체계하의 특정 등 의 심사

기 의 용을 거부하거나 다른 일련의 결에서처럼 심사기 을 변형 용할 동

기가 없게 되어, 이  기  체계하의 개별 심사기 으로부터의 일탈에서 비롯되

는 일 성의 결여와 법리의 혼선은 극복될 수 있을 것이다.

한 Mosley 결에서 제시된 바와 같은 헌성 심사의 기 은 공익과 사익의 

141) 위 II-3과 III-1 참조.
142) 위 III-1 참조.
143) 448 U.S. 448 (1980).
144) 453 U.S. 57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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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과 평가에 있어 실제 사안의 본안에 기 하여 정확성을 제고할 가능성이 있

으며, 우리가 시사 의 차원에서 주목할 도 이러한 일 것이다. 미국의 이  

기 하에서와 같이 헌심사에서의 논의의 이 사 (事前的)으로 유형화된 

추상  단계의 개념에 맞추어지지 않고 실제 사안의 본안에서의 구체  사실과 

법에 맞추어질 수 있는 그러한 헌심사기 을 모색해 가는 것이 미국의 경험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하겠다. 심사강도에 따라 구별된 심사기 의 선

택과 용이라는 개념을 제거하면 어느 기 을 용할 것인가에 련된 추상  

차원의 질문이 무의미해지므로, 헌성 심사에서 당해 사안의 본안에 분석을 집

할 수 있게 된다. 동시에 사 (事前的)으로 유형화된 범주의 개념을 제거하

고 나면 실제의 사안에 련된 공익과 사익의 분석에 을 맞출 수 있고, 그럼

으로써 범주화된 사고를 불식하고 실제 련된 공익과 사익의 분석과 평가를 보

다 정확하게 할 수 있다. 이로써 더욱 직 이고 실 이며 세부 인 헌심사

가 가능해질 수 있을 것이다. 

이  기 과 Mosley기 에 따라 모든 사안에서 헌심사의 결과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특히 이  기  체계하에서 최소 강도의 심사기 인 합리성

심사기 이 용되는 경우에는 일부 사안에서 요한 결과의 차이가 있을 수 있

다.145) 어도 Mosley기 하에서는 사  유형화 혹은 범주 구별에 따라 합리성

심사기 이 용되면 심사 상인 법률은 거의 자동으로 합헌으로 정되고 엄격

심사기 이 용되면 심사 상인 법률은 거의 자동으로 헌으로 정되는 경직

된 상태보다는 구체  사안의 심사 상인 법률에 한 보다 유연하고 실질 인 

심사가 가능하다. 이러한 헌성 심사가 가능할 때 미연방사법부의 헌법률심

에서 입법부에 한 존 (deference)이 본래의 취지에 더욱 부합하는 의미를 가질 

것이며, 미연방 법원을 포함하여 사법부가 경직된 각각의 헌심사기 을 표면

상 용하면서도 이를 변형하는 등의 불필요한 작업에서146) 벗어날 수 있을 것

145) 이중 기준 방식과 보다 포괄적인 Mosley식 심사기준간의 핵심적 차이점은 Plyler v. 
Doe판결(457 U.S. 202 (1982))의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을 비교해보면 분명히 나타난
다. 이 사안에서 미연방대법원은 불법체류자의 자녀에게 무상공교육 제공을 금하는 
주(州) 법률의 합헌성을 심사했는데, 반대의견은 이중 기준 방식의 전형을 보여주는 
예로서, 범주화된 경로로 합리성심사기준을 적용하여 당해 법률을 위헌이 아니라고 
한 데 비해(Id., 244면-248면, 250면), 다수의견은 사전적으로 범주화된 논증방식을 벗
어나 당해 사안의 심사대상을 구체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보다 엄격한 기준에 따른 위
헌성 심사를 통해 당해 법률을 위헌으로 판시하였다(Id., 224면). 

146) 위 III-1의 각 해당 부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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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이러한 경우 결의 결론의 변경 여부는 차치하고, 사 (事前的)으로 구

분해 놓은 유형에 맞추어 분석하는 신 련된 이익을 구체  사안에 따라 보

다 정확하게 비교형량하여 헌심사에서 보다 직 이고 실질 인 논리 개를 

통해 결론을 도출할 수 있게 된다.

법원 내외에서 지 된 바의 미국의 헌심사기 으로서의 이  기  체계의 

결함은 시간의 경과 혹은 미연방 법원의 인  구성의 변화로 해소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다. 헌심 에서 미연방 법원의 헌심사의 분석과 논증의 방

법론 자체의 변화만이 이러한 결함을 치유할 수 있다. 미국의 헌심사기 이 앞

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진화해 갈 것인가의 논의는 거시  에서의 헌법률

심 제도의 의의와 기능과 기제에 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헌법과 헌법논리

의 일 성과 안정성을 실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되어야 할 것이며,147) 이 

이 미국의 경험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요한 시사 이라 하겠다.

투고일 2009. 1. 29   심사완료일 2009. 3. 12   게재확정일 2009. 3. 13

147) 이 점에서, 미국의 위헌법률심사제도의 의의와 기능을 의회입법형성권과 사법심사의 
민주적 정당성의 관계에서 조명하는 석인선, “미국의 의회 입법권과 위헌법률심사제의 
상호관계,” 헌법학연구 제10권 제3호 (2004), 그리고 윤명선, “사법심사제와 다수결주의 
- Ely의 ‘과정’이론에 대한 비판적 접근 -,” 공법연구 제18집 (1990) 참조, 또한 우리에
의 시사점을 생각하는 데 기초가 되는 연구로서 이명구, “미국 헌법상 위헌법률심사제
에 관한 연구 - 미국의 위헌법률심사가 우리에게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 헌법학연구 

제5권 제2호 (1999); 이명웅, “미국과 한국의 위헌심사제 비교 - 헌법적 근거, 심사기준, 
결정의 효력을 중심으로 -,” 인권과 정의 제357호 (2006.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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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ouble Standard’ Approach As The Standard Of Judicial 
Review In The United States

148)

Woo-young Rhee*

Contemporary constitutional adjudication in the United States is characterized 
by a system of judicial review composed of three distinctive levels of scrutiny 
that are invoked in the respective spheres, referred to as strict, intermediate, and 
minimal or rational-basis scrutiny. This multi-level system of scrutiny as 
employed by the U.S. Supreme Court was established out of the constitutional 
crisis occasioned during the New Deal era. Through the U.S. Supreme Court’s 
continual and extensive elaboration, most notably in equal protection clause cases 
spanning 1950s through 1980s, the system of multi-level scrutiny in the U.S. by 
now has revealed certain structural flaws. 

As criticized from both inside and outside the judiciary in the U.S., the 
multi-level system is a rigidified approach that might hinder proper constitutional 
analysis in the following respects. First, it might misdirect constitutional analysis 
by deflecting the focus of inquiry toward abstractions, i.e., the tiers of scrutiny, 
that might have little to do with the specific merits of a case. It might thus 
dilute constitutional analysis by using a priori definitions, such as “fundamental 
right” and “suspect classification,” to trigger the operative tier of scrutiny, thus 
hampering legal analysis by focusing the inquiry toward abstractions. 
Furthermore, the multi-level system might impede legal analysis by imposing 
categories upon the constitutional balancing process. Finally, the a priori 
categories used in the multi-level system have not always been capable of 
providing internal stability for the system, as particularly indicated in the equal 
protection cases pertaining to the suspect classifications. 

Especially since mid-1980s, the U.S. Supreme Court has indicated increasing 
deviation from the multi-level approach and has moved toward a less rigidified 

* Associate Professor, College of Law/School of Law, Seoul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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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a rather unified standard of judicial review. This conceptual 
movement has appeared more clearly in the areas of freedom of expression and 
substantive due process, and, to a much lesser degree, in the area of equal 
protection. In terms of methodology, there have been more evident departures 
from the multi-tier system, and, there also has been less blatant deviation from 
the system accomplished through various means of, for example, upgrading or 
strengthening minimal scrutiny, downgrading intermediate scrutiny, and carving 
out exceptions to strict scrutiny.

Key words: U.S. Supreme Court’s standard of judicial review, double standard 
approach, multi-level system of judicial scrutiny, rationality review, 
strict scrutiny, intermediate scrutin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