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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的決定과 社會科學: 課外禁止措置違憲決定을 중심으로
1)

崔     大     權*

Ⅰ. 머리말

이번 2000.4.27.에 내려진 課外禁止措置에 대한 憲法裁判所의 違憲決定(98 헌가 

16․98 헌마 429)은 同性同本禁婚措置 違憲決定(1997.7.16. 헌법불합치결정 95 헌

가 6 내지 13) 등 일련의 위헌결정의 경우와 함께 社會科學的 接近이 憲法的 判

斷이나 決定에 얼마나 有用할 수 있느냐 하는 점뿐만 아니라 실은 대단히 必要하

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는 결정이라고 생각한다. 위 결정의 기본 취지는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 일률적․전반적으로 과외를 금지하는 법률은 지나치게 國民의 

基本的 自由와 權利(청소년의 人格의 自由로운 發顯權 및 학부모 등 國民의 敎育

權)를 침해하는 違憲의 措置라는 것이다. 말할 것도 없이 이처럼 위 결정도 憲法

的 法理로 포장되어 있다. 그러나 한 발자국만 뒤로 물러서서 바라보라. 그러면 

이 결정은 同時에 헌법재판소가 수행한 국가의 교육에 관한 政策決定이라는 사실

을 확인할 수 있다.

즉 과외를 금지한다고 우리 나라 교육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닌데(이 점은 

너무나 당연한 결론이지만 교육정책상 사회과학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 된다. 만

약 과외금지로 우리 나라 교육의 문제가 참으로 기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사

회과학적 판단이 선다면 헌법적 판단도 달라졌을지도 모른다) 헌법을 위반하여서 

까지 과외금지조치로 국가의 교육정책을 풀어나가려고 하지말고 결국 正道에 따

른 공교육의 실현(이것이 공교육의 正常化를 의미한다)을 통하여 교육문제를 해결

하여 나가야한다는 점을 일깨워준 결정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

서, 위의 위헌결정은 곧 바로 과외를 合法化한 결과가 되어 엄청난 사회적 충격을 

주었으나,1) 교육정책적으로 표현하면 과외금지를 공교육 정상화 목표 실현의 수

* 서울大學校 法科大學 敎授

1) 중앙일보 2000년 4월 27일자 “[과외풀린 학교 교육]‘학원밑에 학교’ 우려” 및 “문용린 

교육부장관 일문일답” 기사, 4월 28일자 “성적만능 입시가 문제다” 및 “어디까지가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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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으로 삼을 수 없는 만큼 正道에 따른 공교육 실현(公敎育의 正常化)의 길로 나

아가야 하며, 그러한 교육정책 실현의 목표를 장기목표로 하는데 만족치 아니하고 

곧 바로, 즉 단기목표로 삼으라는 결정이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9인의 재판관 

중 1인이 반대의견을 내었고(이것은 과외금지조치가 교육정책실현의 합헌적 수단

이라는 결정이 된다), 그리고 2인이 헌법불합치결정을 하 어야 한다는 소수의견

을 내었는데, 이러한 헌법불합치결정은 공교육 정상화를 장기적 정책목표로는 동

의하나 단기적 목표로는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 된다.

우리 나라에서 전통적으로 행하여지고 있는 憲法에 대한 接近方法은 대단히 形

式論理的이고 視角이 지나치게 좁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즉 수많

은 헌법문제와 관련하여 법률 등 국가의 조치가 곧 바로 이를테면 어느 기본권을 

침해하 느냐, 이에 대하여 공공복리 등 정당화의 근거(헌법제37조2항)는 없느냐

의 점 등 法條文 중심의 形式論理의 觀點에서만 문제를 살피려고 하는 까닭에 그 

헌법문제가 제기하고 있는 問題의 살아있는 本質(교육정책의 문제 포함)을 살피려

고 하고 있지 아니하다. 위의 과외금지위헌결정의 경우에도 바로 이것이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러한 까닭에 우리 나라 社會의 교육문제의 본질을 보지 아니하고 법

조문중심의 형식논리에만 집착한 나머지 헌법 법리의 점에서도 중요한 쟁점을 이

해하지 못하 거나 빼먹은 過誤를 범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학부모 등 國民의 

敎育權을 논하고 있으나 실은 敎育의 自由를 이야기하고 있을 뿐 정작 國民의 敎

育權에 관한 論議를 빠뜨리고 있는 것이다. 왜 그랬을가? 그것은 시야가 너무 좁

아서 이 사건에서 제기되는 問題의 全體를 보지 못하 거나 아니하 기 때문이다. 

헌법에 대한 사회과학적 접근은 問題의 本質을, 그리하여 問題의 全體를 바로 보

는 것 즉 社會科學的으로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2) 교육과 관련하여 문제의 

본질은 國家3)와 國民은 어떠한 關係에 있느냐 하는 점과 이에 대하여 國家의 領

액과외…” 기사, 4월 30일자 “‘초고속과외망’ 활용 공교육 살려야” 기사, 5월 1일자 “文

교육 ‘저소득 학생 과외비 지원’ 파장” 기사 및 사설 “저소득층 과외지원 한다?” 등 참

조.

2) 崔大權, 憲法學-法社會學的 接近(서울: 博英社, 1989), 1-12면(憲法社會學 入門); 崔大權, 

事例中心 憲法學(서울: 博英社, 1997), 1-17면(事例中心의 法學敎育 序論) 및 18-66면

(憲法의 解釋); 崔大權, 憲法學講義(서울: 博英社, 1998), 42면 이하 등 참조.

3) 國家라고 하면 우리 나라 사람들은 情緖的으로 타율적․억압적인 것, 국가가 주는 혜

택을 받으려고만 하며 이용하려고만 하지, 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함께 가꾸어 나가

야할 대상으로는 생각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정서는 법학교육을 받은 

사람 사이에서 더 강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한편 국가라고 하면 국가지상

주의적인 독일 국가론을 연상하는 사람도 적지 아니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국민주권

론을 인용할 것도 없이 민주국가의 국가란 우리 모두의 것(공동체)일 수밖에 없다. 우

리 모두가 구성원인 공동체의 생존과 번 은 우리 모두의 이익(공공 이익)을 조직․관

리․운 하는 문제를 동반할 수밖에 없다. 여러 사람이 참가하는 단순한 등산클럽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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域은 어디까지이며 國民의 領域은 어디까지이냐에 관한 憲法의 設計圖는 무엇인

가의 점이 제기 된다. 전자의 문제가 사회과학적 시각의 문제이고 후자의 점이 헌

법적 판단의 문제임은 물론이다. 말할 것도 없이 국가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국민

은 權利(敎育權) 및 義務(敎育의 義務)와 自由(自己 發顯의 自由․자식에 대한 敎

育의 自由 등)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사회과학적 및 헌법학적 시각에서 더 근본

적으로는 敎育과 관련하여 國家란 도대체 무엇이냐의 점에서 출발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나아가 法的 決定은 그것이 立法이든 司法的 決定이든 事實的 判斷에 기초하여 

행하여지는 일이 수없이 많다. 예컨대 과외금지조치는 우리 나라에서 행하여지고 

있는 과외를 그대로 방치하면 공교육이 무너진다는 사실적 판단 내지 가정(및 계

층간의 위화감을 조성한다는 판단 내지 가정)에 바탕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과외가 공교육을 파괴하지 아니한다, 공교육이 정상화되면 

과외는 사라질 것이다, 과외금지가 국민의 자기 발현권(실은 자유권), 교육권(실은 

교육의 자유)을 침해한다는 등의 일련의 事實的 判斷 내지 事實的 假定에 바탕을 

두고(그러하더라도 과외의 전면적 금지는 헌법에 반한다는 판단이) 행하여지고 있

음을 살필 수 있다. 좁은 의미의 事實의 認定(예컨대 살인의 사실)에 證據가 필요

하듯이 이 같은 사실적 판단 내지 사실적 가정에는 그것이 眞理라는 論證이 필요

한 것이 아니냐 하는 문제를 제기한다. 인식하든 인식하지 아니하든 헌법적 판단

에는 수 많은 사실적 판단 내지 사실적 가정에 기초하여 행하여지고 있으며 실제

로 그러하지 않을 수 없음을 관찰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너무나 當然한 事實

的 判斷의 경우에는 의문의 여지도 없이 그것에 기초하여 헌법적 판단을 하게 되

리라 생각한다. 아마도 그 시대를 지배하는 社會科學的 理論도 憲法的 判斷의 基

礎가 되리라 생각한다. 가령 우리 나라 헌법 제119조 제1항과 제2항의 관계 설정

에 있어서 신고전주의 경제이론이나 신자유주의냐 케인지안적 이론이냐에 따라 

다른 해석이 가능하여질 것이라는 생각도 그러하다. 다툼의 여지가 있는 사실적 

판단이나 사실적 가정의 경우에도 심도있게 행하여진 사회과학적 결과에 따라 법

적 판단을 행한다면 단순한 상식적 판단에 기초하여 행하는 경우보다 좀 더 합리

하더라도 각자가 지참한 용돈말고 공동으로 쓰기 위하여 각자 갹출하여 모은 공금과 

이를 관리하는 총무의 문제를 불러일으킨다. 하물며 우리 국민 모두에 의하여 구성된 

국가에 공익과 이를 조직․관리․운 하는 문제가 대두되리라는 점은 말할 필요가 없

다. 우리가 여기서 국가라고 하는 것은 이 같은 의미의 공익을 조직․관리․운 하는 

문제에 불과하다. 그러한 만큼 국가권력을 합리적으로 통제하는 문제(이것이 한편으로 

헌법․행정법의 문제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행정학․국가경 학의 문제이다) 및 국가권

력을 실제로 행사하는 사람(즉 공무원)의 공직윤리의 문제가 중요한 문제로 등장하며, 

이러한 문제가 잘 이루어진다면 국가는 必要惡의 문제에 그치지 아니하고 그 자체 善

일 수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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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위의 헌법재판소의 결정

은 이러한 점에서도 사회과학적 접근방법과 관련되었어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켜

주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위의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교육(및 계층간 위화감 

해소)과 관련된 정책결정이라고 말한 바는 그것이 사회과학적 판단에 근거하여 행

할 때에 合理的 判斷이 될 수 있으며, 합리적 판단이라는 것은 正當한 判斷이라는 

것과 동의어가 된다고 생각한다.4)

이상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社會科學的 接近方法이 (憲)法的 判斷이나 立法的 

判斷에 얼마나 有用할 수 있느냐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얼마나 必要하냐의 점을 

論議하려는 것이 이 의 일차적 목표이다. 나아가 그것이 유용하고 혹은 필요하

다면 어느 만큼 그러한지, 그리고 어떠한 통로나 메카니즘을 통하여 유용하게 혹

은 필요적으로 그것이 쓰일 수 있는지를 살피려는 목표도 지니고 있다. 이러한 논

의과정에서 敎育이란 무엇이며 교육과 관련하여 國家란 무엇이고 國家와 國民의 

關係는 어떻게 設計되어 있느냐의 문제를 다루려는 것이 이차적인 목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憲法 法理的인 論議가 없을 수 없음은 물론이다.

Ⅱ. 敎育, 國家, 그리고 憲法

(가) 法 現象에 대한 社會科學的 接近

과외금지조치의 위헌결정이 촉발하여 다시 돌아보게 만든, 아니 그보다 먼저 과

외금지조치를 나오게 만드는 바로 우리 나라 社會의 敎育與件을 背景으로 하여야 

과외금지조치의 의미도 그리고 이에 대하여 가지는 헌법의 구체적 태도도 판단해 

낼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물론 법 분야 중에는 技術的인 要素나 側面

이 강하여 사회적 문맥을 떠나서 판단하더라도 무방한 그러한 법 분야가 없는 것

은 아니다. 유가증권법이라든지 시장의 세계화에 따르는 전자상거래의 문제와 같

은 경우가 그러한 대표적인 예가 될 것이다. 그러나 小數의 條文으로 全體를 다루

4) Edwin W. Patterson, Law in a Scientific Age(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63), 75면의 다음과 같은 구절은 인용할만하다고 생각한다. “…If laws do 

have some justification in fact, some consequences that can be observed and 

generalized, then lawyers, especially legislators and legal scholars, should devote 

some of their talents and energies to discovering these empirical bases of laws. 

Some of this work can be done without the apparatus of scientific method. For 

some projects, a more elaborate controlled inquiries will be needed. In these 

investigations three basic ideas of scientific method will need to be observed: the 

neutral observer, the planned investigation, and, as overarching guides for the two, 

the ends, theories, and system of the legal order.”



제41권 3호 (2000) 法的決定과 社會科學: 課外禁止措置違憲決定을 중심으로 45

어야 할 뿐만 아니라 안정과 변화를 동시에 수용하여야 하는 까닭에 抽象的․開

放的인 原則的 條項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헌법조항들을 놓고 그것이 

구체적 사건에서 가지는 의미를 찾아내야 하는 헌법적 판단의 경우에는 어느 법 

분야에서보다도 더욱 그 구체적 헌법 사건의 배경이 되는 사회적 문맥 속에서 헌

법(의 의미)을 찾아내야 할 필요성을 가지고 있음은 말할 필요도 없다.5)

아무튼 헌법적 판단이, 특히 헌법재판소나 법원의 헌법적 판단(결정)이 헌법의 

發見이나 헌법의 創造이냐의 헌법철학적 질문은 이 곳에서 잠시 접어두기로 하자. 

그리고 그것은 視角의 差異일뿐 전혀 同一한 현상의 두 側面이서 그것이 同時에 

헌법의 發見이자 헌법의 創造이라는 생각을 우리는 지니고 있다.6) 구체적 사건에 

있어서의 헌법적 판단은 그 구체적 사건의 사회적 배경 속에서 헌법이 지녀야하는 

의미를 발견하는 작업이며 동시에 법적 효력을 지니는 결정을 행하는 작업이라는 

점에서 그러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생각은 구체적 사건의 사회적 문맥을 떠난 

憲法條文들의 形式論理的 작업만으로는 올바른 憲法的 意味의 發見도 해내지 못하

고 그리고 正當性을 지니는 憲法的決定을 해 낼 수도 없다는 의미도 지닌다.

이러한 접근방법은 社會 全體的 文脈에서 문제를 해석하고 판단하게 함으로써 

헌법문제를 바라보는 視野를 동시에 넓혀주는 작업이 된다. 이에 비하여 구체적 

사건(예컨대 과외금지조치의 위헌여부)의 사회 전체적 문맥을 떠난 헌법조문들의 

형식논리적인 작업은, 그것도 위헌법률심사제청자나 헌법소원제청자가 거론하는 

헌법조문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형식논리적인 작업은, 헌법을 보는 시야를 대단

히 狹小하게 만든다. 그 구체적인 예를 위의 과외금지조치의 위헌결정의 경우에서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즉 국민의 敎育權과 敎育의 自由의 문제를 제대로 분별하

여 바라보지 못하게 만든 예가 그것이다. 이 문제는 과외․과외금지 현상과 관련

하여 교육․국가․국민․정부․사회 및 헌법 전체를 함께 바라보지 아니하고는 

균형잡힌 시야를 견지하면서 헌법문제의 핵심을 바라 볼 수 없게 만드는 문제가 

된다고 생각한다. 구체적 사건의 사회 전체적 문맥에서 헌법의 의미에 접근하는 

우리의 입장이나 태도는 실은 당사자가 제기하는 소송물에 한정된 범위의 위헌여

부(cases and controversies)에 머물지 아니하고 구체적으로 문제로 제기된 법률

조항 자체(즉 문제된 법률조항 전체)의 위헌 여부를 따져야하는 우리 나라 헌법재

판의 訴訟構造7)에 썩 잘 부합하는 접근 태도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문제로 제기

된 법률조항 전체에 관련된 사실 전부를 살핀 위에 그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를 

따져야 하는 문제인 까닭이다. 

5) 전게 주 (2) 참조.

6) 전게 崔大權, 事例中心 憲法學, 13면 참조.

7) 전게 崔大權, 事例中心 憲法學, 84-102면 참조.



46 崔     大     權 서울대학교 法學

(나) 敎育과 國家

그러하다면 교육과 관련하여 國家란 무엇이며 국가와의 관계에 있어서 國民은 

어떠한 위치에 있는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적어도 圖式的으로는 헌법공

부를 조금만이라도 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대답할 수 있는 常識的인 질문이 된다. 

즉 국민은 한편으로는 主權者로서의 地位를 가지며 다른 한편으로는 基本權의 主

體로서의 地位를 가진다는 대답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 대답을 살아 움직이는 현

실사회를 놓고 이야기하는 정치(철)학적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보자. 그러면 국가

란 他律的인 존재가 아니라 국민인 우리 모두에 의하여 형성되는 自律的 실체(공

동체)이며, 국민주권의 원리는 단순히 권력을 정당화하는 계기로만 작용하는 원리

가 아니라, 국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형성해 가야 하는 실체임을 나타내는 원

리이다.8) 그러한 만큼 이곳에서 主權 조항과 基本權 조항을 동시에 이해하여야 

할 이유가 생기는 것이다.9) 기본권 조항이란, 특히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

유 등 정치적 기본권은, 주권 조항을 살아있게 하는, 주권 실현의 내용과 수단이 

되며 동시에 그 전제가 되는 관계에 있는 조항들인 것이다. 동시에 기본권 조항이

란 이 같은 기본권 조항의 행사에 의하여 형성되는 주권(적 국민)에 의하여 그 내

용이나 한계가 형성되며 혹은 조건지어진다. 소위 參與民主主義라고 하는 것도 그 

한 표현에 지나지 아니한다. 참여민주주의는 단순한 투표권의 행사를 넘어 정치과

정에 적극적으로 그리고 다양하게 참여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여론의 정치가 그 한 

모습이 되는 것임은 물론이다. 그리고 활발하고 다양한 시민운동도 그 한 표현형

태가 된다. 그러한 의미에서 국민은 적극적으로 주권 조항을 살아있게 하여야 할 

市民으로서의 의무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이 그 前提 및 內容이나 手段이 

되지 아니하고는 국가란 他律的인 실체에 불과하게 되며 국민은 국가에 대한 관

계에 있어서 주체(citizen)가 아니라 단순한 受惠者로서의 지위(subject)로 전락하

게 되는 것이다.10)

이처럼 주권 조항과 기본권 조항을 力動的으로 相互 作用하는 조항으로 파악하

는 시각에서 교육의 문제를 바라보자. 그러면 국민은 국가교육제도․내용 등 국가 

8) 崔大權, “善한 社會의 조건: 法治主義를 위한 談論,” 서울대학교 法學, 40권3호, 62-87

면, 특히 75-78면(1999) 참조.

9) Frank Michelman, “Law's Republic,” Yale Law Journal, 97권 1493-1537면(1988); 

Cass R. Sunstein, “Beyond the Republican Revival,” Yale Law Journal, 97권 

1539-1590면(1988); 한상희, “｢민주공화국｣의 헌법적 함의 ―공화주의 논쟁과 동태적 

주권론” 一鑑法學, 3권 115-141면(1998); 한상희, 私生活의 權利: 生活政治를 위한 批判

的 修辭 ―낙태사건을 중심으로,” 公法硏究  26집 125-149면(1998) 등 참조.

10) Gabriel A. Almond and Sidney Verba, The Civic Culture: Political Attitudes and 

Democracy in Five Nations(Boston: Little, Brown and Com., 196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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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체제를 적극적으로 參與하여 이를 形成하여 나아가야 할 權利와 義務를 가진

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개개 국민은 의무교육․평생교육 등 이렇게 형성된 국

가교육제도로부터 그 受惠를 받을 권리를 지닌다. 그러므로 하나는 위에서처럼 주

권적으로 활동하는 主權者로서의 國民의 權利이고 다른 하나는 社會的 基本權의 

主體로서의 權利이다. 그러한 만큼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교육권을 가진다고 하는 

경우에는 이 두 가지 次元의 權利를 상정하여야 한다. 후술하는 바와 같이 교육이

란 대단히 폭 넓은 내용을 포섭하는 개념이다. 그리고 교육에 관한 모든 사항을 

다 국가가 독점하는 것이 아니며 또 독점할 수도 없는 까닭에 교육에 관한 일정

한 사항은 국가와 국민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하든 언제나 국민 개인의 私的 決定

의 領域에 남겨져 있으며 그렇게 남겨져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개인의 자기 

啓發을 위한 교육이라든지 어느 대학을 진학할 것인가의 결정 사항 등은 말할 것

도 없이 개인의 自律에 맡겨져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국민은 말할 것도 없이 敎

育의 自由도 가진다. 그러므로 국민은 국가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敎育權을 가지

며 국가로부터의 敎育의 自由를 누리는 지위에 서게 된다. 이렇게 볼 때 위의 과

외금지조치 위헌결정은 「國民의 敎育權」을 논하고 있으나 위에서 말한 두 가지 

의미의 權利(역동적으로 파악한 주권자로서의 국민의 권리 및 국가가 마련한 교

육제도 등으로부터 수혜를 청구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 가운데 그 어느 것도 아

니고 실은 ｢國民의 敎育의 自由｣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임을 분석적으로 쉽사리 

판별해 낼 수 있는 것이다.11)

課外(extra-curricula)란 그 단어가 암시하여 주듯이 국가가 형성한 학교 교육

(소위 제도 교육)의 틀 밖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인 까닭에 基本的으로 그것은 私的 

規律의 領域에 속하여야 하는 사항이라고 말할 수 있다. 국가의 재정능력이나 국

가관여의 경우에 따르는 관료주의화의 비능률 등을 고려할 때, 그리고 국가가 국

11) 국민의 敎育權을 논의하고 있는 논문들을 섭렵하여 보면 主權조항과 基本權조항을 力

動的으로 상호 작용하는 조항으로 파악하지 아니하고 국가교육권과 국민교육권을 대비

시켜 교육과 관련하여 국가를 他律的인 實體로 파악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그 결과 교육과 관련하여 공적 역을 형성해나가는 주체로서의 국민의 지위에 

관한 명확한 인식을 가지지 아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국민의 교육권 개념 

속에 교육과 관련된 평등권, 자유권, 청구권(사회적 기본권) 등등의 다양한 권리를 포

섭하는 “종합적 기본권”으로 국민의 교육권을 정의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리하여 

헌법 실현 내지 이해의 역동성을 읽지 못하고 기왕의 기본권 분류론에 따라 너무 도식

적으로 파악하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도 이 같

은 국민의 교육권에 관한 기왕의 논의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신현직, 

교육기본권에 관한 연구, 1990년 서울대학교 법학박사학위논문, 64면 이하, 특히 91면; 

趙相熙, 敎育權의 이론과 學習權의 이론-공교육의 내용과 국가의 권능을 중심으로, 

1986년 서울대학교 법학석사학위논문; 張益洙, 敎育權에 관한 硏究-憲法의 敎育條項을 

中心으로, 1983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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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의 교육에 대한 수요 전부를 수용하여 이를 충족시킬 수는 없는 만큼, 과외교육

은 국민의 자기 계발 등을 위하여 어느 의미에서는 장려되어야 하는 교육인 것이

다. 문제는 학교 교육과 사실상 경쟁관계에 있는 대학 입시를 향한 과외 교육이 

도가 지나쳐 과외교육이 주가 되고 학교 교육은 形骸化하여 학교 교육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상황12)을 저지하기 위함과 동시에 과외비용의 경쟁적 상승에 따른 階層

間의 違和感의 形成을 治癒하기 위하여 소위 과외금지 조치(입법)를 국가가 도입

하기에 이르 던 것이다. 이 같은 因果關係的 사실판단이 사회과학적 연구 결과의 

지지없이 사실관계의 假定 위에 위의 과외금지 조치 입법이 이루어 졌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헌법적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 판단의 

문제는 잠시 뒤에 좀 더 자세히 다루기로 하고 우선 이곳에서 잠정적으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이야기를 한다면 다음과 같은 언명을 행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가

령 과열 과외가 진정으로 학교 교육 황폐화 및 계층간의 위화감 조성의 거의 중심

적인 중요 요인이라는 판단이 가능하다면 위의 과외금지 입법은 학교 교육의 정상

화 및 계층간의 위화감 해소를 위하여 대단히 합리적인 입법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헌법제37조제2항의 적용에 있어서 그러한 입법은 合理的인, 正當한 입법으

로 합헌이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클 것이라고 단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학교 교육의 “荒廢化”에 대하여는 기본적으로는 체계적․지속적인 교육

투자의 부재 내지 불충분, 이로 인한 불충분하거나 열악한 건물 등 시설과 기자

재, 자질이 우수하고 사명감13) 넘치는 우수교사 확보의 실패, 국민의 폭발적인 교

육수요14)를 충족시키기에 적합한 학교 교육 내용이나 다양한 프로그람의 개발 실

12) 언론매체에서 거론하는 공교육황폐화의 사례로 중고교 학생들이 학교교과과정을 학원

에서 이미 다 배우고 학교에 나오기 때문에 학교교사의 수업은 그 학생들로서는 다 아

는 것을 재미없게 반복하여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책상에 엎드려 잠이나 자는 학생들

이 많고 수업분위기도 나쁘며 교사들로서는 신이 안 나고 따라서 열을 낼 수 없다고 

말하곤 한다. 이러한 현상이 없지는 아니할 것이다. 중앙일보 2000년9월20일자 “〔여론

조사…교육〕‘입시위주 교육 문제” 기사 등 참조. 그러나 그 현상이 얼마나 일반화․일

상화되어 있느냐 하는 문제에 이르게 되면 사회과학적 연구에 바탕을 두어서 판단하여

야 할 사항임을 말하여 주는 것이 된다. 이러한 사회과학 연구의 결과에 바탕을 둔 사

실판단에 입각하여 교육정책이 입법화되고 혹은 사법적 판단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

라면 그것은 결단코 합리적인, 따라서 정당화되는 법적 판단(입법․판결 또는 결정)이 

될 수 없을 것임에 틀림없다. 그것은 주먹구구식 판단에 기초한 법적 판단일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13) 지난해(1999)의 敎師의 停年 短縮 정책이 몰고온 소용돌이는 교사들의 사기를 떨어뜨

리는데 크게 기여하 다고 판단된다.

14) 예컨대 어교육이나 컴퓨터교육에 대한 사회적 수요는 변화하는 우리 나라 사회 스스

로가 창출해 낸 이를테면 자연발생적인 측면도 있지만 학교교육을 통한 방법을 포함하

여 우리 나라 사회가 자연스럽게 충족시켜 나갈 수 있는 능력을 넘어 즉 준비도 없이 

정치지도자(국가)가 폭발적으로 부추긴 요인도 크다고 생각한다. 시간은 조금 걸리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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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 및 학부모를 포함하는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재정적․도덕적 지원의 결여 등

등의 요인이 크게 작용한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계층간 위

화감은 근본적으로는 (IMF로 표현되는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더욱 심화된) 계층간

의 소득분배의 불균형에 연유하는 것이며 소위 호화 주택이나 고액 과외 등은 그 

하나의 표현형태일 뿐이다. 그러한 만큼 과외 열풍은 학교 교육(소위 公敎育) 실

패 및 계층간 위화감 조성의 원인이 아니라 두 현상이 일으킨 결과일 뿐이라고 

판단된다. 

다른 한편 국민이 학교교육의 “황폐화”를 방관하면서 학교 교육 등 공교육의 

제도확립, 재정확보, 질 좋은 교육 내용 및 환경의 조성 등의 문제와 관련하여 주

권의 주체로서 역할(참여민주주의)을 제대로 수행하지 아니한 채 자기 아이만을 

따로 빼내서 과외교육 등을 통하여 남보다 앞서게 하겠다는 지극히 개인적 이기

주의의 발로(사회적․문화적 요인)도 공교육 황폐화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된다.15) 즉 공교육을 질 높게 조직․관리․운 함으로써 내 아이를 포

함하여 국가 공동체구성원 ｢우리｣ 모두가 혜택을 보겠다는 생각이나 행태보다는 

학교 교육이야 황폐화하더라도 의례 그러려니 하면서 학교교육에만 맡길 수 없으

니까 자기 아이만을 따로 빼어 내 과외도 시키고 해외 유학16)도 시켜 남과 다르

게 기르겠다는 생각이나 행태의 발로가 이 곳에서도 중요한 要因으로 작용한다고 

생각되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태도(이러한 태도는 국가 교육정책을 입안하는 공

무원들도 공유하고 있다)는 다시 학교 교육에 대한 투자 우선 순위 결정 등 공교

도 공교육 중심의 착실한 준비과정을 통하여 어나 컴퓨터 교육 등 교육에 대한 수요

를 충족시켜 나간다면 과외교육에 대한 수요는 상대적으로 적으리라는 판단은 상식적

이라고 생각된다. 정치지도자가 어느 날 아침 느닷없이 어나 컴퓨터교육에 대한 필

요성의 역설과 함께 그 실현을 교육목표로 설정한다면 공교육이 이를 충족시킬 능력을 

하루아침에 충족시키지 못하리라는 점, 그리고 그 충족을 위한 과외나 연수 교육 등의 

과열을 가져오리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15) 傍論으로 헌법재판소는 “고액과외교습은 과열된 사교육경쟁의 산물이며”라고 말하고 

있어 일응 個人的 利己主義를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본문에서 전개한 바와 같

이 이것이 과연 공교육을 저해하는 要因으로 (社會)科學的으로 認識한 科學的 思考의 

結果인지, 科學的 論證의 必要性을 認識하 는지, 그리고 이것이 憲法的 判斷에 作用하

는 變數 는지의 점들이 문제라고 생각한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 아직 가지지 아니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며 주장이다. 우리는 이

점을 문제삼고자 하는 것이다. 헌법적 판단의 변수로 작용하(여야 하)는 사실관계의 과

학적 인식의 문제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의 문제의식 缺如를 지적하고 있는 李明雄, “憲

法裁判에서 事實認識의 問題,” 憲法論叢  第10輯, 253-282면(1999) 참조.

16) 2000.9.17.일자 KBS 9시 뉴스보도에 의하면 우리 나라 초등학생 학부모의 4분지 1이 

조기유학을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중앙일보 2000년7월2일자 “변칙 조기유학 급

증” 기사, 8월3일자 “7개월만에 바뀐 유학규제방침” 및 “초등생 유학 계속 규제” 기사, 

9월14일자 “중졸이상 해외유학 10월부터 자유화” 기사, 9월17일자 “못말리는 조기유학-

정부 규제 무색” 기사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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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 전반에 걸친 국가 정책결정에 향을 미치는 요인의 하나로 작용한다고 판단

되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 나라 사회에 있어서의 公과 私, 公的 領域과 私的 領域, 

公的 解決과 私的 解決의 문제를 둘러싼 사회구조적 문제의 대단히 중요한 한 가

지 발로에 불과하다고 생각된다. 이것이 교육과 관련하여 國家란 무엇이냐의 질문

을 제기하게 하는 이유인 것이다.

말할 것도 없이 우리 나라 사회에 있어서의 공과 사의 문제는 교육 역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다. 우리 나라 사회에서 소위 집단이기주의․지역주의․연고

주의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사회현상이 그것이다. 다만 교육분야에서는 과열과외․

치맛바람․조기유학 등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뿐이다. 사실 이러한 시각에서 문

제를 바라볼 때 교육의 문제를 우리 모두의 운명과 이해가 관련된, 따라서 우리 

모두가 진지하게 참여하여 풀어야할 문제로서 보지 아니하고 사적으로 풀려고 하

는 것(태도)이 참으로 문제라는 것이 우리의 진단이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참여

하는 공교육과 관련된 참여민주주의 내지 국민의 주권자의 역할 수행을 위하여는 

교육의 과감한 지방자치가 立法論的으로 현재의 체제보다 단연 우수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왜냐하면 지금과 같은 공교육의 조직․관리․운 의 중앙집권화보다는 

지방자치가 공교육을 국민에게 좀더 가까이 다가가게 만들고 따라서 공교육을 좀

더 접근․참여하기 용이하게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

계층간의 위화감 해소라는 목표 달성을 위 하여는 經濟政策․徵稅制度․社會保

障制度 등이 오히려 중심적인 수단이어야 한다는 것은 상식적인 이야기이다. 계층

간의 차별없이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질적으로나 내용에 있어서 나무랄데 없는 

훌륭한 공교육제도를 국가가 마련하여 운 한다면 이러한 공교육제도의 운 이야

말로 계층간의 위화감 해소를 위하여 대단히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사

실도 상식적인 이야기이다. 이러한 사실적 판단을 접어두고 공교육을 살리고 계층

간의 위화감 해소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과외금지입법을 행하는 것은 근시안적인 

당장의 여론에 합하려는 접근이외에 아무 것도 아니다. 그러한 입법적 조치를 

결코 과학적․합리적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헌법적으로 정당화하기 어렵게 한다.

이러한 점은 공교육과 경쟁하는 의미의 우리의 것과 같은 과외 열풍이 없는 

미․ ․독․불과 같은 나라의 교육상황과 우리 나라의 교육상황을 한번 비교하

여 보면 분명해 진다고 생각한다. 더구나 사립학교 형태의 사교육(이것은 실은 공

교육이다)도 없이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원칙적으로 국공립학교만 존재하는, 그러

면서도 그 사회가 필요로 하는 여러 수준과 여러 분야의 교육과 훈련을 받은 국

민을 배출하여 내고 있는 예컨대 독일과 같은 나라와 비교하여 보면, 위에서 우리 

나라의 교육여건과 관련하여 사실관계의 판단 내지 가정을 한 것이 틀린 이야기

가 아니라는 확신을 가능케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교육과 관련하여 국가와 국



제41권 3호 (2000) 法的決定과 社會科學: 課外禁止措置違憲決定을 중심으로 51

민의 역할이 어떠하여야 할 것인가의 판단을 가능케 한다고 생각한다. 위의 미․

․독․불과 같은 나라와 비교할 때 우리 나라의 국가는 교육과 관련하여 과연 

무엇을 해왔는가 하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음을 알 수 있게 한다. 그러나 동

시에 國家란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선출하고 혹은 신임한 公務員들이 우리가 낸 

세금 등으로 공공의 이익(혹은 公共善)을 조직․운 하는 ｢政府｣ 이외에 아무 것

도 아니라는 생각에도 이르게 된다. 그리고 교육과 관련하여 主權의 主體로서의 

國民의 役割이 무엇이어야 하느냐 하는 질문도 던지게 만든다. 사실 그간 수 십년 

동안 거의 해마다 바꾸어 온 대학입시정책 이외에 교육과 관련하여 어떠한 국가 

정책이 있었는가 하는 질문을 던지게 만든다. 예컨대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거나 

하지 아니하는 대다수 중고교생들에게는 어떠한 교육프로그램이 진지하게 수행되

어 왔는가 하는 질문도 그러한 질문의 하나이다. 그러한 배경을 깔고 정부가 대학

입시정책(실은 입시제도 변경정책)과 과외금지 정책을 일관하여 견지하여 온 것은 

입시지옥의 해소․계층간의 위화감 해소라는 미명하에 수행된, 국민의 (理性이 아

니라) 情緖에만 합하는, 그리하여 국민에 대한 인기정책으로 호도하고 있는, 교

육에 대한 現狀維持 내지 政策不在 이외에 아무 것도 아니다. 

교육과 관련하여 국가의 역할은 무엇이고 국민의 역할은 어디까지인가 하는 문

제를 놓고 근본부터 한번 생각하여 보자. 교육이란 인류의 사회생활과 함께 시작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 종족이나 사회공동체가 살아남으려면 종족이나 사회공동

체를 지키고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지식(예컨대 적을 막는 법, 사냥법, 농사법, 

낚시법 등)을 후 세대에게 가르치고 훈련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다른 종족이나 

사회와의 경쟁에서 이기려면 좀 더 나은 지식이나 기술을 전수시킬 필요가 있었

을 것이고, 이러한 사정은 기술의 개발과 창의를 요구하게 만들었을 것이다. 이러

한 의미의 교육이라면 문명 수준이나 규모의 차이에 관계없이 교육이 없는 나라

는 없다. 다만 어떠한 내용이나 형태나 수준의 교육을 사적 역에 맡기지 아니하

고 公的인 問題로 다루느냐 하는 문제는 나라마다 그리고 시대마다 한결 같지 아

니하다. 조선조 시대에는 官學이라 불리우는 四學과 成均館이 있었으나, 그것은 

고급관료의 양성이 목표 고, 일정한 부류의 상류계층의 자식들만이 다니는 학교

으며 선생님을 모셔다 놓고 하는 오늘날의 개인교습이라 할만한 독선생제도나 

서당이라는 형태의 私學이 교육의 중심이었다고 할 수 있다. 모습이나 사정은 달

라도 중세 유럽의 그것도 이와 유사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초기의 대학은 

宮廷이나 敎會에서 필요로 하는 관리나 승려의 양성을 중심으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으니까. 義務敎育이라는 公敎育은 憲法學的으로 이야기하면 國民主權의 原理

로 무장한 國民國家와 함께 탄생한다. 

공교육을 가지고 이야기하더라도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竝存을 인정하는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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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 같은 나라와 원칙적으로 국공립학교만을 생각하는 독일과 같은 나라가 있다. 

이 두 가지 생각 사이의 장단점은 생각할 수 있어도 어느 것이 더 우수하다는 판

단을 그 나라의 역사․전통․사회 등의 사정을 보지 아니하고 추상적으로 이야기

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이 두 가지 전통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두 

나라가 다 세계적인 수준의 교육제도를 관리․운 하고 있으며 (그리하여 그 나

라의 교육제도는 다른 많은 나라에서 배워가고 있으며) 그 개선을 위하여 과감하

게 투자하고 있다. 그리고 두 나라가 다 우리와 같은 학교교육과 경쟁하는 의미의 

심각한 과외가 없다는 사실이 주목된다. 순전한 事實 判斷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우리 나라의 과외 열풍은 우리 나라 사람들이 형성하여 살아가고 있는 우리 나라 

社會의 産物일 뿐이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 나라에서 공교육과 관련하여 國家가 

담당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가의 役割에 관한 생각이 좀 더 積極的인 것으로 

바뀌어 그것이 진정으로 政治過程의 入力으로 작용하지 아니하는 한 과외 열풍은 

당분간 쉽사리 살아질 현상은 아닐 것이라는 판단도 가능하다. 다만 문제는 세계

적으로 경쟁력을 가지는 공교육체제를 갖추지 아니하고 현재의 상태대로라면 한

국이라는 사회공동체를 단위로 하는 ｢우리｣가 세계무대에서 살아 남을 수 있을까 

하는 판단에서 나오는 切迫한 必要性에 근거하는 當爲的 要請과 우리 나라 憲法

이 우리 나라의 교육에 대하여 내리고 있는 處方에 근거하는 當爲的 要請을 가지

고 우리가 “公敎育의 正常化“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후자인 헌법적 요

청의 문제는 憲法 認識의 문제임은 물론이다. 소위 ｢文化國家｣의 문제는 이러한 

헌법적 차원의 당위적 요청의 문제로서 논의되어야 하는 명제임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 현재의 상황을 가지고 비교국가적으로 이야기할 때 우리 

나라를 결코 문화국가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공교육이 가지는 의미, 공교육 등이 우리 나라 사회 내에 처해있는 상

황, 이러한 교육상황이 비교국가적으로 가지는 의미, 이에 근거한 당위적 요청 및 

교육에 대한 국가․국민의 역할에 관한 헌법적 요청 등을 배경으로 하여야 소위 

과외금지 조치가 가지는 헌법적 의미를 바로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사립학

교와의 병존체제를 유지할 것이냐의 문제와는 별개로 오늘날 우리가 처한 국제경

쟁체제 하에서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기에 충분한 교육을 국가 구성원에게 제공하

여야 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교육은 기본적으로는 공교육이 담당하여야 하며 그러

한 공교육은 적어도 지금 보다는 향상되어야 한다는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

다. 전적으로 과외와 같은 사교육에 일임하여 기능적으로나 헌법적으로나 이러한 

국가적 수요를 충족시킬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렇게 국제경쟁력을 

가지는 향상된 공교육을 어떻게 유도하고 혹은 지원하며 혹은 관리하느냐 하는 

문제는 국가의 몫이다. 이 몫을 다하지 아니한 채 국가가 못 다하고 있는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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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역에서는 수행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금하는 일(과외금지)은 국가의 역할로

는 기능적으로나 헌법적으로나 결코 타당치 아니하다. 기본적으로 과외공부는 그

것이 고액과외이든 아니든 개인이 알아서 결정하여야 할 문제이다. 과외가 공교육

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불충분하다고 평가받는 공교육이 과외교육의 과열을 유도

하고 있는 것이다. 소위 예체능계 교사나 교수의 “렛슨” 등 고액교습행위는 교사

나 교수의 직업윤리17) 및 이와 관련된 징계절차 등의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문제이다. 이상과 같은 분석과 판단을 행하기에 충분한 사실관계

(즉 구체적 사건의 사회적 배경)의 인식문제를 사회과학은 그 연구업적을 통하여 

제공․해결하여 준다. 그리한 의미에서 우리 나라 사회를 과학적으로 보여주는 사

회과학의 연구성과의 불충분은 우리의 (헌)법적 분석과 판단을 어렵게 만든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법률관계의 인식 능력은 법학이 제공하는 것임은 물론이다.

17) 우리 나라 社會가 급속히 산업화․도시화․조직화․관료화하면서 法規範과 個人倫理 

사이의 ｢中間規範｣의 不在 내지 그 必要性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그 인식은 

오직 느리게만 이루어지고 있을 뿐이다. 성희롱 문제의 인식은 그러한 하나의 표현형

태라고 생각된다. 과거라고 오늘날 성회롱이라고 지목되는 행위형태가 없었던 것은 아

닐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남성 쪽의 양반답지 못한 또는 젊잖지 못한 행위를 통

제하는 유교적 분위기(남녀내외하는 분위기 등)와 마을 공동체의 통제장치가 기능하고 

있었다. 가령 3,4십년전만 하더라도 동네에 들어와 부녀자를 희롱하고 다니는 건달이 

있었다면 온전히 마을을 벗어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한 사회적 분위기와 통제장치가 

살아졌거나 기능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 동시에 여성해방운동과 함

께 여성의 자기의 주체성에 관한 인식이 달라진 것도 다른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임에는 의문이 없다. 아무튼 이러한 사회변화의 결과로 인하여 個人의 良心이나 判

斷과 法規範(강간․성추행 등 범죄행위, 민법상의 불법행위, 또는 노동법상의 부당노동

행위 등) 사이에 상당히 넓은 中間領域이 사회적 통제를 받지 아니하는 空白常態로 남

아있는 것이다. 이 중간 역에 이제 서서히 성회롱관련 社內 내지 學內 規則들이 태어

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法의 領域으로도 包攝되고 있다. 성희롱에 의한 불법행

위의 성립을 인정하는 판결의 등장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중간규범의 문제는 공무원, 교사, 교수, 법률가, 의사 등의 전문직 역에도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소위 공무원․교수 등 개인의 양심․판단과 법규범(공무원법 등 

법률의 규정에 따르는 공식적 징계나 뇌물죄 등) 사이에 상당히 넓은 역이 남겨져 

있으나 이에 대한 사회적 및 직업적 통제장치가 충분히 발달하지 못하 거나 이를 충

분히 규율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관찰할 수 있는 것이다. 수없이 사회

문제화하고 있는 공무원․교수․변호사․의사 등의 전문직 직업윤리의 문제가 그것이

다. 수 많은 직업윤리의 문제를 일일이 법의 문제로 다루기에는 법은 너무 경직적이거

나 부적절하거나 엄해서 오히려 작용하지 못하고, 다른 한편 전문직 개인의 양심에는 

너무나 많은 것이 맡겨져 있으나, 개인의 양심은 개인에 따라 천차만별인 반면 직업조

직적 통제장치는 없거나 유명무실한 것이 현실이다. 그러한 까닭에 안정된 사회로 나

아가기 위하여 상당히 넓은 중간규범의 필요성이 절실하게 인식되고 그리고 그 등장이 

현실화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을 우리 나라 사회는 맞이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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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比較法 및 社會變化에 대한 法學的 接近의 경우

결국 이상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과외 금지조치가 가지는 위헌이냐 합헌이냐 

등의 헌법적 의미의 발견(즉 헌법의 해석)은 사회과학적 인식에 바탕을 둔 교육상

황을 배경으로 하여 행하여져야한다는 것이 된다. 나아가 이러한 (헌)법학적 접근

방법은 법학적 접근방법의 일반론으로서 뿐만 아니라 특히 법학의 比較法的 접근

방법 및 社會變化(social change) 현상을 배경으로 하여 행하는 법학적 접근방법

과 관련하여 더욱 유용할 뿐만 아니라 대단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첫째로 사회

과학적 인식에 바탕을 둔 문제의 사실관계를 그 배경으로 하지 아니하고 행하는 

비교법적 방법이 타당하지 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위험하기까지 하다는 점은 

이미 여러 곳에서 지적하여 온 바이다.18) 말할 것도 없이 외국의 학설이나 판례나 

혹은 제도는 그 나라의 역사적 사회적 배경을 가지고 나온 것임은 물론인 까닭에 

그 학설․판례나 제도의 배경이 된 역사적 사회적 문맥을 떠나서 행하는 학설․

판례나 제도의 비교는 사람을 대단히 오도하기 쉽게 한다. 독일의 제도적 보장 이

론이 그러한 대표적 예임은 이미 여러 차례 지적한 바이다. 독일부동산등기부의 

공신력․국유지 현황 등의 독일의 토지문제와 우리 나라 토지등기부의 현황․국

유지의 현황․극심한 토지투기 현황 등을 배경을 한 우리 나라의 토지문제를 함

께 비교하여 행하는 비교법학적 접근이 아니고 우리 나라의 국유지에 대한 민법

상 취득시효조항의 배제조치가 예컨대 독일 등에는 단지 그러한 제도가 없다는 

단순한 비교법적 근거에서 위헌이라는 판단을 행한다면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접

근이다.19) 독일 등 외국에는 사죄광고제도가 없다는 이유에서 사죄광고를 위헌이

라고 한 것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20) 만약 과외금지조치의 위헌결정도 외

18) 崔大權, 憲法學-法社會學的 接近(서울: 博英社, 1989), 459-470면(比較憲法學이란 무엇인

가?); 崔大權․吳守根, 比較法(서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1994), 3-17면.

19) 전게 崔大權, 事例中心 憲法學, 351-369면 참조.

20) 동성동본금혼조항 위헌결정의 경우에도 헌법재판소는 동성동본금혼제도가 중국에서 유

래한 것이며 그 후 어떻게 변하여 오늘날 어떠하다는 서술을 위헌결정을 정당화하는 

논거로 장황하게 행하고 있다. 그러나 동성동본금혼 제도가 어디서 유래되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직도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중요한 전통이냐의 

질문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동성동본금혼 제도는 그 유래를 논하는 것이 

법제사가에게는 몰라도 우리에게는 거의 무의미하다고 하리만큼 우리에게는 이미 오래

된 전통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제도의 傳來地인 중국에서는 언제 유래하 으며 그

것이 이미 사라졌다 또는 변하 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법 원칙으

로까지 강제하여야 한다는 그러한 강한 법적 확신이 우리 사회에 아직도 존재하고 있

느냐의 질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렇게 강한 법적 확신이 현재 우리 나라 사회에 

존재하느냐의 문제는 단순한 인상적 인식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회과학적 접

근방법에 따라 확인하고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주장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법조문이나 판례법을 인식하는 문제가 아니고 사회에 존재하는 사실인식의 문제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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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에는 그러한 입법조치가 없다는 비교법적 근거에서 위헌결정을 행하는 것이라

면 그 위헌결정의 결론은 옳더라도 논증과정(reasoning)은 전혀 설득력을 결하는,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비교법적 접근방법은 단순한 제도론적 비교

에 그치지 아니하고 사회과학적 비교법학이어야 한다. 

둘째로 사건의 배경이 되는 사회․문화적 문맥을 벗어나서 제도론적 비교법적 

접근만으로 행하는 법논증과정이 타당성을 지닐 수 없음은 그것이 만약 동성동본

금혼조치의 위헌성 여부 판단에 동원된다고 가정한다면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리

라고 생각한다. 서구 사회는 물론 이웃 일본만 하더라도 4촌끼리 결혼하더라고 아

무런 문제가 없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 나라 사회에서 동성동본금

혼제도는 미풍양속으로 통하는 아주 오래된 역사와 전통의 배경을 지닌 제도임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다. 바로 그러하기 때문에 단순한 비교법적 접근으로 그 풍

부한 의미를 캐어낸다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것만으로 타당한 

결론을 얻어낼 수 있다면 처음부터 고민할 필요도 없는 문제일 것이다. 그러나 사

정은 전혀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것은 비교법적 접근에서 외형적으로 같거나 유사

하게 보이는 법제도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작동하고 있는 사회가 다름에 따라 그 

의미나 기능이 다를 수 있듯이 동일한 사회에 존재하여 오던 법제도나 법원칙이

라도 사회가 바뀌면 얼마든지 그 의미나 기능이 다를 수 있다는 문제이기 때문이

다. 그러한 만큼 필요한 것은 사회변화를 읽고 변화된 사회적 문맥에서 (헌)법을 

볼 줄 아는 눈이다. 사회변화를 읽는 눈을 사회과학적 접근방법이 제공하는 것임

은 물론이다.21) 더구나 서구 선진사회에서는 2․3백년에 걸쳐 일어난 산업화 및 

이로 인하여 촉발된, 그러나 시차를 두고 일어난 이농․도시화․무산계급의 등

장․전통적 가치관의 변화 등 엄청난 사회변화를 우리 나라 사회는 겨우 3․40년

의 기간 동안에 맞이하고 있다. 그러한 까닭에 우리 나라의 사회변화는 급격한 사

회변화를 특징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이처럼 사회변화가 급격한 사회일수록 사회

변화의 속도가 느린 (사회가 비교적 안정된) 사회에서 보다 사회과학적 법학접근

방법은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변화된 아주 다른 사회를 놓고 타당

한 법을 논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렇게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는 사회

변화를 읽을 수 있는 눈(사회과학적 접근방법)을 갖추지 아니하고 형식적인 법실

증적 법학접근방법으로는 문제를 제대로 읽을 수 없음은 당연하다. 

가령 100년전이나 50년전, 아니 한 30년전 쯤에 동성동본금혼의 위헌성여부 문

제가 제기되었다고 가정하자(당시에도 위헌 소송이 가능하 다고 가정하자). 아마

때문이다.

21) Gerald Garvey, Constitutional Bricolage(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1)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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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그 당시에는 합헌이라는 결론이 너무나 당연한 결론이었을 것이다. 동성동본이

라면 한 집안(일가)인데 개나 짐승이 아니라면 어떻게 집안사람하고 결혼한다는 

말인가 하는 정서가 지배적이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몇 십년 간의 우

리 나라의 급격한 사회변화는 동성동본금혼의 원칙을 조금도 바꿀 수 없는 원칙

이라고 보던 눈을 상당히 바꾸어 놓았던 것이다. 물론 아직도 동성동본금혼원칙을 

고수하여야 한다고 믿는 사람도 많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믿는 사람도 적지 

아니 생겨난 것이다. 그러므로 그 동안 헌법조항(평등조항 등)이 바뀐 것이 아니

라 그 정도로 세상이 바뀐 것이다. 이렇게 바뀐 세상을 놓고 볼 때 동성동본금혼

제도가 반드시 헌법에 합치하는 것으로만 보이지 아니 하는 것이다. 그러한 만큼 

바뀌인 세상을 보지 아니하고 주로 거론된 법조항 중심으로 문제를 바라보는 형

식논리적인 법실증주의적 접근만으로 이 문제를 접근할 수 없음은 너무나 당연하

다. 바뀐 세상이 헌법의 의미를 다시 음미케 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정은 그 유명

한 미국의 Brown v. Board of Education 판결22)에서도 전혀 동일하다고 생각한

다. 그러한 의미에서 미국의 Brown 판결은 우리 나라의 동성동본금혼조항의 위헌

결정에 비견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미국 헌법의 平等條項 자체는 200년 동안이나 바뀌지 아니하 다. 바뀐 것은 미

국 사회, 미국 사회에 있어서의 흑인의 지위가 바뀐 것이다. 動産인 노예의 신분

으로 미 대륙을 밟았던 흑인들이 미국 사회의 일원이면서 한 때 헌법상의 미국시

민이 아니라는 판결23)을 받았던 적도 있었다. 그 후 공립학교와 관련하여 평등하

기만 하면 되었지 분리된 학교에 다니도록 하는 것은 헌법에 반하지 아니한다

(separate but equal)는 판결24)이 나왔었다. 사실 separate but equal원칙의 명분 

하에 사실상의 차별이 진행되고 있었지만, 그러나 separate but equal원칙만 놓고 

보면 그것이 적어도 형식적인 법 논리로는 어떻게 평등조항에 반하는 것인지 말

하기는 대단히 힘들다. 제2차세계대전 때까지만 하더라도 흑인도 전투에 참가하

지만 백인 장교의 지휘를 받는 별개로 편성된 부대로 싸웠지 통합된 부대로 싸우

지 아니하 었는데 한국전에서는 이미 통합적으로 편성된 부대에서 싸우기 시작

할 정도로 흑인의 사회적 지위의 상승 등 사회적 통합이 상당히 이루어져 가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미 진행되고 있었던 노동현장에서의 사회적 통합도 그러

한 한 표현형태 었다고 할 수 있었다. 이렇게 바뀐 사회를 놓고 그 바뀐 사회에 

타당한 법(평등조항)의 의미를 찾아낸 것이 Brown판결의 의미이다. 물론 사람에 

따라, 특히 지역적으로 흑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대우가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었으

22) 347 U.S. 483(1954).

23) Dred Scott v. Sandford, 19 Howard 393(1857). 

24) Plessy v. Ferguson, 163 U.S. 537(1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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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선례구속의 원리의 힘까지 얻어 separate but equal원칙이 헌법에 반하지 아니

한다고 믿었던 사람들도 많았지만 이 원칙이 헌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기에는 

이미 상당히 미국사회가 변화되어 있었던 것이다. 동시에 Brown판결이 사회변화

를 더욱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하 다. 이 Brown판결을 계기로 적어도 법적으로

는 흑백인 차별이 완전히 철폐되기에 이른다. 그러나 그것에 의하여 사람들이 지

니고 있는 편견까지 완전히 사라지게 만드는 것이 아님도 분명하다.25) 

이러한 사정은 同姓同本禁婚禁止條項 위헌결정의 경우에도 전혀 동일하다고 생

각한다. 즉 동성동본불혼의 원칙을 법 원칙으로 강제하기에는 이미 가치관 등 사

회가 바뀐 것이고, 이러한 변화된 사회를 놓고 이에 타당한 법의 의미를 찾아낸 

것이 동성동본금혼조항 위헌결정의 의미인 것이다. 이 결정은 사회변화의 산물이

지만 동시에 사회변화를 유발․촉진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하리라는 점은 분명하다. 

｢같은 집안｣의 조직인 門中․宗中의 모서리가 사실 그 동안 허물어져왔는데 이러

25) 이러한 문제는 다음과 같은 방법론상의 문제를 불러일으킬 것임에 틀림없다. “세상이 

바뀌었다”든지 “헌법을 보는 눈이 바뀌었다“는 등의 표현을 통하여 사회변화 내지 (헌)

법의식의 변화를 논의하 으나, 사회변화나 법의식의 변화는 전국적으로 꼭 같은 방향

이나 속도로 꼭 같이 일나는 현상이 아님은 물론이다. 그것은 경제발달에 따른 사회변

화가 도시지역이냐 산간오지이냐 등 지역에 따라 혹은 계층이나 사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과 전혀 동일하다. 그러므로 예컨대 동성동본금혼 원칙에 대한 신념이나 

흑인데 대한 편견의 경우에도 그것이 지역에 따라 계층에 따라 사람에 따라 천차만별

일 것이다. 또 동성동본금혼 원칙에 대한 신념이나 흑인에 대한 편견이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다층적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선 쉽게 상정할 수 있는 것

으로 동성동본금혼의 경우에 美風良俗으로서 이를 지켜야한다고는 믿지만 법으로 강제

할 것까지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법으로 강제하여서라도 지켜야 한다는 사람이 있

을 수 있고 미풍양속이 아닌 만큼 법으로 강제한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생각하는 사

람도 있다는 것이 그것이다. 이처럼 다양하거나 다층적인 사실(법의식)이 있다고 하는 

경우에, 기존판례의 존중이든 혹은 새로운 판례형성 내지 판례 변경이든 자기의 법적 

결정을 어디에 바탕을 두어 정당화할 수 있을 것이냐의 문제가 제기될 것이다. 기존판

례 존중의 경우에는 선례구속의 원칙을 거론함으로써 그 만큼은 사회과학적 연구결과

에 의존하지 않고서도 유리할 수 있다. 그러나 새로운 판례를 형성하거나 판례변경의 

경우에는 결정권자의 법적 소신 이외에 이 소신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는 근거로서 사

회과학적 연구결과를 동원한다는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경우에 다양하거

나 다층적인 사실 가운데에서 결정권자가 선택하는 문제에 이르게 된다. 그것은 후술

하는 바와 같이 어느 사실에 대한 과학적 견해가 갈리어서 의견의 일치가 없다고 하는 

경우와 같게 된다. 위의 동성동본금혼 위헌의 경우에 한국사람 모두가 꼭 같은 강도를 

가지고 이를 따르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지배적인 견해는 미풍양속으로 존중하는 것

은 좋으나 법으로 강제까지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라고 믿는다(이 점에 관한 

과학적 연구결과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지배적인 추세를 보여주는 

사회과학적 결과에 바탕을 두어 그 위헌 결정을 합리화․정당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즉 사회과학적 연구결과는 법적 결정(즉 선택의 문제)을 좀 더 합리화하고 정

당화할 수 있게 만들어 준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아니하면 결정권자의 법적 결정은 이

를 어떻게 정당화할 것이냐의 문제를 남긴다. 그것이 우리 나라 헌법재판소의 동성동

본금혼조항 위헌결정이나 Brown판결이 지니는 문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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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허물어지는 과정이 이 결정에 의하여 더욱 촉진되리라고 보아도 틀림없을 것

이다. 전통적으로 남성만이 구성원인 門中의 재산분배에 시집간 딸들도 分財를 청

구하고 나선 어느 문중의 사정을 전한 언론보도26)는 이러한 현실을 보여주는 것

이라고 생각한다. 동시에 동성동본금혼조항의 위헌결정이 아직도 동성동본불혼원

칙을 따라야 한다고 믿는 사람들의 생각을 하루아침에 사라지게 하리라고도 생각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성동본불혼 원칙을 타당한 법 원칙으로 강제하

기에는 이미 세상은 변해있었던 것이다.27) 문제는 이렇게 변한 사회와 이 변한 사

회에 타당한 헌법의 의미(즉 헌법의 변천)를 발견해 낼 수 있는 눈을 사회과학적 

접근방법이 제공하여 준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것은 國家만이 法의 淵源28)이 되는 

것이 아니라 社會도 法의 淵源이 되고 있음은 보여주는 것이 된다.29) 확실히 사회

가 법의 연원이 되는 모습 하나는 慣習法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사회가 법의 연

원이 되는 또 하나의 모습은 변화된 사회를 놓고 그로부터 憲法의 意味를 發見

(즉 憲法의 變遷을 발견)하는 작업인 것이다. 사회가 법의 연원이 되는 현상은 헌

법 분야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다른 법 분야(예컨대 민법이나 사회법 등)에서도 관

찰되고 있다. 법에 대한 절실한 사회적 필요성(즉 사회적 수요)의 인식이 국가법

의 제정을 불러온다는 의미에서 사실 국가법도 많은 경우에 사회로부터 연원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만큼 법에 대한 사회적 수요를 읽을 수 있는 

눈이 필요한 것임은 물론이다. 

Ⅲ. 法 認識의 社會科學的 基礎

(가) 法 認識과 事實關係의 認識

法을 認識하고 법을 執行하거나 適用함과 같이 법을 運營함에는 의식적․무의

식적인 수많은 事實의 認識을 그 전제로 하거나 내용으로 한다. 사실 그 동안 사

실로부터 당위를 도출해 낼 수는 없으며 당위는 당위로부터 도출되어 나올 뿐이

26) 한국일보 2000년 3월28일자 및 4월9일자 보도. 

27) 이렇게 변한 사회의 증거로서 동성동본의 관계에 있으면서 혼인 또는 사실상의 혼인관

계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아오던 수천, 수만 쌍의 부부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그간 입법으로 특별한 조치(특례법의 제정)를 세 차례(1977년, 1987년 및 1995

년)나 취하 다는 사실도 들 수 있을 것이다.

28) 이 곳에서 法의 淵源이라고 한 것은 법을 認識하는 資料(法源)라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그 법이 흘러나오는 源泉(또는 샘물)이라는 의미에서 사용한 것이다.

29) 崔大權, 憲法學-法社會學的 接近(서울: 博英社, 1989), 15-46면, 특히 44-46면; 金度炫, 

사회학적 법개념에 관한 연구-구조차원과 행위차원의 법이중성, 1997년 서울대학교 법

학박사학위 논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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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事實과 當爲를 峻別하는 新칸트학파적인 명제에 얽매이어 법 인식에 관한 

법학적 논의를 貧困하게 만들어 왔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으며, 이러한 사정은 특

히 우리 나라에서 지배적인 形式 論理的인 法實證主義的 接近에 이르러 그 극단

을 달리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법 인식에 있어서 사실과 당위를 무분별하게 

혼동하여도 무방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법 인식의 현실을 심층적으로 파고 들어

가라는 것이며, 그렇게 하는 경우에 법의 인식과 사실의 인식이 분리할 수 없으리

만큼 접하게 연계되어 있어 이 사실을 솔직히 인정할 때 법 인식을 대상으로 

하는 법학이 풍부하여 질 수 있다는 것이고,30) 위의 사실과 당위 峻別의 명제는 

법을 인식하는 사람의 價値觀이나 偏見을 排除하라는 명제로서 가치가 있다고 생

각한다.

위에서 사실 인식에 바탕을 둔 법 인식의 예로서 憲法 變遷 현상과 법에 대한 

사회적 수요를 수용하는 立法의 예를 들었거니와 이 곳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좀 

더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보자. 헌법 변천 현상에 상응하는 현상은 다른 법 분야에

서도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음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 대표적인 예

가 大法院의 새로운 判例를 만들고 혹은 이전의 判例를 변경하는 현상이라고 생

각한다. 예컨대 민법 조항 자체는 바뀌지 아니하고 그대로인데 대법원의 판례가 

바뀐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대법원에 의한 새로운 법의 발견인가 

혹은 새로운 법의 창조인가? 우리는 위에서 그것은 같은 현상의 다른 측면의 표

현일 뿐이라고 천명한 바 있다. 왜냐하면 법의 발견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새로

운 법(즉 판례법)을 형성하는 것임에 틀림없기 때문이다. 아무튼 법의 발견이든 

법의 창조이든 새로운 사실이나 변경된 사실(인식)에 바탕을 두어 그 사실에 타당

한 법의 발견이 새로운 판례 형성이나 판례변경(즉 법 창조)에 이르리라는 것은 

쉽게 상정할 수 있다. 그리하여 새로운 사실에 타당한 법의 발견(창조)은 사실 인

식이 합리적인 때 정당화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새로운 사실 인식의 합리성은 

사회과학적인 사실인식(記述的인 社會科學的 硏究結果)에 바탕을 둘 때 擔保된

다.31) 그것은 마치 친자확인의 경우에 외형적인 인상적 판단보다는 혈액형검사에 

30) Patrick A. Driessen, “The Wedding of Social Science and the Courts: Is the 

Marriage Working?” Social Science Quarterly, 제64권 476-493면(1983); Alexander 

Tanford, “The Limits of a Scientific Jurisprudence: The Supreme Court and 

Psychology,” Indiana Law Journal, 제66권 137-173면(1990); 후게 Faigman, “To 

Have and Have Not: Assessing the Value of Social Science to the Law as Science 

and Policy”; 후게 Monahan and Walker, “Social Authority: Obtaining, Evaluating, 

and Establishing Social Science in Law”; 후게 Erickson and Simon, The Use of 

Social Science Data in Supreme Court Decisions  등 참조.

31) 재판 등 사법과정상 記述的인 사회과학적 사실인식(그는 “an interpretive judgment”라

고 하고 있다)의 역할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면서, 그러나 재판과정상의 因果的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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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할 때, 그리고 혈액형검사 보다는 DNA검사에 바탕을 둘 때 좀 더 합리적 판단

이 되며 따라서 좀 더 정당화된다고 말할 수 있는 것과 전혀 마찬가지라고 생각

한다. 동성동본금혼 제도를 과학적(우생학적 내지 유전학적)으로 합리화하기는 힘

들며 따라서 그러한 근거에서 (헌)법적으로 정당화하기는 힘들다. 그러나 동성동

본금혼 제도를 법의 힘을 빌려서까지 강행하는 것이 과연 타당하냐를 따지는 세

상 인심의 변화(즉 법의식의 변화)를 사회과학적으로 채집하여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것은 새로운 판례 형성이나 판례변경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사회)과학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얻

어진 (사회)과학적 연구결과는 그것에 바탕을 둔 새로운 판례의 형성이나 판례변

경을 (그러한 사회적 수요 충족의 수단으로서) 합리화하며 나아가 정당화하리라고 

생각한다. 물론 새로운 판례 형성이나 판례변경을 司法積極主義(judicial activis

m)․司法消極主義(judicial passivism)의 2분법적 접근방법을 동원하여 설명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새로운 판례의 형성이나 판례변경

의 分析手段이기는 하여도 그것을 正當化하는 理論은 결코 아니다. 우리가 여기서 

문제삼는 것은 새로운 판례 형성이나 판례변경을 어떻게 정당화하느냐 하는 문제

인 것이다. 미국 Brown사건의 경우에 판례변경의 정당화 논리로 道德的 必要性을 

거론하기도 한다. 우리는 이곳에서 새로운 판례 형성이나 판례변경의 사회적 수요 

인식에 바탕을 둔 (사회)과학적 합리성을 문제삼는 것이다. 그리고 과학적 합리성

을 지닌 법적 결정은 정당성을 지니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사정은 사회변화에 따른 새로운 법에 대한 사회적 수요를 충족시키려고 

제정되는 입법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고 말할 수 있다. 예컨대 住宅賃貸借保護

法은 전세나 사 세로 사는 서민들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보호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된 입법이다. 이 법 제1조에서 말하는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이라

는 사회적 수요를 인식하는 문제는 주먹구구보다는 그러한 사회적 수요를 보여주

는 (記述的인) 사회과학적 연구결과에 기초할 때 좀 더 합리적이라고 말 할 수 있

음은 말할 필요도 없다. 이 법에서는 국민의 주거 생활의 안정 보호라는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이 법이 채택하고 있는 수단들이 目的-手段의 관계에 있어서 과연 

合理的이냐 등의 政策判斷의 문제도 포함하고 있다. 다만 이 정책판단에 있어서의 

합리성 판단의 문제는 잠시 후에 다루기로 하고 우선 기술적인 사회과학적 연구

에 바탕을 둔 규범 인식의 문제부터 먼저 다루어 보자. Max Weber를 굳이 인용

회과학적 사실인식(그는 “causal judgments”라고 하고 있다)의 긍정적 역할에 대하여

는 회의적인 눈길을 보내고 있는 Dworkin의 견해는 흥미롭다. Ronald Dworkin, 

“Social Sciences and Constitutional Rights-the Consequences of Uncertainty,” 

Journal of Law & Education, 제6권(1977) 3-12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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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도 없이 合理性은 法의 屬性이다. 합리적이지 아니한 법은 恣意의 行使에 지

나지 아니한다. 과학적 인식이나 판단이 사물의 합리성을 담보하는 대단히 중요한 

장치임에 틀림없다(합리성 담보의 다른 하나의 축은 價値合理性이다). 그러므로 

과학적 진리가 곧 법이라고 말 할 수는 없지만 과학적 진리에 반하는 법은 이미 

법이라고 할 수 없다.32) 사회과학도 과학을 指向하고 있다. 그러한 만큼 자연과학

에 못지 아니하게 경제성의 판단 등을 포함하는 사회과학도 우리들의 사물에 대

한 인식이나 판단의 합리성을 증대시켜 주거나 담보하여 주리라는 점은 말할 필

요도 없다. 

새로운 법에 대한 사회적 수요의 인식이 사회과학적 연구에 바탕을 둘 때 인상

적 판단이나 주먹구구의 경우보다 좀 더 합리성 증대를 담보하리라는 점도 물론

이다. 동성동본금혼법의 자율화에 대한 사회적 수요 및 Brown사건에서의 새로운 

판례법에 대한 사회적 수요의 인식은 과학적인 인식의 문제가 된다. 미국에서는 

사회과학적 연구결과를 자기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합헌의 헌법

변경(천)을 이끌어낸 소위 Brandeis Brief(입법적 사실자료)로 유명한 Muller v. 

Oregon사건33) 이래 Brown 판결이 사회과학적 연구결과가 많이 원용된 최초의 

판결34)이었다는 점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사회과학 연구결과의 인용이 헌법변경

을 지지하기 위한 것임은 물론이다. 과외금지조치 위헌결정사건에서 황폐화된 공

교육의 실태나 과외과열 현상의 인식에도 전혀 동일한 문제가 제기된다고 생각한

다. 다만 우리의 경우에는 (사회)과학적 인식이나 판단에 의한 사실 인식이나 판

단의 필요성에 대한 뚜렷한 인식이 없이 주먹구구에 바탕을 둔 사실 인정이나 판

단에 기초하여 (사회에서 淵源하는) 법을 발견하는 행태가 타성화되어 있다는 생

각을 금할 수 없다. 그리고 이미 常識化된 科學的 結論이나 認識은 따로 과학적 

擧證의 필요 없이 마치 법 인식의 경우에서와 같이 법원 또는 법 판단자가 認知

하여 채택할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것임은 물론이다.

(나) 法政策學 및 法解釋學

위에서는 외형적인 법조문 자체의 변경 없이 일어나는 헌법변천 현상이나 판례

변경을 중심으로 새로운 법의 인식을 지지하는 (사회)과학적 연구결과의 유용성 

및 필요성에 관하여 논의하 거니와 아래에서는 목적론적 내지 정책학적 시각에

서 본 (사회)과학적 법학 접근방법의 유용성 및 필요성에 관하여 논의하여 보자. 

32) 崔大權, 法社會學(서울: 서울대출판부, 1983), 27-53면(法社會學的 法學方法論), 특히 

39-44면 참조.

33) 208 U.S. 412(1908).

34) 전게 (주 21) Brown사건 판결문의 주 1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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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Brown사건에서는 아무리 여타의 조건이 동등하더라도 분리된 학교에서의 

교육이 평생 씻을 수 없는 2등 국민으로서의 열등의식을 흑인아동 들에게 심어주

는 것이냐, 즉 평등을 해하는 것이냐 하는 원인-결과를 따지는 진단의 문제가 제

기되었었다. 우리의 과외금지 사건에서도 원인과 결과를 따지는 진단의 문제가 관

련되어 있음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소위 과열과외 (즉 과외금지법조치가 제거하

려는 害惡)가 문제인데 이 과열과외를 일으키는 요인(즉 원인)을 밝혀낼 수 있다

면 논리적으로 이 요인을 다스리면 과열과외는 가장 잘 해소될 수 있다는 관계의 

문제가 되는 까닭이다.  

과열과외라는 해악을 불러오는데 기여하는 요인(원인)으로, 첫째로 공교육의 부

실을, 둘째로 공교육의 향상을 통하여 향상된 교육의 혜택을 함께 누리겠다는 주

권의 주체로서의 자세보다는 자기 아이만 따로 빼내어내 남보다 앞서게 하겠다는 

극히 개인 이기주의적인 태도(내지 문화)의 팽배를 지적할 수 있음은 이미 위에서 

지적한 바이다. 따라서 이것이 정확한 진단이라면 과열과외(해악)의 해소를 위한 

처방은 그 원인을 다스리는 것이어야 合理的일 것이다. 그렇다면 과외해소를 위한 

처방은, 즉 정책목표실현의 수단은, 장단기적으로 공교육을 충실화하고 정책결정

권자로부터 일반시민에 이르기까지 공교육이라는 共同善을 주권자적 사고와 지위

에서 공동으로 이끌어가는 태도의 변화가 창출되고 혹은 유도되어야 한다. 그렇다

면 과외금지법조치는 과학적으로 합리적 근거를 가지지 아니한 정책실현수단을 

선택한 것이 된다. 따라서 헌법제37조제2항상의 공공복리를 위하려는 필요성(즉 

과외금지의 필요성)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것이 꼭 필요한 최소한의 제약이냐의 

판단 기준을 충족시키기에는 적합치 아니하다는 판단을 행할 수 있다. 그것은 과

학적으로 합리적 근거를 가지지 아니한 과외금지조치를, 즉 불합리한 따라서 지나

친 조치를, 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외금지법조치는 정책학적 목적․수단

의 관계에 있지 아니한 방법을 선택한 것이 된다. 

그렇다면 과외금지조치(학원의 설립․운 에 관한 법률 제3조 등)가 실현하려는 

진정한 정책목표는 무엇일가? 우리가 합리적으로 상정할 수 있는 정책목표로 첫

째로 공교육의 정상화와 둘째로 과열과외 혹은 고액과외에 따르는 계층간의 위화

감 해소 및 학부모의 지나친 과외비용부담의 해소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러

나 공교육의 부실이 과외를 조장하는 것이지 과외가 공교육의 부실화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과외금지의 정책목표로 공교육의 정상화를 지정한 것은 과

학적으로 잘못된 불합리한 목표설정이라 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또 계층간의 위

화감해소(학부모의 지나친 과외비용부담 해소 포함)라는 목표는 위에서 이미 지적

한 바와 같이 사회보장제도의 확충 및 세제제도의 개혁을 포함한 소득재분배정책

에 의하여 해소될 문제이지 과외금지가 계층간 위화감 해소의 수단이 될 수는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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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것은 마치 고급주택의 건축이나 고급주택에의 거주 혹은 호화사치의류의 구

매나 착용을 법으로 금함으로써 계층간 위화감의 해소를 실현하려는 정책과 전혀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그것은 마치 몸에 열을 나게 하는 병의 원인을 규

명하려 하지 아니하고 열 만을 내리게 하는 對症療法 즉 공교육 및 고액과외 등

과 관련하여 일고 있는 輿論의 撫摩用 政策에 불과하다는 판단을 할 수 있다. 그

것은 과학적으로 (즉 원인․결과의 관계에서) 합리화(따라서 정당화)할 수 없는 

정책수단을 선택한 것이 된다.

그렇다면 헌법 제37조제2항과의 관계에 있어서 원래 개인의 기본적 자유 역

에 속하여야 할 사항(과외를 통한 자기 계발 등)을 과학적으로 합리화(즉 정당화)

할 수는 없고 겨우 여론무마용으로나 효용성이 있는 조치(즉 기본권 침해행위)를 

헌법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느냐 하는 질문으로 바꾸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것

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렇게 겨우 입막음용으로 기본권을 침해하는 입법조치

라면 헌법제37조제2항에 의하여 정당화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그것

은 헌법제37조제2항에 요구하는 “꼭 필요한 최소한의 제약”이라고 도저히 말 할 

수 없다. 소위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되는 까닭이다. 한편 순전히 이론적으

로 과외금지조치를 엄히 그리고 체계적으로 강행하는 경우에 학교의 공교육이 만

족스럽기 때문이 아니고 그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학교로 돌아갈 수밖

에 없는 그러한 상황을 만들 수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러한 교육상

황을 만들어 내기 위하여는 거의 무제한적인 강제조치(예컨대 학생이 있는 집마

다 경찰을 붙임과 같은 강제수단)를 동원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달성하

려는 목표에 비추어 지나친 국가자원의 동원을 의미하게 된다. 그렇지 아니하는 

경우에 과외금지와 같은 규제입법은 그 성질상 집행이 대단히 어려우며 따라서 

강행한다고 하는 경우에는 선별적인 집행이 되어 형평성의 문제(예컨대 “재수없게 

걸리는” 사람만 걸리는 문제)를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실효성이 없

다고 하는 문제를 불러일으키기에 알맞은 성격을 또한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공

교육을 위한 과외금지조치는 실질적으로는 不可能한 정책실현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한 만큼 헌법재판소에 의한 과외금지조치 위헌 결정은 아무리 정부의 

정책목표가 합(헌)법적이고 합리적이라 할지라도 科學的으로 不合理하거나 不可能

하거나 (憲)法에 反하는 措置를 그 정책실현의 수단으로 선택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여 준 것이 된다. 

이상의 논의에 비추어 因果的 事實認識(사회과학적 연구 결과)이 어떻게 입법학

적 내지 정책학적 결정의 기초가 되고 있으며 동시에 그것이 어떻게 해석법학에 

기여하고 있는가를 보여주었다고 생각한다. 첫째로 입법을 통하여 현상의 변경을 

시도하는 그러한 입법은 입법(정책)의 목표와 그 목표 실현의 수단을 가지고 있으



64 崔     大     權 서울대학교 法學

며 목표와 수단의 관계는 인과적 사실인식에 바탕을 둘 때 합리성 및 정당성을 

지니게 된다. 이같이 입법을 합리화하고 정당화는 인과적 사실을 입법사실

(legislative facts)이라 부른다. 입법적 사실은 상식적인 진실이나 인상적 판단에 

의하여 공급될 수 있으나 (사회)과학적 연구 결과에 의하여 얻어질 때 좀 더 과학

적 (즉 합리적) 바탕을 지나며 따라서 좀 더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 있다. 소위 정

책연구를 수행하여 그 결과의 뒷받침을 받아 입법정책을 수립하고 법 제정에 나

아가는 것은 바로 그것을 노린 것임은 물론이다. 다만 정부의 정책과제를 부여받

아 수행한 연구의 결과가 실제에 있어서 얼마나 방법론적으로 튼튼하며 결론의 

도출이 얼마나 타당한 것인지의 문제가 제기되는 일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따라

서 타당성이 의심되는 연구결과에 바탕을 둔 정책결정 및 입법이라면 그만큼은 

합리성․정당성을 부여받기가 힘들게 될 것이다. 과학적 합리성을 지니지 못하는 

입법조치가 더구나 그것이 기본권을 제약한다고 하는 경우에 헌법적 정당성을 지

니기 힘들게 되는 예를 위의 과외금지법이 보여주고 있다.

둘째로 과학의 지지를 받는 인과적 사실인식은 합리적이고 따라서 타당성 있는, 

정당한 法 解釋을 가능케 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을 가능케 하는 적어도 한가지 방

법은 법 해석에 있어서의 目的的 解釋의 原則을 통하여서이다. 법의 해석35)에 있

어서 일차적으로는 文理解釋의 原則에 의존하여야 한다. 그러나 문리해석에 의하

여 타당한 해석에 도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論理的․體系的 解釋, 歷史的 解釋 및 

目的的 解釋의 原則에 의하여 법의 타당한 의미의 발견(혹은 창조)에 도달하여야 

한다. 목적적 해석의 원칙은 그 구조상 과학적 연구결과(과학적 진리)가 해석법학

에 기여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여 준다고 생각한다. 가령 다양한 혹은 여러 가

지 해석이 가능한 법 조항을 두고 그 조항의 타당한 의미를 밝혀낸다고 하는 경

우에 그 법이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는, 그러한 의미에서 

목적․수단의 관계에 있는 그러한 해석을 선택한다고 하는 경우가 목적적 해석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목적적 해석은 과학적 인식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때 목적적 해석은 과학적 합리성과 정당성을 지니게 될 것이

다. 이미 과외금지조치위헌결정과 관련하여 언급한 바와 같이 사회과학적 방법은 

법을 보는 시야를 넓혀준다. 그러하다면 사회과학적 방법론이 제시하는 넓은 시야

로부터 출발하여 논리적․체계적 해석의 원칙에 따라 타당한 법의 의미를 찾아 

나설 수 있을 것이란 점도 쉽게 상정할 수 있다. 그리고 사회과학적 인식을 배경

으로 하지 아니한 역사적 해석이 가능할지도 의문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마치 

비교법 연구에 있어서 사회과학적 접근이 필요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 까

35) 崔大權, “制定法의 解釋,” 서울대학교 法學, 30권 1․2호, 122-137면(198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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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이다. 왜냐하면 법개정 등 법의 변경은 사회적 배경을 가지고 나오게 마련이며 

따라서 법의 역사는 그것이 전개되는 사회적 배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의미심장하게 이해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헌)법적 결정은 의식하든 그렇지 아니하든 인과관계 등 일정한 사실관계의 인

지 내지 판단을 전제로 하거나 그 인지 내지 판단 위에서 정당화하고 혹은 그 정

당성을 부인한다. 이러한 문제는 법 과정상 항상 등장할 수밖에 없다. 정책목표 

실현 수단으로서의 입법은 설정한 입법목표(달성하려는 목표 내지 해악의 제거 

등)와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택한 수단으로서의 입법 사이에는 정확하게 파악한 

목적․수단 또는 원인․결과의 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입법은 

과학적․합리적 기초 위에 세워져야 한다. 이러한 과학적․합리적 기초는 (사회)

과학이 제공하는 것임은 물론이다. 소위 정책연구과제라고 하는 것들은 바로 이러

한 과학적․합리적 기초제공의 목표를 가진 (사회)과학적 연구 과제임은 이미 지

적한 바이다. 입법은 동시에 과학적으로 합리적이어야 한다. 그러하지 아니한 경

우에는 (헌)법적 정당성을 부여받기 힘들게 된다. 따라서 어느 입법의 합헌성 여

부가 다투어질 때에는 정부는 형식 논리적인 해석론에 의거하여서 뿐만 아니라 

과학적 합리성 및 그에 기초를 둔 정당성의 논거에 의하여 그 합헌성을 주장하여

야 한다. 이에 대응하여 그 합헌성을 다투는 당사자는 역시 마찬가지 논거 즉 해

석론적인 논거 및 과학적 논거에 의하여 그 입법이 위헌적 입법임을 거증하여야 

할 것이다.

사실 위의 과외금지조치위헌결정에 있어서 과외금지입법을 이끈 정부나 헌법재

판소는 “과열과외”가 일으키는 여러 가지 사회문제(공교육의 “황폐화” 포함하는 

사회적 해악)에 대한 認知를 전제로 하여 정부는 그 해악을 치유하기 위한 입법

을 행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도 같은 문제를 놓고 일정한 사실관계의 인식을 전

제로 하여 헌법적 판단을 행하고 있다. 만약 정부가 과열과외가 실제로 공교육의 

황폐화를 일으키는 요인이고 계층 간 위화감 조성의 범인임을 헌법재판소에 대하

여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었다면 과외금지조치의 합리성 및 그에 바탕을 둔 헌

법적 정당성을 선언 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그것이 과학적인 합

리성을 가질 수 없는 인과 관계의 인식이었으며 따라서 헌법재판소를 설득할 수 

없었음은 이미 위에서 지적한 바이다. 그 이외에도 헌법재판소는 여러 가지 사실

판단(factual findings)을 행하고 있다. “과열과외교습을 해소하는 근본적이고 바람

직한 방법은, 학력제일주의의 사회적 구조를 개선하여 능력이 중시되는 사회를 만

들고, 많은 재정투자를 통하여 학교교육의 환경을 개선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며, 

고등교육기관을 균형있게 발전시킴과 아울러 평생교육제도를 확충하고, 특히 대학

입학제도를 개선하여 과외교습 수요를 감소시키는 것이라 할 것이다.……지나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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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과외교습을 봉쇄하여 과외교습경쟁의 과열을 방지함으로써 학교교육을 정상

화하고, 비정상적인 과외교습경쟁으로 인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며, 국

가적으로도 비합리적인 교육투자로 인한 인적, 물적 낭비를 줄이자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음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그러나 무엇이 고액과외교습이며 무엇이 과열과외이고 무엇이 학력제일주의의 

사회구조를 개선하여 능력이 중시되는 사회를 만들 수 있게 하는지 등에 관한 사

실판단은 예컨대 형사재판의 증인의 증언이나 증거와는 달리 단순한 사건이나 사

실의 존재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과 사실 사이의 목적․수단관계 또는 인과

관계 등의 사실판단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판단을 헌법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나 헌법재판소는 과학적 증거에 의하여 뒷받침하여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

고 있지 아니하여 상식적으로 혹은 주먹구구로 주장하고 혹은 판단하고 있음을 

窺知할 수 있다. 위에서 이미 본 바와 같은 저소득층의 주거생활의 안정보장의 필

요성 판단이나 헌법변천이나 판례변경의 사회적 수요의 판단의 경우에도 단순한 

사건이나 사실의 존재 여부와는 달리 이를 보여주는 증거(예컨대 변화한 헌법의

식변화에 관한 통계적 자료조사 등)에 의거할 때 좀 더 설득력을 지닐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만큼 사실판단의 (사회)과학적 입증의 문제36)를 이곳에서 제기하

는 것이다.

(다) 節次上 立證의 問題

그리고 이 같은 (사회)과학적 입증의 문제는 소송절차상으로는 자기의 청구를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는 당사자에 의한 (사회)과학적 증거(과학적 연구결과물)의 

법정에의 提出(Brandeis brief)이나 이를 뒷받침하는 (사회)과학자에 의한 鑑定증

언 및 감정증거 제출의 형식을 띄게 되어야 하리라 믿는다.37) 그리고 헌법재판절

차상으로는 감정의 방법 이외에 參考人 진술의 방법(헌법재판소법 제30조제2항)을 

택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위헌여부심판 제청자나 헌법소원 청구인 등 당사자 측

의 권리의 문제로서 참고인 진술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

리고 이미 상식화한 과학적 진실(예컨대 DNA 검사결과)은 법원에 의한 認知

36) John Monahan and Laurens Walker, “Social Authority: Obtaining, Evaluating, and 

Establishing Social Science in Law,” University of Pennsylvania Law Review, 제134

권 477-517면(1986) 참조. 

37) Rosemary J. Erickson and Rita J. Simon, The Use of Social Science Data in 

Supreme Court Decisions(Urbana: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1998), 19-34면 참조. 

이 책은 낙태, 성차별 및 상희롱 관련 판결에서 자기의 판결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미

국 연방대법원이 사회과학적 연구결과을 어떻게 어느정도나 쓰고 있는지에 관하여 연

구한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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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에 의하여 채택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과학적 연구결과는 추후의 연구에 

의하여 번복될 수 있기 때문에 과학적 진리는 원한 진리가 아닐 수도 있다. 그

러나 바로 이러한 사실 때문에 추후 언젠가는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과학

적 진리를 소송 상 배척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예컨대 

DNA검사방법이 발견되기 전 혈액형검사가 친자확인의 최선의 과학적 방법이었을 

때에 혈액형검사결과에 의거한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

서 소송 당시에 가능하 던 과학적 진리는 소송법 상으로도 진리라고 말할 수 있

다고 생각한다. 

다만 사실관계의 판단과 관련하여 과학적 진리에 의견의 일치가 없고 아직 학

계의 다툼이 있다고 하는 경우에 한 학설에 의한 사실판단은 반드시 합리적이고 

따라서 정당화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38) 이러한 때에는 결국 법원 등 

법적 판단자의 판단과 선택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39) 그리고 입법의 경우

에는 더욱이 그러할 것이다. 왜냐하면 입법의 경우에는 어차피 한 학설에 따른 판

단에 따라 입법을 과학적으로 근거지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입법의 경우만이 

아니고 법 해석상으로도 한가지 학설이 법적 판단을 근거지우는 법 역이 있을 

수 있다. 그 대표적인 법 역이 공정거래법 등 경제법의 경우이다.40) 예컨대 무

엇이 불공정한 행위(predatory pricing)이냐의 판단의 경우에는 어느 학설의 입장

에 서서 보느냐에 크게 의존하는 것이 그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우리 나라 헌법의 

경제조항인 제119조 제1항과 제2항의 정당한 관계설정의 경우에도 전혀 동일하게 

제기된다. 즉 어디까지가 개인의 경제적 자유의 역이고 어디까지가 국가가 개입

하거나 관여할 수 있는 역인가의 관계설정의 문제가 그것이다. 다만 어떠한 경

우이든 비록 과학적 진리에 바탕을 두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헌법에 반하는 입

법이나 법해석으로 나아갈 수 없음은 분명하다. 예컨대 국가계획경제질서의 도입

을 입법이나 법해석의 이름으로 정당화할 수 없음과 같은 것이 그것이다.

38) 전게 Monahan and Walker, “Social Authority: Obtaining, Evaluating, and 

Establishing Social Science in Law,” 499면 참조.

39) David L. Faigman, “To Have and Have Not: Assessing the Value of Social Science 

to the Law as Science and Policy,” Emory Law Journal, 제38권 1005-1095면, 특히 

1083면 이하(1989) 참조.

40) Herbert Havenkamp, “Fact, Value and Theory in Antitrust Adjudication,” Duke Law 

Journal, v. 1987, 897-914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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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맺는 말

이상에서 우리는 (社會)科學이 法의 認識, 法의 解釋 (法的 意味의 發見) 및 法

의 制定(立法)에 있어서 얼마나 有用할 수 있느냐 하는 점뿐만 아니라 얼마나 必

要하냐 하는 점을 보여주려고 하 다. 입법을 포함하여 판결이나 헌법재판소의 결

정 등 법적 결정을 정당화하는 길 가운데 하나가 법 조항으로부터 출발하여 형식 

논리적으로 접근하는 종래의 법실증주의적 접근방법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法的 

決定을 正當化하는 다른 하나의 길은 목적적해석․정책학적접근 등 사회과학적 연

구결과에 의거하여 合理化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한 만큼 사회과학적 연구

결과에 의거하여 법적 결정을 합리화․정당화하려는 이러한 노력은 법 조항에 형

식논리적으로 얽매이는, 우리 나라에서 지배적인 법학 방법론이라 할 수 있는 법

실증주의적 접근방법에 대한 강한 비판도 된다. 무엇보다도 우선 형식논리적인 법

실증주의에 얽매일 때 우리 나라에서 역시 지배적인 법학 방법론인 비교법이 제대

로 행하여질 수 없다. 그것은 형식적 법조문(또는 법제도)만을 따로 떼어 행하는 

비교법 접근이어서 쉽사리 우리 나라 사회에 타당성을 가지지 아니하는, 무의미하

거나 위험한 비교법이 될 수 있는 까닭이다. 더구나 형식적 법조문(또는 법제도) 

중심의 형식논리적인 법실증주의는 사회가 급속하게 변화하는 우리 나라 사회의 

법의 변화를 또한 읽지 못하는 잘못을 저지르기 쉽게 한다. 그것은 같은 사회의 

각기 다른 두 시점의 법을 가지고 행하는 또 다른 의미의 비교법인 까닭이다. 

사회과학적으로 법학에 접근하는 경우에 法學의 視野가 넓어질 뿐만 아니라 그 

깊이를 더하여 國家로부터 뿐만 아니라 社會 속에서도 법을 인식해 낼 수 있게 

하고 있다. 더욱이 헌법재판의 경우 그것은 쟁점이 된 법조문 전체의 위헌여부를 

따지는 우리 나라 헌법재판의 소송구조에 그대로 부합케 한다. (사회)과학은 법의 

정책학적․입법학적 접근에 필수이며 법의 해석에서도 대단히 유용할 뿐만 아니

라 가령 경제법과 같은 경우에는 사회과학(경제학)은 법을 제정하고 법을 해석하

는 거의 유일의 길이며 사회과학이 곧 법이라 할 수 있다. (사회)과학과 법학의 

연결고리는 법의 속성인 合理性이다. (사회)과학적 연구결과는 합리성의 기초를 

제공한다. 합리성과 정당성을 동의어라고 할 수는 없으나 합리성을 결하고 있는 

법적 결정을 정당하다고 할 수 없음은 분명하다. 사회과학은 결코 법학을 대체할 

수 없다. 그러나 사회과학 없는 법학방법론은 우리의 법학을 대단히 빈곤한 학문

으로 만든다. 빠르게 변하는 세계경쟁체제(globalization) 하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사회과학적 법학방법론은 우리 나라의 생존전략이기도 하다고 믿는다.



<Abstract>

Legal Decision-Making and Social Sciences:
With a Particular Focus on the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Against Anti-Out-Of-School Classes Legislation
1)

Dai-Kwon Choi
*

A very formalistic, legal positivist approach has been the dominant method 

to jurisprudence in Korea. By using Korea's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against an anti-out-of-school classes legislation (課外禁止) handed down this 

year and another against a Civil Law ban on a marriage between broadly 

defined family members bearing the same family name and the same place 

of origin (同姓同本禁婚) in 1997, a strong criticism is made to such a legal 

positivist approach by way of developing a social science based method to 

jurisprudence while exposing limits and pitfalls of the legal positivist 

approach. Our argument is that scientifically conducted research data 

including social science research based ones are not only useful but also 

necessary for jurisprudence in that they can provide an indispensible element 

of rationality in legal decision-making. 

In Korea, competition to enter a college, especially a prestigious university, 

is extremely keen. That competition drives many students and their parents 

to seek extra-curricula tutoring and commercially-run cram courses, many 

of which are a repetitive drilling of what is offered in regular courses at a 

school. Many parents feel that regular school classes are not sufficient 

enough for their children in preparing for college entrance. Many students 

feel regular classes at their school boring because they have already learned 

what are offered by their teacher from out-of-school classes; many of them 

are not attentive or even dozing at regular school classes because they are 

even physically tired from long after-school classes they attended in the 

* Professor of Law, Seoul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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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ning the day before. In the out-of-school classes market, at the same 

time, the quality of instruction is determined much by the amounts of 

tuitions parents are paying. Naturally well-to-dos can afford to pay high 

tuitions to get better tutors or cram course teachers for their children while 

others cannot. Overall many parents feel extra-curricula classes a quite 

financial drain on their family. Many lower class members feel alienated by 

the prospect that they are an underdog even in out-of-school lessons and 

eventually in college entrance. Thereupon the government introduced a broad 

legislative ban on out-of-school classes to save regular school education and 

to reduce the sentiment of alienation felt by the lower class members. The 

Constitutional Court declared it unconstitutional, however, on the ground that 

it violated one's constitutional right to cultivate himself and parents' right to 

educate their children the way they like.

Even though we agree to the idea that the phenomenon of heated 

out-of-school classes is “the problem,” in a scientific reasoning we cannot 

agree to the government's assumption that out-of-school classes caused 

regular school classes to be neglected and also alienation. In our reasoning, 

the fact is that neglection of regular schools in terms of underfunding of 

schools, underpay of teachers and consequential lack of their incentives and 

others, along with parents' individual egoistic attitudes (perhaps attitudes of 

the subject, not the citizen) toward public education, has caused parents to 

seek private solution for education of their children in terms of expensive 

commercial cram courses. The sentiment of alienation is only an outward 

symptom of the larger cause, the gap between the haves and the have-nots 

that became wider because of the recent economic crisis. You cannot cure 

alienation by treating a symptom alone but by curing the cause itself. The 

anti-out-of-school classes legislation is based on a bad science so that it 

cannot be justified on the rationality ground. Therefore it is only logical that 

the legislation would be declared unconstitutional. 

One cannot say that rationality is the same thing as constitutionality but a 

legislation that cannot be justified on the rationality ground cannot be 

constitutional since it is an exercise of arbitrary power. Rationality is an 

integral element of law. Needless to add, scientific data are a major basis of 

rationality in law. Filing of social science research data (Brandeis brief)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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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 part of the prevailing practice in Korea. That is true with the court's 

practice. For its decision, the Constitutional Court relied on the rule of 

thumb or common sense rather than hard social science research data.

With a formalistic, legal positivist approach, one's perspective from which 

to look at a case for legal decision-making tends to be limited since he is 

likely to see only the formal legal rules to take into consideration. This 

approach causes a problem for change of the old rules or overruling of the 

precedents and for comparative law. One has to make, find or compare law 

in the broad social contexts when he changes an old rule or precedent or 

compare law between societies. Here in the case above, the Constitutional 

Court cited the right of self-cultivation and parents' right to educate their 

children alone as the grounds of its unconstitutionality decision. The Court 

failed to see the citizens' role of participating in the educational and school 

policy-making processes and their rights of equal access to the formal 

education. In fact, the right of self-cultivation and parents' right to 

education relevant to the Court's ruling should be the freedom of 

self-cultivation and that of parents' freedom to educate their children in the 

way they like rather than “the rights.” 

The Civil Law (family law) ban on a marriage between man and woman 

having the same family name (同姓) and the same place of origin (同本) in 

the second decision involves a long held, male-centered Korean tradition. 

According to the provision that incorporated the tradition, legally one cannot 

marry another member of the same broadly defined family (clan) in terms of 

the family name and the place of origin of the clan's founding father. A 

group composed of those sharing the same family name comprises usually 

several branches. The identity of each branch would be defined by the name 

of the place where that particular branch's founding father has originated 

from, like Kimhae Kim (金海 金) and Chonju Yi (全州 李). Kimhae  is the 

name of a southern city not far from Pusan, and Chonju  is the present 

capital city of Chollpukdo province. Thus Kimhae Kim and Chonju Yi, each 

of which is respectively a popular one of Kim's and Yi's many branches, 

may be termed perhaps as Kim  of (de  or von) Kimhae and Yi  of (de or 

von) Chonju in an European aristocratic tradition, since Kimhae Kim  and 

Chonju Yi  in fact have an aristocratic (Yangban) background. In any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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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rouble is that the number of members of such a branch family (同姓同

本) would amount to several ten to hundred thousands so that many of 

them are practically strangers to each others. And yet a marriage between 

two from the same branch family (clan), however remotely they may be 

familially related to each other, would remain at best only in a de facto 

relationship because their marriage contract would be null and void. The 

legislative ban was declared in 1997 as repugnant to the Constitution by the 

Constitutional Court on the ground that it violates human dignity, equal 

protection clause and others.

In terms of its social significance, this Korean constitutional decision is 

comparable to US' Brown v. Board of Education. If the case were brought 

to the Constitutional Court perhaps one hundred years ago, perhaps even 50 

years ago,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legislation would not have been 

doubted at all. Korean society has changed, however, to such an extent that 

there are many, especially younger Koreans, who no longer regard the rule 

inviolable. They believe that a ban on the kind of marriage by the law is 

unjustified. In fact, the unconstitutionality of and irrationality involved in the 

rule had been voiced by liberals and feminists for decades. Three times in 

the recent past, respectively in 1970s, 1980s and 1990s, the government had 

to pass a special statute by which to recognize nationally several thousands 

of such married couples that had de facto existed into the de jure ones. 

Many also have been pointing out the ban as scientifically unsustainable in 

terms of eugenics or genetics. There are another groups of people, especially 

Confucians and their organizations, who have been vehement in supporting 

the banning rule on the ground that it has been integral part of the 

time-honored tradition. Particularly in the election years they have proved to 

be one of the social forces which you could not ignore. Abolition of the rule 

through the political process would be as equally difficult in Korea as that 

of the “separate but equal” rule was in the United States. 

In the decision, the Constitutional Court obviously played such an activist 

role as the U.S.' Supreme Court did in the Brown case. It is our opinion, 

however, that the dichotomy of activism v. passivism is certainly an useful 

analytic tool to explain a constitutional ruling. But it can by no means serve 

as a ground to justify the activist ruling. How can one justify abolition 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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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ge of a long held rule as in Korea or precedent in the U.S.? Our 

argument is that one best way is to provide a social science research based 

supporting data showing that society has so changed and thus social 

demand for change exists so strong that upholding of the old rule by the 

force of law is no longer justified. In the American context, there was a 

talk of “moral” rule to support the overruling. Here in Korea we are talking 

about social science based evidence of social demand for change. It is no 

surprise that the U.S. Supreme Court cited a number of social science 

research data in its opinion. As a matter of fact, the prejudice against the 

black lingers on in American society even with the Brown decision though. 

So does the prejudice for the traditional rule against a marriage between 

members bearing the same family name and the same place of origin for the 

long time to come in Korea.  Naturally a governmental fiat or court ruling 

alone cannot change long-held values, prejudices, traditions or practices 

overnight.




