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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 서 론 

헌법은 한 국가의 통치의 구조와 이념을 규율하는 국가의 최고규범이다. 따라서 헌법이 

어떠한 형태을 취하고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가에 따라 그 국가의 구성원의 삶의 모습 

이나 질이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때의 헌법이란 단순히 형식적 의미의 헌법규볍 

으로서 존재하는 헌법이 아니라 국먼의 공동체 생활 속에 살아 있는 헌법규법으로서의 헌 

법을 의미한다. 

불행하게도 우리는， 오백여 년에 이르는 봉건왕조의 지배에서 이민족의 식먼지지배로 

강압적 전이를 당하는 뼈아픈 역사적 사실로 인해 건전한 입헌민주주의의 전통을 자신의 

힘으로 수립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했다. 독립된 주권국가의 지위가 주어진 후에도 자 

유로운 민주정부를 수립할 수 있는 수 차례의 가회가 번번히 강압적인 권위주의 체제의 

등장으로 무산되는 등 태동기의 우리 헌정사는 상처투성이의 모습으로 남아 었다. 다행스 

럽게도 끈질긴 국민의 민주실현의 의지에 힘입어 이제 바람직한 민주헌정의 시대를 열어 

가기 위한 준비작업에 힘을 모을 수 있는 기회가 다시 한번 주어진 듯하다. 

이와 같은 감회는 어느 분야보다도 법학의 경우에 더욱 강하다. 건전한 민주화의 시대 

는 법치를 굳건히 세우는 일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함에도 그간의 법학이 이러한 소명에 얼 

마나 충실했던가 하는 아쉬움이 우리의 양심의 벽을 두드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 시점에 

서 해방후 모든 분야에서 우리의 운병과 진로에 지대한 영향을 마친 미국이라는 존재가 

우리 법문화의 형성과 발전에 미천 영향을 검토하는 것은 또다른 측면에서 의미심장하다. 

주지하다시피 우리의 근대법사는 대륙법과 대륙법의 영향을 받은 일본법의 계수의 역사라 

고 할 수 있다 1) 우리 사회의 대부분의 분야에서 미국적 영향이 현상적 측변에서 지배적 

인 경향을 보이고 있음에도 유독 법분야에서만은 미국적 영향이 현상적으로 지배적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최근 국제화라는 새로운 서대조류에 발맞추어 상법과 지적소유권볍 

등 기술적인 분야의 법은 세계최대의 법의 강국으로 자리하고 있는 미국법의 영향이 지대 

하여 이번 학술발표회가 그 영향의 정도를 가늠하는 좋은 기회가 될 줄 믿는다. 그러나 

1) 이 문제에 관한 대표적 저술로는 최종고한국의 서양볍수용사J (박영사.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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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와 같은 기술적 성격이 강한 법분야 외에도 국민생활의 기본적인 질과 양상을 결정짓는 

것이 헌법이라 할 때 미국의 헌법이념이 우리 헌법에 미친 영향을 살피는 것은 미국법의 

우리 법제에 끼친 영향을 검토하는 기초가 되리라는 생각이다 2) 

미국의 법사학자 로렌스 프라드만(Lawrence M. F:riedman)은 미국의 헌법제도를 하나의 

수출상품에 비유한 바 있다 3) 그는 사법심사제를 미국헌법의 특정으로 꼽으면서 4) 미국적 

인 특수한 사회적 조건과 법적 장치의 바탕하에 이루어진 것이지만 현대사회는 급격한 사 

회변화에 직면해 있고 어떤 변에서는 세계문화라는 단일문화권에서 삶을 영위하기 때문에 

장소에 따른 완급의 차야는 있을지언정 구시대의 유물인 권위주의적인 체제와 사고는 붕 

피의 길을 걷지 않을 수 없고 그 결과 수입국의 정치적 여건이 미국적 경험을 받아들이기 

에 이질감이 적어진다면 미국적인 사법심사의 수용이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인 것이다. 사 

실인즉 세계 최초의 성문헌법국가로 등장한 미국의 경험은 제국주외지배를 극복하고 일어 

선 제 3세계국가들이 민족국가의 재건에 있어 일응의 典範으로 삼기에 충분했다. 19세기 

연방주의를 도입한 유럽 나라들이 미국의 경험을 상당부분 수용하였을 뿐 아니라5) 라틴 

아메리카의 여러 나라들이 미국식 대통령제를 채택하여 왔으며 패전국 일본이 미국의 사 

법심사제를 수용하였다. 그리고 법조선진국으로 자처하던 유럽대륙도 사법심사제를 통해 

구체적 기본권보장의 전도를 열어가는 미국의 경험을 수용하여 기존의 통치구조 중심의 

헌법에서 기본권 중심의 헌법을 현실에 구현하기 위한 여러 방안들을 모색하여 20세기를 

그야말로 헌법재판의 시대로 이끌었다 6) 

2) 한상범 교수는 영미법계의 영향을 헌법과 관련지어 논하는 것은 시민적인 법률문화 속에서 기 
본적 인권이 보장되어 온 것을 다시 점검하는 의의를 가진다고 하고 있다. 한상범 r한국헌법 

과 영미법의 영향J ，고시계J (82/12) , 12면. 
3) Lawrence 없. Friedman, 서왼우，안경환 역미국법입문J (대한교과서， 1987) , 260-262연. 
미국헌법이 외국에 미친 영향에 관한 2권의 논문집아 있다. Lawrence W. Beer, ed. , 
Constitutionalism in Asia-Asian views of the American lnfluence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9): Geroge A. Bi뻐ias， ed. , American Constitutionαlism Abroad - Selected Essays in 

Comparative Constitutional History (Greenwood Press, 1990) 

4) 이외에도 대통령제， 연방주의， 권리장전 등을 들 수 있다 대통령제와 권리장전의 내용에 대하 
여는 이후에서 간단히 살피게 될 것이고 연방주의에 대하여는 안경환 r미국의 연방주의-통 

상조항을 중섬으로J ， 한국공법학회 편미국헌법과 한국헌법 J (대학출판사. 1989) , 393면 

이하 참조. 

5) 19세기의 연방주의의 출현과 미국의 영향 빚 그틀간의 비교， 특정에 대하여는 A.V. Dicey, 
lntroduction of the Study of the Law of the Constitution (Libeny Fund Inc. , Libeny Classics, 
1982). pp.73-104. 325-330 , 372-396 참조 안경환， 김종철 공역 헌법학 입문J (경세 

원 . 1993) PP xci-cix 
6) 이에 대한 개괄적 비교분석서로 없. Cappelletti. 구병삭， 강경근， 김승환 역현대헌법재판론』 

(볍문사. 1989)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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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법학회에서는 6. 10시민항쟁 후 탄생한 제 6공화국 헌법하에서도 미국에 그 원류 

를 둔 대통령재를 채택하고 적법절차조항 등 미국식 기본권규정을 강화함에 따라 그 의의 

를 되새기는 의미에서 ‘미국헌볍이 한국헌법에 마찬 영향’ 이라는 주찌하에 세미나를 개최 

하고 그 결과를 단행본7)으로 발간한 바 었다. 그리고 몇몇 헌볍학자들이 미국헌법야 한국 

헌법에 미친 영향과 관련하여 각자의 관심을 통치구조면과 거본권보장의 분야에 걸쳐 발 

표한 바 있다 8) 그러나 이들은 우리 헌법사얘 새로운 장을 연 것으로 평가되가에 부족함 

이 없는 헌법재판소가 제 기능을 발휘하기 전의 논문들로 헌법재판소의 새로운 헌법해석 

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통치구조와는 달리 모든 문명국가에서 보면적 성잭을 띠 

기 쉬운 가본권 분야에서는 새로운 헌볍에 따른 새로운 헌법해석의 경향을- 미국 헌법과 

관련지애 살필 긴급한 필요가 었다. 따라서 야 논문은 똥쳐구조변에 대해서는 거존의 연 

구 업적을 통해 우c1 헌법에 미천 미국 헌법외 영향을 간략히 살피고， 가본뭘분야에 있어 

서는 헌법째판소의 판례분석을 통해 미국 헌법의 영향을 조감하는 방삭으로 논의를 전재 

하겠다. 

n. 휠뺨빽E효설확 열향 

-해용웰쩨， 사뿔셈A뺨I (위헌뺑률심샤) . 설문헌뿔쭈왜 

한 나라가 다른 나라의 헌법적 경험을 수용하는 경로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로 법의 제정이나 제도창설의 빵법으로 수입하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고 두번 

째로 그 이념적 기초를 간접적으로 도입하는 방법이 그것이다. 후자의 경우는 판례나 법 

운용면에서 유권적으로 수용하는 경우와 수입국에서 실제의 규범력을 인정받지는 못하지 

만 그 보편적 가치로 인해 법의식변이나 학술상 공인을 받아가면서 장래에 유권적 수용을 

위한 기틀이 형성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우리나라 헌법에 마찬 머국의 영향 중 

제도적 수입의 예로는 대통령제나 성문헌법주의， 워헌위볍명령조혀l 에 대한 사볍심사제 퉁 

을 들 수 있다. 반면， 이념적 기초니 운용면외 수엽의 예는 대륙법계 법야른의 영향이 강 

한 우리의 특수성상 유권적 수용의 단계에서는 현양적으로 가시화된 점이 적다. 다만 학 

7) 한국공법학회 편미국헌법과 한국헌법 J (대학출판사. 1989) 이 논문집은 애초 미국 헌법 

제정 2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간행된 논문집을 증보한 것으로 원래의 논문집은 『한국에서의 

미국헌법의 영향과 교훈-미국헌법제정 200주년 기념논문집』이라는 이름으로 1987년 대학출 

판사에서 간행되었다. 

8) 김효전미국의 위헌법률심사제가 일본과 한국에 미친 영향J.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981): 이상돈미국의 헌법제도가 우리 나라의 헌법발전에 마친 영향J (이하 이상돈， 전게 

논문(I)로 인용). w공법 연구』 제 14집 (1 986). 49-8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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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적으로 인권상황의 개선이나 제도개혁을 촉구하는 취지에서 수용된 경우나 국민의 정치 

의식의 성숙에 따라 미국식 입헌민주주의의 구체적 산물들이 일반 대중이나 학술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겠다. 한마디로 규범화되는 영역에서는 미국헌법의 영 

향이 절대적이었다고 꼬집어 이야기할 수는 없다 9) 

(1) 대통령제 

아직까지도 우리의 정치현실에서는 정부형태를 둘러싼 논의가 완결되지 않은 느낌이다. 

항상 미국식 대통령제를 기본으로 하는 정부구도가 주축을 이루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식인층에는 내각책임제에 대한 미련과 집착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 원인 

이 무엇이든 4.19혁명 직후 유럽식의 내각책임제가 잠시 우리의 정부형태로 채택되었던 

예를 제외하고는 대통령제가 우리의 기본적 정부형태로 자리하여왔다. 물론 유신헌법하에 

서처럼 미국식 권력분립에 입각한 대통령제가 순수하게 우리의 정부제도로 도입되기보다 

는 상황논리에 따라 외형과 명분을 미국식 대통령제에서 구한 경우가 대부분이긴 하지만. 

미국식 대통령제의 특색은 한마디로 권력분립에 입각한 대통령제라 할 수 있다. 이른바 

견제와 균형의 법리하에셔 삼권이 분립된 상태에서 국가행위가 집행되는 것이 미국식 정 

부형태의 특색이다 의회의 법률안제출권과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이 대칭을 이루며 10) 

상원과 대통령이 조약체결권을 공유(상원외 권고와 동의)하며11) 전쟁선포권을 의회가 보 

유하는 반면 12) 대통령이 전쟁수행권을 가지며(즉， 군의 총사령관이 된다) 13) 대통령의 위 

법행위에 대하여는 의회가 탄핵권을 행사한다 14) 그밖에도 판례로 형성된 사법심사제가 

또다른 핵심을 이룬다. 

점령군으로서 한반도에 진주한 미국의 영향하에 정부수립의 기회를 얻었던 제헌의회는 

의당 미국식 법관념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15) 주지하듯이 으}왼내각제안이 

유력하였던 제헌헌법안은 이승만과 한민당의 이해관계가 정부형태 결정에 걸림돌이 되어 

결국 대통령제로 결말지어졌다 16) 이와 같은 정치협상의 산물인 제헌헌법은 대통령에게 

9) 그와 같은 한계내에서 미국 헌법의 이념을 주어진 여건 속에서 제대로 계수해보자는 시각으로 
는 한상범， 전게논문 참조， 

10) 연방헌볍 제 1조 제 7절 2항. 3항. 

11) 연방헌법 제2조 제2절 2항. 

12) 연방헌법 제 1조 제 8절 11 항. 이외에도 군의 유지에 관한 기본 사항을 정할 권한이 의회에 있 

다 동조 동절 12항 내지 16항 

13) 연방헌법 제 2조 제 2절 1 항. 

14) 연방헌법 제 1조 제 3절 6항. 

15) 자세히는 김철수 r미국헌법이 한국헌법에 미친 영향 서설J. 한국공볍학회편， 전게서‘ 22-78 
면 참조 

16) 홍기태 r해방후의 헌법구상과 1948년 헌법 성립에 관한 연구J. 서울대학교 석사논문(19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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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해산권도 주지 않았을 뿐 아니라 국회에 정부불신임권도 부여하지 않아 미국식 권력 

분립에 충실한 대통령제의 외향을 띠었다. 그러나 국무총리제를 도입하거나 정부에 법률 

안 제출권을 인정한 것은 미국과의 차이점이었으며 국무총리를 의원내각제에서의 수상과 

마창가지의 지위에 두려한 흔적이 역력해 우리 헌정사에서 자주 선호되던 의원내각제식 

대통령제의 맹아는 이때부터 싹렀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대통령을 국회에서 선출하도록 

한 것은 이숭만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이기도 하였지만 그의 정치기반이면서도 

독자적 영향력의 행사를 원하던 한민당의 이해관계가 결합된 결과였고 이후 제 1공화국하 

에서의 직선제파동은 이미 예정된 권력투쟁의 산물임을 알 수 있다. 이점도 미국식 대통 

령제와는 궤를 달리 한다고 하겠다. 

5. 16쿠데타 이후 미국행정부의 외교적 압력하에 탄생한 차113공화국헌법도 머국의 엽검 

이 상당히 반영된 헌법이라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국민의 기본권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한편 정당조항을 두고， 미국식 대통령제를 정부형태로 하는 한편 국민투표제를 도입하고 

있었다. 이 헌법이 비교적 미국식 대통령제를 수용하고 있으나 국가긴급권을 인정하는 등 

집행권 우월적인 경향을 나타내었다 17) 

이른바 ‘한국적 민주주의’ 를 모토로 탄생된 유신헌법은 통일주체국민회의를 통한 간선 

제로 얘통령을 선출하고18) 대통령애 대하여 국가완수로새 거의 삼권을 통할할 수 있는 권 

한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는 등 도저히 미국식 대통령제라고는 볼 수 없는 기형적 대통령 

제를 채택하였다 19) 이 헌법은 외형상 입헌민주주의의 선언하고 있으나 입헌민주주의의 

통일제목 동일내용， 반년간 『법과 사회J 창간호 (창작과 비평사. 1989) , 188-190면에 축약. 

17) 김철수한국헌법사~ (대학출판사， 1989) , 85면. 

18) 이 헌볍의 제정과정에 깊이~ 관여한 학자들은 미국의 대통령선출제도를 간선제라고 하면서 이 
른바 유신헌법이 미국의 대통령제와 상당한 교감을 이루고 있는 제도인 것처럽 강변하고 있 

다. 그러나 소장학자 시절 미국헌법의 소개에 상당한 기여를 했던 이상돈 교수가 적절히 지적 

한 바 있듯이 미국의 헌법이 외견상 선거인단을 통해 대통령을 선출하는 간선제이지만 운영과 

정에서 현저한 변화를 겪어 사실상 직선제로 운영되고 있음은 이제 이론의 여지가 없다. 이상 

돈， 전게논문m ， 72-74면. 이상돈 교수는 미국의 가장 중요한 헌법제도를 왜곡시켜 소개함으 

로써 유신헌법의 당위성을 강조하려 하지 않았는가 의심하면서 그 폐해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 

였다. 이상돈， 전게논문m ， 77변 이 문제에 관한 일반 계몽적 글로는 안경환 「미국헌법이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j ，신동아~ 1987년 7월 230-240변， 안경환 법률칼럼집 『법은 사랑처 

럼~ (대학출판사， 1988) , 210-224변에 재수록， 

19) 이 헌법의 기초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학자의 주장은 미국식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애써 강변 
하고 있는데 현재 미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대통령제 개혁논의와 비교해 볼 만하다. 미국식 권 

력분립이 정부기능의 통합이라는 목적에는 적합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한태연 교수 

의 설명에 대하여는 한태연헌법학~ (법문사， 1973) , 434면. 이에 대한 비판은 이상돈， 전 

게논문0)， 74면. 최근의 미국 대통령제의 개혁논의에 대한 논의로는 정연철현행 미국 대 

통령 선거제도의 문제점과 개혁논의 j ， 한국공법학회 편， 전게서， 202-262면， 이상돈대통 

령제 j ， 한국공법학회 편， 전게서， 280-298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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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에 들 수 없는 정치행태로 인해 실질적으로는 헌법파괴상황이 지속되었던 것이다. 

10 . 26 이후 탄생한 5공화국정부는 대통령에 국가원수로서의 지위를 부여하여 국민투 

표부의권， 조약체결비준권， 선전포고강화권， 비상조치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동시에 

의원때각제적 요소를 가미함요로써 순수한 미국식 대통령제보다는 프랑스식 대통령제에 

더욱 유사한 성격의 헌법을 채택하였다. 이 헌법에서도 대통령의 선출은 간선제로 하여 

많은 문제점을 낳고 새로운 헌법개정을 위한 국민적 저항의 단서를 제공하였다. 

이상에서 보듯 우리 헌정사가 택하여 옹 정부형태는 외형상 대통령중심제를 취하면서도 

권력분립에 입각한 미국형 대통령제와는 격을 달리한다. 그러나 역대 정권이 대통령간선 

제의 정당성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드러나듯이 미국식 대통령제를 국민에게 오도되게 각인 

함으로써 미국식 대통령제의 환상을 정권유지에 악용한 떤에서 미국식 대통령제가 우리 

사회에 심층적 영향을 마쳤음은 부정하지 못할 것이다 20) 

(2) 사법심사쩨 

대통령제와 더불어 미국 헌법채도의 핵심적 요소를 이루는 것이 사법심사제이다. 그러 

나 사법심사제가 더욱 세계인의 관심을 끄는 것은 성문헌법의 최종해석자로서 입법부， 행 

정부의 정책결정에 제동을 거는 헌법재판 때문일 것이다. 사실 사법심사제는 영국헌법의 

기본을 이루는 법의 지배의 완리상 당연히 도출되는 원리이다 21) 법의 지배완리에 따르면 

사건화되어 법적 쟁송요건을 갖추기만 한다변 법완의 심리대상이 되는 데 아무런 문채가 

없으며 이는 행정기관이나 입법기관과 같은 국가기관의 행위도 예외가 아니라는 왼칙은 

당연히 도출되는 것이다. 다만 법의 지배원리의 원조인 영국의 경우 의회주권주의에다 불 

문헌법주의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사법심사가 헌법의 최종해석자로서의 기능을 수행하 

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여 요즈음 각광을 받는 (위헌심사적) 사법심사의 의미와는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된다. 그러나 성문헌법주의에 의회주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엄격한 

삼권분립을 통한 견제균형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보장에 최대한의 중요성을 부여하는 미국 

의 경우 사법심사제는 국민의 기본권보장의 최후보루라는 수식어와 더불어 미국의 통치구 

조를 지탱하는 진정한 디덤돌이 되어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미국의 대통령제가 수출 

상품으로서의 역할을 채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반면 사법심사제는 단순한 제도수출의 상품 

으로서 뿐만 아니라 위헌법률심사의 이론제공이라는 간접적 경로를 통해서 미국헌법이라 

20) 이상돈， 전게논문(1)， 77면‘ 

21) 법의 지배론을 영국 헌법의 특성으로 강조한 다이시는 법의 지배의 핵심적 3대요소의 하나로 

일반법원에 의한 일상적 권리보장의 역사가 기본권보장의 역사라는 전제하에 규범으로서의 헌 

법은 이와 같은 일상적 권리행사의 결과이지 성문법전에 의해 선언펌으로써 인정된 것이 아니 

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법왼에 의한 사법심사는 법의 지배의 핵심요소인 셈이 

다. A.V. Dicey , 전게서 , 115-1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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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무역상품의 핵심요소가 된다. 따라서 미국의 사법심사제의 영향은 단순히 법원을 통한 

위헌법률심사라는 체도적 취지보다는 누가 헌법해석권을 보유하든， 국민의 기본권보장을 

최대의 목적으로 헌법재판을 담당하는 기관이 존재하고 위헌심사가 활발히 전개되어 온 

사실 그 자체에서 구할 수 있을 것이다 22) 

우리의 경우에는 제헌헌볍 시절부터 헌법재판을 담당하는 기관을 창설하고 있었으나23) 

제도적인 면에서 명실상부한 사법심사제를 도입하고 있었던 경우는 저113공화국헌법와 경우 

뿐이었다. 이상돈 교수의 분석애 의하면 현대사에샤 미국의 법분야에 의한 영향야 최고조 

에 달했던 당시에 제정된 제 3공화국헌법은24) 우려 헌정사상 가장 미국삭에 가까운 대통령 

제를 채택하였을 뿐만 아다랴 대법원에 헌법의 최종해석권을 부여함으로써 사볍심사체까 

지 채택하고 있다. 또한 제 6꽁화국의 헌법재판소가 창설되가 이전에는 이 샤거자 가장 활 

발한 위헌심사가 행해졌고 이로 언해 행정부와 사법부간의 마찰이 

했다 25) 

고조되었던 시가야거도 

그러나 최종적인 위헌섭사권을 법원이 가자치 않는 경우에도 하위엽법인 명령， 조례얘 

대하얘는 사법섭사적 운용을 기하고 있는 것이 우리 헌법의 또다른 특색을 이루고 있어 

이채롭다 26) 아마도 미국식 사법심사체에 대환 미련을 억압된 혐실상황과 접목하려다 뾰 

냐 탄생한 기형아가 아닌가 한다. 현재의 제 8공화국헌법모 워헌위법명령규칙에 대한 최종 

심시-권을 법원에 인정하고 었으며 27) 재판부 작권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청권을 인정 28)하고 있어 사법심사의 잔영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앞새 살폈풋야 01 

22) 물론 성문헌볍에 기본권보장규정인 권리장전을 두고 있다는 점도 무시해서는 안원다. 
23) 제헌헌법은 헌법위원회를(법원은 제청권)， 제 2공화국헌법은 헌법재판소를(이 헌법은 5.16쿠 

데타로 효력이 상설됨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구성되지조차 못했다). 제 3공화국헌법은 사법심사 

제를， 제 4.5콩화국헌볍은 현볍위원회를 위헌법률심사기관으로 두었다. 

24) 이상돈， 전게논문(1)， 78면 
25) 그러나 이상톤교수는 단순한 기본권보장의 측면에서 사법심사가 행해졌다기보다는 볍조의 집 

단이익을 확보하려는 욕심에서 위헌판결이 내려졌다는 흥미있는 주장을 폈다 이상돈， 전게논 

문(I)， 70변. 

26) 제 1공화국헌법 제 81조 1항， 제4공화국헌법 제 105조 2항， 제 5공화국헌법 제 108조， 제 g공화국 

헌볍 제 107조 2항. 제 2공화국은 헌볍재판소를 두는 외에 볍원의 위헌위법명령 동의 심사권에 

대하여는 제 1공화국헌법을 계승하고 있고 제 3공화국헌법은 위헌법률에 대하여도 사법심사제도 

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채헌헌법 이래 위헌위법영령， 규칙， 처분에 대한 위헌심사권은 사법부 

에 있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었던 셈이다. 

27)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 위헌위법명령규칙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적 심사권을 제한해석하여 이 
권한을 “구체적인 소송사건에서 명령， 규칙의 워헌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었을 경우 법률외 

경우와는 달리 헌법재판소에 제청할 것 없이 대볍완이 최종적으로 심사활 수 있다는 의미”로 

축소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헌볍재판소는 위헌법률심사권을 헌볍재판소에 부여한 헌법 제 111 

조 제 1항 제 1호에 따라 “통일적인 헌법해석과 규범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변 명령， 규척의 

위헌여부심사권을 헌법재판소가 가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한다- 법무사볍시행규칙에 대한 헌볍 

소원， 1990. 10. 15. 89 헌마 178. 2 현재판례집 (1 990) 365 , 369-370 연. 



8 美 國 學

국식 사법심사의 핵심은 위헌법률심사이므로 헌법재판소에 의한 헌법판단이라하여 미국 

헌법의 영향에서 벗어나 있는 것은 아니다. 즉 헌법이념면이나 운용면에서의 미국헌법의 

영향은 오히려 1988년 이후 활동을 개시한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통해 그 전성기를 맞이하 

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와 같은 기조 아래 이하 헌법재판소의 판결들을 상세히 

살피도록 한다 29) 

lH. 헌법이념과 운용상의 영향 
-기본권뾰장주의， 인권의식의 향상， 판례， 입법 

헌법이념과 운용상의 영향이라 함은 미국의 권리장전에 영향을 받은 기본권보장의 규정 

이 우리 헌법에 반영되든지 판례를 통해 반영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외에도 학설이나 인 

권의식상에 영향을 미친 것도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평등권， 표현의 자유， 적법절차 등 

은 모든 문명국가에서 당연히 보장되는 기본권으로 사실 문민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는 

미국의 기본권 보장이념이 우리의 헌법현실에서 운위되는 경우란 학설이나 재야의 운동과 

정에서나 볼 수 있었고 유권적으로 법집행기관에 의해 제대로 발현되어 온 경우는 오히려 

드물었다. 

이와 같은 견지에서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미친 미국헌법의 영향을 논하기 전에 헌법재 

판소의 탄생이전의 헌법이념과 헌법운용에 미친 영향에 관해 간단히 살필 필요가 있다. 

사실 이론적 가능성으로 보아 미국헌법의 영향력이 가장 강했던 시기는 미국이 군정을 통 

해서 직접 우리를 통치하던 시절이었을 것이다. 특히 봉건왕조의 지배에서 강압적 식민지 

배를 거치면서 아직도 입헌민주주의에 입각한 기본권개념에 생소했던 우리에게 미군정의 

기간은 우리 역사에 미친 원천적인 부정적 영향에도 불구하고 국민주권과 법치주의라는 

볍리적 측면에서 남긴 기여는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30) 

군정기의 입법이 한국， 특히 제헌헌법에 미친 영향에 대하여는 김철수 교수가 비교적 

상세히 분석하고 있다 3]) 그에 따르면 남조선과도정부 사법부내에 조선법전기초위왼회가 

28) 제 6공화국헌법 제 107조 1항. 

29) 이외에도 구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법원의 규칙제정권， 하급법원 법관의 임기체， 법관의 탄핵 
제도 등이 미국헌법의 영향이라 볼 수 있고 대법원을 헌법상의 기관으로 하면서 하급법원의 

설치를 법률에 위임한 것(제 6공화국헌법 제 102조 3항)도 미국의 연방헌법상의 규정(연방헌법 

제 3조 제 1절)을 연상시킨다. 

30) 물론 미군정기 이전에도 미국의 견문을 접하고 유럽대륙의 발전된 문명상황에 고무된 초기 선 
각자들이 미국헌법적 기본권을 천부인권으로 주장한 적이 있고 상해임시정부도 미국헌법의 영 

향을 반영한 듯한 제도를 많이 도입하고 있다 이점에 대하여는 김철수， 전게논문， 10-21면 

참조. 

31) 김철수， 전게논문， 22-78면(특히 63변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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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되어 각종 입법을 통해 우리 헌법제정과정에 영향을 미쳤다. 군정은 일제악법을 개폐 

하고 신체의 자유， 표현의 자유， 평등권을 보장하는 입법조치를 발하였으며 노동입법을 

통해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아동의 권리 등을 보장하고 있다. 아밖에도 군정법 

령 제 176호 등을 통해 형사피의자 및 피고인의 권리， 죄형법정주의， 재판청구권， 구속적 

부심사조항 등은 선진적인 기본권보장의 시발이었으며 영장주의， 구속이유의 고지， 변호 

인 선임권， 교통접견권， 국선변호인제， 형사보상제도 등을 두고 있다. 다만 이와 같이 하 

지중장의 ‘조선인민의 권리에 관한 포고’ 에 포함되어 있던 적법절차에 관련된 조항아 전 

부 제헌헌법에 포함되지 않아 아쉽게 느껴지지도 했다. 또한 언론， 출판의 자유， 종교의 

자유 등도 군정시의 입법에 영향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32) 다만 당시 미국인 법률고문의 

자문 등도 있었으나 기본적으로 한국 볍조계의 미국헌법에 대한 지식부족으로 미국헌법을 

탄생시킨 정치사상이 표현된 독립선언， 버지니아 권리장전 등이 헌법초안 속에 반영되는 

수준에 그쳤다 33) 

〈구체적인 영향의 훈쩍〉 

제6공화국 헌법상 기본권에 관련된 조항들 중 사회적 기본권 부분을 제외한， 특히 자유 

권적 기본권과 관련된 제 규정들은 미국을 비롯한 성문헌법국가들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 

다. 그러나 헌법조문에 기본권이 규정되었다는 사실이 현실적으로 이러한 기본권이 보장 

된다는 뜻이 아님은 물론이다. 여기서 헌법규범과 헌법현실의 괴리의 문제가 있다 34) 소 

위 ‘살아있는 헌법’(living constitl뼈ion) 의 의의는 헌법규범과 헌법현실간의 괴리를 최대한 

극복하는 헌법상황을 의며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각 기본권조항이 구체적 법적용과정 

에서 여하히 운용되고 있는가가 미국 헌법의 영향을 바라보는 척도가 될 수 있겠다. 그런 

데 구체적언 영향을 따짐에 있어 몇가지 주의활 점이 있다. 첫째 문헌적인 해석만으로 기 

계적으로 양국의 헌볍규볍을 비교하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이다. 주지하듯 

이 미국도 애초에 자연법주의에 영향을 받아 연방헌법에 권리장전을 두지 않고 통치구조 

관련규정들만 두었었고 권리장전은 별도의 수정헌법 (Amendme뼈s)의 형식으로 추록되었 

다 35) 그러나 연벙-주의의 특성상 독립적 주권을 보유하는 개별주들의 주권과 위임된 연방 

32) 그러나 미군정 자체가 임시적， 예외적 군사정부로서 ‘진보적’ 인권의식을 전달할 수 있는 주 

체로서의 성격을 가졌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많다는 시각하에 군정기의 영미법적 전통의 이 

식에 대하여 부정적인 견해를 표명한 글도 있다.한인섭권위주의적 지배구조와 볍체제J ， 계 

간 『사상과 정책』 가을호(1989) ， 193-194면， 그러나 이러한 입장은 법리적 차원을 넘어선 

정치 이데올로기적 차원에서의 비판의 성격이 강하다. 

33) 김효전미국의 위헌법률심사제가 한국에 미친 영향J ， 한국공법학회편， 전게서， 338면 

34) 최대권 교수는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헌볍학상의 문제점은 헌법규범과 헌법현실간의 괴리의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하고 있다 최대권헌볍학J (박영사， 1989) ,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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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간의 관계를 정책적으로 조율할 필요성이 강하고 연방헌법의 권리장전이 망라적이지 못 

하여 부득이 일반조항을 통한 목적론적 해석의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어 사법심사라는 

장을 매깨로 미국 특유의 헌법이론36) 이 발전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거의 망라적으로 명문 

화된 기본권보장 규정을 두고 있으얘 연방주의에 따른 권한쟁의의 한 형태로서 헌법해석 

론이 개업될 여지가 적은 우리의 현실에서는 기본권보장의 실질이 미친 영향을 주의깊게 

관찰하고 수용하되 단순한 기계적인 해석론을 적수입하는 식으로 미국 헌법의 영향을 논 

해서는 안될 것이다. 

1) 평등권 

미국 연방 헌법수정 제 14조는 “각 주는 관할권내에 있는 어떠한 사람에 대하여도 법의 

평등한 보호를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적법절차조항과 더불어 가 

장 각광받는 헌법조항으로 각종 기본권 관련 판결의 헌법적 근거로 인용되어 왔다 37) 따 

라서 단순한 일반조항으로부터 구체적 인 기본권들을 보장하는 기 준들을 설정 하다보니 그 

에 관련된 법이론이 셰세하게 발달되얘 있다. “동일한 상황에 있는 자는 통일한 취급을 

받아야 한다 .. (Similarly si뼈ated persons must receive simila앙 treatment under 뼈e law) 는 

일반업완리를 정점에 두고 구체적으로 차별하는 기준(dassification) 이 무엇이냐에 따라 

합현성의 심사기준을 달리한다. 

우선 인종적 복합국가로 인종상의 차멸을 매개로 내전까지 치른 경험， 문제의 평등보호 

조항이 내전후 재통합(Reconst양때dion)과정에서 탄생하였다는 점 등으로부터 인종차별은 

평등조항이 각별히 완용되는 주요한 뾰고이다. 일단 인종을 근거로 하여 구별된 조치(국 

35) 헌법제정 (1789년 3월 4일) 2년 후안 1791년 12월 15일 권리장전이 연방헌법의 일부로 추록 

되었다. 안경환미국헌법의 구도J ， W法學』 제 31권 1 ， 2호 (서울대학교， 1990) , 114연. 

36) 미국헌법이론의 발전은 후솔하듯이 주로 적법절차조항과 평등보호조항 등 야른바 일반조항 
(open-ende냄 clause) 을 매개로 이루어졌다. 미국의 사볍심사의 역사내지 헌법이론의 계보는 

이들 일반조항을 대상으로 한 자연법과 볍실증주의간의 헌법해석방법론을 둘러싼 다툼으로 정 

리될 수 있다. 즉 법실증주의에 입각하여 엄격한 헌법해석을 통해 법적 강제력의 권해를 유지 

하면서 기본권보장과 국가체제의 유지로 나아기려는 입장과 자연법적 입장애서 시대상황에 부 

합하여 유연한 인권개념을 상정하고 탄력적인 헌법해석을 강조함으로써 기본권 신장의 폭을 

확대하려는 입장간의 대립이 미국 연방헌법사의 근간을 이룬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상황에 따 

라 이들 입장이 도출하는 헌볍해석의 결과가 동일할 수도， 전혀 정반대일 수도 있다- 미국에 

서 진보판사로 이름을 날렸던 대표적 대법관을 이와 같은 기본구도에서 분석한 것으로는 안경 

환묘ugo Black의 사법철학-WilHam Douglas와의 대비 J ，무애 서돈각박사 고희기념 논문 

집~ (법문사， 1991) 320면 이하 참조 
37) 사실 미국 연방대볍완의 헌법재판 가운데 90% 이상이 적법절차와 평응보호 조항에 의해 탄생 

한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로렌스 프리드만은 이 두 조항이 미국 헌법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강조하여 “헌법이 동전위에 선 코끼리 형상”이라고까지 묘사하고 있다. L. Friedman , 서원우， 

안경환 역， 전게서， 244 ‘ 24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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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작용 즉， 입법， 사법， 행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평등조항의 위반 즉， 위헌의 의심을 

받는다. 이것이 이른바 ‘의섭의 대상이 되는 분류’ (su뼈ect classification) 의 예로서 합헌， 

즉 평등보호조항 위반의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국가행워의 목적과 수단간에 1단순히 합리 

성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해당 국가작용이 ‘필수불가결한 목적’ ( compeHing 

interest) 에 의해 뒷받침되어야면 한다. 이러한 심사기준은 인종 외에도 출생지 및 종교를 

이유로 하는 차별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이를 ‘엄격심사’ (strict scruti뾰y) 기준에 의한 심사 

라고 하는데 1960년부터 기본권보장을 위한 사업적극주의로 명성을 쌓은 워렌법원의 작품 

이다. 엄격심사기준에 의한 심사가 적용되는 또다른 분야는 이른바 ‘본질적 권려’ 심사 

(姐g얘amental right or interest test) 라고 하여 형 사소송 , 투표권의 평 등성 문 제 를 다룰 때 

주로 사용된다 이 또한 본질적 권라에 속하는 형사절차상의 기본권， 정치적 참정권의 정 

수인 투표권 등에 불이익을 야치할 경우에는 의섣의 대상야 되는 분류와 마찬가지로 해당 

조치의 ‘필수불가결한 이익’ 의 존재를 증명하얘야만 한다. 이는 평동권에서 발달향 법리 

가 확대적용된 것으로 볼 수 있고 논란억 여지가 많다. 

이러한 예외적인 상황 이외에는 웰칙적으로 전통적인 심사기준， 즉 ‘합리척 차별’ 심사 

기준이 적용된다 정부조치의 목적과 달성수단 사이에 합리적 근거 (rationru ba밟s)가 인정 

되면 합헌， 즉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하는 심사방볍이다. 헌법해석을 통한 

평등보호가 절대적 평등이 이·니라 상혜적 평등을 의머한다고 할 때 합리적 이유에 의한 

차별은 일응 수긍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애는 이 두 가지 심사기준 외에 성별애 의한 차 

별， 외국인에 대한 차별 38) 적서차별의 경우에 두 심사거준의 중간영역에 해당하는 국가 

작용의 목적과 수단간의 실질적인 관련성을 요구하는 심사기준이 정립되어 가는 과정에 

있다. 특히 성차별의 경우 주로 적용되는 아 심사기준은 국가작용의 목적이 단순한 ‘합법 

적 ’ (leg뼈mate) 임 을 넘 어 선 ‘중요한’ (i.m멍。Jrtant) 것 이 어 야 하며 목적 과 수단간에 도 합리 적 

관련의 존재만으로 불충분하고 ‘실질적 관련’ (su없stantial relationsh뼈)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중간적 심사기준 (inte양mediate test) 이 기존의 양대 심사기준악 영역을 

상당부분 침삭할 가능성은 많으나 보수화된 현 렌퀴스트 법원체제에서는 고전적 심시기준 

이 더욱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39) 

우라의 경우 단일민족 단일국가로서 언종이나 연방주의에 따른 평등권이론이 발전촬 가 

능성은 희박하나 성별， 빈부， 출신지역， 직업， 학력， 국적 등에 의한 차별의 가능성은 지 

극히 높다. 

38) 이 문체에 관한 상세한 논의로는 Kyong ￦han Ahn, “Aliens’ Basic 묘uman Rights Under the 
United States Law" , ~져 스티 스~， 1986 PP. 

39) 미국 헌법상의 평등권과 관련한 이론적 소개로는 안경환미국법의 이론적 조명-윌리암 다 

글라스 판사의 법사상J ，고사계~(l 986) ， 67-75면; 윤후정평둥권J ， 한국공법학회 편， 전 

게서 , 80-122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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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권에 관련된 역대 판결을 간단히 살펴보자. 제헌헌법의 제정 이전에 이미 처의 무 

능력 법규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한 것 40)을 비롯하여 간통죄의 객체를 부녀만으로 규정 

한 경우의 평등권위반여부41) 1971년 국가배상법 제 2조 1항의 위헌여부42) 군인， 군속에 

대한 2중배상금지조항의 위헌판정 43) 전화교환원의 정년을 43세로 제한한 인사규정과 남 

녀평등 문제에서 문제의 인사규정을 근로기준법상의 남녀차별금지규정에 해당되어 무효라 

는 판결44) 등이 있었지만 그 논지는 ‘합리적 차별’ 의 여부와 ‘공서양속’ 의 위반여부를 따 

졌을 뿐 별다른 심사기준이나 이론전개가 거의 없었다 45) 

새로 설립된 헌법재판소하의 위헌법률심사나 헌법소원에서 가장 빈번히 원용되는 조항 

이 평등권조항이다. 그러나 여전히 상세한 심사기준의 션별모색은 두드러져 보이지 않고 

대개가 합리적 차별심사기준을 추상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듯하다. 가장 구체적으로 합리 

적 근거기준을 언급하고 있는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대한 특별조치법 제 7조의 3에 대 

한 위헌심판 판결46)은 “ ... 등으로 금융기관에 과도한 특권을 부여하고 있는 바， 목적의 

정당성과 필요성에 있어서나 그 수단의 적정성에 있어서 합리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헌법 제 11조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우리 헌 

법재판소는 외형상 평등권 위반의 심사기준으로 비록 미국의 고전적 심사기준인 ‘합리적 

차별’의 기준을 채택하고 있는 듯하나 그 내실은 다르다고 할 것이다. 즉 합리적 차별심 

사기준으로도 상당수의 위헌판결47)을 내림으로써 합리적 근거심사가 단순한 합헌성 추정 

의 정도를 넘어 상당히 고차원의 합리성을 요구한다는 의지 48)를 천명하고 있는 것으로 해 

40) 1947. 9. 2. 대판 1947 민상 88 가옥명도청구사건 김효전， 전게박사학위논문. 148-150 
창조 

41) 1967. 2. 28. 대판 67 도 1. 김칠수판례교재 헌법~ (법문사， 1977). 132면. 
42) 197 1. 2. 23. 대전지방법원 70 가 615 김철수 전게판례교재. 136-138면. 
43) 197 1. 6. 22 대판 70 다 1010. 김철수， 전게판례교재. 138-143변 
44) 1988. 12. 27. 대판 85 다카 657. 김철수，안경환 공저판례교재 헌법(II)~ (이하 『판례교 

재(II)~로 인용1 (법문사. 1992). 69-71면. 
45) 윤후정 , 전게논문. 124변 
46) 1990. 6. 25. 89 헌가 98 내지 101(병합). 2 헌재판례집 132. 
47) 1989. 1. 25 헌재 88 헌가 7.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볍 제6조 제 1항의 위헌판정 : 1989 

5. 24. 헌재 89 헌가 37. 96.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 5조의 2 규정의 
위헌판결: 89. 11. 20. 헌재 89 헌가 102. 변호사 개업지 제한규정의 위헌판결: 1992. 10. 
1. 92 헌가 6. 7(병합)， 지방재정법 저1174조 제 2항의 위헌판결: 1992. 12. 24. 90 헌마 21 
상속세법 제 9조 제 2항의 위헌판결. 

48) 특히， “이러한 입법옥적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본질 

적으로는 차이가 없는 〔사립 사범대학 출신의 교사자격자를〕 차별하는 데 합리적인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한 1990. 10. 8. 헌재 89 헌마 89. 국공립사범대학 졸업자의 교원우선임용을 규 
정한 교육공무원법 제 11조 제 1항의 위헌판결은 단순히 목적의 정당성만으로는 불이익처분의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물론 미국의 실질적 관계심사정도까지 요구하는지에 대해서 

는 논의의 여지가 많고 좀더 관망할 펼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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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될 수 있다. 

또한 미국의 경우 본질적 권뼈심사로 볼 수 있는 참정권에 관련하여 헌법재판소가 상당 

수의 위헌판례를 생성하고 있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49)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선거 

법 제 33조， 제 34조를 평등권을 비롯 참정권，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이 

라고 선언하였다 50) 이 판결은 부수의견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의 한 판례를 인용부호 없이 

간접인용하면서 51) 일률적으로 상당액의 기탁금을 국회의원 입후보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고 기탁금의 과다를 재력에 의한 참정권제한의 일례로 보면서 위헌선언하고 

있다. 아울러 이 판결은 정당인과 비정당인의 기탁금에 차등을 두는 것도 평등원칙위반이 

라고 선언하고 있다 52) 이외에도 선거에 관련한 평등권위반에 대하여는 지방의회의원선거 

법 제 35조 1항 7호53) 제 36조 1항54) 지방자치법 제 33조 l항 6호55) 국회의원선거법 

제 55조의 3 제 7항과 제 56조의 규정에 대한 위헌판결56) 이 있다. 

여하튼 평등권의 기준으로서의 합려성에 세부적인 이론적 기준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평등권의 심사기준으로서 우리 헌법재판소가 합리적 근거를 들고 있는 것은 물론 참정권 

관련판결에서 목적론적， 실질론적 해석에 입각한 헌법해석의 경향57)을 보이는 것은 미국 

49) 제 8공화국헌법은 제 11조의 평등권조항외에도 제 31조에 교육의 기회균등에 관한 규정 , 제 32조 

에 얘성근로자의 차별금지규정， 제 36조에 혼인과 가족생활에 있어서의 양성평등에 관한 규정 

을 두고 있고 선거에서의 평등원칙을 제41조와 67조에， 선거운동기회균등의 보장원칙을 제 

116조 1항에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헌법과 구별된다. 투표권에 관련된 평둥왼 

칙을 연방헌법의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미국은 선거구에 따른 투표가치의 블균형문 

제를 초기에는 ‘정치문제’ (political 앵uestion)로 규정하여 이에 대한 사법판단을 자제하였으나 

연방수정헌법 제 14조의 평등보호조항을 근거로 한 주법을 위헌선언하면서 그 태도를 바꾼 바 

있다- 이에 대하여 자세히는 A. Cox, The Warren Court-Constitutional Decision as an 
Instrument ofReform (C없nbr뼈ge: 표arvard University Press, 1968). pp. 114-134. 

50) 1989. 9. 8 헌재 88 헌가 6. 1 헌재판례집 (1 989). 199면 
51) 1 헌재판례집 (1989). 221변 
52) 이 경우에도 언용부호 없이 미국 판례의 경향을 방론으로 언급하고 있다. “미국 등 외국에서 

는 사회적 경제적 약자에 대하여는 특히 법이 일반인보다도 더 우월적인 특별보호를 해주는 

것이 법의 평등보호의 진정한 의미라고 하여 수차의 판결에서 이를 확인하고 있다 .. 1 헌재판 
례집(1989). 236변. 이는 미국에서 적극적 불평등 해소정책 (affirmative action)의 일환으로 

소수 인종 및 기타 사회적 약자를 위해 학교구성원의 일정비율을 할당하도록 하고 있는 정책 

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53) 1991. 3. 11. 91 헌마 28. 
54) 1991. 3. 11. 91 헌마 21. 3 헌재판례집. 91면. 
55) 1991. 3. 11. 91 헌마 28. 
56) 1992. 3. 13. 92 헌마 37. 39(병합l. 이동홉 편， ‘ 92헌법재판소판례고시계~ 0993년 3월 

호) 별책부록. 16-17면. 

57) 앞서 89. 9. 8. 88 헌가 6 판결에서 헌법재판소의 헌법해석의 창조적 기능이라는 부제하에 
“헌법이 국가의 현실적인 정치제도와 국민의 사회적 생활 속에서 활용되고 본래의 취지대로 

법률적 기능을 다하기 위하여는， 그에 맞는 해석론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1 헌재판례집. 207면)라고 하면서 국민주권주의 왼칙의 실질화를 위해 선거에 관한 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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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 

2) 적볍절차 

미국 연방헌법 수정 제 5조와 제 14조는 “법의 적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는 어떠 

한 사람으로부터도 생명 자유， 재산을 박탈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 또한 

평등보호조항과 미국 사법심사제도의 오늘이 있게 한 중요한 근거규정이다 58) 연방대법원 

은 야 조항을 근거로 숱한 입법을 워헌선언한 바 있다. 당초에는 형사절차상의 권리의 하 

나로 인식되던 적볍절차조항은 “마법의 상자”로 화하여 헌법에 명문화되자 않은 기본권의 

근거규정으로 연방해법왼에 의해 원용되고 있다. 연방대법원은 적법철차를 단순한 절차적 

개념야 아니라 실체적 내용을 가진 정의재념의 근거규정으로 보고 실체적 적법절차와 절 

차적 잭법절차를 모두 포괄하는 헌법상의 제 기본권의 근본규범으로 파악하고 있다 59) 간 

단히 말해서 법이 규정한 형사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아니한 국가작용 외에도 재인의 기 

본적 자유권을 침해하는 조치가 있는 경우애는 적법절차의 위반으로 위헌이라는 논혀가 

실체적 적볍절차이론이다. 실체적 적법절차가 적용된 주요한 가본권은 시대에 따라 다르 

다. 실체적 적법절차가 연방대법원에 의해 강조되던 최초외 시기는 19세기 말에서 1930 

년대 중반까지의 사기이다. 이 사기 동안 연방대법완은 계약의 자유를 포함한 경제적 자 

기결정권을 절대적인 권리로 파악하고 이에 제약을 가하는 진보적 경제입법들을 위현무효 

로 선언하였다. 이른바 ‘Lochner시대’ 로 불리는 이 시기에 최고노동시간제한， 최저임금 

제， 여성 및 연소근로자 보호조항 등을 규정한 연방의회나 주의회의 입법들이 적법절차 

(실채적)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위헌선언되었다. 그러나 루즈벨트 대통령의 ‘대법원재편 

계획’ (Courι-packing Plan) 을 비롯한 일련의 정치적 공세를 전후하여 연방대볍완의 보수 

주의가 죄퇴하면서 경제적 자유권이 공익을 위해 제한가능하다는 상대적 자유권론이 득세 

하고 이에 대항하는 이론적 근거였던 실체적 적법절차론은 쇠퇴하였다 그러나 위대한 인 

권의 시대를 연 워렌법원기에 이른바 프라이버시권， 낙태권을 비롯한- 비경제적 깨언의 자 

유권을 적법절차조항을 근거로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인정하려는 태도가 태통하체 되었다. 

최대한 민주화하는 방향으로 평등권조항을 비롯한 관련규정을 해석하여야 한다는 의지를 천명하 

고있다 

58) 앞의 주37 참조. 

59) 이점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헌법논쟁으로 수용 (incorporation)논쟁을 들 수 있다. 연방대법원 

은 연방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되는 권리장전， 즉 연방현법 수정 제 1조 내지 제 8조(혹은 

제 10조)상의 규정이 주에도 적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적법절차로 보는 데는 기본 

적으로 동의하연서도 모든 조항이 일팔적으로 수용되는가， 사안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가능한 

가에 대하여 다툼이 있었다. 현재로는 사실상 거의 모든 권리장전상의 규정이 주에도 적용이 

있는 것으로 되었다. 이에 대하여는 김종철미국의 헌법해석논쟁-적법절차조항을 그 예 

로j ，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1 990) ， 93-106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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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를 실체적 적법절차의 채생기라 부르기도 한다. 여하튼 적볍절차조항윤 단순한 절차적 

개념을 넘어 실체적 정의를 담보하는 헌법적 근거로 원용되어 왔다. 적법절차조항이 실채적 

적볍절차와 관련하여 지나-치게 셰인의 관심융 끈 나머지 절차적 적법절차영 중요성야 상대 

적으로 낮게 평가되기도 하나 영마법계의 자연적 정의론이! 입각한 절차쭈의 또한 기봉권신 

장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권려장전상에 형사철차AJ-왜 권리로 규정환 

제권리(야하 별개로 논함)외에도 행정절차상 헌볍척 척법절차권올 얀정햄 딴결들팩 욕혀 

1970 1냄댐에 들어 급증하였다 60) 그려고 헌법상의 2쩍볍절차권의 영향으로 하위입볍들도 절 

차적 권리를 보장하려는 경향야 미국볍계악 특색을 아루고 있음은 주지하는 l:l]왜 같다 61) 

제 6공화국 헌법은 기존의 헌햄이 형사절차상의 핸리를 명문화하고 있댄 첫과는 별도효 

신체의 자유규정에 적법절차조항올· 룹으로써 기본켈보장의 근거규볍으로서 머국식 적법절 

차판냉을 수용하고 있는 특색야 었다. 즉， 현웹 제 12조 1향 후문은 “누구든자 업률얘 댐 

하져 아다하고는 체포， 구속， 압수， 수챔 또는 삼푼을 받지 아니하벼， 법률파 척뱉한 철 

차애 빽하지 아다하고는 처별， 보양처분 또는 강채노액윷 받지 얘나한다”고 규정하표 였 

으며 그 3항은 “체포， 구속， 압수 또는 수색을 활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겹사엠 산 

청에 의하여 법관이 말부한 영장을 제사하악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어느 모로 

보나 며국의 적볍절차조항을 수용한 것이벼 이 조항에재 열거된 조치들은 한정적안 것아 

아바라 예시적인 것으로 보아 적법절차 관념외 발전과정에셔 발현된 실체적 정의관염을 

포괄하는 일반재념성을 인정하는 것아 옳다 62) 새로 출법한 환법채판소는 이 점을 r생확획 

하고 있다. “〔헌법제 12조 쩨 3항 본문〕은 동조 채 X항과 함께 옐빽뿔행8뼈Ai 觀짤觀@댐 빽흘확 

휠簡爛 뿔뿔확월 쩔뽑짧책월웹탤 웰關쭉醫聯 홉H뿔鏡용 짧으로서， 형사절차상의 영역얘 한 

정되지 않고 입법， 행정 등 국가의 모든 공권력의 작용에는 절차상의 적법성 뿐만 아나라 

법률외 실체적 내용도 합려성과 정당성을 갖춘 실체적인 적법성아 있어야 한다는 적법절 

차의 원칙을 헌법의 기본현획효 명시하고 있는 것" (강조삽압) 63)이랴고 샌언하고 있는 것 

이다 64)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실체적 적법절차의 재념을 언정하면서도 상대적으로 그 햄 

60) 그 시초가 되는 판결이 Goldberg v. KeHy, 397 U.용. 254 (1 970) 이다. 이런 추세의 이론적 근 

거에 대해서는 C. Reich, “The New Property," 7 3 정빼e L.J. 733 (1 964) 참조. 
61) 미국의 적법절차에 대한 일반적 이해를 위해서는 Roland Pennock and John Ch뼈man(e뼈-)， 

Due Process (N.Y.: New York University Press, 1977); 검종철， 전제석사논문， 80면 야하 참 
죠 

62) 안경환민주법치주의의 설질화를 위한 적볍철차J ，법제연구J (한국법제연구완， 1992/3) , 

97-98면， 산동운형사절차와 적법절차J ， 근간 『손해목교수 화갑 기념논문집J. 

63) 1992. 12. 24. 92 헌가 8 , 271 w판례월보J 66변. 

64) 헌법쩨판소의 기본인식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을 그대로 옮겨보자(적법절차에 대한 
사적 검토도 아울러 명기하고 있으므로 상당한 분량에도 불구하고 전재한다l. 

“먼저 신체의 자유의 보장과 관련하여 우리 헌법상의 적법절차의 왼칙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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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를 줄여서 해석하는 듯하다 65) 이는 아마도 문제가 된 사회보호법이 주로 사상범에 적 

현행 헌법 제 12조 제 1항 후문과 제3항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적법절차의 원칙을 헌법상 

명문규정으로 두고 있는데， 이는 개정 전의 헌법 제 11조 제 1항의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 

니하고는 체포， 구금， 압수， 수색， 처별. 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당하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을 1987.10.29. 제 9차 개정한 현행헌법에서 처음으로 영미법계의 국가에서 국민의 인권 

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원리의 하나로 발달되어 온 적법절차의 원칙을 도입하여 헌법에 명문화 

한 것이며， 이 적법절차의 원칙은 역사적으로 볼 때 영국의 마그나 카르타(대헌장) 제 39조， 

1335년의 에드워드 3세 제정법률. 1628년 권리청원 제4조를 거쳐 1791년 미국 수정헌법 제 

5조 제 3문과 1868년 미국 수정헌법 제 14조에 명문화되어 미국의 기본원리의 하나로 자리잡고 

모든 국가작용을 지배하는 일반원리로 해석， 적용되는 중요한 원칙으로서， 오늘날에는 독일 

등 대륙법계의 국가에서도 이에 상응하는 일반적인 법치국가원리 또는 기본권 제한의 법률유 

보왼리로 정립되게 되었다. 

우리 현행 헌법에서는 제 12조 제 1항의 처벌， 보안처분， 강제노역 등 및 제 12조 제 3항의 영 

장주의와 관련하여 각각 적법절차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그 대상을 한정적으로 열거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적용대상을 예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해석하는 것이 우리의 통설적 

견해이다 다만， 현행 헌법상 규정된 적법절차의 원칙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하여 표현 

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적법절차의 왼칙이 독자적인 헌법완리의 하나로 수용되고 있으 

며 이는 형식적인 절차뿐만 아니라 실체적 법률내용이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춘 것어어야 한다 

는 실질적인 의미로 확대 해석하고 있으며， 우리 헌법재판소의 판례에서도 이 적법절차의 원 

칙은 법률의 위헌여부에 관한 심사기준으로서 그 적용대상을 형사소송절차에 국한하지 않고 

모든 국가작용， 특히 입법작용 전반에 대하여 문제된 법률의 실체적 내용이 합리성과 정당성 

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당 헌법재판소， 

1989.9.8 선고， 88 헌가 6 결정; 1990.1 1. 19. 선고， 90 헌가 48 결정 등 참조). 최대권 
교수는 이 글이 발표된 미국학연구소의 심포지움에서 지정토론자로 참석하여 현행헌법의 구조 

적 해석과 관련하여 다른 견해를 제시했다. 즉 현행 헌법 12조는 어디까지나 절차에 관한 것 

이며 미국헌법의 적법절차조항에서 말전된 실체적 권리로서의 적법절차의 내용은 37조 2항 등 

헌법의 다른 규정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현행 헌법의 어느 조항이 

실체적 정의를 담보하는냐는 이 글의 논의의 중심이 아니므로 여기에서는 최교수의 견해를 소 

개함에 그친다‘ 

참고로 법무부장관의 견해는 적법절차조항이 실체의 적정도 내포하고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미국 헌법상의 적정절차조항과 그 의미가 반드시 동일하다고는 할 수 없다는 입장이디 (1 989. 
7. 14. 헌재 88 헌가 5 , 8. 89 헌가 44 , 1 헌재판례집， 79변) . 

65) 사회보호법 제 5조 1항과 2항에 대한 위헌심판에서 다수의견은 필요적 보호감호를 규정한 제 1 

항은 위헌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임의적 보호감호를 규정한 제2항은 합헌이라고 판사했다. 그 

이유로서는 제 12조 1항에서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보안처분 .. 을 받지 아 

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보호감호는 여기서 처벌이 아니라 보안처분에 해당하여 전혀 논리구 

조를 달리하는 조치이기 때문에 적법절차에 반하지 않으며 이중처벌금지규정(제 13조 1항)과도 

모순되지 아니한다고 본 것이다(1 989. 7. 14. 현재 88 헌가 5. 8 , 89 헌가 44 , 1 헌재판례 
집， 80-89면l. 그러나 변정수， 김진우 대법관의 반대의견은 제 13조 I항의 처벌에 보안처분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형별과 보안처분을 병과하는 것 자체가 (실체적) 적법절차에 위반된다고 

반박하였다(상게판례， 상게판례집， 116-117연). 애초 이 판결의 전제인 사회보호법 제 5조 1 
항의 위헌성을 적법절차위반을 이유로 제청한 법원의 제청의견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 

볍절차란 법률이 정한 절차이어야 함은 물론 그 실체적 내용이 또한 적정하여야 함을 말하는 

것이다. 적정하다고 함은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정당성이 있어 정의관념에 합치되는 것을 뜻한 

다"(상게판례， 상게판례집， 77면)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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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되는 경우가 많았던 점이 고려되었던 것 같다. 다시 말해서 헌법재판소가 이데올로기와 

연관된 문제에 관한 한 소극적 태도를 보여온 것 66)에 미루어볼 때 임의적 보호감호처분규 

정까지 위헌선언하기에는 정치적으로 무리가 있다는 판단을 했을지도 모른다. 여하튼 적 

법절차조항은 한국헌법에 대한 미국헌법의 영향을 가장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예로 보아도 

무리가 없다. 

3) 표현의 자유 

영원한 진보주의자 윌리암 더글랴스 대법관은 그의 한 저술에서 “항의할 수 있는 권리 

가 우리 헌법에 보장되어 있기에 우리 미국 국민은 지구상의 다른 어느 나라 국민보다도 

더욱 큰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이다깨7)라고 설파한 바 있다. 미국만큼 표현의 자유가 보 

장된 나라가 없을 것이라는 점에서 더글라스의 주장은 전혀 지나친 말이 아니다. 그렇듯 

미국 헌법애서 세계 각국 헌법에 미친 영향 가운데 가장 중요한 내용이 ‘표현의 자유’ 에 

관련된 법려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양건교수가 적절히 지적하고 있듯이 미국에서의 표 

현의 자유와 어를 보장하는 법라는 단순한 헌법조문이나 그 제정자들의 의도에 의해 형성 

된 것이라가보다는 헌법 제정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오랜 역사적 과정을 거쳐 힘들게 

이루어진 것이다. 즉， 이들 법원칙의 발전의 이면에는 항상 그 밑바탕에 시민적 운동이 

관련되어 있어서 시민적 운동의 성패에 따라 표혐의 자유가 보장되는 범위도 ←유동적이었 

다. 한국헌법에 대한 영향을 논향에 있어서도 이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68) 주지하뭇이 

우리의 헌정사는 표현의 자유와 관련짖는 한 암울 그 자체였다고 할 수 있다. 언론의 자 

유를 제약하는 각종 악법이 볍람하였으며 한 시대에는 대통령이 비공식적으로 던진 한 마 

디로 특정 주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형태의 의사표혐의 자유도 허용되지 않던 탈헌법적 상 

황이 지속되기도 한 것을 우려는 기억하고 있다. 이 시기는 며국에서 발전되어 온 표현의 

자유왜 관련된 추상적인 볍원라의 소채만으로도 우리에게는 복음처럼 느껴지던 시절띠었 

다. 따라서 과거 미국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법리가 우리 헌법에 미친 실질적인 영향은 

실제의 입법이나 법현실에서가 아니라 강학이나 대중매체를 통해 인권의식이 제고된 결 

과일 것이라는 분석 69)은 타당성을 가진다. 

66) 국가보안법과 관련된 한정위헌판결들(1990. 4. 2. 89 헌가 113 , 2 헌재판례집， 49면 이하; 
1990. 6. 25 헌재 90 헌가 11 , 김철수，안경환 공저판례교재(II).l， 279면 이하) 참조. 

67) William Douglas , 안경환 역반대의 자유(밤oints ofRebeHion) .l (대학출판사. 1988) , 12면 

68) 양건 교수는 이점 외에도 미국의 판례에 의해 형성된 법웬칙의 중요성이 지나치게 과대평가되 
어서는 안된다는 점， 그리고 중요한 법왼칙들이 대부분 오래전 기술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큰 변동을 겪기 전의 시대상황에서 생성된 산물이므로 현대사회에 적용하기에는 한계를 지닌 

다는 점을 주의할 사항으로 제시하고 있다. 양건표현의 자유J ， 한국공법학회 편， 전게서， 

137-138면. 

69) 양건， 전게논문， 170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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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미국에서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얘 확립된 대표적인 법원칙으로는 사전제한 

금지 (prior restraint) 의 원 칙 과 사후제 한의 경 우 명 백 하고 현 존하는 위 험 (clear and 

present danger) 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는 원칙이 있다. 이외에도 막연하기 때문에 무효 

(void for vagueness) 이론 등70) 이 적용되는데 이들 원칙들은 표현의 자유가 미국헌법의 구 

조상 우월적 지위 (prefe뾰'e빼맹osition.)를 가진다는 근본얀식 때문에 확립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법칙 등 엄격한 기본권보장의 법해석기준이 등장한 것은 

윌리암 더글라스의 인식처럼 표현의 자유가 민주주의채도 고유의 속성에서 직접 도출되 

는， 여타외 기본권보다 우월적 지위를 가지는 권리라는 언식이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대 

표적 헌법학자 로렌스 트라이브(La뼈생묘ce 짧ibe) 는 미국 헌볍의 기본유형을 7가지 모델로 

불석 설명하변서 그 5번째 유형으로 우월적 지워형을 들었다 71) 표현의 자유， 정차적 침

얘권， 종교적 자율권， 사생활의 자유권 등 수정헌법 제 1조상의 명시책 랜리와 파생적 권 

리들은 여타의 권리보다 우월적 지위를 누려므로 정부권력에 대하얘 내재적 제한을 주장 

하가보다는 정부원력의 개입여자 자체를 극소화시켜는 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유형에 의해 보호되어 온 기본권들은 미국 인원신장의 역사를 대변해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선 사전제한 금지원칙은 미네소타 주법을 사전제한 금지원칙을 들어 위헌선언한 뼈ear 

u。 없innesota 딴결 72)에새부터 획-립되었다. 따라서 영화 등 특수한 장르를 제외하고는 사 

전 캠열어 제한되는 것이 완척이고 예외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충분한 국가이익을 증명해 

70) 남궁호경미국에서의 애매성무효(void-for-vaguemess)의 이론과 광범성무효( overbreadth)의 

이론J ，법학』 제 28권 3 , 4호 (서울대， 1987) , 259-278면 참조. 
이밖에도 이익형량의 이론이 표현의 자유와 관련한 법원칙으로 자주 인용된다(김철수전 

정신판 헌법학개론J (박영사， 1992) , 447면， 검효전， 전게 박사학위논문， 183-186면). 사실 
이익형량의 이론은 모든 헌법재판에 공히 적용되는 법왼칙이다. 특히 우리의 경우처럼 헌법에 

의해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을 이유로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챙우 대부분의 기본 

권 관련 재판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기본권을 보호할 이익과 그 기본권을 침해하는 한이 

있더라도 보호해야 할 공공의 이익이나 제 3자의 기본권을 보호할 이익간의 벼교형량을 통해 

결정되어야 하는 것은 일응 쉽게 수긍할 수 있는 공리주의적 법원리라고 활 수 있는 것으로 

대륙법계에서의 비례의 원칙에 상응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 

여 특별한 깨별유보조항을 두고 있는 우리 헌법의 실정상 이익형량의 이론이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보다 깊이 논의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다 다만 표현의 자유의 우월적 지위를 고 

려하는 한에서 여타의 헌법재판에서와는 다른， 보다 강도높은 이익형량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김철수， 상게서， 448면). 본고에서는 6) 기타 란에서 일반적 헌법이론의 하나로 간단히 취급 
하도록 한다. 

71) 이에 대한 설명으로는 안경환미국헌법의 구도J ，法學」 제 31권 1. 2호 (서울대학교， 

1990) , 113-118변. 

72) 283 U.S. 697 (1 93 1) 아 판례에 대하여는 김철수， 안경환 공저판례교채(II)J. 284-286 
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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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만 하게 되었다. 명빽하고도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이란 표현의 자유를 사후적으로 쩨한 

하는 정우에도 표현행위가 시간， 장소， 방법을 고려할 때 명백， 현존하는 위험을 야지하 

는 경우에양 제한활 수 있다는 원칙이다 73) 이전의 6위험핸 경향’ (ba얘 te묘den.cy) 의 거준 

을 변경한 。l 완칙은 실채 적용에 있어서는 그 명성만큼아냐 표현의 차유를 보장해주지는 

못하였고 미국삭 표현의 자유를 전세계에 전파하는 슬로건왜 역할을 한 첫에 불과한 변도 

었다. 사실 그 원칙이 선언된 편결애서 펴고인은 육죄판절을 받았번 것。1 벼 그 이후이l도 

시대상황에 따라 통일한 법원칙 하에새도 실채 판쩔은 많은 굴곡을 보C댁왔다 74) 

표현의 자유에 대한 우려 헌법채판소의 태도는 기본적으로 미국의 판혜。1 론을 그태로 

수용하고 있다. 대표적인 판례로는 국가보안법 째 7조의 위헨심판려1]75)가 었다， 야 판결에 

서 헌법재판소는 문제의 조항을 문자 그대로 해석， 적용한다면 헌법상의 연촌출훨， 핵문 

예술의 자유를 위축사킬 염려가 었다는 사실은 안정하변서도 그양 같은 혐려블 빼채하는 

것으로 축소해석되는 한 합헌이라는 채한적 합헌딴결을 때리고 었다. 즉 문쩨외 국까어적 

딴채 등의 활동을 찬양， 고무하는 자를 처벌하도록 하는 조항얘 국가의 존랍， 얀전어나 

자유민주적 가본질서에 형빽한 위해’ 를 줄 정도외 것인자 아닌지를 고려하지 않끊 일팔 

적으로 금지하는 과잉형별의 위험성여 있으벼 규제예상행위가 자나치거l ‘다의척이고 왕볍 

하게’ 규정퇴어 있어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사실인식올 하고 있다 76) 헌법재딴소는 야양 

같은 해석이 우월적 지위에 있는 표혈의 자유의 특성상 당연하다고 덧붙이고 있다 77) 그 

러냐 이른바 이익형량론을 원용하여 국가보안법이 존속밟야 할 필요성야 있는 얘러 정황 

을 열거하면서 “〔국가보안법의 동 조항을〕 완전히 폐기함에서 오는 국가적 불야익야 폐기 

함으로써 오는 이익보다는 이익형량상 더 클 것" 78)이므로 제한적 해삭의 조건으로 합헌환 

결을 한다고 하고 있다. 

방법론과 이론적 원조로 볼 때 분명하 미국헌법아론인 우월척 지위이론， 명백하고도 혐 

존하는 위혐의 법랴， 막연하여 무효의 원벼， 아익형량의 얘론 포두를 채택하면사도 쩔파 

73) 이 원칙이 최초로 숭인된 것은 Sche뼈ck v. United States, 249 U.S. 47 (1 919) 이다. 0] 판결 

및 관련판례에 대하여는 김철수， 안경환 공저판례교재(II)J. 283-284연 창조. 

74) 이 점에 대하여는 시대상황의 변화， 즉 워기와 전환기에 있어서의 헌법의 변화를 실감있채 분 
석하고 있는 P 않ur밟ly， The Constitution in Crisis TiYI'IÆs-1918-1968 (N.Y.: Har힘eJr& Row, 

1972) 창조 
75) 국가보안법 제 7조에 대한 위헌십딴. 1990. 4. 2. 89 헌가 113. 2 헌재판례집(1990). 49면. 

76) 상게판려11. 2 헌재판례집. 58면. 
77) “〔그렇다면 그 가운데서〕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무해한 행위는 처벌 

에서 배제하고， 이에 설절적 해악을 미칠 영백한 워혐성이 있는 경우로 처벌을 축소 채한하는 

것이 〔헌법전문， 채4조， 제 8조 제4항， 제 37조 제 2항에〕 합치되는 해석일 것이다. 이러한 제 

한해석은 표현의 자유의 우월적 지위에 비추어 당연한 요청이라고 하겠다 상게판례， 상게판 

례집. 63면 

78) 상게판례， 상게판례집. 61. 62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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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는 표현의 자유를 형해화시킬 우려가 농후한 법규의 생명을 연장해주는 정치적 입 

장을 강하게 보여주고 있다. 다시 말해서 형식이론은 수용하면서 실질적 측면은 완전히 

계승하지 못하는 변태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판례도 시대상황에 따라 

부침의 역사를 보여온 것을 보면(물론 실질적 강도에 있어서는 우리에 비할 바 못되지만) 

이러한 판결은 단순히 헌법재판소만의 문제는 아니고 우리 사회 전체의 헌법의식수준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4) 형사절차상의 권리 

인류가 해방의 역사를 추구해 오면서 압제자와 펴압박자간에 가장 첨예한 전선을 구축 

하게 된 분야가 바로 형사절차상의 권리일 것이다. 자유쟁취의 역사가 전개되면서 가장 

본질적인 자유인 신체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형사절차는 자의적 권력행사의 단계 

에서 법률적 형사소송의 단계로， 결국에는 헌법적 형사소송의 단계로 발전하여 왔다 79) 

그 선봉에 서 있는 나라가 역시 미국아다. 미국은 건국 초부터 이른바 권리장전의 핵심조 

항으로 형사절차상의 권리를 명문화하여 헌법적 형사소송의 시대를 열었다. 수정헌법 제4 

조는 불합리한 압수， 수색을 받지 않을 권리와， 영장주의의 원칙을， 수정 제 5조는 중한 

볍죄때 대한 대배심의 권리，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자기부죄의 금지，그리고 적법절차의 

원려를， 수정 제 8조는 공정한 배심에 의한 신속하고도 공개적인 재판을 받을 권리， 피의 

사건얘 대하여 그 성격과 이유를 통고받을 권리， 대질심문권， 자기에게 유리한 증인을 확 

보하가 위한 강제절차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규정해 

두고 있다.특히 적법절차의 원라는 이 모든 권리의 근거규범은 물론 비형사절차상의 권리 

에 대하여도 근본규범이 되고 나아가 설체적 정의를 침해하는 모든 국가작용에 대항할 수 

있는 권리로까지 승격되었음은 이미 살펴본 바와 같다 80) 

우리도 다른 어느 나라 못지 않게 헌볍적 형사소송의 정신을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해 

온 헌정사를 가지고 있다. 이는 아마도 초기 군정기에 미국헌법의 영향을 받은 것임은 앞 

서 살핀 바와 같다. 그러나 이와 같은 헌법적 형사소송의 규법이 현실과는 너무나 동떨어 

진 것이었음은 상론을 요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 헌정사는 헌법무시의 골이 너무나 깊 

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는 물론 법의 정치화， 도구화 현상에 기인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제 6공화국헌법도 죄형볍정주의와 적법절차의 원칙(제 13조) , 자기부죄금 

지(제 12조 2항) 81), 2중처벌금지(제 13조 1항) , 신속한 공개재판(제 27조 3항) , 구속적부 

79) 신동운형사소송법~ (법문사， 1993) , 4-5변. 
80) 전술한 3.2) 적법절차 참조. 
81) 이 조항과 관련하여 최근에 헌법재판소가 견해를 밝힌 것이 었다. 사안은 교통사고시 운전자 

등의 신고의무를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 50조 제 2항이 헌법상 진술거부권을 침해하는 위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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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제(제 12 ， 6항)를 두고 있다. 이에 대하여는 신동운 교수의 발표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판례에 대한 분석은 생략하도록 한다 82) 

5) 프라이버시 

미국 연방 헌법의 어디에도 프라이버시 (privacy) 라는 문구를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미 

국 연방대법완은 1960년대 이후 특유의 헌법해석을 통해 프라이버시권이 헌법적 기본권임 

을 선언하여 왔다. 즉， 개인의 소신과 가치관에 따라 자율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권려로 

간단히 설명될 수 있는 프라이벼시권은 파엄약의 사용을 규율하는 법규를 무효화시키고83) 

부녀자의 낙태권84)을 탄생시키는 주요한 근거로 연방대법원에 의해 수용되어 왔다. 정부 

에 의한 사생활칩해가 도를 더해가는 데 주목하여 1950년대부터 강력하게 사생활권을 헌 

법재판에 반영사키려 노력함으로써 프라이버시권을 헌법적 권리로 숭화시키는 데 지대한 

공헌을 한 윌리암 터글라스 대법관은 미국민이 자랑하는 각종의 자유권 중 많은 것이 프 

라이버시권요로 귀착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엠간의 자연권으로서의 프라이버시권을 주 

장하다가 이를 발전시켜 헌법의 전체구조와 정신의 ‘半影과 방출부’ (합enumbras and 

emanations)으로서 프라이버시권을 근거지웠다 85) 그러나 명문화되어 었지 않은 헌법적 

기본권은 그 생명력이 유동적일 수밖에 없어 프라이버사권을 근거로 헌법적으로 숭인된 

낙태권을 둘러싼 헌법논쟁 86)은 마국 사회를 양분화시키고 있다는 벼판이 있다. 그리고 프 

라이버시권을 근거로 변태적 성행위법률을 위헌딴정하려는 움직임은 일단 실패하였고87) 

법원은 불볍수색 및 압수사건이나 불볍도청사건까지 프라야버시권을 확대적용하는 데까지 

나아가기를 거부한 바 있다 88) 보수화된 렌퀴스트 법완은 기존에 인정되던 프라이버시권 

인지를 다투는 것아었다. 1990. 8. 27 헌재 89 헌가 118 , 김철수， 안경환 공저판례교재 
(ii) J , 170-178면 참조. 

82) 미국헌법상 형사절차상의 권려에 대한 깨괄적 설명은 차용석미국의 형사사법절차에 관한 
헌법판례의 변천-피고인， 펴의자의 권리를 중심으로j ， 한국공법학회 편‘ 전게서， 171-201면 

참조. 형사절차에 관한 가장 획기적인 판결로 상정되는 판결이 Miranda v. Arizona 384 U.S. 
-(1 966)판결이다. 때iranda판결과 후속판결에 관한 분석논문으로 안경환陣ir없lda판결의 

현대적 의의 j ，져스티스』 제 22권(1 989) ， 92-115면 참조. 

83) Griswold v. Connecticut , 381 U.S. 479 (1 965). 이 판결에 대하여는 김철수， 안경환 공져， 
『판례교재 (II )J , 231-233면 참조. 

84) Roev. Wade , 410 U.S. 113 (1 973). 
85) 더글라스 대법관의 사볍철학과 프라이버시권에 관하여 자세히는 안경환미국법의 이론적 조 

명-윌리암 다글라스 판사의 법사상j ，고시계J (1 986) ， 78-89면 참조. 

86) 낙태권을 헌법적 권리로 인정하는 판결에 대한 비판으로는 얘. Ely, ‘The ￦ages of Crying Wolf: 

A Comment on Roe v. Wade," Yrue L.J. 920 (1 973). Roe 판결 이후의 후속판결에 관해 요약한 

글로는 안경환미국헌법과 낙태 j ，금랑 김철수교수 화갑논문집 J (박영사， 근간) 참조. 

87) Bowers v. 묘ardwick， 478 U.S. 186 (1 986). 이 판결에 대하여는 집철수， 안경환 공저판 
례교재 (II )J , 235-238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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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저 그 존립근거를 파괴하려는 노력을 쏟고 있다 89) 

그리고 이른바 현대화된 프라이버시권의 개념 속에 포괄되는 것으로 주장되는 정보통제 

권은 정보자유권과의 상충작용을 거치면서 구체적인 연방입법을 통해 보장되고 었다 90) 

우라의 경우는 채 5공화국헌법부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관한 규정을 명문화하고 있 

다. 제 8공화국에서는 제 17조에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규정에 대하여는 한정적 해석론과 확대해석론이 제기되고 있다. 

굳이 미국적 관냄을 인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언론출판의 권리의 제한규정， 통신의 자 

유， 주거의 자유， 신체의 자유 등에서 구체적요로 프라이버시권아 뾰장될 수 있겠고 궁극 

적으로는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이 근본규범으로 자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최근 사확가 급격히 정보화사회로 환모함에 따라 개옆정보의 통채권아 프라야벼시권의 

중심영역으로 등장하고 있는때 헌볍의 어느 규정을 근거로 하뎌라도 개인정보통제권이 우 

리 헌법상의 뭘리엄은 부정되지 않을 것이다. 특히 실명제 실샤 이후 금융채산과 관련한 

프라야버시보호가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으벼 01 에 대하얘는 미국의 경혐어 중요한 

창고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6) 기타 

。1 상에서 특히 미국헌법의 영향력야 큰 분야를 살펴보았다. 주지하듯이 이들 분야는 법 

원칙이 세분화되어 있거나 심사기준이 엄밀하여 그 영향을 가늠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았고 

우리의 헌법규범적 , 헌법현실적 수준을 함께 살필 수 있는 좋은 계기자 될 수 있다. 이밖 

에도 미국아 발전사킨 일반화된 기준적 법완칙들로 우리의 헌법이념이나 제도적 장치의 

측면에서 포괄적으로 영향을 준 것도 없지 않을 것이다. 물론 어러한 일반적 법원칙들은 

단순히 미국만의 영향이라고 볼 수는 없고 문명화된 사회에서 당연히 인정되어야 할 것들 

이지만 세계 최초의 성문헌법을 가지고 2세기에 걸쳐 헌볍재판을 주도해 온 미국의 여러 

88) 안경환 r미국법의 이론적 조명-윌리암 다글라스 판사의 법사상J. 고시계~(l 986). 90변. 

프라이버시권의 확장을 거부한 대표적 판례는 United States v. Ross , 456 U.S. 798 (1 982). 
김철수， 안경환 공저판례교재 (m~. 233-235면 참조 

89) 렌퀴스트 볍왼의 보수적 성향에 대하여는 안경환， 서평-D.G. Savage 저우회전-렌퀴스트대 

법왼의 구축J. 法學』 제 34권 1호 (서울대학교. 93. 2). 198-204면 참조. 
90) 이른바 적극적 프라이버시권으로서의 정보통제권에 대한 연방대법왼의 태도는 상당히 보수적 

이라는 평가를 받기에 충분하다. 기본적으로 주의 커먼로나 채정법에 의한 정보통제권을 인정 

하는 외에 연방헌법 차원의 얼반적 권리로서 정보통제권 내지 프라아버시권을 인정하고 있지 

는 않다 그러나 1966년 정보자유볍. 1974년 프라이버시법， 공공신용조사보고법 퉁은 수차례 

의 개정을 거치면서 국민의 알권리와 정보통제권으로서의 프라이버시권의 조화적 보장을 위한 

노력을 반영하고 있다. 이와 같은 미국의 프라이버시권과 관련한 일련의 흐름에 대하여는 안 

경환미국의 프라이버시 보호법제에 관한 연구J. 통신정책똥향~ (통신개발연구왼， 1988). 
6-19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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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들은 직접적으로든 간접적 경로를 거쳤든 우리에게 영향을 준 것엽은 분명하다. 

우선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행복추구권을 틀 수 었다. 천부의 자연권으로 불가침， 불가 

양의 이 권리거· 헌법적 지위를 누리게 펀 것은 미국외 헌법적 전통91)애 힘입은 바 크고 

이점 우리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아 우리 헌법에 모든 기본권의 근본규범으로 자려할 

수 었었을 것이다. 

둘째로， 종교， 양심의 자유를 들 수 있다. 표현의 자유외- 마찬가지로 양섬， 종교의 차 

유가 수정헌법 제 1조상의 권혀로 마국헌법의 구도에서 우월적 지위를 누리는 것은 미국 

헌정사를 볼 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바이다. 우리 헌법도 제헌헌법 이래로 종교， 양심 

의 자유를 규정한 것은 보편성의 변에서나 특수성의 변에서나 미국의 영향아 반영되었다 

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최근 헌법재판소의 사죄광고 강채는 우리 헌법이 보호하고자 하 

는 정신적 기본권외 하냐인 양섭의 자유와 재약이라고 볼 수 있으벼 또한 인간왜 존염과 

가치 및 그를 바탕으로 하는 인캡뀔에도 중대한 해가 휩다고 훨서한 것은 판결내용외 타 

당성은 논외로 하더랴도 과거에는 장식불 내지는 지껏해야 찬란한 고문진보에 불펴-혔던 

조항을 현실적 규범으로 정착시켜려는 헌법재훨소의 새로운 결의를 보여준 것으로 높이 

평가활 수 있을 첫이다 92) 그러나 여전힘 사상범의 문제에 었어서는 소극적 태도를 뾰이 

고 있는 점에 대하여는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살핀 바 있다. 

세번째로， 이익형량의 방법론을 들 수 있다. 사실 미국처럼 실용주의에 철져한 나랴도 

드물 것이다. 미국식 실용성이 헌법재판에 실현되는 경우의 하나가 이른바 아익형량확 땅 

법론아라 할 것이다. 충돌하는 제이익간에 구체적 타당성을 따져 선택을 하는 야 방볍은 

자연법주의와 법실증주의자들간의 극단적인 충격을 완화하는 방법으로 며국의 헌법재딴의 

거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 릉장하는 야론이다. 그런데 우핵의 경우 앞서 살핀 바처렴 헌볍 

상 공익을 아유로 기본권제한이 가능하제 되어 있는 현실상 침해되는 기본권과 공익 (내지 

제 3자의 기본권)간의 이익형량은 필연적이고 여러 판례에서 이를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처럼 사실에 대한 명석한 딴단하에 엄밀하게 제아익을 형량하기보다는 이악형 

량이라는 형식반을 채용하고 사법부의 지나친 주관에 의햄 일방적으로 공익이나 국가얀보 

상의 이익이 강조되는 경향이 현저한 것이 우리의 현주소아다. 

네번째로 사법권의 한계문제와 관련하여 이른바 ‘정치적 문체’ (pol뼈cal 앵uestion) 에 관 

한 태도이다. 우리에게는 대륙적 통치행위개념얘 판례나 장학상 인정되어 오고 있는 썩이 

다. 그러변서 미국헌법의 정치적 문채를 이와 대치가능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야 댐 

체적인 흐름이다 93) 그러나 여점에 관한 한 최대한 오해가 해소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91) 이를테면 버지니아 인권 선언， 독립선언 풍. 

92) 199 1. 4. 1. 헌재 89 헌마 160. 김철수， 안경환 공저판례교재(II)~. 238변. 
93) 김철수， 전게 교과서. 959연 이하， 권영성선정판 헌법학왼론냉 (볍문사. 1988). 678연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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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정치적 문제”란 연방헌법 제 3조의 사법판단적격을 총족시키지 못한 행위를 말 

한다. 다시 말하자면 개념적으로 사법심사가 금지되는， 사법권보다 상위에 위치하는 정치 

적 성격의 행위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이 권력분립의 원칙에 입각하여 타기관의 판 

단에 위임했거나 또는 법원의 자율적 자제에 의해 자신이 판단하기 적절하지 아니한 타 

기관의 행위가 존재함을 인정한 행위를 지칭한다 94) 이는 당사자적격， 쟁송의 성숙， 판단 

실익의 불소멸 등의 여타 사법판단적격의 전제요건과 동렬에 속하는 요건의 하나이다. 따 

라서 “고도의 정치적 군사적 성격을 띠는 행위라고 할 것이어서 … 그 선포가 당연무효의 

것이라면 모르되 사법기관인 법원이 계엄선포의 요건의 구비여부나 선포의 당，부당을 심 

사하는 것은 사법권의 내재적인 본질적 한계를 넘어서는 것" %)이라는 식의 통치행위와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96) 결론적으로 미국의 “정치적 행위 ’는 통치구조의 영역에 한해서 발 

생하는 것으로 기본권의 침해 내지는 제한이 수반되는 국가작용은 정치적 행위의 문제를 

발생하지 않고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는 법원리임을 직시해야 한다 97) 그리고 헌법， 법 

률 기타 가시적인 규범에 의하여 적법성을 판단할 기준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사법판단적 

격이 존재하는 것이므로 법왼은 원칙적으로 이에 관해 본안 판단을 하여야 한다 98) 제 6공 

화국 들어 계엄선포 등과 관련된 “통치행위” 관련사건의 발발이 없어 헌법재판소의 판단 

이 아직 없으나 최근 금융실명제와 관련한 대통령의 긴급재정명령에 위헌의 소지가 없지 

않은 바 헌법재판소나 법왼에 이에 대한 심사요구가 있다면 과거처럼 통치행위이론에 안 

주할 것이 아니라 당연히 본안문제에 대하여 판단할 것을 기대하여 본다. 

이외에도 연방헌법 제 1조 제 9절 제 3항의 소급처벌금지법도 우리 제 6공화국헌법 제 13조 

2항에 명시되어 있으며 99) 연방헌법 수정 제 5조상의 공공수용에 있어서의 정당한 보상원칙 

도 제 6공화국헌법 제 23조 3항에 구현되 어 있다. 

N. 결 론 

이상에서 미국헌법이 한국헌법에 며친 영향을 제도상의 측면과 헌법운용상의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한 나라의 법체계가 다른 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매우 제한적 

94) 안경환 r미국 헌법상 “정치적 행위" (political question) J , r한국공법의 이론』 목촌 김도창박사 

고희기념논문집 (박영사， 1993) , 99면. 
95) 1979. 12. 7. 대재정 79 초 70 김철수， 안경환 공저판례교재(II)~， 650변 
96) 안경환， 상게논문. 99-100면. 
97) 우리 헌법의 해석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엄격해석을 주장하는 견해로는 김철수， 전게 교과서， 

962면-
98) 이와 같은 원칙은 Baker v. Carr, 369 U.S. 186 (1 962) 에서 선언된 바 있다 안경환， 상게논 

문， 111면. 

99) 우리의 경우 일종의 형사절차상의 권리로 파악할 수도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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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은 웨언을 요하지 않는다 100) 그러나 다른 나라의 법체계가 가지는 장점을 그대로 수용 

하지는 못할 망정 부정적인 측면만 혹은 좋은 점도 왜곡해서 받아들여서는 법이념과 법현 

실간의 괴리를 더욱 벌려놓는 데 일조하는 비극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 특히 우리의 헌정 

사는 외국의 법이념이 왜곡되거나 잘못 계수됨으로써 입헌주의와 법치주의의 기틀을 다지 

는 데 장애로 작용해 온 경험을 가지고 있다. 한 나라-의 제도가 마친 영향을 분석함에 있 

어서 한시도 잊어서는 안될 점은 그 형식이 아니라 실철이 우리의 생활 속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하는 점일 것이다. 법리면이나 법원(法源)변에서 선진제국의 그것을 모방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실생활에 문명국가에서 보편화된 기본법원칙들이 제대로 실현하지 못황 

때 진정한 민주화는 요원하다고 할 것야다. 며국헌법야 한국헌법에 미친 영향도 단순한 

법리나 볍제도의 도입으로서보다는 기본권보장에 얼마나 충실한가라는 기능적 관점얘서 

재검토되고 제대로 수입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현상적으로 헌법수호자의 역할을 자암하 

고 있는 헌법재판소를 비롯한 헌볍가관들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이들을 뒷받침하고 없는 

우리 국민들의 몫이기도 하다는 말은 이제 아주 진부한 명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시깨에 

법률가의 역할이 더없이 중요하다. 

100) 일찌기 한상범 교수는 한국 헌법에 영미법적 전통의 백미들을 수용할 필요성을 모색하는 자 
리에서 “물론 어떠한 법률제도도 그것이 다른 사회에 이식， 계수되는 경우에는 그 모국에서의 

모습이 그대로 재현될 수는 없고 그 풍토에서 새로운 모습을 지니게 된다고 하는 것은 당연하 

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 한상범， 전게논문.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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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정 흩 론 

崔大權 (서울대) 

안경환 교수님께서 굉장허 넓온 범위를 다루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일일이 논평하고 

질문을 하거는 대단히 혐들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상세한 것은 내벼려두고 조금 

큰 문쩨들만 몇 가지 논평하겠습니다. 저는 미국볍이 한국에 미친 영향과 같은 주제를 다 

룰 때 항상 곤혹스라운 생각을 잦재 됩니다. 왜나하변 야러한 연구가 엄밀한 학문이 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 때문업나다. 불론 머국법의 영향을 받지 않은 것은 아업나다. 분 

명혀 여기저지 영향을 받은 흔적이 있는데 그것을 좀뎌 명밀하계 말할 수 있는 빵법이 없 

을까 하는 생각야 든다는 거죠 아까 얘기하는 과정에서 심지어는 미국이 구라파에 영향 

올 주고 구라파를 통해서 우라는 영향을 받았다는 얘기까지 나왔는데， 적어도 볍학에 관 

한 한은 독일법이 미국볍에 벼해 압도적이어서 독일 영향은 8. 9할 정도 되고 미국 영향 

은 요핵려 하나다 물 정도밖에 안될 만큼 미국법의 영향이 적습니다. 그렇자만 독일을 통 

해얘 들어온 영향도 그 연완이 미국인 경우가 있는데， 예컨데 사법심사제도의 경우-물론 

헌법생 재판소라는 제도가 있느냐 아니냐 하는 것은 다르더라도-미국 영향을 결정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 due process of law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의 연완 

을 따지고 보면 염국입다다. 영국 개념이 마국을 거쳐 한국으로 들얘왔기 때문에 얼마나 

엄밀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어 톱니다. 그래서 저는 좀더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어 

떤 메카디즘을 통해서 들어오느냐 하는 문제， 쉽재 얘기해서 미국에 가서 공부한 학자들 

이 독일가서 공부한 학자보다 수가 열세라는 등 사람을 통해서라든지 또는 제도적인 장치 

를 통해서라든지， 그라고 우려나라 사회에서 미국법 영향보다는 독일볍 영향을 더 많이 

볕게 되어 있는 야유 등을 언급해가면서 이야기한다면 조금 더 엄밀해자쩌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떼 창 채미있는 것이 영국이나 미국의 식민지였던 나라에서는 영미 제도를 채택하 

고 있고 프랑스나 독일같은 나라에서는 대륙식 법을 갖고 있는데， 식만지 역할을 안 해본 

일본은 독일 제도를 받아들였고 그것이 한국법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입니다. 왜 일본사람 

이 하펄이면 독일 제도를 택했을까요. 저는 특히 독일제 E가 。-리나라에 영향을 많이 머 

친 이유를 살펴보면， 역으로 미국법이 우려한테 영향을 미치지 못한 이유가 밝혀지지 않 

겠는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우리의 경우 법학 교육을 조직하고 법률이나 경찰청을 

조직하는 제도적인 체계와 법전을 통해서-판례법을 통해서가 아니라-법을 이해하는 것 

이 대륙법식， 독일삭 제도의 영향을 결정적으로 받았습니다. 이러한 영역에서는 법전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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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힘든 영미법이 들어오기 힘듭니다. 그뿐 아니라 독일 법학은 대학에서 발달해왔기 때 

문에 때단히 체계적입니다. 총론과 각론이 있고 아주 논혀척이고 체계적으로 되어 있어서 

외국사람이 받아들이려 할 때 비교척 쉽게 옮겨올 수 있습니다. 헌법 딴례를 가지고 얘기 

하게 되면 머국법으로부터도 굉장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하에 있는데도 독일법이 쉽 

게 들어오고 독일 이론이 퍼질 수 있는 이유는 독일법이 아주 일목요연하게 채계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과 관련해서 본다변 헌법분야， 특히 기본법 분야에서 며국법 영향을 많 

이 받았습니다. 이 점을 보더라도 아까 안교수님도 지적했다시펴 어떤 분명한 명제는 들 

어오기 쉬운데 벼해 미국의 정치 。 경제 · 사회 · 문차적인 여건이 다르니까 이해하고 소화 

해서 들얘와야 될 분야의 경우는 들여요기 어려움을 얄 수 있습니다. 그러한 대표적안 예 

가 여기서는 다루지 않았지만 먼볍 분야， 예를 틀어 미국파 영국의 부동산법 같은 것요로 

얘 이젖은 대단히 난삽하고 아직 중새l적인 요소도 많이 냥아있습니다. 그런 분야쐐서 머 

국법의 영향은 상당히 적습나다. 그런가 하면 사핵정책적으로 책염보혐과 갈아 우려가 미 

국 영향을 받았을 법한 제도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야 쉽사랴 안들어요는 경우도 그렇습다 

다. 나중에 회사법이나 노동법에 관한 발표가 었으므로 。1 만 줄이겠습니다만 민법 분야에 

관한 언급이 없었다는 것도 지적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큰 문제만 말씀드리면 사실 미국헌법이 이 세상에 남긴 발명품이 몇 가져 있는 

데， 예를 들어 성문헌법전을 만든 것은-더 깨슬러 올라가면 마그나카르Ej- 같은 것도 얘 

7] 를 합니다만- 즉 근대적인 의마의 헌법을 만든 것은 미국이 최초이기 때문에 성문헌볍 

을 만드는 패턴 자체도 미국 영향을 받은 것이고， 사법심사제도， 연방제도， 헌법개정을 

어렵게 하는 장치 같은 것도 결정적으로 미국헌법의 영향입니다. 이것이 전세계에 퍼졌고 

구라파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법 심사제도와 관련해서 말씀드 

려면 대체로 우리나라에서 위헌 법률 심사제도를 논함에 있어서， 특히 재딴 기관과 관련 

해셔， 일반 법원형이냐 대륙법식(독일이나 오스트리아식) 헌법 재판소 제도냐 하는 것을 

대비시키는 경향어 있는데， 저로서는 이 문제를 정치 o 경제 · 사회 o 문화적인 맥락 속얘셔 

이해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고， 이 대치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연뺑 대법 

원은 사실 사법제도의 최고 재판소인 것은 틀림없습니다만 이것은 우리식 대법완과 똑같 

지 않습니다. 이것은 실절적인 의미에서 헌법 재판소라고 불러도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헌법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 미국 전체에 의미를 가진 법적인 문제 

만을 선별적으로 알아서 처리하는 기관이지 민형사 사건이나 행정 사건이 거의 자동적으 

로 삼섬까지 올라가는 아런 의미의 삼심재판재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독일식 헌법재판소 

와 미국식 일반법원형을 대비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적인 맥락 속에서 이해해야 하며，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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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법을 의도적으로 받아들일 때 사람들이 이기주의적인 생각으로 선별적으로 정치 · 경 

제 · 사회 · 문화적인 맥락을 떠나서 외형적인 것만 따와서 주장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봅니 

다. 제가 헌법분야를 전공하기 때문에 제 눈에 띈 것 중의 하나로는 가령 정당에 대한 선 

거 자금과 관련해서 국고보조금제도가 있다는 외형적인 것만 가지고 얘기하면 독일뿐만 

아니라 미국도 국고보조금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막을 따져보면 미국에서 선거운 

동자금을 국고에서 보조하는 것은 우리와는 상당히 다른 것인데 외형적인 것만 가져와서 

미국에도 있고 어디에도 있으니 우리도 그것으로 정당을 먹여살려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 

단 말이예요. 이러한 예는 부지기수입니다. 그러므로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적인 맥락에 

서 이해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제에 관해서도 미국의 대통령제가 

외형적으로는 간선제입니다만 미국의 정당이 개입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직선제입니다. 

또 정당도 미국과 우리의 정당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외형적으로는 

대통령제 정부형태 같아도 당총재의 명령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는 의머에서 사실 대통 

령을 중심으로 한 행정부와 입법부의 권력 통합-분립이 아니라-현상이 일어나는데 미국 

의 정당은 우리와는 달라 당 총재도， 중앙 간부도 없으며 아예 중앙당이라는 것이 없는 

지역당의 연합체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와 다른 정치문화와 결부되어 미국에서는 의회와 

대통령의 권력분립. 견제와 란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견제와 균형이 깨 

진다고 하더라도 아직도 미국식 대통령제라고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나다. 

물론 기본권 분야에서는 미국법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안 교수가 언론의 자유 

와 관련해서 영향을 많아 받았다는 얘기를 했는데 저도 그점에서는 동감입니다. 하지만 

제가 대학왼에서 언론의 자유만을 따로 떼어서 강의를 할 때 느낀 점업냐다만， 강의 교재 

로 미국 교재를 쓸려고 할 때 그 두꺼운 교재 전부가 수백 개의 판례로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가 연구해야 할 만한 판례가 별로 없다는 것도 눈에 띔니다. 우리의 경우 실정법이 

있고， 헌법이 물론 있고 또 언론의 자유와 관련해서 정기간행물 등록에 관한 법률이라든 

지 방송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있습니다만， 법왼의 판례를 통해서 확립된 볍왼칙， 헌법환 

칙 같은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의 영향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관념적 

으로만 받았지 사실은 판례법을 통해 구체화한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다르지 않은가 생각 

합니다. 그것과 동시에 미국 사회와 우리 사회가 다른 것 중 하나가 미국 사회는 우선 굉 

장히 소송을 좋아하는 면이 있어 소송 과정에서 판례가 많이 형성되고 그런 판례에서 형 

성된 원칙들이 헌법의 불가분의 일부분이 되서 헌법책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있습니다. 그 

런데 이 판례를 연구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독일법보다 미국 

법을 계수하는 것이 선수를 뺏기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통치 문제와 정치 문제-우리나라에서 근래 대통령의 행위를 감사왼의 감사 대 

상으로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도 대통령의 행위를 통치 행위로 말하기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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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를 구별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동감입니다만 사실 구라파의 경우에도 근본적으로는 

통치 행위라고 해서 법치주의의 밖에 있다는 개념은 아닙니다. 다만 사법부가 판단을 못 

한다는 의미에서 통치행위라는 것뿐이지， 근본적으로 양자가 다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 

니다. 그렇다면 근래 우리나라에서 자기에게 유리하니까 적당히 끌어들여서 쓴다는 점에 

서 문제가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는 통치 행위라는 개념은 대단히 오용 

되고 있습니다. 마치 법적인 판단을 안 받아도 되는 그러한 것이 통치 행위라는 식으로 

통치 행위 개념이 쓰이고 있습니다. 사법부가 판단하기에 적당치 않은 가령 전쟁을 선포 

한다든지 조약을 맺는다든지 외국 정부를 승인한다든지 하는 행위를 사볍부가 위헌이다， 

합헌이다 얘기해봐야 우스운 것입니다. 그런 행위를 구라파사람들은 통치 행위라 규정하 

고 사법부가 판단을 안한다는 얘겁녀다. 미국에서는 정치 행위니까 사법부가 자제해야 한 

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미국식 점근이 솔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만 

마치겠습니다. 

鄭宗雙 (건국대) 

1948년 대한민국헌법을 제정한 이후 아홉 차례에 걸친 재헌을 해오는 동안 우리 헌법은 

미국헌법의 영향을 적지 않게 받았다. 여기에는 미국의 헌법뿐만 아니라 미국 헌법학의 

영향도 포함된다. 미국 헌법학의 영향은 미국에 가서 헌법학을 연구한 것뿐만 아니라 국 

내에서의 연구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머쳤다. 

그런데 우리나라 학문과 실무의 전반적인 문제이기도 하뭇이 헌법영역에서도 미국헌법 

에 관한 부정확한 정보의 수입 。 소개와 현실적합성에 관한 불충분한 고려가 문제되어 왔 

다. 그간의 축적된 모순으로 인하여 이 문제의 해결은 현단계에서 가장 시급한 것으로 되 

어 있다. 성급한 소개나 충분한 음미를 거치쩌 않은 주장들이 결국에는 학문도 왜곡시켰 

고， 헌정질서도 왜곡시켰다. 

앞으로도 미국헌법의 영향은 적지 않게 우리에게 미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미국헌법 

이론과 미국법의 전체질서도 포함된다. 시장개방과 관련된 각종의 법문제는 직접적인 영향 

을 보여주고 있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헌법재판소의 활 

성화에 따라 미국헌법판례나 이론은 헌법재판에 적지 않게 영향을 미치고 있고， 또 계속적 

으로 미치리라 짐작된다. 미국은 헌법이 생활규범으로 가장 잘 작동하고 있는 나라이다. 우 

리나라의 헌법분쟁은 적지않은 변에서 미국의 헌법분쟁과 유사한 부분이 있다. 

그러나 미국의 헌법판례나 이론을 도입하고 적용하는 데는 많은 주의를 요한다. 여기에 

는 우선 미국과 한국간에 사회적 · 문화적 · 경제적 기초가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 

다. 외형상으로는 유사한 분쟁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분쟁이 생겨난 완인은 많은 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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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서로 다를 수가 있고， 따라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논리도 다를 수가 있기 때문이다. 

같은 헌법규정이라고 하더라도 나라에 따라 달리 해석되는 것은 이러한 헌법현실의 기초 

가 다르다는 것에서 연유하는 점이 많음을 고려하지 않으변 안된다. 가령 낙태， 간통， 마 

약， 사형， 청소년 보호 등의 문제에서는 나래마다 전통과 문화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법문 

화의 측면에서 신중한 고려가 요구된다. 지금까지 법학이나 법실무의 태도를 보면 유사한 

것이 있으면 우선 베끼는 것에 몰두하였다. 각 나라의 실정법체계나 각종의 법제의 기반 

에 대한 검토도 없이 외형만 비슷하면 그대로 도입하여 적용한 점이 적지 않다. 선진국의 

판단이니까 언제나 옳을 것이라는 생각이 지배한 것이라고 보이며， 이는 아른바 근대화론 

에 업작한 근대화이데올로기의 한 실현형태라고도 보인다 

그리고 각 나라의 헌법은 각각의 규정방식과 규정들간의 체계상의 특성으로 인하여 그 

자체 고유한 해석구조를 가지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같은 볍용어라고 하더라도 

개념얘서 다를 수가 있다는 점을 유의활 필요가 있다. 가령 미국에서 인정되고 있는 

Privacy권이라는 것이 우리 헌볍 제 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와 완전히 일치하는 개 

념은 아냐라는 점이다. 미국 헌법상의 뼈nd융없ental right가 우리 헌법상의 기본권 재냄과 

는 다른 것어라는 점이나， 뼈뼈g 맹rocess of law가 우려 헌법상의 적법절차라는 재념과 법개 

념상 같은 것이 아니라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또 

미국 헌법상의 살체적 적법절차(s뼈.bstan뼈ve du.e 멍rocess 0없aw) 라는 법리를 바로 우리 헌 

법의 해석과 적용에 대입시킬 수 없는 것도 우리 헌법은 제 37조 제 2항에서 미국 환법에는 

없는 형태의 기본권제한적 법률유보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우려 헌법올 해석하는 대 있 

어 외국의 유사한 법리를 고려하고 거기에서 어떠한 암시를 얻을 수는 있다 그러나 외국 

헌법을 작동시키는 그 나라의 법개념을 그대로 우리의 법을 작동시켜기 위해 적용하는 데 

는 신중한 고려가 요구된다. 

미국 헌법은 우려나라의 민주주의의 발전이나 자유의 신장애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것을 수용함에 있어 부정확한 지식 때문에 혼선을 빚은 적도 적지 

않다. 가령 미국연방대법원 (U.S. Su.preme Cou.rt) 을 우리나라의 대법원과 같은 것으로 이 

해한 것이라든지， 미국의 사법자제@뼈dicial self-restx’au::뼈)를 과거 독재 정권의 위헌적 행 

위를 합리화시켜 주는 도구로 이용한 것 등은 왜곡된 지식의 오류가 빚은 폐단의 전형적 

인 예를 보여준 것이다. 

아좋든 오늘날도 미국헌법의 영향을 무시할 수는 없다. 그러나 미국헌법을 한국헌법의 

실제에 수용할 때에는 우선 미국헌법과 그 헌법상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요구되고， 아 

울러 수용에 있어 현실적합성의 문제가 더욱 진지하고 사려깊은 태도로 검토되애야 할 것 

이다 물론 우리 헌법과 우라의 법현실을 정확히 이해하고 인식하는 것은 여기서도 가장 

우선적인 것으로 전제되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