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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에서는 오랫동안 헌법이나 법률의 해석과 관련하여 두 가지의 입장(학파)이 

존재해왔다. 하나는 그 헌법이나 법률 자구(字句)의 형식적 의미, 그 성문법전(成

文法典)에 의해 형성된 법의 일반원칙들, 그리고 그 자구와 법의 일반원칙들로부

터 나온 학설상․사법상(司法上)의 일반원칙들을 강조하는 입장이다. 이러한 접근

은 종종 “형식주의적 접근(formal approach)”이라고도 불린다. 헌법이나 법률 해

석에 관한 또 다른 하나의 입장은 그 헌법이나 법률이 제정된 목적들, 하나의 혹

은 또 다른 하나의 해석이 그 목적에 가장 잘 부합하는 정도를 고려하려고 애쓴

다. 이 입장은 종종 “목적합치적 혹은 목적론적 접근(purposive or teleological 

approach)이라고 불려진다.

미국에서는 유럽보다는 두 입장의 대립이 덜 뚜렷하다. 대신 일부 법학자와 판

사들은 법원들이 법해석의 전통적 표준들에 따라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다른 일부

는 통일성 있는 일관된 법해석의 표준들이란 존재하지 않고, 아마 존재할 수도 없

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률과 헌법의 해석에 있어 실제로 미국인들 사이에는 하

나의 합의(American consensus)가 존재한다. 그 합의에 의하면 “형식주의적 해석

이 첫 번째이고 목적론적 해석이 두 번째”1)이다. 미국의 모든 법해석자들은 헌법

이나 법률의 자구가 그것이 쓰여진 대로 문면상(文面上) 하나의 명확한 의미만을 

가진다면, 그 해석의 결과가 판사자신의 관점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라 할지

라도 그리고 그러한 해석이 그 법의 목적들에 비추어 최상(最上)의 것이 아니더라

도, 법원은 그 “명확한 의미”에 따라 해석을 해야만 한다는 데에 동의한다. 그러

나, 그 자구의 해석이 하나의 명확하게 옳은 의미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면, 그 

때 판사들은 목적합치적 혹은 목적론적 해석에 매달려야만 한다.

목적론적 해석에 있어서도 유럽과 미국은 그 접근에 많은 차이점들을 보인다. 

* 建國大學校 法科大學 助敎授. 이하의 각주는 모두 역자주임.

 1) “형식주의적 해석”을 우선 하고 그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목적론적 해석”을 취한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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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이 차이점들은 두 개의 근본적인 차이점들로 단순화시켜 볼 수 있다. 

그 첫 번째는 헌법․법률의 형성(제정․개정)과정에2) 대한 법원의 접근태도와 관

련이 있다. 민주국가에서 헌법규정이나 법률규정을 보는 하나의 방식은 그것들을 

입법자들이나 헌법비준자들 다수의 목적을 표현해 놓은 것으로 보는 것이다. 판사

가 할 일은 다수가 무엇을 원했는가를 발견하는 것이다. 이와 반대입장은 민주사

회에서 하나의 통일된 “다수의 목적”의 탈을 법규정에 씌우는 것은 잘못된 의제

(擬制)라고 주장한다. 진정으로 민주적인 헌법․법률의 형성(제정․개정)과정에서 

최종적인 법률 자구가 다수의 통일된 하나의 목적을 말하고 있는 경우는 좀처럼 

없다. 대신에 그러한 자구는 보통 그 자체가 일정한 목적을 가지는 일련의 이익들

(interests)의 산물이다. 그 일련의 이익들은 “그 당시의 다수”가 되기 위한 충분

한 표를 가지기 위해 합종연횡을 거쳐 하나의 “연립(coalition)”을 형성한다. 판사

의 직무는 거기에 실제로는 존재하지도 않는 단 하나의 지배적인 목적을 발견해

내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의 다수가 선택한 여러 이익들의 특별한 혼합(the 

particular mix of purposes)을 집행하는 것이다.

미국인들의 헌법․법률 해석에 관한 두 번째의 주요한 논쟁은 정책이나 사회적 

효용성(policy or social utility)에 관한 것이다. 판사가 어떤 목적관(view of 

purpose)을 선택하느냐에 관계없이, 어떤 법률 자구의 구체적 해석이 나쁜 사회적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을 때 그 판사는 어떻게 해야만 하는가? 미국의 판사

들은 그들이 법률이나 헌법 제정․개정자의 정책적 관점들을 대체하는 판결을 내

리지 않고 또 내려서도 안 된다고 일관되게 말해왔다. 그러나, 미국의 판사들은 

바로 그러한 일(법률이나 헌법 제정․개정자의 정책적 관점들을 대체하는 판결을 

내리는 일)을 해 온 사람들로 유명하다. 사법부에 의한 정책선호들(judicial policy 

preferences)은 많은 경로를 통해 판결에 반 된다. 첫째, 법규정이 처음에 규정된 

이후, 많은 시간이 흐르면 그 규정은 낡은 것이 되고 그 법규정을 둘러싼 상황들

도 크게 변화한다. 물론 이 문제점은 미국 헌법의 해석에 있어 특히 심각하게 나

타난다. 왜냐하면, 미국 헌법은 오래되었고 공식적으로 개정하기가 힘들기 때문이

다. 따라서, 미국에서는 헌법해석을 둘러싸고 “오리지날리스트들(originalists)”과 

“非오리지날리스트들(non-originalists)”간의3) 논쟁이 있어왔다. 즉, 판사들은 미국

 2) 원문은 “the legislative process and the constitution making process”라고 되어있다. 

법과 헌법의 “형성”절차로 법과 헌법의 제정․개정을 통해 새로운 사항이 법과 헌법에 

규정되는 것을 의미한다. 

 3) Originalists란 헌법의 해석에 있어 그 헌법규정을 만든 사람들의 “원래의 의도(original 

intent)”를 중시하여 그에 맞추어 헌법을 좁게 해석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non- 

originalists란 이에 반대하여 헌법의 해석에 있어 그 헌법규정을 만든 사람들의 “원래

의 의도(original intent)”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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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을 만든 미국헌법의 아버지들이 생각한 헌법제정 목적들을 따라야만 하는가, 

아니면 판사들은 미국헌법을 해석함에 있어 현재의 상황하에서 최상의 결과들을 

끌어낼 수 있는 해석을 해야 하는가가 그것이다. 이 논쟁은 결국 판사들이 그들 

자신의 정책선호들을 헌법해석에 반 함에 있어 다소간에 적극적이어야만 하는가

에 대한 논쟁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때 오리지날리즘은 사법정책적 적극주의에 

반대되는 입장이 된다. 反오리지날리즘은 헌법재판에 의한 새로운 정책 주도(主

導)를 옹호한다.

 사법부에 의한 정책형성의 두 번째 경로는 다음과 같다. 만약 현실에 있어 대

부분의 입법부 결정들이 입법부내의 여러 정파들간의 타협안들이라면, 법규정상의 

자구들은 애매모호하거나 혹은 어느 정도 서로간에 충돌을 일으키는 많은 정책적 

목표들을 선언하거나 암시하는 것이 되기 쉽다. 왜냐하면 다른 정파들이 연립을 

형성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들간의 차이점들을 애매모호한 언어들로 얼버무리

거나 그들의 서로 다른 정책목표들을 단 하나의 법규정 속에 같이 쑤셔 넣어버리

는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 정당제도와 선거제도의 특수한 성격 때문에, 미국 연방

의회는 특히 이러한 애매모호하거나 여러 목적들을 내포하는 법들을 많이 만들어

내는 경향이 짙다. 실제로는 몇몇 목적들간의 연립적 타협에 의해 만들어진 법률

에 판사는 판결을 통해 단 하나의 목적을 귀속시키는 잘못을 범할 수 있다. 아니

면, 판사는 판사 앞의 그 법률이 어느 정도 충돌되는 이익들간의 타협과 그것을 

통한 균형의 산물임을 인정할 수도 있다. 위의 어떤 경우에 있어서건 판사들은 그

들 자신의 정책적 선호들을 그들의 법해석에 주입(注入)시키는 경향이 있는 것이

다. 실제로는 몇몇의 서로 관련된 그러나 부분적으로는 충돌하는 목적들이 존재하

는 법률규정 속에서 단 하나의 다수의 목적만을 보고자 하는 판사들은 “다수의 

목적(majority purpose)”으로서 사실상 자기 자신이 선호하는 목적을 선택하기 쉽

다. 어떤 법률규정을 많은 이익들이나 정책선호들의 미묘한 혼합이나 균형(a 

subtle blend or balance of a number of interests or policy preferences)으로 

보는 판사들은 그 규정에 나타난 균형을 그들 자신의 정책선호에 가장 가까운 것

으로 보기 쉽다. 

미국에서의 헌법이나 법률해석은 형식주의적 해석을 더 선호하지만, 목적론적 

해석의 정당성 또한 인정한다. 그러나, 미국의 헌법이나 법률상의 언어들은 형식

주의적 해석에 많은 여지를 주지는 않는다. 미국 헌법은 오래되었고 그 헌법상의 

언어들은 고도로 적확하지는 않다. 미국의 법규정들은 전형적으로 입법부내 정파

들 사이에서 맺어지는 그때그때마다의 연립의 산물이지 결코 어느 유일한 목적에 

대한 전적(全的)인 합의의 산물은 아니다. 따라서 법규정들은 애매모호하거나 내

적(內的)으로 상반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형식주의적 해석에 대한 선호에 관계



제41권 3호 (2000) 미국 법원의 헌법․법률에 대한 해석과 사회과학 11

없이, 미국에서의 법해석은 목적론적 해석으로 나아간다. 그리고 목적론적 해석은 

항상 판사들에게 그들 자신의 정책선호들을 입법자나 헌법제(개)정자들의 정책선

호와 혼동할 큰 여지를 남기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목적론적 해석의 경향이 사법부 결정 형성에 나타나는 사회과학

적 증거들의 사용과 어떻게 연관되는 것일까? 판사들이 그들 자신에게 “어떤 법

해석이 입법부가 법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법형성의4) 목적인 현실세계에서의 변

화를 더 잘 유도해낼 수 있는가?”를 묻는다면, 그들은 법 속에서 사회과학에의 길

을 열게 된다. 그들이 그들 자신에게 그러한 질문을 던진다면, 그들은 변호사들로 

하여금 어느 특정한 법해석이 입법자들이 이루려고 한 바를 가장 효과적으로 이

룰 것임을 보여주는 증거와 변론들을 제출케 할 것이다. 사회과학적 방법론과 사

회과학에서의 발견들은 분명 어떤 법해석이 현실세계에 가장 적합한 것인가를 결

정하는데 관련성을 가진다. 만약 판사들이 그들 자신을 입법적 목적들에 효력을 

부여하는 입법적 목적들의 이행자라고 본다면, 판사들은 그 목적들을 어떻게 하면 

가장 잘 이행할 수 있는가에 관한 논의들에 귀를 기울여야만 한다. 사회과학적 증

거는 그러한 논의들을 만들어내는 아주 설득력 있는 한 방식이다.

이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독점장지법의 한 예를 들어보자. 미국 판사들은 미

국 독점방지 입법들의 목적이 대기업들의 출현을 막는데 있는 것은 아니라고 결

론 내려왔다. 대신에, 소비자들이 가장 낮은 비용으로 최상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

공받는 것을 보장하는데 독점방지 입법들의 목적이 있다고 본 것이다. 따라서, 어

떤 조치가 무제한적 경쟁보다 경쟁은 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을 이

롭게 한다면 그것은 용납되어져야만 한다고 본다. 미국 판사들은 독점방지에 관한 

사건들에서 소위 “효율성 방어(efficiency defenses)”라는 개념을 받아들 다. 예

를 들어, 제조업자들이 구매권이 있는 딜러들에게만 물건을 팔고 그렇지 못한 딜

러들에게는 물건을 팔 것을 거부한다면 그것은 적법한 것일 게다. 만약 그 제조업

자가 구매권이 있는 딜러들만이 궁극적 소비자가 좋은 상태의 제품을 받을 것과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것을 보장할 수 있음을 보여줄 수 있다면 이러한 합의

는 특히 적법한 것일 수 있다. 경제이론에 있어 경제학자들의 연구성과는 처음부

터 이러한 효율성 방어의 일반적 정당성을 보여주었다. 특정 사건들에서, 특정 피

고인들에 의해 그들 세계에서의 구체적 관행들을 설명하기 위해 제공되어진 효율

성 방어들은 경제학자들에 의해 준비된 경제학적 데이터나 경제학적 분석들에 의

해 지지되어진다. 그 효율성 방어들은 피고측 변호인들의 준비서면(briefs)과5) 구

 4) 법제정과 함께 법개정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법형성을 의미한다.

 5) Briefs는 “준비서면” 이외에 “소송사건적요서(訴訟事件摘要書)”라고도 번역된다. 이 준

비서면은 변호인이 작성해 법원에 미리 제출하는 변론의 요지를 발하는 것으로,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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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변론(口頭辯論), 피고측에 의해 증인으로 소환된 경제학자들의 구두증언(口頭證

言)을 통해 법원에 제출되어진다. 정부의 反독점소송 전담검사들은 기소된 그 특

정 관행이 소비자들에게 결과적으로 순이익을 주지 않음을 입증하기 위해 피고측

과 정확히 같은 종류의 경제학적 분석에 의존해 소송을 수행해 나간다. 독점금지

법 규정의 개정이 아니라 경제학의 사회과학적 연구결과들이 미국의 독점방지법

에 효율성의 방어들을 가져왔다.

독점금지는 아마도 사회과학이 가장 분명하게 관련되는 역일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헌법이나 법률의 많은 역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에 제출되어진 변호인들

의 준비서면을 볼 것 같으면, 그 준비서면의 약 반가량은 전통적이고 형식적인 법

리논쟁에 그리고 나머지 한 반 가량은 정책분석에 할애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정책적 논의는 보통 사회과학적 데이터와 사회과학적 분석들에 근거한다. 인종간

의 분리교육에 관한 위대한 판결인 브라운 對 토페카시 교육위원회 사건의 판결

이 이에 관해 큰 논란을 불러일으킨 한 예이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인종간 분리교

육법이 헌법상의 평등권조항을 위반했다고 결론짓기 위해 사회과학적 연구성과들

에 의존했다. 이 사회과학적 연구성과들은, 흑인학생들이 흑인학교 교실에서는 인

종간 분리가 없는 학교의 교실에서만큼 잘 학습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브라운사건 판결에 대해 논란이 있다고 해서 그 논란이, 사회과학적 증거와 사

회과학적 분석이 오늘날 그것과 관련되는 모든 헌법사건들 속에서 일상적으로 제

시된다는 현실을 무색케 해서는 안 된다. 공립학교에서의 기도문암송이 종교의 자

유를 침해하는 것이냐를 따지는 사건들에서는, 기도문암송에 대한 학생들의 태도

와 교사와 학생들간의 사회학적․심리학적 역학관계에 대한 많은 연구결과들이 

거의 한결같이 법원에 증거로 제시될 것이다. 사형사건(死刑事件)의 경우는 범죄

통계, 검찰과 경찰의 행위분석에 대한 연구들, 사형사건담당 변호사들의 자질에 

대한 연구들, 사형의 범죄억제적 효과에 대한 계량경제학적․심리학적 연구들, 그

리고 사형수 집단에 대한 인구학적․사회학적 연구성과물들이 법원에 제시될 것

이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미국헌법상의 “잔인하고 이상한 처벌(cruel and unusual 

punishment)” 금지조항이 “잔인하고 이상한”이라는 자구의 단지 사전적(辭典的) 

의미에 의해 해석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을 통해 선언한 바 있다. 그 결과, 사형

이 어떻게 부과되고 누구에게 부과되는지에 대한 모든 종류의 사회과학적 증거들

에 귀기울일 것을 판사가 거절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헌법해석과 관련해서는 그러한 예들이 무궁무진하게 발견될 수 있다. 규제의 많

은 역들에서 그 점은 훨씬 더 명확하게 나타난다. 연방의회는 그 법률의 일반적 

인이 법정에서 주장하려는 법률상의 논점, 그 법률상의 논점에 관한 변호인의 입장과 

견해 및 그 입장과 견해를 뒷받침하는 근거와 증거 등이 기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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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시행에 관계되는 결정은 행정부에 위임하는 법률들을6) 

자주 만든다. 행정부의 결정들은7) 그 결정이 입법부의 목적들을 실제로 잘 수행

하느냐의 측면에서 법원의 사법심사(司法審査)를 받는다. 많은 경우들에 있어 법

원의 사법심사는 필연적으로 생물학 등 자연과학적 증거들을 포함한다. 기업들은 

공해방지를 위한 가능한 최상의 기술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법규정이 있고, 환

경보호국(EPA,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이 기업들에게 일정종류의 매

연 여과장치를 설치토록 명했다고 가정해보자. 사법심사를 행하는 판사에게 문제

되는 것은 그 특정 여과장치가 가능한 최상의 기술이냐 하는 것이다. 그 사건 심

리는 주로 화학적․공학적 데이터와 분석에 의해 진행되어질 것이다.

만약 어떤 사건이 금융규제, 천연가스의 가격규제 혹은 증권거래법상의 규제에 

관한 것이라면, 그 사건은 분명 경제학적 데이터를 주로 활용하며 재판심리가 진

행될 것이다. 만약 어떤 사건이 선거구획정법에 관한 것이라면, 정치학적 증거들

이 제시될 것이다. 만약 교육에 있어서의 규제나 복지가 쟁점이라면, 재판심리는 

심리학과 사회학적 증거들에 의존할 것이다.

행정부의 명령․규칙들이 의회제정법의 목적들을 달성하는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 미국의 판사들은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미국의 판사들은 행정부의 명령

이나 규칙들이 입법부의 입법목적들을 수행하는데 최상의 것이냐를 묻는다. 입법

부의 입법목적들이 경제적․사회적 혹은 정치적인 것인 경우, 그 행정명령이나 행

정규칙들이 얼마나 잘 입법부의 입법목적들을 수행하는가에 관련되는 경제학적․

사회학적․정치학적 증거들을 판사들이 재판에서 무시하기는 힘들 것이다. 이러한 

재판에서의 주요한 증거는 필연적으로 사회과학자들의 연구성과물이다.

물론, 판사들이 다른 대안을 선택할 수도 있다. 판사들은 그들이 사회과학적 증

거들을 이해할 수 없어서 모든 기술적 문제들에 있어서는 행정부의 결정에 따른

다고 간단히 말해 버릴 수도 있다. 현대 세계와 현대의 규제입법을 고려해 봤을 

때, 만약 판사들이 이러한 방식을 취한다면, 그들은 실로 행정부의 행정행위에 대

한 효과적인 수준의 사법심사를 포기하는 것이 된다. 미국 판사들은 이제껏 사법

심사를 포기하는 선택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그들은 자연과학적 증거와 사회과학

적 증거를 회피하지 않고 선택의 여지없이 받아들여 왔다.

여기서의 논쟁은 간단한 것이다. 입법자들이나 헌법제정자 혹은 헌법개정자들은 

때때로 서로 충돌하지 않는 목적들과 그 목적들이 달성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정

확한 수단들을 법규정에 명백히 규정한다. 헌법과 법률의 규정들은, 상호충돌하는 

 6) 위임입법들을 말한다. 

 7) 여기서 “행정부의 결정”이란 입법부의 위임입법에 의해 만들어진 행정부의 명령이나 

규칙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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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목표들을 구체화하거나, 여러 정책목표들 중 어느 것이 선택되어졌는가에 대

해 불분명한 규정형식을 취하거나, 몇몇 정책목표들간의 우선 순위에 대해 명확히 

언급함이 없이 그 목표들을 공표한다. 이런 경우, 미국 법원들은 목적론적 해석에 

종사할 것이고 그들 자신의 정책결정들을 할 것이다. 법원들이 정책선택을 하는 

경우, 그들은 모든 정책형성자들이 정책입안시 원해야만 하는 정확히 바로 그것을 

필요로 하고 또 원한다. 그들은 그 정책이 시행될 실제 현실세계 속의 상황들에 

대한 지식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법원에 대한 미국 변호사들의 주장과 종종 판

사들의 판결 자체도, 법에 구체화되었던 많은 대안적 정책들과 시행수단들 가운데

의 특정한 선택을 지지하는 사회과학 데이터와 분석에 대한 광범위한 제시를 포

함한다.

미국 연방헌법의 성격과 자구에 비추어보면, 비교적 짧고 비교적 포괄적인 미국 

연방헌법은 권리장전과 함께 종종 그 목적에 관해 불명확하고 애매모호하며, 종종 

두 개 혹은 그 이상의 상호충돌하는 목적들을 한꺼번에 공표하고, 그 목표들간에 

정해진 우선순위를 좀처럼 공표하지 않는다. 헌법은 그것이 공표하는 목적들이 무

엇이건 간에, 그 목적들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정해진 수단들을 거의 확정하지 않

는다. 미국 판사들은 거의 항상 목적론적 헌법해석에 매달린다. 그들이 현실세계

에서의 결과에 관계없이 헌법상의 자구나 선판례를 따른다고 공표하는 일은 아주 

드물다. 판사들이 헌법상의 자구나 선판례를 기계적으로 따르는 경우에 있어서 조

차도,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현실세계에서 득보다는 해가 더 많을 것이기 때

문에 그들이 그렇게 한다고 분명히 말한다. 미국 연방대법원에 제출되는 변호사의 

준비서면은 주요 사건들에 있어 전형적으로 반은 정책 반은 법을 담고 있다. 가장 

변호사답고 숙달된 헌법논의라 한다면 그것은 대법원에 다음의 두 가지 것을 이

야기하는 것일 게다. 즉, 결과의 관점에서 제가 당신께 받아들이라고 말하는 정책

선택이 최상의 공공정책이 될 것임을 보여주는 데이터와 분석이 여기 있다는 것, 

또 이 최상의 공공정책선택이 또한 헌법상의 자구와 조화되는 것이고 미국 헌법

을 만든 미국헌법의 아버지들이 생각한 목적들에 이바지함을 보여주는 법적 분석

이 여기 있다는 것이 그 두 가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