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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헌법상 명확성 원칙(void for vagueness) 심사****

- 미국연방최고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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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미국연방최고법원은 명확성원칙의 기능으로 공정한 고지  자의 이고 차별

인 집행의 방지를 들고 있고 자의 기능을 시하여 원칙 으로 일반인 심사기

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 으로는 다른 법률규정들  선례, 보통법 통 

등의 종합  분석을 통한 해석을 기반으로 명확한지 여부를 단함으로써 실질

으로 법 문가를 기 으로 심사한다. 이러한 일 되지 않은 입장과 련하여 법

정신을 강조하여 일반인이 법 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는 가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

하려는 견해가 존재하며, 일부 례에서는 집행의 자의성 배제 기능에 더 큰 요

성을 부여하여 경찰, 검찰, 법원 등 집행기 에 한 단기 이 제시되면 명확한 

것으로 보는 방식으로 심사기 을 변경하여 문제를 해결하기도 한다. 미국연방최

고법원의 명확성 심사가 실질 으로 법 문가에게 명확한지 여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최근 30년의 례들이 가장 높은 명확성을 요구하는 표 의 자유 내지 

형벌규정에 한 것이라는   그 구체 인 단도 선례나 다른 법률규정들을 

토 로 체로 합헌으로 귀결되는 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미국연방최고법원의 입장에 비추어 보면, 이제 우리도 명확성의 심사기

을 좀더 정교하게 다듬을 필요가 있다. 만연히 ‘건 한 상식과 통상 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을 기 으로 한다고 제시하기 보다는, 집행의 자의성과 차별성 방지를 명

확성원칙의 가장 요한 기능으로 명시하고 법 문가 기 입장을 면에 내세워서 

단의 일 성을 유지하거나, 어도 법정신을 가진 일반인을 기 으로 한다고 하

여 법 문가의 도움을 제로 단한다는 정도의 충  시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 게 될 때에야 비로소 례의 실제심사와 심사기 이 서로 부합할 수 있다.

주제어: 명확성의 원칙, 법치주의, 공정한 고지, 자의 이고 차별 인 집행, 일반인

기 , 법 문가기

  * 이 논문은 서울대학교 법학발전재단 출연 법학연구소 기금의 2009학년도 학술연구비
의 보조를 받았음.

 ** 이 글은 2008. 11. 27. 헌법재판소 미국헌법연구회 정례발표회에서 발제한 글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대학원 조교수.

서울 학교 法學 제50권 제1호 2009년 3월 455∼481면

Seoul Law Journal Vol. 50 No. 1 Mar. 2009. pp. 455∼481



456   서울 학교 法學 제50권 제1호 (2009. 3.)

I. 서

헌법재 소는 명확성의 원칙을 법률의 헌심사를 한 주요한 심사기 으로 

일 부터 리 사용해왔다.1) 헌법재 소는 기 례부터 일 되게 명확성 원칙

의 근거로서 법치주의를 들고 있고, 기본권 제한에 한 법률주의를 규정한 헌법 

제37조 제2항과 죄형법정주의  조세법률주의에 한 헌법규정들 역시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한 일반 으로 실정법이 규율하고자 하는 내용이 명확하여 다

의 으로 해석⋅ 용되어서는 안된다는 명확성의 요청은 비단 형벌규정이나 조

세부과 규정  기본권 제한 규정 뿐 아니라 수익  성격의 규정에서도 충족되

어야 하는 것으로 본다.2)

법치주의를 기반으로 한 명확성의 원칙에 한 심사에서 헌법재 소는 많은 

례에서 심 상인 법률이 명확한지 여부는 원칙 으로 일반인을 기 으로 

단해야 한다고 명시 으로 밝히고 있다. 명확성의 원칙에 의하면 법률규정이 ‘건
한 일반상식을 가진 자’,3) ‘보통의 지성을 갖춘 사람이 보통의 이해력과 행

에 따라’, ‘보통의 상식을 갖춘 사람’,4) ‘통상의 단능력을 가진 사람’,5) ‘건 한 

일반상식을 가진 수범자’,6) ‘건 한 상식과 통상 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7) 등을 

기 으로 ‘그 용 상자가 구이며 구체 으로 어떠한 행 가 지되고 있는지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규정되어야 한다’8)는 것이다. 이는 국민에 하여 무엇이 

법에 의하여 지되는 행 이고 무엇이 허용되는 행 인지를 사 에 고지함으로

1) 헌법재판소 판례를 검토해보면 헌재 1989.12.22, 88헌가13(판례집 제1권, 357) 판례 
이래 2008년 상반기까지 명확성이 문제된 사례의 수는 100개를 넘어서고 있다.

2) 헌법재판소 1992.2.25, 89헌가104, 판례집 제4권, 64; 헌법재판소 2004.7.15, 2002헌바
47, 판례집 제16권 2집 상, 43; 헌법재판소 2005.6.30, 2005헌가1, 판례집 제17권 1집, 
796.

3) 헌법재판소 1989.12.22, 88헌가13, 판례집 제1권, 357; 헌법재판소 2001.12.20, 2001헌
가6, 판례집 제13권 2집, 804.

4) 헌법재판소 1992.4.28, 90헌바27등, 판례집 제4권, 255.
5) 헌법재판소 2003.4.24, 2002헌가8, 판례집 제15권 1집, 351.
6) 헌법재판소 2005.2.3, 2003헌바1, 판례집 제17권 1집, 70.
7) 헌법재판소 2006.4.27, 2005헌바36, 판례집 제18권 1집 상, 520; 헌법재판소 2006.5.25, 

2005헌바4, 판례집 제18권 1집 하, 70; 헌법재판소 2006.7.27, 2004헌바46, 판례집 제
18권 2집, 68; 헌법재판소 2006.11.30, 2006헌바53, 판례집 제18권 2집, 516; 헌법재판
소 2007.3.29, 2006헌바69, 판례집 제19권 1집, 258.

8) 헌법재판소 1996.12.26, 93헌바65, 판례집 제8권 2집, 785; 헌법재판소 1998.5.28, 97헌
바68, 판례집 제10권 1집, 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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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법  안정성과 견가능성을 부여하는 것을 명확성 원칙의 가장 핵심 인 기

능으로 보는 입장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법에 한 문 인 사  지식과 훈련이 없이 보통의 상식을 

가진 일반인이 법률규정의 정확한 의미를 악해 내기는 쉽지 않다는 에 있

다.9) 실제로 헌법재 소의 명확성 심사를 살펴보면 당해 법률조항의 입법목 , 
법률의 체계  다른 규정들과의 상호 계를 고려하거나 이미 확립된 례, 학

설, 행정청의 집행 행 등을 통하여 당해 규정을 해석하고 이에 따라 법률조항의 

취지를 측할 수 있다면 그 범  내에서 명확성의 원칙은 유지된다고 보는 입

장을 취하고 있다.10) 이는 사실상 법학 는 법실무에 한 상당한 훈련이 이루

어져 있는 법 문가를 기 으로 명확성을 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문

제는 법치주의 원칙 특히 죄형법정주의에 의하여 인정되는 법률의 용 상인 

일반 국민에 한 공정한 고지라는 요구와 법 문가에 의한 해석불가피성을 어

떻게 조화시키는가 하는 것이다.11)

와 같은 명확성 반 여부의 심사기 을 정하는 문제에 한 해결책을 찾아

보는 방법의 하나가 앞선 헌법재 국가들의 경험을 살펴보는 것이다. 이 에서

는 그러한 하나의 시도로서 미국 연방최고법원 례들의 심사기 과 방법을 살

펴보려한다. 물론 헌법규정 자체가 매우 다른 미국에서의 논의가 그 로 우리에

게 용될 수는 없다. 그 다 하더라도 명확성의 단을 해서는 미국에서도 유

사한 문제에 직면했었으리라는 은 충분히 상할 수 있고, 우리보다 사법심사

의 역사가 오래된 미국에서라면 어떠한 방식으로든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을 

9) 정당방위에 대한 형법규정(헌법재판소 2001.6.28, 99헌바31, 판례집 제13권 1집, 1233), 
치료감호의 종료시점에 대한 ‘피치료감호자가 감호의 필요가 없을 정도로 치유’ 규정
(헌법재판소 2005.2.3, 2003헌바1, 판례집 제17권 1집, 70), 해고에 있어 정당한 이유에 
대한 규정(헌법재판소 2005.3.31, 2003헌바12, 판례집 제17권 1집, 340), 형법상의 공무
원의 직권남용죄 규정(헌법재판소 2006.7.27, 2004헌바46, 판례집 제18권 2집, 68), 형
법상의 부당이득죄 규정(헌법재판소 2006.7.27, 2005헌바19, 판례집 제18권 2집, 125) 
등 합헌 결정이 선고된 많은 경우 아무런 법적 지식 없는 일반인이 이해하고 그 범
위를 확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였다면 대부분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
되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이 선고되었을 것이다. 이봉의⋅전종익, “독점규제법 제
3조의2 제1항 제5호 후단 “소비자의 이익 저해행위” 금지의 위헌성 판단 -명확성의 
원칙을 중심으로-”, 서울 학교 법학, 제49권 제3호(2008), 248쪽, 각주 29 참조.

10) 헌법재판소의 명확성의 판단 방법에 대해서는 이봉의⋅전종익, 앞의 글, 255-259쪽 참조.
11) 헌법재판소의 판례 중 수범자에게 ‘평균적인 준법정신’을 요구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

하고 있는 사례가 있다(헌재 2005.3.31, 2003헌바12, 판례집 제17권 1집, 340, 349). 그러
나 대부분의 판례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을 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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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므로 우리 문제해결을 한 단서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상할 수 있

다. 따라서 이 에서는 우선 미국 연방최고법원 례에 나타난 명확성의 원칙

(void for vagueness)12)에 한 심사기 을 살펴보고, 이들 심사기 이 구체 인 

경우에 어떻게 용되고 있는지를 검토할 것이다. 이를 해 1978년부터 2008년

까지 30년간의 례들13)을 분석하여 재 미국에서의 명확성의 심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한 구체 인 모습을 그려보기로 한다.

II. 명확성 원칙의 의의와 기능

미국 연방최고법원14)은 지규정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을 때 당해 법

률규정이 ‘모호함으로써 무효(void for vagueness)’라고 선언하는 것은 확립된 법

의 지배(rule of law)의 원칙이며 차  법 차(procedural due process)에 의한 

것이라고 본다. 인간은 합법  행 과 불법  행  사이에서 자유롭게 자신의 행

동을 조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해서는 법이 보통의 지능을 가진 사람

(the person of ordinary intelligence)이 무엇이 지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합리 인 기회를 제공해야 하며, 만약 불명확한 규정에 의하면 이러한 법의 공정

한 고지(fair notice)기능이 훼손되는 결과가 래되므로 허용될 수 없다.15) 
특히 이러한 기능은 형벌법규의 경우 형 으로 나타난다.16) ‘보통의 지능을 

12) 개념적으로 명확성의 원칙은 광범성원칙(doctrine of overbreadth)과는 구별해야 한다. 법
률규정의 내용과 범위가 포괄적이고 광범위하다는 것이 그 의미 자체의 불명확성을 뜻
하는 것은 아니다. 그 내용과 범위가 비록 포괄적이고 광범위하더라도 법령의 명시적인 
규정을 통하여 그 범위와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를 알 수 있다면 불명확하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영화에서 ‘모든 인간나체 장면’을 금지하는 규정을 보면, 이 
규정은 명확하기는 하지만 광범위한 것이다. 이러한 구별에 대해서는 K. Sullivan & G. 
Gunther, Constitutional Law (Foundation Press, 2007), p. 1094 참조.

13) 이 판례들은 westlaw 싸이트(www.westlaw.com)의 주제별검색(Keysearch)에서 헌법의 
vagueness로 분류되어 있는 것들 중 위 기간에 해당하는 것들을 주된 대상으로 하고, 
기타 검색을 통해 보충하는 방식으로 선정하였다.

14) 이하 명확성 원칙의 기능에 대해서는 Grayned v. Rockford. 408 U.S. 104, 108-109 
(1972)에 정리된 것을 참고하였다.

15) Papachristou v. City of Jacksonville, 405 U.S. 156, 162 (1972); Lanzetta v. New 
Jersey, 306 U.S. 451, 453 (1939); Connally v. General Construction Co., 269 U.S. 
385, 391 (1926); United States v. L. Cohen Grocery Co., 255 U.S. 81, 89 (1921).

16) 이하 형벌규정에서의 공정한 고지 기능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U.S. v. Lanier, 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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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진 사람(men of common intelligence)’이 그 의미를 상하고 용을 상할 수 

있도록 명확해야 한다는 기본원칙과 함께 형벌규정의 엄격해석의 원칙(the canon 
of strict construction of criminal statute or rule of lenity)이 도출된다. 이에 의하면 

형벌규정은 오직 명확하게 포함되어 있는 행 (conduct clearly covered)에만 용해

야 하며 이로써 불명확성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다.17) 나아가 원칙 으로 불명

확한 법률에 법원의 해석이 더해지면 명확한 것으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법원이 

법률규정이나 이  례들에서 그 범 안에 있는 것으로 공정하게 포함시키지 

않은 행 에 하여 새로운 해석을 통해 용시키는 것은 법 차의 요청에 의

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본다.18)

나아가 자의 이고 차별 인 법집행(arbitrary and discriminatory enforcement)
을 막기 해서 법은 반드시 법 용의 명백한 기 (explicit standard)을 제공하지 

않으면 안된다. 불명확한 법에 의해서는 기본 인 정책  결정들이 사, 경찰 

 배심원들의 그때그때 사안마다의 단(ad hoc)  주 인 의사에 따라 이루

어질 수밖에 없고 자의 이고 차별 인 법 용이 이루어질 험이 발생할 수 있

다.19) 따라서 명확성의 원칙은 선택  법집행에 의한 폐해를 방지하는 기능을 수

행한다.20)

마지막으로 불명확한 법은 수정헌법 제1조에 의하여 보호되는 표 의 자유의 

역을 침범하게 된다.21) 지 역의 획정이 명확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비하여 

불명확한 개념들에 의하면 사람들이 불법화된 역으로부터 훨씬 먼 역에서만 

행동하게 되므로 표 의 자유의 행사를 방해하게 된다. 따라서 표 의 자유와 

련하여 이와 같은 축효과(chilling effect)를 방지하기 해서는 명확한 법률규정

이 필요하다. 이러한 명확성 원칙의 기능에 따라 수정헌법 제1조 명확성(First 
Amendment Vagueness)이라고 하여 앞의 법 차를 근거로 한 명확성과는 별도

U.S. 259, 266-267 (1997)에 정리된 것을 참고하였다. 
17) Liparota v. U.S., 471 U.S. 419, 427 (1975).
18) Marks v. U.S., 430 U.S. 188. 191-192 (1977).
19) Papachristou v. City of Jacksonville, supra.; Smith v. Goguen, 415 U.S. 566, 573. 
20) 이러한 기능을 근거로 명확성의 원칙과 평등 및 권력분립이 관련되어 있다고 보는 견

해가 있다. K. Sullivan & G. Gunther, 앞의 책, p. 1094. 다른 한편 명확성의 원칙은 
권력분립과는 관련이 없으며 법의 지배(rule of law)를 근거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John Calvin Jeffries, JR., “Legality, Vagueness, and the Construction of Penal 
Statues,” Va. L. Rev. Vol 71,(1985) p. 202-219 참조.

21) Winters v. New York, 333 U.S. 507, 509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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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높은 수 의 명확성을 요구하게 된다.22)

III. 심사기준

1. 입법성질에 따른 심사기준

와 같은 명확성 원칙의 기능에 의하면 불명확성을 평가하는 기 은 결국 공

정한 고지가 이루어지고 공정한 법집행이 보장되는가 여부라고 할 수 있다. 그러

나 실제 사건에서 이들이 기계 으로 용될 수는 없으며 헌법 으로 허용되는 

명확성의 정도는 고지기능과 법집행기능의 상 인 요성과 함께 입법의 성질

(the nature of the enactment)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23)

첫 번째로 경제  규제입법(economic regulation)은 덜 엄격한 불명확성기

(less strict vagueness test)에 의하여 단된다. 우선 개 그 규제 상이 상당히 

좁은 범 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24) 사업자들의 경우 행동을 조심스럽게 

계획하도록 하는 경제 인 요구에 직면하게 되므로 행동을 하기 이 에 련된 

법률들에 해서 상담을 할 것을 측할 수 있다는 을 이유로 든다.25) 한 

규제받는 사업가들의 경우 일반 인 상업  지식이나 주변의 집행사례들을 고려

하거나 사 에 할청에 문의하여 규정들의 내용을 명확하게 할 능력이 있는 것

으로 보기도 한다.26)

둘째, 미국연방최고법원은 형사처벌에 한 것보다 민사에 한 입법을 덜 엄

격하게 심사한다. 이는 민사 련 입법에의 경우 불명확한 입법 결과가 질 으로 

훨씬 덜 함을 고려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민사  제재(civil sanction)
를 통하여 법집행을 도모하는 경우 명확성의 기 은 덜 엄격하게 된다.27)

셋째, 일반 으로 특히 형벌에서 고의(scienter)를 요구하는 경우 법의 불명확성

22) K. Sullivan & G. Gunther, supra.
23) 이하 영역별 심사기준은 Village of Hoffman Estates v. Flipside, 455 U.S. 489, 

498-499 (1982)에 정리된 것을 참고하였다.
24) Papachristou v. City of Jacksonville, supra, 162.
25) Village of Hoffman Estates v. Flipside, supra, 498.
26) Joseph E. Seagram & Sons, Inc. v. Hostetter, 384 U.S. 35, 49 (1966); McGowan v. 

Maryland, 366 U.S. 420, 428 (1961).
27) Winters v. New York, 333 U.S. 507, 515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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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감소하는 것으로 본다. 특히 당해 행 가 지된다는 을 상자에게 하

게 고지했느냐는 에서 이는 주요한 요소로 평가된다.28)

마지막으로 명확성의 기 을 결정하는 가장 요한 요소는 헌법 으로 보호되

는 기본권의 행사를 제한하는지 여부이다. 를 들면 표 의 자유나 집회의 자유

를 제한하는 법률규정의 경우 더욱 엄격한 불명확성 단기 (more stringent 
vagueness test)이 용되어야 한다.29) 따라서 수정헌법 제1조와 련된 사례들에

서는 불명확한 법률이 그 자체로 헌법 으로 보호되면서 사회 으로 바람직한 

행 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문면상(on its face)’ 헌의 문제가 발생하나, 
헌법 으로 보호되지도 않고 사회 으로 바람직하지도 않은 행 를 상으로 하

는 경우 문제된 당해행  그 자체를 기 으로 평가하는 ‘ 용상(as it applied)’ 
헌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게 된다.30)

2. 일반인기준과 전문가기준

오래 부터 미국연방최고법원은 명확성이 문제되는 많은 례에서 심 상인 

법령이 명확한지 여부는 원칙 으로 일반인을 기 으로 단하여야 한다고 명시

으로 밝 왔다. 범죄의 요소는 일반인(the ordinary person)이 사 에 그가 하는 

행 가 합법 인지를 알아서 지성 으로(intelligently) 선택할 수 있도록 명확해야 

한다고 하고,31) 어떠한 행 를 지하거나 의무지우는 규정들이 모호하여 ‘보통

의 지능을 가진 사람(men of common intelligence)’이 그 의미를 추측(guess)해야 

하며 그 용이 달라진다면 이는 법 차의 첫 번째 핵심을 반하는 것이라고 

하거나,32) 불가능한 구체성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그 심사는 규정된 행 가 

‘통상의 이해와 례들(common understanding and practices)’에 따라 단될 때 

충분히 명확한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될 것이라고 하는 것,33) 는 법이 ‘일반

28) Colautti v. Franklin, 439 U.S. 379, 395 (1979).
29) Papachristou v. City of Jacksonville, supra, 165-166 이 사례는 부랑자를 처벌하는 규

정을 대상으로 하며 집회⋅결사의 자유과 관련된 것임; Grayned v. Rockford. supra, 
109. 이 사례는 학교주변의 집회를 규제하는 규정에 대한 것임.

30) U.S. v. National Dairy Product Co. 372 U.S. 29, 36 (1963). 이 사례에서 문제된 것은 
경쟁제한을 위하여 불합리하게 낮은 가격(unreasonably low price)으로 판매하는 것을 
제한하는 법률규정이었으며 문명상, 적용상 합헌으로 결정되었다.

31) Connally v. General Construction Co., 269 U.S. 385, 393 (1926).
32) Lanzetta v. New Jersey, 306 U.S. 451, 453 (1939).
33) Jordan v. De George, 341 U.S. 223, 231-232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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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지능을 가진 사람(person of ordinary intelligence)’에게 그가 하려고 하는 행

가 법에 의하여 지된 것이라는 공정한 고지를 하지 못한다면 헌법상의 명확성 

원칙에 반된다는 시34) 그리고 ‘일반 인 지능을 가진 사람’에게 법은 무엇이 

지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합리 인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그에 따라 행동하도

록 해야 한다고 시한 것35)들이 이에 해당한다. 이는 명확성 원칙의 세 가지 

기능 에 국민에 한 공정한 고지기능을 가장 핵심 인 것으로 보고 이에 따

라 명확성 원칙 여부를 단하는 입장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연방최고법원은 명확성의 원칙이라 하여도 언어로부터 수학  확

실성을 기 할 수는 없는 것이며36) 상업 인 행 가 아닌 경우(in a non-
commercial context)에 일반 인 규칙에 의하여 행 들을 사 에 법  언어로 지

도와 같이 그려낸다는 것이 가능하지도 않다는 을 인정한다.37) 따라서 법이 지

나치게 소심한 구체성(meticulous specificity)보다 유연성과 합리 인 넓이(fle-
xibility and reasonable breadth)를 가진다면 명확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38) 의회

가 어려움 없이 더욱 구체 인 용어를 사용하여 같은 입법목 을 달성할 수 있

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만으로 헌법 으로 허용되지 않는 불명확한 입법이라 

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다.39)

이에 따라 법률용어의 의미는 일차 으로 보통법(common law) 통에 따라 

그로부터 도출되거나 는 련 분야나 다른 법분야에서 행해진 당해 법률용어

의 정의를 고려하여 단하게 되며40) 용 상에게 충분히 알려진 것으로서 특

별한 의미나 기술 인 의미를 가진 용어를 사용해도 상 없다.41) 나아가 당해 법

률의 목  는 유사한 다른 법률의 해석 용례 등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게다

가 주법령을 심사하는 경우 연방주의에 따라 주법원의 법해석과 주행정청의 집

행을 참고하지 않으면 안된다.42) 

34) United States v. Harriss, 347 U.S. 612, 617 (1954); Papachristou v. City of 
Jacksonville, 405 U.S. 156, 162,(1972).

35) Grayned v. Rockford, 408 U.S. 104, 108 (1972).
36) Grayned v. Rockford, 110.
37) Smith v. Goguen, 415 U.S. 566, 574 (1974).
38) Grayned v. Rockford, supra, 110.
39) U.S. v. Powell, 423 U.S. 87, 94 (1975).
40) Lanzetta v. New Jersey, 306 U.S. 451, 455.
41) Connally v. General Construction Co, supra, 391.
42) Village of Hoffman Estates v. Flipside, supra, 494; Grayned v. Rockford, supra,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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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일반 으로 법에 한 문 인 사  지식과 훈련이 없이 보통의 상식

을 가진 일반인이 이러한 차와 방법에 의하여 법률규정의 정확한 의미를 악

해 내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미국연방최고법원은 원칙 으로 일반인 기 을 제

시하면서도 실질 으로는 법 문가에 의한 규정의 해석이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 

심 상의 명확성을 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여 일반인을 기 으로 하는 명확성에서 공정한 고지의 

원리가 단지 수사 (rhetoric)인 의미를 가진 것뿐이며 실제의 심사와는 불일치한

다고 보는 비 인 견해가 존재한다.43) 우선 법률을 국민에게 알리는 공식 인 

방법인 공포(publication)라는 것 자체가 지나치게 형식 인 것으로서 실제 인 

고지와는 거리가 있다는 이 지 된다. 더 요한 으로서 형벌규정에 있어 구

체성을 담보하기 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허용된 자료들(permissible sources)이 

문제라고 한다. 통상 형사소송에서 법률문면의 불명확성은 법원의 해석(judicial 
construction)에 의하여 해소된다. 례에 의하면 그 해석이 거의 법령을 그 로 

다시 쓴 것 정도여도 허용되며, 결국 그 단에서 요한 은 선례들(pre-
cedents)이 있는지 여부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법을 처음으로 공부하는 law 
school 일학년 학생이면 구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련된 선례들을 찾아 법률

규정의 의미를 밝히는 이와 같은 해석 과정은 쉬운 것이 아니다. 훈련된 문 법

조인이라 하더라도 이는 시간이 걸리는 일이며 상당한 정도의 솜씨가 필요한 일

이 아닐 수 없다. 그러한 에서 보면 일반시민(average citizen)에게는 거의 불가

능한 일이며 오직 법률가가 곁에 있을 때에만 이러한 종류의 고지가 의미가 있

을 것이다.
이러한 불일치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일 이 제시되고 있는 것  하나가 수범

자에게 ‘평균 인 법정신’을 요구하는 것이다.44) 법률규정이 법을 지킬 의사가 

43) John Calvin Jeffries, JR., 앞의 글, pp. 206-208.
44) 우리 헌법재판소의 헌재 2005.3.31, 2003헌바12 사례가 이에 해당한다.

“준법정신을 가진 평균인은 애매한 법문을 자신이 해석할 수 없을 때 자신만의 판단
에 의할 것이 아니라 법률전문가나 당해 법령에 보다 정통한 지식을 가진 사람 등의 
의견이나 조언을 직접, 간접적으로 듣거나 참조하여 자신의 행동 여부를 결정하게 된
다. 특정의 금지규정 내지 처벌규정의 내용을 파악함에 있어서 평균인의 입장에서 전
문가의 조언이나 전문서적 등을 참고하여 자기의 책임하에 행동방향을 잡을 수 있고 
그러한 결론이 보편성을 띠어 대부분 같은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면 명확성을 인정할 
수 있고, 법률전문가 등의 조언을 구하여도 자신의 행위가 금지되는 것인지 아닌지를 
도저히 정확히 예측할 수 없다면 그 규정은 불명확하여 무효가 될 수 밖에 없는 것이
다. 이와 같이 (···) 일반인이 어떤 행위를 결정할 때 통상 어느 정도 법적 전문지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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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사람들(those who would be law-abiding)에게 한 지침을 제공하지 못하

는 경우 법 차규정에 반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례의 일부 시45)를 

근거로 하여 특히 지규정 는 형벌규정과 련하여 법정신을 가진 일반인

은 자신의 지식으로 지 여부를 알 수 없을 때 법 문가의 의견을 들어 행 여

부를 결정한다고 본다. 이에 의하면 법들이 고지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

은 법  조언을 필요로 하는 개인에게 사 에 경고하지 않은 때문이 아니라 법

률가조차도 어떠한 행 를 할 경우 처벌을 받을지 여부에 하여 확실한 상을 

할 수 없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제공받은 정보를 토 로 

처벌의 험성을 고려하여 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여 히 건 한 상식과 통

상 인 법감정을 가진 일반인임은 물론이다.46) 이러한 입장에 의하면 일단 명확

성 여부는 법  문지식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모든 정보가 출된 이후에 

단되어야 하고, 명확성의 문제는 그러한 구체화가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

인지 여부에 따라 단되는 것이 된다. 원칙 으로 일반인을 기 으로 하면서도 

사실상 법 문가를 기 으로 명확성을 단하는 례의 태도를 합리화할 수 있

는 하나의 방법으로 볼 수 있다.47)

미국연방최고법원은 이와는 달리 명확성 원칙의 두 번째 기능, 즉 법집행자의 

차별 이거나 자의 인 법해석과 집행을 방하는 기능을 강조하면서 해결하기

도 한다. 이러한 법집행에 한 측면은 일 부터 례에서 언 되고 있었다. 미

국연방최고법원은 일 이 Reese 결48)에서 입법부가 모든 가능한 범법자들을 

잡을 수 있을 정도의 넓은 그물을 만들어 놓고 법원에게 가 정당하게 구 되

었으며 가 석방될 수 있는지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은 매우 험한 일이며, 이

는 일정한 정도로 입법부를 사법부가 체하는 것과 같다고 시하면서 법원의 

임무는 헌법 으로 허용된 범 내에서 확립된 입법부의 의사를 시행(enforce)하는 

것이라고 언 하 다. 이러한 시로부터 명확성 원칙의 가장 의미있는 측면이 

실제 고지(actual notice)가 아닌 그러한 원칙의 다른 주요한 측면, 즉 입법부가 

의한 보완을 받게 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명확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판례집 제17
권 1집, 340, 349).

45) Musser v. State of Utah, 333 U.S. 95, 97 (1948).
46) Notes, “Due Process Requirements of Definiteness in Statutes”, Harv. L. Rev. Vol. 62 

(1948), pp. 80-81. 이러한 입장은 홍기태, “명확성의 원칙에 관한 연구”, 헌법논총, 제
11권, 2000, 293-294쪽에 소개되어 있다.

47) 이봉의⋅전종익, 앞의 글, 250면 참조.
48) United States v. Reese, 92 U.S. 214, 221 (1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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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집행을 지배하는 최소한의 지침(minimal guidelines to govern law enforcement)
을 확립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는 시로 발 해 나갔고,49) 결국 일반 으로 명

확성의 원칙은 시민에 한 고지와 자의 인 법집행의 두 가지에 주목해왔지만 

더 요한 측면(the more important aspect)은 입법부의 법집행을 한 최소한의 

지침확립이며, 만약 입법부가 이에 실패한다면 형벌규정은 기 없는 경찰, 검찰 

그리고 배심원이 자신들의 개인 인 사  편애(predilection)를 추구하는 넓은 

역을 허용하게 된다고 시하기에 이른다.50) 이는 앞의 법정신을 가진 일반

인을 기 으로 하는 입장보다 한발 더 나아간 것으로서 법을 직  해석하고 

용하는 경찰, 검찰 는 법원이 입법자의 의도 등을 고려하여 합리 인 의미를 

해석해내지 못할 정도로 당해 법률이 불명확하여 차별 이거나 자의 인 법해석

과 집행이 가능한지 여부로 명확성 원칙의 반 여부를 단한다는 기 을 밝힌 

것이며, 바로 법규정이 명확한지 여부를 법 문가를 기 으로 단한다는 입장이

라 할 수 있다. 
물론 이후에도 많은 결에서 미국연방최고법원은 일반인에 한 공정한 고지

의 측면이 매우 요함을 계속하여 언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 같은 

법집행의 측면을 강조하는 입장은 오랫동안 계속되어온 미국연방최고법원의 명

확성 원칙의 용방법을 있는 그 로 인정하고 심사기 에 반 한 것으로서 논

리 으로 일 된 것이라는 에서 의의가 있으며 미국연방최고법원이 일련의 

례에서 이를 언 하고 있는 에 주목해야 한다. 이러한 입장은 명시 이지는 않

으나 1980년  이후 재까지의 명확성 련 례들의 경향과 이론 인 방향에 

반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IV. 심사기준의 적용

1. 개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연방최고법원의 명확성 심사는 입법의 성질에 

따라 헌법 으로 보장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입법, 특히 수정헌법 제1조의 표 의 

자유와 련된 경우 매우 엄격한 기 이 용되며, 형벌에 한 규정 역시 상

49) Smith v. Goguen, 415 U.S. 566, 574 (1974).
50) Kolender v. Lawson, 461 U.S. 352, 357-358 (1983).



466   서울 학교 法學 제50권 제1호 (2009. 3.)

으로 엄격한 기 이 용된다. 반면 민사규정이나 경제규제입법의 경우 상

으로 완화된 심사기 에 의하여 단된다. 한 표면 으로는 일반인을 기 으로 

공정한 고지가 있었는지 여부로 심사하나 사실상 법 문가들이 당해 규정으로부

터 최소한의 지침을 해석해낼 수 있는지 여부로 단하고 있어 엄격한 명확성을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두가지 심사기 을 종합해보면 사실상 명확성이 문제되는 의미있는 

역은 표 의 자유 역과 형벌규정 역으로 한정될 수밖에 없다. 경제규제 입법

과 같이 성질상 완화된 심사기 이 용되는 역의 경우 그 단을 법 문가를 

기 으로 한다면 불명확한 것으로 단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기 때

문이다. 그러한 까닭에 20세기 반의 문헌들을 제외하고 명확성의 원칙과 련

된 미국 헌법문헌 부분은 표 의 자유 는 형벌규정과 련된 것이며 교과서

나 해설서에서도 일반 으로 표 의 자유 역에서 이를 다루고 있는 것이다.51)

이러한 은 1978년부터 2008년 사이의 사례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총 30개

의 명확성 련 사례들  표 의 자유와 련된 것이 12개, 형벌에 련된 것

이 15개이며, 다른 역과 련된 사례는 3개에 불과하다. 그  기타에 해당하

는 3개는 업허가 는 산배정의 제한과 련된 것으로서 1980-1982에 선고

된 것이며 이후에는 이에 유사한 사건들을  찾아볼 수 없다. 형벌과 련된 

사례도 15개  7개가 양형사유 특히 사형에 한 양형사유에 한 명확성 단

인 을 보면 결국 의미있는 사례는 형벌에 한 일부 사례와 표 의 자유 역

에 한정되어 있다.

2. 형벌규정 사례

(1) 낙태 련 사건

형벌규정에 사례들에서 에 띄는 것은 낙태에 한 사례와 마약에 한 사례

51) K. Sullivan & G. Gunther, 앞의 책, p. 1094; Erwin Chemerinsky, Constitutional Law 
- Principles and Policies, (Aspen, 2006), pp. 941-943; R. Rotunda & J. Nowak, 
Treaties on Constitutional Law - Substance and Procedure, (West, 1992) Vol. 4, pp. 
36-38; Jess H. Choper et al., Constitutional Law, (West, 2001), pp. 667-670; Collings, 
“Unconstitutional Uncertainty”, Cornell L. Q. Vol. 40 (1954); A.G.A., “The Void for 
Vagueness Doctrine in the Supreme Court”, U. Pa. L. Rev. Vol. 109 (1960); Meir 
Dan-Cohen, “Decision Rules and Conduct Rules: On Acoustic Separation in Criminal 
Law”, Harv. L. Rev. 97 (1983); Robert Batey, “Vagueness and the Construction of 
Criminal Statues-Balance Acts”, Va. J. Soc. Pol’y & L. Vol. 5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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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다. 첫 번째 례인 Colautti v. Franklin52)은 펜실베니아 주의 낙태통제법

(Abortion Control Act)  낙태를 행하는 사람이 태아에게 ‘생존가능성이 있다(is 
viable)’고 결정하거나 는 ‘생존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may be viable)’고 단

할 충분한 이유가 있을 경우 법에 규정된 기술에 따른 낙태를 시행해야 하며 이

를 반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부과한 규정이 명확한지 여부에 한 사건이었다. 
우선 법원은 여러 낙태에 한 례들을 종합하여 낙태는 자유(liberty)에 내재되

어 있는 라이버시권(right of privacy)의 하나로서 수정헌법 제14조에 의하여 보

호되는 권리임과 함께 태아의 생존가능성은 으로 임산부와 태아의 상태에 

따라 개별 으로 의사의 문 인 단에 의하여 단되어야 한다는 을 분명

히 한 후, 일단 심 상 규정에 고의(scienter) 요건이 없어 불명확성이 심화되

며,  규정은 헌법 으로 보호되는 권리의 행사를 방해하는 것이므로 불명확성

이 더 문제가 된다고 보았다.  규정은 주  요소만을 단의 기 으로 하는

지 아니면 주  요소와 객  요소가 모두 기 이 되는지 불명확하며 특히 

‘생존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실제 생존가능성이 있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지 그 이 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까지 의미하는지 불분명하다고 보면서, 결국 이

는 의사에게 단의 재량권을 부여한 것이 아니라 모호한 기 으로 잠재  형사

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고지, 차별  용 그리고 권리행사에 한 축효과

를 래하여 헌이라고 시하 다.
두 번째 낙태 례는 최근의 것으로서 Gonzales v. Carhart53) 사건이다. 이 사

건은 부분출산 낙태를 지하고 있는 연방법률(Partial-Birth Abortion Ban Act of 
2003)의 헌성을 다툰 것이다.  규정은 숙고하고 의도 으로(deliberately and 
intentionally) 살아있는 태아의 머리나 신체의 일부 노출시킨 후 낙태를 행하는 

것을 처벌하고 있었다. 이에 해서 법원은  규정을 보면 무엇이 부분출산낙태

인지를 알 수 있는 해부학  지표들이 규정되어 있고, 특히 고의의 요건을 부여

하고 있어 의사들에게 지의 상을 알 수 있는 합리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

며 법 집행을 한 객  기 도 제공하고 있다고 보아 명확성에 반하지 않는

다고 시하 다.

52) 439 U.S. 379 (1979).
53) 127 S.Ct. 1610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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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마약 련 사건

마약에 한 사례는 우선 LSD의 매를 지한 연방법률규정에 한 Chap-
man v. U.S. 사건이 있다.54) 심 상규정은 1g 이상의 LSD 는 그 합성물

(mixture)를 매한 경우 5년 이상의 징역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그  특히 ‘합성물’의 의미가 불분명하다고 다투고 있었다. 법원은 우선 당해 

법률이나 양형기  어디에도 그 정의를 찾기 어렵고 보통법의 확립된 의미도 없

다고 제하고 Webster 사   Oxford 사 을 통해서 그 의미를 확정하 다. 
그리고  규정은 수정헌법 제1조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명확성 

단은 당해 사건의 사실 계를 심으로 ‘ 용상’ 헌인지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보았다.55) 결론 으로 LSD를 종이조각에 스며들게 하여 매한 피고인의 경우 

그 종이의 무게가 기 이 되어야 한다는 하 심법원의 해석은 하며 이러한 

해석(construction)은 모호하거나 법 차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다음은 마약용구(drug paraphernalia) 매를 지한 법률에 한 Posters ‘N’ 

Things, LTD v. U.S.56) 사건이다. 심 상규정은 마약용구의 주간거래를 지하

고 있었는데, 마약용구에 해서는 마약의 생산, 처리, 비, 소비 등을 주목 으

로 제작된 것이라고 정의하고 그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들(각종 이 , 스푼 

등)을 열거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상 을 경 하며 여러 가지 에 해당하는 물

품들을 매해왔었다. 법원은 당해사건에서 문제된 여러 물품들이  규정들에 

열거돼 있으므로 그 자체로  규정이 용됨이 명백하고, 그와는 별도로  규

정은 용 상에 한 객 인 지표와 주  요건들을 제시하고 있다고 보았

다. 마지막으로 비록 여러 가지 용도로 될 수 있는 물품(multiple-use items)이  

규정의 용을 받을 수 있으나 일정한 정도의 모호함은 항상 분류에 있어 존재

하기 마련이고 더구나 이 사안에서 피고인이 매한 물건들에 해서는 어떠한 

불명확함 는 법 차  문제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여 명확성의 원칙에 반

하지 않는다고 시하 다.

54) 500 U.S. 453 (1991).
55) 표현의 자유 사건의 경우 문면위헌을 원칙적으로 보고 형벌규정에 대해서는 적용위헌

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원칙은 일찍부터 확립되어 있었다. United States v. Powell, 
423 U.S. 87, 92 (1975) 참조.

56) 511 U.S. 513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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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형벌  처벌규정

그밖에 일반 인 거리 질서유지를 해 형벌을 부과하는 규정에 한 사례들

도 존재한다. Kolender v. Lawson57) 사건은 명백한 이유나 일이 없이 거리를 배

회하는 자가 경찰 등으로부터 신분확인과 그곳에 있는 이유를 설명할 것을 요구

받고 이를 거 한 경우 경죄로 처벌하는 캘리포니아 주법률에 한 것이었다. 이

러한 처벌은 주변상황에 의하여 단해보면 합리 인 사람이 공공안 을 해 

신분확인이 필요하다고 단되는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연방최

고법원은 믿을 수 있고 신뢰할만한(credible and reliable) 신분확인에 실패한 경우 

체포될 수 있다는 주법원의 해석을 바탕으로 이는 용 상에게 처벌을 면하기 

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결정할 수 있는 아무런 기 도 제시하지 않는 것이

며, 결국 개인이 거리를 걸을 수 있는지 여부를 경찰의 그때그때의 변덕스러운 

단(whim)에 맡겨버린 것이라고 시하 다. 더욱이  규정에 의하면 지역의 

수사기 에게 마음에 들지 않는 어떠한 단체들에 한 가혹하면서도 차별 인 

법집행을 한 간편한 도구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보았다. 이는 결국 수

정헌법 제1조의 자유들과 거주이 의 자유에 한 잠재 인 이 되는 것이라

는 이유로  규정에 하여 명확성 원칙 반으로 문면 헌을 선언하 다.
유사한 사건으로 City of Chicago v. Morales58)이 있다. 이는 공공장소에 범죄

단체의 구성원이라고 합리 으로 믿을만한 사람들이 모여 어슬 거리는 경우 경

찰은 해산  소거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시카고 시

조례(ordinance)에 한 것이었다. 연방최고법원은 우선 어슬 거리는 자유도 수

정헌법 제14조의 ‘liberty’의 하나로 보장되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  조례는 고

의를 요구하지도 않으며 헌법 으로 보호되는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명확성

과 련하여 문면 헌인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를 해 시카고 경

찰이  규정의 집행을 해 만든 가이드라인과 집행사례들, 시의회(city council)
의 입법과정과 설명들을 검토하고 나서, 일반인에 한 사 고지에 실패하 고 

자의 이고 차별 인 집행을 조장하고 있다고 보아 명확성의 원칙에 반된다고 

선언하 다.
그 외에도 특이한 것으로 U.S. v. Batchelder59) 사건이 있다. 여기서는 주간거

57) 461 U.S. 352 (1983).
58) 527 U.S. 41 (1999).
59) 442 U.S. 114 (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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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를 통해 무기를 받는 행 를 처벌하는 두 규정이 각각 다른 형량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문제되었다. 이 사건에서 연방최고법원은 우선 범죄의 구성요건에 

한 부분 뿐 아니라 처벌에 한 부분 역시 명확성 원칙의 용을 받는다는 것을 

인정하 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어떠한 규정으로 기소되어 어떠한 처벌을 받을

지가 불분명하다 하더라도 하나의 규정이 다양한 종류의 처벌에 해서 규정하

고 있는 경우에 비하면 불명확성이 다고 하면서, 개별 규정이 모두 범죄와 처

벌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면 법 차의 고지요건은 충족하고 있는 것이라고 

시하 다.
마지막으로 U.S. v. Lanier60) 사건은 의도 으로(willfully) 법의 이름으로 헌법 

는 미연방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 를 처벌

하는 연방법률규정에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의도 인 성  공격

(wilful sexual assault)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침해하 다는 이유로 기소되었

다. 연방항소법원은 원심에서 (다른 연방  주법원을 제외하고) 오직 연방최고

법원의 이  례에서 권리로 인정한 사항에 하여 그 시내용을 이  례와 

근본 으로 유사한 사실 계의 사건(factual situation fundamentally similar to the 
one at bar)에 용하여 기소된 경우에만 구체화되어 심 상규정으로 처벌된다

고 제하고, 정당하지 않은 공격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는 이러한 경우에 해당

하지 않는다면서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기하 다. 그러나 연방최고법원은 오직 

연방최고법원의 례로 인정된 권리에만 한정될 이유가 없으며 ‘근본 으로 유사

한’ 기 은 1심 사에게 불필요하게 높은 확실성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이미 존

재하는 법에 비추어 헌법상 불법이 명백한 경우(only if in the light of pre- 
existing law the unlawfulness under the Constitution is apparent) 헌법  권리의 

침해를 처벌하는 것으로 족하다고 시하면서 항소법원의 재 을 기하 다.

(4) 평가

이와 같이 형사 련 사례들을 보면 낙태나 거주이 의 자유 등 기본권침해와 

련된 심 상에 한 단에서는 문면 헌인지 여부를 단하면서 명확성에 

하여 상당히 엄격한 기 을 용한 반면, 그 밖에 마약이나 기타 범죄를 상

으로 하거나 처벌과 련된 규정에 한 단에서는 용 헌을 원칙으로 하여 

엄격하게 심사하지 않은 을 알 수 있다. 구체 인 명확성 단에서는 여 히 

60) 520 U.S. 259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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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고지 기능을 원칙 인 기능으로 보고 자의 이고 차별 인 집행의 방지 

역시 단의 요한 요소로 보고 있으며, 선례나 주법원의 례 등 여러 가지 자

료들을 참고로 법률규정의 의미를 해석해내고 있다.

3. 표현의 자유 사례

(1) 음란물 련 사건

표 의 자유와 련된 가장 많은 사례들은 음란물 는 이른바 포르노물의 제

한에 한 사건들이다. 근본 으로 이러한 법률규정은 성질상 일정한 포 성과 

불명확성을 가질 수 밖에 없으므로 상당한 정도의 불명확성이 존재하지 않는 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미국연방최고법원은 이에 해당하

는 4개의 례 모두에서 명확성에 한 한 헌이 아니라고 보았다. 우선 외설  

책과 화(obscene books and films) 배포를 지한 인디아나 주법에 한 Fort 
Wayne Books, INC. v. Indiana61) 사건에서 법원은 심 상규정은 과거 있었던 

Miller v. California62) 결에서 설정한 외설물 규정 기 에 부합하도록 입법이 

이루어졌으며, 이미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시한 RICO 법의 규정을 

심 상 규정으로 그 로 수용하고 있는 에 비추어 이를 피고인에게 용하

는 것이 명확성에 반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시하 다.
다음 사건인 Osborne v. Ohio63)은 술⋅의학⋅종교⋅교육⋅연구 기타 한 

목 으로 인한 의사, 학자 등의 행 를 제외하고 자녀 는 피보호자 이외의 미

성년의 나체 사진 등을 소지하거나 보여주는 행 를 처벌하는 ohio 주법에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규정  특히 미성년자(minor)가 불분명하다고 주장하

으나 법원은 이에 해서 ohio주의 다른 법률에 ‘미성년자는 18세 이하인 자’라
고 규정되어 있어 불명확한 것이 없다고 간단히 이 주장을 배척하 다.

Denver Area Educational Telecommunications Consortium, Inc, v. F.C.C.64) 사

건은 이블 방송운 자로 하여  본질 으로 속한 방법으로(patently offensive 
manner) 성  는 배설 (sexual or excretory) 행  는 기 을 묘사한다고 합

리 으로 믿을만한 로그램의 방 을 지할 수 있도록 한 연방법률 규정에 

61) 489 U.S. 46 (1989).
62) 413 U.S. 15 (1973).
63) 495 U.S. 103 (1990).
64) 518 U.S. 727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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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이다.  법률은 그 단이 당시 공동체의 기 에 의한다(as measured by 
contemporary community standards)고 규정하고 있었다. 법원은 같은 내용을 가졌

던 규정들에 하여 합헌을 선고하 던 다른 사례들을 검토한 후 이에 의하면 

본질 으로 속한 방법인지 여부는 맥락과 방송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합리 으로 믿을만한(reasonably believes) 요소에 의하여 지나치게 넓은 용이 

제한되고 있다고 보아 수정헌법 제1조에 반되지 않는다고 시하 다.
최근의 U.S. v. Williams65) 사건은 미성년자의 성  행 의 시각  묘사라는 

믿음을 반 하거나 는 믿도록 하려는 의도가 반 된 방법으로, 어떠한 자료 

는 자료가 있다고 믿을만한 것을 알면서(knowingly) 우편 는 컴퓨터 등을 이용

하여 고, 제시, 배포 는 권유하는 행 를 지하는 연방법률규정에 한 것

이었다. 이에 하여 법원은 어떠한 법률을 불명확하도록 만드는 것은 어떠한 사

실의 입증이 어려운지 여부가 아니라 입증 상 사실이 무엇인지 여부가 구체

으로 정해지지 않는 것이라고 제하고,  규정에서 믿음이나 의도가 있는지 여

부는 진실인지 거짓인지의 문제로서 그 자체로 불명확한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법집행자에게 사실상 제한없는 재량을 부여한 것이라 볼 수 없다며 수정헌법 제

1조에 반되지 않는다고 시하 다.

(2) 표 에 한 방법의 제한 사건

직 인 언론의 자유와 련된 사건의 하나인 Gentile v. State Bar of Nevada66)

은 심리 차에 실질 으로 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았거나 합리 으로 알아야 

했던 상황에서 변호사가 공 통신수단에 의하여 달될 것이 합리 으로 상되

는 가운데에 사건에 하여 법정외에서 발언(extrajudicial statement)하는 것을 

지한 네바다 법원규칙에 한 것이었다.  규칙은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체

인 묘사가 아닌(without elaboration) 변호의 일반 인 성격(general nature of 
the defense)에 하여 말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규정되어 있었다. 피고는 변호사

로서 의뢰인이 형사기소되자 기자회견을 열고 그 사건에 하여 발언하고 문답

에 응하 다는 이유로 변호사 회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연방최고법원은 ‘elabor-
ation’, ‘general’과 같은 것은 정도와 련된 고 인 문구로서 충분한 지침을 

제공하지 못하여 변호사로 하여  자신의 발언이 허용된 것인지 여부를 알 수 

65) 128 S.Ct. 1830 (2008).
66) 501 U.S. 1130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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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도록 하고 있다고 시하 고, 피고가  규정들을 연구하고 의식 으로 그에 

반되지 않으려고 노력하 다는 사실에서  규정이 함정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았다. 한 역사를 보면 표 의 주체나 내용이 법집행자에게 한 의

미가 있을 때 표 이 억압되었음을 확인하면서, 표 의 자유 명확성 단에서 

요한 것은 실제 차별 인 집행이 있었는지 여부가 아닌 심 상이 불명확하여 

차별 인 집행의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라고 하 다. 심 상규정의 용을 받는 

집단이 주정부의 행 를 직업 으로 공격하는 지 에 있는 형사변호인들이라는 

에서 특히 이러한 험이 있는지 여부에 한 단이 요하다고 보았다. 따라

서  규정은 명확성의 원칙에 반된다고 시하 다.
Hill v. Colorado67) 사건은 낙태와 련된 것으로서, 병원 기타 보건기 의 입

구로부터 100 feet 이내에서 의식 으로(knowingly) 동의없이, 유인물을 건네주거

나 구두로 항의, 교육, 기타 상담 등을 할 목 으로 다른 사람에게 8 feet 이내로 

근하는 것을 지한 콜로라도 주법률에 한 것이었다. 연방최고법원은  규

정이 표 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을 인정하 으나 명확성에 하여 고의를 범

죄의 요건으로 하고 있음을 근거로 공정한 고지의 요구를 충족하고 있다고 보았

다. 한 법률이 용될지 불분명한 가정 인 사례들은 존재할 수 밖에 없으나, 
 규정에 의하여 지되는 범 는 체 으로 명확하다고 하면서, 용될 것이 

의도된 행 들의 압도 인 다수에서  규정이 유효하다면 재 법원심사 상이 

되지 않는 가정 인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명확성에 한 상만으로 당해 

법률규정에 한 헌주장은 성립될 수 없다고 시하 다.
상업  표 의 제한에 한 것으로 Posada de Puerto Rico Associates v. 

Tourism Company of Puerto Rico68) 사건이 있다. 이 사건에서 심 상은 내국

인을 상으로 하는 카지노 도박 고를 규제하는 푸에르토리코 법률과 이를 

해 ‘Casino’라는 문구를 성냥, 투, 편지지, 휴지 등 일반 으로 사람들이 근

할 수 있는 호텔의 장소와 용품에 사용하는 것을 지한 시행령규정들이었다. 이

에 해서 연방최고법원은 이미 주법원이 입법목 에 비추어  법률과 규정들

을 축소해서 해석하고 있고 이에 비추어 보면 불명확하지 않다며 간단하게 단

하고 있다.
정치  표 의 자유가 문제된 McConnell v. Federal Election Commission69) 사

67) 530 U.S. 703 (2000).
68) 478 U.S. 328 (1986).
69) 540 U.S. 93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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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은 선거방송과 련하여 후보자로 하여  연방선거 리 원회에 일정한 기간 

내에 자세한 재정에 하여 보고를 하도록 한 연방법률 규정이 심 상이었고, 
그  특히 선거방송(electioneering communications)의 개념의 불명확성이 다투어

졌다. 연방최고법원은 이  례에 비추어  규정은 어도 5만명 정도의 확인

된 청 을 상으로 일정한 기간 연방공직선거후보자를 알리기 해 행해지는 

방송에만 한정하여 용되는 것을 쉽게 알 수 있고 객 으로 결정할 수 있다

며 간단히 불명확하다는 주장을 배척하 다.
마지막으로 National Endowment for Arts v. Finley70) 사건은 표 에 한 규

제가 아닌 술가에 한 보조  지 과 련된 것이었다. 심 상은 보조  지

심사를 할 때 술  탁월성  술  장 (artistic excellence and artistic 
merit)이 단기 이며 “일반  품 (decency)의 기   사상의 다양성 존  그

리고 미국의 공  가치들”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연방법률규정이었다. 연방최고법

원은 우선, 만약 와 같은 문언이 형벌규정이나 규제 인 것이었으면 실질 인 

불명확성의 문제를 발생할 수 있는 것이라는 을 인정하 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이 정부가 공권력의 주체가 아닌 보조자로서 행동하는 경우(acting as patron 
rather than as sovereign) 불명확성의 결과가 헌법 으로 심각하지 않으며, 특히 

선택  보조 이 련된 경우 언제나 명확하게 입법이 이루어지리라 기 할 수 

없다고 보았다. 만약  규정을 명확성의 원칙에 반되는 것으로 단하는 경우 

를 들면 ‘탁월성(excellence)’과 같이 주 인 기 으로 심사하는 다른 많은 정

부의 로그램들도 마찬가지로 단되어야 하는 도 고려가 된다고 하면서, 연

방최고법원은  규정이 명확성의 원칙에 반되지 않는다고 시하 다.

(3) 집회⋅결사의 자유 사건

정치  결사의 자유와 련된 것으로 Federal Election Commission v. National 
Right to Work Committee71) 사건이 있다. 심 상은 법인(corporation)의 정치  

모 을 그 구성원(member)으로 한정한 규정이었고, 특히 비 리법인의 구성원의 

범 가 문제되었다. 연방최고법원은 심 상 규정에서 비 리법인 구성원의 의

미를 결정하는 방법은 복수일 수 있으며, 그 경계선에서 불명확할 여지가 있다는 

은 인정하 으나, 당해사건에서 문제된 법인이 어떠한 해석으로라도 구성원에 

70) 524 U.S. 569 (1998).
71) 459 U.S. 197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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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될 수 없는 사람들에게까지 확 하여 모 이 이루어진 것은 확실하다고 하

면서 명확성의 원칙에 반되지 않는다고 시하 다.
Roberts v. United States Jaycees72) 사건은 공 시설(public accommodation)에

서 성별을 기 으로 물품, 기타 편의의 제공을 거부하는 것을 지한 미네소타 

인권법 규정에 한 것으로서, 피고인 단체는 사 인 단체(private club)로서 정회

원(regular member)으로 남성만을 받아들이는 것이  규정에 반되어 기소되었

다. 여기서 문제된 것은 수정헌법 제1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결사의 자유(freedom 
of association)에 한 침해 다. 연방최고법원은 미네소타최고법원과 연방항소법

원이 회원자격에 하여 주 는 연방 차별 지법 규정이 용되는 사  단체의 

크기, 성격, 공공  성격 등에 한 구체 이고 객 인 기 을 사용하여 단

하 다면서 문면상 그리고 용상 명확성의 문제가 없다는 을 분명히 하 다. 
집회의 자유에 한 사건으로 Boos v. Barry73)이 있다. 이 사건은 외국 사  

주  500 feet 내에서 집회를 하고 경찰의 해산명령에 응하지 않는 경우 처벌하

는 콜럼비아 특별주의 법률규정에 한 것이다. 연방최고법원은 입법목 에 비추

어 지된 부분은 사 의 일상업무에 지장이 있거나 있을 것이 정된 경우로 

한정되는 것이 분명하며, 이러한 법률의 용범 를 단어에 한 통상의 이해

(common understanding)로 알 수 있다고 시하 다.

(4) 평가

표 의 자유 례들을 보면 미국연방최고법원은 음란물과 련하여 일정한 내

용을 규제하는 법률들이 심 상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그 특성상 상당히 추상

인 문언이 사용될 수 밖에 없고 특히 미성년자 등과 련된 표 을 규제하는 

에서 명확성의 원칙에 반되지 않는 것으로 단하 다. 표 의 방법을 제한

하는 규정들이나 집회⋅결사의 자유에 한 제한규정들의 단에서도 문면 헌

을 원칙 으로 단하기는 하 으나 과거의 례나 하 심의 해석 등을 근거로 

부분 합헌 단을 하고 있다. 다만 표 의 자유에서 공권력에 한 비 이 요

한 기능인 이 특별히 고려되고 있는 과 수혜를 제공하는 규정에 한 심사

는 규제의 경우와는 달리 단된다는 이 유의할만하다.

72) 468 U.S. 609 (1984).
73) 485 U.S. 312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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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규제입법에 사례

Harris v. McRae74) 사건은 출산의 경우 산모의 생명에 험이 있는 경우나 강

간 는 근친상간의 희생자에 한 낙태를 제외하고 의료보호 상에서 낙태비용

에 한 보조  산을 제한하는 산수정법률규정에 한 것이었다. 연방최고법

원은 이에 의한 어떠한 기본권의 제한도 인정하지 않았으며, 외규정에 한 명

확성에 한 단 역시 고의의 요소가 있는 을 고려하여 일반 보통의 상식을 

가진 일반인이 이해하여 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간단히 단하 다. 
Village of Hoffman Estates v. Flipside75) 사건에서는 불법 인 마약과 함께 사

용하기 해 디자인되고 시 된(designed or marketed for use with illegal 
cannabis or drugs) 물건을 매하기 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자치단체의 

조례규정이 심 상이 되었다. 연방최고법원은 명확성에 한 문면상 헌 단

을 해서는 당해 규정이 모든 용되는 경우에 허용될 수 없을 정도로 불명확

해야 하며, 명백히 지된 행 를 행한 당사자의 경우 다른 사람들에게 용되는 

것이 불명확하다며 명확성 원칙 반을 주장할 수 없다고 심사방법을 설시하

다. 따라서 법원은 가정 인 법의 용을 분석하기 에 먼  당해사건 당사자의 

행 를 심사해야 하는 것이다. 심 상규정은 경제  사업행 를 규제하는 것이

고 고의의 요건 역시 갖추고 있으며 그 반에 하여 단지 민사  제재만이 가

해진다는 을 고려하면서, 당해사건에서 당사자가 매한 물건들의 어도 일부

는 포함되는 것이 명백하므로 문면 헌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고 하 다. 특히 

 규정에 의하여 차별 인 집행이 이루어졌거나 어떠한 표 에 한 제한이 가

해졌다는 아무런 자료도 존재하지 않으며, 자의 이고 차별 인 집행의 험이 

일부 존재하기는 하나 그것이 체 규정을 험에 빠뜨리는 것은 아니며 특히 

집행 청이 행정입법을 통해 충분히 구체화할 수 있음 역시 고려해야 한다고 하

다. 연방최고법원은 결국 이러한 을 종합하여 명확성의 원칙에 반되지 않

는다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City of Mesquite v. Aladdin’s Castle, INC.76) 사건은 놀이공원허가

에 한 시조례규정이 문제된 것으로서, 심 상은 허가신청자가 범죄요소와 

련(connections with criminal elements)되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는 규정

74) 448 U.S. 297 (1980).
75) 455 U.S. 489 (1982).
76) 455 U.S. 283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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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다. 연방최고법원은 범죄요소와의 련성은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기 이 아

니며 단지 허가를 한 사  조사의 한 요소로서 규정된 것으로서, 허가 차상 

사 조사  추천권을 가진 자에게 불명확하고 모호한 기 을 제시하는 것이 연

방헌법에 의하여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명확성 원칙 반 주장을 배척

하 다.

V. 결론

이상에서 우리 헌법재 소 례의 명확성 원칙 반 심사가 명시 으로 일반

인 기 을 면에 내세우나 실질 으로 법 문가를 기 으로 단하는 문제의 

해결을 해 미연방최고법원의 명확성 단기 을 살펴보고 그것이 실제로 어떻

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최근 30년간의 례를 통해 분석해보았다. 
미국연방최고법원은 명확성 원칙의 주요한 기능으로 공정한 고지  자의 이

고 차별 인 집행의 방지를 들고 있고 자의 기능을 시하여 원칙 으로 일반

인 기 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 으로는 다른 법률규정들  선례, 보통

법 통 등의 종합  분석을 통한 해석을 기반으로 명확한지 여부를 단함으로

써 실질 으로 법 문가 기 으로 심사하고 있다. 이러한 일 되지 않은 입장과 

련하여 법정신을 강조하여 일반인이 법 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는 가정을 통

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견해가 존재하며, 일부 례에서는 집행의 자의성 배제 기

능에 더 큰 요성을 부여하여 결국 경찰, 검찰, 법원 등 집행기 에 한 단

기 이 제시되면 명확한 것으로 보는 방식으로 심사기 을 변경하여 문제를 해

결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미국연방최고법원의 명확성 심사가 실질 으로 법 문

가에게 명확한지 여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최근 30년의 례들이 가장 높은 

명확성을 요구하는 표 의 자유 내지 형벌규정에 한 것이라는   그 구체

인 단도 과거의 선례나 다른 법률규정들을 토 로 체로 합헌으로 귀결되

는 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미국연방최고법원의 례들에 비추어 보면, 이제 우리도 명확성의 심사

기 을 좀더 명확하게 확정할 필요가 있다. 만연히 ‘건 한 상식과 통상 인 법

감정을 가진 사람’을 기 으로 한다고 제시하기 보다는, 집행의 자의성과 차별성 

방지를 명확성 원칙의 가장 요한 기능으로 명시하고 지 까지 이루어진 법

문가 기 입장을 면에 내세워서 단의 일 성을 유지하거나, 어도 법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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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진 일반인을 기 으로 한다고 하여 법 문가의 도움을 제로 단한다는 

정도의 충  시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 게 될 때에야 비로소 종 의 례나 

다른 법률규정, 법령의 체계, 집행의 행 등을 고려하여 명확성 반 여부를 

단하는 례의 실제심사와 심사기 이 서로 부합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원칙

인 일반인 기 심사를 실질 으로도 실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으나 그 게 하

면 기존의 수많은 례들과의 괴리가 발생하므로 해결책으로 볼 수는 없다.
물론 이와 같이 법 문가 심사기 을 면 으로 받아들인다면 이어서 이론

인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 특히 ‘법률은 본질 으로 일반인이 이해하기는 

어려운 것’이라는 을 받아들이는 것은 법치주의에 한 지 까지와는 다른 고

찰을 필요로 한다. ‘어느 사례에서도 법으로 지되는 것인지 허용되는 것인지 

여부를 용받는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법치주의의 요구를 실무에서 

철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실상 학자들조차 이를 염두에 두지 않는 상황에서 이

러한 법치주의의 원칙은 폐기되어야 하는 것인가? 만약 그 다면 법치주의는 무

엇을 의미하는가? 법치주의의 다른 여러 가지 원칙들과의 조화는 어떻게 이루어

져야 하는가? 이에 한 해답은 비단 헌법만의 문제는 아니다. 법철학 , 법사학

인 깊이 있는 성찰이 필요할 것이며 이는 이 의 범 를 넘어서는 것이라 생

각한다.
다만 이와 련하여 만약 명확성에 한 법 문가 기 을 받아들인다면 포

임입법 지원칙의 심사 역시 지 까지와는 달리 볼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는 

을 언 해둔다. 헌법재 소는 많은 사례에서 포 임인지 여부 역시 일반인이 

임의 범 를 알 수 있는지 여부를 기 으로 거의 명확성 원칙 심사와 동일하

게 심사해왔다. 명확성 원칙이 공정한 고지 는 자의 ⋅차별  집행의 방지라

는 기능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공권력 작용과 일반인의 계를 규율하는 헌

법원칙인 것에 반하여, 포 임입법 지원칙은 입법부와 행정부 사이에 어떠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고, 어떠한 것은 행정입법으로 정할지 여부와 련된 정치제

도  권한배분상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고지의 기능 에서 보더라도 법의 

용 상인 일반인 입장에서는 사실 무엇이 지되고 무엇이 허용되는지 여부가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지 는 하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지는  요하지 않

다. 어느 것에라도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으면 족한 것이다. 집행의 측면에서 보

더라도 법률이 아닌 하 법령에서 충분히 일 되고 명확한 집행기 이 제시되어 

있다면 구체 인 집행이 자의 이 되거나 차별 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다. 따라

서 임의 범 와 일반인의 측가능성 사이에 어떠한 상 계가 있다고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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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없다. 명확성의 반 여부가 법 문가를 기 으로 단되어야 한다면 이보다 

더욱 완화되어 심사될 수 있는 포 임인지의 여부가 일반인을 기 으로 심사된

다는 것은 이론 으로 타당하지 않다. 그 다면 구체 으로 포 임입법인지 여

부를 어떻게 단할 것인가 라는 문제가 제기되는데, 이는 다음의 과제로 남긴다.

투고일 2009. 2. 4   심사완료일 2009. 3. 12   게재확정일 2009.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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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Void for Vagueness Test of U.S. Supreme Court

Jong-Ik Chon*

77)

U.S. Supreme Court has held that the roles of vagueness doctrine are fair 
notice and prohibiting arbitrary and discriminatory enforcement. As the former is 
considered more important, the Court has explicitly taken the person of ordinary 
intelligence standard. But the Court usually declared unvague the statute whose 
meaning could be defined only by reference to many cases, other statues, and 
common law tradition. It is substantially the lawyer standard. To solve this 
dilemma, it is suggested that the ordinary person who would be law-abiding 
would not be reluctant to take consult the lawyer. In some cases, the Court said 
that prohibiting arbitrary and discriminatory enforcement is more important and 
that it is not vague. if the statute would give minimal guidelines to govern law 
enforcement. Most of recent 30 years’ vagueness cases are the first amendment 
cases and criminal law cases in which area the statue should have the highest 
definiteness. The Court usually decided not vague on those cases. That would 
make clear that the U.S. Supreme Court takes the lawyer standard.

For the same reason, the Standard of our vagueness doctrine must be changed. 
For a long time,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has explicitly taken the 
ordinary person standard in many decisions, but substantially it has applied the 
lawyer test. In order to make consistent the external standard and the substantial 
test, it should declare that the Court take the lawyer standard or at least the 
law-abiding person standard.

Key words: void-for-vagueness doctrine, rule of law, fair notice, arbitrary and 
discriminatory enforcement, ordinary person standard, lawyer standard

* Assistant professor, College of Law/School of Law, Seoul National Universi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